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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논문의 주요 은 연가를 모티 로한 도자 투각 촛  장식 도자제품을 심으로 주거 실내 공간의 

구성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연가 촛 로 실내 인테리어의 공간융합 활용에 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산업의 발달로 주거선택도 쾌 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을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연가촛  인테리어 소품은 바닥과 벽과 천장

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기 한다. 연가형태는 조명기구의 아우라(aura)를 두루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연가의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고 이러한 소스를 투각촛 에 용하여 실내조명으로서의 활용

도를 살펴본다. 

한 이를 도자제품으로 개발하여 생활속의 필요한 실내공간인테리어 소품으로 극 활용하는 것도 주요

이다.

■ 중심어 :∣연가∣투각촛대∣실내인테리어∣
Abstract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osition of interior space of the residence 

centered on carved ceramic candlestick with the motive of Yeonga. And with the Yeonga 

candlestick developed using that, the application of space convergence in the interior design is 

researched.

As the industry develops, pleasant and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draws attention in 

choosing residence with the psychology to engage nature into the house working. It is anticipated 

that the Yeonga candlestick interior accessories will be used to smoothly connect floor, wall and 

ceiling. As the shape of Yeonga includes the aura of the luminaire, the design element of Yeonga 

is researched through it. These sources are applied to the carved candlestick to investigate their 

application as indoor lighting.

It is also a major viewpoint to develop this as a ceramic product and actively utilize it as a 

necessary interior item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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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다양한 물질  소재를 써서 일정한 공간  형상을 표

하여 형성되는 술은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구분한 

것인다 공간 술에는 건축 조각과 같이 삼차원 인 것

과 회화 평면 장식과 같이 이차원 인 것을 포함한다. 

말하자면 시간 술을 운동의 술이라 칭함에 반하여 

공간 술은 정지의 술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간 인 실내인테리어는 자연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심리에서 표출된다. 한 심리  안정감을 가지면서 그 

공간을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 이고 인상 인 편안

한 공간으로 꾸미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경제의 발 과 

서구화 속에서 인들은 생활 수 이 향상되었으며, 

그 에서 주거 환경 인테리어 장식에 한 심이 높

아졌다. 특히 공간장식품  도자의 표  방법은 화병 

식기, 도자벽화 오 제,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장르가 

다양하다. 그리고 조명 술은 작가들의 새로운 표  

방법의 발달과 함께 인들의 요구에 잘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품목들  도자기 조명을 이용

한 공간표 은 우리 생활에 활력을 주고 미  감흥과 

쾌 함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연가를 모티 로 투각 촛

 조명 인테리어 도자기를 실내 구성 요소로 용하기 

해서 실내 공간의 사용자와 목 에 따라 다양한 공간

으로 변화되고 있고 실내 공간의 기능  요소를 수용함

과 동시에 미 으로도 다양한 도자 촛  조형물을 사용

함으로서 감성 이고 독창 인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

는 것이 목 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은  일상생활의 실내 공간에 도자 실내 장식의 이

론  배경과 철학  의미와 함께 통 인 조형  특징

을 연구하려 하고 이를 토 로 하여 인 감각으로 

디자인 연구 제작될 연가 투각 촛 를 이용하여 실내 

공간 인테리어 활용 융합방안과 실용 인 공기정화도

자제품을 모색하려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속히 발달한 사회는 풍족해진 물질문명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으나 생활양식의 변화와 획일화된 시

각 환경으로 인의 개성표출 기회를 여왔다. 한 

생활수 이 향상됨에 따라 공간인테리어에 한 심

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일률 인 주거 공간의 인테리

어 장식품과 소품들을 원하지 않는다. 공간을 장식하는 

소품의 기능 , 조형 , 장식  가치도 다변화 되어지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 장식의 도자기 촛 를 고 인 

통을 모티 로 응용하고 이를 통해 제작된 투각 촛  

디자인으로 실내 인테리어 장식품의 새로운 시각을 제

시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첫 번째 인테리어에 하여 

정의한다. 두 번째 이번 논문의 촛  모티 인 연가에 

하여 발췌하고 형태  특색과 연가가 가지고 있는 조

명의 모티 로서의 당 성을 설명하려 한다. 세 번째 

인테리어 용품의 특징으로 투각이 된 촛 인데, 먼  

투각에 하여 객 인 설명을 하고 촛 에 하여 고

찰 해 본다. 그리고 도자 촛 의 활용도를 조사하고 연

구한다. 네 번째 연가를 모티 로 한 투각 촛 의 공기

정화 기능성과 장식성을 두루 갖춘 공간의 장식품으로 

개발하고 용하여 이를 실내 인테리어 공간 융합 활용

에 하여 연구하려 한다.

