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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조는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랜 금속 제작 기법이다. 또한 그것은 연

속된 단일 공정 체계만으로 완성된 금속 제품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직접

적인 생산 방식이다. 주조 기법은 산업 전 분야에서 주요 생산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연구는 정밀탈납주조한 주물 판재를 활용한 ‘기물(器物, vessel)’ 제

작 연구이다. 정밀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된 기물은 복잡한 형태가 가능하

고 양감 표현과 세부 묘사가 뛰어나다. 그러나 기물의 크기가 클수록 기

벽이 두꺼워 무거우며, 그마저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제작하기에는 동반

되는 제약이 많다. 그러므로 정밀탈납주조법의 사용은 대형 기물보다 소

형 금속품 및 장신구 제작에 치중되고 있다. 이렇듯 금속세공 분야에 집

중됐던 정밀탈납주조법의 장점들을 활용해 얇고 가벼운 대형 주조 기물

을 제작하고자 했다.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탈납주조 특유의 장식성을

살림으로써 금속 주조 기물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인 II장과 III장에

서는 정밀탈납주조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정밀탈납주조로 제작된 기물의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탈납주조법의 역사와 정밀탈납주조법이

분화할 수 있었던 기술적 요인, 정밀탈납주조법의 주요 특징과 한계를 II

장에서 고찰하였다. 더불어 탈납주조를 다룬 고서적을 통해 탈납주조의

과거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III장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 등 우리

나라 유물을 중심으로 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된 기물을 연구함으로써 주조

기물의 제작 환경과 발전상에 관해 연대기적으로 통찰해 보았다. 기물의

제작 범위와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현대적 사례를 찾아 작업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정밀탈납주조법에 의한 기물 제작의 새로운 가

능성을 살폈다. 앞선 사례와 주조 실험 및 재료 탐구를 기반으로 판형

왁스를 활용한 금속 기물의 독창적 제작 방식을 고안하였고, 정밀탈납주



조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의 중반부인 IV장에서는 연구의 주재료인 판형 왁스의 물성을 활

용한 주조 실험과 기물 제작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연구의 핵심 소재로

도입한 판형 왁스의 물성을 이해하고, 조형적 활용 방안을 가공성과 질

감 표현으로 구분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정밀탈납주조 기물의 제작 과정

을 공정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완성된 주조 기물의 물리적, 실용적, 심미

적 특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V장에서는 판형 왁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개한 연구자

의 연구 작품을 설명하였다. 선행 연구로부터 자각한 주조 기물의 개선

점과 해결 방안, 판형 왁스를 활용한 주조 실험을 근간으로 본격적인 작

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 연구는 질감 표현에 사용된 기법을 중심으

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장식적 패턴 스탬핑, 둘째, 타재료의

롤프린팅, 셋째, 열선 드로잉, 넷째, 다양한 질감의 면구성, 다섯째, 시간

의 채집이며, 각 항목마다 기물에 표현된 질감 효과와 조형적 특징에 관

해 설명하였다. 더불어 작품에 표현된 심미적 개념에 대한 설명도 추가

하였다.

주조 기물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점으로 인식되는 무게감을

개선하고자 도전한 연구는 주조 기법과 왁스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발판

이 되었다. 판형 왁스의 부드러운 물성을 이용해 다양한 질감을 표현한

주물 판재로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섬세한 무늬가 기벽(器壁)을 장식하는

얇고 가벼운 주조 기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 논문은

정밀탈납주조법을 활용한 금속 기물의 새로운 제작법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져 더욱 참신한 시도로 이어질

초석을 놓은 것에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정밀탈납주조, 주조 기물, 판형 왁스, 표면 장식, 질감

학 번 : 2018-3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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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가 금속을 다뤄 사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동서양은 각기 다른 방향의

제작법을 선호해왔다. 금속을 녹여 만든 주괴(鑄塊, ingot)를 망치로 두들겨 그릇

을 만드는 판금 성형이 주류를 이뤘던 서양과 달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

아에서는 이미 발달해 있던 도자 제작 기술에 영향을 받아 주조 기법에 의한 금

속기, 특히 청동 기물의 제작이 왕성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 판금 기법

과 주조 기법이 금속 기물 제작법의 큰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주조 기법은 기물의 표면에 풍부한 양감 표현이나 세밀하고 정교한 묘사가 가

능하고 복잡한 형태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조 기

물은 판금 기물보다 기벽이 두껍고 금속의 조직 또한 치밀하지 못해 깨지기 쉬

운 단점이 있다. 게다가 두꺼운 기벽 탓에 무거워서 일상사물로 사용하기에 제

약이 많다. 그러므로 일상용품으로 사용되는 금속 주조 기물의 크기는 작은 경

우가 대부분이다.

주조 기법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얇고 가벼운 금속 주조 기물의 제작

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된 기물의 특징인 섬세한 질감 표현의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연구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정밀탈납주조법(精密脫蠟鑄造法, investment casting)1)은 왁스 모

형의 표면 마감을 주조 기물에 그대로 옮겨올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다. 심지어

주조에 사용된 주형 재료의 미세한 질감까지도 결과물의 표면에 그대로 구현되

는 정교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쇳물이 들어가는 통로인 물줄기(또는 탕도(湯道,

sprue))를 붙인 흔적이나 실패한 주물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나 편석(偏析,

1) 왁스 등의 융점이 낮은 재료로 모형을 만들고, 주위를 내화 주형재로 피복한
후 녹여낸 주형에 쇳물을 주입하는 방식의 주조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12861&cid=42327&categoryId=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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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regation)2), 심지어 구멍조차도 조형적 표현을 위한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주조로 제작한 기물은 다른 기법에 의한 기물과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나 업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얇고 넓으며 판판한 주물 판재를 주

조로 생산하는 일은 기법적으로 수월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

던 얇은 두께의 가벼운 주조 기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호기

심이 연구의 계기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조 기법의 제약 요소들을 제거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정밀탈납주조법은 생산성, 효율성, 안정성이 뛰어난 제작 기법으로 금속공예

및 장신구 분야에서 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조 설비의 성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크(flask)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물의 형태는 물론 크기와 질에 설비

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왁스 모형에 부착되는 물줄기의 굵기와 위치,

수량과 구조 등을 결정하는 작업자의 기량이 주물의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제한적인 요건들을 모두 수용하

면서 독창적인 주조 기물을 제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밀탈납주조법을 활용한 가볍고 섬세한 기물의 제작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최적의 재료를 찾는 일이다. 또한 안정적인 주조를 위

한 기술적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칫 주조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

에만 몰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스스로 인지하고 경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판형 왁스로부터 해결 가능성을 찾았다. 그리

고 판형 왁스를 나선형으로 말아서 주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창안해 정밀탈납주

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크의 효율적 운용 방식을 설계하였다. 또한 주물을 얇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판형 왁스의 물성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질감을 다양

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무늬의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기물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재료로 사물을 제작할 때 종종 기존 사물의 미적 요소가 새것에 적용

되기도 한다. 연구자가 제작한 기물도 역사적 예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기

2) 합금을 만들기 위해 성분금속을 액체 상태로 모두 녹여 응고시킬 때 처음
응고한 부분과 나중에 응고한 부분은 조성이 다른 것이 보통이며, 그 결과 합금
조성에 불균일성이 생기는 것을 응고편석이라고 한다.
https://www.scienceall.com/%ed%8e%b8%ec%84%9dse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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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제작 방법과 다양한 질감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금

속 주조 기물은 옛것을 응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 하나의 새로운 발로가 될 것

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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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단일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합 기술들은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정밀탈납주조법도 주형 재료나 주조 공정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에 앞서 연구에 활용한 주조법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정밀탈납주조법’이란 ‘진공주조기의 도움을 받아 감압 방

식으로 탈납주조하는 매몰식 석고 주형의 정밀주조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정밀탈납주조법’이라 명명해 서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정밀탈납주조법’

과 일반적인 ‘탈납주조법’의 구분도 중요하다. 밀랍을 재료로 원형을 제작하고

열로 녹여낸 공간을 쇳물로 채워 주물을 얻는 전반적인 방식은 동일하다. 그러

나 현대식 주조 설비와 신식의 주형 재료가 등장하기 이전에 중력을 활용해 주

조한 전통적 방식의 ‘탈납주조법’과 이 연구의 ‘정밀탈납주조법’을 구분해 지칭함

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연구는 우선, 탈납주조의 역사와 발전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

하였다. 이어서 20세기 초에 정밀탈납주조법이 탄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주목하였다. 정밀탈납주조로 제작된 기물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점검함으

로써 얇고 가벼운 금속 주조 기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조 기물 제작을 잘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주조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현장에서 주조의 공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경우를 심층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페터 바우휘스(Peter Bauhuis)와 유리지가 그 예로서, 이들의

주조 방식과 그 결과물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밀탈납

주조법을 활용해 대형 기물을 주조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실험

결과를 적용한 개성 있는 금속 기물을 제작하였다. 그 외에도 주조 기법으로 왕

성한 창작 활동을 펼친 국내외 작가로 최현칠과 루돌프 보트(Rudolf Bott), 얀

베게(Jan Wege) 등 다수의 작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작에 활용한 주조

법을 정밀탈납주조법으로 특정하기 어렵거나, 이 연구의 주제인 주조 ‘기물’과

관련이 먼 경우에는 논외로 하였다.

한편 정밀탈납주조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설비와 주형 재료 그리고 모형의

제작에 사용되는 왁스에 관해서 상세히 조사하였다. 특히 왁스의 물성에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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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특징과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했다. 넓고 판판한 금속 주물 판

재의 생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판형 왁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성 실험들을 진

행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근거해 독특한 질감과 다양한 무늬가 표현된 금속 주

물 판재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고 이어붙이고 때워서 기물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기물은 주조 기법만의 고유한 특징들을 내재하면서

도 마치 판금 작업으로 제작된 것처럼 얇은 기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0.7mm

내외로 얇게 편 판형 왁스의 표면에 스탬핑(stamping)이나 롤프린팅(roll-printing)

등 전통 금속공예 기법과 탁본처럼 타 분야의 기법까지 수용해 다양한 질감과

무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왁스는 비결정성 물질로 질감 표현에 용이한 성질이 있다. 적용된 기법의 고

유한 특징을 잘 흡수한 왁스의 무늬는 차별화된 시각 효과를 연출한다. 이 무늬

가 작품의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는 무늬 작성 방법으

로 기계의 힘을 빌리기보다 가능한 손의 사용을 우선했다. 손의 움직임을 통해

기물의 내외 벽면에 원시적 느낌의 장식성을 내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다.

기물의 구성에는 주조된 금속 판재의 질감을 보존하기 위해 주로 말아서 붙이

는 입체 가공법을 사용하였다. 기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통형, 혹은 조금 변

형된 원통형 형태를 가진다. 다양한 크기의 원통 형태들이 상하로 연결되는가

하면, 2개의 원통이 옆으로 나란히 붙은 기물도 있다. 일부는 망치로 가공한 오

목한 볼(bowl)의 형태를 바닥에 붙여 아래가 볼록한 모양을 취하고 있기도 하

다.

그림을 통한 설명이 효과적인 대목에서는 도판을 넣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참고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품 정보뿐만 아니라 인쇄물과 도록, 관련

웹사이트와 동영상 자료를 고르게 활용하였다. 연구를 뒷받침할 주요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탈납주조법과 정밀탈납주조법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는 참고 문헌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 특히 역사적 유물의 경우 남아있는 자료

가 지극히 영세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조 기법을 주제로

다룬 논문, 단행본, 정기 간행물,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앞서 발표했던 2편의 소논문이 내용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에 소중하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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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금속 주조 기물 제작 기법은 지금까지 시도된 사례가 없는 독자적

방식이다. 그러므로 연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제한적이라 충분한 비교·관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밀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된

기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이 연구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관해 객관성

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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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탈납주조법

1. 탈납주조의 고찰

1.1 주조의 분류와 탈납주조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부터 인류는 일상적으로 불을 사용하게 되었다.3)

더불어 약 6000∼7000년 전 금과 구리를 발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4) 특히 주석을 구리에 섞어 청동(靑銅, bronze)을 만들어냄으로

써 금속 주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자연히 생산할 수 있는 금속

물품의 종류도 다변화되었다.5) 주조(鑄造, casting)란 원하는 형상의 원형을 만

들고 그로부터 주형(鑄型, mold, mould)을 제작한 다음 각종 금속을 녹여 붓고

그 속에서 냉각, 응고시켜 형태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때 얻어지는 결과

물을 주물(鑄物, castings) 또는 주조품이라 한다.6)

주조법은 재질, 용도, 주조 방법, 그리고 주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표 2-1]은 주형의 재질에 따라 주조법을 분류한 것으로서, 우선 사형

주조법(砂型鑄造法, sand mold casting)과 금형주조법(金型鑄造法, metal mold

casting)으로 크게 구분한다. 주형의 주성분이 모래인 사형주조는 가장 오래된

주조법으로 수천 년간 사용돼 왔다. 한편 금형주조는 특수강이나 특수 합금으로

제작한 주형으로 주조하는 것을 이르며,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금형주조는 원심

주조법7)과 금형주조법으로 나뉘고, 금형주조법에는 다이캐스팅 주조법(dies

3)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조현욱 역,『사피엔스』, 김영사, 2015, p.31.
4) 금, 백금, 구리 등의 일부 금속은 자연계에 천연으로 존재함으로서 다른 금속
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용이 빨랐다.
5) 권진업,『금속주조공학』, 광문각, 2017, p.13.
6) ibid.
7) 용해된 금속을 수평 또는 수직축 둘레를 회전하는 주형에 주입하거나 또는
주입 후에 주형을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하여 금속의 응고가 끝나기 전에 주
조하는 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86097&cid=50325&categoryId=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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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ing)8), 중력주조법, 저압주조법 등이 있다.10)

사형주조는 보통주형과 특수주형로 나뉜다. 보통주형은 다시 생형(生型, green

snad mold)과 건조형(乾燥型, dry sand mold)으로 나뉘는데, 가장 일반적인 주

물 제조법인 생형은 주물 모래에 5∼10% 정도의 수분을 함유시켜 점결력(粘結

力, caking power)11)을 부여한 주물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건조형은 생형을 건

조해 수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쇳물을 주입하는 주조법으로, 주형 제작 후 표면

만 건조한 ‘표면건조주형’과 전체를 건조하는 ‘완전건조주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생형과 달리 외형이 복잡하거나 내형틀이 필요한 형태 그리고 중형 이상

크기의 주물에 주로 사용된다.12) 일반적으로 사형주조는 주형의 분해가 용이해

8) 다이캐스팅 주조법은 정밀한 금형의 빈 공간에 용융 금속을 고온에서 압입
해서 치수 정밀도가 높고 표면이 깨끗한 주물을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생산하
는 방식의 주조법이다. ‘die’는 금형을 뜻한다. 西直美,『ダイカスト入門』, 日刊工
業新聞社, 2019, p.8.
9) 권진업, op. cit., p.83.
10) ibid., p.84.
11) 뭉쳐서 덩어리로 되는 성질.
12) ibid., pp.82-83.

[표 2-1] 주형에 따른 주조법 분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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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의 취출(取出)이 간단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조법과 비교해 작업 공정이 빠르고

주물 모래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따라서 사형주조법은 현재까지

도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

다.

특수주형은 보통주형으로 제조가 곤란한

형상이나 강도를 필요로 하는 주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주조법이다. 치수 정밀도가 높은

주물을 얻고자 주형의 강도를 높일 목적으로

시멘트나 합성수지 및 유리 등을 모래와 배합해 주형을 만들거나 탄산가스를 주

형에 취입 또는 투과시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주형 재료를 신속히 경

화시키는 방법 등을 통틀어 흔히 특수주형이라 이른다.13) 특수주형은 점결제와

경화제의 배합 유무와 주형 재료의 경화 방법에 따라 5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

데, 정밀주조주형(精密鑄造法, investment casting), 열경화성 주형, 자경성주형,

가스경화성주형, 기타특수주형이 그것이다.

[표 2-2] 정밀주조주형 주조법의 비교14)

13) ibid., p.84.
14) 西直美,『鋳造入門』, 日刊工業新聞社, 2018, p.15.

[그림 2-1] 세라믹주형법, 내화물 피복작업
(출처: https://www.lwd.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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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근간이 되는 탈납주조법(脫蠟鑄造法, lost-wax castin

g)15)은 석고주형법(石膏鑄型法, plaster mold casting), 세라믹주형법(ceramic

mold casting)과 더불어 정밀주조주형에 속한다. 각각의 장단점은 [표 2-2]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15) 개량된 방식의 ‘정밀탈납주조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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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탈납주조의 역사

탈납주조법16)은 성형이 용이하고 고온에서 쉽게 연소되는 것은 물론 자연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밀랍으로 모형17)을 만들어 주조하는 기법을 이른다. 탈납주

조가 언제, 어디서 처음 발명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있는 시나이(Sinai) 반도의 고대 유대인의 유적인 나할 미쉬마르

(Nahal Mishmar)18)에서 기원전 4500∼3500년경에 탈납주조로 주조된 동합금 제

품이 다량으로 발견됐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탈납주조로 제작된 가

장 오래된 주조품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기원전 3500년 이전의 중동 혹은 청동

제품을 처음 생산해 낸 곳으로 알려진 터키 아나톨리아(Anatolia) 고원을 탈납주

조법의 기원지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탈납주조법은 기원전 1500년경 이전

에 이집트로 전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중해를 거쳐 그리스, 로마 등지로

퍼져 고대 유럽을 대표하는 청동 주조 방법으로 자리잡았다.19)

16) 밀랍주조법(蜜蠟鑄造法) 또는 실납법(失蠟法)이라고도 함.
17) 주조를 위해 처음으로 만든 것을 ‘원형(주모형)’이라 하고 그것의 본은 ‘모
형’이라 하나 흔히 ‘원형(pattern)’과 ‘모형(model)’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다. 이에 연구자는 탈납주조에 국한해 ‘(왁스) 모형’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8) https://www.metmuseum.org/toah/hd/nahl/hd_nahl.htm.
19) 민병찬,「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 방법 연구 -국보 78,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그림 2-2] Nahal Mishmar Hoard,
(출처: 이스라엘박물관)

[그림 2-3] Nahal Mishmar Treasure,
이스라엘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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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시아로부터 발원해 북아프리카와 유럽

등지로 전파된 탈납주조법은 점점 아시아 등

구대륙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늦어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시기인 기원전 4세기경에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간다라, 인더스강 하류

까지 전해졌으며,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중국에

서도 4세기경에 이르러서는 탈납주조법으로 금

동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6세기

경 이미 탈납주조법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의 전파 경로를 따라서 일본은 물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금동불을 만든 동남

아시아의 모든 불교 국가로 탈납주조가 전래되

었다.20)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 중기(기원전 800

∼300년)에 분할주조법(分割鑄造法, piece-mold

casting)21)의 시원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푸

집22)이 등장했음을 유물을 통해 밝혀내었다.

그러므로 늦어도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주조법

이 한반도에도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나라

는 주물 제작에 주로 분할주조법을 사용하였다. 불교가 전래되고 금동불을 자체

제작하기 시작한 5세기경에 제작된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이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금동불좌상>은 내형틀과 외형틀23)을 모두

중심으로-」,『미술자료 제89호』, 국립중앙박물관, 2016, p.197.
20) ibid.
21) 주조할 모형의 주형을 점토로 제작한 다음 여러 개의 조각으로 절개해 해
체하고, 각각의 단면을 소성 건조시킨 후 재조립해 주조하는 방법.
https://www.metmuseum.org/toah/hd/shzh/hd_shzh.htm
22) 주형과 동의어.
23) 기물이나 불상처럼 속이 빈 주물 제작에는 내부와 외부 2개의 주형(거푸집)
이 필요하다. 각각 ‘내형틀(내형토)’과 ‘외형틀(외형토)’이라 하고, 주물의 빈 부
분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내형틀을 ‘중자(中子) 또는 코어(core)’라 부르
기도 한다.

[그림 2-4] <금동불좌상>, 삼국시대
5세기, 서울 뚝섬 출토, 높이 4.9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5] <금동불좌상>의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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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중국식의 온전한 분할주조법이 아닌 청

동기시대의 거푸집처럼 내형틀이 없어서 내부

가 청동으로 꽉 찬 것이 특징이다.24)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전래된 탈납주조법

을 사용해 주로 중·소형의 금동불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의 금동불은 여전

히 분할주조법으로 주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등신대보다 큰 대형

불상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금동약사여래입

상>도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됐으며, 8세기 이후

전국 각지에 세워진 수많은 대형의 철불(鐵佛)

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분할주조

법은 대형의 불상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와 조

선시대까지 이어졌다.25)

반면 537년에 제작된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해 경북 선산 출토

24) ibid., p.198.
25) 민병찬, op. cit., pp.195-196.

[그림 2-7] [그림 2-8] <금동제 관음보살입상>, 백제, 구미시 출토,
높이 3.2cm, 국보 제183호,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6]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고구려, 의령군 출토, 높이 16.2cm,
국보 제119호,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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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제 관음보살입상> 2점 등 삼국시대 대부분의 중소형 금동불은 탈납주조법

으로 제작되었다. 탈납주조법 특유의 정교함으로 인해서 이목을 끌만한 불상들

이 다수 만들어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걸작으로서 국보 제78호와 국보 제83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금동반가사유상> 역시 그 예시이다. 두 불상은 내외형

에 주형을 제작하고 불상의 두께가 될 사이 간극을 쇠못(型持, core pin, chaple

t)26)으로써 고정·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두 불상은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은 [그림 2-9]에서 보듯 머

리와 몸체 부분에 철심을

하나씩 넣어 주형을 고정하

였다. 내형틀의 재료로는 매

우 고운 진흙을 사용하였고,

불상의 두께는 4mm 내외로

얇은 편이다. 머리와 몸체

부분의 내형틀을 따로 만들

어 그 위에 일정한 두께의

얇은 밀납판을 입혀 조각상

을 각각 만든 다음에 하나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왼발 및 족좌는 내형틀 없이

밀랍만으로 조각해 붙였다. 그 밖에 장식 등 돌출된 부분은 밀랍판을 덧붙여 조

각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조각해 전체 밀랍 조각상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밀랍 조각상 위에 진흙을 입혀 외형틀을 만들어 주형 제작을 끝마쳤

다. 다음 공정으로 고정시킨 주형에 열을 가해 밀랍을 제거한 다음 청동을 부어

주조하였다.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은 보관(寶冠) 장식과 천 자락 등 많은 부위들에서 수

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청동 쇳물의 흐름이 좋지 않아 주조 결함이 다량으

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잡한 보관 장식, 얇은 두께, 공기가 잘 빠지지 않

26) 내형틀을 외형틀 속에 파묻을 때 규정된 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틀
사이에 꽂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함.

[그림 2-9]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의 감마선 사진

[그림 2-10]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의 목 부분

(출처 : 민병찬,『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 방법 연구
-국보 78,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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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운 진흙의 내형틀 등이 이유일 것이다. 이에 결함 부위를 재주조하거나 새

로 만들어 붙이는 등의 수리 작업을 거쳐 불상을 완성하였다. 4mm의 얇은 밀랍

사용이 불상의 양감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평면적인 느낌이 강한 불상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27)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의 내

부 철심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

다. 중앙 철심은 수직 방향으로 한

개만 심었고 양팔로 들어가는 철심

은 가슴 부위에서 중앙 철심을 관통

해 X자를 이루며 지나가도록 구축

하였다. 단순한 구조로 내형틀이 움

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철심이 하고 있다. 내

형틀은 모래가 많은 사질 점토에 가

는 식물 줄기를 섞어 사용했다. 이

처럼 철심을 박은 일체형의 내형틀

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밀랍을 두껍게 입힌다. 그리고 밀랍을 조금씩 깎아 내

거나 덧붙여 밀랍 조각상을 완성한다. 상의 두께는 10mm 내외로 비교적 두껍

다. 다음으로 밀랍 위에 진흙을 입혀 외형틀을 만들고, 열을 가해 밀랍을 제거한

다음 청동을 부어 주조하였다. 국보 제83호 불상은 내형틀에 밀랍을 두껍게 입

혀 형태를 조각함으로써 풍부한 양감이 있고 옷 주름 등에 입체감을 더해 전체

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바닥면 두 곳과 왼발을 제외하면 수리한 곳이

거의 없는 완벽한 주조물로, 처음부터 주조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결과물이었다.28)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과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탈납주조법이라는

같은 제작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형틀과 상의 두께, 밀랍의 사용 방

법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주석 함량이 5% 내외로 거의 비슷한 청

동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쇳물의 유동성 확보, 내형틀을 고정시키는 철심의

27) ibid., p.208.
28) ibid.

[그림 2-11]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의
감마선 사진

(출처: 민병찬,『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 방법 연구
-국보 78,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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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방법, 쇠못의 배치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주조의 완성도 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보 제83호 불상이 주조 기술면에서 훨씬 발전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29)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성덕대왕신종>(771년)의 크기를 탈납주

조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높이 333㎝, 종구의 지름 227

㎝에 이르는 대형의 종으로 탈납주조법으로 제작돼 장식이 다채롭다. 특히 두께

가 일정해 종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인 <직지(直指)>30)를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선도적 주조 기술력을 일찍이

가졌다. 당시 금속활자의 재질은 청동으로 공정이 다소 간단한 목형에 의한 사

형주조법, 그 중에서도 자연 모래를 이용한 생형 방식이 활용되었다. 나중에는

29) ibid., pp.208-209.
30)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백운화상(白雲和尙)이 석가모니의 직지인심 견성
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 우왕 3년
(1377)에 인쇄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의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
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2-12]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80cm,
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13]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93.5cm,
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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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랍을 이용하는 탈납주조법으로도 금속활자가 제조되었다.31)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조에서 밀랍의 도입은 풍부한 양감의 표현과 정교

하고 세밀한 묘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복잡한 형태도 한 번의 주조로 완성

된 형태를 얻음으로써 주조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다음 장에서는

문헌 기록으로 전해지는 탈납주조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31) 최창옥, 김상철,「주조기술의 변천과 고대금속활자의 주조법」,『2007년도 추계
학술대회 개요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59.



- 18 -

1.3. 탈납주조의 문헌 기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납주조의 역

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러나 탈납주조법의 작업 공정을 기술한 최

초의 저작물은 1100년 무렵에 테오필루스

프레스비터(Theophilus Presbyter)가 쓴 것

으로 알려진『데 디베르시스 아르티부스(De

Diversis Artibus)』32)이다. 그의 책은 고중

세로부터 온전히 살아남은 예술에 관한 유

일한 논문 가운데 하나이다. 베네딕트 교단

의 사제였던 테오필루스는 당시 잘 알려진

금세공가이자 금속공예가로서 청동 향로의

제 작 법 을

비롯해 다

양한 금속

품의 제조

공정 기술을 책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De Diversis

Artibus’는 영어로 ‘On Diverse Arts’로 번역되

며, 우리말로는 ‘다양한 기술에 관하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33)

『데 디베르시스 아르티부스』는 전체가 3권으

로 구성돼 있다. 색료, 유리, 금속 등 재료적 속

성에 따라 책을 분리했고, 조각과 건축을 제외한

실용 예술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각 권은

주제에 따라 작업장의 구조나 도구와 같은 기본

32) ‘데 디베르시스 아르티부스(De Diversis Artibus)’는 또한 ‘스케둘라 디베르
사룸 아르티움(Schedula Diversarum Artium)’으로 불리기도 한다.
33) Heidi C. Gearhart,『Theophilus’ On Diverse Arts: The Persona of the
Artist and the Production of Art in the Twelfth Centu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10, p.1.

[그림 2-15] Roger von
Helmarshausen, <Christ crucified
from a Processional Cross>,

니더작센(독일), c. 1100, 청동 주조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

[그림 2-14]『De Diversis Artibus』의
한 페이지, Harley 3915 f. 19.

(출처: 대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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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항과 작업 조건에 관해 먼저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재료의 이

해와 활용, 작품의 제작과 완성을 작업의 공정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제1권은 3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색료의 제조부터 활용까지의 내용을 다뤘다. 제

2권은 총 31장으로 유리공예를 주제로 하였다. 금속공예를 다루고 있는 제3권은

총 96장으로 전체 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저자가 금속공예에 가

장 큰 관심을 두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3권도 전개 방식은 앞의

두 권과 마찬가지였다. 금속공예 작업장의 기본 설비와 도구를 먼저 다루고 난

후 금속의 절삭(切削), 타출(打出), 조각(彫刻) 등의 다양한 기술과 금속 정련과

제련, 담금질, 니엘로(niello)와 칠보(enamel) 기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무

엇보다 잔이나 향로와 같은 성물(聖物), 성구(聖具)의 제작에 큰 관심을 기울이

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3권에서는 금속 제품에 관한 내용 외에도 금속이 부

분적으로 활용되는 종과 오르간, 나아가 상아와 보석을 포함한 귀금속 세공에

대해서도 한두 장씩을 할애하고 있다.34)

테오필루스는 3권 25장 ‘은 주조(De Fvndendo Argento)’에서 은괴(銀塊, silver

ingot)를 제작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27장 ‘대형 성작과 그 주

형(De Maiore Calice Et Eivs Infvsorio)’에서 탈납주조와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

으로 다뤘다. 뿐만 아니라 30장 ‘성작 손잡이 주조(De Fvndendis Avricvlis Calicies)’

는 제목 그대로 탈납주조로 제작한 손잡이를 몸체와 땜질해 성작을 완성해 나가

는 작업 공정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였다.

