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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금속과 가죽을 이용한 기물 제작 연구로, 실용적 기능

을 위한 금속과 생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죽을 함께 활용한

기물 제작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소득 증대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

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면서 천연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천연 재료인 가죽은 고유한 광택과 특

유의 질감이 있고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있어 부가가치

가 높은 고급 소재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늘날까지 널리 이용

되고 있으나 물과 눈 등 습기에 약하고 열에 취약하여 일반적인

생활소품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성형 기법과 마감 처리 기법에 따라 그 형태는 물론, 내구성과 강

도, 연성 등이 변형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소재이다. 따

라서 가죽의 성형 기법 및 마감 연구를 통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

는 데 있어 가죽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기물 제작

의 소재로서 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금속과 가죽을 이용한 작품 제작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죽이라

는 소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가죽의 종류, 고유의 특징,

사용 사례 등을 알아보고 소재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 기물 제

작에 있어 응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전개 방향은 식물성 무두질 가죽(vegetable tanned leather)을 기본

으로 하며, 그 특성을 조사하고 물 온도와 시간에 따른 수축과 연

성의 정도를 연구한 후 기능과 형태에 따라 각기 알맞은 성형 방

법을 적용하여 기물을 제작하였다. 가죽의 마감은 밀랍을 이용한

것으로, 화학재료를 이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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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가죽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목적이 많은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

작 범위를 확장시키는 면에서 작업의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가죽은 금속에 비하여 그 형태 표

현이 용이하지만 가죽의 형태 자체를 성형하여 금속의 기물과 사

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새로운 형식이므로 기법 연구와 작업을 함

께하여 조형적인 감성을 높이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천연 재료인 가죽은 조직의 치밀성과 두께, 원피의 종류, 원산지

등에 따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형을 통한 제품 제작 시 변수

가 매우 많지만, 반면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수의 실험을 통해 가죽의 강도와 연성, 수축률 등의

정도를 통제할 수 있다면, 금속과 함께 각 성질을 보완하여 기물

을 제작하는 데에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기

법을 이용한 테이블 웨어, 조명 등의 연구 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의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식물성 무두질 가죽, 가죽 성형, 테이블웨어

학 번 : 2014-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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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금속과 가죽을 이용하여 실용적 기능과 생산적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 기물 제작 기법 연구이다. 금속 기물은 인류

가 불을 사용하고 금속을 다루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제작해온, 또한 인

류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사용되어 온 익숙한 사물이다. 이는 제작 기법

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며 기능적 역할은 물론 장식적 역할

을 하며, 많은 작가들 역시 현재까지 활발히 제작한다. 하지만 다양한 기

계의 발달, 새로운 소재의 발견 및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금속 기법만으

로 금속 기물을 제작하는 데에 생산적인 면에서 점차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여, 금속과 더불어 타소재인 가죽을 함께 사용하

여 기물을 제작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연구를 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금속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가죽이라는 소재가 가

진 특성을 파악한 후, 여러 특성 중 기물 제작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

으로 기물 제작에서 금속재와 타 재료의 혼용으로 각 소재가 가지고 있

는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더불어 생산적 효

율성을 높여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공예는 조형 예술 범주의 한 갈래로서 실용성뿐 아니라

미적 가치 또한 중시되고 있다. 표현 매개체로서 물질적 재료는 작품 제

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료 즉, 소재(material)는 형태 성형에 영향을

주며 같은 조건에서 선택된 소재에 따라 시각적, 촉각적으로 다른 결과

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형예술 활동에서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소득 증대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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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이 변화되면서 천연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대

표적인 천연 재료인 가죽은 고유한 광택과 특유의 질감이 있고 표현 방

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소재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늘날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천연 소재로서 가지고 있

는 자연스러움과 질기고 강한 내구성으로 신발, 의류, 액세서리, 가구, 공

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가죽은 물과 눈 등 습기에 약하

고 열에 취약하여 일반적인 생활 소품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지만 성형 기법과 마감 처리 기법에 따라 그 형태는 물론,

내구성과 강도, 연성 등이 변형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소재이

다. 따라서 성형 기법 및 마감 연구를 통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 가죽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기물 제작의 소재로서

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죽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재료인 금속은 금속재의 특성 상 유기

적 형태 성형이 타 재료에 비해 비교적 어렵고, 표면의 변색이 쉽게 일

어난다. 이에 반해 가죽은 유기적 형태 표현은 가능하나 사용의 정도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최초의 형태가 무너지거나 소재가 늘어나는 등 형태

유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재료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통해

상반되는 물리적 속성을 가진 금속과 가죽의 결합으로 각 소재가 가진

한계성을 보완하고 두 질감의 시각적 대비와 새로운 조형미를 제시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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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전개 방향

금속과 가죽을 이용한 작품 제작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죽이라는 소

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가죽의 종류, 고유의 특징, 사용 사례

등을 알아보고 소재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 기물 제작에 있어 응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가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이미 통상적으로 알려진 성형 방법 또

한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본 연구의 전개 방향은 식물성 무두질 가죽

(vegetable tanned leather)을 기본으로 하며 물과 온도를 이용한 형태

성형과 밀랍을 이용한 마감기법 등 화학재료를 이용하지 않고 천연재료

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기물 제작에 앞서 가죽 소재의 종류와 특성 분석을 통하여 가죽의 다

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이어 가죽의 성형 단계에서

는 화학첨가제 없이 오직 물과 온도를 이용한 성형 기법에 대해 중점적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미 이론적으로 성형 방법에 대한 과정이 제시

되어 있기는 하나, 가죽이 천연재료임을 감안할 때 그 두께와 가죽의 차

이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제시된 과정을 따른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 가죽의 강도, 수축률,

연성, 색상 변화 등을 수치화하고 연성에 따른 성형법과 수축, 강도에 따

른 성형법 등 성형 방법을 분류하고, 성형 후 가죽의 방수성과 강도를

높여줄 수 있는 마감 방법에 대해 실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금속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 성형된 가죽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형태 표현과 두 소재의 질감 대비로 새로운

독창적인 조형미를 나타내어 그 표현 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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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연구

1. 가죽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가죽은 일반적인 직물로는 대체 불가한 방수성, 탄성, 내구성 등을 가

졌다는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몸을 감싸는 의료(衣料)로서, 또는 술·물

등을 저장하는 용기로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특유의 성질과 풍격

(風格)으로 여러 방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

경제 발달로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천연 소재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실

제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색과 디자인 이외에 소재의 감

촉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촉감에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하

고 구매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가죽의 수요가 많아진 원인을 설명해

준다.2) 가죽은 오늘날 여러 산업에서 주목되는 주요한 소재로 다루어지

고 있으며, 가공 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소재의 색상, 텍스쳐 등의 개발

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1. 가죽의 구조 및 설명

가죽은 단순히 동물의 피부가 아닌 가죽 가공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재

료이다. 동물은 식량으로 쓰이기 위해 도축되고 남은 피부는 부산물로

버려지거나 새로이 재료로서 가공된다. 〔도판 1〕에서 볼 수 있듯, 동물

의 가죽은 표피층과 진피층,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죽

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진피층(corium)이다. 진피층은 대부분 콜라겐이

라는 단백질 섬유질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두께 전체에 삼차원

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에서 ‘피혁’ 검색.
2) 김정식, 「지각과정을 이용한 촉감디자인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8

최명빈, 「사용자 감성과 설계변수 특성을 고려한 공업용 가죽의 촉감 특성」,

서울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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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마치 그물처럼 상호교차 되어있다. 가장 큰 섬유질 다발은 진피

의 한 가운데에서 발견되며 표피 쪽으로 갈수록 섬유소들은 점점 가늘어

지고 촘촘해지는데 이러한 조직 구조가 가죽의 특징인 연성과 내구성,

탄성, 가단성, 통기성, 내수성을 부여한다. 가죽 화학자들은 섬유소의 구

성을 연구함으로써 섬유소들이 엮여 있는 각도에 따라 가죽의 특성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그 영향으로 필요에 맞는 다양한 가죽을 생산할

