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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무풍선과 같은 탄성이 있는 막은 고정된 형태가 없어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아토포스atopos’의 성격을 지닌다. 이 

연구는 형태적 변화 가능성이 무한한 고무 막과 관계 맺고, 그 순간의 

형상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담은 것이다. 

 

고무 탄성은‘약 1,000% 가까이 신장하고, 외력을 제거하면 단시간에 

거의 원상태로 복원되는 고무의 성질’이라 정의된다. 살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적인 고무는 가해진 힘에 반응하여 변형되면서도 

동시에 맞서 밀어내며 소통한다. 이러한 관계의 형상은 얇은 두께의 

고무 막에서 그대로 전사되어 드러나는데, 나는 이를 작업의 재료로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이자, 그로 인해 나뉜 두 세계의 관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해주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모형에 새로운 

금속 피막을 입혀 두께를 생성하는 주조 방식이다. 아토포스인 고무  

막과의 교감은 자극의 크기나 형태가 달라지면 곧바로 변하는 찰나의 

것이었는데, 나는 그 일시적 형상을 전해주조 하여 영구화하고자 하였다. 

기물器物의 벽으로 전해주조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압연공정으로 제작된 일반 금속 판재와 전해주조 생성 판재의 접합을 

시도하였다. 열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방식인 땜질과 용접을 시도할 때 

전해주조 생성판에서 문제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접합 실험을 진행하였다.  

 

작품 연구는‘안-밖’, ‘형태-기능’, ‘용도-기능’등 용기류의 

기능적 사물과 밀접한 여러 요소 간의 관계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작품들의 실용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나, 용기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따라 기능에 도전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도 있었다. 

고무 막의 긴장감, 전해주조 설비의 불확실성 등의 변수는 제작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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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종종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미리 계획하여 창작하는 일반적인 작업 

방식과는 달리, 연구 작업들은 재료를 즉흥적으로 가지고 노는 유희적인 

과정에서 시작될 때가 많았으며, 제작 과정의 변수 또한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순간순간의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완성작의 모습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려는 

노력에서 작업자의 기량이 요구되었다. 이 연구가 새로운 작품 창작 

방식의 하나로서 읽히고, 기물의 공간과 관련된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고무, 막, 포착, 전해주조, 관계, 금속기물  

학   번 : 2016-2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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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고무풍선의 형태는 무엇인가? 단순히 동그라미 끝에 세모 꼭지를 달아 

그려왔던 풍선의 모양은, 모든 것을 재료로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능

성이 무한해졌다. 고무 풍선은 바람 주입구를 잘라내고 나자 풍선이 아

닌 고무 막이 되었고, 나는 그 자체가 가진 독창적인 특성에 매료되었다. 

 

2015년에 제작한 “Secret”은 고무 막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

게 된 계기가 된 작업이다. 불투명한 고무 풍선의 주둥이를 자르고 물체 

위에 씌우면, 대상을 감춰주면서도 그 자체의 탄성과 얇은 두께로 인해 

감싸인 물체의 윤곽이 드러난다. 나는 그것이 마치 남들이 알아채 주길 

바라는 작은 비밀처럼 느껴졌고, 퀴즈를 내듯 다섯 개의 일상 물건들 위

에 고무 막을 씌워 브로치 시리즈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것은 내가 부여한 ‘비밀’이라는 주제 외에,   

얇은 고무 막이 가지는 물성 그 자체였다. 

 

 

[작품 1]  Secret, 혼합 재료, 각 75x50x25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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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고무 막을 팽팽하게 당겨서 틀에 씌우면 그 부분에 탄성이 극대

화된다. 힘을 가하면 모양대로 변형이 되며, 그 힘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맞서 밀어낸다. 이것은 내게 마치 어떤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

을 주었다. 재료와 소통하는 것은 공예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이것은 금

속이나 흙, 나무를 다룰 때의 느낌과는 다른 종류의 소통이었다. 반응이 

즉각적이었으며, 자극을 제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상태로 되돌

아왔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의 형상은 긴장감을 머금고 있어, 자극

의 세기나 형태가 달라지면 즉각적으로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경

률은 사진의 결정적 순간에 대한 글에서, 찰나의 개념이란 사진가의 내

부에 형성되는 일종의 “대상과의 교감”이며 이러한 정신적인 교감을 

포획하는 행위가 바로 사진적 행위라고 얘기하였다. 1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두는 사진처럼, 나는 어떤 형태로든 변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와의 

교감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붙잡아두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전해주조는 전기도금의 원리를 활용한 금속 성형 기법으로, 금속 이온

의 전해액에 전류를 흘려주어 모형의 겉면에 금속을 석출하는 기법이다. 

자연물이나 조각된 왁스 성형물 등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나는 이 기법을 고무 막과의 교감을 고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보

고자 하였다. 고무 막의 조형성을 간직한 채 견고하게 완성된 전해주조 

결과물을 기물의 일부로 활용하여, 공간과 외부를 나누면서도 연결하는 

기벽의 역할에 관계적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1 이경률, “사진의 결정적 순간에 관한 오해와 진실-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생-라자르

역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2011, Vol.30,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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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특정 모티프가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개인의 방법대로 풀어내는 작업 

방식과는 다르게, ‘고무 막’은 그 자체가 가진 독창적인 특성으로   

작업의 재료인 동시에,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내 작업이 갖는 의미는 

결과물의 최종 모습뿐만 아니라 풍선을 가지고 노는 유희와 같은 과정부

터 시작되는 총체적인 것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전달되는 고무 막의 

매력 요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였다.  

 

  II에서 연구 작업의 재료로 활용되는 ‘고무 막’을 분석하였다. 먼저 

탄성의 개념과 함께 더 좁은 범주인 고무 탄성을 소개하고, 고무 탄성의 

시각적 특징과 촉각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고무 막이 공간과 

외부를 분리함에 따라 둘 사이의 관계가 시각화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아토포스atopos 개념을 빌려와 독창적인 관계로서의 고무 막을 설명

하였다. 이어 천연 막인 피부와의 유사성을 들어 얇은 고무 막의 특성을 

설명하고, 덩어리가 아닌 막으로 감싸인 공간이 갖는 특성을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포착하는 도구로 활용된 전해주조 기법을 소개하였다. 

먼저 전해주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작품 제작을 위한 전해

주조의 일반적인 쓰임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관계의 형상을 고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해주조의 쓰임을 정리하고, 기물의 형식으로 완성

하려는 의도에 따라 진행한 실험을 서술하였다.   

  

IV에서는 관계의 형상을 담으려는 의도로 제작된 연구 작품들을 소개

하였다. 작품들에서는 안과 바깥의 관계, 형태와 기능의 관계, 용도와 기

능의 관계 등 용기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각 요소의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작품들을 분류하지는 

않았다. 과정의 특수성으로 생긴 우연적 효과가 담긴 작품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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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무 막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성질’ 2 이라는  

탄성의 정의에서 힘은 물체와 직접 관계 맺고, 그 형상은 물체를 매개로 

가시화된다. 관계의 이미지는 여러 방향으로 쉽게, 많이 변형되고 복원

되는 성질인 ‘고무 탄성’3을 지닌 물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나는 

이러한 특성의 얇은 막을 작업의 뮤즈muse이자 재료로 활용하고자 하였

다. 대부분의 연구 작품들은 고무풍선의 바람 주입구를 자르고 난 나머

지 부분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나 나일론 스타킹이나 실리콘 막 

같은 다른 소재의 탄성중합체4도 고무 탄성이 있어 이들을 작품을 샘플

링 할 때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연장선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고무 탄성이 있는 막들을 논문의 가독성을 위해 ‘고무 

막’으로 부르고자 하며, 이들의 성분보다는 물성과 두께에 초점을 둔다. 

나는 낮은 영률 5 과 높은 탄성한계 6 를 가진 얇은 두께의 탄성중합체를 

‘고무 막’으로 규정하고, 창작자의 시선에서 관찰되는 고무 막의 여러  

매력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탄성 (elasticity,彈性), 두산동아, 

1983 
3 Rubber elasticity. 고무모양탄성, 고무상 탄성 이라고도 한다. 
4 고무 탄성을 가진 물질.  
5 물체를 양쪽에서 잡아 늘일 때, 물체의 늘어나는 정도와 변형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탄성률로 18세기 영(T. Young)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길이탄성률이라고도 한다. 물체에 

가해진 힘(응력)을 라고 하고 길이 방향의 변형률(strain)을 라고 할 때, 영률 𝐸는 

𝐸 =  이다. 영률이 클 수록 단단하여 변형시키기 어렵다.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영률 (Young’s modulus ), 두산동아, 1983.  
6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그 힘을 없애면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힘의 

범위를 말하며 탄성한도라고도 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탄성한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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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 탄성 

 

1.1. 고무 탄성의 개념 

 

 

[도판 1] 그래프, 응력-변형률7 

 

탄성彈性은 외부 힘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킨 물체가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다.8 모든 물체에는 탄성이 있

으며 다양한 탄성한계를 지니는데, 탄성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 영구 변

형이 일어난 상태를 소성塑性이라 한다. 대표적인 탄성체로는 용수철과 

고무가 있고, 탄성한계가 매우 낮아 소성이 두드러지는 물체로는 밀가루 

반죽이나 찰흙이 있다. 탄성체라 하더라도 단단한 몸체에서 강하게 튕겨

내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고무의 탄성은 굉장히 다른데, 고무는 영률이 

금속의 10만 분의 1로 매우 적어서 쉽게 늘어나고, 탄성한계가 높아서 

많이 늘어난다.�
 

 

 

 

 

 

 

 

 

 

 

 

 

 

 

 

 

 

 

 

 

 

 

 

 

 

 

 

 

 

 

 

 

 

 

 

                                            
7 이미지 출처 : 박창호, 훅의 법칙(Hooke’s Law)과 자동차, Rosario&자동차의 Start On 

Your Engine, 2020.05.20, https://blog.naver.com/vonin135/220656903015. 
8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탄성 (elasticity,彈性), 두산동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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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2] 고무줄9     [도판 3] 용수철10 

 

 

[도판 4] 찰흙11
 

 

고무는 라텍스[도판 5]라 불리는 열대산 고무나무 껍질에서 분비되는 

액체를 응고시킨 생고무[도판 6]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물질을 지칭하는 

말이다. 투명하고 옅은 황색의 덩어리인 생고무는 재빨리 잡아늘이면 약 

6배의 길이까지 늘어나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탄성을 보인다. 그러나 

온도가 40℃ 이상이 되거나, 늘인 채로 장시간 두면 소성 상태가 되어버

리기 때문에 공업적 활용도가 낮았다. 1839년, 미국의 찰스 굿이어12는 

생고무에 황을 혼합하여 장시간 가열하는 방법인 가황법加黃法13을 개발하

여 고탄력의 인조고무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서로 뒤엉켜 뭉쳐있던 길

다란 고무 고분자들 사이에 유황 분자가 다리를 걸치는 형상으로 튼튼하

                                            
9 이미지 출처: 고무줄, 위키피디아, 2020.05.20, https://ko.wikipedia.org/wiki/고무줄. 
10 이미지 출처: mipan, Metal Spring 3D Model, cgtrader, 2020.05.20,  

https://www.cgtrader.com/3d-models/industrial/part/metal-springs. 
11이미지 출처: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흙과 함께 놀아요, CreZone, 2020.05.20, 

https://www.crezone.net/?programs=서울국립중앙박물관흙과-함께-놀아요. 
12 Charles Goodyear ,1800-1860 년 
13 Vulc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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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교결합14된 고무에서는 고무 분자간의 

미끄러짐이 정지되고,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강한 탄성을 보이게 된

다.15 가황법은 오늘날  널리 활용되는 합성고무의 기반이며, 가교결합은 

고무 탄성의 주요한 특징이 된다.  

