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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器)’는 도자예술의 탄생과 발전을 함께하며 그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다 20세기에 공예가 예술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도예가는

각기 다른 시각과 입장에서 ‘기’를 바라보게 되었고, 각기 자신만의 시각

을 가지고 '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20세기 도자예술

분야의 흐름을 살펴보되, 특히 도자기의 역사성에 현대성을 입힌 작품으

로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기’를 바라

보는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세기 초반 일상적인 면이 드러나는 ‘기’를 만들었던 버나드 리치, 마

이클 카듀, 윌리엄 머레이와 같은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이 있었는데, 이들

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를 만들었음에도 결과물은 모두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익숙하고 기능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회에서

는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들이 만든 작

품을 특별한 사물 혹은 예술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는 ‘기’의 조형

적, 형태적 측면에 접근하여 작업을 풀어 나갔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를 조형적 모티브로 생각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각기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였다. 우선 한스 쿠퍼와 루시 리는 둘 다 기능성을 일종의 표현요

소로 사용하였지만, 루시 리가 전통적인 ‘기’의 형식 자체를 미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형식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면, 한스 쿠퍼는 전통적

인 형태와 기법을 바탕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형태를 변형하여 비일상적

인 영역으로 다가섰다. 기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루스 덕워스의 ‘기’ 작업

은, 안과 밖이 구분되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기능을 은유하는 선에

서 ‘기’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루스 덕워스는 비일상적인 영역에서 ‘기’를

다루었지만 그 형태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끌어들였다.

한편, 1960년대부터 활발히 작업하였던 미국 추상표현주의 도예가들은

‘기’를 해체하고 재정립해야 할 관념으로 바라보았고, 이러한 관점은 ‘기’

의 기본 형태를 찢고 찌그러트리는 식으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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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0세기 유럽과 미국을 대표하는 도예가들 중에서도 특히 ‘기’를 조

형적 모티브로 생각하였던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이들의 작품에서 기존의 도자기에서는 찾을 수 없

었던 ‘그릇다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기’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표현하며, 또 그 영역을 넓히려 하였던 이들의 작품은 공예의

정의를 다시금 내려주는 것이었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기, 20세기 유럽 도자,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

학 번 : 2010-21297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의의 ·························································· 6

제 2 장 전후 유럽 도예의 흐름

1. 역사적 배경 ········································································ 10

2. 전후 유럽 도예의 흐름 ··················································· 13

1) 루시 리 ·················································································· 13

2) 한스 쿠퍼 ·············································································· 24

3) 루스 덕워스 ·········································································· 33

3. 이후 세대의 변화 ······························································ 43

제 3 장 ‘기’ 작업을 바라보는 관점 비교

1. ‘기’의 일상성 ···································································· 48

2. 조형적 모티브로서의 ‘기’ ··············································· 50

1) 루시 리- 정물성 ·································································· 51

2) 한스 쿠퍼-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 57

3) 루스 덕워스- 비일상적인 ‘기’ ·········································· 64

3. 해체되고 재조립된 ‘기’ ··················································· 67

제 4 장 결론 ································································ 70

참고문헌 ········································································ 74



- iv -

그 림 목 차

[그림1] 아델라이드 앨솝 호비뉴, 1910 ·········································································3

[그림2] 텍실 두아뜨, 1907 ·······························································································3

[그림3] 아르투스 반 브리글, 1903 ···············································································3

[그림4] 한스 쿠퍼, 스윈튼 스쿨 도벽 작품, 1960 ····················································5

[그림5] 윌리엄 머레이, <Wheel of Life>, 1939년 ··············································11

[그림6] 버나드 리치, 1930-39 ···················································································12

[그림7] 강연 중인 버나드 리치, 1952 ·······································································12

[그림8] 유년기의 루시와 산더 삼촌 ············································································14

[그림9] 빈의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루시 리, 1930 ···············································15

[그림10] 루시 리, 1936-37 ···························································································15

[그림11] 브뤼셀 국제전시에서 수상한 금메달, 1935 ·············································16

[그림12] 평생 우정을 지속한 버나드 리치와 루시 리, 1975 ·······························18

[그림13] 버나드 리치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도기 제품, 1940년대 초 ··· 18

[그림14] 1945-47년경에 만들어진 도자 단추 ··························································19

[그림15] 단추 제작에 사용되었던 석고 몰드 ··························································19

[그림16] 알비온 뮤즈의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는 한스 쿠퍼와 루시 리 ······ 20

[그림17] 새로 구입한 전기 가마에 적재하는 루시 리, 1948 ·································20

[그림18] 루시 리, 1950년대 ·······················································································21

[그림19] 루시 리, 1974(부분) ······················································································21

[그림20] 웨지우드사의 의뢰로 제작한 커피 잔 세트 견본품, 1950년대 말 ······· 22

[그림21] 힐 상점에 납품한 루시 리와 한스 쿠퍼의 공동 작품, 1950 ···············22

[그림22] 루시 리, 1965 ·································································································23

[그림23] 루시 리, 1968 ·································································································23

[그림24] 루시 리, 1970 ·································································································24

[그림25] 루시 리, 1979 ·······························································································24

[그림26] 아버지, 형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한스 쿠퍼(중간) ····························25

[그림27] 군대 시절의 한스 쿠퍼 ··················································································26

[그림28] 루시 리와 한스 쿠퍼의 공동 작업품인 커피잔 세트. 이러한 작품에는

두 사람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다. ························································27

[그림29] 한스 쿠퍼, 1950년대 초반 ·············································································27

[그림30] 한스 쿠퍼, 1953 ·····························································································28

[그림31] 딕스웰 하우스의 한스 쿠퍼 ········································································28



- v -

[그림32] 코벤트리 성당의 촛대, 1960년대 ·······························································29

[그림33] 한스 쿠퍼가 디자인한 외장타일, 1960년대 ···············································29

[그림34] 딕스웰 하우스에서 제작한 도자기 작품들 ··············································30

[그림35] 한스 쿠퍼, 1965-67 ·························································································31

[그림36]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2인전, 1969년 ·····························32

[그림37] 말년의 한스 쿠퍼 ··························································································33

[그림38] 십대 시절의 루스 덕워스 ··············································································33

[그림39] 루스 덕워스가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두상, 1935-36 ·························34

[그림40] 루스 덕워스가 제작한 목각 인형, 1943 ·····················································34

[그림41] 루스 덕워스의 석조작품, 1946 ·····································································35

[그림42] 교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벽조작품, 1948 ···········································35

[그림43] 루스 덕워스, 커피 잔 세트, 1960년대 ························································36

[그림44] 코일링 기법을 이용한 ‘기’ 작업, (좌)1969, (우)1965 ······························37

[그림45] (좌)자기점토로 제작한 화병, 1960-61 (우)석기점토로 만든 거대한 항

아리들, 1964 ······································································································38

[그림46] <Creation>을 제작 중인 루스 덕워스, 1976 ··········································39

[그림47] 루스 덕워스, <Earth, Water, Sky>, 1968 ················································39

[그림48] 루스 덕워스, <the Creation>, 1982 ··························································39

[그림49] 루스 덕워스, <Untitled>, 1995 ····································································40

[그림50] 'Eye’ 시리즈 작품, 1970년대 초반 ····························································40

[그림51] ‘Reveal/Conceal'시리즈 작품, 1967-75 ·······················································40

[그림52] Mama Pot 시리즈 작품, 1975 ······································································41

[그림53] 루스 덕워스, <Untitled>, 2001 ····································································41

[그림54] 루스 덕워스, <Untitled>, 1991(좌), 1997(우) ···········································41

[그림55] 루스 덕워스, <Untitled>, 1990 ····································································42

[그림56] 키클라데스 조각상 ························································································42

[그림57] 키클라데스 시리즈 작품을 다듬고 있는 말년의 루스 덕워스 ··············43

[그림58] 댄 알베이드, vase, 1959 ················································································44

[그림59] 이안 올드, vase, 1965 ····················································································44

[그림60] 골든 볼드윈, <Form>, 1971 ·········································································44

[그림61] 윌리엄 뉴랜드, <Figure of a bull>, 1954 ················································44

[그림62] 이완 헨더슨, 1990(좌), 1987(우) ··································································45

[그림63] 엘리자베스 프릿쉬, 1993 ·············································································45

[그림64] (왼쪽부터) 야나기 무네요시, 버나드 리치, 루디 오티오, 피터 볼커스,



- vi -

쇼지 하마다, 1952 ························································································46

[그림65] 작업 중인 피터 볼커스 ··················································································47

[그림66] 버나드 리치, 1927 ·························································································49

[그림67] 마이클 카듀, 1950 ···························································································49

[그림68] 윌리엄 머레이, 1926 ·······················································································49

[그림69] 미적 기능이 두드러지는 루시 리의 작품, 1972 ·····································52

[그림70] 그윈 한센 피곳, <Still life with seven Beekers>, 2004 ····················52

[그림71] 루시 리, 1950년대 ···························································································54

[그림72] 루시 리, 1979 ·······························································································55

[그림73] 루시 리, 1978 ···································································································55

[그림74] 루시 리, 1958 ·································································································55

[그림75] [그림74]의 부분 ·····························································································55

[그림76] 루시 리가 빈 시절에 사용한 작업노트 ······················································56

[그림77] 루시 리, 1980 ·································································································57

[그림78] 루시 리, 1985 ···································································································57

[그림79] 꽃이 꽂힌 한스 쿠퍼의 화병들 ····································································57

[그림80] 한스 쿠퍼, Candle Holder, 1959-63 ····························································57

[그림81] 한스 쿠퍼, 1975 ·····························································································58

[그림82] 한스 쿠퍼, 1970 ·······························································································59

[그림83] 한스 쿠퍼, 1950년대 말 ·················································································59

[그림84] 한스 쿠퍼, 1952 ·····························································································59

[그림85] 한스 쿠퍼, 1953 ·······························································································59

[그림86] 브랑쿠시, <bird in space>, 1932-40 ······················································60

[그림87] 분청사기 귀얄문 편병, 16세기 ·································································61

[그림88] 한스 쿠퍼, 1970 ·······························································································62

[그림89] 한스 쿠퍼, 1970-1972 ···················································································62

[그림90] 한스 쿠퍼, 1972 ·····························································································62

[그림91] 한스 쿠퍼, 왼쪽부터 1958, 1962, 1970 ·····················································63

[그림92] 한스 쿠퍼, 왼쪽부터 딕스웰 하우스, 해머스미스, 프롬 시절의 작품 · 63

[그림93] ‘Mama Pot'시리즈 작품, 1999 ···································································64

[그림94] Cup and Blade 시리즈 작품들, 1997(좌), 1988 ·······································65

[그림95] Cup and Blade 시리즈 작품들, (왼쪽부터) 1989, 1990, 1989 ·············· 65

[그림96] 피터 볼커스, <Untitled Stack>, 1981 ······················································68

[그림97] 이완 헨더슨, vessel, 1987 ·············································································68



- 1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기(器)’란 본래 음식이나 물건을 담고,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

는 사물이지만, ‘기’의 형태가 내포하고 파생하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다

양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이 시작하면서부터, 기능과 형태, 재료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기’의 추상적인 형태는 인류 문명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상징하고

있다.1 인류가 가장 처음 그릇 형태를 사용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석기 시대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삶기 위해 처음

으로 토기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2 토기의 발명 이후로,

모든 문명권에서 다양한 재료와 용도로 만들어졌던 ‘기’는 그 시대의 생

활상을 알려 주고, 문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기는 실용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때로는 조형적으로 혹은 미학적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3 한편으로는 조선 백자나 우승 트로피처럼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토기가 등장하기 전에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던 때부터,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류와 함께 해온 ‘기’는 우리의 실생활과 관념 속에 여

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기’라는 사물 형식은 특히 도자예술

분야와 가장 오랫동안 역사를 함께 했다. 도자예술은 ‘기’와 함께 생겨났

고, ‘기’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1 김문정, 「후기 현대 도예의 탈근대주의적 시각과 기표해체에 관한 연구- 버나드 리치

(Bernard Leach)와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의 대비적 시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

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44.

2 브리태니커 사이트(http://www.britannica.co.kr/)에서 ‘도자기’로 검색.

3 김문정, 2004,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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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가 발명된 이후 더 단단한 용기를 만들기 위해 고온 소성을 연구

하고, 거기에 물레와 유약까지 보태져서 도자문화는 넓은 폭으로 발달해

왔다. 회전판을 이용한 물레는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했고, 유약은 ‘기’로서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나 일찍부터

고화도의 자기를 생산하였던 한국과 중국에서는 도자기의 발전이 눈부셨

다.4 이와 같이 도자예술의 발전은 결국 ‘기’로 인한, 또 ‘기’를 위한 발전

이었기 때문에 도예사에서 ‘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근대사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8세기경부터 기

능적 사물은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5 사실 순수미

술과 공예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은 신분상승을 꾀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순수미술가들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들은 순수미술이 당시 우대

를 받던 학문과 동등한 지적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적 활동이 손

기술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도입된 미와

미학 개념이 이러한 이분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고, 그 중심에

칸트(Immanuel Kant)가 있었다.6 칸트는 인공물을 유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유용한 것은 아름다울 수 없다고 말했다.7

이렇듯 순수미술과 공예를 나누려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윌리엄 모

리스(William Morris)는 공예와 실용미술이 순수미술에 비하여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을 펼쳐 나갔다.8

한편, 대량, 기계생산으로 실용미술이 ‘산업’, ‘디자인’의 영역이 되면서

도예가 미술화되기 시작했고, 현대적인 의미의 도예가들이 생겨났다.9 그

4 브리태니커 사이트(http://www.britannica.co.kr/)에서 ‘토기’와 ‘도자기’로 검색.

5 가스 클락, 「베티 우드만 / 찻잔 속의 폭풍」, 『현대 도예의 탄생 / 예술가들』, 김수

진 역, 현실문화연구, 2012, p.303.

6 하워드 리사티, 『공예란 무엇인가』, 허보윤 역, 미진사, 2011, pp.297-307.

7 Kant, 「Analyistic of the Beutiful」, 『Critique of Judgment』, p.45를 하워드 리사
티, 2011, p.305에서 재인용.

8 윌리엄 모리스, 「생활 속의 소예술」, 가스 클락 편저,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Comment and Review 1882-1977)』, 신광석 역, 미진사, 1993, pp.49-75를 김문정,

2004, p.5 에서 재인용.

