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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닳아서 부드럽고 광택이 나기도 하는 사물은 늘 연구자의 마음을 사

로잡았다. 연마된 사물에 한 개인적 호감, 나아가 인간이 그것들을 

보편적으로 좋아할 것이라는 직관으로 시작한 도자 연마작업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여 시간이 흘렀다. 흙과 함께하는 시간은 연구자에게 놀이

의 유희를, 전시를 하는 동안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서는 일하는 보람을 

주었다. 흙을 매개로 한 연구자의 행위는 일과 놀이의 양면적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닳아 부드러워진 것(연마된 것)에 한 기호와 관

객들의 호감에 한 직관적인 판단으로 시작하게 된, 촉각성을 위시한 

작품의 구체적인 의미 찾기이다. 자료조사를 통해 촉각과 그러한 사물의 

실체성에 한 의문의 해답을 찾고, 인간과 사물의 상호 교감이 만드는 

의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였다. 

  연구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촉각의 이해와 제작 동기인 닿아 부드러

워진 사물, 연마된 사물에 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논문의 초반은 생리학적 측면과 문화 상징적 

측면에서의 촉각을 살펴보며, 촉각이 직접적이며 실체성을 가진 것으로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감각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 장에서는 연마된 일상 사물의 특성에 한 이해와, 그러한 촉각적 

특성을 도자예술에 이용한 작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도자예술에서 연마 

촉감을 주제로 삼음으로써 촉감이 단순히 작품의 마무리를 위한 요소가 

아닌, 주된 구성 요소로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전반부를 토 로 후반부는 연구자 작품제작에 관한 내용을 전

개하여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후반부의 앞부분은 비교

적 새로운 기법이라 할 수 있는 백자소지 고온소성 후 연마 기법을 다

루었고, 후반부 뒷부분에서는 연구작품에 해 설명을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간 해왔던 연구자의 작업에 한 의미를 발견했

고 앞으로 전개할 작업에 한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가 

작품의 제작과 감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중요시해왔던 시각적 접근을 넘

어 촉각적 접근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



 

 ii 

여, 다른 이들의 표현과 감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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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부분의 작가들은 작업의 결과가 어떠한 미적 가치를 지니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한 확실한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작업하지 않는

다. 그보다는 경험에 의한 직관적 판단과 기호를 바탕으로 자신과 유사

한 의식을 가진 관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진

행한다. 미의 가치를 절 적으로 평가하기란 힘든 일이다. 그래서 무엇

인가를 직접 만들어 보고 결과물에 한 관객의 반응을 살피며, 작품에 

한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적 결과물

들을 창조하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연구자도 마찬가지여서 작업장 주변의 산책로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의 

둥글고 맨질거림이 전해주는 미묘한 감흥에 매료되어, 2007년부터 단순

하게 둥근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소성 전에 흙의 표면을 매

끄럽게 연마하고 소성하여, 그것이 주는 촉감적 느낌을 작품의 주요소로 

표현하였다. 옛날 연마토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즉, 이 

연구의 먼 뿌리는 단순히 본인의 촉각적 기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 이러한 흙과의 유희가 자아 찾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일인지에 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한 의구심은 작품을 본 관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부 사라졌

으나, 작업을 계속하면서 또 다른 의구심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촉감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촉감을 인지하는 인간의 촉각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부드러운 촉감은 느낌이 좋다.”, “촉각

은 어떠한 사물을 만지고 느끼는 것이다.”라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연구자 자신으로부터 발원한 의문들을 해결하면서, 

더 나아가 작품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작업에 한 동기를 공고히 하고

자 하는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전공자에게는 촉각과 연마기법에 

한 이해를 넓혀 표현의 확장을 유도하고, 관객에게는 작품에 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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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를 기 한다. 

   

 

 
2. 연구의 방법 
  

  미술작품의 감상과 평가에 있어서 촉각은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시각예술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작품을 손으로 느껴보는 일은 아

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차적 인지감각인 시각은 사물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감각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단편적

이며 외형적 사실만을 전달해주거나 관람자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달리 

수용된다.  

  그런데 촉각이 인지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 즉각적인 실체성

을 가지고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물이 네모나고 둥글고 거

칠고 부드럽다는 외형적 특징의 인지를 넘어, 정서를 만드는 실제적인 

체험이 바로 촉각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생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연구

의 초반부 Ⅱ장 ‘인간의 촉각’에서는 촉각을 느끼는 피부에 한 객관적 

사실과 인간의 문화 속에서 촉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 우리가 

간과해왔던 촉각의 위상을 재정립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촉각의 이해는 

작품의 제작과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적극적인 촉각의 도입에 충분한 재

고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준다. 

  Ⅲ장에서는 연마촉감의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연마촉감을 가지고 작

업한 작품을 이해하는 토 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Ⅵ장 ‘도자예술과 연마촉감’에서는 인류의 도자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표현된 연마촉감을 기법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또 그런 기법을 

활용하여 작업하는 현 도예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는 도자예술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연마기법이 오늘날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Ⅴ장에서 다룰 연마 촉감을 표현한 연구작품이 단순한 연구자의 기호가 

아닌 보편성을 지닌 미적 표현임을 증명해줄 것이다. 

  이어지는 Ⅴ장에서는 연구자의 작품 전개과정과 작품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소성 후 흙이나 유약이 가진 자체의 색 또는 질감을 작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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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마무리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도자예술 전반의 주된 작품 제작방법

이다.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채 소성 후 연마하여 작품을 마무리하는 것

은 일반적이지 않은 제작방법이다. 이렇듯 비교적 생소한 제작방법인 고

온소성 후 연마가 연구작품에 도입되었으며, 이 기법에 관한 내용을 자

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작과정의 서술은 기법과 과정에 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어서 연마촉감을 주된 미적 요소로 삼아, 기존의 연마촉감보다 발전

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그외 다른 미적 요소를 결합하여 체험자와 작품

과의 교감의 폭을 심화시키고자 한 연구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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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간의 촉각 
 

 

“피부는 우리를 담아주는 주머니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세계를 가르는 경

계이면서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최초의 장소이자 수단이며, 

의미 있는 관계에 의해 남겨지는 흔적들을 기록하는 표면으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섬세한 소통의 수단이다.”1 

 

  인간이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관계,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

어지는 의미와 가치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들에 의해 생성, 

변화, 소멸된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달한 중매체를 등에 업고 팽배하    

게 된 시각중심적 사고는 마치 시각만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듯

하다. 그래서 눈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

어서 외양 중심적인 평가에 그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과연 눈으로만 

내린 가치 판단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미술작품의 경우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온전히 눈으로만 보고 느끼며 감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

까? 다른 감각적 요소의 고려는 불필요한 일인가?   

  이에 연구자는 우리가 그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는 감각인 촉각에 

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인간에게 촉각이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왔는지를 생리학과 문화적 측면을 통해 

살펴봄으로, 그것이 시각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감각임을 환기하고자 한

다.  

 

 

1. 생리학적 촉각 
 

 1.1 피부 

  부분의 사람들은 피부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인체의 한 기관으로 

생각지 않는다. 촉각 장애인이란 말을 들어 볼 수 없듯 피부는 너무나도 

당연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요

                                     
1 디디에 앙지외,『피부자아』, 권정아.안석 역, 인간희극, 2008,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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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시각의 경우 물체의 색과 형태 등의 복잡한 정보처리과

정을 거쳐야 하지만, 피부 정보는 단순한 경로로 뇌에 도달하여 인식과 

감정의 중추를 자극한다.4  

  피부정보를 모으는 촉각수용기의 분포 및 도는 특히 손가락과 입술 

등에 몰려있다.5 신경은 피부의 감각을 뇌의 두정엽,6 두정엽 중에서도 

체감각 피질로 보낸다. [도판2]의 펜필드의 뇌지도 “호문쿨루스”7는 신체

부위 중 어느 부분의 피부가 피질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지 보여준다. 

입 부위와 함께 손과 팔에 해당하는 부위가 체감각피질에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도판1]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의 촉각이 생

리학적으로 중요한 감각이며, 작품과 관객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해

야하는 시각중심적 사고를 재고해보아야 함을 잘 보여준다. 

