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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소용돌이의 모습을 기 형식의 작품에 담는 것을 주제로 한다.

 소용돌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중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

낌을 받게 된다. 이는 소용돌이 형태가 갖는 시각적인 나선형 움직임 때문이다. 나선형

은 구조적으로 흡입, 발산, 확산의 에너지도 가지며 우리는 이를 통해 역동적인 리듬과 

운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형태는 금속을 소재로 판금성형 할 때 자연스

럽게 얻어지며, 연구자는 그러한 소용돌이 구조를 연구자의 구체적인 의도에 적합한 형

상으로 표현하는데 활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용돌이 형상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소용돌이들

과 소용돌이가 시각적·구조적으로 표현된 예들을 조사했다.

 판재를 입체로 가공하는 판금성형은 나선형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금속을 두

드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일감에 전달하게 된다. 작업자

는 이 과정에서 판재의 뒤틀림, 일그러짐과 싸우며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이 과정을 통

해 일감은 단단해지고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판금성형을 통해 완성된 소용돌이 형태에

는 작업자의 에너지를 투사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이 작업 과정에서 개인의 표현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소용돌이 형태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에너지도 판금성형 과정에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작업 과정에서 금속 판재에 작업자의 에너지가 가해지며 발생하

는 반발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소용돌이의 다양한 모습들을 정리

하여 기의 형식에 담고자 했다. 

 연구자는 자연현상에서 보이는 소용돌이의 모습을 단순히 금속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작업과정에서 마주하는 재료와 판재를 두드리는 작업자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내용들을 형태로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한 작업과정 중 형성되는 소용돌이 형

태에는 작업자의 에너지가 내포될 수 있으며, 그 에너지가 표출된 모습들에서는 역동성

과 율동감 그리고 생동감 등을 느낄 수 있다. 동판을 소재로 하여 원하는 형태마다 재료

의 두께와 질감에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소용돌이 형태들을 작업하였으며, 그것들은 각

기 다른 성격의 소용돌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물의 소용돌이치는 모습, 구름들이 뭉쳐졌다 흩어지는 모습, 세찬 바람이 역동적으로 

휘몰아치는 모습 등 이 모든 현상들이 내 작품들에서 다시 한 번 발견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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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작업 과정에서 소용돌이 형태 표현에 집착하면서 형태의 윤곽과 구조에 많은 변화를 주

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금속의 판금성형 과정에서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이로써 얻어진 작업물을 매개로 작업자의 에너지가 관찰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소용돌이 구조가 가진 미적 특질과 판금성형 과정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

지가 서로의 표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이다.

주제어 : 소용돌이(渦), 에너지, 판금성형

학번 : 2009-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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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판금성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소용돌

이 형태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소용돌이는 단순한 형태적 재현

에서 머물지 않으려 하였으며 결과물을 통해 관찰자가 기물에 내포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영역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연물과 인공물 또는 여러 예술작품에서 수없이 많고 다양한 소용돌이들을 접

한다. 황금비례의 앵무조개 나선 단면도나 피보나치수열로 배열된 해바라기 씨앗, 은하

계와 해류, 태풍의 움직임 등에서 자연의 소용돌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신체 문신이나 고대 중국의 도자기문양, 인도

의 그림, 이라크의 사원건축물 등에서 상징적 문양으로써 혹은 형태 구조의 원리로써 활

용되기도 하였으며,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La Nuit Étoilée)>이나 클래스 

올덴버그의 <솟아오름(Spring)>, 로버트 스미드슨의 <나선형 방파제(Spiral Jetty)>등

에서는 조형적 수단으로 작품에 이용되기도 했다. 

 자연 현상으로 혹은 조형적으로 표현된 내용으로서의 소용돌이는 회전운동의 크고 작

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회전운동의 움직임에 따라서 흡입, 확산, 꼬임, 뒤틀림 등의 

분위기는 사뭇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는 금속의 판금성형 과정에서 포착되는 양감들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소용돌이 

모습을 띄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소용돌이의 발산, 흡입, 확산 등의 이미지를 

기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중심축을 가지면서 방사 대칭형으로 뻗어나

가는 소용돌이를 금속 기물에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표현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그 시각

적 역동성 안에 내포된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읽어내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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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용돌이

 

[도판 1] 나선형

 소용돌이는 한자로는 ‘渦’로 이는 돌돌 말려 가운데로 모아진 형태[도판 1]로부터 

비롯된 상형문자이다. 또한 소용돌이는 다른 말로 나선형(螺旋形)이라고도 하며 한자

어에서 나(螺)는 소라껍질이나 조개 등을 뜻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말린 

모양, 둘둘 말다, 회오리모양 등에 소용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1. 자연에서의 소용돌이

[도판 2] 앵무조개와 해바라기

 소용돌이 형태는 앞에서 예시로 든 앵무조개의 구조와 피보나치수열1)로 배열된  

꽃잎과 해바라기 씨앗, 달팽이나 소라의 껍데기, 식물의 덩굴, 우주의 은하와 태풍, 

1) 제1항과 제2항을 1이라 하고, 제3항부터는 차례로 앞의 두 항의 합을 취하는 수열로 일반항 값은 An + A(n+1)

= A(n+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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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의 흐름 등 매우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앵무조개는([도판 2] 좌)는 황금비율2)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그 내부구조는 매우 정

교한 비율로 각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리듬과 질서, 균형, 비례를 느끼게 한다. 이

는 피보나치수열로 배열된 해바라기 씨앗([도판 2] 우)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은하([도판 3])에서는 인력과 리듬을 찾을 수 있다. 은하 내부의 별들은 인력작용

의 영향을 받아 집단을 형성하며 질서가 유지되고 변화된다.3) 그리고 은하 내부의 

별들은 생성 시점부터 소멸되는 순간까지 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공전과 자전을 지속하며 원형을 그린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리듬을 엿볼 수 있

다.4)

[도판 3] 은하의 평면

2) 1:1.618 피보나치수열의 n항의 값이 커질수록 n/n+1의 값이 황금비에 가까워진다.

