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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자작업은 작업자의 사고와 개념, 형태, 기능, 재료, 체득 기술 등

이 모두 작품을 구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

라서 작품 제작을 위한 성형기법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일련의

작업공정 안에서 큰 역할을 한다.

도자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성형기법인 슬립캐스팅은 양산을 목

적으로 하는 산업도자영역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조형적 표현 영역

에서도 많은 도예가들에 의해 유용하게 활용되어왔다. 슬립캐스팅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석고틀을 활용해 동일한 기물을 효율

적으로 반복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타 성형

기법에 비해 각각의 단위체에 개별적인 조형적 특성을 부여하기 어

렵다는 일종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슬립캐스팅기법이 갖는 기법적 한계에 주목하여,

작업공정 단계별로 적용가능한 조형적 변형을 통해 작업의 다양성

을 확보하고, 이 기법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

을 맞추었다. 즉, 슬립캐스팅에서의 반복생산이 공허한 복제로 머물

지 않고, 새로운 구성과 변형을 위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의도한 것을 구현해내는 것으로부터 이를 가

능케 하는 제작기법 그 자체로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다.

작업공정단계는 구성된 기본형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

적인 순서에 따라 원형 제작단계, 몰드 제작단계, 이장주입 단계, 시

유와 소성 단계인 총 4단계로 나누어진다. 분류된 4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 해당되는 작가들의 도자작품 사례를 제시하고 슬립캐스

팅을 활용한 그들의 표현방식과 작업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연구자의 작품을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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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제작단계는 기본형을 형태 구성 요소인 점, 선, 면의 구조로

다양하게 변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몰드 제작단계에서는 몰드

를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단면몰드의 분리나 상하몰드의 제작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이장주입 단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슬립을

사용한 다중캐스팅과 그를 활용한 면치기로 동일한 기물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었다. 시유와 소성 단계에서는 유약의 시유, 유약과 슬

립을 배합한 분무시유, 연마의 과정을 거치는 기물의 표면효과 등을

유도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슬립캐스팅 기물을 구조적, 시각적으로

변형하여 다양한 조형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 연구는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을

만드는가’에서 ‘어떻게 만드는가’로 연구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작

업에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슬립캐스

팅을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함과 동시에 표현력이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다양한 시도와 방법에도 불구하고 연구 작품의 각

기물은 극명하다기보다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슬립캐스팅

기법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 탐구라는 측면에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슬립캐스팅, 변형, 다양성

학번: 2010-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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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도자라는 영역은 형태, 기능, 개념, 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요하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형태적

접근뿐 아니라 재료적, 기법적 접근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한다. 따

라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성형능력과 방법은 의도한 형태를 시각

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자기를 성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우리가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흙을 손으로 빚는 것, 회전하는

물레 위에서 흙을 끌어올리거나 ‘모양 짖는’ 것, 석고틀에 주입하거

나 가압하는 것이다. 도예가들은 필요에 따라 성형방법을 선택하고,

기물을 구성하게 된다.1) 이 중 슬립캐스팅 기법은 도자영역 안에서

도예가들의 작품제작 및 도자제품 양산 시스템의 효율적인 수단으

로 사용되어온 것으로, 이 연구에 활용된 기법이기도 하다.

슬립캐스팅의 가장 큰 특징은 석고2)를 재료로 사용하여 원형과 몰

드를 제작하며, 제작된 몰드에 이장을 주입하여 동일한 기물을 반복

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하

면 물레성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가능하기

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역으로 여타 성형기법과는 달리 각

각의 기물에 개별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되기도 한

1) 수잔 피터슨,『도자의 기술과 예술』, 김순배 역, 예경, 2001, p.23.

2) 석고는 건조된 후 점토보다 높은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원형작업에 유리하며,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틀로 제작한 후, 이장을 주입하여 도자기

를 성형하기에 좋은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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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제작된 석고 원형과 몰드의 경우 점토와 달리 즉각적

인 조형적 변형에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슬립캐스팅을 활용하여 형태적 변형에 집

중했던 초기의 작업에서 형태적 다양성이 작업의 다양성으로 이어

질 수 없음을 절감했다. 슬립캐스팅 기법은 비대칭 기물의 성형과

효율적인 작업공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법이지만, 이는 작

업 과정을 통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따라서 슬립캐스

팅 기법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의 과정상 한계를

개선하고자,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각적인 조형적 변형을 시도해

보았다. 기물의 형태적 연구에서 슬립캐스팅 과정에서 가능한 조형

적 변형에 대한 연구로 작업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성이 결여된 공허한 반복이 아닌, 구성과 변형을 위하여 존재하

는 반복의 성취가 연구의 핵심인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원형 제작단계, 몰드 제작단계, 이장주입 단계,

시유와 소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형적 변형을 시도하여 슬립캐스

팅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물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형적 변형을 시도하는 작업은 원기둥

(circular cylinder)이라는 기본형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작업과정상의 다각적인 조형적

변형을 통해 이 기법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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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자는 슬립캐스팅 기법이 갖는 여러 가지 단점3) 중에서 연구

내용에 초점을 맞춘 기법의 한계점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가

능성 및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슬립캐스팅의 과정을 4단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연구 작품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 순으로 연

구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주목한 슬립캐스팅 기법의 한계는, 타 기법들과 비교하였

을 때 상대적으로 각 기물의 개별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제한

적이라는 점이다. 석고로 제작된 원형과 몰드는 형태가 고정되어,

점토에 비해 다른 조형적 변형을 가하기에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의 다양성 추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슬립캐스팅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제작된 기물을 과정상 단계에 따라 다각적으

로 변형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

다. 그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원형의 형태를 제한

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작업은 원기둥의 형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

다.

제작 과정상의 다양한 접근을 통한 기물의 조형적 변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첫째, 변형 보조물을 사용하여 원

형의 형태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다. 직접 제작한 변형 보조물 혹은

3) 슬립캐스팅 기법은 유동체인 슬립의 입자들이 부유하다 석고벽에 붙어 두께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법보다 입자의 밀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

다. 이는 소성과정 시 기물의 휨,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태의 유지

면에서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석고틀에 흡수되는 두께가 균일하기 때문에

제작자가 기물의 두께를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우며, 석고틀에 흡수되는 슬립의

두께를 일정두께 이상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민수,「이장물레성형기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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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된 아크릴 소재의 변형 보조물들을 탄성이 있는 천과 함께 이

용하여 기본형을 바탕으로 점, 선, 면의 구조로 다양하게 변형시킨

다.

둘째, 석고몰드의 제작방식을 달리하여 기물에 조형적 변형을 꾀한

다. 특정 형태를 단면만 분리하여 떠낸다던지, 원형의 상하를 의도

적으로 분할하여 몰드를 제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몰드로

만드는 기물은 일반적인 분할선을 가진 몰드에서 일괄적으로 생산

되는 기물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이장주입 단계에서의 변형이다. 이는 다양한 색상의 고화도

안료나 샤모트를 첨가한 슬립 혹은 마블링 기법을 사용하는 등의

슬립의 다변화를 포함한다. 또한, 슬립을 반복적으로 주입, 배출하여

슬립의 층을 만드는 다중 캐스팅으로 제작한 기물과 이를 깎거나

면치기하는 방법 역시 시도될 것이다.

