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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쉼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유희적 요소를 지닌 작품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
록 함에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삶 속에서 유희
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직 낯설고 낭비적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그
러나 최근 동심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키덜트족이 늘어나고 있으
며 각종 매체에서도 유머나 웃음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유희적 요구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으로 볼 수 있다.

 유희는 인간이 지닌 중요한 원초적 가치로서 인간은 놀이를 통해 물질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사고와 문화를 발달시킨다. 원시시대의 사냥이
나 각종 의식(儀式)을 치르던 행위의 원형은 놀이다. 놀이가 단순히 어린
아이의 전유물이며 상류층의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놀이에서 인간의 여
러 사회문화적 측면들이 생겨났음을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저서 『호
모 루덴스』에서 밝히고 있다. 

 유희적 사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장난감을 들 수 있다. 장난감은 주로 어
린아이들이 다루기 때문에 순수하게 놀이되는 도구적 사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같은 의미로, 공예는 재료를 탐색하고 직접 다루는 일
에서 놀이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희적이라고 할 수 있
으나 모든 공예품이 유희적인 것은 아니다. 유희적 요소를 지니는 현대 
공예품은 유희적 형태와 움직임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이 작품들
은 주로 장난감처럼 의인화되거나 과장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작가적 
이야기 또는 정교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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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유희적인 형태와 움직임의 요소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조명, 테이블웨어 등의 생활 소품을 제작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유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9개의 작품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작동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제
작 동기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 1>은 수력을 이용한 오브제, <작품 
2,3,4,5>는 동물을 활용한 조명과 기물, <작품 6,7,8,9>는 유희적 쓰임의 
테이블웨어 작품이다. 놀이는 그 자체로 목적이자 즐거운 행위이기 때문
에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희적 작
품을 통해 현대인이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궁극
적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유희, 놀이, 호모루덴스, 장난감, 움직임
학  번 : 201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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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연구동기 및 목적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늘 곁에 장난감이 따라다녔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면 집안은 하나의 영화 세트장이 된다.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외계종족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반쯤 날개가 부러진 우주탐

사선은 거실 속 은하를 여행하다 이윽고 분위기가 전혀 다른 새로운 행성(대

개는 식탁 밑)에 다다른다. 이 의욕 넘치는 꼬마 감독은 좀 더 재미나고 멋진

장난감을 섭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어머니에게 때를 써 보기도하고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 꼬깃꼬깃 쌈짓돈을 모으기도 하면서 명장의 반열에 오

르고자 노력한다. 아마도 누구나 이와 같은 어린 시절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

이다. 별 것 아닌 것에도 즐거워하며 뛰어노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감

정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아이들의 하루 평균 웃는 횟수는 400번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횟수가 10번미만으로 곤두박질친다고 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진지함’, ‘지루함’이라는 감정의 사전적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성인이 된 지금 과거보다 오락거리들이 오히려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처

럼 신나게 놀 수가 없다. 무언가가 내 감정을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

우리는 어른의 책무, 역할, 권위, 사회적 시선 등에 가로막혀, 속에서 아우성치

고 있는 인간의 어떤 욕구에 귀 기울여보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이런 물음을 갖는 것은 종종 어

른들에게서 나타나는 유년기에 대한 향수(鄕愁)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

근 들어 이 현상은 단순한 동심으로의 회귀욕구가 아닌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난감이 어린 시절 우리에게 주었던 심리적 행복감과 안정감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련하고 그득하기 때문에 혹자는 이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경험하고 싶어 한다.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또는 키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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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ult)로 불리는 증상이 대표적 사례다. 둘의 차이점은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느냐 짊어지느냐의 차이다. ‘피터팬 증후군’은 심리적 퇴행 상태

에 빠진 어른들을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에 비유한 것으로 무책임,

불안, 지나친 자기애, 사회적 무능력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반면 ‘키

덜트’는 동심의 세계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휴식을 얻는 성숙한 어른

을 의미한다. 최근 2~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이 키덜트라고 답할 만큼 키덜트

는 새로운 문화현상이자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 영화, 소설, 패

션, 애니메이션, 광고 등의 전 소비영역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문화의 특징은 무겁고 진지한 것 보다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

는 점이다. 동심을 가진 이 어른들은 주말이면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RC카를

수집하며,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고, 캐릭터 티셔츠를 입고, 만화책 가게에 간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혀를 끌끌 찼을 법한 일들이 현재는 당당히 하나의 문화

로 인식되고 있다. 키덜트 문화는 유년기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고자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탈출하려는 시

도이다. 순수함을 무기삼아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우는 영웅의 모습이

그들이 그리는 자화상이며 무심한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그들만의 대안

적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동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현대사회의

각박함에 대한 반증이자 유희적 인간이 스스로 현시대를 치유하려는 자구책으

로 볼 수 있다.

즐겁게 노는 것은 나태한 것이고 사치이며, 근면성실의 표어아래 생산의 역

을 짊어지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관이던 시대는 지났다. 경제가 발전하고 평등

의 윤리가 보편화되었으며 과학 및 의학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

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긴 것

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대 사회부터 이어진 끊임없는 논

제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현재 우리에게 다다르고 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서 장난감 하나만으로 행복했던 시절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더 즐거운 삶

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의 풍경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주지혁, 「키덜트 제품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 『사회과학연구』, 제29집 2호, 
2013



3

Ⅱ. 유희

1. 유희의 개념과 의의

유희(遊戲)란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

동의 총칭’2)으로서 근래에 들어서는 인간 활동 제반에서 생산 활동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개인 및 사회·문화 활동을 의미한다. 음악, 문학, 스포츠, 미술, 연

극 등이 대표적인 유희적 활동의 예이다. 이는 현대인에게 있어 ‘여가 활동’으

로 인식되는 일종의 ‘휴식’ 또는 ‘교양의 함양’이라 일컫는 것들의 다른 말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사회가 안정되고 재화가 풍요로워짐에 따라 과거 상류층(또

는 이들의 영향밖에 있는 계층)에게만 향유되었던 이러한 ‘한가로이 노는’ 문

화가 요즘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도판 1] 폴로는 대표적인 상류층의 
놀이 문화였다

[도판 2] 여가활동으로서 유희는 삶의 
활력을 제공해 준다

유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상을 막론하

고 중요하게 다뤄진 개념이다. 오늘날에는 교육 및 치료의 방법으로 유희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인이 지녀야할 ‘덕목’으로 또한 장려

되고 있다. ‘웰빙(well-being)’이나 ‘힐링(healling)’이라는 개념이 유행처럼 빠

2) 두산백과, 「유희(遊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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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번져가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현대사회는 그만큼 병약하

고 상처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

은 반드시 회복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유희는 윤리적 가치를 동반하기 때문

에 개인이 자존감을 획득하고 사회적으로 기능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돕는

다. 또한 현실의 냉혹함을 이겨내고 보다 희망에 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용

기를 제공해 준다.

현대사회에서 유희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우리와 마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위기와 편견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은 인간 본

성이 오늘날에 비로소 자유롭게 투영된 결과이다. 유희를 불건전한, 비생산적

인, 허구적인 활동이라 폄하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들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마치 유희인양 해석하였던 시기에 유희는 시간낭비의 표

상이었다. 산업화로 인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세기 서양에서는 물

질 문명을 중시하는 사상이 팽배하고 사회적 삶 속에서 유희적인 요소를 낭비

적 가치로 인식하였다. ‘진지함’을 대표하는 신사복이 바로 그 시기에 나왔다

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3) 비단 특정 시대뿐 아니라 어디든 진지함과 일

의 엄숙함을 중요시하는 곳이 있으며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아니

다. 그러나 유희를 사치이고 낭비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단지

일하는 기계가 되어버릴 뿐이다. 1936년 제작된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

1889-1977)의 영화 모던타임즈(Modern Times)에서는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

는 공장노동자가 등장한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나사 조이는

일만 반복한다. 길게 늘어진 컨베이어 벨트는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쉴 새 없

이 돌아간다. 조금이라도 일이 흐트러지면 연쇄반응이 일어나 생산라인 전체

에 혼란을 초래한다.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간 주인공의 모습처럼 인간은 단

순한 기계부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3)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연암서가, 2010, pp.3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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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영화 <Modern Times>의 한 장면

미국의 산업화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주객이 전도된 인간과 자본의

모습, 빈부 격차, 대공황, 실업, 폭동, 인간성의 상실과 회복의 가능성에 대하

여 다루면서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다시

금 생각해 보게 한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

는 어떠한 유희적 낭만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주인공은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야 만다.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회관

