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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에 설립된 알프레드 대학교Alfred University는 뉴욕 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사립대학 중 하나다. 알프레드대 미술대학School 

of Art and Design은 정확히 말하면 알프레드대 안에 별도로 존재하

는 뉴욕 주립 세라믹 대학New York State College of Ceramics의 일부다. 미

국에서 ‘NYSCC at Alfred University’로 통칭하는 세라믹대

학은 미술대학과 세라믹공과대학Inamori School of Ceramic Engineering으

로 구성돼있다. 세라믹의 예술성과 재료공학의 학문적 인접성

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조합으로 평가받는다. MFA 

종합, 유리, 조각 등 분야에서 전미 톱10의 위상을 유지하는 가

운데 특별히 도예 MFA과정은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도예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

부과정 졸업을 앞두고 졸업 작품전에 몰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4년의 즐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프레드 대학교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800여 명의 학생이 전부인 작은 대학, 알프레드는 뉴욕 시내

에서는 5~6시간, 버팔로Buffalo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뉴

욕 주 북서부에 위치한 빌리지 오브 알프레드Village of Alfred에 있

다. 대부분 학생들로 인해 유지될 만큼 작은 마을로, 매주 일요

일마다 작은 마켓이 열리고, 상점, 편의점, 레스토랑 등이 있다.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제대로 장을 보려면 20분 정도 차

를 타고 호넬Hornell이라는 소도시로 가야 한다. 대학은 뉴욕 주

의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2~3% 정도다. 

한국인 유학생은 필자가 재학하는 동안 학부와 대학원을 통틀

어 항상 5명 내외였다. 

알프레드대학의 뛰어난 시설 

도예를 전공할 생각이라면 알프레드는 최고의 학교가 아닐까 

싶다. 신입생 시절 학교 투어 도중 지하의 가마실에서 많은 학

생들과 함께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36개의 전기, 가스 가마

와 현재 새로 짓고 있는 8개의 외부 가마실까지. 총 44개의 다

양한 가마를 갖추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

한다. 유약 제조실 또한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한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다

양한 유약 실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필자의 경우, 맷 캘러허

Matt Kelleher 교수의 재료 연구조수Materials Research Assistant로 일할 기회

가 있었는데 Cone 3 유약 제조와 시편을 만드는 일을 돕는 한

편, 이때 배운 것을 따로 테스트하며 최근에는 교수님과 함께 

Cone 6 유약을 개발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진의 활발한 교류

학부 과정은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10명의 교수진과 3명

의 기술 전문가가 함께한다. 각 반의 조교를 맡은 MFA 학생과 

교류하며 도자 예술의 기본, 유약 제조 및 가마 번조 등의 기술

적인 면을 익히는 2학년 과정과 세라믹 아트 내에서 자기, 석

고를 통한 캐스팅, 조형 등 세분화되는 3학년 과정 등을 통해 

학부생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끔 도와준다. 강의는 대부분 교수와 학생이 약 1:12 비율의 규

모로 진행되며, 개인적으로 교수님과 작품에 관한 많은 대화

를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교수 연구실과 작업장 역시 강의가 

있는 층에 있어 함께 작업하는 환경이 조성돼있기 때문에 수

업 시간 외에도 질문과 피드백을 구할 수 있다. 현재 마지막 학

기를 보내고 있는 필자는 두 명의 세라믹 멘토와 함께 졸업 전

시를 위한 작업을 하며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레지던시, 

Post-Baccalaureate 프로그램,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을 대비해 

이력서, 작가노트, 포트폴리오 등을 다듬고 있다. 학부, 대학원, 

그리고 교수진 사이의 원만한 관계와 교류는 알프레드의 최고 

강점 중 하나다. 

