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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공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예가의 지속적, 안정
적인 작품 생산 활동을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국내 공예 산업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국내 공예가의 생산 활동의 지속성,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공예품 유통 경로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개선하고자, 연구자는 ‘산업 연계’에 의한 공예 생
산 활동 방식의 특장점과 발전 가능성, 풍부한 성장 동력 등에 주목하였
고, 이 방식에 의해 수행된 연구자의 작품 활동과 생산된 작품들에 대한
분석·해설을 통해 산업 연계 생산 활동 방식의 보급 및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공예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제언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의 첫 번째 유형인 ‘생산 의뢰’는 공예가가
생산 활동 단계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기술적 난이도를 완화하고 정밀도
를 높이거나, 시간이나 물리적 힘이 많이 드는 반복 공정 등을 산업체에
의뢰·위탁하여 ①일품 생산, ②동일 품종의 소량 생산 및 반복 생산, ③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여 공예가는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기회 비용 등을 절
감함으로써, 창의적, 예술적인 작업에 보다 집중하여 자신의 예술적 영역
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료와 비용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는 ‘절약적 생산’, ‘친환경적 생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의 두 번째 유형인 ‘기업 연계’는 ‘공예
가가 기업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확장된 작업 방식을 체험하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축적하는 전략적 생
산 활동 방식’으로서, 공예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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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생산 활동에 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하
게 된다. 연구자는 기업 연계 방식에 따라, 복합 소재 기업, 코스메틱 기
업, 식물 공장, 뷰티 제품(네일아트) 제조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공예의 당위적 가치는 물론, 공예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 사회 구성원의 ‘삶의 예술적 질 향상’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성찰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방안의 생산 방식이 연구자의 바람대로 국내 공예가들의
안정적, 합리적 생산 활동을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장벽과 어려움 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업 연계’ 방식은 공예와 공예품이 기본
적으로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 구성원의 수요와 사용을 전제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타당하고도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바탕으로,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을 적용한 작품 생산 활동의 다양한 실상과 노하우, 시행착오
와 해결책, 종합적인 성과와 보완점 등을 상세하게 유형별로 정리하고
해설함으로써, 관련 정보,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공예가들이 산업 연계
생산 활동 방식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되는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탐구 내용과 성과가 공예가와 산업체의 다양한
협업, 분업, 아웃소싱, 콜라보레이션 활동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과 디테
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공예, 산업 연계, 생산 의뢰, 다품종 소량생산,
기업 연계, 아트 콜라보레이션, 공예 혁신
학 번 : 2015-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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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예는 ‘창의적으로 계획한 것을 실체화·구체화하는 디자인 과정을 내
포하며, 실용적이고 심미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재료 중심
의 과정과 기술’로 정의된다.1)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계획한 것’이란 공
예가나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어느 순간 창의적으로 떠오른’ 구체적인 심
상(心象)이나 이미지, 또는 다양한 자료들이나 자연물들을 관찰·열람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순차적으로 구상·기획하고 도출해 낸 작품 도안이나
제작 설계, (예상되는) 작업 진행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공예가는 풍부한 창의성과 창작 의욕, 창작에의 영감, 다년간
축적한 작품 설계 및 제작 경험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들
을 구상하고, 구상한 작품들을 뚜렷한 형상과 시각적 특성을 갖춘 실체
물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이처럼 공예가
가 마음 속, 머릿속으로 구상한 작품들을 예술성, 심미성, 실용성을 갖춘
‘작품’으로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예가의 ‘예술적 생산 활동’을 안정
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적인 생산 환경과 조건 또
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의 공예 생산 활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조건들은 공예가 또는 공예 전
문가들에게 그리 우호적이거나 유리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공예 전공자2)들은 졸업 이후 기업이나 연구 기관 등에 취
업하거나, 개인 작업 혹은 일품 생산 등을 통해 공예가로서의 활동을 이
1) 김종선, ｢공예, 디자인, 예술의 개념 융합을 통한 산업 유형의 특징｣, 『한국디자인문
화학회지』 21(3), 219-229, 2015.
2) 본 연구는 ‘대학을 포함한 전문 고등교육기관에서 공예 관련 전공을 수학하여 졸업한
이들’을 ‘공예전공자’로, 공예전공자 포함 ‘공예를 기반으로 생산 작업을 하는 모든 사
람’을 ‘공예가’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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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기관 등의 취업은, ‘개인 공예가’로서의 독
자성 및 주체성을 다소 양보하는 대신, 생산 활동과 생계의 안정성을 확
보하면서 창의성도 부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진로로 인식된다. 반면에,
개인 활동이나 개인 작업은 공예가의 ‘예술가로서의 독자성, 주체성’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반면, 생산 활동이나 생계의 안정성 면에서는 상당
히 취약할 수 있고, 자신의 구상이나 창작 영감을 제약 없이 다방면으로
실험해 볼 수 있지만, 개인 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지는 관계로 오히려 작
품 구상이나 생산 활동에 나태해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개인
시간을 허비하기 쉬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예가는 작품 제작의
단기 계획은 물론 중장기 계획까지 함께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 일품 생산 방식은 단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예가가 직접 작업을 하는 ‘손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주제 하의 연작 시리즈나 이후의 작품의 생산을 중장기적으로 계
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즉, 일품 생산은 개인 공예가가 주어진
개인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생산 동기와 단기·중기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일품(one of a kind) 생산’은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산출
하고 제작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점에서 개인 작업 활동의 전략적 방식
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공예가가 전체 제작 과정을 부담하면서 개
인 주도로 일품 생산을 하게 될 경우,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고 생산 단가도 높게 책정될 뿐 아니라, 홍보와 판매 과정도 기업이
나 기관 등이 생산·판매하는 일반 시중 제품만큼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생산, 유통, 판매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정의
복잡성과 혼자서 처리해야 할 잡다한 세부 업무와 절차, 개인으로서 투
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반 비용(기회비용까지
포함하여)을 제외한 순수익 및 정기적,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일품 생산의 구조적인 문제점이자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순수익이나 정기적, 안정적 소득의 창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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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예가의 후속 작품 생산 및 지속적인 작품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부
정적인 요소가 되며, 최근의 선진화된 공예품 생산·유통 구조는 개인 공
예가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거리의 상점과 공방, 혹은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대중들의 다양한 수요
와 최신 트렌드를 따르면서도 적정선으로 단가를 낮춘 심미적, 실용적인
수작업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부터 유통 구조와
경로 등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직접적으로 소통·대화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3)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로 ‘다품종’의,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거리의 진열대
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유통 구조의 혁신 및 효율성 강화
에 의해 영향 받은 부분이 크며, 이로 인해 유통·판매되는 제품들의 종
류와 판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 중간 절차의 효율성, 합리성 등도 대폭
향상되어 판매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온·
오프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변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공예가들도
개인 작업을 통한 일품 생산만을 고수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
인 작품 활동과 판매 가능한 ‘제품 겸 상품’의 제작을 병행하거나 혹은
보다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저가형 공예 제품을 다
량 제작·판매하는 등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하
고 있다. 이러한 시도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다채로우면서도 가격 경쟁
력을 갖춘 다양한 품종의 공예 제품들을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공예가가 ‘예술 작품 겸 상품’의 제작 비중을 높이거나 저가형 제품을
의도적으로 보다 많이 생산할 경우, 작업물 자체의 완성도와 예술적 가
치, 심미성 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예 전공자들의 생산 활동의 지속성과 소득

3) 차훈상, 유소은, 홍일유, 김태하, 『e-비즈니스와 e-커머스』, 파주 : 法文社, 2015,
pp.194~200에서 최근의 다양해진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들의 유형과 장점들을 설명하
고 있다.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급속도로 다원화·다각화된 온라인 커머스 플랫
폼이 오프라인 커머스 플랫폼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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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의 안정성을 상당 부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다수의 공예가들이 상품 제작이나 저가형 제품 제작에 경
쟁적으로 몰두할 경우, 유통이나 판매 성과에만 치중한 공예품들이 주류
를 이룸으로써, 공예품 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중장
기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공예품 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위험성도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공예가들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과 안정적
인 소득 창출을 보장하면서도 생산되는 작품들의 심미성, 실용성, 예술성
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생산 방식이나 관련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시장성과 예술성, 경제성과 심미성, 수익성과
조형성이라는 상충되는 양대 요소들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
인 접점을 탐색하고, 그러한 생산 방식을 공예가와 기업, 기관, 다양한
산업 주체들의 협력과 연계 하에 점진적으로 정착·확대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최근에 보다 효율적, 안정적인 공
예 생산 활동 방식으로 각광 받는 ‘산업 연계’ 방식에 의한 공예 생산 활
동의 장점과 상업적·예술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 방식에 의해 수행된 연
구자의 작품 활동과 생산된 작품들에 대한 분석·해설을 통해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의 보급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은 ‘공예가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일일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 형태,
구체적으로는 공예 작업 방식의 일부를 공예 산업체에 의뢰(아웃소싱,
outsourcing)하거나 필요한 일부 공정 또는 대부분의 공정을 산업체와의
협력 구도 하에서 수행하는 형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 같은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의 정착 및 보급을 위해서는 공예가와 산업체 간에 원활
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
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 협력적인 대학 교육이나 정부 지원 및 관련 법
령·제도 등이 함께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예 관련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공예 예술 진흥과 공예 산업 영역이 상호 구분되어 추
진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고착되었기 때문에, 공예 예술 분야와 공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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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 간에 상호 배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4) 이로 인해 최근
에 부분적인 개선이나 시정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연계 방식
이 다수의 공예가들의 삶에 적용되거나 보편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인 듯
하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장벽과 어려움, 제도적 미비함 등이 존
재하긴 하지만, 본 연구는 공예가의 지속적인 작품 생산 활동 및 안정적
인 수익(과 정기적 소득) 창출에 기여하면서도 작품의 예술성도 어느 정
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적, 미래 지향적인 방안으로서 ‘산업 연계’ 생산
활동 방식을 제안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작품 활동과 다양한
작품 사례들을 분석·소개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본 연구는 공예가들의
생산 활동과 재생산 활동, 즉 각 과정의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다양
한 체험과 예술적 수련 등을 후속 작품에 연속적으로 피드백, 재피드백
함으로써, 공예가이자 예술가로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적
으로 진화·성숙되는 작품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공예 산업 발전 및 소비
자 만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 발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생산 활
동 방식을 논의하고 그 보편화, 상용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 목표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문제를 탐구하고 논의하였다.
첫째, 공예 산업 전반 및 공예가의 생산 활동에 관련된 최근의 통계
자료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공예 생산의 실상과 문제점을 전반적 생산
현황, 제도적·정책적 지원 현황, 공예품 유통 현황, 공예가 개인이 처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그를 통해 현재의 공예 생산 현황을 진
단하고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진단과 탐색 작업을 통해 향후의 합리적, 효

4) 이인범, 『2014-5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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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공예 생산 활동 방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발전적 방안으로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공예 분야와 산업 분야 간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
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공예 생산 활동의 발전적, 미래적 방식으로 주목한 ‘산
업 연계’ 방식의 실제 사례와 필요한 활동, 가능한 세부 연계 유형 등을
고찰·분석하였다. 이는 공예가가 체화된 지식과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적
능력, 노하우 등을 특장점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산업체, 기업체와 협업
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
와 공예가의 중간적 위치에서 다양한 유형의 산업 연계 생산 활동을 다
년 간 수행한 경험을 지닌 연구자의 예술적 자산과 상황적 이점을 최대
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연구자가 직접 기획·참여하고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물을 산출했던 산업 연계 생산 활동 사례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부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정리·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논의
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공예가 개인이 생산 활동 단계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기술적 난이도를 완화하고 정밀도를 높이거나, 시간이나 물리적 힘이 많
이 드는 반복 공정 등을 산업체에 의뢰·위탁하여 일품 생산, 동일 품종
의 소량 생산 및 반복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5)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학위 과정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자의 개인 작품들
은 작업 전체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 때 연구자는 최종 생산 책임자로서 일품이나 동일 품목의 소량 복제
품, 다품종의 작업물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복
적, 기계적인 생산 공정이나 소모적인 절차(재료 구입과 남은 재료 처리
등)들을 특화된 산업체에 의뢰(outsourcing)하여 처리함으로써, 시간 활
용과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20개 미만의 소량 생산이 가
능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기획, 제작, 완성에 이르는
5) 산업혁명 이후의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수
요에 맞춘 생산 방식을 말한다. 일찍이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은 현대 기업의 현장에
서 작업자들이 직접 생산관리를 해나가는 최적의 방법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기획, 생
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공예가의 생산활동과 비교해볼
수 있겠다. 가나자와 다카시, 홍성찬 역, 『현장중심의 생산관리시스템』, 대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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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작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작업물의 전반적인 완
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후의 개인 작업에서도 이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예가가 공예 본연의 특장점을 살려 기업 연계 프로
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확장적인 작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은 ‘기업 콜라보레이션’ 또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6)’으로도
지칭된다. 연구자는 첫 번째 유형의 생산 활동 방식과 함께 두 번째 유
형인 기업 콜라보레이션 방식에도 다년 간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축
적한 경험과 터득한 노하우 및 기업 연계 하의 제품 제작 과정에서 느꼈
던 장단점 등을 작품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예 생산 활동의 미래적, 발전적 방식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정착·보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가능성
은 단순히 이론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을 토대로 도출한 ‘실증적,
경험적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이상과 같은 공예가 생산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두 가지
유형의 미래적, 발전적 생산 활동 방식에 대한 탐색과 사례 분석(일반적
사례 분석과 연구자의 작품 활동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국내 공예 산업 발전 및 공예가 생산 활동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가 개인 공예가들의 향후의 생산 활동은 물론, 공예가와 산
업체의 다양한 협업, 분업, 아웃소싱, 콜라보레이션 등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수행 방법론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질적, 정성적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질적, 정성
적 연구 방법론은 정량적, 통계적 연구에 비해 사물과 현상을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 심층적으로 파악·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7) 타 분
6) Artist Collaboration. 콜라보레이션은 사전적인 의미로 협력, 합작을 뜻하며,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은 아티스트를 포함한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당사자들이 수행한 공동
작업 혹은 그에 따른 결과물을 지칭한다.
7) 박성희,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 생애사 연구(biography research)를 중심으로, 서울
: 원미사, 200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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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연구에서도 과거에는 정량적, 통계 분석적 연구를 선호했다면, 최근에
는 질적, 정성적 연구를 보다 중요시하는 추세이다.8) 질적, 정성적 연구
방법도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는 연구자의 다양한 산업 연
계 체험과 그 과정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실증적, 경
험적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넓게 보면 질적 연구 중 ‘귀납
법’적 방식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다.9) 귀납법은 경험을 통해 관찰·습
득한 사실들 간의 공통성, 연계성, 상호 작용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사물
과 현상을 이해하는 법칙이나 이론적 결론을 도출하고 증명하는 분석 방
법이다. 즉, 특수한 사실이나 경험적 사례들을 재료로 하여 일반적 진리
또는 원리로서의 결론을 탐색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과학자는
관찰하고 경험한 개별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이론이나 결론
을 모색하고 형성해 가게 된다. 연구자는 다년간의 ‘산업 연계’ 생산 활
동 방식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작업들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공통성, 연계성, 상호 작용성을 파악함으로써, ‘산업 연계’ 생산 활동 방
식이 국내 공예 산업의 미래적 발전을 이끌 만한 성장 동력과 효율성,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지, ‘산업 연계’ 방식이 우리나라 공예 산업의 발전
을 이끌 미래적 방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론 도출을 위한 보조적 실증·분석 자료로서, 본 연구는 공예백서, 공예
분야 관련 서울시 전수 조사 등 다양한 기관의 통계 자료들을 열람하면
서,10) 현재 국내 공예 산업의 세부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작품 외에도 산업 연계 방식에 따라 생산
된 작품들과 관련 전시, 동영상 등의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하였으며, 공
예 관련 이론 서적과 선행 연구들을 다양하게 열람·참고하였다.

8)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서울 : 비앤
엠북스, 2011, pp.99.
9) 박성희, 앞의 책, p.89.
10) 유병규,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 산업연구원, 2016; 이흥철 외,
『2014 서울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예 자원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문
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2015; 이인범, 『2014-5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 2017; 최정철, 「2015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6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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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예가의 생산 활동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 목표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자 분석의 토대가 되는 국내 공예가의 생산 활동의 세부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공예가가
처한 결코 유리하지 못한 창작 환경과 생산 조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생산 환경 및 생산 활동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국내 공예 생산 현황
1.1. 공예와 공예가의 의미
국내 공예가들의 생산 활동 현황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기초 작업으
로서 공예 문화의 의미와 공예의 가치, 공예가의 존재와 의미 등 원론적
인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공예
의 본질적 의미, 공예가와 공예 문화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인 가치 등을
성찰함으로써, 국내 공예 생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
의 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분야와 현상의 본질이나 당위적인
기준, 지향해야 할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해당 분야의 실상,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비판 의식을 지닐 수 있고, 그를 토대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 공예 산업에 대
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공예의 본질과 개념, 공예와 공예가의 가치 등
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예는 광범위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
념이나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공예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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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공예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공예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예는 ‘공예가나 디자이너가
마음 속, 머릿속으로 구상한 심상이나 이미지 등을 예술성, 심미성, 실용
성을 갖춘 작품으로 실제 구현하는 일련의 창작 또는 생산 활동’을 뜻한
다. 이러한 공예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전통과 문화가 축적된 결과물’로
서, ①양적 가치가 아닌 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②인간의 손기술과 노동
의 가치를 존중하며, ③신체와 정신의 통합적 가치를 추구하고, ④일상과
예술의 조화를 추구하며, ⑤산업 사회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
적 가치를 존중하고, ⑥재료와 기술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선호한다고
설명된다.11) 이상에서 정의된 것처럼, 공예품은 질적 가치, 수공 기술과
노동의 가치, 정신적·예술적 가치, 문화적·전통적 가치 등을 고르게 추구
하기 때문에, 대량의 기계식 생산과 그를 통한 이윤 추구를 최상의 목적
으로 삼는 일반 제조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국내 공예 산업의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합리적인 공예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공예 또는 공예 문화의 인간적, 예술적, 질적, 정신적 가치 등
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표방하는 공예 생산 활동의 결
과물로서 창출·생산된 것이 공예품이기 때문에, 공예품 역시 다음과 같
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공예품은 ①훈련이나 연습을 통해 체
득된 숙련된 기술과 신체를 활용하여 제작된 작품이고, ②재료와 직접
접촉하면서 인간의 손과 도구를 활용하여 창출된 결과물이며, ③판매보
다는 높은 품질과 예술성, 심미성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④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⑤인류의 공예 활동의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적 산물이
라고 설명될 수 있다.12) 이런 면에서 공예품 역시 일반 제조업을 통해
‘대량 양산된 제품들’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11) 허보윤 외, 공예문화 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예술국 디자인공간문화과, 2012, p.4.
12) 허보윤 외, 앞의 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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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질적 행위이자, 인간이 자발적
으로 학습하거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며, 인간의 신체와
정신, 마음을 통합하는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예 활동에 종사하는
공예가는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통합시키면서 공예품을 만들게 된다. 공
예가는 생산 활동을 통해 모든 재료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루고 모
든 제작 공정들을 직접 수행하며, 그를 통해 자신의 창조성과 개성, 숙련
된 기술 등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공예가들은 만들고자 하는 공예품에 필요한 모든 공정
들을 전부 이해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으며, 이처럼 ‘만능 작업자’가 되
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다. 이는 ‘공예가만이 지니는 특장점’으로서
이것이야말로 공예가와 디자이너를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재
각급 학교의 디자인 교육 영역은 대부분 컴퓨터 기술 훈련 및 그를 통한
디자인 이미지 제작 등에 집중되면서 실제 제품 제작 및 생산 공정 등에
대한 기초 기술 교육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
제점들이 초래되고 있다.13)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갈수록 고착화되면
서 젊은 제품 디자이너가 재질 및 구조 등 실질적인 제품 생산 공정의
고려가 없는 심미적인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디자인 영역의 문제점을 ‘만능 작업자’인 공예가가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예가는 제품 디자이너가
습득하지 못한 작품 제작 과정 전반의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
고, 이 같은 만능 작업가로서의 특화된 장점을 내세워 다양하고도 복잡
한 세부 공정들을 일일이 직접 수행하면서 작품 생산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14) 이런 의미에서 공예가는 ‘만능 작업자’인 동시에, ‘책임감 있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예술성, 심미성,
실용성을 겸비한 공예품을 생산한다.
공예가의 특화된 장점인 책임감 있는 태도와 종합적·만능적 예술 능

13) Crawford, M. B., 정희은 역, 모터사이클 필로소피 : 손으로 생각하기, 서울 : 이
음, 2010 참조.
14) Richard, S., 김홍식 역, 장인 :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원서명 : (The)
craftsman), 파주 : 21세기북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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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변질된 소비 환경은 공예가의 생산 활동
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여 우려된
다. 특히, 21세기 이후 모바일 앱과 SNS 등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모바일 상거래의 편리성, 신속성, 접근 용이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에서의 자극적인 홍보와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 영상, 영상의 감상 후 불
과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매를 완료할 수 있는 비디오 커머스 및 미디어
커머스, 대부분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출시하는 ‘간편 페이 서비스’ 등은
현대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분하게 계획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합리
적 소비를 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에 담긴 문
화적, 전통적 가치나 의미, 제작 의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눈앞
에 보이는 그럴 듯한 이미지에 현혹되어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모바일 환경이 양산한 ‘대량 소비’와 20세기말까지(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대세를 이룬 ‘대량 생산’
의 불협화음 속에서 자본주의, 소비주의의 폐단과 윤리적 문제 등이 갈
수록 심화됨에 따라, 인간적·이성적인 소비, 인간 중심적·친환경적 생산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 듯하다. 이 같은 폐단과 문제점들을 개선하
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공 생산’, ‘직접 생산’, ‘1인 생산’ 등을 기본 원
칙으로 삼는 공예 생산 활동 또는 공예가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즉, 재료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소통을 통해 모든 공정을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과 창작 열정으로 소화해 내는 만능 예술가인 공예
가는 심미성, 예술성, 상업성이 골고루 융화된 고품질의 공예품 생산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변질된 자본주의, 상업주의, 과도한 소비주의 등의 폐
단들을 시정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소비, 친환경적 생산 등을 보급·확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하자면 공예가가 지닌 특장점과 예술
적 정체성을 활용함으로써, 현대 소비의 총체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공예 활동 본연의 가치와 장점, 공예가들의 미
덕과 특장점 등을 살리는 동시에, 현재의 공예가들이 처한 생산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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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어려움을 일부 해소·극복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예 작품 생산 활동을 정착시키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러한 궁극적인 연구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이하 국내 공예 산업 및 공
예 생산의 세부 현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1.2. 공예 생산 현황
국내 공예가들의 생산 활동의 세부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국내 공예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규모 등에 대한 기초 통계 조사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15) 2017년에 발간된 <2014
-2015 공예백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공예 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3조 4,844억 원, 종사자 수는 59,230명으로 집계되었고, 2015년
의 연간 총 매출액은 3조 5,534억 원, 종사자 수는 67,698명으로 집계되
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2014년의 국내 공예 산업 종사자의 1인
평균 연간 매출액은 5,883만원, 2015년의 1인 평균 연간 매출액은 5,249
만원으로 산출된다.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의 공예 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약 690억
(증가율 1.98%), 종사자 수는 8,468명(증가율 14.3%) 증가하였는데, 이를
보면 전체 산업 규모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오
히려 634만원 정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16) 이는 공예 산업 분야의
총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1.98%)보다 종사자 수의 연간 증가율(14.3%)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그 동안 신규 공예 종사자들은 지속적으
로 유입되었지만 그들과 기존 종사자들의 적정한 매출을 모두 보장할 수
15) 본 논문이 작성된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공예 관련 통계 자료는 2014-5 공예백
서가 최신 자료일 정도로, 아직 국내 공예 산업 현황에 관한 일관된 전문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각 조사의 주체(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와 연구 수행 기관
이 달라, 조사 대상인 공예가의 범위나 현황 분석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도 존
재한다. 이처럼 현시점에서의 국내 공예 산업 전반의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에는
구비된 자료가 미비한 편이지만, 본 연구는 미비한 자료나마 최대한 활용하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1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앞의 책, p.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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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매출액

종사자 수

1인 연간 매출액

[그림 1] 2014~2015년 공예 산업 현황17)

있을 정도로 공예 산업과 관련 시장이 팽창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즉, 공예 산업의 전반적인 정체 속에 신규 종사자들만 유입됨으로써,
제한된 시장의 파이를 보다 많은 경쟁자들이 나눠 갖는 소위 ‘레드 오션’
의 구도가 고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예 산업 종사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안정성 감소,
생산 의욕 저하, 업무 스트레스 증가, 생계 불안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
다.18) 따라서 정체된 공예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내지 합리적인 생산 시스템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14-2015 공예백서>에 의하면, 1개의 공예 사업체는 평균적
으로 직영 공장 혹은 공방을 1.01개, 직영점을 1.06개, 직영 유통점을
1.08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모두 합쳐 평균화한 수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5개로서 2년 간 거의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19) 또한 2012년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공예 사업체 중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는 88.5%에 불과한데, 이는 2011년 대비 5.4% 감
소한 수치이다. 조사 결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제시한 이

1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5 공예백서』, 2017, p.112에 의거하여 작성하였
음.
18) 김성민, ｢공예산업의 현황을 통한 융합 발전방안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35,
2018, p.51.
1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의 책, p.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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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중에서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 공예 작가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그들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
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매출이 작거나 없어서’를 주로 꼽았다.20)
다음으로, 공예 사업체별 연간 매출액 평균을 살펴보면, 2014년도 기
준 8,94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00만 원 정도 하락한 수치를 나타
냈으며, 2015년도 기준으로는 평균 11,002만원으로 전년도인 2014년에 비
해 약 2,061만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21) 매출액 구간별 통계에서는
‘2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인 사업체가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공예 사업체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 공예’가 1위를 차지하였는데, 정작 전체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산
업 공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공예 종사자의 개인
공방 보유율은 77.3%에 달하지만 영세한 1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
기 때문에, 상품 판매나 유통 과정 등에서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데,23) 이러한 사실을 매출 관련 통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유형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산업 공예품이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예술 공예품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24) 따라서 향후에는 유형별 제품 판매의 편
차를 없애면서 공예 산업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14년에 공예 종사자가 생산한 공예품의 주요 판매처에 대
한 통계를 살펴보면, ‘공방 내 매장’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예품 전문 상가가 7.4%, 갤러리 숍이 1.5%를 차지함으로
써 주로 공방 내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
를 2011년의 실태 조사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공방 내 매장, 갤러리 숍
에서 판매되는 공예 작품의 수치는 증가한 반면, 포털 사이트 링크를 통
20)
21)
22)
2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예백서』, 2014, p.125～128 참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앞의 책, p.114 참조.
조일상, 「2014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5, p.91 참조.
김보미, 김보영, ｢전통공예 상품의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商品學
硏究] 32(2), 2014, p.41.
2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3 공예백서』, 2014, p.127～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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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판매 및 인터넷 종합 쇼핑몰 등에서의 전자 상거래 비중은 다
른 판매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어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공예 생산자의 공예품 판매를 공방 내에서
직접 진행하는 비중은 94.3%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공예품 전문 상가는
11.1%, 갤러리 숍은 0.7%로 하락하였으며, 공예 전문 인터넷 사이트, 종
합 쇼핑몰 등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는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온 것
을 나타났다.25)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공방
에서 직접 판매하는 1인 공예가의 비중이 현재까지 지배적이며, 공방 내
직영 매장을 제외한 다른 유통 채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들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고,26) 따라서 공예 종사자들의 생산 활동 무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 2] 2014년 공예품 주요 판매처 현황

이에 따라 현재 공예 산업 분야의 누적된 문제점과 부족한 점 등을
점진적,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최초로 ‘공예’,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등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27) 전통 공예에 국한되지 않고 공예 문화 산
25) 「2015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2014-5 공예백
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22에서 재인용
2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예백서』. 2014, pp.127～133 참조.
27)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시한, 공예, 공예품, 공예 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①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
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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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5년 단위로 공예 문화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공예 문화 산업 발
전뿐 아니라 일상 속 예술로서의 공예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
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공예문화산업진
흥법> 제5조. 이하 ‘법’으로 약칭함). 이는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예 진흥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 제출 등 공예 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6조). 공예문화산업진
흥위원회는 공예에 관련된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들을 주로 수행
한다는 점에서 비상시적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체육부장관은 공예 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
도록 규정되었다(법 제7조). 실태 조사 대상은 공예 문화 산업의 전반적
인 시장 현황, 공예 문화 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
공예 문화 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공예 문화 산업의 해외
시장 동향 등으로 규정되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련된 창업과 제작을 지
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

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②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 소재나 기술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③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
(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
한다(이상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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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되었다(법 제8조 및 제9조).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을 지
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공예 문화 산업의 기반 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공예 소재·재료 및 처리 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도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대체 소재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및 공예문화산
업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2조).
이에 따르면, 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도
필수적인 업무로 간주되어 중시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받은 공예품은 우수 공예품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4조).
이 법에서 규정한 우수 공예품 지정 및 표시는 공예 인증제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우수 공예품의 유효 기간을 지정일
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였고,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제품에 한해 2
년 범위 내에서 1회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우수 공예품은 최장 5년의 유효 기간을 갖게 되었다.
여덟째, 정부는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
발전 등, 공예 문화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17조). 공예 문화 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 문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
로 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8
조). 세부적으로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지역 특화 공예
품의 육성)를 통해 1) 지역 공예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의 참여, 2)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판매, 3)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을 통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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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예 간의 연관성을 중요시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28)
지금까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공예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
초의 법령으로서 일반 산업 및 예술 정책과 구분되면서 특별히 공예 분
야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법령을 토대로 향후에는 예술/산업, 현대/전통,
사물/서비스의 관점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공예 문
화 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세밀한 현황 분석과 다각적인 지원
정책 모색 및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국내 공예 유통 현황
2.1. 국내 공예분야 지원 현황
지금까지 국내 공예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개인 공예가들의 생산 활
동 현황, 국내 공예 산업 진흥을 목표로 제정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국내 공예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와 주요 기관들의 지원 현황 등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국내
공예 산업 및 공예 전공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공예 산업의 근본적인 체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연구자가 생각하는 발전
적, 미래적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이 아직 정착·보급되지 못한 현시점에
서는 열악한 공예가의 활동을 보조하고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공예 산
업에도 작은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
년까지 3년 간 총 94억 8,100만원의 공예문화산업 사업비가 지원되었는

28)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법령 해설집』, 2016. 『공예백서 2014-5』, p.30-34의 공
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조항을 간추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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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중에서 기획·창작 분야 지원비가 전체의 37.7%에 해당하는 35억
7,700만원이고, 소비·유통 분야 지원비가 60.2%에 해당하는 57억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작·생산 분야 지원비는 2억원
(2.1%)으로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29) 정부의 지원 사업이 소
비·유통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고, 공예산업의 질적 향상에 가장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는 제작·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공모전을 포함한 전시 지원, 전시 장소 지원, 유통 기회 지
원 등 작업 생산 이후의 유통 및 홍보 단계의 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나, 작업 공간 지원 외에 작품 제작 단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공예가의 기술 계발 및 창작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편중된 지원 현황에 대한 전반적
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3] 2010~2012년 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비 지출 현황

다음으로, 금전적 지원 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예 전공자의 전시
참여, 공모전 참여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
내 전시전, 공모전 등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
하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이다. KCDF는 국내 공예 산업
29) 정건용, 「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 국내외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
화학회지』 , 20(1), 2014. pp.58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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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예 산업 실태 조사 사업으로서, 이는 지속적으로 공예 산업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공예 생산
활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DB화하고
제공함으로써, 공예 산업 진흥 및 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고 있다.
둘째, 공예 매개 인력 양성 사업으로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공예·디자
인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30) 향후 국내 공
예 산업을 이끌어갈 신규·후속 인력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
한 기초 토대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예가들에게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예·디자
인 상품 개발, 지역 공예 기반 조성, 우수 공예품과 우수 문화 상품 지정
및 보급·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으로서, 이는 시설 공간을 보유
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생산,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복합적으로 겸비한
융합형 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공예 작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보
급·정착시킴으로써, 공예가와 소비자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다섯째, 유통 관련 지원 사업들로서, 이는 다양한 기획 전시들과 더불
어 전국 단위로 선정된 8개 이하의 주요 공예 도시에서 전시와 지역 공
예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매년 5월마다 대규모 이벤트인
공예 주간 행사를 후원하는 것 등이다.31)
이상과 같이 KCDF가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 내용은
국내 공예산업 활성화 및 개인 공예가의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공
예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고, 젊은 공
30) 장훈 외, 『공예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연구(요약본)』. 한국공예·디
자인문화진흥원, 2019.
31) 공예주간 http://craftweek.co.kr/ 참조.

- 21 -

예인들을 육성하고 독려하기 위해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재단
법인 예올의 ‘젊은 공예인상’, 유리지 공예관의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등
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공예백서에 나타난 공예 관련 통계 자료 및 공예산업 진
흥법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현재의 국내 공예 지원 사업이 대체로 창
작 공간 제공, 전시 및 유통 기회 제공 등 간접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고,
공예가의 생산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작비 지원이나 생산 활동 지
원 등과 같은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다수
의 개인 공예가들이 제작 비용 및 재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제작 비용의 전반적인 부족함, 열악함을 해결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산업 연계를 통한 생산 효율성 증가와 공예 시장의
확대 방안을 고찰·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예가의 진취적·발전적인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
에, 기업 연계를 통해 획득한 인센티브 등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적·경험
적 자산은 공예가의 생산 효율성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산 의뢰 작업을 통해서는 공예가의 개성과 경험을 충분히 살리는
동시에, 역시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여러 개의 제
품을 보다 빨리, 용이하게 만드는 의미의 단순한 생산 효율성만을 뜻하
는 것이 아니라, 다품종의 지속적 생산 혹은 새로운 제작 시도나 실험
과정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심층적, 전문적인 효율성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공예가에게 제작비, 재료비 등 각종 생산 활동 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대여하는 제도 또는 공예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거나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직접적, 발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현재 공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내 공예 산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현재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더
욱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 국내 공예 산업 지원 정책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공예 산업의 산업적, 본질적 가치에 주목한 보다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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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예 생산 활동 방식’ 자체의
발전적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예 산업은 생산 과정과 방식에 있어
서 일반 제조업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충분히 활
용한다면 다수의 제조업체들과 경쟁하거나 협업함으로써 공예 산업 전체
의 양적 팽창, 질적 향상 및 시스템적 혁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32) 아울러 공예 산업만이 지닌 예술적 특성은 연계와 협력 활동을 통
해 일반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공예 산업과 일반 제
조업 모두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공예 산업만
이 지닌 고유한 산업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예 산업의
산업적,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한 ‘공예 생산 활동의 발전적 전략’을 모색
함으로써 공예 산업의 항상적,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공예 산업의 생산 현황과 세부 통계 지표, 중앙 정부
와 지자체, 유관 기관들의 지원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공예
종사자 수는 증가하지만 국내 공예 시장의 전체 크기는 한정되어 개인
공예가나 공예 기업의 매출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일인 사업장이 대
부분이어서 판매 및 유통 과정의 전문성과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정부 부처들의 지원 중에서 생산 지원 부분이 부족한 점, 국내 공예 산
업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 공예가의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고 생산 비용
충당 문제로 고전하는 점, 직접적인 제작비 지원 부족 등이 주된 문제점
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제작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 공예가
나 공예 기업의 수익 창출 폭을 넓히는 방안과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
안, 공예 제작과 판매·교육 등 직접 연관된 분야 이외에도 다른 부가 가
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는 방안, 유통 경로를 다원화하고 유통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정부
부처의 제작비 증원, 국내 시장 확대 방안, 유통 경로의 다원화, 유통 시
스템의 선진화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인 동시에,
어느 한 기관이나 생산·유통 업체 혹은 한 분야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해
32) 유병규,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 산업연구원,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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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이 직접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
색 보다는 국내 개인 공예가의 생산 효율성 향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
석·논의하고자 한다. 즉, 국내 공예 생산 현황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공예가 개인 단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으로서 산업 연계를
통한 생산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2.2. 국내 공예품 유통 현황
지금까지 국내 공예 산업 현황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
로, 본 절에서는 공예 생산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공예품 유통 현황
및 주요 유통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예품 판매 및 유통은 공예가의
지속적, 안정적인 작품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되기 때
문에, 공예 작품의 유통 현황과 구조, 공예 작품의 현실적, 잠재적 구매·
소비 계층에 대한 조사·분석은 공예 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라고 생각된다.

