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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작품논문은 조선시 백자 연 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

으로 새로운 재해석을 통해 연 을 제작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조선시 을 숭상하던 문화 배경과 함께 개발 사용되었던 다

양한 문방제구들 하나인 백자연 은,벼루에 물을 공 하는 물

리 기능과 더불어 문방을 장식하고 학자에게 감을 주며 학덕

을 표 하는 상징 기능을 했다.그 크기는 매우 작은 편이나 매

우 다채로운 형태로 남아있어 조형 재해석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 생각했다. 작은 사물에 의미를 두고 소 히 여겼던 조선시

문인들의 명상 인 성향은 인에게도 여 히 의미 있는 것

이라 생각했으며,이를 해 미감으로 재해석한 연 을 제

작하고자 했다. 재해석의 기 은 기능주의 미학 구성주

의 미학을 핵심으로 하는 모던 디자인의 특징에서 찾았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요소,① 단순함·장식의 최소화,② 환원 ·기하학

형태의 추구,③ 재료 본질 특성에 주목으로 정리했다.이러

한 특징은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 인 미 경향으로

이 시 의 사물에 요구되는 디자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 백자연 의 표 인 작품들을 조사하고 형태 으로 분류했

다.그 에서 기본형을 선정한 뒤 각각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제작기법은 단순미를 만들어내는 데에

용이한 물 성형기법을 선택하 다.원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칭 이고 균형 인 결과물은 재해석의 요건인 단순함과 간

결함의 표 에 합할 것이라 단했다.원운동으로 제작할 수 없

는 일부 기하학 도형의 형태들은 슬립캐스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다.이 게 만들어진 연 은 단순함 속에서 미세하게 변

화하는 형태미와 오늘날의 백자가 구 할 수 있는 재료 특성이

드러나도록 했다.과거의 조선 백자연 이 갖고 있던 구체성의 멋

을 기하학 이고 순수한 멋으로 치환하는 환원 개방식을 취했

다. 인 입장에서 연 의 정체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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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존재가치에 한 가능성을 열어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연 ,조선,백자, 재해석

학 번 :2009-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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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동기 목

조선시 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을 숭상하는 문화가 지배 이었

으며 그에 따라 지필묵을 시한 여러 가지 학문 보조 도구들이

등장했다.그 에서 연 은 벼루에 물을 공 하는 물리 기능과

함께 문방을 장식하고 학자에게 감을 주며 학덕을 표 하는 상

징 기능을 했다.그 기에 기능상 크기가 매우 작은 편이지만

다른 어떤 도구들 보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나는 그 다양

한 형태들에 큰 심을 갖게 되었고,거기서 조형 재해석의 가

능성을 발견했다.작은 사물에 의미를 두고 소 히 여겼던 조선시

문인들의 명상 인 성향은 인에게도 여 히 존재한다.이

를 해 연 의 기능 ,정신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생활

환경에 어울리는 미감을 가진 연 을 제작하고자했다.

논문에 포함된 나의 작품들은 조선시 의 백자 연 에서 출발하

여 오늘날의 조형미를 담은 연 이다.여기서 조형

미라 함은 기능주의 미학 구성주의 미학의 고찰로부터 얻은 세

가지 기 들,① 단순함·장식의 최소화,② 환원 ·기하학형태의

추구,③ 재료의 본질 특성에 주목으로 규정하며 그 범주 안에

서 형태를 다양화한다.과거의 연 형태들을 조형성을

심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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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 와 방법

연구의 범 는 다양한 조선시 백자 연 의 형태를 고찰,분류

한 뒤 각각을 모티 로 해 작품을 발 시키는 것이며 감성

을 최 한 투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선시 의 일부 연 에서 보 던 투각,청화 등의 2차원 표면

장식은 자제한다.보다 본질 인 형태와 양감을 강조하고,그 안에

서 단순미를 찾고자하기 때문이다.작품의 구조는 물을 담

고 따르는 연 본연의 물리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범 안에서

변형하며,조형 완성도를 해 그 물리 기능의 성취수 을 각

기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부분의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를 반

복 으로 성형하면서 미세한 변화 속에서 조형미를 찾는 과정을

거친다.단순한 형태 안에서 기물을 이루는 선,양감,무게 등에

세심한 차이를 주고자 했다.연 의 물리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구멍은 심미 ,기능 으로 철 히 통제된 상태에서 생성되

었다.이를 해 실험과 변형에 유리한 물 성형을 주요 제작방식

으로 사용했고,몸체에 구멍을 뚫거나 부분을 합하는 과정들을

해 각종 도구를 개발 활용하기도 했다.작품들은 기하학 이고

칭 인 형태로 진화하며 조선 백자연 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약과 고화도 안료를 사용해 인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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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본 론

1.작업의 배경

1)연 의 역사 고찰

1-1)연 이란

연 이란 기본 으로 벼루에 공 하기 한 물을 담아두는 그릇

을 말한다.먹을 갈아 을 쓰거나 물감을 풀어 채색을 할 때 소

량의 물을 떨어뜨려 농도를 조 해야 하고,그러한 기능을 해

탄생한 용기이다.처음에는 단지 물을 담아두는 병이나 주발을 사

용하 으나 다른 문방구의 발달과 함께 용 연 이 만들어졌다.

구조 으로 가장 큰 특징은 안이 보이지 않는 닫힌 형태에 오로지

두 곳에만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다.하나는 공기가 연 안

으로 들어가는 숨구멍이며 다른 하나는 용기 내부의 물이 밖으로

나오는 물구멍이다.물이 나오는 구멍을 아래쪽으로 기울이고 다

른 구멍을 손가락 끝으로 여닫아 내부로의 공기압력을 조 함으로

써 소량의 물방울이 배출되도록 한다.

연 은 형태와 지역에 따라 수승,수 ,수주,섬여라고도 불린

다.1)수주는 귀때와 손잡이가 있는 주 자형으로 된 것을 지칭한

다.섬여란 두꺼비라는 말로,두꺼비의 큰 배에 물을 넣어둔다고

믿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하며,실제 두꺼비를 본뜬 연 이 많이

남아있다. 기에는 구리,옥,돌이 재료 으나 나 에는 도자기연

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

1)곽 웅,『디자인 사 』,숭례문,1994,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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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청자압형연 ,고려시 ,국보 74호

한국에서는 삼국시 이래 벼루가 사용되어 왔으므로 연 도 함

께 쓰 을 것으로 추정되며,실제로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도제(陶

製)거북연 이 발견되기도 했다.2)고려시 에는 지식인들 사이에

문방취미가 보 되면서 아름다운 청자연 이 많이 만들어졌고,동

자(童子)모양,원숭이 모양,오리모양 등의 연 이 남아있다.도자

기의 발달과정과 맞물려 고려시 에서는 청자 상형연 이 많이 제

작되었고 이후 조선시 에는 백자로 된 연 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조선 기에는 일부 분청기법으로 연 을 만

들기도 했으나 재 해지는 것은 부분이 조선 후기의 백자 연

이다.

