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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현대장신구의 표현 범위를 넓히기 위해 바살트 섬유와 레진 인퓨전 성형을 

통해 새로운 제작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섬유의 소개 및 인퓨전 성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활용된 사례

의 분석을 통해 제반사항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실제 평판가공샘플을 제작, 색채표현실험을 진행한 후, 실제 현대장신구

샘플을 제작하여 현대장신구에서의 직접적인 활용가능성을 가늠했다. 연구결과, 인퓨전 성형공정은 스튜디오에서도 제

작공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균일한 결과를 제시했고, 바살트 섬유는 유성도료도장과 포슬린의 다양한 색감표현

이 가능하였는데 특히 포슬린이 도포된 섬유의 경우 강도가 높고 작가의 의도적인 표현이 가능하여 현대 장신구재료로

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바, 현대장신구의 현실적인 제작방법 및 표현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현대장신구, 바살트 섬유, 레진, 인퓨전 성형, 색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new manufacturing method through Basalt fiber and resin 

infusion method to expand the range of expressions of Contemporary jewelry produced in studios. To 

this end, the concept of fiber introduction and infusion method was examined through analysis of used 

cases, and based on this, flat plates and color samples were produced, and then the samples were made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direct use in jewelry. As a result, the infusion method process presented 

certain results that could be used as a production process in the studio, and Basalt fibers were able 

to express various colors of spray and porselin, especially fiber its painted with porselin, which have 

high strength and they can be expressed intentionally, it are very valuable as jewelry’s material, it is 

expected to be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practical production methods and expressions of 

Contemporary jewe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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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장신구는 다양한 소재로 작

가 고유의 개성적인 조형미를 표현해왔다[1]. 좀 더 세부

적으로 살펴본다면 인체 장식의 기능을 가진 예술적인 

공예품이라는 개념아래 재료적인 특성과 기법을 적극적

으로 이용함으로써 예술적인 표현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하게 접목된 조형적, 혹은 

재료적 구성요소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

세이다[2]. 따라서 현대장신구는 변화와 융합이라는 새로

운 시대에 맞추어 또 한 번 새로운 소재와 함께 다양한 

기술적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런 경향은 스튜디오(studio)라 불리는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문적인 전공교육

을 받은 후 운영되는 이 스튜디오에서는 일반적인 장신

구제품과는 달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장신구 작품들이

제작되기 때문이다[3]. 이곳에서 작가는 고유한 기술과 

미적인 가치가 담긴 장신구를 제작한 후 대중에게 공개

하고 판매함으로서, 장신구는 소비시장을 통해 작가와 

대중을 소통하게 한다[4]. 

그러나 대부분의 스튜디오는 세 명 미만의 영세한 작

업공간을 가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대량생산보다는 다

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재료 선택에 있어 작업과 생산에 유리한 몇

몇 재료와 디자인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 신소재나 새

로운 제작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큰 비

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레진 인퓨전

(Resin Infusion)성형을 적용 및 제작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한다. 

레진 인퓨전 성형은 진공상태에서 수지를 주입하는 가

공 성형으로서 주로 특수섬유와 수지의 조합으로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경량성 및 내식성을 위한 섬유강화플라스

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제작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5]. 이러한 진공상태에서 수지를 주입하는 

가공성형은 조형의 규격화를 통한 모호한 수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제작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며 형

태의 반복 복제가 가능하기에 산업적으로도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는바 강화재(强化材)로 사용되는 특수섬유에 따

라 유리, 카본(Carbon), 아라미드(Aramid), 바살트

(Basalt) 섬유가공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바살트 섬유

는 최근 산업에서 각광 받으며 환경친화성 재료로 주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신구소재로는 선행 연구도 없

고 기존 시판되고 있는 아크릴, 레진 등 많은 타 재료와 

다르게 경량성과 내구성이 강한 차이가 있으며 직접 가

공하는 과정에서 의도에 따른 표면질감, 색, 두께 등의 수

정이 용이할 수 있으나 실제로도 많이 활용되지 않아 이

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레진 인퓨

전 성형으로 바살트 섬유를 가공하고 색채 도포실험을 

통해 규격화된 자료 분석과 실험결과를 반영한 장신구를 

실험적으로 제작해 봄으로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현

대장신구 분야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제작방법 제안

과 새로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 제작될 바살트 섬유는 현대 사회에 활용되

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아직은 대중적이지 못

하다. 따라서 정의와 활용은 단순히 소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샘플제작을 위한 실험을 병행하고 그

