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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리기구는 인류가 불을 이용하면

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발달함에 따라

조리기구의 모습도 바뀌어왔다. 적동 조리기구는 서양의 요리에 즐

겨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동으로 제작된 조리기구

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적동 조리기구는 소재의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소재의 조리

기구에 비해 고가이다. 그럼에도 서양의 요리전문가들이 적동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동은 다른 소재에 비해 빠른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열을 가할

경우 다른 소재보다 열을 균일하게 전달하며, 조리시간을 단축시켜,

가열로 인해 손실되는 영양분과 수분을 최소화하여 음식의 맛을 살

려준다.

하지만 적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화피막(CuO)이 생기며, 열

을 가할 경우 색이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가 코팅에 사용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성과 효

율성을 고려하여 주석을 코팅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소재가 가지는 실용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특정한 요리를 위한 조

리기구나 일반적인 요리를 위한 조리기구들을 수공제작기법을 활용

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조형적 실험과 연구로 현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적동 조리기구를 제작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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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적동 조리기구를 재인식

하고, 그것이 가진 아름다움과 실용적인 기능성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적동 조리기구, 반응성, 열전도율, 실용

학 번 : 2010-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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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연구 동기 및 목적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른 만

족감을 얻는다. 특히 식욕과 성욕은 식색성야(食色性也)1)라는 옛말

이 있듯이, 인간의 본성으로 여겨져 왔으며 따라서 충족되었을 때

만족감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지만, 그 행동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을 느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

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는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이며, 거기에

동양에서는 매운맛을 더하여 다섯 가지의 맛을 기본 맛이라 칭한다.

2) 이 맛들이 조화를 이룬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는 큰 만족감과 행

복감을 느낀다.

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조건은 신선한 재료, 조리능력, 그리고

조리도구이다. 세 가지 조건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불을

발견한 이래로 인류의 조리문화는 점차 발전해왔다. 처음에는 날것

을 불에 직접 구워먹는 직화구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으며, 이후

직접 불에 닿아도 변하지 않는 석기나 금속으로 된 도구들을 사용

하여 음식을 익혀 먹었다. 이렇듯 조리기구는 금속의 발견 이후 본

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같이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소재로 다양한 형태가 만

들어져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 식욕과 성욕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유한 性(성)임. 출전 孟子(맹자) 
告子上篇(고자상편)- 조기형,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이담북스, 2011. 

2) Nave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맛’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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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조리도구 중 서양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조

리기구라 칭하며, 오래전부터 즐겨 사용해온 조리기구가 바로 적동

조리기구이다. 국내에는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적동 조리기구와 다른 소재의 조리도구들과의 장·

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적동 조리기구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조리기구의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되, 비례나 형태의 변

화를 통한 심미적 기능을 부여하여, 실용성과 심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리기구 제작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적동 조리기구가 현

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작품은 기본적으로 전도열이 우수한 적동을 소재로 하며, 기

계성형이 아닌 수공예에 의한 판금성형으로 제작된다. 여러 기법 중

판금성형을 선택한 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 조리기구 제작의 용이

성과 조리기구의 일정한 두께를 얻기 위해서이다.

우선 적동 조리기구와 다른 소재의 조리도구들의 차이점을 알아보

기 위하여 전도율, 반응성, 항균성, 열수용량 등과 같은 여러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된 적동 조리기구의

장점을 살려 제작하되,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기물의 내부에는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주석코팅을 할 것

이다. 기물의 외부에는 착색을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

다. 이번 연구에서 제작되는 적동 조리기구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주와 규모로 제한될 것이다. 이는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사용

자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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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동 조리기구의 특성

   
 1) 적동 조리기구의 역사

구리는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큰 덩어리의 광물로 존재하기 때문

에 다른 금속에 비해 비교적 일찍 많은 양을 쉽게 채집할 수 있었

다. 기원전 90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 구슬이 이라크

북부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류가 구리를 처음 사용한 것은

최소한 약 만 년 전일 것이라고 추측된다.3) 한편 기원전 7500년경에

는 구리 광석을 숯과 함께 가열하여 순수한 구리를 얻는 야금술4)이

중동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채집된 원석으로부터 구리를 추출하는

방법을 인류가 알게 된 것이다.

 

[도판1] 자연 상태의 구리 광물

 
 구리는 석기시대에 사용한 돌보다 단단하지 않지만 수명이 더 길

3)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4&contents_id=7644 참조. 
4) 금속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고 정련해서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필요한 형

태로 만드는 기술 – 두산백과에서 ‘야금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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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뎌지면 다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석기시

대와는 다른 도구나 생활용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과 칼데아인에 의해 구

리를 다루는 기술과 기본원리가 정립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구리를

추출하여 가공하였는데, 무른 성질의 구리에 주석을 섞어 단단한 청

동을 제작하였다. 그들은 냄비, 컵, 물병, 쟁반과 같은 다양한 생활용

품을 구리로 제작했으며, 주로 의식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

다. 혹은 얇은 구리판재를 두들겨 황소머리모양을 만들거나, 건축물

의 벽에 필요한 부속을 구리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번역>5)

구리를 다루는 능력은 이집트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메소

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전해져온 기술을 연마하여 그 기술력을 발

전시키고 향상시켰다. 그 결과 금과 은을 비롯한 구리와 청동 등 다

양한 금속으로 만든 많은 양의 문화 유물을 남기게 되었다. 이집트

유물 중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피라미드는 금속도구로 다듬어 매끄럽게 가공한 화강암을 사용한

건축물이다.6)

한편,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7)에는 구리가 감염을 치료하고 물을

소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8) 네팔 사람들도 ‘구리가 집

중력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고 장염을 치료한다.’ 하여 환자에게

구리 동전이 든 물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5) Smith, B. Webster (Bertie Webster),『Sixty centuries of copper』,  
Hutchinson for the 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1965. p.23

6) S.베네츠키, 과학세대, 『신기한 금속의 세계 Tales about Metals』, 백산서당, 
1990. p.149

7) 이집트시대 파피루스 줄기의 섬유를 종횡으로 겹쳐 만든 종이를 가리키나, 파피루
스 종이에 적은 고대 문서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12.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8) UNRV History 
   http://www.unrv.com/economy/copper.ph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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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는 주석과 합금하여 보다 단단한 금속으로 가공해서 사용되었

는데, 그것이 바로 청동이다. 청동기 시대 이전의 조리도구는 주로

석기나 토기로 제작되었는데, 청동 소재의 개발 이후 주조기술이 발

달함에 따라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앞서 언급한 고대 수메르인과 이집트인의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생활 전반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에 다다랐다. 이 시기

에 제작된 적동기물들은 주로 의식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

었다.

[도판2]는 1세기경 베그람(Begram)에서 출토된 것으로, 그릇의 손

잡이 부분에 약간의 장식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릇의 내부에 별다른

무늬나 장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용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도판3]은 스튜용 청동냄비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

들어졌다. 이 냄비도 실용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냄비의 내부에

별다른 장식이 없으며, 손잡이에만 작은 무늬가 있다.

