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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허물 연작>은 연구자의 예술적 정체성과 재료에 대한 색다른 

관점과 태도를 반영한 현대 장신구이다. 이에 활용한 신에츠 KE-

1300T는 형뜨기용 조형 재료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실리콘 고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제품은 부가형 실온 경화 실리콘 고무로 

몰드용으로 특화하여 개발된 것이지만, 조형적 탐색에는 용도의 한계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는 작가들은 다음과 같은 

심미적, 개념적 특성을 공유한다. 대상을 복제하면서 본래의 가치 

체계를 완화하거나 전복하고 신체와 동일하게 복사한 질감을 이질적인 

위상에 대입한다. 박막과 발포의 이미지는 표피, 세포, 세균 등을 

상징하며 생명체의 증식과 소멸을 대변하고, 대량 생산 방식인 사출과 

압출 성형을 통해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촉수나 돌기의 이미지를 

모사하는데 쓴다. 유리알같은 투명함과 유려한 색채 표현은 재료의 활용 

범위를 극대화하고, 액상에서 고체로 성상이 변화하는 점을 활용하여 

흐르거나 움직이는 형상을 그대로 포착하며 유기적 에너지를 불어 

넣는다.  

연구자는 2012년부터 실리콘을 주재료로 하여 대상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그 변화와 변성의 순간들을 포착해왔다. <허물 연작>은 

소임을 다하고 유기된 껍데기의 비애에 공감하고 이를 주체화한다. 본디 

허물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시선과 관심을 빼앗긴다. 새 생명에게 

언제나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는 허물의 숙명을 걷어내고자 하였으며, 

이는 원형을 녹여 없애는 방식으로 치환되었다. 원형이 녹아내린 자리는 

생장의 역사를 지닌 얇은 허물이 부상하여 존재의 의미를 고양한다. 

품고 있던 알맹이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이 껍데기는 변화를 통하여 

존재감을 더욱 드러낸다. 탈각된 껍데기는 안과 밖을 전복하여 내부의 

흔적을 외부 세계로 표출하면서 또 한번 주체와 대상의 통상적 위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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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한다. 이 허물은 더이상 어떤 대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장식 그 

자체가 실존의 이유가 된다. 장식의 극대화는 원초적 조형 요소로 

회귀하는 동인이 되었다. 평면에 구성한 붓터치는 실리콘의 물성에 

힘입어 물질화되고 이는 입체적 장신구로 완성된다.  

실리콘 고무는 인체 안전성을 지녀 신체와의 직접적 접촉과 결합이 

핵심인 장신구 제작에 유리한 소재이다. 그러나 조형 작업에 필요한 

정리된 제법을 찾는 일은 순탄치 않았다. 그 이유로 첫째, 특정 재료가 

특정 작가를 상기시키는 현대 장신구의 특성 때문에 개인의 노하우 

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둘째, 작가들 상당수도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만 

작업의 과정을 인식할 뿐 정리된 실험 결과를 체계적인 자료로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본 연구는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표현 가능한 조형적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주제적 탐구와 재료적 탐색이 

동반되어야 하는 조형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실리콘 소재의 예술적 입지를 확장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실리콘, 현대 장신구, 허물 

학 번 : 2017-3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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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동기와 배경 

 
장신구 제작은 전통적인 재료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장인 

기술을 배우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것이었으나, 

20세기 모더니즘과 유럽 예술 운동의 영향으로 개인 작가의 차별성 

있는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현대 장신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현대 

장신구는 작가의 아이디어 및 컨셉에 따라 소재를 선택하고 형태와 

규모는 물론 착용성까지도 자유로이 표현한다. 작품의 재료는 컨셉을 

시각화하는데 있어 최적의 것으로 골라, 특정 재료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고 전통적인 재료와 결합하기도 하며, 때로는 재료의 본성을 다른 

재료로 치환해 사용하기도 한다. 특징적인 소재 사용만으로 작품 세계를 

굳건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재 이외에 신소재나 예술 표현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던 산업 재료들이 유입되어 차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재료의 능숙한 사용은 

전통적인 재료의 정복과 다른 차원의 감탄을 자아내는 포인트이다. 

그런데 이런 신소재나 산업 재료에 관한 정보나 제법 등이 온라인상에 

모두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 수식이나 

원재료의 1차 가공법에 관한 정보 혹은 이미 완제품에 가까운 취미공예 

수준의 정보가 대부분이라 예술 작품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작가들의 작업 방식은 대부분 정확한 수치나 계량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체득적 지식에 의존하기에 작가들조차 

이론적 근거나 수치적 공식을 갖기는 쉽지 않다. 신소재나 비전통적인 

재료에 관한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은 원재료의 성분을 분석한 화학 

구조를 훑어 보거나, 대량 생산품에 적용되는 원료 특성 및 제법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품 제작은 제작 규모, 환경, 그리고 

목적 자체가 상이하므로, 대개 시판되는 원재료 배합물을 구해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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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험 과정을 거친다.  

실리콘 고무를 소재로 하여 조형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작성한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현대 장신구 작가 

권슬기는 2009년의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세포의 조형성을 응용한 

실리콘 장신구 연구」에서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세포의 조형성을 

실리콘 고무로 표현하였고, 작품 제작에서 경험한 실리콘 성형 방법과 

물성을 기록하였다. 2010년『한국공예총론』에 홍익대학교 박사과정생 

임광조가 게재한 논문「실리콘 고무 주형 제작에 관한 연구: 귀금속 

주조를 중심으로」는 귀금속 주조에 사용하는 실리콘 고무의 종류와 

주형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몇 가지 종류의 실리콘 고무로 주형 제작을 

실험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장현진의 2011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실리콘(Silicone) 재료를 활용한 조형 표현 연구」는 실리콘 

소재의 물성과 종류를 설명하고 실리콘을 생활용품에 사용한 사례와 

예술 작품에 활용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유동적으로 흘러 내리는 

이미지를 포착 또는 형상화한 장신구와 오브제 작품들의 제작 과정을 

바탕으로 실리콘의 물성과 조형적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현대 장신구 

작가이자 한양대학교 주얼리·패션디자인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광선은 

2014년『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실리콘을 소재로 한 장신구 

연구」에서 현대 장신구 분야의 신소재인 실리콘의 속성과 사례 그리고 

조형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복제 생산을 위한 몰드 제작 재료로 

인식되어 온 실리콘의 소재적 한계성을 넘어, 신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장신구에서 금속이 가지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보완하는 심미적 

가능성을 팔찌 시리즈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한양대학교 한은주는 

2015년『조형디자인연구』에 게재한 논문「실리콘과 왁스의 재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금속의 선 표현」에서 실리콘과 왁스로 선묘를 

표현하고 표면에 통전 용액을 발라 전해주조를 진행한 실험 결과를 

통해 이들 소재의 금속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사기형 실리콘을 

활용하여 유동성이나 흐름이 느껴지는 다양한 선을 표현하고 절연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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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에 금속을 입히는 실험으로 서로 접착이 어려운 금속과 실리콘의 

결합을 시도하면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다양한 선적 표현이 가능한 

점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는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영옥과 박사과정생 조완희가 

2021년『디자인리서치』에 등재한「조형예술에 활용되는 실리콘 몰드에 

관한 연구: 축합형 실리콘, 부가형 실리콘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 

논문은 조형물 제작을 위한 몰드로 자주 사용되는 축합형과 부가형 

실리콘 고무를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재료의 피복사물인 레진, 실리콘, 

향초, 비누, 합성수지 등과 반응했을 때의 특성을 정리하여 종류별 

활용도를 고찰하였다. 앞의 논문들은 최근 15년 사이에 작성된 

핵심적인 논문들로 조형 재료 특히 장신구 재료로서의 실리콘 고무에 

대해 분류, 분석, 정리한 것이다. 실리콘 고무에 관한 대부분의 학술 

자료와 논문은 공학 및 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예술 작품을 위한 

실리콘의 활용 방법과 사례에 관한 논문의 수는 현저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회지에 등재된 소논문으로 

자세하고 상세한 연구 내용을 담기에는 분량상 어려움이 있다. 연구자가 

2018년『조형디자인연구』에 게재한「실리콘 고무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심미적 가능성 연구 및 작가 분석: 이형성, 접착성, 

유동성을 중심으로」역시 16페이지 분량의 소논문으로 본 연구의 본론 

중 작은 챕터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권슬기와 장현진의 석사학위 

논문은 충분한 분량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얇고 투명한 

박막으로 세포의 증식과 생명 현상을 표현하는 권슬기 그리고 실체의 

자연 발생적 현상과 우연한 효과를 실리콘의 유동성으로 표현한 

장현진과 비교해 연구자의 작업은 알맹이와 껍데기의 가치 전복이라는 

주제와 재료의 활용면에서 차이가 있어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공학 논문 및 치과재료학을 참고한 이론을 

포함하며, 다른 조형 논문들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실리콘 고무의 

조형적 가능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법 및 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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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 

연구자는 다양한 주제적, 재료적 탐색 가운데 대상의 유기적 

에너지와 그에 따른 진화와 퇴화의 단계를 포착하고 그 가치와 용도를 

모색하면서 2009년부터 실리콘 폴리머의 일종인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료의 가능성과 한계를 발견하였다. 컨셉을 

시각화하고 최적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거나 한계를 마주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실패 

또한 이후 작업의 기반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작품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논문은 연구자의 작업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조형 재료로서의 

실리콘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한다. 또한, 실리콘 고무의 예술적, 

기술적 특질을 근거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전개하는 데에 실리콘이 

고차적이고 유용한 매개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기적의 물질로 불리웠던 실리콘의 화학 구조와 제법 

및 활용의 일반적 총설을 다룬다.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익숙하지만 그 

속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리콘의 원류를 추적하는 연구이다. 

생산 과정과 용도에 따라 실리콘 오일, 실리콘 그리스, 실리콘 고무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이 분류와 비교는 최종 소비자의 직접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리콘 고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실리콘 

고무는 원재료가 고무로 변화하는 방법에 따라 경화 반응과 경화 

온도로 분류한다. 경화 반응이 상이한 부가형과 축합형 실리콘 고무는 

그 장단점이 확연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 

사용할 수 있어 그 차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경화 온도에 따른 분류는 

작업 효율성, 작업 규모, 완성도, 용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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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조형 작업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신에츠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연구자가 사용하는 신에츠 KE-1300T를 상세히 

설명한다. 무수히 많은 제품 가운데 신에츠 KE-1300와 동일 업체의 

제품들만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품 소개에 이어 실리콘 고무가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를 

소개한다. 이는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져 재료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실리콘 고무가 예술과 현대 장신구에 적용된 사례를 다룬다. 

실리콘은 반도체부터 자동차, 의료,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빈번히 사용되는 반면, 예술 표현의 재료로 익숙하고 흔한 소재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예술 표현이나 현대 장신구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시사한다. 

연구자는 실리콘 고무의 조형적 가능성을 복제, 복사 능력, 발포와 박막 

제작 가능성, 사출이나 압출 성형법, 고투명과 색채 표현, 유동성과 

점도로 분류한다. 이는 작가들이 활용한 공통적인 주제적, 재료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실리콘은 전통적이고 고정된 가치 전복, 

생경한 인체 모사를 통한 신체 개념의 재인식, 유기체의 생명력과 생장 

및 소멸 이미지 재현, 자연의 신비로운 색채 재현과 더불어 인위적인 

색채 묘사, 원시적이며 미시적인 상징 표현에 활용되고 있다. 이 공통된 

특질을 검토하고 분류하는 것은 조형 재료로서 실리콘 고무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실리콘 소재의 한계와 해결책을 

언급하고 유사한 폴리머 계열 재료 및 다른 유기 고무와의 상호 보완 

가능성 또한 짚어본다.  

셋째, <허물 연작>의 주제 의식과 함의 그리고 그에 수반된 재료 및 

제작 연구에 관해 다룬다. 이는 허물이 가지는 물리적이고 생태학적 

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한다. <허물 

연작>의 순차적인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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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하찮고 미약한 허물의 존재가 알맹이로부터 탈각하여 

주체적 존재가 된다. 이로부터 파생된 에너지로 안과 밖을 전복하여 

완전한 주체성을 획득하고, 이 껍데기는 이제 장식의 단계로 나아간다. 

장식은 껍데기끼리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주체적 존재로의 

허물의 의미는 극에 달한다. 허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재탄생처럼 

이제 허물은 만개한 장식의 단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 

원초적인 조형 요소를 강조한 장신구로 태어난다. 탄생-성장-발전-

퇴화-재탄생의 일련의 과정은 각각의 형태, 질감, 작업 과정, 성형법 

등을 달리하며 진행되기에 이를 4단계로 분류하여 제작 연구를 

기록하였다. 이 장은 작품의 주제 의식과 재료적 탐색 및 일련의 예술적 

기행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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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리콘 재료와 응용 

 

1. 실리콘 

 

규소 화합물인 실리콘silicone은 1930년대 출현한 이후 다양한 

합성법을 기반으로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연구자는 작품의 컨셉을 표현함에 있어 금속 이외의 적합한 소재를 

찾아 다양하게 사용해왔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 고무는 경화하는 

과정에서 길게 엿가락처럼 늘어져 맺힐 만큼 연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미세부품 제조나 유물 복제에 사용할 만큼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몰드처럼 양감을 가지는 구조에서는 경도 또한 뛰어난 재료이다. 또한 

소규모 작업실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작업 과정에 작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재료와 작업 과정의 인체 안전성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흔히 사용하는 재료 중에 열에 약하고 접착제 성분이 유해한 

아크릴, 주제와 경화제를 섞을 때 유해 가스가 나오는 레진 등에 비해 

실리콘은 유해성이 훨씬 적고 경화시 열이나 가스 발생이 없으며 피부 

위에 직접 경화해도 무해할 만큼 안전한 재료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번 장에서는 실리콘 고무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재료인 규소부터 실리콘 폴리머polymer 1 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룬다.  

 

1.1. 규소와 실리콘의 일반적인 정의와 구조  

 
규소silicon과 실리콘silicone은 말단에 e를 다르게 표기하고 

화학적으로 엄밀히 구분한다. 실리콘은 원소 번호 14번 Si로 표기하는 

 
1 네이버 사전 ‘폴리머’ 
한 종류 또는 수 종류의 구성 단위가 서로 화합결합으로 연결된 분자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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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소 원자에 수소나 탄소 등 다른 원소가 달라 붙은 분자 사슬 구조의 

폴리머이다. 2  규소는 실리콘의 원료로 어원은 라틴어 부싯돌silex에서 

유래하였고, 3  [그림 1]의 암회색 금속성 물질로 지구의 지각 무게에 

1/4(27.6%)이나 차지할 만큼 매립되어 있는 양이 많으며 대부분 유리나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카silica(SiO2)의 형태로 존재한다.4 반면, 실리콘은 

[그림 2]처럼 Si-0-Si의 실록산 결합으로 무기적 특성을 가져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 전기 절연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실록산 결합의 측쇄, 양말단, 편말단 등에 유기기를 도입하면 

유·무기적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재료이다.5 

 
 

좌: [그림 1] 규소 결정 

우: [그림 2] 실록산 결합 구조 

(출처: https://www.thomasnet.com/articles/chemicals/ 
Silicon-Electronics-Casting-Applications/)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은 규소 금속에 염화메틸methyl 

chloride을 직접 반응시켜 얻은 실록산SiO2 폴리머를 원료로 다양한 

합성법을 거쳐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실리콘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군수용으로 제네럴 일렉트릭사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실리콘은 고부가가치 산업재이면서 정밀화학 공정이 

요구되는 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대부분의 원천 기술과 전체 

생산의 90%를 독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원재료를 수입하여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14. 
3 네이버 지식백과, ‘규소’ 
4 최근묵,「21세기의 첨단재료로서의 Silicone」,『공업화학전망』, 제6권 제1호, 2003, 

p.4. 
5 임광조,「실리콘 고무 주형 제작에 관한 연구」,『한국공예총론』, 2010,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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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다우 코닝Dow Corning, 

신에츠Shinetsu 등에서 제조된 수입품이거나 KCC, 동양 실리콘 등이 

원천 기술을 들여와 협작 회사의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자가 작업에 사용한 실리콘 고무 역시 일본의 신에츠사 제품이다.   

 

1.2. 실리콘의 재료적 특징 

 
실리콘은 유·무기적 특성을 모두 겸비한 고기능성으로 인해 최첨단 

산업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석유로 대표되는 탄소계 화합물보다도 

우수한 특질을 가지므로 그 활용 가능성이 거의 무한하다. 이에 일찍이 

산업 용도로써 건축, 전자·전기, 비행기, 자동차,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 

오일, 레진, 고무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우리에게는 일명 

‘물고무’ 6라는 장신구 정밀주조 몰드로 익숙한 것이 실리콘 고무이다. 

실리콘의 우수한 특질로는 내열성, 내후성, 화학 안정성, 전기 절연성, 

내마모성 등이 있고, 이러한 장점은 작업성, 사용 수명에서 잘 드러난다.  

[표 1]처럼 실리콘 고무는 저온이나 고온에서 견디는 내한성과 

내열성이 모두 뛰어나고 -30~150℃에서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초고온에서는 사용 수명이 줄기는 하지만, 고온에서도 다른 고무에 비해 

기계적 강도를 여전히 유지한다. 연구자의 작품은 대부분 상온 혹은 

경화 촉진을 위한 열풍기의 단시간 사용 범위 (1~3분/200~450℃) 

내에서 진행되는 바, 장신구나 예술 작품으로서 수명에 지장이 없고 

경화 후 다른 부위와 접합하기 위해 다시 고온 경화할 때에도 강도나 

물성에 변화가 거의 없다. 실리콘의 난연성은 열풍기를 사용하는 동안 

불이 붙거나 연기가 나지 않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한다.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므로 실리콘과 함께 사용한 금속 부분의 약산 

처리시에도 반응이 없고, 베이킹 파우더 세척과 중성 세제 세척 역시 

 
6 ‘가다’, 노란색: 천연 고무 (수축률 1%)  

‘물고무’, 투명: 실리콘 고무, 신에츠 KE-1300T 혹은 KE-1602 (수축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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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 이와 더불어 습기에 강하고 발수성이 뛰어나 물이나 세제로 

쉽게 씻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소재에 비해 유리한 점이다. 또한, 

치과용 인상재, 생체 이식 재료나 호흡기 삽입 튜브로 사용할 만큼 

생리적으로도 불활성하여 맨손으로 세밀하게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부에 자극이 적고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재료로도 매우 적합하다.  

 

[표 1] 실리콘 고무의 온도별 사용 수명 
(출처: 여학규, 정효성,「실리콘 고무의 제조 및 특성」,  

『공학화학전망』, 제2권 제4호, 1999, p.32)	
 

온도 사용 수명 

-50 ~ -30 ℃ 10년 이상 

-30 ~ 150 ℃ 반영구적 (20년 이상) 

150 ~ 200 ℃ 5 ~ 10년 

200 ~ 250 ℃ 1 ~ 2 년 

250 ~ 300 ℃ 1 ~ 2 개월  

300 ~ 400 ℃ 몇 주에서 몇 달 

 

대부분의 고무가 오존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노후되는 

것에 반해 실리콘 고무는 다양한 기후 조건에 우수한 성질을 유지하는 

내후성이 뛰어나다. 작업시 자외선 경화형 레진과 병치하여 사용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쉽게 변성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실리콘의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안정성 외에도 

피복제물의 질감과 형태를 최소 10㎛까지 안정적으로 복제할 수 있고,7 

경화시 수축률이 0.2%에 불과하여 피복제물과 거의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복제가 가능하므로 귀금속용 왁스 몰드, 레진용 몰드, 석고 몰드 

등 미술용 재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7 정성일, 임용관, 김호윤, 최재영, 정해도,「고무형을 이용한 미세복제기술 개발」,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27권 제8호, 2003, pp.1381~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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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리콘 분류 

 

주방용품, 리모콘 키패드, 절연 코팅 전선, 화장실 실란트 등과 같이 

완제품으로 쉽게 접하는 대부분의 실리콘은 실리콘 고무이지만, 실리콘 

오일과 실리콘 레진도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비행기의 창문 패킹, 

접착제, 각종 코팅용 도료, 화장품 발림성 개선제 등 기능 향상을 위한 

중간재나 기능성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리콘은 크게 

실리콘 오일, 실리콘 고무, 실리콘 레진 3가지로 구분한다. 오일은 

[그림 3]처럼 분자 사슬간 이동이 자유로워 유동성이 높은 액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고무는 [그림 4]처럼 분자 사슬간에 이동은 

불가하지만 가교점들이 느슨한 망상 구조로 되어 있어 신축성이 있고 

말랑말랑한 질감을 가진다. 레진은 [그림 5]처럼 가교점들끼리의 밀도를 

높여 딱딱한 질감을 갖게 만든 것이다. 금속인 규소에 염화메틸CH3Cl을 

반응시켜 얻은 메틸염화실란methyl chloro silane을 물과 반응시켜 

가수분해하거나 분자들끼리의 결합을 강화하는 중합을 거친 다음 이를 

다시 합성, 배합하여 실리콘 오일, 고무, 레진을 각각 얻는다.8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22. 



  
12 

 

[그림 3] 실리콘 오일 구조 

각각의 실록산 결합(SiO2) 분자는 독립되어 이동 가능하다.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15) 

 

 

 

[그림 4] 실리콘 고무 구조 

가교점 간의 간격이나 밀도가 느슨한 망상으로 탄성을 갖는다. 

(출처: http://www.dtsilicone.com) 

 

 

 

 

[그림 5] 실리콘 레진 구조 

처음부터 가교점의 밀도가 높은 망상 구조로 생성되어 딱딱하다. 

(출처: https://www.shinet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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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리콘 오일 

 
실리콘 오일은 무색무취이고 투명하며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내열성, 내한성, 전기 절연성, 내후성, 난연성, 화학 안정성에 발수성, 

소포성, 이형성, 윤활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오일 형태로 뿌리거나 발라 

물체 표면을 도장하거나, 다른 용제에 오일을 섞어 물체 표면에 

방수력을 높이고 광택을 부여한다. 실리콘 오일은 일반적으로 [그림 

3]처럼 Si-O-Si 실록산 측쇄 구조 말단에 메틸CH3기(R로 표시된 부분, 

알킬기alkyl group)가 붙어 있는 분자 구조의 반복이며, 그 반복되는 

수에 따라 물과 같은 저점도에서 고점도까지 (0.65cSt~100만cSt 9 ) 

다양하고, 10  실리콘 대표 회사인 신에츠사 제품으로는 27가지 정도가 

시판되고 있다. [그림 6]은 실리콘 오일의 메틸기를 기본으로 측쇄, 

평말단, 양말단, 측쇄 양말단에 페닐기, 아미노기, 에폭시기, 

클로로프로필기, 페닐에틸기 등을 추가로 도입해 성질을 변화시킨 변성 

오일의 구조로 우수한 특성을 보강한 다양한 오일 제품을 생산해낸다.  

 

          

           [측쇄형]       [편말단형] 

  

                               

[양말단형]    [측쇄양말단형] 

 

[그림 6] 실리콘 오일의 다양한 구조 

(출처: https://www.shinetsu.net) 

 

 

 
9 Centistroke, 점도를 나타내는 단위, 물은 20℃에서 약 1cSt.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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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양한 실리콘 오일 제품 

왼쪽부터 다우 코닝, LS 산업, 신에츠 제품 

(출처: 네이버 쇼핑 실리콘 오일 검색, https://url.kr/xej9hb) 

 

[표 2] 실리콘 오일의 종류와 용도 

(출처: KCC 실리콘, 신에츠 실리콘, 이성 소재 홈페이지의 실리콘 오일 소개 내용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27를 합쳐서 정리한 것이다.) 

 
 

R의 종류 실리콘 오일 종류 용도 

메틸기 디메틸실리콘 오일 

절연유, 댐퍼유, 브레이크 오일 

고무, 플라스틱 이형제 
광택제 

섬유 처리제 

화장품 배합 첨가제 

소포제, 몰드 이형제 

락카, 페인트, 잉크의  
표면 개선제 

페닐기 메틸페닐실리콘 오일 

저온이나 고온 매체 

화장품 첨가제 

플라스틱 첨가제 

아미노알킬기 아미노 변성 실리콘 오일 

섬유, 가죽 유연 처리제 

가죽 표면 보호 

자동차 광택제 

페인트 블로킹 방지제 

하이드록시기 메틸하이드록시실리콘 오일 

건축용 실란트 

발수제 

섬유 처리제 

세라믹 코팅 원료 

에폭시기 에폭시 변성 실리콘 오일 
섬유 유제 

도료 첨가제 

플로로알킬기 플로로실리콘 오일 윤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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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오일은 물에 녹지 않고 불에 붙는 온도가 높으며 저온이나 

고온에서 점도 변화 또한 거의 없다. 런닝머신, 커피머신, 차량 선루프 

등에 기계용 윤활유로, 온도계, 항공기의 유압계,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등에 작동유로도 적합하고, 실리콘 용액, 그리스, 콤파운드, 에멀전, 

에어졸 등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여 사용한다.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뛰어난 전기 절연성으로 변압기, 트랜지스터, 전자 부품에 

전기 전도성을 부분적으로 조절해야 할 때 사용된다. 물을 튀겨내는 

우수한 발수성은 각종 섬유나 유리, 도자기, 금속 제품, 콘트리트, 나무 

등 건축 재료 중에 방수가 필요한 부분에 도포하여 활용하고, 뛰어난 

윤활성은 플라스틱 사출이나 금속 금형에서 제품을 이형할 때 이용한다. 

생체 안전성을 기반으로 의료용이나 화장품에도 도포하거나 섞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표 2]는 실리콘 오일의 대표적인 종류와 

용도를 정리한 것이다. 

 

2.2. 실리콘 레진 

 

실리콘 레진은 [그림 5]처럼 3차원의 망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망상 구조 안의 가교점의 밀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 액체부터 

고체까지의 물성을 가진 실리콘 폴리머이며 주로 코팅용으로 사용한다. 

하나의 규소 원자에 몇 개의 R, 즉 유기기가 붙어 있냐에 따라 강도와 

유연성 등이 달라지는데, 실리콘 오일처럼 메틸기와 페닐기의 함량 

비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 페닐기에 비해 크기가 작은 

메틸기가 더 많을 때는 빨리 경화하고 유연하며, 페닐기가 더 많으면 

경화는 느리지만 더 단단한 성질을 가지므로 MeSiCl3, PhSiCl3, 

Me2SiCl2, Ph2SiCl2, PhMeSiCl2 처럼 두 가지의 함량을 조절하여 

제조한다.11 

 
11 최근묵,「21세기의 첨단재료로서의 Silicone」,『공업화학전망』, 제6권 제1호, 200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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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레진은 경화하면 단단해지므로 페인트, 잉크와 같은 도료에 

섞어 물체 표면의 강도를 높이거나 다양한 제품의 베이스에 섞어서 

완제품의 물성을 보완한다. 이 외에도 전기 절연성, 발수성, 내열성, 

내후성을 겸하면서도 강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활용한다. [그림 8]과 

같이 주제에 경화 촉매인 경화제를 첨가하면 단단한 성질로 변성한다. 

 

[표 3] 메틸과 페닐 함량에 따른 실리콘 레진의 특징 

(출처: 최근묵,「21세기의 첨단재료로서의 Silicone」,『공업화학전망』,  

제6권 제1호, 2003, p.9) 
 

메틸 함량이 많을 때 페닐 함량이 많을 때 

유연성 

발수성 

빠른 경화 

내약품성 

광택 지속성 

열 안정성 

산화 안정성 

용해성 

뛰어난 강도 

(반도체/전자·전기) 패키징 안정성 

 

 

[그림 8] 실리콘 레진의 경화 과정 

(출처: https://www.hellot.net) 
 

 

     

 

[그림 9] 실리콘 레진 활용 예  

좌: 왼쪽부터 실리콘 레진과 석회질을 혼합한 접착제 쇼킹 폴리머  

(출처: https://url.kr/mgu8zy) 

중: 수용성 실리콘 레진을 용해한 제비표 코팅용 페인트 (출처: https://url.kr/avhqkx) 
우: 종이에 실리콘 레진을 코팅한 롯데 찜종이 (출처: https://url.kr/1o9i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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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레진의 종류로는 순수한 실리콘 수지를 묽게 희석해 놓은 

실리콘 바니스가 있고, 실리콘 레진의 약한 접착력을 보완하기 위해 

에폭시 레진, 아크릴 레진, 폴리에스터 레진, 알키드 레진 등의 유기 

레진을 합성하여 사용하는 실리콘 변성 바니스나 올리고머 등이 있다. 

실리콘 레진은 종이, 천, 석면, 유리 섬유 등을 접착하여 절연성과 

방수성을 부여할 수 있고, 실리콘 오일처럼 금속,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 제품을 금형이나 틀로부터 이형할 때 발라 사용한다. 얇은 피막을 

만드는 것은 비슷하나 오일이 윤활성을 활용하는 반면 레진은 단단한 

피막을 만들어 내용물이 이형 틀이나 피이형제에 묻지 않도록 돕는다. 

실리콘 오일과 마찬가지로 건축 재료와 골격에 발수성을 부여하여 

수분과 이물질의 유입을 막고, 유연성이 비교적 덜 요구되는 전자·전기 

제품의 부품에 코팅하여 절연성을 부여한다.12  

 

2.3. 실리콘 고무 

 
연구자가 작업에 사용해 온 소재는 실리콘 고무이다. 실리콘 

오일이나 실리콘 레진은 물체의 피막을 형성하거나 페인트 등 용제에 

용해해 사용하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실리콘 고무는 흔하게는 냄비 받침, 국자부터 의료용 닝겔 

튜브, 아기 젖병, 생리컵, 인체 삽입형 보형물, 의수, 분장 재료까지 

우리 일상에 아주 흔하게 등장한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은 실리콘 

고무의 내열성, 발수성, 인체 안전성, 유연성 등을 활용한 것이다. 

실리콘 오일, 실리콘 레진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으나, 실리콘 고무는 

액체인 오일과는 다르게 경화 후 성상이 겔 상태 혹은 고체이고 

레진과는 성상이 비슷하지만 더 유연한 탄성을 지녀 활용도가 높다.  

 

 
12 최근묵,「21세기의 첨단재료로서의 Silicone」,『공업화학전망』, 제6권 제1호, 200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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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리콘 고무의 생산 과정 

왼쪽부터 실리콘 고무 접착제, 실리콘 고무 필름 제작,  

열가소성 실리콘 고무 가공 과정 (출처:	https://www.wacker.com) 

 
 

 

[그림 11] 실리콘 고무 제품 

좌: 식품 용기, 중: 생리컵 (출처: http://www.tjsi.kr),  

우: 발포 실리콘 현관문 도어 가스켓 (출처: http://mg9000.com) 

 

실리콘 고무의 원료로는 생고무, 실리카계 충진제, 증량제, 가공조제, 

가류제, 이형제, 난연제 등이 있고, 각종 첨가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실리콘 고무를 생산한다. 생고무는 실리콘 고무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고중합체를 지칭하며 이 실록산 구조 측쇄나 말단에 

메틸기, 메틸페닐기, 메틸비닐기, 불소기를 결합하여 각각 디메틸실리콘 

고무, 메틸페닐실리콘 고무, 메틸비닐실리콘 고무, 불소실리콘 고무를 

만든다. 가장 흔한 것은 메틸비닐실리콘 고무이며 비닐기의 양을 

조절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무를 얻을 수 있다. 불소기나 페닐기, 

플로로기 등도 함량을 조절하여 내열성, 내한성, 내방사선성, 전기 

절연성 등을 강화한 실리콘 고무를 만들 수 있다. 실리카계 충진제는 

실리콘의 기계적 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후에 가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거나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쓴다. 증량제는 부피를 

늘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가류제 즉 경화제는 

실리콘 고무의 경화 반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실계나 알킬계 



  
19 

유기과산화물을 사용하여 축합형 경화 반응을 시키거나, 백금 화합물을 

사용하여 부가형 경화 반응을 시키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가공조제는 

실리카가 응집하지 않고 잘 섞이도록 흐름을 좋게 하면서 경화 후에 

기계적 물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외에는 난연성, 이형성, 

황변 방지, 내열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특성 향상제가 첨가된다.13 

다음은 실리콘 고무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표이다. 

