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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중기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담는 면이 높은 그릇에

대한 연구이다. 음식 담는 면을 높게 띄운 그릇은 큰 키로 하여금

조형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우아하고 고고한 이미지를

풍기게 된다. 또한 조형성과 더불어 일반 그릇과는 다른 특별한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담는 면이 높게 올라온 접시는 왠지 모를

신성함과 존귀한 이미지를 뿜어낸다. 예로부터 이러한 그릇이 의

례 용기로 사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릇의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물에 굽이나 다리, 또는 받침 같은 구조적 장치를 더하

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물 없이 기물의 형태자체에 변형을

주는 방법이다. 기물을 뒤집어 단상처럼 사용하거나 이중기 방식

으로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이 후자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여러 방법 중에서 이중기 기법이 가져오는 부피

감과 높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중기는 두 기물을 접합하여 내벽

과 외벽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기물 내부에 밀폐된 공간이 생기

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중기 기법이 주로 투각 장식

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작가들이 이중기의 높이와 부피감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라 부피

감 자체를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연구자 또한 기물의 높이와 부피감을 강조하고자 이중기 기법을

택하였다.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중기 기법을 활용

하여 <Hidden space, Hidden height>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연구

작품을 내벽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직접 음식을 담아봄으로써,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 주는 시각적 효과와 정서적 의미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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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주요어 : 담는 면이 높은 그릇, 제기, 이중기, 높이, 부피감

학 번 : 2012-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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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연구자는 삼국시대의 굽다리접시를 실물로 직접 본 후, 음식 담

는 면을 높게 띄운 그릇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음식 담는 면

을 받치고 있는 높은 굽은 마치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처럼 아

찔한 긴장감을 발산하며 우아하고 도도한 매력을 풍긴다. 그러나

연구자의 굽다리접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굽과 큰 키 등의 단순

한 조형성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굽다리접시의 큰 키가 주는

심미적 아름다움과 더불어, 음식이 담기는 면을 공중으로 띄워 생

기는 숭고하고 신성한 정서적 의미가 이번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

다.

굽다리접시의 정서적 의미는 음식 담는 면을 ‘높게’ 띄우는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높다’라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라는 물리적인 높이와 함께,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정서적 의미가 있

다.1) 즉, 음식 담는 면을 높게 띄운다는 것은 기물의 물리적인 키

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 가치를 함께 높여, 숭고하고 고매

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음식을 대접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손하고 격식 있게 대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

고, 나아가 그릇에 담긴 음식을 음미하는 시간과 공간마저도 존엄

하게 보이도록 한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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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역사적으로도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은 일반 식

기와는 다른 범주를 차지하며, 의례용기나 특수계층을 위한 그릇

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릇의 고저를 활용한 테이

블 세팅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의 특수한

정서적 의미는 유지하되 그 형식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연구자는 높은 그릇의 존엄하고 신성한 정서적 의미를 유지하

면서도 현대적 형태로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이때 담는 면을 높이

는 방법이 반드시 높은 굽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었

다. 그 보다는 바닥과 담는 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담는 면을

높게 띄우는 것에 집중하였다.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연구를 통

하여 현대의 상차림에서 연구자의 그릇이 조화롭게 이용되어, 담

는 면이 높은 그릇의 대중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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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기물의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앞서 언급

한 삼국시대의 굽다리접시처럼 기물의 바닥면에 높은 굽을 달아

담는 면을 높이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외에도 과거에는 다

리를 달거나 다른 기형의 그릇을 함께 포개놓음으로써 기물의 담

는면을 높이곤 했다. 이는 기물의 몸체에 새로운 구조물을 더하여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추구하는 형태 변형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자는 건축가 루드비히 미스 반데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1886～1969)의 명언 “Less is more”처럼, 간결한 것이 가장 아

름다운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장식과 구조물을 최대

한 배제하고 기물의 간결한 형태미와 명확성에 집중하였다.

이중기 기법은 두 기물을 접합하여 이중의 기벽을 가진 도자기

를 만드는 기법으로, 과거에는 외벽에 투각 장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담는 면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응

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연구자는 이중기 기법을 활용하여 담는 면

을 기물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높이고자 하였다. 기물의 윗면을

다른 기물로 막고, 막은 그 윗부분을 담는 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되면 기물에 다른 구조물을 더하지 않아도, 기물 내부

의 공간과 외벽이 담는 면을 높게 받치고 있게 된다. 또한 두 기

물을 접합하면서 생기는 내부의 폐쇄된 공간은 기물에 묵직한 부

피감을 더해 점잖고 고상한 이미지를 고취시킨다.

이번 연구는 크게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라는 목적과 ‘이중기’

라는 방법으로 나뉜다. 먼저 연구자가 만들고자 하는 담는 면이

높은 그릇에 대해 살펴보고,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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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택한 방법인 이중기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거와 현대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이

를 종합하여 이중기 기법을 활용한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인

<Hidden hight, Hidden space>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연구 작품

을 윗면의 변형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 직접 음식을 담아봄으

로써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의 시각적 효과와 그에 따른 의미를 되

새겨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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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담는 면이 높은 그릇

1-1.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의 의미

음식을 높게 담는 그릇은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고려의 청자

를 거쳐 조선시대의 백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다. 삼

국시대의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은 특별한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으

며, 오늘날 ‘두豆’, ‘굽다리접시’, ‘굽 높은 접시’〔도판 1〕등의 이

름으로 불린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백자 제기〔도판 2〕라는 새

로운 범주에서, 형태와 재료의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담

는 면이 높은 그릇은 큰 키에 걸 맞는 우아한 형태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일반적인 그릇과 함께 우리 그릇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발전되어 왔다.

음식 담는 면을 위로 띄우는 것은 기능적 이유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대체로 굽을 이용하여 담는 면을 띄웠는데, 그릇의 밑바

닥에 나지막한 턱을 주어 담는 부분이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

떠 있도록 하였다. 즉, 굽은 바닥과의 마찰 면을 줄여서 보다 안

정적으로 서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었다.2) 그렇기 때문에 굽

은 낮고 작을수록, 눈에 띄지 않을수록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이다. 그러나 〔도판 1〕,〔도판 2〕는 기능적 효과의 감소에도

2) 이임경, 「점토판의 결합을 통한 제기의 조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도예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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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굽을 높여 담는 면을 높게 띄운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

고 있다. 이는 기능적 요소에 견줄 만큼 음식 담는 면을 높여 얻

는 의미가 중요했음을 드러낸다.

〔도판 1〕 뚜껑굽다리 접시, 가야 〔도판 2〕 백자모반(백자제기), 조선

일상생활에서 ‘높다’라는 어휘는 물리적인 높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높은 지위’나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며, 추상

적 가치가 고매한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과 물리적 개념은 서로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서, 추

상적 개념이 어느새 물리적 개념인 ‘높이’에 대입되어 생각되기

마련이다. 이는 금메달리스트의 단상이 제일 높은 것, 왕의 의자

가 항상 신하들의 자리보다 높은 단상 위에 위치했던 것 등을 보

면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것들에 비해 실제로 높게 서

있는 것은 더욱 고귀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의미와 더불어,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의 심미성은

고귀한 이미지를 더욱 고착시킨다. 기물의 큰 키는 긴장감을 유발

시키고, 그에 따라 기물에 시선이 머무르게 하여 주목받도록 한

다. 이와 함께 높게 띄워져 생긴 공간으로 여타의 그릇과는 다른

여백의 미를 보여주어, 긴장과 여유를 동시에 표출하는 양면성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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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는 면을 높게 띄운다는 것은 음식을 공손히 떠받들어, 대접

받는 사람에게 격식을 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그 시간

과 공간까지도 존엄하고 존귀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이 때문에 예

로부터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은 의례용기나, 특수계층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동서양의 공통된 관습이며, 현대에

들어와서도 특별한 상차림을 위하여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 사용

되고 있다.〔도판 3, 4〕

〔도판 3〕고대 중국의 연회 풍경 〔도판 4〕에프터눈티테이블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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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의 종류

과거에는 주로 굽이라는 방법으로 담는 면을 높게 띄웠다. 그러

나 그릇의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고, 의도에 따라 분류

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연구자는 기물의 기본적인 형태에 다른 구

조물을 조합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담는 면 높이는 방법을 A

와 B로 나누었다. 이 기준에 따라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을 분류하

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1〕

A.