의 피해자 역시 인간이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노래와 춤으로 점차 행복

한 삶을 되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찰리 채플린은, 유희가 지닌 회복

적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공황과 전운이 감도는 시대의 한복판

에 서있었던 그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망과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철학이나 유머에 의지하는 것이다... 유머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고양하고, 우리가 ‘제정신’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유머 덕

분에 우리는 인생의 부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

을 살아가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엄숙함이라는 것이 얼

마나 부조리한 것인지 우리에게 드러낸다.”4)

4) Charles Chaplin, 『찰리 채플린, 나의 자서전』, 이현 역, 김영사, 2007,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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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행스럽게도(어쩌면 필연적으로) 중요해진 유희를 즐기는 문화는 단

순히 사회가 시간적·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나타난 한시적 현상일

수 있다. 세상에 전쟁과 기근, 가난과 억압이 난무하다면 무언가를 여유롭게

즐긴다는 생각을 떠올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

든 간에 우리는 유희를 통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13세의 안네

프랑크(Anne Frank, 1929-1945)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위에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라며 두려움에 맞서

희망을 찾았다. 이는 유희를 추구하는 마음이 나약한 마음을 부축해 다시 일

어설 수 있게 하는 용기이자 스스로를 치유하는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누군가에게는 현재가 마치 유희성을 상실해 버린 시대처럼 느껴질 지

도 모른다. 삶이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생각될 때 내면의 자아가 유희적 인간

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

이다. 동시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놀길 즐긴다. 유희의 영역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몫

해내는 성취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유희를 통한 행복감이다. 일탈의 경험은

돌아온 탕아처럼 개인에게 강력한 존재감을 심어 주며 뭐든 더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장한다. 유희는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오

래도록 남아있길 거부한다. 소멸적이고 일회적이나 반복적이다. 따라서 인간이

유희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인 성찰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

며 이는 일에 대한 도전과 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발적인 동기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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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모루덴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웃는 동물(animal ridens)”이라고 규정하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지었다. 또한 인류학자들은 고등 생명체의 특징 중 하나로 ‘신나

게 움직이기(galumphing)’를 든다. 이러한 행동은 쓸데없이 과장되거나 과도하

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지름길 대신 경치 좋

은 길을 택하는 것, 이런저런 규칙이 많은 게임을 하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 마찬가지로 유희는 ‘특별

한 목적 없이 그 자체로 흥미를 느끼는 활동의 총칭’이다. 어린아이가 놀 때,

우리는 그가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모든 인간은 아동기를 거치고, 가장

순수한 놀이의 형태는 이 시기에 나타난다. 정신분석학 초창기에 프로이트

(Freud)는 성인 심리의 다양한 기능을 규명하고 묘사하는 데에 아동의 놀이를

이용했다. 그는 아이가 단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조직화하는 것을 배울 때 처

음으로 놀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린아이는 친숙한 것을 반복하거나 재발

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데, 이는 자아가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

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충동의 폭을 넓히는 행위로, 유쾌함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불쾌한 현실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그 상황을 숙달하고 외상적 후유증으로부터 자기자신을 회복시키려 하는 경향

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놀이는 외부 세계의 실제적 경험과 내부의 판타지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에 대한 느낌이 안정되는데 기여한

다.6)

5) Stephen Nachmanovitch, 『놀이-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 이상원 역, 에코의 서재, 2008, 
pp.65-66.

6) Albert J. Solnit 외 2명, 『놀이, 그 경이로운 세계, 마음이 자란다』, 학지사, 199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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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웃는 동물(Animal Ridens)”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놀이는 마치 쓸데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인간의 생계활동과는 별개이며 사회적 기능과

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유희가 전 세대를 아울러 중요하고 언제 어디

서나 존재해 왔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문화가 유희를 통해 생겨나고 발달하

기 때문이다. 태초의 사냥이 놀이의 성격을 지녔던 점, 의례와 의식이 놀이의

형태로 행해졌던 점과 더불어 시, 문학, 연극 등이 놀이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문명의 형성단계부터 놀이의 요소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네

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1945)는 이와 같은

놀이의 본질적 성질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예술, 철학, 시, 법률제도, 전쟁의례

등의 측면에 작용하는 놀이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유희를 한가로

이 노는 것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문명의 근원에 얽혀있기 때문에, 유희는 전 시대와 연령을 아울

러 끊임없이 표출되는 활동인 것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원초적인 이유이자 그

자체로 목적인 활동이다.

요한 하위징아는 1938년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e Ludens)』에서 인

간의 언어, 신화, 법률, 전쟁, 시가, 종교, 의례, 철학, 예술 등은 놀이를 통해

생겨나고 발달했으며 진정하고 순수한 놀이가 문명의 주된 기반들 중 하나라

고 말하였다. 여기서 ‘Ludens’ 는 라틴어 ‘ludere(놀이하다)’의 분사형에서 유래

했으며, 하위징아의 주장은 종래의 학설을 뒤집는 새로운 개념으로 문화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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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 놀이이며 놀이 속에서 놀이로서 발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말하는

놀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일상’ 생활의 바깥에서 벌어지고, ‘진지하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독립되어 있는 자유로운 행위나, 놀이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몰두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물질적 이해와는 상관없는 행위이고 아무런 이득도 제공

하지 않는다. 그 나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놀이터 내에서, 고정

된 규칙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수행된다.”7)

즉, 놀이에는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와 놀이와 일상을 구분시켜주는 일정 시

간이 존재해야하고 반드시 준수해야할 규칙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공작들이

꽁지깃을 뽐내는 행위, 강아지들이 서로의 귀를 장난스럽게 물어뜯는 행위, 아

기들이 옹알거리며 딸랑이를 흔들어대는 행위 등은 놀이적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놀이는 아니다. 놀이는 인간의 사유가 수반되는,

보다 고차원의 행위이며 발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 놀이는 인간의 사고 발달

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유발하는 것으로 놀이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것의 구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복잡한 규칙을 가진 놀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

한 도형, 상징물, 도구, 양식과 방법, 규칙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8)

따라서 놀이의 가치는 때로 ‘진지함’을 포용한다. 놀이 자체가 진지하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놀이에 몰두하는 개인이나 단체, 가령 체스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주체는 매우 진지하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칼

더의 작품 <칼더 서커스(Cirque Calder)>(1926-31)에서 그는 수십개의 인형과

동물 모형들로 이루어진 미니어처 서커스를 들고 유럽과 북미 등지를 오가며

작업실, 갤러리, 거실 등에서 공연을 펼쳤다. 호안 미로, 피트 몬드리안, 마르

쉘 뒤샹 등 당시 예술계의 거장들이 놀이가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봤다. 대부

분 가느다란 철사로 이루어진 무대의 독특한 등장인물들은 칼더의 손에 의해

7)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연암서가, 2010. pp.51-52.
8) 류정아,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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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얻고 조작되어 움직인다. 칼더는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각각의 장

면들을 섬세하게 연출한다. 오로지 그가 만든 세계에 질서를 창조하고 생동감

을 부여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념도 다른 목적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장난

기가 가득하면서도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다.

[도판 5] <칼더 서커스(Cirque Calder)>

이렇듯 놀이는 그 자체로 즐겁고 신나는 활동이지만 결코 허술하지 않다. 놀

이는 머릿속에서 벌어지기도 하며 보다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자아를 이끌면

서 우리가 심오한 정신적 존재임을 각인시키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웃고 마

는 일회성의 놀이도 그 나름대로의 강장제적인 활용용도와 가치가 있겠지만,

반복적이고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놀이는 더욱 놀라운 기능을 수행한다. 놀이

가 진행되는 동안 놀이의 모든 요소들은 운동, 변화, 연결, 결합, 분리의 형태

를 취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문화 현상이라는 고정된 형태를 취한

다. 여기서 하위징아는 진정한 문명은 특정 놀이 요소가 없는 곳에서는 존재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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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하는 사물 : 장난감

유희적 사물은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쌓은 모

래성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예술적 가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나 더 유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유희에 있어서 정도의 가

치판단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유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로 나타난다. 이

는 유희가 과정에의 몰입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희

적 사물은 하나의 결과물보다는 사물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유희적 소통

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적인 성격을 지녀야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

인 형태의 유희적 사물로서 장난감이 있다. 장난감은 오직 놀기 위해 만들어

지는, 인간세계의 유일무이한 유희적 사물이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의례를

놀이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이렇게 말했다.9)

“하나님만이 최고의 진지함을 행사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이를

놀아 주는 자이고 그것이 그의 가장 좋은 역할이다. 따라서 모든 남녀는

이에 따라 생활하면서 가장 고상한 게임을 놀이해야 하고 지금과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생활 방법은 무엇인가? 인생은 놀

이처럼 영위되어야 한다. 일정한 게임들을 놀이하고, 희생을 바치고, 노래

하고 춤춰야 한다.”