 

[표 4] 실리콘 고무의 분류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44) 

 

   형태 내용 

경화 반응 

  축합형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가수분해 및 

축합 반응으로 경화 
경화시 부산물이 있다. 

  부가형 
백금 촉매로 경화되며 경화시 

부산물이 없다. 

포장 형태 

  1성분 
튜브, 카트리지 등의 용기에서 꺼내 

공기중에서 바로 사용 

  2성분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꺼내 사용하기 

직전에 섞어서 사용 

경화 방법 

  실온 경화형         

(RTV) 
상온에 방치하여 경화 

  고온 가열형     

(HCR) 
가열에 의한 경화 

  자외선 경화형 
(UV)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 

 경화 후    

상태 

 고무 액상 실리콘 고무 

 젤 
가교점이 적고, 액상과 고무상의  

중간 상태 

 폼 기포가 형성되어 저밀도화 된 고무 

  도포 및 코팅 
본질적으로 고무상이지만 얇게 

도포하여 사용 

 
13 황장원,「실리콘 고무의 특성과 응용」,『고무기술』, 제8권 제2호, 2007, 

p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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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화 반응에 따른 실리콘 고무: 축합형, 부가형 

실리콘 고무는 경화 반응에 따라 축합형과 부가형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촉매에 따른 경화 반응시 부산물의 생성 여부이다.  

 

[표 5] 경화 반응에 따른 실리콘 고무의 특징 비교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51) 

 

 축합형 실리콘 고무 부가형 실리콘 고무 

작업 시간 짧은 편이다. 비교적 길다. 

경화 속도 
촉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실리콘의 양이나 작업 환경의 

습도에 좌우된다. 

온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느리고, 높아지면 경화 속도가 

빨라진다.  

심부 경화성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양호 

경화 분해 

부산물 

초산, 옥심, 알콜, 아미드, 

아미녹시, 액톤 등 
없음 

경화 저해 없음 아민 화합물, 유황 화합물,  

유기 주석 화합물 

수축률 1.0% 이하 0.2% 이하 

이형성 양호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① 축합형 실리콘 

축합condensation이란, 유기 화합물의 2분자 혹은 그 이상의 

분자가 반응하면서 특정 분자가 제거되고 새로운 화합물이 되는 것을 

말한다. 14  축합형 실리콘은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여 경화하면서 분해 

부산물이 생긴다. 흔히 화장실이나 창틀, 수족관, 쇼윈도 등에 사용하는 

실리콘 고무는 접착성이 있는 축합형 1성분 실리콘인데, 경화하면서 

제거되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 초산형, 옥심형, 알콜형, 아미드형, 

아미녹시형, 액톤형 등이 있다. 실리콘 건이나 튜브의 형태로 화장실, 

 
14 네이버 사전 ‘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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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사용하는 초산형 실리콘은 가격이 저렴하여 흔히 사용되는 

재료이나, 경화 부산물에서 식초 냄새가 나고 금속이나 석재가 부식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무초산 실리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포장 

형태에 따라 1성분, 2성분으로 분류하는데, 별도의 경화제가 필요하지 

않고 공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경화되는 1성분과는 다르게 2성분은 

주제와 경화제가 분리 되어있다가 이 둘을 섞으면 경화한다. 1성분이 

접착성을 지닌 반면 2성분은 이형성이 뛰어나 본뜨기나 형뜨기로 많이 

사용되고 치과용 인상재, 공예 재료 등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2성분 

실리콘 중에서도 접착성을 강화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축합형 

실리콘 고무는 경화시 부산물을 생성하는 대신 타 재료에 접착하거나 

반응할 때 경화 저해가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15  

 

 

[그림 12] 실리콘 고무의 축합 반응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52) 

 

 

[그림 13] 축합형 2성분 실리콘 고무 구조 

(출처: https://blog.naver.com/goldsilicone/221455750781) 

 

 
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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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14] 축합형 1성분 실리콘  
각종 실링형으로 개발된 제품들 (출처: https://url.kr/pogv8r) 

중: [그림 15] 축합형 2성분 실리콘 

주로 몰드 제작용으로 개발되어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 사용, 몰드마스터 팝 제품  

(출처: https://url.kr/l3hbnk) 

우: [그림 16] 축합형 실리콘 경화 촉진제 

경화제의 양이나 촉진제를 첨가함으로써 경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출처: https://hyup-shin.co.kr/) 

 

[표 6] 축합형 실리콘 고무 제품 비교 (몰드 제작용) 

(출처: http://www.csctech.co.kr/p/G/G2_6.asp) 

 

 
다우실란트 

DS-4000 

다우실란트 

DS-4100 

다우실란트 

DS-4300 

신에츠 

KE-1402 

다우코닝 

3481 

경화제 색상 노란색 청색 청색 핑크 투명 

혼합 비율 10 : 1 20 : 1 20 : 1 10 : 1 20 : 1 

작업 시간 

(min, ℃) 
75, 25 50, 25 40, 25 80, 23 90~120, 23 

비중 (25 ℃) 1.09 1.05 1.06 1.10 1.20 

경도 (Type A) 30 28 15 33 21 

인장강도 (Mpa) 4.4 2.8 2.8 4.5 4.9 

신율 (%) 400 380 400 300 560 

인열강도 (kn/m) 20 20 20 18 26 

 

 

② 부가형 실리콘 

부가additive형 실리콘 고무는 백금을 촉매로 하고, 비닐기 

CH2=CH-를 함유한 폴리실록산과 Si-H를 함유한 폴리실록산의 부가 

반응에 따라 경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부가 반응은 첨가 반응이라고도 

하며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 가운데 약한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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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 첨가되어 단일 결합 화합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 결합에 의해 

고분자가 생성된다.16 즉,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이 직접 결합하여 별개의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경화 반응에서 분해 부산물이 없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없으며,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인체 안전성이 

보장되어 주방용, 의료용 제품 제작에 매우 적합하다. 형뜨기용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신에츠 KE-1300T는 부가형이고 신에츠 KE-

1402는 축합형인데, KE-1300T는 경화시 가스나 냄새가 없는 반면 

KE-1402는 경화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 축합형의 수축률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부가형 실리콘은 수축률이 0.2%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형뜨기나 복제가 가능하다. 치과용 인상재로 쓰이는 

축합형 실리콘은 에틸알콜 등이 증발하여 소실되면서 오는 수축률로 

인해 체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나서, 수축률 면에서  

우월하고 냄새가 없는 부가형 실리콘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가형 실리콘은 1성분 혹은 2성분 이상이고 2성분은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되어 있다. 1성분은 주로 반도체 패키징 포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2성분이다. 부가형 역시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경화하지만, 가열이나 반응 억제재로 경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백금이 촉매로 쓰이기 때문에 인, 황, 질소, 주석 등과 

접착하면 경화 활성화가 손상되어 경화 저해가 일어난다. 아민 화합물, 

유황 화합물, 유기 주석 화합물 등의 성분을 포함하는 축합형 

실리콘이나 유기 고무 제품 등과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작업시 착용하는 고무 장갑의 성분 역시 확인하고 경화 저해가 없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가형 실리콘은 본질적으로 이형성이 강하고 

접착성은 없으나, 최근 첨가제 등을 넣어 접착성을 개선한 부가형 

실리콘도 개발되고 있다.17  

 

 
16 네이버 사전 ‘부가반응’ 
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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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부가형 실리콘 고무 구조 

(출처: https://blog.naver.com/goldsilicone/221456231092) 

 

  

 

[그림 18] 부가형 실리콘으로 만든 몰드 

좌: 자동차 하우징 어셈블리, 우: 완구 제품 복제  

(출처: 신에츠 복제용 RTV고무 브로셔) 

 

좌: [그림 19] MDN Fast 부가형 실리콘 제품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이 1:1  

(출처: https://smartstore.naver.com/_mdn/products/5580310246) 

중: [그림 20] 몰드마스터 부가형 실리콘 제품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이 10:1  

(출처: 3D673ed2909437ce95f19cdf1422d7fda132886da9) 
우: [그림 21] 열풍 건조기 

부가형 실리콘 고무 경화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기계 (25~230℃) 

(출처: http://www.yuyuinst.co.kr/shop/item.php?it_id=15506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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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화 방식에 따른 실리콘 고무 

: 실온 경화형RTV, 고온 경화형HTV, 자외선UV 경화형 

앞서 실리콘 고무가 어떤 화학 반응으로 경화하느냐에 따라 

축합형과 부가형으로 분류했다면, 이 장에서는 실리콘 고무를 어떻게 

경화하느냐 즉, 경화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표 7] 경화 방식에 따른 실리콘 고무 분류 

(출처: 황장원,「일반 총설: 실리콘 고무의 특성과 응용」,『고무기술』, 제8권 제2호, 

2007과 http://www.sil-tech.co.kr/product/sub02_01.htm을 정리한 내용이다.) 
 

 

경화 방식 경화 방법 특징 

실온 경화형  

상온에 방치하여 경화 
온도에 따라 경화 속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저온에서는 느리게  

고온에서는 빠르게) 

주로 액상 실리콘 고무를  

고체로 경화하여 사용 

축합형, 부가형 실리콘 고무 

고온 경화형  가열하여 경화 (80~200℃) 
액상, 고체상 모두 존재하고  

용도에 맞게 경화하여 사용 

자외선 

경화형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 

UV를 라디컬 반응으로 하여  

몇 초에서 몇 십초 사이에 경화 
가시광선에 안정 

경화 시 두께 제한이 있다. 

 

① 실온 경화형RTV, Room Temperature Vulcanizing 실리콘 고무 

실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는 주로 액상의 실리콘 고무를 경화하여 

사용하는데, 실온에서 경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열기구가 필요치 않아 

건축 내장재로 적합하다. 건축 자재는 난연성이 요구되고 연소시 유해 

가스 배출이 없는 재료를 필요로 하는 바, 전선, 가스관의 밀폐 등에 

실리콘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실리콘 고무는 다른 유기 고무에 

비하여 저온이나 고온으로 갈수록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노후가 적어서 건물 외벽이나 냉동고의 패킹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실온 경화형 고무는 상온에 방치하면 경화하기 때문에 추가적 

설비 없이도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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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실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의 제품 제작도 (출처: wacker.com) 

 

② 고온 경화형HTV, High Temperature Vulcanizing 실리콘 고무 

고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는 열가류형HCR, Heat Cured Rubber 

실리콘 고무라고도 칭한다. 경화 전의 형태로는 액상, 고체상과 

밀러블millable형이 있다. 밀러블형은 유기 과산화물 성분의 경화제를 

첨가하여 경화하는데, 일반 유기 고무와 비슷하게 가소화, 경화제 배합, 

시팅sheeting 과정으로 롤 작업하여 가공 성형한다. 18  액상형 실리콘 

고무는 점도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여 경화 전에 액상의 형태로 관을 

통과시켜 흘려 넣고 온도를 높여 경화한다. 압출이나 사출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소형 부품의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고온 경화형은 [그림 

23]처럼 컨베이어 방식으로 압출 성형하여 튜브, 케이블, 테이프, 

다양한 모양의 코드선 등을 제작할 수 있고, [그림 24]처럼 다이 

캐스팅과 흡사하게 고체 실리콘 고무를 압축하여 금형의 형태대로 

반복해서 성형할 수 있다. 대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그림 

25]의 사출 성형을 들 수 있는데 후처리가 필요없이 깔끔하게 성형될 

뿐만 아니라 정밀도가 높다. 다만, 고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는 

금형이나 설비가 고비용인 것이 단점이다.  

 
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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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고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의 컨베이어 압출 성형 과정 (액체형)  

(출처: wacker.com) 

 

   
 

[그림 24] 고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 제품의 압축 성형, 압축 이송 성형 과정 (고체형)  

(출처: wacker.com) 
 

 

 

[그림 25] 고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 제품의 사출 성형 과정 (액체형)  

(출처: wacker.com) 

 

③ 자외선UV, Ultraviolet 경화형 실리콘 고무 

자외선 경화형 실리콘 고무는 라디컬 19  반응을 통해 경화하는 

새로운 타입의 고무이다. 상온에서 몇 초에서 몇 십초 사이에 빠르게 

 
19 네이버 화학 사전 ‘라디컬 중합 반응’ 
생장 중합체의 말단에 있는 원자가 홀전자 한 개를 갖는 라디칼 상태로 되어 진행되는  
중합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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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하기 때문에 대량 부품 제작에 적합하다. 1성분으로 별도의 

경화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실리콘 고무가 가지는 내열성, 내한성, 

내후성, 전기 절연성의 장점을 공유하면서도 가시광선에 안정적이다. 

열풍이나 고온에서 쪄서 경화하는 고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와 다르게 

상온에서 단시간에 경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자외선이 투과할 수 있는 

두께에 제한이 있다. 이런 이유로 반도체 회로 코팅, 전자 부품 코팅, 

광섬유 코팅 등 얇게 발라 사용하는 코팅제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20 

압출이나 사출 성형 모두 가능하고 고온 경화 방식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온도 민감성 재료를 가공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화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그림 26] 자외선 경화형 실리콘 고무의 성형 과정 (액체형) 

(출처: 모멘티브 실리콘 UV 경화 실리콘 브로셔, http://momentive.com/ko-kr) 

 

 

3) 유기 고무와 실리콘 고무 

여기서는 유기 고무 즉, 천연 고무, 부틸 고무, 니트릴 고무, 라텍스 

고무 등과 실리콘 고무를 비교한 내용을 다룬다. 탄성체인 고무는 

1840년 미국 발명가 굿이어 21 가 천연 고무 나무에서 체즙된 수액 22인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57. 
21 네이버 지식백과 ‘Charles Goodyear’  
찰스 굿이어, 1800~1860, 미국의 발명가. 그의 이름을 딴 타이어가 있다. 
22 물 60%, 고무 35%, 단백질 성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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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를 유황과 반응시킨 실험을 통해 발견하였다. 이를 영국에서 

산화제를 첨가해 성분을 분석하여, 이소프렌isoprene이라는 탄소 5개의 

유기 화합물을 추출하였다. 고무의 원료인 이소프렌은 원래 자연에서 

추출해 염산 처리하여 얻었으나, 후에는 다양한 원료에서 이소프렌을 

얻어 여러 가지 합성 고무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23  유기 고무가 

탄소 화합물인 이소프렌을 원료로 하는 반면, 실리콘 고무는 금속인 

규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유·무기적 성질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합성 

고무이다. 다양한 고무들은 성분과 분자 구조에 따른 차이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실리콘 고무의 우수한 특질에도 

불과하고 높은 가격 때문에 유기 고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가격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고무는 

유기 고무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다소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산과 

알칼리에 안정성이 낮은 점, 그리고 다른 재질과의 접착이 어려운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으나, 이 또한 다양한 보강제, 첨가제, 향상제 등을 

통해 개선된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24  

 

[표 8] 온도에 따른 고무의 인장강도 

(출처: 여학규, 정효성,「실리콘 고무의 제조 및 특성」,『공학화학전망』,  

제2권 제4호, 1999, p.33) 

 

 

 

 

 
23 나무위키 ‘고무’ 
24 황장원,「실리콘 고무의 특성과 응용」,『고무기술』, 제8권 제2호, 2007, p.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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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리콘 및 각종 고무의 특성  
(출처: 김영철,「의료용 실리콘 고무」,『고무기술』, 제2권 제2호, 2001, p.83) 

 

 

인열강도 
kg/cm2 

내

마 
모

성 

내 
유 
성 

경

도 

최

고 
사

용 
온

도 
℃ 

최

저 
사

용 
온

도 
℃ 

내오 
존성 
150 
ppm 
상온 

신율25 
% 

상

온 
121
℃ 

205
℃ 

상

온 
121
℃ 

205 
℃ 

실리콘 
고무 

35~ 

140 
60 28 △ △ 

20~ 

95 
260 

-

7
3 

14일 

이상 

100

~ 
800 

350 200 

천연 
고무 

100

~ 

280 

125 9 ○ X 
20~ 
100 

116 

-

3

5 

즉시  
노화 

700 500 80 

SBR 26 
100
~ 

280 

84 12 ○ X 
40~ 

100 
94 

-
4

0 

즉시  

노화 

300
~ 

700 

250 60 

부틸 
고무 

150

~ 

200 

70 25 △ X 
30~ 

100 
94 

-

5

2 

7일 

500

~ 

700 

250 80 

클로로

프렌 
고무 

100
~ 

280 

100 13 ○ ○ 
20~ 

900 
121 

-
4

0 

24 

시간 

60~ 

700 
350 

0~ 

100 

폴리설

파이드 
40~ 

90 
50 2〉 △ ○ 

20~ 

80 
100 

-

4

0 

8 

시간 

200

~ 

400 

140 
25

〉 

불소 
고무 

140

~ 
200 

21~ 

56 

11~ 

21 
△ ◎ 

60~ 

90 
200 

-

4
0 

14일 

이상 
400 

100

~35
0 

50

~ 
350 

니트릴 
고무 

40~ 
300 

50 9 ○ ◎ 
30~ 
100 

121 

-

1

5 

1 
시간 

400

~ 

600 

120 20 

우레탄 
고무 

300
~ 

500 

150 14 ○ △ 
55~ 

100 
80 

-
2

0 

8 

시간 

400
~ 

750 

300 140 

아크릴 
고무 

35~ 

150 
90 16 △ ○ 

40~ 

100 

150

~ 

200 

-

2

3 

1 

시간 

100

~ 

400 

400 150 

 

 
25 네이버 기계공학용어사전 ‘신율’ 
elongation, 재료 인장 시험 시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 
26 네이버 지식백과 ‘Styrene Butadiene Rubber’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중합한 폴리머, 타이어, 몰타르에 방수용으로 혼합,  

아스팔트 개질 개선제. 



  
31 

고무는 생체 조직과 비슷한 탄성과 질감을 가지고 있어 

의료용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 가황을 하여 경화하는 천연 고무는 생체 

반응이 크기 때문에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실리콘 고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27  실리콘 고무는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유기계 고무에 비해서 온도 의존성이 낮다. 상온에서의 인열강도는 다른 

유기 고무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나, 저온부터 고온까지 사용 범위가 

넓고 고온에서의 인열강도가 가장 높다. 분자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고화되지 않는다. 28  분자간의 거리가 커서 기체의 

투과성이 크므로 의료용 호흡기, 인공 폐에도 널리 쓰이며, 아주 얇은 

박막으로 사용할 경우 천연 고무에 비해서는 10배, 부틸 고무에 

비해서는 100배 이상의 우수한 투과성을 가진다.29 따라서 콘택트 렌즈 

제조에도 매우 유리하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탄소 결합이 해체되는데, 이 때문에 유기 고무는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자외선이 조사되면 원래의 화학적 성질을 잃고 

노후된다. 이에 반해 실리콘은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통과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도 사용 가능하고 외부 환경 즉 눈, 비, 바람, 

온도차의 장기 노출에 뛰어난 내구성을 지닌다.30  

경도는 힘을 가했을 때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 10]은 다양한 고무 제품들의 경도와 경도 지수를 표시한 

것이다. 경도를 시험하는 측정기는 다양한데, [표 11]은 쇼어Shore 

경도와 그 측정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각종 고무 탄성체의 단단한 

정도를 표시한다. 가령 A는 부드러운 고무, D는 단단한 고무를 측정하는 

인텐더intender의 종류이다. 실리콘 고무는 여러가지 물성과 안전성 

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 재료임에 분명하나, 각각의 탄성체가 가진 

 
27 김영철,「의료용 실리콘 고무」,『고무기술』, 제2권 제2호, 2001, pp.81~82. 
28 http://www.sil-tech.co.kr/info/sub01.htm 
29 김영철,「의료용 실리콘 고무」,『고무기술』, 제2권 제2호, 2001, p.84. 
30 김정필,『조형재료학: 재원미술총서』,	도서출판 재원, 2010,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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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을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최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0] 각종 탄성체의 경도를 측정하는 쇼어 경도 지수 비교 

(출처: https://blog.naver.com/rotho/140195324676) 

 
 

[표 11] 쇼어 경도 인텐더31의 종류와 형태 

 

 
 

2.3.1. 실리콘 고무 제품의 종류와 특징 

 

허물 연작의 제작을 위해 건축용 실란트부터 치과용 실리콘, 

알지네이트, 신에츠 KE-1402 등으로 다양한 소재 실험을 해왔는데, 

인체 안전성과 작업의 편의,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에츠 

 
31 경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바늘로 물체에 찌른 후 튀어 오르는 정도를 경도의 

수치로 나타낸다. 뾰족할 수록 단단한 물체에, 뭉뚝할 수록 말랑한 물체에 사용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rotho/14019532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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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00T를 작업의 주재료로 선택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주재료의 생산자인 신에츠사의 수많은 제품 가운데, 미술 및 

공예 재료로 적합하여 가장 흔히 사용하는 형뜨기용 실리콘 고무 

제품들을 골라 정리하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신에츠 KE-1300T의 특징 

및 사용상의 주의 사항들을 상세히 나열한다. 이를 통해 미술 및 공예 

재료로 적합한 실리콘 고무를 선택하는데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리콘 고무 제품은 기능이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리콘 

제조 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기능과 용도를 가진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실리콘 고무 시장은 2019년 기준 80억 

2,438만 달러이고, 연평균 성장률 7.5% 증가로 2024년에는 115억 

4,23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실리콘 오일 7.1%, 실리콘 레진 

6.5%와 비교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실리콘 고무의 수요가 

많다. 32  대표적인 실리콘 고무 제조사로는 다우 케미칼The Dow 

Chemical Company (미국), 바커 케미칼Wacker Chemie AG (독일), 

신에츠 케미칼Shin-Etsu Chemical (일본), 엘켐Elkem ASA (노르웨이), 

모멘티브Momentive (미국) 등이 있고 이외의 수많은 실리콘 제조 

업체들이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며 제품군을 빽빽히 채우고 

있다. [표 12]는 실리콘 고무 제품을 기능과 용도별로 분류한 것인데, 

사용 목적이나 작업 환경에 맞추어 골라 사용하면 된다.  

 

[표 12] 실리콘 고무 제품 분류 

(출처: https://www.shinetsu.net/ProductIntro/Default.asp?TFU_GUBUN=T) 

 

기능별 용도별 

내열용, 내한용, 내유용, 도전용,  

대전방지용, 난연용, 방열용,  

이형용, 점착용, 접착용,  
실링용, 형뜨기용, 코팅용 

전기·전자용, LED용, 태양 전지용,  

풍력 발전용, 자동차용, 화학 공업용,  

도료용, 화장품용, 고무·플라스틱용,	 	
수지 개질용,	 기계용,	 식품 공업용,	 	

섬유용,	 종이·펄프용,	 	
건축용,	농업용,	 형뜨기용	

 

 
3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실리콘 시장」, 2020, p.7.  

(Marketsandmarket, Silicone Market, 2019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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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신에츠 형뜨기용 실리콘 고무 제품 

(출처: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714251400) 

 

일반적으로 미술 및 공예 재료로 사용되는 실리콘 고무는 

형뜨기용으로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진 실온 경화 2성분이다. 우레탄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왁스, 석고, 저융점 합금, 실리콘 

등으로 된 물체를 복제할 때 형틀로 만들어 쓴다. 피복제물과 복제 

모형의 이형이 용이해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 경화시 

열이 발생하지 않아 원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축률이 작아 원형의 

모양과 크기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심부까지 경화가 

가능하여 두께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 33  [표 13]은 

신에츠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분류한 것이다. 기존에 부여된 

작업 가능 시간과 경화 시간을 경화 촉진제와 경화 지연제를 

사용함으로써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표 14]는 이를 정리한 표이다. 

점도만을 조절할 때에는 희석제RTV-Thinner로 물성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혼합해 사용한다.  

 

 

 

 

 
33 

https://www.shinetsu.net/ProductIntro/Content.asp?FirstCode=50&SecondCod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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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신에츠 형뜨기용 실온 경화 실리콘 고무 분류 

(출처: http://www.dukshin.net/pdf/shinetsu/shinetsu03.pdf) 

 

용도 품명 

경

화 
 

방

식 

경

화 

전 
  

색

채 

점도 

Pa·S 

작업

가능

시간 

23!
(분) 

경화 

시간 

23!
(시

간) 

수

축

률 

% 

경 
화 

제 
 

첨 
가 

량 

% 

비고 

일반용 

 

KE-12 

축

합 

백

색 
10 30 8 0.5 0.5 

- KE-14 

회

백

색 

15 30 24 0.5 5.0 

KE-17 

회

백
색 

13 60 24 0.3 0.5 

합성피혁  
웰더 성형용 

 

KE-24 

축
합 

백

색 
80 180 24 1.0 0.5 

고경도 

KE-26 
백

색 
60 120 24 1.0 0.5 

고강도 복제용  

(축합) 

 

KE-

1402 

축

합 

백

색 
70 80 24 0.5 10.0 

스킨  

몰드

용, 

경화제 
있음 

KE-

1415 

회

백

색 

45 40 24 0.3 5.0 
경도 

20 

KE-

1416 

회

백

색 

35 40 24 0.3 5.0 
경도 

15 

KE-

1417 

회
백

색 

45 90 24 0.3 5.0 

우레탄 

내구성 
향상 

경도 

30~40 



  
36 

고강도 복제용  

(부가) 

 

KE-

1300T 

부

가 

반
투

명 

100 90 24 0.1 10.0 - 

KE-

1310ST 

반

투
명 

80 80 24 0.1 10.0 

우레탄 

내구성 
향상 

KE-
1314-2 

반

투

명 

80 90 24 0.1 10.0 

오일  

블리드 

타입 

KE-

1600 

회
백

색 

170 150 24 0.1 10.0 고경도 

KE-

1603-
A/B 

무

색

투

명 

A80 

/B50 
90 24 0.1 1:1 고투명 

KE-

1606 

무

색

투

명 

50 200 24 0.1 10.0 고투명 

기타 

KE-

1222-

A/B 부

가 

A:
청

색,  

B:

살

구
색 

퍼티
상 

5 - 0.1 1:1 속경화 

KE-

1241 

회

백

색 

30 30 24 0.1 10.0 
곡면  

인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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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신에츠 실리콘 고무 경화 촉진제와 경화 지연제 

(출처: http://www.dukshin.net/pdf/shinetsu/shinetsu03.pdf) 

 

첨가제 특징 제품 

경화  

촉진제 

CAT-RS 

축합 타입 전용 

0.1~0.5% 첨가하여  
경화 촉진 가능 

작업 시간도 비례하여 단축 

KE-12,  

KE-17, 

KE-24,  
KE-1414, 

KE-1415, 

KE-1416 

X-93-405 

부가 타입 전용 

1% 첨가하여 경화 시간  
1/2로 단축 

작업 가능 시간도 1/2로 단축 

부가 타입  
전 제품 

경화  

지연제 

WETTER-NO.5 

축합 타입 전용 

1% 첨가하여 경화 시간을  
약 2배로 연장 

축합 타입  

전 제품 

SEIGYOZAI-

NO.6-10 

부가 타입 전용 
1% 첨가하여 경화 시간을  

약 2.5배로 연장 

부가 타입  

전 제품 

 

 

2.3.2. 신에츠 KE-1300T 

 

신에츠 KE-1300T는 KE-1402와 더불어 형뜨기 및 몰드용으로 

가장 흔히 쓰는 제품이다. 2가지 제품 모두 주제와 경화제가 10:1 

비율이고 사용 직전 배합하여 쓴다. 축합형인 KE-1402는 작업시 경화 

부산물이 발생하여 독특한 냄새가 나고, 백색의 주제와 붉은색 경화제를 

혼합하면 불투명한 핑크색이 되는 반면, KE-1300T는 부가형 제품으로 

작업시 냄새가 없으며 주제는 반투명이고 경화제는 투명이다. 같은 

계열의 제품으로는 주제가 흰색인 KE-1300이 있다. KE-1300T에서 

T는 Transparent를 말하는데, 반투명한 성질은 부가형 실리콘 고유의 

특성으로 몰드 제작시 내용물과 기포, 이물질 등이 비춰 보여 작업 

편의성을 부여한다. KE-1606은 같은 부가형 제품으로 고투명을 

자랑하는 제품인데, 가격은 KE-1300T가 1kg 기준 소비자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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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이고 KE-1606가 1kg 기준 소비자가 약 55,000원이다. 

연구자의 작품처럼 안료를 섞어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투명의 KE-1300T로 충분히 제작 가능하다.  

KE-1300T는 고강도, 고인열, 고신장의 고무 특성을 가진 제품이다. 

경화시의 선수축율이 0.1% 이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화제는 

CAT-1300이다. 점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주형하기 전에 진공 

탈포기로 탈포해야 하고, 축합형과는 달리 열풍이나 가열에 의해 경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34  

 

  
 

   
 

  
 

상: [그림 28] 신에츠 실리콘 KE-1300T 제품 

중: [그림 29] 신에츠 실리콘 KE-1402 제품 

하: [그림 30] 신에츠 실리콘 KE-1606 제품 

(출처: http://www.dukshin.net/pdf/shinetsu/shinetsu03.pdf 

http://www.shinetsu123.com/products.php) 

 

 

 

 

 
34 한국 신에츠 실리콘,「형뜨기용 RTV 실리콘 고무」,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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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신에츠 복제용 실온 경화 실리콘 고무 KE-1300T의 특징 
(출처: http://blog.naver.com/gogo_seo/70092172558) 

 

경화 전 

경화 반응  부가 

외관 반투명 

점도 (Pa·S)  100 

작업 가능 시간  23℃(분) 90 

표준 경화 시간 (시간/℃)  24/23 

경화제 표준 첨가량 CAT-1300 / 10.0% 

경화 저해 있음 

경화 후 

시험편 작성 시간 (시간/℃) 2/60 

외관 반투명 

비중 ℃ 1.10 

경도 듀로미터-A 40 

인장강도 MPa  5.0 

절단 시 신율 %  300 

인열강도 KN/m  17 

선수축율 %  0.1 

사용 온도 범위 ℃ -60~+250 

심부 경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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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가형 실리콘 고무처럼 유황, 인, 질소 화합물, 물, 유기 

금속염 등을 함유한 물질이 KE-1300T의 경화를 저해한다. 유기 고무 

(천연 고무, 클로로프렌 고무, 니트릴 고무, EPDM 등의 합성 고무), 

연질 PVC 수지, 아민 경화제 에폭시 수지, 우레탄 수지의 

이소시아네이트류, 고무 점토, 유점토, 축합형 실온 경화 실리콘 고무 

(KE-42, KE-45, KE-66, KE-12, KE-17,KE-1402 등), 일부 비닐 

테이프 점착제, 접착제, 도료 (폴리에스터계 도료 등), 왁스류, 땜납, 

송진 등과 접촉시 경화 활성화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경화 저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필요시 아크릴계 도료로 표면을 도장 

처리하거나 신에츠 배리어코드 No.6를 도포한 다음 접촉한다. 35  [표 

15]는 KE-1300T의 특징, [표 16]은 작업시 경화 온도에 따른 경화 

시간, 그리고 [표 17]은 경화 저해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신에츠 KE-1300T의 경화 온도와 경화 시간 
(출처: http://blog.naver.com/gogo_seo/70092172558) 

 

경화 온도 (℃) 경화 시간 

25 24시간 이내 

50 2시간 

70 1시간 

100 30분 

150 10분 

 

 

 

 

 

 
35 대왕종합상사 블로그: 신에츠 복제용 RTV 실리콘 고무 KE-1300T 
(출처: http://blog.naver.com/gogo_seo/700921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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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양호한 복제가 되지 않을 경우의 원인과 대책 

(출처: https://blog.naver.com/gogo_seo/70092342859) 

 

트러블 원인 대책 

RTV 고무가 

경화하지  

않는다. 