3) 작은 별들이 모여 그보다 큰 성단이나 태양계를 이루고 그것들이 모여 소용돌이 형태의 은하를 이룬다. 은하계

의 수많은 행성, 항성 및 위성들은(이하 별이라 통칭) 인력작용으로 인하여 큰 질량을 가진 별이 적은 질량의

다른 별들을 끌어당겨 가까워지고자 하고, 적은 질량의 별은 공전과 자전을 하며 중심부로부터 멀어지고자 한

다. 그러다가 어떠한 힘에 의해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균형이 깨져 가까워지면, 두 별이 서로 충돌하여 폭발이

일어나 끌어당김을 당했던 작은 질량의 별이 소멸되기도 하고, 두 별이 합쳐진 새로운 별이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멀어질 경우에는 그 거리가 점점 늘어나서 질서가 뒤바뀌기도 한다. 이는 우리은하 (The Galaxy, 지구가

포함된 은하)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 힘으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과

항성, 위성들의 순서나 위치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 이때 행성과 항성, 위성들 중 행성 혹은 항성

은 끌어당기는 주체가 되고, 질량이 작은 행성 혹은 위성은 그 힘을 받아 끌어당김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 주변

을 지나던 혜성이 질량이 큰 별의 주변을 지나다가 그 별의 인력으로 인하여 충돌하기도 한다. 그리고 은하계

에 존재하는 블랙홀은 중력붕괴로 인해 중력수축을 계속하여 밀도와 질량이 무한대인 한 점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으로, 그 질량과 밀도가 엄청난 인력을 발생시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게 된다.

4) 외부로부터의 충격(예를 들면 혜성과의 충돌이 있다.) 혹은 그로 인해 질량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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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 지구해류의 흐름 

 리듬은 해류의 흐름에서도 관찰된다. 나사가 공개한 해류의 흐름을 분석해 시각화

한 영상([도판4])을 보면 해류의 흐름으로 인한 소용돌이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류의 출렁임은 리듬감 있게 나타난다.5)

 해류의 소용돌이는 상승․하강하는 조석(潮汐)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대규모 

회전해류이다.6) 해양에서 소용돌이(eddy)는 지구 물리학적 난류에 의해 발생하며 냉

수성 소용돌이와 난수성 소용돌이가 있는데 냉수성 소용돌이는 심층의 해류가 상승, 

발산하여 주변보다 수온이 낮게 나타나고, 난수성 소용돌이는 수렴, 하강하며 주변보

다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해류가 뒤섞이며 소용돌이가 생

성되고 이것을 통해 해류의 발산과 수렴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소(沼)는 바닥이 깊게 패인 늪을 뜻하는 말로 못보다는 크고 호수보다는 작은 

규모의 물웅덩이를 뜻한다. 그중 용소(龍沼)는 폭포수 밑의 깊게 패인 웅덩이를 뜻하

며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고여 있는 물과 만나 회오리치며 서로 섞이는 모습에서 회

전운동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연의 소용돌이 중에서 태풍은 특히 거칠고 강한 흡입과 발산, 운동에

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태풍의 발생 과정과 구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태풍(typhoon)은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동아시아로 북상하는, 중심 최대 

풍속 17m/s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이다.7) 저기압인 지점은 같은 높

5) 일본 동남 해안과 북태평양 서쪽을 따라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컴퓨터 사진 이미지를 미 항

공 우주국(NASA)이 27일 공개했다. 쿠로시오 해류는 일본 열도와 필리핀 해상에서 여러 차례 소용돌이처럼 휘

말려 흐르면서 마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NASA는 2005년 6월

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바다 표면의 해류 순환을 측정하는 특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지구 전체

바다의 흐름을 측정하고 자료를 종합해 사진 이미지를 만들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

6) 다음 브리태니커 사전 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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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주변 지역에 비해 대기압이 낮으므로 주변의 공기가 유입되고, 상승기류가 발

생하여 비가 내린다. 이렇게 발생하는 태풍은 발생과정에서 흡입력을 갖게 된다.

[도판 5] 태풍의 입면(좌)과 평면(우)

 태풍의 흡입력은 어원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휩쓸어 가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

는 typhoon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伴人半獸)의 거대괴물인 

‘티폰’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가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고

대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는 태풍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알 수 있다.8) 

7)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은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

에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생기며 이로 인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대륙과

바다, 적도와 극지방과 같이 지역 조건에 따른 열적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풍

이 발생하고, 비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르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을 태풍이라

한다. 국가 태풍센터 http://typ.kma.go.kr

8) 태풍의 어원은 '태(颱)'라는 글자가 중국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예는 1634년에 편집된 《복건통지(福建通志)》

56권 〈토풍지(土風志)〉에 있다. 영어의 typhoon이란 용어는 1588년에 영국에서 사용한 예가 있으며, 프랑스에

서는 1504년 typhon이라 했다. 이밖에도 아랍어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의미하는 tūfān이 타이푼으로 전화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고 바람방향이 선회하는 풍계(風系)를 '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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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권 내의 기류([도판 6])에서 대기로부터 빨아들인 물질들이 태풍의 눈을 중심

으로 바깥의 공기가 나선 회전하며 중심부로 들어와 상승하고 태풍의 상부에서 바깥

쪽으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회전 운동 에너지와 발산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도판 6] 태풍권 내의 기류9)

 이처럼 자연에서의 소용돌이는 가까이에서 쉽고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들

은 각기 다른 리듬, 비례, 흡입, 발산의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해류와 

태풍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소용돌이 형태와 그것들이 가지는 에너지에 대해 연구

하고 이를 작업에 적용, 확장시켰다.

(颶風)'이라고 했으며, 이 '구(颶)'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뜻이다. 아라비아의 항해자들

은 이 구풍에 대한 지식을 중국인으로부터 배웠고 그 바람의 뜻을 새겨서 tūfān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추

정된다.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한다.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www.naver.com

9) 국가 태풍 센터 http://typ.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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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용돌이와 에너지 

타래지는 마음의 끝 간데  

모른다. 소용돌이 속 

깊다. 들어 설 수록 동구 밖은 

고빗길. 돌아가는 비탈진 

생각. 하늘 밖이라 

소라 속. 그만큼 비었다.