 

 

 

 

 

 

 

 

 

  

[도판 5] 라텍스의 채취16 (좌) 

[도판 6] 생고무17 (우)  

 

 

 [도판 7] 가황(Vulcanization)18 

                                            
14 Crosslink. 다리결합이라고도 하며, 사슬 모양으로 결합해 있는 어떤 원자와 원자 

사이에 다리를 걸치듯이 형성되는 결합.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다리결합, 가교결합, 두산동아, 1983)  
15 성용길 외, 『화학대사전』, 고무(rubber, Kautschuk), 世和, 2001. 
16 이미지 출처: File:Latex-Hevea-Cameroun.jpg, Wikimedia Commons,  2020.05.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atex_-_Hevea_-

_Cameroun.JPG?uselang=ko.. 
17 이미지 출처: 고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05.2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고무&ridx=0&tot=55. 
18 이미지 출처: Muhamad Syamil Bin Abdul Rahman, A Comparitve Study of Natural 

Rubber Modified with Devulcamized Ground Tire Rubber, Universitat Politecnica, 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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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탄성(rubber elasticity)은 ‘약 1,000% 가까이 신장하고, 외력을 

제거하면 단시간에 거의 원상태로 복원되는 고무의 성질’이라 정의되며, 

상온 부근에서 고무 탄성을 보이는 고분자 화합물을 탄성중합체 

(elastomer)
19라고 한다.20 탄성중합체를 구성하는 분자간에는 변형에 의해 

재료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연결이 필수적이다. 

가황고무의 경우 가교결합된 황이 그 역할을 하며 실리콘을 비롯한 각종 

합성고무에도 이 같은 가교가 있고, 슬라임slime 등이라 불리는 점탄성21 

물질도 가교결합이 있어 고무와 비슷한 탄성을 보인다. 22  일반적으로 

물질을 변형하였을 때, 그 회복력은 에너지energy 23 적인 힘과 

엔트로피entropy
24적인 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속의 경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금속을 이루는 원자 살창구조 25 가 변형되며 에너지가 

금속 내부에 쌓이게 된다. 힘이 제거되면 원자 살창구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며 쌓였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고체 

탄성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 발현되는 것에 비하여 고무 탄성은 

그 회복력을 주로 엔트로피적인 힘에 의존한다. 고분자의 긴 분자 

                                            
19 1939년 H.L. 피셔가 고탄성분자에 대해 붙인 명칭. 소성이 현저한 고분자물질은 

소성중합체 plastomer라 한다. (사이언스올, 탄성중합체, 2020.05.20. 

https://www.scienceall.com.) 
20 이기쁨ᆞ하지민ᆞ김연주ᆞ허양일ᆞ나창주, “고무탄성의 본질과 새로운 응용기술 

동향”, 한국고분자학회, 2016, Vol.27(5), 528 면. 
21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고체로서의 성질인 탄성변형과 액체의 성질인 점성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점탄성, 

두산동아, 1983)  
22 사이언스올, 탄성중합체, 2020.05.20. https://www.scienceall.com. 

23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서 일은 힘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이동거리의 곱으로 

정의되는 물리적인 일을 말한다.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이 줄([J]: joule)을 사용한다.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에너지, 두산동아, 1983)  
24 자연 물질이 변형되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에너지의 사용으로 결국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이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는 언제나 물질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엔트로피, 두산동아, 1983)  
25 격자(lattice)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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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은 마이크로브라운운동micro-Brownian motion
26 에 의해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재료가 변형을 받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므로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회복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압력에 의한 기체의 

탄성과 비슷하다.  

 

 
 
 
 
 
 
 
 
 
 
 
 
 
 
 
 
 
 
 
 
 
 
 

                                            
26 사슬 분자가 유리전이(遊離電離) 온도 이상에서 하는 분자 내의 열운동. 주로 분자 

내의 세그먼트가 주사슬의 결합선 주위에서 회전하는 운동으로, 이에 의해 사슬 분자는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사이언스올, 마이크로브라운운동. 2020.05.20, 

https://www.science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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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무 탄성의 시각적 특징 

 

고무 탄성이 있는 물질은 어떤 형태로든 부드럽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형태 변형이 되는 성질은 직관적으로 흥미롭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어, 대중매체 속 가상의 환경에서 자주 등장하곤 

한다. 고무처럼 자신의 외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캐릭터로는 

‘메타몽27’, ‘모프Morph
28’, ‘몽키 D. 루피29’가 있다. 메타몽은 미끌거리고 

점성이 있는 보라색 덩어리처럼 생긴 포켓몬으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로 똑같이 복사하여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모프와 루피는 

각각 선천적, 후천적으로 습득한 변형의 능력을 활용하여 재치 있게 

위기를 모면하거나 다른 이들을 골탕 먹인다. 

 

       

   [도판 8] 메타몽30      [도판 9] 모프31     [도판 10] 루피32
 

 

잘 알고 있던 물체의 외형이 고무 탄성의 물성으로 변형되는 것은 신

비롭고 유희적인 느낌을 준다. 영화 <인셉션Inception, 2010>33에서는 견

고한 건축물들이 고무처럼 구부러진다. 영화의 주된 배경인 꿈에선 시작

                                            
27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한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중 하나. 
28 Aadman Studio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Morph>(1977)의 주인공. 시리즈는 물체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변형시키고 촬영한 것을 이어 붙여 제작되었으며, ‘소성’이 

두드러지는 물체인 고무찰흙으로 태어난 모프는 이 방식을 통해 생명성을 얻었다. 
29  만화영화 <원피스>(1997)의 주인공.� '고무고무열매'라는 가상의 열매를 먹은 뒤 

신체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능력을 얻게되었다.  
30 이미지 출처: 포켓몬스터. 
31 이미지 출처: 모프. 
32 이미지 출처: 2020.05.20, cloudpop, 

https://cloudpop.co.kr/mall/view/goodsNo/178109. 
33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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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기억할 수 없고, ‘접속 종료(자살)’로만 그 끝 볼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있는데, 꿈의 구조 역시 한 바퀴 돌아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묘사되어 있다. 도시가 고무처럼 구부러지는 것이

다.34  꿈의 설계자는 꿈의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꿈의 세계를 정교

하게, 또 유연하게 건축할 줄 아는 실력자여야 한다. 

 

 

 

 

 

 

 

 

 

 

[도판 11] 영화 인셉션 

 

<해리 포터Harry Potter>시리즈35에서는 고무 탄성이 마법으로 등장한다. 

딱딱한 물체를 스폰지처럼 물렁하고 잘 늘어나게 만드는 마법 주문36이 

있는가 하면,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버스 사이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홀쭉하게 변할 수 있는 나이트 버스Knight Bus도 있다. 이 세계에서는 분

노가 마법적으로 치환되어 사람을 풍선처럼 부풀려 날려버리는 일 또한 

가능하다. 

 

 

 

 

  

[도판 12, 13]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의 장면들 

                                            
34 박홍식, 건축의 개념으로 본 <인셉션>의 미로설계도, movist, 2020.5.20, 

http://www.movist.com/movist3d/read.asp?type=73&id=18170. 
35 조앤 K. 롤링(Joan K. Rowling)이 지은 판타지 소설 시리즈. 크리스 콜럼버스(Chris 

Columbus)가 동명의 시리즈로 영화화 하였다. 
36 Spong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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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나 마법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물체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작가가 

있다. 어윈 부름Erwin Wurm(1954-)은 오스트리아 출신 예술가로, 그의 

표현 방식에는 언제나 유머가 담겨있다.“(나에게) 유머는 사람들의 관

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사물을 더 유심

히 보도록 만든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자

동차의 외형을 마구 살 찌워 변형시킨 형상의 <Fat Car>시리즈에서 대

표적으로 드러난다. 37 풍선에 물을 많이 집어넣은 듯 터질듯이 빵빵하고 

이음새가 주름진 그의 자동차는 고무 탄성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사람들

에게 깊이 인식된다.  

 

 

 
[도판 14] Erwin Wurm, “Fat Car”, 200138 

 

                                            
37 Artnet, Erwin Wurm, Artnet, 2020.05.20, http://www.artnet.com/artists/erwin-

wurm/. 
38 이미지 출처: Erwin wurm, 2020.05.20, https://www.erwinwurm.at/artwork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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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탄성이 있는 재료를 그대로 작품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고무 

탄성이 있는 막의 뒤쪽에서 힘을 가하면, 그 형상을 간직한 채 앞으로 

돌출된다. 아고스티노 보날루미Agostino Bonalumi(1935-2013, 이탈리아)는 

전위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진 추상예술가이다. 1959

년, 그가 창조하고 명명한 “Extroflections”(팽팽한 캔버스에서 선명하

게 두드러지는 형태)는 1950년대의 엥포르멜 미술Art Informel 39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의 “painting-object(pittura-oggetto)”들은  

2차원을 뚫고 나와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 질감과 관계 맺는다.40 

 

 
[도판 15] Agostino Bonalumi, “Blu abitable”, 196741 

                                            
39 ‘앵포르멜’은 원래 부정형 또는 비정형의 뜻. 앵포르멜 미술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정형화되고 아카데미즘화한 추상 특히 기하학적 추상에 대해 반발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미리 계획된 구성을 거부하고 자발적이며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말한다.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앵포르멜 미술, 1999.) 

40 Artnet, Agostino Bonalumi, Artnet, 2020.0520, 

http://www.artnet.com/artists/agostino-bonalumi/3. 