9 Garth Clark, 『The Potter’s Art: a complete history of pottery in Britain』, Pha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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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아델라이드 앨솝 호비뉴,

1910

[그림3] 아르투스 반 브리글, 1903[그림2] 텍실 두아뜨, 1907

들은 도자기를 예술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오랜 세월 부단히 노

력했다.

예술가적 태도로 작업에 임하는 도예가들이 맨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

기 말 무렵이었다. 이들은 이전의 도예가들이 분업을 통해 생산했던 것

과는 달리 한 사람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작업하였고, 산업도

자제품에 맞서며 영역을 넓혀나갔다. 예를 들어 에른스트 샤플레(Ernst

Chaplet)와 오귀스트 들레흐쉬(Auguste Delaherche)를 비롯한 몇몇의 프

랑스 도예가들은 동양적인 양식을 참고하는 작업을 하였고, 미국의 윌리

엄 그루비(William Grueby)와 영국의 마틴 브라더스(Martin Brothers)

외 많은 도예가들이 유기체적 형태와 색채가 특징적인 아르누보 양식의

도자기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도예가들이 다양한

양식과 기법을 선보였다.10

Press Ltd, 1995, pp.136-137.

10 Edmund de Waal, 『20th Century Ceramics』, Thames&Hudson world of art, 2003,

pp.7-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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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도예도 개인 예술가와 조우하게 되었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

기 초까지는 도자기의 양식적, 기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작품'들이 대부

분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도예가인 아델라이드 앨솝 호비뉴(Adelaide

Alsop Robineau)는 표면을 양각하여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을 선보였고,

[그림1] 프랑스 도예가인 택실 두아뜨(Taxile Doat)는 [그림2]처럼 유약

의 효과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었다. 아르누보 양식을 따른 아르투스 반

브리글(Artus Van Briggle)의 작품은 양식적 측면에 접근한 사례 중 하

나이다.11[그림3] 이 도예가들은 작품을 통해 고난도의 기술과 다양한 스

타일을 보여주었지만 기법, 양식과 같은 부수적 요소에 좀 더 치우쳤던

것이다. 이에 반해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다음 세대의 도예가들은 선

배 세대보다 도자예술의 본질적 요소인 '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

로 작업을 하였다.

미국의 도예가인 웨인 힉비(Wyne Higby)는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

이 언급하였다. 현대의 ‘기’는 “작가의 개인적인 예술적 안목을 확대해서

표현한 작품”이며, 그릇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용적이라기보

다 실용성을 하나의 추상으로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12

웨인 힉비의 설명처럼 도예가들은 저마다 주관적인 예술관을 가지고,

각기 다른 시각과 입장에서 ‘기’를 바라보고, 각자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앞서 설명한 ‘기’의 다양한 의미와 가치 중에서 각자

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들을 좀 더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

한 움직임은 윌리엄 스테이트 머레이(William Staite Murray, 이하 윌리

엄 머레이),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로부터 시작하여, 루시 리(Lucie

Rie), 한스 쿠퍼(Hans Coper), 루스 덕워스(Ruth Duckworth)와 같은 작

가들에 의해 확대되었다.

먼저, 윌리엄 머레이와 버나드 리치, 마이클 카듀(Michael Cardew)를

비롯한 20세기 초의 많은 도예가들은 동양의 미학에 기댔다. 그중 가장

11 Edmund de Waal, 2003, pp.7-87 참조.

12 신상호 편저, 『현대도예- 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3을 김

하윤, 「기(器)의 형태활용을 통한 도자오브제 연구-주전자, 합, 접시를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학과 도자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p.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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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한스 쿠퍼,

스윈튼 스쿨 도벽 작품, 1960

대표적인 인물인 버나드 리치는 “동양 도자에서 찾을 수 있는 고전적 미

규범”과 “불교 미학의 원리인 선(禪)”을 통해 서구의 새로운 도자 문화

를 세우려고 하였고, 동서양의 상호교류를 주장하였다.13 그러나 일상의

사물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려 했던 초기 도예가들은 도자 작업을 하

는 행위에 취한 나머지, 동양 도자기를 모방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유럽의 모더니즘적 미학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일궈 낸 작가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이다. 현대 도자의 흐름은 '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흘러

갔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 사람은 흐름을 이어가는 대표적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들의 작업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루

시 리와 한스 쿠퍼는 그들이 살았던 영국에

서는 회고전을 통해 계속 사랑받아 왔지만,

다른 예술가들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는 낮았

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서

한스 쿠퍼의 장기 순회전시가 열리고, 더불어

루시 리의 작품도 다시 전시되면서 아시아권

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14 또한

2011년 필립스 드 퓨리 앤 컴퍼니(Phillips de

Pury & Company)에서 주관한 경매에 나왔

던 한스 쿠퍼의 스윈튼 스쿨(Swinton

School) 도벽 작품은 3억 원 이상(181,250파운드)의 가격에 낙찰되었고,

키클라딕 팟 시리즈 작품은 1억 원 이상(63,650파운드)에 팔렸다.15

13 Bernard Leach, 「Towards a Standard」,『A Potter’s Book』, Faber & Faber, 1940

을 김문정, 2004, p.6에서 재인용.

14 1989년 이세이 미야케(三宅一生)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로 일본에서는 루시 리의

전시가 꾸준히 있었다. 최근에는 2009년 제니퍼 리(Jennifer Lee), 에른스트 겜펠(Ernst

Gamperl)와의 공동전시인 <U-Tsu-Wa>전이 있었고, 2010년에는 일본 국립신미술관과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서 단독전시가 있었다. 루시 리와 더불어 한스 쿠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각지에서 6차례나 전시가 이어졌다.

15 Emma Crichton-Miller, 「The price is right」, 『Collect』전시 도록, Craft Counsil,

20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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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것처럼 20세기 초, 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등장한 도예

가들은 대개 예술가적인 시각에서 개성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

였는데, 유독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작품이 ‘기’의 역사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거기에 새로

운 현대성을 입혔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더욱 와 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도자기의 양식적, 기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버나드 리치와

같이 전통을 강조하는 작업이 대다수이던 시대에 그들은 ‘기’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가 다른 도

예가들과는 다른 시점에서 ‘기’를 바라보았다는 전제 아래, 그러한 관점

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특별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과 의의

1) 연구의 방법

연구는 국내외의 문헌을 통하여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작가들의 생

애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도예

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저서들을 참고하여 20세기 초에 근대적 의

미의 도예가들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각 도예가들의 전기를 바탕으

로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그 다음에는 ‘기’를 보는 관점에 대하여 분석, 서술할 것이다. 먼저, 루

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버나드 리치, 윌리

엄 머레이, 마이클 카듀와 같은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의 관점과 피터 볼

커스를 비롯한 추상 표현주의 도예가들의 관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아 볼 것이다. 이는 작품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외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작가의 생각이나 비평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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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세 도예가들의 전기나, 20세기 도예계의 흐름을 서술한 국내외 문헌은

적지 않다.

현대 도예의 흐름을 분석한 국내 논문으로는 김문정의 「후기 현대 도

예의 탈근대주의적 시각과 기표해체에 관한 연구」와 안민성의 「현대

도예의 미니멀리즘적 경향 연구-<미국 현대 도예>를 중심으로」가 있

다. 또한, 권선경의 「현대 도예오브제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미국 작

가를 중심으로」와 이규선의 「20세기 후기 도예의 탈근대 양식에 관한

연구: 이념과 방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수진의 「현대 도예의 전개양

상 고찰을 통한 조형적 특성 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와 같은

연구가 있는데, 모두 현대 도예의 발생 및 배경과 발전을 다루고 있지만,

20세기 중반 미국 도예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유럽과 기타 지역의 상

황에 대한 연구는 소외되어 있는 탓에 미국이 현대 도예의 산실로 고착

화될 우려가 있다.

도예가들의 생애를 살펴 본 국내 논문으로는 정희균의 「20C 모더니즘

기(器)의 도예가 루시 리(Lucie Rie)의 작품 특성과 제작 기법에 대한 연

구」, 「버나드 리치의 도예 입문과 초기행적-1887-1920년-」, 이정완의

「버나드 리치의 생애와 작품 세계」가 있다. 그러나 한스 쿠퍼와 루스

덕워스의 생애와 작품을 독립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전기는 국외문헌으로 찾아 볼 수

있었다. 토니 벅스(Tony Birks)는 『루시 리(Lucie Rie)』, 『한스 쿠퍼

(Hans Coper)』를 집필한데 이어 조 로리아(Jo Lauria)와 함께『루스 덕

워스: 모더니스트 조각가(Ruth Duckworth: Modernist Sculptor)』를 펴

냈다. 그는 도예가들의 전기와 도예 입문서를 집필하면서 현대 도자예술

연구에 공헌한 바가 큰 인물이다. 『버나드 리치, 하마다 & 그들의 동료

(Bernard Leach, Hamada & their Circle)』라는 책으로 1세대 공방 도예

가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던 토니 벅스는 각 도예가들의 생애를 매우 상세

하게 기술하였다. 이들의 전기뿐만 아니라, 루시 리와 한스 쿠퍼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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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념하여 일본에서 발간된 카탈로그와 루스 덕워스의 2009년 전시 도

록16도 이들의 생애를 다룬 중요자료이다.

서양의 도예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여주는 저서는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예사를 개괄적으로 다룬 엠마누엘 쿠퍼(Emmanuel

Cooper)의 『도자기의 일만년의 역사(Ten Thousand Years of Potter

y)』, 주로 20세기 유럽과 미국, 일본 도예계의 흐름을 서술한 에드문드

드 왈(Edmund De Waal)의 『20세기 도자예술(20th Century Ceramic

s)』, 영국 도예사를 다루는 가스 클락(Garth Clark)의 『도예가의 예술:

영국 도예사(The Potter’s Art: a complete history of pottery in

Britain)』를 주로 참고 하였다. 이들 책들은 도자예술을 시기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며,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생애

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들어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도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작업이 가

진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차이를 주로 형태적, 양식적인 측면에

서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3) 연구의 의의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작품이 가진 특별함을 형태적, 양

식적 측면에서만 찾는 것은 이 작품들의 공예적 가치를 간과한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18세기 말 순수미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미학

이론은 그 후로도 계속 발전해 왔지만, 공예의 가치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에야 공예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조차 순수미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7 도예

가들의 작품을 형태적, 양식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

례 중 하나이다.

16 Miyake Design Studio 편저, 『Lucie Rie: 現代イギリス陶芸家』전시 도록, Miyake

Design Studio, 2009.

Maya Nishi 편저, 『Hans Coper Retrospective- Innovation in 20th Century

Ceramics』 전시 도록, hus-10, 2009.

『Ruth Duckworth-Duckworth at Ninety』전시 도록, Ruthin Craft Centre, 2009.

17 하워드 리사티, 2011, pp.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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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예의 역사적 맥락에서 작품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지닌 가치를

알아볼 것인데, 특히 도자예술의 핵심인 ‘기’를 도예가들이 어떻게 해석

하였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공예의 시선으로 루시 리, 한

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작품을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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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후 유럽 도예의 흐름

1. 역사적 배경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초반, 유럽의 전역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고, 예술가와 디자이너도 이 흐름에 동참하였다. 그 변화란 산업혁

명 이후 본격적인 기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생겨난 것으로, 과거의 장

식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순수 조형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을 말한다.18 이

러한 변화의 바람은 1919년 독일에 바우하우스가 설립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19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 도자공예 분야는 다소 늦게 반응하였다. 특히

영국의 도예계는 여전히 역사주의적 전통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편에서는 개성을 기초로 작업하는 도예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였는데, 이들은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도예가이며,20 1세대 공방 도예가

(studio potter)라 할 수 있다.21

사실상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방 도예가가 나타난 것은 1905년 무렵이

다. 20세기 초 미술 교육이 확대되고, 미술의 분야에 도예가 편입되기 시

작한 것이 공방도예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 등장한 공방

도예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대륙에 비해 아마추어적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도예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으로 작업한 1세대 공

방 도예가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윌리엄 머레이와 버나드 리치, 마이클 카

듀가 있다.22

당시 영국에서는 중국 도자기에 관한 전시가 크게 열리고 책이 출간되

18 정희균, 2007, p.182.

19 Emmanuel Cooper, 『Ten Thousand Years of Potte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p.280.

20 정희균, 2007, p.182.

21 Garth Clark, 1995, p.136.

22 Garth Clark, 1995,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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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윌리엄 머레이,

<Wheel of Life>, 1939년

는 등 중국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 도자기에 매료

된 도예가들은 그것을 양식적 표본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

영국의 전통적인 도자기인 슬립웨어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통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렇게 1세대 도예가들은 전통적인 기반 위에 자신들의 개성을 입힌 작

업을 하기 시작하였다.23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도자기를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랐다.24 우선, 윌리엄

머레이는 도예를 순수예술의 분야로 생각하였고,

‘자기표현’의 차원으로 작업을 바라보았다. 머레

이는 심미적 목적을 가진 아트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도자기의

기능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도자공예

를 추상미술의 한 분야로 여겼으며, [그림5]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작업에 제목을 붙이곤 하였

다.25

그에 비해 버나드 리치와 마이클 카듀는 ‘윤리

적인 도자기(the ethical pot)’를 지향하였다. 양식적으로 중국 송나라 시

대의 도자기와 영국 슬립웨어의 전통을 따랐고, 실용을 미덕으로 여겼

다.26

특히 버나드 리치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야나기 무네요시

(柳宗悦)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민예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인물이

다. 1920년 영국으로 돌아와 도예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널리 전파했다.27 일상의 물건이 제작자와 사용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23 Garth Clark, 1995, p.137.

24 Garth Clark, 1995, p.136.

25 Emmanuel Cooper, 2000, p.280, 282.

26 Garth Clark, 1995, p.136.

27 Cyril Frannkel, 『Modern Pots: Hans Coper, Lucie Rie & their Contemporaries:

The Lisa Sainsbury Collection』, University of East Anglia, 2000,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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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버나드 리치, 1930-39 [그림7] 강연 중인 버나드 리치, 1952

미치므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28 또

한, 빠르게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도예가 도태되지 않도록

도예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썼다.29 리치는

[그림6]과 같이 동양의 미감과 영국의 슬립웨어를 접목시킨 작업을 하면

서 동양과 서양의 전통을 결합시키는 일에 평생 매진했다.30

리치는 윌리엄 머레이처럼 예술품 같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실

용적인 도자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자신의 글에도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작업을 한다면 결코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썼다.31

그러나 버나드 리치도 예술품 같은 도자기 제작을 즐겼다는 점에서 모

순이 드러난다. 게다가 그의 작품을 사는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

이었는데, 그 중 많은 사람이 머레이의 작품 역시 소장하고 있었다. 결

국, 버나드 리치는 도예가의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말과 행

28 Emmanuel Cooper, 2000, p.285.

29 정희균, 2007, pp.184-185.

