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목적
금속공예는 금속을 소재로 만들어진 모든 조형물을

의미한다. 현대금속공예는크게대공과세공으로나뉘는

데 대공은 동, 철, 구리 등의 금속재를 사용하여 조형물,

공예품을만드는것이고세공은백금, 금, 은과보석재를

사용한장신구를의미한다. 세공분야는주로장신구분야

로발전되어일반산업과밀접하게연관되고대중성있는

작품연구, 디자인 연구, 재료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공 분야는 산업적 활용도가 낮고 오랜 가공시간

과대량생산, 금속제품관리의불편함, 플라스틱, 유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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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속공예 분야에서 점차 쇠퇴되는 대공작품의 예술적 미적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는 디자인 요소인 
점, 선, 면, 형을 중심으로 한 조형 표현방법으로 선과 면을 선정하고 이를 금속조형으로 시각화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 선과 면의 미적 해석은 생명력 있는 반복적 아름다움으로 정의 되었는데 연구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복적이면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형 작품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 결과 선과 면이 규칙적 반복이 아닌 자연스
럽게 점진되는 변화를 통해 어려운 기법이나 고도 기술의 제작 방법 없이도 선과 면의 단순한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탐구의 대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쇠퇴해가는 금속조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선과 면의 활용이 조형요소로서 매우 다양한 미적표현 방법으로 응용 
될 수 있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금속조형, 선, 면, 조형미, 공예, 미학
Abstract  This study was started to study the artistic aesthetic value of the antique artwork which is gradually 
declining in the field of metal crafts.
The aesthetic interpretation of the lines and faces that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previous researches has 
been defined as a vitality and repetitive beauty. The researchers here have tried to express the formative 
works which can be repeated and chan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object of inquiry which can 
express the aesthetic beauty felt in the simple change of the line and the face is possible without the 
advanced technique of the difficult technique or the molding method through the natural and gradual change of 
the line and the face rather than the regular repetit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future 
lines and surfaces could be utilized as a variety of aesthetic expression methods as mold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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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타재료제품의발전및대중화등의이유로세공분야

보다활용도가낮은편이다. 하지만, 금속공예는옛부터

우리나라고유의고급예술산업으로서선조들로부터전

해오는 기술력과 예술적, 조형적 발전가치가 있으며 향

후 고부가가치 산업의 한 분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대에 들어서 소외되고 있는 금

속조형연구를통해금속조형의아름다움과연구가치를

재조명하고 미적 아름다움을 금속조형으로 나타냄으로

서 현대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향후 금속공예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제시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금속공예의 예술적 미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미

적가치의기준이되는디자인요소를중심으로연구작

품을제작하고자한다. 디자인요소는점. 선. 면. 형 등으

로정의되는데전체적인형태를형으로정의하고점은

선의 시작점으로, 선과 면은 조형 요소로서 해석하여 형

태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금속조형의 조형 방법으로 선정한 선

과 면의 미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조형적으로 한국에서

미학적으로 선과 면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고찰한다.

둘째, 고찰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 분야에서

선과면의미학적개념을조형적으로활용한선행연구사

례를 통해 미학적 해석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를중심으로현대금속조형의선과면의

조형적 해석을 통해 금속조형으로 시각화 한다.

넷째, 완성된 연구 작품을 작품설명으로 통해 미학적

으로 분석하고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 가치에 대해 결론

짖고, 향후 금속조형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2. 본론 
2.1 선과 면의 미학 개념 및 정의
한국 미학의 시작은 1980년대 국학연구와 더불어 미