                                                 - 김광림, <소용돌이> 10)

 독특한 행구분이 특징인 이 시에서 시인은 ‘깊다’, ‘들어설수록’, ‘소라 속’, ‘비었다’ 

등의 공간을 의미하는 시어와 시구들을 이용했다. 이중 ‘끝 간데 모른다.’는 끝없이 

이어지는 소용돌이의 연장성을, ‘소용돌이 속 깊다’와 ‘비었다’는 공간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와 발산 에너지를 비롯한 다

양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소용돌이의 발생원인과 구조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도판 7] 소용돌이의 구조

 소용돌이는 중심부위(축, 핵, 유체의 속도가 0인 지점)를 가지고 있으며 원기둥의 구조

로 내부의 개체 혹은 부분의 운동차로 인하여 형성되는데, 이렇게 운동차가 생긴 내부의 

물질들이 회전하면서 운동에너지가 발생한다.11) 

10) 김광림, 『김광림 시집 – 오전의 투망』, 모음사, 1965

11) 소용돌이는 유체 속에서 팽이처럼 회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수학적으로는 소용돌이도(유체의 속도벡터 v의 로

테이션, 즉 rot v)가 0이 아닌 부분이다. 회전운동이 격렬하게 진행하면 난류로 이행한다.

소용돌이는 점성 때문에 유체 각 부분에 운동 차가 생겨서 형성되는 것으로, 유체 속에서 물체를 움직이거나 반

대로 물체를 유체 속에 집어넣었을 때, 또는 유체가 세차게 흘러나가거나 흘러 들어가는 경우 등에 관측할 수 있

다. (중략) 실제 나타나는 소용돌이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기본형은 독립된 원기둥꼴의 소용돌이로서 중심은 마치

고체막대와 같은 회전 부분이 있고 그 주변을 소용돌이에 끌려가듯이 움직이는 유체 부분이 돌고 있다. 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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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소용돌이 구조는 평면으로 표현했을 때 나선

이 된다. 나선은 끝이 열린 개방형 구조로서 끝을 무한히 연장가능하다는 점에서 발

산과 성장에너지를 가지고, 그로부터 생명력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선은 선과 

선 사이의 공간으로 인하여 관찰자에게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에서는 회전하는 부분을 강제소용돌이, 끌려가는 부분을 자유소용돌이라 하는데, 자유소용돌이는 소용돌이와 더불

어 움직이는 부분일 뿐이며 사실은 소용돌이가 아니다. 즉 강제소용돌이 부분에서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므로 , 그 

둘레의 유체가 중심을 향해 말려들듯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용돌이가 2개 이상 나란히 있으면 서

로 영향을 미쳐 서로 끌어당기듯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후략) 네이버 두산 백과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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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용돌이의 시각적 표현  

 소용돌이는 다수의 작품에서 모티브와 구조, 표현적 요소로써 적용된다. 다음은 소

용돌이가 입체적으로 표현된 예이다.

[도판 8] Hiroshi Suzuki, <Aqua-Poesy VI-W> 201212)

[도판 9] Wendy Ramshaw, <Orbit>, 198813)

[도판 10] Frank Lloyd Wright, <Guggenheim Museum>, 1956-1959 (외부, 내

부)

 히로시 스즈키는 자신의 작업 <Aqua-Poesy VI-W>([도판 8])을 통해 소용돌이치

는 물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기물의 몸통을 감싸고 돋을새김 되어있어 마치 물이 덩

어리를 이루며 출렁이는듯한 느낌을 준다.

 영국의 장신구 작가인 웬디 람쇼어의 <Orbit>([도판 9])을 보면 목을 감싸는 줄을 따

라 흰 니켈합금에 검은색 레진이 동심원으로 상감(inlay)되어 있다. 이 동심원들은 마치 

우주의 행성이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듯하다. 실제로 작품 제목인 ‘Orbit’은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는 뜻이다.

 위의 사례들이 소용돌이를 평면적인 나선형으로 표현한 반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뉴욕의 <Guggenheim Museum>([도판10])을 설계하는데 소용돌이

를 입체 구조적으로 이용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유기적 건

축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콘크리트와 강철을 창의적으로 이용하여 기존

의 상인방식(기둥과 들보가 있는)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12) www.adrianssasson.com

13) 피터 도머 & 헬렌 드럿, 『Jewelry Of Our Time: art, ornament, and obsession 』, 1995,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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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축물에 대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스스로 말하길 “사상 처음으로 가변성을 

성취하였으며 그 구조가 마치 흘러가듯 하다”고 했다. 또한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달걀 껍데기와 같이 설계된 이 구조는 파도가 끊임없이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모든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구조적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외부의 형태는 거대한 소라껍데기 모양으로([도판 10] 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소라 껍데기를 단지 시각적 이미지로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로

([도판 10] 우) 끌어들여 껍데기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통로로 변환했다. 통로를 하

나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관람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가 아래쪽으

로 내려오면서 관람할 수 있고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지 않아도 된다.14)

 다음은 소용돌이를 평면작업에 적용한 예이다.

  

[도판 11] The Harvest Dance(수확의 춤), 면에 채색, 54.7x64.2cm15)

[도판 12] Vincent Van Gogh, <La Nuit Étoilée(별이 빛나는 밤)>, 캔버스에 유채, 

73.7x92.1cm, 뉴욕 현대미술관, 1889

 인도 마하라쉬트라주의 왈리 부족의 신화(神畵)인 The Harvest Dance(수확의 

춤)([도판 11])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길게 늘어서서 춤

을 추고 있다. 춤추고 있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나선형으로 배열함

으로써 중심부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용돌이의 시각적 표현 중에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경우는 고흐의 그림이다.

 고흐의 <La Nuit Étoilée(별이 빛나는 밤)>([도판 12])는 물결치듯 소용돌이치는 붓 

14) 데이비드 라킨, 『라이트 미국 건축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종인 역, 미메시스

에이다 루이즈 헉스터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20세기 건축의 위대한 유산』, 이종인 역, 을유문화사 2008

15)『인도印度의 신화神畵』 청계천 문화관 출판, 2009,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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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가 매우 인상적이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소용돌이치는 별빛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화면의 좌측에 위치한 춤추듯 솟구치는 사이프러스 

나뭇잎에 대한 묘사와 빛이 퍼지듯 동심원으로 표현된 별과 달의 묘사가 연구자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의 그림이 이렇듯 시선을 사로잡고 그림에 몰입하게 만드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힘찬 붓질이 만들어낸 소용돌이 구조가 가진 에너지 때문일 것

이다. 

