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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색유리와 화장토를 이용한 새로운 기법발견의 주안 은 기존의 불편한 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는 도자기 소지와 유리의 상호물성 호환 계에 있다. 말하자면 세로로 된 도자기 기물에는 색유리의 데코

이션 표 이 용이하나 가로로 된 기물에서는 녹아 흐르기 때문에 미  표 이 제한을 받아왔다. 그래서 

세로로 된 기물에 녹아 흐르지 않는 새로운 표  방법의 발견이 주된 이다. 이를 보완한 새로운 방법은 

화장토를 이용하여 색유리를 곱게 분쇄하여 희석한 후 붓으로 기벽에 칠하는 새로운 기법을 최 로 개발하

고 추가로 미  완성도를 높이기 해 상감기법과 귀얄기법을 용하 다. 소성의 방법은 산화와 환원이

고 소성방법에 따라 컬러가 다르게 발색 되었다. 특히 음각 된 색유리 표면을 부분부분 깎아낼 경우 독특한 

붉은 갈색게열의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효과를 작품 제작 뿐 아니라 산업자기에 확

장 용을 하기에도 좋을 것이다.  

■ 중심어 :∣색유리∣상감기법∣귀얄기법∣
Abstract

The point of discovering a new technique using colored glass and clay is to improve the 

existing inconveniences,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mutual physical property of ceramics clay 

and glass. It is easy to express the decoration of colored glass in vertical ceramics, but the 

aesthetic expression is limited due to the rust flowing down on horizontal ceramics. So the point 

is the discovery of a new expressive method that do not melt down in vertical objects. A new 

technique is to crush finely and dilute the colored glass using clay, and brushing it to the wall. 

Additionally, inlaid technique and paste brush technique were applied to further enhance 

aesthetic end. The plastic method is oxidation and reduction, and the coloration was different due 

to the plasticity method. Particularly, partial cutting of engraved color glass leads to forming 

gray-line soft gradation. This effect will be good to apply to production of work and industrial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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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도자기의 실용에 한 옹호론은 일본의 민 운동가

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견해가 표 이다. 그는 철 하

게 도자기는 본연의 의무인 쓰임을 고수해야 한다고 역

설하고 있다[1]. 그러나 인 도 평론가 이 이 요

시아키는 도자기의 실용성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다. 찻잔을 보았을 때 그것들은 일상의 용기이다. 그

러나 찻잔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형태나 색채 질감에 

심을 기울이면 이미 그것들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하

나의 조형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은 문 이론

가 허버트 리드의 견해와 일치되는 이 있는데 도자기

는 본질 으로 추상 인 정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

다[2]. 오늘날의  도 가 안고 있는 가장 단순하면

서도 복잡한 문제인 실용성과 순수조형은 야나기나 이

이 그리고 리드의 견해들은 각각 나름 로의 정연한 

진리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러하듯  도 는 통 인 공

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표 과 장르의 해체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의 배

경은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통해 고  실용과  

조형성을 결합하여 은유  실용성의 용기(Vessel as 

Metaphor)장식성의 강조(Decorative Object) 등을 모

색하고 사실 인 회화의 묘사가 아닌 색유리가 갖고 있

는 재료의 특성과 소지의 물성을 이용하여 색유리 본연

의 색감이 아닌 상호 물성 호환 게에 의한 새로운 색

감과 미감을 창출하는 것이 목 이다. 말하자면 장식

인 창작소스는 색유리를 이용하여 독특함과 새로운 미

감을 창조함과 동시에 조형성은 도자기의 통 인 고

유형태를 용하면서 화병으로서의 실용성과 추상 인 

형식의 귀얄과 상감을 용하여 실에 필요한 쓰임과 

장식이 겸비된 인테리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

이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인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분 기와 개성 창출을 

하여 조형 이고 장식 이면서 실용 인 공간장식품을 

원한다. 그래서 그 장식이 어떠한 모티 를 선정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 느냐 한 시 가 요구하는 새로