2.2.1. 기존 유통 공간 사례
현재의 국내 공예 시장에서는 공예가가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만 생산
한 일품 생산 공예품 혹은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한 소량 생산
공예품을 만족할 만한 가격을 책정받고 판매·유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예품의 예술적 가치와 가격 수준을
동시에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예가가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보다 유리하고 우호적인 유통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공예 전문 갤러리를 통한 유통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속
적으로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공예 전공자들이 오랜 기간 보편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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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활용해 온 전통적·대표적인 공예품 유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공예
전문 갤러리를 통한 공예 작품 판매나 유통은 대부분 작품 전시를 숍과
병행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공예품에 집중된다는 장
점을 지닌다. 공예 전문 갤러리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속 공예 중심
의 갤러리인 ‘아원 공방’, 장신구 중심의 갤러리인 ‘갤러리오’, 도자 공예
중심의 갤러리인 ‘LVS Craft’, 식기류 공예품을 주로 다루는 ‘정소영의
식기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다.
우선, 1983년에 인사동에서 개점한 금속 공예 갤러리 ‘아원 공방’은
2011년에는 삼청동에 4층 규모의 2호점을 신설하였고, 갤러리 아원을 별
도로 새롭게 오픈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33)[그림

4]

[그림 4] 아원 공방34)

다음으로, 갤러리 엘비스(Gallery LVS)에서 운영하는 부암동 소재 갤
러리 엘비스 크래프트(LVS Craft)는 다양한 장르의 공예 작품들을 폭넓
게 취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현대 백자를 집중적으로 소개·전
시·유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엘비스 크래프트는 다수의 공예 전시와 국
내외 페어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면서 참신하고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적극
적으로 소개·유통하고 있으며[그림

5],

동시에 해외의 이국적인 목공예, 유

리 공예, 금속 공예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35)
33) 김문석, 「서울 그집 ‘오래가게’:아원공방, 구릿빛으로 빛나는 ‘인사동의 보석’」, 경향
신문, 2017.12.10.
34) 아원공방 홈페이지.
https://www.ah-won.com (2019.05.05.)
35) 갤러리엘비스 홈페이지 참조.
http://www.gallerylvs.org/?page_id=735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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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엘비스 크래프트 해외 페어 참여 예시
좌: 런던 콜렉트(Collect)페어, 우: 가나자와 코게이(KOGEI) 트리엔날레36)

청담동에 위치한 ‘정소영의 식기장’은 2009년부터 식기류 공예품의 전
시·유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상 전시장 ‘완물 취미’에서 다
양한 주제로 공예 초대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페어에도 열정
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정소영의 식기장과 완물 취미37)

다음으로, 공예 유통 전문 갤러리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닌, ‘공예가
의 공방이자 연합 갤러리’적인 성격을 띤 전시 및 유통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공예 전공자들이 공방 형식으로 오픈 스튜디오 겸 쇼룸을
운영하거나 일종의 연합 갤러리 형식으로 자신의 작업물들을 공유·소개
하는 방식은 그 간에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금속 공예가 오미화
(1966-, 서울)가 운영하는 압구정동 소재의 ‘갤러리오’는 2001년 오픈 당
시부터 작가의 공방과 갤러리를 겸하였는데, 2009년 새롭게 단장하여 재
36) 엘비스크래프트 뉴스 페이지 참조.
http://www.gallerylvs.org/?page_id= 828. (2019.05.01.)
37) 서정걸,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콜렉터 정소영」, KOCEF News, 한국도자
재단 p.4-7, 1(5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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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금속 장신구 작품들을
발굴·소개하고 있다.[그림

7]

이 갤러리는 국내 갤러리들 중에서는 보기 드

물게 공예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공예 작가들의 부담을 덜어주
는 등 국내 공예품의 전시·유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공예가가 자신이 제작한 장신구 작품들을 소비자와
의 개방된 상호 작용 하에 직접 소개하거나 설명하기 때문에, 작가의 생
각과 작업 과정이 소비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장점도 함께 지닌
다. 소비자가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 보아야 하는 장신구의 특성을 고려
하여 작품의 원활한 보수 및 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의 장신구
작품들 또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이곳을 통해 소개·판매되었다. 이러
한 다양한 장점과 사업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외 작가 포함 다수의 작품
을 한정된 구매층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공예가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유통 경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장신구 전문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공예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지닌다.

[그림 7] 갤러리오38)

지금까지 국내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공예품 전시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 갤러리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같은 소수의 전
문 갤러리들을 통해 시장에 소개되는 공예품은 다른 유통 경로에 비해
38) 갤러리오 홈페이지.
http://www.galleryo.co.kr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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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는 전체 공예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과 괴리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판매 단계에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갤러리에서 책정한 실제 판매 가격이 공예 작가가 애초에
제시한 가격의 2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갤러리 판매와 직접 판매를 병행하는 공예가들은 갤러리가 정한 가
격 기준에 따라 애초에 자신이 책정한 소비자가를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예품 전문 갤러리는 아직 그 수가 적을 뿐
만 아니라, 전문 취급 분야가 식기류, 장신구 등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으
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보다 많은 공예품들의 안정적, 체계적인 공급과 유통에 기여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직 보완할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전문 갤러리 및 응용된
형태의 연합 갤러리들이 국내 공예품 유통 및 보급에 기여하는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예 전문 숍을 통한 유통 방식’을 들 수 있다. 공예 전문
숍의 대표적인 유형은 정부 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숍들로서, 구체적으
로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숍, 고궁박물관 내 박물
관 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사동 KCDF 갤러리
내에 위치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숍 본점과 청와대 사랑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
는 KCDF 갤러리 숍[그림 8]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
품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 판로를 모색하고 공예품 판매량을 증가시켜 공
예가들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 하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KCDF) 직영 숍을 운영하는 동시에, 공예품 유통 전문 매장
을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숍들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
흥원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중 특히 ‘공예 디자인 스타 상품 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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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굴된 공예 상품들을 소개·판매하고 있다. ‘공예 디자인 스타 상품
공모’는 신진 공예 디자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통해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접목시켜 개발한 참
신하면서도 친근한 공예 디자인 리빙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공
예 작가와 소비자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39)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선발된 공예 작가에게는 대중성, 심미성, 실용성을 갖춘
공예 상품들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면서, 그들의 백화점이나 면
세점, 해외 시장 등 다양한 채널의 유통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아울러
전문적인 디자인 및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상품 개발뿐 아니라
유통 판로 개척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40)

[그림 8] KCDF 갤러리숍 본점과 청와대 사랑채점41)

그러나, 이 직영 숍은 서울 지역에만 5개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활동 중인 7만여 명42)의 공예가들이 균등한
판매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 이 직영 숍에서 판매되는 공예품들이 여
타 공예 전문 판매점들에서 접할 수 있는 공예품들과 내용적, 유형적으
39) KCDF 온라인숍 참조.
http://www.kcdfshop.kr/main/html.php?htmid=share/store.html. (2019.05.03.)
4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상품개발 유통 안내 참조.
https://www.kcdf.kr/views/cms/kcdf/cint/cccc.jsp#none (2019.05.03.)
41) KCDF 온라인숍 참조.
http://www.kcdfshop.kr/main/html.php?htmid =share/store.html (2019.05.03.)
42) 2018 공예트렌드페어 뉴스레터 (Vol.11) 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최봉현
의 글에서 가져온 수치.
https://www.kcdf.kr/craftrendfair2016/n01/bbs/bbsList.do?bbs_cd_n=110&bbs_seq_n=82&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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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면서 보다 많은 공예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판매점들과
겹치지 않는 참신하고 독특한 공예품들을 발굴·판매할 있는 보다 효과적
인 생산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다수의 기업들도 공예 기법을 도입한 리빙 제품의 소
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예품 유통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2017년에 개
점한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그림 9]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유통점
은 디자인하우스가 운영을 담당하고 신세계 면세점과 문화재청 국립무형
유산원이 함께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서, 무형 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해 무형 문화재 작품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에 의해 생
산된 작품들의 전시와 판매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43)

[그림 9] 명인명장 한수, 남대문

이곳에서 전시 판매하는 공예품들에는 전승 공예품, 디자이너와 전승
공예가의 협업 제품, 신진 작가들이 생산한 현대적인 공예품 등이 두루
포함되는데, 이런 점은 앞에서 소개한 KCDF 갤러리숍과 유사하다. 이
숍은 본래 남대문 메사 빌딩 로비층에서 대규모로 운영되었다가, 2018년
7월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로 축소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에도 한옥 마을에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리빙 디자인 페어에 참가하
고 선정 작가 전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오픈 초
기에 왕성하게 시도했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온라인 숍44) 운영
43) 문화재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gov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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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중단된 상태라서 아쉬움을 낳는다. 이 숍의 본래의 장점과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후속 계획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예품의 유통 및 판매는 단순히 공예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제조업 상품들과 차별화된다.
유통·판매 과정에서 공예품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작가의 의도, 심미성
등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예
전문 유통 장소들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시 형태의 디스플
레이를 통해 관람객들과 잠재적 소비자들의 관심이 공예품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공예 전문 유통 장소에서 공예품 판매를 전담하는 유통·
판매 전문가들은 작업 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게 공예품의 가치를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공예가에게 충분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공예품이 저평가되
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그 간에 공예품 유통·판매 경로가 상당히 개선되고 다양화·다
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예품의 판로와 유통 장소는 전반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정된 수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의 공예품 유통 장소들이나 전문 숍이 기념품 판매에만 중점을 두거나
‘한국적인 공예․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등 다양한 공예품
판로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현실적 조건과 상황들이 아직까지 적지 않은
편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이 생산한 보다 많은 다양한 양식과
조형의 공예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자유롭고 풍부하게 유통·판매되기 위
해서는 공예품 유통 장소의 수량, 규모, 유형 등을 늘리고 집중 취급 제
품을 다각화해야 하며, 현재 수도권에만 편중된 지리적 분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점
진적, 중장기적 해결을 통해 보다 합리적, 체계적인 공예품 유통·판매 경
로 및 방식이 개발·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직영 공방 내 판매처럼 공예가가 판매를 주도하
44)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
http://www.hansooshop.com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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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유통 방식의 또 다른 사례로는 ‘페어’와 같은 전시 박람회의 활
용을 들 수 있다. 이는 공예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공예 전공자 대부분
이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대중들에게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적절한 홍
보 기회이자, 공예가로서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을 지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페어는 특정한 고객
층을 지닌 전문 갤러리, 기념품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력 있는 고객층을
확보한 공예 전문 숍 등과 대비하여 일반적이고 다양한 대중들에게 자신
이 생산한 공예품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페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주문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유통업체와의 계약 또는 기업과의 협
업 등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
기거나 공예가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는 등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한
다는 점에서도 전문 갤러리, 전문 숍과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는 공예 트렌드 페어와 리빙 디자인 페어
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2011년을 시작으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45)가
2년에 1회 개최되고 2018년도부터는 새롭게 4개 도시에서 홈테이블 데코
페어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 부산에서는 K-핸드메이드가 연 2회 개
최되고 있다. 특히 KCDF에서 주관하는 공예 트렌드 페어는 매년 방문
객 수와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이 주관하는 공예 트렌드 페어는 2007년에 시작된 이래 매년 관람객 수
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관람객 수 약 4만 3천여 명, 2015년에는 약
5만여 명, 2016년에는 51,327명, 2017년에는 51,680명 등을 기록하였고,
2018년도에는 총 관람객 수 67,99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참가한 공예 생
산업체의 수도 총 317개사로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46) 아직 해외 관
람객의 수는 적지만, 이 정도 규모로 관람객을 유치하는 공예 페어는 해
외에서도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예 분야의 국제적 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45) 청주공예비엔날레 홈페이지 참조.
http://www.okcj.org/bbs/content.php?co_id =menu01020101 (2019.05.03.)
46) 공예트렌드페어 사무국, 「2019 공예트렌드페어 참가안내」
https://www.kcdf.or.kr/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
19&nttId=10957&seCd=SE01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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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람객 층의 변화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여성층이 관람객의 60～70%47)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의 관심과 구매 의지가 증가한 점, 그리고 페어에 소개된 공예 상품의
대부분이 생활용품에 집중되면서, 디자인과 공예의 경계가 흐려진 상황
등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공예 트렌드 페어
를 주관하는 KCDF 측에서는 페어 개최에 앞서서 미리 참여 희망 관람
객들을 대상으로 세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관람객들의 현재의
관심사와 구매 동향, 공예품에 대한 태도, 인식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페어 진행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층이
국내 공예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능동적으로 공예 관련 전문
이벤트를 방문하는 점은 미래의 공예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할 수 있다.
실용적인 리빙 제품으로 재탄생된 공예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이
처럼 최근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94년부터 시작된
㈜디자인하우스 주최의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의 누적 관람객 수도 어
느새 4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9년 제25회 페어에서는 5일 간 28만 6
천여 명이 방문함으로써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48)
이렇듯 국내 공예가들이 성황리에 진행되는 국내 페어는 물론, 해외
페어에도 참가하는 것은 공예품 유통의 국내·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동시
에, 공예 작가로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해외 페어의 사례로는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파리의 메종 오브제, 26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SOFA(Sculpture Objects
Functional Art and Design) 페어,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일본의 가나
자와 코게이(KOGEI) 트리엔날레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페어는 전시 부
스 대여료뿐 아니라, 항공과 체류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공예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유관

47) 우드플래닛, 「2018공예트렌트페어, 신(新)공예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https://woodplanet.co.kr/news (2019.09.28.)
48)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ivingdesignfair.co.kr /fairDash.do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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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엘비스 크래프트 등 일부 갤러리에서는 해외 페어 참가를 희망하
는 공예 작가들을 모집하여 합동으로 전시 부스를 지원하거나 여러 국내
작가들의 공예품을 선보이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은 해외 페어에 국내 작가
들의 작품 출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예 주간’과 같은 국내 지원 사업
을 운영하는 등 국내·국외의 공예품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간 ‘KCDF 갤
러리’, ‘문화역서울284’ 외 서울 및 경기 158개 장소(공방 70개, 숍 33개,
갤러리 24개, 협단체 18개, 공공기관 13개)에서 운영된 ‘2018 공예 주간
(Craft Week 2018)’에는 234,201명의 대중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49)
공예가에게 중요한 유통 채널이자 견본시장인 페어가 국내에서 활성
화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현재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문제
점을 지니고 있다. 타지역(다른 도시들)에도 페어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층을 넓히고 지역 공예를 활성화시킬 좋은 대안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
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해외 관람객의 수는 적지만,
이 정도 규모로 관람객을 유치하는 공예 페어는 해외에서도 소수이기 때
문에, 앞으로 공예 분야의 국제적 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
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공예가들이 국내 페어를 주요 소득원으로 활용하게 될 경
우 단점도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공예가는 평소에 공예품을 다량 제작하
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토대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페
어 출품을 위해 보다 높은 심미성, 예술성을 지닌 공예품 제작을 체계적
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바람직한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페어에만 집중하면서 페어를 통해 1회성 소득을 얻는
데에만 몰두할 경우, 공예가는 심미성, 예술성, 실용성 등을 갖춘 우수한
공예 작품 생산의 직접적인 기반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 및 재료·
기법 연구 등에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투자하는 대신, 관람객들의 즉각
적인 반응이나 기호에만 영합하는 상품 생산에 집중하게 될 위험성이 있
49) 2019 공예 주간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록의 2018 공예 주간 운영 결과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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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미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예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왕성한
생산 활동 및 그로부터 축적된 실력과 경험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아이
디어를 떠올리고 재료나 기법 등을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
는데, 페어만을 겨냥한 작품 생산 또는 판매 수익성에만 집중할 경우 작
품의 예술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내 페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못지않게, 국내 대
다수의 공예가들이 위와 같이 건전하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페어에 참
여할 수 있는 평소의 안정적인 작업 환경과 ‘항상적인 생산 활동 방식’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위해 공
예가의 항상적, 안정적인 생산 활동 방식을 보장하는 ‘보다 발전적, 미래
적 전략’을 모색·논의하고자 한다.

2.2.2. 대안 유통 사례
지금까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내 공예품의 주요 전시·유통 경
로이자 핵심적인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유통 공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하에서는 갤러리 등 대표적인 전통 유통 공간의 대안으로 최
근에 주목받고 있는 비교적 참신한 전시·유통 경로나 장소, 방식 등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공예 작품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소개
하는 다원화·다각화된 유통 경로에 대한 고민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일례로, 화이트 큐브 갤러리 전시 방식을 통해 공예 제품의
작업 과정 혹은 사용성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대중과 개방적으로 소
통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전시 및 유통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모
색과 고민 덕분에 복합 문화 공간이나 리빙 편집 숍 등을 통해서도 국내
공예가들의 작업물을 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
외 가구나 리빙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숍들, 혹은 미술품 취급 숍에
서도 국내 공예품의 진열과 판매 비중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현재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공예 전시·유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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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서도 본 연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거나, 미래에 안정적인 공예품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정
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 공예 전시·유통 공간’을 ‘대안 공
간’으로 명명하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대안 공간
은 순수 미술과 공예 판매를 융합한 유형(프린트 베이커리), 복합 문화
공간이면서도 공예 전시 비중을 높인 유형(갤러리로얄), 카페와 공예가의
공방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유형(브랑쿠시), 지역 사회 전시 프로젝트 등
이다. 이하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2.2.1. 프린트 베이커리
국내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 옥션에서 2013년 출시한 ‘미술 대중화
브랜드’50)인 ‘프린트 베이커리(print bakery)’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
다. ‘프린트 베이커리’는 순수 미술 관련 아트 상품의 판매에 주력해온
업체로서, 그 중 연구자가 방문한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2018년부
터 국내 공예 리빙제품의 판매 및 전시를 위해 점포의 한 층을 제공하기
도 했다.[그림

10]

[그림 10] 프린트베이커리 한남플래그십스토어
전면 디스플레이51)와 2층 공예품 디스플레이52)
50) 프린트베이커리 홈페이지
https://www.printbakery.com/kr/index.php (2019.04.28.)
51) 한남플래그십스토어 전면 디스플레이
https://blog.naver.com/ printbakery/ 220707782635 (2019.04.28.)
52) 한남동 이태원 전시-프린트베이커리 플래그십 스토어
https://blog. naver.com/mg1738/221164040987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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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공예품은 ‘굿즈(Goods)’라는 상위 카테고
리 아래에 ‘테이블웨어’, ‘홈데코’, ‘오피스’ 등으로 별도 분류되어 판매되
고 있었다. 물론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아트 상품에 비해 전시보다는 상
품 진열에 가까운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공예품의 판로가 그만큼 확장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와 동시에, 공예품이 일반 상품으로서 유통되는 리
빙 소품 샵 등에 작가와 소재 및 기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앞으로 진열의 방식을 개선한다면 공예품 전문 유통
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2.2.2.2. 갤러리로얄
갤러리로얄은 욕실 도기 제조 회사인 로얄앤컴퍼니가 소유한 복합 문
화 공간인 청담동 로얄라운지 내에 위치하며, 순수 미술과 공예 작품을
취급하고 있다. 2008년도에 시작한 미술품 갤러리로, 모기업이 도자와 금
속을 다루는 리빙 관련 브랜드이기에 공예가들과 협업이 잦고 추구하는
가치가 잘 맞아, 현재 총 83회 중에서 공예 전시를 18회 개최하였고, 내
년 2020년에도 2회 이상의 공예 기획전이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그 비중
이 점증하고 있다.

[그림 11] 갤러리로얄 전시전경, 201853)

특히 2017년에는 전시장[그림

11]을

리뉴얼하면서 전시 공간과 숍의 비

53) 로얄라운지 홈페이지
http://royallounge.iroyalbath.com/gallery/current_exh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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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높였다. 숍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DIY 공구
까지 다양하고, 전시 공간과 분리된 층에서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
면서 인테리어 관련 워크샵, 인문학 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아카데미
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공예는 물론, 다양한 문
화 활동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편익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공예 브랜드 대중화 공간(프린트 베이커리), 복합 문화 공간
(갤러리로얄) 등 다양한 대안 유통 공간의 신설 및 증가를 통해 오프라
인에서 보다 많은 공예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다양해진
점은 공예가로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공
간에서 전시되는 공예품도 공예 페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작
업물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이한 유형의 숍들임에도 불구하고 유
사한 공예 작품, 심지어 같은 공예가의 작품을 서로 다른 숍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적게는 판매가의 30 퍼센트, 일반적으로는 50 퍼
센트에서 100 퍼센트, 그리고 많게는 200퍼센트54)까지도 판매처 수수료
가 발생한다. 이처럼 전시된 공예 작품의 다양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서, 보다 많은 참신한 공예품들, 보다 많은 작가들의 개성적인 작품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수집하고 전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2.2.2.3. 브랑쿠시
기존의 방식과 구별되는 참신한 공예 작품 전시 및 유통을 위한 시도
는 공예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브랑쿠시’라는 전시 공간은 카페와 공예가의 작업실을 한 공간
에 배치하는 이색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눈길을 끈다. 작가는 문손잡이,
54) 연구자는 2014년 8월에 프랑스 파리 소재 메르시(Merci)라는 숍의 바이어와 납품 미
팅을 하였는데, 작가가(價)의 300퍼센트로 판매하기를 원하여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
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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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을 주로 만드는 금속공예가인데, 카페
겸 전시 공간인 이곳에서는 카페 고객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식기류 등이
작가의 작업물인 경우도 간혹 있어서 공예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공예
작품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그림

12]

[그림 12] 브랑쿠시55)

공예가가 직접 대안 공간을 시도하고 조성할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낮아지고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작업 과정과 제작 의도 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공예가가 생산
활동에 일정 기간 몰입해야 하는 공예 작업의 특성상, 관람객들과의 소
통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로 인해 작업의 맥이 끊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업의 효율성, 일관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나타나기 때문에, 공예가의 개
인 유통 공간 창출은 일회성 또는 단기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 공간 조성 및 유지·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예가의 개인 유통 공간은 아직 활성화되기에 무리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브랑쿠시의 사례와 같이 하이브리드 공간인 경
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나 유통에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관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
어 개인 공예가가 시도해볼 수 있는 대안 유통공간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55) 브랑쿠시
https://www.poing.co.kr/restaurant/detail/34284?photo&slice=4#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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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지역 사회 전시 프로젝트 <연희걷다: 공예있다>
다음으로, 대안 유통 방안의 또 다른 사례로서 연구자가 학위 기간 중
에 참여한 지역 사회 전시 프로젝트 기획인 ‘연희걷다: 공예있다’를 소개
하고자 한다. 2016년도에 연구자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2016 연희, 걷
다: 공예, 있다｣라는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 사회의 다
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로서, 주민센터, 구청, 전시 참여 업체의
관계자들 외에도 연희동 주민들과 국내 전 지역에서 참여한 공예 작가
들, 체험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합쳐 총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2016년 봄 전시를 목표로, 2015년 겨울부터 매주 한 차례씩 관계
자들이 모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초점은 연희동
일대를 걷는 동안 곳곳에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들을 확
보하고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연결한 동선은 도
식화하여 로고를 디자인하여 이벤트를 통합하는 시각적 요소로 활용하였
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해당 지역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해당 기획을 주최한 연희동 소재 업체의 대표가 전시 기획과 전시 설
치 과정 및 미술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자가 전시 기획을 맡게 되었다. 애
초에 이 행사는 공예 전문 행사가 아니었는데, 연구자가 섭외한 작가들
과 연희동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 기획자들이 계속 합류하면서 공예가
가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러한 인력풀 구성과 이점을 최대한 살려 공예
중심 행사로 전환되었다.
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 공간에 설치된 작품들 각각의
제작 과정, 작가의 의도, 공예적 가치와 의미, 심미적 특징과 기능성 등
다양한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특히 전시작들을 다루는
데 있어 유의사항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상업 공간의 경우에는
공예가의 작품이 돋보이도록 공간을 정리하되, 공간의 기존 운영 방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했다. 조선일보, 코리아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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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를 포함한 신문, 각종 여성잡지 및 공예 전문 잡지
등의 다수 매체에 기사가 게재되었고, 덕분에 다양한 방문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벤트에 방문객이 많이 유입되면, 작품 전시를 위해 무상으
로 영업 공간을 할애한 공간 대표들이 향후 매년 심리적 부담 없이 계속
참여할 수 있고, 작가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공예품을 소
개·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다.
이 이벤트는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 예술 축제를 최
초로 공예 소개의 장으로 만든 참신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예 작품의 사회적 유통의 필요성과 당위성,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효
과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소개·해설 노하우 개발 및 축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희동이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 공간들의 자체
프로그램과 공예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획
되었다. 다양한 콘셉트의 전시, 예술 체험 프로그램, 도슨트 투어 등으로
구성되었고, 연희동 일대에 위치한 9개의 메인 전시 공간 외에 다수의
개별 문화공간과 공방 등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분야 중 생활환
경과 일상적 경험에 근간을 둔 공예가, 바로 그 일상 공간에서 자연스럽
게 전시됨으로써 ‘공예 미술과 대중의 만남 및 일상적 소통’을 도모하였
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연희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가와 문화 기획자, 소상공인들이 더욱 단단하게 결성·조직할 수 있었고,
주민들에게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외부 방문자도 늘리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 이벤트가 되도록 기획하였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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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 13] 2016 연희동 마을 예술축제 포스터 디자인

[그림 14] 2016 연희동 마을 예술축제 홍보 인쇄물
[그림 15] 2016 연희동 마을 예술축제 지도

전시 참여 작가 확정 후, 공간별 콘셉트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메인
전시장으로 설정한 6곳의 특성에 맞춰 생활공간 콘셉트로 꾸몄고, 이는
작가의 작품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어반플레이의 ‘Living Room’, 보스
토크의 ‘Work Room’, 갤러리8PM의 ‘Dining Room’, 명조장의 ‘Kitchen’,
헤이마의 ‘Urban Garden’이 바로 생활공간 콘셉트에 맞춰 전시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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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었다. 이 때 공간의 특징을 살려 전시작을 골라 배치하는 것이 기
획자의 역할이었는데, 갤러리 8PM 외 메인 전시장은 전시장마다 차별적
인 방식을 택해 전시 구성을 하고 설치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손현주의 집’과 ‘연희사진관’, ‘연희동 주민센터’가 콜라보 전시의 중심
스팟으로 이용되었다. 명조장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위치한 ‘손현주의 집’
은 옷과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창을 중심으로 두 작
가의 팝업 전시를 각각 배치하여 관람객의 동선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연희사진관’에서는 장신구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을 착용하고 촬영
한 초상 사진을 창과 내부 암실 공간에 걸어 전시하였다. 사진관 대표가
작가로 직접 참여하여 전시 콜라보레이션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참여 작
가와 공간 대표와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색다른 시도로서, 전시 기
획의 과정에서 자체적, 자율적으로 형성된 전시여서 더욱 뜻깊었다.
‘연희동 주민센터’는 모든 전시 동선의 출발점이었다. 이곳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소규모 작품 설치가 이루어졌고,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민센터에서는 전시 홍보를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졌는데, 홍보 브로슈어 등을 센터 내에 비치하는가 하면 곳곳에
전시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하였다. 이 때 자치회관 단체장과 통장 등 지
역 사회 구성원들이 포스터 부착은 물론 기타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지
원하였다. 아울러 연희동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온 사러가
마트의 로비, 동양부동산, 피터팬제과점 등 몇몇 장소에 전시 홍보물이
비치된 인포메이션 스팟을 운영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하고도 색다른 전시 공간 운영과 함께, 오픈 스튜디
오 및 체험 이벤트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최근에 다양한 포맷과 내
용의 수공예 원데이 클래스 및 평생 교육 강좌가 각광받는 것은 손으로
하는 작업 자체의 기쁨과 자신의 힘으로 실용적, 기능적인 생활 용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때문일 것이며, 이야말로 공예
의 본질적 가치 중 하나이다(②인간의 손기술과 노동의 가치 존중). 이를
염두에 두면서 행사에 참여한 각각의 공간에서는 주말마다 전시와 함께
이벤트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예 체험 행사는 다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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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타 지역 관람자들이 공예를 짧은 시간 동안 접해 보면서 수공
노동의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행사가 끝나면 각자 만든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16] ‘Showroom’ 판매전 전경, 2016년 4월.

전시 행사에서 소개·판매할 전시굿즈는 제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판매가 역시 10만원 내외에서 책정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 작가들은 직접 전시를 위한 상품을 개발
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 때 작가들이 행사의 상징 색상을 사용하여 상
품들 간에 통일성을 주는 동시에, 행사의 정체성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
작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림

16]

공예품 판매시 참여 공간(유통 공간)의 수

수료를 30 퍼센트로 비교적 낮게 정하였고, 대신 판매전을 진행하는 ‘쇼
룸(Showroom)’에서는 40 퍼센트로 정하여 주최업체에서 행사 진행에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다.
전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시 상품을 직접 만드는 작가들의 노고
와 함께, 그것이 유능한 콘텐츠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공무원, 그들의 참
여를 단기·중장기적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길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적극
적인 협조와 지원 등이 어우러져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
었다. 이에 연구자는 지역 사회 전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참가자 및 지역 구성원들 각각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지역 전시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유통 공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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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안 유통 공간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을 확인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판로 개척의 어려움, 공간적 제약성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 유통 공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개인 공예가들을 위한 자유로운 판매 공간을 추가적
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
목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3.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온라인 유통 공간에는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공예 상품들이 오프라
인 숍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판매처의 수수료
도 비교적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예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한 편이
다. 대신, 판매처가 마케팅 홍보부터 판매 상품 양도까지 거의 모든 과정
을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해 주는 오프라인 매장과는 달리, 온라인 유통
공간에서는 공예가가 많은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이는 새로운
제약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사진 촬영, 상품 정보
작성 및 업로드, 재고 관리 및 배송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작업이 포
함된다.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이 현대인의 소비 활동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예품의 온라인·모바일 판매 플랫폼은 유력하고도 긍정적
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PC를 활용한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보다 모바일 기기 앱을
활용한 모바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모바일 앱 및 SNS 등을 기
반으로 한 전자 상거래를 ‘s-commerce’ 또는 ‘s-커머스’라고 지칭하면서
PC 인터넷 기반 전자 상거래를 뜻하는 ‘e-commerce’와 구분하고 있
고,56) 최근 10～20년 간의 국내 s-commerce와 m-commerce(모바일 커
머스)의

비약적인

성장

속도는

과거

PC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56) Hossain, M. A.,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s)의 소셜 커머스에 관한 포괄적연구 :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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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의 성장 속도를 능가하고 있는데,57) s-commerce가 이토록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확대된 요인으로는 ①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편재성(遍在性), ②위치 추적 서비스에 기반한 신속·정확한 위치 확인성
및 접속·이동 편의성, ③1:1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④의사 소
통 및 정보 전달·공유의 신속성, 확산성, 편의성 등을 꼽을 수 있다.58)
이런 상황에 편승하여 국내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모바일 결재 서비스 및
모바일 판매 전략의 활용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중심을 e-commerce로부터 s-commerce, m-commerce로 옮겨가고 있다.
다른 제조업 분야보다는 다소 더디지만, 공예 분야에서도 이 같은 변화
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예 분야에서의 모범적인 e-commerce, s-commerce
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해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의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2005년에 목수이자 웹 디자이너였던 로버트 칼린에 의해 시
작된 엣시(Etsy.com)는 직접 만든 수공예품 거래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이다. 빠른 배송과 가격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 플랫폼
과는 달리, 판매자 개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적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생산자에게
좀더 많은 수익을 제공한다. 생산자는 다양한 상품들을 플랫폼에 직접
올리고, 소비자는 문의 사항이 있거나 맞춤 제작을 원할 경우 대화를 직
접 시도할 수 있어서 쌍방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쌍방향 소통과 1:1 연결은 e-commerce보다는 s-commerce에서 특화된
것이며, 이 같은 s-commerce의 최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즉, 설립 당시 자본금이 한화 5억 원 정
도의 작은 회사였지만, 2016년에는 수익이 3조원으로 수직 상승함으로써,

