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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리는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일상 속에는 수많은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은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어 낸다. 모든 사물들은 사용되며
움직이고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간과되기
쉽다. 일상의 사물에 특별한 소리를 담아 새롭고 풍성한 미적 경험을 제
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청각적 감성을 더한 사물을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금속성 소리의 양가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금속성 소리
중에는 듣기 싫은 마찰음도 있지만 풍경소리와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
는 맑고 영롱한 소리도 있다. 이 논문은 듣기 편안하고 기분을 좋게 만
드는 금속의 작고 맑은 소리를 일상 사물에 접목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 소음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피
해를 살펴보았다. 도시소음에 익숙해져 소리에 둔감해진 현대인들이 어
떤 소리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지 또 편안한 소리의 특성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일상 사물 중 소리가 나는 사례를 찾아 어떤 원리에 의해 소
리를 내는지 살펴보고, 사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소리 구조를 찾아내었
다. 그리고 소리 구조를 더하여 청각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사물을 제
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물의 기본 형태를 해치지 않으면서 억지스러운
힘을 따로 가하지 않아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물의 주 기능을 하는 공간은 그대로 두
고 그 외 공간인 손잡이나 굽, 뚜껑과 같은 공간에 소리를 내는 구조인
음판과 구슬을 담았다.
연구 초반에는 금속의 기본적 성질인 탄성을 이용하여 맑고 특별한 소
리를 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탄성이 좋은 얇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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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서로 길이가 다르게 자르고 그 위에 구슬을 얹어 그 구슬이 구르며
소리를 내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었다. 특히 적정한 음량과 경쾌한 음역
대의 맑고 영롱한 금속 특유의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반부에
는 소리 나는 사물의 청각적 효과 뿐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위해 금속
고유의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절상감 기법 중 서로 끼우지 않고 맞댄 채 은땜을 하여 서로 다른 금속
을 결합하는 marriage of metals 기법을 사용하였다. 적동, 황동, 백동의
세 가지 금속 특유의 색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다양한 비례와 변화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소리의 리듬감과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회의 소통과 상호작용에
큰 역할을 한다. 시각을 중심에 두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청각적 요
소를 경시하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청각에 둔감해지게 된다. 사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 청각 감성을 자극하고 미적 체험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소리, 청각, 감성, 절상감, marriage of metals 기법
학 번 : 201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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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우리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계의 노래와 소음과 말을 듣는다. 소
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두텁게 하고, 우리는 소리에 기대 주변의 세계
를 해석하며, 세계와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한다. 우주 공간은 고요하
지만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소리를 낸다.1)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원하든 그렇지 않든 수많은 소리를 쉬지
않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소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고 느낀다. 그러
나 현대사회의 소리환경은 인간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도시의 소음은 피로
감과 혈압상승, 부정적 태도변화를 일으키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귀를 둔감하게 하며 청각을 통한 섬세한 소통과 감성
을 둔화시킨다.
도시의 소음을 감쇄시키며 둔감해진 귀를 되살려 주는 것은 자연의 소리이다.
숲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시냇물 소리, 낙엽 밟는 소리, 풀벌레 소리와 같은 소
리들은 도시 소음과는 달리 음량이 작아 청각적으로 편안하며, 고음역대의 소리
를 포함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영역의 청각을 자극하여 지루하지 않고 경쾌하게
느껴진다.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이 문장은 아름다운 소리를 의미하는 은유
적 표현이다.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실제로 들어본 적 없지만 아름
답고 영롱한 소리일 것이라고 연상된다. 여기에선 금속인 은쟁반에서 좋은 소리
가 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우리는 금속성의 소리에 대해서 양가적 평가를
한다. 금속으로 된 식기가 서로 긁히며 나는 소리를 종종 불쾌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로폰이나 차임벨과 같이 금속으로 된 악기가 있듯이, 금속성 소리는
잘 이용하면 높고 맑으면서도 경쾌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1) 다이앤 애커먼(Ackerman, Diane),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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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는 기능을 가진 사물을 만드는 일이다. 또한 사물은 사용자의 일상생활
환경 내에서 쓰이는데, 이에는 사물과 사용자 간의 움직임이 포함된다. 가령, 차
를 마실 때 우리는 주전자를 들어 올리고 기울여 차를 따른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기 위해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 기울이고 다시 내려놓는다. 일련의 움
직임은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은 귀에 소리로 인식된다. 기능을 가진 일상 사
물에 금속이 내는 작고 맑은 소리를 담아, 도시 소음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청각 감성을 자극하는 사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일상 사물에 소리를 담기 위해 우선 소리 나는 사물의 사례를 찾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구조 중 사
물의 형태와 기능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몸울림 방식의 소리 구조를 선택하
였다. 이를 적용하여 별도의 도구로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용과 움직
임만으로 소리를 내는 연구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고
음역대의 작은 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내도록 구조를 설계하여 연구작품에 적용
하였다. 연구작품은 목적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1. 소리의 구조와 장신구
소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장신구 속에 집어넣어 소리 실험을 하였다.
2. 소리의 증폭과 컵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차를 마시는 등의 상황에서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소
리를 증폭시킨 작품으로, 소리 구조가 담긴 손잡이를 도자기 재질의 컵에 연
결해 소리를 증폭시키고 도자기 매질을 통해 음색을 변화시켰다.
3. 소리와 키네틱
움직이는 사물에 소리 구조를 넣어 그 움직임의 시각적 효과를 감상하며 소
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4. 소리의 시각적 표현과 절상감(marriage of metals) 기법
마지막으로 소리와 리듬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절상감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사물을 제작하였다. 여러 금속의 고유한 색 조합을 통해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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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의 소리환경
1. 소리
오후 네 시라면, 방에서 멀지 않은 시장에서 장사치 여자들이 떠들어
대는 소리, 집안에서 나는 수돗물 흐르는 소리, 옆방에서 무슨 내용인
지는 모르나 들려오는 웅웅거림,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덜커덕
거리는 궤음과 경적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것이다. 거대
한 기계가 돌아가고 그 기계에 수많은 새들이 치여 죽어가는 경우를
상상할 때, 그런 경우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용하다.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마치 여름날 숲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하
다니.2)
나는 오전 열시 경에 며느리와 할머니가 놀리는 미싱 소리를 쭉 듣게
되고, 열두시 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후 네 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중략)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
락 소리가나면 그때 시간은 열시 오륙분 전.3)

우리가 ‘소리’라 부르는 것은 크든 작든 어떤 물체의 움직임과 함께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공기 분자의 파동이다. 먼저 무엇인가가 움직여서 주위 공
기 분자를 흔들어놓으면 그 옆에 있는 공기 분자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소리의
파동은 물결처럼 퍼져서 귀까지 도달하여 고막을 진동시킨다.4)
우리는 일상 속에서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또 듣는다. 아침을 먹으며 듣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학교에 가며 듣는 가방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
이는 필기구 소리, 걸으면서 듣는 발걸음 소리, 책을 읽으며 듣는 책장 넘기는
소리 등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소리를 듣곤 한다. 그

