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 논문 

 

 

 커스터마이징 시대의  

이형 팔찌 연구 
          -3D 프린팅과 옻칠을 활용하여 

 

 

 

 

 

 

 

 

2019년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팡시아오치 

 



커스터마이징 시대의  
이형 팔찌 연구 

-3D프린팅과 옻칠을 활용하여 
 

지도교수 백경찬 

 

이 논문을 공예․디자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팡시아오치 

 

FANG XIAOQI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 월  

 

위 원 장       한정용              (인) 
     부위원장       서도식              (인) 

위    원       백경찬              (인) 



 i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통적인 옻칠 기법을 활용하여 3D-Printing으로 

다양한 개인 맞춤이 가능한  팔찌를 연구한 논문이다.  

 

빨라진 생활 리듬과 스트레스는 근심과 우울함 등의 쉽게 볼 수 

있는 ‘도시병’을 유발한다.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면서 전통 수공예 

상품보다 공산물 안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와 정신이 많이 사

라져왔다. ‘중국 쑤저우에서, 1000 명 중 2 명이 수공예 종사자이고, 

3000종（種）의  수공예품 안에서 80% 이상의 상품은 현대적인 감

각을	느낄	수	없다. ’1 

 

현대 과학 기술이 확장된 후에 산업 생산은 곳곳에 활발한 광경

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공예가 천천히 쇠퇴해 왔다.	요

즘은 기계 가공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수공예 장인들이 점점 줄

어들고 있다. 연구자는	 전통 옻칠 기법과 현대	 과학 기술을	 어떻

게	하면 잘 결합하고, 전통 공예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형태를  표

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연구자는	과학 기술의 시대 조류를 

따르면서도	 수공예와 현대 과학 기술이 결합한 방식을 통해서	 소

중한 전통 기법, 문화, 정신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량 생산 수요에 반해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에 맞춰 개별 

취향을 고려한 팔찌를 연구하였다.  

 

현대 과학 기술에서, 3D-Printing의 출력 방식 및 재료는 다양하

다. 3D-Printing으로 작품을 자유롭게 상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가

                                                
1	린혜병,「쑤저우	수공예의	전승과	발전」,	2015.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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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3D-Printing을 이용하며, 다양한 팔찌 형

태를 제작한다. FDM, SLS, SLA등 출력 방식은 요즘 볼 수 있는 3D

프린터이다. 그	중에서 금속, 도자, 왁스, 플라스틱 재료(PLA, ABS, 

수지)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왁스, PLA 를 재료로	하

여 샘플을 만들며,  ‘가성비 선행’ 원칙을 갖는 PLA 재료를 최선

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연구 논문에서, 3D-Printing으로 형태 제작 방식을 선택한 후,  

세울 수 있는 이형(異形) 팔찌,  ‘곡선 맞춤’  이형(異形) 팔찌 세

트	등  PLA재료로 팔찌를 제작하며, 그 과정에서 작품 표면 처리 

방식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3D-Printing으로 제작한 장신구에, 전

해	주조, 옻칠 표면 처리 기법을 실험하였다. PLA 성형과 옻칠	기

법을 결합한 방식이 최종（最終）선택되었다. 공예 작품의 상업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는, 수공예 기법과 현대 과학기술의 융합 방식

에 주목하여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팔찌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상품 양산(量產)시대에서 전통 수공예 기법을 창의

적인 표현 방법으로 전달하며, 3D-Printing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옻

칠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옻칠,  PLA, 팔찌, 개인	맞춤, 3D-Printing 

학번: 2016-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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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 	연구 동기 및 목적 

 

이 연구는 옻칠 기법과 3D-Printing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개인화

가 가능한 이형(異形)  팔찌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역대로 전승된 옻칠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다양

한 색깔, 무늬 형태 대한 관심이 본 논문의 동기가 되었다. 

 

요즘은 현대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산업화 시대이며 

CNC, 3D프린터, 선반 등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있

다. 소비자 시대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바

꾸고 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기를 바라며 더불어 

질이 높고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케팅, 광고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FMCG3(Fast Moving Consumer Goods, FM CG, 일용 소비재) 브랜드-

-- Procter & Gamble, Unilever, L’OREAL, Nestle Ag, Pepsico 등 브랜드

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거의 전 영역을 독점한다. 특히 경기가 부

진할 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문에서 다양한 콘셉트

를 제시한다. 그것은 대량 생산 수요를 더욱 촉진시킨다.  

                                                
3 Per Bondeson & Stefan Liss,「Lean Production & Sustainable Supply Chains in 
the Fast Moving Consumer Goods Industry」：FMCG are products that are sold 
quickly at relatively low cost. The FMCG industry can be categorised into three 
major segments: food, beverage, and household. 201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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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생산된 물건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통공예의 수요가 날로 

줄어든다. 전통공예에는 그 지역의 문화, 신앙 등이 많이 담겨있다. 

또한 천연재료를 바탕으로 사람의 솜씨와 지혜를 담아 만든 수공

예품이 주류를 이룬다.4 하지만 대량생산된 물건의 수요는 전통 공

예를 몰락시킬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내지 수천 년 전통

문화, 이데올로기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지금의 상업화 시대에는

FMCG(일용 소비재)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지 않다. 이외에

도, 대량 생산과 마케팅이 과도한 소비를 부추긴다. 지금 세계 경

제는 매우 불균형하고 환경 문제도 심해졌다. 자원 분포의 불균형

과 온실효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

여 현대 기술과 전통 공예를 잘 결합하는 방식을 찾는 것과 자원

을 절약 및 재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게 

되었다. 

 

연구자는 상품 양산(量產)시대에서 현대 과학기술과 전통기법이 

결합한 창의성에 주목하여 개인화가 가능한 이형 팔찌를 연구하였

다. 녹색 경제가 (로 카본 경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공예

작품의 상업화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3D-Printing, 옻칠 기법을 선

택하였다. 팔찌 표면처리 과정에서, 색깔별 색칠로 적층 한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 복잡한 패턴을 묘사한다. 

 

그 외에, 상품 양산 시대에 3D-Printing 기술을 통해서 개인별 주

문 가능한 팔찌를 만들었다.   

 

                                                
4	정혜정,「문화 상품으로서의 전통 공예디자인 활성화 연구」, 2006.8,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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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3D-Printing 기술을 통해서 개인별 주문 가능한 팔찌

를 제작한다. 연구자는 옻칠로 팔찌에 표면처리를 하여 PLA팔찌

에서 다양한 무늬를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대 중 소비시대에서의 소비재를 탐구하였다. 다

음은 대중소비시대의 패스트패션 시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패

션 시장에서 커스터마이징 장신구 소비량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

렸다.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연구자는 3D-Printing을 사용한다. 3D 

프린터로 세울 수 있는 팔찌, 곡선 맞춤형 팔찌, S형 팔찌 등을 디

자인을 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팔찌

를 제작했다. 