1. 굽

2. 다리

3. 받침

B.

1. 단상

2. 이중기

〔표 1〕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

A는 담는 면을 높이기 위하여 그릇의 형태에 다른 구조물이 결

합된 것들이다. 즉, 굽, 다리, 받침과 같은 그릇 이외의 구조물을

더하여 기물을 공중으로 띄운다. 이에 반하여 B는 기물에 다른



- 9 -

구조물을 결합하지 않고, 기물의 형태 변형으로 부피감을 강조하

면서 담는 면을 높인 것들이다. 즉, 기물의 전체적 형태는 바닥에

붙어 있어 묵직한 부피감을 강조하고, 담는 면만을 공중으로 띄운

것이다. 바로 단상과 이중기가 이에 속한다. 위의 분류 방법을 토

대로 하여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을 나누고,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굽

굽은 기물의 키를 높이는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릇의 하단에 작은 턱을 둘러 그릇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해

준다. 굽에 대하여 이선현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인간의 발을 땅으로부터 떼어놓아 하늘을 향한 무한

한 꿈을 꾸게 한 최초의 도구가 신발이듯이 그릇에서

굽의 역할은 그릇이 놓인 바닥에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떼어놓아 자연스러운 공간을 함유하는 동시에 여유를

느끼게 한다.”3)

일반적인 그릇에서 굽은 위의 언급처럼, 신발의 역할을 하며

보일 듯 말 듯 한 높이로 지면과 그릇의 닿는 면을 최소화하는

기능적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릇으로서의 기능성이

떨어지더라도, 조형미와 상징성을 위하여 기물의 굽을 높게 만들

기도 한다.

3) 이선현, 「굽 높은 접시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도예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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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 높은 그릇은 삼국시대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

대에는 굽이 매우 높은 의례용 그릇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굽이 낮

은 그릇은 잘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삼국시대의 굽은 기능성을 위

한 것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높게 만듦으로써 의식용 그릇의 지

침으로 여겨졌으며, 주술적 의미 또는 권위와 경배의 상징이었다.

그에 따라 굽은 더욱 높고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도판 5, 6〕

〔도판 5〕 굽다리접시, 가야 〔도판 6〕 굽다리단지, 신라

반면 조선시대의 굽 높은 백자 제기는 조형적으로 간결하면서

도 단정한 기운이 넘친다. 더불어 삼국시대의 굽 보다 높이가 낮

아졌다. 이는 주술적 의미를 위해 굽을 높이면서도, 그로 인해 전

체적인 조형미를 깨뜨리지 않기 위함이다. 즉, 심미성과 기능성

그리고 주술적 의미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는 조형미보

다 주술적 의미를 강조하던 삼국시대와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도판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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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백자제기, 조선

〔도판 8〕 백자탕기(백자제기), 조선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통적 방법인 굽을 새로이 재해석한 작품

들이 등장한다. 현대 도예가인 한스 쿠퍼Hans Coper(1920～1981)의

작품 중 다수는 높은 굽에 의해 지지되는 그릇의 형태를 띠고 있

다. 그는 물레 찬 기물을 반 건조한 뒤 해체하고, 굽과 기물의 형



- 12 -

태를 재조합하였다. 기를 조각의 한 분야로 여기고 작업한 한스

쿠퍼에게 굽은 하나의 조형적 요소였다.4)〔도판 9, 10〕

〔도판 9〕Hans coper,

Pot, Stoneware, 1975

〔도판 10〕Hans Coper, Stoneware vase,

1973

일본 도예가 요시카와 마사미치吉川正道(1946～) 또한 굽을 활용

해 높게 담는 기를 만들었다. 그는 ‘기의 기능을 가진 오브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형태로의 다양한

변형을 보여 준다. 굽을 분해하거나 조합하여, 구성주의5)적 양상

4) 백경원, 「전후 유럽 도예가들의 ‘기(器)를 바라보는 관점 :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도예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3. pp. 57～63.
5) 사실주의를 배격하고 기계적ㆍ기하학적 형태의 합리적ㆍ합목적적 구성에 의

하여 새 형식의 미를 창조하려는 창작 태도. 제일 차 세계 대전 후, 러시아 혁

명을 전후하여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일어나 유럽에 퍼진 추상 예술의 한 경향

으로, 미술ㆍ건축 분야에서 일어나 문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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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도판 11, 12〕

〔도판 11〕Masamichi Yoshikawa,

Kahyo No, 2, 2009

〔도판 12〕 Masamichi Yoshikawa, Kayho

나. 다리

두 번째는 그릇의 바닥 면에 굽 대신 다리를 달아 높게 띄우는

방식이다. 다리는 기물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기물을 받쳐 직접

땅에 닿지 않고 높게 버티게 해주는 부분이다.6) 다리는 바닥면의

세 지점 혹은 네 지점에 붙어 기물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굽과 차

이를 보인다. 다리는 굽보다 담는 면과 지면 사이의 공간을 더 많

이 보여줌으로써 공중에 떠있는 듯 한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주로

삼족기三足器라고 하여 통치자나 귀족들이 행하는 제사에서 음식

이나 술을 담는 중요한 그릇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러한 다리가 셋 달린 그릇이 유행하였다. 삼

족기의 종류는 다양하며, 크기도 높이 10cm의 작은 기물부터 높

이 122cm에 무게 800kg정도의 거대한 것도 있으며 의식의 종류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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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삼족기, 백제 〔도판 14〕 네발토기, 삼국시대

〔도판 15〕 청자양각도철무늬 향로, 고려 〔도판 16.〕청자사자장식뚜껑

향로, 고려

와 목적에 따라 그 외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7)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다리를 이용하여 담는 면을 높인 그릇이 등장하였

고, 백제에서 유행하였다.〔도판 13, 14〕더불어 고려시대에도 다

리 달린 향로를 발견할 수 있다.〔도판 15, 16〕

김익영(1935～)의 <의반儀盤시리즈>는 다리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한 작업이다. 이 작품은 전통 제기를 변형한 것으로, 기하학적,

건축적, 구성적 의도 아래 굽과 담는 면을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

이다. 마치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이 작

7) 최정윤, 「삼족기(三足器)의 형태 변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도예전

공 석사학위논문, 199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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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바닥 위에 ‘건립’되는 작은 건축물로, 그릇 속에 얼마나 무한

한 공간이 열리고 담길 수 있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준다.8) 김익영

의 의반시리즈는 굽의 형태를 재해석한 작품도 있지만, 〔도판

17, 18〕은 바닥면의 세 지점 혹은 네 지점을 받치고 서 있기 때

문에 굽이라기보다 다리에 속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도판 17〕 김익영, 의반 시리즈 〔도판 18〕 김익영, Ritual Pedestal, 1992

다. 받침

세 번째는 본 그릇과 그릇을 높게 받치는 기형을 따로 제작하

고, 이 두 기물을 포개어 얹어 놓음으로써 담는 면을 높이는 방식

이다. 그릇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받침을 따로 두어 높이는 것

이기에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높게 사용할 수도 있고, 받침과 분

리하여 일반 그릇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릇 받침은 고려시대에 유행하였는데, 그것을 ‘승반承盤’이라고

불렀다. 받침 덕분에 높은 키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안정적일 수

있었고, 조형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고 연출할 수 있

8) 이건수, 『토착과 자생』, ㈜월간미술, 2002, p. 61를 이임경,「점토판의 결합

을 통한 ’제기(祭器)’의 조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도예전

공 석사학위논문, 2009, p.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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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삼국시대에는 기물의 바닥이 둥글어서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을 때 주로 그릇 받침을 이용하였다.〔도판 19〕

그에 반해 고려시대에는 기의 바닥면이 평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높게 띄운다는 목적을 분명히 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더

불어 본 그릇과 그릇받침 사이의 조형미를 고려하며 더욱 화려한

형태로 변모하였다.〔도판 20, 21〕

〔도판 19〕 바리모양 그릇받침,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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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청자음각모란연꽃넝쿨무늬 잔과 받침, 고려

〔도판 21〕 청자상감용봉모란문 개합, 고려

조선시대의 제기 중에도 받침을 사용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소박함과 간결함의 정서를 받아들여 그릇 받침도 고

려시대의 것보다 담백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그릇 받침의 높이

는 고려시대보다 높아졌다.〔도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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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 백자 잔과 받침, 조선

이와 같이 기물의 담는 면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굽, 다리,

받침 등의 새로운 구조와 기물을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

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로부터 제기나 특별한 행사용 또는 특수

계급층을 위한 도자기에 응용되었다. 또한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구조적이기도하여 옛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하는 현대 작가

들에게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그에 반해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 없이 기물의 형태에 변형을

주어 담는 면을 높이는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은 기물의 부피감과

궤로서의 형태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은 몸체와 굽으

로 구성된 그릇의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담는 면을 높인다. 즉,

목적과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이 가능한 방식이다. 따라서 이 분류는 현대 작가들

의 간결한 형태와 부피감을 강조하는 작품들에서 주로 응용되며,



- 19 -

단상과 이중기가 이에 속한다.

