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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록-

 

 

 무언가를 담기 해 인간이 고안한 사물인 기(器)는 오랜 시간 동

안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제작되었다. 역사 으로 기의‘담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물리 기능의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이

상의 의미로 그것의 제작에 많은 향을 끼쳤다. 그것은 제작자와

재료, 그리고 그것의 기능에서 생된 의미의 확장과 한 연 을

가지고 있다. 그 다면 속공 가에게 기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상일까? 

 

 제작자와 재료, 그리고 사물의 특성이 유기 으로 연결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먼 그 재료의 특성을 악해야 할 것이라 생

각했다. 속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 의 하나는 ‘반사성’이다. 

속 표면을 연마하면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표면질감을 얻을 수 있

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속을 표하는 성질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한 앞서 언 했듯‘담다’라는 의미는 기를 제로

만들어진 말인 만큼, 그 둘의 계는 매우 하게 상호 향을 끼

치고 있다. 때문에 나는‘반사성’이라는 속의 표 특성과 기

의‘담다’라는 의미에서 요 요소를 추출한다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앞서 언 했듯이 무언가를 담기 해 고안된 그릇은 그 특성 때문

에 겹치거나 포개기에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흔히 그

릇을 사용하지 않을 때 겹치거나 포개어서 보 하는데, 이러한 기물

의 겹쳐진 공간은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담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곳은 닫힌 공간이면서도 열린 공간이기

도 하다. 그러한 이유로 ‘겹치다’를 하나의 구체 작업 요소로

추출하 다. 하나의 구체 작업 요소는 앞서 언 했던 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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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특성인 ‘반사성’이다. 속 기물의 공간이 서로를 반사한다면

앞서 언 했던 겹쳐진 공간의 특성과 ‘담다’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

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겹쳐진 기의 공간에서 반사가 이루어 지려면 기 내부에 반사하는

면(거울면)과 반사되는 면( 상면)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해 속기물의 한 쪽 면을 법랑기법으로 처리 하 다. 이는 반사

면 안에 속 외의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의 이미지가 담겨지기를

의도한 것이다. 비단 법랑의 이미지일 뿐 아니라, 람자 혹은 작품

이 놓인 공간도 반사 될 수 있다. 기물과 기물 사이의 공간과 그 주

변의 풍경이 반사를 통해 수용-소통되고 있으며, 이는 속의 반사

를 통해 기물의 ‘담다’라는 의미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게 확장된 공간은 서로를 담을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물리 으로 무언가를 담기 해 제작한 기물이라는 공간에

그 이상의 것이 담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구 을

통해 연구자는 속의 물리 특성인 반사가 기물의 공간에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핵심어: 기(器), 담다, 반사, 겹치다, 공간의 확장, 수용,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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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 연구 배경과 목

 

 사람들은 그릇1)을 보 할 때 서로 겹치거나 포개놓는다. 그릇

이란 처음에 무언가를 물리 으로 담거나 보 하기 해 고

안된 것이다. '담다'라는 말 한 그릇의 근본 인 기능을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릇을 제로 사용하는 말이

다.2) 그릇은 보 시에 서로를 안정 으로 품을 수 있어서, 겹치

거나 포개기에 용이한 형태이기도 하다. 겹치거나 포개진

그릇의 모습은 마치 서로를 담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고,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겹쳐진 그릇들은 본래의 공간과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다. 때로는 포개거나 겹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즉, 겹쳐진 그릇들은 서로를 담으면서 공

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릇을 겹

쳐 놓는 것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풍경이지만, 나

는 이 게 겹쳐진 그릇을 통해 새롭게 공간을 해석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발견하 다. 

 

 이를 해 나는 기(器)가 가진 '담다'의 의미 해석과 속으

로 그것을 어떻게 효과 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 '담다'의 의미와 ' 속'의 물질 특성을 토 로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 제작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 다. 

1) 이 논문에서 기(器)와 기물(器物), 그리고 그릇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 한 숙, 「빛을 담은 그릇」, 서울 학교 미술 학 도자공 공 박사논문, 2011,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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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방식은 재료의 물성과 기능의 특성을 분리시키

지 않고 유기 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방법을 찾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2. 연구 법

 

 나는 그릇을 보 하는 모습에서 기가 만드는 공간이 가진 새로

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릇의 겹쳐진 공간은 기본 으로

기의 '담다'라는 의미의 연장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속이라는

재료의 물리 특성과 그릇의 보 방법인 겹치거나 포개는 양식

을 결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고자 하 다.

 

 

1)반사효과를 이용한 겹치기

 

 타 재료와 구분되는 속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표면이

택을 가지고 빛과 열을 반사한다는 것이다.3) 속을 연마하면 표

면이 매끄러워지고 택을 갖게 되며, 상을 거울처럼 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 기물을 겹쳐서 구성한다면, 

기물이 서로를 비치면서 더 큰 공간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재하지 않는 이 공간은 속의 반사 효과를 이용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속의 물질 특성을 가지

고 확장된 의미로서 속 기물의 '공간'과 '담다'를 표 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했다. 거울의 반사성에 한 조사는 '반사'가 미술

가들에게 어떠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게 해

다.   

3) 용일, 『 속공 기법』, 미술문화,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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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타 미술 분야에서의 ' 첩'기법의 조사를 통해, 그릇을 겹

쳐서 구성하는 것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발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2)법랑

 

 반사는 비치는 상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 작품의 경우, 겹쳐

진 기물이 서로를 반사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 해서는

기물 내에서 반사하는 면과 반사되는 면이 존재해야 한다. 반사

되는 면은 반사하는 면 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반사하는

면 속에 존재하게 된다. 나는 반사되는 면이 단순히 기존에 존재

하는 공간과 이미지를 재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다' 는 '기'의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기를 바랐다. 

 

 한국은 통 으로 속기와 더불어 도자기를 식기로 사용하

다. 음력 6월부터 추석 때까지는 도자 식기를, 그리고 추석 이후

부터 다음 해 음력 6월까지는 속제 유기를 사용하 다고 한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 식사 시간 동안 음식물의 온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재료의 식기를 선택하여 사용한 것이다.4) 때문에 연구자

의 작업에서 속식기 이외에 다른 식기의 이미지를 첨가하고자

한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미지는 도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하

다. 

 

 속과 결합하여 도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법으

로는 칠보가 합하다. 도자기 표면 유약의 유리질이 칠보의 유

4) Daum백과사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7a1187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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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질과 유사한 재료와 시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랑은 산업용으로 개발된 칠보이다. 때문에 소성 후에 색상이

균일하고 표면 상태도 칠보보다 안정 이다. 보통 법랑은 철에

사용하는데, 동(銅)에 사용할 경우, 철 에 소성한 법랑과 달리, 

도자기 표면의 유약 상태와 유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구자는 속기의 반사되는 면을 법랑

으로 처리 하는 것이‘기’의 표 에 더 유리하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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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器)와 속
 

 1.확장된 기의 의미- 담다

 

 기는 오랜 시간 인간의 삶과 함께 해 왔다. 인류가 무엇인가를

담기 해 고안한 가장 기본 인 형태가 바로 기이다. 그러나 그

릇은 단지 기능 사물만이 아니다. 때로는 보다 비싼 안료로

치장할 만큼 인간은 기의 기능 외의 아름다움을 해서 비싼 값

을 지불하기도 하 다.5) [도 1]의 신석기 시 의 빗살무늬 토기

는 그것의 기능 외에도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 표면에 장식

되어 있는 섬세한 무늬와 아름다운 볼륨감은 제작자들이 그것을

만드는 데 꽤나 오랜 시간 공을 들 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

은 신석기인들이 그것의 기능에 못지않게 외 인 부분에도 상당

한 심을 두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6) 애 부터 기는 기능만을

한 도구가 아니었다. 역사 으로 많은 기물이 부장용이나 의식

용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단순히 장식을 하여 기물을 제작

하기도 하 다. 

[도 1] 신석기 시 빗살무늬 토기

5)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던 코발트 안료의 가격은 한 때 보다 비 다. 