57) 김미수, ｢SNS 몰: 전자상거래에서 단골관계 형성을 위한 SNS의 기능 분석 및 활용
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21. 21세기 이후의 모바
일 기술·네트워크의 폭발적, 혁신적 성장은 전세계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
는데,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활용한 전자 상거래의 비약적 발전은 유
통 분야뿐 아니라, 1, 2,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58) 김민정,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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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에 이어 20위권 내 업체로 도약하
게 되었다.59)
또한 1999년에 출발한 온라인 기반 패션 대기업 육스(yoox group)에
서는 방대한 양의 공예 제품을 패션 상품과 함께 온라인 숍에서 취급해
왔는데, 2018년 5월에는 남성, 여성과 대등한 상위 카테고리로 ‘디자인+
아트(yoox.com/design+art)’ 섹션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이 기업은 글로
벌 고객들에게 언제나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이 기업 목표 중 하나60)라
고 할 정도로 혁신적인 글로벌 마케팅과 선도적인 시도를 이어오고 있
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최초로 인공 지능을 이용한 패션 브랜드 ‘8
by Yoox’를 런칭61)하기도 하였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잡지 등 최근
의 주도적인 시장 안에서 특히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본질적, 핵심적인(desirable essentials)
의류 제품들을 전문 디자인 팀과 함께 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공예품의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이 최근에 활성화되기 시
작하면서, 공예품만을 취급하는 전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플랫폼은 ‘아이디어스’(idus)62)로
서, 이는 모바일 기반의 ‘수공예 작가의 장터’이자 상품 유통 플랫폼이다.
2019년 1월 월매출 1억을 달성한 공예 작가가 등장하면서 핸드메이드 분
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
다.63) 이 플랫폼에는 7천여 명의 공예 작가들이 입점해 있고, 매월 170
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각종 수공예품뿐 아니라, 수제 먹거리와 농축
수산물까지 영역을 넓혀 총 10만개 이상의 상품을 선보이면서 2018년 한
59) 이강은,「국내 공예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형디자인연구』21(3), 2018,
pp.259～260.
60) 육스 회장 알레산드라 로시(Alessandra Rossi)의 말에서 발췌.
61) Dhani Mau,「Yoox Used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sign Its First Private-Label
Collection」, 2018.11.06.
https://fashionista.com/2018/11/yoox-private-label-collection (2019.10.08.)
62) 2015년 설립된 모바일 기반의 수공예, 수제 먹거리 장터로, 수공예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63) 주승호, 「공유 공간 오픈하는 아이디어스 ｢작가는 작품활동만｣」, 2019.04.23 참조.
http://www.venturesquare.net/776368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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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만 580억 원에 달하는 거래액을 기록하였다.64) 2019년 4월 현재에도
국내 여배우를 전속 모델로 기용하여 ‘하늘 아래 같은 핸드메이드는 없
으니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
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서 아이디어스에 직접 입점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았다. 즉, 연구자가 제작한 공예 상품의 사진과 상
세 정보를 올리는 전 과정을 직접 시도해 보았는데, 세부 절차나 형식은
앞에서 국외 사례로 다룬 엣시(etsy.com)와 동일하였다. 차별점이 있다
면 PC 인터넷에서 판매자 정보를 올리는 엣시와는 달리, 위의 전 과정
이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상품 사진도 휴대폰의
사진첩을 통해서만 업로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반드시 스마
트폰 앱을 설치해야만 하는 반면,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 설치 없이도 이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페이’ 등과
연결하여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자가 특정 상품
의 노출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 ‘작가님 추천 작품’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자 스스로 편리하게 자
신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과 편의성, 접
근 용이성 등을 토대로 아이디어스는 공예 전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
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상품 판매와 제작을 취미
생활 정도로 여기는 아마추어 작가부터 투철한 전문성과 장인 정신 및
실력으로 무장한 공예 전공자 등이 특별한 등급이나 유형 등의 구분 없
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과 판매 금액대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판매
자들 간에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가격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는 점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처럼 플랫폼에 입
점한 공예품 판매자의 실력과 전문성이 상이하고 상품 가격대가 낮게 형
성된 상황은 엣시의 초기 성장 단계와 유사한데, 엣시의 경우에는 앞에
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후 점차 상품 가격대가 다양화되면서 거래가 안정
64) 신성재, 금강일보 기사, 2019.04.25. 참조.
http://www.ggilbo.com/news/article View.html?idxno=652737#0BJz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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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활성화되는 흐름을 보여 주었다. 이 같은 추세를 참고한다면 국내 온
라인 플랫폼도 이후에는 공예가와 구매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적정한 금
액대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실물을 직접 접해야 느낄 수 있는 공예품의 물성을 사진으로 전
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의 본질적인 문제점
이다. 아이디어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확장하는 한편, 향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자 하
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예 전공자로서 아이디어스의 이 같은 시도
가 모두 성공하고 더 많은 공예가들이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성공
적인 유통 매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2016년에 창업한 서울번드(Seoul Bund)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리빙 제품을 판매하
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2019년 9월에는 초기 기업 전문 투
자사 더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고, 팁스(TIPS)에도 최종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65) 이와 함께 공예 작품을 직접 확인
하고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오프라인 숍을
예약제로 병행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번드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제품 홍보용 사진 촬영과 자료 제작을 대행하는 점, 언론 노출, 전시 및
팝업 스토어 참가,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마케팅 등을 도맡아 진행해 주
는 점은 공예가에게 큰 이점이다. 또한 수수료가 전문 갤러리에 비해 낮
게 책정되는 점도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66) 판매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
는 단독 이미지를 입점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비
교적 유연한 운영 또한 장점이라고 할 만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예가들은 공예 작품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보유하
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다양한 품목을 만들 때에는 하나의 상
품을 만들고 이를 기본으로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65) 「리빙 커머스 플랫폼 ‘서울번드’ 시드 투자 유치」
https://www. venturesquare. net/790947 (2019.10.10.)
66) 서울번드 홈페이지 참조
www.seoulbund.com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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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문 후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래에는 대기업에서도 이 같
은 선주문 후생산 방식을 차용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예
를 들어, LG전자 전시장에는 식기 세척기 전시품이 없다. 카탈로그의 상
품 사진과 전시장에 비치되어 있는 동일 크기의 박스를 보고 주문을 하
면, 주문 수량이 최소 생산 수량에 도달했을 때 제작하여 배송을 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공예 유통 분야는 이러한 선주문 후생산 방식을 오래
전부터 활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주문 후생산 방식을 효과적
으로 활용한 플랫폼이 카카오 그룹에서 설립한 카카오 메이커스 서비스
로서, 이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에서 발생한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한
제조 중심의 선주문 후생산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가 카카오톡
메뉴를 통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열람·주문할 수 있고, 판매자가 선주문
을 통해 제조에 필요한 금액을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으며, 최소 주문
량을 설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이로써 수요와 공급의
적정량을 조절하지 못해 간혹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기존 크라
우드 펀딩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다양한 플랫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할 때에는 공예품에 대한 기본 설명과 사진뿐 아니라, 사용 방식이나 사
용 경험 등도 제시하는 편이 구매자, 판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매하려
는 작품의 일정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작업물을 직접 업체에
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예가가 보유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직
접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공예가는 작품의 포장 및 배송에
도 관여해야 하는 만큼, 동일 작업의 수량을 늘려야만 기회비용이 상쇄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현재의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은 장점도 많지만, 다양한 문제점
들과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 발전시켜야 할 점 등도 적지 않다. 특히,
공예 작품의 시각 자료 제작 및 관련 마케팅, 구매자를 위한 사용 시 유
의 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A/S 강화 등은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
으로 지적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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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시스템을 충원하고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면서 국내 공예 관련 온라인·모바
일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공예 전문가로서 기대한다.
지금까지 국내 공예품 유통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
요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인 공예 전문 갤러리의 수가 제한적이
고 진입 장벽이 높아 대다수의 공예가들이 유통 경로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대안 유통 공간(순수 미술과 공예 판매를
융합한 유형, 복합 문화 공간이면서 공예 전시 비중을 높인 유형, 카페와
공예가의 공방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유형, 지역 사회 전시 프로젝트)도
아직 확실하게 정착되거나 안정화되지 못한 점, 미래의 대중적인 공예
유통 공간으로 주목되는 온라인 판매 공간도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부분
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인 공예가들의 작품 유통 경로를 활성화·다원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공예 산업 관련자 및 공예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유통 공간의 구조적 문제와 제약성을 해결하는 것은 국
내 시장 규모 및 온·오프라인의 유통 인프라 확대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
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보다는, 공예가 개인 단위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은 생산 현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책과 마찬가지로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을 통한 유통 효율화’ 방안이다.
즉, 연구자는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이 생산 효율성뿐 아니라, 유통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공예가는 언제라도 생산 가능한 다품종 공예 생산품 및 제작의 싸이
클을 다량 보유·축적한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응하여 즉각적이
고 신속한 생산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작업 환경과 여건, 작업
실력과 노하우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시장이나
고객들 사이에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갈 경우 대안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은 물론, 전통적인 유통 공간(공예 전문 갤러리)에 대한 활용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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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예가가 효율적인 생산 노하우와 개인 공정을
보유할수록 제품의 유통 경로나 판로를 개척하고 점유하는 활동이 용이
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폭넓은 고객과의 소통이 가능해져 기업 연계
등의 기회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3. 국내 공예가가 겪는 문제점과 발전적 생산 방식
제시
지금까지 국내 공예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생산 활동의 세부 실상,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 현황, 생산된 공예품의 유통 현황 등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 다수의 공예 전공자들이 겪
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생산 현황의 문제점, 공예품 유통 현황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그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개선·향상
시킬 수 있는 공예가의 주체적인 생산 활동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1. 국내 공예 생산 현황의 문제점
앞에서 최근의 공예 관련 통계 자료들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통해 공예
산업 전반의 세부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주요 지표(산업 매
출 규모, 산업 종사자 수, 직영 공장·매장 수, 사업자 등록 업체 수, 산업
체 유형별 매출 수준, 유통 관련 현황 등)들을 통해 국내 공예 산업계의
전반적인 정체·침체 상태 및 성장 동력 부재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
은 생산 분야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 생산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 간에 국내 공예 산업에서는 신규 공예 종사자들이 지속적으
로 유입되었지만 공예 시장의 전체 규모는 정체됨으로써, 개인 공예가들
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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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시장의 파이를 보다 많은 경쟁자들이 나눠 갖는 레드 오션 구도가
고착된 것이고, 이는 미래의 공예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공예 산업 종사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
라, 이로 인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안정성 감소, 생산 의욕 저하, 업무
스트레스 증가, 생계 불안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된 공
예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내지 합리적인 생
산 시스템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영세한 1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품 생산, 판
매, 유통 과정 등에서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예가의 다양하고도 확장적인 생산 활동
및 그를 통한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연구자가 주목하는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
해 생산 공정의 다각화, 판매·유통 증가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공예품 유형별로 판매량이나 수익성의 편차가 적지 않은 문제점
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 공예품이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반
면, 예술 공예품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공예가라도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어떤 아이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산 활동의
안정성 및 경제적 수익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공예 산업의 세부 영역별 고른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공예 산업의 중장기적 동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형별 제품 판매의 편차를 없애면서 공예 산
업 전체가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국내 공예품 유통 현황의 문제점
다음으로, 공예품 생산 현황과 함께 공예가의 생산 활동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예품 유통의 문제점을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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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 공예품 유통의 핵심적인 영역을 담당해 온 공예
품 전문 갤러리의 수량적 제한, 취급 분야의 제한성, 수도권 편중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전문 갤러리의 경우 구매력을 갖춘 공예 수집가들
에게 고급 공예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
예가들이 전문 갤러리를 통해 자신의 생산품을 유통 전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즉, 국내 공예품 유통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전문 갤
러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내 공예가들의 생산품을 수용하여 유
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유통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보다 많은 공예품들의 안정적, 체
계적인 공급과 유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 갤러리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 유통
경로들도 아직 본격화·활성화되지 못하거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문제점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린트 베이커리, 갤러리 로얄 등의 비교적 성공한
대안 유통 공간이 공예 전시를 개최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공예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시 국내 대다수 공예가들의 생산품을 소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대안 유통 공간들은 기존 전문 갤러리들의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장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안 유통
공간’이라는 정체성마저 모호해진 상태이며, 오히려 현재로서는 대안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가 된 듯하다. 이런 모호성을 극복하면 확실
한 발전 동력과 성장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 간에 공예품 유통·판매 경로가 상당히 다양화·다원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원화된 유통 경로와 개인 공예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규모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예품 유통 장소들이나 전문 숍은 기념품 판매
에만 중점을 두거나 한국적인 공예․디자인의 조건을 내거는 등 다양한
공예품 판로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컨셉과 제작
의도를 지닌 국내 공예가들의 많은 작품들이 유통 장소에 입점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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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헛되이 사장되어 가는 아쉬운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은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점진적 해결을 통해 보다 합리적,
체계적인 공예품 유통·판매 경로 및 방식이 개발·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3. 발전적 생산 방식 제시
이상과 같은 국내 공예 생산 및 유통 분야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
인 공예가들의 생산 활동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누차 언급한 것처
럼, 연구자는 이 해법을 공예 산업의 내면적, 내부적 동력으로부터 찾아
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나 지자체, 외부 기관 등의 지원에만 의존
하지 말고, ‘공예가의 생산 활동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모색과 성찰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
서 공예가의 생산 활동의 다각화·다원화 및 시스템화·조직화 등을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예 제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그들이 다양
한 경로로 구매자 또는 감상자와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전통 및 현대 공예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높
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공예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시장 변화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편승하여 공예품이 더욱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보장·
지원하는 다각화된 생산 활동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예 산
업의 발전을 최일선에서 이끄는 공예가들의 자율성, 능동성, 자기 결정성
을 제고함은 물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 생산 방식을 개척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예 분야 종사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공예
생산을 생업으로 선택할 경우 연간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밖
에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같은 경제적인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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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취약함은 공예 전공자들의 생산 활동의 지속성, 안정성을 크게 위협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공예 전공자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을 방해하는 것은 소득의 불안정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추가로 존재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공예 제조 방식에 비해 판매가 보장되지
않아 기회 비용이 높은 점, 물리적인 작업 공간의 필요성, 작업장에 필요
한 제작 기계나 장비 등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높은 품
질의 외부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적 부담, 개인
중심의 활동 방식으로 인해 공동체나 기관의 보호·관리를 받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불안감 등 다양한 요소들을 꼽을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은 공예가의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
취약성 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생산된 공예품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예가는 간헐적, 부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소량
의 작품 판매만으로는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 정
기적인 판매 성과 및 수익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
다. 다수의 학위 소지자 공예가들의 경우에는 개인 작업 활동을 지속하
기 위해 외부 강의 등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공예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예술
적 가치와 지향점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대다
수의 공예가들에게 만연화될 경우, 공예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두드러진 공예가의 적극적인 판매 활동과 각계의 활발
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공예 시장의 발전 전망은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예품의 유통 판로는 제한적이고 그
로 인해 다수의 공예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내 공예 산업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일인 공예가가 생
산한 공예품의 주 판매처가 현재처럼 공방 내 매장이나 전문 갤러리 숍
에 한정되는 것은 판매량·유통량 부족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단 공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생산되는 독특하고 참신한 공예품들이
적시, 적소에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원활하게 소개되기가 쉽지 않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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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렇다 보니, 고가로 책정된 공예품을 구매할 경제적 여력을 갖춘
특정 계층만이 공방이나 전문 갤러리 등의 전시장을 찾는 경향이 있고,
공예품 판매 대상이 이 소수의 관람객들로 축소되고 한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공예 시장의 대세를 장악해 온 ‘소수의 경제력 있
는’ 관람객들과 콜렉터 위주의 갤러리 및 공예 전문 숍의 한계를 보완하
고 시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앞에서도 살펴본 국내외 공예 트렌드 페
어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참가하는 국내 공예가들의 노력에 의해 최
근에는 대중의 공예품에 대한 점진적인 관심 증가와 판매량 증가 등 좋
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현 상황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공예가가
평소에도 원활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지하면서 페어 출품을 위한 생
산품을 차분히 시간을 들여 기획·준비하고, 그를 통해 페어에서 대중들
의 주목과 관심을 획득하여 작가로서의 인지도와 작품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다음 페어 전까지 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작
품 생산 활동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
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구
조적인 문제일 것이다. 즉, 평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작품 생산 활동이
페어 참여의 동력이자 기반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페어
를 통해 작품 판매를 단기성으로 늘리고자 하는 행태가 고착될 수도 있
다는 점이 다소 우려되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면서 보다 건전
하고 바람직한 공예품 생산 및 유통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공예가의 생산 활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완 방안과 미래 지향적
생산 방식을 모색하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표와 지향점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진단 및 해법 제시와 함께, 본 연구는 최근 활성
화되고 있는 국내 공예 전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이들이 향후 안정적인 공예품 유통망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최근의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 공예품의 주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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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연령층이 20-30대로 낮아진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현시점에
서 온라인·모바일 유통망의 주요 방문자 겸 사용자인 젊은 소비층은 아
직 고가의 공예품에 대한 구매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장래에 주도
적인 구매 계층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메인 유통 방식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공예가들은 보다 원활한 판매를 위
해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프로덕션 라인67) 제작, 자료 제공 및 판매
촉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 공예품의 종류68)를 늘리고, 그들의 심미적, 공예적, 상업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뿐 아니라, 착용이나 사용 효과 및 지각되는 느낌 등을 소비
자 입장에서 충분히 실감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고객 친화적인 관점
에서 유용한 시각 자료를 제작·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21세기의 주된 유통방식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모바일 플
랫폼에 대한 공예가의 자발적, 주체적인 적응 방식일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전세계의 산업 패러다임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69) 즉, 획일화·규격화된
대량생산 제품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니즈가 반영된 다양화·다각화된 제
품으로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개인 사업체 형태 또는 개인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는 공예 산업
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패러
다임의 변화로 발생한 기회를 최대한 살리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최
적화된 방식으로 공예 산업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적 생산 방식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공예가의 특장점과 예술적 자산, 공
예 생산 경험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생산 활동 방식’

67) 일품 생산이 아닌 판매를 위해 소량 및 다량 생산하는 컬렉션 상품 등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68) 같은 품목이지만 다양한 디자인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
가 있다.
69) 임창영, ｢디지털시대 산업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 정보화와 기
술발전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변화와 전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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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탐색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공예
혁신을 위한 생산 활동 방식’은 현재 대다수의 국내 공예가들이 당면한
생산 환경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극복·해소하면서, 미래의 장기적, 항상
적인 공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 체계적인 생산 활
동 방식을 정착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공예 산업의 현재의 문제
점들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을 염
두에 두고 이하 두 가지 유형의 생산 방식(생산 의뢰, 기업 연계)을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 의뢰는 ‘공예가가 자신이 의도하는 예술적 가치나 심미성,
예술성, 실용성을 고루 갖춘 공예 작품을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생
산하기 위해, 또는 일품 생산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의 효율성,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예 산업체 혹은 일반 제조업체와 산업 연계
나 협업 방식을 통해 일부 공정을 의뢰·위탁하여 진행하는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즉, 공예가는 보다 완성도 높고 성공적인 일
품 생산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연계 공정을 중간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심미성, 예술성, 실용성이 뛰어난 양질의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향후 보급화·활성화함으로써 국
내 공예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때 공예가가 산업
연계 공정을 의뢰할 협력업체를 다양하게 물색하여 필요한 작업에 최적
화된 업체를 찾아내는 것과, 해당 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작업의
세부 방식 및 결과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은 생산 의뢰의 성공
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둘째, 기업 연계에 대해서는 공예가가 ‘기업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또는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통해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공예품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다원화되고 확장된 작업 방식을 체험하
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축적하는 전략적인 생산 활동 방식’으로 정의
하였다. 기업과의 협업, 제휴 등을 통해 공예가는 자신의 예술적 의도가
아닌 다른 주체(협업 기업)의 의도를 이해하고 소화하여 그를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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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언어와 조형으로 시각화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일정 기간 확보하고,
공예 산업과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의 작업 활동 인맥을 쌓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공예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점
증함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공예가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적, 심미적인
공예 시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의도에 적응하고 그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공예가는
다양한 디자인적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자신의 예술
적 능력과 조형 활동의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
연계 활동을 통해 공예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미래의 지
속적인 공예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내 공예 산업 발전에도 기
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기업과 공예가의 협업과 연대를 통
해 생산된 아름답고 우수한 공예품들을 보다 용이하게 구매·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 공예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미래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산업 연계 방식의 2종 유형, 즉 생산 의뢰, 기업 연계 등
의 용어 정의를 고려하면서, 이하 3장과 4장을 통해 1) 각 생산 방식의
세부 의미와 2) 연구 사례, 3) 세부 적용 방식 및 4) 이를 적용한 연구자
의 연구 작품들을 설명하고, 그 활성화·보급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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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산 의뢰를 통한 공예 생산 활동

1. 생산 의뢰의 개념, 사례 및 적용 방식
1.1. 생산 의뢰의 개념과 의미
앞 장 말미에서 논의한 대로, 본 장에서는 공예 산업의 미래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을 의미하는 두 가
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방식(생산 의뢰)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고찰
할 것이다. 생산 의뢰라는 용어의 정의는 바로 앞에서 제시하였는데, 이
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보다 상세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내에 제조업 공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과 시설이 압도적으로 집중된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가령 천과 제봉 관련 작업은 동대문과 방산 시장에서, 아크릴 재단 작업
은 을지로와 충무로에서 수행할 수 있고, 인쇄 및 제지 관련 작업은 충
무로에서 매우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내 공예 종사자들로서는 이
와 같이 효율적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게다가) 집약화된 수도권 내 다
양한 업종들을 개인 작업 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
다. 공예가로서 제품 한 개를 완성하기까지 다수의 프로토타잎 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세부 제작 공정마다 중간에 다른 공정 방
식을 여러 번 시도하거나 실험할 필요도 있는데, 그때마다 연계 업종의
공방을 직접 방문하여 제작 과정을 재점검하거나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 조건인 것이다. 이런 유리한 환경이 연구자가 생산
의뢰의 중요성, 필요성, 잠재적 가치 등에 주목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다.
수도권 내에 이처럼 다양한 공예 관련 시설과 환경, 관련 업체들이 편
중적으로 집약된 상황으로 인해 생산 의뢰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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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거주 공예가로 국한되며, 지방 거주 공예가는
생산 의뢰의 능동적 활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공예품 소량 제작에 용이한 인프라 및 관련 업
체의 수도권 편중 문제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탐구 대상이 아니므로 논
외로 한다.
이러한 기본적 환경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최근의 모바일 시장 활
성화와 미디어 커머스70)의 확산 등에 힘입어, 자신의 전공 분야와 상관
없이 최신 트렌드에 맞춘 제품이나 아이디어 상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신생 공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을지로 부근과 청계천
일대와 같은 수도권 지역을 무대로 제품 개발, 생산, 포장, 비주얼 머천
다이징71)까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지
속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제조업 관련 재료상과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을
지로, 청계천 일대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재개발되려는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로 창업하여 공예품을 생산해온 제작자
는 물론, 공예업계 종사자, 인테리어 업체 등 다양한 직업군의 관련자들
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재개발 가능성으로 인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긴 하지만,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예가는 ‘일품 생산’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 작업’ 시 반복적, 기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공정 중의 일부를 해당
분야 종사자나 업체에 아웃소싱 형태로 의뢰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높
이고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
해 왕성하게 작업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진보적인 마인드의 공예가들이
적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본 연구는 생산 의뢰로 규정하면
서, 미래의 국내 공예 산업 발전을 이끌 ‘발전적,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
으로 파악하였다. 이 같은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은 발주 공예와는 차별점
을 지닌다.72)
70) 미디어 커머스(Media Commerce)는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한 고객이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통방식을 말한다.
71) visual merchandising(VM). 점포에서 시각적 효과를 중요시하는 판매 촉진 계획을
말한다.
72) 발주공예란 공예가가 공예품 제작을 다른 제작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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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과정에서 작업 공정을 의뢰받는 제조업체나 공장의 입장에서
는 작업 공정이 단순하거나 일관되면서 시간 대비 다량 작업이 가능해야
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세심한 의도나 입장이 반영된
정교하거나 복잡한 공정을 잘 맡지 않으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
럴 경우 공예가로서는 원하는 작업 공정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
서 작품 공정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도 하는데, 그
로 인해 원래의 의도가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작품의 질적 가치가 낮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자는 산업 연계 및 공정 의뢰를 통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에게 직접 작업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고, 공정 결과물을 도중에 작
업실로 가져와 수작업으로 수정한 후 다시 업체에 전달하여 후속 작업을
이어가는 등 보완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공예가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생산하면서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데, 이 과정에서 전문 생산 업체와 소통하면서 일부 공정을
의뢰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공예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이 같은 최적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의 예술 작품을 소량으로 생산 의뢰하여 제작하
기 용이하다.
이러한 산업 연계 방식은 일품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에 모두 적용
될 수 있지만,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다품종
소량 생산에 보다 최적화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공예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산업 연계 과정에서 전체 디자인과 제조 공정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집중한다. 이 같은
발전적, 전략적 방식에 의해 개인이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1인 생

공예전공학생들이 작품을 의뢰해 만드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현재 대학 공예 교육에
서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만드는 훈련
을 하며, 공예 교육 과정에서 철저한 기술 수련과 습득이 선행되도록 발주 공예를 멀
리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생산 의뢰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예품 제작 기술을 갖춘
공예 전문가가 직접 생산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려는
용도로 활용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발주 공예와는 차
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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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방식보다 단 기간에 보다 다양한 작업물을 만들 수 있고, 1인 수공예
혹은 1인 공예가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했을 때의 한계를 벗어나서 보
다 다양한 장점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 의뢰는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출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하
기 위한 목적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생산 의뢰로 제작한 공예품은 유통 경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니게 된다. 첫째, 생산 라인을 성공적으로 정립한 후에
는 동일한 품질의 작업물을 여러 개 재생산 혹은 반복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생산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 후속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추가
주문에 응하여 2차 생산 혹은 그 이상의 생산 증량이 가능하다. 둘째, 다
양한 상품들에 대한 선주문 후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본격적인 판매 개
시 이전에 상품을 대량으로 미리 생산해 두는 일반 제조업의 기계적 방
식과 차별화될 수 있다. 상품 판매 개시 이전의 대량 생산은 1인 기업의
비중이 높은 공예 생산 분야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작 방식인데,
이런 부담을 생산 의뢰에 의해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
산 의뢰는 개인 공예가들의 생산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발전적, 전략
적 생산 활동 방식’이다.

1.2. 생산 의뢰의 적용 사례
생산 의뢰, 즉 산업 연계 제조 방식이 공예가의 1인 생산에 비해 품질
이 낮고 저렴하다는 피상적인 인식이 일각에서 존재하지만, 연구자는 오
히려 생산 의뢰를 통해 1인 생산의 제약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더욱 우수
한 품질의 작업물을 만들 수 있고, 결과물의 고른 품질 유지에도 더욱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상식적인 오해에도
불구하고) 생산 의뢰를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빠르게, 많이 생산하는 것
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생산 의뢰를 활용한 개인 공예가 혹은 공예가와
업체 간의 연계 생산 활동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생산 의뢰가 개인 공예가의 생산 활동의 안정성, 지속성을 제고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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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적 전략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하 생산 의뢰를 통해 생산·제작된 적절한
작품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생산 의뢰 방식을 활용한 공예가의 소량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
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유형으로는 테드 노튼, 서정화, 그리고 프로
젝트 그룹 ‘chp…?’를 들 수 있다.73)
테드 노튼(Ted Noten, 1956-, 네덜란드)은 생산 의뢰를 다양하게 자
신의 작품에 적용한 작가이다. 2005년부터 ‘아틀리에 테드 노튼’을 설립
하여 다른 작가 혹은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다품종 소량 생
산 하거나 프로젝트, 설치, 전시 기획 등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노튼은 폭력, 죽음, 욕망, 사랑, 노화 같은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 활
동을 해왔다. 특히, 그의 작품 디자인에는 복제, 혹은 복제품의 복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동시대의 지배적 생산 방식인 대량 생산 체제의 의미
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아크릴 캐스팅을 사용한 작품을 많이 선보였는데, 주얼리 혹은
가방 형태의 오브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튼은 이 아크릴 캐스팅 작
업을 생산 의뢰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 작품들을 그는 주로 한 점만을
생산하거나 한정 수량으로 소량 생산하였는데, 그 중 실제로 총기가 들
어 있거나 복제품이 들어간 투명 가방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다. 시리즈
의 마지막 작품으로 노튼은 <Uzi Mon Amour>라는 제목 하에 우지
(Uzi)74) 총을 복제해 아크릴을 부어 캐스팅한 작품을 한정 수량으로 5점
만 제작하였다.[그림

17]

73) ‘chp’ 프로젝트는 2019년 후반기에 종료되었다.
74) 1951년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이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기관단총.
https://en.wikipedia.org/wiki/Uzi (2019.12.29.)
유용원,「UZI 기관단총:시대를 증언한 기관단총」
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5/2012072501641.html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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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0] 테드 노튼의 생산 의뢰 생산품 예시75)
Ted Noten, Uzi Mon Amour,
Ted Noten, Sweet Temptation,
Ted Noten, Master Trophy, 전체
Master Trophy, 일부

노튼은 2013년에 런던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 전시된 스
와로브스키 프로젝트에 참여한 15명의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서, 이 전
시를 위한 작품[그림

18]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3D 프린팅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생산 의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태도와 의
욕을 보여준다. 한 예로,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Design Academy
Eindhoven) 석사 과정 이수자들을 위한 일종의 기념품의 디자인이 있는
데, 그 작품은 3D 프린팅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여 나일론 소재로 출력한
Master Trophy로서, 출력물 자체를 완성작으로 사용하였다.[그림
20]

19][그림

3D 프린팅은 프로토타이핑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완성품

을 별도의 가공이나 재료의 치환 없이 그대로 사용한 점에서 생산 의뢰
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도 생산 의뢰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그의 작품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75) 테드 노튼 홈페이지 참조.
https://www.tednoten.com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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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생산 의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예 작품 생산을 하는
국내 작가 서정화(1982~, 대한민국)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그는 홍익대학
교 금속조형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수학
하였다. 그의 생산 의뢰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Material Container>을
들 수 있는데, 해마다 같은 형태에 새로운 재료나 제조방식을 접목시켜
예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그림

21]

아울러 한 점씩 제작한 견본과 이미

지를 보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에 따라 생산하는 ‘선주문 후 생산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1-23] 서정화의 생산 의뢰 생산품 예시76)
서정화, Material Container, 2013~
서정화, Basalt Stationary Series, 2014
서정화, Etcetra Project, 2018

이 같은 체계적인 생산 의뢰 방식을 보여주는 적합한 사례로 현무암
사무용품 시리즈를 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제주도의 석재 가공 업체에

76) 서정화 홈페이지 참조.
http://www.jeonghwaseo.com/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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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료 수주 및 가공을 하여 보내면, 서울의 업체에서 마무리 연마 가
공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그림

또한, 카페 등의 상업 공간에서 공

22]

예가에게 공간 연출 및 내부 가구 제작을 의뢰하는 협업 사례는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Etcetera project>는 작가가 직접 공간을 디자
인하고 내부의 가구를 디자인 및 생산의뢰를 통해 제작한 사례이다.[그림
23]

한편, 네덜란드에는 ‘chp…?’라는 독특한 제목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생산 의뢰를 활용한 작품들을 소량 생산·출품하는 프로젝트이다.
‘chp…?’는 장신구 작가이자 드록 디자인(Droog Design)의 공동 창업자
인 하이스 바케르(Gij Bakker)와 이태리 갤러리스트 마리케 발란자스카
(Marijke Vallanzasca)가 함께 설립한

‘Chi ha paura…?’ 재단을 중심으

로 1996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이들은 2013년에는
‘chp…?’라는

브랜드명으로

개념

디자인

장신구(conceptual

design

jewelry), 또는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선 장신구를 만들고, 이를 대중들에
게 온라인 숍, 장신구 갤러리, 오프라인 숍,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개해 왔다. ‘chp…?’의 홍보를 위한 전시의 예시로는 2018년 밀라노 디
자인 위크 기간 동안 진행된 ‘Device People’을 들 수 있는데, 이 전시에
서는 27인의 디자이너의 작업물과 함께 학교, 기업과 협력하여 ‘전자 제
품이 일상 생활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 때
모바일 제품의 형태를 본따서 만든 독특한 컨셉의 전시대를 공간에 설치
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그림

24]

온라인숍에서는 장신구를 크게

레디투웨어(ready-to-wear)와 오트쿠튀르(haute-couture)의 두 부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레디투웨어는 낮게는 6.50 유로에서 높게는
1,375 유로의 금액대로 설정되어 있고, 오트쿠튀르는 295 유로부터 9,750
유로까지 훨씬 높은 금액대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오트쿠튀르 계열 작
품들의 수작업과 공정 절차가 더욱 정교·복잡하며 작품의 완성도도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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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hp…?, Device People 밀라노 전시 전경

chp…? 프로젝트에서는 장신구 작가를 비롯한 건축,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해 보다 다채로운 컨셉의 장신구를 디자
인하고, 이를 제작을 전담하는 공예가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일부분은 기
계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재에 대한
리서치를 포함하는 장신구 제작은 한 명의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금속 공
예가(Jan Matthesius)가 전담한다.77)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작업
활동을 통해 chp…? 프로젝트는 독특한 소재와 아우라를 지닌 장신구
공예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chp…?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를 통해, 생산 의뢰가 개인 공예가의 발전적, 진보적 생산 방식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공예가 또는 기획자들 간의
연대 및 협업을 통해 보다 큰 규모의 독특한 프로젝트나 전시를 구성함
으로써, 다채로운 공예품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산 의뢰를 활용한 공예가의 대량 생산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유형에는 톰 딕슨이 해당된다. 조명 회사의 설립
자로 널리 알려진 톰 딕슨(Tom Dixon, 1959-, 튀니지)은 정비공 출신의
평범하지 않은 이력을 가진 공예가로서, 디자인을 독학하였다. 정비 작업
으로 획득한 경험은 작품 제작 시 그가 재료를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방
식을 통해 투영된다. 유리를 뜨겁게 달구어 이를 산업용 몰드(industrial
77) chp…?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hpjewelry.com/chi-ha-paura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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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 mould)를 사용하여 비정형적 형태로 만들어낸 <Melt> 시리즈[그림
25]와

금속 판재를 형 위에 씌우고 회전시키면서 금속제 촉으로 눌러 성

형하는 스피닝(spinning)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Beat> 시리즈[그림

26]

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78) <Beat> 시리즈에서 안쪽 면은 망치
자국 무늬가 두드러지도록 처리하고 겉면은 매끄럽게 연마한 대조적인
표현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25-27] 톰 딕슨 산업연계 생산 예시
Tom Dixon, Melt Pendant Gold.
Tom Dixon, Beat Lights.
Design Research Studio, Alto Restaurant, Hongkong.

조명 기구에서 시작된 톰 딕슨의 작품 활동은 점차 주방과 리빙 제품,
가구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갔으며, 최근에는 ‘Design Research Studio’
라는 컨설팅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상업 공간 및 주거 공간 연
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그림

27]

딕슨은 자신의 제품을 제작하

는 과정에서 각 제품의 조형과 재료에 맞게 일부분을 기계 생산하거나,
수작업과 생산 라인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등 다양하고도 유연한 방식으
로 세부 공정들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딕슨은 완성도 높은 다품종의 결
78) 톰 딕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tomdixon.net/en_gb/story/category/our-studio (2019.08.22.)

- 70 -

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생산 의뢰를 활용하려는 공예
가가 유용하게 참고해야 할 노하우일 것이다.

