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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금속선을 활용해 기(器)를 제작하는 연구이다. 또한 금속

선의 특성과 장단점을 연구해 금속선으로 기를 제작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이기도 하다. 즉, 금속선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 한 이용해 기물을 제작하는 것과, 선이라는 조형요소를 사용

한 표현가능성에 주목하고 금속선을 사용한 기물을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판재로 만들어진 기물 제작이나 전통적 basketry와는 다른 방식의 성형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에서, 우선 선에 한 정의를 이해했고 금속선의 특성을 분

석했다. 자유로운 형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성질의 금속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금속선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가는 

금속선들을 사용하여 제작한 작가들의 작품사례를 연구하여 금속선으로 

조형물을 구성하는 방법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후 금속선

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활용되었다. 본격적인 연구작품을 진행하

기 전에, 먼저 재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금속선들로 연습작

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작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분석한 결

과, 황동선을 기물의 주요한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고, 옻칠로 표면처리

를 하여 황동선이 산화되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변하는 단점을 보완하

였다. 연구 작품은 금속선만을 사용한 것과 선의 구조에서 형성되는 면

을 결합한 것 두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금속선과 옻칠로 아름답고 실용성 있는 기물을 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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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금속선의 가늘고 자유로운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실용성도 

갖추고 있는 기물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여 각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표현했다. 금속선과 옻칠을 결합한 기물을 제작할 경우, 실용성이 개

선될 뿐만 아니라 기물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 수 있고, 색감 표현이 자

유로워질 수 있다. 제작 과정에서는 금속선의 형태적 자유로움과 지탱력

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구조적 변경을 꾀하거나 옻칠과 결합해 보는 등

의 다양한 실험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속선 기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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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금속선, 기(기물),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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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금속선을 활용한 기(器 ) 제작 연구이다. 금속선은 섬유, 

플라스틱 등과 같은 타 재료에 비해 경도가 높고 지탱력이 훌륭한 편이

다. 그러나 단일한 금속선만을 활용하여 입체물을 제작하기에는 한계점

이 많다. 기존의 금속선을 재료로 한 조형물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는 

금속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차하여 구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금속선은 쉽게 산화되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식기를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외적으로 

스테인리스가 식기에 사용하기 알맞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테인리

스 선은 경도가 너무 높아 수작업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금속선의 결점을 최 한 보완할 수 있

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금속선을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선

이라는 조형요소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방식과 그 장

점을 활용한 기를 제작하고, 기존의 판재로 만들어진 기물 제작이나 전

통적 basketry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형태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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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범위  
 

    금속선을 사용한 기물 제작에 관한 연구를 위해 먼저 ‘선’에 한 

분석과 이해를 시도하였고, 금속선의 일반적 특성과 각기 다른 재질의 

금속선이 가지는 각각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종

류의 금속선을 서로 비교해 장단점을 이해한 뒤, 그 중 기물 제작에 가

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금속선으로 제작된 작품 

사례들을 조사 및 연구하고, 그 안에서 금속선 기물 제작 시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이를 제작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작품 제작 이전에 서로 다른 재질의 금속선으로 연습 

작품을 만들어 보고, 기물 제작 시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연구

작품용 금속선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속선의 구조와 굵기에 변화

를 주어서 선 한 가닥의 지탱력이 약한 결점을 보완하고, 옻칠로 선의 

표면 처리를 함으로써 금속선이 쉽게 산화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는 단점을 보완해서 식기로 사용할 때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연구 작품은 금속선만을 사용한 것과 금속선과 면을 결합한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금속선만을 사용한 작품은 금속선에 부분적

으로 옻칠을 도포하여 금속과 옻칠의 비를 강조하고자 하였고, 금속선

과 면을 결합한 작품에서는 건칠기법을 활용하여 옻칠이 도포된 면 위

에 금속선으로 그림을 그린듯이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

속선은 산화작용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옻칠은 점점 선명해지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식기 표면에 선명한 색채 비가 일어나 금속선이 더욱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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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 

  

1. 선의 정의 및 이해  

 

  1-1 언어적 의미의 ‘선’  

  언어적으로 ‘선’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첫 번째

는 다양한 재질로 만든 가는 실을 뜻한다. 즉, 마, 견사, 금속, 나무 등의 

여러 재질을 가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진 선은 

잘 휘어진다는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선의 주요 조건 중의 하나는 재질

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바로 ‘가늘다(細)’는 특징이다. 물론 이 “가늘다”

의 정의도 모호하며 상 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정의로서 설

명되는 것 외에도, 선은 광선, 시선, 실마리(이야기의 단서)와 같이 ‘선’

의 형태로 상기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1 고 에 수학이 탄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원시적으로 구상화된 ‘선’이었을 것이다.  

 

  1-2 수학적 의미의 ‘선’ 

    수학적으로 선은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정지 상태의 

것으로 무수히 많은 점으로 구성된 일종의 도형이다. 두 번째 정의는 움

직이는 상태의 것으로 점의 운동으로 만들어진 궤도이다. 2 

   칸디스키가 쓴 『점�선�면』에는 역동적의 선에 한 완벽한 해설이 

있다. “기학적으로 생각할 때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이것은 

                                            
1
 http://baike.baidu.com/subview/353156/8135302.htm#viewPageContent  

‘선’ 항목 참조. 
2
 http://baike.baidu.com/subview/353156/8135303.htm#viewPageContent  

‘선’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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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 다시 말해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다. 선은 점의 

움직임에서 생겨난다. – 즉 자체 내에 완전히 페쇄된 휴식이 파괴됨으

로써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정적인 것이 역동적인 것으로 비약하게 된

다.”3 미술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선을 하나의 형태요소로 여긴다. 선은 형

태, 빛, 색 등의 요소와 병존한다.4 그래서『점�선�면』에서도 선을 회화

의 제2 기본 요소로 칭한다. 

선이 역동하는 점의 소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직선과 곡선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자. ‘직선’은 힘이 한 방향에서 가해진 결과물이고, ‘곡선’

은 힘이 양방향 혹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가해진 결과물이다. 또 ‘직

선’은 수평선, 수직선, 각선, 임의의 직선 등 략 4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곡선’의 분류는 간단하면서도 모호해서 략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간단한 곡선과 복잡한 곡선이 그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모든 종

류의 선은 모두 힘에 의해 출현한다.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는 단일한 직선이 만들어지고, 두 종류의 힘이 번갈아 작용하는 환경에

서는 톱날모양의 선이 형성되며, 점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이 크면 크수

록 각 단계의 선의 장단 차이가 커져 도형이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선

의 형태 변화는 무궁무진하게 이뤄진다. 두 종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

용할 때는 곡선이 형성된다. 종합하면 선은 작용력과 반작용력의 균등한 

또는 불균등한 작동 결과이다. 다시 말해, 다른 방향에서 다른 크기의 

힘을 주면, 선의 형태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5 [도판 1]   

                                            
3
 W.칸딘스키,차봉희 역,『점�선�면』, 열화당, 2011, p.47. 

4
http://wenku.baidu.com/link?url=VRsYTg5kQDtTc5hxvnkYXBOO8h0Zzs3yP-

QFXAdmDjIJwA78t0qBJCAET9XPXXr7-QRGK0Ba9RRUlb7fJtaOmw8It1_gDrmcyGqmndN0ddu 

陈丽建，神奇的符号 变幻无穷—“线”在儿童美术中的表现, 2016년 4월 10일 검

색. 
5
康定斯基，罗世平 魏大海 辛丽 译，『康定斯基论点线面』，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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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각중선의 힘 작용방식 6 

 

 

2. 금속선7 

 

  2-1 금속선의 특징 

   ‘금속선’의 특징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금속’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

다.  

                                            
6
Wassily Kandinsky，罗世平 魏大海 辛丽 译， 『康定斯基论点线面』，中国人民

大学出版社， 2014，pp.55-56. 
7
금속선부분은 밑에 문헌 및 사이트 참조: 
전용일, 『금속공예기법,』미술문화, 2007. 

Jinks McGrath, 蔡璐莎，张正国译，『英国珠宝首饰制作基础教程』，上海人民美术

出版社，2009，pp.34-40. 

Anastasia Young, 张正国，倪世一译，『首饰材料应用宝典』，上海人民美术出版

社，2010，pp.10-58. 
http://baike.baidu.com/link?url=57kGMRlooG8QvR6iXtwm9DbbYk8oVVn6ZG7i4it5A

lCIyv4dIX8xi-X2wxQEW6OuMcaYdXMjtBTuomjigACBEblfeYifB_HyOQ0YE8CrM6q 금속항

목 참조.  

http://baike.baidu.com/subview/4615/8132270.htm 알루미늄항목 참조.  

https://zh.wikipedia.org/wiki/金属材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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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재료에 비해 금속은 특유의 광택, 높은 경도, 높은 강도, 용해 

및 주조 가능성, 전도성(導電性) 및 전열성, 양호한 연성 및 전성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 등 략 7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속은 쉽게 마모

되지 않고, 썩거나 병충해를 입지도 않는다. 설사 매우 가는 상태라도 

양호한 형태 유지력을 가지며, 얇은 형태로도 큰 힘을 지지할 수 있다.  

연성과 전성이 좋기 때문에,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제

작할 수 있다.8 

    앞서 말했듯이 ‘선’은 다양한 재질로 만든 가는 실을 뜻하며, 면, 마, 

견, 금속,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금속선이란 각종 

금속을 사용하여 가늘게 만든 선을 뜻한다. 그러나 금속선의 제작 방법

과 다른 재료의 선 제작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재료는 부분 

용해나 주조가 불가능하고 경도, 강도, 연전성이 높지 않아서, 금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개 비슷한데, 예를 들어, 면, 

마, 견으로 선을 만들 때는, 손으로 비벼서 선을 만드는 ‘년(捻 )’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금속선의 제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발법(拉拔法), 절삭법(切削法), 용속법(熔束法)이 그것이다. 

