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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장들의 물레 성형과정에 있어서 기술행동의 특징: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의 기술과정 비교*

1)

박성용
**

1. 머리말

옹기장들의 물레 성형과정은 다양한 제작기술1)과 도구의 사용방법, 

작업과정별 특징적인 몸동작과 자세 등이 복합된 기술행동의 연쇄과정

이다. 이 과정에는 태토ㆍ생산자ㆍ도구와 같은 작용인자들과 제작기법, 

생산의 사회관계, 기술지식 등의 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변화하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Gosselain 1992: 581-582)을 나타

내 준다. 이러한 양상들은 그들의 기술전통과 새로운 제작 상황에 따라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12S1A5A2A01019306).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전국 옹기장들에 한 민족지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

는 과정에 있어서 영남 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재영 군과 석사과

정의 양아림 양, 학부의 김용우 군이 물레를 실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영남 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물질적 공예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물질적 자원, 

도구, 작업과정, 기법, 언어적ㆍ비언어적 지식, 작업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Pfaffenberger 1992: 497).



120  비교문화연구 제20집 1호(2014)

기술선택을 해야 하는 기술실천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옹기장들의 기술행동에는 그들의 역

사적 기술실천의 경험과 기술선택 전략이 상호관련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의 옹기장들이 지역의 전통제작기법을 토 로 하면서 가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법을 창출ㆍ실천하거나 상이한 구기술과 신기술

을 함께 사용하며,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의해 야기된 기술적ㆍ물질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안적 기술실천을 행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옹기제작자들의 물레 성형과정에 한 연구는 주로 미술사 분

야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예컨  옹기의 역사적 기원과 형태, 옹기제작

과정에 한 역사적 접근(정명호ㆍEddy 1973; 정명호 1996; 정양모ㆍ

이훈석ㆍ정명호 2004; 나선화 2006) 등이 그것이다. 인류학, 민속학 분

야에서는 옹기의 기능과 지역별 옹기제작 기법의 제 특징(Sayers and 

Rinzler 1987), 옹기와 여성문화(伊藤亞人 1985; 안혜경 2003), 옹기 

연구의 동향(염경화 2001), 옹기문화의 경계와 의례(강정원 2009). 옹

기의 제작기술(배영동 1997, 2008), 옹기제작자들의 생활문화와 제작기

법에 한 총체적 조사(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2006; 김인규ㆍ이한

승 2009)가 있다. 또한 옹기생산의 사회ㆍ기술체계(박성용 2009), 한국

의 옹기제작 기술에 한 작업순서분석(Park Song-Yong 2010), 옹기의 

문화지도(박성용ㆍ이창언ㆍ배영동ㆍ김재호ㆍ강정원ㆍ안귀남 2011), 문

화유산으로서 옹기장의 지식과 기술 전승(김재호 201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옹기장들의 물레 기술행동에 한정하지 않았지만 기술과정과 

생산의 사회관계, 제작의 기술과정, 사용관습, 민속용어 등에 주목한 바 

있다. 그밖에 사회기술요소들의 유기적 관계의 변화, 작업순서분석을 

통한 제작자들의 기술과정과 전략 등에 관해 접근해보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옹기의 역사적 전개과정, 지역별 제작도구와 

기법의 변화, 기술행동과 기술지식, 그리고 사회기술체계 변화,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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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 경제사 변화와 전통기술의 연속과 불연속 양상, 옹기형태와 제

작기술의 지역분포에 한 시ㆍ공간적 특징 등을 기술ㆍ분석하였다. 

그런가하면 외국의 인류학자들은 토기 제작자들이 작업과정 중 흙

을 물레위에서 지어가는 단계별 기술행동을 기술지식ㆍ제작도구ㆍ기술

동작과 자세ㆍ제작기법ㆍ생산의 사회관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하고자 

하였다. 예컨  토기형태의 변이성과 범주화 원리(Miller 1985), 토기의 

성형과정과 인지적 형판(Gosselain 1992), 기술전개과정과 사회적 인자

들, 그리고 작업과정과 기술실천과의 관계(Dobres 2000), 사회ㆍ기술

체계(Cresswell 1975, 1991; Lemonnier 1980, 2002) 등과 같은 연구들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물레 성형의 작업과정에 있어서 제작자들의 기

술행동과 언어적 표현, 그리고 점토와 제작도구에 관련된 신체 움직임, 

특징적인 제작기법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의 관계체계, 구조적 원리, 의

도적인 기술수행의 특징 등을 규명하였다. 아울러서 그들이 기술선택을 

하는 데에는 자연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생산수단의 제어방식, 선택과 거

부의 문화기술적 전략, 기술적 표상 등이 관련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토기 제작자들의 상이한 기술행동이 어떠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가와 작업과정에 관련된 기술행동, 생산기술과 사회관계, 기술지식 등

에도 주목하였다.

언급한 제 연구들에서 고려할 점은 옹기제작자들의 기술행동에 

한 접근을 할 때 물레 성형과정의 경우, 그들이 새로운 기술문화적 환경

에 반응하는 기술전통과 제작 상황별로 행하는 선택적 기술실천을 관련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작업을 하는 옹기장들은 노동생

산성을 극 화하기 위한 신기술과 구기술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사용한

다. 제작자들이 자신의 제작능력, 작업의 편리성, 생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베어링물레와 전기물레를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하거나, 기술

적 성향에 맞게 이것을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1960

년  이전 옹기장들은 지역별로 제작기법상 쳇바퀴 타림과 흙가래 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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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작업하였으나 오늘날 그들은 더 많은 옹기생산을 위해 

다른 기법을 차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제작자들의 이와 같은 제작 

과정별 기술선택 행동은 옹기산업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사회ㆍ경제적ㆍ

기술문화적 해결책으로서 기존의 기술관습에 부합하다고 판단된 새로

운 기술들을 조합내지 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두 기술을 립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전통적인 기술과 현  생산기술을 

관련시키면서 생산의 실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된 기

술을 절충하여 선택한다(박성용 2009: 38). 그들은 작업과정에 있어서 

체화한 기술전통을 근간으로 제작 도구의 질서, 그리고 기술문화적 제

약을 조절하는 방식 등을 관련지우면서 작업 상황에 따라 제작기술을 

변형ㆍ창출한다. 

이러한 기술행동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옹

기장들이 경험한 제작전통과 상황별 기술행동의 전략을 상호관련지우

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해 접근할 것이다. 첫째, 흙가래로 타림법을 

행하는 옹기장들과 판장(‘질판’ 혹은 ‘타래미’로 부름)으로 쳇바퀴 타림

법2)을 하는 옹기장들을 구분하여 그들이 학습한 제작기술의 전통과 새

로운 기술환경에 반응하는 기술행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옹기장들의 작업과정을 비교하여 단계별로 진행되는 

물레 기술행동의 같고 다른 점을 검토한다. 셋째, 옹기장들이 물레에 

 2) 제작기법의 지역적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것은 흙가래 타림법(coiling technic)과 쳇

바퀴 타림법(slab building technic)이다. 흙가래 타림법에는 똬리쌓기(ring technique), 

조각타림(segmental technic), 나선형타림(spiral technic)이 있다. 똬리쌓기는 각각의 

흙가래를 각 과정을 거치면서 끝 부분까지 쌓아 올라가는 방법이다. 조각타림은 옹

기의 전체 외벽에 있어서 상이한 타림을 쌓아 올라가는 방법으로 환상(環狀)을 이루

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한 가닥의 흙가래보다는 여러 가지 조각들로 만들어진다, 

나선형 타림은 나선형 흙가래로 옹기를 만들어가는 기법이다(Rice 1987: 125-127). 

한편, 송재선(2004: 200-201)은 제작기법을 ‘빚어서 만드는법’, ‘똬리쌓기법’, ‘쳇바퀴

형쌓기기법’으로 나눈 바 있다. 필자는 제작기술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포괄적으로 분

석ㆍ이해하기 위해 옹기장들이 흔히 구분하는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에 따

른다. 두 기법의 다른 점은 흙가래와 판장(질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흙가래 타림

법에서는 흙을 긴 떡가래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나 쳇바퀴 타림에서는 진흙을 두

드리고 늘려서 편평하게 만든 판장(흙판)으로 원하는 모양의 용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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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경험을 체화(体化)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기술행동의 특징을 

이해한다.

