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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금속 판재의 구조적 특성 중에서도 ‘단면’을 집중

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조형의 주된 요소로 활용하여 전과 전에서 

확장된 벽의 일부를 중심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것에 그 목적

을 둔다.

기물은 담는 목적의 공간과 이를 감싸는 외피로 이루어져 있다. 

외피는 공간을 감싼 껍질과 같은 구조를 보이므로, 껍질처럼 얇고 

넓은 형태를 만들기 적합한 금속 판재가 기물 제작에 널리 사용되

었다. 금속 판재의 구조적 특성은 완성된 기물에서도 고스란히 나

타나는데, 특히 기물의 ‘전’1) 부분에서 판재의 얇은 두께가 드

러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금속공예가는 기물

을 제작할 때 여러 방법을 통해 판재 단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판재의 2차원적 특성을 바탕으로, 입체 조형 분야에서는 단면의 

성질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이 주로 진행되었다. 조형물부터 

기물까지 다양한 조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면이 선(線)으로 표

현되는 것은 물론 결합 구조로까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기물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게 비운 공간과 그 외피를 통해 

외부로부터 내부가 분리되므로, 외피의 구조는 판재의 특성과 유

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외피를 경계면이라 명명하고 언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한편, 경계면을 바닥에서 시작하여 벽을 구성

하고 전으로 끝맺는 형태로 상정하였다. 경계면에 드러난 단면을 

조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면을 보완하거나 조형의 요소로 활

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단면이 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결합 구조

1) 사전적으로는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을 말하며, 
한자로는 邊(가 변)이라 하여 가장자리라는 뜻을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전’. 보통은 너비에 상관없이 기물의 가장자리를 일
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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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기도 하며 기물에서 조형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판재 단면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이론 탐색과 기물의 조형성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기물의 전과 전에서 확장된 벽의 일부를 

대상으로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압연 공정을 거친 금속 판재를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기물에서 판재의 단면이 주는 선적인 인상

과 그 처리에 집중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단면의 선(線)과 색면이다. 우선 단면의 선 변화는 말아 

붙이기를 변형한 ‘겹쳐 붙이기’와 ‘엇갈려 붙이기’를 통해 벽

의 접합 방식에 변화를 가한 다음, 여기에서 나타나는 판재 단면 

선의 변화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판재 기물에 옻칠과 황화칼

륨 착색을 통한 2차원적 색면을 적용하여 단면을 강조하거나 완화

하거나 하였다.

둘째, 전 형태의 변화다. 실린더 형태로 벽의 형태를 제한하고 

전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뒤틀린 구조의 전을 제작한 후 

이것을 벽의 상단부에 접합하였으며, 접합된 판재의 면과 벽의 단

면이 복합적으로 기물의 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면 접합을 통한 전의 확장’은 실린더 상단에 접합한 면을 통해

서, ‘이중 구조와 전’은 두 개의 실린더 사이를 잇는 전을 덧붙

여 전 부분의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전에서 벽으로의 구조적 변형이다. 한 장의 긴 판재를 비

틀어서 말아 올리면 단면이 만드는 선이 기물의 형태를 대각선으

로 가로지르며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틀린 형태를 구상하였

다. 전에서 벽으로 변형되는 구조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단면을 

선과 접합의 요소로 모두 활용하여 기물을 제작해보았다.

이상으로 진행된 금속 판재 단면을 중심으로 한 조형성 연구는 

기물의 담는 기능을 충족하면서도, 제작에 사용된 금속 판재 및 

단면의 고유한 성질과 심미성을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 판재의 단

면 처리에 중점을 둔 다양한 조형 방법과 그 조형성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금속 판재의 단면을 조형적 표현의 요소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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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전과 전에서 확장된 벽의 일부를 대상으로 기물의 경계면

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얇은 두께 때문에 금속공예 기물 작업

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곤 했던 단면의 조형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판재 기물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면 노출이라는 

단점을 숨기는 대신, 선적인 조형 요소로 해석하여 전이라는 기능

적 측면을 넘어 기물 전체의 조형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까지 적극

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 금속 판재 단면, 기물, 전, 경계면, 조형성

학  번 : 2015-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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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물은 내부가 비워져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된 기능

적인 형태 전반을 일컫는다. 담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부에 담

기는 물질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기물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왔으며, 

장식적인 기능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형상화되었다. 다양한 형태적 변화

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담는다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인해 기물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형태는 언제나 유지되었다. 바닥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벽을 형성하고 그 가장자리 전으로 끝을 

맺는 보울(bowl)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기능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물은 내부의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물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벽이 얇을수록 공간

을 넓어지므로, 기물 외피의 두께를 얇으면서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금속 판재는 기물 외피의 두께를 재료 상태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금속공예에서 기물을 제작하는 재료

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금속을 직접 판재로 만들어서 기물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판재 상태로 제작된 것을 구매하여 

작업에 사용한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성분 및 크기에 따른 금속 판재

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성능은 더욱 좋아져서 현대 금속공예가는 고품질

의 금속 판재를 쉽게 구매하여 언제든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 및 유통된 금속 판재는 롤러를 통한 압연 생산 공

정에 따른 결과로, 광택이 있으며 깔끔하게 마감된 미려한 표면과 일정

한 두께, 평평하고 고르게 유지된 면의 장점을 보인다. 

그러나 기물 제작에 사용되는 금속 판재는 이러한 장점에 동전의 양

면처럼 동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대개 완성된 기물에서 판재 두

께만큼의 절단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금속 기물을 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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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두께가 얇은 판재를 주로 사용하므로 완성된 기물의 단면은 폭이 

0.8~1.2mm 정도로 나타난다. 게다가 기물은 그 구조적 특성상 대개 특정 

부분에서 판재의 단면을 노출하게 되는데, 기물의 크기가 클수록 상대적

으로 얇고 일정한 두께로 드러나면서 얄팍한 미완성의 느낌을 주게 된

다. 이것은 단순히 두께가 두꺼운 판재의 사용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

니다. 금속의 판금성형은 매우 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께가 두

꺼운 판재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 강도 면에서나 완성된 기물의 공간 확

보 면에서나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얇은 두께의 판재를 선택하여 기

물을 제작하고, 기물의 단면 두께를 보완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속공예가는 이러한 판재 단면을 기물의 디자인에 맞춰 갈

아내고 감추거나 덧대어 확장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해왔다. 

기물 제작에서 금속 판재 사용의 빈도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

속 판재 기물에서 발생하는 단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으며, 판재의 

단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

재까지도 금속공예가들은 판재의 단면 처리를 각 형태와 재료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 감각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는 

기물 작업의 근간이 되는 판재 사용에 따른 필연적인 단면 노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압연 공정을 통

해 생산된 금속 판재를 사용하여 기물을 제작하는 경우, 완성된 기물에

서 노출되는 단면이 주는 인상과 그 처리에 집중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

행하여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이 연구는 기물에서 담는 

공간을 제외한 외피 부분을 경계면이라 지칭하고, 경계면을 구성하는 최

소한의 요소인 ‘전’과 전에서 확장된 ‘벽’의 일부를 중심으로 기물

의 조형 방식을 살펴보는 한편, 판재라는 재료에서 발생하는 특성인 

‘단면’의 처리 및 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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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판재와 그 조형 특성은 김희동의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나, 

금속공예 분야에서는 판재가 연구의 중심 주제로 등장하기보다 표현의 

수단이자 작품 연구의 재료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예 외에도 조각, 건축 등으로 범위를 넓혀 판재 조형의 특

성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덩어리로부터 벽을 분리하여 열린 구조의 

입체를 선보이고자 한 테오 반 두즈버그(Theo van Doesburg)와 나움 가

보(Naum Gabo)의 조형에서 보이는 판재 조형의 특성을 중심으로, 판재

가 가지는 2차원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구조적 입체를 분석하였다. 

각기 다른 재료의 특성을 막론하고, 판재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와 그에 따른 구조가 있다. 이는 바로 넓은 면과 절단된 부분에 발

생하는 단면이다. 연구는 이러한 판재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진행한 

입체 조형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판재의 단면을 조형의 요

소로 활용한 결과로 연구의 대상을 차츰 좁혀나갔다. 단면이 좁고 긴 형

태적 특징에 따라 선으로 표현된 사례와 기존 판재의 절단 부분이자 새

로운 판재와 연결될 수 있는 결합 구조로 활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2차원적인 판재의 성질이 두드러지는 입체 조형에서는 인접

한 공간이 조형의 요소로 함께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공간 중 일

부를 다음 장에서 다룰 기물 내부의 담는 공간으로서 기능적으로 해석하

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금속 기물과 그 단면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인 비교 설명을 

위해 다른 공예 재료로 제작된 기물 사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연

구는 우선 기물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기물은 담는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가 있으며, 이는 바닥

으로부터 시작해 담을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는 벽과 그 가장자

리의 전으로 완결되는 형태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한 두께를 가진 면으

로 나타나며 외부와 내부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판재와 구조적으로 유사

한 점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담는 공간을 제외한 기물의 외피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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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라 지칭하고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어

학적인 용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개념 분석의 결과, 경계면을 중심

으로 하여 나누어진 두 공간 중 내부의 공간이 기물의 담는 용도로 사용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경계면의 각 요소인 전, 벽, 바닥이 어떤 형

태로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재료로 제작된 기물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금속 판재 단면에 대한 조형적 활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금속 판재로 

제작한 기물에서 판재의 단면이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금속의 물

질적 특성, 제작자의 노동력 등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단면의 조형은 

보완과 활용이라는 두 측면 모두를 조망하였으며, 금속 판재 단면에서 

나타나는 단면을 중심으로 하여 ‘선(線)으로 활용’과 ‘결합을 위한 

구조적 활용’으로 나누어 여러 작가의 기물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단면

을 조형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금속 기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

에 걸쳐 수집하여 단면의 조형적 특성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자가 금속 판재 단면을 중심으로 진행한 기물 제작 연구에 대한 과

정과 결과를 밀도 있게 설명하였다. 작품 연구는 조형의 결과에 따라 

‘단면의 선과 색면’, ‘전 형태의 변화’, ‘전에서 벽으로의 구조적 

변형’의 세 단락으로 나누었으며, 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및 제

작에 관한 세부 설명을 하위에 두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작품 연구를 진행할 대상은 경계면의 세 요소 중 전과 전에서 확장된 

벽의 일부로 한정하였다. 특히 전은 완성된 기물에서 판재의 단면이 시

각적으로 특히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재의 단면을 조형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바닥

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담는 공간 및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기

물의 벽을 세우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연구에 사용한 P사2)의 황동 판재 C2680을 중심으로 하여 황

동 판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물 제작 과정에서는 금속 판재의 

2) ㈜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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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의한 뒤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녹는 주석을 땜으로 활

용하였으므로 그 내용 역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석땜의 활용은 

연구자가 지난 2020년에 작성한 소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

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기물에서는 금속 판재의 단면이 노출되므로, 이

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단면에서 활용한 금속의 빛 반사와 표면처리에 

활용한 옻칠 및 황화칼륨 착색과 그 활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였

다.

작품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하였다.

첫째, 단면의 선과 색면이다. 우선 단면의 선 변화는 ‘말아 붙이기’

의 변형인 ‘겹쳐 붙이기’와 ‘엇갈려 붙이기’ 방식을 통해 금속 판재

가 만드는 단면의 다양한 선 표현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색면의 활용

에서는 판재 기물의 구조적 특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도구로써 옻칠

과 황화칼륨 착색으로 만들어진 색면을 활용하여, 단면을 강조 혹은 완

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 형태의 변화다. 전에 집중하기 위하여 벽은 실린더 형태로 

제한하여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벽의 상단부에 뒤틀린 구

조의 전을 제작하여 땜으로 접합하였으며, 벽에 접합된 면과 벽 제작에 

사용한 판재의 단면 일부가 복합적으로 기물의 전으로 나타나도록 처리

하였다. 이 연구도 두 가지 방향인 ‘면 접합을 통한 전의 확장’과 

‘이중 구조와 전’으로 진행하였다. 전자는 하나의 실린더 상단에 전을 

접합하여 그 면적을 확장한 다음 여기에서 보이는 전의 변화를 관찰하며 

진행하였으며, 후자는 전자의 구조에 실린더 형태의 외벽을 추가하여 이

중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고 이 사이를 잇는 전을 덧붙여 전 부분의 형태

적 특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전에서 벽으로의 구조적 변형이다. 한 장의 긴 판재가 벽에서 

비틀려 말아 올려지면서 전으로 변형되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단면의 선

이 기물의 형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표현되도록 구성하였다. 여기

에서 단면은 선과 결합 지점 둘 모두에서 활용되며 독특한 조형적 특성

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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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문헌 조사는 다양한 단행본 및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연구의 특성상 많은 양의 이미지 자료가 필요하였으나 사진 자료

와 작가의 제작 의도 등을 문헌만으로 얻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작품이 포함된 전시회의 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한 조사를 병행하

였다. 작가의 개인 웹사이트를 비롯해 소속 갤러리 혹은 전시회 개최 갤

러리의 웹사이트 등에 기록된 온라인 기록물 및 기사 등을 다양하게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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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판재 단면과 그 활용

 1. 판재와 조형

  1.1. 판재의 개념과 구조

입체를 조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는 그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가공된다. 다양한 형태 가운데 판재는 넓은 면과 얇은 두께를 가

진 평면적 특징을 바탕으로 입체 조형에 적용되었다. “산업화 이후 표

준화된 형태와 생산 공정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3)고 “유

통, 보관의 효율성”4)이 뛰어난 점을 이유로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며, 

원자재의 각기 다른 성질과 형태를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판재 상태로 만

든 결과, 재료의 고유한 성질은 차치하고서 넓은 면을 가진 보편적인 형

태로 재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판재란 넓은 면으로 가공된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표준국

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판재(板材5))는 “널빤지로 된 재목”6)을 일컫

는 표현으로, 그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무를 판 상태로 가공한 것

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재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널

빤지와 같이 넓은 면과 일정한 두께를 가진 형태로 해석되며, ‘금속 판

재’와 같이 다양한 재료의 명칭 뒤에 접미어로 사용되는7) 용례를 바탕

으로 고려할 때 그 의미가 재료의 종류를 넘어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김희동은 자신의 논문에서, 최초의 도구인 부싯돌이 깨뜨리는 행위의 

3) 나창혁, 「철 판재로 구성한 건축형태의 조명등 제작 연구」, 국민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3, p.17.

4) ibid.
5) 여기에서 ‘판’은 나무판을 의미하는 板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속

이나 돌 등의 판을 의미하는 版이 사용하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판재’

6)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판재(板材)’
7) 김희동, 「판재의 조형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권 2호 2001,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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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에서 우연히 발생한 결과물로서의 조형이며, 재료의 형태가 이러한 

덩어리에서 판재로 발전하게 된 이유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변화를 

예측하려는 인간 이성의 발달에서 찾는다.8)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자재

를 판재로 성형할 때 의도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판재는 인간생활에서 공간(空間)을 다루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중략) 두 번째는, 한정된 형태의 자

연물보다 큰 형태를 얻기 위하여 판재가 필요하였다. (중략) 세 

번째는,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양의 잉여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판재를 사용하였다. (중략) 네 번째는, 산업화 이후 생

산공정의 단순화와 표준화에 따른 판재의 필요성이다.”9)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판재는 넓은 면을 가진 형태로 가공되

었다. 복잡한 구조가 생략된 이 단순한 형태는 각 재료가 가진 고유하고 

다양한 물성에 따른 변수를 통제하여 형태에 대한 표준화 공정을 거친 

결과로 발생한다. 재료의 형태적 성질이 평면적으로 나타나면서 자연스

럽게 인접한 공간을 함께 활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한 공간은 목

적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판재가 만든 경계를 중심으

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판재가 넓은 면을 가진 형태로 가공되면 이때 획득한 면의 성질에 따

라 평면적인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이 평면적인 형태는 조형의 기본 요

소인 점, 선, 면의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조형의 요소는 점에서 

선, 면, 부피가 있는 형태로 차츰 확장되며 공간에서 일정한 영역을 가

지게 되는데, 판재는 그중에서도 2차원적인 면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피가 있는 3차원의 덩어리 형태로 확장되는 과정 중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그림 1]의 왼쪽과 같이 두께의 면적에 비해 면의 면적이 훨

8) ibid., p.86.
9) ibid.,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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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넓게 만들어지는 2차원적 

특성을 강하게 보인다. 그러나 

판재는 사실상 넓이만을 가지

는 면과는 다르며, 이 면들의 

적층에 의한 결합으로 두께가 

발생하는 형태를 보이므로 3차

원적 재료라 할 수 있다. [그림 

1]의 오른쪽은 왼쪽의 판재를 

측면에서 본 것으로, 면의 성

질은 약해지는 동시에 판재가 

가진 고유한 특징인 ‘두께’10)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판재는 이렇듯 면과 그 측면에 발생한 일정한 두께의 단면으로 이루

어진 형태를 보인다. 의도적으로 두께 변형을 꾀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서, 면에 수직으로 판재를 절단하면 대체로 일정한 두께의 단면이 

노출된다. 더불어 판재의 구조 중 면 부분의 형태와 크기는 휘고 자르는 

등의 성형 방식에 따라 쉽게 달라지지만, 단면은 상대적으로 극적인 변

형이 어려운 편이다. 또한, 이러한 단면은 면과 대비하여 좁고 긴 선의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성형에 있어서 단면은 그 두께가 얇을수록 적은 

힘으로도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대신 결과물의 견고한 성질은 줄어들며, 

두꺼워질수록 견고해지는 동시에 둔탁한 인상이 강해진다. 판재의 두께

가 어느 시점을 넘어 지나치게 두꺼워지면 판재는 면이 아닌 덩어리의 

성질을 더 크게 가진다. 이 지점을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으며, 이

는 인접한 면의 너비와 물체의 전체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

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자면 면과 덩어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판재

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께라고 할 수 있다.

10) 글에서 두께와 단면은 모두 같은 지점을 지칭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
에서는 두 표현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I장 2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1] 판재에서 나타나는 면과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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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재를 활용한 조형

조형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물성은 물론, 재료가 제시된 형

태에 대한 이해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판이나 선과 같이 형식이 정형

화되면 제작 기법이 물성을 막론하고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형태

적 결과물에 대한 기댓값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재료 고유

의 물성만큼이나 형태가 주는 외형적인 특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판재의 조형 방식은 넓고 얇은 형태적 특성에 따라서 자르거나 접는 

등 면(面)적인 성질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입체로 영역을 확장

할 때에도, 판재가 가진 고유한 면적 성질이 충분히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앞서 판재의 구조에서 설명했던 넓은 면과 일정한 두께는 이

러한 면적 구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장에서 단면

의 집중적 활용 방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판재의 면적 성질에 따른 조형

과 이때 나타나는 인접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두께의 

특징을 우선 짚어보고자 한다.

   1.2.1. 판재 적층

재료를 판재 형태로 가공하면 면, 그중에서도 평면의 특징을 보이며 

곡면이나 입체로의 성형 전까지 x축과 y축을 통한 2차원의 성질이 두드

러지게 된다. 실제 판재는 2차원적인 성질의 면과 더불어 얇은 두께를 

가지는데, 여기서 두께는 면에 수직으로 발생하여 면을 고정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 판재 조형에서 두께는 보조적인 요소이

며, 조형을 위한 구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판재로 입체를 만드는 방법은 재료의 특성과 결과물의 목적 등에 따

라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이는 모두 판재의 기본적이고 평면적인 2차원

적 성질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방식을 따른다.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탕

으로 한다면, x와 y의 축에 놓인 2차원적 판재를 접거나 덧붙여서 z축으

로 확장하는 방식11)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초 조형 교육이나 모델링 단

계에서 가공이 쉬운 종이를 활용하는 것도, 판 형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

11) op. cit.,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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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면 차후 이를 다양한 재료로도 쉽게 전

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z축을 고려한 판재 조형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면 부분을 적층하여 

덩어리 구조의 입체로 판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때 판재의 면 

부분은 조형의 의도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며, 두께 부분은 면이 z축을 

향해 확장되며 볼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

로 이 방식의 조형은 판재의 두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단식 구조가 조

형적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는 바닥에서 수직 방향으로 면을 

쌓아가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면의 면적 변화

로 인한 계단식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림 3]은 판재가 가

로 방향으로 적층되면서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면의 형태가 시각

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인식된다. 