(좌)[도판2] Shallow bowl with two handle, Bronze (아프가니스탄 국립미

술관 소장)

(우)[도판3] Casserole, Bronze, B.C. 27~68 (루브르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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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5세기~15세기)로 접어들면서 주조기술을 비롯한 금속가공기술

이 발전하여 많은 기물이 제작되었지만, 대부분은 청동기였다. 순

(純)구리를 사용한 조리도구의 제작은 드물었다. 순도 높은 구리의

경도가 약하다는 문제와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피막(CuO)을

형성시키는 점은 조리도구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가 되었다.

근대에 접어들어 제작된 기물 중 이전 시대와 달리 청동이 아닌

구리로 제작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도판4][도판5], 그럴 경우 내면에

는 주석코팅이 되어있고, 외면에는 조각장식이나 색채대비를 통한

장식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손잡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 위

에 올려놓는 조리도구로의 사용여부는 확실치 않다.

(좌)[도판4] Bowl, cast copper, originally tinned, 16c

(우)[도판5] Lidded Bowl, tinned copper, 17c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도 금속을 다루는 기술

이 발달하여 많은 금속 기물이 제작되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쟁가비’라 불리던 [도판6]의 청동 초두는 청동기와 철제로 제작된

조리기구이다.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던 가마솥보다 이동이 편리하도



- 7 -

록 작게 제작되었으며, 하단부에 세 개의 다리를 붙여 숯을 놓기 위

한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14세기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중국

과 일본의 무역 도중 난파한 배에서 출토된 청동냄비[도판7]는 신라

시대의 청동 초두보다 두께가 얇으며, 손잡이에 나무 등을 끼워 사

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좌)[도판6] 청동 초두, 청동, 신라시대

(우)[도판7] 청동손잡이냄비, 청동, 14세기

서양에서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중해 키프러스

(Cyprus) 섬의 구리광산과 북부 유럽의 아르한겔스크(Arkhangelsk)

에서 발견된 구리광산에서 다량의 구리를 채굴하기 시작했다.9) 15세

기경부터는 전쟁에 필요한 대포와 무기를 만들기 위한 청동의 수요

가 급증하면서 구리 광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후 18세기 말의 산업혁명으로 적동소재의 다양한 물건으로 양산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의 적동 조리기구는 많은 기계의 도움

을 받아 망치질을 통해 제작되던 조리기구보다 일정한 품질을 가지

게 되었다.

9) S.베네츠키, 과학세대, 『신기한 금속의 세계 Tales about Metals』, 백산서당, 
1990.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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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체제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업자들은 이전과 동

일하게 금속을 용해한 뒤 덩어리를 만들고, 이를 망치질하여 얇은

판재가 될 때까지 두들기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

의 유기를 만드는 방짜기법과 비슷하다. 방짜기법은 압연기술이 없

던 시절 금속을 용해하여 두꺼운 바둑알 모양의 틀에 부어 덩어리

를 만들고 그것을 열간가공(熱間加工)하여 얇은 판재로 늘린 후 그릇

의 형태로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10) 이와 같은 기법을 보존해온 수

공업자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현대에 이르러 두껍고 무거운

구리 냄비가 최고의 품질을 가진 조리도구로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

왔다.11)

이러한 수공업자들의 움직임은 mauviel (프랑스), FalkCulinair

(벨기에), Benham and Froud (영국), Brooklyn Cooper Cookware

(미국), Gyokusend (일본)와 같은 각국의 회사들로 발전하였으며,

이 회사들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용도를 가진 적동 조리기구를 지속

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동 및 구리냄비가 거의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일제

말기 포탄을 제작하기 위해 금속제 물건들을 강제 징수했기 때문이

다. 한국전쟁 이후 유기생산이 부활하여 보급되었으나, 연탄사용으

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때문에 유기그릇이 변색이 되거나 검게 그

을리는 현상을 보이자 사용이 점차 줄어들었고, 알루미늄이나 스테

인리스와 같은 금속이 기물의 소재로 도입되자 유기는 쇠퇴하였

다.12)

10) 대한금속·재료학회, 금속역사분과위원회, 『전통금속공업』, 大韓金屬·材料學會, 
2000

11) Four-and-Twenty Blackbirds Kitchen Antiques
   http://www.4and20kitchenantiques.com/about-copper 참조.
12) 대한금속·재료학회, 금속역사분과위원회, 『전통금속공업』, 大韓金屬·材料學會,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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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 이후부터 유입된 서구의 영향으로 요리의 양식화가 진행되었

다. 서양요리는 점차 우리나라의 식문화에 스며들어 현재는 쌀과 같

은 주식(主食)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양요리에 대한 관심은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까지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적동 조리

기구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2) 적동 조리기구의 특성

구리(copper)의 원소기호는 Cu이며, 천연상태가 원소형태를 이루고

있는 적갈색의 금속이다. 구리는 전기 및 열전도가 뛰어나며, 연성

과 전성이 우수하여 가공이 용이하다.

구리는 건조한 공기 속에서는 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

지만 습한 공기 속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산화가 이루어져 푸른색

피막(CuCO₃, Cu(OH)₂)을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피막은 산화진행

을 막아주어 내부까지 부식되지 않는다. 이 피막은 산화성 산으로

쉽게 제거된다.

구리는 식물과 동물에게 필수 무기물질로 사람은 체중 kg당 1.4에

서 2.1 mg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이금속 중에서 철(Fe)과 아연

(Zn)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구리는 생체 내에서 전자전달과 산소

운반에 관여하며, 유기 호흡에 필요한 시토크롬 c 산화효소

(cytochrome c oxidase)를 구성한다. 또한 여러 과산화 제거효소

(superoxide dismutase, SOD)와도 결합되어 있어 세포의 손상을 방

지하는 생체 내 항산화 기능에 관여한다.13)

구리가 결핍되면 철의 섭취가 어려워져 적혈구 형성이 잘 되지 않

13) 위키백과사전에서 ‘Copper’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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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빈혈이 일어날 수 있다. 구리는 동물의 간, 갑각류, 조개, 버섯,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1일 구리 섭취 권

장량은 0.8 mg이다. 보통 사람은 구리 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

물다<연구자번역>.14)

구리는 인체에 거의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윌슨병15)을 앓

는 사람은 체내에 구리가 과다하게 축적되어 뇌, 간,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리와

결착하는 화학물질을 투여해서 과량의 구리를 제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구리의 특징 중 열전도가 우수하다거나, 건조한 환경

에서는 변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체의 무기질 구성요소로

서 소량의 섭취로는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은 조리도

구의 소재로서 구리의 큰 장점이다.

구리의 특징과 결부된 적동 조리기구의 특징은 다른 소재의 조리

기구와 비교하여 보다 상세히 관찰하고자 한다.

 
  ㄱ. 반응성

조리도구는 다양한 식재료, 조리과정에 첨가되는 조미료와 접촉하

여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은 조리기

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반응성(反應性)이란 금속이 쉽

게 이온화되는 성향 즉, 전자를 잃고 쉽게 산화되는 정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 즉 녹을 만드는 경우

14) West, E. G. (Edward George), 『Copper and its alloys』, Chichester : 
Horwood, 1982. p227

15) 윌슨(Wilson)병은 구리 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간, 뇌, 각막, 신장 및 적혈구에 구
리가 침착되어 생기는 보통염색체 열성 유전질환.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Wilson's diseas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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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 수 있다.