2)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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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청자모자원형연 ,고려시 ,

국보 270호

을 쓰는 것을 포함한 문방 문화가 국에서부터 해진 만큼

국의 연 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국에서 연 은 서한시기에 최 로 출 했다고 한

다.벼루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용기로 보통 그릇을 사용하면

물의 투입이 과다할 때가 많아,물의 양을 편리하게 조 하기

해 연 을 처음 만들었다고 해 온다.한 의 기록을 보면 처음

에는 서 書摘으로 불렸으며 당 에 이르러서야 연 이라는 용어

로 불리게 되었다.3)한 에는 무,곰,양 형상의 연 이 있었으

며 형상된 동물들은 고사와 련한 것들이 많다.

3)cafe.naver.com/loveantique/369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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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웅형옥연 ,한 [도 4]월요청자토끼모양연 ,

삼국시

진남북조시기에는 거북이,토끼 등 동물형의 청자연 이 나타

나기 시작했고 이후 작고 정교한 자기재질의 연 그리고 동제 연

도 등장한다.특히 도자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명 에 많은 연

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운치있는 형태들이 많이 남아있다.청 에

이르러 동물 이외의 다른 사물들을 모방한 형태도 등장했으며 매

우 화려하고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연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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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청자와형연 ,육조시

[도 7]옥제벽사형연 ,16C명

[도 6]소모양동제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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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필기구 상자,18C에도시 [도 9]필기구 상자,

17C에도시

일본의 경우 AD 610년 고구려의 승려가 일본에 연 을 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언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7세기 아스카시 부

터 일본 내에 연 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일본에서 처음 연

은 동으로 만들어져 태자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같은 7

세기 나라시 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토 연 을 만들었다.

일본어로 연 은 suiteki라고 불리며 헤이안 시 부터 메이지 시

에는 suzuribako라는 필기구 상자가 유행하면서 붓,먹,벼루 등

과 함께 연 도 상자 안에 보 하게 되었고 따라서 비교 모양이

균일했었다.그러나 에도시 이후부터 동물,식물,라운드,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했고 책상이나 선반 의 장식품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며 16,17세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색상의 칠보연

이 제작되기도 했다.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의 연 은 체 으

로 은과 동으로 많이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4)

4)samedge.wordpress.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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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동제칠보연 ,에도시

[도 11]동제은박타원형연 ,에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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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 연 의 특징

2-1)문방제구로의 연

문방이란 원래 국에서 문학을 연구하던 직명이었으나 후에

방,서재를 뜻하는 말로 정착되었다.남성들이 학문과 사교를 동

시에 하는 공간으로 여성의 공간인 규방과 칭 인 용어로 인식

된다.5)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이인로의 한집 등 몇몇의 문집에서

문방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기 경부터 문

방의 개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남성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뜻하는 말로는 고려시 에 숙塾,재齋 라는 말이 쓰 고

여말선 에 사랑斜廊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숙,재,사랑은 건

물을 말하며 문방은 남성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상징 용어로

구분할 수 있다.6)외실이나 사랑으로 불리던 공간은 남성의 침실,

거실,서재 응 실의 역할까지 하는 요한 곳으로 보통 이곳

에 문방을 꾸미었고 가옥의 규모와 재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

게 되었다.문방은 선비,사 부들의 필수 인 공간으로 시작했으

나 유교와 학문을 숭상하던 시 분 기와 ·정조 의 주택양식

변화에 따라 일반에도 리 유행하게 되었으며 조선시 남성들은

이곳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문방은 차 학문과 술 명상

과 취미를 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남성의 객 장소로

서,학문의 토론장으로서 모든 사회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

으므로 이곳의 치장은 주인의 학덕과 품격을 표 하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시 선비 사 부 사회의 풍조는,사회 지배층으로서 부유하

다고 해도 부귀를 드러내는 것을 속된 것으로 보았고 우아하면서

5),6)국립 앙박물 ,『조선시 문방제구 』,국립 앙박물 ,1992,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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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조선시 문방구류

도 청기靑氣한 멋을 사랑했다.검소함을 의로운 것으로 생각했고

그 속에서 정취를 즐기고자 했다.지조 있는 태도를 시했고

직과 지 에 상 없이 언사와 행 로서 존경받고자 했다.문방의

치장 역시 이런 선비,사 부들의 취향에 따라 꾸며졌는데 그 용

도에 합당한 치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화려한 치장보다는 무

채색 주의 안정감 있는 색채가 주를 이뤘으며 인 장식을 피

하고 체로 단조로운 형태를 띠었다.특히 수평수직이 강조된 장

방형의 형태와 간결한 면 분할 등이 조선 문방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선비들의 생활이념이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7)

7)KōgeiGakkaiAzabuBijutsuKōgeikan,『 Thespacesofman& woman

:ChosunDynastyinKorea』,<朝鮮時代-男と女の空間>展実行委員会,199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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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마련된 서재 즉 문방에 갖추어 두고 사용하는 모든 기물

을 문방제구라고 한다.가장 기본은 종이紙,붓筆,먹墨,벼루硏 등

이며 이 네 가지만을 칭해 문방사우文房四友,문방사보文房四寶,

문방사후文房四侯라고도 한다.문방사후라는 말은 지,필,묵,연

네 가지를 의인화해 각각 벼슬을 것으로 이들에 한 애착이

보이는 재미있는 발상이다.8)이 네 가지 문방제구의 편리한 사용

을 해서 여러 가지 용구들을 개발했고,이런 용구와 서 ,소품

을 수장하는 가구 완상품을 구비해 학문 연마와 교양을 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선비의 기본 정신은 청빈함이었기 때문에

문방제구에도 과도한 장식은 하지 않았고 소에 알맞은 용품을

배치해 사용했다.

그 백자 연 은 순수한 백유만의 연 도 있지만 조각이 곁들

여지거나 청화나 동화로 아름답게 장식한 것들도 많다.상징물을

그려 넣거나 시구를 써넣기도 했는데 이로써 연 이 물을 따르는

실용 역할뿐 아니라 완상의 구실도 했음을 알 수 있다.특히 문

가 부흥한 조선의 시 상에 따라 품 있고 스럽게 사용되었

다.자그마한 사물이지만 가까이에 두고 살피고 아껴 길들이는 ‘선

비의 물건’이었고 그만큼 주인의 풍류와 교양이 담긴 사물이었다.