30 Cyril Frannkel, 2000, p.137.

31 Bernard Leach, 『A Potter’s Outlook』, Handworkers’ Pamphlet No.3, 1928이 Carol

Hogben 편저, 『The Art of Bernard Leach』, Wastson Guptill, 1978으로 재출판된 것

을 Garth Clark, 1995, p.1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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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32

2. 전후 유럽 도예의 흐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문화적인 격변이

일어났다. 1950년대부터 버나드 리치의 미학이 현대에 적합한지를 묻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현대 공예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자문

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미술교육기관이 늘어나면서 공방 도예는 점차 새

로운 모습을 갖추어 갔다.33

전후의 도예가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동양의 형태와 미학

에 기초한 작업을 지속한 작가들, 모더니즘의 개념에 집중한 작가들, 그

리고 주로 손 성형기법을 이용하여 도기(earthenware)작업을 하는 작가

들로 구분된다.34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작가들이 변화의 흐름을 이

끌었고, 그럼으로써 도자공예는 전통주의에서 모더니즘의 영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갔다.35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는 기존의 규범에

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만들며,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작가들이다.36

그럼 우선 한 사람씩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자.

1) 루시 리

루시 리는 1902년 오스트리아 빈(Wien)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

어났다. 아버지 벤자민 곰페르쯔(Benjamin Gomperz)는 이비인후과 전문

의였고, 어머니는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하던 유대인 집안 출신이

었다.37

루시 리가 공예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머니의 남동생인 알렉산

더 볼프(Alexander Wolf, 이하 산더 삼촌)의 영향이 컸다. 세계를 돌아

32 Garth Clark, 1995, p.150.

33 Garth Clark, 1995, p.167.

34 Emmanuel Cooper, 2000, p.287.

35 Garth Clark, 1995, p.167.

36 김문정, 2004, p.29.

37 Tony Birks, 『Lucie Rie』, Marston House, 199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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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유년기의 루시와 산더 삼촌

다니며 예술품을 수집하던 산더 삼촌은 자신의 여행길에 루시 리를 데려

가곤 하였다. 산더 삼촌의 저택에서 각종 수집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루시 리는 초기 로마의 도자기를 보고 크게 감탄했으며 훌륭한 미술품과

공예품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 어떻게 보면 산더 삼촌은 자기도 모르

는 새에 예술계에 크게 공헌을 한 셈이다.38

이렇게 예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루시 리는 1922년 빈의 공업미술학

교(Kunstgewergeschule)에 입학한다. 첫 수업이 시작되던 날, 그녀는 도

공이 물레 차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 모습에 매료되어 도자기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39 이미 그때부터 주로 물레를 사용하여 단

순한 형태를 만들었고, 유약 이외의 장식은 하지 않는 편이었다.40

1926년 졸업하고 나서도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이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운다. 그 원칙이란 집 안에 두었을 때 잘 어울리는 도자기를 만들되,

그 형태는 매우 단순해야 하고, 장식 또한 유약 이외의 것은 배제한다는

것이었다.41 단순한 원칙이지만 루시 리의 작업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었

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능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체의

조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작업하였다. [그림10]과 같은 초기작에서 볼

38 Tony Birks, 1994, pp.13-14.

39 Tony Birks, 1994, p.20.

40 정희균, 2007, p.183.

41 Tony Birks, 199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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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빈의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루시 리, 1930 [그림10] 루시 리, 1936-37

수 있는 날렵하고 명료한 실루엣은 말년의 작업까지 일관적으로 나타난

다.42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도자기를 만들고 단순한 형태를 지향하는 태도

는 그 당시 빈의 문화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당시 빈에서는 실내와 실

외, 가구, 실내에 걸린 그림, 도자기 심지어 옷까지도 건축 환경과 하나

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고 있었다. 19세기 말부

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빈 분리파(Vienna Secession)의 대표적 인

물인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n)과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903년에 빈 공방(the Wiene Werkstatte)을 설

립하였다.43 빈 공방의 이념은 빈 공업 미술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요셉

호프만을 통하여 루시 리에게도 전달되었다.44 즉, 모더니즘 건축이 부상

하고 있던 1920년대에 학업을 시작한 루시 리는 이러한 건축환경에 어울

리는 단순한 도자기를 만들게 된 것이다.45

한편, 이 시절의 불가피한 작업 조건이 루시 리만의 독특한 작업세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루시 리의 작업실에는 가마가 없어서 전차

를 타고 가장 가까운 가마까지 기물을 운반해 소성해야 했다.46 대부분의

42 정희균, 2007, p.184.

43 Edmund de Waal, 2003, p.52.

44 Tony Birks, 1994, p.17.

45 Yoshiaki Inui, 「The Art of Lucie Rie」, Miyake Design Studio 편저, 200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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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브뤼셀 국제전시에서 수상한

금메달, 1935

도자기는 낮은 온도에서 초벌한 후, 유약을 입히고 재벌을 해서 완성한

다. 초벌을 하고 나서 시유하는 이유는 건조된 점토 상태의 용기를 다루

다가 깨트리기 쉬울 뿐 아니라, 건조된 점토가 수분을 머금었을 때 생기

는 팽창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47 그러나 루시 리는 먼

길을 두 번이나 왕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초벌을 생략하

였다. 초벌하지 않은 기물에 시유하여 소성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지

만 결과적으로 루시 리만의 독특한 표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소성 기법이 작품에 깊이를 더한다고 생각하였고, 평생 이 방식

을 고수하게 된다.48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루시는 스키나 등반, 여행을 즐겼는데, 그러면서

한스 리(Hans Rie)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1926년 학교를 졸업하던 해

에 그와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없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

다. 카드 게임을 즐기던 남편과는 달리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루시 리는 건축가, 사진가들과 교류하며 작업을 계속한다.49 덕분에 꾸준

히 독립심을 키울 수 있었고, 이것이 말

년까지 작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50

한편 은사인 요셉 호프만의 도움으로

국제전시에 종종 출품하였는데,51 특히

1935년 브뤼셀(Brussels)과 1936년 밀라

노(Milan)에서 열린 국제 전시회에서 금

메달을 수상하고, 1937년 파리의 국제

전시에서는 은메달을 수상하면서, 국제

적인 명성을 얻는다.52 호프만은 일체의

46 Tony Birks, 1994, p.29.

47 글랜 C. 넬슨, 『도자 예술』, 임무근, 신광석 역, 미진사, 1980, p.142.

48 Cyril Frankel, 2000, p.74.

49 Cyril Frankel, 2000, pp.68-69.

50 Tony Birks, 1994, p.28.

51 Cyril Frankel, 2000, p.69.

52 Tony Birks, 1994,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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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이 없고, 직선적인 형태를 선호하던 빈 분리파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이런 인물이 루시 리의 작업을 눈여겨 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

다.53

이렇게 작업을 통해 명성을 쌓으며 고요하게 살아오던 루시에게 견디기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 1930년대 후반, 독일의 나치즘이 전 유럽으로 퍼

져나가고,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반유대주의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

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독일 제국에

합병시키면서, 빈은 유대인에게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결국,

한스와 루시 리 부부는 오스트리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1938년 미국행

배를 탈 수 있는 영국으로 향한다.54

런던에 머무르며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 루시는 남편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국에 남아 도자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영국은 신선한 자극이 많은 문화적 환경이

었다. 우선 훌륭한 미술학교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고, 고든 러셀

(Gordon Russell)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도자기 부서를 두어 도

예가들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뮤리엘 로즈(Muriel Rose)가 운영하던 리

틀 갤러리(Little Gallery)가 미술공예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영

국에 온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깨달은 루시는 런던에 남

기로 하고, 남편 한스 혼자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12년의 결혼생활은

종지부를 찍는다.55

홀로 런던에 남은 루시 리는 하이드 파크(Hyde Park) 근처에 있는 알

비온 뮤즈(Albion Mews)라는 곳에 작업실을 얻고 그곳에서 생활한다.

루시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시 영국 도예계에 엄청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버나드 리치를 만나 조언을 구하였다. 몇 차례 만

남을 통해 버나드 리치와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그의 거칠고 동양적인

미학은 루시 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56 버나드 리치는 루시 리의 작

53 정희균, 2007, p.183.

54 Cyril Frankel, 2000, p.70.

55 Tony Birks, 199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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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버나드 리치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나

는 도기 제품, 1940년대 초

[그림12] 평생 우정을 지속한 버나드 리치와

루시 리, 1975

품이 너무 얇고 약해 보인다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실망스러운

반응에 루시는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그러한 버나드 리치의 비평 때문

에 루시 리의 작업이 퇴보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실상 보탬이 된 점도

많았다. 굽 부분이 몸체에 비해 약해 보인다는 평은 그르지 않았고, 그

덕분에 좀 더 확고하고 튼튼해 보이는 형태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도기점토만 사용하던 루시에게 석기점토와 자기점토를 사용할 수 있게

자극을 준 것도 버나드 리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

남에서 비롯된 자신감 상실을 회복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57

알비온 뮤즈에 정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폭격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루시 리는 허리통증마

저 악화되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6개월간 병석에 누워 있다가

퇴원하였을 때, 지인에게서 흙으로 단추를 만드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떻

겠냐는 제안을 받는다. 일거리가 필요하였던 루시는 당장에 조수 몇 명

을 모집하여 단추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단추 만드는

일이 전쟁 시국에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루시와 일꾼들을 군수품

공장으로 보낸다. 그리하여 루시는 이른 아침에 단추를 만들다 낮에 공

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다시 단추를 만드는 생활을 하였다. 이런 생활

을 하다 보니 이 시기에는 도자기를 그리 많이 만들지 못하였다. 그나마

56 http://www.pelmama.org/PDFs/LucieRIE_CV.pdf.

57 Garth Clark, 1995,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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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1945-47년경에 만들어진 도자 단추 [그림15] 단추 제작에

사용되었던 석고 몰드

만든 것들도 버나드 리치의 비평에 주눅이 들어 두껍고 둔하게 만들어졌

다.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작업실을 열게 된다.58

그리고 1946년 일자리를 구하러 한스 쿠퍼가 작업실에 찾아온다. 한스

쿠퍼 역시 나치의 탄압을 피해 영국으로 건너온 유대계 독일인이었고,

전쟁 시에 훨씬 큰 고난을 겪었다. 말수가 많지 않고,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초보였지만, 도자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줄 아는 일꾼이었다. 조각가를 꿈꾸던 한스 쿠퍼는 루시 리의 작업장에

서 일하며 도자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루시 리는 그에게 물레를 배

워 보라고 권유했다. 열여덟 살이나 어렸지만 예술에 대해 해박한 한스

쿠퍼는 루시 리와 대화가 잘 통하였고, 점점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

다.59

한스 쿠퍼가 루시 리의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년이 지난 1948년경

많은 것이 변했다. 고급 의상점에 납품할 단추를 계속 만들었지만, 루시

리는 단추 만드는 일에 점점 흥미를 잃었고, 한스 쿠퍼의 가슴 속에는

도자 작업을 향한 열망이 커져 갔다.60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주던 단추

58 Tony Birks, 1994, pp.36-39.

59 Tony Birks, 1994, pp.41-42.

60 Tony Birks, 1994,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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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알비온 뮤즈의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는 한스 쿠퍼와 루시 리

[그림17] 새로 구입한 전기 가마에 적재하는 루시 리, 1948

납품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기는 힘들었다. 그러다 결국 단추 주문량이

줄어들자, 기다렸다는 듯 두 사람은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61

루시 리가 빈에서 만들었던 그릇은 전부 도기였다. 빈에서 이미 도기

점토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경험한 터라, 루시 리는 석기 점토와 자기

점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석기와 자기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소성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 가마를 구입하였고, 유약도 1260도에 맞

춰 개선하였다. 이렇게 작업 요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한스 쿠퍼는 루시

리가 빈 시절에 만들던 모던한 형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62

1949년이 되어 루시 리는 자기 점토로 만든 식기를 처음 선보였고,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명성을 쌓아 갔다. 루시 리의 작품은 일상용품으로서

수공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63 이는 버나드 리치가 이끌

고 가던 동양적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당시에 제작된 대부

분의 그릇들에서는 손자국,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 붓 자국을 일체 찾아

볼 수 없으며,64 주로 짙은 갈색과 흰색 유약이 입혀졌다. [그림18]과 같

61 Tony Birks, 「Lucie Rie and Hans Coper」, Margot Coatts 편저, 『Pioneers of

modern craft』,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pp.99-106.

62 Tony Birks, 1994, pp.43-44.

63 Tony Birks, 『Art of the modern Potter』, Van Nostrand Reinhold, 1977, p.119.

64 Edmund de Waal, 『20th Century Ceramics』, Thames&Hudson world of ar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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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루시 리, 1950년대

[그림19] 루시 리, 1974(부분)

이 루시 리만의 특징적 형태인 쭉 뻗은 손잡이

도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65

뾰족한 바늘을 이용하여 표면을 긁어내서 장

식하는 스그라피토(sgraffito) 기법도 이때부터

사용되었다. 이는 1940년대 후반, 루시 리가 새

의 뼈를 이용하여 줄무늬를 새긴 신석기나 청

동기 시대의 토기를 보고 적용, 발전시킨 것이

었다. 스그라피토 기법은 형태가 좀 더 명료하

게 보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그림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그라피토의

장식 덕분에 병의 어깨 부분과 목, 사발의 굽

과 몸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보일 수 있었

다.66 스그라피토 장식의 선은 자를 이용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긋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

스럽고 소박하다. 또한 단순히 긁어내는 것에

서 나아가, 긁어낸 선에 다른 종류의 흙을 상

감하기도 하였다.67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사이 루시 리의

작품은 대체로 정확한 대칭구조를 유지하였고,

그 안에서 점, 선, 면의 기본 조형요소들이 어

우러지는 것이 특징이었다.68 1950년대 중반에는 웨지우드(Wedgwood)

사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디자인을 의뢰받아 견본품을 만들기도 한다. 비

록 산업화되지는 못했지만,69 이 때 만든 커피 잔 세트는 장식성이 강한

당시의 산업제품에 비해 매우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70[그림20]

p.151.