공기 중 산소와 반응성이 큰 금속부터 나열해 보면 알루미늄, 철,

주석, 구리, 은 순이다.16) 여기서 알루미늄은 산소와 빨리 반응하여

산화피막을 생성하지만, 산화피막의 색이 알루미늄의 색과 비슷하여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반응성이 큰 소재의 조리도구는 음식의 맛과 색을 변화시킬 수 있

으며,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우리가 섭취하는 주요 음식물에 잘 반응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철, 알루미늄, 구리 순이며, 반응성을 나타내지 않는 소재로는 스테

인리스 스틸과 주석, 에나멜 코팅 등이 있다.

구리의 반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적동 조리기구는

내부에 코팅을 해왔다. 여기서 코팅이란 모재와 다른 금속으로 안감

을 덧대거나, 얇게 펴 바르는 접착방법을 말한다. 코팅이 된 적동

조리기구는 음식과 반응하여 색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감의 재료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이 있으며, 코팅의 소재

로 테프론, 주석 등이 있다.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은 자연 상태에서 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열전도율이 낮아 부분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

타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른 금속과 달리 음식을 잡고 있는 성질

이 있어서 식재료가 들러붙은 상황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크롬과

니켈, 티타늄과 같이 복잡한 분자구조를 가진 합금 종류의 금속 조

리기구에 나타나는 특징이다.17)

16) 위키백과사전에서 ‘금속의 반응성’ 검색.
17) http://www.brooklyncoppercookware.com/aboutcopper.html#Lini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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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은 상온상태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피막을 형성하지만,

산화피막의 색이 알루미늄의 고유색과 비슷하여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양은냄비로 알려진 알루미늄 소재의 조리기구는 주로

노란색을 띠는데, 이는 에노다이징18)기법을 통해 착색되었기 때문이

다. 에노다이징은 알루미늄 표면에 단단한 산화피막을 생성시켜 코

팅의 효과를 만든다. 하지만 쉽게 긁혀 금속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테프론(Teflon)은 미국 듀폰사(Dupont)가 개발한 불소수지로, 불소

와 탄소가 강력한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매우 안정적인 화합물

이다. 테프론은 화학적 비활성 및 내열성, 비점착성, 우수한 절연 안

정성, 낮은 마찰계수 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19) 하지만 이 코팅

이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용

이 줄어들었으나,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다시 개발되고 있다.

또 다른 코팅소재로 주석은 공기 중에서 반응하지 않으며 물이나

염기성의 화합물과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의 맛과 색상에

도 영향을 주지 않고, 가열하여도 금속 자체의 산화와 변색이 매우

느리다.20) 주석은 융점이 낮은 특성 덕에 주로 합금의 일종으로 청

동기 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철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주석코팅은 조리기구

소재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과 달리

식재료가 달라붙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주석은 구리와 마찬가

지로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오래전부터 조리기구의 내면코

18) 양극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Al, Mg, Zn, Ti 그 외의 금속 표면층을 
방식, 장식, 내마모 그 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박막(보통은 산화물)으로 변화되
는 처리를 말한다. - 도금기술 용어사전

19) 시사상식사전에서 ‘테프론’ 검색
20) B.T.K.Barry and C.J.Thwaites, 『Tin and its alloys and compounds』,  

ELLIS HORWOOD LINMITED, 198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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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주석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내구

성이 높고, 다른 금속으로 코팅된 조리도구보다 저렴한 가격에 코팅

이 가능하다.

반면, 주석은 융점이 낮아 높은 온도로 조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

이 불가하며, 잦은 사용으로 인해 주석코팅이 벗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재코팅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21)

반응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동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색

이 변하거나 산화피막(CuO)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산화피

막(CuO)은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므로, 다

른 코팅을 통해 해결되어 왔으며, 적동 조리기구에 코팅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장·단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른 소재에 비해 주석

은 적동 조리기구가 가진 열전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반응성

이 약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조리도구의 코팅소재로 적합하다고 생

각된다.

  
   ㄴ. 열전도성

적동조리도구의 주요 특성으로 뛰어난 열전도성을 꼽을 수 있다.

조리기구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에 따라 식재료가 골고루 조리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음식의 맛이 차이가 생긴다. 열전도(熱傳導)란 열에

너지가 물질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연속적

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22)

[표1]은 소재별 열전도율을 보여주는 표인데, 구리는 은 다음으로

열전도율이 높다. 즉, 단시간에 열이 균등하게 전달되는 조리기구를

21)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The Professional Chef』, 8th edition, 
John Wiley & Sons, 2006, p.160. 

22) 두산백과사전에서  ‘열전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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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는 소재라는 말이다.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은 열전도가

낮아 중심부분만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재  료 열전도율 (W/cm K)

Silver 4.29
Copper 4.01
Aluminum 2.37
Iron 0.80
Stainless steel 0.16

[표1] 열전도율 

결과적으로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인 구리로 만든 조리기구는 낮은

열전도율의 소재에 비해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적동이 조리기구에 적합한 소재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열전도율 하나만으로는 조리기구의 열 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조리기구를 가열할 경우, 소재를 1˚C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에너지의 양이 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

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열, 밀도, 열 확산율 등 다양한 부분의 비

교가 필요하다.

[표2]의 좌측의 수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리기구 소재에

대한 비열 값을 표시한 것이다. 비열이란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

를 단위 온도만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즉, 1g의 물

질을 온도 1˚C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비열의 단위는 cal/˚C

또는 J/gK를 사용한다.23)

[표2]의 비열을 보면 알루미늄의 1g을 1˚C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0.897(J/g K)로 다른 소재보다 높다. 즉, 온도 1˚C를 상승시

23) 성주창 편저, 『도금기술용어사전』, 노드미디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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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면 알루미늄이 철보다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비열만으

로 소재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밀도가 비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지닌다. 단위는 g/㎖, g/㎤을 사용한다. 밀도는 분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고체의 밀도가 액체나 기체보다 조밀하다.24)

[표2]의 밀도 값에 비열을 곱하면 열용량이 나온다. 이는 실질적으

로 물체의 온도를 1˚C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비열과 밀도를 곱하면, 스테인리스, 철, 구리, 알루미늄의 순서로 열

용량이 산출된다. 열용량 수치로 보면 알루미늄이 2.42로 구리의

3.44 보다 낮다. 같은 면적의 알루미늄 2mm와 적동 2mm에 대한 열

용량(부피 X 열용량)은 4.84과 6.88이다. 알루미늄의 열용량이 낮아

서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전도율에 따른 소재의 두께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전도율이 낮은 2mm 두께의 알루미늄 팬으로 요리

를 하면 팬의 중심 부분이 검게 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열전도율과 열용량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는 열 확

산율(熱擴散率)이라는 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온도분포가 일정하지

않으면 열전도율 외에 비열과 밀도가 열의 이동에 지속적으로 관여

한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열전도율을 비열과 밀도를 곱한 것으로

나누면 얻어진다.25) [표2]의 역 확산열 수치는 소재에 열을 가할 경

우 실제로 열이 반응하여 소재에 확산되는 정도를 말한다.