 
3D-Printing은 3D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재료를 깎고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기존의 절삭 공법과 대비시켜, 이 기법을 적층 공

법(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도 부른다. 5 3D-Printing 기술은 전통 

기계 생산 대비, 제작 과정에서 재료 낭비가 적고 친환경이라는 

점 등 이점을 가지고 있다. 6     PLA는 재생 가능한 생분해성 물질이

다. 3D-Printing 형태 연구과정에서, 친환경, 재활용 목적을 충족시

키는 PLA( Polylactic Acid)재료를 선택하였다.   

 

                                                
5	미래창조과학부,「13년도 기술영향평가」, 2013 
6 	한별이,「신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문헌 분석」, 학위논문, 
2017.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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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Printing 출력물의 표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

다. 특히 PLA 출력물 표면을 평평하게 메우기 위하며, 먼저 사포

로 표면이 매끄러워질 정도로 문지른다. 그 후에 유기 안료로 도

색하고 사포질을 반복한다. 팔찌가 피부에 접촉할 때 알러지를 유

발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천연 재료로 표면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

의 선택이 되었다. 옻칠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천연 유기 안료들 

중 가장 천연의 재료이며 방수성,  방부성,  절연성도 뛰어나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방 국가에서 오랫동안 옻칠을 활용하였다.  

나는 옻칠을 표면처리 안료로 작업하며,  PLA 출력한 팔찌에 자

유로운 패턴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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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중소비시대에서 이형 팔찌의 재료 선택 

몇 제작 방식 연구  

 
 
1. FMCG시대에서의 현대적인 이형 장신구 

 
 
1.1 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정의와 특징  

 FMCG는 ‘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약어로,  PMCG(Packag

ed Mass Consumption Goods’  라고도 한다. 

 
 

1) FMCG 소비재의 정의 

FMCG를 간단하게 불러 ‘소비재’라고 한다. FMCG는 활성화한 

소비시장에서 빠른 속도의 매출 상품이다. FMCG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품에는 포장 식품, 개인 위생 용품 등이 있다. FMCG 상

품의 절대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판매량이 높아서 상품의 누

적 수익이 높을 수 있다.  

 
 
2) FMCG  소비재의 특징  

소비재는 다른 유형의 소비재와 비교하여 보면 구매 결정과 구

매 프로세스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7  소비재는 충동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며, 즉 즉흥적인 구매 결책이다. 소비재의 구매 결책은 개인 

선호도에 달리고, 소비재의 포장, 광고홍보, 가격, 판매 포인트는 

구매 결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재의 3가지 기본 특징은 

                                                
7 지식백과,「Fasting-moving consume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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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의성: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따라 인근에서 구매한다. 

② 시각화한 소비재: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가 매장 분위기의 영

향을 받는다. 

③ 브랜드 충성도 높지 않음(상표 충성도 8): 소비자의 브랜드 선

택은 변덕스럽다. 

3) FMCG 소비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① 소비재의 회전 주기가 짧다. 

② 시장 진입하는 길이가 짧고 넓다. 

③ 시장이 생동적이다. 오가는 사람의 수가 많고, 품격이 높은 

지역에서 상품 이미지 광고를 설립한다. 매장에서 현장 선보, 

판촉활동 등 진행된다. 

④ 애프터서비스의 중점은 고객의 불만에 신속한 피드백과 효

율적인 처리에 주로 반영된다. 

 

1.2  FMCG시대에서의 패스트 패션 

 
 

  1) FMCG에서의 패션 시장  

  최근 생활용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소모성 제품을 일컫는 말

인 FMCG의 영역이 의류, 현대 장신구(패션 장신구), 음악, 가구

로 확장되고 있다. FMCG시장에서 패스트 패션 9은 자사브랜드전

문어패럴( SPA: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매개체

로 판매한다.  H&M, ZARA, E-land, UINQLO, GAP등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FMCG시장 지배력이 확장되었다. 그 다음은 FMCG

                                                
8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호감	 또는	 애착의	 정도,	
지식백과,	“상표 충성도” 
9패스트 패션은 생산・소매・유통까지 직접 담당하여 유행에 맞는 옷을 
빨리 바꾸어 내놓는 자사브랜드전문어패럴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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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패션 장신구PANDORA, SWAROSKI등 브랜드의 판매량

이 날로 높아졌다. 

 
      

            
   

   
              [표 1] 2011년-2016년 브랜드UNIQLO의 매출액과 증가

율（First Retailing재무제표） 

 
 
 

   

 
                           [표 2] 2011년-2016년 브랜드ZARA의 매출

액과 증가율  

                
First Retailing의 통계 숫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유니클로 매출

액 199억달러이고 2018년 매출액은 630억 달러로 늘었다. 2020년에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매출액 199 206 242 255 324 421 487 630

증가율 3.30% 17.48% 5.37% 27.06%29.94% 15.68% 29.3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단
위

:억
/달

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89.4 105.4 108.0 115.9 136.3 153.9

증가율 17.90% 2.47% 7.31% 17.60% 12.91% 

0

50

100

150

200

단
위

:억
/달

러



 - 8 - 

는 8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전망했다. 2011년부터, 자라(ZARA)

의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한다. 6년간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자라의 

매출액은 2011년 89.4억 달러, 2012년 105.4억 달러, 2015년 136.3억

달러, 2016년 153.9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브랜드 자라(ZARA)의 

2016년 매출액은 153.9억 달러로 2011년 동기 89.4억 달러 대비 

72.15% 늘었다.   

 
 
2)FMCG시장에서의 커스터마이징10 액세서리 브랜드 

FMCG시대에서 패션 시장의 성장을 보면 현대 장신구(액세서리)

의 소비 수요가 증가된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는 액세서리 점

유율이 날로 높아졌다. 패스트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판도라

(PANDORA)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 2015년 판도라(PANDORA)의 

매출액은 27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32.67억 달러로 2015년 동

기 대비 21% 늘었다. 판도라(PANDORA)는 SWAROSKI,  Tiffany,  

Cartier와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 액세서리 브랜드가 되었다. 

 
판도라는 ‘개인화 가능, 유일’을 준칙으로 삼는다. 판도라는 팔

찌와 펜던트를 별도로 판매한다. 판도라 전문 매장마다 일대일로 

개인별 팔찌를 제작한다. 소비자가 팔찌를 선택한 후 수천 종의 

다양한 스타일의 펜던트 중에 골라서 자유롭게 조합하고 매칭한다.   

 
 

                                                
10	생산업체,	수공업자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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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브랜드 판도라 Knotted Heart Bracelet 

 
 

 
판도라(PANDORA)의 브랜드 이미지는 팔찌와 펜던트의 매칭을 

통해서 행복한 순간을 기억도록 하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기를 얻었다. 이외도 판도라(PANDORA)의 펜던트는 모두 손으

로 만들어진다.  