인발법은 인발판의 일정한 구멍을 이용하여 금속을 필요한 굵기로 빼내

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금속공예 분야에서 금속선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절삭법은 특수한 설비를 이용하여 금속을 절단함으로써, 금속

선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용속법은 금속을 융해한 후 특수한 장치에 넣

고 분사하여 금속선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에 강선(钢线)을 제

작했던 방법이기도하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정확하게 금속선을 생

산할 수 있는 방식은 인발법이다. 9  인발법은 금속의 연성을 잘 활용한 

                                            
8
전용일, 『금속공예기법,』미술문화, 2007, pp.14-15. 

9
 http://baike.baidu.com/view/1318720.htm ‘금속선(金属丝)’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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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정확한 치수의 금속선을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속선은 금속이라는 재료의 기본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선의 형태임에도 타 재료의 선에 비해 유지력과 지탱력이 높다.  

 

 

   2-2 금속 종류별 금속선의 특징 비교  

    각기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속선은 기본적으로 각 금속

의 특성을 따른다. 금속의 분류는 매우 다양한데, 주로 금，은，동，동합

금,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주석, 철 등의 재료로 분류된다.   

     금속선으로 기물을 제작할때 고려해야 할 것은 금속의 5 가지 특

성인 연성,10 전성,11 경도, 힘 지탱력, 비중 12이다. 금속선의 연전성이 좋

아야 기물을 만들 때 더 자유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완성된 기물의 

힘 지탱력과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금속선 자체의 경도와 

힘 지탱력이 좋아야 한다. 또한 기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금속선의 비중도 중요하다.  

 

� 금선 

금은 무르나, 잘 산화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금속으로, 기중 혹은 

물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금은 금속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연성(延

性)을 가지고 있고 전성(展性)은 가장 좋다. 그러나 금의 무른 특성 때문

에 선의 상태에서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금속에 비해 약하다. 그 

                                            
10

 연성: 물질이 탄생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 – 네이버 어학사전.  
11

 전성: 두드리거나 압착하면 얇게 펴지는 금속의 성질. – 네이버 어학사전. 
12

 비중: 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물질의 질량과의 비

율이다.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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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른 특성으로 인해 임의로 구부릴 수 있고 끊어지지 않는 등 가소성(可

塑性) 13이 매우 높다. 금의 비중은 19.32이다.  

� 은선 

    은은 금 다음으로 연성과 전성이 좋은 금속이다. 그러나 순은은 금

과 마찬가지로 매우 물러, 선의 지탱력도 약하다. 금선과 마찬가지로 가

소성이 매우 높은 재료이다. 사용시에는 무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

종 소량의 기타 금속을 넣어 은 합금을 제작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합금 형태는 925 정은으로 순은과 유사한 색을 지니면서도 경도와 강도

가 순은보다 높고, 연성과 전성이 여전히 양호한데다, 값도 저렴해 순은

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은의 비중은 10.49이다.  

      � 구리 및 구리합금선  

       구리는 연성과 전성이 매우 뛰어나고, 가소성이 매우 높으나 선의 

상태에서 비교적 물러 과중한 중량을 지탱할 수 없다. 구리의 비중은 

8.96이다.  

      일반적인 구리합금은 황동, 단동, 뉴-골드, 백동, 청동, 유기동 등이 

있다. 그러나 선의 형태로 가장 흔한 것은 황동선과 백동선이다. 백동은 

매우 흔한 구리합금으로, 일반적으로 65%의 구리에 17%의 아연과 18%

의 니켈을 첨가하여 만든다. 백동의 연성과 전성은 황동보다 약하나, 경

도와 강도가 황동보다 강해, 황동보다 다루기가 어렵다. 백동의 비중은 

8.8이다. 

      황동 또한 보편적인 구리합금으로, 개 67%의 구리에 33%의 아연

을 첨가하여 제작되며, 아연의 첨가로 유동성이 높아져, 매우 훌륭한 주

조용 재료가 된다. 아연의 분량에 따라 황동의 연성과 전성이 결정되며, 

                                            
13

 가소성: 고체가 어떤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 그 힘을 없애도 본디 모양

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 네이버 어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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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보다 우월한 경도와 강도를 가진다. 또한 연마 후 구리보다 더 좋은 

광택을 지닐 뿐 아니라, 구리보다 산화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황동은 

선의 상태에서도 높은 지탱력을 가지며, 반복적인 열풀림을 한 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가소성을 지닌다. 황동의 비중은 8.4이다. 

     단동선과 뉴-골드선도 구리합금 선으로, 성질은 구리와 황동 중간이

다. 단동은 동에 5%-10%의 아연을 첨가하는 것이며, 뉴-골드는 구리에 

12%의 아연을 넣으므로, 단동과 뉴-골드는 성질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

나 통상 뉴-골드는 황동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황동의 일종으로 간

주된다. 단동선과 뉴-골드선의 아연 함량은 비교적 적으므로 황동선보다 

연성과 전성이 좋으나 경도와 힘 지탱력은 더 떨어진다. 단동은 아연 함

유량에 따라 비중이 달라져 정확한 표기가 어렵다. 뉴-골드의 비중은 

8.7 이다. 동은 탄산가스나 습기가 있는 상황에서 산화되어 인체에 유해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식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코팅을 

해야 한다.  

      � 알루미늄선 

      알루미늄은 금속 중 비중이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비중이 2.699에 

불과하다. 연성과 전성이 매우 좋고,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므로 공

기 중에서도 산화되지 않으나, 지나치게 물러서 선의 상태에서는 지탱력

이 매우 약하다. 또한 특수한 땜봉과 플럭스를 사용해야만 땜과 용접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알루미늄은 모두 콜드 조인트(cold joint)

를 이용해 결합한다. 그러나 선의 형태일 경우 결합이 결코 쉽지 않다. 

알루미늄은 산화되지 않고 또 무독성이므로 식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다.  

      � 니켈, 아연, 납, 주석 선  

    니켈과 아연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다른 금속과 합금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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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많으며, 납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식기에 사용되지 않는다. 

주석은 식기로 사용되는 매우 흔한 재료이나 융점이 231°C로 매우 낮

으며,  용접이나 땜이 어렵기 때문에 선의 상태에서 결합하기 쉽지 않다. 

또한 경도가 낮아 재료의 성질이 다른 금속에 비해 너무 물러, 선의 상

태에서 지탱력도 크지 않다. 경도 등에 비해 비중은 7.3로 높은 편이다. 

    � 철 종류의 선  

    철은 흔한 금속이나 전성이 금속 중 가장 좋지 않아서 산화가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합금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식기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것은 산화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이다. 스테인리스 선은 

힘 지탱력이 좋지만 연도가 좋지 않고 경도가 너무 세서 수작업으로 기

물을 제작하기 매우 어렵다. 철의 비중은 7.8이고 스테인리스 강의 비중

은 7.75이다.  

 

이러한 금속선들을 함께 비교해보면, 구리선의 연도와 전도 그리고 경

도가 가장 적당하며, 비중 역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소성이 높

고 지탱력도 적당하며,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리합금이 

제조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 구리선과 구리합금선을 연성과 전성, 

비중, 경도, 지탱력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뉴-골드 선은 황동선의 

일종으로 간주). 

 

연전성(延展性): 구리선>단동선>황동선>백동선  

비중: 구리선>백동선>단동선>황동선14 

경도: 백동선>황동선>단동선>동선 

힘 지탱력: 백동선>황동선>단동선>동선 

                                            
14
 http://tip.daum.net/question/84925926/84926209?q=단동의+비중 단동의 비

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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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선을 사용하여 제작한 기물은 튼튼한 내구성을 갖춰야 하고, 하

나의 기물에 선이 다량 사용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황동선

은 경도와 지탱력이 우수하면서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기물 제작에 가

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 황동 금속선을 용기 

제작의 주재료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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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금속선의 조형적 활용 

 

a. 금속선만 활용한 작품 예시  

 
     �용접 기법을 이용한 작품  

 

      

(좌) [도판 2] 존배, <Lost in a Finite Space >, 철, 2011 

(우) [도판 3] 존배, <Body in Question>, 철, 2009 

 

    존배의 작품은 모두, 철선으로 제작한 사각형 또는 반원형을 한 조

각씩 용접해서 만든 것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를 활용하면서도 복잡한 

율동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철선은 연성은 좋지만 전성이 뛰어나지 않

기 때문에 철선을 이용해 볼륨감 있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존배는 이 결점을 적절하게 보완하여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연결해 볼륨감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15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

d=001&aid=0006173115 재미조각가 존배 “배운것 떨쳐내려 나와 싸워”, 연합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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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판 4] Antony Gorlmey, <DOMAIN FIELD>, stainless steel 

      bars, 2003    

 (하좌)[도판 5] Antony Gorlmey의 작업과정 

 (하우)[도판 6] 선재로한 인체모형와 석고모형의 비  

 

    Antony Gorlmey는 금속선을 많이 사용하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설치미술의 경향을 띠는데, 선들을 이용해 인간과 공간, 도시, 자연의 관

계를 표현한다. [도판 5]의 작품 제작과정 사진이 보여주듯, 석고로 인체 

모형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스테인리스 봉들을 용접으로 연결시켜 

인체를 표현해낸다. 16  

                                            
16
 http://www.antonygormley.com/projects Antony Gormley작업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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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판 7] 손계연, <Embracing>, Steel, Enamel, 2012 

(우) [도판 8] 손계연, <Loging>, Steel, Enamel, 2005 

 

    금속선을 이용하는 또 다른 작가인 손계연은 작업노트에 다음과 같

이 적었다 “절제되면서 더 즉흥적으로 반복되는, 수많은 선들이 만들어

내는 입체감, 질감, 색, 공간 그리고 빛과 그림자들을 통해, 여리면서도 

강한 생명력에 매료되는 나의 감성과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

다.” 17  그의 작품은 선이 주재료이며, 그 위에 칠보로 부분적으로 색을 

입혀 선에 명암을 주었을 뿐 아니라, 칠보의 볼륨감 덕에 선의 두께가   

다르게 보이고 나아가,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작은 면이 형성된다. 이

로 인해 작품이 더욱 풍부하게 느껴진다. 