반응성과 열전도, 그리고 열 확산율을 고려하면, 열이 균등하게 분

포하며, 열의 변화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적동소재의 조리

24) 두산백과사전에서 ‘밀도’ 검색
25) 금속용어사전편찬회편, 『금속용어사전』, 성안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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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매우 효율적이다. 이는 다른 소재의 조리기구를 가열할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적동으로 만든 조리기구는 빠른 시간에

조리를 가능하게 하여 재료가 보유하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의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적동 조리기구를 처음 사용

하는 경우, 조리기구가 빨리 가열되는 현상에 적응이 필요하다.

재  료
비열

(J/g K)
밀도

(g/cm^3)
열 확산율 

(전도율/비열x밀도)
Aluminum 0.897 2.70 0.97
Stainless Steel 0.500 7.90 0.04
Iron 0.449 7.87 0.22
Copper 0.385 8.96 1.16

[표2] 소재에 따른 비열, 밀도, 열 확산율

[도판8]은 동일한 면적을 가진 조리기구에 열을 가할 경우 열전도

율에 따른 열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높은 열전도를 가진 조

리기구는 기구 전체에 비교적 동일한 온도가 나타나나, 전도율이 낮

은 조리기구의 표면은 중심부분과 바깥부분의 온도차가 크다. 중심

과 외곽의 온도차이가 크면 그로 인해 음식을 조리하기가 어려워지

는데, 왜냐하면 중심의 고온부분에서는 음식이 타고, 외곽부분에서

는 익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번역>26)

26) Sarah R. Labensky, 『On Cooking: Techniques From Expert Chefs, Trade 
Vers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3 edi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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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 조리도구의 열의 변화

이렇듯 높은 열전도의 조리기구가 낮은 열전도의 조리기구에 비해

열의 분포가 일정하여 음식을 조리할 경우 이점이 있다. 하지만 우

리 주변 대부분의 조리기구는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낮은 전도율

을 가진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열전도가 낮은 소재로 조리기구를

만드는 경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동원된다.

[도판9]는 낮은 전도율의 소재를 장시간 가열하였을 경우 열의 변

화를 보여준다. 장시간 가열을 통해 [도판8]의 열의 변화보다 많은

양의 열이 전달되었다. 낮은 열전도의 조리기구도 오래 가열하게 되

면 높은 열전도의 조리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도판9]의 좌측, 즉, 얇은 두께의 조리기구는 여전히 팬의

중심이 팬의 가장자리보다 온도가 높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두

꺼운 소재를 사용할 경우, 열이 보다 균일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

다. 조리기구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오랜 시간 가열하면 열전도성이

높은 조리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알루미늄이

나 철 소재의 조리기구는 적동 조리기구보다 두껍게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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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낮은 열전도의 소재를 가열할 경우

결과적으로 전도율이 낮은 소재가 팬 전체에 균등한 열을 제공하

려면 열전도가 높은 소재에 비해 두꺼워져야 하며, 비슷한 온도에

도달하려면 가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가열시간의 문제는 에너

지 소비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조리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요리에

쉬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ㄹ. 항균성

구리에는 항균 성질 및 표면에 생물이 들러붙는 것을 막는 성질이

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식수를 구리그릇에 저장해야 한다는 법

이 있었는데, 이는 구리의 항균 성질을 경험을 통해 알고 이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27)

구리의 항균성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구리 합금을 정기적으로

세척해 주기만 하면 2종류(S.aureus, K.pnemoniae)의 균류에 대해서

99.9% 이상의 정균감소율, 즉 항균활성을 나타낸다고 한다.28) 이렇

27) 네이버 캐스트 ‘구리’ 검색
28) 박수진, 김병주, 이종문, 폴리머 제27권 제3호 「구리 함유 활성 탄소 섬유의 항

균 특성」, 한국고분자학회, 2003, p2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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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구리표면에는 생물이 붙어서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전부

터 배의 바닥이나 그물망 같은 곳에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이 사용되

었다.

그리고 구리표면에 있는 산(酸)성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

란흰자로 거품을 내기 위한 믹싱 볼을 구리 소재로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구리로 된 그릇에 계란의 흰자를 넣고 저을 경우 더 많은

볼륨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구리표면의 순수한 산((酸) 성분이 계란

의 흰자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이다.29) 이는 구리 이온이 계란 단백질

중 하나와 결합하여 노란색 복합체(conalbumin)를 형성하여,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것을 차단한다.30) 이 작용으로 적동으로 된 볼 안

에서 계란의 흰자를 휘저으면 스테인리스 스틸 볼에서보다 더 많은

볼륨이 생기며, 더 오래 유지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구리의 산성분에 영향을 받는 다른 예로 구리 냄비에 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잼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펙틴(pectin)분자와 관련이 있

는데, 이 분자는 일종의 망을 형성하여 물과 설탕, 과일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구리표면의 산(酸)성분은 펙틴의 이온화 현상을 강화

시켜주어 다른 소재의 조리기구로 만들 때 보다 더 용이하게 잼을

만들 수 있다. 다른 음식의 조리 시에는 주석코팅 된 적동 조리기구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잼을 만들 때는 붉은 과일의 색소가 주

석의 원자와 결합하여 색이 변하게 되므로, 주석코팅이 된 적동 조

리기구로는 잼을 만들지 않는다.31)

적동 조리기구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우선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29) 이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ATLANTIC retinning & metal refinishing
   http://www.retinning.com/importance.html 참조.
30) Google Wikipedia ‘egg white and copper bowl’ 검색
31) 에르베 디스 저, 권수경, 『냄비와 시험관』, 한승, 200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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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은 편이나 습도가 높은 공기 중에서는 쉽게 산소와 반응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리기구 내면에 주석코팅을 해주면 좋

다. 또한, 뛰어난 열전도율로 인해 다른 소재보다 열을 균등하게 전

달하는 점을 가졌으며, 열 확산율에서도 다른 소재에 비해 우수한

성질을 나타낸다. 더불어 적동 조리기구만 가지고 있는 항균성질은

다른 소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그리고 적동의

적갈색의 빛깔은 주방인테리어에 유행을 일으켰을 만큼 인기가 많

다.32)

산화로 발생하는 화합물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녹청(CuCO₃, Cu(OH)₂)의 경우에 해당

한다. 산소와 결합하여 생기는 화합물인 산화구리(CuO)의 독성과

윌슨병, 간이나 뇌에 구리의 독성을 축적하는 유전적 장애를 연구하

는 Herbert Scheinberg박사는 구리를 섭취하면 위장이 당황할 수도

있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치명적이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번역>33)

이는 산화구리(CuO)에 치명적인 성분은 없다는 말이지만, 그렇다

고 해서 섭취가 몸에 이로운 것도 아니다. 내면코팅이 되지 않는 적

동 조리기구는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코팅을 해서 사용하고, 잼을 만들거나 계란의 흰자로 거품 낼 때처

럼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코팅 없는 적동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열을 통해 적동 조리기구의 변색이 진행된 경우에는 간단

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가벼운 변색은 따뜻한

32) 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Inc.
http://www.copper.org/publications/newsletters/discover/2007/summer/hom

epage.html 참조.
33) H.Scheinberg , Sternlieb, 「Wilson's Disease Annual Review of Medicine」,  

 Volume publication date February 1965, Vol. 16: 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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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눗물을 이용하여 세척한 뒤 깨끗이 건조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금 1 티스푼과 식초 1컵, 적당량의 밀가

루를 잘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변색된 표면에 전체적으로 발라

30분 정도 지난 후 따뜻한 물로 헹구어 내면 아름다운 적갈색이 나

타난다.34)

또 다른 방법으로 식초와 소금을 섞은 액체를 사용하거나 소금에

담근 레몬으로 문지르는 방법이 있다. 레몬의 산성분이 얼룩을 지우

는 동안 소금은 연마제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따뜻한 물로 헹궈

산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면 색

상이 복원된다. 이 방법들은 약한 산성분의 화합물을 만들어 적용함

으로써 구리의 색을 되돌리는 방식이다.