경화제 첨가량의 과부족 규정량을 첨가한다. 

경화제의 부적당 정규 경화제를 사용한다. 

혼합 불량 충분히 혼합한다. 

부가 타입의 경화 저해 

1)원형과의 접촉 표면만 

2)전면적으로 경화하지 
않는다. 

1)배리어코트 No.6 등으로  

원형 표면을 처리한다. 
2)혼합 주걱, 용기를 전용으로 한다.  

경화 저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한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  

경화하지 않는다. 
실내 온도를 20-30°C로 올린다. 

보존 기간이 너무 길어  

로트가 오래됐다. 

장기 재고를 갖지 않는다.  

(3개월 이내)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보관 상태가 나빠서  

경시 변화했다. 

고온, 고습, 직사일광을 피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복제 회수가  

늘지 않는다. 

고무형의 양생 부족 

완전 경화하고 나서 수지를 주입한다.  

고무형을 가열 경화한다.  

(50°C로 1-4시간) 

주입 수지와  

RTV고무의 부적당 최적 RTV고무로 변경한다. 

수지의 혼합 부족,  

배합비의 부적당  

(이상 발열 등) 

수지 측의 원인을 제거한다. 

고무형의 사용 사이클이 

지나치게 격심하다. 

고무형을 쉬게 하면서 사용하면  

내구성이 향상된다. 

배리어코트제의 부적당 배리어코트제를 검토한다. 

원형에 RTV고무

가 접착했다. 

원형 소재가 유리,  

도기, 석재인 경우  
접착할 가능성이 있다. 

비눗물, 중성세제 수용액,  

배리어코트 No.6으로 표면 처리한다. 

고무형에  

기포가 남는다. 

탈포 불완전 완전히 탈포한다.  
진공 탈포 장치를 사용한다. 

목형 원형으로부터  

기포 발생 
목표 원형에 눈메꿈 처리를 한다. 

원형 표면의 결로 원형을 건조시킨다. 

고무형의 변형 

고무형의 양생 부족 
실온 경화형 고무 경화 후  

양생을 완전히 한다. 

보존 상태의 부적정 원형을 재셋팅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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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00T는 부가형으로 경화시에 알코올이나 옥심같은 부산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실온 작업시 안전하나, 미경화 액체 상태에서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화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는 장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좌: [그림 31] GHS 라벨 

(출처: https://kiha21.or.kr/?mod=document&uid=2297&page_id=2595) 

우: [그림 32] 신에츠 실리콘 KE-1300T의 MSDS 항목 

(출처: 한국 신에츠 실리콘 제공) 

 

[그림 31]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제공하는 GHS 심벌로 해당되는 

항목이 표시된 자료를 작업장에 부착하여 근로자가 화학 물질을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자료이다. GHS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와 함께 UN 지침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대한 국제조화시스템’에 의거한 유해·위험성을 분류한 

기준이다. 36  보통 건축용 실리콘인 실란트는 제품 용기에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표시가 있다. 신에츠 KE-1300T와 경화제 CAT-1300의 제품 용기 

라벨에는 ‘GHS에 따른 유해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더욱 상세한 항목과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데, 이 

 
36 https://kiha21.or.kr/?mod=document&uid=2297&page_id=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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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제조사 공식 사이트나 제품 취급 업체에 요청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 32]는 한국 신에츠 실리콘에 요청하여 얻은 KE-1300T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으로 항목 10번에서 화학적 

안정성과 반응성을 설명하고 있다. KE-1300T는 특별한 유해성이 

없으나, 화재나 불완전 연소시 유해 가스가 발생한다고 쓰여 있다. 

연구자가 한국 신에츠 실리콘에 추가로 문의한 결과, 화재가 아니더라도 

150℃ 이상의 지속적인 열풍이나 가열시 미량의 유해 가스 및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열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방독 마스크와 고글 등 안전 장비 착용을 필수화하고, 실온에서 

자연 경화하거나 150℃ 미만의 온도에서 작업하기를 권장한다. 

마스크를 고를 때에는 유해 물질의 특성, 농도, 호흡률, 작업 환경의 

습도, 온도 등 정확하게 판단하여 호흡 보호구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환기를 습관화하고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 물질을 

[그림 33]과 같은 측정기를 구비하고 측정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좌: [그림 33]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휴대용 측정기 

(출처: http://www.testauction.co.kr/shop/ 

shopdetail.html?branduid=105300&ref=naver_open) 

우: [그림 34] 3M사의 포름알데히드 및 유기 증기용 마스크 정화통 (품번 6005) 

(출처: https://www.3m.co.kr/3M/ko_KR/p/d/v00005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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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리콘 응용 산업 분야 

 

실리콘 산업은 선진국형으로 기술 집약적이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실리콘 산업의 성장률과 성장 추세는 산업 구조의 성숙도와도 

연관이 깊다. 실리콘 폴리머는 1930년대 처음 등장하였고, 이에 관한 

문헌은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해외 및 국내를 

통틀어 연 평균 18편 정도가 발표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 평균 

200편 이상의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한국 순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리콘 

원재료 추출 기술이 부족한 국내에서는 실리콘 폴리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실리콘 고무의 합성 기술, 실리콘 고무의 물리적 특성 연구 

등 응용 기술 위주의 연구가 많다.  

실리콘 폴리머에 관한 특허 출원은 1954년 시작되었으며, 고무 

37%, 오일 10%, 접착제 10%, 화장품 8%, 커플링제 (혼합 재료 

짝짓기제) 3%, 기타 32% 등으로 실리콘 고무가 가장 높은 출원 건수를 

보인다. 문헌 연구 비율과는 다르게 특허 출원인의 수로는 일본이 

미국의 약 3배로, 약 110개가 넘는 업체에서 전세계 55%의 제조 및 

응용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에츠는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미국의 다우 코닝사,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다음을 잇고 있다. 이외에 다우 코닝 토레이 실리콘사처럼 합작 회사도 

많은데, 이는 실리콘 폴리머 연구가 가진 기술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원천 기술과 응용 산업의 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는 원료 물질 

확보가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KCC 실리콘이 모노머 

합성법으로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국가 실리콘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KCC 실리콘은 글로벌 실리콘 제조 기업 모멘티브와 

통합하여 실리콘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다음의 [표 18]은 실리콘 

산업 분야의 종류와 응용 제품의 용도를 정리한 것이다. 실리콘 오일, 

그리스, 고무, 레진 등의 중간체들은 단독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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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합성 폴리머들과도 중합하여 변성 실리콘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실리콘 고무는 전자·전기, 수송기, 화학, 기계, 의약품, 식품, 건축, 

사무기기 등에 빈번하게 쓰인다. 경제 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고급화 

요구와 기업들의 품질 향상 전략에 힘입어 기존의 저렴한 재료를 

실리콘 고무로 대체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활발한 산업 활동에 기인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산 거점이 아시아 각국으로 확대되어 

기술 및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37  

 

[표 18] 실리콘 응용 산업과 용도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103) 
 

 

다음은 실리콘 고무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적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3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의 제3장 기술특허 정보 분석을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산업별 용도 

가전 포팅, 실링, 파킹(제동), 고무 전류캡  

자동차 팬크러치 오일, 엔진 오일, 가스켓 

건축 실링, 발수제 

전자기기 방열 그리스 및 고무, 수지 합봉, 코팅, 포팅 

전선 전선 피복, 접착제 

사무기기 롤 오일, 키보드 고무 

종이·펄프 박리지, 이형제 

절연 재료 시트, 고무 테이프, 바니시 

도료 내열 도료, 내후 도료 바니시, 도료 첨가제 오일 

섬유 발수, 유연제, 오일 소포제 

식품 소포, 이형, 튜브, 벨트, 롤용 고무 

발전기·변압기 트랜스 오일, 염진해(더운 날씨 먼지) 방지용 오일 컴파운드 

합성 수지 이형, 형틀 제작, 개질 개선 오일 

고무 이형, 고무 롤, 광택 오일 

일반 기계 방진유, 댐퍼유, 윤활 그리스, 파킹 고무  

의료 화장품 오일, 치과형 인상재 고무, 각종 의료용 고무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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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치과용 인상재 

 
치과용 인상재impression material는 구강 내의 치아나 잇몸을 

그대로 복사한 틀을 사용하여 금속, 세라믹 등으로 치아 및 치아 

구조물을 복제할 때 사용하는 재료를 말한다. 수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수분이 있는 구강 내 환경에서 젖음성, 점도에 따른 

흐름성, 쉬운 이형성, 구강 내 강도, 경화 속도 조절 가능성, 소독시 

필요한 자외선 안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좋은 인상재라고 할 수 

있다.38 

치과용 인상재에는 탄성이 없는 것과 탄성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탄성 인상재는 콤파운드, 왁스, 석고, 산화이연유지놀 연고가 

있고, 탄성 인상재는 아가agar, 알지네이트alginate, 폴리설파이드 

polysulfide, 축합형 실리콘 고무, 부가형 실리콘 고무, 폴리이써 

polyether가 있다. 실리콘 고무와 비슷한 탄성 인상재 가운데 

알지네이트는 다른 재료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온도에 민감한 아가 

인상재보다 보관이 용이하며 별도의 혼합 도구 없이도 1~3분이면 

경화하기 때문에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인상 채득 직후부터 비가역적 

수축이 일어나고 정확도가 떨어지며 표면 결함이 자주 발생한다.39 합성 

고무인 폴리설파이드는 알지네이트보다는 미세부 재현성은 좋지만 축합 

반응 부산물로 물이 생기고 황화합물 냄새가 난다. 폴리이써는 작업 

시간이 짧고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수축률이 적어 크기 

안정성이 좋은 반면 탄성이 적어 뻣뻣하고 단단하다. 크기 안정성은 

부가형 실리콘, 폴리이써, 폴리설파이드, 아가, 알지네이트, 축합형 

실리콘 순으로 우수하다.40 

 

 
38 강승경, 정경호,「부가중합형 실리콘 고무 인상재」,『고무기술』, 제3권 제2호, 
2002, p.131. 
39 네이버 지식백과 ‘알지네이트’  
40 https://m.blog.naver.com/ 

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mj9602&logNo=2202191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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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치과용 고무 인상재의 특성 비교 
(출처: 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의회,「제9장 인상재」,『치과재료학 7』,  

군자출판사, 2015, p.132) 

 

 
 

       

 

좌: [그림 35]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 (출처: www.kemall.kr) 
우: [그림 36] 알지네이트 인상 채득  

(출처: 안양 사과나무 치과 네이버 블로그, https://url.kr/pjn2bf) 

 

 
 

[그림 37] 카트리지 형태로 개발된 치과용 실리콘 고무 인상재 

(출처: 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8) 

 폴리설파이드 폴리이써 
축합형  

실리콘 

부가형  

실리콘 

혼합 용이성 

혼합 시간(초) 

작업 시간 (분,23~30℃) 

구강 내 경화 시간 (분) 

청결 

냄새와 맛 

강성 

작업 후 크기 안정성 

작업 후 영구 변형 

석고와의 젖음성 

찢김 저항성 

우수 

60 

3~6 

10~20 

어려움 

불쾌 

낮음 

중간 

높음 

나쁨 

우수 

쉬움 

30~45 

2~3 

6~7 

쉬움 

양호 

매우 높음 

우수 

매우 낮음 

좋음 

나쁨 

우수~쉬움 

30~60 

2~4 

6~10 

쉬움 

양호 

중간 높음 

나쁨 

낮음 

매우 나쁨 

우수 

쉬움 

30~45 

2~4 

6~8 

쉬움 

양호 

높음 

우수 

매우 낮음 

매우 나쁨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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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실리콘 건gun에 카트리지를 끼워  

치아에 직접 도포해 사용하는 실리콘 고무 인상재 

(출처: 그린몰 치과 네이버 블로그, https://url.kr/gr2b3a) 

 

치과용으로 개발된 실리콘 고무는 냄새가 없고 깨끗하게 취급할 수 

있으며 혼합하기 쉽다. 축합형은 경화제의 양을 조절하여 경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부가형은 실온을 기준으로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면 

경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축합형은 경화시 부산물로 인해 치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구강 내에서 인상을 채득한 후 짧은 시간 

내에 모형재를 주입해야 한다. 이런 수축 문제를 해결하여 부가형 

실리콘이 개발되었으며, 크기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형재를 

주입하기까지 7일 정도 작업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가형 

실리콘은 인상 채득 후 치아에서 제거할 때 뻣뻣한 성질 때문에 파절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가형 실리콘은 석고와 함께 사용할 때 수소 

가스가 발생하면서 석고 모형에 기포 생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며, 

유기 고무 등에 경화 저해가 있어 작업시 고무 장갑이나 고무 용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41  

이런 부가형 실리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체적 안정성에 기반한 

치수 정확성과 보관 용이성, 인체 안전성, 작업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치과용 재료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41 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의회,「제9장 인상재」,『치과재료학 7』, 군자출판사, 2015, 

pp.117~145를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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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료용 기구 및 신체 보형물 

 

 
 

[그림 39] 반흔, 켈로이드 피부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을 활용한 창상피복재와 구조 

(주)에스아이펠리즈 의료용 실리콘 점착제 (출처:, https://url.kr/zh42kn) 
 

     

[그림 40] 좌: 내시경용 실리콘 구강 개구기, 우: 멸균 실리콘 1회용 도뇨관 

(출처: www.doctormedi.com/) 

 

치과용 인상재와 마찬가지로 의료용으로는 생체 적합성과 생체 

기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생체 적합성이란 생체 조직과 접촉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무자극, 무독성을 기반으로 염증, 

알레르기, 암, 혈전 현상 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료용 

고무로는 주로 실온 경화 부가형 실리콘를 사용하는데, 생체 이식이나 

장기 내에도 삽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경화 부산물이 있는 축합형보다는 

부산물이 전혀 없는 부가형 실리콘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생체 

기능성은 체내에 있는 기존 장기, 혈관 등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목표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므로 생체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화학적 안정성, 기계적 강도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에 맞는 모양으로 설계 및 가공할 수 있어야 하며, 멸균과 소독에 

적합해야 한다. 42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실리콘 고무는 신체 안정성과 

 
42 이석민, 송점식,「재활의료공학용 실리콘 고무 응용」,『고무기술』, 제9권 제2호, 

2008, p.127. 



  
50 

더불어 내약품성, 내열성, 내마모성으로 다양한 튜브나 용기로 제작되며, 

마찰력과 흡착력으로 신체에 밀착되어야 하는 호흡 기구나 흡착 기구로 

사용된다. 신체에 직접 이식 혹은 삽입되는 보형물로도 적합하며 피부와 

비슷한 질감과 탄성으로 미관용 보조 기구 제작에도 알맞다. [표 20]은 

의료용 실리콘 고무의 등급 분류와 그 내용이다.  

실리콘 고무의 우수한 특질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폴리머들과 합성한 의료용 소재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실리콘에 

메타아크릴레이트methacrylate를 중합하여 산소 투과율을 높인 콘택트 

렌즈를 만들거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중합하여 필름 형태의 

변성 실리콘을 만들어 혈액 산소 공급용, 투석용, 근섬유 및 신경 세포 

마이크로 전극막 등에 쓴다.43  

 

[표 20] 의료용 실리콘 고무의 식약청 등급별 분류 및 내용 
(출처: 이석민, 송점식,「재활의료공학용 실리콘 고무 응용」,『고무기술』,  

제9권 제2호, 2008, pp.128~9) 

 
 품목 특성 

1등급 

성형 및 치료 목적 
귀, 코, 유방 등 체외 형상의 

비이식형 재료 

치과용 인상재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재료 

2등급 없음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에 위험하거나 중대한 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의료기기 

3등급 

성형 및 치료 목적 

고체상의 이식형 재료 
요도 삽입 튜브,  

고막용 튜브,  

하드 콘택트렌즈,  

본bone 캡cap 

인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재료나 의료기기 

4등급 

성형 및 치료 목적 

액상, 겔상의 이식형 재료 

인공 고환, 인공 유방 

인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심장, 중추 신경계, 중앙 혈관계 등에 사용하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 

 
 

 
43 Ibid.,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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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수 분장 

 

  

 

좌: [그림 41] 실리콘 머리 모형  

(출처: https://sfxkorea.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216) 
최근에는 바이오 인식 테스트용으로 보안 연구에 사용하기도 한다. 

우: [그림 42] 미관용 3D 프린팅 실리콘 의수 (출처: www.shinsegae.pe.kr/) 

 

특수 분장은 유실된 신체 일부를 제작하여 보강하는 의료용 

보철술prosthetics44과 비슷하게 영상 매체에 필요한 외형을 사실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보철술은 심신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재활에 목적이 있으므로, 45  인체를 

가장 흡사하게 재현하면서도 일상 생활에서 편안한 착용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반해 특수 분장은 사실적인 표현과 더불어 

드라마틱한 시각적 효과와 과장된 입체감을 부여하여 영화 속 인물이나 

특수 캐릭터를 창조한다. 보철술과 특수 분장은 그 목적이 상이하지만, 

소재나 제작 기술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특수 분장에는 전통적으로 

왁스와 염료, 화장품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실리콘, 폼 라텍스, 폼 우레탄, 젤라틴, 폼 젤라틴 등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 인체 안전성과 생화학적 안정성을 보유한 실리콘 

 
44 인공기관, 보철, 의치 등의 보철물을 더하여 정상적인 외형을 만들어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술이자 과학.  
(출처: 황선희, 유진우,「프로스테틱 특수 분장 상처슬랩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제9권 제2호, 2019, p.162.) 
45 이석민, 송점식,「재활의료공학용 실리콘 고무 응용」,『고무기술』, 제9권 제2호, 

2008,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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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는 피부와 비슷한 질감과 탄성을 가졌으며, 투명 혹은 반투명한 

액체에 여러가지 염료를 혼합할 수 있어 사실적 표현을 하는데 

탁월하다. 또한 온도 안정성과 내후성으로 쉽게 녹거나 노후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넓은 부위의 피부 표면에는 부착이 어렵고 

무거우며, 표면 위에 화장을 덧대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46  부피 

표현에는 적합하지만 디테일이 떨어지는 폼 라텍스나 폼 우레탄에 비해 

실리콘은 정확도와 재현성이 뛰어난 재료인 만큼, 피부의 절창과 같은 

미세한 상처, 수술 장면에서의 장기, 노인 피부의 제작, SF 영화 속 특수 

생명체의 피부 표현 등에 적합하다.  

[그림 43]은 특수 분장 전문 업체 SFX Korea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외상 피부 제품으로 드라마, 영화 촬영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외상 

환자의 사실적인 신체 형상을 연출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부착형, 

마스크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인간 피부와 유사한 

부드러운 감촉, 접착 후에도 유동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점, 실리콘 

특유의 마찰력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잘 점착되는 점, 실제 피부톤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색감으로 구성된 점 등이 특징이다.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경도인 07 Shore OO 47 으로 매우 말랑하고, 인간의 피부보다 

내구성이 높은 약 338 psi의 인장강도 48 로 반복적인 사용에도 쉽게 

찢거나 마모되지 않으며 632% 신장률 49로 근육에 따라 움직이는 피부 

표현에 적합하다. 또한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인체적용시험에서 

자극지수50 0.05의 비(무)자극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자가 점착력 0.22로 

 
46 김승현, 이금희, 김기영,「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황인 여성의 안면 상처 분장」, 

『대한미용학회지』, 제9권 제1호, 2013, p.66. 
47 실리콘이나 일반 고무 등의 탄성체의 경도(Hardness)를 특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재료의 표면에 하중을 충격적으로 가했을 때 반발하여 올라간 높이.  

즉, 물체의 변형에 대한 저항력의 크기로 나타낸다.  

쇼어 경도 측정기로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물체의 딱딱함과 말랑함을 분류한다.  
48 네이버 도금기술 용어사전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막대 모양의 시험편을 잡아당겨 가해진 하중과 시험편의 변형된 
모양에서 구할 수 있는 강도.  
49 네이버 건축용어사전 ‘신장률’ 
Tensile Strain, 재료의 인장시험시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53 

피부 밀착력이 높아 별도의 접착제없이 피부와 자연스러운 연결을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다.51  

 

   
 

[그림 43] 실리콘을 활용한 상처 분장 

접착력이 있는 패드 형태를 붙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인공 혈액을 주입하여 더욱 리얼한 외상 연출이 가능하다. 

(출처: https://smartstore.naver.com/sfxkoreamall/products/4857132119) 
 

 

[표 21] 피부자극지수 Skin Irritation Index 

(출처: https://smartstore.naver.com/sfxkoreamall/products/4857132119) 

 

피부자극지수 자극성 평가 

0.00~0.25 비(무)자극성 

0.26~1.00 약한 자극성 

1.01~2.50 중증도 자극성 

2.51~4.00 강한 자극성 

 

민감한 피부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쌍꺼풀용, 속눈썹용, 가발용, 

네일용 등의 접착제는 무자극, 무독성을 필요로 한다. 아크릴계 

접착제는 경화 속도가 빠르고 접착력이 뛰어난 반면 유연성이 부족하고 

독성이 있다. 천연 접착제는 독성이 없지만 합성 소재보다 접착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다. 따라서, 실리콘계 접착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리콘 접착제는 다우 코닝, 신에츠, 에보닉 등 글로벌 실리콘 

회사에서 개발한 의료용 실리콘을 일본의 모리야, 미국의 베이폰과 같은 

 
50 네이버 생명과학대사전 ‘림프구증식검사’의 동의어 ‘자극지수’ 
S.I.: Stimulation Index, 항원, 분열 촉진제 자극으로 야기하는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극을 받은 계로부터의 반응(B)을 자극 없이도 생기는 반응(대조, A)으로 S.I.=B/A로 

나타낸다. 
51 SFX Korea의 자가 점착 외상 피부 제품의 상세정보 및 시험 규격   

(출처: https://smartstore.naver.com/sfxkoreamall/products/4857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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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회사들이 접착용으로 알맞게 개조하여 생산하고 있다.52  

 

3.4. 전자·전기  

 

  
 

좌: [그림 44] 전자·전기용 실리콘 코팅재, 1성분 자외선 경화형 제품 

(출처: www.momentive.com/ko-kr) 

우: [그림 45] 실리콘 고무 포팅  

반도체 디바이스에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습기, 오염 등을 막기 위한 패키징  

(출처: encapsulant.com/two-component-silicone-potting-compound/) 

 

전자·전기 분야는 실리콘 폴리머 수요의 2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실리콘 응용 산업이다.53 전자 기기나 전기 모듈은 점점 소형화, 

경량화, 고성능, 다기능화되고 이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측면이 요구되고 

있다. 실리콘 고분자는 안정적인 실록산 결합을 기반으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기존의 에너지원과 재료인 탄소 고분자를 대체할 물질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전기용 실리콘 제품으로는 접착용, 코팅용, 

패키징용54, 포팅용55, 고정밀 전사용, LED 본드용 등이 있다.56 

전자·전기용 실리콘으로는 내열성, 내한성, 내광성, 전기적 특성, 

난연성, 방열성, 내용제성 57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 내열성과 내한성은  

 
52 김정원, 이정현,「가발접착제의 인체 안전성 평가」,『폴리머』, 제43권 제3호, 2019,  

pp.485~486.	
5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107. 
54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반도체 칩을 탑재시킬 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 
55 네이버 전자용어사전 ‘포팅potting’  
반도체에 다양한 점성 수지를 씌워 패키징하는 수법 중 하나. 
56 신에츠「전기·전자용 RTV 실리콘 고무」,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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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0℃의 넓은 온도 범위 안에서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하고, 

내광성은 LED 사용이 주를 이루는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옵티컬 

디바이스의 광학적 특징을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 트랜스 등 고압전기 

제품에 적용시에는 온도나 습도에 안정적인 내후성을 지녀야하고, 

반도체의 포팅이나 와이어 부분을 밀봉하는 부분에서는 전기적 

저항이나 응력을 완화하는 내구성이 요구된다.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난연성과 방열성을 겸비한 제품이 필요한데, 저점도이면서 열전도율이 

낮은 것은 포팅용으로 적합하고 고점도이면서 열전도율이 높은 것은 

접착이나 부품 고정에 적합하다. 에폭시 포팅, 폴리우레탄 포팅에 

비해서는 접착성이 좀 떨어지나 온도 저항성이 높고, 노화나 변색이 잘 

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다.58  

 
3.5. 건축·토목 

 

   

 

[그림 46] 실내외 건축 및 인테리어용으로 개발된 각종 실리콘 제품 

(출처: 왼쪽부터 https://url.kr/vmtop4, https://url.kr/hnfxgv,  

http://www.tmon.co.kr/deal/6872229934, https://url.kr/apy7gs, https://url.kr/yjm4kf) 

 

실리콘 폴리머 수요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건축·토목 분야는 

종래에는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의 고급화 요구에 맞추어 내장재 및 이에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의 품질 중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59 건축용 실리콘은 실내외 

 
57 네이버 국어사전 ‘내용제성’ 
도막의 성질 가운데 하나로, 용제에 잠겨도 잘 변하지 않는 성질. 
58 https://blog.naver.com/ds-technology/222066706117 
5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p.106. 



  
56 

환경에서 내구성, 내한성, 내열성, 내후성이 중요한 특질로 요구된다. 

단열재에 도포하는 발수 오일, 콘크리트나 몰타르의 수분 방지를 위한 

실란제, 유리, 샷시, 욕조, 화장실, 대형 수조의 줄눈이나 배수, 배관의 

실링을 위한 실란트, 지붕과 벽면의 염해, 부식 방지를 위한 코팅제, 

방수용 가스켓, 옥외 설비 방수, 바닥 침수 방지 등을 위한 실리콘 

시트 60  등 실리콘 오일, 실란트, 고무까지 다양한 용도와 사용 조건에 

따라 필수적이고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종류는 건축용 실란트이다. 실란트란 각종 자재의 조인트나 갈라진 틈에 

수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진되는 물질이며, 접착성 및 탄성을 

가지고 자재를 고정시켜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61  실란트의 종류로는 유성 실란트, 수성 실란트, 바이오 

실란트, 방화용 실리콘, 내열용 실리콘 등이 있다.  

 

3.6. 주방용품 

 

    
 

[그림 47] 다양한 실리콘 고무 주방용품 

실리콘 수세미 장갑, 실리콘 내열 용기, 실리콘 매트, 실리콘 조리 도구 
(출처: 네이버 쇼핑 실리콘 고무 주방용품 검색, https://url.kr/gejw3t) 

 

무미, 무취, 무독성의 특징으로 유아용 젖꼭지, 보온병 마개, 

압력솥과 커피 포트의 패킹 등에 활용하며 세척이 용이하고 자외선 

안정성으로 식기 세척기 내 소독에도 적합하다. 내열성, 내한성을 

바탕으로 냄비 받침, 국자, 찜기, 얼음틀 등 실생활에 다용도로 쓰이고 

 
60 한국 신에츠 홈페이지 건축용 제품 소개 (출처: www.shinetsu.net) 
61 KCC 홈페이지 건축용 실리콘 소개 (출처: https://www.kcc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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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소재 주방용품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가벼우며 충격에 강한 것이 장점이다. 

열에 약한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전자레인지나 오븐에서 180℃ 이상 

가열하여도 안전하고, 스테인리스보다 긁힘에 강하고 별도의 연마제 

제거가 필요없다. 실리콘 주방용품은 컬러풀한 색감으로 장식성을 

겸비하였다.62  

 

 

 

 

 

 

 

 

 

 

 

 

 

 

 
62 백민정,「건강과 디자인을 동시에 챙긴 실리콘 주방용품 인기」,『헬스조선』, 2010. 

(출처: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00114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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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리콘 고무와 현대 장신구 

 

실리콘 고무는 산업 재료로 널리 사용되면서 그 우수한 물성과 

장점이 이미 입증되었다. 산업에서 활용되는 실리콘 고무의 물성과 

장점을 예술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제작 과정의 규모와 

목적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다.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과 

다르게, 개개인의 예술가 및 공예가는 소규모 소품종 혹은 유일무이한 

작품 개발과 제작을 위한 다양한 실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치과용 인상재나 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술 및 공예 재료인 물감, 금속, 나무, 흙처럼 고차원적인 

예술 표현 재료로 인식되지 않는다. 장신구 분야에서도 실리콘 고무는 

세공 주조 몰드 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레진, 아크릴, 폴리머 

클레이 등 다른 폴리머에 비해 작품 제작에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실리콘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 

및 현대 장신구 재료로서 실리콘 고무를 고찰한다. 먼저, 현대 장신구 

제작을 위한 비실리콘 폴리머 재료와 실리콘 재료를 비교한다. 이어 

예술 및 현대 장신구에 활용될 수 있는 실리콘의 조형적 가능성을 

9가지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예술 및 장신구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실리콘 고무를 활용한 예술 작품들이 공유한 

심미 및 개념적 특성을 확인한다. 또한, 실리콘의 재료적 한계와 그 

해결책을 언급하고 타 재료와 상호 보완 가능성도 검토한다.  

여기에 언급되는 작가들의 이름은 공식적인 한글 표기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외래어를 정확한 한국어로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국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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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장신구 재료로서의 실리콘 고무 

 

현대 장신구 재료로서 실리콘 고무는 탄성체의 특징, 인체 피부와의 

유사성, 부드러운 질감, 박막 성형 가공 가능성, 경화 후 형태 유지, 

작업 및 착용시 인체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활용되어 왔다.  

예술 작품 제작은 주제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소재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되거나, 소재 및 작업 과정 그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로 나뉜다. 

회화에서는 물감, 장신구에서는 금속, 나무 등의 전통 재료와는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진 합성 소재는 새로운 제작 기법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사회적 의미를 전복하는데 활용한다. 실리콘을 제외한 합성 및 고중합 

재료로는 레진, 아크릴, 3D 프린팅 플라스틱, 폴리머 클레이, 합성 섬유 

등이 있다.  