41 이미지 출처: IdeelArt, Agostino Bonalumi;s Creative Path Through the Polyhedral, 

2020.05.20, https://www.widewalls.ch/magazine/agostino-bonalumi-palazzo-reale-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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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날루미의 작품이 건축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질리아 산체스Zilia 

Sánchez Domínguez(1926-, 쿠바)의 작품은 조금 더 부드럽고 시적인 조형

언어를 구사한다. 바람에 나부끼는 천의 실루엣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그는 직접 만든 캔버스에 탄성이 좋은 천을 씌우고, 그 위에 파스텔 톤

의 색채를 입혀 특유의 감각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낸다.42 작가의 작품은 

트로이 목마, 아마존, 안티고네 등 고대 신화의 여성 전사 및 여성 영웅

들을 언급한다. 필립스 컬렉션Phillips Collection의 큐레이터 베셀라 스레테

노비치Vesela Sretenović는 그의 작품들이 여성의 힘을 상징하고, 여성의 

인내와 내면의 힘이 작업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한다.43  

 

 

[도판 16] Zilia Sánchez, “Amazonas,” 197844 

 

                                            
42 Katie White, These 8 Female Artists Only Saw Their Careers Catch Fire Well Into 

Their 80s, Here’s How They Finally Gor Their Due, Artnet News, 2020.05.20, 

https://news.artnet.com/art-world/8-women-artists-over-80-1710444. 

43 The Gardian, Zilia Sánchez: 92-year-old artist gets her firt museum restopective, 

2020.05.20,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9/feb/12/zilia-sanchez-

cuban-artist-retrospective-phillips-collection. 
44 이미지 출처: Janet Batet, Zilia Sánchez: Soy Isla, Cuban Art News, 2020.05.20, 

https://cubanartnews.org/2019/03/13/zilia-sanchez-soy-isla-phillips-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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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탄성을 가진 물질은 자극을 가했을 때 유연하게 신장되며, 요철 

없이 미끈한 연속성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1954-, 인도)는 눈에 보이는 작품의 물질적인 상태를 뛰어넘어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주목해왔다. 45 그의 작품들에

서는 거대한 크기의 미끈한 공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공간은 정

지된 상태임에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몰입감과 시각적 운

동성을 느끼게 한다. 카푸어는 이 공간(void)을 마주하는 관객들에게  

공허의 개념에 직면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안으로 삼켜지는 듯한 어지

럼을 유발하여 그들을 일반 관중에서 작품의 적극적 참여자로 변모시킨

다.46  

 

 

 

 

 

 

 

 

 

 

[도판 17] Anish Kapoor, “Untitled”, 200647 

                                            
45 연합뉴스,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다”..아니쉬 카푸어展, 연합뉴스, 2012.12.23, 

2020.05.20 에 열람, https://www.yna.co.kr/view/AKR20121023164600005. 
46 Dorotheum, Anish Kapoor, Vertigo at the Verge of the Void, Dorotheum 

2020.05.20, https://blog.dorotheum.com/en/anish-kapoor-vertigo-at-the-verge-of-

the-void/. 
47 이미지 출처: Anish Kapoor Untitled 2006-07, 2020.05.20, 

https://www.qagoma.qld.gov.au/whats-on/exhibitions/anish-kapoor.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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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무탄성의 촉각적 특징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장난감 중에는 슬라임 

[도판 18], 스트레스볼[도판 19]이 있다. 고무 탄성을 가진 이들의 공통

점은 살결처럼 연하고 찰져서 자꾸만 만지고 싶은 대상이라는 것이다. 

미미한 자극에도 쉽게 변형돼 유희적인 만족감을 주어 아이들의 창작놀

이에 활용되고, 만지는 행위 자체로 심신의 안정을 도와주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늦은 점심으로 밀국수를 삶는다 

 

 펄펄 끓는 물속에서  

 소면은 일직선의 각진 표정을 풀고 

 척척 늘어져 낭창낭창 살가운 것이 

 신혼적 아내의 살결 같구나 

 

 한결 부드럽고 연해진 몸에 

 동그랗게 몸 포개고 있는 

 결연의 저, 하얀 순결들! 

 

 엉키지 않도록 휘휘 젓는다 

 면발 담긴 멸치국물에 갖은 양념을 넣고 

 코밑 거뭇해진 아들과 겸상을 한다 

 

 친정 간 아내 지금쯤 화가 어지간히는 풀렸으리라48 

 

이재무 시인의 시 <국수>의 전문이다. 시인은 따뜻한 물에 풀어진 국

수 가닥들을 보고 ‘척척 늘어져 낭창낭창 살가운 것이 신혼적 아내의 살

결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딱딱해서 힘을 주면 부러질 수 있는 상태였

던 면발이 익음에 따라 고분자 사이의 그물 구조가 제 역할을 발휘하여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적인 물성이 만들어졌고, 그 감촉이 시인으로 하여

                                            
48 이재무,	『저녁 6시』, 창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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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아내의 살결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 <감각의 박물학>에서 다이앤 애

커먼은 촉각이 다른 감각들과 결합하는 일이 많으며, 그것이 인간의 행

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만약 서로를 만지는 게 기분 좋지 않았

다면, 인류도, 자식도, 생존도 없었을 것이다.”49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감각이 촉각이라고 한다.   

하루 세 번, 15분씩 안마를 받은 미숙아들은 그렇지 못한 아기들에 비해 

체중 증가 속도가 50퍼센트 정도 더 빠르고, 사람의 손길뿐만 아니라 보

드라운 양털에 감싼 아기도 비슷한 성장 속도를 보인다.50 이렇게 만져

짐과 만지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이며, 영률이 낮은 

탄성복합체는 어렸을 때 품어주던 어머니의 살결처럼 본능에 맞닿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도판 18] 슬라임51         [도판 19] 스트레스볼52 

 

 

 

   

                                            
49 다이앤 애커먼, 『감각의 박물학』, 백영미 옮김, 작가정신, 2004, 120면. 

50 이지은, 『감각의 미술관』, 이봄, 2012, 130면. 
51 이미지 출처: Talisa Tossell, 2020.05.20, Instagram.com/talisa.tossell. 
52 이미지 출처: 다모아마트, 계란모양말랑이 스트레스볼, 인터파크, 2020.05.20, 

http://shopping.inter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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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작거리는 것을 넘어 강한 힘으로 탄성복합체에 자극을 가하면 극

적인 시각적 효과와 함께 손에 맞서는 강한 힘이 느껴진다. 고무 탄성의 

특성에 따라 몇 백배 까지도 늘어나며 작용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에 대한 복원력이 고스란히 반작용53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action-행

동, reaction-반응’이라 번역되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대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 일반적인 물체가 인지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데 

비해 동적인 느낌이 강하여 살아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밀고 당기기’는 이천 년대에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자주 쓰이는 연애  

기술 용어로, 주로 연애 초반의 연인들이 관계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

하여 택하는 일종의 심리 전략이다. 이러한 긴장감은 서로의 관계를 게

임으로 착각하게 할 만큼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들어 여타의 인간관계와 

단번에 구별시키는 요소가 된다. 느슨한 줄 대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 튕겨 오르는 탱탱볼 같은 관계의 탄력성은 분명한 몰입감이 있으며 

탄성복합체를 대할 때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53 A B 두 물체가 서로 작용을 미치고 있을 때, 물체 A가 물체 B에 미치는 것을 작용, 

물체 B가 물체 A에 미치는 것을 반작용이라 하고,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으며,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사이언스올, 박용반작용의 법칙, 2020.05.20. 

https://www.science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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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시화된 관계로서의 고무 막 

 

2.1. 아토포스atopos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아토포스(소크라테스의 대화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부여한 명칭)로 인지한다. 이 말은 예측할 수 없는, 

끊임없는 독창성으로 인해 분류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를 매혹시

키는 그 사람은 아토포스이다. 나는 그를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내 욕망의 특이함에 기적적으로 부응하러 온 유일한, 독특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상투적인 것에도 포함될 수 없는 

내 진실의 형상이다. … 분류될 수 없는 그 사람은 언어를 흔들리

게 한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에 관해 말할 수 없

다. 모든 수식어는 거짓이며, 고통스럽고, 잘못된 것이며, 거추장스

러운 것이다. 그 사람은 무어라 특징지을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이 

아토포스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른다.) … 그 사람의 빛나는 독창성 

앞에서 나는 자신을 아토포스라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분류되었다

고 생각한다(친숙한 서류마냥). 그렇지만 때로 이 고르지 못한 이미

지들의 유희를 정지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 그리하여 독창

성의 진짜 처소는 그 사람도 나 자신도 아닌, 바로 우리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쟁취해야하는 것은 독창적인 관계이다. 

대부분의 상처는 상투적인 것에서 온다. 모든 사람들처럼 사랑해야 

하고, 질투해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또 욕구불만을 느껴야 하고 

등등. 그러나 독창적인 관계일 때에는 상투적인 것은 모두 흔들리

며, 초월되고, 철수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질투 같은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장소도, 토포스(Topos)도, 어떤 ‘결론’이나 

담론도 부재하는 이 관계에서는.54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4,  63면 

 

   

  아토포스atopos는 부정과 결여의 접두사 ‘a’에 장소라는 뜻의 ‘topos’

가 결합된 단어로, 아토피아atopia의 형용사이다. 아토피아는 문자 그대로

                                            
54 롤랑 바르트,『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4,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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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무소성’의 의미와 함께, 플라톤의 『향연』에서 사회의 일반적 관습

에 적응(어떠한 방식으로 고정)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

는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이래 ‘분류할 수 없음’, ‘규정할 

수 없음’, ‘형언할 수 없음’, ‘탁월성’, ‘유일무이한 독창성’ 등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55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에서 먼저 사랑의 대상

인 그 사람을 아토포스라 표현하고, 이후 진정한 아토포스적 독창성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상적인 사랑 그   

자체를 아토포스로 보고 있다. 아토포스라는 용어는 문학에서도 사용되

고 있다. 진은영은 『문학의 아토포스』에서 ‘문학의 아토포스’란 “문학

적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공간에 흘러들어 그곳을 문학적 공간으로 바꿔

버리는 일”이며, 그 공간이 가진 “사회적-감각적 공간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예술가들이 매혹될 때 그들을 “공간의 연인”이라 부른다고 하였

다.56 여기서 문학은 공간-장소-토포스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아토포스

의 1차적인 뜻 ‘무소성’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흘러들고 매혹시켜 독창적

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르트가 말하는 사랑과도 같은 것이다.  