『프랑스 요리 마스터하기』에서 줄리아 차일드는 적동으로 된 식

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의 깊게 닦아야 하며, 음식을 요리한 후에

는 즉시 세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35) 그만큼 적동 조리기구를 사

용할 때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심을 두고 관리

할 때 적동 조리기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4) ehow.com
   http://www.ehow.com/how_2075315_clean-copper-cookware.html 참조.
35) http://www.4and20kitchenantiques.com/about-copp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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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동 조리기구의 종류

적동 조리기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부 독

특한 형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흔히 사용되는 적동 조리기구는 용

도에 따라 구분된다. 적동으로 제작되었기에 다른 소재의 조리기구

에 비해 열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아래의 사례들은 다양한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리기

구와 그 종류이다.

sauté pan[도판10] : 이 팬은 넓은 요리표면적과 팬의 직경의 사분

의 일에 이르는 낮고 곧은 옆면이 있다. 넓은 요리표면은 열을 충분

히 받아들이고 측면은 재료들이 잘 뒤집히도록 도와 식재료가 골고

루 익게 해준다. 주로 적은 양의 고기나 채소를 단시간에 볶는 요리

에 사용되는 팬이다. 프랑스 동사 ‘sauté’는 ‘이동’을 의미하며, 음식

이 ‘sauté’한다는 것은 팬 안에서 뛰어논다는 의미라고 한다.36) 이

팬은 뛰어난 열 확산율을 가진 적동으로 제작되어, 식재료들이 뒤집

히는 와중에도 그 열기를 받아 익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도판10] Falkculinair(Belgium)37)

fry pan[도판11] : 흔히 사용되는 이 팬은 아주 넓은 요리면적을 가

36) Google Wikipedia ‘Saute’ 검색
37) 홈페이지 www.falkculi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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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라이팬은 다른 팬보다 낮은 측면을 가

지고 있으며, 음식의 증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바깥쪽으로 경사져 있

다. 이 팬은 지방성분이 있는 식재료를 빠르게 볶기 위해 설계되었

다. 적동으로 만들어진 이 팬은 다른 소재의 조리기구보다 열을 골

고루 전달하여 넓은 면의 식재료를 골고루 익히게 하며, 보다 빠른

시간에 음식의 맛을 살려 조리하는 장점이 있다.

[도판11] Mauviel 1830(France)38)

 rondeau(casserole)[도판12] : 이 냄비는 낮고 넓으며 양쪽에 두 개

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 팬 측면의 높이는 직경의 1/3 정도이다.

형태의 단순함으로 다양한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팬이다.

손잡이가 짧아서 조리대의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이 냄비는 주

로 서양의 Braising이라는 요리법에 사용되는데, 이는 재료 외에 물

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요리로, 연한 육류나 가금류에 자체 수분을

이용하거나 소량의 수분만 첨가한 후 뚜껑을 덮고 오븐에 익히는

방법을 말한다.39)

이 적동 조리기구는 많은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여 한국에서 즐겨

먹는 찌개나 국과 같은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기구가 전기스토브인 경우 열효율이 가스스토브에 비해 낮아

알루미늄이나 철 소재의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조리시간이 오래 걸

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경우, 적동 조리기구를 사용

38) 홈페이지 www.mauviel.com
39) Google Wikipedia ‘Braising’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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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원하는 온도에 빨리 도달하여 조리할 수 있다.

[도판12] Ruffoni(Italy)40)

 stock pot[도판13] : 많은 양의 음식을 할 때 사용된다. 이 조리기구

의 측면은 다른 조리기구에 비해 높으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폭이 좁은 편이다. 이 형태는 음식의 수분증발을 최소화하여 맛을

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한 설계이다. 파스타나 면 종류를 삶기 위한

용도로도 주로 사용된다. 적동의 열 확산율로 인하여 균일한 온도를

나타내며 많은 양의 음식을 골고루 익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다.

[도판13] Brooklyn Copper Cookware(USA)41)

sauce pot[도판14] :소스를 만들기 위한 팬으로 측면은 빠른 증발을

위해 팬 직경의 절반 높이이다. 낮은 측면은 소스를 휘젓기에 용이

하다. 크기가 큰 소스 팬은 야채를 데치거나 액체를 재가열하는 데

40) 홈페이지 www.ruffoni.net
41) 홈페이지 www.brooklyncoppercook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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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인다. 이 팬은 적동을 소재로 하며, 주석코팅이 되어 있는 경

우가 많은데, 이는 적동과 주석의 뛰어난 열전도가 소스를 재가열하

는데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도판14] De buyer (France)42)

Paella pan[도판15] : 파에야(paella)는 스페인의 전통 요리로 쌀과

닭고기, 생선, 채소 등을 함께 요리하는 볶음밥의 일종이다.43) 바닥

이 얕으며, 둥근 형태이지만 프라이팬과 달리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프라이팬과 비슷하게 넓은 면적을 가진 적동 조리기

구는 열을 균일하게 전달하여 식재료들이 골고루 익게 하여 그 맛

을 살려낸다.

[도판15] E. DEHILLERIN (France)44)

42) 홈페이지 www.debuyer.com
43) 두산백과사전에서 ‘paella’ 검색
44) 홈페이지 www.e-dehilleri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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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동 조리기구 작품 사례

세계적으로 적동 조리기구를 제작하는 회사는 30여 개이며, 생산되

는 종류는 3천여 종을 넘는다. 그 외에 작은 공방에서 공예가들이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실용적인 기능과 더불어 장식과 조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인 적동 조리기구들이다. 이 조리기구들은 사

용에 불편한 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문화적 특징이나 지역적 특색

이 반영되어 형태와 색상에서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니가타현 츠바메시에 자리 잡은 교쿠센도(玉川堂)는 숙련

된 기술을 가진 무형문화재 장인이 단금기법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츠바메시는 오래전부터 금속으로 만든 못과 스프링을 제

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교쿠센도의 초대회장인 타마가와 카쿠베이

(玉川覚兵衛)는 ‘츠이끼(TSUIKI)’라는 독창적인 단금기법을 개발한

장인과 협업하여 1816년 회사를 설립하였다.