넷째, 시유와 소성단계에서의 변형이다. 각각의 유약이 갖는 색과

질감, 표면광택을 활용하며, 유약과 슬립을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시각적, 촉각적 질감을 만든다. 이와 함께 무유 소성된 부분의 연마

작업을 통해 대비효과를 유도한다.

이렇게 작업공정의 단계별로 적용된 조형적 변형은, 동일한 형태의

기물일지라도 다양한 미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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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슬립캐스팅의 조형적 한계 및 개선가능성

1) 한계

“한 개의 원형으로부터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변화 없는 형태

는 도예가의 본능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각기 다른 개성적 형

태보다는 흥미유발이 감소된다. 이장주입에 사용되는 틀들이

비록 수공으로 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제작공정은 완전히

기계적인 과정이며, 더욱이 틀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수공이란

물레성형에서 이루어지는 수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이장주입성형과 물레성형의 두 과정이 모두 점토의 응집력에

의존하는 것이긴 하지만, 물레성형에 의한 결과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일그러뜨리지 않으려는 손의 강력한 힘에 심리적 요

소가 함께 작용하여 물레가 돌려지고 형태를 변화시킨 것이

다.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의 생동감은 틀속에 주입된 이장의

점토 입자들이 수동적으로 침전되어 나온 결과물로는 얻을 수

가 없다.”4)

<영국의 도자기(English Pottery)>에서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는 물레성형과 슬립캐스팅을 비교하면서 이장주입성형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도자기의 미적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히 다룬 자

신의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슬립캐스팅에 의한 기물이 정밀성을 확

보하는 대신 개성을 상실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허버트 리드의

4) 가드클락,『도자예술의 새로운 視角』, 신광석 역, 미진사, 1986,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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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슬립캐스팅 기법5)의 가장 큰 특징은 석

고틀을 이용하여 한 가지의 기물을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복제생산

할 수 있다는 점이다.[도판1,2] 따라서 이는 오래전부터 양산을 목적

으로 한 산업생산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동시에 이 기술을 습득한 도예가들에게는 유용한 성형기법으

로서 존재해왔다. 슬립캐스팅 기법은 물레성형에서는 제작하기 어려

운 비대칭이나 유기적인 형태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며 정확하고 세

밀한 표현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립캐스팅 기법이 효율

적이고 경제적인 도자기법으로서 많은 장점과 유리함을 가지고 있

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양

성의 추구’, ‘개성적 표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판1]대량생산방식으로서의 슬립캐스팅 (출처 www.hj-dragonchina.com)

[도판2] 캐스팅된 기물들 (출처 www.gitanarosa.blogspot.com)

이는 원형과 몰드의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핀칭이나 코일링 기

5) 다공질의 석고몰드에 슬립을 부어 넣어 도자기를 만드는 것으로서, 석고가 가진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덕분에 주입되어 석고벽에 맞닿은 슬립은 수분을 빼앗겨

두께가 균일한 점토벽을 형성한다. 여분의 슬립을 몰드로부터 배출하면 형성된

점토벽이 그대로 남게 되고 이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

도로 건조되어 석고몰드로부터 분리된다. 사샤 워델, 『슬립캐스팅 석고기법과

본차이나』, 김순배역, 예경, 200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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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혹은 물레성형 기법과는 달리 각 기물마다의 개별적 특성을 부

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물레 성형이나 핸드빌딩 기법처

럼 순간순간 즉각적인 조형적 변형을 꾀하는데 있어 유연하지 못하

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물레성형 기법과 핸드빌딩 기법은 점토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다양한 조형적 변형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석고

로 한번 제작된 원형과 몰드에서 생산된 기물은 특정 변형을 개별

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현대의 도예가

들은 슬립캐스팅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

해 왔다.

2) 개선가능성 및 그 사례

많은 도예가들의 작업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슬립캐스팅 기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반복되는 동일한 기본원형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기물 표면에

물리적 흔적을 남기면 복제생산된 기물일지라도 작품의 다양성 추

구가 가능하다. 또한, 슬립캐스팅에 사용되는 몰드를 제작할 시 차

별화된 방법을 적용하면 제작된 몰드를 이용해 기물에 다양한 조형

적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슬립을 주입하는 과정에서도 슬립의 중

첩을 유도하거나 기물의 표면을 수공으로 조각하여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전사기법을 활용하거나, 타 성형기법과 결합한 복

합적인 성형기법을 구사하는 등의 실험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차별

성을 갖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 방법론에 따라

작업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현대의 도예가들이 슬립캐

스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작업을 풀어나가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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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형에 조형적 변형을 준 사례

기본형에 조형적 변형을 가한 작가의 사례로 피엣 스톡만(Piet

Stockmans, 벨기에), 윤솔, 아놀드 아넨(Arnold Annen, 스위스)을

들 수 있다.

피엣 스톡만의 작품은 대부분 기(器)의 형태를 취하며 테이블 웨

어, 조형물, 설치, 퍼포먼스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모

두 슬립캐스팅 기법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그의 작업은 백자 슬립과

염화코발트, 두가지 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단순한 아름다움을 표현

한다. 피엣 스톡만의 작품은 매우 단순하고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조형적 시도의 확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6) 그는 매우 얇게

캐스팅한 기물로 수많은 형태의 변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양산된

기물일지라도 저마다 개별적 특성을 갖게 된다.

[도판3] 피엣 스톡만(Piet Stockmans)의 작품

피엣 스톡만이 형태를 변형하는 많은 방식 중 하나는 기본적인 원

6)「디자인,예술,수공예의 조화-Piet Stockmans전」,월간 전시(http://olv.moazine.com), 2009

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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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찢거나 구부려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인데, [도판3]의 사진

은 원기둥 형태의 원형을 슬립의 가변성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한 모습이다.

윤솔은 동일한 원형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구사하는 또 다른 작

가이다. 그의 작업에서 기본형은 대부분 구, 타원 등의 형태로 이루

어진다. 이 원형을 해체하거나 조각하고, 결합함으로써 이들은 마치

분열되거나 증식된 세포의 껍질과 같은 이미지를 갖는다. 윤솔은 이

렇듯 반복되는 단위체들의 결합을 시도하며, 반복성이 강조된 표면

을 만들어 증식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도판4]의 사진은 캐스팅된

단위체를 칼로 자르거나 조각하고, 해체된 원형의 조각들을 결합하

며 형태의 변형을 시도한 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각도와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단위체가 갖는 서로 다른 개별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7)

[도판4] 윤솔의 작품

그의 작업은 초기의 프랙탈(fractal)8)적인 패턴의 설정에서부터 껍질

7) 윤솔,「생명을 담은 껍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p.39.

8) 프랙탈(fractal)이란, 작은단위, 혹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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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계적인 의미변화까지 매우 다양한 조형적인 시도로 이어

져왔다.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는 슬립캐스팅 기법의 특성은 그의 반

복성과 연속성이라는 조형적인 모티브에 효율성을 부여한다.