“성작의 몸통을 두들기고 마감한 후에 손잡이를 만들어 붙이고자 한다면, 우

선 밀랍을 이용해 기본 형태를 만들고 용이나 동물, 조류 그 밖에 당신이 원하

는 어떤 모양으로든 표면에 조각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새끼손가락마냥 가늘고

길어서 마치 양초처럼 생긴 작고 동그란 밀랍 조각을 각각의 손잡이 위에 붙이

는데, 머리 쪽이 조금 더 두꺼워야 합니다. 이것을 물줄기라고 하는데, 물줄기는

뜨거운 인두로 재빨리 만들어 붙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잘 반죽한 점토로 각각

의 손잡이들을 따로따로 조심스럽게 덮습니다. 이때 밀랍 모형의 세세한 요철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주의하십시오. 물줄기의 꼭대기 부분을 제외한 모든

34) 전한호, 전선자, op. cit.,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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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점토로 조심스럽게 덮은 후 동일한 과정을 세 번 반복하십시오. 다음으로

주형들을 석탄불 근처에 놓아 전체가 따뜻해져 밀랍이 완전히 녹으면 조심스럽

게 부어내십시오. 그리고는 곧바로 흘러나온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주형을 뒤

집은 채 불 속에 넣어 석탄처럼 시뻘겋게 달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즉

시 준비한 은을 녹이십시오. 이 때 약간의 스페인 황동을 더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절반쯤35) 되는 은이 있으면 2루미(Nummi)36) 만큼의 무게를 더하되, 비율

에 따라 약간씩 가감하기 바랍니다. 불에서 주형을 꺼내 세워 단단히 고정하고

밀랍을 부어낸 바로 그 구멍에 녹인 은을 붓습니다. 냉각시킨 후에 점토를 제거

하고 줄과 끌로 손잡이를 다듬은 다음에 성작 몸통의 계획한 위치에 최종적으로

부착하십시오.”37)

테오필루스는 3권의 61장 ‘향로 주조(De Thvribvlo Fvsili)’에서도 탈납주조에

대해 재차 기술하였다. 또한 84장 ‘오르간의 구리 바람통과 풀무 장치(De Domo

Cvprea Et Conflatorio Eivs)’와 88장 ‘주석 물병(De Ampvllis Stagneis)’, 그리고

왁스 대신 수지(tallow)을 써야 한다는 85장 ‘종의 제작(De Campanis Fvndendis)’

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에서 탈납주조를 활용한 금속품 제작의 절차에 관해 순서

대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86장 ‘종소리의 크기 평가(De Mensvra Cymbalorvm)’

와 87장 ‘차임벨(Item De Cymbalis Mvsicis)’에서는 정확하고 좋은 소리가 나는

작은 음악 연주용 종을 만들기 위해 각기 다른 비율로 밀랍을 섞는 방법까지 자

세히 설명하였다.38)

중세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금세공가인 벤베누토 첼리니(Benvenuto Cellini,

1500∼1571)도 작업 과정에서 테오필루스 프레스비터의『데 디베르시스 아르티

부스』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첼리니는『벤베누토 첼리니 자서전(The

35) 무엇의 절반인지는 기록돼 있지 않음. 도가니의 절반으로 추측하나 그 당시
에 사용된 도가니의 규격을 예상할 수 없어서 정확한 양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36) Nummus(복수 Nummi)는 고대 후기 로마와 비잔틴 제국들에 의해 발행된
저가의 구리 동전의 단위이다.
37) Theophilus Presbyter, edited and translated by C. R. Dodwell,『The
Various Arts, De Diuersis Artibus』, Oxford University Press, 1961(reprinted
1998), pp.82-83.
38) ibid.,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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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iography of Benvenuto Cellini)』을 남겼

는데, 이 책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로자 데이 란

치(Loggia dei Lanzi)에 있는 <페르세우스와 메

두사의 머리(Perseus with the Head of Medusa)>

조각상의 제작 과정을 상당한 분량으로 설명하

였다. 탈납주조법을 처음으로 시도하기 위해 필

요한 사전 준비, 주조 작업의 진행 상황, 주조

결과에 관한 설명들이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

라 작업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와 작품의 의뢰인

인 코시모 1세(Cosimo I de' Medici)39)와 주고

받은 대화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 왁스로 제작한 모형 위에 점토 막을 형성

한 후 철제 지지대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둘러쌈

으로써 주형의 강도를 보강하였다. 그리고는 약

한 불로 왁스를 녹여내기 시작했다. 녹은 왁스

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공기 구멍을 통

해 쏟아져 나왔다. 공기 구멍이 많을수록, 주형

은 쇳물로 더 잘 채워진다. 왁스를 다 뽑아낸 후, 나는 페르세우스 주위를 둘러

깔때기 모양의 용광로를 만들었다. 벽돌을 쌓아 주형을 둥글게 감싸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불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벽돌 간의 간격을 널찍이 조적하였다.

그리고는 적은 양의 장작을 쌓아 이틀 밤낮으로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 모든 밀

랍이 소성되고 주형이 충분히 구워졌을 때, 그것을 묻을만한 큰 구덩이를 즉시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주조 작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모든 기술

적 규칙들을 엄격히 지키면서 실행하였다.”40)

주조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성패의 기본이 되는 주형의 제작에는 정교하고 엄

39) 메디치 가문의 일원으로 교황의 인정을 받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
나 대공국을 다스림.
40) Benvenuto Cellini, George Bull 역,『The Autobiography of Benvenuto
Cellini』, Penguin Book, 1977, pp.343-344.

[그림 2-16] Benvenuto Cellini,
<Perseus with the Head of

Medusa>, 1545∼1554, 청동 주조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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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제자나 부자간의 세습 형태로 존속되었다. 그러

므로 문서로서 남아있는 테오필루스 프레스비터나 벤베누토 첼리니의 기록이 후

세 장인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삼국사기』,『고려사』등 극소수의 책에서만 금속공예에 관계

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단지『경국대전』41)에서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장인

의 종류와 종사자 수 그리고 금, 은, 동, 철, 납의 가공과 주조 등 금속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한 내용이 일부 남아있다.42) 그러나『경국대전』에도 금속공예의 세

부적 기술이나 작업 방식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공예 기술의 기

록은 전승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유적과 유물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혹은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종목의 기능 보유자가 전수받은 기

술을 통해서 이해하고 추측할 뿐이다.43)

41) 조선시대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法典).
42) 홍정실,『수공정신과 공예기술』, 길금공예연구소, 2006, p.19.
43) 홍정실,『거멍쇠의 자존심』, 길금공예연구소, 2006,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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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적 탈납주조법

2.1. 탈납주조 기술의 발전적 요인

주조법이 개발된 이후로 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적이라 할 만한 변화는 오랫동

안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주조에 쓰이는 금속의 개발이 더뎠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금속의 미세 조직과 응고 현상, 물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44) 이에 더해 주형이나 주조 설비의 제작 및 개선에 필요한 기술

력이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탈납주조법은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귀금속 장신구

산업과 치의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치의학 분야에서 치아머리

(crown)와 인레이(inlay)를 만드는 데 탈납주조법을 쓰기 시작한 이래 현대적인

산업 공정으로 점차 확산됐다는 기록이 1897년 아이오와주 카운실블러프대학

(Council Bluffs College)의 필브룩(Dr. D. Philbrook) 박사에 의해 남아있다.45)

치과에서 사용하는 주조법은 인레이법이라 불렸다. 인레이법은 밀랍으로 의치

형상의 모형을 만들고 물줄기를 달아 석고, 산화규소(cristobalite), 물을 혼합한

주형 재료에 매몰하여 건조한 후 가열해 밀랍을 태워내고 금과 은합금을 주입해

의치를 제작하는 기법이다. 그러므로 인레이법은 개량된 방식의 탈납주조법이라

볼 수 있다. 인레이법이 탈납주조법의 발달에 있어 끼친 진보적 영향은 점토 대

신에 석고와 산화규소의 혼합물을 주형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정밀도를 향상시켰

고, 더 평활한 주물 표면은 물론 섬세한 표면 형상까지 얻을 수 있게 했다는 점

이다.46)

현재 금속공예 분야에서 주로 쓰는 탈납주조의 방식은 왁스 모형의 둘레에 석

고를 주성분으로 한 내화물(耐火物, refractories)로 피복층을 형성시킨 뒤 왁스를

녹여내 제거한 다음에 용융 금속을 주입해 주물을 얻는 ‘인베스트먼트 주조법

(investment casting)’47)이다. 통상 ‘정밀주조’나 ‘진공주조’로 불리고 매몰과 주조

44)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치과주조학』, 대학서림, 2020, p.90.
45) https://www.investcastinc.com/history-of-investment-casting.
46)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 op. cit, p.105.
47) 연구자는 동의어의 혼용을 막고 서술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후로 ‘인
베스트먼트 주조법’을 ‘정밀탈납주조법’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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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진공주조기(眞空鑄造機, vacuum casting machine)의 도움을 받는다. 이는

감압 용기(vacuum chamber)의 진공 압력을 활용해 주조하는 진공주조법(vacuum

casting)과 전혀 다른 방식의 주조법이므로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밀탈납주조법은 특히 형상이 복

잡하거나, 재질이 강해서 기계 가공

이 어렵거나, 기계 가공이 아예 불

가능한 제품을 만들 때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솔리드 주형법(solid mold)

을 의미하며, 세라믹셀주형법(ceramic

shell mold)과는 주형 재료를 고정하

기 위한 플라스크의 사용 유무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두

방식은 주형을 만드는 방법에서 다

를 뿐, 왁스 모형을 제작해 물줄기

를 붙이는 방법이나 형성된 주형 내

부의 왁스를 녹여 내고 그 공간에

쇳물을 주입하는 과정은 동일하다.48)

정밀탈납주조법이 산업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소개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다. 그러나 정밀탈납주조법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활용되고 발전적 양상을 띠

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1940∼1944)이다. 그 이유는 전쟁 중 병기

가 예상 이상으로 소모되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생산할 필요성이 대두

됐기 때문이다. 병기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기계가 필요했다. 그러

므로 기계 생산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그것으로 병기를 생산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에는 필요로

하는 병기를 적기에 수급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정밀탈납주조법으로 당시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생산 방

식이었다. 더구나 정밀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된 주조품은 약간의 후속 가공을 더

하는 것만으로 완성품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이로써 끝마무리 용도로만

48) 권진업, ibid., p.211.

[그림 2-17] 최현칠, <무제>, 2001,

청동, 56×9×46cm, 세라믹주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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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의 기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병기를 단시간에 보충할 수 있게 만들

어 주었다.49)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추진된 정밀부품 생산도 정밀탈납주조 기술의 발

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밀탈납주조법은 정확성, 반복성, 다양성 및

무결성(integrity)50)을 갖춘 여러 금속 및 고성능 합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전후 사회의 복구와 산업의 발전을 도왔다.51)

49) ibid., p.101.
50) 결함이나 흠이 없는 성질.
51) https://www.investcastinc.com/history-of-investment-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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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탈납주조 설비와 왁스의 개량

미국 시카고의 윌리엄 타가르트(Dr. William

H. Taggart) 박사는 우수한 품질의 왁스 화

합물을 포함한 주조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공압주조기(air-pressure casting machine)를

발명해 1907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타가르

트는『금 인레이를 만드는 새롭고 정확한

방법(A New and Accurate Method of Making

Gold Inlays)』에서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주

조 공정에 관해 기술하였는데, 왁스 모형 조

각, 플라스크 내 매몰, 소성, 주조의 순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주조 과정 중 사용되는 아

산화질소 토치(nitrous oxid blowpipe flame)

와 공압

설비(compresses-air attachment)의 발명 및

도입을 대표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특

허 때문인지 주조 설비의 구체적 사양에 대

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논문

은 치과 주조에서 금을 녹이기 위해 아산화

질소 토치가 필요하다거나 용융 상태의 금을

평방 인치당 25∼40lbs.52)의 압력으로 주형

안으로 밀어 넣기 위해 공압 장치가 부착된

주조기를 개발했다는 정도의 간략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53)

52) 파운드(pound)는 야드파운드법과 미국 단위계의 질량 단위이다. 1파운드는
453.59237그램(g)이고 16온스(oz)이다.
53) William H. Taggart,「A New and Accurate Method of Making Gold Inlays」,
『The Dental Cosmos; A Monthly Record of Dental Science』, Volume 49,
Issue 11, November, 1907, p.1120.

[그림 2-19] Taggart Cast Inlay
Machine, 1907

(출처: Temple University, Historical
Dental Museum Collection,

(No.: 865823))

[그림 2-18] William H. Taggart,
『A New and Accurate Method of

Making Gold Inlays』의 첫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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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을 때, 용융된 금속을 중력

의 힘만으로 주형에 부을 때쯤이면 금속이 정밀한 주조에서 필요로 하는 묽은

액상의 상태가 아니라 두께가 생길 정도로 차가워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내가 새롭게 개발한 공법은 1초라는 빠른 시간 내 융융된 금속에 고압을 가

해 액화 상태의 금을 주형에 강제로 주입함으로써 금과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

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54)

타가르트 박사가 개발한 주조법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인레이법이다. 인레이

법은 기계 부품을 만들기 위한 공업 분야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계 부품은

재질적으로 대부분 고융점을 갖는 강철(鋼鐵, steel)이 쓰였기 때문에 인레이법을

기계 부품 생산에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형 재료로 이용된 석

고는 분해 온도가 강철의 주입 온도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철을 주입

하면 석고가 분해돼 가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주물에 통기공(通氣孔, blow hol

e)55)을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공업 기술자는 주형에 내화도(耐

火度, refractoriness)56)가 높은 점결제(粘結劑, binder)57)와 내화물 입자를 첨가

해 고융점의 금속 재료 주입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의 정밀탈납주조

법의 기반이 되었다.58) 청동처럼 비교적 저온에서 녹는 금속을 사용해 주물을

얻은 것에서 시작된 주조 기술은 점차 발전해 철과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용융점

이 높은 금속까지 쉽게 주조할 수 있게 되었다.59) 정밀탈납주조법은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양감과 다양한 질감의 표현이 가능해

오랫동안 예술과 생활용품 제작 전반에 사용되어 왔다.

54) ibid., pp.1120-1121.
55) 금속 주물이 응고할 때 생기는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여 작은 기
공 형태로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은 핀홀(pin hole)이라 함.
56) 열에 견디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57) 점성을 주어 잘 엉겨붙도록 하는 물질.
58)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 op. cit., p.105.
59) 조성호,「주조기법을 활용한 페터 바우휘스(Peter Bauhuis)의 작품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7권, 4호, 2016,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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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밀탈납주조법의 특징과 한계

3.1. 정밀탈납주조법의 특징

오늘날 정밀탈납주조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널리 활용

되고 있다. 현재 항공기용 제트엔진, 화력발전용 가스터빈, 디젤 엔진용 과급기

등은 정밀주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고성능을 얻을 수 없을 정도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의 치수 정밀도와 표면 조도(表面粗度, surface

roughness)60)가 과거보다 월등히 개선되었고, 기계화함에 따라 더 정밀한 주조

와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61) 현재 정밀탈납주조는 크게 두 분야의 산업에

서 이용되고 있다. 하나는 항공우주산업으로 극도의 고성능과 고신뢰성을 가진

정밀주조품을 필요로 한다. 다른 하나는 장신구를 포함한 일반 기계 산업이다.

여기서는 비교적 단순한 수준에서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정밀품을 필요로 한

다. 이 가운데 장신구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주조법이 연구자가 활용한 정밀탈

납주조법이다.

일반적으로 정밀탈납주조의 크기 한계는 길이 70cm 정도이나 안정적 생산이

보장되는 주물의 길이는 20cm 이하이다. 중량의 한계는 최대 100kg 정도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제작되는 중량은 10kg 이하다. 주물의 면적과 주입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주조로 얻어지는 최소 두께는 대체로 0.5

∼1.5cm 정도이다. 주조 상태의 치수 공차는 약 20mm 크기에서 ±0.13mm, 약

100mm 기물은 ±0.30mm, 약 200mm 기물은 ±0.43mm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크기가 작은 기물에서도 치수 공차를 ±0.10mm 이하로 낮추는 일은 쉽지 않

다. 주물의 각도 공차는 ±0.5∼2.0 정〫도이고 표면 조도는 보통 Rmax62) 4S∼12S

정도이다. 주조에는 알루미늄합금, 마그네슘합금, 티타늄합금, 동합금, 강, 스테인

리스강, 코발트계 내열합금, 니켈계 내열합금 등 대기용해 재료는 물론 진공용

60) 금속 표면을 다듬질 가공을 할 때에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凹凸)의 정
도를 일컫는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8769&cid=40942&categoryId=32387
61)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 op. cit., p.105.
62) 최대높이, 기준 길이에서 단면 거칠기의 최고와 최저 사이의 높이를 μm 단
위로 나타낸 것.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13251&cid=42327&categoryId=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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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63) 재료에 속하는 것까지 거의 대부분의 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형상의 주조품도 상당히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태적으

로 완성품의 근사치에 준하는 치수를 주조 결과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로 인해 후가공이 거의 필요 없거나 약간의 추가 작업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어 기계 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밖에 상대적이긴 하나 작업

공정에서 소비되는 재료를 절약할 수 있고 대량생산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64)

한편 정밀탈납주조법은 귀금속 산업과 치의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력 기술로

자리를 굳혔다. 그로 인한 지속적인 연구 투자가 이뤄져 신소재와 부품 설비 연

구와 개발이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주조법과 비교해 봤을 때 정밀

탈납주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주물의 품질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

다. 정밀탈납주조법의 장점은 첫째, 복잡한 형상의 것은 물론이고 표면이 매우

평활하거나 극히 미세한 요철이 있는 것의 주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치

63) 대기압 이하로 기압을 낮춘 상태에서 금속을 용해하는 방법. 주로 용융(鎔
融) 금속 중에 존재하는 가스 따위의 휘발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한다.
64) ibid., pp.107-108.

[표 2-3] 정밀탈납주조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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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물의 두께가 얇은 제품의 주조도 가능하다. 셋

째, 주조 응력(鑄造應力, casting stress)65)이 작고 조직과 기계적 성질이 균일하
다는 장점도 있다. 끝으로 복잡한 형태의 제품은 기계 가공으로 끝마무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역구배(逆勾配, inverse draft)66)가 있는 형태의 제품은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가공한 다음 조립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 비해 주형을

여러 조각으로 나눌 필요 없이 원하는 최종 형상의 제품을 바로 떠낼 수 있다는

특성도 있다.67)

3.2. 정밀탈납주조법의 한계

앞서 연구자는 금속공예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조의 방식은 석고

주형으로 주조하는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으로서, 하위분류로는 솔리드 몰드법에

속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진공주조기의 도움을 받는 감압주조법

(減壓鑄造法, suction casting)68)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속의 주입 방식에 의한

그 밖의 주조법에는 원심주조법, 경사가압주조법, 압박주조법 등이 있다. 이처럼

적용되는 기술 혹은 재료의 장황된 나열이 요구될 만큼 정밀탈납주조법을 한 단

어로서 명확하게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장점이나 단점 또한 상대적

일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순된 상황까지도 발생한다. 연구의 편의를 고

려해 ‘정밀탈납주조법’이라 명명했지만, 치수 정밀도 차원에 있어서는 금형을 사

용한 주물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정밀탈납주조법의 단점은 주로 경제적, 기술적인 것에서 기인한다. 정밀탈납주

조법은 생산 가능한 규격이 한정되어 있어서 치의학과 장신구 분야를 제외한 금

65) 주물의 형상, 치수, 주물 두께 등에 의해서 주형에 부어진 용융된 금속이 응
고할 때나 응고 후의 냉각 속도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서 냉각 후의 주물 가운
데에 응력이 내장되는데, 이를 주조 응력이라 한다. 주조 응력이 크면 주물에
변형이나 균열이 파생되는 경우가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37987&cid=42325&categoryId=42325
66) 기준면의 경사가 역방향으로 이뤄진 형태로, 정밀주조법과 달리 사형주조는
모형의 측면이 역구배로 되어 있으면 빼내는 일이 불가능하다.
67) 조성호,「석고주형 진공주조법을 활용한 기물 제작 사례 연구」,『조형디자인
연구』, vol.21, no.4, 2018, p.248.
68) 흡인주조법(吸引鋳造法, inspiratory casting)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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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제 공업 제품의 최종 결과물을 위한 주조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형 기물을 주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조 결과물이 산업용으로 쓰이기에는

치수 정밀도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고도의 정밀도

를 요하는 제품들에는 다이캐스팅이, 정밀도가 떨어지는 제품의 생산에는 사형

주조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정밀탈납주조법에 사용되는 주조 합금에는 금,

은 등의 귀금속이나 황동계의 동합금 등 비철금속으로 최적화됨으로써 공업 제

품의 생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게다가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제조

단가가 비싼 편이다. 플라스크를 가득 채워야 하는 만큼 주형 재료의 사용량이

많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성용 전기로나 진공주조기와 같은

추가적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그 외에도 조형에서 건조를 거쳐 주조

에 이르기까지 제조 기간이 긴 점, 주조용 석고의 응고 속도가 매우 늦은 편이

라 응고 시 수축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점, 치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공

정의 관리를 엄밀히 해야 한다는 단점들이 있다.69)

따라서 정밀탈납주조법은 귀금속이나 치과 기공과 같이 주조 후에 후가공 작

업을 다시 거쳐야 하는 제품의 생산에 주로 쓰인다. 그러나 근래에는 우수한 주

조기와 합금 용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융점의 합금속을 재료로 하는 주물이

나 주조 가공이 어려웠던 범위 내의 제품까지도 생산 가능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69) American Society of Metals,『ASM Metals Handbook』, Volume 15, Casting,
Novelty: Asm International, 1992, 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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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탈납주조법과 기물

1. 기물 주조의 역사

1.1. 주조 기물

중동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양 문화권에서 금속 기물의 제작에 일반적으

로 가공이 수월한 금속을 판금 작업으로 성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천

연 구리, 금 또는 호박금(琥珀金, electrum)70)이 주재료였는데, 이들은 망치로 두

드려 판으로 만들 수 있는 전성(展性, malleability)이 우수한 금속이다. 반면에

중국은 기원전 1100년경에 이미 높은 수준의 청동 주조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

다. 고대 중국 귀족들은 종교적, 문화적

의례에 청동 제기류를 엄청나게 많이 사

용했다. 당시 청동 그릇은 소유자의 사회

적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다. 초기

청동 그릇의 모양은 도자기 형태를 모방

한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청동 재료 고

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형태로

진화해 나갔다.71)

고대 청동 주조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중국에서 기원해 우리나라를 포함

한 동아시아권에서 주로 사용했던 분할주

조법이다. 둘째,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혹

70) 호박금 또는 일렉트럼(electrum)은 은과 금의 합금이다. 보통 20%∼70%정
도의 은을 포함한다. 서양에서 처음으로 화폐(동전)를 만들 때 사용되었다. 색은
백금색에서 황동색까지 다양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B%B0%95%EA%B8%88
71) Lothar Ledderose,『Ten Thousand Things: Module and Mass Production
in Chinese Ar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p.29-30.

[그림 3-1] 분할주조법 (출처:
https://i1.wp.com/asia.si.edu/wp-content/uploads

/2018/11/diagram-1.gif?w=876&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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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동 지역에서 기원해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로 퍼져나간 탈납주조법

이다.72)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서구는 기원전 3500년부터 탈납주조법을 청동 주

물 제작에 사용하였으나, 판금 기법이 점차 주류로서 자리를 잡았다.

한편 오랜 도자 제작의 경험이

축적된 중국에서는 청동 기물에도

뛰어난 장인 정신을 발휘하였고, 그

결과 분할주조법으로 수준 높은 주

조품을 제작하였다. 적어도 기원전

1500년부터 중국도 탈납주조 기술

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보다는 주로

분할주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중

국의 장인들이 새로운 방식의 도입

보다 익숙한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제작법의 변경을 꺼린 것이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73)

그러나 밀랍을 사용하면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섬세한 조각이나

질감까지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불규칙한 모양의 작은 기

물들은 탈납주조법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탈납주조는 지금과 달라

서 모형의 복제가 불가능했으므로, 주조에 실패하면 밀랍 모형을 잃어버리는 결

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탈납주조는 대량생산에 쓰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묘사나 화려한 장식이 필요한 기물 제작에는 탈납

주조법이 유리했다. 왜냐하면 탈납주조에서는 분할주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주형 자국이 전혀 생기지 않고, 무엇보다 주조된 부위들을 땜질해 이어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점들 덕에 탈납주조법은 점차 중국 전역으

로 확산돼 분할주조법과 함께 사용되었다.74)

72) 민병찬, op. cit., p.193.
73) W. T. Chase,「Bronze Casting in China: A Short Technical History」,
『The Great Bronze Age of China: A Symposium』, edited George Kuwayama,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83, pp.110-112.
74) Behzad Bavarian, Lisa Reiner,『Piece Mold, Lost Wax & Composite
Casting Techniques of the Chinese Bronze Ag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그림 3-2] <Ritual Grain Server>, Early Western
Zhou Dynasty, ca. 1045 BC, 청동

(출처:https://i2.wp.com/asia.si.edu/wp-content/uploads/2
2020/02/F1968_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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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1946년 5월, 해방 후 우리 손으로 처음 발굴조사를 한 신라시대

무덤 호우총(壺衧塚)75)에서 출토된 청동그릇(靑銅壺杅)이다. 이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은 주조로 제작됐으며, 바닥에는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의 16자와 상부 중앙에 ‘井’이 양각되어 있

다. ‘을묘년(415)에 광개토대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청동그릇’으로 풀이되며,

광개토대왕을 장사지낸 1년 뒤 이를 기념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호우총은 6

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동그릇은 만들어진지 약 백년이 지난 어

느 시점에 무덤 속에 부장된 것이다. 이 기간에 고구려 문물이 신라로 많이 유

입되었는데, 이 합(盒)은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유

물이다.76)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청동그릇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

이고 있다.

“신라의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에서 금속 용기류는 피장자의 머리 쪽에 따

로 마련된 껴묻거리칸(副葬間)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청동호우는

널(木棺) 내부 시신의 머리 오른쪽 편에 뚜껑이 덮인 채 바르게 놓여있어 이채

롭습니다. 호우는 반구형의 몸체에 납작한 모양을 한 뚜껑으로 이뤄졌습니다. 몸

2006, pp.25-26.
75)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청동그릇이 출토돼 ‘호우총’이라 이름 붙여짐.
76)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917

[그림 3-3]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
경주 호우총, 고구려 415년, 높이 19.4cm,

보물 제1878호, 신수120

[그림 3-4]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의
바닥면



- 35 -

체는 높이 10.3㎝, 입지름 22.9㎝, 바닥지름 15㎝, 몸체 최대 지름 23.8㎝이고, 뚜

껑은 높이 9.1㎝, 입지름 22.8㎝, 꼭지 높이 3㎝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합 모양의

청동 용기 가운데 비교적 큰 편에 속합니다. 굽이 있는 바닥에는 글자가 돋을새

김 되어 있는데, 그릇을 만드는 주형 자체에 포함돼 함께 주조된 것입니다. ...

청동호우 자체의 양식편년을 통하여 을묘년을 475년으로 비정하는 설이 제기되

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415년(고구려 장수왕 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77)

전체적으로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은 옆으로 벌어진 납작한 모양이며 윗부

분에서 안으로 약간 오므라든 형태이다. 뚜껑에는 연꽃 봉오리 모양의 동그란

꼭지가 달렸고, 그 중앙부는 반구형으로 솟아올라 있다. 또한 10장의 꽃잎 무늬

로 장식된 꼭지를 중심으로 1줄의 양각된 선이 뚜껑에 둘러져 있다. 그리고 그

릇의 표면에도 돌출된 3줄씩의 띠무늬가 두 군데에 나있다.78)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

을 비롯해 우리나라 고대 금

속공예품에 관한 연구는 유물

의 유형과 형식의 분류, 편년

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79)

그래서 금속공예품 제작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흡

한 실정이다.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은 주조법으로 제작

됐다는 원론적 추론 외에 현

재까지 상세한 제작법이 밝혀

져 있지 않다. KBS 다큐멘터리『역사추적』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X선 촬영을

의뢰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2개의 주형을 정교하게 결합해 주물을 떠낸 분할

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청동그릇이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됐다고

77)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94
7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450&cid=40942&categoryId=33375
79) 이난영,『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1992 외.

[그림 3-5]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 주형의 결합 흔적
(출처:『역사추적』, 6회「광개토대왕 청동호우, 왜
경주에 묻혔나」(KBS, 2009.01.10.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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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 이 분할의 흔적은 오늘날 전

통 가마솥의 제작 방법과 차이가 있다.

전통 가마솥의 주조에서는 먼저 내형틀

(중자(中子, core))을 주물 모래로 제작하

고 이를 미리 준비한 외형틀과 결합해

두 틀 사이에 쇳물이 들어갈 빈 공간이

형성된 주형을 완성한다.[그림 3-7] 주형

의 준비를 마치면 용융된 금속을 용광로

에서 운반해 주형에 쏟아 붓는다. 금속이

응고하면 주형을 해체하고 내형틀 역할

을 했던 주물사를 제거해 주물 솥을 얻

는 방식이다.80)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처럼 양각된

글씨를 분할주조법으로 표현하려면 외형

틀의 내부에 글자의 음각을 위해 조각된

문양판을 눌러서 찍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눌린 주물 모래가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섬세한 조각이나

80) 鹿取一男,『美術鋳物の手法』, アグネ技術センター, 2009, pp.77-80.