6) 강우방, 「빗살무늬토기, 원한 우리 미술의 원형」,『월간미술』, 2001년 2월호, p.99

를 한 숙, 「빛을 담은 그릇」, 서울 학교 미술 학 도자공 공 박사논문, 2011, 

p.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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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으로 공 에서 기는 본래의 물리 기능 외에

도 여러 가지 의미로 발달하 다. 공 가들은 본질 기능에

충실한 기는 물론 술 작품으로서 기를 제작하기도 한다.7) 요컨

, 기의 형태로 제작된 작품들이 무언가를 담을 수 없다 하더라

도, 기의 물리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표 매체로서 기의 이미

지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담을 수 없는 기물이라 하더라도

기가 가지고 있는 함축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도 2]의 작품을 살펴보면 작가는 기물 형태를 이용하여 조명

을 제작하 지만, 그 제목을 통해 '담다'라는 기의 함축 의미와

빛의 계를 설명하려 하 음을 알 수 있다.  

 

[도 2] 한 숙, <빛을 담다2>, slip casting porcelain, L.E.D, 2009 

 

 기의 물리 기능에서 생된 '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물리 의미인 '(사람이 그릇이나 용기 안에 물건

을) 넣어두다' 라는 의미 외에 '(추상 이나 구체 인 것을) 포함

하거나 반 하다' 라거나, '기록하다' 는 '(사상이나 감정 따

7) 한 숙, 「빛을 담은 그릇」, 서울 학교 미술 학 도자공 공 박사논문, 2011,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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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 하거나 암시하다'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8) 이 듯

구체 인 사물의 기능은 물론 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가치까

지 '담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담다'라는 단어는 넓

은 범 에서 추상 인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물을 통해 제작자가 표 할 수 있는 '담다'의 의미가 그

만큼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면 속의 물성과 '담다'

의 의미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2. 재료와 기능 - 속과 기(器)

 

 흔히 재료를 사물을 만드는 기능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

상 그리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료

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이미지나 의도가 완 히 달

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도 3]과

[도 4]의 작품을 살펴보자. [도 3]의 재료는 속(은)이다. 은

을 망치질하여 제작한 이 작품은 망치질 질감과 재료의 택이

결합되어 탄력 있는 표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표면이

형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도 4]는 유리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리의 물

리 특성인 투명성과 함께 푸른색을 첨가하여 몽환 인 분 기

를 자아내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제목을 살펴보면, 표 하고자 하

는 바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작가 모두 물의 이미

지를 표 한 것이며, 결국 비슷한 의도를 지니고 형태를 구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물에서 보이는 분명한 차이는 재료가 상이하

다는 에서 발생한다. 

 

8)Daum국어사 에서 ‘담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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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 3] 스즈키 히로시 鈴木洋, <물의 시 7 Aqua-poesy VII>,999 은

(우)[도 4] 니시나카 유키토 西中千人, <물결자국 波跡>, 유리

 

 마샬 맥루한 Marshall McLuhan 은 '매체는 곧 메시지다'라고 주

장했다. 이는 매체가 인간이 지각하고 있는 내용에 지 한 향

을 끼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매체는 단순히 내용을 달하는

매개수단이 아니라, 지각의 과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9) 사물 제

작의 맥락에서 본다면 매체는 무언가를 만드는 재료이다. 앞서

[도 3]과 [도 4]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비슷한 형태임에도 재

료에 따라 결과물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

석할 수 있다. 

 

 공 분야에서는 재료가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료가 분

류 기 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세부 으로 그 재료를 다루는 기술

을 기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재료와 그 재료를 다루는 기술이

공 작업에 있어서 가장 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10) 나를

비롯한 부분의 공 공생들은 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기법을

심으로 작업을 배운다. 그 듯 분명 재료는 공 작업에서 빼

9)성나연,「 첩하는 유리에 의한 경계에 한 연구」,서울 학교 공과 학 건축학과 석

사논문,2005,p.6.

10)하워드 리사티,『공 란 무엇인가』,허보윤 역,미진사,2011,pp.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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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을 수 없는 요한 시작 이다. 

 

 그러나 그것만큼 요한 것은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문제이다. 

하워드 리사티 Howard Risatti는 그의 서 『공 란 무엇인가』

에서 사물을 이해하기 해 그 사물의 '목 '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면서, '기능'이 그 사물의 '목 ' 이라고 말한다. 그러

면서 기존의 재료를 심으로 한 공 분류가 '기능'에 따른 분류

를 간과하고 있다는 을 상기시킨다.11)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서 '재료'와 '기능'은 분명 둘 다 요한 문

제이다. 나는 지 까지 '기물'과 ' 속'의 계를 매끄럽게 연결시

켜 작업하려 하 으나, 그것은 항상 쉽지 않은 문제 다. 앞서 언

했듯 사물은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속의 특성이 기물의 원 기능인 '담

다'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고 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기물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나는 앞서 언 했듯이, 겹치기와 반사, 그리고

법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 다.    

11)하워드 리사티,『공 란 무엇인가』,허보윤 역,미진사,2011,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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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겹쳐서 반사하기.

 

 1.  반사하기 Reflecting

  1) 속의 반사와 거울

 

 속의 가공기술 발달에 따라 역사를 청동기 시 , 철기 시 로

구분할 만큼 인류 역사에서 속은 빼놓을 수 없는 요한 물질

이다. 과거부터 지 까지 산업재료로서 속의 가치도 매우 요

했지만, 술품이나 장식물로서 속의 가치 한 빼놓을 수 없

는 부분이다. 특히 이나 은과 같은 귀 속은 상징 역할을 하

는 장식품과 매우 한 연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제 사물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반짝반짝' 하다는

표 을 함께 떠올린다. '반짝반짝'은 무언가가 빛에 반사되어 빛

나는 것을 표 하는 부사이다. 즉, 속 표면에 빛이 부딪 되돌

아가는 상을 지칭하는 것이다.12)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표

이 속과 련하여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그것은

속의 요한 특성 하나가 '반사성'이기 때문이다. 

 

 반사에는 정반사(正反射)와 난반사(亂反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반사는 빛이 거울과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 일정한 방향으로 반

사되는 것을 일컬으며, 거울반사 는 경면반사(鏡面反射)13) 라고

도 말한다. 난반사는 울퉁불퉁한 표면에 빛이 부딪 사방팔방으

로 흩어지는 반사 상을 말한다.14) 겨울에 로 쏟아진 햇빛

때문에 이 부신 상이 바로 표 인 난반사 상이다. 이 논

문에서 심을 기울인 반사는 정반사이다. 반사상의 모습이 거울

12)Daum국어사 에서 ‘반짝반짝’검색.

13) 키백과 http://ko.wikipedia.org에서 ‘경면반사’검색.

14)Daum국어사 에서 ‘난반사’검색.



- 11 -

과 같이 비교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작품에서 의도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지칭하는 반사는 모두

‘정반사’이다. 

 

 속은 표면을 잘 연마하면 (光)이 나는데 이러한 내기 작

업을 통해서 거울과 같은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최

의 거울은 속 표면을 이 나도록 연마한 것이었다. 기원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은 청동의 표면을 연마하여

거울을 만들었다. 청동기 시 에서 철기시 로 넘어오면서 거울

의 재료는 은과 으로 확장되었다. 12~13세기경에 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리거울을 만드는 방법이 발명되었지만, 그 이후

에도 근 두 세기 동안 사람들은 속 거울을 애용하 다고 한

다.15) 역사 으로 거울의 반사성에 한 많은 철학과 심리학

분석이 있지만, 그 시작은 속의 물리 반사성에 있었다.16) 이

러한 맥락에서 나는 속의 반사성이 갖는 의미를 거울에 한

연구를 토 로 탐구해 보았다. 

15)사빈 멜쉬오르 보네,『거울의 역사』,윤진역,에코리 르,2001,pp.25-29.

16)물론 속 거울 이 에 맑은 물의 표면이 거울의 역할을 신 하 겠으나,그것은 사물

로서 거울과 다른 의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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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간의 확장

 

  (좌)[도 5]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아르놀피니 부부의 상The Arnolfini Portrait >, 1434

  (우)[도 5-1] 도 5의 부분.

 

(좌)[도 6] 디에고 벨라스 스Diego Velázquez,<시녀들Las Meninas>, 1656. 

