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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평면적 유닛의 적층을 통한 입체적 형태 구성에 대한 연구

이다. 적층은 복수의 유닛을 전제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평면적인 개

체들을 쌓아 입체 구조를 만드는 조형 방법을 ‘면재 적층 기법’으로 명

명하고자 한다. 

 수평의 면이 적층된 상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연스럽

고 보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2차원 평면이 집적하여 3차원 입체가 

되는 면재 적층 기법은 어떤 소재를 어떻게 쌓는지에 대한 작가의 의

도가 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유닛의 형태, 적층 방식, 적층

의 의도에 따라 완성된 입체적 형태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작품 사례를 통해 면재 적층 기법에서 볼 수 있는 시각

적인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유닛이 반복 혹은 점이

의 효과를 내며 적층된다는 것, 둘째, 적층된 유닛은 단일 개체로 분리

되어 보이지 않고 통합적인 형태로 먼저 인지된다는 것, 셋째, 시점에 

따라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는 복합적인 시각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면과 면 사이에 간극 공간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이 중 유닛의 반복과 간극 공간의 생성은 모든 면재 적층 기물에 동

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라 생각하였고, 따라서 통합적으로 형태를 인지

하는 심리적 특성에 의한 입체적인 형태감, 점이에 의한 리듬감의 형

성, 복합적인 시각 경험에 더 집중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효율적인 수납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적층’이라는 기법을 

통해 2차원의 평면적인 유닛들을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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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특한 조형 방식을 발견하며 도자 작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어 : 면재 적층 기법, 유닛, 적층, 간극 공간, 입체, 조형

학  번 : 2011-23555



- iii -

목    차

국 문 초 록 ···································································· ⅰ

표  목  록 ··································································· ⅴ

도 판 목 록 ···································································· ⅴ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제 2 장. 본론 ·································································· 5

  제 1 절. 면재 적층 기법 ····································································· 5

        1-1. 적층 유닛의 형태 ····························································· 7

        1-2. 적층 방식 ·········································································· 9

        1-3. 적층 의도 ········································································ 11

  제 2 절. 평면 요소의 반복적 쌓기를 통한 입체적 형태 구성의 특징 

····················································································································· 14

        2-1. 반복과 점이 ···································································· 14

            1) 통일성 ·········································································· 17

            2) 리듬감 ·········································································· 18

        2-2. 통합적 형태 인지 ·························································· 22



- iv -

        2-3.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는 복합적인 시각 경험 ·········· 27

        2-4. 간극 공간 ········································································ 31

            1) 그림자의 깊이 ····························································· 33

            2) 두 개의 윤곽 ······························································ 34

            3) 숨겨진 색 ···································································· 37

 

  제 3 절. 연구 작품 ············································································· 39

        3-1. 작품 제작 및 기법 ························································ 39

        3-2. 작품 사진 및 설명 ························································ 44

            ➀ 외부의 윤곽 변화 ······················································ 46

            ➁ 내부의 윤곽 변화 ······················································ 63

            ➂ 전체 명도 그라데이션 ··············································· 68

            ➃ 하부 색 그라데이션 ··················································· 73

            ➄ 두께 이용 및 적층 각도 변화 ································· 87

제 3 장. 결론 ································································ 95

참고문헌 ········································································· 97

Abstract ·········································································· 99



- v -

표   목   차

[표 1] 게슈탈트 이론 ············································································· 23

[표 2] 수축률에 따른 크기 설정 ·························································· 41

[표 3] 개별 유닛의 사이즈 ···································································· 42

[표 4] 작업 분류표 ················································································· 45

[표 5] 안료 포함률에 따른 명도 변화 ················································ 69

그 림  목 차

[도판 1] 김덕호의 작업 ············································································ 3

[도판 2] 김덕호의 작업 ············································································ 3

[도판 3] 퇴적된 지층 ··············································································· 5

[도판 4] Phyllida Barlow의 작업 ··························································· 7

[도판 5] Michelangelo Pistoletto의 작업 ············································· 7

[도판 6] 박종진의 작업 ············································································ 7

[도판 7] Paolo Icaro의 작업 ·································································· 8

[도판 8] Tony Cragg의 작업 ································································· 8

[도판 9] James Nizam의 작업 ······························································· 8

[도판 10] Richard Shilling의 작업 ······················································ 10

[도판 11] Lynne Ymaguchi의 작업 ···················································· 10

[도판 12] 미국 LA에 위치한 Capitol Records Tower ···················· 10



- vi -

[도판 13] David Nash의 작업 ····························································· 10

[도판 14] Kimi Nii의 작업 ··································································· 10

[도판 15] Christoph Finkel의 작업 ····················································· 10

[도판 16] Iamsrook의 작업 ·································································· 11

[도판 17] Tamar Kvesitadze의 작업 ··················································· 11

[도판 18] 박찬걸의 작업 ······································································· 11

[도판 19] David Reed Smith의 작업 ················································· 11

[도판 20] Sidney Hutter의 작업 ·························································· 11

[도판 21] 박찬걸의 작업 ······································································· 11

[도판 22] David Nash의 작업 ····························································· 12

[도판 23] Andy Goldsworthy의 작업 ················································· 12

[도판 24] Antonia Salmon의 작업 ······················································ 12

[도판 25] Matthias Kaiser의 작업 ······················································ 15

[도판 26] Björn Braun의 작업 ····························································· 15

[도판 27] 호주에 위치한 The Wave 빌딩 ········································· 15

[도판 28] Blohmgumm의 Multifunctional Dishes System ············· 16

[도판 29] 김진의의 작업 ······································································· 16

[도판 30] Michael Cleff의 작업 ·························································· 18

[도판 31] Ian McDonald의 작업 ························································ 18

[도판 32] Donald Judd의 작업 ··························································· 18

[도판 33] Derick Melander의 작업 ···················································· 20

[도판 34] Christoph Finkel의 작업 ····················································· 20

[도판 35] Sandra Davolio의 작업 ······················································· 20

[도판 36] Sandra Davolio의 작업 ······················································· 20



- vii -

[도판 37] Ilene Ferber의 작업 ····························································· 24

[도판 38] Susan Hall Thompson의 작업 ·········································· 24

[도판 39] MC-Escher의 작업 ······························································ 25

[도판 40] Sukhi Barber의 작업 ··························································· 25

[도판 41] Sidney Hutter의 작업 ·························································· 25

[도판 42] 시점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 ····································· 27

[도판 43] Naom Gabo의 작업 ···························································· 28

[도판 44] Nicholas-Lees의 작업 ························································· 29

[도판 45] Gijs Van Vaerenbergh의 See-Through Church ············ 29

[도판 46] Adele Outteridge의 작업 ···················································· 31

[도판 47] Navid Nuur의 작업 ····························································· 31

[도판 48] Mingshuo Zhang의 작업 ···················································· 31

[도판 49] 시점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위치 ······················ 33

[도판 50] 간극 공간의 깊이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명도 ········ 33

[도판 51] Marcello Pozzi의 작업 ························································ 34

[도판 52] Timothy Nicholas Stokes의 작업 ····································· 34

[도판 53] Sandra Davolio의 작업 ······················································· 35

[도판 54] Sidney Hutter의 작업 ·························································· 35

[도판 55] 디자인 스튜디오 Oooms의 Schizo vases의 작업 ··········· 35

[도판 56] Timothy Nicholas Stokes의 작업 ····································· 36

[도판 57] Henri Gröll의 작업 ······························································ 36

[도판 58] Sandra Davolio의 작업 ······················································· 36

[도판 59] Emmanuelle Moureaux의 작업 ········································· 37

[도판 60] Donald Judd의 작업 ··························································· 37



- viii -

[도판 61] 유약에 의해 입혀진 그림자의 색 ······································· 38

[도판 62] 면의 너비가 달라도 높이는 같은 유닛들 ························· 40

[도판 63] 각 유닛의 맞물림 구조 ························································ 40

[도판 64] 다이아몬드 사포와 마타도르 사포 ····································· 43

[도판 65] 유약 첨가율에 따른 색 차이 ·············································· 73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이 연구는 반복되어 쌓인 접시가 보여주는 형태적 조형성에 흥미를 느껴 시작

되었다. 식기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그릇들에서 독특

한 시각적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크기나 유사한 형태의 

그릇을 쌓았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었다.

 ‘적층’은 어떠한 요소를 층층이 쌓아올린다는 뜻으로, 적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복수의 형태적인 요소, 즉 유닛(unit)의 집합을 전제로 한다. 유닛의 조합을 사용

한 경우는 벽돌이나 블록 쌓기를 비롯하여 태고부터 존재해왔으며, 현대에는 공

장생산 등 생산방식의 발달로 인해 종류나 방법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해졌다.1) 

연구자는 유닛 중에서도 평면적인 조형요소라 할 수 있는 ‘면재’를 적층하여 만

들어지는 형태에 집중하였다.  

