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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논문 연구 전, 연구자는 점토에 시각적 경쾌함을 주는 구멍들에 

관심이 있었다. 연구자는 종종 나무 가지를 이용해 진흙 벽에 구멍을 

뚫곤 했었다. 이 논문은 연소를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구멍들과 상

적으로 인위적으로 생성된 구멍들까지, 그것들의 개념을 논하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 연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후자의 경우 구

성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자연적인 구멍이건 인공적인 구

멍이건, 다공성은 가연성인 물질을 점토에 혼합하는 기술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 논문은 점토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 발생하는 점토의 

다공성에 초점을 둔다. 

우선 점토에 혼합되는 재료의 역사에 해 연구했다. 어떤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며 왜 그것들을 사용하는지 살펴 보았다. 저자는 밀짚, 

겨, 나무껍질과 같은 재료들이 흔히 건축의 목적으로 점토와 혼합된다

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경우 혼합물은 생으로 남겨지고 소성돼지 않는다. 

다른 재료들과 혼합된 진흙은 건조 과정과 소성 과정 모두에서 더 견

고했으며, 항아리 같은 형식의 자기에 더 유용하게 쓰인다. 이 경우 점

토는 소성 후에 통기성을 가지고 있어 음식이나 물 같은 내용물을 저

장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기 재료들이 점토의 기능적 

결점 보완을 위해 소성 전 또는 소성 후에 점토에 혼합했다고 결론 내

릴 수 있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유기 재료의 소성 후에 나타나는 구멍들에 해 

연구했다. 다공성은 무엇이고, 어떤 미학을 가지는가? 다공성은 밝음과 

어두움, 풍부와 빈곤, 가시적 비가시적 세상과 같은 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나는 다공성의 의미에 해 연구했으며, 건축과 조각에서 다

공성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살펴 보았으며, 자연에서 그것들의 외양이 

어떤지 찾아 보았다. 그 결과, 점토에 구멍을 생성하는 유기재료의 고

유성이 다공성이라는 미학적 가치를 이끌어 낸다고 결론내었다. 

또한 현  도자기 공예에 쓰이는 혼합 재료에 해 연구했다. 이

런 물질들은 점토의 완벽한 외부 또는 내부 구조를 만들기 위해 쓰인

다. 그것들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도와

준다. 구조나 패턴에 있어 멋진 재생산인 것이다.  

마지막장에는 연구자가 다공성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가연성 물

질들을 사용해서 작업했던 본인 작품에 해 연구한 것을 기술한다.  

다공성을 미학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천연물질이나 인공물질 모두

를 사용했다. 혼합재료의 외부 구조가 점토 안에서는 음각화 되어 나타



 

 ii 

나므로, 혼합재료의 외부 구조는 점토의 내부구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혼합물질의 구조를 점토로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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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연소 물질은 가늘거나 두껍거나 둥글거나 투

명하거나 무정형인 소재로, 천연 소재, 인공 소재, 음식 재료 등으로 

다양하다. 이 연소 가능 물질들을 이장에 추가하는데, 이장을 발라 쌓

거나 이장과 완전히 섞어버리는 방식으로 혼합한다. 이러한 혼합 소지

를 석고틀에 붓거나 압출성형하는 식으로 형태를 만든다. 형태를 구현

하기 위해 석고틀을 사용하는데, 석고틀은 혼합 소지에 한계와 형태를 

부여하는 데 적절한 지지 가 된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에 한 관찰을 바탕으로 형태, 혼합소지, 성형기

술 등을 발전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혼합 소지의 특성(즉, 소

성과 함께 드러나는 구멍들)을 활용하여 형태/ 혼합재료 간의 적절함

(서로 어울림)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탄생되

는 기공들이 내게 일종의 표현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나는 미세한 기공

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것의 풍부한 구조와 형태를 확 하여 사

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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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혼합 소지의 특징과 사용 

 

 

