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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달의 월식 현상을 통해 달 표면에 지구가 가하는 힘을 읽어내고 그러한

천체의 관계와 영향력을 토대로 하여 기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세 천체의 상대 위치에 따라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 천체가 일직선으로 놓여 태양빛을 등진 지구가 달을 향해 그림자 영역

을 만들면 달이 궤도를 따라 공전하던 중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다시 나

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달이 시각적으로 변하는 이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달

표면에 지는 지구그림자로, 우주 속 사건의 대부분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해왔던

지구가 여기에서는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크게 달에 드리운 지구그림자를 재현하는 ‘지구그림자 연구’와, 지구

그림자가 달에 가한 힘에 의해 형태의 일부가 잘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

는 ‘월식과 지구그림자 연구’로 나뉜다. 두 가지 방향의 결과물 모두에서 중요하게

전제되는 것은 ‘달’ 표면에 드리운 ‘지구그림자’이다. 이러한 두 소재는 월식이 진행

되는 동안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단독적으로

다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는 둘 사이의 보이지 않는 힘과 그것의

시각적 재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달’ 표면을

바탕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그림자’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소재 모두

를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현상을 판단할 때 대부분 보이는 면에 의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식에서

지구그림자가 발휘하는 강력한 힘을 간과하기 쉽다. 연구자는 보이지 않는 힘인 지

구그림자를 형태적 양감이 있는 사물로 제시하여 관찰자와 사용자가 시각에 의존한

판단만으로는 인지할 수 없었던 숨겨진 힘의 영향력까지 읽어내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월식, 달, 지구그림자, 영향, 기물

학 번 : 2009-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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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연구 동기 및 목적

낮에도 달은 하늘에 떠있지만 일반적으로 강렬한 태양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다가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낸다. 때문에 태양은 낮을,

달은 밤을 관장하는 천체로 대표되면서 고대부터 인류의 관심 속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연구자에게 달은 밤하늘 속에서 비슷한 밝기로 빛나는 여타의 천체들 중에서도 단

연 독보적인 존재였다. 망원경과 같은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식별

이 가능한데다가 언제나 매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특히나

달의 모양 변화가 몇 시간 사이로 빠르게 발생하는 월식은 그 시각적 변화가 지구

그림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다.

월식은 달, 지구, 태양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달이 태양을 등진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그 모양이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달은 본디 모양이 가늘어졌다

차오르는 삭망1)을 매일 밤 반복하기 때문에 그 모양 변화가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

지만 월식은 천체의 궤도가 맞물리는 특별한 날에만 발생하고 달의 모양이 몇 시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월식에서 중요한 것은 달과 지구, 태양 세 천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의 형태

가 시각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에서 달의 시각적 형태 변화는 달과 지

구, 태양의 위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사물

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위치를 바꾸어가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월식이 진행 중인 달을 관측할 때 대부분 밝은 면의 변화 과정에만 관심을

둔다. 하지만 빛을 반사한 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구그림자가 달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구가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면 이 현상은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이

1) 朔望. 달이 차올랐다 가늘어지는 모양 변화를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 Ⅱ장 1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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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빛나는 면에 시각적으

로 주목하기에 우리는 월식에서 지구그림자가 발휘하는 강력한 힘을 간과하게 된

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달 표면에 드리워졌지만 우주의 어둠과 동일하게 여겨져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지구그림자를 양감이 있는 기물로 제작하여 연구자는

물론, 관찰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물을 통해 시각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었던

숨겨진 지구의 힘과 각 천체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읽어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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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범위

사물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

로 하여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달의 어두운 면인 지구그림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

며, 모습을 숨긴 채 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구그림자의 존재를 표현하는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기물 제작 시 형태적 해석은 바탕이 되는 달을 기본으로 한다. 달의 어두운 면, 어

둠이며 우주의 허공이라 착각하게 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월식에서 지구가 달에 행

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1. 지구그림자

달의 어두운 부분에 진 지구그림자를 사물로 재현하는 작업.

2. 월식과 지구그림자

2-1. 보이지 않는 지구그림자에 의해 변형된 달을 표현하는 작업.

2-2. 지구그림자에 의해 변형된 달과 지구그림자를 함께 표현하는 작업.

달 자체가 아니라 달과 지구의 영향 관계에 보다 집중하여 연구하고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천체의 둥근 구 형태나 원형을 차용하여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형

태적 변형을 시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작품의 주된 제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이 되는 구조는 레이징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상황에 맞게 추가 구성

한 금속을 땜질하여 형태를 성형했다. 바탕사물 형태가 갖춰지면 다른 사물의 영향

력을 표현하기 위해 톱질로 기본 형태의 일부분을 제거한 후 새로이 성형한 금속을

땜질하여 이어 붙여 완성하였다. 기본형이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영향사

물의 형태는 반대로 오목한 모양으로 제작하여 기본 구조에 다른 힘이 가해졌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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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달의 월식과 지구그림자

1. 달의 월식과 삭망

달은 모양이 변하는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천체이다. 그 시각적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에는 삭망과 월식이 있다.

