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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자 디자이너 인터뷰 시리즈①

이안 맥인타이어Ian McIntyre
| 김선애 도예가

2 「캔들라」, London Design Festival, V&A, ⒸEd Reeve

현대 도자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믿어나
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도예를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
온 후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독특한 물질은 보통 어두울

서 누구나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때 시곗바늘에서 볼 수 있는 형광색 물질이다. 이들에게 작품을

사회인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업이 예술이라
면, 겪게 되는 다양한 고충은 누구나 그렇듯이 힘들다.

1 RCA Show One, 2010, Ⓒ김선애

의뢰한 주최가 이태리 시계 브랜드 오피치네 파네라이Officine Panerai
인 점과 연관하여,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물질이 행동하는가에

이안 맥인타이어Ian McIntyre 디자이너는 1984년에 영국 리즈Leeds에

도자 디자이너는 물질성materiality의 탐구가 수반되는 직업이다. 이

대해 전체 컨셉을 작업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사실 이 물질은 아

서 태어나 현재는 런던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젊은 디자이너이

안이 처음 영국 왕립 예술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했을 때, 도자

주 곱게 갈려진 세라믹으로 흔하지 않은 가루에 금속이 섞여있

다. 2010년 영국 왕립 예술대학원Royal College of Art을 졸업할 때, 그

관련 작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았다. 런던으로 삶의 터전을

는 것이다. 이 작품을 위해 1mm 두께로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

는 졸업전시Degree Show에서 지거Jigger와 졸리Jolley1)를 이용한 접시

옮기기 전에는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프로덕트 디자인Product Design,

와 볼(사진1)을 선보였다. 단순히 디자인이 잘 된 ‘그릇’이 아니라

어플라이 아트Applied Art를 전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산업 디자인에

스택Stack of Plates, 무더기이라는 표현에 맞게 위로 길게 쌓아서 설치했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자 작업이 가지고 있는 ‘과정’을 따

그동안의 협업을 보면 2010년부터 어나더 컨츄리Another Country, 롱

스트리의 어둠이 대조되면서 다른 차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

다. 로열 컬리지의 쇼RCA SHOW는 흔히 말하는 셀링쇼Selling Show, 작품

라 결과물을 창출해나가는 ‘프로세스-드리븐Process-driven’ 특성을

포헤이Wrong for HAY와 함께 테이블 웨어를 제작하였고, 2014년에는

낌이 들었다.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전시

의 기능도 있어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데뷔하는

잘 살려 작업에 접목했다. 이러한 이안의 작업은 현재 도자 디자

V&AVictoria and Albert Museum, 오피치네 파네라이Officine Panerai와 함께

무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

인 제품뿐 아니라 설치작품, 스튜디오 에디션 디자인, 재료에 대

다른 디자이너들Felix de Pass and graphic designer Michael Montgomery과의 콜라

그가 영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요즘 공장

았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컬렉터들이 그의 작품을 주목하

한 탐구, 디자인 형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레이션을 통해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을 위한 「캔들라Candela」라

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 실에서 컴퓨터로 디자인만

는 대형 설치작품을 V&A에 전시하였다.

하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는 세라믹

고 구매하고 싶어 했지만 ‘아직 완성이 덜 됐다’라는 말로 완곡히

이라는 물질의 가능성을 계속 시험하면서 직접 프로토타입과 샘

그의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 형태만을 보고, 너무나

이야기 하고 싶어 했다.

쉽게 북유럽 스타일로만 정의하는 오류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박물관에서 중세시대 타피스트리가 전시된 가장 어두운 방을 들

플을 스튜디오에서 만든다. 클라이언트와 제조사와 소통과 대화

5년 전 졸업전시에서 선보였던 그의 작업은 영국의 공예 어워드인

그는 단순히 도자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콜라보레이

어서면 커다란 바퀴가 오묘한 색을 내며 빛을 발한다. 이 작품

할 때 거리감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우드 메이커스 오픈 2015Jerwood Makers Open 2015>에서 「1톤의 흙A

션, 설치 작품 등으로 현재 주목받는 디자이너 중의 한 명이다.

