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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입체성형 후 기벽을 투각하는 보편적인 금속투각기물

제작기법이 아닌, 평면상태에서 원하는 문양을 오려낸 후 판금성

형하여 기물을 완성하는 제작기법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금속투각기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원형의

금속판재를 모루에 대고 망치로 쳐올려 깊이를 내는 레이징

(raising)기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기물을 성형한 후 기벽을

뚫어 투각하는 것이다. 기물의 원형을 먼저 성형하면 기벽의 두께

가 일정하고 안정적이지만, 도구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

투각 중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피하

기 위하여 형태를 우선 오려내고 망치성형할 경우 금속투각기물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망치로 판재를 치는 각도와 강도에

따라 전체적인 형태가 뒤틀리기 쉽고 초반의 계획대로 작품을 완

성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인 판금기법을 탈피한 자유로운 입체성형방식에 주목한

나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과물의 정확한 형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물 성형방식에 크게 매력을 느꼈다. 이에 일반적인 작업

방식을 벗어난 기법이 가지는 제작과정 중의 난점을 수용하되 순

차적으로 완성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품연구를 진행했다.

이 논문은 투각 혹은 투각효과를 낸 기물 및 작품제작의 사례를

수집하는 선행연구와 작품연구의 두 과정으로 나뉜다. 선행연구과

정에서는 금속투각기물이나 그와 비슷한 조형효과를 보이는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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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작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기법, 현대공예가의 기법, 대량생산

품 공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속과 타 재료 기물의 사례

를 비교·분석하여 금속판재를 오려내 기물을 제작하는 기법이 가

지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작품연구과정에서는 한 작품그룹에 대한 연구를 마치면 그 결과

에서 개선점과 응용할 점을 추출하여 다음 작품의 연구를 계획하

는 연역적 시도의 연속으로 진행했다. 작품연구의 초반에는 레이

징기법에서 착안한 방사형 전개도를 금속판재로 옮겨 기물의 형식

으로 성형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방사형 전개도가 입체작

품으로 변형되었을 때 발생하는 음과 양의 공간에 대한 고찰, 작

품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평면상태와 입체상태의 비교, 기능을

가진 공예품으로의 기법 적용 등 다양한 소주제로 작품세계를 확

장시켰다.

전통적인 공예작품 제작방식을 뒤집어보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

상에서 시작한 기법연구가 반복적인 탐구과정을 거쳐 기물, 오브

제, 조명과 평면매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서술한

이 논문이 새로운 작품실험을 계획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참

고할만한 사례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투각효과, 방사형, 오려내기, 레이저 커팅, 판금성형, 판화

기록물

학 번 : 2015-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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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금속판을 가공하는 다양한 기법 중 망치성형기법의 기본 원리는 금속

의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인 전성 및 연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금속판을

원하는 형태의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를 사용해 적절한 힘으로 내리쳐

금속판재를 볼륨을 가진 입체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망치성형기법은 무

거운 금속주물 없이도 금속의 입체감과 부피감을 극대화하며, 하나의 판

으로도 유기적인 형태의 양감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

대부분의 금속기물제작의 기본바탕이 되는 레이징(raising)기법은 원형

의 금속판재를 망치질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원형판재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해 동심원을 그리며 망치질을 하면 모루의 형태를 따라 판재가 꺾여

올라가면서 원형판재의 중앙은 기물의 밑바닥을, 가장자리는 기물의 입

구를 이룬다.

평소 판금성형작업에 집중하던 나는 레이징기법에 왜 원형이나 타원형

의 금속판을 주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정형의 금속판이 아니라

금속판을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로 오려낸 후 망치로 두드려 성형하면 기

존의 판금성형과는 다른 특별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금속기물에 투각을 하는 방식은 먼저 레이징기법으로 기벽

을 고르게 쳐올린 후 그 표면을 원하는 도안에 따라 구멍을 내어 톱질하

는 것이다. 작업의 순서를 바꾸어 판재를 먼저 오려내고 판금성형기법을

실행할 경우, 금속투각기물과 유사한 투각효과가 나타나지만 면적이 좁

1)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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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금속판재가 망치면과 부딪치면 균일하지 않게 늘어나거나 뒤틀리기

쉽기 때문에 오려낸 모양 자체가 계획과 다르게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러한 제작방식에 의해 완성된 기물의 형태가 정확히 어떤 형상

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 가변성2)’과 계획되지 않은 형태가 가지는

‘우연성’에 흥미를 느꼈고, 레이징작업 후 투각을 하는 기존 기법의 작업

순서를 뒤집어 복잡한 형태의 판재를 오려낸 후 판금성형하여 금속기물

을 만드는 방식을 실험해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에 연구의 목적

을 두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나는 작품연구에 앞서 전통적인 금속투각기법을 사용한 기물의 사례들

과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해 제작된 금속투각기물 혹은 투각기물과 유사

한 조형효과를 나타내는 금속기물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그 사례들에서

나타난 금속기물 제작공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서로 다른 방

식으로 제작된 기물들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

한 금속 외의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투각기물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정보를 작품의 제작에 참고하였다.

작품연구는 입체성형에 대한 계획 없이 금속판재를 즉흥적으로 자유롭

게 오려내고 그 판재를 입체형태로 말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

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이끌어내는 연역적인 실험의 반

복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역적 실험은 작품제작기법에 특정한 규칙을 정하고 제작결과

에 따라 규칙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반복하는데, 이는 리처드 세넷이 말

2)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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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인이 물질(재료)과 나누는 대화”와 유사하다.

장인의 일은 놀이를 통해 물건과 마주하는 대화에서 아이들이

얻는 배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배움이란 규칙을 준수

하는 훈련이요, 또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서 복잡성을 높여가는

일이다.3)

연구 초기에는 일종의 모형놀이이자 조형실험으로서 종이와 얇은 금속

판재를 다양한 형태로 오려내고 구부려 입체형태를 지닌 모델링 표본을

만들었다. 종이로는 계획과 규칙 없이도 비교적 유연하게 입체제작이 가

능했으나, 공예작품으로서 밀도와 완성도를 갖추려면 제작에 들어가기

전 특정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작품제작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세워 공예작품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의 초석이 된 작품제작의 규칙은 금속판재를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로 오려낸 후 바로 망치성형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입체기물에

대한 방사형(放射形)4) 전개도를 오려낸 후 이를 입체성형하는 것이다. 이

는 평면의 종이 전개도가 입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망치성형기법에 활용

하여하여 고안한 제작방식이다.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 방사형 전개도

를 만들고 이를 입체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형태제작에 대한 훈련단계

를 넘어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과 작품제작으로 이어진다.