에 따른 결과물을 제작, 장단점을 평가 후 실제 응용한 

장신구 작품까지 활용하는 것을 연구과정 전체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샘플 제작을 위한 실험은 필수적이며 직

관적인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가 아닌 평판

형태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기타 장신구들보다 

면적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브로치에 종합적인 실험결

과를 반영해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살트 섬유의 특성과 

강화플라스틱섬유로 가공된 산업, 장신구 및 조형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이 사례를 통해 섬유의 특성을 장신구에 

접목했을 때의 가치를 고찰한다. 

둘째, 레진 인퓨전 성형의 가공 방식을 살펴보고, 바살

트 섬유의 적층 수를 기준으로 다양한 시편을 제작한 후 

이를 데이터(Data)화한다. 그 후 카본섬유, 황동판과 함

께 무게, 두께 등을 비교 및 분석 한다. 이때 실험에 도포

될 수지의 종류는 대중적인 Crista제작사의 Top Coat중

점도와 크리진 2.5의 Crystal Resin저점도로 한정한다.

셋째, 현대 장신구에서도 중요하게 판단되는 색채적인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바살트 섬유에 유성도료, 

포슬린으로 도포 후 각 변화된 표면의 색을 관찰 및 정리

하고 예술적 표현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유의미한 판

단 기준은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표면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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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앞서 실험한 형태의 특성과 색채의 결과를 반영

하여 실험적인 브로치 장신구를 제작하고, 금속과 함께 

사용된 샘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응용된 작품에서 소

재, 형태 등 현대장신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형된 평판

을 절삭 가공한 형태와 색채 구현을 고찰해 현대장신구 

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가늠한다.

2. 바살트 섬유의 특성 및 활용 고찰

2.1 바살트 섬유의 개념 및 특징

바살트 섬유(Basalt Fiber)는 마그마로 형성된 현무암

을 약 1,300℃에서 용해하여 필라멘트 형상으로 압출, 

이를 다시 무기섬유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바살트 

섬유는 1923년 미국의 폴 데(Paul Dhe)가 현무암에서 

섬유를 생산을 첫 시도해 미국 특허를 받았으며, 2차 세

계대전 이후 구소련에 의해 군사용으로 은밀히 연구되었

지만 1991년 이후 제조사의 현무암 업체의 사유화로 기

술이 공개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6].

상업적인 첨단섬유분야에서 등장한 바살트 섬유는 복

합재료로서 에폭시 수지와 함께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로 제작될 수 있으며, 기계

적인 강도와 인장력이 크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바살트 섬유는 비전도체이며 불연성, 내마모성, 흡습

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건축 및 인테리어 보강재, 우

주산업, 자동차 및 선박 제조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기존 유리섬유와 카본섬유와 다르게 내

알칼리성이 매우 우수하여 시멘트 보강재 연구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성질과 우수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7].

Table 1. Characteristic of Basalt Fiber

  

이외에도 주목할 점이 있다면 유리섬유 다음으로 높은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유리섬유와 화학성분은 비

슷하나 강도, 인장률, 굴절률 같은 기계적 성질이 높다는 

점이다[8].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각광받고 있는 카본 섬

유와 좀 더 자세히 비교하자면 탄소원자로 구성된 카본

섬유는 가격이 높고 낮은 인성과 강철이나 알루미늄과 

접촉하면 부식되는 단점이 있으며, 가공했을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논란이 있다[9]. 이와 다르게 바살트 섬

유는 인체에 무해하며, 자연에서 비롯된 재료라서 재활용

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고 카본섬유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2 활용 사례 분석

바살트 섬유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Example of Basalt Fibe

  

a)의 라트비아 디자이너 라이몽 시룰리스(Raimonds 

Cirulis)가 제작한 가구 컬렉션은 바살트 섬유의 내구성, 

자외선과 같은 유해한 광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활용해 

레이스 패턴을 만들어 성형해 독특한 조형을 만들어냈다

[10]. b)는 카누보트에 레진 인퓨전 성형을 통해 바살트 

섬유를 사용했으며, 보트에 사용된 섬유는 견고함과 부식

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가벼운 특성으로 스포츠 분야

에서도 활용되고 있다[11]. 