Ⅱ. 연가 (chimney)

2.1 연가의 특징 (characteristic of chimney)

옹기연가(煙家)는 우리나라 통 가옥에 사용하던 기

능 인 구조물인데, 이러한 굴뚝은 부엌에서 사용한 땔

감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아들여 내용물이 잘 타도록 

고안된 배 이다. 말하자면 연소할 때에 발생되는 그을

음과 연기를 배출시키기 하여 만든 구조물의 하나로 

여기에서는 온돌에 떌감나무로 아궁이에서 불을 지필 

때 구들, 고래, 재자리의 연도를 거쳐서 연기가 최종

으로 빠지는 곳에 설치한 옹기제품의 연가와 연통을 합

해서 지칭한 말이다. 이러한 연가는 풍화(風化)를 방지

하기 하여 옹기로 제작하 고 굴뚝의 머리는 반구형

(半球形)의 형태로 보이는데 문어머리를 닮아서 문어 

굴뚝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굴뚝 윗부분을 덮어 

마감한 이유는 빗물과 을 피하기 한 장치이고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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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에 구멍을 뚫어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제작 되

었다[1]. 한 굴뚝의 형태는 지역  기후의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향을 받았으며, 추운지방에서 따뜻한 지

방으로  되었고 가집은 굴뚝이 지붕아래로 치

하는 것이 많은 반면 기와집의 굴뚝은 지붕 로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2.2 연가의 디자인적 활용 가치

디자인 활용의 주요 은 조명으로서의 촛  디자인

의 여러 모티 가 있겠지만 연가 자체의 형태는 조명에 

가까운 아우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옹기에 투각 

되어있는 구멍은 조명을 만들기 한 상상력을 유발한

다. 양쪽의 를 투입하면 훌륭한 촛  조명으로 탄생

할 것이다. 연가는 한국의 통 건축물 구조에 필수

인 설치물이었다. 기능 인 면에서는 떌감의 연소 과정

에서 생기는 연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먼 거

리에도 에 띄는 지 에 자리한다. 그 기 때문에 어

느 구조물 보다도 미  감각을 표출하기에 합하므로 

옹기 장인들도 술 인 혼을 다하여 제작했던 건축물 

장식품이었다[2]. 한 굴뚝의 안정 인 삼각 구조 형태

는 한국의 통 가옥 형태와 석조탑과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가의 안정 인 형태는 조형 인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 갓형태의 지붕모습은 비를 

피하기 한 기능이지만 한국의 통 지붕형태로 정서

 친 감을 더해 다. 지붕 에 올려 놓아진 꼭지는 

여러 가지 작은 데코 이션으로 표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미 인 감흥을 더해 다. 이러한 꼭지를 인 

디자인이 가미된 조형형태로 모색한다면 좋은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가 외벽에 뚫려있

는 구멍은 조명의 모티 로 활용하기에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는 아우라가 있다. [표 1] 번호6은 특히 이런 매리

트있는 아름답고 기능 인 요소를 몸통 기물 상단부 쪽

에 물 성형을 한 후 여러 의미있는 모티 를 수집하여 

투각조명촛 로 제작 설치하면 창조 인 실내인테리어 

기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 이러한  통 

미의 새로운 디자인은 삶의 휴식이 될 수 있고 정서

으로도 평온함을 더하고 실내의 바닥과 천장을 부드럽

게 연결 해 주는 특별함을 더해  것이다.

2.3 연가의 종류

연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연가의 특징을 분석활용 한다.

번호 사진 특징 작품 모티 활용

1

백제시대 능산리 
사지에서 발굴된 

연가이다. 디자인의 
형태가 매우 독특하고 
투각의 형태도 일반 

연가보다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구형태의 
투각을 적극 이용하면 
좋은 디자인이 될 

것이다.

[표 4]의번호4번 
교회 촛대의 

모티브인데 지붕 
모양의 형태로 

응용하여 제작 함

2

연대는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수직으로 
구멍이 나있을 

경우는,빗방울이나 
이물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수직으로 
뚫린 구명은 수평으로 
바꾸어 바람에 의해 

굴뚝에서 연기가 잘 배출 
되게 하여준다 촛대로 
개발할 때 하단부를 
분리해 받침으로 
활용하고 상단부의 

모던한 형태를 몸체로 
이용하면서 구형태의 
머리부분을 투각하여 

이번 논문에  적극 연구 
활용하면 좋은 디자인이 

될 것이다.  