 전통적으로 토기 제작과정은 원토의 채굴과 성형이 가능한 소지를 준

비하는 제토로 시작된다. 그런데 천연상태의 순수한 원토는 큰 형태를 

제작할때 버티는 힘이 부족해 성형 중 기벽이 무너지기 쉽다. 균일하게 

마르지 않아서 건조시 갈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소성을 할 때는 열기가 

기벽 속까지 쉽게 전달되지 않아 불속에서 터지기도 하는 등의 문제들

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소지를 준비할 때 원토의 성질

을 개선하는 혼합물질(비가소성 물질)3을 첨가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성형을 용이하게 하고, 기물의 건조 시에 수분이 잘 증발되도록 하며, 

안정된 가마 불이 아닌 노천의 불안정한 불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

성할 수 있었다. 도자 역사상 이러한 비가소성 물질의 첨가는 끓임없이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등지에서 여전히 사용되

는 방식이다. 건초, 짚, 동물의 배설물, 뼈, 조개 껍질, 짐승의 털, 구운 

진흙 등이 첨가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4 전통적으로 이것들은 기술적

인 목적에서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표현적 의도에서 보다 많이 사용되

고 있다.  

   

 

1. 혼합소지의 특징 
   

  혼합재료를 흙에 첨가하면 미세 기포가 생겨 소지에 스폰지 구조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비가소성(非 可塑性) 물질이 혼합된 소지는 건조와 

소성시 그리고 사용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미세구멍을 포함하

게 된다.  

 

 1.1 혼합물질  

  혼합 물질은 소지의 뼈  즉, 구조를 부여하여 성형 시 내려앉아 무

                                            
3
 점토에 끈끈한 점력을 말하는 가소성에 반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정동훈, 『도자예술용어사전』, 월간세라믹스, 1996, p.10,98.  
4
 Barbara van Doosselaere et Cécile Oberweiler,  「Dégraissants 

organiques」, 『Cahier des thèmes transversaux ArScAn』, vol.VII,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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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소지의 역사 
   

  혼합소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부분의 원토가 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혼합물질을 자연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래

질 점토처럼 개 원토에는 이미 여러 혼합물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해가 쉽도록 혼합소지를 다루는 방법 즉, 소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자 한다. 즉, 소성 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소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

누고자 한다.   

 

 2.1 소성을 하지 않는 혼합소지      

  흙은 건축 재료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또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축 재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1/3이 흙으로 

된 주거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10  천연 그 로 사용할 경우 흙은 

성형하기가 어렵다. 흙에 돌, 자갈, 모래, 식물성 섬유질, 동물의 털 등 

(비가소성) 혼합물질을 첨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혼

합물질은 성형을 용이하게 하고, 하중 압력을 지탱하고, 건조속도를 조

절하고 특히 균열을 감소시키는 보강재의 역할을 한다. 흙집은 습도 조

절 능력이 탁월하다. 흙은 집의 과도한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다시 수분을 방출한다. 흙은 온도 변화에 무디기 때문에 흙집

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11 흙으로 집을 짓는 전통적인 기

술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나무로 구조물을 만들고 나무

사이에 흙을 발라서 채우는것(짚을 섞은 벽토), 틀을 이용해 벽돌을 찍

고 말린 벽돌을 쌓는것(흙벽돌), 운반 가능한 벽면 유닛을 제작하고 조

합하는 것(진흙에 짚을 섞은 흙반죽이용), 거푸집을 만들고 흙을 채워

넣고 압력을 가해 제작(흙 콘크리트)하는 방법이 그것이다.12 

 

 

 

 

 

 

  

 

                                            
10

 http://craterre.org 
11

 http://www.maison-terre.com/tag/terre 
12

 http://fr.wikipedia.org/wiki/Terre_c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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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 흙의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샤모트와 같은 보강재를 첨가할 

수 있고 이때 종이흙과 보강재는 분리되지 않고 잘 섞인다. 그럼으로써 

코일 성형도, 판성형도 핀칭 성형도 가능하게 된다. 이어지는 부분이 

쉽게 결합되며 균열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성 후에 기물

은 매우 강한 기공성을 보이는데, 이 기공성 때문에 기물은 유리화된 

도자기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흙에 섞는 혼합물질은 내 작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혼

합물질의 크기와 연소 가능성에 따라 만들어진 구멍들의 크기와 상태

도 다르다. 미세한 구멍이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형태요소가 되

기도 한다. 내 눈 앞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기공성의 언어에 매료되

어 나는 그것의 미학을 탐구하게 되었다. 기물을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종이흙의 균질한 기공성과는 달리, 나는 기공성의 본질 자체, 곧 공허

(le vide)의 가치를 조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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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뎅 : 그셀, 당신 생각에 색채는 화가의 자질인가요, 조각가의 

자질인가요?  

