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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세계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어 지역과 자연에 기반을 둔 전

통의 가치를 고유의 문화적 형태로 결합하고 새롭고 현대적인 양식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들 주변에 산재한 자연의.

모든 대상들은 고유한 특성과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자연은 역사와 시대를 거쳐.

많은 예술작품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이 중 나무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

관된 작품의 재료와 대상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 중 표피의 이미지에 매료되어 이를 조형적 작품으로 표현 하였다 나무의 표피.

에서 얻어지는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진과 현장 체험을 통해

수집하였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적과 문헌조사를 하였다 나무의 표피를, .

표현한 섬유작품을 수집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나무 표피의 자연스런 무늬와 색의 생성에서 색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여 다양

한 색채로 나타내려 하였고 조형적인 특성을 찾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반,

추상적인 형태로 이미지화 하고자 하였으며 하나의 단위형태 를 확대(Unit Form) ,

축소 변형하는 방법으로 재구성 하였다, .

또한 본 연구는 나무의 표피 이미지를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펠트 기법으로 실제

작품에 제작하여 표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삶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나무의 표피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그 조형적인 특성과 형태를 분류 분, , ,

석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각적 특징이 드러난 표피를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둘째 표피를 보며 미적 가치를 찾았다 표피에 따른 다양함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색채의 변화로 다양한 느낌을 연출 하였다.

셋째 펠트 기법에 있어 누노 물 니들 펀칭 카빙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나무의, , , - ,

표피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다 나무 표피의 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펠트의 두.

께와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제작하여 중첩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풍부하고 다,

채로운 색채미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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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료에 있어 양모 실 실크 거즈 타월 재활용 등을 사용하여 주 재료인 양, , , , ,

모에 더욱 더 효과적인 질감으로 표현되었으며 포근한 느낌을 부각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나무의 표피를 주 이미지로 조형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표현기법

으로서 펠트 제작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섬(Felt) ,

유예술 및 디자인 전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각도에서 자연의 사물을 바라본다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성될 수 있

으며 다양한 재료와 펠트 기법의 활용으로 새로운 기법들을 향후 개발 할 예정이

다 인식과 표현방법은 작가의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전적.

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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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elt Works Representing the Barks of Trees

Yun, Ji-hyon

Advisor : Noh, Eun-Hee Ph. D

Dept. of Design / Textile Major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As the world market is changing into a single large market, the necessity

to combine traditional values based on regions and nature for cultural

values and develop a new and modern style has been suggested. In such

intent, all the subjects scattered around us have peculiar features and

meanings. Nature has been represented as artistic works through history

and periods, and trees have been used as materials of artistic works since

ancient period.

This study represented sculptural works using attractive images of the

barks of trees. To represent images obtained from the barks of trees,

they were collected through various kinds of photos and field trips, and

relevant books and literatures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Fabric works representing the barks of trees were

collected to help understanding the study.

Beauty of colors was found from natural patterns of the barks and colors

created to represent various colors and sculptural characteristics found

were presented in semi-abstract style, not realistically, and were

restructured through expansion, reduction and change of a unit form.

This study designed the images of the barks with motives and created

real works using felt for modern people who desire for eco-friendly life,

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presented:

First, the general concepts of the barks were examines, their sculptural

characteristics and types were classified and analysed and the bark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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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characteristics were reproduced.

Second, aesthetic values through the barks were fou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barks was reproduced with repetitive patterns and

various images were represented through changes in colors.

Third, the barks were effective represented with felt using nuno, water,

needle-punching and carving techniques. For relief representation of the

barks, felt was layered two- or three-fold to represent layered images

and rich and colorful images.

Fourth, wool, yarn, silk, gauze, and towel were recycled to give more

warm feeling on wool, a main material.

This study restructured the barks of trees as main images artistically

and the analysed felt techniqu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to present a possibility to expand it to textile art and design.

When objects of the nature are looked at in various angles, good ideas

can be created and with uses of various materials and felt techniques,

new techniques can be developed. As recognition on them and how to

represent them can vary according to viewpoints of researchers, more

developmental and consistent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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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1.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위해 수많은 주제를 찾는다 창작 소재 중 자연은 누군가.

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 진 것이 아닌 자체의 생명활동에 의해 지금껏 변화

되어 왔으며 이상적인 조형의 한 형태일 수 있다.

늘 우리들 삶에 맑은 기운을 주는 나무는 한국의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반을 제공.

한다.

자연 덕분에 사람들은 호흡할 수 있으며 식량을 얻을 수 있다 자연이 인간 생존의.

기반이기에 인간은 이 자연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나름대로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밤과 낮으로 이루어진 하루 달의 크기는 변화 주기를 이루는 한 달 파, ,

종에서 추수까지 이르는 주기를 이루는 일 년 등 계절 변화는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었다 자연을 관찰하여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야 사람들은 효.

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은 단순히 자기감정만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표현이란 조형적인 대상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

결합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조형언어로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표,

현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 바탕 되어야 한다.