(우)[도 6-1] 도 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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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 반 에이크 Jan van Eyck 의 작품 <아르놀피니 부부의

상>을 보면, 아르놀피니 부부가 화면의 앙에 있고, 그 부

부의 사이의 배경 벽 쪽에 동그란 거울이 걸려 있다. [도

5] 이 동그란 볼록 거울 속에 방 안 체가 비치고 있다.[도

5-1] 이 거울 속에는 그림 속에 등장하지 않는 두 명의

남자가 있다. 아마도 아르놀피니 부부 결혼식의 증인일 것

이다. 즉, 그림 밖의 상황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

속의 거울은 단순한 모방의 거울이 아니다. 결혼식이라는

상황을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해 작가가 개입하여 설명하

고 있는 풍경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그림 속 풍경) 안

에 존재하는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거울 속 풍경)는 작

가의 의도로 확장된 공간이다. 

 

 디에고 벨라스 스 Diego Velazques의 <시녀들 Las Menines> 속

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도 6] 스페인의

왕 펠리페 4세의 딸의 상화인 이 그림 속에는, 그림의 주

인공인 공주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공주의 시 을 드는

시녀들이 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경에

있는 거울이다. 이 거울 속에는 공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

는 펠리페 4세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도  6-1] 이 거울

한 그림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다른 실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여러 개의 액자들 사이에 있는 거울은 마치 하나

의 액자 같이 보이는데, 그럼으로써 람자가 다른 액자들

까지 유심히 찰하게 만들어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그림 속에서 다른 공간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 14 -

 앞서 언 한 거울에 한 두 가지 사례는 실제와 반사상을 겹쳐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거울 장치는 공간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두 작품 모두 폐쇄된 공간 안에서 다른

실을 보여주고 있다. 람자는 거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

계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물리 공간

뿐 아니라 심리 공간을 확 시켜 공간에 깊이감을 더한

다. 그리고 직 으로 제시된 공간과 간 으로 제시된

공간의 공간 연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3)수용-소통 

 

        [도 7]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구름문Cloud Gate>, 

                 시카고 니엄 크, 2004-2006

 

  [도 7] 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아니쉬 카푸어 Anish 

Kapoor의 커다란 강낭콩 모양의 조형물 <구름문 Cloud Gat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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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카고 니엄 크 Chicago Millennium Park에 있는 이 작

품은 표면이 거울같이 연마되어 있는데, 그 속 표면에 주변의

풍경이 모두 비친다. 멀리서 있던 람자가 조형물 가까이 다가

갈수록 반사상은 람자와 가까워진다. 작품의 굴곡과 깊이가 반

사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비단 람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풍

경 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마치 주변의 모든 풍경을 흡수하

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반 은 처음에는 람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차츰 작품과 람자, 그리고 작품 주변의 풍경이

서로를 반 하고 흡수하여 하나가 된다. 람자의 변화와 주변

풍경의 변화가 오롯이 작품에 반 되기 때문이다. 마치 작품 속

의 반사된 상이 다른 세계로의 통로가 된 듯한 느낌이다. 이

러한 시각 효과는 람자에게 혼란보다는 유희를 안겨 다.17) 

작품이 람자를 비롯한 시시각각 바 는 주변의 풍경을 수용하

여, 실제( 람객과 주변 풍경)와 반사상(작품에 비치는 모습)이 소

통하도록 만들어 다. 

 2. 겹쳐서 구성하기   Layering

1)'겹치다'와 ' 첩'

 

 여러 조형 술 분야에서는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

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겹치기 방식을 사용한다. 이 게 겹쳐서

구성하는 방식을 ' 첩'이라는 단어로 표 하는 경우가 많다. 

 

17) 김융희, 「아니슈 카포(Anish Kapoor): 공과 색, 이름을 넘어서」, 『 미술학회 논

문집』, vol.14, 미술학회, 2010, p.47.

 



- 16 -

첩: 1.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18)

      2. 둘 이상의 것이 거듭해서 겹쳐짐19)

 

겹치다: 1.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는 둘 이상의 것이)서

        로 포개지거나 덧놓이다.

       2.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는 어떤 것과 다른 것

       과, 는 둘 이상의 것이)더해져 함께 작용하다. 20)

 

 ' 첩'은 '겹침'이라는 단어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상의 범 가 더 넓다. 특히 내 작업은 여러 기물이

서로 덧놓이거나 포개지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 첩'이라

는 단어보다 '겹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하다. 그

러나 ' 첩'을 의도한 다른 작품들을 살펴 으로써 연구작품의 '겹

침'이라는 성격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2)능동 시지각과 첩 기법

 

 루돌 아른하임 Rudolff Arnheim은 첩이란 계속 인 시각개

념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창출해 내는 방법 하나이며, 한 단

가 부분 으로 그것의 에 있는 다른 단 에 가리어 질 때 생

기는 것으로 한 상이나 여러 상의 배치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 다.21) 이 듯 새로운 표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첩

기법은 술 반에서 계속 존재해왔으며, 오늘날에는 회화, 건

축,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양식의 첩기법을 찾아 볼

18) Naver 국어사 에서 ‘ 첩’ 검색.

19) Daum 국어사 에서 ‘ 첩’ 검색. 

20) Daum 국어사 에서 ‘겹치다’ 검색. 

21) 루돌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미진사, 2003,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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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2)

 

 첩기법이 술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표 방식의 가

능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지각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다. [도

8]을 보면서 람자는 무엇을 상상할까? 넬로 가려진 여성의

가슴 아래 부분과 이어진 신체를 상상하게 된다. 물리학자들은

빛이 상물에 반사되고, 의 수정체가 이들 상의 이미지를

망막 에 투사하여, 망막이 그 이미지를 뇌수에 달하는 것이

시각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23) 그러나 시지각 이론에 의하면, 

뇌에 실질 으로 달되는 것은 신경자극의 형태로, 시각 양식

을 일련의 정신과정을 통해 지각 인 요소로 환하는 과정이 존

재한다고 한다.24) 즉, 시지각은 앞서 물리학자들이 언 했듯이 단

순히 에 보이는 요소를 기계 으로 기록하여 재생하는 것이 아

니라, 상을 구조 으로 악하고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창의 이고 주 이며 능동 인 탐색과정을 의미

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도 8]의 가려진 부분을 당연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듯 시지각은 상과 상 사이를 오

가며 능동 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정신 조작이 필요한 행 이

다.25) 

 

22) 임지아, 「 패션에 표 된 첩 기법의 유형과 미 특성」, 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박사논문, 2011, p.15. 

23) 루돌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미진사, 2003, p.60. 

24) 신명희, 『지각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5, pp.15-16. 를 임지아, 「 패션에

표 된 첩 기법의 유형과 미 특성」, 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박사논문, 

2011, p.11.

25) 김 기,『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창지사, 1994, p.17. 를 임지아, 「 패션에 표

된 첩 기법의 유형과 미 특성」, 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박사논문, 

2011, p.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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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국립 미술 서울 분 공사 가림막, 서울, 2012.

 

 겹쳐져 있는 사물에도 이러한 논리를 용할 수 있다. 포개져

있는 그릇을 보고 가려진 그릇의 부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겹쳐진 그릇을 분리했을 때 의례 인 기 와는 다른 형태가 그

안에 자리잡고 있다던가, 는 그릇을 겹쳤을 때 체 인 모습

이 상상과는 다른 형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할까? 가리고 있는 것

과 가려져 있는 것 사이-겹쳐져 있는 것들-의 계에 한 해석

은 앞서 살펴본 시지각의 능동 해석능력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상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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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첩기법의 유형과 미 특성

 

 나는 첩기법에 하여 회화, 건축, 패션 분야를 심으

로 조사하 으며,26) 그 연구의 목 은 공 , 그 에서

도 특히 기물 제작에서 첩기법이 어떠한 의미와 맥락으로

용 될 수 있는지에 해 알아보기 한 것이었다. 따라서

내 작업을 심으로 용될 수 있는 범 의 첩기법의 유

형과 특성에 해 서술하고자 한다. 