인간을 신의 장난감 역할을 하는 존재, 신의 놀이를 놀아주는 자로서 묘사하

고 있는 이 대목에서 놀이를 신성(神聖)한 행위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위

해야 할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10)라는 성경 구절처럼 인간 또한 놀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장난감이 그 대상일 것이다. 신과 인간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면 인간과 장난감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은 절대적으

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장난감은 형태와 놀이 방법이

조금 다를 뿐 매우 중요하다. 나이, 성별, 인종, 국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

9)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연암서가, 2010, pp.61-62.
10) 구약성서 창세기 2장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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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심지어 동물들도 나뭇가지

나 작은 돌을 장난감 삼아 놀기도 한다.

장난감은 인간이 최초의 도구를 만들어냈을 때부터 생겨났을 거라 추측된다.

기원전 2000년 경 이집트 유물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동물을 본뜬

것, 인형, 목마, 공 등이 출토 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원이 꽤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형은 원래 주술적, 종교적인 우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흐르면

서 그러한 기능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전유물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유아의 묘에서는 목제 인형이 발견되어 당시 이미 어린 아이들이 가

지고 노는 인형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18세기 중엽부터 장난감 놀이가 성행하

였고, 이 무렵 독일의 뉘른베르크(Numberg)에서 주석으로 만든 병정인형이

시장에 나오자 유럽 여러 나라에 퍼져 크게 유행을 이루었다. 또한 18세기 말

부터 19세기에 걸쳐서는 양철판을 프레스하여 만든 금속완구가 대량생산 되었

으며, 이후 중기력·자기를 응용한 과학완구, 셀룰로이드 완구가 등장하는 등

근대완구로 발전하는 새 단계를 맞이하였다. 1851년 런던 대박람회에서도 그

와 같은 경향이 반영되어 과학지식을 보급하는 다수의 이공(理工) 완구가 출

품되어 인기를 모았으며, 이와 같은 기계화 완구 중에는 후일 발명특허를 받

은 모형시작품(模型試作品)이나 실물과 똑같은 정교한 것들이 과학연구에 크

게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교육완구도 이 무렵에 등장하였다.11)

오늘날 장난감은 비단 아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레고(Lego)시리즈는 블

록완구의 한계를 뛰어 넘은지 오래고 바비인형 시리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

화가 되었다. 최근에는 장난감과 예술품 사이를 넘나드는 아트토이(Art Toy)

가 각광받고 있다. 베어브릭(Bearbrick) 제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메디콤사는

현대 미술 작가가 디자인한 베어브릭 토이를 한정 생산하였고 이 장난감은 준

-예술작품의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디자이너 토이는 접근이 어려운 권위적인

미술 체제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12)

11) 두산백과, 「완구(toy, ,玩具)」
12) 박세혁 「디자이너 토이의 서브컬쳐 및 포스트모더니즘 특징 연구」, 홍익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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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BC15세기 이집트 고양이 인형 [도판 7] 메디콤사의 베어브릭 시리즈

주로 아이들의 물건이기 때문에 장난감은 역사적 사료나 남아있는 유물을 찾

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장난감이 가진 역할과 기

능을 통해 장난감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물건이라는 사실이다. 어린 아이들의 기본 행동

개념은 ‘모방’이다. 아이들은 부모나 형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의식적이

든 무의식적이든 어른의 행동을 흉내낸다. 이는 일종의 역할 놀이로서 아이들

에겐 즐거움이자 배움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존재이

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장난

감에 잠재된 의식을 투영하고 객체화하여 자신이 경험한 혹은 하고 싶은 상황

을 대입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이끌어낸다. 그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일종의 작

은 세상이다. 주변 사물을 모방한 모형일 수도 있고 자신을 쏙 빼닮은 인형일

수도 있으며 가지고 싶은 동물이나 자동차일 수도 있다. 반대로 현실에는 존

재하지 않는 공룡이나 우주선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장난감으로 삼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장난감 상

자는 당시의 시대적 지식과 문화 및 상상력의 총 집합소였음에 틀림없다는 것

이다.

또한 장난감은 단순히 놀잇감이 아니라 상상의 통로이자 마음의 도구로 그

역할이 사뭇 진지하다. 심지어 훈장을 받은 장난감조차 있을 정도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순식간에 고아가 되어 매일 같이 포화와 총성 속에서 잠들어야



14

만 했던 가엾은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군의 승리 소식이 아니라

한 마리의 곰 인형이었다. 그것은 전쟁에 지친 어린 아이들이 편히 잘 수 있

게 해 주었으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희망을 주었다.13)

오직 인간의 유희를 위하여 제작되는 장난감은 놀이자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상현실로 치환되기도 하며 기대고 싶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

도 한다. 말이 없는 사물인 장난감은 사람의 유희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재미

있는 장난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놀이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투영으로서 장난감 자체의 재미 요소보다 그것을 가지고 재밌게 놀 줄 알아야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따라서 장난감은 자신이 얼마나 유희적인지

를 알 수 있는 잣대로서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도 어른보다 훨씬 유희적이기 때문이다. 동심은 바꿔 말하면 유희

하는 순수한 마음이고 그것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14)

13) 김혁, 『나는 장난감에 탐닉한다』, 갤리온, 2007, p.245.
14) 예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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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희적 공예품

1. 유희와 공예

인간이 처음 물건을 만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자. 호모 파베르는 자유로운 두

손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지고, 두드리고, 누르고, 구부리면서 어떠한 형태

적 가능성에 접근했을 것이다. 그 형태란 어디서 본 듯한 것들, 예를 들어 갖

가지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모방한 조각 또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새의 나

무 둥지나 물이 고인 조개껍데기 등을 모방한 기능적인 사물일 수도 있다. 인

간의 사고와 실존하는 사물의 원활한 관계는 끊임없이 접촉하고 다루는 시도

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반복되는 경험과 새로운 시도 사이에 발견, 혹은

발명이라는 진화적 발상이 생겨나는 것은 실재적 경험에 준거한 직관적인 도

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예품의 창조는 필요, 목

적, 기능, 형태, 재료, 기술 간의 관계가 의식적으로 개념화 되어야하고 현존하

는 실재와 새로운 실재 둘 다를 상상하고 재현하기 위해 추상적 시스템을 반

드시 진전시켜야 한다. 즉, 공예품이라는 것은 기능적 형태라는 추상적 개념을

‘기술’을 통해 실존하는 재료로 채우는 것이다.15)

‘기술’이란 말은 오늘날 주로 생산기술을 뜻하나, 이는 본래 그리스어 ‘테크네

(technē)'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어원적으로는 예술·의술 등도 포함한다.16)

이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기술이 예술도 포함하는 기술 자체

가 손으로 하는 일인 노동과 다른바, 자유로운 것으로서 "단지 유희인 듯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17) 따라서 단순한 손놀림을 통한 재료의 가공이

라는 기술의 의미는 유희와 기술의 연관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기술은 인

간이 재료를 다룸에 있어 오감적 경험으로서 내재된 일종의 행동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거하여 인간의 사고가 물질세계로 투영되는 것이 바로 기술의 발현,

즉 창조이다.