 

      

 

 

                                            
17
 http://blog.naver.com/vogoze/220379561022 [갤러리보고재]초대 개인전 

손계연_Enchanting Resilience_2015.6.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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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또는 땜을 하지 않은 작품  

 

      

（좌）[도판 9] Oppi Untracht, <Necklace>, copper, brass, sterling 

     silver wire             

 (우) [도판 10] Oppi Untracht,  

    <Detail Of Wire Stamped Necklace> 

 

    이 작품에서는 Oppi Untracht는 땜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스탬핑 프레스(stamping press)만을 사용하여 선들을 압착시켜 장신구를 

제작했다. [도판 10]의 확 사진을 보면 금속선들이 서로 한데 눌려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원래는 두꺼운 선이었으나, 스탬핑 프레스로 압

착시켜 선이 얇아지고 층차감이 생겼났다. 또한 많은 선들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눌리면서 선이 무늬를 지닌 면으로 보이게 된다.18 큰 힘으로 

내리누름으로써 가닥가닥의 금속선이 견고하게 결합하여 용접하지 않아

도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다. 

                                            
18
 Oppi Untracht, 『Jewelry concepts and technology』, Doubleday, 

1985,p.145. 



 

 16 

           

(좌) [도판 11] Ruth Asawa, <Looped wire sculpture-   

    Untitled (S.270)>, Brass and iron wire, 1954, 1958     

(우) [도판 12] Ruth Asawa, <Tied wire sculpture-Untitled(S.365)>,  

    Bronze and copper wire, 1974 

 

Ruth Asawa의 조각 작품은 식물이나 동물 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

이다. 그녀는 바구니를 짜는 방식으로 각종 금속선을 짠다. <Looped wire 

sculpture>시리즈는 가늘고 긴 금속선 직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짜여

진 형태 안에 다시 형태가 겹쳐지면서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Tied wire sculpture>시리즈는 짧고 작은 금속선들을 묶어서 

만든 작품이지만 마치 식물을 묘사한 듯한 입체적인 면의 효과를 만들

어낸다. 이러한 시리즈들에서 부분 작품은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형

태에서 출발하여 서서히 불규칙적인 추상형태로 발전하면서, 금속선의 

자유로움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한데 묶여있을 때는 가

지런하다가 흩어질 때 다시 자유로운 선의 형태를 이뤄, 강한 비와 조

화를 동시에 이루어낸다. 19 

                                            
19
 http://www.ruthasawa.com/art/sculpture/#loop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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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판 13] Rachel Ducker, <Life size>, metal wire 

(우) [도판 14] Rachel Ducker, <Medium size>, metal wire 

 

Rachel Ducker의 작품은 금속선을 둥글게 감아서 형태를 만든 작

품으로, Antony Gorlmey가 석고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달리,  Ducker

는 틀을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선을 감싸서 만들어낸 인체 모형의 가운

데가 비어 있어, 특정한 조명을 비추면 벽에 이차원의 소묘작품 같은 이

미지가 투영된다. 빛을 비추는 각도를 달리하면, 삼차원 금속선 인체 모

형과 이차원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20 

 

 

 

                                            
20
 http://www.rachel-ducker.co.uk/sculptu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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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판 15] Celia Smith, <Flight>, Rusty steel wires and birch  

    twigs, tunnock teacake wrappers, 2013 

(우) [도판 16] Celia Smith, <Running Guinea Fowl>, Steel, copper  

    and brass wires, steel washers and telephone cabling, 2007 

 

    Celia Smith의 작품들은 모두 새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녀는 금속

선을 회화 도구로 삼는다. 사람들이 연필로 그린다면, Smith는 금속선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Smith에게는 생활 속 폐기물이나 도구 

등이 모두 창작 재료였다. 여러 재료를 실험한 뒤 그녀는 금속선을 선택

하였다. 금속선이 그녀의 작품에 생명과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Smith의 금속선은 개 폐기물을 주운것으로, 그 어떤 

버려진 금속선도 그녀에게는 보물과 같다. 21 Smith의 작품 제작 방식은 

Rachel Ducker의 방식과 매우 비슷하지만, 용접하지 않고 전선을 휘감는 

방식으로만 형태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하는 재료가 부분 아무

렇게나 버려진 전선들이기 때문에 굵기, 색, 단단한 정도가 매우 다양하

며 제작된 작품의 결과 또한 매우 다양하다. 

 

                                            
21
 http://www.celia-smith.co.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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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좌) [도판 17] Alexander Calder, <Moustache brooch>, brass and  

      steel wire, 1948 

(상우) [도판 18] Alexander Calder, <Necklace>, nickel silver wire,  

      1930 

(하좌) [도판 19] Alexander Calder, <Vache>, wire, 1929 

(하우) [도판 20] Alexander Calder, <Horse>, wire on wood base,  

      1928 

 

Alexander Calder는 ‘움직이는 조각’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제작한 

장신구는 금속선의 연전성(延展性)과 가소성(可塑性)을 매우 잘 보여주

는 사례이다. [도판 17]의 브로치 작품은 해머링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

다. 두드리는 힘의 크기와 횟수로 선의 두께가 결정된다. 동일한 금속선

에 이런식으로 각각 다른 변화를 부여하여 작품의 볼륨감을 잘 구현해

냈다. [도판 18]의 목걸이 작품의 제작방법은 [도판 17]의 브로치 작품과 

동일하나, 동일한 힘을 가해 선의 굵기가 비슷해져 규칙적인 문양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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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었다. Calder는 금속선을 놀라울 정도로 잘 다루는 작가다. [도판 

19][도판 20]처럼 그의 손길이 닿으면 금속선이 마치 생명을 얻은 것처

럼 변하게 된다.  

 

 

b. 금속선과 면을 같이 활용한 작품 예시 

 

    � 종이로 면을 표현한 작품  

 

  

 (좌) [도판 21] Odine Lang, <Spinifera>, Eisendrant, Japanpier, 2014 

 (우) [도판 22] Odine Lang, <Fera>, Eisendrant, Japanpier,  

     Bienenwachs, 2012/2013 

 

Odine Lang은 자연계의 생물을 기본 형태로 하는데, 그 예로 조개

와 딱정벌레 등이 있다. 금속선으로 골격을 제작하고, 금속 골격 위에 

일본 종이를 덧붙여 생물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금속선의 

버티는 힘을 충분히 이용하고, 생물의 세부 부위를 선으로 표현해 더 생

동감 있어 보인다.22 

                                            

    
22
 http://www.odinelang.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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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판 23] Rickie Wolfe, <Under the big tent-1>, metal wire,  

    paper, wax, 2009 

(우) [도판 24] Rickie Wolfe, <Swimming up stream>, metal wire,  

    paper, fibers, wax, shellac 

 

Rickie Wolfe의 작품은 선과 그림자로 이루어지는데, 각기 두께가 

다른 금속선으로 태두리를 만든 후 그 위에 종이와 왁스 등의 재료로 

면을 제작하고, 다시 그 위에 벌집같은 작은 무늬를 만든 후, 마지막으

로 빛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그림자가 생기게 한다.23 그는 선과 면 사이

의 미묘한 평형점을 찾아내어 화면이 지나치게 단조롭지도 답답하지도 

않게 만든다. 

 

 

                                            
23
 http://www.rickiewolfe.com/hom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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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판으로 면을 표현한 작품  

 

     

 (좌) [도판 25] Alexander Calder, <Blue Feather>, Sheet metal, wire  

     and paint, 1948 

 (우) [도판 26] Alexander Calder, <Untitled>, Painted sheet metal  

     and wire, 1960 

 

    1930년 Alexander Calder는 추상주의 가 몬드리안의 화실을 방문

하였는데, 몬드리안의 화실에서 량의 색조각들이 충돌하는 것을 보고 

‘운동감’에 한 영감을 얻고, 위의 도판과 같은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된

다. 모터 등의 외부 동력을 사용하지 않은 정적인 조각 작품도 금속선과 

색조각의 조화로 ‘운동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24 모터를 사용하지 않

으면서도 움직이는 조각 작품의 경우, 금속선의 서로 다른 위치에 얇은 

쇠붙이를 붙이는 방식 또는 쇠붙이 면의 크기 변화에 따라 동작 방향과 

동작의 크기가 정해진다. 

 

 

                                            
24
 http://www.gmw.cn/01ds/1998-10/21/GB/221^DS1403.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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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판 27] Francis Soler, <Ministère de la Culture>, 2004 

(우)[도판 28] Ministère de la Culture 세부사진 

 

    이 작품은 스테인리스 그물을 사용하여 오래된 건축물을 둘러싼 작

품으로 태양, 빛, 낮과 밤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이 다르게 보인다.25 건

축가는 규칙적 형태의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를 자유롭게 사용하

여 그물을 이룬 느낌을 줌으로써 건축물의 형태가 더욱 자유롭고 다채

롭게 보인다. 세부사진을 통해 스테인리스 선들이 겹쳐지면서 작은 부분

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상 적으로 큰 공

간이 남아 있어서, 선과 면이 비를 이루며 건축 전체에 한층 더 깊은 

층차감을 불어넣는다.  

 

 

 

 

 

 

 

                                            
25
 http://udis-tmc.blogspot.jp/2011/08/skin-of-architecture-web.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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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로 면을 표현한 작품  

 

 

[도판 29] Soo Sunny Park, <Capturing Resonance>, brazed chain link  

         fence, Plexiglass, Natural light, HolosonicAudio Spotlight   

         panels, Low-frequency bass exciters, Motion sensor, and 

         computer, 2011    

 

    이 설치미술 작품은 금속선과 플렉시그라스를 량으로 결합하고 

거기에 빛과 소리를 더해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을 준

다. 이 작품도 역시 금속선을 이용해 골격을 만들고 그 사이에 유리를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금속선의 사용으로 보다 볼륨감 있는 조형

물이 되었다.26 

 

                                            
26
 http://soosunnypark.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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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로 면을 표현한 작품  

 

          

(좌) [도판 30] 김명진, <Winter Absence Series>, Steel, Ceramic,  

    2005 

(우) [도판 31] 김명진, <Winter Absence Series>, Steel, Ceramic,  

    2004 

 

<Winter Absence>시리즈는 김명진 작가의 몇 안 되는 추상작품으로, 

이 시리즈에는 예외 없이 금속선과 도자기를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판 30]처럼 작품의 부분을 도자 재질로 덮고 부분적으로 금속

선이 드러나 빛나거나, [도판 31]처럼 금속선 위에 도자 재질을 입혀 선

의 굵기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27 

 

 

 

 

                                            
27

 http://www.mjkimstudio.com/2108795-organic-abstraction 참조.  