 감각적인 요소가 강한 일반적인 입체조형과 달리, 적층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

진 조형물에는 겹쳐서 쌓아올리는 방식에 작가의 강한 논리가 적용된다. 작가가 

의도한 일련의 법칙과 순서는 작품을 지탱하는 주된 요소가 되며, 동시에 감상

자에게 수리적인 질서와 논리성을 포함하는 미적인 인상을 준다. 즉, 적층에 의

한 조형은 ‘감성’과 ‘사고’의 접목으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2)

 연구자는 평면적 유닛이 쌓여 입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면재 적층 기법에 대

해 알아보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

1)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56.
2)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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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다른 작품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이를 특징

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하고, 연구자의 작업에 각각의 특징을 담는 방식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효율적인 수납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적층’이라는 기법

을 통해 2차원의 평면적인 유닛들을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독

특한 조형 방식을 발견하며 도자 작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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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그릇을 쌓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세트로 구성된 식기들

을 차례로 포개서 보관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같은 크

기의 식기를 쌓아올리는 경우이다. 두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도판 1~2]

 [도판 1]은 모양은 비슷하나 크기가 다양한 식기를 수납하기에 용이한 방법으

로, 큰 사이즈의 식기의 안쪽에 그보다 더 작은 식기가 차례로 포개지기에 많은 

양의 그릇을 쌓아도 높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평적인 성격의 수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도판 2]의 경우는 같은 모양과 크기의 식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경우로, 쌓이는 그릇의 수에 비례하여 전체 높이 역시 계속해서 높

아지므로 수직적인 성격이 짙다.

 연구자는 이 중에서도 [도판 1]과 같이 하나의 개체 안에 다른 개체가 포개어

지는 경우가 아니라 [도판 2]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개체들을 차곡차곡 위로 

쌓아 올리는 경우에 더 집중하였다. 그리고 평면적인 개체들을 쌓아 입체 구조

를 만드는 조형 방법을 ‘면재 적층 기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적층의 방식으로 만든 다양한 분야의 작품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이렇게 

수집된 사례를 분류 및 분석하기에 앞서 수집, 분류, 분석의 기준이 되는 몇 가

[도판 2] 김덕호 [도판 1] 김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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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적층되는 단일 개체, 즉 유닛은 평면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면재’여야 

한다.

2. 하나하나 분리 가능한 유닛을 적층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재를 적층하

여 나타나는 효과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라면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한다.

3. 적층이라는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 작가가 의도한 의미나 상징성보다는 작품

의 시각적인 조형미에 더 집중하여 작품을 분류 및 분석한다.

 작품 사례들을 토대로 면재 적층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조형물이 가지는 특징

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연구자의 작업에 적용하였다. 각각의 특징

은 연구자의 작업에 단일한 요소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몇 가지 특징이 동시

에 복합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모든 작업은 백자 소지를 사용하고 물레성형과 

굽깎기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1280도에 소성하는 것을 공통 조건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➀면재 적층 기법에 대한 분석, ➁면재 적층 기법을 사용한 

다양한 사례 분류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특징 분석, ➂면재 적층 기법을 활용한 

작업의 전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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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면재 적층 기법

 평면 조형은 점, 선, 면의 조형요소를 사용하지만 입체 조형은 선재, 면재, 괴재

를 이용하여 구성된다. 점이 연속되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되면 면이 되는 순환

구조와 마찬가지로, 괴재를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시키면 선재가 되고 선재가 평

행으로 병립되면 면재가 되며, 면재가 두꺼운 쪽으로 누적이 되면 괴재로 돌아

가는 순환관계가 된다.3) 

 이 중에서도 면재, 즉 판 형태로 이루어진 입체 조형은 사용된 고형판재의 물

질 및 형상적 특징, 또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입체와 공간에 대한 연출에 따

라 매우 다양한 시각적 흥미를 제공한다.4) 

3) 김영애, 『조형실습』, 서우, 2004, p.217.
4) 이길순, 「판재적층기법의 입체디자인조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2, p.182.

[도판 3] 퇴적된 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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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재를 겹쳐 쌓아서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2차원 평면이 집적하여 3차원 입체

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행위로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이전에, 

자연 상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양 중 하나이

다. 특히 평평한 것을 위로 쌓아 올라가는 수평적인 적층은 지층, 퇴적암의 조직 

구조, 쌓여있는 낙엽 등 자연 상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도판 3] 

 수평의 면이 적층된 상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아름

답고, 또 극히 보편적인 것인 만큼 그것만으로는 작품이 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형의 기법으로서 적층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포갤까?」, 

「무엇을 포갤까?」, 「포갬으로써 무엇을 만들까?」 등의 의도가 매우 중요해

진다. 또한 「소재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어떠한 형태를 지향할 것인가?」, 

「움직임이나 변화를 첨가할 것인가?」 등 제작 과정 안에서 작가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의도가 요구된다. 즉 동일, 혹은 동류 요소를 단순하게 쌓아 올려서 생기

는 형태의 실루엣에 작가가 더하는 변화와 균형이 작품의 개성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5)

5)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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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닛의 형태

 적층되는 방식이 동일하다 해도 유닛으로 사용되는 면재의 크기와 형태가 완전

히 같은 경우와, 비슷하지만 변화를 지니고 있을 때의 느낌이 매우 다르다.

 

 위의 [도판4~6]을 보면 형태와 너비가 완전히 동일한 크기의 면재들이 수직으

로 쌓여 입체적 형태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유닛을 적

층할 경우 각 유닛으로 사용된 면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괴재가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2차원의 평면이 모여 3차원의 입체가 되는 단순한 순환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지 않은 면재를 쌓아 올리면 전체 형상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 2차원의 평면일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3차원 입

체가 되는 것이다. [도판 7~8]의 경우는 적층되는 유닛의 너비가 점차 줄어들어 

마치 원뿔과 같은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반대로 [도판 9]는 사각형 모양의 

유닛이 위로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있어 뒤집어진 사각뿔의 형

상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판 4]

Phyllida 

Barlow

[도판 5]

Michelangelo Pistoletto

[도판 6]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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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면재를 적층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본인이 의도하

는 바에 따라 유닛의 형태를 정제하고, 쌓는 방식에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 적용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적층과 다르게, 면재를 적

층하는 기법으로 구성된 입체 조형물은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이 가지는 수리적 

질서와 법칙을 강하게 드러내며 논리적 개념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6) 

6) 이길순, 「판재적층기법의 입체디자인조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2, p.183.

[도판 7]

Paolo Icaro

[도판 9] 

James Nizam

[도판 8] 

Tony Cr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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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층 방식

  “‘적층’은 제작의 수법임과 동시에 형의 기본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7) 이다. 

즉,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형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는 말이다. 적층 방식은 크게 첫째, 대칭적 형태가 되는 완전한 균형을 추구하는

가, 둘째, 비대칭적인 실루엣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추구하는가로 나눌 수 

있다.

 헤르만 바일(HermannWeyl,1885-1955)에 따르면 “대칭은 인류가 아주 오랫동

안 질서와 아름다움 및 완벽성을 이해하고 창조하려고 시도해온 개념”이다. 사람

들은 대칭적 균형에 익숙한데, 이것은 우리의 몸이 기본적으로 대칭형이기 때문

이다. 반복적인 대칭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완전한 균형감과 더불어 정적인 느

낌을 줄 수 있다.8) 

 균형은 미적 형식 중 하나로 어떤 것과 다른 것의 대립관계에 있는 시각상의 

힘의 평형의 상태를 말한다. 그 의의는 광범위하나 엄밀하게 물리적, 수학적인 

것만은 아니며 대부분은 심리적 효과상의 문제이므로 통일, 조화, 율동 등의 원

리와 연관이 있고, 특히 비례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9)

 평면의 면재를 대칭을 유지하며 수평적으로 쌓아올리는 형태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적층의 상태보다 훨씬 더 인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도판 10~12]는 

대칭적 균형을 유지하며 면재를 쌓아올려 입체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사례이

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경우, 안정적이고 운동성이 없이 멈춰져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 

7)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264.
8)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80.
9) 이재경, 「한국 현대공예품 형태의 균형에 관한 연구 : 입체적 국전공예작품을 중심으

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198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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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의 사례들과 달리 [도판 13~15]의 작품들은 완벽한 대칭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수직의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쌓이지 않아서, 이 작품들은 자연

의 상태의 적층 구조와 더욱 흡사해 보이며 마치 움직이는 듯하다. 

