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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논문의 주요 은 코리올리힘(Corioli's force)의 원리와 손끝의 감각을 이용하여 고속회 (RPM)

에 의해서 기벽 표면에 흠집을 내어 스트라이 (Stripe)의 질감(texture)을 안쪽에서 외벽으로 어 늘리는 

방식과 코리올리힘(원심력)의 다변화된 아름답고 다이나믹한 독특한 외벽 질감 표 이 건인데 이를 코리

올리힘 기법이라고 정하 다. 한 통 인 옹기(onggi)의 평 굽(Flat Bottom Foot)성형 방식을 기물

를 이용하여 빠른 회 력으로 원통 안쪽에서 밖으로 어 외벽을 늘림과 동시에 바닥의 면을 평평하게 

굽을 펴는 새로운 방식의 평 굽을 개발하 는데 이러한 기법들을 융합하여 새롭고 이면서 독특한 

인테리어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 이다. 

■ 중심어 :∣코리올리힘∣평저굽∣옹기∣
Abstract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o use the principle of Coriolis force and the sense of fingertips 

to scratch the surface of the wall by high-speed rotation (RPM) to push the texture of the stripe 

from the inside to the outer wall, and to express the beautiful, dynamic and distinctive outer wall 

texture that is diversified by Coriolis force (centrifugal force). This is designated as Coriolis force 

technique. In addition, instead of the traditional flat bottom foot onggi molding technique, a new 

type of flat bottom foot that uses the electric wheel to push the cylinder from inside to out to 

expand the outer wall and to spread the bottom of foot fla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modernized, distinctive, new interior work by fusing these techniques. 

■ keyword :∣Coriolis Force∣Flat Bottom Foot∣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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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의 미래를 과거 재 미래로 나 어 볼 때 미래

는 과거의 재 표상이다. 

아리스토텔 스(Aristoteles)는 술의 형식미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내  형식을 꼽았는데 제작으로서

의 술의 본질을 창의 인 개념으로 포 하고 술을 

향수하는 측면에 하여 미  효과를 통한 카타르시스

를 다고 했는데 이런 과거로부터의 창의 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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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통 옹기의 평 굽을 

소스로 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통 인 도자 제작기법인 평 굽은 옹기(onggi)의 제작

방법에서 사용되는 굽의 형태인데, 평 굽은 굽의 형태

가 납작하여 기물의 체 형태가 안정된 조형  특징을 

보여주면서 기물에서 풍만감이 느껴지는 공간  시각 

효과가 있다. 한 한국인의 정서에 스며들어 있으며 

각인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게 우리에게 익숙한 평 굽(flat bottom foot)의 제

작 방식을 통방식인 목물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물 를 이용하여 원통(소지)의 바닥을 굽의 두께로 

스폰지로 어 펴는 방식의 새롭고 (modernism)

이면서 유니크(unique)한 제작 기법을 고안하려 한다. 

그리고 기물 외벽의 데코 이션(decoration)은 손 끝으

로 표 된 기벽의 스트라이 (stripe)문양을 물 의 원

심력(coriolis force)과 편심력을 이용하여 기벽 표면에 

다변화된 질감(texture)의 표  하는 것이 목 이기도 

한데 이 기법을 코리올리힘 기법(corioli's force 

technique)이라고 정하 다.

한 옹기의 평 굽은 독창성, 심미성 등 디자인의 

조건에 맞게 제작된 생활용기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옹기만이 가지는 우리 고유의 특성을 과거에 머무는 것

이 아니라 이를 에 용하여 특색있는 제작 방식을 

개발하여 아름다운 인테리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주요 

컨셉이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유약을 통해 도 에 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는

데 한국, 국, 일본은 유약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지만 

18세기 서양에서는 도자기가 부의 상징이 되었고 동양

의 도자기는 보다 값어치가 있었기 떄문에 정복해야 

할 상이 되었다. 독일 마이센에서 1709년에 연질자기

를 생산하 으나 산업 명 이후 화학 기술의 발달로 천

연 원료를 화학 으로 분석하여 유약을 조합하는 방법

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이공원료, 화학원료 유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게 량 생산에 용이한 

이러한 기술이 다시 동양으로 수입하게 되는데 이를 

요업이라 한다. 우리는 재를 살면서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에 받아들이고 미래에 새롭고 창의 인 결

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근  모더니즘 인 작품을 구상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의 모티  분석이 새로움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논문은 우리 문화의 우수한 옹기의 평 굽을 모