한편, 아놀드 아넨은 공간 안의 사물과 빛의 관계성에 주목하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동일한 형태에 장식 효과를 유도한다. 그가 사용하

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발수제를 이용한 장식

효과이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발수제를 기물의 표면에 자유롭게 주

입한 뒤, 브러시를 사용하여 슬립을 덧발라 중첩된 층을 만든다. 이

때, 발수제를 바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슬립의 층이 입혀지기 때

문에 중첩된 슬립들은 아주 얇고 미묘한 두께의 차이를 갖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토치(Torch)를 사용하는 것이다. 얇게 캐스팅된 기

물에 토치로 급격한 열을 3-4초 정도 가하여 기물표면의 소지를

깨뜨려 단층이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을 그대로 기물

에 담는다. 이러한 과정은 즉흥적인 문양을 만들어내어 아넨이 의도

하는 빛과 공간을 잘 표현한다.9)

[도판5] 아놀드 아넨(Arnold Annen)의 작품

위의 세 작가의 작업은 연구자가 기본형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형

9) Jane Perryman,『Naked Clay』, A&C BLACK, 2004,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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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변형을 다양하게 시도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연구 작업의 원형 변형의 시점은 세 작가의 시점과 다른데, 위

의 세 작가는 몰드에서 생산된 기물의 형태를 변형하는데 반해 연

구자는 원형을 석고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형태 변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몰드제작방식에 차별화를 둔 사례

몰드를 제작하는 방식에 차별성을 둔 사례로 이기욱을 들 수 있다.

이기욱은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장치10)를 도입하

여 작업을 진행한다. CNC장치는 제작하려는 형태의 도면상 수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의도한 형태를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여 주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여 원형과 몰드를 수공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매우 정밀한 몰드는 이장 주입의 단

계부터 수공작업과 병행된다.

이기욱의 경우, 각형 기물의 몰드를 의도적으로 많은 조각으로 분

리하고, 그것들을 변주함으로써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다. 이

때 CNC장치는 분할선을 정확히 따내어 몰드를 여러 쪽으로 나누는

작업을 완벽히 수행한다. 이렇게 제작된 부분 몰드들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하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의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부분 몰드에 각각 다른

색상의 슬립을 주입하여 색상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

의 몰드에서 하나의 기물이 생산되는 기존 슬립캐스팅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도판6]의 사진은 분할된 몰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

태를 구성한 작품이다.

10) CNC장치는 컴퓨터에 입력된 수치정보를 제어하여 형태를 가공하는 공작기계

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서 도예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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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 이기욱의 작품

(3) 이장 주입 단계에서의 사례

이 단계의 변형은 대개 다중캐스팅 기법의 활용으로 이루어진다.

다중캐스팅은 석고틀에 이장을 주입할 때 서로 다른 이장을 반복적

으로 주입하여 적층구조를 만들고 이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사례로 여룬 벡돌트(Jeroen Bechtold, 네덜란드), 타마쉬 아코

쉬(Tamás Ákos, 헝가리), 캐롤라인 하비(Caroline Harvie, 영국), 사

샤워델(Sasha Wardell, 영국), 캐서린 헌(Kathryn Hearn, 영국)의

작업을 들 수 있다.

여룬 벡돌트는 몰드에 여러 가지 색 슬립을 붓으로 바르거나 스프

레이로 분무한 후, 의도하는 문양대로 일정부분을 벗겨낸다. 그리고

다른 색상의 슬립을 다시 주입한다. 기물을 몰드에서 분리시키면

[도판7]처럼 의도한 문양이 기물의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또한, 기

물의 표면에 열을 가하거나 슬립층을 벗겨내는 작업으로 아래의 층

을 추가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기물의 내부는 슬립의 두께 차이로

균일하지 않은 표면을 갖게 되는데, 이를 칼과 사포로 다듬어 정리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상감된 기물의 표면처럼 서로

다른 슬립의 색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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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 여룬 벡돌트(Jeroen Bechtold)의 작품

한편, 타마쉬 아코쉬는 색슬립을 아주 얇은 층으로 겹쳐 적층 구조

를 만든다. 슬립의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색상의 슬립을 몰드

안에서 움직이거나 흘려주어 아주 얇게 중첩시킨다. 이렇게 중첩된

얇은 층들은 꽃잎의 형태가 보여주는 아름답고 투명한 이미지를 더

욱 강조시켜준다.12)[도판8]

[도판8] 타마쉬 아코쉬(Tamás Ákos)의 작품

캐롤라인 하비는 위의 두 작가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중캐스

11) 사샤 워델, 『슬립캐스팅 석고기법과 본차이나』, 김순배역, 예경, 2003, p.114.

12) 박서연,「슬립의 흔적을 담은 그릇-다중캐스팅 기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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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에 접근한다. 그녀는 본차이나 소지로 캐스팅 된 기물을 850도의

낮은 온도로 초벌 소성한 후, 초벌된 기물표면 위에서 색 슬립의 중

첩을 유도한다. 색슬립의 구성은 초벌된 기물표면에 적합한 성분으

로 구성된다. 캐롤라인 하비는 기물의 표면에 슬립이 중첩될 때마다

재소성하며, 한겹씩 입혀진 색슬립의 단층이 드러나도록 사포로 갈

아 침식된 지층과 같은 문양을 만든다. 의도한 문양의 기물이 완성

되면 최종으로 1260도에서 소성하여 연마한다.13)

[도판9] 캐롤라인 하비(Caroline Harvie)의 작품

다중 캐스팅한 기물을 손으로 조각하거나 가공하여 새로운 느낌의

기물로 재탄생시키는 작가들로 사샤 워델(Sasha Wardell, 영국)과

캐서린 헌(Kathryn Hearn, 영국)을 들 수 있다.

사샤 워델은 색슬립를 여러 겹으로 다중캐스팅한 후 기물 표면을

깎아낸다. 사샤 워델에게 백색도가 높은 본차이나 소지는 마치 캔버

스와도 같다. 거기에 그림을 그리듯, 색슬립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

행한다. 또한 본차이나 소지의 특성인 투광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13) Sasha Wardell,『Porcelain and Bone China』, CROWOOD, 2004,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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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면을 깎아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작업의 과정은 여러 가지

색상의 슬립을 반복적으로 주입, 배출하는 다중캐스팅으로 시작되

며, 여러 겹의 슬립층이 형성되면 몰드에서 분리하여 어느 정도 건

조된 후 날카로운 칼로 기물의 표면을 깎아낸다. 이렇게 표면을 조

각함으로써 겹겹이 쌓인 색소지의 변화가 표면으로 드러나 새로운

느낌을 연출한다. 기물의 표면을 깎아내면 상대적으로 얇아지기 때

문에 본차이나 소지의 투광성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14)

[도판10] 사샤 워델(Sasha Wardell)의 작품

캐서린 헌의 도자기는 면치기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의 다양한 색

감과 위치, 배열을 만들어 독특한 미감을 연출한다. 캐서린 헌은 섬

세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의 슬립을 제거한

후 다른 색상의 슬립을 다시 주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또한 여러 색상의 점토를 서로 겹쳐 몰드내부에 붙여 넣고, 그 위에

다시 슬립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점토층이 몰드에서 분리되기 전에 재빠르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따

라서 점토의 습도와 주입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작가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 슬립캐스팅이 완료된 기물들은 충분한 건조

과정을 거쳐 표면을 깎아낸다. 요철이 있는 기물의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의 슬립층을 드러내어 [도판11]의 그림처럼 부정형의 패턴을 만