그셀: 당연히 화가의 자질이죠! 

로뎅 : 그렇다면, 이 조각상을 한번 관찰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로댕은 고 의 흉상을 비추기 위해 등불을 최

한 높이 치켜 들어올렸다.  

 

로뎅: 여기 가슴 위에 강한 빛이 보이나요? 주름진 살들 사이의 

강렬한 어둠과 이 금처럼 빛나는 부분들, 신성한 몸의 가장 은밀

한 부분에서 흔들리는 어슴푸레한 중간 밝기의 부분들, 그리고 너

무나 미세하게 가늘어져서 공기로 증발해 버릴 것 같은 이 선들. 

어떤가요? 경이로운 음영의 조화가 아닌가요? 나는 인정할 수밖

에 없구려. 

 정말 역설적이지만, 위 한 조각가는 최고의 화가나 판화가 못지

않게 색채의 장인이랍니다. 조각가들은 요철이라는 요소를 매우  

능숙하게 활용하고, 빛의 과감성과 어둠의 겸양을 매우 잘 조화시

킵니다. 그래서 위 한 조각가들의 작품은 섬세한 그림들이나 동

판화 만큼이나 감미롭게 만들곤 하죠. 참, 색채에 해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래서 색깔은 조각에서 조형의 정수와도 같죠. 빛과 

그림자는 항상 서로 동반하며 모든 위 한 조각작품들에 광채를 

가져다주죠. 살아있는 육체의 광휘 말입니다.23 

 

  일찍이 1960년부터, 미국 건축가인 루이즈 칸(Louis Kahn)은 작품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빛이라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모든 현존을 비추

는 빛, 그것이 재료를 창조한다. 빛은 그림자를 드리우도록 만들어졌으

며 그림자는 빛에 속한다.”24고 하였듯 그는 이런 자신의 의도를 공간

과 구조와 빛이 한데 융합되는 어떤 상위의 차원에서 구현해 보고자 

했다.  

  

 “우리 동양인들은, 장소들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장소들에서 어둠이 

태어나도록 함으로써 미를 창조한다.”25  

                                            
23

 Aline et Camille Virot, 『La maison』, éditions ARgile, 2001, p.137. 
24

 Louis Kahn, 『Louis Kahn: Conversations with Student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112. 
25

 Junichiro Tanizaki, 『Éloge de l'ombre』, traduction René Sieffert, 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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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작가 타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郞)는 자신의 책『Eloge de 

l'ombre음예 공간예찬』에서 일본인 작가와 서구 작가가 보여주는 빛과 

조명의 다양한 용법을 서로 비교한 후 모든 것을 비추는 서구의 미학

에 항하여 응달의 미학을 옹호했다  

  

  형태를 지각하는 데 빛과 어둠은 필수적 요소이며, 이는 도예에서도 

마찬가지다. 빛과 어둠은 부피감을 극 화하며, 구조들을 숨기거나 드

러내고, 색채를 반사시킨다. 내 작품에서 나는 어둠이 형성되는 데 유

리한 터전(움푹한 곳, 빈 공간, 구멍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둠을 부각시

키고자 했다. 빛의 강도에 따라 구조도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짙고 검으며, 어둠의 경계가 도자의 흰 빛과 조되어서 

빛을 눈에 띄게한다. 빛이 약하고 흐리면 그림자는  은은하고 회색빛에 

가깝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형태, 부피에 한 우리의 지각은 

이러한 조성의 강도에 영향을 받는다.  

