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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금속공예가의 작업실이라는 특정한 성격의 공간을 금속공예 

작업대를 중심 소재로 하여 미니어처 방식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학부와 석사기간 동안 금속공예를 전공하면서, 작업실 공간에서 

금속공예 작업을 하며 그 일에 맞추어 스스로의 내면이 변하고, 또한 

작업실이라는 공간의 의미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노동, 몽상, 성취, 휴식 

등을 통해 일상적인 장소에서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을 

느끼며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작품을 통해 금속공예 작업실 공간을 

재구성하여 그 작업에 담긴 속성과 작업을 하는 작가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작품의 중심소재는 금속공예 작업실이다. 특히, 금속공예 

작업실의 구성 요소 중 작업대는 금속공예 작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실질적으로 작업실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연구작품들에서 작업대는 금속공예가의 자아를 대신한다. 

금속공예 작업의 속성, 금속공예가의 내면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니어처 표현기법이 

선택되었다. 미니어처는 그 특성상 정교함과 섬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속공예의 세공적 특성 등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금속공예가의 

내면 및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였다. 특히, 미니어처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게 하며, 나아가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변화시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었다. 

금속공예 작업의 속성과 작가의 내면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속공예 

작업을 시작하여 점점 공예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금속공예가가 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실 안에서 

기술연마에 쏟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는 예비 

금속공예가의 모습, 공예가로서 시작을 위해 작업대를 정비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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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준비하는 모습, 공예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이 오가는 현대 사회 

안에서 공예가로서의 자신의 주소와 자아를 찾고자 고민하는 모습, 

일상적인 작업실 공간 안에서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여 상상과 몽상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내는 모습 등은 금속공예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연구작품마다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작업실 공간을 구성하고, 작품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미니어처를 제작하였다. 이때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니어처를 

사물을 실제적으로 재현하는 방식보다는 양식화된 표현을 통해 은유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작품마다 판금성형, 정밀주조, 

칠보, 옻칠과 같은 대표적인 금속공예 기법을 주요기법으로 하여 

제작하였다.   

 

한 개인이 일을 하는 공간인 작업장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곳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장소이다. 본 

논문은 작업장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업장인 

‘금속공예 작업실’에서 벌어지는 공예가의 작업과 열정,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성장하는 작가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본 논문의 작업 안에서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열정과 이야기를 찾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금속공예, 작업실, 금속공예 작업실, 미니어처, 작업대, 오브제 
학   번 : 2004-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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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연구 동기 및 목적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은 그 사람의 

직업과 성격 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어떤 경우 그 사람 자신이기도 

하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공간은 

노동을 통한 수확의 기쁨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공간은 세계 속 우리의 구석 곧 하나의 

소우주이며, 전체를 보호하는 역사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 같은 맥락에서 공예가에게 작업실이란 단순히 작업을 하는 

곳이라기보다 하나의 소우주로서 일상의 공간이자 몽상의 공간이며, 

노동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그 공예가의 일상과 이상이 함께 있는 곳이다.  

 본 논문의 작업은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가 

학부과정부터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인 작업실이 일상적 공간에서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의 장소로 변모하는 것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인 개인의 작업장이 그 곳에서 

일어나는 노동, 수확, 성취, 휴식을 통하여 개인에게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 변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금속공예 작업실은 숙련된 기술에 기반하여 물품제작과 

창작활동을 하는 특성상 작품을 제작하는 데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업자와 작업 공간의 내면적 일체감이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전공한 금속공예는 비교적 한 

개인이 작업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작업실과 작업과정이 작업자의 내면과 더욱 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일상적 공간인 작업실은 창작행위의 일부인 몽상과 

                                            
1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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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통해 외부 세계로 무한히 확장되며, 작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작가의 내면이 맞물려 계속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연구자는 다양한 작업 공간 중에서 금속공예 

작업실에 담긴 공예작업의 속성과 작업자의 몽상, 나아가 작업을 

하는 작가의 내면을 연구 작품에 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작품들은 금속공예가의 작업실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공간을 금속공예 작업대를 중심 소재로 하여 미니어처 

방식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금속공예가 작업실의 구성요소는 작가의 작업 종류, 작업실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금속이라는 재료는 무겁고 단단해서 

사람이 맨 손으로 다룰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작업실이든 

금속의 가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구와 설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금속공예 작업실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 

요소들이 있는데, 성형공간, 기계가공 공간, 수세공간이 그것이다. 2 

금속공예가의 작업대(work bench)는 금속공예 작업을 위해 고안된 

작업책상으로 작업공간의 중심에 위치한다. 작업대는 금속공예가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작업물을 다루는 장소이고, 작품의 

발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공정 모두를 관장하는 곳으로 

금속공예 작업 자체와 작가의 자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작품에서는 금속공예 작업대를 중심으로 

금속공예 작업실을 표현하기로 한다.  

 금속공예 작업실은 금속공예가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로서 기술을 

수련하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이러한 작업실 

                                            
2 Brandon Holschuh, <The Jeweler’s Studio Handbook>, Quarry Books,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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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벌어지는 작가의 내면적 이야기, 작품에 대한 열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표현 방법으로 

미니어처(miniature)의 선택하였다. 미니어처는 일상적 사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금속공예 기술의 세공성 및 

금속공예가의 작품에 대한 내면적 속성 등을 표현할 수 있고, 

작품이 나타내는 메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미니어처의 구 상적 표현으로 인해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보다 극화된 스토리를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정밀하게 제작된 미니어처는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들여 관람자의 

시점을 작품 내부로 이끌고, 작품에 관람객의 몽상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니어처 표현기법이 금속공예가의 작업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본 논문의 

연구작품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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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속공예가의 작업실 

 

1. 작업실 

 

1) 예술가의 작업실 

 작업실(studio)은 사무실(office)에 대한 대비되는 용어로, 현장 

제작업무를 위해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을 갖춘 방 또는 집을 

말한다.3 작업실은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개 

용도에 맞는 공구,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가의 작업실과 

음악가의 작업실, 공예가의 작업실은 모두 각자의 전문적인 특성에 

맞추어 설비를 갖추고 공간이 구성된다. 또한 작업실은 작가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적 생활 터전이다. 때문에 그 

공간의 주인인 작가가 하는 일에 따라, 그리고 작가의 개성에 따라 

작업실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달라진다. 다르게 말하면 그 작업실을 

일터로 삼고 있는 작가의 자아가 작업실에 담겨있는 것이다. 특히 

공예가와 같이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작가의 작업실은 작가의 

일상적인 공간이자 직업적 기술 수련을 위한 곳, 창의적 발상을 

구체적으로 실현 시키는 장소 등 매우 다양한 속성을 내재한다. 