티 로 하여 작품을 구상하려 하는데 첫 번째 옹기와 

평 굽에 하여 고찰 해 보고 두 번째 디자인의 조건

에 맞게 옹기를 재해석한 평 굽( 래굽)을 기 물

에 응용하는 것이 컨셉이다. 말하자면 목물 의 통

인 평 굽의 방식을 배제하고 새롭게 연구개발한 기

물 로 빠른 회 을 이용하여 바닥을 펴서 평 굽을 만

드는 것이 건이다. 세 번째 기물 외벽에 독특한 데코

이션(decoration)을 하여 코리올리힘(coriolis 

force)에 한 이론  정립과 이를 통한 독특한 질감을 

표 해야 하는데 도와 태풍을 모티 로 한다. 이를 

표 하기 해 손끝의 감각을 이용하여 표 된 흠집이 

물 의 빠른회 (RPM)에 의하여 자유롭게 해체된 표

면질감이 본 논문의 컨셉이다. 네 번째 옹기 유약과 청

자 유약의 이 시유로 자의 두가지 코리올리힘 기법

과 평 굽 기법을 융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Ⅱ. 코리올리힘(Corioli's force)의 고찰

2.1 코리올리힘의 정의

코리올리의 힘은 ‘ 향력’이라고도 한다[1]. 이 향

력은 성의 한 종류인데, 랑스의 공학자이자 수학자

인 코리올리(Gustave Gaspard Coriolis/1792~1843)가 

회  기계의 역학을 연구하다가 발견하 다. 말하자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하기 때문에 코리올리

힘은 북반구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진행방향의 수직으

로 작용하여 운동이 오른쪽으로 편향되도록 하고 반

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작용하여 진행방향의 왼

쪽으로 편향되도록 하는데[2] 이를 물체 에서 보이는 

가상 인 원심력과 같은 것이다. 크기는 운동체의 속력

에 비 하고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변하도록 하는 효과

를 코리올리 효과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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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태풍(typhoon)의 작품 소스 적용 분석

향력 코리올리의 힘이 용되는 상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태풍의 소용돌이다. 향력은 지구의 자 으

로 인해 일어나는 상인데 향력은 지구 북반구에서

는 시계 반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게 방향으로 

작용되기에 태풍의 소용돌이도 이에 맞춰 일정한 방향

으로 움직인다. 태풍이 남반구에서는 기압 심으로 

공기가 들어오다가 향력에 의해 휘어지며 북반구에

서는 시계 반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보여

다. 향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 = 

2mvwsinΦ C : 향력, m : 물체의 질량, v : 물체의 속

도, Φ : 도, wsinΦ : 각 도별 각속도 이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 성 기압 

에서 심부의 최 풍속이 1 당 17m이상인, 폭풍우

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 상을 말한다[4]. 태풍은 발생하

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것을 

태풍(typhoon), 서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

인(Hurricane),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

(cyclon), 오스트 일리아 북동부에서 발생하는 리

리(willy-willy)가 있다.  미국 남부에서 많이 발생

하는 소용돌이 바람인 토네이도(tornado)[그림 2]는 태

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태풍에 버 가는 피해를 발생 

시킨다. 태풍의 진로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태풍은 지

그재그로 움직이는가 하면 제자리에 멈춰 서 있기도 하

고, 고리 모양의 원을 그리기도 해서 그 진로를 측하

기 어렵다. 태풍이 이동하고 있을 경우, 진행 방향 오른

쪽의 바람은 강해지고 왼쪽은 약해진다. 그 까닭은 오

른쪽 반원에서는 태풍의 바람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

서 풍속이 커지는 반면, 왼쪽 반원에서는 그 방향이 서

로 반 가 되어 상쇄되므로 상 으로 풍속이 약화되

기 때문이다.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격히 쇠약해진

다. 그리고 태풍 심부에서 반경 10여 km이내의 지역 

심권에 가까울수록 원심력이 세어지기 때문에 이 권

내에는 비교  조용한 기상 상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태풍의 심 부근에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태풍의 ’이라고 한다[그림 1]. 이런 