 
 
4) 초콜릿, 커피도 커스마이징 시대 —— 3D-Printing의 매력 

아이스크림, 커피 등 3D프린터로 제작한 먹을 수 있는 커스터

마이징 시대가 왔다.  3D프린터로 초콜릿 캐슬，커피 꽃장식, 아

이스크림 등을 만들다. 그 외에 3D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보청기, 치아 교정기 등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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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2] 3D프린터로 제작한 초코릿    [도판 3] 3D프린팅 개인          
                                       맞춤형 보청기 
 
 
 
 
2. 3D-Printing으로 형태 제작 방식 
 

 
2.1 3D-Printing의 역사와 배경 

 
 
  3D-Printing은 프린터로 물체를 층층이 쌓는 기술이다. 11  3D-

Printing은 플라스틱, 금속, 왁스, 세포까지 각양각색의 재료를 사용

하며, 복잡한 형체를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다. 

 
 

1) 3D-Printing의 역사와 발전 

3D-Printing의 핵심적인 개념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하여 20세

기 80년대부터 발전되었다.  

 
   1981년 일본 나고야시립공업연구소에서 히데오 코다마 (Hideo 

Kodama) 박사는 광경화성 수지를 연구했다. 광경화성 수지는 오늘

날 3D-Printing 기술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원재료이다. 그 중에

                                                
11 이종석,「3D프린팅 패브릭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통권 
제 39호, Vol 14 No 3, 2016.09,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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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코다마 (Hideo Kodama) 박사는 ‘ Automatic method for fabricating a t

hree-dimensional plastic model with photo hardening polymer’  
와 ‘3차원 디스플레이 정보를 이용한 입방형 모형 자동 제조 방법’ 

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후에 히데오 코다마 박사의 

두 연구는 3D-Printing의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도판 3]

는 SLS 3D프리터로 출력한 조형물이다. 

 
 

      
[도판 4] five colors available at i.materialise (SLS 출력방식 aluminum) 

 
 

Selecting Laser Sinter 이라는 의미의 SLS 은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쏘아 경화시킨다는 뜻이다 12  (선택적인 레이저 소결 방식). SLS 3D

프린터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가 다양하다. 플라스틱, 석고, 나일론

(Nylon), 도자 등 재료를 SLS 3D-Printing 중 많이 활용한다. SLS 3D

프린터 작업에서, 3D-Printing 도면에서 파우더 형태로 된 재료를 

한 층 한 층 가열하여 결합시킨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씩 낮

아지며 출력물이 굳는다.  

 
이외에도, 레이저로 쏘아 경화시키지 않은 파우더 분말이 서포

트 역할을 담당한다. 서포트 역할의 분말을 재활용하여 재료를 절

약할 수 있다. EOS의 EOSINT M280, P395는 오늘날 선도적인 금속 

성형SLS 3D프린터, 플라스틱 성형 SLS 3D프린터이다. 

                                                
12 여희교「3D프린팅 기술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제 33권 
제 1호, 2018,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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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EOSINT M280            [도판6] 금속 분말 소결 방식 

 
 

1984년 미국인 찰스 헐(Charles W.Hull)은 자외선에 주목하고
‘Apparatus for production of three dimensional objects by stereolithography’
라는 특허를 따냈다. 이 특허가 바탕이 되어 오늘날 광경화 적층 

방식을 가진 3D프린터가 등장했다. 즉 SLA（Stereo Lithography App

earance）3D프린터이다. 

 
 

 
 

[도판 7] SLA 조형 방식 

 
 
SLA조형 방식은 광경화성 수지 조형방식이다. UV레이저를 사용

하며 수조에서 레진 재료를 굳힌다. 그 과정에서 레이저를 액상 

수조에 투사하여, 프린팅을 한다. SLA 조형 방식와 SLS 조형 방식

이 약간 다르지만, 이 방식도 한 층씩 한 층씩으로 광경화성 수지

를 쌓아 굳힌다. [도판 5]로 이런 방식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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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조형 방식으로 출력물이 보통 CNC로 가공한 시제품보다 강

도가 높다. SLA 3D-Printing방식은 액상 수조 반복 이용을 통해서 

재료를 아낄 수 있다. 이외에도, SLA 3D프린터로 정밀한 조형물을 

연출할 수 있다. 치아, 보청기 등 영역에서 널리 사용한다.  

 
 

[도판 8] SolidMaker Launches the Most Affordable, 

      User-Friendly Desktop Laser SLA 3D Printer Ever Designed 
 
 
  오늘의 3D-Printing 영역에서 창작자, 예술가 등이  SLA 프린터

를 활용하며 다양한 일체형(一體形) 액세서리를 제작하였다. 2009

년 Nervous System의 Porifera 라인이 출시되었는데 레진을 이용한 

복합 형태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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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도판 10 ]Nervous Systems, Porifera, A 3D printed ceramic 

 resin, necklaces, earrings, bracelets13 
 

 
1988년 스콧 크럼프(S. Scott Crump)는 일상생활에서 FDM 조형 

방식을 발견하였다. 즉 오늘날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3D

프린터의 시조이다. FDM조형 방식이 현재 가장 대중화의 조형 방

식이다. 재료를 가열하여 녹인 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노즐로 

겹겹이 쌓아 올린다. FDM조형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재료는 저렴

하며, PLA, ABS, PETG등 플라스틱 재료가 일반적인 재료이다. 그 

중에서 PLA재료가 다른 재료에 비해 냄새가 적고 가열 온도도 낮

은, 옥수수를 하는 원재료로 재료이다.  

 
[표3]PLA, ABS, PETG의 사용온도, 내열성 등 대비 

 
 

                                                
13 이미지 출처: https://design-milk.com/nervous-system-launches-porifera-3d-
printed-ceramic-jewelry-with-formlabs/porifera-nervous-system-3d-jewelry-
formlab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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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보면 내열성, 후가공성에서 높은 점수가 있는 ABS

를 많이 사용한다. PLA재료는 냄새가 적고 가열 온도도 낮은 재료

이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PLA재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위 표

에서 보면 PLA는 가장 좋은 재료이지만 열변형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오늘의 3D-Printing은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SDM     

（Shape Deposition Manufacturing), Jetting Technoloy, MJD 등 출력 

방식이 있고, 제조업 시장에서 이러한 3D-Printing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2) 3D-Printing의 산업용 영역 

3D-Printing 기술은 제조 혁명을 일으켰다. 3D-Printing의 산업용 

영역 범위가 넓다. 역사 문물의 복원, 치아, 제품 생산 영역 등에

서 3D-Printing을 활용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의 부품 모형을 

3D프린터로 제작한다.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검사와 제작 시간을 

단축시킨다. 3D-Printing은 자동차 영역에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항

공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3D-Printing FDM제작 방식 

통해서 비행기 A350 XWB의 창가 부품을 제작한다. 중소형 소재 

산업에서 3D-Printing을 이용하며, 영화 소품 및 장난감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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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D프린팅 산업 활용 

의료 영역에서 3D-Printing 산업 의료는 약 11퍼센트이다.      

3D-Printing을 통해서 치아 모형, 보청기, 3D-Printing 깁스, 3D-

Printing 인체 모형(예 인공 귀, 인공심장) 등 제작이 가능하다. 치

아 영역에서 3D프린터로 개인별 맞춤 치열교정기(teeth aligner)를 

제작한다. 이 기술은 미국 식약청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외에

도, 3D-Printing 기술은 보청기 영역에서 많이 사용한다. 