이러한 작업실의 특징은 한편으로 작업실과 관계없는 외부인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사전』, 2008, 부천만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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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판 1] 서양화가 Detlef Gotzens의 스튜디오4 
(우)[도판 2] 목공예 작업실5 
 
 
 자신의 작업실, 혹은 다른 사람의 작업실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은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개인 초상화나 작업실을 

많이 그렸던 렘브란트를 비롯하여 디에고 벨라스케스, 조르주 

브라크, 파블로 피카소, 요하네스 베르메르, 앙리 마티스, 이중섭 

등의 많은 작가들이 작업실을 주제로 작품을 그렸다. 자신의 

작업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작가 자신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작업실 풍경과 장면의 구성을 통하여 작가 내면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리는 것처럼 자신의 작업실을 그림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에게 그 일이 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출처: http://magazine.saatchionline.com 
5 출처:http://www.motorcyclesplanesandrevol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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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판 3] 요하네스 베르메르 Johannes Vermeer, <The Art of 
Painting>, 1666-1668,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Austria. 
(우)[도판 4] 라울 듀피 Raoul Dufy, <The Two Models>, 1930, 
Galerie Daniel Malingue, Paris, France. 
(아래)[도판 5] 램브란트 Rambrandt, <Artist in his Studio>,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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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공예 작업실 

 금속공예가의 작업실은 앞에서 말한 미술가들의 작업실과 

일반적인 창작공간이라는 속성은 같지만, 금속공예 작업에 맞추어 

공간, 공구 및 설비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속은 

무겁고 밀도가 높아 사람이 도구 없이 다루기 힘든 재료이기 

때문에 금속의 가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구와 설비가 필수적이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의 종류는 매우 방대하고 각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실상 하나의 작업실에서 모든 종류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가가 집중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설비를 갖추고 공간 구성을 하여야 한다. 특히 

금속공예 분야에서 작업의 종류를 분류하자면 크게 ‘대공작업’과 

‘세공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공작업’이란, 단조, 판금과 

같이 망치성형기법을 위주로 큰 작업물을 다루는 것이고, 

‘세공작업’은 보석가공, 장신구 제작과 같이 비교적 작은 

작업물을 다룬다. 크게는 대공작업을 하는지 세공작업을 하는지에 

따라 작업실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 밖에도 작가가 주로 다루는 

재료나 주로 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작업실이 

꾸며진다.  

 

 
(좌)[도판 6] 금속공예가 안승태의 작업실 
(우)[도판 7] 장신구 작가 Petakruger의  작업실6 
                                            
6 출처: http://thedesignfiles.net, 사진: Lucy Feagins 

http://thedesignfil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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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실의 구성 

 

1) 금속공예 작업실의 공간 구성 

 금속공예는 모든 조형예술의 장르 중 가장 다양한 종류의 기법을 

다룬다. 이는 역사적으로 금속공예품이 수 많은 기능을 가진 방대한 

양의 물건을 생산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금속재료가 

사람의 손으로 직접 다룰 수 없으므로 일찍부터 각종 도구와 이를 

다루는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7  금속공예 작업실은 

그 구성요소는 작업의 종류, 작업실의 규모, 작업장의 용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모든 작업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간 구성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이는 작업대, 가열대, 

나무둥치 및 모루꽂이 등이 있는 ‘성형 공간’과 버퍼, 소형 

벨트샌더 등이 있는 ‘기계가공 공간’, 그리고 작업물의 수세와 

산처리를 할 수 있는 ‘수세 공간’이다.8 

 ‘성형 공간’의 기본 공구 및 설비는 작업대, 가열대, 나무둥치 

및 모루 등으로 이 곳에서 작품의 성형, 가공, 마감 등 대부분의 

작품제작이 이루어진다. 가열대(heating area)는 

LPG(액화석유가스), 아세틸렌, 산소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금속의 

열처리나 땜을 하는 공간 혹은 설비이다. 9  나무둥치는 망치성형을 

하는 경우 작업물의 성형을 보조하고, 모루꽂이나 모루 10 를 

고정하는 받침이 된다. 11  판금작업시 모루꽂이에 모루를 꽂아 

고정하여 작업물을 성형한다. 작업대(work bench)는 금속공예 

작업의 중심 공간이고, 작품의 주요 소재이므로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기계가공 공간’은 금속 가공을 위한 벨트 샌더, 버퍼, 드릴과 

                                            
7 전용일, <금속공예 기법>, 미술문화, 2006, 머리말. 
8 Brandon Holschuh, <The Jeweler’s Studio Handbook>, Quarry Books, 2009,  p.17. 
9 전용일, <금속공예 기법>, 미술문화, 2006, p.33. 
10

 모루(stake): 금속 판재를 망치 성형할 때 판 밑에 받쳐 형태를 잡는 받침쇠 
11 전용일, <금속공예 기법>, 미술문화, 2006,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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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계설비가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분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환기 시설이 잘 갖추어 있어야 한다.12 

 ‘수세 공간’은 작업 과정 사이에 작업물의 수세와 산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 금속의 열처리 후 산세척, 

수세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가열대와의 동선을 

생각하여 배치해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13  

 

2) 금속공예 작업대(work bench)의 구성 

 금속공예 작업은 대부분 작업대(work bench)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 가열대나 판금성형 작업공간을 오가며 

작업을 진행하지만 작업의 중간중간 작업을 정비하기 위해 

작업대로 돌아오게 되며, 작업의 마무리 과정도 대부분 작업대에서 

이루어진다. 작가는 작업대에 작업에 필요한 설비 및 공구를 갖추고 

수시로 사용한다. 작업대의 내용과 구성은 작가마다 매우 다르지만, 

금속공예 작업대에 꼭 필요한 요소로는 태장대, 가루받이, 조명, 

작업용 돋보기, 공구 걸이 및 서랍, 플렉시블 샤프트, 모탕 등이 

있다. 