 

 

2. 공간 : 차있음과 비어 있음 
   

  채움과 비움의 개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 쌍이다. 한 쪽

이 없으면 다른 한 쪽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수많

은 다른 영역에서 재발견하는데, 각 분야 특유의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항아리는 점토로 돼 있지만, 그것의 비어 있음 덕분에 우리가 그것

을 사용할 수 있다.”26  

   

  “물리학자는 음극과 양극처럼 이것들이 같은 부호일 때는 서로 밀어

내지만 서로 반  부호일 때는 달라 붙는다고 말할 것이다. 철학자는 

마치 하늘과 바다처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반영하며 한쪽에 빠져드는 

것은 곧 다른 한쪽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가는 

결국 비어 있음에 이르기 위해 가득 참을 훨씬 더 많이 수행해야 한다

고 말할 것이다.”27 

                                                                                                        

Publications orientalistes de France, 1977, p.46. 
26

 Jean-Marie Pelt et Franck Steffan, 『Nature et spiritualité』, Ed. 

Fayard, 2008, p.213. 
27

 Florent Labruyère, 『Le Vide, le plein, un fait de l’architecture ? 』,  

Paris : Société des écrivains, 201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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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작업에서도 이 규모 변화와 기능 상실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공을 확 하면 기공은 그 기능을 잃는다. 반면에, 기공은 보

이는 구조가 되며, 우리에게 자신의 오목한 공간을 내보인다. 프랑스 

부렐리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숨어있다"37고 하였듯 이런 확 를 통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 작품의 기공성은 그렇게 해서 온갖 

기능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미학적인 측면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미세한 세계를 우리의 시선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요컨 , 기공성을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혼합

소지를 다루기로 했다. 나는 그 방법으로 채움의 개념과 비움의 개념을, 

보이는 것의 개념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개념을, 그림자의 개념과 빛의 

개념을 결합시킨다. 백자소지에 가연성 물질을 혼합하면 흙덩어리에 통

풍이 되며, 소성 후 흙덩어리는 사라진 재료의 음각 형태인 빈 공간들

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그림자가 그 빈 공간들에 달라붙으며, 웅덩

이의 부피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시선을 그 풍경 위로 이끌어 재료 안

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한다. 이것이 과연 미세 구조가 확 된 것일까 아

니면 황량한 풍경이 축소된 것일까? 

  답은 나의 작품들을 바라다보는 관객의 몫이다. 우리의 지식, 경험, 

호기심, 감수성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상 해석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린 것이다. 따라서 이 신비를 푸는 단

서는 개인의 수만큼이나 많다. 이 풍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풍경들이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의도적

으로 작품에 제목을 붙이지 않거나, 작품의 신비감이 그 로 유지될 수 

있는 제목을 단다. 이 점에 관해서 헨리 무어는 매우 멋지게 언급한 적

이 있다.  

   

  "모든 예술은 어느 정도의 신비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 관람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야. 조각이나 그림에 너무도 명백한 제목을 부여

하는 건 그 신비감의 일부를  없애는 거지. 그렇게 되면 관람자는 자기

가 방금 본 것의 의미에 해 곰곰히 생각해 볼 노력도 하지 않고 다

음 작품으로 이동하지. 누구나 자기가 이해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라구."38 

                                            
37

 France Bourély, 『Mondes invisibles: éloge de la beauté cachée』, Ed. 

La Martinière, 2002, p.111. 
38 Ian Dejardin, Ann Garrould, Anita Feldman Bennet, 『Henry Moore: At 

Dulwich Picture Gallery』, Scala Publishers Ltd, 2004, p.15. 
 



 

 

 26 

  그러므로 나는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 자유롭게 한 차원에서 다른 차

원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지를 관람자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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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 도예에서 혼합 물질의 활용 

 

 

  앞서Ⅱ장에서는 역사상 여러 물질을 소지에 혼합하는 것이 기술적인 

또는 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인류는 자연환경 속에

서 실제 사용의 목적을 위해 혼합소지를 사용해 온 것이다. 이러한 기존

의 혼합소지의 사용방법은 오늘날 그 로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더하

여 현 도예에서는 예술적, 표현적 차원에서 혼합소지를 이용하고 있다.    

 

 

1. 흙에 섞는 유기 재료 

   

  현 도예가들은 혼합 물질들이 남기는 흔적을 활용한다. 아래 설명할, 

흙에 연소되는 유기 재료를 섞어 사용하는 이들 다섯 명의 도예가들의 

작업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즉, 유기재료는 소성 시 타버리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기본 형태가 주어지지만, 스폰지, 화

장지, 폴리스티렌 볼, 레이스, 식물같은 가연성 물질들이 사라지면서  

형태가 변형된다. 