1-1. 삭망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대신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발한다. 이 과정에서

태양에 정면으로 향해 있어 빛을 받는 면과 태양을 등지고 있어 빛을 받지 못하는

면 사이에 명암계선(明暗界線)이라는 경계가 생긴다. [도판 1]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에서 그 경계면을 살펴볼 수 있다. 태양을 향한 면의 반대편에 진 어둠 때

문에 달은 전체의 절반만 빛나는 상태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와 달 두 천체의 위치가 서로 달라지면서 역시 자전과 공전 중인 지구에

서 절반만 빛나는 달을 관측하면 달의 모양이 매일 밤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것이 삭망이다.

[도판 1] 삭망 현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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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모양에 따라 다른 달 이름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해서 지구에서 보는 달이 어두워진 상태를 삭(朔, 신

월, new moon)이라 한다. [도판 1]에서처럼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초승달

을 거쳐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태양과 90°에 위치하는 상현달이 된다. 지구를 사

이에 두고 달이 태양과 180°인 일직선을 이룰 때에는 월면이 전부 빛나는 망(望, 만

월, 보름달, full moon) 상태가 되었다가 270°의 하현을 거쳐 다시 삭으로 돌아온다.

달이 천구에 그리는 이 궤도를 백도라고 한다.

[도판 2] 삭망 현상에 따른 달의 모양 변화2)

이러한 삭망 현상을 통해 달은 [도판

2]에서처럼 그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모습에 [도판 3]과 같이 각각 이름을

다르게 붙여 구별하고 있다.

2) 강경원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달을 월령(달의 위상을 1일 단위로 표시한 것)별로 찍은 사

진으로, 달의 위상변화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각 월령 별 달의 위상변화를 촬영하여 완성된 작품이다. KASI 천문

우주 지식 정보,

astro.kasi.re.kr/Community/GalleryViewForm.aspx?MenuID=1598&G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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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식

월식은 달의 모양이 변한다는 점에서 삭망과 외관상 공통점을 갖지만 발생 원인은

전혀 다르다.

지구의 궤도인 황도와 달의 궤도인 백도는 평면상으로 일치하지 않고 황도를 기준

으로 백도가 약 5°정도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달은 지구의 그림자를

살짝 비껴 공전하게 된다. 월식은 이 두 궤도가 교차하여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에만 발생한다.

[도판 4]에서처럼 달이 지구 본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월면이 전부 가려지

게 되면 개기 월식, 지구 본그림자와 반그림자 사이에서 월식이 진행되어 달의 일

부분만 가려지게 되면 부분 월식이라 한다. 달이 반그림자에 들어가 약간 어두워지

는 경우는 반영식이라 부르며 육안으로 관찰할 때 본래 달의 밝기에 비해 그다지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

[도판 4] 월식 현상의 원리

각 천체가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놓일 때에만 월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천체의 위치상 지구에서 바라본 달은 전면이 빛나고 있는 망(보름달) 상태이다.

망 상태인 달은 지구의 반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육안으로 구별이 되지 않을 정

도로만 약간 어두워진다. 그 후 본그림자 안으로 진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모습

을 바꾸기 시작한다. 공전 방향에 따라 동쪽부터 천천히 지구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며 [도판 5]와 같은 모양 변화가 발생한다. 달이 지구그림자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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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게 보이거나 어두워져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본그림자 밖으로 나와 반그림자 속

으로 들어오면서 원래의 둥근 모습을 되찾아간다. 이 식은 일반적으로 약 2시간 정

도 진행된다.3)

[도판 5]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4)

개기 월식이 발생할 때 달은 지구그림자 속에서 보통 어두운 붉은색으로 관측된

다. [도판 5] 이는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 속을 통과하는 도중 굴절하여 지구그림자

부분에도 빛이 돌아 들어가면서 그 일부가 달 표면을 조금 비추기 때문이다. 이때

에 파장이 긴 붉은색 빛만이 대기 중의 먼지 등에 방해를 받지 않고 달까지 도달하

기 때문에 붉은 색을 띠게 된다. 하지만 화산 활동이 활발해져 대기의 상층부에 화

산재가 대량으로 흩날릴 경우 보통은 흡수되지 않던 붉은 빛까지 흡수되면서 지구

그림자가 아주 어두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개기 월식이 발생하면 달에 빛이 전혀

닿지 않아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1982년 멕시코 엘치촌 화산 폭발,

1993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후에 발생한 개기 월식에서는 지구그림자 속

으로 숨은 달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5)

3) 달과 지구 궤도의 차이에 따라 월식 진행 시간이 달라진다. 드물지만 2000년 7월 16일에

관측된 월식에서는 달이 지구그림자 정 중앙을 지나갔다. 이럴 때에는 식의 시작에서 종

료까지 4시간 가까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일본 뉴턴프레스, 『Newton Highlight

달에 관한 최신 정보와 탐사 계획 달 세계 여행』, 강금희 역, (주)뉴턴코리아, 2010,

p.42.