1873년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894년 메이지 천황의 스물다섯 번째 결혼기념 봉축에 꽃병을 헌상

한 이후 황실경사에 교쿠센도의 제품이 헌정되는 것이 관습이 되었

다. 경제성과 산업적 가능성을 인정받아 니가타현 ‘일본 국립전통공

예’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개발 및 유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7대를 이어 오고 있으며, 현재 타마가와 모토유키(玉川

基行)의 지휘 아래 조리기구와 더불어 과자 그릇, 술잔, 화병, 주전

자와 같은 생활 전반에 걸친 기물들을 단금기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많은 실험을 토대로 독특한 질감을 표현하고 다양한 색채를 내는

작품들을 생산한다.45)

45) 홈페이지 www.gyokuse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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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제품인 [도판16]과 [도판17]은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부분

에 치중하지 않는 점과 내부에 은도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기능

성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적동 조리기구의 두께를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가장자리의 두께를 보고 예측하면 두꺼운 판재를 사용하

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적동의 뛰어난 열전도율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실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감과 색채를 통해 그들의 조형

미를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도판16] 平形両手鍋 荒肌 [도판17] 南瓜形鍋

일본에서 현재 활동하는 공예가인 테라야마 미쯔히로(寺山光廣)는

1948년생으로 학창시절 조금(彫金)을 전공하였으며, 카루이자와에

공방을 설립한 후 단조를 시작하여 이후 30년 이상의 단조경력을

가지고 있다.46) 주로 황동과 적동을 소재로 기물을 제작하고 있으

며, 주전자, 냄비, 차 도구 등의 물건들을 만들고 있다. 그는 자신만

의 조형언어로 색다른 느낌의 조리도구를 제작하는데, [도판18]와

[도판19]에서 볼 수 있듯이 조리기구의 형태에서 연장된 것 같은 조

형미를 판재를 통해 보여준다. 그의 적동 조리기구는 반응성을 고려

하여 내부에 주석코팅을 하였으며, 손잡이 부분은 망치질을 통해 강

도를 높여 실용성을 고려하였다. 그는 형태에서 느껴지는 조형적 요

소에 황화칼륨착색을 통해 톤을 낮추는 색채감을 보여준다.

46) www.maystorm.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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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18] No.3594 [도판19] No.3633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타나카 치에(田中千絵)는 1964년

치바현 출생으로, 도쿄예술대학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도치기

현에 공방을 개설하였다. 이후 관동지방과 교토, 도쿄 등에서 다수

의 전시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도쿄에서 철주전자를 전시하였다.47)

[도판20]은 2010년 도쿄에 있는 O2 Gallery에서 열린 2인 전시의

풍경인데, 그의 적동 조리기구의 조형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48) 그는 적동과 황동을 소재로 하며 판금기법을 통해 조리

기구 및 생활용품들을 제작한다.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실용적인 기능을 전제로 삼지만, 기능에 따른 형태적 제약은

없는 편이며, 특히 유기적인 곡선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적동 조리기구는 실용을 위해 내부에 주석코팅을 하였지만,

손잡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조형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조리기구의

형태는 특정 요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47) www.isogaya.co.jp/artist/tanaka-chie/c-tanakareki.htm 참조.
48) www.galleryoii.exblog.jp/140587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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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0] 銅なべ

1971년에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디자이너 알도바커(Aldo Bakker)는

보석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 곁에서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그의 디

자인에는 공예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유년시절부터 유리, 나

무,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관찰하면서 디자인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의 여러 작업 중 2009년에 제작된 <copper collection>은 이번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판재 가공으로 형태가 연결되어 보이는

소스 팬과 단순하면서도 손잡이 부분이 인상적인 믹싱 볼이 그렇다.

[도판21] 디자인에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간결함이 먼저 보이

지만, 금속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스 팬의 손잡이로 연결되는 부분에 레이징(rasing)기법이 나타나

며, 믹싱 볼의 손잡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소스 팬은 직접 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형태

적인 외관이 데워진 소스를 담아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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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 Mixing Bowl (위), Sauce Pan (아래)

이외에도 문화적 특색에 따라 적동 조리기구는 외관이 다르게 표

현된다. 때로는 철과 함께 어우러져 손잡이나 받침이 철로 제작되기

도 하고, 기본형에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독일, 네덜란

드, 중국 등 각국에서 선호하는 형태가 다른데, 이는 요리문화에 따

라 외형이 조금씩 다르거나 제작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작품 사례들은 이번 연구에서 실용적인 측면과 형태적 변형, 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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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 손잡이의 형태, 착색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 조

사한 사례 이외에도 적동 조리기구를 제작하는 많은 작가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연구와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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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품연구.

[작품 1] 오믈렛을 위한 프라이팬

이 작품은 외편수 프라이팬인데, 조금 특별한 오믈렛 요리를 위해

제작하였다. 이 오믈렛은 프랑스의 서북부 노르망디 지방에 위치한

몽 생 미셸(Mont Saint Michel)에 있는 한 레스토랑의 대표적인 요

리로 계란을 적동 믹싱 볼에 넣어 세차게 젓게 되면 계란이 부드러

워지면서 맛이 순해진다. 이 반죽을 적동으로 만든 팬에 넣고 요리

를 하면, 겉은 바삭하게 익으면서 속은 부드러운 요리가 완성된

다.49) 이 요리는 적동의 높은 전도율을 이용한 사례로, 다른 소재의

조리기구로 시도한다면 아마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팬은 20cm와 25cm로 크기 차이를 두었으며, 두께 또한 1.2mm 와

1.5mm로 차이를 두었는데, 이는 요리되는 재료의 양 차이뿐만 아니

라, 요리가 도달해야 하는 온도 차이, 즉 열용량을 고려하였기 때문

이다. 소재의 면적과 두께에 따라 열용량이 변하게 되는데, 면적이

넓고 두꺼운 소재가 열용량이 더 높아 가열하는 시간이 더 소모된

다. 하지만 열용량이 높은 기물은 많은 양의 열을 보유하여, 많은

식재료를 익히게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팬의 내부는 실용성을 위해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되었으며, 팬의

측면은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도록 하여 조리되는 음식을 뒤집을 때

의 편리함을 고려하였으며, 음식의 증기를 분산시키는 이점을 가져

준다. 또한, 액상의 음식을 덜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길 부분을

양쪽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팬의 내부에는 주석코팅을 하여 사

49) 100년의 기업 ‘프랑스 181년 주방기구 명가 모비엘‘, KBS1, 2011080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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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라 적동표면이 변색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조리기구의 손잡

이는 나무로 제작하였는데, 가열할 경우 손잡이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다. 20cm 팬의 손잡이에는 옻칠을 하여 나무 본연의 색

과 다른 색상을 연출해 보았다.

적동 조리기구의 열이 골고루 퍼져 균일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

는 점을 활용하면, 이 팬을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전을 부

칠 때 적동프라이팬을 사용하면 팬의 가운데 부분에서 전이 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전을 부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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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 오믈렛을 위한 프라이팬

               적동, 주석, 나무, 옻칠,

(아래) 280 × 510 × 55 mm (위) 320 × 620 × 65 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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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리조또를 위한 그릇

이 작품은 리조또를 위한 그릇이다. 리조또(risotto)는 팬에 버터를

두른 뒤 쌀을 볶고, 거기에 화이트 와인과 육수를 넣고 졸여내는 음

식이다. 기호에 따라서 해산물이나 다양한 버섯종류를 첨가하여 만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죽보다 단단한 쌀 맛이 특징이다.50)

손님을 접대할 경우, 팬에서 조리한 후 음식을 열전도가 높은 그릇

담는다면, 음식의 온기를 간직하게 되어 음식의 맛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1.2mm의 판재를 내려 앉히기 기법을 사용하여 얇게 만들

어, 음식을 담는 공간이 온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작품에는 실용적 기능에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장식적인 요

소들을 첨가하였다. 기물의 형태는 일반적인 소스 팬의 익숙한 형상

을 사용하였으며, 그곳에 전과 깃이 되는 부분을 연결하여 제작하였

다. 금속에 다른 형상을 첨가하는 경우 땜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금속이 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작품2]는 연결된 판재에서

성형하여 제작하였다.

