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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작가들의
화병에 대한
다양한 시선
손해원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예 석사과정

화병은 도자기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물이다. 여기, 그 오랜 친구를 새로운 눈을 통해 보여주
는 여섯 명의 작가들이 있다. 대만, 미국, 일본,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해외 작가들이 각자의 경험
과 감성을 바탕으로 ‘화병’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시선으로 ‘화병’
1	라이언 타카바 「Lying in Wait」
2012

을 바라보며 각자의 개성과 해석대로 표현해내는지 작품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자.
1

54

2	씨앙롱 천 「The Ice & Juice Bar
2.0」

화花룡점정

된 시리즈 2.0에서 작가는 본래의 프로젝트에서 도출

화병은 말 그대로 꽃을 꽂는 병이다. 단순한 ‘병’이 아

해낸 기하학적 형태들의 임의적으로 병합하고 반복적

닌 ‘화병’이기 때문에 꽃을 꽂았을 때 비로소 화병은 그

으로 배치하여 스스로가 상상하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름의 의미를 구현한다. 이와 같이, 꽃과 함께 놓였을

무기복합체’를 연상시키는 소품을 디자인한다. 이미지

때 예상 밖의 환상적인 조화를 자랑하는 화병을 디자

상으로 무기적 성격을 띠는 그의 작업과 유기체인 꽃

인하는 세 명의 도예가 및 디자이너가 있다.

의 조화는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말을 증명하듯 생

대만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씨앙롱 천Hsian-Jung Chen은 ‘더

각 외로 어색하지 않게, 오히려 대비 효과에 의해 효과

후르츠샵The Fruit Shop, https://thefruitshop.co’이라는 도자 디자인

적으로 어우러진다. 인공의 형태이지만 기하학적이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과일과 야채 등에서 영감을 얻

서 경쾌한 그의 도자 화병은 꽃의 자연미美를 한껏 살

어 디자인·제작한 도자기 소품들을 선보인다. 천은 스

려주며, 마찬가지로 꽃 또한 그의 ‘무기적’디자인에 ‘유

스로를 세라믹아티스트Ceramic Artist이자 이미지·인테리

기적’생명력을 더해준다.

어 스타일리스트Image/Interior Stylist라고 칭한다. 필자는 씨

미국에서 활동하는 도예 작가 나탈리 헤레라Natalie Herrera

앙롱 천의 다양한 프로젝트성 작업 중, 더 아이스 앤 주

의 작업 또한 씨앙롱 천의 작업과 비슷한 맥락을 공유

스바 시리즈 2.0The Ice&Juice Bar Series 2.0 프로젝트의 일부를

한다. 미국 뉴욕 주州의 브루클린에서 그래픽 디자이

소개하고자 한다. 더 아이스 앤 주스바 시리즈는 작가

너로 활동하는 헤레라는, 2013년도에 도자 라인인 하

가 대만의 전통 과일주스 가게에서 영감을 얻어 진행

이글로스High Gloss, http://www.highgloss.biz를 처음 런칭한 이후

했다. 구체적으로 작가는 싱싱한 과일들을 통째로 썰

현재까지 줄곧 도자 작가로서의 삶을 병행해 왔다. 그

어 유리 진열대 안에 쌓아두는 진열방식에서 아이디어

래픽 디자이너 출신답게 그녀의 작업은 감각적인 동

를 떠올렸다고 한다. 이렇듯 천은 자신이 과일 주스 가

시에 각도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예리함을 지니고 있

게에서 경험한 이미지를 기하학적 구조로 환원시킴으

으며, 이는 ‘흙’이라는 재료가 지닌 고유한 성질인 유연

로써 자신의 디자인에 적용시킨다. 이에 한 단계 발전

함과 유기성을 영리하게 거스르기 때문에 보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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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시각적이고 관념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입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의외성은 도리어 참신함으

다. 실제로 헤레라는 도예 작업 과정에서 흔히 쓰이지

로 다가오게 된다.