[표 4]번호3번 
문살문 촛대의 
모티브인데 

하단부의 안정된 
형태를 받침으로 
응용하고 상단부의 
문살문을 차용하여 

투각하면 
단정하면서 

안정적인 형태의 
촛대로 디자인할 

수 있있다.

3

광복(光復) 이후에 제작 
되어 세련 되지 못한 
디자인인데 조금은 

기계적인 느낌이 나는 
연가이다. 모던한 현대 
스타일로 개발 할 필요가 

있겠다. 

[표 4]번호2번의 
타원 투각 촛대의 
모티브이다. 상단 

둥근 부분의 
타원을 한쪽 
방향으로 투각 

응용하면 좋을 것 
같고 투각한 
정면의 반대 
부분이 격자로 
보여 신비로운 

자태가 특징이 될 
것이다. 몸통의 
하단부를 일자로 
하면 모던한 

느낌으로 표현 될 
것이다. 

4

방춘옹 옹기장의 
현대적인 굴뚝연가인데 

굴뚝의 디자인이 
매우복잡하면서 

조명으로도 활용이된다. 
현대적 연가조명 

디자인으로는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다.

[표 4]번호1의 
삼각형 촛대의 
모티브인데 

상단부의 복잡한 
부분을 언덕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두 마리의 새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투각문은 
변칙으로 구멍을 
파내어 둥지의 
느낌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둥지는 집을 

표현한 것이다.

표 1. 연가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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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특징 작품 모티 활용

5

임승덕작가의 
현대적인 연가 

작품이다.
2004년 8월에 제작 

하였는데, 
풍만하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옹기의 

형태이다. 또한 
조형물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표 4]번호2번의 
삼각 투각 촛대에 
적용 될 모티브인데 
몸통의 둥근 형태의 
삼각형을 투각하고 

상단 부분의 
너울같은 모양을 
물레로 표현하여 
복잡한 삼각형의 
하단을 상부의 
안정적인 느낌의 
수평적 스트라이프 
부분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 좋을 것 

같다.

6

연대미상 형태가 
세로형으로 긴 반면 

매우 안정된 
형태이다. 지붕과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구멍의 원이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표 4]번호3번에 
적용된 달을 

모티브로 한 촛대 
지붕의 모양도 
물레성형시 

자유로운 표현으로 
만들면 자연스러운 
형태의 달모양 
촛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7

현대 도자 / 작가미상.
둥근 형태 안에 

투각한 작품인데 안에 
마름모꼴의 투각이 

특징이다.

[표 4]번호1의 
삼각형 형태의 
모티브인데 

윗부분의 새와 
마름모꼴 모양을 
투각하여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면 
좋은 느낌의 작품이 

될것같다. 

Ⅲ. 투각 촛대의 고찰

3.1 투각기법 (透刻技法,open work design echnique) 

투각(透刻)은 조각 기법  하나로 성형한 기물이 일

부 건조된 후 리한 조각도를 이용하여 재료의 면을 

도려내거나 깎아서 원하는 무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

다. 일반 으로 원하는 시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배

경을 모두 구멍을 뚫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와 반 로 

시문 부분만 뚫을수도 있다. 투각 장식기법을 사용하는 

재료는 다양하며 도자기, 목가구 등에 모두 사용된다. 

도자기를 투각할 경우에는 토의 건조 상태가 요하

다. 건조가 덜 된 상태이거나 구멍과 구멍 사이가 지나

치게 가까우면 도구의 압력으로 인하여 기물의 벽이 틀

어지며 투각 문양을 내기 한 구멍이 무 한 쪽으로 

몰려 있어도 소성시 하 을 받아 변형 는 손의 우

려가 있다. 그러므로 투각의 크기는 좁고 투각의 양이 

많은 것이 기계  강도도 높고 보기에도 아름답다[3].

구멍을 뚫을 때는 송곳과 같이 뾰족한 것으로 뚫을 

수도 있지만 섬세한 문양을 내기 해서는 메스와 같이 

끝이 날카롭고 리한 조각도로 투각해야 하며, 투각을 

한 후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은 좀 더 작은 칼이나 스펀

지, 붓 등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문질러 다듬어야 한다. 

작은 구멍은 소성 했을 때 유약으로 메워지게 되므로, 

시유 후 다시 뚫어 주어야 한다[4]. 투각은 다른 장식 기

법에 비해서 훨씬 까다로운 작업으로 노력이 필요 하지

만 일단 장식이 완성되면 화려하고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구체  문양을 사실 으로 투각할 경우 다

른 장식보다 양감이 느껴져 훨씬 입체 인 장식이 될 

수 있다. 