 

 1.2 접촉과 인지발달 

  태아에게 촉각은 가장 먼저 깨어나는 인간의 원초적 감각이자 욕망이

다. 태아는 피부의 감각으로 양수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하며 편안하게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1988년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서 하루에 3번, 15분씩 안마를 받은 조산아들은 인큐베이터에 방치해둔 

아이들에 비해서 47퍼센트 성장이 더 빨랐고, 신경계가 특히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한다. 8개월 뒤, 안마를 받은 아기들은 그렇지 않은 아기

들에 비해 정신적 능력과 운동 능력의 테스트에서 훨씬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8 

                                     
4 최유리, 「말하는 피부 듣는 뇌」,『브레인』, 한국 뇌과학 연구, 2009, Vol.14, p.14. 
5 이달희, 『닿는 순간 행복이 된다.』, 예담, 2012, p.93.  
6  두정엽은 신체기관에 운동명령을 내리는 운동중추이다. 체감각 피질과 감각연합영역

이 있어 촉각, 압각, 통증 등의 체감각 처리에 관여하며 피부, 근골격계, 내장, 미뢰로

부터의 감각신호를 담당한다. http://ko.wikipedia.org/wiki/두정엽 
7 신경외과 빌더 펜필드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소형인간이란 뜻의 라틴어이다. 그는 

환자의 체감각 피질영역을 실제 자극하여 환자가 몸의 피부 중 더 많이 민감하게 자극

되는 부분을 더 크게 그려 도상화하였다. 민감한 신체 부위일수록 체감각피질에서 차

지하는 범위가 넓다. 골드 슈타인, 『감각과 지각』, 김정오외6명 역, 시그마프레스, 

2007, p.374. 
8 다이앤 애커먼,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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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 중요한 의미와 실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전

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2.3 일상에서의 촉각 

  일상에서의 피부를 통한 촉감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많은 

느낌과 의미를 전달하며, 수많은 긍·부정적 행동과 변화를 만드는 양면

적 힘이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인연까지는 아니지만 그

러한 무의식적 접촉이 긍정적 인상을 서로에게 만들어 준다는 실험이 

있다.  

  퍼듀 학 도서관에서 여자 사서가 사람들에게 책을 출해 주고 있

다. 그녀는 무의식적 접촉실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의 절반은 

평소 로, 절반은 상 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도서카드를 돌려주며 학생

의 손을 스치는 식으로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다. 조사원이 밖에서 기다

리고 있다가 그 학생에게 도서관 이용소감을 묻는다. 사서가 웃었는지, 

사서가 몸을 건드렸는지를 물으면, 사실 사서는 웃지 않았는데도 불구하

고 학생은 사서가 자신의 몸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웃었다고 답했다. 

하루종일 진행된 실험에서, 신체접촉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에 비해 훨씬 더 긍적적인 답했다.18 

  비슷한 실험이 미시시피와 옥스퍼드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와 손님사

이에 진행되었는데, 손님들이 음식과 식당에 해 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웨이트리스에게 더 많은 팁을 주었다.19  

 이러한 실험들은 촉감이 첫인상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지나친 접촉은 오해를 불러일

으켜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피부접촉은 촉각의 본능적이며 원초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근 화와 함께 생겨난 개인이라는 개념 때문에 금기시되었다.20

그래서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상식을 벗어나는 무례한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남녀의 경우 피부접촉은 서로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서, 그 경우와 정도를 법으로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피

                                     
18 다이앤 애커먼,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p.185. 
19 다이앤 애커먼,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p.185. 
20 이장주, 「촉, 세상을 만지다」, 『Tech & Future』, vol.2, 201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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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다. 무용가가 초반부터 펄쩍펄쩍 무  여기저기를 현란하게 휩

쓸고 다니지 않듯, 피아노 연주자가 시작부터 절정의 부분을 연주하며 

그의 연주에 몰입할 수 없듯, 그것은 적절한 과정과 경험의 시간으로 가

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닳아서 부드러워진 사물에는 인간, 

사물, 자연 상호 간의 연결과, 체험을 통한 구구절절한 애환의 역사가 

깃들여 있다. 그러한 시간성은 우리를 자연스레 그것이 지닌 경험의 세

계로 끌어들여 감성을 일깨우고 쉽게 교감하여 빠져들게 만든다.    

        

 

2. 외면적 특징 
 

  풍화라는 자연의 시간과 인간생활 속 쓰임의 시간을 통해서 사물의 

형태는 닳고 깎이고 표면은 개 매끄럽게 변한다. 

  자연풍화작용은 기계적, 화학적, 유기적 작용으로 인해 큰 암석이 점

차 닳아 작아져 토양으로 변하여 가는 과정이다. 작용 요인은 온도, 압

력, 물의 결빙, 유수, 빙하의 침식, 화학적 분해과 같은 요인26 등이 있

다. 풍화의 요인들은 각각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각각의 광물이 서로 

다른 물리 화학적 저항도를 가지고 있어서,27 각기 다른 심미성을 창출

해낸다. 

  인간의 생활 속 사물 또한 자연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생활양식과 만나 쓰임을 통해 닮음으로 독특한 외면적 

변화를 만든다. 그러한 환경과 사물의 만남에 의해 드러나는 본연의 색

과 질감, 둥근 모양, 또는 맨들 맨들한 광택과 같은 특성들은 시각적, 

촉감적 감성을 일깨우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2.1 둥근 형태 

                                     
26 홍역국,『지질과학용어사전』, 경, 2012, p.35  
27 김주환, 『기후 지형학』, 동국 학교 출판부, 2009,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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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호기심 이전에 

상에 한 신뢰가 앞서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리를 좁히는 행위는 

은연 중 자신의 직관적 느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보들보들해 보인

다’, ‘부드럽게 보인다’, ‘편안하게 보인다’, ‘따뜻하게 보인다’ 등의 신뢰 

판단은 촉각적 행위 이전에 경험을 토 로 한 직관적 평가이다. 즉 접촉

이란 시각의 일차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이끌림 

또는 다가감에는 촉각의 경험이 바탕에 깔려있다. 닳아 부드러운 것들은 

그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환경과의 많은 접

촉의 흔적을 보여주고, 직관적 촉각경험으로 내면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마음과 몸과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행동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은 부드러움이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촉감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감각은 태어나

기 전 뱃속에서 느꼈던, 자신의 온몸을 감쌌던 태반의 촉감 그리고 태어

나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헌신과 희생이 담긴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다. 

그리고 인간은 살면서 본능에 따라 그것을 추구한다.32  그러한 촉감은 

유아기 아이의 뇌 인지 발달에 절 적 영향을 미치고, 이때 태아가 부정

적 촉각경험을 하면, 성장 후의 심리작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33 이때 아이가 경험하는 촉각은 뇌리에 자리 잡는다. 그것은 원초

적으로 각인된 고유의 본성으로, 인간과 환경 사이에 촉각접촉의 긍정적 

질을 가늠하는 하나의 보편적 기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드럽게 닳은 것, 포근한 것은 충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만지고 싶게 만든다.34 인간관계에서 접

촉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하에 이루어져서, 사랑이나 깊은 우정 또는 

상호 신뢰가 기반에 있지 않고서는 촉각적 접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의 능동적 접촉은 억제되는 반면, 사물과의 촉각적 접촉은 

훨씬 더 자유로워서, 일방적 신뢰와 호감만으로 활발한 접촉을 유발한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직물에 한 사람의 뇌파반응을 살펴본 ‘한국

감성과학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감

                                     
32 다이앤 액커먼,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p.122.  
33 디디에 앙지외, 『피부자아』, 권정아.안석 역, 인간희극, 2008, p.357. 
34 이지은, 『감각의 미술관』, 이봄, 2012,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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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 
 

  자연적으로 닳아 부드러워진 사물은 그렇게 되기까지 겪어온 수많은 

시간의 흐름과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쓰여서 

닳은 사물은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교감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

한 외적 면모를 미적 특성으로 인식하여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걸린다. 즉, 그러한 사물에는 시간성이라는 내적 속성이 자리하

고 있다. 그러한 시간성이 외적 특성을 만들어내는데, 형태가 둥글게 되

고, 표면은 맨질맨질해져서 점점 빛이 나게 되며, 사물 자체가 가진 본

연의 색과 질감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내적, 외적 특성들로 인해 가

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직물 자극에 한 사람의 뇌파반응 결과는 부드러운 표

면을 가진 사물이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런 좋다는 느낌은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순간의 느낌은 감정

을 만들고, 그러한 감정이 모여 인간의 정서와 삶을 만든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의식, 사고가 단순히 한 개인의 뇌 속에서 이

루어지는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연산 과정이 아닌, 환경과 감각을 

느끼는 몸 전체와도 상관되어 있다고 한다.37 예일 학의 존 바그(John 

Bargh)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던 사람이 차

가운 커피를 들고 있던 사람보다 타인을 관 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즉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38 온도에 한 실험 