지를 연구하고 있다.3)

〔도판 1〕가죽의 구조

표피층(grain)은 전체 두께의 1% 내외를 차지하며 케라틴 단백질로 되

어있다. 표피층은 동물의 털과 함께 제거되어 진피층의 윗면이 가죽의

표면이 되어 나타나며 이 부분을 은면(나파, nappa)이라 한다. 은면은 각

동물마다 특유한 모양과 양, 결을 가지고 있으며 은면의 뒷면은 육면(스

웨이드, suede)이라 한다.4)

3) Valerie Michael, 『The leatherworking handbook: A Practical Illustrated

Sourcebook of Techniques and Projects』, Cassell Illustrated, 2006, p10.
4)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에서 ‘피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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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을 사용하기 시작한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벽화와 같은

간접적인 시료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구석기 즈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석기시대에는 수렵을 해서 얻은 짐승의 가죽에 지방을 바르고 문질러서

연하게 하는 아주 소박한 유유성법(油鞣成法)을 알게 되고, 그 뒤 불을

이용하여 동굴 속에서 짐승의 가죽을 연기에 그을리는 연기유성법(煙氣

鞣成法)을 생각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5) 인류가 모피와 가죽을 의복으

로서 사용한 것이 직조 기술이 발전한 것보다 이전이므로 그 역사는 인

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

래된 가죽 유물은 5~6세기경 제작된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이

다.6) 이는 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니7)에 그려진 말 그림

이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채화판은 자작나무 껍질을 여러 겹 겹치고 그

위에 고운 껍질을 종횡 사선으로 각 14줄을 누비고 가장자리에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

〔도판 2〕국보 제207호,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에서 ‘가죽’ 검색.
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에서 ‘천마도’ 검색.
7)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에 달아 늘어뜨리는 마구로, 말

다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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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죽의 특성 및 종류

1-2-1. 가죽의 특성

가죽은 동물의 외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물의 종류는 물론, 원산지

의 자연 환경, 계절별, 지역별, 중량별, 품종별 등에 따라 그 특성과 거래

가가 달라진다. 또한 동일 지역의 동일한 동물이라도 도축 시기, 즉 생육

기간에 따라서도 그 두께와 거친 정도가 달라진다. 가죽은 일반적으로

보온성, 흡습성(吸濕性), 방습성, 통기성, 흡음성(吸音性), 차음성(遮音性)

등에서 뛰어나며 원피, 무두질, 마무리 등의 공정에 따라 성질이 다른 제

품을 얻을 수 있다. 가죽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질기고 내구성이 있으며

입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고 염색과 도장이 잘되며, 일반적으로 직조된

직물과는 달리 자른 단면이 풀리지 않고 마모되지 않는 성질이 있다.8)

하지만 물에 젖은 경우 열에 약해지고 습기가 차면 늘어나고 건조하면

줄어들며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며 알칼리에 약하고 표면이 균일하지 못

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표 1〕 가죽의 장단점

8) 나무위키(https://namu.wiki/)에서 ‘가죽’ 검색.

장점 단점

l 자연스러운 표면 텍스쳐와 부드러운
촉감이 있음

l 지역별, 계절별 특성이 있음
l 보온성, 흡습성, 통기성, 신축성, 유연
성, 신장성이 좋음

l 기온의 변화에 대해 안정적임
l 염색 가공이 쉽고 다양한 색상 표현
가능함

l 표면 마찰만으로 광택을 얻을 수 있음
l 가소성, 가공성이 뛰어남
l 절단면이 풀리지 않음
l 종류가 다양하고 부위에 따라 활용 폭
이 넓음

l 소재의 사용만으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음

l 대형 사이즈로 생산이 불가하여 크기
의 제약이 있음

l 크기와 표면 텍스쳐가 균일하지 않으
며 상처가 많음

l 습기에 약하고 곰팡이 발생이 쉬움
l 먼지나 외부 환경에 의한 오염이 쉬움
l 물, 열, 알칼리에 약함
l 세탁, 태양빛에 의한 탈색, 변색이 쉬움
l 염색 후 수정이 불가함
l 무게감이 있음
l 타 재료보다 비교적 고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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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도축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제한

생산이 불가능하다. 가죽은 인조 기술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

로부터 얻는 천연 소재이므로 도축 과정에서 일부의 비인도적 행위와 멸

종 위기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는 한

다. 하지만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지켜지는 선에서 생산된 가죽은 인간

이 식용 고기를 소비하는 한 동물의 도축 후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지속

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또, 가죽의 대체재로서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으

나 이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며, 오

히려 인공적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신소재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

경오염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1-2-2. 원피에 따른 가죽의 종류

가죽은 원피의 종류, 성별, 크기, 부위, 가공 방법 혹은 용도에 따라 분

류되기 때문에 그 분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 양, 돼지,

말 등 포유동물이 가장 많고 그 외에 가오리, 장어 등 어류가 사용되며,

동물의 형태와 부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죽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

에 제품화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동물의 종류에 의한

분류 내에서도 생육기간, 원산지, 기후 등에 영향을 받아 그 특성이 각기

다르며,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가죽의 질감과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원피는 동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하이드(hide)와 스킨(skin), 킵(kip)

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동물의 무게가 25파운드 이상인 하이드는 물소,

소, 말, 코끼리, 하마 등 큰 짐승의 가죽으로 크고 두껍다. 스킨은 15 파

운드 미만의 양, 염소, 돼지, 파충류 등 작은 짐승의 가죽으로 얇고 가볍

다. 무게가 15～25파운드 사이인 피혁을 킵으로 분류한다. 하이드는 여러

층으로 벗겨지며 최외층은 톱그레인(top grain)이라 하며 전형적인 동물

의 결이 있다. 이것은 가공을 통해 고급품 의복재료로 사용된다. 하층의

다공성의 느슨한 구조는 착용하는 동안 거칠어지므로 엠보싱가공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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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급품 의복재료, 액세서리 제조에 사용된다. 같은 종류의 가죽이라도

그 성질에 따라 특성이 다르며, 모양도 차이가 있다.9)

9) 한양대 의류학과, 「의복재료 2 : 피혁과 모피」, 한양대학교, 2015

종류 특징 용도

우
피

성
우
피

steer
hide

Ÿ 생후 2년 이상의 거세한
수소 가죽
Ÿ Cow hide보다 은면이
거침
Ÿ 두껍고 질김

Ÿ 수요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저렴함
Ÿ 섬유조직이 세밀
하여 견고하고 품
질이 우수함
Ÿ 강도가 높고 내구
성이 우수함
Ÿ 타 가죽에 비해
결점이 많음
Ÿ 무게감이 있음

지갑, 가방,
구두갑피, 구
두밑창, 의류,
장갑, 벨트
등

ox hide

bull hide
Ÿ 생후 3년 이상의 번식
가능한 수소 가죽
Ÿ 모공이 크고 두껍고 질김

구두밑창, 공
업용 벨트 등

cow hide
Ÿ 생후 2년 이상의 암소
가죽
Ÿ 두껍고 질김

지갑, 가방,
의류, 장갑,
벨트 등

중
우
피

kip skin

Ÿ 생후 6개월~2년 정도의
소가죽
Ÿ Calf skin보다 다소 두껍
고 질김

고급 지갑,
가방, 구두갑
피, 의류, 장
갑 등

소
우
피

calf skin

Ÿ 생후 3~6개월 이내의
송아지 가죽
Ÿ 은면이 섬세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최고급품