산업적인 활용도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데, c)는 바살트 섬유를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가공하

여 제작된 철근으로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며 

금속 철근보다 가볍고 부식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해안

지역 구조물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12]. d)는 바살트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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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시멘트가 혼합된 벽돌로 알칼리 저항성이 높으며 

다른 재료와 쉽게 혼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높

은 화학 및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 토

목분야에서 보강재로 사용되고 있다[13].  

이처럼 바살트 섬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가장 큰 특징인 기계적인 강도와 경량성, 내화학성 및 

흡수성은 현대장신구에 사용되는 조형재료를 대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3. 성형 및 소성방법

3.1 레진 인퓨전(Resin Infusion)성형을 이용한 실험

바살트 섬유의 평판제작에 앞서, 레진 인퓨전(Resin 

Infusion)성형을 정의하자면 제직된 섬유를 상온에서 진

공압력을 사용해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섬유에 함침하

는 방법이다[14]. 사용된 원자재의 비용과 고온, 냉동설

비와 같은 추가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경비 절감이 가능

하며 표면이 넓고 복잡한 조형을 쉽게 제작하는데 용이

해 많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5]. 

비슷한 재료로 가볍게 체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핸드

레이업(Hand layup) 성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고르

지 못한 표면, 기포발생,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레진 인퓨전 성형으로 장신구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평판을 제작하려면 진공펌프와 레진트랩이라는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간단한 구조 도면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Resin Infusion Floor Plan

Fig 1에 나타난 도면을 실제 작업한 사진은 아래의 

Fig 2와 같으며 진공펌프-레진트랩(Resin Trap)-작업

물 순으로 연결하고 실란트 테이프(Sealant tape)로 압

력이 세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감싸주어야 한다. 실험에 

사용된 진공 펌프는 2.5CFM의 용량, 모터가 1/3HP인 

모델을 사용했으며 압력게이지의 크기는 100파이로 압

력이 최대 0.1Mpa까지 올라가며, 작업물과 연결된 호스

는 내경 4mm와 레진트랩의 용량은 88ML를 사용하였다.

Fig. 2. Resin Infusion

실질적인 실험과정을 기술하자면 우선 Fig. 3.의 과정

처럼 작업할 두께 5t이상의 아크릴판 위에 이형제를 바

르고 섬유를 배치한다. 이때 레진이 고르게 침투되게 하

며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필 플라이(Peel ply)와 

레진이 잘 흐르기 위한 플로우 미디어(Flow media)를 

올려 섬유 위에 고정한다. 이때 배치된 필 플라이는 깔끔

한 표면을 위해 실리콘이 함유된 나일론소재로 사용했다.

Fig. 3. Resin Infusion Process 

진공 압력이 전달될 호스와 레진을 흘려보낼 호스를 

양옆에 배치하며, Fig 2와 같이 펌프에 레진이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분리되기 위한 레진트랩을 설치한다. 마지막

으로 진공 필름을 덮는데,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실

란트 테이프로 바람이 새는 곳이 없게 밀봉해야 진공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후 진공펌프의 압력을 주면 레진이 침투되기 시작하

며 레진이 다 주입되면 모든 공기 흡입구와 레진주입구

를 막아 그대로 건조시킨다(Fig. 3). 건조가 끝나면 작업

판과 분리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본 실험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Table 3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에폭시 수지는 각 10, 24시간 건조시

간을 두어 경화 후, 탈형해 관찰하였다. 또한 바살트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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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직(0.25t)의 원단을 사용하고 이와 비교를 위한 카

본섬유 원단(0.32t)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평면샘플 크

기는 우선 충분한 크기(55×50mm)로 성형한 후, 

45×45mm의 정사각형으로 재단해 표면을 비교하였다.

Table 3. Resin Infusion Experimental Process. 