3.2 촛대의 정의 

촛 (candle stick)는 를 세우고 불을 켜는 등구(燈

具)의 총칭이고 가동식(可動式)과 고정식이 있다. 촛

는 촛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시 모양의 

받침을 만들고 앙에는 를 꽂을 수 있도록 뾰족한 

심을 만든다[그림 1][5]. 통 인 촛 는 기물상단이나 

기물에 부착시켜서 조명으로서의 단순한 디자인 이

는데 인 촛 는 단순히 불을 밝히는 조명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실내공간의 인테리어 소

품으로도 쓰여 지고 한 기능 인 면도 수반 되는데 

이를 말하자면 뚜껑과 몸통을 만들어 투각을 할 경우에

는 향 를 이용하여 공기정화용도로도 사용하고 심신

을 안정시키는 향기가 있는 포푸리를 이용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투각촛 는 섬세한 테크닉으로 제작되기 떄

문에 뚫려있는 구멍 사이로 무한한 상상을 느낄 수 있

어 그 자체로도 작품이 될 수 있다[그림 2].

그림 1. 일반적인 촛대       그림 2. 작품 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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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특징

포푸리
(potp
ourri)

포푸리는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방향제의 
일종인데 어원은 프랑스어로 

발효시킨 향이라는 뜻이다. 주된 
재료는 꽃이고 여기에 향이 좋은 
식물, 잎, 과일, 향료 등을 함께 
첨가한다.향기가 오랫동안 나도록 
하기 위해 백단유, 수지, 꽃 기름 
등과 함께 용기 속에 넣어 숙성 
시키면 향기가 자연 발산 하여 

실내를 향기롭게 한다. 이러한 것을 
천 주머니 속에 넣어 연가 도자기 
투각 촛대의 받침에 넣어두고 투각 
몸체를 올려 놓으면 조명 외에도 
후각적인 만족과 공기 정화의 
기능과 실용성을 추가할 수 

있다.꽃의 종류에는 장미, 쟈스민, 
라벤더, 세이지, 민트 등이 

있다[16].

소이향
기캔들
(soy 
scant 
candl
e)

소이캔들(soy baan /콩 +candle 
/양초)의 합성어인데 기존의 
저렴한 양초는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것이 

콩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든 
소이캔들인데, 건강과 산뜻함을 
더해주고 즐기고 싶은 향을 
DIY하여 양초를 만들 때 

라벤더,로즈마리 등의 오일 향을 
넣어 굳힌 것으로 초에 불을 붙이면 
은은하게 향이 퍼지게 되어 있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에 효과적이고 일랑일랑이나 
쟈스민 오일은 무드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자기로 캔들 

받침을 만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17].

표 2. 방향 제품의 종류

Ⅳ. 실내 인테리어

4.1 실내 인테리어의 정의 

인테리어(Interior)란 단어의 뜻은 내부(內部)를 뜻하

고 쾌 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내기 한 실내 마감재

이다. 한 인테리어 소품, 가구, 조명기구, 커튼 등의 

배치 계를 말한다[6]. 여기서 인테리어란 실내 공간 

디자인의 의미이다. 실내공간은 기본 으로 바닥, 벽, 

천장과 가구로 구성되지만, 이들만으로 공간의 모든 것

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공간에서의 실내는 

하나의 공간  성격을 가져야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

는데 그 성격을 완성 해 주는 최종  단계가 바로 인테

리어 소품이다. 

인테리어 소품의 선정은 디자인의 과정에서 볼 때 모

든 디자인이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속하여 그 공간의 

성격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실내 디자인의 개

념  의도, 스타일, 공간의 규모, 재질감, 색채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7]. 오늘날 인테리어 디자인의 범 는 거

의 모든 건축물을 상으로 한다. 주택을 비롯하여 사

무실, 상 , 병원, 호텔, 스토랑, 카페, 백화 , 미용실, 

의상실 공장, 학교 등 인간이 거주하게 되는 모든 건축

물이 해당된다[8]. 우리나라에서도 기에는 실내장식

의 의미만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계획, 코디네이

트, 디스 이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9]. 과거에는 

건축물의 실내를 구조의 주체와 분리하여 단순히 내장 

한다는 의미에서 악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 산업의 발달로 도시가 팽창

되었고 사람들은 도시형 디자인의 요성을 갖지않고

는 만족하기 어렵게 되어있다[10].

실내는 생활의 실제와 착된 기능 이고도 조화를 

이루는 공간구성이어야 한다. 합리 인 생각이 두됨

으로써 장식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설계로서의 기

술이 요구되기에 이르 고. 이로써 건축과는 별도로 인

테리어 디자인을 문 으로 다루는 직업분야도 독립

하게 되었다[11]. 