 

  바르트가 사랑을 얘기하고 진은영이 문학의 경험을 얘기할 때 쓴 ‘아

토포스’로 고무 막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나에게 고무 막은 아토포스 그 

자체이다. 고무 막 위에 점 몇 개를 찍어보자. 장소가 x,y,z축 상의 좌표

라고 한다면, 자극을 받아 변형된 고무 막에서 이들의 장소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곳일 것이다. 단순한 이동과는 달리 점들 간의 간격 또한 

일정치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고정된 장소가 없는 고무 막은 ‘무소성’을 

가졌다. 변형된 고무 막의 형상은 가해진 힘의 형태가 그대로 전이된 것

이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내 욕망의 특이함에 기적적으로 부응하러 온 

유일한, 독특한 이미지”처럼 그 어떤 특이한 자극에도 부응한다. 고무 

막은 ‘메타몽’이나 ‘모프’처럼 어떤 형상으로든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하나의 모습이다가도 자극이 달라지는 순간 즉시 그 형태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형태가 된다. 비정형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어 늘 새롭고 

                                            
55 마루타 하지메(丸田一), 박화리·윤상현 역, 『 ’장소’론』 , 심산, 2011, 260면:임정연, 

“기억의 토포스, 존재의 아토포스”, 우리문학회, Vol.52, 2016, 465면에서 재인용 

56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2014, 180면 



 

 21 

짜릿한 이 막은 어떠한 모습이라 ‘규정할 수 없’고, ‘분류할 수 없’다. “je 

ne sais quoi”는 말 그대로 “I don’t know what.”의 뜻에서 유래되어 명

사로 쓰이는 프랑스어57로, ‘뭐라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의미하며 특히 

완벽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

이다. 고무 막은 je ne sais quoi로, 정해진 틀이 없어 정체를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이끌리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이다.  

 

롤랑 바르트는 아토포스에 대한 글 후반부에서 “진정한 독창성의 처소

는 그 사람도 나 자신도 아닌, 우리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사

랑의 대상이 아토포스인 것은 맞으나, 진정한 사랑을 위해 성립해야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아토포스, 즉 유연해서 깨지지 않는 독창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고무 막은 그 자체로 매혹적인 교감의 대상이기도 하

지만 하나의 세계를 둘로 나누는 얇은 경계막이기도 하다. 고무 막에 자

극을 가하는 일은 직접 맞닿은 표면과 관계 맺는 일이기도 하나, 동시에 

그 너머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아토포스인 

고무 막과 교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무 막 자체를 한 곳과 그 너머

의 경계이자 관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57  Oxford 사전 편집부 저,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Je ne sais quoi, 

OxfordUniversit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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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막으로 감싸인 공간 

 

막膜(membrane)58은 경계면을 형성하는 얇은 물질으로 정의된다. 물체

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물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히 생물체의 모

든 세포나 기관은 얇고 유연한 막으로 싸여 있거나 경계지어진다. 천연

막 중 가장 대표적인 막은 피부이다. 디디에 앙지외Didier Anzieu는 『피부

자아』에서 피부는 우리를 “담아주는 주머니”이며, “내부로부터 외부를 

분리시켜주는 경계면”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피부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최초의 장소이자 수단”이며, 이러한 

“관계에 의해 남겨지는 흔적들을 기록하는 표면”이다.59 피부로 싸인 인

간의 몸은 고무 막으로 감싸인 공간과도 비슷하다.  

 

 

 

 

 

 

 

 

[도판 20, 21] 스핑크스 고양이의 피부60 

 

                                            
58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막, 두산동아, 1999  

59 디디에 앙지외, 『피부자아』, 권정아, 안석 옮김, 인간희극, 2013, 84면 
60 이미지 출처: Alicia Rius, 2020.05.20, https://www.aliciariusphotograp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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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容器류의 공예품에 공간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빈 곳은 곧 그 부분

을 채울 새로운 가능성을 낳는다. 금속공예의 판금61기법이나 도자공예의 

물레성형62기법은 덩어리 재료를 깎아 만드는 조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평평한 판을 말아올리면서, 흙덩어리의 구멍을 넓히고 밀어올리면서 공

간의 존재를 인지하고 보존하기 때문이다. 커트 바트Kurt Badt는 “공간적 

작용은, 항상 물체의 표면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형성되어진다”63고 하였

다. 물체 표면의 표현이 첫 번째이며, 공간은 그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이다.64 그러나 나는 “미적 감동의 열쇠는 공간적인 기능에 

있다.”65는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말에 공감한다. 공간은 그저 부차적

인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용기는 그것

을 실현시킨다.  

 

  잘 만들어진 도자기를 반으로 갈라보면 기물 벽의 두께가 일정하다. 

공간이 옷을 입듯, 공간의 형태를 따라 껍데기가 생긴 것처럼 말이다. 

나는 공간의 몸에 고무 막을 피부로 입히고 그것과 소통함으로써, 공간

과 그 너머의 관계를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61 얇은 판재를 굽히거나 자르는 가공.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판금, 두산동아, 1983)  

62  손이나 발 또는 기계 조작으로 운전되는 물레에 의한 성형을 말한다. 물레 위에 

소지토를 놓고 손이나 간단한 기구를 사용하여 물레를 돌리면서 원형기물을 성형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자원용어사전』,물레성형(jiggering), 2010.) 

63 Kurt Badt : Raumphansien und Raumilusionen, K In 1963, S. 96.:아게마츠 유우지, 

이두열 편역, 정지성이 펴냄, 건축 공간의 미학, 현대건축사, 2000, 15면에서 재인용.  

64 아게마츠 유우지, 이두열 편역, 정지성이 펴냄, 건축 공간의 미학, 현대건축사, 2000, 

15면 

65 Le Corbusier : Le Modulor (1948), Boulogne 1950, p.31.: 앞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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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해주조 기법과 고형화 

 

미술은 병렬적 구성 안에서 행동의 단 한 순간(Augenblick)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함축적 순간을, 앞의 것과 뒤따르는 것을 가장 

잘 알게 하는 순간을 골라야한다. 그 유일한 순간 그리고 그 유일한 순간의 

유일한 관점으로 가장 비옥한 것이 선택돼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상상력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만이 비옥한(fruchtbar) 것이다.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 『라오콘: 미술과 문학의 경계에 관하여』, 43면66 

 

 

  레싱의 ‘함축적 순간’의 개념을 공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토포스인 고무 막은 자극이 변하면 즉각적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당장 하나의 형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틀어질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고무 막을 붙잡아두고자 하는  

욕망은 사진으로 순간을 남기려는 마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나는 

‘비옥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로 전해주조 기법을 선택하였다.  

  

 

1. 전해주조electroforming 

 

전해주조는 1833년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가 발명한 전기도금

electroplating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전기도금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

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소지에 다른 금속의 피막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다.67 도금할 물체를 음(-)극에 연결하고, 입히고자 하는 금속을 양(+)극

에 연결한 뒤 직류전원을 가하면 전위차가 생겨 음극에 금속이 석출된다. 

구리 도금을 보여주는 [도판 22]에서 황산구리(CuSO4) 전해질 내의   

                                            
66  레싱은 문학작품이 가지는 서사성과는 구분되는 미술작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함축적 순간(prägnanter Augenblcik)’ 개념을 사용했다.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 윤도중 옮김, 『라오콘: 미술과 문학의 경계에 관하여』, 나남,  2008, 43면:주형일,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의 사진 미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8, Vol.19(3), 87면에서 

재인용) 

67 염희택*유황룡*박영서*황환일 공저, 『표면처리실무』,	東明社, 2012, 2면. 



 

 25 

구리 이온이 환원68되면서 음극 위에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편 

산화 전극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임의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69 도금은 

완성된 작품 위에 광택과 부식방지 및 장식효과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0.001mm에서 0.05mm 정도의 얇은 두께가 특징이다. 

 

 

 

[도판 22] 구리 도금70
 

 

  전해주조는 이와 같은 원리로 0.1mm에서 3mm까지의 비교적 두꺼운 

금속 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표면의 장식에 머무르는 전기도금과는 

다르게 부피감 있는 창작물을 만드는 기법이다. 1838년 소련의 야코비

Moritz German von Jacobi에 의해 발명되었고, 1839년 영국의 스펜서Thomas 

Spencer와 조던C. J. Jordan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주로 비전도체인 왁스 등

의 모형 위에 통전용액을 칠한 후 전류를 흘려주어 모형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금속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쓰이는데, 이에 따라 복잡한 형상

이나 표면 질감의 복제가 가능하다. 전해주조 생성물은 수조에 담가두는 

시간에 비례하여 금속의 두께가 생성된다. 따라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68물질이 전자와 결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반대는 산화라고 한다. 그림에서는 Cu2+ 이

온들이 (-)극의 전자들과 만나 Cu가 되어 (-)극에 석출되었다. 

69 대한화학회,『화학백과』, 전기도금  

70 이미지 출처: Surface Finishing Basics, Fractory, 2020.05.20, 

https://fractory.com/surface-finishing-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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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피에 비해 작은 질량으

로 제작 가능하여 작품의 무게가 제한적인 장신구 분야에서 자주 쓰인

다.71 

 

  전해주조 기법에 이용되는 금속은 금, 은, 동 등이 있는데, 약품 구성

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동 전해주조로 작업하였다. 황산동 주조액은 

황산동, 황산, 광택제를 증류수에 혼합하여 만든다. 황산동은 동 이온

(Cu++)의 공급원이며, 황산은 양극용해와 전도성을 향상시킨다. 광택제

는 전해주조물의 광택 및 균일하고 미세한 금속입자의 전착을 도와주며, 

전류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 전해주조의 작업 조건은 다음과 

같다.72 

 

1. 양극에 걸리는 금속  : 열처리된 순동판 (99.9%) 

2. 양극에 걸리는 금속판의 크기  : 음극에 걸리는 모형면적의 2배  

(두께 5mm 이상) 

3. 액의 온도 : 20 - 32 ℃  [도판 26] 

4. PH : 0.0 - 3.0
73

  [도판 27] 

5. 전류밀도 : 2 – 5 A/dm2 

6. 교반 : 공기 교반 (Air pump 이용) 

7. 광택제 : UBAC(Udylite Co.), MC(上村社), 

AC104(M&T Co.) 등 

8. 여과 : 상시 여과 

 

 

  이 외에도 전해액의 동 함유량, 황산의 농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하는데, 전해주조 결과물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그 원인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꾸준히 액의 상태를 지켜보아야 한다. 동 전해주조

는 제대로 작동했을 때 3A/dm2 에서 0.7㎛/분의 전착 속도가 나온다.74 

                                            
71 김성란, 『금속공예용 전해주조』, 멀티웍스, 2001, 9면 

72 같은 책, 12면 

73 김성란은 ph 기준을 3.0으로 하였으나, 여러 도금 정보를 종합하여 0에서 3 정도의 

ph가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74 A/dm2  는 전류밀도를 말하는 것으로, 매질 속의 임의의 장소를 흐르는 전류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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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조 설비에는 전해 수조, 정류기(Power Supply), 여과기, 온도 

조절기, 교반기가 있다. 이 중 개인적인 경제적 한도 내에서 가장 필수

적이라고 판단한 전해 수조, 정류기, 여과기만을 구비하여 작업하였다   

[도판 23]. 전해수조는 내산성이 좋은 합성 수지 소재로 제작하였고, 

Digital Electronics사의 정류기, Sony사의 모터가 탑재된 여과기를 사용

하였다. 이렇게 구비하여 작업했을 때 교반기가 없더라도 여과기의 동력

으로 전해액이 순환하므로 어느 정도의 미세한 교반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필수적인 설비가 고장나면 작업물이 불량하거나 완전히 

작업이 불가능한 점은 전해주조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도판 23] 전해주조 설비 

 

                                            
면적당의 크기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분은 도금 속도로, 분 당 몇 마이크로미터의 

두께가 형성되는 지를 이른다. 출처: Copper B-5007[고속 광택황산동도금액], ICB,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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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25]는 여과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전해주조를 한 결과물이다. 

