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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도예가

Blue9
웨지우드 블루: 자스퍼
Wedgwood Blue: Jasper

자스퍼JASPER

자스퍼 웨어는 웨지우드가 1770년대 발명한 흙의 종

류 중 하나다. 약 1200도에서 번조하는 스톤웨어에 속

하지만, 포셀린의 한 종류나 도기에 속하기도 한다. 흙

이 독특해 다른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웨지우드만의 

고유한 빛을 띄는 것이 특징적이다. 웨지우드는 1774

년 수천 번의 시도 끝에 무유 스톤웨어 흙을 완성하는

데 기본은 백색계열으로 색이 쨍하지 않고, 그중 파랑

은 파스텔 톤의 고상한 색으로 ‘웨지우드 블루’라고도 

불린다. 

자스퍼라는 이름은 벽옥 광물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실크로드의 교역품으로 알려진 자스퍼는 대표적인 파

랑색 뿐만 아니라 빨강, 노랑, 갈색, 초록 등의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빨간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래전 웨지우드에서 인턴을 하는 동안 선

물받은 ‘자스퍼 컬러 팔레트’ 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광물의 다양한 색상을 반영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돌의 색이 흙으로 표현된 것을 보니 서로 다른 재료를 

넘나드는 빛의 흔적이 놀라울 뿐이다. 또한 자스퍼는 

부조릴리프Relief 장식이 들어간 웨지우드의 스타일 자체

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는데, 정교하게 부조로 조각

된 스프리그sprig는 주로 하얀색으로 색상이 있는 기물

에 붙여 무유번조한다. 

1

2 3

4
1	 	(맨위	왼쪽부터)	자스퍼화병1786~90,	뱀모양	장식의	
핸들,	비너스와	백조장식	

소금그릇1783~85	

바커스의	탄생을	묘사한	타블렛1776~80

2	 	자스퍼	흙의	실험시편들

3	 	자스퍼	흙을	이용해	초상을	새겨넣은	장식조각들

4	 	자스퍼로	만든	초상화	메달리온1789-90,	가장자리	
장식이	사람의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나뉘었다.	

예를	들면	국왕,	재정부	장관은	fleurs-de-lis라는	
장식을	사용하였고,	월계수	문양은	귀족에게,	

인동덩굴무늬anthemions는	유명한	혁명가들에게	

장식되었다.	(사진	루이	16세	등	유명인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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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과 색CLAY & COLOUR

스톤웨어

엷은 파랑, 진한파랑, 초록, 라일락, 노랑, 검정, 하양

황산바륨Sulphate	of	Barytes	150

고령토China	Clay	35

블루	클레이Blue	Clay	45

석영Flint	35

석고Gypsum	6

콘월석Cornish	Stone	501

황산바륨Sulphate	of	Barium		59

클레이Clay	29

석영Flint	10

탄산바륨Carbonate	of	Barium	2
(Published	by	Sir	A.H.	Church	in	1903)

  

무유번조

웨지우드에서 5년간 일했던 화학자 윌리엄 버튼William 

Burton은 자스퍼를 ‘가능한 적은 양의 점토를 첨가해 곱

게 갈아낸 황산바륨’라고 설명하고 있다.2 

장식DECORATION

18세기 영국에서는 건물, 인테리어, 장식품 등 모든 건

축분야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양식의 표현이 사용되었

다.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열기가 고조되며 19세기

에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시기를 맞이했다. 자스퍼웨

1   Chemistry, Theoretical, Practical, and Analytical: As Applied 
and Relating to the Arts and Manufactures, Volume 2, Glasgow : 
Mackenzie, 1860, by Sheridan Muspratt, Eben Norton Horsford, 
and William Mackenzie, page 817.

2  Mankowitz, Wolf., Wedgwood,  Spring Books: London, 
1966(1953) p.104

어 역시 신고전주의 장식을 따라 만들었는데, 부조를 

만들고 몰드를 제작해 흙이 반 건조되었을 때 부착하

는 방식을 이용했다. 자스퍼로 만들어진 도자기는 화

병, 카메오, 초상화 메달리온medallion, 단추 등 매우 폭넓

게 쓰여졌다.