14) Sasha Wardell,『Porcelain and Bone China』, CROWOOD, 2004,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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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도 한다. 다중캐스팅 과정에 이어 이러한 추가적인 수공작업을

거친 기물들은 알록달록한 색감의 장식적 효과를 보여준다.15)

[도판11] 캐서린 헌(Kathryn Hearn)의 작품

(4) 시유와 소성 단계에서의 사례

보딜 만츠(Bodil Manz, 덴마크)는 기물을 아주 얇게 캐스팅하여 소

성 후 조형적 변화를 시도한다. 그녀의 작업은 대부분 원통형의 형

태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원통형의 기물은 전사기법16)을 통한 각기

다른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된다. 얇게 캐스팅된 기물은 투광성

이 좋기 때문에 보딜 만츠의 문양은 빛에 따라 안과 밖이 합쳐진

하나의 문양으로 보여 건축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얇은 자기가

갖는 투광성을 바탕으로 한 기하학적인 드로잉 장식은 원기둥 기물

15) 앤서니 퀸,『도자디자인 스쿨』, 임진호, 김세은 역, 미진사, 2009, pp.126∼127

Sasha Wardell,『Porcelain and Bone China』, CROWOOD, 2004, p.84.

16) 전사기법이란, 안료로 문양을 인쇄한 특수지를 소성된 기물의 표면 위에 입히

는 것으로, 이는 다시 상회전사, 중회전사, 하회전사로 나뉜다. 보딜 만츠는 상

회전사를 이용하는데, 상회전사는 재벌 소성된 기물의 표면 위에 디자인한 전사

지를 붙여 750∼850도의 온도범위에서 삼벌 소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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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특별한 효과를 보태준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반복임에도

매우 다양한 시각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도판12] 보딜만츠(Bodil Manz)의 작품

한편, 안드레아 왈시(Andrea Walsh, 영국)는 도자기와 유리의 결합

을 시도한다. 그녀는 캐스팅된 도자기 내부에 유리를 주입하여 그릇

에 담긴 고요한 물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도판13] 안드레아 왈시(Andrea Walsh)의 작품

동일한 기물일지라도 유리의 주입상태와 색상에 의해 그것들은 모

두 다른 물을 담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녀는 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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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지에 섬유질을 섞은 점토를 사용하는데, 이 때 사용된 섬유질

은 점토의 강도를 높여준다.17) 안드레아 왈쉬의 작업의 매우 개념적

이지만, 작가는 도자와 유리라는 재료를 직접 대면하며, 재료를 다

루는 기술과 작품의 기본적인 질에 매우 집중한다.

나게 시게카즈(Nagae Shigekazu, 일본)의 경우에는 소성단계에서

불에 의한 효과를 이용한다. 그의 최근작은 양산 방식으로서 슬립캐

스팅에 대한 고정 관념을 초월한다. 캐스팅된 기물들의 한계점을 극

복하고, 불과 점토에 대한 광대한 실험의 정점을 보여준다. 각 몰드

에서 생산된 슬립캐스팅 기물들은 건조와 초벌의 과정을 거쳐 가마

내부에서 지지대에 의해 공중에 띄워진 채로 소성된다. 그러면 유약

이 녹아내리면서 분리되어 있었던 각각의 기물들이 서로 붙어 한

몸체를 이루게 된다. 그의 작업에서 보이는 매끄러운 곡선들 역시

소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벽이 내려앉은 뜻밖의 결과물이며, 이

는 부분이 전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형태이다.18) 끊

임없는 실험과 도전으로 얻은 계획된 우연이 동일하게 생산된 슬립

캐스팅 기물에 유기적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도판14] 나게 시게카즈(Nagae Shigekazu)의 작품

17) www.TheBeatThatMyHeartSkipped.co.uk, www.a-n.co.uk.

18) www.Yufuk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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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립캐스팅 기물의 조형적 변형

앞서 슬립캐스팅의 기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

로 실험함으로써 조형적 변형을 추구한 작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았

다. 작가들은 각각의 공정 단계에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형태를 변형

한다. 이들은 수공작업을 통해 기물에 개성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장

치를 활용하여 작품의 구조를 만들며, 기법에 변화를 주어 장식효과

를 내기도 한다. 또한 타 재료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사례나 불에 의

한 우연한 효과를 이용한 실험적 작품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슬립캐스팅의 공정 단계에서 조형

적 변형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크게 원형제작단계, 몰드제작단계, 이

장주입단계, 시유와 소성단계로 나눌 수 있다. 원형제작단계에서는

형태의 변형에 중점을 두었다. 형태변형은 일반적으로 주로 어느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거나 부분을 제거하거나 첨가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기본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형 보조물을

첨가하여 연장된 점, 선, 면의 새로운 형태를 구성했다.19)

몰드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원형 분할 방식에서 벗어나

단면몰드를 분리하여 제작하거나, 몰드의 쪽수를 의도적으로 늘려

기물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장주입단계에서

는 여러 종류의 슬립을 사용한 다중캐스팅, 표면을 깎아 다중캐스팅

된 슬립층을 드러내는 면치기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시유와 소성단

계는 크게 유약의 시유와 유약과 소지를 배합한 분무시유 그리고

연마로 나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면이 갖는 질감과 색상의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앞서 제시한 작가들의

19) 찰스 왈쉬레거, 신디아 부식-스나이더 공저,『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원유홍

역, 안그라픽스, 1998,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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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영향을 받았으나, 이 연구는 기존의 작품과 달리 각 공정 단

계별로 변형시켜봄으로써 변형의 가능성을 총 망라해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기본형의 구성

슬립캐스팅 기법에서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형의 제작이 필

수적이다. 기존의 사물을 바로 석고로 뜨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

형의 원형을 만들고 그것을 변형시켜 형태를 제작하여야하기 때문

이다. 연구 작업은 원기둥, 반구 등의 기(器)형을 이룰 수 있는 입체

형을 기본형으로 삼았다. 간결하고 단일화된 형태는 수많은 변형가

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중 원기둥은 연구자가 대부분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주로 사용한 기본형이다.

원기둥은 Circular Cylinder, 즉 밑면이 원이고 축과 평행인 직선의

회전으로 생긴 입체를 말한다. 원기둥의 형태는 상하좌우가 대칭이

며 안정감과 균형미를 갖춘 입체도형이다.20) 원기둥은 극도로 단순

[도판15] 원기둥 형태의 컵 (출처-www.outblush.com)

[도판16] Lygia Pape 의 작품 (출처-www.wikipaintings.org)

20) 두산백과 Doopedia, ‘원기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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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결미와 질서, 함축미와 본질적 미를 느끼게 해주는 형태이

며, 변형에 유연하고, 일정한 힘에 급속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원기

둥의 형태는 디자인, 건축, 예술분야 등에서 무수히 많이 활용되었

으며 도자 영역에서도 기본을 이루는 형태 중 하나이다.[도판15,16]

이 연구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원기둥의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

아 이에 다양한 조형적 변형을 시도한다. 조형의 한 방식인 변형은

원형에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고, 원형을 변경된 상황에 적합

하게 바꾸는 것이다.21) 따라서 연구자에게 있어서 형태 변형 작업은

형태의 새로운 구성을 의미한다.