또한, 방사형 전개도를 입체작품 성형에 도입한 후 그 기법에 익숙해

진 단계에서는 방사형 전개도대로 레이저 커팅된 경계선에 의해 분할된

두 개의 금속판재를 작품제작에 모두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 평면상태에 있는 금속판재도 평면작품이자 기록으로

3) 리처드 세넷,『장인』, 21세기북스, 김홍식 역, 2010, p.435.
4) 중앙의 한 점에서 사방으로 거미줄이나 바큇살처럼 뻗어 나간 모양≒방사상, 복사상,

네이버 지식백과, “방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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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체작품 제작과 병행하여

방사형 전개도의 형태로 오려낸 금속판재에 동판화 기법을 적용해 금속

공예품과는 또 다른 평면매체로서 판화 기록물을 인쇄하였다.

작품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선 형태연구와 기법실험들에서 얻은

결과물을 응용하여 조명의 기능을 가진 공예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연구 1>

방사형으로 오려낸 판재를

입체성형에 도입

<작품연구 2>

방사형으로 레이저 커팅된 판재의

안과 밖을 활용한 작업

<형태연구>

다양한 형태의 평면판재를 입체로 성형

하는 시도

<작품연구 4> 

방사형으로 커팅된 판재에

<작품연구 3>의 기법을 적용한 

조명작품 제작

<작품연구 3>

방사형으로 커팅된 판재의

평면 기록물을 남기는 작업

[도판 1] 작품연구의 흐름을 나타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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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투각 혹은 투각효과를 낸 기물 및 작품 사례

1. 금속기물 사례

1.1. 전통적인 금속투각기물

(좌) [도판 2] <동제투각화문장경향병>, 중국 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 [도판 3] <금동사리기>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통적인 금속투각기물은 도자투각기물을 포함한 타 재료 투각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견되는 개체의 수가 적다. 현재 국내의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소량의 금속투각기물은 기물의 형태로 파낸 주형에 금속 주물

을 부어 제작한 것으로, 향병이나 사리기 등, 종교적인 의례를 위해 제작

된 기물들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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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적인 금속투각은 기물보다는 주로 귀족 계층이 사용하는

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서 사용되었다. 4~ 5세기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

되는 유물 중에는 얇은 금동판을 투각하여 신발이나 왕관, 허리띠의 형

태로 만들어진 금속투각 장신구가 다수 존재한다. [도판 4], [도판 5]5)

출토된 금동투각 장신구들은 일부 특권층만이 소유하는 귀중품의 성격

이 강하다.6) 시대적으로 드릴이나 핸드 그라인더 등의 전동공구 없이 오

직 수작업 도구들로 금속을 꿰뚫어야 했기에 금속투각기술 자체의 특수

성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세밀한 손재주를 지닌 기능장에 의해 소량만

이 귀족의 소장품으로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좌) [도판 4] <금동 투각 신발> 백제 5~6세기,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우) [도판 5] <해뚫음무늬 금동 장식> 고구려 4~5세기

5) 이영훈·신광섭(공), 『고분미술』, 솔, 2004, p.98.
6) 노황우, 「투각기법을 활용한 전통상품 패키지디자인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9권

2호, 2008,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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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각 및 투각효과가 보이는 작품을 제작하는 현대금속공예가

Alex Ramsey

[도판 6] <Nitrate Negative Series 1>, silver & glass

(좌) [도판 7] <Nitrate Negative 2>, silver & glass

(우) [도판 8] <Nitrate Negative 3>, silver

현대금속공예가 알렉스 램지(Alex Ramsey, 1973- ,영국)는 자연에서

발견한 미세결정체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이중투각기물을 제작한다.

작가는 이중기의 내벽과 외벽에 해당하는 두 은판을 그릇의 형태로 성형

하고 투각한 뒤 은땜으로 접합하여 작품을 완성했다.

<Nitrate Negative>시리즈는 질산은(silver nitrate, AgNO₃)결정체의

형태를 투각한 금속기물과 동일한 형태의 유리기물을 한 쌍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서로 다른 물성을 지닌 기물을 나란히 배치하여 질감의 대비

를 주고, 마주한 두 기물의 경계면에서 반사 및 굴절되는 빛과 그림자가

서로 어우러지는 효과를 의도했다. [도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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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 Christensen

[도판 9] <Citrus Bowl>, sterling silver

[도판 10] <Shredded Bowl>, stainless steel

에이나 크리스텐센(Ane Christensen. 1972- ,덴마크)는 덴마크의 코펜

하겐에서 출생하여 현재는 영국 런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금속공예

가다. 에이나 크리스텐센의 은, 적동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금속기

물 시리즈는 금속판재 일부분이 여러 개의 가는 선재로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일 등의 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기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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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에 나타난 <Shredded bowl>(잘게 썰린 볼)은 금속판재를 가

로 방향으로 잘게 톱질한 후 그사이를 벌려 물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 작품이다. 판재 일부를 투각해 빈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평행한 직선을 톱질하여 엇갈리게 벌려놓은 것이지만 전체적인 모

습은 길고 가는 형태로 투각된 기물처럼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재료의

표면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판재를 여러 가닥의 선재로 분할시키는 것

만으로 투각기물과 유사해 보이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투각기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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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Malet

[도판 11] <Eroded Steel Bowl>

[도판 12] <Teasel Vessels>

영국의 금속공예가 클레어 말렛(Claire Malet, 1965- ,영국)은 귀금속

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철 캔(re-formed steel can)을 기물의 주재료로

사용한다. 클레어 말렛은 철 캔을 오려내고 접붙여 전체적인 기물의 형

태를 성형한 후, 내벽에 24캐럿의 금박을 붙여 값진 귀금속과 값지지 않

은 금속의 대비가 강조되는 작품을 제작한다. 기물의 표면에는 겨울바람,

얼음 결정, 흐르는 물결 등 자연물의 풍부한 질감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

을 반복적으로 오려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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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속판재를 오려내어 기물로 만든 대량생산품

[도판 13] <Stockholm Bowl>

금속판재를 화려한 형태로 오려내어 대량생산한 금속기물은 실생활에

서 흔히 발견된다. 많은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기업 이케아(IKEA)의 디자이너 모니카 멀더(Monika Mulder, 1972- , 네

덜란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나뭇잎과 꽃잎의 형상이 반복되는 패턴으

로 레이저 커팅한 과일 그릇을 디자인 하였다. [도판 14]

[도판 14] <Cactus Bowl>

뉴욕 MoMa 미술관의 디자인 스토어(MoMa design store)에서 판매되는

<Cactus Bowl>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에 수많은 다각형 구멍을 꿰

뚫고 이를 그릇의 형태로 입체성형하여 투각효과를 의도하였으며, 표면

을 붉은색 에폭시 레진으로 코팅하여 마감하였다.



- 12 -

대량생산되는 금속기물은 기벽의 형태가 복잡하고 화려한 데에 반해

기물 자체의 입체적인 윤곽은 지극히 단순하다. 이들의 형태가 과일을

담는 넓적한 그릇이나 사발의 모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금속기물의

공업적 생산방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프레스 금형으로 금속판재를 단조

하거나 드로잉(drawing)7)하는 방식으로 기물을 대량생산하기에는 판재가

기계의 압력에 의해 쉽게 파열하지 않도록 입구가 넓고 밑동이 둥근 사

발이나 냄비의 형상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도판 15]8)과 [도판 16]9)은 각

각 단조기와 유압식 프레스로 금속기물을 생산하는 기계공법의 사례이

다.