 

 첩기법의 유형은 겹칩-반복, 입, 투명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겹칩-반복은 한 상 에 다른 상을 첩되게 배치

하는 것을 말한다. [도  9] 반복은 그러한 상들이 유사한 요

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데, 다른 술 분야에서는 겹

침과 반복이 서로 독립 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공

에서도 기물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상이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겹침과 반복을 묶어서 한 가지로 분류

하 다. 입은 첩하는 상들끼리 상호 침투가 일어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도  10] 투명은 물리 특성에 의한 시각

투명성을 의미한다. [도  11] 주로 유리공 분야에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첩기법의 미 특성은 공간성, 소통성, 집단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간성은 공간의 깊이감, 입체감, 착시 등과 같은

공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소통성은 다른 공간에 있는 것

을 동시에 연속 으로 연상할 수 있는 특성이다. 집단성은

26) 임지아,「 패션에 표 된 첩 기법의 유형과 미 특성」, 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박사논문, 2011. 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해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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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닛의 반복으로 통일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27) 

이러한 첩기법의 특성은 한 작품에서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한다. 를

들어 [도 12]의 작품은 공간성과 함께 집단성이라는 특징

을 지니고 있다.

 

[도 9] 후쿠모토 후쿠 福本双紅, <달빛 月影>, 도자기에 푸른 유약, 2009

 

[도 10] 리안 츠 Juliane Schol̈ß, <건물geb>, 은, 2011

27)  임지아,「 패션에 표 된 첩 기법의 유형과 미 특성」, 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박사논문, 2011, 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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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쇼우지구치 리키에 小路口力恵, <볼록하게 ふっくら>, 유리

 

[도 12] 데이비드 하이크 David Huycke, <원의 주변7 Cirkelrond 7>, 925은, 1996

 

 

 나는 기물을 보 하는 데 가장 기본 인 방법인 '포개기-겹치

기' 방법에서 ' 첩'이라는 요소를 추출해냈으며, 이러한 요

소가 어떠한 조형 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첩

' 기법의 여러 가지 미 특성 에 내가 주목한 은 '공간

성'과 '소통성'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살펴보았던 '반사'

의 특징과도 한 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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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사효과를 이용한 겹치기 Reflecting + Layering

 

 1)비치는 면(거울면)과 비쳐지는 면( 상면)

   - 속과 법랑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속이 가진‘반사’라

는 물성과 그것을 이용해 기물을 제작했을 때 어떠한 공간 확

장이 가능한가 다. 속의 특징 '반사'라는 요소와 기물의 보

방법인 '포개기-겹치기'라는 요소는 둘 다 공간의 확장과 소통

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작품 제작에

있어 '반사'와 '겹치기'의 요소를 함께 이용한다면 공간의 확장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 다. 

 

 반사가 성립하려면 비치는 면(거울면)과 비춰지는 면( 상면)이

있어야 한다. 만약 기물 한 개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비치는 면

은 기물의 외부 는 내부가 될 것이고, 비춰지는 것은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는 람자 혹은 주변 풍경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기물은 [도 7]의 작품과 비슷하게 주변의 풍경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기물에 다른 기물을 겹친다면 기물은 서로를 반

사하게 된다. 여기서 '겹치기'는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기물끼리의 반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가 된다. [도

13]과 같은 경우 안쪽 기물의 외면에 바깥 기물의 내부가 비

치게 될 것이다. 바깥쪽에 있는 기물의 내면을 비추는 안쪽 기물

의 외면은 기물 안과 밖의 모든 면을 담게 된다. 기물의 바깥쪽

면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될 수도 있다. 반사로 인한

이러한 시각 모호함은 공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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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의 확장과 수용-소통

 

 기물의 양면이 다른 표면 질감을 갖도록 장치한 것은 비치는 면

과 비쳐지는 면 사이의 계에서 내가 의도하는 이미지를 얻기

함이다. [도 13]의 기물b와 기물a의 외부는 속면이고, 내부

는 법랑으로 처리하 다고 가정하자. 두 기물은 물리 으로 독립

인 존재이다. 그러나 두 기물이 합쳐졌을 때 기물 b의 외면에

기물a의 내면이 비치게 된다. 즉 속 기물의 표면에 법랑질의

내면이 비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기물 a와 b는 더 이상 독립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사라는 요소를 통해 기물 b의 외면은

잘 에 띄지 않던 기물 a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있는 그 로의 재 이 아니다. ab라는 공간이 기물

a의 내부의 반 인 것은 맞지만 기물b의 표면 곡률에 따라 비쳐

지는 것이므로, 그것은 비쳐지는 면에 의해 변형된 새로운 공간

으로 인식된다. 한 공간 ab는 기물의 외면과는 다른 그릇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공간ab는 속면의 반사와 기물의 첩으로

인해 형성된 시각 으로 확장된 공간이자, 다른 그릇의 이미

지를 담고 있는 은유 으로 확장된 공간인 것이다. 한 이 공간

은 물리 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기물들이 서로의 내〮외부를 비

추며 소통하고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도 14]는 기물의 형태나 구성 방식에 따라 겹쳐지는 공간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반사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재하는 것과는 다

른 이질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 안의 완 하지 않은 이미지는

본래의 완 한 모습은 아니지만 때론 더욱 다양하고, 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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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뜻밖의 매력 인 모습으로 람자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때로는 기물의 속 외면에 내면이 비치면서, 내면의 이미지를

외면이 담게 되기도 한다. 도된 기물의 안과 밖 이미지는 람

자에게 기물의 공간에 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러한 상상력은

기물의 '담는다'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는지

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한 서로를 비치며 계를 맺고 있는 각각의 독립된 기물들은

반사상을 찰하기 해 다가오는 람자의 상까지도 반 한다. 

이 게 반 되는 상들은 기의 표면 굴곡에 따라 변형되고 수용된

다. 이것은 반사상이 실의 모습으로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릇

의 형태에 담기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물과 기물 사이

공간의 수용과 소통의 의미 외에도 람자와 작품 사이에 존재하

는 수용과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해 수 있다. 

 

  

     (좌) [도 13]기물 a와 b, 그리고 반사상 ab.

     (우) [도 14] 복잡한 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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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작품 명

 

 비쳐지는 면이 비치는 면과 같은 질감의 반사성을 가지고 있다

면, 마주하고 있는 거울과 같이 이미지가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물'의 특성을 제거시키고 속의 물성인 '반사성

'만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 만약 기물의 안과 밖을 다른 질감으로

구성한다면 '기물'이 가진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그래서 비치는 면(거울면)에는 속의 반사성을, 비쳐지는 면

( 상면)에는 기물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작품을 구성하

다.

 

 한쪽 면은 속을 그 로 사용하여 반사성을 부각시키고, 비쳐

지는 면은 견고하게 코 할 수 있는 기법과 재료를 선택하여 '기

물성'을 강조하 다. 즉, 속의 반 면에는 도자기를 상기시키

는 이미지를 입히고자 하 다. 칠보는 이러한 의도에 합한 재

료 다. 그러나 망치질을 한 기물의 한쪽 면에 안정 으로 칠보

를 입히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28)  산업용 칠보인 법랑은 기본

으로 칠보와 같은 재료와 구성을 하고 있으며, 공업용품 는 실

용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소성 후

상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정 이며 견고하다. 속 면에도 칠보

에 비해 훨씬 안정 으로 코 할 수 있는 기법이다.29)

28) 속의 팽창률 때문에 보통은 속 의 양쪽 면에 모두 칠보 유약을 소성해야 안정 인

상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속 의 한 쪽 면에 칠보 유약을 소성하는 경우도 있

으나, 이 경우 3mm이상의 두꺼운 재를 사용해야 한다. 보통 망치질로 기물을 제작할

경우 두께가 0.8~1.5mm 이기 때문에 기물의 한 면에 칠보 유약을 소성하여 안 한

상태의 견고한 결과물을 얻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29) 법랑은 철 표면을 코 하기 한 목 을 기본으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동에 시유하

기 해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자세한 시유 방법은 본 논문의 부록에서 다루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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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작품은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

다. 작품의 유형별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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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물 외부의 면이 내부의 면에 비쳐지는 경우  

 

 이 유형의 작품은 안쪽 기물의 외면이 바깥쪽 기물의 내면에 비

쳐지는 형상을 하고 있다. <겹쳐진 기물I> 의 경우 기물의 형

태가 로 올라갈수록 퍼지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

쳐 놓았을 때 내부에 있는 기물이 외부 기물의 일부분을 가

리게 된다. <겹쳐진 기물VII> 역시 이와 비슷한 모양이다. 