2. 옹기장과 물레에 대한 자료수집

1) 자료수집과정과 대상

이 연구를 위해 제시한 민족지적 자료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을 행하고 있거나 이를 통해 

제작한 바 있는 각 지역의 옹기장들을 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각 옹기장별로 1회~5회 정도 면접, 관찰 하였다. 그들의 지

역분포를 보면 경기도 4명, 충청남북도 3명, 경상남ㆍ북도 8명, 전라남ㆍ

북도 6명, 제주도 1명으로 총 22명이다. 이들 가운데 기계화된 공정과정

으로 생산하는 이들의 수가 5명,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이들의 수는 17

명이다. 이들을 제작기술의 전승 수로 구분해 보면 당  4명, 2  7명, 

3  4명, 7  1명이다. 수작업을 하는 제작자들은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

퀴 타림법을 행하는 이들로서 도지정문화재 내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

정된 이들이 9명,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기술을 

가진 제작자 수가 8명이다. 그들은 장 또는 장과 점주를 겸하고 있

다. 이들을 통해 제작기술, 사회관계, 기술관계, 흙의 인식, 제작과정, 

기술의 표상, 민속지식, 관념, 정감, 기술행동과 기술지식과의 관계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작업을 하는 이들 가운데 중요 무형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학수(전남)ㆍ정윤석(전남)(쳇바퀴 타림법), 이

무남(경북)ㆍ이지수(경기)(흙가래 타림법) 옹기장들3)의 제작기법을 주

 3) 이학수(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전수교육조교), 정윤석(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보유

자), 이무남(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 보유자) 이지수(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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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하였다. 이들은 제작기법의 지역 전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신기술을 차용하고 있어서 기술행동의 변화된 면과 변화되지 않

은 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특징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행동의 비교를 위해 제작기법에 

따라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을 행하는 제작자로 구분하고, 이

를 다시 물레형태에 따라 베어링(bearing)물레와 전기물레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로 나누었다. 

필자는 제작자들의 작업순서와 몸동작, 손모양, 기술과정 등에 한 

민족지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960년  이전 전북의 김제ㆍ남원

을 둘러서 전남의 징광에 이르는 지리적 범위 내의 지역 옹기장들은 

쳇바퀴 타림법을, 그 외 지역의 옹기장들은 흙가래 타림법을 행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4) 두 기법의 경계지역으로 간주되는 논산은 흙가래 

타림법이 행해지는 곳이었다. 쳇바퀴 타림법을 행하는 제작자들이 거주

하는 지역은 전라남ㆍ북도와 제주도이다. 흙가래 타림법이 행해지는 지

역은 경기도, 충청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이다. 강원도에는 현재 제작

자가 없으나 과거 옹기제작을 한 이들은 모두 흙가래 타림법을 사용하

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흙가래 타림법 권역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호, 보유자).

 4) 필자는 1960년  이전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의 문화적 경계가 어떻게 획

정되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전국의 옹기장들을 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흙가래 타림을 하는 옹기장들을 보면 경기도 여주의 김일만 씨 부자, 김진한, 안성의 

유수봉, 충남 홍성의 이완수, 방춘웅, 아산의 이지수, 충북 옥천의 조영수, 경북 상주

의 정 희, 청송의 이무남, 영덕의 백광훈, 청도의 서현옥, 울진의 오재근, 경남 울주

의 신일성, 장성우, 사천의 강길부 등의 제작자들이다. 흙가래 타림법이 행해지는 지

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충청남ㆍ북도, 경상도를 포함한다. 쳇바퀴 타림법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 전북 김제의 한종철, 전남 무안의 홍순탁, 보성의 이학수, 징광의 한상

훈, 칠량의 구희철과 정윤석, 제주도 조수리의 김진 씨 등이다. 쳇바퀴 타림지역은 

전라 남ㆍ북도이다. 울릉도에는 과거부터 옹기굴이 없어서 동해안의 항구에서 상인

들이 배로 옹기를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간으로 두 기법의 문화적 

경계는 전남ㆍ전북을 포함한 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두 타림법

의 접경지인 논산에는 옹기장이 없지만 김제의 한종철 씨가 1960년  이전 논산 옹

기굴에 가보았을 때 흙가래 타림을 하였다고 확인한 바가 있어서 흙가래 타림법이 

행해지던 지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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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레의 부위별 명칭5)

울릉도에는 과거나 현재에도 옹기제작자들이 없었고 울진, 포항, 구룡

포 등에서 장사꾼들이 경북의 옹기를 판매하였다. 제주도는 쳇바퀴타림 

기법이 행해지는 지역이다.

2) 물레 형태와 도입시기

물레는 크게 손으로 돌리는 물레와 발의 힘을 이용하는 물레로 나누

어진다(Rice 1987: 134).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물레는 인력으로 

회전력을 얻는 발물레이다. 오늘날 부분의 옹기장들은 인력과 전력을 

함께 사용하는 전기모터물레로 옹기를 제작한다. 발물레를 그 핵심부품

에 따라 구분해보면 전통갓모물레, 베어링물레가 있다. 전통갓모물레는 

통나무로 만든 원판 중심에 회전하는 축(심보)을 추나무로 만든 갓모

를 사용한 것이다. 이 물레는 개 1960년  후반에서 1970년  초에 

거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베어링물레는 원통형 나무 중간에 삽입

 5) <그림 1>은 이학수 옹기장(전남 보성)의 물레를 실측한 도면을 바탕으로 그가 물레 

각 부위에 해 말한 명칭을 표기한 것이다. 괄호 안의 물레 부위별 명칭은 이무남 

옹기장(경북 청송)이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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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갓모 신에 속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심보의 가압부분과 바깥 

링 사이에 8개 정도의 베어링이 끼워져 있는 물레이다. 이에 비해 전기

모터물레(‘전기물레’)는 베어링물레에다 전기로 돌릴 수 있는 모터를 장

치하여 손이나 발로 조정할 수 있게 한 물레이다. 옹기장들은 물레를 

발물레로서의 베어링물레와 전력을 주된 동력으로 삼으면서 인력을 부

차적으로 이용하는 전기모터물레로 구분한다(<부록 1, 2> 참조). 이 논

문에서는 그들의 물레분류를 따른다. 

1970년  초 옹기장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갓모물레를 베어링물

레로 체하였다. 그 이유는 전통물레의 핵심부품인 갓모를 베어링으로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기술에 적합하였으

며 옹기생산량을 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별 옹기장들 중

에는 제작기술의 전통성 유지를 강조하거나6) 기술적 안정성7)을 이유로 

베어링물레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양상에 비해 전국 옹기장

 6) “내가 전기모터물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전기모터물

레는 도는 속도가 빨라서 내가 이것을 끌어서 내 마음 로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

다. 전기물레에 나를 맞춰야 된다. 하지만 베어링물레는 내가 물레를 조절할 수 있

다. 비록 힘은 더 들지만 물레의 조절이 용이하다. 베어링물레냐 전기모터물레냐에 

따라 옹기의 형태에서도 그 차이가 생긴다. 베어링물레로 만든 옹기는 자연스러운 

멋, 느낌이 나는 반면 전기모터물레로 만든 옹기는 기계적인 멋, 느낌이 나는데 이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특히, 근개질을 할 때 물레를 최 한 발로 많이 당겨서 빨리 

돌린다. 하지만 수레질을 할 때에는 물레를 아주 느린 속도로 일정하게 돌린다. 발로 

차서 물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레질의 당겨지는 힘에 의해 물레가 돌아가게 한

다. 이 때 물레 속도가 빨라지면 수레에 맞는 면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옹기의 두께

와 옹기의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수레질을 하는 데에서 장의 수련정도가 

드러난다”(이학수 씨, 쳇바퀴 타림법, 전남 보성).

 7) “제작한지 50년이 지난 베어링물레를 요즈음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모터물

레를 사용하지 않았다. 베어링 물레는 옹기의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물레

로 배웠기 때문에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베어링물레는 나의 힘에 맞고 근개질

과 수레질을 속도에 따라 잘 맞출 수 있다. 전기모터물레는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부분의 옹기장

들과는 상이하게 왼발로 시계반 방향으로 돌린다. 물가죽질, 근개질을 할 때에는 시

계가 도는 방향과는 반 로 돌린다. 물레바닥에서 첫타림을 한 것을 청타림이라 한

다. 2-4개 정도의 타림을 한 것은 밑골, 그 위는 중골, 마지막은 막골이라 부른다. 

바닥과 몸 사이를 연결하는 이음을 ‘고역돌리기’라 한다. 물레속도는 몸을 잡을 때 

약간 올리고, 수레질이 고르지 않을 때 내린다. 한 부분이 끝나고 다음 부분으로 이

동할 때 정지한다”(이지수 씨, 흙가래타림법,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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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기모터물레를 도입한 시기를 보면 베어링물레의 경우와는 다르

다. 지역별로 그 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상 적으로 길다. 