 

 26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금속선이 미술작품에 사용되는데, 금속

선만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접을 이용해 접합하지만 용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을 결합한다.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철사나 스테인리스 선이 많이 사용되고, 그 외 다른 금속선들은 보통 압

착하거나 뜨개질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금속선과 면을 결합할 경우

에는 개 금속선이 틀의 역할을 맡게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금속선

의 자유로운 형태와 볼륨감 그리고 좋은 지탱력을 가진다.  

 

 

 

 

 

 

 

 

 

 

 

 

 

 

 

 

 



 

 27 

III. 작품연구    

 

1. 연구의 시작   

 

1-1 스테인리스 선을 사용한 습작  

 

    부분 금속은 공기와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결점을 갖고 있는 편

이나, 쉽게 산화되지 않는 금속으로 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등이 있

다. II장의 금속선의 특징에서 기술된 것처럼 금선과 알루미늄선은 너무 

물러 지탱하는 힘이 크지 않아 변형이 쉽기 때문에, 연구의 첫 단계에서

는 쉽게 산화되지 않고 지탱력이 큰 탄탄한 스테인리스 선을 사용했다. 

스테인리스 단선은 매우 얇은 상태에서도 강한 지탱력을 가지기에 처음

에는 직경 0.5mm의 얇은 스테인리스 선을 사용했다. 스테인리스 선은 

일반적으로 알곤 용접으로 연결하지만, 매우 얇은 선에는 알곤 용접이 

적합하지 않아서 레이저 용접을 사용했다. 스테인리스 선은 철과 같이 

연성이 좋지만 전성이 뛰어나지 않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성이 뛰어

난 다른 금속처럼 망치성형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Antony Gorlmey의 

작업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해 스테인리스 선 아래에 다른 재료로 틀을 

만들고, 틀 위에서 레이저 용접을 진행했다. 알곤 용접과는 다르게, 레이

저 용접은 용접점과 열전도(熱傳度) 범위가 작기 때문에 특수 재질로 모

형틀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가공이 쉬운 아이소핑크로 틀을 제작하였다. 

스테인리스 선은 기 중 혹은 물 속에서 쉽게 산화되지 않지만 열을 

가하게 되면 산화 및 변색이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다. 나무나 왁스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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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다른 재료와 달리 아이소핑크는 페인트 희

석재에 쉽게 용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소핑크로 모형

틀을 제작하고 이후 이를 기물에서 제거할 때, 다른 재료와 달리 열을 

가할 필요 없이 페인트 희석재를 이용해 쉽게 녹여서 떼어낼 수 있다. 

[도판32-34] 

   

   （좌）[도판 32] 아이소 핑크 깎은 과정 

    (중) [도판 33] 아이소 핑크 뺀 스테인리스 선 모양 

    (우) [도판 34] 스테인리스 선 사용한 습작 

 

 

[도판 35] 유지함,  <금하�今夏>, 스테인리스 선, 서양화, 2013 



 

 29 

 

[도판 36] 유지함, <원圓�결缺>, 스테인리스 선, 수지, 2013 

 

    위의 두 작품은 모두 아이소핑크로 틀을 만들고 틀 위에서 레이저 

용접으로 스테인리스 선을 연결해 제작한 것이다. <금하>는 긴 스테인리

스 선을 이용해 만든 작품이다. 제작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선으로 곡선

을 만들 때의 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용접점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곡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환점이 선명하게 나타나 곡선의 흐름을 방해

했다. 이는 레이저 용접을 할 때 용접점 위치에서 용해가 일어나면서 연

결되기 때문이다. 즉, 스테인리스 선이 매우 단단하므로 용접의 열과 스

테인리스 선의 단단함이 만나 선이 만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끊어진 것처럼 각도가 생기는 것이다. <원圓�결缺>을 제작할 때는 

짧은 스테인리스 선을 다량 사용해서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각도가 작

품에 좀 더 조화롭게 보이도록 시도했다. 용접 부위에 생기는 각도 문제

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나, 후에 여러 실험을 거친 결과 얇은 스테인

리스 파이프로 스테인리스 선의 연결점을 만들면 보다 자연스러운 곡선

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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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 유지함, <Stainless Wire Necklace>, 스테인리스 선, 스테인리스 

파이프, 알루미늄 판, 2014 

 

[도판 38] 유지함, <습작>, 스테인리스 선, 스테인리스 파이프, 2014 

 

    위의 작품은 모두 선과 선의 연결 부분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사

용한 것이다. 연결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직경 

1mm 스테인리스 파이프와 직경 0.7mm의 스테인리스 선을 사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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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곡선의 연결 부분이 비교적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테인리스 선이 단단하기 때문에 모양을 잡는 일이 수월하지 않다. 스

테인리스는 항산화 및 항부식 능력이 강하고 단단하며 유해성이 없는 

몇 안 되는 금속 중 하나로 보통 식기 제작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단단

함이 지나치게 강하고 전성이 낮기 때문에 선의 형태로는 제어가 힘들

다. 따라서 여러 금속의 단단함, 연성 및 전성, 항산화성 및 비중을 비교

한 결과 최종적으로 황동선을 연구작품의 주재료로 선택하게 되었다. 

 

 

 

1-2  황동선을 사용한 기 습작28 

 

    I I 장 2-2부분에서 분석하였듯이, 황동선은 금속선 중 기물 제작에 

가장 적합한 단단함, 연성 및 전성, 비중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황동은 공

기 중에 쉽게 산화되고 산화된 피막은 신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식기에 잘 사용하지 않으며, 식기에 사용할 때에는 세척을 잘하거

나 표면에 코팅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코팅 방법 중 연구자는 옻칠을 선

택했는데, 옻칠은 옻나무 수액을 가공한 천연 도료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이다. 아시아권역에서는 옻칠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고 로부터 옻칠로 제작한 고급 식기 전통이 전해 내려온다. 출토된 고

 유물 중에서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은 모두 산화되어 변색, 부식

                                            
28
 옻칠부분: 권상오,「權相五 漆藝」，2014, p.84. 

  손대현,『전통옻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서소라,『금속선 장식의 칠예작품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제대학교,  2002. 

http://baike.baidu.com/link?url=Mpjb76CVSVQ4-cS3hTZCaKXOw1R4hiQU7c10-

uxTIDpcdw83vklup66vqTbvOpZD646gmDCh5NFY4FIDDlzCHq 금은평탈 항목 참조. 



 

 32 

되었고 목제품도 부분 부패하였지만, 옻칠을 한 유적들은 모두 윤기 

마저 잃지 않고 한 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굴되었다. 고 에도 금

속선을 흔히 사용했는데, 옻칠을 한 표면에 장식을 하는 금속박 등의 기

법을 금은평탈(金银平脱)이라고 했다.29 이는 오늘날 일반적인 옻칠 기법

인 나전칠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장식해야 할 부분에 홈을 파 내고 그 

홈에 금속선을 넣고 다시 그 위에 한 층 한 층 옻칠을 해서 홈을 완전

히 메꾼 후 표면을 연마해 평평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도판 39] 金平脱四鸾衔綬紋铜镜(금은평탈사난함수문동경), 옻칠, 금,  

은, 동, 당나라 시기   

 

    당나라 시기에는 동 거울 뒷면에 금은평탈 기법을 사용했다.[도판 

39] 당시 금은평탈 기법을 사용한 기물 제작이 매우 유행하였으며, 왕족

과 귀족의 상징물이었다고 한다. 

    연구자의 연구작품 제작방법은 금은평탈 기법과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반 되기도 한다. 금은평탈 기법은 옻칠을 주체로 금

속선을 보조장식으로 삼는 방식이나, 연구자는 금속선을 주체로 하여 옻

칠을 코팅이나 장식효과를 내는 보조물로 사용하였다. 

 

                                            
29

 http://baike.baidu.com/link?url=Mpjb76CVSVQ4-cS3hTZCaKXOw1R4hiQU7c10-

uxTIDpcdw83vklup66vqTbvOpZD646gmDCh5NFY4FIDDlzCHq 금은평탈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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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작품 제작 시 편리함을 위해 직경 1.2mm에서 3mm 사이의 열

풀림되어 있는 황동선을 사용했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선에 가해지는 

방향이나 힘이 다를 때 선의 형상이 바뀌는 특성을 활용했다. 금속선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선이 굵을 경우에는 제작에 더 큰 힘이 필요하며, 

선이 과도하게 얇으면 지탱하는 힘이 그에 따라 약해진다. 1.2mm에서 

3mm 사이 굵기의 황동선은 손이나 망치로 가하는 힘에 따라 쉽게 형태

를 바꿀 수 있어 가공이 어렵지 않다.  

존배는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작업은 재즈와 유사한 점

이 많습니다. 매 순간 우연한 결정에 따라 형태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제가 모르니 남에게 지시할 수도 없고

요.”30 존배의 작품에서 우연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개의 우연성

이 쌓여 마지막에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 작품은 

그의 작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작품 제작 과정에서 비규칙적인 방법

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손 느낌 로 만든 황동선 단위조각들을 은

땜으로 연결해 타원형의 형태로 제작한다. 황동선 단위조각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패턴은 우연성을 가진다. 불꽃놀이를 할 때 

작은 빛이 빠르게 이동해 불규칙적인 도안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형태적 

영감을 받았다. 

 

 

 

 

 

                                            
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

d=0006173115 재미조각가 존배 “배운것 떨쳐내려 나와 싸워”, 연합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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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0] 불꽃놀이, 광선 

 

   [도판 40]의 불꽃놀이로 만들어진 선과 같이, 무작위로 그려진 듯한 

선에는 어린아이의 느낌이 가득하다. 이러한 ‘임의성’에 의거하여 몇몇 

습작을 제작했다. 무작위로 손으로 황동선을 구부려 불규칙적인 형태의 

황동선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프레스를 이용해 납작하게 가공하여 황

동선 단위조각을 만들었다. Oppi Untracht가 스탬핑 프레스를 이용해 금

속선 목걸이를 만든 것처럼, 외부에서 계속 힘을 가하면 황동선이 눌려 

압착되어 은땜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흐트러지거나 풀리지 않는다. 하지

만 기물을 제작할 때 각각의 황동선 단위조각을 은땜으로 연결한 후 망

치질로 마지막 모양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때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황동선 단위조각 내에도 필요한 몇몇 부분은 은땜을 해주었다. 