2) 김승옥, 「역사」,『생명연습 : 김승옥 대표중단편선 』, 문학동네, 2014, p.192.
3) 김승옥, 「역사」,『생명연습 : 김승옥 대표중단편선 』, 문학동네, 2014, p.198.
4) 다이앤 애커먼(Ackerman, Diane),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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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들은 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아이스커피의 얼음 부딪히는 소리는 시원
함과 청량감을 느끼게 하고 경쾌한 발걸음 소리는 기분까지 밝게 만든다.
마음은 귀처럼 시계 반대 방향을 휘어진 파이프입니다. 이 마음은 시시각
각 변합니다. 우리의 곁에서 ‘소리’라 불리는 것이, 공기 분자를 흔드는 사
건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동이 일어납니다. 소리의 파동은 물결
처럼 흔들려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몸속의 가장 작은 뼈들과 보이지도 않는
털들이 소초처럼 귓속 어두운 곳에서 흔들립니다. 파이프 속은 텅 비었지만
그것이 울리면서 요체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텅 빈 파이프로 소릿결
이 몰려 들어가 귀의 수면을 진동시키자 눈, 코, 입, 귀 같은 여러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내 얼굴, 그 가면에 표정이 떠돕니다.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
립니다. 내 목소리가 내 얼굴과 가슴의 리듬에 반응해 시시각각 음색을 달
리합니다. 이 발화의 순간들이 있기에, 그 소리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에
‘귀’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5)

소리는 마음에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어떤 과거의 기억
과 추억 그리고 풍경을 상기시키기도 하며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일반적으로 소리가 가지는 물리적 속성은 진동의 주파수, 진폭, 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심리적 대응점을 갖는다. 세 가지의 기본
요소는 각각 음고, 음량, 음색과 대응하며 이는 소리를 높낮이, 크기, 색으로 나
눈 것이다.6)
물리적 세계와 심리적 세계 사이의 동형론적 관계7)
물리적 변수

감각적 변수

심리적 변수

진동

소리

음

빈도(주파수)

고저

높이(음고)

폭(진폭)

강약

크기(음량)

모양(파형)

질

색채(음색)

물리적 세계

←──────────────→

정신적 세계

5) 김혜순, 「귀, 안으로의 무한」, 『감히, 아름다움』, 이음, 2011, p.98.
6) 박유미,『음악심리학의 세계』, 음악춘추사, 2004, p.47.
7)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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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의 높이와 주파수
주파수란 음파가 1초 동안 반복되는 주기의 수를 말한다. 따라서 파장이 짧을
수록 더 많은 파들이 1초 안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
게 된다.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음높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일으킨다. 인간이 들
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가청주파수라고 하는데, 이는 보통 젊은 성인의 경
우 20Hz에서 20,000Hz 사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각경험은 20～20,000Hz보
다 훨씬 더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인간 음성의 전형적인 주파수
범위는 80Hz(베이스)에서 1,100Hz(소프라노) 사이이다.8)
2) 소리의 세기와 진폭
진폭은 음량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일으킨다. 큰 진폭을 가진 음파는 낮은 진
폭을 가진 음파보다 고막을 더 크게 진동시켜 음이 더 크게 들리게 한다.9) 인
간이 들을 수 있는 음량을 가청 강도라고 부르며 그 하한선이 0dB, 상한선이
120dB이다.
3) 소리의 색과 파형
음량과 음고가 똑같은 두 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다르다고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을 음색이라 한다. 예를 들어 플롯과 오보에가 동일한 음량으로 같은
음을 연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소리가 다름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
은 음색에 기인한 것이다. 음색은 음의 높낮이나 크고 작은 것과 같은 1차원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 주파수의 형태와 모양에
따라 맑고 탁함, 밝고 어두움 등의 다양한 변인이 있다.10)

8) Hugh J. foley· Margaret W. Martlin, 『감각과 지각』, 민윤기·김보성 역, 박학사
2013, p.398.
9) Hugh J. foley· Margaret W. Martlin, 『감각과 지각』, 민윤기·김보성 역, 박학사,
2013, p.401.
10)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pp.17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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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의 소리환경
2.1 소음사회
뿌-웅 뿌- 웅 까르르르 – 뿌 – 웅
먼지를 연기같이 일으키면서 진흙 묻은 자동차와 기생 태운 서울 자동차가
엇바뀌여 지나가는가 하면 탁 탁 탁 탁 탁. 큰일이나 난 것처럼 자동자전거
가 눈이 뒤집혀 닿는다.
와지직 와지직 낄낄 와-와- ‘집마차’
덜거덕 덜거덕 어라 이놈의 소야 ‘소구루마’
뿅 – 뿅 – 기생 탄 인력거 텁석부리 ‘인력거’
따르릉 따르릉 아차차 자전거가 어린애를 치고 쓰러졌다.
땡 땡 웅- ‘아이고 나 좀 내려주셔요’
쩔 – 렁 쩔 – 렁 어서가 – 이 놈의 소야 ‘ 나뭇바리’
저벅 저벅 저벅 ‘중학생’
짜박 짜박 짜박 ‘송곳 굽 구두’
깨육 깨육 깨육 딱- 딱 ‘모던보이 지팡이 소리’
날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 요란한 속에서 눈을 핑핑 돌리면서도 그래도
신경쇠약을 부르지 못하는 교통순사야말로 건강하다면 굉장히 건강한 몸이
요 불쌍하다면 굉장히 불쌍한 신세지
(「대경성 광무곡」, 『별건곤』, 1929.1)11)

이글은 1926년에 창간된 월간지 <별건곤>에 실린 기사로 1920년대 후반 경
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기자는 당시 경성의 모습을 ‘광무곡’ 즉 미쳐 날뛰
는 별별 소리가 뒤엉킨 요란한 곳으로 표현한다. 자동차 엔진소리와 경적소리,
공사장 소리로 가득한 지금은 이보다 더한 소음으로 가득한 소리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시대이다.
오늘 내 귀에는 어떤 소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 떠
올려 보면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도시에서 소
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든 기기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는 도시에서 나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12)