[그림 3-6] 주형을 제거하고 있는 가마솥의 모습,
안성주물

[그림 3-7] 가마솥 주형의 모식도
(출처: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치과주조학』)

[그림 3-8] <Jian Basin>,
before 435 BC, 청동, 높이 22.8cm, The Freer
Gallery of Art, Smithsonian Institution

[그림 3-9] <Jian Basin> 주형의 단면도
(출처: Lothar Ledderose,『Ten Thousand
Things: Module and Mass Production in

Chines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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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 처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그릇

은 선명한 양각 문구가 구현됐고 그것을 두르고 있는 굽의 두께 또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반듯하게 이어지니,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의 제작 당시 대단히

뛰어난 주조 기술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한편 <광개토대왕명 청동그릇>의 2개로 분할되는 외형틀이 상하 조합이 아니

라 좌우 조합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그림 3-9]의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

안(集安)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그릇의 주형 단면도처럼 주조의 성공 확률을 높

이기 위해 물줄기를 두 곳에 부착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릇의 바닥면을 채우고 있는 명문으로 인해 물줄기를 바닥면 중

심에 위치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불교 유물 가운데 하나인 향완(香垸)도 주조법으로 제작

된 대표적 기물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향완은 요철 없이 매끈한 외벽에 은입사

(銀入絲)로 정교하게 장식하였다. 향완이란 향로(香爐)를 달리 부르는 말로서 특

히 고려시대에 새롭게 출현한 고배형(高杯形)81)의 청동향로를 이르는 표현이다.

고배형청동향완(高杯形靑桐香垸)은 넓은 테두리가 있는 밥그릇 모양의 몸체와

나팔모양의 받침대로 구성되고, 뚜껑이 씌워져 있는 형태이다.82) 그러나 지금까

지 국내에 전해지는 고배형 향완의 대다수는 뚜껑이 없이 몸체와 받침대로만 이

뤄져 있다.83) 이처럼 구연(口緣)84)이 밖으로 벌어져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아

래로 가면서 나팔형으로 벌어진 받침으로 구성된 고배형 향완은 대부분 몸체와

받침대 부분을 따로 주조해 나중에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85) 결합의 방

법으로는 받침대 머리 부분의 돌기에 홈을 내 몸체에 끼우거나 못이나 리벳으로

고정시키는 방법, 혹은 땜으로 접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결구 방식이 사용되었

다.86)

81) 접시에 높은 굽을 붙인 고대 식기의 하나로 굽다리 접시라고도 함.
82) 김창균,『한국청동은입사향완의 연구 -고려시대 고배형을 중심으로-』, 홍익
대학교 대학원, 1985, pp.7-8.
83) 김창균,「기축년명 흥왕사 청동은입사향완의 연구」,『강좌 미술사』, 17권, 17호,
2001, p.169.
84) 그릇의 입구 부분, 아가리
85) 최응천, 김연수,『금속공예』, 솔출판사, 2003, p.132.
86) 김창균,「황수영 박사의 청동은입사향완 연구」,『강좌 미술사』, 43권, 43호,
2014, p.305.



- 38 -

고려시대 향완의 대표적 유물로는 1144년에 조성된 <황통4년명 금탑사청동향

완(皇統四年銘金塔寺靑銅香琓)>과 1177년 조성된 표충사 소장 <대정17년명 은

입사향완(大定十七年銘銀入絲香垸)>, 그리고 기축년(己丑年)인 1229년 또는 1289

년으로 제작년도가 추정되는 <청동은입사 운용문향완(靑銅銀入絲雲龍門香椀)>

이 있다. 그 중 국보 제214호로 지정된 <청동은입사 운용문향완>은 고려시대

향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작으로 손꼽힌다. 높이 38.1㎝, 입지름 30㎝의 시원

하게 뻗어 내린 다리와 당당한 몸체 그리고 그곳에 장식된 화려한 은입사 문양

이 빼어나다. 몸통의 화창(花窓) 속에는 여의주를 움켜쥔 용과 연꽃 줄기를 물고

있는 봉황을 대칭되는 두 곳에 각각 장식하였고, 나머지 여백에는 포류수금문(蒲

柳水禽文)에서 볼 수 있는 물가의 갈대나 물오리 등으로 장식하였다. 받침 굽도

리에는 제작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문(銘文)이 있어, 이 향완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87)

향완에 대한 연구서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봤던 <광개토대왕

명 청동그릇>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측면에서 제작 기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향완의 경우도 ‘주조로 제작되었다’ 정도의 간략한

87) http://www.leeum.org/html/collection/traditional.asp

[그림 3-10] <대정17년명 은입사향완>,
고려 1177년, 청동, 은입사,

높이 27.5cm, 국보 제75호, 표충사

[그림 3-11] <청동은입사운룡문 향완>,
고려 1229(1289)년, 청동, 은입사,

높이 38.1cm, 국보 214호,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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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에 그치고 있다.

고배형 향완은 몸체와 받침대 표면에 은입사 장식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무

늬나 요철이 없는 매끄럽고 단순한 표면으로 주조되었다. 따라서 향완의 제작에

사형주조법88)이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형주조법은『천공개물(天工開

物)』(1637)89)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종이나 솥 따위를 만들 때 주로 사용

되었다.

연구자가 추정한 사형주조법에 의한 향완의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심축을 기준으로 향완의 몸체와 받침대 내외곽면의 모양을 따르는 회전판을

제작한다. 이어서 주물 모래를 다져넣고 회전판을 중심에 고정한 후 회전시켜

내외형틀을 만들고, 내형틀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외형틀을 씌워 주조한다. 이후

몸체와 받침대를 결합해 향완을 완성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형태나 화려한 문양을 가미한 기물의 제작에 주로 탈납주

조를 사용했던 사례들로 보아, 단순한 형태와 매끈한 표면의 향완을 제작하기

위해 굳이 탈납주조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탈납주조법과 달리 사형주조

법은 주물의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기 어렵

고 형틀을 가열하지 않은 채 쇳물을 붓고

바로 식히는 방식으로 제작됨으로 주물 내

부에 가스나 공기가 많이 남게 돼 주물 조

직의 정제성이 떨어지기 쉽다.90) 그러므로

향완 제작에 탈납주조법을 사용했을 가능성

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

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불교를 국교로 했던

고려에서 부처님 앞에 올릴 그릇을 소홀히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한

정성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최상의 물건을

만들어 바쳤을 것이라 가정한다면 탈납주조

88) 공정상의 특성을 강조해 ‘회전주형절삭법’이라고 함.
89) 명나라 송응성(宋應星, 1587∼1648?)이 집필한 기술서.
90) 이완규,『한국의 문화유산 청동기 비밀을 풀다』, 하우넥스트, 2014, pp.185-186.

[그림 3-12] 범종 주조도, 『천공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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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향완의 제작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실제 내외 주형을 고정하는 쇠

못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그림 3-15] <청동항아리(靑桐大壺)>를 포함한 청주

사뇌사(思惱寺)지 출토 주조품 대부분이

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됐다는 주장도 있

다.91)

이상으로 주조 기법을 활용했으나, 제

작에 사용된 주조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금속 기물들에 관해 살펴보았

다.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도 탈납주조법을 사용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 다량의 밀랍을

사용해 모형을 제작하고 그것을 녹여내

는 과정에 드는 수고에 비해 주조 결과

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91) 안병찬,「청주 사뇌사 유물의 보존처리」,『고려공예전』, 예맥출판사, 1999, p.160.

[그림 3-13] 종의 주형 모식도
(출처: 石野亨,『鋳物の文化史』)

[그림 3-14] 종의 내형틀 제작 공정
(출처: 최응천, 김연수,『금속공예』)

[그림 3-15] <청동항아리>, 청주 사뇌사,
높이 51cm, 국립청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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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순한 형태의 기물을 만드는 데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탈납주조법을 활용해야할 합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1.2. 탈납주조 기물의 역사적 사례

앞장 살펴본 바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주조 기물 제작에서 분할주조법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였다. 분할주조법이 고유의 제작 방식으로서 문화 깊숙이 자

리 잡고 있던 중국에서도 특정한 기물들은 탈납주조법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3-16]은 후주시대에 제작된 청동 유물로 부드럽고 유연한 밀랍의 특성을 최대한

으로 활용해 화려하고 세밀하게 조각된 형태를 만들었다. 가느다랗고 구불거리

는 풍부한 선적인 장식들이 잔과 잔받침을 극적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준다.92) 이

처럼 세부적으로 돌출된 형태가 많고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묘사가 특징적인 기

물은 분할주조법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할주조법으로 다져놓은 기술에

탈납주조라는 새로운 방식의 주조법이 더해져 보다 다양한 양식과 장식적 표현

을 금속 기물에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16] <술잔과 잔받침>,
후주시대 무덤 출토, ca. 500 BC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

[그림 3-17] 탈납주조에 의한 정교한 세부 묘사
(출처:https://i.pinimg.com/564x/d7/e8/0c/d7e80c0a

cd4c8831bb7757daeb421a1c.jpg)

92) Behzad Bavarian, Lisa Reiner, op. cit.,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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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287호인 <백제금동대향로(百濟 金銅大香爐)>는 탈납주조법으로 제작

된 금속 기물이다. 이 향로는 사비도읍 시기 백제를 다스렸던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능산리고분군에서 1993년 12월에 출토되었다.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백제금동대향로>는 백제인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로

백제 고유의 미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기물의 형태와 장식 요소가 백제인의 세계관과 이상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백제

문화의 정수로 인식되고 있다.

향로는 위에서부터 봉황, 산악, 연꽃, 용의 순서로 표현돼 있다. 전체적인 비례

가 매우 빼어나고 곡선이 유려하다. 아래 받침으로 넓게 퍼진 용의 다리와 갑작

스럽게 좁아지면서 큰 향로를 받들고 있는 용머리의 극적인 결합은 백제의 석탑

이나 석조(石彫)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조형 감각을 엿보게 한다. 머리를 번쩍 든

용의 모습, 물에 핀 연꽃, 그 위에 솟은 산악, 그 상부의 다섯 봉우리에 앉은 기

러기들, 그리고 정상부에 날아갈 듯한 봉황, 이들 전체 조형은 아래에서 위로 향

하는 한없는 상승 작용을 빼어나게 표현하였다.93)

[그림 3-18]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6∼7세기,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높이 61.8cm, 국보 제287호,

국립부여박물관�

[그림 3-19] <백제금동대향로>의 세부 1
[그림 3-20] <백제금동대향로>의 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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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여박물관이 <백제금동대향로> 발

굴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특별전《하늘에

울리는 염원 백제금동대향로》의 도록에 수

록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박학수와

강형태의「백제금동대향로의 주조기술 연구」

에는 향로의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전체적 모양

이 대단히 복잡하고 부분부분 역구배가 많

은 <백제금동대향로>의 형태적 특징에 근

거해 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잡한 향로의 형태를 분할주조법

으로 제작하기에는 필요한 주형의 갯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주조 후 각각의 조각을 하나로 조립하는 일

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분할주조로 제작했을 경우 주형이 서로 맞닿는 부분에 필연

적으로 생기는 분할선(parting line)의 흔적이 향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탈

납주조에 의한 제작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웠다.94) 아래는 <백제금동대향

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설명한 제작 공정의 일부이다.

“우선 밀랍 모형과 주형의 제작과 관련해 뚜껑에 존재하는 산을 만들 때 모형

의 내부에서 밀어 올려 산을 만들었고, 입체인 조각물들은 별도로 만들어 부착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현재의 위치에서 입체로 조각하는 것이 다른 구조

물들의 간섭으로 인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조로 조각된 상들은 산의 형

상을 잡은 후 산의 집선문(集線文)95)을 조각하기 전에 만들어졌다.”96)

93) 신대택, 박승철,「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성분석에 관한 연구(중국 금상감
박산향로와 비교분석)」,『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Sep,
11(9), 2013, pp.328-329.
94) 박학수, 강형태,「백제금동대향로의 주조기술 연구」,『하늘에 울리는 염원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2013 , p.249.
95) 직선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채워져 있는 무늬.

[그림 3-21] <백제금동, 대향로> 뚜껑 정상부
(출처:『하늘에 울리는 염원 백제금동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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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상부의 뚜껑 내면은 외면의 돌출 부

분에 대응해 돌출시켰기 때문에 향로의 전체

두께는 0.5∼0.6cm 정도로 균일한 편이다. 하

부는 반구형으로 생긴 몸체와 용트림하는 형

상의 받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

분의 연결도 관을 매개로 하여 접합하였다.

용의 입에 물린 간주(間柱)는 용과 함께 주

조된 것으로서 이것을 몸체와 연결된 관속에

끼워 몸체와 받침을 연결하였다. 그런데 X선

사진에 의하면 몸체와 연결된 간주 역할의

관도 몸체와 함께 주조된 것이 아니고 따로

주조해 접합하였다. 중앙에 상하로 된 관이

있고 하부에는 원반으로 연결된 중간 부속품

을 사용해 발과 받침의 접합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백제금동대향로>는 탈

납주조를 사용해 제작했음에도 형태가 대단히 복잡해 한 번에 주조하지 못했음

이 증명되고 있다. 받침은 용이 한 다리를 치켜들고 꼬리와 나머지 3개의 다리

를 이용해 용트림하는 자세로 돌려져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파도문, 연화문,

소형의 구(球) 등을 배치하여 전체가 하나의 원형굽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

러나 받침 중 바닥에 닿는 것은 용의 발목 3지점뿐으로 이들은 정삼각형을 이루

고 있다. 이것 역시 향로가 치밀한 과학적인 설계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보여준

다.97)

<백제금동대향로>는 탈납주조법으로 정교하게 주조한 후 아말감(amalgam)

처리해 도금하였다.98) 성분분석 결과 구리(15.8%)와 주석으로 합금된 청동으로

주조되었고, 마감으로 올린 도금의 두께는 0.01mm이다.99)

96) ibid., p.253.
97)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91
98) 아말감 도금법(fire gilding). 금을 수은에 녹여 금니 상태로 만들어 금속 표
면에 바르고 불을 가해 수은을 증발시켜 금만 남겨 도금하는 기법.
99) 신대택, 박승철, op. cit., p.330.

[그림 3-22] X선 촬영으로 확인한
<백제금동대향로>의 단면 실측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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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탈납주조 기물의 현대적 사례

금속공예는 조형예술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가지 수의 도구와 가장 많은 종류의

기법을 다루는 분야이다. 금속 재료의 형태는 선, 면, 입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가공법 역시 단단한 고체 상태, 열처리로 물러진 상태, 용해된 쇳물과

같은 액체 상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전통적으로 보석, 나무

등 많은 종류의 타재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성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

이 다시 생겨났다. 최근에는 산업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소재의 응용과 과학기

술의 미술적 적용 및 기계 설비의 활용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해

서 개발되고 있다.100) 이처럼 다양한 금속공예 기법들 중에서 주조 기법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빈번하게 애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대 이후로 기술적으로 급격

한 발전을 이뤄 오늘날에는 국내외의 많은 금속공예가와 장신구작가들이 주조

기법으로 개성 있는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3-23] Anna Vlahos, <Amphor Silver>,
2016, Silver 925, 7×5.5×4.5cm

[그림 3-24] Anna Vlahos, <Amphor Black>,
2016, Silver 925, 10×7×5.5cm

안나 블라호스(Anna Blahos)는 호주에서 장신구를 공부하였다. 금속공예가 및

장신구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그리스로 이주해 정밀탈납주조법을 활용

한 장신구 작품을 위주로 활발히 작업하고 있다. 블라호스는 간간히 기물이나

100) 국립청주박물관,『금속공예 전통과 현대의 만남』, 디자인 공방,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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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품을 만들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토기인 암포라(amphora)101)로부

터 받은 영감을 원천으로 형태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해 특색 있는

기물을 제작한다.102) [그림 3-23]은 선 왁스를 사용해 제작된 은색의 작은 기물

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됐으나 파티네이션(patination)을 통해 짙게 착색된 상

대 [그림 3-24]와 짝을 이루고 있다. 대비되는 두 기물이 한 쌍을 이룸으로써 흥

미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가늘게 내려앉은 다섯 가닥의 왁스가 그대로

기물의 굽이 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우 미술아카데미(Staatliche Zeichenakademie Hanau)의 은세

공과 교수로 재직 중인 브루노 지버링 토르노브(Bruno Sievering Tornow)도 정

밀탈납주조법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그의 주조 기물은 박의 속을

파내고 건조시켜 만드는 호리병의 형태를 닮았다. 특히 <Druckgeformtes Trio>

는 공통적으로 가느다랗고 좁은 입구에 속이 빈 구조로서 여타의 주조법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운 형태들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정밀탈납주조법으로도 온전히

주조해 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성 과정에서 외곽을 감싸고 있던 왁스가 연

소돼 사라지면 내형을 채운 주형 재료가 구연부의 작고 가는 연결에만 의지하게

돼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연결 부위에 가해지는 힘이 가

101) 암포라(그리스어: Αμφορέας)는 고대 유럽에서 쓰이던 특이한 형식의 용기.
102) Christianne Weber-Stober,『Silver Triennial International: 18th Worldwide
Competition』, Arnoldsche, 2016, p.40.

[그림 3-25] Bruno
Sievering Tornow, <Zwei
und Zwei>, 2006, Silver
925, 27.5×6.5×3.5cm

[그림 3-26] Bruno Sievering Tornow,
<Druckgeformtes Trio>, 2012,
Silver 925, Diamonds, Fine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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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고,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쇳물이 침투할 경로를 떨어진 조각이 막아 주물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두께가 고르지 못해 불량품이 되고 만다. [그림 3-25]의 가운데 있

는 기물의 하부에 보이는

구멍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주형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고정용 쇠

못을 왁스 모형에 박는

다.103) [그림 3-27]과 [그림

3-28]로 쇠못의 역할을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주조법으로 기물과 오브제는 물론 장신구 작업에 이르기까지 고른

활동을 하는 작가로 루드비히 멘젤(Ludwig Menzel)이 있다. 그는 1964년 독일

중부에서 태어났으며, 하나우 미술아카데미에서 1986년 은세공 훈련을 시작하였

다. 멘젤은 1990년 학교를 마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헤르만 윙어

(Hermann Jünger, 1928∼2005)의 스튜디오에 들어가 10년 동안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기량을 가다듬고 소재에 대한 이해를 넓힌 후에 독립해 공방을 차렸

다.104)

1997년부터 베를린에 공방을 연 루드비히 멘젤은 숙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풍스럽거나 혹은 장난기 가득한 조형적 요소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결합해

냄으로써 독자적 미감을 발전시켰다. 그의 주된 작업적 관심사는 관념과 진실에

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친숙한 이미지들을 해체해 익숙한

사물의 형태로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안다’는 것의 통념을 흔들어 놓고 있다.105)

103) 앞서 국보 제78호와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의 경우처럼 쇠못은 탈납주조
를 활용한 불상 제작에서도 내형틀과 외형틀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됐는데, 같은
이유에서 서양의 고대 청동상 제작에 쓰였다.
104) http://ludwig-menzel.de

[그림 3-27] 탈납 과정 중인
주형 단면

[그림 3-28] 금속 주조 후의
주형 단면

(출처 : National Gallery of Art의 이미지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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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Ludwig Menzel, <Sojus>, 2016,
Silver 925, 높이 12cm

[그림 3-30] Ludwig Menzel, <Chicken wanna
leave the Kitchen>, 2019, Silver 925, 높이 12cm

공예잡지『Art Aurea』와의 인터뷰에서 루드비히 멘젤은 자신이 제작한 기물

의 기능적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넘기고 있다.

“내가 만든 저장 용기들(storage bodies)의 쓸모는 온전히 기능적인 것이든, 그

렇지 않고 권위적 것이든, 그것도 아니면 그 밖의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든

관계없이 사용자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06)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멘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Sojus>는 ‘기물

(vessels)’로, <Chicken wanna leave the Kitchen>은 ‘조각(sculptures)’으로 구분

함으로써 범주화하고 있는 것은 다소 특이한 점이다.107)

105) https://www.salonklotz.com/ludwig-menzel
106)「Showroom: Vessels with a life of their own - Examples by Josephine Lützel,
Anna Sykora, Christof Lungwitz and Ludwig Menzel」,『Art Aurea』, 1-2015.
https://artaurea.com/2015/vessels-with-a-life-of-their-own
107) http://ludwig-menze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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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Ludwig Menzel, <Object>의 상부
[그림 3-32] Ludwig Menzel, <Object>,

Silver 925, Synthetic Stones

기물의 기능과는 별개로 멘젤의 기물 작업은 높이가 보통 12cm 정도로 크지

않다. 그는 기물의 표면을 치장하고 있는 작고 빽빽한 장식들을 주조로 오롯이

구현하기 위해 정밀탈납주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기물 크기에도

자연스럽게 제한이 따랐을 것이다. 또한 복잡한 형태를 주조하기 위해 기벽을

얇게 제작하기 어려웠음을 [그림 3-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멘젤도 속이 비어 있는 덩

어리 형태를 안정적으로 주조하기 위해 붙

인 굵은 물줄기들을 기물의 다리로 활용하

였다. 이로써 기물의 다리를 추가적으로 제

작해 붙이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는 기물

의 표면에 칠보를 올리거나 합성석(合成石,

synthetic stone)을 원이나 사각 기둥 형태

로 가공해 세팅하는 등의 추가적 장식을 하

기도 한다.

멘젤의 작업에 관해 갤러리 살롱 클로츠

(Salon Klotz)의 쿠르트 빌레(Kurt Bille)는

너무나 익숙해 당연하게 인식되는 사물들이
[그림 3-33] Ludwig Menzel, <Ich fühl
mich heute nicht so wohl>, Silver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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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 일깨우는 미묘한 유머를 그의 모든 작업에서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루드비히 멘젤만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로서

양감이 풍부한 기물의 형태와 세선세공(細線細工, filigree)의 엉뚱하고도 절묘한

접목을 들었다.108)

이상으로 탈납주조법이 기물 제작에 활용된 현대적 사례를 작품 위주로 살펴

보았다. 적용된 주조법의 정보가 미약하거나 부분적으로 기물을 시도한 경우들

로 탈납주조법으로 금속 기물을 제작하는 일에 천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지속적인 창작 활동의 전개로 정밀탈납주조 기물의 제작 범위와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페터 바우휘스와 유리지의 사례를 다음 절에서 집중

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108) https://www.salonklotz.com/ludwig-menz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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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페터 바우휘스의 주조 기물

페터 바우휘스는 주조 기법으로 기물뿐 아니라 장신구 작업에도 통달한 것으로

널리 정평이 나있는 독일의 금속공예가 겸 장신구 작가로 하나우 미술아카데미

(Staatliche Zeichenakademie Hanau)와 뮌헨 조형예술대학(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을 졸업하였다. 그의 모든 작업은 주조 기법에 근간을 두고 있

다. 바우휘스는 주조 작업에 쓰일 왁스 모형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는데,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물의 내부 형태를 유토(油土, oil

clay)로 만들고 손잡이 용도로 쇠꼬챙이를 덩이에 꽂거나 유토 자체를 모양내서

길쭉한 손잡이를 만든다. 그런 다음 모형의 재료가 될 왁스를 약한 불로 용해한

통에 그 덩이의 전체 혹은 일부를 담갔다 빼냄으로써 손쉽게 모형을 얻는다. 바

우휘스는 이러한 방식을 소형의 기물이나 장신구 제작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를 완전히 담글 경우 유토 표면의 왁스가 완전히 경화되면 작업을 위해 꽂

아둔 쇠꼬챙이를 중심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 유토를 파낼 입구를 확보한

다. 그리고 스파튤라(spatula) 등의 도구로 유토를 완전히 제거해 고른 두께를

가진 왁스 모형을 완성한다.109)

두 번째는 앞의 유토를 활용한 방식과 마찬가지이나 재료를 석고로 바꿔 상대

적으로 큰 기물의 제작에 사용한다. 석고로 원하는 기물의 형상을 만들고 표면

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개구부에 손잡이를 만들어 붙인다. 이때 [그림 3-37]에서

109) 조성호, op. cit., p.429.

[그림 3-34] Peter Bauhuis,
<Armillaria>, 2017, Fine Silver,

Silver 925

[그림 3-35] Peter Bauhuis,
<Seria>, 2004, Silver 925,

∅9×15cm

[그림 3-36] Peter Bauhuis,
<Vessel>, 2002, Copper, Silver

925, ∅28×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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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 석고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손잡이를

튼튼하게 고정할 필요가 있다. 석고 모형이 완성

되면 녹인 왁스에 원하는 두께가 형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담갔다 뺌으로써 왁스 모형을 만든다.

이때 왁스의 분리가 쉽도록 석고 표면에 분리재를

바르지만 대부분은 한 번에 통째로 빠지지 않는

다. 그러므로 분리를 위해 칼로 왁스막을 길게 갈

라 끝단부터 벌려서 왁스 모형을 석고로부터 분리

한 다음에 인두기를 사용해 원래대로 붙이고 표면

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 일과 함께 왁스가 흘러내

리거나 뭉쳐져 다른 곳보다 두껍다거나 기포로 인

해 홈이 있는 부위 등 주조 시 문제가 될 부분을 다듬어 왁스 모형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한다.110) 끝으로 휘발성의 라이터용 기름을 천에 묻혀 다듬은 부분

을 가볍게 문질러 질감을 동일하게 맞춘다.

마지막 방법은 석고나 유토 덩어리로 기물의 외형을 만들고 마치 도예의 이장

주입성형법(泥漿鑄入成形法, slip casting)처럼 여러 등분으로 나눠 석고 틀(plaster

mold)111)을 제작한다. 석고 틀 내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단단히 묶어서 고정한

다음 용해된 왁스를 담아 이리저리 돌린 후 쏟아내 일정한 두께로 만든 후, 석

고 틀을 제거함으로써 왁스 모형을 얻는다. 이 경우 분할주조법에서와 마찬가지

로 석고 틀 이음새 사이로 새어나온 왁스가 얇은 막과 같은 돌기112)로 생성되는

데, 바우휘스는 그것이 아주 날카로워서 손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남겨 주조법 특유의 공정 역사를 시각화한다. 그뿐 아니라 두께를 완성

하고 남은 왁스를 석고 틀로부터 따라 낼 때 생성되는 자국도 제거하지 않고 주

조한다. 그러므로 주조한 결과물에 따라서는 석고 틀의 이음새나 왁스의 방울

맺힘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바우휘스는 보는 이들이 제작 공정까지도

110) 조성호, op. cit, p.252.
111) 왁스 모형의 제작을 위한 틀. 영문으로 동음이의어인 ‘석고 주형’과의 구분
을 위해 ‘석고 틀’로 기술하였다.
112) 금형의 분할선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얇은 날개 모양의 돌기를 플래시(flash)
라고 한다.

[그림 3-37] 페터 바우휘스의 왁스
모형 제작 모습�

(출처: Bayerishcer Rundfunk 방송
화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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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레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다.113)

왁스 모형이 완성되면 물줄기를 붙여

주조를 준비하는데, 3개의 굵은 기둥 형

태로 물줄기를 만든다. 이는 루드비히

멘젤의 기물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바

우휘스의 물줄기는 그가 선택한 특별한

재료에서 나온 형태로, 그는 물줄기로

2.5∼3cm 정도의 기성품 양초를 쓰기

때문이다. 이로써 바우휘스의 기물은

삼족기(三足器)의 형태를 보인다.

바우휘스는 대부분의 작품을 자신의

작업실에 구비된 주조 설비를 활용해

손수 주조한다. 자신의 설비로 주조할

수 없는 크기의 기물은 석고주형법이나 그 밖의 주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

별한 프로젝트는 외주를 주어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한 모든

작업에 동참할 만큼 주조 작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멜버른 시리즈

(Melbourne Seria)>는 그가 만든 대형 기물 작업의 대표적 예로, 호주의 주조

공장에서 세라믹 셀 주형법을 사용해 제작하였다.114)

페터 바우휘스는 늘 독창적인 실험을 이어간다. 그는 하나의 주물에 2개의 물

줄기를 만들고 색상 대비를 이루는 두 종류의 금속 쇳물을 동시에 붓는 ‘2원 주

조(policast)’와 2회에 걸쳐 주조함으로써 서로 다른 금속이 위아래로 포개져 보

기 드문 효과를 발현하는 ‘2중 주조(double cast)’를 시도하였다.115) 2가지 방식

의 주조법 모두 주물의 결과와 그에 따른 표면 효과를 인공적으로 조절하기 어

렵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두 금속이 용융 상태에서 뒤섞이며 만들어낸 대비

효과의 강렬함과 오묘함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실 2

중 주조는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우 작은 크기의

장신구 작업에서 일부 활용됐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형 기물의 제작에 2중 주조

113) Peter Bauhuis,『Abececarium』, Arnoldsche, 2012, p.35.
114) 조성호, op. cit., pp.252-253.
115) 조성호, op. cit., p.432.

[그림 3-38] Peter Bauhuis, <Melbourne Seria>,
2008, Copper, Brass, 40×20cm, ∅30×28cm,

∅22×45cm



- 54 -

를 적용한 사례는 바우휘스가 독보적이다.116)

[그림 3-39] 2원 주조 [그림 3-40] 2중 주조

[그림 3-41] Peter Bauhuis, <Simultanea>, 2007,
Fine Silver, Silver 925, 15×12×10cm

[그림 3-42] Peter Bauhuis, <Vessel>, 2002,
Copper, Fine Silver, ∅28×8.5cm

116) 조성호, op. cit.,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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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Peter Bauhuis, <Policast Object 2019>, 2019,

Silver 800, Brass, 10.2×10.1×17.5cm



- 56 -

1.3.2. 유리지의 주조 기물

서울대학교에서 금속공예전공으로 석사학위

를 마친 유리지(1945∼2013)는 필라델피아의 타

일러미술대학(Tyler School of Art, Temple

University)에서 본격적인 주조를 경험하였다.