15) Howard Risatti, 『공예란 무엇인가』, 허보윤 역, 미진사, pp.128-129.
16) 두산백과, 「기술(technology, 技術)」
17) 사카베 메구미 등, 『칸트 사전』, 이신철 역, 도서출판 b, 2009,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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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는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놀이를 할 때 우리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 현실과는 다른 허구적인 세계를 창조해 낸다. 개인의 지식, 경

험, 감정, 신체적 감각 등이 총 동원되어 현상을 탐색하고 재구성한다. 우리는

그것이 허구적임을 놀이가 끝난 후에나 인식한다. 그러한 경험은 재료에 대한

인간의 감각적인 사고가 다음 단계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어

린 시절 천진난만하게 뛰놀던 때를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절대 무엇도 한정지

어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조차 아이에겐 축구공이 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맛있는 반찬이 될 수도 있다. 재료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한계도 찾아볼 수 없다. 프로이트는 “놀이에서 모든 아이는 창조적인 작가처

럼 행동한다. 그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거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새로운 방법

으로 자신의 세계를 재정렬한다.”라고 말하며 순수한 놀이의 창조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조건 없이 본질을 바라보고 상상하는 행위야말로 창조적 활동의 근

원이자 원동력이다. 또한 놀이는 아름다워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미학적 요소는 질서 정연한 형태를 창조하려는 충동과 동일하다. 우리가 놀이

의 요소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 예를 들어 긴장, 안정된 자세,

균형, 대비, 변화, 해결, 해소 등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중시하

는 요소들과 다를 바 없다. 놀이를 아름다움에 연결시켜 주는 연결 고리들은

다양하면서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8) 스트라디바디가 베네치아의 작

은 해안에 쌓여있는 부러진 노를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바이올린을 상상했던

것, 미켈란젤로가 거친 대리석 조각 안에 이미 존재하는 완벽한 형태를 상상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열린 감각과 재료와 소통하는 놀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19)

재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스스로의 특질과 본성을 고수하면서 작업자의 손과

다루는 기술에 호응한다. 재료가 가진 정확함은 작업과정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은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20) 그렇

18)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연암서가, 2010, p.40.
19) Stephen Nachmanovitch, 『놀이-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 이상원 역, 에코의 서재, 2008, 

pp.115-116.
20) Joan M. Erickson, 『감각의 매혹』, 박종성 역, 에코의서재, 2008,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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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재료와 손을 통한 오랜 통계적인 경험들은 창조적 작업의 튼튼한

원동력이 된다. 이미 우리는 어릴 적 놀이를 통해 재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어낸다. 나무 조각을 만질 때의 은은하게 떠오르는 숲 향기, 금속의 차가운 느

낌과 단단함, 모래의 사각사각한 질감과 축축한 흙의 찰기 등. 아이들은 놀이

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감각들을 경험한다. 무엇이 본인에게 해롭지 않

으며 창조적 발상에 도움을 주는 재료인지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이는 제작자

로서 재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무를 싫어하

는 사람이 목수가 될 수 없으며 흙을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공이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이렇듯 공예품을 제작할 때 재료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놀이의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가장 원시적인 놀이의 형태는 순수하게

손을 이용한 행위이다. 아기들이 팔로 기어가고 손으로 물건을 잡는 두 가지

기능은 뇌에 위치한 피라밋로의 발달에 좌우되는데, 뇌의 이 부위는 대뇌피질

의 ‘일차운동영역(primary motor region)’과 척수가 이어지는 통로다. 프랭크

윌슨(Frank Wilson)에 따르면, 생후 일 년이 지난 시점에 “평생 손으로 물건

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21) 손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후 가장 처음으로 부여받은 과제로 인간은 손을 통해 놀이하면

서 세상을 모방하고 이해하며 창조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손

은 모든 예술, 수작업, 기계작업 나아가 아이디어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한다.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손이 대신 하는 것이다.22)

공예는 유희와 기원이 유사하다. 재료를 가지고 노는 것에서부터 사물을 제

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창조적 제작행위 또한 유희적 놀이와 매우

닮아있다. 오늘날 많은 공예가 혹은 장인들이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에 즐겁게 몰두 하며, 그 모습 속에서 공예가 결국 유희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장인의 일은 놀이를 통해 재료와 마주하는 대화에서, 유년시절에 놀

이를 통해 얻은 배움을 그대로 활용하는 일이다.23)

21) Richard Sennett, 『장인』, 김홍식 역, 21세기북스, 2010, p.251.
22) Stephen Nachmanovitch, 『놀이-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 이상원 역, 에코의서재, 2008,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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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희적 공예품의 특징과 사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낸 공예품의 대부분은 큰 의미에서

유희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예술 혹은 디자인으로서 유희성을 지니

는 몇 가지 대표적 작품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공예품에서 유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대 공예품에서 유희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유희적 형태이다. 이는 작품의 형태가 해

학, 골계 혹은 재미를 유발하는 어떠한 요소를 지녔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특

징은 작품의 작동원리나 동작과 연관되어 있다. 무생물체인 사물이 움직이거

나 가변성을 가지면 그것 자체로 흥미롭고 관객의 유희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2-1. 유희적 형태

유희를 규정하는 단어 중 하나로 ‘재미’가 있다. 유희와 노동을 구분 지을 때

단순히 재미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말 ‘재미’의 어원은 자미(滋味 : 영양분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다. 좋은 음

식은 우리를 절로 미소 짓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며 건강에도 이로운 만병치

료약이다. 유희의 긍정적 효과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인간은 유희할 때 비로

소 삶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감을 느낀다. 따라서 재미를 추종하는 인생의 가

치관은 때론 가벼워 보이고 진중해 보이지 않아 무릇 대중의 편견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포용력 있게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유희의 기운찬

배포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유희는 유머로 통용될 때가 많다. 유머

(humor)란 익살·해학·기분·기질로 번역되며 프랑스어로는 위무르(humour), 독

일어로는 후모르(humor)라고 한다. 본래는 고대 생리학에서 인간의 체내를 흐

른다고 하는 혈액·점액·담즙·흑담즙 등 4종류의 체액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당

시에는 체액의 배합 정도가 사람의 체질이나 성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이 말은 기질·기분·변덕스러움 등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다 인간의 행

23) Richard Sennett, 『장인』, 김홍식 역, 21세기북스, 2010,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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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언어·문장 등이 가진 웃음, 그리고 웃음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덧붙게 되었다. 유머가 위트(wit)와 다른 점은 똑같이 웃음을 표현하면서

도 위트가 순수하게 지적(知的)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면 유머는 웃음의 대상

에 대한 동정을 수반하는 정적(情的)인 작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24) 따라서

유희로서 유머는 보다 본질적인 기분의 상태나 흐름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안

에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 단순히 남을 웃게 하거나 실소를 자아내는 것이 목

적이 아니라 유쾌한 웃음 뒤에 따뜻한 인간애가 존재하는 것이며 한순간의 기

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모든 경험과 인성, 말투, 행동 등이 유머에

묻어나는 것이다.

유머는 일상생활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유머 반응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대니얼 벌라인(Berlyne, D.E.)의 논

리를 들 수 있다. 벌라인의 이론은 부조화(incongruity), 우월성(superiority),

완화(relief)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조화 이론은 마르셀 뒤샹의

「샘」처럼 서로 모순되거나 부조화의 이미지나 개념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즐거움이다. 두 번째 우월성 이론은 경멸 이론이라고도 하며 남의 실수나 결

함을 보고 웃는 행위와 더불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

기는 심리, 즉 우월감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다. 마지막 완화 이론은 긴장된

기대심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감동이 웃음

을 유발하는 것이다. 거대한 조형물을 보고 처음에는 그 크기에 압도당하지만

이내 그것이 귀여운 강아지의 형상임을 깨닫고 안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등

이 이에 해당한다.25)

아이들의 장난감이 형형색색인데다가 특징이 강조된 과장된 비율의 형태가

많은 것은 놀이가 비현실적이고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상적 형상은 현실로부터 벗어나 자아가 보다 몰입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유희적 형태를 지닌 사물은 대개 의인화나 은유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회화나 만화(cartoon)에서 대상을 희화화(戲畫化)할 때 쓰는 기법을

24) 두산백과, 「유머(humor)」 
25) 박영원, 『디자인 유머』, 안그라픽스, 2013, p.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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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으로 재현하면서 현실과 상상의 간극을 축약한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

금 가상과 현실의 이질감을 부여하는 부조화 유머반응의 일종이다. 이러한 효

과를 위해 작가들은 의인화의 대상을 현실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선정

하기도 하며 때론 친근한 것 혹은 잘 알려진 심볼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한

다.