라. 단상

기물을 성형할 때 생기는 오목한 공간을 담는 면으로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인 그릇이다. 그러나 단상은 그 오목한 공간을 담

는 면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물을 뒤집어 굽이나 바닥과 맞닿아야

하는 부분을 담는 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뒤집어 세움으로써

기벽 전체가 담는 면을 받치고 서 있는 형상이 된다. 단상은 다른

구조물이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기

물의 형태 자체에 주목하게 만든다. 또한 그릇의 담는 면이 무대

처럼 올라와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도판 23～26〕은 피에트 스톡만 Piet Stockman(1940～)의 작업으

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통적인 굽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기벽 전체가 담는 면을 높게 띠워 바닥에 바로 닿지

않게 한다. 단상은 자연스럽게 기물의 부피감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형태에 주목하게 만든다. 〔도판 25, 26〕은 피에트 스톡만

의 <Rock> 시리즈로 기물의 부피감을 돌의 이미지와 결합한 작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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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 Piet Stockman, Block 〔도판 24〕Piet Stockman, Block

〔도판 25〕 Piet Stockman, Rock 〔도판 26〕 Piet Stockman, Rock

마. 이중기

이중기 기법은 두 개의 기물을 접합하여, 내벽과 외벽의 이중

기벽을 형성하고 기물 내부에 폐쇄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본래 기물의 외벽에 투각 장식을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기벽을 이중으로 만듦으로써, 투각 장식이 있어도 음식을 담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중기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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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토마스 보흘의 전시회 포스터

기물의 담는 면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기물의

윗부분을 다른 기물로 막고, 막힌 그 부분을 담는 면으로 사용하

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담는 면을 기물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

하게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전체적인 부피감을 강조할 수 있다.

〔도판 27～29〕는 이중기 기법을 이용하여 담는 면을 높인 그

릇의 사례이다. 〔도판 27〕은 토마스 보흘Thomas Bohle의 일본

전시회 포스터로, X-ray로 촬영하여 기물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중기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보이는 바

와 같이 이중기는 온전히 막힌 형태이지만, 안쪽 공간이 비어있

다. 따라서 부피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기물을 직접 들어보았을

때 사소한 유희를 느끼게 한다. 더불어 외벽의 높이나 윗면의 변

형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변용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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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 Paula Shalan, Double Walled Bowl

〔도판 29〕 Kitamura Junko, Vessel 08-E,　2008

‘단상’과 ‘이중기’ 방식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

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단상은 부피감을 주면서도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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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물의 아랫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사

방이 막힌 궤 형태만이 가질 수 있는 완성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단상 형태의 기물을 뒤집어 아래의 뚫린 부분을 직접 보았

을 때, 연구자는 백자인줄 알았던 도자기가 잡토 위에 흰 화장토

로 분장해 놓은 것임을 알아챘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연구자는 기물의 완벽한 부피감을 보여주면서 담는 면을 높이

는 방법으로 ‘이중기’ 기법을 택하였다. 기물의 윗부분을 다른 기

물로 막고 그 윗부분을 담는 면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높이로 기물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물 전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부피감에서의 완성도를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물의 안쪽은 비어 있기에 보기보다 가

벼워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용이하다.

굽이나 다리, 받침 등의 새로운 구조물이 결합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선이 분산된다. 이중기는 다른 구조물이 더해지지 않아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궤체로서의 형태 변형에만 집중할 수 있

다. 이는 간결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여기는 연구자의 작업

방향에 적합하였다. 화려하지 않아도, 궤라는 묵직한 형태 안에서

의 미묘한 변화로, 단아함과 고고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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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중기

2-1. 이중기의 정의 및 특징

이중기는 내벽과 외벽의 이중 기벽을 가진 도자기로, 외벽에 투

각 장식이 있음에도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물에

내벽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중기 기법은 내벽과 외벽

의 역할을 하는 두 기벽을 각각 성형하고 접합함으로써 이중의

기벽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에 따라 양감을 형성하고 두 기벽 사

이에 밀폐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중기에서 외벽은 몸체로서, 기물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내

벽은 음식이 담기는 면으로, 기물의 내부에 위치하며 외벽이 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의 이중기가 투각 장식을 위해

내벽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벽과 외벽은 비례

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접합 시에도 내부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밀착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물의 부피를 강조하거나

담는 면을 높이기 위하여, 내벽이 기물의 전 부분과 수평을 이루

는 형태로까지 변화하였다. 〔도판 30〕은 내벽의 높이 변형을 보

여주고 있다.

〔도판 30〕 내벽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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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0〕의 네 번째 형태는 내벽의 높이가 기물의 전 부분

가지 올라와 내벽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음식

담는 면이라는 개념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외벽과 함께, 내벽의

모양, 깊이, 위치 등에 따라 기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느낌이 달라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벽과 외벽의 접합으로 기물 내부에는 폐쇄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내부’ 공간은 일반 그릇과 극명하게 다른 개념을 보여

준다. 이중기의 내부 공간은 무언가를 담기 위한 공간이 아닌 사

방이 막힌 공간으로, 음식과 바닥 사이에 위치하며 음식을 공손히

떠받들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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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중기의 역사적 고찰

우리나라 도자 역사에서 이중기는 그리 흔치 않은 사례이다. 단

층 구조의 기보다 까다로운 제작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이중기는 대부분 투각 장식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

용되어 왔다. 이중의 기벽으로, 투각 장식이 있음에도 음식을 담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 이때의 투각 장식은 소성

과정에서 밀폐된 용기를 구울 때 생기는 폭발현상을 방지하는 기

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9) 이와 함께 투각된 구멍 사이

로 내벽이 보이게 만들어 기물의 양감과, 벽 사이의 내부 공간을

강조하였다. 어려운 제작 과정과 함께, 이러한 화려한 면모는 이

중기가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고귀한 소품으로 인식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의 이중기는 두 개의 기벽이 주둥이 부분에서 마주 붙

어 하나의 기물이 되는 형식으로, 주전자와 투각 된 호壺 등에서

볼 수 있다. 〔도판 31〕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주전자의 사례로,

이중의 기벽을 만들고 외벽 전체를 화려하게 투각 장식한 것이다.

〔도판 32〕는 외벽의 투각 장식 사이로 보이는 내벽까지도 투각

하였는데, 이는 투각 장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중기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 것이며, 이중기의 내벽과 외벽 사이의 공간을 극명하

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9) 김인곤, 「이중기가 갖는 내부공간의 조형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공예미

술학과 도자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1992, p. 4.



- 27 -

〔도판 31〕청자투각연꽃동자무늬

주전자, 고려

〔도판 32〕백자투각연당초문향로,

고려

〔도판 33〕 백자청화투각모란넝쿨무늬

항아리, 조선

〔도판 34〕 백자투각파초무늬연적,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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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도자기는 단순하고 간결함에 그 특징이 있는데 비

해,〔도판 33〕<백자청화투각모란넝쿨무늬 항아리>는 이중기로

제작 하고, 복잡한 투조 문양이 있는 희귀한 예로, 이는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판 34〕처

럼 투각을 가미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더한 이중기 연적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통 이중기는 특수한 제작방식과 함께 장

식성과 조형미를 더하여, 고귀한 소품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였

다. 이는 용(用)에 미(美)를 더한 작품들로, 귀족들의 높은 지위를

대변해 주었다.10)

10) 김희정, 「이중기벽을 이용한 도자 제품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도자 공예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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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대의 응용 사례

현대에 들어와 ‘공간’이라는 개념은 도예가들에게 자신의 주관

적인 미감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통적인 형태와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로서

공간이 재조명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도예는 1980년대

에 접어들면서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고 조형적 표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11) 이러한 시대적인 양상으로 이중기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작가 개인의 주관적 감성과 미감이 담긴,

다양한 형태로의 조형적 변형을 보이게 된다.