양
피

lamb skin
Ÿ 생후 1년 미만의 양가죽
Ÿ 가장 부드러움

Ÿ 얇고 부드러움
Ÿ 섬유질이 가늘고
밀도가 낮아 비교
적 강도가 약하고
내구성이 떨어짐
Ÿ 유연성, 신축성이
좋음

구두내피, 갑
피, 장갑, 의
류 등

sheep skin

Ÿ 생후 1년 이상의 양가죽

산
양
피

kid Ÿ 생후 1년 미만 염소가죽 Ÿ 조직 자체가 치밀
Ÿ 탄력성과 신축성
Ÿ 몸체가 작아 평균
평수가 작음
Ÿ 은면의 모양이 독
특함

고급 구두,
가방, 장갑
등

goat

Ÿ 생후 1년 이상 염소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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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피의 종류 따른 구분10)

10) 나무위키(https://namu.wiki/)에서 ‘가죽’ 검색, 한양대 의류학과, 「의복재료

2 : 피혁과 모피」, 한양대학교, 2015

돈
피

pig skin

Ÿ 모공 세개가 모여 있는 독특한 은면
Ÿ 마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함
Ÿ 비교적 가격이 저렴함
Ÿ 우피보다는 품질이 떨어짐
Ÿ 부위별 조직 및 색상 차이가 심하며 무거움

가방, 가방안
감, 벨트, 구
두내피 등

마
피

horse skin

Ÿ 우피에 비해 얇고 섬유질이 부드러움
Ÿ 조직이 거칠고 은면이 마찰에 다소 약함
Ÿ 엉덩이 부분(cordovan)은 두껍고 조직이 치밀
하여 내구성이 좋고 탄성이 풍부, 매우 고가

구두, 벨트,
장갑 등

파
충
류

악
어

crocodile

Ÿ 나일강,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산
Ÿ 각질이 두껍고 광택과 검
은 얼룩무늬

Ÿ 질기고 내구성이
우수함
Ÿ 독특한 표면 무늬
Ÿ 희소가치가 있음

고급 지갑,
고급 가방,
구두갑피, 시
계줄, 특수
세공품 등

alligator
Ÿ 미국산
Ÿ 불규칙한 방형과 장방형,
원형무늬의 은면이 특징

뱀 snake
Ÿ 코브라, 구렁이,
비단뱀 등
Ÿ 비늘의 내구성은 약함

도
마
뱀

lizard
Ÿ 돌기가 있는 독특한 은면

기
타

타
조

ostrich
Ÿ 모공이 둥글고 뾰족하게 그대로 나타남
Ÿ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음

고급 지갑,
가방, 구두갑
피, 벨트 등

가
오
리

stingray

Ÿ 희귀성과 함께 표면이 특이함
Ÿ 물에 강함
Ÿ 어류 중 장어, 연어, 상어의 가죽도 이용됨

지갑, 가방,
구두갑피, 벨
트, 시계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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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calf skin 〔도판 4〕lamb skin

〔도판 5〕goat skin 〔도판 6〕pig skin

〔도판 7〕horse skin 〔도판 8〕crocodile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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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snake leather 〔도판 10〕lizard leather

〔도판 11〕ostrich leather 〔도판 12〕stingray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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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가공 방법에 따른 가죽의 종류

가공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죽으로 나누게 되며, 종류마다 독특한 특성

을 지니고 사용 목적도 다르게 된다. 가죽의 두께 단위는 mm로 표시하며, 크기

의 단위는 ds(deci)로, 1ds는 10 x 10cm 이다. 가공 방법과 그에 따르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11)

11) https://m.blog.naver.com/duksoo51/90105142477 내용 참조.

구분 특징

nappa

• 가장 일반적인 가공법

• 모든 종류의 가죽 원단에 사용되는 고유 호칭이며, 원피 중에서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가죽의 가장 윗부분인 은면을
부드럽고 광택이 있게 코팅 처리한 가죽

• 전체 가죽 중 70% 이상을 차지하며 양피, 우피, 돈피 등 모든 피혁에
가공이 가능하고, 모든 종류의 가죽 중 가장 질김

• 원피의 내구성이 좋아 실용적이며 오염이 잘 묻지 않으며 수분이
쉽게 스며들지 않는 것이 특징

• 원피가 부드럽지 못해 섬세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suede

• 흔히 세무라고 칭함
• 가죽(어린 양이나 송아지)에 털이 있던 뒷면을 가공한 가죽으로
양피, 돈피, 염소피 등에 주로 가공하며, nappa 다음으로 많이 사용됨.

•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기모시켜 잔털이 있는 감촉을 줌
• 광택이 없고 따뜻한 촉감을 지니며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으면
생기는 초크마크가 나타남

• 원단이 가볍고 감촉이 좋은 것이 장점
• 비와 눈을 비롯하여 수분에 의해 얼룩이 생기고 쉽게 오염되므로
관리가 어렵고 착용 시 기모잔털이 묻어나고 이음새 부분에 색상
차이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오염은 고무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음

• nappa에 비해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주므로 실루엣 표현에 적합함

nubuck

• 가죽에 털이 있던 표면을 제거한 후 그 면을 아주 고운 샌드
페이퍼로 문질러 기모를 일으킨 것으로 기모 상태는 suede보다 고우며
nappa와 suede의 중간 형태로 고르게 가공한 가죽

• 최상급의 원피를 사용하여 가죽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고가로
양피, 우피 등으로 주로 생산함

• 가죽이 부드럽고 감촉이 좋지만 수분에 약하고 쉽게 오염되는 것이
단점이나, 최근에는 방수, 발수 가공 처리하여 수분 흡수를 방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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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가공 방법에 따른 구분12)

12) 나무위키(https://namu.wiki/)에서 ‘가죽’ 검색, 한양대 의류학과, 「의복재료

2 : 피혁과 모피」, 한양대학교, 2015

split

• 가죽의 두 번째 층을 가공한 것이며, nappa나 suede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 원단이 약하고 오염이 잘 되는 것이 단점이며, 특히 pig split은
모공이 원단에 그대로 있어 국내에서는 일부 중저가에서만 기획됨

double face

• 생후 6개월~1년 정도 된 스페인의 entrofino 양과 호주의 merino
양의 털가죽으로 털을 12~18mm로 커팅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 가죽 안쪽을 기모를 내고 염색을 하여 겉면으로 만들고, 털이 달린
부분을 깎는 처리 과정을 거쳐 얇고 부드러우며 보온성이 뛰어나나
세탁이 어려움

• 6개월 미만의 어린 양을 사용하는 토스카나는 가죽 표면을 nappa나
suede로 가공하지만 무스탕처럼 털을 깎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가공하므로 털 길이가 무스탕보다는 길고 착용감이 좋음

embossed

• 은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 형틀에 눌러 가공한 가죽으로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며, 패션업계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됨

• 타조 가죽, 악어 가죽 등 고가 가죽의 문양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 대개 B등급 이하의 원피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됨
• 기법은 각인법(stamping), 조각법(carving), 부조법(relief) 등이 있음

printed
• Embossed 가죽처럼 원하는 대로 프린트 가공하여 패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됨

• 주로 돈피의 nappa나 suede에 가공하여 중, 저가품 생산에 사용

mallboro
• 가죽 표면을 깎아 기모를 낸 후 오일처리를 하여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가죽

• 부드럽고 가벼워 착용감이 우수하나 오염이 잘되고 세탁이 어려움

aniline

Ÿ  가죽에 염색만 하고 코팅처리를 하지 않은 가죽으로 최고급 가죽을
사용하며, 천연 가죽의 느낌이 도드라지며 근육, 혈관 등이 보임
Ÿ  별도의 코팅이 없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으나 내구성, 내습성이
떨어지고 오염에 취약함

• 아닐린염료로 은면을 투명하게 만든 것으로 안료로 도장된 가죽과는
분류됨

etc.

