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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질 압인 덧살 물레 기벽 늘림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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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통 인 도 기법을 응용하여 새로운 기법을 창안하는데 목 을 둔다. 말하자면 가장 핵심

인 새로운 방법은 체바퀴 타래기법의 토 미 에 여러 형태의 문양을 압인한 덧살(weld 새롭게 창안한 

용어)을 이용하여 물  에 소지(역자 주--흙)로 만든 원통에 붙여서 최 로 기물 의 빠른 회 에 의해 

안에서 밖으로 어내어 기존 기벽 문양의 자유로운 해체와 왜곡된 문양을 표 하여 미  아름다움을 극

화하는 컨셉이다. 이러한 미학소스의 주요 은 도자기 표면의 부분 구형태의 곡면인데 마치 지구본에 

그려진 지표처럼 왜곡되어 보이는 상이 일어나는데, 늘려 그러진 형태와 왜곡된 문양의 자유로운 표  

해체를 통해 다이나믹하고 역동 이면서 해학 인 표  기법을 창안하게 되었는데 이 기법을 수 질 압인 

덧살 기벽 물  늘림 기법(bating sealing 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이라고 정하 다.

 
■ 중심어 :∣분청자기연구∣옹기제작기법∣압인기법∣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create a new technique by applying traditional ceramics technique. As a 

matter of fact, on the toremi plate of the sieve-frame skein technique, the weld on which various 

patterns are squeezed, is attached to the cylinder made of clay on the spinning wheel. And it is 

the concept that maximizes aesthetic beauty by expressing distorted pattern and free dismantling 

of existing pattern by pushing it out from inside by the turn of electric spinning wheel for the 

first time.The main point of view of this aesthetic source is that most of the surface of the 

ceramics is a spherical curved surface and looks distorted like an indicator drawn on a globe. 

The researcher created a dynamic and humorous technique of expression through the free 

dismantling of the squashed shapes and the distorted patterns and called it the bating sealing 

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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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분청사기(Buncheong ceramic)는 한국 도에사에서 

가장 한국 인 풍토 양식을 갖추었고  우리의 생활 

정서를 꾸 없이 솔직하게 표 해서 한국 사람들의 순

박한 숨결을 회화  시각으로 표 한 민 인 도 라 

말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무화과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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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국자도 쓸모만 있으면 아름답다” 라고 했는데, 분

청 사기의 아름다움도 따지고 보면 허탈한 것 같으면서

도 어딘가 모르게 익살스럽고 가식이 없는 소박한 매무

시와 시작된 곳도 끝간 데도 모르는 어리숙한 선, 소박

하고 잔재주를 부리지 않은 아름다운 실용성 등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공 도의 올바른 면목이라 할 

수 있다. 분청사기 장인들의 공간구성 감각은 매우 뛰

어나다. 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의 비례와 비가 매

우 강하고 율동 이며, 한 형상과 배경의 계가 매

우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공간을 극 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극 화를 보여 다. 그래서 분청사기 의장의 조

형공간은 사실 인 묘사 공간, 즉 환 인 공간을 연

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술이 추구하는 순수평면

공간의 구성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1] 이런 자유분방

한 분청과 귀족 이면서 화려한 테크닉(Technique)의 

청자를 모티 (Motive)하여 작품을 연구하려 한다. 도

자기 표면은 일부 각이 진 형태를 제외하고는 부분 

구형태의 곡면이다. 곡면은 수평면과 달리 표면에 그려

진 그림이 마치 지구본에 그려진 지표처럼 왜곡되어 보

이는 상이 일어난다. 곡면 공간이 가진 특성은 문양

의 동세와 방향감, 크기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데 시 에 따라 같은 그림인데도 움직임의 방향과 운동

감이 달라져 보인다. 이것은 가장자리가 없는 구형의 

입체성에서 비롯되는 시각효과이다. 한 그림의 크기

는 정면에 있는 것이 측면에 있는 것보다 커 보이고 볼

륨도 더 크게 느껴진다. 그리하여 공간  거리와 깊이

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시각  상은 곡면에 그려진 

그림이 수평면에 그려진 것 보다 훨씬 더 역동 이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본 논문의 