말고도 사물의 부드럽고 거침, 무겁고 가벼움, 부드럽고 딱딱함 등에 

한 사람의 반응을 미국 MIT 학 조슈아 애커만(Joshua Ackerman)교수

가 실험한 결과, 앞의 연구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39 

  이러한 실험결과는 인간의 촉각경험이 단순히 접촉하고 있는 그 사물

                                     
37 이정모,「‘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합」, 『철학사상』, 

vol.38, 2010, p.39. 
38 http://news.yale.edu/2008/10/23/hot-coffee-we-see-warm-heart-yale-

researchers-find 
39 http://mitsloan.mit.edu/newsroom/2010-ackerma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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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존재를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나아가 감성을 인

식의 근본으로 보았다.4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닳아서 부드러운 사물

은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안식과 위안, 그리고 삶의 영감을 주고, 현

의 산업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사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되새겨 보

게 하며, 인간의 삶에 감성적, 정서적인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긍

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44 전창배, 「헤르더의 “1769년의 나의 여행기”에 판한 연구」, 『한국헤세학회』헤세

연구 제18집, 2007,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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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자예술과 연마촉감 
           

  일반적으로 도자기라 하면 유약을 입혀 가마에서 단단하게 기물을 소

결시켜 돌과 같이 만드는 석기와 자기문화를 떠올린다. 석기와 자기문화

가 지배적인 현재의 우리 도자 문화 속에서 도자와 연마를 연관지어 생

각해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도자와 연마의 상관성을 찾아보기 위해 

지금은 잊혀져버린 먼 고  인류의 도자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인류가 처음 흙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불로 구워서 그릇을 만들

기 시작한 것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신석기시 , 즉 만년 전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원전 5000년 즈음부터 그릇을 흙으로 구워 쓰기 시

작했다. 흙은 정제되지 않아 거칠었고, 노천소성하였기에 물이 새어 나

와서 마른 것들만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고 지

금으로부터 3000년전 무렵에 접어들면서 밭농사와 함께 벼 농사가 시작

되어 식량이 늘고 부족국가가 탄생한다. 이 시 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고운 점토로 만들어 정제된 이장을 바르고 딱딱한 물체로 표면을 

문질러서 연마를 한 연마도기이다. 이러한 연마도기는 문지르는 과정 중 

흙이 눌려 흙 입자가 서로 더 가깝게 묶여서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광택

이 나게 되며, 기벽의 기공성이 줄어들어 새지 않으니 음식과 물을 저장

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45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물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하였지만, 연마기법만은 고구려 백제시 에까지 이어졌다.46이후 통일

신라시 에 유약을 입히고 가마를 이용한 고온소성 기술이 발전하여, 연

마작업을 하지 않고도 기공성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연마기법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마도기는 전 세계의 도자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

국의 경우 일찍이 유약과 높은 온도에 한 열망이 도자문화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기에, 기원전 2000전부터 고화도 회유를 이용한 1000℃이

상의 도기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47 AC5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연

마도기를 제작하지 않았다.48 

                                     
45 Sumi von Dassow, 『Low-firing and Burnishing』, A&c Black, 2009, p.11. 
46 윤용이, 『우리 옛 질그릇』, 원사, 1999, p.45. 
4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한국민족문화 백과』, 유약 
48 Sumi von Dassow, 『Low-firing and Burnishing』, A&c Black, 200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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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 지역의 유명한 그리스 도기는 BC1000년에 만들기 시작한 것

으로 잘 연마된 표면에 테라시질라타 기법으로 장식을 한 도기이다. 그

러다가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늘자 점차 장식은 없어지고, BC200년 말

쯤에는 표면 전체를 테라시질라타 이장으로 덮어버리게 되어, 연마도기

도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AC1000년에 연마기법과 이장은 유약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만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연마도기가 사라져 버린 

반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년

의 도기역사를 가진 아프리카는 물레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형태

미와 도구를 찍어 만드는 장식이 특징으로, 그들의 전통과 예술적 조형

성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메리카 또한 다른 여타 문화권보다 그 역사가 짧지만, 지금도 꾸준

히 연마도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연마기법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색채 장식이 특징인 푸에블로 도기가 그 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49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뀌어 온 

도자문화 속에, 연마도기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찍이 역사 속에 묻혀 

버린 반면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그 문화권 안에서 지속 

되어 예술가와 컬렉터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연마도기는 더운 아프리카나 남부 아메리카에서 물을 시

원하게 보관하기에 좋은 기물이겠지만, 도시문화권에서는 무용한 기물일 

것이다. 그러나 도예가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것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문

화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풍요의 가치를 인

식하고 있는 현재의 조류와 흐름을 같이하는 도예문화의 변화 속에서,  

연마도기는 어디서나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약을 입히고 소성하는 석기와 자기에 구심점

을 둔 생활도자기가 도자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자유로운 조

형의지를 가진 작가들이 그 구심점 위에서 조형도자 작업을 하고 있다. 

반면에 흙을 다루는 작업에 보다 폭 넓은 관심을 가진 서구권에서는 연

마기법을 작업의 표현요소로 활용하는 작가가 상당히 많다. 또한 그러한 

전통 연마도기 기법을 고온소성 자기에 접목을 시키는 작가도 생겨나고 

                                     
49 Sumi von Dassow, 『Low-firing and Burnishing』, A&c Black, 2009,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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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5 오히려 그는 거 한 스케일의 작업의 표면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연마한다. 2m가 넘나드는 

크기의 기물이 완전히 굳기 전까지 수 차례 근개로 표면을 고르고, 완전

히 건조된 후에도 붓으로 약간의 물을 먹여 표면을 다시 정리하고, 약간

의 습기를 준 후 또 다시 돌을 이용하여 기벽을 연마하는 과정은 보통

의 인내와 정성이 아니면 엄두를 못 내는 작업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작업을 그는 나무망치로 조각조각 깨어버린다.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 

자꾸 건조나 소성 중 깨지는 것 때문에 고심하는 도예가들이 그의 모습

을 옆에서 지켜 본다면, 자신의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까? 그는 그렇게 깬 조각 조각을 세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소성한 후, 

다시 모아 내부에서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고 외부의 틈새를 석고로 

메운다.56  

  각각의 조각이 하나의 개체로 보이도록 개체소성 된 조각의 결합체는 

결국 다시 서게 되나, 그 모습과 느낌은 이전과 같지 않다. 연마된 표면

이 주는 편안함 덕분에 그리고 깨어진 조각조각이 합쳐져 박물관의 복

원된 유물처럼 보이기에, 개인적인 과거와 고 에 한 향수가 쉽게 자

극된다. 작품에 다가간 관객은 작품 앞에 서서 부드러운 표면을 매만지

며 현실에서 한걸음 물러나 과거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2. 테라시질라타(terra sigillata) 연마 
 

  연마를 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작업의 표면에 테라시질라타를 입히

고, 세무드 가죽과 같은 부드러운 물체로 가볍게 문지르는 방법이 있다. 

이 용어는 로마 도공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terra’는 흙을, 

‘sigilatta’는 영어의 ‘seal’과 같은 뜻으로, 액체가 새지 않게 표면에 바른 

고운 흙이장의 기능에 근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57  

  테라시질라타는 점토를 소량의 해교제가 섞인 많은 양의 물에 개고, 

며칠 후 상층의 맑은 물, 아래 앙금 층, 그리고 제일 아래 짙은 색을 띠

                                     
59  http://www.artinasia.com/institutionsDetail.php?catID=4&galleryID=215 

60  Jane Perryman, 『Smoke-fired Pottery』, A&c Black, 1995, p.85. 
57 Sumi von Dassow, 『Low-firing and Burnishing』, A&c Black, 2009,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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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도자예술에

서도 다양한 표현적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한 예가 연마 재료

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고화도 소성도자의 연마이다. 고화도 소성 기물

제작에 있어서 연마는, 소성 전 표면을 다듬거나 소성 후 굽을 다듬어 

마무리하는 작업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다는 모스경도 10의 다이아몬

드를 인공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철금속 연마에서 최

상의 효율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연마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

다.63 산업 현장에서 위용을 발휘하던 다이아몬드 연마재는 현재 기존의 

사포와 비슷한 형태로 도예가의 작업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작업 도구가 되었다. 다이아몬드 연마재는 높은 연마효율을 가지고 있어

서, 소성 후 단순히 굽을 갈아 마무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표면의 부

드럽고 매끄러운 질감표현을 위해 작품의 전체 면을 연마하기 위한 도

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1 펠리시티 에이리프(Felicity Aylieff)  

  펠리시티 에이리프는 1954년 영국에서 태어난 작가이다. 흙이라는 재

료의 조형적 가능성과, 흙 자체의 색과 질감, 그리고 다른 재료를 부가

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연마로 나타내고자 했다.  

