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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하나의 사물을 다각도로 활용하거나 감상하고자, 하나의

구조 안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변화하는 조형언어를 가진 공예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작품 제작에 앞서 조형작업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과

선행 연구를 살펴본 후, 연구자는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를

가진 형태에 주목하여 사물의 양면을 모두 정면으로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는 형태를 전환하여 기물의 바닥면이나

장신구의 뒷장식과 같이 사용되지 않는 면, 감상에 있어 배제되는

구성 요소들에 선택적으로 정면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형태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태 자체가 변하지

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시각에서 정면에 해당하는 면이 바뀌는 경우

도 포함된다.

연구 작업은 ‘담다’와 ‘착용하다’라는 공예품의 두 주요한 기능을 다

루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작품은 용기(container)와 장신구(jewelry)

로 나뉜다. [작품 1], [작품 2]는 담는 면과 받치는 면을 뒤집어 양면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시리즈이다. 기벽에 바닥면이 고정되는 위

치와 그 형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양면 용기의 기본형을 제안하였

다. [작품 3], [작품 4], [작품 5]는 가역 구조를 장신구에 적용한 경우

로, 구성 유닛의 앞뒤를 뒤집어 형태를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의복에

닿는 착용면과 정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유닛 연결시 경

첩, 띠 연결구조(Jacop’s ladder structure), 자석 등을 활용하여 장식

적 요소의 전체 혹은 부분을 회전시키거나, 착탈식 잠금장치를 사용

하여 양방향 변환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판

금, 각접기 등의 금속공예기법과 도금, 아크릴 염색, 전통 옻칠 등의

표면처리기법을 응용하여 형태 및 색채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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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연구자의 작업은 첫째, 완전히 연결된 하나의 구조 안에

서, 둘째,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 즉 양면 활용이 가능한

뒤집기(to make reversible form)라는 변화방법을 적용하여, 셋째,

가변적인 형태를 시도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제작한 양면 구조의 작업은 뒤집는 행위의 전후에 구성요소

의 재구성 및 기능이동이 일어나 사용자가 스스로 사물에 내재된

조형미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즉, 사용자는 자신의 미의식이 반영된

제2, 제3의 완성형을 만들고 사물을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경험

을 통해 사용에 있어서의 세계관을 넓힐 수 있다. 이 연구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금속공예분야가 보여주는 제작목적 및 방식의 다양화

현상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표현과 쓰임의 영역을 확

장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가역 구조, 리버서블, 양면 사용, 장신구, 기물

학번 : 2009-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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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 연구동기 및 목적

프랑스의 소설가 구스타프 플로베르(Gustave Flaubert)는 일물일어

(一物一語), 즉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데는 단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물이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변모하거나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사물에서 극도의 효용을 끌어내려는 경제적

관점의 산물이며,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대상을 대하는 창의적 자

세를 갖도록 자극한다.

다양성에 수반되는 또 다른 특징은 반(半)완성성과 능동성이다. 관

객의 무대참여를 유도하는 연극,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제공하여 손

님이 직접 조리하도록 하는 셀프바(self-bar) 형식의 음식점, 반(半)

제품으로 판매되어 사용자가 조립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DIY1) 형식

의 생활용품 등으로부터 제작자와 사용자의 협동을 통해 완성형을

만드는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위의 특징을 공예분야에 적용해보면, 인간 생활의 공간적, 시간적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공예의 형태, 기능, 가치는 변모해왔지

만 일반적인 공예품의 기능은 다분히 고정적이다. 용기는 윗면(top)/

아랫면(bottom) 또는 사용면/바닥면으로, 장신구는 앞면(front)/뒷면

(back) 또는 착용 시 정면/인체 및 의복에 닿는 면으로 구성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아랫면이나 뒷면은 기능상 필수요소이긴 하

1) 2차대전 이후 영국에서 어려워진 경제와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집과 가구를 직접

고친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네 스스로 직접 하라’는 뜻의 Do it yourself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이정인,「가변적 장신구 디자인 연구: 키네틱아트의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석사학위논문, 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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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윗면이나 앞면을 뒷받침하는 수단, 즉 서포터(supporter)로 기

능할 뿐 그 사물의 ‘사용(담거나 꾸미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공예품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고안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활용하거나 감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연구자는 공예분야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서, 가변성을 가져 다형으로 변화하는 작업에 주목하였다. 그 중에

서도 위에서 지적한 구조적 한계점을 극복하여 상하 혹은 앞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구조를 가진 조형언어를 제안하여, 사

용에 있어 다양성과 능동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기물의 바닥면이나

장신구의 뒷장식과 같이 공예품의 감상에서 배제되는 구성요소의

기능적, 조형적 가능성을 재고하고, 형태의 전환 혹은 반전을 통해

두 가지 이상으로 변화하는 조형언어를 제안하여, 결과적으로 하나

의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다각도로 활

용하거나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변성

을 가진 대상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사물의 조형미를 풍부하게

이끌어낸다.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직관적 도약의 첫 단계는 목적이

고정된 전용 도구의 주형을 깨면서 일어난다.”2)고 말한다. 이렇게

구성요소의 조합방식을 바꾸어 ‘틀 바꾸기(reformatting)’3)를 할 때

공예작업의 보편적인 형태 범주는 확장될 것이다. 이 연구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금속공예분야가 보여주는 제작목적 및 방식의 다양화

현상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2) 리처드 세넷, 『장인: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김홍식 역(21세기북스,

2010), p.338.

3) 위의 책, pp.33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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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작품 제작의 정형 기법(formal method, manual)은 올바른 제작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전형(stereotype)을 만드는 동기가 되며, 제작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 방식을 고착시키기도 한다. ‘앞’면과 ‘뒷’장식

으로 이루어지는 장신구, ‘바닥’면과 음식을 담는 면으로 이루어지는

식기를 떠올려보면,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말 자체가 그 기능이나

위치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기능적인 문제없이

사용방식을 바꾸어 형태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조형 방식에 주

목한다.

조형작업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연구자가

선택한 변형 방식은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의 적용, 즉 양

면 활용이 가능한 뒤집기(to make reversible form)이다. 여기에는

형태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태 자체가 변하지

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시각에서 정면에 해당하는 면이 바뀌는 경우

도 포함된다. 즉 사용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조형물

이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 구성요소의 양면은 서

로 등위의 시각성(표현성)을 가지면서도 다르게 보이도록 한다. 다

시 말해, 양면 모두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동시

에 양면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연구 작업은 기능상으로 크게 용기(container)와 장신구(jewelry)로

나뉜다. 이 두 분야는 공예작업에 있어 ‘담다’와 ‘착용하다’라는 두

주요한 기능을 다루는 장르이다. 먼저 용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구성

요소 중 바닥에 해당하는 면의 형태와 위치, 요소 간의 구조 관계

등에 주목한다. 용기의 상하를 반전시키면 사용면과 바닥면의 기능

및 위치의 교체가 일어나 양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정된 형태이더

라도 각 면에서 연출되는 공간의 형태와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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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사용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사용

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구조의 변화가 없으므로 쉽게 사용면을 전환

할 수 있다.