술, 음악, 건축 등 예술 작품에 표출되고 있는 조형적 특

징을통해미의식의문제를고찰하기시작하면서본격화

되었다. 한국미학에관한논의가먼저이루어진것은미

술사학분야에서였다. 선학들이밝혀낸한국미의본질과

미의식의 학문적 규명의 자취를 더듬어 종합해 보면, 야

나기무네요시는조선의예술, 특히그중의조형요소라

고할수있는선의아름다움은그들이애정에굶주린마

음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길고 길게

긋는조선의선을실로연연하게호소하는마음, 그 자체

다. 그들의 원한도, 기도도, 희구도, 눈물도 선을따라 흘

러내리는것처럼길게늘어진다. 불상, 도자기등을생각

하거나 볼 때 우리는 이 조선의 선에 접하지 않는 때가

없다. 강대하고태연한중국의형의미앞에서 ‘조선의선

의 미 그것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고 논하면서 전

통예술품의선에담긴의미에대해논하였다[1]. 야나기

무네요시의 예술이론은 한국 최초 미학자인 고유섭으로

이어졌다. 그는 서구미학을 최초로 수용했으며 그것을

기초로 한국미학의 바탕을 일구어 놓았다. 고유섭은 ’구

수한 큰 맛‘ 으로 한국예술의 특징을 규정하고 이 말 속

에는직선이같은합리적인미감보다는곡선이같는비

합리성이 은근히 암시되었음을 보게 된다. 세부적으로

곡선은직선과점, 양자를연결하는것으로써결국그과

정에서 원으로 향하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고둥글게이루어내는아름다움을가진다고하겠다. '구

수한 큰 맛'이란 표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 미술의

조형적인특징인곡선이나원에있다. 즉고유섭은 '비균

제성의 멋'에 대하여 논하면서 음악적 리듬감에 기인한

선과 면의 아름다움에 관해 논하고 있다[2].

2.1.1 선의 정의 및 미학적 해석
예술에서선이란예술작품에서볼수있는모든선, 또

는 창조 작품 속 주제가 되는 전체적인 흐름, 재료나 색

채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배치에 의해 생기는 상상의 모

든 선을 가리킨다[3].

기하학적시선의선은눈에보이지않는본질이며, 이

는 점이 움직여나간 전체적인 흔적이며, 점이 형성하여

만들어진 소산이다. 선에 대한 보편적 예술적 정의는 하

나의 움직이는 점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선 특유의 리드

미컬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

선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며, 통과하는

부분을분할하고공간이분할되어전체적인형태의하나

의형상을제공한다. 또한선은연속으로둘이상의점들

을연결하거나전체적인형, 또는실루엣을한정할수있

으며, 때로는감성적느낌이나성격을전한다. 선은보통

특정한위치에자신을명료하게확인시키는명확성을지

니며, 감성이나 분위기에 대한 느낌을 전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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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어떤모양과공간사이에서, 구획되어진윤곽선으

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

므로 선은 자연속의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며 외부 공간

과의 구분되는 지점에서 지각 될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선은 점의 연장이며 점과 같은 현상이 반복해

서지각되는것이다. 예를들어끝없이연결되어있는산

의 능선, 수 천년의 시간 동안 벨( Bayle)은 예술철학의

미 가치가 정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의의(有意

義賊)형식선, 공간 요소의조화계에있으며모든재요

소를 거부함으로서 그러한 형식의 미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고하다. 라이( Fry)도벨(Bayle)의형식주의학설을

발전시켜 조형표현의 본질을 형식, 즉 질서와 변화를 통

해 결합하는 선의 구성으로 용인(容忍) 한다고 했다. 선

에 의한 기하학 디자인은 단순하고 간결한 경향을 띄는

형태로나타나며지배인부분과종속인부분의조형원리

에 입각한 예술 체계로 표된다. “자연의 제 양상( 樣相)

은변화하지만리얼리티는불변그로실재한다.”고한이

리얼리티야말로 순수한 조형 질서를 묘사한 설명이다.

수많은 형태에서 선은 형태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서 보

편적인 형태로 정의되며 공간은 기본 원리 구성을 통해

형성된다[6].

선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바위들의 윤곽선은

하나의 기하학적인 선이며, 또한 다향한 문화와 시간 속

에서숭고한역사를이룩한사람들에게는그들에게고유

한 어떤 경험이나 감성과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조형적 형상일 수 있다[7].

