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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며 다양한 산업들의 기술들이 융․복합 되거나 클라우딩 컴퓨팅, 모바일, 빅테이터 등의
기술로 인해 인류의 삶이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 이에 맞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은 
전통금속공예기술에 대한 교육과 직업에 있어 대중의 외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변화에 있어 공예교육 또한 현 시대에
맞는 교육방식을 찾고 연구하며, 교육 현장에 적용해 대중의 관심과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재 혹은
기술이 도입된 타 산업의 교육현장 사례를 조사하고 전통금속공예기법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3D프린팅 기술의
다양한 사례와 특징을 조사하고 시간과 공간, 자원의 제약이 많은 공예기법 교육에 활용하여 전통금속공예기법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한다. 

주제어 : 귀금속 공예, 교보재, 고속조형, 4차산업혁명, 상감기법, 3D 프린터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emerged, and technologies of various industries are being 
converged, compounded, or clouded computing, mobile, or big data. The emergence of a variety of 
skills and new jobs to match them is bringing the public out of the education and occupation of 
traditional metal crafts. In this change, craft education should find and study the educ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present times, and apply it to the educational field to raise public interest and revival. 
To this end, we will investigate the cases of education in other industries where new materials or 
technologies have been introduced, and use them in education of traditional metal craft techniques. 
In addition, we will investigate various cases and features of 3D printing technology and use it for 
education in craft techniques that have limited time, space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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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공예교육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
리 산업은 인간의 생계유지 또는 그 근간의 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 생산적 활동이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로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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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 
성공을 이뤄냈고, 이로 인해 문화, 사회, 경제 부문에 있
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 근대화는 인류의 발전을 야기 했지만 반대급부로 
공예교육의 쇠퇴를 가져왔다. 1인 전승 또는 도제제도를 
통한 수공업적 기능의 후계자 양성이 이에 해당하는데, 
전기의 보급으로 인한 공산품의 대량생산과 쉽고도 광범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도제교육에 있어 크나큰 치
명타가 되었다. 대량생산으로 인한 공산품의 저가격화경
쟁과 다양한 직업군의 등장으로 인한 도제교육 기피현상
이 이에 해당한다. 타 학문과 다르게 공예는 이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및 습득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능과 
소요시간, 물질적 자원이 적지 않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
다. 결실을 맺기까지의 공예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실이 공
예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요 기술들은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로봇 기술, 3D 프린팅인데
[1] 주된 다양한 기술 중 군사용으로 개발된 3D 프린팅 
기술은 2014년 3D시스템스(3D systems)와 스트라타시
스(Stratasys)의 특허기간 만료를 시점으로 다양한 보급
형 3D 프린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 이로 인해 각 
산업계는 제품 연구 개발에 많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다양한 조형 기술과 소재
의 개발, 클라우딩 컴퓨팅, 모바일, 빅데이터 기술과의 융
합은 대기업을 떠나 소규모 기업 그리고 일반 가정에게
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은 공예 교육에 있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재능과 물질
적 가치, 소요시간 등의 소모가 적고 교육에 있어 피교육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체제에
서 역량 함양 중심 교육[3]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접근에 
보탬이 되고자 전통금속공예기법의 교육을 돕기 위한 교
보재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전통금속공예
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4차 산업혁명과 3D 프린팅 기술의 보급은 각종 산업

계에 있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종전
의 소품종 다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변화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는 교육계

에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변
화만큼 교육, 학습과 습득을 위한 자료와 기법 및 기술 
등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고 증가하고 있기에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준비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통금속공예기법 중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기법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자료
와 교보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문헌 및 선행논문과 인
터넷을 통해 수집 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자와 피교육자를 위한 교보재 제작을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교보재 및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사례를 조사한다.
둘째, 전통금속공예 기법교육에 있어 시간과 장소, 자

원이 비교적 많이 소모되는 기법을 선정 후, 교보재 제작
을 위한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를 토대로 3D프린팅을 위
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교보재를 통한 교육과 학습 및 습득에 있어 장,
단점을 모색하고 4차산업혁명의 주된 기술과 융합된 보
다 낳은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2. 교보재와 3D 프린팅의 이해 및 역할

2.1 교보재의 개념과 활용사례
교보재란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를 이르는 말[4]