뚜껑은 미약한 볼륨이 있는 형태에 기하학적인 도형의 형상의 손

잡이를 이용하여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의 이미지를 다르게 해석해

보았다. 그릇의 내부는 주석코팅을 하여 음식과의 반응성을 고려하

였으며, 외부는 식감을 돋우는 주황색으로 니이로(煮色) 착색을 하

였다.

50) 두산백과사전에서 ‘리조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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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리조또를 위한 그릇

적동, 황동, 주석,

Ø180 × 140 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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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다양한 요리를 위한 포트 1

이 작품은 일반적인 다수의 요리를 위한 냄비이다. 적동 조리기구

중 ‘rondeau’ 또는 ‘casserole’ 로 불리는 냄비로 간편한 형태로 다양

한 요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냄비이다.

냄비의 직경이 크지 않지만, 뚜껑이 있어 볶거나 조리할 때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냄비의 측면은 올라갈수록 말려있는 형태인

데, 재료를 볶을 때 넘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냄비 손잡이는 나

무로 제작하여 조리 시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물의 형상은 둥근 덩이 형태에서 자라난 식물을 표현하고 있으

며, 몸체부분의 형태와 뚜껑의 형태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제작하

였다. [작품3]의 뚜껑은 한판으로 성형하여 전을 제작하였는데, 이

작업을 통해 기물의 형상을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도구들과 제작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옻칠을 사용하여 금속과 나무가 가지는 재질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느낌을 연출해 보았다. 몸체와 뚜껑에 있는 손잡이는

다육식물의 잎을 모티브로 틈에서 자라나는 형상을 조각해 보았다.

이 기물의 내부에는 주석을 이용하여 코팅을 하였으며, 몸체의 가

장자리 부분에 금속 봉을 이용하여 전을 붙인 곳까지 주석코팅을

하여 음식이 조리되는 공간으로 코팅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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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다양한 요리를 위한 포트 1

적동, 나무, 주석, 옻칠,

250 × 200 × 110 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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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삶는 요리를 위한 포트

이 작품은 실린더 형태의 Stock Pot이다. 일반적으로 이 형태의 냄

비는 높은 측면이 내부의 수분증발을 막아 식재료가 수분을 함유한

상태로 익게 한다. 1.5mm의 적동 판재로 제작한 이 냄비는 열전도

가 뛰어나며, 비교적 두꺼운 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열용량이 다른

소재의 조리기구보다 높아 많은 열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냄

비는 열을 균등하고 빠르게 전달하여 파스타의 면이나 푸실리, 마카

로니 등을 삶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조리기구는 일반적으로 삶는 요리에 적합하다. 삶기란 냄비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식재료를 넣은 후 물의 온도를 높여 재료를

익히는 방법인데, 이 적동 조리기구는 물의 온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이 작품은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을 모티브로 삼았다. 그래서 뚜

껑 부분에는 모래언덕을 표현하였으며, 뚜껑의 손잡이는 나무를 조

각하여 만들었으며, 그 위에 옻칠을 하여 선인장 색감을 표현했다.

냄비의 몸체는 곧은 실린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장자리 부분

은 단금기법으로 두꺼워진 판의 두께를 남겨두었는데 이는 선인장

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몸체의

외부에는 자연스러운 표면 질감을 만들어 상단부와 느낌이 연결되

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몸체의 손잡이는 선인장의 잎 형상에서 이

미지를 추출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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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삶는 요리를 위한 포트

적동, 주석, 나무, 옻칠,

210 × 170 × 200 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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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튀김요리를 위한 냄비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 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튀김용

냄비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인 덴푸라(天麩羅) 같은 음식을 만

들 수 있는 냄비이다. 덴뿌라는 여러 가지 해산물과 채소 등을 달걀

과 밀가루를 섞은 튀김옷에 묻혀 기름에 튀겨낸 요리로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51)

재료를 튀기기 위해 기름의 온도를 높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

하지만, 적동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다른 조리기구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적게 소모된다. 그 이유는 본론에서 설명한 적동 조리기

구의 열 확산율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소재를 가열할 때보다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튀김요리에 적합하다.

냄비의 형태는 튀겨야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너무 낮거나 높지 않

게 기물 직경의 절반정도의 높이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기물의 내

면은 주석코팅을 하였는데, 기름을 가열한 후 첨가되는 채소나 다른

해산물들과의 반응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냄비의 손잡이는 몸통에

서 연장된 판으로 제작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미지를 의도하였

다. 손잡이 부분에는 나무를 이용하여 앞뒤로 체결하여, 기물을 이

동하거나 조리하는 도중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또한,

튀겨진 음식의 기름기를 빼기 위한 받침대를 냄비의 상단부에 얹을

수 있게 하여, 조리할 경우에 채나 망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게

하였다.

51) 두산백과사전에서 ‘덴푸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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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튀김요리를 위한 냄비

적동, 나무, 주석,

Ø 210 × 120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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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생선요리를 위한 뚜껑이 있는 접시

이 작품은 생선 요리를 담아 데워 먹는 용도로 제작되었다. 생선과

관련된 요리들이 조리된 상태의 온기를 유지하며 본연의 맛을 지속

적으로 느끼기 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덮개와 몸체 두 부분으로 제작되었는데, 먼저 덮개 부분

은 두 도형이 융기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융기한 형태는 어떤 이미

지의 표현이라기보다 손잡이의 대용이다. 덮개 부분에 솟아오른 기

둥을 만들어 손잡이 역할을 하도록 시도하였다.

접시는 파에야 팬(paella pan)과 비슷한 타원의 형태를 이루고 있

으며, 높이가 낮은 편이지만 뚜껑 부분의 형성된 볼륨감으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낮은 측면은 음식을 집기에 더 유리하

다. 그리고 이 작품의 하단 부분은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께 1mm의 얇은 적동 판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빠른 전도율을 가

진 적동의 이점에 얇은 두께를 사용하여 열의 전달을 더욱 효율적

으로 만들었다. 얇은 판의 가장자리는 금속을 덧대어 시각적으로 끝

이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내면은, 조리된 생선과 양념된 야채들

이 적동표면과 일으키는 반응성을 고려하여 주석코팅을 하였으며,

전을 붙인 곳까지 코팅하여 전체적인 색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하

였다. 그리고 뚜껑과 기물에 황화칼륨착색과 질산 제2 철을 이용하

여 착색을 하여 형태에 완성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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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생선요리를 담기 위한 뚜껑이 있는 접시

적동, 황동, 주석,

320 × 130 × 170 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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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다양한 요리를 위한 냄비 2

이 작품은 원형의 냄비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로 제

작한 작품으로, 전체적인 형상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흔히 잘

사용하지 않는 직사각형의 냄비는 둥근 형태의 냄비와 활용도 면에

서 차이가 있다. 직사각형이기에 조리하는 공간이 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냄비들에 비해 낮지 않은 측면과 전체적인 수용량을

고려하면 충분한 조리공간을 제공한다.