[그림 48]은 네덜란드 작가 Ted Noten의 작품으로 주재료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polymethylmethacrylate 즉, 고기능성 

아크릴 MMA 중합체이다.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은 흔히 아크릴이라 줄여 

칭하고 대부분은 판의 형태로 성형하는데, 염색성이 뛰어나고 강도는 

강화 유리의 6~17배, 알루미늄과 비슷한 정도로 강해 대형 수족관에도 

쓴다. 탁월한 고투명성, 내후성, 내충격성을 지녔으며 스크래치에 매우 

강해 유리를 대체하여 건축, 전자기기 액정, 조명 기구, 광학 렌즈 등에 

사용된다. 70℃가 넘으면 형태가 변형되기 시작하고, 95~110℃정도에서 

열 성형이 가능하다. 63  Ted Noten은 이 소재의 특징 가운데 고강도, 

초고투명성을 극대화하여 내부에 박제된 동물이나 럭셔리 아이템 등을 

가둔다. 이를 통해 원래 물체가 가진 생물학적, 사회적 의미를 고정하고 

오브제로서의 의미를 강화한다.  

정령재의 작품 [그림 49]는 3D 프린팅한 폴리아마이드polyamide로 

제작된다. 폴리아마이드는 유기산과 아민의 축합 반응 중합체로 강도와 

 
63 테크박스 블로그 (출처: https://techgoogleblogger.blogspot.com/2014/03/pmma-

poly-methyl-methacryl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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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성이 좋은 소재이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듀퐁DuPont사의 상품명인 

나일론으로 불리며 주로 섬유로 활용된다. 밀도와 마찰 계수가 낮고 

열안정성, 경도, 강도, 내화학성,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64  작가는 

유연성과 강도를 동시에 충족하는 이 재료를 무한히 확장하여 고체로 

프린트함으로써 체인의 형태를 만든다. 3D 프린팅이 가능한 소재의 

특성상 체인의 형태로 무게를 줄이고 찰랑거리는 움직임을 부여한다. 

또한 염색성이 좋아 다양한 색채 적용으로 장식성을 확장시킨다. 

 

  
 

좌: [그림 48] Ted Noten, <J.C. Exaggerated>, 
축광 예수상, 기도하는 사마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해마, PMMA, 수정 결정,  

25×20×20cm, 2018 (출처: www.tednoten.com) 

우: [그림 49] 정령재, <The Motion>, 브로치, 3D 프린팅 폴리아마이드, 정은, 2018  

(출처: www.ryungjae.com)  
 

 
 

좌: [그림 50] 배준민, <An extinct species_6>, 브로치,  

정은, 폴리머 클레이, 플라스틱 필름, 2019 (출처: juunmin.blogspot.com) 

우: [그림 51] 김수연, <계동의 봄, 서울>, 브로치,  

인화지, 에폭시레진, 바니쉬, 정은, 11.5×10×2cm, 2020 

(출처: 서민정,「브로치는 메시지다…'100개의 브로치'가 전하는 100개의 언어」,  

『중앙일보』, 20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2525#home) 

 

 
64 네이버 블로그 Chemistry ‘폴리아마이드’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laalth1328&logNo=2213543 

66734&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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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의 배준민은 폴리머 클레이polymer clay라는 합성 점토를 

장신구 재료로 사용한다. 폴리머 클레이는 PVC, polyvinyl chloride 즉, 

염화비닐 중합체에 액체형 가소제를 섞어 만든 유연한 합성 점토이다.65 

고온에서 구워야 하는 천연 점토와는 다르게 100~130℃의 가정용 

오븐으로도 충분히 경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열경화 전 점토의 

형태를 활용해 배준민 작가는 안쪽이 빈 유기적인 형태를 성형하고 

합성 플라스틱 필름을 붙여 미시적 우주의 규칙성을 표현하였다.  

김수연은 [그림 51]처럼 인쇄지에 직접 사진을 프린트하고 에폭시 

수지epoxy resin로 코팅한 사진을 겹겹히 적층하여 특정 장소의 기억을 

쌓는다. 에폭시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66 과 비스페놀 

bisphenolA의 중합 반응에서 얻어진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중간체에 경화제를 섞어 주로 코팅이나 접착제로 사용한다. 67  경화 

후에는 3차원의 뒤엉킨 사슬 형태 분자 구조를 갖게 되어 비행기 

조립에 쓸 만큼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한 재료가 된다.  

앞의 작품들에 활용된 합성 폴리머들은 실리콘 고무와 유사하거나 

더 우수한 재료적 가능성을 가졌으나, 실리콘의 특유한 물성은 없다. 

따라서, 차별화된 주제 의식이나 시각 표현을 위해 이들 합성 소재와 

다르게 실리콘을 활용할 수 있다.   

실리콘 고무는 복제 생산용 몰드로 사용할 때 우수한 탄성으로 

피복제물을 이형하기 쉬운 점, 뛰어난 흐름성과 0.2%의 매우 작은 

수축률로 정밀 복제가 가능한 점에서 형틀로 매우 적합하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에 활용할 만큼 박막으로 제작 가능하여 아주 얇은 

막이나 피부같은 껍데기로 구현할 수 있고 속이 빈 형태로 제작하면 

딱딱한 껍데기가 아닌 고무 장갑처럼 유연한 형태로 제작된다. 또한, 

다양한 안료와 섞어 사용할 수 있어 자유로운 색채 표현이 가능하다. 

 
65 최상혁,「간편하고 유용하다! 끝판왕 점토재료 폴리머 클레이」,『핸드메이커』, 
2018. (출처: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 
66 네이버 지식백과 독성정보 ‘에피클로로히드린’ 
반응성 매우 강한 화합물질로 구조상 에폭사이드를 지닌 유기 염소계 물질. 
67 네이버 지식백과 첨단산업기술사전 ‘에폭시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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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가 적어 금속처럼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는 일이 없고, 전기 

절연성으로 조명 등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물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후성도 뛰어나 햇빛이나 자외선에 따른 변색이 적고 물성 

변화도 거의 없으며, 소수성 혹은 발수성으로 눈, 비에 젖지 않고 세척 

또한 용이하다. 실리콘 고무는 많은 장점이 있는 고중합 폴리머이지만 

타 재료에 못 미치는 단점도 있다. 마찰력이 강해 신체 밀착력이 좋은 

대신 섬유 먼지나 이물질이 잘 달라 붙어 반사면의 먼지가 눈에 띈다. 

또한 다른 유기 고무나 플라스틱 계열 폴리머에 비해 상온에서의 

인열강도와 인장강도가 다소 떨어져 찢어질 위험이 있다. 

 

2. 실리콘 고무의 조형적 가능성 

 
2.1. 복제  

 

  
 

[그림 52] 실리콘 고무의 복제 능력과 이형성  

미세한 요철까지 복제 가능하며 뛰어난 이형성을 가진다. 

(출처: 한국 신에츠 실리콘 복제용 RTV 고무 브로셔) 

 

복제copy는 ‘풍부하다, 많다’라는 라틴어 ‘copia’에서 유래하여 

원본을 동일하게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데, 예술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모사본을 생산하거나, 무형적으로도 똑같이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 복제와 대량 생산 방식의 발전으로 인해 원본과 복제물 

사이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68  원본의 복제를 

 
68 네이버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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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원본이 가진 ‘아우라aura’ 69가 파괴되고 기술 복제를 통해 예술이 

대중화되는 장점 또한 있는데,70 현대 미술에서는 Marcel Duchamp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속성과 팝아트의 특성을 근거로 이러한 

복제 가능한 대중 매체적 이미지가 완전히 녹아들었다. 이에 복제 

생산에서 원본성이 무의미해지거나 전복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디지털 

아트의 경우 복제가 무한 가능한데, 최근 NFT, Non Fungible Token 

기술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지도록 하는 

디지털 소유권 개념까지 등장하였다.  

실리콘 고무는 원본의 복제 및 대량 생산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소재인데, 유물 복제에도 활용될 만큼 정확하고 완벽한 재생산이 

가능하다. 일품종 다량 생산처럼 동일한 사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조형 활동에 활용되기도 한다. 원본성, 독창성이 강조되는 조형 

활동에서 복제 생산 방식은 이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자신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로 굳건히 해야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복제 생산이 

단지 제작 과정의 일부로 활용되거나 혹은 반대로 복제 생산 그 자체가 

컨셉이 되기도 한다.  

실리콘 고무 복제 생산은 피복사물에 이형제를 바르거나 뿌린 후 

액상의 실리콘 고무를 부어 몰드를 만들고 굳은 후 몰드를 절개하고 

피복사물을 꺼낸 자리에 흔하게는 왁스, 레진 등을 부어 피복사물의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실리콘 고무는 귀금속 장신구 

제작에서도 ‘물고무’라는 통칭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재료이다. 왁스로 

제작한 스톤 세팅 난발, 각인 등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부분까지도 

고스란히 복사되어 금속의 주조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장신구 외에도 

 
69 두산백과 ‘아우라’ 
aura: 독일의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예술 이론.  
시간과 공간에서의 유일한 현존성을 지닌 예술작품의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 일어난 결정적 변화를 ‘아우라의 붕괴’라 하면서,  

복제품이나 대량 생산에서는 경험 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70 네이버 지식백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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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세 복제에 활용된다. 신축성과 반복 생산이 가능한 점은 고무 

몰드를 사용하면 모두 비슷하나 선수축률이 약 1.0%정도인 ‘가다’ 즉, 

일반 유기 고무 몰드에 비해 수축률이 0.2% 미만인 부가형 실리콘 

고무는 사이즈가 민감한 반지 등의 정밀 주조 및 복제 생산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 할 수 있다.  

 

  
 

좌: [그림 53] Kathleen Carricaburu, <Daphne and Apollo>, 은, 2009 

(출처: kathleencarricaburu.com) 

우: [그림 54]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이용한 석고 캐스팅 

(출처: pinterest.co.kr/pin/352054895855464729) 

 

[그림 53] Kathleen Carricaburu의 장신구는 손가락과 월계수 

나무의 형상을 은으로 캐스팅하여 아폴로와 다프네의 신화에 얽힌 

서사를 eco-poetic 장신구라는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신체의 일부를 

복제하여 캐스팅하는 기법은 [그림 54]와 같이 주로 알지네이트와 

석고로 제작되어 왔는데, 알지네이트와 석고는 친수성 소재로 수분이 

증발할 경우, 쉽게 부스러지거나 치수 변화가 있는 점, 일품 이외에 

반복적인 재생산이 불가한 점 그리고 알지네이트의 미세부 재현성이 타 

재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단점이다. 이럴 때 2~3분 정도로 

경화 시간이 빠른 실온 경화 부가형 실리콘 고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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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55] Jil Koehn, <PARI NOX>, 귀걸이, DIOMANT, 정은, 91x26x16mm 

(출처: https://www.jilkoehn.com/the-forest-of-dreams-collection/pari-nox-english) 

우: [그림 56] Jil Koehn, <AMYTHA>, 반지, DIOMANT, 35x22x53mm 

(출처: https://www.jilkoehn.com/the-forest-of-dreams-collection/amytha-english) 
 

독일에서 활동하는 현대 장신구 작가 Jil Koehn은 본인이 개발한 

레진과 흡사한 DIOMANT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기계 

생산을 통한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몰드를 통해서 시리즈를 꾸준히 

생산하기에 용이하고, [그림 55]의 귀걸이처럼 쌍으로 제작하기도 

수월하다. [그림 56]의 반지처럼 형태와 질감을 복제 생산하고 색상과 

투명도로 변주를 주어 다채로운 조형미를 끌어내었다.  

이처럼 실리콘 고무는 상업 장신구나 일품종 다량 생산을 위한 복제 

및 반복 생산에 최적화된 재료이면서도, 작가들의 일품 생산이나 개별적 

차이를 부여하는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형뜨기 방식은 동일한 형태를 

기반으로 색상에 변화를 주거나 제작 후에 질감을 추가 할 수 있으나, 

각각의 개체에 조형적 특성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복 

생산에서 오는 조형적 지루함이나 유일품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예술적 가치 하락은 [그림 57][그림 58] 이광선의 작품에서처럼 

동일한 물체의 형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떠내는 방식으로 환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작가는 실리콘의 색채와 유연성을 금속과 대비하여 

결합함으로써 팔찌라는 개폐성 장신구적 공간에 ‘관계’라는 주제 의식을 

담는다. 71  파운드 오브젝트를 얇은 막으로 떠낸 실리콘 유닛들은 거의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말단의 디테일들이 상이하여 각각 

 
71 artmail.com/db/2011/20110520-Leekwangsu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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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형태에 서로 다른 색채를 

부여하는 방법과는 또 다른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본이 

되는 형상에 서로 다른 디테일로 인한 유일성을 상징하는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획득된다. 또한 복잡한 형태를 정교하면서도 얇게 복제가 

가능한 실리콘 특유의 물성은 피복사물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두께를 보장해야 하는데서 오는 투박함에서 

벗어나 얇고 유연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좌: [그림 57] 이광선, <Ms7>, 팔찌, 정은, 실리콘, ∅110×65mm,ﾠ2010 

(출처: k-artjewelry.com/artist/specializing/-kwangsun-lee/) 

우: [그림 58] 이광선, <Ms3>, 팔찌, 실리콘, 톰백(구리합금), ∅80x58mm, 2009 

(출처: artmail.com/db/2011/20110520-Leekwangsun.htm) 

 

미국 작가 Kristina Estell은 실리콘 고무를 작업 소재로 하여 

일상적인 공간부터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공간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공간과 흔적을 복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59]는 박물관의 

건축적인 구조와 장식을 형뜨기 방식으로 제작하고, 실리콘 고무 몰드를 

뒤집어 보여준다. 피복사물의 양감이 보여주기 어려운 반전의 공간, 

질감, 디테일 등을 제시하여 전형적인 공간에 대한 왜곡되고 변형된 

인식을 제공한다. [그림 60]처럼 작가 작업실의 벽에 실리콘 고무를 

직접 발라내 질감을 복사한 면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그림 61]처럼 

텍사스 갤버스턴 지방의 각기 다른 세 가지 특징적인 건물의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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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여 벗겨낸 껍데기를 나열한다. 수건의 형상으로 걸려 있는 각각의 

작업들은 실리콘 고무가 복제한 벽면의 두드러진 질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실리콘 고무의 흡착력을 이용하여 공간에 있던 오염이나 먼지 

그대로를 포함시켜 실리콘 소재의 단점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을 

작품의 일부로 승화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실리콘 고무의 복사와 복제 

가능성을 공간이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극대한 것이다.  

 

  
 

[그림 59] Kristina Estell, <As you were>, 장소 한정 설치 작업,  

(메사추세스 미술 디자인 대학 D. Paine 갤러리), 실리콘 고무, 하드웨어, 2014  
(출처: https://www.kristinaestell.com/work) 

 

  
 

좌: [그림 60] Kristina Estell, <section & parts, 5 x 5 (blue)>, 설치 작업,  

실리콘, 나무, 60” x 60” x 2”, 2016 

우: [그림 61] Kristina Estell, <untitled (3 x 3 Galveston)>, 설치 작업,  

실리콘, 하드웨어, 36”x10”x4”, 2018 

(출처: https://www.kristinaestell.com/work) 

 

정밀 복제가 가능한 실리콘의 특성을 동일한 형태의 반복 생산이 

아닌 피복사물의 가치 전복을 위한 컨셉의 일환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귀금속에 보석이 세팅된 전통적인 장신구의 형태를 본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실리콘의 인공적인 

물성과 색채로 대체하여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를 제공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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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들이다. Denise Julia Reytan은 장신구의 소재, 의미, 색상, 개인적 

만족감에 관한 가치에 대해 탐구하는 작가로 장신구의 중요한 주제인 

‘preciousness’와 ‘non-preciousness’72
 사이의 인습적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preciousness’의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보석과 난집의 형태를 

[그림 62][그림 63]과 같이 실리콘 고무로 복제한다. 또한 실리콘 

몰드의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 반복 생산 가능한 장신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희소성을 강조한 원래의 사회적 의미를 

탈락시킨다. 여기서 몰드는 다량 생산을 위한 사용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보다 기존 장신구의 가치적 반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소재의 콜라주를 즐기는 그녀의 작업은 ‘소재 

칠하기’라는 회화적인 방식으로, 73  장신구 생산에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된 실리콘 몰드를 현대 장신구의 목적 그 자체로 내세운 사례이다. 

 

  
 

좌: [그림 62] Denise Julia Reytan, <Snapshot 4>, 목걸이, 실리콘, 2007 

우: [그림 63] Denise Julia Reytan, <Snapshot 5>, 목걸이, 실리콘, 체인, 2007  
(출처: www.reytan.de) 

 
72 귀중품과 일상 사물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귀금속, 보석과 같이 높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물과 그렇지 않은 사물의 정의에 대해 현대 장신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로 상징성, 관습 등에 관해 논한다. 
73 www.reyt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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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64] Isabelle Busnel, <Stomacher L207>, 브로치,  

실리콘 고무, 라인스톤 (모조 다이아몬드), 자석, 9.85x5.9x0.6”, 2016  

(출처: www.isabellebusnel.co.uk/gemstones) 

우: [그림 65] Isabelle Busnel, <Victorian Inspiration K36>, 브로치,  

실리콘 고무, 자석, 2016 (출처: www.snagspace.org/isabelle-busnel) 

 

Isabelle Busnel 역시 Denise가 추구하는 맥락과 흡사하게,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모호성을 실리콘 몰드 캐스팅을 통해 표현한다. Salvador 

Dali의 “거짓 기억과 참 기억의 차이점은 보석과 같다. 가장 진짜 같고 

가장 빛나는 것은 항상 가짜이다”라는 말을 본인의 작품에 시각적으로 

투영한다.74 그녀는 [그림 64][그림 65]와 같이 보석과 난집의 형태들을 

실리콘 고무로 떠냄으로써 실제의 재료들과의 유사함을 구현하고자 

한다. Denise Julia Reytan이 전통적인 장신구의 형태를 복제하여 

떠내면서도 실제 장신구와는 사뭇 다른 실리콘 고무 몰드의 시각적 

형태와 물성을 목적 그 자체로 전면에 내세워 기존 사회적, 재화적 

가치를 전복한다면, Isabelle Busnel은 실리콘 소재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장신구가 가지는 형태는 물론 시각적 특성까지 복제하여 진짜와 가짜의 

격차를 좁히고 때로는 흐림으로써 사회적, 재화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74 www.isabellebusne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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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66] Paul McCarthy, <Picabia Idol>, 조각,  

실리콘, 162.6x76.2.58.4cm, 2015~2017 

중: [그림 67] Paul McCarthy, <Picabia Idol Core>, 조각,  

실리콘, 156.8x50.8x69.9cm, 2015~2017 (출처: https://www.kukjegallery.com/ 

db_img/press/pr_Paul_McCarthy__amp_nbsp_Cut_Up_and_Silicone__ 
Female_Idol__WS_dc5790408d.pdf) 

우: [그림 68] Paul McCarthy, <Picabia Idol Core Core>, 조각, 실리콘, 2016~2017 

(출처: https://blog.naver.com/lynea/221100763546) 

 

Paul McCarthy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에 집중하는 작가로, 현대 미술계에 논쟁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 2017년 서울 국제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컷 업, 

그리고 실리콘, 여성 우상, 백설공주》에서 Francis Picabia의75 <여인과 

우상>에서 영감 받은 <피카비아 아이돌> 시리즈를 선보였다. 

패티시적인 아이콘을 원시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자본주의적 욕망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설정하고 이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한 몰드, 그 

몰드를 제작하기 위한 몰드를 전시함으로써 결과가 중시되는 완성된 

예술품 즉 자본주의적 가치를 전복하였다. 조각 제작의 단계에 필요한 

틀, 코어들을 결과물로 함께 전시하여 과정과 결과, 내부와 외부의 가치,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이를 세계와 연결하여 작품과 세계와의 

내·외부까지도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시리즈이다. [그림 66]은 

 
75 네이버 지식백과 ‘프란시스 피카비아’  
프랑스 파리 출생 화가, 시인. 마르셀 뒤샹과 함께 기하학적 형태의 조화와 리듬을 중시

하는 입체주의 분파 ‘섹시옹 도르’를 결성하고 다다이즘에 동참하였지만 후에  

초현실주의 운동에 가담하여 3차원적인 공간을 투명한 상들을 겹쳐 붙여 표현하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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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피카비아 아이돌의 원형 상태이고, [그림 67]은 

피카비아 아이돌의 원형 제작을 위해 사용된 절개선이 있는 코어, [그림 

68]은 그 코어를 제작하기 위한 또 다른 코어이다. 이 일련의 시리즈는 

뼈대로 갈수록 앙상하고 희미한 형태이지만 점점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하며 핵심과 본질에 다가가고자 한다. 완성품과 그 주형을 위한 

뼈대 혹은 껍데기를 병치하므로써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완성품과 몰드 모두 실리콘 고무로 제작되어 재료적 가치의 위계를 

무너뜨리는데 활용되었다. 

실리콘은 석고와 더불어 주형 제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이나,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소재인 석고와 다르게 현대적 

가치와 기술 그리고 대중성을 대변한다. 자본주의, 대량 생산, 기술 

복제를 대표하거나 전통적 가치를 전복하는 소재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2.2. 복사 

 

실리콘 고무는 원본 즉 피복사물의 형태 복제를 위해 몰드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인간 피부와 매우 유사한 시각적, 촉각적 질감으로 

신체와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복사하는 예술 표현의 소재로도 빈번히 

사용된다. 신체와의 연결 및 관계가 핵심인 장신구에서 인간 신체의 

형태나 질감을 복사하는 작업은 실리콘이 아닌 재료로도 흔히 

이루어지는데, Gerd Rothmann은 손가락의 관절과 지문의 형태를 주조 

작업으로[그림 69], Peter Machata는 [그림 70]과 같이 지문과 흡사한 

물결이 있는 특별한 신소재인 Corian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신체의 

일부를 복사한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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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69] Gerd Rothmann, <Four Finger bracelet>, 팔찌, 금, 1995 

(출처: http://www.artnet.com/artists/gerd-rothmann/ 

four-finger-bracelet-7vePwm96rYO_YfgwOG998w2) 

우: [그림 70] Peter Machata,< Digitus Annularis>, 브로치, Corian
76

, 은, 진주, 2020 

(출처: www.klimt02.net/jewellers/peter-machata) 

 

앞의 작품들은 신체의 형태와 질감을 실제 피부와 다른 소재들로 

대체하여 새로운 의미와 시각적 신선함을 부여했다면, 실리콘 소재를 

활용해 제작할 때에는 피부와 거의 동일하게 제작 가능한 점이 오히려 

괴이하고 비현실적인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좌: [그림 71] Jaz Harold, <Consummation>, 조각,  

실리콘, 스티로폼, 나일론 끈, 금속 와셔 부품, 18x18x18”, 2019 

(출처: http://www.jazharold.com/#/consummation/) 

우: [그림 72] Jaz Harold, <I wanna hold your hand>, 조각,  

실리콘, 실, 7x20x3.5”, 2013 

(출처: http://www.jazharold.com/#/i-wanna-hold-your-hand/) 

 
76 프랑스 듀퐁사에서 개발해 런칭한 신소재 브랜드. 물결부터 매끈한 표면까지 다양한 

질감과 반투명과 색상 조절, CNC 가공 및 열경화가 가능한 소재이다.  

(출처: cor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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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Jaz Harold의 작품은 정화, 카타르시스, 

증식과 같은 주제들을 어린 아이같은 순진 무구함으로 구체화한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인형, 핑크색, 폼폼같은 유아적인 상징을 

활용하여 혀를 내밀고 있는 입술과 입, 여성의 나체 토르소, 손가락을 

꿰매 만든 것 같은 손 등으로 표현된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형상들은 

센슈얼하고도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실리콘으로 제작한 

신체는 의지義肢나 의족같은 신체 보철술 또는 분장술의 제작 기법과 

동일하지만, [그림 71]처럼 무수히 나열하거나 [그림 72]처럼 꿰매어 

의도적인 괴이함을 연출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디자인 스튜디오 KNOL의 <SKINNED> 

시리즈는 도시에 버려진 건물을 본뜨고 인간 피부의 뉘앙스를 복사한다. 

먹을 먹여 원형을 그대로 종이에 떠내는 동양의 전통 기법인 탁본 77 

또는 서양의 프로타쥬frottage78기법과 유사하게 탄성체인 라텍스 고무 

소재로 건물을 몰드 캐스팅한다. 아주 단단하고 고정된 공간인 건물 

표면이 복사된 얇은 막은 [그림 73][그림 74]처럼 본래 장소의 구조를 

보여줄 뿐 아니라 건물 벽의 먼지 마저 잡아내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 인간 피부와 유사한 질감과 색상 뿐 아니라 피부 

이식에 가까운 방법으로 한 장소를 복사해 낸 흔적 위에 다른 장소의 

흔적을 이식하기도 한다. 스튜디오 KNOL의 작품은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방식을 취하고 있다. 79  작품의 소재인 라텍스는 고무 

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고분자 액체 물질로 천연 소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침대 매트리스, 베개, 고무 장갑, 콘돔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붓으로 라텍스를 벽이나 바닥 등에 발라 자연 

건조하거나 열풍기로 말리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77 네이버 지식백과 ‘탁본’ 
금속이나 기타 물체에 조각된 문자나 문양 등을 종이에 모인함.  
78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타주’ 
frottage, 프랑스어 문지르다frotter에서 기원한 초현실주의 회화의 한 기법.  

재료의 표면을 문질러 복사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79 http://studioknol.com/ski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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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73] Studio KNOL (Jorien Kemerick), <SKINNED>,  

암스테르담의 빈 건물에 몰드 캐스팅, 라텍스, 2013 

우: [그림 74] Studio KNOL (Jorien Kemerick), <SKINNED>,   

베이징 길거리에서 몰드 캐스팅, 라텍스, 2013 (출처: http://studioknol.com/skinned/) 

 

  
 

[그림 75] Bart Hess, <Grotto>, Dutch Design Week 기간에 설치, 라텍스, 2016 

(출처: https://www.barthess.com/grotto) 

 

본능적이고 촉각적인 작업으로 알려진 작가 Bart Hess는 인간 

신체가 가장 예민하면서도 상호 작용이 가능한 장소라 여기고 몸에서 

출발한다. 그의 작품은 놀랍도록 그로테스크하고 소름끼치는 감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를 통해 아름다움과 혐오, 공포 사이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균형을 찾아 간다.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 끝없이 

탐구해 온 아름다움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이를 라텍스로 만든 피부 가죽을 늘어뜨려 연출한다. [그림 75]는 동굴 

속의 종유석과 석순의 불규칙적인 형태를 유연한 고무 소재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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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작은 동굴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관객은 이 행위를 

통하여 마치 괴생물체의 양막과 같은 형상에 들어가는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80  이는 시각적 촉감을 넘어선 촉각적 

체험이다.  

앞의 두 작가의 작품을 실리콘 고무로 제작한다면, <SKINNED> 

에서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더욱 정확한 전사가 가능하다. 다만 합성 

고무인 실리콘 고무가 라텍스에 비하여 원가가 높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작업해야 하는 작품의 특성상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버려진 건물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식하거나 마모되는 점을 의도한다면, 실리콘 고무의 

큰 장점인 내후성과 내열성, 자외선 안정성 등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노후를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고무는 유기 고무인 라텍스에 

비하여 탄성이 작기 때문에 덜 늘어지고 당겼다가 다시 돌아가는 

회복력이 떨어지나, 이 작품의 경우 아주 얇은 막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여도 시각적, 촉각적으로 대동소이할 

것이다. 반면 Bart Hess의 작품은 혈관의 형태로 특수 제작한 패턴 

위에 핑크색 피부 색상의 액체 라텍스를 부어 굳혀 말린다. 이 막을 

두배 크기의 프레임에 걸어 늘리고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려 피부 주름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 피막들은 <SKINNED>의 경우와 달리 원래 

형태로의 회복력이 중요하기에 탄성이 좋은 라텍스의 사용이 유리하다.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다면 액체나 고체형으로 늘리는 과정없이 최종 

형태로 바로 제작할 수는 있지만, 불규칙하고 자연스러운 형태 제작은 

라텍스보다 불리하다. 라텍스와 실리콘 고무는 서로 다른 물성으로 작업 

과정에서 선택 가능하나 탄성체이자 피부와 유사한 질감을 가졌다는 

공통의 특징으로 피부 복사라는 조형적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  

 

 
80 https://www.barthess.com/gr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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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76] Jes Fan, <Disposed to Add>, 조각, 실리콘, 안료, 2019 

우: [그림 77] Jes Fan, <Systems II (디테일)>, 조각, 실리콘, 유리, 에폭시, 멜라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의 일종), 목재, 132x64x51cm, 2019 

(출처: https://sculpturemagazine.art/states-of-flux-a-conversation-with-jes-fan/) 

 

홍콩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현대 미술 작가 Jes Fan은 타자, 

혈연, 퀴어, 이방인 등의 자아 성찰적 주제 의식을 시각화하는데 실리콘 

고무 소재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이다. 그의 아버지는 

장난감을 위한 몰드 제작자로 일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실리콘은 그에게 

매우 친숙한 소재이다. [그림 76]처럼 스크류가 달린 로프 형태에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부여하여 성별, 인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실리콘은 인간의 피부과 거의 흡사하여 에로틱하고 기묘한 느낌을 주는 

재료이고, 유동성이 있어 그가 표현하는 다중적이면서도 상호 변화하는 

주제에 적합하다. 그의 작품에는 보존의 문제 또한 핵심적인데 [그림 

77]처럼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멜라닌과 같은 의미를 강하게 담은 

물질을 실리콘에 섞어 넣는다. 그는 무생물의 대상을 인간을 닮은 

실리콘 소재로 성형하여 자아 개념에 철학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실리콘이라는 산업 재료에 비가시적인 호르몬 등을 박제하여 가치를 

전복하는 ‘ready-made’의 뉘앙스로 미술사적 맥락에 접근하고 있다. 81 

경화 저해 물질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물체를 함께 이식하여 고체로 

고정시킬 수 있는 액상 실리콘의 특성을 매우 영리하게 활용하게 있다.  

 
81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8-artists-silicone-create-strange-

radical-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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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78] Hannah Levy, <Past Skin>, MoMA PS1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중,  

실리콘, 라텍스, 지퍼, 2018 

(출처: https://www.artsy.net/article/ 
artsy-editorial-8-artists-silicone-create-strange-radical-artworks)  

우: [그림 79] Hannah Levy, <Untitled (디테일)>, 조각,  

실리콘, 강철에 니켈 도금, 213x213x213cm, 2020 

(출처: http://www.hannahslevy.com/project/work/HL2020-003_10.jpg) 

 

뉴욕에서 활동하는 미국 현대미술 작가 Hannah Levy 또한 실리콘 

고무의 피부 재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작품의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실리콘에는 대리석의 중량감, 나무의 온화함, 유리의 섬세함과 

연약함 등은 부족하지만 ‘육체를 소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소재로, 

보는 이로 하여금 피부의 질감을 느끼도록 강하게 유도한다. 불쾌하지 

않은 끈적임, 완전히 투명하면서도 미끌거리는 성질, 기묘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촉각적 질감, 자국과 흔적을 남기지만 완전히 흡수시키지 

않는 특이한 표면 등을 지닌 실리콘은 신축성을 지닌 진지하거나 

고루하지 않은 소재라고 작가는 설명한다. 82  [그림 78]처럼 일상복을 

피부로 대체하여 작품으로 제작하거나, [그림 79]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의 형태를 복제하고 피부 질감을 복사한다. 수건 걸이, 

빨래 걸이, 태닝 체어, 다리미 선반, 머리핀, 크로와상, 아스파라거스, 

사다리, 튜브, 도마 등 매일 접하는 익숙한 사물을 의인화하여 불쾌함과 

매력, 불안감, 괴이함 등을 동시에 유발한다.  