태풍의 을 모티 로 활용하여 바람돌기를 도자기 물

의 원심력과 응용하여 표 하면 좋은 형태의 작품으

로 응용할 수 있겠다. 태풍은 수온 27도 이상의 해면에

서 주로 발생하지만 가끔 온  기압에서 발생하는 경

우도 있다. 태풍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때도 있지

만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요한 

수자원의 공 원으로서 물 부족 상을 해소시키기 때

문이다. 한 태풍은 도 지방에 축 된 기 의 

에 지를 고 도 지방으로 운반하여 지구상의 남북 온

도를 유지시켜 주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서 바

다의 조 상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듯 태

풍은 기의 폭군인 동시에 유용한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태풍은 피해를 주는 강하고 무서운 이미지도 있

지만 이러한 바람을 통해 물 부족 해소와 남북의 온도 

유지, 해수의 조소멸 등 이로운 면이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함과 평온과 따뜻함을 작

품에 용한다면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그림 4][그림 

5]. 태풍의 태(颱)라는 자가 처음 사용된 는 1634년

에 국에서 간행된 ‘복건통지(福 建通志) 제 56권 토풍

지(土風志)이다. 국에서는 옛날에 태풍과 같이 바람

이 강하고 빙빙 도는 풍계를 구풍(颶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둥어로는 ’타이푼‘이라고 한다. 어의 

’typhoon'이란 말은 1588년에 국에서 사용한 가 있

으며, 랑스에서도 1504년에 사용하 다[5]. 이러한 

향력 코리올리힘(Corioli's force)은 태풍으로 용되는

데 태풍의 돌아가는 돌기는 미 으로 원 심에서 밖으

로 강하게 려나오는 다이내믹한 힘을 표출하고 있는

데 이러한 형태의 태풍을 원심력에 의해 제작하는 물

에 용하여 모티 로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태풍과 태풍을 

모티 로 한 작품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그림 3].

그림 1. 태풍의 눈          그림 2.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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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소금 아티스트 

야마모토 모토이(Yamamoto Motoi)

그림 4. 가우디 건축물

그림 5. 라인 석 웨딩장식

2.3 파도의 작품 모티브 적용 분석

첫 번째 부분의 도는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다[그

림 6]. 우리나라에는 ‘ 도’ 혹은 ‘ 랑’ 처럼 도를 지

칭하는 단어가 있지만 문 키피디아에서는 ‘wind 

wave’라고 검색해야 도가 나온다. 그만큼 도에서 

바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6].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

는 도는 잔물결까지 포함해 무려 69.7%를 차지한다. 

바람에 의해 바닷물이 려가며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도다. 바람에 의한 도는 바람이 셀수록,  바

람부는 시간이 길수록 도의 크기가 커진다. , 바람

이 불어오는 거리, 즉 바람이 수면 를 얼마나 불어왔

는가에 따라 도의 크기가 달라진다. 두 번째 도를 

만드는 원인은 조석 즉 물과 썰물이다. 지구와 달 사

이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처럼 질

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

다. 이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만유인력에 의해 바닷

물이 달이 있는 쪽으로 끌려 다니는 상을 조석이라고 

한다. 조석력은 달을 향한 면에서는 달 방향으로, 달을 

등진 면에서는(달의 반  편) 달의 반  방향으로 작용 

한다. 따라서 물은 달을 보고 있는 지 과 그 반 편

에서 동시에 일어난다[7]. 지구는 자 하기 때문에 하루

에 약 2번의 물과 썰물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조석

라고 하는 도가 만들어진다[그림 8]. 세 번째 원인

으로는 해 에서의 커다란 단층이나 화산 활동을 들 수 

있는데 화산 폭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지진해일 는 

쓰나미(tsunami:津波)라고 한다[그림 9][그림 11].

도는 부분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잔잔한 도

의 장 은 녹조 상을 막을 수 있고  물이 따뜻해 지

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도 아랫물과 윗물을 순환시

켜 물에 산소를 넣어 다. 이런 잔잔한 도는 우리들

에게 평온과 편안한 느낌을 가져다 다[그림 7]. 한 

울성 도나 해일 쓰나미 등 높은 도는 심리 으로 

압박감이나 재앙감 는 생동감과 역동 이며 다이나

믹한 형태로 다가온다[그림 9-11]. 

태풍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양면성은 우

리의 인생과 매우 흡사하다[8]. 이런 스토리를 작품에 

용하고 이용한다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겠다

[그림 12][그림 13].