[그림 2] Julian Hoeber, 
<Cunt>, 합판에 채색, 2013
(출처: jessicasilvermangallery.com)

[그림 3] 차종례, <EXPOSE EXPOSED 
130110>, 포맥스, 2013 

(출처: jongrye.com)



- 12 -

   1.2.2. 구조적 입체

데 스틸(De Stijl)의 테오 반 두

즈버그(Theo van Doesburg, 1883- 

1931)는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이미지에 주목하였으며12) 

면으로서 벽을 덩어리로부터 해체

하여 면과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13) 두즈버그가 

말하는 ‘반 구축적’ 조형에 대

해 서정연은 자신의 논문에서 

“건물모서리의 개방을 통해 (중

략) 여백의 미가 충만하여 유동적

인 공간감이 넘쳐난다”14)고 설명

했다. 모서리가 개방된 부분에서는 

판재의 두께가 단면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단면이 주는 인상이 

강해진다. 이렇게 입체의 구조를 

열어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은 판재의 조형 특성상 

널리 활용되었으며, 앞서 설명한 판재의 발생 중 공간을 다루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판재를 통한 공간의 활용은 러시아의 구성주의 예술가 나움 가보

(Naum Gabo, 1890-1997)의 작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특히 면

을 바탕으로 구성된 열린 구조의 입체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

다. [그림 5]는 여섯 개의 면이 닫힌 형태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육면체와 

12) 박영경, 이광인, 「근대조형예술의 ‘평면성’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리트
벨트의 1918~1925년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20
권 5호, 2004, p.129.

13) 서정연, 「테오 판 두스브르흐의 반-구축적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1923년 
데 스틸 전시회의 주택설계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
집』 19권 3호, 2010, p.30, p.37.

14) ibid., p.34.

[그림 4] Theo van Doesburg, 
<Construction in Space-Time II>, 1924, 

Thyssen-Bornemisza 뮤지엄 소장 
(출처: museothyss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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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제거된 육면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른쪽 육면체는 꼭짓점에

서 내부를 향해 대각선으로 교차된 두 개의 면을 바탕으로 내부의 공간

이 조형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말하자면, 빈 공간(void)을 덩

어리(solid mass)와 같은 하나의 물질

적 입체로 바라봄으로써15), 인접한 

영역을 조형의 재료 영역 안으로 끌

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면의 중첩이 

복수로 진행되며 조금 더 복합한 구

조를 보일 때에도 유사하게 적용된

다. [그림 7]에서 보이는 금람해의 테

이블도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는 면을 연결하여 입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쪽 부분의 구조가 보이

도록 면을 열어두었으며, 이렇게 열

린 쪽에서는 공간이 조형의 요소로 

15) 윤난지, 「미술, 과학, 과학기술: 나움 가보와 라즐로 모홀리 나기의 작업」, 
『미술사논단』 29호, 2009, p.300.

[그림 5] Naum Gabo, <Two Cubes 
(Demonstrating the Stereometric 

Method)>, 나무에 채색, 1930, TATE 소장
(출처: tate.org.uk) 

[그림 6] Naum Gabo, 
<Head No. 2>, 철, 1916, 

TATE 소장
(출처: tate.org.uk)

[그림 7] 금람해, <Gorge>, 
철에 코팅, 2010 

(출처: competition.adesignaw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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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활용된다. 더불어 보조적인 역할에 충실하던 두께는 절단된 부분의 

단면으로 드러나면서 단면의 너비와 크기, 형태, 색 등에 대한 조형적인 

고려가 진행될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나움 가

보의 [그림 6]은 철 판재를 사용하여 갇혀 있던 내부의 공간을 여는 방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적 소재를 바탕으로 공간을 포괄하는 

복합 구성을 통해, 형상을 만드는 공간 구성 예술로 판재와 그에 인접한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때 면 부분은 인체의 여러 형태를 표현

하기 위해 재단 가공을 바탕으로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

지만, 단면은 재단된 면의 결과로 두께 부분에서 발생하며 면과 공간이 

만드는 조형의 의도를 보조하는 소극적인 요소로만 표현되어 있다. 

[그림 8] Richard Serra, <7>, 철, 2011 (출처: wsj.com)

인간의 신체를 아주 작은 사물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커다란 크기

의 철 판재 조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각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가 카타르 도하에 세운 [그림 8]은 세로로 긴 판재가 서로 연결된 구조

를 보인다. 실루엣만을 보면 마치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이 조

각은 폭이 240cm, 두께가 10cm 크기로 재단된 7개의 판재가 24m에 달

하는 높이로 세워져 있다.16) 각각의 판재들은 상단을 향해 비스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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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져 있으며 꼭대기에서 7각형을 만들면서 만나면서 속이 비어있는 

듯한 구조를 만든다.17) 녹에 의해 짙은 오렌지색으로 드러난 단면은 조

형물을 세로로 가로지르며 선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판재의 구조적 특성

을 드러낸다. 이렇듯 열린 면 구성을 바탕으로 내·외부 공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이 조형은 판재가 가진 고유의 구조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이상의 조형물이 공간을 단순히 분리하는 특성을 보였다면, 다음의 

조형물은 판재로 인해 분리된 공간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구겐하

임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그림 9]

는 거대한 철 판재가 안과 밖, 좌

와 우의 공간을 분할하며 만든 사

이 공간을 관람자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때 곡선을 이루며 중첩된 

각각의 판재들은 모두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세워져 있으며, 판

재의 양 끝에서 드러난 단면은 판

재가 만드는 공간의 입구로, 상단

에 노출된 단면은 거대하고 짙은 

색상의 판재들을 가늠하게 하는 

선으로 작용하여 구조적 입체가 

만드는 열린 면과 공간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다.

16) Abigail R. Esman, 「America's Master Creates His Masterpiece: Richard 
Serra's “7”」, fobes.com, 2011년 12월 21일, https://www.forbes.com/sites/ 
abigailesman/2011/12/21/americas-master-creates-his-masterpiece-richard-se
rras-7/?sh=27ae3dc265c3 (2021년 4월 17일 검색)

17) Qatar Museum, 「WHAT IS THE STORY BEHIND "7" BY RICHARD 
SERRA?」, https://www.qm.org.qa/en/blog/what-story-behind-7-richard-serra 
(2021년 4월 17일 검색)

[그림 9] Richard Serra, 
<The Matter of Time>, 철, 

1994-2005 구겐하임 (출처: w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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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재 단면 조형

  2.1. 두께와 단면

앞서 판재의 구조가 면과 두께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때 

두께는 면과 여기에 평행한 면 사이의 너비18)를 말하는 것으로, 재료가 

판재 형태로 가공될 때 결정된다. 일정하게 제작된 판재의 두께는 제작 

공정 중 가공에 의해 넓이와 형태 등이 변형될 수 있으며, 판재가 절단

되어 겉으로 두께가 노출되면 시각적으로도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절단된 두께 부분의 절단면, 즉 단면은 본래 어떤 물체를 잘라낸 

부분에 발생하는 면을 지칭한다. 재료의 성질이 덩어리일 경우 단면과 

두께는 같은 지점을 지칭할 수 없지만, 판재를 재료로 하여 제작된 결과

물에서는 판재의 두께가 곧 물체의 단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0] 두께와 단면

산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판재는 면의 크기와 두께가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크기와 두께는 정해진 선택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다.19) 단

면은 [그림 10]과 같이 절단 각도, 가공 형태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8)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두께’
19) 다만 덩어리 상태의 흙이나 액체 상태의 레진과 같이 제작자가 재료를 직접 

판재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는 하나의 판재 안에서도 크기와 두께가 자유롭
게 조절될 수 있다. 



- 17 -

  2.2. 판재 단면의 조형 사례

일정한 규격으로 생산된 판재를 원하는 모양에 맞게 재단하고 성형하

면 절단면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조형 목적에 따라 절단면을 감추거

나 없애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판재 조형에서 단면은 자연

스럽게 결과물의 바깥으로 드러난다. 경우에 따라 단면은 고유한 형태적 

특징이 되기도 하므로, 우선 단면의 형태적 특성을 살린 사례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2.2.1. 선(線)으로 활용

단면은 좁고 긴 선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단면은 판재의 면 부분

이나 인접한 다른 요소들과 대비되어 선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각각 나무판과 금속판을 사용하여 의자의 구

조를 제작한 후 재료의 절단면을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하고 있

다. 두 의자는 판재의 면과 단면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측면의 단면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의자 

측면의 단면은 끊어지는 지점 없이 이어져 하나의 긴 선처럼 보인다. 이

[그림 11] Gerrit Rietveld, 
<Zig-Zag Chair> (Cassina 
생산), 나무, 1934(디자인)
(출처: rietveldoriginals.com)

[그림 12] Maarten Van Severen, 
<Low Chair>, 알루미늄, 

1993-1995(디자인). 2001(생산) 
(출처: maartenvanseveren.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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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선의 인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Zig-Zag Chair>는 면 부분에만 색을 입

혀서 밝은 나무색 단면이 드러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Low Chair>는 알루미늄 판

재의 단면이 하얗게 빛을 반사해 선적 느

낌이 더욱 강조되도록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두 의자의 단면은 2차원의 선

의 인상을 주는 동시에, 공간감을 바탕으

로 하여 3차원적으로 느껴진다. 이는 [그

림 13]의 작품에서 보이는 단면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다. 좀 더 평면적인 2차원

의 선으로 보이는 [그림 13]의 단면은 다

른 형태 속으로 끼워진 채로 드러나, 결

국 단면을 판재 구조의 일부로 인식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면과 나란

히 배치된 단면은 마치 2차원의 평면 위에 길게 그린 선처럼 느껴지게 

된다. 

한편, 이러한 단면의 가늘고 긴 형태적 특징은 가벼운 인상을 심어주

는 의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림 14]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벤

치의 무게와 판재의 얇은 속성이 드러내는 극적인 대비를 중점적으로 보

[그림 13] Arielle 
Assouline-Lichten (Slash 

Objects), <Capsule Table>, 
재활용 고무와 황동 
(출처: slashobjects.com)

[그림 14] Mario Tsai(Mario Tsai Studio), <Grid Bench>, 
합판에 페인팅, 2019 (출처: mariotsai.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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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20) 디자이너 마리오 차이(Mario Tsai)는 이를 위해 두께 5mm의 

얇은 합판21)을 재료로 선택하였으며 다수의 단면이 벤치의 상단부를 향

하도록 판재를 세워서 구조를 제작하였다. 반복된 얇고 긴 단면은 특별

한 처리 없이 절단된 모양 그대로 판재의 두께를 드러내며 가벼운 느낌

을 생성한다. 

   2.2.2. 결합 구조로 활용

판재가 절단된 부분에서 드러나는 절단면으로서 단면은 판재의 넓은 

면 부분의 형태를 연장하거나, 면에 의한 조형을 보조하기 위한 결합 구

조로도 활용된다. 이때 단면은 고유한 형태적 특성에 따라 여전히 선의 

형태를 보이면서 결합되기 때문에, 단면에 의한 결합 구조를 숨기거나 

없애지 않고 조형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즉 결합의 방식과 구조를 그

대로 드러내어 결과물에서 독특한 조형미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합 지점이 

되는 단면은 [그림 15]에서 

보듯이 한 장의 판재가 끝나

는 부분에 다른 형태의 면이

나 단면을 연결할 때 사용된

다. 이때 ‘결합 지점으로 

사용된 단면’은 형태의 연

결과 확장을 위해 활용되므

로 조형물의 외관에서 직관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그러나 결합 지점에

서 감추어진 단면은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조형적으로 활용될 여지를 

보인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투명한 재료를 통해 결합 지점을 드러내는 것

이다. 단면 부분이 판재의 면에 결합되어도 면의 투명성 덕분에 드러나 

보이고, 투명 플라스틱 판재의 경우에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빛의 흡수

20) http://www.mariotsai.studio/grid-bench/ (2021년 4월 18일 검색) 
21) ibid.

[그림 15] Donald Judd, <Untitled>,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 1990 

(출처: judd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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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산란이 발생하여 단면이 면 부분보다 더 짙은 색을 띠며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결합 지점의 단면을 조형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6]은 이러한 결합 지점이 반복적으

로 발생하여 흥미로운 조형적 특성을 만들고 있다. 테이블 다리 부분의 

도면은 직선과 곡선의 몇 가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두께

로 만들어진 각각의 판재에 다른 판재를 끼울 수 있는 절단면을 만든다. 

이러한 의도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의 판재를 자유롭게 

끼워서 다양한 조형을 시도할 수 있다.22) 결합의 결과로 투명한 판재가 

중첩되며 색상이 차츰 짙어지고 결합 부분에 드러나는 판재의 단면과 가

장자리의 단면이 서로 교차하며 생기는 선들에 의해 흥미로운 형상이 구

성된다.

불투명한 판재의 경우에는 결합 지점을 바깥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단면을 활용한다. 다음의 [그림 17]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요코 타키

라이(Yoko Takirai)와 피에트로 펠리떼리(Pietro Pellitteri)가 함께 만든 

<Bracelet Cube>로, 네 개의 면을 가진 팔찌다. 얇은 은 판재의 가장자리

에 발생한 단면은 다른 면과 결합되는 지점으로 활용된다. 이 지점의 사

소한 변화 덕분에 큐브는 일반적인 큐브와 다르게 느껴지는데, 구조를 

따져보면 이 조형적 특성은 팔찌의 상단부에서 엇갈려 붙은 면과 단면의 

22) https://momantaidesign.com/products-2/ (2021년 4월 17일 검색)

[그림 16] Ulrike Jurklies(Mo Man Tai), <Tinge Side Tables>, 
플라스틱, 2017 (출처: momantai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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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변화에서 발생한다. 네 모퉁이 중 

왼쪽 윗부분을 판재의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은 후, 발생한 단면을 다른 쪽의 

면과 수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한 직각 삼각형의 면

과 함께 판재의 단면이 선의 형태로 드

러나면서 단조로운 형태에 장식미가 추

가되고, 독특한 조형미를 획득한다. 더

불어 팔찌의 상단이 열린 형태로 제시

되어 단면의 결합 지점이 시각적으로 

더욱 잘 인식된다. 

이러한 결합 지점을 더욱 적극적으

로 강조하여 조형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 이탈리아의 공예·디자인 회사 오

스카 마스케라(Oscar Maschera)의 디자

이너 클로드 부샤(Claude Bouchar)가 디

자인 한 [그림 18]은 결합 부분의 단면

으로 인해 독특한 조형성을 드러낸다. 

그는 열십(十)자 형태로 오려진 가죽 판

재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접을 때, 각 

판재의 가장자리 부분을 박음질로 결합

하여 내부가 비어있는 사각기둥 형태를 

제작하였다. 이때 각 판재의 단면을 내

부로 숨기거나 혹은 단면끼리 연결해 

결합하는 대신, 이들을 바깥으로 꺾어서 모서리에 단면을 드러내는 방식

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내부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의 작은 

물림발이 하단의 가죽면을 잡아당기면서 단면 결합부가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단면은 가죽의 절단면에 사용하는 마감재로 인해 검은색

으로 처리되었고 명도 대비로 인해 시각적으로 단면이 더욱 돋보인다. 

[그림 17] Yoko Takirai &
Pietro Pellitteri, <Bracelet 

Cube>, 925은, 2019 
(출처: yokotakirai.com)

[그림 18] Claude Bouchard(Oscar 
Maschera), <Patrick>, 가죽과 

스테인리스 스틸
(출처: oscarmaschera.com)



- 22 -

[그림 19] Yves Béhar, <Kada Stool>, 나무, 천, 플라스틱, 2006
(출처: fuseproject.com)

부샤의 의자는 단면 두 개가 바깥으로 노출되었으나, 단일한 색 처리

로 인해 하나의 선처럼 보인다. 다음 [그림 19]는 유사한 구조를 바탕으

로 제작되었나 결합 지점에서 겹쳐지는 단면을 시각적으로 더욱 강조하

고 있다. 스위스 출신의 디자이너 이브 베하르(Yves Béhar)가 디자인 한 

<Kada Stool>의 다리 부분은 나무 판재와 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무

와 천이 겹쳐진 단면에서 사용된 재료의 고유한 색상에 의한 변화가 나

타난다. 나무 판재 사이에 겹쳐진 탄성이 있는 천 덕분에 납작하게 접힌 

판재를 비틀면 입체 의자가 된다. 펼쳐진 

의자는 판재가 비틀린 각도에 따라 비스

듬하게 연결된 단면을 형성한다. 비스듬

히 누운 단면은 의자의 독특한 조형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베하르는 이러한 특

성이 시각적으로 돋보일 수 있도록 나무 

판재 사이에 겹친 천의 색상에 변화를 

주었다.[그림 20] [그림 20] <Kada Stool>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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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금속 판재 기물과 단면

기물은 쓰임을 위해 만들어진 사물로, 우리말로는 그릇, 한자로는 기

器라고 부른다. 여기서 쓰임은 무엇인가를 담아 둘 수 있는 사용의 기능

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기물은 내부에 빈 공간을 확보한 형태로 제작된

다. 즉, 기물은 내부의 빈 공간과 더불어 이를 보호하는 외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외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물과 외부를 가르는 경계 지점에 세워진 ‘경계면’으로, 외형을 결정

하는 동시에 기물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로도 작용한다.

내부 공간의 외피로서 경계면은 넓은 면과 더불어 일정한 두께가 있

다. 기물의 벽과 그 일정한 두께에 대하여 금속공예가 최인선은 “공간

이 옷을 입듯, 공간의 형태를 따라 껍데기가 생긴 것”23)과 같다고 표현

했다. 기물에서 공간의 껍질 역할을 하는 경계면은 넓은 면과 일정한 두

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판재와 닮아있다. 실제로 판재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기물 제작의 재료로 널리 활용되어왔다. 

기물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재료 중에서도 금속 판재는 잘 늘어나는 성

질과 더불어, 얇은 두께로 큰 기물의 제작이 가능한 특성을 바탕으로 널

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크기가 큰 기물에서 드러나는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의 단면은 얄팍한 느낌을 풍기며, 때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

식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판재와 판재 단면의 조형적 특성을 바

탕으로 판재 기물의 경계면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판재로 제작되거나 

판재의 형태를 가진 경계면의 개념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세부적 기

능에 따라 전, 벽, 바닥의 요소로 나누어 그 특징을 고찰한다. 나아가 금

속 기물에서 나타나는 단면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활용 및 보완하기 위

한 방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금속은 물론, 다른 재료로 제작된 기물

23) 최인선, 「고무 막의 형상을 포착한 금속 기물 제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2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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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바탕으로 단면의 활용 및 보완 방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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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재 기물의 경계면

  1.1. 판재 기물

   1.1.1. 기물의 개념

기물24)은 사용을 위한 사물이다. 여기에서의 사용이라 함은, 채워질 

수 있도록 마련된 비워진 공간과 그것을 채우는 행위 및 결과로서 사용

이다. 기물은 이러한 사용성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지며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와 사용을 위해 갖추어

야 하는 최소한의 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최소한의 구조란 담

는다는 목적을 위해 설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예이론가 허보윤은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말하려는 ‘그릇’이란 식탁 위의 식기로 한정된 것

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반드시 담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까지 모두 그릇이다. (중

략) 그릇은 하나같이, 손을 모아 조심스레 시냇물을 담아 마시

는 마음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략) 그 안에 물도 담고, 술도 

담고, 음식도 담고, 꽃도 담는다. (중략) 결국 그릇은 소중한 내

용을 담기 위한 형식이자, 내용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다.”25) 

이렇게 담는다는 목적을 위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여 독립된 영역을 

설정한 결과로 탄생한 기물, 혹은 그릇은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인간의 의미 인지능력이 경험에 기반한다는 인지 언어학에서는 은

유의 한 지표로 ‘그릇’을 활용한다. 이는 “하나의 그릇이나 그릇 속

에 들어있는 사물로서”26) 신체로부터 출발한다. 신체를 경계로 하여 축

24) 이 연구에서 ‘기물’은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한다. 그릇, 기(器), 용기(容
器), 컨테이너(container) 등이 있다.