[도판 13] 

David Nash

[도판 10]

Richard Shilling

[도판 14] 

Kimi Nii

[도판 11]

Lynne Ymaguchi

[도판15]

Christoph Finkel  

[도판 12] 

Capitol Records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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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층 의도

 2차원 평면이 적층되어 3차원 입체가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떠한 입체

를 만드느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면재를 적층한 결과물이 구

상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것인지 혹은 추상적 형태를 추구한 것인지에 따라, 작

가의 의도에 따른 적층 방식을 두 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도판 16]

Iamsrook

[도판 19]

David Reed Smith

[도판 20]

Sidney Hutter

[도판 17]

Tamar Kvesitadze

[도판 18]

박찬걸

[도판 21]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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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16~21]의 작품들은 인체, 동물이나 식물 등의 자연물 혹은 이미 존재하

는 인공물의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 면재 적층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

상은 일반적인 3차원의 괴재로 만들어 양감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제작

된 입체조형물과 면재 적층 기법을 활용한 조형물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

다. 면재 적층 기법을 사용하면 표면의 질감이나 색, 원래의 사물이 가진 성격이 

최대한 생략되고 사물의 실루엣만이 강조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무엇을 만든 것인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면재 적층 기법은 

시각적 즐거움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이미지들과 달리 [도판 22~24]의 작품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재현

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즉, 면재 적층 기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입체 형태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 면재를 적층하는 방식 자체에서 생겨나는 조

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적층’이 형

태를 구성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목적이 된다.

 이 경우에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조형미는 면재가 적층될 때 생겨나는 대칭

적인 균형일수도, 면과 면 사이에 생겨나는 미묘한 음영을 통한 아름다움일수도, 

반복을 통한 통일성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같은 크기와 형태라 하더라도 평

[도판 22] 

David Nash

[도판 23]

Andy Goldsworthy

[도판 24]

Antonia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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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면재를 적층하여 만든 입체적 형태에는 사방이 완전히 닫힌 덩어리, 즉 단

순한 괴재로 존재하는 입체 조형물과는 다른 독특한 조형미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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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평면적 유닛을 적층하여 입체적 형태를 구성한 

작품의 특징

  평면에서도 또한 입체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는 

면재 적층 기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닛의 반복과 점이를 통한 통

일성과 리듬감의 생성, 게슈탈트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통합적인 형태로서의 인

지가 그것이다. 또한 시점에 따라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는 복합적인 시각 경험

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적층되는 면과 면 사이에 생겨나는 간극 공간이 다

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2-1. 반복과 점이 

 반복은 모든 개별적인 구성요소가 한 번 이상 사용될 때 발생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를 둘 이상 배열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패턴의 연속이다. 반복되는 요소로는 색깔이나 

형태, 텍스쳐, 방향, 각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10)

 [도판 25] Matthias kaiser의 화병은 바닥 면이 없는 13개의 유닛을 각각 만들

고 시유한 뒤 적층한 채로 소성하여 하나의 접합된 형태로 만든 작품이다. 이는 

형태와 색, 각도가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로, 반복되는 유닛들은 형태적 

특징과 높이는 유지한 채 너비만 조금씩 작아지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색과 질감 또한 동일하다. [도판 26] Björn Braun의 작품은 색은 조금씩 다르지

만 형태가 동일한 계란판 14개를 적층하여 직육면체 모양의 입체적 형태를 구성

10)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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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이다. 형태와 적층 방향, 각도가 거의 동일하기에 색의 변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도판 27]은 호주에 위치한 The wave라는 고층빌딩의 외벽을 

Christopher Frederick Jones가 촬영한 흑백 사진으로, 부드러운 윤곽을 지닌 판 

형태가 반복해서 켜켜이 쌓여있는 듯이 보인다. 흰 색과 검은 색의 명도가 차례

로 반복되고 있으며 적층된 각도는 동일하나 방향의 변화를 이용하여 마치 물결

이 이는 듯 한 시각적인 효과를 낸다.

 점이는 점차적으로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변이되거나 변화하는 요소들을 연속적

으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닛의 형태는 고정 · 반복된 채 크기만 변하는 

것, 크기가 고정된 채 형태만 변하는 것, 형태와 크기가 동시 변이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비례의 확대나 축소, 넓이 혹은 높이만 개별적으로 변하는 종류의 점

이도 존재한다.11) 색의 채도 혹은 명도가 점차적으로 짙거나 옅어지며 만들어지

는 그라데이션 또한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1) 김미옥, 백숙자,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2000, p.69.

[도판 25] 

Matthias Kaiser

[도판 26] 

Björn Braun

[도판 27] 

The Wave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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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28]의 경우 면의 형태는 원형으로 반복되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변화 과

정을 지닌 접시 세트이다. 유닛의 형태는 고정한 채 크기가 변화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유닛의 크기가 어떠한 비례로 변화하는지에 따

라서 다양한 시각 효과를 만들어낸다. [도판 29]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총 11

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명도가 점점 밝아지는 변이를 보여준다. 형태와 크기가 

고정된 채 색의 채도 혹은 명도의 그라데이션을 이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형태를 가진 기물이라 하여도 변이되는 단계의 수,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의 변화 정도, 변이되는 방향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올 수 있

는 결과물의 경우의 수는 매우 많다.

 면재를 적층하는 작업들은 이러한 반복과 점이를 기본으로 하여 입체적 형태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입체적 형태들은 통일성과 리듬감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도판 28] multifunctional dishes system 
by  Blohmgumm

[도판 29] 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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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성

 통일성이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서 파악되는 성질을 의

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각적 통일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각 요소들 사이

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나 규칙성, 조화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시각적 통일성

을 이루어내는 일은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연관지어주는 어떤 조직화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다 용이해진다.”12) 

 시각적 통일성을 끌어내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반복’이 있다.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새로운 의미의 발생을 만들어낸

다. 동일하거나 혹은 조형적인 유사성이 있는 복수의 요소를 대부분 과감하게 

생략하고 압축해서 미니멀한 단위로 만들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이러한 복수의 요소가 모여서 ‘집합’을 이루는 작품

은 단순한 개개 요소의 총화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표현 효과와 의미를 

겸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요소로는 아무런 의미도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13) 

  통일성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가 부분보다 두드러져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사람들이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 분리시켜 보기 전에 전체적인 것이 먼

저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부분들이 지닌 각각의 의미

가 전체적인 효과에 보탬이 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의 집합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

다는 사실이다.14)

12)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24.
13)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253.
14)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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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감

 반복을 통한 유닛의 되풀이는 통일성과 더불어 리듬을 만든다. 동일하거나 유

사한 요소들의 반복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만들어내고, 질서 정연한 연속감과 운

동감은 리듬감을 전해 준다. 색상이나 텍스처의 리드미컬한 반복으로도 리듬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보통은 형태의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리듬을 생각하게 된

다. 이러한 리듬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규칙적으로 교차하는 

리듬이고, 나머지 하나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리듬이다.

 리듬은 자연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낮과 밤, 조수간만의 변화, 그리고 우주의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일종의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닛

들이 계속해서 교차, 반복됨으로써 규칙적인 결과를 낳는 이와 같은 질서를 교

차하는 리듬 Alternating Rhythm이라고 한다.15)

15)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104.

[도판 31]

Ian McDonald

[도판 32] 

Donald Judd 

[도판 30] 

Michael Cl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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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0]은 밝음과 어두움이, [도판 31]은 큰 것과 작은 것이, [도판 32]는 유

채색과 무채색이 번갈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명도, 크기, 색, 텍스쳐 등의 

조형요소가 번갈아서 반복될 때 생겨나는 규칙적인 질서는 마치 우리의 심장 소

리처럼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만든다. 일정한 박자를 세어주는 메트로놈의 역할을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교차하는 리듬은 유닛의 형태와 성격, 그리고 면과 면 

사이의 간격에 따라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변화할 수 있다. 

 리듬의 또 다른 형태는 진행 또는 점진적인 리듬 Progressive Rhythm이다. 이

는 일관성 있게 점이되는 유닛의 반복을 통해 생겨나는 리듬감을 말한다. 높은 

건물의 계단이나 원근에 의해 멀어지는 건축물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것이 점

진적인 리듬이다. 이런 종류의 리듬 역시 색상, 명도, 텍스처의 변화로 생겨날 

수 있으나, 대개는 형태와 크기가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6) 리듬 중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은 같은 모양의 되풀이인 반복이고, 

거기에 대소강약의 방향성이 있는 변화가 포함되면 그라데이션이 된다.17) 우리

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 혹은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의 순서대로 

물건을 정리한다. 이렇듯 점진적인 리듬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어 있기도 하다.

 적층된 유닛의 크기나 형태가 변화하면 움직임과 방향성이 있는 리듬감이 생겨

난다. 규칙적인 리듬과 마찬가지로 리듬의 크기, 리듬의 간격, 그리고 리듬의 방

향 등을 조절할 수 있다.