그래야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에서 해체되지 않는다. [도판 41]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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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판 41] 황동선 습작2 제작과정 

(우) [도판 42] 황동선 습작3 제작과정 

 

[도판 42]는 한 줄의 황동선으로만 제작한 것으로, 략적인 그릇 

형태에 황동선으로 속을 메꾸어 준 것이다. 일정한 규칙 없이 손으로만 

황동선에 가하는 힘과 방향을 바꿔가며 형태를 잡았기 때문에 불규칙적

인 패턴이 생성되었다. 프레스 기계가 성형 가능한 기물의 크기에 한계

가 있었기 때문에, 습작 3는 프레스로 압착할 수 없었고 망치 성형을 이

용했다. 황동선들이 하나의 평면으로 만들어지도록 사이사이에 많은 은

땜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황동선 습작 2보다 습작 3에 더 많은 은땜이 

적용되었다. 황동이 식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은땜으

로 연결한 기물 역시 식기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하는 땜

의 성분이 불확실해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최종 연구 작품은 황동선 기물의 코팅 도

료로 옻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옻칠은 비교적 사용하기 어려운 도료로, 특정한 온도와 습도에서만 

자연 건조가 가능하다.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거나 단시간에 말리려 하

면 옻의 효소가 모두 파괴되어 더 이상 마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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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옻칠을 하는 경우에는, 금속 재질이 고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가마(오븐)에 넣어 구워서 말리거나 직접 불을 이용해 말릴 수 있다. 금

속은 특성상 색이 단조로운데, 옻칠을 함으로써 색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금속에 색이 있는 옻을 칠하려면 우선 희석하지 않은 생

칠(옻나무 원액)을 도포해야 한다. 생칠은 균일하게 도포하기가 어렵고, 

특히 선과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과한 양의 생칠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불을 이용해 직접 구우면, 열을 받는 부분이 균일하지 않

아 어떤 부분의 생칠은 마르지 않고 어떤 부분은 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직접 불을 이용해 굽기보다 가마에 넣어 고루 말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손 현의『전통옻칠공예』에 따르면, 가마를 이용해 금

속의 생칠을 말릴 경우, 온도는 150°C 이내로 조정하고 1~2시간 정도

를 구워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연구작품에는 최종

적으로 200°C에서 40~50분을 구워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도판 43] 생칠 올린 황동선 

 

    기(器)는 물품을 담거나 진열할 수 있는 물건의 총칭이다.31 황동선

                                            
31
http://baike.baidu.com/link?url=l1RTOJzyjYyZjFNpdkuXoDPspOuNy_xqsrB47i7G

I_iFnVxzQRKH7zKUToeAHhl73Ag6hCntPr55Nj3A4v-4pq 기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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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기를 제작하면 뚫린 부분이 많은 탓에 담는 기능이 떨어지는데,  

황동선 위에 면이 더해지면 기물의 실용성을 크게 높힐 수 있다. 옻칠의 

수많은 기법 중 협저칠 혹은 건칠이라 불리는 기법이 있다. 건칠 기법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재질로 틀을 만들어 틀위에 옻칠을 하고 삼베를 

한 겹 한 겹 겹쳐 모양을 만든 후, 틀을 떼어내 옻칠과 삼베만으로 형태

를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건칠기법은 기물의 크기가 커도 무게가 매우 

가볍고, 조형물의 두께가 매우 얇으면서도 단단하기 때문에 옻칠의 장점

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다. 건칠기법의 일반적 과정

은 아래와 같다. 1）틀 만들기 2) 풀칠하기 3) 칠하기 4) 토회 바르기 5) 

삼베 바르기 6) 건칠기 겉면 완성하기 7）틀 분리하기.32 본 연구 작품은 

황동선으로 기물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틀을 떼어낼 필요가 

없다. 2단계와 3단계는 틀을 쉽게 떼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 

작품 제작 시 생략하였다. 그리하여 연구 작품의 제작 과정은 아래와 같

다. 1）황동선으로 기물의 형태 만들기 2) 생칠 칠하기 3)토회 바르기 4) 

삼베 바르기 5) 건칠기 겉면 완성하기 6) 색깔칠 올리기 7) 마지막 정리. 

이 제작 과정을 이용해 몇 편의 습작을 만들었다.  

 

[도판 44] 유지함 ,<습작1-烟火I>, 황동선, 옻칠. 2014 

                                            
32

손대현, 『전통옻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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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5] 유지함 ,<습작2-烟火II>, 황동선, 옻칠. 2014 

 

    위 두 편의 습작을 제작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황동

선 기물 형태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프레스나 망치질로 최 한 황동선을 

한데 압착하여도, 선의 두께 탓에 토회 칠을 채워 넣을 때 사용해야 하

는 양이 매우 많았다. 토회 칠의 제작 비율은 토분 10 : 물 6 : 생칠 10

인데, 삼베와 황동선이 더 잘 붙도록 그 안에 찹쌀풀을 소량 첨가했다. 

토분 자체에 일정한 무게가 있기때문에 황동선 사이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기물이 무거워질 수 있다. 토회 칠의 비율을 바꿔 실험하니 토회 

칠이 마르지 않거나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도판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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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판 46] 토분이 적게 들어간 경우 

(우) [도판 47] 생칠이 적게 들어간 경우 

 

    따라서 성분 비율을 조절해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포기하고, 토분을 

더 가벼운 숯가루로 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기물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토분을 사용한 기물보다 훨씬 견고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

었다. 

 

[도판 48] 유지함 ,<습작3-烟火III>, 황동선, 옻칠. 2014 

 

    숯가루 칠의 배합 비율은 찹쌀풀 5 : 숯가루 10 : 생칠 8 이다. 찹쌀

풀이 없는 경우에는 화학풀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연구 작품은 식기이

기 때문에 가능한 천연 찹쌀풀을 사용했다. 이 단계의 습작들은 불꽃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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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나 불꽃놀이처럼 찬란한 색채를 나타내기 어려

웠는데, 서로 다른 색칠 도포로 얻은 표면 효과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다. 황동선으로 제작한 기물 형태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여전히 

과제였다. 압착하고 두드린 후에도 여전히 높낮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

이다. 숯가루 칠을 하고 삼베를 붙인 후에도 높낮이 차가 여전해서 그 

차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숯가루 칠과 삼베 부착후 한 

층 한 층 서로 다른 색깔칠을 높낮이 차가 덮일 정도까지 도포한 후 연

마하는 방식으로 평면을 만들었는데, 그럼으로써 서로 다른 색이 교차하

는 표면 효과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연습 작품들을 통해 황동선과 

옻칠로 기물을 제작하는 기법 실험을 끝내고 본격적인 연구 작품 제작

에 돌입하였다. 

 

 

 

2. 작품설명 

 

황동선을 사용해 기물을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

다. 1) 표면 처리시 쉽게 산화되어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지탱하는 힘이 충분한 재질과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

며, 동시에 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1)번 항목에 한 해결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천연 도료인 옻칠로 

표면 처리를 하는 것이다. 옻칠을 사용해 표면처리를 할 때, 황동선이 

드러난 부분은 완전하게 광을 내고, 그 위에 생칠을 한 층 도포한 후 면 

천으로 최 한 닦아낸다. 생칠이 모두 닦인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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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르고 나면 황동선 위에 갈색의 얇고 투명한 옻칠 

막이 생긴다. 이렇게 2~3회 반복하면 황동선이 투명 옻칠 막에 완전히 

둘러 쌓이게 되나 특유의 금속 광택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하지만 그

렇다고 해도 황동선의 산화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단지 산화의 속도

를 더디게 해주므로 색이 천천히 어두워지게 된다. 그렇지만 투명한 옻

칠 막 안에서 산화되는 것이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표면이 오염되지 

않는다. 색깔칠은 마른 직후에는 색이 어둡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어두워진 황동선과 밝아진 옻칠이 

선명한 비를 이루게 된다.  

두 번째 주의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의 굵기가 중요하다. 앞서 말

한 것처럼 지름 1.2mm에서 3mm 사이의 황동선을 이용해 제작했으며, 

충분한 지탱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는 선의 특성이 잘 살아난다. 옻칠

은 천연 도료일 뿐만 아니라 금속에 색채를 더해주고, 또 접착 작용으로 

천연 접착제의 역할도 해낸다. 황동선으로 기물의 형태를 제작할 때, 여

러군데 땜처리를 하여 기의 모양을 지탱하지만, 선과 선 사이의 연결 부

분중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옻칠

을 하게 되면 불안정한 문제가 해결되어 기물이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하게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연구 작품은 지름 1.2mm에서 3mm 사

이의 황동선과 옻칠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연구 작품은 선의 감각을 살

린 기물과 선과 면을 결합시킨 기물 두 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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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금속선을 활용한 기  

 

 

[작품 1] 絢爛(현란)，황동선, 옻칠,  650x580x110mm, 2016 

 

 

[작품 1]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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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은 2mm 황동선을 사용한 것으로, 작품의 크기가 커서 더 얇

은 황동선으로는 충분히 견고한 기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mm보다 더 굵은 황동선을 사용하면 기물이 과하게 무거워진다. 따라

서 2mm 황동선이 가장 적합한 굵기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가장자리 부

분이 너무 두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는 부

분 부분 1.5mm 황동선을 사용했다. 제작 방법은 습작 2와 동일하다.  

 

1) 다량의 황동선을 가지고 임의적, 즉흥적으로 기물을 구성하는 단

위 조각(unit)을 제작한다.  

2) 제작된 단위조각을 프레스로 압착한다.  

3) 황동선 단위조각 중 결합되지 않은 부분을 은땜으로 잘 연결한다.  

4) 완성된 황동선 단위조각들은 은땜으로 연결하고, 략적인 기물  

모양을 잡아준다.  