운 트랜드의 기법을 개발하 느냐에 따라서 도자 장식

품이나 작품을 아름답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

다[3]. 이러한 생각과 의도에 따라 보는이로 하여  실

용 인 편리함과 미 인 감흥을 주기 때문에 작품 컨셉

을 야나기무네요시의 실용 인 쓰임에 바탕을 둔 인테

리어 화병을 제작하고 재료와 조형성을 더하여 독특하

고 새롭고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기 해 이 이 요시

아키와 허버트 리드의 조형  이론을 목시켜 은유  

실용성의 용기(Vessel as metaphor)와 장식성을 강조

(Decorative object)한 도자기 화병을 개발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는 재료의 소스

가 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색유리는 세로로 된도자

기 기물에는 데코 이션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 표

이 용이하나 가로로 된 기물에는 녹아 흐르기 때문에 

극 인 디자인 표 이 제한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러

한 가로형태의 유리 표 이 아닌 세로로 된 기물에 흐

르지 않는 표  방법을 고안 하는 것 한 목 이다. 이

를 연구하기 하여 색유리에 하여 고찰하고 재료의 

특성과 이를 이용한 작품과 기법사례등을 분석한다. 그

리고 미  아름다움을 표 하기 하여 상감기법과 귀

얄 기법에 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통  기법을 통해 

인 기법을 만드는 요소를 추출한다. 

Ⅱ. 색유리의 고찰

2.1 유리의 정의 

유리(琉璃,Glass)는 사  의미로는 석 , 탄산소다, 

석회암을 섞어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 히 냉각하여 

만든 물질이고 투명하며 단단하고 잘 깨진다. ‘불과 모

래의 조화’, ‘모래와 재로부터 태어난 불사조’로 까지 묘

사되는 유리는 색깔이 아름답고 가벼우며 투명하고 

명 효과가 있다. 한 방수성과 불변성이 뛰어나다. 이

로 인해 유리는 어디에서나 귀 품으로 각 을 받아왔

고 오래 부터 요한 교역품의 하나로 거래되었으며, 

화폐로 용되기까지 하 던 것이다. 따라서 불변의 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2292

질을 가진 유리의 유품은 고  동서 교류의 신빙성있고 

선명한 족 으로 남게 되어 교류사 연구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4]. 유리의 어원에 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의 ‘glass'나 랑스어의 'glace'

는 음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  그리스어의 hyalos나 라

틴어의 hyal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5]. 그리고 

Harld. Rawson은 물질의 도에 따른 결정화와 련하

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용융체가 냉각되면 

도는 계속 증가하게되고 이러한 성을 갖는 액체를 과

냉각 액체상태라고 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냉각되면 

성이 계속 증가하여 기계  성질들이 이상 인 탄성고

체와 매우 유사하게 된다. 이 때의 도는 어도 10¹²- 

10¹³ Pa . s 가 되고 이 고체를 유리라고 한다.” 유리 성

분은 일종의 세라믹으로서 결정화 되지 않는 고체라고 

할 수 있다. 모래나 수정을 구성하는 이산화 규소가 주

요 성분인 소다 석회 유리나 붕규산 유리 뿐만 아니라, 

아크릴 수지, 설탕 유리, 운모 는 알루미늄 옥시니트

라이드 등도 유리에 포함 된다.

2.2 유리의 역사  

인류가 유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 지역과 시 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 으로 기원  15세기 이

집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라고 알려져 있다. 시칠리

아에서는 10세기에 처음 스테인드 라스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5세기에는 유럽으로도 스테인드 라

스가 되었다[6]. 이 때의 평  유리는 만들어낸 유

리 덩이를 다리미로 러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유리

는 무나도 비싸서 귀족들만 유리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의 유리 제법은 사질 토로 내경을 만들어 그 외

측을 녹인 유리로 덧칠하여 고화시키고 내형을 내는 

방법과, 자형에 용해 유리를 넣어 융형을 떠서 성형하

는 방법이었다. 이것들은 각각의 형을 만들어 유리용기

를 성형하기 때문에 량생산은 불가능하고, 용기의 크

기와 형태도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에서도 같은 시

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Glass Beads와 톰보옥등이 

내려오고 있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의 기술교류에 

의해 해진 것이라고 추측된다. 