이 작품의 형상은 이미지의 전달보다 간단한 조형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각형 냄비의 뚜껑에는 타원 형태의 기둥을 세웠는데, 이는

실용성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본 것이다. 뚜

껑은 움푹 들어가도록 면 처리를 하였으며, 손잡이는 높은 기둥형태

로 위에 사선의 경사면을 만들어 조형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번 직사각형 냄비는 둥근 형태의 작품과 다르게 레이징 기법으

로 제작하였다. 판재를 둥근 형태로 올려 모서리를 만들게 되면 모

서리 부분이 얇아지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직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판재를 성형하였다. 새로운 작업방법의 시도를

통해 얻은 경험은 제작하는 자신에게 새로운 영감과 경험이 되었다.

기물의 내부에 주석코팅을 하여 실용성을 고려하였으며, 전체적인

색감을 다소 어둡게 표현하였지만 손잡이 끝 부분에 다른 금속을

통해 포인트를 주었다. 뚜껑에는 판재의 두께감을 강조하기 위해 금

속을 덧대었으며, 뚜껑이 얹힐 수 있는 전은 기물의 내부에 제작하

여 노출되지 않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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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다양한 요리를 위한 포트 2

적동, 황동, 주석,

265 × 160 × 170 m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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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퐁듀를 위한 포트세트

이 작품은 스위스와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요리인 퐁듀

(fondue)를 위한 조리기구이다. 어원은 프랑스 단어인 fondre (녹이

다)의 과거형에서 유래하였다. 딱딱하게 굳은 치즈를 불에 녹여 빵

에 찍어 먹던 것에서 출발하여, 치즈, 소스, 수프, 초콜릿 등에 다양

한 음식들을 찍어 먹는 요리로 발전했다.52)

위의 작품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 부분은 두께 1.2mm의 동판으로

제작하였다. 전도율을 고려한다면 더 얇은 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적이나, 망치 성형을 통해 제작된 형상의 표면에 성형으로 인한 요

철이 없도록 연마하였기 때문에 연마를 통한 두께의 절감을 고려하

여 더 얇은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120˚C의

온도에 내열성을 가진 MC(Mono Cast Nylon)를 사용하여 가열하면

서도 사용자가 만질 수 있게 하였다.

적동으로 된 그릇을 받치고 있는 워머는 철과 황동으로 만들어졌

으며, 램프를 얹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릇을 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받침대는 치즈의 녹는점(35~55˚C)과 초콜릿(45~50

˚C)의 녹는점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불과 그릇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같은 치즈라도 종류에 따라 녹는점

이 다르므로, 만약 쉽게 녹는 치즈인 경우에는 램프 심지의 길이를

짧게 조절 하여 약한 열을 내게 할 수 있다.

램프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표면에 경질의 산화피막을 만들었

으며,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나 다른 물질에 의해 색이 변하는 것을

52) 위키백과사전에서 ‘Fondu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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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받침대를 지지하고 부분은 열전도율이 낮은

철을 사용하였다. 철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은 황동 봉을 가공하여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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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퐁듀를 위한 포트 세트

적동, 철,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주석, 나무, MC Nylon,

210 × 150 × 200 m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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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적동의 물리적 특성과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적동 조리기구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적동 조리기구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적동 조리기구의 역사와

적동의 물리적 특징을 탐구하였으며, 조리기구의 소재로써 적동이

다른 소재보다 우수한 점을 고찰하였다. 이는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탐색이었으며, 거기에 형태적 변화나 색채의 다양함을 통한 심미성

을 부가하여 연구 작품을 제작하였다.

동합금의 일종인 청동으로 제작된 조리도구가 역사적으로 오랜 세

월 사용되었지만, 구리의 우수한 특성을 활용한 사례로 보기는 힘들

다. 그러나 순(純)구리, 즉 적동을 소재로 한 조리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용자로부터 장점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적동

조리기구는 오늘날 전문가 수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평가 역

시 좋아서, 적동 조리기구가 이점이 많은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적동 조리기구의 사용이 드물었으며, 특히 일제

말기에 금속기물을 징발하여 대포나 총알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나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복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저렴한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조리기구가 대량

생산되어, 적동 조리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황동이나

백동으로 제작된 조리기구가 존재하였지만, 이번 연구에는 적동소재

를 활용한 사례만으로 범주를 제한하였다. 이는 적동이 아닌 합금

된 동은 열전도율과 열 확산율이 다른 금속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

기 때문이다.

최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음식과 관련된 조리기구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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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다른 소재에 비해 뛰어난 열전도와

열 확산율을 이용한 적동 조리도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

만 산화반응으로 인한 피막형성(CuO)과 자연변색(CuCo₃, Cu(OH)

₂)으로 인해 가정의 일상생활에서는 기피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

한 문제점들은 간단한 세척이나 간편한 화합물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적동 조리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그

것이 적동 조리기구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뛰어난 열전도와 열 확산율, 항균성 등의 장점을 가진 적동을 소재

로 조리도구를 제작하였고, 적동의 반응성과 변색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 주석코팅을 하여 실용적인 측면을 보강했다. 그리고 음식에

따른 다양한 형태를 제작함으로써 조형성과 심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적동 조리기구에 옻칠을 하거나 착색기법을 사용하여 적동의

고유한 적갈색과는 다른 색채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적동 조

리기구가 사용자를 만족하게 하길 기대해본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뤄진 형태의 변화나 조형적인 요소가 실

용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실용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제작자로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완성도 높은 조형성과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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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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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ng appliances have been used ever since mankind started using 

fire. As a variety of food culture developed along history, cooking 

utensils have developed and diversified accordingly. Copper cooking 

utensils have been widely used in Western cooking, yet they are 

rare to be found in cookery of Korea.

 

 The production cost of copper cookware is fairly high compared to 

those of other materials. The reason why many of the top 

professional Western cuisine chefs insist on using copper cooking 

utensils nevertheless, lies on the fact that they have their pecu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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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ts. 

 Copper has high heat conductivity, which allows even heat transfer 

than any other medium. As a result, it shortens the cooking time, 

minimizing the loss of nutrition and water but maximizing the taste.

 However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copper forms oxide 

coatings on its surface and changes color when heated. Therefore, 

there have various attempts to improve such quality by trying out 

different material for its coating. This study focuses on using tin 

plate, which is relatively economic and efficient. 

 This research is about producing cooking utensils of both – a more 

particular kind and a more commonly used kind by hand, based on 

the practical advantages of the material. It also experiments with 

forms and structure, in order to be analyzed in contemporary terms. 

 Through this study, I aim to re-acknowledge and appeal copper as 

a medium for cooking utensils, by exploring its beauty and 

practicality. 

Keywords : copper cooking utensil, heat conductivity, reactivity,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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