과거의 이중기는 투각 장식을 위한 이중의 기벽이었기 때문에

내벽의 다양한 형태 변형을 시도할 수 없었다. 또한 기물의 용적

량을 위하여 두 기벽 사이의 공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따

라서 내벽의 형태는 외벽과 비슷하였고, 두 기벽을 밀착시켜 접합

하여 내부의 공간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두 기벽 사이

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중기에서 파생되는 부피감을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 재해석하기 시작한다. 내벽을 높여 내부 공

간을 생성하고, 두 기벽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임으로써 궤체가 보

여줄 수 있는 부피감과 양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내벽 또

한 현대 이중기의 조형적 요소로 여겨지며, 작가 개인의 미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그에 따라 기물의 담는 면을 더욱

높게 띄우기도 하고 내벽에 장식을 더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내

벽의 변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폴라 쉘런Paula Shalan12)은 테라 시질라타terra sigillata와 연마hand

11) 김인곤, 「이중기가 갖는 내부공간의 조형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공예

미술학 석사학위논문, 199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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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sh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이다. 이러한 기법들로 표면

처리한 이중기를 연먹이 소성smoke firing하여, 의도되지 않은 색

변화를 보여준다. 연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긴 이러한 문양은 기

물의 표면에 장식적 효과를 더한다.

〔도판 35〕부터 〔도판 37〕은 폴라 쉘런의 이중기 작업으로,

납작한 접시형태의 판이 전 부분과 수평을 이루며 붙어 있다. 이

는 담는 면이 기물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온 형태이다. 이러

한 경우는 내벽이라고 말하기 모호하기도 하나, 내벽이 ‘담는 면’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벽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도판 35,

36〕은 내벽 안에서도 턱으로 면 분할을 한 작업이다. 이러한 내

벽의 미묘한 높이 차이는 기벽의 두껍고, 기물의 속이 꽉 찬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어 묵직한 궤로서의 이미지를 더하여 준다.

〔도판 35〕 Paula Shalan, Double Walled Vessel, terra sigillata, hand

polish, smoke firing

12) 미국 출생, http://www.paulasha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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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Paula Shalan, Double

Walled Vessel, terra

sigillata, hand polish,

smoke firing

〔도판 37〕Paula Shalan, Double

Walled Vessel, terra

sigillata, hand polish,

smoke firing

일본 도예가 키타무라 준코北村純子(1956～)도 이중기 기법으로

사발을 제작한다. 키타무라 준코는 전통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재

해석하여, 어두운 색의 흙 위에 흰색 흙으로 상감한다. 특히 이중

기 위에 상감 장식한 작품들은, 무늬로 하여금 기벽의 굴곡이 더

욱 도드라져 보이게 하며, 그에 따라 이중기의 부피감을 더해준

다.

〔도판 38〕은 두 기벽의 접합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여 유

기적인 형태를 만듦으로써 기물의 양감을 돋보이게 만든 작품이

다.〔도판 39〕～〔도판 41〕은 기물의 전 부분을 날렵하게 마무

리하여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32 -

〔도판 38〕 Kitamura Junko, Vessel 08-E, double-walled concave

dish, stoneware with white slip, 2008

〔도판 39〕 Kitamura Junko, Round, double-walled concave dish,

stoneware with white sli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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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0〕 Kitamura Junko,

Double walled vessel,

double-walled concave

dish, stoneware with

white slip, 2005

〔도판 41〕 Kitamura Junko,

Mizusashi(Water jag),

double-walled concave dish,

stoneware with white slip,

2010

〔도판 42〕과 〔도판 43〕은 일본 도예가 토모코 사쿠모토作

元朋子(1978～)의 작업으로, 이는 내벽과 외벽을 각각 성형하고 접

합하는 일반적인 이중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종선의

조각을 다양한 색으로 각각 캐스팅하고 그것들을 접합하여 전체

적인 형태를 완성한 작품이다. 즉, 이중기의 종적 단면을 각각 캐

스팅하여 접합한 것이다. 따라서 제작 과정에서는 내벽과 외벽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기물의 양감을 구성하는 면과 담는 면을

따로 가진 이중의 기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궤체로서의

이중기라고 할 수 있다.

〔도판 42〕는 2011년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Contemporary Ceramic Art in Faenza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이

중기가 보여줄 수 있는 부피감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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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 Tomoko Sakumoto, Form 101 Form 7, slip casting, 2010

〔도판 43〕Tomoko Sakumoto, Mouse, slip cast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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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4〕 박석우, Untitled, hand building, 2000

〔도판 45〕 박석우, Vessel, glazed, cast, pierced, 2004

〔도판 44, 45〕는 박석우(1947～)의 이중기 작업 <Vessel>로

내벽과 외벽의 형태를 다르게 하여 조형미를 추구한 것으로, 이중

기의 외부와 내부 공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

다. 특히 내벽을 원형에서 벗어난 형태로 제작하여, 이중기 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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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변형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이중기는 외형과 전

혀 다른 내벽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동시

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도 유희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두 기벽

의 접합으로 만들어진 밀폐된 공간이 별도의 구조물 대신에 그릇

의 담는 면을 받치고 서있게 된다. 이러한 내부 공간은 담는 면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음식을 공손히 떠받들

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파생되는 그릇의 묵직한 부피감

은 다른 어떠한 장식적 효과보다도 기물 자체를 돋보이게 하고

주목하게 만든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대 이중기의 특성인 내벽의

변형에 집중하였고, 더불어 부피감을 조형적 요소로 재해석하여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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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작품

3-1. 작품 제작 및 기법

연구자는 삼국시대의 굽 높은 접시를 보고 작업의 영감을 받

았다. 일반 식기와는 다른 굽 높은 그릇만이 가진 고고함과 존엄

성에 매력을 느껴, 높게 담는 그릇의 의미와 매력을 분석하여 재

해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연구자가 집중하고자 했던 형태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굽과 같은 별도의 구조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담는

면이 높아야 한다.

(2) 높이와 함께 묵직한 부피감을 보인다.

(3) 음식이 담기는 면의 다양한 변형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은 굽과 같은 새로운 구조물을

더하여 키를 높이는 방법, 혹은 육안으로 보이는 구조물 없이 기

물의 형태 변형을 통하여 기벽 자체가 담는 면을 지지하는 방법

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기물의 키를 높이기 위한 굽이나 다리, 받

침 같은 구조물은 연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조형적 변형에서 있

어서 한계를 느끼게 했다. 기물을 뒤집어 사용하는 ‘단상’의 부류

에서는 조형적 변형의 여지가 있었으나, 바닥의 뚫린 공간이 연구

자가 의도하는 그릇의 부피감에 방해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중기

기법을 택하게 되었고, 높이와 더불어 묵직한 부피를 강조하여 중

후함을 더하고 존귀한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중기 기법은 기물에 다른 구조물이 더해지지 않아 시선

을 분산시키지 않고 기본 형태에 집중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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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형태가 화려하지 않아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형

태 안에서의 미묘한 변형으로 어디서나 조화롭고 단아하여, 은은

하게 빛나는 사물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자의 성향에 적합하였다.