8)이겸노,『문방사우』, 원사,1989,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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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형태 특징과 분류

조선시 연 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을 숭상하는 문화에 따라

차 그 수요가 많아졌다.따라서 형태도 다종다양했으며 은,동,

석재, 나무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해 만들기도 했다.하지만 단연

도자기제가 많았고,조선 기에는 분청粉靑으로 만들기도 했으나

지 하는 것은 부분 조선 후기에 제작된 백자 연 이다.형

태는 사각,부채,육각,구,해태,무릎형,복숭아형 등 매우 다양하

다.다양한 형태마다 각기 다른 조형미를 뽐내는데 특히 상형연

은 매우 사실 으로 표 되었고 동물 형태는 그 움직임마 묘사

했을 정도 다.9)크기는 부분 손으로 들어 다룰 수 있는 정도,

사방 10cm 내외의 것들이 가장 많지만 매우 작거나 두 손으로 들

어야 할 만큼 큰 것도 드물게 제작되었다.이들은 실제 사용보다

는 완상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인상 인 것은

장식이 없이 단순한 형태의 백유 연 이라 할 수 있는데 연 에

아무 색채도 가하지 않고 순백으로 만들어져 유교를 숭상하던 조

선 사 부의 생각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10) 한 청화백자 는

청화에 동화를 곁들여 장식한 것도 많은데,특히 산수화가 그려진

연 은 주로 조선 후기에 한강변의 주 분원(廣州分院)등에서

구워낸 것이다.11)

조선 백자 연 의 가장 큰 형태 특징은 제를 기본으로 하는

간결한 형태미이다.정교하며 화려한 작 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소박하며 단아하고 기품 있는 멋을 뽐낸다.탁월한 균형감,안정

비례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담담한 표 의 기조가 더해져 은근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12)이런 특징들은 조선 문인들의 검약

9),10)이화여자 학교,박물 ,『文房具(1):벼루와 연 』,이화여자 학교박

물 ,1974,p.7

11)한국학 앙연구원,『한국민족 백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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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추구하는 이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겸손하고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감성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평

가된다.

[도 13]에서 [도 22]까지 재 남아있는 조선 백자 연 의

표 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표 1]을 통해 형태 유사성을 기 으

로 분류해보았다.연 의 외형으로부터 연상되는 기본 입체도형을

추출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표 인 작품의 를 나열했다.이 분

류는 작품의 개에서 기본형 선정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12)김명숙,『최순우의 한국미愛 』,동남풍,2010,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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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백자무릎형연 ,조선

19C,지름 73mm,높이 113mm

[도 14]백자청화매죽문환형연

조선 19C,지름 92mm,높이 37mm

-백자무릎연

구부린 무릎의 단단한 형태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체

으로 약간 길쭉한 구의 형태와 풍만한 양감이 특징 이다. 앙

부에 숨구멍이 뚫려있고 면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물

가 부착되어있다.그 외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고 택이 있는 유

약이 입 져 있다.정결하면서도 한 분 기를 자아낸다.

-백자청화매죽문환형연

안쪽으로 공간이 뚫려있는 아리 모양의 연 으로 한쪽에 숨구

멍이 있고 그 반 방향으로 물 가 있다.물 를 심으로 양쪽

면에 청화로 장식을 했다.이런 아리 형태의 연 은 조선 후기

에 특히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문양이 없는 것,혹은 면

을 청화로 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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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백자통형연 ,조선 18C [도 16]백자양각매화문팔각연

조선 19C

-백자통형연

단아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 원통형의 연 이다.허리가 살짝

들어간 형태로 측면의 곡선이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문양이

없고 윗면에만 얕은 턱 장식이 있다.물 역시 작고 간단하게

부착되어 매우 검소하고 정직한 조형미를 엿볼 수 있는 연 이다.

-백자양각모란문팔각연

둥근 느낌을 간직한 팔각형의 연 으로 각이 부드럽고 바닥부분

에 당한 높이의 원형 굽이 있다.채색된 부분은 없지만 윗면에

는 모란이 측면에는 팔괘(卦)와 천일생수(天一生水)라는 자가 양

각으로 표 되어 장식 인 느낌을 다.유약 역시 색상이 맑고

택이 좋아 상품으로 제작된 연 임을 알 수 있다.



-17-

[도 17]백자청화철화 문시명팔각연 ,

조선 18C,지름 90mm,높이 66mm

[도 18]백자청화산수문사각연 ,

조선 19C,가로 89mm,세로 88mm,

높이 74mm

-백자청화철화 문시명팔각연

8각 기둥모양의 연 으로 가장자리에 팔각의 단을 만들었고 바닥

면의 모서리에 작은 굽을 각각 세웠다.편평한 윗면의 앙부에

구멍을 내었고 면의 한 모서리에 물 를 부착했다.윗면에는 청

화와 철화기법을 사용해 나비를 그렸는데 표 이 과장되지 않고

사실 이다.측면에도 청화와 철화기법을 번갈아 사용하여 칠언

구(七 絶句)를 써넣어 장식했다.단정한 기형과 정갈한 문양과 시

가 잘 어울리는 걸작이다.

-백자청화산수문사각연

각을 부드럽게 만든 사각형태의 연 이다.윗면 가운데 구멍이

있고 측면에 윗면과 맞닿게 물 를 달아주었다.윗면에는 산수문

을 측면에는 괴석에 피어있는 난 를 청화로 그렸다.산수문은 소

상팔경도의 한 장면으로 어 의 모습을 묘사했다.나지막한 언덕

과 집,배가 근경을 이루며 강가의 분 기를 살리고 있으며 측면

에는 제된 필치의 난 가 아름답다. 체 으로 흰색 소지와 청

화문양이 잘 어우러지는 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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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청화백자산수문선형연

조선 19C,가로 72mm,높이 25mm

[도 19]백자청화진사채도형연 ,

조선 19C,높이 125mm

-백자청화진사채도형연

탐스러운 복숭아 모양의 연 으로 다른 연 에 비해 비교 큼지

막하다.개구리 모양의 물 가 익살스럽고 다른 구멍의 바로 아래

에도 작은 해태모양을 붙여 장식하 다.복숭아 형태의 가장 윗부

분과 아랫부분의 가지 등은 진사채로 장식했으며 개구리와 해태

잎 부분은 청화를 입혔다.

-청화백자산수문선형연

낮은 높이의 부채형 연 이다.윗면에 해가 뜨는 수평선을 묘사

한 풍경이 그려져 있고 그 에 두 개의 구멍을 간략하게 만들었

다.각각의 측면에는 작은 넝쿨문양을 더해 체 인 조화를 이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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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백자청화채와형연

조선 19C,가로 93mm,높이 42mm

[도 22]백자청화채해태형연

조선 19C,높이 49mm

-백자청화채와형연

상형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꺼비와 개구리형 연

하나로 개구리가 엎드려있는 모습이 재미있다.등과 입 부분에

구멍이 있고 개구리의 몸체의 각 부분의 윤곽을 청화 과 선으로

이어 표 했다.특히 부분이 강하게 묘사되었으며 택이 좋은

상 의 유약이 입 졌다.