 

16)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106.
17)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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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Derick Melander  [도판 34] Christoph Finkel

[도판 36] Sandra Davolio [도판 35] Sandra Dav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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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3]은 명도 단계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그리고 다시 어두움으로 향해 

가는 점이를 통해 리듬감을 보여준다. [도판 34]는 조형물의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록 면재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규칙적인 점이를 보여주고 있다. [도판 35]

는 면재의 크기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하는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만든다. 그리

고 [도판 36]은 적층되는 면재 사이의 간격 너비를 통해 독특한 리듬감을 형성

한다. 

 수평의 면들을 적층하면 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점진적

인 리듬감이 느껴지는 입체적 형태가 구성될 경우에 감상자는 보다 흥미로운 시

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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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통합적 형태 인지

 “우리는 서로 인접해 있는 것들을 보다 큰 하나의 단위 즉 하나의 덩어리로 묶

여보려는 경향이 있다.”18) 이에 관해서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게슈탈트(Gestalt)는 전체로서의 형태,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며, 인간은 어떤 대상을 개별적 부분의 합이 아닌 전체

로 인식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심리학파이다. 게슈탈트 심리학파의 주요 연구 

목적은 인간이 지각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강조점은 

형태의 윤곽이 따로따로 보일 때와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보일 때 왜 다르게 보

이며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각의 윤곽적인 측면을 다

루는 것이다.19)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

18)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24.
19) 김정희, 『게슈탈트 심리학』, 학지사, 2000.
20)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근접의 법칙 
개인이 사물을 인지할 때,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인지한다는 법칙

유동의 법칙 서로 비슷한 것끼리 한데 묶어서 인지한다는 법칙

폐합의 법칙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도 완성

시켜 인지한다는 법칙

대칭의 법칙
대칭의 이미지들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한 그룹

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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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시지각 이론을 통해 인간이 시각적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이미지의 정보를 단순한 형태나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하고, 

부분의 모음으로 통일성이나 시각적인 전체성을 만들려는 경향21)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찰자는 항상 완전하고 전체 형상적인 것 total gestalten, 그리고 

전형태적인 것 configurations 을 추구하며 최대한의 단순성을 찾게 된다.22) 또

한 형태의 윤곽을 부분적인 개체가 아닌 통합된 전체로 볼 때 우리 뇌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이루어진다.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이미지를 특정화된 그룹으로 묶으려하고 이를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해석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적용하여 평면적 이미지 혹은 

입체적 조형을 제작하면 감상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즐거움을 자아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평면적인 면재 형태의 유닛을 적층하는 형식의 작품에는 근접의 법

칙, 유동의 법칙, 폐합의 법칙이 적용되어 보는 사람이 입체적인 형태로 인지하

게 된다.

21)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25.
22)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2006, p.100.

공동 운명의 법칙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묶어서 인식한다는 

법칙

연속의 법칙

어떤 형상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되어 있을 때 

이것이 전체의 고유한 특성이 되어 직선 또는 곡

선을 따라 배열된 하나의 단위로 보이는 법칙

간결성의 법칙
대상을 주어진 조건 하에 최대한 단순하게 인식하

는 법칙

[표 1] 게슈탈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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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7] Ilene Ferber의 작품은 근접의 법칙과 유동의 법칙이 잘 드러나는 경

우로, 가운데에 있는 작은 원통형의 축을 기준으로 원형의 면재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구성이다. 감상자는 자연스럽게 가까이에 있는 비슷한 크기와 형태의 면재

를 그룹지어 더 큰 크기의 원기둥으로 인식하게 된다.

 [도판 38]의 작품은 면재 적층 기법에 의한 작업이 아니지만 같은 원리를 설명

하기에 적합하다. 여러 개의 숟가락이 모여 있으나 감상자는 숟가락 하나하나보

다 가운데에 있는 원형 부분을 모아서 휘어진 면의 형태로 인지하게 된다.

 

[도판 38] Susan Hall Thompson[도판 37]  Ilene Fe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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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미지들은 폐합의 법칙을 이용한 작품으로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지각은 전체적인 형태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도판 40] Sukhi Barber[도판 39] MC-Escher

[도판 41] Sidney H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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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9~40]23)을 보면 전체 형상의 부분이 수평적으로 분할되어 생략되었음

에도 왼쪽은 두 명의 두상임을, 오른쪽은 전신 좌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도

판 41] Sidney Hutter의 작업은 유리판을 적층하여 만든 것으로, 면적이 적은 

면이 규칙적으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윤곽선이 완벽하게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 중간 끊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이 작품을 보는 순간 항

아리의 형태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이와 같이 면재를 적층하여 제작한 작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실제의 형태뿐

만 아니라 감상자의 상상이 포함되어 전체의 형상을 인지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23) [도판 38]과 마찬가지로 면재 적층 기법으로 구성된 작품이 아니지만 폐합의 법칙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사례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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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는 복합적인 시각 경험

 회화와 같이 벽에 걸리는 평면적인 작품은 대개 정면성을 가지고 일정한 각도

에서 바라보게 되지만, 혹여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대략 비슷한 이미지를 전

달받게 된다. 그러나 입체적인 작품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점과 

각도가 바뀌게 되고, 형태와 공간과의 관계 역시 달라짐에 따라 작품이 전달하

는 이미지가 수시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곳에 정지해서 감상하지 

않는 한 3차원 입체 조형물을 바라볼 때의 시각 경험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

다.24)

 

 적층에 의한 표현은 앞서 말했듯이 평면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덩어리로서의 입체는 상, 하, 좌, 우로 보는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 모습이 연속

적으로 변화한다. 그에 반해 적층에 의해 구성된 입체적 형태는 감상자의 시점

이 주로 상-하로 변화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위쪽에서 보면 면적이 있는 평

면의 겹침이 강조되고, 옆에서 보면 복수의 평면이 ‘선’으로 나타나면서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인다. 

 간격을 두고 면재를 쌓으면 이러한 복합적 시각 경험이 더욱 극명해진다. 마치 

2차원과 3차원의 틈새에 있는 것처럼 독특한 시각적 즐거움을 전달한다. 

24)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138.

[도판 42] 시점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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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42~43]을 보면 감상자의 시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옴에 따라 면재를 

적층하여 만든 작품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위에서 바라볼 때에는 평평한 면들의 집적 이미지로 보이던 것이, 시점을 아래

로 내림에 따라서 길이가 다른 선들이 일정한 간격을 사이에 둔 채 중심축을 기

준으로 대칭을 유지하며 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심부에 있는 기둥을 가로지

르는 선들은 이러한 3차원 입체 작품을 마치 2차원 평면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Nicholas-Lees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이다. 

[도판 44] 그는 감상자의 시각을 매우 중시한다고 이야기한다. 빛과 그림자의 경

계에 흥미를 가진 작가는 사물과 감상자의 몸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착시 

현상을 의도하여 작품을 만든다. 그는 기물을 감상할 때 보이거나 이해되는 이

미지는 사물, 공간, 빛, 그리고 감상자의 눈 사이의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

한다.25)

 

25) http://www.tastecontemporarycraft.com/nicholas-lees/

[도판 43] Naom Gabo



- 29 -

 이러한 면재 적층 기법의 특징은 건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판 45] 네덜

란드의 건축가 Gijs Van Vaerenbergh가 디자인한 10미터 높이의 이 교회는 

강철로 만들어진 100개의 층과 200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상자의 시

점에 따라 이 교회는 부피감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다가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26) 시점이 아래로 내려옴에 따

라 면재는 점점 더 얇은 선이 되어 가시성이 흐려지고, 면재를 받치고 있던 

2000개의 기둥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26) http://architecturelab.net/see-through-church-gijs-van-vaerenbergh/

[도판 44] Nicholas-Lees

[도판 45] See-Through Church, Gijs Van Vaerenbe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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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여러 시점과 거리에서 보아야한다. 

그리고 3차원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마음속으로 그 정보들을 종합하여

야 한다.27) 특히 적층에 의한 입체 조형, 그 중에서도 면과 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있는 조형은 2차원의 평면이 모여 3차원의 입체가 되는 경우는 결국 차

원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평면을 적층하여 구성된 

입체적인 형태는 앞, 옆, 아래, 위에서 봄으로써 시점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표

정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27) 하지영, 「면재를 이용한 입체조형 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디자
인·공예 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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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간극 공간 

 사물과 사물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 현상과 현상 사이에 있는 틈을 ‘간극’ 이

라 한다. 그리고 그 틈 사이의 공간을 ‘간극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모양과 모양으로 좁혀진 공간은 집합에 의한 조형 작품에 반드시 존재한다. 좁

혀진 공간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투

명한 공기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틈을 만드는 형태는 가시적이라서 ‘有’라고 한

다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공간은 無‘가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無‘의 

투명한 공기가 아니라 그 ’無‘를 허락하는 틈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28)

 형태와 형태 사이에 끼여 있는 공기가 공간의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들이 서로 가까이 접근해서 배치되어있을 경우에 두 개의 형태에 의해 좁혀

진 공간이 더욱 생생하게 보인다. 대치된 형태끼리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간의 형태가 갖고 있는 효용을 교묘

하게 이용하는 것이 미술가나 디자이너의 중요한 역할이다.29) 

28)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259.
29)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61.