피막을 덮어 일부분만을 전해주조 한 것인데, 여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장자리에 금속 입자들이 거칠게 석출되었다. [도판 25]에서는 음극에 

설치한 방향과 평행되게 세로의 줄무늬가 생겼다. 현대 공예 작가들은 

이러한 불량들이 가지는 심미적 특징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제

작하기도 한다.  

 

 

 

 

 

  

[도판 24, 25] 여과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전해주조 결과물 

  

[도판 26] 전해액의 온도 측정  [도판 27] 전해액의 산도 측정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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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해주조의 쓰임 

 

(1) 형태의 복제   

전해주조는 모형의 겉면에 금속 입자들이 옷으로 입혀지는 방식이기에  

섬세한 디테일의 복제가 용이하다. 이를 활용한 작업들은 자연물 등의 

파운드 오브제Found Object를 그대로 금속으로 만드는 경우, 그리고 디자

인한 조형물을 금속으로 만드는 경우로 나뉜다. [도판 28]은 죽은 생물을 

이용한 것으로 전자에 해당하며, [도판 29]은 후자에 해당한다. 원래의 

모형은 제거하기도 하고, 완성된 전해주조물 안의 영구적 내포물로 남겨

두기도 한다. 

 

  

[도판 28] Märta Mattsson, “Slices”, 201475 (좌) 

[도판 29] Lynn Batchelder, “A Line In Space 8”, 201776 (우) 

 

 

(2) 성장의 특성을 활용한 우연적 표현   

전해욕의 금속 입자들은 모형의 돌출된 부분에 더 많이, 오목한 부분

에 더 적게 석출되는 성향이 있다. 수조 안의 불순물이 모형에 앉으면 

작은 돌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더욱 많은 금속입자가 엉겨붙어 

산호처럼 성장하기도 한다. 금속 돌기들은 모형의 중앙보다는 가장자리

                                            
75 이미지 출처: Marta Mattsson, 2020.05.20, http://www.martamattsson.com. 
76 이미지 출처: Lunn Batchelder, 2020.05.20, 

https://www.lynnbatch.com/work/yxdr9usjugfd2wiaz7c9q1oll4s2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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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붙고, 수조 안에 불순물이 많을수록, 전압을 높게 설정할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엉겨 붙는 금속 알갱이들은 어느 쪽으로 자리 

잡을지 모르며, 이런 우연적인 효과를 활용한 작업 결과물들은 특색 있

는 느낌을 준다. [도판 30]은 는 (2)와 (3)의 활용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설탕 부스러기처럼 형성된 금속 알갱이들이 난집으로도 기능하게 한 작

품이다. 

 

 

[도판 30] Lauren Kalman, “Hard Wear Lip Adornment”, 200677 

 

 

(3) 결합   

전해주조로 금속 입자가 쌓인 모형은 생성된 금속면을 등에 밀착하여 

업고 있다. 모형이 비전도체일 경우, 그 성질이 금속과 달라 기본적으로

는 분리가 가능하다. 왁스처럼 열을 가하여 녹일 수 있거나 형태 변형하

여 제거할 수 있는 모형을 제외하고, 모형을 금속과 분리하고자 한다면 

물리적으로 떼어내면 된다. 모형의 표면이 미끈할 수록 분리가 용이하고, 

표면이 거칠고 금속이 전착된 면적이 넓을수록 분리가 힘들다. 매끈한 

표면의 모형이라 하더라도 생성된 금속면이 모형을 가두고 있는 형태라

면 모형이나 금속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이용

하여 보석 등의 비금속 물질과 금속을 결합시킬 수도 있다. 보석을 세팅

하고자 하는 경우, 통전용액을 세필에 묻혀서 보석 위에 원하는 난집 모

양을 그린 뒤 전해주조 하면 그대로 금속 입자가 쌓여, 난집의 기능을 

                                            
77 이미지 출처: Lauren Kalman, 2020.05.20, 

https://www.laurenkalman.com/portfolio/hard-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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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78 금속 원형 위에 전해주조하는 경우에는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원형 자체에 살이 붙어 자라난다. 금속 원형과 생성물은 조직력

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같은 성질의 금속 입자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견고하게 결합되어, 금속끼리 땜하지 않고 결합할 때 이 방

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도판 31]에서 전해주조 된 구리 생성물은 원석들

의 난집 기능을 한다. [도판 32]은 흑요석에 은을 전해 주조하여 18k 금 

그래뉼, 보석 알갱이와 흑요석 몸체를 고정시킨 사례이다.  

 

 

 

[도판 31] 전해주조로 제작된 난집79 

 

[도판 32] Jacqueline Cullen, “Ring and Drop Earrings”80 

 

                                            
78 김성란, 『금속공예용 전해주조』, 멀티웍스, 2001, 54면 
79 이미지 출처: How to Copper Electroform a Crystal Ring at Home, 2020.05.20, 

https://www.youtube.com/watch?v=2zof0ta8-go. 
80 이미지 출처: Jacqueline Cullen, 2020.05.20, Instagram.com/jaquelinecullenjew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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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해주조로 포착하기 

 

  <놀기 – 포착하기 – 다듬기>로 완

성되는 내 작업의 과정에서  ‘포착’ 

단계는 영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

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아토포스인 

고무 막과의 교감은 그 힘이 탄성한

계에 가까울 정도로 강했을 때, 조금

이라도 잘못 다루는 즉시 찢어지거나 

튕겨 나가는 경우가 많아 불안정하였

다.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고 하더라

도 손으로 누르면 변형되는 고무의 

특성상 진정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료적 특징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탄성을 잃고 끈적해지

거나 삭아서 부스러졌다. 나는 말랑

한 속살 같은 고무 막 위에 전해주조하여 단단한 껍데기를 만듦으로써 

교감의 형상을 영구화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전해주조의 쓰임 중 

(1)으로 고무 막의 형상을 복제하고,  (3)으로 일반 금속 판재와 결합한

다. 

 

  외부와 관계 맺는 형상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려면 고무 막이 팽팽하게 

긴장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고무 막을 잡아줄 틀이 필요하다. 틀에 고무 

막을 씌우고 원하는 형태의 구조물로 압박을 가해, 관계의 형상을 만들

어내고 고정하는 것이다. 틀에 박히지 않아 분류할 수 없는 것이 아토포

스의 주요 특징인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연구의 

초반에는 전해주조로 형성된 금속을 이형할 것을 고려해 플라스틱 등을 

틀로 이용하였지만, 후반에는 틀 자체를 기물의 일부로 활용할 목적으로 

금속을 사용하였다. 고무 막은 주로 고무풍선의 바람 주입구를 잘라내고 

남은 면을 활용하였는데, 불었을 때 최대 크기를 기준으로 5inch의 작은 

풍선부터 34inch의 초대형 풍선까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풍선을 적절

[도판 33] 고무 막과의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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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용하였다. 또한 실리콘, 라텍스 장갑 등 다른 탄성복합체들을 원하

는 효과에 맞게 활용하기도 하였다. 구조물을 고정하는 방식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아크릴 봉, 금속 봉, 금속 파이프를 주로 사용했으며 접착제는 

산에 부식되지 않는 글루건이나 opp 테이프 등을 이용하였다.  

 

통전용액을 바른 고무 조형물을 전해 수조 안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미세한 동 입자가 그 위에 안착한다. 조그만 자극에라도 뒤틀릴 수 있는 

고무 막 위에 천천히 동의 입자가 쌓여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줄

타기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언제나 아슬아슬한 일이다. 고무 막의   

긴장과 전해주조 설비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뚫고 안정적인 

두께로 생성된 구리 면은, 고무 구조물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로 완성

되기도 하고 일반 금속 판재와 결합되기도 한다. 떠나간 집주인의 모양

대로 남겨진 소라 껍데기처럼, 견고하게 굳은 전해주조 결과물은 고무 

막의 얇은 속성과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다. 
 

 

 

 

 

 

 

 

 

 

 

 

 

 

 

 

 

 

 

 

 

 

 

 

 

 

 

 

 

 

[작품 2] Surface, 동애 은도금, 100x62x16mm, 84x84x16mm, 84x84x16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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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금속 판재와 전해주조 생성면의 접합  
 

 

 

 

 

 

 

 

 

제작 과정에 효율성을 부가하기 위하여, 전해주조 결과물에 압연 공정

으로 제작된 일반 금속 판재를 가공한 것과 결합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였다. 두 판재는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을 때도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면이 거의 동일하다.  
 

 

 

 

[도판 34] 일반 동판 A와 전해주조 동판 B의 표면 비교 
 

 

 

 

 

 

 

 

 

수조 속에서 한 번에 최종 두께를 형성하여 빼낸 전해주조 생성면의 

경우 열을 가해도 이상 없으며, 따라서 땜과 용접을 통한 결합이 가능하

다. 그러나 작업의 특징상 중간 중간 수조에서 빼내어 연마 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많았고,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 두께를 형성한 전해

주조 판의 경우 열을 가할 시 이전에 생성된 면과 나중에 생성된 면의 

사이가 들떠 박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도판 35, 36] A’와 B’(좌), 열처리된 A’와 B’(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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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5, 36]은 ‘일반 적동판 A 위에 전해주조한 샘플 A’(큰 샘플)’와 

‘전해주조로 생성한 적동판 B 위에 다시 전해주조한 샘플 B’(작은 샘플)’

의 모습들이다. A, B 두 판은 동일하게 600방의 사포로 연마한 뒤, 중성 

세제로 기름기를 제거하고 10%의 황산에 약 16분간 산세하는 준비 과

정을 거친 뒤 전해주조하였다. [도판 35]은 최종 형성된 두 판 A’, B’를 

연마한 상태의 모습이고, [도판 36]은 거기에 열풀림 정도의 온도 

(400~600℃)로 열을 가한 뒤의 모습이다. 두 판 모두 층이 박리되어 기

포 같은 표면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만들어진 결과

물은 일반적인 금속 성형 기법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성격의 작품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작품 3], 앞

으로도 연구할만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무 막의 형상을 복제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본 연구의 주제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지양되어

야 했다. 