4) 한국천문연구원 전영범이 2011년 12월 10일에서 11일 사이 대한민국 대구에서 촬영한 개

기월식 사진이다. KASI 천문 우주 지식 정보,

astro.kasi.re.kr/Community/GalleryViewForm.aspx?MenuID=1598&GID=471

5) 일본 뉴턴프레스, 『Newton Highlight 달에 관한 최신 정보와 탐사 계획 달 세계 여

행』, 강금희 역, (주)뉴턴코리아, 2010,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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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식과 지구그림자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삭망 현상에서 지구는 제3자 입장이 되어 달의 모양 변화를

그저 관찰할 뿐이다. 삭망과 현상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

월식에서 지구는 삭망 때의 지구보다 달의 변화 과정에 훨씬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 현상은 태양과 지구, 달의 영향 관계가 삭망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

며 각 천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월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하나의 무대로 가정한다면, 지구는 조명 역할을 하는 태

양빛을 등져 무대의 일부분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비춘 빛을 전면

에 받은 달은 지구와 같은 선상에 위치해있는 객석을 향해 보름달로 동그랗게 빛나

면서 월식을 준비할 것이다. 달과 지구 궤도의 각도 차이가 거의 없어져서 달이 지

구와 같은 높이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조명(태양)과 그림자(지구), 달은 모두 평행

한 위치에서 식이 시작되기 전의 마지막 준비를 마친다. 달이 몸을 움직여 지구가

만든 반그림자와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도판 6]와 같이 달의 둥근 외곽

이 천천히 일그러지며 월식이 시작된다.

[도판 6] 월식이 진행 중인 달 표면과 지구그림자

이 극에서 지구가 맡은 역할은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

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이다.6)

그림자가 졌다는 것은 어둠을 만든 원래 사물인 그림자의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빛이 있는 한 사물은 언제나 그림자를 가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사

물을 대할 경우 보는 사람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그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림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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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된다. 단테는 자신의 저서 『신곡』의 연옥편에서 그림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언급하고 있다. “태양은 등 뒤에서 붉은 빛으로 타올라 / 나의 형상 앞에서 부서

진다 : 왜냐하면 내 안에서/그 빛의 저항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돌아서서 /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에, 바라보았을 때 / 오직 내 앞에 있는 땅 만이 어두워져 있다.”.7)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태양을 등진 채 나란히 걷는 길 위에서 생명이 없는 베르길

리우스에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그

림자가 사물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림자가

사물의 생명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루돌프 아른하임은 저서 『美術과 視知

覺』에서 그림자에 대해 “전세계를 통하여, 그림자는 먼저 그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물의 생장(生長)으로 생각되었다. (중략) 사람의 엷은 그림자(薄皮, filmy self)는

그의 영혼이나 생명력과 동일시되거나 또는 관련맺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그림자

를 밟는 것은 주요한 금기이다. 그리고 칼로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찌름으로써 그

사람이 살해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언급한다.8)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생명을 가져 실재하는 존재에게 그림

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때로 그림자는 그것을 소유한 사물의 생명을 증

명하는 경우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시키며 사물이 실재함을 증명한다. 이는 바탕으

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 그것의 주인인 원래 사물이 존재하

며 동시에 그 사물이 실재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습이 변하고 있는 달 속 그림자를 바탕으로

월식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지구가 실재하며 그 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에 진 그림자는 지구가 드리운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져 마치 우

주의 허공처럼 보이는 검은 부분은 달(표면)이면서도 동시에 지구(표면 위에 진 그

림자)이기도 하다.9) 이를 바탕으로 하면, [도판 6]과 같이 월식이 발생하고 있는 과

7) 단테(Alighieri Dante), 『신곡』을 빅토르 I. 스토이치타(Victor I. Stoichita), 『그림자의

짧은 역사』, 이윤희 역, 현실문화연구, 2006, p.63에서 재인용.

8)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美術과 視知覺』, 김춘일 역, 미진사, 2006, p.313.

9) 그림자는 사물에 종속되어 생겨난다. 어둠이 드리운 바닥면의 각도나 질감, 빛의 위치에

따라 원래 사물의 형상이 왜곡되어 재현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림자는 원래 사물의 형

태를 비슷하게 따른다. 덕분에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원래 사물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가 원래 사물이 행하는 주도적이며 결정

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그 종속성과 형태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원래 사물

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대리로 맡는 소재로까지 해석되기도 한다.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Adelbert von Chamisso)의 『페터 슐레밀의 이상한 이야기The

Wonderful History of Peter Schlemihl』에는 자신의 그림자를 판 남자의 이야기가 나온

다.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가난한 소년 슐레밀에게 슐레밀의 그림자와 항상 금으로 가

득 차있는 자신의 마술 주머니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슐레밀은 제안을 받아들여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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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에 놓인 단편적인 달 사진 한 장으로도 우리는 달과 지구 두 천체의 관계 속

에서 지구가 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달에 진 지구의 그림자는 지구가 만들 수 있는 전체 그림자 면적

중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판 5]와 같이 월식의 장면을 잡아낸 순차적 촬영 사

진이나 [도판 6]처럼 순간을 촬영한 사진 몇 장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모습과 영향

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다중 노출을 통해 연속적으로 포착한 사진 속

에서 월식 중의 지구그림자를 찾아보면 순차적 촬영 기법을 거친 일반 사진보다 훨

씬 왜곡 없이 달에 드리운 지구그림자의 영향력을 관찰할 수 있다. [도판 7]은 월식

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의 달을 여러 개 이어 붙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구

그림자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판 7] 월식 진행 중에 보이는 지구그림자10)

를 팔고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절망감에 휩싸여 호텔 방으로 돌아온다. 샤미소는 책에서

슐레밀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내 품에서 그 불행을 가져오는 돈주머니를

끄집어내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대화염(大火焰)처럼 자기복제적으로 자라나는 일종

의 절망감에 휩싸여 (중략) 그 화려함과 견고함을 내 가난한 마음에 양식으로 삼아, 계속

금을 금에 던졌다. (중략) 그렇게 낮과 밤이 지나갔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밤낮으로