 별들이 하늘을 유영하듯 하고 마치 태양인 것 마냥 불타는 듯 표현된 달, 그리고 그것들

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로 표현된 하늘은 고흐가 자신의 고뇌와 정신병으로부터 자유롭

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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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설명

많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운동감과 집중, 확산 등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듯이, 

금속 판재 위에 드러나는 판금성형의 결과물을 통해 기물에 내포된 작업자의 

에너지를 찾아볼 수 있다.

                                                                                         - 작업노트 중 -

   

 작업은 연작의 성격을 가지며, 이전 단계의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이후

의 작업이 진행되는 방식을 가진다.

 판금과정 중 싱킹(sinking, 내리기)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용돌이 구조로부터 일련의 작

업을 시작했다. 이는 망치질로 금속 판재 자체가 늘어나면서 서로 밀어내는 성질로 인해 

판재가 뒤틀어지며 생기는 형태의 변화와 리듬감을 작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단계이다. 내리기 한 판재로부터 얻어지는 낮은 볼(bowl)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기물

의 내부에 나선을 돋을새김하여 소용돌이의 평면에서 볼 수 있는 나선의 운동감을 나타

내고자 했다. 

 이후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판재의 두께와 표면처리, 전체 구조에 변화를 주어 소

용돌이 형태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에너지를 표현하여 이를 통해 두께와 표면처리, 구조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작업자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판재의 두께조정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큰 에너지의 표현을 시도했다. 또한 주석도금과 망치자국을 부분적으로 

남겨 소용돌이 내부의 흐름과 거친 발산력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리

고 내리기를 통해 얻어지는 낮은 볼의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좀 더 다양한 소용돌이를 제

작하기 위해 높이가 있는 기둥의 형태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소용돌이 입면 구조의 꼬

임으로부터 에너지의 집중과 확산을 나타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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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금성형 작업과정으로부터 비롯된 소용돌이

 판금이란 판재를 이용한 금속 성형기법의 총칭으로 망치로 두드림으로써 평면을 변

형, 왜곡하여 입체로 만드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내리기, 늘이기, 각도 올리기, 표면 

고르기 등의 기법이 있으며 연구자는 이중 내리기 과정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열풀림16)한 금속판재에 원하는 형태에 따른 등고선(원형의 경우엔 동심원)을 그리

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그 선을 따라 안쪽을 향해 나선형으로 망치질을 한다.([도

판 13]) 내리기(sinking)과정은 기물제작의 전 단계 중 구도를 잡는 단계로 이 단계

에서 작품의 대략적인 형태가 결정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판금성형의 첫 

단계이다. 

[도판 13] 내리기 과정과 우그러지는 판재의 형태

 평평했던 판재를 두드려서 깊이가 있는 둥근 형태로 만드는 이 과정에서 판재는 아직 

16) 상온에서의 금속은 망치질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수록 단단해지며 가공성이 떨이지게 된다. 이 금속을 일

정의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다시 식힘으로써 금속의 조직을 원래의 상태대로 부드럽고 가공성이 좋게 만드는 과

정을 열풀림이라고 한다.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7, p. 98



- 20 -

두드리지 않은 평평한 부분과 이미 두드려 움푹 들어간 부분 사이의 높이차로 인하여 반

발력이 발생한다. 반발력은 한쪽에서 시작하여 동심원을 그리며 망치질을 진행하는 동

안 끊임없이 발생한다. 뒤틀린 부분을 망치로 내리쳐 반발력을 없애는 것을 반복하다가 

이러한 동심원 그리기가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반발력은 사라지고 원하는 형태를 얻게 

된다. 

[도판 14] 황윤선, <들음>17)

 이와 같은 반발력을 이용하여 리듬을 표현한 작품으로 황윤선의 <들음>([도판 14])이 

있다. 황윤선은 판금성형방식 중 안티클라스틱 레이징(anticlastic rasing)18)을 이용하

여 <들음>을 제작했다. 이 방식은 금속판재의 가로와 세로가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응력이 크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기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싱클라스틱 레이징

(synclastic rasing)19)이 바깥쪽을 점차 줄여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것과 달리 안티클라

스틱 레이징은 안쪽은 줄어들고 바깥쪽은 늘어나서 응력이 매우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 사이에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반발력이 작품에 리듬

을 부여한다.

 연구자는 작업 과정에서 판재의 반발력과 싸우는 동안 그 자체가 우그러지고, 휘어지

17) 황윤선, 「관계 - 그 경계로서의 감각」, 서울대학교, 2009, p.33

18) 두개의 곡률이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여 형태를 만드는 방법. 황윤선, 「관계 - 그 경계로서의 감각」, 서울대

학교, 2009, p.17

19) 주(主)곡률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형태를 만드는 방법. 황윤선, 「관계 - 그 경계로서의 감각」, 서울

대학교, 200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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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뒤틀어지는 현상으로부터 리듬감과 운동, 율동, 역동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

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container)의 형식을 이용했다. 