25) 허보윤, 「그릇: 공예의 원형」, 『공예+디자인』 31호, 2018, p.47.
26) 임지룡, 「영상도식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어문학』 60호, 1997,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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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된 체험의 결과로, 인간은 안과 밖의 경계 개념을 인식하고 특정한 상

황이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릇’을 표현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을 ‘미래를 담는 그릇’이라 한다든지, 책을 ‘지식의 그

릇’, 집을 ‘삶을 담는 그릇’”에 비유하거나, “‘기쁨이 넘치다.’, 

‘슬픔에 잠기다.’”처럼 “‘신체’를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 표

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27) 

즉, 기물은 담는 기능을 가진 사용을 위한 

사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물에는 필연적으로 

담는 기능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용도와 취

향 등에 따라 공간의 구조와 형태는 모두 다르

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다음 [그림 21]

과 같다. 이 단순한 형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두 공간에 차이를 만

드는 것이다. 그 차이에 의해 내부에 담긴 물

질은 외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을 가지며 분리된다.

담아서 내부를 ‘채우는’ 순간이 있는 반면, ‘비움’의 순간도 있

다. 연구자는 지난 2016년의 개인전 <비워두다, 미완사물未完事物>을 통

해 내부가 빈 기물 여러 점을 선보였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기 있는 작업물들은 무언가를 담고자 비워진 형태를 가

진다. 그래서 대체로 그릇container의 모양을 하고 있다. 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일부를 빈자

리로 남겨둔다.”2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물은 담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부의 

공간을 비운 채로 만들어진다. 이에 대하여 금속공예가 문정현은 자신의 

27) 한영숙, 「빛을 담은 그릇」,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95.
28) 윤이랑, <비워두다, 미완사물未完事物> 전시회 도록, 2016.

[그림 21] 기물의 
기본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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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기물에는 양가적 의미, 즉 담는다는 기능과 비운다는 기능이 

존재하며, 이 둘이 하나의 기물 안에 공존한다고 설명했다.29) 전시된 기

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용을 위해 개인 공간 속으로 들어온 기물 

역시, 내부가 비워진 채로 존재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더 길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워진 시간 동안 기물이 수행하는 기능은 바

로 관조적 기능이다. 이때의 기물은 하나의 조각과 같이 일상을 장식하

는 사물이 된다.

 한편, 기물은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시대의 양식

은 물론 장인의 기술 및 도구의 발전을 바탕으로30) 다양한 구조로 분화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형태는 기물의 수요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하여 제작되었다.31) 그래서 신

석기시대에 제작된 토기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실용 사물은 물론, 조형적 

모티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지되어온 기물의 형태는 사용의 용구를 넘어서서, 형태에서 

기인한 특정한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서양의 도예가 중에

서도 루시 리(Lucie Rie)와 한스 쿠퍼(Hans Coper), 루스 덕워스(Ruth 

Duckworth)는 전통적인 기능과 형태에 기반한 ‘기(器)’에 대한 관심을 

작업의 모티브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32) 도예가 백경원은 자신의 논

문에서 이 세 명의 도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략)‘기’의 조형적, 형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기’를 작업의 모티브로 생각하였다. 그들에게 ‘기’는 자

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였으며, 동양의 미학적 

전통보다 자신의 미감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중략) 정도의 

29) 문정현, 「‘器’의 兩價性을 표현한 금속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pp.6-10.

30) 최공호, 「식기의 형태결정과 휴먼스케일」, 『동악미술사학』 16호, 2014, 
p.36.

31) ibid., p.37.
32) 백경원, 「전후 유럽 도예가들이 ‘기(器)’를 바라보는 관점: 루시 리, 한스 

쿠퍼, 루스 덕워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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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 담고 보관하는 ‘기’의 관습적인 기능을 필수

로 생각하지 않았고(후략)”33)

기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하나의 모티브로서 기물을 바라보게 하는 

관념의 밑바탕을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기물은 사용을 떠난 사물로 사람

들에게 접근하였다. 이렇게 기물의 형태를 따르면서도 사용성은 거의 배

제된 기물의 제작이 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기물은 기능이 있는 사물에

서 출발하여 기물의 외형을 차용한 비실용적 사물로도 존재하게 된 것이

다.

   1.1.2. 판재와 기물

기능과 미학적 의도를 바탕으로 기물은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나, 다양

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공간과 이를 감싸는 경계면은 기물의 기본적인 

구조로 유지되었다. 공간의 외피인 경계면은 일정한 면적의 면과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두께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판재와 구조적

인 측면에서 유사하다. 판재는 공간을 다루기에 최적화된 재료이므로, 

이러한 특성은 기물의 제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완성된 기물의 경계면은 판재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물 제작에 사용한 재료가 언제나 판재 상태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광물 상태의 금속이나 흙, 나무와 같이 기물 제작의 재료

가 본래부터 얇고 넓은 면의 구조를 가지지 않으므로, 공예가는 자신이 

다루는 재료를 판재로 성형하여 경계면으로 만든다. 그 결과 기물의 경

계면은 얇은 두께의 판재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경계면은 충분

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형태를 지탱하고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도

록 두께가 조절되었다. 

여기에 제시한 기물들은 모두 담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

으며,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진다. 이 구조를 토대로 경계면을 제작하

기 위하여 공예가들은 각 재료에 적합한 제작법을 활용한다. 도예가 한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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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은 회전운동을 하는 물레 위에 덩어리로 된 흙을 올리고 이를 손으

로 일으켜 세우며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금속공예가 이상협은 모루 위

에 금속 덩어리를 올려놓고 쇠망치로 내려치는 과정을 반복하여, 유리공

예가 김정석은 유리를 녹는점 가까이 가열하여 그 성질을 느슨하게 만든 

후에 넓게 퍼지거나 중력을 따라 쳐지도록 하여 경계면을 성형한다. 옻

칠공예가 정해조는 액체 상태의 옻칠 물감을 삼베 위에 바르고 건조하기

를 반복하여 두께가 얇은 면을 겹겹이 쌓아 경계면을 만든다.

[그림 22] 한정용, 
<붉은호>, 
도자, 2018

(출처: 한정용 전시회 도록)

[그림 23] 이상협, 
<Moon>, 
은, 2008

(출처: 휴크래프트 블로그)

[그림 24] 정해조, 
<적광율 0834>, 

옻칠, 2008
(출처: ottchil.co.kr)

[그림 25] 김정석, 
<GBB-2018-2>, 
유리, 2018

(출처: 김정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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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물의 경계면

기물은 담고자 하는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영역을 설정하

고, 그 영역의 가장자리에 경계면을 만들어 내부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

용한다. 여기에서 기물의 경계면은 물리적인 외피로 기물에 속하며, 외

부로부터 기물과 기물 내부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경계

면은 기물이 가지는 외형적이며 본질적인 성격을 대변한다. 

이번 항에서는 경계면을 기물에서 찾아보기에 앞서, ‘경계’라는 표

현의 개념과 구조를 바탕으로 경계와 경계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경계의 의미를 통해 기물의 경계에 세워진 경계면의 기본적인 구

조를 전, 벽, 바닥으로 나누고 각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2.1. 경계의 정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간다. 그것은 행

정구역상의 경계일 수도, 혹은 특정 사물을 외부로부터 분리하는 경계일 

수도 있다. 이렇듯 경계는 사전적으로 특정한 영역이나 사물의 한계를 

말한다. 나아가, 다른 영역이나 개체와 접하는 지점이다. 한계와 접점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경계와 경계면의 형태는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

다. 

‘경계’는 사전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간되는 한계를 말한다. 

경계는 나누거나 나누어진 것으로, 그 세부적인 의미는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경계라는 표현을 접하면, 사람마

다 서로 다른 개념을 떠올릴 것이다. 국경이나 구역과 같이 우리가 발 

딛고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 사물에도 경계

가 적용된다. 한편으로 삶과 죽음 사이 경계와 같이 추상적이고 개념적

인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국어학자 전혜영은 자신의 논문 「한국어에 나타나는 ‘경계’ 표현

의 개념화 양상」에서 카이스트 말뭉치와 세종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경계의 용례를 정리하였다. 다음 [표 1]34)에서는 그가 정리한 경계의 표

34) 전혜영이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문장 중에서 이 논문에 적합한 것들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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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을(를) 경계로’ 의 형태에서 나타난 표지를 토대로 경계의 의

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계 개념은 시각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물리적 

경계이다.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계는 특정한 공간에 목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생겨나며, 그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렇게 분리된 영역은 물리적인 건축적 요소인 ‘울타리’와 ‘벽’

에 의해 구획되며, 이러한 경계를 통해 공간은 안과 밖으로 분리된다. 

골라내어 정리하였다. 전혜영, 「한국어에 나타나는 ‘경계’ 표현의 개념
화 양상」, 『탈경계 인문학』 3권 2호, 2010, pp.33-36.

경계의

 표지
예문

건축물

토지와 함께 위 탱자나무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그 남쪽의

한편 건축물의 공간은 벽을 경계로 그 자체가 바깥 공간과

있고 그 문 자체가 바로 동서 베를린의 경계가 되고 있다.

중간의 조그마한 골목을 경계로 하여 칠석리가 동부와 서부로

자연물

落東江을 경계로 그 이동지역이 주분포권이다.

이들은 한 자락 해협을 경계로 대결하고는 있지만

가옥 및 부속시설이 탱자나무를 경계로 하여 197평방미터

금성의 대기는 구름층을 경계로 상층 대기와 하층 대기로

선(Line)

축구장 하프 라인을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기

마름모꼴 문양으로 된 테두리를 경계로 하여 하나하나의

구재봉(鳩在峰), 분기봉(分岐峰) 능선을 경계로

시간
1907년을 경계로 자강운동은 일본에 대한 태도를

이때를 경계로 하여 상무적인 분위기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표 1] 경계의 표지들 (전혜영의 논문 『탈경계 인문학』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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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구획된 경계의 부속물로,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공간을 분리하

는 표지에 속하지만, 열린 상태에서는 경계의 안팎을 연결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지표 ‘문’에 의한 경계는 이렇듯 소통의 개념을 내포한다. 

다음으로 나열된 ‘골목’은 지표로서 경계가 물리적인 사물이 아닌 공

간으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한다. 건축물에 해당하는 앞의 세 개의 지

표는 실재하는 사물이지만 ‘골목’은 아니다. 건축물 사이에 난 좁은 

길이며 걷는 행위를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 이곳은 비워지는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도 경계는 존재할 수 있다.

자연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요소도 경계의 지표로 나타난다. 

‘강’이나 ‘해협’과 같은 물길은 땅과 땅 사이에 존재하여 토지의 구

역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계는 앞에서 살펴본 인위적 건축물 

지표와 다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간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친다.35) ‘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만, 인간이 의도한 구역에 심어 경계를 구분하는 지표로 작용할 수도 있

다. 나무는 선(線)적인 구조를 가진 위의 지표들과 다르게 점의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의 시각이 

점의 연속을 선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구름층은 층을 이룬 

구름으로, 오롯이 시각에 의존하여 경계가 설정된 예이다.

이보다 좀 더 추상적인 ‘선(Line)’으로도 경계는 정의될 수 있다. 

인간이 의도한 위치에 그린 경기장의 ‘하프 라인’은 경계가 입체적 사

물에서뿐만 아니라 평면적 구조에서도 생겨날 수 있음을 알린다. ‘테두

리’와 ‘능선’은 온전히 시각적 인지만으로 생겨난 경계이다. 테두리

는 어떤 사물의 가장자리, 능선은 산자락이 그 바깥의 공간과 맞닿는 곳

으로, 특정한 사물의 가장 바깥으로 인식된 부분에 생겨난 경계다. 이 

둘은 바라보는 시점과 위치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며 고정되어 있지도 

35) 물을 경계로 구획된 지면의 공간과 그에 맞닿은 수면부를 함께 일컬어 ‘수
변공간’이라 한다. 이러한 수변공간은 물자와 정보가 융합되면서 사람들의 
교류가 발생하므로, 도시계획에서 커뮤니티로 공간으로 기획될 가능성을 가
진다. 허윤성, 「도시 내 수변공간 경계에 대한 재해석」,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 p.13.



- 33 -

않다.

그러나 경계는 이처럼 물리적인 형태에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는 기쁨과 슬픔, 꿈과 현실, 정신과 물질의 경계와 같이, 경계

를 나누는 대상을 추상적인 사물이나 감정에서 찾아내기도 한다. 이는 

추상적인 감정이나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인지하는 인간의 인지능력 때

문이다. 추상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인 ‘근원영역

(source domain)’의 경험을 바탕으로 낯설고 추상적인 ‘목표영역

(target domain)’을 개념화하는”36) 방식을 통해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정신을 부서질 수 있는 물건으로 이해하여, 마음이 꺾였다거나 산산조각

이 났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37) 

이를 바탕으로 [표 1]의 추상적 ‘시간’ 표지로 경계는 존재할 수 있

다. 예컨대 시간이 길게 나열된 끈과 같은 물질로 인식될 수 있다면, 경

계는 그 끈의 일부 지점이 절단된 요소로 표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07년’, ‘이때’의 경계는 연속적인 시간의 특정한 지점으로 표현

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계를 통해, 앞과 뒤의 사건은 연결 혹은 단절

되기도 하며, 그 경계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

되기도 한다.

   1.2.2. 경계의 구조와 성격

경계는 특정한 대상이 외부와 맞닿는 한계로, 경계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그 대상은 일정한 영역을 가진다. 이렇게 경계에 의해 설정된 경계

영역은 대상의 성격과 의미 등을 대변한다. 이러한 경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 [그림 26]38)과 같다.

[그림 26]은 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A라는 대상

은 그 바깥과 차별되는 특정한 성격으로 인하여 경계 지점에 선39)을 가

36) 이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 한다. 임지룡, 「감정의 그릇 영
상 도식적 양상과 의미 특성」, 『국어학』 57권, 2010, p.35.

37) 김선영, 「한국어 ‘마음’표현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2, p.15.

38) 이 구조는 전혜영의 논문에 표현된 도식을 따랐다. 전혜영, op. cit., p.25.
39) 이번 단락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계면’은 경계에 형성된 면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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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외부로부터 분리된다. 경계에 인접한 경계영역은 안과 밖으로 구

분되며, 이때 경계영역 중 내부가 A에 속하며 A의 성격을 결정짓고 대

변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말하자면,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A의 외

부와 내부가 각각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A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A

[그림 26] 경계 A의 기본 구조
 

여기에서의 “경계는 어떤 것이 중지되는 곳이 아니라 (중략) 어떤 것

이 존재하기 위해 시작하는 출발점이다.”40)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영

역이나 상황에서 일정한 의도에 따라 경계는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만

들어진 경계는 어딘가에 둘 수 있으며, 가지거나 고정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존재를 의식할 수도 있게 한다.41) 더불어 이러한 경계는 대상 자

체의 외형을 지칭한다. 사람의 피부나 건축물의 외벽과 같이, 사물의 껍

질은 해당 존재의 본질을 대변하는 보조적인 존재로 기능할 수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 사물이 물리적으로 인지되도록 만들어준다.

앞의 도식에 따른 경계가 안과 밖의 구분을 통해 내부가 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우월한 가치를 획득한다면, 아래 [그림 27]의 

경계선은 영역을 둘 혹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에 목적을 

경계에 형성된 것이 선이냐 면이냐에 따라 이를 각각 경계선과 경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입체적인 구조의 경계면에 대한 설명에 앞서, 
도식에 따라 평면적인 경계선으로 표현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40) “A boundary is not that at which something stops but, as the Greeks 
recognized, the boundary is that from which something begins its 
presencing.” Martin Heidegger, Albert Hofstadter 번역, 『Poetry, 
language, thought』, Harper & Row, 1971, p. 154. 한국어 번역은 다음 책
을 인용하였다. Christian Norberg-Schulz, 민경호 번역, 『장소의 혼: 건축
의 현상학을 위하여』, 태림문화사, 1996, p.19.

41) 전혜영, op. cit.,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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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인접한 경계영역은 경계로 인해 분절될 뿐, 어느 한쪽의 경계선에 

속하거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A B

[그림 27] 구분 및 분류의 
성격에 따른 경계

  

분류를 위한 경계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경이다. 국경

은 한 나라가 획득하고 소유한 영역의 가장 바깥이며 그 나라의 영토를 

확정 짓고 대변하는 개념인 동시에, 다른 나라와 인접한 지점으로서 분

류를 위한 경계다. 경계를 기준으로 나란히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하나

의 나라가 끝나는 지점의 경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나라의 영토가 시작된

다. 

분류를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며, 내·

외부 혹은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더불어 이러한 경계는 지도 위

에 행정구역상 분류된 여러 도시의 나열이나 기물 내부의 칸막이처럼 복

수로 존재할 수 있다.

   1.2.3. 기물의 경계면

기물에서의 경계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계 지점에 설정된 경계의 

형태를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경계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점, 점의 연속, 2차원의 선, 3차원의 면, 무형의 방식 등으로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의 형태에 따라 인접한 경계영역의 성

격도 다르게 표현된다. [그림 28]에서 바닥에 그려진 선으로의 경계는 놀

이의 규칙 아래에서 약하게 드러난다. 자연히 여기에서의 경계영역은 분



- 36 -

리나 단절의 성격이 약한 상태로 구성되며, 시각적으로만 미약하게 구분

된다. 그러나 선이 면으로 확장되어 경계면이 되면 구분의 의미가 강해

진다. 

[그림 28] 선으로 
표현된 경계

 

[그림 29] 반투명한 
면으로 표현된 경계. 

서도호, <뉴욕시 
아파트>, 섬유 (출처: 

museums.bristol.gov.uk)

[그림 30] 면으로 표현된 
경계. Anish Kapoor, 
<Vertigo>, 스테인리스 

스틸, 2006 (출처: 

anishkapoor.com)

다음 [그림 29]와 [그림 30]은 이러한 경계면의 두 예시로, 물리적으로 

구분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난다. 

반투명한 섬유로 제작된 서도호의 경계면은 시각적 분리가 발생하지 않

으며,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경계면은 시각적으로도 경계가 분

명하다. 후자의 경계영역이 전자보다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더욱 확

고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물의 경계면은 카푸어가 표현한 것과 

같이 경계영역의 구분이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경계면은 경계 지

점에 설정된 면으로, 경계를 물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두께

를 가진 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3차원의 경계면은 경계를 

중심으로 인접한 경계영역을 분리하는 성질이 뚜렷하다. 외피로서 경계

면에 의해 나누어진 경계영역은 안과 밖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경계

면을 기준으로 내부에 생성된 경계영역이 기물의 담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공간이 된다.

기물은 목적에 따라 긴 세월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

용의 기능을 위한 기본적인 형태는 여전히 매우 전형적이다. 기물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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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위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담기 위한 빈 공간

과 이를 둘러싼 껍질이다. 

[그림 31] 빗살무늬토기, 
한국 신석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출처: museum.go.kr)

 

[그림 31]은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진 <빗살무늬토기>다. 이 기물을 토

대로 하여 도예가 백경원이 자신의 논문에서 언급한 ‘기물의 형식’을 

살펴보자. 기물은 하나의 전형적인 구조인 “내부의 공간을 감싸고 있

고, 바닥을 딛고 똑바로 서 있으며,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유

지하고 발전시켜왔다.42) 담는 기능만을 위해서는 [그림 31]의 왼쪽과 같

은 형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뾰족한 바닥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지면

에서 곧게 세워지기 어렵다. 이를 지탱해줄 수 있는 구조가 동반되지 않

는다면, 이 기물에 담을 수는 있으나 세워놓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

는 것이다. 그에 비해 오른쪽의 <빗살무늬토기>는 바닥이 평평한 구조라

서 기물에 ‘담아’서 ‘두는’ 기능 모두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물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적인 요소를 ‘전’, ‘벽’, ‘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요소는 불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영역을 공유한다. 각 요소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닥’은 기물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지면과 닿는 부분이다. 

42) 백경원, op. cit.,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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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내부에 담긴 물질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

는 동시에,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기물은 대

부분 평평한 지면 위에 바닥이 가려진 채 놓인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물의 요소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즉각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

이다. 놓인 기물의 경우에는 벽이 바닥에 가까워지며 만드는 둘레의 형

상에 따라 바닥의 크기와 구조를 유추해볼 수 있다. 

지면에 세워지는 구조가 바닥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이지

만, 특정한 의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지면에 세울 수 있는 

바닥이 없는 울라 마이어(Ulla Mayer)의 기물은 470g의 액체를 담는 용

도로 제작되었다.43)[그림 32] 하지만 두 손으로 들고 사용하지 않으면 옆

으로 쓰러지므로 액체를 담아서 보관할 수 없다. 즉, 사용에 참여하는 

인간의 신체가 동반될 때에만 기물의 담고 놓는 기능이 겨우 충족되는 

것이다. 이렇듯 지면에 세울 수 있는 바닥이 생략된 형태는 추가적 요소

를 필요로 한다. 마리안느 브란트(Marianne Brandt, 1893-1983)의 주전자

는 구(球) 형태의 바닥 부분에 굽을 덧붙여, 형태가 주는 부드러운 양감

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면에 기물이 잘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

림 33] 굽은 바닥을 보조하는 역할로, 바닥에 접합되어 기물을 지면으로

43) 「Talking Hands: Spectrum of Contemporary Metal Works (말하는 손: 현대 
금속공예의 세계)」, 서울금공예회 전시회 도록, 2009, p.79.