장신구의 경우, 기능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를 분리하여 보다 자유로

운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착용과 양방향 전환을 위

한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때 형태면에서

는 여러 각도에서 관찰이 가능한 3차원 입체형(three-dimensional f

orms)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다른 물리적인 조작 방법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형태를 조작할 때, 형태 전환 프로세스 자체에서도 촉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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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변성과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

1. 가변성을 통한 ‘사물의 능동적 사용’의 추구

1) 사물의 능동적 사용

일반적으로 사물은 고정된 하나의 기능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

의 사물에 관해 먼저 떠오르는 형태는 그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

조, 즉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형은 의도한 기능과 형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이며, 각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가 명

확하여 정면(top), 측면(side), 아랫면(bottom)으로 제시된다.

이와 달리, 두 가지 이상의 변형을 보여주는 사물은 변형을 위해 때

로는 요소 간의 분해와 재조립이 필요하기도 하고 구성 요소 간의

반전이나 기능 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가변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적인 조형물의 경우보다 사물을 복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사물을 조작하여

제2, 제3의 완성형을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은 발상으로 박은숙은 가

변형 시스템 주얼리를 제작하였으며, 그것을 “디자이너에 의해서 완

벽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미의식을 바탕으

로 한 조합과 움직임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로 완성”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4) 카롤라 토코스(Karola Torkos) 또한 자신의 가변장신구

(Variable/Changeable Jewelry) 작업에 대해 “장신구의 형태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착용자에게 마지막 디자인 프로세스를 맡기는

일(Giving the wearer the possibility to change the look of a jewell

ery piece is in some way handing over the last design process.)”5)

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완성형을 만드는 데 사용자의 기

4) 박은숙,「가변성을 전제로 한 시스템 주얼리 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보

석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159.

5) 김영경,「몸의 움직임으로 상호소통 하는 장신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석사학

위논문, 200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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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를 높이는 이러한 사용방식을 ‘능동적 사용’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2) 사물의 형태 변화 방법

사물이 가변성을 가지도록 하는, 즉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

로 하는 변형과정을 통해 하나의 기능 안에서 복수의 조형성을 발

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리 구조와 완결 구조 안

에서의 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

⑴ 분리 구조에서의 변화

a. 구성 요소의 추가 및 제거

구성 요소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형태가 바뀌는 경우

로, A+나 A-로의 변형이다. 홍수원은 다섯 개의 반지를 함께 또는

따로 착용할 때 형태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6) [도판 1]

[도판 1] 홍수원, <반지>

6) 홍수원, 『주얼리디자인스쿨』(디자인하우스, 2013),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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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성 요소의 분해 및 재조립

일련의 분해 및 재조립 과정을 거쳐 A개체가 B개체로 바뀌는 경우

다. 일본 캐릭터 기업 반다이(BANDAI) 사의 건담 시리즈가 그 좋

은 예로, 일명 모빌 슈트(mobile suit)라고 불리는 메카닉 소재의 본

체는 분해 및 재조립 과정을 통해 오토모빌(automobile)로 변신한다.

[도판 2]

[도판 2] 반다이 사, 제타 건담(Zeta Gundam)의

기본형-분해-재조립 후 변화형의 모습

c. 구성 요소의 교체

서로 다른 구성 요소 간의 조합을 통해 변화를 주는 경우로, A+B,

A+C와 같은 변화형을 보여준다. 기존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

소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성 요소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

는 뒤의 ⑵와 차이가 있다. [도판 3]은 조립식 블록완구인 레고(LEG

O)를 활용하여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반지 시리즈7)이다.

[도판 3] Edition Mathea, <LEGO Inspired Jewelry>

7) http://designermag.org/building-block-bling-lego-inspired-jewe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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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완결 구조에서의 변화

연결된 하나의 구조 안에서 부분 혹은 전체를 조작하여 두 가지 이

상의 형태나 그렇게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특히 b는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가변성에 해당한다.

a. 형태에 움직임이 포함된 경우

구성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가 특정 조건 아래 움직여서 형태의 변

화를 가져오게 되며, 3차원의 사물에 4차원의 시간성(운동, moveme

nt)을 도입한 것이다.8)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움직임과 공간 안에서

의 운동 자체에 감상의 초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정지와 움직임이

라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 미셸 베르거(Michael Berger)는 색

채나 형태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장신구의 조형요소에 포함시켰다.

[도판 4]

[도판 4] Michael Berger, <Kinetic Ring>,

스테인레스 스틸, 18K금

8) George Rickey, 『키네틱 아트』, 윤난지 역(열화당, 198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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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용자가 형태를 움직이는 경우

구조의 일부를 변화시킬 수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러

조형요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변화형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

는 경우로,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가변 구조의 전개방향에 해당한

다. 움직임 전후의 정지된 각각의 형태, 즉 움직임에 따른 결과에

감상의 초점이 맞춰진다.

[도판 5] Karola Torkos, <Variable Neckpiece>

연구자의 작업은 첫째, 완전히 연결된 하나의 구조 안에서, 둘째, 형

태적 가역성을 부여하여 ‘뒤집기’라는 변화방법을 적용했다는 점에

서 여타의 가변형 작업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앞뒤, 상하를 규정하

지 않고 사용자가 사물의 조형성을 다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을 연구함에 있어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를 적용해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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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

사사키 겡이치는 미적체험(aesthetic experience) 속에서 감상자는 대

상을 매개로 온갖 가능한 발견을 통해 체험 주체 자신의 성격, 감수

성, 사상 등의 자각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9) 일반적으로 감정

이나 의지가 행동에 우선한다고 생각되지만, 거꾸로 행동에 따라 감

정과 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의 ‘가역성의 법칙(Law of R

eversibility)’을 조형언어에 적용하면, 사물의 양면을 전복시켜 사용

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고 및 사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재설정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역성(Reversibility)

가역성(reversibility), 혹은 가역(reversible, 可逆)10)이라는 용어는 다

양한 분야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11) 시간적으로 진

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시간의 방향을 반전시킨 역과정이 순과정과

완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때12)를 나타나기도 하고, 형태적으로는 뒤

9) 佐々木 健一,『미학사전』, 민주식 역(동문선, 1995), p.318.