예술의 표현 대상인 자연 중에서도 나무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조형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성장의 과정을 통해 자기희생적인 천연자원이라는 것을,

배우며 영원히 순환하는 삶의 운동에 대해 알게 된다.

나무의 표피를 표현소재로 하여 자연의 형태가 단순히 감상의 대상만이 아니라 삶

의 중요한 터전으로써 가치를 강조하고 나무의 표피 아름다움과 인간과 나무의 내

적 연관성은 정서적을 삭막해져 가는 현대인에게 안정과 휴식을 제공해 줌을 시사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나무 표피의 다양한 이미지의 관찰을 통해 조형미를 찾아내고 질감,

적 특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여 작품 제작을 통해 미적으

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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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고급화 되면서 생활소품의,

취향과 욕구가 나날이 개성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자연친화적이고 현대

감각에 맞는 소재를 다양하게 창작하면서 스트레스와 환경 공해로 심신이 지쳐있

는 현대인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재로 꾸민 공간은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작품을 통해 그 표현 효과의 확대 가능성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2.

본 연구에서는 나무의 표피를 관찰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미지를 연구자의 조

형 감각으로 스케치하여 섬유조형 작품을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제작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나무의 표피를 소재로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서술한다.

조형 과정에서 나무의 표피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 크기 질감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미지를 단순화시키거나 강조 하였고 그 이미지를 연구자의, ,

주관적인 해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첫째 나무의 표피 종류별 특성 조사를 하였다, .

그리고 나무의 표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대해 연구하였다

시작품의 제작에 앞서 수많은 나무의 종류 중에서 형태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지닌

나무의 표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자가 기존에 많이 보아오던 나무의 표

피도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희귀한 나무의 표피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매체

나 사진자료를 통해 관찰한 특징들과 연구자의 생각을 덧붙여 아이디어를 창출하

였다.

둘째 펠트를 응용한 섬유디자인 연구로써 펠트의 종류와 특징 기법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펠트를 응용한 표현기법을 나무의 표피를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양모. ,

섬유 물 펠트 누노 펠트 카빙 펠트 기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 .

각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법의 특징과 제작과정을 통해 작품제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료의 혼합과 기법의 응용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의 가능성을 발

견한다 작품제작 및 작품분석을 통해 나무의 표피를 이용해서 표현되어진 소재 개.

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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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Ⅱ

나무의 일반적 고찰1.

나무 표피의 특성1)

나무 표피의 일반적 의미(1)

나무의 수명은 수백년 종류에 따라 수천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종류에 따라 독.

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나무자체의 자연스러움만으로도 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무에 있어 나무껍질은 외피로써 생명체의 한 부분이며 생명체를 감싸고.

있다 나무 란 단어는 원래 나모 나무 라는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파생. “ ” “ ” “ ”→

되어 나온 단어이다.1)

나무껍질을 자칭하는 용어는 수피와 표피 그리고 피 층의 가지로 나뉘는데 이 용3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피란 사전적 의미로써 나무줄기의 코르크 형성층보다 바.

깥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부원주체의 전체조직에 대한 비 학술적 용어.

이며 성숙재의 경우는 내 수피 생활조직 와 외 수피 사멸조직 로 구분 할 수 있, ( ) ( )

다.

넓은 의미로 수목의 형성층의 바깥쪽에 있는 모든 조직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그 바깥쪽의 죽은 조직을 말한다 나무에는 처음 피 층이 생기고 코르크층이 생긴.

다 이 코르크층이 생성이 되면 바깥쪽 조직이 죽는데 이러한 죽은 조직과 체내의.

통기 작용에 필요한 기공 역할을 하는 피목( ) ( )氣孔 皮目 2)을 합해 수피라 말한다.

수피를 관찰해 보면 무늬나 골등이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 대사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각의 나무에 특유의 수피

가 형성된다.3)

수피는 생장기 전 후에 형성되는 것에 따라 연 수피 경 수피 만 수피 가지로· , , 3

나뉜다 수피는 벗겨지는 방향이나 두께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코르크층의 두께. ,

1) 이민신 나무의 형상을 통한 심상표현 연구, ,「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2, p. 6.

2) 피층의 밑층인 코르크층이 특수하게 변화된 부분이다 이것은 나무껍질의 한 부분으로서 외관상으로 보.

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고 내부에 존재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지만 대부분 렌즈 모양이고.

극히 일부만이 코르크화한 세포가 약간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있다 피목만이 가지는 중요한 작.

용은 가스 교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수피의 다른 부분은 모두 불 투과성이다.

3) 김영신 수피 텍스츄어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 1992. p.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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넒이 피목의 배열 등과도 관계가 있다 나무는 무한한 질감을 갖는다 동체에 붙어, . .

있는 거칠은 껍질로부터 새로 자라난 매끄러운 잔가지와 주름진 잎의 질감을 가지

고 있어 미적 특질을 일깨워 준다 나무의 생장으로 생기는 수피의 갈라진 자국은.

나무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표피란 식물의 표면을 덮는 세포층으.

로 그 층이 한 층에서 몇 층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내부 조직을 보호하.