  

 1.1 조안 세라(Joan Serra) 

  조안 세라는 1962년 바르셀로나 인근 마타로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

달로나에 있는 파우 가르갈로(Pau Gargallo) 아트 디자인 스쿨에서 교육

을 받았다. 1982년 석사를 마친 그는 20년간 고향의 도예학교에서 교편

을 잡았다. 2000-2007년까지 스페인 아르겐토나 깐티르 박물관(Museu 

delCàntir d'Argentona)의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했다. 현재 국제도

예아카데미(IAC) 회원이며, 주로 유럽을 무 로 하는 수많은 전시회와 

워크숍에 참가하고 있다.39 

  조안 세라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빚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형태를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재료와 재료의 소성 시 드러나는 변화를 바탕으로 작업한다. 그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해 소지의 밀도를 변화시키는데, 건조 시와 소성 시 

가연성 물질의 양과 종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9

 http://www.ceramicaixio.com/joan/indexjo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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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틀로 사용되는 유기 재료 

   

  전통적으로 이장 성형 기법은 석고틀에 이장을 채웠다가 비워내고, 마

르면 틀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석고틀은 다공질이므로, 소지에 남아 있

는 여분의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소지는 수축되면서 떨어져 나온다.  

오늘날에는 석고틀 역활을 하는 다른 다공질 유기재료들이 출현하였는

데, 그 재료들의 유연성과 흡수력 덕분에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가죽, 옷감, 셀룰로오스 스폰지가 석고틀 용으로 사용된다. 이 재료

들은 무르며 이장이 스며들만큼 충분히 큰 미세공들을 갖고 있어서  그 

재료들에 이장을 채워넣으면 이장이 천천히 유기 재료틀에 스며들면서 

유연성을 가진 틀 표면이 불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와 이장 성

형 시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 즉 붓는 이장의 양에 따라 자국들의 형태

와 깊이가 정해진다. 이장의 두께가 틀안에 적당히 형성되면 이장을 주

사기와 같은 도구로 빼낸후, 만져도 형태의 변형이 없을 정도로 마르면 

틀을 떼어내는데, 그때 오브제 표면에 기공의 자취인 미묘한 자국이 남

는다.  

  이와 같은 방법이 앞서 소개한 유기 재료 혼합소지로 성형 후 소성하

여서 기공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유기재료가 가진 기공성을 적극적 표현

하는 방법이 아닌 것처럼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법을 통한 

작품이 각각의 유기재료가 가진 독자적인 표면과 내부의 기공성을 극도

로 섬세히 반영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유기재료 혼합소지를 소성할 

시에는 유해가스가 발생하지만, 소성전 유기재료틀 탈형 하기에 유해가

스를 발생시키는 않는 제작 방법이어서 환경보호적 측면도 있다. 다음에 

그 기법을 사용하는 도예가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2.1 린 프리드만 쿤(Lynn Frydman Kuhn) 

  린 프리드만 쿤은 1964년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1985년부터 스위스에 

살고 있다. 그녀는 2007년에 브베응용미술학교(Ecole d'Arts Appliqués 
Vevey)에서 학위를 받았다. 2011년에는 현  도예 석사예비과정을 위해 

제네바 예술디자인학교(Ecole d'Art et de design Genève)에 입학했다.46  

  그녀의 틀은 셀룰로오스 걸래를 잘라서 바느질로 이어 붙인 것이다. 

따라서 틀은 매우 유연하여 이장의 무게에 의해 팽창한다. 틀에 기공성

이 있으므로 이장의 일부가 틀의 기공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탈형 시 

                                            
46

http://www.swissceramics.ch/fr/membres/galerie/frydman-kuhn-lynn.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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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연구작품의 제작과 작품설명 
   

  

  Ⅳ장의 현  도예의 혼합 물질 활용에서 우리는 유기재료를 표현의 

의도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혼합물질 사용에 있어서 살

펴본 사례들의 공통점은 혼합물질이 구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혼합

물질의 구조가 작품의 형태를 만드는 원형 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혼합물질의 형상이 소지에 그 로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나는 

이 작업방식을 '복제'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합성 스폰지는 흙 스폰지가 

되고, 스티로폴 볼은 백자그릇이, 레이스 테이블 매트는 백자 테이블 매

트가, 가죽 장갑은 흙 장갑이 된다. 이 작업을 통해서 소지와 무관한 재

료적 특성이 생겨나고, 그럼으로써 재료적 모호성이 생긴다.  