10) 1. (의류·직물 등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을 다 이용할 수 있는

2. (과정·행동·질병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네이버 사전, “reversible”

11) 역학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체의 운동이 변화했을 때 시간을 거꾸로 되돌

린다면 처음의 물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 때 외부나 자

신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시각 t에 A라는 상태에 있던 역

학계가 시각 t'에 B라는 상태로 이동했다고 하면, 시각 t에 B에서 각 입자의

속도를 역(逆)방향으로 한 상태 B'는 시각 t'에 A의 역방향의 상태로 이동한

다. 이것을 역학에서 가역성이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물체나 그 상대가

모양은 변하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역성(reversibility, 可逆性)”

교육학에서 피아제(J.Piaget)가 사용한 용어로서, 아동이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

갔을 때 발달하는 논리적 사고방법의 특징 중의 하나로 경험적이나 개념적인

의미에서 일단 일어난 행위를 거꾸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기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역적 사고”

12) 시간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시간의 방향을 반전한 역과정이 순과정과

완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때, 이 과정은 가역이라 한다.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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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거나 뒤집지 않은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태13)를 가리키

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 용어는 시간이든 형태든 ‘무엇인가의 형태

혹은 순서를 뒤집는다’라는 행위조건에 따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가’하는 결과에 주목한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든 가역은 두

가지 상태, 즉 원래의 상태와 역상태가 존재한다. 공예분야에서 사

물의 존재의의가 주로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연구에

서 가역성의 의의는 두 가지 상태로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용’의 가능성을 상정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과 변화 후에도 안정적인 적응성,

이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반환성이라는 세 가지 속성이 전제

되어야만 가역 구조의 사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섬유 분야를 예로 들어 가역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리버서블reve

rsible’또는 ‘리버시빌리티reversibility’14)라는 단어 자체가 안팎 양면

으로 착용할 수 있는 옷을 가리킬 정도로 가역 구조가 가장 일상적

이고 다채롭게 등장한다. 리버서블 의류는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양면 직물로 만들어지며, 디자인이나 재봉 과정에서 뒤집어 입어도

‘불편이 없도록’, 즉 양면 사용이 합당하도록 고안된다. 여기에서도

앞서 언급한 가역 구조를 만족시키는 세 가지 속성-가변성, 적응성,

반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판 6]은 같은 소재지만 양면에 색상

차이를 준 경우, 같은 색상에서 양면 소재에 차이를 준 경우, 같은

수 있는 질점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가역이지만, 마찰력 등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역이 아니다. 가역을 단순히 역행 가능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

하게 역행 가능한 과정이 전부 가역은 아니다. 네이버 화학용어사전, “reversible”

13) 안팎이 없게 짠 천.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게 짠 천, 또는 양면으로 입을 수 있

게 만든 옷을 일컫는다. 직물(織物)은 2중 페이스(face:面) ·투페이스라고도 하

며, 양면으로 착용하는 코트, 또는 천이 지닌 탄력성을 응용하여 실루엣이 필요

한 옷에 주로 사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reversible”

14) 안팎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뜻. 리버시블과 어빌리티란 말에서 이뤄지

는 신조어로 리버시블 인기와 함께 생겨났다. 특히 아우터 캐주얼 웨어 분야에

서는 이런 리버시블이 가능한 것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rever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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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서 색상 및 패턴 차이를 준 경우이다.

[도판 6] 리버서블 의류

(좌)유니클로 사, <리버서블 후리스>, <퍼리 리버서블 재킷>

(우)리버서블 코트

2)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를 표현한 작가

및 작품 연구

⑴ 단일 형태의 뒤집기

고정된 구조 안에서 가역성이란, 사용면을 선택함에 따라 시각적으

로 다름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면 중 A면을 사용면으로 선

택할 경우 B면은 바닥면이 되며, 이를 뒤집어 상하를 바꾸면 반대로

A면이 바닥면, B면이 사용면이 된다. 이 경우를 단일 형태에서의

뒤집기라고 한다.

브로치를 양면으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잠금장치의 위치

문제이다. 브로치는 한쪽 면이 의복에 부착됨으로써 착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장신구 중 가장 정면성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잠금장치는

뒷장식(pinback)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용어에서 이미 장신구의 주

기능을 담당하는 정면과 이를 의복 등에 고정시키는 부속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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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면 사용에 있어 구조

적 한계를 가진 브로치를 양면으로 사용 가능케 하기 위해 정세진

은 금속핀의 탄성과 두 개의 잠금쇠를 활용했다. [도판 7]은 같은 작

품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탄성이 있는 금속핀이 브로치 양쪽으

로 달려 있어서 기능과 더불어 장식적인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나의 브로치는 앞과 뒤가 구분되지 않는다. 앞이 뒤쪽을 향

할 수도 있고 뒤가 앞쪽을 향할 수도 있다. 양쪽 모두 기능적

이다. 서로 조금 다르게 보일 뿐이다.”15)

용기 디자인에서도 뒤집기를 통해 양면 사용이 가능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면과 뒷면이 바뀌는 장신구와 달리 용기나

가구는 상하의 반전을 통해 형태와 사용면이 바뀔 수 있다.

[도판 8]16)은 1920∼30년대 미국에서 식탁이나 사이드테이블을 장식

하는 용도로 유행한 센터피스로서, 이 때 받침 그릇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촛대나 화병, 꽃꽂이 침봉(flower frog)의 밑받침으로 쓰거

나, 반대쪽으로 뒤집어 과일 및 스낵류를 담아낼 수도 있다.17)

15) 신희경 정세진 2인전 <Invisible Form> 도록 중 발췌

16) http://www.etsy.com/au/listing/104378242/pink-depression-glass-reversible

-console

17)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retroartglass.com/store/image/39

2vd/View_All_Vintage_Glass_Pink_Depression_Glass_Console_Bowl_and_Candl

e_Holders.jpg&imgrefurl=http://retroartglass.com/store/item/392vd/View_All_Vi

ntage_Glass/Pink_Depression_Glass_Console_Bowl_and_Candle_Holders.html&h

=450&w=720&sz=220&tbnid=bTugTqy6eycb6M:&tbnh=90&tbnw=144&zoom=1&

usg=__gwmRDspcAAJhSUCx-ovo7NOXnH8=&docid=tFCIpeg7fjWr-M&hl=en&

sa=X&ei=ozdEUrCcJOX-iAf0uYDACg&ved=0CFMQ9QEw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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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정세진, <Nothing to Hide>,

18K금, 정은, 문스톤, 브로치, 2008

[도판 8] <Pink Depression Glass Console Bowl and

Candle Holders(Centerpiece)>, 유리, 1930～1950년경

[도판 9] Soo Kwon, <Plus Minus Tableware>, 2009  

[도판 8]처럼 [도판 9]의 용기들 역시 양쪽으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

다. 이 양면 식기 시리즈는 +가 새겨진 깊은 면에는 상대적으로 많

은 양을, -가 새겨진 얕은 면에는 적은 양의 음식을 담도록 고안되

어 식사량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사용자로 겨냥했다.18)



- 15 -

[도판 10]은 상하를 바꾸어 두 가지 굵기의 초를 꽂을 수 있도록 제

작되었으며, [도판 11]에서는 꽂는 초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 때 촛대

의 다리(지지하는 부분)과 초를 꽂는 부분의 기능이 교체됨을 알 수

있다.