 

 
 

[도판11]VisJet M2R-TN 재료로 제작한 차아 모형14 

                                                
14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myung5495/2213263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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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보청기 회사 SONOVA는 3D-Printing 기술을 통해서 보

청기 영역에 혁명을 불러왔다. Sonova의 운영&발송 센터 

Aurora(AODC)에서  하나의 3D프린터는 한 시간에 20개의 보청기 

생산이 가능하다. AODC 기술자가 스캐너를 사용하여, 환자의 귀 

이미지를 숫자 파일로 전환하면, 그 후에 3D프린터로 환자 개인별

로 맞출 수 있는 보청기 케이스를 제작한다. 보통의 생산 공정은 

제작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3D-Printing으로 Sonova는 ‘더 

좋고 빠른’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를 제공할 수 있다.15  

 
3D-Printing 기술을 통하면 보청기 생산 영역에서 생산비는 기존

의 공정보다 낮아진다.  

 
 

  
 

[도판12] 3D프린팅 보청기VirtoB-Titanium 
 
 
 

 
 
2.2 3D-Printing의 분류와 재료 

 

                                                
15「Sonova 3D프린팅」, http://www.biotech.org.cn/information/1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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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프린터의 분류 

3D-Printing의 출력 방식은 다양하다. LOM(Laminated Object Manu

facturing) 3D프린터, SLA(Stereo lithography Appearance) 3D프린터,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3D프린터, SLS(Selective Laser Sin

tering) 3D프린터, 3DP(Three-Dimension Printing) 3D프린터, SLM(Th

ree-Dimension Printing) 3D프린터, DLP(Digital Light Processing) 3D

프린터, Poly Jet 3D프린터, MJP(Multi-Jet Printing System) 3D프린

터, MJF(Multi-Jet Fusion) 3D프린터는 요즘 볼 수 있는 3D프린터

이다.  

 

그 중에서 2016년 글로벌3D-Printing 현황을 표에서 볼 수 있다.  

FDM 조형 방식 비율은 65%이다. 이외에도, 두 번째로 많이 사용

한 3D프린터는 SLA/DLP 프린터이다. SLS 조형 방식이 11%이다.  

Poly Jet,  CFF,  Material Jetting 방식도 많이 사용한다. 

      
 

[도판13]2016글로벌 3D 프린팅 현황16 

2) 3D프린터의 재료 몇 출력 방식 

                                                
16이미지 출처: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507-
e30f6f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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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3D-Printing 출력 방식 중에서 SLS, SLA, FDM 제작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SLS(Selective Laser Sintering)프린팅 방식이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경화시킨 방식이다. 고속 가공에 비하여,  SLS방식의 중요한 특징

은 금속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SLS 방식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①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로 각양각색의 출력물을 만든다. 

② 가공 공정이 간단하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레이저로 경

화시킨다. 

③ 생산 정밀 지수가 높다. 

④ 서포트가 필요 없다. LOM 출력 방식이 비슷하고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다. 

⑤ 재료의 이용 비율이 높아 거의 100%로 달성할 수 있다. 

⑥ 생산주기가 짧다. 

⑦ 전통공예와 결합하여, 빠른 제작, 소규모 생산 등을 달성할 

수 있고, 새로운 활력을 전통공예에 불어넣을 수 있다. 

⑧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SLS방식은 정밀 금속 부품, 의료 모형(치아, 심장, 깁스 등), 신

제품 개발 등 영역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 예로, 의료 영역에서 

3D-Printing을 통해 개인 맞춤 깁스를 제작한다. SLS조형 방식은 나

일론,  금속 등 재료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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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4]인공흉곽(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도판15]3D초음파치료깁스 

 
 
 SLA(Stereo lithography Appearance) 출력 방식은 광경화 방식을 

통해서 수지로 실물을 생산한다.  SLA 출력 방식의 장점은 다음

과 같다: 

 
① 발전 기간이 길고 공정 발전이 원숙하다.  

② CAD로 모델링한다. 3D프린터의 속도가 빠르고 시스템의 안

정성이 높다. 

③ 정밀도가 SLS출력 방식보다 높다. 제일 높은 정밀도는 

0.05mm이다. 

④ 표면 퀄리티가 다른 출력 방식보다 더 높다. 출력물 표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매끄럽다. SLA광경화 방식으로 정밀한 

부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⑤ 큰 사이즈 모형의 출력이 가능하다. 

 
SLA출력 방식은 기차, 오토바이 등 차량 생산 영역에서 많이  

사용한다. 전자 설비 외형 생산에서  SLA프린터로 다양한 부품을 

만든다. 의료 영역에서 정밀한 계산 방식을 통해서 의료 설비를 

성공리에 개발한다. 이외에도, 항공 우주 영역에서 SLA 제작 방식 

통해서 각색각양의 선진적인 항공 설비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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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 SLA방식으로 출력한 부품17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출력 방식이 재료를 가열하여 녹

인 후 재료를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린 출력 방식이다. FDM 출력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재료 성능이 우월하다. 플라스틱 성형 영역에서, FDM 방식이 

가장 좋은 기술이다. ( ABS,  PC,  PC/ABS,  PPSF등 재료의 

강도가 높다.) 

② 블러 처리가 간단하다. 몇 분 안에 서포트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모형을 실시간 사용 가능하다. 

③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설비 보수가 간단하다. 제조 비

용이 낮다. 

④ 성형 속도가 빠르다. 

 
FDM 조형 방식은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 많이 사용한다.   

 

                                                
17이미지 출처: 
https://i.pinimg.com/1200x/c2/43/08/c24308f656551ca36ab0e3e4335938c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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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7] [도판18]machines printing in PLA 

 
 
 

2.3 3D-Printing로 사례연구  

 
 
1)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 

  자하 하디드는 1950년생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이다. 곡선과 기하 도

형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건축 형태를 설계한다. 다양한 곡선을 사용하

여 자유로운 건축 형태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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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9] heydar aliyev cultural center18(1)(2)(3) 

 

[도판19]는 ‘heydar aliyev cultural center’ 이다.  Heydar aliyev문화 

센터에는 박물관, 도서관, 회의 센터가 있다. 자하 하디드 특유의 

휘어진 곡선 스타일을 건축에서 분명히 표현했다. 휘어진 곡선을 

통해서 분방한 열정을 감상자(관람자)에게 전달한다. 작가는 건축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유연한 곡면을 설계하였다.  

 
이외에도, 자하 하디드 건축의 중요한 특징은 곡선을 사용하여 

각 방향에서 시각적으로 다른 건축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건축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건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이다’. 즉 

‘옆으로 보면 긴 능선으로 뻗어 있고 측면에서 보면 깎아지른 봉

우리들이다’. 도판19(3) 세부를 보면, 방향 차이가 있으며 감상자

(관상객)에게 보여준 화면감도 차이가 있다. 정면을 보면 몇 개의 

S형 보통 곡선이다. 자세히 보면 유연한 물결형 건축벽을 배열한 

방식을 통해서 감상자에게 자유로운 느낌을 전달한다.  