이중기 기법을 이용하여 담는 면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벽

을 수평의 접시 형태로 만들어, 기벽의 가장 높은 위치 즉, 전에

서 접합하였다. 그리고 그 윗면을 그릇의 담는 면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연구 작품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와 더불어 내 외벽의 형

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이중기의

제작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에 따라 접시 이외의 여러

형태로도 내벽의 변형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릇을 직접 사

용함에 있어,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 음식이 담기는 면이 다른 것

에서 오는 유희를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굽다리접시>는 이번 연구 작업의 개념적 시발점인 동시에 형

태적 시단이기도 하다.〔도판 46〕은 연구자의 작업으로, 〔도판

47〕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형태적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굽

다리접시가 점차 단순화되어 그 실루엣만을 가진 궤의 형태로 변

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높은 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벽 전체가 담는 면을 받치고 있어 음식을 높게 담을 수 있는

현대적 형태의 그릇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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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6〕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도판 47〕굽다리접시, 가야

이중기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내벽과 외벽이라는 두

기물이 필요하다. 또한 몇 단계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만 한

다. 그러다 보니 일반 그릇보다 두 배 이상의 노고와 시간이 필요

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중기의 공정 중에 주요 과정을 세 가지

로 정리하고, 그에 따라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성형에 앞서, 만들고자 하는 형태를 생각하며 내벽과 외벽

의 크기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이중기는 두 기물을 접합하여 완

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두 기물 사이의 크기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성형하고 깎아야 한다. 그 후 두 기물을 접합하는

데, 이때 ‘두 기물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흙은 물의

함유량에 따라서 건조시의 수축률이 달라진다. 따라서 접합한 두

기물의 습도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수축률로 인하여 건조 과정에

서 접합 부분이 갈라지게 된다. 이러한 습도 차이는 접합하는 두

기물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더욱 심해지는데, 면적이 넓은 외벽

과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내벽을 접합하는 연구자의 작업에서

는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었다. 따라서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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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8〕처럼 습도실을 이용하였다. 습도실은 컨테이너 박스

바닥에 5 센티 가량의 석고를 부어 굳힌 후, 물을 먹여 그 상자

안이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도구이다. 습도실 안에 두

기물을 하루 정도 보관하여 습도가 비슷하게 맞춰지도록 하였다.

기물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두 기물을 플라스틱 백에 밀봉하여

보관하여도 습도실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도판 48〕 습도실

이중기 제작에 있어 중요한 두 번째 과정은 ‘접합’이다. 이는 습

도를 잘 맞춰 놓은 기물을 접합하는 과정인데, 이때 내벽과 외벽

의 접합부가 수평을 이루도록 미리 잘 깎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두 기벽이 빈틈없이 잘 붙는다. 또한〔도판 49〕처럼 위판에 턱을

만들어 외벽에 내벽이 꽉 물리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두 기

물이 닿는 면에 충분한 스크래치를 내주고 이장을 발라 접합한다.

접합하는 과정에서 진동안마기를 이용하면 기물의 갈라짐을 줄일

수 있다. 직접 진동을 줌으로써 흙의 입자 배열이 흔들리는 원리

를 이용한 것으로, 진동을 받은 부분의 흙이 순간적으로 물러져

두 형태를 더욱 밀착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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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9〕 접합부 턱 만들기

마지막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물의 ‘숨구멍’이다.

숨구멍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으로, 기물 안쪽의 공

간이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숨구멍은

이중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기물의 성형 단계부터 소성 과

정까지 두루 살피며 작업해야 한다.

우선 두 기물을 접합할 때에는 기물의 어느 한 부분에 숨구멍

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물 내부에 밀폐된 공간이 있을 경우,

소성 과정에서의 공기의 팽창으로 기물이 터질 우려가 있다. 허나

초벌 과정 까지는 흙의 기공성(氣孔性)이 유지되기 때문에, 밀폐

된 공간을 가진 기물이더라도 온전한 형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높은 온도로 소성되는 자기일수록 기물이 터질 위험은 더

욱 커진다. 이는 흙의 유리질화로 기공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숨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예민한 흙을 가지고

두 기물을 접합하는 섬세한 과정을 거치는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시기 또한 중요했다. 연구자는 기물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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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숨구멍을 내주었는데, 이는 기물을 접합할 때 생기는 압력에

의한 공기의 움직임이 기물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만약 이때 숨구멍이 없다면 접합부의 어느 한 부분으로

공기가 흘러나올 수 있고, 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금

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혹 숨구멍의 위치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숨구멍의 위치를 신중히 정하여 기물에 잘 녹아들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기물에 처음 숨구멍을 뚫을 때

에는 적당한 위치와 크기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 작업들은

숨구멍의 크기와 위치가 조화롭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구멍의 크

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작가 도장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구멍을 뚫

어 기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도판 50〕

〔도판 50〕 숨구멍과 도장의 위치

접합 후 숨구멍까지 마무리된 기물은 접합 부분을 자연스럽게

깎아 정리해주어 완성한다. 완성된 기물은 바람이 기물에 직접 닿

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말리고 초벌한다.

이후, 시유 과정에서도 숨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초벌기물에 유약이 덮이면 기공성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숨구멍까지 유약으로 막혀 있다면, 팽창하는 내부의 공기가 외부

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접합부가 터져버리고 만다. 따라서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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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숨구멍에는 유약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방법으로, 연구자는 숨구멍에 테이핑을 하고 시유하였다.

〔도판 51〕 시유한 후 유약이 완전히 말라 안쪽 공간이 진공상

태가 되기 전에 테이프를 바로 떼어 내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품은 1280도에서 환원소성

하였다.

〔도판 51〕시유 과정, 테이프 이용 방법

이와 같은 제작 과정을 거쳐 담는 면이 높은 그릇 <Hidden

space, Hidden height>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이중기와 높은 접시

의 결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높이와 윗면의 변형을

시도해 나갔다.

제작 과정이 까다로운 이중기를 백자 자기로 완성한다는 것은

일반 그릇보다 몇 배의 노고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하였을 때, 연구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고, 수많은 실패작을 거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

었다. 그 과정에서 이중기 기법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고, 담는 면

이 높은 그릇이라는 주제와 함께, 이중기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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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 사진 및 설명

연구자의 작업 <Hidden space, Hidden height> 시리즈는 이중

기 기법을 이용한 담는 면이 높은 그릇에 대한 연구이다. 음식 담

는 면을 높게 띄움으로써 음식을 주목받게 하는 동시에 그 음식

과 마주하는 식사 시간과 공간마저도 존엄하고 격식이 있도록 만

들고자 한 것이다.

음식의 상차림은 그 시간과 장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

되며, 이는 그릇과 담기는 음식으로 완성된다. 더불어 이러한 상

차림 안에서는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요

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을 이용하면 담긴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식탁의 풍경을 보여주

며 격식을 차리게 된다. 즉, 연구자는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을 통

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과 대접받는 사람 간의 소통을 보여주

고자 하였다.

식기는 음식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에, 그 자

체만의 조형성과 더불어 담긴 음식이 정갈하며 맛스러워 보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즉, 음식을 올려야지만 비로소 그 식기의 심

미성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쓰임이 가능한 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연구자의 작품 또한, 실제로 음식을 담아 보고 사용하는 것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작품 제작 과정에서도 각각의 용도와

목적을 생각하며 작업하였기 때문에, 작품마다 어울리는 음식을

담아봄으로써 작품의 조형미를 감상하고, 담는 면이 높아 파생되

는 연구 작품의 시각적 효과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연구 작품을 내벽의 변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 변형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를〔표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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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내벽의 변형에 따라 작업하고 분류한 것

은, 내 외벽간의 자유로운 형태 변형이 가능한 이중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첫 번째 분류는 내벽이 접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류이다. 이

는 내벽이 기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라는 개념에 가장 충실한 범주이다. 내벽을 높게 위치시킨

대신 깊이는 얕은 편이다.

두 번째는 ‘전이 올라온 접시형’으로, 깊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내벽과 전을 결합한 부류이다. 담는 면에 전의 형태를 더하여 내

벽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고 그릇의 깊이가 생겼다. 따라서 국물

이 있는 음식을 담기에 적합하다.

세 번째는 윗면이 사발 형태로 구성된 작품군이다. 이는 사발의

형태와 기능성을 내벽으로 끌어온 것으로, 담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넓히고자 만들어 진 부류이다. 따라서 내벽의 형태는 대부

분 일반적인 곡선형의 모습을 보이며, 변형된 형태인 원뿔형의 내

벽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다. 이 안에서는 내벽을 외벽의 안으

로 넣어 결합한 것과, 이불 외부로 솟아나오게 한 부류로 나뉜다.

네 번째는 윗면에 구멍을 더한 형태이다. 내벽을 하나의 면으로

구성하지 않고 턱을 주거나, 내벽 안에 구멍을 만든 것이다. 이

구멍 안에 소스를 담거나 음식을 나누어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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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업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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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시형

첫 번째 분류인 ‘접시형’은 기물의 윗면을 막아 담는 면으로 사

용한다는 연구자의 기본 개념에서 제일 먼저 파생된 작업이다.