이며,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흥미와 안전 및 학습과 습득
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소모를 줄이고자 활용되고 있는
데, 교보재는 유아교육, 의료, 공업, 스포츠 등 여러 학문
과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하동연,2019)은 VR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기관사 교육훈련환경 구축 및 효과에 관한 연구[5]를 (김
다정,2013)은 VR도구를 활용한 현장학습 활용 수업 모
형 설계와 적용에 관한 연구[6] 등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
한 교보재에 관한 연구도 상당 수 진행 중이며 (최범규, 
2011)는 가상현실공간이라는 매체가 가진 독특한 특성
은 다른 학습 환경이 지닐 수 없는 그 자체만으로 몰입을 
유발하는 공간이기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
고 있다[7]. 이처럼 교보재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
이며 교육현장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반면 기법 및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재능과 자원이 상
당히 요구되는 귀금속 공예와 기타 공예분야에서는 교보
재를 활용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여기에는 기법과 기술에 대한 교육자체가 교육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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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및 경험과 이론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divis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dustry

example

division Medical treatment sports

example

Table 1. example of training aids

2.2 3D프린터의 이해와 활용사례
처음 3D 프린터를 개발한 것은 Charles W. Hull로 

알려져 있다. 액체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굳어지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즉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여 제품의 단
면을 인쇄/적층하는 광조형법(Stereolithography)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특허로 출원한 것이다. 이후 
금속분말에 레이저를 쏘거나, 플라스틱을 녹여 단면을 직
접 인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이 등
장하고 있다[8]. 이러한 3D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공장과 
시장 기반의 대량 생산 유통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산업형명으로 불리우며 관심과 기대를 한껏 받고 있
다[9]. 또한 저가 3D프린터의 출시는 고가의 장비를 구
매할 수 없었던 3D CAD 디자이너와 소규모 업체들에게 
구매가 가능한 대상이 되었으며, 기업단위가 아닌 개인용 
3D 프린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10]. 

3D프린터란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즉 컴퓨터를 활용한 계획, 제어, 생산의 일종으로 가공용 
자동화기기 등을 지칭한다. 3D 프린터의 조형원리는 대
체로 절삭가공(SM : Subtractive Manufacturing)과 적
층가공(AM : Additive Manufacturing) 두 가지로 나뉘
는데, 일반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가공(AM)방식
을 가리킨다. 3D프린팅 가공 원리는 PC에서 조형된 3차
원 모델링(cad)된 데이터를 3D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후 적층하기 위한 얇은 레이어 형
태로 슬라이싱, 출력 환경 설정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
즐을 움직이거나 자외선을 조사하여 재료를 한 층, 한 층 

순차적으로 쌓으며 입체조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11].

Fig. 1. Rapid Prototyping 
 

귀금속 산업에서는 가공 방식에 따라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RP (Rapid Prototyping)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RP에는 공정에 따라 광경화 방식인 
SLA(Stereo Lithographic Apparatus), 선택적 레이저 
소결방식인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압출 적층 방
식인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등이 있다[12]. 
3D프린터는 조형방식에 따라 여러 특징과 장단점이 있
는데 다음과 같다.

type principle

SLA
Forming of hardening photocuring resin.
Advantages Disadvantages

 Precise molding is possible. The price of the device 
is high. 

SLS

Method of sintering and shaping hot melt powder.
Advantages Disadvantages

 Precise molding is possible.
The price of the device 

is high. Difficult to 
handle raw powder.

FDM

Molding by melting and extruding thin raw material of 
wax or polymer

Advantages Disadvantages
Less installation and 
operation restrictions.

The work takes a long 
time.

Table 2. 3D printer features

3D프린팅은 전통금속가공기법의 복잡하고 어려운 여
러 공정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다 할 수 있는데 
위의 특징이 공예기법 교육을 위한 교보재 제작에 걸맞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3D 프린터는 2009년 FDM 기술
방식의 특허가 만료되며 현재 보급형 저가 프린터가 출
시되고 있다. 