 
 

                                                
18이미지 출처: http://www.ideamsg.com/2013/07/heydar-aliyev-cultural-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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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20] Bow Chair By Zaha Hadid architects19 

 
 

자하 하디드의 작품은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선형의 가구

도 있다(도판20). 각각의 방향에서 보면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의

자는 관객에게 자유로운 느낌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자하 하디드

는 액세서리 디자인도 도전한다.(도판21) 생동하는 곡선을 통해서 

자유분방한 주제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도판21]Bulgari B.zero 1 

 
 
 

                                                
19이미지 출처: https://www.zaha-had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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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is van Herpend의 3D-Printing 원피스 

패션 디자인너 Iris van Herpend는 3D-Printing을 통해서 원피스를 

제작한다.  

 
‘사람들은 자연은 간단하지만 과학기술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우스운 생각이다. 이유가 사실은 딱 반대이다. ’ Iris 

van Herpend 말이다.  Iris van Herpend 이전에 Alexander McQueen에

서 일했다. 착시 무늬, 3D-Printing, 시각적 충격 등을 Iris van 

Herpend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Iris van Herpend는 동물, 자

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날렵한 건축 형태 원피스를 제작했다. 

 
 

    

 
[도판22] Iris van Herpend의 3D프린팅 원피스20 

                                                
20이미지 출처: http://www.sohu.com/a/223230236_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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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Printing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 패션 작품을 만

든다. 이외에도 3D-Printing은 장신구 영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3) 3D-Printing 장신구의 세계 

미국 브랜드 Lace의 창시자 Lace와 디자이너 Jenny Wu는 3D-

Printing을 사용하여 장신구를 만든다. 대규모의 화이트, 블랙, 실버

와불규칙적인 도형을 사용하며, 활발한 확장력을 표현한다. 곡면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규칙적인 언밸런스 장신구를 제작한다. 이외

에도, 나일론(nylon)재료를 선택하며, SLS(Selecting Laser Sinter)쾌속 

성형을 사용한다. 

   
 

[도판23]미국 브랜드 LACE의 3D-Printing 장신구21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작가 Fathom & Form은 추상적인 기

하 도형을 활용하여 신비감이 있는 장신구를 제작한다. 작품에는 

건축적인 감각이 많이 담겨 있다. 먼저 3D-Printing 소프트웨어로 

모델링을 하고 3D프린터로 왁스를 출력한다. 그 후에 금속으로 그

것을 주조한다.  

 
 

                                                
21이미지 출처: http://m.elecfans.com/article/6587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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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4] 건축적인 감각 담은 Fathom & Form의 장신구 

 
 
 Nervous system의 디자이너 Kinematics는 APP을 통해서 개인별

로 제작 가능한 장신구를 판매한다. 구매자는 세부를 선택하고 나

일론 재료로 커스터마이징 장신구를 주문한다. 22  뒤집고 비틀어서 

다양한 이형 형태를 제작한다. 

 

   
 

[도판25] Kinematics의 개인별 주문 가능한 장신구 

 
 
 
 
 

 

 
 
 

                                                
22이미지 출처: http://www.keyin.cn/photo/yinpintupian/201703/20-11034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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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품 연구 
 
 
1. 3D-Printing으로 제작한 샘플 연구(다양한 형태) 
 
 
1.1왁스 출력과 금속 주물 연구 

먼저 3D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입체 샘플을 모델링하였

다 [도판23]  3D-Printing 제작 업체로 보내 왁스로 출력물을 출력

하였다[도판24]. 이후 왁스 샘플을 황동 재료로 주물 제작하였다. 

[도판26] 

 
 

   
 

    
 

[도판26]소프트웨어로 샘플을 모델링( a, b, c, d) 

 



 - 29 - 

 
 

[도판27]왁스로 출력한 출력물23 

 
왁스 출력물과 주조물은 서포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조물이 나

온 후 서포트를 먼저 제거해야 하였다. 완성품은 원래의 모델링한 

물건만 보여주고 있다. 

 

 

   
 

                                                
23이미지 출처: http://www.3ders.org/articles/20180717-prodways-acquires-wax-
3d-printer-maker-solidscape-stratasys-subsidi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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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8] a, b, c, d황동으로 제작한 주조물 (샘플) 

 
 
  생산 원가를 고려하면 왁스 출력 주조 방식이 FDM(PLA) 방식

보다 비싸다. 이에 따라, PLA 출력 방식이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 

 
 
 
 

1.2 PLA출력 방식 및 표면 처리 연구 
  

 
1) 전해 주조를 활용한 PLA 출력물  

본격적으로 개별 팔찌를 제작하기 전에 3D프린터로 출력한 샘

플 표면을 연구한다. 형태 연구는 제일 저렴한 플라스틱 재료 

PLA를 이용해 다양한 모델링 샘플을 출력하여 진행하였다.  3D프

린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팩토리의 FDM 

3D프린터로 모형을 제작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 MAYA로 작은 샘플을 모델링[도판29] 하고 

rhino로 한 점을 중심점으로서 반복 형태를 제작하였다. 즉, [도판

29]을 한 점을 둘러싸고 형태가 반복되는 원형 팔찌 형태가 나왔

다 [도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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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9] maya로 모델링 형태의 작은 부분 

 

 
 

 
[도판30]rhino로 모델링 한 완전한 샘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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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31] 3D프린터로             [도판32] 3D프린터로 

         출력한 단일체                   출력한  복합체 

 
                                                
          

      

      

 

[도판33] a,b 꽃형 팔찌 윗면, 꽃형팔찌 아랫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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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3] 출력물의 윗면을 보면 표면상 큰 상처가 없지만 표면

이 매끄럽지 않다. 출력물의 아랫면을 보면 출력 형태가 완전하지 

않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는 출력물의 출력한 방향과 두께를 살펴

보았다.  FDM출력 방식 때문에 정밀도가 높지 않은데 보통 FDM

기계 정밀도가 0.1MM이다. 얇은 표면과 출력 바닥을 접촉하면 얇

은 면도 서포트 역할을 담당한다. [도판31]은 서포트를 추가한 후

의 샘플 아랫면이다. 이런 상황으로 출력하면 완전하지 않은 출력 

면이 나올 수 있다. 즉[도판33] b이다. 

 
 

 

 

[도판34]출력 방향a, fdm 3d프린터로 출력할 샘플 아랫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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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출력 방향 a정면(즉 얇은 면과 바닥에 접촉한 면이 있다) 

 
 

큰 면이 아랫면이 되게 하면 출력물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도판32]는 수정 후의 출력물이다. 

 

 
[도판36]출력 방향b 아랫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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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7]출력 방향b 정면도 

 

3D-Printing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출력 방식은 재료를 

가열하여 녹인 후 재료를 한 층씩 쌓아 올린 출력 방식이다. 플라

스틱 재료를 녹인 후 층층이 쌓아 올린 방식으로 출력하면 출력물 

표면에 각질이 생긴다. 3d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의 형상은[도판38], 

실물은[도판39]이다. 