처음에는 반지 정도의 작은 크기부터 실험하였

으나 차츰 기물 제작에 주조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2002년에 갤러리 현대에서 개최한 6

번째 개인전《아름다운 삶의 한 형식》을 준비

하면서 주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매진하였다. 당

시 유리지는 정밀탈납주조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작업 규모를 점차

키워서 일반 전기로로는 원하는 크기의 작업을 실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다. 결국 대형 전기로를 주문 제작해 구비함으로써 정밀탈납주조법을 통한 대형

기물 제작의 발판을 마련하였다.117)

“... 대용량의 주조용 플라스크를 직접 제작하였고 약 400℃의 열기를 내뿜는

수십 킬로그램의 석고로 가득 찬 플라스크를 뒤집을 수 있는 대형 집게도 자체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정밀주조는 실패를 거

듭하였다. 판판한 형태의 연잎을 형상화한 <앙천>의 경우 7번의 실패 후 8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작품이다.”118)

위의 인용과 같이 유리지는 대형 주물을 위한 플라스크와 기타 주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디자인해 제작하였다. 그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그때그때

왁스 모형에 맞는 면적과 높이로 플라스크를 제작했는데, 실제 그의 작업실에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플라스크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대용량의 플라스크를 전

기로에서 옮겨와 진공주조기에 뒤집어 안착시키는 방법도 고안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원통형 플라스크의 테두리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선을 둘러서 용접하

117) 조성호, op. cit., p.249.
118) 유리지공예관,『유리지 현대금속공예 아카이브』, 유리지공예관, 2016, p.20.

[그림 3-44] 유리지, <앙천>, 2002,
Silver 925, 22.5×18×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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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맞춰 제작한 집게를 사용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뒤집는 방법으로 작업

하였다. 그러나 경험이 축적되고 나서는 가정용 냄비처럼 플라스크의 양쪽 측면

에 손잡이를 달고 여러 겹으로 내화장갑을 착용한 도우미가 혼자 힘으로 플라스

크를 뒤집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유리지는 주조할 모형의 다양한 크

기와 비례에 맞춰 원통형과 사각 기

둥 형태의 플라스크를 그때그때 제작

하였다. 실제로 유리지가 사용한 가장

큰 플라스크([그림 3-45] 우)는 지름

22.5cm, 높이 40cm로 이는 당시 보유

하고 있던 진공주조기의 최대치([그림

3-45] 좌)의 약 4배에 달한다. 그러므

로 플라스크의 대부분이 진공주조기

내부로 삽입되고 상부만 외부로 노출

되는 기본적 방식의 주조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그는 주조기 위로 플라스크를

올리고 바닥으로 가해지는 진공 압력만으로 주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주조

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크의 바닥면과 압력 보조판 사이의 틈을 생고무

로 꼼꼼히 막아 감압에 의한 공기흡입력의 낭

비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경

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재

차 도전하였다.

유리지는 왁스 모형 제작에 주로 미국 F사

의 청록색의 사출용 조각 왁스119)를 사용했는

데, 유동성이 뛰어나고 유연할 뿐만 아니라 성

형 후 응고 시간도 그의 작업 방식에 잘 맞았

기 때문이다. 사출용 왁스는 일반적으로 사출

기에서 용융된 왁스를 고무 혹은 실리콘 틀에

119) Freeman사의 ‘Turquoise’로 Freeman Flakes 라인 중 가장 단단한 왁스이
다. 정확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유연한 특성이 있어 큰 조각에 이상적이다.
http://freemanwax.com/freeman-flakes-injection-waxes.html

[그림 3-45] 플라스크, 좌(기성품) 16×25cm,
우(자체 제작) 22.5×40cm

[그림 3-46] Freeman Flakes -
Turqu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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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으로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의 기물은 사출기로 주입할 수

있는 크기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었으므로 대용량 주전자에 왁스를 녹여 주입구

가 확보된 주형에 직접 붓는 방식을 택하였다. 작업 구상과 스케치에 이은 첫

번째 모형은 다루기 쉬운 유토로 작업했고 완성 후에는 실리콘으로 틀을 만들고

왁스로 사출한 다음 형태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섬세한 세부 묘사를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실리콘 틀짜기와 왁스 사출 후 수정 작업을 2∼3회 반복할 때도 있

었다. 작업 가운데 왁스 모형의 속을 비워내야 하는 경우 속파기를 할 수 있도

록 아귀가 맞게 이등분한 왁스 덩어리 2개를 준비하였다. 이때 하나의 덩어리를

절반으로 자르면 절단 과정에서 소실되는 부분이 생겨 완벽한 모형을 얻지 못한

다. 그러므로 유리지는 질감이 완벽히 표현된 2개의 덩어리에서 좌우 한쪽씩만

살려 속파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몸으로 붙임으로써 원형과 비교해 어떠한 형

태적인 손실이나 부조화가 없는 완벽한 왁스 모형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공정

으로 원하는 두께를 디바이더(divider)를 사용해 모형의 외곽에서부터 일정하게

표시하고 볼륨을 살피며 동일한 두께로 속을 비우는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하

나의 작품 제작을 위해서 여러 개의 왁스 사출이 필요하였다. 분할된 왁스 모형

을 인두기로 빈틈없이 붙이고 줄과 스파튤라 등 각종 손도구를 사용해 이음새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끔하게 다듬어 통째로 주조하였다. [그림 3-48] <물살>을 제

작한 1990년대 후반까지, 모형을 통으로 주조하기에는 설비와 기술이 미치지 못

해 2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해 주조하고 땜으로 이어 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주조 기술에서 크게 진일보한 결과라 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 3-47] 왁스 모형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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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앙천>과 <골호-삼족오(三足烏)>

의 평균 두께는 4mm 내외로 페터 바우

휘스의 대형 기물의 두께와 유사하

다.120)

정밀주조법으로 주조 가능한 최소 두

께는 0.5mm로 알려져 있다.121) 그러나

이는 장신구와 같은 소형 기물에 해당하

는 것으로 대형 기물의 경우 그 정도로

두께가 얇거나 부위별로 두께 변화가 심

하면 주조 응력의 작용으로 쇳물이 가장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기물 가운

데에 구멍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유리

지는 자신이 보유한 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기물들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골호-삼족오>와 같이 유리지가 기물

형태로 차용한 소재는 주로 돌이었다.

그는 실제 돌을 실리콘 틀로 뜬 다음 왁

스 모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주조하여 최

종적으로 돌 형태의 기물을 얻었다. 유

리지는 돌의 형태와 질감을 주물로 떠

자연 형태 그대로를 작품으로 옮김으로써 표면을 다듬는 자신의 작업 속성을 덜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누구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동양적 믿음 안에서 자연

물인 돌멩이를 사용하여 골호를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죽음과 관련된

주제의 특성상 개인적인 언어보다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차용한 삼족오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모티프를 작품에 차용했다.122)

120) 바우휘스의 대형 기물은 정밀주조법이 아닌 다른 주조법에 의해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121) John Campbell,『Complet Casting Handbook: Metal Casting Processes,
Techniques and Design』, Butterworth-Heinemann, 2011, p.1008.

[그림 3-48] 유리지, <물살>, 1994,
Silver 925, 단풍나무, 31×10.5×14cm

[그림 3-49] 유리지, <골호-삼족오>, 2002,
Silver 925, 18×16×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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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유리지, <무념>, 2002, Silver 925, 22×16×21cm

122)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는 특강을 위해 유리지가 준비한 작가노트에서 인용함.
유리지공예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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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납주조 기물의 새로운 가능성

2.1. 정밀탈납주조 기물의 장점과 단점  
주조 기법은 판금 기법으로 표현하기 어려

운 형태와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 다양한

질감의 표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작 공

정이 짧은 특징이 있다. 금속공예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조 방식은 사형주조와 탈납

주조가 있으나 사형주조법은 모래를 주형 재

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나 세밀한

질감 표현이 요구되는 기물의 제작에 적합하

지 않다. 이 점은 사형주조법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기물인 가마솥을 떠올리면 쉽게 이

해할 수 있다.[그림 3-51] 반면에 정밀탈납주조법은 입자가 곱고 미세하며 고온에

잘 견디는 특수 석고를 주형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면이 매끈한

기물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왁스 모형에 표현된 질감이나 무늬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 정밀탈납주조법은 풍부한 양감 표현과 장식적 치장물

의 표현도 수월하다. 뿐만 아니라 섬세한 세부 묘사가 있는 기물을 제작하기에

도 적합하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밀랍, 오늘날에는 주조에 알맞도록 조성과

성분을 조절해 생산되는 왁스의 물성에 따른 결과이다.

왁스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해 다

루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는 쉽게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특성도 있다. 게다가 다양한 용도로 특화된

왁스를 작업의 특징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점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왁

스는 조각하거나, 녹여서 붙이거나, 떼어내

는 것처럼 다른 재료로 표현하기 힘든 효

과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성

[그림 3-51] 사형주조법으로
제작한 가마솥

[그림 3-52] Isolde Baumhackl Oswald,
<Structures>, Silver, 팔찌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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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알맞은 왁스를 선정해 작업하면 휘거나 구부리는 형태는 물론 세부 묘사까

지 쉽게 가능하다. 특히 왁스는 녹여 붙일 수 있어서 타재료로 표현할 수 없는

표면 효과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섬세한 질감 표현이나 다채로운 장식

과 무늬가 가미된 복잡한 형태의 기물의 제작에는 대부분 탈납주조법이 사용되

었다.

위에서 설명한 탈납주조법에 도움이 되는 왁스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23)

① 성형이 쉽다.

② 원하는 표면 질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③ 자연물과 같은 특수한 질감의 표현도 가능하다.

④ 모형 제작 시 손상된 부분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

⑤ 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많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⑥ 큰 힘이 들지 않아 초보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그림 3-53]은 유리지의 1995년 작품인 <물

장구 II>의 세부 모습으로, 자연물인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왁스로 치환해 주조한 주물로 형태

를 구성한 주전자이다. 결과적으로 자연물 고유

의 질감이 완벽하게 금속 표면에 전이되었다.

이는 정밀탈납주조의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또한 [그림 3-54]는 루드비히 멘젤의

<Chicken wanna leave the Kitchen>의 세부로,

코믹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물의 전체적

형상은 닭을 닮았다. 닭의 깃털을 묘사한 가느다란 돌기들이 기벽으로부터 촘촘

히 올라와 있는데, 이것 또한 정밀탈납주조법으로만 가능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왁스는 가공이 손쉬운 재료이므로 판재부터 선재나 각재까지 자유자재로 만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면 또한 원이나 반원부터 다각면까지 원하는 대로

123) 박중근,『소프트 왁스』, 예경, 2011, p.12.

[그림 3-53] 유리지,
<물장구Ⅱ>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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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거나 만들어 쓸 수 있다. 길이나 두께

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장해 쓸 수

도 있다.

정밀탈납주조법은 복잡한 형태라도 주형을

나눠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는 곧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분할주조의 경

우처럼 주조 후에 분할선 틈새로 새어 나온

금속을 갈아내거나 다듬을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역구배가 심한 형태라도 따로 주조해

덧붙여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페터 바우휘스, 루드비히 멘젤 그리고 유리지

의 기물처럼 입구가 좁은 호리병 모양의 형태도 반으로 잘라서 주조할 필요 없

이 한 번에 떠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밀탈납주조로 제작된 기물은 이러한 장

점을 살려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태를 취하고, 기면에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신구 작업처럼 왁스 모형의 대량 복제 생산을 위해 고무나 실리콘

틀을 만들어 쓸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기물 작업의 왁스 모형은 일회 사용의

한계가 있다. 이는 곧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따름을 의미한다. 왁스 모형을 재사

용할 수 없으므로 공정의 초기부터 만전을 기해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기물이 크기가 크면 왁스 모형

을 제작하기 어렵고, 제작을 마

친 모형도 쉽게 변형될 수 있

다. 그러므로 기물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 생산

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기벽

을 두껍게 만들어 안정성을 확

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주

조 기물의 무게와 직결되는 문

제로, 이 연구의 주요한 도전[그림 3-55] 조성호, <Water Whirl>,
2016, 정은, 12×7.5×12.5cm�

�

[그림 3-54] Ludwig Menzel, <Chicken
wanna leave the Kitchen>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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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기도 하다.

20세기에 이르러 왁스의 연구와 생산이 발달하면서 정밀탈납주조를 활용한 기

물의 제작이 다소 용이해졌다. 왁스뿐만 아니라 주조 설비의 발전도 정밀탈납주

조 기물의 제작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정밀탈납주조 설비는 장신구

및 소형 주물에 맞춰 발전돼 왔다. 설비에 맞춰 가용할 수 있는 플라스크의 규

격 또한 제한적이다. 정밀탈납주조로 제작된 기물이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든 15cm를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유리지의 작업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정리하면, 정밀탈납주조법으로 제작된 기물의 가장 큰

단점은 크기와 두께에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작은 기물 혹은 두껍고 무거운 기

물 제작에 최적화된 정밀탈납주조법을 가볍고 얇고 큰 기물에 적용해보고자 하

는 도전적 시도가 여기서 출발했다.

2.2. 정밀탈납주조 기물의 개선

정밀탈납주조법으로 주조품을 제작할 때 왁스 모형 전체가 동일한 두께를 유

지하는 것이 쇳물의 순조로운 흐름을 위해서 유리하다. 왁스 모형에 급격한 두

께 차이가 있으면 병목현상(甁-現象, bottleneck)이 생겨 쇳물의 흐름을 방해하

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왁스 모형을 일정한 두께로 만드는 것이 주조 결함률

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는 모든 주조품 제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로, 기물

뿐 아니라 종, 불상 등 주물의 종류나 크기와 무관하다. 그러나 정밀탈납주조에

서도 일정 두께 이하로 얇은 주조품을 제작

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왁스가 빠져나간

얇고 비좁은 공간을 쇳물이 빠르게 확산해

들어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원활한 쇳물의 공급

을 위해 진공주조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

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터 바우

휘스나 유리지의 대형 주조 기물의 평균 두

께는 최소 3∼4mm에 이른다. [그림 3-56]은

정갈하면서도 날렵한 구연부를 형성하고 있
[그림 3-56] 서도식, <와인쿨러>,
은(950), 옻칠, ∅19×16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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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도식의 <와인쿨러>이다. 이 작품은 1mm 두께의 95% 은판을 판금 성형해

제작되었다. 이처럼 판금 작업으로 제작하는 금속 기물에 사용되는 판재의 두께

는 2mm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주조 기법으로 제작된 기물은 대체로

무겁게 인식된다.

[그림 3-57] 주조 실패 사례.
두께 0.5mm 이하의 경우 주조 실패 확률이 높아짐

[그림 3-58] 물줄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왁스 트리

두께감이 주는 주조 기물의 둔탁함은, 표면에 연출된 세밀한 묘사와는 다른

차원의 감각이다. 그러므로 연구를 통해 얇은 두께를 가진 주조 기물을 제작해

냄으로써, ‘무겁다’고 인식되는 주조 기물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얇은 두께를 가진 주조 기물을 제작하기에 앞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은, 가용할 수 있는 주조 설비

내에서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확정하는 일이었다. 앞서 인

용한 것처럼 정밀탈납주조로 생산 가능한 최소 두

께는 약 0.5mm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의 주물에 해당하는 것이니, 신라시대 <성

덕대왕신종>의 두께는 얇은 곳이 110mm이고 두

꺼운 곳은 250mm에 이른다.124) 또한 <백제금동대

124)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0&ccbaCpno=1113700290000

[그림 3-59] <성덕대왕신종>,
국보 제29호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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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의 평균 두께도 5∼6mm임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제작을

계획하는 기물의 형태와 그에 따른 왁스 모형의 크기 및 왁스의 종류 그리고 사

용할 주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작이 가능한 주조 기물의 두께를 결정

해야 했다.

수년간 주조 기법을 연구하면서 널찍하고 판판한 형태의 얇은 판형 왁스를 안

정적으로 주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였다. 성공적인 주물을 얻는 것뿐만 아

니라, 주물의 경제성도 고려해야할 조건이었다. 따라서 주조의 성패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

는 플라스크의 공간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플라스크 내 왁스 모

형의 배치와 물줄기의 수량과 크기 등을 다르게 제작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

하였다.

판형 왁스 두께에 따른 주조 결과를 실험하기 위해, 0.35mm, 0.55mm, 0.75mm

두께의 4cm×7.5cm의 시편 3종을 각 2장씩 총 6장 준비했다. 왁스의 표면에 모

양이 다른 2개의 정으로 스탬핑하여 똑같은 질감을 만들었다. 동일한 두께의 판

재 2개를 7mm 간격으로 벌리고, 지름 3mm의 물줄기용 왁스로 고정해 트리를

만들었다. 중심에 1개, 좌우 모서리에 2개의 물줄기를 연결한 동일한 두 시편의

상부 중심에 한 가닥의 물줄기로 간격을 유지시켜 고정하였다.[그림 5-61] 이를 통

해 두께뿐 아니라 물줄기가 주조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실험하였다.

시편의 두께가 얇을수록 구현되는 요철의 정도가 약했고, 조립 과정에서 쉽게

[그림 5-60] 주조 시편 [그림 5-61] 주조 시편의
왁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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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 왁스 트리의 제작이 어려웠다. 결국 0.35mm, 0.55mm의 경우, 시편을 안정

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림 5-62]처럼 물줄기를 한쪽에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 추

가 부착에도 불구하고 주조 결과, 0.55mm 시편 상단에 수축공(獸畜孔)이 발생했

다. 게다가 주조된 판재는 심하게 휘고 두께도 왁스 상태일 때보다 얇아져 기물

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림 5-63] 시편보다 길이가 훨씬 길고 물줄기의

부착에 제한이 따르는 기물 작업의 보편적 조건을 고려하면 주조의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정밀탈납주조에 의한 기물 제작에 쓰일 왁스 모형의 최소 두께가 0.7

∼0.8mm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정밀탈납주조법을 통해 제작된 기존 기

물의 평균 두께가 4mm 내외임을 감안할 때, 약 80% 이상을 감소시키는 획기적

성과이다. 무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얇고 가벼운 주조 기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했다.

왁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형 기물의 모형을 1mm 이하로 제작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모형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물줄기 부착이나 석고 매몰의 과

정에서 모형이 파손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 요건들을 해

결하고 얇고 가벼운 금속 주조 기물의 제작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연구자에 주어졌다.

[그림 5-62] 시편 주조 결과(0.55mm) [그림 5-63] 시편 주조 결과(0.35mm, 0.55mm, 0.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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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형 왁스를 활용한 금속 주조 기물

1. 왁스의 유형별 분류

왁스는 일반적으로 천연 자원과 합성 자원에서 얻어진 성분들의 혼합으로 이

뤄진다. 천연 왁스로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카나우바(carnauba) 왁스, 곤충이 만

드는 밀랍, 광물질로부터 얻어지는 파라핀(paraffin)과 세레신(ceresin) 왁스가 있

다. 이러한 천연 왁스는 순수한 형태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다른 재료와

혼합돼 왁스 고유의 성질을 부여받는다. 보통은 합성 왁스, 고무질, 지방, 오일,

레진 및 착색제 등과 결합되거나 혼합된다. 이렇듯 다양한 성분을 첨가함으로써

왁스는 종류별로 용도에 적합한 물리적 성질을 얻는다. 왁스는 온도에 따라 끈

적한 형태, 고체 또는 액체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용도에 맞춰 활용된다.125)

왁스는 용도 외에도 제작 방식이나 응고 형식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뉜다.

주조용 왁스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밀랍, 파라핀 왁스, 마

이크로스탈린(microcrystalline)

왁스126) 등으로 우선 나눌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밀랍은 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다. 그리고 파라핀 왁스와 마이

크로스탈린 왁스는 대표적인 석

유계 왁스로 탄소 분자의 차이

가 있으나 모두 탄소 제품

(carbon products)에 속한다. 파

라핀 왁스는 비점이 높은 원유

125) Carol Dixon Hatrick, 최정영 역 외,『치과재료학』, 대한나래출판사, 2016,
p.224.
126) 약간의 결정성과 강한 경도를 가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줄여서 ‘마이크로
왁스’라고 함.

[그림 4-1] 여러 종류의 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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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crude wax)로부터 윤활유 등

의 유분 성분을 제외하고 정제한

것으로 분자 구조상 직쇄형의 탄화

수소(linear alkyl hydrocarbon)이

다. 그러나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잔류 아스팔트(asphalt)를 다시 정

제·분리해 얻는 마이크로스탈린 왁

스에는 가지형의 탄화수소(branched

alkyl hydrocarbon)가 많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스탈린 왁스는 파라핀 왁스

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녹으며, 경도도 높다. 또한 접착성이 있어서, 윤활 작용

을 하는 파라핀 왁스와 반대의 물리적 성질을 지닌다.127)

왁스는 점도에 따라 하드(hard) 왁스와

소프트(soft) 왁스로 구분한다. 그리고 용도

에 따라 사출(injection)용 왁스와 조각 및

밀링(carving & milling)용 왁스, 판형 소프

트 왁스, 선왁스, 작업용 왁스(processing

wax)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Ferris’라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왁스 제조사 Freeman Manufacturing

and Supply Company를 예로 살펴보면, 제

품군을 사출용, 조각 및 밀링용, 물줄기용

등으로 세분화해 매우 다양한 왁스를 생

산·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종의 왁

스도 모양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식별할 수 있도

록 했다. 왁스의 색상에 따라 굳기와 끈기를 추측할 수 있으나 제조사별로 기준

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127) http://www.i-sctc.com/?z=bbs.technical1&zz=view&bseq=4&cseq=0&pn=1&stype=&sstr=&soption=&cate=

[그림 4-2] 직쇄형과 가지형 탄화수소의 분자 구조

(출처: https://www.wikiwand.com/en/Alkane)

[그림 4-3] Freeman Manufacturing and
Supply Company의 홈페이지

http://www.freemanw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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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형 왁스의 활용

2.1. 판형 왁스의 조성과 기계적 성질

왁스의 중요한 성질로는 용융 범위, 유동성, 열팽창 계수와 응력-변형 관계 등

이 있다. [그림 4-4]는 일반적인 왁스의 냉각 곡선이다. 이 냉각 곡선의 좌측이 용

융점(溶融點, melting point)이고 하측은 전이온도(轉移溫度, transition temperature)

이다. 왁스는 용융점 이상의 온도에서 녹아 완전히 유동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

다가 대기로 열을 빼앗기며 정상적으로 냉각하다가 약간 완만해지는데, 이 현상

은 분자가 왁스 내에서 배열하면서 에너지를 유출함으로써 냉각 속도가 감소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전이온도 이하에서는 왁스가 딱딱해져서 쉽게 성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왁스는 용융점과 전이온도 사이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

로 유동적이고, 부분적으로 고체인 상태를 유지한다. 즉, 모든 왁스 작업은 전이

온도 이상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냉각 곡선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존의 자료들을 고찰하고, 다양한 두께

의 왁스를 사용해 주조 실험을 실행한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기물 두께

의 최종 목표치는 0.7mm 내외이다. 그러므

로 이에 적합한 판형 왁스의 여러 가지 가

능성을 모형 제작과 주조 실험으로 나눠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판형 왁스는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베이

스플레이트 왁스(baseplate wax) 또는 모

델링 왁스(modeling wax)로 달리 불린다.

베이스플레이트 왁스를 표준으로 한 판형

왁스의 전형적인 조성은 80% 세레신, 12%

밀납, 2.5% 카나우바, 3% 천연이나 합성

레진 그리고 2.5% 미결정질 또는 합성왁스

이다. 베이스플레이트 왁스는 대개 가로 7.5cm, 세로 15cm, 두께 0.13cm의 분홍

이나 적색 박판 형태로 제작된다. 미국 치과의사협회규격(ADA Standard)128) 제

[그림 4-4] 왁스의 냉각 곡선 (출처:

https://mydentaltechnologynotes.wordpre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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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는 이 왁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

하고 있으며, 3가지 유형으

로 베이스플레이트 왁스를

구분한다. 제Ⅰ형은 외형이

나 판형을 제작하는데 사

용하는 유연한 왁스이고,

제Ⅱ형은 온대지방에서 사

용하는 중경도의 왁스이며,

제Ⅲ형은 열대지방에서 사용하는 경질의 왁스이다. 주어진 온도에서 허용되는

최대 유동성은 제Ⅰ형에서 제Ⅲ형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25∼37℃ 시 베이스플

레이트 왁스의 선열팽창계수는 200x10⁻⁶/℃-390x10⁻⁶/℃이다. 25∼40℃ 왁스 팽
창의 한계는 0.8%이다.129)

미국 치과의사협회규격에는 상온, 체온 및 45℃에서 3종 왁스의 최소 및 최대

유동성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상온에서 조작의 용이성, 불꽃을 댄 후 표면의 상

태, 선형 열적 크기 변화 및 구강 조직에 대한 무해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130)

미국 치과의사협회규격에서 분류한 판형 왁스의 유형 가운데 제II형이 우리나

라에 적합하다. 그러나 4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적 특성으로 일정한 작업 조

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동절기와 하절기의 큰 기온의 차이 탓에 판형 왁스

의 성질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왁스 작업 시에 실내 기온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한다. 계절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온풍기나 난방기구의

도움을 받고, 여름철에는 냉장고의 도움을 받아 왁스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

128) 미국 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가 정한 치과 표준으로
치과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치과의사 등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현대 치의
학의 거의 모든 도구에 대한 기본 표준과 기술 권고안을 제정한 내용이다.
https://www.ada.org
129) 김철위 엮음,「치과 교정 생체재료학」,『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
학교실』, 2002, p.28.
130) ibid., p.14.

[그림 4-5] 다양한 종류의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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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랐

고, 결국에는 계절적 변화 요인을 수용해 작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2.2. 판형 왁스의 활용을 통한 기물 작업 모색

2.2.1. 왁스의 종류별 적합성 탐구

연구자는 판형 왁스의 도입과 더불어 주조에 쓰일 왁스 모형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으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선행

연구의 사례에 비추어 해결책을 추론한 것이다.

왁스 모형의 제작을 위해 탐색해본 첫 번째 방법은 하드 왁스를 사용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하드 왁스로 0.7mm 두께의 기물 모형을 깎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였다. 하드 왁스는 작업자의 손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작은 덩어리로 외형을

조각하고 속을 비워내 가볍게 만드는 일에 적합하다. 그러나 큰 덩어리를 똑같

은 방식으로 성형하기에는 물성이 견고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하드 왁스는 땜으로 수정한 부위가 다시 쉽게 갈라지는 단점

이 있다. 그러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얇은 두께의 주조 기물을 제작하기 위해 하

드 왁스를 활용하는 방안은 연구 초기부터 제외되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조사한 유리지의 왁스 모형 제작법에 따라 용융한 사출용

왁스를 미리 준비한 석고나 실리콘틀에 붓거나 발라서 떼어 내고 두께를 손보는

방법이었다. 외형틀 안에 녹인 왁스를 붓고 접합면의 왁스가 먼저 굳어 두께 형

성을 시작할 즈음에 그때까지 굳지 않은 내부의 왁스를 밖으로 쏟아내 속이 빈

그릇의 형태를 제작하는 이 방법은 도예 작업의 이장주입성형법과 흡사하다. 그

러나 이 방법은 선례가 많아서 연구자만의 작업적 고유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이 방법으로 0.7mm에 준하는 두께를 가진 모형

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왁스를 스파튤라 등의 도구로 속을 긁어내야 했고, 그러

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뿐만 아니라 크기가 커질수록 완성

된 왁스 모형의 성공적인 주조를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

다.

다음으로 가능성을 타진해본 방법은 내형틀을 먼저 만들고 용융된 왁스가 담

긴 깊은 그릇에 담갔다 빼내는 방식의 작업이었다. 이 또한 페터 바우휘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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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실행한 방식이다. 그러나 1mm 이하의 두께를 가진 큰 기물의 모형

을 제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이상의 방법들로 왁스 모형을 얻게 되더라도 단번에 주조할 수 있는 설비를

찾는 일이 요원했다. 왜냐하면 정밀탈납주조로 쇳물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기에는

기물의 크기에 비해 왁스 모형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

물의 일반적 구조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벽으로 둘러쳐진 빈 공간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플라스크에서 낭비되는 공간이 지나치게 많았다. 더

욱이 주조가 실패할 경우 전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전반적

으로 특별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림 4-7] 주조를 위한 왁스 모형

[그림 4-6] 완전한 형태를 갖춘
기물 모형의 주조

[그림 4-8] 바닥면에 발생한
주조 결함

결국 연구자는 통상적인 주조의 방식으로는 얇은 금속 주조 기물을 제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누구도 시도한 바 없는 혁신적 방식의 주조

기물 제작을 독자적으로 고안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연구자는 평소 질감 표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므로 금속판에 적용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질감 표현법들에 관해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실제

작업에 적용하였다. 연구자가 자주 사용한 질감 표현법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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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 번째는 금속 표면에 곧바로

질감을 찍거나 그리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롤프린팅을 하거나 금긋개를 사용해 금속

표면에 질감을 내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

다. 두 번째는 왁스를 활용한 것으로, 첫

번째와 비교해 우연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

은 간접적 방식이다. 왁스 고유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이나 소도구를 사용

해 다양한 문양들을 찍는 방식이다. 다음

으로 용융된 왁스를 깨끗한 유리판에 천천

히 쏟아 부어 특별한 질감을 얻는 방법도

있다. 유리 바닥에 닿아 급속하게 경화된 왁스 위를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융

상태의 왁스가 넘어와 굳기를 반복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파문(波紋)을 주조를

통해 금속화 한 것으로 [그림 4-9]에서 그 질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압연기로 질감

이 있는 재료와 왁스를

겹쳐 눌러 손으로 표현

하기 힘든 정교한 문양

을 옮기는 작업도 시도

하였다. 질감을 금속판

에 직접 옮기는 것과 방

식은 같으나 금속과 왁

스의 물성 차이로 인해

확연히 차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왁스를 사용하면 금속보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표현되는 질감 효과를 주조된 금속 판재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그것

은 왁스 고유의 물성 때문이기도 하나, 일부는 주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광택

의 표면에서 전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후 치과용 재료로 개발됐으나 금속공예 분야에서 모델링 용도

로 흔히 사용되는 부드러운 물성의 판형 왁스로 다양한 무늬와 질감이 표현된

[그림 4-9] 왁스의 물성을 활용해
만들어낸 파문 효과

[그림 4-10] 나뭇잎 질감 옮기기 [그림 4-11] 잎맥까지 세세히
주물에 재현된 나뭇잎 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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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판재를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해 얇은 두께를 가진 금속 주조 기물을 제작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작품 연구를 위한 핵심 재료로 판

형 왁스를 선택하였다.