• 기능성을 살린 방수(waterproof) 가죽

• 세탁 가능 소재인 워셔블(washable) 가죽
• 표면에 광택을 부여한 에나멜(enamel) 코팅 가죽

• 표면에 락카를 분무하여 진주와 같은 반짝임을 응용한
펄라이즈드 (pearlized, metallic) 가죽

• 천연 가죽 뒷면에 lycra소재를 접착하여 원단의 늘어남을 강조한
스트레치(stretch) 가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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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nappa 〔도판 14〕suede

〔도판 15〕split 〔도판 16〕embossed leather

〔도판 17〕printed leather 〔도판 18〕mallboro



- 16 -

〔도판 19〕aniline 〔도판 20〕metallic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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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죽의 이용 사례

앞서 언급한대로 가죽은 지속적으로 가공법이 발전하면서 신발, 의류,

액세서리, 가구, 공업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식주 소재의 하나로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중한 소재이다. 이용가치가 높은 주목되는

소재로서 실생활에서 가죽을 사용한 사물은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어 친

숙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내구성과 특유의 촉감, 냄새, 질감 등으로 대체

불가능한 소재이다. 이는 18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

되면서 무두질법의 체계적 발전 등으로 근대 가죽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

다. 19세기에 이르러 현존하는 레더 하우스의 사업이 확장되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에르메스(Hermès)와 이탈리아의 폴트로나

프라우(Poltrona Frau) 를 들 수 있다.

에르메스는 1837년 마구용품과 안장을 만드는 공방에서 출발했다. 이

후 마차의 역할을 자동차가 대체하면서 가방과 지갑 같은 가죽제품을 중

심으로 부티크를 열며 사업을 전환했지만, 대량생산과 조립 라인, 기계화

를 거부하며 소규모의 작업장에서 장인제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13)

대부분의 품목이 처음부터 완성단계까지 한사람의 손에 거쳐 제작되며

이것은 곧 제품의 품질과 독창성으로 이어진다.

13) https://www.hermes.com/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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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판 21〕Ateliers Hermes, Pantin, France, © LUCIE & SIMON, Herme ̀s
(우)〔도판 22〕Ateliers Hermes, Pantin, France, © Je ́ro ̂me GALLAND, Herme ̀s

2008년부터 에르메스 재단은 에밀 에르메스 상(Emile Hermès Prize,

French; Prix Émile Hermès)를 개최14)하는 등 창조 및 장인 활동을 후

원하고 지원하려는 그룹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전통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며, 이를 반영한 문화 활동에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다.

〔도판 23〕현재 에르메스에서 판매하는 안장, Hermes Vivace Jumping Saddle

14)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에서 ‘Hermès’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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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100점 이상의 주얼리를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캐비닛,
‘Curiosite a Bij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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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트로나 프라우(Poltrona Frau)는 이탈리아의 로렌조 프라우(Renzo

Frau) 가 1912 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의 가죽으로 가구를 제작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1926년 왕실 가구 업체로 등록되며 그 명예가 높아졌

으며 철저하게 품질 표준을 지키며 현재까지도 회사 제품의 95 %가 손

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 제조 실력을 인정받아 페라리(Ferrari), 부가티

(Bugatti Veyron), 벤츠(Mercedes-Benz), 마세라티 (Maserati) 등 고가

자동차와 비행기, 요트 등의 인테리어에도 사용되고 있다. 폴트로나 프라

우는 가죽의 상태, 빛과 온도 변화에 따른 내구성을 직접 실험하고 이를

통과한 가죽을 21 단계의 가죽 무두질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제품을 생

산하는 데에 사용한다.

〔도판 25〕수작업으로 생산 중인 폴트로나 프라우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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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지오 폰티(Gio Ponti)가 디자인한 데자(Dezza) 안락 의자, 1948

폴트로나 프라우는 전통적인 가구뿐만 아니라 패션브랜드 알렉산더 왕

(Alexander Wang)과 가구 협업을 비롯하여,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Gehry)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 구겐하임

박물관(Guggenheim Bilbao Museum) 프로젝트 등에도 참여하였다. 전통

을 존중함과 동시에 모던한 현대 감각도 중시하여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제품에 대한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며 가구를 예술로서 승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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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성 무두질 가죽의 특성

2-1. 가죽의 가공15)

가죽은 생피를 그대로 사용하면 물을 흡수하여 무겁고 부패하기 쉽다.

반면에 건조시켜 사용하면 가볍고 부패하지는 않으나 딱딱해지기 쉬우므

로 무두질 공정(tanning)이 필요하다. 이 과정으로 수분을 막아 부패를

방지하고 부드럽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가공해낸다. 무두질은 가죽 제

품의 재료인 가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공 과정 중 하나로

서, 가죽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16)

원피란 동물을 박피하여 얻은 생피를 제혁공장에서 가공할 때까지 부

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염장처리 또는 건조시킨 상태의 껍질(皮)이다. 원

피를 세척 후 불필요한 젤라틴을 비롯한 단백질 성분, 지방, 혈액, 수분

등을 제거함과 동시에 조직을 느슨하게 하고 방충성, 방부성, 유연성, 내

구성 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무두질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는 식물성 무두법(vegetable

tanning)과 크롬 무두법(chrome tanning)이 있다. 식물성 무두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튼튼한 가죽을 만드는데 적합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열성이 다소 약한 단점이 있다. 크롬 무두법은 19세기 말 경

개발되었고 얇은 가죽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방법으로 화학 성분을 이용

하며 가죽에 따라 최소 수 시간, 최대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단

시간 만에 가공이 가능하고 내열성이 좋으나, 습기에 의해 성질의 변화

가 쉬워 기계 생산과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개발된 기법이다.17)

15) p.13의 ‘1-2-3. 가공 방법에 따른 가죽의 종류’의 ‘가공’과는 의미가 다르다.

p.13의 ‘가공’은 후가공에 의한 표면처리를 의미하며, p.22의 ‘가공’은 생피를 재

료로써 사용 가능한 가죽으로 처리하는 무두질 공정을 의미한다.
16)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에서 ‘피혁’ 검색.
17) Valerie Michael, 『The leatherworking handbook: A Practical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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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식물성 무두법과 크롬 무두법의 특징

〔도판 27〕vegetable tanned leather

〔도판 28〕chrome tanned leather

Sourcebook of Techniques and Projects』, Cassell Illustrated, 2006, p11.

구분 특징

식물성
무두법

• 천연의 식물의 수액에서 추출한 천연제인 탄닌을 이용한 제법
• 오크, 체스트넛 등을 주로 사용하고 주로 황갈색을 띔
• 가공기간이 오래 걸리나 자연스러운 색상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할수록 연해지는 성질을 가짐

• 건조가 빠르고 흡수성이 뛰어나 염료의 착색이 쉬움

크롬
무두법

• 합성제(황산 크롬, 중크롬산 나트륨, 칼륨 소금, 크롬염 등)을 이용한
화학적 제법

• 대량 생산 제품에 적합함
• 광택이 있고 유연성, 신축성이 우수하며 마찰에 강하고 내구성,
내수성이 있음

• 물을 흡수하면 건조가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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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물성 무두질(vegetable tanning)

식물성 무두질, 또는 탄닌 가공이라 칭하는 이 가공법은 나무껍질, 나

뭇잎, 과일열매 등 식물성 섬유로부터 추출하는 물질인 탄닌을 사용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크롬 무두질

과는 달리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며 가공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약

30일 소요). 하지만 식물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친환경적이며 크롬 무두

법의 문제점 중 하나인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죽의 손상도 덜하여 가죽의 무늬가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 시

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죽 제품들은 거의 대량 생산을 위해 크롬

무두질로 만들어진다. 식물성 무두질 가공법으로 얻어진 가죽은 그 가치

를 인정받으며, 이탈리아산 가죽 제품들이 대부분 고가인 이유 중 하나

이기도 하다. 일부 식물성 무두질을 한 가죽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이탈

리아 베지터블 태닝 가죽협회에 소속된 가죽 인증서가 함께 포함되기도

한다.