접시를 전에서 접합함으로써 담는 면을 기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또한 수평의 담는 면은 무대의 느낌을 강조

하며, 이중기의 넓은 내부 공간이 음식을 공손히 떠받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그릇 전체에 가득 음식을 담는 것 보다 담는

면의 가운데 부분에 집중하여 담으면, 음식이 단 위에 올라온 것

과 같은 느낌을 극대화한다. 더불어 백자의 흰 여백은 음식이 정

갈해 보이는 효과를 더한다. 허나 얕은 깊이로 주로 국물이 없는

음식이나, 흐트러짐 없는 각각의 조각을 가진 음식에 적합하며,

담기는 음식의 종류에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 분류를 작업의

시발점으로 삼고, 이 후 다양한 내벽의 변화들을 시도하였다.

〔작품 1～6〕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부피감과 높이를 강조

하였다. 기물의 중간에는 띠로 장식하였는데, 그 띠에 유약이 고

이도록 하여 미묘한 음영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선은 전

체적인 부피감에 지루하지 않은 장식 효과를 주도록 의도한 것이

며, 일반적인 접시의 선적인 이미지가 반복되도록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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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Hidden space, Hidden height- 높은 그릇 시리즈, No.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2x22x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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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와 〔작품 3〕은 그릇의 지름이 크지 않은데, 이는

소량의 음식이라도 기물의 높이와 부피로 주목받을 수 있음을 보

여주고자 한 것이다. 〔작품 3-1〕은 연구 작품에 음식을 직접

올려봄으로써 식기의 조형적 완성을 시도하여, 담는 면이 높은 그

릇이 주는 시각적 효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부피와 높이를 강

조한 시리즈 <No.1-02>에 쌈밥을 정갈하게 올려, 기물의 부피

와 높이, 담는 면의 여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음식에 시선이

머무르게 하였다. 이는 음식이 무대 위에 올라온 것과 같은 효과

를 극대화해 준다. 그 중에서도 기물의 높이를 강조한 그릇은 묵

직한 부피감으로 시선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그에 담긴 음식을 더

욱 돋보이게 만든다. 단정한 궤의 형태는 기물을 더욱 견고하게

보이도록 하며, 그로 인하여 음식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구성이

알차 보인다. 수평형의 담는 면은 백자의 청아한 색감과 어우러져

흰 도화지와 같은 효과를 주며, 이에 음식을 담는 사람의 미감이

더해지면 더욱 다양한 플레이팅이 가능하다. 접시형의 그릇은 국

물이 없는 단품의 음식을 올리기에 용이하고, 음식의 양이 많지

않음에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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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3

〔작품 3〕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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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쌈밥을 올린 높은 그릇 시리즈 No.1-02

〔작품 4～6〕은 두께가 얇기 때문에 내부의 빈 공간이 없는

두꺼운 기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접시를 직접 들어보았

을 때, 예상했던 것 보다 가벼운 무게로 내부에 공간이 있는 이중

기임을 알 수 있으며, 사용의 편리성을 더한다. 이는 부피감과 높

이는 줄이되 일반 접시와 비슷한 형태로 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품 6-1〕은 연구 작품 <No.1-05>에 각종 전으로 플레이팅

한 것이다. 이 부류의 작품들은 앞선 사례보다 담는 면의 면적이

넓고, 높이는 낮다. 이에 따라 음식을 더욱 소담스럽게 담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에 두루 어울린다. 음식을 가운데에 소복하게

담을 수도 있고, 개인 접시로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조

금씩 담아 사용하기에도 적당하다. 일반 접시와 가장 비슷한 형태

이지만, 여전히 내부 공간이 음식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공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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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3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3, 2013

〔작품 5〕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4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2x22x3, 2013

히 대접한다는 이미지를 준다. 따라서 사용이 용이하면서도 격식

있는 상차림을 보여주기에 좋은 기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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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5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2x22x3, 2013

〔작품 6-1〕정을 올린 높은 그릇 시리즈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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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13〕은 ‘접시형’에서 외벽이 다양하게 변화한 부류들

이다. 이는 내벽과 외벽의 형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중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동일한 접시형 일지

라도 다양한 외벽의 변형을 보여주어, 음식에 따라, 혹은 사용자

의 미감에 따라 기물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이다.

〔작품 7〕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굽다리접시의 실루엣을

단순화시켜 외벽의 변형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 7-1〕은 작

품에 딸기찹쌀떡을 놓아 본 것으로, 백자 접시면이 음식의 화려한

색감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높게 올라온 담는 면 덕분에 그 점이

더욱 강조된다. 더불어 외벽의 형태가 이질감 없이 음식과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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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Hidden space, Hidden height

-높은 그릇 시리즈 No.1-06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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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1〕딸기찹쌀떡을 올린 높은 그릇 시리즈 No.1-06

아래의 작품들은 외벽의 형태 변형을 보여주는 작품들로,〔작품

8〕과 〔작품 9〕는 곡선의 사발 형태를 차용한 것이고, 〔작품

10〕과 〔작품 11〕은 사각의 궤를 변형한 것이다. 〔작품 12〕와

〔작품 13〕은 기물의 아래와 위에 각각 날개를 덧대어 조형성을

더함과 동시에 손에 잡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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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7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0x20x8, 2013

〔작품 9〕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8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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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09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0, 2013

〔작품 11〕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10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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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1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3x13x13, 2013

〔작품 13〕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1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2x12x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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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과 〔작품 15〕는 슬립 캐스팅을 이용한 작업으로,

타원이나 사각처럼 물레로 성형할 수 없는 형태의 접시를 제작한

것이다. 외벽과 내벽을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것은 앞선 물레 성

형을 이용한 작품들과 동일하다. 외벽은 몰드를 따로 제작하여 캐

스팅하고, 내벽은 몰드 없이 석고판 위에 슬립을 부어 수평의 판

을 만들었다. 그 다음 탈형한 외벽을 이동하여 수평의 판과 접합

하였다. 슬립캐스팅을 이용한 이중기 제작은 슬립 상태의 흙을 이

용하기 때문에 두 기물을 더욱 밀착시켜 접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접합하기 위하여 두 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물

의 형태에 변형이 생기기 쉬웠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대형 스

포이드를 이용하여 기물을 옮기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고,

그 결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캐스팅 이중 접시를 완성할 수 있

었다.

이 접시는 앞선 〔작품 4～6〕을 형태 변형한 것으로, 이를 캐

스팅기법으로 제작한 것은, 형태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더

불어 양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 61 -

〔작품 14〕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13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3x23x3, 15x15x3, 15x10x3, 2014

〔작품 15〕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1-14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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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는 합으로의 변형을 보여준다. 합은 뚜껑과 담는 면

으로 구성되는데, 아랫부분의 담는 면을 이중기로 제작하였다. 사

용자가 뚜껑을 열어야 합의 담는 면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어, 사소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이는 담기는 내용물

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개념이다. 담기는 것이 무대 위에 올라 온

것처럼 주목받고자 하는 연구자의 작업 의도가 뚜껑이 생김으로

써 더욱 극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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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Hidden space, Hidden height- 합 시리즈 No.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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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과 〔작품 18〕는 ‘접시형’ 분류 중 링 시리즈로, 이

중기의 기법적 특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링 형태의 이중기는 앞선

작품들과는 다르게 안쪽과 바깥쪽, 두 개의 외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 외벽의 접합 부위가 두 군데이며, 그에 따라 제작 과정

중에 기물이 갈라질 확률은 높아진다. 게다가 물레 성형한 기물은

소성 과정을 거치면서 물레 찬 방향으로 미묘하게 틀어지게 되는

데, 이것이 이중기에서는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된다. 링 형의 기물

이 완벽하게 접합되고 건조되었을지라도 소성 과정 중에 두 외벽

의 틀어지는 정도가 달라 접합 부위가 쉽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연구자는 링 형의 바깥 외벽과 안쪽 외벽간의 적절한

간격을 찾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에 따라 지름 38cm에서

부터 지금 10cm까지의 다양한 크기의 링 형태의 이중기를 완성

할 수 있었다.