[그림 32] Ulla Mayer, <Eggs>, 925 은, 1985 
(출처: 말하는 손 전시회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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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일정한 높이만큼 띄우는 방식으로도 

활용된다. 

바닥에 이어진 ‘벽’은 사전적으로 둘

레를 형성하거나 공간을 규정하는 수직의 

구조를 말한다.44) 벽은 다시 기물의 윗부

분인 ‘전’과 만나 종결되며, 벽의 너비

는 바닥과 전의 둘레가 허용하는 한도에 

맞추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공간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벽이 차지하는 면

적이 넓으면서도 벽면의 두께가 얇게 제

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벽은 낮은 높이로 제작되거나 완전

히 생략되기도 하며, 이때 담는 공간은 바닥의 면적만큼 확보되고 경계 

지점을 기준으로 내·외부의 분리가 불명확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34]

의 도예가 오유리의 기물은 제2의 바닥이 벽의 가장 상단인 전 부분에 

접합되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그는 바닥을 기물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

치시키는 방식을 바탕으로 음식이 마치 무대 위에 올려진 것처럼 보이도

록 하였다.45) 그의 높은 그릇처럼 내부가 비어있고 제2의 바닥이 상부에 

44)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벽’
45) 오유리, 「담는 면이 높은 그릇에 대한 연구: 이중기 기법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47.

[그림 33] Marianne Brandt, 
<Tea Infuser and Strainer>, 

은과 흑단, 1924 
(출처: metmuseum.org) 

[그림 34] 오유리, <Hidden space, Hidden height- 
높은 그릇 시리즈 No. 1>, 도자, 2013

(출처: 오유리의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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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기물에서 실린더 형태의 벽은 바닥을 받치는 굽의 기능을 담당하

며, 실상 기물에서 벽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벽의 가장 윗부분에는 ‘전’이 있다. 전은 기물의 중심

부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끝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기물의 입구를 일컫

는다. 구조적 특성상 전은 기물 제작에 사용한 재료의 단면이 노출되기 

쉬운 부위이다. ‘전’ 조형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벽 제작에 사용한 

재료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기능이나 장식을 위해 

전이 바깥으로 확장되거나 안쪽으로 축소되는 방식으로 형태를 변화하기

도 한다. [그림 35]와 같이 전에 추가로 면을 접합하거나 [그림 36]처럼 

전이 아주 좁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물은 대개 담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간의 사용성을 높인 형

태가 일반적이므로, 전은 <빗살무늬토기>와 같이 내부가 충분히 보이는 

열린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전 부분의 너비는 조형 의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도예가 이가진은 두껍게 시유한 유약의 

표면과 그 효과를 외피에서 충분히 보여주기 위하여 전의 너비를 매우 

좁게 제작하였다. 지름 35cm에 달하는 기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부드러

운 곡선을 활용하여 풍만하게 디자인한 반면에, 전 부분의 지름을 3cm 

내외로 성형하여 작품의 제목과 같이 물방울 형태가 되었다.46) 이 기물

[그림 35] 청동 은입사 향완, 한국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출처: museum.go.kr)

[그림 36] 이가진, <물방울
2012>, 도자, 2012

(출처: 이가진의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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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은 매우 좁아서 내부 공간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46) 이가진,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도자작품의 사례분석 및 제작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43.



- 42 -

 2. 금속 기물의 단면 보완 및 활용

앞서 판재가 기물 제작에 특화된 재료라고 설명한 바 있다. 판재를 

이루는 넓은 면과 일정한 두께는 기물의 경계면을 형성하기에 적합하여 

금속 기물을 제작할 때에도 판재 상태의 금속이 즐겨 사용되었다. 기물 

제작에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 가운데 금속은 특히 크기가 큰 형태라도 

경계면을 얇게 만들기에 유리하여, 더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

고, 비교적 큰 기물 제작에 부담이 없다. 이와 더불어 두께가 두꺼운 판

재는 성형 과정에서 매우 큰 힘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 기물을 제작

하는 금속공예가들은 얇은 두께의 판재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성

된 기물 경계면의 일부에서 드러난 판재의 얇은 단면은 얄팍한 인상을 

주며 이로 인하여 기물이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를 문제로 

인식한 금속공예가들은 금속 판재의 단면을 보완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금

속 판재로 제작한 기물의 단면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면을 보완

하거나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금속을 비롯해 흙, 유리,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기물의 단면과 그 처리법을 함께 살피며 단면

의 활용 및 처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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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금속 판재 단면의 문제점

금속은 연성(延性)47)과 전성(展性)48)이 뛰어나서 가공에 적합하며, 여

러 금속 가운데 특히 금은 이러한 성질이 가장 우수하여 “1g의 순금으

로 약 3km의 금선을 뽑을 수 있”49)다. 이렇게 얇은 두께로 늘어남에도 

금속은 부서지지 않고 판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이러

한 성질을 기반으로 하여 금속 재료는 판재 상태로 제작되었으며, 판 상

태의 금속은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물 제작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비록 금속도 흙의 물레 성형과 같이 덩어리 상태를 반복적으로 두드려 

얇은 면의 기물로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많은 시간

과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금속 판재는 생산의 효율성에 더불어 작

업의 효율면에서도 유리하여 금속공예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금속공예가가 금속 판재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림 37]50)과 같이 공장의 압연 

공정을 거쳐 성분과 두께별로 규

격 생산된 것을 구매하여 사용한

다. 공장에서 생산된 판재는 평탄

도51)가 양호하여 면이 일정한 두

께로 고르게 제작되어 있으며, 표

면의 마감도 균일하여 광택이 잘 

드러난다. 또한, 일정한 두께에 맞

추어 생산되므로 원하는 두께의 

47) 물질이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가늘고 길게 늘어
나는 성질.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48) 두드리거나 압착하면 얇게 펴지는 금속의 성질.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 
go.kr).

49)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17.
50) 문헌 내의 이미지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김재근·백인철, 『압연기

술』, 동화기술, 2019, p.24.
51) ‘강판 면의 완곡이나 물결모양의 틀어짐의 정도’. 철강금속신문 철강용어

사전 편찬위원회, 『철강용어사전』, S&M미디어, 2015, 네이버 지식백과 
(2021년 3월 15일 검색) 

[그림 37] 금속 판재의 압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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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재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고 치수에 맞춰 정밀한 작업을 요구할 때

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제작하고자 하는 기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능만을 고려했을 

경우 지름 20cm 내의 기물을 제작할 때 두께 0.8~1.2mm의 금속 판재로

도 충분하다.52) 이는 금속이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질을 유

지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얇은 두께의 판재를 사용하여 크

기가 큰 기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은 한편으로 단점이 되기도 하는

데, 그 단점은 판재의 단면이 노출될 때 주로 드러난다. 크기가 큰 기물

이 풍기는 묵직한 분위기는 기물의 특정 부분에서 드러난 얄팍한 단면으

로 인하여 약화될 수 있다. 게다가 기물의 구조적 특성상 단면은 입구 

부분인 전에서 주로 노출되는 편이며, 입구는 시각적으로 매우 잘 인지

되기에 더욱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림 38] 경계면 두께에 따른 차이

두께가 두꺼운 판재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과 동합금의 경우 두께 1.5mm 이상의 판재부터

는 망치에 의한 판금성형은 물론, 톱질 작업에도 작업자에게 매우 큰 힘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작업 과정과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고려할 

52) 이보다 더 얇은 두께의 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도 기능에 문제는 없다. 
다만, 얇은 판재일수록 열간 가공시 판재의 뒤틀림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므로, 판재 단면을 통한 날렵한 분위기를 유도하려거
나 무게를 줄여 제작하고자 하는 등 특정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제
작 공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너무 얇은 두께의 판재는 피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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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판재의 두께는 상당히 얇아서, 단면이 노출되면 

기물이 얄팍해 보이거나 혹은 미완성으로 보이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듯 

기물 경계면의 단면에서 드러나는 판재의 두께는 제작 공정의 수월함과 

결과물의 인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금속 판재를 사용하

여 기물 작업을 하는 금속공예가들에게 판재의 단면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 경우가 많다. 기물 작업에 사용되는 판재의 두께는 대부분 성형하

기 적절한 두께로 선택되며, 노출된 단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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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단면의 보완 및 활용

기물에서 단면은 특히 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며, 형태에 따라 

벽이나 굽 등의 부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각각의 지점에 노출된 단면

은 판재의 구조상 끝부분에 위치하므로 시각적으로 더 쉽게 인식되며, 

더불어 넓은 면과 달리 좁고 긴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인접한 면과의 면

적 대비로 인하여 강조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림 39] 기물에서 단면 노출이 가능한 지점

금속 판재와 같이 판재 상태로 만들어진 재료를 제작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면에 두께 변화를 가하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기

물의 제작 공정에서 덩어리 상태의 재료를 면으로 성형하는 흙의 물레 

성형이나 유리의 블로잉 공정 등에서는 기물의 각 부위에서 재료의 두께

를 조절하기가 용이하여 단면의 두께 변화도 상대적으로 쉽다. 이번 항

에서는 금속 판재 기물의 얇은 단면을 처리하는 방법과 더불어, 그 외 

다양한 재료에서 기물의 단면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2.1. 단면의 보완 및 선(線)으로 활용 

얇으면서도 일정한 두께의 단면이 주는 부정적 느낌을 덜어내기 위하

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금속 기물 작업이 진행되어왔다. 단면

이 특히 쉽게 노출되는 전 부분에서는 형태적인 변형을 통해 단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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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

의 금속공예가 잭 다 실바(Jack da 

Silva)는 [그림 40]과 같이 볼륨감이 

느껴지는 보울을 제작하면서 기물의 

벽과 바닥에서 표현한 유기적인 곡

면을 상단부인 전의 성형에도 적용

하였다. 기물의 가장자리 중 2/3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깥으로 활짝 펼

쳐지도록 제작하고 나머지 1/3은 기

존 벽의 곡면을 따라 안쪽으로 부드

럽게 좁혀지도록 설정하여, 단면이 기물의 상단부에서 부분적으로 노출

되도록 하였다. 바깥으로 활짝 펼쳐진 부분의 단면은 기물의 아래쪽을 

향해 시야에서 감춰지는데, 이는 두께 변화를 주기 어려운 제한된 상황

에서 형태적인 변형을 꾀하려는 시도이다.

한편, 단면 자체에 형태적 변형을 가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가장 직관

적이며 간단한 방법은 망치를 사용하여 단면 부분을 두드리는 것이다. 

금속의 늘어나는 성질은 두께가 얇은 판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

문에, [그림 41]처럼 판재의 단면을 망치로 여러 차례 두드리면 그 면적

이 넓어져서 실제보다 두꺼운 판재를 사용

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단면에서 장식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이유

로 즐겨 사용되었다. [그림 42]의 기물에서 

이상협은 상단에서 하단을 잇는 유기적인 

선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기물의 표면이 

흘러내리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이

러한 인상은 전 부분으로 이어진다. 그는 

전 부분의 금속을 용융점까지 가열하여 녹

였으며, 전이 기물의 바깥으로 흘러서 넘치

[그림 40] Jack da Silva, 
<Silver Bowl>, 925 은, 1998 

(출처: jackdasilva.com) 

[그림 41] 두드려서 면적을 
넓힌 단면. 강찬균, <돋보기 
반지>, 925 은과 렌즈, 2007 

(출처: 실버락 전시회 도록) 



[그림 44] 윤솔, <Variation I>, 
도자, 2006 

(출처: gallerysikijang.com)

[그림 45] 윤솔, <Variation III> 
(세부), 도자, 2007
(출처: yoons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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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느낌으로 마감한다. 

기물 벽의 두께가 두꺼워도 기물의 성형에 

큰 힘이 들지 않는 도자 작업에서는 두꺼운 단

면을 깎아가며 얇게 만드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도예가 윤솔은 크기가 서로 다른 구(球) 

형태의 단위체를 만든 후, 이를 조형 의도에 따

라 틈새 없이 접합해가며 기물을 제작한다.53) 그

53) 윤솔, 「생명을 담은 껍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8.

[그림 42] 이상협, <Icicle Flower>, 은 (출처: woodplanet.co.kr/)

[그림 43] 단위체 접합 
과정 중에 보이는 

두꺼운 단면. 
(출처: 윤솔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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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림 44]의 <Variation I>은 다수의 조각난 구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를 보인다. 기물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면의 두께는 [그

림 43]과 같이 충분한 두께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물이 마치 

얇은 ‘껍질’54)처럼 보이도록 전 부분의 단면을 깎아 [그림 45]와 같이 

두께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얇은 선처럼 만들었다. 면적이 거의 없는 가

늘고 긴 단면이 만들어내는 곡선의 반복은 율동감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단면 자체를 가공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단면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를 기물의 선(線)적인 조형 요소로 활용

하기도 한다. 단면이 만드는 선의 형태나 

그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그림 46]

의 작품이다. 독일의 금속공예가 울라 카

우프만(Ulla Kaufmann)과 마르틴 카우프만

(Martin Kaufmann)의 공동 작업으로 제작

된 <교차 보울(Bowl Kreuzung)>의 벽은 금

속 판재의 탄성에 의해 접합 지점 없이 

곡면을 이루며 고정되어 있다. 일정한 두

께로 성형된 판재만이 줄 수 있는 매끄러

운 표면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단면의 느낌으로 인해 교차한 벽

이 날렵하게 회전하는 듯한 인상이 극대화된다. 벽 교차 조형의 결과로 

기물의 전은 시작점과 끝점이 닫힌 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며, 더불

어 전에서 높낮이 차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 기물 안으로 말려 

들어간 판재의 단면에서 시작된 선은 기물의 전 부분을 따라 한 바퀴 회

전한 후 판재가 끝나는 부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전

의 단면 구조에서 벗어난 이러한 조형을 바탕으로 기물은 판재의 단면이 

주는 단조로운 인상을 깨고 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피에트로 치에사

(Pietro Chiesa, 1892 -1948)가 디자인한 다음 두 개의 유리 기물에서도 

같은 방식의 전 처리를 찾아볼 수 있다. 네모난 판재의 모서리 부분은 

54) ibid. p.10.

[그림 46] Ulla & Martin 
Kaufmann, 

<Bowl Kreuzung>, 925 은 
(출처: artaurea.com/profiles/

kaufmann-ulla-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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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두고 꼭짓점을 들어 올려 중심을 향하도록 제작된 [그림 47]의 

단면은 부드러운 U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시리즈의 [그림 

48]은 가열한 유리를 중력에 의해 아래로 쳐지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주

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벽을 구성하고 있다. 기물의 상단부에서 드러난 

단면은 불규칙하면서도 역동적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우연적인 선으

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단면은 투명한 재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빛의 흡

수와 산란으로 인하여 짙은 색상의 선으로 드러나며 시선을 끈다. 

이렇듯 얇은 선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단면의 지루한 느낌은 구조적 

변형을 통해 다소 해소되기도 한다. 반면 일군의 작가들은 단면이 만드

는 선의 형태를 기물 구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49]와 [그림 50]은 기물에 의도적으로 다수의 단면과 면을 노출하고 여기

서 생기는 반복적인 선을 기물의 조형 요소로 활용한다. 주미화의 <...담

다>는 재단된 판재가 중심점을 향해 나선형 구조로 접합되는 형태다. 하

나의 조각은 단면을 접점으로 세로로 길게 접합되어 회전하며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느낌이 든다. 두께 그대로 노출된 단면이 얇은 곡선의 반복

으로 나타나면서 기물의 회전하는 인상을 극대화한다. 한편, 안대훈의 

<볼(Bowl)>에서도 단면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방사형 디자인에 따라 

레이저 컷팅된 0.6mm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꺾거나 구부려 각각 기물의 

벽과 바닥 및 굽으로 표현했다.55) 끈과 같이 좁고 긴 면과 더불어 얇은 

55) 안대훈, 「반복 구조를 활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레이저 컷팅과 콜드 조인트

[그림 47] Pietro Chiesa, 
<Cartoccio Q>, 유리, 1932

(출처: fontanaarte.com)

[그림 48]  Pietro Chiesa, 
<Cartoccio>, 유리, 1932

(출처: fontanaar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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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만들어내는 직선과 곡선은 이 기물의 조

형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얇고 가벼운 금속의 탄성은 면과 단면이 만

드는 선에 의해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된다. 

위의 두 기물이 도면 상태에서부터 단면의 형태를 고려하였다면, 다

음의 기물에서 보이는 단면은 이미 형성된 기물 경계면을 절개하면서 나

타난다. 현지연은 [기물 51]에서‘결’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판금성형으

로 보울(bowl) 형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기형을 바탕으로 벽에 절단면

을 추가하여 판재의 단면을 노출하는 동시에, 전을 포함한 이러한 단면

이 기물 안에서 흐르는 형상으로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도예가 김정화도 

[그림 52]와 같이 보울을 크게 잘라서 생긴 절단면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단면을 노출하여 활용하였다. 그는 자른 형태에 긴 띠를 둘러 접합하고, 

여기서 생겨난 면과 단면들이 역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

다.56)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것이 꽃과 꽃잎의 형태로부터 출발하였음

을 밝히며57) 최종적으로 기물의 단면을 꽃잎과 같은 얇은 선으로 마감하

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27.
56) 김정화, 「꽃의 형상을 통한 생생불식(生生不息)의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8, p.17.

[그림 49] 주미화, 
<...담다(Wave–화병 I)>, 

동에 은도금, 2007 
(출처: 주미화 석사학위논문) 

[그림 50] 안대훈, <볼(Bowl)>, 
스테인리스스틸과 황동, 2017

(출처: 안대훈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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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렇듯 두 기물의 단면은 반구 형태로 성형된 기물 경계면을 따라 

절개되면서 곡선의 형태로 발생한다. 더불어 반복된 곡선은 기물 조형에

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율동적인 인상을 더해준다.

[그림 51] 현지연, <결>, 925 은, 2009 
(출처: 말하는 손 전시회 도록) 

[그림 52] 김정화의 기물, 도자, 2008
(출처: 김정화 석사학위논문)

 

   2.2.2. 결합을 위한 단면의 구조적 활용

판재의 단면은 도면의 가장자리에 발생한 두께로, 여러 형태 간의 결

합 지점으로 활용되기 쉽다. 공예가들은 기물 조형 과정에서 각 형태를 

단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접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보조적인 요

소인 단면을 조형의 특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합 지점에서 단면이 

장식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며, 나아가 단면의 보완을 목적으로 진행한 

확장의 의도가 조형의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결합 지점으로의 단면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2.1. 결합 구조의 변화를 통한 단면의 구성

결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면의 활용은 단면 자체를 결합 지점

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물에서 형태를 제작할 때나 추가로 다른 형태

를 덧붙여 연결할 때, 이러한 단면은 결합 지점에서 연결의 요소로 작용

57) Ibid.,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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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판재로 실린더 형태를 제작할 때는 판재를 둥글게 말아

서 양 끝의 단면 부분을 맞물려 은땜과 같은 접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

하여 접합한다. 제작 후 접합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

적인데, 모재(母材)와 땜의 금속 합금비가 다르므로 결국 접합 지점은 색

상의 차이를 보이며 얇은 선의 형태로 남는 편이다. 판재의 재료와 접착

제의 재료를 다르게 설정해 결합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유리공예가 아니카 자링(Annika Jarring)은 조각난 판유리

의 단면 부분에 불투명한 실리콘을 사용하여 각 요소를 접합한 뒤, 결과

물에서 투명한 유리와 불투명한 실리콘이 만드는 면과 선의 구성을 유도

한다.[그림 53] 실리콘 접합으로 인해 감춰

진 판유리의 단면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지

만, 접합 지점은 단면의 너비와 길이 및 잘

린 단면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리라는 투명한 재료적 특징으로 인

하여 내부 구조는 물론, 접합된 여러 면의 

중첩 또한 그대로 보여준다. 실리콘에 의해 

발생한 선 장식이 포함된 이 화병은 촘촘

하게 배치된 선은 물론, 이를 중첩하여 보

여주는 유리 재료로 인해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탈리아의 도예가 파올라 파로네토(Paola Paronetto)는 마치 종이처

럼 얇게 성형된 페이퍼 클레이 점토의 단면을 기물에서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결합 지점으로도 활용하였다.[그림 54] 그는 찢어진 종이의 섬유질 

구조가 느껴지는 독특한 단면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하여 기능과 상관없

이 단면의 접합 지점을 의도적으로 많이 발생시켰다. 더불어, 이렇게 드

러난 단면을 연약하고 얄팍한 느낌 그대로 마감한 후 무광으로 처리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한편 단면 부분을 접합 지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벗어나, 단면에 인

접한 면의 중첩을 통해 단면이 기물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방식도 있다. 