  그녀는 ‘세라믹 테라죠’라고 스스로 명명한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다. 

그것은 소성된 백자나 테라코타, 그리고 유리 또는 타서 없어지는 가연

성 물질 등의 작은 조각들의 집합체를 혼합한 것이었다.64 이러한 혼합

물들은 성형 작업 시 흙을 쌓아 올리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소성 

시 열에 의한 충격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소성 후 작업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물이 오로지 성형과 소성 

후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첨가된 것이 아니라고 그

녀는 말한다. “나무, 점판암, 돌 등은 각기 고유가치를 지니지만, 흙에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흙의 새로운 표

                                     
63 http://en.wikipedia.org/wiki/Diamond_industry#Industry 
64 http://www.baacorsham.co.uk/whosartnow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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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도자 연마를 통한 촉각적 소통의 시도 

 

  “작업장 주변의 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조그맣고 둥근 돌멩이들은 

나의 관심 밖의 먼, 마치 방 한 구석의 먼지와 같이 의미 없이 나의 눈

을 흘러간다. 어느 날 유난히도 둥글며 무엇인 듯한 돌 하나가 나의 눈

을 스친다. 난 가까이 다가가 그걸 내 손안에 넣는다. 빽빽이 자란 전나

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햇살은 나의 눈을 어지럽히고,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 그것은 물질적 무게, 낮 햇살의 따스함, 닳은 표면으로부터의 

부드러움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을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다. 돌멩이를 하

나 쥐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까닭 모를 

경이감, 즐거움. 그 한 낮의 맑고 푸른 하늘, 둥둥 떠다니는 듯한 달콤

한 꿈.” 

  

  조그맣고 둥근 돌멩이에 매료된 연구자는 2007년부터 둥근 형태의 기

물을 성형 후 점토연마를 하고 구덩이에서 장작으로 소성하여 불의 그

림을 지닌 도자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진행 과정 중

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어루만지며 흙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즐거움 이

상의 전율이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생명으로서 나와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흙을 느낌과 동시에 나를 느꼈다. 그러나 한편, 나와 흙이 묶여 

노는 이 유희를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작업결과에 한 그러한 두려움은 전시를 통해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한 여인이 천천히 둥근 것을 향하여 다가간다. 서서히 뻗는 그녀의 

손, 손이 닿았을 때, 그것은 금방이라도 구를 듯 움직여 손을 놀라게 하

지만 이내 멈추어 정적이 흐른다. 손은 천천히 다시 다가간다. 그리고 

그것을 쓰다듬기 시작한다. 그 여인은 마치 내가 그랬듯, 그것을 어루만

지고 있다. 그 순간 무엇인가 그녀의 손에 스민 듯, 여린 미소가 입가로 

번지고 있다.” 

 

  마치 연구자가 연마작업을 하는 것처럼, 관객이 비슷하게 작품을 문지

르는 모습을 보는 일은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을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작품은 작업자의 손을 떠나 체험자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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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의 작업이 가진 한계를 연구자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앞의 

4장 ‘고온소성 후 연마’67에서 언급하였듯, 점토연마 후 저화도 구덩이소

성 작품은 수분을 흡수하고 강도가 약해 환경적 제약을 받는다. 그러한 

한계를 인식해서 생활용 그릇작업은 하지 않았고, 작품을 야외에 두는 

것도 권하지 않았다.  

  기존의 점토연마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의 서울 학교 도예전공 석사과정에서 백자소지를 고온소성한 후 연마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만들어온 둥근 형태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촉각적 교감의 심화를 위해 작품의 크기를 키워 환경 조각 영

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백자소지

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1. 작품제작의 기법 및 과정 
 

 1.1 소지 

  연구자는 2011년 이후 기존의 둥근 형태를 유지하면서 백자 소지를 

이용해 큰 크기의 기물을 제작하고, 고온 소성 후 연마를 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백자소지는 고온소성 후의 순수한 백색과 투광성, 안료를 

사용한 색채작업의 적합성 등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도예가들에

게 사랑받아온 소지이다. 그러나 다른 소지에 비해 많은 실험과 제작 경

험이 요구되는 소지이기도 하다. 때문에 백자소지의 백색을 최 한 유지

하면서도 흙의 물성을 증 시켜 자유로운 조형작업이 용이한 소지를 만

들기 위한 실험들을 선행해야 했다. 그러한 실험들은 시도와 실패를 거

듭하며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의 작업에 적합한 소지를 만들기 위해 두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소지의 건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종이의 함

량에 따른 성형성과 소성에 따른 수축과 변형도를 보는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소지의 건조수축과 소성변형성을 낮추기 위해 넣는 소성알루

미나의 함량 변화에 따른 성형성과 1280℃소성 후 수축과 변형도를 보

                                     
67 이 논문의,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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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형 

  연구자는 학교 재학시절, 풍만한 항아리를 만드는 매력적인 모습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래서 2004년 졸업 후 전라도 보성과 고창, 그리고 

영암의 옹기공방에서 흙을 만들고 뒷일을 해주면서, 2년여 동안 큰 옹기 

항아리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작품의 

부분을 옹기 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이 기법은 조형작업에 적합한 장

점이 많다.  

  옹기의 성형기법71중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흙을 섞는 방법과 수래질

이다. 흙을 섞기 위해 흙덩이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좌우로 내리치는 

과정은 흙덩이를 길게 만든다. 길어진 흙을 반으로 나눠 결 로 겹치고 

다시 늘리는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흙 속의 기

포가 빠지고 흙의 결이 정렬되며 고루 섞이게 된다. 또한 기물성형시  

흙판은 흙물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겹쳐 붙이는데, 기벽을 안에서 받쳐

주는 도구인 조막과 밖에서 때려주는 수래를 이용한다. 밖을 때려 주는 

수래질의 과정을 통해 한단 한단 겹쳐진 접합 부위가 견고해지면서, 수

월하게 큰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섞고 때려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물은 건조에 강하고, 

소성에서도 잘 견딘다. 크기가 크면서 얇은 기벽을 지니는 한국의 옹기

는 이런 발달된 제작기법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옹기제작 기법

은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작가들이 조형작업에 옹기 제작도구를 사용

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덩어리의 흙을 바닥에 내리쳐서 두께가 균일한 넓고 긴 흙판을 만

드는 일은 손가락 하나의 느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숙련성

이 필요한 일이기에, 고도의 긴장감을 줌과 동시에 몸의 흥을 돋운다. 

그렇게 만들어진 판장(흙판)을 이미 쌓인 밑판과 견고하게 접합하고 흙

의 도를 높이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수래질은 또 어떠한가.  

 

  “…… 그 둥근 새 소리 

                                     
71 자세한 성형기법에 관한 내용은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출판한『옹기를 만드는 사람

들』이라는 책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또는 더 알고 싶다면 실제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노령화로 숙련된 장인들을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기는 하

나, 아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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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태어나게 하는 순간 속에 쉬고 잇다. 

시든 숲 위의 하늘처럼 크다.  

모든 것이 그 소리 속에 온순이 질서 있게 자리잡는다. 

풍경전체가 그 속에서 쉬는 듯하다.”72 

 

  손뼉이 잘 마주쳐야 소리가 잘 나듯, 기물 또한 안에서 받쳐주는 조

막과 밖에서 두드리는 수래가 마주치는 소리가 좋아야 한다. 둥근 기물

에서 “통, 통, 통, 통” 하며 귀에 울리는 좋은 마주침의 소리는 릴케가 

그의 시 ‘불안’에서 이야기한 새의 소리와도 같다. 작업자는 몸, 나무도

구, 그리고 둥근 형태의 기벽이 온전히 체화되어 나오는 그 소리와 함께 

피곤함과 불안함(도예가로서의 현실의 삶)을 잊는다. 그리고 세상의 모

든 것을 다 가진 듯,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듯, 평온함에 머무

른다. 

 

 1.3 소성 

  도자작업에서 소성은 작품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소성 후 균열과 파손은 이전 과정을 무용하게 하며 작업의 마

무리과정인 연마작업을 막아 버린다. 때문에 소성은 중요성과 위험성을 

내포한 작업이다.    

  고온소성 후 연마작업을 시작한 2011년에는 우선 전기가마에서 초벌

한 후 표면을 정리하고, 다시 가스가마에서 12시간동안 최고 1260℃ 정

도로 재소성하였다. 그러나 완전 건조, 또는 초벌 후 무사하던 기물이 

고온소성 후 절반 이상 파손돼었고, 심지어 거의 다 깨진 적도 있었다. 