-백자청화채해태형연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있는 해태의 모습을

한 연 이다.해태는 선악을 별하는 길상의 동물이다.이 연 에

서는 그 표정이 매우 해학 으로 묘사되어있으며 몸통에도 문양과

주름들이 음,양각으로 나타나 있다.바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청

화로 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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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조선시 백자 연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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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석의 의미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 백자 연 의 재해석의 방향을 ‘

조형성’으로 설정하 다.여기서의 ‘ ’이라함은 연 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 인 필요성을 악하고 그것에 합한 구조와

장식을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결과를 도

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능주의 미학 구성주의 미학을 핵심으

로 하는 모던디자인의 특징에서 그 표 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3-1)기능주의 미학,구성주의 미학의 고찰

흔히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 까지의 디자인의 근 개를 모

던 디자인이라 하는데 1920년 의 바우하우스 운동을 계기로 개

되어온 기능주의 디자인을 가리키기도 한다.20세기 산업사회

이후 나타난 표 인 양식인 기능주의는 사물의 모습이 그 역할

과 기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모습

과 기능의 합일 인 결합을 이상으로 하 으며13)기계가 만들어낸

매끄럽고 장식이 없는 기하학의 형태,그리고 이때 더욱 두드러지

는 본질 기능성을 디자인의 최고 목표로 삼았다. 기 기계생산

의 질 타락에 한 반항기와 디자인의 가치 정립을 한

과도기를 거친 후 디자인은 과거의 장식 인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무장식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14)생산기술의 조건 안에서 형태가

결정되고 상징과 무늬 등이 제거된 검소하고 기하학 인 디자인이

었다.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형태의 탐색으로 순수하고 기

능 인 형태,장식이 없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미학이

정착된 것이다.이처럼 1920년 에 이르러 장식은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었다.화려한 장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시 가 이룩한 산업

과 기술의 발달에서 비롯한 기능 이고 기하학 인 디자인이 더

지지받았던 것이다.1925년 출 된 르꼬르뷔지에의 책 ‘오늘의 장

13)곽 웅,『디자인 사 』,숭례문,1994,p.245.

14)곽 웅,『디자인 사 』,숭례문,1994,p.85.



-22-

식 술’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장식 술은 장식되지 않는다.”15)라

고 선언한 것은 이런 기능주의 모던디자인의 특성을 잘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때의 디자인은 비장식성을 띠며 형태,비율,

선,재질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16)

이런 기능주의에는 모순도 존재하고 있다.기능성에 집착하여 최

의 기능만을 추구한다면 사물의 디자인은 결국 최선의 한가지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기능주의 미학의 향을 받은 산

물들,장식을 최소화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들

은 의 미학 기 에 부응하면서 디자인 평가에 하나의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명 후에 나타나 서구의 추상미술과 응용미술에 모두

리 받아들여졌던 구성주의 역시 모던 디자인의 특징을 잘 설명

해 다.일체의 재 ,묘사 요소를 거부하고 순수형태의 구성

을 취지로 하며17) 속이나 유리 등 당시의 공업 신식재료를 과

감히 받아들여 사용하 다.자기표 이라는 목 보다 공간 환

경을 구성하는 목 이 우선시 되었고 그에 필연 으로 기능이

시되고 기계 ,역학 표 이 강조되었다.18)구성주의는 새로운

공업시 를 맞아 그 원리에 알맞은 조형의 방법을 탐색한 것으로

산업 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보다 본질 이고 순수한 형태를

고집하는 것,형식에 제한을 두고 기하학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

으로 축약할 수 있는 구성주의 미학은,오늘날의 순수형태를 추구

하는 모든 부분에 아직도 방법과 이념을 제시해주며 그 의의를 확

산시키고 있다.

15)이 석 옮김,『오늘날의 장식 술』,동녘,2007,p.103

16)하지수,『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2001,p.38

17)최성운,『(20C)디자인사』,조형사,2003,p.62

18)두산 백과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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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연 의 표 의 기

앞서 살펴본 20세기 기능주의 미학,구성주의에서 요시했던

원리들에 입각해 작품 제작에 기 이 되는 요소들을 꼽아보았다.

단순함·장식의 최소화

환원 ·기하학 형태의 추구

재료의 본질 특성에 주목

의 세 가지 요소들은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 인

경향으로 이 시 의 사물에 요구되는 디자인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목 인 재해석에 기 으로

용하는 데에 매우 합한 덕목이라고 단했다.

따라서 연 의 형태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 물을 보 하고 따라내

는 물리 목 을 고려하여 필연 인 구조를 결정하고 그것을 방

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식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과장하지

않은 솔직하고 단순한 형태, 제된 선으로 사물의 형태가 더욱

명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1920-1950년 후반까지 각 받았던

미스 반 데 로에의 ‘Lessismore’,즉 ‘장식을 제할수록 풍부한

의미가 생긴다’라는19)경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제된 형식과

19)강 주 외,『열두 의 20세기 디자인사』,디자인 하우스,2004,p.50.

기능주의 미학 구성주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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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한 조형언어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며 보다 자연스럽고 고결한

가치를 획득한다.과다한 표 을 자제하고 단순하게 풀어냄으로써

연 의 도구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가치에 집 할 수 있다.

과거의 조선시 연 이 갖고 있던 구체성의 멋을 기하학 이

고 순수한 멋으로 치환하는 환원주의 개를 취한다.20)이를 통

해 외부 인 요소보다는 본질을 향하는 진실한 표 이 가능하며

보다 명상 인 기능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두꺼비나 해태 등

을 서사 으로 묘사했던 조선시 의 상형연 과 상반되는 개념이

다.

재료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함은 환원 개의 핵심으로 외형과

구조가 일치하며 부수 인 묘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성

질에서 표 의 근거를 찾는 것이다.특히 작품 제작에 있어 오늘

날 백자가 성취한 재료 특성을 드러내는 기법에 주목하

다.소지의 물성과 유약의 활용 등이 집약된 백자 연 의 구 은

조선 백자 연 의 고아한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의미에 충

실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0)월간미술,『세계미술용어사 』,中央日報社,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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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품의 개

1)작품의 제작 기법

작품의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의 내가 설정한

조형미의 요소들일 것이다.그것에서 비롯한 제된 표 으로 순

수성과 간결성을 찾고자했다.조선 백자 연 이 다양한 형태로 남

아있는 만큼 형태 특징별로 분류한 후,[표 2]에서와 같이 기본

형을 선정하여 각각을 나의 견해에 맞게 변형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본형으로 설정한 조선 백자 연 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

는 범 안에서 변형했다. 재 남아있는 조선 백자 연 모두를

채택한 것은 아니며,일부 작품은 연구 진행 새롭게 탄생한 형

태도 있다.

연 의 가장 요한 역할,물을 담고 따르는 물리 기능을 수행

하기 해서는 우선 용기 형태를 제작해야하는데 그 크기는 한손

내지 두 손으로 들어 옮기기 알맞은 정도여야 한다. 내부에 물

이 들어갈 것을 상해 체 무게 역시 과히 무거워서는 안 되며

그 다고 해서 물이 비워졌을 때 쉽게 흔들릴 만큼 가벼워도 곤란

하다.모양은 기본 으로 괴의 형태를 취한다.제작기법은 형태

단순미를 만들어내는데 용이한 물 성형기법을 선택하 다. 한

물 성형은 미세한 형태의 변화를 즉각 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그리고 원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칭 이고 균형

인 결과는 재해석의 요건인 단순함과 간결함의 표 에도

알맞을 것으로 단했다.원운동으로 제작할 수 없는 일부 기하학

도형의 형태들은 슬립캐스 기법을 활용했다.