65 Tony Birks, 1994, p.44.

66 Edmund de Waal, 2003, p.151.

67 Tony Birks, 1994, pp.67-68.

68 정희균, 2007, pp.185.

69 Tony Birks, 1994, pp.48-49.

70 정희균, 2007,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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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웨지우드사의 의뢰로 제작한 커피 잔

세트 견본품, 1950년대 말

[그림21] 힐 상점에 납품한 루시 리와 한

스 쿠퍼의 공동 작품, 1950

1950년을 기점으로 루시 리는 한스

쿠퍼와 함께 국내외의 전시에 작업

을 선보였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도

예가로 선정되어 밀라노 트리엔날레

(the Milan Triennale)에 참가하기도

하고, 런던의 갤러리에서도 여러 차

례 전시회를 개최했다.71 또한 루시

리는 버나드 리치의 소개로 힐

(Heal)이라는 상점에 납품을 시작했

는데, 이때 납품한 식기들은 가히 혁

명적인 디자인이었다.72[그림21]

두 사람이 함께 일한지 13년째인

1958년에 한스 쿠퍼는 알비온 뮤즈의

작업실을 떠나 자신의 작업실을 차린

다. 그간 두 사람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작업도 많이 닮아

있었다.73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의

작품들은 그 전보다 장식이나 색감, 형

태 면에서 훨씬 화려하고 다채로워졌

는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는 그 전에 비해 좀 더 자연스

러운 형태를 갖게 되었다. [그림22]처

럼 물레를 찬 사발을 양 옆으로 살짝 잡아당겨서 변형하는 등 다소 차가

워 보였던 형태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둘째, 물레를 찬 두개 이상의 성형

물을 접합하여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스 쿠퍼가 사용하던 방법으로 루시 리도 간혹 작업에 적용하곤 하였

71 Tony Birks, 1994, p.44.

72 Tony Birks, 「Lucie Rie and Hans Coper」, Margot Coatts 편저, 1997, pp.99-106.

73 Tony Birks, 199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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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루시 리, 1968[그림22] 루시 리, 1965

다. 특히 [그림23]과 같은 목이 길고 입구가 치마처럼 너울 치는 형태의

병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었다.74

셋째, 긁어내거나 상감한 그릇과는 대조적으로 표면 전체에 두껍게 발

포성 유약을 입힌 그릇이 등장한다.75[그림24] 거품이 일어 거친 질감을

가진 이 그릇은 탄화규소나 장석이 함유된 유약을 사용한 것으로, 빈에

서부터 이어져 온 스타일이다.76 넷째로, 색이 다른 두 종류의 흙을 완전

히 섞지 않고 그저 압력을 가해 붙인 다음 물레를 차는 기법도 선보였

다.[그림25] 영국에서 이것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루시 리였지만 그 후

많은 젊은 도예가들이 모방하는 기법이 되었다.77 일정량의 금속 산화물

이나 안료를 섞어 발색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흙이 그러데이션을 이루어

천천히 섞여 어울리는 모습78이 냉정한 느낌이 드는 그 전 시기의 그릇

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1983년에 전시에서 피콕블루(peacock

74 정희균, 2007, p.188.

75 정희균, 2007, p.184, p.189.

76 Tony Birks, 1994, p.123, p.134.

77 Tony Birks, 1994, p.69.

78 망간(1.5)%, 산화동(0.25%), 코발트(1%) 혹은 산화철(3%)를 첨가하여 어두운 색의 흙

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두 가지 흙의 수축률을 맞추기 위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밝

은 흙에 장석을 첨가하였다. Tony Birks, 1994,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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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루시 리, 1970 [그림25] 루시 리, 1979

blue), 마젠타(magenta), 회록색(sage green), 금색 유약을 선보였는데 이

전보다 명쾌하고, 장식적이었다. 루시 리는 1980년대까지 자신이 좋아하

는 형태와 새로운 형태의 실험을 반복하며 작업을 계속한다.79

루시 리는 1981년 한스 쿠퍼가 먼저 세상을 뜰 때까지 진실한 우정을

나눈다. 이후 1990년에 루시 리는 영국의 도예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

아 기사작위(DBE)를 받게 되고, 80대 후반에 심장발작을 일으키기 전까

지 작업과 전시를 계속하였다. 1989년에는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인 이세

이 미야케(三宅一生)가 일본의 오사카에서 루시 리의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다른 시대와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루시 리와 이세이 미야케

는 ‘전통’과 ‘기능’의 제약에서 형태와 재료를 고민하며 작업을 했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루시 리는 1995년에 알비온 뮤즈에서 눈

을 감는다.80

2) 한스 쿠퍼

한스 쿠퍼는 1920년 독일 켐니츠(Chemnitz)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79 Garth Clark, 1995, pp.171-173.

80 http://www.pelmama.org/PDFs/LucieRIE_C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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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아버지, 형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한스 쿠퍼(중간)

다. 아버지 줄리어스 쿠퍼(Julius Coper)

는 유대인으로 직물 공장의 경영진이었

다. 한스 쿠퍼는 자상한 아버지 슬하에

서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에 재능을 보이

며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81

그러나 그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인

1933년부터 기약없는 고난이 시작되었

다. 그 해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가 정권을 잡고, 1920년대의 정치적 혼

란을 틈타 등장한 나치 돌격대원도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비밀경찰

(Gestapo)이 결성되고, 강제 수용소까지 생겨서, 유대인들에게는 본격적

으로 끔찍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유대인 배척운동으로 인해 아버지

줄리어스 쿠퍼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

했다. 한스 쿠퍼와 형 발터(Walter)는 학업을 지속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1936년에 아버지는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당시 유대인이 아닌 여성과 결혼한 유대인 가장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가족을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82

1937년 형 발터가 먼저 아르헨티나로 떠났고, 한스는 드레스덴

(Dresden)의 기술학교에서 방직 기술을 배우다가 1939년 드디어 영국으

로 망명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결코 편안치 않았다. 도착한 지 일여 년

만에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독일과 전쟁 중이었던 영국은 적

국 독일인이라면 망명 온 유대인조차 가둬들였다. 구속된 한스는 곧 캐

나다 퀘벡 주의 셔브룩(Sherbrooke)에 위치한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어 1

년간 수용되었다가 입대하는 조건으로 풀려나 1943년까지 영국군으로 근

무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한스 쿠퍼는 프리츠 볼프(Fritz Wolf)라는 친구

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현대 미술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고 쿠퍼는 조각

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한편, 그가 맡은 임무는 참호를 파고 야영장을 세

81 Tony Birks, 『Hans Coper』, Harper & Row, 1983, p.9.

82 Tony Birks, 1983,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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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군대 시절의 한스 쿠퍼

(왼쪽에서 두번째)

우는 것이었는데, 이 때 건강이 악화

되어 류머티즘을 얻는다. 이 병의 증

세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해져서 결국 의병제대하고 영국으로

돌아온다.83

런던에 돌아와서도 한스 쿠퍼의 어려

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와중에도 쿠퍼는 드

로잉과 페인팅을 계속하며 조각가의 꿈을 잃지 않는다. 당시 영국에 있

던 피난민들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일

자리를 찾거나 숙식을 해결하곤 하였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맞는 일자

리를 찾던 한스 쿠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윌리엄 올리(William Ohly)

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조각가를 꿈꾸던 한스 쿠퍼의 사정을 들은 윌

리엄 올리는 루시 리의 작업장에 찾아가 볼 것을 추천한다. 그리하여

1946년 한스 쿠퍼와 루시 리는 서로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만나

게 된다.84

한스 쿠퍼가 처음 방문했을 때, 루시 리의 작업장은 단추를 주로 제작

하는 공장이었고, 몇몇의 이민자들이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한스 쿠퍼는

2년간 단추 제작을 도우며, 자연스레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루시 리는 한스 쿠퍼를 다른 도공에게 보내어 물레를 배우도

록 했다. 한스 쿠퍼는 일주일 만에 물레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하여서 루

시 리를 놀라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루시 리와 한스 쿠퍼를 스승과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루시 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루시 리는 한스 쿠퍼의 높은 지성과 인격에 감화되어 늘 존경하는 마음

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85

알비온 뮤즈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작업하던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83 Tony Birks, 1983, pp.11-17.

84 Cyril Frannkel, 2000, p.15.

85 Cyril Frannkel, 200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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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한스 쿠퍼, 1950년대

초반

[그림28] 루시 리와 한스 쿠퍼의

공동 작업품인 커피잔 세트. 이

러한 작품에는 두 사람의 도장

이 나란히 찍혀 있다.

초반까지 루시 리와 한스 쿠퍼는 공동작업을

많이 했다. 루시 리가 형태를 디자인하고 한스

쿠퍼가 물레를 차면 다시 루시 리가 스그라피

토와 같은 기법으로 장식을 하고 유약을 발랐

다. 루시 리 본인도 인정하였듯이 한스 쿠퍼는

루시의 작업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

다.86 이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중세풍의 그

릇이나 동양의 도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

로, 가히 혁명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었다.

공동작업과는 별개로 각자의 전시를 위한 작

업에도 매진하였는데, 이때부터 한스 쿠퍼는

평생에 걸쳐 발전시킬 기법을 시작한다. 그것

은 물레로 기물을 차고 그것을 반 정도 건조

시킨 다음 결합하는 기법이었다. 이렇게 만든

구성요소 간의 대비를 확연히 보여주는 작업

은 기능을 가진 용기라기보다는 조각에 가까

웠다. 이는 조각가를 꿈꾸던 한스 쿠퍼에게 더

없이 알맞은 기법이었을 것이다.87

이 기법 자체를 한스 쿠퍼가 발명해 낸 것은

아니었다. 이 기법은 고대 아프리카나 그리스

의 유물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있고, 과거 동

양의 문화권에서도 편병이나 장군, 연적 등을

만들 때에 사용하던 기법이었다. 한스 쿠퍼의

작품 중에 [그림29]와 같이 편병을 연상시키는

것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오래된 기법을 이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미감을 드러내는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한스 쿠

퍼의 작업은 온전히 그 자신만의 것이었다.88

86 Tony Birks, 1983, p.28.

87 Tony Birks, 「Lucie Rie and Hans Coper」, Margot Coatts 편저, 1997, p.105.

88 Tony Birks, 1997, p.105.



- 28 -

[그림31] 딕스웰 하우스의 한스 쿠퍼

[그림30] 한스 쿠퍼, 1953

1950년대는 자신만의 표면처리기법을 개발하기

도 한 시기이기도 하다. 물레를 차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금속 도구를 사용하여 깊은 스크레

치를 내고 이산화망간과 산화철을 3:2의 비율로

섞은 혼합물을 바르고 사포로 갈았다. 그 위에

장석과 고령토로 만든 흰색 슬립으로 칠하고 이

장이 마르면 다시 사포질을 하고 또 이장을 덧

발랐는데,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

써 최종의 형태와 표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독창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림30]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다음에 스그라피토 기법을 적용한 작품인데, 루시

리보다 대담하고 자유로운 선이 특징적이다. 한스 쿠퍼는 다른 도예가들

에 비해 소성 후 처리에 적극적이었다. 금속이나 금강사로 만들어진 연

마 패드를 이용하여 바깥 면을 갈았고, 방수를 위해 가구 마감용 왁스를

기물의 내부에 바르기도 하였다.89

1950년대 말이 되어 루시 리와 한스 쿠퍼는 함께 많은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작업량이 늘면서 작업실이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쿠퍼는 웰륀 가든 시티(Welwyn Garden City)에 아트센터

설립을 계획하던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Digswell Art Trust)의 헨리 모

리스(Henry Morris)를 만난다. 전직 교육

감인 헨리 모리스는 미술가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여 미술가와

공예가를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자신의 꿈을 실현

하기 위하여 딕스웰 하우스라 불리던 저

택을 사들여 작가들이 함께 숙식하며 작

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를 설립하였다. 헨리 모리

89 Tony Birks, 1983, p.31, p.59, p.204,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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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한스 쿠퍼가 디자인한 외장타일, 1960년대[그림32] 코벤트리 성당의 촛대, 1960년대

스는 전도유망한 미술가와 공예가를 모집하던 중에 한스 쿠퍼에게도 입

주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한스 쿠퍼는 넓은 작업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기대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90

1959년 딕스웰 하우스에 들어간 쿠퍼는 조각가, 직공 등 미술 다방면에

서 활동하던 예술가들과 함께 그곳에서 숙식하고, 작업하였다. 딕스웰 하

우스의 목표를 한스 쿠퍼는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하는데, 바로 건축과

관련된 도자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다. 건축회사들과 협업으로 진행되었

는데, 주요한 프로젝트로는 몇 가지의 단위체만으로 다양한 시각적 효과

를 주는 외장타일, S.G.B. 컴퍼니(S.G.B. Company)를 위해 제작한 세면

대나 변기, 그리고 음향 벽돌이 있다.91 1960년에는 요크셔(Yorkshire)의

스윈튼 커뮤니티 센터(Swinton Community Centre)에서 원반형의 디스

크를 배치한 벽면작품을 제작했고, 또 1962년에는 코벤트리(Coventry)

성당에 2미터가 넘는 6개의 촛대를 설치했다.92

90 Tony Birks, 1983,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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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딕스웰 하우스에서 제작한 도자기 작품들

딕스웰에서 4년간 지내는 동안 비록 도자기 작품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한스 쿠퍼는 이 시기를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할 수 있었다.93

그만의 독특한 원형들이 다수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딕스웰 시

절은 짧았지만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시기이다.94 또한 2-3개의 개체를

각각 물레 찬 뒤에 조합하는 방식도 점점 더 많이 사용하였다.[그림34]

그에게 물레의 원심력과 리듬감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95

쿠퍼는 1963년 딕스웰 하우스에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프린스데일 로

드(Princedale Road)에 작업실과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나 1년 후 해

머스미스(Hammersmith) 근처로 다시 옮기고, 그곳에서 1967년까지 지낸

다. 이때가 그의 작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딕스웰에서 시

작한 형태들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엄청난 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딕

91 Tony Birks, 1983, pp.39-49.

92 Maya Nishi 편저, 2009, p.57.

93 Garth Clark, 1995, p.176.

94 Tony Birks, 1983, p.56.

95 Maya Nishi 편저, 2009,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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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한스 쿠퍼, 1965-67

스웰 시절과 비교해 보면 10년 사이에 더욱 양감이 풍부해지고, 규모가

더 커졌음에도 더 날렵한 느낌을 주는 형태들이 제작되었다.96 그리고 그

전보다 세련된 기술로 보다 정밀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였고, 실루엣이 두

드러지게 만들었으며, 타원 형태를 많이 제작하였다.97 그래서 런던에서

96 Tony Birks, 1983, p.56, p.126.

97 Garth Clark, 1995,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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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2인전, 1969년

의 작품들은 딕스웰 시절의 작품보다 좀 더 둥글어 지고 편안해 보인다.