1.3. 생산 의뢰의 적용 방식
지금까지 생산 의뢰를 활용하여 생산·제작된 의미 있는 공예품들 및
그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예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비교적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획득한 성공
한 공예가들도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효율성, 지속성 등을 제고하거
나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산업 연계 방식의 생산 의뢰를 능동적으로 활
용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 하는 작가나 기획자들끼리 협력하여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다채로운 공예 작품들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특별한 프
로젝트나 이벤트를 주최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았다. 이런 사례들은
생산 의뢰의 성장 잠재력과 국내 공예 산업의 미래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준다고 생각된다.
생산 의뢰의 의미, 효과, 작품 사례 등에 대한 이상과 같은 고찰 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생산 의뢰를 연
구자의 공예 작품 생산 과정에 적용해 보았다.
첫째, 가장 전통적, 고전적인 일품 생산 과정에 산업 연계 공정을 적
용한 것이다. 이는 기계를 활용하거나 전문 제작자의 솜씨를 빌릴 경우
공예가의 수작업보다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정, 혹은
물리적 힘이 많이 들어가는 반복 공정을 산업체에 대한 의뢰 혹은 기계
의 사용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개인 공예가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지만, 일품 생산 작품의 완성도와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량의 동일한 작업물 생산에 산업 연계 공정을 활용한 경우이
다. 이 경우 산업체에 의뢰하는 공정은 한 단계나 두 단계의 공정으로서,
이로 인해 공예가와 산업체 간의 협력·연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많은
의사소통이나 조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공예가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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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정 관리, 쌍방 간 소통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량의
동일 작품 제작 과정에서 산업 연계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예가는 시
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심미성 있는 일품 작품을 ‘선주문 후생산’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일품 생
산 작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일품 생산 활동의 지속성과 안
정성을 보장하게 된다.
셋째, 산업 연계 공정을 보다 심층적, 전문적으로 활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제작 방식이다. 이는 비슷한 소재와 공정으로 제작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작업물들을 하나의 산업체 또는 두 세 곳 이상의 산업체에게 동
시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서, 그를 통해 공예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
하면서 단기간에 공예품을 각각 소량으로 제작·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을 공예가 평소의 생산 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외 공예
페어 트렌드나 중요 전시 참가 등을 위해 심미성, 예술성, 실용성을 두루
갖춘 다품종 작품들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야 할 경우에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산 의뢰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통해
공예가는 자신의 공예 생산 활동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와 경험을 확장할 수 있으며, 보다 열린 방
식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완료할 수 있게 된다. ‘생산 의뢰를 활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야말로 생산 의뢰의 장점을 극대화한 가장 진
화된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되며, 이 방식을 보급화·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공예 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생산 의뢰의 세 가지 적용 방식을 고려하면서, 이하에서
는 생산 의뢰를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에 대해 소개·설명하고, 그를 통해
생산 의뢰가 공예가의 생산 활동 품질을 높이고 공예 생산의 지속성, 안
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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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의뢰를 적용한 연구 작품
2.1. 주방용품 시리즈 : ｢품｣
생산 의뢰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된 연구자 작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주방용품 시리즈인 ｢품｣이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생산
의뢰의 3종 세부 적용 방식 중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제작되었다. 즉, ①
일품(one of a kind)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부분의 반복 공정을 업
체에 의뢰하여 산업 연계 형태로 처리한 방식, ②소량 생산을 위해 필요
한 부분을 업체에 의뢰하여 산업 연계 형태로 처리한 방식 등이 활용되
었다.
연구자는 공예 작품 활동 시 체험하는 사물의 물리적 밸런스와 시각
적 밸런스로부터 유발되는 일종의 긴장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
다. 연구자가 수행한 모든 작업물, 가령 스튜디오 내의 작업과 산업 연계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물리적, 시각적 밸런스에 대한 관심이 직간접적으
로 반영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박사 과정 동안 진행한 연구 작품들도 대
체로 사물의 ‘균형(balance)’을 주제로 하였는데, 이는 주로 작은 접지면
을 가지고 아슬아슬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사물들, 즉 ‘밸런스 오브젝트’
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처럼 연구자가 주목한 ‘물리적, 시각적 밸런스’
라는 예술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작품 자체
에 대한 의미 부여는 차치하고라도)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과 관련 행위,
작업에 투여되는 시간, 심지어 연구자의 일상생활에까지도 밸런스라는
미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지각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균형’이라는 주제에 좀더 면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생
활 속에서 발견한 사물들을 주기적으로 작업실로 가져와서 다양한 작업
을 시도해 보았다. 즉, 해당 사물들을 물리적, 시각적 균형이 완벽하게
자리 잡혔다고 느껴질 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리저리 다르게 배치하
거나 조금씩 움직여 보았다. 각자의 컴포지션(composition)이 어떤 형태
로 귀결될지 단순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실험과 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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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보내고 나니, 점차 심미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새로운 사물’, ‘제3
의 사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몇몇 사물들은 초반의 컴포지션을 그
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79)
이어서 연구자는 옛 물건들 중에서도 무게 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아이템들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현재는 사용
되지 않는 도구들 중에서 우수한 디자인적 요소를 발견하기도 하였고,
그 요소들을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80)

[작품 1-1] Composition no.3
나무, 돌, 마네킹, 200×200×12mm, 2012

위의 그림은 일상에서 발견한 나무와 돌, 버려진 마네킹 등으로 제작
한 작품인 <Composition no.3>이다.[작품

1-1]

이는 주관적인 관점으로는

작품의 재료인 세 가지 사물들 간에 완벽한 균형과 구성을 보여주는 조
합으로서, 학위 과정 전반에 걸쳐 제작한 작업물들의 시발점이 된 작품
79) <품 I: Server>, <품: Teaspoon>, <품: Citruspeelers> 의 일부가 이에 해당함.
80) <품: Chopsticks>, <Caltrop> 연작, <Gobi> 연작, <Hwalja>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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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후의 연구 작품 제작 과정에서 연구자는 핵심 주제로 선택한 ‘사물
들의 물리적, 시각적 균형’을 중시하면서 작업한 물건 시리즈 전체에 ｢품
(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한자 ‘품(品)’은 회의(會意) 문자로서, ‘물건’
자체를 뜻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口)을 주고 받으니 좋은 물건이
나타난다’를 의미하기도 하며, 입 구(口) 자가 세 개 겹쳐 있는 형상을
통해 여러 개의 그릇이 가지런히 잘 놓여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하여 ‘가지런함’ 혹은 ‘물건의 등급이나 품격’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
게 되었다.81) 연구자는 ‘좋은 물건’이라는 의미와 함께 입 구(口)자가 ‘균
형을 이루면서 쌓여 있는’ 한자의 조형에 착안하여 작품 제목을 ｢품(品)｣
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품(品)’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으로 기획한 것은 바로 돌 위에 물이
고인 듯한 느낌을 형상화한 서버(server)이다. <품(品) I: Server>는 박
사 과정 초기에 가장 먼저 만든 작업물로서, 돌과 플레이트의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작품

1-2]

이 작품은 사용자가 서버의 균형을 직접 체험하고

형성해보도록 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으며, 실제 서빙 시에 돌의 음각 부
분(imprint)이 핸들로 기능하도록 사용성을 부여하였다.
<품(品) I: Server>는 두 개의 현무암 몽돌과 원형의 금속판으로 이
루어진 세트로서, 연구자가 발견한 돌 모양에 맞춰 망치로 금속판을 성
형하여 제작하였다. 서버에서 두 개의 돌이 받쳐진 부분은 판금 성형을
통해 기본 형태를 만든 후 하단 돌의 텍스쳐와 조화를 이루도록 텍스처
망치 성형을 하였고, 표면은 착색한 후 연마하였다. 두 돌은 바닥면을 평
평하게 갈아서 안정성을 높였다. 서버 표면 혹은 접지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 현상, 혹은 두 개의 돌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거나 갈라지
는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 옻칠82)을 하여 마감하였다.

81) 네이버 한자사전 중 ‘품(品)’ 검색 결과
https://hanja.dict.naver.com/hanja?q=%E5%93%81&cp_code=0&sound_id=0 (2019.04.10.)
82) 연구자가 박사 과정 중 익힌 기법으로서, 재질이 불투명하게 덮히는 일반적인 기법
대신, 재료의 질감과 무늬가 가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칠 기법을 익혀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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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품(品) Ⅰ: Server
금속, 돌, 옻칠, 380×380×130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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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 품(品) II: Server
강화아크릴, 금속, 430×350×130mm, 2017

<품(品) Ⅱ: Server>는 <품(品) I: Server>를 모티브로 하되, ‘동일
작품의 소량 복제 생산’이 가능한 작업물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착수한 작품으로서, 생산 의뢰의 세부 적용 방식 중 ②소량 복제 생산을
위한

산업

연계

방식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애초에

<품(品) I:

Server>는 연구자가 발견한 두 개의 돌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면서
금속을 가공하여 물리적, 시각적 밸런스를 연출하는 일품 작업으로
생산한 것이었는데, 이를 모티브로 삼아 <품(品) Ⅱ: Server>는 한 개
이상으로 복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각의 작업물이
똑같은 형태의 반복 없이 각자 고유의 모습을 지니도록 함으로써 공예적
요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단순히 수량을 늘리는 생산보다는 작업
시간과 공정 대비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작품
1-4]

1-3][작품

이 과정에서 수량을 늘려 소량 생산을 하게 될 경우, 연계 업체

입장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고난도 작업일 경우 주문 수량이 최소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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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품(品) II: Server
강화아크릴, 금속, 430×350×13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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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이 되어야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유리 재질의 <품(品) Ⅲ: Server>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숙지하여 제작할 예정이다.<품(品) Ⅱ: Server>의 제작
과정에서는 돌을 금속 주물로 대신하고, 판금 성형한 금속 대신 아크릴
진공성형을

활용하였다.

이는

아크릴

진공성형(vacuum

forming)과

알루미늄 주물 공법을 활용한 첫 번째 시도였으며, 산업 복제의 행위에
공예적 요소를 반영한 솔루션이기도 하였다. 이런 공정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제작되는 주물의 특성을 돌이라는 자연물이 지닌
본연의

물리적

성질과

결부시켜

효과적으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돌은 서버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밑면을 평평하게 가공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아크릴
성형을 위한 목형(negative wood mould)83)을 제작해 두었다.
아크릴판 성형은 3mm, 4mm, 5mm 판재를 각각 테스트한 후 4mm
두께로 최종 진행하였다. 5mm 두께의 아크릴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
로 무게감을 부여하는 데 이상적이었지만, 성형 기계의 성능적 한계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기포가 다량 형성되거나, 충분히 가라앉지 않거나,
혹은 돌 주변에 주름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초기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열 성형의 특성상 목형 표면의 불순물 등이 고스란히
아크릴에 찍힐 수 있기에, 목형 표면을 엠디에프(MDF)84)에서 베이크라
이트(bakelite)85)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표 1> <품(品)II: Server> 제작 과정

품(品)II: Server
금속
1

원본 돌로 실리콘 몰드 제작

2

레진 복제본 만들기(모래주물 원본용)

83) 목형(木型). 나무로 만든 원본 모형.
84) Medium Density Fiberboard. 건축에서 쓰이는 중질의 섬유판.
85) Bakelite. 합성수지라 일컫는 플라스틱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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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래주물

4

물줄 및 주물 연결부 금속 형태 정리

아크릴
5

규격 테스트

6

도면 확정

7

하단 목형 제작

8

상단 목형 제작

9

아크릴 판재 접촉면에 베이크라이트 부착

10

1차 아크릴 진공성형

11

금속 상부 절단하여 목형으로 사용
(높이와 서버 안정성 테스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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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 아크릴 진공성형

13

진공성형한 아크릴 판재 재단

14

재단형태 세부조정 및 재단 단면 연마

*

직접수행
업체의뢰

연구자는 필요한 작업 의뢰를 위해 소량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첫 번
째 진공성형(vacuum forming) 업체를 방문했을 때부터 제작상의 어려움
에 부딪쳐야 했다. 초기단계에서 컨택을 시도한 세 업체 모두 기존에 진
행해오던 평이한 작업 외의 특수한 작업에 대해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
다. 결국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메이커스페이스에
서 연구자가 직접 진공 성형 공정을 직접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품(品) I: Server>에 비해 비교적 적은 시간과 힘을 들여 작업물을 만
들고자 했던 애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결과이기도 했다. 이처럼 <품
(品)II: Server> 제작에 필요한 세부 공정들 중 핵심 과정이기도 한 진공
성형이 결국 연구자의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산업 연계에
의한 소량 복제 생산’을 통해 완전한 일품 생산과는 구별되는 다른 유형
의 생산 방식의 전략적 용이성, 공정적 유연성 등에 대해 재고하고 체험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 작업이었다. 작품 판매는 제작 방
식을 더욱 보완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소량 생산
라인을 수립·확정한 이후로 보류하였다.
현재 작업 중에 있는 <품(品) Ⅲ: Server>는 아크릴 소재가 가진 단
점들, 즉 스크래치에 약한 점과 무게가 가벼운 점 등을 보완하면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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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재질의 구성과 색상의 사용 등을 탐색하기 위
해 시도하였으며, 유리공예작가 정수경(1973～현재, 대한민국)과의 협업
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는 유리 성형 역시
아크릴 진공 성형과 마찬가지로 재료의 두께에 따라 성형 온도가 달라진
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5mm, 4mm, 3mm의 두께로 각각 슬럼핑을 시도
하였다.[그림

28]

유리 성형은 가마에서 고온의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
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 실험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
한 작업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그림 28] <품(品) Ⅲ: Server> 유리 슬럼핑 테스트, 2018년 4월～7월.

‘품’ 시리즈의 또 다른 작품인 <품(品): Teaspoon> 역시 일상에서 채
집한 돌과 조개껍데기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작품

1-5]

돌과 그 위에 놓

은 조개껍데기의 자연스러운 컴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체로
티스푼으로서의 실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은제(銀製) 티
스푼이다. 이 작품은 손잡이가 얇은 데다가 타원형 단면 형태를 띠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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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손잡이 부분에 굴곡
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평상시 조개 껍데기가 아래로 향할 수 있게 함
으로써 탁자 등과 같은 표면에 놓았을 때 스스로 밸런스를 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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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품(品): Teaspoon 정면
925은, 돌, 옻칠, 금분, 100×90×100mm, 2016

- 84 -

[작품 1-5] 품(品): Teaspoon 위
925은, 돌, 옻칠, 금분, 100×90×100mm, 2016

이후 전시에서는 일상적인 사용을 위한 티스푼으로 발전시켜 한정 수
량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판매용 원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손잡이
를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 두께를 조금 늘렸으며, 스푼의 머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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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먹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각도를 조정하고 형태 또한 원형을 해치지 않
는 선에서 다듬어 적용하였다. 완성한 원본의 몰드는 복제 시 수축률이
최소한인 실리콘 소재로 제작하였고, 이 원본 몰드를 활용하여 정은 재
질로 한정 수량을 복제 생산하였다.[그림

29]

[그림 29] <품(品): Teaspoon> 한정수량 생산,
925은, 30×90×10mm, 2018

연구자는 ‘품’ 시리즈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일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물의 내부에 잠재된 ‘물리적, 시각적 균형’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거치
고, 사물 본래의 형태와 그들 간의 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기능성,
실용성을 가지는 공예품을 만들고자 하였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시트러스 과일류(라임, 레몬, 오렌지, 자몽 등)의 껍질을 벗기는 도구, 즉
‘시트러스 필러’ 연작이었다.
<품(品) : Citrus Peelers>의 첫 작업은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기
성품 필러의 기능이 촉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두

개의 돌의 본래의 형태와 구도에 작은 촉 부분을 더하여 기능을 부여하
고자 하였다. 이 두 개의 돌은 한 개 위에 다른 한 개가 밸런스를 잡고
올라서 있는 컴포지션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약 3년여에 걸쳐 필러류의
균형, 물질, 촉감, 형태 등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였고, 필러라는 사물이 놓
여 있을 때와 도구로서 사용될 때의 균형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찰하
면서 적절한 조형화를 고민하고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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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는 방법을 지닌, 그래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8개의 시트러스 필
러가 탄생되었다.[작품

1-6][그림 30]

[그림 30] <Citrus Peelers> 사용 예시

시트러스 필러를 금속으로 제작할 경우, 작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식품을 다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
로 위생적 측면의 불안감을 없애야 했고, 더불어 손쉬운 사용을 위해 무
게 면에서도 부담을 줄여야 했다. 물론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
틸(stainless steel)이 위생적인 면에서 유용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
만, 공예품으로서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으면서 실용적이기도 한 일품
생산 기획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스테인리스 재질의 2
차원적인 판재나 선재를 활용하는 작업이라면, 직접 생산 혹은 업체와
연계한 이용한 소량 생산 주문도 가능하겠지만, 3차원적인 입체감,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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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품(品): Citrus Peelers (set of 8) 위
알루미늄, 정은, 나무, 돌, 옻칠, 다양한 크기,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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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품(品): Citrus Peelers (set of 8) 정면
알루미늄, 정은, 나무, 돌, 옻칠, 다양한 크기,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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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지닌 <citrus peeler>에는 주물 혹은 진공 성형 작업이 보다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작업을 공장에 의뢰할 경우 금형 제작 공
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성형 온도가 높아 고온을 견뎌야 하는 스테인리
스 스틸의 특성상 제작 단가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1만 개 이상
의 생산만이 가능했다. 결국 이 같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
로 선택한 금속이 알루미늄이었다.

[그림 31] <Citrus Peelers> 촉 부분

[작품 1-6]에서 처음 두 개의 필러는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통해 제
작한 촉 부분의 재질[그림

31]을

정은(92.5% 은)으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

은 알루미늄으로 결정했다. 이후 정은 부분을 몸체 왁스에 직접 심어 용
해한 알루미늄을 부어 두 재료가 결합되어 주물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이때 용해되는 왁스 안에서 촉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물 완료
이후 연마 과정이 길게 소요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 제품을 실
제로 사용해보니 은으로 된 촉 부분이 산성을 띠는 시트러스 과일에 반
응하여 쉽게 산화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알루미늄 혹은 나무 한 가지
재료로 전체를 통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모래 주물 과정에
서는, 주물 방식의 특성상 기포가 생기기 쉬우며, 모래 몰드의 알갱이 때
문에 미세하게 형태의 변형이 나타났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왁스
원본을 최종 결과물보다 약 120% 정도의 부피로 여유 있게 제작을 한
후, 주물 결과에 따라 형태를 잡고 깎아나가는 후속 과정이 필요하였다.
시트러스 필러의 세부 제작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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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2> <품(品): Citrus Peelers> 제작 과정

1
2
3

Citrus Peelers
금속
왁스 혹은 폼으로 형태를 조각하여 원본을 제작
실리콘 몰드 제작
녹은 왁스를 부어 복제

4

기포 등을 고려해 두께 덧대기

5

사이즈에 따라 진공성형 혹은 모래주물

6

물줄 제거 후 사용성 고려해 형태 정리

1

나무
목재 알맞게 재단 후 각 면에 밑그림을 스케치

2

1차 커팅

3

단면 다듬은 후 세부 밑그림을 스케치

4

사용성을 고려해 깎아 나감

5

300까지 사포로 표면 다듬기

6

투명 옻칠 기법 사용해 약 15회 옻칠, 고운 사포
를 사용해 연마를 반복

7

최종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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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제작한 <품(品): Chopsticks>은 품 시리즈 작품들 중 나무를
주재료로 한 작품이다. 연구자는 그 간의 산업 연계 경험을 토대로 정확
한 정보 전달을 통해 낭비되는 재료를 최소화하고 가공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고, 이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였다. 우
선, 한 쌍의 젓가락을 직접 깎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 규격을 수
립하였다. 이어서 이 기본 규격에 관련된 정확한 세부 정보와 공정상의
유의점 등을 함께 전달하면서 목선반 업체에 일차 가공을 의뢰하였다.

[그림 32] 당총통, 청동, 길이 91.5㎝, 1587, 육군박물관86)

연구 자료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당총통’이라
는 군사 유물을 알게 되었다.[그림

32]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당총통은

1587년(선조 20)에 제작된 화기(火器)로서, 조선시대의 무기·병기류 중
주요 품목인 총통(銃筒)류 중에서도 드물게 ‘당총통’이라는 별칭이 붙은
유물이다.87) 당총통은 개인이 사용한 유동식 화기로서 멈치쇠의 용도로
86) 당총통 , 문화원형라이브러리,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
_id=CP_THE009&cp_code=cp0208&index_id=cp02081190&content_id=cp020811900001&
search_left_menu= (2019.04.26.)
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당총통｣. 당총통의 뒷면에는 ‘萬曆丁亥六月唐銃筒十六斤一
兩匠忠立(만력정해6월당총통16근1냥장충립)’이라고 음각되어 있는데, 이는 ‘명 만력 연
간 정해년(1587년, 선조 20년) 6월에 충립이라는 화포 장인이 만든 당총통으로 무게
는 16근 1냥’이라는 내용이다. ‘唐’은 조선시대에 당(618～907) 왕조라는 협의의 의미
뿐 아니라, 중국 문화, 중국산 물품 등을 의미하는 광의의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를 보면 이 총통은 중국 장인인 충립이 생산한 제품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
로 짐작된다. 당의 비슷한 용례로는 ‘당필률’(중국 수입산 피리), ‘당비파’(중국 수입산
비파) 등이 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8B%B9%EC%B4%9D%
ED%86%B5&ridx=0&tot=2428.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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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擧金 : 손잡이)이 부착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이 멈치
쇠에 줄을 묶어 화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8)
연구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당총통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집중하
였다. 통신과 약실 사이의 무게 중심 부위에 위치한 멈치쇠는 나무 손잡
이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몸통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다. 곧게 뻗
은 몸체에 멈치쇠를 더함으로써 총통을 돌리고 겨눌 시에 무게 중심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랑기포89)[그림
림 34]과

33]나

승자총통90)[그

같은 다른 총통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당총통은 멈치쇠를 부착함

으로써 기능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확보하
였다.

[그림 33] 불랑기포, 동장대, 화성91)

[그림 34] 보물 제648호 승자총통92)
88) 당총통, 네이버 지식백과(e뮤지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56533&cid=51293&categoryId=51293
(2019.04.28.)
89) 조선시대 프랑스에서 전해진 개인용 화기로, 당총통과 달리 몸체와 지지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90) 당총통이 만들어지고 100여년 후 개발된 화기로, 거금이 없어 모래주머니 등에 올려
놓거나 묶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고정해서 사용했다.
91) 하주성, 「동장대에 서니, 정조대왕 웃음소리가 들리네」, 오마이뉴스, 2012.01.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92325 (2019.04.27.)
9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 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06480000,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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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승자총통 사용법93)

당총통에 대한 문헌 고찰 및 조형 분석은 작업에 반영되었다. 연구자
는 당총통의 디자인적 특징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미
적, 실용적인 개인 용품을 제작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젓가락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작업 구상 단계에서는 하나의 나무를 일체형으로 깎아서(나
무 조각들을 이어 붙이지 않고) 만든 몸체와 무게 중심 부위에 덧대 놓
은 멈치쇠 등 당총통의 특징적인 조형을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구현하였
고, 그 결과로 별도의 받침대 없이 사용 가능한 젓가락인 <품(品):
Chopsticks>을 제작하였다.[작품

1-7]

No=5_2_1_0# (2019.04.28.)
93)「임진왜란의 숨은 병기 승자총통」, 문화유산채널, 2015.10.22.
https://www.youtube.com/watch?v=zA2Ul6PPo4Q (2019.04.28.)
94) 연구 작품들의 목재가공의 마무리 단계에서 연마 과정을 거쳤는데, 모두 4～5단계
(120/150/180/220/320)를 거쳤고, 옻칠의 각 계층 사이마다 기포와 뭉친 부분이 없도
록 고운 사포(1000 혹은 그 이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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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품(品) : Chopsticks
세 가지 종류의 나무, 옻칠, 925은, 245×10×10mm,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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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품(品) : Chopsticks
세 가지 종류의 나무, 옻칠, 925은, 245×10×10mm, 2014-2017

첫 한 쌍은 목재를 필요한 크기에 맞게 직접 재단한 후에 직접 깎아
서 만들었기에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후 첫 한 쌍을
토대로 수정 및 확립한 형태를 1:1 비율로 그린 도면을 목선반 가공 업
체에 제시하여 1차 선반가공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일차 작업에 소요
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품(品): Chopsticks>의 구체적인 제
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품(品): Chopsticks> 제작 과정

Chopsticks
1

젓가락의 표준 규격 리서치 및 첫 한 쌍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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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형태 정립 후 도면 완성
2
(도면이미지)

3

목재 재단 및 1차 선반가공

4

사용성에 맞춘 규격으로 각각 세부가공

5

사포로 표면 다듬기 (300방94)까지)

6

투명옻칠과 고운사포질(1000방) 5회 반복

7

색상칠 조색

8

색상칠과 고운사포질 4-5회 반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익숙한 생활 필수품인 젓가락을 역사 유물인 당총
통을 모티브로 색다르게 제작하는 작업은 연구자에게 분명 가치 있는 경
험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젓가락의 길이와 그의 무게중심
을 복제식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성과 실용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문자 맞춤형 생산 방식’을 적용하
였다. 사람들마다 젓가락질 방식과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구 사
항, 즉 젓가락 전체의 길이와 두께, 중간 지지대 부분의 위치, 원하는 젓
가락 단면 형태 등이 각각 다른 점들을 감안하여 주문자가 전시장에서
직접 젓가락을 사용해 보면서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 그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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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 변화를 가미하는 ‘주문 생산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
서, 실제 전시에서는 전시품을 바로 판매하는 대신,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관람객이 본인의 젓가락질 방식과 기호에 따라 선택하고 변경하여 주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판매 방식이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만
남, 예술과 실용의 만남, 지혜로운 소비와 친환경적·고객 중심적 생산의
만남을 구현한 시도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2장 초반부(10페
이지)에서 언급한 공예의 제반 가치들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시장에서 나무젓가락이라는 품목 자체가 지닌 금액적 가치는 <품(品):
Chopsticks> 작업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비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
다. 그러므로 유통을 고려하였을 때 생산 방식을 두 가지로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선주문을 통해 소량만을 맞춤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지대의 위치와 길이, 젓
가락의 길이, 두께 등을 달리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customize) 주문
제작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이 방식을 전시에서 시
도하였던 것이다.
이 때, 일차 선반 과정을 거친 목재 부분을 상당량 보유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드우드를 구입했을 때 한 번에 다량
으로 가공하는 것이 재료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가공비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두께, 길이 조정 및 세부 가공 후에 옻칠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꽤 길기 때문에, 주문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차 선반 과정을 끝낸 목재 부품을 일정량 확보해 놓는 것이
요긴하다.
<품(品): Chopsticks>의 또 다른 생산 방안으로 대량생산 방식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커스터마이즈 방식이 맞춤형 상품을 소수의 고
객들에게 고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대량생산은 제작 단가를 낮춰 다
량으로 상품을 제작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
하는 방식이다. 대량생산의 경우에는 젓가락질의 세부 유형에 따른 ‘표준
화·기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사람마다 조금씩 상이한 젓가락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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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습관을 관찰 조사 및 통계, 실험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
통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 몇 가지로 표준화한 후 이를 기준으
로 젓가락을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것이다. 이 때, 한 규격의 수치로 금형
을 제작하여 대량 생산한 후 부분적인 절단, 후가공 등을 통해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응하여 금형 제작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모색하는 생산 의뢰는 원칙적으로는 ①일품 생산, ②동일 품
목의 소량·반복 생산, ③다품종 소량생산 등을 추구하는 생산 활동 방식
이지만, 이처럼 ‘재료와 기술의 심층적 탐구’ 및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
조형화된 작품들의 특별한 속성이나 용례 등에 적용하여 역으로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세기의 제조업의 방식을 대표하는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의 획
일성, 몰개성, 타율성 등의 두드러진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21
세기의 진보적 방식으로 부각된 것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다. 2종의
생산 방식을 대조적이고 상반되는 제조 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만능 작업자’이자 ‘친환경적 예술가’인 공예가의 창의적 활동
은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의 경계를 허무는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연구자가 주목한 공예의 잠재적 가치이자 성장 동
력이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과도한 소비주의, 몰개성의 대량 생산주의
등을 개선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예의 인문적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느
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일품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 다품으로 확대 제작한 주방용품
품 시리즈의 제작 과정을 통해 다양한 품목의 공예품들, 즉 서버, 티스

푼, 필러, 젓가락 등을 생산 의뢰 방식 3종, 즉 ①일품 생산, ②동일 품목
의 소량·반복 생산, ③다품종 소량생산을 모두 적용하여 시도해 보았고,
나아가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까지도 확장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자가 구상한 대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실용성,
심미성 등이 모두 겸비된 젓가락을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으로 양산하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과는 구별되는 ‘공예적 소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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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예가는 창의적, 독창적
인 생산 활동과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업과 생산의 경계를 계속 넓혀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부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는 개별 작업에 특화된 업체들에게
단순 작업을 의뢰하거나 일품의 소량 복제 생산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도, 섬세한 후속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모든 작업물들
이 똑같은 복제품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모든 작품들
의 초기 작업에서는 동일한 공정을 다수의 업체들에 의뢰한 후 작업 결
과와 품질에 따라 보다 실력 있고 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이 과
정을 통해 업체 선정의 노하우와 기준도 정립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노
하우는 이후의 산업 연계 작업에서 보다 성숙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공정을 단순화한 장신구 및 사무용품 시리즈
두 번째로 소개할 생산 의뢰를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 영역은 장신구
및 사무용품 시리즈이다. 이런 유형의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비용과 시
간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작업물의 유통 가격 또한 낮춤으로써 다
양한 유통 공간에서 소개·전시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작업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작업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오피스 용품과 장신구류를 기획·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2.2.1. 장신구
공정을 단순화하고 제작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은 장신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장신구를 우선적으로 택한 이유는 금속공예 전공
자들의 대표적인 산업 연계 생산활동 현장인 종로3가 부근의 귀금속 공
방과 공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신구는 부피와 무게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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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이 용이한 데다, 공방 및 업체들을 두루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물을
맡겼을 때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결과를 비교적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영역의 작업물들에 비해 업체 작업 지
연으로 인한 시간적 딜레이와 결과 품질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
다.
제작은 이전 작업물 중 다량 생산 방식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Hwal Ja>와 <Touche> 시리즈로 한정하였다. 이 중 금속활자
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Hwal Ja>는 한글 자음으로 이루어진 장신구
이다.[작품

2-1]

[작품 2-1] Hwal Ja(자음 이니셜 펜던트, 귀고리)
925은, 18K금, 7×15×5mm, 2014

요즘 각종 주택이나 건물의 문패나 상호, 이름표, 자동차 범퍼 장식
등에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편적인데, 연구자는 이 점이 늘

- 101 -

안타까웠다.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일상에서 널리 착용되는 이니셜 장신
구나 액세서리 등에도 영문이 아닌 한글 이니셜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감이 <Hwal Ja>의 제작 동기가 되었다. 이
와 함께,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금속 활자도 이 작품의 또다른 제
작 모티브가 되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쥬얼리로 활용하
였을 때 한글이 가진 조형성이 최대한 아름답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과 규격으로 자음 형태를 디자인하였다.[그림

36]

[그림 36] <Hwal Ja> 이니셜 디자인, 2014

[그림 37] 활자 펜던트 패키지,
각각 보관 시 펜던트를 넣은 모습과 패키지를 연 모습.
아크릴, 두 가지 종류의 가죽, 자석, 2017

2017년에 한글 자음 펜던트 <Hwal Ja>의 패키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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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를

제작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패키지의 한 안쪽면은 밝은 색상의 스웨이드 재질로 하
고 활자처럼 반전(도장이 반대로 파져있는 것처럼)해서 음각 부분에 펜
던트를 넣고 닫도록 하였다. 음각 부분에 펜던트를 넣으면 1.5밀리미터
두께로 활자 펜던트가 올라와서 닫으면 눌리고, 착용하려고 열면 스웨이
드(suede) 면에 활자가 찍혀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세부 품목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해보기 위해 귀고리
와 열쇠고리로도 제작해 보았다. 열쇠고리는 가방 등에 넣었을 때 찾기
쉽고 손에 편안하게 잡히도록 비교적 큰 규격으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기타 금속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에 용이하며, 만졌을 때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는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였다. 이 때, <품: Citrus
Peelers>의 제작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 때의 무게감과 촉감을 비교적 분명하게 가늠해 볼 수 있었
다. 알루미늄 캐스팅 업체도 후보군의 여러 업체들 중 가장 효율성이 높
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실질적인 제작 과정에 들어가서는 먼저, 펜던트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단계를 거친 자음을 아크릴 소재로 레이저커팅 하였고, 고리가 필요한
자음에는 왁스로 고리를 만들었다. 고리의 안쪽 부분은 케이블 혹은 열
쇠고리 등을 끼울 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곡면으로 만들었고, 바
깥 부분은 전체 조형과 어울리도록 평평하게 다듬었으며, 고리의 단면은
반원 형태를 띠도록 제작하였다. 아크릴 자음 부분은 레이저 커팅으로
인해 단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원본 제작 단계에서 별도의 연마를
거쳐 주조 시 표면이 깨끗하게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작업물의
주물은 다양한 시도 끝에 정밀 주조(lost wax casting)가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하여 이 공정을 적용하였다.<표

4>

제작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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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l Ja> 열쇠고리의 세부

<표 4> Hwal Ja 열쇠고리 제작과정

Hwal Ja 열쇠고리
Illustrator로 자음의 형태를 실제 사이즈로 디
자인

1
2

레이저 커팅
ㄱ, ㄴ, ㄷ, ㄹ, ㅁ, ㅅ, ㅇ, ㅋ, ㅌ, ㅍ은 고리를
왁스로 제작하여 부착

3

4

알루미늄 캐스팅

5

물줄 제거

6
7
8

1차 표면 가공
ㅂ, ㅈ, ㅊ, ㅎ 홀 선반 가공
줄과 사포로 표면과 모서리를 부드럽게 마감

‘ㅂ(비읍)’, ‘ㅈ(지읒)’, ‘ㅊ(치읓)’, ‘ㅎ(히읗)’, 이 4종의 자음 열쇠고리
의 경우에는 구멍을 뚫는 것으로 고리를 대체하였는데, 이는 자음 모두
의 규격을 통일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자음으로 읽히는 위험성을 배제하
기 위함이었다.[작품

2-2]

표면 마감 단계에서는 모든 자음의 측면에 서명,

제작연도, 각 자음의 이름을 각인함으로써 공예상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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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Hwal Ja(자음 열쇠고리)
알루미늄, 3.3×7×1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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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Hwal Ja> 각인 디테일

연구자는 2012년에 프랑스에서 안경을 합판 재질을 활용하여 디자인
하고 양산하는 일에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합판 레이어가 겹겹
이 반대 방향의 결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압력을 가해 접착되기 때문에
완성물의 강도가 높아지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체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같은 시기에 작업장에 있던 스크랩(scrap) 자작나무 합판을 재
단하여 <Touché> 팔찌를 만들었다. 팔찌는 단면을 그린 후 워크샵의
드릴프레스로 주변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 사이를 톱질하여 형태를 재단
하는 등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수량은 남성용, 여성용 두 유
형으로 나눠 각 유형 당 세 점씩만을 소량 제작하였다. 이 때 제작했던
팔찌는 마무리 단계에서 펜으로 서명을 하고 폴리우레탄 바니시로 마감
하였다.[그림

39][그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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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ouché 2012> 작업과정, 2012년 6월.

[그림 40] <Touché 2012> 착용모습, 2012년 6월.

이 작품은 연구자가 소장하는 여성용 한 점 외에는 모두 판매되어 구
매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연구자 자신이 수년에 걸쳐
자주 착용하다 보니 바니시가 부분적으로 벗겨지거나 착용자의 손목 형
태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6년에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제작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재고하였는
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형태와 크기를 도면화하여 다량을
기계적으로 재단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고, 둘째, 마감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 <Touché> 팔찌의 세부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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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5> <Touché 나무> 2016 제작 과정

1
2

Touché
옆면 형태 정립 및 Illustrator 도면화
CNC 커팅

3

단면 다듬은 후 세부 밑그림을 스케치

4

사용성을 고려해 깎아 나감

5

300까지 사포로 표면 다듬기
하드레진 코팅 및 건조 4회
고운 사포를 사용해 연마를 반복

6

7

서명 각인한 금속 인레이 원본 제작

8
9

목재파트의 금속 인레이 부분 음각 조각 및 부착
하드레진 최종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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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Touché 나무
나무, 7.5×5.5×1.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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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Touché 나무
나무, 7.5×5.5×1.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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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조각했던 나무 팔찌에 이어서 2013년에는 갤러리 판매 등의 수
요에 응하여 여성, 남성의 두 사이즈로 구분하여 금속으로도 제작하였는
데,[그림

41]

이것을 다시 본 연구의 일환으로 4종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손목 둘레 치수를 고려하면서 균등하게 치수
가 증가하는 네 가지의 사이즈로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 각자의 손목의 형태와 팔찌의 곡선이 어
우러지는 동시에 착용감이 편안하도록 하였다.[작품

2-4]

시장에서 접하는

수많은 장신구 중에서는 심미성, 예술성을 중시한 나머지 기능성과 실용
성이 등한시되어 착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는데,
팔찌 <Touché>의 제작 과정에서는 실용성, 편의성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어 소량 생산을 진행하였다.