  나의 작업방식은 그같은 복제 기법과 구분된다. 나의 작업은 공백의 

성형이다. 나의 작업에 있어서 공백은 하나의 물체가 소실되면서 생긴다

는 특성을 갖는다. 그 공백은 음각의 자국이다. 공백은 흙덩어리 안에 

생성된다. 앞서의 사례와 같이 타 재료의 형상을 쉽게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공백을 살리고 재료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미학적 목적에서 소지를 다공질로 

만들기 위해서 성질과 크기가 다른 가연성 물질을 소지에 혼합한다. 

  나는 소성 시 공백이 생긴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혼합 소지를 성형하

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 빈 공간들의 분포를 내 마음 로 

통제하기 보다는 우연에 맡기고 싶었기 때문에, 석고틀을 이용했다. 석

고틀은 다양한 성형 가능성을 제공하며, 혼합 소지의 경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하는, 다시 말해서 소지에 하나의 형태를 부여하는 틀이다. 

나는 원하는 혼합 물질의 종류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석고틀을 거푸

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장 성형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형태에 있어서, 나는 그릇의 개념과 조되는 덩어리의 개념을 연구했

다. 이는 벽의 이면을 숨기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 이장 성형 시 이장은 

일정한 두께로 틀의 구조와 형태를 감싸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안쪽에

서 보면 윤곽이 희미하긴 하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사용된 가연성 

물질의 신비감을 강화하면서 형태에 중량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는 안

쪽면을 숨기기로 했다. 내가 이중 벽 형태의 작업을 한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원리는 2차 벽을 만들어 기물 내부를 이중화하는 것이다. 그

것은 하나의 벽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벽이다. 두 벽의 이면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목한 형태이면서도 가득 찬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종류의 오브제를 얻게 된다. 건물을 짓듯 거푸집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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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백자이장에 적신 후에 틀에 눌러붙인 솜은 

가벼운 느낌을 내서 량생산된 도자기와 조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다른 표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트리스 형태로 량 판

매되는 합성솜을 구했다. 합성솜(폴리에스터가 주성분)의 겉모습은 코튼

볼과 유사하지만 그 특성은 달라서 좀 더 성기고 쉽게 풀린다. 

  이장에 적시는 과정에서 이장과 접촉할 때 코튼볼과 합성솜의 반응을 

비교해 보자. 코튼볼은 원형이 그 로 보존되면서 이장의 얆은 층이 그 

표면에 형성된다. 합성솜은 풀어지고 퍼지며 이장에 젖는다. 따라서  합

성솜의 경우 좀 더 무겁고 치밀한 덩어리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합성솜

의 강점은 무엇일까? 소성 시 코튼볼은 껍데기인 얇은 백자 볼만 남기

고 사라진다. 합성솜은 완전히 이장에 젖은 상태이므로, 덩어리 안에서 

없어지면서 다공질 뼈를 닮은 내부구조를 드러낸다. 이 발견이 나의 연

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새로운 재료가 새로운 표현 방법

을 제공한다면, 그 재료의 강점은 무엇이며, 그 강점을 살리기 위해 필

요한 성형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코튼볼을 이장에 

적셔 틀 안에 쌓는 신에, 합성솜 뭉치를 틀 안에 넣은 후에 이장을 

주입했다. 합성솜 뭉치가 이장에 완전히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장이 합성솜 뭉치 사이로 잘 통과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여기서 생겨

난 것이 '타재료의 복제'와는 다른, 덩어리 속 '공백의 창조' 라는 개념이

었다. 

  합성솜은 흡수력이 크므로, 이장의 성질과 틀 안에 넣는 솜의 양이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는 석고틀의 매끈한 표면과 조되

는 뚜렷한 오목 공간과 구멍(오목 공간들의 면들도 미세구멍으로 구성

되어 있다)을 창조하기로 했다.  