   

    그림 6. 강한 파도          그림 7. 잔잔한 파도

  

      그림 8. 조석파              그림 9. 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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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너울성파도     그림 11. 쓰나미

그림 12. 목판화 우끼요에

그림 13. 유리로 만든 공예

Ⅲ. 옹기(Onggi)의 고찰

3.1 옹기의 역사

옹기는 독옹(甕) 그릇기(器) 문으로는 onggi 한국

식 발음 그 로 표 된다[9]. 그리고 사  표 은 질

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원  4000 내지 5000년 에 만들어 낸 

신석기 시  민무늬,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옹기의 기

원을 이루며 사람의 지혜와 생활이 발 함에 따라 진흙 

속에 모래가 많이 섞인 조  더 단단한 무문 토기를 만

들어 내게 되었고 청동기 시  홍도, 옹  흑도는 모래

가 섞이지 않았다. 통일신라시 에 고화도에서 생산된 

회유옹기는 고려와 조선의 자기-청자, 백자, 상감청자, 

분청자기 등을 생산하는 기반이 된 도기는 역사 , 사

회  욕구에 의해 양 , 질 인 확 와 팽창을 이루었

으며 도기에 잿물을 입  완성하는 오지 그릇이 생산 

되면서 생활 용기로서의 발 에 일  신을 이루게 되

었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회 반에 걸쳐 폭 넓게 

사용되는 용기로 발 하 다[10]. 고려시 에는 이를 

발 시켜서 녹청자가 등장하 고 조선시 에는 오지 

그릇이 만들어졌다. 조선시  오지 그릇은 여러 문헌의 

기록으로 짐작된다. 조선 기의 자료인 세종실록 지리

지 경국 에 의하면 독의 형태와 질 등은 조 씩 바

었지만 우리가 지  사용하는 독은 체로 조선 부

터 음을 알 수 있다[11]. 평 굽은 체로 옹기에 많

이 보여지는 형태와 생산방식이기 떄문에 옹기에 하

여 고찰하려 한다.

3.2 옹기 유약 (Onggi glaze)

(1) 옹기 유약의 어원

옹기 유약은 오지물, 잿물짓기, 잿물친다, 옷입힌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일본과 국은 장석과 도석

을 물 방아로 분쇄하여 재를 혼합하 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물토라는 천연물질에 재를 섞는 방식이다[12]. 

물토는 옛문헌에 수토라고 기록되어있고 장석, 규석, 석

회석 등이 주 성분이고 고령토, 백토, 백선토, 백악이라

고도 하고 질이 좋은 것은 ‘보라’라고 하고 거친 것은 

‘마사’ 라고 한다.

(2) 사용한 옹기유의 조합비

표 1. 옹기 유약 조성비

포천의 붉은 마사토 일산 논흙 잡 재

40% 30% 30%

Ⅳ. 평저굽(Flat Bottom Foot)

4.1 평저굽의 이해

도자기의 부분으로 물 성형이후 굽칼로 다듬어 

생겨나는 부분이다 동양권의 도자기에는 부분 굽이 

있으나 서양에서는 물 방법이나 굽의 요성을 인식

하지 않은 탓으로 굽이 없는 도자기도 많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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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의 도자기에 있어서 굽은 마치 사람에게 다리와

도 같은 역할이어서 도자기의 형태미를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 바로 굽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러나 토기나 

특히 옹기의 제작 형태를 살펴보면 바닥을 물 에 두드

려 펴서 굽이 바닥에 붙어있는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커다란 항아리 종류에 쓰이는 굽으로 이 넓 하

고 평평한 바닥을 말하는데 이를 평 굽(Flat Bottom 

Foot) 는 래굽이라고 한다. 평 굽은 신석기시  

토기에 많고 신라토기 에는 평굽이 많은 것 같으나 

자세히 찰하면 바닥 심부를 약간 로 어 올렸고 

조선자기에는 드물게 제작 되었다. 이와 같은 굽은 

자기에서 가끔 볼 수 있고 큰독이나 항아리 등도 평

굽처럼 보이나 제작 후 시유할 때 굽바닥 가운데를 약

간 어넣어서 둘 가 자연히 굽으로 되게 하 다. 평

굽의 단 은 면의 소지토 속에 불순물이 있거나 기포

가 있어서 소성할 때 터지거나 심부가 움직이게 되고 

굽 바닥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굽이 있는 도자기는 

장식 인 측면에서 단아하고 다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을 받고 생활자기도 뜨거운 것을 담았을 때 열 도가 

낮다는 게 장 이겠지만 평 굽은 인테리어 용품을 제

작하 을 때 형체가 모던하고 안정된 모습이면서 여유

로운 감정을 유도 해 낼 수 있는 장 이 있다[14].