 또한 판재의 형태가 타원이 되면 내리기에 의해 발생하는 우그러짐과 뒤틀림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실험 결과 타원은 정원에 비해 내리기 과정에서 우

그러짐과 뒤틀림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심원 선상의 망치로 타격하

는 각각의 두 지점([도판 15]의 a와 b)과 중심부를 연결한 거리가 정원([도판 15]  

좌)은 항상 같은데 비해 타원([도판 15] 우)은 각기 달라서 망치질로 인해 늘어나는 

금속의 양과 판의 중심부로 모아지는 힘이 부위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판 15] 정원과 타원의 망치질 타격 동심원

 작업을 진행하면서 판금성형이란 제작자의 힘과 에너지를 일감에 직접적으로 전달

하는 기법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대해 황윤선은 석사논문 「관계 - 그 경

계로서의 감각」에서 “일정한 리듬을 실은 단순한 동작으로 감정과 물질과의 교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이 느끼는 망치성형의 매력”이라고 말했다.20) 즉, 망치

질이라는 행위를 통해 작업자의 에너지가 일감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노동집약적인 판금성형으로 제작된 기물은 제작 과정에서 제작자의 에너지로 말미암

아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금속은 냉각시킨 후 두드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여 금속이 힘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두드려 단

단하게 만드는 성질은 기물 제작 시 표면 고르기(planishing)과정에 적용된다. 이 과정

은 성형단계에서 생성된 망치질로 인해 우툴두툴해진 표면을 고르게 펴주고, 성형한 금

속을 단단하게 하여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에너지가 일감

에 옮겨가서 에너지를 갖게 한다.21) 

20) 황윤선. 「관계 - 그 경계로서의 감각」, 서울대학교, 2009, p.14

21) 올리기, 내리기, 늘이기의 단계에서는 용이한 성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풀림하여 망치질로 인해 단단해진 금

속을 부드럽게 해주지만, 표면 고르기 단계에서는 열풀림을 하지 않고 타격하여 단단하고 고른 표면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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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양한 소용돌이 형태의 표현

  

 판금성형 기법을 토대로 소용돌이의 형태가 가진 에너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연

구자로부터 전달된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판재의 두께와 표면처

리 방식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가) 판재의 두께 변화

 먼저 판재가 두께에 따라 소용돌이의 표현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실험으로 두께

2mm, 직경 100mm 원형의 판재를 이용하여 소용돌이를 제작했다.   

[도판 16] 두께 2mm, 직경 100mm 원형의 판재를 이용한 소용돌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판재로 인한 강한 소용돌이 에너지의 표현이 가능했다. 

연구자는 두께가 두꺼우면 소용돌이의 굴곡이 부드러우며 단면의 무게감으로 인해 에너

지가 더 강하게 표현될 것이라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판금에 사용되는 두께의 범위인

1~1.5mm 이외에 보다 두꺼운 2mm와 2.6mm, 그리고 3mm의 적동판도 소재로 작업했

다.

 금속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성형이 어렵지만, 순도가 높을수록 동의 전연성이 풍부하

여 성형이 용이하다. 따라서 순도가 높고 특정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크기의 동

판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했다. 연구자는 순도 높은 일본 미쯔비시 동을 원하는 두께와 

크기로 제작해주는 덕양금속(경기도 안산시 소재)으로부터 동판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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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가 높다 하더라도 두께가 두꺼워서 망치질의 효율이 매우 떨어져 성형이 어려워 고

민하던 중 열간 가공을 시도했다.22) 열풀림한 금속을 천천히 식히다가 장갑 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약간 내려갔을 때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내리기 했다. 그 결

과 냉간 가공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두꺼운 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소용돌이는 육중하고 거칠고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했

다. 이런 느낌은 일반적인 판금성형에 사용되는 두께로 제작한 소용돌이에서 느껴지는 

날카롭고 섬세하며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리듬감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차이는 얇은 판

재에 비해 두꺼운 판재가 변형의 범위를 더 크게 갖기 때문에 생겨나며, 그래서 같은 크

기일지라도 두꺼운 판재에서 더 큰 볼륨을 얻어낼 수 있다. 동판의 단면으로부터 느껴지

는 두께감과 무게감도 이러한 볼륨의 표현에 영향을 준다. 

 또한 두꺼운 판재는 늘어날 수 있는 양이 얇은 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자주 열

풀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늘일 수 있다. 얇은 판재는 작업 중간 중간 열풀림을 해야 

하지만 열풀림을 하면 작업과정 중 작업자로부터 전달된 에너지는 사라지고 판재는 다

시 부드러워진다. 열풀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릴 경우 취성23)이 발생하며, 종래

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게 된다. 작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에너지를 유지한 채로 

성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꺼운 판재가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자의 에너지

를 전달받아 스스로 에너지를 내포한 소용돌이를 표현하는데 적합했다. 

  

나) 표면처리의 변화

 작업물의 표면이 매끈한 경우와 질감을 나타낸 경우, 여러 가지 질감이 공존하는 경우

에 각각이 어떤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표면처리 방

식을 실험했다.

 사포질을 이용한 매끈한 표면처리를 통해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 망

치자국을 남겨서 마무리 할 경우 자연스러운 느낌을 전해줄 수 있었다. 망치자국 중 뾰

족한 망치를 이용하여 짧은 선을 찍어내는 경우 그 선들이 흐름을 만들어 관찰자의 시선

22) 금속은 열을 주어 일정 온도로 온도를 높여주면 부드러워져서 효율적으로 성형할 수 있고, 취성과 내부응력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철 단조의 경우 열간가공을 하며, 우리나라의 방짜유기또한 열간 가공을 이용

하기 때문에 취성이 강한 청동의 일종인 유기를 망치질로 성형할 수 있다.

23) 재료가 외력에 의하여 영구 변형을 하지 않고 파괴되거나 극히 일부만 영구변형을 하고 파괴되는 성질. 인성

(靭性)과 반대되는 성질로 항력이 크며 변형 능력이 적다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 24 -

을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더욱 다양한 표면처리를 위해 주석도금을 시도했다. 주석덩어

리를 방울방울 맺히게 도금하면 마치 새벽이슬이 나뭇잎사귀에 맺혀있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고, 도금 과정에서 붓질을 거칠게 함으로써 속도감의 표현도 가능했다. 또한 

황화칼륨 착색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어둡기의 차이를 형성함으로써 깊이와 공간감의 표

현도 가능했다.

[도판 17] 매끈한 질감, 둥근 망치자국, 뾰족한 망치자국, 주석도금을 통한 표면처리

 이러한 다양한 표면처리 방식을 실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감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포질에 의한 매끈한 표면처리와 망치자국을 이용한 질감 표현, 

거친 붓질과 주석덩어리를 남기는 방식의 주석도금, 두 가지 이상의 표면처리가 공존하

는 방식을 사용했다.