2.2.2. 기물 제작과 판형 왁스의 준비

판형 왁스는 분야별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아래의 그림처럼 의치의

제작이나 장신구 모형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기성품으로 생산되는 판

형 왁스의 규격도 세공 작업에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큰 기물 작업

에서 판형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4-12]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위에
놓은 의치의 셋업

(출처: http://www.oemdental.com)

[그림 4-13] 모델링 왁스를 활용한
반지 모델링

(출처: Luise Billgren Instagram)

판형 왁스는 일정한 두께로 생산되므로 기물 제작에 활용함에 있어서 왁스의

두께를 조정하는 수고를 더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길이 15∼17cm, 폭

7.5∼10cm을 규격으로 생산되어 그대로 기물 제작에 사용하기에는 길이가 부족

하였다. 실험 초기에는 여러 조각의 판형 왁스를 녹여 붙여 긴 띠 형태로 만들

어 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녹여 붙여 연결한 부위의 조직이 원조직과 달라

서, 플라스크에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혹여 플라스

크 내에 고정시켜 주조까지 이어지더라도 같은 이유로 주물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완성된 주물 판재를 필요에 따라 이어 붙여 연장함으로써 필요

한 길이를 맞췄다. 초기 작업에서는 동일한 무늬의 판재를 연결했으나, 동일한

무늬의 판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다른 무늬의 판재를 연결해보니 의외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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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무늬의 기벽이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냈다. 이후 작품 분위

기에 맞춰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적용하였다.

[그림 4-14] 동일한 패턴의 연결 [그림 4-15] 다른 패턴의 연결

1.5mm 내외 두께의 판형 왁스를 압연기로 여러 차례 눌러 0.7mm 정도가 될

때까지 조정해 질감을 표현할 기본 재료로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판형 왁스의 두께가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길이는 자연히 2배로 늘어

나게 된다. 압연 시 왁스의 앞면과 뒷면을 일반 사무용 종이로 감쌌다. 그 이유

는 첫째, 왁스가 마찰열에 의해 연화돼 롤러에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데, 이 현상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였다. 두 번째는 종이의 질감이 판형 왁스로

옮겨감으로써 종이의 펄프

조직이 왁스 표면에도 자연

스럽게 전이되는 것을 노렸

다. 이로써 무광택의 은은한

질감을 가진 주물 판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

정을 통해 왁스 판재가 준

비되면 다음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감을 표현

했다.[그림 4-16] 판형 왁스의 압연 전과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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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물 제작과 판형 왁스의 선택

연구 초기 제조사 2곳 3개의 왁스 제품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품별로 규

격과 왁스의 조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상이한 물성 차이로 인해 질감의 세기나

깊이 등 표현의 효과가 확연히 달랐다. 이는 주조 결과물에도 그대로 이어져 모

형 제작에 사용된 왁스에 따라 주조된 금속 판재의 느낌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

였다.

[표 4-1] 연구에 사용한 판형 왁스

특히 [표 4-1]의 3번 제품 ‘Sheet Wax’의 경우에는 점성이 약하고 질겨 압연

하는 과정에서 표면이 갈라지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질

감 표현에 있어 요철의 깊이감도 다른 제품에 비해 얕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

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1번과 2번 제품을 연구용 재료로 최

종 선택했다.

한편 압연 과정 및 제작 공정에서 폐기되는 왁스를 모아 기성품보다 폭이 넓

[그림 4-17] Modeling Wax [그림 4-18] Crystal Wax [그림 4-19] Sheet W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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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길이가 긴 왁스를 직접 제작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융한 왁스를 부어서 굳힐 공간이 필

요했는데, 유분이 많은 왁스가 쉽게 달라붙거나

스며들어 분리하기 힘든 재료는 사용할 수 없었

다. 또한 금속이나 플라스틱 용기처럼 형태가 단

단히 고정돼 있어서 왁스를 분리해 내기 어려운

경우도 적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건을 두루

고려해 가장 적합한 재료로 알루미늄 호일

(aluminium foil)을 선택하였다. 또한 호일을 이용

하면 왁스를 굳히기 위한 박스의 크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

적이었다. 다만 일정한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바닥면이 완벽한 평형을 유지해야

했는데, 특수한 장비 없이 개인 작업실에서 평면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평형 및 기타 필요한 조건들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판형 왁스의 자체 제작을 시

도해 보았다.

자체 제작한 판형 왁스는 기존의 작업 순서에 따라 우선 0.7mm 정도의 두께

로 압연하였다. 용융한 왁스를 틀에 부어 자체 제작한 판형 왁스의 최초 두께는

기성품에 비해 훨씬 더 두꺼웠다. 그러므로 기존의 압연 공정과 비교해 몇 배

더 많은 횟수의 압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왁스 판재의 두께가 고

르지 못한 점이었다. 게다가 상하부 롤러의 평행이 잘 맞춰진 압연기를 이용하

[그림 4-20] 왁스의 용해 �

[그림 4-21] 알루미늄 호일 상자 [그림 4-22] 판형 왁스의 제작 [그림 4-23] 판형 왁스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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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왁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림 4-27]

∼[그림 4-29]처럼 롤러의 작업 반경을 이탈해 더 이상의 압연이 어려운 일이

자주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판형 왁스의 길이가 40cm를 넘어설 경우 질감을 만

들거나 물줄기를 붙이는 과정에서 조작이 불편해 왁스가 상하는 일이 잦았다.

결국 수급이 안정적이고 결과의 예측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성의 판형 왁스를 작품 연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4-27] 압연 중 왁스의
뒤틀림 현상 1

[그림 4-28] 압연 중 왁스의
뒤틀림 현상 2

[그림 4-29] 압연 중 왁스의
뒤틀림 현상 3

[그림 4-24] 압연기 1
(수동식, 12cm)

[그림 4-25] 압연기 2
(전동식, 12cm)

[그림 4-26] 압연기 3
(전동식, 2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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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형 왁스의 조형적 활용 가능성

3.1. 판형 왁스의 비결정성

비결정성(非結晶性, amorphous)이란 먼 거리에 있는 원자들 사이에 배열의 규

칙이 없음을 의미한다. 비정질(非晶質, amorphous solid)로도 이르는 비결정성 고체

((noncrystalline solid) 또는 무정형 고체)는 원자들의 위치에 질서가 존재하지 않

는 고체를 뜻한다. 비결정성 고체로 유리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폴리스

틸렌(polystyrene) 등의 중합체131)나 솜사탕 같은 음식, 천연수지와 합성수지, 고

무, 왁스도 여기에 속한다. 예시에서 인지할 수 있듯이 비결정성 고체는 원자 간

의 결합이 약해서 쉽게 깨지거나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 또한 이들은 조건이 맞

으면 어렵지 않게 형태를 바꾼다는 특징을 갖는다.132)

[그림 4-31]이나 [그림 4-32]처럼 결정성 물질은 자를 때에 절단면이 잘 정의

되는 반면에, 비결정성 물질은 절단면이 반듯하게 정의되지 않고 부서지는 특징

이 있다. 결정성 물질은 일정한 크기로 구성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결

합을 끊는 녹는점이 정확히 정의된다. 반면 비결정성 물질의 녹는점은 넓은 온

도대에 걸쳐있다. 다시 말해 비결정성 물질은 고온 상태에서 서서히 연화(軟化)

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결정성 물질의 경우 전기저항, 전도도 등의 물리적 성

질이 결정의 방향이 바뀌면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결정성 물질은 동일한 결

과를 보인다.133)

131) 분자가 기본 단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염화 비닐, 나일론 따위가 있다.
132) 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C%A7%88_%EA%B3%A0%EC%B2%B4
13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41418&cid=60217&categoryId=60217

[그림 4-30] 비결정 원자 구조 [그림 4-31] 다결정 원자 구조 [그림 4-32] 단결정 원자 구조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rystalline_polycrystalline_amorphous2.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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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히 정의된 온도에서 물질 상태가 변화하는 재료와 달리 가온 상태

에서 연화하는 왁스의 물성을 활용하면 특별한 도구나 기술 없이 쉽게 성형할

수 있다. 특정한 물체의 질감, 양감을 손쉽게 복제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

문이다.134) 왁스 표면의 미세부 재현성은 연화된 상태에서 더욱 우수하다. 주조

모형에 활용되는 다른 이유로는, 성형 후 경화되면 더 이상의 추가적 변형이나

크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판형 왁스는 부드러운 물성임에도 조각

성 역시 우수한 편이라 조형 작업의 다양한 표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녹여 붙이거나 떼어내는 작업으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이상에서 판형 왁스의 물리적 특징과 그에 따른 조형적 활용 가능성을 살폈

다. 이어서 연화 상태에서의 효과적인 질감 표현에 주목해 추가적 실험을 본격

적으로 진행하였다.

3.2. 질감에 의한 무늬 표현

모든 자연물과 인공물은 각각의 표면 재질을 갖는다. 질감은 ‘거칠다’, ‘부드럽

다’, ‘매끄럽다’, ‘윤기난다’ 등과 같은 단어로 설명된다. 명도 대비, 색료, 무늬, 빛

의 방향, 표면의 반사, 보는 사람과의 거리 등의 요인은 질감을 인식하고 표현하

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135) 어떤 사물을 다른 재료로 그대로 복제해서 비교

하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외형으로 인식하게 될 정도로 질감은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36) [그림 4-33]는 다비드 빌란더(David Bielander)가 설탕을 담

는 종이봉투를 실사에 가깝게 제작한 것이다. <Paper Bag(Sugar)>은 은에 대한

기대와 그것의 가치를 교묘히 뒤집은 듯 보인다. 또한 은의 활용으로 종이를 보

다 더 가치 있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빌란더의 <Paper Bag(Sugar)>은 형태와

구조 그리고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고 작은 세부 묘사까지 완벽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에서 오는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물성의 차이는 특히 촉각적 체험이 동반되면 더욱 뚜렷해진다.

134) 치아 및 구강 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을 인상채득(印象
採得, impression taking)이라 한다.
135) 찰스 왈쉬레거, 신디아 부식 스나이더, 원유홍 역,『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안그라픽스, 1998, p.202.
136) 커트 로울랜드, 신석균, 김정 역,『패턴과 형상』, 두영, 1990,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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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재료는 본질적으로 고유한 질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료로

표현할 수 있는 질감에는 재료적 특성 및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봤

던 판형 왁스의 뛰어난 재현성과 복제 능력을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왁스 특유의 물성을 최대한 활용해, 금속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질감이나

무늬를 갖는 주조 기물을 표현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금속공예 작업에서 질감

표현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들을 살펴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금속 표면에 장식적 질감 효과를 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스탬핑,

돋을새김(repoussé, chasing), 롤프린팅, 인그레이빙(engraving), 리티큐레이션

(reticulation), 부식(etching), 모래맞침(sanding)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기법들을

모두 판형 왁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왁스는 비결정성 물질로서 결정성 물질인 금속과는 물성이 본질적으

로 다르기 때문이다.

[표 4-2]는 금속공예 질감 표현 기법 중 판형 왁스에 적용 가능한 정도를 시

각화한 도표이다. 이 표에 따르면 판형 왁스에 적용해 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속공예 기법들 가운데 적용이 용이한 것은 스탬핑과 롤프린팅이고, 다음

으로 줄질과 인그레이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법은 직접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돋을새김의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금속

판을 아래위로 뒤집어가며 때려내 입체감을 표현하는 기법인 돋을새김을 강도,

경도, 취성(脆性, brittleness) 등 금속과 물성이 전혀 다른 왁스에 그대로 적용하

[그림 4-33] David Bielander, <Paper
Bag(Sugar)>, 2017, Silver

[그림 4-34] 종이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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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경화된 상태의 왁스는 외부 자극에 쉽게 변형, 변질되

지 않는 성질이 생겨 돋을새김 작업 시 늘어나지 않고 깨지게 된다. 무엇보다

왁스의 용융점이 돋을새김에 사용하는 감탕이나 콜타르보다 낮아 같이 작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화 온도를 유지하면서 허공에서 질감과 요철 표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표 4-2] 금속공예 기법의 왁스 적용 가능도

금속공예 기법 외에도 왁스 고유

의 물성에 기반한 질감 표현법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인두기를

활용한 드로잉을 착안하였는데, 물

줄기의 부착이나 왁스 모형의 구조

형성에 주로 사용되는 인두기를 표

현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개성적

인 질감을 실험해 보았다. 용융점

과 전이온도 사이에서 유연해지는

왁스의 물성을 이용해 요철이나 무

늬가 뚜렷한 물체의 표면을 그대로

옮겨 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였
[그림 4-35] 탁본을 통한 질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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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획적인 질감 표현과는 다른, 특별한 성격의 질감을 기물

표면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리하면 금속공예 기법에서 도입한 스탬핑과 롤프린팅, 왁스의 고유한 물성

에서 실마리를 얻은 긁기와 인두로 그리기, 그 외에 탁본으로 질감 옮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감을 표현하였다. 구체적 활용 사례는 뒤에 있을 Ⅴ장 작품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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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형 왁스의 정밀탈납주조

4.1. 성공적 주조를 위한 선행 과제

[그림 4-36] 정밀탈납주조의 공정

왁스 모형이 완성되고 나면 물줄기를 모형에 붙이는 공정을 시작으로 본격적

인 주조 작업에 진입하게 된다. 정밀탈납주조 전 공정 중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

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주물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공정으로, 이 작

업의 여하에 따라서 경제적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한

다. 그러므로 주조 공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왁스 모형을 꼼꼼

히 재점검함으로써 주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여지를 선제적으로 예

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밀탈납주조에서 왁스 모형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137)

① 유동성이 좋을 것

② 표면이 매끈하고 평활할 것138)

③ 응고 시 수축이 적고 연화와 용융 온도까지 팽창률이 적을 것

④ 응고 시간이 짧을 것

⑤ 작업 및 보관 시 변형이 적을 것

⑥ 상온에서 강하고 비결정질일 것

⑦ 소성 후 회분의 불순물 함유량이 적을 것

137) 권진업, op. cit., p.213.
138) 일반적인 왁스 모형의 구비 조건으로 이 연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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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⑥은 제작된 왁스 모형의 성형 및 변형과 관계된다. 특히 성형 후 변형이

없어야 하는 조건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주물에서 필수 요건이다. 그러므로 물줄

기 부착과 매몰 과정까지 왁스 모형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⑦은 소성 시 재나

불순물이 남으면 주형 재료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물 표면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도 평균 0.7∼0.8mm 두께

로 얇고 평평한 판형 왁스를 안

정적으로 주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최대 8×40cm에 이

르는 판형의 왁스를 절단 없이

플라스크에 매몰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다. 통상적으로 정밀탈납

주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크에는

40cm 길이의 왁스 모형을 그대

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성한 왁스 모형을 절단하지 않고 한

번에 주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원형 플라스크의 가용 지름과

높이는 물론, 주조기의 성능까지 감안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 설비의 규격과 소모품을 되도록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편의를 도모

하고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줄이고자 하였다.

왁스 모형의 조립은 정밀주조 공정 중에서 작업자의 노하우를 가장 필요로 하

는 과정이다. 물줄기의 조립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주물의 성공을 장

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심사숙고해 조립 계획

을 세워야 한다. 설비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고 직경이 20cm인 플라스크에

30cm 길이의 판형 왁스를 그대로 주조할 방법은 없다. 단순 해결책은 플라스크

에 들어가는 크기로 분할해 주조하는 것인데, 이 경우 주조가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주조에 성공하더라도 주물 판재를 일일이 땜질해

이어 붙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플라스크의 공간 효율성이 가장 뛰

어나고 주조에 유리한 곡면 형태를 유도할 수 있게 말아서 조립하는 방법을 시

[그림 4-37] 왁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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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판형의 왁스를 나선형으로 말아 플라스크 내에 배치하

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었다.

주조 작업에 필요한 금속 특성으로 흐름성(流體性, fluidity)과 수축성(收縮性,

contractility)이 있다. 이 둘을 합쳐 간단히 주조성(鑄造性, castability)이라 한다.

주조성은 금속 용해로 및 조업 방법, 왁스 모형과 주형의 제작과 주입 작업 등

에 따라 달라진다. 흐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주형의 종류, 금속의 성질,

합금의 조성, 용탕의 점도(粘度, viscosity), 표면 장력(表面張力, surface tension)

이 있다. 금속 합금의 조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떨어진다.139) 금속의 흐름성은 용융된 금속이 주형 내

부를 채우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흐름성은 복잡한 형상이나 얇은 형태를

주조할 경우 반드시 따져봐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의 판형 왁스 주조도

이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플라스크의 활용도와 경제성은 물론 쇳물의 흐름성을 극대화하는 방

안으로 나선형 구조를 선택하였다. 나선 운동(螺旋運動, spiral movement)은 지

구의 공전 궤도, 덩굴식물, 공기의 대류 등 자연계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것

으로 중심축을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축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아르키메데스 나선(Archimedean spiral)140)은 기원전 3세기의 수학

자인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을 딴 나선으로,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139) ibid., p.18.
140) https://en.wikipedia.org/wiki/Archimedean_spiral

[그림 4-38] 물줄기 붙이기 1 [그림 4-39] 물줄기 붙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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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멀어져 가는 나선으로 각속도

(角速度, angular velocity)가 일정하다.

물줄기를 통해 들어온 쇳물에 가속도

가 붙지 않은 채 일정한 속도로 채워

져 주조의 성공률은 높이고 결함률은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판형 왁스 주

조에서 쇳물이 안정적으로 주입되기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나선형 구조이

다. 질감이나 요철 등 주조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경미한 사항들을 제외하

면 제작된 모형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조건 내 연구 작업에서는 나선 구조가 최적

의 선택이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왁스 모형에 물줄기를 부착하는 일과 플라스크

안에 앉히는 조립 공정인데,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4.2. 왁스 모형의 주조 방안과 실행

주조 시에 용해된 금속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인 탕도(湯道, runner, cross gat

e)141)가 될 물줄기를 붙이는 과정은 왁스 작업의 마지막 공정에 해당한다. 탕구

(湯口, down sprue, down gate)142)에서 주형까지 급격한 각도 없이 부드럽게 흘

러들어갈 수 있어야 좋은 물줄기이다.143) 왁스 물줄기가 연소됨으로써 결국 쇳

물이 흘러드는 길이 되기 때문에 물줄기의 배치와 구조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물줄기를 만드는 왁스 스틱(wax stick)은 굵기, 길이, 형태가 여러 가지로 주조

방식에 맞춰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직접 제작해 사용한다.

141) 쇳물이 탕구를 통하여 주형에 주입되기 위해 주형에 접근하는 통로.
142) 쇳물을 주형 내로 유도하기 위해 수직으로 마련된 유도로.
143) 물줄기를 붙일 때에는 가능한 급한 각도를 피해야 하는데, 이는 주조 시
용융된 금속이 흩어져 흘러 들어가는 것과 용해 금속이 주형 내벽을 깎아 주형
의 기본형을 망가뜨리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귀금속가공』,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 p.244.

[그림 4-40] 아르키메데스 나선�



- 89 -

물줄기용 왁스는 소성 시 모형 왁스보다

먼저 녹아 주형 밖으로 배출돼야 하므로 모

형용 왁스보다 연화 온도가 평균 5∼10℃ 정

도 낮다. 따라서 물줄기 및 탕구용 왁스는

탈왁스 시 회수된 왁스를 100∼150메시의 체

로 정제한 것으로 대개 제작된다. 물줄기용

왁스는 주조용 플라스크의 고무 뚜껑에 왁스

모형을 부착시킬 때, 주형 재료인 석고를 채

운 다음 석고가 완전히 굳기 전까지 떨어지

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견뎌내야 한다. 아울

러 플라스크도 탈왁스를 위한 소성 및 쇳물

주입 시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144) 주조 방안에 따라 주물의 상태와 질이 결

정되므로 물줄기 부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왁스 모형이 탕구, 탕도, 주입구와 함께 연결돼 있는 상태를 일러 왁스 트리

(wax tree) 또는 클러스터(cluster)라고 한다. 왁스 트리는 주입될 금속의 재질,

주물의 크기나 형상, 주조 조건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만 올바른 지향성 응고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왁스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도가 감소해 팽창하므로

항상 23℃±2℃의 온도를 유지해야한다. 그러므로 왁스 모형의 변형이나 치수 변

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급작스러운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144) 권진업, op. cit., p.215.

[그림 4-41] 왁스 트리

[그림 4-43] 주조 후의 왁스 트리

[그림 4-42] 방사선 형태로
부착된 물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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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왁스 트리를 만들 때는 탈왁스가 수월한 방향으로 왁스 모형에 부착시켜야

하며, 코팅 및 후처리 공정이 용이하도록 모형 간의 간격을 약 7mm 정도로 유

지한다.145)

연구자는 주조 공정에서 플라스크당 1개의 판형 왁스 모형으로 트리를 설계하

였다. 평균 3∼5회 회전하는 아르키메데스 나선 형태로 5∼7m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둥글게 말아서 플라스크 내에 고정하였다. 이때 나선형의 중심에 두꺼

운 물줄기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도록 세운 후 방사선 형태로 5∼7 가닥의 가

는 물줄기를 상부와 하부 양쪽 모두 부착해 쇳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했

다. 물줄기용 왁스와 왁스 모형을 접합할 때 뜨거운 인두를 사용하는데, 인두가

왁스 모형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왁스 모형의 조립 순서는 다음과 같다.146)

① 왁스 모형에 붙이고자 하는 물줄기용 왁스를 길이에 맞게 재단하고 인두로

가열한다.

② 물줄기를 붙일 위치에 인두를 댄다.

③ 모형과 물줄기용 왁스를 동시에 대고 한 손으로 누르면서 1∼2초 후에 인두

를 미끄러지듯 서서히 빼낸다.

④ 접착 부위 틈새를 왁스로 메워 주고 왁스의 양이 부족하면 동질의 왁스를

녹여 더해준다.

⑤ 녹는 과정에서 불규칙한 요철의 덩어리가 발생하면 인두로 녹여 부드럽게

다듬어 준다.

⑥ 원활한 탈왁스를 위해 여러 개의 보조 통로를 추가적으로 붙인다.

반복적인 주조 실험을 통해 폭 100mm 이하의 판형 왁스는 특별한 어려움 없

이 주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판형 왁스를 자체 제작하면서 더 넓은 폭을

가진 판형 왁스 주조의 가능성을 실험해야 했다. 이에 연구에 사용한 정밀탈납

주조 설비의 최대 가능치인 폭 150mm와 그보다 조금 작은 폭 125mm의 판형

145) ibid., p.218.
146) 권진업의『금속주조공학』의 내용을 연구자의 실제 작업에 기초해 수정함.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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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샘플을 만들어 주조해 보았다. 길이 100mm의 왁스 모형과 동일한 간격,

동일한 두께의 물줄기용 왁스를 사용해 비교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플

라스크 내에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 150mm의 모형은 어쩔 수 없이 양쪽 가장

자리 가운데 지점에 물줄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다. 그 결과 [그림 4-45]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150mm 높이의 판형 왁스(두께 0.7mm)도 무난히 주조할 수

있었다.147)

이상의 샘플 실험으로 미루어보아 최대 길이의 왁스 모형도 주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선형으로 둥글게 만 왁스 모형의 상하 2곳에만 물줄기

를 붙여 왁스 트리를 만드는 연구자의 주조 방식에서 폭 150mm의 판이 불량

없이 성공할 확률에 관해서는 추가적 실험이 필요하다.

147) 물줄기를 세우기 위해 추가로 부착한 물줄기가 쇳물의 원활한 공급을 도
왔을 수 있음.

[그림 4-44] 길이에 따른 주조 결과
실험을 위한 왁스 모형

[그림 4-45] 길이를 달리한
왁스 모형의 주조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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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금속 재료의 대입

금속을 용해한 후 진공 펌프로 감압시켜, 플라스크 속으로 빨아들여 주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탈납주조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감압주조 방식은 주로 금과 은의

합금 혹은 동합금에 한정해 쓰인다. 금은 재료비 조달이 어려워 연구 작품 재료

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은과 황동을 주요 재료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교 시편으로 쓰기 위해 놋쇠나 순은을 일부 주조해 보았다.

은의 경우 92.5%의 순은과 7.5%의 구리를 합금한 정은(正銀, sterling silver)

을 주로 사용하였다. 12세기경 독일의 이스털링(Esterling)이라는 지역에서 유래

한 합금으로 색상과 광택이 순은과 유사하고 작업하기에 좋으면서도 견고함을

갖추고 있다. 유럽에서 오랜 세월 정은은 은제 식탁용구를 비롯해 금속공예품

제작에 주재료로 애용되었다. 그래서 찌그러지기 쉽고 표면 광택을 유지하기 어

려운 순은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동서양의 금속공예가와 장신구작

가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다.148) 이 연구에서 순은보다 정은을 사

용한 주된 이유도 강도 때문이다. 실험 결과 0.7mm 판형 왁스의 정밀탈납주조

에서 순은의 사용은 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주조한 판재를 다시 펼치기에

는 오히려 부드러운 순은이 정은보다 유리하였다. 그러나 두께가 얇은 탓에 순

은 주물판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따라서 순은 주조를 포기하고 정은을 중심으로 작업하게 되었다.

황동(brass)은 대표적인 동합금으로서 금빛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

금속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황동판의 경우 보통 30∼40%의 아연을 구리

148) 전용일, op. cit., p.19.

[그림 4-46] 정은 [그림 4-47] 황동 [그림 4-48] 놋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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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혼합한다. 아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황동의

비중, 전기와 열전도율이 감소되는 반면, 융점

이 낮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져 주조용 재료로

적합하다.149)

아울러 주조에 최적화한 동합금으로 청동

(bronze)이 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

로 고대 금속 조형물의 대다수가 청동 기물이

었다. 청동은 유동성이 좋고 수축률이 적어 주

조에 매우 적합하다. 황동에 비해 적황색을 띠

며 부식에 강하고 마모되지 않아 기계 부품이

나 조각품, 공예품에 널리 쓰인다. 청동의 성분

비는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해 약 3∼20%까지

의 주석을 함유한다. 주조용 청동은 약 5∼10% 정도의 납, 아연 등과 함께 혼합

된다.150) 놋쇠는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 및 니켈 등을 혼합해 만드는 청동의 일

종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놋쇠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다.151)

주조에 적합한 재료로 알려진 황동과 놋쇠를 우선 선택해 주조 실험을 진행했

다. 황동의 경우, 주조성은 물론 후속 작업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놋쇠는 주조 후에 물줄기를 제거하고 망치 성형을 위해 평판화

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강하고 단단해 판재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청동(놋쇠) 고유의 물성을 간과한 결과였다. 놋쇠를 단조하려면 520℃ 이상

일 때 열간 가공을 해야 깨지지 않는다.152)

이상 가능성을 가진 금속 재료로 주조 실험을 한 결과, 정은과 황동을 이 연

구의 주재료로서 채택하게 되었다.

149) ibid., p.20.
150) ibid., p.21.
151) 연구에 사용한 놋쇠는 국가중요문화재 제77호 유기장 이봉주 보유자의 전
수관으로부터 입수하였다. 합금 비율은 구리 78%, 주석 22%이다.
152) 홍정실,『유기』, 대원사, 1989, pp.87-88.

[그림 4-49] 물줄기 제거와 평판화
과정에서 깨진 놋쇠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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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조 후 기의 성형

5.1. 주물 판재의 마감

주조가 끝난 플라스크는 서늘한 곳에 두어 플라스크 속의 금속이 응고될 때까

지 잠시 식혀야 한다. 주물이 두껍거나 대형이면 식힐 때 변형의 위험이 상대적

으로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탕구를 채우고 있는 금속에서 붉은색이 사

라지면 응고가 어느 정도 끝난 것이다. 다음으로 찬물에 플라스크를 담가 주물

과 플라스크에 붙은 주형재를 손과 고압 세척기 등을 사용해 깨끗이 제거한다.

이후 주물이 완전히 건조되면 절단용 커터나 톱을 사용해 물줄기를 절단해 본

체와 분리한다. 이때에도 본체에 상처를 입히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

다. 주물 판재 표면의 질감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작업이므로 공구에 의한 절삭

면이 주변 질감과 다른 것이

우려되었다. 그래서 물줄기를

제거할 때 판재의 바닥면으

로부터 조금 높은 지점을 절

단하였다. 물줄기 제거 후에

는 주물의 상태에 따라 손과

기계 연마를 선택적으로 사

용하였다. 줄이나 삭제용 버

(burr)를 사용할 때에는 조금

[그림 4-51] 물줄기 제거 후의 주물 판재[그림 4-50] 물줄기 제거 과정

[그림 4-52] 물줄기 접합 흔적이 남아 있는

기물의 구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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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천천히 갈아내 주변부와 높이를 맞췄다. 특히 주변의 질감과 최대한 유사하

게 만들기 위해 줄이나 버로 둥글리며 갈아내는 방식으로 마감하였다. 주조체는

물줄기를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동안 외력에 의해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주

조체가 수축 시 내부 응력을 저장하고 있다가 절단과 동시에 마찰열이 전달되고

그 억제력이 제거되기 때문이다.153)

작품 제작 시 물줄기 흔적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를 기물의 특색 요

소로 활용하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다. 판형 왁스의 기본 두께 형성을 위해 압연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름이나 가장자리 균열을 불량으로 처리하지 않고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창작 과정에서 발생해 제작자만이 알고 있는 작품 속 뒷이

야기를 보는 이들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

가지 결함으로는 합금에 의한 결함, 주물 표면의 혹과 핀(fin)154), 균열 등이 있

153)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 op. cit., p.181.