굽이 있는 도자기는 굽이 있는 도자기로서의 아름다

운 미학이 있다. 하지만 인 새로운 굽형태를 창

조하기 해서는 평 굽을 모티 로 해서 개발하고 연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2 도자기 굽의 종류

표 2. 도자기 굽의 종류

종류 특징

평저굽(너래굽)
옹기들에 쓰이는 굽으로서 기물바닥이 평평한 것을 
말한다.

안굽 그릇의 안으로 파져있는 굽

해무리굽

조선시대 막사발에 나타나는 굽으로서 굽의 중앙부
분이 볼록하게 솟아 올라 있으며 물레를 빠른 속도
로 돌리면서 한 번에 굽칼을 사용한 자국이 마치 해 
무리가 지는 것 같이 나타난 굽을 말한다.

사릉(四綾)굽 사각으로 각이 져 있는 굽을 말한다.

역몰리형굽
굽의 아랫 부분이 안으로 굽어 들어가 있는 굽인데 
제기류에 주로 쓰인다.

죽절(竹節)
대나무의 매듭과 같이 생겨서 옆으로 각이 져 있는 
굽으로서 주로 사발이나 찻잔에 많이 사용된다.

수직굽
굽의 위아래가 같은 굽으로서 도자기에 많이 사용
하는 굽이다.

4.3 평저굽(Flat Bottom Foot)의 성형

목물 에서 성형하는 평 굽의 성형과정을 새롭게 

개발한 기물  성형을 모티 로 이용하기 한 설명

이다.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 바닥 만들기

그림 15. 밑창 작업

물  에 백토마사토 가루를 뿌리고 뭉쳐진 소지를 

물  앙에 놓고 물 를 발로 돌려가면서 방망이로 내

려 쳐 당한 두께로 만든다. 바닥 규격을 정하고 물

를 회 시키면서 나무칼인 가새로 정한 규격만큼 

잘라 다[그림 15]. 창을 바닥에 놓고 방망이로 붙여 

타래로 쌓은 평평한 굽을 평 굽( 래굽)이라고 한다. 

[그림 16]의 좌측그림과 우측그림은 새로운 기물  

평 굽 기법인데 나무 원  에 물  성형시 원통에서 

창 부분을 스폰지로 바닥을 펴서 굽을 만드는 독특하

고 창의 인 평 굽을 최 로 개발 하 다. 

 

그림 16. 전통 평저굽의 현대적인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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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평저굽 작품의 해석

표 3. 평저굽 작품의 해석

작가 사진 특징

신상호

이 작품은 신상호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역동적인 
지두문이 특징이고 한국
의 심성을 잘 표현한 평
저굽의 분청자기 이다.

이한옥

분청 각병인 이 작품은 
평저굽 형태의 각병인
데, 수수하면서도 정감
이 있는 작품이다. 굽이 
없는 각병의 형태가 더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수종

누구나 친근한 맛을 느
낄 수 있는 기형이고 자
연을 닮은 색감 그리고 
안정된 평저굽의 형태인
데 전통적인 미감과 더
불어 오히려 현대적인 
감각이 빛난다.

박승길

옹기는 거의 굽이 없다. 
불필요한 치장을 원치 
않는다. 굽이란 치장하
기 위한 뽐냄에 불과하
다. 이런 과장된 표현이 
아닌 자기 그대로의 평
저굽을 만들어 내는 작
가이다.

김시만

주로 귀얄 분청을 만드
는 작가로서 시원스럽고 
후련한 분청평저굽을 주
로 만드는 작가이다.

 

Ⅴ. 작품 제작

5.1 작품제작 의도 및 연구

인간의 삶은 지구에 하면서도 지구에 용되는 

코리올리힘(Corioli's Force)의 느낌을 잘 이해하지 못

한다. 바람과 도는 이러한 향력에 의해 생기는 

요한 발생 요인이며 인간에게 미치는 향은 지 하다. 