2.3 색유리의 특징 및 활용 방법  

색유리는 유리의 분류상 특수유리에 속하며, 유리를 

착색한 것으로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이 있다. 유리

의 용융 은 보통유리(소다유리)로 400℃~500℃에서 

녹으며 약품에도 약하다. 컬러유리 는 경질유리는 녹

는 이 높아지는데 600℃~650℃에서 녹는다[7]. 도자기

에 융착시켜 가마에 소성할 경우 800℃에서도 발색이 

잘 안되지만 도자기(소지)의 융  1235℃정도로 소성하

게 되면 발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착색제

의 본질은 무색인 산화물 유리를 니 크롬, 코발트, 철 

등을 이온이라 하고 카드뮴, 세 , 황 등 화합물의 콜로

이드와 , 은, 구리의 속에 의해 실질 으로 착색한 

것을 착색 유리라고 한다. 

이러한 색을 만드는 착색 물질은 색se Au, Cu, 

CdS, CdSe 오 지색 다황화물 CdS, CdSe 황색 Fe2O3, 

Cr2O3 CdS, Ag 갈색 다화황물, MnO+Fe2O3 녹색 

Cr2O3, Fe2O3+FeO 청색 CoO, FeO, CuO 등이 있다. 

이러한 색상의 용도를 말하자면 밝고 선명한 붉은색에

는 셀 늄이 사용되며, 교통신호등을 비롯하여 그 용도

는 다양하다. 그리고 간장병이나 술병 같은 것의 청록

색에는 산화철을 사용하는데 색을 좋게 하기 하여 산

화코발트를 넣는 수도 있다. 한 맥주병의 갈색은 산

화철, 산화망간이 첨가되어 생성한 것이며, 식기류와 장

식품의 짙은 랑은 코발트에 의한 것이다. 단 은 원

료의 용융시 착색제와 용융 이 다르거나 도가 높으

면 착색이 잘 되지 않아 원료의 용융온도를 높여야 하

며, 용융 시간을 길게 하여야 한다. 기존 색유리는 색상

이 다양하고 원색 이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용

도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채도가 낮고, 색의 산란에 의한 의 피로와 

정서 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8]. 그러나 

 도자 조형에서 색유리(Colored Glass)는 여러 가

지 제품과 작품에 응용하고 있다. 색유리와 도자기의 

융합작업은 미 인 표 이 자유롭고 아름다워서 

도 가들에게는 매리트 있는 재료로 인식되어있다. 하

지만 유리는 가로로된 도자기 기물에는 융착이 잘 되어 

미  표 이 용이하나 세로로 된 기물에는 녹아서 흐르

기 떄문에 표 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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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색유리와 화장토를 50:50 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하여 이를 극복하 다. 발색의 특

징은 기존 색유리와 화장토 그리고 소지 소성 방법(산

화, 환원) 에 따라 기존 색유리의 맑은 색상은 표출되지 

않았지만 요변에 의해 의외의 새로운 색삼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붉은 밤색 계열의 그라데이션과 여러 가지 좋

은 색상을 얻을 수 있어서 작품을 구상하는데 많은 

감을 부여하 다.

2.4 유리를 이용한 제품과 작품 분석

 도 의 유리 목은 최근에 일부 도 가들 사이

에서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

지 제품과 작품에서 많은 시도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의 특징  작업의도를 살펴보고 이를 응

용하여 좋은 모티  소스를 발굴하려고 한다. 

