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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소식

세라믹 아티스트
지지포 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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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문화와 결합한
강렬한 실험
아프리카 대륙은 최근 현대미술계의
블루오션으로 여겨진다. 2016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프리카 현대미
술과 디자인을 선보이는 박람회가 매
년 열리고 있으며, 관련 행사가 증가하
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지지포 포스와
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다.

아프라카 작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이
들이 다소 진부한 유럽의 미술시장에 새로운 취
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것 같지만 진중
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유럽 컬렉터
의 취향을 사로잡았고, 그 관심은 국제적으로 확
장됐다. 특히 아프리카 디자인이 국제 무대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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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디자인 갤러리 서던 길드Southern
Guild 의

역할이 컸다. 2008년 맥고완 부부Trevyn

McGowan, Julian McGowan에

의해 설립된 서던 길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수집 가능
한Collectable 디자인 분야를 개척하면서 현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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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가

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족들은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부로 산다

공간인 미용실을 즐겁게 바라보는 시각도 느껴

는 것에 관해 말하며,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함정

진다. 지지포의 첫 작업은 시골 여성들이 무거운

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죠. 단단한

물통이나 나뭇단을 머리에 지고 먼 거리를 운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일종의 안전망을 제작하는

하는 관행에 경의를 표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

이후 여성들의 만남 장소인 미용실과 드레드록

관습이지 않나요?”

Dreadlock과 같은 전통적 아프리카 헤어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형태로 발전했다. 케이프 페

실험의 기본은 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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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색과 형태,
과일과 나무가 화사하면서도
강렬하게 어우러지는
지지포 포스와의 작품들.
이미 파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컬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험 정신을 한껏 부풀린 대작도
다수 선을 보인다.

닌슐라 공과대학Cape Peninsula University of Technology에

두 가족의 연대라는 긍정적 의미와는 반대로 여

서 표면 디자인Surface Design을 전공한 작가는 자신

성을 동물과 물물교환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비

의 일상을 패턴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실험했고,

판적 시선도 존재하지만 작가는 자국 전통에 대

2006년 앤딜 디앨반Andile Dyalvane(앤딜은 현재 뉴

한 자부심만을 차용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오해

욕 갤러리 프리드만 벤다에 소속된 아티스트다)

의 시선은 무시하기로 한다. 실험적이고 자기중

과 함께 도예 공방을 열면서 도예가의 길로 들어

심적인 작업을 위해 세상의 잣대는 과감히 접어

선다. “케이프 동부에 있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에

들에게 세계시장에 견줄 수 있는 독창적 작품을

두는 셈이다. 이번 첫 개인전에는 특별히 높이가

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오래된 문화유산과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전 세계 주요 아트

2m에 이르는 대형 조각품 10점도 포함됐다. 초

문물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고, 이 모두를 매우 존

& 디자인 페어를 통해 열정적으로 알려왔다.

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직관적 표현의 추상적

중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호사족Xhosa 여성이 가

그렇게 첫 번째 아프리카 갤러리라는 호칭을 달

작품들은 남아공 흑인 여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

진 특별한 힘과 탄력, 아름다움이 제 영감의 원천

고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포키 헤퍼Porky

으면서 어머니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자매 간

이에요.” 이런 특별한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청

Hefer

우애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통적 여성상을 이야

동 전문 워크숍에서 주물을 먼저 제작하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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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스타 디자이너도 탄생시켰다. 2021년

서던 길드 첫 전시의 주인공은 젊은 도예가 지지

의 작업실로 가져와 주물 위에 손으로 점토를 감

포 포스와Zizipho Poswa다. 전시명 ‘아이로볼라iLobola’

는다. 청동 전문가들이 몇 주에 걸쳐 제작한 주물

는 관람객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아프리카 공예

이 도착하면 다시 점토 작업이 이루어진다. 미리

의 세계로 안내한다. 직관적인 모양, 색상, 질감

스케치로 정확히 디자인을 완성한 후 그것에 맞

의 작품들은 일단 눈이 매우 즐거우면서 여성성

춰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 제

과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이 관능

작된 2m 높이의 작품 10점을 완성하는 데에는

적이기까지 하다. 전시명에 사용된 ‘로볼라’란 아

4개월이 걸렸다. 그녀의 실험적이면서도 입체적

프리카의 오래된 결혼 관습 중 하나로 신랑의 가

인 작품들은 이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

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일정 수의 소를 선물하는

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과 필라델피아 미

행위를 뜻하는 단어다. 현재는 동물이 아닌 화폐

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에서 소장하고 있다. 작

가 대신 사용되면서 ‘로볼라’의 관행이 간편하게

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던 길드 홈페이지

축소됐는데, 아티스트는 현대화로 인해 사라지는

(Southern Guild)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