 태장대(bench pin)는 일명 노루발, 토끼발이라고도 불리며, 

작업물을 가공할때 의지하여 줄질, 톱질과 같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돕는 도구이다. 작업물을 재단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다듬을 때까지 

태장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작업할 수 없다. 작가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며 보통 단단한 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작업물의 형태 및 가공방법에 따라 즉각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루받이는 톱질, 줄질 등 금속 가공시 나오는 작업부산물인 

금속가루를 받는 용도의 서랍, 혹은 가죽, 천소재의 받침을 말한다. 

가루받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금속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12 Brandon Holschuh, <The Jeweler’s Studio Handbook>, Quarry Books, 2009,  p.18. 
13

 Brandon Holschuh, <The Jeweler’s Studio Handbook>, Quarry Books, 200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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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 작업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금, 은과 같이 

귀금속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오는 부산물을 수합해 

재활용함으로써 재료사용의 경제성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유럽식 가루받이는 보통 가죽이나 천, 비닐을 작업대의 밑에 달아서 

쓰는 형식이나, 요즘 판매되는 보급형 금속공예 작업대에는 제일 

아랫 서랍이 가루받이용 서랍으로 제작되어 있다.  

 작업 조명은 금속공예에 있어서 필수요소다. 금속은 대부분 반사가 

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재료 금속을 재단하거나 가공할 때 

적절한 조도와 각도의 조명이 있어야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용 돋보기는 특히 세공작업을 할 때 중요한데, 작업자가 

맨눈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세밀한 묘사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준다. 탁상에 고정하는 방식, 조명과 결합된 형태, 고글형, 

보석 감정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구걸이 및 서랍은 작업대의 수납공간 및 작업대 주변의 공구 

보관 공간이다. 금속공예 공구는 톱대, 줄, 집게류, 니퍼류, 

안전장비 등 그 종류가 수 없이 많다. 금속공예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업물을 다룰때 필히 작업에 꼭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작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작업 

공구들이 손에 닿기 편한 곳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플렉스 샤프트는 핸드피스라고도 하며, 18,000RPM 정도의 

회전력을 가진 전동기구이다. 작업대 가까이에 설치하여 작업 

중간에 수시로 일감을 부분적으로 연마하거나, 드릴링, 절단할 때 

쓰인다. 샤프트의 끝에 목적에 맞는 팁을 꽂아 작업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탕은 나무둥치에 평사각 모루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작업대에 앉아서 작업하면서 간단한 망치질을 

하는 데 필요하다. 정반은 편평한 직육면체의 쇳덩이로, 작업물의 

수평, 수직을 가늠하고 평면을 잡는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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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8] 금속공예가 안승태의 작업대, 안승태 공방 



 

 12 

Ⅲ. 표현형식으로서 미니어처  

 

1. 미니어처(miniature)의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있는 미니어처(miniature)의 

정의는,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모형(模型)이다.14 다시 말하면, 미니어처의 사전적 의미는 ‘실물의 

크기를 축소하여 실물과 똑같이 정교하게 재현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큰 물체나 건물을 작은 규모로 변형하여 만든 모형 (scale 

model), 영화나 사진 촬영시 특수효과를 위해 실제 사물을 

축소하여 재현하는 소품 등이 있다. 하지만, 미니어처라는 용어는 

필사본 15 에 그려진 작은 그림이나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달한 

아주 작은 크기의 초상화 혹은 그림 16에도 쓰이고, 현대에는 작은 

크기의 프라모델이나 장식 소품 등도 미니어처라고 불린다. 이 때 

미니어처의 개념은 실물의 ‘재현’보다 ‘작은 크기’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대미술에서도 ‘실물의 재현’과는 상관없이 

크기가 작은 구상적 표현에 대해 미니어처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니어처(miniature)’의 개념적 

범위는 ‘실물을 축소하여 재현’한 것 뿐만 아니라 ‘실물을 

축소한 구상적 표현’까지를 포함한다. 

 

실제의 물건을 축소하여 미니어처로 만드는 행위는 내세에 쓸 

물건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무덤에 넣은 것에서부터 유럽에서 

미니어처 병정들로 모의전쟁을 하던 것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범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15 인쇄를 하지 않고 손으로 글을 써서 만든 서적, manuscript,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16 Term applied both to paintings in manuscripts and to the related form of independent, 
small paintings, particularly portraits, that developed in the 16th century., M. Smeyers, 
http://www.oxfordart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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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다. 17  현재에도 일일히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영역에서 미니어처가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작업과 

그 범위가 유사한 예술영역에서 활용된 미니어처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물을 축소하여 재현하거나 구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미니어처를 정의하면, 미니어처의 표현방식은 크게 ‘실물을 

축소하여 재현하는 방식’과 ‘실물을 축소하여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미니어처 [도판 

9] William Robertson의 <Tool Chest>와 [도판 10] Micheal Paul 

Smith의 <Elgin Park>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사례는 미니어처가 

내포하는 내러티브나 은유보다 그 미니어처가 원본을 얼마나 

똑같이 재현하였는지가 더 중요하고, 원본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재현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감탄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도판 11]과 같이 원본과 대조되는 크기의 축소를 

극대화하여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사이즈의 미니어처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를 마이크로미니어처(micro miniature)라고 

부른다. 마이크로미니어처 작업은 예술성이나 재현성 보다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작게 사물의 형태를 구현했는지에 집중한다. 

[도판 11]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누가복음 18:25)’라는 성경의 구절에 

대한 작업이다. 작가는 바늘구멍에 낙타를 일곱 마리나 넣어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7 Kevin Mulvany & Susie Rogers , Magnificent Miniatures, Batsfor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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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판 9] William Robertson, <Tool Chest>,  
(출처: http://www.toolchest-site.com) . 

(우)[도판 10] Michael Paul Smith, <Elgin Park>, 
    (출처: http://www.shockblast.net/michael-paul-smith-elgin-park/). 