나는 내 금 위에 누워 있었고, 잠이 엄습했다.” 절망과 고독에 빠져 지내는 슐레밀은 그

림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며 다시 그림자를 찾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한다. 이에 대해 스토이치타는 “존재가 정의되는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고, 거

기서 자기 정체성이 확정된다. 따라서 당신의 그림자를 판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잃

어버린다는 것과 같다. 한순간 당신은 ‘누군가’가 되고, 그다음 순간에는 ‘아무도 아닌 자’

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페터 슐레밀의 이상한 이야기(The Wonderful History of

Peter Schlemihl)』를 빅토르 I. 스토이치타(Victor I. Stoichita), 앞의 책, pp.232-2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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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무제>

[도판 8]의 <무제>는 월식에서 나타나는 달

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해석한 연습 작업이

다. 월식이 진행 중인 달은 밝은 면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1차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천체의 관계에 따른 월식

의 발생 원인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

직 시각적 측면만을 다룬 이 연습 작업은 이

후 진행되는 논문의 실제 연구 결과물 제작

에 앞서 월식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다.

A B

[도판 9] <접시와 컵들>

[도판 9]의 <접시와 컵들>은 월식 현상 발생의 전제 조건인 천체의 움직임을 이

해하기 위해 진행한 연습 작업이다. 일직선상에 놓인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

변화에 따라 각 천체는 서로의 면적 일부를 가리고 가려지며 달 표면의 밝은 면의

넓이를 변화시킨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로 이루어진

한 개의 접시와 세 개의 컵들은 서로 지름이 달라서 상대적으로 지름이 작은 기물

이 큰 기물의 안에 들어가 겹쳐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각 기물은 A와 같이 완전

히 겹쳐지지 않고 B와 같이 위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지름이 작은 기물이 큰 기물

의 내부를 전부 다 가리지 않고 일부 남겨두게 된다. 의도에 따라 사물이 겹쳐지는

방식을 조절해보고 그것을 통해 발생한 중첩된 형태를 관찰하는 간단한 연습 작업

을 통해 연구자는 월식 현상에서 발생하는 천체의 상대적 위치 관계에 따라 달 표

면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개념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

10) 안토니 아기요마미티스(Anthony Ayiomamitis)가 2008년 8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있

었던 월식을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3시간에 걸쳐 다중 노출로 포착한 달 사진이다.

www.perseus.gr/Astro-Eclipses-2008-08-16b.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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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품 설명

이 장에서는 월식, 즉 지구그림자의 영향에 의해 달이 모습을 바꾸는 현상을 바탕

으로 진행한 작품 연구를 설명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의 월식 현상은 지구그림자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달 표면에 진 지구그림자를 사물로 재현하는 ‘지구

그림자 연구’를 진행했다. 달에 영향을 가하는 2차원적 그림자를 3차원 사물로 제작

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구그림자는 양감을 가진 사물이 된다. 이렇게 사물이 된 지

구그림자는 달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렇듯 형태적 힘을 가진 지구그림자는 이어지는 ‘월식과 지구그림자 작업 연구’에

서 달의 형태 일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연구에

서 중요하게 전제되는 것은 ‘달’ 표면에 드리운 ‘지구그림자’이다. 두 소재는 월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형태를 구성할 때

두 가지 소재 모두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지구그림자

[작품 1]

달에 진 지구그림자를 기물로 제작하는 작업이다.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가 자신의 저서 『박물지』에 언급한 도공 부

타데스의 전설에는 그림자를 사물로 구축하는 과정이 등장한다.

우리는 진흙으로 초상을 본떠 만들기를 처음으로 행한 이가 코린트에 살았

던 시키온의 도공 부타데스Burades of Sicyon라는 것을 동일한 근거를 통해

알 수 있다. 부타데스의 딸은 한 젊은이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는 딸로

인해 진흙 모델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부타데스의 딸은 애인의 얼굴에 램프 불빛을 비추어 벽에 그림

자를 만들고는 그 그림자의 외곽선을 따라 그림을 그렸다. 부타데스가 여기

에 진흙을 발라서 부조浮彫를 만들었고, 다른 도기들과 함께 이 부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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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초상 조각은 님프들의 신전Shrine of the Nymphs

에 보존되어 있었다고 전한다.11)

부타데스는 그림자의 윤곽만이 남아있는 빈 벽에 진흙을 발라 형태를 만든 후 그

것을 구워 2차원적이던 그림에 3차원적 입체감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을 통해 그림자는 입체적인 사물로 재탄생되어 존재감을 갖게 된다.

[작품 1]은 월식 현상에서 달 표면에 진 지구그림자가 차츰 면적을 넓혀가는 과정

을 순차적으로 표현한 기물 세트이다. 총 다섯 개인 이 기물은 왼쪽의 얕은 접시에

서 시작해 차츰 깊은 접시로 마지막에는 깊은 볼 형태로 나아간다. 태양빛을 반사

하여 빛나는 달 표면에 드리워지고 있는 어두운 지구그림자를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는 황화칼륨 용액12)을 이용하여 짙은 고동색으로 착색하였다.

사진 상 왼쪽의 첫 번째 얕은 접시는 월식이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

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며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지구그림자가 차

츰 달을 덮는 모습을, 가장 오른쪽 마지막 기물에서는 지구그림자에 달이 거의 다

덮여져 사라지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 월식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 중

의 달에 진 지구그림자를 3차원적 사물로 제작하여 입체감을 부여한 것이다.