Table 4에 제시된 샘플들은 실란트 테이프 안쪽을 기

준으로 가로와 세로 110mm의 정사각형 넓이 안으로 레

진이 주입될 수 있도록 진공압력은 최대 0.09Mpa까지

주었으며 온도와 습도는 평균 18℃, 40℉를 유지하였다. 

섬유가 함침된 기준은 필 플라이의 색이 반투명해지고 

진공호스로 레진이 들어갔을 때로 정하였다.

Table 4. Flat Surface Sample Test of Basalt Fiber

결과를 보면 한 장의 바살트 섬유 시편에 수지가 침투

한 시간은 45초 소요되며 두께 0.2t, 무게 0.25g의 성형

되지 않은 기존 섬유보다 무게는 0.04g 증가하였다.

두 장 성형했을 때의 바살트 섬유는 육안으로 표면의 

낮은 투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 장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를 정리하면 두 장 이상 적층한 섬유는 

투과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수지가 침투된 시간과 

무게는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금속과 비교한다면 네 장 이하의 바살트 섬유는 활용

성이나 형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절삭 가공 

가능성이 낮아 무의미한 결과로 판단되며 유의미한 결과

는 무게였다. 공예에 주로 사용되는 같은 크기의 황동판 

0.7t의 무게와 비교했을 때, 10.2g정도 감소된 결과를 보

였다.

여섯 장과 일곱 장의 바살트 섬유는 두께가 0.3t 증가

해 가공이 용이한 매우 단단한 강도를 보여 활용도 측면

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 판단된다. 소요시간으로 보면 

일곱 장의 섬유는 많이 적층되어서 수지가 침투한 시간

이 68초로 소요되며, 2t 황동판과 비교했을 때의 무게는 

30.8g정도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다.

비슷한 소재인 카본섬유와 비교를 했을 때도 어느 정

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5. Flat Surface Sample Test of Carbon Fiber

Table 5의 결과로 비교하자면, 두 장 이하의 카본섬

유는 수지 침투시간이 약 1분 소요되며 바살트 섬유보다 

표면의 투과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카본섬유 두 

장은 무게가 2g정도 무거웠다. 네 장의 카본섬유는 바살

트 섬유보다 같은 성형 조건에 비해 무게가 1.8g 무거우

며 두께 또한 두 배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색채 표현 실험

바살트 섬유는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이 높아 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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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전압을 통한 착색이 쉽지가 않다[15]. 따라서 직접적

으로 채색하는 방식으로 색채표현을 의도했으며 사용되

는 도료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성 도료와 공

예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슬린(PEBEO Porcelain)을 

선정하여 다양한 표면의 질감 및 색채의 원색 구현가능

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색채실험 방법은 유성 도료와 포

슬린 물감을 수지 주입하기 전에 바살트 섬유에 도포하

고 유성도료는 자연건조, 포슬린은 오븐에 150℃, 12분

정도 열가공하여 실험결과를 얻었다.

바살트 섬유에 유성도료와 포슬린을 사용해 완성된 색

채 시편결과물은 아래 Table 6, 7과 같다. 각 시편들은 

모두 인퓨전 성형과정을 거쳤고 마무리 재단과정을 고려

하여 5mm 여유가 있게 각기 50mm, 90mm이상으로 

크기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유성도료 도포 시편은 Table 

6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45mm의 정사각형 크기로, 

포슬린 도포 시편은 Table 7에서 보이는 것처럼 85mm 

정사각형으로 재단하는 기계적 공정을 거쳤다. 

상세한 결과를 얻기 이전에 색채 실험과정을 기술하자

면 먼저, 인퓨전 성형 과정의 차이와 재료 자체의 도료 

적용 및 재료적 특성을 알기 위해 인퓨전 성형과정 없이 

바살트 섬유와 카본섬유 표면에 유성도료를 3회 분사, 자

연건조 후 표면의 색감 및 질감은 표현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내로 변화를 관찰 및 서술하였고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 Comparison of Basalt and Carbon Fiber

유성도료로 분사된 바살트 섬유 시편 a)를 보면 섬유

의 질감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원색 그대로 표현이 잘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카본섬유는 도료가 섬

유에 그대로 흡수 되는 현상을 보여 카본 섬유의 특유질

감이 그대로 보여 졌다. 이 때문에 카본섬유에 도장된 색

깔들(b)은 바살트 섬유보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와 같은 현상은 특히 b-1, b-2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주로 원색보다 낮게 표현되거나 카본섬유 특유의 검정색

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바살트 섬유는 카본섬

유보다 색채 표현이 용이하다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섬유자체에 이런 도포된 색이 입히는 것

은 비록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아도 이미 바살트 섬유 안에 

색소가 침착된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기에 자신만의 색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유의미한 실험결과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작가 본인만의 독특한 색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판단하에, 그 실제적 

가능성을 위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다.