4.2 연가 촛대의 실내 인테리어 활용 방안

인 삶의 주거공간은 주로 아 트로 바 었고 

개인주택은 어든 반면 다세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12]. 이러한 주거환경의 변화는 편리하고 합리 인 구

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연에서 느껴지는 편안하고 안

락한 감성 인 느낌은  멀어지고 있다[13]. 

이러한 인간 생활의 드라이함을 충족시켜주고 정신

인 안정을 가져오기 하여 인들은 자연을 집으

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다[14]. 이러한 욕구충족의 

해결방법은 자연속에 잠재되어있는 모티 를 발굴하여 

인테리어 공 품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물에 기계  라

이 의 타 를 한 심리 인 요소를 가미한 문양을 개

발한다면 자연치유 이면서 부드럽고 편안한 실내공간

을 꾸  수 있을 것이다. 연가는 기능 인 면에서 굴뚝 

열할을 하지만 그 형태 자체만으로도 촛 의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15]. 를 투각이된 기물 안에 넣어

서 빛을 이용하여 조명으로 활용하면 그 가치는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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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간
구분

사진 활용 방안

1
방

(Roo
m)

방의 분위기나 밝기는 
공간을 어떤 빛으로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그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 부드럽고 

편안한 방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 바닥과 벽, 천장에 

고르게 빛이 퍼지도록 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원할 

때에는 바닥과 벽에 방이 
넓어 보이기를 원한다면 

천장과 벽에 빛이 향하도록 
하면 효과적이다[18]. 방은 

침실과 공부방, 
드레스룸으로 구분되며 

아이들 방에는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둥근 투각이 된 아로마 
촛대가 좋을 것이고, 
안방에는 대부분 

붙박이장과 침대가 있는데 
침대 옆 테이블이나 장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미로문양을 무드등으로 
연출하면 안락함을 줄 수 
있는데 빛의 심리적 요소를 
이용해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표 3. 연가 투각 촛대의 인테리어 활용 방안 1

증가 될 것이다. 한 빛의 모양을 다각화하기 해 구

멍을 투각하는데 삼각형, 타원, 네모 등을 이용하여 투

각하면 빛이 발산하는 그림자가 아주 독특하고 그 빛을 

통해 은은하고 네추럴한 분 기를 연출하여 색다른 즐

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한 포푸리와 향  소이캔들을 

이용한 향조명등 무드등으로 심리 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표 2].  주거공간의 특징은 아 트의 실내구조

를 많이 선호하여 여러 주거 공간들이 이런 아 트의 

주거 모델을 모티 화하여 설계하고 있었다. 주로 사용

하는 주거공간은 안방, 건 방, 거실, 욕실, 베란다, 주

방, 복층인 경우는 계단등이 고, 이러한 공간에 연가 

투각 촛 를 배치하여 미학  아름다움의 효과를 보기 

해 각각의 공간 구조 별로 활용 방안을 모색 하여 본

다[표 3].

번호
공간
구분

사진 활용 방안

2

거실
(Livi
ng
Roo
m)

거실(居室)은 주택의 living 
room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상의 거실이란 
거주(居住), 집 가족이 
모여서 단란하게 여가를 
즐기는 방이며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19]. 
긴의자, 소파, 차. 탁자, 

피아노, 책꽂이, 장식선반, 
오디오, TV 등을 둔다.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촛대를 장식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TV옆이나 장식장, 차 탁자, 
피아노 콘솔 등 위에 

연출하면 장식적인 효과와 
조명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TV장의 높이는 대개 
70cm 정도였는데, 소파에 
앉아 촛대를 볼 때 시각적인 

느낌이 좋다.

3
주방
(Kitc
hen)

요즘 주방의 트랜드는 
거실과 연결 된 공간 

구조이다. 실용적이면서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색인데 주방에서 
식사만 하는 문화가 아닌 
휴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20]. 디자인은 다양한 
컨셉으로 동선을 조절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사람의 마음을 담는 
풍요로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방의 탁자 
위 선반 창문틀 장식장 등을 
이용하여 촛대를 장식하면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될 

것이다.

4

베란
다
(Ver
and
a)

 

베란다는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21]. 발코니는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휴식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지만 요즘은 
베란다와 발코니를 

이용하여 자연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수요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를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 인테리어 소품 연가 
투각 촛대를 이용하여 

촛대의 기능 외에도 실내 
조명과 매치시켜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 하고 기능의 
확장을 넓히는 것도 좋은 

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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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간
구분

사진 활용 방안

5

욕실
(Bat
hRo
om)

욕실(浴室)은 손을 
세척하거나,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공간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욕실 내에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다. 근래에 
시공된 주택이나 큰 규모의 
아파트 등에서는 집안의 
침실들 중 가장 넓은 

침실에 욕실 겸 화장실을 
하나 더 겸한 경우도 많다. 
또한 현대적인 화장실의 
개념은 과거의 화장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용변을 
보는 기능적 장소 역할만 
하였지만 , 최근들어서 

욕실은 지친 일상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22]. 