[도판 15], [도판 16] 기계를 사용한 기물 생산 사례

7) 판으로 이음매가 없는 용기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가공. 가공원리는 둘레 방향으로

압축하여 수축하면서 깊이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용기 모양이 되는 것이다.

김창호 외 3인, 『프레스 금형설계』, 북스힐, 2009, p.93.
8) “Alan Evans bowl forming press tools”,

Online video, Youtube, 2013. 3. 30.
9) “Hydraulic press doing fabrication for Stainless steel pot, sink forming process”,

Online video, Youtube,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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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재료 사례

2.1. 타 재료 투각기물

드물게 발견되는 전통적인 금속투각기물에 비해 다른 재료로 제작된

기물, 특히 도자기는 전통적으로 투각을 표면 장식기법으로 사용한 사례

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도자의 투각기법은 가마에 넣어 굽기 전에 적

절히 건조시킨 기물의 표면에 날카로운 조각도로 구멍을 뚫거나 파내어

문양을 새기는 장식기법10)으로, 먼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토기, 청

자, 백자 등에 투각이나 상감을 비롯한 다양한 표면장식기법으로 표면을

수놓았다.

(좌) [도판 17] <청자투각연화동자문주자>, 고려 청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 [도판 18] <청자국화문이중투각호>, 김세용 명장 작품

한국의 전통적인 도자투각기물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이

중 투각기물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중기의 외벽을 투각 기법으로 장식

하는 한편, 내부에는 빈틈이 없는 기물을 결합하여 담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려 시대에 이중 투각 기법으로 제작된 <청

자투각연화동자문주자>는 주전자의 외벽이 액체를 담는 내벽과 잘 결

10) 김병억,『도예장식기법』, 태학원, 200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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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있고 “외벽 표면에 꽃과 연잎, 연가지에 매달린 동자를 새기고

배경을 투각한 조각선이 섬세하되 소성 후에도 장식요소가 완전한 형태

를 유지하고 있어”11)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전통 도자투각기물 중 하나

로 평가받는다. [도판 17]

현대에 이르러 한국의 도자투각기물은 전통기법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

대인의 미감으로 바라봐도 고루하지 않은 섬세하고 우아한 공예작품으

로 변모했다. 도자 명장인 세창 김세용(1946-)의 청자이중투각호는 국

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2) [도판 18]

11) 최경란, 「투각기법을 이용한 도자장식 연구 : 신사임당 초충도(草蟲圖)를 중심으

로」, 계명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p.12.
12) 세창 김세용, 청자국화문이중투각호(2017), http://constancychan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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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McCurdy

한국 도자투각기물의 경우 오랜 시간 계승된 전통기법을 사용하여 반

복적이고 차분한 패턴으로 투각된 기물작품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권 외의 다른 국가의 도자투각기물은 비교적 불규칙하고 자유분

방한 형상을 투각하여 조형미를 강조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좌) [도판 19] <Gilded coral vase>

(우) [도판 20] <Flame vessel in two hands>

제니퍼 맥커디(Jennifer McCurdy, 1955-, 미국)는 도자투각기술에 집

중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미국의 도예가로, 물레성형한 도자기의 표면을

손으로 눌러 기물의 큰 흐름을 빚고, 그 흐름을 따라 나무줄기, 바람, 파

도 등에서 모티브를 얻은 유기적인 문양으로 투각한다. 작가의 작품은

기물에서 큰 형태를 가지고 왔으나 바닥면을 제외하고는 기벽의 대부분

이 깎여나가 기물의 입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특정 사물을 담는 기

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물보다는 장식의 기능에 초점을 둔 오

브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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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y Richardson

(좌) [도판 21] <Veer>

(우) [도판 22] <Romeo>

목재투각은 물기가 있거나 입자가 작은 음식물이나 물체를 담는 기물

보다는 가구와 소품의 장식에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목재도 도자기 흙

과 마찬가지로 금속에 비해 무른 물성을 지니고 있어 투각기물을 제작하

기에 적절한 재료이다. 목재는 실온에서 각종 염료로 색을 물들일 수 있

고 물감을 사용한 표면의 채색도 자유로우므로 기물의 표면에 투각기법

과 채색을 겸하기도 한다.

목공예가 조이 리처드슨(Joey Richardson, 1964-, 영국)은 주로 목재가

구의 무늬목으로 사용되는 단풍나무(sycamore)를 선반 가공하여 빛이

비칠 정도로 얇은 기벽을 가진 그릇의 형태로 깎아낸 후, 치과용 의료기

기와 같이 정밀하게 작동하는 세공용 핸드피스로 목재를 꿰뚫어 섬세한

투각문양을 조각한다. 조이 리처드슨은 [도판 21]과 같은 사발 형태의 기

물 외에도, 꽃과 나무, 나비 등 자연물에서 영향을 받은 섬세한 투각장식

을 새기고 표면에 아크릴 채색을 한 화려한 목공예 작품을 다수 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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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속투각기물, 혹은 투각효과를 의도한 금속기물과의 차이

금속투각기물, 혹은 오려낸 금속판재를 판금성형하여 투각효과를 나타

내는 기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도구와 성형방식은 금속 특유의 물성으

로 인해 타 재료 투각기물과 큰 차이가 있다.

금속은 타 재료에 비해 단단한 물성을 지녔기 때문에 금속기물의 벽면

에 투각기법을 적용할 때는 드릴 등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실톱으로

기벽을 오려내야 한다. 날카로운 회전날로 금속을 깎아내는 전동기계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기벽을 투각할 수 있지만, 톱날을 기물에 관통시켜

직접 기벽을 톱질할 경우, 기물의 형태에 따라 톱날이 들어가지 않아 투

각작업에 난항을 겪기가 쉽다.

이러한 점에서는 도자기 흙이 금속과 비교했을 때 투각기물작업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도자기 흙의 경우 가마에 넣어 소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 살짝 건조된 부드러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

각도와 같은 날붙이로 기물의 바깥에서 기물 표면의 흙을 파내는 것이

용이하다. 나무 역시 물성이 금속보다 상대적으로 무르기 때문에 투각

작업이 원활한 재료 중 하나다.

한편 금속은 열풀림(annealing)을 하면 내부 분자가 서로를 붙잡고 있

는 응력이 느슨해져 가공성이 좋아지는 성질13)로 인해, 미리 복잡한 형

태로 오려낸 판재를 기물의 형태로 판금성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소성 과정을 거쳐 단단해진 도자기와 목재로는 불가능한 입체성형방식이

다. 종이와 플라스틱 등의 가벼운 소재도 오려낸 후에 외부의 힘으로 쉽

게 휘고 접을 수 있지만, 금속이 지니는 강도(strength) 및 경도

(hardness)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서술되는 작품제작 시도가

가능한 것도 금속이 지닌 이러한 독특한 물성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13)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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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품연구

본격적으로 금속기물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기물의 모습으로 성형

될 금속판재의 형태연구가 이루어졌다. 형태연구는 종이나 얇은 금속 판

재를 이용해 다양한 입체 모델링 샘플을 만들어보는 것에서 출발했다.