따로 열린 부분이 없는 닫힌 형태의 괴체를 만들기 해서는 기

본 으로 일반 물 성형과는 조 다르게 원운동을 하는 동안

부분을 오므려 묶은 뒤 체 몸체에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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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게 되면 내부에 볼 수 없는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는 공

기가 함께 갇히게 되는데 민한 백자의 경우 건조,소성 시 오므

린 부분이 갈라질 염려가 많아 물 성형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좀 더 극 인 비례를 만들기 해서 한 번에 을

오므려 성형하지 않고 두 개의 부분은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법도

사용했는데,이 경우 합부가 갈라질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두 부분의 습도를 최 한 맞춘 뒤 합해야 했다.그 다음으로 굽

을 깎으면서 체 형태감을 결정한다.굽을 깎는 과정에서는 몸체

기벽의 두께를 비교 균일하게 하는 것이 요했는데 기벽 두께

가 균일하지 않으면 소성 후에 형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

하거나 부분 으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닫힌 형태이기 때문

에 더욱 그 가능성이 컸다.

이 게 닫힌 괴체의 형태를 만드는 이유는 오로지 두 개의 구멍

만을 뚫어 압력을 조 할 수 있게 하기 한 것이다.특히 이 두

개의 구멍은 연 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사려 깊게 제작되

었다.두 개의 구멍은 물이 나오는 구멍(물구멍)과 공기가 들어가

는 구멍(숨구멍)인데 물이 나오는 구멍은 여분의 물이 과하게 흘

러내리는 것을 막거나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과 구별하기 해 외

형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은 손가락 끝으

로 개폐를 조 해야하기 때문에 연 을 감싸 쥐는 손의 모양,손

가락이 구부러지는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치를 조정했는데 많

은 경우 몸체의 앙부가 했다.두 구멍의 크기는 체로 비

슷한데,물은 소량으로 떨어져야하고 공기구멍은 손가락 끝으로

모두 닫을 수 있어야 하기에 약 지름 4mm 정도를 넘지 않게 했

다. 구멍은 물과 공기의 통로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

이 깨끗하고 정확하게 뚫어야한다.이를 해 미세 드릴날과 함께

경합 을 리하게 삭한 도구를 제작하여 활용했다.

연 의 다른 기능인 완상의 기능,심미 기능을 충족시키기

해서 최소한의 장식을 더해 단순하지만 간결한 형태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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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했다.불필요한 부수 인 부분이 없이 기능하는 두 개의

구멍,물을 담기 해 확보된 공간에서 비롯한 양감,손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등이 표 의 근거가 되었고 성형과정 에 발

생할 수 있는 효과들이나 조선 백자 연 으로부터 연상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이 표 의 소재로 용되었다.특히 형태와 유약의 효

과가 결합된 장식을 요하게 생각했다. 부분의 작품들은 유,무

택의 백자유약을 입 1280℃에서 환원 소성하 고 일부는 고화

도 안료와 이장,유약을 배합해 분사한 후 소성·연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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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조선시 백자 연 분류별 작품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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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조선시 백자 연 분류별 작품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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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백자무릎형연

조선 19C,높이 49mm

[도 24]백자청화운학문연

조선 19C,높이 77mm

2)작품사진 설명

2-1)구의 변형

[작품 1]

조선 후기의 백자무릎형연 을 재해석한 부류이다. 체 형태가

보다 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선을 다듬었고 바닥부분은 통

인 굽을 제거하고 편평하고 안정되게 마무리했다.윗부분에 숨구

멍을 뚫었고 측면에는 작은 물 를 부착하여 체의 양감을 방해

하지 않도록 했다.단순한 형태미가 더욱 부각되도록 반 택의

유약을 고르게 입혔고 1280도로 환원 소성하여 색감을 더욱 아름

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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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둥근연 1,지름 70mm,높이 9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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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둥근연 2

지름 50mm,높이 45mm/지름 80mm,8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2],[작품 3]

구 형태의 변형으로 비례를 다르게 실험해보았다.윗부분이 닫힌

구의 형태를 굽을 깎아 마무리 하거나 두 개의 구를 따로 제작해

합한 뒤 깎아 매끈하게 만들었다.물 는 더욱 작고 간소하게

했고 유약의 성분을 다르게 하여 미묘하게 다른 질감과 색감을 시

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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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둥근연 3

각 지름 60mm,높이 11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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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다리연

각 지름 70mm,높이 4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4]

구를 납작한 비례로 만들고 바닥부분에 손으로 깎은 작은 구조를

네 개씩 부착했다.부착한 것과 어울리는 형태로 물 를 작고 뾰

족한 형태로 만들었다.마치 작은 다리들로 지탱하고 서 있는 듯

앙증한 느낌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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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백자청화기린문연 ,

조선 17C,지름 57mm 높이 25mm

2-2)원반형의 변형

[작품 5]

납작한 원반 모양의 백자청화기린문연 을 재해석한 그룹이다.

비례를 극 으로 만들기 해 아래, 를 따로 제작해 합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그럼으로써 매우 납작한 원반형의 연 이 가능

했다 물 는 아주 작게 부착하거나 구멍 아래쪽으로 턱을 주어 물

이 몸체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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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납작연 1

각 지름 110mm,높이 2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5-1]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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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납작연 2

각 지름 100mm,높이 2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6]

아래 를 붙여 만든 납작한 기본형의 측면에 부드러운 각을 살

려 형태에 힘을 주었다.원형에서 변화한 팔각의 형태를 개발했고

물 는 생략하고 구멍에 기울기를 주는 것으로 물 의 역할을 하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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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백자양각화 문연

조선시 ,높이 58mm

2-3)그릇형의 변형

[작품 7],[작품 8]

조선시 백자양각화 문연 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앙부가 오

목하게 린 원반형의 연 에 십자로 꽃잎문양을 넣어 본래의

형태를 오목한 그릇의 형태로 치환하여 발 시켰다.물을 담는다

는 의미를 은유 으로 표 하며 하부의 당히 둥근 양감이 사용

할 때 편안한 느낌을 다.

[작품 9]

그릇형 연 의 변형으로 높이를 낮게,바닥면을 넓게 하여 보다

안정감 있는 비례를 찾아보려 했다.보다 완만한 곡선으로 여유로

운 느낌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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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그릇연 1,지름 85mm,높이 75mm,백자소지,

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8]그릇연 2,지름 90mm,높이 80mm,백자소지,

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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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넓은 그릇연

각 지름 100mm,높이 45mm,

백자소지,물 성형,매트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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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청화백자진사화 문원형연 ,조선시

2-4)반구의 변형

[작품 10],[작품 11]

조선시 청화백자진사화 문원형연 을 재해석한 작품이다.[도

27]의 연 을 보면 윗면은 편평하고 아래 부분은 둥근 형태로

일반 인 굽으로 지탱하고 있다.이 형태를 으로 재해석하

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한 것은 통 인 형태의 굽다리를 제거하

고 유약이 발린 매끈한 면을 바닥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이

를 해 몸체의 윗부분에 리한 외곽선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소성했다.후에 이 부분은 다이아몬

드 페이퍼로 매우 곱게 연마하여 유약이 입 진 부분과 거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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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반구연 1

지름 80mm,높이 7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한 질감을 갖도록 했고 흡사 체부분에 유약을 입힌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윗부분보다 바닥부분이 살짝 넓고 둥 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갸우뚱하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 사용할 때

색다른 즐거움을 수 있다.굽칼을 이용해 은은한 무늬를 넣

어 변주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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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1]반구연 응용 바닥부