이 시리즈는 중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음식을 담는 구절판에

서 영감을 받았다. 링 형태의 기를 포개어 놓아 구절판처럼 음식

을 방사형으로 담아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기물을 펼쳐 놓아 상차림 할 경우에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식탁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 사람들의 접근성

이 쉬워진다. 포개어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음식을 한 번에 선보

일 수 있다. 링 시리즈는 이러한 기능성과 함께 음식에 대한 집중

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각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원형의 반복으로

시선이 그 중점에 머무르게 되며, 그에 따라 담긴 음식을 주목하

게 된다. 또한 포개짐으로 생기는 기물들 사이의 작은 틈으로 미

묘한 선적 요소를 더하여 긴장감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높은 면에 소량의 음식을 소중한 듯이 얹어 놓으면, 링의 시각적

효과와 상응하며 더욱 큰 집중도를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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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Hidden space, Hidden height- 링 시리즈 No.1-0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38x38x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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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Hidden space, Hidden height- 링 시리즈 No.1-0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5x25x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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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2-0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3x23x12, 2014

② 전이 올라온 접시형

앞선 분류에서는 담을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전이 올라온 접시형’이다. 이는 내벽

에 깊이를 더하여 국물이나 부피가 있는 메인 음식을 담기에 용

이하며, 다양한 음식을 담기에 보다 안정적이다. 그에 따라 양이

많은 메인 음식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전을 높

이고 기물의 부피를 크게 하여 조형적으로는 더욱 묵직한 양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릇과 그에 담긴 음식에 대한 집

중도를 높이고, 메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

히 할 수 있었다.

〔작품 19～21〕은 전이 별로 높지 않고, 내벽과 전이 자연스러

운 곡선으로 이어지도록 작업하였다. 그에 따라 외벽도 유선형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제작하여 편안한 이미지를 더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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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2-0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3x23x10, 2014

〔작품 21〕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2-03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3x23x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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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1〕떡갈비를 올린 높은 그릇 시리즈 No.2-03

떡갈비는 한식에서 메인 요리라고 불릴 만한 것으로, 상당한 부

피를 수반한다. 〔작품 21-1〕은 부피가 있는 떡갈비를 포개어

올림으로써 메인 디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급스러운 음식

에 어울리도록 그릇의 담는 면을 높임으로써 그 음식이 더욱 돋

보이게 하고, 음식의 부피에 상응하는 그릇의 무게감으로 플레이

팅에 고상함과 신중함을 더한다. 더불어 이러한 그릇의 묵직함과

음식의 부피감이 주는 시너지 효과는 식탁의 상차림이 더욱 견고

하고 옹골차 보이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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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2-04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4

〔작품 22～25〕는 전과 내벽 사이에 각을 극명하게 줌으로써,

유약이 고여 그 각이 도드라지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외벽도 직

선의 형태로 마무리하여 앞선 작품과는 다른, 형태의 명확성을 보

여주려고 하였다.



- 71 -

〔작품 23〕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2-05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3x23x3, 2014

〔작품 24-1〕는 <No.2-06>에 떡을 올린 것으로, 기물의 전이

떡의 콩고물을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이처럼 전이 올라온

접시형은 흐르는 음식을 담기에 적합한데, 특히〔작품 25-1〕처

럼 국물이 있는 요리를 담기에 용이하였다. 또한 국이나 찌개를

담기에도 적당한 깊이다.

이처럼 전이 올라온 접시형은 심미성과 더불어 그릇의 용적량

을 고려하여 제작된 형태로, 전을 높이면서 더욱 큰 형태로 제작

되었다. 따라서 플레이팅에 있어 무대 위에 올라 온 것과 같은 효

과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게 올라온 담는 면과 기물의 큰 부피로

중후함을 더하며 고급스러운 음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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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Hidden space, Hidden height-높은 그릇 시리즈No.2-06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3x23x10, 2014

〔작품 24-1〕떡을 올린 높은 그릇 시리즈 No.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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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Hidden space, Hidden height-높은 그릇 시리즈No.2-07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4

〔작품 25-1〕불고기를 담은 높은 그릇 시리즈 No.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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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 Hidden space, Hidden height- 잔 시리즈 No.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6x6x10, 2014

〔작품 26〕는 깊이와 전을 극대화하여, 담는 면이 띄워져 있는

잔으로 발전한 형태이다. 이 잔은 이중기의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자, 그 공간에 흙 구슬을 넣어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재미를 더한 것이다. 이는 컵이 접시와 다르게 한 손으로 쥐고 움

직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기물이라서 가능한 유희이다.

〔작품 27〕은 링 시리즈 중에서도 윗면이 깊이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내벽에 전을 더하여 깊이감을 주었고, 더불어 10각으로

면치기 하여 형태적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조선 제기의 형태

에서 차용한 것으로, 단아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고취시켜 준다.

더불어 질감이 있는 무광의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기물의 형태와

상응하는 고상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을 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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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 Hidden space, Hidden height- 링 시리즈 No.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3x13x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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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발형

세 번째 분류는 기의 담는 면을 ‘사발형’으로 제작한 작품군이

다. 이 분류 역시 담는 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내벽을

곡선형과 원뿔형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사발의 기능성을

차용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내벽의 변모는 담기는 음식이 제한적이었던 앞선 작품

들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사발형의 작품을 통해, 담는 면을 높

게 띄우는 목적과 더불어, 전통적 사발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변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사발형은 positive와 negative의 작업으로 나뉜다.〔작품 28～3

1〕은 내벽이 외벽 안으로 들어가 포개어진 상태로 접합되는 모

습을 보인다. 이는 두 기물을 합쳐져, 하나의 기물보다 더 작은

부피를 만들어내는 minus, negative 개념의 작품이다. 이 작품군

은 내벽이 곡선형이나 원뿔형 등으로 다양하게 변함에도 불구하

고 기물의 외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

불어 내벽을 기물의 하단에도 접합하여, 이중기의 내부공간과 외

부 공간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였다. 이에 반해 〔작품

32～36〕는 내벽이 외벽의 위로 솟아 나와 있는 양상으로, 두 기

물이 합쳐져 부피가 증가하는 plus, positive의 개념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내벽의 형태가 기물의 전체 외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 28～31〕은 기물의 외벽에 유약을 상감하거나 턱으로의

장식하였다. 이는 기물이 여러 세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표

현한 것으로, 장식된 선이 실제 접합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분리된 조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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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 3 Negative-0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0x10x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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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 3 Negative-0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0x10x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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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1〕흑임자죽과 동치미를 담은 높은 그릇 시리즈

No,3 Negative 01, 02

〔작품 29-1〕은 연구자의 작품 중 사발형의 그릇에 흑임자죽

과 동치미를 담은 것이다. 이는 사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보

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임을 분명히 보

여준다. 오목한 담는 면에 소담스럽게 음식을 담을 수 있으며, 음

식을 높게 받치며 올곧게 서있는 모습은 단호함과 명확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고고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색이 어두운 흑임자죽

을 담아 백자의 색과 대비시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연출해

보았다. 이는 맑은 동치미와도 대비가 되어 시각적 즐거움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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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0〕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 3 Negative-04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4

다. 이처럼 음식과 그릇의 조화로 아담스러우며 정갈한 상차림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반상기의 국그릇과 밥그릇처럼 두 기물을

하나의 세트로도 구성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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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3 Negative-03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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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33, 34, 35〕(시계방향대로).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3 Positive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0x10x15, 2014

앞서 언급한대로 〔작품 32～36〕는 내벽이 기물의 전체 형태

에서 외부로 솟아나온 형태이다. 기물의 담는 면이 형태의 내부에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작품 2

8～31〕와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작품 36〕은 positive개념의 그릇을 작게 만들어 잔으로 응용

한 작품이다. 기물의 실루엣만 보았을 때는 내벽이 외벽 안으로

들어가 접합된 negative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뿔 모양

의 내벽과 작은 원기둥 모양의 외벽을 옆면이 꽉 맞아 들게 접합

하였다. 내벽을 외부로 솟아나오게 만들어 접합한 후, 두 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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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잔 시리즈 Positive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8x8x8, 2014

경계를 자연스럽게 깎은 것이다. 잔으로 사용하기기 위해 만든 것

이어서 원기둥 모양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고, 원뿔 모양의 윗면

을 담는 면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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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멍형

‘구멍형’은 윗면에서 구멍의 형태가 돋보이는 작업의 분류이다.