 

 

 

 
[도판 11] Nikolai Aldunin, <Camels in Needle hole> 

       (출처:http://fofocaebabaleia.blogspot.kr/2011/03) 
 

 

  

http://www.shockblast.net/michael-paul-smith-elgi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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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축소하여 재현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16~17C경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진 

미니어처 돌하우스(miniature dollhouse)를 들 수 있다. 독일의 

뉘렌베르크 박물관에 소장된 1611년 만들어진 돌하우스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돌하우스이며,18 초기의 미니어처 돌하우스는 

부유한 상인들이 자신의 집을 기념하기 위해 마치 자신의 초상화를 

주문하듯이 자신들의 저택을 축소하여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푸펜하우스 박물관에 있는 초기의 돌하우스는 그 당시 사람도 

미니어처로 함께 들어 있지만, 현대의 돌하우스는 인물을 제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돌하우스를 보는 사람, 즉 관객을 그 집의 

주인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돌하우스는 아이들의 예절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정교한 정도로 미루어 짐작컨데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기념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의 축소판을 만들어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 미니어처 돌하우스의 

동기가 된 것이다. 

오늘 날까지도 미니어처 돌하우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니어처 공예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니어처 공예품 

동호회나 재료를 전문적으로 파는 상점, 미니어처 전문 박물관 등을 

세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미니어처가 일상적인 사물을 

작은 크기로 똑같이 재현해 내는 장인의 높은 기술적 경지를 보는 

즐거움, 원대상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느끼는 욕망, 돌하우스 

자체를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18 http://www.miniature.or.kr 

http://www.miniat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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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미니어처 돌하우스: Kevin Mulvany & Susie Rogers , 

<Grand Houses and Little Boxes>, 출처(Mulvary & Rogers 

2008:52) .19
  

  

 미니어처의 두번 째 표현방식인 ‘실물의 크기를 축소하여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Tim Tate, Jack Cunningham 등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도판 13] 유리공예 작가 Tim Tate의 

<Cowboy Luvin>에서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책더미에 앉아서 

램프를 들고있는 사람이 미니어처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에서 

미니어처는 할머니와 관련된 유년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매체(media)이다. 20  [도판 14] Jack Cunningham의 작품 <The 

Great Barrier>에서 미니어처 표현인 물고기와 소라도 역시 환경과 

자연의 오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되었다. [도판 13]과 [도판 14]에서 축소된 사물의 배치는 

[도판 12]와는 달리 비일상적이며, 작가의 의도에 의해 구성된다. 

                                            
19 Kevin Mulvany & Susie Rogers , 『Magnificent Miniatures』, Batsford, 2008, p.52 
20 참고:http://washingtonglass.blogspot.kr/2013/06/pix-from-glassweekend-at-
wheaton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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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축소된 사물의 비일상적인 배치는 관람자에게 작가의 의도와 

작품에 함축된 의미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도판 12] 및 [도판 

13]의 작품에서 확인하듯이 현대미술작품에서 미니어처는 실물의 

기계적인 재현을 넘어 작가의 세계관을 관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체(media)이다.  

 

 

[도판 13] Tim Tate, <Cowboy Luvin>, 21x21x53cm 
(참고:http://washingtonglass.blogspot.kr/2013/06/pix-from-glassweekend-at-
wheatonarts.html) 

[도판 14] Jack Cunningham, <The Great Barrier>,10x7cm 
 

 

 
"미니어처는 상상력이 투영될 때 비로소 인식된다. 작은 크기의 
물체를 볼 때는 물체를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고, 보는 이의 눈에 
물체가 가득 차게 된다. 상상력에는 정해진 크기가 없고, 아주 
작은 것도 심리적으로는 크게 보일 수 있다." 21 

- Bruce Metcalf 
 

 

                                            
21 ‘The miniature can only be entered through an act of imaginative projection. 
Looking at small objects, viewers will get very close and the object will fill their field of 
vision. There’s no scale in the imagination, and very small things can become 
psychologically large.’ 
 Bruce Metcalf, ‘The Miniature World of Bruce Metcalf’, Bellevue Art Muse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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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처의 두번 째 표현방식인 ‘실물의 크기를 축소하여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미니어처를 작품의 표현기법으로 

선택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나 

시간이 속한 공간’을 미니어처로 구현할 때, 미니어처의 구상적 

표현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으로 극화된 스토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장된 미니어처 형태를 통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강조와 숨김을 통해 관람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니어처는 실제 

사물의 크기를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관람자로 하여금 원본인 실제 

사물과의 크기 비교를 반사적으로 촉발하여 시각적 충격을 주며, 그 

결과 관람자에게 일상적이었던 사물을 재인식하게 하고 일상적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기도 한다. 더불어 미국의 

금속공예가 Bruce Metcalf의 말처럼 미니어처 작품은 관람자를 

미니어처의 세계로 이끌며, 그 안에서 관람자 만의 새로운 시각을 

찾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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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미술에서의 미니어처 

 

현대미술에서 미니어처 표현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니어처를 주요한 표현 기법으로 삼은 

작품들은 관람자에게 특별한 놀라움과 감동을 준다. 이를테면, 

William Robertson의 작품과 같이 사람이 친숙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의 스케일을 축소한 경우, 크기의 변화나 실물과 

똑같은 정교한 표현기술이 시각적 충격을 준다. 혹은, Christopher 

Boffoli의 작품과 같이 미니어처와 일상 사물의 대비를 통한 

비일상성을 극대화하여 일상적 사물에 대한 관람자의 감각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한편 미니어처 표현은 작가의 구상적 표현의도를 함축하여 

관람자에게 전달하고, 더불어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치로 

현대 미술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도판 15], 

[도판 15-1]의 <별똥별 1/5>은 작가의 미국 유학시절 초기에 

느낀 문화적 충격을 작가가 뉴욕에서 살았던 집에 한국의 집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작가는 미국 뉴욕의 집을 마치 

미니어처 돌하우스처럼 집의 한 벽면을 제거하여 건물의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구성했으며, 각 방과 그 안의 사물 그리고 건물 

외벽까지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축소 제작하였다. 별똥별처럼 

날아와서 박힌 한국의 집도 역시 매우 사실적인 미니어처로 

제작되어 있다. <별똥별 1/5>에서 극도로 사실적인 미니어처 

표현은 두 집의 일상성을 강조한다. 미국에서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과 작가가 살아온 한국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만났을 때의 

충격이 비현실적인 형태로 표현되었고, 미니어처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표현을 사실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 작가가 새로운 

사회 안에서 받은 충격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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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판 15] 서도호, <별똥별 1/5>, 혼합매체, 2011 
(하)[도판 15-1] 서도호, <별똥별 1/5,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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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설치 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Slinkachu는 일상적인 

거리에 미니어처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일상 사물에 대한 시각의 

환기시킨다. Slinkachu는 다리 난간, 도로 연석, 가로등, 담배꽁초, 

오렌지 껍질 등 길거리의 매우 당연한 사물을 배경으로 축소된 

일상적 상황을 연출한다. 이는 마치 소인들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들은 늘상 지나다니던 공간에서 

의외의 것을 발견하고, 설치된 미니어처를 가까이 들여다 보게 

되는데, 이 때 미니어처 주변에 있는 당연히 여기던 사물들도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관람자의 상상을 통해 

일상의 사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된다.22  

 
 
[도판 16] Slinkachu, <Electrician>, 2009 

                                            
22  http://www.slinkachu.co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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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속공예가인 Bruce Metcalf는 머리가 크고, 팔과 다리가 

빈약한 사람 형상의 미니어처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표현한다. 