과정PROCESS 

스프리그 SPRIG 

낮은 부조를 조각하고 몰드를 제작하고, 그 틀에 흙을 

밀어 넣어 만드는 장식기법을 이용해 다른 흙에 부착

하는 방식을 말한다.Sprigging/Sprigged Decoration 비슷한 기법

으로 Pâte-sur-pâtePaste on Paste가 있는데 몰드를 사용해 

장식하는 자스퍼와 달리, 스프리깅은 붓으로 일일이 

슬립을 얹혀가며 장식하는 고도의 기법이다. 자스퍼

웨어는 대부분 스프리깅 기법을 이용해 장식한다. 

언더커팅UNDERCUTTING

스프리깅 기법으로 만든 부조를 치즈 상태반 건조상태의 

기물에 붙이고 특별한 도구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말한

다. 초창기 자스퍼웨어는 언더커팅 기법이 많이 사용

되었는데, 부조의 깊이감이 살아나고 천이나 직물 처

럼 섬세한 특징을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마POLISHING

번조 후에 기물이 ‘Lab’으로 들어가면 메달리온, 버튼, 

장신구 제품, 컵 안쪽, 찻잔이나 접시의 가장자리 등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으로, 자스퍼웨어의 반투

명함이 더욱 돋보이는 단계다. 

종류VARIETY

찻잔 세트, 화병, 촛대, 인물과 동물 피겨린figurine 작은 조각상, 

흉상, 화분찻, 초상조각, 카메오, 메달, 주얼리(반지, 담배

상자, 스카프 핀, 머리핀, 시계, 칼 장식, 열쇠, 코트 단추 등) 

타임라인TIMELINE 

1770년대 자스퍼 생산 시작 1776~7년 

1795년 자스퍼 유행 절정 

1811년 생산 주춤

1817년까지 화병 생산 중단

1829년 자스퍼 모든 라인 생산 중단. 하지만 개발실험

은 계속됨. 

1844년 자스퍼 재생산. 색소지Solid Jasper 대신 포셀린 바

디를 색슬립에 담가 장식Dip하기 시작 

1860년 색소지를 이용한 ‘솔리드 자스퍼’3 생산 재기

3  Birks,Steve., Jasperware, The Potteries, Visited 1. June 2018 
http://www.thepotteries.org/types/jasper.htm 솔리드 자스퍼란, 자
스퍼 색이 흙의 겉과 안에 모두 들어가있는 색소지를 말한다. 

웨지우드를 일등공신으로 만든 

 ‘포틀랜드 바스Portland Vase’

웨지우드의 창립자 조사이어 웨지우드Josiah Wedgwood의 

동상을 자세히 보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

에 띈다. 그것은 로마 시대AD 1~AD25 카메오 유리cameo 

glass,색유리로 장식된 유리제품로 만들어진 포틀랜드 바스Portland 

Vase,백색 그림으로 장식한 로마의 감청색 유리 꽃병를 따라 만든 도자기 꽃

병or화병이다. 포틀랜드 바스는 웨지우드 브랜드를 일등

공신으로 만든 자스퍼웨어의 일종이다. 웨지우드 브

랜드 내에서는 ‘블랙 바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바

살트Basalt는 영어로 현무암이라는 뜻이다. 

바살트는 자스퍼 웨어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웨

지우드 이전에 스태퍼드셔 주에서 이집션웨어으로불

리던 검은색 전통도자기가 존재했다. 웨지우드가 퀸

즈웨어를 만들던 도기 조합비를 기본으로 웨지우드만

의 깊고 진한 검은색을 만들어 이를 ‘바살트’라고 이름

지었다. 바살트는 자스퍼웨어보다 앞서 생산되었지만

1767년~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기법으로 만들어져 폭넓게 

자스퍼웨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스퍼와 포틀랜드 

바스는 엄연하게는 구분해야 하지만,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이둘을 비교 소개해보겠다. 