이들은 후기의 작업과는 달리 중력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98 이는

한스 쿠퍼가 딕스웰 하우스에서 건축과 도예를 융합시킨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99

한스 쿠퍼는 1967년 드디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루시 리와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합동전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유럽 대륙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100 이 전시의 도록에 더글라스 힐(Douglas Hill)은

“한스 쿠퍼는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릇다움

(Potness)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킨 것이다.”라는 글을 싣기도 하였다.101

같은 해에 한스 쿠퍼는 부인 제인

쿠퍼(Jane Coper)와 함께 서머셋

(Somerset)주 프롬(Frome)시의 스프

링 가든스(Spring Gardens)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한다. 농장을 개조하여 작

업실과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

서 숨을 거둘 때까지 17년간 살게 된

다. 이후 1969년 1월에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Victoria & Albert) 박물관에

서 딕스웰 하우스에서 동료로 지내던

조각가 피터 콜링우드(Peter Collingwood)와 함께 2인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를 위하여 쿠퍼는 약 1년간 엄청난 양을 생산했고, 전시를 위해 엄

선된 것만도 100개가 넘었다. 또한 ‘키클라딕 팟(Cycladic Pot)’이라 불리

는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1970년에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하였다.102

98 Tony Birks, 1983, pp.56-57.

99 Maya Nishi 편저, 2009, p.69.

100 Tony Birks, 1983, pp.61-63.

101 Douglas Hill, 『Lucie Rie/Hans Coper』전시도록, Museum Boymans Wan

Beunigen, 1967을 Garth Clark, 1995, p.178에서 재인용.

102 Tony Birks, 1983,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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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십대 시절의 루스 덕워스

[그림37] 말년의 한스 쿠퍼

쿠퍼는 계속해서 많은 작업을 했지만,

1975년 근육위축경화증(ALS)를 진단 받은

후로는 말하거나 걷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런 몸으로도 그는 물레를 계속 찼

다. 1979년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들

을 제작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

간을 보냈다. 1980년 만들어 오던 것들을

소성하여 완성시키고, 1981년 6월에 생을

마감하였다.103

3) 루스 덕워스

루스 덕워스는 1919년 독일 함부르크

(Hamburg)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가 빈

드뮐러(Edgar Windmüller)는 영국과 독일의

이중 국적을 가진 유대인으로, 독일인 여성

과 결혼하여 루스 덕워스를 낳았다. 루스 덕

워스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20세기 초반의

유럽에는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고, 루

시 리와 한스 쿠퍼와 마찬가지로 루스 덕워

스의 가족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

런 사실을 알 리 없던 유년기의 루스 덕워스

는 유복한 환경 속에서 예술가를 꿈꾸며 성

장하였다. 아버지를 비롯한 빈드뮐러 가(家)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는

데, 루스 덕워스가 10대가 되던 시기부터 점점 보이지 않던 위협들이 실

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대계라는 이유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

해서 집에서 혼자 조소 연습을 하곤 했다고 한다.104[그림39]

103 Tony Birks, 1983, pp.72-75.

104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Ruth Duckworth:

Modernist Sculptor』, Lund Humphries, 2005,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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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루스 덕워스가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두상,

1935-36

[그림40] 루스 덕워스가 제작한 목각 인형, 1943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영

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독일을 벗어날 수 있

는 기회가 열렸다. 그리하여 1936년 루스 덕워

스는 17살의 나이에 영국으로 건너간다. 먼저

리버풀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던 언니 일즈

(Ilse)와 함께 살며, 리버풀미술학교(Liverpool

School of Art)에서 미술 공부를 지속하고자 한

다. 그러나 루스 덕워스는 학교의 형식적인 커

리큘럼에 염증을 느끼고, 친구와 함께 유랑 인

형극단을 따라다니며 목각 인형을 만드는 일을

했다.[그림40]

그러나 영국 정부가 반(反)독일주의

를 주창하며 독일인들을 배척하는 상

황에서 독일식 이름과 억양을 가진

소녀가 영국 각지를 돌아다닌다는 것

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같은 상

황 탓에 한스 쿠퍼는 수용소에 수감

되지 않았던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

고 2년간 유랑극단을 따라 다녔으나,

결국 보수조차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 이후 스톡포트(Stockport)라는 산업도시의 군수품 공장에 일자리를

얻는다. 군수품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히틀러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곧 깊은 절망과 우울의 나락

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총알을 더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은 독일인이 죽는

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루스 덕워스와 각별

한 사이였던 오빠 한스의 죽음으로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이 병들었다.105

2년 후 결국 공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살고 있던 런던으로 오게 된다.

미술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케닝턴 미술학교(Kennington School of Art)

105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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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루스 덕워스의

석조작품, 1946

[그림42] 교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벽조작품, 1948

에 등록하지만,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는 성격 탓에 역시 적응하지 못했

다. 이런 루스 덕워스를 위해 아버지가 이웃에 살던 도예가를 만나보도

록 주선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시 리였다. 루스 덕워스는 루시 리의

단추 공장을 드나들며 일을 돕곤 했지만, 도자작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는 못했다. 그때까지 조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루스 덕워스

는 생계를 위해 교회의 벽조 작업을 하거나 비석 만드는 일을 했다. 그

리고 1949년에는 조각가 아이드런 덕워스(Aidron Duckworth)를 만나 부

부의 연을 맺는다.106

1950년대 중반까지 조각 작업을 계속하던 루스 덕워스에게 도자기를 시

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긴다. 1953년 런던 아폴리네어 갤러리

(Apollinaire Gallery)에 열렸던 개인전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아 실망

하고 있던 차에, 점토를 재료로 이용해보기로 마음먹는다. 그 후 정식으

로 도예를 배워 보라는 루시 리의 권유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정규 미술

교육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먼저 해머스미스 미술학교(Hammersmith

School of Art)에 등록했지만, 또 다시 도중하차하고, 1956년 센트럴 미

술공예학교(Central School of Art and Crafts, 이하 센트럴 스쿨)로 옮

106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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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루스 덕워스, 커피 잔 세트,

1960년대

기게 되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찾은 그 학교가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학교였던 것이다.107

1950년대 후반, 센트럴 스쿨은 영국의 도예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학교였다. 센트럴 스쿨을 이끌던 도라 빌링턴(Dora Billington)과 길

버트 하딩 그린(Gilbert Harding-Green)은 버나드 리치의 철학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철학을 굳이 찾으려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학생

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

고, 그런 방식으로 센트럴 스쿨은 재능있는 도예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 중에는 루스 덕워스뿐만 아니라 이안 아울드(Ian Auld), 골든 볼드윈

(Gordon Baldwin) 같은 인물도 있었다.108

학교를 다니면서 루스는 코일링 기법

을 이용하여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점토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캐스팅과 핀칭 기법을 익히기도 하

였다. 한편, 루스의 남편인 아이드런

덕워스는 본래 조각가를 지망하였으

나, 일찌감치 제품디자인으로 눈을 돌

렸다. [그림43]의 커피 잔 세트를 보면

좋은 디자인에 대한 남편의 열망이 그

녀에게도 미쳤음을 알 수 있다.109

1960년에 루스는 프리마베라 갤러리를 운영하던 헨리 로스차일드

(Henry Rothchild)를 만나게 되고,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맞는다. 헨리

로스차일드는 젊고 유능한 작가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후원가였다. 그

는 상업적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성만을 고려하여 후원하

였는데, 그 덕분에 루스는 혁신적인 작업을 대중에 선보일 수 있었다.110

사실 1960년대 유럽에서 물레나 캐스팅을 이용하지 않는 핸드빌딩

107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p.22-23.

108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23.

109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p.23-25.

110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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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코일링 기법을 이용한 ‘기’ 작업, (좌)1969, (우)1965

(hand building) 작업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고 한다.111 특히 코일링

(coiling) 작업은 다소 원시적인 방법으로 물레 작업을 모방하려는 것으

로 여겨졌다.112 코일링 작업이 원시적이라는 생각은 그것이 산업화 이전

에 많이 사용된 기법이고 또한 특별한 도구나 훈련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른이 넘어서야 도예를

접한 루스 덕워스는 이런 편견이나 법칙에 구애됨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다.113 이렇게 코일링 기법을 이용한 초기의 루스

덕워스 작품들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조각적인 자태를 가지며,

기존의 도자기보다 좀 더 미적으로 기능하였다.114[그림44]

1960년대 초반에 루스 덕워스는 자기점토와 석기점토를 둘 다 사용하기

111 여기에서 말하는 핸드빌딩이란 코일링, 핀칭, 판작업과 같이, 도구보다 ‘손’을 주로 사

용하는 성형기법을 총칭한다.

112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27.

113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40.

114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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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좌)자기점토로 제작한 화병, 1960-61 (우)석기점토로 만든 거대한 항아리들, 1964

시작한다.115 자기점토와 석기점토는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두 재료를 모두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석기 점토

는 모래성분이 많으며, 철 함유량에 따라 색이 다르다. 반면에 자기점토

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불순물이 없다. 또한 소성 후에는 백색을 띄고 투

광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 덕워스는 하나의 재료만 다루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생각하여 모험을 감행한다. 결과적으로 석기점토

와 자기점토 모두 그녀에게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덕워스는 두 재

료를 깊이 연구하여 각각의 특성에 어울리는 작업을 하였다.116

이렇게 작업하고 또 모교에서 강의하며 생활하던 루스 덕워스에게 인생

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시카고 대학에서 1년짜리 계약 교수직을 제의해

온 것이다.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던 차였기에 루스 덕워스는 기꺼이

제안에 응한다. 다음 해 강사직 계약을 미리하고, 개인전을 약속하는 등

그녀는 1년 후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 1년의 계약기

간이 13년으로 연장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1964년 남편 아이드

런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 남편과의 결혼생활도 미국에서 종지부를 찍

게 되지만 알 턱이 없었다.117

115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44.

116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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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루스 덕워스, <the Creation>, 1982

[그림46] <Creation>을 제작 중인 루스 덕워스,

1976

[그림47] 루스 덕워스, <Earth, Water, Sky>,

1968

미국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가장 주된 이유는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역시나 미

국에 도착한 이후로 좀 더 큰 규모로 작업하고 싶다는 조각가적 열망이

마음속에서 꿈틀댔고, 루스 덕워스는 그것을 실현하였다.118

시카고에 정착한 루스 덕워스는 큰

규모의 도벽 작업들을 의뢰받았다.

그 중에서도 1968년작인 <흙, 물,

하늘(Earth, Water, Sky)>과 1976년

작인 <구름으로 덮인 미시건 호수

(Clouds over Lake Michigan)>, 그

리고 1982년에 제작한 <천지창조

(the Creation)>가 대표작이다.119

117 Tony Birks, 「The Early Years」, Jo Lauria, Tony Birks, 2005, p.29.

118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49.

119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50, p.5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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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루스 덕워스, <Untitled>, 1995

[그림50] 'Eye’ 시리즈 작품,

1970년대 초반

[그림51] ‘Reveal/Conceal'시

리즈 작품, 1967-75

이 같은 건축적 규모의 도벽

작업과 함께, 루스 덕워스는

좀 더 인간적인 크기의 도벽

작업도 하였다. 거기서는 앞

서 살펴본 도벽작업보다 섬세

하며 능숙한 솜씨와 완벽을

기하는 자세가 엿보인다.120

[그림49]

루스 덕워스의 작업은 몇 가지 시리즈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기준은 주로 형태적 특징에 따른

다. 눈을 모티브로 한 ‘눈(Eye)’시리즈[그림50],

안과 밖, 음과 양, 드러남과 가려짐과 같은 상반

되는 요소를 소재로 작업했던 ‘Reveal/Conceal’

시리즈[그림51], ‘Mama Pot’시리즈, ‘Cup and

Blade’시리즈, ‘새’시리즈의 레퍼토리가 있다.121

1970년대 후반부터는 ‘Mama Pot’과 ‘Cup and

Blade’같이 ‘기’의 형태를 모티브로 삼은 시리즈

작업을 시작하였다. 두 가지 작업 모두 루스 덕

워스의 대표작이 되었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

는 계기가 되었다. ‘Mama Pot’시리즈는 넓고 두

꺼운 판을 둘러서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었던 경

험에서 비롯된 작업이다. [그림52]와 같이 대체

로 직경 60cm가 넘는 이 시리즈의 작업들은 중

앙을 가로지르는 벽 때문에 전통적인 항아리와

는 달라 보인다. 이 시리즈에서 추상표현주의

도자와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데, 작업의 진

120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68.

121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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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Mama Pot 시리즈 작품, 1975

[그림53] 루스 덕워스, <Untitled>, 2001 [그림54] 루스 덕워스, <Untitled>, 1991(좌), 1997(우)

행과정과 흙의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

고자 하는 자세가 닮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상 표현주의 도자작업들이

남성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반면, 루스

덕워스의 작업은 여성의 몸처럼 풍만

하고 부드럽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122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Mama pot’과는 달리, ‘Cup and Blade’시

리즈는 좀 더 매끈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림52]의 ‘Mama Pot’ 시리즈

작품을 [그림53], [그림54]와 함께 놓고 본다면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 여

기기 힘들 정도이다. 이는 루스 덕워스가 오랜 세월 석기점토와 자기점

토를 같이 다루어 왔고, 각각의 점토에 맞는 표현방식을 터득하였기 때

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Cup and Blade’ 시리즈에서는 덩어리와

공허, 가벼움과 그림자, 물질성과 비물질성과 같은 상반된 요소들이 대비

되기도 하고 어우러지기도 하며 균형을 이룬다.123

122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85.