목 은 이러한 분청기법의 해학  특징을 연구하고 빠

른 물 의 회 에 의한 성형과정  원통에 덧살을 이용

하여 기물벽에 붙여서 늘리는 덧살(weld)늘림 융합 기

법을 개발하여 기물의 곡면의 문양이 최 의 문양보다 

늘어지면서 곡면에서 나타난 왜곡된 회화  입체 표

과 다이나믹한 운동감을  분청작품에 용하여 표

하려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국의 미술 평론가인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한 민족의 민족 정신과 사회 기풍은 흙이라는 표 매체

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술과 감수성의 

세련미를 알아보려거든 그 나라의 도자기를 보고 단

하라고 하 다. 우리나라의 청자(celadon)나 백자

(white porcelain)는 요를 통해 왕이나 귀족과 상류

층에서 사용하던 도자기 는데 귀족 취향의 세련되고 

고 스러운 도자기가 생산되었다[2]. 이에 반해 분청사

기는 자유분방한 형태, 범한 선, 여백의 미 등의 조형

미를 통해 한국인의 심성을 미 으로 잘 표 하고 있

다. 본 논문은 분청기법에 담긴 해학성이 시 를 월

한 한국인의 조형의식임을 밝히고 여러 가지 도자 제작 

기법을 비교 분석하여 여기에 나타난 디자인을 모방하

여 새로운 제작기법과 아름다운 미감을 창조하기 한 

것이 인데 이를 연구하기 하여 첫 번째 분청 자

기에 하여 고찰을 하고 이를 통해 분청의 발달과정과 

분청 자기의 디자인 활용 소스를 분석하고 의 특징 

기법 가마터등을 알아본다. 두 번째 새로운 제작기법의 

모티 를 창조하기 하여 쳇바퀴 타래 기법, 압인기법

과 연리문 제작 기법 등의 자료를 발췌한뒤 이를 이용 

융합하여 덧살 기벽 늘림 기법(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을 개발한다. 세 번째 모티 는 콜

라병에서 감을 얻었고 굽의 형태는 평 굽을 활용 하

다. 네 번째 제작 과정과 시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의 

특징을 논한다.

Ⅱ. 분청 자기(Buncheong ceramics)의 고찰

2.1 분청 자기(buncheong ceramics)의 정의

분청자기, 분청사기, 분청,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

器) 회색 는 회흑색의 태토 에 정선된 백토로 표면

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워 환원염에서 구운 조선 

기의 도자기, 분장회청사기라고 명칭되어있는데 이는 

1930년  고유섭(1904-1944) 당시 일본인들이 사용하

던 미시마란 용어에 반 하여 새롭게 지은 분장회청사

기의 약칭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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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사진 특징

1
인화
기법

무늬를 도장으로 찍고 백토 분장
을 한 후에 닦아내고 찍힌 무늬가 
희게 나타나는 기법 조선 초에 나
비무늬, 
돌림무늬, 여의두무늬, 연판목의 
등장 세종,단종 때 인화기법의 발
전과 완성단계, 국화문이 작아지
고 무늬 사이에 여백이 보임, 쇠퇴
기에 인화기법이 매우 얇아지고 
백토분장작업한 인화문만 시문

2
상감
기법

표면을 선이나 면으로 한 후 백토
나 자토를 감입해서 무늬를 나타
내는 기법. 분청사기의 상감기법
은 고려 상감 청자와 직결된다. 분
청 상감 공안명 연당 초문대접, 조
선초기의 작품,분청상감초화문사
이호는 인화기법과 국화무늬, 활
달한 초화무늬로 그릇 전체를 시
문. 회색태토 담청색 유약을 입힌 
전형적인 상감 기법

3 박지

분장 후 무늬 이외의 백토를 긁어
내 태토의 어두운 색과 분장된 백
색을 대비시켜 무늬를 표현하는 
기법

4
조화
기법

분장 후 선으로 무늬를 새기는 기
법. 
편병 항아리에 많이 사용되고 호
남지방에서 성행하였다.

표 1. 분청 디자인 활용 소스 분석

2.2 분청 자기(buncheong ceramics)의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분청사기(buncheong ceramics)의 특징은 청자나 백

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는 실용

인 형태와 다양한 분장기법(make up technique) 그

리고 의미와 특성을 살리면서도 때로는 담하게 생략,

변형 시켜 재구성한 무늬(pattern)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은 분청사기(buncheong ceramics)가 유교의 사

회기반 에서 성장하 고 고려 이래의 불교와 함께 표

면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연 에 깊은뿌

리를 내리고 있었던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통의 향

이었다고 생각된다. 분청사기의 태토는 근본 으로 청

자의 태토와 유사하나 한층 더 흑회색을 띠고 있다. 유

약은 청자에 비하여 철분의 함유량이 으며 담청색의 

청자유와 황색을 띤 투명한 백색유약으로 시유되었다. 