는 기능을 하며 이는 주로 모든 동 식물류의 외피를 지칭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 .

수분 증발을 막고 기공 의 역할을 한다( ) .氣孔

피층이란 표피 바로 아래에서 내피 까지의 층을 얘기한다 식물조직을 표피( ) . ·內皮

피층 중심주 의 세 조직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 ) .中心柱

표피는 보통 매우 식별하기 쉬운 층의 세포층이므로 피층의 외단 은 명료1 , ( )外端

하지만 내단 은 반드시 명료하지 않는다( ) .內端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무의 외관 즉 껍질을 명명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있,

으나 사전적 학술용어의 의미로써 수피나 피층보다 나무 표피 로 명명하는( )樹皮

것이 옳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나무껍질을 나무표피로 정한다. .

나무표피는 자연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나무의 외형적 표현4)이다 나무.

는 계속되는 생장과 함께 오랜 삶을 휴지하는 생물로써 우리에게 인지되며 또한

인간을 비롯하여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인지되며 또한 인간을 비롯

하여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서도 필연적 위치에 놓여있다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에.

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5) 이는 나무를 객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숲을 이,

루는 근간으로 자연을 이루어 인간과 더불어 생존하는 존재로써 나무를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무는 자연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작가들의 관찰대상으로 내 외적 의미·

를 부여 받는다 작가들이 보는 나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외관상의 모습만.

이 아닌 내면의 또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나무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자연미와.

더불어 이를 토대로 예술미를 끌어낼 수 있는 내적 의미로의 심미적 가치를 지니

고 있다.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를 한다 예.

를 들어 옻나무의 경우로 살펴보면 수피 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흘러나와 자( )樹皮

기방어와 치유에 이용한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외부의 침임에 대하여 자신을.

4) 예술가의 시각에 의해 내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관찰될 수 있는 외부 형태를 지징 함.

5) 임경빈 솟아라 나무야 서울 다른 세상, , : , 2001, p. 46.「 」



- 5 -

보호하기 위하여 동석 물질을 생성하거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한다.

자연의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수 있는 자위본능

을 지니고 있다( ) .自衛本能

나무가 겪은 자연의 풍파는 나무의 나이테와 외피로써의 표피로 볼 수 있다 나무.

의 나이테에는 혹독한 자연환경에 저항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외피로써의.

나무표피는 자연의 풍파를 모두 겪어낸 산물로써 연수에 따라 새로 생성되기도 하

면서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게 된다.

이렇듯 나무는 자기 방어의 모습 삶의 흔적으로서의 모습 등의 내면적 모습을 자,

신의 부분적 외관이나 그 자체의 형태와 더불어 보여주고 있다.6)

나무의 표피와 예술가의 시각(2)

인간에게 무한한 소재를 제공하며 이를 인간은 끊임없이 탐구하여 체험한 미를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를 추구하는 범의는 그자체로 무궁무진하고.

도한 자연은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항상 새로운 자연

은 예술가들에게 여러 종류의 인상을 경험하게 하고 이로써 어떤 사물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자연에서 나무의 표피를 통한 이미지 추구는 인의적인 의미를 창출. ,

하기 이전에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자유 속.

에서의 감흥을 축적된 지적 정보와 함께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물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조형미는 예술의 소재로서.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나무는 인간의 생존유지와 종족의 번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산물을 제공하

는 자원의 공급원이라는 물질적 관념을 넘어서 우리 인간에게 심미적 지적 인지, ,

적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얻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존재한다, .

나무의 표피는 이런 나무를 대신하는 대변자의 역할이다.

작가의 관찰 대상으로써 나무의 표피는 내 외적인 의미를 지닌 작가의 주관적·

이해이며 이로써 외적인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말할 수 있다 이는 나무를 이해.

한다는 것이 작가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것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만든다

는 것은 객관적인 면모보다 그 내적 의미의 주관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6) 도진희 나무표피에 의한 이미지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 2002, p.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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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부여와 함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미되어야만 나무의 표피를

새롭게 만들고 표현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술가들은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대상의 어떤 특징보다도 그 속에서

얻어지는 한층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얻어지.

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것은 모든 것의 외관 뒤에 숨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7)

즉 그것은 모든 것에 개성적 의미를 부여 하는 것 사물 그 자체 궁극적 리얼리티, , ,

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예술가의 영감이 그 이상적 정서가 표현의 정열적.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리얼리티를 다소 무의식적으로,

라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 대상을 관찰과 경험이 없이 어떤 소재에 대.

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거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 표피에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예상 작품의 소재의 대상으로 합당한가라는 질문보다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그 내 외적 의미가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7) 김재은 예술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Rudolf Arnheim, , : , 199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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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표피의 조형적 특성2)

나무표피의 구성요소(1)

나무표피의 조형성은 나무의 특성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외관상의 나무의 조형적.

특성은 기본요소와 구성요소 주요변수에 의한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나, .