시편이 아니라 실제작업을 해서 한 가마를 채운 뒤 맛보는 이러한 실패

는, 한동안 침울한 심신의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도예가라면 수도 없이 

겪는 일일 것이다. 반면, 이런 실패는 소지의 가소성을 늘리고 건조 안

정성을 확고하게 하여, 조형성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연구자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둥글어 열기가 표면을 전체적으로 잘 감

싸나, 열팽창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흙 바늘로 뚫은 구멍이 아주 

작아 외부의 열이 내부까지 전달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온도

                                     
72 라이너 마리아 릴케, 『불안』, Poesie p.95를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선, 2003, p.3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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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밸브, 산소 조절나사를 조작하면서, 가마 내부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려 하였다. 온도지시

계 상의 250℃ 무렵 가마가 흔들거리며 기물이 폭발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500℃ 중반을 넘어서부터 내부에서 턱턱 거리는 소리와 떨림을 느

끼기도 했다. 이런 경우 소성 후의 결과는 참담했다. 연구자는 물리적으

로 결합되어 있는 가소수73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기화수가 기벽 

내외부의 빠른 온도상승으로 인해 갑작스레 외부로 증기를 방출해서 폭

발이 생겼다고 보았다.74 또한 573℃부근에서 급격한 전이온도 상승으로 

석영이 갑작스레 팽창해서 턱턱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보았다. 닫혀진 형

태의 작업물이기에 온도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혹 초벌을 한 조그만 기물이라도 큰 조형작업과 마찬

가지로 소성그래프 B와 같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소성하였다. 소성방법

을 B그래프처럼 바꾼 후에는 고온 소성으로 인한 균열이 더 이상 생기

지 않았다.    

     

 1.4 연마 

  연마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돌이나 금속, 보석 등의 비교적 딱딱한 

물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물질의 직접적 변화를 

말하기도 하고, 학문이나 기술 등을 힘써 배우고 닦는다는, 즉 어떤 것

이 더 나아지는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75 연구자에게 고온소성 후 연

마는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었다. 이는 긴 시간동안 끝없는 시도와 실패

를 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더 나아지는 변화(연마)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

렇게 해서 순수한 백색과 만지고 싶은 부드러운 살결을 가진, 백자소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길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초벌 후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을 최 한 다듬고, 고온재벌 

소성 후 다이아몬드 시트(인성 다이아몬드사) 패드를 에어공구에

                                     
73 178~204℃에 가소수는 없어지며, 흙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있는 기화수는 510 ~ 

705℃사이의 온도에서 부분 증발된다.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외6명 공역, 한양 학교 출판부, 

1999, p.36. 
74 위의 책, p. 36. 
75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6865600, 『네이버 백과사전』,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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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고, 흘러서 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물로 닦기만 해도 쉽게 다

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석재 작품의 마무리와 유지관

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2. 작품설명 
 

  오래되어 자연에 의해, 또는 인간의 손에 의해 그 형태가 둥글게 변

하거나 모서리가 닳은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부드럽고, 반질거리며, 광

택이 난다. 시간성에 의해 변화되고 길든 사물들이 주는 신뢰감과 부드

러운 감촉, 반질거리는 광택은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다가가 만지고 싶

게 함으로써, 사물과 인간의 실체적 교감을 일으킨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물의 성질을 작업에 담아, 작품과 체험자 간의 적극적 교감을 통한 소

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모든 작업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형태로, 

유약을 시유하지 않고 고온 소성한 후 연마를 하여, 표면을 매끄럽고 광

택이 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흙이 지니는 본연의 성질과 아름다움

을 잘 드러내 준다.  

  관객은 단순히 시각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기만 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직접 보고 만지며 느끼는 실체적 체험자가 된다. 

자연의 암석이 풍우상설에 닳아 늘 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지니고, 삶 

속 사물이 길이 들어 인간에게 편한 존재로 변화하여 그 가치를 더하듯, 

작품은 단순히 작업자에게만 의미있는 결과물을 넘어서, 작품과 체험자

간의 경험을 통해 그 의미를 늘 새롭게 만들어간다.  

  흙을 알고 다루는 기술은 조금 있을지 모르나, 체험자와 작품의 교감

을 통한 수많은 이야기를 다 알 수 없기에 따로 작품의 제목을 달지 않

았다. 체험자와의 교감을 통해 작품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며, 

작업자와 작품의 관계보다 그것을 어루만지며 느끼는 체험자의 손이 더 

중요하다. 어루만지고 만져지는 관계 속에서 수 많은 이야기를 갖게 될 

것인데, 작업자가 그들의 화에 ‘무엇’라는 경계를 지어 버릴 것이 염

려 되었기 때문이다. 무제는 경계 허물기를 통한 자유로운 상상을 바라

                                                                                      
석재보호상태를 유지한다. 

http://www.cppmscw.co.kr/goods/view.php?goodsno=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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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체험자 자신의 의미 있는 이야기의 무한한 확장을 가능케 하

리라 생각한다. 

   

 

 2.1 둥긂, 둥글다 

  큰 산의 암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바위가 구르고 흘러 아주 작은 모

래, 또는 흙먼지 같이 되었을 때, 완벽한 형태인 원형의 구에 가까워진

다. 또한 사물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한 희생으로 닳아 둥글어져야 좀더 

쓰는 이의 마음과 몸에 길이 들어, 내적으로도 둥근 완전한 존재로 변한

다.  

“나무는 제 존재를 둥글게 펼쳐나가고 신에게 제 성숙한 팔을 뻗는다.”     

-릴케 

“사람들은 나에게, 삶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천만에! 삶은 둥근 

것이다.”-조에 부스케 

“호두는 나를 둥글게 만든다.”-라 퐁텐 

  위의 인용문들은 바슐라르가 그의 저서『공간의 시학』중 10장 ‘원의 

현상학’에서 둥근 것들에 해 예찬하기 위해 인용한 문장들이다. 그가 

둥긂을 단순히 관조나 머리 속의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닌, 생의 직접성

과 실체성 가운데 살며 바뀌어가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물의 이상적 

존재형태로 보았듯,84 둥긂은 이상적, 심미적으로 예찬할 만한 가치가 충

분하다.  

  또한 둥긂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사물에 형태적 이미지가 배제되면 될수록 순수한 물질적 이미지가 살아

나므로, 85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속에 둥글고 완만하게 변화되는 

이러한 형태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84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선, 2003, pp.383-384.  
85 우리 앞에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의 물체가 하나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육면체의 형

태를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는 자동차나 기차, 빌딩과 같은 이미지만을 마음에 그려 볼 수 있게 하는 

제한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육면체 신 한 덩어리의 흙이 주어지고 그 

진흙의 성질에 마음의 초점을 둔다면, 시시각각 촉각의 느낌 속에 변하는 덩어리는 우

리를 창조하는 자로서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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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둥근 작업은 체험자에게 또 다른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무

한한 가능성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구자의 둥근 형태로부터 이끌어

내고 싶은 것은, 작품과 체험자가 실제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실체적

인 촉각적 교감이다. 이러한 교감은 체험자의 의식 저 아래 묻혀있던 오

래됐지만 순수성을 지닌 애뜻한 기억들을 끌어낸다. 이런 기억들은 회상

을 통한 안식, 감수성의 자극, 그리고 그것을 토 로 한 창조적 상상과 

영감이 가득 찬 시간으로 체험자를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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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무제 2012>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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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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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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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무제 2013> 51cm x 51cm x 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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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둥긂의 변형 

 

 “모든 사물은 촉각의 질로써 내 머리에 자리잡는다. 그 촉각의 질이 이

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조합되어 내게 힘, 아름다움, 불일치를 

느끼게 한다. 나는 손으로 물체의 모양을 더듬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뿐 아니라 우스운 모양까지도 알 수 있다.” -헬렌켈러  

  

  전작은 형태적 개성을 최 한 배제하고 작품을 무조건 둥글게 만들어, 

창조의 가능성을 가진 물질의 이미지와 부드러운 표면 촉감을 통한 소

통을 시도하는 것들이었다. 여기서부터의 작품들은 마치 둥근 것에서 벗

어나 어떤 성질을 막 가지려는 듯한 유기체적 의지를 가진다. 즉, 태어

나려는 또는 이제 막 태어난 '어떤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작

품을 체험하는 데에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정상인보다 더 많이 느끼며 

감성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헬렌켈러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촉

감각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작품과 직접 접

촉을 해보는 것이다. 