[도판 46]

Adele Outteridge

[도판 47]

Navid Nuur

[도판 48]

Mingshuo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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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사이의 간격은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해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데, 좁은 간

격은 입방체의 느낌을 강하게 해주고 넓은 간격은 양감을 약화시킨다.30) [도판 

46~48]을 비교해보면, 평면적인 유닛을 적층할 때 그 간격의 조밀도에 따라 간

극 공간이 만드는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 평면이 밀도 있게 

적층되어 간극 공간이 좁아질수록 평면의 집합으로 인식되기보다 하나의 커다란 

입체적 형태로 먼저 다가온다.

 모든 평면조형과 입체조형에는 대상과 함께 여백의 공간이 생겨난다. 대상을 

형상 Figure으로, 그리고 여백은 배경 Ground으로 구분한다. 혹은 포지티브 형 

Positive space과 네거티브 형 Negative spac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평면조형과 

입체조형 모두에서 형상과 배경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뚜렷하다. 물론 형상이 초

점이지만 배경, 즉 네거티브 형 역시 전체적인 효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31) 이는 실제의 형태에 비하면 허상의 형태이고,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는 없

지만 분명히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32) 특히 평면적 유닛을 적층하여 입

체적 형태를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형태와 형태 사이에 형성되는 네거티브 형33)

의 역할이 더욱 크다.

 간극 공간이야말로 면재 적층 기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며 다른 3차원 

입체조형과 다른 독특한 시각적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면과 면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기에 2차원 평면이 집합하여 3차원으로 느껴지는 착시가 생겨난

다. 그렇기에 이 간극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시각적 즐거움

이 달라질 수 있다.

30) 김미옥, 백숙자,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2000, p.71.
31)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150.
32)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60.
33) 게일 그리트 하나, 『디자인의 요소들』, 안그라픽스, 2005,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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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림자의 깊이

 간극 공간은 투명한 공기로서 비어있다. 하지만 얇고 예리한 면 사이사이의 공

간이 그림자로 채워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그림자는 무게도 부피

도 없지만, 면재를 적층하는 작업에서는 켜켜이 쌓인 그림자가 그 어느 물질보

다도 단단한 힘으로 면들을 받치고 있다. [도판 49]를 보면 위에서 바라볼 때에

는 면재의 윗면에 그림자가 생기고, 옆에서 바라볼 때에는 평면 사이에 있는 수

직의 축에 그림자가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판 50] 간극 공간의 깊이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명도

[도판 49] 시점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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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적층되는 유닛인 면재의 면적에 따라 그림자의 명도 역시 달라진다. [도판 

50]을 보면 각 원판이 가진 날개의 너비가 넓어질수록 날개 아래의 빈 공간은 

깊어지고, 그 아래의 면 혹은 수직의 축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역시 짙어진다. 이

와 같이 면재 사이에 생기는 그림자의 명도, 즉 점진적으로 짙어지거나 혹은 옅

어지는 질서를 통해 점진적인 리듬감이 생겨나기도 한다.

2) 두 개의 윤곽

 면재를 적층할 때 간극 공간 없이 쌓는다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하나의 외곽형

태만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간극 공간을 두고, 그 사이에 면재의 적층을 견고하

게 하는 축이 있거나 혹은 다른 변화 요소가 있을 때에는 외부와 내부에 각각 

다른 형태의 윤곽이 생겨난다. 조형물을 위에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옆

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난다.

 

  

 [도판 51~52]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왼쪽의 [도판 51] 

Marcello Pozzi가 만든 테이블의 경우 동일한 두께이나 너비가 각각 다른 면재

를 적층한 것으로, 간극 공간 없이 쌓여서 단일한 형태윤곽만이 눈에 들어온다. 

[도판 52] Timothy Nicholas Stokes[도판 51] Marcello Po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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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른쪽의 [도판 52] Timothy Nicholas Stokes의 작업을 보면 얇은 면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간격의 간극 공간에 의해 생겨난 또 다른 윤곽을 

발견하게 된다. 

   

 

 [도판 53] Sandra Davolio의 작품은 면재를 적층하여 만든 것은 아니지만 비슷

한 시각적 효과를 보여준다. 수직 축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내부의 윤곽은 외부

에 생겨나는 윤곽보다 폭이 좁게 형성되어있다. 작품을 옆에서 바라보면 마치 3

차원 입체를 수평의 선들이 평행하게 절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도판 54] 

Sidney Hutter

[도판 55] Schizo vases, Oooms

[도판 53] Sandra Dav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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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54~55]는 면재 적층 기법에서 형성되는 두 개의 윤곽을 보다 적극적으

로 이용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도판 54] Sidney Hutter는 면재를 적층하여 외부

에는 항아리의 윤곽을 만들고 내부에는 올록볼록한 물결과 같은 움직임이 느껴

지는 윤곽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른쪽의 [도판 55]는 디자인 스튜디오 Oooms에

서 디자인한 화병시리즈로 이 역시 외부의 윤곽과 내부의 윤곽을 전혀 다르게 

의도하여 하나의 조형물 안에서 두 개의 형태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각경험

을 가능하게 한다.

 내부의 윤곽이 외부의 윤곽에 전부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내부의 형태가 외부

로 그대로 노출된 부분이 함께 공존할 때, 시각적 즐거움은 배가 된다. [도판 

56]의 작품을 보면,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부분의 하단부가 견고한 덩어리감을 

지니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과 면재를 적층한 윗부분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칭

을 이룬다. [도판 57]은 중심에 있는 긴 막대 축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구 형

태의 입체를 꽂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도판 58]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부에만 면

이 적층된 것으로 보이도록 제작하여 두 개의 윤곽이 공존하는 것을 더욱 돋보

이게 한다. 

[도판 56] 

Timothy Nicholas Stokes

[도판 57] 

Henri Gröll

[도판 58] 

Sandra Dav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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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재를 적층하여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형태는 실재도 비실재도 아닌 반실재라

고 불러야 할 정도의 외양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34) 이렇듯 면재의 간극 공

간을 이용해서 내부의 실재하는 윤곽과, 실재하진 않지만 분명히 인지되는 외부

의 윤곽 사이를 왕래하는 시적 감각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3) 숨겨진 색

   

 면재 적층 기법은 시점이 바뀜에 따라서 숨겨진 색 혹은 텍스쳐를 찾아내는 즐

거움도 가져다준다. 적층되는 면재의 윗면 혹은 아랫면이 다른 색을 띄고 있을 

경우, 시점에 따라 그 색이 보일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간극 공간이 존재

하기에 생겨나는 이러한 특징은 2차원 평면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다.

 

34)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81.

[도판 59]  Emmanuelle Moureaux [도판 60] Donald Ju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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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59] Emmanuelle Moureaux의 건축물은 아랫면이 다양한 색으로 채색되

어 지나는 사람들이 그 색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건너편의 더 높은 건물에서 건

축물을 바라보면 그저 흰색의 면이 켜켜이 쌓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도판 60] 

Donald Judd의 작품은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노란색인데 가운데를 향해 갈수록 

명도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완전히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그저 은

색의 동일한 사각 면들이 반복,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아래로 옮겼을 때 면재의 밑면에 칠한 색이 보이는 작품은 위에

서 보았을 때는 색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적층된 유닛의 윗면이 색을 반사하

는 경우에는 면재의 밑면에 칠해진 색이 아래 면재의 윗면에 반사되어 그림자가 

마치 색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만든다. 아래의 연구자 작품 [도판 

61]을 보면 적층된 면재의 윗면은 흰색, 아랫면은 푸른빛을 띠는 유약으로 시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바라보면 푸른빛이 아래로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판 61] 유약에 의해 입혀진 그림자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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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작품

   

 3-1. 작품 제작 및 기법

  

 연구자는 면재 적층 기법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각의 유닛이 분리

되었을 때와 적층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조형성을 가진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

다. 따라서 유닛이 적층된 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고, 중심에 있는 축의 높이를 이용하여 면재와 면재 사이의 간극 공간

을 일정하게 만들었다. 평면적 유닛을 적층하여 만들어진 입체적 형태의 작품들

은 각각 앞서 전술한 다양한 특징 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

 하나의 작품 내에서 지키고자 한 형태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각 유닛은 모두 동일한 맞물림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합과 분리가 용이해야 

한다.

2) 일정한 간극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유닛의 높이를 모두 동일하게 제

작한다.