표 1. 제품과 작품 분석 1 

작가 사진 특징(분석)

조성구

조성구는 도자기 작가가 
아닌 환경 조각가이다.딱
딱하고 차가운 돌이라는 
소재에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부여할 방법을 
고민하다 쇳물처럼 녹아 
흘러 굳혀진 용암을 모
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인
데 1200℃의 산소절단기
로 현무암 표면을 순간
적으로 가열해 색유리를 
녹여 붙이는 현무암 용
융 용접 기법을 찾아냈
다.이렇게 만들어진 표면 
질감은 마치 도자기의 
상감기법의 문양과 흡사
하고 표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색유리 표현기
법을 모티브하기에 적절
한 작품이므로 선정하게 
되었다.도자 기물에 도개
문양을 이용하여 유리상
감을 하면 좋은 질감과 
아르누보 양식의 곡선이 
잘 표현될 것이다.

서한달

서한달 교수는 퇴임하기 
전에는 주로 슬립캐스팅 
작업을 하던 작가인데 
지금은 색유리의 물성을 
이용해 작업을 많이 하
는 작가이다. 말하자면 
타일판 위에 색유리를 
뿌려 도판 액자 형태로 
작업을 하면서 정물을 
표현하는 작업과 꽃문양, 
나무, 사람 등을 표현하
는 작업을 많이 한다. 단
점은 가로로 된 도판 유
리 작업은 세로 형태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작업표현의 확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고하기 위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표 2. 제품과 작품 분석 2 

작가 사진 특징(분석)

김현아

색유리라는 재료로 작품적인 
것이 아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을 모색하기 위
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윤경희

담다 시리즈는 사발형태의 
도자기에 색유리를 중앙에 
얹어 도자기가 밤하늘이 되
고 도자기 중앙에 고여있는 
물질 즉 색의 유리가 달이 되
어 마치 사발 안에 달을 담아 
놓은 것처럼 표현하였다.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유리 주변의 무유소지 부분
에 붉은 갈색의 그라데이션
이 표현되는데 이러한 색감
을 백토나 밝은 산벽토에 잘 
응용하면 재미있는 표현으로 
부각 될 것이다.

김희균

김희균 작가는 타재료와의 
응용 방법이 특이하므로 기
타 재료와의 연관성을 모색
하기 위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본 작업은 색유리와 안료를 
이용한 자기소지가 주 재료
가 되어 석고 casting 의 성
형기법으로 만들어진 도자작
업이다. 특히 색유리와 혼합
된 한지 소지의 소성과정에
서 한지는 모두 타고  사라짐
에 따른 특유의 질감을 나타
내는 유리 용융 장식효과로 
자유롭고 추상적인 회화의 
느낌을 갖는다. 표면 자체의 
돌출질감을 모티브로 하여 
음양의 거친 표현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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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감기법 (象嵌 inlaying technique)

3.1 상감기법의 이해 

상감(象嵌 inlaying)은 공 품에 문양을 나타내는 장

식기법  하나인데 속, 도자기, 나무 등의 표면에 다

른 재료로 감입(嵌入)해서 나타내는 장식기법이다[9]. 

한국에서의 상감장식기법은 먼  나 칠기류에서 그 

를 볼 수 있는데 감입재료는 , 은, 보석, 자개, , 

뿔 등이 있다. 고려의 나 유품에는 이 시 의 상감청

자 무늬에서도 볼 수 있는 고려의 독특한 의장(意匠)이 

나타나있다. 이와 같은 나 기법은 같은 수법의 상감법

으로서 고려청자에 큰 향을 주었다. 그리고 기에 

국 도자기를 모방하는데 하 던 고려의 도제기

법은 제18  의종 때부터 독자 인 양식의 청자상감기

법이 개발되면서 빛나기 시작되었고 분청상감기법은 

고려시 의 상감청자기법을 계승한 것으로 기에는 

기형과 문양, 유색 등이 말기 청자와 구별하기 어려웠

으나 차츰 분청사기의 조형  특징을 갖추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 다. 15세기 기의 분청사기에 많이 사용