월식 과정을 사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기물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그림자와 밝은 면의 경계선에 약간의 변형을 가했다. 실제

형태는 [도판 5]의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달에서 보이는 그림자 형태처럼

기물의 단면이 기물의 중심부 쪽으로 볼록하게 올라오는 방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기능하는 기물을 제작하는 만큼 형태적으로 단면을

오목하게 만들었다.

11)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박물지』, xxxv, 43.을 빅토르 I. 스토이치타

(Victor I. Stoichita), 『그림자의 짧은 역사』, 이윤희 역, 현실문화연구, 2006, p.14에서

재인용.

12) 황화칼륨 착색은 구리 표면에 황화칼륨 약품을 이용하여 색을 입히는 기법이다. 짙은

갈색이나 짙은 보라색이 도는 검정색으로 착색된다. 일본어 발음인 유화가리라는 명칭으

로 많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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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월식과 지구그림자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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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식과 지구그림자

지구그림자에 의해 형태가 변형된 달을 기물로 제작하는 작업이다.

앞 장에서는 월식이 진행 중인 달 표면에 지구가 드리운 그림자를 재현하는 연구

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지구의 영향력을 2차원적 그림자로 읽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구가 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3차원적 입체물 사이의 관계로 해석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달에 지구그림자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의 형태 일

부가 잘려진 상태로 나타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구그림자와 달의 관계와 힘을 보다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 형태를 계획하는 단

계에서 달이 연상되는 구(球)형뿐만 아니라 원기둥, 변형된 비대칭 형태 등 다양한

변형을 시도해 보았고 필요에 따라 전체의 구 형태가 전혀 연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도 제작하였다.

A B C D E

[도판 10] 월식과 지구그림자 작업의 형태 제작 방식

[도판 10]을 통해 제작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달을 표현한 기본 형태를

망치질을 통해 성형한 후 B) 지구그림자의 영향이 가해진 부분을 고려하여 톱질과

줄질로 제거한다. C) 잘려나간 부분에 맞도록 크기와 깊이를 조절해가며 망치질로

지구그림자를 표현한 사물을 제작한다. D) B와 C의 연결 부분에 틈이 없도록 잘

다듬은 후 둘을 하나의 몸체가 되도록 땜질한다. E) 땜질하여 하나의 몸체가 된 D

에 아직 남아있는 C를 의도에 맞게 줄질로 완전히 제거하거나 일부를 남겨 완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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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이지 않는 지구그림자에 의해 변형된 달

지구그림자의 영향을 받아 모습이 변한 달을 표현하되 지구그림자가 완전히 생략

된 모습을 기물로 제작하는 작업이다.

이 절에서는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의 달 모

습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판 5]를 보면 월식 진행 과정에서의 지구

그림자는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뒤덮인 달 표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허공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본래 구 형태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정도로

달의 둥근 외곽선은 무너진 모습으로 관측된다. 관찰자는 이렇게 모습이 변한 달을

통해 그것의 형태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지구그림자의 힘을 읽

어낼 수 있다.

우주의 허공이 하얀색이라고 가정해보자. 본래 원형이던 둥근 달에 A와 같이 어두

운 지구그림자가 진 경우라도 달은 둥근 외곽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B에서처럼 원래의 검은색 우주가 되고 나면 지구그림자에 덮인 달 표면은 완전히

우주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져 버리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나머지 부분만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도판 11]

A B C

[도판 11] 월식 과정 중 지구그림자와 달의 모양

그렇다면 C와 같이 태양빛을 반사한 달의 밝은 부분만이 하얀색 우주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도판 11]의 B에는 지구그림자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어 시각적으

로 인지할 수 없을 뿐 사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C에서는 지구그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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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생략된 채 빛을 반사하는 면만 표현되어 있다. B와 C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

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양이다. 두 사진 모두에서 지구그림자는 달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구그림자의 보이지 않는 힘이 B에서는 나타나 있고 C

에서는 생략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크게 다르다.

이것은 시각에 의존한 인식의 오류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달의 원래 형태가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구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달의 모습을 다르

게 판단한다. 여러 변수에 따라 달이 모양을 바꾼다는 현상적 사실 때문에, 본질만

을 가지고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범주로 몰아넣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간은 모습이 변한 달에 [도판 3]과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구분한다. 이 때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밝은 면, 즉 인간

의 시각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13)

B에서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지구그림자는 C에서 완전히 생략되어 우리는 C안에서

지구그림자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사고 과정의 흐름 상, 판단에 앞서

전제되는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진 C의 잘린 달은 전체의 일부이며 무언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태가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생략되어 보이

지 않고 시지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허공의 형태 속에서 다른 것의 영향력을 이

해한 후 생략된 부분까지 통틀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눈에 [도판

11]의 B와 C는 같은 형태의 달로 읽히게 되며 사진 C 속의 달이 일부 왜곡된 형태

임에도 사진 B의 달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작품 2, 3, 4]는 그러한 형식을 빌려 구성되었다. [도판 12]의 입체 스케치들은 [도

판 11]의 C와 같이 형태의 일부가 생략되어있다. 본래 매끈한 원기둥이었던 가장

왼쪽의 원기둥은 생략된 어떤 힘에 의해 오른쪽 두 원기둥과 같이 형태적으로 변형

된 모습이다. 여기서 영향을 미친 지구그림자는 제 모습을 숨긴 채 힘을 가하고 있

지만, 결과물을 보는 관찰자는 달을 표현한 사물의 원래 모습을 유추해 지구그림자

의 형태와 힘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3) 초승달과 그믐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눈썹 같은 초승달이나 손톱 같은 초승달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이는 달의 모양을 판단할 때 밝은 면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경우이다.