[도판 23]은 가상의 기물이 가진 형태를 떠올리며 종이도안을 만들고 이

를 둥글게 말아 입체형상을 만든 첫 시도이다. [도판 23]의 실험 이후,

종이 위에 넓적한 붓으로 그려낸 붓터치로 즉흥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

얇은 적동판재로 본을 떠서 입체 샘플을 제작하였다.

[도판 24] ~ [도판 25]

[도판 23] 겹쳐진 호선으로 이루어진 도안을 오려내 말아 만든 종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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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자유로운 붓터치의 형태를 종이로 오려낸 모습

[도판 25] [도판 24]의 종이도안을 적동판재로 오려내 판금성형한 샘플

금속판재를 원형의 디스크(disc)가 아닌 자유로운 형태로 톱질하여 오

려낸 후 이를 망치질하는 기법연구의 어려웠던 점은 입체성형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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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되어있지 않아 계획 없이 막연하게 판금성형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작품이 완성되는 지점을 파악해야 작업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

는 것이 가능한데 작업단계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작업자에

게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샘플에 사용된 금속판재는 두께 0.8mm의 적동판재로, 작은 힘으

로 구부려서 입체 모델링을 만들기에는 용이했지만 안정적인 기벽을 지

닌 금속기물을 제작하기에는 다소 얇았다. 기존에 사용되는 원형 디스크

판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로 금속판재를 오려 입체를 성형하더라도 판

재의 형태와 두께 등에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다시 기초적인 판금성형기법에 주목했다. 일반적으

로 금속기물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레이징기법은 [도판 26]14)에서 나

타나듯이 금속으로 만든 원형판재를 모루에 대고 중심으로부터 바깥 방

향으로 동심원을 그려가며 망치로 쳐올리는 방식이다. 완성된 기물에서

원형판재의 중앙은 기물의 축이 되며,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는

망치성형에 의해 점차 오므라들어 기물의 입구가 된다.

[도판 26] 레이징기법

14) “Hammered Metal: How to Raise a Copper Bowl — The Art League 

School”, Online video, Youtube,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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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판재의 중심은 기물의 바닥이 되고, 중앙에서부터 끝부분에 이르

는 면적의 금속은 기벽이 되는 레이징기법의 성형방식은 나로 하여금 종

이 전개도가 점선을 따라 접히면서 입체를 이루는 기하학적인 변형과정

을 떠올리게 했다. 하단의 [도판 27]에 나타난 이미지는 이러한 아이디어

를 시각화한 것이다. 좌측의 육면체와 우측에 그려진 전개도를 살펴보면

전개도의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 형태의 면은 기물의 바닥이 되며, 사방

으로 펼쳐지는 4개 면의 모서리를 서로 맞대어 붙이면 기물의 벽을 형성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판 27] 윗면이 없는 정육면체 형태의 기물과 전개도

종이와 금속은 물질이 지니는 강도가 판이하며, 금속은 성형기법과 환

경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거듭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물성에 따른

작업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금속의 물

성을 충분히 인지한 채 작업에 임한다면, 기물의 전개도대로 금속판재를

오려서 입체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 독창적인 조형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

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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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 <Britannia Silver Pouring Vessels>

이와 비슷한 기하학적 입체성형방식을 작품에 적용한 현대금속공예작

가가 시드셀 도르프 옌센(Sidsel Dorph Jensen, 1973- ,덴마크)이다. [도

판 28]에 나타나는 은제 물병작품은 은판을 [도판 27]과 같이 윗면이 없

는 사각기둥의 전개도의 형태로 마름질하고 모서리를 은땜으로 접합해

사각기둥에 가까운 형상의 기물로 만든 후, 이를 판금성형하여 완만한

곡면을 지닌 물병으로 완성한 것이다. 판재의 모서리를 맞붙여 땜하면서

생긴 접합선은 물병을 만들 때 사용된 전개도의 흔적으로서 남아있으며,

완성된 기물의 기벽을 꾸미는 장식요소로 활용되었다.

시드셀 도르프 옌센의 물병작품 사례는 금속판재로 만든 전개도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나의 발상과 비슷했으나 망치성형에

집중하여 장식요소로 남아있는 접합선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레이징기

법으로 만든 결과물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방향이 달랐다. 나는 완성된

작품의 표면에 다양한 투각효과가 보이는 제작방식을 전제하고 나만의

전개도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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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방사형 전개도

선 요소가 원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레이징기법이 원형판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려가며 금속판

재를 고르게 망치질하는 과정이듯이, 작품연구에 사용될 도면 역시 입체

성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기벽을 이루게 될 가늘고 긴 패턴들이 방

사형(放射形)으로 뻗어나가도록 전개도를 고안하였다. 중앙의 원점을 비

롯한 둥근 면적은 기물의 바닥을 이루며, 사방으로 펼쳐지는 가지 형태

의 패턴은 그 끝부분이 모여 기물의 입구를 이룬다. 방사형으로 오려낸

금속판재는 망치성형을 통해 원하는 형태로 입체표현한 후, 그 끝을 땜

하거나 끼우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도판 30] 방사형 판재를 망치질하여 끝부분이 서로 끼워지는 방식으로 체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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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전개도의 형태 입체형태 형태 마감 방식

입체성형 후

도면의 끝 부분을

땜하여 체결.

도면에 판재끼리

끼울 수 있는

연결 형태를 넣고,

입체성형 후

그 부분을 끼워서 체결.

<도판 31> 다양한 형태의 방사형 전개도와 이를 입체성형한 모습을 정리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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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판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방사형 전개도를 입체로 성형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한 후, 방사형 전개도의 조형요소를 보다 세밀히 조

정하는 형태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선 패턴 10개를 중심에서

부터 엇비슷한 간격으로 배치해 방사형 전개도를 그렸던 이전의 방식을

변형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는 형태의 방사형 전개도면을 얻을 수 있었

다.

[도판 32]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선 패턴의 간격과 형태에 차이를 준 종이 도면

[도판 33] [도판 32]의 첫 번째 도면을 본 따서 제작한 입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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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의 선 패턴을 방사형으로 반복·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해 방사

형 전개도를 수작업으로 여러 차례 그려낸 다음, 3D모델링 프로그램을

작업에 활용하여 더욱 복잡한 형태의 도면을 제작하였다.

[도판 34] 3D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방사형 전개도와 선 패턴

전개도에 사용될 선 패턴에 점진적인 변화를 주면서 3D모델링 프로그

램의 ‘원형 배열, 회전 복사’(Array-Polar) 명령어를 입력해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촘촘히 배열하니 선 패턴끼리 겹쳐 작은 면적을 이루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금속판에 옮겨 오려내는 과정에서 작은 면

요소로서 남겨두어 방사형으로 오려낸 판재에 조형적인 풍부함을 주었

다.