[도판 10] <Brass Candle

holder Beehive>, 황동

 

[도판 12]는 상하를 뒤집었을 때 테이블 상판의 높이가 달라짐에 따

라(지면으로부터 73cm→35cm) 식탁 또는 다탁으로 용도를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다. 상판이 낮게 위치했을 때 높게 솟은

가구다리를 옷걸이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구성 요소의 기능이

확장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의 가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

법을 보여준다.19)

[도판 12] Kutarq Studio, <2 in 1 Reversible Table:

Dinning Table and Coffee Table>

18) http://joannapikeceramics.blogspot.kr/2013/01/plus-minus-tableware.html

19) http://www.homechunk.com/4508/2012/10/15/reversible-table-by-kutaq-studios

[도판 11] <Reversible Candle

stick Holder>,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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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유닛 구조의 뒤집기

유닛 구조의 뒤집기에서는 유닛 간 결속 방식이 형태 변화에 결정

적으로 작용한다. 착용자는 유닛의 부분 혹은 전체를 회전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하여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도판 13]

에서 각 유닛은 리베팅(riveting)20) 기법으로 연결되는데, 이를 통해

기하학적인 구성요소의 일부가 회전하거나 위치가 바뀌는 등의 움

직임에 따라 작품의 외형, 구조, 색감 등이 달라진다.21)

[도판 14]에서는 연결된 여러 개의 칼라 깃이, [도판 15]에서는 회전

축을 중심으로 면과 선으로 구성된 각 유닛이 서로 포개지고 펼쳐

짐에 따라 목걸이가 각각 다른 분위기로 연출된다.22)

20) 열을 가하지 않고 두 금속 형태를 접합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의 한 기법

으로, 두 금속판을 겹쳐서 뚫은 구멍에 대가리가 둥글고 두툼한 버섯 모양의

환봉을 꽂고 끝을 압착하여 체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rivet”

21) 이영임 개인전 <Structural Ornament> 도록 중 발췌

22) Marthe Le Van ed., 500 Necklaces(Lark Books, 2006),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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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이영임, <Bracelet>, 925은, 금부, 2010

[도판 14] Anika Smulovitz, <White Collar(9)>, 2004

[도판 15] Karola Torkos, <Variable Neck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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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품 연구

연구 작업은 ‘담다’와 ‘착용하다’라는 공예품의 두 주요한 기능을 다

루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은 용기(container)와 장신구(jewelry)로 나

뉜다. 용기는 상하를 뒤집어 담는 면과 받치는 면을 전환할 수 있도

록, 장신구는 구성 유닛의 앞뒤를 뒤집어 형태를 부분적으로 바꾸거

나, 의복에 닿는 착용면과 정면을 바꿀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사용

과정에서는 뒤집는 행위의 전후에 구성요소의 기능 이동 및 재구성

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1. 용기(Container)

원활한 사용을 위해 덮는 부분(뚜껑)이나 잡는 부분(손잡이) 등이

추가되기도23)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기의 구조는 담는 부분(top)

과 그것을 지지해주는 굽(bottom)으로 이루어진다.24) 이 두 기본요

소의 구성을 통합적, 분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용

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용기의 형태를 응용하여 재

조합하는 방식으로 양면용기의 조형적 가능성을 연구했다.

손영경은 독립적인 조형 요소로서의 굽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굽(혹은 굽이 독립된 형태인 대)을 확장시켜 담는 부분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판 16], [도판 17]은 굽에 이질적인 형

태와 질감을 부여함으로써 굽의 장식적 기여도 및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25)

23) 서승현,「기능적 구조 변형을 통한 器의 형태 연구: 器의 뚜껑, 손잡이, 굽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석사학위논문, 2003, p.6.

24) 손영경,「기(器)의 구조 활용을 통한 형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석사

학위논문, 2001, p.9.

25) 위의 글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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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판 16] Adrian Saxe,

<Untitled Motar Bowl with Stand>

(우)[도판 17] 손영경,

<작품 2>, 철, 흑연, 2001

양면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제작함에 있어 연구자가 고려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의 형태가 요철을 가지고 있어 양쪽 담는 공간에 상반된

느낌을 만들어준다.

• 전환 시 구성요소 간 역할 교체가 일어난다.

•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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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Reversible Container I

-각접기를 통한 면 구성

[작품 1]은 한 판을 다양한 각도로 접고 휘면서 생기는 볼륨을 음식

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양면의 접시 시리즈다.

일반적으로 각접기(scoring)는 금속판에 직선의 홈을 파내고 이곳을

일정한 각도로 접은 후 땜으로 메워 입체를 형성하는 기법26)을 가

리키지만, [작품 1]에서는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의 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2mm두께의 황동판을 비스듬하고 길게 재단한 후, 각

접기로 단차를 주어 접어 A면과 B면을 형성할 때, 단차는 곧 굽 역

할을 하게 된다. 판재는 두 번 이상의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선을

따라 접히며 복합적인 양감을 가진 입체를 형성하게 된다. 면이 접

히는 각도와 곡률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도

판 18] 판재를 원하는 곡률로 정확하게 꺾기 위해 각 곡률에 해당하

는 곡선자와 각접기 도구(scoring tool)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도

판 19], [도판 19-1]

양면 사이에 단차를 둠으로써 만들어지는 사이공간의 안쪽면은 포

슬린페인트 채색과 블랙C용액 착색으로 텍스처를 주어 마감하였다.

이로써 안쪽면과 바깥쪽면의 표면질감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사

용자는 안쪽면의 노출 정도와 담는 면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사용

면을 선택할 수 있다.

26) 전용일,『금속공예기법』(미술문화, 2005),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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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각접기에 따른 판 곡률 변화(모델링)

[도판 19] [작품 1] 제작에 사용된 각접기 도구와 곡선자

 

[도판 19-1] 각접기 도구(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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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Reversible Container I-1, I-2, I-3

황동, 포슬린페인트, 블랙C착색, (왼쪽부터)270x150x60, 260x110x60, 260x160x60m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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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Reversible Container II

-요철이 있는 바닥면을 가지는 양면 용기

[작품 2] 시리즈에서는 용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담는 부분과

굽의 관계를 기벽과 바닥면의 조합으로 치환하였다. 기벽과 바닥면

의 형태, 서로 고정되는 위치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과정에서 양면

사용의 조형성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 파이프 형태의 기벽 중간에

요철이 있는 바닥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양면 바닥의 상반되는 시

각적 효과를 꾀한 용기 시리즈이다.