 

 

 

 

 

[작품 3] The Golden Chip, 동에 금 도금, 58x46x16m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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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 열처리 된 A’, B’의 단면 비교 1 

 

 

 

[도판 38] 열처리 된 A’, B’의 단면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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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현상은 베이스가 되는 판과 관계 없이 전해주조 시 발생하는 문

제인 것으로 보인다. 전해주조 설비의 여러가지 작업 조건의 변수가 존

재하여 명확한 원인을 구명하기는 어려웠으나, 전해주조로 석출되는 구

리분자 사이의 내부 응력, 혹은 밀착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도판 39] 두 번에 걸친 전해주조로 형성된 동판의 단면  

 

[도판 39]는 두 번에 걸쳐 전해주조된 생성면의 단면을 관찰한 것이다. 

가열하지 않은 전해주조 성형물은 특히 연마하였을 때 전해주조 이전과 

이후 금속의 경계가 전혀 보이지 않게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은 베이스 금속이 전해주조 생성면이 아닌 일반 금속일 때도 마찬가지여

서, 일반 금속 판재와 전해주조 판재를 결합하는 최선의 방법은 열을 가

하지 않고 전해주조로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

물 전체를 전해 수조 안에 담글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해주조로 결

합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므로 접합 연구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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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땜과 용접을 통한 접합 실험 

 

 

박막 현상의 원인으로 전해주조로 생성된 금속의 층과 층 사이의 밀착

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제대로 수세와 산세 하여 오염 피

막을 제거하는 것과 별개로, 광쇠질과 망치질을 통해 물리적으로 금속 

막과 막 사이의 밀착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다. 동일한 조건

으로 전해주조한 뒤 광쇠질, 망치질의 밀착 공정을 거친 샘플 20개를 만

들었다. 광쇠질은 전해주조 중간 중간 실행하였고, 망치질은 전해주조의 

모든 공정이 끝난 뒤 실행하였다. 접합이 일어나는 온도가 낮은 방식부

터 높은 방식까지 총 다섯 가지의 접합 방식으로 접합하고, 접합 후 전

해주조 생성면의 상태를 관찰해보았다.  

 

일반 동판과 전해주조 동판(E)의 접합 실험 

접합 방법 
밀착 공정 

접합 후 E의 상태 

+: 박막 현상 x, 

-: 박막 현상 조금 있음 

--: 박막 현상 과함 
광쇠질 망치질 

주석 땜 

o o - 

o x + 

x o + 

x x + 

납 땜 

o o + 

o x + 

x o + 

x x + 

35 % 은 땜 

o o - 

o x -- 

x o - 

x x - 

70 % 은 땜 

o o - 

o x -- 

x o -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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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 용접 

o o -- 

o x - 

x o -- 

x x - 
 

[표 1] 일반 동판과 전해주조 동판의 접합 실험 

 

 

결과적으로 광쇠질과 망치질의 물리적 밀착 공정은 접합 이후의 전해

주조 생성면 상태와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접합이 

일어나는 온도가 450°C이하일 때만이 박막 현상 없이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50°C 이상의 온도에서 접합한 경우, 땜하였을 때는 전

체적으로 박막 기포가 생긴 반면, 용접을 이용하여 결합했을 때는 접합 

부위의 근처에서 박막이 발생하였고, 용접 부위에도 그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관찰되었다. 아래 표는 각 접합 방식에서 평균적

으로 보인 상태의 샘플들을 정리한 것이다.  

 

납 땜 주석 땜 35% 은 땜 70 % 은 땜 TIG 용접 

     
 

 

[표 2] 접합 방식에 따른 전해주조 동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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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형물의 일부를 활용한 접합 실험 

 

전해주조 성형물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속 

판재로 제작된 기물의 일부를 고무 막의 틀로 활용하고, 그 위에 전해주

조하여 연결한 것을 나머지 기물과 용접하여 결합하는 방식을 고안하였

다. 일반 가공으로 만들어진 면들 간의 용접이기에 용접 부위에 기공 등

의 문제가 없을 거라 예상하였다. 또한, 결합하고자 하는 부위만 부분적

으로 가열되는 용접의 특성으로, 전해주조 생성면에 고온의 열이 미치지 

않아 박막 현상 없이 결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고무 막에 

통전용액을 바르고, 그 주위의 작은 범위를 제외한 금속 부분은 모두 피

막처리하여 전해주조하였다. 전해주조가 완료되면 틀과 자연스럽게 연결

되도록 다듬은 뒤, 나머지 기물을 용접으로 결합하였다.  

 

 

[도판 40] 금속 틀과 고무 막의 연결 

 

아래는 각각 TIG 용접과 주석 땜을 할 때 금속의 색 변화를 찍은   

사진이다. 용접의 경우 전해주조 면과 접합 부분 사이의 간격이 2cm 였

는데, 전해주조 면에서의 박막 기포가 한두 개 발생하였다. 바닥 면은 

전해 주조 생성 면과 0.5cm 의 거리를 두고 주석 땜으로 결합하였는데, 

여기서 또한 박막 기포가 두세 개 관찰되었다. 발생된 기포들은 모두 광

쇠로 눌러 교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완성된 결과물은 [작품 7]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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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1, 42] 용접(좌)와 주석 땜(우) 

 

 

2.3. 실험으로 얻은 결론 

 

  실험들을 통해 박막 현상을 인지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저온 땜이다. 납 땜과 주석 땜은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작업물의 변형 없이 결합을 해낼 수 있었다. 

다만, 땜 납의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할 시 주석 땜

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금속 틀을 활용한 접합이다. 완성될 

기물의 일부를 고무 막을 위한 틀로 사용하여 전해주조로 자연스럽게 결

합하고, 나머지 기물과 용접 등으로 접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

할 때는 처음부터 고무 막과 금속 틀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맞추어 조형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열을 이용하는 접합 부위와 전해주조로 생성한 부

위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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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작품 연구 
 

 

위상수학에서는 ‘고무종이기하(rubber sheet geometry)’라는 별칭이 그 

특징을 잘 나타내듯이, 어떤 공간에서 자르거나 찢거나 구멍 뚫지 않고 

고무처럼 구부리고, 늘여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원 공간과 같은 공간으로 

간주한다. 구부리거나 늘이는 작업에서 공간의 점들 사이의 거리는 달라질 

수 있으나 ‘상대적인’ 위치관계는 유지된다. 81  

문명호ᆞ박종일, 『위상수학 입문』, 경문사, 2005, 23면. 

 

 

[도판 43] 위상 동형의 개념82 

 

‘누르다’, ‘구부리다, ‘늘이다’는 행동을 말하는 동사로, 시간이 

지나면 완료되어 없어진다. 컵이나 그릇 등 이미 눌리고, 구부려지고, 

늘여져 완성된 물체를 보고 그 행적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앞으로 소개될 연구 작품들은 최종 형태에서 동사를 떠올릴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지닌다.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역동적인 

고무 막의 형상은 ‘안-바깥’, ‘형태-기능’, ‘용도-기능’등 여러 

관계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81 문명호.박종일, 『위상수학 입문』, 경문사, 2005, 23면. 
82 이미지 출처: 나백수, 쥘 앙리 푸앵카레 Jules Henri Poincare(1854-1912), 2020. 

05.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6354&logNo=2206027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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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alogue. C [작품 4] 

 

 

고무 막과의 교감이 단단한 금속의 물성으로 고형되면, 자극을 가하는 

구조물이 제거되어도 그 형태를 유지한다. 사라진 구조물의 자리에는 빈 

공간만이 남고, 교감의 형상은 더 이상‘구조물-고무 막’이 아닌 

‘안-밖’의 관계로 드러난다.  

 

 

 

 

“Dialogue. C”는 안과 밖의 관계적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공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힘이 한쪽 기벽을 지나 반대편 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형상을 구상하였다. C 모양의 구조물로 각각 강하게, 

약하게 자극을 가한 상태의 고무 성형물 두 개를 만들고 전해주조하여, 

대칭형 기물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작업물들을 땜하기 앞서 전해주조 

생성판과 일반 적동판의 접합 실험을 하였고,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열을 가하지 않는 방법인 주석 땜으로 결합하였다. 

그러나 이후 도금 업체에서의 도금 전처리 과정에서 주석이 염산에 녹아 

연결 부위가 부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그 위에 추가로 

전해주조를 해야 했다. 

 

 

 

 

 

고무 막이 가지는 소통의 이미지는‘바깥’이 공간의 안쪽 깊숙이 

들어와 말을 거는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기물을 사람에 대입하자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흔적을 남길 정도로 존재감 있는 대화인 

것인데, 그것은 관점에 따라 중대하고 결정적인(crucial) 대화일 수도,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잔인한(cruel) 대화일 수도 있다. 

 

 

 

 

 

 

 

 

 

 

 

   

[도판 44, 45] [작품 4] 구조의 드로잉과 고무 성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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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Dialogue. C, 동에 황화칼륨 착색, 173x150x28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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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6, 47] [작품 4]의 여러 각도 

 

 

 
 

[도판 48] [작품 4]의 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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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erge [작품 5] 

 

  고무 막은 가해진 힘의 방향에 따라 긴장이 강한 부위와 약한 부위가 

생긴다. 장력이 강한 부위는 막이 투명하게 얇아지며 곡면의 기울기가 

팽팽한 직선에 가까워지고, 약한 부위는 느슨하게 굽는다.  

 

고무 막에 수직적인 자극 대신 수평적으로 힘을 가하면 이러한 현상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작품 5]는 고무 막에 대각선의 방향으로 자극을 

가한 형상을 고형화 한 것이다. 금속으로 완성되어 고무 막의 투명도까

지 재현해 낼 수는 없었지만, 장력이 강한 부분의 팽팽한 긴장감과 장력

이 약해 주름진 부분이 잘 포착되어 힘의 방향이 나타난다. 자연스러운 

주름들은 고무 막의 물성을 더 잘 드러나게 해주었고, 다른 기법들로는 

표현하기 힘든 섬세함을 가지고 있어 전해주조기법 활용에 당위성을 부

여해주었다. 완성된 작업에서는 수면 아래의 존재가 물살을 가르며 서서

히 접근하는 것처럼, 경계로서의 면에 도전하는 운동성을 느낄 수 있다.  

 

 
[작품 5] Emerge, 동, 115x100x15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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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counter [작품 6] 

 

  [작품 5]가 막의 이면에서 다가오는 존재를 암시한다면, [작품 6]  

“Encounter”는 두 존재의 만남을 얘기한다. 2017년 가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키타에 다녀왔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가 

하면 비슷했고, 비슷한가 하면 또 달랐다. 아키타의 전통공예품인  마게

와파まげわっぱ 도시락의 형태에서 힌트를 얻어, 뚜껑의 양 모서리에서 솟

아난 두 존재가 중앙에서 만나는 형태의 합을 구상하였다.  