2.1.2 면의 정의 및 미학적 해석
면은 형을 만드는 형상요소들 가운데 에 보이는 기본

상의하나이다. 면은원래의형태를벗어나독립되면면

이상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환원될 수 없으며 다

양한경계선의물질을거부하지않고최소한의요소만을

지닌다. 우리가 면을 단순히 윤곽으로만 생각한다면 면

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면은 불특정 어떤 심으로부터 모

든 방향으로 넓어져 전체적인 형태를 스스로 형성하지

않는사물로받아들일때진정한면의본질이보인다. 따

라서 면을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면 크기는

하나의 형상요소이고 더 나아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

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단계에 의해 나타난다. 면은 작품

의 내용을 수용하는 물질인 평면을 뜻하며 의 획, 선의

이동이나폭의확산등에의해서성립되므로 1차원인선

과는 다른 넓이를 갖게 되는 2차원의 세계이다. 면은 선

과 에서 느낄 수 없던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색채

효과에 의해 입체감이나 공간감도 표한다. 면은 주로 선

에 의해 정해진 공간에서 독립된 요소로서 실현되기 때

문에 선의 성격에 의하여 면의 성격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면은 색채나 구조상 차이를 갖지 않는 무한

의상태이며 평면인상태로있을때가장순수하게실현

된다. 직선은면에의해공간을바꿀수있으며분할한다.

이것이 면의 본질이다[8].

평면은 구성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능성을 갖는데 하

나는형태를둘러싸는것이며나머지하나는형태그자

체로서존재한다. 즉, 면의경계를구분하지않으며선의

흐름과비교되어지는면의흐름이다. 칸딘스키( Was s i

l y Ka ndi ns ky:1866 ~1944)는모든면의구성은단독으

로실현되며그자체의존재와생명의권리를가지고있

다고말했다. 또한, 구성요소자체의개념으로구분지었

다. 그는 구성을 평면과 공간으로 표현되는 의(狹義) 의

형태와 색채와 의의 형태와의 계인 의(廣義) 의 형태로

정의했다. 입체의 표현 작가인 피카소( Pabl oPi c as s

o:188 11973) 가 1907년도에 제작한작품 ‘아비뇽의처녀

들’ 은 인물이 기하학 단면으로 표현되고 공간 역시 더

배경으로서부차인역할이아니라하나의형태로서기하

학인 면들로 분해되어 존재하다. 피카소와 라크( Ge or

ge sBr aque:1882~1963)는 형태를 무질서하게 해체시켜

면으로서 공간에 재배치하였으며 이때 오제들은 자연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상인 추상 표현 요소로

의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9].

앞의사례에서알아본바와같이선, 면의경계를두는

것은매우어렵다. 선, 면은보이는것을시각으로인식하

고해석될때이해되며이들이바로조형요소의기본형

태소가된다. 선, 면이다른조형요소들과함께상호의존

인 계로서 실재( Re al i t y)를 어떻게 조형으로 화면에

구성할 것인가에 한 연구는 무한하다.

2.2 선행 연구 조사 
2.2.1 선과 면의 조형적 활용
이윤희[10]는 서구적논리로구체화되지않았던한국

영화미학을 한국미학이라는 한국적 공간 내에서 해석함

으로서 한국영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연구를

수행한결과한국미학의틀안에서선의미학을분석하

였다. 한국미학 가운데 선의 미학이란 조형적 측면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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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하여그개념을각각관조적선, 생명력, 비평미학

을 통해 한국영화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선의 미학을

논하였다. 한국영화와미학은다각도로접근하여정리해

야할과제라생각하고이를통해 <만다라>, <달마가동

쪽으로간까닭은>을분석하여한국영화미학을 '선의미

학'이란한개념으로단정하기에는어렵지만한국미학과

공간의식에관한여러논의들로그의미들을정리함으로

써 이를 과정 속에서 본질적 한국적인 미의식에 다가갈

수 있는 조형적 선의 이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용민[11]은 그시대의미의식을반영하는예술을패

션분야로정의하고패션은인체를소재로하는예술작품

이기때문에재료와인간이구성하는공간으로표현하고

자디자인요소에서선, 색채, 재질의활용하여선의율동

적인흐름을공간으로구성함으로서구조적이고변화있

고생명력있는선의이미지를표현하고자하였다. 그결

과선의이미지를복식조형예술표현의한방법으로응

용할 수 있었으며, 장식적 고정적요소로서 선을 통해 움

직임을다이나믹하게표현할수있는선의율동적아름

다음의 표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오현호[12]는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창의

적사고이며창의적사고는인류의역사를발전시키는데

일조할수있다고생각하고앞으로의디자인교육에개인

의 창의성과 발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창조적 사고

를위한발상교육으로점, 선, 면을이용한교육프로그램

제안을위해고등학교디자인계열의발상교육실태에대

해조사하여문제점을발견하고이를위한해결방안으로

점, 선, 면을 이용한 발상교육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선과면은창조적이미지를형성하는단계로서

이미지는 1차적으로 시각의 지각 결과로 사람이 생각하

는감성적사고에생기는 2차적인감정으로해석하고아

이디어단계에서형성되는다양한데이터에의해최종적

으로구체화하여점, 선, 면을이용하여형성된이미지를

재구성하는이미지창출하는과정이다. 이를통해점, 선,

면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하는 시각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발상능력 확장을 기대

할 수 있었다.