형태 성형을 위해 망치질을 하여 부드러운 양감을 표현하였다. 볼록

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내리기(sinking)과 각도올리기(raising)를, 오

목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이중곡선축을 가지는 안티클라스틱(anticla

stic)27) 기법을 활용하였다. [도판 20] 이 성형 방식을 적극적으로

응용하면, 곡률의 중심이 항상 면의 한쪽에 있는 씬클라스틱(syncla

stic) 성형 방식보다 복합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도판 20] 안티클라스틱(anticlastic)(상)과

씬클라스틱(synclastic)(하) 성형 방식

27) http://www.michaelgood.com/anticlasti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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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Reversible Container II-1, II-2

오목한 파이프 형태의 기벽에 원뿔형의 바닥면을 중간에 끼우고 땜

질로 고정하면 [작품 2-1]처럼 양쪽으로 열린 구조가 만들어진다.

만약 바닥면이 파이프의 한쪽 끝에 치우쳐서 고정되었다면 일반적

인 높이의 굽을 가진 사발(bowl)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위치를 중간

에 가깝도록 바꾸면 양쪽 모두에 무엇인가 담기 적합한 공간이 확

보된다. 1.2mm 황동판을 망치성형하여 입체형태로 만들면, 적동소재

로 같은 형태를 제작하는 경우보다 땜질 후 열풀림이 되어도 견고

하여 형태가 안정적이다.

음식이 줄어드는 과정과 그 모습은 용기 바닥면 형태에 따라 다르

게 경험할 수 있다. 볼록한 부분을 윗면으로 사용할 때에는 담기는

대상이 그 가장자리로, 이를 뒤집어 오목한 부분을 윗면으로 하면

중앙으로 담기게 된다. 대상이 섭취 혹은 사용되어 줄어듦에 따라

드러나는 기물의 형태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다.

[도판 21] 다양한 바닥면 형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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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Reversible Container II-1, II-2

황동에 은도금, ∅130x90, ∅100x75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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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Reversible Container II-3

[작품 2-2]부터는 표면 마감에 부분적으로 전통옻칠기법을 활용하여

색상 변화를 주었다. 전통옻칠은 방수, 방열, 방충, 방부 기능뿐만 아

니라 섭취할 경우에도 인체에 무해하여 식기류의 표면 마감재로서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금속에 옻칠을 하려면 열처리가 필요하다. 칠이 된 금속기물을 130

도 이하의 가마에서 1～2시간 굽거나, 철망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직접 열을 가한 후 표면에서 연기가 나면서 생칠이 검은 갈색으로

변했을 때 이를 찬물에 급랭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가열경화시키

면, 늘어난 금속표면에 옻칠이 침투하면서 두 소재간의 접착력이 강

해져 이후 반복해서 칠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칠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금속소지(素地)의 칠기를 금태칠기라고 부른다.

[작품 2] 제작에 사용된 옻칠의 종류는 생칠28), 호칠29), 색칠30)이다.

특히 색칠은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서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판 22] <Anticlastic Plate>, 스테인레스 스틸선, 거즈, 옻칠, 2009

[작품 2-2]는 뚫린 사발 형태의 두 기물 사이에 끼워진 접시가 두

기물의 바닥면이 되도록 땜질하여 한 몸체로 제작하였다. 이 경우 양

면 모두 담는 부분이 두 군데 생기게 되어 칩 앤 딥 그릇(chip’n dip

28) 천연칠액을 여과하여 이물질만 제거한 상태. 손대현,『전통옻칠공예』(한국문화

재보호재단, 2006), p.15.

29) 풀과 생칠을 7:3 비율로 배합하여 접착제로서 사용한다. 위의 책, p.40.

30) 옻칠에 무기안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칠. 위의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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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표면은 부분적으로 옻칠하여 금속표

면과의 대비 효과를 주고, 식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특

히 숯가루, 풀, 생칠을 배합하여(일반적인 배합비율은 풀+숯가루 10:

생칠 8～9)31) 칠할 경우 황토와 생칠을 섞어 만드는 토회칠보다 결

과물이 가볍게 된다는 이점을 활용해 두터운 질감표현을 하는 데 응

용하고 색칠로 마무리하였다.

31) 위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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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Reversible Container II-3

황동, 옻칠, 200x160x75m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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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Reversible Container II-4, II-5

[작품 2-2]와 마찬가지로, 오목한 형태의 기벽 A와 볼록한 형태의

기벽 B를 바닥면을 사이에 두고 땜질하여 제작한 양면기 세트이다.

황동판을 망치성형하여 만든 형태를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그 자리

에 딱 들어맞도록 갈아낸 후 다른 구성 요소를 맞추어 하나의 몸체

가 되도록 땜질하였다. 완성된 형태에 부분적으로 옻칠 후 은도금하

여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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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Reversible Container II-4, II-5

황동에 은도금, 옻칠, ∅100x160, ∅80x140m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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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Reversible Container II-6

황동판을 망치성형하여 만든 둥근 사발 형태 A의 바닥 부분을 비대

칭적으로 잘라낸 후, 그 자리에 얕은 접시 형태인 B면을 땜질하여

제작하였다. 깃처럼 약간 튀어나오게 붙은 부분은 접시의 전 역할을

하여 용기를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을 때 유용하도록 하였다. 한쪽 면

만 색칠로 마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은도금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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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Reversible Container II-6

황동에 은도금, 옻칠, 140x125x65m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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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Reversible Container II-7

바닥면의 형태에 따라서도 담는 면이 복수로 나타날 수 있다. [작품

2-5]는 각접기를 하여 꺾은 형태의 바닥면을 가지는 대접으로, 옻칠

된 면을 윗면으로 두었을 때, 바닥면의 꺾인 부분이 파티션 역할을

하며 두 가지 대상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작품 2-2]처럼 칩 앤 딥

그릇(chip’n dip server)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쪽은 옻칠된 면만

보이게, 반대쪽은 담는 부분에 바탕 금속이 드러나게 하여 칠이 된

면과 금속면이 함께 보이도록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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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Reversible Container II-7

황동, 옻칠, 245x210x100m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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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신구

-회전 관절(pivot joint)에 의한 단위 구조(unit structure) 연결

담는 대상이라는 외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용기에 비해 장신구는

보다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지만, 기능상 신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는 제약을 가진다. 또한 착용을 위해 잠금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금 장치를 양면 모두에 적용할 수 있게 제작하거나 다른 착용 방

법을 고안해야 한다.