식물성 무두질 가죽이 타 가죽에 대해 갖는 상대적 특징은, 가능한 최

소한의 에너지와 화학 약품을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과 기술, 노

동력을 들여 채워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생산자의 반상업적 신념이며 자

연 환경과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상업

적인 논리의 크롬 무두법이 인본적이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

기 때문에 대두된 것이다. 식물성 무두질 가죽은 오랜 시간 천천히 생산

되며 최소한의 인위적 가공만을 하여 필요 없는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

지 않는다. 플라스틱 마감이나 중금속 도료 등이 사용되지 않아 자연스

럽게 생분해되며, 최소한의 환경 부담만을 남긴다. 시간과 노동력이 상대

적으로 많이 소요되어 고가이지만 그만큼 제작자도 신중하게 제작하고

소비도 신중해진다.18)

18) 가죽공방 헤비츠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milehevitz)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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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무두질의 과정>19)

1. 육류 시장의 부산물로 나온 소, 말, 양, 염소 등의 가공하지 않은 생피는 박

테리아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염장처리와 건조처리 후 가죽 공장으로 보내

진다. 일반적으로 10도 정도의 저온 창고에서 염장법으로 저장된다. 염장법

에는 건식과 습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보통은 습식을 많이 사용 한다

2. 가공하지 않은 가죽에 부착되어 있는 오물과 염장을 한 소금물을 제거하고

상온(15~20)의 물에 약 24시간 정도 담가 둔다.

3. 석회에 담가서 가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 후 털과 불필요한 단백질 등을 제

거한다.

4. 가죽의 용도에 따라 선별하고, 가죽을 편평하게 고른 후 가죽에 남아 있는

석회 성분을 중화 시킨다.

5. 원활한 탄닌 흡수를 위해 원피를 산성처리 한다.

6. 커다란 나무 원통에 원피를 넣고 천천히 돌려준다. 이 과정을 통해 탄닌이

생가죽의 조직에 스며들어 단단하고 질긴 재료로 변화된다.

7. 탄닌을 주입하면서 점차 고속으로 통을 회전시킨다.

8. 탄닌 주입과정을 반복한다. 원피는 무두질이 되어 점차 옅은 갈색이 된다.

19) http://www.hermannoakleather.com/resources-and-events/tanning-process

참조.

〔도판 29〕tannic acid 〔도판 30〕판매용
분말형 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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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력을 가해 가죽이 흡수하고 있는 물기를 제거한다.

10. 천연 지방을 이용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든다.

11. 천천히 바람에 말려 가죽이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한다.

12. 건조되어 단단해진 가죽을 35% 정도의 수분이 포함된 톱밥에 단시간에

침수시켜 알맞은 습도를 갖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

13. 가죽의 주름을 펴거나 윤기를 내기 위하여 다리미질하고, 엠보싱 처리를

한다.

14. 가죽의 강함, 빛깔, 마무리 등의 검수를 한다.

15. 가죽의 면적을 소수점 이하까지 계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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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성형 기법

식물성 무두법을 통해 얻은 가죽은 크롬 무두법의 것과 달리 물을

이용한 성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물성형 기법 (boiled leather,

french; cuir bouilli)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중세시대부터 단단하고

질긴 가죽의 특성을 이용하여 갑옷이나 안장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책을 보관하는 상자 혹은 휴대용 보관함 등으로

사용되었다.20)

〔도판 31〕상자(box), leather (cuir bouilli), painted interior, 40*120*74(mm),
Italy, late 15th century

〔도판 32〕휴대용 유물함(portable reliquary case), leather (cuir bouilli), boiled
and tooled, traces of gilding, 80*33*20(mm), France, c. 1400

20)www.jeanturner.co.uk/static-content/tutorials/CuirBouilliTechnique.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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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 기법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가죽은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콜라겐이라는 친수성 섬유상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가죽이 다량의

수분에 노출되게 되면, 가죽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 다발 사이로

물 분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후 건조 상태로 전환하게 되면 섬유 사이에

결합된 물 분자는 서서히 빠져나가고 섬유 간 결착이 이루어진다. 두 세

가닥의 섬유 가닥이 서로 붙게 되면 재수화 현상-물을 다시 흡수하려는

성질-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가죽은 건조될 경우 그 결착력이

매우 강하여 외부로부터 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져서 증발 현상이 진행되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딱딱한

형태의 섬유상 다발로 분류되는 것이다.21) 이러한 성질을 역이용하여

수분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가죽을 성형하는 기법이 물성형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오직 식물성 무두질된 가죽으로만 가능하며 물의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그 강도와 수축률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죽의 두께와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50도의 물을

이용한다. 건조되어 있는 가죽을 적정 온도에 약 20~120초 충분히 적시

면 가죽 내 기포가 올라오면서 가죽 내부까지 물이 침투하게 되어, 가죽

이 부드러워지고 잡아당기면 잘 늘어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성형 틀에 감아두거나 고정을 한 후 건조시키면 그 형상 그대

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성형이 된다. 성형되어 만들어진 형태는 추후 습

기에 노출되어도 원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어 쉽게 틀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기법은 가죽을 강화하고 성형하기 위함이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작자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천연 재료

인 가죽 조직의 치밀성과 두께, 원피의 종류, 원산지 등이 각기 다르고,

물의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 등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실험

이 필요하다.

21) https://lill.tistory.com/97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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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형 기법 과정>

1. 원하는 형태로 가죽을 재단하고 필요에 따라 재봉 단계까지 마친다.

2. 일반적으로 50도의 물을 이용하나, 수축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온도의

물을 준비한다. 단, 기준치보다 온도가 낮을수록 가죽의 연성은 낮아지고,

높을수록 가죽이 수축된다.

3. 가죽을 물에 넣고, 가죽 내 기포가 모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시간은 약 20-120초 정도가 적당하다.

4. 기포가 모두 올라오고 가죽 내부까지 물이 침투하여 색이 고르게 진해지면

가죽을 꺼내고 물기를 적당히 닦아낸다.

5. 준비해 둔 성형 틀에 원하는 대로 감거나, 누르거나, 고정시킨다.

6. 적시기 전의 가죽 색이 될 때까지 하루 이상 건조시킨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7. 성형 틀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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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성형 기법을 이용한 작품 사례

물성형 기법을 현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가로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디자이너 사이먼 하산(Simon Hasan, 1973~)을 들 수 있다. 약 500년 가

량의 전통적인 물성형 기법(cuir bouilli)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구, 제품

등을 제작하고 있다.

〔도판 33〕Simon Hasan, <Twist Side Table>, boiled leather, wood fram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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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Simon Hasan, <Vase Family: 1st Generation>, leather, PU resin,
acrylic car paint, 2008

Tjiang Supertini의 조명에 사용된 가죽도 cuir bouilli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 구조가 있지만 외형의 가죽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기

법으로 제작하였다.

〔도판 35〕Tjiang Supertini, <Ákob Leather Lamp>, leath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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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제작을 위한 가죽의 특성 연구

물성형 기법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천연 재료인 가죽을 이용하여 제작

함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물 온도와 시간에 따른 실험을 통하

여 가죽의 연성과 수축률, 강도 등을 수치화하고, 이 성질을 토대로 성형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실험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형 후

밀랍을 이용하여 성형된 가죽의 마감처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1. 물 온도와 시간에 따른 연구

가죽은 천연 재료인 만큼 외부의 자극에 의해 그 변화가 매우 민감하

게 일어난다. 따라서 성형 시 물의 온도와 시간은 가죽의 강도와 수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동일한 두께와 길이의 가죽을 이용하여 각 조건에

대입하여 수축률, 강도, 색상을 확인해보았다.