않는 도구들인 컴퍼스, 이그젝토 나이프x-acto knife 그리

앞서 소개한 두 명의 작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도예

고 제도용 삼각자 등을 사용하여 스스로가 지닌 공간

가 바리 지퍼스틴Bari Ziperstein의 화병에 대한 태도는 확

과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관심을 적절한 비율감과 각

실히 더욱 직설적이다. 지퍼스틴은 개인 작업 외에도

도를 이용하여 탐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헤레라는 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자 디자인 라인인 비지피

능성을 내포한 사물을 실현해낸다. 하이글로스에서

앤컴퍼니BZippy&Company, www.bzippyandcompany.com를 운영하

선보이는 도자 소품들은 작가가 개체 하나하나에 부여

며 화병, 화분, 그리고 조명 등의 도자 상품을 디자인한

한 공간성과 유기적 구조성으로 인해 각각의 소품이

다. 그녀의 영감의 원천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독립된 오브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심지어 필

도자 역사,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의 건축예술, 핀란

자는 작가가 각각의 사물들을 디자인할 때 기능성을

드의 전통문양,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후식 문화 등이

앞서 염두에 두었는가를 고민하기도 한다. 그녀가 디

며, 제작은 판작 기법을 기본으로 한다. 그녀의 작업은

자인한 화병의 용도를 암시해주는 요소인 입구 혹은

형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쓰임을 목적으로 제

병甁적 구조는 작가가 기능성을 의식한 의도적 장치가

작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비지피앤컴퍼니

아닌, 속이 빈 도자를 제작하려 들 때 필연적으로 따라

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자료를

오는 요소공기구멍가 우연히 기능을 제시해준 경우로 해

보면, 작가 스스로 디자인한 화병들과 다양한 꽃의 과

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화

감한 배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지퍼스틴이 선택하

병의 기능적 측면을 충족시켜주는 꽃 또는 식물이 개

는 꽃들은 캘리포니아 특유의 활기를 한껏 풍기며, 일

3

3	나탈리 헤레라, 도자 디자인
브랜드 Highgloss의 상품
ⓒ나탈리 헤레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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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퍼스틴, 도자 디자인
4, 5 바
브랜드 BZippy & Co.의 상품

러스트레이션 삽화에서나 볼법한 특별하고 화려한 맵

해 왔다. 수많은 작업 중 심볼 베이스Symbol Vases라는 이

시를 뽐낸다. 이처럼 기본도형의 조합으로 인해 로봇

름의 화병 시리즈는 작가의 대표 시리즈작이다. 2016

마냥 기계적인 매력을 가지게 된 화병에 꽃을 매치했

년 늦여름쯤 처음으로 구상된 이 시리즈는 지금의 이

을 때 발생하는 상호 대비 효과 덕에 화병과 꽃, 각자의

름을 얻기 전까지 헤일로 버드 베이스Halo Bud Vases라는

매력은 극대화 되며, 궁극적으로는 유쾌한 조화를 이

비공식적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후광’이라는 ‘헤일

룬다.

로 버드halo bud’의 뜻 그대로 이 시리즈의 화병들은 후광
을 입은 듯 입구 주변에 코일로 만들어진 장식이 입혀

꽃은 없되 꽃이 있는

져 있다. 초기에 제작된 화병들은 주로 하나의 원 또는

화병에 꽃이 꽂혀 있지 않되, 그러한 부재가 어색해 보

두세 겹의 동심원들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이지 않는 화병은 어떤 모습일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띠고 있다. 하지만 1년 반 남짓의 시간 동안 발전해 온

풍요로운 화병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재현해내는 작

현재의 심볼 베이스들은 코일의 형태가 더욱 화려하

가들이 있다. 니콜렛 존슨Nicolette Johnson과 치노코 사카

다. 존슨이 디자인한 작품들의 화병으로서의 기능을

모토Chinoko Sakamoto, 이 둘이 그 주인공들이다.

활용하여 꽃을 꽂고자 한다면, 비교적 좁은 입구에 단

니콜렛 존슨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활동하

한 송이의 꽃을 꽂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작가

는 도자작가이다. 존슨은 물레와 코일을 이용한 성형

의 심볼 베이스들은 코일 장식 덕분인지 독립된 사물

을 주된 기법으로 삼으며, 작가 스스로 재상상한 고대

그 자체로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심볼 장식’이

유물의 형태에 심플하고도 감각적인 선적 요소들을 덧

꽃의 부재를 대신하여 존재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존슨

붙이고 색을 입힘으로써 작업을 완성한다. 사진예술

의 화병은 빛을 발한다. 비슷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

과 사회 다큐멘터리social documentary를 전공한

였으나, 전혀 색다른 표현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

존슨은 2015년부터 도자예술 분야에 몸을 담으면서

가 바로 치노코 사카모토Chinoko Sakamoto이다. 일본 출신

기능성과 조형성을 함께 강조한 도자 작업을 꾸준히

의 사카모토는 영국 런던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며, 졸

photograph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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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 또는 무늬를 도자 화병 자체의 모양 및 표면 장식