[그림 53] Annika Jarring, 
판유리, 실리콘, 2017
(출처: annikajarr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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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금속공예가 줄리아네 슐스(Juliane 

Schölß)는 [그림 55]의 기물 제작을 위해 

결합 방식에서 판재의 얇은 두께와 그 단

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그는 

0.3mm58)의 매우 얇은 금속판의 텐션을 이

용해 원형으로 말아 붙여서 기물을 제작했

다. 하얗게 처리된 은의 색상과 기물에서 

노출된 매우 얇은 단면 때문에 이는 마치 

희고 얇은 종이로 기물을 제작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기물이 풍기는 종이와 같은 

인상은 이 기물의 결합 지점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 마치 종이를 접듯 벽에서 수

직으로 바깥을 향해 꺾인 판재는, 같은 방

식으로 꺾인 반대쪽 벽과 만나 접합된다. 

얇은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접합되는 면적

이 좁으므로 땜에 의한 접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판재의 얇은 단면으로부터 발생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면 두께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한 접합 방식은 결과적으로 기

물의 특징적인 요소가 된다.

중첩에 의한 결합은 금속공예가 류연희

의 [그림 56] 기물에서도 나타난다. 길게 

재단된 금속 판재는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

며 타원형으로 말려 한 지점에서 중첩된

다. 그는 결합 지점에서 벽의 높이가 다르

게 제시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접합할 때에도 한쪽 판재가 다른 판재를 

덮어 단면만큼의 두께 차이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뿐만 아

니라, 그는 바닥용 판재를 벽의 바깥으로 돌출되도록 처리하여 드러나는 

58) http://julianeschoelss.de/ (2021년 4월 14일 검색)

[그림 55] Juliane Schölß, 
<Becher>, 925 은, 2010 

(출처: julianeschoelss.de)

[그림 54] Paola Paronetto, 
<Cartocci collection>, 

도자, 2018 
(출처: paola-paronet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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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이 주는 인상을 기물의 특징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조형 방식은 벨기에의 도예가 앤 반 호이(Ann Van Hoey)의 

기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 57] 그는 우선 보울 형태로 기물을 만

든 후, 전에서 시작해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길게 기물을 절개하고 나누

어진 각각의 면을 겹쳐서 중첩된 벽을 만든다. 절개선을 따라 생겨난 일

정한 두께의 단면이 결합 지점의 양 끝에 노출되면서 단조로운 기물에 

선의 장식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2.2.2.2. 결합을 통한 단면의 확장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물에서 단면은 선의 요소로 면과 대비되어 강

조와 장식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단면이 주는 얇은 선의 느낌을 줄이

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합을 통해 단면의 면적을 넓히는 방법이 사용되기

도 한다. 보통 일정 두께를 가진 사각 봉재를 단면에 틈이 없도록 땜으

로 접합하여 전 부분의 단면이 실제 판재 단면보다 넓어 보이도록 하였

다.[그림 58] 스웨덴의 금속공예가 시구르드 페르손(Sigurd Persson)은 이

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그림 59]의 전에서 드러나는 단면의 면적이 넓어

지도록 기물을 제작하였으며, 단면의 면적을 넓힐 때 사용한 판재는 기

물의 손잡이로 확장하였다.

더 나아가 선으로 드러나는 단면을 반복하여 면으로 확장시키거나 혹

[그림 56] 류연희, 
<바스켓 2>, 구리, 2019 

(출처: monthlyart.com)

[그림 57] Ann Van Hoey, 
도자, 2015 

(출처: annvanhoey-ceramics.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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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판재의 끝부분에 새로운 면을 접합해 구조를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

다. 흑과 백의 선이 적층되며 기물의 경계면을 형성한 [그림 60]은 음한

교의 기물로, 말아 올리기 기법을 통해 제작되었다. 그는 지름이 2.5mm

인 황동선을 롤러로 압연하여59) 판

재 구조를 만든다.60) 압연 과정을 

통해 황동선의 높이가 줄어들며 생

긴 평평한 단면이 접합 지점으로 

사용된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압

연한 황동선을 은땜으로 접합해 기

물을 제작한 후, 표면을 고르게 연

마했다고 설명한다.61) 최종적으로 

동과 동합금에서 반응하는 블랙-C

로 기물을 착색하여 은땜의 백색과 

황동의 흑색을 대비시켜 단면 접합 

59) 음한교, 「금속 말아 올리기를 이용한 기물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8, p.20.

60) 비록 봉재를 작업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압연 공정을 거치며 재료는 판의 
상태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연마 공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단면은 판
재의 그것과 매우 닮은 모습을 보이므로, 이 단락에서 설명을 위해 활용하
고자 한다.

61) op. cit., p.21.

[그림 60] 음한교, <오름 2>, 
황동에 블랙-C 착색, 2008 
(출처: 음한교 석사학위논문)

[그림 58] 면적이 
확장된 단면. 

박주형, 황동에 옻칠 
(출처: parkjuhyung.com)

[그림 59] 면적이 확장된 단면과 그 활용. 
Sigurd Persson, <Skålar>, 

925 은, 1968 
(출처: 『SIGURD PERSSON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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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구조가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그림 61] 

김준수의 가죽 기물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62]에서 보이는 것처럼 탄

력이 좋은 가죽은 겹쳐지며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곡선으로 표현되며, 가

죽끈 색상의 미세한 차이 덕에 단면의 결은 나무의 나이테를 연상시키기

도 한다. 그는 긴 조각끈의 접합에 의해 생겨난 공간이 기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외부에 옻을 덧칠하여 마감

한다.62) 외부의 어두운 톤 처리로 인해 

내부의 구조는 시각적으로 더 잘 인식

된다. 이렇듯 두 기물에서 단면은 반복 

접합을 통해 면의 형태로 제시되지만, 

결합 지점이 선의 요소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도예가 박종진은 [그림 63]에서 단

면이 아닌 면 부분의 결합을 통해 단

면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식을 보여준

다. 그는 종이에 흙물을 바른 후 이를 

층층이 겹친 후 굽는 방식을 활용한다. 

62) 다다손손 박진영, 「김준수: 성장하는 테, 성숙하는 태態」, http://dadasonson 
.com/post3-2-4-2-3-2-2/ (2021년 2월 11일 검색)

[그림 63] 박종진, <Artistic 
Strarum_W-10C4-1>, 

도자, 2018
(출처: jongjinpark.com)

[그림 61] 김준수, <Slice of 
Life>, 가죽에 옻칠, 2017

(출처: dadasonson.com)

[그림 62] 가죽의 단면이 겹겹이 
쌓여서 만드는 벽. (세부) 

(출처: dadason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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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종이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겹겹의 적층 과정과 이를 가마에서 

굽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변수로 인해 유기적인 선이 드러난다. 여

기에서의 단면은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지만 인접한 단면들과 함께 면으

로 확장되는 힘을 가진다. 각각의 층마다 서로 다른 색상이 적용되어 각

각의 단면이 시각적으로 더 잘 인식되며, 더불어 적층 기법도 더 직관적

으로 읽힌다.

한편, 판재의 끝부분으로서 단면은 

기존의 형태가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가 접합되기 위한 시작 부분이기

도 하다. 이때의 단면은 다른 형태를 

연결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를 바탕으로 단면이 주는 얄팍한 인

상을 보완하는 형태적 시도를 한 기물

로 [그림 64]를 들 수 있다. 전용일은 

기물의 상단부에서 노출된 판재의 단

면에 넓은 면적의 깃을 덧대어 땜질함

으로써, 단면 부분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기물의 전은 단순

히 단면에서 느껴지는 얄팍한 인상을 

[그림 64] 전용일, 
<깃이 있는 화병>, 925 은, 2005 

(출처: yongiljeon.kr)

[그림 65] 유희송, 도자, 2017
(출처: 유희송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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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전 단면에 덧대어진 면이 기물의 분위기를 

이끄는 주된 조형적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금속 판재를 말아 붙

이면서 생긴 측면의 날렵한 접합부를 활용하여, 접합부의 뾰족한 부분에

서 시작된 면이 기물의 벽을 따라 한 바퀴 회전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

와 사라지는 느낌을 연출한다. 도예가 유희송의 기물에서도 단면에서 진

행된 면적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다. 도자 기물에서 나타나는 기벽의 두

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물 입구 부분에 다양한 형태를 덧

붙여 형태적으로 확장시킨 기물을 여럿 선보였다.63) [그림 65]는 그중에

서도 둥글고 납작한 형태와 넓은 원형 판재가 덧붙은 모습으로 나타난

다. 전 부분의 면적이 형태로 확장되는 동시에, 기물의 독특한 특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63) 유희송, 「물레 성형 기물의 접합을 통한 형태적 확장」,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8,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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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작품 연구

기물이 사용의 기능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계면의 기본 형식은 

‘전’에서 시작하여 형성된 ‘벽’과 그 아래를 메꾸는 ‘바닥’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연구자는 이 세 요소 중 특히 ‘전’과 ‘벽’을 

통한 기물 조형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금속 판재로 제작

된 기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판재의 ‘단면’을 조형 요소로 활용하고

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금속 판재의 얇은 두께에서 발생하는 단면은 기물 조형 방식의 특성

상 전에서 주로 노출된다. 전은 기물의 여러 다른 요소들보다 특히 의존

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이며, 벽의 일부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

유를 바탕으로 단면이 쉽게 노출되는 부분인 전과 벽을 대상으로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연구 작품의 기물에서 바닥 부분이 생략되

는 것이 아니다. 연구의 결과물에서 바닥은, 담는 공간을 확보하며 기물

을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기물의 바닥은 

조형성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채 기능적인 의미로 작용하도록 제작되었

다.

전과 벽의 조형성에 대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면의 선과 색면, 둘째, 전 형태의 변화 그

리고 셋째, 전에서 벽으로의 구조적 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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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면의 선과 색면

  1.1. 단면의 선 변화 

   1.1.1. 말아 붙이기의 변형

이 실험에서는 재료로 사용한 금속 판

재의 두께가 특정한 처리 없이 기물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여 선의 요소로 표

현된다. 기물의 형태적인 성형은 벽 위주

로 이루어지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하나는 ‘겹쳐 붙이기’이며, 

다른 하나는 ‘엇갈려 붙이기’다. 이는 

판재를 활용한 일반적인 벽 조형 방식인 

‘말아 붙이기’를 바탕으로 한다.

판재를 사용하여 실린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은 판재를 둥글게 말아서 

양 끝을 접합하는 [그림 66]의 ‘말아 붙이기’ 방식을 사용한다.64) 이때 

판재의 각 끝부분은 대개 서로 같은 높낮이로 접합되며, 접합 지점이 완

벽하게 맞물리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 접합 지점이 [그림 67]의 아래와 

같이 중심선으로부터 틀어져 붙게 되

면,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여 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접합 지점의 판재가 얇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아진 

부분은 망치질 등의 충격에도 취약하

64) 이 외에는 레이징(raising) 기법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금속의 전성과 
연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매우 긴 시간과 힘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접합 지
점이 없는 형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합 지점에
서의 단면을 조형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방법은 다루지 않
고 넘어가도록 한다.

[그림 67] 접합 지점의 맞물림

[그림 66] 말아 붙이기
방식으로 제작된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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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기물의 두께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접합 부

분을 오차 없이 맞물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접합 결과는 단면을 감추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

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접합 지점에서 발생하는 틀어짐을 적극 활

용하였다. 기물의 결합 지점을 [그림 68]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일반

적인 말아 붙이기와 차이를 준 것이다. 

[그림 68] 겹쳐 붙이기와 엇갈려 붙이기의 단면 접합 방식

우선 겹쳐 붙이는 방식에서는 면 부분끼리 결합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때 접합된 면 사이에서 면적의 대비를 주어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그

림 69]와 같이 판재의 크기와 위치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이러한 대비

가 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색 처리를 진행하여 색상 및 명도의 대비

를 꾀하였다. 

[그림 69] 겹쳐 붙이기 방식에서의 면적 대비 

엇갈려 붙이는 방식에서는 한쪽의 단면이 다른 쪽의 면에 접합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삐져나오는 바깥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남겨두어서 

날개와 같이 바깥으로 길게 뻗어 나오는 구조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바

깥으로 확장된 면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결합 지점을 가리기도 혹은 

보이기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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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황동 판재의 활용

황동은 구리(Copper, Cu)에 아연(Zinc, Zn)이 혼합된 합금을 말하며, 

고유의 노란색 광택을 띠어 노란동 즉 황동(黃銅, Brass)이라 불린다. 국

내에서는 놋쇠 혹은 신주라는 일본식 표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황동

은 합금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녹는점이 419.5℃인 “아연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융점이 낮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서 주조에 유리하게 

되고, 아연의 함량이 작아질수록 연성이 좋아져서 단조가공에 유리하게 

된다.”65)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황동을 판이나 봉 소재 혹은 주

조를 위한 합금 등 그 재료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뒤 표준화하여 관리

한다. 그중에서도 판재로 된 황동은 [표 2]66)에서와 같이 네 종류로 표준

화되어 있다. 

연구자는 P사67)에서 생산된 황동 판재 C2680을 연구 작품 제작에 활

65) 이진희·윤강중·오병진·최병학, 『구리 및 구리합금의 이해』, 21세기사, 
2019, pp.316-317.

66)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1983 제정 (2009년 개정), p.3, p.5.

67) ㈜풍산. 1968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동과 동합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합금
번호

C2600 C2680 C2720 C2801

함
량

Cu 68.5~71.5 64.0~68.0 62.0~64.0 59.0~62.0

Zn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Pb 0.05 이하 0.05 이하 0.07 이하 0.10 이하

Fe 0.05 이하 0.05 이하 0.07 이하 0.07 이하

가
공
성

전연성, 실온 
가공성, 도금성 

우수함

전연성, 실온 
가공성, 도금성 

좋음

전연성, 실온 
가공성 좋음

강도가 높고 
전연성 있음

[표 2] 황동 판재의 종류 (KS D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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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P사에서 판매하는 네 종류의 황동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C2680이다. C2680은 녹는점이 932℃, 비중이 8.47, 열풀림은 

300~500℃에서 진행되며 냉간가공 및 땜 작업에 특히 우수한 특징을 보

인다.68)

금속 판재는 공장에서 롤러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압연 과정을 거치면

서 조직이 매우 단단해져 있으므로,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금속의 조직

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열풀림’ 단계가 선행된다. 조직을 느슨하게 

만드는 목적의 열풀림 이외에도, 기물의 각 요소를 땜으로 이어 붙이는 

공정에서도 금속은 다시 높은 온도로 가열되며 열풀림 된다. 황동은 여

러 금속 중에서도 열풀림에 의한 뒤틀림이 비교적 큰 금속에 속한다. 

금속공예가 백경찬은 황동의 이러

한 성질을 토대로 가열 중 뒤틀리게 

만든 후, 열풀림으로 물러진 성질에 

악력을 가하여 판재의 뒤틀림을 극

대화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금속판을 

토치로 가열할 때, 토치의 불이 가까

이 닿는 부분만 풀림 작용이 빠르게 

발생하므로 열풀림은 전체적으로 골

고루 진행되도록 유의하는데,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열풀림을 부분적으

로 빠르게 진행하면 아직 가열되지 

않은 주변에는 풀림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판재의 평면이 

뒤틀리는 것이다. 그는 두께가 얇은 판재일수록 열에 의한 변형이 심하

게 발생한다는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0.8~1.0mm 두께의 판재에 [그림 

70]과 같은 굴곡을 만들었다. <Wiggly Vase>는 기물의 전 부분이 의도적

으로 넓게 설정되어 뒤틀린 판재가 나타내는 조형미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균질한 판재를 생산하는 편으로, 한국의 많은 금속공예가가 이 회사에서 생
산된 판재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68) 풍산 제품기술정보, 「POONGSAN Copper Alloy Products」, pp.27-29.

[그림 70] 백경찬, 
<Wiggly Vase>, 황동, 2009
(출처: 백경찬의 전시회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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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열풀림은 금속의 조직을 느슨하게 만듦으로 완성된 기물은 스

크래치가 쉽게 발생하며 사용 중 가벼운 악력으로도 형태가 변형될 우려

가 있다. 그러나 황동은 동과 동합금 중에서도 열풀림 후에도 고유의 단

단한 성질을 유지한다. 단단한 성질 탓에 공정이 다소 까다롭고 작업 과

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만, 완성된 기물이 견고하다는 긍

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단단한 황동은 판재의 두께가 얇을 때

에도 고유의 탄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71]에서 보이는 것처

럼 김서윤은 0.6mm의 얇은 황동 판재를 사용하여 크기 58×34×15cm(가

로×세로×높이)의 기물을 제작하였

다.69) 가로가 거의 60cm에 다다르는 

큰 기물은 일반적으로 1.2mm 이상의 

판재로 제작된다. 판재의 두께가 지

나치게 얇으면 완성된 기물이 외부

의 힘에 의하여 변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동은 이러한 우

려가 적은 편에 속한다. 그는 의도한 

디자인에 맞는 곡면을 제작하기 위

하여 금속의 텐션을 잘 유지하면서

도 충분히 휘어질 수 있는 0.6mm의 

황동 판재를 선택해 두 장의 전개도를 저온에서 녹는 주석땜으로 접합하

였다.70) 황동의 견고한 특성과 탄성을 잘 활용한 작품이다.

견고한 성질과 광택 및 색상 등의 이유로 연구자는 연구 작품에 황동 

판재를 사용하였으며, 기물의 크기 및 노출 단면을 고려하여 두께 

1.2~1.5mm의 판재를 선택하였다. 

69) 김서윤, 「건축적 구조를 이용한 테이블웨어 제작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9, p.54.

70) ibid.

[그림 71] 김서윤, <밴딩 볼 1 
(Bending Bowl 1)>, 황동, 2014 

(출처: 김서윤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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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주석땜의 활용71)

금속공예에서 땜 작업은 비교적 빈번하게 진행된다. 가령 금속 판재

로 실린더 형태의 기물을 제작한다고 가정하면, 금속 판재를 둥글게 말

아 두 끝을 붙일 때, 담는 기능을 위해 아랫부분을 막을 때, 나아가 손

잡이나 굽 등을 붙일 때에도 땜은 등장한다. 특히 강땜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금속을 녹는점 근처까지 가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불 사

용에 능숙하지 못한 작업자는 이 과정에서 금속 판재를 녹여버리는 실수

를 저지르기도 한다. 금속에 높은 온도의 불을 직접 사용할 경우 발생하

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속 판재는 공장에서 판재로 생산되는 과

정 중 롤러 사이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 입자가 매우 조밀해진 상태로 판

매되기 때문에, 불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경우에는 판재가 심하게 뒤

틀리는 상황도 발생한다. 혹은 땜의 이전 단계에서 틈 없이 잘 맞도록 

형태를 다듬어 두어도, 땜 과정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형태가 뒤틀리면 

그간의 작업 공정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더불어, 열풀림이 진행된 

금속의 조직은 성질이 무르기 때문에 기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손상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온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발생하였다.

주석(Sn)은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좋고 부드

럽다. 녹는점이 231.93℃로 낮은 편이라 주조 작업에 주로 사용되었다.72) 

공기 중에서는 변색이나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는 편이지만, 강산이나 

강염기에는 약하여 쉽게 부식된다.73) 다만, 유기산을 견디는 성질이 강

하며 인체에 무해하여 식품용 캔의 표면 도금에 널리 활용되었다.74) 주

석은 특히 접착력이 좋은 편이어서 납과의 합금을 통해 땜납으로 활용되

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합금 재료로 널리 활용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합금속인 유기이며, 구리에 주

71) 이 장은 연구자가 박사과정 중에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
힌다. 윤이랑, 「금속 판재 작업에서 땜으로써 주석의 활용 방안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1권 3호, 2020, pp.251-262.