연구자의 장신구 작업은 잠금장치와 장식적 요소가 분리되는 양면

구조로 만들어져 다각도 감상과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 유닛들이

이루는 형태(form), 색채(color), 문양(pattern), 질감(texture)을 변수

로 하였다. 양면 유닛들이 다른 순서와 방향으로 포개지고 펼쳐짐에

따라 장신구의 부피와 밀도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양면 사용이 가능한 장신구를 제작함에 있어 연구자가 고려한 조건

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체계(unit system)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태 구축 과정

자체가 그 형태의 구조 형성원리를 나타내도록 한다.32)

• 각 유닛을 결속하는 관절 부분은 소재가 유연하거나 반복 접힘

에 견딜만한 강도를 가진다.

• 핀백(pinback) 등 잠금장치가 있는 장신구의 경우, 핀이 결속되

는 위치가 유동적이다.

32) 손영경, 앞의 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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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Hinged Reversible Brooch Series

-경첩으로 연결된 양방향 유닛 장신구

경첩은 물체의 두 부분을 서로 이어, 이들이 연결된 채 일정한 방향

과 각도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접속장치로서, 금속 기물의 몸체와 뚜

껑 사이·팔찌·목걸이 등 장신구의 이음새에 많이 쓰인다.33) 경첩파

이프가 유닛 몸체에 달리는 위치와 몸체 모서리의 각도에 따라 경

첩이 벌어지는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도판 23]34)하여 [작

품 3]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도판 23] 파이프의 위치에 따른 경첩 각도의 변화

1. 360° 2. 180° 3. 360° 4. 180° 5. 90° 6. 135°

볼록한 타원형의 유닛의 한쪽 면은 부식 처리하여 음각의 패턴을

적용하고, 반대쪽 면은 채색하여 양면의 표면느낌이 대비되도록 마

감하였다.

33) 전용일, 앞의 책, p.245.

34) 김경아, 이정임, 『공예가를 위한 귀금속공예기법』, 주얼리우먼, 1999,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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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Hinged Reversible Brooch Ⅰ

볼록한 타원형 유닛 9개로 구성된 양면의 브로치로, 크기가 서로 다

른 유닛의 양 끝을 파이프 경첩으로 연결하였다. 경첩은 최대 300°

가량 회전할 수 있으며 이웃한 유닛끼리 겹쳐짐에 따라 서로의 상

을 왜곡되게 비추어 더욱 입체적이고 복잡한 변형 형태를 만들어낸

다. 경첩의 각도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만큼 고정되기 때문에, 비교

적 평면적으로 포개어진 상태부터 완전히 겹쳐지지 않아 보다 부피

가 큰 열린 구조까지 변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브로치에 비해 형태

가 길어 두 개의 배지핀(badge pin)이 구조의 양 끝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변형시킨 형태는 최종적으로 양 끝의 핀장식이 의복에 부착

되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고정된다. 변형 방식에 따라 볼록한 면과

오목한 면이 교차하여 나타나 입체적인 형태 변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전히 전개하였을 때에는 선적인 요소가 강하므로 네크라인

을 따라 착용하여 의복의 칼라(collar) 장식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A면은 금속 표면에 아크릴 페인팅으로 붓터치를 주고 바니시로 코

팅하였고, B면은 추상적인 패턴을 부식한 후 은도금처리하여 A면과

색상 및 패턴이 대비되도록 하였다.

[작품 3-1]의 변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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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Hinged Reversible Brooch I

황동에 은도금, 아크릴 페인팅, 바니시, 260x90x20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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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Hinged Reversible Brooch Ⅱ

타원형과 고리형의 유닛 5개를 파이프 경첩으로 연결하여 양방향으

로 젖혀지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3-1]과 달리 고리형의 유닛을 부

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작품을 많이 전개할수록 착용면의 직물(의

류)이 작품 사이로 드러나게 된다. A면은 금속 표면에 추상적인 패

턴을 부식하였으며, B면은 스프레이 도장하여 각 면의 표면 질감과

색의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유닛의 모서리가 아닌 볼록한 면 위에 경첩을 부착하여 유닛끼리

연결함으로써 각 유닛이 [작품 3-1]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구조상 경첩이 열리는 방향과 수직을 이루도록 착용해야 보다 안정

적이다. 변형 방식에 따라 볼록한 면과 오목한 면이 교차하여 나타

나 입체적인 형태 변화를 연출할 수 있다.

[작품 3-2]의 변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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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Hinged Reversible Brooch Ⅱ

황동에 흑진주도금, 스프레이 도장, 130x60x20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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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Hinged Reversible Brooch Ⅲ

[작품 3-2]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되, 경첩의 위치와 표면 색상에

차이를 주었다. 유닛의 곡면 위에 경첩을 고정하여, 양쪽으로 젖혀

질 때 전체 형태에 안정적으로 방향성이 생겨 일체된 양감을 형성

하도록 하였다. [작품 3-2]처럼 변형 방식에 따라 볼록한 면과 오목

한 면이 교차하므로 입체적인 형태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작품 3-3]의 변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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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Hinged Reversible Brooch Ⅲ

황동에 은도금, 스프레이 도장, 105x55x15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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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Reversible Jewelry Series

-‘야곱의 사다리 구조(Jacob’s ladder structure)’를 적용한 양방

향 유닛 장신구

가역 개념을 장신구의 영역에 적용하여 양방향 유닛 장신구를 제작

하였다. [작품 4] 시리즈에서는 360° 경첩 대신 ‘야곱의 사다리 구조’

를 유닛 연결 방식이자 조형 요소로 활용하여 양면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게 제작하였다. 구조가 능동적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

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야곱의 사다리 구조’35)란 같은 이름의 전통 장난감에서 사용되는

띠형(strap) 유닛결속방식이다. [도판 24] 땜질이 가능한 금속제 유

닛과 달리 연결방법이 제한적인 비금속제 유닛을 연결하기에 적합

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장신구에 응용하게 되었다. [작품 4] 시리즈

는 모두 이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띠의 폭, 색상 등에 변화를 주어

유닛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도판 26]은 이 구조를 응용한 안

경집과 그 변형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회전관절을 축으로 유닛들을 서로 양방향으로 접는 행위를 통

해 형태 변형과 동시에 중첩 효과를 보여주어 하나의 장신구로 최

소 3가지 이상의 변형이 가능하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

m)은 이러한 중첩의 개념에 대해 “계속적인 시각개념으로부터 벗어

나 변화를 창출해 내는 방법 중 하나이며,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

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리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한 대상이

나 여러 대상의 배치에서 생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36)

35) 여러 개의 나무 조각들을 끈으로 엮어 한 조각을 들어올리면 나머지 조각들이

차례대로 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집히는 장난감인 ‘야곱의 사다리’는 팽이와

함께 가장 오래된 장난감 중 하나로 Tumbling Blocks, Magic Tablets, Chinese

Blocks, Klick-Klack, ぱたぱた 등으로도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전통 장난감으

로 제작되어 왔다.