 
 

82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8-artists-silicone-create-strange-

radical-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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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80] Ivana Basic,  

<In my scarred fevered skin, you see the end. In your healthy flesh I see the same>, 

조각, 실리콘, 2015  

(출처: http://gillmeierrech.com/index.php/ivana-basic-antoine-renard/) 

우: [그림 81] Ivana Basic, <Fantasy vanishes in flesh>, 조각,  

깃털, 압력, 솜,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왼쪽부터) 74x50x30cm, 90x60x30cm, 43x50x50cm, 2015 

(출처: https://www.artsy.net/artwork/ivana-basic-fantasy-vanishes-in-flesh)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Ivana Basic은 

실리콘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빈 도화지같은 소재로 인식하고 인간의 

몸을 복사하는데 쓴다. 일상 사물의 형태에 극사실적인 피부 표현을 

복사하고,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절을 하는 것 같은 형상으로 작품을 

의인화한다. 그녀가 어렸을 때 겪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잔혹한 

참상에서 느낀 삶과 죽음, 황망함과 아름다움, 섬뜩함과 평화로움 등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의 심상과 개념들을 작품에 녹여낸다. [그림 80]은 

언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죽음과 삶은 한 끗 차이이며 

이를 구분하는 것은 허무하고 의미없는 일임을 암시하는 작품이다. 

그녀의 작품에는 뼈가 드러나거나 축 처진 육신, 부풀어 비어 있는 머리, 

작두 형태의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살점 등 다소 그로테스크한 작품이 

많다. 또한 [그림 81]처럼 ‘압력’ 등의 비가시적 무형의 요소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압박이나 중력도 작품의 

일부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83 

 

 
83 https://www.ivanaba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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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82] Sihui Zhang, <Peeling>, 브로치, Ecoflex 실리콘, 황동, 2017 

(출처: https://artjewelryforum.org/graduate-portfolios/ 

state-university-of-new-york-at-new-paltz/sihui-zhang-0_) 

우: [그림 83] Sihui Zhang, <Untitled 1>, 목걸이, 실리콘, 적동, 2017 

(출처: Sihui Zhang,「Peeling」, MFA Thesis in Metal, SUNY New Paltz, p.10) 

 

Sihui Zhang의 장신구들은 의수 제작이나 특수 분장에 사용하는 

Ecoflex 실리콘 제품 가운데 피부색을 골라 제작하였다. 표면의 질감과 

모양을 복사하는 실리콘의 성질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체를 복사한 피부 

껍데기를 만들어 낸다.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지만 주목하지 않는 파이프, 

수전 등 금속으로 만들어진 산업 소재들을 실리콘으로 떠내고 다시 

금속 파트와 연결하여 완성한다. [그림 83]의 목걸이들은 복제해 낸 

파이프와 금속 파이프 형태를 병치하였다. 인간의 피부와 산업 소재들은 

서로 기능이 뒤바뀌거나 전이된 결과물을 만든다. 

Ursula Guttmann은 인간의 피부를 복사한 실리콘 고무를 장신구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이다. 그녀는 장신구를 피부의 

연장선으로 설정한다. [그림 84]처럼 피부를 복사한 실리콘 고무 

조각들을 자르고 인모와 비슷한 실로 다시 꿰매어 기이한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그림 85]처럼 혹 덩어리들이 증식하는 듯한 브로치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장신구 착용시 시각적 형태와 더불어 촉각적 

경험으로 효과는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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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84] Ursula Guttmann, <Body extensions II>,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레드 골드, 체인, 2005 (출처: http://www.ursulaguttmann.com) 

우: [그림 85] Ursula Guttmann, <Bi-Bi>, 브로치, 실리콘, 철, 2006 

(출처: http://sperkstret.blogspot.com/2010/09/ursula-guttmann.html) 

 

  
 

좌: [그림 86] Doreen Garner, <Rack of Those Ravaged and Unconsenting>, 조각,  

실리콘, 충진제, 글래스 비즈, 유리 섬유 충진제, 정육용 스테인레스 후크,  

스테인레스 핀, 진주, 8x8x8’, 2017 

우: [그림 87] Doreen Garner, <Untitled: Pearl Necklace>, 조각, 실리콘, 진주, 2016 

 (출처: http://www.doreengarner.com/present) 

 

Doreen Garner는 실리콘 고무의 복사 능력을 더욱 드라마틱하고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해 내었다. 정육점에 걸린 고깃덩어리들처럼 설치된 

[그림 86]의 작품은 고기를 정육하는 듯한 수술실 퍼포먼스가 더해져 

그 기이함은 극에 달한다. 살코기와 껍데기는 실리콘 고무로, 힘줄이나 

핏물은 비즈로, 부패한 내장 따위는 유리 섬유로 만들었다. 가짜 피부에 

꽂혀 있는 수많은 핀들은 실리콘 고무가 실제 피부와 흡사한 탄성을 

지니기 때문에 침술처럼 쉽게 고정 가능하다. [그림 87]은 목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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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그대로 도려낸 듯한 실리콘 피부 조각을 진주로 장식하여 

아름다우면서 기이한 느낌을 동시에 불러 일으킨다.  

 

2.3. 박막 

 
실리콘 고무는 특이한 질감과 유연성으로 생물학적 주제를 가진 

작품의 소재로 자주 채택되곤 한다. 박막 가공을 통해 상피처럼 얇고 

말랑하게 제작할 수 있고, 유기적인 이미지와 촉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므로 피부, 세포, 미생물 등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박막 

가공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실리콘 가공 방법으로 

전자·전기적 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실생활 사물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실리콘은 아주 얇게 가공할 수 있는 소재들 가운데 

탄성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내구성을 지녀 조형 작품에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림 88] 초박형 실리콘 키보드 커버  

Lention사 제품 (출처: https://www.joybuy-us.com/products/600297090) 

 

박막과 생물학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소재로 실리콘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림 89][그림 90]의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은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재료인데, 녹말과 젤라틴으로 

만들고 실리콘과 거의 유사한 질감을 갖는다. 자연적인 폴리머로부터 

만들며 생분해적 요소 덕에 유기적이고 생물학적인 주제와 빈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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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다.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소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지속성이나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일회용품을 제작하기에 

적합하다. 녹말로 만들어진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두껍게 제작하면 건조 과정에서 오는 수축으로 쉽게 찢어지거나 

갈라지게 된다.  

 

  
 

좌: [그림 89] Materiability Research Group이 제작한 바이오플라스틱,  

젤라틴, 글리세린, 식용 색소, 2012 (출처: http://materiability.com/tutorials/) 

우: [그림 90] Tiara Ribeaux가 제작한 바이오플라스틱, 녹말, 글리세린,  

식초, 안료 (출처: http://bioplastic-cookbook.schloss-post.com/starch.html) 

 

  
 

[그림 91] Adaptive System Lab, <Soft Motion and Liquids>,  

실리콘, 공기, 자철석, 인Phosphorou 분말,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glycol,  

실리콘 오일, 글리세린Glycerin, 페로풀로이드Ferrofluid,  

탄소분, 전기점성유체Electrorheological Fluids (ERF), 2012  
(출처: http://materiability.com/soft-robots-diy/) 

 

실리콘은 상용화된 소재 가운데 박막 제작 가능성과 더불어 

유연성으로 주목 받는데, [그림 91]은 이 두가지 특징을 살려 미래적 

디자인을 제시했던 사례이다. 2012년 11월 비엔나 응용미술대학에서 

열린 소프트 로봇 공학 워크샵에서 제작된 <Soft Motion and Liquids>는 

별도의 공기 유입 없이 자가 호흡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이다. 이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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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내구성, 발광성, 유동성 등이 요구되었으며 이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는 실리콘 소재가 활용되었다. 부풀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여 

가변적인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업이다.  

 

 
 

[그림 92] Katharina Vones, <Sea Urchin>, 손목 장식, 실리콘, 와이어, 2014 

(출처: https://amidolling.wordpress.com/2014/01/05/ 

katharina-vones-jewellery-artist/) 

 

현대 장신구 작가들 역시 이런 확장, 증식, 발포 이미지를 

자연물에서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그림 92]는 독일 태생으로 에딘버러 

대학에서 장신구를 전공한 Katharina Vones가 실리콘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실리콘 소재는 유기적인 형태 성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가벼운 표현이 가능하다. 바다 성게의 모양을 얇고 투명하게 

제작하고 난집의 형태를 응용하여 고정하였다.  

현대 장신구 작가 권슬기는 유리알과 같은 고투명 실리콘으로 박막 

성형의 장점을 극대화하였다. 생성, 성장, 소멸이라는 생명의 순환이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며, 역동성과 잠재력이야말로 그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림 93][그림 94]와 같이 번식과 성장을 

반복하는 세포의 원초적 세계를 실리콘이라는 인공적인 소재의 

물성으로 표현하는데, 실리콘의 유동성과 특유의 질감은 생명력을 

표현하고 감각을 자극하기에 적합한 소재라고 작가는 설명한다.84 거품, 

 
84 https://www.kwonseulgi.com/korea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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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 주머니, 열매, 포자 등과 같이 부풀어 증식하거나 무언가를 

담아내는 빈 공간의 형태들이 주를 이룬다. 아이소핑크로 몰드의 형태를 

성형하고 고투명 실리콘을 얇게 발라 굳힌 다음 배를 갈라 다시 꿰매는 

방법으로 속이 빈 형태를 제작하는데, 무언가를 품고 양생하는 꽃이나 

양막같은 형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한다.  

 

  
 

좌: [그림 93] 권슬기, <어제의 비밀>, 목걸이,  

실리콘, 안료, 실, 플라스틱, 천, 125x185x60mm, 총 길이 680mm, 2015  

(출처: https://www.kwonseulgi.com/work-2015-2.html) 

우: [그림 94] 권슬기, <자정의 해>, 브로치,  

실리콘, 안료, 실, 플라스틱, 180x110x80mm, 2017  

(출처: https://www.kwonseulgi.com/work-2017-2.html) 
 

  
 

좌: [그림 95] Ursula Guttmann, <Escapade_White>, 목걸이, 실리콘, 2012 

우: [그림 96] Ursula Guttmann, <[X]: tension_2>, 바디 피스,  

Symbiosis셔츠, 나일론, 실리콘, 2009  

(출처: http://www.ursulaguttmann.com/?page_id=7) 

 

유리를 닮아 아주 투명하고 매끈한 실리콘으로 세포의 생명력을 

표현한 권슬기 작가와는 대조적으로, Ursula Guttmann은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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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와 텁텁한 질감의 실리콘으로 이를 표현한다. 권슬기가 세포의 

현미경 이미지를 식물에 대입하여 표현하였다면 Ursula Guttmann은 

[그림 95][그림 96]과 같이 내부의 세포를 신체 외부로 끄집어 낸 

생경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작가이자 패션 큐레이터인 그녀는 신체-

의복-장신구의 관계를 조형 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로 삼는다. 

장기나 모공, 체모, 각질, 수포 등 신체 일부를 연상시키는 질감을 포자 

형태로 연결한다. 얇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작품들은 장신구로서 

착용감을 높인다.  

 

2.4. 발포 

 

     
 

좌: [그림 97] Malene Kastalije, <The Swollen Part>, 목걸이,  

실리콘, 니오븀 자석, 혼합 재료, 2016~18 

우: [그림 98] Malene Kastalije, <No one knew, when it would happen>, 반지,  

실리콘, 혼합 재료, 2015 (출처: malenekastalje.blogspot.com) 

 

Malene Kastalje는 본인이 경험하는 주위의 환경을 매혹적인 

기이함으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85  그녀는 불쾌하고 불편한 감각과 

매력적인 감각 사이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재료로 실리콘 고무를 

선택하였다. [그림 97]은 세포나 박테리아가 증식한 듯한 이미지를 

실리콘 고무 덩어리로 만들고 안과 밖의 질감을 달리한 것이다. 실리콘 

 
85 malenekastalje.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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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가 표현해낼 수 있는 매끄러운 질감부터 발포 이미지까지 한 

작품에 담아낸다. [그림 98]은 박막의 주머니 형태에 발포 이미지를 

더하여 풍선껌이 팽창한 듯한 모습이다. 액상의 실리콘 고무를 실온에서 

경화하지 않고 고온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경화하면 끓는 것처럼 

기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기포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만들면 

특별한 질감과 양감을 얻을 수 있다. 열을 고루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작은 기포가 자잘하게 생기게 되지만, 한 곳을 집중적으로 급속 고온 

가열하면 크고 불규칙한 기포가 생긴다. 크게 팽창된 부분은 풍선껌처럼 

너무 얇아지거나 터질 수 있다. Malene Kastalje의 장신구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투명하고 얇은 거즈를 사용하여 팽창된 기포 형태를 

고정하였다. 

 

    
 

좌: [그림 99] Ela Bauer, <Untitled>, 목걸이, 실리콘 고무, 안료, 적동망, 실, 2005 

우: [그림 100] Ela Bauer, <Untitled>, 목걸이, 실리콘 고무, 안료, 실, 2005 

(출처: http://fidunphy.com/ela-auer-contemporary-jewellery-design/) 

 

Ela Bauer는 인체의 내부 및 외부 형태에 기인한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에서 발포 이미지는 경화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효과가 아닌 하나하나의 포자 형태를 의도적으로 연결하여 

만드는 것이다. [그림 99][그림 100]처럼 물감이나 촛농을 떨구듯 

액상의 실리콘 고무를 떨어 뜨리면서 연결한 시각적 효과가 두드러진다. 

그녀는 실리콘 고무의 외곽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유동적인 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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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다. 86  이런 작업 방식은 세포의 

증식이나 세균의 번식과 닮아 있어 생명력이 느껴지며, 피부와 흡사한 

실리콘의 질감 덕에 더욱 배가된다. 착용자는 신체 내부의 혈액이나 

세포가 밖으로 나와 피부가 연장되는 것 같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실리콘 고무의 점성과 접착성 덕분에 별도의 접착제 없이 

단위체의 연결이 가능하다.  

 

2.5. 사출 성형 

 

사출 성형injection molding은 [그림 101]과 같이 성형하고자 하는 

형태로 제작한 금형에 반죽 형태나 액상의 가소성 소재를 넣어 굳혀 

틀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87  정교한 형태를 

제작하는데 이점이 있어 실리콘 사출로 키패드, 우유병 젖꼭지, 

전자·전기, 자동차, 식품 용기 등을 제작한다.  

 

    
 

좌: [그림 101] 실리콘 사출 성형 금형과 제품 

(출처: https://www.sitech-corp.com/blog/silicone-molding-methods/) 

우: [그림 102] 실리콘 사출 성형으로 제작한 각종 생활용품 

(출처: http://www.raonglobal.kr/bbs/board.php?bo_table=p_silicon&wr_id=4) 

 

사출 성형은 작고도 세밀한 형태의 고품질 결과물을 얻는 좋은 

방법이나,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조형 작업에는 값비싼 

금형과 압력 장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기계적 도움없이 

 
86 http://fidunphy.com/ela-auer-contemporary-jewellery-design/ 
87 두산백과 ‘사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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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으로 금형에 액상의 실리콘을 주입하기에는 실리콘의 점도가 

다소 높아 주입이 까다롭고 모서리까지 완벽히 흘려 넣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개씩 수공 생산하는 것보다 금형 제작을 통한 

반복 생산이 효율적이거나 이미 금형을 가진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에는 

좋은 제작 방식이 될 수 있다.  

쥬얼리 브랜드 Tentacle의 <Jelly Funk> 시리즈는 이런 사출 성형 

방식을 활용한 장신구로, 말랑한 고체형 실리콘 고무를 금형에 넣어 

반복 생산한다. [그림 103]은 뾰족뾰족한 형태와 대비되는 말랑한 질감, 

계속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유희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레이저 컷팅한 뱅글 형태의 금속틀에 실리콘을 난집처럼 물려 

마무리하였다. 사출 성형 방식으로 다량 생산을 하여 상품화가 가능하고, 

금형에 여러 가지 색상의 고체 실리콘을 넣어 색상을 혼합하기도 

용이하다.  

         

  
 

[그림 103] 쥬얼리 브랜드 Tentacle, <Jelly Funk>, 뱅글,  

실리콘 고무, 황동에 은 도금, 2016 (출처: www.Instagram.com/tentacle_._._jewelry) 

 

  
 

좌: [그림 104] Demi Chao, <Collection 1>, 브로치, 실리콘, 2011 

우: [그림 105] Demi Chao, <Collection 2>. 브로치, 실리콘, 2011 

(출처: https://demichao.wixsite.com/studio/collections) 

 



  
89 

장신구 작가 Demi Chao 역시 실리콘 고무 돌기로 덮힌 장신구를 

선보인다. 꽃가루 세포와 산호의 현미경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시리즈에서 작가는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 다양한 실리콘 조각들을 

연결한다. [그림 104][그림 105]는 동일한 형상의 돌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패턴을 얻어내면서도 판 형태의 실리콘을 유연하게 접어 

입체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 작품이다. 

 

2.6. 압출 성형 

 

  
 

좌: [그림 106] 압출 성형으로 제작되는 실리콘 튜브 

(출처: https://www.sterne-silicone-rubber.com/know-how--extrusion.htm) 
우: [그림 107] 실리콘 압출 성형으로 제작한 호스 튜브, 패킹, 가스켓 제품들 

(출처: http://hksrubber.com/gnuboard4/bbs/ 

board.php?bo_table=p38&sca=실리콘%20압출성형) 

 

압출 성형exturding molding은 액상이나 고체상의 가소성 소재들을 

열로 유연하게 만들어 틀에 밀어 넣고 그대로 두거나 냉각시켜 

고체화하여 형태를 고정하는 것이다. 88  압출 성형은 [그림 106][그림 

107]처럼 압력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파이프나 튜브처럼 지속적인 

형상을 뽑아낼 때 유리하다. 압출과 사출 모두 금형이나 설비가 

필요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므로, 주로 유일품 제작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에 기본을 두는 조형 활동에 빈번히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Tzuri Gueta는 이 압출 성형 방식을 자신만의 예술 세계로 

끌어 올린 대표적인 작가이다. 실리콘 고무 압출 레이스 직물 특허를 

 
88 두산백과 ‘압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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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Tzuri Gueta는 심해와 식물 같은 자연으로부터의 영감을 

받은 작품을 전개한다.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명명되는 그는 자신이 

개발한 직물과 실리콘의 결합을 통해 의상부터 장신구, 오브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예술 세계를 확장하였다. [그림 108][그림 

109]처럼 실리콘 고무와 직물과의 접착성을 이용하고, 직물의 다양한 

망상 밀도를 바탕으로 돌기의 크기를 조절한다. 일반적인 압출 성형은 

일정한 양의 소재를 주입하여 균일한 열과 압력으로 지속적이고도 

일관적인 품질의 제품을 양산하지만, 작가는 이 압력과 소재의 주입 양, 

온도 등을 조절하여 조직이 있는 비스코스 소재 사이로 삐져나오는 

실리콘의 양과 형태를 조절한다. 이런 독특한 제작 방식에 힘입어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좌: [그림 108] Tzuri Gueta, <Flotendo bracelet>, 팔찌, 실리콘, 비스코스 

우: [그림 109] Tzuri Gueta, <Rosée Choker>, 목걸이, 실리콘, 비스코스 

(출처: https://tzurigueta.com/) 

 

 
 

[그림 110] Ciara Bowles, <Cell Collection>, 브로치, 알루미늄, 실리콘, 2013 

(출처: https://thejewelleryloop.tumblr.com/post/28403125496/ciara-bowles-

edinburgh-college-of-art-2012-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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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이나 타공 사이로 가소성 소재가 빠져나오는 미감을 추구한 

작가로 영국 장신구 작가 Ciara Bowles도 있다. 그녀는 [그림 110]과 

같이 구멍이 있는 금속 구조에 실리콘 고무를 밀어 넣어 압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작가는 불규칙하게 압출된 실리콘 돌기들로 차갑고 

폐쇄적인 금속성을 보완하고 유희적 요소를 더하였다. 

 

 2.7. 투명과 반투명  

 

투명성은 물체, 공간, 빛이 직접 비추어 보이도록 투명한 소재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망상이나 비치는 소재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투명한 소재는 금속, 목재 등 불투명한 

소재와는 다른 입체적 표현이나 중첩 표현이 가능하여 건축, 조소, 패션, 

제품 등에서도 기능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투명성 개념은 큐비즘에서 유래하여 공간을 분석, 해체,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89  현대적 디자인 요소로 인식된다. 현대 건축, 

미술, 공예에서는 평면과 평면, 평면과 입체, 입체와 입체를 다양하게 

결합하고 배치하여 고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면서도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이미지 구현을 위해 투명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11] 고투명 광학 실리콘 액상 고무 

Optical Luiquid Silicone Rubber로 제작한 조명 

(출처: https://www.lsr-molding.com/Optical-Liquid-Silicone-pd46792055.html) 

 
89 송은진,「알렉산더 맥퀸의 투명성 패션 디자인에 대한 미적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8,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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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장신구 분야에서도 다양한 합성 소재를 활용하여 투명성을 

표현하고 있다. 실리콘은 레진이나 플라스틱처럼 고투명성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이면서도 유연한 표현이 가능한 소재이다. [그림 

111]의 광학 실리콘 액상 고무는 유리나 아크릴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투명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가소성도 뛰어나다. 또한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도 변색이나 변형이 거의 없다. 변색이 없는 점은 

작업의 투명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좌: [그림 112] 권슬기, <봄비 1>, 브로치,  

실리콘, 염료, 실, 종이, 플라스틱, 18x17x6.5cm, 2014 

우: [그림 113] 권슬기, <그냥 이대로>, 브로치,  

실리콘, 안료, 실, 종이, 25×16.5×10cm, 2019 

(출처: https://www.kwonseulgi.com/work.html) 

 

권슬기는 이런 실리콘 고무의 고투명성을 극대화시킨다. 실리콘은 

경화제와 주제를 섞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기 쉬운데,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포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탈포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도 권슬기처럼 아주 

얇은 박막으로 여러번 발라 작업하면 기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권슬기의 작업은 실리콘 속에 실을 심어, 완전한 투명성으로 무한히 

확장되기 쉬운 공간감을 적절히 제한하고 중첩 효과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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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114] Iris Van Herpen, <Seijaku Collection: Look 10>, 드레스, 

실리콘, 크리스털, 2018 SS 컬렉션 

우: [그림 115] Iris Van Herpen, <Seijaku Collection: Look 11>, 드레스, 

실리콘, 크리스털, 2018 SS 컬렉션 

(출처: https://www.irisvanherpen.com/collections/seijaku/runway) 
 

Iris Van Herpen은 <정적Seijaku> 컬렉션을 통해 아침 이슬에 젖은 

듯한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그림 114]는 투명한 실리콘에 크리스털을 

뿌려 고정한 의복이다. 실리콘은 마찰계수가 높은 소재로 의상을 입고 

벗는데 쉽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내부에 비치는 시어나 시스루 소재의 

패브릭을 같이 넣어 피부에 직접 닿는 부위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그림 115]는 크리스털 유리 버블을 투명 실리콘으로 접착, 코팅하여 

유리의 반짝거림과 고투명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림 116][그림 117]은 미국의 장신구, 조각, 설치 미술 작가인 

Yevgeniya Kaganovich의 작품이다. 작가는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대상을 다루기를 즐기는데, 진주가 가진 상징성과 뒷장식같은 장신구적 

장치를 실리콘이라는 합성 소재와 결합한 작품을 제작한다. 현대 장신구 

작가들은 진주를 전통적인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소재로 다이아몬드, 금과 더불어 빈번히 이용한다. 그녀 역시 진주 

목걸이의 일반적인 형태를 반투명한 실리콘에 매립하여 진주의 가치를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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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116] Yevgeniya Kaganovich, <Pearl Necklace X>, 목걸이,  

감자 진주, 실리콘 고무, 14K 금, 실, 8.5x9.5x0.5”, 2006 

우: [그림 117] Yevgeniya Kaganovich, <Pearl Necklace XII>, 목걸이,  

감자 진주, 실리콘 고무, 14K 금, 실 9x9x0.5”, 2006 

(출처: http://yevgeniyakaganovich.com/2010/09/pearl-necklace-series/) 

 

현대 장신구는 신체와 장신구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실리콘의 투명성과 피부와의 유사성을 동시에 

활용하여 피부의 연장선으로 장신구를 설정한 작품들도 존재한다. [그림 

118] Stephanie Voegele의 장신구도 사회적 지위, 허영, 순수함, 

아름다움 등을 대표하는 진주의 상징성과 피부 표현을 혼합한다. 피부에 

밀착된 장신구는 마치 피부 안으로 진주가 이식된 듯, 아름다움과 

불쾌함,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부여한다. 이때 

실리콘 소재는 특유의 마찰력과 유연성으로 피부에 완전히 밀착되면서 

투명한 성질로 신체를 그대로 비춰보이게 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을 

돕는다.   

 

  
 

[그림 118] Stephanie Voegele, <Skin Adornment>, 신체 장신구, 실리콘 고무 

(출처: http://www.stephanievoegele.com/skinz#/skinador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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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Sofia Eriksson, <Beyond the skin 2>, 설치 작업,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실, 2018 

(출처: http://www.sofiaerikssonstudio.com/beyond-the-skin) 

 

Sofia Erkisson은 반투명한 실리콘을 활용하여 신체와 연계된 

작업을 한다. 작가는 [그림 119]에서 얇은 반투명 실리콘을 인간의 

피부로 상정하고 신체 변형이나 장식의 일종인 피어싱 행위를 해나간다. 

차갑고 뾰족한 스테인리스 선들이 얇고 비치는 피부색 실리콘의 

내·외부를 관통하면서 중첩된 이미지를 더하고 보는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게 만든다. 

 

  
 

좌: [그림 120] 한주희, <Two Blunted Cones>, 브로치, 달걀 껍데기, 실리콘, 2020 

우: [그림 121] 한주희, <Three Half Discs>, 브로치, 달걀 껍데기, 실리콘, 2020 

(출처: https://www.jooheehan.com/oval) 

 

한주희의 장신구는 실리콘에 달걀 껍데기를 자개처럼 쪼개 붙여 

제작한 것이다. 작품의 시각적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실리콘의 투명성을 

활용한 예이다. 실리콘을 달걀 껍데기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이자 완성 

후에 말랑한 질감과 유연한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재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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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그림 121]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불투명한 표면은 딱딱한 

질감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박막의 실리콘을 사용해 매우 가볍고 

유연하다. 그녀의 작업에서 투명한 실리콘은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작품의 핵심적인 특질을 결정한다.  

 

2.8. 색채 활용 

 

실리콘은 자유로운 색채 표현 또한 가능한 합성 소재이다. 색채 

표현이 자유로운 대표적인 합성 소재로는 레진, 아크릴, 3D 플라스틱 

필라멘트 등이 있는데, 플라스틱 계열은 성형 전에 애초에 안료를 섞어 

제조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성형 후에 염료에 담궈 염색할 수 있다. 혹은, 

표면에 도장을 하여 도색과 동시에 코팅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실리콘 

고무는 친수성이 없어 염색이 어렵고 표면을 도장하게 되면 탄성을 

잃고 유연성이 상실된다. 이런 이유로 실리콘을 사용할 때에는 안료를 

섞어 색채를 얻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실리콘 안료로는 실리콘 전용 

안료 뿐만 아니라, 경화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물감이나 아크릴, 

메니큐어 제조시에 섞어 사용하는 유기, 무기 안료를 모두 쓸 수 있다. 

원하는 색을 정확히 얻기 위해서는 고투명, 반투명, 불투명, 유색 실리콘 

가운데 고투명이나 반투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안료 첨가 용량에 

따라 원하는 거의 모든 색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실리콘의 

다양한 색채 활용 가능성은 조형 작가들에게 폭넓은 심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캐나다 출신 작가 Amy Brener의 실리콘 조각 작품은 실리콘의 

복제 가능성으로 형태를 결정하고 실리콘의 투명성에 색채를 더한다. 

그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진부한 물체들을 몰드 제작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나열하고 융합하여 공상 과학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의복 이미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 이 결과물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신성한 물건과 평범하게 사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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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물건들 사이의 위계를 평준화한다. 90  이런 평준화 작업에는 

작가가 선택한 현대적인 색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122]~[그림 124]처럼 물건이 비칠 정도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맥락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도록 색채를 골라 적용한다. 

 

   
 

좌: [그림 122] Amy Brener, <Flexi-Shield (bumper)>, 설치 작업,  

실리콘, 파운드 오브젝트, 2018 (https://amybrener.com) 
중: [그림 123] Amy Brener, <Flexi-Shield (Earth girl 2)>, 설치 작업,  

실리콘, 파운드 오브젝트, 76x20in, 2019  

(출처: https://www.ceyssonbenetiere.com/en/artists/amy-brener/) 

우: [그림 124] Amy Brener, <Flexi-Shield (brown)> 디테일 컷, 설치 작업,  

실리콘, 파운드 오브젝트, 2016 (출처: https://amybrener.com) 

 

  
 

좌: [그림 125] Ying Gao, <Purple Skin>, 의상, 실리콘, 유리, 2020 

(출처: http://yinggao.ca/collections/purple-skin/) 

우: [그림 126] Ying Gao, <Third Skin>, 부츠, 실리콘, 2020 

(출처: http://yinggao.ca/collections/third-skin/) 

 

 
90 https://amybre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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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g Gao는 실리콘 고무로 피부를 연장한 의복을 짓는다. [그림 

125][그림 126]의 착장은 반투명과 불투명 사이 자연스러운 농도를 

가진다. 액상의 실리콘은 고투명부터 완전한 불투명까지의 농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채 그라데이션 효과에도 

적합하다. 색채는 물론 피부와 흡사한 실리콘 고무의 질감은 피부의 

연장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폴란드 태생 작가 Ela 

Bauer는 오랫동안 실리콘으로 장신구를 제작해오고 있다. 그녀는 제2의 

피부 같은 실리콘 재료를 사용해 인간의 내부와 외부 장기에 영감을 

받은 작업을 해왔으며, 실리콘의 다채로운 촉감, 가소성, 유연성, 색채 

사용 가능성을 꾸준히 넓혀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실리콘 색채 층이 

겹쳐지고 연결되면서 소재와 색채 만으로도 생기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신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127]의 서로 다른 색들은 

차례대로 쌓은 것으로 색의 경계가 혼합되지 않도록 한 색상씩 

경화시키면서 작업한 것이다. [그림 128]은 여러 가지 색채를 섞어 

경화한 목걸이 형태에 단일 색채 장식들을 더했다.  