무표피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형태 크기 다양성 변화성 통일성으로 볼 수 있고, , , , ,

기본요소는 점 평면 입체로 볼 수 있으며 주요변수는 위치 방향 시간 시각으로, , , , , ,

볼 수 있다 각각은 서로 영향을 주며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상호 작용한다. .

나무표피는 나무의 이러한 기본요소를 통해 시각적으로 여러 다른 느낌을 갖게 된

다 나무표피와 나무의 외관 형태를 결정짓는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형태①

형태는 주변 사물을 인식하게하며 나무들 개개의 대조로 인한 선과 경계부위로

이루어진다 나무표피의 형태는 일부 기하학적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

규칙한 자연적 비대칭 형태를 갖고 있다 형태는 어떤 물체의 덩어리나 형상이라, .

고 할 수 있으며 외관적으로 차원적인 형상 이나 차원적인 형태2 (Shape) 3 (Form)

를 나타낸다 부적합한 형태는 크기 다양성 다른 요소가 조화될 지라도 부자연스. , ,

런 느낌을 주게 된다 나무에서 보이는 형태적 이미지를 통한 나무표피의 분류는.

표피 하나하나의 배열과 갈라지는 느낌 불규칙성 및 비대칭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규칙성과 대칭 등이 나무표피의 외형적인 형태로서의 이미지를 만든다 나무는 일.

반적으로 수직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선의 형태 그림 를 하고 있다면 나무 자체< 1>

는 수직보다 더 동적인 효과를 보이며 유선형 그림 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더욱< 2>

그렇다 이에 맞춰 나무표피 또한 형태상의 의미를 달리 같게 된다 나무가 외적. .

인 요인에 의해 수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굽어 있거나 사선의 형태를 보이면 나

무표피 역시 직선의 형태에서 유선적인 형태로 변하게 된다.

예술작품에서의 형태는 조형성이 가미되어 감동을 더해준다 형태는 불규칙성 대. ,

칭 또는 어떤 조율의 고정된 비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

크기②

크기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으며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나무의 크.

기는 수직적 높이와 시야 폭 거리 형태의 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형태의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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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치에 따라 나무의 크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나.

무에 있어서 나무표피의 크기는 표피 자체의 형태 조밀도 변화성과 관계가 있다, , .

표피의 형태와 크기에 의한 시각상의 착시현상은 나무의 크기를 커보이게도 작아

보이게도 한다.

다양성③

나무는 다양한 지형 기후에 의해 대단히 복잡한 다양성을 가지며 이는 그 형질과,

표피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직적으로 갈라지는 표피가 있는가하면 매끄러운 형태의.

표피가 있다 잎의 종류에 따라 또는 계절에 따라 나무의 종류는 다양하며 표피 또.

한 다양하다 표피를 이루는 여러 종류 선들은 굵은 선 가는선 굵어지는 선 가늘. , ,

어지는 선 같은 굵기의 선 매끄러운 선 톱니바퀴와 같은 선 등이 있다, , , .

변화성④

나무의 형태나 표피는 시공간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한다.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변화를 반복적으로, , ,

수행한다 자연의 역사가 이 반복적인 수행 속에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을 통해 우.

리는 나무표피의 변화를 알 수 있고 긴 시간의 역사를 단번에 알 수 있다.8)

통일성⑤

통일성은 유사성과 다양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균형을 이룬 시각적 대비 효과를

말한다 또한 통일성은 형태와 시각에 구성되어져 서로 연관관계를 가진다. .

예를 들어 소나무의 경우 표피가 구성하는 전체적인 모습은 모두 비슷한 통일성을

보여 우리는 소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무 표피가 갈라지고 떨어지는. ,

형태는 전부 불규칙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에선 통일성과 연관이.

있고 나무표피의 형태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통일성은 또 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나무표피의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고 위치 방향 시간 시각 등의 주요변수에, , , ,

의해 변화된 모습으로 관찰 된다 나무의 기본요소는 전체적인 나무의 구성요소에.

테두리를 그리는 것으로 구성요소를 표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주요변수는 이러.

한 구성요소 각각의 특징들을 관찰자에게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보이게 한다.

8) 차윤정 전승훈 신갈나무 투쟁기 서울 지성사 머리말 인용· , , :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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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성⑥

피부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하듯이 수피는 나무에게 있어 병균이 내부로 침입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이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내부의 수분증발을 조절하.

고 상처가 나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것도 사람의 피부와 같다 수피는 안쪽.

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피는 안쪽으로부터.

새로운 조직에 밀린 말라 비틀어진 조각이다 이러한 대사의 방식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렇게 때문에 표면 무늬 깊은 골 등 그 나무 특유의 수피가. , ,

형성되는 것이다.9)

수피의 모습에 따라 나무의 강하고 거친 느낌 매끈한 표면 불규칙한 듯 보이지, ,

만 그 속에 내재된 아름답고 추상적인 무늬는 작품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다 수피에서 떨어지는 껍질의 부서짐과 갈라짐에 다양한 형태로 전개 될 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다.

9) 경이로운 대자연 서울 동아출판사, , 1993, p. 48

그림 갈잎나무 낙엽수 은행나무< 1> ( ) 그림 소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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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표피의 형태(2)

나무표피가 벗겨지고 갈라지는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나무표피의 특징에 따라 형태를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6 .