  둥근 형태의 경우, 어느 부분을 만지더라도 손이 느끼는 압력과 속도

가 비교적 일정하지만, 이렇게 형태가 구체성을 가지고 변화한 경우에는, 

그 형태의 변화에 따라 손의 움직임도 변하게 된다. 손은 유유히 면을 

따라 평온히 흐르기도 하고, 절벽의 폭포와 같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

며, 갑작스레 불룩 솟은 산과 같은 곳에서는 저항의 압력을 받기도 한다. 

이런 변화하는 촉각인지 시도는 시각적 이미지 이상의 구체적이며 실체

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그래서 형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

물과의 깊은 교감을 이끌어 낸다.    

  이렇게 촉각이라는 성질은 손이 물체의 표면에 스치는 찰라의 순간적 

느낌뿐 아닌, 온몸의 적극적 움직임을 통해 사건의 지각을 포함하는 것

이다. 그것은 마치 비단원단 샘플과, 비단 드레스를 만지며 느끼는 촉감

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둥근 형태에서 변형되어 시각적, 촉각적으로 부드럽고 매끄럽게 표현

된 작품을 느끼는 관객(체험자)은, 비구상의 작품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

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얀 조형태가 가진 순수하고 평화롭고 고

요하고 명상적인 심상의 이미지는, 구체적 형상으로 간직되어 수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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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들을 하나 둘씩 떠오르게 한다.  

  다음 작품들은 둥긂에 형태 변화를 시도하며,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

성을 가지고 있다. 흙을 쌓아 성형해서 입체화된 형상성과, 연마를 통해 

불어넣은 매끄러움은 체험자에게 둥긂의 변형에서 발생하는 적극적 운

동성을 느끼게 한다. 이는 작품 자체의 질감과 더불어 촉감의 변화와 음

색, 율동감을 체험자에게 주어 체험에 묘미를 만든다. 또한 그러한 형태

의 구체성은 삶 속의 실체적인 어떤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하며, 

작품에 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더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작품3]는 둥근 기본형에서 방향성을 가지며 길어지는 형상을 가졌다. 

동그란 형태가 고요하고 명상적인 정적인 심상을 떠올리게 한다면, 길어

진 작품은 앞뒤로 뻗어 나아갔다는 시각적 인상과, 형태를 만지는 손의 

움직임이 긴 운동성을 가져 동적인 기억을 떠오르게 하며, 체험자 나름

의 심상을 만든다.  

  [작품4]와 [작품5]의 경우는 비의도적인 형태를 잡으려다가 결국 흙이 

가는 데로 따라가며 성형한 것이다. 작업자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지만, 

그것은 점점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유기체에 가까운 흥미로운 형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그 몸을 추스리며 

일어나려는 듯하기도 하고, 또는 깊은 잠 속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육체 

같기도 하며, 또는 성적인 무엇인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형태가 운동

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체험자 각각의 경

험을 통해 나름 로의 심상과 의미를 만들어내리라 생각 한다.  

  [작품6]은 하얀 백자 흙이 가지는 백색을 바탕으로, 형태 변화에 의해 

명확히 드러나는 빛의 양면성에 주목한 작품이다. 빛과 형태의 만남은 

하얀색의 면 위에 부드러운 음영을 주는 흑백의 시각미를 연출한다. 나

아가 그러한 굴곡의 음영을 따라 손이 미끄러지듯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통해, 상승과 하강이라는 심상의 이미지를 이끌어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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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무제 2011> 78cm x 43cm x 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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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무제 2011> 64cm x 26cm x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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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무제 2011> 58cm x 24cm x 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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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무제 2013> 63cm x 41cm x 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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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연마로 드러나는 시간의 상 

  모든 닳은 사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체로 둥글고 부드러워진다. 

하지만 개별적 물질성, 용도, 그것이 작용하고 작용받는 환경에 따라 독

특한 특징을 가지며 그 모습을 달리한다. 그러한 사물의 외형적 특성은 

쉽게 손길을 이끌고, 그것들 제각각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간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것들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운 상과 색은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 낸 이야기이고, 그것들을 다루어 형상을 만드는 일은 재

료가 이미 어느 정도 가진 미적 성질, 형상 등을 이해를한 후, 그 아름

다움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흙이라는 물질은 원초적으

로 먼지이다. 그것이 가진 성질은 여타의 재료에 비교하면 미비하다. 그

렇기에  의지만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에게 어려움과 비참한 실패를 안

겨주곤 한다. 그러나 깊은 화를 통한 이해로 다가가는 이에게는 새로

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하여 기쁨과 희열을 허락하

는 질료이다.  

  다음 작품들은 흙이라는 재료가 가진 이해를 통한 창조의 가능성을 

시도한 것이다. 연마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의 독특한 시간의 상은 

체험자의 촉�시각적인 복합적 감각에 호소한다. 흙과 작업자 간의 시간

을 작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마를 통한 시간의 촉각화와 

더불어, 표면에 드러나는 상을 통해 시간을 시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작업의 략적인 과정은 이렇다. 손이나 둥근 조약돌로 눌러서 표면에 

불규칙한 깊이와 형태의 패인 면과 함께 전체적인 형태를 성형하였다. 

그런 후 패인 표면에 서로 다른 성질의 이장을 수차례 적층 하였다. 건

조와 고온소성을 마친 후 그러한 여러 층의 표면을 연마작업을 통해 드

러내었다. 소성 직후 요철면은 마지막에 덮인 층과 얕은 요철만 보일 뿐 

별다른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볼록 튀어나오면 먼저 갈리는 연

마작업의 특성 탓에 튀어나온 부분이 먼저 연마되어 면이 고르게 된다. 

그리고 작업의 외면은 작업자의 손놀림에 따라 불규칙한 요철 면에서 

독특한 내면의 상과 색을 드러낸다.    

  [작품7]은 알루미나를 첨가한 백자소지가 소성 후 연마작업에서 그렇

지 않은 소지보다 더 적은 광택성과 더 높은 백색도를 가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멀리서 보면 광택성 차이에 의한 상과 색이 잘 



 

 67 

보이지 않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명확해져서 독특한 시각적 묘미

를 더한다. 작업자의 경우, 연마작업을 하는 동안 드러나는 시간 층의 

패턴과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촉각에 있어서 변화와 운동감을 주는 형

태에서, 금방이라도 잡힐 듯 하나 금세 모양을 바꾸어 달아나는 뭉게구

름과 같은 어떤 것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듯한 몽환적 느낌을 받았다. 

  나뭇결처럼 겉보기에 무질서한 패턴 속에서 동물모양을 즐겨 찾아내

곤 했다는 모리츠 에셔(M.C.Escher)나, 벽의 복잡한 문양 속에서 형상

을 발견하곤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으리라 생각한다.86 [작품8, 9]는 흰색과 검은색의 이장을 

적층한 것이다. 적층된 서로 다른 흙은 소성 후 연마되어 불규칙한 깊이

와 형상을 가진 골과 융기에 따라 제 각각의 선명한 결을 드러낸다. 형

태에 있어서는 평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납작하게 성형하여 시각

성을 높였고, 그래서 연마에 의해 살아나는 흑백의 선명하고 불규칙적인 

패턴에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은 항상 다른 심상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게 

하며, 체험하는 이에게 창조의 감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

은 촉각적 체험과 더불어 시각적 요소를 접목하여, 체험자가 자유로운 

심상의 이미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다.   

 

 

  

                                     
86 로버트 루트번 슈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에코의 서재, 2007,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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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무제 2013> 66cm x 40cm x 34cm 

 
[작품7]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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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무제 2013> 63cm x 27cm x 10cm 

[작품8]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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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무제 2013> 60cm x 28cm x 9cm 
 

[작품9]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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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색과의 만남 

  인간의 오감 중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80%에 이른다고 한

다.87 그것은 인간의 감각인지에 있어서 선인지 감각으로서의 시각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실체적 감각인 

촉각을 통해 체험자와 작품의 교감을 시도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시각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형요소로서 접목하는 것은 작품에 

구체성을 부여해서 체험자와 작품과의 교감을 좀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수 많은 창조의 가능성을 품은 빈 상태의 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래서 부분의 문화권에서 흰색은 순수와 이상을 상징하고, 나아

가 창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풍요의 축복을 주는 의미를 가진다.88   

  다음의 작업은 그러한 흰색의 몸 위에 안료를 섞은 소지를 덮어 소성

하여 색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흰색의 의미와 그것의 창조성이 선

사하는 수 많은 심상의 이미지는 사라진다. 그리고 제 각각의 색과 둥근 

형태 관계 안에서 시각, 촉각적 체험을 통해 이전보다 구체화된 의미와 

심상의 이미지가 생겨난다.  