[도판 8] Bruce Metcalf, 
<overgrown>, 정은, 적동

[도판 9] Bruce Metcalf, <Catcher 
for a Young Icarus>, 정은, 나무

브루스 매트케프(Bruce Metcalf, 1949-)는 마치 외계 생물체 같은 형태를 이

용하여 만화적 상상력을 유발한다. 대학신문의 만화란을 담당했었던 그는 현

대인의 고통, 불안, 좌절, 두려움 등을 기형적인 인물의 형태와 우스꽝스러운

연출로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유희를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쩌면 진

지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지닌 어두운

단면을 좁은 무대 위를 뛰노는 못생기고 가여운 작은 생명체를 통해 보여줌으

로써 시종일관 유머러스한 자세로 달관하고 있다. 생명체의 표정에서 인간의

뭉개지고 짓밟힌 마음이 외치는 나지막한 절규가 느껴진다. 그것은 작가 내면

의 아우성만이 아니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문제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비극적 사회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비극을 유희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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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어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강찬균(1938-)의 작품세계는 보다 더 화색적이고 온화한 정취를 풍긴다. 한국

현대금속공예계의 1세대 작가로서 한국공예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는 인

간 중심의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작품을 통해 따뜻하고 정겨운 전통적인 사회

상을 그려내었다. 1982년 이후 제작한 <개구리와 달>시리즈에서는 마치 한적

한 시골마을 정자에 도란도란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작품 속의 설화적 판타지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다. 개구리는 작가 자신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련한 모습이다. 그들은

서정적 풍경 아래 근심 없이 휴식하며 노닌다. 달은 고단한 삶에 지친 인간에

게 위안을 주며 번민과 고통을 포근하게 품어준다. 작품 안 어느 요소에서도

초조함이나 불안을 찾아 볼 수 없다. 유희적이면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

을 담은 그의 작품은 삶의 회복에 대한 이상향을 보여주며 각박한 현대사회에

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

[도판 10] 강찬균, <生의 안단테中 13>, 
정은, 18K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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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Otto Kunzli, 
<Black Mickey Mouse>, 

하드폼, 철

[도판 12] Otto Kunzli, 
<1492-When Mickey 

Mouse was born>, 실리콘

오토 쿤즐리(Otto Kunzli, 1948-)는 전통 장신구 체제를 탈피한 새로운 개념

장신구를 만들어 1980-90년대 현대장신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미

국에 체류한 후 미국 만화캐릭터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이용한 어깨장식과

브로치를 제작하였다. 그의 미키마우스 시리즈는 미국 사회와 문화를 비평하

기 위한 우화적으로 표현이었다. <Black Mickey Mouse>는 온통 검은색에 커

다란 귀와 뾰족한 얼굴로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거대하게

커버린 미국 자본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1492 -When Mickey Mouse was born>라는 작품은 작은 귀가 달린 달걀모

양의 귀여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신대륙의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는 날 만들

어진 이 작품은 콜롬부스가 황금이 가득한 전설의 섬으로 착각했던 새로운 세

상의 탄생에 대한 은유이다. 그곳에 황금은 없었지만 결국 미키마우스라는 황

금알을 낳는 거위가 탄생한 곳이 되었다.26)

26) http://www.powerhousemuseum.com/collection/database/?irn=16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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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Anna G>      [도판 14] <9093> [도판 15] <Juicy Salif>

알레시(Alessi)는 이태리 오메냐 지역에서 17세기부터 300년간 판금기술을 바

탕으로 한 금속공방을 이어온 가문으로, 1921년 지오반니 알레시(Giovanni

Alessi)가 회사를 설립, 오늘날 이탈리아의 명문 디자인 브랜드가 되었다. 필

립 스탁(Philippe Stark),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등의 세계적

인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모던하고 감각적인 주방 및 생활용품 등을 생산해

온 알레시는 우수한 품질과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디자인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Anna G>로 잘 알려진 와인오프너는 1

분에 1개씩 팔릴 정도로 유명하다 못해 알레시의 상징같은 것이 되었다.

<Anna G>는 1994년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여자친구가 움직이는 모습에서 영

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단발머리에 미소 짓는 입, 우아하게 오르내리는

팔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1985년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가 디자

인한 주둥이에 새 형상의 휘슬(whistle)이 장착되어 물이 끓으면 새가 휘파람

소리를 내는 주전자가 있고, 필립스탁은 1990년 <Juicy Salif>라는 이탈리아

어로 ‘과즙 짜는 기구’를 디자인하여 20세기 산업디자인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

었다.27)

27) 네이버 세계브랜드백과, 「알레시(Ale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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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희적 동작

가변성을 지니는 사물은 놀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인간이 움직이는

사물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움

직임은 곧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물이 무생물체라는 사실을 이

성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놀이에 몰입한 인간은 그것이 마

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또한 그러한 착각을 즐긴다.

[도판 16] Fridrich Becker, 
<Kinetic bracelet>, 백금, 
다이아몬드, 라피스라줄리

[도판 17] <Kinetic bracelet> 의 구조

프리드리히 베커(Fridrich Becker, 1922-1997)는 20세기 후반 활동하였던 키

네틱 주얼리(kinetic jewellery)의 창시자이자 조각가 및 디자이너이다. 키네틱

아트(kinetic art)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kinesis(movement)’라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것으로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을 의

미한다. 시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옵 아트와 달리,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

나 또는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것으로 작품 대부분이 조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주의와 다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최초의 키네틱 작품

으로는 마르쉘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 1913년에 자전거 바퀴를

사용하여 제작한 <모빌>을 들 수 있다. 1922년에는 나움 가보(Naum G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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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1977)가 <키네틱 조각>을 발표했으며, 그 후 모홀리 나기(László

Moholy-Nagy, 1895-1946)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이는 작품을 키네틱 아트라

고 불렀다.28)

마찬가지로 베커의 작품 또한 움직임 그 자체를 중요시 한다. 그의 작품에서

모든 요소들은 움직임을 위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형태, 무게, 재료, 구조

등은 미묘한 변화에 따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시각적인 즐거움을 유발시킬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중심축과 일정한 무게와

힘을 가하는 플라티늄 볼이 주요 요소이며, 수평 혹은 수직의 베어링에 의해

자유롭게 회전하는 요소들이 추가 된다. 착용자가 간헐적으로 움직일 때 이

운동력은 극대화되어 새로운 다양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29)라고 설

명한바 있는데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움직임을 통해서 작품안의 드라마틱한

미적 가치는 완성되는 것이며, 또한 관객의 유희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에 밀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

출 가능한 작가의 직관적이고 치밀한 예측과 실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작품안

의 동적인 변화들이 억지스럽거나 단지 기계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 매우

정교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그의 작품 이면에 인간의 유희적 갈망이 잘 녹아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28) 네이버 지식백과, 「키네틱 아트(kinetic art)」
29) Arnold, Beate 외 2명,  『Friedrich becker-Schumuck, Kinetic, object』, Stuttgart: 

Arnoldsche, 1997,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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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윤덕노, <Segmented Wings>, 정은

윤덕노의 작품 <Wings>시리즈는 착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레오

나르도 다빈치의 발명 모델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은 베커의 작품과 마찬가

지로 신체에 착용되어 인간의 움직임에서 얻어지는 동력에 의해 작동하지만

구조를 드러내고 형태와 움직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보다 더 직설적이

다. 사람의 관절에 연결된 유기적인 구조물은 최소한의 간단한 동작으로 마치

허공을 가르듯 날개를 퍼덕인다. 그는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 전체의 메커니즘

을 환하게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작동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으며 장신구

의 개념을 유희를 위한 하나의 도구적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여 손끝에 머

무는 장식이 아닌 손끝에서 움직이는 유희적 사물을 구현하였다.

움직임은 유희적 사물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변적 형태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

하고 비현실적 상황의 구현을 통해 좀 더 극적인 유머러스함을 보여주기도 한

다. 대표적인 움직이는 사물로 자동기계를 뜻하는 오토마타(automata)는 ‘스스

로 동작하다’라는 뜻의 고대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계 장치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이 관여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지칭하였다. 오토마타의 기원은 기원전 2 -

3세기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헤론

은 수력으로 작동하는 오르간, 소화기, 사이펀과 같은 기계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30) 중세시대에 들어서 13세기 초 이슬람제국 시대에는 오늘날 기계공

30) 위키백과, 「자동기계(auto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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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초석을 닦은 과학자 알 자자리(Al Jazari)가 캠(cam)과 크랭크(crank)와

같은 대표적인 오토마타 구동장치가 포함된 다수의 물시계와 기계장치를 발명

하였고, 르네상스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가 각종 기

계장치 설계도와 함께 인간의 모습을 닮은 오토마타 등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오토마타는 18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는데, 스위스의 시

계장인 자크-드로즈(Pierre Jaquet-Droz)가 만든 기계장치 자동인형이 대표적

이다. 오늘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토마타 작가 중 한 명은 영국

의 폴 스푸너(Paul Spooner)이다. 그는 영국의 CMT(Cabaret Mechanical

Theatre) 그룹의 창립멤버로 CMT는 1979년 영국 남부의 항구도시 팰머스에

서 주로 미술가와 인형제작자가 중심이 되어 출범한 오토마타 작가그룹이다.