무엇보다도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릇의 표면을 

백토로 우는 분장기법(make up technique)인데 분청

사기의 문양은 활달하고 민 인 것이 특색이다. 문양

으로는 모란,모란잎,모란당 ,연화,버들잎,국화,당 ,인

동, ,물고기,어룡,화조무늬 등이 주로 시문되었다. 

기형은 청자의 기형을 토 로 하여 좀 더 풍만하고 율

동 인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안정감이 있는 실용 인 

기형들이 많다. 특히 장군,자라병,편병,매병 과 같은 특

수형의 병종류가 등장한다[4].

그림 1. 분청자기1      그림 2. 분청자기2

2.3 분청(Buncheong)디자인(Design)활용 소스 

    분석

분청 자기의 기법에는 7가지의 기법이 있는데 이 기

법들은 다른 자기에서 보여지는 화려하거나 는 귀족

 제작 형태가 아닌 서민층의 도자기 인데 [표 1]의 번

호 1번 인화기법과 번호 2번 상감기법에서는 문양을 음

각으로 어서 화장토로 제작하는 기법인데 이를 본 논

문의 주 아이템인 덧살 기벽 늘림 기법(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  의 분양을 인용해서 아름다운 디

자인을 창출할 수 있다. 한 귀얄기법을 통하여 철화 

기법의 철분(fe2o3)을 화장토와 희석한 후 문양을 고 

귀얄문을 바르면 아름다운 색이 창조된다. 나뭇잎을 이

용해 귀얄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박지 

기법의 공간  활용 미감과 조화 기법의 선으로 된 미

 표 을 기벽 늘림 작업 후 남은 공간에 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응용할 수 있는 7가지의 분청자

기(buncheong ceramics)[표 1]  [그림 3]번 박지기법

에서 사진과 함께 특징을 분석 하 는데 이러한 특징을 

통해 참고 해 본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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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화
기법

분장 후 철분이 많은 안료로 무늬
를 그리는 기법. 15c 후반에서 발
전하여 16c경 까지 계속됨. 병항아
리, 장군, 대접 등에서 많이 사용
되고 무늬는 당초문, 모란, 삼엽, 
버들 등 식물 무늬가 많았고 또한 
물고기, 연지어조문이 있는데 특
히 무늬의 재구성과 추상화는 주
목할만하다.

6
귀얄
기법

귀얄이란 말은 옻칠을 하는 거친 
붓을 말하며 귀얄을 이용하여 화
장토를 칠하거나 돌아가는 물레에 
신속히 분장하는 기법을 말한다. 
화장토가 겹친 문양은 회화적인 
느낌을 준다. 15~16 전성기를 알
게된다.

7
덤벙
기법

화장토에 덤벙담갔다가 꺼낸 뒤 
유약을 입히는 기법. 전라도지방
에서 많이 생산했으며 16세기 백
자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Ⅲ. 덧살 기벽 늘림 기법(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의 기법 모티브

(technique motive)

3.1 채바퀴 타래 기법

라도식 옹기는 둥굴타래(coiling) 기법과 달리 타

래기법을 사용한다. 체바퀴 타래 기법은 흙가래 신 

가로가 긴 빤지처럼 생긴 장을 사용한다. 장은 

흙뭉치를 땅바닥에 내리쳐서 길이와 넓이를 늘려 만드

는데 장을 여러개 만든 다음 장을 쌓아가며 기벽을 

만드는 방식이 체바퀴 타래 기법이다. 체바퀴라는 말은 

장을 물  에 올린 모양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체의 

둥근 틀과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6]. 아래 그림과 같이 

흙을 바닥에 던져 늘리는 작업 방식이다.

그림 3. 순서1     그림 4. 순서2     그림 5. 순서3

그림 6. 순서4     그림 7. 순서5    그림 8. 순서6

3.2 채바퀴 타래 기법을 응용한 덧살 늘림 기법

그림 9. 순서1    그림 10. 순서2    그림 11. 순서3

그림 12. 순서4    그림 13. 순서5    그림 14. 순서6

[그림 9-14] 순서 설명

1. 흙을 자른다.

2. 로 민다.

3. 손으로 늘린다.