5 6

7

8

5	 	젠틀맨의	의상과	칼	장식에	
사용된	자스퍼웨어	

6	 	주얼리와	박스를	장식하는	데	
이용된	자스퍼웨어	

7	 	격자Trellis	패턴으로	투각된	

‘자스퍼웨어	바스킷Basket	with	Four	Paw	

Feet	1790’

8	 	19세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자스퍼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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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를 도자기로 만든 

‘포틀랜드 바스Portland Vase’

원래 유리로 만들어진 포틀랜드 바스는 영국 대영박

물관The British Museum에 1810년부터 전시된 유명한 화병

이다. 처음에 이 화병은 16세기 후반에 로마 근처의 알

렉산더 세베루스Emperor Alexander Severus 왕 무덤에서 발견

되었는데 이탈리안 바베리니스Barberinis 패밀리가 사들

여와 바베르니 바스Barberini Vase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점차 다른 소유자들을 거쳐 18세기 후반 소유자였던 

포틀랜드 튜크The Dukes of Portland의 이름을 빌려 오늘날까

지 포틀랜드 바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8세기

에 웨지우드가 자스퍼Jasper로 만들기 위해 잠시 빌리는 

형식으로 대관 되었다고 한다. 

유리였던 화병이 도자기로 만들어진 일화는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실제로 이 꽃병을 본 사람들은 2000여 

년 전 1세기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경이로움을 느낀

다. 18세기의 웨지우드 역시 이러한 점에 감명받아 도

자기로 재해석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

다. 검은 바다처럼 깊은 색감과 표면에 장식된 하얀 부

조는 투명하면서도 상아로 만든 재질처럼 느껴진다. 

부조의 깊이에 따라 바탕이 되는 짙은 검은색의 흔적

이 묻어 나오기도 한다. 포틀랜드 바스는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완성미를 지닌다. 

웨지우드의 자스퍼 생산개발

그리스 로마 신화, 신고전주의와 어울리는 기품을 지

닌 유리병이다. 유리병이지만 차가움보다 따뜻함이 

감도는 작품이, 과연 도자기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었

을까. 당대의 웨지우드를 떠올리며 생각에 빠져본다. 

현대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유리병을 도자기로 구현하

기가 어려운데 200년 전은 어떠했을까?

필자가 체감한 바로는 사실상 웨지우드 이후로 산업도

자의 혁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웬만한 산업 

도자 기술들은 웨지우드가 다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도자기 신기술을 많이 발명했던 도

자기 천재 웨지우드는 남달랐다. 창업자 조사이어 웨

지우드와 그의 아들 조사이어 2세를 비롯해 다른 아티

스트들 그리고 공장 내 모델러가 4년 동안 매달려서 

자스퍼를 만드는 시도와 실험을 계속했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 웨지우드는 무모한 실험이 아닌가 하는 고

민도 하였다. 웨지우드 박물관에 가면 당시 시도했던 

실패작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높은 가마 온도로 흙이 

보글보글 끓은 흔적, 카메오 유리처럼 하얀색 자스퍼 

흙과 검은색 흙이 서로 붙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 등 다

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오랜 고생 끝에 1789년 9

월 첫번째 에디션이 마침내 성공했지만 여전히 불안정

한 흙의 색상과 분리 현상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도예가로 활동한 경험에 견줘봤을 때 거듭된 

실패 속에서 생기는 좌절감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해도 포틀랜드 바스

를 도자기로 만드는 노력은 화학자, 공학자, 도예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해야 할 큰 프로젝트

이다. 좌절을 딛고 오류를 고쳐가며 계속 실험하는 수

년의 세월은 열정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도

자기, 불, 안료, 재료 등 모든 공정에 대한 엄청난 지식

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당시 대단한 히트를 쳤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웨지우드의 백 스탬프를 살펴보면 포틀랜드 바스

의 형태가 웨지우드 이니셜 W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다.

필자가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많은 영국 도자기 공장

들이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 제3국으로 옮겨진 후였다. 

‘프리스티지Prestige라인’이라 불리는 자스퍼 웨어는 여

전히 물레를 이용해 전통적인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자동화가 가능한 제

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	다음호에는	‘BLUE(10)	세브르	블루Bleu	du	Sevre’	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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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MA와	동	대학원에서	MPhil을	

받았다.	현재는	Studio	Manifold의	공동설립자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도예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자기가	가진	잠재성과	콜라보레이

션을	통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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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핑크,	블루,	그린	등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는	자스퍼웨어	

10 	라일락,	파랑,	회색	자스퍼	
딥으로	만든	화병1988

11 	아담과	이브Anna	Zinkeisen,	1924

12 	포틀랜드	바스와	릴리프부조	몰드	

13~14 	포틀랜드	바스의	제작	
실패물,	바살트	바디가	

번조	중	끓어올라	기포가	

생겼거나,	부조물	일부가	

떨어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