되었으며 세종(世宗)년간부터 차 세련미를 갖추기 시

작하 다[10]. 그리고 상감의 기법은 유럽에서 비롯되

어 기에는 목각품에 자개를 박아넣거나 골각석기에 

보석을 박아넣기도 하 는데 유럽의 도자기로는 세

의 타일 등 상감의 가 있으며, 이것은 붉은 색을 띤 

도토를 압형(押型)으로 러 움푹 들어간 곳에 백색의 

도토를 채워 상감 처리 하여 투명하고 엷은 색의 유약

을 발라 구워 만들었다. 오리엔트의 이슬람 나라들에서

는 12~15세기에 황동(黃銅)의 소지에 은, 동 등을 감입

한 여러 종류의 그릇이 만들어졌으며 이집트 신왕국시

의 가구, 기물에도 이와 같은 재료의 상감 제품이 있

고 콥트인도 이 장식기법에 능숙하 다. 국에서는 동

주시 (청동기시 )에 , 은 상감이 성행하 고 한 

(漢代)에 이르러서는 그 기법이 정교하여 청동기의 띠

고리, 차 구, 등 소형기구에 , 은을 감입하 다[11].

3.2 도자기 상감기법(Ceramics inlaying technique) 

도자기 상감기법은 물 로성형한 후 백토이장이나 

흑토이장을 메꾸어 넣은 후 표면을 매끄럽게 어내면 

마치 붓으로 그린듯한 날카로운 문양이 나타나며 벌

구이한 후 투명유약이나 반투명 유, 청자유 등을 시유

하여 번조한 것이다. 상감분청은 고려시 의 상감청자

와 기법은 동일하나 고려시 의 상감청자는 태토를 철

분이 약간 있는 자기질 토를 사용하여 청색의 기본색

상에 흰색이나 흑색의 상감색상을 내주었고 조선시

의 상감분청은 거칠은 사기질 토를 사용하여 백색 분

장토를 넓게 면상감으로 시문하여 투명유약을 시유하

고 연회색 등으로 발색한 이 다르다.

그림 1. 도자기 상감 작업 순서 

Ⅳ. 귀얄기법 (Brush technique)

4.1 귀얄기법

귀얄이라는 말은 풀이나 옻을 칠할 때에 쓰는 거친 

솔을 말하며 주로 돼지털이나 말총을 넓 하게 묶어 만

든다. 한 귀얄문은 분청사기를 제작할 때에 거친 솔

로 백토로 만든 분장토(화장토)를 칠하여 기물의 표면

에 솔 자국이 남도록 칠하여 태토와 백토의 솔자국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그림 2]. 귀얄이란 말은 호추(糊

帚) 라고도 부르는데 귀얄 신 쓰려고 짚 이삭으로 만

든 작은 비를 말하고 풀비라고도 부른다. 귀얄기법은 

사용하는 붓의 특성상 기면에 털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



색유리 플래스터 기법을 이용한 상감 귀얄기법 융합에 관한 연구 295

가 많은데, 이것이 일반 인 백토 분장과 구별되는 

이다. 이런 연유로 일본 학자들이 쇄모목(刷毛目)이라

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 으나, 지 은 귀얄로 통일하

여 부르고 있다. 귀얄붓이 지나간 기벽은 귀얄자국이 

빠르고 힘찬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조형 인 

의도로 계획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제작자의 필치

와 붓의 흐름에 따른 자연발생 으로 표출되는 문양이

다[12]. 그리고 기면에서 차지하는 백토 면 의 비례나 

백토의 윤곽선 등에서 조작과 꾸 이 없어 조선 기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한 기법의 하나

로 꼽힌다. 한 일본인들 사이에도 귀얄기법을 사용한 

분청사기가 다기(茶器)로 리 애용되었는데 기형과 어

울리는 자연 인 장식미가 큰 호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

문이다. 귀얄기법은 백자와 닮아가려는 극 인 백토 

사용의 의지라 할 수 있는데, 소박하면서도 힘찬 귀얄

의 붓놀림으로 한국 인 맛이 있는 도자기이다. 이러한 

기법은 15세기 고려 말에서 16세기 조선 인 성종때부

터 리 사용되었다.분청사기의 귀얄은 국의 가마터

에서 골고루 나온 편이나 라남도 무안, 보성, 장흥 등

의 요와 충청남도 공주시의 계룡산요에서 많이 생산되

었다. 아래의 [그림 2]는 분청 귀얄기법이고 [그림 3]은

새롭게 개발된 색유리 귀얄 기법이다. 