경상도지역은 1971년에서 2001년까지, 전라도 지역은 1997년에서 

2009년까지, 충청도지역은 1989년에서 2000년까지, 경기도 지역은 

2000년에서 2012년이다. 전기모터물레는 각 지역 옹기장별로 도입시기

가 30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제작자들이 원료, 생산

의 사회ㆍ기술관계, 관련 사회 기술인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실천해온 기술행동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고려하

여 물레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옹기장들 중에는 전기모터물레를 도입하였지만 바로 사

용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8) 베어링물레를 사용하는 일부 옹기장들은 이 

물레를 사용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던가 전기모터물레보다 비효율적인 

기술적 제약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전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옹기장들의 새

로운 물레도입은 모두 높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따라서 바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물레 성형과정과 작업순서분석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은 사회관계, 도구, 재료 등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작업순서분석’(operational sequence analysis, chaîne 

opératoire)9)을 제시한 바 있다(Leroi-Gouran 1964; Forestier 2000; 

 8) “나는 2011년까지 베어링물레를 사용하였다. 2012년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 그

때 이후 전기물레를 사용한다. 이 물레에 익숙해지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처음에 

전기물레 속도에 적응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만드는 이가 그 회전력을 쫓

아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물레에다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달아 아주 느리게 조정하

였다. 나 자신에 맞는 정도의 회전력이 맞지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속도가 나에

게 맞는 물레가 있어야 한다”(김일만 씨, 흙가래 타림법, 경기도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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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t 2003; Tostevin 2003). 작업순서는 제작자가 어떠한 공예품을 만

드는 진행단계에 있어서 각 과정마다 사회기술적 요소와 재료가 긴밀하

게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연쇄적 순서를 따라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한

다. 

이 과정에 한 분석은 어떠한 개인이나 작업집단이 생산도구를 사

용하여 원재료를 변형시키는 순차적 기술과정에서 그들의 기술행동과 

사회기술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한 이해로 나아간다

(Park Song-Yong 2010: 90-91). 예컨  선사시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공예품 제작자들이 원재료를 변형시키기 위해 행한 기술동작의 연

쇄과정에 한 분석과 설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원재료ㆍ전통도구와 현 도구, 작업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분업관계, 제

작기술 등과 같은 각 요소들이 작업과정상 그 관계체계로 구성된 방식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Cresswell 1975; Lemonnier 1980). 또한 

이 분석방법은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질과 도구, 기술 등

에 사회적 범주, 그 형태적 속성, 사회적 표상 등을 관련짓기도 한다

(Mahias 2002; van der Leeuw 2002). 어떤 학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 

제작자들이 원재료들을 역사단계별로 변형시키는 기술의 실천적 논리

를 해명하기도 한다(Schlanger 1991; Dobres 2000). 

언급한 분석방법은 제작자들의 기술행동과 관련된 노동력, 생산도

구, 원재료, 작업집단 등의 제 요소들이 사회ㆍ기술체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술문화적 의미범주와 재현, 신체동작, 집단적 전통 등

 9) 프랑스의 르롸구랑(Leroi-Gouran 1964), 크르스웰(Cresswell 1975, 1983) 등과 같은 

민족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은 ‘chaîne opératoire’로, 영미 학자들은 ‘operational 

sequence’(Bar-Yousef and Van Peer 2009: 105)라는 용어로 사용한 바 있다. 동아

시아 각 나라별로 chaîne opératoire를 번역할 때 일본에서는 동작연쇄(動作連鎖)(松

本建速ㆍ前田修 역 2004: 396)로, 중국에서는 조작연(造作連)((阵虹ㆍ沈辰 2009)으로 

번역한다. 그밖에 ‘물질문화 제작과정’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필자는 chaîne opératoire

를 조작연쇄(造作連鎖)로, operational sequence analysis를 ‘작업순서분석’으로 부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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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과정임을 드러내주고 있다.10) 또한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공예품을 제작하는 이들이 신체를 통해 

기술의 논리와 질서를 체화함으로써 기술세계에 한 지각과 실천적 행

동들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모스(Mauss 1985: 365)는 

이러한 신체의 기술화를 통해 기술세계를 체화하는 기술행동을 신체기

술(body techniques)이라 부르고 이를 “각 사회별 인간이 전통적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결과를 얻기 위한 전통적 행동으로서 신체의 

습관화된 성향(habitus)의 전체를 이룬다고 하였다(Mauss 1989: 29- 

30). 신체기술은 “학습에 의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몸동작

과 자세”(Cazeneuve 1968: 37)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한다. 언급한 

사회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작업서열분석에서 제기한 핵심된 개념을 

한국 옹기장들의 기술행동과 견주어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 즉 기술과

정별 기술요소들의 관계, 신체기술의 특징, 기술실천전략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기술의 순차적 전개과정에는 도구와 도구, 신체와 도구, 원재

료와 도구, 신체와 원재료와의 기술관계가 서로 연접ㆍ분리되는 경우가 

있다. 크르스웰(Cresswell 1983: 151-152)은 기술구성인자들의 관계를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는 관계와 약하게 영향을 주는 관계”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제작도구와 기술행동, 원재료는 그 상호작용의 강도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컨  옹기장이 

물레 위에서 바닥판을 만드는 것은 물레와 흙, 제작도구가 긴밀하게 상

호관계를 맺는 가운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물레의 회전

10) 전경수(1999: 315-316)는 각 사회가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야기하는 제 양상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결된 문화적 내용들, 즉 계급, 자원, 시간요소, 내관(內觀, 

emic)과 외관(外觀, etic)에 기초한 관점에 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앞

으로 작업서열분석은 내관과 외관의 입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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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지된 상태에서 행하는 옹기 벽쌓기 과정에서는 옹기장의 손과 흙

은 유기적이나 이 두 요소와 전기모터물레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그리

고 옹기장이 전을 잡을 때도 전기모터물레를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작

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손놀림과 발놀림은 상관연동적이지 못하다.  

둘째, 신체기술의 구성과정과 그 특성이다. 옹기장들의 물레성형 과

정은 물레의 도구성과 옹기장의 신체, 그리고 제작기법, 이에 한 인식

과 행동이 순차적 작용과정을 통해 신체의 기술화를 통한 기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이미 이전에 제작기술에 해 체험한 바를 

토 로 하여 이에 한 인식과 경험을 상기하고, 실천 가능성에 한 

숙고와 판단을 한다. 즉, 각 단계별 이전의 경험에 한 인식을 하고 

이를 뇌신경 작용을 통해 지각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Pelegrin 1991: 76).  

셋째, 옹기장들의 물레 기술행동은 그 도구성이나 그들의 기술전통, 

그리고 제작 상황별 의도적 기술선택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중심

이 되어 그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옹기의 형태와 무게, 

그리고 상이한 물레들의 속성이 갖는 관계와 문화기술적 제약을 조절하

는 방식, 그리고 물레의 속도와 운동량을 각기 다른 옹기 종류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몸동작 등이 관련되어 있다. 즉, 제작자들의 기벽을 쌓는 

과정에서의 기술실천은 기술전통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물레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술행동이 완전히 변화하지 않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김광억(1998: 18-19)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문

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복잡하여 어느 것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연쇄적

으로 자동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한 기술환경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어떤 옹기장들은 50년 전에 사용하던 물레를 그 로 사

용하여 제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전기물레를 바로 도입해서 성

형작업을 하는 이들이 있다. 

제작자들은 기술전통과 기술환경의 제약에 한 선택과 적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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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술체계의 변화에 한 응과 조정방식들이 주는 영향을 고려하

여 물레를 선택한다. 그들은 작업단계별로 원재료들을 문화적 생산물들

로 만드는 연쇄과정에 있어서 물질적ㆍ사회적ㆍ상징적 조건들을 변화, 

생산, 유지하기 위해 기술실천을 한다(Dobres 2000: 133-134). 그들의 

기술행동은 원재료에 한 인식과 작업구도 속에서의 기술적 행동, 그

리고 기술적 제약에 한 안 등이 최적의 매개변수로 서로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작업순서분석에 한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토 로 

각 옹기장들의 순차적 기술행동에 한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

저 옹기장들의 상이한 기술과정에 한 경험적 관찰의 결과를 <표 1, 

2>로 요약해서 제시한다. 그리고 베어링물레와 전기물레를 사용하는 옹

기장들을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으로 구분하여 제작기법을 비

교한다. 

4. 성형과정에서의 제작기법 비교

1) 베어링물레에서의 제작과정

(1) 이지수 옹기장(흙가래 타림법)

15도 정도 아래로 기울어진 나무  위에 몸을 고정시키고 흙덩이를 

물레원판에 둔 뒤 손으로 치고 편다. 그의 성형과정은 다른 옹기장들에 

비해 일정하게 틀지어진 과정을 따른다. 흙가래로 타림하기-수레질-근

개질이 가장 기본된 연쇄작업의 순서이다. 이 과정은 매 성형과정마다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 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잡기-수레질-근개

질 순서로 진행한다. 