[그림 4-53] 주조 결함 1 [그림 4-54] 주조 결함 2

[그림 4-55] 주조 결함 3 [그림 4-56] 주조 결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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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결함을 되도록 살

려 표현의 일부로 이용하였다.

5.2. 기물의 제작

그릇은 기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벽 둘레의 안과 바깥에 둘려진 공간에 의해

규정된다. 여기서 기벽이란 내부와 외부, 고체와 유체가 교차하는 일종의 절충

지점이다. 기물은 무엇인가를 형상화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물은 유형과 무형 모두를 아우르는 3차원적 표현이

다. 다만 그것의 존재가 너무 당연시돼 과일이나 음식을 담는 단순한 사물 정도

로 취급될 뿐이다.155) 기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상에 널린 흔한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많은 공예가나 예술가들은 기물을 평범

하지 않은 사물로 인식해왔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156)는 “도자기는 모든

예술 가운데 가장 단순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예술이다.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

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또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가장 추상적이

기 때문이다.”라고『예술의 의미 The Meaning of Art』에서 말하였다.157) 연구자

는 이 주장이 비단 도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기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기물은 일정한 형식이 없고 추상적이라 어렵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험도 허용되는 무한히 개방된 가능성의 영역이다.

판금 기법은 금속 기물 제작에서 주조 기법만큼이나 자주 쓰인다. 금속 판재

를 입체 가공해 구조물을 만드는 가공법으로, 망치질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판형 왁스를 활용해 주조한 판재의 양면에 고르게 분포된

요철 무늬로 인해, 보통의 판금 성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따랐

다. 특히 판재의 질감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금속 망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을 자제하였다. 결국 속이 빈 기물 형태를 만드는 판금의 통상적

154) 주물 표면에 발생하는 양형의 결함 중 판상 돌기를 뜻하며, 마치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하여 핀이라 한다. 핀의 발생 원인 대부분은 주형재의
균열이다.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 ibid., p.188.
155) Gigalle Hanaor,『Breaking the Mould-New Approaches to Ceramics』,
Black Dog Publishing, 2007, p.8.
156) 영국의 시인, 문예비평가, 예술교육자, 미술비평가.
157) 허버트 리드, 박용숙 역,『예술의 의미』, 문예출판사, 2007,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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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순서인 내리기, 각도 올리기, 표면 고르기 순으로 전개되는 망치 성형을 적

용할 수 없었다.

한편 주물 판재의 표면을 장식하고 있

는 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물의

형태를 고심하였다. 질감뿐 아니라 얇은

기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

나 장식을 피하고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의 형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가장

원초적인 기물의 형태인 원통형을 기본

으로 삼았다. 기물의 기하학적이고 단순

한 형태는 내벽과 외벽의 차별화된 무늬

를 보여주기에 효과적이다. 기준으로 삼

은 원통형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

해 기물 형태를 실험하였다. 형태와 질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능에 관계되지 않

는 장식적 요소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럼으로써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

전체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점, 선, 면의 가장 기초적인 조형 요소만으로 형태를

완성하였다. 기물은 주물 판재를 말아서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무늬

와 질감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주물 판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림 4-57] 주조 판재의 말아 붙이기

[그림 4-58] 회전체 구조를 기반으로
상하로 연결된 기물의 해체도

[그림 4-59] 회전체 구조를 기반으로
좌우로 연결된 기물의 해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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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의 지름과 높이를 변경해 2개가 상하 혹은 좌우로 붙는 모양의 기물로도

제작하였다. 원통형 2개를 위아래로 붙인 기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

나는 용기 아래에 실제 굽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굽을 가진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내부가 뚫린 기물이다.

굽이 있는 기물은 평범한 일상보다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림 4-60]은 삼국시대 신라 무덤인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제 고배

(高杯)이다. 구연부가 밖으로 말

려 붙였고, 나뭇잎 모양의 장식

7개가 각각 2개의 구멍을 통해

금실로 꿰어 달렸다. 굽다리는

작은 편으로 상·하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사각형 모양의 창

이 어긋나게 뚫린 신라 굽다리

접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158) [그

림 4-61]은 완형의 백자 제기(祭

器)로 굽이 높은 편이고 직선으로

곧게 내려오다 끝에서 살짝 벌어

158)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123706260000&pageNo=1_1_1_1

[그림 4-60] <황남대총 북분 금제
고배>, 신라시대, ∅10×10cm,
보물 제626호,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4-61] <백자 제기>,
조선시대, ∅14.1×11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62] Juliane Schölß,
<Tablett mit Gefäßen>의 일부
(출처: http://julianeschoelss.de)

[그림 4-63] Juliane Schölß, <Tablett mit Gefäßen>, 2017,
Silver 925, Stainless Steel, Gold-Plated, Tablett:
∅36×1.6cm, Gefäße: ∅2.7-9×16.4-18cm



- 99 -

졌다. 단정한 선과 면, 정결한 백색의 제기로 조상이나 신을 받드는 의미를 높은

굽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그림 4-63]은 줄리아네 쇨스의 <Tablett mit Gefäßen>

세트 작품 중 은잔으로 백자 제기와 유사하게 기벽에 준하는 높은 굽이 붙어 있

다. 구연부가 위로 가면서 벌어지는 것과 대비를 이뤄 굽은 아래로 갈수록 벌어

지는 모양이다. 따라서 위에 올라탄 용기가 떠받쳐지는 느낌이 강한 형태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용기 아래에 실제 굽이 있는 경우이다. [그림 4-63]처럼 얇

은 주물 판재로 굽을 제작하면, 날카로운 단면이 기능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같

은 이유로 [그림 4-60] <황남대총 북분 금제 고배>의 굽은 일정한 두께로 끝을

접어 올려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 두께를 더했다. 이처럼 연구 작품도 굽의 두께

를 보충하기 위해, 두께 1mm, 폭 7mm의 길쭉한 은판을 감아 안쪽에서 때우고

주물 판재의 특징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감하였다. 내부가 뚫린 2단

구조의 기물은 날카로운 굽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현대 공방 도예의 선구자인 버

나드 리치(Bernard Leach)는 “작

은 굽은 우아함, 넓은 굽은 안정

성을 기물에 부여한다”고 주장한

다.159) 굽의 높이와 지름은 기물

의 형태와 비례, 질감의 특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였

다. 버나드 리치가 피력한 도자기

의 구조와 관련해 유용하다고 생

각한 몇 가지의 개념 가운데 연구

자의 기물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밖의 항목들을 골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

다.

첫째, 선의 끝단이 중요하다.

둘째, 선은 곧 힘이며, 변화하거나 교차하는 지점이 주안점으로 작용한다.

159) Bernard Leach,「A Potter's Book」,『The Craft Reader』, G&J Books,
2009, p.185.

[그림 4-64] 요철이 살아 있는 주조 기물의 굽



- 100 -

셋째, 오랜 세월동안 지속돼 온 형태들은 고요한 자신감에 차 있다.

과장은 절제보다 못한 것이다.

리치의 주장처럼 기물의 끝단도 신

중히 처리하였다. 바닥면은 전반적으

로 평면을 이루는 정도의 과하지 않

은 선에서 다듬었다. 바닥이 될 금속

판재의 절단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

게 안으로 끼워 넣고 땜질했다.[그림

4-65] 이는 기물의 외관 벽면이 되는

판재에 남은 물줄기 흔적, 질감을 내

는 과정에서 생긴 요철을 의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상의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

한 주조 기물의 성형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첫째, 주물

판재가 준비되면 물줄기부터 제거한

다. 둘째, 나선형으로 말아 놓은 주물

판재를 원래대로 펼친 후 둥근 모루

에 대고 나무나 우레탄 망치로 살살

쳐서 편다. 셋째, 판재들을 이어 붙여

계획한 기물 크기에 맞게 연장한다.

원하는 기물 형태의 볼륨에 가깝도록 맞춰가면서 말아준다. 넷째, 둥글게 만 판

재의 양끝 단면을 땜질해 원통을 만든다. 다섯째, 바닥을 땜질하여 붙이고 디자

인과 조형적 필요에 따라 바닥과 기벽에 전이나 손잡이를 추가적으로 부착한다.

말아 붙이기를 기본으로 제작된 기물들은 전반적으로 원형 혹은 타원형의 기

둥 형태를 띤다. 작은 기물은 2∼3개, 큰 기물은 3∼4개의 주물 판재가 필요하

다. 경우에 따라서는 2단으로 판재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개의 작은 조각 판재

를 다채롭게 이어붙이기도 하였다. 원통이나 타원형 구조를 나란히 연결해 ‘∞’

[그림 4-65] 주조 공정의 흔적이
남아 있는 바닥면

[그림 4-66] 주조 공정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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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치 성형 기물처럼 볼륨감이 있는 볼 형태

의 바닥면을 가진 기물도 일부 실험 제작하였다.

연구 작품의 형태에 관해 정리하자면, 원통형을 기본으로 상하 혹은 좌우 조

합을 통해 기물의 형태를 구축하고, 기벽에 표현된 질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

조적 장식을 최소화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작품에는 굽이나 손잡이를 달아 단

순함을 보완하였다. 연구 후반으로 가면서 원통형에서 벗어난 형태들도 시도하

였으나, 연구 작품의 대표적 기형은 [표 4-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 정밀탈납주조 기물의 기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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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흔적의 전이 19-4>, 정은, 31.5×10×7.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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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흔적의 전이 19-1>, 정은, 20×17.5×13.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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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흔적의 전이 19-1>, 정은, 20×17.5×13.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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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색내기와 착색

정은을 재료로 제작한 기물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 요인으

로 인해 얼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은에 함유된 구리 성분은, 가공 후

에 재가열하게 되면 산소와 결합해 검은 구리산화피막(CuO)을 만든다. 이를 화

이어스케일(fire scale)이라 하는데, 완성 단계에서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표면에 얼룩으로 남는다.160) 그러므로 정은 기물의 마무리 작업으로 반드시 화

이어스케일을 제거해야 정은 고유의

미백색이 드러난다. 구리산화피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10% 희석 황산에

5∼10분간 담가두면, 기물 표면의

산화된 구리 성분이 황산에 녹아 깨

끗하게 제거되어 은 성분의 분포 비

율이 높아져 표면의 색이 뽀얗게 아

름다워진다.161)

정은은 물론 순은으로 정밀탈납주조를 하면 주물 표면에 불순물이 남아 있어

은의 색상이 불량할 수 있다. 정은을 절삭 가공한 뒤에도 열을 가하면 구리 성

분에 의해 표면에 검은 산화피막이 생긴다. 그러므로 주조 기법으로 제작한 기

물은 반드시 화이어스케일 제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조를 위해 합금하

는 과정에 주형 재료나 불완전 연소된 왁스의 찌꺼기 등이 섞여 들어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물의 모든 제작 공정을 마무리한 단계

에서 아래와 같이 화이어스케일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162)

① 정은 기물을 최종적으로 마감하기 전에 불대의 부드러운 불꽃으로 전체를

가열해 검게 변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얼룩이 가장 어두운 색이 되는 시점에서 가열을 중지하고 공기 중에 식힌

다.

160) 전용일, op. cit., p.186.
161) 송오성, 이정임,『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한 금속재료』, 서울주얼리연구센터,
주얼테크, 2009, p.65.
162) 전용일, op. cit., p.186.

[그림 4-67] 화이어스케일 제거가 필요한 정은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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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로 희석시킨 황산 용액에 약 5∼10분 정도 담가 얼룩이 사라지도록 두

는데, 황산 용액이 뜨거우면 탈색이 빠르다.

④ 산에서 꺼낸 후 흐르는 물에 씻어 소다(Na₂CO₃)나 규조토(硅藻土) 등을

묻힌 수세미로 닦는다.

⑤ 물기를 제거한 후 같은 방식으로 가열해 얼룩의 유무를 재확인한다.

⑥ 얼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과정을 되풀이한다.

⑦ 가열해도 더 이상의 얼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완성된 것이므로 작업을 마친

다.

황동으로 제작한 기물인 경우 화이

어스케일 제거가 필요 없다. 그러나 정

은으로 제작한 기물과 마찬가지로 땜

질과 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붉은 피

막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황동

은 재료적 특성상 합금돼 있던 아연이

산에 의해 빠져나오면 구리만 남게 된

다. 이로써 발생된 붉은 피막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솔이나 수

세미로 강하게 문질러 피막을 닦아내

거나 과산화수소(H₂O₂)를 활용한 화학

적 처리163)를 통해 제거하나, 크기가

큰 기물은 제거가 쉽지 않다. 표면에 남아있는 붉은 피막이 미미한 경우에는 제

거하지 않고 그대로 마감하거나, 도금 처리하기도 하고, [그림 4-68]처럼 안쪽

기벽에 주석 도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석 도금은 기물을 약한 불대로 가열하

면서 주석을 녹여 붓으로 내부에 펴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석 도금은 실

용성 측면에서 산화 피막의 유해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기물 내부와

외부의 색상 대비, 그리고 음각 요철 부위를 주석이 채움으로써 생기는 표면 효

과를 의도한 것이다. 외벽의 자연스러운 색상은 주조 후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

163) 산과 과산화수소를 섞은 용액에 담가 피막을 제거하는데, 혼합 비율은 1:1이
일반적이나, 물 1/2을 함께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림 4-68] 황동 기물의 산화된 외부와
주석 도금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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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중 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생긴 산화 작용의 흔적이다.

[작품 3] <흔적의 전이 19-B2>, 황동, 주석 도금, ∅15.5×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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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흔적의 전이 19-B3>, 황동, 금도금, ∅15.5×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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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밀탈납주조 기물의 특성

5.4.1. 물리적 특성

이 연구의 핵심 과제는 판형 왁스를 활용해 기벽이 얇은 주조 기물을 제작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주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일부 발견되

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주물의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다. 양호한 겉보기

와 다르게 주물의 표면에 세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

현상은 용융된 금속이 여러 개의 탕도를 따라 흘러 들어가 내부에서 합치되는

경계선에서 보이는 것으로, 용융 금속이 흘러드는 동안에 식어서 일어나는 현상

이다. 이 경계 부위는 통상 응고 과정에서 균질화되므로 주물 조직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쇳물의 흐름이 불량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계

부위가 주위와 다른 조직으

로 생성되는 수가 있다. 그

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육

안으로도 경계가 보이게 된

다. 이러한 결함은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고 물줄기

를 여러 개 부착한 주조에

서 주로 발생한다.164)

그 밖에 가장 문제가 되

는 주조 결함은 수축공이다. 수축공은 금속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부피가

수축하는 물리적 현상으로 발생하는데, 크기에 따라 미세 수축공과 일반 수축공

이 있다. 쇳물이 부족한 부분이 응고되면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위에 비

해 두꺼운 부분이나 열이 집중되는 최종 응고 지점에서 주로 발생한다.165)

이와 같은 주조 결함들을 정밀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신소재연구소에 전자현미경 촬영을 의뢰해 주조 시편의 조직을 관찰하였다. 관

찰에 사용된 현미경은 JEOL사의 JSM-6360 기종이다. 교차 확인을 위해 2가지

의 금속 시편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두께를 0.8mm로 통일시킨 가로와 세로 각

164) 김영훈, 김부섭, 최성민, op. cit., pp.189-190.
165) 권진업, op. cit., p.339.

[그림 4-69] 탕회 결함(cold-shut)
(출처: 西直美,『ダイカスト入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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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mm인 시편은 ①판형 왁스를 롤프린

팅한 후 주조한 금속 판재, ②동일한 질감

으로 금속에 롤프린팅한 판재, ③생산 후

아무런 공정도 거치지 않은 시판되는 판재

로 구분했다. [그림 4-71]은 각각의 판재를

50배, 500배, 5000배로 확대한 이미지를 내

림차순으로 배치한 것이다.

[그림 4-71] A: 일반 정은판(0.8T) B: 롤프린팅한 정은판(0.8T) C: 주조한 정은판(0.8T)
(촬영 장비: JSM-6360 / JEOL사)

관찰 결과는 예상대로 일반 정은판의 조직은 5천 배로 확대하여도 처음과 별

차이 없이 매끈한 조직을 유지하였다. 특이할 점은 5백 배의 확대까지는 금속에

곧바로 롤프린팅한 정은판과 주조한 정은판의 조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다. 이는 같은 재료로 롤프린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형 재료로 사용된 석고의

[그림 4-70] 전자현미경(JSM-6360)의 모습
(출처: https://cae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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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이 주조한 판재의 미세 질감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주조

한 정은판을 5천 배로 확대한 촬영 이미지

를 비교해보면 조직 구성의 치밀함이 확연

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6)

고체 상태의 금속은 수많은 결정격자의

집합체로 이뤄져 있다. 강한 결속력을 갖

고 있던 금속의 각 원자도 용융점 이상으

로 가열하면 외부의 열에너지에 의해서 주

변 원자와 결합에너지가 작아지면서 결정격자에서 벗어나 비정질의 무질서한 상

태 즉 액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냉각되면 열에너지를 방출

하면서 나노 크기의 원자 집단이 자발적으로 고체결정핵을 형성하게 된다. 이

핵으로부터 비롯된 결정은 주변 원자의 확산에 의해 인접한 결정과 부딪힐 때까

지 성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결정질의 고체 상태에 이른다.167) 바로 이때 결

정 내부에 결함들이 형성되게 된다. 이는 수많은 단결정들이 모여서 다결정 상

태인 금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압연 공정에서 여러 번 다져져

생산된 금속판과 다르게 주조된 후의 판재에서는 [그림 4-72]처럼 결손이 느슨

한 조직 구조를 보이게 된다.

5.4.2. 실용적 특성

이 연구는 독특한 표면 질감과 더불어 얇은 벽을 특징으로 하는 주조 기물 제

작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바, 실용적인

기물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물 조직의 결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특히 액체를 담는 잔이나 주전자 그리고 피처(pitcher) 등을 제작

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조 후 물줄기를 제거한 판재 상태에서 수축공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러

166) [그림 4-71] 우측 최하단 이미지.
167) 송오성, 이정임, op. cit., p.155.

[그림 4-72] 10,000배로 확대한
주물 판재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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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완성 기물에 액체를 담아서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축공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물을 담아 관찰하지만, 주병이나 잔의 경우는 술을 사용

하기도 한다.

실용 기물의 가능성 실험에서 주물의 조직이 불량해 술이 샐 위험이 상시적으

로 존재한다. 그래서 술병과 잔을 완성한 후에는 물

을 담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물 판재에 미세

한 수축공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 매우 천천히 밖으

로 배어 나왔다. 새는 현상이 관측되면 위치를 특정

하고 안쪽에서 은땜을 올리고 불로 녹여 수축공에

스며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액체를 담아서

재확인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새는 곳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예상보다 주물의 조직이 나쁘지 않아서 대부분의 판재에서는 수축공이 발견되

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공168)은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감을 내는 과정에

서 도구의 모서리에 찍히거나 너무 깊

이 눌린 것에서 기인하였다. 질감이

강하고 거칠게 표현된 일부 기물에서

는 극도로 미세한 수축공으로 인해 액

체가 아주 천천히 밖으로 배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액체를 담는

용기의 왁스 모형은 판재의 두께나 질

감의 선택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밖의 조

형 작업이나 건조한 것을 담는 기물은

기공이나 수축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형성과 질감 표현에 방점을 두었다.

168) 용융 금속의 응고 과정에 발생한 ‘수축공’과 구분해 왁스 상태일 때부터 만
들어진 구멍을 ‘기공’으로 구분해 기술하였다.

[그림 4-73] 술이 새는 현상�

[그림 4-74] 조성호, <은기 19-3>, 정은,
9×7.5×14cm, ∅5.5×4.5cm, ∅7.5×2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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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심미적 특성

재료와 결부된 고정 관념은 질감, 표현 기법과 함께 기물의 무게감에 영향을

준다. 특히 물성에 의한 본질적 무게감은 형태나 크기와 관련이 적다. 금속 기물

은 무겁기 마련이나, 제작 기법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얀 베게는 형태와 크기

가 동일한 화병을 단동

(丹銅, tombac)169)과 주철

(鑄鐵, cast iron)170)로제작

하였다. <Double-walled

Tombac Vase>는단동판

으로 내형과 외형을 만든

후 간격을 두고 땜질해 벽

사이가 빈 화병이다. 반면,

<Cast Iron Vase>는 속이

꽉 찬 주물 화병이다. 색이

유사하고 형태가 같지만, 두 화병의 무게는 크게 차이난다. 즉, 주철 쪽이 훨씬

무겁다. 그러나 표면을 관찰하면, 주조 기물 특유의 질감이 돋보인다. 이처럼 주

물 특유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볍기까지 해 시각적, 심미적으로 부담 없

는 금속 주조 기물이 필요하다 보았다.

‘가볍다’의 사전적 정의는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이다.171) 무게감은 점, 선, 면의 크기와 위치로 만들어지는 형태나 질감 그

리고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 연구자는 기물 제작에 앞서 ‘얇은’

주물 판재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기물의 형태를 탐구하였다.

동일한 형식과 구조를 취하고 있는 3개의 기물 모두는 울라 카우프만(Ulla

Kaufmann)과 마르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n) 부부의 공동 작품이며 정은

으로 제작되었다. 이 기물들은 흡사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조각 작품을

일상의 사물로 변환한 것 같다. 단조 작업으로 제작돼 단단하고 탄력 넘치는 재

169) 아연이 5∼20% 정도 함유된 구리 합금.
170) 3.0∼3.6%의 탄소를 함유한 주조에 적합한 철.
17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가볍다.

[그림 4-75] Jan Wege,
<Double-walled Tombac
Vase>, Height 19cm

[그림 4-76] Jan Wege, <Cast
Iron Vase>, Height 19cm

(출처: https://www.jan-weg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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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이로 휜 듯한 곡면이 자아내는 유연함이 고도의 관능

미를 가지며 엄격한 절제미를 보여준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

는 갤러리스트이자 전시 기획자인 엘렌 마우러 질리올리(Ellen Maurer-Zilioli)는

이들의 작업에 관해 “얇고 단정한 정은 판재가 나선형으로 감김으로써 형성되는

기벽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 서로 겹쳐지면서 내면과 외면의 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허함을 끌어안은 유백색 기물의 형태가 엄격하고, 강

하고, 깨끗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172)

재료는 기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재료가 가진 근본적인 색상이나 질감, 재질의 상태, 그리고 제작에 사용된 기법

과 표현의 효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페터 베르버그(Peter Verburg)의 <Dishes>과 요코 타키라이(Yoko Takirai)

와 피에트로 펠리테리(Pietro Pellitteri)의 <Cube>는 비록 다른 용도의 사물이나

172) https://artjewelryforum.org/ulla-martin-kaufmann

[그림 4-77] Ulla & Martin
Kaufmann, <Vessel

Architecture>, Silver 925

[그림 4-78] Ulla & Martin
Kaufmann, <Bowl Kreuzung>,

Silver 925

[그림 4-79] Ulla & Martin
Kaufmann, <Schale

Aus-dem-Kreis>, Silver 925

(출처: https://artau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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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형태가 유사하다.

그러나 베르버그의 작품은

굽이 있는 기물이 갖는 유

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두꺼운 벽이라 상대적으로

훨씬 무거워 보인다. 게다

가 파이어스케일이 제거되

지 않아서 기물 표면에 남

아있는 얼룩들이 무거운

느낌을 가중시킨다. 반대로 타키라이의 <Cube>는 맑고 경쾌한 은백색으로 마감

됨으로써 베르버그의 기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더욱이 개구부에 얇은 판재

단면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된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은세공가인 줄리아네 쇨스(Juliane Schölß)의 <Bottles

and Cups>은 제목 그대로 개성적 형태의 병과 잔이다. 그의 작업은 0.3mm의

매우 얇은 은판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금속 작업에 앞서 만든 종이 모델을

금속으로 그대로 치환한 기물임을 작품의 형태로부터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위

로 길쭉이 뻗어 오른 원통형의 기물들이 전반적으로 가볍고 시원스러운 분위기

[그림 4-80] Peter Verburg,
<Dishes>, 2006, Silver 925,

10.2×10.2×9.5cm

[그림 4-81] Yoko Takirai &
Pietro Pellitteri, <Cube>,
Bracelet, 2019, Silver 925,

6.3×6.3×6.3cm

[그림 4-82] Juliane Schölß, <Bottles and Cup>, 2011,
Silver 925

(출처: http://julianeschoelss.de)

[그림 4-83] Juliane Schölß,
<Frühstücksbouquet>, 2010, Silver 925,

26×26×20cm
(출처: http://collections.va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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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다. <Breakfast Bouquet>는 아침식사 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꽃다발을

연상시키는 오브제 작업으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은기들이 조합돼 전체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크기와 비례가 다른 여러 개의 기물이 걸쳐져 쌓이고 교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기물의 얇은 두께가 한층

부각된다.

이상으로 얇은 판재의 재료적 특

성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작품

역시 말아서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

되고, 얇은 두께가 도드라져 보이도

록 단면이 그대로 노출된다. 차이점

은 재료적 속성에 있는데, 압연 과

정을 통해 단단히 다져진 매끈한 표

면의 판재와 달리 판형 왁스를 활용

해 다양한 질감은 물론 뚜렷한 요철이 전체 표면에 표현된 주물 판재라는 점에

서 차이가 확연하다.

요철을 생성하는 스탬핑을 제외하면 질감 표현은 양방향에서 이뤄지는데, 대

개 복합 문양이 얇은 기벽의 안팎에 고르게 장식됐다. 종잇장처럼 얇은 기물의

표면에 선, 면, 요철 등으로 구성된 무늬가 안쪽과 바깥쪽에 효과적으로 표현되

도록 계획하였다. 기벽 표면의 규칙적 요철은 빛의 음영에 따라 문양화되어 기

물의 전반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조형 요소로 작용하는 굽과 손잡이 등을 중심체에 부착

해 기물의 심미성을 모색했다. 표면 질감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원통형의 단

순함을 감소시키고자 크기, 비례, 위치 등을 바꿔가며 최상의 조합을 찾았고, 보

통 종이 모델로 확인하였다. 주조 후 트리에서 주물 판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곡선을 유지시켜 기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나선형으로

말았던 판형 왁스를 다시 펼치는 과정에서 생성된 판재 볼륨을 그대로 살려 옆

으로 길쭉한 형태의 기물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원형이나 타원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없앨 수 있었다.

[그림 4-84] 표면의 질감과 단면이 부각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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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의 표현, 몸체와 장식 요소간의 유기적 통일, 기형의 실험을 통해 가벼움

이 강조되고 심미성을 갖춘 독창적 금속 주조 기물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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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작품 연구

1. 장식적 패턴 스탬핑

1.1. 장식 본능과 공간 메우기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은 장식적 욕구로

표출된다. 주변이나 사물을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개인의 취향과 자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장식

은 미적 경험과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그가 속한 시대의 사회와 문

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장식은 시대별 상징이 가

지는 고유한 의미와 내적 가치를 내포한다.173)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다. 점과 선으

로 이뤄진 여러

기하학적 무늬

는 자연을 배경

으로 살아간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상징적으

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74) 빗살무늬

토기의 무늬는 매우 다양하다. 신석기인들은

한두 가지의 도안에 만족하지 않고 독특한 감

정과 취미까지도 반영해 장식 무늬를 끊임없이

발전시켰다.175) 이처럼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

까지 건축, 섬유, 공예에 등장한 다양한 무늬는

173) 정시화,『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2002, p.9.
174)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4328
175) 조대일,『조선공예사(원시-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2012, p.18.

[그림 5-1] <빗살무늬토기>, 서울시,

높이 25.9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2] Lauren Joffe, <Untitled #4
(Inprint Series)>, Stoneware, Slip,

Glaze, 25×17×17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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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그것을 창조하는 원초적 감각을 가졌다는 역사적 증거이다.176) 판형 왁

스를 활용한 주조 기물에는 본능적으로 장식을 떠올리게 하는 넓은 기벽이 존재

한다. 따라서 특별한 도구나 손기술이 필요 없는 스탬핑을 통한 장식을 가장 먼

저 시도해 보았다.

스탬핑 기법은 여러 가지 공구나 형틀로 금속판을 가격해 일정한 형태, 질감,

반복적 무늬를 찍어내는 기법을 이른다. 이 기법은 금속공예 기법의 가장 원시

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장식을 하나씩 망치나 정으로 두드려

찍던 고대인들이 물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장식 방법을 개량해 일정한 패

턴을 동일한 스탬프로 찍기 시작하면서 유래되었다.177)

김재영의 <Finding Joy in

‘Ordinary’>은 일상의 소소한

사물로부터 발견한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스탬핑 기법

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표현

한 기물 작업이다. 그는 겨울

철 보온 효과를 위한 전통

바느질 기법인 누빔의 무늬

와 재질감을 금속으로 표현

하였다. 금속판에 무늬를 내

는 방법은, 망치로 직접 찍는 방식과 도장 등을 이용해 찍는 방식이 있는데, 보

통 강철판이나 모루 등을 밑에 받쳐주어야 뚜렷한 무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처럼 매우 뚜렷한 요철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판이나 감탕178)으로

밑을 받쳐야 하는 수고로움이 동반된다.