도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부분인데 그 바

람과 도는 상이 잔잔할 때는 평온하지만 태풍과 해

일을 동반할 때에는 도가 거칠고 심리 인 압박감과 

재앙감을 느낀다. 반면에 생동감이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삶과 매우 흡사한 도 발견할 수 있

는데 이러한 평온과 긴장감을 표 하기 해 태풍과 

도를 모티 로 연구 하 다. 기법은 바람과 도를 표

 하기 해 돌아가는 물 의 소지(원통)에 손가락

의 감각으로 흠집을 내어 최고속의 RPM으로 안에서 

밖으로 어 늘려서 형태를 완성하는데 코리올리힘

(Corioli's Force)의 원리에 의해 여러형태의 다양한 스

트라이 (Stripe)의 문양을 바람과 도의 형태와 유사

한 질감으로 표 하는 것이 목 이다. 특징은 흠집의 

굵기에 따라 빠른 회 에 의해 자유로운 스트라이 의 

문양을 만들어 낸다[그림 17]. 체  바디형태는 옹기

의 평 굽 형태로 매우 안정 인 형태이며 바람과 도

를 표 하기에 합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평 굽(Flat 

Bottom Foot)은 통옹기나 토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굽의 형태인데 본 논문에서 연구개발 한 것은 인 

방법으로 기물  평 굽 방식을 원통의 제작 후 빠른 

회 력에 의해 몸통의 형태와 바닥을 동시에 펴서 평

굽을 만드는 방식을 고안 해 내었고 굽은 칼로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체를 뒤집어 부드럽게 톱날

로 다듬어 간결하고 아름다운 굽으로 성형 되는 방식이

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융합한 최 의 새로운 기법

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를 코리올리힘 기물  평

굽 기법(Corioli's Force Electric Ceramic Wheel Flat 

Bottom Foot technique)이라고 정하 다. 

그림 17. 손가락 흠집 디테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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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품제작과정

작품 제작 과정은 작업 순서 로 나열 하 다.

표 4. 작품 제작 과정 1

순서 사진 특징

1 소지로 중심을 잡는다.

2 원통을 만든다.

3

손 끝의 감각으로 스트라이프
(stripe)를 표현한다.
이 때 손끝의 문양은 손끝의 
간극으로 굵기를 조정한다. 
이런 굵기에 의해 다양한 스
트라이프의 회전 굵기가 형성
된다.

4 손끝으로 표현된 원통

5

외벽에 문양이 있으므로 밖은 
손을 대지 않고 안에서 밖으
로 밀어 늘린다.이 때 빠른 회
전력에 의해 기벽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 늘려 형태를 만
든다. 주의점은 외벽에 문양
이 있으므로 손을 대면 안된
다.

표 5. 작품 제작 과정 2

순서 사진 특징

6

외벽을 늘리는 단면의 디테일 
사진이다.
위에서 바닥 쪽으로 늘려나간
다.
이 때 빠른 회전 속도를 이용
하여 위 아래로 이동하며 외
벽의 형태를 만든다.

7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밑에 부분에서는 속도를 줄이
면서 바닥 부분과 기벽 부분
에 손바닥을 대어 굽 형태를 
만든다. 이 때는 굽 부분에 손
을 살짝 대어서 마지막 굽 형
태를 마무리 한다.

8

평저굽 바닥을 펴는 방식이
다.
바닥을 펴서 굽으로 바로 사
용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스폰
지로 밀며 바닥을 편다. 

9

중심부에서 기벽 부분까지 평
평하게 밀어서 늘리고 평저굽 
형태를 만들기 위해 7번의 설
명과 같이 손을 대어 굽 형태
를 만든다.

10

나무 원판에 흙 자름줄로 바
닥부분을에 최대한 밀착시켜
서 자르면 전기물레 평저굽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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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작품 제작 과정 3

순서 사진 특징

11

흙 자름줄로 자르고 나면 전통 평
저굽에서 바닥을 방망이로 펴 타
렴을 붙이는 방식이 아닌 기물 자
체 내에서 평저굽이 만들어지므
로 기물이 반 건조된 후 떼어 뒤
집고 톱날로 살짝 손질 하면 바로 
평저굽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

이 그림은 완성 된 기물을 반으로 
자른 상태인데 바닥과 기벽의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레 자체
에서 평저굽이 만들어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13

완성 된 도자기인데 외벽 스트라
이프의 자유로운 해체와 안정적
인 옹기 형태의 새로운 평저굽이 
완성되었다.

5.3 완성 된 작품 설명 

  

 그림 18. 모티브            그림 19. 코리올리힘 1 

          잔잔한 파도   

이 작품[그림 19]은 [그림 18]의 잔잔한 도를 모티

로 하여 제작한 작품인데 도는 부분 바람에 의해 

만들어 진다. 잔잔한 도는 녹조를 막을 수 있고 따뜻 

해 지는 물의 온도를 막을 수 있으며 아랫물과 윗물을 

순환시켜 산소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한 잔잔한 

도는 우리들에게 평온과 편안한 느낌을 가져다 다. 