그는 물레 위에 보토를 뿌린 다음 천천히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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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를 돌리면서 방망이질을 한다. 그리고 밑가새로 흙을 자른 뒤 남은 

흙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바로 아주 낮은 기벽을 

꼿꼿하게 세워주는데(‘청타림’) 사용한다. 그리고 물레를 살짝 차서 회

전을 준 뒤 청타림 한 부분 안쪽에 ‘고역돌리기’를 한다. 다음에 왼발로 

물레를 당겨주면서 오른손 검지와 그 마디를 이용해 고역돌리기 한 부

위에 흙을 눌러 붙인다. 이어서 진공토련기에서 만든 한단의 흙가래를 

그 위에 놓는다. 수레질을 할 때 기벽의 두께를 알맞게 하고 옹기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힘과 속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제작과정에 있어서 그가 돌리는 물레 속도는 다른 제작도

구11)를 사용하는 방법, 몸동작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있다. 수레질이

나 근개질을 할 때 물레를 알맞은 속도로 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

다. 물레의 속도가 느린 가운데 근개질을 하면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되고, 

그 속도가 빠르면 표면이 펴진다. 물레의 회전수는 옹기 두께를 균일하

게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는 물레를 사용할 때 그 회전속도와 운

동력이 옹기바닥 만들기, 수레질, 근개질, 물가죽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를 살피면서 이를 조절하는 가운데 기벽을 쌓는다. 전을 잡고, 기벽

을 두드리며, 흙을 누르고 밀거나 끌어올리는 그의 손놀림은 물레의 속

도와 운동량과 관련된다. 그는 손으로 흙가래를 누르고 늘이는 작업을 

통해 기벽을 쌓아 올린다.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안근개로는 조개껍질이나 활근개12)를, 그

11) 옹기 제작도구중에서 물레 성형과정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방망이, 수레(부채), 조

막(도개), 근개, 물가죽이다. 방망이는 바닥판을 만들 때 흙을 두들기는 도구이고, 수

레는 옹기의 기벽을 때려서 기벽을 늘이거나 옹기의 형태를 잡아주는 도구이다. 조

막은 도개라고도 부르며 수레질을 할 때 옹기의 안쪽에서 수레를 받쳐주는 도구이

다. 근개는 옹기의 표면을 다듬는 도구인데, 옹기의 바깥표면을 긁어주는 바깥근개와 

안쪽표면을 긁어주는 안근개로 나뉜다. 물가죽은 옹기의 표면을 다듬거나 전을 잡을 

때 사용하는 가죽 또는 헝겊을 물에 적신 것이다. 이 중에서 수레는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이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수레를 부채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옹기제작자가 사용하는 민속용어로서 수레와 부채를 혼용하고자 한다.

12) 이를 공그래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도구는 제법 큰 항아리를 만들 때 쓰인다. 이 도

구의 역할은 안근개인데 길게 생긴 막 의 끝이 휘어져 있어서 손이 항아리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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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바깥근개로는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사용한다. 물가죽

으로 ‘전’(옹기의 위쪽 가장자리가 나부죽하게 된 부분)을 잡을 때는 

모든 손이 중요한데 특히 상황에 맞게 구부려 누르고 당기면서 그 형태

를 만든다.

(2) 이학수 옹기장(쳇바퀴 타림법)

옹기장은 자세를 고정하고 물레판에13) 보토를 뿌린 뒤에 흙덩이를 

올리고서 물레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방망이로 흙덩이를 두

드려서 편다. 이어진 성형작업을 하는데 그 기본절차는 판장얹기-고역

돌리기-수레질(부채질)-수레근개질-근개질이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판장얹기-고역돌리기-근개질 작업이 부가되고 다시 처음과 같은 순서로 

되돌아가서 반복작업을 한다. 

판장은 진공토련기에서 뽑은 것을 사용한다. 손으로 판장을 제작하

던 과정이 소멸되어있다. 판장과 판장을 접합할 때 검지로 눌러 생긴 

홈에 흙을 밀어 넣어 붙여준다. 수평적으로 판장이 연결되는 외부 이음

매를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약간의 홈이 파일 정도로 힘을 

주어 눌러주고 흙을 덧붙여 판장을 연결한다. 수레질을 할 때 ‘얽은장’

과 ‘고운장’을 친다.14) 몸채를 쌓을 때 부채질을 비교적 많이 하여 손을 

상 적으로 적게 사용해도 된다. 그는 판장과 판장을 접합시킬 때 도구

닿지 않는 부분을 훑거나 배를 불릴 때 사용한다. 주로 소나무를 깍아 만든다(재단

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2006: 130).

13) 물레판 위에 보토를 뿌려서 바로 옹기성형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이 끝나면 잔판(물

레와 옹기바닥사이에 두는 나무판)을 밀어 물레 옆에 준비해 둔 나무판 위로 이것을 

밀어낸 후에 그 로 들어내어 건조한다. 완성된 옹기를 들어낼 때 뒷태(옹기를 들어

내기 위한 나무 받침 )로 받쳐서 들어내지 않고, 옹기를 올려놓은 잔판채로 들어내

기 때문에 옹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없어서 그 형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4) 전라도 옹기장들은 수레의 골이 새겨진 면으로 기벽을 두드릴 때 ‘얽은장을 친다’고 

하고 반 편에 있는 매끄러운 면으로 기벽을 고를 때 ‘고운장을 친다’고 한다. 얽은

장은 수레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비유한 것이고, 고운장은 곱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

다. 얽은장으로 기벽을 치면 그것이 잘 늘어나고, 고운장을 치면 옹기표면에 생기는 

울퉁불퉁한 자국을 없애준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성형을 위해서는 고운장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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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가래 타림법(이지수 옹기장) 쳇바퀴 타림법(이학수 옹기장)

바닥 -(물레돌리기와 보토뿌리기) 물레를 반
시계 방향으로 살살 돌려주면서 물레 
위 나무판에 보토를 뿌려준다.
-(물레돌리기) 왼손으로 물레를 시계방
향으로 돌려주면서 보토위에 올린 흙뭉
치를 방망이로 돌아가면서 두드려준다.
-(밑가새질) 밑가새로 동그랗게 바닥의 
흙을 잘라낸다.

-(물레돌리기와 보토뿌리기) 물레 위에 ‘잔
판’을 올려놓고 보토를 뿌리고 물레를 시계
반  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손바닥으로 보토
를 펼쳐준다. 
-(물레돌리기) 보토위에 바닥흙을 올려놓고 
시계방향으로 물레를 돌리면서 방망이로 바
닥흙을 두드려 펼친다.
-(밑가새질) 물레를 시계가 도는 반  방향
으로 돌리면서 밑가새로 바닥흙을 동그랗게 
잘라낸다. 

기벽 -(타림) 잘라낸 흙을 바로 세워준다. 이 
흙벽이 ‘청타림’이다.
-(고역돌리기) 청타림을 한 부분 안쪽에 
고역돌리기를 한다. 물레를 발로 차서 
살짝 회전시킨 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주면서 오른손으로 흙을 덧붙인다. 그 
후에 왼발로 물레를 당겨주면서 오른손 
검지와 그 손가락의 마디를 이용하여 
흙을 눌러 붙인다.
-(타림) 타림을 타릴 때는 오른 검지 손
가락에 힘을 가장 많이 준다. 외손바닥
의 장근으로 받쳐주는데 판장의 양끝 
이음매가 약해보이면 흙을 덧붙여서 튼
튼하게 해준다.
-타림의 접합면을 오른손 검지로 눌러
준다.
-(수레질) 굴곡이 없는 수레를 사용한다
(수레질을 할 때에는 일정한 힘과 속도
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두께가 일
정하지 않고, 몸꼴이 망가진다.)
-(근개질) 오른 팔꿈치를 오른 허벅지 
위에 고정시키고 근개질을 한다(바깥근
개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나 
안근개로는 조개껍질이나 소나무로 만
든 활근개를 사용한다.)
-목질띠(몸통부분의 흙띠)를 만든다.

-(판장얹기) 판장을 올린 후에 바닥과 첫 
번째 판장의 안쪽 접합면에 ‘고역돌리기’를 
한다.
-판장을 접합할 때 흙을 떼어서 판장과 판
장의 접합면을 붙여주고 오른손 검지로 바
깥면을 눌러 밀어올리면서 끝을 살짝 벌려
낸다.
-판장의 접합면을 오른손 검지의 둘째 마디
면으로 눌러서 붙여준다. 그리고 조그만 흙
덩이를 들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파인 홈 이
면의 접합면에 그 흙을 밀어 넣으면서 붙여
준다.
-(수레질) 수레질을 하여 기벽을 성형한다. 
‘얽은장’과 ‘고운장’을 번갈아 친다.
-(수레근개질) 근개질을 하기 전에 ‘수레근
개질’을 하여 수레질을 풀어준다.
-(판장얹기) 판장을 다시 한 장 올린다.
-(근개질) 물레를 발로 당겨 돌리면서 근개
질을 하여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다. 물레를 
당기는 발의 리듬이 있다.
-목질띠를 만든다.
-이어서 판장얹기->수레질->수레근개질->
근개질의 순으로 반복된 작업을 한다
-성형 중 기형을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경우, 
윗부분의 안쪽에 흙을 손가락 세 마디 정도
의 높이만큼 덧붙여서 조금 두껍게 한 뒤 
수레질로 기형을 위로 뽑아 올려준다.