금속과 달리 판형 왁스는 점토판처럼 힘을 가했을 때 훨씬 더 깊고 진한 무늬

를 얻을 수 있다.179) 원자 간의 결합이 약한 부드러운 판형 왁스가 작용/반작용

176) 찰스 왈쉬레거, 신디아 부식 스나이더, 원유홍 역, op. cit., p.442.
177) 전용일, op. cit., p.97.
178) 스탬핑이나 돋을새김, 조각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물을 고정시키는 용도
로 쓰이며, 보통 송진(松津)과 토분(土粉)을 같은 비율로 섞어 만든다.
179) 스탬핑과 거의 동일한 인화기법(印花技法, 도장무늬기법)은 도예에서 활용
도가 높은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5-3] 김재영, <Finding Joy in ‘Ordinary’>,
2000, 은, 31×9×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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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칙에 대한 반응성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1.2. 물질과 장식

점토는 물질적 속성의 변형을 꾀한

최초의 물질이다. 그리고 점차 기능적,

상징적 의미를 확보하게 되었다. 점토

의 성형 과정은 인간의 정신과 몸, 물질

사이에 진행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였다. 제작자의 손 안에서 형태가

만들어진 사물에는 아직 제작자의 손자

국이 남아 있기도 하다.180) 인류는 점토

의 가소성을 이용해 필요한 모양이나

크기를 구현할 수 있었다. 자연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점토를 반복 사용하면

서 속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숙련의 개념

도 생겨났다.181)

고대부터 인류는 다양한 공예 소재의

물성을 바탕으로 문자를 비롯한 상징적

문양을 넣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특히,

말랑말랑한 점토로 제작한 토기나 도자

기 등의 표면에 금속, 나무, 돌 등의 단

단한 소재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로 긁

거나 눌러 찍어 문양을 채웠다. 새겨진

문양은 바탕 소재에 따라 확연한 차이

를 보인다. 부드러운 물성의 점토는 제작자의 표현 의지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

의 강하고 직접적인 흔적을 남긴다. 점토와 물성이 비슷한 밀랍을 사용한 모형

180) 플로렌시아 콜롬보, 빌레 코코넨, 고일홍 역, op. cit., p.1.
181) ibid., p.4.

[그림 5-4] <고산리식 토기>, 제주 고산리
유적, 출토사적 제412호

(출처: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그림 5-5] 우르크(Uruk) 쐐기문자,
3100BC-3000 BC,

The British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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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조된 금속공예품에서도 유사한 효

과가 발현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소성을 통한 점토의 고형화와 마찬가지로

주조를 통해 금속으로 고형화함으로써 안

정성과 영속성을 얻는다.

이처럼 왁스는 점토와 유사성이 크다.

특히 가하는 힘에 반응하는 성질이 닮았

다. 그러나 금속은 이와 반대되는 물성을

가지므로, 금속과 왁스는 만졌을 때 느낌

부터 완전히 다르다. 왁스는 누르거나 가

격했을 때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 외부

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흡수해 반응함에 있어 매우 유연하다. 그러나 왁스는 특

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만 유연하다. 세심한 환경 조건에서만 반응을 보이므로

함부로 다루기 어렵다. 더불어 왁스는 주조의 공정을 거쳐 금속으로 재탄생되는

극적인 변화 과정이 매력적이다.

작품 연구의 스탬핑은 도자 스탬핑과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림

5-8]과 [그림 5-9]를 비교해 보면, 도자 그릇에는 바깥 면에만 스탬핑의 흔적이

생기고, 스탬핑 무늬가 안쪽 면으로 전이되지 않았다. 그러나 판형 왁스의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아 전이 효과가 분명했다. 이 효과를 적극 활용해 판

형 왁스의 양면에 모두 무늬를 찍기도 하였다.

<도장무늬바리>를 보면 음각 무늬만 구현됐는데, 이는 줄리 블리필드(Julie

[그림 5-6] 물성에 따른 스탬핑의 효과
(좌: 판형 왁스(0.7T), 우: 은판(0.7T))�

[그림 5-7] 판형 왁스의
스탬핑 효과

[그림 5-8] 주조 후의
스탬핑 효과

[그림 5-9] <도장무늬바리>,
통일신라, 경주시, 토제, 높이
8.1cm, 국립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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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field)의 <Acacia vessel>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연구 작품 세부 이미지

인 [그림 5-8]을 보면 음각과 양각이 공존한다. 이는 결국 기물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스탬핑을 한 것과 입체 가공 전 판재 상태에서 스탬핑을 한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손에 의한 스탬핑 결과물은 기계 스탬핑처럼 정확하고 정교하지 않지만 때때

로 우연의 효과가 발현됨으로써 의도치 못했던 독특한 무늬가 판형 왁스의 표면

에 구현된다. 조각가 안규철은 “손에서 인간의 비가시적인 내면이 가시적인 실

체로 형상화된다.”182)고 한 바 있다. 손에 의한 우연은 결국 내면의 가시화인지

도 모른다.

더불어 기물의 벽면에 스탬핑 기법으로 만든 규칙적이고 정교한 무늬는 보는

이로 하여 집중하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 그 결과 “무심히 찍혀 있는 줄

무늬의 크기와 짜임새가 기물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자아내게 한다”라는 평을 받

기도 했다.183)

182) 안규철,『그 남자의 가방』, 현대문학, 2001, p.39.
183) 제19회 실버트리엔날레(Silver Triennial International 2019)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일부. Christianne Weber-Stober,『Silver Triennial International: 19th
Worldwide Competition』, Arnoldsche, 2019, p.35.

[그림 5-10] Julie Blyfield, <Acacia vessel>,
2007, Silver 925, ∅10.5×10.8cm

[그림 5-11] Julie Blyfield,
<Acacia vessel>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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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제19회 실버트리엔날레》에전시된 작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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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작품 연구

장식은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

구하기 위한 시각적 유희 수단이다. 작업

과정 중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손놀림이 장

식으로서 보는 이에게로 자연스럽게 전해진

다. 시각적인 통일성을 이루어 내는 요소로

서의 반복은 김환기(1913∼1974)의 점묘화

(點描畵)에 잘 나타난다. 똑같거나 혹은 유

사한 요소의 뚜렷한 반복이 만든 리듬감이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25-V-70

17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형 왁스의

스탬핑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왁스의 단색

조 안에서 특정한 규칙 없이 반복적으로 찍

는 자유로운 손의 움직임이 통일성을 가진

결과로 나타난다.

한편 질감 망치(texture hammer)를 사용하면 넓은 면적에 질감 효과를 쉽게

낼 수 있으나, 왁스에 곧바로 사용하기에는 망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고 질감

의 효과도 일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그림 5-14]∼[그림 5-17] 더욱이 망치는 손으로

일일이 찍는 정처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작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질감 망치

는 작업에서 배제했고, 스탬핑 질감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망치의 도움

없이 팔 힘만으로 한 점씩 눌러 찍었다.

연구 작품에는 금속 작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조각 정(engraving tool)이나 돋

[그림 5-13] 김환기, <25-V-70 173>, 1970
(출처: 서울옥션)

[그림 5-14] 질감 망치
스탬핑 효과 1

[그림 5-15] 질감 망치
스탬핑 효과 2

[그림 5-16] 질감 망치
스탬핑 효과 3

[그림 5-17] 질감 망치
스탬핑 효과 4

(출처: 山下恒雄,『鍛金の実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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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새김 정(chasing tool) 외에

머리끝에 독특한 모양이나 요

철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스탬핑 도구로 사용하였다.

왁스 고유의 부드러운 성질

로 인해 스탬핑이 용이한 편이

나 작업장의 온도 조절이 중요

하다. 특히 겨울철 저온 환경

에서는 왁스가 쉽게 딱딱해지

므로 스탬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열기를 쪼여가며 작업해

[그림 5-18] 스탬핑 1
- 5 -

[그림 5-19] 스탬핑 2
- 5 -

[그림 5-20] 스탬핑 3
- 5 -

[그림 5-21] 스탬핑 4
- 4, 5 -

[그림 5-22] 스탬핑 5
- 4, 5 -

[그림 5-23] 스탬핑 6
- 2 -

[그림 5-24] 스탬핑 7
- 1 -

[그림 5-25] 스탬핑 8
- 4, 5 -

[그림 5-26] 스탬핑 9
- 1, 5 -

[그림 5-27] 스탬핑 10
- 3, 7 -

[그림 5-28] 스탬핑 11
- 4, 핸드바이스 -

[그림 5-29] 스탬핑 12
- 튜브 -

[그림 5-30] 스탬핑에 사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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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스탬핑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

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물성을 지닌 왁스

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두께는 가져야 한다.

앞선 실험의 결과처럼, 스탬핑 효과를 확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는 0.7mm 내외로

안정적 주조가 가능한 가장 얇은 판형 왁스

두께와 동일하다.

작품 연구를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

해 스탬핑 작업을 했다. 금속공예 돋을새김

용 정이 많이 쓰였는데, 끝단 면이 작은 원

인 [그림 5-30] 4번과 선을 새기는 용도의 5번을 가장 자주 사용했다. 1번, 2번

은 조각 정으로, 파새김하는 날이 아니라 망치에 여러 번 가격하여 무뎌진 머리

를 스탬핑 용도로 사용하였다. 6번과 7번은 연구 작품을 위해 새로 제작한 정이

고, 8번은 하드 왁스 조각용 버이다. 바늘이나 드릴날을 4점 고정하는 핸드바이

스 물림장치도 스탬핑에 사용해 [그림 5-28]의 질감을 얻었다.

[그림 5-31] 핸드바이스 물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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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흔적의 전이 20-1>, 정은, ∅20×1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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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흔적의 전이 19-B1>, 황동, 금도금, ∅20×1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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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흔적의 전이 19-2>, 정은, ∅15×17.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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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흔적의 전이 20-B1>, 황동, 16×14×19cm, 2020
[작품 9] <흔적의 전이 20-B2>, 황동, 17.5×15×1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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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흔적의 전이 20-2>, 정은, 17×14.5×17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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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흔적의 전이 20-3>, 정은, 14.5×13×17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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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흔적의 전이 19-3>, 정은, ∅15×9.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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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재료의 롤프린팅

2.1. 물성의 반영과 질감의 전이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184)에게 회화는 한

갓 ‘형태의 변형’이 아니라 “만

지는 눈, 눈의 만지는 지각”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눈

으로 만진다’는 관념은 아리

스토텔레스 이전의 그리스인

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들에게 시지각은, 눈에서 뻗

어나간 시선이 대상의 둘레를

더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술

이 광학적 공간의 정복에 몰두하면서 시각에 내재된 촉지적 기능은 점차 망각되

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재현을 포기한 회화에서 촉지적 기능이 다시 강조됐고,

현대회화는 형과 색의 미적 유희가 되었다.185)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훌륭하게

실현해 보인 미술가로 조르조 모란디(Giorgio Morandi, 1890∼1964)가 있다. 그

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꽃병이나 단지들을 다른 각도와 다른 빛에서 수없이

묘사한 정물화에 몰두하였다.186) 그의 정물화는 시각적 경험에 관한 것으로 물

감으로 덧칠해 질감 등 특유의 개성과 물성을 제거한 정물을 통해 존재의 근본

과 관계에 관해 탐구했다.187) 모란디는 정물의 비본질적 정보 대신에 색, 음영,

공간감으로 촉각적 지각을 유도해 보는 이로 하여 본질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게

이끈다. 결국 정물에서 식별 가능한 구체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모란디

의 선택은, 시각에 내재된 촉지적 기능을 통해 정물 자체의 본질적 형태에만 집

184)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학자, 작가.
185) 진중권,『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아트북스, 2003, p.223.
186) E. H. 곰브리치, 백승길, 이종숭 역,『서양미술사』, 예경, 1997, p.608.
187)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exhId=201411040000176

[그림 5-32] Giorgio Morandi, <Still Life>, 1960,

Oil on Canvas, The Morandi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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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게 하는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회화나 사진과 달리 공예는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지극히 촉각적인 분야

이다. 그러므로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적 경험이 작업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

을 끼친다. 이 연구의 주재료인 왁스는 손의 동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촉각적

느낌으로 되돌려줌으로써 대화를 걸어온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구도 거부하

지 않고 맞아들여 마치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것처럼 자국을 자기 몸에 새긴다.

그리고 왁스 상태에서 가해진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망치질, 땜 작업, 산처

리 과정, 착색 작업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버텨낸 흔적을 조용하고 은은하게 들

려준다.

그러므로 기억의 공유로 생성된 친밀감이 연구자와 기물 사이에 존재한다. 그

것이 보는 이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코로 맡았던 세세한 감각적 체험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 흐려져 가는 기억까지

모든 것이 정은의 은백색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작품 13] <물성의 전이 19-5>, 정은, ∅7.5×6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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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감의 장식 무늬화

질감과 패턴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선

을 긋기는 어렵다. 패턴은 보통 되풀이해

서 나타나는 동일한 모티프를 가진 디자

인으로 그 의미가 한정된다. 질감도 같은

모티프가 반복되지만 패턴처럼 규칙성은

없는 것이다. 질감과 패턴의 근본적인 차

이는 촉각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모

든 질감은 일종의 무늬를 만들어 내지만

모든 무늬가 질감일 수는 없다.188)

무늬는 재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림 5-33]은 나무 본연의 무늬가 가공을 거

쳐 외부로 표출된 예이다. 돌로 제작된 [그

림 5-34] <주발>의 점박이 무늬도 같은

경우이다. 두 그릇의 제작자는 여러 나무와

돌을 관찰해 좋은 무늬를 만들어낼 재료를

찾았을 것이다. 한편 패턴은 제작법에 의해

만들어 지기도 한다. [그림 5-35]의 <동구

미>가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데에

는 직조 패턴이 큰 몫을 한다.

앞선 사례들이 재료 혹은 제작법에 의

해 무늬나 패턴을 만들었다면, 이 절의

연구 작업은 타재료의 질감을 왁스로 옮

겨와 기물의 장식적 무늬를 만드는 작업

이다. 왁스의 부드러운 물성은 질감을 직

접 표현하는 것만 아니라, 타재료의 재질

감을 쉽게 전이하기도 한다.

요철이나 질감을 가진 재료를 금속과

188) 유하니 팔라스마, 김훈 역,『건축과 감각』, 시공문화사, 2013, p.160.

[그림 5-33] <목기>, 입지름 14cm,
높이 7.5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5-34] <주발>, 돌, 입지름 12.2cm,

바닥지름 6cm, 높이 6.8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5-35] <동구미>, 짚풀,
지름 46cm, 높이 25cm,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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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 압연기로 누름으로써 그 질감을 금속의 표면에 옮기는 것을 롤프린팅이라

한다. 금속 표면에 다양한 질감을 비교적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

이다. 질감을 옮길 수 있는 물체로는 올이 굵은 천, 사포, 마른 나뭇잎, 그물, 망

사, 끈, 철사, 종이 등 압연기를 통과할 정도로 얇고 단단한 물체라면 뭐든지 가

능하다.189) 최근에는 금속공예 재료 판매처에서 [그림 5-36]처럼 다양한 무늬를

표면에 조각한 프레스나 롤프린팅용 무늬판(pattern plate)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190) 필요에 따라서는 황동판 등에 조각, 부식, 사진부식으로 표면에 요철

무늬 판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191)

2.3. 작품 연구

롤프린팅의 소재로 기계 조각한 금속 무늬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재료가 가진

물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기계 느낌의 장식보다 재료 자체의 질감 표현을 우선

하였다. 질감이 너무 뚜렷해 빈틈없는 복제가 예상되는 소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종, 마대, 나뭇잎, 김, 심지어 연어 껍질과 같은 자연 소재를 판

형 왁스와 겹쳐 누름으로써 우연 효과에 의한 질감을 의도했다.

금속이나 왁스 판재를 압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현상들이 자주 일어

189) 전용일, op. cit., p.118.
190) http://www.riogrande.com/Search/pattern-plate
191) 조성호,「금속 표면의 장식 효과를 활용한 장신구 연구 -반지를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2015, vol., no.34, p.388.

[그림 5-36] Rio Grande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늬판

(출처: https://www.riogrande.com)�
[그림 5-37] 롤프린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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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특히 압연기의 롤러를 고정하는

축이 평행하지 못하거나 두께가 일정하

지 않은 재료로 압연할 때 더욱 빈번하

게 발생한다.

<Containable Ware I>은 백경찬의 작품

으로, 그는 재활용한 황동 주괴를 판재

로 압연하는 과정 중에서 점차적으로 발

생하는 가장자리의 갈라짐이나 깨짐 그

리고 금속 조직의 불손으로 인해 점점

넓어지는 구멍들을 불량으로 취급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을 작품 내로 적극 끌어들여 특별한 조형 효과로서 자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5-39]도 우연의 효과가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로, 왁스 판재들이 유통

과정에서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재와 판재 사이에 켜켜이 깔아둔 습자

지를 사용해 롤프린팅한 결과이다. 이때에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무늬가 왁스

표면에 발현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밝혀낸 원인은, 종이와 왁스의 물성 차이에서 오는 물리적 현상에 의한 것

이었다. 즉, 부드러운

왁스와 비교해 건조한

종이의 전성이 크게 부

족해 생겨난 현상이었

다. 물성이 다른 두 재

료가 1차 압연으로 한

몸이 된 상태에서 2차

적인 압연이 다시 가해

짐으로써 늘어나는 정도가 서로 달라 습자지가 찢기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 효과를 바탕으로 <물성의 전이 19-1>을 제작했는데, 두 개의 원통형 중 좌

측은 스탬핑, 우측은 롤프린팅으로 질감을 만들었다. 손으로 작업해 다루기가 용

이한 스탬핑과 달리 롤프린팅은 압연기를 이용하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기물 구연의 왁스 쪼개짐도 우연한 결과였다.

[그림 5-38] 백경찬, <Containable Ware I>, 2013,
재활용된 황동, 52×40×23cm �

[그림 5-39] 습자지를 활용한
롤프린팅 효과

[그림 5-40] 습자지를 활용해
롤프린팅한 주조 판재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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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물성의 전이 19-3>, 정은, 15.5×9×7.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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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마대 [그림 5-42] 무늬목 [그림 5-43] 스티커

[그림 5-44] 롤프린팅 질감 1 [그림 5-45] 롤프린팅 질감 2 [그림 5-46] 롤프린팅 질감 3

[그림 5-47] 연어 껍질 [그림 5-48] 김 [그림 5-49] 아보카도 잎사귀

[그림 5-50] 롤프린팅 질감 4 [그림 5-51] 롤프린팅 질감 5 [그림 5-52] 롤프린팅 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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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무늬목의 접합

부가 왁스에 강하게 표현되는 효과도 판형

왁스의 롤프린팅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다.[그

림 5-45] 금속판과 다르게, 판형 왁스는 질감

표현을 위한 소재가 압연 후 달라붙는 경우

가 쉽게 발생한다. 얇고 부드러운 판형 왁스

에 박힌 소재를 일일이 떼어내는 일이 번거

롭다. 그러나 붙은 채로 소성할 경우에, 주조

에 최적화된 왁스와 달리 불완전 연소로 이

어져 주물 조직에 문제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실험삼아 몇몇은 그대로 주조했고, 그로 인해 우연적 효과들이 다수 발생됐다.

일례로, 건조된 김은 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왁스에 붙인 채로 주조

하였다. 그런데 주형 재료인 석고 반죽에 첨가된 물을 김이 흡수해 [그림 5-50]

과 같은 매우 특별한 결과를 만들었다.

[작품 15] <물성의 전이 19-1>도 얼기설기 엮인 마대의 엉성한 결속력이 압

연 시에 예기치 않게 한쪽으로 쏠려 밀려난 독특한 무늬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마대를 왁스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게 잘랐으나, 늘어난 왁스를 마대가 온전히

덮지 못했고, 압연 과정에서 옆으로 밀리기까지 해 마대의 질감이 판형 왁스 전

면에 고르게 옮겨지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질감의 대비를 주면서 우연의 효

과를 낳았다. 씨실과 날실이 겹치는 부위의 두께는 다른 곳의 2배여서 주조 시

염려가 되었으나, 다행히 큰 문제가 발행하지 않았다.

[그림 5-53] 김과 결합된 판형 왁스의
주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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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물성의 전이 19-1>, 정은, ∅17.5×1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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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흔적의 전이 19-2>, 정은, ∅12.5×9.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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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물성의 전이 19-4>, 정은, 20×8.5×7.5cm, 2019



- 145 -

3. 열선 드로잉

3.1.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 중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주위 조건이 변

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한다. 같은 물

질이라도 고체에 비해 액체가, 액체에 비해 기체가 분자의 움직임이 자유로운데,

이는 곧 질감의 체감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수록 분자 사이의 규칙적 배열이 깨져 사방으로 흩어진다. 액체 상태에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왁스는 쉽게 액체화할 수

있으나 그만큼 빨리 고체화되므로 인두기를 이용하면 고체 상태에서 표현하기

힘든 질감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림 5-54] 재질감 1 [그림 5-55] 재질감 2 [그림 5-56] 재질감 3 [그림 5-57] 재질감 4

[그림 5-58] 재질감 5 [그림 5-59] 재질감 6 [그림 5-60] 재질감 7 [그림 5-61] 재질감 8

[그림 5-62] 재질감 9 [그림 5-63] 재질감 10 [그림 5-64] 재질감 11 [그림 5-65] 재질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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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은 사물의 표면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서 촉각에 호소한다. 심지어 어떤

대상물을 실제로 느끼지 않을 경우에도 기억 속에서 감각적인 반응이나 촉각적

인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92) 이렇듯 우리의 의식은 질감이나 무늬가 있는

이미지들을 봤을 때 반사적으로 촉감을 떠올린다. 이때 색상이나 음영과 같은

시각적 단서들이 그 일을 거든다.

촉각 기억(tactile memory)이 제작자의 디자인으로부터 출발해 우리 의식 속

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것은 천천히 지나가는 시간의 경로에 의한다고 핀란드 건

축가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재료의 관능

적인 사용이 구현하는 호소력과 감각의 공간 요소에 스며든 누군가의 손재주에

대한 이해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93) 재료가 가지는 질감

과 촉지성에 관한 팔라스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피부는 질감과 무게, 밀도와 온도를 읽어낸다. 장인의 도구와 사용자의 부단

한 손길로 빛이 나고 있는, 오래된 물건의 표면에는 손으로 쓰다듬고 싶게 만드

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 이전에 수천 번에 걸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광

이 나는 문고리를 만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와 같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

는 종류의 마모를 거쳐 형성되는 빛의 일렁임은 환영과 호의의 인상을 남긴다.

문고리를 잡는 것, 이는 건물과 나누는 악수이다. 촉각을 이용하는 감각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전통에 연결된다. 촉각이 전하는 인상을 매개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대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이다. 물결에 반짝이는 조약돌은 좋은

촉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조약돌이 물살에 마모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둥글

둥글한 형체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형태에 자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길고 느린 과정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손안에 들어오는 자갈은 지

속의 개념이 구체적인 재료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그것이 형체로 전환된 시간

이다.”194)

질감은 만지거나 보아서 인식할 수 있으므로 2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촉각적

192) 데이비드 A. 라우어, 이대일 역, op. cit., p.150.
193) 유하니 팔라스마, 김훈 역, op. cit., p.140.
194) ibid.,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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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tactile texture)과 시각적 질감

(visual texture)이 그것이다. 공예가들

은 실제의 재료를 썰고, 두드리고, 다

듬는 재료와 소통을 통해 작업한다.

그러므로 공예가들에게 촉각적 질감

은 시각적 질감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회화나 사진에서는 색채와 명도만으

로 친숙한 질감을 만들어 냄으로써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질감을 느끼

게 만든다. 이러한 질감을 시각적 질

감이라고 한다. 시각적 질감은 완전히

시각적인 것으로서 만져서는 느껴지

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195) 크리스토퍼 제임스

(Christopher James, 1947∼)의 <Self

Portrait with Horn No. 4>에 등장하는

호른은 금관악기 특유의 매끈한 재질

감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시각적 질감의 좋은 예이다.[그림 5-66]

반대로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

∼1890)의 <Olive Trees>는 두꺼운 물감과 손놀림에 의한 붓 자국이 실제의 질감

을 만들어내 그림의 에너지를 더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그림 5-67]

시감각과 촉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질감을 장식적 질감(decorative texture)

이라 한다. 한편 [그림 5-68]과 [그림 5-69]처럼 장식적 질감은 시각적 효과 외

에 실제 요철이 사물의 표면을 장식한다. 장식적 질감은 기하학적 무늬가 표면

을 덮는 산업 생산품에 주로 활용된다.196)

연구 작품은 단색 금속 기물로 요철 무늬가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게

195) ibid., p.157.
196) 찰스 왈쉬레거, 신디아 부식 스나이더, 원유홍 역, op. cit., p.202.

[그림 5-66] Christopher James, <Self Portrait
with Horn No. 4>, 1976, Gelatin Silver Print,
Hand Dyed and Enameled, 12.7x18.42cm,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그림 5-674] Vincent Van Gogh, <Olive Trees>,
1889, Oil on canvas, 73.66x92.71cm,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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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되었다. 단순히 밋밋

한 판재가 아니라, 빛과

그늘이 만든 음영으로 관

찰하는 사물이면서 동시에

접촉을 통해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기물이기를 바

란다.

[작품 18] <흔적의 전이 19-3>, 정은, ∅8×7cm, 2019

[그림 5-68] 장식적 질감 1
- 금속 포장 발판

[그림 5-69] 장식적 질감 2
-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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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 연구

대부분의 왁스는 상온에서 비결정성의 고체

로 존재한다. 그러나 왁스는 열에 쉽게 녹는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탈납주조가 개발되었다.

오늘날 왁스 모형 제작 시 왁스를 녹이기 위

해 전기 인두기를 사용하지만 전기가 발명되

기 전까지는 불에 달군 인두를 사용하였다. 인

두기는 왁스를 연장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

울 때 그리고 완성된 모형과 물줄기를 이어붙

일 때 사용되는 도구이다. 장신구와 같은 세공

작업을 제외하고 기물의 질감 표현을 위해

인두기를 사용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죽세공예 분야에는 불에 달군 인두

로 대나무 표면을 지져 글씨나 그림, 문양 등

을 그리는 낙죽(烙竹) 기법이 있다.197) 넓게

보면 낙죽은 낙화(烙畵)의 한 갈래로 낙화란

종이, 나무, 비단, 가죽 등의 표면을 인두로

지져서 그림이나 글씨, 문양을 나타내는 전통

회화의 한 기법이다. 낙화 또는 낙죽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으나,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

洲衍文長箋散稿)』, 사학자 최남선의『조선

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등의 몇몇 자료

를 통해 낙죽이 공예의 한 장식법으로

조선시대에 발달했다고 추정한다 .198) 분업

형태로 발달해 온 죽세공예 중에서 낙죽은 장

식성을 가미함으로써 상품의 질을 높이는

197)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2,00440000,36&pageNo=1_1_1_0
19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뜨거운 인두로 섬세하게 그리다 ‘낙죽장 김기찬, 김
승혁 부자’」,『공예+디자인』, 2020, 07+08, No. 44, p.35.

[그림 5-71] 낙죽의 문양 그려 넣기
(출처:「공예+디자인 44호」)

[그림 5-72] 낙죽 시연작의 세부,
국가무형 31호 낙죽장 보유자 김기찬

(출처: 국립유형무산원)

[그림 5-70] 전기 인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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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하나이다.

낙죽과 유사한 방법으로 독특한 무늬를 판형 왁스의 표면에 실험하였다. [그림
5-72]에서 보는 것처럼 낙죽 작업은 대나무 표면을 데운 인두기로 지져 검게 변

하게 만듦으로써 색상 대비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다. 왁스에는 인두기

가 닿으면 미량이 타면서 녹았다가 다시 굳으며 요철이 발생한다. 이 기법을 이

용하면 손놀림에 의해 인두기 움

직임이 끝나는 부분에 구슬이 맺

히는 효과도 낼 수 있다.[그림

5-74] 특히 판형 왁스의 두께를

줄이는 과정에서 물성이 다른 종

이와 왁스를 겹쳐 누름으로써 발

생된 뒤틀림 탓에 생긴 깊은 골

이 있는데, [그림 5-76]처럼 인두

기로 길고 짧은 연속선을 그음으

로써 골의 흠결을 의도된 질감으

로 연출할 수 있다.

<열선 드로잉 19-2>과 <열선 드로잉 20-1>을 통해 전기 인두기로 표현한 질

감의 구체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인두기에 의한 질감의 대부분은 반복된 선

적 표현으로 다른 방법보다 요철 강도가 약해 잔잔한 느낌이 특징적이다. 그런

잔잔함을 보완하기 위해 판형 왁스의 가장자리 한쪽을 레이스처럼 도려내 변화

를 주기도 하였다.

[그림 5-73] 인두기로 그리기
효과 1

[그림 5-74] 인두기로 그리기
효과 2

[그림 5-75] 인두기로 그리기
효과 3

[그림 5-76] 전기 인두기의 드로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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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스탬핑과 롤프린팅 그리고 인두를 활용한 드로잉 외에 질감을 표

현하는 방법으로 끝이 뾰족한 갈고리 모양의 손도구인 긁개를 사용해 왁스 표면

을 긁어 왁스의 가시랭이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긁개에 의해 긁혀 나온 왁스

의 살점이 길어지다가 점차 둥글게 말렸다. 마치 식물의 가시나 동물의 털과 같

은 이 돌기들은 이후 공정에서 일부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 주조 후까지 그대

로 남아 고요한 평면성을 깨뜨리는 거친 느낌을 드물게 내주었다.

<열선 드로잉 20-2>는 열선 드로잉과 긁개

에 의한 질감을 가진 원통형 2개를 연결해 만

들었다. 좌측 원통은 빗살무늬토기의 무늬에서

영감을 얻었다.

<열선 드로잉 19-1>의 일부분인 [그림

5-79]는 정은의 단색조 안에서 특정한 규칙 없

이 변화하는 움직임이 자유로운 느낌을 자아

낸다. 스탬핑에 의해 안쪽에서 밀려나온 길쭉

한 모양의 요철이 반복되면서 굵은 선으로 전

체 표면을 구획하고, 인두기로 그어 만든 짧고 가는 선들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들고 나는 요철에 의한 그림자 효과만으로 이채로운 리듬감을 정밀탈납주

조 기물의 표면에 표현하였다.