72) 민병로·이대원, 『공학도를 위한 기계재료학』, 학진북스, 2012, p.240.
73) 기계재료학 교재편찬위원회, 『신편 기계재료학』, 북스힐, 2012, p.283.
74) 전용일, op. cit.,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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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금속공예에서 주석은 동과 동합금의 도

금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동과 동합금은 

기물 작업에 적합하지만, 사용 중에 지문

에 의해 변색되거나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며 천천히 산화된다. 특히 물과의 

접촉을 통해 생성되는 산화물이 유해하므

로, 동과 동합금의 기물을 물과 자주 닿는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세척과 건조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동과 동합금의 

기물 표면을 주석으로 도금하면 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인체에도 

무해하다. 더불어, 주석 특유의 색상과 광

택으로 인하여 독특한 분위기가 생기기도 

한다. 도금은 대부분 고체 주석을 녹는점

까지 가열하여 액체 주석으로 만든 후에 

이를 동과 동합금의 기물 표면에 붓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바르는 방법으로 활용된

다.

이렇게 주석을 녹여 액체 상태로 바르

는 방식을 활용한 도금법은 표면 도포와 

더불어, 틈을 메꾸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그림 73]의 기물에서는 주석이 기물 내부

의 표면에 도포된 것과 동시에, 드리퍼의 몸체와 바닥 부분을 연결하는 

바깥쪽 틈새 부위에도 번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몸체와 바닥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석을 땜으로도 활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석 합금 땜은 주석과 납을 혼합한 

납땜이나, 납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금속공예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 그러나 납이 함유되지 않은 주석은 위의 [그림 73]과 같이 땜으로도 

[그림 73] 김현성의 
커피드리퍼 (세부) 

(출처: hyunsung-object.com) 

[그림 72] 붓으로 주석 
도금한 접시. 김현성

(출처: hyunsung-ob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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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하며, 인체에도 무해하여 식기로 사용하기 위한 기물 제작에 

좋은 재료가 된다.

주석은 황동이 열풀림 되는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금속

공예 작업에서 사용하는 은땜은 순은에 구리와 아연을 혼합하여 만들며, 

합금비에 따라 녹는점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

되는 70% 은땜의 녹는점은 [표 3]과 같이 황동이 열풀림이 되는 온도보

다 약 150℃ 이상 높다. 

주석의 
녹는점

황동의 
열풀림 온도

70% 은땜의 
녹는점

황동
(P사 C2680)의

녹는점

231.93℃75) 426~593℃76) 743℃77) 932℃78)

[표 3] 각 금속의 녹는점 및 열풀림 온도

이렇듯 주석땜은 금속 판재의 열풀림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접

합 가능하므로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우선, 금속 

판재가 기존의 단단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완성

된 기물은 여러 가지 충격에 더 잘 견디게 된다. 더불어, 금속 판재의 

뒤틀림을 완화할 수 있다. 압연 과정을 통해 얻어낸 평평한 판재의 특성

을 완성된 기물에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에 의한 변수

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도 은땜에 비하여 낮아진다. 더불어 

주석은 쉽게 연마할 수 있어서 불질 과정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녹아

서 흘러간 땜을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녹는 땜은 접합 부위가 견고하지 못하

다. 땜은 [그림 74]79)의 왼쪽과 같이 견고한 구조로 진행된다. 높은 온도

에서 녹는 땜일수록 모재 금속의 녹는점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열에 의

해 땜과 인접해있는 금속 부분의 온도가 녹는점 가까이 올라가면 모재의 

75) 민병로·이대원, op. cit., p.240.
76) 전용일, op. cit., p.99.
77) ibid., p.79.
78) 풍산 제품기술정보, op. cit., p.27.
79) 전용일, op. cit.,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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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결정체들이 움직이며 

그 사이사이로 땜이 흘러 

들어가서 단단하게 결합되

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모

재와 녹는점의 온도 차가 

적어 약하게 고정되는 것을 

약땜이라고 하며, 강땜과 

약땜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략 450℃이다.80) 

약땜을 금속공예 작업의 일반적인 땜 방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보편적으로 기물 제작에 널리 사용하는 판재 두께가 

0.8mm~1.2mm인 것을 고려할 때, 접합면이 

매우 좁아서 약땜으로 땜질할 경우 약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땜을 활용하면서도 접착 

부분의 결합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땜이 흐르는 면적을 넓혀 [그림 75]81)와 같

이 ‘겹쳐 붙이기’ 방식으로 주석땜을 활

용하였다.

주석땜 작업을 위해 바(bar) 형태의 주석을 압연하여 두께를 1mm 이

하로 줄였다.[그림 76]82) 주석은 무른 금속이므로 열풀림 없이 압연이 가

능하다. 다만, 압연 과정에서 주석 가루가 나와 압연기에 잔존할 수 있

으니 사용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은땜과 마찬가지로 주석땜에도 모재 및 땜의 산화 방지를 위한 플럭

스(flux)가 필요하다. 주석땜을 위한 플럭스로는 염화아연, 염산, 염화암

모니아 등이 사용 가능하다.83) 연구자는 염화아연(ZnCl2, Zinc chloride)을 

분말로 구매한 뒤, 물에 5배 이상 희석하여 액체 상태로 사용하였다. 염

80) 민병로·이대원, op. cit., p.163.
81) 윤이랑, op. cit., p.259.
82) ibid., p.260.
83) 이철구, op. cit., p.189.

[그림 74] 강땜과 약땜 

[그림 75] 겹쳐 붙이는 
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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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아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독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므로 사용은 물론, 그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환경에서 방독마스크 

및 안전 고글을 착용한 채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염화아연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호장갑84)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

다. 염화아연을 가열하면 아연 산화물과 같이 

인체에 유독한 연기가 방출되며, 이를 보호구 

없이 바로 흡입하면 대개 2일 이내 회복되지만, 치명적인 급성 폐손상이 

보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작업실의 주기적인 환기는 물론 방독 마스크의 

착용과 같은 안전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85) 또한 염화아연은 철로 

만들어진 도구를 부식시켜 녹이 생기게 하므로,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구를 충분히 세척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땜이 완료된 

작업물은 뜨거운 물과 세제를 묻힌 수세미를 이용하여 힘을 주어 꼼꼼하

게 닦아낸 후 건조하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석 자체가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반응하여 쉽게 부식되므로86) 동과 동합금 표면에 생겨난 산

화물을 없애기 위해 질산 용액에 주석땜이 진행된 기물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플럭스 외에 필요한 도구는 은땜과 비슷하나, 은땜 작업에서 사용하

는 것과 전부 분리하여 갖추어야 한다. 추가로 모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거나 달궈진 도구를 식히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주석땜 작업

을 위해 분리된 불대를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에 은땜 작업을 

84) 이때 보호장갑은 EN374(화학물질 방호 장갑에 대한 유럽의 시험 기준 중에
서 내화학 시험)를 통과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화학물질 판재 회사 Carl 
Roth가 제공하는 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장갑은 두께 0.11mm 이상의 니트
릴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480분이 경과한 후에 파괴되는 침투 6급의 것을 
착용해야 한다. https://www.carlroth.com/com/en/a-to-z/zinc-chloride/p/3533.2 
(2020년 3월 29일 검색)

85) 최상분 외 12명, 「아연증기 흡입으로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1예」,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62권 4호, 2007, p.314.

86) 기계재료학 교재편찬위원회, op. cit., p283.

[그림 76] 압연 작업을 
통해 얇아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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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공간 및 내화벽돌을 그

대로 사용하되 그 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포일을 덮어두

면 주석과 염화아연이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석은 녹는점이 

낮으므로 금속 판재가 열풀림 온

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토치 및 

토치의 불은 작아도 무방하다. 제

작하고자 하는 기물의 크기에 따

라 다르지만, 연구 작품 크기의 기물을 주석으로 땜할 경우, 소형이나 

중형 토치만으로도 충분했다. 세공에서 주로 쓰이는 소형 토치는 불의 

단면 지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 활용 가능하다. 중형 토치

의 경우 산소에 의해 불꽃이 너무 날카롭지 않도록 부드러운 형태로 쓰

는 것이 좋다. 다만 중형 이상의 토치는 불에 의한 금속 판재의 온도 조

절이 쉽지 않으므로, 모재에 수시로 물을 발라주어 온도를 낮추는 등 주

의가 필요하다.

주석땜은 은땜과 그 공정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 그 과정을 짧게 정리하였다.

① 주석땜을 진행하기 전, 모재가 될 금속을 질산에 넣어 산화막을 

없앤다. 일단 땜이 진행된 이후에는 강산 세척이 어려우므로 계획적으로 

산세척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평소 사용하는 은땜과 비슷한 크기로 주석땜을 잘라두고, 땜이 진

행될 부분에 플럭스를 바른다. 

③ 20cm 내의 부드러운 불꽃을 만들어 땜 작업을 시작한다.

④ 접합하고자 하는 부위에 불을 주어 모재가 가열되기 시작하면 플

럭스가 끓는다. 이때에 다시 플럭스를 발라준 후 해당 부위에 주석땜을 

얹는다. 금속 모재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시에, 플럭스도 낮은 온

도에서 금방 끓어 없어지므로 수시로 플럭스를 발라주어야 한다. 이때 

플럭스가 끓으면서 인체에 유독한 연기가 발생하므로 직접 들이마시지 

[그림 77] 바닥 부분에 진행된 주석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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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에 물 

스프레이를 뿌려 이를 완화할 수 있

다.

⑤ 주석땜 근처의 모재에 불을 준

다. 은땜 작업과 달리 주석땜은 낮은 

온도에서 녹으므로 국소 부위만 가열

하여도 충분하다. 주석땜에만 불을 

줄 경우 주석이 끓기 시작하여 불대 

주위로 주석 덩어리가 튈 수 있으므

로 주의한다. 

⑥ 충분한 온도가 되었다면 주석

땜은 은땜과 같이 틈새를 따라 빠르

게 채워질 것이다. 만약 주석땜이 틈새로 녹아 흐르지 않고 둥글게 뭉친

다면 플럭스를 발라주어 산화막을 없앤다. 검은색 산화막이 땜의 진행 

부위에 너무 많이 생기면 플럭스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모재를 식힌 

후 세척하고 다시 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⑦ 땜이 완료되면 금속을 뜨거운 물에 넣고 수세미와 세제를 이용하

여 힘을 주어 닦아낸다. [그림 78]87)과 같이 플럭스에 의해 황동의 표면

에 붉은색의 얼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수세미와 스펀지 사포를 이용

하여 가볍게 문질러 쉽게 없앨 수 있다.

⑧ 액체 상태에서 주위로 번져 흐른 주

석땜을 제거한다. 주석은 쉽게 연마되므로 

은땜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작은 힘으로 

없앨 수 있다. 다만, 주석은 저온에서 녹는 

금속이고 성질이 끈끈하므로 다른 금속 표

면에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마하여야 한

다. 끈끈한 성질 탓에 갈아내는 것보다 [그

림 79]88)와 같이 긁어내는 도구를 활용하

87) 윤이랑, op. cit., p.261.

[그림 79] 주석땜 
제거를 위한 도구 

[그림 78] 주석땜 후 
황동 표면에 남은 붉은색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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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편리하다. 연구자는 갈기와 낡은 줄의 끝을 날카롭게 연마하여 

사용하였으며, 0.5mm 두께 금속 판재를 각도 60° 정도로 뾰족하게 재

단하여 활용하기도 했다. 덩어리진 주석을 긁어낸 후에는 320~400방의 

사포로 연마하여 마무리한다.

 

88) ibid.,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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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Layer s01>, 황동, 24×24×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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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연구 작품

단면은 기물의 벽을 구성하는 지점을 따라 길고 좁은 선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선은 “하나의 움직이는 점”89)으로, “그 자체는 움직이지

도 약동하지도 않”90)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선의 경로에 따라 약동한

다고 상상하”91)도록 유도하는 힘을 가졌다. 즉, 벽에 구조 변화를 주면 

여기서 발생하는 단면을 통해 보는 이의 시선을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벽의 높낮이와 위치는 단면의 선적 효과

가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말아 붙이기를 기반으로 한 겹쳐 붙이기와 엇갈려 붙이기의 기본 구

조는 다음 [그림 80]과 같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단면이 드러나는 부분

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림 80] 겹쳐 붙이기와 엇갈려 붙이기의 구조

단면을 고려한 벽 조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는 제거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81]의 기물은 판재

를 겹쳐서 붙일 때 각 벽의 높낮이에 차이를 두어 재단한 후 접합한 결

과, 전과 바닥 부분에서 계단식의 형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계단식 

89) David A. Lauer, 이대일 번역 『조형의 원리』, 예경, 1996, p.106.
90) Herbert Edward Read, 윤일주 번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69, p.63.
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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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므로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어 

마감하지 않고 전과 바닥 두 부분 모

두 그대로 살려 제작하였다. 이는 [그

림 82]와 같이 엇갈려 붙이는 방식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양쪽 끝부분

의 높이에 차이를 두고 판재를 재단하

면 접합하였을 때 벽의 변화에 따라 

전과 바닥의 형태에도 차이가 발생한

다. 이러한 차이는 판재를 엇갈려 붙인 

기물에서 느껴지는 날렵한 분위기로 

극대화된다. 

단, 이때 발생하는 단차가 바닥에 세우는 직립 기능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처리하였다. 바닥이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으면 기

물을 세워놓았을 때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벽 접합의 전후 단계에서 기물

이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기울여보며 지면과 바닥이 닿는 면에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마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여 땜이나 망치질

과 같은 추가적인 성형을 통한 변형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필요한 경

[그림 81] 겹쳐 붙이기에 따른 
전과 바닥의 변화

[그림 82] 엇갈려 붙이기에 따른 전과 바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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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림 83]과 같이 단면을 비스듬하게 줄질

하는 정도는 활용되었다. 줄질로 넓어진 면은 

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 주었으며, 더불어 노

출된 판재 단면 두께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

를 주었다.

 

 

[그림 83] 단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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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Layer r01>, 황동에 옻칠, 50×9×40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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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Layer c01>, <Layer c01-s>, 황동에 옻칠, 28×28×5cm, 

13×13×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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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Layer s01>, <Layer c01>, 황동에 옻칠, 24×24×5cm, 

28×28×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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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Layer c05>, 황동에 옻칠, 7.5×7.5×8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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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Sheet s01>, 황동, 15×17×17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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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색면의 활용

   1.2.1. 색면을 통한 단면의 변화

단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형태는 색 변화가 제한되므로 구조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때 다른 재료를 혼합하면, 재료 간 차이로 인해 구

조적 특성이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구조 위에 덧입혀지는 

색면은 2차원의 평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3차원의 구조를 넘나드는 특

성을 가진다. 신문기는 자신의 논문에서 테오 반 두즈버그(Theo van 

Doesburg)의 공간과 색채에 대해, 폐쇄된 공간의 “한면에 한가지 색채

를 모서리까지 칠하고 그 모서리와 맞닿은 다른 면은 다른 색을 도색

하”는 방식으로 색을 더한 결과, 볼륨이 있는 덩어리는 독립된 면으로 

인식되었다고 말한다.92)[그림 4] 

[그림 84]는 영국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에일린 그레이(Eileen 

Gray, 1878-1976)가 디자인한 테이블로, 색면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

다. 이 구조적인 입체는 판재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분할된 입체 형태를 

보인다. 판재의 구조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과 단면에 흑과 백의 서

92) 신문기, 「Theo van Doesburg의 건축 구상 원리: 공간과 색채와의 관계」, 
『건축역사연구』 6권 3호, 1997, p.165.

[그림 84] Eileen Gray, <De Stijl>, 
나무, 1922 (출처: eileengray.co.uk)

[그림 85] Sophie Bland, <CARVED 
DRUM VASE-01>, 도자 
(출처: sophiebland.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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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색상을 칠하자, 각 요소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

떤 부분에서는 한 덩어리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그림 85]에서 영국의 도예가 소피 블랜드(Sophie Bland)는 세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형태의 기물 위에 각 층의 경계를 넘는 비

정형의 면 채색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곱게 마감된 백색의 도자

기 표면과 검은색의 요철이 있는 연속된 장식은 질감 대비를 일으켜 단

조로움을 벗어난다. 이렇듯 구조적 형태를 허무는 색면 구성은 시각적으

로 혼란을 주어 기물의 시각적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1.2.2. 연구 작품

    1.2.2.1. 옻칠을 통한 단면의 강조와 완화

옻칠 혹은 칠이라 부르는 재료는 옻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정제하여 

만든 것으로, 우루시올과 수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옻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만나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천천히 응고

되며 도막을 형성한다.93) 옻칠은 실온에서 매우 더디게 굳기 때문에, 습

도 60~70%와 온도 17~23℃94)로 맞춘 밀폐된 장 안에서 8시간 이상 천천

히 건조하거나 150도 이상의 오븐으로 

1~1시간 30분 정도 구워 건조하여야 한

다. 이렇게 건조된 옻칠은 산과 알칼리에 

강한 성질을 보이며 건조되면서 생긴 표

면의 고무막에 의해 방수 효과도 뛰어나

다. 

옻칠은 내부에 사용한 바탕 재료의 종

류에 따라 목칠, 금태칠, 건칠 등으로 구

분되며, 그중에서도 나무 표면에 진행된 

옻칠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나

무는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휘거나 썩

93) 두산백과(doopedia.co.kr), ‘옻칠’
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ac.kr), ‘칠’

[그림 86] 강정은, 
<TEA CUP (River Color)>, 
유리에 옻칠 (출처: von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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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손상이 발생하므로, 나무 전체에 옻칠을 도포하는 방식이 일반적

이다. 그 외 재료의 산화나 부식을 방지하고자 옻칠을 사용하며, 대개 

내부 재료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바탕 재료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는 동시에, 바탕 재료의 

특성을 드러내며 옻칠로 장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되면 바탕 재

료가 가진 고유의 색감과 질감을 노출시켜 옻칠과 바탕 재료가 뒤섞인 

복합적인 미감을 유도할 수 있다.[그림 86] 이번 연구 작품은 옻칠을 일

부만 적용하여 바탕 재료인 황동 판재를 노출하고, 기물에 색과 질감이 

다채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옻칠에 의한 단면의 표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기물 벽의 형태를 따라 옻칠을 진

행하고 단면은 황동으로 남기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벽과 바닥의 구

조적인 경계를 넘나들며 회화적인 옻칠 색면 구성을 진행하여 단면의 인

상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단면의 강조를 위해 단면을 사이에 둔 양쪽의 면에 짙은 색의 

옻칠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양면 모두 어두운 톤의 옻칠이 올라가면 황

동 단면이 선의 요소로 상대적으로 돋보이며, [그림 87]과 같이 마치 얇

게 반짝이는 노란색 선이 기물의 전 부분에 얹힌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더 극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기물을 정면에서 볼 때보다 윗면에서 바라볼 때 어두

운 색상의 옻칠에 대비되는 단면의 선적인 인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비하여 내부에만 옻칠을 진행하고 바깥면은 황동의 노란색을 그

대로 노출한 형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단면이 주는 인상이 약하게 느껴졌

[그림 87] 옻칠에 의해 강조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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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88]과 같이 기물의 단면보다 벽 구성의 조형 방식에 따른 면의 

중첩, 교차 등이 돋보이며 상대적으로 단면의 인상이 약해진 것이다. 더

불어 [그림 89]의 기물에서 볼 수 있듯이 무광의 흑색 옻칠을 내부와 외

부에서 함께 진행하여 안과 밖으로 나타나던 명암 대비가 기물의 바깥 

면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였다. 그 결과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는 노란

색의 황동 면이 빛을 흡수하는 흑색 옻칠과 대비되어 시각적으로 두드러

져 보이면서, 단면의 얄팍한 인상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이와 더불어 벽과 바닥의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면서도 판재 단면에서 

시선이 분산되도록, 옻칠을 통해 구조를 허무는 회화적인 색면 구성을 

[그림 90] 벽과 바닥에 걸쳐 진행된 색면 구성

[그림 88] 엇갈려 붙이기와 
내부에 진행된 옻칠

[그림 89] 겹쳐 붙이기와
내·외부에 진행된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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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우선 벽과 벽, 벽과 바닥과 같이 구조적으로 나뉜 면 부분

에 서로 다른 색상의 옻칠을 하여, 벽과 바닥의 경계를 넘나들며 2차원

의 새로운 경계면을 만들었다. 새롭게 생성된 색면 경계가 기물 안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색상과 명암 대비를 강조했다. [그림 90]은 각각 명암, 

색상 대비를 활용해 옻칠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색면 구성이 기물의 주

요한 특징이 되면서 판재 단면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1] 여러 측면에서 본 <Layer-s05-B>의 면 구성 

 

[그림 92] 여러 측면에서 본 <Layer-s05-G>의 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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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Layer c01-s> series, 황동에 옻칠, 13×13×5~15×15×5.5 

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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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Layer o10> series, 황동에 옻칠, 15×12×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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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Layer c10> series, 황동에 옻칠, 23×23×4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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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Layer s05> series, 황동에 옻칠, 18×18×11cm, 2018



- 92 -

    1.2.2.2. 황화칼륨 착색을 통한 단면의 강조

황화칼륨(Potassium Sulfide, K2S)은 동이나 은과 반응하여 표면을 짙

은 갈색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동(구리, Cu)이 황화칼륨과 접촉할 때 발

생하는 화학작용으로 인하여 동의 표면에 검은색의 황화물(CuS)이 생성

되는 반응이다.95) 황화칼륨은 황록색의 분말과 덩어리로 되어있으며 물

에 녹이면 형광노랑색을 띤다. 고르게 착색하기 위하여 액체에 금속을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따뜻한 물 1ℓ에 분말 형태로 된 황화칼륨 

약 3~5g 정도를 녹인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한다.96) 액체 상태의 용액은 

금속과의 접촉면이 넓어져 색을 고르게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약품은 동에 반응하므로, 황동과 같이 다른 금속이 혼합된 동합금

에서는 반응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황동 표면에 

구리 성분이 충분히 용출될 수 있도록 선작업을 진행한다. 황동은 작업 

중 탈아연 현상에 의하여 표면에 붉은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열풀림이나 땜을 위하여 황동에 열을 가하면 황동 내부의 아연이 증발하

며 이탈하는 것이며, 황동 표면에 산화물 피막을 형성시켜 이탈을 방지

할 수 있다.97) 그러나 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산화막의 생성을 저

지해야 하므로 접합 부분에 바르는 플럭스98)에 의해 탈아연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뿐만 아니라, 불의 사용으로 생긴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처리를 진행할 때에도 탈아연 현상이 발생한다. 기물이 물이나 부식성

이 강한 산에 잠겨 있을 때 황동으로부터 아연이 선택적으로 침출되기 

때문에,99) 산처리 후에 붉은색을 띠는 구리만 황동에 남아 마치 얼룩처

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소의 양

이 적당한 부드러운 불꽃을 사용하여 기물 전체에 고르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풀림을 진행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95) 김선득, 「금속표면처리기법의 분석과 시간의 은유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5, p.39.