납작한 그릇의 경우, 포개었을 때 내부에 있는 그릇이 외부

그릇의 일부분을 가리게 된다. 이 두 작품의 경우 높이의

차이가 있을 뿐 기물이 서로를 가리는 양상은 비슷하다. 때

문에 안쪽 기물의 외부가 상면이 되도록 기물의 내부를

반사면으로 구성하 다. 

 

 이와 같은 구성 방식에서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다

른 기물의 반사상이 담기게 된다.  외부에 있는 기물이 내부

기물의 외면을 담게 되는 것이다. 내부 기물의 외면은 그

형태의 특성상 각각 존재하 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공간

이지만, 겹쳐서 구성하면 반사에 의해 잘 보이게 된다는 특

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상 으로 소외되어있던

공간이 반사상으로 인해 시각 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

에 담기게 되면서, 기물을 다면 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해

다. 이것은 기물 간의 안과 밖-시각 으로 숨어있는 곳과

드러나 있는 곳-의 공간을 수용하여 서로의 공간이 소통하

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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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겹쳐진 기물 I

        Layered Vessel I

 

 이 작품은 망치 성형한 기의 외부면에 법랑을 한 형식이다. 법랑

의 하유 에 푸른색의 칠보 유약을 여러 번 덧입 소성하 다. 

이 게 v자 모양으로 로 퍼지는 형태의 경우 고온의 가마 속에

서 여러 번 법랑과 칠보를 소성하는 과정에서 형태가 상당히 변형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까지도 작업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무리하 다. 

 

 결합한 작품을 윗부분에서 바라보았을 때 안쪽 기물의 외부가 바

깥쪽 기물의 내부에 비치도록 구성하 다. 기물의 높이 차이와 미

세한 색상 변화, 그리고 표면 굴곡의 변화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

라 반사상이 변화하며, 기물을 결합했을 때의 치 변화에 따라

반사상의 모양이 다르다. 결합하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 기물의 반

사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한 각각의 기는 마치 나팔 같은 모양

을 하고 있지만 결합하 을 때는 그 반사상에 의해 꽃과 같은 이

미지로 표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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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1] 겹쳐진 기물 I

　　　　      동에 은도 , 법랑후 칠보,（ 체）Ø220mm×140m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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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겹쳐진 기물 I (반사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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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겹쳐진 기물I 

         동에 은도 , 법랑후 칠보,

         (왼쪽부터) Ø120×135mm/ Ø155×115mm/Ø220×125m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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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겹쳐진 기물 VII

           Layered Vessel VII

 

 흰색 법랑을 기본으로 사발 형태의 그릇을 제작하 다. 입구가

열린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그릇은, 내부의 그릇이 외부보다 작고

낮아서 안쪽 그릇의 흰색 외면이 바깥쪽 그릇의 색 내면에 비

쳐져 반복 으로 사발 이미지가 드러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형태의 사발은 주로 도자기로 많이 만들었는데, 속 그

릇 안에 도자 그릇의 이미지가 반복 으로 담기게 되면서, 작품

의 기능과 물성의 차이를 고찰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

다. 



- 33 -

 

[작품2] 겹쳐진 기물 VII

        동에 은도 , 법랑, ( 체)Ø180mm×58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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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2-1] 겹쳐진 기물 VII

                          동에 은도 , 법랑, (왼쪽부터)Ø180×55mm/ Ø85×40mm/ Ø135×5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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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물의 내부의 면이 외부의 면에 비쳐지는 경우

 

 기물의 내부에 법랑을 하고 외부에 을 낸 구성방식이다. 외부

에 있는 기물의 내면에 내부 기물의 외면이 비쳐지는 것을 의도

하 다. 물리 으로 무언가를 담는 기능을 하는 면은 기물의 내

부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물의 내면이 외면에 반사되면서, 기물

의 외면에 새로운 공간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이는 기물의 외면

에 기물의 내면이 담기게 되는 것으로, 기물의 내부 역할인 '담다

'라는 의미가 기물의 외부로 확장되는 효과를 보여 다. 

 

 작품들을 합쳤을 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기물만이 완 한 형태

를 드러내게 된다. 기물의 바깥쪽은 람자에게 시각 으로 가장

가까운 면인데, 이 유형의 작업의 경우, 제일 바깥쪽 기물의 외면

은 을 내었기 때문에 비치는 면(거울면)이 된다. 기를 결합했을

때 체 작품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면은 필연

으로 람자의 모습이나 주변의 풍경을 담게 된다. 사물을 보

하는 공간의 반 공간이 오히려 주변을 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 상황은 고스란히 기물의 외면에

담긴다. 이로써 기물은 스스로의 역을 확장 시키고, 더 나아가

그 주변의 풍경을 흡수하여 그것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기물의

반사면이 주변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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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겹쳐진 기물 II 

        Layered Vessel II

 

 여섯 개의 기물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이 작품은, 두 개의

기물이 한 으로, 세 세트의 기물로 구성된다. 여섯 개의 기들은

각각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으로 이루어진 기들은 같은 색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체 기물들이 모두 비슷한 색감을 갖

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내부 기물 세 개

와 외부 기물 세 개를 서로 바꾸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의도

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물과 기물 사이의 공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구성방식으로, 공간의 좀 더 유연한 변화 가능성을 의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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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3] 겹쳐진 기물 II

                      동에 은도 , 법랑 후 칠보, 

                     (왼쪽부터/합쳤을때)160×170×125mm/170×190×140mm/160×175×145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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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겹쳐진 기물 III

        Layered Vessel III 

 

 이 작품은 백니 과 흑니 ，　그리고 법랑의　흰　색상을　이용하

여　구성하 다. 색상의　사용을　최 한　자제하여 반사가 만들어내

고 있는 공간 분할 자체에 시선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의도 다. 

이 경우, 무채색 계열의 색상 때문에 반사로 만들어지는 반복된

공간이 실제 면의 공간과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때문에 실

제보다 많은 기물이 겹쳐 있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다른 작품들의 표면이 부분 은색이었던 것에 반해 이 작

품은 속면의 색상(흑니 과 백니 )때문에 그 안에 반 된

상물들이 속의 색상으로 재해석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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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4] 겹쳐진 기물 III

          동에 니 도 , 법랑, Ø185mm×17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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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4-1] 겹쳐진 기물 III (반사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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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4-2] 겹쳐진 기물 III 

                       동에 니 도 , 법랑,

             (왼쪽부터)Ø110×160mm/Ø140×150mm/Ø165×140mm/Ø185×155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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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5] 겹쳐진 기물 IV

         Layered Vessel IV

 

 이 작품은 내부 기물의 높이가 외부 기물보다 작고, 기물의 윗

면이 좁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 때문에 겹쳐서 구성하 을 때

에는 외부에 있는 기물이 내부의 기물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겹쳐진 기물의 윗면을 보면 바깥쪽 기물의 윗부분 내면이

안쪽 기물의 윗부분 내면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큰 바깥쪽

그릇의 반사상이 작은 안쪽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물리 으로는

안쪽의 그릇이 바깥쪽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반사상으로

인해 바깥쪽의 그릇이 안쪽의 그릇에 담기게 된다. 