11) 이승원, 『소리가 만들어낸 근대의 풍경』, 살림, 2005, p.24.
12) 김혜순, 「귀, 안으로의 무한」, 『감히, 아름다움』, 이음, 2011,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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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주체에게 불필요하고 장해가 되는 소리, 특히 원하는 소리를 듣기에 방
해가 되는 큰 소리를 소음이라고 한다.13) 소음은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아동은 스트레스와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수면 능력도 크게 손상될 수 있다.14) 심리학자 알렌 브
론자프트(Arline Bronzaft)는 만성적 소음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공격성이 증가
하고 건강한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15) 소음으로 인한 스트
레스는 또한 전염병 수준의 혈압상승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유발하여 심장
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졌으며, 공격성과 부정적인 행동을 낳기도 한다. 소
음은 공기오염에 이어 두 번째로 해로운 환경 요소로 평가된다.16)
2.2 청각 감성
1) 둔감해진 귀
숲은 자연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산새소리,
먼 곳의 동물의 울음소리... 인류의 조상은 2만년 동안 열대 우림 속에서 생활하
였다. 만 년 전, 인류는 숲을 벗어나 농경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도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불과 300～5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17) 인간이 환경 진화에
적응하려면 약 5만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도시의 소음보다 자연의
소리에 심신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다.18)
수렵시대 인간은 숲 속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동물들의 작은 움직임과 그 진
동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서 다가오는 위험한 동물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그 위험으로 부터 도망
칠 수 있었다. 예민한 청각을 갖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
나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과도한 소리에 노출되어 있다. 강한 소리를
13)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Noise)
14) Hugh J. foley· Margaret W. Martlin, 『감각과 지각』, 민윤기·김보성 역, 박학사,
2013, p.478.
15) 다이앤 애커먼(Ackerman, Diane.),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2004,
p.277.
16) 버니 크라우스(Krause, Bernard L),『자연의 노래를 들어라』, 장호연 역, 에이도스,
2013. p.176.
17) 야마시타 유미,『오감재생』, 이희라 역, 아이티아이북스, 2005, p.100.
18) 사이토 히로시, 『음악심리학: 마음을 컨트롤하는 소리의 기술』, 이소담 역, 스카이,
2013,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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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인간은 소리의 홍수 속
에서 소리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과 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옆
자리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능력 덕분이다. 차단 능력은 본래
인간의 귀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은 이 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19)
소리를 차단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청각이 둔화된다. 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
계에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듣는 것으로 연결된다. 상대
방의 목소리로 기분을 파악하고 사소한 대화와 같은 작은 것에 집중하여 들어
줄 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둔감해진 귀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 마음을 닫아 버리게 한다.
2) 마음을 끄는 고주파 소리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풀벌레의 울음소리
에 매료된다. 왜 자연의 소리에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 위의 표와 같이 자연의
소리에는 고주파 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류는 오랫동안 열대 우림과 같이
초고주파가 가득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주파의 소리를 듣고 심신이 안정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또한 고주파 소리는 평소에 듣는 소리와
는 다른 주파수대의 소리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귀의 청각신경은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소리의 진폭에 따라 신경세포들이 음압변동에 반응해 넓은 음폭
의 자극을 골고루 받아 시원하고 쾌활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20) 공기의 진동은
고막을 통해 귀에 전달되고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뇌에 전달된다. 고음 영역의
소리가 들어오면 보다 많은 전기 신호가 신경세포에 전달되어 신경 활동이 활
19) 시노하라 요시토시, 『청각뇌』, 고선윤 역, 중앙생활사, 2006, p.76.
20) 배명진,김명숙, 『배명진교수의 소리로 읽는 세상』, 김영사, 2013,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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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져 뇌를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청각 자극은 쾌락물질을 방출시키고 스트레
스 호르몬의 발생을 억제하여 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노화 방
지에 도움을 준다.21)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도
시, 나무를 베어 버리고 아스팔트로 땅을 뒤덮어 곤충도 새도 살기 어려운 도시
에서는 더 이상 고주파 소리를 들을 수 없다.22)
2)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기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보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막게 되었고 어
딘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주위의 기척이나
작은 소리에 세세히 반응하고 깊이 느끼는 힘을 잃고 있다. 또한 목소리로 상대
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아내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주변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소리를 듣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일상생활 속 지나쳤던 작은 소리들과 자연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에 집중하
여 청각 감성을 예민하게 연마하면 크고 강한 자극적 소리에 익숙해져있던 둔
감한 귀를 열고 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
간,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우리의 인생
을 풍요롭게 한다.23)
신나는 디너파티에서 웨이터가 달콤한 포도주를 잔에 따라준다. 살굿
빛 홍조를 띠고 있고, 꽃다발 같은 향기를 풍기며, 달콤한 과일 맛을
내는 포도주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잔을 챙강 부딪치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은 포도주를 완벽하게 즐기는 데 빠져있는 단 하
나의 감각이 바로 소리이기 때문이다.24)

우리는 외부의 정보를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인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며, 만지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오감을 연마함으로써 세상
을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다. 즐거운 저녁자리에서 잔을 부딪치는 소리는 맑고
경쾌하다. 그 소리를 즐기려면 청각 감성을 생생하게 깨울 필요가 있다.
21) 시노하라 요시토시, 『청각뇌』, 고선윤 역, 중앙생활사, 2006, pp.124-125.
22) 야마시타 유미,『오감재생』, 이희라 역, 아이티아이북스, 2005, p.100.
23) 사이토 히로시, 『음악심리학: 마음을 컨트롤하는 소리의 기술』, 이소담 역, 스카이,
2013, p.199.
24) 다이앤 애커먼(Ackerman, Diane.),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역, 작가정신,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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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리 내는 사물
은쟁반 옥구슬소리 실험
「깜짝 정보쇼」 <MBC 오후 6.15> 속담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일컬어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은쟁반에 옥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는 맑고 깨끗한 소리일까. 은쟁반에 옥구슬을 직접
굴려 그 소리를 들어본다.25)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그 소리는 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평
범한 소리였다. 은과 옥의 귀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상상 속의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의 소리를 실제 듣기도 하고 연상
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다양한 사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간다. 사물이 내는 소리에는 사소
한 소리도 있고 특별한 소리도 있다. 또한 우연히 소리를 내기도하고 의도적으
로 소리를 내도록 제작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사물이 소리를 내는 방식,
소리를 나게 하는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사물의 용도와 소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소리 내는 방식
일반적으로는 악기를 분류하는 데에는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으로 분류하나, 쿠르트 작스(Curt Sachs, 1881-1959)는 소리
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따라 악기를 구분한바있다. 그는 악기를 몸울림 악기, 막
울림 악기, 줄울림 악기 그리고 공기울림 악기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26)
몸울림 방식은 악기 자체의 울림으로 소리 내는 악기들을 말한다. 막이나 현
25) 동아일보 1996.09.24 제 23321호 p.19.
26) 김종인, 『음악치료 악기론』, 지식산업사, 200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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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인위적 장력을 가하여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금속 등이 본래
지니고 있는 탄성으로 진동하는 악기이다.

[도판 1] 몸울림 –유율과 무율 방식
몸울림 악기는 음율의 유무에 따라 유율악기와 무율악기로 나뉜다. 유율악기
의 예로 마림바와 실로폰이 있는데 이들은 피아노와 같이 배열된 나무 또는 금
속 소재의 건반을 말렛으로 쳐서 소리 내는 악기이다. 무율악기의 예로는 종,
심벌즈,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등이 있고 이들은 금속 또는 나무 자체가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탄성과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낸다. 이들은 음율은 없지만 리
듬감을 더하는 악기로 사용된다. 또한 몸울림 악기는 연주법에 따라 트라이앵
글, 심벌즈와 같이 쳐서 소리 내는 방식과 방울과 같이 흔들어서 소리 내는 방
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막울림 방식은 악기에 부착된 막을 손 또는 도구로 쳐서 그 진동에 의해 소
리가 나는 악기를 말한다. 나무, 금속, 플라스틱으로 만든 몸통에 막을 씌워 그
막을 두들겨 소리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줄울림 방식은 줄의 떨림이 공명판이
나 통과 같은 공명장치의 증폭 과정을 거쳐 소리를 내는 구조이다. 공기울림 방
식의 악기는 입으로 직접 공기를 불어 넣거나 혹은 파이프오르간과 같이 기계
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관 속의 공기주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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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 내는 사물의 사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소리를 내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또한 다양한
방식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생활에 사용하는 사
물에 소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악기와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일상 사물은
보통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을 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컵은 액체를 마
시기 위해 액체를 담는 부분과 손잡이가 존재하는 형태이며, 주전자는 액체를
따르기 위해 물을 담는 곳과 물대와 손잡이가 달려있다. 다양한 일상 사물의 형
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기능에 적합하도록 발전해왔다. 따라서 소리 나는 사
물이라 해도 기능에 따른 형태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선에서 소리를 내는 구
조가 삽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죽의 막을 씌워 두드리는 방식이나 줄을 매어
소리를 내는 방식을 일상 사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물의 기본
형태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몸울림 방식의 소리 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몸울림 방식 중에서도 사물의 기본형태 안에 구슬을 넣어 기벽과 구슬이 부딪
혀 소리 내는 형식은 사물의 용도와 형태에 가장 변형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리 내는 사물의 다수가 이에 속한다.