공간적인 인테리어 소품 
활용방법은 목욕을 

즐기면서 연가 투각 촛대의 
안락한 조명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아로마 초를 이용하여 
웰빙라이프를 조성한다.

Ⅴ. 작품 제작

5.1 작품 제작의 특징

인테리어 장식품  도자기 투각 촛 는 다각도의 디

자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이번 연구의 특징인 

통 인 모티 와 서구 인 문양을 가미시킨 연가 투각 

촛 사진을 가지고 설문을 200명에게 선호도 조사를 

통해 매우 가능성이 높은 인테리어 제품으로 조사 되었

는데 좋아한다 80% 싫어한다 15% 무응답 5%로조사 

되었다. 도자기 소품과 특이한 제품을 선호하는 연령층

은 10-40  반으로 조사 되었고 그들이 구매하려는 

것은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장식성이 있는 디자인을 좋

아했다. 

특이사항은 주거 공간에 비치하면서 조명으로서의 

기능성과 투각으로 표 이된 장식품을 독특하게 인식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투각하는 방식이 까다롭고 시

에 흔히 유통되지 않아서 다 이를 집  개발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 제품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구미에 맞

는 욕구 충족에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가 

투각 촛 는 조명의 기능과 장식 인 기능 향기를 이용

한후각  기능이 있는데 이 촛 의 제작 특징을 말하자

면 첫 번째 촛 의 기능과 향기의 연  활용방법 , 연가

의 디자인 인 요소의 자료를 취합하고 두 번째 이 게 

모아진 자료를 통해 물 로 형태를 완성한다. 세 번째 

만들어진 기물이 반쯤 건조 된 이후에 투각칼로 여러 

가지 자료 들로 응용된 문양을 투각한다. 투각한 기물은 

쉽게 갈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네 번째 타원투각 문양은 몸통 기벽에 문을 그어 투

각을 성형하는데 구멍의 크기를 일정하게 조정 해 다. 

투각이 된 모티 는 하늘과 땅의 만남 즉 원과 네모의 

만남을 말하는 타원을 응용 하 고[그림 3] 다섯 번째 

삼각 문양은 삼각형의 반복  크기의 변화와 길이의 변

화로 인하여 미학을 느끼게 하여 주는데 큰 삼각문양, 

간문양, 작은문양, 아주작은 문양, 긴 문양, 짧은문양 

등을 정해놓고 치에따라 다변화된 구멍을 연출하여 

독특화된 문양을 창조 해 낼 수 있다. 모티 는 고딕양

식의 삼각형 기둥 양식이다[그림 4]. 여섯 번째 원문양

은 다양한 크기의 원을 투각하여 조명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고 모티 는 달이다[그림 5]. 일곱 번째 문살문양

은 통 인 한옥문살을 모티 로 하 는데 이 문양도 

물 성형한 기물 기벽에 스트라이  선으로 치를 정

해놓고 투각을 하는데 치 선정이 매우 용이하다[그림 

6]. 마지막으로 투각이 된 기물을 비닐로 반 쯤 덮어 갈

라지지 않게 서서히 건조하여 주고 유약은 동유, 흑유, 

단풍유, 철유, 논흙 재유를 이용하여 이  담  시유를 

하 다. 소성은 환원소성이며 소성온도는 1235℃이다. 

 

그림 3. 타원 모티브     그림 4. 삼각형 모티브

   그림 5. 달 모티브     그림 6 문살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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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
공간

작품사진 / 명칭 특징
재료  

제작특이사항

2
욕실
(Bath
Room)

삼각 투각 촛대

타원 투각 촛대

욕실은 과거의 
용변을 보던 기능을 
벗어나 지친 일상의 

피로를 회복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표 3] 
번호5) 삼각형으로 
투각한 연가 투각 
촛대는 전체적인 
형태가 모던하면서 
투각 사이로 비치는 

불빛이 매우 
아름다워 욕실 

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시각적인 

안정감을 유도하여 
피로를 회복 시켜 

주는데 활용 

타원으로 
투각을 하기 

전 
스트라이프로 
눈금을 그어 

크기를 
정한뒤에 

격자로 구멍을 
판다. 타원형 

상단은 
원통형을 

뒤집어 빠른 

할수있는 
디자인이다. 유약은 
투명매트유약이고 
1350℃ / 환원소성 

하였다.
요즘 주방의 

트랜드는 거실과 
연결 된 공간 

구조가 주류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주방용도 외에 

휴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표 

3]번호3) 연가 투각 
촛대의 모티브는 
새의 둥지를 

차용하여 물레의 
자유로운 회전에 
의해 둥지를 표현 
하였고 타원을 투각 
이용하여, 이를 [표 

3]의 거실에 
활용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유약은 논흙재유를 
사용하였고 1350℃ 
환원소성 하였다.