[작품 11]반구연 2,지름 85mm,높이 7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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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기본 으로 [작품9],[작품10]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작품인데 연

의 윗면이 동 인 것이 특징이다.《산림경제》〈연 〉에서 “구

리의 성질은 맹열(猛熱)해서 물을 오래도록 담아둘 수 있다.그러

나 독기가 있어서 붓털을 많이 약하게 만든다”21)라고 설명했던

부분에서 감을 얻어 구상했다.윗부분이 열린 형태의 그릇을 만

들어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엎어서 소성하는데 동 을 얹어 부착

할 수 있도록 그릇 내부에 턱을 만들었고 내부의 물이 흘러나오도

록 기울기를 주어 물구멍을 표시해 다.황동,백동과 도자기 부분

과의 조화를 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반 택 유약을

입 산화 소성했다.동 은 도자기 부분의 내경에 맞게 재단하고

재단한 동 의 앙에 숨구멍을,가장자리에 도자기 부 에 표시

한 물구멍에 맞는 반 구멍을 만든다.동 은 택이 무 과하지

않도록 표면에 잔 스크 치를 내어 마감했다.도자기 내부의 턱에

착제를 바르고 동 을 끼워 착했다.도자기 부분의 높이와 곡

선을 다르게 하여 변화를 주었다.

21)국립 앙박물 ,『조선시 문방제구 』,국립 앙박물 ,1992,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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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구리연

지름 105mm,높이40mm/지름 95mm,높이 4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산화소성,백동,황동,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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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1]구리연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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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백자청화시면환형연 ,

조선 19C,지름 72mm,높이 32mm

[도 29]백자청화편복문환형연

조선 19C,지름 69mm,높이 45mm

2-5)고리의 변형

[작품 13]

조선시 후기에 특히 많이 제작된 고리형,환형(環形)연 을 재

해석한 작품이다.물 를 차 작고 간결하게 하여 몸체의 조형에

집 할 수 있도록 했고 청화문을 가미하지 않은 채 부드러운 질감

의 유약을 고르게 시유하여 환원소성함으로써 은 푸른 느낌의

유약 빛으로 형태미가 더욱 발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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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고리연 1

지름 95mm,높이 4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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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고리연 2

지름 95mm,높이 7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14]∼[작품 17]

윗면과 몸통선이 모두 편평한 고리형 연 을 재해석했다.조선

연 에서 보이는 다리 굽을 제거하고 고리의 두께와 내외경의 지

름의 조정으로 발생하는 비례의 변화에 집 했다.물 성형 시,

안쪽과 바깥 쪽 두 개의 벽을 끌어올려 윗부분에서 붙이게 되는데

소성 갈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업해야했으며,동시에 기벽

들 사이에 물을 채우는 공간을 확보해야했다.물 는 작게 새부리

형태로만 만들거나 체 선의 느낌과 어울리도록 작은 육면체를

달아주기도 했다.압력을 조 하는 숨구멍을 몸체의 안쪽 벽에

치시켜 사용할 때 손가락을 안으로 감싸 쥐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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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고리연 3,지름 110mm,높이 5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16]고리연 4,지름 95mm,높이 6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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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고리연 5,지름 100mm,높이 5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17-1]고리연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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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백자청화매 문사각연

조선 18C,가로 78mm,세로 60mm,

높이 27mm

[도 31]청화백자산수문부채형연

조선 19C,길이 69mm,높이 27mm

2-6)육면체의 변형

[작품 18]

조선 백자 연 육면체 형태를 더욱 납작하게 변형하고 물

를 없애고 최소한의 구멍 두 개만을 뚫어 순수한 형태감이 강조되

도록 제작했다.슬립캐스 기법을 사용하여 내부가 비어있는 육

면체를 만든다.육면체는 직선이 아닌 아주 섬세한 곡선으로 이루

어졌으며 굽다리가 없는 평굽 형태로 단순함을 극 화했다.물구

멍은 선이 모이는 모서리 끝에,숨구멍은 윗면에 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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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1]세부사진

[작품 18]사각연 ,가로 110mm,세로 100mm,높이 25mm,

백자소지,슬립캐스 ,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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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도형연 ,약 가로 90mm,세로 70mm,높이 50mm/

가로 60mm,세로 55mm,높이 45mm/

가로 85mm,세로 55mm,높이 50mm,

백자소지,슬립캐스 ,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19],[작품 20]

조선 백자부채형연 을 시작 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육면체를

기본으로 하여 비례를 다르게 실험하거나,약한 곡면으로 구성된

다면체로 변형했다.모두 슬립캐스 기법을 사용했으며 구멍은

부분 모서리에 만들어 도형의 기하학 요소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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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도형연 , 앙:약 가로 105mm,세로 55mm,높이 70mm

백자소지,슬립캐스 ,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19-1]도형연 ,약 가로 60mm,세로 55mm,높이 45mm

백자소지,슬립캐스 ,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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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백자청화진사채도형연

조선 19C,높이 125mm

[도 33]백자도형연 ,

조선 18C,높이 115mm

2-7)복숭아형의 변형

[작품 21]∼[작품 24]

조선시 복숭아 연 을 화하는 과정이다.채색 부조장식

을 없애고 형태를 단순하게 변형했다.비례를 갸름하게 하면

서 물방울의 형태로,기하학 원뿔의 형태로 진화했다.물 는 몸

체의 선과 어울리도록 작은 크기로 만들어 도드라지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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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복숭아연

지름 75mm,높이 8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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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물방울연

지름 75mm,높이 90mm/지름 60mm,높이 10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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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뿔연

지름 75mm,높이 8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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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뿔연 2

지름 75mm,높이 8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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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목제문서함,조선 19C,

길이 344mm, 비 162mm,높이 132mm

[도 34]백자청화반닫이형연 ,조선 19C,

길이 121mm, 비 76mm,높이 80mm

[도 36]일자형 감잡이 시

2-8)반닫이의 감잡이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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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작품 27]

조선시 목가구를 모방한 형태인 반닫이형연 에서 모티 를 얻

은 그룹이다.다양한 목가구 [도 35]와 같은 귀 한 문서 등

을 보 하던 문서함에서 공통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일자형 감잡이

부분을 연 에 응용했다.감잡이는 목가구에서 합 부분이나 모

서리 부분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 모서리를 보호해 주

는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구를 사용한 조선시 가구에서는 모

두 감잡이를 기본 으로 부착시켜 용도와 장식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형태를 부여했었다.22)물 성형으로 연 의 몸체를 만든

뒤 손으로 깎거나 압출기를 이용해 작은 일자형 감잡이를 만든 뒤

바닥면에 일정한 간격을 설정하여 붙 다.이것들은 흡사 도침과

같은 역할을 하여 최 한 많은 부분에 유약을 입힐 수 있었고 몸

체가 착지면으로부터 살짝 떠 있게 해 바닥부분을 보호할 수 있었

다.

22)한국콘텐츠진흥원,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원형 용어사 ),201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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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다리연 2,각 지름 65mm,높이 50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25-1]유약변화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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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다리연 3

지름 65mm,높이 6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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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다리연 4

지름 80mm,높이 5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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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다리연 5

지름 60mm,높이 50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28]∼[작품 31]

압출기를 이용해 만든 작은 감잡이형 조각들을 확 응용했다.