얼룩덜룩 무늬를 가진 표피 표< 1>①

표피가 판 모양으로 끝이 말리면서 벗겨지는 표피 표< 2>②

작은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표피 표< 3>③

표피의 골이 깊으며 굵은 크랙 의 표피 표(Crack) < 4>④

표피가 잔 크랙 의 표피 표(Crack) < 5>⑤

잔잔한 무늬로 매끄러운 표피 표< 6>⑥

이러한 형태 구분이 모든 나무표피를 나타내는 것을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이,

넓은 의미의 형태 구분으로 볼 때 위의 영역에 포함된다.

나무표피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형태와 질감이 일반적으로 거칠고 딱딱한 느낌

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무가 지닌 내면의 모습은 인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속의.

하나로서 살아가는 부드러움을 담고 있다 이는 예술가나 그 외의 사람 역시 일반.

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무가 지닌 모습을 보이는 외형만이 아닌 내면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만일 외형만을 가지고 자신.

의 예술적 재능을 쏟는다면 그것은 내적으로 아무것도 담지 못한 시각적 아름다움

만을 보이는 것이다.

시각적 질감에 의한 나무표피는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나 촉각에 의한 나무표피는

거칠 다시 보다는 친근하고 매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나무표피의 조형적 특성은 생명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나무가 생명에 주는

내 외적 이미지를 동시에 함축하여 이는 미적 감흥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작품의 소재가 되는 대상과 교류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자신의 체험과 정신세계를 작품 속에 표현함으로써

내 외적으로 충만한 창조적 예술품이 탄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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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표피 이미지(3)

나무표피는 일반적으로 나무 외관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관을 비롯해 내면적 의미를 함께 관찰하여 나무표피를 자연의 대상물로 보고

이를 관찰하고 내적으로 표현하려는 예술가의 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작가에 의해 표현된 작품은 단순한 자연의 외적인 모방이 아닌 작가의 감동을 담

은 형식이 된다 그러므로 자연의 형태는 정신세계에서 무한한 형태로 발전되며 또.

한 이것은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킨다 결국 자연과 사람의 정신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무표피는 형태 크기 다양성 변화성 통일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외적인 표, , , ,

면적 이미지와 내적인 작가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나무표피의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는 어느 하나만으로도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으며 항상 동시성을 가져야만 한다.

작가가 나무표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한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성과 소멸 자람의 과정을 지닌 자연의 대상물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

작가의 시각상의 외형적 형태는 작가의 내면적 이미지를 비롯해 감동과 경험을 작

용에 의해 작품으로 표현되어진다.10)

10) 도진희 앞의 논문, ,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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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의 무늬와 질감에 따른 식물 분류3)

표 얼룩덜룩 무늬를 가진 표피< 1>

모과나무 버즘나무

당드릅나무 육박나무

백송 양버즘나무

노각나무 산수유



- 13 -

표 벗겨지면서 끝이 말리는 표피< 2>

사스래나무 산사나무

복자기나무 거재수나무

마가목 솔비나무

사스레나무 물박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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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작은 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표피< 3>

구상나무 귀룽나무

벗나무 이나무

사방오리나무 산사나무

생강나무 졸참나무



- 15 -

표 표피의 골이 깊으며 굵은 크랙 표피< 4> (Crack)

참빗살나무 느릅나무

다릅나무 대추나무

떡갈나무 말채나무

호두나무 황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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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피의 골이 잔 크랙 표피< 5> (Crack)

아그배나무 새우나무

대정나무 살구나무

계수나무 꾸지뽕나무

보리수나무 사람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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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잔잔한 무늬로 매우 매끄러운 표피< 6>

때죽나무 배롱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쪽동백나무 인도고무나무

사람주나무 감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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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이미지를 응용한 섬유작품 사례4)

섬유 예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는 년대로 수 많은 사람1960

들로부터 예술작품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자연 중에서 나무라는 소재는 사람과 친근

해 질 수 있는 인연을 그 무엇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무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듯함과 희망 인내와 고뇌 인생의 내면 요소들을 담아, ,

내기에 가장 좋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무가 보여주는 우수한 조형미는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와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 그래서 나무는 미술의 역사 속에서 회화 조각 공에 등 전 분야에 걸쳐 수. , ,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작품의 소재로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그 중에서 섬유를.

이용한 작가들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고 조형화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기미 나가무라 의 하얀 나무들 그림 는 나(kimi Nakamura) ‘ (White Trees)’< 3>

무 결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나무 가지 하나하나 굵게 코일링하여 여러 개를 함

께 모아 나무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무표피의 모든 표현을 일관되게 수직과 수.

평선으로 작업하였고 이에 맞춰 나무들도 일렬로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

림 에서 나무 사람 으로 붉은색으로 팔을 만들어줘서 마치 나무4> ‘ (Tree Man)’

가 사람같이 표현을 하였다 헬레나 헬막 으로 메인. (Helena Hermarck) ‘

그림 작품은 타피스트리로 여러 그루의 나무 밑 부분을 표현하여(Maine)’ < 5>

자연이라는 더 큰 명제를 건축물 내부로 끌어들였다 시각으로 느껴지는 것은 나무.