외벽의 형태에 제한받지 않고 내벽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는

이중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내벽 안에 구멍의 형태를 강조하였다.

내벽의 구멍은 윗면을 분할하는 효과를 주어 음식을 나누어 담을

수 있는데, 이때 그 구멍이 작다면 소스 그릇으로 활용할 수 있

다. 또한 구멍을 크고 깊게 만들어 전이 두꺼워진 것처럼 보이도

록 할 수도 있다.

〔작품 37〕은 구멍을 깊게 하여 화병으로 발전시킨 작품으로,

구멍이 좁고 깊어 입구 부분에 두툼한 볼륨감을 형성한다. 이는

속이 비어 있지 않고, 전이 두꺼운 기물처럼 보이게 하여 양감을

극대화 시킨다. 〔작품 37〕은 앞의 부류보다 담는 면이 깊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중기 속의 공간이 담는 면을 높게 떠받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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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 Hidden space, Hidden height- 화병 시리즈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0x10x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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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8〕 Hidden space, Hidden height- 합 시리즈 No. 3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3x13x13, 8x8x8, 2014

〔작품 38〕은 윗면의 구멍 형태와 함께, 합으로의 변형을 보

여주는 작품이다. 담는 면을 구멍형으로 매우 작게 만들어 이중기

가 주는 부피감과 대비시키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작은 구멍에

담기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의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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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4-01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5, 2013

〔작품 39, 40〕는 윗면을 평평한 면과 구멍으로 구분하여 두

부분에 다른 음식을 나누어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와 반

대로 〔작품 41〕은 구멍의 크기를 크게 하여 구멍의 안쪽에만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전이 두툼한 것처럼 보이도록 면을

분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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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0〕 Hidden space, Hidden height

-높은 그릇 시리즈 No. 4-02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15, 15x15x5, 2013



- 89 -

〔작품 41〕 Hidden space, Hidden height

- 높은 그릇 시리즈 No. 4-03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15x15x5, 2013

〔작품 42〕은 접시의 가운데를 이중기 기법으로 높여, 그 부분

에 소스를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한 접시이다. 이중기 기법으로 기

물 전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을 높여 그곳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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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Hidden space, Hidden height – 소스 그릇이 높은 접시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23x23x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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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는 링 시리즈 중에서도 윗면의 변형으로 구멍이 돋

보이는 작품이다. 〔작품 43〕는 앞선 링 시리즈처럼 가운데 부분

이 완전히 뚫려 링이 된 것이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 바닥면으로

막혀 링의 형태보다 구멍을 강조한다. 이 작품은 완전한 링의 형

태는 아니지만, 이중기 기법으로 높인 부분이 링의 형태이기 때문

에 링 시리즈 중에 구멍이 돋보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42〕은 소스를 담는 가운데 부분을 이중기로 높였다면,

〔작품 43〕는 소스 그릇을 낮추고 그 주변을 이중기로 높인 작

품이다. 이 두 작품은 상차림에서 높게 띄워 강조하고 싶은 음식

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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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 Hidden space, Hidden height- 링 시리즈 No.4

백자, 물레성형 후 접합, 1280도 환원소성, 8x8x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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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1〕견과류 플래터로 활용한 링 시리즈 No.4

〔작품 43-1〕은 구멍형의 링 시리즈를 견과류 플래터로 연출

한 것으로, 다양한 견과류를 구멍과 링 부분에 나누어 담은 것이

다. 이는 링 형태와 더불어, 구멍의 면 분할로 다양한 음식을 나

누어 담을 수 있는 <링 시리즈 No.4>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 것이다. 따라서 구멍에는 음식을 수북하게 쌓아 담을 수 있고,

가장자리의 높게 솟은 링에는 소량의 음식을 얹어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즉, 그릇의 고저 차이로 음식에 대한 집중도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다. 또한 하나의 작품

에서 높낮이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색감과 물

성의 차이를 보다 명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소한 재

미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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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이 연구는 이중기 기법을 중심으로 한 담는 면이 높은 그릇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 주는 고고한 조

형적 매력과 정서적 의미가 동기가 되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반 그릇과 비교하여, 담는 면이 높게 올라온 그릇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가 담겨 있다. 높은 키로 하여금 자연스

럽게 조형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우아한 아름다움을

발산시킨다. 이러한 영향으로 존엄하고 존귀한 이미지를 풍기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담는 면이 높은 그릇들이 특별한 의례용

제기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물의 담는 면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눈에 띄는

구조물을 기물에 더하는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추구하는 조형적

변형을 맘껏 펼치기 어려웠다. 기물의 전체적인 형태미와 부피감,

그리고 높은 키를 보여 주면서, 간결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

기 때문이다.

기물의 높이와 부피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적 요소로 이중기

기법을 택하였다. 이중기 기법을 통하여, 기물의 키를 높이고 부

피감 강조함으로써 시선을 기물 자체에 더욱 집중시키고 기물이

가진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다. 두 기물을 이어 붙여

이중의 기벽을 만드는 이중기 기법은, 그로 인해 음식을 담는 면

이 높아지고, 내벽과 외벽 사이 공간으로 부피가 생기게 된다. 또

한 기물 내벽의 높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다양한 조형적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옛 이중기는 투각을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이중기의 부피감이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 재해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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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중기 자체가 기물 제작의 목적이 되었다.

연구자도 이러한 이중기의 부피감에 주목하였다. 그릇에 부피감

을 더하여 더욱 고귀하고 존엄한 그릇을 만들고 싶었다. 마치 무

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그 음식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

은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연구 작품 <Hidden space, Hidden height> 시리즈는 이러한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제작한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다. 이

중기 기법을 이용하여 담는 면을 높이고, 기물의 실루엣을 강조하

며 부피감을 돋보이게 한 작업이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며, 이중기 기법을 수련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연구자의 작

품에 음식을 직접 담아 연출해 봄으로써,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이

주는 시각적 효과와 함께, 식기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접시와 화병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연구

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식기와 새로운 아이템 제작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두 기물을 접합한다는 기법적 특성을

이용하여 백자 외의 다른 소지와의 결합도 연구하고자 한다. 이중

기 기법을 중심으로 한 담는 면이 높은 그릇의 이번 연구가 후일

의 다른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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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bout Bowl with High

Surface Based on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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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bowl with high surface based on 

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Researchers started study 

as aloof charm and emotional figurative meaning that bowl 

with high surface gives motivation. Comparing with general 

bowls, it has a special emotion that bowl with high surface 

has. Higher surface will induce natural figurative tension and 

accordingly, it produces archaeological along with elegant 

beauty. Thus, it provides dignity and honor images and it 

can be known well when considering bowls with higher 

surface were used for special ritual. There are severa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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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rease height of the objects. With the method to 

increase height by adding visible structures to object, it was 

difficult to show figurative transformation that the researcher 

pursued. Because it wanted to express concise beauty by 

showing overall physical beauty, volume and higher surface. 

As methodological elements to emphasize height and volume 

of object, 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was selected. 

Through 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height of the 

object is increased and volume is emphasized to focus on 

the object itself and show the elegance of the object. With 

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that is made inside of the 

object by attaching two walls, surface that the food will be 

on will be higher and volume will be made with space 

between the inner wall and the outer wall. Also, various 

figurative transformation can be tried in that object height 

and shape of the inner wall can be controlled freely. Past 

double walled vessels were only a temporary expedient. But 

today, volume of double walled vessel was reinterpreted as a 

formative element.

  In other words, 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itself 

became the goal of producing the object. Researcher also 

focused on the volume of double walled vessel. By adding 

volume to the bowl, more noble and dignified bowl was 

made. As being on the stage, it wanted to show that a 

special seat was made for food. Research work <Hidden 

space, Hidden height> series were ‘bowl with higher surface’ 

that reflected the intention of these researchers.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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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the surface was raised and 

silhouette of the object was emphasized to stand out the 

volume. By trying various forms, 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was trained and emotional meaning of high bowl was 

explored.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plates and 

vases, and it is thought that other items can be produc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study. Also, by using 

technical characteristics that combine two objects, 

combination with other objects rather than white porcelain 

can be studied as well. It is hoped that this study of bowl 

with higher surface based on technic for double walled 

vessel will be a foundation for study direction of other 

researchers in the future.

keywords : Bowl with high surface, Double walled vessel,

Height, Volume

Student Number : 2012-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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