(실험 가죽 : 동일한 두께(약 3mm)의 식물성 무두질 가죽)

〔표 5〕물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가죽의 변화

구분
수축

(기존 크기
;100 대비)

강도

(1;약함/10;강함)

색상

(1;동일/10;짙음)

연성

(1;동일/10;늘어남)

물 10°c /
30초

98 (수축률 2%) 1 2 1

물 10°c /
60초

95 (수축률 5%) 1 2 2

물 50°c /
30초

90 (수축률 10%) 4 5 5

물 50°c /
60초

85 (수축률 15%) 5 5 6

물 100°c /
30초

70 (수축률 30%) 8 9 1

물 100°c /
60초

60 (수축률 40%) 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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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물의 온도와 시간에 따라 변형된 가죽 시편

위의 결과에 따르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수축률과 강도가 현격하게

높아졌으며 색상 또한 짙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c의 물에 담근

가죽은 수축률이 높지만 수축이 된 만큼 그 강도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정도로 매우 강해졌으며, 완전 건조 후 형태 변화가 전혀 없었다. 반면

10°c의 물에 담근 가죽은 수축률이 거의 없고 완전 건조 후에도 유연한

가죽의 원형으로 거의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성형 방법에 따른 실험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 성형 틀에 적합한 물의 온도 및 시간을 적용하

여 다양한 형태로 성형해 보고자 한다. 가죽의 수축과 강도를 이용한 형

태 성형과 연성을 이용한 형태 성형을 실험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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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수축, 강도에 따른 성형

<표5>의 결과를 토대로 물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수축률과 강도를 이

용한 실험이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지속될수록 가죽의 수축률

이 높고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성형 틀에 의한 성형을 실험해보고자 한

다. 그 과정은 <물성형 기법 과정>과 동일하며 물의 온도를 50°c로 하

여 진행하였다.

가죽을 물에 넣어 충분히 수분을 흡수시킨 뒤 사각 나무 몰드를 이용

하여 고정시킨 후 그대로 건조 과정을 거쳤다. 이후 건조된 가죽은 나무

를 제거한 후에도 사각 형태로 유지되며 내부에 나무가 없었던 가죽의

상부는 자연스럽게 수축에 의해 주름지게 성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도판 37〕수축, 강도에 따른 성형 틀에 의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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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성에 따른 성형

<표5>의 결과를 토대로 물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가죽의 연성을 이

용한 실험이다. 물의 온도가 50°c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근 가죽의 연성

이 가장 좋았으며 그 이하, 그 이상일수록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듦에 따

라 원형 몰드를 이용하여 성형을 실험해 보고자 한다. 원형으로 뚫린 틀

에 가죽을 얹고 금속 베어링을 올려 무게에 의하여 늘어날 수 있도록 준

비하였다. 연성을 이용한 실험 과정은 <물성형 기법 과정>과 동일하며

물의 온도를 50°c로 하여 진행하였다.

〔도판 38〕연성에 따른 몰드에 의한 성형

위 사진의 결과물대로 원형의 몰드에 의해 가죽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

되었고 원형을 그대로 절단한 후에도 그 형태가 유지되었다. 기준치

50°c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가죽이 수축하여 건조 후 강도가 높아지고 변

형은 없었으나 성형된 반구 형태는 위 사진보다 완만한 형태를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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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밀랍을 이용한 마감처리

물성형 기법을 거친 가죽은 물에 담그기 전보다 표면이 다소 거칠어진

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거친 정도가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고온의 물

에 의해 조직의 간격이 수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성형

후 가죽을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 사용에 의한 기모 현상과 마모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마감 처리를 위하여 자연 소재인 밀랍(bees wax)으로 밀

랍의 양에 따른 가죽의 흡수 정도와 표면 상태를 실험해 보고자 한다.

천연 소재인 밀랍은 가죽의 마감 코팅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

다. 이는 사용에 의한 가죽의 기모 현상이나 마모 현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가죽에 바르는 양에 따라 가죽의 강도를 높여주기도 하며 색상

을 선명하게 바꿀 수 있고 오염이나 이염을 방지하고 생활 방수의 기능

도 한다. 특히 위 실험에 사용하는 식물성 무두질 가죽은 생활 스크래치

와 방수에 취약한 가죽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위해서 밀랍 코팅이 불

가피하다.

<밀랍 코팅 과정>

1. 성형이 완성된 가죽을 필요에 따라 바느질 과정까지 마친다.

2. 밀랍을 중탕한다. (바로 끓이게 되면 냄비 표면에 묻은 밀랍이 검게

그을리면서 녹은 밀랍과 섞여 오염되므로 반드시 중탕한다.)

3. 열풍기의 온도를 약 100°c로 맞추고 완성된 가죽을 전체적으로 가열

한다.

4. 붓을 이용하여 중탕한 밀랍을 가죽 표면에 전체적으로 발라준다.

5. 3, 4번 과정을 원하는 강도와 색상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표면의 밀랍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적당

량을 바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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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9〕밀랍의 양에 따른 색상 차이

열에 의한 밀랍의 흡수과정을 통하여 색상의 차이뿐 아니라 강도 차이

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온의 물성형 과정을 거친 가죽은 이미 기

존의 가죽보다 강도가 높아져 있으나 밀랍을 흡수시킨 후에는 그 강도가

이전보다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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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작품 설명

작품 연구는 식물성 무두질 가죽의 특성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작

품 제작을 위한 가죽은 내피가죽(스플릿;split leather : 가죽의 은면을 제

거한 나머지 상가죽)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식물성 무두질 가죽을 이용

한 제품 제작 시 피할 과정을 거치고 남은 ‘버리는 가죽’ 즉,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가죽 후면이다. 기성품을 위한 가죽은 필요에 따라 0.7~3mm

정도로 얇게 켜게 되는데 이 과정을 가죽 피할이라고 한다. 피할 후 남

은 가죽은 표면의 광택이 없고 섬유질이 일어나 기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버려지거나 보강재로 사

용되나, 연구자가 진행할 작품 기법에 적용 시 고유의 텍스쳐가 발생하

여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작품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원가 절감

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식물성 무두질 가죽을 이

용하는 것보다 1/10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특유의 색감과 표면의

텍스쳐를 얻으면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작품은 금속 구조의 형태의 변형과 가죽의 재단 및 성형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가죽과 금속을 이용한 볼, 트레이 등 실생활에서 사용 가

능한 기물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금속 형태에 따라 가죽의 성형 방법

을 달리 적용하였다.

앞선 재료 연구를 토대로 피할 가죽의 열에 의한 수축성과 연성을 이

용하여 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기본 형태의 틀이 되는 금속 구조 상하

부를 판금 성형, 재단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고 그 위에 재단하여 바느질

한 가죽을 입혀 수축시키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다. 금속 구조의 형태에

따라 가죽을 재단 후 바느질하고 98°c 가량의 물을 부분적으로 부어 수

축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상하부의 형태에 따라 일체형, 분리형으

로 제작 방법을 확장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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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연구는 기본 제작법인 수축률을 이용한 작업에서 확장하여, 나

무 블럭을 이용한 분리형 작업, 가죽 조각을 연결 후 연성을 이용한 기

물 제작, 금속 선재를 이용한 작업, 가죽의 두께와 강도를 이용한 조립식

작업 등 제작 방식에서 변화를 주며, 그에 적합하게 볼 형태의 기물을

비롯하여 트레이, 손잡이, 조명 등 작품의 범주를 넓히는 시도를 하였다.

1. 기본형 기물 - rBowl series

본 연구에서 가장 기본형이 되는 피할 가죽면의 성질을 이용한 기물제

작은 가죽이 가진 고유의 특성인 수축성과 연성을 적극 이용한 기법이

다. 앞서 연구에서 밝힌 대로 가죽 면은 뜨거운 물(약100°c)과 접촉하였

을 때 조직이 수축하며 강도가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주름진 형태의 가죽재의 측면을 제작하였다.