그는 오토마타를 통해 유머러스한 형태와 재치있는 움직임으로 유희적이고 따

뜻한 휴머니즘을 구현하며, ‘현대 오토마타 예술의 창시자’로 불리운다.31)

[도판 19] Pierre 
Jaquet-Droz, <The Writer>

[도판 20] Paul Spooner, 
<Answering machine>

31) http://www.iloveautomata.co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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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 연구

나의 연구에서 가장 중점이 되었던 것은 ‘과연 이 작품이 어떻게 재미를 유

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유희적 혹은 장난감적인 요소를 가지면서도

공예작업의 견고함은 물론 기능적 역할까지 염두 하여야 했기에 쉽지만은 않

은 도전이었다. ‘움직임’에 있어서 특히 그러했는데 가변성을 가지는 것이 유

희적 반응을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긴 했으나 많은 기술적

경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작들은 연구의 필요와 관

점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다른 유희적 특징을 갖는 결과물로, 형태와 메커니즘

(mechanism)의 구성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향후 작업에 대한 폭넓은 발전가능

성을 열어 두고자 하였다. 또한 작업의 대상을 대부분 친숙하고 일상적인 것

으로 선택하여 작품과 관객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 하고 유희적 소통

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 작품 앞에서 관객은 작품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뛰어든다. 유희가 갖는 힘은 엄숙함과 진지함을 허물고

발가벗은 어린아이가 물장구치듯이 여유롭게 작품 안에서 유영하게 만드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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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ter Based Kinetic Object

이 작품은 키네틱 아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진행한 초반의 작품으로 에

너지와 동력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자연계의

존재하는 수많은 에너지들은 나름대로의 형태와 쓰임새를 지니지만 너무도 무

심히 순환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디

론가 흘러가버려 소멸되어 버리는 에너지는 사실 열역학 제 1법칙(First Law

of Thermodynamics)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에너지도 새로 만들어

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우주의 생성부터 존재하는 정해진 양 안에서 끊임

없이 변화할 뿐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바꾸는 매개체 역할을 대신할 뿐인 것

이다. 발전(發電)이라는, 오늘날 인간에게 유용한 발명이 나타나게 된 것은 최

근이지만 자연에 산재하는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고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 필수적인 생존 방식이다.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가변성을 발견하고 갖가지 도구와 장치 등을 통해 보다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는 스팀펑크(steampunk)의 요소와 분위기를 참고하였

다. 스팀펑크란, 1980년대 가상현실, 사이보그와 같은 전자·정보 기술의 영향

으로 변모되는 미래를 묘사한 소설장르인 사이버펑크(cyberpunk)에서 사이버

(cyber) 대신 증기기관의 증기(steam)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이다. 산업 시대

초기, 증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 대한 고찰과 상상을 표현한 SF소설

의 하위장르이나 그 독특한 분위기와 형태는 오늘날까지 게임, 영화, 애니메이

션, 의복, 건축 그리고 순수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2) 증기기관, 톱니바퀴, 태엽 등으로 대표되는 스팀펑크

의 이미지는 기계공학 초기의 어딘가 어설프지만 정교하고, 낡아보이지만 아

름다우며, 밝아보이지만 우울한 모습이다. 산업혁명 초기의 낭만과 기계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공존하는 것이다.

32) 위키백과, 「스팀펑크(steamp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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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작품 1>의 움직임 [작품 1] <작품 1>의 구조

작업의 메커니즘(mechanism)은 몸체 내부에 물을 채우고 중심축을 이용해

몸체를 기울여 밖으로 연결된 주둥이를 통해 물을 밖으로 쏟아내면, 내부의

기어들이 수력(水力)에 의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다. 기어부의 작동을 위해

수력발전을 위해 쓰이는 터빈의 형태를 응용하여 주둥이 내부에 설치하고 여

기에 축을 연결하여 중심부의 기어뭉치에 동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몸체는 해머링 기법과 용접에 의한 결합으로 제작하였으며 물이 쏟아지지 않

도록 주둥이 부분을 위쪽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배수하기 위해 주둥이를 기울

인 몸체가 자동적으로 처음 형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외곽하부에 용수철을

설치하여 받침대 부분에 고정하였다. 또한 닫힌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가 어두

우므로 뚜껑부분에 LED를 설치하고 전면부에 볼록렌즈를 결합하여 내부구조

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였다. 원활한 터빈의 작동을 위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 10L정도가 한꺼번에 채워진다. 이 무게를 몸체 중앙 후면에 있는

하나의 연결부만으로 견디어야하기 때문에 지름 12mm의 철제 환봉을 단조하

여 몸체 고정하고 지면에 세울 수 있도록 바닥에 3개의 접점을 적절한 간격으

로 배치하였다. 적동으로 이루어진 몸체는 유화가리 착색기법으로 앤티크한

느낌을 주고고 철 부분은 오일 착색을 통해 견고함과 무게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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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Water Based Kinetic Object, 적동, 철, 300×300×6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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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딱따구리 조명 Ⅰ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발견한 자연계의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

가 바로 동물의 능력이다. 시속 100km로 질주할 수 있는 치타, 3미터를 점프

할 수 있는 캥거루 등 동물의 운동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특히 야생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행동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숨어있다. 딱따

구리는 마치 정같은 뾰족한 부리로 초당 10∼ 20번의 속도로 하루 평균 1만

2000번 나무를 쫀다. 이는 중력가속도의 1000배에 해당하는 충격으로 인간은

10분의 1의 충격만으로도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33) 딱따구리가 이러한 충

격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을 정도로 풀리지 않는 자연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손바닥 만한 작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은 어린 시절 우리가

동경하였던 영웅이나 초인적 존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작품은 딱따구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충족시킴으

로써 대리만족을 얻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재미있는 현상의 재현에 따른 유희

적인 즐거움을 준다. 또한 딱따구리가 전구를 켜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에너

지를 인간에게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였다.

[작품 2] <작품 2>의 작동모습 

33) 「하루 1만 2천번 ’헤딩’ 딱따구리 짝짝이 부리로 충격 이긴다」, 한겨레신문,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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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작품 2>의 구조

작품의 메커니즘은 작품 하부에 돌출된 지판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딱따구리

가 조명의 스위치를 부리로 쪼아 전구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

태는 딱딱한 기계적인 비례와 디테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

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바꾼 것을 의미한다. 나무형태의

몸통은 마치 철판을 리벳(rivet)하여 이어붙인 듯 조각(engraving)하여 표현하

고, 딱따구리는 장난감 로봇처럼 단단하게 묘사하였다. 딱따구리가 스위치를

켜고 끄게 하기 위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두 번 이용하였는데 하부의 ‘ㄴ’자로

꺾인 지판을 아래로 누르면 첫 번째 지렛대가 딱따구리의 밑 부분을 들어 올

리고 나무부분에 견고하게 매달린 발을 중간점으로 이용한 두 번째 지렛대가

머리를 앞으로 이동시켜 부리 앞에 위치한 누름식스위치를 꾹 누르게 된다.

또한 무게가 누르는 쪽으로 쏠릴 것을 고려하여 작품 내부에 비중(比重)이 높

은 황동으로 된 무게추를 삽입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적동으로 이루어진 부분

은 유화가리 착색을 통해 차분한 느낌을 주었고, 딱따구리는 옻칠하여 주제성

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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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딱따구리 조명 Ⅰ, 적동, 황동, 옻칠, 200×110×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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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딱따구리 조명 Ⅱ

딱따구리를 이용한 두 번째 작품은 화분에서 자라나 있는 식물형태의 전등에

딱따구리가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는 보다 유희적인 효과를 위한 비현실적

상황의 연출과 동시에 다양한 색채와 윤곽의 활용으로 보다 시각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이다. 작동원리는 줄에 연결된 도토리를 밑으로 잡아당기면 도르래

를 거쳐 지렛대의 원리로 딱따구리가 부리 앞에 놓인 스위치를 터치하는 방식

이다. 스위치는 전작의 누름식이 아닌 터치방식을 이용하였는데 작품에 가해

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터

치부분에는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사람의 손(도체)이 닿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 전원이 작동하게 된다. 이는 손으로 다

른 금속을 쥐고 접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도토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 황동줄을 통해 적동으로 만든 딱따구리의 부리까지 전류가

전달된다.