2) 변형 보조물을 활용한 원형의 형태 변형

슬립캐스팅을 위한 원형 작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칭형의 경우에는 원형작업에 제형물레22)를 활용하며, 비대

칭형태의 경우, 기본형을 수공으로 조각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도판17] Brian Adams의 CADCAM 프로세스를 활용한 작품

(출처-www.brianadamsceramics.co.uk)

21) 박경애, 『입체조형연구』, 기문당, 2008, p.150.

22) 제형물레는 대칭형의 석고원형과 몰드제작에 활용되는 기계로, 물레의 회전력

을 이용하여 석고가 경화되기 전의 상태에서 제형칼로 원하는 형태로 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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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사물 그 자체를 원형으로 삼아 바로 몰드를

제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CNC장치와 같은 기계를 도입하여 컴퓨

터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함으로써 원형을 깎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

고 있다.[도판17]

연구 작품의 원형은 대부분이 비대칭의 형태이며, 제형물레로는 형

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공작업을 토대로 이루

어진다. 하지만 수공작업으로 원형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구자는 원형의 형태구성을 위해 탄

성이 있는 천과 변형 보조물을 활용하며, 가틀 작업을 추가한다. 이

러한 방법은 의도한 원형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

후 선택한 형태구성 방식이다. 적용해본 여러 가지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물레성형으로 형태를 구성할 때에는 형태를 이루는 각 부분을 모

두 물레로 성형한 뒤 반 건조 상태에서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 절감과 효율성 증대의 장점이 있지만, 구현

한 형태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한편, 모델링

작업 후 결정된 형태가 바로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천 위에 일반적

인 슬립 혹은 접착제를 첨가한 슬립23)을 직접 분무하는 실험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도판18] 하지만 형태를 즉각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밀도가 너무 약하고, 형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강도가 떨어져 건조 후 많은 균열이 발생했다. 원형제작

에 적용된 또다른 방식은 최근 점차 활용빈도가 높아진 CNC장치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CNC장치로 원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형태의 정확한 수치가 입력되어야만 하는데, 정확히 잴 수 없는 곡

선 부분이 수치화되면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3) 연구자는 슬립에 접착제를 첨가하면 점토입자 사이의 응집력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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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8] 슬립과 접착제를 배합하여 분무하는 과정

위와 같은 많은 시도를 거치면서 연구자는 수공작업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원하는 원형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수공작업으로 진행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

이 걸렸다. 수공작업은 다양한 형태적 시도와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

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클이 다른 기법보다 길어서 더디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석고를 덩어리에서부터 깎아나가

는 전 과정 수공제작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고정된 기본형에 천

과 도구를 사용해 원하는 형태를 구성한 뒤 임시적으로 이를 떠내

는 가틀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 후에 안에 다시 석고를 부어 원형을

빼내고 그것을 손으로 깎아 형태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석고덩어리를 처음부터 손으로 깎아내는 작업보다 효율적

으로 형태를 변형할 수 있었고 결과를 좀더 짧은 사이클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기본형에 탄성이 있는 천과 다양한 모양의 변형 보조물

을 사용하여 원형을 제작했다. 천과 변형 보조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적 시도는 특정 소재의 조형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였다. 천

은 기본형의 외피와도 같은 역할을 하며, 변형 보조물은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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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구성하는 매개체가 된다. 변형 보조물은 원기둥의 면과 만나

인위적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면의 연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형태의

변형을 만든다. 사용된 변형 보조물들은 [도판19]의 사진처럼 직접

제작한 스테인 소재의 봉, 재단된 아크릴 소재의 도형 등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는 기본형에 부착되고 가해지는 힘의 상태에 따라 탄성

이 있는 천과 함께 돌출된다. 연구자는 탄성이 있는 천의 늘어나는

한계수치를 고려하고, 기물의 형태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기

보다 원형의 모습을 유지한 채 부분적 변형을 함으로써 연구의 목

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도판19] 형태구성에 사용된 스테인 봉과 아크릴 소재의 다양한 변형 보조

물

가해진 힘의 방향, 각도에 따라서 변형 보조물은 기본형 안으로 수

렴되거나 밖으로 돌출되어 다양한 형태를 만든다. 구성된 새로운 형

태는 각각 점, 선, 면의 부분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는 형태를 구

성하는 상대적인 조건에 의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분류된 점, 선, 면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라기보다는 면의 확장,

부피의 확장 등으로 새로운 형태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요

소라고 할 수 있다.[도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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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0] 국제갤러리 3관

(1) 점

점은 가장 기본적인 조형의 요소이다. 점은 면과 면이 공간에서 마

주치는 모서리의 끝이며, 한편 이 면들이 성립되는 중심점이기도 하

다. 면들은 점 쪽으로 향할 수도, 이 점에 의해서 밖으로 펼쳐질 수

도 있다.24) 연구 작품에서 내부로부터의 힘에 의한 점은 집중적인

긴장과 에너지를 창출한다. 점은 면의 연장으로 이어져 특정지점,

즉 변형을 가한 힘의 한계점 및 성립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형태와 부피에 변형을 가져온다.

연구자는 [도판21]의 그림처럼 기본형을 탄성이 있는 천으로 감싸고

기본형에 부착된 변형 보조물이 면의 연장으로 이어지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 형태를 변형했다. 정형적이고 단순한 기하형의

입체가 인위적인 힘을 매개로 새로운 형태로 전환된다. 이는 내부에

서 부분적인 힘이 작용함으로써 전체 형태를 결정짓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입체로 변형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정형이 비정형으

24) W.칸디스키,『점, 선, 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 역, 열화당,

200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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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지태의 느낌이 동태의 느낌으로 변형됨으로써 물리적 변형은

시각화된다. 사용된 변형 보조물의 종류, 힘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그 형태가 모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도판21] 점으로 지각되는 형태변형의 과정

[도판22] 점의 구조로 변형된 형태

[작품1〜9]는 스테인 봉을 변형 보조물로 삼아 형태를 구성했다. 특

정 지점에서 가해진 힘이 면의 연장으로, 새로운 점의 생성으로 이

어져 변형된 형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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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지름 7cm, 높이 10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1

[작품2] 각 지름 7cm, 높이 10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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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지름 7cm, 높이 1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1

[작품4] (왼쪽) 지름 14cm, 높이 7.5cm (오른쪽) 지름 10.5cm, 높이 5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반매트유, 1280 C〫 환원소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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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각 지름 22cm, 높이 11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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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1] 세부사진

[작품6] 지름 22cm, 높이 11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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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각 지름 9.5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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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지름 12.5cm, 높이 16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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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각 지름 12cm, 높이 10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환원소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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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개념적으로 선은 한 점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에 만들어진다. 선

은 면이나 형태의 경계, 또는 부피의 모서리를 표현할 수 있다.[도판

23] 이러한 의미에서 선은 큰 전체 형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25)

[도판23] NAUM GABO의 선의 구조

(출처-http://parametricworld.tumblr.com)

연구 작품에서 선은 형태에서 비롯되어 형태로 수렴되는 선이다.

선으로 표현된 작업에서 대부분의 변형 보조물은 원의 일부로 구성

된다. 즉, 형태를 변형하는 요소가 원주, 지름, 반지름 등과 같은 원

기둥의 세부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요소는 기본형

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장식요소로서 작품에 존재한다. [작품10〜16]

25) 찰스 왈쉬레거, 신디아 부식-스나이더 공저,『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원유홍

역, 안그라픽스, 1998,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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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의 구조로 변형된 형태 작업이다.