 

  
 

좌: [그림 127] Ela Bauer, <Untitled>, 목걸이, 실리콘, 안료, 내경 반지름 20cm, 2019 

(출처: https://galerienoelguyomarch.com/en/portfolio-item/ela-bauer/) 

우: [그림 128] Ela Bauer, <Untitled>, 목걸이, 실리콘, 안료, 2019 

(출처: https://www.galeriareverso.com/eng/category/artists/ela-b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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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 Lev Kehsin은 [그림 129][그림 

130]처럼 여러 가지 색이 혼재되고 점층되는 이미지를 주로 만든다. 

2005년부터 실리콘을 재료로 작업하였으며, 물감처럼 꾸덕한 

실리콘으로 색채 층을 켜켜이 쌓고 밀어 작업한다. 물감에서 얻을 수 

있는 선명한 색채 표현을 동일하게 얻으면서도 실리콘 특유의 점도를 

그대로 살렸다. 뼈대인 나무 패널 위에 두터운 색채층을 쌓고, 이 층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얇은 색채층을 쌓는 순서로 작업한다. 유연한 

실리콘 특성상 두꺼운 층도 파절되거나 부스러질 염려가 없다. 그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물감이라는 회화적 재료를 독특한 점성, 투명성, 

색채 표현의 가능성을 가진 실리콘이라는 신소재로 대체하였다.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은 질료와 작업 과정을 중시하는 공예와도 

닿아있다.   

 

    
 

좌: [그림 129] Lev Khesin, <Didis>, 나무에 실리콘, 안료, 165x125 cm, 2011 

우: [그림 130] Lev Khesin, <Zwickli>, 2018, 캔버스에 실리콘, 안료  

(출처: https://www.levkhesin.com/) 

 

이처럼 실리콘은 모든 안료의 색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색이 좋다. 안료와 잘 섞일 뿐만 아니라 안료와 실리콘의 비율을 

조절하면 고투명한 색부터 불투명한 색까지 표현할 수 있다.  

안료pigment란, 물, 기름, 일반 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단일한 색 

입자로, 무기 안료inorganic pigment와 유기 안료organic pigment가 

존재하며, 무기 안료는 철, 카드뮴, 납과 같은 광물로 만들어 금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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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이다. 천연에서 얻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변색이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유기 안료는 

화학적으로 정제된 석유에서 추출한 탄소 화합물 또는 식물이나 동물로 

만든 불용성 안료를 말한다. 무기 안료에서 얻기 힘든 아름다운 색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은폐력이 약하고 퇴색되기 

쉽다. 91  이 외에도 무기 안료의 일종으로 도료의 성질을 개선하면서 

증량제로 쓰이는 무색 투명한 체질 안료extender pigment, 온도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시온 안료heat sensitive pigment, 녹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비누92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진 방청 안료rust-preventive pigment 

등이 있다. 93  안료의 형태는 보통 가루와 액체가 있는데 액체 안료가 

뭉침이 덜하고 쉽게 섞이나, 가루 안료보다 낭비가 심하다. 또한 과량 

첨가시 액상 실리콘의 농도에 영향을 주거나 물성 저하 및 경화 불량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자는 이런 이유로 [그림 132]와 같이 가루 

안료를 사용하고 있다. 가루 안료는 혼합시 가루 날림이나 뭉침이 

있으나 적은 양으로도 진한 발색이 가능하고 질량이 가벼워 다양한 

안료를 적재하여 보관하기에 유리하다.  

 

  
 

좌:: [그림 131] 시판되고 있는 액체형 실리콘 조색제 

(출처: http://youngnam3042.com/goods/goods_list.php?cateCd=022) 

우: [그림 132] 연구자가 실리콘과 섞어 사용하는 가루 안료 

(출처: http://minishop.gmarket.co.kr/petitart) 

 

 

 
91 데이비드 콜즈, 김재경 역,『예술가들이 사랑한 컬러의 역사』, (주)영진닷컴, 2020, 

p.XV. 
92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용어 사전 ‘금속비누’ 
고급 지망산의 염 중, 알칼리 금속 이외의 금속염을 총괄하여 부르는 말.  
93 김정필,『조형재료학: 재원미술총서』,	도서출판 재원, 2010,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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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는 안료를 모두 자연에서 채취하였다. 전통적인 안료 채취 

방법은 무기질인 천연 광물을 분쇄해서 가루를 얻고 이 분말을 

반복적으로 침전시켜 점점 곱게 만들어 얻는 것이다. 최초의 색은 

황토색 즉 오커ochre로 250,000년전 벽화에서 발견된 불순물이 섞인 

산화철 형태의 갈철석이다. 이것을 가열하여 번트burnt라는 이름이 붙은 

노랑색부터 붉은색까지의 색을 얻었다. 흙빛이 도는 색에는 보통 천연 

광물이 들어 있다. 94  이 외에도 흰색은 인산칼슘과 탄산칼슘, 녹색은 

산화망가니즈와 구리탄산염, 청록색은 수화규산구리, 푸른색은 

탄산구리와 산화알루미늄, 붉은색은 카드뮴, 핑크색은 산화주석 등에서 

얻는다.95  

 

 

[그림 133] 지질학자, 박물학자이자 예술가인 Lorena Babcock Moore가  

광물을 활용하여 만든 안료들과 성분표 

(출신: http://www.mineralarts.com/artwork/PaintedEarth.html) 

 
94 데이비드 콜즈, 김재경 역,『예술가들이 사랑한 컬러의 역사』, (주)영진닷컴, 2020, 

p.17. 
95 Ibid., pp.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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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단청, 벽화, 불화 등 전통적인 채색에도 무기질 광물 

안료를 사용했으며, 미세한 입자의 안료를 얻기 위해서 수비법과 

연표법을 사용했다. 수비법은 물속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차를 이용해 선별하는 방법이다. 미세 입자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침전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연표법은 

아교와 물을 섞은 아교수와 안료를 혼합하여 대나무통에 넣고 아교의 

농도를 높여가면서 작업한다. 안료의 침강 속도를 높여 더 고운 가루를 

얻고 이를 다시 물에 끓여 아교를 씻어내면서 최종 안료를 얻는 

방법이다.96  

 

  
 

[그림 134] 좌: 형광 안료, 우: 축광 안료  

(출처: http://smtrading.kr/main.php?m1=28&m2=39) 

 

산업혁명 이후 직물을 염색하기 위한 화학적 합성 안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최초의 유기 합성 안료는 1884년 특허를 받은 

타트라진 옐로우tartrazine yellow이다. 유기 합성 안료는 대부분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 퀴나크리돈quinacridone, 나프톨naphthol, 

디옥사진dioxazine,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페릴렌perylene, 피롤 

pyrrole 등 다환식 화합물 97이다. 98  형광fluorescence 안료는 일반적인 

 
96 강영석, 정혜영,「전통 안료 제법 규명을 위한 연표법 연구」,『보존과학회지』,  

제35권 제6호, 2019, p.665. 
97 네이버 국어사전 ‘다환식 화합물’ 
두 개 이상의 고리를 가진 구조로 된 화합물. 각 고리는 두 개 이상의 원자를 갖는다.  
98 데이비드 콜즈, 김재경 역,『예술가들이 사랑한 컬러의 역사』, (주)영진닷컴, 2020,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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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보다 많은 양의 가시광선과 낮은 파동으로 색을 3~4배 더 반사하여 

강렬한 색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축광stored light 즉, 인광 

phosphorescence 안료는 인을 함유한 안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인광체 분자가 자극되어 발광하는 것을 말한다. 인의 방사능 중독에 

대한 위험성으로 현재는 알루민산스트론튬strontium aluminate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발광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99  

 

   

 

 

 

상: [그림 135] Ultramarine & Pigments Ltd.사의 Ultramarine Blues색  

안료 이미지와 안료의 제품 적용 예시 

하: [그림 136] Ultramarine & Pigments Ltd.사가 제공하는  

Ultramarine Blues (Pigment Blue 29)색의  

일련번호, 제작자, 유해성, 물성 및 화학 성분 등을 담은 물질안전자료용지 

(출처: https://www.ultramarinepigments.net/service/ 

ultramarine-blues-pigment-blue-29/) 

 

 
99 Ibid., p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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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화학적 침전법과 합성법을 통해 

산업이나 공업용으로 안료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Ultramarine& 

Pigments Ltd.사는 페인트, 플라스틱, 잉크, 화장품 등에 사용 가능한 

친환경 무기 안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 기업은 [그림 135][그림 

136]처럼 홈페이지에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안료 이미지, 상용화된 

예시 그리고 안료의 성분 및 안정성을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Ultramarine Blues색으로 50가지 종류의 안료를 

제공하는데, 색채, 강도, 수분량,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성분을 달리하여 

LLDPE, LDPE, HDPE, PVC, PP, EVA, PC, PS 플라스틱, 각종 

엔지니어링 폴리머, 잉크, 코팅, 고무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화 저해가 없는 축합형 실리콘의 경우는 안료 사용에서 제한이 

없지만, 황, 아민 등에 경화 저해가 있는 부가형 실리콘의 경우 성분 

분석표를 참고하여 경화 저해 물질이 포함된 안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작가들이 안료를 구매하는 안료 재료상에는 보통 제조사가 제공하는 큰 

용기의 안료통에서 덜어내 비닐이나 용기에 담아주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성분표를 얻기 힘들어서 안정성이나 경화 저해 요소를 알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는 판매상에서 제공하는 안료통에 기재된 유기, 무기 

종류와 색채를 참고하거나 제조사 용기의 회사명, 색채명 등을 

안료상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색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표 22]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안료의 성질과 성능을 분류한 것인데, 

실리콘에 섞어 사용할 때에 참고할 수 있다. 연구자가 작업하는 방식 

가운데 열풍 가열시 약간의 변색이 일어나는 색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내열성과 관련이 깊다. 실리콘 자체는 내열성, 내후성이 훌륭하나 섞어 

사용하는 안료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내약품성, 내알칼리성, 내열성, 

내후성 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성질이 우연하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대개는 장신구나 

미술 작품 재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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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안료의 성질 및 성능 

(출처: 김정필,『조형재료학: 재원미술총서』,	도서출판 재원, 2010, p.315) 

 

색 안료명 

일

반

도

료 

내

약

품

성 

내

산

성 

내

알

칼

리

성 

내

열

성 

내

후

성 

비고 용도 

백

색 

티탄  

화이트 
○ ○ ○ ○ ○� ○ 

각 성능 모두  

매우 양호 
도료,  

고무의  

착색,  

잉크, 물감,  
합성수지  

날염,  

화장용 분,  

제지,  

리놀륨,  
퍼티  

아연화 ○� - X� ○� ○� ○� 산・알칼리에 용해 

리토혼 ○� - X� X� X� △� 산・알칼리에 용해 

내후성도 적다. 

탄산 

칼슘 
○� X X� ○� ○� ○� 내약품성・내산성  

불량 

황산 

바륨 
○� ○� ○� ○� ○� ○� 내약품성이 양호 

흑

색 

카본  

블랙 
○ ○ ○ ○ ○ ○ 

각 성능 모두 

매우 양호 

도료, 잉크,  

플라스틱  

착색 

적

색 

카드뮴  

레드 
○� ○ ○ ○ △ ○� 고열로 흑색으로  

변한다. 

도료,  

고무의 착색 

크롬  
버밀리온 

○� - X� X� △� ○� 내약품성이 없다. 

스칼렛  

레드 
○� ○� ○� ○� ○� ○� 각 성능 매우 양호 

벤가라 ○� ○� ○� ○� ○� ○� 착색력, 은폐력이 큼 

프리리언트 

카민 
○� ○� ○� ○� △� △� 내후성이 뒤진다. 

황

색 

크롬  

옐로우 
○� - X X ○ ○ 

산에 녹아 퇴색, 

알칼리에 녹아  

적색으로 변한다. 
도료, 잉크,  

물감,  

크레용 한저  

옐로우 
○� ○ ○ ○ ○� ○�

내약품성이 양호 

내후성이 충분치  
않다. 

청

색 

감청 ○ - X X ○ ○ 

내약품성이 없다. 

알칼리에 녹아  

황색화한다. 
도료, 잉크, 
시멘트  

석회벽,  

고무, 세제,  

합성수지 

프러시안 

블루 
○ ○ X ○ ○ ○ 각 성능 모두 양호 

울트라 

마린 
○ - ○ ○ △ △ 

내약품성・내후성  

없다. 

다

색 
벵갈라 ○ ○ ○ ○ ○ ○ 

내산성 이외는  

모두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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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색 

산화 

크롬 
○ ○ ○ ○ ○ ○ 각 성능 모두 양호 

시멘트  

착색제,  
도료,  

유약,  

잉크 

황연+ 
감청 

특수한 예를 제외한 녹・회색의 색채는 
 각각 안료의 혼색에 의해 제조되므로  

그 성능은 구성의  

각 안료 성능에 각각 유사하다. 

한저  

옐로우+ 

프러시안 
블루 

회

색 

티탄  

화이트+ 
카본 블랙 

 

은

색 

알루미늄  

가루 
(은 가루) 

○ △ △ ○ ◎ ○ 
내열성이 매우 양호 

광선 반사율이 좋다. 
도료, 잉크 

 

2.9. 점성과 유동성 

 
실리콘은 점도 지수 100  0.65cs 101  저점도부터 고점도 1,000,000cs 

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점도 조절제로 점도 102를 약하게 

혹은 높게 조절할 수 있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실리콘의 점도가 낮아질수록 분자 사슬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실리콘 오일, 액체상의 고무, 고체상의 고무, 레진 순으로 점도가 점점 

높아진다. 점성은 유동성, 끈적임, 경도와 관련이 깊고 경화 후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치과용 인상재로 쓰이는 부가형 실리콘 고무는 

점도에 따라 치아 형태를 떠내는 정확도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점도에 따른 흐름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점도가 낮으면 물처럼 흐름이 

 
100 네이버 화학용어사전 ‘점도 지수’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가 점도 지수 (Viscosity Index)인데,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을 경우 점도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주로 엔진오일 등 윤활유의 점도를 계산할 때 쓰인다. 
101 Centi Strokes, 동점도, 절대점도Centi Poise를 밀도로 나눈 것. 
102 점도의 종류에는 절대점도 (Absolute Viscosity, Dynamic Viscosity)와 동점도 

(Kinematic Viscosity)가 있다. 절대점도는 중력을 고려하지 않고, 흐르는 유동 상태에서 
그 물질의 운동 방향에 거슬러 저항하는 끈끈한 정도를 절대적 크기로 나타낸 것이고, 

동점도는 중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지를 절대점도를 유체의 밀도 

(Density)로 나누어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이다.  

(출처: https://www.lckorea.co.kr/?Mpage=sub4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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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발림성이 좋다. 피부나 헤어 제품 등에 첨가하여 부드러운 감촉을 

유도하고 얇은 피막을 형성할 때 사용한다. 조형 작업에서는 낮은 

점도의 액상 실리콘 고무를 붓으로 발라 박막으로 제작하거나 

코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화되는 과정에서 점도를 조절하여 

물방울처럼 맺히거나 고드름처럼 길게 맺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레이디 가가 ‘Born this way’ 뮤직 비디오의 슬라임 드레스로 

유명해진 작가 Bart Hess는 소재의 점성과 유동성을 순간 포착하여 

표현하는 일에 능하다. 그는 [그림 137] <Liquified> 시리즈에서 중력에 

의해 흘러 내리는 액상의 실리콘 고무나 슬라임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림 139]는 점성이 있는 액상 실리콘을 뒤집어 쓴 모델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작업은 몸의 움직임에 따른 소재의 유동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왜곡 필터인 포토샵의 Liquify 효과에서 영감을 

받아 신체에 그대로 옮긴 것으로 소재와 신체 활용에 있어 미래적 

디자인을 제시한다. [그림 138]은 부가형 실리콘을 마네킹 위에 부어 

흘리고 열풍기로 즉석 경화해 모양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다. 작가는 이 

과정을 Body Architecture라는 장르라 명명하고 인체를 ‘건축’해 

나간다.103  

 

  

좌: [그림 137] Bart Hess, <Liquified Series> 중 Lady GaGa, “Born this way” 앨범 

커버, 슬라임, 사진 Nick Knight, 2010 (출처: https://www.barthess.com/liquified) 

우: [그림 138] Bart Hess, <Dutch Profiles: Bart Hess> 중 (3:38), Youtube Dutch 

Profiles 채널, 2012년 10월 10일 업로드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AU1wTDhVbI) 

 
103 http://www.barthess.com/liquifi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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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139] 포토샵 Liquify 효과  

(출처: https://pedrovillegasv.tumblr.com/post/95197055851) 

우: [그림 140] Bart Hess, <Liquified Performance Exit Festival>, 퍼포먼스,  

실리콘, 2012년 3월 30일 파리 (출처: www.barthess.nl) 

 

점도가 낮을수록 덩어리로 뭉치지 않고 물처럼 퍼지거나 흐르는 

성질이 강하다. 낮은 점도는 조금 더 작고 세밀한 방울의 맺힘, 길게 

늘어지는 형상, 얇은 막 생성이 가능하게 한다. Vanessa Billy는 묽은 

상태의 실리콘이 중력을 따라 흘러내린 형상을 포착하여 작업하였다. 

스위스 태생으로 영국 첼시 예술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재료의 물성에 깊이 뿌리를 둔 작업을 한다. 일상품이 생성되고 

분해되는 순환의 고리에서 의미를 찾고 물체들의 문화적인 맥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104  예를 들어, 작품에서 플라스틱 용품은 석유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플라스틱이 그 원료인 석유로 치환된 것이다. 

그녀의 최근 전시《삶의 흔적Impressions de Vies》중 <Centipedes>는 

타이어의 형상이 각인된 실리콘 껍데기가 길게 늘어져 지네 몸통의 

형상을 이룬다. 작품의 소재인 실리콘은 타이어의 형상을 그대로 

복제하고 가늘게 흘러내린 지네 다리의 형상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 

실리콘은 액상의 상태에서는 모두 끈끈함을 가지고 있으나 경화제를 

주제에 추가한 직후에는 매우 묽어 주르륵 흘러 내린다. 제품마다 작업 

시간은 상이하지만 상온에서 작업 시간 60분인 제품일 경우, 

 
104 https://www.kunsthallesanktgallen.ch/en/exhibition/Vanessa-Billy-

3b8ec12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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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화제를 추가하고 20~30분 후부터는 경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림 141]처럼 얇고 가는 지네 다리 모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간 안에 작업해야 한다. 그 다음 30~40분 사이에는 점도가 높아져 축 

늘어진 막같은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50~60분 사이에는 일부가 

덩어리지기 때문에 슬라임처럼 꾸덕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성형은 거의 최종 형태에 가까운 비가역적인 성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열하여 경화를 당길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열풍기를 사용하거나 작업 환경의 온도를 높여 점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림 141] Vanessa Billy, <Centipedes>, 설치 작업,  

실리콘 고무, 안료, 플라스틱 튜브, 2020  

(출처: https://www.vanessabilly.com/#/work/1201/centipedes) 

 

 
 

좌: [그림 142] Courtney Starrett, <RubberMADE>, 팔찌, 실리콘 고무, 2009 

우: [그림 143] Courtney Starrett, <Dependable as Sunshine>, 목걸이,  

실리콘 고무, 그로밋 (고무 삽인관), 2012 (출처: courtneystarre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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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 작가이자 교육자인 Courtney Starrett은 미국의 미드 센츄리 

스타일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량 생산 가공품에서 영감받은 작업을 

한다. 1950년대 교외 농가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는 <RubberMADE> 

시리즈는 공산품 몰드에 점도가 낮은 실리콘 고무를 흘러 넣어 

제작한다. 사출 성형 방식과 실리콘의 유동성을 활용하여 조형적으로 

변주한다. [그림 142][그림 143]처럼 점도가 낮은 액상의 실리콘을 

24시간 동안 흘리듯 자연 강화하면 기다란 방울 모양의 말단을 가질 수 

있다.  

 

  
 

좌: [그림 144] 건축용 실란트와 실리콘 총을 직접 짜서 작업하는 Eddy Maniez 

(출처: https://en.meelarts.com/la-technique-eddy-maniez) 

우: [그림 145] Eddy Maniez, <Gorille Noir>, 조각,  

레진, 실리콘, 스와로브스키Swarovski 크리스탈, 98x79x47”, 2020  
(출처: https://www.belairfineart.com/en/artists/all/eddy-maniez/) 

 

점도가 높은 실리콘 제품을 활용하면 덩어리나 두꺼운 막을 

제작하는데 유리하다. 건축용 실란트는 점도가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점도가 낮으면 흐름이 좋아 작업시 미세한 틈에 흘러 

들어가기는 쉬우나 경화될 때까지 고정이 어렵고 이물질이 접착하기도 

쉽다. 점도가 높은 제품은 흐름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고정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먼지나 이물로 인한 오염이나 경화 저해가 적다. 

프랑스 출신 조각가 Eddy Maniez는 [그림 144]와 같이 건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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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트의 접착력과 점도를 활용한다. 점성이 높고 접착력이 좋은 건축용 

1액형 실란트를 사용한다. 레진으로 성형한 조각 위에 실란트를 

생크림이나 머랭과 같은 모양으로 짜낸다. 덩어리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그림 145]처럼 점묘 효과를 내었다. 짜낸 덩어리 

끝부분은 실리콘 특유의 점성으로 뾰족하게 맺혀 고릴라의 체모처럼 

표현되었으며 같은 제작 방식으로 복어, 거북이, 문어 등의 피부나 비늘, 

껍질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3. 예술 표현 재료로서의 한계와 해결책 

 

실리콘 소재는 점×흡착력과 계면 마찰력이 큰 소재로 의료용 인공 

호흡기, 부항기, 식기 뚜껑이나 마개, 흡착 패드 등 이를 활용한 다수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림 146]처럼 먼지를 흡착하는 성질을 

장점으로 활용한 제품들도 많다. 그러나 조형 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이런 특성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한다. 경화 전 먼지 유입 가능성은 

액체형 재료인 레진, PVC, 왁스, 페인트 등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작업 과정에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여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실리콘은 

완전 경화하여 고체화된 후에도 특유의 마찰력으로 표면에 먼지나 

이물이 점착한다. 실리콘의 점착은 유기 고무 분자 사슬의 흡착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재료 간의 분자 확산이나 압력 등의 요인에 의해 

생긴다. 실리콘 장신구의 마찰력은 인체 위에 착용할 때는 피부와의 

고정력을 높여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의류 위에 착용할 때에는 먼지를 

눈에 띄게 흡착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광 처리, 

코팅, 세척 등이 있다.  

물체 표면을 그대로 복사하는 실리콘의 특징을 활용하여, 무광 

처리된 금형이나 물체에 부착하여 경화하면 무광 표면을 얻을 수 있다. 

무광 표면은 유광 표면과 비교하여 흡착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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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도 덜 부각되는 장점이 있다. 무광 안료를 섞어 사용하거나 

무광 제품 실리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팅은 점착력이 없는 성분의 용제를 실리콘 분자 사이에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용제를 침투시켜 이물질이 미끄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탄성이 있는 실리콘 특유의 촉감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그림 146] 실리콘 먼지 제거 롤러, 실리콘 세탁볼  

 

실리콘은 뛰어난 발수성, 내오존성을 바탕으로 세탁과 소독에 매우 

유리한 재료이다. 먼지나 이물은 물과 세제로 세척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베이킹 소다 세척과 중성 세제 세척이 모두 가능하고, 열탕 

소독과 전자레인지 소독 또한 가능하다. 수분에 의한 얼룩이 생길 수 

있어 세척 후에는 물기를 말려 보관한다. 냄새를 흡착하였을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 알코올 등에 4~5시간 담구고 자연광에 건조하여 제거할 

수 있다. 기름이 들러붙어 끈끈할 때에는 베이킹 소다를 물에 혼합하여 

3분간 열탕 소독하여 세척할 수 있다. 

실리콘은 자외선에 약한 탄소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변색이 덜 

하지만, 투명 실리콘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변하는 경우가 

있다.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고온에 

장시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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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 연구 

 

연구자는 실리콘 고무를 주재료로 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위장 연작Camouflage Series>,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허물 연작 

Cast Skin Series>을 전개해 왔다. [작품 1][작품 2]는 <위장 연작>으로 

앞서 언급한 실리콘 고무의 조형적 가능성 가운데 점성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료 고유의 기능을 제거하고 장신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케이블 타이, 나일론 끈, 옷핀 등 일상품을 엮은 후 실리콘으로 덮어 

고정하면서 새로운 양감을 얻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복잡하게 얽힌 

구조에 흘러 들어간 실리콘은 경화 후에 소재를 확실히 고정하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한다. 일상품들은 더이상 기능하지 못하지만, 장신구의 

양감을 구성한다. 연구자는 일상품이 기능적, 조형적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장’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액상 실리콘 고무가 

엿가락처럼 제각기 늘어진 형상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좌: [작품 1] <위장 연작Camouflaged Series>, 브로치,  

케이블 타이, 실리콘, 은박, 옷핀, 10x18x6cm, 2015  

우: [작품 2] <위장 연작Camouflaged Series>, 목걸이,  

비닐 끈, 실리콘, 금박, 금속 체인, 25x45x15cm, 2015 

(《Jewelers’ Lab》전시 전경, KCDF 갤러리) 

케이블 타이, 플라스틱 끈을 실리콘에 담궈 흐르는 모양 그대로 경화한 작품. 

타 재료와의 접합과 실리콘 고무의 유동성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장 연작>은 실리콘에 담군 덩어리를 별도의 개입 없이 실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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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경화해 완성하는 것으로, 실리콘 고유의 반짝거리는 

질감을 간직한 채 완성된다. 이 질감은 산업 재료에 흔히 쓰이는 공업용 

실리콘을 연상시켰으며, 형태적으로는 타 재료와 혼합해 사용하므로 

유연하고 가벼운 실리콘의 특성 또한 극대화하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태 연구로 유발된 <허물 연작>은 빈 껍데기가 가지는 

의미와 개념을 확장하고 주체와 객체의 전치 및 시각과 촉각의 

반전이라는 핵심 요소를 축으로 진행되었다.   

 

1. 복제된 박막  

 

1.1. ‘탈각’ 시리즈: 몸통으로부터의 탈피  

 

경량성이 중요한 장신구에서 크기나 부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재료를 선택하거나 속이 

빈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위장 연작>에서는 자유로운 입체 표현이 

가능했지만, 실리콘 소재의 경량성과 유연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리콘의 매끈한 질감은 먼지 유입에 취약할 뿐 아니라 

예상 가능한 시각적 결과로 신선한 조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첫째로는 가벼운 형태를 개발하고, 둘째로는 소재가 가진 물질 

에너지를 가치있는 주제에 담고자 했다. 

가벼운 형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박막이다. 본래 아무리 

가벼운 소재라 하더라도 적체되거나 속이 꽉 들어차면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박막은 평면과 입체로 모두 제작이 가능하지만, 입체의 

경우는 속이 텅 비어야 한다. 속이 빈 형태는 기능적으로 [그림 

147]처럼 사물을 담기 위한 것이거나 [그림 148]처럼 장신구의 중량 

감소를 위해 활용된다. 나무로 제작할 때에는 속을 조각하여 비워내고, 

금속으로 제작할 때는 연성이 있는 소재를 단조하거나 주조 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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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소재는 유연성이 없고 강도가 있어 

속을 얇게 비우더라도 형태 변형이 거의 없이 고정적이다. 반면, 고무나 

직물 등의 유연한 소재는 속을 비워 얇게 제작하면 극도로 가벼운 

중량과 더불어 회복 탄력성을 가진다. 실리콘은 탄성과 유연성을 고루 

갖춘 소재로 박막으로 제작하면 부드럽고 유연한 껍데기가 된다.  

 

  
 

좌: [그림 147] Anthony Bryant, <Holly>, 기물, 나무, 300x300mm, 2013 

(출처: http://anthonybryant.co.uk/wood/) 
우: [그림 148] Johanna Dahm, <Ashanti>, 반지, 금, 1998~2007 

(출처: https://www.current-obsession.com/ 

museum-volkenkunde-jewellery-made-by-worn-by/) 

 

 
 

[그림 149] 박막으로 제작한 실리콘 껍데기 

 

[그림 149]는 다양한 형태를 실리콘 고무로 박막 성형한 것이다. 

수용성 소재로 조각한 형태 위에 실리콘을 물감처럼 얇게 바르고 속을 

녹여 껍데기를 만든다. 이 속이 빈 유연한 껍데기는 곤충의 허물과 닮아 

있다. 알맹이의 양태를 그대로 간직한 이 껍데기는 대상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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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관심과 미감을 빼앗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허물은 쓰고 버려져 

가치를 상실하고 공허하게 남지만, 생물체의 성장, 증식, 노화, 소멸의 

반복성을 내포하고 여과하는 치열한 삶의 증거다. 일회용품처럼 덧없이 

버려지기에는 그 시간성이 귀하고 중요하다. 퇴화의 단계에 존재하며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 껍데기에 관심을 두고 주체적 

대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허물의 조형성은 단순히 표상을 복제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새롭고 

보다 발전된 존재로 거듭난다. <허물 연작>은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장신구로 제작되어 그 존재의 의미를 강화한다. 장신구는 시각적 경험과 

더불어 촉각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예술 양식이다. 인간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실리콘 고무를 통한 촉각 체험은 비일상적 경험이며, 이는 

망각되었던 허물의 실증적 의미를 환기한다. 얇고 가벼운 존재와 

대비되는 불투명한 외관은 허물의 존재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재인식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다.  

 

   
 

[그림 150] 참매미의 불완전 변태 

애벌레의 껍질에서 몸을 빼내어 허물 벗고 성충이 되는 참매미 

(출처: http://ecotopia.hani.co.kr/172223) 

 

‘탈각’ 시리즈는 도태되어 가는 대상을 껍데기로 포착한다. 탈각이란 

완전히 벗어나는 것, 벗겨 버리는 것을 뜻한다. 동물이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나 곡식 낟알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105 

곤충은 성장의 과정에서 허물을 벗어내지 못하면 죽고 만다. 나비는 

성충이 되기까지 도합 6번이나 허물 벗기를 해야만 하는데, 106  이런 

 
105 옥스포드 어학사전 ‘탈각’ 
106

 김정환,『곤충의 사생활 엿보기』, 당대, 2001,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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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탈피라 한다.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껍데기를 깨고 나와 

더욱 성숙한 형태 및 단계로 진입하며, 이전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복원하기도 한다. 107  허물의 탈각은 너무 이르면 성장과 재생을 충분히 

하기 힘들고, 때를 놓치면 성장은 고사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치열한 시간과 과정은 아름다운 새 생명의 탄생에 모든 이의 시선을 

빼앗기느라,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채 허무하게 

사라진다.  

‘탈각’ 시리즈에서는 남겨진 껍데기에 시선을 돌리고 그 흔적을 

통해 빠져나간 대상을 역으로 유추한다. 이 허물은 진화와 퇴화의 과정 

가운데 특정 지점을 포착하였으며, 분절될 수 있는 변화의 단계를 

지속성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상을 복제한 고정불변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다양한 왜곡과 변형이 가능하여 회복 가능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고양하였다. 허물을 바라보는 하찮고 나약한 시선과 

뻔한 숙명을 걷어내고자 하였으며 영속성을 지닌 다른 개체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1.2. 작품 제작 연구 

 

‘탈각’ 시리즈는 원형의 형태를 복제하고 질감은 복사하는 것으로, 

조각한 플레이콘에 실리콘을 얇게 발라 씌우고 틈이나 구멍으로 

플레이콘을 완전히 녹여내어 속이 빈 형태를 만든다.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폐쇄된 양감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이 사라진 후에도 고스란히 남은 

흔적을 통하여 잠시 형태를 빌려주고 간 원형은 자신의 과거 존재를 

재확인한다.  