5) 망치질로 최종 형태를 잡고, 황동선 단위조각의 연결부위는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6) 망치질 과정 중에 떨어진 부분은 은땜으로 다시 연결해준다.  

7) 가장자리 부분을 정리한다.  

8) 생칠을 도포한다. (작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가마에 넣어서 말릴 

수 없다. 칠장에 넣어 자연건조시킨다.)  

9) 다른 색의 색깔칠을 반복적으로 도포한다.  

10) 광택을 낸다.  

11) 마감칠을 도포한다. (생칠을 바르고 닦아낸다.)  

 

    프레스로 1차 제작된 황동선 단위조각을 압착할 때 황동선이 겹치

는 부분을 세게 누르면 굵기에 변화가 생긴다. 망치질로 두드리면서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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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변화를 더해주면 선의 형태가 매우 풍부해진다. 황동선은 전성이 비

교적 뛰어나지만 구리만큼은 아니다. 따라서 선과 선이 겹치는 부분을 

과도하게 두드리면 금속이 깨지게 되는데, 열풀림을 반복적으로 실행하

고 조심스럽게 누르거나 두드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색깔칠을 한 직후에는 색이 매우 어둡다. 황색의 경우, 도포할 

때는 매우 밝은 황색이지만 마른 직후는 어두운 흙빛의 황색이 된다[도

판 49].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기 전의 색에 가까워진다. 금속선

에 광을 내면 마감칠을 한 후에도 여전히 광택을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산화 작용으로 인해 어두워진다. 따라서, 제작 직후에는 황동선

이 밝고 옻칠은 어두운데, 이로 인해 황동선이 옻칠 가운데서 매우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옻칠은 점점 밝아지고 황동선은 점

점 어두워져 황동선이 침전되는 느낌으로 전환된다. 그러면서도 색의 

비로 황동선은 여전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옻칠이 어느 

정도 접착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물은 훨씬 안정적이고 견고해진다. 

  

[도판 49] 노란 칠 바른 직후와 마른 후의 비교 

    [작품 1]은 습작 2에서 연속된 작품이지만 ‘면’적인 요소를 더하지는  

않았다. 다량의 금속선으로 불꽃놀이 속 빛의 감각을 표현했고, 다양한 

색의 옻칠로 불꽃의 색채를 재현했다.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는 황동선의 광택과 색깔칠의 함축된 색채를 느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면 작품 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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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Together I，뉴-골드 선, 백금도금, 옻칠, 

360x290x35mm, 2015 

 

 

[작품 2]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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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2]는 <Together시리즈> 중 하나이다. Together라는 제목은, 선 

하나로는 지탱력이 미미하지만 여러 선이 모이면 큰 지탱력이 생기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이 시리즈의 작품들은 모두 [작품 1]에서 파생된 것으로, [작품 1]에

서는 황동선을 사용해 단위조각을 제작한 후 이들을 서로 이어 그릇의 

형태를 얻었다. <Together 시리즈>는 [작품 1]을 기초로 여기에 입체적인 

황동선을 더해 형태와 구조가 더 풍부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사진의 그

림자 부분을 보면, [작품 1]의 영향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작품 2]에서는 1.3mm의 뉴골드 선을 사용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

럼 뉴골드는 구리와 황동 사이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보통 황동으로 분

류된다. [작품 2]의 입체적인 선과 바닥 부분을 연결할 때 은땜을 사용하

지 않고,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선들을 엮여서 하나로 고정했다. 

뉴골드는 일반 황동보다 부드럽고 구리보다는 단단하다. 따라서 단일의 

선과 면을 제작할 때는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 하지만 [작품 2]처럼 복

잡한 형태의 구조를 제작할 때는 부드러운 성질 때문에 선을 교차하여 

연결해도 끊어질 가능성이 적고, 엮인 상태에서는 더 잘 고정된다.  

    뉴골드를 사용한 이 작품에는 선이 구성하는 공간적인 조형요소 외

에도 선 표면에 텍스쳐가 존재한다. 이 텍스쳐는 텍스쳐 망치를 사용해

서 모양을 내는 일반적인 기법과는 달리, 일반 망치를 사용하여 무늬를 

만들었다. 우선 이미 열풀림 된 뉴골드 선을 자유롭게 뭉쳐서 뭉친 부분

을 망치질 한다. 그렇게 되면 부드러운 뉴골드 선들이 서로 부딪혀가며 

자연스럽게 텍스쳐를 형성하게 된다. 그 뒤 뭉쳐진 뉴골드 선에 열을 가

해 열풀림하고 이를 잡아 당겨 엉킨 선을 풀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늬가 만들어진 선을 다시 구부려 바닥면에 엮어가며 삽입한다. 자세히 

보면 뉴골드 선에 불규칙적인 텍스쳐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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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만들어진 선들을 고정하며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도판 50] 열풀림하고 뉴-골드 선 색깔 

 

뉴골드선을 열풀림을 하고 나면 내부의 구리가 표면에 많이 올라온다. 

[도판 50] 기물의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서 백금도금을 했다. 한편으로 차가워 보이는 백금 색을 보완하기 위해 

마지막에 따뜻한 색의 옻칠을 더했다. [작품 2]세부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금속선은 가운데 부분에 가장 많고 사방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

다. 반 로 옻칠을 도포한 부분은 가장자리에 가장 많고 가운데로 접어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가 비를 형성해 느슨하면서도 정밀

한 매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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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Together II，뉴-골드, 은도금, 옻칠, 400x400x80m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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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세부사진  

 

    [작품 3]는 [작품 2]와 동일하게 1.3mm의 뉴골드 선을 사용하여 기

본 형태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작품 2]보다 [작품 3]에서는 더욱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본 형태에 선을 입체적으로 엮었다. [작품 2]의 아래 

부분에는 선 사이 간격이 크지만, [작품 3]의 선 부분은 더욱 조밀하다. 

선을 더 조밀하게 조직한 이유는, [작품 3]가 [작품 2]보다 더 크기 때문

이다. 선의 삽입이 더욱 긴밀해지면 기물이 더 견고해진다. 부분적으로

는 기물 중간 부분이 가장 촘촘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덜 빽빽해

지기 때문에 가장자리의 두께가 가장 얇다. 표면처리로 은도금을 하여 

따뜻한 색이 드러나도록 했다. 신 옻칠로 차가운 색을 사용해 금속의 

색과 옻칠의 색이 서로 잘 보완되도록 의도했다. 특히 중간 부분에만 옻

칠을 해서 그릇 내부에 서로 다른 분명한 단계가 드러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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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Together III, 황동선, 옻칠, 440x510x55mm，2016 

 

 

[작품 4] 세부사진 

 

 



 

 51 

    [작품 4]은 앞의 두 작품과 다른점이 많다. 표현하고자 의도했던 바

는 모두 같지만, 1.3mm 뉴골드선 신 1.5mm의 보통 황동선을 사용했

다. [작품 4]은 [작품2-3]보다 크기가 더 커서, 부드러우나 강도가 부족

한 뉴골드선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황동선은 뉴골드 선보다 단단해서 선

을 휘거나 고정하려면 훨씬 많은 힘이 든다. 하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기

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표면 처리도 앞선 작품과 달리 도금이 

아닌 옻칠을 했다. 칠을 한 후 표면층의 금속선 일부만을 연마하여 황동

의 본래 색이 나타나도록 했다. 마감칠을 도포할 때에도, 연마한 금속선

의 황동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감칠을 최 한 다 닦아내었다. 이를 위

해 면천에 소량의 생칠을 황동선의 부분 부분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다

시 깨끗한 면천으로 닦아주었다.[도판 51] 이를 3번 정도 반복하면 황동

선 위에 생칠막이 생기고 원래의 색과 광택을 유지하게 된다. 

        

[도판 51] [작품 4]마감칠 칠하는 방법 

    [작품 4]은 간단한 생칠만을 사용한 것으로, 생칠이 마른 후 검정색

에 가까운 어두운 갈색이 되어 중후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나서 황동선

을 광택낸 후에 마감칠을 도포하면 은은한 갈색이 나타나 그 밑에 바른 

생칠의 색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동선의 색이 점

점 어두워져서 기물의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는 듯한 느낌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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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離心線(비중심적인 자유로운 선)，황동선, 옻칠, 470x470x50mm,

 2015 

 

 

[작품 5]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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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5]또한 2mm의 황동선으로 제작했으나, [작품 1]처럼 긴 황동

선을 임의적으로 구부리지 않고 짧은 직선을 서로 겹치는 방법을 사용

해 제작했다. 

 

제작 과정은 [작품 1]보다 비교적 간단하다.  

1) 황동선을 서로 다른 길이로 톱질해 자른다.  

2) 텍스쳐 망치를 이용해 황동선에 텍스쳐를 낸다.  

3) 황동선을 자유롭게 은땜으로 연결한다.  

4) 텍스쳐 망치로 살살 두드려 연결한 황동선에 마지막 성형을 한다.  

5) 생칠을 도포하여 오븐에 구워서 말린다.  

6) 광택을 낸다.  

7) 마감칠을 한다.  