[작품10] 각 지름 10cm, 높이 20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산화소성,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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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왼쪽) 지름 9.5cm, 높이 18cm (오른쪽) 지름 10.5cm, 높이 21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산화소성, 2012

[작품12] 각 지름 9.5cm, 높이 18.5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산화소성, 2012



- 37 -

[작품12-1]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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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 지름 9cm, 높이 19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산화소성, 2012

[작품14] 지름 12cm, 높이 16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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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5] 각 지름 9cm, 높이 17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산화소성, 환원소성, 2012

[작품16] (왼쪽) 지름 9cm, 높이 17cm, (가운데) 지름 12cm, 높이 16cm,

(오른쪽) 지름 9cm, 높이 19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1280 C〫 산화소성,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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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면은 윤곽선을 만들어 안과 밖, 형을 표현한다. 점과 선의 결정체

인 면은 위치와 경계선이 만드는 2차원적인 범위를 표현할 수 있고,

다시 3차원적인 입체를 구성하는 역할도 한다.26)

[작품17〜25]처럼 변형된 형태에서 돌출된 면은 대부분 원, 타원 등

의 원기둥 단면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하여 연구자의 기물은 3

차원의 입체에 2차원적인 단면이 내포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된다.

[작품17] 각 지름 7.5cm, 높이 14.5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반매트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26) 조열, 김지현,『기초디자인을 위한 형태지각과 구성원리』, 창지사, 1999,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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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8] 지름 7cm, 높이 13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작품19] 지름 7cm, 높이 13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반매트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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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0] 각 지름 9.5cm, 높이 16.5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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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1] 각 지름 10.5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반매트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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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2]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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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2-1] 세부사진

[작품23] 각 지름 9.5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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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4]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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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5]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3) 석고몰드의 변형

슬립캐스팅에서 원형과 몰드의 제작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제작된

원형을 토대로 몰드의 질이 결정되고, 제작된 몰드를 토대로 기물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몰드

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버리고 석고틀 역시 작품의 일

부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원형이 어떠한 형태인

지에 따라 석고몰드의 수와 형상이 좌우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탈

형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에서 분할선을 최소한으로 나누

는 것이며, 이와 함께 원형의 정밀함, 주입물의 재질, 원형의 크기나

형태와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27) 물론 캐스팅 기술이나 시유와 소

27) 야나기하라 아키히코,『석고틀로 만드는 도자기 틀제작의 기본과 실제』, 서경

석, 황이옥 역, 예경, 1999,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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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공정에서 요하는 기술도 작품의 질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몰드가 잘 제작되었는지의 여부 역시 기물을 큰 문제없

이 생산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제작된 몰드에서

동일한 기물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원형이나 몰드

에서 기물의 일부가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거나 각이 틀어지는 등의

실수가 발생하면 모든 기물에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연구 작품의 원형은 1〜2개의 피스로 분할되는 간단한 형태부터

여러 쪽으로 나누어야만 하는 복잡한 형태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였

다. 특히 점, 선, 면으로 지각되는 형태의 핵심적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원형 작업에서 뿐만

아니라 몰드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도 핵심 부분이 다치지 않게 하면

서 최소한의 분할선으로 나누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탈형이 가능한

몰드를 제작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몰드를 제작하는 과정에

서 몰드가 단지 반복생산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고, 몰드의 분할선

이 오로지 탈형만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분

할선이 효율적이어야만 질 좋은 기물을 반복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물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위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효율적 분할선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이것이

몰드 제작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몰드 제작 단

계에서 몰드의 변형은 기물의 복제생산을 넘어 형태의 시각적, 구조

적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발전하였다.

(1) 단면 몰드의 별도 제작

몰드는 원형의 형태에 따라 좌우된다. 형태가 간결하면 적은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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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몰드로 해결가능하며, 복잡할수록 많은 쪽수의 몰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몰드 제작시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탈형 경사도를

파악하고, 탈형시 걸리는 부분 없이 최소한의 분할선으로 틀을 제작

하는 것이다. 연구 작품의 경우, 대부분 원형에 돌출된 부분이 존재

하기 때문에 여러 쪽의 몰드가 필요했다. 이러한 원형의 특성을 감

안하여 돌출면을 위한 단면 몰드의 분리 제작을 시도하였다. 이를테

면 원형에서 돌출면의 단면 경계를 정확히 따내어 이를 위한 몰드

를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면의 경계가 망가지지 않

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외 옆면과 밑면, 주입구는 일

반적인 몰드형식에 맞추어 제작한다.

[도판24] 일반적인 몰드와 단면몰드를 분리하여 제작한 몰드

이렇게 단면이 분할된 틀은 이장 주입시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단면이 분리된 몰드를 다중캐스팅 기법과 결합하여 다양

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26〜28]처럼 각 면마다 서로 다른 슬립

을 주입하여 단면, 외부, 내부의 색상을 모두 다르게 할 수 있다. 또

한 단면 분리 몰드를 좀더 활용하면 색상뿐 아니라 분리된 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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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혹은 패턴의 효과를 줄 수도 있으며, 분리된 면의 수를 의도적으

로 늘려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사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패턴, 문양, 색, 질감 등의 차이는 전체적인 형태와 표현의 다양성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조형적 변형 가능성을 통해 양산과정에서도 기

물에 개별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도판25] 단면몰드를 분리하여 제작한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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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6]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작품27]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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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8]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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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 분리 몰드 제작

상하몰드는 의도적으로 몰드를 가로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제작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형은 기본적으로 두 쪽의 옆면 몰드와

밑면, 주입구 몰드인 총 4쪽의 몰드로 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수평으로 나눠 옆면 몰드를 두 쪽에서 네 쪽으로 늘려 제작해 보았

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도판26]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할선의 방향을

가로축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분할된 몰드 사이에 경첩28)

을 제작하지 않아 분리된 몰드의 쪽이 좌우로 이동 가능하게 만드

는 것이다. 연구자는 상하로 나뉜 몰드를 캐스팅 단계에서 매번 다

른 각도로 돌려 변형 보조물의 경계를 어긋나게 유도했다. 따라서

원형이 동일함에도 변형 보조물의 위치나 구조가 기물별로 차이가

난다.

상하몰드의 제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몰드가 분할되는 경계면의

수평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다. 또한, 몰드 사이에 경첩이 없어 몰

드가 의도하지 않게 움직이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캐스팅 후, 기물의 표면에 드러난 많은

분할선을 완벽히 다듬어 표면을 정리해야한다.

[작품29〜31]은 상하몰드를 활용한 작품이다. 가로축을 기준으로 몰

드를 어떤 각도와 방향으로 이동시켜 고정하였는지에 따라 변형 보

조물의 위치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28) 경첩은 분할되는 몰드의 접합면 사이에 만드는 요철과 같은 것이다. 이는 틀의

맞닿는 면을 잘 맞물리게 하여 틀 사이가 벌어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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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6] 일반적인 몰드와 상하로 분리하여 제작한 몰드

[도판27] 제작된 상하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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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9]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작품29-1]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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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0]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 57 -

[작품31]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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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장주입 단계의 변형

(1) 슬립의 다변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중캐스팅이란 이장을 주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입과 배출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슬립의 층이나 흔적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

법이다. 따라서 이는 다양한 색상의 층을 드러내기에 적합하고, 겹

층 구조를 활용한 다양한 조형적 표현을 가능케 한다.