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프로덕트 디자이너인 펠릭스 드

」이라는 결과물로써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시되고 있다.
1) 지거와 졸리 : 대량생산을 위해 몰드를 놓고 성형하는 제형기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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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치 형광색의 물질이 내는 미묘하지만 익숙하지 않음과 타피

거절했다. 그리고 단순한 결과보다는 2년 동안 진행한 리서치를

Ton of Clay

|

을 진행해서 표면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V&A에 설치되었을 때
3 「캔들라」 부분, London Design Festival, V&A, ⒸEd Reeve

파스Felix de Pass, 그래픽 디자이너 마이클 몽고메리Michael Montgomery가

몇 년 전, 그는 파트타임으로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거

이안 맥인타이어와 함께 수퍼-루미노바Super-LumiNova 공장에 다녀

의 전업 작가로 돌아섰다.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근하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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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당신의 디자인 과정을 보면 리서치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도자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리서치 과정이 얼
마나 중요한가요?

IM.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무척
중요합니다. 물질이 가진 장점을 인식하고 가능성을 늘리는 작업을
4 블랙 피처Black Pitcher, ⒸRich Stapleton

5 Collection and Still Life for Another Country, ⒸRich Stapleton

하기 위함입니다. 어나더 컨츄리Another Country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제
가 제작한 테라코타 피처(사진4)를 이러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테

일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스튜디오로 직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난 그와 인터뷰를 했다. 현재 그는 맨체스

는 성공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때

터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디자인과 강의에 몰두하고

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열정과 확신이 가득 차

있다.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저우드 메이커스 오픈>이라는 큰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커미션을 통해 대중 앞에 다시 섰다. 인터뷰 질문을 통해 그의 생
각과 철학을 들어보자.2)

김선애 (이하SK) 제가 보기에 제품 디자인부터 다른 디자이너, 회사
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설치 프로젝트까지 본인의 예술 영역을 점차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디자인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코타는 낮은 온도에서 소성하는데 제가 디자인한 피처는 일반적인
온도보다 높게 소성함으로써 그을은 듯한 색과 스톤웨어의 강도를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알맞은 소성 계획과 그에 맞는 흙을 찾는
데 오래 걸렸지만,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더 큰 공장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어나더 컨
츄리와 함께한 테라코타 피처는 저에게 성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For me it is important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processes and materials in order to identify their strengths
or stretch their potential. The terracotta Pitcher I designed
for Another Country is one example. The material is fired to
an unconventionally high temperature which is not typical of
terracotta and this has achieved the scorched colour and given
it the strength of stoneware. Developing the right firing sequence
and finding the right clay took a long time but enabled me to
collaborate with a larger manufacturer to put it into production,
and it has been a great success for Another Country.

이안 맥인타이어 (이하IM) 대학교에서 프로덕트 디자인과 응용미술
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이런 교육적 배경을 바탕

2) 이해를 위해 한국어로 의역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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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그의 작업은 대단히 기능적이고 겉보기에는 익명인 오브젝트
안에서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작업들은 겸손하고 솔직한 미묘한 편
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우드 메이커스 오픈> 커미션을 위해 저는
제 스튜디오에 있는 이전의 산업 기계(지거, 졸리)를 이용해서 1톤의
테이블 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테이블 웨어는 이러한 미묘한
편차들을 가지고 있고 프로덕션의 제약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
시에서는 수백 개의 접시들과 볼이 기둥을 이루며 쌓일 것이고, 한

Applied Art

SK. 영국의 저명한 공예 어워드인 <저우드 메이커스 오픈Jerwood Makers

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왔는

Open

데, 이런 여러 작업들은 항상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물질material

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에 올해의 작가로 선정 됐습니다. 저우드를 위해 실시한 프로젝

와 과정process에서 나온 리서치와 실험입니다. 저는 창작과정을 통한

6 이안 맥인타이어 디자이너 ⒸJake Curtis

7 「1톤의 흙」, <저우드 메이커스 오픈2015>, ⒸJake Curtis

디자인을 하고, 물질에 내재하는 우수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표를

IM. <저우드 메이커스 오픈>을 위한 프로젝트는 「1톤의 흙」이라는 작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디자인 형태 혹은 과정을 발전

품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영국 도예가 아이작 버튼Issac Button에 대한 경

시킵니다.