123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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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루스 덕워스,

<Untitled>, 1990

[그림56]키클라데스 조각상

이러한 ‘기’ 작업과는 별도로 구상적인 조각 작

업도 많이 했던 루스 덕워스는 말년에 이르러 새

를 소재로 한 시리즈 작업을 하였다. ‘새’는 브랑

쿠시나 이사무 노구치(野口勇)의 작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티브이지만 루스 덕워스의 ‘새’ 시

리즈 작업은 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그림

55]에서 볼 수 있는 높이 20cm 정도인 도자 조각

에서부터 높이 4.6m에 이르는 거대한 청동 조각

상까지 다양한 크기의 작품으로 남아있다.124

한편 루스 덕워스는 작업을 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민족지학(民族誌學, Ethnography)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한 관심이 축적되어 작업세계

를 풍요롭게 해주었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

는데 도움을 주었다. 수많은 문화적, 역사적 유산

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술적 표현능력을 발달시

킨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키클라데스 조각에

영향을 받는다.125 키클라데스는 에게 해에 위치한

그리스령 군도로 초기 청동기 시대에 크레타에 앞

서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다.126 이곳의 독특한 조

각상들은 벌거벗고 팔짱을 낀 여성의 형상이 대부

분이다. 긴 목과 U자형의 머리, 단순하게 처리된 가슴이 키클라데스 조

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루스 덕워스는 이러한 특징을 [그림57]과

같이 자신의 작업에 적용했다. 키클라데스 조각상처럼 형상을 위아래로

124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101.

125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108.

126 위키백과 사이트(http://ko.wikipedia.org)에서 키클라데스 문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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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키클라데스 시리즈 작품을 다듬고

있는 말년의 루스 덕워스

늘려 수직성을 강조하고, 최소한의 장

식과 단순한 윤곽으로 형태에 힘을

실었다. 마찬가지로 키클라데스 미술

에 영향을 받은 한스 쿠퍼의 작업과

는 달리 루스 덕워스의 작업은 여성

적이고 구상적이었다.127

시카고에서 여든 살까지 작업을 하

던 루스 덕워스는 2009년에 눈을 감

는다.128

3. 이후 세대의 변화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1950년

대와 60년대의 영국에서는 두 가지 경향의 작가들이 있었다.

우선, 버나드 리치처럼 전통과 동양의 미학에 입각한 작업을 하는 작가

들이었다. 그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도자기를 생산하

는 공방을 설립하였다. 버나드 리치의 아들인 데이비드 리치(David

Leach)와 훗날, 호주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윈 한센 피곳(Gwyn Hanssen

Pigott)이 대표적인 인물이다.129

그러나 모두가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학

생들에게 유럽 도자기와 도자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교수 도라 빌

링턴이 이끈 센트럴 스쿨은 하나의 대안이 되었다.130 도라 빌링턴의 지

도를 받은 학생들은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했다.

그들은 코일링이나, 몰딩(moulding)과 같은 핸드빌딩을 선호하였고, 거의

127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109, p.110, p.116.

128 Polly Ullrich, 「Ruth Duckworth(1919-2009)」, 『Studio Potter』, Studio Potter,

Vol.38 No.1, 2009, p.93.

129 Emmanuel Cooper, 2000, pp.289-290.

130 Garth Clark, 1995,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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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윌리엄 뉴랜드,

<Figure of a bull>, 1954

[그림58] 댄 알베이드, vase,

1959

[그림59] 이안 올드, vase, 1965 [그림60] 골든 볼드윈,

<Form>, 1971

조각에 가까운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우

스꽝스러운 동물 형상의 도기를 만들었던 윌리엄 뉴랜드(William

Newland), 마가렛 하인(Margaret Hine), 니콜라스 버지트(Nicholas

Vergette)와 ‘기’를 조각적인 형태로 만들었던 골든 볼드윈, 이안 올드,

댄 알베이드(Dan Arbeid)가 대표적인 작가이다.131

131 Emmanuel Cooper, 2000,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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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엘리자베스 프릿쉬, 1993[그림62] 이완 헨더슨, 1990(좌), 1987(우)

센트럴 스쿨 출신의 도예가들이 활동의 폭을 넓혀가던 1950년대와 60년

대에는 버나드 리치, 윌리엄 머레이와 같은 작가들도 왕성하게 활동하여

도예계에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

어 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기체적 형태에 심취하였던 이

완 헨더슨(Ewen Henderson), 제프리 스윈델(Geoffrey Swindell), 피터

심슨(Peter Simpson), 콜린 피어슨(Colin Pearson)과 같은 도예가들은 보

다 실험적인 형태로 ‘기’ 작업의 영역을 넓혀 갔다. 그 중에서도 이완 헨

더슨은 용기의 형식을 과격하게 변형하여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었고, 후

기에는 ‘기’의 형식을 벗어나는 작업을 하여 미국 추상 표현주의 도자작

품을 떠오르게 한다. 유기적이고 추상적인 도예작업의 활성화에 이어 포

스트 모더니즘적 움직임이 도예계에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이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졌고, 엘리자베스 프릿쉬(Elizabeth Fritsch)

와 리차드 슬리(Richard Slee), 스테판 딕슨(Stephan Dixon)이 대표적이

다.132

한편, 미국의 도예계는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의 주도 아래, 영국

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제 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유럽

132 Garth Clark, 1995, pp.18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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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왼쪽부터) 야나기 무네요시, 버나드

리치, 루디 오티오, 피터 볼커스, 쇼지 하마다,

1952

의 많은 도예가들이 미국으로 이주

하여 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되면서

바우하우스로 대표되는 유럽의 새로

운 공예관이 미국에 전파되었다. 비

슷한 시기에 버나드 리치는 미국 전

역을 돌며 동양의 도자 철학을 소개

했다.[그림64] 이렇다 할 전통적 바

탕을 갖추지 못한 미국 도예계는 유

럽과 동양의 미학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모방하였다.133

피터 볼커스도 동양의 도자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도예가 중 한명이었다. 본래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들

던 피터 볼커스는 1953년 버나드 리치의 강연을 듣고서 전체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선(禪)사상에 감화되었다. 또한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과 친분

을 맺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도자 작업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134

도자 작업에 대한 그의 새로운 시각은 로스앤젤로스의 오티스 미술 학

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5년여 동안 구체화되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없고 선생과 학생의 뚜렷한 구분도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피터 볼

커스의 실험 속도는 빨라졌고, 학생들도 이에 합류하였다.135 이때부터

물레로 제작한 개체들을 조각적인 형태로 재조합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1958년부터는 기본 형태를 찢거나 찌그러뜨리면서 본격적으로 전통적인

‘기’의 형태를 해체하기 시작하였다.136 피터 볼커스는 추상표현주의 회화

의 액션 페인팅처럼 즉흥적으로 작업하였고, 창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과 변화 자체를 중시하였다.137

133 김문정, 2004, p.5, p.7.

134 Emmanuel Cooper, 2000, pp.295-296.

135 Edmund de Waal, 2003, p.157.

136 김문정, 2004, p.36.

137 안민성, 「현대 도예의 미니멀리즘적 경향 연구: <미국 현대 도예>를 중심으로」, 홍

익대학교 도예과 석사학위논문, 200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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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작업 중인 피터 볼커스

로즈 슬리브카(Rose Slivka)나 존 코플런스

(John Coplans) 같은 이론가들은 이러한 작업

을 ‘추상표현주의 도자’로 명명하고, 기성의

인습을 타파한 새로운 도자예술로 평가하였

다. 게다가 1961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에서 <추상표현주의 도예가 그룹>전이 개최

되어 피터 볼커스를 비롯하여 존 메이슨과 같

은 그의 추종자들의 작품이 전시되면서, 추상

표현주의 도자는 도예사에 확실히 자리매김하

게 된다.138

138 김문정, 200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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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 작업을 바라보는 관점 비교

지금까지 20세기 중반, 전후 유럽과 미국 도예의 흐름과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제한된 시대적 배경 속

에서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활동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란 도자예술 분야와 함께 탄생하고 발전

해 온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를 보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

석한다는 것은 공예적 맥락에서 작품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도예가들은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도 각기 다른 관점을 가

지고 있었고, 작품에 자신의 관점을 구현하는 방식도 저마다 달랐다. 그

럼에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입장을 묶을 수 있다.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기’를 보는 관점 사이에 그와 같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한편, 그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우선 각 작가들의 작품이 얼마나 ‘기’의

전통적인 형식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주변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 사람이 ‘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그 후에는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이 ‘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주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각자의 관점을 작업에 어떻

게 적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1세대 공방 도예가들과 추

상 표현주의 도예가들의 철학도 함께 분석하여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또 도예가들의 ‘기’를 보는 관점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1. ‘기’의 일상성

1세대 공방 도예가 중 대표적 인물인 윌리엄 머레이와 버나드 리치, 마

이클 카듀의 ‘기’를 보는 관점은 사실 각기 달랐다. 세 사람 모두 동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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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마이클 카듀, 1950[그림66] 버나드 리치, 1927 [그림68] 윌리엄 머레이, 1926

인 미학에 기대어 작업하였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기’를 바라보았고,

각기 상이한 태도로 작업에 임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윌리엄 머레이

는 ‘기’를 예술품, 아트 오브제, 추상 미술의 하나라고 생각한 반면, 버나

드 리치와 마이클 카듀는 ‘기’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적 사물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기’를 실용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봤다는 윌리엄

머레이의 생각은 당시로서 매우 특이한 것이었으며, 루시 리와 한스 쿠

퍼와 같이 ‘기’를 조형적 모티브로 생각한 도예가들의 등장에 초석이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머레이의 도자기는 윤리적 도자기를 지향하

였던 버나드 리치나 마이클 카듀의 결과물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그

들은 모두 동양 도자기를 참고하여 작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들이 만든 작품은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상적이고 기능적

인 사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윌리엄 머레이, 버나드 리치, 마이클 카듀의 작품을 일상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도자기는 모두 전통적인 ‘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재료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둘째, ‘기’의 실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태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자에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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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의 도자기는 ‘일상성’, ‘기능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미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부터 도예가가 만든 그릇을 일상적인 ‘그릇’으로

바라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특별한 사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

다.

2. 조형적 모티브로서의 ‘기’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버나드 리치와 윌리엄 머레이, 마이클 카듀와

같은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은 도자기의 일상적인 면에 좀 더 몰입해서 작

업했다. 이들의 ‘기’를 보는 관점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 기능과 형태의 관계가 직접적이었다. 버나드 리치와 마이클 카듀

는 삶의 질을 높이는 윤리적인 도자기를 추구하였지만 사회에서는 이들

의 작품을 점점 특별하게 취급하였다. 윌리엄 머레이는 이러한 변화와

방향을 함께 하였다. 물론 그의 도자기는 아직 일상적인 ‘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기’를 예술품으로 생각하는 그의 관점은 다음 세대의 도

예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작업을 시작한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

는 ‘기’의 조형적, 형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기’를 작업의 모티브로 생

각하였다. 그들에게 ‘기’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였으며,

동양의 미학적 전통보다 자신의 미감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그들

은 버나드 리치 등과 달리 ‘전통’이나 공예가의 ‘사회적 의무’, ‘역할’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고 보관하는 ‘기’

의 관습적인 기능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때문에 그들의 작품을 완

전히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사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도 조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조금씩 달리하였다.

우선, 루시 리는 ‘기’를 미학적으로 바라보았고, 전통적인 형식과 기법 안

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소극

적으로 기능을 행하는 정물 같은 느낌을 준다.

루시 리처럼 한스 쿠퍼도 기능성을 하나의 표현적 요소로 생각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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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루시 리와 달리 ‘기’의 요소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기’를 만들었다. 전통적인 형태와 기법을 바

탕으로 하면서도 끊임없는 형태적 실험을 통해 제작된 그의 도자기는 일

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루스 덕워스의 도자기 작품은 완전히 비일상적인 범주까지

나아간 ‘기’였다. 여전히 ‘기’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유약을 바르지

않고, 다른 요소를 덧붙여서 기능을 뛰어넘는 비일상적인 작품을 만들었

다. 루스 덕워스의 ‘기’는 일상과 동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기’를 보

는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루시 리 - 정물성

(1) 정물성

‘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춰 왔다. 즉, 내부의

공간을 감싸고 있고, 바닥을 딛고 똑바로 서 있으며, 내용물을 담을 수

있고, 그 내용물이 표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는 형식을 발전시켜온

것이다. 용도에 따라 사발, 컵, 병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이 파생되었지

만, 모두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루시 리는 70년 가까이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기’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형식’을 ‘기’의 정체성이라

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형식을 벗어나기보다는, 사용자가 ‘기’ 본연의 모

습에서 조형적인 여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자체로 더 아름다운 도자

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기’의 관습적인 형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

다움을 극대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루시 리는 ‘기’의 전통적인 형식과 기법으로 작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사물을 만들었던 1세대 공방 도예가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

나 루시 리의 작품과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의 작품 사이에는 분명한 관점

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이 ‘기’의 실용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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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0] 그윈 한센 피곳,

<Still Life with Seven Beakers>, 2004

[그림69] 미적 기능이

두드러지는 루시 리의 작품,

1972

중시했다면, 루시 리는 ‘미적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1세대 공

방 도예가의 대표적 인물인 버나드 리치는 윌리엄 모리스처럼 일상의 사

물이 제작자나 사용자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실용성을 역설하

였다.139 반면에 루시 리는 ‘기’의 형식이 가지는 미적 특성을 전면에 내

세우며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사물로서 어울리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하였다.140

이러한 루시 리의 관점을 ‘정물(靜物)’이라는 개

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뜻하는 ‘정물’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은 루시 리의

작품이 일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물화’

나 ‘정물 사진’ 속의 물건들은 대상화되어서 본래

의 기능을 드러내기보다는 전체를 이루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루시 리의 작업도 실용적으

로 사용되는 대신에 정적(靜的)으로 공간 속에

존재하며 미적 기능을 수행한다.[그림69] 그런 점

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도자기를 정물화처럼 배치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윈 한센 피곳과 비슷한 맥

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70]

이와 같이 루시 리는, 버나드 리치

를 비롯한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이

‘기’의 사용성과 실용성을 최고의 가

치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기’의

형식이 가지는 미학적인 가치와 기

능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자신이 만

드는 ‘기’가 ‘전통적인 형식’ 안에서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미적

139 Emmanuel Cooper, 2000, p.285.

140 Tony Birks, 199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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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랐다.