  다음 작품들은 직선의 육면체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벽돌이나 건물을 

연상시킨다. 각각의 작품에 직선들의 겹침은 도시의 한 모습을 보는 듯

한 느낌을 준다. 단단한 느낌의 육면체에 놓인 빈 공간들은 자연의 동굴

과도 같아서, 어울리지 않은 듯하면서도 어울리는 기묘한 느낌을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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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 층 아래에 갇혔고, 이장은 서서히 쌀 뻥튀기 알맹이들 사이로 스

며들었다. 

  이장이 쌀 뻥튀기들을 통과하여 어떤 경로로 흘러내리는지 정확히 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쌀 뻥튀기 분포나 이장 성형시간 을 조절해

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그 구조들을 포함할 

부분을 정하고, 이장이 그 부분에 다소 깊숙이 침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의 분포는 중력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사실상 쌀 뻥튀

기는 틀 아래쪽에 쌓일 것이고, 이장은 수직 방향으로 쌀 뻥튀기 속에 

침투할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문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문양은 "다공질" 부분과 매끈한 부분의 조

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이장의 성질과 이

장 성형 시간이다. 이장 성형 시간이 길수록 쌀 뻥튀기 알맹이가 오그라

들고 이장이 더욱 분산된다. 이장이 묽을수록 이장 속에 갇히는 쌀 뻥튀

기가 적어지고, 쌀 뻥튀기는 표면에 떠오를 것이며, 과도한 이장을 틀에

서 쏟아내면서 같이 버려질 것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는 좀 더 큰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팝콘도 사용했다.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측면 때문에 이 기법을 좋아한다. 비록 쌀 뻥튀

기가 꼭 기 부분에 집중되는 것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알갱이들이 

흙덩어리 안에 분포되는 방식은 우연이며, 그 분포 방식으로 인해 땅에 

떨어져 용해되고 흩어지는 씨앗과 같은 가벼움이 연출된다. 분포 밀도를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변하는 문양, 공중에 떠 있는 입자, 

침식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부와 하부 사이에 치밀

한 덩어리 속에 나타나는 단계적 문양은 새로운 종류의 질감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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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뻥튀기를 틀 안쪽에 붙이는 방법 

  틀 안에서 혼합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상-하 축에 의해 제한을 계

속 받다 보니, 뻥튀기 분포를 좀 더 잘 제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리하여 중력에 항하기 위해서 나는 뻥튀기를 틀의 벽면에 붙일 

생각을 했다. 뻥튀기를 하나하나씩 붙여나가는 것은 뻥튀기에 모듈의 역

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모듈들이 쌓이면 빈 공간의 망이 형성될 것이다. 

이 기법에 의해 좀 더 큰 빈 공간이 탄생했다. 뻥튀기를 틀 벽에 붙이

려면 비교적 큰 접착 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원형 형태와 넓은 평평한 

면을 갖고 있고 뻥튀기로 둥글게 부푼 부분을 둘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떡 뻥튀기를 선택했다. 떡 뻥튀기는 잠깐 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지

면서 매우 끈적거린다. 틀의 벽면에 잘 붙어서 이장 성형 시 이장이 접

근할 수 없는 면을 만든다. 나는 모듈들의 분포에 정신을 집중했다. 더 

이상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상-하 축 뿐만 아니라 좌

-우 축에 한 작업도 할 수 있었다. 접착부에는 이장이 덮히지 않았으

므로, 소성 시 웅덩이나 물질의 결여처럼 빈 공간이 드러났다. 그때 비

로소 매끈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 간의 조가 드러난다. 음과 양처럼 반

되는 이 두 부분은 서로 상 를 강조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 낸

다.  
  이 작품들은 빈 공간 안에 생기는 그림자와 빛의 효과를 특히 다양

하게 보여준다. 채움과 비움, 밝음과 어둠, 매끈함과 거침 같은 일련의 

조가 그 작품들 안에 누적된다. 그 조들은 서로 반 됨으로 인해 

존재한다. 반 되는 것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전체를 이루므로 나는 

그것을 음과 양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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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저화도 연먹이 소성 작품과 고화도 작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몇 

년 동안 작품활동을 하다가, 나의 작업에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전

환점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었다. 내가 보기에 매우 긴 

도자기 역사를 갖고 있고, 유럽보다 훨씬 순수한 미의식이 있는 나라인 

한국을 선택했다.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문화와 접한다는 것은 

언제나 고무적인 일이다. 