 

    먼저 황동선에 텍스쳐를 낸 후 땜을 하는 것은, 땜한 후 망치로 텍

스쳐를 내고자 하면 두드리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성형 과정에서 텍스쳐 망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전 과정

에서의 텍스쳐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망치질을 할 때에는 원

래의 굵기를 최 한 유지하기 위해서 황동선을 힘껏 두드리지 않았

다.[도판 52] 선의 표면만 광택을 내어 텍스쳐가 옻칠 후에도 돋보이게 

했다. 이로 인해 선이 더욱 풍부해보이고 미묘한 굵기의 변화가 선을 더 

다양하게 표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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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2] 두께 변화 주지 않고 텍스쳐 있는 황동선 

 

    [작품 5]는 면없이 선만을 이용한 작품 중 유일하게 토막 직선을 이

용해 만든 작품이다. 태풍속에서 내리는 어지러운 비처럼 선이 교차하면

서 복잡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직선의 배열 방법을 비중심적인 

자유로운 선(離心線) 또는 임의직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열방식은 느

슨한 느낌을 주며, 무리를 이탈한 듯 보이다가도 서로 굳게 연결되어 보

이는 동(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33  

 

[도판 53] 비중심적인 자유로운 선34 

 

 

 
                                            
33
康定斯基，罗世平 魏大海 辛丽 译， 『康定斯基论点线面』，中国人民大学出版

社， 2014，pp.38-39. 
34

 W.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선�면』, 열화당, 20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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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Arcs，황동선, 옻칠, 550x520x80mm, 2015 

 

 

[작품 6]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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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6]과 [작품 5]의 제작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작품 6]에는 

3mm 황동선을 사용했고, 곡선이 서로 겹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앞서 말

한 것처럼, 곡선은 작용력과 반작용력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35 먼저 

망치와 모루를 이용해 작용력과 반작용력을 가해서 ‘S’자 형태의 곡선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S’자 형태의 황동선을 텍스쳐 망치로 두드려 황동선 

표면에 무늬를 냈다. [작품 5]와는 다르게 [작품 6]은 먼저 ‘S’자 모양의 

황동선을 은땜으로 연결한 후 플래니싱 망치로 두드려 황동선이 겹치면

서 평평한 하나의 면이 되도록 했다. 몇몇 부분은 세게 두드려 너비에 

변화를 주고 ‘S’자 모양의 선에 각각 선명한 굵기 변화를 주어서 감상 

시 장력의 느낌이 더해지도록 했다. 이렇게 작업된 그릇의 형태에 최종

적으로 텍스쳐 망치를 사용하여 얇은 텍스쳐를 내는 방식으로 장식을 

더했다.   

호수가에 가면, 미세한 바람과 잔잔한 물결을 느낄 수 있다. 이 바

람과 물결이 모이는 것처럼 곡선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모습을 표현했다. 

다른 작품들처럼 황동선을 정면해서 광내지 않고, 측면의 돌출 부분 및 

윤곽선에서 황동색이 나오도록 연마하여 형태를 강조했다. 또한 3mm의 

굵은 황동선을 사용해 두드려줌으로써 선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좁은 

면처럼 보일 수도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형태를 강조했다. 두 가지 강

조 기법을 통해 작품 전체의 선이 더 유려해 보이도록 하였다.36 

 

 

 

                                            
35
康定斯基，罗世平 魏大海 辛丽 译， 『康定斯基论点线面』，中国人民大学出版

社， 2014，p.56. 
36
康定斯基，罗世平 魏大海 辛丽 译， 『康定斯基论点线面』，中国人民大学出版

社， 2014，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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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금속선과 면을 활용한 기(器)  

 

선과 면을 함께 활용한 기의 제작과정은 아래와 같다. 습작 제작시의 

과정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황동선으로 형태를 제작한다. 

  2）생칠을 올리고 굽는다. 

  3）건칠이 필요한 부분을 수세미로 연마한다. [도판 54] 

  4）황동선이 드러나야 하는 앞 부분을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한다.   

  [도판 55] 

  5）숯가루 칠을 조제해 테이프로 밀봉하지 않은 뒷 부분에 도포한다.  

  [도판 56] 

  6）가제천을 숯가루 칠을 한 부분에 잘 붙이고, 통풍이 되는 곳에  8 

  시간 정도 놓아둔 후 칠장에 넣어 서늘하게 말린다. [도판 57] 

  7）완전히 마른 가제 천 위에 희석한 생칠을 도포하고 칠장에 넣어  

  서늘하게 말린다. [도판 58] 

  8）숯가루 칠로 가제천의 논(가제천의 구멍)을 메운다. 서늘하게 

말린 후 #400 사포로 가제천의 논이 완전히 평평해질 때까지 갈아   

준다.  [도판 59] 

  9）앞서 붙인 테이프를 떼어내고 숯가루 칠로 구멍을 메운 후  

  서늘하게 말린다. [도판 60] 

  10) 희석한 생칠을 앞 뒤로 3번 도포한다. 

  11）황동선이 드러나야 하는 면에 색깔칠을 도포하고 서늘하게 말린 

후 다시 다른 색칠을 도포한다. 뒷면에는 흑칠을 도포한 뒤 서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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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다. 이를 3회 반복한다. 

  12）이후 앞면을 연마해서 황동선이 드러나게 한다. 색깔칠한 부분은  

  연마의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색 나타나게 된다. 

  13）광을 내고 마감칠을 한다.  

 

      

(좌) [도판 54] 과정 3) 

(우) [도판 55] 과정 4) 

 

   

(좌）[도판 56] 과정 5) 

(중)  [도판 57] 과정 6) 

(우)  [도판 58] 과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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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9] 과정 8) 

 

[도판 60] 과정 9) 

 

    5 단계에서 바르는 숯가루 칠의 비율을 생칠 10 : 숯가루 10 : 찹쌀

풀 7로 제조하여, 습작 제작 시와는 조금 다른 비율을 적용했다. 이 비

율의 숯가루 칠은 건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더욱 견고하고 접착

력이 우수하다. 11 단계에서 기물 표면에 바르는 색칠은 색상이 같더라

도 도포하는 순서를 달리 하면 연마 후에 다른 색이 드러나게 된다. 작

품 제작 시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마지막 마감칠할 때 사용

한 방법도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붓으로 도포한 후 깨끗이 닦아내는 방

법을 사용하지 않고 면천에 생칠을 충분히 묻혀서 기물 표면에 힘을 주

어 발랐다. 이렇게 해야 생칠이 색깔칠 속으로 침투하며 그럼으로써 색

깔칠의 색이 훨씬 선명해지고 표면 또한 더욱 견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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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개인접시 세트, 황동선, 옻칠, 150x150x25mm, 2015 

 

 

[작품 7]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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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7]은 습작 1의 경험을 종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직경 2mm의 

황동선을 사용한 것이다. 접시의 황동선 부분은 각기 황동선 한 가닥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한 가닥의 황동선이 서로 얽히고 겹치게 구부린 후 

망치질로 두드려서 납작하게 펴고, 선과 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은땜으로 

연결하였으면, 이를 다시 두드려 면을 잡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11 

단계에서 4개의 접시에 도포한 색은 빨강, 초록, 파랑, 흰색으로, 도포 

순서를 바꾸어 변화를 주었다. 동일한 힘으로 연마했으나 황동선 형태 

내부를 숯가루 칠로 채워주었기 때문에, 면의 높낮이가 황동선의 높낮이

에 따라 결정되어 결국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제작되었다. 그 덕분에 4 

차례의 색깔칠을 도포한 후 연마할 때 나타나는 색이 더욱 다양해졌다.  

기물의 주요 색은 가장 위에 도포한 옻칠의 색으로 결정되며 아래층의 

색들은 부분 부분 드러나게 된다. 이 4개의 접시는 동일한 기법으로 제

작하여 유사한 크기로 완성하였다. 그러나 접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황동

선의 자유로운 형태가 모두 다르고, 빨강, 초록, 파랑, 횐색의 옻칠을 도

포하는 순서 역시 다르게 하여 각 기물마다 표면에 드러나는 색이 다양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4개의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개인접시 세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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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憶(기억)，황동선, 옻칠, 490x490x100mm, 2015 

 

 

[작품 8]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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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8]에도 역시 2mm의 황동선을 사용했고, 제작방식은 습작 2의 

경우와 부분 동일하다. 판금과 비교해 황동선 성형은 매우 수월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를 제작할 때, 선을 사용한 제작 방법의 장점이 두드

러진다. 얻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땜으로 황동선 단위조각을 연결하면 

략적인 모양이 잡히고 그 후 망치질로 기물을 두드려 형태를 보다 세

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작품 8]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형태가 복잡

하므로 2mm 황동선을 사용하면 자칫 약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건칠 기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건칠기법을 활용할 때 황동

선 형태가 견고하지 않으면 마르는 과정에서 옻칠의 영향을 받아 변형

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는 이후의 작품 제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다. [작품 8]의 제작 시에는 빈 공간을 모두 

메우지 않고 바닥과 전 부분만 면으로 메웠다. 기물에 옻칠을 도포할 때

에는 완성된 형태와 같이 기물의 일부분에만 옻칠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선 전체적으로 옻칠을 올리고 칠이 마른 뒤 옆면의 형태를 수정하였

다. 즉 완성된 기물에서 선으로 표현된 옆면의 경우, 옆면을 지나가는 

황동선 모양을 따라 면을 채우고 있는 옻칠을 칼로 잘라내어 면을 소거

하였다. 옆면을 재단할 때에는 바닥과 전 부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형

태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기물의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메우지 않고, <습

작 2>처럼 황동선 단위조각의 테두리를 그 로 남겨두었다. 황동선이 자

유로운 불꽃놀이의 선을 암시할 수 있도록 색깔칠을 더해 불꽃놀이의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의도에 맞춰 빨강과 초록 두 보색을 

사용했는데, 이는 빨강과 초록 두 색이 불꽃의 가장 보편적인 색으로 인

식되고 많은 이에게 추억을 상기시킬수 있는 색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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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사케잔 세트，황동, 옻칠, MDF판,  

50x50x70mm, 300x300x50mm, 2014 

 

 

[작품 9]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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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9]의 제작방식은 다른 작품의 경우와는 다르다. [작품 9]에서

는 황동을 이용한 캐스팅 기법을 사용했는데 황동은 유동성이 좋아 캐

스팅 기법에 매우 적합한 소재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위해 우선 왁스선

으로 모형을 제작하고 캐스팅을 통해 황동선 형태를 제작한다. [도판 61] 

    

[도판 61] 캐스팅 한 컵 

 

    왁스 상태에서는 선과 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매우 잘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캐스팅된 황동 결과물을 다시 은땜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그 덕분에 컵이 훨씬 견고하고 선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숯가루 

칠로 메울 때, 컵의 몸통 부분을 메우고 안쪽 면은 평평하게 가공하여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굽 부분은 칠로 메우지 않고 황동선만으로 구성

되어도 몸통 부분의 황동선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컵과 쟁

반은 같은 색을 칠하여 연관성을 부여하였다. 이 기물에서 옻칠의 색은 

중국의 고사성어인 ‘姹紫嫣红 ’에서 따왔다. 이 성어는 여러가지 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울굿불굿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연구자는 이 고사성

어와 더불어 가을의 산에서 드러나는 울굿불굿한 색채에서 영감을 받아 

옻칠의 색깔을 선택했다. 황동선의 다색과 옻칠의 화려한 색이 비되게  

작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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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圜(원)，황동선 ,황동나사, 옻칠, 400x400x50mm, 2015 

 

 

[작품 10] 위, 아래 분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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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0]은 이중기로, 아래의 그릇은 2mm의 황동선으로 제작하고 

윗부분은 1.5mm의 황동선으로 제작한 것이다. 가운데 연결 부분에는 황

동나사를 사용하고 윗그릇의 바닥면에 스프링 모양의 굽 받침을 더했다. 