(2) 그 자체로 아름다우면서도 실내 환경과 조화로운 ‘기’

루시 리의 ‘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빈에서 보낸 시절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기’를 미학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는 수집가이자 여행

가인 산더 삼촌, 그리고 빈 공방에서의 경험이었다. 루시 리는 산더 삼촌

에게서 공예품을 예술품처럼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 어린 시절부터 산더

삼촌이 전 세계를 돌며 모아온 공예품을 접했는데, 특히나 로마 도자기

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수집된 도자기를 보며 그 훌륭함에

감탄하였고, ‘기’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산더 삼촌 덕분으로 ‘기’ 자체의 아름다움을 배운 루시 리는 빈 공업미

술학교에 진학한 후, 빈 분리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당시 빈에는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한다는 철학이 퍼져 있었고, 그 중심에 빈 분리파가

있었다. 타일, 조명, 가구, 그릇, 심지어 옷까지 모두 건축과 어울려야 한

다는 생각은 비엔나 분리파의 대표적 인물이자 빈 공업미술학교의 교수

인 요셉 호프만을 통해 루시 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기’가 건축환경,

실내환경과 어울리는 사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

각을 바탕으로 루시 리는 사용성보다 형태와 장식 같은 ‘기’의 미적 요소

에 더욱 집중하였다.

(3) ‘기’ 자체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

그렇다면 루시 리는 ‘기’ 자체를 미학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어

떤 식으로 구현했을까? 즉, ‘기’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되, 그

형식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첫째, 제작 기법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 장식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번거로운 방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병을 만들 때에 [그림71]처럼 일반적인 병의 형태보다 더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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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 루시 리, 1950년대

고 길쭉한 비례를 구현하기 위해서 목 부

분과 몸체를 각각 따로 만든 후에 조합하

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방식은 여러

번 물레차야 하고, 개체들이 적당히 마르

면 서로 붙이면서 형태를 조정하는 과정

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손이 매우 많이

가고 시간과 인내심을 요하는 공정이다.

게다가 조합하는 개체들 간에 습도가 잘

맞지 않으면 건조 시 혹은 소성 시 접합

부위가 갈라져 망칠 위험도 있는 작업공

정이다. 만들기 쉬운 비례로 타협하여 물

레로 단 번에 형태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루시 리는 그러는 법이 없었다. 자신이 원

하는 형태를 위해서라면 작업 효율성이나 생산 효율성에 구애받지 않았

다. 원하는 효과를 위해 타협을 하지 않는 모습은 붓으로 일일이 유약을

칠하는 방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덤벙 시유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

적으로 유약을 입힐 수 있지만, 그녀는 초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붓으로

일일이 유약을 칠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루시 리는 이러

한 방식을 전혀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다채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었다. [그림7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유약

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재미를 주기도 했고, [그림73]처럼 부분적으로 유

약을 두텁게 칠해서 흐르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기’의 표면을 스그라피

토 기법으로 마감하여 ‘기’의 표현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림74]와 [그림

75]처럼 매우 밀도 높은 장식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표현들

역시 긴 작업 시간을 요하지만, 그렇게 애씀으로써 ‘기’에 생기를 주고자

했다. 사실상 물레는 효율적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기계인데,

루시 리는 물레를 사용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작업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루시 리가 취한 비효율성은 ‘기’의 형식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에는 더 없이 탁월하고 효율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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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 [그림74]의 부분

[그림73] 루시 리, 1978

[그림74] 루시 리, 1958

[그림72] 루시 리, 1979

둘째, 루시 리는 ‘기’의 미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재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공예 분야에서 ‘재료’란, 그 재료를 다루는 ‘기법’과

맞물려 가장 중핵을 이루는 요소이다. 도예의 경우, 흙으로 만든 기물에

유약을 입히고 소성을 통해 화학적 변화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재료’가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된다. 주재료인 흙을 비롯하여, 유약의 성

분, 장식에 사용되는 안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의 성질을 숙지하고

경험하는 것은 도예가에게 필수적이다.

특히, ‘기’의 전통적인 형식 속에만 머물러 있던 루시 리에게 재료를 연

구한다는 것은 연주가가 수많은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거나 외적 요소를 끌어오지 않고, ‘기’의 전통적인 형

식에 머무르면 표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레로 그릇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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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6] 루시 리가 빈 시절에

사용한 작업 노트

반복적인 행위를 오랜 세월 지속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작업하게 되고,

결국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힐 위험이 있다. 그러나 루시 리는 학창 시절

부터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실험하고, 원료에 대해

탐구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141 재료 연구가 기법

적 제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림76]은 그녀가 빈에서 작업

하던 때에 사용하던 노트인데, 간단한 작품의 스케치와 더불어 사용할

유약의 성분비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그녀가 작품마다 유약

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제작한 작품들도 저마다 다른 유약

장식을 하고 있는데, 금속 산화물을

유약에 첨가하여 선명한 색감을 내

는 한편, 용암을 연상케 하는 유약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하나의

작품에 두 가지 이상의 유약과 화장

토가 사용된 것들도 많다. 수십 년의

실험과 연구가 쌓여서 누구보다 넓

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스타일을 선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루시 리는 ‘기’의 형태적 미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용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사용하기 편리한 도자기를 만드

는 대신에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루시 리

작품의 전형적인 형태인 좁은 굽을 가진 사발 형태는 보기에 매우 아름

다우나, 자칫하면 쓰러지기 쉬워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그림77]

또한, 용암유를 입혀 [그림78]처럼 표면이 매우 거친 그릇에는 음식을 담

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루시 리의 도자기는 여전히 ‘기’

의 전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일상과의 조화를 꿈꾸는 일상성에 머

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141 정희균, 2007,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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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8] 루시 리, 1985[그림77] 루시 리, 1980

[그림80] 한스 쿠퍼,

Candle Holder, 1959-63

[그림79] 꽃이 꽂힌

한스 쿠퍼의 화병들

2) 한스 쿠퍼 -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1) 친숙함과 경외감의 공존

도예가의 선택에 따라 ‘기’는 일상적인 사물

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일상적인 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루시 리는 도자기의 실용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

상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

스 쿠퍼는 다소 모호한 위치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상

과 비일상의 경계에서 ‘기’를 바라보았다. 그

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그의 작품들이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는, ‘기’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기능성’

을 내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스 쿠퍼의 작품은 속이 비어있고 오목해서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그의 작품을 일

상적 ‘기’와 연결시켜 주는 지점이다. 간혹 유

약처리가 되어있어서 꽃을 꽂을 수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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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 한스 쿠퍼, 1975

[그림79] 특별한 기능을 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도 있었다.[그림80]

그는 담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의 확보가 ‘기’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라 생각

했다. 그러나 ‘기능성’을 일종의 표현요소로 사용한 결과, 실제 사용가능

성은 희박해 보이거나 중시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한 소극적 ‘일상성’과 함께 한스 쿠퍼의 작품은 비일상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스 쿠퍼의 관심사는 도자기의 실용성도 일상성도

아니었다. 유해 물질인 이산화망간이 뒤덮고 있는 도자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이산화망간과 이장을 겹쳐서

두껍게 바르는 표면 처리 방식 역시 실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기’의 형식과 형

태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도자기들을 만들었다. 특히 후기에 제

작한 작품은 전통적인 ‘기’의 요소를

내포한 것이었지만, 결코 전통적이지

않은 형상의 것들이었다. 그러한 예로

한스 쿠퍼가 말년에 대량 제작하였던

‘키클라딕 팟’을 들 수 있는데, 한스 쿠

퍼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비일상적이

었다. [그림81]은 그 시리즈의 한 작품

으로 ‘기’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마치 조각 작품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전통적이고 일상적인 ‘기’의 모

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즉, 한스 쿠퍼는 ‘기’가 가진 조형적, 기능적 특징을 최소한으로 유지하

여 ‘기’로 인식되도록 하면서도 ‘기’ 이상의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

을 작품에 담았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서 작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림82]와 [그림83]처럼 그의 작

업은 친숙한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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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5] 한스 쿠퍼, 1953

[그림83] 한스 쿠퍼, 1950년대 말

[그림84] 한스 쿠퍼, 1952

[그림82] 한스 쿠퍼, 1970

(2) 조각, 건축, 도예의 경계에서

한스 쿠퍼가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있는 ‘기’ 작업을 하게 된 배경으

로, 조각가를 꿈꾸었던 젊은 시절, 그리고 딕스웰 하우스에서 수행한 건

축과 관련된 작업들을 언급할 수 있다.

루시 리의 작업실에서 처음 도자 작업을 접한 한스 쿠퍼는 루시 리의

도자기에 대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공동 작업 기간의 작품들은

그러한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84], [그림85]에서 볼 수 있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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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6] 브랑쿠시, <bird in space>,

1932-40

시 작품들은 루시 리의 경우처럼 소극적

으로 기능하지만 ‘일상성’을 확보하고 있

는 ‘기’ 형상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품들조차 루시 리

의 경우와 달리 도자기가 일상에서 벗어

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한 비일상적인 면은 조각가 지

망생이었던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각가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

보았던 한스 쿠퍼는 ‘기’를 좀 더 대상화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장 아르프(Jean Arp)나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와 같은 조각가들의 작업과 키

클라데스의 조각상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142 이 조각 작품들은 공통

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분위기’를 내뿜고 있다. 한스 쿠퍼는 항

상 그러한 분위기를 자신의 도자 작업에 담고 싶어 했다.

이렇듯 조각가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조각 작품에 영향을 받았

기 때문에 ‘기’를 일상적이고 가까운 사물로 여기기보다 하나의 조형물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개별적으로 존

재할 수도 있는 사물로서 ‘기’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 쿠퍼의 작품에 어느 정도의 일상성이 내포되

어 있는 것은 그것이 ‘기’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딕스웰 하

우스에서 건축과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한스 쿠퍼는 ‘일상’ 속에 존재하

는 미술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발전시켰다. 딕스웰 하우스에서

그가 만든 음향벽돌, 외장타일 같이 건축에 사용되는 사물은 생활공간

안에 존재하며 인간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5년간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이 사물과 사람의 관계와 거리, 사물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작품이 일상적인 생활공간

에 존재해야 할지 혹은 비일상적인 공간에 존재해야 할지, 그리고 늘 사

142 Tony Birks, 1983,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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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7] 분청사기 귀얄문 편병,

16세기

용되어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할지, 혹은 일상 속에 존재하지만 사용

되지 않게 할지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결국, 한스 쿠퍼는 일상적인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는 않는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다.

(3) 새로운 ‘기’의 추구

‘기’를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두는 한스 쿠퍼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작업에 드러났다. 우선, 그는 내부 공간 확보라는 전통적인 ‘기’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그 형태를 적극적으로 변형하였다. 루시 리가 형태의 전통

성을 수용하면서 유약과 장식을 폭넓게 사용한 것과는 달리,143 한스 쿠

퍼는 ‘기’의 형태적 실험에 열중했다. 물론 처

음에는 전통적인 형태와 기법에서 출발했다.

한스 쿠퍼는 물레를 찬 후 그 형태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기법을 평생에 걸쳐 단련하였는

데, 이 기법은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 편병이

나 장군, 연적을 만들 때에 쓰이던 것이다. 그

래서 그의 작업 중에 [그림87]과 같은 분청사

기 편병을 연상시키는 형태도 찾아 볼 수 있

다. 게다가 한스 쿠퍼가 즐겨 사용하던 분장

기법 또한 전통적인 도예 기법이다.

하지만 그는 전통과 관습을 바탕에 깔고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목, 납작한 몸체, 받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편병의 형태는 생략과 변형

의 과정을 거쳐 [그림88]과 [그림89]로 재구성되었고, 나아가 [그림90]과

같은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분장 기법을 사용하여,

그 질감을 통해 형태가 더 도드라지도록 만들었다. 백색 이장과 산화망

간이 보여주는 흑백의 대비는 형태를 더 잘 드러내 준다.

143 Elspeth Moncrieff, 1997,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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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0] 한스 쿠퍼, 1972

[그림88] 한스 쿠퍼, 1970 [그림89] 한스 쿠퍼, 1970-1972

이렇게 만들어낸 형태들 중 몇몇은 긴 세월을 거치며 점점 더 비일상적

인 모습을 보인다. 초반의 작품들이 생활에 밀착한 그릇의 전형을 보여

준다면, 후반의 작품들은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병을 연상시키는 [그림91]과 같은 형태는 알비온 뮤

즈 시절에 처음 등장하여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 육중하고

풍만했던 형태가 보다 날렵하게 변화하여 결국 실용기의 일반적인 비례

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모래시계를 닮은 [그림92]의 작품들도 형태적

실험이 이어져 극단적인 변형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스 쿠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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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2] 한스 쿠퍼, 왼쪽부터 딕스웰 하우스, 해머스미스, 프롬 시절의 작품

[그림91] 한스 쿠퍼, 왼쪽부터 1958, 1962, 1970

작업을 조각적이라고 보는 견해는144 이렇듯 점점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밖에 많은 형태들이 전통적인 기법과 형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

로운 조형성을 적극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한스 쿠퍼의 작품은 일상적이

면서도 비일상적이다.

144 Yoshiaki Inui, 「The Art of Hans Coper- A Quiet Revolution in 20th Century

Ceramics」, Maya Nishi 편저, 200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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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3] ‘Mama Pot'시리즈 작품,

1999

3) 루스 덕워스 - 비일상적인 ‘기’

(1) ‘기’의 구조와 공간의 확장

루시 리와 한스 쿠퍼는 도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의 요소들

을 표현 요소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기’가 일상적인 범위에서 비일상

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루시 리의 작품은 전형적인

‘기’의 형태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여겨지지만, 실상 기능을 적

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릇은 아니었다.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가 새로운 조

형미를 추구한 것이 한스 쿠퍼의 작업이지만, ‘기’의 공간적 구조를 유지

한 덕분에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위치한다.