[도판 35] 3D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방사형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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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 [도판 35]의 첫 번째 도면을 본 따서 제작한 입체 샘플

방사형 전개도와 이를 따라 오려낸 금속판재의 형태연구는 전체적인

연구과정 중 지속하여 변형 및 발전하면서 작품제작의 밑바탕으로 활용

되었다.

[도판 37] 동일한 형태의 방사형 전개도를 여러 개 포개어 배치한 종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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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형으로 오려낸 판재를 사용한 대칭형 기물

형태연구에서는 기물제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사형 전개도를 추출

할 수 있었는데, 작품연구는 그 중 하나의 도면에 집중하여 여러 개의

대칭형 기물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도면을 금속판재에 본 따 톱

질 및 줄질하여 준비한 다음 모루에 대고 망치로 두드려 성형하였다.

<작품연구 1>에 사용되는 방사형 도면은 형태연구 단계의 [도안 31]

에 나타난 3번째 전개도를 응용한 것이다. 해당 전개도는 원점을 관통하

는 축을 중심으로 기벽을 말아 올려 연결할 수 있도록, 방사상으로 퍼지

는 큰 가지들에 작은 연결 가지를 지그재그(zigzag) 형태로 엇갈리게 붙

여놓은 도면이다. 작품에 사용될 두께 2mm의 황동판재는 직접 톱질하거

나 레이저 커팅(laser cutting) 가공하여 오려냈다. 레이저 커팅 가공은

이후 작품연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재질의 금속판재를 동일한 형태로 여

러 차례 오려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재단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도판 38] [작품 1]의 입체성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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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Openwork vessel 1, 황동에 옻칠, 100 x 100 x 120 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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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Openwork vessel 2, 황동에 옻칠, 150 x 150 x 30 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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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Openwork vessel 3, 황동에 옻칠, 100 x 100 x 190 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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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판재로 판금성형한 금속기물의 외부에는 검은 옻칠을 하여 외부와

내부가 색채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후 첫 작품에 사용된 전개도를 응용하여 금속공예 기법에서 자주 사용

되는 여러 금속으로 입체작품을 제작하였다. 사용된 금속판재는 각각 적

동과 황동, 알루미늄이며, 레이저 커팅을 활용해 동일 형태로 재단하고

망치성형한 다음 기물의 벽면을 다양한 색의 옻칠로 마감하였다. 각 금

속기물은 전체적인 형태와 땜으로 체결되는 부분에 차이를 두어 완성되

었을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띠게 했다.

[도판 39] 좌측부터 적동, 알루미늄, 황동으로 판재를 오려,

입체형태로 말아 올리는 모습



[작품 4], [작품 5], [작품 6] Openwork vessel 4, 5, 6,

황동·알루미늄·적동에 옻칠, 75 x 75 x 110 mm, 85 x 85 x 115 mm, 110 x 110 x 100 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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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0] <작품 4를 제작하기 위해 레이저 커팅한

방사형 판재와 그 외부의 판재를 겹쳐놓은 모습

[작품 4]에 사용되는 방사형 도면을 레이저 커팅하고 남은 외곽 부분

을 작품 제작에 활용한 것이 [작품 7]이다. 이 작품은 평면상태일 때의

형태가 넓적한 접시를 떠올리게 하여 추가로 제작되었는데, 같은 두께의

황동재질로 그릇의 밑바닥을 판금성형하고, 판재의 중심에 모인 10개의

끝 모서리를 밑바닥에 땜하여 연결하였다. 해당 작품은 <작품연구 2>에

서 레이저 커팅된 경계를 따라 분할된 금속 판재의 안과 밖을 동시에 작

품제작에 사용한 응용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도판 41] 하나의 원형 판재에서 분할된 [작품 4]와 [작품 7]의 모습



[작품 7] Openwork vessel 4’, 황동에 옻칠, 300 x 300x 90 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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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 커팅으로 절단된 판재의 안과 밖을

사용한 기물

<작품연구 1>에서 방사형으로 금속판재를 오려낸 후 잘라내고 남은

외곽 부분을 또 다른 작품의 재료로서 활용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 나는

그 작업 방식에 집중하여 <작품연구 2>를 시작하였다.

앞선 작품연구에서 사용된 방사형의 전개도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동일한 패턴의 가는 판재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바깥 방향으로 퍼져나

가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물의 밀도와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패

턴의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기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방식은 오려낸 금속판재, 즉 방사형 도면의 내부에 해당하는 ‘양의 공

간(positive space)’에 집중할 뿐, 오려내고 빈 상태로 남아있는 ‘음의 공

간(negative space)’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찰도 하지 않는 단계였다.

레이저 커팅으로 금속판재를 양분하여 발생될 음과 양의 공간에 어떤

패턴을 사용할지 고려하던 중, 나는 네덜란드의 판화가 마우리츠 코르넬

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1898-1972)의 목판화 작품에서 아이

디어를 얻었다. M.C 에셔의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한 판화 작품은 흑과

백의 요소가 엇갈려 배치되거나, 단일 요소가 회전하면서 무한히 반복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판화작품에 사용한 패턴은 도형을 이용해

어떠한 틈이나 겹침이 없이 평면을 메꾸는 테셀레이션(tessellation), 또

는 쪽매맞춤에 바탕을 두고 있다.15)

15) 네이버 지식백과, “테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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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의 무한히 반복되는 패턴 사례

M.C. 에셔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듯, “무한히 반복하는 패턴을 고안

할 때 패턴의 형상이 가진 하나의 윤곽선은 윤곽선의 이편과 저편에서

동시에 구체화된다.”16) 나는 방사형 전개도의 절단선에 의해 분할되는

양과 음의 공간 또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 유사한 윤곽선을 형

성해야 서로 비슷한 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판 43] <Regular Division of the Plane I> (평면의 규칙적인 분할 Ⅰ)

16) M.C. Escher 외 지음, 김유경 옮김, 『M.C. 에셔, 무한의 공간』, 다빈치, 2004,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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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에셔의 판화 사례 중 [도판 43]에 나타난 <Regular Division of

the Plane I> (평면의 규칙적인 분할 Ⅰ)은 테셀레이션이 회화적인 요소

가 가미되어 패턴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12단계에 걸쳐 보여준다. 회색

평면은 서로 교차하는 두 방향의 직선들에 의해 동일한 형태의 평행사변

형들로 분할되었다가 색채의 대비를 이루며 엇갈린 형상을 띠는 기하학

적 패턴을 그려내고, 마침내 날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17)

나는 [도판 43]의 발전 단계 중,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발생하는 평면구

성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리고 해당 도판에서 흑백의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 평면공간이 채워지는 과정을 참고하였고, 그중 연구작품 제작에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패턴을 선정하여 방사형 전개도에 적용하였다.