4. 좌우로 늘린다.

5. 도장을 압인한다.

6. 덧살 규격으로 자른다.

3.3 압인기법(Seal technique)

도자기 표면을 딱딱한 것으로 를 때 자국이 쉽게 

날 정도로 른 상태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장식을 한 

도자기는 신라시 의 골호나 조선시 의 분청들이있

다. 도장은 나무를 서 할 수도 있지만 토에 문양을 

 소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더 쉽고 운치가 있다

[7][8]. 한 석고에 거나 고무 을 이용할 수 있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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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에 새겨서 토 에 어 효과를 낼 수 있다. 장식

이 없는  형태의 작품 표면에 임의의 모양을 어도 

효과 이다. 그러나 타일의 경우, 도장을 을 때의 압

력으로 비뚤어지기 쉽기 때문에 크기가 정확하지 않아

도 되고 표면이 평평할 필요가 없는 타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압인을 할 때에는 토의 수분량이 특히 

요한데 비교  무른 상태일 때 어야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무 무른 상태일 때는 도장에 흙이 붙어버리

거나 변형되어 원하는 문양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건

조상태를 모아가며 작업해야 한다. 수직 기벽에 압인을 

할 경우에는 안에서 손으로 받쳐주고 바깥쪽에서 힘을 

가해 러 다. [그림 9-14]까지 나온 압인을 이용하여 

압인과정[그림 24-31]에 용한다. 

우선 압인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비한다. 떡살,수 ,

도개문을 만들고 ,소지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문양을 제

작한다. 기타 석고를 활용하는데, 석고는 여러번 활용 

할 수 없는 단 과 문양의 손 우려가 있다. 그 외에 

만들어 놓은 압인 문양 들을 수집한다.

(1) 압인 재료

그림 15. 압인 도구1

  

그림 16. 압인 도구2        그림 17. 압인 도구3

(2) 압인 문양(seal pattern)

그림 18. 압인 문양들

(3) 압인 과정(seal process)

그림 19. 압인 과정

(4) 압인 작품(seal a work of ceramics)

서양의 압인 기법을 살펴 으로 작품에 응용할 수 

있는 모타 를 찾아본다.

그림 20. 기초 벽돌용 압인 주형과 벽돌(근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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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압인 주형 (프랑스 국립 박물관)

3.4 연리문(neriage pattern)을 이용한 덧살 기벽 

늘림 기법(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을 융합한 응용 소스 기법 

(1) 고려 시 의 연리문 (neriage pattern)자기는 청토 

백토 토를 반죽하여 세가지 태토가 혼합되어 목리문

과 같은 문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인데 태토의 수축률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태나 크기에 제약을 받는다

[9]. 연리문의 제작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논문의 주된 제작방법의 을 말하자면 물 에서 

심을 잡은 토에 다른 색 토를 덧붙여주는 성형 기법

이다. [그림 23]는 덧살 기벽 늘림 기법(weld outer 

extension technique)의 제작방법 응용 소스 모티 이다. 

그림 22. 순서1              그림 23. 순서2

  

[그림 22-23]는 연리문 기법을 이용한 덧살기법 소스

이다.

(2) [그림 22-23]의 연리문 기법과 [그림 9-14]의 압

인기법을 융합하여 [그림 31]과 같은 샘 (sample) 시

안 작업을 한다.

그림 24. 순서1   그림 25. 순서2   그림 26. 순서3

그림 27. 순서4   그림 28. 순서5  그림 29. 순서6

그림 30. 순서7   그림 31. 순서8

[그림 24-31]에 한 설명

1. 에 압인한다.

2. 덧살문을 자른다.

3. 원통을 만든다.

4. 문양 자리를 깎는다.

5. 깎는다.

6. 덧살문을 붙인다.

7. 덧살문을 늘린다.

8.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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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 제작 과정 및 특징

본 작업은 일반 인 물  작업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

이 있다. 일반 인 물  작업은 원통에서 배를 내 주어 

형태를 마무리 하는 것이지만 덧살 기벽 늘림 기법은 

덧살 [그림 38]을 [그림 42]의 평상 인 물  원통 에 

최 로 칼로 홈을 서[그림 43] 여러 압인 문양이 힌 

압인 덧살을 그 홈에 안착 시킨다. [그림 45-46]을 이용

하여 일반 물  작업의 안과 밖을 두손으로 만지며 성

형 하지만 덧살 기법 원통은 외벽에 문양이 있으므로 

외벽에 손을 지 않고 안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밖으로 

면서 나간다 이 때에 물 의 속도가 문양을 자유롭게 

해체되는데 그 이유는 일반 인 물  성형의 속력이 아

니라 빠른 속력( 향력)의 물  회 력이다.