  

    그림 2. 분청귀얄        그림 3. 색유리귀얄

Ⅴ. 작품 제작

5.1 작품제작 의도 및 분석

인들의 실내공간은 부분 매우 제한된 공간에

서 살고 있다. 이번 논문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형 

도자보다 좁은 공간 안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작고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건인데 색유리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작업을 보면 투명 유약에 유리를 섞어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최경애 작가는 색소지 슬립자기

에 연리문을 표 하고 유리로 손잡이와 꼭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 고 색유리 도  장식의 최 숙 작가는 색유

리를 리트화 하여 장식을 개발하 는데 국내외에서 

가로로 세워진 도자기에 유리가루로 응용하여 장식한 

기법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희소성에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리로 도  작업을 하면서 손이나 

발 등 인체에 상처를  수 있는 험성이 있기 때문이

다. 유리작업을 할 때에는 공방안의 리를 철 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에 자장을 다. 색유리로 제작 

된 도자기는 표 이 자유롭지 않은 단 이 내포되어있

다. 말하자면 색유리의 단 은 가로로된 기물에는 융착

이 잘 되어 표 이 잘 되지만 세로로 된 기물에는 녹으

면서 흘러내려 작품 표 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러한 

기물에 한 표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하는 것이 최

의 목 이다. 유리를 곱게 분쇄하여 화장토와 50:50

으로 희석한 후 거친 붓으로 귀얄하는 기법을 개발하

고 이 기법을 통해 가로로 된 기물에 색유리가 흐르는 

단 을 보완하게 되었다. 작품 제작 순서  유리를 분

쇄하는 과정은 매우 험하여 보안경을 끼고 작업을 하

고 유리 가루는 90매쉬와 100매쉬로 분류 된 두 종류

로 실험하 다. 한 색유리는 망간이라든지 니  등 

속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

면 실외에서 분쇄하는 것이 좋다. 한 귀얄 기법은 거

친 것이 좋은데 페인트 붓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부드

러운 붓은 유리 가루가 려나갈 수 있다. 도자기 샘

을 제작하여 음각이 된 곳에 귀얄문하고 당히 수분이 

빠져나간 뒤에는 톱날이나 칼로 상감처리 하여 다. 

한 나머지 조각되지 않은 부분은 거친 붓으로 2, 3회 반

복하여 귀얄한다. 완 히 건조 된 이후에는 850℃에서 

벌하여 1350℃ 산화와 환원소성으로 마무리한다. 이

게 마무리 된 색유리 래스터 상감귀얄 기법

(Integration of Inlaid and Paste Brush Technique 

Using Colored Glass Plaster Technique) 도자기는 새

롭게 발견한 독특한 도자기이다.

여기에서 plaster는 회반죽을 바르다 라는 뜻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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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용하여 명칭 하 다

5.2 새롭게 발견 된 문양의 응용 사례

작품의 데코 이션 확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색유리

로 아름다운 데코 이션(Decoration)을 표 하기 해 

옹기의 데코 이션 기법  나뭇잎 문양을 이용하여 기

물에 부착하여 귀얄을 하고 떼어내어서 나뭇잎을 표

하는 기법을 응용하고 개발하 다[그림 4]. 이 기법의 

특색은 색유리의 성분과 백자소지의 소성 방법 에서 

나뭇잎 부착 부분과 귀얄한 부분간에 붉은 갈색 그라데

이션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색이 주는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부드러움의 느낌을 창출하게 되어 새로운 인테