Bruce Metcalf는 미니어처 장신구를 통하여 시대의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Bruce Metcalf의 장신구에 

자주 나타나는 외계인, 혹은 만화 캐릭터 같은 형상의 사람은 

심미적으로 아름답다고 하기 어렵지만 다양하고 과장된 표정과 

몸짓으로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매체 역할을 한다. 관람자들은 Bruce 

Metcalf의 장신구를 들여다보며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시점에 맞추어 해석하게 된다.23 

 

 

(좌)[도판 17] Bruce Metcalf, <Accusing finger> 
(중)[도판 18] Bruce Metcalf, <Figure Pin #141>, 1997 
(우)[도판 19] Bruce Metcalf, <Catcher for a Young Icarus>, 
1994 
 

 

                                            
23

 http://www.artjewelryforum.org/miniature-worlds-bruce-metcalf,  
http://www.tfa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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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 연구 

 

 

1. 작가, 작업, 작업실  

 

 본 논문의 작업은 일상적 노동의 공간인 작업장이 작업장에서 

작가가 수행하는 노동과 창작활동을 통하여 개인에게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작품들은 금속공예 작업실을 소재로 하였다. 연구자가 학부와 

석사과정동안 전공한 금속공예라는 분야는 작업의 전 과정을 

작업자가 관여하고, 기술 연마나 작품을 제작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작업실과 

작업과정이 작업자의 내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연구 작품에서 금속공예 작업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작업자의 내면과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금속공예 작업의 속성’, ‘금속공예 작가의 내면’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니어처’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미니어처가 그 

특성상 정교함과 섬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속공예의 세공적 

특성과 기술연마의 중요성 등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현대 예술에서 내러티브적 요소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미니어처가 쓰이는 것에 주목하여, 금속공예가의 내면,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니어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나 

시간이 속한 공간’을 미니어처로 구현할 때 보다 극적으로 

극화시길 수 있고, 과장된 미니어처 형태를 통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와 숨김을 통해 관람자에게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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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실제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양식화된 표현을 통해 은유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작품인 미니어처 금속공예 작업실에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이 많이 담겨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추억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초기 

미니어처 돌하우스가 가진 의미인 특정한 공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니어처 

표현기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금속공예 작업의 속성을 드러내고, 

작가 내면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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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제작 

 

 연구 작품들은 크게 ‘작업실 공간’과 ‘금속공예 작업대’로 

이루어진다. 금속공예 작업은 매우 많은 설비와 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세세히 다 제작하는 것은 작품제작 의도를 잘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벽, 바닥 등의 선택된 요소를 

이용하여 금속공예 ‘작업실 공간’을 나타내었고, ‘금속공예가의 

작업실’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공간을 표현하는 주요한 

조형요소로는 ‘금속공예 작업대’를 중심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금속공예 작업은 작업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아이디어의 구상, 

제작, 마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작업대로 수렴된다. 이렇듯 

작품 제작에 있어서 작가가 작업대에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작업대를 작가의 다른 자아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각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에 따라 작업실 공간과 작업대를 각기 

독특하게 구성하고,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도 구성적, 재현적 표현과 

추상적, 함축적인 표현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처음으로 제작한 작업실인 [도판 20]는 학부 4학년때의 작업이다. 

당시 졸업전을 준비하면서 전공과정을 거치며 익힌 기술, 작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작업을 통해 나 스스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업실을 제작하였다. 당시 

작품에서는 작업대와 작업실 공간을 직접적이고 서술적으로 

드러내었고 작업공간이 건물 안에 숨어있는 형태였다. [도판 

20]에서 작업대와 작업공구들은 건물 안에 숨어있고, 관람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기 전에는 그 형태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 

작업대를 작업 공간 안쪽으로 숨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노동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금속공예 작업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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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나의 작업실, 조수현, 적동, 황동, 볼록렌즈, 2003. 

 

 [작품 1]부터는 보다 관람자가 자유롭게 몰입하고 작가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인물의 형상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작품 1] 역시 그 

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업대와 작업 설비들이 컨테이너 안에 

숨어있다. [작품 2]부터는 공간 안에 소극적으로 숨어있는 작업대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작업실 공간의 벽을 많이 생략하여 작업대가 

바로 전면에 보이도록 하고, 다른 설비를 제외하고 작업대만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2]와 같이 작품에서 작업대가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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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작업대의 세밀한 묘사에 집중한 반면, 다른 

공간과 바닥 등은 평면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 다음의 작품들에서는 정적인 구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작업대를 둘러싼 작업실 공간을 확장, 왜곡하였다. 

[작품 3], [작품 4]와 같이 작업실 공간에 돋보기나 반사면과 같은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추상적이면서 초현실적인 공간을 그려냈는데, 

관람자는 왜곡된 공간을 한 눈에 다 볼 수 없으나, 반면에 여러 

각도에서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작품 5], [작품 6]에서는 작업실을 오브제로 제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관람자나 작가와 보다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장신구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배경 공간을 더 많이 생략하여 바닥 

면, 혹은 한쪽 벽 면만 남겼으며, 작업실 공간을 통해 내면적 

표현을 하고자 했던 이전 작품들과 달리 작업대에 보다 집중하여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작업실 공간을 단순한 2차원 이미지로 

환원시키거나 나아가 착용자의 배경의상 자체가 작업실 공간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브로치의 배경이 되는 2차원의 이미지는 

금속공예 작업실의 실제를 사진으로 이미지화 한 것으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금속공예 작업대 및 공구가 

미니어처로 형태로 3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전의 조형물 형식의 

미니어처 금속공예 작업실을 부조식 장신구로 제작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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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작품 

 

1) [작품 1] 작업실Ⅰ  

  

 [작품 1]에서 금속공예 작업실은 추상적 형태의 컨테이너 안에 

숨겨져 있다. 뚜껑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전시되고, 관람자는 

작업실을 보기 위해 컨테이너 윗부분의 뚜껑을 열어야 한다. 