김태연[13]은 섬유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독창적인 자

체 디자인과 고유 상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조형요소

로서점, 선, 면에잠재되어있는무한한상징성과가능성

을연구하였다. 그 결과점, 선, 면에의한디자인은탐구

의 대상으로서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가치와 매력을 기

니며다가오는미래트렌드에부합되게새롭게계속해서

재창조되어인간적인미니멀을창출한다고주장했다. 또

한 디자이너는 선과 점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시각적 통

일감을형성하였으며하이테크기술과함께한다면조형

적감각과함께인간적인감성표현의새로운장이열길

것이라 기대했다[14,15].

2.3 선과 면을 활용한 금속조형 연구
연구자는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선과 면은 조형적요

소로 활용되었을 때, 변화하며 변화를 통해 생명력 있고

창조적발상의원천이되는상징적요소로응용될수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얻어진 선과

면의미적해석을바탕으로점은모든형태의시작점, 선

과 면은 미적 표현방법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선과 면의

표현방법이잘드러날수있는단순한기본형태의금속

조형물 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금속

조형물은 다음과 같다.

2.3.1 고요
[Fig. 1]의 금속조형물은 전체적인 형태는 항아리 형

태로서 단순하면서도 편안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칭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전체적인 곡선형태는 시각적

으로 부드러운 선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항아리

윗부분에선을면처럼넓게표현하여시작점을정리해주

고 문양처럼 들어간 선의 형태들은 인위적이지 않게 표

현하기위해신주를순간적으로녹여서자연스럽게떨어

트리는 방법으로 문양처럼 나타내어 율동감과 생명력,

문양의형태에대한궁금증을유발할수있도록표현하

[Fig. 1]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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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처음 시작되는 곡선적 율동감은 점차 직선으로 바

뀌면서전체적으로큰면의형태의원근감을느낄수있

도록표현하여비대칭과반복, 율동감, 등의미적요소를

느낄 수 있는 금속조형물을 나타내었다. 적동을 레이징

기법으로 제작 하였고 선의 흐름은 신주를 순간적으로

떨어트려 땜의 역할과 함께 선의 흐름으로 제작하였다.

2.4.2 퍼짐
[Fig. 2] 작품은첫번째조형작품과는달리전체적인

형태는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칭 속에서 나타나

는긴장감은금속표면의퍼지는문양들을통해중화된다.

윗부분은금속각재로전을대어깔끔하면서도정돈된느

낌을 주었으며, 표면은 황동과 적동의 색감차로 퍼지는

문양이 자연스러운 선으로 표현하였다. 마치 지문처럼

점차 모아지고 퍼지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시각적으로 면과 형을 느껴 재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표현하였다. 대칭되는전체적인형태와는대조되

는 문양표현으로 시각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금속조형물이다. 적동, 황동, 신주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2] Spread

3. 결론 
선과 면을 활용하여 조형적 아름다움의 표현 방법으

로미적가치를알수있는금속조형물연구를위해디자

인요소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금속조형물로 나

타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과면이규칙적반복이아닌자연스럽고점진

되는변화를통해어려운기법이나조형방법의고도기술

없이도선과면의단순한변화속에서느껴지는미적아

름다움을표현할수있는탐구의대상이가능함을알수

있었다.

둘째, 금속조형의전체적인형태는대칭과비대칭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하여 시각적 다양성을 주었고 표면 처

리를질감과색채의다양성으로표현함으로서단순함속

에서느껴지는율동감과다양성을표현할수있는가능

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선과 면의 활용이 조

형적인 표현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연구자는디자인요소중에서선과면만을활용

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아름다

움이나 다양한 금속조형 기법을 작품 속에서 느낄 수는

없었다. 따라서향후다양한금속조형에있어기법적, 미

적으로 모두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금속조형연구가 계

속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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