서정주의 시 동천(冬天)에는 달을 눈썹달에 비유한 구절이 등장한다.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 즈믄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놨더니 / 동

지 섣달 날으는 매서운 새가 / 그걸 알고 시늉하며 비끼어 가네.” 김학동 외, 『서정주연

구』, 새문사, 2005,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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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작품 2, 3, 4, 5]의 형태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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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3]

달과 지구그림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작업이다.

이 작업의 각 구성 요소는 모두 직선과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달과 지구그림자

의 관계만을 충실히 보여주기 위해 추가적인 변형이 제외된 기하학적 구조를 선택

하였다. 전체적 짜임에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각 부분

의 치수와 구조를 결정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다. [도판 13]

[도판 13] [작품 2, 3]의 3D 모델링 이미지

기본이 되는 형태는 세로로 길쭉한 원기둥이다. 여기에 역시 원기둥 형태인 지구

그림자가 달을 표현한 형태에 90°로 힘을 가해 그 일부가 잘려나간 모습으로 구성

되는 방식이다. [도판 14]

[도판 14] [작품 2, 3]의 형태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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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는 바닥과 닿는 면에 지구그림자의 힘이 가해진 것이다. 이때에 지구그림

자는 모습을 숨겨 생략된 채 나타난다. [작품 3]은 오른쪽 상단에서 지구그림자의

힘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의 지구그림자는 [작품 2]와 마찬가지로 제 모습을 숨긴

채 힘을 가하고 있지만, 힘이 가해진 부분에 두께가 있는 띠를 땜질하여 가해진 힘

의 흔적을 엿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부분은 손잡이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외에 주전자로 기능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부분인 물대, 손잡이, 뚜껑 등을

정원과 직선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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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월식과 지구그림자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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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월식과 지구그림자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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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총 세 개의 컵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작품 2, 3]과 마찬가지로 지구그림자의 힘

이 달에 수평으로 가해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직선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곡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구성하였다. [도판 15]

[도판 15] [작품 4]의 형태 구성 방식

달과 지구그림자를 표현한 사물 모두를 볼록하게 성형한 후 일부를 잘라낸 달 사

물에 지구그림자 사물을 땜질하여 접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구그림자가 힘을 가

한 부분의 형태가 달 위에서 오목하게 표현되었다. 그 결과, 완성된 형태의 볼록한

면과 오목한 면을 통해 달과 지구그림자의 서로 반대되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되었

다. 사용자가 컵을 손에 쥐었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지구그림자 사물 부분에 엄지

손가락을 놓고 볼록하게 성형된 달 사물 부분에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과 손

바닥을 안착시키게 된다. 즉, 형태 전반에서 가해진 보이지 않는 힘을 촉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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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월식과 지구그림자 04, 2011



25

[작품 5]

[작품 5]에서는 [작품 4]의 형태적 해석을 확장하여 주전자를 제작하였다.

형태를 구성한 방식은 [작품 4]와 동일하게 볼록한 달 사물과 달 사물 위에서 오

목하게 표현된 지구그림자 사물을 통해 상반된 힘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반된 힘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작품 2, 3]의 지구그림자 사물이 평평하게 성형된 것에 비해 [작

품 5]의 지구그림자 사물은 구(球)형에 가까운 형태로 성형하여 달 사물 위에서 더

욱 오목하게 보이도록 작업하였다. [도판 16]

[도판 16] [작품 2, 3]과 [작품 5]의 지구그림자 사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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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월식과 지구그림자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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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구그림자에 의해 변형된 달과 지구그림자

힘을 가한 지구그림자와 영향을 받아 모습이 변한 달을 함께 표현하되 지구그림자

사물의 일부가 달 사물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 절에서는 2-1절에서처럼 달 사물의 형태가 지구그림자 사물에 의해 일부 잘려

나가도록 구성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이전까지 지구그림자 사물이

모습을 숨기거나 일부 다른 형태에 의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제시된 것에 비

해 이 절에서의 지구그림자 사물은 훨씬 적극적으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A B C

[도판 17] 달과 지구그림자

[도판 17]의 B는 앞서 보았던 [도판 7](A)에 지구그림자 부분을 흰색 원으로 표시

한 그림이다. 이 연속적인 편집을 거친 사진 위에 표시된 지구그림자를 통해 우리

는 달에 진 지구그림자 형태를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구그림자의 어둠이 우주의 어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식의 순간 지

구그림자의 전체적인 형태와 면적을 연상해 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여기서 월

식이 진행 중인 달의 바로 뒤로 하얀색 배경판을 배치한다고 가정해보자. [도판 17]

의 A에서 여러 개의 달 중 하나와 지구그림자를 추출하여 하얀 배경판에 놓은 사

진 C를 보면 우리는 달에 드리운 지구그림자의 형태와 면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A에서 지구그림자는 여전히 어두워 우주의 허공과 같아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의