[그림 41] <Touché 2013> 착용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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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Touché 금속
925은, 황동, 6×5×1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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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무용품
공정을 단순화하고 제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은 사무용품을 만드
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사무용품의 직접적인 제작에 앞서 연구자는 우선
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무용품들을 종합적,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서도 시중에 판매·유통되
고 있는 다양한 사무용품들을 유형별, 용도별로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류를 거치하기 위해 사
용하는 폴더꽂이, 페이퍼 트레이, 명함꽂이 등이 대부분 금형을 이용하여
압출 성형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재질의 단순성, 획일성 외에도, 이들은 대부분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
태에다 압출한 수지의 색상마저도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
계적인 목적만을 고려한 듯 아무런 무늬도 없는 단색 일변도였다.[그림
42] 아울러 파일꽂이의 대부분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 이는 단순
히 플라스틱 수지 재료를 아끼기 위한 구성으로만 보일 뿐, 시각적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벼운 재질
로 만든 명함꽂이가 힘을 받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플라스틱 파일꽂이가
책상 바깥쪽으로 밀려 쏟아지는 사태를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림 42] 명함꽂이95)와 파일꽂이96)

95) 네이버 쇼핑 이미지
https://smartstore.naver.com/wholesaleden/products/2092827469 (2019.04.28.)
96) 네이버 쇼핑 이미지
https://smartstore.naver.com/awesomestoa/products/4441961960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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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이들을 보면서 사무 공간을 채우는 무미건조한 오피스 용품
들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일터를 삭막하게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경우에 따
라서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사무 공간에 대해 건조하고 딱딱한 느낌
을 가중시키는 사무용품들을 다르게 디자인하고 공예적인 가치를 유지하
면서 소량 생산 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애초의 기획 단
계에서 결정한 재질과 공정만으로도 결과물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공
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한 작업 목표로 설정하였다.
생산 의뢰를 충분히 활용하여 작업의 콘셉트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
고 제작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는 동시에, 공예의 제반 가치를 실현하
는 것은 연구자의 작품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림 43] <품(品): Namecard Holder> 전면 텍스쳐 디테일

<품(品): Namecard Holder>는 꽂는 부위에 70도 각도의 경사면을 주
어 구현한 명함꽂이로 모래 주물의 특성이 작업물 전면과 후면의 텍스쳐
로 반영되어 있다.[그림

43]

주물 텍스쳐가 연구자가 의도한 요소로 돋보일

수 있도록 선반작업 이후 전면과 후면의 텍스쳐를 부각시킬 수 있게 그
외 모든 면을 매끄럽도록 무광 샌딩하여 마감하였다.[작품

2-5]

<품(品):

Namecard Holder>의 세부 제작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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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 6> <품(品): Namecard Holder> 제작과정

1

Namecard Holder
3-D 모델링

2

3-D 프린팅

3

퍼티작업 및 샌딩

4

모래주물

5

음각부위 정밀가공

6

모서리와 표면 가공

7

서명 및 품명 레이저 각인

다음으로, <품(品): Paper Tray>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A4 용지 100
매와 필기도구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작품

2-6]

이 때 트레이의

한 쪽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는 형태로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종이를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구김이나 찢김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구상하였고, 종이를 거치하는 표면은 필기 시 책받침을 받친 듯한 명
쾌한 필기감을 선사하도록 황동판을 재질로 선택하였다.<표

7>

기획 단계 후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디자인의 종이 프로
토타잎97)을 제작하였다. 여러 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디자인이 확정된
이후에는 금속 두께와 동일한 두께의 하드보드지를 레이저로 재단하면서
97) prototype. 시험 제작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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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 부위의 벤딩 정도를 정하였고, 이를 도면화하여 벤딩 업체에 의뢰
하였다. 이는 실제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
이었다.
<표 7> <품(品): Paper Tray> 제작과정

Paper Tray
1

3-D 모델링 후 2-D 전개도 도출

2

도면 레이저 커팅

3

종이 프로토타잎 제작

4

1과 2 반복하여 벤딩라인 확정

5

금속 레이저커팅

6

절곡

6

벤딩

7

용접

8

서명 및 품명 레이저 각인

9

모서리와 표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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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품(品): Namecard Holders
황동, 95×30×30mm, 2017
[작품 2-6] 품(品): Paper Tray
황동, 215×300×20mm, 2017

- 117 -

마지막으로, 북홀더로 제작한 <품(品): Book Holder>는 직선이 아닌
곡선을 이용함으로써 사무공간이 보다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기획되었다.
이 작품은 세 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었는데, 세 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뒷면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다양한 조합으로도 사용이 가능
하며, 철로 제작된 것은 북엔드98)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작품

2-7]

최종적으로 도면화하여 확정한 것은 두 가지의 디자인으로, 한 세트는
A4 서류용지가 알맞게 들어가는 규격에, 다른 세트는 잡지의 평균적인
규격에 맞추어 디자인 하였다. <품(品): Book Holder>의 세부 제작 과
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8>

<표 8> <품(品): Book Holder> 제작과정

Book Holder
1

3-D 모델링 후 2-D 전개도 도출

2
3
4
5
6

실사이즈 페이퍼 모델 제작
1과 2 반복하여 디자인 확정
금속판 레이저커팅
절곡
모서리 용접

7

모서리와 표면 가공

8

도색

9

서명 및 품명 각인

98) bookend. 세워 놓은 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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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 품(品): Book Holders(set of 3),
알루미늄, 스틸, 피그먼트, 300×150×23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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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Holder>의 제작 과정에서는 곡선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금속
판재의 사용 면적이 넓어져서 기존 제품처럼 직선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
보다 제작 비용이 70퍼센트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업체마다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가동 범위의 제한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절곡(折曲)
등과 같은 특수한 성형 작업을 진행할 때에 모서리와 면이 깔끔하게 맞
닿는 정교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업체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기도 하였
다.
사무용품 시리즈는 실용성과 심미성, 예술성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기
획되었기 때문에, 작업의 콘셉트와 질적 수준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세
부 공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자 하였다. 공예가는 만능 작업자일 뿐 아니라, 적절한 분량과 꼭 필요한
조합의 재료만을 절약하여 사용함으로써 ‘절제된 생산’, ‘이성적인 생산’,
‘친환경적인 생산’에도 기여해야 한다. 자신의 생산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사회 질서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도의적, 윤리적 생산 활동
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공예가의 또다른 미덕이기도 하다. 장신구와 사
무용품 시리즈의 제작을 통해 연구자는 심미성, 예술성, 실용성을 겸비하
면서도 재료와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는 생산 공정 라인을 정립하기 위
해 많이 고민하고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낭비하지 않는 절제된 생산, 최고 효율의 생산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공예가의 의무이자 미덕이며 공예 활동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연구
자가 이를 장신구와 사무용품의 두 영역에서 동시에 시도한 것은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시중의 장신구는 실용성, 기능성보다는 심미성,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고, 반대로 사무용품은 실용성, 기능성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
이 강하다. 이처럼 상반되는 속성의 아이템으로 인식되는 장신구와 사무
용품에 대한 상식적인 오해와 편견을 풀면서, 상이한 용도의 물품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최고 효율의 생산’이라는 공예의 가치와 미덕을 적
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절약적, 친환경적 공
정을 통해 심미성, 예술성, 실용성을 두루 갖춘 장신구와 사무용품을 생
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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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부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자는 ‘절제의 생산’, ‘최고 효
율의 생산’을 지향한 장신구와 사무용품 시리즈 제작을 통해 기획 단계
에서 산정했던 것보다 제작비용이 높아졌을 경우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각 단계에서 의뢰 업체를 선정하고 변경하는 방식 등에 대해 직
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로부터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는 향후
작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공정의 수가 적은
장신구와 사무용품 시리즈에서는 공예가가 최종 생산자의 역할만을 담당
하도록 생산 의뢰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 연계 생산 공
정의 체계가 잡힌 이후에는 최종 생산자는 각 완성품의 품질이 균질하도
록 질적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면서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는 2장에서 분석한 톰 딕슨의 생산 활동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복잡한 공정의 리빙 제품 시리즈
생산 의뢰 공정을 통해 심미성, 실용성, 기능성 등을 두루 갖춘 공예
품을 제작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①생산 의뢰에 의한 일품 생산 활
동, ②생산 의뢰에 의한 동일 작품의 소량·반복 생산 활동으로 유형화·범
주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는 새로운 유형의 작업 아이디어를 추
가적으로 획득하게 되었다. 즉, 각기 다른 산업 공정과 상이한 공예적 특
성을 지닌 다품종의 작업물을 소량으로 동시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생산 의뢰의 가장 복잡하면서도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예가는
생산 의뢰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관련 노
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창의적인 작업이나 참신한 재료·기
법의 개발·탐구에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면서 더욱 독창적이고 다채로
운 공예품들을 구상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와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이하에서는 생산 의뢰의 세 번째 적용 방식인 다
품종 소량 생산 활동 및 그에 따라 제작된 연구자의 작품들을 고찰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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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2.3.1. ｢Caltrop｣ 시리즈
‘당총통’과 함께 연구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유물은 바로 도
둑이나 적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마름쇠(caltrop)’99)였다. 마름쇠는 백
제시대부터 사용된 마름 모양의 금속 덩이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던져도
한쪽 끝이 위를 향하는 특징이 있다. 사용 목적은 주로 도적들이 침범하
는 경로에 뿌려두어 도적들의 발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걷지 못하도록 만
드는 데 있었다. 또한 전쟁 시에는 철침 부분에 독을 발라 적군의 침입
로에 뿌려두어 적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효한 방어 기능까지 담당
하였다. 마름쇠의 방어 기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였는데, 예를 들면
적군 기마병이 탄 말이 독침을 밟고 몸부림치면 말이 다치는 것은 물론
기마병도 낙마하는 등 중요한 병기로 널리 사용되었다.100)[그림

44][그림 45]

[그림 44] 마름쇠101)

99) ‘마름’이라는 식물의 씨앗 이름을 따서 붙은 ‘마름쇠’라는 이름이, 영문으로도 동일한
씨앗의 이름 ‘caltrop’이었던 점이 흥미롭다.
100) 마름쇠, e뮤지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51116&cid=51293&categoryId=51293
(2019.04.28.)
101) 마름쇠, e뮤지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51116&cid=51293&categoryId=51293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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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마름쇠102)

[그림 45]를 살펴보면, 마름쇠가 가진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마름쇠는 금속판을 잘라 구부리고 다듬는 등 단순한 제작 방식
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무게 중심과 재질 본연의 밀도를 이용해 적은
면적에서도 평평하게 서 있는 특징을 지닌다. 연구자는 마름쇠의 이 같
은 특징을 작품 제작에 응용하고자 했고, 이에 마름쇠의 이름을 따라
‘Caltrop 시리즈’란 제목을 붙여 구두주걱(Caltrop: Shoehorn), 촛대
(Caltrop: Candle Sticks), 거울(Caltrop: Mirror)을 만들어보았다. 이 작품
들은 모두 마름쇠에 내재된 삼각형의 아래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직으
로 뻗어 올라간 형태를 띠는 조형적 공통성을 지닌다.

2.3.1.1. 구두주걱(Caltrop: Shoehorn)
마름쇠의 특징을 적용한 ‘Caltrop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제작된 작품은
몸을 구부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구두주걱이었다. ‘마름쇠처럼 무게
중심을 이용하여 작은 접지면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으면서, 이 같은
점이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건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
로부터 <Caltrop: Shoehorn>은 고안되었다. 연구자는 실생활에서 빈번
하게 사용되는 구두주걱의 사용 방식에 주목하였다. 구두주걱은 대개 손
잡이 부분의 구멍이나 끈을 이용해 벽에 걸어두는 형태로 보관된다. 길
이는 평균 45cm가량이며, 몸을 구부려 신발 양쪽을 신거나 앉아서 신은
102) 마름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8971 (2019.04.28.)

- 123 -

후 일어나 다시 걸어두게 된다. 매일 반복되는 이 행위를 번거롭게 느꼈
던 경험에 착안하여 벽에 거는 대신 바닥에 세우는 형태의 구두주걱을
기획하게 되었다. 규격과 콘셉트의 드로잉[그림

46]은

완성된 작업물의 패

키지에 사용되었다.

[그림 46] 구두 주걱 규격과 콘셉트 드로잉

제작 단계는 기획 시 짐작했던 것보다 다소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했
다. 전체 길이가 길면서 접지면이 좁은 구두주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서있기 위해서는 하단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므로, 바닥면과 접
한 작업물 하단 부분의 밀도가 더 높게 제작해야 했다. 따라서 사용할
재료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하였는데, 연구자는 다양한 재질들에 대
한 검토를 거친 후 손으로 잡는 주걱 부분은 하드 우드 계열의 목재로,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다리 부분은 금속 재질로 우선 선정하였다.
작품 제작을 위한 첫 시도에서는 바닥과 접한 다리 부분을 금속 봉을
각도에 맞추어 재단한 후 땜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이때 금속 발 부
위 외의 다른 부분은 목재를 깎아 성형했다. 완성 단계에서는 금속과 목
재라는 두 가지 재료의 연결감이 부족하고 조형이 직선 요소로만 이루어
져 있어 심미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금속 부위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시각적인 긴장감을 주는 전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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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에서는 금속 부분의 다양한 형태
를 드로잉을 통해 그려본 후 선택한 최종 형태를 소프트 목업(mockup,
실물 모형)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 후 소프트 목업의 형태로 나무를 깎
아 주물의 원형이 될 목형을 제작하였다. 나무 목형의 형태를 금속 재질
로 치환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물 방식을 시도해야 했다. 세 개의 발
로 이루어진 하단 부분이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
물로 떴을 때 주물 표면의 기포가 심하고 형태가 변형되기도 했기 때문
이다. 이어서 두 파트, 혹은 세 파트로 나누어 절단하여 정밀 주조(lost
wax casting)103)업체들과 모래 주물(sand casting)104) 업체들에 주물 작
업을 의뢰하였다.105) 이 때 연구자는 목형 원본의 실리콘 몰드를 떠서
직접 왁스를 부은 후 이를 각 업체가 요구하는 방식에 맞추어 각각 절단
하여 다시 업체에 보냄으로써 주물의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작 단계
에서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방면으로 시도한 끝에 두
파트로 나눈 모래 주물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었고, 연구자는 알루미늄
과 황동 재질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구두주걱 손잡이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물 과정 후에는 물줄을 제거하고 연마하는 과
정 외에 두 파트 사이의 접합면을 연마하는 선반 작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용접 이전 단계에서 절단면 두
면과 나무 접합부의 선반가공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주물 과정뿐 아니라 용접 과정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 생기면 결과
값이 변화하여 상당히 애를 먹었다. 무사히 접합부를 용접한 후에는 수
평과 수직을 맞추는 과정이 연구자에 의해 반드시 직접 수행되어야 했
다. 전체 길이가 75센티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미세한 오차로도 세워뒀을
때 시각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바닥에 세우는’ 구두 주걱
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름쇠 모양을 본떠 만든 발 부분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수직자와 같
103) 왁스 원본을 넣고 석고틀을 만든 후 왁스를 녹여 내부 공간에 녹인 금속물을 부어
넣는 주물 방식을 말한다. 장신구와 같은 정밀한 제품의 제작에 많이 사용되며, 치수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작은 제작 방식 중 하나다.
104) 모래에 원본을 찍어 만들어진 내부 공간에 녹인 금속물을 부어 넣는 주물 방식.
105) 종로3가와 을지로 일대의 금속업체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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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면적인 도구는 수직을 맞추기에 정밀도가 떨어져 부적절하였다. 대
안으로서 실에 추를 달아 실이 이루는 선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수직을
맞추는 과정을 거쳤다. 공장에서 전자 제품 등을 생산할 때에도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공정 과정에는 사람의 지각과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긴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비교해볼 만한 상황이었다.106)
구두주걱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나무 부분은 하드우드 중에서도 호두
나무(walnut), 벚나무(cherry), 물푸레나무(ash)를 선정해 제작하였다. 호
두나무와 벚나무를 선택할 경우에는 황동과 알루미늄 금속 그대로의 마
감과 어울림이 탁월하였지만, 물푸레나무와 알루미늄의 조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알루미늄 금속 부분을 분체도장(powder coatin
g)107) 방식으로 도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Caltrop: Shoehorn>의 세부
제작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9>

<표 9> <Caltrop: Shoehorn> 제작과정

1
2
3
4
5

Caltrop: Shoehorn
금속 부분
손잡이 부분의 원본을 나무를 깎아 제작
실리콘 몰드 제작
녹은 왁스를 부어 복제
두 파트로 띠톱을 사용하여 재단 및 분리
재단면 수평으로 가공(줄과 사포 사용)

6

주물업체: 두 파트의 모래주물 및 물줄 제거

7

단면 평을 맞추어 선반작업

8

두 파트의 접합(용접)

106)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 유리에 카메라 렌즈를 타공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107) 파우더 타입의 도료를 금속 표면에 분사한 뒤 고온에서 구워내는 마무리 방법으로,
잘 벗겨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외관 등에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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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부 평 맞추기

10

세부 평 맞추기

11

나무 부분 결합부 선반가공

12

용접부와 주물표면 연마 및 형태 정리

13

폴리싱 및 최종 사포 마무리

14

금속 왁스로 마감

15

도색업체: 파우더 코팅 혹은 액체도장

16
17
18
19

나무 부분
목재 알맞게 재단
각 면에 밑그림을 그림
1차 목선반 가공
단면 다듬은 후 세부 밑그림을 그림

20

구두주걱 상단부 사용성을 고려해 조각도로
깎아나감

21
22
23

사포로 표면 다듬기 (300방까지)
천연오일로 목재 마감
조립 단계
금속과 나무 파트를 조립하여 수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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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리벳 홀 가공
가공부위 샌딩 및
핸드피스 버(bur)로 금속 리벳부위 홀 넓힘

리베팅 망치로 와이어 리베팅

나무 부위와 금속 발을 조립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한 것은 바로 안정성과 심미성이었다. 구두주걱을 사용하는 방식을 상기
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걱 부위를 신발의 뒤꿈치 안쪽 벽면에
넣고 발뒤꿈치를 밀어 넣은 후 다시 그것을 당겨서 빼내는 동작을 취한
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구두주걱이 많은 힘을 견뎌야 하는 사실을 파
악했다. 따라서 나무 부위와 금속 발이라는 두 가지 파트가 단단히 접착
될 수 있도록 두 파트 사이의 접합 부위의 면적이 넓도록 암수 구조로
설계하였고, 이 두 파트 사이에 타이트한 피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무와 금속의 접합부를 가공한 후, 못 구멍을 추가적으로 가공하였다. 그
후 에폭시로 두 파트를 접합하고 금속 파트와 같은 재질의 3mm 금속
봉으로 리베팅108)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나무 파트는 동백기름으로, 금
속은 왁스로 마감함으로써 복잡한 공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작품
공정이 복잡<표

10>했던

3-1]

만큼 <Caltrop: Shoehorn>은 작업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았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 먼저 나무 재료를 수급하는 과정
에서 소량의 벚나무 혹은 호두나무 목재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
이 어려웠다. 조각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였기 때
문에, 처음 제작할 때는 직접 조각하는 방식을 택했다가 이후에는 여러
업체에 해당 과정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업체마다 규격이 상이한
점, 사용에 영향을 주는 주걱 부위의 두께가 일정치 않아 업체로부터 결
과물을 수령한 후 수작업을 진행해야 했던 점이 보완점으로 남았다.

108) riveting. 금속 재료를 땜을 사용하지 않고 못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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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Caltrop: Shoehorn
나무, 금속, 75×7×13cm, 2016

2.3.1.2. 촛대(Caltrop: Candle Sticks)
Caltrop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은 에스터 앤 에릭(Ester&Erik, 덴마
크의 초 제작 회사) 사가 생산한 두 가지 규격109)의 초에 맞추어 디자인
하고 만든 ‘촛대(Caltrop: Candle Sticks)’이다.[작품

3-2]

이 초는 스스로 소

화(消火)하는 성질(self-extinguishing)을 지녀 촛농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초와 촛대가 이루는 선이 연속해 유지될 수 있게 작품을 디자인
할 수 있다.110) 따라서 연구자는 유려하고 가느다란 초의 본래 실루엣과
109) 1987에 설립한 덴마크의 수작업을 통해 초를 생산하는 기업. 연구자가 선택한 제품
은 ‘테이퍼 초(Taper Candles)’로, 22cm, 32cm, 42cm, 49cm의 네 가지 길이로 생산한
다. 이중 22cm와 42cm 두 사이즈를 사용하여 촛대를 디자인하였는데, 완성 이후 네
가지 길이의 초 모두와 조화로운 형태를 이루는 점을 확인하였다.
110) 촛농이 흘러내린다면 촛대가 서 있는 테이블 면 등에 흘러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
문에 촛대 윗부분에 받침 부위가 될 형태를 덧붙여야 했을 테지만, 자소성이 있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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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리 부분을 구두
주걱 손잡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 발목 부위가 더 얇아지도록 깎아서 만
든 촛대를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구두주걱을 제작했을 때와 마찬가
지로 일상 속에서 촛대가 가진 이미지를 상기해보았다. 촛대는 초를 꽂
아두는 조명 기구이자 공간을 장식하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
다. 연구자는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나 모두 심미적 감각과 경험
을 제공하는 작품’이야말로 공예 생활용품이 지닌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초를 꽂지 않을 때에도 조형적, 심미적으로 완결감을 주는
촛대를 기획하였고, 그 결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덮어둘 수 있
는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다.[그림

47][그림 48]

[그림 47] <Caltrop: Candlestick>의 뚜껑

[

그림 48] <Caltrop: Candlestick>의 초를 꽂는 부위

를 선택함으로써 선을 초에서부터 촛대까지 유려하게 연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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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Caltrop: Candle Sticks (2 TYPES)
황동, 알루미늄, 80×100×220mm / 80×100×330mm, 2017

- 133 -

2.3.1.3. 거울(Caltrop: Mirror)
거울은 Caltrop 시리즈 작품 중 최근작으로서, 마름쇠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작된 구두주걱(Caltrop: Shoehorn)과 촛대(Caltrop:
Candle Sticks)에 적용된 금속 형태를 한 번 더 활용한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마름쇠를 모티브로 삼아 고안한 결과물을 향후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대량 생산 제품도 제작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2009년에 연구자는 오스트리아의 제염소인 알테 살리네 할라인(Alte
Saline Hallein)에서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111) 작품 <On the
Beauty of Aging: Self Portrait>은 소금 공장 내에 방치되어 있던
페인트 보관용 선반을 잘라서 만든 연구자의 자화상이었다. 이 자화상의
형태와 구조적 특징을 적용하여 만든 리빙제품이 바로 거울(Caltrop:
Mirror)이었다.[작품

3-3]

[그림 49] <Caltrop: Mirror>의 프레임 선반가공

이 작품의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워터젯112)으로 재단하고 모서리를
가공한 유리거울을 안정적으로 끼울 수 있는 프레임을 제작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연구자는 프레임의 재료로 알루미늄 판재를 선택했는데,

111) 연구자는 2009년 미국에서 펠로우십(fellowship)을 수상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이곳
에서 한 달가량 생활하며 ‘잘츠부르크 국제 여름학교(Salzburg International Summer
Academy of Fine Arts)’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할애하였다.
112) 고압의 물 분사기계를 말한다. 워터젯 커팅은 열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레이저
커팅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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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울의 둘레 길이에 맞추어 재단한 후 거울과 호두나무 뒤판이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선반가공을 이용하여 레일을 내었다.[그림

49]

이후 거울이 부착된 상부 프레임을 지지해주는 하부에 <Caltrop:
Shoehorn>의 금속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레일을 낸 판재는 거울
의 난집이자 프레임이 되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를 위해 벤딩기113)를 이
용하여 구부려서 상부와 하부 프레임의 형태를 맞추는 작업은 오차 범위
를 좁히기 위해 수작업 공정을 거쳤다. 거울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
해 호두나무 뒤판과 프레임을 고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거울을
교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울의 상부 프레임과 뒤판의 단면에 나사
길을 내고 나사로 고정하여 분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 <Caltrop: Mirror> 제작과정

1
2
3
4
6
7
8
9
10

11

Caltrop:
Shoehorn의
금속 부분과
동일

Caltrop: Mirror
다리부분
손잡이 부분의 원본을 나무를 깎아 제작
실리콘 몰드 제작
녹은 왁스를 부어 복제
두 파트로 띠톱을 사용하여 재단 및 분리
주물업체: 두 파트의 모래주물 및 물줄 제거
선반업체: 단면 평을 맞추어 선반작업
용접업체: 두 파트의 접합(용접)
세부 평 맞추기
상부: 프레임 및 거울
거울형태 목형, 목재 뒤판, 거울 재단

프레임 알루미늄 판재 절단 및 프레임 단면
가공

113) bending machine. 압력을 가하여 재료를 구부리는 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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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레임 밴딩

13

두 프레임 파트의 밴딩 세부조정 및 접합부
면을 맞춤

14

연마 후 샌딩 (220방까지)

15

거울 재단면 물사포114)

17
18

거울 뒤판 목재(호두나무) 샌딩 및 천연오일
마감
조립 단계
프레임과 다리 용접부위 형태 맞추기-줄질
금속 리벳 제작

19

파우더 코팅 혹은 액체도장

16

<Caltrop: Mirror>를 제작하는 과정<표

10>에서

다양한 업체들과 세부

공정 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연구자는 이 작품의 효율적인 다량 생산
방안을 그려볼 수 있었다. 프레임 판재의 단면을 선반으로 가공하는 대
신 단면의 형태로 금형을 제작하여 압출 성형하고 프레임 형태의 벤딩
성형 또한 거울 뒤판의 크기로 금형을 제작한 후 기계 벤딩을 활용한다
면 이후 재단하는 것만으로도 정밀한 두 파트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다량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보다 판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번 정확하게 작업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Caltrop:
114) 유리, 스톤류는 물과 함께 가공하여 날카로운 가루가 튀거나 하지 않고 액체와 함
께 흘러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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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는 향후 작업에서 각각의 작업물이 지닌 개별적 가치에 따라 생
산 방식도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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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Caltrop: Mirror
알루미늄, 스틸, 거울, 나무, 160×100×400mm 2017-2018
On the Beauty of Aging: Self Portrait
오래된 페인트 선반, 가죽, 200×320×30m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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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Gobi｣ 시리즈
전통 목가구 중 하나인 고비는 연구자에게 거치형 책꽂이 시리즈
<Gobi>를 제작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였다. ‘고비’는 방이나 마루의
벽에 나지막하게 걸어놓고 편지나 두루마리 등을 꽂아둘 수 있는 실내용
가구였다. 이는 온돌 좌식 문화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중국,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전통 목가구라는 점에서 역사적, 문
화적 의미를 지닌다.

[그림 50] 고비의 일반적인 형태115)116)

고비의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오동나무나 소나무 판자의 앞판에
포도·매화·소나무·대나무 등의 각종 무늬를 새겨 만들되 화려하게 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0]

고비 제작 방식은 실로 다양해서

유지(油紙)등의 두꺼운 종이를 활용하여 주머니 혹은 상자 모양의 소박
한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겹의 좁은 종이 띠를 다양한 형태로 접
어 벽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가구는 사
용자의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데,117) 고비는 선비가 사용하는
115) 고비, 유물상세정보,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common/data/home/relic/detailPopup.do?seq=PS01002001001002009
00000 (2019.04.26.)
116) 고비(편지꽂이), 길이 95cm, 너비 28.3cm,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emuseum.go.kr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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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였다. 그러나 무늬를 채색해 넣거나 색지를 오려 붙여 조금 더 화려
하게 장식한 여성용 고비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51]

[그림 51] 여성용 빗접고비118)

[그림 52] 죽제고비119)120)

고비는 대부분 나무를 소재로 하여 제작하는데, 그 중 대나무로 제작
한 것을 ‘죽제고비’라고 한다.[그림

52]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가느다란

대나무 사이로 종이가 투영되어 고비의 장식적인 효과를 잘 살린 형태를
117) 류티에준,「한국 전통 주거공간과 전통 가구 특성 비교」,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
대회 논문집, 2005, pp.72～73 참조.
118) 빗접고비, 가로 22.6cm, 세로 60.2cm, 전주한지박물관
http://www.emuseum.go.kr (2019.04.23.)
119) 죽제고비, 국립중앙박물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2075&cid=42681&categoryId=42681
(2019.04.23.)
120) 죽제고비,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emuseum.go.kr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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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여기에 굵거나 가는 선, 각지거나 둥근 면, 직선과 곡선 형
태로 구성되는 가로선과 세로선의 비례, 그리고 면 분할을 신중하게 고
려하여 제작되었다. 고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서로 만나는 짜임 부분
은 한쪽 끝을 둥글게 깎고 다른 한 쪽은 송곳으로 구멍을 파서 단단하게
연결되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다.121)
고비는 좌식 생활이 주를 이루고 문서를 빈번하게 주고받던 당시의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하여 편의성, 실용성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가구라
고 평할 수 있다. 또한 마치 문서가 전시된 듯한 외관이 군더더기 없으
면서도 장식적이다. 아울러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
면서도 수납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편의성, 친
환경적 특성 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전통 고비가 지닌 이 같은 디자인적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이 통용되는 문서 묶음이나 서류 다
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독특한 일상 용품이나 수납 용품으로서 고비 시
리즈를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제작 단계에 앞서 현재 상용되는 주요 문
서 수납용 가구들을 상기해보았다. 현대에 보편화된 아파트 등의 주거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 벽면에 못을 박는 행위를 꺼려 한다는 사
실이 떠올랐고, 이 점을 고려하여 책상에 거치할 수 있는 형태의 책꽂이
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전통 죽제고비와 마찬가지로 최소
한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합리적, 절약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 세심하게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최소한의 재료만을 사용한 지지대를 작업
물에 적용하기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의 다양한 규격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이 필요했다.<표

11>

이를 통해 얻은 표준 규격에 대한 정보는

작업물의 금속선 거치부 사이의 각 구간의 높이와 깊이를 결정할 때 유
용하게 적용되었다.

121) 죽제고비 , 네이버지식백과 (한국 미의 재발견 – 목칠공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2075&cid=42681&categoryId=42681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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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도서 표준 규격 리서치122)

이러한 기획 단계를 거쳐 완성된 작업물은 원형으로 접지면을 최소화
한 형태를 띠었다.[작품

3-4]

책꽂이의 전체적인 형태 외에 장식적인 면에

서의 고민도 필요했다. 연구자는 칠이나 여타 장식을 배제하고, 대신 나
무에 직접 패턴을 조각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마감하여 목재의 질감을 살
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목재 부분의 제작은 목선반을 주로 사용하여 다
양한 물건을 만드는 ‘물건연구소’ 임정주(1984년～현재, 대한민국) 작가와
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심원 패턴을 선반가공으로 음각한 면은
책들이 꽂히는 전면의 반대면, 즉 후면에 위치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다각
도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자 하였다.[그림

53]

<표 12> <Gobi> 제작과정

1

Gobi
금속 부분
서적 표준치수에 따라 거치부 디자인

2

황동 프로토타잎 제작 및 테스트

3

도면화

122) 표 안의 규격들은 출처(Wikipedia-based 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과
graphicdesign.spokanefalls.edu)를 기반으로 직접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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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동선 규격과 각도에 맞추어 밴딩

5
6
7
8
9

밴딩 파트들 접합(땜)
용접부위 선반가공
밴딩 파트들 접합(용접)
평 맞추기, 접합부 연마
형태 정리 및 샌딩 (220까지)
나무 부분

10

후면 텍스쳐 및 접지부 테스트 가공

11

접지 안정성 테스트 및 디자인

12
13
14
15
16
17
18

크기, 목재의 재질 및 디자인 확정
선반가공
사포로 표면 다듬기 (300방까지)
천연오일로 목재 마감
조립 단계
황동 나사부품 디자인
황동 나사부품과 황동선 나사선 선반 가공
목재 나사부품 조립 구멍부위 선반가공

19

조립

20

최종 샌딩 및 금속부위 왁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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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Gobi> 후면 디테일,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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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Gobi(단독컷)
황동, 호두나무, 29×29×2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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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Gobi(set of 3)
황동, 호두나무, 29×29×2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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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i>의 제작은 옛 목가구 고비에서 발견했던 디자인적인 강점을
그대로 구현해볼 수 있었다는 측면과, 원형의 몸체에 최소한의 재료만을
더하여 물리적, 시각적 밸런스를 찾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와 기획이 성
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보완할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목재 부분의 재료로 선정한 호두나
무는 기획한 규격대로 원형이 나오게 하려면 상당히 큰 판을 재단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목은 사계절의 기후 변화에
따라 형태가 변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년 간 관찰을 통해 작품의
형태 변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시에서 판매를 병행하지 않았다. 원목을 사용할 경우 판재가 규격화되
지 않아 산출한 수치를 매번 재계산하여 대입해야 한다는 점도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소량 생산 과정에서
는 일정한 두께와 사이즈로 규격화가 가능한 동시에 보다 경제적인 합판
을 사용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Gobi>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
를 얻게 되었다. 첫째, 책의 거치를 용이하게 하면서도 무게를 버텨내는
물리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금속 벤딩 등의 세부 공정을
업체에 의뢰할 경우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
게 되었다. 셋째, 이와 함께 고비 뒤판의 재질을 추후 변경할 경우 활용
가능한 다른 옵션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한다면 뒤
판 형태가 자유로운 거치형 책꽂이를 후속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이후에는 사각형 형태로 제작할 계획에 있다. 뒤판이 사각형일 경
우 크기와 비율이 비교적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거치형뿐 아
니라 작업물의 크기를 좀더 키워 벽에 기대는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다.
동일한 콘셉트를 토대로 향후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적용하되 보다 다
양한 크기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부 공정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 즉 재질이나 기
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연계 업체와의 컨택·의뢰 과정 및 결과물 품질
관리의 기술 등을 후속 작품 제작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응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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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공예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성과 및 보완점
생산 의뢰를 적용한 연구자의 작품들은 ①일품 생산, ②동일 품목의
소량 생산 및 반복 생산, ③다품종 소량 생산의 3종 적용 방식에 의해
제작되었다. ①일품 생산의 경우에는 작품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후
의 소량 복제품의 모티브가 되거나 때로는 연작 시리즈의 출발점이 된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③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우에는 생산
의뢰의 가장 진화된 단계인 동시에, 특정 품목에 한해서는, 혹은 기획과
준비 과정에 따라서는 대량생산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을 지닌다. ③다품종 소량생산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대개 최다 20개로
수량을 제한한 소량생산을 기획하였다. 그 결과, 기법과 물성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하고 완전히 동일한 규격과 형태로 제작되는
공장제 대량생산 제품과는 달리 각각의 작품이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자는 이를 공예품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본질로 이해
하여 공장제 양산품처럼 획일화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성
질을 공예품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되 공예가의 손기술이 주가 되지 않도
록 시각적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때때로 연구자는 그
같은 ‘자연스러운 대동소이함’, ‘같은 듯 다른’ 제품마다의 특징을 연출하
기 위한 재료나 기법 등을 일부러 선택하기도 하였다(매번 상이한 결과
물이 나오는 모래 주물 기법 사용, 후 가공으로 옻칠 선택 등). 상대적으
로 규격화·표준화를 지향한 caltrop 시리즈의 경우에도 목재 수종을 다양
하게 사용하고 수공 조각을 하는 등 규격화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대동소
이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규격화와 자연스러운 작은 차
이 간의 은은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단정한 마감
을 통해 각 작품의 완성도와 심미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런 과
정을 통해 결과물들이 각자 공예품으로서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지닌 듯
이 느껴지기도 하였고, 완성품은 간결한 심미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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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소량생산을 산업체에 의뢰하는 과정
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켰다. 제한된 수량으로 작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비용과 공정 설계의 문제, 또는 다량생산을 선호하는 업체와의 마찰 등
으로 인해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끝내 의뢰
에 실패한 몇몇 작업들은 다시 수작업을 통해 진행해야 했다. 수작업으
로 진행한 공정 부분 또한 수량을 다량으로 늘리면 생산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매 작업 단계마다 모든 과정
을 기록하고 수치화·도면화를 해둠으로써, 훗날 재생산 및 다량생산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디
자인적, 공예적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작업에 적용해 본 경험은 공
예 연구자로서 향후 지속해나가고 싶은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123)
한편, 개개인의 공예가가 의뢰 업체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
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공예가가 업체에 의뢰하는 공정은
지속적인 이윤 창출에 유리한 대량 단순 공정보다는 작업 방식이 까다롭
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며 일회 또는 수 회의 작업에 그치는 형태가 대부
분이다. 일례로 연구자가 <Caltrop: Shoehorn>의 조각을 업체에 의뢰하
였을 때, 일차적으로 여러 업체에 맡긴 후 그 중 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결과를 제시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 때 해당업체는 애초에
고비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작업량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
생하면, 생산 의뢰를 포기하고 직접 생산 방식을 다시 감행하거나, 작업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과 기회
비용의 손실을 벌충하면서 공예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
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익성을 위해 다량의 생산

123)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위와 같은 성과를 전시를 통해 소개하고자 준비하였
다. 전시회에 사용할 작품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생활 용품임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
생활공간에서 촬영하였다. 또한 전시 장소도 신중하게 결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18일 간 ‘The
Balance Objects’ 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다. 100퍼센트 수작업으로 진행한 일품 생산
상품부터, 생산 의뢰를 적용한 다품종의 소량 생산 작품까지 다수의 연구 작품들을
다양하게 전시·소개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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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선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이 경우 공예가의
비용 부담이나 경제적 수익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양
측의 입장 차이와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나 관리
시스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예가 집단이나 관련 단체가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단체 협약 또는
제휴를 하는 방식 또한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다수의
공예가가 공동 자본을 출자하거나 공예기반 생산자를 별개로 고용하는
방식도 또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공예품의 판매·유통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영세한 일인 공예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제
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많은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생겨났지만, 현재로서는 기기 대여나 한정된 종류
의 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정도의 활용만이 가능할 뿐이며, 대부분의 공
정에서 공예가는 직접 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재 국내 공예
산업의 문제점이자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같은 구조는 생산 의뢰가 활성화·보급화 되고, 이로 인해 생산 의
뢰를 적용한 생산 방식이 일정한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면 점진적, 단계
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생산 의뢰 및 기업 연계라는 2종 산업 연계 생산 방식의 체계적·적극적
인 도입과 활용을 통해 국내 공예 산업의 미래적, 합리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고,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 성공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연구자가 국내 공예 산업의 문제점들 및 대다수의 국내 공
예가들이 당면한 생산 환경, 생산 구조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극복·해
소하면서, 미래의 장기적인 공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
적, 합리적인 생산 활동 방식으로서 주목한 ‘생산 의뢰’의 개념과 의미,
작품 사례, 세부 적용 방식 및 그를 적용한 연구자의 작품 활동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지금까지 검토·분석한 생산 의뢰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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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생산 의뢰의 종합 정리

항목

주요 내용
⚫공예가가 자신의 의도를 재료의 특성과 가공 방식을 살려 구
현하는데 있어 공예 작품들을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생산하기 위
해 다양한 공예 산업체나 일반 제조업체들과의 연계·협업 방식
등을 통해 일부 공정을 의뢰하고 위탁 진행하는 전략적 생산 활

정의

동 방식.