 

 
[도판38] PLA에정 출력물의 각질 형상 (핑크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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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39]층층으로 쌓아 올린 출력물의 각질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연구자는 줄로 표면을 갈아내고 

그 후에 사포질을 했다. 그러자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끄러운 표면

이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작은 상처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

기 위해 다양한 표면 처리 방식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전

해주조(electroforming) 방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로 먼저 매끄럽게 표면을 다듬고 은분을 도색하였다. 다

음에 황동선을 샘플에 연결하고 전해용액에 넣은 후 전기를 통하

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이 천천히 PLA샘플에 틈이 없이 부착된

다. 전해주조를 올릴 형태, 시간, 전해용액의 ph, 농도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다. 결과적으로 주물[도판37] 무게가 무거워서 연구자

는 전해주조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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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0] 3D프린터 전해 주조 샘플 

 
 

2) 옻칠 표면 도색 장신구 

옻칠은 ‘옻’자와 ‘칠’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낱말이다. 옻은 

웇나무 줄기나 가지에서 뽑은 수액이나 독기를 뜻하는 순수 

명사이다. 24 옻칠의 역사는 기원전 7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옻칠은 기물에 다양한 색깔을 부여하며, 아름다운 역사적 

기억을 묘사한다. 더불어 옻칠은 천연 도료이다.  

 
현대 장신구의 제작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옻칠과 장신구

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대의 장신구를 제작한다. [도판41]는 

CHANEL&옻칠. 일본 작가 Yuji Okada는 전통의 옻칠 기법을 

                                                
24  네이버 지식백과,「천연도료 ‘옻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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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신비한 검은색 장신구를 제작했다. 옻칠과 결합한 장

신구는 백금, 진주가 장식되어 있어서 더 화려해 보였다. 

 
 

 

 
 

[도판41] CHANEL &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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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2]는 cartier의 중국식 메이크업 박스이다. 옻칠로 표면을 

도색하고 나전, 루비, 에메랄드 그린, 사파이어(sapphire), 산호, 다

이아몬드, 법랑 등으로 장식하였다. 

 
 

 
 

[도판42] Cartier 의 중국식 메이크업 박스 

 
 

[도판43]는 Van Cleef & Arpels 옻칠로 제작된 한정판 ‘Lacquered 

Butterfly’ 브로치이다. 칠법 대가가 일본의 전통 무늬를 브로치에 

그렸다.  [도판44]는Tiffany & Co의 옻칠 주얼리이다. [도판45]는 일

본 예술가의 옻칠 장신구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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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3] Van & Cleef 2004 한정판 ‘ Lacquered Butterfly’ 

 

 
 

[도판44] Tiffany & Co 옻칠 주얼리 

 
 

  
[도판45] 일본 예술가의 옻칠 작품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주문 가능한 팔찌를 제

작하려고 계획하였다. 현대 과학 기술이 확장된 시대에서 전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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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법 옻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연구자는 전통 공예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현대 장신구를 제작하려고 하였다.  

 
 

 
 

2.작품 연구 
 
 
2.1커스터마이징 시대에서의 장신구 

  FMCG 시대에 현대 과학 기술과 전통 공예를 결합하는 방법과 

전통 공예를 확대 및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한 

목적이다. 연구자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브랜드 판도라에서 

영감을 받았다. 판도라는 ‘개인화 가능, 유일’ 을 준칙으로 삼는다. 

판도라는 팔찌와 펜던트를 별도로 판매한다. 소비자가 팔찌를 

선택한 후 수천 종 다양한 스타일 펜던트 중 고르면, 이를 

자유롭게 조합하고 매치한다. 

 
 연구자는 3D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하고 3D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팔찌 형태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양한 샘플 

형태를 시도하였다.  [도판46]는 방사형 장식 샘플이다. 3D소프트

웨어로 모델링하고 3D프린터로 출력한 후 표면처리를 했다. 표면 

처리 과정에서 먼저 서포트를 제거하고 아랫면을 고르게 하였다. 

앞면 처리 과정에서 직각은 톱질이나 줄질이 어렵다. 그래서 3D소

프트웨어로 모델링 과정에서 이런 90각도 형태를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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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6]3D 프린터로 방사형 장식 

 
 
  [도판47]는 닫히지 않은 팔찌 샘플이다. 즉 3D 설비로 만든 반

쪽 팔찌이다. 3D프린터를 이용하며 다양한 곡선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연구자는 물결 파랑에서 영감을 받았다. 먼저 연구자는3D 

소프트웨어 MAYA로 자유로운 파랑 형태 팔찌를 설계하였다. 그

후에 3D프리터로 출력하고 서포트를 제거하였다.  

   
 

[도판47] 파랑형태 반쪽 팔찌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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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파랑이 일렁이는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기복이 있는 

팔찌 형태를 3D 소프트웨어로 표현하였다. 겉과 속이 교차하는 경

계선의 안에서 사포질을 하기에 어려운 이유로 매끄러운 평면이 

되지 못했다. 또한, 작은 파랑 형태의 표면이 반질반질하지 못해서 

이 형태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개인별 주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형태의 차이가 있는 팔찌

를 제작했다. 형태를 확정 한 후에 옻칠로 표면 처리한다. 또한 팔

찌는 하나하나 안에 스토리를 담았다. 소비자가 먼저 형태를 선택 

한 후 표면 처리 색깔과 무늬를 선택할 수 있다.   

 
 
 
 
2.2 닫히지 않은 팔찌 

먼저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에서 자유 형태를 만들고 그 후에 스

토리를 부여하였다. 다음에 3D프린터로 출력하고 표면처리를 하였

다. 표면 처리 과정에서 먼저 각질이 있는 팔찌 모형을 줄로 평평

하게 하였다. 그 후에 반복으로 100, 220, 320, 800, 1000, 1500 사포질

로 윗면을 매끈하게 갈았다.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 후 먼저 생

칠로 표면을 도색했다. 그후에 몇 번 정도로 색칠을 칠하고 광태

를 냈다. [도판44]는 생칠과 주홍색 색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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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8]생칠, 주홍색 색칠 

 
 

［작품1］는 닫히지 않은 팔찌 ‘여백(餘白 )’ 이다. ‘여백’은 중국 

예술 작품에 자주 사용한 기법이다.  ‘여백’ 기법을 예술 작품에 

부여하며 관객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 둔다. 예술의 시선에서 여

백은 ‘공백’으로서 아름다운 예술적 경지를 표현한다. 사용의 측면

에서도 여백은 편안한 이념이다. 연구자는 먼저 생칠로 도색하고 

주홍색 색칠로 도색하였다. 반복적으로 색칠을 하고 사포질을 하

였다. ‘여백’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PLA원색 주황색도 볼 수 있

다. 이외, 팔찌의 외형은 닫하지 않은 팔찌이다. 그 의미는 같은 

각도에서 여백의 정취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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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여백,  PLA, 옻칠, 120×90×3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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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여백,  PLA, 옻칠, 착용 사진, 120×90×30mm, 2018 
 
 
 
2.3표면 도색 닫힌 팔찌 

 
 
 
1) 대비되는 색상의 산 이미지 팔찌（옻칠 원색과 다양한 색깔） 

  연구자는 작업의 첫 과정에서 간단하게 옻칠 도색 기법을 이용

하였다. ［작품2］은 생칠과 주홍색 칠을 사용한 작품 ‘마운틴’ 이다. 