3.2.1 유성도료 도장 

유성도료 도장은 모두 도포 후 자연 건조하여 결과를 

얻었다. 모두 진공성형 전에 색을 도포한 것으로 단색

(5a~5c)과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의 바살트 섬유를 성형

했을 경우(5d)를 실험하였으며 다색(5e, 5f)으로 도포한 

두 가지 결과물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상기 기술된 것처럼 

시편의 최종크기는 45mm이며 이에 제작시편의 실질적

인 크기는 50~55mm정도이기에, Table 6에 표기된 레

진의 사용량은 실질적인 크기에 소요된 것이며 진공압력

은 모든 시편이 동일하게 0.08Mpa로 설정되었음을 미

리 밝힌다.

Table 6. Spray coloring

Table 6에서 주목할 것은 우선 색깔에 따라 도포되는 

량이 다르다는 점이다. Yellow 도료를 사용한 시편(5a)

은 3회가 아니라 4회 이상 분사해야 도료가 섬유에 흡수

되지 않아 도장에 용이하였으며 5b와 5c의 Orange와 

Green시편은 3회만 분사해도 섬유가 도료를 흡수하나, 

충분히 색조가 잘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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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색이 가진 명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명도가 

높은 색들은 도포 횟수를 높여야 육안으로 색이 확인 될 

만큼 도장이 가능했으며 반대로 명도가 낮다면 도포 횟

수를 줄여도 충분히 도장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5d는 각 섬유마다 도장 후, 여섯 장을 적층한 시편으

로 여러 장을 겹쳤을 때의 무게변화에 대한 실험이다. 한 

장과의 차이점을 들자면 50~60초 정도 걸렸던 수지의 

침투가 82초 정도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으며 무게는 약 

네 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의 표현에 있어서는 한 장으로 표현된 것과 크게 다

른 점은 없었다. 허나 장신구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강

도를 얻기 위해서는 섬유를 겹쳐 사용하는 것이 실제 가

장 많이 사용될 조건이기에 실험은 필수적이었다. 

5e와 5f의 시편은 색의 의도적인 표현 가능성을 중점

으로 본 실험으로 5e는 Ivory도료를 전체적으로 두 번 

도포 후 면을 나누어 Red purple도료로 부분 도장하였

다. 표에서 나오는 결과와 같이 다소의 색 번짐 효과가 

있었으나 도색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며 이에 본격적인 색 

혼합의 결과를 얻고자 5f는 전체적으로 White도료를 사

용 후 Sky blue, Blue도료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그라

데이션(gradation)을 표현하였다. 결과물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그라데이션 효과도 무리 없이 표현되었다.

전반적으로 바살트 섬유에 유성도장을 한 시편들은 도

료가 섬유에 잘 표현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장신구에 

응용되는 색의 표현이 단색보다는 여러 색이 의도적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의도적인 색채표현은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2.2 포슬린 도장

포슬린으로 인한 색변화는 자연 건조된 유성도장과는 

달리 열 성형 과정을 거치기에 따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장 우려했던 열처리 과정에 있어 바살트 섬유 조직은 

끊어지지 않은 채 포슬린이 경화되는 150℃정도를 버텨냈

으며 이에 진공성형 과정도 무리 없이 전개될 수 있었다.