3) 각 유닛의 면의 크기에는 변화를 줄 수 있으나 두께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도판 6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유닛은 분리가 가능하다. 평면의 너비는 달라

지더라도 중심에 위치한 축, 그리고 축의 맞물림 구조가 가진 높이와 너비는 모

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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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을 위한 맞물림 구조는 아래와 같다. 적층 시 아래쪽에 위치하는 결합 구

조의 지름보다 2mm에서 3mm 정도 짧게 제작하여 적층과 분리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같은 축의 높이와 너비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 면의 너비를 다르게 성형하기 위

해 물레성형과 굽깎기를 제작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지의 수축률은 

[도판 62] 면의 너비가 달라도 높이는 같은 유닛들

[도판 63] 각 유닛의 맞물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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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과정에서 5~12%, 소성과정에서 8~12%의 범위를 가진다.35) 하지만 이러한 

수축률은 어떤 소지를 사용하느냐, 어떤 건조 상태에서 굽을 깎느냐, 몇 도에 소

성하느냐에 따라 오차범위가 생긴다. 연구자의 경우 물레 성형 후 건조 시 수축

률을 4%, 굽을 깎은 후 건조 뒤 재벌 소성 시 수축률을 11%로 계산하여 총 

15%의 수축률을 전제로 작품의 크기를 결정한다.

 수축률을 계산하여 재벌 소성 뒤의 결과물 크기를 대략 설정한 후, 굽을 깎을 

때 사이즈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물레를 찰 때의 크기를 결정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2]는 전술한 수축률에 따라 [작품 2]의 제작 크기를 설

정한 것으로, 물레를 찰 때, 굽을 깎을 때, 그리고 재벌 후의 크기를 정리한 것

이다.

35) 글렌 C.넬슨, 임무근·신광석 역, 『도자예술』, 미진사, 2011, p.28.

물레 굽 깎기 재벌 후

7.5 7 6.2

8.1 7.75 6.9

9 8.5 7.6

9.7 9.25 8.2

11 10 8.9

11.5 10.75 9.6

12.5 11.5 10.2

13 12.25 10.9

14 13 11.6

14.8 13.75 12.2

15.5 14.5 12.9

16.2 15.25 13.6

17 16 14.2

[표 2] 수축률에 따른 크기 설정



- 42 -

 굽을 깎을 때는 일반 기물의 경우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수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깎아야 한다. 면의 지름과 두께는 물론이고, 축과 굽의 높이와 

너비, 결합구조의 높이와 너비 또한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계획보다 더 많은 

부분을 깎게 되면 적층한 상태에서 다른 유닛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여 깎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 2]에 쓰인 하나의 유닛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기물을 재벌 소성할 때에는 유약을 시유한 뒤 굽 부분을 닦아내고 내

화판 위에 적재하여 소성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작품처럼 날개가 긴 모양의 기

물을 같은 방식으로 소성하면 1280도의 고온에서 흙이 버티지 못하고 면이 아래

로 쳐지기 때문에, 기물을 뒤집어 넓은 면이 아래에 위치한 상태로 적재하여 소

성한다. 이는 유닛의 윗면이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써, 굽 부분의 유약을 닦아낼 필요가 없지만 대신 평평한 윗면의 유약을 모두 

닦아내고 소성 후 연마하여 마무리 하였다.

 연마를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사포와 방수 사포를 사용하는데, 다이아몬드 사포 

200방, 400방, 600방, 800방, 1000방을 순서대로 사용하고 방수 사포 600방을 

[표 3] 개별 유닛의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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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마무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60방과 100방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도판 64] 다이아몬드 사포와 방수 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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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작품 사진 및 설명

 연구자의 작업은 분리 가능한 유닛을 기본형으로 하여 입체적인 형태를 구성하

는 것을 공통으로 하나, 어떤 특징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

하여 작업하였으며 이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외부 윤곽의 형을 변형하여 내부와 외부에 서로 다른 형태를 이중으

로 갖는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시리즈이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사각형, 삼

각형, 원의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기본형을 시작으로 적층 방식에 따라 다양하

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외부의 윤곽은 실린더 형태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내부윤곽의 형을 

변형하는 <두 개의 윤곽_안으로부터> 시리즈이다. 

 세 번째는 유닛의 명도 변화를 통해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밝음으로>, <어두움

으로> 시리즈이다. 여러 단계의 명도를 가진 색 소지를 각각 만들고 물레를 차

서 제작한 유닛들은 적층했을 때 명도가 옅어지거나 혹은 짙어지며 점진적인 리

듬감을 만든다.

 네 번째는 유닛의 하부에만 색소지 혹은 유약을 사용하여 색을 입히는 <숨겨진 

색> 시리즈이다. 채색된 아랫면은 감상자의 시점에 따라 숨겨지기도 하고 보이

기도 하는데, 이는 간극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 시리즈로, 유닛의 가장자리 두께에 생겨나는 얇은 선

에 코발트 색 이장을 칠하여 2차원의 평면과 3차원의 입체 사이의 시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면재 적층 기법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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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윤곽 

변화

기본형 변형

내부 

윤곽 

변화

전체

명도

그라데

이션

하부

색

변화

색소지 유약

선

[표 4] 작업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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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외부의 윤곽 변화

 평면적 유닛을 적층할 때 면과 면 사이에 일정한 간극 공간이 존재하면 중심축

이 만드는 윤곽의 형태와 면의 집합이 만드는 외부의 윤곽의 형태, 총 두 가지

의 다른 윤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중의 형태가 생겨난

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진행한 작업이 <두 개의 윤곽> 시리즈이다. <두 개의 윤

곽> 시리즈는 다시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두 개의 윤곽_안으로부터>로 

나눠지는데 그 중 첫 번째 분류인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시리즈는 중심의 

축의 형태는 고정시키고, 외부 윤곽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다시 두 개의 분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옆에서 보았을 때는 원, 삼

각형, 사각형의 윤곽을, 위에서 보았을 때는 구, 원뿔, 원기둥의 입체적 형태를 

가지는 기본형이다. 앞서 말했듯이 외부 윤곽의 형을 강조하기 위해 중심의 축

은 동일한 지름과 높이로 제작하고 면의 두께도 동일하게 유지시킨 채 면의 너

비를 이용하여 세 종류의 기본형을 제작하였다.

 하나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평면적인 유닛을 쌓아 형성된 입체적인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위쪽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촬영한 이미지, 그리고 간극 공간에 의

해 형성되는 내·외부의 이중적인 윤곽에 중점을 맞춰 작품의 정면, 즉 옆에서 바

라보는 시점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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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2] 는 기본형 중에서 첫 번째 작업으로 옆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원 형태의 윤곽을,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구(球)와 같은 입체적 형태를 가

진 작품이다. 총 14개의 유닛을 적층하였으며 제일 위의 유닛을 제외하면 가운

데에 위치한 8번째 유닛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을 이룬다.

[작품 1]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1 –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4 pieces, D.30×H.3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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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1 – 옆에서 바라보는 시점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4 pieces, D.30×H.3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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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2] 는 정면 시점에서는 삼각형,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원뿔의 형태

를 지니는 작업으로, 면의 너비가 넓어질수록 간극 공간에 생겨나는 그림자의 

명도가 짙어져 점진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 2]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2 

–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5 pieces, 

D.17×H.33(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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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2 – 옆에서 바라보는 시점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5 pieces, D.17×H.33(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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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3]은 정면 시점에서는 사각형,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원기둥의 형

태를 지니는 작업이다. 축과 면의 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림자의 명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다.

[작품 3]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3 – 위, 옆에서 바라보는 시점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0 pieces, D.16.5×H.22(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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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3]이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작품 4~15]는 기본형

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기본형을 바탕으로 적층 순서를 바꾸거나, 혹은 유닛의 

비율을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와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작품 1-2]와 같이 

모든 유닛을 분해한 후, 받침 구조에 맞춰 새롭게 적층하여 또 다른 비례와 형

태를 구성할 수 있다.

 

[작품 1-2]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1 

– 분리된 유닛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4 pieces, 

D.30×H.3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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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4~5] 은 [작품 2]의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2>를 분해하고 적층 

순서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유닛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외형을 보인다. 면의 크기가 점이되는 것은 동일하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점이되느냐에 따라 다른 표정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작품 4]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4  – 위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5 pieces, 

D.17×H.33(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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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4 – 옆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5 pieces, D.17×H.33(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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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5 – 위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5 pieces, D.17×H.33(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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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1]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5 – 옆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5 pieces, D.17×H.33(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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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8]은 유닛이 적층한 유닛의 수와 면의 너비차를 이용하여 비슷한 비례

를 가지고 있지만 크기가 다른 3개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작품 6,7,8]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6,7,8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및 산화 소성, 연마, 2016 



- 58 -

[작품 6, 7]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6, 7 

No.6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6 pieces, 

D.14×H.13(cm), 2016 

No.7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0 pieces, 

D.20×H.22(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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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11]는 [작품 6~8]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 채 다양한 크기

를 형성하는 시리즈이다. 앞의 작업보다 전체적인 형태는 더 납작하여 안정적으

로 보인다. 