[작품 3] <작품 3>의 움직임 

화분형태의 하부구조는 작품전체의 안정된 무게를 제공하기 위해 알루미늄

덩어리를 선반가공하였고 줄기모양은 황동 및 철 파이프를 밴딩(bending) 성

형하였으며 딱따구리는 적동을 프레스기법으로 제작하여 볼륨감을 주었다. 또

한 에노다이징(anodizing), 니로, 옻칠, 자동차 도장 등의 여러 착색기법을 시

도하여 작품 전체에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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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딱따구리 조명 Ⅱ, 적동, 황동, 알루미늄, 철, 500×300×750mm



37

4. 아기새 저금통

자연의 유희적 현상에 주목하면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어린 동물들의

행동이다. 이들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부모 행동의 모방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방법을 스스로 배워 간다. 성인 개체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곧바로 위험에 직

면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 개체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가진 최선의 생존법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일이며 그

럼으로써 보다 건강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 아기새를 예를 들면, 한 둥지

안에 있는 여러 마리의 새끼들은 어떻게든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기 위

해 눈도 뜨지 못한 채 몸부림친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입을 더욱더

크게 벌려 어미새의 눈에 더 잘 띄는 일뿐이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새끼지만 매우 치열하게 경쟁한다. 인간의 삶이 마찬가지로 생존에

만 목적이 있다면 오늘날처럼 번영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

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즐거움을 통한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아기새가 먹이를 찾듯 인간이 갈망하는 유희적 욕구를 해소하

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작품 4>의 움직임

작품의 형태적 의도는 눈도 뜨지 못한 아기새가 입을 벌린 채 고개를 치켜들

고 먹이를 갈구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비례는 갓 태어난 새끼

처럼 머리가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작동원리는 사용자가 새의 부리에



38

있는 홈에 동전을 맞추어 집어넣으면 부리가 닫히며 동전이 지그재그 모양의

목부분을 지나 몸통부분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이 작품에서는 중력 외에는 다

른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부리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을 세심하게

고안해야 했다. 이 부분에는 시소(seesaw)의 원리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위해

동전의 이동에 따른 투입부(a)와 출구부(b)의 무게차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작

업이 필요하였다. 최초의 상태는 부리가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a>b의 무게차를 지니지만 동전을 굴려 내리기위해 경사를 출구부

쪽으로 기울여 설정하였다. 동전(c)이 굴러 출구부 끝으로 이동하게 되면 무게

차는 a<b+c가 되기 때문에(따라서 c>a-b이어야 한다) 시소가 기울게 되고 목

부분의 입구로 동전이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작품 4] <작품 4>의 구조 

지그재그 모양의 목은 몸통 쪽으로 향하는 동전이 굴러가는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제작하였다. 몸통은 다이포밍 기법으로 볼륨감을 주어 동

전이 저장될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황동으로 제작된 부리와 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백동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는 동전에 의해 지속적인 충격을 받는

몸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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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아기새 저금통, 백동, 황동, 150×50×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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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린 조명

아프리카 초원의 가장 흥미로운 동물 중 하나는 바로 기린이다. 수컷의 경우

5.5m까지 성장하는 기린은 육상에서 가장 키가 큰 포유류이다. 기린의 큰 키

의 상당부분은 목이다. 3.5m 길이의 목을 통해 머리로 혈액을 공급하기 심장

의 크기는 60cm가 넘으며 보통 동물보다 두 배 이상 혈압이 높다. 기린의 기

다란 목은 물을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굽힐 일이 거의 없다. 예민한 시각과

후각, 청각을 이용해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잠도

선채로 잔다. 하지만 맹수의 위협이 없는 동물원의 기린은 야생 기린과는 달

리 목을 아래로 굽히고 잠을 자기도 한다. <작품5>에서는 이러한 기린의 형

태와 습성을 작업에 응용하였다.

[작품 5] <작품 5>의 구조 

작업의 메커니즘은 두 개의 톱니바퀴와 한 개의 기다란 톱니를 이용하여 손

잡이를 돌리면 기다란 톱니가 위로 올라가면서 조명이 켜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간 톱니부분에 다이얼방식의 조광기를 결합하였다. 조명이 꺼져있을

때의 모양은 마치 기린이 목을 아래로 내리고 잠을 자는 모양새이나 손잡이를

돌리면 기린이 잠에서 깬 듯 목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조명이 점차적으로 밝아

진다. 목은 가늘면서 전구부의 무게를 지지하고 움직임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

기 위해 톱니바퀴와 같이 스테인레스스틸로 제작하였다. 또한 몸통과 바닥은

두께 4mm 이상의 황동으로 제작하여 형태의 견고함과 안정된 무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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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기린 조명, 황동, 스테인레스스틸, 호두나무, 240×110×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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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ush-Push Cruet Set

전통적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식탁은 대개 엄숙한 문화공간이다. 식사예절을

보고 사람, 나아가 집안의 됨됨이를 평가하기도 한다. 음식을 한가득 입에 물

고 말해서도, 후루룩 소리 내며 국물을 마셔서도,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셔 목

에서 꿀꺽하는 소리가 나서도, 음식을 쩝쩝대며 씹어서도 안 된다. 또한 수저

를 소리 나게 왈칵 내려놓으면 안 되고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도 안 된다.34) 물론 이런 것은 음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아

름다운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정숙함과 평온함을 주지만 식사의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다. 식탁이라는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화목한 문화공간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춘다

면 식탁위에 얼마든지 즐거운 요소들을 더해 보다 행복한 식사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놀이적 요소를 가진 테이블웨어를 제작함으

로써 재미있고 즐거운 식문화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액체류의 소스를 담는 하부의 기(器) 부분과 담긴 액체를 외부로

방출시키기 위해 실리콘으로 제작한 상부로 이루어진다. 식용색소로 염색한

실리콘 상부를 누르면 하부에 압력이 가해지고 액체가 밖으로 방출되는데 이

때 상부와 하부의 경계에 소리가 나는 작은 피리가 장치되어 재미난 소리를

낸다. 마치 누르면 소리가 나는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여 아

이들의 놀이터를 식탁으로 옮겨온 듯한 인상을 준다. 유희는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에서 최대로 발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한 식탁의 틀을 깰 수 있

는 직접적이면서 상징적인 방법으로 장난감의 요소를 착안한 것이다. 엄숙한

재료인 은과 상업적이고 현대적인 재료인 실리콘의 매치를 통해 전통과 유희

의 결합 혹은 실험적 어우러짐을 시도하였다. 또한 소스를 뿌리는 일반적 행

동에 예상치 못한 소리라는 유희적 상황을 보태 즐거움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 정적을 깨는 작은 경적은 일상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유희적 즐거움을 흔

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34) 「韓食(한식)의 올바른 食事(식사)예절」, 경향신문, 198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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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Push-Push Cruet Set, 정은, 실리콘, 40×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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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Choco Dribbler

즐거운 식문화에 대한 다른 작업이다. 작품의 배경은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파티(party)공간이다. 파티는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전제되어 있고 웃음과 행복

이 피어나는 긍정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유희적 활동으로서 파티는 비일상적

이고 더러는 일탈적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갖가지 특별하고 풍성한 먹을거리는 사람들에게 화제를 제공하

기도 하고 보고 맛보는 즐거움으로 파티의 목적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파티에

사용되는 용기 또한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 색감 등을 가지는데,

분위기에 맞게 화려하거나 우아한, 또는 독특한 모습을 갖는다. 특징 없는 평

범한 용기는 파티에서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외면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든 즐길 거리가 가득한 파티는 참석자들의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즐길 거리의 일부로서 파티 한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작품 7] <작품 7>의 움직임 [작품 7] <작품 7>의 구조

작품의 작동구조는 중간부분의 손잡이를 돌리면 부채꼴 모양의 용기에 담긴

알갱이류의 초콜릿이 손잡이 맞은편에 있는 미끄럼틀 모양의 출구를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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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배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루미늄을 깎아 만든 중간 구모양의 공간

에 나선형의 스크류를 장치하여 손잡이의 회전에 따른 초콜릿의 수평이송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어릴 적 문방구나 슈퍼 앞에 있던, 동전을 넣고 돌리면

사탕이 나오던 사탕자판기의 원리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한, 재미있었던

유희적 경험을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품을 통해 추억하게 함과 동시에 손

대지 않고 덜어먹는 편리함을 주고자 하였다. 외부는 옻칠과 에노다이징으로

색상을 다양하게 입히고 무늬를 넣어 파티의 화려함에 어울리도록 연출하였으

며 초콜릿이 담기는 내부와 나오는 출구 또한 옻칠하여 화학적 도료에 의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였다. 손잡이 부분은 체리나무로 제작하

여 금속의 차가운 촉감을 방지하고 작동감을 높였으며 하부는 알루미늄 덩어

리를 선반 가공하여 안정된 무게로 인해 작동 시 기물이 크게 흔들지 않도록

하였다.