월식 도판과 동일하지만, 연속 노출을 통해 촬영된 여러 개의 달을 이어 붙여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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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달 사이에서 지구그림자의 둥근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갖는

다. 사진 속에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지구그림자 부분은 1/3로 비록 절반에

도 못 미치는 면적이며 나머지는 여전히 우주의 검은 허공 속에 숨어 있지만, 시각

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이 면적을 통해서 전체 형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렇듯 지

구그림자 사물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고 일부는 모습을 숨긴 채 나타나는 것, 이

방식이 2-2절의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볼록하게 성형된 달 사물과 반대되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 달 사물 위의 지구그림

자 사물을 오목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진 형태적 특성을 기능적

인 부분으로 연장해 보았다. 이러한 기능의 측면에서 달 사물에 가해진 지구그림자

사물의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연구하였다. 하나는 기물을 잡을 때 사용

자의 엄지손가락이 놓이거나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부분으로의 해석이며, 다

른 하나는 기물에서 물건을 담는 부분으로의 해석이다. 지구그림자 사물을 성형할

때 볼록한 정도를 너비와 깊이에 따라 조절하여 의도한 바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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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9] 달 사물과 지구그림자

사물의 질감 차이

2-2-1. 영향력이 기물의 손잡이로 표현되는 작업

[작품 6]

힘을 가한 지구그림자와 영향을 받아 모습이 변한 달을 함께 표현하되 지구그림자

사물이 달 사물 위에서 모습을 일부만 드러내는 작업이다.

[도판 18] [작품 6]의 형태 구성 방식

지구그림자의 힘이 달 사물의 형태를 변형시킨 후 그 힘의 일부가 완전히 숨겨지

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고, 이렇게 연장된 지구그림자 사물의 형태 일부가 달 사물

의 기능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지구그림자의 힘이 가해진 부분이 제거

된 달 사물에 영향력을 표현한 지구그림자 사물을 접합한 후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

거나 일부 남겨 두었다. 남겨진 이 형태를 통해 관찰자는 지구그림자의 형태를 짐

작함과 동시에 지구그림자가 달에 가한 힘이 아직 진행 중임을 느낄 수 있다.

[도판 18]처럼 형태의 일부는 달 사물에 완

전히 흡수되기도 하고 일부 남겨져 있기도

하다. 이 작업에서는 달 사물과 달 사물 위의

지구그림자 사물에 오목과 볼록이라는 형태

적 대비에 추가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의 대비를 시도하여 달 사물과 지구그림자

사물의 모습에 차이를 만들었다. 달 사물의

일부는 면이 평평한 망치를 이용하여 표면을

다각형들이 반복되는 형태로, 지구그림자 사

물의 일부는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망치를 이용하여 가로로 긴 타원형들이 반복해

서 각인된 형태로 마무리했다. [도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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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월식과 지구그림자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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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영향력이 기물의 담는 부분으로 표현되는 작업

힘을 가한 지구그림자와 영향을 받아 모습이 변한 달을 함께 표현하되 지구그림자

사물이 달 사물 위에서 모습을 전부 드러내는 작업이다.

2-2-1절과 마찬가지로 변형된 달 사물에 지구그림자가 가한 힘의 일부가 완전히

숨겨지지 않은 상태로 남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전에는 지구그림자 사물의 힘이 일

부만 작게 남았지만 이번 절에서는 지구그림자 사물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의 면적

을 더욱 확장하여 물건을 담는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판 20] [작품 7, 8]의 형태 구성 방식

[도판 20]의 지구그림자 사물은 여전히 몸체의 일부를 달 사물 속으로 흡수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형태를 이전보다

훨씬 볼록하게 성형하여 달 사물과 접합 후 담는 기능을 행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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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이 작품에서 지구그림자 사물과 달 사물은 모두 볼록한 구(球)형으로 성형한 후

접합되어, 지구그림자의 힘이 가해진 부분과 달 사물은 오목과 볼록이라는 서로 상

반되는 힘을 가진 채 맞물려 있다. 지구그림자 사물은 아래를 향한 힘을 통해 강력

한 영향을 행사하여 달 사물의 형태 일부를 자른 후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

다.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지구그림자 사물은 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구그림자 사물의 일부는 달 사물과 한 몸체로 연결되었다가도 다른 어떤 부분에

서는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일부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남겨진 형태

는 지구그림자 사물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그림자가 가하고 있는 힘이 달 사물 속에 아직 유효함을 나타내다. 이것은 동시에

서로가 주고받는 영향력이 모두 소멸하여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아직

도 사물 안에서 진행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두 개 서

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 형태가 주고받는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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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월식과 지구그림자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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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여기서의 지구그림자 사물은 앞서 제시한 작품들에 비해 훨씬 넓고 깊은 형태로

성형되어 있으며 달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제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는 지구그림자가 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달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도판 21]에는 월식이 반쯤 진행된 상황에서 지구그림자 속의 달이 검붉은 색으로

빛나고 있다.14) E에서의 지구그림자는 A와 D처럼 여전히 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 일부로 인해 지구그림자가 반투명해지면 그림

자 속에서도 달 표면과 둥근 외관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이 반투명한 지구그림자

속에서의 검붉은 달은 역으로 지구그림자에 영향을 가해, 오히려 지구그림자의 전

체 중 일부가 달에 의해 사라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그러면 영향을 가하는 사

물인 지구그림자와 영향을 받는 사물인 달의 역할은 점차 모호해지고 이제 각 사물

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A B C D E

[도판 21] 지구그림자 속의 검붉은 달

이러한 이유에서 접합되기 이전의 각기 다른 두 사물은 서로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부분이 잘려진 형태를 갖는다. 이 둘을 접합하여 하나의 몸체로 만들고 나면 본

래 하나가 아니었던 각 사물은 결국 하나의 사물로서 기능성을 나눠 갖는 상태가

된다.