 

 큰 사물이 작은 사물에 담기는 것은 물리 으로는 가능하지 않

다. 그러나 그것을 반사를 통해 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쪽 작은 기

물의 공간이 반사를 통해 바깥쪽 기물을 담게 되는 것은, 반사를

통한 공간의 확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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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5] 겹쳐진 기물 IV

          동에 은도 , 법랑 후 칠보, ( 체)Ø220mm×17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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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5-1] 겹쳐진 기물 IV (반사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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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5-2] 겹쳐진 기물 IV

                        동에 은도 , 법랑 후 칠보,(왼쪽부터)Ø160×150mm/Ø100×120mm/

                        Ø190×160mmm/Ø220×17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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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겹쳐진 기물 V

        Layered Vessel V

 

 이 작품은 넓고　낮은　기물의 형태를 기본으로 구성하 다. 기물

의　가장자리　부분은　곡선으로 마무리하고, 그 에 핑크와 연보

라색 계열의 스텔 색상 칠보를 덧입혔다. 기물이 각각 존재할

때 이러한 처리는 가장자리 부분의 장식 인 색상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러나 기물을 포개었을 때에는 각각의 형태가 합쳐져 커다

란 하나의 형태가 되고, 그 외면이 서로의 색상을 반 하여, 색상

의 변화 자체가 형태에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속의 반

사성이 겹쳐진 기물을 서로 반 하여 체를 새로운 이미지로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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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6] 겹쳐진 기물 V

                          동에 은도 , 법랑 후 칠보, Ø280mm×135mm, 2012



- 48 -

 

           [작품6-1] 겹쳐진 기물 V (반사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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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6-2] 겹쳐진 기물 V (반사면 확 )

                       동에 은도 , 법랑 후 칠보,

                      (왼쪽부터)Ø225×120mm/Ø250×100mm/Ø280×70mm/180×200×13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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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7] 겹쳐진 기물 VI

         Layered Vessel VI

 

 이　작품에서는 각각의　기가　길고　높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

한 기물이, 각각 존재할 때에는 람자가 각 기물의 체 인 실

루엣에 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합쳐지면, 각각의 형태

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기물　윗면의 색상과 형태에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 이 게 기가 각각　독립 으로　존재할　때와　합쳐

서　존재하게　될　때,　형태에　 한　 람자들의　 심이　상이해 질

수 있다는 에 을　맞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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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7] 겹쳐진 기물 VI

  동에 은도 , 법랑 후 칠보, Ø160mm×225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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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7-1] 겹쳐진 기물 VI

                          동에 은도 , 법랑 후 칠보,

                          (왼쪽부터) Ø140×210mm/ Ø105×220mm/ Ø165×18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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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복합 인 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작품8] 겹쳐진 기물 VIII

         Layered Vessel VIII

 

 앞선　유형의 작품들은 각각 기물의 형태가 한 세트　안에서 일

성을 갖도록 디자인하고, 반사의 양상 한 그 게 의도하 다. 

그러나 <겹쳐진 기물 VIII>의 경우에는 의도 으로 각각의 기물

형태가 세트의 느낌을 갖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반사의 양상

한 복합 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가장 내부에 있는 높은

기물과 간에 있는 기물은 내부가 비쳐지는 법랑면이고, 외부가

비치는 면이다. 큰 시는 내·외부 모두 반사하는 면으로 설정하

다. 때문에 속에 법랑이 반사되기도 하고, 속면끼리 반사되

기도 한다. 이러한 반사의 변화는 람자의 상과 다른 확장 공

간을 만든다. 한 속면끼리의 반사가 주변 공간을 수용하는

양상을 색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속의 색상과 내부 코 방식도 다양하게 용해 보았다. 이는

각각 독립 으로 존재하는 기물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구성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람자(사용자)들의 참여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 것이라 생각했

다. 유사한 형태와 색상의 기물을 겹치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좀

더 자유롭게 겹쳐진 기물들은 새로운 공간 가능성을 열어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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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8] 겹쳐진 기물 VIII 

         동에 니 　도 , 법랑,　 박，

         (아래부터) Ø380×75mm/ Ø217×105mm/ Ø140×90mm / 

         Ø110×20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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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8] 겹쳐진 기물 VIII  (반사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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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나는 속의 물리 특성과 기물의 공간 의미를 유기 으로

연결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 다. 이를

해 속의 물리 특성인 '반사성'과 기물의 가장 기본 인 기

능인 '담다'에서 생된 의미, 그리고 그것의 공간 해석을 통해

본 연구를 풀어나가고자 하 다.

 

 반사성은 오랜 시간 동안 속의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로 인해 인류는 거울이 발명되기 이 부터 속 표면을 연마해

거울로 사용하 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기물을 보 할 때 서

로 겹쳐져 있는 그릇의 이미지를 추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겹

쳐진 기물의 공간을 설정하 다. 연구과정에서 속의 반사성과

겹쳐서 구성하는 방식 모두에게서 공간의 확장과 수용-소통의 가

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기물을 겹쳐서 반사시키는 방

식으로 작품을 구성하 는데, 이는 기물의 겹쳐지고 반사하는 공

간 속에서 속 기물의 새로운 공간의 해석 가능성에 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 구성 방식에서 요한 것은 반사하는 면과 반사되

는 면의 계와 이미지 다. 반사하는 면은 속면이 될 것이고

반사되는 면은 속면 에 담기게 될 이미지이다. 이에, 반사되

는 공간에는 법랑을 코 하여 반사하는 면과 반사되는 면이 다

른 이미지를 갖도록 유도하 다. 이는 반사되는 기물의 이미지에

속 식기와는 다른 재질감의 식기 이미지를 더하여 속의 물질

특성에 여러 가지 그릇의 이미지가 담겨지기를 의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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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이러한 표 방식은 속 기물의 반사되는 면에 속

외의 다른 재질의 이미지가 반사의 형식으로 담길 수 있다는

것을 표 한 것이다. 반사의 형식으로 담길 수 있는 것은 기물의

다른 면일 수도 있고, 람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겹쳐져서 반사된 기물의 공간은 겹쳐진 기물보다 많고 혼란스러

우며, 기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동시에

이 공간을 식별하기 해 가까이 다가서는 람자의 모습까지 담

게 된다. 속으로 만든 기물의 공간은 속의 반사성을 통해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 이 공간은 속기라는 실재하는

물리 공간인 동시에 추상 , 은유 으로 확장 가능한 열린 공

간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이미지의 구 을 통해 앞서 살펴본

공간의 확장과 소통-수용의 가능성을 속기에서 구 할 수 있기

를 의도하 다. 

 

 그러나 작업의 구성방식이 아직 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이 연구의 한계 이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작업이

포개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써 반사되는 공간

의 이미지가 람자가 상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게 된다는

이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겹쳐진 기물 IV>와 <겹쳐진 기물

V>의 형태를 발 시켜 겹쳐진 기물의 공간이 확장되는 양상이

상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반

사되는 면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할 과제를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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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동기(器)에 법랑 코 하기

-공방에서의 활용을 심으로

 

*이 내용은 해 요업㈜의 견학내용을 참고로 작성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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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랑에 해

 

 법랑이란 여러 종류의 속표면에 유리질 유약을 피복시킨 것을

말한다. 속의 높은 내구성과 비 속인 유리의 내식성과 청결성, 

아름다움을 겸비하도록 만들어졌다. 

 법랑에 쓰이는 유약은 유리나 도자기의 유약과 같은 계통으로, 

순수한 물리 화학 인 성질로 볼 때에는 법랑, 유리, 도자기 유약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없으나, 사용목 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완 히 구별된다. 유리는 독립 으로 사용되고 결코 속과 같이

쓰이지 않는다. 도자기 유약도 반드시 도자기 소지와 함께 쓰일

뿐이다. 법랑은 속소지에 쓰여 속재료와 결합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한 법랑과 칠보는 그 성분과 쓰임이 매우 유사하여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데, 이 논문에서는 법랑은 산업용 재료, 칠

보는 공 용 재료로 분류하여 표기하도록 하겠다.30)

 

 

  1. 법랑의 성질

   1)화학 성질

 

① 내수성: 모든 법랑은 보통의 실내 온도에서 물에 침해되지

않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물에 견디는 특성이 약해진다. 뜨거운

물 장탱크에 사용하는 내열법랑의 경우에는 10~20년의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물에 노출되어도상이 없지만, 부분의 법랑

은 끓는 물에 10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손상을 입게 된다.

② 내알칼리성: 일반 실내 온도에서 알 손칼리 반응에 향을 

30) 법랑과 칠보 유약은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으나 성분은 거의 같다.때문에 함께 사

용하여도 무리가 없고,나 한 다양한 색상 표 을 원할 시 법랑 에 칠보를 소성하

다.다만,법랑 에 소성한 칠보의 두께가 두꺼워 질 경우,칠보 부분만 깨지기 쉬운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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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특수 내알칼리성의 법랑의 경우 세탁기나 식기

세척기에 사용되는 알카리성의 뜨거운 세정제에도 매우 강한

특성을 갖는다.