[작품 9,10,11]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9,10,11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및 산화 소성, 연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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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9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7 pieces, D.26×H.16(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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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적층 순서를 변화시킴에 따라 외부 윤곽을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축의 너비나 높이를 변화시켜 간극 공간의 폭을 조절하거나, 면의 두께를 

더 얇게 혹은 두껍게 바꾸거나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를 산출할 수 있다. [작품 

12~15]는 간극 공간의 폭을 좁히고 적층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형해 본 

결과이다.

[작품 12,13,14,15]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12,13,14,15 -위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2016 



- 62 -

[작품 12,13,14,15] 두 개의 윤곽_밖으로부터 No12,13,14,15 -옆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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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내부의 윤곽 변화

 두 번째 분류인 <두 개의 윤곽_안으로부터> 시리즈는 외부 윤곽의 형태를 변화

시킨 앞의 시리즈와 달리 내부의 축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내부 윤곽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외부의 형태는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따

라서 유닛 면의 너비를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앞선 시리즈에서는 동일한 축을 

기준으로 면의 너비가 넓어질수록 그림자의 명도가 짙어지는 것이 보였다면, 이

번 시리즈에서는 축의 너비가 좁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아랫면이 넓어져 그림자의 

명도가 달라진다.

 내부 윤곽을 변화시키는 작품은 축의 너비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위

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그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총 3개를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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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6]은 외부의 윤곽은 원기둥처럼 보이나, 축의 너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

려올수록 점차 넓어져 마치 하나의 원뿔처럼 연결되어 보인다. 

 

[작품 16] 두 개의 윤곽_안으로부터 No.1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8 pieces, D.24×H.1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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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7]은 위의 경우와 반대로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축의 너비

가 넓어져 내부의 윤곽이 마치 뒤집어진 원뿔의 형태처럼 보인다. 면의 너비는 

일정하나 축의 너비가 좁아지면서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

다. 축의 너비가 일정하게 줄어들어 적층되는 순서에 따라 한 선으로 연결되는 

듯이 보이는 것에 가장 집중하였고, 면과 연결된 축의 위쪽과, 적층될 때 아래의 

유닛과 맞닿는 축의 아래쪽의 너비를 모두 미리 계산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17] 두 개의 윤곽_안으로부터 No.2 – 아래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0 pieces, D.24×H.24(cm), 2016  



- 66 -

[작품 17-1] 두 개의 윤곽_안으로부터 No.2 – 위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10 pieces, D.24×H.2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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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18]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갈수록 축의 너비가 줄어들어 정면에

서 바라보았을 때 내부의 윤곽이 마름모의 형태를 띠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18] 두 개의 윤곽_안으로부터 No.3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7 pieces, D.24×H.17(cm), 2016  



- 68 -

➂ 전체 명도 그라데이션

 

 평면적 유닛을 적층하였을 때 생겨나는 그림자의 명도 변화를 보고 명도 단계

의 점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한 것이 세 번째 분류인 <밝음으로>와 

<어두움으로> 시리즈이다. 유채색을 배제하고 오직 규칙적으로 배열된 흑백 명

도 단계만을 이용하여 밝음과 어두움의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이로써 점진적인 

리듬감을 드러내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다. 

 명도 단계에서 회색의 모든 이웃한 단계는 흰색이나 검정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시작점으로부터 명도를 조금씩 낮추거나 높여가면서 배열하여 단계를 만

들어나간다. 그러나 흰색이나 검정색 어느 쪽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실행 이전에 

모든 회색단계의 수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매끄

러운 단계적 점이가 유지되는 것을 신경 써야만 한다. 어느 한 부분에서 비약이 

일어나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기 때문이다. 회색의 단계는 

검정이나 흰색이라고 하는 한 편의 극으로부터 전개시켜나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분할법도 있을 수 있다. 분할법이란 흰색과 검정색이라는 양극의 중앙지점

에 위치하는 회색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의 중간 회색을 찾아나가는 순서를 통해 

일정한 간격의 단계를 얻어나가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8단계가 여러 가지 목

적에 가장 흔히 사용된다.36)

 연구자는 전술한 분할법을 이용하여 백자 소지에 검정색 안료를 더해 총 8개의 

명도 단계를 만들었다. 제일 밝은 첫 번째 단계와, 제일 어두운 마지막 단계의 

명도를 설정하고 그 사이에 들어갈 6개의 명도 단계를 계산하였다. 건조한 백자 

소지에 추가한 검정색 안료의 퍼센트는 다음과 같다.

36) B.클라인트, 오근재 역,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199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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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색소지를 이용하여 물레성형 기법으로 

동일한 크기의 축을 가지고 있으나 면의 너비가 다른 3개의 입체적 형태를 완성

하였고, 명도가 밝은 유닛부터 적층하거나 반대로 명도가 가장 어두운 유닛부터 

적층하여 그라데이션을 만든다. 명도 단계에 의한 리듬감이 강조되도록 유닛의 

형태와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검정색 안료 (%)

2.5

2.0

1.5

1.1

0.8

0.5

0.3

0.1

[표 5] 안료 포함률에 따른 명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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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어두움으로 No.1 – 분리한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8 pieces, D.9×H.2.7(cm), 2016 

[작품 24] 어두움으로 No.3 – 옆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8 pieces, D.16×H.1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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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20,21] 밝음으로 No.1,2,3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각 8 pieces, 2016  

[작품 22,23,24] 어두움으로 No.1,2,3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각 8 pie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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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규칙적으로 잘 만들어진 명도 단계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모습, 완결된 

통일체로 보인다. 흰색 옆에 놓인 검정은 심한 대조를 이루겠지만, 그 사이에 있

는 회색 단계들이 존재함으로써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보이고, 굳어진 것이 부

드러워 보이며, 소원해진 것이 친밀해 보인다. 이제 흰색과 검정색은 하나의 통

일체로서 합일되어 보인다.37) 

37) B.클라인트, 오근재 역,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1994, p.22.

[작품 21] 밝음으로 No.3 - 부분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8 pieces, 

D.16×H.1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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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하부 색 그라데이션

 세 번째 분류가 작품 전체 명도를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명도차에 따른 리듬

감을 강조하려 했다면, 네 번째 분류인 <숨겨진 색> 시리즈는 면재의 윗면은 그

대로 둔 채 밑면의 색과 명도차를 이용하여 시점에 따라 보이기도, 숨겨지기도 

하는 그라데이션을 찾는 시각적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다.

 앞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명도 단계의 규칙적인 점이를 통해 그라데이션을 만들

고 있으나, 유닛의 형태와 크기가 함께 변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다. 또한 색소지를 이용해 물레를 차는 방식이 아닌 백자 흙으로 물레를 차고 

초벌을 한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사용해 유약을 첨가한 색 이장을 뿌려 만들거

나, 안료를 더한 유약을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 역시 다르다.

 [도판 65]는 완전히 건조된 백색의 실크 소지에 검은색 안료를 각각 0.5%, 

0,9%, 1.3%, 1.7%씩 첨가하여 명도 단계를 만든 후, 상단의 시편들은 투명유를 

각각 5%씩, 하단의 시편들은 투명유를 10%씩 첨가한 실험의 결과이다. 이미지

[도판 65] 유약 첨가률에 따른 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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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단의 네 개의 시편에 비해 하단의 시편들은 같은 양의 안

료를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가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투명유

의 첨가율이 높아질수록 색 또한 흐려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안료의 첨가율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검은색 안료를 이용한 <숨겨진 색_Black> 시리즈와 코발트 

안료를 이용한 <숨겨진 색_Blue>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숨겨진 색_Black>은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점진적으로 밝아지거

나 어두워지는 16개의 명도 단계를 가지고 있다. 같은 형태면서 서로 엇갈리는 

대조적 명도 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둘 사이의 대비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작품 25~26]

[작품 25, 26] 숨겨진 색_Black No.1,2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각 17 pieces, D.16.8×H.37(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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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이미지에서는 시점에 따라 밑면에 칠해진 색이 보이는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작품 25,26] 숨겨진 색_Black No.1,2 – 시점 변화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각 17 pieces, D.16.8×H.37(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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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숨겨진 색_Black No.1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17 pieces, D.16.8×H.37(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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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 숨겨진 색_Black No.2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17 pieces, D.16.8×H.37(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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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색_Blue>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흰색에서 파란색까지의 명도 단계가 위