⚫공예 산업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발전을 지
향하는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
⚫공예 혁신을 위한 생산 활동 방식.
⚫공예가가 주체이자 중심이 되는 생산 활동 방식.

의미 및
기대
효과

공예가의
위치

⚫국내 공예 산업의 현재의 문제점, 또는 대다수의 국내 공예가
들이 당면한 생산 환경, 생산 구조의 문제점 등을 점진적으로
극복·해소하면서, 미래의 장기적인 공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 합리적인 생산 활동 방식으로 생각됨.
⚫정부나 지자체, 관련 단체나 기업의 지원·후원 등과 같은 외
부적, 환경적 해결책보다는 국내 공예 산업 내부의 내면적, 자체
적 역량인 생산 활동 방식에 대한 성찰과 개선·향상을 통해 보
다 본질적, 근본적 해결책을 지향함.

전체 공정을 기획·설계하고 필요한 세부 공정을 주문·관
리·조율하는 주체이자 주문자, 설계자 겸 최종 생산 책임
자.
⚫공예가의 애초의 의도를 살리면서 심미성, 예술성, 실용

장점

성을 갖춘 공예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됨.
⚫공예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기회비용 등을
절감하거나 작업의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예
가가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예술적 생
산을 도움.
⚫공예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복잡하고 정

단점

교한 공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 업체 조사, 컨택, 주문 등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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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주문이 파기되면 그만큼 기회
비용 낭비가 적지 않음.
⚫공예가와 의뢰 업체 간에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로서는 사실상 보호 조치가 없음.
⚫테드 노튼의 가방, 장신구 등 다양한 오브제 생산 공정.

사례

⚫서정화의 리빙제품 및 가구 생산 공정.
⚫‘chp…?’의 장신구 생산 공정.
⚫톰 딕슨의 주방, 리빙 제품, 가구 제조 공정.

적용
방식

⚫일품 생산: 공정에서 테크놀로지, 기계 적절히 활용
⚫동일 품목의 소량 생산 및 수회 반복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대량 생산으로 확장 가능성)
⚫주방용품 연작 시리즈 ｢품(品)｣ : <품(品) I: Server>,

<품(品) Ⅱ: Server>, <품(品) Ⅲ: Server>, <품(品):
Teaspoon>, <Citrus Peelers>, <품(品) : Chopsticks>
연구
작품

⚫공정을 단순화한 장신구 시리즈 : <Hwal Ja> 자음 이

니셜 펜던트 및 귀고리, <Touché> 팔찌
⚫공정을 단순화한 사무용품 시리즈 : <품(品): Namecard
Holder>, <품(品): Paper Tray>, <품(品): Book Holder>
⚫복잡한 공정의 리빙제품 시리즈 : ｢Caltrop｣, ｢G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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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 연계를 통한 공예 생산 활동

지금까지 생산 의뢰의 개념과 의미, 기존 작품 사례, 세부 적용 방식
및 그를 적용한 연구자의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 공예의
본질적 가치, 공예가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가치와 태도 등이 어떤 방식
으로 구현되고 발휘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과 이해
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연구자가 생산 의뢰와 함께 ‘국내 공예 산업의
미래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 중
하나로 주목한 기업 연계의 개념과 의미, 사례, 적용 방식 및 이를 적용
한 연구자의 직접사례와 그 공예적 의미에 대해 분석·논의해 보고자 한
다.

1. 기업 연계의 개념, 사례 및 적용 방식
1.1. 기업 연계의 개념과 의미
공예가는 생산 의뢰를 적용하여 공예 작품의 제작상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면서 정형화·표준화된 생산 라인을 ‘자신의
주도 하에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공예 작품들의 반복적, 지속적 생산을
이끌 수 있다. 생산 의뢰를 통한 반복적, 지속적 생산과 관련하여 연구자
는 애초에 소량생산을 염두에 두었지만(동일 품목의 소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등), 당총통을 모티브로 삼은 <품(品): Chopsticks>의 생산 과
정을 통해 대량생산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생산, 소량생산, 반복생산, 대량생산 등을 다수의
유능하고 열정적, 혁신적인 공예가들이 주도하게 된다면, 국내 공예 산업
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예술성, 심미성,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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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우수한 공예품 겸 일상 용품들을 과거보다 훨씬 풍부하게 접하
면서, ‘일상 생활에 예술적, 공예적 향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근에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을 중시하고 주목하고
있지만,124) 공예가는 ‘삶의 예술적 질’(artistic quality of life)에 주목하면
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의 예술적 질’은
삶의 질의 특화된 영역으로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취미로서의 예
술 활동 및 예술품 감상이나 수집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시간
적 여유를 지닐 수 있고, 그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지각하는 상
태’로 용어 정의하고자 한다. ‘삶의 예술적 질’ 향상을 위한 예술품 감상·
수집의 대상으로 공예품은 적절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삶의 예술적
질’은 연구자가 다년간의 공예 작품 활동 및 연구자의 작품 혹은 구매해
준 소수의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서히 구체화된 개념으로서, 향후
연구자의 작품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공예
전공자들과 공유할 수도 있는 유용한 뜻깊은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공예가가 우리 사회 공공의 또는 다수의 일반인들의 ‘삶의 예술적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 연계도 이를 구현
하는 유효한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예가는 생산 의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기 주도 하의 산업 연계 생산 라인의 구축 및 활
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예술적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기업 연계의 활용을 통해서도 ‘삶의 예술적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
한 그를 적극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공예가가 폭넓은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기업 연계’를 ‘공예가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공예 기술 등을 융합적으로 사용하여 기업 연계 및 제휴 프로젝
트에 참여함으로써, 산업 생산의 특장점을 매개로 다양하고도 확장적인
작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삶의 예술적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정의는 이미 서론에서
124) 박영신, 김의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 토착심리탐구, 파주 : 교육과학사,
201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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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규정한 기업 연계의 정의를 보다 심화한 것이다. 이 같은 심
화된 정의를 토대로 통상 ‘기업 콜라보레이션’ 또는 ‘아티스트 콜라보레
이션’으로 단순하게 지칭되는 기업 연계에 대해 보다 높은 공예적 가치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생산 의뢰’와 함께 ‘기업 연계’의
활동에도 다년 간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및
기업 연계 하의 작품 제작 과정에서 느꼈던 장단점 등을 본 장에서 작품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2. 기업 연계 공예 생산 활동에 대한 기업 관심도 증가
현황
기업 연계의 개념,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전략을 활용한 일반적
인 작품 사례 및 세부 적용 방식을 분석·논의하기에 앞서, 기업 연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언급하고자 한
다. 기업 연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은 공예가들에게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하고 확장적인 생산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기업 연계 생산을 의미하는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家)와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가 당대 예술가들을 후원함으로써
작게는 그들의 재능을 살리고 크게는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했던 역사적
사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과 아티스트의 협업은 현재 유
명 작가의 예술작품이나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혹은 기업의 인지도를 높
이기 위한 마케팅 등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트 마케팅’이
라는 마케팅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125) 아디다스 등과의 콜라
보레이션을 장기간 진행 중인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는 “아트 마케팅은 경영에 예술의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하여
125) 아트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는 김소정, 노혜인, ｢아트 마케팅｣, 마케팅 52(1)2,
2018, p.53 참조. 아트 마케팅의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김민주, ｢기업들의 아트 마케
팅 전략｣, 마케팅 41(8), 2007, pp.27-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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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객, 평판 등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서 예술의 고유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아우라’, ‘공명’, ‘고양’ 등을 촉매로 차별화된 마케
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126)라고 설명하였다.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패션 산업부터 시작되어 기타 산업 영역으로 점
차 확산되었고, 협업 대상 역시 미술 작품부터 팝 아트, 오페라·실내악
등 클래식 음악, 발레 등 예술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협업 방식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예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대한 세계적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흐름을 목격할 수 있다. 기업의
공예 활동 후원 및 공예 콜라보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LVMH 그룹의 로에베 공예상(LOEWE Craft Prize)127)은 2017년부터
매년 18세 이상의 신진 우수 공예가를 선발하여 상금과 함께 국제적인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품하는 공예품은 반드시 수작업으로 전체
혹은 일부를 제작한 일품 생산(one of a kind)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스
와로브스키(Swarovski,

오스트리아,

귀금속류)의

‘이츠

공모전(ITS

Competition)’128)과 렉서스(Lexus, 일본)의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Lexus
Design Award)’129) 등도 공예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대변하는 예시이다.
영국에서도 기업의 공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특
히, 영국 공예진흥청(Craft Council)은 공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케이
피엠지(KPMG, 영국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2016년 7월『공예를 통

126) 박성래,「기업과 예술의 창조적 만남, 아트콜라보레이션」, 이슈메이커
http://www.issuemaker.kr (2019.06.10.)
127) 루이뷔통 모에 히네시(LVMH:LouisVuittonMoëtHennessy) 산하 패션 브랜드인 로
에베의 로에베재단(Loewe Foundation)이 2016년 제정한 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출품
된 도자, 유리, 섬유, 칠기, 금속, 나무, 가죽, 종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을 대상으
로 수상하고 있다.
128) ITS(Internationa Talent Support)는 이탈리아 Trieste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패션공
모전으로, 다양한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다. 2009년에는 스와로브스키의 하위브랜
드 크리스털라이즈드(CRYSTALLIZED™)의 후원으로 액세서리 공모전을 진행했었
다.
129) 2013년 시작된 렉서스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신인 디자이너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한국인 수상자도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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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혁신: 성장의 기회(Innovation through craft: Opportunities for
growth. A Report for the Crafts Council Executive Summary)』라는
제목의 합동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벤틀리사(Bentley, 영국
의 차량 제조업체)의 협업 사례, 3D 직조 등과 같이 공예와 산업을 혁신
적으로 연계한 네 가지 시도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예 혁신’(Craft Innovation)의 일환으로서의 ‘공예와 과학 기술의 접목’
은 기존 재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피상적인 기술 개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예 혁신에 관한 이 보고서는 2017년에 출간된 국내의『2014-2015
공예백서』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이와 함께 이 보고서에서는 재료를 직
접 다루는 창조 산업의 중요성 및 창조 산업의 정책적 발전 방안을 중점
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재료 자체의 개발에 안주하는 연구 대신 공예
와 과학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진보적·융합적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예 활동에 새로운 시각과 미래 지향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보고서는 21세기의 잠재적 창조산업으로서 공예의 의미
와 위상을 확장하고자 시도한 동시에, 공예 혁신의 잠재력이 다른 부문
과의 교차 혁신을 통해 더욱 확장적으로 발현됨으로써, 경제 지표의 직
접적, 전반적 개선·향상에까지 기여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견하고 기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30) 생산 의뢰와는 달리,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이
주로 관여하는 기업 연계에 대해서는 공예 전공자뿐 아니라, 정책·제도
분야의 관련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예와 과학기술, 공예와 일
반 제조업 혹은 기타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융합 등을 통해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3. 기업 연계의 사례
기업 연계는 공예 생산 활동의 발전적 전략으로서, 공예가와 기업 간
130) 최정철, 『2014-2015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7,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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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 제휴 등을 통해 생산 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결과물의 예술성,
심미성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업 콜라보레이
션’으로도 지칭된다. 공예가는 기본적으로 공예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기획⋅제작⋅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
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따라서 기업 연계 작업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131) 공예가와 기업의 연계는 공예가의 기여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단순 콜라보레이션 방식으로서, 공예가가 기업의 외주를 받아서
제작 역할만을 담당하거나, 단순 디자인만을 담당하거나,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공예품을 기업 관련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는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연계 활동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 공예가는 이미 확정된
디자인을 넘겨받아 제작만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공예가 역할’(혹은 그
같은 역할로만 공예가를 한정시키는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빚어낸 역할)
만을 수행하거나, 디자인만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디자이너 역할’(혹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빚어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어느 쪽이든 공예
가의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둘째, 보다 복합적인 고난도의 활동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공예가의
기여도가 첫째 유형에 비해 더 높아지는 연계 방식으로서, 기업의 즉시
제조 수요에 응한 고난도 디자인을 제공하거나 작업 공정의 시방서
(specification)132)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예가가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한 공예품을 완성품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공예가로서는 고난도의 디자인, 작업 공정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높
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예가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예가는 첫 번째 유형보다 두 번째 유형의 ‘기여도 높은 연계
방식’을 선호한다.

131) 이주현, 「공예분야의 산업연계 생산활동의 가능성: 콜라보레이션 작업의 예시와 대
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2), 2017, p.534.
132) 제품디자인의 제조에 필요한 정보전달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서. 제품의 세부적인
도면, 재질, 색상 및 후가공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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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제품 혹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업과 공예가가 수평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공예가가 고난도의 실
험, 연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제품·신소재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기
여하는 경우이다. 프로젝트의 내용과 깊이에 따라서는 공예가가 ‘만능 작
업자’, ‘책임 있는 예술가’의 범주를 넘어서 ‘공예 과학자’, ‘공예 엔지니
어’로서 도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공예가는 자신의 예술적 역량
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귀중한 지적 재산을 축적하는 동시에, 공예
생산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나아가 단순한 영역 확장에만 머물
지 않고 ‘질적 혁신’, 즉 ‘공예 혁신’(craft innovation)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예가로서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기업 연계 방식이지만, 현실적으
로 공예 혁신을 위한 이상적인 기업 연계 기회를 만나기는 쉽지 않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이 같은 혁신적인 기회를 공예가에게 온전하게 제공
하는 데 인색할 뿐 아니라, ‘공예 혁신가’에 대한 처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공예를 통한 혁신을 기업 연계의 목표라고 설정했을 때, 이 유형
에서의 공예가의 역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 연계 활동을 공예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과 공예가 간의 콜라보
레이션은 비용 대비 마케팅과 유통 부분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기업은 공예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독창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
여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고,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이
미지, 브랜드 선호도 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한
정판으로 제작된 상품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희소성과 높은 소장 가치
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시켜 결과적으로 유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협업에 참여한 공예가의 기존
팬들이나 공예품에 관심이 많은 20, 30대의 여성층도 자연스럽게 기업
제품의 소비자층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와 같은 부가 행사를
벌여 마케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공예가와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 시도 사례들이 적
지 않다. 그러나 연구자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에 게재한 논문13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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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적했듯이, 문체부의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
2014년 기능성 연계 공예 상품 개발 공모｣는 전통 공예가가 기존 제품에
칠 형태의 전통 장식을 덧입히는 수준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공예와 기
업, 공예와 일반 산업, 공예와 과학기술 등의 결합은 다소 일차원적인 단
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은 듯하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다 해도 국내에서 기업과 공예가 간의 연계 생산 활동이 지속
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하 국내외의 주요 기업 연계
사례를 위에서 분류한 3종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 번째, 공예가의 단순 연계작업의 사례로는 ‘BMW 750Li 코리안 아
트 에디션’, 패션브랜드 루이까또즈의 ‘채화칠 보르도백’ 등을 들 수 있
다. 문체부는 공예 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기능성 연계 공
예상품 개발 공모’를 실시, 공예작품의 하이엔드 상품화를 위한 국내외
명품 기업과 유명작가 및 장인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기존의
상품은 공예·디자인의 미적인 우수성을 부각하여 개발되었다면, ‘기능성
연계 상품개발’은 단순히 다른 영역의 결합이 아닌 새로운 영역으로 확
장되는 방향, ‘융복합’, ‘혼합’, ‘하이브리드’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공예,
디자인이 접목될 수 있는 전자, 조명, 건강 등의 모든 소비재 산업의 영
역의 경계를 무너뜨려, 새로운 전략적 상품 아이디어, 지속적으로 다량생
산이 가능한 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함”134)이라 공시하여 직접 제작이 가
능한 작가 혹은 업체만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루이비통 와
지마 칠기’, ‘BMW 7 시리즈 코리안 아트 에디션’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
다.
BMW사는 1975년 이래 40여 년간 아트카를 선보여 왔고, 그 가운데
알렉산더 칼더(1975년), 제프쿤스(2010년)와 같은 유수의 유명 예술가와
협업을 해왔다.135) 2011년 BMW 750Li 코리안 아트 에디션은 나전칠기
장 손대현과 콜라보레이션한 인테리어를 선보였다. 처음에 BMW 측에서
는 작가에게 심플하고 현대적인 문양을 의뢰했으나, 의견 조율 끝에 나
133) 이주현, 앞의 논문.
134)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kcdf.kr (2019.03.20.)
135) BMW Art Car www.artcar.bmwgroup.com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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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화려한 특징을 살린 모란당초 문양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그림

54]

이어서 2016년 BMW Individual Manufactory에서는 중동시장을 겨냥
해 비스포크 제작이 가능한 BMW 750Li 솔리테르를 6대 한정으로 출시
하였다. 솔리테르의 대시보드와 차키를 보관할 수 있는 함에 자개 장식
을 했는데[그림

54],

제작은 BMW의 디자이너 지라드 피르고(Girard

Peergaux), 피아노 제조사인 스타인웨이앤드선스(Steinway & Sons), 은
제품 전문 제작회사인 로베 앤 버킹(Robbe & Berking)과의 파트너십 형
태로 이루어졌다.136) 사실 2011년 BMW 아트콜라보레이션이 디자인과
제작 면에서 완벽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업과 공
예가의 협업을 보여준 초석이 되었으며, 이후 2016년 작업에 큰 영감이
되었다.
루이까또즈 채화칠 보르도백[그림

56]

제품의 개발은 루이까또즈 크리에

이티브 디자인실, 간호섭 아트디렉터, 매니지먼트 회사 ‘이네’, 최종관 장
인의 채화칠 연구소 등이 합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때 공예가의
역할은 디자인을 단순 제작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런 기회는 재료와 물성, 안정성 등에 대한 공예가의 진지한 고민과 그
에 걸맞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옻칠을 가죽에 접목시키면서 가죽의 신축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도 떨
어지지 않도록 칠의 농도를 조절하고, 가죽 부위에 따라 건조하면서 미
세한 기포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0개 한정 제품으로 제작하여 출시한 것이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공예
가는 비록 가방 가죽에 옻칠을 접목시키는 역할에 국한되었지만, 수많은
옻칠 테스트 공정을 거쳐 공예적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율적 권한을 인정받았다. 비록 디자인이나 제작 면
에서 완벽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예가와 산업체의 협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136) www.press.bmwgroup.com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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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6] 2014년 기능성 연계 공예 상품 개발 공모 사례, 2017.
BMW사와 손대현 장인의 콜라보레이션 BMW 750Li Korean Art Edition, 2011.137)
The BMW 7 Series Solitaire, 2016.138)
루이까또즈사와 최종관 장인의 콜라보레이션, 2016.139)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BMW 750Li 코리안 아트 에디션’과 ‘루
이까또즈 채화칠 보르도백’을 포함한 ‘2014년 기능성 연계 공예상품 개발
공모’는 애초의 목표와는 다르게 다른 분야 간의 단순 결합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예가와 기업 간 연계 생산 활동의 경우에는 전승 공
예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승 공예의 전통적인 기법 때
문에 협업 내용이 다소 일차원으로 머무는 것에 비교하여, 현대의 공예
137)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web/s_notice/studentNews/studentNewsView.jsp?pSeq=1494,
(2017.04.10.)
138) BMW 중동 www.bmwmiddleeast.asia (2019.11.15.)
139) 루이까또즈 홈페이지
http://www.louisquatorze.com/mw/iledelouis/news_view.do?contentsIdx=305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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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보다 시너지가 높은 방식으로서 융합적인 협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 공예가는 기업
연계 생산 활동을 할 때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주는 사람’으로만 역할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전준호 개인전’에
서 선보인 해골 조각 작품인 ‘마지막 장인’[그림

57]은

연구자에게 국내 공

예가를 대변하는 표상처럼 인식되었다. 이 작품은 그의 단편 소설 『마
지막 장인(The Last Master)』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된 것이다. 이 작
품에는 작가가 불상 조각원에서 작업하면서 체험한 모순과 부조리가 그
대로 녹아 있다. 이런 점에서 “똑같이 칼 잡고 조각하는데, 누구는 평생
‘조각장이’이고 누구는 ‘조각가’인 거예요.”140)라는 그의 일성(一聲)에 주
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57] 전준호, 마지막 장인141)
Stainless steel, motor, mirror installation, 260×260×6cm, 2014

국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기업 연계 공예 생산 활동의 사
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일방 통행적인 의사소통이 주
를 이루는 속에서 기업체는 주체이자 고용주이고 공예가는 많은 과정 중
140) 김미리, 「엎드린 해골이 묻는다… 당신 삶은 진실됩니까」, 아트조선, 2014.09.16
http://art.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6/2014091600374.htm (2019.05.30.)
141) 조만수,「작품, 나와 그의 무대화」, E-Space, 2014,12.09.
http://old.vmspace.com/2008_re/kor/sub_emagazine_view.asp?category=artndesign&idx=1
1926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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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일부분을 담당하는 기술자이자 피고용인에 머물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공예와 산업 연계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시작
단계로, 다양한 고민과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
업의 의도와 요구가 주를 이루고 공예가의 역할은 종에 머무는 현재의
일반적인 구도를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공예가의 자율성과 공예의 가
치가 존중되고 공예가의 공예적 안목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진보적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해가야 할 것이다. 기업과 공예가가
주종 관계, 혹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쌍방향적
협업, 연계, 제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쌍방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평등하고 건전한 협업 구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이해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공예가도 기업 연계 활동 과정에
서 타율적 수행에 익숙해지지 말고 ‘의도적으로’ 자율적 수행을 더욱 많
이 시도하고 관철시킴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기업 연계 활동을 위한 경
험적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공예 활동의 자율성과 공예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공예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담보되고 그것이 기업에 제대
로 전달되어서 기업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연구자가 지향하는 ‘기업 연
계’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구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본격적인
‘기업 연계’의 구도가 국내에 정착되지 못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기업 연계 생산 활동을 기업 연계로 명명한 것은 그러한 바람
과 기대를 반영한 용어 정의임을 밝혀둔다.

[그림 58] WallaceSewell, TFL Moquett Design, 20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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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 즉, 보다 복합적이고 고난도의 활동에 기여도도 높은
연계 방식의 사례로는 런던 TFL(Transport for London)이 주관하는 좌
석 시트 모켓(moquette) 디자인 공모 당선자 월리스시웰(WallaceSewell)
듀오와 도예가 황갑순의 퓌어스텐베르크(Fürstenberg)와의 커미션 프로
젝트를 들 수 있다. TFL은 당선자들에게 런던 지하철 좌석의 패브릭 디
자인 커미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런던 시내의 지하철 각 호선마다 다
른 패턴 디자인의 모켓을 커미션을 통해 디자인하고 생산하여 사용하는
데, 1936년에 Christian Barman이 첫 모켓을 디자인하고 좌석 패턴 브랜
드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 이래 런던 TFL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
김해 왔다.143) 2007년 이전까지는 TFL에서 지정한 4개의 색상만을 사용
해야 했고, 패턴의 크기도 무한하게 구성할 수 없다는 형식상의 제한이
있었지만, 2007년의 커미션부터는 공예가에게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
는 자율권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월리스시웰(WallaceSewell) 듀오
는 열차 노선이 지나 다니는 런던 시내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색상으로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또 듀오는 각 호선의 패브릭의 대량 생
산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패턴을 고안해내기도 하였다.[그림

58]

WallaceSewell 듀오의 디자인에 맞춘 생산은 6대에 걸쳐 직물을 생산하
는 홀즈워스(Holdsworth)에서 담당하였다. 기업 연계 생산 활동에서 가
장 중요시되는 사항은 최소의 단가로 최선의 결과물을 고안해내는 것인
데, Wallace Sewell 듀오의 섬유 디자이너는 이런 목적에 매우 적합하게
작업을 완수하였고, 이 과정을 거쳐 양산된 패브릭은 각 호선의 새 전동
차들에 적용이 되었다. 나아가 런던 교통박물관 숍(London Transport
Museum Shop)에서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에 쓰인 모켓 패브릭을
활용하여 다양한 리빙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작가와 TFL 상호 간
에 높은 브랜드 가치를 구축한 것은 물론,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다.
공예가의 기업 연계 생산 활동의 두 번째 사례로 황갑순(1963~, 대한
민국)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황갑순은 서울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하
였고, 독일 킬 무테시우스 조형미술대학(Muthesius Kunsthochschule
142) www.midcenturymagazine.com/furniture-objects/wallace-sewell (2019.11.15.)
143) www.bbc.com/news/10586117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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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l)에서 석기 디자인을 전공하였다.144) 졸업 직후 2년 간 마이센 포슬
린(Porzellan-Manufaktur Meissen)에서 프리랜서로 제품을 개발하여 직
접 제작하고 전시하였는데,[그림

59]

이는 공예가가 제작을 담당하는 첫 번

째 유형의 기업 연계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9, 60] 황갑순 기업연계 프로젝트 예시
황갑순, Vase, 2000.145)
Fürstenberg, Auréole Claire de Lune, 2007.146)

이어서

2001년부터

독일

포르슬린

제조업체인

퓌어스텐베르크

(Fürstenberg)의 대표적인 컬렉션 중 하나인 아우레올(Auréole)의 디자
인을 담당하고 연계 결과물로 작품 양산을 위한 백자 원형을 만들어 제
공하였다.147) 해당 기업은 이 형태들을 유지하면서 백색으로, 혹은 달빛
(Claire de Lune) 컬렉션[그림

60]과

같이 패턴과 색을 입힌 형태로도 지속

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특히, 퓌어스텐베르크사가 황갑순 공예가에
게 20년 간 2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기업
연계가 공예가의 안정된 작품 생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계약이 국내 기업들의 공예가
144) 재단법인 ‘아름지기’ 인터뷰 참조.
http://www.arumjigi.org/news/index.php?b_id=003&idx=3372&mode=view (2019.12.30.)
145) 재단법인 ‘아름지기’ 인터뷰.
http://www.arumjigi.org/news/index.php?b_id=003&idx=3372&mode=view (2019.12.30.)
146) The most exquisite tableware and accent pieces for 2017, 2017.02.10.
https://www.2luxury2.com/the-most-exquisite-tableware-and-accent-pieces-for-2017,
(2019.12.30.)
147) 퓌어스텐베르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fuerstenberg-porzellan.com/en/Shop/Forms/AUREOLE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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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협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
인 기업연계 생산 활동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의 기업 연계 활동을 진행한 대표적인 공예가
중

하나로

1930-2009)를

영국의

금속공예가인

살펴보겠다.

그는

데이비드

셰필드

할럼

멜러(David
대학교(The

Mellor,
Sheffield

Hallam University)에서 공예를 배운 이후, 커트러리148)나 금속 용기를
제작하는 일부터 가구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예가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
갔다.

1962년에

32세의

나이에

최연소

왕실

산업

디자이너(Royal

Designer for Industry)로 임명149)될 정도로, 그는 공예가로서 많은 주목
을 받았다. 1960년대에 멜러는 정부나 산업체의 의뢰를 받아 금속을 주
로 사용한 제품 등을 선보였는데, 그가 디자인한 영국의 신호등[그림

61]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150)
특히, 그가 디자인한 영국의 우체통[그림

61][그림 62]은

무쇠 주물을 사용

하여 제작하여 공예 작가로서의 그의 본질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
는데, 전통적인 우체통과 다른 재료적 특성과 형태를 가져 주의를 끌었
다. 또, 그가 정부기관 내 식당과 국립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병원을 위해 디자인한 식기는 대량 생산되어 현재까지도 사용
되고 있다.151) 멜러는 1954년에 공방을 차려 디자인한 커트러리를 타 공
장에 의뢰하여 제작하였고, 덴마크의 조지젠슨사의 제품을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이후 1982년에 영국 공예진흥청(Crafts Council)의 대표를 역임
하였고, 1990년에는 The ‘Round Building’이라는 커트러리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제조하기 시작하였다.152)[그림

63][그림 64]

[그림 61-62] 데이비드 멜러 기업연계 프로젝트 예시
148) 나이프·포크·숟가락 등과 같은 식기 도구. 혹은 칼, 낫, 도끼와 같이 날카로운 날이
있는 연장류.
149) https://en.wikipedia.org/wiki/David_Mellor_(designer) (2019.04.28.)
150) https://www.davidmellordesign.com/david-mellor-biography (2019.04.28.)
151) https://www.davidmellordesign.com/david-mellor-key-designs (2019.04.28.)
152) Tribute to Alumnus David Mellor, Sheffield’s Master Metal Worker (2019.04.28.)
https://www.shu.ac.uk/_assets/pdf/newview-summer-09.pdf (2019.04.28.)

- 167 -

David Mellor, Traffic System, 1966.
Square pillar box, 1966.
Bronze fountain University Botanic Garden, Cambridge,1968.153)

[그림 63, 64] 데이비드 멜러 공장, Round Building154)

이러한 멜러의 다각적인 활동은 본 연구가 규정한 기업 연계의 사례
일 뿐 아니라, 산업 업계 생산 방식의 첫 번째 유형인 ‘생산 의뢰’에도
부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멜러의 공예 생산 활동은
생산 의뢰와 기업 연계를 다년 간 병행하면서 그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이론적 분석, 2종 방식을 적용한 작품 제작 및 그에 대한 해석 작업을
진행 중인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유형, 즉, 신제품·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업과 공예가가 대등
하고도 수평적으로 협업하면서 기업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공예가가 혁신
적 실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계 방식의 사례로는 토
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 1970-, 영국)의 활동을 들 수 있다.
153) https://www.davidmellordesign.com/david-mellor-key-designs (2019.04.28.)
154) https://www.davidmellordesign.com/the-round-building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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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윅도 역시 멜러처럼 왕실 산업디자이너로 활동하였다. 그는 영국 맨
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공예 전공학과인 3D 디자인학과155)와 왕립
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의 제품 디자인학과에서 각각 수학하였
으며, 상해 엑스포 영국관, 구리를 손으로 두드려 만든 런던 올림픽 성화
(Caldron) 디자인 등으로 국내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영
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156)에서 그의 전
시회인 ｢Heatherwick Studio: Designing the Extraordinary｣가 열렸는데,
그는 전시를 통해 작업의 콘셉트 디자인부터 목업, 완성품의 실물과 이
미지까지 다양하게 보여주었고, 각각이 발명품의 성질을 띠어 상당히 인
상적이었다. 이후 2016년 뉴욕의 디자인 뮤지엄인 쿠퍼 휴잇(Cooper
Hewitt)에서

｢Provocations:

The

Architecture

and

Design

of

Heatherwick Studio｣라는 제목의 전시에서 선보인 헤더윅의 대표적인
기업 연계 프로젝트는 바로 런던 2층 버스를 리디자인[그림

65]한

것이다.

이는 타고 내리기 편한 예전 버스의 장점을 살린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다.157)

155) 이 학과는 금속, 목재, 도자, 금속, 유리 네 가지로 구분되는 세부 선택 전공을 보유
한 공예학과로서, 연구자는 2011년 영국 런던에서 수학하던 당시 맨체스터 소재의 이
학과에서 초청 강사로서 10일간 집중적인(intensive) 워크샵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였
다.
156) 런던 소재. 장식미술 공예분야에서 세계적인 규모와 내용을 자랑하는 박물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157) Lacy Cooke,「Thomas Heatherwick’s New Hybrid Double-Decker Bus Hits The
Streets of London」, Inhabitat, 2011.12.21.
https://inhabitat.com/thomas-heatherwicks-new-hybrid-double-decker-bus-hits-the-str
eets-in-london/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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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69] 토마스 헤더윅 기업연계 프로젝트 예시158)
Thomas Heatherwick, Double-decker Bus, 2011.
Thomas Heatherwick, Seed Cathedral, 전체와 디테일 2010.
Thomas Heatherwick, Vessel, 전체와 디테일 2019.