③ 내산성: 알칼리 수용액과 염수, 불화수소산을 제외한 부분

의 산성액에도 녹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내부식성: 산과 알칼리에 강하고 공기에 닿아도 녹슬거나

변하지 않아 소지 속의 부속을 방지한다.

 

  2)물리 성질

 

 법랑은 속 에 피복되므로 내구성이 일반 유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 특성이지만, 그 기본이 유리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와 같은 성질이 나타난다.

 

① 경도: 모스경도 측정 시 법랑 자체는 3.5~6까지 나타나며, 

철 소지를 사용한 법랑은 4~5.5로 나타난다.31)

② 내마모성: 법랑의 높은 경도와 매끄러운 고 택 표면에 의

해 히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③ 내충격성: 법랑도 유리질이므로 충격을 가하면 유리와 같이

깨진다. 그러나 재 다양하게 개발된 법랑 유약은 유연하고

강한 내 충격성을 지닌다. 일반 으로 법랑은 소지 속자체의

형태가 완 히 변형되지 않는 한 깨지지 않는다.32)

 

31) 모스경도의 척도 참고: 3 리석> 4 형석> 5 인회석> 6 정장석

32) 실제로 공장에서 보았던 0.3mm철 에 소성된 법랑 은 그 자체를 휘어도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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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타 성질

 

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청소가 용이한 비침투성 표면

으로 생 이다.

② 불에 타지 않는다. (내연성) 

③ 법랑 유약의 성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표 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에 의해 바래지 않는다.

 2.법랑  쓰임

 

 속을 소지로 하여 유리질의 유약을 입힌 공 품은 이미 기원

에 이집트에서 칠보공 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1세기

부터는 칠보공 가 유럽국가 등지에서 성행하 고, 서기 1400년

경에는 키 로스 섬에서 에 백색 는 청색을 입힌 법랑을

제조하 다. 오늘날과 같이 철 에 사용하는 법랑 유약은 국에

서 19세기 에 개발되었고, 이러한 공업의 발달은 오늘날에 이

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랑이 주방용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 쓰임의 범 가 상당히 넓다. 재 법랑은 건축 내외장재뿐만

아니라, 터 과 지하철 역사, 가스 인지 기 오 , 세탁기

등을 비롯한 가 제품과 싱크 , 욕조, 주방용품 등에 리 사용

되고 있다. 한 내산성을 필수로 하는 공업용품의 부품이나 실

험실 도구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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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랑 유약

 

 1. 유약의 분류

 

 법랑 유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리나 도자기의 유약과 같은

계통이지만, 속에 피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약이다. 유리나

칠보와 같이 투명한 법랑도 있지만 주로 투명체가 되지 않고 여

러방법으로 유탁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보통 법랑에 사용되는 유약은 도자기에서 사용하는 유약보다 낮

은 온도에서 소성한다.(550~900℃) 낮은 온도로 소성하는 주된 이

유는 법랑 유약과 바탕 속의 열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100℃ 온도차에 해 강철의 열 팽창률은 0.42%, 구리는 0.47% 

이지만, 법랑 유약은 보통 0.32%~0.40%이다. 그러므로 무 높은

온도에서 법랑을 구우면 유약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1)시유 과정에 따른 분류

 법랑의 유약은 시유 과정에 따라 하유약과 상유약으로 분류한

다. 하유약은 법랑질과 속이 잘 결합되게 하기 해 시유하는

유약을 말하고, 상유약은 그 이후 하유약의 색을 감추고 작업자

가 원하는 색상을 입히기 한 유약이다. 

 

  ① 하유약

 속 에 법랑질을 피복하기 해서는 속과 법랑질 사이에

착층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하유약은 그런

착층을 형성하기 한 유약이다. 착층을 형성하지 못하면

나 에 법랑질이 쉽게 떨어져 나가므로 하유약은 법랑 기법을

하고 소성온도에 충분한 유동성을 지녀 속 표면을 잘 셔주

고 냉각 후 비틀어짐이 없게 하기 해 당한 팽창계수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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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야 한다. 하유약은 철 과 잘 착하기 하여 0.3~0.6%의

산화코발트를 함유하므로 주로 청흑색을 띤다. 

소지 속의 종류, 두께, 제품의 용도, 작업조건 등을 참작하여

한 하유약을 선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유약

앞서 언 했듯 청흑색을 띠는 하유약의 색을 덮고, 작업자가

원하는 색상을 피복하는 유약이다. 상유약에는 투명유, 착색유, 

안티몬 유백유, 티탄계 유백유등이 있다.

  

  2)시유 방법에 따른 분류

 법랑의 시유 방법에는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이 존재한다. 이러

한 시유 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말의 유약과 슬립(silp)유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분말유약

 스 이(spray), 체질법(Screening),뿌리는 방법(Dusting)과 같은

방법으로 시유를 할 때에는 법랑 유약을 물이 섞이지 않은 고

운 분말유약 상태로 사용한다.

 

  ② 슬립(slip)

 습식법으로 시유를 할 때에는 고운 분말상태의 유약을 물과

함께 섞어 사용해야 한다. 습식법에는 담그기(Dipping), 붓기

(Pouring), 칠하기(Painting)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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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약의 원료

 

 유약의 성질이나 사용범 에 따라 여러가지 원료가 있다. 내화

원료, 용융원료, 유백원료, 착색원료, 착원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내화원료 : 법랑의 내화성을 올리기 해 필요한 원료이다. 규

석, 장석, 산화알류미늄 등이 있다. 

②용융원료 : 용융시 용해를 진하기 해 넣는 원료이다. 붕사, 

소다회, 탄산칼륨, 석회석, 탄산바륨, 산화아연 연단, 탄산리튬 등

이 있다.

③유백원료 : 철 소지의 색이나 유약의 색을 감추고 표면을 아

름답게 하기 해 사용하는 원료이다. 안티몬, 산화티탄, 형석, 빙

정석, 실리코 루오르화나트륨, 산화주석, 산화지르코늄등이 있다. 

④착색원료: 착색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착색원료를 유약에 넣고 함께 용융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고, 두번째는 에 첨가하여 용융하지 않고 쓰는 방법이다. 착색

원료는 주로 속 산화물이 나타나는 색을 이용한다. 

원료 색상
산 트 감청색

산 크롬 녹색

산 니 회색
산 이철 갈색

이산 망간 다갈색
산 이구리 란색

황 카드뮴 노란색
 

⑤ 착원료: 속에 법랑질이 잘 착하게 하기 해 사용하는

원료이다. 산화코발트와 산화니 이 가장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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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약의 제조

유약은 원료를 비율에 맞게 조합하여 용융하여 만든다. 이것은

습식이나 건식 분쇄에 의하여 슬립(slip)혹은 분말의 유약으

로 만든다. 슬립유약과 분말유약의 제조공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슬립유약은 제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과 첨

가제를 더 넣어주는 공정이 추가된다.

 

유약제조 공정의 순서

①원료조합 - ②용융 - ③ 냉 - ④ 첨가 습식분쇄

 

 

 

  1)원료조합 

 유약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규석, 장석, 안티몬 등을 분쇄

하여 조합한다. 조합비율은 제조 공장바다 다르며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원료를 분쇄하고 조합하는 과정. 왼쪽 사진의 통 속에 원료를 꺼내서 조합하

여 오른쪽 사진의 큰 통 속에 혼합된 원료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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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용융

 혼합된 원료를 가마에 넣고 녹인다. 용융가마에는 가스가

마와 기가마 두 종류가 있는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흰색 상유약의 경우 티가 들어가

면 안되므로 특별히 기로에서 용융한다.

가마 안에서 녹은 원료(사진에서 빨간 막 같은 부분)가 롤러 쪽으로 나

오면서 압연되고 있다. (롤러 아래쪽의 검붉은 은 용융된 원료가 롤러

에 의해 얇고 넓 하게 린 것이다.)