뿐이지만 배경은 실루엣 처리하고 원시림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과 같은 효

과를 주어 건축물이 아닌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주려했다 양모와 린넨으로 이끼.

가 낀 표현을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되어 왔음을 보이고 있다.

조경애의 영원한 녹색 창문 그림 은 자연미를 인‘ (Ever Green Window)’ < 6>

공적인 효과를 극소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래된 목재 창문에 상록수 잎을 이.

용하여 나무표피를 표현한 작품으로 영원한 자연의 창문을 보이고자 했다 잎이 바.

랜 정도에 따라 나무표피의 어두운 골 부분과 밝은 부분을 표현하였다.

김옥현의 흑 백 설경 그림 은 흑백의 나무 이미지를 면사와 폴리‘2001 · ’ < 7>Ⅱ

에스테르사를 이용하여 컴퓨터 자카드직조로 제작된 작품이다.

오명희의 종이작업 그림 는 종이를 잘라서 매듭을 만드는 노팅 기‘ 93-5’ < 8>

법을 사용하기도하고 염색된 닥종이를 여러 겹 붙인 후 나뭇가지나 동선을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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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착시켜 부조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11)

이영주의 겨울이야기 그림 는 종이 위에 의도한 그림을 분산염료를 이용해‘ ’ < 9>

서 그린 다음 그 위에 천을 올려놓고 높은 열을 가하면 종이에 그려졌던 그림을,

천에 베껴낼 수 있는 열전사염 기법을 응용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이용하고 미.

묘한 톤과 여백이 강조된 화면을 보여준다.12)

아바카노비치 의 수직 나무 그(Abakanowicz) ‘ (Bois de Nanterre Vertical)’ <

림 는 조형성을 평면에서 차원적인 입체와 설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보여10> 3

주고 있으며 나무나 사람의 손 새의 날개와 같이 구조된 모든 물질로부터 섬유 자,

체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느낀다.13)

존 맥퀸 의 지나간 죽음 그림(John McQueen) ‘ (Just Past Dead Center)’ <

는 남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 의하여 전래된 테크닉을 응용하거나 변형시켜11> ,

작품에 도입하였다 느릅나무 껍질로 플레이팅 기법으로 공간적 개념의 표현을 암.

시하는 등 미국 섬유예술뿐 만 아니라 현대 섬유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섬유표현으

로 간주되고 있다 모스 데브 의 숲 그림 은 크로셰 기. (Morse deb) ' (Forest)' < 12>

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공간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부드러운 조각의 성격을 나타,

낸다 테리 니드지 알렉 자연스러운 머리 산. (Teri nidge alex), ' , (Natural hair

그림 은 년대 이후 회화 조각에 나타난 섬유재료를 이용한,mountain)' < 13> 1960 ,

표현에 경향들 중에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은 팝아트와 신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밖에 미니멀아트 궁핍예술 거친 예술 행위예술, (Art povera), (Art brut),

(Happening)14)등의 많은 작가들이 섬유 표현을 적극적을 도입했다.15)

앤드레스 그레이엄 의 그림 은 양모를 활용하여 니들펀칭(Andress Graham) < 14> ,

물 펠트로 작업한 작품이다.

셰리 로버트 의 밤의 새들(Sherri Roberts) ‘ (Night time Birds) 그림 은 다’ < 15>

양한 원단을 패치워크로 표현한 작품이다 검정색 배경 위에 새와 어우러지는 나무.

이미지를 표현했다. 나오미 린우프(Naomi Renouf)의 그림 의 여름기념< 16> ‘

(Celebrating Summer)’은 아플리케기법으로 원단을 잘라서 붙이는 식으로 미싱

11) 송번수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 1991, p. 104

12) 송번수 앞의 책, , p. 55

13) 유선태 현대섬유예술의 이해 서울 미진사, , 1995, p. 26

14) 행위예술은 이벤트 개념으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행하는 그 자체의 행위를 예술로 간주한.

다 후일 인간의 주위 공간 환경의 개념과 결합하여 환경에술 개념을 그리고 과학과 기계 등을 도입하. , ,

면서 예술과 테크놀로지라는 예술개념 형성에도 중요한 게기를 마련해 주었다‘ ’ .

15) 유선태 앞의 책, ,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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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티치를 넣은 작품이다 아스코야모토 의 숲. (Atsuko Yamoto) ‘ (Forest)’

그림 은 성글게 짜진 원단을 꼬아서 만든 조형물이다 일렬로 배열해 놓았으며< 17> .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 나무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카렌 스타커. (Karen

의 겨울 고딕 그림 은 빛과 흰색 그리고 고Stahlecker) ‘ (Winter Gothic)’ < 18>

딕이라는 형식의 틀을 나무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천정에서 강한 빛을 비춰 경.

