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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록, 도자의 기억

김선애

Artist

1   김선애 「Since Eve Ate 

Apples Much Depends 

On Dinner」 2010(부분)    

2   「From the Cradle to 

Grave」 Porcelain, Mixed 

Media 2014

에디터  황유나

Kim Sunae

도자와 식문화의 접점에서

문화란 한 사회가 공유하는 행동양식이다. 그중 인

간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인 의·식·주의 범주 

안에서 ‘식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먹는 

즐거움’을 탐하는 인간의 본성은 다양한 음식의 종

류만큼이나 다양한 식문화를 낳았다. 작가 김선애

는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한국과는 사뭇 다른 식문

화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됐다. 제삼자의 시선

으로 본 그들의 문화는 작품으로 녹여낼 만큼 흥미

로운 주제였다. 역사를 좋아하는 성격과 궁금한 것

이 생기면 바로 도서관을 찾는 습관은 작가로서 하

나의 주제를 더욱 깊이 사유하게 만들었다. 당시 요

리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음

식과 연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환경도 한몫했다. 본디 그릇이 담는데 기능

성을 둔다면 그 위에 다양하게 담기는 음식들에게

도 분명 도자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터. 작

가는 도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도자가 전하는 흥미로운 일상

술 마시는 일이라면 한국 사람도 어디서 빠지지 않

지만 영국 사람들은 보다 더 깊은 일상 속에서 술 문

화를 향유하고 있다. ‘펍Pub 문화’로 지칭되는 영국의 

술 문화는 오늘날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축구를 보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작가

는 영국의 술 문화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계기로 영국

의 ‘피겨린figurine’을 말한다.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

들, 거하게 취해 길바닥에 누워버린 사람 등등 도자

기 위에 그려진 일상적인 장면들을 보고 작가는 술 

문화와 도자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

다. 금주운동이 성행했던 19세기에는 홍차에 술을 

타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적힌 개인 찻잔들이 발견

도자기란 음식과 그릇의 관계다. 예술이기 이전에 도자는 일상 속에서 

늘 사용하는 접시였고 잔이었다. “담는다”는 말과 함께 도자는 우리 삶과 

함께 해왔다. ‘식사’의 순간에 음식을 돋보이게 담는 용기로 ‘보조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소다. 그렇기에 

도자기에는 생이 묻어있다. 도자기에서 삶을 엿보는 작가가 있다.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김선애의 작품은 궁금증을 일으킨다. 그녀는 

도자기에서 대체 어떤 생을 읽어내고 있는 것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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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고, 술자리 게임을 위한 구멍 뚫린 도자

기 술잔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처럼 유리 잔이 널

리 퍼지지 않았을 당시, “술맛은 머그컵이 최고!”라 

평했던 작가 ‘조지 오웰’의 코멘트가 신기할 따름이

다. 김선애 작가는 19세기 이전, 술 문화의 중심에 

있던 도자기를 21세기로 다시 불러왔다. 화이트큐

브 안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겸 발표회에는 기이하

게 생긴 도자술잔을 든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작가

는 이 재미난 퍼포먼스를 통해 먹고 마시는 행위에

서 도자기가 어떻게 다양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에 대해 보여줬다. 

도자기에 펼쳐지는 역사와 기억

김선애의 작품 뒤에는 늘 철저한 리서치가 존재한

다. 하나의 개념과 작품을 위해 1년을 꼬박 리서치

에 쏟은 적도 있다. 이렇게 연구에 공들이는 자세는 

역사 속에서 도자문화를 온전히 읽어 내려 하는 작

가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썩지 않아 오래도록 보존

되는 도자기는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것

이기에 옛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

료가 된다. 도자가 전해주는 역사를 통해 작가는 도

자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백 년 후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우리 모습을 도자기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는 

도자 위에 ‘현재’를 기록한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식탁 위에서 테이블 세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피겨린은 우리 주변의 실제 인

물들을 그리거나 당시 유명했던 스타들을 그려 넣었

다. 처음에는 충성심의 표현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용됐던 피겨린은 점차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토킹 포인트talking point’로서의 역할

을 했다고 전한다. 작가는 이 피겨린 위에 지금의 일

상을 그린다. 오늘날에 이르러 더 이상 토킹포인트

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피겨린은 작가를 통해 시대

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된다. 