연구자가 사용하는 액상의 신에츠 KE-1300T는 고화되기 전까지 

형태를 고정해 줄 원형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아이소핑크108를 활용하여 

 
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30388&cid=42478&categoryId=51400 
108 벽산에서 만드는 XPS (Extruded Polystyrene Insulation Board) 브랜드의 명칭.  

압출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의 일종으로 아이소핑크라는 명칭으로 자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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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경화하면 실리콘을 칼로 가르고 원형을 꺼내 속이 빈 

형태를 얻었다. 아이소핑크는 원하는 형태로 성형하고 다듬기가 

수월하였지만, 실리콘과 표면 입자가 밀착되어 이형시 깔끔한 표면을 

얻기는 어려웠다. 석고 등을 발라 원형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제작 과정이 추가되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림 151] 허물 형태 실험 1 

(왼쪽부터) 아이소핑크 원형, 아이소 핑크에 실리콘 바른 모습,  
아이소핑크와 분리한 실리콘 껍데기 

 

금속은 실리콘과 접착성이 전혀 없는 소재로 깔끔한 이형이 

장점이다. [그림 152]는 단조한 적동 원형 위에 실리콘만을 바르거나 

원형의 뚫린 부분을 신축성있는 소재로 덮고 실리콘을 발라 떼어 낸 

껍데기이다. 금속은 원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까다롭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153]처럼 원하는 형태를 금속선으로 

신속하게 성형하고 그 위에 신축성 소재를 씌워 입체를 얻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금속틀과 나일론의 결합은 원형 제작이 수월하고 

이형성도 좋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업 방식이다.   

  

    
 

[그림 152] 허물 형태 실험 2 

좌, 중: 적동 원형과 실리콘 껍데기, 우: 적동 원형에 실리콘+나일론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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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3] 허물 형태 실험 3 

좌, 중: 금속 파이프 원형과 실리콘+나일론 껍데기, 껍데기의 절개선 

우: 금속선 원형과 실리콘과 나일론 껍데기를 분리한 모습 

 

박막은 쉽게 찢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두께를 보장하기 위해 묽은 

실리콘을 여러번 발라 제작해야 한다. 이때 점도가 낮으면 중력을 따라 

쏠림이나 맺힘 현상이 증가된다. 또한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먼지나 

이물이 유입될 확률도 높아져 시간 단축은 여러모로 작업에 유리하다.   

신에츠 KE-1300T는 가열하여 경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부가형 

실리콘 제품이기 때문에 열풍기로 작업 시간을 당기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열풍 경화는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반면, 원형의 

소재 선정에 제약이 따른다. 금속은 유리하나, 열에 약한 아이소핑크나 

폴리우레탄, 나일론, 플라스틱 등은 녹거나 타서 [그림 155]처럼 형태가 

변형되고 유해 가스가 배출된다.  

 

  

[그림 154] 계양전기 열풍기  

연구자가 작업에 사용하는 열풍기, 온도 범위 50~650℃로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출처: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16839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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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허물 형태 실험 4 

플라스틱 타공망으로 성형한 속이 빈 원형 위에 실리콘+나일론  

 

  
 

[그림 156] 플레이콘 제품과 제작 예시 

(출처: https://m.mall.tsherpa.co.kr/shop/goods_view.php?id=0000195351) 

 

성형이 쉬우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찰흙, 지점토, 콘크리트 등의 

가소성 소재 실험으로 이어졌다. 지점토는 종이 성분인 펄프와 풀을 

포함하기 때문에 열에 약하여 쉽게 변형되거나 갈라진다. 점토는 

아민이나 유황이 소량이라도 함유되어 있다면 부가형 실리콘의 경화를 

저해하여 작업성이 떨어진다. 시멘트는 경화 저해 성분이 없으나 빚어 

만들기가 어려워 별도의 몰드가 필요했으며, 시멘트와 질감이 유사한 

회화 재료 젤스톤 역시 양감이 두드러진 형태 성형보다는 질감 표현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라 판단하였다.  

우연한 기회로 접하게 된 플레이콘Playcorn은 어린이들의 조형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천연 옥수수 성분의 재료이다. 문방구용 

수수깡 109보다는 강도가 덜하고 뻥튀기와 거의 유사한 질감과 중량을 

 
109 수수나 옥수수의 줄기 껍질을 벗겨 만든 봉 모양의 심. 흔히 아이들의 미술이나  

과학 재료로 쓰이는 문방구용 수수깡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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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물로 쉽게 서로 접착하고 형형색색의 식용 색소가 

첨가되어 있어 물에 흠뻑 적셔 물감 놀이용으로도 쓴다. 플레이콘은 

자유로운 형태 성형이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하여 잠재력이 큰 소재였다. 

아이소핑크보다 강도는 덜하지만 즉각적인 접착과 절단이 훨씬 

용이하고 가루 날림이 적다. 특히 자연 소재로 열풍 경화시 유해 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은 <허물 연작>의 주재료로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57] 플레이콘을 사용하여 제작한 최초 샘플,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황동, 2017 

 

  
 

좌: [그림 158] 플레이콘을 물에 씻어 실리콘 껍데기를 얻는 과정 

우: [그림 159] 질감 표현을 위해 표면에 붙여 사용한 플레이콘 

 

[그림 157]은 플레이콘과 실리콘을 결합하여 만든 최초의 샘플이다.  

동그란 형태의 핑크색 플레이콘을 연결하고, 반투명과 핑크색 실리콘을 

덮어 단시간에 경화하였다. 불수용성의 아이소핑크, 점토, 콘크리트, 

나무, 금속은 실리콘 껍데기를 갈라 다시 붙여야 하는데, 수용성 

플레이콘은 최소한의 틈만 남겨두면 완벽히 씻어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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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콘으로 조각한 형태는 실리콘 껍데기의 형태로 고스란히 

이전되었으며, 껍데기 내부에는 유실된 형상의 질감과 색채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이 실험으로 박막의 허물 제작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질감적으로도 실리콘 고유의 매끈함을 탈락시킬 수 있다.  

작품은 모두 비정형의 입체로 구성하였다. 순환의 생명력을 가진 

대상은 유기적 형상으로 무의식적 상상을 유도한다. [작품 3]과 [작품 

4]는 하얗고 나풀거리는 말단에 그을음을 더해 가벼이 부유하는 

이미지를 얻고자 하였다. [작품 3] 왼쪽 브로치의 열린 공간은 내면을 

감싸는 꺼풀을 상징하며 대상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작품 

5]~[작품 10]은 점차 조작된 껍데기로 이행하여 의도를 담은 조합과 

강렬한 색채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대상에 대한 

인식을 깨우고 개별의 존재가 부각되도록 한다. [작품 11]은 검은 

껍데기와 같은 소재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인 낚시용 튜브를 사용하여 

모순적 관계 속 껍데기의 역할을 포획한다. [작품 12]~[작품 15]는 

유사한 형상의 반복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을 적용하였지만, 복제 

생산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개별의 껍데기에 주목한다. [작품 

16]~[작품 18]은 조화로운 구성을 바탕으로 정체된 존재로 퇴화하지 

않는 허물의 재생과 개화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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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탈각된 허물Exuviated Cast Skin 1, 2, 3>,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각 5x6.5x3cm, 6x10x3.5cm, 7.5x9x3.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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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4>, 목걸이,  

실리콘, 9x15x3.5x줄 4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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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5>, 목걸이,  

실리콘, 9x16x7x줄 4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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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6>, 목걸이,  

실리콘, 17x6x9x줄 4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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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7, 8, 9>,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각 12x14x3cm, 10x15x3cm, 11x14x3.5cm, 2019 



  
128 

 
 
 

 

[작품 8]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10, 11, 12>,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각 8x8x4cm, 12x11x3cm, 10x9x3.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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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13, 14, 15>,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스테인리스 스틸, 각 6x11x5cm, 6x13x4cm, 7.5x7x3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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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16, 17, 18>, 목걸이,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각 8x11x3.5x줄 40cm, 6x9x4cm, 7x8x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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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19>, 목걸이,  

실리콘, 정은, 12x12x4x줄 42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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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20>, 목걸이, 실리콘, 25x37x3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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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21>, 목걸이, 실리콘, 30x35x3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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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22>,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30x55x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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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23>,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30x60x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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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24>, 목걸이, 실리콘, 25x32x12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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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25>,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27x35x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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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탈각된 허물 Exuviated Cast Skin 26>,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22x38x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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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뒤집힌 박막 

 

2.1. ‘전복’ 시리즈: 껍데기의 전복과 흔적 

 

  
 

[그림 160] 허물 벗는 뱀과 벗어낸 허물 

좌: (출처: 심재한,「뱀과 인간」,『재미있는 야생 동×식물 이야기』, 2009, p.52)	
우: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641129696929759364/) 

 

몸체의 형태가 둥그런 매미와 달리 기다란 뱀은 매미의 허물처럼 

한쪽을 갈라 벗어나는 방식으로 허물을 탈피하기가 어렵다. 뱀은 몸체가 

커지면서 허물이 갈라져 각질화되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몸을 비비면서 껍데기를 빠져나온다. 이 과정은 장갑이나 

양말을 벗는 것처럼 안과 밖이 전치되면서 진행된다. 이는 허물의 

물리적 전복이다.  

전복 행위는 안과 밖, 주체와 객체가 의미하는 기본적인 상징에 

도전하며 내부 또는 객체가 표면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내부화된 외부, 

외부화된 내부가 되는 역전의 결과는 입체 형태일 때 더욱 극대화되며, 

내면의 흔적이 고스란히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뒤집힌 허물은 실체의 

외형 즉 아웃라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고 

평온한 이미지와는 간극이 있다. 이 생경한 감상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재형성하거나 대상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주체성을 갖기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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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161] Alba d’Urbano, <Hautnah>, 의복에 프린트, 1995 

(출처: https://durbano.de/hautnah/index.html) 

우: [그림 162] Alba d’Urbano, <Il Sarto Immotable>, 프린트, 1997 

(출처: https://daidibujoanalisiseideacion.wordpress.com/2015/11/06/envolver/) 

 

   
 

좌: [그림 163] Imme van der Haak, <Beyond the Body>, 의상 디자인,  

퍼포먼스, 실크에 프린트, 2012 

우: [그림 164] Imme van der Haak, <Beyond the Body> 전시 카탈로그, 2012 

(출처: https://moodmoods.wordpress.com/tag/imme-van-der-haak/) 

 

[그림 161]은 인체를 상징하는 표상과 표의를 전복하는 작품이다. 

Alba d’Urbano는 인체의 가장 바깥 층이자 우리가 외부 세계를 

여과하고 경험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만들어 내는 

기관인 피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의복과 신체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그림 162]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신체 

이미지를 재단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규정화된 의미를 

무력화한다. 한편, 가장 내밀한 신체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인간의 물리적 허물 즉 외부 껍데기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한다. Imme 

van der Haak의 작품 [그림 163]은 타인의 외형이 복사된 껍데기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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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를 쓰고 벗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신체가 주는 개념적, 철학적 

의미를 새롭게 제시한다. 몸, 피부, 나이, 성별 등 본인을 식별하게 하는 

신체 위에 새로운 신원을 상징하는 허물을 씌워 인간을 규정짓는 

육체적 요소들을 흐릿하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왜곡한다. 제3의 

모호하고 흐릿한 레이어 이미지로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고 기존의 

인식을 교란한다.  

보여짐과 보기, 만져짐과 만짐의 지각은 다르지만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한다. ‘전복’ 시리즈는 이 주체와 대상의 전이적 관계로 

파생된 새로운 자극에 주목한다. 뒤집는 행위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이다. 옷가지나 장갑 등을 마구 뒤집어 벗는 일이 그렇다. 한편으로 

내부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 불편하기도 하다. 또한 전복되어 폐쇄된 

입체는 내·외부가 동시에 주목받지 못하고, 불투명한 껍데기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기에 외부로 진출한 내부는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얇은 껍데기는 전복하기에 더없이 수월하지만 형태가 고정되지 않아 

어딘지 모르게 제멋대로이다. 연구자는 이 미묘한 자율성에 관심을 

가졌다.  

 

    
 

좌: [그림 165] 파라핀 왁스 테라피 

(출처: https://www.ulta.com/p/true-glow-heated-paraffin-bath-

xlsImpprod16041809) 
우: [그림 166] Anja Eichler, <Taken>, 목걸이,  

작업용 장갑, 은, 540x160x60mm, 2011 

(출처: https://artjewelryforum.org/articles/anja-eichler-urbanau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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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는 행위는 촉각 자극을 극대화한다. 특히 말캉한 표면은 단순히 

어루만질 때보다 주체적인 전복 행위를 할 때 더욱 기이하고 센슈얼한 

경험이 된다. [그림 167]의 이미지가 유발하는 감각과 작업 과정은 피부 

질감의 실리콘 허물을 뒤집어내는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재현 자체도 의미있지만, 체화되면서 주관적인 시각이 관여해 

색다른 결과가 도출한다.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을 나만의 세계로 

환원하고 소홀했던 존재에 주목하는 일은 껍데기 뒤집기를 통해 주제 

뿐 아니라 작업 방식에도 오롯히 반영되었다.   

 

 
 

[그림 167] 세척과 기름 제거를 위한 곱창 뒤집기 

 

‘전복’ 시리즈는 이처럼 내부를 감싸고 있던 껍데기가 내부의 

흔적을 간직한 채 외부 세계로 나와 더이상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이다.  

 

2.2. 작품 제작 연구 

 

‘탈각’ 시리즈는 의도한 질감을 얻기 위해 실리콘을 바른 외부 

표면에 플레이콘을 다시 붙여 경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전복’ 

시리즈에서는 내·외부가 전환되면서 플레이콘 원형을 복사한 내부의 

질감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전복’ 시리즈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연결, 뒤집어 낸 형태 중 

뾰족한 돌기 부분의 강조, 열풍 경화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기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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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효과의 활용이 주를 이룬다.  

[그림 168]은 ‘전복’ 시리즈의 제작 과정으로 플레이콘으로 제작한 

원형에 바른 실리콘을 절개하여 뒤집어 내고 절개선을 다시 접합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림 169]처럼 동그란 형태의 플레이콘을 주로 

사용하여 돌기가 있는 산호와 같은 모양을 얻었다. 이 돌기는 곳곳으로 

스며 들어간 액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형상이었지만, 정돈된 형태에 

비하여 생경한 감각을 유발한다. 이는 전복의 메세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성형은 단일한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그림 170]처럼 손을 

넣어 비벼 장갑 형태를 뒤집어 꺼내거나 [그림 171]처럼 와이어를 집어 

넣어 곱창을 뒤집듯 실험하기도 하였다. 

    
   
 

[그림 168] 허물 전복 실험 1 

전복 시리즈 제작 순서: 안료를 섞은 실리콘을 플레이콘에 발라 굳힌 후 뒤집어 만든다. 

 

 
 

 

좌: [그림 169] 허물 전복 실험 2 

중: [그림 170] 허물 전복 실험 3 

우: [그림 171] 허물 전복 실험 4  

플레이콘에 실리콘을 바른 후 굳혀 뒤집어낸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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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시리즈에서는 한 덩어리 안에 두 가지 색채를 결합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양감과 질감도 [그림 172]처럼 색채에 따라 다각화되기 

때문이다. 색채 결합 실험은 [그림 173]처럼 접착 부위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하여 색채를 달리하여 분리하였다. 한 가지 색에 이형이 

가능한 물체를 넣어 굳혀 빼내고 그 틈에 또 다른 색채의 실리콘을 

접합하는 방식이다. 이 접착면은 힘으로 잡아당기거나 분리하려 하면 

전혀 다른 부분이 파열되거나 덩어리째 갈라지게 되었다. 이 실험은 

서로 다른 면, 덩어리, 절개선 등의 접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색채 그라데이션은 연결하고자 하는 A와 B 사이의 

색채들을 여러 비율로 각각 준비하고 단계별로 단독 혹은 혼합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림 172] 허물 전복 실험 5 

형태 전복과 더불어 색채 결합 실험도 겸한 제작 예시 

 

  

 
 

 

[그림 173] 색채 접합 실험 



  
145 

 
 

[그림 174]《Autor Contemporary Jewelry》전시 현장,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2018 

실리콘 껍데기를 뒤집어 만든 다양한 장신구들 

 

[작품 19]~[작품 23]은 직관적인 전복 이미지와 그에 따른 질감을 

나열한다. 발포형 돌기들이 과도하다고 느낄 때에는 일부를 다듬어 

괴이한 이미지가 지나치지 않게 다듬었다. 채도가 선명하지 않은 색채 

선정도 동일한 심미적 의도에서이다. [작품 24]는 개방형 허물의 일부를 

금속의 단단함과 대비시켰다. [작품 25]는 상실된 대상이나 전복 행위에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분산 또는 완화하고자 한 시도로 자잘하고 

나풀거리는 껍데기를 반복, 나열하였다. 여기서 발전된 [작품 26]의 

브로치와 [작품 28]의 귀걸이는 개별의 껍데기에 분산된 상징성을 

조화로운 구조 안에 응집시킨 것이다. 허물의 정체성을 지키고 새로운 

가치를 고양하고자 독립적인 주체로서 역할하였던 껍데기는 다수로 

늘어나면서 점점 장식의 의미를 더해 간다. [작품 26]~[작품 28]은 

장식의 단계로 진행하는 과도기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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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1>, 브로치,  

실리콘,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11x11x4.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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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2>,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8x16x7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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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3>,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2x12x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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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4>,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3x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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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5>,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4x8x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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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6>, 목걸이,  

실리콘, 은, 나일론, 5.5x7x5x줄42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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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7>,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5x8x3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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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8>, 브로치,  

실리콘, 은, 스테인리스 스틸, 15x12x6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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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9, 10>,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각 10x9x5cm, 10x8x5cm, 2018 

《Joya Barcelona Art Jewellery and Objects》전시 전경, 바르셀로나, 스페인 

 

 
[작품 28] <전복된 허물Subverted Cast Skin 2, 5, 11~17>, 브로치, 귀걸이,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정은, (귀걸이) 각 2.5x5x2.5cm, 2018 

《Joya Barcelona Art Jewellery and Objects》전시 전경, 바르셀로나,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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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된 박막 

 

3.1. ‘결합’ 시리즈: 껍데기의 연결과 장식 

 

‘결합’시리즈는 장식의 단계로 나아간 결과물이다. 뒤집는 

행위에서 기인한 우연한 형상을 지닌 ‘전복’ 시리즈와는 달리 예술적 

의지가 함유된 조각들로 조합한다. 인간은 장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 속에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기능을 넘어 미적 기능 그 자체가 

목표인 장식 행위를 한다. 장식을 뜻하는 데코레이션decoration은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장식을, 오너먼트ornament는 특정 사물의 표면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을 뜻한다. 110  이 시리즈는 전체적인 장식과 표면의 

장식이 가진 함의 모두를 포함한다. 장식은 치장 즉 피장식물을 

미화해서 윤화하는 것으로, 111  독일어 Schmuck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신구에는 기본적으로 장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장식은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노동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복잡한 

장식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일은 높은 수준의 심미안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런 높은 수준의 장식 행위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기능과 함께 혹은 

별개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아라베스크 장식에서처럼 부가물이 

아닌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드러나 틀과 내부의 위계적 관계를 

뒤집기도 한다. ‘결합’ 시리즈는 신체나 물체를 장식하는 도구적 의미를 

넘어 장식 그 자체를 주체화하고, 개별화된 조각들을 작가의 조형적 

질서대로 재배열한다.  

주제화된 장식은 다음의 가치를 갖는다. 인간의 신체 장식 욕구 

충족과 더불어 장식 그 자체를 향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한다. 또한, 

 
110 김희영,「패션디자인에서 수공예적 장식의 가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2014, p.27, p.30.	
111 장민호,「장식의 현시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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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을 제작하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112 이 외에도 

장식은 높은 수준의 기술 연마라는 고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에 

녹아 있는 시간의 축척과 내면의 가치는 작품의 의미를 고양한다. 또한, 

반복적인 장식 행위는 그 자체로 수행적이며 작업의 중심으로 

재조명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림 175] 자연에서 발견되는 장식성 

좌: 핑크색 느타리 버섯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232216924521971360/) 
우: 키산토리아 파리에티나xanthoria parietina 이끼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232216924524506611/) 

 

장식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치장하는 것이지만, [그림 175]처럼 

자연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식성은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한다. 무생물의 구조적 조직이나 생물의 성장 및 증식에서 보여지는 

다층적 이미지는 장식의 형태, 질감, 색채의 원천이 되기에 충분하다. 

화려한 색채의 산호 군단, 주름이 가득하여 겹겹이 쌓인 버섯, 유기적 

형태가 끝없이 연결된 이끼, 열매를 머금었던 과피, 각질화되어 고유한 

문양을 간직한 수피 등 다채로운 자연의 이미지에서 장식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얇고 가벼운 실리콘 껍데기는 자연에 존재하는 딱딱한 

껍데기를 모사하여도 반전의 질감과 중량감을 획득하면서 감상자나 

착용자가 기대하였던 감정적, 심리적 반응에 틈을 만든다. 공예의 

 
112 김희영,「패션디자인에서 수공예적 장식의 가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2014,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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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성은 평면적 장식과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고유의 양상을 띈다. 

기능을 가진 물체의 표면이나 입체에 재료 고유의 물질성을 한껏 

실험하여 가감한다. 장식성은 일반적으로 과도해지면 실용성과 상충하는 

점이 있으나,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의 사용은 이 한계를 완화해준다.  

 

3.2. 작품 제작 연구 

 

‘결합’ 시리즈는 서로 다른 형태를 다수 연결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무수히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탈각’ 시리즈의 제작 방법과 ‘전복’ 

시리즈의 제작 방식이 모두 활용되었다. 원형 제작 방법은 동그랗거나 

기다란 모양의 플레이콘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부터 이를 

접합하고 깎아 새로이 입체나 평평한 형태를 얻어 배열하는 방식까지 

모두 활용되었다. 개별의 조각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적인 비례와 밀도는 자연의 규칙성에 근거하였다. 자유롭고 

개별적인 형태들이 고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결합하여 유희적 효과를 

낸다.  

동그란 플레이콘은 열매 형태와 비슷하여 원형이 녹아 없어지면 

[그림 176]과 같이 얇고 유연한 껍질 모양이 도출된다. 열매 껍질, 즉 

과피는 외부로부터 과일 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껍데기로 외과피, 

중과피, 내과피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113 외과피가 우리가 흔히 아는 

껍질이며, 중과피는 주로 열매의 속살이나 과육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플레이콘 원형은 중과피, 실리콘 껍데기는 외과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113 두산 백과사전 ‘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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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176] 유칼립투스 껌 나무의 열매 

(출처: https://www.pinterest.com.au/pin/109704940893499851/) 

우: [그림 177] 원형 플레이콘에 실리콘을 씌워 제작한 실리콘 껍데기 

 

  

좌: [그림 178] 병솔나무 열매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louisa_catlover/2805554601) 
우: [그림 179] 동그란 껍데기 장식이 연결된 작품의 일부 

 

막대형이나 평면형 껍데기는 주로 나무 껍질 즉, 수피의 이미지에서 

기인하였다. 나무의 껍데기는 동물에게 피부와 같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이고 날씨, 바이러스, 곤충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14 나무는 생장하면서 안쪽에 새살을 만들어 점점 

부피를 더하고, 가장 바깥의 껍질인 수피는 새살이 들어차면 터지고 

갈라져 떨어져 버린다. [그림 181]의 막대형은 안이 빈 껍질 형상으로, 

비교적 깨끗한 표면을 가진 껍데기로 표현되었다. [그림 183]의 

평면형은 갈라져 떨어진 수피와 같이 거친 질감을 연상하도록 

제작하였다.  

 

 
114 https://withbook.tistory.com/286 



  
159 

   
 

좌: [그림 180] 녹나무 껍질로 만든 계피 향신료 (출처: https://url.kr/jv3l9f) 

우: [그림 181] 막대형 플레이콘으로 제작한 실리콘 껍데기 

 

      
 

좌: [그림 182] 참나무 수피 조각  

(출처: http://worm1.firstmall.kr/goods/view?no=980) 
중: [그림 183] 평면형 플레이콘으로 제작한 실리콘 껍데기 

우: [그림 184] 수피를 닮은 실리콘 껍데기로 제작한 목걸이 

 

‘결합’ 시리즈는 자유롭고 확장된 형태 구성과 질감으로 표현한 

작품들, 조밀한 구조에 실리콘과 나일론 결합 장식을 추가하여 장식성을 

극대화한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각기 다른 유기적 형태들은 한 작품 

안에서 증식, 확장, 성장의 상징 언어로 일체화되어 조화한다. 그 시각적 

결과는 만개한 생명력과 닮아 있으나, 생명력으로 대변되는 알맹이는 

탈락되고 사라져 껍데기로 그 역할이 치환된다. 

[작품 29]~[작품 35]는 ‘탈각’ 제작 방식에서 얻은 열매와 원통형 

수피 형상을 결집하였다. [작품 36]~[작품 45]는 ‘탈각’ 제작 방식 뿐만 

아니라 ‘전복’ 제작 방식에서 얻은 수피형 껍데기들을 만개한 생명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썼다. [작품 46]~[작품 50]은 ‘탈각’ 제작 

방식으로 제작한 껍데기를 부조 혹은 환조로 115 장식하였는데, 나일론, 

 
115 두산백과 ‘환조’ 
완전한 입체로 제작하여 자체적 공간을 지니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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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결합 직물은 장식 군집 안에서 독특하고 섬세한 아웃라인으로 

꾸밈을 더한다.  

 

   
 

[그림 185] 나일론, 실리콘 결합 직물 

나일론에 실리콘을 붙여 굳히고 하나씩 떼내어 실리콘 몸체에 장식으로 사용한다. 
 

   
 

[그림 186] 나일론, 실리콘 결합 직물과 금속 구조 

나일론과 실리콘을 접착해 만든 껍데기와 그것을 감싸는 금속 껍데기들 

 

<허물 연작> 초기의 접착성 실험 가운데 얇은 나일론과 실리콘의 

결속은 작품 전반에 거쳐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185]처럼 

나일론에 실리콘을 바르고 열풍 경화하면 나일론에 흡수된 실리콘은 

그대로 굳어 고정되고 실리콘이 묻지 않은 나일론 부분은 열에 녹듯이 

찢어지게 된다. [작품 51]~[작품 56]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여기서는 [그림 186]처럼 금속이 껍데기가 된다. 금속과 

직물은 접착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금속 구조를 만들어 직물을 끼우는 

형태로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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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5x6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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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0]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2>, 목걸이,  

실리콘, 11x12x9x줄62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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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3>,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13x6x6x줄40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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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4>, 목걸이, 실리콘, 32x40x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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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5>, 목걸이, 실리콘, 28x38x11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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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6>, 목걸이, 실리콘, 30x42x8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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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7>, 목걸이, 실리콘, 28x45x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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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8>, 목걸이, 실리콘, 30x38x1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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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9>, 목걸이, 실리콘, 32x38x9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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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8]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0>, 목걸이, 실리콘, 27x36x9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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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1>, 목걸이, 실리콘, 25x35x9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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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0]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2>, 목걸이, 실리콘, 27x36x9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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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3>,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0x4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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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4>, 목걸이, 실리콘, 28x32x4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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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5>,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2x3.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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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4]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6, 17>, 목걸이, 브로치,  

실리콘,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각 28x32x4cm, 10x13x5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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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5]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18, 19>, 목걸이,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각 11x11x3.5x줄35cm, 9.5x12x4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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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6]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20, 21, 22>,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스테인리스 스틸, 각 9x8x5cm, 7x7x5cm, 7x7x4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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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7]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23, 24>,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스테인리스 스틸, 각 9.5x9.5x4cm, 8x11x4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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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8]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25>,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23x25x8cm, 2020 



  
181 

 
 

[작품 49]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26>,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23x25x6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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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0] <장식된 허물Ornamented Cast Skin 27>,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25x30x7cm, 2021 

 

 



  
183 

 

 

 

 

 

 
 

 

 

 

 

 

 

 

[작품 51] <끼인 허물 Trapped Cast Skin 1>,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정은, 에나멜, 8x15x3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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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2] <끼인 허물Trapped Cast Skin 2>, 목걸이,  

실리콘, 나일론, 정은, 에나멜, 8x15x3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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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3] <끼인 허물Trapped Cast Skin 3>,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10x9x3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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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4] <끼인 허물Trapped Cast Skin 4>,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15x3.5x3.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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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5] <끼인 허물Trapped Cast Skin 5>,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7x9x3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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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6] <끼인 허물Trapped Cast Skin 6>,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8x8x4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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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판에서 이형된 평면 

 

4.1. ‘이형’ 시리즈: 유동적 질감을 간직한 껍데기 

 

입체 형태로 장식성을 극대화한 ‘결합’ 시리즈의 전개는 완전히 

새로운 작업에 동인이 되었다. 재료나 형태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달리하면서 보다 원초적인 조형 요소로 회귀하는 작품에 대한 욕구가 

일었다. 액상의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바닥에 

떨어지거나, 중력을 따라 필연적으로 바닥으로 흐르게 된다. 특히 <위장 

연작>은 빨래 걸이에 걸어 굳히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흘러 바닥에 

맺힌 실리콘은 언제나 흥미로운 효과를 내었다. 굳은 실리콘은 페인트나 

물감처럼 긁거나 닦아 내지 않아도 바닥에서 깨끗하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끈끈할 때 닦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두어 굳은 후 떼어내는 

것이 편하다. 번쩍이는 윗면과 바닥의 질감을 그대로 잡아 낸 아랫면을 

동시에 지닌 이 얇고 평평한 껍데기는 언제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채 

쓰레기통에 들어갔지만, 어느 순간 껍데기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이 

평면을 예술적 형상과 형식을 갖춘 물질로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형’ 시리즈는 평면 위의 고정된 물질성을 유연한 입체로 구현한 

장신구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실리콘의 물성과 더불어 색채의 주체성이 

강조된 작품이다. 모더니즘 회화는 실재하는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평면의 캔버스 그 자체를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였다. 

특히 Jackson Pollock은 대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이젤에 걸어 

제작하였던 방식과는 차별화를 두고, 바닥에 눕힌 캔버스에 고루 물감을 

뿌려 평면 자체와 평면의 모든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작업하였다. 이후 

평면의 단일화와 전면화는 극대화되어 형상적인 의미를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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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만을 강조한 회화로 발전되었다. 116  회화는 완벽한 평면성으로 그 

존재 의미를 고양하였지만, 회화의 색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물감 역시 

입체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물질이다. 이런 질료의 물질성을 강조한 

회화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캔버스 위의 질료는 여전히 고정적이다. 

