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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유는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다. 그저 펜으로 쓱쓱 그린 

듯한 그림체로 무채색의 일상에 자신만의 색을 입히는 그녀는 담백하면서도 스

타일리시한 그림으로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으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호

기심 많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조이 유는 즐길 만하다면 어떤 작업이든 두 팔 벌

려 환영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팝업 전시와 라이브 페인팅도 그 일환이다. 

한국에서 전시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해요. 젊고 쿨한 아티스트인 당신에게 

서울이란 도시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일상이 바삐 돌아가고 역동적인 도시 런

던 출신인 제게도 서울은 신나고 변화무쌍하며 혁신적인 도시예요. 아티스트의 

관점에서는 시각적으로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밝은 불빛과 간판, 흥미로운 건축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전 도로변에 앉아 가만히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당신은 일상의 한때를 그림으로 남기죠.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하루

에서 그림이 되는 건 대체로 어떤 순간인가요? 딱히 그림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순간에 뭔가를 포착하는 걸 좋아해요. 후에 그림만 봐도 그때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그리죠. 그림 도구를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특정 장면이나 흥미로운 각도를 보면 바로 그림에 담을 수 있어요. 특히 좋아하

는 주제 중 하나는 춤추는 사람들이죠. 클럽에서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그

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자신의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만들기도 하고 잡지 표

지를 그리기도 하죠. 모든 작업이 소중하겠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협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최근 작업

을 좋아해요. 가장 신선하고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얼마 전에

는 뮤지션이자 친구인 루크를 위해 음악 관련 작업을 했어요. 

루크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한 없이 하도록 놔두기 때문

에 같이 작업하기에 좋아요. 전 창의적인 사람들, 특히 음악 분

야 사람들과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최근에는 나이키에서 7명

의 여성 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나이키의 새로운 팬츠 스

튜디오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만들었죠. 그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웠어요.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컬러 매치가 돋보여요. 스타일리

시한 당신의 패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마워요. 컬러는 그때그때 끌리는 대

로 쓰는 편인데 그럴 때 빚어지는 실수에서 또 배워요. 색다르고 새로운 맛을 창

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섞는다는 점에서 컬러 조합은 요리랑 비슷해요. 

파란색을 아주 도드라지게 하고 싶으면 차분한 베이지색 옆에 두면 되죠. 언젠가

는 훌륭한 컬러 셰프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기분이 가장 좋아지는 컬러 조합은 무언가요? 지금은 따뜻한 색에 

끌려요. 런던의 겨울은 잿빛이지만 제 방은 밝게 만들 수 있죠. 겨자색, 귤색, 부

드러운 분홍색으로 방을 채우고 싶어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이웨이웨이의 다큐멘터리 커버 작업을 

진행했죠? 무척 재미있었어요! 인간 조류(Human Flow)라는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매우 흥미로워요. 우리가 어떻게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 공감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다큐멘터리죠. 몇몇 장면은 실로 대단해요. 아름다우면서도 슬프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쉽게도 아이웨이웨이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언젠

가는 꼭 만나고 싶어요. 아이웨이웨이를 존경하거든요. 그가 놀랄 만큼 다방면에

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특히 더요. 

앞으로 아이웨이웨이처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특정한 

분야라기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일에 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조

이 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하는 아티스트를 떠올렸

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동안 무얼 할 계획인가요? 주로 그림을 그리고 밤

에는 도시를 탐험할 거예요. 프라이드치킨을 먹을 거고 편의점에도 가고 싶어요. 

저는 다양한 그래픽디자인의 포장을 사랑하거든요. 한국에 왔으니 스킨케어 제

품을 사는 것도 빠뜨릴 수 없죠. 미술관에도 가고 친구들과 놀면서 서툴지만 한

국어를 더 익힐 거예요.  editor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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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조이 유의 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