[도판 2] 국보 제143호 대곡리 팔주령
[도판 2]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유물인
팔주령(국보 제143호)이다. 청동 팔주령은 8각형의 별모양으로 생겼으며, 각 꼭
지점마다 방울이 달려 있다. 그 안에 청동 구슬이 들어있어 흔들면 소리가 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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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국보 제146호 전 논산 청동방울
[도판 3]은 논산에서 출토된 청동 방울(국보 제146호)이다. 쌍두령은 아령모양
으로 양쪽에 방울이 있고, 조합식 쌍두령은 방울이 달린 끝 쪽이 X자 형태로
교차된 모습으로 방울은 팔주령과 동일하다. 간두령은 포탄 모양으로 되어있
다.27) 청동기 시대의 동령은 주술적·종교적 의식용 도구였으며 당시 제사장이나
지배계급을 위한 장신구로 여겨진다.

[도판 4] 굽다리 방울잔

[도판 5] 방울잔

[도판 4]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가야의 방울잔이다. 잔의 바닥 몸체 안에
돌이나 흙으로 빚은 구슬을 넣어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만든 토기이다. 이는 일
반적인 방울잔 형태로, 손잡이가 없는 잔의 바닥에 투공을 한 겹 내지 두 겹 돌
린 반구형 또는 모난 구슬모양의 방울 몸체를 맞붙인 것이다. 방울 몸체에 비해
윗부분의 잔은 목이 길고 크며, 아래에서 위로 벌어진 형태이다.
27) 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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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는 거창박물관 소장의 가야 방울잔으로 이 잔은 일반적인 방울잔과는
달리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몸체의 중앙에 칸을 질러 그 속에 토심을 넣
어 술을 마시고 흔들면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도록 제작되었다. 이 잔은 거창읍
대가야 계열의 거창 고분에서 수습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제례의식 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마을 단위의 장송의례에 사용하거나, 혹은 전쟁 시 장수가
출정하기 전 방울잔에 술을 마신 뒤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거나, 장수들 간 혈맹
관계를 맺을 때 술이나 피를 넣어 마셨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28)

[도판 6] Ramune - Japanese Lemon Soda
고대 방울잔의 현대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본의 ‘라무네’이다. 1880년대 일
본에 서양의 레몬에이드가 들어왔고 이를 각 지역 음료공장에서 ‘라무네’라는
이름으로 생산하였다. 10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국민적 음료로 사랑받고 있는
‘라무네’는 또한 독특한 유리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29) 유리병을 개봉하기 위
해서는 뚜껑을 눌러 입구를 막고 있는 유리구슬을 밑으로 빠트려야 한다. 유리
구슬은 바닥까지 빠지지 않고 호리병과 같은 목부분에 걸리는데 이를 통해 탄
산의 흘러넘침을 방지한다. 구슬은 음료를 마실 때 마다 부딪치며 맑고 청량한
소리를 내고 시각적으로도 투명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소리는 현대 시각예술분야에서도 작업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탈리아계
미국작가인 해리 베르토이아(Harry Bertoia 1915-1978)는 미국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였다. 금속을 다루던 중 금속선과 파이프가 깨끗하고 고유한 소리 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sonambient®> 라는 사운드아트
조각 시리즈를 제작했다.

28) 구본용, 「거창박물관 방울잔」, 2009.05.15, 경남도민일보
29) Tombow Beverage Co.Ltd.(http://www.tombow-b.jp/english/products/ramu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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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Harry Bertoia의 <sonambient®>
[도판 7]과 같이 그는 서로 다른 형태, 길이, 두께의 금속파이프들을 통해 부
드러운 소리에서 날카로운 소리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금속성의 순수한 톤을 찾아냈다. 각각의 금속파이프들이
부딪히고 쓸리며 서로 닿을 때 진동을 서로에게 전달하며 신비롭고 독특한 소
리가 발생한다.30)

[도판 8] Harry Bertoia의 장신구
해리 베르토이아는 조각 작품으로 유명해졌지만 장신구로 작품 활동을 시작
하였다.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배우던 1940년대부터 장신구를 제작하였고 1970년
대에 <sonambient®>시리즈 조각 작품을 하며 같은 개념을 가진 작은 조각으
로서 금속 장신구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도판 8]은 해리 베르토이아가 제작
한 장신구들이다. 금속판이 움직임에 의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
착용하고 다니면 금속 특유의 마찰음을 들을 수 있다.

30) Harry Bertoia(http://bertoiaharry.com/sonambi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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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Enrica Prazzoli, <necklace>, 2011
[도판 9]는 이탈리아의 장신구 작가인 엔리카 프라졸리(Enrica Prazzoli)의 작
품으로, 파란색 대나무로 된 발이 여러 개 달린 목걸이이다. 목에 걸고 움직이
면 대나무가 서로 부딪혀 빗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낸다.

[도판 10] Elasticbrand <Diamond Rattle Bracelet>, 2011
뉴욕의 디자인 스튜디오 엘라스틱브랜드(Elasticbrand)의 <AUDIOWEAR>는
몸울림 악기와 공기울림 악기 그리고 도자기의 음향적 성질에서 영감을 받은
장신구 시리즈이다. 악기와 같이 소리 나는 장신구를 제작하여 힙합 음악에 이
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판 10]은 딸랑이 팔찌로 흔들어 소리 내는 몸울림 방
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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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Alessi <9091 kettle>,1983

[도판 12] Alessi <9093 kettle>,1985

<9091 kettle>은 1983년 Alessi사가 만든 최초의 디자이너 주전자로, 오랜 시
간 사랑 받아왔다. 이 주전자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황동으로 된 호루라기로
증기가 나오며 짧고 즐거운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리처드 사퍼
(Richard Sapper 1932-)는 일반적인 주전자가 내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음이
아니라 아름답고 시적인 소리를 내는 공감각적인 사물을 만들고자 했다.32)
1985년에 출시된 <9093 kettle>은 마이클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1934–
2015)가 디자인한 Alessi의 주전자다. 물이 끓으면 증기가 새 모양의 호루라기
로 나오면서 소리가 나서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지금까지 소리 나는 일상 사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개 장신구에서 소리는
착용하고 움직이면 들을 수 있는 유희적 요소였다. 음료를 마시는 용기에 적용
된 소리는 음료의 청량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또 좋은
소리가 나도록 설계한 주전자는 듣기 싫은 증기의 소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였
다. 일상에서 사물에 적용된 소리는 작지만 특별한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 Elasticbrand(http://elasticbrand.net/?p=873)
32) Alessi(http://www.alessi.com/en/products/detail/9091-k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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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리를 담은 금속 사물
사물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움직이게 된다. 사물의 형태 안에 소리가 나는 구
조를 담아 사물을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소리를 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작
업하였다. 그리고 음율이 있는 소리가 무율보다 음역대가 넓어 청각을 고루 자
극하는 흥미로운 소리를 내기에 유율의 흔들어 소리 내는 사물을 제작하였다.