「Pot Diary」도 기록하는 매체로서의 도자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집트 유물 전문 박물관인 런

던 피트리 뮤지엄The Petrie Museum에서 참가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작가는 도자 파편 위에 그날

그날의 일상을 기록해 전시했다. 파피루스가 귀하던 

시절 깨진 도자 조각은 메모지로 쓰였다고 한다. 오

늘의 날씨, 영수증, 장보기 목록 등등 다양한 일상의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 옛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

한다. 작가는 이집트형 도기를 만든 후 깨서 인위적

인 도자 파편들을 만들어 그 위에 다이어리를 써나

갔다. 고대 이집트의 항아리들과 함께 유리장 너머

로 보이는 런던 대중교통카드Oyster card의 그림이 기묘

한 시간의 전복을 선사한다. 

도자, 과거와 현재의 다리

주로 영국을 기반으로 한 역사와 문화에 영감을 받

아 작업을 이어온 작가 김선애는 현재 한국과 영국

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진행

했던 작업들은 주로 외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국

과 유럽 문화에 대한 것들이었기에 작가는 귀국 후 

거의 일 년간 앞으로의 작품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

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식문화와 

피겨린 등이 연관된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

이지만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새로운 작품, 새

로운 프로젝트들로 가득하다. 하나의 형식만 파고들

기보다는 전체를 통괄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작가는 긴긴 도자의 역사

만큼이나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 도자식기들을 

이용한 오브제들은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 삶과 밀접

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작가의 마음을 담은 것이

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일상과 도자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블로그bakedpottery.tistory.com와 SNS를 통해 풀

어내기도 한다. 작업을 위해 깊게 공부하는 만큼 도

자기에 대해 품고 있는 이야기도 많다. 언젠가는 꼭 

책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그녀는 교육에도 관심이 많

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도자라는 매개를 통

해 현재로 끌어오는 작가는 앞으로 도예가로서 사람

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꿈이 있다. 

지금까지의 작품들에서 보여준 집요한 연구와 다양

한 시도들에, 앞으로 작가가 활보할 독특하고 재미있

는 작품, 프로젝트들이 절로 기대된다. 

3   「Teatotalism」 2011  

4   「A Marriage Lesson 1」 2010

5   「A Londoner's progress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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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개인전(2016.4.28~6.16 <Perceive, Feel and Sense> 서울 청담 

모즈갤러리)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 독특한데

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성형외과라는 독특한 공간성에 착안해 전시를 ‘Site 

Specific Exhibition’이라 정의해봤습니다. 공간을 염두

에 두고 전시를 구상했지요. 1년 전 전시 제안을 받고 천

천히 구상하다가 결국 ‘미’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공간

에 반응해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하고 싶다고 생

각했는데 여기는 미를 다루기에 좋은 공간이잖아요. 성

형외과란 곳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미를 추구하

러 오는 곳이니까요. 미Aesthetics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 

3가지, ‘Perceive’, ‘Feel’, ‘Sense’를 전시 주제로 삼고 작

품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영국이랑 한국에서 사 모

은 빈티지 그릇들을 ‘업사이클링’ 했어요. 접시는 겉모습

과 내면을 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에게 쓸모 없어진 접시와 그릇에 

전사지도 붙이고 다시 색칠도 하면서 내 작품으로 만들

었습니다. 작품으로 재가치화 된 거죠. 

올해 테이블웨어 브랜드 ‘폿필드Potfield’를 새롭게 출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일부 만나

볼 수 있었는데요, 식기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

금합니다.

그전부터 식기 브랜드 론칭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소개한 작

품 「Since Eve are Apples Much Depends on Dinner」

(Small Edition)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복잡함을 겪었습

니다. 본래 하나의 작품을 구성했던 것인데 세트가 아닌 

하나하나의 개별 그릇들이 팔리면서 단가의 문제도 있

었고 작품의 의도도 희석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작품과의 분리를 위해 식기 브랜드 론칭

을 마음먹었지만 박사과정 등의 일들이 겹쳐 미뤄졌습

니다. 다행히 올해 투자자를 만나 9월에 정식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폿필드Potfield’는 18, 19세기 영국과 유럽의 

패턴 북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도자의 표면을 단순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이라 생

각하고 드로잉과 전사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패션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과 협업해 

도자기 드레스를 선보였는데요, 어떤 인연으로 진행하

게 됐나요? 후일담이 궁금합니다.