와 아래를 향해 밝아지거나 혹은 어두워지는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방식으

로 적층한 작업이다. 이 작업 또한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하부의 색만 변

화시켜 두 개의 입체 형태가 함께 있을 때 색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다. [작품 27~28]

[작품 27,28] 숨겨진 색_Blue No.1,2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각 9 pieces, 

D.24×H.2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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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 숨겨진 색_Blue No.1 –시점 변화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9 pieces, D.24×H.2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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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 숨겨진 색_Blue No.2 – 시점 변화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9 pieces, D.24×H.2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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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28] 숨겨진 색_Blue No.1,2 – 위/옆에서 본 시점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산화 소성, 연마, 각 9 pieces, D.24×H.2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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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29~33]은 유약에 하늘색 안료를 첨가하여 유닛의 하부에 스프레이 시유

를 하는 방법을 통해 그라데이션을 만든 작업이다. 유약의 명도는 5단계로 점점 

짙어지는데, 색소지의 선명한 그라데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은한 점이를 보여

준다. 면의 너비 역시 총 5단계로 점층적으로 넓어지는데, 모두 동일한 받침구조

를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양한 모양의 입체적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각 유닛의 윗면은 연마되어 광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랫면의 유약의 색을 

반사시킨다. 그로 인해 작품을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하늘색 그림자를 가진 것

처럼 보이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작품 29] 숨겨진 색_glazed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각 7 pieces, 2016

D.6×H.18, D.8.4×H.18, D.10.6×H.18, D.12.9×H.18, D.15×H.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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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1] 숨겨진 색_glazed –같은 크기의 유닛끼리 적층한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각 7 pieces, 2016

[작품 30,31,32,33,34] 숨겨진 색_glazed No.1,2,3,4,5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각 7 pie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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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29~33]<숨겨진 색_glazed>의 유닛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층하여 여러 

비율과 모양을 가진 입체적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작품 30,32,33] 숨겨진 색_glazed No.1,3,4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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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30~34]는 [작품29]의 유닛을 이용하여 구성한 5개의 형태의 개별 이미지

로서  각각의 형태가 시점 변화에 따라 3차원의 입체적 형태에서 2차원의 평면

처럼 바뀌는 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작품 31] 숨겨진 색_glazed No.2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5×H.24(cm), 2016

[작품 30] 숨겨진 색_glazed No.1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5×H.26.7(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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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숨겨진 색_glazed No.4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5×H.13.3(cm), 2016

[작품 32] 숨겨진 색_glazed No.3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5×H.16(cm), 2016 

[작품 34] 숨겨진 색_glazed No.5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5×H.16(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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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두께 이용 및 적층 각도 변화

 면재를 적층하여 만든 입체적 형태는, 시점 변화에 따라 2차원 평면과 3차원 

입체를 오가는 듯 한 복합적인 시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본문 2-3

에서 전술한 바 있다. 작업의 마지막 분류인 <선> 시리즈는 이와 같은 형태적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적층에 의한 조형은 평면을 겹쳐서 입체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평면

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만

들 수 있다. 적층 구조를 쉽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평면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받침 구조가 있다면, 감상자가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38) 또한 면재 적층 기법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앞의 작품들이 이와 같이 적층 순서에 따라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작업은 적층 순서와는 상관없이 적층한 유닛의 각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다양한 패턴에 집중하였다. 굽을 깎는 과정에서 유닛의 윗면과 

하부 사이에 생기는 얇은 두께 부분에 코발트 안료를 섞은 색 이장을 칠하는데, 

두께 전체가 아닌 원주의 절반에만 2.3%의 코발트 안료를 섞은 색 이장을 발라

서 소성한다. 그렇게 생겨난 푸른 선을 다양한 각도로 적층하면 교차하는 리듬 

혹은 점진적인 리듬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작업은 앞의 작업들과는 달리 축의 너비를 넓혀 유닛 하나하나를 접시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높였다. 축의 너비가 좁은 유닛에 비해 안정적

이고, 가운데의 받침구조가 넓기 때문에 기(器)로서 역할이 가능해진 것이다.

 

38) Naomi Asakura,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2008,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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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 <푸른 선> -분해한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2.4(cm), 2016

[작품 35-1] <푸른 선> No.1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24.5(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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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2] <푸른 선> No.2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24.5(cm), 2016

[작품 35-3] <푸른 선> No.3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24.5(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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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4] <푸른 선> No.4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24.5(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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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푸른 선> No.5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37.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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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1] <푸른 선> No.5 - 세부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37.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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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2] <푸른 선> No.6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37.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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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3] <푸른 선> No.6 – 옆에서 본 모습

백자, 물레 성형, 1280도 환원 소성, 연마, D.16.5×H.37.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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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이 연구는 평면적 유닛을 적층하여 입체적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

로,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접시들이 균일하게 쌓인 모습에서 보이는 독특한 조

형미에 흥미를 느껴 시작되었다. 

 

 수평의 면이 적층된 상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보편적

인 상태이기 때문에, 2차원 평면이 집적하여 3차원 입체가 되는 면재 적층 기법

은 어떤 소재를 어떻게 쌓는지에 대한 작가의 의도가 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유닛의 형태, 적층 방식, 적층의 의도에 따라 완성된 입체적 형태의 성

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작품 사례를 통해 면재 적층 기법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특징

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유닛이 반복 혹은 점이의 효과를 내며 적

층된다는 것, 둘째, 적층된 유닛은 단일 개체로 분리되어 보이지 않고 통합적인 

형태로 먼저 인지된다는 것, 셋째, 시점에 따라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는 복합적

인 시각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면과 면 사이에 간극 공간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이 중 유닛의 반복과 간극 공간의 생성은 모든 면재 적층 기물에 동일하게 적

용되는 특징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형태를 인지하는 심리적 특성에 

의한 입체적인 형태감, 점이에 의한 리듬감의 형성, 복합적인 시각 경험에 더 집

중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평면적 유닛이 적층되어 만드는 입체적 형태에 집중함

- 내부 축의 형태를 수직으로 고정하고 외부 윤곽의 형을 변형시키는 방법

- 외부의 형태를 수직으로 고정하고 중심의 축을 이용해 내부 윤곽의 형을 변형

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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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명도 단계 그라데이션에 의해 생겨나는 리듬감에 집중함

- 유닛의 전체 명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리듬감을 만드는 방법

- 유닛 하부의 명도와 색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리듬감을 만드는 방법

셋째,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는 복합 시각 경험에 집중함

-유닛의 두께에 색을 도포하여 ‘선’을 강조하는 방법

 도자기의 특성상 맞물림 구조를 제작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여분 공간이 필요

하고, 그렇기에 축의 굽 지름이 작을수록 쌓은 후에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

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의 굽 지름을 더 늘려 여분 공간을 줄이거나, 혹

은 현재 0.45cm 정도로 제작하는 굽의 높이를 더 높여 적층 시 흔들거림을 최

소화시키는 방법 등을 더 연구해보려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에서는 

도자기의 기능보다는 적층이라는 기법이 주는 시각적 효과에 더 집중하여 작품

을 제작했지만, 앞으로는 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도자기라는 재료와 

더욱 어우러지는 작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이 적층이라는 방식이 공예에 있어서 효율적인 수납의 수단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드는 조형의 기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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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about composing 

three-dimensional form by stacking 

multiple flat structures.

Kim, Yun ji

Major in Ceramics

Faculty of Craft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forming 3 dimensional form by stacking 
multiple flat structures. Stacking requires multiple units, but in 
this study the author would like to specify stacking of flat 
structures as ‘Flat structure stacking technique’.
 Forms of stacked 2D surfaces are quite easy to find in our 
universe. Therefore, artist’s intention of choosing objects, and 
method of stacking units is rather important because this 
technique is also about stacking 2D surfaces to form 3D 
structure. So the author studied various 3D results draw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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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ing each unit’s form, the way the units are stacked, and 
the intention of the artist who stacks the units.
 Also the author defined visua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found in ‘Flat structure stacking technique’ by studying various 
artistic objects; Firstly, units are repeatedly stacked or are in 
gradational order, secondly, stacked units are first recognized 
as a unified form rather than the separate unit itself, thirdly 
the viewer can have visual experience regarding both 2 and 3 
dimensions simultaneously by different perspective, and finally 
spaces exist between the stacked units. 
 Regard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author perceived the first 
and fourth to be the common characteristics in every form of 
stacked flat structures. So, the author crafted the works 
concentrating on the following key characteristics; human 
psychological preference of recognizing forms as a whole, 
visual rhythms caused by gradational order of repeating units, 
and ability of granting complex visual experience to view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esthetic values by 
studying methods of forming 3D forms by stacking 2D units, 
and applying them in ceramic art.

Keywords : Flat structure stacking technique, unit, stacking, 
space between units, three-dimensional form
Student Number : 2011-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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