연구자는 색 슬립을 비롯해 샤모트29)를 첨가한 슬립, 마블링 기

법30) 등을 활용하여 다중캐스팅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물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기물들은 색상의 차이, 시각적 질감의

차이, 우연적 효과의 차이 등을 갖는다.

[도판28] 다중캐스팅과정과 색슬립의 층

29) 샤모트란 점토를 한번 소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지에 첨가하여 건조과정에

서의 수축률과 균열을 줄이고, 강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연구 작업의 경우에

는 그러한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활용했다고 볼 수 있

다.

30) 마블링 기법은 서로 다른 색슬립을 동시에 주입하여 연리문과 같은 소지의 우

연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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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2〜34]은 여러 색상의 고화도 안료를 슬립에 첨가한 색슬립

을 활용한 작품이다. 첨가하는 안료의 비율뿐 아니라 소성분위기도

안료의 발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기물의 색상을 구성할

때 의도에 맞게 슬립의 종류, 안료의 첨가율, 소성분위기 등을 계획

하여 작업하여야만 했다.

[작품35]는 백자슬립과 색슬립을 동시에 주입하면서 마블링 효과를

준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우연한 효과를 얻기에 좋은 방법이었으

며 마블링 기법으로 제작된 기물들은 계획된 형태와 기법 아래 우

연적인 효과가 더해져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냈다. 하지만

마블링 기법을 위해 한번 사용된 슬립은 재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작품36〜38]은 샤모트를 첨가한 슬립으로 캐스팅된 작품이다. 다양

한 색상의 점토 알갱이들을 슬립에 첨가하여 기물 표면에 질감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슬립안에서 부유하는 샤모트는 무게

로 인해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샤모트 슬립을 순발력 있게 주입했

다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샤모트의 크기와 색상 역시 기물

의 시각적, 촉각적 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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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2]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작품33]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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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4]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작품35]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환원소

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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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5-1]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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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6]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작품37]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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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7-1] 세부사진



- 65 -

[작품38]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2) 다중캐스팅과 면치기

[도판29]처럼 다중캐스팅기법으로 성형된 기물들은 서로 다른 슬립

으로 적층구조를 이루는데, 기물 일부분의 면을 깎아 이러한 적층구

조를 드러낼 수 있다.

[도판29] 다중캐스팅한 기물의 표면을 깎아내는 과정 (사샤워델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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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작품39〜40]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색소지를 사용

하여 다중캐스팅한 뒤, 변형 보조물의 형태에 따라 면을 깎아내어

내부에 있는 색을 드러나게 하였다. 매끄러운 기물표면에 비해 경사

각도를 가진 돌출면은 면치기를 적용하는데 있어 좀더 계획적인 접

근을 필요로 했다.

[작품39]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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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9-1]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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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0]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산화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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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유 및 소성단계의 변형

(1) 유약의 사용

유약이란 도자기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유리질을 말한다. 이는

도자기에 광택과 색깔을 부여하는 미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실용적,

위생적 기능도 함께 담당한다.31) 유약은 사용하는 원료의 성분, 입

도(알갱이의 크기), 조합비, 시유방법, 소성방법 및 소지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효과에 맞추어 유

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조형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

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32) 연구자는 고화도

유약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태와 구조에 적합한 유약들을 선택하였

다. 유약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작업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

용하기 때문에 소성분위기, 소지의 종류, 기물의 두께와 온도범위를

고려해 선택,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성분위기라 함은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으로 나뉜다.

이는 가마 안의 연소상태에 따른 것으로, 산화소성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반면, 환원소성은 불충분한 산소 공

급으로 불완전 연소를 유도한다. 환원소성의 경우, 가마 안에 유리

된 탄소가 소지와 유약에 들어있는 금속산화물의 산소와 결합하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철을 함유한 유약이 푸른색으로, 동을

함유한 유약이 붉은색으로 색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

다. 그러므로 똑같은 유약일지라도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의도한 색상이나 질감을 감안

하여 소성분위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1) 金炳億,『陶磁工藝』, 太學苑, 1983, p.174.

32) 이병하,『나만의 유약 만들기』, 예경, 200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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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분위기를 결정할 때는 유약의 종류뿐 아니라 소지의 종류도 고

려해야 한다. 연구 작품의 소지는 크게 백자소지와 거기에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색소지로 구별되는데, 이 소지들은 기본적으로 알루

미나를 15% 함유하고 있다. 입자의 밀도가 타성형기법보다 약한 슬

립캐스팅 기물에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 알루미나를 첨가하는 것이

다. 색슬립의 경우, 첨가된 안료의 발색이 중요하므로 주로 투명유

를 사용하여 산화소성하였다. 반면, 백자소지이거나 색슬립의 소지

까지 환원시키기를 의도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유약을 선택하여

환원소성하였으며, 유약은 투명유와 매트유를 중심으로 사용했다.

환원소성 과정은 불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과도한 환원은

소지의 균열이나 연33)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데, 특히 슬립

캐스팅 기물의 경우에는 환원의 세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슬립에

들어있는 해교제가 과도한 환원에 반응하여 유약이 지저분한 회색

이 되거나 기물의 모서리 부분 등에 연이 먹기 쉽기 때문이다.34) 따

라서 소성시 작품이 슬립캐스팅 기물임을 감안하여 유약 혹은 소지

의 환원이 이루어지되, 세심한 환원불 조절이 필요했다.

한편, 소지의 두께와 소성 온도의 범위도 유약의 선택요소로 작용

한다. 두껍게 시유해야 원하는 발색을 얻을 수 있는 유약의 경우에

캐스팅을 너무 얇게 하면 소지와 유약의 두께차이로 인한 수축률

차이가 발생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얇은

기벽은 소성 중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소지두께에 맞는 유약의 선

택과 시유가 필요하다. 연구 작품은 유약을 시유하는 경우에 4mm

정도의 두께로 캐스팅되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3〜3.5mm를 유지

하였다. 또한 고온으로 소성하면 슬립캐스팅 기물이 휘기 쉽기 때문

33) 환원소성시 가마내부에 산소가 차단되면 탄소로 인한 그을음이 유발된다. 이는

소지나 유약을 지저분한 회색빛을 띠게 만들며 이를 가르켜 ‘연을 먹었다’고 표

현한다. 이가진,「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도자자품의 사례분석 및 제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p.82.

34) 글렌C.넬슨,『도자예술』, 임무근, 신광석 역, 미진사, 2001,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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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터35)를 제작하였다.

[도판30] 세터의 사용

유약은 연구 작품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각각 형태에

맞는 질감과 광택을 가진 유약을 선택해야 한다. 기물의 기본형이

같기 때문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각 유약이 가진 특성

은 기물에 미묘한 차이를 주었다. 이는 소성분위기와 유약에 들어있

는 성분에 의한 것인데, 성분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색상과 질감,

광택 등이 결정된다. [도판31]은 매트유와 반매트유로 시유된 기물

[도판31] 매트유와 반매트유로 시유된 기물의 표면

35) 세터는 소성시 점토를 지지하여 기물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받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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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 투명유로 시유된 기물의 표면

의 표면이다. 두 가지 유약모두 백색이지만 전혀 다른 질감과 광택

을 갖는다. [도판32]는 같은 투명유계열의 유약이지만 유약의 성분

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약의 사용은 기물의 표면에 미묘한 차이를 가져다준다.