그는 물성과 제조 공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뿐 아니라 건축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다수의 유명 건축가
들을 제치고 당선된 그의 2010년 상해 엑스포의 영국관 출품작인 ‘씨앗
의 성(Seed Cathedral)’[그림

66][그림 67]은

성의 외관을 구성하는 기본 골조

의 외부와 내부에 각각 6만여 개의 광섬유 막대를 정교하게 연결한 후
158) 헤더윅 스튜디오 홈페이지.
www.heatherwick.com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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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끝마다 다양한 식물의 종자들을 넣어 제작한 대작이다.159) 뉴욕시
허드슨 야드(Hudson Yards)에 위치하게 될 ‘베슬(Vessel)’[그림

68][그림 69]

은 허드슨 강에 인접한 낙후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 빌딩, 쇼핑
센터 등을 포함한 6개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2025년 완공될 예정
인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154개 층과 2,50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대형 조형물, 혹은 조경 건축물이다.160)
해외의 기업 연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에도 공예 기반
기업 연계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미래에는 그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 의뢰와 기업 연계의 영역을 넘나들면
서 일상 용품과 건축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공예 활동을 펼친 데이비드
멜러, 기업 연계 프로젝트 하에 대작들을 생산한 토마스 헤더윅의 사례
는 공예 생산 활동의 확장성, 개방성과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잘 보여준
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공예 전공자들이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예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공공 디자인이나 기업 연계 프
로젝트는 디자인 전공자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설계나 방향성을 결정
하고, 이에 비해 공예가 혹은 공예 전공자는 제시된 디자인에 맞춰 수동
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제작 공정을 담당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사례
들이 많은 편이다. 공예가가 직접적인 제작만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 외의 보다 많은 역할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지면 바람직할 듯하다.
현시점의 공예 생산과 유통의 한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적합할 뿐 아니
라 공예가의 역할 확장을 통해 공예가의 만능적 기질을 잘 드러내고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2장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국내 미술대학의 제품
디자인 교과과정은 렌더링 이미지, 영상 및 서비스 디자인 등 시각적인
결과 중심의 디자인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부전공, 복수전공을 택하
159) Sebastian Jordana, 「UK Pavilion for Shanghai World Expo 2010 / Heatherwick
Studio」, Archdaily, 2010.05.03.
https://www.archdaily.com/58591/uk-pavilion-for-shanghai-world-expo-2010-heatherwi
ck-studio (2019.05.30.)
160) https://www.hudsonyardsnewyork.com/discover/vessel (2019.10.20.)

- 171 -

지 않는 이상 기초 제작 기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산업 현장에 투입되
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작업 공정이나 재료의 물성, 디테일한 제작
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비해 공예가는 작
품 기획과 디자인부터 작품 완성까지 모든 제작 과정을 ‘스스로 수공으
로’ 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하며, 수공의 시간과 공력을 절약하면서
소량 생산, 반복 생산, 다품종 생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의뢰를 도
입·응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예가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점점 부족해지는 ‘통합적 제작 역량’이라는 중요한 특장점을 보유한 ‘만
능 예술가’로서, 생산 의뢰를 주도함은 물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연계에서도 특유의 통합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기업들이 공예가의 통합 역량에 주목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예가에게 카페, 패션 브랜드의 쇼룸 등의 공간 연출을
의뢰하거나, (대안 유통에서 앞서 다뤘던)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인 리빙
편집숍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세한 요구 사항 하에 공예가에게
주문 제작하면서 디자인부터 완성까지를 의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때, 공예가의 지적 기술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성취감과 더불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유형들이 일시적인 추
세나 단기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오래 지속되어 ‘공예가 주도
의 기업 연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4. 기업 연계의 유형
지금까지 기업 연계의 개념과 의미, 기업 연계에 대한 기업의 관심 증
가, 기업 연계를 적용한 국내 및 해외의 주요 공예 작품의 사례 등을 살
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고찰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의 기업 연계의 활동
사례 및 산출 결과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기업 연계의
세부 유형을 재정리해 보겠다.
첫 번째, 공예가가 기업의 외주를 받아서 제작 역할만을 담당하거나,
디자인만을 담당하거나, 기제작한 공예품을 협약 하에 기업에게 제공하

- 172 -

는 등의 단순한 연계 방식으로서, 공예가의 기여도와 역할, 책임감이 상
대적으로 낮은 방식이다.
두 번째, 공예가가 보다 복합적인 고난도의 활동을 수행하는 연계 방
식으로서, 기업의 즉시 제조 수요에 응한 전문 디자인이나 제품의 원형
을 제공하거나 작업 공정 시방서(specification)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해
당된다. 공예가는 이 유형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셋째, 신제품 또는 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업과 공예가가 대등하게 협
업하는 방식으로서, 공예가는 기업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난도의 실험,
연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제품·신소재 개발에 적극 기여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공예가는 ‘만능 작업자’, ‘책임 있는 예술가’뿐 아니라 ‘공
예 과학자’, ‘공예 엔지니어’의 역할까지 겸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상승시키고 ‘공예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공예가는 제품·소재와 관련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리서치
를 수행할 수 있고, 관련 소재의 CMF(color, material, finishing)에 대한
심화된 정보 및 소재의 특수한 성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새로운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제품 구상과 디자인부터 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제품의 전체 제작 과정을 숙달함으로써, 공예품은
물론 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들의 생산 공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예가는 공예품 및 산업 제품과 관련된
통합적·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현대의 다양한 개발 장비와 테크놀
로지 활용 능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더욱 빠른
습득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갈수록 다양화·첨단화되는 현대의 개발 장비
와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보강·축적할 수 있는 것은 공예가
의 특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역시 이 방면의 능력과 경험
습득 및 축적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고, 향후에도 동일한 노력을 지
속하고자 한다.
이어서 연구자가 다년 간 다방면으로 쌓은 3 종류의 경험을, 본 연구
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경험한 다양한 기업 연계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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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과정에서 제작된 작품 등을 되도록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예 전공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 기업 연계를 적용한 연구 작품
2.1. 복합 소재 기업과의 연계 활동
2.1.1. 기획과 방식
기업 연계의 첫 번째 사례로서, 국내 카본 소재 제조회사와의 콜라보
레이션 작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기업은 연구자에게 복합 소재의
신소재 개발 및 패턴 디자인,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기업의 VIP 제품 디자
인을 의뢰하였다. 해당 기업과의 연계 작업을 선정한 이유는 재료에 대
한 연구자의 깊은 관심과 물성에 대한 심층적, 전문적 이해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이 소재의 특성을 살려 제품을 디자인하는 일
련의 활동들이 ‘만능 작업가’로서의 공예가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계
활동 과정에서 연구자는 카본 섬유 소재의 직조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
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성능을 파악하고, 의뢰받은
디자인의 결과물을 직접 직조한 프로토타잎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 연구원들, 실무진, 공장 내 제조 종사자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해당 기업과의 연계 활동은 연구자가 금속
하이브리드 신소재 패턴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소통 및 연구 끝에 개
발했다는 점에서 기업 연계의 3종 유형 중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아
울러 신소재 개발 작업과 함께 진행한 기업의 개발 제품을 활용한 vip
제품 디자인 작업은 즉시 제조용의 고난도 디자인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서 기업 연계의 3종 유형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기업
연계 활동은 기업과의 관계 및 기업의 요청 등으로 인해 한 가지 유형의
연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 이상의 연계가 동시에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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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은데, 복합 소재 기업과의 연계는 그 중에서도 흔치 않게,
차원 높은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의 기업 연계 활동은 공예가에 비해 디자이너가 주를 이루
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최근에 산업 디자인
계열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프로토타이핑보다는 제품 외관, 서비스, UX
디자인 등의 분야에 치중하면서 이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심 교
육을 편중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교육을
받고 산업 현장에 뛰어든 디자이너들은 교육받은 분야에서는 뛰어난 능
력을 발휘하지만, 현장의 제작 공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디자인을 제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현재의
디자인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인 워크샵 기술 교육 부재 및 기술 공정
에 능숙한 디자이너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을 공예가가 대체하고 해
결하면서 ‘만능 작업자’이자 ‘전체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
회라고 생각하여 해당 기업과의 연계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카본은 경량의 탄소 섬유로 강도, 탄성, 내열성, 전기 전도성, 내마모
성이 높아 선박, 비행기, 스포츠 레저 용품, 전자 제품의 인쇄 배선 회로
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탄소 섬유
특유의 물성을 지닌 카본은 깊은 검정 색상에 윤기 있는 심미성까지 가
지고 있어서 자동차 튜닝, 패션 액세서리에 관심 있는 남성 소비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소재이다. 그로 인해 과거에는 구조용 복합 재료나 강화
재 등의 내장재로 주로 사용되었다면, 근래에는 패션 재료, 인테리어 외
장재 등 장식 용도로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과의 원활한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본을 비롯한 탄소 섬유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식견이 우선되어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 탄소 섬유의 원재료는 불규칙적인 짧은 길이로 단위가
구성되며, 얇고 날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70]

따라서 이 섬유를

작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사 과정을 거쳐 실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즉, 섬유를 직조하여 직물 형태로 만든 뒤 후 가공을 거쳐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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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안전하고 튼튼한 소재로 완성해야 한다.

[그림 70] 카본 섬유161)와 카본 섬유의 현미경 사진162)

일반적으로는 직물 형태로 가공된 탄소 섬유에 인체 보호용 필름을
코팅하여 마감하고, 보다 견고하면서도 심미적으로 안정감 있는 결과물
을 얻기 위해 에폭시 소재와 결합시킨다. 이를 단단한 판 형태로 변형하
면 비로소 복합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합 소재란 성분이나
형태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조합하여 각 구성 재료 고유의 특성
을 극대화한 소재를 말하는데, 작업에 사용되었던 카본 소재가 바로 이
에 해당된다.

2.1.2. 생산 활동 과정
복합 소재 제조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
행되었다. ①복합 소재의 신소재 개발 및 패턴 디자인 파트, ②디자인된
패턴을 활용한 기업의 VIP 제품 디자인 파트였다.
첫 번째 파트인 복합 소재의 신소재 개발 및 패턴 디자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소재의 개발을 위해 카본의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161) Carbon Fiber
http://www.directindustry.com/prod/mitsubishi-chemical-carbon-fiber-composite-gmbh/
product-193131-1934786.html (2019.04.28.)
162) E. T. Thostenson, 「Carbon nanotubeÕcarbon fiber hybrid multi-scale
composites」,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02.
https://www.bc.edu/content/dam/files/schools/cas_sites/physics/pdf/Ren/p100.pdf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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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초기에 기업 내 연구소에서
는 카본에 압력과 열을 함께 가하는 공정 과정에서 섭씨 150도 이상의
온도를 견디는 내구성을 지닌 소재라면 카본과의 합사가 가능하다는 분
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소재 선정 단계로 들어갔
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각종 친환경 섬유 중 열 내구성이
높은 소재를 간추려 조사하였고, 그 결과 재료의 광택과 카본 재질과의
심미적 조화 상태가 검증된 섬유와 금속 소재를 일차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어서 친환경 섬유 유통업체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샘플을 공급받아 기
획한 물성과 색상, 공정 과정에 부합한지 여부를 분석하였고, 그들 중에
서 대나무 섬유와 금속 소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어서 공급받은 소재들 중 최종 선별된 섬유들을 두께별로 기업 내
연구소로 송부하여 열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들 중 대나무 섬
유의 열 내구성 온도는 249도로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로 약 15시간 동
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섬유 일부에 황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열 내구성 실험을 통과한 구리와 알루미늄, 이
두 종류 금속과 합사된 섬유를 최종 디자인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예 생산 활동의 초기 과정 중 최종 결과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재 선정 단계에서 공예가의 폭넓은 이해
와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재 개발 이후 패턴 디자인 작업에 돌입하기 전에, 직조의 기본적인
방식과 직조의 종류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도 실제 제작을 통해 완전하게
습득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직조 방식은 크게 평직, 능직, 주자직이
있는데, 그 방식과 조합에 따라 섬유는 더욱 촘촘하고 단단하게, 반대로
더욱 성기고 유연하게 변할 수도 있다. 탄소 소재가 가진 큰 장점인 강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도를 형성하는 직조의 범주를 수치
화하여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해당 기업은 이 단계에서 애초의
기획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연구자가 디자인의 방향성을 설정하기에 앞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카본의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보통의 직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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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제조되는 일반 직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섬유를 한 방향으로
얇고 넓게 펼쳐 수지에 합침한 후 재단하여 테이프 형태로 만든 뒤 그것
을 바둑판식으로 직조한 CUPF(Carbon Unidirectional Prepreg Fabric)라
는 신소재였다.[그림

71]

[그림 71] CUPF(Carbon Unidirectional Prepreg Fabric) 판재, 2016년, 10월.

먼저 일반 직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클래식 라인’을 디자
인하였다. 클래식 라인에 대한 기업의 요구 사항은 고급스럽고 유행에
영향 받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총 다섯 가지의 디자인이
구성되었는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로고를 직물화한
디자인, 곡면 성형에 유연한 능직(twill weave)을 사용해 활용도를 극대
화한 직물 패턴 등이었다. 다음으로 신소재 CUPF 직물을 소재로 활용하
는 과정에서 그것이 동일한 규격의 유닛으로 구성된 바둑판의 형태를 띈
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테스트를 거쳐 제조 과정으로 들
어갔을 때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폭의
유닛을 활용해 패턴을 구현하였고, 이는 연구자와 기업 모두에게 만족도
를 높여주었다. 나아가 금속과의 하이브리드를 시도한 CUPF 직물을 기
업 내 연구소에서 프로토타잎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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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과물 1-1] CUPF의 하이브리드 패턴 디자인,
카본, 구리, 알루미늄, 2017

패턴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종이를 가
지고 실사이즈로 직조한 프로토타잎을 제작하였다. 이후 프로토타잎은
공장의 제작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실제 카본 소재 시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
도록 해주었다. 이 때 카본 직조 패턴의 이미지를 실제와 흡사하게 구현
하기 위해 패턴은 포토샵으로[결과물

1-1],

VIP 제품 디자인은 렌더링 이미

지로 제작하였다.
이제 디자인된 패턴을 활용하여 기업의 VIP 제품을 디자인하는 작업
에 착수하였다. 제품 제작의 타겟이 되는 기업의 VIP 고객층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소비 패턴에 대한 면밀
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분석 작업을 통해 50～70대의 기
업 고위직 혹은 대표들이 주요 VIP 고객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들의 성향에 맞춘 VIP 제품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를 사무실에서 주로 사
용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총 3회의 시안 제안을 거쳐 4가지 사무용품
을 디자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랜 기간 카본 소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해
온 해당 기업은 신소재 혹은 새로운 패턴이 출시될 때마다 기업 내 공장
에서 직접 제작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공장 방문 및 본사와의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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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거듭한 끝에 디자인 단계에서 특별히 주의하기로 결정한 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업 내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정이 단순한 디
자인을 할 것, 둘째, 디자인된 패턴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여 기업에 납품한 4종 VIP용 제품 디자인은 사진
액자, 파일꽂이, 명함꽂이, 페이퍼트레이였는데, 이 중에서 명함꽂이, 페
이퍼트레이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163) 먼저, 명함꽂이 제작 과정
에서는 CUPF 소재를 활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지지대를 구성하였다.
이는 기업에서 제품을 납품한 후 남은 자투리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디자인이다. 게다가 이 명함꽂이는 후면에서 바라봤을 때 소재의
장점이 부각됨으로써 더욱 높은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런 기
법을 통해 새로운 소재가 제품화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
도록 하였다.[결과물

1-2]

[결과물 1-2] VIP Product_Name Card Holder
카본, 금속, 90×50×50mm, 2017

연구자의 이와 같은 재료 물성과 공정에 대한 이해는 제품 디자인 단
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카본 섬유는 수지를 이용하여 경화시키

163) 사진 액자는 해당 기업이 기업을 방문하는 vip 고객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인화하여 액자에 넣어 선물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제
작하였다. 액자와 파일꽂이는 모두 해당 기업의 제품을 재료로 삼아 기업 내에서 제
조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사무용품 디자인의 제작 과정은 이후에 개인 작업에
서도 금속 재질의 사무용품을 다수 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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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까지 그 성질이 유연하기 때문에 곡면이나 뒤틀린 면의 성형도 가
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동시에, 성형 후 섬유를 금형에서 떼어 내야 하
므로 곡률의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제작이 단순하면서
도 기업의 소재 제조의 기술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도로 디자인한 페이퍼 트레이는 하나의 금형으로
성형하기 때문에 완성 후 분리하기가 용이하며, 간단한 후가공만 거치면
별도의 공정 없이 그 자체가 제품이 된다는 강점을 지닌다.

[그림 72] VIP Product_Paper Tray의 페이퍼 프로토타잎, 2017년, 1월.

연구자는 종이가 놓이는 면을 곡면으로 처리하여 서류와 같은 종이류
의 모서리가 올라가도록 하였다. 종이를 손으로 집어내는 부분은 모서리
를 둥글게 처리하여 옆면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경사져서 바닥면과
맞닿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경사진 면의 소재 부분이 돋보이게 하였다. 이
때 경사진 면의 각도와 면적이 제작의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제3장에서 소개한 연구 작품 중 <품(品): Paper Tray>의 제작 과정
처럼 세 가지 규격으로 페이퍼 프로토타잎[그림

72]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기업과의 의견 조율 끝에 경사진 옆면부에 고객의 이름과 소속 기업 로
고 등을 레터링할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격으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결과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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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1-3] VIP Product_Paper Tray
카본, 수지, 215×300×20mm, 2017

이처럼 기업 연계 활동을 통해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디자인한
경험은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재료의 물성과 그를 살릴 수 있는 최
적화된 생산 공정을 한층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
를 통해 기업 연계의 의미와 공예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체험적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공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작업물들을 기획하여 성공
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공예가는 이와 같은 신제품·신소재 개발 등의 고난도 기업 연계 활동을
통해 갈수록 다양화·첨단화되는 현대의 개발 장비와 테크놀로지 활용 능
력을 배양하고 보강·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 역시 이
방면의 능력과 경험 습득 및 축적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고, 향후에
도 동일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2.1.3. 성과와 보완점
연구자는 당시 출강 중인 대학의 산업 디자인과의 제품 스튜디오 수
업에서 학생들에게 카본 소재 제조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과제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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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제로 카본 소재 제조 기업과의 연계 활동에 관련된 연구자의
체험 내용은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소재
가 되었다. 동시에 학생들이 작업을 함께 진행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맞추어 작업물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일반 직물
의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최종 결과물은 학생당 한 개의 일
반 직물 패턴 디자인, 패턴대로 카본 소재를 직조했을 때 얻어지는 직물
의 물성과 패턴 디자인의 컨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한 개의 제품 디자
인, 그리고 패턴을 디지털화하여 제품에 적용한 3D 렌더링을 통해 도출
되었다.
카본 소재에 대한 리서치 이후 실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강의 중에 직조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직조에 대한 이
해를 높여주고 이후에 공장 견학을 병행함으로써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또한 소재의 재질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도 프로토타잎을 제작해 재료의 활용은 물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까지 유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패턴의 콘셉트와 제품의 종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단, 기획한 제품에 카본 재료가 이용되었을
때, 재료의 강점을 유지하거나 부각시키는 방식을 탐구하도록 유도하였
는데, 이에 학생들은 단순한 외형 디자인에서 벗어나 한층 더 깊이 있게
소재, 제품, 사용자의 경험 등을 연결지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협업 기업은 두 학생의 디자인을 최종 디자인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한 학생은 뱀의 표피를 모티브로 삼아 길게 이어지는 화려한 패턴을 주
자직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능직과 주자직이 주로 사용된 직물의 유연
한 특성을 살려 연속적인 면에 적용한 커피 테이블을 디자인하였다.[그림
73]

또 다른 학생은 단순하면서도 한국적인 패턴 디자인과 단청의 형태와

색상에서 착안한 클러치를 디자인하였다.[그림

74]

두 학생을 비롯하여 협

업 작업에 참여한 16명의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각각의 패턴 양산을 구
현함으로써 학문적 성과는 물론 완성도 높은 작업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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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도신경, 패턴디자인과 제품디자인, 2017

[그림 74] 윤호영, 패턴디자인과 제품디자인, 2017

기업 연계 협업을 마친 후 연구자는 기업체와의 7개월여 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상기해보았다. 협
업 기업의 경우 패턴 디자인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업에서
제작해야 할 제품이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예가 입장에서는 먼저 기획안을 제시하고 디자인
을 선공개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해당 작업은 공예가가 기업 연계 콜
라보레이션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진행 과정에
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 기업에서는 연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
자와 머리를 맞대고 팀을 구성하였다. 이 팀은 서울 시내 본사의 마케팅
부서 실무진들과 생산 공정을 전담하는 지방 소재 공장의 생산 인력, 연
구소의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물리적인 거리와 원격 전달의 한
계 때문에 실무진들이 공장에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
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하였다. 어쨌든 패턴 디자인의 프로토타잎이나
소재를 연구자가 제공하면, 공장 혹은 연구소 측에서는 제조 테스트 결
과를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디자인 계통 인력과 공업 엔지니어 간
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된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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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각적인 자료와 더불어 제조에 실제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프로토타잎 모델
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공
동 회의를 통해 도출된 디자인의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어 이상적인 협업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는 향후에 비슷한 형태의 기업 연계 활동
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히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작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패턴 직조 단
계를 진행할 때 기업 차원에서 제조 공정과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
한 한계 분석이 선행되지 않아 디자인한 시안을 다시 단순화하여 재작업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재분석과 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다시
디자인 작업과 병행된 까닭에 콜라보레이션 기간은 애초 계획한 4개월로
부터 6개월로 연장되기도 하였다. 카본 섬유를 직조할 때는 보통 각각의
기계에 카본 원사를 하나하나 끼워 세팅한 후 대량을 한 번에 직조하는
형태를 취한다. 대규모 주문 물량을 생산해 납품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기계가 가동되는 중간 중간 직조를 테스트하고 한계점을 파악하는 일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현지 공장의 전문 제작자와의 원격 커뮤
니케이션에 한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팀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프
로토타이핑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종이 프로토타잎을 가지고 가서 공
장 제작자의 기계 입력 작업을 돕는 방식으로 상호 협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예가 입장에서 진행한 카본 소재 제조 기업과의 협업은
몇 가지 보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곧 완제품이 되는 과정을
원재료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다양하게 관찰하고, 그를 통해 탄소 섬유를
비롯한 복합 소재, 친환경 섬유, 금속 소재 등의 물성과 각각에 적합한
공정과 디자인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
미를 지닌다. 소재 가공 및 재료 생산의 전체 과정에서 개별적인 문제점
들을 발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료
를 다루어 봄으로써 최선의 결과물을 산출한 것은 공예 전공자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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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스메틱 기업과의 기업 연계 연계 활동
2.2.1. 기획과 방식
연구자의 기업 연계 활동의 두 번째 사례는 코스메틱 브랜드인 ‘설화
수’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다. 이 작업은 기업 연계 활동의 세 유
형 중 두 번째 유형으로 디자인 후 제작까지 완료하여 납품한 형태였다.
두 번째 유형의 연계 활동은 공예가의 기여도가 제법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율권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
였다. 비록 공예 작가로서의 개성과 주관, 의도 등을 유감 없이 살린 콜
라보레이션은 아니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기업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공한 후 그 작품이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거쳐 지면 광고에 활용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면 광고 제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점과 지면 광고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된 점에서
나름의 성취감이 있었다. 광고 회사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진과 컴
퓨터 그래픽 효과에 용이하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 개인 작업
을 할 때와는 달리 기업 측의 명확한 요구 사항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
정, 낯선 공정을 활용하여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 등 협업 방식
을 통해 얻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았다.
‘설화수’는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내세운 코스메틱 브랜드로서, 전통
공예가들과 함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2003년부터 매년 선보여온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은 격자와 와
당, 분청사기와 청자, 모란과 매화, 떨잠 등과 같은 한국적인 미를 상징
하는 전통 무늬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다. 2015년에는 옻칠과
자개를 주재료로 하는 ‘장이공방’의 작가 이현경, 구은경, 이혜민 등이 제
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그림

75]

이와 같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디자인된

상품들은 한정판으로 제작되었고, 마찬가지로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꾸며
진 서울 도산공원 내 플래그십 스토어164)에 진열되었다.
164) flagship store. 기업의 주력 상품을 전시한 대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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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장이공방과 설화수의 콜라보레이션, 2016165)

2015년 말에 연구자는 설화수의 윤조 에센스166) 제품의 마케팅을 위
한 산업 연계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광고주는 공예
작가의 작품을 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CG)을 이용하여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곤 하는데, 이번 윤조 에센스의 광고를 위한 작품은 광고주의 요
구 사항이 차별적이면서도 명확했다. 첫 번째, 윤조 에센스의 실제 제품
과 공예 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배치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보일
수 있는 사이즈를 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 두 번째, 실제 제품과 작가의
작품이 함께 구현해낸 결과물이 제품의 본래 특성인 ‘윤기’를 표현해줄
수 있도록 호박 재질의 후면에 투명한 빛을 투과시킬 것, 세 번째, 원활
환 이미지 촬영을 위해 별도의 지지대 없이 결과물을 고정시킬 수 있도
록 할 것 등이었다. 기획 단계에서 제시된 기업의 이와 같은 섬세한 요
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제작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
았다. 특히, 두 번째 요구 사항인 ‘호박 재질의 후면에 투명한 빛을 투과
시키는’ 작업은 예상만큼 수월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석 뒤에는 그것
을 고정하기 위한 와이어형 발(prong)이 부착되곤 하는데, 설화수는 투
명한 재질의 호박이 가진 매력을 살리기 위해 그 같은 고정용 도구를 사
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자가 고심 끝에 고안해낸 방안은 3D 프
린팅이었다. 즉, 3D 프린팅을 통해 호박의 뒷면이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
함으로써 별도의 고정 도구 없이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빈 공간에 각각의 지지면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업체와 연구자가 모두 만
165) 설화수, ‘2016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2016. 12. 0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0855 (2019.03.10)
166) 국내 화장품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인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높은
영양과 보습 기능을 내세운 에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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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수 있는 제작 방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2.2.2. 생산 활동 과정
산업 연계 콜라보레이션 과정에서 기업체의 요구 사항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연구자는 작업에 앞서 호박이라는
소재와 ‘윤기’라는 주제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할지 진지하
게 고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문헌들을 탐색하던 중 우연하
게도 한국의 전통 불상에 상용되는 ‘광배(光背)’167)가 부처의 몸을 통과
하여 나오는 빛을 형상화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그림

76]

그와 동시

에, 윤조 에센스 펌핑시 나오는 한 방울을 상징하는 티어 드롭 형태를
광배 모티브를 접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76] 국보 제119호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168)

해법을 찾은 후 연구자는 이차원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167) 광명을 상징하기 위해 불상 뒤에 놓은 장식.
168) 문화재청 문화재 검색,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national_treasure/1611565.jpg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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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1차 시안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광고주의 수정 사항과 의
견을 반영하여 조율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자연산 호박을 다량 구매하여 연마하는 일은 예산 범위 내에
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호박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다
른 재료들을 샘플로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치 크랙이 있는 듯한 호
박의 내부 재질을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국 액
체형 아크릴을 고형화시킨 후 열 처리를 통해 호박 안의 불순물을 연출
하는 방식으로 호박의 내부 재질을 흡사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만들어진 블록 형태의 재료를 일반적인 석재나 보석 가공의 기법을
사용하여 재단하고 갈아내어 기본 형을 잡은 후 연마 과정을 거쳐 광택
이 나도록 하였다. 이 때 작품 전면의 호박은 액체(윤조 에센스)가 맺힌
듯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볼록한 형태의 틀에서 응집된 액체처럼 둥글
고 납작하게 조각하였고, 작품 후면의 호박은 전면과 달리 볼록하게 조
각하였다.[그림

77]

[그림 77] 원석 가공 과정(후면/전면)

최종 확정된 디자인은 곡면 디자인에 유리한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알
리아스(Alias)를 활용하여 3D 형태로 구현하였고, 이를 ABS 재질로 3D
프린팅한 후 1차 프로토타잎으로 제시하였다.[그림

78]

실제 결과물을 금속

재질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4분할하여 왁스로 출력한 후 로스트왁스 기법
을 이용해 금속으로 캐스팅하는 과정, 즉 주물 성형 과정을 거쳐 접합함
으로써 완결된 형태를 잡을 수 있었다. 결국 설화수와의 연계 작업은 산
업체의 명확한 요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공예 생산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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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림 78]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프린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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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2-1] 이주현×설화수, 작품원본 전면
금속, 수지, 피그먼트, 80×220×40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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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2-1] 이주현×설화수, 작품원본 후면
금속, 수지, 피그먼트, 80×220×40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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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성과와 보완점
기업 연계를 적용한 코스메틱 기업 설화수와의 콜라보레이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시간 관리였다. 작품 제작
과 광고주의 광고 이미지 제작에는 비슷한 시간이 부여된 반면, 실제 결
과물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히 촉박하게 주어졌다. 따라서 금속
제작을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ABS 재질로 출력한 프로토타잎을
활용하여 호박을 정확히 맞추고 가공함으로써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공예 작가는 개인 작품 활동을 진행할 때에
는 충분한 심리적, 정서적 여유를 갖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하
는 데 비해, 기업 연계 작업은 기업과 광고주의 기획된 스케줄 안에서
타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공정이 협업을 통해 진행된 관계로 ‘소통’의 문제는 실로 중요했
다. 재료가 가진 자연 그대로의 성질을 선호하는 연구자는 콜라보레이션
초기 단계부터 금속 재료의 물성을 살려서 마감하고자 하였다. 본래 개
인 작업 시에도 도금과 같이 재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후처리는 지양하
는 편이었다. 그러나 협업 과정에서는 그 같은 연구자 본연의 성향과 공
예가로서의 신념을 일정 부분 양보하고 기업 측 관련자와의 회의 및 대
화를 통해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했다.
디자인을 확정한 직후 곧바로 신속하게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 시간적 한
계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을 되도록 빨리 찾아내야 했
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기업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설
화수 광고를 전담했던 회사가 그간 다양한 협업 경험을 축적하여 유연한
태도를 지녔던 데다, 작가와 기업을 이어주는 전문 매개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이 비교적 잘 반영
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작품을 전달한 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완성된 지면 광
고는 잡지, 신문 등 언론 매체와 공항, 건축물 옥상 등에 게시되는 옥외

- 193 -

광고판으로 제작·설치됨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발휘했을 뿐 아니라, 작품을 제작한 연구자와 기업에게도 상당히 큰 보
람과 독려가 되었다.[결과물

2-2]

[결과물 2-2] 이주현×설화수, 윤조에센스 지면 광고

작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연구자와 기업의 공동 소유로 결정 되었
고, 납품한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기업이 가지기 때문에 기업 소유의 박
물관에 소장되었다. 한편으로, 작품의 납품 이후 후속 활용 부분에 있어
서는 아쉬움이 발생하였다. 최종 작품의 비주얼 머천다이즈 디자인
(visual merchandize design)의169) 활용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의견이 지
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종 작품은 호박 재질의 물성과
입체성을 지니는 데 반해, 광고에서 따온 이차원적 이미지를 금속 재질
에 레이저로 절단하거나 투명한 재질에 전사하는 형태로 재활용한 리테
일에서는 재질의 특성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79][그림 80]

169) Visual Merchandise Design(VMD). 판매촉진을 위해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디자인
요소로, 브랜드의 매장 및 제품 전시 디자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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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설화수 매장 내 디스플레이170)

[그림 80] 설화수 매장 전면 디스플레이171)

이처럼 코스메틱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시간 관리와 소통 과정 등
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더 크고 분
명한 작업이었다. 우선, 개인 작업과는 여러 모로 다르게 진행된 제작 과
정에 대한 색다른 경험은 향후 새로운 작업 형태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적
자극이 되었다. 또한 기한 안에 기업 측의 까다로운 요구를 최대한 수용
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시간 관리 문제는 한편으로는 공예가로서의
근성과 의지,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 등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70) 설화수 홍콩 하버시티 게이트웨이 매장.
https://www.sulwhasoo.com/kr/ko/experience/magazine/vol79/p0017.html (2019.07.03.)
171) 설화수 홍콩 차이나캠 매장.
Showindowhttps://www.minbae.com/Sulwhasoo-Show-window-VMD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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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물 공장과의 기업 연계 활동
2.3.1. 기획과 방식
기업 연계의 세 번째 사례는 식물 공장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다.
연구자의 기업 연계 작업은 작게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하여 점차 공간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설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형태로 확
장되었는데, 식물재배기 전문회사 및 LED농생명융합센터와의 협업을 통
해 비용 대비 생산량을 늘리고 작업자의 사용성과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
에 참여한 사례는 이 같은 확장적 형태에 해당된다. 공장 관계자는 물론
기계 설계자와의 협업도 필요했던 이 작업은 공예 전공자가 가진 ‘만능
작업자’ 겸 ‘책임 있는 예술가’로서의 가치와 특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업은 기업 연계의 3종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신제품 개발, 즉 새로
운 식물 공장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센터장 이하 연구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점차 신제품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
여나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신제품(새로운 식물 공장 시스템)
의 즉시 제조를 염두에 두고 시방서를 제작하여 기업 측에 제공함으로
써, 기업 연계의 두 번째 유형의 활동도 함께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아울러 이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제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표준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시스템
을 기획하게 되었다. 시스템을 기획대로 갖출 수 있다면 식물공장은 일
손이 부족한 농가는 물론, 신선한 채소를 주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레스
토랑, 주말 농장에서의 자연 체험을 선호하는 가정 등 다양하고도 광범
위한 구매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연구자는 평소에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하고 지속 가능한
슬로우 푸드 및 농작물 재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
런 상황 속에서 제안 받은 식물공장과의 협업은 한 번 농사를 짓고 나면
토지의 영양분이 빠져나가 길게는 수년간 그 토지는 경작할 수 없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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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광받기 시작한 식물공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그 생산 효율성을 개선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었
다. 아울러 단순히 시스템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엔지
니어가 담당하는 문제들, 즉 기구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는 시스템 요소
들의 강도, 안정성, 지탱 가능 무게, 치수 등에 대한 고민을 구상 단계부
터 함께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금형 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가볍고 저비용인 엘이디 패널을 광원으
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였는데, 이러한 고민과 성찰은 향
후에 다른 기업들과의 연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81] 기존 베드 시스템을 이용한 모종 작업-전체, 2015년 7월.

기술 기반 식물공장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 받았
을 때, 연구자는 우선 현재의 시스템을 분석해보았다. 다량의 식물들을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공장 내에는 농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스티로
폼 베드를 모종 재배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그림

81]

그것은

스티로폼 재질로 만든 넓적한 베드 위에 깔린 십자 형태의 칼집을 낸 패
브릭 스펀지에 모종을 꽂아서 사용하는 형태였다. 이 스펀지에 작물 모
종을 꽂은 후 스펀지를 다시 스티로폼 베드의 구멍에 배치하는 다소 번
거로운 방식으로 모종을 심고, 이 베드를 배양액 위에 띄워서 식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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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종이 일반 식물 크기가 될 때까지는 모
두 스티로폼 베드에서 자라는 방식이었다.[그림

82]

[그림 82] 기존 베드 시스템을 이용한 모종 작업-근접, 2015년 7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배양액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작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베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었다.
스티로폼 베드는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 시마다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새로운 베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또다시 큰 비용이 들었다. 이
로 인해 공장 입장에서는 환경적, 비용적 손실을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제기된 문제점
들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 절약적, 도의적 생산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자
는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172)와 실리콘 링으로 대체한 새로운 베드 시스
템을 디자인하였다.