다만 유성도료와 똑같은 진공압력을 가했을 경우 시편

의 뒷면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진공압력을 0.07Mpa로 0.01Mpa를 낮추어 성

형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물은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의 결과를 서술하자면 먼저 포슬린을 도포한 

두께에 따라 변화되는 색조의 차이를 알기 위해 시편을 

이등분하여 아래쪽에는 2회를, 위쪽에는 1회를 도포하여 

시편 하나에 그 차이가 구분되는지 확인하였다.(6a, 6b) 

이후 전체적으로 도포 횟수를 1~2회 정도 추가하여 색조

의 표현을 파악하였고(6c, 6d) 최종적으로 색조의 병치

혼합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을 넣어 

시편을 제작하였다.(6e, 6f)

결론적으로 6a, 6b에서 알 수 있듯 우선 도포 횟수에 

따라 도장된 표면의 변화는 대단히 크다. 1회 도포한 부

분은 섬유의 질감이 잘 나타나며 두껍게 도포할수록 표

면은 보이지 않고 색깔이 더 두드러졌다. 각기 흰색과 노

란색의 밝은 색을 사용하여 그 결과가 확연히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6c와 6d는 전체적으로 색조가 통일되게 나타나는지

에 관련된 실험이다. 6c에서 볼 수 있듯이 도포된 세장의 

섬유층만으로도 본래의 색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색깔은 잘 나타날지 몰라도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아 장신구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강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적층수를 실험

한 결과 약 여섯 장 정도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적색

을 기반으로 한 시편을 제작하였고 6d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수지가 침투하는 시간도 더 걸린다는 점이다. 도포방법에 

따라 무게는 달라지지만 장당 약 3g의 무게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장신구에 사용되는 무게로

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 또한 실험에 사용

된 시편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60초 내외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 크게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6e, 6f는 색의 병치혼합에 관

한 실험이다. 장신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색의 

Table 7. Porcelain Paint co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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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표현이기에 이점이 가능하다면 활용가능성은 더

욱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먼저 6e는 두 장을 적층한 시편으로 각 섬유 앞면만 

흰색을 먼저 도포하고 Puple 스트라이프(stripe)가 나타

나도록 의도하여 성형하였다. 주목할 것은 얇게 도포된 

시편은 섬유의 직조가 잘 보여 지며 인퓨전 성형시 붓으

로 도포해 생긴 질감도 표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흰색, 녹색의 포슬린 물감을 섞어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 시편 6f는 White 포슬린을 전체적으로 도포 후 

Green을 섞어 도포하였다. 얇아서 가공성이 떨어지는 

6e와 달리 6f는 여섯 장의 바살트 섬유가 겹쳐져 기계적 

성형에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강도를 보였다.

다만 무게 면에서는 두 장보다는 증가했지만 그렇다 

해도 시편 자체의 무게만 따져도 18g으로 같은 크기와 

두께의 금속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기 때문

에 장신구 분야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

단, 이에 실제 샘플제작을 통한 표현의 가능성을 보고자 

했다.

3.3 응용 작품 제작

앞서 실험한 시편들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바살트 

섬유의 의도적인 색채표현이 적용된 브로치 장신구 샘플

을 제작하였다. 브로치의 형태는 바살트 섬유의 특성과 

질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형상보다는 단순한 기

하학도형을 응용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표현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Fig. 5. Brooch Sample Ⅰ. Brass, Color spray on Basalt 

Fiber, Stainless steel 70×82×30mm

먼저, 레진 인퓨전 성형을 활용해 제작된 Fig 5의 브

로치 샘플Ⅰ은 바살트 섬유의 투과성을 활용해서 기하학

적인 실루엣이 은은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였고 일곱 장

의 빨간색, 분홍색 도료를 얇게 여러 번 분사하여 바살트 

섬유의 직조된 질감이 표현되도록 의도하였다. 가장 장점

인 무게 면에서는 18.29g으로 전체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가벼우며. 난발을 활용해 마치 보석처럼 고정, 장신구 제

작시 분명하게 의도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 Brooch Sample Ⅱ. Brass, Painted Porcelain on 

Basalt Fiber 95×110×20mm

위 Fig 6의 브로치 샘플Ⅱ는 포슬린으로 도색된 두 장

의 바살트 섬유를 황동판 위에 배치하였다. 유성도장보다

도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색의 

어우러짐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황동색과 어울리는 난색 

계열의 주황색, 노란색, 흰색의 포슬린을 바살트 섬유 첫 

장에 그라데이션으로 채색한 후, 바살트 섬유를 여덟 장

정도 적층해 제작하였다. 제작된 피스는 두께 2.5t정도로 

단단하여 안정성을 확보했고 그러면서도 브로치의 전체

무게는 30g로 가벼울수록 착용이 용이한 브로치의 특성

에도 매우 적합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현대장신구의 다양한 소재사용과 대다수의 

공방들이 추구하고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어울리는 위

한 제작방식을 찾고자 했고 이에 레진 인퓨전 성형을 통

해 바살트 섬유를 실험하였다.