도색 영감이 일본식 그릇에서 나왔다. 팔찌 안쪽 면을 주홍색으로 

칠하고 외부의 면을 생칠로 도색하였다. 대비를 이루는 색깔로 산

의 높고 큰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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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마운틴, PLA, 옻칠, 90×90×65mm, 2018 

 

 
 

[작품2]마운틴, PLA, 옻칠, 착용 사진,90×90×65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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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이름이 ‘3’이다. 이 작품은 ‘ 전통, 현대, 평온’ 세 가지 
이미지를 전달한다. 인류는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이념을 배워
야 한다. 형태는 앞면, 옆면, 윗면 세 가지 시각으로 보아도 같은 
형태가 없다. 즉 ‘여산(廬山)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오로
지 내가 이 산 중에 있기 때문이다’. 
 

 
 

[작품3]3,  PLA, 옻칠, 80×90×35mm, 2018 

 

 
 

[작품3]3,  PLA, 옻칠, 착용 사진, 80×90×35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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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제목은 ‘숨’이다. 팔찌 안면 색깔은 짙은 분홍색을 층층이 

쌓고 사포질을 한 색깔이다. 외부면은 생칠의 원색이다. 내성적인 

색깔과 내향적인 형태로 침착한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팔찌

의 제일 얇은 부분과 넓은 부분의 차이는 30mm이다. 사용자는 착

용할 때 양（兩）면의 색깔을 다 볼 수 있다.  

 
［작품5］는 역평형 산의 형태를 이용하여 각이 진 팔찌를 제작하였

다. 이런 표현 형식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연출한다. 

 

 
 

[작품4]숨,  PLA, 옻칠, 80×90×5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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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숨,  PLA, 옻칠, 착용 사진, 80×90×50mm, 2018 

 
 

[작품5]Thunder,  PLA, 옻칠, 80×75×7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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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식 빨간색 이형 팔찌 

빨간색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다. 빨간색은 중

국 사람의 문화 토템이 되었다. 빨간색의 이미지는 경사스러운 일, 

시끌벅적함, 화목이다. 중국의 빨간색 안에서는 고색창연한 진(秦)

나라와 한(漢)나라의 정신이 있다. 이외에도, 빨간색은 태평성세의 

당송유풍을 연속한다. 중국의 빨간색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함

의（含義）가 담겨있다.  

 
연구자는 빨간색을 이용하고 중국 전통 스토리를 결합하여, 각

양각색의 이형 팔찌를 제작하였다. ［작품6］이름이 pointer이다. 내

려다보면 팔찌 형태는 화살표 같은 형태이다. 정면에서 보면 끊임

없이 이어져 마치 일렁이는 파도 같다. 영감이 중국식 고대 지붕

에서 왔다. 

 
 

 
 

[작품6]Pointer,  PLA, 옻칠, 150×120×80mm, 2019, 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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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고대 지붕의 특징은 다양한 곡선과 직선을 이용하며, 색

깔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도판49]중국식 고대 지봉 

 
 
 

 
 

[작품6]Pointer,  PLA, 옻칠, 150×120×80m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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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Pointer,  PLA, 옻칠, 150×120×80mm, 2019, 정면 

 

 

 ［작품7］먼저 생칠로 칠하며, 반복적으로 빨간색을 칠하고 사포

질을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양색이 빨간색으로 겹치게 도색

하였다. 그후에 돌에서 보이는 균열 무늬를 표현하였다. 

 

 
 

[작품7]균열,  PLA, 옻칠, 140×85×50mm, 2019 



 - 54 - 

 
 

 

 
 

[도판50]돌의 균열 무늬 

 
 

 
 

[작품7]균열,  PLA, 옻칠, 140×85×50mm, 2019, ‘균열’무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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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균열,  PLA, 옻칠, 착용 사진, 140×85×50mm, 2019 

 
 

3)자연색 그린색 팔찌  

녹색은 자연의 색깔이다. 녹색은 상큼, 희망, 안전, 평온, 생명, 

평화 등 이미지를 전달한다. ［작품8］연구자는 카모 패턴을 모방하

였다. 바깥 면에서 큰 면적으로 차이 연구자는 녹색을 도색하고 

사포질을 하였다. 안쪽 면에서 미숙한 주황색으로 과일의 시큼한 

느낌을 전달하였다.  

 

 
[도판51]카모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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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미숙, PLA, 옻칠, 110×75×60m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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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미숙, PLA, 옻칠, 착용 사진, 110×75×60mm, 2019 

 
 

 
 

[작품9]봄바람, PLA, 옻칠, 105×85×8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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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마운틴2, PLA, 옻칠, 100×95×40mm, 2018 

 
 ［작품9］세울 수 있는 입체 팔찌를 제작하였다. 먼저 3D프린터로 

PLA 입체 형태를 제작하고 서포트를 제거하였다. 그후에 표면 각

질을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색깔로 도

색하며, 봄 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였다.  

 
 
 
4)곡선 맞춤형 팔찌 세트 

  ［작품11,12］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제작한 곡선 맞춤형 2색 

팔찌 세트이다. 두 개 팔찌는 둘레 1/5 곡선에서 딱 맞는다. 이런 

표현 형식을 통해서 재미있는 형태의 팔찌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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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2]컴표터 rhino 모델링 화면 

 
 
연구자는 옻칠로 색을 배합하고 한 층씩 한 층씩 도색하였다. 

먼저 분홍색으로 완성된 곡선 맞춤형 팔찌를 생칠로 도색하였다. 

여러 번 덧질한 생칠을 사포로 다시 갈고 핑크색 색칠로 도색하였

다. 그 다음에 사포로 갈고 푸른색 색칠로 도색하였다. 그런 후에 

반복적으로 사포로 갈고 색칠로 도색한 것이 광이 날 때까지 반복

하였다. 이렇게 하여 빈티지한 무늬를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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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12]곡선 맞춤형 보색 팔찌 세트, PLA,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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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곡선 맞춤형 보색 팔찌 세트 (핑크색), 옻칠, PLA, 100×90×55mm 

 
[작품12]곡선 맞춤형 보색 팔찌 세트 (푸른색), 옻칠, PLA, 110×95×55mm 

 
 
 
 
 
 
 
 



 - 62 - 

 
 
 
 

  

 
 

[작품12]곡선 맞춤형 보색 팔찌 세트 (푸른색), 옻칠, PLA, 착용 사진, 110

×95×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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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14,15]곡선 맞춤형 단색 팔찌 세트, PLA, 옻칠, 95×95×40mm(핑크), 

95×90×40mm(주황색) 95×80×40mm(녹색) 

 

 
 

[작품13,14,15]곡선 맞춤형 단색 팔찌 세트, 착용 사진, PLA,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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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중국 전통 에나멜 컵 끝의 무늬를 팔찌에 재현하였다. 