회전력에 의해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든다. 

번호
용
공간

작품사진 / 명칭 특징
재료  

제작특이사항

1
거실

(Living 
Room)

삼각 변형 촛대

삼각 투각 촛대

거실은 가족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방이고 주택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표 3] 
번호2) 이러한 

공간에는 책꽂이, 
장식장, 장식선반, 
TV장 등 위에 삼각 
다이아몬드형과 
삼각 투각을 

이용하여 만든 연가 
촛대로 장식을 

활용하면 
인테리어효과와 
조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포푸리와 

소이캔들을 
이용하면 후각적인 
산뜻함과 건강을 
지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투각이된 구멍 

안쪽으로는 무한한 
상상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불이 켜졌을 
때 바닥과 벽에 

비치는 후광은 매우 
아름답고 안락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는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더 
부드럽게 해 주는 
디자인이다. 유약은 
논흙 재유, 동유, 
철유 등을 사용 
하였고 1350℃ / 
환원소성 하였다.

삼각형 투각시 
밑그림을 
그리고 

투각한다. 
갈라질 확률이 
높으므로 끝 

선에서 
조심하여 

파내야 한다.

표 4. 작품 제작 및 적용 공간 특징 분석

번호
용
공간

작품사진 / 명칭 특징
재료  

제작특이사항

3 방
(Room)

달문양 촛대

문살문 촛대

연가 달문양 촛대와 
문살문 촛대는 방에 
배치하여 안락한 
내부의 분위기를 

연출 하는데 적당한 
디자인 

촛대이다.([표 3] 
번호1) 둥근 원이 
안정적인 조명 
효과와 문살문의 

한옥방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이 

전해진다. 
활용용도는 

무드등과 편안한 
휴식의 효과를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유약은 동유, 
철유를 사용하였고 
1350℃ 환원소성 

하였다.

문살문 투각의 
특이점은 
가야식의 
토기처럼 
표현하였고 

구멍의 크기는 
실금을 그어 

크기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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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
공간

작품사진 / 명칭 특징
재료  

제작특이사항

4
베란다
(Veran
da)

교회모티브 
촛대

연가 지붕의 꼭지 
부분에 십자가를 
데코레이션 하여 

교회를 모티브로 한 
촛대이다.베란다 

발코니([표 
3]번호4)를 설치한 

미니정원에 
디스플레이하여 

활용하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붕 
위쪽에는 화장토를 

귀얄 한 것이 
특징이고 유약은 

분청유를 
사용하였고 1350℃
환원소성 하였다.

제작의 특징은 
원통 물레 
작업 후 윗 

부분을 뒤집어 
다시 지붕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디테일한 

교회의 표현이 
아닌 손끝의 
감각으로 
질감을 

표현하였다. 

Ⅵ. 결론

인테리어란 건축 실내공간의 바닥과 벽천장을 이어

주는 매개채의 역할인데, 궁극 인 목 은 인간의 일상

생활의 심리 인 부분을 부드럽고 안락하면서 쾌 한 

환경을 조성하는 요소이다. 즉 실내에 배치한 인테리어 

소품한 으로 실내 분 기를 바꿀 수 있는 탁월한 장식

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산업의 비약 인 발

은 인간성의 상실과 드라이함으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

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자연을 집으로 끌어들

이려는 행 에서 그런 치유 목 을 겸비하고 있다. 이

러한 소품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번 논문의 주요 은 

주거 인테리어 소품  조명의 역할과 조형 요소를 두

루 갖춘 촛  조명을 제작하여 인간의 실내 일상 생활

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 이다. 이

러한 인테리어 소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인 주거

공간에 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수집과 활용방

법 을 통해 단순히 보는 도자기로서의 일품 공 가 아

닌 기능이 추가되어 삶의 새로운 일부로서의 연가 투각 

촛 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여 연가를 모티

화하고 단순히 연기를 배출하는 기능 인 목 을 가진 

기물을 연가 외부의 형태나 문양 등을 취합하여 이를 

인 시각의 미학  해석을 통해 제작하고 투각하

여 조명의 역할과 향기와 건강 기능을 추가하여 도자기

에 후각  힐링을 목시켰다. 이로서 시각, 각, 후각

과 함께 정서 인 편안함과 안락한 인테리어 소품을 개

발할 수 있었고. 이러한 독특한 소품을 조  더 개발한

다면 10-40  반의 소비자층에 어필 되어 인기제품

으로도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 다.