이러한 속력에 의해 좌우 후 아래가 모두 왜곡되

어지는 형태의 문양이 표출 된다[그림 48-49]. 이러한 

작업의 발단은 수분이 많은 원통 에는 압인하기가 어

렵고 압인을 한다고 해도 원하는 세 한 문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문양의 상세한 표 을 아름답게 표  

하고자 최 로 덧살 늘림 기법을 시작 하 다. 한 표

면에 덧살로 인해 이  구조이다 보니 원통에서 늘리는 

과정에서 압인 문양이 자연스럽게 뜯어지는 효과가 있

어 입체감을 더하여 다[그림 32]. 이와 비슷한 기법은 

코일링으로 큰형태를 다 만든 다음에 일반 인 크릭 문

양을 늘리고 오려서 기물 에모자이크 타일처럼 붙여 

마감하는 기법이지만 본 연구 기법은 긴덧살을 붙여 빠

른 물 의 회 에 의해 해체되는 문양을 만드는 새로운 

기법을 최 로 고안한 방법이다[그림 33]. 

그림 32. 덧살확대1

   

그림 33. 덧살확대2

        

4.1 덧살 기벽 늘림 기법(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 의 작업 순서

  

그림 34. 순서1          그림 35. 순서2

그림 36. 순서3           그림 37. 순서4

그림 38. 순서5

   

그림 39. 순서6           그림 40. 순서7

   

그림 41. 순서8     그림 42. 순서9 그림 43. 순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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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순서11   그림 45. 순서12    그림 46. 순서13

  

그림 47. 순서14  그림 48. 순서15   그림 49. 순서16

   

    그림 50. 순서1           그림 51. 순서18

   

그림 52. 순서19        그림 53. 순서20

   

그림 54. 순서21          그림 55. 순서22

[그림 34-55]에 한 설명

1. 소지를 로 어 펼진다.

2. 수 질 방망이를 두드려 평평하게 만든다.

3. 손으로 잡아서 던져 늘린다.

4. 여러 가지 압인도구를 이용하여 문양을 는다.

5. 문양을 은 후 덧살을 규격에 맞춰 제단한다.

6. 나무 원 을 물 에 붙인다.(평 굽으로 굽을 한번

에 펼치기 때문에 제작 후 원 을 일부 건조한 뒤 

물 로부터 분리 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7. 원 에 소지를 올려 놓는다.

8. 심을 잡는다.

9. 원통을 만든다.

10. 원통 에 둥근 칼로 덧살 부착을 하여 홈을 다.

11. 제단한 덧살은 나무  로 이동하여 놓는다.

12. 덧살을 원통 홈에 잘 맞추어 부착한다.

13. 불필요한 덧살은 제거한다.

14. 제거한 덧살은 손으로 르면서 단부 를 붙여

다.

15. 외벽은 문양이 있으므로 만지지 말고 원통을 안

에서 밖으로 어 늘려 다.

16. 늘려서 형태를 완성한다.

17. 완성된 형태

18. 굽 부분과 면을 다듬기 해 스폰지 간에 구

멍을 내어  부분과 면의 문양이 손상되지 않

게 한다.

19. 스폰지 에 기물을 올려놓고 다듬는다.

20. 스폰지  부분을 뒤집어 넣고 톱날을 이용하여 

굽을 손질한다.

21. 다듬어서 정리된 상태

22. 뒤집어서 건조하는 과정 

Ⅴ. 작품의 형태(form) 모티브(motive)

5.1 모티브(motive) 설명

도자기 항아리 병과 시 에 매 되는 여러 종류의 

병들은 형태와 기능 쓰임에 있어서 유사한 이 많다. 