[도판 13] 소리 구조 제작 과정
음율이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얇은 금속판을 도면과 같이 톱질하여 서로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발이 달린 음판을 만들었다. 음판의 긴 발을 구슬이 치
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가, 짧은 발을 치면 높은 소리가 난다. 음판을 반구에
땜한 후, 그 위에 섬세한 흔들림에도 움직일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원형의 구슬
을 놓고 위쪽 반구를 덮고 땜해 구 형태를 만들었다. 작은 움직임에 의해서도
구슬이 음판 위를 굴러다니며 발을 쳐서 맑고 경쾌한 다양한 소리를 낸다.
여러 차례의 제작실험을 통해 구슬의 형태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원형의 스텐 볼은 걸림 없이 굴러 소리를 잘 나게 하는 반면, 각진
형태의 금속 조각을 넣으면 음판의 발을 더 정교하게 쳐서 한 음 한 음이 더
선명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또한 스프링은 탄성이 좋아 맑은 소리를 냈고 또한
스프링 표면의 굴곡이 여러 발을 동시에 치며 매우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소리
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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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소리 구조의 소리 분석표

[도판 14]는 앞의 소리 구조에서 나는 소리를 분석한 이미지이다. 위는 음량
에 따른 파형이고 아래는 주파수를 분석한 그래프로 색이 선명하고 밀도가 높
은 부분이 주된 소리의 주파수이다. 중간의 붉은색의 영역은 8,000～12,000Hz에
해당한다. 10,000Hz 이상은 고주파 음역 중에서도 초고음역대에 해당하기 때문
에 앞서 알아보았던 뇌를 자극하는 소리에 해당한다. 또한 동시에 12,000Hz 대
와 18,000Hz 대의 소리도 나고 있으며, 가청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는 20,000Hz
이상의 소리도 가끔씩 발생한다. 저음역대는 4,000Hz까지 내려가 전체적으로
4,000Hz에서 20,000Hz의 음이 복합적으로 동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넓은 영역대의 소리는 낙엽이 스치며 바스락하는 소리와 가깝다. 낙엽이
스치는 소리는 8000～13,000Hz의 음역대이며, 잎이 구겨지며 나는 소리는 2,00
0～4,000Hz의 소리이다. 앞서 알아보았듯, 이처럼 넓은 음폭의 소리는 사람들에
게 맑고 상쾌한 음감을 제공한다. 또한 이 소리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작고 크게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진폭의 변동이 있는 소리
는 리듬감과 활동성을 느낄 수 있는 경쾌한 소리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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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의 구조와 장신구
장신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착용자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보통
장신구는 아름다운 형태와 색이라는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착용자를 장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맑은 목소리, 상냥한 말투, 좋은 향기 등 다양한 감각을 통
해 복합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
장신구는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장신구의 목적을 청각이라는 감각을 더해 새롭
게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손은 신체의 여러 곳 중 가장 움직임이 많은 활동적인 부분이다. 팔을 흔들며
걸을 때에도, 가방을 들 때에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거나 머리를 쓸어 넘길
때에도 손은 계속 움직인다.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 다양한 종류
의 장신구가 있으나, 가장 움직임이 많은 손을 위한 장신구를 만드는 것이 소리
를 내기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반지를 선택하였다.
연구작품의 첫 장에서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음율이 있는 소리를 내는
반지 작업을 하였다. 이 시리즈는 금속성의 높고 맑은 소리가 나는 반지로, 소
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태적으로는 최대한 단순하게 디자인 하였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금속 특유의 색과 광택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마 과정에 공을
들였다.

33) 배명진,김명숙, 『배명진교수의 소리로 읽는 세상』, 김영사, 2013, pp.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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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1-1, 2, 3, 4] bell ring series, 은, 황동에 금도금,
5×5×3cm, 8×6×4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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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시리즈 1>의 구조
<시리즈 1-1>은 기본형의 소리 구조로 제작한 반지이다. 반지의 아랫부분을
길게 만들어 손가락 사이에 끼웠을 때 잘빠지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시리즈 1-2>는 두 개의 소리가 합쳐진다면 어떨까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두 개의 소리 구조를 담은 반지이다. 완성한 뒤 그 소리를 들어보니 <시리즈
1-1>과 별 다른 차이기 없었다. 보통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는 70dB이라고 한
다. 바이올린 두 대가 동시에 연주하면 분명 소리가 커지나 두 배에 해당하는
140dB은 아니다. 140dB은 고막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소리로 비행
기 엔진소리에 해당하는 소리이다. 실제로 두 대의 바이올린 소리는 73dB정도
가 된다고 한다.34) 따라서 두 개의 소리 구조를 통해 복합적이고 큰소리를 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리즈 1-3, 4>는 방울과 같은 구형에서 벗어나 옆으로 긴 형태의 반지이
다. 옆으로 길어진 형태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더 길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음판이 옆으로 길기 때문에 약간의 기울임에 구슬이 오래 굴러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작은 움직임에도 소리를 더 오래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
다.

[시리즈 1-1, 4]의 착용사진
34)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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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의 증폭과 컵
우리는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통해 소리를 듣는다. 공기 중에서 소리
가 전달될 때 공기 입자들은 진동을 한다. 공기 입자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
양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소리가 퍼져나간다. 그러나 공기는 탄성이 없기 때
문에 소리를 잘 전달하는 물질이 아니다. 소리는 탄성체를 통해 빠르게 전달된
다. 탄성체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했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본래의
모양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성질을 지닌 물체를 말한다. 철이나 니켈 같은 금
속은 강한 탄성체이므로 소리를 매우 잘 전달하며 대부분의 액체는 탄성이 크
지 않기 때문에 고체에 비해 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35)
위와 같이 진동을 전달하는 물체를 매질이라고 한다. 매질은 음을 선명하게
잘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음색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기, 물, 금속, 나무 등, 어
떤 매질을 통해 음이 전달되었는가에 따라 소리의 음색이 달라진다. 같은 리코
더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과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소리가 다
르다. 또 관악기를 보더라도 나무로 만든 대금, 소금, 오보에 등은 따뜻하고 묵
직한 음색을 내는 반면 금속으로 된 금관악기인 나팔, 호른 등은 날카롭고 가벼
운 소리를 낸다.
소리가 나는 발음체에 어떠한 형태와 재료의 매질이 붙느냐에 따라 소리의
음량과 음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 작업을 진행하였다. 2단계
연구작품에서는 <시리즈 1>에서 연구한 소리 구조에 도자기 컵을 매질로 사용
해, 소리를 증폭시키고 음색을 변화시켰다.