건함을 보이고 흰색은 이 빛을 받아 더 환한 색을 만들어 낸다 나무는 중세 고딕.

교회의 내무의 형태를 가지로서 그려내는 종교성이 짙은 작품이다.

나무표피를 다양하게 표현한 섬유 작품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은 세코세가와 의 남쪽 바람 은< 19> (Setsuko Segawa) ‘ (Southern Wind)’

나무 표피를 퀼트로 작업한 작품으로 패턴이 들어간 천을 누벼주는 효과를 주었으

며 야자수 표피를 표현하였다 그림 도 같은 작가로 황혼의 겨울 지구. < 20> ‘

는 겨울 나무 표피를 퀼트로 작업한 작품이다 하얀색의(Winter earth at dusk)’ .

패턴이 들어간 천을 아플리케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는 김유라의 숲. < 21> ‘

이라는 작품으로 나무의 표피 표현을 폴리에스테르 천에 전사염을 하여(Forest)'

제작한 작품으로 나무의 표피를 패치워크 제작 하였다. <그림 는 아만다 리차드슨22>

키비 의 나무 아래 의 작품으로 염색하(Amanda Richardson kirby) ‘ (Under wood)’

여 표현한 작품이며 그림 로버트 알렉산더 의 산업 예술< 23> (Robert W. Alexander) ‘

는 실을 감아서 만드는 코일(Industrial Strength Art)’ 링 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앙쿠와 네트 폰 그로네의. < 24> (Angkuwa neteu phone geurone)

코끼리 바 도쿄이스트 호텔의 벽화로써 실크 프인팅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21

다. 그림 는 마지 화이트 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만족감< 25> (Marge White) ‘

는 면으로 아플리케 한 방법으로 나무의 표피를 표현하였(Solitary Contentment)’

으며 색채의 변화를 주어 나무의 표피를 곡선적으로 표현하였다, . 그림 는 할리< 26>

융크 의 해수 소택지 질감을 주면서 원단을(Holley Junker) ‘ (Salt Meadow)’

조각을 패치워크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나무의 표피도 갈색계열의 색의 변화 준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은 안나 코브스키 의 보물섬. < 27> (Anna Kocherovsky) ‘

으로 파랑 계열의 색채로 제작된 타리스트리 작품이다 야자(Treasure Island)’ .

수의 표현을 진한 파랑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은 마릴린 로한. < 28> (Marilyn

의 부드러운 조각 는 찬틴이란 끝이 가늘게 뚫Forth) ‘ (Soft Rock Symphony)’

린 금속용기에 녹인 파라핀 액을 부어 천의 양면에 가는 선의 문양을 그려 염료를

발라 염색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은 수잔 루이스. < 29> (Susan Louise M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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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개낀 아침 으로 청자색은 안개 자욱한 아침의 분위기와‘ (Misty morning)’

숲 지면의 축축함을 나타내었으며 나무의 표피는 실크 프린팅 기법으로 표현 하였

다 쉘리 브루커 의 그림 의 다리 은 염색을. (Shelley Brucar) < 30> ‘ 1(Brige )’Ⅰ

하여서 아플리케와 미싱으로 스티치를 넣어 주었으며 나무의 색채를 회색과 갈색

으로 표현해주었다 폴 샤우티 의 그림 은 겨울 그을린 나무. (Paul Schutte) < 31> ‘ :

은 염색한 원단으로 아플리케와 퀼트기법으로 표피를 표(Winter: Burnt Trees)’

현하였다 제인 부치 코르란 의 그림 는 하나님을 찾. (Jane Burch Cochran) < 32> ‘

고 는 아플리케 기법과 페인트를 활용한 퀼트작품이다 캐롤(Looking For God)’ .

볼랜드 의 그림 장미 협곡 는 자수기법으로 나무(Carol Borland) < 33> (Glen Rose)

의 표피를 표현한 작품이다 케이티 파스큐니 마소부트. (Katie Pasquini

의 그림 포Masopust) < 34> ‘ 도 는 바탕의 천 위에 또 다른 천을 올려(Grapes)’

퀼트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샐리 마버 의 그림 할로윈. (Salley Mavor) < 35> ‘

은 염색과 실크 펠트를 활용하여 익살스러(On Halloween)’ , 운 표정과 나무의 표

피를 표현하였다.

사라 무어 의 그림 은 지구의 비밀 은 퀼(Dottie Moore) < 36> ‘ (Earth'Secrets)’

트기법으로 연회색의 나무 표피를 표현하였으며 재봉틀로 바느질을 한것을 볼 수

있다 노리코 엔도 의 그림 의 가을 은 면과 폴리에스. (Noriko Endo) < 37> (Autumn)

테르에 퀼트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면을 길게 잘라서 가을의 색상을 선택하여 제.

작하였으며 나무 표피 부분은 스티치를 주었다 같은 작가인 그림 의 모태인. < 38> ‘

자연 는 면과 튤(Mother Nature)’ 16)과 퀼트기법으로 제작하였다 녹색의 원단을.