  연구자는 색 자체의 순전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랑, 빨강, 노랑, 

검정을 다른 색과 혼합하지 않고 각각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그래서 체

험자가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만지는 거리가 되었을 때, 작품을 덮고 있

는 색은 더 이상 세상의 조그만 부분이 아닌 눈을 가득 채우는 하나의 

세상이 된다. 이런 색감이 주는 온전한 감흥이 부드러운 촉감과 함께 심

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였다. 

  괴테가 “누구나 한번은 파란색을 마지못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끌려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한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듯, 파랑은 자연적으로 인간과 친화력이 강하며, 또한 동경을 불러 일

으키는 색이자, 초월적인 이상의 힘을 상징하는 색이다.89그래서 일상에

서 잠시 떠나 푸른 초원이나 공원의 벤치 위에 누워 바라보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서 머리 속까지 맑아지는 듯한 청명함을 느끼는 것

과, 맑고 깊은 바다의 짙은 푸른빛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고 가슴속 깊

은 곳부터 무언가 차오름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87 하랄드 브렘, 『색깔의 힘』, 김복희 역, 유로서적, 2002, p.22. 
88 김융희, 『하얀 천사와 검은 악마』, 시공사, 2005, pp.62-65. 
89 하랄드 브렘, 『색깔의 힘』, 김복희 역, 유로서적, 2002,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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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은 몸의 근본적인 따뜻한 피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생동하는 강인

함, 정열과 사랑, 삶의 기쁨, 역동성을 가진 색이며 따뜻함과 매혹, 힘을 

전달하는 색이다.90 그리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성적인 생명의 기운과도 

같은 힘은 절 자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고, 사악한 기운을 막거나 쫓

아내는 주술성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서 피나 황토와 같은 것들이 주술

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기도 하였으며, 전쟁과 혁명의 역사 속에서 강렬

한 빨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비가 오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빨간색 레인 코트에서, 날씨 탓에 침울한 마음을 극

복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서 빨강이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업자

는 이러한 빨강을 작품에 사용함으로 단조롭고 침울할 수도 있는 일상

에 생동감을 전달하고자 했다. 작품이 체험자의 회색 마음 속에 하나의 

빨간 점을 찍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리라 기 했다.   

  노랑은 색 중 가장 밝게 느껴지는 색이며, 태양을 상징한다. 노란색은 

햇빛이 풍부한 지역에 자라는 자몽, 레몬 등의 과일을 연상시키고 태양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색이다.91 노란색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관객의 시

선을 고정시켜 체험으로 쉽게 이끈다. 작업자의 마음 또한 제작과정 중 

봄의 태양을 받아 투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잎처럼, 생동감이 가득 차 

내내 즐거웠다. 이러한 경험이 비단 작업자에게만이 아니라 체험자에게

도 비슷하게 주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검정은 색이 주는 느낌이 가장 무겁다. 엄격함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

해 관청의 사무용품이나 관복은 검은색이었고, 빛의 반 인 암흑이기에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장례의식의 색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의미를 지

닌 단어에는 늘 ‘검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렇다고 검정이 이러한 

음성적인 이미지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색의 모든 스펙트럼은 립적

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92 검정은 모든 변화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깨닫고자 

하는 이에게는 전 단계인 진리의 추구를, 앞으로 전진하려는 이에게는 

그 전의 충분한 깊은 안식을 의미하는 색이다.        

  이러한 립적인 의미는 검정뿐만 아니라 앞의 색들도 마찬가지여서  

                                     
90 마가레테 브룬스,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 역, 세종연구원, 1999, pp44-49. 
91 이문칠, 『어떤색이 좋을까?』, 영진, 2003, p.22.  
92 하랄드 브렘, 『색깔의 힘』, 김복희 역, 유로서적, 2002,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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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미도 다분하다. 그러나 둥근 형태들과 부드럽고 반질거리는 표

면의 작품들은 체험자가 그것을 실제로 만지며 느낄때, 색의 부정적 의

미를 상쇄시키고 긍정적인 색의 의미가 살아나게 하여, 그것과 연결된 

긍정적 기억들이 떠오르도록 이끈다. 작품 자체의 긍정적인 체감이 적극

적으로 색의 긍적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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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 <무제 2013>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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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무제 2013> 24cm x 24cm x 2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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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무제 2013> 31cm x 20cm x 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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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 <무제 2013> 18cm x 19cm x 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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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4] <무제 2013> 22cm x 21cm x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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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연구는 작품과 관객 간의 호의적 관계에 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왜 사람들은 연마해서 부드럽고 반짝이는 작품을 만지고 싶어 하는 것

일까?’에서 시작한 의문은 ‘그것을 만지고 느끼는 인간의 촉각은 무엇

인가?’, ‘그것이 지니는 성질은 무엇일까?’ 하는 구체적인 의문들을 파

생시켰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제작된 사물에는 분명 현실적이든 그

렇지 않든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과 원인이 있다. 그렇기에 수학 문제와 

같이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의 연구조사를 통해 그 근

거를 살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Ⅱ장에서 인간의 생리학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촉각이 지닌 의

미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래서 그동안 시각에 비해 잘 인식하지 

못했던 촉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후 연구의 이해를 위한 기반을 다

졌다. 

  닳아서 부드러워진 것들의 특징을 다룬 3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촉

각에 한 이해를 토 로, 연마된 사물의 내적 특성인 시간성과 외적 

특성인 둥긂, 광택, 그리고 내면의 상에 해 알아 보았다. 그리고 그

것의 행동유도성에 해서도 알아 보았다.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특성들

이 인간에게 단순한 지각경험의 기회 제공을 넘어, 순간의 감정과 삶의 

정서까지도 변화 가능케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닳아서 부드러워진 감촉, 즉 연마촉감이 인류의 도자사 속

에서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 보았다. 현재에도 연마촉감을 활용

하여 작업하는 도예작가들의 사례를 ‘점토 연마’, ’테라시질라타 연마’, ’

고온소성 후 연마’, 이렇게 세 가지의 기법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

러한 연마기법에 한 이해와 현  작가들에 한 소개는 개 유약을 

시유하고 고온소성하는 우리 도자문화 속에서 이제는 역사속에서 사라

진 연마기법에 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주리라 생각한다.      

 Ⅴ장에서는 연구자의 고온소성 후 연마 작업의 비교적 상세한 작업과 

정 중의 느낌, 그리고 작품에 해 설명을 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법이기에, 이러한 과정에 한 이야기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작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아

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관객들에게는 연구자 작품에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연구자와 관

객의 소통을 이끄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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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를 통해 촉감에 한 많은 자료를 접하였다. 인간의 촉각은 

평소 연구자가 짐작해 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작품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실체적이며 섬세한 감각인 촉각이 느끼

는 촉감 중에서도 만질만질 부드럽고 광택성을 지니는 촉감에 해 알

아 보았다. 이런 촉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촉감

이다. 그런데 이러한 촉감 외에도 작품에 표현하면 인간에게 깊은 인상

과 호감을 주고, 많은 소통의 가능성을 지닌 촉감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극이 계속될 때 더는 그 자극을 감각하지 못하

는 인간의 감각 순응성을 감안하여 부드러움과 상반되는 표면 질감을  

교차시키는 작품을 제작하여서 부드러움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표면의 다양한 형태의 

요철을 작품에 만들어 주어 독특한 촉감의 재미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작품의 느낌과 의도에 따른 거친 질감의 표현은 작품의 실체성을 더해 

더 많은 소통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다른 작품의 

질감이 만드는 촉감에 해 생각해 보고, 작품에 시도하고 고심하는 일

은 앞으로 연구자가, 또한 우리가 해볼 만한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

라 생각한다. 

  앞으로 도예계에 더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또한 작가

가 작품의 시각성과 더불어 촉각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작하여, 관객

에게 쉽게 호응하고 교감하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자작품이 많아

지기를 고 해 본다.   

  

  

   

   

  

  

  

  

 

 

     

      

 



 

 81 

참고 문헌 
 

 

단행본 

 

디디에 앙지외,『피부자아』, 권정아.안석 역, 인간희극, 2008 

덴다 미쓰히로, 『제3의 뇌』, 장연숙 역, 열린과학, 2009, p.15-28. 

골드 슈타인, 『감각과 지각』, 김정오외6명 역, 시그마프레스, 2007 

최유리, 「말하는 피부 듣는 뇌」,『브레인』, 한국 뇌과학 연구, 2009, 

Vol.14. 