전 -(물가죽질) 물가죽으로 전을 잡는다. 
전을 잡을 때는 모든 손가락이 중요한
데 특히 양손의 엄지와 검지는 각 상황
에 맞춰서 움직여 전의 형태를 만든다.
-(전잡기) 개 두껍고 단단한 ‘노전’을 
주로 만든다.

-(물가죽질) 물가죽으로 전을 잡는다. 
-(전잡기) 물레를 왼발로 당겨 빨리 돌려주
면서 오른손과 왼손 엄지와 검지를 주로 이
용하여 전을 잡아주는데, 양손에 같이 힘을 
준다.
-왼손은 안쪽을 받쳐주고 오른 엄지와 검지
로 전의 바깥 형태를 만든다. 이어서 왼손 
검지로 밀어서 전 안쪽에 홈을 만든다. 

<표 1> 베어링물레에서의 성형과정과 제작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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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가래 타림법(이무남 옹기장) 쳇바퀴 타림법(정윤석 옹기장)

바
닥

-(바닥준비) 백토를 한움큼 물레에 올리고 물
레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손으로  흙을 
둥글고 고르게 펴준다.

-(물레돌리기) 물레를 시계방향으로 살살 돌려
가며 방망이로 바닥의 흙을 두들긴다.

-(밑가새질) 밑가새로 바닥을 동그랗게 잘라낸
다.
-(굽닦기) 굽닦기(바닥에 처음으로 흙가래를 
붙이는 과정)를 하는데 흙가래를 쥐고 이것을 
이음면에 붙여주는데, 오른손 검지를 구부려
서 바닥과 첫타림 사이의 접합면에 흙을 붙여 
누른다.

-(바닥준비) 왼손으로 물레 위에 보토를 
뿌린 다음 왼 손바닥으로 물레 위에 뿌
린 흙을 펴준다.

-(물레돌리기) 왼발로 물레를 차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며 방망이질을 한다.

-(물레돌리기) 전동을 넣어서 반시계 방
향으로 물레를 돌려가며 밑가새질을 하
여 원형바닥을 만든다.

기
벽

-(타림) 흙가래를 타리고 난 뒤 물레를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준다.

-(부채질) 조막(도개)을 쥔 왼손은 옹기 안쪽
에 고 오른손으로 부채를 두드린다.

-(표면다듬기) 부채로 표면을 다듬는다. 이어
서 부채질과 표면다듬기가 다시 행해진다.
-(근개질) 전기모터로 물레를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근개질을 한다. 이때 근개질
로 옹기의 외반하는 각을 벌려내기도 한다.
-(타림) 왼손바닥으로 흙을 안으로 밀면서 오
른손으로 눌러 타려나간다. 오른손 엄지를 왼
손 엄지위로 올려놓은 손모양을 취하며 검지
와 엄지를 주로 사용하여 타린다. 오른손의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흙가래를 잡는다.

-(부채질) 왼손과 오른손에 균형되게 힘을 주
어서 부채질을 한다.

-(표면다듬기) 부채로 옹기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반복한다.
-(근개질)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바깥근개와 안
근개 밑으로 내리고, 검지, 중지, 약지의 세 손
가락은 근개의 윗부분으로 올려 끼워 잡는다. 
근개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어 잡는다. 

-(판장얹기) 바닥과 첫 판장을 접합할 
때 오른손 엄지로 구부린 검지를 눌러 
손모양을 잡은 다음 흙을 붙이거나 긁
어내는 고역돌리기를 한다. 흙을 안에다 
붙일 때 오른 검지를 주로 사용한다.

-(부채질) 부채질을 하여 기벽을 성형한
다. 이 때 양쪽 손목을 꺾어 힘을 주어 
타격한다.

-(근개질) 물레를 전동으로 돌려가며 근
개질을 하여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다. 

-(판장얹기) 판장을 한 장 얹는다.

-(근개질) 이어서 근개질을 한다.
-(판장얹기) 다시 판장을 얹는다.

-(수레질) 다시 수레질을 한다.

-(판장얹기) 판장을 접합할 때 오른손으
로 흙을 떼어 검지로 이음배 부분을 눌
러가면서 잇는다.

-(근개질) 바깥근개는 오른손 다섯손가
락으로 잡고, 안근개는 왼 엄지, 검지, 

중지의 세손가락으로 잡는다. 이 때 안
근개는 왼손을 직각으로 세워서 잡는다.

전 -(물가죽질) 물가죽으로 전을 잡고 다듬는다.
-(전잡기) 오른손 검지로 물가죽을 밀어주고 
왼손 엄지와 검지, 중지로 전을 잡아준다. 오
른 엄지로 밀어서 전 안쪽에 각을 만들어 준
다.

-왼손 검지로 눌러주면서 전의 형태를 다듬는
다.
-물가죽을 쥐고 전을 잡을 때는 안쪽의 왼손 
세 손가락과 바깥의 오른손 세 손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물가죽질) 물가죽으로 전을 잡는다. 
물가죽으로 전의 부위를 다듬는다.

-(근개질) 근개질을 하여 몸통 전 부분

의 표면을 다듬는다.

-(전잡기) 손가락의 각도를 조절하여 주
둥이의 기울기를 만들어 준다.

-오른손 새끼, 약지손가락은 주로 물가
죽과 옹기 전을 잡고 받쳐주는데 사용
한다.

<표 2> 전기모터물레에서의 성형과정과 제작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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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래로 내려치면서 접합시키는데 이 기법은 흙가래 타림법 옹기장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학수 옹기장은 수레로서 근개의 표면 고르기 작업을 신 하는 

‘수레근개질’ 작업을 한다. 특징적인 기술행동은 물레를 발로 당길 때 

율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물레를 다섯 번 당기고 쉬며 다시 두 번 

돌리고 쉰다. 이 율동을 계속 되풀이 하면서 작업을 한다. 전을 만들 

때 양손의 힘을 이용하는데 왼손은 옹기의 안쪽을 받쳐주고, 오른손 엄

지와 검지로 바깥의 전을 만든다.

  

2) 전기모터물레에서의 작업과정

(1) 이무남 옹기장(타림법)

성형과정에서의 기술행동은 흙가래 타리기-부채질-부채로 표면 다

듬기-다시 부채질하기와 표면다듬기-근개질 순으로 이어진다. 가장 보

편적인 기술과정은 타림-부채질-근개질이다. 이 과정에서 부채질과 부

채질로 표면다듬기의 과정이 부가되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이다(<표 2> 참조). 각 제작단계별로 물레를 돌리는 방향을 보면 먼저 

전기물레를 발이나 손으로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흙덩이에다 

방망이질을 한다. 이어서 방망이로 바닥의 모서리를 다듬은 뒤 전기물

레를 왼발로 당겨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바닥을 만든다. 그리고 전

기물레의 전동을 이용해 처음에 물레를 돌린 방향과는 다르게 반시계방

향으로 물레를 돌려가며 밑가새질을 한다. 

이무남 옹기장은 흙가래를 쌓아 올라갈 때마다 부채 등과 같은 제작 

도구를 사용하기보다 비교적 손작업을 많이 한다. 그는 손가락으로 흙

가래를 찍어 눌러 위로 올리기ㆍ밀면서 늘려 타리기 등을 통해 기벽을 

쌓아간다. 이음매를 붙일 때 오른손 검지를 구부려 바닥과 첫타림의 접

합면을 붙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옹기의 입 부분을 왼손 엄지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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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누르고 오른손 검지는 물가죽을 쥐고서 밀어주는 힘을 조정해

준다. 

근개작업의 경우, 옹기의 아랫부분, 중간부분, 윗부분에 따라 손으로 

이것을 는 방식이 다르다. 근개를 가운데 쥐고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

하게 훑어 내려간다. 중간부분에서는 근개 중심을 잡고 긋는다. 밑부분

에서는 근개를 잡고 앞뒤로 당겨서 긋는다.15) 근개는 안근개와 바깥근

개로 나누어지는데 안근개는 손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그어내는 데 사용

하나, 바깥근개는 옹기의 바깥형태를 잡을 때 사용한다. 손으로 안근개

에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아갈 때 바깥 근개는 이를 따라 가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아래로 근개를 비스듬하게 훑어 내린다.