이 굽 받침 덕분에 아래의 그릇과 반드시 연결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도판 62] 칸딘스키, <Several Circles>, Oil on canvas, 1926 

    칸딘스키가 말한 것처럼 원은 간결하면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

다.[도판 62]37 [작품 10]을 제작할 때에는 수많은 원형을 겹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겹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이 생겨난다. 

아랫그릇은 면을 완전히 메우고, 메꾸운 부분에 보라색 칠을 얹었다. 윗 

그릇은 부분 선으로 구성하고 굽 받침 부분에만 면을 더해주었다. 아

랫그릇의 황동선은 모두 연마해 광택을 내주어 황동선과 보라색 면이 

선명한 비를 이루도록 했다. 윗그릇 또한 메운 면에만 황동선에 광택

을 내서, 선 부분이 확실히 두드러지도록 했고, 그래서 아랫그릇의 황동

선 부분과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윗그릇에도 보라색과 잘 어울리는 

주황색을 사용해 두 개의 그릇이 합쳐졌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내도록 

했다. 
                                            
37
康定斯基，罗世平 魏大海 辛丽 译， 『康定斯基论点线面』，中国人民大学出版

社， 2014，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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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Diagonal, 황동선, 옻칠, 황동나사, 310x310x45mm, 2015 

 

 

[작품 11] 위, 아래 분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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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1]은 [작품 10]과 같은 이중기로, 아랫그릇에 2mm 황동선을, 

위의 그릇에 1.5mm 황동선을 사용했다. [작품 10]에서는 윗그릇에 나사

를 부착해 아랫그릇과 연결시켰으나, [작품 11]에서는 나사를 단독으로 

제작하여, 독립나사가 두 그릇을 연결하도록 만들었다. 위 아래 그릇과 

나사가 모두 어울리도록, 연결 나사의 머리 모양을 그릇과 비슷한 형태

로 만들었다. 윗그릇은 바닥에서 중간턱까지만 면을 메워 주었고, 아랫  

그릇은 그릇 전체를 다 메워 주었다. 색상은 [작품 10]과 달리 보색을 

사용했는데, 나사는 주홍색으로, 윗그릇은 노란색, 아랫그릇은 짙은 녹색

으로 칠했다. 칸딘스키의 말에 따르면, 각선은 한 종류의 색만 갖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색과 따뜻한 색을 동시에 가진다. 작품의 주된 형태

요소가 각선임을 감안하여, 칸딘스키의 문장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의 

색을 선택하게 되었다. 기물에 한색 계열의 색과 난색 계열의 색을 골고

루 배치하여 전반적으로 기물의 느낌이 특정색의 계열로 치우치지 않도

록 하였다.38 [작품 11]은 연구 작품 전체 중 유일하게 규칙성을 가진 형

태로 제작되었다.  

 

 

 

 

 

 

 

 

                                            
38
康定斯基，罗世平 魏大海 辛丽 译， 『康定斯基论点线面』，中国人民大学出版

社， 2014，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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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형형색색 形形色色, 황동선, 옻칠, 460x440x65mm, 2016 

 

 

[작품 12]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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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는 3mm 황동선으로 먼저 골격을 제작하고, 1.5mm 황동선

으로 일부를 메우고 그 부분을 옻칠로 덮었다. 옻칠을 입힌 모든 면 부

분은 6가지 가량의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해서 칠을 올렸지만, 각 면마다 

색깔의 도포 순서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물을 연마하고 

난 후에는 각 면의 색이 각기 다르게 표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옻칠로 메워진 면에 자리하고 있는 1.5mm의 얇은 황동선만 연마하여 

광택을 내서 황동선 본래의 색이 드러난 부분과 옻칠로 장식된 면의 색

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의도하였다.  

[작품 12]는 앞서 등장한 모든 작품의 방법론을 합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불규칙적인 형태로 선과 면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기물

에서 선의 자유로운 형태가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이를 

부분적으로 채워주는 면의 역할이 기물에 색을 부여한다. 기물의 자유로

운 선과, 옻칠의 다채로운 색감은 하늘, 산, 물의 색들이 조화롭게 어우

러지는 가을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다. 호수에 비친 가을 산과 하늘의 

풍경은 물결에 흐트러져 실제의 형상과 색의 구분을 불규칙하게 비춰준

다. 기물의 선과 비어있는 공간들은 투명하게 흐르는 호수의 맑은 부분

과 하늘을, 다양한 색을 담고 있는 면은 물결에 이지러진 가을의 품경에

서 드러나는 따뜻하고 고용한 색을 표현했다. 형형색색이라는 제목은 이

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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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이 연구는 금속선을 사용하여 기(器)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금속

선의 결점을 최 한 보완하고 장점을 최 한 살려 좋은 기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금속선에 한 조사와 해석 과정에서 보편적인 

금속선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장단점의 비교 및 분석 후 가장 적

합한 금속선을 선택해 습작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황동선을 

사용해 연구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또한 금속선을 사용한 미술 작품 사

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금속선으로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자주 사

용되는 방식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금속선 기물 제작에 적용할 수 있었

다. 

 

    작품 제작은 금속선만을 사용한 경우와 금속선과 면을 결합하여 만

든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두 가지 모두 옻칠로 표면처리를 

하여 색채를 표현하고 면을 형성해주었다. 또한 금속선의 형태, 굵기, 길

이 등에 변화를 주고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겹쳐 기물이 서로 다른 

느낌이 나도록 제작했다. 금속선을 사용해 제작한 기물 작품은 부분 

망치나 프레스 성형으로 기물의 볼륨감을 형성했고, 더불어 ‘선’의 아름

다움을 강조할 수 있었다. 금속선과 면을 결합한 작품군에서는 옻칠로 

메운 수많은 면의 색채감이 금속선을 더욱 강조시켜주었다. 제작 직후에

는 금속선 특유의 밝은 광택과 어두운 색칠이 색채 비를 이루어 금속

선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속선이 점차 산화되어 어

두워지고, 색칠은 오히려 점점 더 밝아져 금속선에 시간의 흔적이 나타

나게 되었다. 금속선의 지탱력은 일반적으로 금속판보다 떨어지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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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속선을 사용해 기물을 만들 경우 안정성의 측면에서 금속판을 사

용한 기물보다 현저히 취약하다. 하지만 금속선 기물은 무게가 매우 가

벼울 뿐만 아니라 한층 다양한 구조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속선의 굵기 변화를 통해 기물에 볼륨감을 더하고, 많은 양의 은

땜으로 형태를 고정시키고 더불어 어느 정도 접착성이 있는 옻칠을 적

용하면 금속선 기물도 견고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옻칠로 면을 메우면 

기물의 실용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색채감을 더해줄 수 있다. 옻칠은 무

게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옻칠을 사용해도 기물의 중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기(器)는 모두 금속선과 옻칠을 서로 결합해 제작한 것

이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제작 방법에 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했다. 옻칠과 금속선을 제

작 재료로 사용한 기물 제작방법이 다른 금속공예가들에게도 도움이 되

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식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작품을 제작할 예

정이다. 황동선 외에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금속선들을 더 연구하여 그 

특성을 잘 살려 응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전통 예술에서도 ‘선’의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를 추가로 진

행하고 향후 작품에 적용하여, 더 다양한 기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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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ontainer making with 

metal wire applications  
 

LIU ZHI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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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make containers utilizing metal wire. Also its purpose is 

to select the most suitable method by researching the properties, merits and 

shortcoming of metal wire when forming containers with metal wire. That is, 

it aims at manufacturing stronger and beautiful metal wired containers by 

compensating the shortcoming of metal wire as much as possible and 

maximizing its merits. 

 

   During study process, I understood the definition of line and analyzed 

the properties of metal wire. I wanted to select the metal wire that is 

apparently suitable for thin wire to show free formative elements by 

comparing the merits and shortcomings of metal wire which are commonly 

found. Next we researched the method to form the sculpture with metal 

wire by studying the works that other artists created using thin metal wire. 

Afterward, these cases were utilized to the making process of container with 



 

 79 

metal wire. Before starting the forming, the exercise works were created 

using various metal wires in order to research the properties of raw material 

first. After finding the shortcomings of making method and analyzing the 

compensation method, brass wires were selected as main material, I 

prevented the shortcomings that brass wire is oxidized and changed into the 

hazardous substance to human body by applying oriental lacquer to the 

surface. Works of art were divided into 2 kinds which include works using 

only metal wires and works in which metal wire and surface were combined.  

  

    I made beautiful and practical containers with metal wire and oriental 

lacquer. I expressed each work with various structures by maintaining the 

thin and free shape of metal wire and researching the method to make 

supportable and practical containers. When making the containers in which 

metal wire and lacquer are combined, not only practicality will be increased 

but also the colors will be added. In order to maintain the good 

supportability of container and the free shape of metal wire together, I 

performed many tests by changing its structure and combining with oriental 

lacquer. I could make the metal wire containers by more effective method 

through this process. 

 

……………………………………………………………………………………… 

Keywords: metal wire, container, oriental lacquer 

Student Number: 2013-22566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선
	1. 선의 정의 및 이해
	1-1 언어적의미의 ‘선’
	1-2 수학적의미의 ‘선’

	2. 금속선
	2-1 금속선의 특징
	2-2 금속 종류별 금속선의 특징 비교
	2-3 금속선의 조형적 활용


	III. 작품연구
	1. 연구의 시작
	1-1 스테인리스 선을 사용한 습작
	1-2 황동선과 옻칠을 사용한 습작

	2. 작품 설명
	2-1 금속선을 활용한 기
	2-2 금속선과 면을 활용한 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