바닥면 뿐 아니라 몸통,어깨,물 부분에도 용해 간결한 느낌의

장식효과를 더했다.특히 어깨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 장

식 하나를 물 로 만들어 체 비례를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작

은 재미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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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다리연 6,지름 75mm,높이 55mm/지름 65mm,높이 5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29-1]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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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0]다리연 7

지름 70mm,높이 65mm/

지름 80mm,높이 70mm/

지름 95mm,높이 54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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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다리연 8

지름 85mm,높이 6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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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백자통형연

조선 18C,지름 80mm,높이 58mm

[도 38]백자동화국화문원통형연

조선 18C,지름 62mm,높이 32mm

2-9)원통형의 변형

[작품 32]∼[작품 35]

가장 기본 인 용기의 형태인 원통형 연 을 재해석했다.측면에

서 볼 때 아주 완만한 곡선을 주어 살짝 배가 나온 원통형을 만들

고 굽을 깎는 과정에서 리한 경날을 이용해 얕은 턱을 만들었

다. 리한 선들은 조선 연 표면의 색채문양들과 조 으로 매

우 정 이면서 인 느낌을 수 있다.물구멍이 치하는

부분의 턱은 기울기를 달리해 물 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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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원통연 2,지름 65mm,높이 6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32]원통연 1,지름 85mm,높이 6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72-

[작품 35]원통연 4,지름 85mm,높이 5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34]원통연 3,지름 85mm,높이 6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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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원통연 5

지름 80mm,높이 6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36]∼[작품 39]

원통형의 비례에 변화를 주고 굽을 깎는 과정에서 음,양각의 구

조를 만들어 소성 후 유약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장식효과를 의도

했다.철분을 함유한 유약을 환원 소성하여 얻은 푸른 유리질의

고임 상은 연 과 물의 연 성을 은유 으로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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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8]원통연 7,지름 65mm,높이 6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37]원통연 6,지름 80mm,높이 5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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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원통연 8

지름 55mm,높이 60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40]∼[작품 41]

원통형을 좀더 직선 으로 표 하고 두 손으로 들만큼 크기를 크

게 만든 작품이다. 체 으로 시유를 두툼하게 하여 푸른빛의 유

약이 아름답도록 했고,윗면에 띠를 만들어 주어 효과가 더욱 돋

보이게 했다 묵직한 느낌과 함께 완상의 의미를 강조한 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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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0]큰연 ,지름 165mm,높이 9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41]큰연 2,지름 165mm,높이 11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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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뚜껑연 ,지름 75mm,높이 5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42]∼[작품 44]

원통형에 뚜껑을 추가해 물을 쉽게 넣을 수 있게 했다.몸체와

마찬가지로 뚜껑 역시 기본 원통형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직선 으로 했고 아래로 좁아지도록 살짝 기울기를 주었다.

뚜껑과 몸체와의 사이에 틈이 없이 꼭 들어맞아 뚜껑 앙의 숨구

멍으로 내부압력을 조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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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뚜껑연 2,지름 75mm,높이 5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43-1]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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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4]뚜껑연 3

지름 70mm,높이 75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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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백자통형연

조선 18C,지름 85mm,높이 74mm

2-10)선장식의 변형

[작품 45]∼[작품 48]

조선 백자 통형연 에서 볼 수 있는 양각의 선 장식을 으

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원통의 형태를 기본 몸체로 하는데 가능

한 한 단순하고 직선 인 느낌을 살린다.추가되는 선 장식도 물

의 원 운동 에 만들어지는 리한 직선으로 제한해 기하학

인 느낌을 유지한다.소성 후 양각의 선은 그 경계에 유약이 고여

더욱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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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5-1]세부사진

[작품 45] 무늬연 1,지름 80mm,높이 6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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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7] 무늬연 3,지름 100mm,높이 4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46] 무늬연 2,지름 100mm,높이 4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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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8] 무늬연 4,지름 65mm,높이 8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48-1]응용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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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9]납작통연

지름 120mm,높이 2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49]∼[작품 53]

몸체의 비례를 납작하게 하고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부분

을 리하게 살려 더욱 기하학 인 느낌을 강조한다.매우 얕은

그릇을 각각 만들어 붙이는데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는 한 최 한

높이를 낮게 한다.그리고 굽을 깎는 과정에서 윗면에 무늬를

만들고 그 높이와 간격을 조 하며 실험한다.이때 시유와 소성의

과정까지 고려해야하는데 입 질 유약의 성질과 소성 분 기에 따

라 무늬가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높낮이가 미

세하게 다른 각각의 선들은 환원 소성에서 얻어지는 푸른 느낌의

유약으로 덮여져 선명하거나 혹은 흐릿하게 나타나게 된다.몸체

의 가장자리,높게 만든 선들은 유약이 얇아져 태토의 백색이 직

으로 드러나고 그 외의 부분에는 상 으로 유약이 뭉쳐 색

감이 좀 더 진하게 보인다.이 게 만들어진 선들은 시각 으로

그 정도가 과하지 않고 체 형태의 기하학 느낌을 증가시킨

다.



-85-

[작품 50-1]세부사진

[작품 50] 무늬연 5,지름 100mm,높이 30mm/지름 110mm,높이

35mm,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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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1-1]세부사진

[작품 51] 무늬연 6,지름 120mm,높이 20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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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2-1]세부사진

[작품 52] 무늬연 7,지름 120mm,높이 20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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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3-1]응용

[작품 53] 무늬연 8,지름 125mm,높이 2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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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4] 무늬연 9,지름 60mm,높이 8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54]∼[작품 59]

경 속 재질의 송곳과 같은 날을 만들어 극도로 민하고 리

한 음각의 선을 만든다.유약이 말리지 않게 시유 후,소성하여 선

의 안쪽 부분에 유약이 고이는 효과를 의도했다.유약이 흘러내릴

경우 직선 느낌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약의 비 을 비교 묽게

했고 부분 으로 스 이로 분사하기도 했다. 경의 송곳날을

길게 만들어 보다 깊은 홈을 만들고 그 안쪽에 물구멍을 뚫었다.