전을 잡을 때 물가죽은 헝겊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물에 적셔두

었다가 기벽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물가죽질은 물레를 빨리 회전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가죽

과 옹기표면, 물레의 기술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주는 

기술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무남 옹기장은 근개로 옹기의 목 부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한 다음 전을 잡는

다. 전 모양에 따라 두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이 각기 다르다. 전이 굵을 

수록 힘을 강하게 준다. 전을 잡기 위한 물가죽 작업을 할 때 기벽 표면

이 단단하면 안 되나 그 안쪽이 무르면 소성과정에서 뒤틀리기 때문에 

알맞은 물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15) 전 바로 아래 부분부터 몸통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서 근개질을 한다. 이 때 옹기의 

어깨, 배, 아랫부분의 각도에 따라 다른 종류의 근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배 부분

에서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서 근개질을 한다. 간혹 위로 올라가면서 근개질을 하여 

몸통의 균형을 맞추기도 한다. 다음으로 근개를 사용하여 근개띠를 만드는데 옹기의 

배부분을 긁어서 세 줄의 근개띠를 만들어 준다. 큰 단지의 경우에는 양각의 ‘목질

띠’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띠 아랫부분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개질을 한다. 이어

서 물가죽으로 전을 다듬어주고 어깨부분의 표면을 다듬는다. 전을 잡는 세부 작업

들에서 중요한 기술행동은 옹기장들이 옹기의 윗부분을 매끄러우면서도 기포가 제거

된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왼손엄지는 옹기의 안쪽에 들어가고 오른손 엄

지는 옹기의 바깥쪽에 두면서 외벽을 누르는 왼손엄지를 받쳐준다(이무남 씨, 흙가래 

타림법, 경북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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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윤석 옹기장(쳇바퀴 타림법)

정윤석 옹기장은 작업할 때 몸의 자세를 약 15도 정도의 기울기로 

된 긴 나무의자에 앉아 그 중심을 잡는다. 가장 기본 된 작업순서는 판

장쌓기-고역돌리기-수레질이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작업 

단계에서 판장쌓기-고역돌리기-수레질-근개질로 이행하는 과정을 한 차

례 덧붙인다. 전을 잡을 때에도 앞과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한다. 판장얹

기-고역돌리기-수레질-근개질에서 고역돌리기는 쳇바퀴 타림의 특징적

인 기술과정이다. 

전기모터물레를 돌리는 방향은 다른 옹기장들과 차이가 없다. 바닥

작업과 근개질을 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물레를 돌리나 수레질을 할 

때에는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돌린다. 전기물레를 사용하지만 바닥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변화된 기술행동이 없다. 손이나 발로 느리게 물레

를 돌려가면서 작업하는 기술행동은 베어링물레를 사용하는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는 판장과 판장사이를 이을 때 수레로 내려쳐서 접합시킨다. 부채

로 기벽을 두드리고 근개로 표면을 고르기 위해 옹기의 각 부분에 가하

는 힘의 정도는 일정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 기벽의 두께나 형태, 디자인

에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로 기벽을 두드릴 때도 마찬가지

이다. 부채로 기벽을 세게 때리면 물레가 빨리 돌아가게 되고, 약하게 

때리면 물레의 속도가 느려져서 일정하게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

의 차이로 인해 작업하는 기벽의 표면이 균질하지 않게 된다. 그는 판장

을 접합시킬 때 오른손으로 흙을 떼어 검지로 눌러가면서 접합하는 손

놀림을 한다.16) 이때에는 물레를 발로 아주 천천히 돌린다.

16) 쌓아올려진 판장을 오른손과 왼손바닥에 고 검지손가락을 구부려 당겨 올린다. 이 

때 볼록한 형태와 두께를 조절한다. 위로 늘이기를 할 때 이음매 부분의 판장을 누

르면서 위로 끌어 올린다. 판장과 판장 사이를 잇기 위해 검지로 접합면을 누르고 

붙여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는 오른손의 검지로 힘을 꽉 주면서 눌러주기도 하고, 접

합면을 같은 손가락으로 구부려 긁어내기도 한다. 안손은 옹기의 안쪽에서 받쳐주고 

바깥 손으로 눌러 당기면서 붙여간다. 앉은 자리에 깔개를 올려 높이를 조절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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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질이 끝나면 전기모터를 빨리 돌리면서 근개질을 한다. 바깥근

개(바깥훑태)는 오른 다섯 손가락으로 잡고, 안근개(안훑태)는 왼 엄지, 

검지, 중지의 세손가락으로 잡는다. 판장으로 기벽을 쌓는 데 있어 반죽

된 흙의 수분 함유 정도는 중요하다. 쳇바퀴 타림법의 판장은 경상도 

옹기장들의 흙가래 보다 수분이 적다. 수분이 많은 판장은 쌓아 올라가

는 동안 기벽이 무너질 수 있다. 반죽된 흙의 수분 정도는 제작하는 기

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큰 단지의 경우 흙 반죽을 되게 하고, 적은 

단지의 것은 무르게 한다. 또한 기벽의 높이에 따라 단단하고 무른 정도

를 다르게 한다.

판장올리기와 수레질, 근개질이 끝나면 전을 잡는다. 이 때 왼손 엄

지로 옹기의 입부분을 눌러주고 오른손 엄지와 약지는 물가죽과 전을 

잡고 받쳐준다. 다만 왼손 엄지 이외 다른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식은 

비교적 다양하지 않아 오른손으로 물가죽을 잡고 있다가 전 부위를 누

를 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17)

3) 옹기장들의 작업과정 비교

옹기장들의 물레 성형과정에는 제작기법, 기술적 손발놀림, 도구사

용법이 과정별로 연쇄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레의 회전속도와 작업

방식, 당기고 차는 속도, 정지하는 순간은 옹기성형정도를 조절하는 일

과 직결된다. 또한 점토와 손, 물레와 손발, 수레와 조막 등의 제 요소들

형에 유리한 신체자세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한다. 깔개는 방석이나 작은 의자이다(정

윤석씨, 쳇바퀴 타림법, 전남 강진).

17) 물가죽으로 전을 잡을 때에는 물레를 빠르게 돌려가며 주둥이 아랫부분을 눌러준다. 

이때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은 물가죽과 전을 잡고 받치는 역할을 한다. 물

가죽질을 할 때 정면에서 보면 약 15도 정도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왼발은 물

레를 당기는 자세며, 오른발은 쭉 펴서 몸을 고정시킨다. 몸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옹기의 몸통면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전을 잡을 때, 기물의 안쪽에 

위치하는 왼손과 바깥쪽에 위치하는 오른손에 동일한 힘을 준다(정윤석 씨, 쳇바퀴 

타림법, 전남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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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이어 맺어지면서 작용하게 한다. 제시한 작업서열과정을 통해 그

들의 기술전통과 제작기법, 그리고 기술선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옹기장들은 물레 성형과정에 있어서 제작기술의 전통을 

일부 재생산하고 있다.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물레 위에 보토(청송 이무

남씨는 밑재라 함)를 뿌려서 밑바닥에 흙이 붙는 것을 막는 작업과 물레

를 발이나 손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흙덩이에다 방망이질하는 과정, 이

어서 방망이로 바닥의 모서리를 다듬을 때 왼발로 당겨 시계가 도는 

반 방향을 돌리면서 바닥을 만든 뒤 가새칼로 밑가새질을 하는 과정을 

손꼽을 수 있다. 그들은 전통기법을 유지하고 있어서 물레의 변화가 있

더라도 흙가래나 판장쌓기와 같이 지역별로 상이한 핵심기법을 통해 작

업을 한다. 비록 그들이 전기물레를 사용하더라도 제작기법은 지역의 

기술전통을 토 로 하고 있다. 타림법을 사용하는 옹기장들은 흙가래를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손으로 밀고 늘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 반면에 

쳇바퀴 타림법의 옹기장들은 일정한 넓이의 판장을 쌓아 올라가는 작업

을 한다. 