교보재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터는 누구나 쉽게 운
용할 수 있거나, 접할 수 있는 저가 혹은 대중적인 기기
여야 한다. 고가의 SLA 또는 SLS방식의 프린터는 교보재
작에 필요한 자원의 상승을 요구하며 출력물의 색상 반
영시 제한적이나 표면마감은 우수한편이다. 반면 FDM 
방식의 3D프린터는 출력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력품질이 
미흡하나 SLA, SLS방식의 프린터보다 아주 저렴하고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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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r Medical treatment

example

division food construct

example

Table 5. 3D printing use case

게 구매할 수 있으며, 아웃소싱시 적은 자원으로 원하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색상을 선택 할 수 
있고, 기술의 발달로 표면마감 또한 준주해진 편이다. 이
를 토대로 교보재 제작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각 3D 
프린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type surface color price

FDM usually possible low price

SLS Great possible high price

SLA Great possible high price

Table 3. Property comparison

Output status

FDM

SLA

SLS

Table 4. Surface comparison by output method

설계된 3D 데이터를 토대로 교보재 제작시 교보재의 
크기는 평균 100x100x70mm이다. 출력 의뢰시 SLA방
식의 출력 단가는 가로x세로x높이x3~5로 계산되며 
FDM방식의 경우 시간당 3~5천원 사이로 계산이 되는데 
동일한 가격대에서 FDM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SLS, 
SLA 방식의 출력 가격으로 더 많은 교보재를 제작할 수
가 있다. 또한 출력품질의 경우 FDM방식의 적층이 더 
두껍게 올라가기에 거칠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제작하
고자 하는 교보재는 상감기법의 작업과정 중 보이는 특
성과 형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에 섬세한 표현이나 
정밀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그 문제가 적다.

FDM 방식의 프린터 사용에 관한 교육 역시 쉬운 편
이다. 소모성 재료와 부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프린터의 구동 원리와 데이터 파일 출력을 위
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이해 및 실습에 전
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3D 프린팅(3D printing)은 각종소재를 사용하여 디
자인 아이디어를 단기간에 3차원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기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3]. 가공기술 방식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사용 되는데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의 
외형이나 부품가공에 필요한 몰드로서 활동되며 의료에
서는 신체 내외부의 결손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
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식품에서는 식품의 가공과 외
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건축에서는 사람의 손
이 필요한 작업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으
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3. 상감기법의 이해

3.1 상감기법의 개념
상감(象嵌)이란 금속, 자기, 나무 등으로 만든 기물(器

物)에 홈을 파거나 무늬를 깊이 새겨서 그 속에 금·은·구
리 등의 금속이나 자토(赭土 : 산화철을 많이 함유하여 
빛이 붉은 흙)·백토(白土) 그리고 색깔이 있는 먹감나무 
등을 넣어서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 

삼국 시대에는 칼 등의 무기류에, 통일 신라 시대에는 
철로 만든 항아리·등자(鐙子 : 말 탈 때 발걸이)에, 고려 
시대에는 향로(香爐)·정병(淨甁)·거울걸이 등에, 조선 시
대에는 향로·장도·병·촛대·담배합·해시계 등에 많이 쓰였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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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era Photo

Iron cabinet jo-
seon

Bronze Gold 
Silver

inlaying soho

Unified 
Shilla

Bronze Silver 
inlaying

Waterside 
landscape 

pattern vase

golyeo

Table 6. Inlay Technique Case

상감기법에는 그 특징에 따라 골상감, 면상감, 절상감, 
입사기법 등이 있다. 사용되는 도구 또한 각 기법에 따라 
쪼이질정, 평정, 촛정, 박음정 등 다양하며 상감기법 습득
에는 많은 시간과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시간과 자원
의 소모를 줄이고 피교육자들의 교육과 관심을 위해 기
법에 나타나는 특징과 형태를 교보재로 제작하여 기법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고자 한다.

3.2 상감기법 교보재 모델링 및 3D 프린팅
금속상감은 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을 끼워 넣는 장

식기법이다[1-15]. 교보재 제작을 위한 설계에 앞서 상
감기법들의 작업과정은 Table 7과 같은데 각 기법의 작
업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CAD 설계를 통해 재현하고 
이를 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교보재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technique process

gol sang-gam
myeon 

sang-gam

Digging a metal surface with a notch and fixing 
another metal in it.

jeol sang-gam
Cut out a part of the metal surface and insert 

another metal surface there and solder it 
together.

ibsa After making a dense texture on the surface of 
the metal, the metal wire is fixed.