이러한 느낌의 도를 표 하여 제작하 다.

소지는 청자토와 조합토이고, 소성온도는 1350℃에 

환원소성. 규격은 750 x 470 x 400. 유약은 논흙재유를 

사용하 다.

  

 그림 20. 모티브 파도   21. 코리올리힘 2

이 작품[그림 21]은 강한 도와 잔잔한 도를 모티

로 한 작품인데 바람에 의해 돌기 모양이 강한 도

로 시작하여 잔잔한 도로 변해가는 해안가 백사장을 

모티 로 하 다. 

소지는 분청토와 조합토이고, 소성온도는 1350℃에 

환원소성. 규격은 950 x 350 x 630. 유약은 분청재유를 

사용하 다. 

 

  

   그림 22. 모티브          그림23. 코리올리힘 3

            강한파도

이 작품[그림 23]은 도를 모티 로 한 작품이다. 원

심력에 의해 돌기가 편심작용을 받아 한쪽으로 쏠림 

상이 일어나는 것과 상하의 엇갈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

는 것이 특징이다. 

소지는 청자토 소성온도는 1350℃에 환원소성. 규격

은 650 x 370 x 200 유약은 청자유를 사용하 다.

 

   그림 24. 모티브         그림 25. 코리올리힘 4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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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그림 25]은 강한 회 에 의한 태풍의 을 모

티 로 하여 돌기를 표 하 다.

소지는 청자토와 조합토이고, 소성온도는 1350℃에 

환원소성. 규격은 750 x 460 x 350. 유약은 청자유를 사

용하 다.

 

  그림 26. 모티브          그림 27. 코리올리힘 5

           토네이도 

이 작품[그림 27]은 토네이도를 모티 로 하여 만든 

작품인데 빠른 회 과 느린 회 의 반복으로 원심과 편

심의 물성 변화를 이용하여 변화무 함을 표  하 다. 

소지는 청자토와 조합토이고, 소성온도는 1350℃에 

환원소성. 규격은 950 x 600 x 470. 유약은 논흙재유와 

청자유의 이 시유를 사용하 다.

 

  그림 28. 모티브          그림 29. 코리올리힘 6

           허리케인

이 작품[그림 29]은 허리 인의 역동 이고 거친 회

오리를 모티 로 만든 작품인데 상하의 방향이 코리올

리힘의 이론 로 엇갈린 것이 특징이다. 

소지는 청자토 소성온도는 1350℃에 환원소성.

규격은 700 x 400 x 320 유약은 청자유를 사용하 다.

Ⅵ. 결론

옹기(onggi)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친숙한 단어

이고 익숙한 용기이다. 그러므로 반만년 역사 속에 흘

러 내려온 도구  가장 오래된 옹기는 사상, 종교, 주

거, 음식, 사회경제의 다양한 정서와 문화의 상호 계

를 담아내면서 질그릇에서 옹기로 발 하 다. 이러한 

한국  조형 모티 인 옹기의 평 굽(flat bottom foot)

형태를 빠른 기물 의 회 을 통해 바닥을 펴는 

인 평 굽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물  평

굽 기법이라고 정하 다. 그리고 회 하는 물체 에 

보이는 가상 인 힘 원심력(코리올리힘/ 향력)을 통

해서 목물 가 아닌 기물 를 이용하여 흙으로 만든 

원통 에 손 끝의 감각으로 기벽에 스트라이 (stripe) 

질감(texture)즉 흠집을 내어 아름다운 질감 표 을 하

는 것이 주요 목 인데, 이러한 코리올리힘 기법

(Corioli's Force technique)의 회 에 의해 해체 된 문

양을 조형 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한 장식 인 효과

가 매우 뛰어나 이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실내 인테리

어 제품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하 다. 이

러한 두가지 기법을 융합한 명칭을 도자기 기물  코

리올리힘 평 굽 기법(ceramic electric wheel coriolis 

force flat bottom foot technique)이라고 정하 다. 한 

미학  모티 로 활용 된 태풍과 높은 도는 심리 으

로 압박감이나 불안함을 조성하지만 힘차고 역동 인 

느낌을 갖기도 한다. 한 잔잔한 도의 정 인 모습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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