참 고 문 헌

[1] 박 , 煙家를 이미지化한 作品 製作에 關한 硏

究 : 民家의 甕器煙家를 中心으로한 硏究, 단국

학교 학원 도 학과, 석사학 논문, pp.57-58, 

1995. 

[2] 김규화, “ 옹기의 조형특성 연구,” 한국과학

술포럼, 제10권, pp.15-27, 2012.

[3] 김애연, 투각 기법을 응용한 도자기 디자인 개선 

연구, 경희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p.34, 2005.

[4] 최경란, 투각기법을 이용한 도자장식 연구 : 신사

임당 충도(草蟲圖)를 심으로, 계명 학교 

학원 디자인학과, 석사학 논문, p.64, 2013.

[5] 강민기, 강 숙, 윤희상, 이선재, 이숙희, 장경희, 

한국 미술 문화 의 이해, 애경출 사, p.448, 2006.

[6] X-knowledage, 홈스타일 인테리어, 삼호미디어, 

p.325, 2017.

[7] 이진민, “패러다임 환기의 인테리어와 환경 디

자인,” 한건축학회, 제48권, 제6호, pp.25-35, 

2004.

[8] 김보경, 트 드(Trend) 측 로세스를 통한 테

이블웨어(Tableware) 시장의 망, 이화여자 학

교 디자인 학원, 석사학 논문, pp.63-64, 2009.

[9] 이낙 , “실내공간의 맨탈이미지 (Mental Image) 

의 특성과 사례에 한 연구,” 제2권, 제2호, p.243, 

2001.  

[10] 박수경, 문정민, “치유  환경을 한 공간디자

인 연구경향에 한 연구 : 건축  실내디자인학

회의 연구내용을 심으로,” 제20권, 제4호, 

pp.21-28, 2011.  



연가를 모티브로 한 도자 투각 촛대와 이를 이용한 주거 실내공간 인테리어 활용 융합방안에 관한 연구 481

[11] 김소희, 한 호,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따른 주거공간 코디네이트 연출방법에 한 연구 

: 아 트 모델하우스 실내디자인스타일 심으

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5권, 제2호, pp.61-70, 

2010.

[12] 서지은 “주거공간에서 조명에 의한 역성 표  

 감성평가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

계, 제24권, 제4호, pp.125-132, 2008. 

[13] 한병흠, 오인욱 “공간환경의 감성평가 척도에 

한 연구(인테리어 공조환경을 심으로),” 한국실

내디자인학회, 제19권, 제4호, pp.3-10, 2010.

[14] 양새미, 자연 모티 를 활용한  실내공간 디

자인의 표  경향에 한 연구, 홍익 학교 학

원, 석사학 논문, pp.283-356, 2013.

[15] 한국박물 연구회 한국의 박물 , 문 마당, 

p.304, 2005.

[16] 김갑철, 최인 , 홍윤기, 최선우, 송 주, 포푸리  

이용 가능한 허  식물 선발/허 를 이용한 기능

성 식품 개발/유망자생 허 식물 이용 기술 개발, 

라북도 농업기술원, pp.529-538, 2008.

[17] 김미나, 일상에 감성을 더하는 나의 첫 소이캔들, 

시 인, p.200, 2017.

[18] 이지 , 주거공간 인테리어 코디네이트에 한  

연구, 건국 학교 산업 학원, 석사학 논문, 

pp.88-89, 2003.

[19] 마쓰시타기와, 주거 인테리어 해부도감, 서평, 

p.200, 2013.

[20] 라사라 패션월드편집부, 쾌 한 주방 인테리어 

268선, 라사라패션월드, p.156, 2002.

[21] 송 섭, 조경수, “설계시공-실내조경-베란다조

경,” 한국조경수 회, 제134권, pp.49-53, 2013. 

저 자 소 개

김 승 만(Seung Man Kim)                  정회원

▪1991년 2월 : 단국 학교 도 학

과(학사)

▪2009년 2월 : 단국 학교 도자디

자인과(석사)

▪2009년 3월 : 홍익 학교 교양학

부 

 < 심분야> : 도자 공간 인테리어, 도자 재료, 도자 디

자인, 도자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