3) 냉

 가마에서 녹아 혼합된 용암 같은 상태의 유약을 냉시키고, 볼

에 넣기 좋게 유약을 당한 크기로 빻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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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된 후 롤러에 민 얇은 상태의 유약 재료를 당한 크기로 빻아서 통에

넣고 있다. (흰색 상유약)

 

  4) 첨가 습식분쇄

 

 볼 기에 첨가제(아 산소다, 토, 물 등)와 물을 넣고 물

과 함께 200mesh정도의 크기로 분쇄한다. 이 게 만든 법랑

유약을 법랑 슬립이라고 부른다. 볼 로 분쇄할 때 유약

(frit)에 물만 넣어서 분쇄하면 물에 침 하게 된다. 이것은

리트가 유리를 물에 분쇄한 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이 상

태로는 균일한 두께로 시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성이 있는 슬립으로 만들기 해서는 리트와 함께

토, 해질(멈춤약) 등을 첨가하여 분쇄한다. 

 토는 리트를 물에 떠있게 하는 탁제 역할을 하며, 시유

건 한 제품의 유약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약의 물

리조직이나 열팽창, 택 등에도 향을 다. 멈춤약으로는

주로 아 산소다가 첨가된다. 멈춤약은 슬립 의 토야 작

용하여 유약의 도를 증 하여 시유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

며, 그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건조막

강도를 증 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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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랑  시  소  과   법

   -동 에 실습

 

 법랑 공장 견학 결과, 공 가들이 개인 공방에서 법랑 코

을 용하는 방법은 습식 방법이 제일 당하고 유용할 것

이라 단하 다. 공장 실험실에서 법랑의 색상 개발을

해 소규모로 법랑을 소성하는 방법 한 습식 방법이었다. 

습식 법랑 유약 (슬립slip)의 시유 소성 과정은 일반 으

로 다음과 같으며, 공장 실험실의 방법과 내가 사용한 방법

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33)

 

처리(수세)- 하유시유 - 건조-소성 - 식히기 - 산처리

- (상태에 따라 하유 반복) - 상유시유 - 건조 - 소성 - 

식히기 - 산처리 - (상태에 따라 상유 반복)

 

① 처리(수세)

 처리 공정은 법랑 소성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매우 요하다. 

법랑질이 속 에 잘 입 지도록 속의 표면을 깨끗이

세척한다. 불로 기름을 태우거나 산세척으로 산화피막을 제

거한다. 법랑을 하는 면이 매끄러운 것 보다는 약간 표면

33) 법랑의 시유 소성 과정에 한 설명은 이 논문에 실려 있는 작품 <겹쳐진 기물

VII>의 작업과정을 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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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이 있는 것이 좋으므로, 거친 수세미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이 작품은 바깥면만 법랑코 하 다. 법랑코 할 부분을 특별히 신

경 써서 세척한다.

 

② 하유시유

 도구를 이용하여 법랑 코 을 할 기물 표면에 유약을 묻 다. 

나는 숟가락을 이용하여 음식에 양념을 묻히듯이 유약을 뿌

려 후, 기물의 방향을 돌려가며 유약을 균일하게 퍼뜨렸

다. 이 때 가장 요한 것은 균일한 두께로 유약을 시유하

는 것이다. 모퉁이나 테두리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유약이

고여 지나치게 두껍거나 무 얇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유약의 농도는 물을 섞어가며 조 해도 된다. 물로 유약을 희

석할 경우 얇게 입 지므로 여러 번 소성해야 하는 단 도

있지만, 곱고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도 있다.34)

 기물의 일부분에 법랑 코 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코

하고 싶지 않은 면에 묻은 유약을 꼼꼼히 닦아 다. 유약

이 묻은 채 소성하면 그 이후 수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34) 그러나  가마에 여러 번 소   경우 태 변  가능 이 크므  그 횟 를 

소  조 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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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를 시유하는 모습

 

 ③건조

 가마에 넣기 에 반드시 유약을 건조해야 한다. 그 지 않으

면 가마에 속 고온에 속하게 건조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긴다. 나는 헤어드라이어로 건조했는데, 건조 하는 동안

유약의 두께가 균일한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유약이 두껍게

올라간 경우 건조 과정에서 얼룩을 볼 수 있다. 유약의 두

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건조 후 도구35)나 손을 이용해서

살짝 표면을 깍아 내서 두께를 맞춰 수 있다. 

(左) 드라이어로 건조

(友) 건조 후(왼쪽)와 건조 (오른쪽)

35) 나는 작은 라스틱 스푼을 사용하 는데, 도구가 무 견고하거나 클 경우 유약을 지

나치게 많이 어 낼 수도 있고, 손으로 섬세하게 조 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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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소성

 건조 후 가마에 넣고 소성한다. 가마의 온도는 가마 크기와

작업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유 소성 시 820~860℃, 상

유 소성 시 790~850℃로 하여 3~4분 안에 구워낸다. 가마구

멍으로 확인 했을 때, 동 표면이 빨갛게 달구어졌거나, 법랑

유약의 표면이 액체 상태가 되었다면 소성이 완료된 것이

다. 하유의 소성온도는 상유보다 10~30℃정도 높게 설정한

다.

가마에 소성하는 모습

⑤식히기

 소성 후 가마에서 꺼내서 식힌다. 식히는 과정에서 표면에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한다. 꺼내서 바로 냉할 수 있으

나 불량의 확률이 높다고 느끼거나 불안정한 형태일 경우

서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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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 소성 후 식히기

 

 

 ⑥산처리

 깨끗이 산처리를 하여 속 부분의 산화막을 모두 없애고, 법랑

부분도 세제로 세척하여 다음 단계를 비한다. 산화막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시유 단계에서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

으므로 주의한다.

 

 ⑦상유시유

 하유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유한다. 그 이후의 단계도 동일

하게 진행한다. 속의 표면의 팽창률에 따라 아름다운 갈

라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철에 법랑 코 을 했을

때와는 다른 시각 효과이다. 갈라짐 효과가 없는 표면을

얻고 싶을 경우에는 여러 번, 두껍게 상유를 덧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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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하유 2회 소성 후 상유 시유하고 건조 . 

(友)상유 2회 소성 후

표면의 갈라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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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ace of  Layered Vessel

KIM,YunJin

MajorinMetalSmithFacultyofCraft&Desig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vessel, an object devised for containing something by human 

being, has been made by various materials and types. Historically, the 

word ‘contain’ in the vessel does not mean simply a physical function 

but had more effects on its manufacture. This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xpansion of derivative meaning of its function. Then, how 

can it be interpreted to a metalsmith? 

  In order to make an organically related product of a producer, 

materials and an object, it must first be needed to figure out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One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metal 

vessels is its ‘reflection.’ When the metallic surface is polished, a 

reflect surface texture like a mirror can be achieved, which has been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of the metal for a long time by people. As 

mentioned before, the word ‘contain’ is made of the vessel as its 

prerequisite, both hav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ccordingly, I 

thought to be plausible to make a work if important factors can be 

extracted from typical characteristics of metal and the meaning of 

‘contain’ in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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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I mentioned before, as the vessel is devised to contain something, 

it has a shape of easy folding or overlapping. People used to store 

unused vessels in folding or overlapping. Such space can either be 

containing space or space to be contained. This can be both closed and 

open space. For such reason, ‘overlapping’ is extracted as a specific 

work element. And, a specific work element is ‘reflection’, a physical 

characteristic of metal. If metallic spaces reflect to each other, it was 

thought to make the meaning of ‘contain’ more vividly with the folded 

space. 

  In order to make a reflect in a folded space of the vessel, there 

must be a reflecting side (mirror) and a reflected side (object) together. 

For this purpose, one side of the metal vessel is treated with an 

enamel method. This intended to input the image of the vessel which 

is made of materials other than metal. Not only image of enamel, but 

also spectators or space where a product is placed can be reflected too. 

By means of space between vessels and the reflection of surrounding 

landscape, reception and communication are made and the meaning of 

‘contain’ can be extended through the reflection of metal.  

  Such expanded space can contain each other making a borderline 

vague. A space of the vessel for containing something is able to 

contain more than something physical. Through the embodiment of such 

image, it is expected to raise a new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of 

reflection, a physical characteristic, in the space of the vessel. 

*Key words: vessel, contain, reflection, overlap, spatial expansion, 

reception, communication 

*Student Number: 2010-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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