리어 작품과 제품의 연구개발 활용이 용이해졌다. 그리

고 옹기의 도개를 이용한 압인 된 문양을 이용하여 상

감기법을 용시켜 새로운 미감을 창조해 냈는데 좋은 

효과와 성과가 있었다[그림 7]. 특히 색유리 래스터 

상감기법은 상감된 문양 에 색유리를 귀얄하여 당

히 건조 한 후에 어내서 소성 이후 미묘한 그라데이

션이 나타나는 붉은 갈색 톤과 감입된 유리의 색깔과의 

조화로 매우 아름답게 표 된다. 한 조  더 갈아내

면 소지의 밝은 톤이 한톤 더 만들어져서 더욱더 조화

롭게 된다[그림 5]. 환원 소성시에는 색유리 원색이 선

명하게 발색되지는 않았지만 요변에 의해 얻어진 의외

의 발색은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는데 여러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감을 부여 해 주었다. 그리고 산화소성을 

하 을 경우 체 으로 원하는 유리의 색이 발색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색유리의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여 인테

리어 소품을 만들 경우 좋은 기법으로 활용 되어 질 것

이다[그림 6]. 한 이 게 선택 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내 공간 인테리어 소품 화병을 제작하는데 귀얄 기법

과 상감 기법을 용하여 통과 가 히 어우러

지는 독특한 기법과 특이한 표면을 창조 해 냈다[그림 

8][그림 9].

 

그림 4. 디테일사진       그림 5. 환원소성 발색

  

그림 6. 산화소성        그림 7. 색유리상감 

      귀얄발색효과            환원기법

  

그림 8. 색유리귀얄       그림 9. 색유리귀얄

    환원기법                 디테일

5.3 작품 제작 과정

본 작품의 제작과정 순서 로 나열하 다.

표 3. 작품 제작 순서 1

순서 사진 설명

1

색유리를 곱게 분쇄한다.
이때 유리가 튈 수 있기 때문
에 보호안경을 쓰고 작업한
다.

2 분쇄된 유리가루를 90-100 
매쉬의 채에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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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망에 거른 유리가루를 
색깔별로 정리한다.

4
색유리 상감 플래스터 기
법에 사용할 톱날, 긁어낼 
도구, 귀얄붓을 준비한다.

5

색유리 플래스터 상감 귀
얄기법에 중요 요소인 화
장토와 색유리를 50:50으
로 희석한다. 

6

물레 성형을 한 후 하단부
분에 나뭇잎을 누른 후 상
감 귀얄 준비를 한다. 나
뭇잎을 이용한 문양은 조
선시대 옹기에 문양을 하
던 방법인데 문양작업의 
확장성을 위해 응용작업 
하였다.

표 4. 작품 제작 순서 2

순서 사진 설명

7
나뭇잎을 누른 하단부분에 
귀얄분장을 한다. 

8

도개문양은 옹기를 제작할 때 쓰
이는 기법인데 이를 이용하여 덧
살을 붙이고  중간부분의 도개 문
양 위에 귀얄한 후 상감처리 한
다. 한 기물에 여러 가지를 표현
하는 이유는 새롭고 독특한 문양
을 창출 해 내기 위해서이다. 

9

상단 부분에 녹색 색유리 플래
스터로 귀얄을 한다.
귀얄기법은 15세기 말에서 16
세기 초인 성종 때 부터 널리 
사용하였다. 이 역시 실험적인 
성격의 작품인데 한 기물에 여
러 가지 문양을 복합적으로 처
리 한 것이 특징이다.

10
하단 부분의 나뭇잎을 떼어낸
다.

11

중간부분 도개문양을 긁어내
어 상감하고  850℃에 초벌을 
한 후 1350℃에 환원 또는 산
화로 소성하여 작품을 완성한
다. [그림 10]은 완성된 작품
이다

5.4 완성 된 작품

그림 10. 색유리 상감 나뭇잎 귀얄기법

이 작품은 환원소성이며 1350℃ 에 소성하 다. 성형

된 기물 상단 부분은 귀얄 기법을 용하 고 녹색부분

이 새로운 색감으로 표 되었다. 간 부분은 귀얄 후 

상감 처리하여 결과물을 얻었다. 그리고 하단부는 나뭇

잎을 먼  른 후 그 에 귀얄 문양을 하고 나뭇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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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 효과를 얻었다. 어낸 상감 부분과 니믓잎 문양

의 붉은 갈색 그라데이션이 특징이다.