 

 [작품 1]은 금속공예가가 되기 위해 작업실에서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예비작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예분야는 예로부터 기술의 습득과 수련이 필수적이었다. 

금속공예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금속의 물성을 이해하고, 재료에 맞는 기술을 연마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글이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면서 체득하여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고,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들여 반복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금속공예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생활에 들이는 시간을 

희생하여 작업실에서 작업공구와 씨름하는 데 시간을 써야만 한다.  

 

 구름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업실 공간은 들어가는 작은 

입구 외에는 모두 막혀있다. 외부와 차단된 형태의 폐쇄적인 

작업실의 속성은, 둥글둥글하고 부푼 물음표 형태가 가진 이미지와 

상반된다. 작업실의 외형은 꿈을 상징하는 구름의 형태와 앞날에 

대한 기대, 희망, 의문을 나타내는 물음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금속공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예비 공예가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수련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며, 이곳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절제하면서 금속공예 설비와 공구들에 둘러싸여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 작업공간 안에서 금속공예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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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작업실 풍경은 미니어처로 제작되었으며, 금속공예 작업실에 

기본적인 설비들을 나열적으로 배치하였다. 금속공예 작업대, 

가열대, 나무둥치 및 바이스 등은 금속공예 기본 기술인 톱질, 줄질, 

땜, 망치질 등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공구들이다. 이러한 설비와 

공구들은 정밀한 묘사에 유용한 왁스 카빙기법 및 정밀주조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재질은 모두 금속이다.  

  

 또한 이전에 제작하였던 [도판 20] ‘나의 작업실’과는 다르게 

인물의 형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관람자들이 자신을 이 

작업장에서 수련하는 예비작가로 인식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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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작업실Ⅰ 
         적동, 황동, 아크릴, 황화칼륨 착색   
         120x80x150(H)mm (작업대 사이즈: 50x50x35(H)m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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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작업실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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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2] 작업실Ⅱ  

  

 [작품 2]부터 금속공예 작업실을 표현하는 요소로 작업대를 

중심에 두었다. 금속공예 작업의 거의 모든 과정은 작업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작업대는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타인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 매우 개인적인 공간이며, 혼자만 쓰기 때문에 작가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성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금속공예 작업대를 금속공예가의 또 다른 자아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작품 2]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금속공예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작업대와 작업대 뒤의 병풍 형상의 벽, 

그리고 바닥의 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가가 정리한 작업대는 깔끔히 치워져있고, 도구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작업대의 뒤 편에 병풍의 형상으로 배치된 벽에는 칠보로 그려져 

있다. 칠보로 그려진 과거 작품들이 있다. 과거 작품들이 가진 

의미는 지난 작품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한 작업을 회고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지난 작업을 뒤로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과거의 작품들은 뒤에 실루엣으로만 존재하며,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앞의 작업대만큼 중요하지 않다. 벽에 칠보 이미지로 

제작된 모루, 집게, 스파츌러 등의 공구는 과거의 작업에 쓰인 

것들이면서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가와 함께 할 도구와 

기법을 의미한다. 이 공구들은 칠보 벽에 실루엣으로도 존재하고, 

또한 앞으로 새롭게 제작할 작품을 위해 정리된 작업대 위와 서랍 

안에도 들어있다. 

 [작품 2]의 작업대는 금속공예가를 나타내는 동시에 공예가의 

시각에서 본 작업 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대를 

미니어처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잘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썼다. 골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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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판을 땜해서 제작하였고, 태장대와 상판 등은 정밀주조를 하여 

골조에 은땜하였다. 모든 서랍은 왁스 카빙 후 황동으로 

정밀주조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작업대 위에 놓인 램프, 

플렉스 샤프트, 태장대, 망치 등도 모두 세밀하게 표현하려 

노력하며, 램프의 관절이나, 플렉스 샤프트의 걸이 등이 모두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는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가의 

모습을 현실적이고 밀도있게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미니어처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다 가까이 작품을 관찰하도록 유도하여 

본인이 직접 작업대에서 멀찍하게 떨어져있는 의자를 끌어다가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 혹은 자신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이기를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재료를 작업대나 공구의 

실제 재료와는 다르게 모두 금속으로 표현하고, 작업대 의 비례를 

조금씩 조절하여 재현적이라기 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바닥 부분의 옆면을 사면으로 제작하여 마치 무대와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이는 실제 작업실을 재현하기 보다는 금속공예 작업실과 

작업대가 지니는 은유적 표현, 즉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작가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는데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공예가는 

무대에 오르는 심정으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실에 

들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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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작업실Ⅱ 
        적동, 황동, 백동, 호두나무, 칠보 
        150x120x130(H)mm  

(작업대 사이즈: 60x40x70(H)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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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작업실Ⅱ 부분 



 

 36 

3) 작품 3: 작업실Ⅲ 

 

 [작품 3]은 현대공예계에서 금속공예가로 활동하며, 공예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해 고민하는 금속공예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예가는 생활 속의 아름다운 물건을 제작한다. / 공예가는 한 

재료를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예술가이다. / 공예는 

전통과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 / 공예는 공예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조형 언어를 표현한다.24  

  

 오늘날을 사는 공예가로서, 혹은 공예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공예’를 둘러싼 여러 담론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공예가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작업이 공예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의 고민이 공예작업을 하면서 생길 것이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작업이 현대 사회에서, 또는 현대공예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 속의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사회의 가치와 견주어 

찾아가는 일이다. 여러 가지 담론이 오가는 현대 공예계에서 자신의 

주소와 작가로서의 자아를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공예가로서의 

통과의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작품 3]은 이전의 작품들에 비하여 공간이 더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작업대가 더 작아졌다. 작업실 공간은 두께가 3mm인 

사각봉 프레임으로 짜인 육면체와 그 위에 확대경, 그리고 얇은 

판재의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면체 안에 작업대가 놓여져 

있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기울어지고, 꺾이고, 불안정한 형태이다. 