36)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미진사, 2003),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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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일본 전통 장난감

<파타파타(ぱたぱた)>

[도판 25] 야곱의 사다리(Jacob’s Ladder) 기본 구조

[도판 26] <Mind Boggling Reversible Glass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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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면소재를 접음으로써 입체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형태가 가

지는 양면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로 양면색종이 접기를

들 수 있다. 양면색종이 접기의 경우 일련의 접는 과정을 통해 결과

물에서 종이의 양면 색상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 양면이 상이한

평면 소재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체화한 장신구 작업의 예

로는 [도판 28], [도판 29] 등이 있다. 이들 작업은 대부분 종이와 유

사한 섬유소재를 사용했다.

(좌)[도판 27] 양면색종이 접기

(중)[도판 28] Yu-Ping Lin, <雨曦織品珠寶>,

브로치, 펠트, 폴리에스테르, 2012

(우)[도판 29] Luis Acosta, 브로치,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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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Reversible Necklace I

다른 5～9개의 유닛이 한 세트가 되어 네 개의 선형 구조를 구성하

고, 각각의 선 구조는 서로 이웃한 선에 포개어져 움직이는 리벳(m

oving rivet)으로 연결되어 [도판 31] 닫힌 구조의 목걸이를 형성한

다. 유닛은 코르크와 아크릴 판재, 925은판을 주재료로 제작하였다.

금속유닛의 경우 ㄷ자 형태로 각접기한 후 레이저 용접하여 코르크

와 아크릴 판재로 만들어진 유닛 위에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이 때 각 유닛의 연결에 사용된 다양한 길이의 펠트 띠는 360°경첩

을 대체하는 구조 결속요소인 동시에, 띠의 길이 및 폭에 따라 장신

구의 장식성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형태 변환 시 변화된 형태의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 유닛 내부

에 자석을 부착하였다. 크기에 비해 강한 자성을 띠므로 장신구의

메카니즘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네오디뮴 자석(NIB 자석)을 사용하

였다. 열을 주면 자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자석의 크기에 딱 맞는 공간을 만들어 꽉 끼워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도판 30] [작품 4] 시리즈의 유닛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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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 띠구조 샘플 제작

[도판 32] 움직이는 리벳(moving rivet)의 제작

step 1. 리벳할 두 면 사이에 마분지 등을 끼워 리벳 후에 두 면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step 2. 리벳머리를 때려 두 면을 고정한 후 종이를 제거한다.

[작품 4-1]의 다양한 착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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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Reversible Necklace I

펠트, 코르크, 아크릴, 925은, 자석, 430x330x6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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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Reversible Brooch I

[작품 4-2]부터는 양방향 장신구의 잠금장치를 고려하여 작업을 진

행하였다. 브로치는 의복에 부착하는 방식의 장신구 특성상 핀백(pi

nback) 등의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이 시리즈에서는 의복 고정과 양

면변환의 자율성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클립형 착탈식 핀을 사용

하였다. 이는 잠금장치를 장식요소로부터 분리하는 접근방식으로,

착탈식 핀 부속에서 핀이 달린 면을 어느 면 쪽으로 끼우느냐에 따

라 정면이 바뀐다.

[작품 4-1]에서와 같이 유닛은 코르크와 아크릴 판재를 주재료로 제

작하였으며, 이를 펠트 띠구조로 연결하였다. 황동으로 제작된 착탈

식 핀을 백금 도금하여 전체를 모노톤으로 통일하였다. 서로 수직,

수평을 이루도록 연결된 유닛을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 형태는 기하

학적으로 변화된다.

[작품 4-2]의 변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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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Reversible Brooch I

펠트, 코르크, 아크릴, 황동에 백금 도금, 자석, 100x85x5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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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 Reversible Brooch Ⅱ

아크릴 판재를 상아색과 짙은 남색으로, PVC는 겨자색으로 염색하

여 4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ㄴ자 형태의 양방향 브로치를 제작하

였다. 유닛은 절단면 형태와 연결 각도에 따라 접혀 ㅁ자 형태나 ㅡ

자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는 착탈식 핀을 뒤집어 끼

워 간단히 정면과 착용면을 바꿀 수 있다.

[작품 4-3]부터는 띠구조에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소재를 사용하였다. PVC는 본래 단단한 성질을 띠지만 가소제, 열

안정제 등을 첨가해 최종적으로는 유연한 성질을 가진다. 예리하게

접히지는 않으나 부드럽고 질기며 반복하여 접을 경우에도 변형 및

파손 없이 견딘다는 점에서 연결용 소재로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P

VC는 아크릴용 염료로 염색이 가능하여 아크릴 유닛의 색상과 조

화를 이루도록 가공할 수 있다.

[작품 4-3]의 다양한 착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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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 Reversible Brooch Ⅱ

아크릴, PVC, 황동에 금도금, 자석, 95x75x5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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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4] Reversible Brooch Ⅲ

아크릴 판재를 상아색과 적색으로 염색한 후, 적색 면은 테이핑 후

선 패턴을 반복 염색하여 양면의 대비가 두드러지도록 하였다. 7개

의 유닛은 완전히 전개되었을 때 직선이 되도록 연결되었으며, 이를

소용돌이모양으로 접는 과정에서 기하학적 형태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착탈식 핀을 구조의 양 끝에 끼우도록 제작하며, 형태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같은 모양에 핀이 달린 방향만 반대인 것을 여분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4-4]의 다양한 착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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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4] Reversible Brooch Ⅲ

아크릴, PVC, 황동에 금도금, 자석, 305x15x5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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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5] Reversible Brooch Ⅳ

잠금장치가 부분적으로 정면에 드러나 장식 요소의 일부로 활용된

[작품 4-2], [작품 4-3], [작품 4-4]와 달리, [작품 4-5]는 핀구조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제작하여 아크릴 유닛의 패턴 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사다리꼴 또는 평행사변형 형태의 유닛 7개로 이루어진 이 작업은

한쪽 면에 아크릴용 염료로 줄무늬 패턴을 염색한 유닛을 사용하여

양면의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작품 4-5]의 다양한 착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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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5] Reversible Brooch IV

아크릴, PVC, 황동에 금도금, 자석, 200x140x5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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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6] Reversible Brooch V

9개의 육각형 평면 유닛으로 이루어진 브로치이다. 은의 백색과 광

택, 질감은 반대편의 반무광 아크릴 소재의 진녹색과 대비를 이루며

다양한 형태와 색, 질감의 변주를 보여준다. 앞의 작업들과 달리 금

속면에서는 띠구조를 최대한 숨기고 아크릴면에서는 최대한 노출시

켜 장식요소로 활용하는 등 노출 정도에도 차이를 주었다. [작품 4-

4]에서는 아크릴판에 선 패턴을 염색하였지만, [작품 4-6]에서는 띠

구조를 유닛 연결 방향에 따라 사선으로 교차시키며 보다 입체적인

패턴을 표현할 수 있었다.