35) 홍준의 외 3인,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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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1, 2, 3] bell cup, 백자 황동에 금도금, 8×10×8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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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4] red-nosed, 백자 황동에 옻칠, 6×9×8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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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는 소리가 나는 컵으로, 손을 장식하던 반지시리즈에서 손에 쥐는
사물로 관심이 이어져서 제작하게 되었다. 컵의 손잡이 부분에 이전 작품과 동
일한 소리 구조를 넣어 제작하였다. 반지의 구 형태보다 컵의 손잡이가 되는 구
형태는 크기가 커져야 했기 때문에 소리 구조를 조금 더 크게 제작하였다. 소리
구조가 커짐에 따라 음판의 면적도 넓어졌고 음판의 각각의 발도 길어져 이전
의 <시리즈 1>에 비해 낮은 음이 강조되는 풍부한 소리가 발생하였다. 구슬 역
시 더 크고 무거운 것을 넣어 소리가 크고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도판 16] <시리즈 2>의 구조
[도판 16]과 같은 구조로 도자기와 금속 손잡이를 연결하였다. 발음체인 금속
손잡이 부분의 진동이 도자기 컵에 전달되어 공명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도자기 매질에 의해 금속성의 경쾌한 소리가 컵의 공간에 모여서 더 분명
하게 울리는 소리가 되었다. 컵을 들고 마시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손잡이 내부
의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증폭되어 대화를 하며 음료를 마시는 일상적 상
황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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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리와 키네틱
이번 장에서는 소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데에 집중했던 이전의 작업에서 보
다 소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앞
서 알아보았듯이 소리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사물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공
기를 진동시켜 귀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움직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여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감상하고 또한 그 움직임을 통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사물
을 만들고자 하였다. 움직임은 현대 예술에서도 많이 응용된 소재로, 움직임이
있거나 움직임을 주요소라 하는 예술 작품은 키네틱아트로 분류된다. 운동에 의
한 빛의 변화나 움직임에 의한 소리, 또는 기계적 움직임 자체를 주된 주제로
삼는다.
우리 주변에 보는 일상 사물 중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갖는 물건을 찾아, 그것
에 소리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시계추는 기계적 요소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움
직인다. 그 안에 소리 나는 구조를 넣었을 때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소리를 만들
어 내어 시각은 물론 청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특히 시계의 태엽과 톱니와 같은
부속이 금속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이를 금속작품으로 제작했을 때 시
각적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시리즈 1>의 소리 구조를 시계추 안에 넣어 왕복운동에
의해 소리를 내는 작품을 진행하였다. 톱니의 시계방향 움직임과 무게추의 아래
로 풀려 내려가는 움직임, 진자추의 왕복 움직임 등을 시각적으로 즐기는 동시
에 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구형태의 시계추가 아니라 옆으로 길
어진 <시리즈 1-3, 4>형태의 추를 달아 작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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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3-1] kinetic bellⅠ, 황동, 6×20×5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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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3-2] kinetic bellⅡ, 황동, 15×20×5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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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3-1>는 진자운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구조이다. 무게추가 중력에 의
해 내려가며 감긴 줄을 당겨 톱니를 돌리고, 톱니가 제어장치에 의해 위에서 걸
렸다가 풀리며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반복한다. 이때 제어장치 아래 연결된 진
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다. 진자 안에 소리 구조를 담아 왕복의 움직임에
따라 구슬이 음판 위를 구르며 반복적이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 움직임을 통해
시각 효과와 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었지만, 톱니가 제어장치에 걸리면서 나는
딸깍 딸깍하는 소리가 진자의 작고 맑은 소리를 방해하는 단점이 있었다.

[시리즈 3-2] 의 세부사진
<시리즈 3-2>는 더욱 부드럽게 움직이고 적은 무게의 추로도 안정적으로 줄
이 풀려 내려 갈 수 있도록 톱니를 제어하는 장치에 베어링을 넣어 제작하였다.
세부 사진과 같이 열쇠를 꽂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줄을 감으면 무게추가
감겨 올라간다. 무게추가 중력에 의해 풀려 내려가면 톱니에 달린 막대기가 오
른편의 제어장치를 밀어주고 동시에 왼편의 제어장치가 내려와 한 칸씩 줄이
풀려 내려가도록 조절해준다. 한 칸에 한 번씩 진자가 왕복운동을 하며 맑은 소
리를 낸다.
<시리즈 3>은 기계적 움직임에 의해 소리를 내서 움직임에 의한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즐기고자하는 목적에서 진행한 연구작품이다.
시계추의 왕복운동에 의해 소리를 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연구작품 자체가
기능을 가진 사물이 아니기에 일상에서 소리를 즐기고자 하였던 처음의 목표와
는 멀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기능을 가진 사물을 제작하기
위해 이번 <시리즈 3>과 같은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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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리의 시각적 표현과 절상감
(marriage of metals 기법)
색은 피아노의 건반이요, 눈은 줄을 때리는 망치요, 영혼은 여러 개의 선
율을 가진 피아노인 것이다. 예술가들은 인간의 영혼에 진동을 일으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건반을 두드리는 손과 같다.36)
색의 소리는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밝은 노랑색을 피아노의 저음으로,
또는 어두운 진홍색을 고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37)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소리와 색, 음악과 회화를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생각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음의 3요소는 음고, 음량, 음
색이며 이를 시각적 언어로 바꾸면 높낮이, 크기, 색 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리의 시각적 표현에 있어 색은 중요한 요소이다. 금속의 맑고 경쾌한 소
리가 나는 사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색의 금속을 이어 붙여
비례나 형태를 조금씩 달리해가며 리듬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금속을 이어붙이는 방식은 전통적인 금속공예 기법인 상감 그 중
에서도 땜을 이용하는 절상감 기법에 가까운 작업 방식이다. 원래 절상감 기법
은 바탕의 금속을 투각하고 투각한 형태와 같은 다른 금속을 톱질하여 끼워 넣
고 그 틈을 때운 후 갈아내어 한 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연구자가
사용한 기법은 투각하여 끼워 넣는 공정을 생략하고 서로 다른 금속을 땜하는
기법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땜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하는 marriage
of metals 기법에 가깝다.
앞서 진행한 연구작품들은 음판과 구슬을 담기 위해 위아래로 나뉘는 형태를
결합하여 제작하였다. 위아래 한 쌍의 금속을 때우고 때운 자리를 잘 연마해 감
쪽같이 한 몸같이 만들었다. 이번 장에서는 위아래를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하여
색의 차이를 주고 제작의 공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위