이는 공예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공예가에게 인식되는 

                                            
24 조수현, 작업노트,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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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예 분야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초현실주의적 양식을 도입하였다. 

 불안정하게 보이는 미니어처 작업대는 반투명 레진으로 제작되어, 

흰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흰색 작업대처럼 아직 

자신의 색깔과 위치를 알지 못하며 주변의 흐름 속을 떠다닌다. 

레진 작업대는 다른 작품의 금속 작업대처럼 견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이다. 그러한 작업대의 속성은 아직 

자신의 위치와 색깔을 찾고 있고, 주변의 영향을 받는 중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위의 확대경 작업등과 태장대, 재말받이 

서랍이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사각 프레임 공간 위에 놓인 확대경은 다른 대부분의 형태가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큰 부피에 속이 빈 형태이고 

짙은 청색을 뚜렷하게 띄고 있다. 이는 그 상황에서도 중요한 어떤 

것이 실재하고, 작가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대경 안쪽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밑으로 

수렴하며, 확대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금속공예 작업대의 

태장대와 그 위의 작업물이다. 이는 작가에게 실재하는 것은,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바로 작품과 작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작업대 위에는 태장대와 확대경이 붙은 작업등, 작업물이 놓여 

있다. 태장대는 금속공예에서만 사용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작업물과 가장 긴밀한 공구라는 점에서 금속공예 작업에 들어가는 

노동과 작업하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관람자는 어느 

지점에서든 작업대와 공구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위의 확대경을 

통해 볼 때는 태장대와 작업물만 자세히 볼 수 있다. 관람자에게도 

역시 현대공예의 상황이나 작가의 위상보다는 작업에 들어간 

정성과 그 결과물인 작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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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작업실Ⅲ  
        적동, 황동, 백동, 레진, 옻칠, 은도금, 볼록렌즈 
        150x150x250(H)mm  

(작업대 사이즈: 60x40x65(H)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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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작업실Ⅲ 부분



 

 40 

4) 작품 4: 작업실Ⅳ  

 

 [작품 4]는 금속공예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작가에게는 

작업장으로서 매일매일의 생활과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상공간이면서 또한 동시에 창의적이 작품활동을 위한 몽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에 주목한 작품이다.  

  

 공예는 여러 예술분야 중에서도 기술과 반복적 노동이 많이 

요구된다. 금속공예 역시 단단한 금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제작하여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한 노동에 쓰게 된다. 금속공예가에게 작품을 위한 이러한 

반복적인 노동은 작업실에서 수행하는 매일의 일상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예가의 머리 속에는 끊임없이 작품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과 몽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일상적 노동과 창작을 

위한 몽상이 혼재하는 작업실의 상반된 성격을 미니어처 작업공간 

속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가에게 작업실은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매일 작업실로 

출근하고, 계획한 일을 수행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제작한 

물건을 유통하는 등,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고, 그에 걸맞는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작가들이 작업하는 공간인 작업실(studio)은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무실과 

다르다. 가스통 바슐라르가 “공간은 세계 속 우리의 구석 곧 

하나의 소우주이며, 전체를 보호하는 역사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5  라고 말한 바 있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공간은 모든 

인간이 가진 나름대로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들이겠지만, 특히 

                                            
25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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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작업을 하는 작가의 스튜디오는 하나의 소우주로서 조금은 

특별한 곳이다. 금속공예가의 작업실 역시 노동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그 공예가의 

일상과 이상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다.  

 [작품 4]는 연구 작품들 중 작업실 ‘공간’의 표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작품이다. 작업실 공간은 1mm의 얇은 판재를 땜으로 

접합하여 만들었으며, 작업대가 놓이는 바닥과 벽면 전체를 

거울처럼 반사하도록 광을 내서 안에 있는 작업대가 벽면에 

다중으로 반사되도록 하였다. 벽면의 형태는 위에서 볼 때 반원을 

분할한 중성적 형태로 어떠한 은유적 표현도 배제하는 대신, 

반사면의 효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께가 얇은 판재를 

사용하여 공간에서 양감을 제하고 일상 공간 속에서 초현실적인 

공간이 새로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사면이 만들어내는 무한 공간을 통하여 작가의 몽상 속에 움트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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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작업실Ⅳ  
        적동, 황동, 백동, 레진, 18K 금도금, 니켈도금,  
        핑크골드 도금, 아크릴, 볼록렌즈 
        250x180x250(H)mm  
        (작업대 사이즈: 각 60x40x65(H)mm 내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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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작업실Ⅳ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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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작업실Ⅳ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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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5: 작업실Ⅴ  

  

 [작품 5]부터는 금속공예 작업실을 장신구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전의 작품들이 금속공예 작업실 ‘공간’의 표현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과는 달리 금속공예 ‘작업대’에 보다 집중하여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간 부분을 크게 

단순화하여 바닥, 혹은 한쪽 벽면만 남겼다. 

  

 [작품 5]는 작업대를 장신구로 제작한 첫 작업으로, 장신구 작가의 

작업대를 모티브로 하여 금속공예 작업 중 장신구 작업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장신구 작업과 같은 세공작업은 작업과정의 

거의 대부분은 작업대에 의지한다. 작품의 구상, 제작, 마감까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에게 작업대는 자신의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이다. 작업을 위한 공구, 설비들은 작가의 손에 

익숙하게 배치되어 있고, 작업을 하는 내내 작가의 손이 작업대 

곳곳을 오가며 공구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작가와 작업대가 

일체하여 작업하는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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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5] 작업실Ⅴ 

925은, 백동 
80x120x30(D)mm  
(작업대 사이즈: 40x60x10(D)m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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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작업실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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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품 6: 작업실Ⅵ 

  

 [작품 6]은 대공작업을 하는 공예가의 작업실을 모티브로 한 

브로치이다.  