당시 함께 석사과정에 있던 일본인 친구가 먼저 알렉산

더 맥퀸 브랜드와 하얀색 도자기 꽃으로 드레스를 만드

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맥퀸 쪽에서 도자

기 드레스 한 벌을 더 기획 중이었고 친구가 문양과 전

사를 연구 중이던 저를 추천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막상 

친구의 작업은 엎어지고 제 작업이 계속 진행됐는데 한 

벌이었던 드레스가 갑자기 두 벌로 늘어나고 슈즈, 액세

서리 등도 만들어야 해 작업하는 동안 거의 꼬박 밤 새

가면서 정신없는 2주를 보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

무 어릴 때 작업을 해서 디자이너들과 소통하는 법도 잘 

몰랐고, 빠른 패션과 상대적으로 느린 도자기의 장르적 

차이도 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얻은 교훈

이 있다면, 도자기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

다. 도자기가 식기를 넘어 다양한 길로 뻗어나갈 수 있

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도예계 안팎으

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

이 많아 ‘Books international’이란 기관에서 동화책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일

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자

기’하면 조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기를 가지고도 다양

한 쓰임으로 재해석하는 등 다양한 도자기의 면모를 소

개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6   「Perceive, Feel & 

Sense」 2016   

7   식기브랜드 폿필드 

라인 「I Have Enough 

Jewelry」 2016

8   「A Collaboration with 

Alexander McQueen」 

Porcelain, Digital 

Transfer, Mixed Med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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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선애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전공으로 BFA 학

위를 취득한 후 영국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MA와 동 대학원에서 MPhil을 받았다. 현재는 

Studio Manifold의 공동 설립자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

며 도예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자기가 가진 잠

재성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

을 갖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영국에서 ‘스튜디오 메니폴드Studio Manifold’를 공동 창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독자들에게 스튜디오 메

니폴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함께 석사 공부를 했던 친구들끼리 여러 프로젝트를 해

오면서 마음이 정말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고, 졸업 후 

그 친구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공동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도자스튜디오를 찾기가 힘듭니다. 워낙 모

든 운영비가 비싸기 때문에 따로 개인 공방을 차리기에

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공동 스튜디오를 만

들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모두에게 문을 열어두고 지원

을 받아 그 해 5월에 만나 미팅을 거쳐 7월에 장소를 계

약해 10월에 오픈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스튜디

오는 런던의 한 창고를 빌려 9명이 같이 사용합니다. 단

순 공간만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홈페이지 로고 이름 

등을 정식으로 만들고 같이 일도 하면서 동시에 작가로

서 개개인의 파워를 길러보자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이런 활동이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에

서는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이런 공동 

스튜디오의 창립이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서로 간의 커

넥션도 좋고 작업도 좋아서 파급효과가 9배로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5주년 혹은 6주년 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를 포함해 친구들 모두 개별적으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과 협업해 제

품을 출시하는 친구도 있고, 영국 도예계 내 저명한 상을 

받은 친구,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과도 거두어 저에게 늘 

많은 자극이 됩니다.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각국의 도자문화에 대한 차이

점을 몸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양국을 비교해보자면 어

떤 것들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영국

의 웨지우드를 예로 들면, 한 가지 색을 내기 위해 3,000

번 이상을 실험하는데 그 결과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어

요. 하나의 패턴을 개발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현

대작가들은 그런 실험과 기록, 유산들의 자료를 바탕으

로 전통을 재해석해 작업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요. 뚜렷한 

기록도 많이 없을뿐더러 박물관에서 만나는 유물이 다인 

경우가 많지요. 정말 좋은 역사와 전통문화가 있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도 작가로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는데

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우선 9월에 식기 브랜드 ‘폿필드’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

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그동안에 쓴 글을 모아 책으로 

묶어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렇지만 저는 글로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 작품을 발전

시키는 방법을 최우선 하거든요. 물론 글 솜씨가 아주 뛰

어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도자 이야기들을 꼭 

책으로 내보고 싶어요. 또 지금은 피겨린과 식기가 주된 

작업으로 비쳐지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이어가고 싶어요. 같은 주제로도 표현하는 방법이나 오

브제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형태

만 파고들기에는 도자기의 역사가 아주 길거든요. 제 작

품으로 끌어다 쓸 것도, 연구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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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선애 작가의 드로잉   

10    「A Londoner’s progress 4」 2010

11   「Let's Have a Cuppa Tea with 

Miss Wonderland」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