  학에 도착했을 때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고 발견을 해

보고 싶었다. 내가 이미 사용해 본 친숙한 재료를 갖고 연구를 시작했

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나는 다른 세계에 와 있었다. 새로운 재

료의 사용과 성형 방법으로 인한 기법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나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한 가지 표현방법에서 다른 표현방법으로 바꿔

나갔다. 그러나 잘 살펴보니 나는 또 다시 구멍과 오목한 공간을 만들

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재료 외에도 종이, 신문, 옷감, 실, 차잎 등의 재료로 시

험을 해봤다. 나는 오랫동안 이장 성형 방식을 사용했지만, 큰 덩어리

의 느낌을 가진 오브제를 작업하고 싶었기에 조금씩 기법을 바꾸게 되

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한 것은 재료의 혼합이었다. 그것은 마치 초기

의 인류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짚을 섞은 벽토를 준비했던 것과 같은 작

업이었다. 다만, 나의 경우는 혼합재료의 미세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성을 한다는 점이 달랐다. 

  이론적인 연구를 하면서, 나는 이 혼합 소지들의 의미가 무엇이며, 

물질 안에 이렇게 오목한 공간과 공백을 만들어내려는 욕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짚을 섞은 벽토와 콘크리트의 차이

와, 틀 성형과 조적공의 차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복합재료인 짚을 섞은 벽토는 오늘날 부분 현 적 복합재료

인 콘크리트로 체되었다. 건축에서 거푸집을 콘크리트로 채우듯이, 

나는 석고틀에 백자이장을 채워넣고 있었던 것이다. 재료와 동작이 모

두 비슷했다. 따라서 내가 연구를 하는 중에 거듭 건축학 자료로 되돌

아오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나의 작품들을 통해 만들어 

오던 빈 공간은 단지 그 규모만 다를 뿐 우리 주거시설과 유사점이 있

었다. 건축과 도자기는 시선의 측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촌지간의 분야였다. 그림자, 빛, 채운 곳, 빈 곳,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오브제의 구상에서나 집의 구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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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ement of porosity of clay 

mixed with different materials 
 

Rebecca Maeder 

Major in Ceramics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or to this research, I was interested in holes that create a visual 

lightness in clay. I used to pierce holes in the clay walls with a 

piece of wood. This research started with the intention to get 

holes that are born to the opposite of those that are made. They 

will appear through the process of firing. The technique will 

consist on including combustible materials into the clay.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orosity of the clay mixed with other 

materials.  

 

First, I researched the history of materials mixed with clay. What 

type do we use and why do we use them? I discovered that 

materials such as straw, rice, bark, and so on were commonly 

mixed with clay for architectural purposes. In this case, mixtures 

are kept raw, and unfired. Furthermore, clay is mixed with other 

materials to make it not only more suitable to form pots but also 

stronger in both the drying and firing processes. Here, the clay 

will remain porous after firing and can maintain a specific use to 

contain contents such as food or water. We can conclude that 

historically, clay is mixed with organic materials for its functional 

integrity, prior to and following firing.  

 

Following my research, I examined the holes that appeared 

through the combustion of organic materials. What is porosity and 

what is its esthetics? Porosity envelops opposing concepts such as 

light and shadow, fullness and emptiness, visible and invisible 

worlds. I researched this meaning and studied their u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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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and sculpture and their appearance in nature. I 

concluded that the property of organic materials to create cavities 

in the clay leads to an esthetical appreciation of the porosity.  

 

In the next chapter I researched the use of organic materials in 

contemporary ceramics. Those materials are used to create fine 

structures on the surface of or inside the clay. They help to create 

organic forms that couldn’t be made by hand. It is a reproduction 

of a form or a pattern. 

 

Finally, I describe the research of my work through the different 

kinds of combustibles that I used to create cavities. I used both 

artificial and natural materials to illuminate porosity in its beauty. I 

intend to reveal the outer structures of the combustible materials 

as their form appears as negative space inside the clay allowing 

their outer structure to become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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