미국 
알프레드 대학교 
학부 과정
안여은		도예가

1     알프레드 세라믹 부교수 맷 캘러허의 3학년 JR Pottery반 데모 시연 모습

    단지, 항아리와 그에 알맞은 뚜껑은 무엇일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     JR Sculpture반 에서 네덜란드의 건축물을 재해석하여 작업 중인 네덜란드 

유학생 쿤 프라이Koen Vr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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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

매년 교수진의 추천에 따라 학부 2~3년 학생들 중 약 6명이 선

발돼 다양한 레지던시 워크숍1)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필

자의 경우 Haystack Mountain School of Crafts 워크숍에 

장학금을 받아 참여했는데 이런 경험은 미국 내의 도예가 사

회를 이해하고 내 작품에 대한 열정을 더 키우는 기회가 됐다. 

한편 중국 북경에 위치한 Central Academy of Fine Arts에

서 3학년 2학기를 보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Alfred-CAFA 

Ceramic Design for Industry Program도 있다. 이를 통해 

매년 2명의 학생이 북경과 경덕진 등을 방문해 도자예술 관련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교내에서도 다양한 세라믹 관련 행사들이 열린다. 학부 세라믹 

동아리 ‘Alfred Clay Collective’는 매 학기 한 명의 작가를 초

청해 데모와 아티스트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알프레드는 매해 여름마다 세라믹 워크숍을 주최한다. 대학원

생들이 주로 워크숍의 조교로 참여하며, 학부생들은 인턴을 맡

는다. 필자는 3학년 재학 중 인턴으로 선발되어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인턴은 일주일에 이틀, 약 4~5시간 일한다. 수당이 없는 

대신 졸업반 학생들이 쓰던 스튜디오에 개인 스튜디오를 마련

할 수 있고, 유약 제조와 가마를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여름 내내 

개인 작업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여름 워크숍을 통해 다

양한 작가들,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얻었다. 비록 짧

은 기간이었지만 작가로서 무엇을 추구할지를 깊이 성찰하고, 

작가로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

간이었다. 학부나 석사 과정 외에 알프레드 여름 워크숍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알프레드 세라믹 홈페이지www.alfredceramics.

com를 통해 등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자 안여은은 현재 알프레드 대학 학부에 재학 중이며 2017년 5월

에 Bachelor of Fine Arts 와 Art History Minor를 받을 예정이다. 재

학 중 린다 솔민Linda Sormin과 맷 캘러허Matt Kelleher 교수의 재료 연구

조수를 지냈다. 코헨아트갤러리Cohen Center for the Arts Gallery와 알프레드 여

름 워크숍Alfred Ceramics Summer Internship 인턴 경력이 있으며, 졸업 후 Post-

Baccalaureate 프로그램에 진학할 예정이다. www.audreyan.com

알프레드에 지원하기

학부과정 지원은 미국의 Common Application 홈페이지www.

commonapp.org를 통해 원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지원에 필요한 각

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트폴리오의 경우 어떠한 매체의 예

술 작품을 포함해도 크게 상관없다. 각각의 작품을 통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색채, 선, 공간감을 표현하는 예술성이 어떠한지를 

심사하며, 특이하게도 제작 과정 중인 작품 또한 포함 가능하

다. 합격된다면 대학의 안내 정보에 따라 F-1 혹은 J-1 비자, 은

행과 건강 관련 서류를 $300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알프레드대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

· 고등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  어학성적: SAT, ACT, TOEFL(평균 80점 이상), 

   IELTS(평균 6.0점 이상)

·  포트폴리오: 15~20장의 작품 포트폴리오 

   (이 중 4개 작품은 관찰을 통한 드로잉 작품)

   슬라이드룸 홈페이지www.slideroom.com를 통해 제출한다.

작은 동네 속 작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알프레드 세라믹 아트

는 그 명성에 걸맞게 매년 활기차게 움직이고 많은 방문객이 드

나든다. 도예 작가로 성장하고 작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데 알프레드에서의 경험과 배움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가올 여름에는 알프레드를 떠나 또 다른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알프레드가 정

말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 ◆

3    내부 가마실 

4     유약 제조실

5     안여은 「an layered home」 

3

4

5

도예가를 위한 해외활동 실천지침서

1)  Peter’s Valley School of Crafts, Haystack Mountain School of Crafts, Anderson 

Ranch Art Center, Penland School of Crafts,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등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