14) 이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 Ⅱ장 1-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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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하는 과정에서 두 요소가 접합되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주기 위해 접합된 다른 사물의 형태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는 앞

서 제시한 [작품 7]과 같이 관찰자로 하여금 남겨진 형태의 일부를 통해 영향을 미

친 사물의 힘이 바탕이 되는 사물 위에서 아직 유효하며 동시에 서로가 주고받는

영향력이 지금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판 22] [작품 8]의 3D 모델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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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월식과 지구그림자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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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의 위에서 본 모습



38

Ⅳ. 맺음말

이 논문은 달의 월식과 지구그림자를 바탕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연구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작한 기물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

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지구그림자의 숨겨진 힘과 천체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달에 진 지구그림자를 양감이 있는 기물로 제작하여 그

림자를 하나의 사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지구그림자에 의해 달의

일부가 변형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월식 현상에서 지구그림자가 행하고

있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월식을 바탕으로 한 작업 연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작업은 우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는 ‘달에 진 지구그림자를 기물로

제작하는 작업’, 둘째는 ‘지구그림자에 의해 형태가 변형된 달을 기물로 제작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 연구는 달 사물과 지구그림자 사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처음

에는 달 사물 위의 지구그림자 사물이 생략되었다가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

에는 전부 나타나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전개되었다.

지구그림자 사물의 생략 여부에 따라 ‘지구그림자에 의해 변형된 달을 제작하되

지구그림자 사물은 생략되어 제 모습을 숨기고 있는 작업’과 ‘지구그림자에 의해 변

형된 달 사물과 그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구그림자 사물을 함께 제작하는 작업’

으로 나뉜다. 여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달 사물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구그림

자 사물을 제작하는 연구’에서 지구그림자 사물은 면적을 점차 넓혀가 형태의 일부

가 되며 달 사물이 가진 기능을 나누어 갖기도 한다.

월식 현상에서 달과 지구그림자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

다. 또한 그 해석을 바탕으로 제작한 기물을 통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을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과정을 거친 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

는 중에는 달 사물과 지구그림자 사물을 접합할 때 각 사물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완결된 밀도가 깨지면서 비례가 어색하게 완성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이렇

듯 논문 연구에 맞추어 기물을 제작하면서 사물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단독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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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에 대한 고찰이 다소 부족했음을 느꼈다. 결과물이 지나치게 내용적인 측면

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진행할 작업에서는

기물 자체가 가진 형태적 미학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내부에 담긴 이야기를 어색함

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월식 현상 중 달 표면에 미치는 지구그림자에 대한 부분만을 연구

범위로 삼았다. 하지만 월식 현상이 발생할 때 그림자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는 것이 바로 지구그림자를 만드는 빛인 태양의 역할이다. 앞으로 진행하는 연구에

서는 달과 그림자뿐만 아니라 빛으로 까지 연구를 확장하여 월식을 더욱 폭넓게 해

석해볼 수 있다.

우리는 현상을 판단할 때 대부분 시각에 의존한다. 때문에 월식 현상에서 지구그

림자가 발휘하는 강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보이지 않는

힘인 지구그림자를 형태적 양감이 있는 사물로 제시한 이 연구가 월식 현상 속 숨

겨진 지구그림자의 힘을 읽어내는 것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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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king objects

through the lunar eclipse

and the shadow of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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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Earth's force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moon through the lunar eclipse. Moreover, the process of making

object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lestial bodies and influences on each

other is to be studied.

The lunar eclipse refers to a situation where the shape of the moon changes

according to the relative locations of the Sun, the Earth and the moon. When

the three celestial bodies are located in a straight line and the earth which turns

against the light of the Sun makes a shadow area on the surface of the moon,

it looks as if the moon disappears and emerges again since it enters into the

shadow and comes out of it in the process of revolution. The important element

of this situation is the shadow of the Earth that is cast on the surface of the

moon. In most times, the earth playes a role as a third party while observing

most events of the universe. In this situation, however, the Earth playes a direct

and aggress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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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s of study results are classified into two: "A study on the shadow of

the Earth" in which the shadow of the Earth cast on the surface of the moon is

recreated and "A study on the lunar eclipse and the shadow of the Earth" in

which the shadow of the Earth being partially cut by the force applied to the

moon is to be represented. The important premise in the two study results is

"the shadow of the Earth" which is cast on the surface of "the moon". The two

elements cannot be studied independently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the lunar eclipse. Therefore, the focus of the

research was on the invisible force between the two and the visual recreation of

it.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shape, the two elements were dealt together by

forming "the shadow of the Earth" based on the surface of "the moon".

People tend to rely on visible aspects when judging specific situation or

phenomenon. So they are likely to overlook the powerful force of the shadow of

the moon applied to the lunar eclipse.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put forward

the shadow of the earth which is an invisible force as an object with

morphological sense of volume so as for both an observer and an user read the

influence of a hidden force which couldn't be recognized only based on visu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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