그 에서 콜라병의 형태는 압인 덧살을 표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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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표 이 된다고 생각했고 콜라병의 입구는 옹

기의 두툼한 과 비슷하여 매우 안정 인 형태를 취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콜라병을 모티 로 선정하게 

된 이유이다. 그리고 콜라병은 여러종류의 형태가 있겠

지만 특히 1899년에서 1902년에 제작한 콜라병의 원조

는 직선 이면서 모던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그림 56] 

속 뚜껑 부분과 목과 몸체의 직선이 매우 서구 이면

서 단정 해 보인다. 한 우측[그림 56우측]의 보틀은 

2016년 코카콜라 130주년 기념 보틀인데, 최 의 콜라

병과 최근의 콜라병의 모습은 닮아있다. 이 두가지 형

태의 콜라병은 받침이 없는 평 굽 형태의 옹기와도 흡

사하며 직선과 곡선이 묘하게 일치하는 에서 모티

로 선정하게 되었다. 가장 한국 인 옹기의 형태와 서

구 인 콜라병을 모티 로 하여 시  공간을 연결하

고 고 과 가 동시에 표 되는 익살맞은 문양을 만

드는 것이 컨셉이다.

그림 56. 작품 모티브 (콜라병)

5.2 콜라병을 이용한 덧살 기벽 늘림(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 제작 방법

그림 57. 순서1   그림 58. 순서2    그림 59. 순서3

그림 60. 순서4   그림 61. 순서5     그림 62. 순서6

그림 63. 순서7   그림 64. 순서8     그림 65. 순서9

그림 66. 순서10  그림 67. 순서11    그림 68. 순서12

[그림 57-68]에 한 설명

1. 소지를 늘린다

2. 늘린 소지  에 압인한다

3. 덧살문을 자른다.

4. 원통 기벽에 덧살문 홈을 만든다

5. 덧살을 붙인다

6. 형태를 만든다

7. 빠른 회  에 굽을 편다

8. 덧살문을 늘리며 형태를 만든다

9. 을 잡는다

10. 토치를이용하여 살짝 건조한다

11.  형태를 완성한다

12. 형태를 둥근 칼로 깎아 완성한다.

13. 완성 된 기물이 당히 마르고 화장토를 칠한 후 

상감한다

14. 850도에서 벌한 후에 분청유약으로 시유하고 

1380도에서 재벌 소성하여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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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완성 된 작품 해석

6.1 작품 해석

체 형태의 모티 는 콜라병이지만  부분은 두툼

하게 처리하여 옹기의 느낌도 강하게 느껴진다. 분청의 

자유스러운 형태의 해체와 표  방식은 본 작품의 원이

라는 구 형태에서 소지를 늘리는 기법을 이용하 기 때

문에 원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게 일그러진 문양이 표

출되지만 해학  표 의 감정을 잘 표 할 수 있는 기

법이기도 하다. [표 1]의 표  방식을 응용하여 분청 표

면에 나뭇잎을 어서 귀얄문을 하여 작품 안에서 서로의 

기법들이 잘 융합 되어 새로운 창조물로 탄생 하 다.

그림 69. 완성된 작품

Ⅶ. 결론 및 제언

분청사기의 독창 인 표 성은 조선 기에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민족의 자아 형성과 독자 인 민족 문

화가 정립되던 시기에, 자율 인 창의력이 창조 으로 

발휘된 도자기이다. 한 한국의 역사  숨결이 담겨있

는 분청사기는 조선 미술의 특색이며 재 한국의 술

 감각을 회화 으로 하게 표 한 민족 인 도자 

기법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인 장인들

의 생활감정이 그 로 묻어나는 분청 사기의 아름다움

을 모방과 창조로 승화하여  감각에 맞는 새로운 

기법과 결과물을 창작하려 하 다. 이런 새로움의 표  

방법과 시 를 묘사하고 아름다운 미학을 창조하기 

하여 연리문과 채바퀴 타래 기법의 일부 기법을 차용하

고 물 의 회 을 이용하여 분청 덧살 늘림 기법을 융

합 응용 개발하여 통과 를 이어주는 독특한 디자

인을 만들려 하 는데 이를 수 질 압인 덧살 물  기

벽 늘림 기법(A Study of Bating Sealing Weld Outer 

Wall Extension Technique)이라고 정하 다. 그리고 

흙이 갖고 있는 풍부한 물성의 변화가 이번 작품 개발

의 주요 인데, 구의 곡면 형태는 마치 지구본에 그

려진 지표처럼 왜곡되어지는 상이 일어난다. 그리하

여 공간 인 거리와 깊이를 느끼게 되는 역동 인 요인

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흙의 늘림 상과 압인기법을 응

용하여 기존의 구형태에서 그러진 형태의 왜곡된 자

유로운 해체를 통해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을 지닌 기법

을 창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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