다) 형태의 변화

 [작품 1]에서 [작품 7]까지의 작업들은 물과 바람의 소용돌이를 표현한 것으로 내

리기 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늘이기 등의 다른 성형기법들과 주석코팅, 망치자국내기, 

황화칼륨 착색 등의 표면 처리방식을 적용해 제작했다. 이것은 소용돌이 평면의 나

선형으로부터 얻어지는 운동감을 나타낸 것으로 결과물이 거의 비슷한 낮은 볼의 형

태로 나타나 다양한 소용돌이 형태의 표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작품 8]과 [작품 9]는 각도 올리기(raising) 기법을 이용하여 가운데가 좁고 

위와 아래가 넓게 퍼진 높이가 있는 기둥의 형태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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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波> 

 “얕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서있으면 멀리서부터 파도가 밀려와 나의 발목을 간질이

고 다시금 멀리 밀려간다.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해수면은 파도의 밀려옴과 밀려감

의 움직임으로 인해 물결을 이루고 출렁인다.”                                 - 작업노트 중 -

 망치질을 하는 동안 작업자는 이리저리 뒤틀리고 우그러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판재를 

통해 힘과 에너지를 경험한다. [작품 1]에서는 이러한 판재의 뒤틀림을 더욱 극대화하

여 파도의 일렁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두께 1.2mm의 동판을 소재로 일반적인 내리기 

과정과 달리 내리기 동심원의 간격이 넓고 각 동심원 간의 높이차를 유지할 수 있는 ‘나

선형 내리기’([도판 18])를 했다. <波>의 가장자리를 부분적으로 말아 올리거나 내려서 

물결의 움직임과 파도가 밀려와 사물에 닿을 때 물이 튀어 오르면서 부서지는 모습을 표

현했다. 

 ‘나선형 내리기’를 통한 기물은 일반적인 기물의 형태인 평평하고 고른 내부와는 차이

가 있으며 고의적으로 내부에 높이 차이를 두어 내용물이 안정적으로 담기기를 거부한

다. 또한 중심으로 모아지는 방사형 나선이 관찰자의 시선을 움직여 운동감과 연장성을 

느끼게 한다.

[도판 18] [작품 1] 나선형 내리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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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波>, 적동(두께 1.2mm), 200x200x50(mm), 2009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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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波>, 적동(두께 1.2mm), 200x200x50(mm), 2009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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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소(沼) 01> + <소(沼) 02>

 “빗물이 산자락 계곡의 바위에 떨어져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 한곳에 모여 소(沼)를 형

성한다.”                                                                                   - 작가노트 중 - 

 

 [작품 2]는 계곡의 소(沼)에서 나타나는 파문의 고요한 흡입력과 골짜기를 따라 흘러 

소(沼)로 모이는 물의 흐름에서 관찰되는 힘찬 운동감을 표현한 것이다. 

 

 물방울이 떨어져 고요한 수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동

심원이 점점 커지며 내부를 휘감는 형태로 <소(沼) 01>([작품 2] 하)을 제작했다. 떨어

지는 빗방울이 만드는 파문의 에너지 파동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지만, 연구자는 

오히려 이런 파문이 중심부를 향해 고요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것을 위해 두께 1.2mm의 동판을 내리기 하고 기물의 가장자리를 안쪽을 향하게 말

려든 형태로 제작했다. 파문의 경계를 날카롭게 표현([도판19] 좌)하여 소용돌이의 

중심부를 향해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파동 에너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도판 19] [작품 2]의 부분

  이와 별개로 <소(沼) 02>([작품 2] 상)에서는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물살이 샘을 

만나 회오리치며 샘물과 섞이는 현상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이 융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자 했다. 두께

1.2mm 동판을 비대칭 올리기 하여 제작했다. 기물의 가장자리에서 출렁이듯이 시작

된 물의 흐름이 큰 볼륨을 가진 채 벽을 타고 세차게 내려가 중심부로 모여든다. 그

리고 중심부에는 두 갈래의 물줄기를 돋을새김하여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살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와는 다르게 벽을 타고 내려가는 부분은 부드러우면서 

크게 양감을 주어 많은 양이 크게 출렁이는 움직임을 표현했다.([도판 19]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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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소(沼) 01>(아래) + <소(沼) 02>(위), 적동, 열착색 

320x230x90(mm), 2010, (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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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소(沼) 01> + <소(沼) 02>, 적동, 열착색 

320x230x90(mm), 2010 (배치 2 : 겹친 모습)



- 31 -

[작품 3] <流 01>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해수 표면의 잔잔함을 깨고 쏟아 붓는 강물의 흐름은 

그 둘이 만나는 부분에 격렬한 소용돌이를 만든다. 좁은 계곡을 따라 흐르던 세찬 

물살이 강을 따라 흐르다 바다를 만나면 담수와 해수가 한데 뒤엉켜 섞이게 되고, 

좁은 물길을 따라 흐르던 강물이 넓은 바다에 좌르르 쏟아진다.”   - 작가노트 중 - 

 급류가 바다를 만나 뒤엉켜 쏟아질 때 형성되는 회오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회전 

운동 에너지의 속도감을 [작품 3] <流 01>을 통해 표현했다. 

 2.6mm두께의 동판을 내리기 하여 타원형의 볼을 만들고 소용돌이의 중심부로부터 

바깥쪽을 향해 나선으로 영역을 구분지어 볼륨을 깊게 성형했다. 소용돌이의 중심부

는 매우 간격이 좁은 나선을 이용하여 세차게 흘러가는 물살의 속도를 표현했고, 중

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선과 나선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넓어지도록 제작하여 밀

도와 공간감이 대비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뾰족한 망치를 이용하여 표면에 짧은 선

을 찍는 방식을 통해 물살의 흐름을 강조했다.([도판 21])

[도판 20] [작품3] 작업 과정

[도판21] [작품3]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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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流 01>, 적동(두께 2.6mm), 황화칼륨 착색, 400x320x150(m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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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流 02>

 계곡을 흐르던 물이 바닥이 깊게 패인 곳에 모여 웅덩이를 이룬다. 이렇게 모여드

는 물살이 소용돌이를 만들며 서로 섞이면서 중심부로 빨려 들어갈 때 생기는 부드

럽고 고요한 흡입력을 [작품 4] <流 02>를 통해 표현했다.