이달희, 『닿는 순간 행복이 된다.』, 예담, 2012 

다이앤 애커먼,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이지은, 『감각의 미술관』, 이봄, 2012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사 개론』, 이재실 역, 까치, 1993 

김종 , 『한국의 성신앙』, 인디북, 2004 

마크 스미스, 『감각의 역사』, 사람의 무늬, 2010 

기다 겐 엮음, 『현상학사전』, 이신철 역, 도서출판 b, 2011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의 즐거움』, 이희재 역, 해냄, 1999 

홍역국,『지질과학용어사전』, 경, 2012 

김주환, 『기후 지형학』, 동국 학교 출판부, 2009 

조지훈, 『돌의 미학』, 나남, 2010 

곽호완,『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루돌프 아르하임,『미술과 시지각』,김춘일 역, 미진사, 2003 

이기진, 『컬렉션, 발견의 재미』, 프로젝트409, 2010 

Sumi von Dassow, 『Low-firing and Burnishing』, A&c Black, 2009 

윤용이, 『우리 옛 질그릇』, 원사, 1999 

Jane Perryman, 『Smoke-fired Pottery』, A&c Black, 1995 

Jane Perryman, 『Naked clay』, A&c Black, 2008 

Rosette Gault, 『도자예술을 위한 종이점토』, 내하출판사, 2002  

정동훈, 『도자예술용어사전』, 월간세라믹스, 1996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선, 2003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외6명 공역, 한양



 

 82 

학교 출판부, 1999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도로시 허먼,『헬렌켈러-A Life』, 이수영 역, 미다스북, 2001 

로버트 루트번 슈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에코의 서재, 2007 

하랄드 브렘, 『색깔의 힘』, 김복희 역, 유로서적, 2002 

김융희, 『하얀 천사와 검은 악마』, 시공사, 2005 

마가레테 브룬스,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 역, 세종연구원, 1999 

이문칠, 『어떤색이 좋을까?』, 영진, 2003 

 

 

논문 

 

유요한. 윤원철, 「반복과 소유-한국불교 재가신자들의 불경이용방식」, 

『한국연구재단』, 2009 

고병철,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2  

김지은 외4명, 「직물촉각 자극에 의해 유발된 정서와 EEG 특성」, 

『한국감성학회』, vol.1 , 1998  

이정모,「‘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합」, 

『철학사상』, vol.38, 2010 

고현진, 「빈티지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

지』, vol.25, 2001 

신상호외 2명「남아메리카 도자기 제작기술 연구」, 『홍익  도예연구

소』, 1992 

김승욱, 김화영「종이점토에 한 연구」, 『경희 학교부설디자인연구

원』, 2005 

 

 

 

 

간행물 

 

이장주, 「촉, 세상을 만지다.」, 『Tech & Future』, vol.2, 2012 



 

 83 

전창배, 「헤르더의 “1769년의 나의 여행기”에 판한 연구」, 『한국헤세

학회』헤세연구 제18집, 2007 

Sebastian Blackie,「artist issue」,『 Ceramic Review 』, may, 2007 

Nicole Crestou, 「NADIA PASQUER」, 『La Revue de la Ceramique et 

du Verre』, 2011.11 

서유헌, 「뇌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법」,『브레인』,한국뇌과학 연구, 

2003.3   

 

 

웹사이트 

 

http://sinhungsa.com  - 염주의유례 

http://en.wikipedia.org/wiki/Terrazzo - 테라죠 

http://preview.britannica.co.kr - 광택 

http://ko.wikipedia.org/wiki/%EC%96%B4%ED%8F%AC%EB%8D%9

8%EC%8A%A - 행동유도성 

http://blog.chojus.com/3668- 까치 

http://news.yale.edu/2008/10/23/hot-coffee-we-see-warm-heart-

yale-researchers-find 

http://mitsloan.mit.edu/newsroom/2010-ackerman.php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유약 

http://www.antoniasalmon-ceramics.co.uk/ - 안토니아 살몬 

http://www.artinasia.com/ - 무네미 요리가미  

http://www.whoswho.fr/decede/biographie-pierre-bayle -피에르 바일 

www.metmuseum.org/toah/work-of-art/1998.32 - 막달레나 오둔도 

http://en.wikipedia.org/wiki/Diamond_industry#Industry - 다이아몬드 

http://www.baacorsham.co.uk/whosartnow3.htm - 펠리시티 에이리프 

http://ssindustry.co.kr - 섬유 보강제 

http://www.dh-c.co.kr/ - 용융 알루미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6865600 - 연마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 - 전착 

http://diamant-polierscheiben.de/Schleifscheiben.html 



 

 84 

http://www.cppmscw.co.kr/goods/view.php?goodsno=50 

 

도판 출처 

[도판1] 골드 슈타인, 『감각과 지각』, 김정오외6명 역, 시그마프레스, 

2007 

[도판2] http://ajou.ac.kr/~tetross 

[도판3] http://www.noahne.com/151 

[도판5] http://www.agkdced.org/board 

[도판7] https://www.flickr.com/photos/dodeskaden/6795595954 

[도판8] 충남 서산시 용문사  

[도판9] http://blog.daum.net/photogood/8350809 

[도판10] http://www.andongkwon.pe.kr/zeroboard 

[도판11] 김종 , 『한국의 성신앙』, 인디북, 2004 

[도판15] 김주환, 『기후 지형학』, 동국 학교 출판부, 2009 

[도판16] 장중근, 『수석』, 원사, 2003 
[도판18] Warter Burkart『Handbuch Für das Schleifen und Polieren』, 

Eugen G. Leuze Verlag, 1991 

[도판2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 하우스, 2007 

[도판25] 이기진, 『컬렉션, 발견의 재미』, 프로젝트409, 2010 

[도판26] https://www.fineindianart.com/product/santa-clara-pot-by-

vickie-martinez-tafoya/ 

[도판28] Jane Perryman, 『Smoke-fired Pottery』, A&c Black, 1995 

[도판29] http://laborne.org/pages/ceramistes-permanents/   

[도판31] http://www11.ocn.ne.jp/~munemi/en/munemi03 

[도판33] Jane Perryman, 『Smoke-fired Pottery』, A&c Black, 1995 

[도판34] Jane Perryman, 『Smoke-fired Pottery』, A&c Black, 1995 

[도판35] Jane Perryman, 『Naked clay』, A&c Black, 2008 

[도판36] Jane Perryman, 『Naked clay』, A&c Black, 2008 

[도판37] http://www.fitzsu.com/Furstenberg-Qi-Giftware-Bowls-Set   

[도판41] http://www.metabo.kr/?status=product&cate_num=&sort= 

&start=0&search_keyword=wet+polisher 

 



 

 85 

Abstract 

 

Tactual communion by surface 
Polishing of ceramics 

 

 

Sang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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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 and shiny worn out things always touched the researcher's mind. 

By personal favorable impression, and intuition that, people might like 

those round things generally, the researcher started polish ceramics. It has 

been 6 years, to doing grinding works for ceramics. The time with clay 

gave pleasure and helped to find the researcher's life worth living by 

communication with visitors during his exhibitions. The researcher's 

work with clay was not only his job but also, his play.  

  This research is about finding meanings of tactual-sense-emphasized 

ceramic works, made by personal favorable impression and visitor's good 

impression about worn out things. The research finds substance of tactu-

al sense and tactual-sense-emphasized ceramics by collecting data. It 

also helps to easily understand meanings of interactions of people and 

things.   

  For general understanding of research works, we preferentially need to 

know what is tactual sense and features of soft, worn out, and polished 

things. Therefore, this research starts to study tactual sense in the aspect 

of physi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It says tactual sense is firsthand 

and substantial, and very significant like other sense organs. In the next 

chapter, it finds out and understand features of polished ordinary objects. 

And then it studies artists who already applied those tactual features in 



 

 86 

their ceramic works. Therefore, the study concludes that tactual sense in 

ceramic work is not only for finishing work, but also one of significant 

component of ceramic work. 

  Based on early chapters of this study, late chapters explain the re-

searcher's works and production process. It helps to comprehend those 

works. First parts of late chapters deal with grinding after grand feu of 

white porcelains, that is a relatively new technique, and last parts of late 

chapters explain about researcher's works. 

  This research made the researcher find very important meanings of his 

works until now, and gives motivation and firm intention for works in 

the future. Hope that, this study makes people aware of importance of 

tactual approach like as visual approach, in ceramic production and 

artwork appreciation, and so broaden other's expression and appreci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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