[작품 41〜43]은 투명유, 반매트유, 매트유를 바탕으로 시유하였는

데, 유약의 성분에 따라 나타나는 표면의 색상과 광택, 질감이 조금

씩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유약의 실험은 슬립캐스팅 기물에 적합하

며, 아름다운 조형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약에 관한 연구로 이어

져 차후의 작업계획에 많은 동기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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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1]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매트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작품42]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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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 각 지름 9cm, 높이 18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반매트유, 매트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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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립을 배합한 분무시유

슬립을 유약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분무 시유하면 기물에 촉

각적인 질감을 부여할 수 있다. 연구자는 슬립과 유약을 1:1, 2:1,

3:1의 비율로 배합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질감과 광택의 차이를

실험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약의 비율이 높을수록 질감의 정도가 약

해진 반면 광택은 더 세졌다. 반면, 슬립의 비율이 높아지면 질감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광택이 없고 건조한 느낌이 났다. 실험 결과

에 따라서 1:1비율의 배합물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스프레이건으로

분무시유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분무시유를 위해 스프레이건

을 다룰 때는 입자의 크기, 분사량, 분사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의도한 질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감은 기물의 내

부에 시유된 매끄러운 광택의 유약이나 매끄럽게 연마된 면과 대비

효과를 만든다.

[도판33] 유약과 소지를 배합하여 분무시유한 질감을 유도한 기물의 표면

[작품44]는 시유된 부분의 질감과 매끄러운 표면의 대비효과를 잘

보여준다. 슬립과 유약을 배합하여 분무시유 할 때에 의도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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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분을 제외하고 시유하여 돌출면에 질감 대비를 이루는 여러

형태의 패턴효과를 만들 수 있다.

[작품44] 각 지름 11cm, 높이 22cm

백자소지, 슬립캐스팅, 투명유, 연마, 1280 C〫 환원소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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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마

연마 작업은 재벌 소성이 완료된 후, 시유되지 않은 부분에 가하는

작업이다. 소지가 무유로 소성되면 유약이 입혀진 부분과는 달리 거

친 표면을 지니는데, 이를 다이아몬드 패드로 연마하면 부드럽고 매

끈한 촉감과 거울과 같은 반사면을 갖게 된다. 연마작업을 거쳐 만

들어진 표면의 질감과 광택은 매트한 유약 혹은 분무시유로 유도한

기물의 질감과 대비를 이루어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연구자

는 연마과정을 통해 연마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 사이에 질

감의 대비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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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슬립캐스팅은 단지 대량생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법이 아니다.

많은 도예가들은 그간 슬립캐스팅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

점을 개선해가며 조형적으로 다양한 표현 영역을 구축해왔다. 이 연

구는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하나의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내

는 작업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도자의 영역에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사고와 감각, 기술과 재료의 긴밀한 관계 형성, 그리고 그 관

계가 종합적으로 표현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의도

한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일에서 그 표현을 가능케 하는 제작

과정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슬립캐스팅의 기법적 특성은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종의 한계점이기도 했다. 이는 슬립캐

스팅 기법이 타 성형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형적 다양성 확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립캐스팅 기법이 갖는 이러한 기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이러한 한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어 자신만

의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들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

다. 또한 연구 작업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반복되는 형태에

개별성을 부여하는 조형적 변형을 시도하였다. 연구는 캐스팅 과정

의 공정 단계별로 분류되었다. 원형 제작단계, 몰드 제작단계, 이장

주입단계, 시유와 소성의 단계가 그것이다. 각 단계는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도자기를 제작하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것이며, 4단계의

공정은 각기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기본형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다양한 변형 보조물을 사용하여 점,

선, 면의 조형적 요소로 지각되는 형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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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원형의 몰드를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단면몰드를 제작하거

나 상하몰드로 분리함

-다양한 종류의 슬립의 활용 및 다중캐스팅과 면치기를 통해 여러

색상의 슬립층을 드러내거나 색상에 변화를 줌

-서로 다른 유약의 시유, 유약과 소지를 배합한 분무시유, 연마작업

을 통해 시각적, 촉각적인 질감의 차이를 유도하고, 시각적 대비를

이룸

연구를 통해 슬립캐스팅 기법이 일괄적인 양산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무한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도자기법의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조형적 시도는 더 이상 캐스팅 기물이 공허한

복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담은 하나의 온전한 조

형적 사물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의 표현이 형태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기법과

조형 요소들의 활용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작

품이 갖는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와 형태의 관계에 관한 탐구를 하

는 시간이기도 했다. 슬립캐스팅 기법이 가진 한계의 개선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예가에게 슬립캐스팅 기법이 좀더 긍정적이고 확대

된 영역으로서 창조적 작업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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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pottery, a worker's thinking and ideas, functions,

materials, and techniques are placed important in creating works.

Therefore, forming technique for producing a work and the

ability of using the technique serve as a large role in a series of

working process.

Slipcasting, the representative forming technique for the

production of pottery, has been not only used for the industrial

purpose of mass-production, but also usefully applied to a variety

of formative expression areas by many potters. The most

exemplary characteristic of slipcasting is to produce the same

vessel repeatedly and efficiently with the use of a plaster mould.

But, at the same time, it means that unlike other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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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slipcasting has difficulties giving individual formative

characteristics to each object.

This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the technical limitations that

slipcasting has, and thus conducted a study on a way of

securing a diversity of workings through formative

transformation applicable to each step of working process, and on

a way of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technique. In other

words, this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repeated

production characteristic of slipcasting expands to new

composition and transformation from simple duplication. The

scope of this work expanded from implementation of what is

intended for to the technique of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time-sequence order in producing a work based

on a fundamental formed type, work processing is divided into

four steps: prototyping step, molding step, slipcasting step, and

glazing and firing burning. On the basis of the four steps, this

researcher suggested pottery works in each category of the

steps and investigated the expression ways of each one using

slipcasting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his researcher's work

was explained in detail according to each step.

The prototyping step consists of a variety of process of

transforming a fundamental type into points, lines and sides. In

the molding step, this researcher tried to make some changes to

separation of side mold or to production of up and down mold

according to a way of producing a mold. In the slipcasting step,

various changes were applied to the same vessel through

multi-casting using various kinds of slip and its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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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ing. In the glazing and fire burning step, the surface effects

of a vessel were produced through the process of glazing,

spraying with the mixture of glaze and slip, and polishing. The

procedures help to transform a slipcasting vessel in structural

and visual ways and create a variety of formative effects.

This work is helpful for seeking concrete techniques that will

be able to be used for producing works with the use of

slipcasting. By expanding the study scope from ‘what is to be

created?’ to ‘how is a vessel created?', this researcher was able

to approach workings in various perspectives. In addition, it

helped to understand slipcasting deeply and give an opportunity

of enhancing expressive skills. In spite of various trials and

methods, each vessel used in this study does not look distinctive,

but slightly different. Nevertheless, this work is meaningful in

the point that it made various trial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slip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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