반면, 루스 덕워스는 과감하게 ‘기’를 비일

상의 범주로 끌어내었다. ‘Mama Pot’시리즈

는 ‘기’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유기체가 연

상될 정도로 보편적이지 않은 형태이다. [그

림9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의 내

부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Cup and

Blade’ 시리즈는 유약을 하지 않았고, ‘기’

이외의 요소가 내부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

문에 더 이상 일상적인 사물이라고 생각하

기 어렵다. 여기에서 ‘기’는 기능과 완전히

동떨어진 조형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특히 [그림94]와 같이 ‘기’는 ‘기’ 이외의 요소와 대치되어 공간성과 부

피감을 확장시킨다. 또한 [그림95]처럼 일부가 잘려지는 등, 변형된 모습

으로 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루스 덕워스는 그릇의 형상을 기

본으로 하되, 기능성을 배제하고 다른 요소를 첨가하여 비일상적이고, 개

별적이며 비기능적인 사물 혹은 미술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비일상적인

‘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루스 덕워스의 작품은 일상의 공간과 관계하지

않고, 조각 작품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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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4] Cup and Blade 시리즈 작품들, 1997(좌), 1988

[그림95] Cup and Blade 시리즈 작품들, (왼쪽부터) 1989, 1990, 1989

(2) 조형적 요소로서의 ‘기’

루스 덕워스의 ‘기’ 작품이 비일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자

신이 본래 조각가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한스 쿠퍼와 마찬가지로 조각

가의 시선으로 ‘기’를 보았기 때문에 ‘기’를 일상공간에서 이해하기보다

대상화하며 하나의 조형적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조각가를 꿈꾸던 루스

덕워스가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느 전시에서 선(先) 콜롬비아

시대의 거대한 항아리를 보았을 때인데, 그녀는 두 팔로 그것을 끌어안

고 싶었다고 말했다.145 그녀는 항아리의 볼륨감과 그것이 내뿜는 분위기

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루스 덕워스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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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형태를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 여겼던 듯하다. 그래서 덕워스는 자

신의 작품을 통해서 ‘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피감이나 공간감을 최대

로 끌어내려 애썼다.

조각가로 활동하였던 이력은 덕워스가 보다 유연하게 ‘기’ 작업에 임하

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오랜 시간 청동이나 돌과 같은 다른 재료를

다루었던 그녀는 흙이라는 재료와 도예 기술들도 형상을 구현하는 하나

의 수단으로서 자유롭게 대할 수 있었다. 즉, 오랫동안 ‘기’ 작업에만 매

진했던 작가들보다 재료와 기술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고, 기능적인 사물

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도 적었던 것이다.

또한, ‘기’의 기본적인 형태에 다른 조형 요소를 덧붙인 것도 조각가로

서 3차원의 입체를 구현하는 훈련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예가

로서 ‘기’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계속하였다면 루스 덕

워스의 이러한 ‘일탈’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3) 기능성의 배제

역사를 통해 ‘기’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을 발전시켜 왔다. 재료를 가지고 ‘기’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장식하고,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

는 기법 또한 발달해왔다. 즉, ‘기’의 기능성은 형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도자예술 분야에서 더욱 명백한데, 물레와 핸드빌딩과 같은

성형기법의 발전은 물론 유약의 발달도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흙

상태의 그릇에 유약을 입히고 소성을 거치면 표면이 유리질화되어서 음

식물이나 물이 배어드는 것을 막아 ‘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기’의 ‘그릇다움’을 포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루스 덕워스는 자신의 ‘기’에 유약을 사용하

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기’의 일상적 그릇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대신 ‘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기'의 형태적 이미지

는 수용하였다. 그 기본적인 형태란,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뚜렷이 드러

145 Jo Lauria, 「Modernist Impulses in the work of Ruth Duckworth」, Jo Lauria,

Tony Birks, 2005,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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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오목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유약이 발명되

기 이전에 쓰이던 토기로 회귀한 것으로, 올려놓거나 담는 ‘저장’의 기능

을 상징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루스 덕

워스의 ‘기’는 은유적이다.

또한, 루스 덕워스는 ‘기’의 기본적 형식 이외의 요소를 덧붙여서 사용

성을 배재하고 비일상성을 획득한다. ‘Cup and Blade’ 시리즈처럼 ‘칼날’

처럼 생긴 형태가 ‘기’ 위에 얹히거나, ‘Mama Pot’ 시리즈처럼 ‘기’의 내

부에 여러 개의 칸막이가 들어앉는 식이다. 공통적으로 ‘기’의 내부 공간

이 평면적인 요소에 의해 나뉘거나 침범당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기’

의 전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루스 덕워스의 조각적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루스 덕워스는 20세기 중반 미국 추상표현주

의 도예가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기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조형

적 요소를 ‘기’의 공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루스 덕워스는 추상 표현주의 도예가들처럼 해체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를 허물어야 할 전통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도자 예술의 오랜 전

통을 받아들이고 이어가려고 하였다.146 다만, ‘기’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

를 제외한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다른 형태를 더하거나 변형을 가하여,

‘기’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기’의 표현 가능성은 얼마 만큼인지를 탐구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루스 덕워스는 작업을 통해 ‘용기’에 대해 끊임

없는 질문을 던진다는 평을 듣는다.147

3. 해체되고 재조립된 ‘기’

피터 볼커스를 위시한 미국 추상표현주의 도예가들은 ‘기’를 일상적으

로 사용되는 기능적인 사물이라거나, 조형적 모티브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에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관계’를 ‘기’의 본질이라고

146 Polly Ullrich, 2009, p.93.

147 Elaine Levin, 「Ruth Duckworth-Modernist Sculptor」, 『Ceramics Art and

Perception』, vol.66; CERAMICS: ART AND PERCEPTION PTY. LTD, 2007,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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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6] 피터 볼커스,

<Untitled Stack>, 1981

[그림97] 이완 헨더슨, vessel, 1987

여겼다. 안쪽의 공간이 기벽으로 단단히 둘러싸여서, 바깥과 뚜렷하게 구

분되고 보호되는 것이 ‘기’에 관한 전통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피터 볼커스나 이완 헨더슨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를 뒤집고, 뒤틀어

보고, 해체하고자 하였다. 외부가 내부를 보호하는 전통적 관계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림96]

과 [그림97]처럼 찌그러트리고, 불규칙적으로 찢는 형식을 취했다.148

이와 같이 추상표현주의 도예가는 ‘기’의 ‘외부와 내부의 관계’에 주안점

을 두고, 찢거나 찌그러뜨려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므로 루시 리나 한스 쿠퍼, 나아가 루스 덕워스와는 기본적인 출발

선이 크게 달랐다고 할 수 있다.

1세대 공방 도예가들 중 버나드 리치와 마이클 카듀가 강조한 실용적

목적과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가 추구한 조형적 목적은 도자기

의 오랜 역사와 함께 존재하였던 것들이다. 그들은 ‘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을 전통적 개념이라 생각하고, 그 전통을 존중했다. 공간에 대한 인

148 김문정, 200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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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역사적 개념을 ‘기’라는 형태로 압축시킨 것이라 이해하고, 그 관계

를 뒤집거나 해체하려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추상표

현주의 도예가들은 전무후무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시도의 유의미성은 긴 시간을 두고 심도 깊게 논의해 보아야 할 내용

이다.

지금까지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를 중심으로 20세기 전후 유

럽과 미국 도예가들의 ‘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해보았다. 버나드 리

치, 윌리엄 머레이, 마이클 카듀를 비롯한 1세대 도예가들이 일상적인 면

이 드러나는 ‘기’ 작업을 하였다면,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는

‘기’를 조형적 모티브로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도예가들은 ‘기’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할 개념으로 받아들

였다.

이들 도예가들 중에서도 특히 ‘기’를 조형적 모티브로 생각하였던 루시

리와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이들의 작

품에서 이전의 도자 작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릇다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는 서로 관점을 조

금씩 달리하였지만 공통적으로 ‘기’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표현하며,

또 그 영역을 넓히려 하였다. ‘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작업과 작품은 공예의 정의를

다시금 내려주는 것이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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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기’는 오랜 세월 동안 각지의 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수많은 용도로 만

들어져 사용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에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기’는 도자예술의 분야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는

데, 도자 예술 자체가 ‘기’와 함께 생겨나고 또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도

자예술의 범위가 ‘기’ 작업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는

도자예술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만하다.

한편, 공예품과 예술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

서는 기능을 갖춘 사물을 낮추어 보는 시각이 르네상스 이후 심화되었

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예를 예술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일상용품의 대량생산과 함께 그러한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후

도예가는 자신만의 시각과 미감으로 작업했으며, 20세기 이전의 도예가

들과 달리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취사

선별해서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예가마다 ‘기’를 대하는

시각과 태도에 차이가 생겼다.

버나드 리치, 마이클 카듀를 비롯한 다수의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은 동

양의 미학에 기대었다. 특히 버나드 리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동시대의 도예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들의 작품은 동양의 도자기를 모방한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

의 철학과 달리 무언가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윌리엄 머

레이의 경우, 결과물은 다른 1세대 공방 도예가들과 비슷하나, 스스로의

작업 결과물을 예술작품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후 도자 분야의 흐름을 선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모더니즘적 미학과 자신의 미감을 바탕으로 한 도예가들이 영역을 확장

하고 있었으니, 바로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가 그 대표적 인물

이다. 그들은 전통이나 도예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던 이전 세대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변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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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다.

이 연구는 최근 이들의 작품이 새삼스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기’

를 보는 관점에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러한 관점의 배경과 특징을 알

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들의 ‘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

는 것이 작품의 형태적, 양식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보다 작품의 공예적

가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의 작품을 보다 공예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

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도예가들의 ‘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기 전에, 20세기 도자 분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 도예가들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역

사적인 흐름과 개인사적(個人史的)인 부분이 만나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

켰는지를 파악했다. 그 후에 세 도예가가 각기 어떤 측면에 주안점을 두

고 작업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각자의 특징을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차

이가 있고,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했다. 관점의 미묘한 차

이는 그들의 작업이 거듭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작품에 드러났고, 종국에

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그러한 시각의 변화와 반영이 순차적

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넓게 보았을 때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도예계를 관통하는 흐름이 세 가지 시

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읽어보려

하였다. 첫째는 일상적인 면이 드러나는 ‘기’ 작품을 만들었던 버나드 리

치, 마이클 카듀, 윌리엄 머레이와 같은 1세대 공방 도예가들을 들 수 있

다. ‘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마다 달랐는데, 윌리엄 머레이는 ‘기’를 예

술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버나드 리치와 마이클 카듀는 ‘기’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과물은 모두 동양의 미학에 입각한 것이라 형태와 기

능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일상적이며 기능적인 도자기였다.

한편, 그들 중 다수가 점점 더 동양적인 미학에 기대며 극동의 도자기

를 모방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특히 버나드 리치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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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작품의 사회적 위상 간에 격차가 점점 벌어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도자기의 일상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추구하였던 버나드 리치를 비

롯한 많은 1세대 공방 도예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에서는 점차 직접 만

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이들의 작품을 산업제품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윌리엄 머레이는 이러한 시대

적 변화에 부합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와 같이 ‘기’를 조형적 모티브로 여기는 도예가의 등장에 초석이

되었다.

둘째는 ‘기’의 조형적, 형태적 측면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가 대표적이면서 이 방면에 선구적인 작가들이다. 그들

은 ‘기’의 기능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성적인 미감을 추구하였

다. 도자기가 일상의 사물에서 비일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역할을

했으며, 도조의 출현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 모두 ‘기’의 조형성을 추구하는 와중에도 각기 조금씩 입장을 달리

하였다. 우선 한스 쿠퍼와 루시 리는 둘 다 기능을 일종의 표현요소로

사용하였지만, 루시 리는 전통적인 ‘기’의 형식 자체를 미학적으로 바라

보고 그 형식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 반면에, 한스 쿠퍼는 ‘기’를 새

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며 보다 비일상적인 영역으로 다가섰다. 기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루스 덕워스의 ‘기’ 작업은, 안과 밖이 구분되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기능을 은유하는 선에서 ‘기’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루스

덕워스는 비일상적인 영역에서 ‘기’를 다루었지만 그 형태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끌어들였다.

셋째는 ‘기’를 해체하고 재정립해야 할 관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안

과 밖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의 기본적인 형태가 전통적인 관계를 담

아낸 것이라고 여겨, 그 관계를 뒤집거나 해체하는 관점이다. 미국의 추

상표현주의 도예가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작업하였으며, 그들은 ‘기’를 완

전히 비일상적으로 다루었다.

연구 결과, ‘기’를 보는 이 세 가지 방식은 개별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

니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에 생겨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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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점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은연중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

‘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룬 이 연구는 도자 작품들을 ‘기’라는 공예전

통 안에서 해석해보려는 시도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란 도자예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기’ 작업의 의미를 찾아본다

면 보다 수월하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확한 좌표를 파악하게 되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작업을 해 나갈 것인

지가 좀 더 선명해질 것이다. ‘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작업해야 할지 고

민하는 도예 전공생들에게 20세기 유럽 도예가들의 ‘기’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구축되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식으로 작업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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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ssel has become a key element along with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eramic art. While craft was in the process of being

incorporated into art in the 20th century, potters started to have

different views on a vessel and to 'vessel work' based on their own

perspective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trend of the 20th

century's ceramic art field, especially analyzing how Lucie Rie, Hans

Coper and Ruth Duckworth, who are well-known for integrating

ceramic's tradition and modernity, viewed a vessel.

In early 20th century, the first generation of studio potters such as

Bernard Leach, Michael Cardew and William Murray existed. Despite

the different perspectives, all of their work took familiar and

functional form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life. Since then,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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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ociety attached value to hand-made crafts, the tendency that

potters' work was considered as special objects or art work has

appeared.

In this atmosphere, Lucie Rie, Hans Coper and Ruth Duckworth

worked focusing on expressive and formative aspects of a vessel. In

other words, they commonly regarded a vessel as a formative motive,

but they took slightly different stances respectively. First of all,

although both Hans Coper and Lucie Rie used functionality as an

expressive factor, Lucie Rie found an aesthetic value in the format of

a vessel itself. On the other hand, Hans Coper made pots based on

traditional figures and techniques, expanding his work into an unusual

area by aggressively transforming the form. Ruth Duckworkth's

vessel work with no utility had the concept of a vessel in a

metaphorical manner where her work simply divided the interior and

exterior as well as held something in it. Even though Ruth

Duckworth made vessels which are rarely found in usual life, she

applied the beauty of its shape to her work.

Meanwhile, American Abstract Expressionist, working actively from

1960s, thought that the concept of a vessel should be disorganized

and reestablished. This idea was put into shape by tearing and

crushing the basic form of a vessel.

Among prominent potters of Europe and the U.S.A. in the 20th

century, clos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ucie Rie, Hans Coper and

Ruth Duckworth who took a vessel as a formative motive because

their work successfully expresses the artists' careful consideration on

'potness' that had not been found in existing ceramics. Lucie Rie,

Hans Coper and Ruth Duckworth tried to think and to express in the

category of a vessel as well as to expand the field. Thanks to their

effort, their work is being appreciated in that it gives the ren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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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and proposes the direction.

keywords : vessel, 20th century Europe Ceramic art, Lucie Rie,

Hans Coper, Ruth Duckworth

Student Number : 2010-2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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