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매일 1톤의 흙을 가지고 물레를 찼다

I have a background in both product design and applied art
– I think my work reflects this education. I’ve been working
on very diverse projects but there is a method that underpins
my practice which almost always starts from the same point –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into materials and processes. I
design through making and aim to identify the inherent qualities
in materials and develop forms or processes around them.

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튼은 식기와 함께 차, 곡식을 담거나 닭들의
모이를 담는 도자기 등을 만들었고 그 제품들은 현저하게 실용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가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 사이의 격차를 줄였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작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버튼
은 물레를 돌려서 만들며 동시에 디자인하였고 물레의 속력과 그가
가진 재주(스킬)에 따라 디자인이 정제되고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쪽에서 보면 마치 흙기둥처럼 보일 것입니다.
My project is called A Ton of Clay. It’s a nod to a 20th
century potter called Isaac Button who was known to throw
a Ton of clay pots in any one day! Button made wares for
cooking, brewing, storing grain and feeding chickens – they
were predominantly intended for utility. I’m curious about his
work because I feel he bridged a gap between design and
production. He designed as he made and here his processes
and products were subject to continual evolution and refinement
driven by speed and dexterity. His resulting work was full of
subtle deviations which have an unassuming and transparent
quality, not least because they manifest within highly functional
and seemingly anonymous objects. For the Jerwood Makers
Open I’ve made a Ton of tableware on the ex-industrial
machines in my studio. Each of these wares have subtle
variations yet are made within the constraints of production. I’
ll be presenting hundreds of plates and bowls stacked in

3) 전쟁이후에 어시스턴트를 구하지 못해 비롯된 결과이지만 혼자 도자기를 만드는 것부터, 마케팅, 판매 등을 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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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일이긴 하지만, 디자이너, 공예가craftsman로
서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해, 형태Shape와 폼form의 이해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Yes that’s true, but I have no guideline or golden ratio! I often
re-make a shape over and over again until it looks right. Mainly
because I have an idea in my head of how something should
look but am unable to find the form in reality without making
many permutations of it – sometimes I might find the right form
in 1 prototype, other times it takes many attempts. Although this
is time consuming, it’s crucial to my understanding of shape and
form and to my continuing development as a designer and a
craftsman.

SK. 롱포헤이Wrong for Hay(사진8)나 어나더 컨츄리Another Country(사진5)와 함
께 했던 디자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디자인한 제품들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영국 전통 테이블 웨어와도 관련이 있나요?

IM. 저의 디자인은 일상의 삶에 사용되는 실용성과 전형적인 형태와
물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상의 오브젝트에서 영감을 받는
데, 그것들은 대부분 너무 기능적이라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롱
포헤이나 어나더 컨츄리와 함께 협업을 했을 때, 그들이 제시한 주제
나 가치를 지키며 작업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제한성을 더
선호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제한이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고 자의식을 덜 가지고 만들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8 Wrong for Hay 카타로그 이미지 ⒸWrong for Hay

columns that, from a side profile, will look like pillars of clay.

SK. 당신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
서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으면, 1mm의 차이라도 만족할 때까지
다시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형태에 대한 본

My products focus on archetypal shapes and materials for utility
and everyday use. I’m inspired by the hardworking objects
which are so functional that they generally go un-noticed. When
I collaborate with WH or AC I’m working within their values and
their brief. I generally prefer these constraints though. It gives my
projects a focus and rationale which I find makes the work less
self-conscious.

인만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SK. 당신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IM.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황금비
율이 없습니다. 저는 한 형태를 만들 때, 때때로 몇 번씩이나 다시 만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 머릿속 아이디어는 어떻게 형태가 이루
어지는지 알지만, 실제로 제작할 때는 많은 경우의 수(순열)를 만드
는 것 없이 정확하게 원하는 형태를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프로토타입을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

IM.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회
사 혹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콜라보레이션 하는 관계를 지속하고 발
전시키고 싶습니다.
I’d like my products to be useful and last for a very long time.
And I would love to develop long lasting relationships with
companies and collaborators.

필자 김선애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 전공으로 BFA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왕립 예술 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MA를 받았다. 현재는 Studio Manifold의 공동설립자로 영국에서 활발하게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동대학원에서 MPhil을 전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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