를 이룬다. 그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사물 혹은 물체들

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화병과 꽃이 하나로 합쳐진 사물

을 새로운 형식으로 배치해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

을 만든다. 작가가 스스로 설정한 작업의 목표는 사물

라 이들이 사물로서 지닌 의미와 쓰임, 그리고 구성이

의 기능을 사물의 형태와 합치는 것—즉, 기능을 형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한다. 2010년도부터 2012

로써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필자는 사

년도까지 그는 ‘국화 그리고 물Mums and Water’이라는 시리

카모토의 창작물이 기능적 사물과 조형적 사물 그 사

즈 아래 여러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 시리즈는 꽃을 줄

이의 하이브리드Hybrid라고 생각한다. 작가의 작품은

기 채로 엮거나 꽂을 수 있는 작은 백자 화병과 국화,

확실히 기능성과 조형성을 동시에 지닌다. 하지만 그

그리고 물,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벽걸이형 설치

녀의 작업에서의 기능성과 조형성은 상호 보완적이지

작업이다. 가장 위쪽에 있는 국화에 물을 주게 되면,

않다. 오히려 두 가지의 성격은 독립되게, 또 양전兩全

백자 화병은 차츰 물이 차오르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

하게 공존한다. 둘 중 하나의 관점만을 통해서 대상을

물이 국화의 줄기를 타고 내려가거나 화병에 난 작은

바라봐도 그 범주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충실히 수

구멍을 통해 아래에 위치한 국화에 떨어지게 된다. 이

행된다. 즉, 사카모토의 의도대로 형태가 화병의 기능

처럼 타카바는 꽃이 자연적으로 지닌 구조와 변형시킨

을 암시하지만, 그 기능이 전혀 쓰이지 않더라도 그녀

화병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꽃과 꽃, 그리고 꽃과 화병

의 작품은 마치 트로피와도 같은 독립체로서 당당한

간의 서사를 이끌어내어 시적인 작업을 완성시킨다.

존재감을 뽐낸다.

그의 이런 작업은 꽃과 화병을 정적이며 수동적인 요
소로서만 대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꽃과 화병 이외에도

8

9

꽃의 서사를 품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사물들을 각자의 은은한 생명력

라이언 타카바Ryan Takaba는 미국 하와이 출신으로, 현재

과 서사를 지닌 동적 요소로서 여기게끔 해준다는 점

는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활동을 한다. 그는 어린 시절

에서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의 의례, 그리고 일상적 사물들 간의 관계를 탐구
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그가 특별히 주의 깊게
여기는 일상적 사물들의 관계에는 꽃과 화병, 촛불과

필자 손해원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에서 도자공예를 전공했다. 2017
년도에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유러피안 세라믹 워크센터sundaymorning
ekwc에서 여름기간 인턴작가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
미 오브 아트에서 도예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촛농, 그리고 향과 재와 같이 의식과 관련된 것들이 주

10

업 후 짧은 기간 런던에 남아 활동했다. 현재는 본국

면, 사카모토는 보다 직접적이고도 과감한 방식을 택

인 일본의 나가사키로 돌아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으

한다. 이는 바로 꽃의 자리를 대신 해 줄 조화造花를 만

며, 지난해 도쿄와 런던에서 개인전을 선보일 만큼 앞

드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조화란, 일반적으

으로의 활동이 촉망되는 젊은 작가이다. 니콜렛 존슨

로 종이나 헝겊을 재료로 하는 조화가 아닌 도자기 조

이 상징성을 지닌 장식요소로 꽃의 역할을 대체 했다

화이다. 작가는 꽃과 같은 식물에서 영감을 얻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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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렛 존슨 「Symbol Vases
6, 7 니
Series」
 017년도 치노코 사카모토
8, 9 2
작품
 이언 타카바 「To Come
10 라
Hom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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