[작품 4-6]의 변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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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6] Reversible Brooch V

925은, 아크릴, PVC, 자석, 110x80x5mm(가변적 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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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Reversible Necklace Ⅱ

-양방향 입체 유닛 장신구

[작품 3]과 [작품 4]에서 평면 유닛이 포개어지고 펼쳐지는 변화형을

만들어냈다면, [작품 5]에서는 입체 유닛이 이루는 변화형을 시도했

다. [작품 5]는 [도판 33]처럼 결속 부속이 작업의 여러 부분에 세팅

되어 각기 다른 위치의 결속 부속끼리 연결할 경우 각기 다른 형태

로 변형시켜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다.

[도판 33] Ulrike Poelk, <Chainge>,

담수진주혹은대나무산호, 스테인리스스틸

속이 빈 삼각뿔 형태의 입체 유닛 44개가 PVC 시트로 연결된 이

목걸이는 네 가지 색의 아크릴 판재로 제작되었다. 길이가 길어 별

도의 잠금장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유닛 내부의 네 모서리에 구형(b

all type) 네오디뮴 자석(NIB 자석)을 세팅해 구조 변형시 유닛 간

의 고정 상태를 견고하게 했다. 모서리의 자석이 회전할 수 있는 공

간 외에는 스컬피(Sculpey)37)로 채워 유닛 내부의 자석끼리 붙지 않

37) 점토성 재료. 오븐에 굽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나 그렇지 않을 경

우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6mm정도의 두께의 경우 130도에

서 15분 정도 구워서 경화시킨다. 초경량 스컬피는 일반 스컬피보다 무게가 가

볍고, 경화시킨 후 약간의 탄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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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목걸이의 전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초

경량 스컬피(ultra light sculpey)를 사용하였음에도 변형 시 하중을

견디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미결점으로 남았다. 연결 구조가

표면에 드러나 장식요소로 활용된 [작품 4]와 달리, [작품 5]에서는

연결 구조인 투명 PVC 시트가 최소한으로 노출되어 구조보다는 유

닛들이 만들어내는 형태 자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도판 34] [작품5] 유닛의 내부 구조

[작품 5]의 다양한 착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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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Reversible Necklace Ⅱ

아크릴, PVC, 자석, 스컬피, ∅360mm, unit:35x35x30mm(가변적 크

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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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사용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사물을 다각도로 활용

하거나 감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양면 사용이 가능한 공예작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물의 바닥면이나 장신구의 뒷장식

과 같이 감상에서 배제되는 구성요소의 기능적, 조형적 가능성을 재

고해본 결과, 이들 요소의 재배치 또는 구조 전환을 통해 한 형태

안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변화하는 조형언어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리하면, 연구자의 작업은 첫째, 완전히 연결된 하나의 구조 안에

서, 둘째, 가역 구조(reversible structure), 즉 양면 활용이 가능하도

록 뒤집기(to make reversible form)라는 변화방법을 적용하여, 셋

째, 가변적인 형태를 시도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양면 구조(reversible structure)의 작업은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선

택적으로 정면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면을 모두 정면으로써 감

상할 수 있다. 연구 작업은 기능상 공예작업에 있어 ‘담다’와 ‘착용하

다’라는 공예품의 두 주요한 기능을 다루는 두 분야인 용기(containe

r)와 장신구(jewelry)로 나뉜다. 용기는 상하를 뒤집어 담는 면과 받

치는 면을 전환할 수 있게, 장신구는 구성 유닛의 앞뒤를 뒤집어 형

태를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착용면과 정면을 바꿀 수 있게 제작하였

다. 특히 장식적 요소의 전체 혹은 부분을 분리 및 회전시키거나 기

능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체형으로 만들어 양방향 변환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결과 연구작들은 구성요

소의 기능 이동 및 재구성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제작과정에서는 판금, 각접기 등의 공예기법과 염색,

옻칠 등의 표면처리기법을 적용하여 형태 및 색채에 대한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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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도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대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고, 달라진 형태를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상의 보편적인 사용방식을 돌이켜보고 나아가 사용에

있어서의 세계관을 넓히도록 유도한다. 이 연구가 현대 산업사회에

서 금속공예분야가 보여주는 제작목적 및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

현상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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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tal Objects and

Body Ornaments

with Reversible Structures

Chae, S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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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 Paik, Kyung Chan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one object having multiple

perspectives, and one single structure withholding two or more

forms, suggesting diversity in a craftwork.

By focusing on reversible structures, this researcher studied

ways to transit three-dimensional works into multiple forms. She

aimed to do so by making sure all sides of the works - the

bottom of an object, the back part of a jewelry - that don’t

usually serve as the main parts of the display to have an

importance by shifting its forms and shapes. This happen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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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by physically altering the formation of a work, but also by

the front side changing its perspective due to the wearer’s point

of view on the piece.

The study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serving’ and ‘wearing’ in

relation to craft, and explains this in two parts - container and

jewelry. [Works 1], [Work 2] is a series of bowls that can be

put on both sides for their usages. The walls of the container

and various bottom designs were attached for containers’

ambivalent utilization. [Work 3], [Work 4], [Work 5] applied

reversible structure in jewelries to modify each unit’s surfaces to

partially change the figure of the jewelry pieces or to change the

frontal side of the jewelry, when on clothes. To connect the

units, Jacop’s ladder structure, hinge, magnets, and other

techniques were used to rotate and remove parts of the jewelry.

Various metal plates and folding techniques were used alongside

acrylic and Ottchil coloring to manipulate the surface and color of

the objects.

This researcher’s works represent three main objects dealt in this

study. First, to have a completely unified structure; second to

have reversible structures to make reversible forms; and third, to

have and withhold various forms and shapes.

These reversible works encourage the users to extend the

objects’ aesthetic values by personally moving, changing, and

altering them. The wearers and the users will therefore be able

to create numerous figures and forms according to their tastes

and values, which enable them to experience new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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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ow to use a single object in multiple ways. This study aims

not only to develop the field of contemporary metalwork by

expanding the use and looks of the objects in various

perspectives, but also to build up new understanding of

expressing and using these objects by the consumers.

Keyword : reversible structure, reversible, reversibility,

two-faced, jewelry, container

Student Number : 2009-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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