그림 11. 더블비젼(double vision)Ⅰ

이 작품은 환원소성이며 1350℃에 소성하 다. 

[그림 11]은 한 기물이 두가지로 보이는 더블비젼을 

모티 로 하여 제작하 는데 하단부의 나뭇잎은 밝은

색과 귀얄 부분이 만나는 곳에 그라데이션이 형성되었

다. 윗부분 청자유를 시유하 고 상단부분과 하단부분

이 분리된 작업이지만 한 기물로 보이게하는 복시 상

이 특징이다. 

그림 12. 토기 인테리어 화병

이 작품은 산화소성이며 1300℃ 에 소성하 다. 토기

를 모티 로 하여 색유리 귀얄기법을 사용한 화병이다. 

무시유한 부분은 잡토를 사용하여 토기의 질감을 유도

하고 하단부는 색유리 귀얄을 분장하여 무시유 부분과 

색유리 귀얄 부분에 붉은 갈색 그라데이션이 형성되어 

부드러우면서 신비로움을 더한다.

그림 13. 더블비젼(double vision) Ⅱ

이 작품은 환원소성이며 1350℃에 소성하 다. 인테

리어 화병 용도로 제작하 는데 하단의 면은 도개문

양인데 보라색 귀얄을 한 후 상감처리를 하지 않고 소

성하 다. 보라색이 발색 되었고 작업 에 물  작

업을 결합한 형태인데 고 과 가 연결 된 작품이

다. 

그림 14. 더블비젼(double vision)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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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환원소성이며 1350℃에 소성하 다. 50cm

정도의 화병인데 물  작업과 상작업을 결합한 화병

이다. 통 인 청자와 새로운 색유리 재료의 융합으로 

이고 독특한 화병으로 디자인 되었다. 

그림 15. 더블비젼(double vision) Ⅳ

이 작품은 산화소성이며 1300℃에 소성하 다. 백자

의 단아한 모습과 색유리 상감 기법이 잘 어우러지는 

형태이다. 도개문양의 색유리 상감부분이 어낸 흰색 

부분과 잘 조화 된 작품이다. 한국 인 문양의 확장을 

통해 고 이고 인 인테리어 용품으로 발 시

킬 수 있다.

Ⅵ. 결론

이번 논문의 여러 목 의 하나는 실내 공간 화병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일인데 이를 야나기무네요시

의 실용성과 이 이요시야키, 히버트리드의 조형  발

상을 결합한 창의 인 은유  실용성 용기(Vessel as 

metaphor) 그리고 장식성의 강조 (decorative object)를 

모색하려 하 는데 이런 새로운 창작물의 요한 요소

는 새로운 재료의 발굴이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

의 다양한 미  스펙트럼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독특한 데코 이션을 원하 고 이를 통한 새로운 창작

물의 시도는 결국 통  모티 의 결합을 유도하게 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을 충족시키기 

해서 색유리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하 다. 소성시 가

로기물에서 흐르는 물성의 변화를 색유리와 화장토를 

희석한 흐르지않고 아름답게 표 할 수 있는 기법을 개

발하 고 인테리어 소품 화병의 문양은 옹기의 통방

식에서 모티 한 도개문양을 상감기법과 귀얄기법을 

차용하여 색유리와의 조화를 최 한 이끌어 내었다. 

한 귀얄기법과 옹기의 나뭇잎 붙임 기법을 융합한 창의

인 문양을 창조 해 냈다. 이러한 작업의 본질은 사실

 회화의 묘사가 아닌 추상  개념의 색유리의 미감창

출과 고 인 형태와 문양에  조형성을 겸비한 

인테리어 소품 화병을 완성하 는데[13] 이러한 색유리

를 이용한 새로운 데코 이션 문양 기법을 색유리 래

스터 상감 귀얄기법(Integration of Inlaid and Paste 

Brush Technique Using Colored Glass Plaster 

Technique) 이라고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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