[도판 44] 테셀레이션을 이용해 구상한 패턴 샘플

연구작품에 사용하는 방사형 전개도는 M.C. 에셔의 판화 도안처럼 평

행하는 직선이 아니라 바퀴살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방사상의 선의

17) M.C. Escher 외 지음, 김유경 옮김, 『M.C. 에셔, 무한의 공간』, 다빈치, 200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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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위에 패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개도의 외곽선에 의해 분할되는 내

부와 외부 공간의 면적에 큰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남아있

는 금속판재로 이루어진 양의 공간과 판재를 오려내고 비어있는 음의 공

간 모두에 동일한 윤곽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두 부분의 금속판재가 입

체로 변형되었을 때에도 본래 하나의 판재에서 나왔음을 표현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도판 45] 구상한 패턴을 방사형 전개도에 적용한 모습

[도판 46] [도판 44]의 안쪽 부분을 금속판재로 오려내 입체성형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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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적용할 패턴을 결정한 다음, 두께 0.8mm의 적동판재를 톱질로

오려내어 방사형 도면의 모델링 샘플을 제작하였다. [도판 46]을 보면 형

태가 고정된 금속판재에 비해 빈 공간의 패턴이 가로 방향으로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공간이 가진 윤곽선은 비교적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좌) [도판 47], (우) [도판 48]

<작품연구 2>를 위해 레이저 커팅 후

판금성형 중인 안과 밖 황동판재의 모습

고안한 패턴을 적용한 방사형 전개도를 미리 입체 모델링해보는 작업

후, 두께 1.5mm의 황동판재를 레이저 커팅하여 도면 내부의 판재[도판

47]와 외부의 판재[도판 48]를 분리하고, 두 금속판재를 동시에 판금성형

하였다. 도면 내부의 판재는 외부의 판재가 분리되며 생겨난 음의 공간

에 비해 금속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아, 기물보다는 뼈대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외부의 판재는 반대로 넓은 면 요소를 지니고 있

어 입체성형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양감을 얻게 되었다. 방사형 전개

도 내부의 판재는 기물의 입구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하고, 외부의 판

재는 윗부분이 볼록하게 성형하여 두 작품의 형태에 차이를 주었다.



- 41 -

[도판 49] [도판 45]에 사용된 패턴을 응용하여 추가 제작한 기물

레이저 커팅으로 분할된 안과 밖의 판재를 판금성형하는 과정에서, 두

기물의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기물을 추가하여 제작했다. 동일한 재질과

두께의 판재에 <작품연구 2>를 위해 고안된 패턴을 반복적으로 오려내

고, 이를 입체성형 하였다.

<작품연구 2>의 방식에 따라 제작된 입체작품은 각각의 형태를 고려

하여 기물의 굽과 전, 윗접시에 해당하는 추가요소를 접붙여 완성하였다.

전개도의 내부 판재[도판 47]로 만들어진 [작품 10-1]은 이후 오브제

이자 은제 차통(茶桶) 받침대라는 기능이 부여되었다. 별도로 제작한 차

통의 손잡이 부분은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위하여 오브제에 사용된 패턴

의 일부분을 본 따 제작하였다. 표면이 투각되지 않아 온전한 부피감을

지닌 은제 차통과 황화칼륨으로 어둡게 착색된 받침대를 결합하여, 색채

와 형태의 대비를 나타냈다. [작품 10-2]



[작품 8] Openwork vessel _ 안과 밖 1, 황동, 650 x 550 x 130 mm, 2016



[작품 9] Openwork vessel _ 안과 밖 2, 황동, 330 x 280 x 130 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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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1] Openwork vessel _ 안과 밖 3, 황동, 230 x 200 x 200 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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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2] Openwork vessel _ Tea case,

은·황동에 착색, 80 x 80 x 90 mm, 230 x 200 x 200 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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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판화 기법을 활용한 평면 기록물과 입체 오브제

작품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오려낸 금속판재로 작품을 제

작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 중 하나는 평면상태의 금속판재와 입체성

형된 완성품이 가진 느낌의 대비였다. 작업자로서 판금성형한 금속작품

을 살펴보면 금속이 평면상태일 때 가졌던 조형성이 입체상태에서 그대

로 드러나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한다. 한 작품이 가지는 두 상태의 대

비를 작가뿐 아니라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도 함께 느끼기 위해서는 평

면상태의 판재가 가지는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

다. 이에 선택하게 된 매체는 판화기법으로 금속판재를 찍어 종이에 현

상된 상태로 남겨놓는 음각판화방식(intaglio)이었다. 즉, 음각판화방식으

로 동판화 기법을 적용하면 평면상태의 금속판재 위에 판화 잉크를 올린

뒤 종이에 전사함으로써 원본의 형태를 담고 있지만 회화적인 성질을 가

지는 평면개체를 복제할 수 있다.

동판화 제작과정의 결과물인 판화 기록물(printed record)은 일종의 평

면 매체이자 입체작품이 과거 평면상태일 때의 흔적을 남겨놓는 기록으

로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다. 판화 기록물을 남긴 금속판재는 열풀림하여

가공성을 좋게 한 후, 망치성형기법과 접합기법 등 여러 가지 금속공예

기법을 적용하여 뒤틀리고 변형된 입체작품의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

<작품연구 3>의 초반에는 오려낸 금속판재의 표면에 볼록판화용 잉크

를 발라 그 위에 종이를 포개어 놓고 손으로 이를 눌러 판재의 실루엣

(silhouette)만을 찍어내는 기초적인 방식으로 판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음각판화방식을 적용하여 동판화의 에칭과 부식 기법으로 금속판

재의 표면에 무늬를 새긴 후 판화 기록물을 현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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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으로 오려낸 금속판재를 이용한 판화 기록물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판 50] 동판화 작업에 사용될 적동판재를 오려낸 모습

[도판 51] 재단이 완료된 동판 표면에 하드 그라운드를 바르고,

끝이 날카로운 에칭용 철침(etching needle)으로 부식될 부분을 벗겨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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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이 적은 순수한 동판을 톱질로 오려내 모서리를 완만하게 줄질

하고, 동판화용 부식 방지액인 그라운드를 표면에 바른다. 에칭 기법에

주로 사용되는 하드 그라운드(hard ground)를 금속 표면에 바른 상태로

건조시키면 점성을 가진 액체에서 바늘로 긁어낼 수 있을 정도의 경도를

지닌 암갈색 막으로 굳는데, 이때 에칭용 철침(etching needle)으로 표면

을 긁어 일부를 벗겨낸 뒤 부식액에 담가 긁어낸 부분만 부식이 되도록

한다.