상부의 주 역할을 하는 금속 볼 형태는 판금 작업을 통해 성형하고 가

죽 면과 맞닿을 수 있는 전 또한 망치 성형을 통해 제작 후 볼 형태의

금속에 맞닿도록 끼워 넣는다. 이때 전과 볼은 주석22)을 이용하여 땜을

하는데, 이는 땜 작업 시 가열했을 때 금속이 변형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은땜과 비교했을 때 주석땜은 내구성이 떨어지지

만, 본체의 구조를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조립 구조를 만들어 서로

힘을 분산시켜 외부 충격에 의해 깨지지 않도록 완성품의 내구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상하부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둘레를 측정하여 전체 둘레보다 크기

에 따라 5~10mm 가량 작게, 높이는 예상하는 결과물보다 약 50mm 크

게 재단한다. 수축을 위해 뜨거운 물과 접촉시키는 과정 이전에 40°c의

물에 넣어 내부의 기포를 빼주는 과정23)에서 가죽의 연성이 생기기 때

22) 주석의 녹는점은 231.93°c이다. 70% 은땜의 융점이 743°c이므로 땜 작업 시

금속이 상대적으로 열을 적게 받아 금속판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플

럭스는 염화아연을 이용하며, 물과 염화아연 비율은 10:1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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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때, 금속 부분과 유격 없이 끼워 넣어야 추후 수축과 건조 과정

에서도 오차로 인한 틈새가 없이 금속부분과 잘 맞닿게 된다. 다만 가죽

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죽 부위마다 두께와 조직의 치밀

도가 다르므로 재단 크기를 절대적인 수치화하는 것은 어렵다.

재단한 가죽은 바느질하여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미리 제작된 상하부

금속을 끼운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수축시킨 후 그대로 건조시킨다. 24

시간 이상 완전히 건조된 가죽은 주름진 상태 그대로 굳어져 형태가 유

지되지만 외부 수분에 의한 얼룩이나 변형이 될 수 있으므로 밀랍을 전

체적으로 흡수시켜 코팅한다. 밀랍이 흡수된 가죽은 표면의 강도가 높아

져 생활 방수가 가능하며 사용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스크래치

도 방지해준다. 마지막으로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가죽과 상하부의 금

속을 접착하여 마무리하였다.

23) 모든 기포를 빼주면서 가죽 전체에 물을 충분히 흡수시켜줘야 가죽 면의

색상이 균일해진다. 같은 부위의 가죽이더라도 두께가 각기 달라 물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가죽을 충분한 시간동안 담가둔다.



- 41 -

[작품 1] rBowl A / cowhide(split leather), brass / 300*300*80(mm)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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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rBowl C / cowhide(split leather), nickel silver / 300*300*140(m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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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형의 변형 - nBowl, oBowl, pVase, pTray,

pCandle series

앞선 작품 제작을 기본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 원형을 변형시켜 전

체적인 외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위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상부

금속을 망치 성형을 통해 볼 형태를 만들고 양쪽을 절단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형태를 타원형으로 변형시켰다. 변형된 상하부의 금속에 맞게 가

죽을 입체 패턴으로 재단하여 바느질을 하였으며, 이후의 과정은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44 -

[작품 3] nBowl / cowhide(split leather),brass / 500*210*17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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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oBowl A / cowhide(split leather), brass / 320*260*150(m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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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oBowl B series / cowhide(split leather), nickel silver / 180*120*80, 240*150*11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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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작업에서는 상부의 금속을 망치로 성형하여 제작했지만 본 연

구에서는 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pVase와 pCandle의 경우, 상부의 금속은 파이프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상단 부분를 만들고 기능을 위한 형태 제작을 위해 부분적으로 땜하여

형태를 만들었다. 실린더 형태로 가죽을 재단 및 바느질 작업을 거쳐 상

하부의 가죽을 끼워 넣고 성형을 하였다. pTray는 파이프를 길이로 절

단하여 양쪽을 땜하여 상부를 제작했다.

이전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상하부의 금속 사이는 연결되어있지 않으며

가죽의 강도로 상부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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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pVase series / cowhide(split leather), brass, copper / 80*80*280, 105*105*380(mm) / 2017

[작품 7] pCandle series 1 / cowhide(split leather), brass / 80*100*120, 100*120*12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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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pTray series / cowhide(split leather), copper / 300*95*90, 230*70*8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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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pCandle series 2 / cowhide(split leather), brass, copper /
80*100*90, 80*100*120, 100*120*90, 100*120*12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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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법의 변형 - rBowl band series

이 작품은 가죽의 자연스러운 주름을 나타내는 이전의 작업과는 달리

작품 자체에 가죽 밴드가 둘러진 형태이다. 이전의 작업은 금속의 상하

부 사이에 가죽이 끼워져 만들어지는 형태이므로 가운데에 빈 공간이 형

성되어 상부의 금속이 가죽의 높이와 강도에 의해 띄워져있는 구조이다.

이번 연구 작품은 상부 제작 후 하부 금속을 상부에 맞게 작업하여 끼워

넣어 땜을 하여 빈 공간이 없이 한 몸으로 제작했으며 납작한 그릇 형태

이다. 그리고 하단부에 가죽 조각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여 각 부분을

바느질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시도하였다. 본 작업 시 사용되는 가죽 부

분은 금속의 전체 둘레보다 작게 재단하고, 40°c의 물에 넣어 연성을 높

여 가죽 씌우는 과정을 통해 금속과 가죽이 빈틈없이 맞물릴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금속만으로 비슷한 형태를 구현하는 것이 이전의 작업

보다 수월하지만, 앞서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작 시

생산적 효율성을 높이고 제작의 목적을 실용성과 경제성에 두고자 이와

같이 진행하였다. 제작자의 입장에서 같은 형태의 기물을 제작할 때 적

은 시간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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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rBowl Band / cowhide(split leather), nickel silver / 320*320*50(m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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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rBowl Band series / cowhide(split leather), brass, copper, nickel silver /
110*110*50, 150*150*50, 320*320*50(m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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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리형 기물 1 – rBowl B series_detachable

이전의 작업은 금속과 가죽 부분을 접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했으나,

이번 작품은 실제로 사용되는 금속 부분이 가죽 받침과 분리되어 사용

시 세척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상부의 금속은 망치 성형으로 제작하고 이전의 작업과는 다르게 전을

달지 않고 굽을 달아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도 그릇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단의 가죽 받침은 이전의 연구 작품의 방식대

로 상, 하단에 금속을 덧대어 가죽을 성형하고 금속과 가죽을 접착하여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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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rBowl B series / cowhide(split leather), nickel silver / 200*200*110, 300*300*14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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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형 기물 2- bTray series with wood block

이번 연구 작품은 [작품 12]의 방식대로 분리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되,

가죽을 감싼 나무 블록이 받침의 기능을 하고 그 위에 금속 판재를 끼워

얹은 형태의 트레이이다.

상하부의 금속 형태에 따라 가죽의 형태가 정해졌다면, 이번 연구에서

는 내부에 나무 소재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덧씌우

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상판의 금속은 3mm두께의 금속을 재단하고 타

원 형태의 굽을 땜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하단에 나무 블럭 받침을

끼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나무 받침 부분은 블록을 제작하고 위, 아랫

면에 나사를 고정할 수 있는 암나사를 나무에 박아 고정시키고 수나사로

콜드 조인트하여 금속 상, 하판을 고정시켰다. 금속의 모든 부분이 나사

로 체결되어있어 변색 시 분리하여 쉽게 세척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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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bTray series 1 / cowhide(split leather), brass, birch wood /
250*130*50, 450*130*95(mm) / 2017

[작품 13] bTray series 2 / cowhide(split leather), brass, birch wood /
250*130*50, 450*130*95(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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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재를 이용한 기법 - 손잡이 Handles

이번 작업은 가구 혹은 실내의 창문, 고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손잡

이이며, 선재를 이용한 성형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가죽 내부에 황동봉을 내경에 맞게 반복적으로 말아서 넣은 후, 100°c

의 끓는 물에 넣어 가죽을 최대치로 수축시켜 형태를 성형하였다. 끓는

물에 노출된 가죽은 이전 작품에서 사용된 가죽보다 강도가 강해져 형태

변형이 없으며, 조직이 더욱 치밀해짐에 따라 외부의 충격과 오염에 강

한 소재가 되었다. 또한 이전의 작업과는 달리 가죽 내부에 금속선이 존

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더욱 높아졌다. 가죽과 황동 부분은 모두

조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가죽 성형 방법을 이용하면 다양

한 형태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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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Handle 1 / cowhide(split leather), brass /
150*150*3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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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Handle 2 / cowhide(split leather), brass /
170*55*3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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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Handles / cowhide(split leather), brass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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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ather Lighting series

조명 작업은 이전 연구 작품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작품 17, 18]은

내부 중심에 자작나무가 본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외부에 가죽을 둘러

제작하였다. 이 외 금속 판재, 파이프 등의 모든 부분은 나사로 체결되는

조립 형식으로 제작했다.