 

먼저 동판을 말아 도시락 몸체의 벽면을 제작하였고, 그 보다 조금 더 

크게 재단하고 성형하여 뚜껑의 벽면을 만들었다. 뚜껑의 벽면은 고무 

막의 형상을 지탱해 줄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해주조   

생성면과 결합될 틀의 부위는 미리 비스듬히 절삭하였고, 전해주조가 되

지 않아야 할 부분은 추후에 피막을 쉽게 벗겨낼 수 있는 스프레이로  

도포하여 준비하였다. 전해주조로 만남의 형상이 고형화 된 다음, 고무 

막을 제거하고 미리 절삭해 둔 부분과 전해주조로 연결하였다. 코팅된 

유리창에 비치는 상처럼 닮은 듯 다른 두 형상은 대칭형의 기물에 적용

되어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도판 49] 마게와파83 [도판 50] 고무 막과의 교감 

 

 

 

                                            
83 이미지 출처: noren japan, 2020.05.20, 

http://norenjapan.jp/en/product/magew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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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Encounter, 동, 114x113x105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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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turn to Sender [작품 7] 

 

굽은 선은 그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언제나 내게 직선보다 우위를 차

지하는 형태 요소이다. 곡선이 두 대상 사이를 연결할 때는 둘의 관계

성이 시각화된다. 

                 

   [도판 51] 화살표 
 

 

 

 

머그컵의 손잡이는 음료의 열기나 냉기가 직접적으로 손에 닿지 않

게 하려는 기능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이다. 다소 투박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 머그컵의 손잡이는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컵 몸체

와의 긴밀한 연관성 없이 단순히 접합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러한 

머그컵의 형태에 흥미와 도전 의식을 느끼고, 몸체의 일부가 손잡이로 

기능하는 컵을 구상하였다. 컵의 몸체에서 빠져나와 곡선을 그린 손잡

이가 다시 몸체의 안으로 향하는 형상으로 방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

다. 몸체의 공간적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하여, 속이 찬 덩어리인 

봉 대신 원형 관觀으로 손잡이를 제작하였다. 몸체 기물에 두 개의 구

멍을 뚫어 고무 막의 틀로 활용하고, 한 쪽은 돌출되는 형상, 다른 쪽

은 함몰되는 형상으로 관의 끝 부분과 연결하여 전해주조 하였다.  

 

 

 

[작품 4] “Dialogue. C”가 외부에 의해 영향받는 공간이라면, 

“Return to Sender”는 자기 자신을 만지고, 자신에게 만져지며 영향

을 주고받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촉각은 <<외부의>> 지각과 <<내부>>의 지각을 동시에 가져온다. 

프로이트는 대상에 의해서 나의 피부가 만져지는 것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나의 피부를 만지는 대상을 느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촉각의 양방

성은 어린아이의 적극적인 탐구의 대상이 된다. 즉, 어린아이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신체의 부위들을 만지거나,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을 입속에 넣

는데, 이는 대상과 주체의 보완적인 위치들을 동시에 탐구하는 것이다. 

디디에 앙지외 84 

                                            
84 디디에 앙지외, 『피부자아』, 권정아, 안석 옯김, 인간희극, 2013,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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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Return to Sender, 동, 115x80x118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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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2] [작품 7]의 윗면 
 

 

 

 

 



 

 52 

5. Pipe [작품 8] 

 

“Pipe”는 [작품 7]을 제작하면서 탐색하게 된 속이 빈 원통의 조형

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제작한 작품이다. 앞선 작품은 내부 공간이 손

잡이의 관으로 길게 이어짐에 따라, 액체가 담겼을 때 내용물이 손잡이

의 내부까지 흘러들어간다. 이것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설거

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어 단점으로 작용했지만, 빨대에 액체가 차

오르는 것을 상상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있었다. 이것은 곧 주전자의 주

둥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주전자의 주된 기능은 액체를 담는 것과 따르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전자는 이 두 가지 기능의 담당 기관을 세 개씩 두고 있다. 그릇형의 

몸체로 액체를 담고, 손잡이로 그것을 기울여, 주둥이를 통해 나오게 하

는 것이다. 나는 그 세 가지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몸체의 하부에서 시작된 관이 곡선을 그리며 상부를 향하는 형상이었던  

[작품 7]과 달리, 이번에는 몸체의 상부에서 뽑혀 나온 관이 하부의 공

간을 관통하여 밑으로 뻗는 형태를 계획하였다. 이 주전자의 주둥이는 

밑을 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체에서 물을 흘려주는 구멍의 

위치가 기물의 상부에 있어서, 구멍 아래까지 담긴 액체는 똑바로 들고 

있을 때 흐르지 않는다. 이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려면 주둥이 쪽으로 기

물의 각도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

여야 한다. 위에 있던 것이 밑에 있고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주전자인 것이다.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스피닝spinning
85으로 

제작된 기물에 레이징raising 86 기법으로 판금성형하여 위로 갈수록     

                                            
85 각도 올리기를 기계로 하는 것. 원하는 그릇 형태의 안쪽 모양을 나무나 쇠로 깎아 

이를 금속의 원판과 함께 전동축에 물려 회전시키면서 금속판을 틀의 모양에 맞게 밀어

붙이는 기법이다.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174면) 

86 각도 올리기. 금속원판을 망치로 쳐올려 벽면을 만들면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것. (전

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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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그스름하게 좁아지는 형태의 몸체 기물을 제작하였다. 전해주조로 연

결된 하부 안쪽 공간을 다듬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물의 일

부를 잘라내고, 고무 막을 연결할 틀로서의 구멍을 세 군데 만들었다. 

압박된 고무 막의 형상을 전해주조하여 연결한 뒤 잘라두었던 나머지 기

물과 결합하였다. 

 
 

 

 

 

 

[도판 53] [작품 8]의 구조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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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Pipe, 동, 230x130x330m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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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주 작은 용기容器 [작품 9] 

 

‘물건을 담는 그릇87’이라는 뜻의 용기容器 의 본질은 빈 공간에 있

다. 나는 아주 최소한의 물질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용기를   

제작하여, 공간의 중요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원正圓의 틀에 고무 막을 씌운 상태로 찌그러뜨리면, 틀이 납작하게 

눌리면서 고무 막 또한 변형된다. 고르게 분산되어 있던 고무 막의 장력

이 부분적으로 심화되거나 제거되어, 고무 막의 남는 피부가 밑으로 쳐

지고 강한 장력의 방향에 평행하게 주름이 생기는 것이다. 둥그런 그릇 

모양의 고무풍선을 활용한 고무 막은 긴장이 약할 때 원래 형태를 드러

내는데, [작품 9]의 경우 그것이 어떤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였다.  

 

대칭형 기물을 열풀림 한 뒤 입구 부위를 지그시 눌러 형태 변형하고,  

가로 방향으로 톱질하여 분리한 윗부분을 고무 막의 틀로 활용하였다. 

금속으로 고형된 고무 막의 형상과 전해주조로 결합된 기물의 윗부분은, 

분리해두었던 나머지 기물과 용접으로 결합하였다.  

 

완성된 기물은 양옆으로 누르는 힘에 의해 공간의 범위가 극단적으로 

축소된 듯한 형상을 갖게 되었다. 전체적인 크기와는 상반되게, 실제 무

엇인가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최소화되어 용기로서의 기능은 그 흔적만이 

남았다.  

 

 

 

 

 

 

 

                                            
8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용기, 두산동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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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아주 작은 용기容器, 110x80x10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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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ing Hugger [작품 10] 

 

 

고무 막에 자극을 가해 관계 맺는 일은 창작자인 내게 즐거움을 가져

다주었지만, 자극을 가하는 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결과물의 조형적 느낌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메시지 또한 달라졌다. 예를 들어 [작품 1] “Secret”의 경우, 구

체적인 일상적 사물의 형상이 막에 그대로 전사되어 나타남에 따라 ‘비

밀’이라는 주제의 표현이 가능했다. [작품 5], [작품 6]에서는 추상적인 존

재의 표현을 의도하여,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덩어리 형태의 구조물을 

사용하였다. 나는 이렇게 자극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고무 막의 특

성을 이용하여, 용도를 가진 공예품의 기능과 형태의 관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Ring Hugger”는 반지를 보관하는 용도의 함이다. 일반적인 장신구함

은 내용물의 귀중함을 나타내듯이, 심미적인 재료로 장식적이게 제작된 

경우가 많다. 나는 함의 내용물을 반지로 한정하고, 뚜껑의 윗면에 가장 

아끼는 반지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반지를 안고 있는 쿠션 형태의’ 면

을 제작하여 그 귀중함을 부각하였다. 빵빵하게 볼륨감 있는 면의 일부

가 반지로 인해 푹 들어가 있는 형상인데, 소중한 반지의 상징적 무게를 

나타내기도 한다. 

 

작업의 제작 과정에서는 공기가 가득 찬 볼륨감 있는 조형성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공정이 추가되었다. 용기의 입구에 

고무 막을 씌우고,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밀봉한 상태에서 미리 만들

어둔 반지 구조물로 윗부분을 누르는 것이다. 갇힌 공기는 고무 막을 통

해 부풀어 오르면서 쿠션 효과가 만들어진다. 이 형태를 고형화하는 과

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였는데, 밀봉된 기물이 부력으로 인해 수조 안에서 

떠오름에 따라 여러 번 무게 추를 설치하고 조정하면서 공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조 안에서 형태 변형을 일으킨 고무 막 위에 

전해주조가 된 결과물은, 이전에 생성된 볼륨과 이후의 볼륨이 공존했다. 

이것은 계획과 달라 최종 결과물에는 활용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열어주어  [작품 12]의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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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Ring Hugger, 동에 은 도금, 14k 금, 83x83x10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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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면의 화火분 [작품 11]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그게 우리의 좌우명이지(More human than 

human is our motto).” 88 

 

필립 K. 딕Philip K. Dick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을 꿈꾸는가?> 

원작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대사이다. 해당 소설과 영화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복제인간(replicant)”을 사냥하는 직업의 릭 데커

드Rick Deckard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성의 본질에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

다. “전기 양羊”이란 데커드가 방치하는 바람에 죽어버린 인조 생물로, 

데커드는 이를 끊임없이 부끄러워한다. 이러한 감정의 결여야말로 인간

과 복제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적 차이이며, 데커드 자신도 복제인간이 

아닌가 하는 끝없는 의문을 낳게 된 이유이다.89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을 꿈꾸는가?>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두 

존재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에 주목한 반면, 나는 동일하게 태어난 존재

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음에 주목한다. 초는 심지가 위를 향하

는 방향으로 곧게 세워져 있을 때 불꽃을 안정적으로 태울 수 있다. 초

를 수평적으로, 혹은 거꾸로 꽂게 디자인된 촛대는 없다. 나는 이 점을 

흥미롭게 느끼고, 위×아래 양면에서 모두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구

상하여 용도와 기능의 관계를 담아보고자 하였다. 