연구자는 색채의 주체성과 더불어 실리콘 재료를 통해 평면의 실체적 

입체화를 추구하였다. ‘이형’ 시리즈는 Jackson Pollock의 드리핑 

기법처럼 작업의 축이 수평으로 변화하면서 중력을 색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평면에 떨어져 뭉치거나 맺히는 물감과 흡사하게 

경화하며 방울지는 실리콘의 질감은 의지적 결과와 우연한 결과가 

혼합된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을 지닌 유동성과는 달리 

평면에서의 유동성을 포착한 질감이 돋보이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187] <위장 연작>을 평면화한 작업 

캔버스에 실리콘, 옷핀, 나일론, 케이블 타이, 황동, 2015 

 

[그림 187]은 <위장 연작> [작품 1][작품 2]의 장신구 형태를 

평면화한 2015년 작업의 일부로, 물감으로 채색한 캔버스에 옷핀과 

나일론 끈, 케이블 타이로 엮어 만든 형태를 실리콘으로 고정한 것이다. 

이 평면화된 입체는 브로치, 목걸이 형태가 부여되었으며, 장신구 

고유의 규모와 기능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 회화적 시도였다. 이와는 

다르게 ‘이형’ 시리즈는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금속판에 

실리콘으로 그림을 그린다. 물감이 마르고 나면 캔버스와 결합하여 

 
116 임승한,「현대 회화의 평면 개념 고찰」,『유럽문화예술학논집』, 제8권 제7호, 

2013,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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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화되는 회화와는 달리 금속판에서 굳은 실리콘은 분리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 물질화된 평면은 실리콘 특유의 유연한 물성으로 신체 

표면에 편안하고 가볍게 안착하여 착용성을 더한다. 공예는 물질성, 

질료, 유용성이 매우 중요한 장르이다. 게다가 신체라는 공간과 결합한 

장신구는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합의에 근거한 

크기, 무게, 형태로 표현되어 착용 가능한 사물이 된다. 평면의 색채로 

표현된 가시적인 조형 언어들이 입체화되어 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평판에서 실리콘 껍데기를 분리하는 과정에도 

존재하지만, 착용자가 평면으로 놓여 있던 목걸이를 집어 들고 목에 

걸어 입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시리즈에서는 색, 면의 추상적 조형 요소를 강조하고 평면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질료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평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감을 복사하는 것과 더불어 액상의 실리콘이 고화되는 

과정의 물질 에너지를 그대로 포착하였다.  

 

4.2. 작품 제작 연구 

 

 

[그림 188] 질감 복사 및 이형 실험 

왼쪽부터 버블랩, 젤스톤, 엮은 실리콘 튜브에 실리콘을 발라 이형한 모습 

 

신에츠 KE-1300T는 온도에 따라 경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덩어리나 표면 안에서도 온도에 변주를 주어 경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88]은 접착된 표면의 형태와 질감에 따른 다양한 이형 

결과로 유의미한 발견이 많았지만, 피복사물이 열에 약한 재료라면 

열풍기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가열이 자유로운 플레이콘과 금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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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 효과를 얻기에 좋은 피복사물이다. 금속을 원형으로 활용할 

때 성형의 비효율성이나 실리콘과 접착이 불가능한 점이 한계일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작업에의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 ‘이형’ 시리즈는 

금속에 실리콘을 바르고 미경화 상태와 완전 경화 상태를 동시에 

포착한 작업이다. 액상 실리콘의 유동적 에너지 포착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탈각’, ‘전복’, ‘결합’ 시리즈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던 실리콘 

고유의 매끈한 질감도 활용하였다. 이는 평면에 응고, 응집, 흐름성 등의 

물질성을 배가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며, 빛을 반사한 표면을 

다각화하여 평면에서 표현 가능한 입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림 189] 금속판에서 유동적 질감 만들기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진행) <Flat Cast Skin> 시리즈 제작 과정  

 

‘이형’ 시리즈는 모두 [그림 189]의 제작 방식을 공유한다. 먼저, 

금속판에 액상 실리콘 고무를 붓이나 헤라 등으로 얇게 발라 그린다. 

이어 작업 온도 350~470℃, 작업 시간 30초~2분 범위로 빠르게 

작업하여 굳혀 낸다. 이때 완전 경화하여 금속의 질감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은 부분과 미경화하여 색다른 질감이 남도록 하고 싶은 

부분을 구분한다. 질료의 물성을 살리고 부조적 양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림 190]의 회화와 비슷하지만, 계획적으로 덧바르지 않고 평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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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하기 때문에 질감 부분에서 오히려 의도되지 않은 뜻밖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떼어 내면서 안쪽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정확한 형체를 

예측할 수 없는 점이 작업 과정의 묘미이다. 이는 내부의 존재를 외부에 

입증하는 ‘전복’ 시리즈와 비슷한 특성과 행위를 공유한다. [그림 189]는 

가장자리 부분을 완전 경화하고 가운데 부분은 미경화한 부분을 남겨 

두고 금속판에서 이형하는 과정이다. 경화가 덜 진행된 부분은 끈끈한 

상태로 남아 주름이나 뭉침 등이 자연스레 표현된다. [그림 191]은 

물감을 거칠게 바른 듯한 질감부터 잔잔한 물결 문양까지 질료의 운동 

에너지를 포착한 것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미완성이 아닌 예술적 

의도에 기인한 불확정적 상태의 기록이다.  

 

 
 

[그림 190] 장마리아, <Spring Series (White White 2)>, 혼합재료, 53x45.7cm, 2020 

 (출처: https://www.ganaart.com/artwork/spring-series-white-white-2/) 

 

 
[그림 191] 표면의 유동성 효과 

스테인리스 판에서 경화 온도와 속도에 변화를 주어  

끈끈한 정도를 조절하면서 질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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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 발포 효과 실험  

스테인리스 판에서 실리콘을 높은 온도로 빠르게 경화하고  

완전 경화 직전에 이형해 얻은 발포 효과 
 

 
[그림 193] 표면의 발포 효과 1 

높은 온도로 빠르게 경화하여 구멍이 있는 발포형 질감을 얻는다. 

 

실리콘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끓듯이 부풀어 오르는데 평판과 

맞닿은 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고 내부에 머문다. 

이 흔적은 내부에 그대로 남아 발포 이미지를 만든다. 표면을 높고 고른 

온도로 굳히다가 90% 정도에서 멈추고 떼어 내면 [그림 192]처럼 

내부의 푹신한 발포형 질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변주한 것이 [그림 

193]이다. 외부와 차단된 밀폐면에서 생성되어 표층으로 드러난 

유기적인 흔적들은 추상화되고 축약된 조형 요소를 생동감있게 

장식하는 존재가 된다.  

플레이콘을 활용하여 발포 이미지를 얻는 경우는 이 장식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평판에서 가열하면 에너지가 내부로 응축되지만, 

플레이콘과 맞닿으면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되어 기포가 부드러운 



  
195 

플레이콘의 표면을 파고들게 된다. 이는 [그림 194]처럼 오톨도톨한 

돌기 형태가 도드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림 194] 표면의 발포 효과 2 

플레이콘을 붙이면 돌기가 있는 발포형 질감을 얻는다. 

 

   
 

좌: [그림 195] 브로치 뒷장식 연구 1 

스테인리스 선으로 구조를 만들고 매립하여 사용 

우: [그림 196] 브로치 뒷장식 연구 2 

실리콘 귀걸이 뒷장식과 스테인리스 선을 같이 매립하여 사용 

 

다른 시리즈의 입체 형태와는 다르게 ‘이형’ 시리즈는 얇은 평면 

작업이 많기 때문에 뒷장식을 충분히 고정할 빈 공간이나 두께가 

확보되지 않는다. 이에 스테인리스 선을 꼬아 구조를 만들어 심는 [그림 

196]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 197]처럼 스테인리스 선으로 

얇은 두께의 실리콘을 떠서 고정하고 귀걸이 뒷장식을 같이 식립하여 

고정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작품 57]~[작품 64]는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진 원형의 얇은 

면들을 반복적이며 연쇄적으로 연결한 목걸이이다.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착용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크기로 제작하였다. [작품 65]~[작품 

75]는 유동적 에너지와 정적인 에너지가 대비를 이루는 브로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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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평면에 배열된 역동적인 표현 양식은 실리콘 재료의 조형 표현 

가능성을 함축하고 암시한다. [작품 76]은 돌기형 발포 효과만을 온전히 

활용한 귀걸이이다. [작품 77]~[작품 83]은 평면의 물질화를 통한 입체 

표현에 초점을 맞춘 작품에서 발전하여 평면을 즉각 변형하여 입체로 

지어낸 브로치이다. ‘이형’ 시리즈 가운데 형태적 장식미를 가장 강조한 

장신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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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7]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 목걸이, 실리콘, 28x35x0.3cm, 2021 



  
198 

 
 

 

[작품 58]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2>, 목걸이, 실리콘, 28x35x0.3cm, 2021 



  
199 

 
 
 

[작품 59]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3>, 목걸이, 실리콘, 28x35x0.3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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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0]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4>, 목걸이, 실리콘, 28x35x0.3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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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1]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5>, 목걸이, 실리콘, 22x40x0.3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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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2]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6>, 목걸이, 실리콘, 28x35x0.3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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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3]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7>, 목걸이, 실리콘, 28x35x0.3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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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4]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7>, 목걸이, 실리콘, 가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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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5]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8>,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2x11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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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6]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9>,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1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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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7]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0>,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2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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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8]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1>,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0x10x0.3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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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9]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2>,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5x10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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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0]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3>,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5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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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1]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4>,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2x16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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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2]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5>,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6x12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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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3]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6>,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6x11x0.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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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4]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7>,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5x11x0.3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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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5] <벗겨낸 허물Peeled off Cast Skin 18>,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3x11x0.2cm, 2021 

 



  
216 

 
 

 

 

 

 

 

[작품 76] <발포된 허물Foamed Cast Skin>, 귀걸이,  

실리콘, 정은, 각 지름 2.2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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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7] <말아 올린 허물Rolled up Cast Skin 1>,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4x5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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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8] <말아 올린 허물Rolled up Cast Skin 2>,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1x11x4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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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9] <말아 올린 허물Rolled up Cast Skin 3>,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스테인리스 스틸, 10x12x5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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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0] <말아 올린 허물Rolled up Cast Skin 4>, 브로치,  

실리콘, 나일론, 스테인리스 스틸, 12x12x4cm, 2021



  
221 

 
 

 

 

 

 

 

[작품 81] <말아 올린 허물Rolled up Cast Skin 5>,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2x16x4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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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2] <말아 올린 허물Rolled up Cast Skin 6>,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10.5x10.5x4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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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3] <말아 올린 허물Rolled up Cast Skin 7>, 브로치,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10.5x10.5x3.5cm, 2021 

 



  
224 

Ⅴ. 결 론 

 

작가들은 재료 본연의 물성이나 용도를 전통적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한다. 

연구자가 사용하는 부가형 실리콘 고무 역시 형뜨기용 제품으로 복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제품의 내열성, 내약품성, 유연성, 

인체 안전성, 미세 복제 가능성, 작은 수축률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미적 가능성을 실험하였는데, 새로운 실험이 

거듭될수록 재료에 관한 정확한 이론적 이해가 요구되었다. 이에 

연구자가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리콘 고무 제품들을 

분석하였으며, 실리콘 고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원재료와 

응용 산업 분야에 관해서도 추척하였다.  

실리콘의 물성과 응용 분야에 관한 이론적 이해는 조형적 활용 

가능성에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다. 이에 실리콘 고무를 활용한 

예술 및 장신구 표현에 두드러진 시각적, 촉각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예술가들이 실리콘 고무를 활용하여 기존의 고정된 

가치를 전복하고, 무한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인체를 모사하여 생경한 대상에 대입하거나, 유기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여 미래적 심상을 제공하는데 실리콘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허물 연작>은 이런 실리콘 고무의 조형적 가능성을 고루 활용한 

현대 장신구이다. 형태 복제에 뛰어난 특성과 박막 제작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아주 얇은 껍데기를 만들었고, 속이 빈 껍데기는 <허물 

연작>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버려지는 것의 재발견과 재인식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 시리즈는 유기된 허물을 주체화하는 작업이다. 허물의 

본질은 알맹이를 보호하다가 탈락된 껍데기이다. 이 쓸모 없어진 존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알맹이를 무력화하였다. 알맹이는 껍데기의 

탄생을 위한 대상이며 껍데기가 탄생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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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허물을 향한 새로운 인식은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 더욱 

주체성을 띄고 내부와 외부를 뒤집어 내보이기도 하였으며, 허물 그 

자체가 장식이 되어 주인공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주체로 부상한 

껍데기는 산업 소재인 실리콘으로 표현되어 그 의미를 고양하는데, 

일상적인 재료를 예술 재료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리콘 

평면 작업은 회화적 표현을 물질화하는 것으로, 액체에서 고체로 성상이 

변화하여도 유연성을 잃지 않는 소재의 특성에 힘입어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었다. 생명체의 성장, 소멸, 순환, 변성의 추상적 표현은 

연구자의 작업 전반에 녹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형적 방향성은 때론 

소재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실리콘의 물성은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유기적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였다.   

이번 연구는 수많은 제품 가운데 부가형 실리콘 고무 한가지를 

활용하여 완성한 작품만을 구성하였다. 이는 단일 소재로 물성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시각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이 

외에도 연구 과정 가운데 치과용 인상재로 쓰이는 실리콘, 건축용 

실란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실리콘 고무 소재를 경험하였다. 각각의 

소재마다 단점이나 한계가 있음에도 언제나 뜻밖의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 제품들은 향후 보다 심도 깊게 

활용되어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산출할 것이다. 이번 연구로 실리콘 

고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폴리머에 관한 이해도 한층 

깊어져, 앞으로 더욱 확장되고 심화된 조형 언어로 작업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유사한 소재를 사용하는 작가들에게도 각자의 조형 

세계의 폭을 넓히는데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분명 연구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내용과 분량 면에서 기존 실리콘 

소재에 관한 조형 논문을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후속 연구자들과 작가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26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용식,『수피도감』, 한숲, 2017. 

김정필,『조형재료학: 재원미술총서』, 도서출판 재원, 2010. 

다이앤 애커만, 임혜련 역,『열린 감각』, 인폴리오, 1995. 

데이비드 브램스톤, 윤재우 역,『제품 디자인 기초 02, 소재 연구』,  

 디자인 리서치 앤 플래닝 (주), 2010. 

데이비드 콜즈, 김재경 역,『예술가들이 사랑한 컬러의 역사』, 

 (주)영진닷컴, 2020. 

디디에 앙지외, 권정아, 안석 역,『피부자아, 만짐과 만져짐의  심리학』, 

 인간희극, 2013. 

류종목,『논어의 문법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모리스 메를로 퐁티, 류의근 역,『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유하니 팔라스마, 김훈 역, 『건축과 감각』, 스페이스 타임, 2012. 

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의회,『치과재료학 7』, 군자출판사, 2015. 

 
 
논문 

강승경, 정경호,「부가중합형 실리콘 고무 인상재」,『고무기술』,  

 제3권 제2호, 2002. 

강영석, 정혜영,「전통 안료 제법 규명을 위한 연표법 연구」, 

 『보존과학회지』, 제35권 제6호, 2019. 

강인철,「실리콘 고무-응용 및 설계 가이드」,『고무학회지』,  

 제18권 제4호, 1998. 

고영표,「허물」,『문예운동』, 2011. 

공경일, 권오범, 박형욱,「금속/폴리머 접합강의 충격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제41권 제2호, 

 2017. 

김경애, 장미숙,「레이디 가가의 뷰티스타일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대한미용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4. 

김계옥,「생물학적 접근을 통한 웨어러블 아트의 발전 가능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7. 

 



  
227 

김선영,「미니멀 건축 공간으로 본 투명성의 조형적 효과」, 

 『기초조형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 

김성현,「제품디자인개발을 위한 진공주형기의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2012. 

김승현, 이금희, 김기영,「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황인 여성의 안면 상처 

 분장」,『대한미용학회지』, 제9권 제1호, 2013. 

김영옥, 조완희,「조형예술에 활용되는 실리콘 몰드에 관한 연구」, 

 『디자인 리서치』, 제6권 제1호, 2021. 

김영철,「의료용 실리콘 고무」,『고무기술』, 제2권 제2호, 2001. 

김정원, 이정현,「가발접착제의 인체 안전성 평가」,『폴리머』,  

 제43권 제3호, 2019. 

김준수,「액상 실리콘고무 및 우레탄고무」,『고무학회지』,  

 제13권 제3호, 1978. 

김희영,「패션디자인에서 수공예적 장식의 가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2014. 

민세원,「몰드(Mold) 성형 기법의 역사와 작가 사례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9. 

박근수, 하지수,「3D 펜과 필라멘트의 교차사용을 활용한 창작의상 

 디자인  연구」,『기초조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0. 

박수진,「현대 패션에 나타난 대량 예술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석사 학위논문, 2020. 

박승호, 이성일,「보강성 충진제를 첨가한 실리콘 고무의 난연 및 

 화재안전 특성에 관한 연구」,『전지전자재료학회논문지』, 

 제32권 제4호,  2019. 

손종업,「박범신 소설과 피부자아의 서사」,『우리문학연구』, 제37집, 

 2012. 

송은진,「알렉산더 맥퀸의 투명성 패션 디자인에 대한 미적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8. 

송은진,「펜디 컬렉션에 나타난 투명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제5권, 2017. 

심재한,「뱀과 인간」,『재미있는 야생 동×식물 이야기』, 2009. 

여학규, 정효성,「실리콘 고무의 제조 및 특성」,『공학화학 전망』,  

 제2권 제4호, 1999. 

연복희, 이태호, 이중한, 허창수,「자외선 조사된 HTV 실리콘 고무의 

 표면열화 분석」,『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제13권 5호, 

 2000. 

 



  
228 

오영일, 한경아, 정경호, 김경남, 조리라,「실리콘 고무인상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엘라스토머』, 제35권 제21호, 2000. 

우인영, 류민영,「재료 압출 방식 3D 프린팅 시편에서 적층 경로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폴리머』, 제44권 제6호, 2020. 

윤솔,「생명을 담은 껍질」, 서울대학교 공예학과 도예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윤완희, 김상범,「발포제에 따른 폴리우레탄 폼의 발포 특성 및 물성 

 분석」,『폴리머』, 제45권 제3호, 2021. 

이광선,「게르트 로트만(Gerd Rothmann)의 장신구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 

이석민, 송점식,「재활의료공학용 실리콘 고무 응용」,『고무기술』,  

 제9권 제2호, 2008. 

이성일,「보강제 변화에 따른 실리콘 고무의 전기 특성」, 

 『안전경영과학회지』, 제6권 제1호, 2004. 

이윤령,「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예술 장신구의 경향」, 

 『한국공예총론』, 제17권 제3호, 2014. 

이혜민, 이형규,「4차 산업혁명에서의 3D 프린터를 활용한 주얼리 

 생산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6권 제4호, 

 2020. 

임광조,「실리콘 고무 주형 제작에 관한 연구」,『한국공예총론』, 2010. 

임승한,「현대 회화의 평면 개념 고찰」,『유럽문화예술학논집』,  

 제8권 제7호, 2013. 

장민호,「장식의 현시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전혜숙,「피부-경계가 무너지는 장소」,『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43권, 2015. 

정대성,「자동차 헤드 램프용 대형 실리콘 렌즈 성형기술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 기술·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정성일, 임용관, 김호윤, 최재영, 정해도,「고무형을 이용한 

 미세복제기술  개발」,『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27권 제8호,  2003. 

차국찬, 송점식, 이석민,「고흡수성 수지를 이용한 흡수성 실리콘의 특성 

 연구」,『고무기술』, 제47권 제2호, 2012. 

차성환,「허물」,『서정시학』, 제 26권 제3호, 2016. 

최근묵,「21세기의 첨단재료로서의 Silicone」,『공업화학전망』,  

 제6권 제1호, 2003. 



  
229 

태동숙,「현상적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패션과 니트』,  

 제13권 제1호, 2015. 

하은아, 장호익,「제품에 표현된 투명성과 표현기법」, 

 『한국과학예술포럼』, 제13권, 2013. 

한은주,「실리콘 왁스의 재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금속의 선 표현」, 

 『조형디자인연구』, 제18권 제4호, 2015 

허동섭,「실리콘 고무 제품 제조에 관한 이론과 실제 1」, 

 『고무학회지』, 제15권 제2호, 1980. 

허동섭,「실리콘 고무 제품 제조에 관한 이론과 실제 2」, 

 『고무학회지』, 제15권 제3호, 1980. 

홍성희,「‘투명성’을 지닌 현대 도예 작품의 공간표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2. 

황선희, 유진우,「프로스테틱 특수분장 상처슬랩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제9권 제2호, 2019. 

황장원,「일반 총설: 실리콘 고무의 특성과 응용」,『고무기술』,  

 제8권 제2호, 2007. 

Jim Yu,「전자 재료 패키징에서의 금속/폴리머 접착력」, 

 『대한 금속·재료학회지』, 제40권 제5호, 2002. 

Sihui Zhang,「Peeling」, MFA�Thesis in Metal, SUNY New Paltz, 

 2017. 

 

 
보고서 

미래에셋증권,「실리콘 산업」, 201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실리콘 시장」, 20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실리콘 폴리머」, 2002. 

 

브로셔 

한국 신에츠 실리콘,「전기·전자용 RTV 고무」 

한국 신에츠 실리콘,「형뜨기용 RTV 실리콘 고무」 

 

 

 



  
230 

웹사이트 

 
작가 홈페이지 

 

https://amybrener.com (Amy Brener 홈페이지) 

http://anthonybryant.co.uk (Anthony Bryant 홈페이지) 

https://www.barthess.com (Bart Hess 홈페이지) 

http://courtneystarrett.com (Courtney Starrett 홈페이지) 

https://demichao.wixsite.com (Demi Chao 홈페이지) 

http://www.doreengarner.com (Doreen Garner 홈페이지) 

https://durbano.de (Alba d’Urbano 홈페이지) 

https://en.meelarts.com (Eddy Maniez 홈페이지) 

http://www.hannahslevy.com (Hannah Levy 홈페이지) 

https://www.irisvanherpen.com (Iris Van Herpen 홈페이지) 

http://www.isabellebusnel.co.uk (Isabelle Busnel 홈페이지) 

https://www.ivanabasic.com (Ivana Basic 홈페이지) 

http://www.jazharold.com (Jaz Harold 홈페이지) 

https://www.jilkoehn.com (Jil Koehn 홈페이지) 

https://www.jooheehan.com (한주희 홈페이지) 

https://www.juunmin.blogspot.com (배준민 홈페이지) 

http://kathleencarricaburu.com (Kathleen Carricaburu 홈페이지) 

https://www.kristinaestell.com (Kristine Estell 홈페이지) 

https://www.kwonseulgi.com (권슬기 홈페이지) 

https://www.levkhesin.com (Lev Khesin 홈페이지) 

http://malenekastalje.blogspot.com (Malene Kastalje 홈페이지) 

http://www.mineralarts.com (Lorena Babcock Moore 홈페이지) 

http://www.reytan.de (Denise Julia Reytan 홈페이지) 

http://ryungjae.com (정령재 홈페이지) 

http://www.sofiaerikssonstudio.com (Sofia Eriksson 홈페이지) 

http://www.stephanievoegele.com (Stephanie Voegele 홈페이지) 

http://stimpfl-abele.com (Bernhard Stimpfl-Abele 홈페이지) 

http://studioknol.com (Studio Knol 홈페이지) 

http://tednoten.com (Ted Noten 홈페이지) 

https://tzurigueta.com (Tzuri Gueta 홈페이지) 

http://www.ursulaguttmann.co (Ursula Guttmann 홈페이지) 

https://www.vanessabilly.com (Vanessa Billy 홈페이지) 

http://yevgeniyakaganovich.com (Yevgeniya Kaganovich 홈페이지) 

http://yinggao.ca (Ying Gao 홈페이지) 

 

 

 



  
231 

실리콘 및 소재 관련 홈페이지 

 

http://bioplastic-cookbook.schloss-post.com (바이오 플라스틱) 

http://corian.com (Dupont사 Corian 제품 소개) 

http://www.csctech.co.kr ((주) 청산켐텍) 

http://www.doctormedi.com (닥터 메디) 

http://www.dtsilicone.com (대통 실리콘) 

http://www.dukshin.net (덕신 실리콘) 

http://encapsulant.com (Beginor) 

http://www.esung.asia (이성 소재) 

https://www.gunchinews.com (건치 뉴스) 

https://www.hellot.net ((주) 첨단) 

http://hksrubber.com (한국 특수 고무) 

https://hyup-shin.co.kr (협신 물산) 

https://kiha21.or.kr (한국산업보건협회) 

https://www.kccsilicone.com (KCC 실리콘) 

http://www.kemall.kr (경은덴탈) 

https://www.lsr-molding.com (Xiamen Better Silicone Rubber Co., 

Ltd) 

http://momentive.com (Momentive 실리콘) 

https://sfxkorea.co.kr ((주)에프엑스코리아) 

https://www.shinetsu.net (한국 신에츠 실리콘) 

http://www.shinetsu123.com (일본 신에츠 실리콘) 

http://www.shinsegae.pe.kr (신세계 의수) 

https://www.sitech-corp.com (Silicone Technology Corp.) 

http://smtrading.kr ((주) 성민 트레이딩)  

http://www.raonglobal.kr (라온 글로벌) 

https://sterne-silicone-rubber.com (Sterene 실리콘) 

https://techgoogleblogger.blogspot.com (테크 박스) 

https://www.thomasnet.com (Thomas) 

http://tjsi.kr (태진 실리콘) 

https://www.ultramarinepigments.net (Ultramarine & Pigments., Ltd.) 

http://www.theviewers.co.kr ((주) 뷰어스) 

https://www.wacker.com (Wacker Chemie AG) 

http://www.yuyuinst.co.kr ((주) 유유계기교역상사) 

http://youngnam3042.com (영남상사) 

 

 

갤러리 홈페이지, 아트 플랫폼 그 외 
 
https://amidolling.wordpress.com  

https://architecturaldigest.com 



  
232 

https://artjewelryforum.org 

http://www.artnet.com  

https://www.artsy.net 

https://www.behance.net 

http://bijoucontemporain.unblog.fr 

https://www.belairfineart.com 

http://www.centralcalclay.com 

https://www.ceyssonbenetiere.com 

https://cfileonline.org 

https://cultartes.com 

https://www.current-obsession.com 

https://daidibujoanalisiseideacion.wordpress.com 

https://www.dazeddigital.com 

https://delood.com 

https://www.designboom.com 

https://www.designindaba.com 

https://www.dezeen.com 

https://dspace.sunyconnect.suny.edu 

http://ecotopia.hani.co.kr 

https://www.fad.cat 

https://ffw.uol.com.br 

https://www.fkv.de 

https://www.galeriareverso.com 

https://galerienoelguyomarch.com 

https://galleryfunaki.com.au 

https://www.ganaart.com 

http://genebank.rda.go.kr 

http://gillmeierrech.com 

https://greater-than-or-equal-to.com 

https://hedendaagsesieraden.nl 

https://www.hochschule-trier.de 

https://hypebeast.com 

https://www.itsliquid.com 

https://www.joelix.com 

https://www.joybuy-us.com 

http://k-artjewelry.com 

https://klimt02.net 

https://www.korutaideyhdistys.fi 

https://www.kunsthallesanktgallen.ch 

https://labelleotero.tumblr.com 

http://www.linlingallery.com 

https://www.livemaster.ru 



  
233 

https://www.madeinmindmagazine.com 

https://madrid.lecool.com 

http://marthafineartinspirations.blogspot.com 

http://materiability.com 

https://m.mall.tsherpa.co.kr 

https://www.mobilia-gallery.com 

http://mocoloco.com 

https://moodmoods.wordpress.com 

https://www.notjustalabel.com 

http://www.ornamentumgallery.com 

https://www.rca.ac.uk  

https://sculpturemagazine.art 

https://www.sightunseen.com 

http://www.snagspace.org 

http://sperkstret.blogspot.com 

https://theimpression.com 

https://thejewelleryloop.tumblr.com 

http://www.thephotophore.com 

http://www.vam.ac.uk 

https://womenandtheirwork.org 

https://www.yatzer.com 
 
 
보도자료 

백민정,「건강과 디자인을 동시에 챙긴 실리콘 주방용품 인기」, 

 『헬스조선』, 2010. 

서민정,「브로치는 메시지다…100개의 브로치가 전하는 100개의  

 언어」,『중앙일보』, 2020. 

최상혁,「간편하고 유용하다! 끝판왕 점토재료 폴리머 클레이」, 

 『핸드메이커』, 2018. 

 

 

 

 

 



  
234 

Abstract 

A Study on Contemporary Jewelry Utilizing 

Silicone Rubber 

: Focusing on Imagery of Cast Skin 

 

Lee, Seonyong  

Major in Metalwork & Jewelry 

Faculty of Crafts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ast Skin Series> is contemporary jewelry that reflects 

researcher's artistic identity and different perspectives and attitudes 

toward materials. The Shinetsu KE-1300T, which was used in the 

researcher's <Cast Skin Series>,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silicone rubbers as a molding material for mold making. This product 

is an additive-type room temperature curing silicone rubber that was 

specially developed for use in molds, but there are no limita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formative search. Artists who use silicone 

rubber share the following aesthetic and conceptual characteristics. 

By duplicating an object, the original value system is relaxed or 

overturned, and the copied texture identical to the body is substituted 

into a foreign phase. The images of thin film and foam symbolize the 

epidermis, cells, and bacteria, and represent the proliferation and 

extinction of living things. Through injection and extrusion molding, 

which are mass production methods, it is used to simulate the image 

of tentacles or protrusions that exist in nature. The glass-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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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and elegant color expression maximize the range of 

material application, and utilize the point of changing the properties 

from liquid to solid to capture flowing or moving shapes as they are 

and inject organic energy. 

Since 2012, the researcher has re-recognized the role of an object 

using silicone as the main material and has captured the moments of 

change and transformation. <Cast Skin Series> empathizes with the 

sorrow of the abandoned shell after fulfilling its duty and makes it a 

subject. When a new life is born, the original exuviae loses all eyes 

and attention. The fate of cast skin, who always gave up the main 

character's place to a new life, was thrown away, and this was 

replaced by melting away the original form. A thin cast skin with a 

history of growth rises at the site where the original is melted, raising 

the meaning of existence. This cast skin, which retains the shape of 

the kernel it was holding, further reveals its presence through change. 

The exalted cast skin challenges the normal hierarchy of subject and 

object once again by overturning the inside and outside, expressing 

the traces of the inside to the outside world. This cast skin no longer 

exists for any object, and the decoration itself becomes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Maximization of decoration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a return to the original formative elements. The brush strokes made 

on the plane are materialized thanks to the properties of silicone, and 

this is completed as a three-dimensional jewelry. 

Silicone rubber, a new material that first appeared in the 1930s, 

is an advantageous material for the manufacture of jewelry, because 

it has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human body and must be in direct 

contact with the body, and bonding is important in the manufacture of 

jewelry. However, it was not easy to find a well-organized recip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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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Firs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jewelry, in 

which certain materials remind a particular artist, a sense of 

reluctance to expose individual know-how. Second, the reality is that 

many artists only recognize the process of their work in the form of 

tacit knowledge, but do not have organized experimental results as 

systematic data. This study reviewed and implemented the formative 

arts possibilities that silicone material can express from various 

angles. The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systematic data by 

arrang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formative activities that must be 

accompanied by thematic and material exploration, and in expanding 

the artistic position of silicon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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