 2.0mm 정원의 동판을 이용하여 중심부를 매우 좁게 내리기한 후 나머지 부분은 

늘이기 하여 제작했다. 바깥쪽 나선은 간격을 크게 주어 고요하고 느슨하게 표현하

고 중심부는 나선의 간격을 좁혀 나선의 속도감을 더했다.

 매끄러운 수면의 고요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포를 이용하여 안쪽 면을 매끈하게 다듬

어서 잠잠하지만 소용돌이의 중심부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도판 23])

[도판 22] [작품4] 작업 과정

[도판 23] [작품4]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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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流 02>, 적동(두께 2.0mm), 300x300x110(mm), 2010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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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流 02>, 적동(두께 2.0mm), 300x300x110(mm), 2010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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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雲>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어 하늘을 뒤덮으면, 이내 나의 머리 위로 후두둑 물방울이 쏟

아진다.”                                                                                   - 작업노트 중 -

                                     

  비 오기 전 하늘을 보면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구름이 모여든다. 작은 물방울 입자들로 

이루어져 넓게 퍼져있는 구름들이 어떤 지리적 요인을 만나 상부로 이동하고자 할 때 퍼

져있던 구름은 한데 모여 비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들 ‘비구름이 몰려온다.’ 

고 말한다.

  이렇게 구름이 모이는 형상을 스케치한 것이 [도판24]에서 왼쪽의 스케치이다.   스케

치를 바탕으로 적동 판재([도판24] 중)를 이용하여 모델링했다. 타원의 판금성형 시 기

물의 중심부와 타점의 거리 차가 왜곡을 일으킨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용돌이의 중심부

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자리 잡아 왜곡된 형태에서 얻어지는 운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고자 했다.

  1.5mm두께의 동판을 내리기 하고 총 다섯 부분으로 나뉜 영역의 경계를 기물 내부에

서 위로 뾰족하게 모아지도록 망치질하여 선으로 표현해 관찰자가 이를 구름이 움직인 

궤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도판25]) 그리고 소용돌이의 중심부를 기물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표현하여 에너지의 모임과 흩어짐을 더욱 강조했다.

[도판 24] [작품 5] 스케치와 모델링, 작업과정

 [도판25] [작품 5]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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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雲>, 적동(두께 1.5mm), 320x230x90(m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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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바람 01>

 타원 내리기를 통해 얻어진 형태를 이용하여 작게 시작한 힘이 점차 커지면서 큰 힘으

로 변모하는 양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기물 중앙에서 시작한 작은 영역들이 뒤틀린 기물의 벽을 타고 점차 커지면서 경계가 

모호해져 서로 뒤엉켜 돌다가 끝내는 분출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1.2mm동판을 이용

하여 내리기 하고 뒤틀림을 강조하기 위해 늘이기 기법(stretching)을 이용해 가장자리

의 일부분을 바람개비의 날개처럼 바깥으로 휘어지도록 했다. 총 세부분으로 나누어지

는 영역의 경계선이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흐릿해져 

경계가 모호해지도록 처리했다. 경계선 처리에 이런 변화를 주어 힘이 커지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뒤섞이는 모습에서 집중과 확산의 이미지가 더욱 분명해 진다.

[도판 26] [작품 6]의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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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바람 01>, 적동(두께 1.2), 320x230x90(mm), 2009



- 40 -

[작품 7] <바람 02>

 “따스한 봄날의 산들바람은 나의 마음을 산뜻하고 가볍게 해주지만, 여름 끝자락의 태

풍은 가로수를 뽑고, 땅을 푹 꺼지게 하며, 다리를 끊고, 건물들까지도 날려버린다.  적

도 위의 작은 미풍으로 시작된 태풍은 닫힌 창문 너머의 나에게도 위협감을 준다.”        

                                                                                               - 작업노트 중 -

 엄청나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주변의 것들을 모두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의 위협적이

고 거친 에너지에 내포된 강한 생명력을 3.0mm 두께의 동판과 주석도금을 이용하여 표

현하고자 했다. 

 태풍의 위성사진([도판 5] 우)을 보면 상승기류를 타고 지상으로부터 빨아올려진 구

름들이 중심부로부터 바깥으로 점차 흩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소용돌이 내

부의 수많은 개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채 움직이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확산되어 거칠게 흩어진다. 이 모습에서 연장과 발산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생명력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3.0mm 두께의 동판을 내리기 하고 기물의 가장자리를 부분적

으로 바깥을 향하도록 휘었다. 

 표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칠고 강한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주석도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망치질을 이용해 표면 고르기를 마친 기물의 표면에 부분적으로 주석 덩어

리와 붓질의 흔적이 남도록 도금하여 휘몰아치며 발산하는 에너지를 표현했다. 

[도판 27] [작품7]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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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바람 02>, 적동(두께 3.0mm), 주석, 황화칼륨 착색, 

390x390x110(m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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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용오름 01>

 “바다 위에 일어나는 태풍의 물기둥은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

을 주고 이때 바다와 하늘은 물기둥으로 이어져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인다.” 

                                                                                              - 작업노트 중 -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앞서 설명한 지상에서의 태풍과 동일한 형태나 구조, 발

생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 태풍은 강력한 회전력을 통해 바다의 물을 빨아들여 하늘로 

솟구치게 한다. 그 모습은 마치 용이 몸을 뒤틀며 승천하는 것 같은 장관을 이룬다. 평평

하던 수면의 물을 빨아들여 하늘 높이 가지고 올라간 후 그것을 뱉어내는 모습으로부터 

태풍의 회전력과 흡입력을 느낄 수 있다. 잔잔한 물 위에서 발생하여 힘차게 하늘로 

솟구치는 물줄기를 통해 미미하게 시작하여 점차 거세게 발전하는 에너지를 나타내

고자 했다.

 직경 100mm, 높이 200mm, 두께 2.0mm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밑에서 3분의 2지

점으로 좁아지도록 각도 올리기 한 후 바닥으로부터 직경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

며 꼬임이 풀어지는 형태로 성형하여 쥐어짜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꼬임이 좁아지는 

부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끝이 뾰족한 망치를 이용하여 날카로운 직선들을 

부분적으로 찍어 꼬임의 선을 강조했다. 이러한 형태적․표면적 시도를 통해 에너지의 

집중과 확산을 나타낼 수 있었다.