쳇바퀴 타림법을 하는 이들은 접합부분에 수레(부채)를 아래로 내려

치면서 판장을 접합시킨다. 이에 비해 흙가래 타림법 옹기장들은 흙가

래를 눌러 당기면서 붙인다. 쳇바퀴 타림법에서는 ‘고역돌리기’가 접합

부분을 잇는 중요한 기술행동인 반면에 흙가래 타림법을 하는 옹기장들

은 이런 기술을 밑바닥에서 첫 타림을 할 때에만 사용한다. 또한 쳇바퀴 

타림법을 하는 옹기장들은 주로 수레나 조막과 같은 도구를 흙가래 타

림법 옹기장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흙가래 타림법을 행하는 옹기장들

은 더 많은 손놀림으로 성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

전통의 추동력이나 기술안정성에 한 인식이 그들의 전통적 기술성을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둘째, 옹기장들이 기벽을 쌓는 과정에는 손동작으로서 힘을 주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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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와 눌러 당기면서 붙이기, 그리고 두꺼운 정도를 눈으로 파악하고 

손으로 느끼기, 조막과 수레로 두드리고 치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손만

으로 기벽을 쌓을 때에는 누르기, 밀기, 당기기가 중심이 된다. 그들의 

제작기법은 상이하지만 그 기본 된 작업과정은 타림ㆍ판장쌓기-수레질

(부채질)-근개질이다. 이러한 과정의 변형으로서 경상도 지역에서 흙가

래 타림법을 행하는 옹기장들은 타림-부채질-표면고르기를 한다. 전라

도 지역에서 쳇바퀴 타림법을 하는 옹기장들은 판장쌓기-고역돌리기-수

레질(부채질)-근개질의 과정으로 작업한다.

셋째, 옹기장들이 기벽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작도구인 근개의 경우, 과거에는 감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근개를 사용하였으나 요즈음에는 그 재질이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쇠 등으로 바뀌었다. 소나무로 된 근개는 나이테나 관솔로 인해 옹기표

면에 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있었고, 빨리 닳고 부식이 잘 되었다. 베어링

물레나 전기모터물레를 사용하는 옹기장들 모두가 나무로 된 근개 신

에 스테인리스로 된 근개를 주로 사용한다. 이 근개는 마모 정도가 적기 

때문에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도구제작의 수고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옹기장들이 갖는 제작기술의 특징들은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의 제작기법과 더불어서 옹기장 개인의 의도적인 기술 선택, 외

부의 기술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옹기장들의 체화된 기술행동과 제작기술의 선택

한국 옹기장들의 성형과정은 그들이 주로 발을 이용해 물레를 돌리

면서 손으로 흙가래나 판장을 위로 쌓고, 제작도구를 이용해 옹기의 몸

채를 만들어가는 기술과정이다. 이 과정은 도구와 도구, 도구와 신체, 

태토와 도구가 연쇄적 질서를 따라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작



142  비교문화연구 제20집 1호(2014)

업과정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옹기장들이 물레 

위에 흙가래나 흙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접시키는 작업을 행한다. 

수직적 차원에서는 옹기장들이 제작의 순차적 절차에 따라 손, 팔, 발 

등의 복잡한 동작과 자세를 변환시키는 가운데 아래에서 위로 제작단계

별 흐름을 유지한다. 그들은 단계와 단계의 연쇄적 작용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각 과정이 상호관련 된 전체로서 변환되도

록 조율한다. 그들은 흙가래나 판장을 쌓을 때 각 작업과정별 세부 단계

에 맞는 기술동작과 제작도구들의 움직임이 전체 기술체계 속에서 상관

연동하도록 한다.

물레를 사용하는 옹기장의 기술적 특징은 제작도구와 신체기술들을 

관련지우면서 물레회전의 이어짐과 멈춤, 도구의 두드림과 쉼이라는 작

업과정을 이행하는 데서 나타난다.18) 그들은 물레를 멈추고 움직이는 

일정한 과정마다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흙덩이 누르기와 늘이기, 두

드리기와 펴기를 반복하면서 이를 변형, 가공한다. 각각의 하위 작업과

정과 이와 관련된 손놀림은 기본 된 기술행동의 질서를 토 로 행해진

다.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옹기장들은 물레에서 기벽을 쌓을 때 판

장ㆍ흙가래타리기-수레질(부채질)-근개질의 작업과정을 되풀이 한다. 

그들 중에는 정형화된 세 가지 작업과정을 그 로 수행하는 이가 있는

가하면 일부 흙가래 타림법을 행하는 옹기장은 부채로 표면을 고르는 

과정을, 쳇바퀴 타림법을 행하는 옹기장은 고역돌리기를 한다. 그리하

18) 흙가래 혹은 쳇바퀴 타림이 이루어지는 작업과정은 바닥작업, 기벽작업, 전작업에 이

르기까지 옹기장에 따라 다르다. 쳇바퀴 타림을 하는 정윤석씨는 25리터 옹기를 만

드는데 30회 정도의 작업단락이 있었다. 이에 비해 흙가래 타림을 하는 이무남 씨의 

경우 29회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김일만 씨는 36리터짜리 옹기를 만드는데 46회 

정도의 작업단락이 있었다. 이지수 씨의 경우 50리터 옹기를 만드는 데 60회 정도의 

휴지(休止)가 있었다. 이들은 각 단락과정마다 흙에 한 손가락 힘의 강약, 두드리

는 도구의 진폭 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간 가변적이다. 그리고 부채질을 할 때 

양쪽 손목을 약간 꺾으면서 힘을 주어 타격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제작자마다 상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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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들의 하위단계별 작업과정은 기본 된 4개의 제작과정으로 구성된

다. 경상도나 전라도, 경기도 옹기장들이 갖는 제작기법의 전통에 영향

을 받아 이 연쇄과정은 변형된다. 

이러한 작업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신체기술의 특징은 손과 손, 

손가락과 손가락의 움직임, 흙과 도구 등이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되풀

이된다는 것이다. 옹기장들은 작업과정에서 물레의 쉼과 회전, 도구에 

부여하는 힘의 강약, 손발 움직임의 빠름과 늦음 등을 조절하면서 작업

을 한다. 그들은 작용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피

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인 기술행동’(Leroi-Gouran 1964: 

135-137)을 되풀이 한다. 그 기술행동은 옹기 몸체의 아랫부분, 가운데 

부분,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도구, 원료, 몸이 “한 가지 움직임이 아니라 

동시발생적 움직임의 전체”(Ingold 2011: 6)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가하면 작업과정에서 그들은 제작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율동(rhythm)을 부여한다. “물레의 빠르고 늦음을 조정해야한다”, 

“ 장이 물레를 돌리기 위해서 발로 물레 아래의 판을 툭툭 차고, 수레

질을 하는 데에는 리듬이 있다”, “발로 물레를 돌릴 때 5번 당기고 한 

번 쉬며, 이어서 다시 2번 당기고 한 번 쉰다”, “부채를 두드리는 데 

강약이 있다” 등과 같은 옹기장들의 말에서도 물레나 부채, 근개에 한 

기술행동에 자신만의 율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옹기의 부문별 작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한 적절한 기술적 “움직임의 동조

(tuning, 同調)”(Ingold 2011: 58)로 해결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베어링물레를 사용하는 몇 몇 옹기장들은 도구나 

제작과정의 주기적 질서를 신체 속의 율동으로 체화하였다. 그러나 모

든 옹기장들의 기술행동에 주기성과 율동성이 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전기모터물레를 사용하는 다른 옹기장들의 기술행동의 경우, 이러한 기

술성이 점차 소멸내지 사라져가고 있다. 그들은 물레의 회전력을 내기 

위한 전기모터를 옹기장이 손이나 발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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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특징적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전기물레를 빨리 돌릴 때

와 느리게 돌릴 때를 감안하여 자신의 제작 속도를 물레의 회전속도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베어링물레에서의 율동을 그 로 유지하기가 매

우 어렵다. 이것은 옹기장 자신의 작업속도와 제작능력이 물레의 빠른 

원심력과 많은 운동량에 따를 수 없는 기술적 제약에서 비롯되었다. 

옹기장들의 이러한 기술성 변화는 근개질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

난다. 베어링물레와 전기모터물레를 사용하는 옹기장들이 근개를 사용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쉼과 이어짐의 단락은 상이하다. 그들은 베어링물

레에서 근개질을 할 때 자신의 작업방식과 제작능력을 물레속도에 견주

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기모터물레보다 휴지(休止)의 회수가 상 적

으로 많다. 하지만 전기모터물레는 빠른 속도에 맞는 작업을 하기 때문

에 그 회수는 베어링물레보다 감소하게 된다. 베어링물레에서처럼 알맞

은 회전속도에 따라 물레를 돌리고 쉬는 주기는 기술구성 인자들 사이

의 역동적 기술관계에서 비롯된다. 전기모터물레를 사용하는 옹기장들

이 기벽을 쌓는 수직적 기술과정에 있어서 물레를 돌리는 발동작과 자

세, 그리고 수레로 두드리는 손놀림이 서로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주기

적 율동은 점차 소멸되어가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언급한 신체기술의 변화 외에도 옹기장들의 전기모터물레 사용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반응하여 상이한 제작기법을 수용하고 체하는 양