 대공작업은 주로 기물을 망치성형 기술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테이블 웨어(table ware) 및 소품을 망치질로 판금성형 하는 

것부터 철이나 비철금속을 단조하여 담장, 대문이나 큰 조형물을 

만드는 데에 이르기까지 금속을 재료로 하는 큰 규모의 공예작업을 

모두 대공작업이라고 부른다. 규모가 비교적 큰 작업물을 다루고, 

망치성형 기술로 금속의 형태를 만드는 만큼 대공작업을 하는 

공예가는 자신이 다루는 금속의 물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공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설비는 세공작업에 필요한 것들과 

많이 다른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세공작업에 비하여 작업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다. 대공작업은 주로 홈이 파인 

나무둥치와 모루 및 모루꽂이 등의 설비가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대공작업을 하는 공예가는 그 판금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자신의 작업을 정비하기 위해 작업대로 돌아오게 

된다. 대공작업에서 작업대는 재정비를 위한 곳이며, 작업 중에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공작업의 특징을 [작품 6]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6]에서 작업대 위에는 지금 판금작업 중인 작업물이 놓여 

있다. 금속을 균일하게 가공하기 위해 작업물 위에는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는 레이징 망치들이 놓여 있다. 작가는 판금 작업 중 

자신의 작업물을 작업대 위에 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작업대 위의 선반에는 예전에 제작하다가 그만 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작업물이 놓여있는데, 어떤 것은 망치질을 하다가 그만 두었고, 

어떤 것은 형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멈추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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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만족스러운 작업을 하기 위해 버려지는 작업물들로, 

고집스럽게 완벽을 추구하는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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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작업실Ⅵ 

 925은, 적동, 황동, 백동 
        80x110x10(D)mm  
        (작업대 사이즈: 60x60x3(H)m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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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작업실Ⅵ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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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직업은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한다. 때문에 한 사람이 일하는 

장소 역시 그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작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창작활동에 몰두하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예가에게도 작업실이란 단순히 작업을 

하는 노동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노동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공예가의 일상과 이상이 

함께 존재하는 장소이다. 금속공예 작업을 하면서 갖게 된 작업실에 

대한 생각을 작품으로 구체화한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기법으로 미니어처를 

사용하였다. 미니어처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 작품에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정교한 표현과 적절한 형태의 재현 

및 왜곡을 조절하여야 한다. 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기법과 

여러 가지 물건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좋은 표현 방법이었다. 

미니어처는 관람자를 작품의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며, 또한 관람자가 스스로 고유한 시각으로 작품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효과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어처는 

의도한 것보다 더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표현 

형식이었다. 

 

초기의 연구작품에서는 금속공예 기술을 배우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까지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그렸다. 

작업대는 폐쇄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기술이 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대가 외부로 나오고, 

작업실 공간이 역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작업에 대한 

창작의욕이 더해가면서, 거울의 반사효과를 이용한 초현실주의적 

표현도 시도하였으며, 반사 효과에 의해 공간이 분해,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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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것은 작업실 안에서 작업을 하며 느끼는 금속공예가의 

심리와 창작의지를 잘 보여준다. 반사효과를 이용한 표현은 작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지만, 공간에 대한 표현이 강해질수록 

작업대와 공구의 비중이 줄어들어 오히려 작품의 이야기가 

단순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이후 작업에서는 공간을 

오히려 최소한으로 남겼으며, 작업대와 공구에 더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단계의 장신구 작품은 금속공예 작업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작업대와 작업공구의 비중을 보다 높이고 공간을 부분적으로만 

나타내었다. 이 때 브로치의 작업실 공간은 착용자로 확장된다. 

작업대를 가슴에 착용함으로써 착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작업실의 

의미와 내용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미니어처 표현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기에는 무게, 크기 등의 제한이 

많아서 장신구로서 기능에 충실하면서 미니어처 공간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을 앞으로의 작업에서 더욱 연구하고자 한다.  

  

미니어처 표현기법은 초기에 실제의 사물을 기술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치중하였으나 현대 미술에 적용되면서 보다 은유적인 내용을 

담는 표현 형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금속공예 

작업실에 대한 이야기를 미니어처를 통해 표현하면서 미니어처가 

은유와 함축을 통한 내러티브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표현기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니어처는 관람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관람자가 서로의 

상상력과 몽상을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금속공예와 미니어처 표현은 정밀함과 섬세함을 

공통분모로 갖기에 앞으로의 작품에서 금속공예 작업에서 미니어처 

표현기법이 갖는 가능성을 더욱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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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ature Metalwork Studio 
 

 

Chou, Soo Hyun 

Major in Metalwork & Jewelry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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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subject ‘workspace’ and its 

characteristics by mainly creating miniature figures of metalsmiths’ 

workbenches. The attachment towards studio space and workspace 

began as this researcher started metalworks since undergraduate school 

and gradually developed during my graduate program: the labors, 

fantasy, accomplishment, and the time in between each working 

projects slowly transformed from ordinary life to a completely different 

experience. This study aims to reconstitute the studio space and to 

express its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works being done in the 

space and to the artists’ personal theories on art.  

 

The main subject in this research is metalsmiths’ workspace.  

Among different things in the space, the workbench especially 

constitutes the majority of the working time of the artist, and almost 

becomes the artist’s self. In order to illustrate the abstract ideas and the 

emotional aspects of the artist, miniature technique was main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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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creating miniatures reflects the detailed 

and meticulous properties of metalcraft artists, and also metaphors their 

inner philosophies on their works and creations. Moreover, miniatures 

draw audience’s attention more easily and make them to look closer at 

the object, enabling one’s imagination to dissolve in the works and to 

reflect their reinterpretations on such subjects. 

 

In order to visually illustrate the development as an artist, this 

researcher kept in mind the significance of the artist’s growth through 

the works that were created. A metalworker’s endless efforts to become 

a better artist by continuously training one’s hands and techniques, 

cleaning the working space for the next project, trying to find oneself 

and define oneself as a contemporary metalcraft artist, and expanding 

one’s imagination and dreams via the works, are all exemplified in the 

pieces presented. Each piece of work anticipates to express certain 

condition of a workspace and its unique characteristics by organizing 

the miniature studio space in relation to the specific story it wittholds. 

To have a more dramatic effect on the works, the artist aims to 

communicate with the viewers by figuratively describing the space and 

the items in the space rather than literally replicating it. Moreover, 

various kinds of traditional metalsmithing techniques were used, 

including chasing repoussé, casting, enameling, and ottchil. 

 

An artist’s workspace is an important place since it is where one 

spends most of his/her time, reaches, redefines, and continuously 

recognizes one’s dream. This study focuses on this perspective and 

definition of a workspace and seeks to explain the artist’s passion and 

one’s growth as an artist throughout their time in it. I hope this study 

can act as the basic ground for everyone to find one’s own passion an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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