최소한의 공정 과정으로 다양한 평판들을 단기간으로 

제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음을 연

구했고 이에 따라 바살트 섬유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여

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실험으로 완성된 바살트 

섬유의 평판은 금속보다 10배 이상 가벼움을 알 수 있었

으며 네 장 이상 적층하거나 도료를 도포한 후 성형된 완

성물의 두께가 1.2t 이상 되었을 때 금속성형과 같은 과

정을 거칠 수 있는 단단한 성형물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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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살트 섬유는 고온에 강하여 자유로운 색 표현

이 가능한 포슬린을 도포 후에도 150℃이상의 열처리가 

가능했으며 섬유는 부서지거나 휘어짐과 없이 기존의 모

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색깔 표현에 있어서 섬유에 도포

된 도료들은 원색 표현이 잘 나타나며 기존 다른 섬유들

보다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다. 특히 포슬린 

도료는 섬유에 붓으로 도포하는 등, 도포 방법에 따라 보

다 확실하게 작가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었고 강도 면에

서도 적층 및 성형했을 때 유성도료에 비해 강도까지 높

아 현대장신구에 활용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형시 유의해야할 점은, 인퓨전 방식으로 제작

된 바살트 섬유는 주입된 수지의 종류에 따라 강도에 대

한 편차가 있어 충분한 강도를 원한다면 바살트 섬유의 

두께가 0.2mm정도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최소 5장 이상 

적층해 성형해야 하며 또 수지를 주입할 때는 연결호스를 

채우는 량까지도 고려하여 충분한 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유에 색을 도포할 때 

일정한 두께와 표면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해야 성형 표

면에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험 과정시 한쪽

이 두껍거나 층이 져서 차이가 날 정도가 되면 기포가 상

당히 올라왔고 일정하게 이루어진 것은 깨끗한 표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포슬린은 일반적으로 도포후 150℃에서 15분 이

상 열처리를 하게 되는데 섬유에 침투해있는 포슬린 때

문에 표면이 끓어 기포가 생기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150℃온도 기준으로 8분을 넘지 않게 해야 유의미한 결

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할 점이며 상기 

기술된 바살트 섬유를 가공함에 따라 도출된 종합적인 

결과를 정리한 도표는 아래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Strenghts and Precautions of Basalt Fiber

도출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브로치의 요소로 

제작해본 바살트 섬유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

는 확신이 주게 했으며 무게 면에서도 대단한 강점을 보

였다. 장신구는 인간의 몸에 착용하는 것이기에 무게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중량이 증가할수록 인체에 불편할 

수 있기에 이점만 가지고도 바살트 섬유는 장신구에 있

어 대단한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 색의 표현도 다양하게 가능하고 인퓨전 

성형으로 금속과 같은 강도와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이 

가능한 바살트 섬유는 응용된 형태의 가공을 통해서 반

지, 목걸이등 기타 장신구까지 활용이 가능해 무안한 잠

재력이 기대되는 소재이다. 이는 현대장신구의 표현범위

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현대장신

구의 현실적인 제작 및 창의적인 디자인에도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바살트 섬유는 현재 카본섬유처럼 대량생산에 

관한 표준화과정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균일한 

성능과 색을 가진 재료를 항상 얻는다 말하기는 힘들다. 

이는 디자인시 재료를 확충한 후 디자인을 해야 하는 제

작 방법상의 한계를 가져오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후 대량 생산라인의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논문의 특성상 재료의 소개와 특성 연구라

는 목적을 위해 평판성형 위주로 연구하였으나 입체 가

공의 활용성 또한 대단히 기대되는 분야라고 판단되며 

이에 향후 레진 인퓨전 성형을 활용한 삼차원의 입체로 

제작되는 장신구 연구는 후속과제로 이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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