홈을 따라 유약이 고이는데 돌출된 부분은 상 으로 흰색으로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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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4-1]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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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5] 무늬연 10,지름 110mm,높이 40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56] 무늬연 11,지름 105mm,높이 4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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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7] 무늬연 12,지름 105mm,높이 2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작품 57-1]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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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8-1]세부사진

[작품 58] 무늬연 13

지름 65mm,높이 85mm/지름 100mm,높이 5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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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9] 무늬연 14

약 지름 100mm,높이 55mm,

백자소지,물 성형, 택유,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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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9-1]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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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청화백자매죽문사각연

조선 19C,가로 117mm,세로 79mm,

높이 59mm

[도 41]

청화백자동화문방문사각연

조선 19C,가로 81mm,

세로 81mm,높이 78mm

2-11)구멍의 변형

[작품 60]∼[작품 63]

조선 백자연 숨구멍과 물구멍 부분에 동물모양을 붙여 장식

한 것에서 착안한 연 그룹이다.몸체는 원기둥의 형태를 기본으

로 한 후 구멍 부분에 묘사 인 형태를 붙여 장식하는 것을 신

해 원형의 구멍을 리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변화를 주었다.구

멍이 치하는 경계부에 얕은 턱을 만들어 손가락이 닿기 쉽게,

물의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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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0-1]세부사진

[작품 60]사각구멍연 1,지름 100mm,높이 55mm/지름 110mm,높이

45mm,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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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2]사각구멍연 3,지름 100mm,높이 6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작품 61]사각구멍연 2,지름 105mm,높이 55mm,

백자소지,물 성형,매트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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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3-1]세부사진

[작품 63]사각구멍연 4

지름 100mm,높이 55mm,지름 90mm,높이 50mm,

백자소지,물 성형,반 택유,1280℃ 환원소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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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백자양각진사채운학문사각

연 ,조선 19C

[도 42]백자청화채사각연

조선시

2-12)채색의 변형

[작품 64]∼[작품 68]

조선시 백자연 에는 바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청화 혹은

진사채로 칠한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그와 같은 연 을 모티

로 채색된 연 을 만들고자 했다.특히 의 고화도 안료로 구

할 수 있는 극도로 선명한 검정색과 빨간색,그리고 함께 어우

러질 때 더욱 세련되고 느낌을 수 있는 회색을 사용했

고,그것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무 택에 가까운 표면질감을

만들었다.



-101-

[작품 64]연 2014

지름 115mm,높이 20mm

백자소지,물 성형,안료 혼합물 도포,1280℃ 환원소성,2014

몸체를 물 성형 벌 한 후,그 에 슬립+유약+안료의 혼합

물을 스 이 분사로 입혔는데 체 으로 균일한 질감과 색상의

발 을 함이다.혼합물의 구성 유약과 안료의 함량이 매우

요한 부분이다.유약의 투입량에 따라 소성 후 표면효과가 다르

게 나타나며 안료의 투입량에 따라 색상의 농도뿐 아니라 질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안료는 배합량에 따라 색감이 민

하게 변하고 과포화 될 경우 표면이 얽거나 벗겨질 수 있기 때문

에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친 후에야 한 배합량을 찾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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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5]연 2014-1

지름 115mm,높이 20mm

백자소지,물 성형,안료 혼합물 도포,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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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6-1]세부사진

[작품 66]연 2014-2

지름 115mm,높이 40mm

백자소지,물 성형,안료 혼합물 도포,1280℃ 환원/산화소성,2014



-104-

[작품 67]연 2014-3

지름 105mm,높이 40mm

백자소지,물 성형,안료 혼합물 도포,1280℃ 환원/산화소성,2014



-105-

[작품 68]연 2014-4

지름 85mm,높이 70mm

백자소지,물 성형,안료 혼합물 도포,1280℃ 환원소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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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 론

조선시 을 숭상하던 문화 배경과 함께 개발 사용되었던 다

양한 문방제구들 하나인 백자 연 은,벼루에 물을 공 하는

물리 기능과 더불어 문방을 장식하고 학자에게 감을 주며 학

덕을 표 하는 상징 기능을 했다.그 크기는 매우 작은 편이나

어떤 도구들보다도 다채로운 형태로 남아있어 조형 재해석의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작은 사물에 의미를 두고 소 히

여겼던 조선시 문인들의 명상 인 성향은 인에게도 여 히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했으며,이를 해 미감으로 재해석

한 연 을 제작하고자 했다.

재해석의 기 은 기능주의 미학 구성주의 미학을 핵심

으로 하는 모던 디자인의 특징에서 찾았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정리했다.

① 단순함·장식의 최소화

② 환원 ·기하학 형태의 추구

③ 재료 본질 특성에 주목

이러한 특징은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 인 미 경

향으로 이 시 의 사물에 요구되는 디자인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조선 백자 연 의 표 인 작품들을 조사하고 형태 으로 분류

했다.그 에서 기본형을 선정한 뒤 각각을 나의 견해에 맞게 변

형시키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제작기법은 단순미를

만들어내는 데에 용이한 물 성형기법을 선택하 다.원운동을 통

해 만들어지는 칭 이고 균형 인 결과물은 재해석의 요

건은 단순함과 간결함의 표 에 합할 것이라 단했다.원운동

으로 제작 할 수 없는 일부 기하학 도형의 형태들은 슬립캐스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다.이 게 만들어진 연 은 단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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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미세하게 변화하는 형태미와 오늘날의 백자가 구 할 수

있는 재료 특성이 드러나도록 했다.과거의 조선 백자 연 이

갖고 있던 구체성의 멋을 기하학 이고 순수한 멋으로 치환하는

환원 개방식을 취했다. 인 입장에서 연 의 정체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확 된 존재가치에 한 가능성을 열어 것이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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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reinterpretationonthe

whiteporcelainwaterdroppers

ofJoseondynasty
Ahn,Jiin

MajorinCeramics

FacultyofCraftandDesig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which is one ofthe variety of

stationeries that was developed and used along with cultural

background that respected Joseon Dynasty writings decorated

stationeryinadditiontophysicalfeaturesthatprovidewatertoink

stone,givesinspirationtoscholarsandprovidedsymbolicfunctionto

expresslearningandvirtue.Neverthelessofitssmallsize,asithas

variousformsmorethanothertools,ithasagreatpossibilityfor

figurative interpretation.Also,contemplative disposition ofJoseon

Dynastywriterswhovaluedinsmallstuffcanbestillmeaningfulfor

modernpeoplethuswaterdropperwhichisreinterpretedintomodern

aestheticswasmade.Standardsofmodern reinterpretation can be

foundinfeaturesofmoderndesignwhichisfocusedonfunctionalist

and constructivistaesthetics can be briefed into 3 elements as

follows:

Simplicity,minimizing decoration / reductive geometric forms of

pursuit/materialsessential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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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aredesigncharacteristicsthatarerequiredfortoday’sobjects

as a generalaesthetic tendency with foundation ofmodern life.

RepresentativeworksofJoseonwhiteporcelainwaterdropperwere

studiedandmorphologicallyclassified.Andabasicform wasselected

and works were produced in a way that each is transformed

accordingtomyopinion.

For production techniques,wheelthrowing techniques which are

utilizedtomakemodern simplicity wereselected.Forsymmetrical

andbalancedoutcomemadethroughcircularmotion,itwasdecided

thatrequirements ofmodern reinterpretation would be properfor

expressionofsimplicityandbrevity.Forsomeformsofgeometric

shapesthatcannotbeproduced with circularmotion,slip casting

techniqueswereused.Thesemodernwaterdroppershavephysical

beautythatchangesfinelyinsimplicityandmaterialpropertiesthat

today’swhiteporcelaincanexpress.reductiveevolutionapproachthat

changesconcretenessthatthepast’sJoseon whiteporcelain water

droppers have into geometric and pure beauty was taken.By

suggesting identity ofbowls from the modern perspective,itis

thoughtthatitwillopenapossibilityforexpandedpresentvalue.

keywords :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Joseon, Simplicity,

minimizing,geometric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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