〔도판 40〕작업에 사용한 나사

a : 3mm 금속판재

b : 암나사

c : 내경 4mm 파이프

d : 지름 2.5 황동봉

〔도판 41〕기본 결합 방식

[도판 40]은 이번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된 암수 나사이다. 연결할

판재의 간격이 생긴 경우, 암나사만 이용하고 지름 2.5mm의 황동봉 양

쪽에 탭을 내어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기본 결합 방식이자 구조는 [도판

41]과 같다. 판재 간의 간격은 나사 역할을 하는 황동봉의 외부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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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파이프의 길이로 조절하였으며 황동 파이프의 내경과 암나사의 외경

은 모두 4mm로 유격 없이 조립하였다.

〔도판 42〕조립 구조

3mm두께의 금속판은 폴리싱하여 조명의 빛과 함께 더 부각되도록 하

였으며, 그 사이에 동그란 형태의 볼 전구를 노출시켜 단순히 광원이 빛

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적으로 판형의 금속 면과 구형태

의 광원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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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Leather lights_#1
/ cowhide(split leather), brass, birch wood / 500*450*400(mm)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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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Leather lights_#2
/ cowhide(split leather), brass, birch wood / 650*300*450(mm)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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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 lights_#3, #4, #5는 Leather lights_#1, #2와 달리 자작나무를

이용한 본체가 없이 가죽과 금속 판재만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이번 작

업에서 사용된 가죽은 두꺼운 3~4mm 정도의 것으로, 구조에 따라 이중

으로 바느질하여 금속 판재가 가죽 사이에 구조적으로 걸려 있을 수 있

도록 제작하였다.

a : 두 겹의 3~4mm 가죽

b : 두 겹의 가죽을 고정하는 실

c : 1.2mm 금속 판재

〔도판 42〕가죽과 금속의 구조

가죽 자체로만 형태를 유지해야하고 내부가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 3~4mm의 가죽 두 겹을 안팎으로 겹쳐 바느질을 하되 내부의 가죽은

[도판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이에 금속 판재의 두께만큼 간격을 두

어 금속판이 정확하게 끼워질 수 있도록 길이를 재단하고 바느질하였다.

또한 상단부터 하단이 하나의 황동 봉으로 연결되어 있어 [작품 17,

18]보다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의 작업은 본체

의 자작나무를 중심으로 3mm 금속 판재가 교차하여 뻗어나가는 형태로

되어있어 전체적으로 무게가 가중되었지만, [작품 19, 20 ,21]은 나무를

배제하고 가죽의 두께를 이용하여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가볍

고 단순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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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Leather lights_#3 /
cowhide(split leather), brass, nickel silver / 550*180*150(mm)

[작품 19] Leather lights_#3의 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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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Leather lights_#4 /
cowhide(split leather), brass / 180*180*450(mm) / 2019

[작품 21] Leather lights_#5 /
cowhide(split leather), brass, nickel silver / 190*190*400(mm)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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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21] Leather lights_#4, #5의 상세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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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21] Leather lights_#4, #5의 상세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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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금속 기물 제작에 있어 가죽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목적이 많은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작 범위를 확장시키는 면에서 작업의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진행하였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가죽은 금속에 비하여 그 형태 표

현이 용이하지만 가죽의 형태 자체를 성형하여 금속의 기물과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새로운 형식이므로 기법의 연구와 그 작업을 통하여 조형

적인 감성을 높여 보고자 하였다.

가죽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그 특성과 활용 범위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재료로서 응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죽의 특성 중 물

의 온도에 따라 조직의 강도가 높아지는 성질과 수축 혹은 늘어나는 성

질에 주목하여 금속 기물 제작에 있어 새로운 형태 표현을 제시하고자

연구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실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수치화된

결과를 각 작품마다 적용하여, 금속과 가죽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

를 보완하고 기물의 형태를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해보고자 하였다.

금속과 가죽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와 기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원자재

의 원가 절감에 대한 연구, 실제 판매 경험을 통한 소비자의 피드백은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우선 가죽은 고가의 재료

이며 자연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같은 가죽이더라도 부위마다 조직의 치

밀도, 색상, 두께의 차이가 있어서 무한정으로 실험을 하기에 부적합했

다. 하지만 원가가 비교적 낮은 스플릿 가죽-식물성 무두질 가죽의 내피

가죽-을 이용함으로써 제작 원가를 낮출 수 있었고, 다수의 실험이 가능

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특유의 표면 텍스쳐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bTray series와 Leather light series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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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재의 암수나사는 실제 가공 시 개당 비용이 상당히 높지만 가방 및

액세서리에 사용되는 부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원가 조정이 가능했다. 부

자재는 직접 제작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의 공정은 같으나 일반적으로 공

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 차가 발생하고 그 종류가 다양하여

나사를 이용한 조립식 기물을 만드는 것 뿐 만 아니라, 장식 효과를 얻

을 수 있었으며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물 제작의 재료로서 가죽을 이용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 표현과 생

산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법 연구의 방향이 물의 온도를

이용한 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후반부의 작업은

이전의 작업과는 별개로 가죽의 두께와 구조를 이용한 조립 방식으로 진

행되었는데 이전의 작업과 같은 재료의 사용 외에 상관관계가 다소 부족

했다. 하지만 가죽이라는 재료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 진행되었고, 가

죽과 금속을 함께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작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라고 생각한다. 타 재료인 가죽을 활용한 금속 기물 작품 연구를 바탕으

로 연구 작품에서 보인 기법 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죽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죽 외에도 타 재료의 활

용에 있어 단순히 부분적으로 사용된 장식 효과가 아닌, 새로운 조형성

을 지닌 기물로의 표현 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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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talworks

with Vegetable Tanned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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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hich explores tableware making with metal and

vegetable tanned leather, has been processed to improve practical

functions and productive efficiency. Consumers' interest in natural

materials has increased as lifestyles have changed due to higher

living standards through higher incomes. Leather, a representative

natural material, has a unique luster, texture, and offers various

effects depending on the techniques used; therefore, has been

considered a high-value material. However, it is sensitive to humidity

such as from water and snow; in addition to heat, making many

limitations to using it as a general household item.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forming and finishing technique, it can change

its shape, durability, strength and ductility due to its de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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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herefore, through this research of leather forming and

finishing techniques, the objective i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leather in daily use and actively use leather as tableware making

material.

In order to make works using metal and leather,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eather. The study examined

the types of leather, unique features, and their use cases; moreover,

experimented the various applicability of the material in tableware

making.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was based on vegetable tanned

leather, formed by water and temperature and uses natural materials

such as beeswax without any chemical materials.

In this study various works using leather were explored and the

purpose was to supply to many consumers by expanding the making

scope through increasing the workability of the material. In terms of

material, leather is easier to express its form than metal. However,

the case of forming the leather and using it with metal objects is

relatively new.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objective is to

increase the formative sensitivity and confirm the possibility. As a

natural material, leather has a lot of variables when manufacturing

through forming because of the different densities, thicknesses, types

of hide, and origin.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various results is also very large. Considering that using this material

in relatively smaller than other materials, if the strength, ductility,

and shrinkage rate of leather can be controlled, the properties can be

supplemented for both metal and leather making more possibilities for

tableware making. Furthermore, based on this research, the range of

expression can be expanded through new shapes and object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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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forming techniques of leather.

keywords : vegetable tanned leather, leather forming, tabl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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