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조사된 다수의 옹기제작자들은 옹기생산량을 증

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옹기

장들이 사용하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흙가래 타림법으로 옹기를 

제작하던 이들이 쳇바퀴 타림법을 일부 수용하거나,19) 이와 반 로 쳇

19) 여주의 한 옹기장은 본래 베어링물레를 사용하여 흙가래 타림법으로 옹기를 제작하

였으나 그 제작과정이 힘들어서 전기모터물레를 이용한 쳇바퀴 타림법으로 옹기를 

만든다. 흙가래보다 판장이 넓기 때문에 옹기성형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한

다. 울산의 한 옹기제작자도 베어링물레를 사용하면서 흙가래 타림법에 따라 옹기를 

제작하였으나 옹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쳇바퀴 타림법을 이용하여 작업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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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타림법을 행하는 제작자들이 흙가래 타림법을 사용하여 옹기를 제

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전기모터물

레 위에서 기존의 기법을 따라서 제작하기보다 힘을 이용하여 기벽을 

당겨 올려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옹기장들 중에는 기존의 기법과

는 상이한 기법을 차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20)

1960년  이전만 하더라도 흙가래 타림법과 쳇바퀴 타림법은 지역 

옹기장들의 기술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준거였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옹기를 량 생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옹기장들은 상이한 기법의 장점을 차용해서 사용하기

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편으로 옹기제작의 전통성을 보존, 계승

한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제작기법이나 신기술을 선택해야

하는 모순된 기술문화적 상황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물레 성형과정에

서 전통적 기술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작업과정에서만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기술을 체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점은 옹기장들이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반응하여 제작기술의 전

통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6.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한국 옹기장의 물레 성형과정에 있어서 기술행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작업순서분석을 적용하였다. 상이한 물레의 사용

방식과 작업과정의 기술행동을 통해 그들이 학습한 기술전통이 새로운 

20) 울산, 여주, 칠량, 등지에서 전기모터물레를 사용하는 옹기제작자들이 옹기 생산량을 

높이고, 타릴 때 힘을 덜기 위해 다른 기법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재호(2012: 158)가 전라도 지역의 쳇바퀴 타림법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많이 이동되

고 있으며, 간혹 경상도 지역에서까지도 확인된다 한 점은 필자의 조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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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변화에 처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한 몇 가지 논

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옹기장들은 물레 성형작업을 작업과정별로 원재료와 제작도

구, 기술적 동작 등의 연쇄적 작용을 통해 상호관련 된 전체로서 변환시

킨다. 그들은 물레 등의 제작 도구에 한 기술동작과 자세, 활동, 그리

고 이에 한 앎의 과정, 기법 등을 신체화 한다. 도구와 도구, 도구와 

몸, 원재료와 도구에 한 신체기술들은 순차적 질서를 따라 상관연동

한다. 

둘째, 베어링물레를 사용하는 옹기장들의 기술행동에는 주기성과 

율동성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모터물레를 사용하는 옹기장들에

게는 손작업을 할 때 도구사용의 주기성은 있으나 손발이 동시에 연결

되는 과정에서의 율동성은 없었다. 새로운 물레의 도입은 그들의 신체

기술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겠다. 

셋째, 옹기장들은 작업과정별로 기술전통을 유지․변형하거나 배제

시키며, 태토와 도구, 기법, 제작자의 상호작용 정도를 전체 연쇄과정을 

통해 체․조정․결합하는 기술행동을 한다. 물레 성형과정에서 옹기

장들의 기술행동은 기존의 작업과정, 제작기술과의 기술적 안정성, 손

놀림과 몸자세 등에 한 자신의 경험, 상황별 기술행동의 적합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그들의 기술경험이나 제작기법․기술동작 등은 기

술문화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다. 그들은 전체 연쇄과

정의 질서를 어그러지게 하지 않으면서 하위 작업과정별로 야기하는 기

술적, 물질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작도구나 기법을 도입한

다. 원료와 도구, 제작자의 상호작용 정도를 전체 연쇄과정을 통해 

체․조정․결합하는 기술행동을 한다.

넷째, 물레성형과정에 있어서 사회․기술체계의 변화나 의도적 기

술실천의 어느 한 요소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제작자나 그 집단구성원

들의 기술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1차적 재료들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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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산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와 도구, 작업과정 

등의 구성인자들을 관련시키면서 기술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자신의 

기술적 성향과 새로운 기술, 상이한 제작기법 등을 제작여건에 맞는지 

고려한 다음 선택한다. 그들은 기술과정 속에서 기술전통과 신체기술, 

새로운 제작기술에 한 의도적 선택 등을 하면서 전개되는 제작 과정

별로 역동적인 기술실천을 한다. 이러한 점은 옹기장의 기술행동이 그

들의 상황별 주체적 실천에 의해서도, 전승된 기술전통의 실천적 경험

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작자들은 일부의 기술전통을 

따르면서 직면한 기술적 상황 속에서 적절한 기술을 창출, 조정하며 완

성을 지향한다. 이것이 숙련된 옹기장들의 특징적인 기술행동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새로운 물

레의 도입에 따른 작업과정의 기술행동 특징에 한 다면적 이해를 하

기 위해서는 언급한 미시적 차원에 있어서 옹기제작자들이 자신의 기술

전통과 제작상황에 따른 의도적 기술선택의 전략을 절충하여 선택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거시적 차원의 기술환경변화가 어떻게 그들의 기술실

천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옹기생산자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는가 하면,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작자들의 신기술의 도입, 전통적인 지역생산기술의 탈지

역화․표준화, 제작집단의 규모축소 등과 같은 현상들이 야기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변동이 제작자의 제작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한 

접근과 더불어서 경제적 생산성을 극 화하기 위한 안으로서 신기술

도입을 선택적으로 행하는 옹기장 개인의 기술실천 방식이 기존의 기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조정․중재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작자들의 기술실천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요소와 새

롭게 차용된 요소들 간의 기술적 적합성과 생산의 사회관계, 기술의 사

회적 의미구성 방식 등에 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옹기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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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승한 기술경험과 적정한 기술을 선택하는 행동이 상호지지적 

특징을 보이는 데에 해 심화된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공

예품 제작자들의 작업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술전통을 강조하는 

입장과 다양한 제작상황별 기술실천의 방식에 주된 관심을 갖는 실천론

적 입장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3년 10월 14일, 논문심사일: 2013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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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베어링물레의 실측도면

이학수 옹기장(전남 보성) 이지수 옹기장(충남 아산)

상판지름 58.4cm, 하판지름 58.4cm, 높이 

37cm.

상판과 하판이 각각 4조각의 나무로 이루어

졌으며, 상판과 하판은 지름 8cm의 단면 원

형 기둥 4개로 연결되어 있음. 

상판지름 52cm, 하판지름 50cm, 높이 

31cm.

상판은 3조각, 하판은 2조각의 나무로 이루

어졌으며, 상판과 하판은 정사각형의 나무기

둥 네 개로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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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남 옹기장(경북 청송) 정윤석 옹기장(전남 강진)

상판지름 56.2cm, 하판지름 56cm, 높이 

35cm.

상판과 하판이 각각 2조각의 나무로 이루어

졌으며, 하판은 단면이 모서리가 줄어든 말

각방형이며 기둥의 끝이 하판 밑면에 드러나 

있음. 

상판지름 56cm, 하판지름 56cm, 높이 

35cm.

상판과 하판이 각각 2조각의 나무로 이루어

졌으며, 상판과 하판은 부채꼴 모양의 기둥 4

개로 연결되었고 이 부채꼴의 호 부분은 5개

의 각을 이루고 있음.

<부록 2> 전기모터물레의 실측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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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coiling technique, slabing technique, operational sequence 

analysis, cyclicality, technical choice

Technic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Potters 

in the Shaping Process on the Wheel:

A Comparison of the Technical Process between the Coiling 

Technique and the Slabing Technique

    Park, Song-Yong*21)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understand the technical 

behavioral features of Korean potters’ wheel-based forming process 

using an operational sequence analysis. To this end, field work was 

carried out to collect ethnographic material on coiling and slabing 

technique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ir technical 

behaviors are related to technical traditions that influenced 

techniques for transforming clay, strategies in technical choices, and 

the methods by which tools are used. Second, they transform the 

pottery through each stage of the making process in correlation to 

a chain reaction of raw materials, manufacturing tools, and technical 

gestures. Third, there exists a ‘technization of the body’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ir technical gestures, the recognition process 

for the manufacturing tools, and the raw materials. In particular,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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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four commonly identified basic procedures for pottery 

shaping: coiling or slab building, paddling, and scraping; however, 

these techniques have been transformed by regional potters. Forth, 

the sequential order in the forming process plays a cardinal role in 

making the bottom, body, and top of the pottery. There also exists 

cyclicality in the operation process; after considering their technical 

habitudes, production methods, and production capability, they may 

integrate new technology. Fifth, the potters manufacture the pottery 

through the compromised choice of habitus, new technologies, and 

distinct methods according to their aims while still accepting changes 

in the techn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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