46

[작품 7] The Choco Dribbler, 알루미늄, 황동, 옻칠, 체리나무, 300×170×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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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4.. 3.. 2.. 1..

일반적으로 초가 연소될 때 불꽃의 온도는 섭씨 1000℃까지 올라간다. 전구

가 빛을 대신 하기 전에 초는 작은 방을 밝힐 뿐 아니라 차주전자의 물을 따

뜻하게 유지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양초의 파라핀은 탄화수소(CH)로

이루어져있는데 연소하면 산소(O)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CO₂)와 물(H₂O)을

만들어내고 고온의 불꽃을 발산한다. 조용히 타고 있는듯한 촛불은 사실 복잡

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 활발히 에너지 변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의 힘에 주목한 유희적 형태의 사물을 제작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를 넘어 우주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요즘, 우주

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모습이 각종 매체에 자주 소개된다. 로켓 발사를 위해

점화가 시작되면 대지를 뒤흔드는 진동과 엄청난 굉음이 울려퍼지며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모험이 시작된다. 이 광경을 작품을 통해 유

희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차를 데우기 위한 주전자와 워머 세트는 이러

한 풍경을 유머러스하게 재현한다. 초의 불꽃은 로켓을 추진시키기 위한 거대

한 연소의 과정을 상징하며 워머의 형태는 로켓이 내뿜는 자욱한 연기를 표현

한다. 주전자는 사용자의 손에 의해 로켓처럼 하늘로 도약하여 차를 따르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통의 차를 데우고 따르는 일반적 행위에 유희적 상황을

설정하고 만화적인 형태를 부가하여 마치 사용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듯

한 기분이 들도록 의도하였다.

[작품 8] <작품 8>의 사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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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5..4..3..2..1..,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레스스틸, 체리나무, 
270×270×29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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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전하는 동주전자

각박하다고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쫓기듯 살아간다.

일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육아에 쫓기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차

한 잔의 여유란 달콤한 휴식이자 마음의 안식이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활력

충전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도심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카

페들이 현대인들에게 삶의 부담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라고 손짓한

다. 이처럼 차를 마시는 시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짧은 시간을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다. 작품을 통해 차를 마시는 동안

유희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초가 연소할 때 데워진 촛불 주변의 공기는 상승하고 식어지면 다시 하강하

는 대류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중에 이를 응용한 캔들홀더가 있는데 프로펠

러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함석판을 초의 위쪽에 배치하여 상승하는 기류

에 의해 회전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환하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마치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신기한

재미를 유발한다. 이를 작품에 응용하여 <작품 9>을 제작하였다.

[작품 9] <작품 9>의 구조 [작품 9] <작품 9>의 움직임

이 작품에서 워머는 워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뚜껑 상단에 있는

티타늄으로 제작된 가벼운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일종의 동력전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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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현상에 의해 회전하는 캔들홀더와 마찬가지로 워머에서 데워진 공기는 주

전자 바닥을 관통한 파이프를 통해 수직 상승하여 뚜껑의 프로펠러를 돌린다.

차를 마시는 동안 천천히 돌아가는 프로펠러는 유희적 재미를 유발하여 하나

의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 작품은 차를 따르는 기능에 추가된 유희적 기능

때문에 독특한 형태를 취하는데, 뚜껑부는 원활한 대류를 위해 높게 제작되었

으며 사방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창을 내었다. 또한 내부에는 알루미늄으로 제

작된 차거름망을 탈착식으로 제작하여 차주전자로서의 활용성을 높였고 손잡

이는 호두나무를 성형하여 부착하였다. 워머는 알루미늄을 선반 가공한 후 전

면부를 절단 및 개방하여 통기성을 높였으며 마찬가지로 주전자의 굽 둘레에

구멍을 내어 초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충분히 수급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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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회전하는 동주전자, 적동, 알루미늄, 황동, 티타늄, 호두나무, 
200×150×280mm 



52

Ⅴ. 결론

이 연구는 ‘모든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는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한 것

이다. 나의 작업 목표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재미있는 형태와 기능을 가진

사물을 통해 유희를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유희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유희란 무엇인지 개인과 사

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한 하위징아는 그의

책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명하게 주장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유희하는 활동, 즉 놀이를 통해 문화와 사회의 모든

측면들이 생겨나고 발전한다고 말한다. 놀이정신을 잃어버린 현대사회를 우려

하며 그러한 놀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즐길 수 있다. 긍정

의 마음가짐은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제공한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개성을 중요시하

는 현재의 문화에서 유희는 더 이상 사치나 시간낭비가 아닌 현대인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웃는 동물(animal

ridens)”로 규정한 것처럼 즐거운 웃음이야 말로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시켜

주는 주요한 특질이다. 웃음과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적 삶 속에서야말로 인간

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초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재료를 탐색하고 배우는 일은 어찌 보면 놀이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

다. 나는 작업을 하면서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놀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만들

기도 하면서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펼쳐

지는 곳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일종의 거대한 원형경기장과 같

다. 도전에 대한 보상은 장애물이 높을수록 가치 있고 보다 나은 성취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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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항상 실험이 필요하고 실패가 뒤따랐다. 유희가

갖는 힘은 이러한 과정조차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준다. 작품을 통해 내가 즐겁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

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보상이 있을까.

따라서 나의 유희적 작품은 작가적 소명의식을 통한 각박한 현대사회의 치유

를 표현한 것이며 인간 본연에 잠재되어 있는 유희성을 발현하기 위한 도구적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놀이를 통해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놀이하

는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드러내는 일은 화창한 봄날의 나들이를 나온 것처럼

즐겁고도 따스하다. 작가의 작품은 유희적 언어로 제작되며 관객은 사물을 호

기심 어린 눈으로 살피고 다루는 놀이를 통해 작가와 유희적으로 소통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이 지향하는 바는 유희하는 인간에 의해, 유희하는 인간을

위한 사물을 제작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를 구현함에

있다. 우리는 놀이 속에서 문화를 꽃피운 호모루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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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talworks

with Playful Form

and Movement

Sung, Kibaek

Major in Metalsmith

Faculty of Crafts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Paik, Kyung Cha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for busy people today to find fun in

daily life through playful elements. It is often considered unfamiliar and a

waste to seek value in play in our hustling daily lives working for

economic growth. However recently, many kidults who find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childlike activities are increasing and day by day various

media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humor and laughter. This can be

seen as voluntary acceptance for demand of play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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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lay is an important basic quality that man has, man understands the

relationship with the material world and develops thought and culture. The

original form of hunting and all sorts of rituals in primitive ages were

play. Historian Johan Huizinga clarifies in his book, Homo Ludens, that

play is not simply monopolized to child’s possession or noble upper-class

hobby but an act which gives man various social perspectives.

An example of a representative object of play would be toys. Since a toy

is normally handled by a child, it fulfills its function as an instrumental

object as play in pure form. Likewise, since craft explores materials and is

directly handled, it can be seen as play; however, not all craftworks are

considered play. Contemporary craftworks with playful elements hav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playful form and movement. These works have

personified or exaggerated form like toys and hold artistic narratives or

meticulous and complicated movements.

By applying elements of playful form and movement in easily found

lightings and daily objects like tableware in daily life, I have intended for

people to experience play much closer. Depending on the objective and

function of all 9 works, each has various forms and mechanisms and hold

distinct motives and narratives. Work 1 is an object that utilize water

power, Work 2,3,4,5 are lightings and vessels that are inspired from

animals, Work 6,7,8,9 are tableware pieces that have playful use.

Considering play itself is a purpose and a fun act, it provides life energy

and satisfaction. Therefore through these works that play, I try to propose

methods in which people today can realize the value of man who plays

and ultimately lead a happy life.

Keywords : Play, Homo Ludens, Toy, Movement

Student Number : 201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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