96) 전용일, op. cit., p.269.
97) 월간 기계기술기자, 「제15회 실무위주의 브레이징 접합기술」, 『MFG』 2006

년 4월호, http://www.ei.co.kr/content/view.asp?idx=4526 (2021년 3월 1일 검색) 
98) Flux. 산화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99) 이진희·윤강중·오병진·최병학, op. cit.,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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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구리막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리 피막의 형성은 망치 성형 전 단계에서 진행되었다. 구리

막이 입혀지기를 원하는 표면 쪽에 붕사를 도포하고, 불의 모양이 날카

로운 산화불꽃을 사용하여 탈아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열풀

림 하였다. 또한, 생긴 구리막을 제거하지 않기 위하여 사포와 수세미를 

사용한 표면 연마를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고온에서 열풀림이 진행된 판

재는 고유의 광택을 잃고 금속 조직도 느슨해진 상태이므로,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망치 성형을 통해 단단한 성질을 회복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리막이 입혀진 황동판을 제작한 후 기물 제

작에 활용하였다. [그림 93]에서 

보이는 것처럼 형태 제작을 완료

한 기물을 황화칼륨 용액에 넣어 

갈색으로 착색하였으며 어두운 톤

으로 전체 착색된 기물의 판재 두

께 부분을 사포로 연마하여 황동 

고유의 색상과 광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마감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물 안에서 판재의 단면

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판재의 단면은 길고 

좁은 선으로 표현되어 기물 안에

서 면과 대비되는 한편, 기물이 더

욱 또렷하게 보이게 만든다. 더불

어, 밝게 빛나는 선은 기물의 형태

를 보완하는 장식적인 역할을 한

다. 

[그림 93] 황화칼륨 착색 후 
황동 색상이 노출되도록
연마 처리한 기물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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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Sheet s02>, 황동에 황화칼륨 착색, 15×17×21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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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Sheet c01>, 황동에 황화칼륨 착색, 15×14×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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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Sheet c01>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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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 형태의 변화

이 장에서는 벽에서의 변화를 제한하고 전의 형태에서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땜을 통한 접합 구조를 활용하여 변화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전 면적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 구조의 전이다. 이를 위해 벽은 대체로 실린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확장된 전의 구조를 연결하기 위하여 벽의 특정 부분이 

변형되기도 하였다. 

기물의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전은 그중에서도 특히 

벽에 의존하며, 해당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기도 하다. 판재를 

말아 제작한 실린더 형태에서 전은 기물의 가장 위 단면 부분으로 분명

하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영역까지를 전으로 구분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 장에서 전을 다루기에 앞서, 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앞의 이유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

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전은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시각적으로 가장자리라고 인지되는 부분을 대체로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두 방식 모두 판재를 말아 붙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판재 단면으로의 전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의도에 맞게 재단

한 면을 땜질하여 이어 붙여 전의 영역을 확장해가며 제작하였다. 접합

을 위해 사용한 땜은 60~80% 은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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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의 보완과 처리 

   2.1.1. 전의 조형

유통되는 판재를 사용할 때 판재 본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

편, 판재가 주는 공산품의 느낌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인

지를 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재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공예가의 숙명

과도 같다. 자칫하여 유통되는 판재의 분위기를 지우지 못한 채로 마무

리를 지으면 때로는 사물이 미완성으로 보이거나 혹은 양산품과 같은 인

상을 주기도 한다. 결과물에서 유통되는 판재의 느낌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을 뽑자면 단연 ‘전’ 부분이다. 판재의 면 부분 위주로 이

루어지는 조형에서 단면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

는 편이며, 이러한 단면이 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금속 기물의 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바탕으

로, 연구 작품에서 전에 다른 면을 추가로 접합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우선 실린더 형태의 기물 상단부에 노출되는 판재의 단면을 그대로 

두고, 전 근처에 기물의 외경에 맞도록 넓게 재단한 면을 끼워서 접합하

였다. 그 결과 전은 판재의 단면과 재단한 만큼의 면으로 함께 표현되었

으며, 단면은 덧대어진 면과 대비되어 새롭게 강조되었다. 효과를 배가

하기 위해 판재의 단면이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였다. 각 요소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림 95]와 같이, 벽과 전이 맞닿는 부분의 단면의 폭이 차츰 좁

아지다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갈아내어 마무리하였다. 

단면의 너비 변화를 통해 변화를 

주어서 형태적으로 더욱 풍성하

게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 95] 전과 벽이 
맞닿는 부분의 단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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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색을 통한 전의 강조 

전 부분에 나타나는 면과 단면의 대비와 강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

하여 색 변화를 두 가지 추가하였다. 하나는 황동과 다른 색상을 가진 

구리의 활용이며, 다른 하나는 옻칠의 활용이다. 

우선 동(구리)은 밝은 분홍색을 띠는 무른 

금속으로, 황동을 합금할 때 사용하며 황동에 

비하여 가공성이 좋아 망치 성형에 주로 활

용된다. 금속공예에서는 이러한 동과 동합금

을 절상감 기법으로 나란히 배치하여 장식적

인 색 표현을 활용한다.[그림 96] 동은 황동

과 명도 및 색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인접하여 배치할 경우 시각적으로 시선을 집

중시킬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동과 황동

의 색 대비를 전 부분에 활용하였다. 배치는 

황동, 동, 황동 순서로 이루어지며 두 금속 

모두 착색 처리 없이 고유의 노랑과 분홍 색

상이 기물에서 드러나도록 처리하였다. 

한 가지 금속으로 기물을 제작할 때와 다르게, 색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으로 기물의 각 요소를 접합하였더니 사용한 판재의 단면이 결

과물에서 시각적으로도 더욱 잘 인식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그림 97]

[그림 96] 동, 황동, 백동
을 나란히 배치한 손잡이. 
강희원, <Torus Pitcher> 

(세부), 2015 
(출처: 강희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97] 황동과 동의 색 배치를 통한 전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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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부에 접합된 황동 판재의 노란색 

단면이 상단에서 분홍색과 색상 대비를 일으켜 면과 선은 물론, 색에 의

한 장식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물의 벽 부분에서도 

수직으로 접합한 구리 판재의 분홍색 단면이 드러나 새로운 미감을 주었

다. 색에 의한 단면의 강조는 면에 의한 확장의 효과를 더불어 얻을 수 

있던 것이다. 기물의 상단부에서 판재의 두께가 그대로 노출되었으나, 

인접한 분홍색 면 덕분에 단면이 주는 얄팍한 인상이 사라지고 노란색 

선 그 자체로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단면의 강조를 위해 옻칠을 활용하였다. 전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도 노출된 단면으로 인하여 생겨난 선 구조를 면과 대비하여 극적

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면으로 구성된 부분을 옻칠로 마감하였다. 색상

은 황동의 노란색과 명도 대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림 98]과 같은 

무광의 흑색과 구리 색상과 유사한 [그림 99]의 분홍색을 활용하였다.

[그림 98] 단면을 제외한 
전 부분에 진행된 흑색 옻칠

 [그림 99] 황동과 동의 
단면과 분홍색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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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면 접합을 통한 전의 확장

   2.2.1. 전 면적의 확장

여기에서는 [그림 100]과 같이 

전에 인접한 영역에 도넛 형태의 

판재를 끼워서 전 부분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재

단한 판재를 접합한 후 윗벽의 일

부를 삭제하여, 부착된 면이 전의 

확장으로 여겨지도록 유도하였다. 

여기에서 단면은 벽의 상단과 접

합된 판재의 두께 부분으로 나타

난다. 

나아가 접합 지점과 면의 변화

를 크게 설정하여 전의 뒤틀림이 

다양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는 [그림 101]에서 볼 수 있듯이 높낮이

에 변화를 가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그림 101]의 좌측 상단은 전을 

Top View에서 본 것으로, 속이 빈 원형의 도넛 형태를 하고 있다. 전은 

12시 방향에서 높이가 가장 높게 설정되었다가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진

다. 이러한 경사는 각각 3시, 9시 방향을 향해 차츰 완만해지는데, 6시를 

향해 반대로 경사가 생기는 과정에서 구조가 비틀리기 때문이다. 즉 6시

와 12시 방향의 경사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전은 뒤틀린 구

조로 보이게 된다. [그림 102]의 뒤틀리지 않은 형태와 비교해보면, 뒤틀

린 전에서는 각 지점의 변화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뒤틀린 형태는 성형도 쉽지 않을뿐더러, 비틀어 만든 구조의 

특성상 열풀림 및 땜 과정에서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형태가 변형되기 쉽

다. 따라서 전 부분의 면적이 넓고 뒤틀림이 큰 경우에는 열에 의한 변

형이 적은 구리를 사용하였다.

[그림 100] 전 면적 확장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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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뒤틀린 전을 여러 각도에서 본 모양

 뒤틀린 면은 3D 프로그램인 Rhinoceros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이를 

종이에 인쇄하여 도면을 얻은 후 금속 판재에 적용하여 망치로 판금 성

형하였다. 그러나 3D 프로그램은 망치 성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형되

는 면을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더불어 망치 성형으로 형성되는 면

은 모루의 형태, 망치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3D 프로그램을 

통해 구상한 형태라도 변형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3D 프로그램을 통한 모

델링과 실물 종이 모델링 작업을 병행

하였으며, 판재 기물 제작 과정에서도 

구상한 형태와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

도록 디자인 수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뒤틀린 구조로 제작한 전을 

[그림 102] 동일한 크기의
뒤틀리지 않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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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끼운 채 접합한 후, 접합된 전 

위로 튀어나온 벽의 일부분을 갈아 없

애서 남겨진 벽의 단면이 [그림 103]과 

같이 폭이 천천히 좁아지며 사라지듯 

보이도록 처리하였다. 이는 여러 단면

과 함께 드러나, 선처럼 느껴지는 좁

고 긴 단면에 폭의 변화를 준 것으로 

읽히게 된다. 더불어, 전 면적의 확장

을 위해 덧붙여 땜한 판재에서 나타나

는 단면도 조형 요소가 되었다. 이 단

면은 전의 바깥을 따라 원형의 길고 

좁은 선으로 표현된다. 이를 잘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 104]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단면을 비스듬하게 줄질하여 두꺼워 보이도록 처리하

였다. 선은 넓었다가 좁아지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차츰 좁아져 사라지

기도 하면서 여러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시각적으로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단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부분에는 광택이 없는 옻

칠을 진행했다. 

전 형태의 변화는 더 나아가 전의 면적과 크기를 더욱 확대하여 일부 

벽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05]와 같

이 내부의 실린더는 넓고 낮은 형태로 제작하고, 접합하는 전의 뒤틀림

을 크게 주어 내벽의 높이만큼 세워지도록 하였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

로 벽에 전을 끼워 넣어 접합한 다음, 벽을 일부분 제거하지 않고 남겨

[그림 104] 비스듬하게 줄질하여 폭이 넓어진 단면

[그림 103] 폭이 점차 
좁아지는 단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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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전의 구조가 더욱 풍부해 보이도록 하였다. 

전을 벽의 높이만큼 높게 세우는 바람에, 여기서 전은 벽으로 기능할 

만큼의 깊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그림 

10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마치 전이 벽으로 보이며 벽이 굽으로 인식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그 결과 기물 내에서 벽과 전의 경계가 모호해지

고 복합적으로 기능하여 벽은 물론, 전까지도 적극적으로 담는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때 단면은 벽과 전의 형태를 따라 움직이므로 뒤틀

린 구조가 시각적으로 더 잘 인식되도록 돕는다. 

더불어 [그림 105]와 같은 기물을 전을 덧붙이지 않은 기물과 포개어, 

벽과 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 보이는 동시에 확장된 전의 역할을 부각

하는 시도도 병행되었다.[작품 16]

[그림 105] 뒤틀림이 크게 제작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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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연구 작품

[작품 13] <Collar 01>, 황동에 옻칠, 19×19×16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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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Collar 02>, 황동에 옻칠, 17×17×14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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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Collar 03>, 황동에 옻칠, 34.5×34.5×8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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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Collar 03>, 황동에 옻칠, 34.5×34.5×8cm, 2020 

<Collar 03-1, 03-2>, 16×16×9cm, 25×25×8.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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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여러 방향에서 본 <Colla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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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중 구조와 전

   2.3.1. 이중 구조와 전의 연결

이 실험은 앞에서 제작한 기물

에 한 겹의 외벽이 추가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전을 구상하기

에 앞서 우선 지름이 다른 두 개

의 벽을 제작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의 내부로 넣어 이중 구조를 

만든다.[그림 107] 그 후 벽과 벽 

사이를 앞에서 살펴본 [그림 101]

의 뒤틀린 전으로 연결하여 기물

을 제작한다. 뒤틀림이 큰 전의 

형태에 따라 바깥과 안쪽 두 벽

의 높낮이가 각각의 지점마다 다

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기물의 외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실험

이다. 

중첩을 통해 두 개의 실린더 사이에는 공간이 발생한다. 공간을 시각

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일정한 면적의 전으로 접합한 결과, 기물의 

“내벽과 외벽은 (중략) 사이의 공간을 포용하면서 두터운 부피감”100)을 

드러낸다. 접합 후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판재로 만든 

각각의 실린더 형태가 드러나도록, 이중 구조를 구성하는 내벽과 외벽은 

[그림 108]과 [그림 109]처럼 일부를 선택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제거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겹치거나 포개어”101)진다는 의미에 따라, 

중첩으로 인해 시각이 차단된 경우에도 각각의 요소들은 정체성을 드러

내며 지각될 수 있다.102) 이렇게 덧붙인 전의 면적만큼 두툼한 인상을 

100) 윤태성, 「유리 이중 구조 용기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14.

101) 표준국어대사전. ‘중첩’
102) 현해리, 이상용, 「겹의 형상적 특성을 응용한 도자 표현 연구」, 『한국도

자학연구』 16권 3호, 2019, p.315.

[그림 107] 벽의 이중 구조



- 111 -

풍기는 기물은 노출된 판재의 단면과 대비되어 결과적으로 각각의 요소

가 서로를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림 108] 내벽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전 부분

[그림 109] 외벽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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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연구 작품

[작품 17] <Overlap 02>, 황동과 동, 26×26×28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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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Overlap 01>, 황동과 동, 22×22×14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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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Overlap 10>, 황동에 옻칠, 8.5×5×20.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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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Overlap 11, 12>, 황동에 옻칠, 8.5×5×20.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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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Overlap 03>, 황동과 동에 옻칠, 8.5×8×7.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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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Overlap 00>, 황동과 동에 옻칠, 8.5×8×7.5cm, 2017



- 118 -

 3. 전에서 벽으로의 구조적 변형

  3.1. 비틀린 구조와 시점에 따른 형태 변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뒤틀린 전의 형태와 기능을 극대화한 [작품 15] 

<Collar 03>에서 전과 벽은 서로 역할이 모호해진다. 또한, 뒤틀린 구조

에 따라 판재의 단면은 더욱 적극적인 선의 변화를 드러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단면의 변화에 착안하여 3절에서는 전과 벽의 경계를 더욱 모

호하게 만든 비틀린 구조를 활용하였다. 이는 기물의 단면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단면이 만드는 선의 형태를 경계면으로 형성하는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0] 나뭇잎을 접어서 
만든 고치 

[그림 111] 나뭇잎을 말아서 
만든 고치

고치는 곤충의 유충이 변태 과정 중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해 만드는 일종의 집103)이다. 몸을 숨기기 위하여 내부에 공간을 만드는 

형태적 구조를 가지는데, 다음 [그림 110]104)과 [그림 111]105)은 그 껍질

의 재료로 나뭇잎을 사용한 모습이다. [그림 110]은 나뭇잎을 접었을 때 

103) 두산백과(doopedia.co.kr), ‘고치’
104) Chris Hartley 촬영, https://bugguide.net/node/view/1182512 (2021년 5월 14

일 검색)
105) Kim Humphreys and D. Christopher Darling, 「Not looking where you are 

leaping: a novel method of oriented travel in the caterpillar Calindoea 
trifascialis (Moore) (Lepidoptera: Thyrididae)」, 『Biology Letters』 9권 5
호,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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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과 이것이 닿는 면을 서로 접합하여 공간을 마련하며, [그림 111]은 

길게 자른 나뭇잎을 여러 번 말고 비틀어가면서 양 끝 부분의 지름이 원

뿔과 같이 좁아지게 하였다. 내부에 공간을 마련하면서도 전체가 완전히 

닫힌 형태가 되기 위해 사용된 나뭇잎의 단면은 고치의 상하를 가로지르

는 선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림 111]에서 나뭇잎 단면이 만드는 선의 형

태가 이 고치의 제작 공정과 그 구조를 설명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림 112]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르투갈의 예술

가 디오고 피밍토(Diogo 

Pimentão)는 흑연으로 뒤

덮인 평면의 종이를 살짝 

비틀어 3차원의 입체로 

만든다. 본래 직사각형이

던 종이는 대각선으로 부

드럽게 말아 올려져 입체

로 확장되는데, 종이의 단

면은 형태를 따라 비틀려 

둥글게 말리며 내부에 공

간을 품는 동시에, 사각의 

틀을 깨는 자유로운 곡선

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구디자이너이자 공

예가인 곽철안은 나무, 금

속,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판재를 접합하여 뒤틀린 

구조의 입체 형태를 제작

한다. 그의 작품 [그림 

113]에서 뒤틀림 구조를 

[그림 112] Diogo Pimentão, <Documented>, 
종이와 흑연, 2014 (출처: e-flux.com)

[그림 113] 곽철안, <Cursive Structure_Dining 
Table>, 검은색으로 염색한 베니어합판, 2020 

(출처: 곽철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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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하단의 긴 사각기둥은 나무 합판으로 제작되었으며, 네 개의 면과 

면의 접합으로 발생한 모서리는 자유롭게 생동하는 느낌이다. 비록 완성

된 형태는 판재의 단면을 감춘 닫힌 구조이지만, 모서리의 율동감을 통

해 판재 단면이 구성하는 선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한 장의 판재를 비틀어 말아 올리면 단면이 만드는 선이 형태를 가로

지르며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

자는 여러 가지 비틀린 형태들에 대한 모델

링 실험을 반복하였다. 모델링은 직접 제작보

다 노동력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료로 

결과물을 점검하는 한편, 완성품에서 발생하

는 오류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므

로, 다루기 쉬우면서도 스스로 지탱하는 힘이 

충분한 평량 120~150g/㎡106) 사이의 종이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벽과 전의 복합적인 조

형을 위한 비틀린 구조는 평면 스케치로 충

분하지 않았기에, [그림 114]와 같은 스케치를 

다각도로 관찰하며 모델링하였다. 물성을 가

진 재료로 모델링을 하면 실제 촉각 및 시각

과 더욱 긴밀하게 연동하여, 결과물에 대한 예상치가 높아진다. 그러므

로 실제 금속 판재를 사용한 기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및 오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발생한 상황에 직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작품 27]과 [작품 28]은 모두 전이 벽으로 확장되는 비틀린 구

조로 제작되었으나, 접합 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작품 27]의 <Bounce 

05>는 벽 부분에서 금속 판재의 단면을 노출시키는 형태로 디자인한 것

으로, [그림 1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ounce 06>은 전 부분에서 금

속 판재가 벽의 안쪽 부분인 내경에 맞추어 접합되며, <Bounce 05>는 전 

106) 평량은 종이의 무게 단위로, 종이의 크기 1㎡에 따른 무게를 나타낸다. 평
량은 압축 정도와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4용지의 평량은 80g/㎡이다.