2.3.2. 생산 활동 과정
기존 스티로폼 베드 시스템이 지닌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업자들은
모종을 스펀지에 꽂은 뒤 다시 베드에 배치시키는 이중 작업을 반복했

172) 첫 시안 작업에서는 가벼운 소재인 알루미늄을 선택했는데, 알루미늄은 단가가 비
싸고 산성 액체 등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책임연구원의 조언에 따라 더 무겁
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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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기적으로 배양액을 교체해야 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중 작업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작물을 베드에 직접 꽂는 방식을 취하고, 여기
에다가 베드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홀을 만들어 상태 확인 및
이동에 편리한 디자인을 고안하기로 기획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스티로
폼 베드를 리디자인한 선반형 베드 시스템과 서랍형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선반형 시스템의 경우 벤딩을 이용해 한 판으로 제조가 가능한
메탈 베드로 디자인하였다. 베드 상단부에 홀을 만들고, 그 홀에 실리콘
유닛을 장착하여 식물을 직접 꽂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스펀지
블록에 모종을 심고 이를 다시 스티로폼 베드에 재배치시켰던 기존의 방
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금속 베드에 식물을 직접 꽂는 방식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재배 단계에서 소요되던 시간을
줄임으로써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결과물

3-1]

[결과물 3-1] 선반형 베드 리디자인, 2015

여기에서 선반에 부착하는 실리콘 유닛은 재질의 특성상 식물을 고정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었다. 유닛은 베드의 홀
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으며, 3mm의 내부 홀을 만들어 다양한 부피의
모종과 호환하여 꼽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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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3-2] 실리콘 유닛 디자인과 단면 구조, 2015

선반형 베드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는 손잡이였
다. 연구자는 베드를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상단 손잡이와 밴딩홀
부분을 이용한 손잡이를 단순한 제조 공정만으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디
자인하였다. 이 때 상단부의 부가적인 홀은 없앰으로써 녹조 현상을 방
지하도록 하였다.[결과물

3-3]

[결과물 3-3] 선반형 베드 손잡이 사용성, 2015

선반형 베드 시스템이 식물공장의 작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효율을 극
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서랍형 시스템은 식물 재배를 필요로 하는
타깃 소비층을 넓히기 위해 디자인하였다. 서랍형 시스템 역시 손가락
네 개가 들어가는 가장자리 홀을 만들어줌으로써 베드를 이동하는 데 불
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 선반형 베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실리콘 유
닛들에 작물을 직접 꼽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고안하였다.
애초에 제조 비용은 낮추고 공간 활용은 극대화한 표준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시스템[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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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이

가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다. 연구자는 연
구원 및 센터장과의 미팅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와 센터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들을 분석했다. 여기에다가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하
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한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센터 내 작
업자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림 83] 전북농생명융합센터 내 식물공장 컨테이너, 2015년 7월.

먼저 작업자들은 작업 중 공장 내에서 다량 사용되는 엘이디(LED)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적외선 및 자외선의 영향으로 피부가 까맣게 그을
리는 것은 물론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식물 재배의 광원으로 사용
되는 엘이디가 작업자 건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비용 대
비 에너지 효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기존 선반 베드 시스
템은 붙박이 형식으로 그 높이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공간 효
율이 상당히 낮았다. 다양한 식물의 높이에 따라 광량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리 유지를 할 수 없었고, 작업자의 동선을 제한함으로
써 거동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식물공장 컨테이너 시스템을 설계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식물공장 시스템은 높이 조절이 가변적이고 공간 활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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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15cm 간격으로 원하는
작물에 적합한 높이로 직접 선반을 장착해 간편하게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은 물론 앞뒤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간의 배치를 대폭 자유롭
게 하였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재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한 것은 선반
자체에 LED를 결합한 일체형 선반 디자인이었다. 즉, 선반 유닛에 LED
패널을 넣어 선반 자체가 램프의 구조물이자 트레이를 지지하는 구조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LED 패널은 선반 내부 면에 플러그를 꼽아 사
용할 수 있다. 하단부에는 투명 확산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 빛이 고루
퍼지는 효과를 주었다. 확산 아크릴 판은 슬라이드 형식으로 편하게 꺼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높은 광량이 필요한 작물을 재배
할 때에는 이 확산판이 광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책임 연구원의
조언에 따라,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방서 전달 단계에서는 확산판의 가
장자리를 남기고 오려내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결과물 3-4] 선반형 디자인의 상단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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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형 시스템의 트레이에는 상단에 레이저 각인으로 간단한 기입 정
보를 배치하여 사용성을 증대하고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이 그래픽
요소는 서랍형 시스템의 전면부에도 적용하여 작물명과 날짜 등을 작업
자가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결과물

3-4]

선반형 디자인의 트레이 유닛을 얹는 선반 상단부에는 옆면에 연장되
는 날개를 만들어 전체 외곽 프레임을 잡아줌과 동시에 트레이를 고정하
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이로써 전체 외곽의 경사면에 맞추
어 트레이를 밀어 넣기 용이한 구조로 만들었다. 선반 시스템을 지지하
는 구조물인 랙은 기존에 사용하는 랙의 강도 보완을 위해 2겹으로 절곡
한 유닛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옆면에는 타공을 이용해 필요에 따라
도구 등을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선반의 색상은 어떤 장소에든 어울릴
수 있도록 무광 그레이로 결정하였다.

[결과물 3-5] 서랍형 재배기와 이의 explode 뷰, 2015

서랍형 시스템[결과물

3-5]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

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상품성 역시 고려하였다. 세부 디자인을 살펴보
면, 먼저 원하는 작물의 높이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가
높은 모듈과 낮은 모듈,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서랍 여러 개를 원하는 방식으로 쌓아 올려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 안정감 있게 유닛을 쌓을 수 있도록 홈을 내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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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그림 84] 서랍 유닛의 타공 디테일과 홈, 2015

서랍의 틀은 비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면의 타공을 통
해 공기 순환을 돕고 별도의 기구 없이 아래쪽에 배양액을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작은 매트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하였는데,
이 때 앞판을 투명 아크릴로 제작해 인테리어 소품처럼 무드 등의 효과
를 낼 수도 있게 하였다. 서랍형 시스템은 유동성과 공간 활용성이 높아
전문가뿐 아니라 식물 재배를 필요로 하는 레스토랑이나 가정에서도 손
쉽게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액세서리
로서 사다리와 카트도 디자인해 보았다. 부피를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사다리 디자인은 첫 번째 계단이 지지대 구조에 걸쳐지면서 전체
계단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고안하였다. 이는 선반 시스템의 구조적 디테
일을 차용한 것으로서, 사다리를 고정시켜 놓으면 간단한 물건을 올려놓
을 때 용이한 외곽 디테일을 전체에 적용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미
드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심미적 효과를 높였다.[결과물

3-6]

카트 디자인에서 중요시한 것은 바로 시각적인 면과 형태적인 면에서
의 안정성이었다. 연구자는 카트 전체에 시각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
내부의 선반들을 동일한 콘셉트로 디자인하였다. 또 카트의 형태가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최상단과 하단의 선
반을 고정시켜 주었다. 또한 45도 경사를 준 핸들을 고안함으로써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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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이하게 하였다.[결과물

3-7]

[결과물 3-6] 사다리 디자인, 2015

[결과물 3-7] 카트 디자인, 2015

두 가지 형태의 재배 시스템과 함께, 식물공장의 공간 디자인도 진행
하기로 하였다. 연구자는 공간 활용을 높이면서 전시성을 부여한 컨테이
너를 기획하였다. 먼저 컨테이너 전면부를 이중 구조로 열도록 하여 쇼
케이스의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 공간의 확장성을 부여하였다. 이때 컨
테이너 전면부를 위에서 아래로 열면 문이 바닥면으로 전환되어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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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내부의 문은 공간 제어를 위해
단열 폴딩 도어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쇼케이스 내에는 싱크가 비치되었는데, 이 때 연구자가 고안한 서랍
유닛 시스템을 균일한 높이로 쌓은 후 상단에 판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
성해보았다. 서랍 유닛은 높이에 따라 낮은 것 4줄, 높은 것은 2줄을 쌓
아 구성할 경우 이상적인 작업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타입
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컨테이너의 짧은 면에 문을 배치
하여 내부에서 바깥으로도 문이 열리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공
간 내부에 제품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적재 가능한 최다 작물 수량을 극
대화할 수 있었다.[결과물

3-8]

[결과물 3-8] 쇼케이스용 최종 공간배치 콘셉트 안, 2015

지금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컨테이너 디자인의 전체 공정 과정을 요
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물 공장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분석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 입장도 고려하여 공
정 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컨테이너가
지닌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개선하고 공간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기로 하였다. 최종안 발표 이후 시제품 제작의 편의를 돕기 위해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시방서 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식
물공장 시스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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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성과와 보완점
비용 대비 생산량을 늘리고 작업자의 사용성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된 식물공장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작업 환경에 맞게
재배 시스템과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
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기존 시스템이 지닌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개선하면서 공간 활용과 재배 효율을 높인 동시에 심미적 디자인을 고안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주어진 재료와 비용의 한계 안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 기업, 연구
소 등 세 당사자가 협업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식물재배기
전문회사와 연구소라는 두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기구 설계 파트에서 담당해야 할 구조적 설계에
대한 역할까지 일부 수행해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 주체 모두 꾸준
한 회의와 격려 속에서 끝까지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실천
한 덕분에 식물공장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국민소득 연간 3만불을 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와 그
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먹거리의 재료가 되는 작
물 또는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식물공장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고안한 선반 시스템과 서랍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
양액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시도해 본다면 무공해 재배가 가능한 것은 물
론 재배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업 과정에서는 모든 공
정이 금형 제작 없이 하나씩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서랍형
시스템의 경우 금형 제조를 통해 대량 생산을 시도해볼 만한 잠재된 가
치가 있다. 향후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저가형 제품 개
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식물공장 시스템이 미래의 식물 재배
에서 혁신적, 효율적인 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배양액을 소비재로
서 공급하는 채널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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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재료와 비용을 최소한으로 절제하여 사용한
동시에, 기존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배출되었던 대량의 스티로폼 쓰레
기도 없앰으로써, 친환경적 생산, 절약적 생산을 구현하고, 아울러 작업
자의 동선과 위생적 환경도 개선하는 인간 중심적 생산을 함께 구현하고
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효율적인 구조의 식물 재배 시스템이 식물공장 같은 산업체
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가정이나 교육 기관, 소매점 등으로 폭넓게 대
중화·보급화될 수 있다면, 이는 식물 재배의 혁신임과 동시에, 연구자 개
인적으로도 ‘공예를 통한 혁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경
험이었다. 이를 통해 공예가는 다방면의 산업 분야에 친환경적, 효율적
생산 방식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 뷰티 제품 제조를 위한 기업 연계 활동
2.4.1. 기획과 방식
기업 연계의 네 번째 사례는 뷰티 제품 제조 활동이었다. 연구자가 특
허기술 기반 젤네일 스티커 제조 기업으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았을 당
시, 해당 기업의 시제품은 기능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규격, 템플릿,
제조 체계 등이 잡혀 있지 않았다. 결국 시제품의 제조 전략을 정립해야
하는 높은 난이도의 작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
작업 역시 기업 연계의 세 유형 중 새로운 제품의 전체 제조 공정을 새
롭게 개발·확립해서 제공하는 작업이자 공예가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
번째 유형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즉시 제조 가능한 네일 패턴
디자인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업 연계의 두 번째 유형에 해
당한다.
당시 연계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모디네일에 디자인 세트 당 1만개씩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에 허용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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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많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과 관련 업계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체계화하여 디자인에 적용
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연구자에게 의뢰한 것은 제품 형판 정립과 제조
공정 정립을 포함한 제조 전략 디자인(manufacturing strategy design),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인 네일 아트의 10개 세트의 디자인이
었다. 계약 이행 이후 생산된 제품은 2018년 8월 1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동시에 런칭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계속 생산·판매 중이다.

2.4.2. 생산 활동 과정
2.4.2.1. 리서치
2.4.2.1.1. 최종 제품의 형판(template) 디자인을 위한 리서치
모디네일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는 먼저 네일아트 제품의 주요
타깃 층인 국내 여성 소비자들의 평균 손톱 규격에 대한 리서치가 선행
되어야 했다.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다섯 손가락 모두의 평균치를 도출
한 이후, 각기 다른 손톱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도록 평균치에 여유 길이
를 더해서 제품의 커팅라인을 정립하였다.[그림

85]

[그림 85] 윤곽선 대비 예상 손톱 사이즈와 커팅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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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모디네일에서 설정한 단가에 맞추는 범위 내에서 패키지 당 스
티커의 개수를 최대한으로 산출해냈고, 포인트 네일 6개와 일반 컬러 네
일 12개, 총 18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이자 표준이 되는 디자인을 ‘일반
컬러 네일’로 정하여 양손 총 12개를 제안하였고, 제조 과정이 좀더 복잡
하거나 부차적인 재료가 들어가서 단가가 높거나 시선을 끄는 디자인을
‘포인트 네일’로 정하여 양손 총 6개를 제안하였다. 포인트 네일은 여성
들이 포인트 손가락으로 가장 선호하는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의 손톱
규격에 맞춰 제작하였다.

2.4.2.1.2. 네일 트렌드 리서치
네일아트는 트렌드의 변화가 매우 빠른 뷰티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색상과 패턴이 매해 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제품이 출시되
는 시점이 여름이었던 만큼 해당 연도의 여름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중
요하였다.
연구자는 네일 박람회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트렌드를 수집하고, 네
일 아티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람회 관람객이 아닌 실제 손님들이 선
호하는 네일 컬러와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리서치 내용을 콘셉
트 별로 구분하여 잘 정리해 두었고, 이 자료들로부터 획득된 네일아트
관련 지식과 정보 등을 기업이 총 10개의 디자인 컨셉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4.2.2. 생산 전략 수립
네일아트 제품의 제조 원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시한 제품공급 단
가에 맞춰 정해졌는데, 해당 기업은 먼저 각 공정과 재료의 세부 단가를
정리해주었다. 공정 단계별로 필요한 단가를 합산함으로써 하나의 견본
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공정 과정과 재료를 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인쇄에서는 투명 바탕 레이어를, 실크스크린에서는 세 가지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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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한 불투명 디자인을 작업하였는데, 여기에 글리터를 원재료로
하여 후가공한 공정까지 더하면 한 가지 색상 당 소요되는 가격이 계산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전체 공정에 사용된 총액에 따라 판매 단가가 결
정되었다. 이어서 연구자는 각 디자인 세트의 전체 공정 총액이 예산을
넘어서지 않도록 재질과 색상의 수를 조절하여 각각의 디자인에 적용하
였다.

2.4.2.3. 디자인과 제조 공정 수립
제품의 구성 수량 및 치수를 적용한 형판이 승인된 후에는 곧바로 각
각의 세트가 되는 패턴을 디자인하여 색상의 정확도를 위한 시안의 투명
인쇄본을 제안하였다. 네일아트는 장신구와도 흡사한 기능적 특성 때문
에 착용 전에 본 느낌과 착용 후의 느낌이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디자
인 시안을 투명 필름에 인쇄하여 제공해 제조사와 모디 네일 측이 직접
손톱에 올려보는 등 착용했을 때의 느낌을 간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모
디네일 측이 채택한 시안 중 디자인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을 공정 단계별로 레
이어로 제공하는 한편, 조색 색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디자인
에 사용된 색상의 팬톤 컬러칩을 제공하였다. 제조 테스트의 과정에서는
조색된 색상이나 선 두께 등이 디자인과 일치되는 범위에서 최종 제품이
산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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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결과물 4-1] 네일아트 디자인 시안의 예시 및 제조테스트, 2018

최종 시안 이전에는 불투명한 페인트 컬러의 느낌을 가늠해 볼 필요
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백색 인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조사에 요청
하여 규격 테스트를 겸한 양산 샘플을 인쇄하였다. 예를 들어 대리석 문
양이 들어간 디자인의 제조테스트 단계에서는 포인트 네일은 마블 형태
로, 일반 컬러 네일은 두 가지 회색 색상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마블
네일과 같은 그래픽 이미지의 경우 제조 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
1도 인쇄한 흰색 면 위에 대리석의 재질감을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해 넣
는 두 공정을 사용하였다.
1차 샘플 제조 테스트만으로도 실제 제조 방식과 유사한 결과물을 얻
을 수 있었지만, 2차 샘플을 제작할 때에는 조색을 통해 실제 제품의 공
정을 대입하여 제작하였는데, 이 때 각각의 디자인은 레이어로 제공하여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색상
에 해당하는 팬톤 컬러칩을 동봉하여 조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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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판매 전략 및 마케팅
모디네일은 아모레퍼시픽의 네일 전문 브랜드로서, 생산된 제품을 아
모레퍼시픽의 로드숍인 아리따움 매장에서 전국적으로 판매한다.[그림

86]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86] 아리따움 오프라인 점포내 매대, 2018년, 8월.

2.4.3. 성과와 보완점
네일 제품 제조 기업과의 연계 생산 활동 과정에서 실감한 문제점 중
하나는 디자인의 생산 테스트였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 공
정의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
제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제조 방식
을 시도하거나 기타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후속 디자인 작업 및 제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이 과정을
단계별로 병행하지 않고 디자인 작업을 먼저 한 후 사후 테스트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디자인 수정 작업이 반복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실크스크린과 같은 인쇄 방식으로 인해
도료가 통과할 수 있는 망의 타공 크기에서 표현의 한계가 발생하는데,
이 때 디자인상 선의 굵기가 얇은 부분은 몽톡하고 둥글게 만드는 수정
작업이 필요하였다. 원칙에 따라 제조 테스트를 통해 수치화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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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반으로 작업했다면 최종 디자인이 전달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수정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최대 2차례까지 불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생산 단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제조 과정상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생산 단가에 맞춰 사이즈 수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
로 작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작업이었다. 예컨대, 평
균적인 여성 손톱 규격을 리서치하여 5가지 사이즈를 확정한 후에도, 제
품의 규격화 및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초점을 생산 단가와 시장 눈높이에 맞춘 나머지, 단순화하거
나 누락시킨 디자인들이 실제로 많았다. 양산 공정 정립 이후 네일 제품
자체의 패턴 디자인 과정을 보면, 제조사는 기업 연계 제작 경험이 부족
하여 작업 진행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예컨대, 제조
사가 원하는 방향성의 디자인을 요청하여 연구자가 선진행을 한 후, 본
사 미팅을 다녀오면 완전히 반대되는 컨셉의 시안을 재요청하기도 하였
다. 그러면 디자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이 때
문에 마지막 마무리과정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아쉬움
을 낳았다. 즉, 최종적인 디자인 수정과 패키징 디자인 확정만이 남아 있
던 마지막 단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진행하지 않았다. 국내 디자인 업체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연구
자가 초기에 기획했던 디자인의 의도와는 다르거나 심지어 상반된 방향
으로 변경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계약 이행 이후
생산된 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시안 네 개를 합쳐 제조되기도 했다.[그림
87]

따라서 공예가는 기업 연계 생산 활동을 수행할 때 계약서의 세부 내

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인보이스의 세부 품목별 금액까지 상세하게 작
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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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최종디자인 이후 변형 양산된 디자인, 2018년 8월.

아모레퍼시픽의 모디네일은 10개의 디자인으로 구성된 상품을 1만 개
한정 수량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제조기업과의 재계약
은 초기 수량의 성과를 토대로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출시 후
에 성공적인 판매로 인해 제품 형판과 공정 체계 등의 기초 작업을 유지
하면서 현재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판매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제조와 양산, 홍보와 유통이 예상 비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 이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피고 재고 처
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은 모디네일 측이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로서는

한정 수량 생산을 진행할 경우 생산 단가에 대

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적절한 노하우를 익혔다는 점, 제
품이 겨냥한 소비자층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사실
을 새롭게 습득한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작업은 리서치, 공정, 재료의 단가, 생산의 한계점 등의 여러 요소
를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제조·유통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기반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제조, 마케팅 전략과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다는 점에서도 나
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 같은 마케팅적 지식은 향후 연구자가 기업 연
계 형식의 다른 활동을 진행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연계 활동
과정에서 기업과 공예가 간에 수평적,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협력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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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선진화할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예가는 기업과의 대등한 연계를 통해 신제품, 신소재 개발
에도 기여함으로써 공예 분야는 물론,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
이나 생산 혁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성과
야말로 ‘공예를 통한 혁신’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
례에서는 카본 복합 소재 개발, 식물 공장 리디자인, 뷰티 제품 제조 공
정의 정립 활동이 공예를 통한 혁신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가 ‘국내 공예 산업의 미래적, 장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적, 합리적 생산 활동 방식’의 한 유형으로 주목한 ‘기업 연
계’의 개념과 의미, 작품 사례, 세부 적용 방식 및 그를 적용한 연구자의
작품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해 보았다. 본 장의 논의를 마무리하면
서 지금까지 검토·분석한 ‘기업 연계’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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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업 연계의 종합 정리

항목

주요 내용

정의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또는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통해 기업
이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관여하거
나, 공예품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보다 다원화되고 확장된 작업 방식을 체험하고 경험을 축적하
는 전략적인 생산 활동 방식.
⚫공예 산업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발전을 지
향하는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

의미 및
기대
효과

⚫국내 공예 산업의 현재의 문제점, 대다수 국내 공예가들의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을 점진적으로 극복·해소하면서, 미래의 공예 산
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합리적인 생산 활동 방식.
⚫국내 공예 산업의 내면적, 자체적 역량인 생산 활동 방식에 대
한 개선·향상을 통해 보다 본질적, 근본적 해결책을 지향함.
⚫기업과 공예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심미성, 예술성, 실용성을
지닌 공예품의 다량생산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의 ‘삶의 예술적 질 향상’에 기여함.

기업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산업·예술 연계 프로젝트의
공예가의 일부 혹은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기업의 요청·지시 사항에
위치

응해 담당 공정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 생산자, 중간 기
획자·관리자, 계약 용역자 또는 제휴 프리랜서.
⚫기업이 중심(main)이 되고, 공예가는 보조적 역할(sub)이

지만, 그런 속에서도 기업과의 능동적 소통과 컨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공예 산업과 일반 제조업의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음.
장점

⚫공예가의 예술적 의도가 아닌, 다른 주체(기업)의 의도를

이해하고 소화하며, 그를 공예가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 해
결 능력을 활용하여 시각화 및 실체화하는 경험을 축적하
고, 그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함.
⚫안정적 소득을 일정 기간 확보. 공예 생산 활동의 안정성
증가.

단점

⚫기업의 의도와 목표가 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공예가의

- 217 -

애초의 의도나 공예적 가치관을 완전하게 구현하거나 관철
하기는 어려움.
⚫기업 혹은 담당 부서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공예가의 작
업 내용이 수차례 변경되거나 심지어 중도 포기될 수도 있
음. 그럴 경우 시간, 기회비용 등의 손실이 적지 않음.
⚫기업과 공예가 간에 수평적, 쌍방향적 소통, 협력, 연계
관계가 구축되지 못해, 공예가의 의견 전달이나 자율적 결
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2014년 기능성 연계 공예 상품 개발 공모의 사례
⚫WallaceSewell 듀오의 런던 지하철의 모켓 디자인
⚫황갑순의 퓌어스텐베르크사 포슬린 컬렉션 디자인

사례

⚫데이비드 멜러 : 생산 의뢰와 기업 연계를 넘나들면서 일

상 용품과 건축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공예 활동을 전개함.
⚫토마스 헤더윅 : 기업 연계 프로젝트 하에 공예 기반 대
작들을 생산. 공예 생산 활동의 확장성, 개방성, 미래의 잠
재력을 표출.
⚫작업 내용이 단순하고 공예가의 기여도가 낮은 연계 활동
: 공예가가 기업 외주를 받아 제작만을 담당하거나, 단순 디
자인만을 담당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연계 활동. 공
예가의 기여도와 책임도 상대적으로 낮고, 열정이나 동기
부여도 낮아질 수 있음.
⚫작업 내용이 보다 복잡하고 고난도이며 공예가의 기여도

적용
방식

도 높은 연계 활동 : 즉시 제조를 고려한 디자인. 제조 공정
의 정립, 시방서 제공, 혹은 디자인 후 제작까지 완료하여
납품하는 경우. 작업 과정을 통해 공예가의 통합적 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
⚫작업 내용이 고난도이고 공예가의 기여도도 가장 높은 연

연구
작품
또는

계 활동 : 신제품·신소재 개발, 실험·연구 개발, 신제품/시제
품의 제조 공정의 정립·보완 등. 어렵고 보람 있는 연구 개
발 작업을 통해 공예 혁신을 달성하게 됨.
⚫복합 소재 기업과의 기업 연계 활동 : 기업 연계 활동의
3종 유형 중 세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카본 소재 기업
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신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vip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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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디자인을 통해, 복합소재의 물성, 전문 공정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심화하고 이를 체화한 결과물을 도출하여 공
예의 제반 가치를 구현함.
⚫코스메틱 기업과의 기업 연계 활동 : 기업 연계 활동의 3

종 유형 중 두 번째 유형. 디자인 후 제작까지 완료하여 납
품한 형태.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와 연계한 광고 디자인
제작 과정을 통해 주문자 요청에 응하는 작업 활동 및 의사
소통의 노하우를 익히고, 공예가의 당위적 태도에 대해 성
활동

찰함.
⚫식물 공장과의 기업 연계 활동 : 기업 연계 활동의 3종
유형 중 세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신제품(식물재배 시
스템) 개발 및 제조 공정(시방서) 제작·전달, 식물공장 환경
재구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 절약적, 인간 중심적 생산 등
공예의 제반 가치를 구현함
⚫뷰티 제품 제조를 위한 기업 연계 활동 : 기업 연계 활동

중 세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작업. 시제품의 제조 공정 개발
및 확립, 즉시 제조를 위한 네일 아트 디자인 제시. 뷰티·네
일 산업의 구조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해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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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공예 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견인하고 공예가의
지속적, 안정적인 작품 생산 활동을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
색하려는 목적의식 하에 수행되었다. 공예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공예
작품 분석, 공예가의 제작 의도 분석 등, 공예 작품의 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되었고, 하나의 공예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공예가의 작품 활동이 지니는 문화적·사회적
맥락 등과 같은 작품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공예품과 공예가, 공예 산업은 모두 그들이 소속된 사회
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 구성원이자 구성 요소로서 다른 구성원, 구성
요소들과의 밀접한 상호 작용 속에 탄생되고 성장·발전한다. 더구나 온
라인·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나 교류 등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속·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21세기의 상황 속에서는 공예와 공예가 역시 사회적 요소, 사
회적 배경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분석하고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연
구자는 이 같은 성찰 속에, 공예가의 생산 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공예
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국내 공예 산업
과 공예가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
견된 문제점들을 발전적 생산 활동 방식을 활용하여 개선·극복함으로써,
국내 공예 산업의 미래적 발전과 공예가들의 지속적·안정적인 생산 활동
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적, 합리적 방안을 모색·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다년 간 체험하고 참여하면서
다양한 예술적, 사회적 경험을 쌓아 온 ‘산업 연계’에 의한 공예 생산 활
동 방식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 국내 공예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풍부한 성장 동력 등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 방식에 의해 학위 과정 동
안 수행한 연구자의 작품 활동과 제작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해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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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업 연계’ 생산 활동 방식의 보급 및 확장 가능성을 고찰하고 각 활
동별 성과와 보완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예 산업의 중장기적 발
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가
다년 간 수행한 ‘산업 연계’ 방식을 ‘국내 공예 산업의 장기적, 미래적 발
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 발전적 전략’으로 규정하였고, 그 세부 유
형을 ‘생산 의뢰’, ‘기업 연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를 정의한 후 유형
별 작품 사례, 각각의 방식을 적용한 연구자의 작품 생산 활동, 그 과정
에서 제작된 연구자의 작품들의 내용과 의미, 공예적 가치, 각 활동의 성
과와 보완점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국내 공예 산업 현황 및 공예가의 생산 활동,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예가들에 비해 국내
공예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은 정체되어 결과적으로 개인 공예가의 수
익성은 계속 소폭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공예가가 생산한
작품들을 안정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의 유형, 규모 등
이 제한되어 있고, 각 플랫폼과 개인 공예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도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런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지원 활동과 공예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은 공예가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작품 전시 및 유통 기
회를 증진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
흥원(KCDF)이 주관하는 공예 트렌드 페어는 공예가들에게 작품 출품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
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과 이벤트, 공예 페어 등이 단기성에 그치거나
소모적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자리잡아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예 산업의 궁극적 토대이자 내면
적 역량인 ‘공예가의 생산 활동 방식’ 자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개선하
여 그 안정성, 지속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는 발전적, 합리적 방안으로서 연구자가
주목한 두 가지 생산 활동 방식의 의미와 특성, 확인된 성과 등을 정리
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생산 의뢰’는 ‘공예가가 자신의 의도를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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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가공 방식을 살려 구현하는데 있어 공예 작품들을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공예 산업체나 일반 제조업체들과의
연계·협업 방식 등을 통해 일부 공정을 의뢰하고 위탁 진행하는 전략적
생산 활동 방식’으로 규정되며, 이 방식을 활용하여 공예가는 작품 제작
에 소요되는 시간과 힘을 절감하면서 ①예술성을 갖춘 일품 작품의 효율
적 생산, ②동일 작품의 소량 생산 및 반복 생산, ③다품종 소량 생산 등
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연구자는 ‘생산 의뢰’ 방식
을 통해, 주방용품 연작 시리즈(｢품(品)｣), 장신구·사무용품 시리즈, 리빙
제품 시리즈(｢Caltrop｣, ｢Gobi｣) 등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료와
비용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는 ‘절약적 생산’,
‘친환경적 생산’ 및 사용자의 편의성, 기능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인간 중
심적 생산’을 적극 지향하였다.
다음으로, 기업 연계는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또는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통해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공예품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보다 다원화되고 확장된 작업 방식을 체험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전략적인 생산 활동 방식’으로서, 공예가의 활동 영역 및 다양한 분야와
의 교류 범위를 넓히고 생산 활동의 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공
예가는 기업과의 대등한 연계를 통해 신제품, 신소재 개발에도 기여함으
로써 공예 분야는 물론,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나 생산 혁신
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여 ‘공예를 통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 연구자
는 기업 연계의 방식에 따라, 복합 소재 기업, 코스메틱 기업, 식물 공장,
뷰티 제품(네일아트) 제조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수행하였고, 본 연구에
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복합 소재 개발, 식물 공장 리디자인, 뷰티 제품
제조 공정의 정립 활동이 공예를 통한 혁신에 해당한다.
이상의 두 가지 산업연계 생산 활동을 전개하며 공예가는 소재의
CMF(color, material, finishing)와 제품의 제작 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를 활용하게 된다. 또, 제품·소재와 관련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전문적
인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다양화·첨단화되는 장비와 테크놀로지 활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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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배양하고 보강·축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예가는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난관 등을 공예가 특유의 문제 해결 능력
으로 해결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동시에 공예품 및 산업 제품과
관련된 통합적 사고능력을 활용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연구자는 2종 생산 방식이 국내 공예 산업 발전에 대한 만능적 해결
책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며, 2종 생산 방식이 연구자의 바람대
로 국내 공예가들의 안정적, 합리적 생산 활동을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지 않은 장벽과 어려움, 시스템
적 미비함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부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업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계된
생산 활동을 통해 공예가는 경제적 안정성, 시간과 기회비용 절약 등을
도모하면서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반복 생산, 재생산 등을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공예가는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재생산 활동이 보장되는 우호
적이고 유리한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각 과정의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
한 다양한 체험과 예술적 수련 등을 후속 작품에 연속적으로 피드백, 재
피드백함으로써, 공예가이자 예술가로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작품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공예 산업 발전 및 소비자의 ‘삶의
예술적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의 생산 방식을 적용한 작품 생산 활동의 다양한 실상과 노하우, 시행착
오와 해결책, 종합적인 성과와 보완점 등을 상세하게 유형별로 정리하고
해설함으로써, 현재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공
예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탐구 내용과 성
과가 개인 공예가들의 향후의 생산 활동은 물론, 공예가와 산업체의 다
양한 협업, 분업, 아웃소싱, 콜라보레이션 등에 유용한 시사점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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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ansible
Craft Production Methods
in Association with Industries
Lee, JooHyun
Craft Major,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raft industry and to find the rational means to settle the continuous
and stable work production activities of craft makers. As a result of
the

fundamental

study

including

a

comprehensive

research

and

analysis of both curr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tus of domestic
craft industry,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in production as well as
a diversity in craft distribution channels in craft practice is limited
for a domestic Korean craft professional.
With an aim to fundamentally solve and improve the stated
problem the study suggests the two rational and strategic measures
by introducing and analyzing the direct cases of industry link
production of craft works and corporate collaboration projects, with an
attention

to

the

strengths,

the

possibility

- 232 -

of

growth,

and

the

expandability of craft production. The key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Production Outsourcing', the first type of industry-link
production method is a way in which a craft professional outsources
parts of the production process by using the machinery to minimize
the

technical

difficulties

and

increase

precision,

or

by

using

manufacturers to conduct the specific repetitive processes in order to
save time and effort for the more efficient ① single-item production,
② small quantity and repetitive production of the same item, and ③
small batch production of multiple items. Through using this method,
a craft professional is able to expand one’s artistic territory by
earning the focus in the creative and artistic part of the making,
while reducing the consumption of time, effort, and opportunity costs
required in one’s production activity. It is necessary for the maker to
persue

the

‘resource-conserving’

and

‘eco-friendly’

qualities

in

production process to remain the optimal efficiency without wasting
materials and costs.
Secondly,

'Corporate

industry-link

production

Collaboration',
method,

is

a

the
way

second
in

type

which

a

of
craft

professional participates in the whole or part of the plann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artist collaboration or freelancer contract with a corporate; it is a
strategic production activity method that leads one to experience
expanded

production

processes

and

accumulate

various

artistic

experiences that enable a craft professional to expand the scope of
activitie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to offer economic stability in one’s practice. The direct
cases successfully carried out using the corporate link method in
connection

to

a

composite

material

corporation,

a

cosmetics

corporation, a plant factory, and a nail arts product manufacturer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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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within

this

study;

the

second

method’s

application

reassured the so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 craft professional
‘to improve artistic quality of life' for the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as well as to maintain the intrinsic values of crafts during
this process.
In order for the proposed two-type production methods to play a
leading role in settlement of stable and rational craft production, there
are still existing difficulties to overcome. However, the two-type
‘industrial link' method can become a reasonable and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development of craft discipline despite the difficulties,
given the fact that craft is a social product and its value originates
from the premise of the demand and the use by the members of a
society. With this belief and expectation, this study shares the related
information and know-hows to provid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line, which can help a craft professional when making attempts
at two-type production method by summarizing and illustrating the
circumstances; know-hows; trial and error; solutions to problems;
successes and

shortcomings in

each

direct

case

of

production

activities by type. This study offers investigated contents and the
comprehensive outcome with a hope to become a base reference
material providing useful implications and detailed information on
various

activities

between

a

craft

professional

and

industry:

cooperation, task distribution, outsourcing, and th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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