[도판 28] [작품8]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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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용오름 01>, 적동(두께 2.0), 130x130x320(m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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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용오름 02>

 용오름의 수면에서 발생하여 힘차게 하늘로 솟구치는 물줄기를 표현하기 위해 투명

한 아크릴을 이용하여 물 덩어리를 제작하고 그 표면을 동 부분이 감싸며 상승하도

록 배치했다. 동 부분은 위를 향해 좁아졌다가 다시 퍼지는 형태로 제작했다.

 두께 1.5mm의 동판을 가운데 부분만 좁게 올리기 하여 가장 좁은 부분과 가장 넓

은 부분의 직경 차이를 380mm까지 대비시켜 물이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 아주 좁게 

모아졌다가 풀어지는 것을 표현했다.

 기물의 중심부는 황화칼륨 착색을 통해 어둡게 표현하여 공간감이 보다 깊게 느껴

지도록 했고, 바깥으로 퍼지는 부분의 표면에는 부분적으로 주석의 거친 붓질과 덩

어리의 느낌을 살려 마무리 하여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에너지

의 속도감을 나타냈다.([도판 30]) 

[도판 29] [작품9] 작업 과정

[도판 30] [작품9]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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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용오름 02>, 적동(두께 1.5mm), 주석, 아크릴, 

400x400x30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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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 논문의 주제는 판금성형을 통한 소용돌이 형태의 제작이다. 연구자는 판금성형 과정

으로부터 형성되는 소용돌이 형태의 리듬과 운동감, 흡입력에 관심을 가졌고 소용돌이 

자체를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주체로 보았다. 이에 소용돌이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그것

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을 표현하고 기물에 에너지를 내포시키고자 했다. 그를 위해 

자연에서 관찰되는 소용돌이와 그것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예, 그리고 소용돌이 구조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소용돌이는 형태와 구조 모두에서 이미 운동, 발산, 흡입 등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판금성형은 제작자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기물이 에너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소용돌이가 

내포한 다양한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성형방식이다. 금속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에너지가 기물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기물 자체가 에너지를 내포하기 때문이

다.

 작업을 진행하는데 중점으로 고려한 부분은 판금성형 과정에서 자연스레 얻어지는 소

용돌이 형태의 에너지를 기물에 표현하는 문제와 작업자의 에너지가 반영된 기물 자체

로부터 관찰자로 하여금 그러한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읽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판금

성형의 과정에서 판재가 뒤틀려 발생하는 반발력을 다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작업자로부터 기물로 옮기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다. 여기에 판재의 두께와 

표면처리방법, 형태에 변화를 가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이 연구의 시작은 판금성형을 통해 얻어지는 소용돌이 형태로부터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

는 기류나 에너지 등을 표현하기 위해 소용돌이라는 형태를 차용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발전해갔다. 이는 소용돌이 형태가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형태라는 판단 때문이

었다.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형태의 반복 제작을 통해 미숙했던 판금성형 기술이 향상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효율적으로 소용돌이의 형태를 성형할 수 있게 되었다. 판금성형 작업으

로 연구자의 에너지를 판재에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의 구조는 관

찰자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판금성형과 소용돌이 형태에서 시작한 연

구를 통해 연구자는 소용돌이 형태가 가진 다양한 미적 특질과 판금성형 과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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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지는 에너지가 별개가 아니며 이 둘은 서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존

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에게 향후 에너지를 지닌 소용돌이의 형태

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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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the  Vortex-shape  by  Sheet  Metal  Forming  

with  Hammering

Han, Ji Yune

Major in Metal smith

Faculty of Crafts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Seo, Do Sik

This study examines the forming of artwork in vortex shape.

When you gaze at a vortex shape, you will have the feeling of being absorbed 

into its center, due to the spiral motion of the vortex shape. Structurally, a spiral 

shape has energies of suction, divergence, and diffusion, which allow us to feel 

dynamic rhythm and motion. This vortex-shape can be easily obtained by sheet 

metal forming, and I tried to utilize the vortex shape to adequately express my 

concrete intention in my work.

Based on my interest in the vortex shape, various vortices found in nature, and 

examples of their visual and structural expressions were researched to utilize 

the vortex shape in my work.

The sheet metal forming, which is a process of applying hammering force to a 

piece of sheet metal to form its geometry, is conducted by modifying the metal's 

shape into a spiral. And the worker directly delivers his or her energy to the 

metal sheet through the hammering process. In this process, the worker forms 

the metal sheet's shape while struggling with the distortion of its shape and the 

metal sheet becomes firm and strong. 

This proces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worker can reflect his or he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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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reover, one's will of expression into the spiral.

 

Also, I tried to express the various energy observed from the vortex shape 

during the sheet metal forming process. During the forming process, I maximized 

the use of resilience and resulting from the worker's energy applied to the metal 

sheet and tried to put together the various vortex shapes expressed naturally 

into a form of container.

I tried to formalize the contents naturally obtained from the worker's movement 

of hammering the metal sheet and materials I faced during the work process, 

rather than simply expressing the vortex shape found in the nature. The vortex 

form made through this process can contain the worker's energy, and one can 

feel dynamics, rhythm, and vitality from such containment of energy. Using 

copper sheet as basic material, I gave variations in thickness and texture 

according to the shape I intended to create, and the outcomes were expressed in 

various vortex shapes with differing characteristics.

I hope people can find from my work the vortex shapes found in nature, such as 

spiraling water, clouds gathering and scattering, and raging winds.

I somewhat regret not giving more variations in the contours and structures of 

the work due to focusing too much on the vortex shape. However, I am satisfied 

with understanding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I used during the 

sheet metal forming process. I am also satisfied with confirming that the 

worker's energy can be conveyed visually to the audience and that the aesthetic 

values of vortex shape and the energy gained from the sheet metal forming can 

take each other as the object of expression.

Key words : Vortex-shape, Energy, Sheet metal forming with hammering

Student No. : 2009-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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