판화 기록물을 찍어낼 동판화의 부식액으로는 염화제2철(FeCl3, Ferric

Chloride) 용액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에칭 판화에 사용되는 동판과

아연판을 부식하기 위해서는 주로 질산 용액과 염화제2철이 사용되며,

질산 용액의 경우 질산과 물의 혼합 비율은 제작 의도에 따라 1 : 1에서

1 : 10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18) 부식에 사용되는 질산 용액의 농도가

더 짙을수록 동판 깊숙이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만 화학 반응 중에 가스

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나는 매 작업마다 적절한 비율의 질산 용

액을 혼합하기보다는 실온에서 일정한 부식성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하는 염화제2철 용액을 작품연구에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동판화 제작 시에는 두께 1mm의 동판을 30분 정도 염화제2

철 용액에 담가두면 판화를 인쇄하기에 충분한 깊이로 부식된다. 그러나

<작품연구 3>에서는 판화 인쇄 후의 입체성형을 고려하여 두께 2mm의

동판을 동판화 제작에 사용하였고, 부식 반응이 금속판재 깊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부식액에 잠기게 하였다.

18) 주디 마틴, 『판화기법』, 신지식·최기득 역, 예경, 2000,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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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2] 방사형으로 오려낸 동판을 에칭 및 부식 작업한 모습

[도판 53] 동판화를 인쇄하는 데에 사용되는 판화용 프레스기와

판화 잉크를 바른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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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4] 동판화 기법으로 완성된 판화 기록물

에칭 및 부식 작업을 마친 동판은 동판화용 잉크를 올려 표면의 부식

된 홈에 잉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고무 헤라로 밀어 넣으며 바른다.

판화용 잉크를 올린 동판은 잉크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물에 적신 종이

를 위에 얹어 판화용 프레스기로 고르게 압력을 주어 찍어낸다.

일반적인 에디션 판화(edition prints)는 100차례 이상 찍어내어 작품의

하단에 작품의 번호를 표시하는데, 다량의 판화를 인쇄할 경우 금속판의

표면이 마모되기 쉽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량인 5장을 설정하여 인쇄하

고 판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판화를 찍어내는 작업이 완료된 금속판재

는 판금성형과 표면처리 과정을 통해 입체작품으로 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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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1] Openwork vessel _ piece 3,

적동에 녹청 착색, 310 x 230 x 140 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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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2] piece 3 _ 판화 기록물, 550 x 550 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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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1] Openwork vessel _ 가로지르다,

적동에 질산동 착색, 260 x 200 x 130 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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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2] 가로지르다 _ 판화 기록물, 400 x 400 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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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1] Openwork vessel _ 물결치다,

적동에 블랙C 착색, 250 x 190 x 150 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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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2] 물결치다 _ 판화 기록물, 300 x 400 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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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1] Openwork vessel _ 뿌리를 뻗다,

적동에 황화칼륨 착색, 160 x 140 x 130 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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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5] [작품 14-1]의 에칭기법으로 만들어진 표면 요철을 확대한 모습

[작품 14-1]은 판화 기록물인 [작품 14-2]에서 나타나는 질감의 표현

을 위해 에칭용 철침을 사용하여 짧은 선 요소를 반복하여 긁어낸 작품

이다. 판재에 부식을 적용한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염화제2철에 담가 동

판화를 부식하는 작업으로서는 다소 긴 시간이었다. 그 결과 장시간의

부식작용에 의해 금속판재 깊숙이 홈이 파이면서 표면 요철이 나타났고,

망치성형을 거친 후에도 완전히 눌려 사라지지 않고 동일한 질감으로 남

았다. [도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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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2] 뿌리를 뻗다 _ 판화 기록물, 450 x 550 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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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각판화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속판은 순도 높은 동판이나 아연판

으로, 이는 공예적인 판금성형 작업에도 적합한 재료이다. 또한 동판화의

금속부식기법은 금속공예 분야가 다루는 기술의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금속판재로 제작하는 기물의 표면 질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판화 제작 과정을 그대로 참고하여 부식 및 에칭기법을 적

용한 금속판재는 판금작업 도중 망치머리에 표면이 눌려 질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뭉그러지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동판화 작

업에 사용되는 부식액보다 더 강한 침식능력을 가진 부식액을 사용하거

나, 보다 장기간에 걸쳐 판재가 부식되어야 했다. 요철이 있는 망치로 표

면을 두드려 질감을 남기거나 롤프린팅(roll printing) 기법을 사용하는

등 부가적으로 질감을 표현하는 금속공예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금속판

재 표면의 질감에 풍부함을 주는 방안이 되었다.

방사형으로 오려낸 금속판재에 음각판화기법을 적용하면서, 나는 입체

작업에 치중했던 작품연구의 방향을 전환하여 평면작업의 영역을 회화

매체로도 확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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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형으로 오려낸 판재를 중첩·결합한

테이블 조명

<작품연구 4>는 방사형으로 오려낸 금속판재를 입체성형하되 테이블

장식 및 조명의 기능을 부여한 응용작품의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앞선 작품연구 과정에서는 투각효과를 보이는 기물이 가지는 ‘담는’ 기

능을 서서히 해체하고 장식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오브제 작품을 제작하

였다. <작품연구 4>에서는 빛을 발산하는 조명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부

여하였는데, 방사형으로 오려낸 금속판재로 제작한 입체작품이 특정 사

물을 담는 그릇의 기능보다는 향, 연기, 빛 등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기 중에서 퍼지는 성격을 가진 물질을 확산시키는 기능에 적합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명은 우리 생활의 특정 공간에서 사물의 존재와 시각의 범위를 확장

해주는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19) 작품에 사용되는 적동은 따뜻한 계열의 빛을 반사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작품은 조

명 중에서도 실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장식조명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19) 이혜선·박성현, 「조형적 형태언어를 통한 감성 조명연구」, 『디자인지식저널』 32,

2014,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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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6] <작품연구 4>에 사용된 방사형 전개도의 모습

조명의 갓에 해당하는 중심부에 사용된 금속판재의 도면은 방사형 전

개도의 형태연구 과정에서 고안된 도면[도판 32]을 변형한 응용형태이다.

방사형 전개도의 형태대로 오려낸 적동판재를 3장씩 중첩해 그 중심

([도판 46]에 나타난 도면 안쪽의 원 부분)을 맞붙여 땜하는 방식으로 결

합된다. 전개도의 중심에서 뻗어 나오는 너비가 좁고 긴 가지 형태의 패

턴은 망치성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부러지고 말려 올라가는 각도

와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입체형태 또한 각 적동판재마다 다른

형상을 띠도록 하였다. 같은 형태의 금속판재에서 나온 3가지의 서로 다

른 입체를 엇갈리게 포개어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방사형 패턴이 반복되

고 변화하는 모습과 판재가 겹치고 펼쳐지는 느낌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

성했다.



[작품 15] Openwork vessel _ Light 1, 황동·적동에 황화칼륨 착색, 350 x 300 x 250 mm, 2018



[작품 16] Openwork vessel _ Light 2, 황동·적동에 황화칼륨 착색, 420 x 420 x 190 mm, 2018



- 65 -

[도판 57] <작품연구 4>의 표면질감을 확대한 모습

작품의 중심부는 입체성형 이전에 <작품연구 3>과 동일한 음각판화방

식의 에칭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표면에 점 요소와 선 요소를 반복 묘

사해 질감을 남겼다. 부식 과정으로 생성된 표면 요철이 판금성형 중 마

모되지 않고 작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염화제

2철 용액에 3시간을 담가 부식하는 전처리 단계를 거쳤다.