Table 7. Work process

3.2.1 골상감
골상감은 금속 표면에 일정한 무늬로 골을 파낸 후, 금

속 선을 땜 없이 골 속에 박아주는 기법이다. 골을 파줄 
때 양 벽에 위를 향해 솟는 금속 벽이 특징이다. 이 벽은 
상감할 때 도움이 된다[2-15].

modelling  3D printing

Table 8. modelling of Gol sang-gam

3.2.2 면상감
면상감은 넣고자 하는 금속의 형태와 윤곽을 선상감으

로 파낸 후 중앙의 면을 평평하게 파내고 그 속에 다른 
금속을 끼워 넣어 상감하는 기법이다. 골 상감과 마찬가
지로 주위의 벽이 솟는 것이 특징이다[3-15].

modelling 3D printing

Table 9. modelling of Myeon sang-gam

3.2.3 절상감
절상감은 금속면의 일부를 세공 톱으로 절단해낸 후, 

이 공간에 비슷한 두께의 금속을 끼워 넣고 땜하여 상감
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금속이 결합하여 한 평면을 이
룬다는 뜻에서 메리지 오브 메탈(Marrige of metal)이
라고도 부른다[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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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ling  3D printing

Table 10. modelling of Jeol sang-gam

3.2.4 입사기법
정과 망치로 바탕금속의 표면을 쳐서, 마치 옷감(포목)

문양과 같은 규칙적인 질감을 만든 후, 순금이나 순은 등
의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금속선을 이 위에 박아서 문양
을 만드는 상감기법이다. 이 기법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으로 발전되어 일본에 계승된 기법이나 현재는 일본 용
어인 포목상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5-15].

modelling  3D printing

Table 11. modelling of Ibsa

4. 결론

21세기에 이르러 천년과 새로운 관념, 사상의 변화를 
합쳐 밀레다임(Millennium+Paradigm)이라는 신조어
가 생겼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며 다양한 산업
들의 기술들이 융, 복합 되거나 클라우딩 컴퓨팅, 모바일, 
빅테이터 등의 기술로 인해 인류의 삶이 물질적이나 정
신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있어 공예교육 또한 현 시대에 맞는 교육
방식을 찾고 연구하며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산업 교육현장의 교보재 및 3D프린팅 기술

에 대한 활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적정기술을 활용해 피
교육자의 흥미와 안전을 위하고 교육에 필요한 여러 자
원을 절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통금속공예기법교육에 있어 금속상감기법이 
시간과 장소, 자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기술의 섬세함과 난이도로 인해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감기법인 골상감, 면상감, 절상감, 입사기법 
등의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CAD 모델링과 
FDM 방식을 사용한 3D 프린팅으로서 상감기법의 특성 
이해에 필요한 교보재를 제작 할 수 있었다.

일반인 혹은 교육 기간이 짧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전통금속공예 기법 책에 수록된 그림과 설명을 토대로 
여러 기법이나 상감 기법을 교육하기에는 비교적 무리가 
있다. 전통금속기법 중 세공 기술은 말 그대로 무척이나 
작고 섬세하기에 교육자가 피교육자 다수를 상대로 개개
인에게 시범 교육을 하기 어려우며, 이에 들어가는 수고와 
시간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법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돕기 위해 크고 보기 쉬운 교보재를 제작 하였다. 

상감기법 교보재와 점토를 사용하여 골 내부에 금속이 
고정 되는 방식을 누구나 쉽게 체험하고 이해 할 수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다른 기법의 이해에 
있어 교보재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보재 제작에 있어 CAD 모델링과 3D프린팅
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해당 교보
제의 3D 데이터나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
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커뮤니티 혹은 
교육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면 지구 반
대편에서도 기법 교육에 대한 교보재 제작 데이터와 피
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외면 받는 
귀금속 공예 산업과 교육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연구의 서두에 언급한 VR(가상현
실)과 AR(증강현실)기술을 활용 전통금속공예기법에 관
한 교육을 3D데이터로 모델링 하여 본 연구의 교보재와 
병행 교육한다면 피교육자의 몰입과 이해에 더욱 큰 효
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상감기법 외 여러 기법에 3D CAD와 3D프린팅
을 활용하여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위한 교보재 연구를 
진행하여 귀금속 공예 산업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또한 
귀금속 공예 교육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일
어나며 세계 및 국내의 귀금속 공예 산업이 부흥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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