 

고무 막에 초로 힘을 가하면 그대로 초의 자리가 생겨난다. 6개의 초

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만들기 위하여, 막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3개씩 

서로 엇갈리게 압박을 가하는 초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전체 구조물의 

크기가 상당하여 수조에 담그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변형된 고무 막 

위에 실리콘을 붓고 굳혀 그 형상을 복제하고, 이형한 실리콘에 전해주

                                            
88 <블레이드 러너>(1982), 타이렐 회장이 데커드에게 자사의 모토를 소개하며. 

89 피터 박스울,『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 박누리 옮김, 마로니에북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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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하는 2차 과정을 거쳐 금속으로 완성하였다.  

 

 

 

 

 

[도판 54] 제작 과정 

 

 3개의 초는 누르고, 3개는 밑에서 받친다. 3개는 불꽃을 피우고, 3개

는 묵묵하다. 제작된 용도에 상관없이, 중앙 면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서있는지에 따라 초의 기능이 결정되는 것이다. 불꽃을 피우는 쪽은 기

능을 수행함에 따라 원래의 형태를 잃어 갈 것이다. 초의 원형이 유지된, 

다리 역할을 하는 초와 비교하여 누가 더 초 다운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날 촛대가 거꾸로 뒤집히면 초의 역할도 한 번에 반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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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양면의 화火분, 동, 420x250x510m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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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5] [작품 11]에 불을 밝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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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imated Affection [작품 12]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Bresson(1908-2004, 프랑스)은 

“현행범을 잡듯이 사진을 바로 그 현장에서 찍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루 종일 길을 걸어 다녔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사진은 

“정확한 순간(instant précis)을 고정시키는 유일한 것”90이었으며,  “계속 

변하는 기하학적 비율들을 가진 달아나는 순간들(instants fugitifs)과 

실랑이를 벌이” 91는 일이었다.  

 

 

 

 

 

 

 

 

고무 막을 포착하는 전해주조 기법은 현행범을 아주 느리게 체포하는 

느림보 경찰과도 같다. 그에게 잡히는 범인은 체포되는 동안에도 몇   

가지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전해수조 안에서 고정된 형태를 

유지한 채 생성된 결과물은 한순간만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수조 안에서 천천히 변형된 고무 막이 포착된 결과물은 그 과정의 

순간들을 모두 담고 있다. 이것은 삼각대를 세우고 셔터스피드를 느리게   

설정하여 찍는 장노출 사진과 비슷하다. 야경 사진에 빛의 궤적이 쌓이

듯이, 전해주조 수조안의 성형물에도 움직임의 흔적이 쌓인다. 
 

 

 

 

 

 

 

 

 

 

[도판 56] 장노출 사진에 포착된 빛의 궤적92 

                                            
90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영혼의 시선』, 권오룡 옮김, 열화당, 2006, 26면. 
91 같은 책, 32면 
92 이미지 출처: Tanja Shmitz, How to Maintain Star Color in Your Star Trail Images, 

Spose, 2020.05.20, https://photographingspace.com/how-to-maintain-star-colour-

in-your-star-trail-images/. 



 

 64 

[작품 10]을 제작하며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느린 포착이 낳는 우연

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였다. 자극을 받아 변형된 고무 

막은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을 내재하고 있다. 수조 안에 

넣어둔 고무 막이 강한 긴장을 버티지 못해 일순간에 찢어져 버리거나 

틀에서 튕겨 나가버리면 그 변형이 지나치게 급격하여 전류가 흐르던 금

속 면적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로 바뀐 고무 막을 포착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빵빵하게 불어서 묶어 놓은 풍선을 시간이 지난 뒤 보면 

바람이 빠져 다소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무 막에 갇힌 공기

가 미세한 틈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전해주조 설

비 안에서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이전 생성면이 흩어지지 않아 이전 형태

를 이부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포착이 가능하였다. 

  

나는 들숨과 날숨처럼 고무 막에 공기가 차고 빠지는 것을 인간의 심

리 변화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하트 형태의 틀을 

제작하고, 여기에 고무 막을 씌워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형태에서부터 

조금씩 더 많이 주입한 형태들까지를 전해주조로 고형화하였다. 이후, 

한계 이상으로 커져서 터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빵빵한 고무 성형물 

위에 아주 얇게 전해주조 한 것을 꺼내 공기를 더 주입하여 금속 막이 

금 가고 터지게 한 다음,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통전용액을 도포하여 다

시 전해주조 하였다. 바람이 빠진 형상을 만들때엔 1차적으로 형성된 금

속이 덮인 고무 막에서 공기를 적절히 빼낸 다음 다시 전해주조하거나, 

고무 막에 의도적으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수조 안에서 점진적으

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고무 막의 완벽한 제어가 필요하였다. 고무 막에 

자극을 가하는 주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일 때와 비교하여, 그  

주체가 공기인 이 작업에서는 제어의 난이도가 더욱 높았다. 공기 가득

하게 부푼 고무 막을 대할 때에는 연약한 달걀을 만지듯 숨죽여 다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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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정물이라 할지라도 주제에 살금살금 접근해야 한다. 발톱을 숨기

고 살며시 그러나 눈은 예리하게 해야 하며, 낚시하기 전에 물을 휘젓

지 않는 것처럼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93 
 

 

 

 

 

 

 

   

[도판 57, 58, 59] 작업 과정 

 

 

 

[도판 60] [작품 12]의 부분 

 

 

                                            
93 Texte de Jean Clair, 「Introduction à une petite metaphysique de la photo à propre 

de l'oeuvre d'Henri Cartier-Bresson」, Henri Cartier-Bresson, Photo Poche, CNP, 

Pari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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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Animated Affection, 동, 74x80x38m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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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에 그 매력이 있는 용기류의 

기능적 사물들은 기계화된 생산 방식으로 복제 가능해짐에 따라 

평가절하 되었다. 담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기물의 벽은 

용기의 기본 조건이며, 이것으로 인해 바깥과 분리된 안쪽은 다른 

공간으로 구분된다. 나는 기물의 빈 공간과 벽의 아름다움에 끌렸고, 

그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했다. 공간과 외부를 나누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그 둘의 관계를 매혹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고무 막’을 만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이 얘기한 ‘객관적 우연’ 94 의 개념처럼 내가 

“욕망하던 것이 현실과의 만남 속에서 순간적으로 현재화된 

사건”95이었다. 

 

금속공예 작업은 대부분 정확한 계획과 예민한 과정을 필요로 하여 

완성됐을 때 그 섬세한 조형성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종종 지나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그런 작업을 시작할 때는 완성될 작품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어서, 선뜻 도구를 잡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고무 막과 교감하는 일은 마치 술래잡기 

같은 놀이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대할 때마다 새롭게 흥미로웠으며, 

이것은 나의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 재료인 고무 막을 

포착하면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 내게 패배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이전의 놀이에서 캐낸 상대의 약점을 다음번에 적용하여 제압할 

수도 있었다.   

                                            
94 객관적 우연이란 “인간의 무의식 안에 길을 개척하는 외적 필연성의 발현 형

태”이다. ( Breton, André. L’Amour fou, Paris, Gallimard, 1937, p.30. : 주형일,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의 사진 미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3), 2018, p101에

서 재인용) 
95 주형일,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의 사진 미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3), 

2018,p102 



 

 68 

고무 막의 조형성을 가진 채 금속으로 완성된 전해주조 결과물은 

판금성형으로 표현하기 힘든 자연스럽고 유려한 곡선미를 갖고 있었고, 

물성의 형태적 반전으로 인해 직관적으로 흥미롭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일반 주조로 제작된 것과 비교하여 일관적이고 얇은 

두께를 가져, 판금 성형한 기물과 결합하였을 때 공간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가능했다. 작품들은 전해주조로 제작된 것임을 감추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금이나 표면 질감을 변형시키는 

착색은 자제하고, 동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은이나 금 등의 

귀금속 재료를 다루기 전에 연습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재료인 동은, 잘 

연마된 마무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연구 작품들은 표현적 이미지가 강하여, 사물의 본래 기능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기물의 형상과 기능 자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컵이나 그릇처럼 곁에 늘 존재하여 인간과 

무심하게 닮아있는 ‘공간’들에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역동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고, 그 가치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관계의 포착을 다룬 이 연구가 전해주조 기법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간 

요소를 가진 기능적 사물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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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reating Metal 

Hollowware by Capturing the 

Form of Rubber Membrane 
 

Choe, Insun 

Metalwork and Jewelry Major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n membrane of elastic material has the quality of ‘atopos’; 

unclassifiable, undefiabl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with 

rubber sheet which has limitless possibilities of its appearance and the 

attempt to capture its instant form. 

   

  Rubber-elasticity is described as a rubber-like quality to stretch 

to up to 1000% of its size and return to its original state. Rubber, 

elastic and tender like flesh, interact with a given force by pushing it 

out and embracing it at the same time. The form of interaction is 

distinguished when applied on a thin membrane of rubber. I aimed to 

use this rubber membrane as a material to create a wall and an 

expression of relationship between a space and the outside world. 

 

Electroforming is a metal forming method in which metal parts are 

fabricated through electrodeposition on a metal or nonmetal model. 

Interaction with a rubber sheet was a momentary thing that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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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form whenever the force changed its shape or strength. I tried to 

solidify its instant form by electroforming it into metal. In order to 

create hollow-form vessels, I studied methods to combine 

electroformed metal sheets with general metal sheets. I found 

problems caused by heating metal while brazing and welding and 

experiment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Work-study focuses on relationships between the basic elements of 

a container, such as ‘interior-exterior’, ‘form-function’, ‘use-

function’. I did not eliminate the works’ functional qualities, but in 

cases, I chose to challenge them in order to emphasize the containers’ 

basic elements. The tension of rubber membrane and uncertainty of 

electroforming process often came as an uncontrollable difficulty, but 

they sometimes opened up new possibilities. Different from the 

general metalworking process which requires precise design and plan, 

the works often started from playful moments with the material and 

the unexpected factors in the progress also became an inspiration. 

These inspirations had bright instantaneous energies and carrying 

them to the finish line of work required the worker’s finest skills. I 

expect this study to be read as one of new methods to create art and 

become an opportunity to make the readers think about the values of 

space in hollowware.  

 

 

Keywords : rubber, membrane, electroforming, capture, relationship, 

hollow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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