에나멜 컵은 사용 시간이 지나면서 컵 외부의 에나멜 칠이 떨어지

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무늬가 생긴다. 색칠의 층층 도색 기법을 

통해서 이런 무늬를 재현하였다. 

 
 

 
[도판53]에나멜 컵에서 에나멜 칠이 떨어진 작은 부분 

 

 

 ［작품13,14,15］는 곡선 맞춤형 단색 팔찌 세트이다. 연구자는 단

일한 색깔을 선정하며, 반복으로 사포질을 하고 옻칠을 칠하였다. 

에나멜 컵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늬를 팔찌에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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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형 반전 팔찌 

 

 
[작품16]연결체1, PLA, 옻칠, 130×85×70mm, 2019 

  

［작품16］［작품17］연구자는 3D 소프트웨어로 S형 반전 팔찌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옻칠 도색 과정에서 에나멜 컵 끝의 무늬를 

재현하였다. 

 
 

[작품17]연결체2, PLA, 옻칠, 착용 사진, 130×85×10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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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7]연결체2, PLA, 옻칠, 130×85×10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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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결형 무늬 팔찌 

 

 

 
[작품18]바다, PLA, 옻칠, 160×150×85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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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8]바다,  PLA, 옻칠, 작용사진 160×150×85mm, 2018 

 

［작품18］영감은 물결에서 나왔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물결처럼 

기복이 있는 형태를 제작하였다. 옻칠 도색 과정에서 색의 차이가 

있는 푸른색을 배합하고 옻칠을 하였다. 층층이 차이가 있는 푸른

색으로 울렁울렁한 바다 표면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작품19］는 보라색으로 신비한 이미지를 전달한 팔찌이다. 

 

 
[작품19]신비,  PLA, 옻칠, 85×90×8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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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9]신비,  PLA, 옻칠,착용 사진 85×90×80mm, 2018 

 
 

 
 

[작품20]물결형 무늬 팔찌 전시 사진,  PLA, 옻칠,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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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이 연구는 FMCG시대에서 3D-Printing을 활용하여 제작한 사물

에 전통 옻칠 기법을 결합하며, 다양한 형태와 무늬의 개인화가 

가능한 이형 팔찌 제작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패스트패션 시

장에서의 커스터마이징 브랜드 ‘판도라’ 등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 

기술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패스트패션 팔찌를 제작하고자 하였

다. 

 
이상의 연구 동기 및 연구 목적을 확정한 후,  II장에서 FMCG

시장에서의 패스트패션 시장의 정의와 특징을 연구하고, ‘UNIQLO, 

ZARA’ 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패스트패션 시장에서 커스

터마이징 액세서리를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3D-Printing 기술을 이

용한 개인별 장신구를 제작한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외에도 II장에

서 다양한 3D-Printing 제작방식을 소개하였다. SLS, SLA, DOM등 다

양한 출력 방식을 비교한 후, 이 중에서 FDM제작 방식을 선정하

였다.  

 
III장은 먼저3D-Printing 출력 방식과 출력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작품 연구 단계에서 연구자는 3D-Printing 출력물의  다양

한 표면 처리 방식을 연구하였다. 다양한 하이 쥬얼리 브랜드 사

례를 연구하고 옻칠 전통 표면 처리 방법을 선정하였다. 형태 조

형분야에서 열린 팔찌, 닫힌 옻칠 원색 팔찌, 곡선 맞춤형 팔찌세

트, 반전 팔찌 등 연구하였다. 3D-Printing을 출력할 때, 출력물의 

출력 방향 및 서포트의 높이와 벽두께가 중요하다. 표면을 매끄럽

게 다듬기 위해서 90각도 형태를 최대한 피해야했다. 이외에도,출

력물의 표면 처리를 위해 다양한 색상의 옻칠을 활용했다. 빨간, 

초록, 보라 등의 색을 통해 특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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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면 과정에서, 연구자는 돌의 균열 무늬, 카모플라쥬 패턴, 에

나멜 컵 끝의 흔적 등 무늬를 표현하였다. 

 
선택 가능한 형태와 무늬를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징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팔찌를 제작하는 연

구를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FMCG 시대에 개성이 있는 장신구를 

제작한다. 이후의 연구 단계에서 연구자는 APP을 개발할 예정이

다. APP을 통해서 소비자가 팔찌 형태와 무늬를 선택 가능하다.  

팔찌 형태와 무늬를 선정한 후 3D프린터로 개인별 있는 커스터마

이징 팔찌를 출력한다. 

   
  또한 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반지, 귀

걸이, 목걸이, 더 나아가서는 개인별 맞춤 가능한 그릇, 컵을 제작

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문화, 역사적 의미를 담고자 한다. 커스

터마이징이 대두되는 시대에서 현대 기술과 전통공예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려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FMCG시대에서도 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하고, 현대 기술과 전통공예의 결합방법을 통해서 환

경을 고려한 디자인과 제작방법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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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bstract 
 
 

The study of 3D-printing & lacquer 
bracelet at the time’s of personal 
customization  

 
Fang, Xiao Qi 

Major in Metal Craf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3D-printing has been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and Chinese tradition 

lacquer has rich cultural deposits in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bine the modern technology and the 

traditional handicraft. With the booming of economics, traditional handicraft 
is petering out from the modern technology. 
Today is the time of fast-moving consumer goods. Fa s t-
moving consumer goods are product that sell quickly at relatively low cost. 
How can we make the accessories that has different from we buy in 
the shelf is one the targets of this research. 
 

There are many kinds of printing methods of 3D- printing machin
es.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SLA(Stereo lithography Ap
pearance),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SLS(Selective Laser Sint
ering) are widely used in the 3D-printing world. How can we choose 
the best way to use the 3D-Printing is also one of the problems in t
his study. For this is the time to care of environment and how to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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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the energy. The author used 3D-Printing to make the bracelet that 
is optional,variously. 

 
How to resolve the roughness surface is the main problem of this 

study. Author combine the 3D-printing with the Chinese tradition lacq
uer to deal with this problem. First, author used sand paper to sand t
he bracelet that printed from the 3D Printer. And then author used th
e raw lacquer to paint the bracelet. After this using the sand paper t
o sand the layer of raw lacquer carefully. And then using the color l
acquer and sand paper repeatedly. 

 
Author make a selectable system that can choose pattern and form

 of the bracelet---personal customization. Not only the modeling can 
be selected but also the pattern can be chosed. And with the develop
ment of the modern technology, it’s sustainable for us to use the 3D-
printing(FDM) to cmanufacture the bracelet—for the raw material pla 
is made from corn bran. It’s following the calling for the environmen
t protection.  

 
 
 
 
 

 
 

Keywords : 3D-printing, lacquer, bracelet, customization 
Student Number: 2016-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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