작품의 하단에는 조명을 작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전기장치가 내장된

기능부를 두었다. 작품 표면에 사람의 신체가 닿으면 조명이 작동하도록

내부에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터치 조광기20)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동

합금이 은 다음으로 전기 전도율이 뛰어난 금속이라는 점을 활용한 것이

다.21) 이러한 부가적 장치는 작품의 형태가 식물의 꽃잎, 잎사귀, 넝쿨

등 자연물이 유동적으로 말려 올라가는 형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

한 것으로, 표면을 만지면 램프의 불빛이 들어오는 동화와 같은 감성표

현을 위한 것이다. 조명의 중앙에는 백열전구를 광원으로 두어, 여러 겹

의 적동판재 사이의 틈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지닌 전구색 빛이 금속판

재들 사이로 은은하게 비쳐 나오는 효과를 의도했다.

20) 조광기(dimmer): 램프나 기타 광원의 조도(照度)나 색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월간전자기술편집부, 『전자용어대사전』, 성안당, 1995, p.287.
21)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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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금속과 도자, 섬유를 비롯한 공예분야 전반에서 작품의 모재에 틈이나

구멍을 내어 외부가 내비치도록 하는 장식기법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

래전부터 다뤄졌다. 이는 현대에도 여전히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장식기

법이며 작품의 색채나 질감, 전체적인 형태 못지않게 직관적으로 다가오

는 시각적 표현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연구과정은 투각기법

이 가지는 효과를 금속공예작품에 적용하되 일반적인 작품의 제작과정

을 역행하여 새로운 기법으로 재구성하는 탐구의 여정이었다.

II장의 선행연구에서는 작품제작에 앞서 각종 투각기물 및 투각효과를

의도하여 제작된 기물의 사례를 제작공정과 사용된 재료별로 나누어 조

사하였고, 취합된 자료를 작품연구의 이론적인 기반으로 삼았다.

III장 작품연구는 투각기물의 효과를 보이는 금속기물 성형의 규칙으

로서 금속판재를 방사형으로 오려낸 전개도를 지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한 방사형 전개도에서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입체형태를 끌어내는

기법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작품연구과정은 판금성형의 주체인 작업자조차도 작품이 완성되기 직

전까지는 온전한 형상을 떠올리기 어려운, 형태의 ‘예측 가변성’으로 점

철되어 있었다. 입체형태를 제작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존

재한다는 점은 나 스스로에게 모험심과 탐구심을 발동시키는 기제가 되

었다.

보편적인 공예기법을 뒤틀어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제작을 시도하는 것

은 작업자 자신의 창의력과 끈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당한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작품연구단계에서 다양한 방향의 작품제작 시도가 이루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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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완성도와 표면의 디테일 측면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는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오려낸 금속판재의 옆면부 등 세밀한 부분

의 마감 상태가 작품 전체의 완성도에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했기 때문에

입체형태 뿐 아니라 작품의 전체적인 표면처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작업

해야만 했다.

한편 금속판재를 입체로 성형하는 도중에 판화의 방식을 사용해 평면

상태의 기록물을 현상하는 작품연구는 금속공예 분야를 동판화라는 회

화 분야의 기술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였다. 방사형으로

오려낸 판재에 동판화를 적용하는 작품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평면상태

의 금속판재가 입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작품이 평면이었을 때

와 입체일 때의 모습을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작품 속에 내재한 과거

와 현재를 동시에 나타내는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해당

과정에서 나타난 판화 기록물은 하나의 독자적인 작품으로 보기에는 그

숙련도가 떨어지는 초보적인 시도에 그쳤다. 추후 두 장르의 기술을 유

연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금속공예와 동판화라는 두 매체를

넘나드는 혼합매체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형으로 오려낸 금속판재를 성형하여 입체작품을 만드는 기법은 투

각기법과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는 축대칭의 기물 제작에서 시작하여 다

양한 조형성을 가진 오브제와 실용적인 기능을 품은 공예품, 나아가 회

화기법을 빌린 평면 매체 작업에도 접근할 수 있는 폭 넓은 잠재성을 가

지고 있다. 향후 연구는 이 기법을 보다 발전시켜 조형적인 표현 가능성

을 넓히고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연

구가 공예인이 참고할 만한 독창적인 공예 접근방식의 한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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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ammered works

made of Sheet metal cut in

Radial shape

Shim, Jee Eun

Major in Metal Crafts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technique of

cutting the desired shape from the sheet metal in planar state and

then completing the craft work into a three-dimensional form with

sheet metal hammering progress.

A common way to make a metal vessel with openwork design is

to drill and cut off the wall of a metal vessel formed with the

‘raising technique’, whereby a flat metal disc is transformed into a

hollow container by repetitive hammering process. If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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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of the metal vessel is formed first, the thickness of the substrate

is constant and stable. But in the case that craft tools hardly access

toward the inside structure of the container, physical difficulties may

arise during the drilling and sawing progress. Conversely, to avoid this,

cutting out the shape from the sheet metal before hammering can have

similar effects as metal vessels with openwork design, but depending

on the angle and intensity of hammering, the overall shape can be

easily distorted and difficult to finish the piece as the original work

plan.

Focusing on the unusual process of producing metal container that

deviates from the basic sheet metal forming technique, It was the

fascinating point that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xact shape of the

result until the artwork is completed. Consequently, the difficulties of

the newly invented technique was accepted through improving the

completeness sequentially.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main courses, First course is the

prior study, which collect examples of craft works that shows the

feature of openwork design, and the second course is the work study.

The section of prior study describes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examples of the craft works in metal and other material which were

produced by traditional techniques, modern craftsmen's techniques,

and mass production methods. Based on this research, the examples of

craft work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identify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echnique of making artwork from the sheet metal

cut in various shapes.

In the course of the work study, after completing the research of a

group of craft works, the improvement points and applicable points

were extracted from the results and conducted a series of deductive

attempts to plan the study of the next work. The studying progress

had been focused o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various sha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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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metal into metal vessel in the beginning. Since then, the shape of

sheet metal has been fixed to several types of radial shap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leteness and formality of finished works,

The working process extended the world of researcher’s art work

into four small themes : Symmetrical metal vessels made from sheet

metal cut in radial shape, Metal vessels made of inside and outside of

sheet metal separated by laser cutting method, Plane records and

decorative objects with intaglio printing technique, and Table lamp

works made with sheet metal cut in radial shape.

In conclusion, this study describes a technical development which

began with an individual's free idea of reversing a traditional

manufacturing technique, expanding into various areas such as metal

vessels, ornamental objects, lighting and flat media through repeated

explor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way of making metal works with

radial shaped metal plate would make steady progress, and hoped

that the technique would be suggested as a creative work reference

for many craftsmen who are planning new work experiments.

keywords : Openwork design, Radial shape, Laser Cutting, Sheet

metal forming, Printed Record

Student Number : 2015-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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