[그림 5-77] 긁개에 의한 질감(안쪽면) [그림 5-78] 긁개

[그림 5-79] <열선 드로잉 19-1>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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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열선 드로잉 19-2>, 정은, 8×6×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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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열선 드로잉 20-1>, 정은, 22×19×12.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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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열선 드로잉 20-2>, 정은, 17.5×9×7.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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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열선 드로잉 19-1>, 정은, 23.5×14×9.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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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질감의 면구성

4.1. 기벽의 회화적 무대화

정은으로 주조한 판재를 자르고 이어 붙여

사용하다 보면 필수불가결하게 자투리가 남게

된다. 처음에는 이를 다시 녹여 쓰거나 간단한

소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으나, 점차 자투리

의 활용을 고민하게 되었다. 다양한 질감의 자

투리 주물 판재를 활용해 면구성을 이루는 작

품으로 발전시켰다. 평면적으로는 조각보 형식

과 닮아 있다.

조각보는 쓰고 남은 자투리 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바느질 선에 의해 자연스러운 면 분

할이 형성되는 구조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조각보를 제작한 사람들은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천을 오랫

동안 만지고 익혀 생활 속에서 색과 면

의 조화를 터득함으로써 독특한 면구성

과 신선한 색채미를 이루었다. 직물이

귀했던 시절, 광목, 모시, 본견 등의 조

각천을 정성스럽게 이어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이념을 담아 조각보

를 제작하였다.199) 대부분의 조각보는

자투리 천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하학적

면구성을 이루고 있다. 조각보의 세련된

면 분할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의 추상 회화를 연상시켜

현대적 예술 감각을 느끼게 한다.200)

199) 김경희, 차영순,「조각보의 기하학적 형태가 지닌 조형성 연구」,『조형디자인연구』,
2019, vol.22, no.4, p.184.

[그림 5-80] 자투리 판을 활용해 제작한
수저받침

[그림 5-81] <보>, 광복 이후, 88×88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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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2] 결함 수선을 위한
자투리 활용 1 - 공정 1

[그림 5-83] 결함 수선을 위한
자투리 활용 1 - 공정 2

조각보의 면구성은 자투리 천을 잇기 위해 천 조각을 배열하는 가운데 자연스

럽게 생겨난 기하학적 형태로, 의도치 않은 자연스러운 미감을 보여준다. 실과

천의 만남은 직선이나 곡선 그리고 사선의 형태로 기하학적 구조의 반복성을 지

닌 수직·수평과 교차의 특성을 보인다.201)

자투리 조각은 면구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결함이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넓은 주물 판재 가

운데 일부분 주조 결함이 발견됐을 때

통째로 잘라내지 않고 크기를 꼭 맞춘

조각을 끼워 넣거나 덧붙이는 데에 자

투리 조각이 유용하였다.[그림 5-83] <질감

의 면구성 20-2>가 예로, 주조 과정에

서 발생한 수축공을 최소 크기로 제거

한 후 사각형으로 다듬어 수선을 용이

하게 했다. 다양한 질감 자투리를 차례로 덧대어 본 후 가장 조화로운 것을 골

라 땜질로 접합하였다. 수리를 겸한 면구성에서 같은 질감의 자투리로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 다른 질감의 조각을 사용해 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그림 5-84]

200) 김민자,『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19.
201) 김경희, 차영순, op. cit., pp.184-185.

[그림 5-84] 결함 수선을 위한
자투리 활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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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품 연구

몬드리안이 기본색들의 관계를 탐구

했다면, 영국화가벤니콜슨(Ben Nicholson,

1894∼1982)은 원이나 사각형 같은 단순

한 형태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

다.202) 그는 색을 배제한 흰색 판지만

으로 <January 1962 (white relief–Paros)>

를 포함한 일련의 시리즈 작업을 제작

하였다.

벤 니콜슨의 작업처럼 조각보의 면구

성은 제작자의 미적 기호에 따라 감각

적으로 선택된 자투리의 조합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판형 왁스에 다양한 방

식으로 표현된 무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에는 감각적 선택이 절대적이다. 질

감을 달리하는 판재들을 조합하는 선택적 연결 고리를 찾는 일에는 직관이 우선

적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선택한 판재들을 하나씩 겹쳐 봄으로써 무늬의 조화와

분위기의 통일을 재확인해야 한다.

판형 왁스를 0.7mm로 제작하려면 압연기를 사용해 두께를 조절해야 한다. 여

러 번 압연하는 과정에서 왁스가 휘거나 뒤틀리고 때때로 가장자리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압연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종이나, 질감을 내기 위해 함께 누

르는 물체가 그대로 왁스에 박혀 주조되기도 한다. 이 모든 우연적 결과를 가능

한 범위 내에서 그대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조된 판재를 연장하는 과정에

서도 동일한 무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무늬를 자유롭게 연결하였다. 정은이나

황동이라는 동일 재료를 유지할 뿐, 다양한 가변적 시각 효과를 실험하였다. 그

러므로 지금까지 살펴 본 질감 표현의 방법들은 한 기물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도, 혹은 2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그림 5-86]과 [그림 5-87]은 다른 질감의 자투리 조각을 조합해 면구성한 예

이다. [그림 5-86]은 <질감의 면구성 20-1>의 일부분으로 스탬핑과 롤프린팅으

202) E. H. 곰브리치, 백승길, 이종승 역, op. cit., p.581.

[그림 5-85] Ben Nicholson, <January 1962
(white relief-Paros)>, 1962, Oil on Carved
Board, 62.6x64cm, National Galleries Scotland



- 159 -

로 질감를 표현한 판재들을 연결해 기하학적 면구성을 시도하였다. 종이테이프

와 원형 스티커를 롤프린팅에 사용했는데, 종이테이프는 가장자리를 찢어 자연

스러운 테두리를 만든 후 판형 왁스에 여러 겹 붙이고 압연해 질감을 얻었다.

이 경우 자투리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3∼4곳의 단면을 동시에 맞추는 정

교한 땜 작업이 필요했다. 낮은 굽으로 안정감을 추구한 형태로 기물을 완성하

였다.

한편 <질감의 면구성 19-1>은 열선 드

로잉과 스탬핑에 의한 질감이 기벽의 내외

면을 고르게 장식한다. 여러 조각이 연결

된 것처럼 보이나, 판형 왁스의 가공에서

발생된 면적인 요철을 그대로 사용해 보기

보다는 땜 작업이 적었다. 같은 크기의 원

통 2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키를 높였는데,

단면을 정확히 맞춰 때우지 않고 아래의

것을 위의 원통에 끼워 넣고 때움으로써

허리가 잘록한 형태가 구현되었다. 스탬핑

에 의한 요철 무늬가 하단을 채우고 경쾌

한 느낌의 열선 드로잉 질감을 상단에 배 [그림 5-88] <질감의 면구성 19-1>의 내면

[그림 5-86] 질감의 혼합 1 [그림 5-87] 질감의 혼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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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얇은 기벽과 더불어 가벼운 느낌이 배가되도록 의도하였다. 아울러 기물

내벽에 인두기로 불꽃놀이 폭죽처럼 사방으로 분사되는 질감을 집중적으로 만들

었다.[그림 5-88]

<질감의 면구성 19-2> 역시 아래위 2개의 원통을 연결한 실린더 모양의 작품

이다. <질감의 면구성 19-1>과 다르게 두 원통을 동일 크기로 제작해 땜질했는

데, 전체를 둘러 0.7m의 단면을 일치시키기가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주물 판재

표면에 장식된 질감과 요철 때문에 작업이 더욱 어려웠다. 연구 작품 가운데 가

장 단순한 기형으로 질감 표현 외의 일체의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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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질감의 면구성 20-1>, 정은, ∅13.5×11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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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질감의 면구성 19-1>, 정은, ∅15.5×17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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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질감의 면구성 19-2>, 정은, ∅14.5×14.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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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 <질감의 면구성 20-2>, 정은, 21.5×17.5×12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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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의 채집

5.1. 시간의 축적과 질감의 형성

앞서 롤프린팅에서는 질감이나 무늬가 있

는 재료를 판형 왁스와 겹쳐 압연기로 누름

으로써 재료의 질감을 왁스에 그대로 옮겼

다. 그러나 압연기 롤러의 틈새를 통과할 수

있는 소재라야만 롤프린팅에 이용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그림 5-89]의 도로 바닥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롤프린팅 기법에 적용

할 수는 없다. 고정된 물체의 질감을 얻기

위해 ‘탁본(拓本)’ 기법을 활용했는데, 탁본

은 금석이나 기타 물체에 조각된 문자나 문

양 등을 종이에 모인(冒認)하는 일이나 모인

한 복사물을 뜻

한다.203)

비문 연구에 주

로 이용하는 탁본은, 비면에 종이를 대고 직접 두

드려 떠내는 것으로 원석탁본(原石拓本)이라 한다.

원석탁본은 비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마모, 재발견 후 이끼 제거 등으로

글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흐려져 의미를 읽어내기

매우 어렵다.204) 그러나 비문의 뜻 분석과는 별개로

세월의 풍파에 의한 온갖 흔적이 탁본에 그대로 옮

겨진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탁본처럼 나무나 돌의 표면 등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결과 무늬를 찍어내 예상치 못한 효

2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0347&cid=46658&categoryId=46658
204)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254462

[그림 5-90] 경북 경주 김유신묘
십이지 호석 해상 탁본,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89] 탁본을 통한 질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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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는 기법이 미술에도 있

다. ‘문지르다’는 뜻의 프랑스

단어 ‘프로테(frotter)’에서 파생

된 프로타주(frottage)는 물체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목탄, 콘

테, 흑연 또는 크레용 등으로

문질러 회화적 효과의 이미지

를 만드는 기법이다.

프로타주는 독일 출신의 초현

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에 의해 창시

됐다. 에른스트는 세월에 닳아 결이 뚜렷해진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영감을 얻

어 종이를 놓고 부드러운 연필로 문질러 생경한 이미지를 채집했다.205) 그는 프

로타주 기법으로 만든 무늬와 질감에서 낯선 이미지를 자유롭게 연상해 작품에

은유적으로 사용하였다. 1929년작 <Petrified Forest>는 에른스트가 자신의 내적

환상을 프로타주에 의한 질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촉각적 조형성을

화면에 담은 작품이다.

프로타주는 드로잉, 판화, 조각의 장

르별 특성을 모두 갖추면서 상대적으

로 간단한 작업 과정을 통해,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지 못하나 작업자의 개

입이 최소화된 상태로 재료에 의한 모

사가 이뤄진다. 물체의 고유한 특징을

섬세하게 포착해 시각화한 프로타주

결과물은 촉각적 자극을 동반한다.

탁본과 프로타주와 유사한 방법으

로 움직일 수 없는 물체의 질감을 판형 왁스의 표면에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205)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1%9C%ED%83%80%EC%A3%BC

[그림 5-91] Max Ernst, <Petrified Forest>, 1929,
Georges Pompidou Center

[그림 5-92] 박수근, 수렵문전(프로타주)
(출처: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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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흔적의 수집

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린청(Lin Cheung)은 런던의 건물들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총상

의 흔적들을 모인해 장신구로 제작하

고, 작품 제목을 <은 양귀비(Papaver

Argentum)>206)라 명명하였다. 건물

이 지어진 시기와 벽에 사용된 돌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흔적들은 희미하

나 미묘한 것부터 대담하기까지 한

윤곽을 가짐으로써 저마다 독특한 인

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건물을 상하

게 할 염려가 없는 폴리머 클레이

(polymer clay)207)를 사용해 여러 장

소들에서 탄흔을 모인하였다. 그런 다

음에 은과 청동으로 주조해 브로치로

제작하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기억

과 평화에 대한 예술가의 반응이라고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였다.208)

“두 세계대전은 그것을 목격한 모

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분명

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형성하는데 관여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서

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내재돼 있다. 나는 이러한 건축적 ‘울림’을 다소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야기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그 외의

206) 린청은 주조 결과물이 어렴풋이 꽃처럼 느껴져 작품 제목을 ‘은 양귀비(Papaver
Argentum)’로 지었다.
207) 폴리머 폴리염화비닐(PVC)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경화 가능한 모델링 클레이.
208) http://www.lincheung.co.uk

[그림 5-93] Lin Cheung, <Papaver Argentum>,
2009, Bronze, Silver, Gold, Polymer Plastic

[그림 5-94] V&A Museum, Exhibition Roa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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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참상을 상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본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이 브로치를 착용하십시오.”

동양화가 정희우도 탁본을 통해 린청과 유사한 콘셉트의 작업을 제작하였다.

그는 2000년 착공해 2006년에 폐쇄된 개성공단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고,《경

(境)-정희우전》을 구상하였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임을 무색하게 하는 ‘개성’이

라는 글씨와 화살표 방향 표시에 그곳에 가서 글씨를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받

았다고 한다.209)

“먹을 묻힌 솜방망이로 두드려서 바닥의 글씨를 그대로 벗겨낸 한 장의 커다

란 탁본에는 사진이나 그림이 재현하지 못한 것들이 불려와 있다. 그림에 다가

가 미세한 균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 자국들에는 16년간 개성과

서울을 드나들던 자동차 바퀴자국, 바람과 비, 눈과 햇빛이 만들어낸 서사가 스

며들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 그 글자에는 경계를 넘어 마음껏

가고 싶은 열망이 배어들고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의 얼굴에 웃음과 고통, 삶에

대한 희망이 흔적을 만들어 가듯이.”210)

209) 조현신,「경(境)을 탁본한다는 것」,『경(境)-정희우전』, 2016, p.14.

[그림 5-95] 정희우, <개성>, 2016,
한지에 먹 290x212cm

[그림 5-96] 정희우, <대한도시가스>, 2012,
한지에 먹, 60.5x6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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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우의 작업에서와 같이 종이 탁본은 먹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흑백의 효과

로서 시각적 모인을 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종이 탁본은 회화 작업처럼 평면에

기반을 둠으로써 촉각적 모인은 불가능하다. 단지 삶에서 채득한 경험을 불러내

간접적으로 그것의 분위기를 체감할 뿐이다. 그러나 판형 왁스로 옮겨 온 질감

은 손으로 직접 전해져 원본이 가진 요철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종이 탁본

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반대쪽 면에서 요철의 반전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다양한 사연들이 표면에 각인되고 세월의 흔적

이 켜켜이 녹아든 여러 장소와 대상들을 찾아 탁본으로 옮겨오고 정밀탈납주조

를 통해 금속 기물로 제작하였다. 그럼으로써 기물의 기벽에 지나간 시간의 흔

적을 담고, 기물의 안에는 오늘의 삶을 담는 그릇을 탄생시켰다.

2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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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품 연구 1

서울 청계천 <베를린 광장>에는 3블

록의 베를린 장벽(높이 3.5m, 폭 1.2m,

두께 0.4m)과 조형물이 놓여 있다. 2005년

10월에 서울로 옮겨 온 장벽은 원래 1961

년 동독에 설치된 것이다. 이후 동서독의

통일로 1989년 장벽이 철거돼 베를린시

동부 지역에 있는 마르쨘(Marzahn) 휴양

공원에 전시되어 오던 것이다.211)

금속 기물의 벽과 베를린 장벽의 벽

사이에 존재하는 묘한 동질감이 있다.

전면과 후면, 안쪽과 바깥쪽 어느 것이

든 간에 구분해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구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각기 달리한 이념 탓에 기나긴 단절의 시간을 보냈다. 연구의 후반, 장벽

에 각인된 서사의 시간과 숨겨진 이야기를 왁스로 채집해, 기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기면에 각인된 이야기는 과거 분단 독일의 것만이 아니다. 통독의 기억과 한

국으로 오는 동안의 긴 여정은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인 여러 일들이 새겨져 있

고, 앞으로도 새겨질 것이다.

211) 서울시의 베를린 광장 시설안내판.

[그림 5-97] 베를린 장벽의 탁본

[그림 5-98] 훼손된 베를린 장벽(동편) [그림 5-99] 훼손된 베를린 장벽(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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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행위예술가를 자처하는 이가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212) 현재는 지워져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마쳤지만, 이 모

든 서사와 채집하던 날의 날씨까지도 고스란히 왁스에 전이돼 주조 기물로서 재

탄생되기를 바랐다.

수차례에 걸쳐 관찰한 바로는, 통일 전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했던 서독 쪽의

벽면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을 염원하는 글들이 쓰였거나 다양한 그라피티

(graffiti)213)가 그려져 있으나, 동독 쪽 벽면은 처음 건설됐을 당시의 무미한 콘

212)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https://namu.wiki.

[그림 5-100] 베를린 장벽(동편) [그림 5-101] 베를린 장벽(서편)

[그림 5-102] 주조 결과, 베를린 장벽(동편) [그림 5-103] 주조 결과, 베를린 장벽(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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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구조물 상태 그대로 세월에 의해 풍화된 흔적만 더해졌을 뿐이다.

베를린 장벽의 질감 채집은 오직 체온을 이용한 손동작만으로 실행되었다. 그

러므로 작업일의 날씨가 채집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림 5-100]과 [그림 5-101]

은 베를린 장벽 동편과 서편의 질감을 판형 왁스에 채집하는 과정을 기록한 사

진이다. 왁스로 옮겨온 질감에서 색의 간섭이 제거됨으로써, 장벽 서편이 시각적

으로 화려한 것과 달리 장벽 동편의 질감이 훨씬 촘촘하고 뚜렷했다.

<시간의 채집 20-1>은 베를린 장벽 동편에서 질감을 채집한 주물 판재와, 스

탬핑과 롤프린팅을 함께 사용해 무늬를 만든 주물 판재를 연결해 제작하였다.

장벽을 채집한 사진의 오른쪽 부분에는 비, 바람, 햇볕이 남긴 흔적이 담겨있다.

한편 왼쪽 부분에는 좁고 가는 선을 촘촘히 찍어서 시간의 흔적에 상응하는 인

공적 질감으로 대비 효과를 만들었다.

바위나 콘크리트와 같은 영속

성을 지니는 물체의 표면을 탁본

이라는 즉흥적 행위로써 옮겨와

제작한 주조 기물은, 이전과는 다

른 형태로 구상되었다. 기물의 전

반적 형태는 벽을 모티브로 제작

되었는데, 2개의 주물 판재를 길

쭉하게 이어 붙였으나 판재와 판

재가 완벽히 맞물리는 구조로 결

합되지 않는다. [그림 5-104]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높이 차이를 줌으로써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시간의, 공간의, 재료의 간극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였다.

<시간의 채집 20-1>은 동독 쪽 장벽에서 질감을 채집한 주물 판재로 하부 구

조를 만들고, 서편에서 채집한 주물 판재로 상부 구조를 올렸다. 과거 독일 분단

은 세계사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이다.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통으로 맞닥

뜨려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굄돌을 둬 상석을 더욱 웅장

213) 길거리 여기저기 벽면에 낙서처럼 그리거나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

[그림 5-104] 판재의 연결, <시간의 채집 20-3>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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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이도록 하는 비석이나 기념비와 같은 조각적 자태를 가지는 기물을 제작

하였다.

이번 연구 작품에서는 기물의 제작 과정에

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여러 사건의 흔적도

가능하다면 남기고자 노력하였다. 왁스 소성

과정에서 주형 재료가 갈라져 [그림 5-105]와

같은 결함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결함까지

도 작품의 일부로 수용해 기록하듯 남겼다.

사물을 수집하는 것은 존재를 수집하는 것

이며, 존재를 수집한다는 것은 수집한 사물의

가치를 흡수해 자신에게 통합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고 프라부 마줌달(Pravu Mazumdar)은

얘기한다.214) 그러므로 유형의 흔적과 무형의 기억을 수집해 단순히 작업에 활

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역사를 이해하고자 노력

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214) 프라부 마줌달,「존재를 수집하는 것: 수집으로부터를 현상기술적 배열로 독해
하기」,『수집으로부터』, 2020.

[그림 5-105] 주물 표면의 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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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7] <시간의 채집 20-2>, 정은, 31×11×10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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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8] <시간의 채집 20-1>, 정은, 26.5×10×18.5cm, 2020



- 176 -

5.4. 작품 연구 2

광통교(廣通橋)는 축조 당

시 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

왕후 강씨의 능을 이장하고

옛 터에 방치해 두었던 신장

석(神將石)215)을 교대석(橋臺

石, abutment)으로 사용하였

다. 그런데 그 중 일부의 조

각이 고의적으로 훼손돼 있

거나 거꾸로 놓여 있다. 이

신장석은 고려 말 조선 초기

에 유행했던 당초 문양과 구름 문양이 세련되게 새겨져 있어 아름다울 뿐만 아

니라 예술사적 가치도 상당하다. 이런 아름다운 문양석이 거꾸로 놓여 있는 것

은 조선 초기 신덕왕후와 정적 관계에 있던 태종 이방원의 의도적인 복수심 때

문으로 추정된다.216)

[그림 5-107] 광통교 교대석의 모인 작업 [그림 5-108] 광통교 교대석을 모인한 판형 왁스

215) 무덤을 수호하는 돌
216) 서울시의 광통교 시설안내판.

[그림 5-106] 광통교 교대석
(출처: 이대학보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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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채집 20-3>은 광통교 교대석

을 모인해 만들었다. 고의적 훼손과 오랜

시간에 의한 풍화로 문양이 많이 상했음

에도 불구하고 평면의 콘크리트 구조인

베를린 장벽과 비교하면 요철이 화려하고

깊다. 깊고 화려한 문양을 온전히 옮겨

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석물에서 옮겨 온 질감과 요철 때문에 나

선형으로 말아 고정하는 왁스 트리의 간

격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요철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풍기로 판형 왁스를

연화시켜 말 수 있었으나 왁스 트리의 직경이 기존보다 길어져 더 큰 플라스크

를 사용해야 했다. ‘U’자 모양으로 휜 2개의 주물 판재를 횡으로 결합해 기형을

만들었다. 동일한 질감에 의한 지루함을 상쇄하기 위해 폭이 다른 판재로 좌우

측에 높낮이 차이를 주었다. 최초 굴곡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성형 과정에서

세심히 주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석물의 질감, 요철이 조합의 방식뿐 아

니라 기물의 표면과 전체 형태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이다.[그림 5-109]

<시간의 채집 20-4>는 볼륨감이 있는 볼

형태를 바닥면으로 시도한 첫 번째 작품이다.

먼저 제작된 원통의 굴곡과 볼의 가장자리

단면을 일일이 맞춰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

었다. 공정의 어려움보다 상부의 자연적 질감

과 하부의 인공적 질감 간의 부조화가 염려

되어 시도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도전을 감행

했다.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는 볼의 깊이를

세심히 계산해 결정했고, 직선과 곡선, 상하

부의 질감 대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하였

다.

이상의 연구 작품은 실제 사물만 담는 그

[그림 5-109] 질감의 요철이 반영된 기형

[그림 5-110] <시간의 채집 20-1>을
위한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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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이 아니다. 무형의 시간과 기억의 잔상도 함께 담긴다. 역사적 사건, 인간의

감정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복수심에 돌려놓았던 신장석을 당장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만, 그 흔적을 옮겨온 기물에서는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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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9] <시간의 채집 20-3>, 정은, 27×9×9.5cm, 2020



- 180 -

[작품 30] <시간의 채집 20-4>, 정은, 16.5×14×10.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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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정밀탈납주조법은 오늘날 금속공예와 장신구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주조법이다. 그러나 기술이나 설비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실제 주조되고 있는

주물의 크기는 소형의 기물이나 장신구가 주종을 이룬다. 주조 기물은 양감과

질감의 표현이 우수하나 두껍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이전에는 정밀탈납

주조법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얇은 금속 기물 제작에 대한 도전으로 이번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물은 보통 내부와 외부가 기벽이라는 하나의 물질로 차단된 채 구분돼 있

다. 벽으로 구분된 내부 공간은 닫힌 공간이라기보다 열린 공간으로서 그 안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연구자는 새로운 주조 기물 제작에 관한 실마리를 판형 왁스에서 찾았다.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판형 왁스를 기물 제작에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금속 주

조 기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얇은 벽을 가진 기물을 제작할 수 있다. 특히 판

형 왁스에 표현한 다양한 질감 무늬들로 시각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물

을 제작할 수 있었다. 기물의 내외벽에 표현된 질감 무늬는 보는 이에게 감상에

그치지 않고 접촉을 유도하는 조형적 장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얇고 가벼운 주조 기물의 제작에 성공하

기까지는 쉽지 않은 경로를 거쳤다. 가장 큰 난관은 얇고 판판할 뿐 아니라 길

쭉한 판형 왁스를 성공적으로 주조해내는 일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

는 각종 연구서를 탐독했고, 끊임없이 실험해야 했다. 마침내 주조 설비의 제약

과 복잡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얇은 판형 왁스의 안정적 주조에 성공할 수 있었

다. 그것은 판형 왁스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형으로 말아서 원형의 플

라스크 내에 고정시켜 주조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일단 금속 주조 판재의 성공적 생산이 보장되자, 기물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갔다. 다양한 질감이 존재하는 얇은 판재를 금속 망치로

가격하는 것은 그간의 노력을 백지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표면 질감을

해치치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망치 성형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식은 결국 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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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소한의 망치질, 두께감과 질감의 표현 등을 이유로

단순한 원통형이 기물의 기본형이 되었다. 더불어 원통의 지름이나 높이 또는

굽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2개 원통이 나란히 붙어 ∞자

모양을 이루거나 흐르는 물을 닮은 길쭉한 모양의 용기 2개가 나란히 붙은 실험

적 형태들도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주조 과정 중 우연 혹은 필연적으로 생겨난 흔적들을 없애기보다 있

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시간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물줄기를 붙였던 자리를 말

끔히 다듬어 감추지 않고, 주조 공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결함들을 가급적

이면 그대로 두어 특색 있는 조형 요소로 활용하였다.

오늘날에는 반짝이는 사물이 넘쳐나고 개성이 결여된 대량생산품이 홍수를 이

루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유한 미적 감각을 갖춘, 혹은 취미를 개발하도록 사

용자를 이끄는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맵시 있게 잘 만들어진 사물은 사용하

는 사람의 미적 감각을 개선함은 물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가꾸도록 만들어준

다.

실용이 전제된 기물에서는 주물의 특성상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축공을 해결해야만 했다. 판재 상태에서는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완성

후 액체를 담아 수축공의 유무를 확인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성공한 주조 기물

에서는 큰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축공의 위치를

특정해 안에서 땜질함으로써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얇은 두께와 함께 기벽에 표현된 다양한 질감 무늬가 이 연구의 대표적 특징

이다. 시도한 질감 표현은 총 5가지로, 스탬핑, 롤프린팅, 열선 드로잉, 긁기, 탁

본이다. 판형 왁스 한 장에 한 가지 질감을 표현하기보다 복합적으로 표현한 경

우가 많았다. 스탬핑과 탁본처럼 요철 효과가 앞뒷면에 함께 발현되기도 하는

등, 여러 방식을 최대한 혼용해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였다.

독창적인 주조 기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금속 기법을 이번 연구로 완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다 더 자유롭

게 실험하고 탐구함으로써 발전적 형태의 주조 기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더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으나, 주조 기물 제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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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람을 느낀다. 후속 연구자들이 정밀탈납주조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작업에

활용하는 데에 이 연구가 미력하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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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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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ing is the oldest Metalwork technique used by mankind. In

addition, it is a very direct production method in which the finished

metal product can only be obtained through a series of singular

process system. Casting techniques are used as the main production

method in all the industry fields.

This research is a study on making vessels with cast sheets

using investment casting. Vessels made with investment casting are

capable of complex forms and are excellent in showing volume and

detail. However, the bigger the size of the piece, the thicker the wall

is, making the piece heavier; moreover, there are many restrictions

that accompany it when made larger than a certain size. Therefore,

the use of investment casting is focused on smaller metalwork and

jewelry making, rather than on larger vessel forms. In this way,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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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rge-scale cast vessels were attempted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investment casting concentrated in metal jewelry

making.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e new

possibility of metal vessel casting by reducing the weight and

utilizing the unique decorative properties of investment casting.

The research consists mainly of three parts. The first section

(Chapter I and II) examines the historical considerations and previous

research cases on investment casting. Chapter II discusses the history

of lost-wax casting, technical factors that differentiate it from

investment casting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investment casting. Moreover, ancient books on lost-wax casting

were stud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st methods. In Chapter III,

the production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progress of lost-wax

casting can be observed chronologically by analyzing the Grea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National Treasure 287) and

various national artifacts that used the investment casting method. By

examining the making process in depth through finding modern

examples that have expanded the scope of vessel making and

expressive way, new possibilities of vessel making with investment

casting were explored. Based on previous examples, casting

experiments, and material exploration, a unique method applying sheet

wax was devised, and technical issues surrounding investment

casting was resolved.

The second section (Chapter IV) describes the casting experiment

and the vessel making process using the property of the research’s

main material, sheet wax. The physical property of sheet wax,

which is the core material of this study, was understood, and the

application plan was divided into workability and texture.

Subsequently, the making process of investment cast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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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ed in detail for each process and the physical, practical,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finished cast vessel were analyzed.

The last chapter explains the research work developed based on

the sheet wax experiment results. A full-scale work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mprovements and solutions for casting vessel

using sheet wax recognized from previous studies and casting

experiments. The work research focused on techniques used for

texture and classified as follows. First, decorative pattern stamping,

second, roll printing of other materials, third, wax melt-drawing,

fourth, composition of various textures, fifth, collection of time, for

each part, the texture effect and formative features expressed on the

piece were explained. In addition, the aesthetic concept expressed in

the work was also explained.

This research, which tried to retain the advantage of cast vessels

whilst improving the weight, a perceived disadvantage, became a

stepping stone in understanding the wax and casting techniques in

depth. By using the sheet wax’s soft property to make various works

from textured cast sheets, it was possible to obtain thin and

light-weighted casted vessels with delicate pattern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paper is of great significance as it presents new work

methods for metal vessels through investment casting and laid a

foundation leading to more novel attempts and freedom from previous

restrictions.

keywords : Investment Casting, Casting Vessel, Sheet Wax,

Surface Decoration,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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