[그림 114] 비틀린 구조를 
통한 기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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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벽을 구성하는 판재 위로 덮이는 구조로 땜질된다. 평면 드로잉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두께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는 다르게 적

용되는 것이다. 벽의 내경과 외경은 금속 판재 두께인 1.2mm로 미세하

게 느껴지지만, 접합 지점을 틈 없이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작업해야 하

는 경우에는 1.2mm가 결코 미세한 것이 아니다. 종이 모델링 과정에서 

두 차이를 미리 인지하였기에 연구자는 실제 금속 판재 제작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림 116] 비틀린 구조의 기물을 위한 종이 모델링

[그림 116]과 같이 종이로 모델링을 완료하면 도면으로 금속 판재 기

물의 기초가 되는 평면 도면을 제작한다.[그림 117] 다만 이 경우에는 제

작 과정 중 망치에 의한 충격으로 금속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이 작

용하기 때문에, 종이 모델링과 완벽하게 동일한 모양으로 완성되지 않는

다. 이를 고려하여 작업의 중간 단계까지 금속 기물과 모델링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비교해가며 최대한 종이 모델링과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작

[그림 115] <Bounce 05, 06>의 전과 벽이 맞물리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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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중반 이후부터는 종이 모델링을 배

제한 채, 구상한 디자인에 대한 기억과 손에 의한 직관에 의존하여 금속 

판재를 바로 작업대에 올렸다.

비틀린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전에서 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각선

으로 나타난 접합 지점은, 지면에서 시작해 벽을 휘감으며 상승하여 각

각의 지점마다 벽과 전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비를 일으키며 변화한다. 

이러한 비틀린 구조로 인하여 기물은 시점에 따라 [그림 118]과 같이 다

양한 형태로 보이게 된다. 형태적 변화는 시점에 따라 극적으로 발생하

였으며,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물처럼 보이는 특성을 드러

냈다. 이번 연구 작품의 주요한 특징인 비틀린 구조와 시점에 따른 형태 

변화를 글만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그림 119]에

서 [그림 124]에 걸쳐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그림 117] 종이 모델링을 통해 얻어낸 도면을 금속 판재에 적용 

[그림 118] 시점마다 다른 형태를 보이는 <Bounce 03>



- 123 -

[그림 119] 여러 방향에서 본 <Bounc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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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여러 방향에서 본 <Bounc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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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여러 방향에서 본 <Bounc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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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여러 방향에서 본 <Bounc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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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여러 방향에서 본 <Bounc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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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여러 방향에서 본 <Bounc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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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연구 작품

전은 본래 벽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조적인 전의 가능성을 앞

의 <Collar 03>의 기물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전을 벽과 

연결하는 구조를 조형과 기능 두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물의 벽은 말아 붙이기 방식으로 제작

된 실린더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상단부로 

가면서 구조가 비틀어지며 변형된다. 기물의 

상단부로 갈수록 금속 판재가 지면으로부터 

평행하도록 제작하여 전 부분에서 일정한 

넓이의 면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

전의 기물에서 전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

여 벽에 다른 면을 땜질하였던 방식과 조형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래 실린더 형태

에서 상단부에 노출된 판재의 단면이 전의 

역할을 했다면, 이 방식에서는 단면과 더불어 의도한 면까지도 복합적으

로 전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림 125]와 같이 단면과 더불

어 일정한 면적의 판재가 하나의 기물 안에서 나란히 전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속 판재는 벽 부분에서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워지다가 전 부분에서는 평행을 이루어야 하므로, 벽과 전을 

연결하는 중간 부분은 자연스럽게 비틀리며 성형된다. 동시에, 말아 붙

이기를 위한 판재의 접합 부분은 비틀림에 의해 기물의 바닥에서 윗부분

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접합 부분이 기물

의 특징적인 조형 요소가 된다.

접합 부분은 접합 후 남은 판재를 갈아서 완전히 없애거나 남겨두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해보았다. 우선, 접합 지점의 남은 판재를 갈

아 없애는 방식을 통해 기물의 면이 꺾이며 날렵한 모서리가 생겼다.[그

림 126] 이 모서리는 면 사이의 긴 선으로 인식되지만, 판재의 단면과 

달리 두께가 드러나지 않는다. 모서리는 벽을 휘어 감아 상승하면서 실

[그림 125] 면과 단면으로 
함께 구성된 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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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더가 가지는 둔탁한 느낌을 상쇄하며 기물에 율동감을 부여한다. 반면 

접합된 부분의 판재를 없애지 않고 남겨둔 기물에서는 단면이 좁고 긴 

선으로 노출되었다. 남긴 판재 일부분은 면으로 이루어진 벽의 단조로움

을 깨고, 얇은 판재가 가지는 날카롭고 가벼운 느낌을 기물에 심어준다.

추가로 옻칠을 진행하여 기물에서 나타난 형태적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Bounce 01>과 <Bounce 02>는 내부에 짙은 갈색의 옻칠을 진행

하였다. 옻칠은 빛을 흡수하고 금속은 빛을 반사하는 물질이므로 황동으

로 마감된 표면은 옻칠에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게 된다. 더불

어 두 기물은 입구를 넓게 디자인하여 내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제작되었

는데, 옻칠이 진행된 내부는 어두워서 접합 구조가 잘 인식되지 않으므

로 관람자는 넓은 입구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구조에 시선을 덜 빼앗기게 

[그림 127] <Bounce 03>과 <Bounce 04>에서 
보이는 내부 접합 지점

[그림 126] 내부에 옻칠이 진행된 <Bounce 02>와 <Bounc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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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결과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명암 및 색상 대비는 기물 외부의 구조

를 시각적으로 더 또렷하게 인지시킨다.[그림 126] 

반면 <Bounce 03>과 <Bounce 04>는 내부에 옻칠을 진행하지 않고 황

동 판재의 접합 방식이 내부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였다. 입구가 넓게 

디자인되어 기물의 내부와 외부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함께 인식되며, 

[그림 12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틀리면서 중첩되는 판재의 결합 구

조를 더 잘 설명해준다. 

한편, 결합 지점의 남은 판재를 갈아 없애지 않아서 단면이 노출된 

기물은 단면에 반사면 처리를 진행하여 시각적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빛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미국의 

조각가 필립 K. 스미스(Phillip K. Smith)는 거울과 같이 연마된 스테인리

스 스틸 사각기둥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빛을 반사하는 공간 조각을 선

보인다. <1/4 마일 호(1/4 Mile Arc)>는 캘리포니아의 라구나 해변에 설치

된 250여 개의 세로로 긴 반사체로, 3일 동안 설치되어107) 해변의 다양

한 풍경을 반사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연구자는 특히 조형물

107) https://www.ignant.com/2017/01/16/mirroring-the-ocean-waves-by-phillip-k-s 
mith-iii/ (2012년 2월 26일 검색)

[그림 128] Phillip K. Smith, <1/4 Mile Arc>, 
캘리포니아 라구나 해변, 2016 

(출처: pks3.com)

[그림 129] Phillip K. 
Smith, <Line of Land 

and Sky>, 2018 
(출처: pks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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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128]과 같이 일몰 시간대에 보여주는 이미지에 집중하였다. 저

녁이 되면 육지 쪽의 하늘은 차츰 어두워져 짙은 푸른색으로 물드는데, 

이때 해변에 세워진 기둥에는 바다 너머로 지는 석양의 노랗고 붉은 하

늘이 반사된다. 이는 마치 세로로 긴 빛의 면이 늘어선 것과 같은 광경

을 연출한다. 이렇듯 좁고 긴 선으로 표현된 빛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배

경에 대비되어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인식된다. 이러한 빛의 표현은 면적

이 좁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다른 작품 

<대지와 하늘의 선(Line of Land and Sky)>에서는 단 하나의 반사체가 

반사를 유도하고 있다.[그림 129] 군집을 이루지 않은 하나의 선만으로도 

빛의 반사를 통한 독특한 인상은 충분히 전달된다. 

물질 반사율 물질 반사율

은 0.94 구리 0.70

알루미늄 0.83 아연 0.70

주석 0.82 니켈 0.63

금 0.80 철 0.56

[표 4] 금속의 종류에 따른 반사율 (『화학대사전』)

금속은 표면의 연마 정도에 따라 빛 반사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청동으로 제작된 거울을 사용하였고 현대의 유

리 거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은이나 동 등의 금속으로 된 거울을 사용

했다.108) “표면이 매끈하고 반사율이 높은 물질”109)이 거울과 같은 반

사체로 기능할 수 있다. 반사는 금속의 “종류, 연마의 상태, 파장 등의 

영향”110)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금속의 종류에 따른 반사율을 

1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ac.kr), ‘거울’
109) 강옥경, <거울의 원리, 원리사전>, 네이버 캐스트, 2010, https://terms.naver. 

com/entry.nhn?docId=3570155&cid=58885&categoryId=58885 (2021년 7월 14
일 검색)

110) 박상희, 「반사의 일루션(Illusion)을 응용한 아트 주얼리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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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의 숫자로 수치화하면 [표 

4]111)와 같다.

금속 표면에 반사면을 만들기 위

해 기물의 단면 부분을 잘 연마한 

‘광쇠’로 반복적으로 문질러 반사

면을 얻었다. 지름이 6~8mm 정도로 

작은 크기의 광쇠를 이용하는 방법

은 넓은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지만, 

반사면을 만들고자 하는 면의 면적

이 단면과 같이 좁은 경우 간단한 

공정으로도 쉽게 반사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빛 반사 처리

가 진행된 단면은 기물 안에서 시각

적으로 강조되어, 단면이 만드는 선

의 율동감이 두드러지는 효과를 보

였다.

111)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금속 광택’의 일부를 추려내어 작성하였다. 
세화편집부, 『화학대사전』, 세화, 2001. https://terms.naver.com/entry.nav 
er?docId=2279233&cid=60227&categoryId=60227 (2021년 4월 20일 검색)

[그림 131] <Bounce 05, 06>의 빛 반사 처리가 된 전 부분 

[그림 130] 기물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단면의 빛 반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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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Bounce 02>, 황동에 옻칠, 21×22×8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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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Bounce 01>, 황동에 옻칠, 20.5×20.5×13.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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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Bounce 03>, 황동, 14×17×14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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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 <Bounce 04>, 황동, 18.5×20×17.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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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 <Bounce 05>, 황동, 10×13×18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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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 <Bounce 06>, 황동, 12×7.5×20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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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기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담는 공간의 외피를 만드는 일과 같다. 한편, 

판재는 고유한 형태적 특성에 따라 넓은 면과 얇은 두께를 가진 재료로, 

기물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다. 판재가 공간을 안과 밖으로 

구분할 때, 내부는 기물의 공간으로 적용되기에도 합당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판재의 특성 중 단면의 처리와 활용에 따라 기물의 경계면이 어

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론 연구를 선행한 후, 금속 판재의 단면을 중

심으로 한 기물의 제작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입체 조형의 재료로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는 판재의 특성 중에서도 단면에 집중하여, 미술 전반에 진행된 입체 조

형의 결과물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판재가 2차원적 특성을 충

분히 드러내며 입체가 될 때, 단면은 조형물에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 단면은 선의 요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판

재와 결합되는 지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단면이 노출된 2차원적 특성

을 충분히 드러낸 판재 조형물은 인접 공간을 조형의 일부로 활용하며, 

이러한 공간이 기물의 경우에 담는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특정된다.

단면의 활용례 분석을 바탕으로, 조형물의 범위를 금속 기물로 좁혀

서 금속 판재 기물과 단면에 대한 연구를 이어 나갔다. 기물은 담는 공

간과 이를 감싸면서 외부로부터 내부를 분리하는 외피로 이루어지므로, 

외피의 구조적 특성은 판재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내부 공

간을 포함한 기물의 개념에서 외피를 경계면으로 명명하고 우선 언어적

으로 경계의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계에 생성된 경계면을 

기물 내에서 이론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물의 경계면은 

내부 공간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모두 일정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 형식은 기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울(bowl) 형태이며, 바닥에서 시작하여 벽으로 이어

지고 가장자리인 전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기물의 구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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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기물 중에서도, 경계면에서 노출된 단면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예

시를 분석하며 단면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단면은 선의 요소로 

드러나 장식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결합 지점으로 활용되어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다양한 판재 단면 즉, 전 처리 및 활용 방

법은 이후 진행되는 작품 연구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연구 작품을 구성하는 

개념과 이를 통해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을 설명하였다. 연구 작품에는 

금속 중에서도 공장 압연 공정을 통해 생산된 황동 판재가 사용되었다. 

금속 판재는 평탄한 면과 미려한 표면이 돋보이며 얇은 두께에도 견고한 

성질이 뛰어나다. 다만 압연 공정을 통한 금속 판재는 완성 후 기물에 

얇은 두께를 노출하며, 얄팍한 인상을 준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에 이 

연구는 단면의 얄팍한 인상을 지우거나 감추기보다는 독특한 조형 요소

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판재 기물의 특성

상 단면이 특징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전과 전에서 확장된 벽에 집중하

여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단면의 선과 색면이다. 말아 붙이기의 변형으로 ‘겹쳐 붙이

기’와 ‘엇갈려 붙이기’를 통해 단면이 만드는 선이 특징적으로 나타

나도록 기물을 제작한 후, 2차원적인 색면을 적용하여 단면을 강조 및 

완화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둘째, 전 형태의 변화다. 실린더 형태의 상단에 뒤틀린 구조의 전을 

접합한 ‘면 접합을 통한 전의 확장’과 두 개의 실린더 사이를 연결하

는 뒤틀린 구조의 전이 적용된 ‘이중 구조와 전’ 실험을 통해, 벽의 

단면과 접합된 면이 함께 기물의 전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전의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셋째, 전에서 벽으로의 구조적 변형이다. 길게 재단된 판재를 비틀어 

말아 올리면서 단면의 선이 기물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도록 설계하였

다. 접합 부분이 상승함에 따라 벽과 전 부분에서는 면적의 대비가 나타

났으며, 그 결과 시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보이는 결과물을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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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품 연구는 기물의 조형성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압연 공

정을 거친 금속 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기물에서 판재의 단면이 주는 

선적인 인상과 그 처리에 집중하여 이를 보완 및 특화하고자 하였다. 기

물의 전과 벽에서 판재의 단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선의 요소로 표현

하고, 이를 강조 및 완화하기 위해서 넓은 면과 대비시키거나 빛 반사, 

채색 등과 같은 장치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과 전에서 확장

된 벽에서 적극적으로 노출된 단면은 기물의 조형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

한 요소가 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금속 판재의 단면을 조형적 표현 요소로 활용하며 기

물의 경계면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제작 과정에서 필연적으

로 발생하는 단점을 감추지 않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형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더불어 금속 판재는 기

물 제작을 위해 현재에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금속 판

재의 특성에 따른 결과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주제를 

달리하여 탐구할 여지가 많다. 단면은 물론, 금속 판재의 또 다른 특성

에 기반한 탐구가 후속 연구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금속 기물 

제작 연구가 더 깊이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연구가 후속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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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ve Study on Applying the 

Cross-Section of Metal Sheets 

- Centralized on Rims of Vessels -

Yoon, I-rang

Crafts Major

Department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cross-section’ amo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etal sheets, 

and apply it as the main element in making a ‘vessel’, that centers 

on the connected walls from rim to rim. 

A vessel is shaped for the purpose of filling and is composed of 

space surrounded by an exterior. Since the exterior has a shell-like 

structure that encloses the space, metal sheets, suitable for making thin 

and wide forms, have been widely used in making vessel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etal sheets appear even in the 

finished piece, especially the thinness of the metal sheet on the 

‘rim’ of the vessel, has been perceived as a problem. Thus, metal 

craftsmen have been solving this issue by supplementing the sheet’s 

cross-section through various methods when making vessels.

Based on the two-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etal she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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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form composition, forms that characteristically show the 

properties of the cross-section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analyzing various forms, ranging from sculptures to vessels, it was 

confirmed that the cross-section is expressed as a line, as well as a 

combined structure. Since the vessel’s interior is separated from its 

exterior by the emptied space to fill, the structure of the outer shell is 

similar to that of the sheet’s characteristic. In this study, the outer 

shell is referred to and linguistically identified and analyzed as the 

boundary plane; however, is also the boundary plane presented to be in 

the form of starting from the floor, constructing a wall, and ending 

with the rim. By analyzing the cases of supplementing the cross-section 

or using formative element to handle the cross-section exposed at the 

boundary, the cross-section is sometimes expressed as a line and a 

combined structure, used in various ways as a formative element in a 

vessel. 

Based on the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etal sheet’s cross-sec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vessels, 

the research work was progressed with the wall portion extended from 

rim to rim of the vessel. Metal sheets that have undergone a rolling 

process were used as materials, and the process was carried out by 

focusing on the linear impression and the treatment of the sheets’ 

cross-section as follows.

First is the line and color plane of the cross-section. Primarily, to 

transform the line of the cross-section, change in the joining method 

of the walls were applied through ‘overlap joining’ and ‘cross 

joining’ methods, which were modified from the roll and joining 

method, and then the change in the cross-section line of the sheet was 

utilized. Next, a two-dimensional color surface through ottchil and 

potassium sulfide coloring was applied to the sheet to emphasiz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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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viate the cross-section.

Second is the change of the rim’s form. The form of the wall was 

limited to a cylinder in order for the research to be focused on the 

rim. After making the warp-structured rim, it was joined to the upper 

part of the wall. Moreover, the surface of the joined sheet and the 

cross-section of the wall complexly expressed to appear as the 

vessel’s rim. ‘The rim’s expansion through joining the surface’ 

was examined by the surface joined to the cylinder top while ‘the 

double layer and rim’ was examined taking in min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m connecting the two cylinders.

Third i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from the rim to the wall. The 

twisted form was conceived by having in mind the fact that when a 

long metal sheet is twisted and rolled up, the line created by the 

cross-section appears diagonally across the form of the vessel. In order 

to express the structure that transforms from the rim to the wall, the 

cross-section was used both as a line and a joint element to make the 

vessels. 

Ultimately, this formative research centered on the cross-section of 

metal sheets, satisfies the function of filling the vessel, while fully 

utilizing the unique properties and aesthetics of the metal sheet and 

cross-section applied. As a result, various formative methods focusing 

on the cross-section of the metal sheet and their formation were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Furthermore, by interpreting the 

cross-section of the metal sheet as an element of formative expression, 

the boundary plane of the vessel was made as part of the wall which 

was extended from rim to rim.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formative possibilities of the cross-section, which originally was 

often recognized as a problem in metalwork because of its thin 

thickness. Instead of hiding the cross-sectional exposure that inev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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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s in sheet vessels, the rim is interpreted as a linear formative 

element and actively expanded beyond its functional aspect that defines 

the vessel’s whole formative nature which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keywords : Metal Sheet Cross-section, Vessel, Rim, Boundary Plane, 

Formative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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