36) 칸딘스키(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p.60.
37) 칸딘스키(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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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형태를 합하는 것을 음판을 가두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동시에 시각적 표
현으로서 드러내 더욱 효율적인 공정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금속공예에서 주로 사용하는 금속인 적동, 황동, 백동은 각기 다른 고유한 색
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강도는 적동이 가장 무르고 황동, 백동의 순으로 단단
하다. 따라서 형태를 만들어내기에는 적동이 가장 힘이 덜 드는 반면, 백동은
여러 번의 열 풀림 해야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다루기 어려운 금속이다. 또한
적동은 땜이 잘 흐르고 황동은 낮은 화도에도 아연이 날아가며 땜이 놓인 부분
을 파고들어 쉽게 표면에 흠이 생기며, 백동은 땜이 잘 흐르지 않고 열에 의해
판이 잘 우는 성질이 있다. 각각의 성질을 배려해가며 서로 다른 색의 금속을
이어 붙이는 작업을 통해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소리를 담은 금속 사물이라는 연구주제의 모티브는 방울잔에서 얻었는데, 작
업을 진행하면서 ‘잔’에서 발전하여 무언가를 담는 ‘기’로 관심이 넓어졌다. 담아
낼 물건이 다양한 만큼 기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담아내는 것에 따라 뚜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손잡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기의 형태가 오목할 수도
넓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무언가를 담기 위한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리를 담기 위해서도 빈 공간이 필요하다. 이전의
반지, 컵, 진자 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소리 구조인 음판과 구슬을 담을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었지만 특히 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담을 공
간’을 복합적으로 계획해야 했다. 소리를 내는 기물에는 음식, 차나 술과 같은
액체들을 담는 기본적 공간이 필요한 동시에, 소리 구조를 담기 위한 별도의 공
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잔

굽

합

뚜껑

pitcher
tray

손잡이

<시리즈 4> 방울잔
<시리즈 5> 차합
<시리즈 6> trinity
<시리즈 7> torus pitcher
<시리즈 8> circular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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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4-1, 2, 3, 4, 5] 방울잔, 적동, 황동, 백동,
8×8×17cm, 9×9×12cm, 6×6×11cm, 2014

- 33 -

<시리즈 4>는 절상감 기법으로 소리를 표현한 첫 번째 작품이다. 고대 방울
잔을 연상하며 만든 작품들이다. 고대 방울잔은 대개 굽이 높고 그 굽 안의 공
간에 구슬을 넣어 흔들면 소리가 나게 되어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리즈 4>
도 적동, 황동, 백동의 레이어를 쌓아 굽을 만들고 그 중간에 음판과 구슬을 넣
어 잔을 움직이면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도록 제작하였다. 앞서 본 <시리즈 2>
의 컵과 같이 발음체인 굽에 잔 형태의 매질이 덧붙어 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울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도판 17] <시리즈 4>의 구조
[도판 17]과 같이 적동, 황동, 백동의 판재를 이 자르고 말아 층층이 쌓았고,
그 중간에 소리 구조를 넣어 굽에서 소리가 나도록 제작하였다. 원통형의 형태
는 각각 같은 길이의 판재를 똑같이 잘라 쌓았고 원뿔형의 형태는 전개도를 그
려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길게 재단하여 말아서 쌓았다.

[도판 18] <시리즈 4>의 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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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4-1, 2, 4, 5] 의 변형
5개의 컵이 각기 다른 색과 높이와 다른 형태의 굽으로 되어 있어 높낮이와
크기,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굽과 잔 부분이 [도판 18]에서 보
이듯 볼트 너트의 구조로 되어있다. 3개의 잔과 3개의 굽을 각기 조합하여 [도
판 19]와 같은 9가지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조합을 변형시킬 수 있도록 설계
한 것은 사용자가 잔을 만지고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또한 음악 연주에서도 약간의 변주가 전체를 더욱 흥
미롭게 만들듯이 사용자가 스스로 조합에 변화를 주며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도판 19] <시리즈 4>의 9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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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5-1, 2] 차합, 적동, 황동, 백동, 6×6×8cm, 6×6×1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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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시리즈 5-1 ,2>의 구조
<시리즈 5>는 뚜껑부분에 소리가 나는 구조를 숨겨 놓은 형태의 합이다. 뚜껑
을 닫아놓았을 때에는 소리 구조가 보이지 않지만 여닫으며 소리를 들을 수 있
다. 차합은 형태적으로 뚜껑의 내경과 잘 맞는 턱이 있어 위아래로 여닫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턱의 기벽과 뚜껑의 기벽에 절상감의 장식을 넣어 시
각적 리듬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리즈 5-1, 2] 열었을 때
<시리즈 5-1>은 차합의 뚜껑에 절상감 레이어가 있어 차합은 닫아 놓았을
때도 장식적 요인이 되도록 하였다. 뚜껑의 안쪽에 구슬형태의 소리 구조가 담
겨있어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며, 또한 뚜껑을 닫은 채로
기물을 움직이면 그 기물 전체가 울림통이 되어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린다.
<시리즈 5-2>는 내부 턱에 절상감을 하여 닫아놓았을 때에는 평범한 백색의
차합이다. 차를 꺼내기 위해 들면 좋은 소리가 나고, 또 뚜껑을 열면 여러 색의
금속이 드러나 의외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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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6-1, 2, 3] Trinity, 적동, 황동, 백동,
12×12×10cm, 12×12×13cm 12×12×16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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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6>은 이전의 차합과 마찬가지로 뚜껑 부분에서 소리는 나는 합이다.
합(盒)이라는 한자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품을 제작하였다. <시리즈 5>
가 소리 나는 구조를 뚜껑 아래에 숨겨 의외성으로 인한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면 <시리즈 6>은 이와 반대로 뚜껑위에 소리 구조를 얹는 방식을 택하여 절상
감 레이어를 최대한 장식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도판 21] <시리즈 6-1, 2, 3>의 구조
이전 작품까지는 금속판을 대개 일률적으로 쌓아 만들었지만 <시리즈 6>은
리듬감을 더욱 살리기 위해 폭의 변화를 주었다. [도판 21]과 같이 전개도를 따
라 각 판을 톱질하여 따낸 후 원통형으로 감고 쌓아서 그 안에 소리 구조를 넣
고 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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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7-1, 2, 3] torus pitcher, 적동, 황동, 백동, 스텐, 9×18×1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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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7>은 손잡이의 형태가 다른 세 개의 주전자로, 손잡이에 소리 구조
를 넣어 만들었다. 이전까지 절상감은 수직의 축을 중심으로 좁아지거나 넓어지
는 변화를 주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더 나아가 축 자체를 원형으로 하였다. 손잡
이의 기본형은 도넛 모양의 입체인 원환체(torus)이다. 24개의 원통형의 조각이
모여 결합된 원환체 형태의 손잡이를 가진 주전자가 첫 번째 작품이고, 8각형
형태로 변형된 손잡이를 가진 주전자가 두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더 화려하도록
하나의 모서리는 밖으로 돌출시키고 다음 모서리는 중심으로 밀어 넣어 번갈아
가며 넣고 빼준 형태의 변형된 손잡이가 있는 주전자를 추가하여 세 개의 작품
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도판 22] <시리즈 7-2>의 구조
3D프로그램으로 완전한 입체를 그리고 24조각으로 자른 후, 잘린 조각을 평
면으로 풀어 전개도를 만들었다. 적동, 황동, 백동의 금속판을 만들어진 전개도
에 따라 각각 자르고 원통으로 말아 80% 은땜을 해주었다. 말아진 원통 3개를
75% 은땜으로 결합한 후 3개씩 결합된 원통 둘을 70% 은땜으로 결합하여 6개
의 원통을 하나로 만들었다. 6개가 된 원통 둘의 가운데 소리 구조를 넣고 60%
은땜으로 결합하여 12개의 원통을 하나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12개의 원통 두
개를 60% 은땜으로 이어 24개의 조각이 하나로 결합 된 소리 구조를 담은 손
잡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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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8-1, 2] circular tray, 적동, 황동, 백동, 스텐,
18×18×4cm, 14×14×4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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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 <시리즈 8>의 구조

<시리즈 8>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는 속담에서 시작한 원형 트
레이이다. 손잡이 부분에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하여 장식을 하고 그 안에 소리
구조를 넣었다. 트레이 내경에 맞게 박스를 짜고 그 위에 절상감 된 평면을 덮
어 완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쌓아 만드는 절상
감 방식을 변형하여 자유로운 모양으로 금속조각을 이어 결합시키는 시도를 하
였다. [도판 23]과 같이 트레이 양쪽의 긴 손잡이 안에서 구슬이 구르며 음판의
발을 쳐서 소리를 낸다. 손잡이의 형태가 옆으로 길어서 <시리즈 1-3, 4>의 옆
으로 긴 반지와 같이 작은 움직임으로도 더 길고 복합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
다.

[시리즈 8-1, 2] 겹쳐 놓았을 때
이 작품은 작은 트레이가 큰 트레이의 안에 들어가는 두 개의 트레이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두 트레이를 겹쳐 놓았을 때 절상감 된 손잡이의 장식이 이어져
보다 시각적인 흥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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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연구는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소리를 일상 사물에서 담
아 청각 감성을 자극하는 기물을 제시함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특히 금속성 소
리의 양가적 특성 즉, 금속성 소리 중에는 듣기 싫은 마찰음도 있지만 풍경소리
와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맑고 영롱한 소리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금속 사물에 듣기 좋고 기분 좋은 작고 맑은 소리를 접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 소음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알
아보고, 도시소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소리에 편안함을 느끼며 그러한 소
리의 특성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소리를 내는 다양한 사물의 사례를 찾아 사물에 어떤 방식으로 소
리가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소리를 내는 원리에 따라 사물의 사례를 구분하
여 사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소리 구조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사물의 기본
형태를 해치지 않으며 억지스러운 힘을 따로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동시에 내는 것을 목표로, 기물의 담는 기능을 해치지 않는 손잡이나 굽, 뚜껑
과 같은 공간에 소리 내는 구조를 감추어 넣었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금속의 기본적 성질인 탄성을 이용하여 맑고 특별한
소리를 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적정한 음량
과 청각적으로 경쾌하게 느낄 수 있는 높고 넓은 음역대를 가지며, 금속 특유의
맑고 영롱한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속성의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탄
성이 있는 얇은 금속판을 톱질을 하여 서로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발이 달린
음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 위에 구슬을 얹어 구슬이 구르며 음판의 긴 발을 치
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가, 짧은 발을 치면 높은 소리가 나는 소리 구조를 만
들었다. 얹어지는 구슬의 형태에 있어서도 소리가 달랐는데 원형의 스텐 볼은
걸림 없이 굴러 소리를 잘 나게 하는 반면, 각진 형태의 금속 조각을 넣으면 음
판의 발을 더 정교하게 쳐서 한 음 한 음이 더 선명하게 들렸다. 또한 탄성이
좋은 스프링 역시 좋은 소리를 냈는데, 스프링 표면의 굴곡이 여러 발을 동시에
쳐 매우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한 개의 구슬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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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종류의 구슬 두 개를 넣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걸림 없이 더욱
좋은 소리를 내기에 효과적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연구한 소리 구조에 도자기 재료의 매질을 덧대어
소리를 증폭하였다. 도자기 컵의 매질을 통해 일상 환경에서 소리를 더 선명하
게 들릴 만큼 소리를 증폭할 수 있었으며 음색을 이전에 비해 낮은음이 풍성해
진 울리는 소리로 미묘하게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소리라는 주제를 청각적 요소로서만 풀어내는 것에서 발전하여,
시각적인 효과와 동시에 소리를 즐길 수 있게 하고자 움직임을 강조하였다. 시
계추의 움직임에 소리 구조를 담아 작품의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소리를 들어
시각과 청각을 함께 즐기고자 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리 시각적 표현을 위해 금속 고유의 다양한 색을 이용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여러 색의 금속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절상감 기법
중 서로 끼우지 않고 맞댄 채 은땜을 하여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하는
marriage of metals 기법을 사용하였다. 적동, 황동, 백동의 세 가지 금속 특유
의 색이 반복적으로 겹치고 이어져 다양한 비례와 변화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소리의 리듬감과 즐거움을 표현하고자하였다.
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회의 소통과 상호작용에 큰 역할
을 한다. 현대 시각이 중심인 사회에서 청각은 간과되거나 스스로 둔감해거나
혹은 스트레스에 의해 무뎌진다. 사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 청
각 감성을 자극하고 미적 체험이 더 풍성해지는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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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tal Objects for
Stimulating the Auditory Sense
Kang, Hee Won
Major in Metal Smith
Faculty of Crafts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ur surrounding is full of sound. There are numerous movements in our
daily lives and these movements vibrate air to make sound. All objects
make sounds when they are used and are moved. However since these
sounds very typical, they are easily unobserved
Researchers strongly noticed dual characteristics in metallic sound. Metallic
sound can have an unpleasant frictional sound; but it can also have clean
and bright sound like the calming wind chimes. This thesis is research
regarding sounds that are pleasant to hear with soft and pure sounds of
metal, applied to daily objects.
In order to do so, human physical and mental harm influenced by modern
noise environment has been examined. Moreover, sounds that are found as
comfort and pleasure to modern people who have become dull and used to
city noise have been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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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quence, after observing cases of daily objects that have sound and
examining the principles of how the sounds are made, the appropriate sound
structure for applying on an object was found. In addition, I have tried to
make objects with sound structure to stimulate auditory sense. Moreover, I
focused to obtain natural sound and conserved the basic form without
applying forceful strength. In order to do so, the functional space of the
vessel is left the same while the space of the handle, heel and lid is used
for sound with metallic negative plate and beads.
In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I

progressed

with

using

and

experimenting the basic metal property, elasticity to make clear and unique
sound. I was able to find a sound method, which is by cutting thin and
good springy metal plate in different lengths then placing and rolling the
beads. Especially, effort was put for appropriate volume and cheerful clear
sound range of metal. In the latter half of the research, not only the object's
auditory effect was applied but visual effect for the metal's original various
colors was applied to express sounds visually. In order to do so, marriage of
metals technique which uses silver soldering of different metals was used.
Various proportions and changes were made by repetitive arrangement of
the unique colors of copper, brass, and nickel; by doing so, the rhythmic
sense and pleasure was expressed.
Sound has a big role in the interaction from person to person, person to
object, person to social communication. In the modern community, which
visual sense is centralized, auditory sense is neglected or became dull due to
environmental causes. By listening carefully to soft sounded objects, I hope
this research helps in stimulating the auditory sense

and developing

aesthetic experience bounti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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