길게 잘라서 제작하였으며 표피부분은 스티치로 제작해 주었다.

16) 견 면 인조섬유를 기계 편직하여 그물처럼 만든 피육 모자나 드레스의 트리밍 장식용레이스를 만드, , . ,

는데 쓰인다 년 보비네트 레이스기계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튤이 제조된 원산지인 프랑스의 지명인. 1817

데 후에는 이 천의 명칭이 되었다 현재는 라셀기로 꼬아서 레이스의 튤을 모방한 것이 짜여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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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hite Trees, kimi

Nakamura
그림< 4> Tree Man, kimi Nakamur

그림< 5> Maine, Helena Hermarck,

6'7"x6'7", 2009

그림< 6> Ever Green Window,

조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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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흑 백 설경< 7> 2001 · ,Ⅱ

김옥현, 110cm
그림 종이작업 오명희< 8> 93-5, , 1993

그림 겨울이야기 이영주< 9> , , 1991

그림< 10> Boisde Nanterre

아바카노비치Vertical, (Abakanowicz)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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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Just Past Dead Center,

존맥퀸(John McQueen), 1991,

27x21x13in

그림 숲 모스 데브< 12> , , 1973

그림 자연스러운 머리 산 테리< 13> ,

니드지 알렉, 1987

그림< 14> Andress Graham, Canada,

91.5x7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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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Night time Birds, ,Sherri

Roberts, USA

그림< 16> Celebrating Summer, Naomi

Renouf, 89x89cm

그림< 17> Forest, Atsuko Yamoto,

1990

그림< 18> Winter Gothic, Karen

Stahleck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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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outhern Wind Vent du sud, Setsuko Segawa

그림< 20> Winter earth at dusk, Setsuko Se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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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숲 김유라< 21> , , 2010

그림 나무 아래서< 22> (Underwood), Amanda Richardson ki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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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ndustrial Strength Art, Robert W. Alexander

그림 코끼리 바 벽화 앙쿠와 네트 폰 그로네<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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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olitary Contentment, Marge White

그림< 26> Salt Meadow, Holley Junk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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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Treasure Island, Anna Kocherovsky, 1996

그림< 28> Soft Rock Symphony, Marilyn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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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개낀 아침< 29> , Susan Louise Moyer

그림< 30> Brige , Shelley Brucar, 1.12 x 1.32 m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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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Winter: Burnt Trees, Paul Schutte, South africa, 1.525 x1.145 m

그림< 32> Looking For God, Jane Burch Coc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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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Glen Rose, Carol Burland

그림< 34> Grapes, Katie Pasquini Masop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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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On Halloween, Salley Mavor

그림< 36> Earth's Secrets, Dottie Mo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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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Autumn, Noriko Endo, 2005

그림< 38> Mother Nature, Noriko End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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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2.

펠트의 개념1)

펠트는 방적 또는 직조법을 고안해내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류 최초의 섬유로써,

그리스어의 결합시키다 라는 풀젠 에서 유래한 말이며 실이 되기 이전‘ ’ (Fulzen)

의 섬유소를 압축해서 만드는 부직포17)를 의미하는 것이다.18) 유목민들이 유목생

활을 할 때 짐승들이 털갈이를 하면서 대량으로 생긴 털들이 모여 엉켜서 하나의

천이 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터득한 기법이다. 19)

양모와 모피섬유를 습기와 알칼리 열 압력 등을 주어 주름 과 나(Alkali), , (Crimp)

무껍질 같은 비닐조각 이 겹쳐져 그 재료로서의 줄어드는 성질만으로 접착(Scale)

제 없이 천을 이룰 수 있는 성질의 축융 된 섬유라 할 수 있다.

펠트는 기원전 세기경 유목민인 스키타인10 (Scythian)20) 인들이 광대한 유라시

아 지역을 횡단하면서 몽고와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유럽을 거쳐 이태리 독일까지,

전파되었다 몽고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과 나무로 된 지지대.

위에 펠트를 덮는 전통 주거 형태 그림 에 이용되었다 겨울이 길고 추운 지< 41> .

방인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아시아에서 전해져온 넓고 편편한 펠트 외에 입체적으로

인간의 몸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여 모자나 부츠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핀란드와 노.

르웨이 등 스칸다비아의 국가들은 현대 펠트공예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과 영국에서는 세기경 비버 털을 소재로 한 펠트모자가 유행을 하였고 이를14

북아메리카로 수출까지 하였다 지난 년간 헝가리에서 주최한 펠트작가들의 국. 25

제적인 모임으로부터 출범한 협회(IFA)21)를 중심으로 유럽과 영국제도에서의 지

속적인 연대를 통해 펠트 공에는 계속발전하고 있다 신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펠트의 역사는 짧지만 양모 산업의 국가적인 지원으로 뛰어난 펠트작

업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고급 메리노 양모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 펠트 공예에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재가 바로 메리노 양.

17) 베틀에 짜지 않고 섬유를 적당히 배열하여 접착제나 섬유자체의 밀착력 섬유들의 엉킴을 이용하며 서,

로 접합한 시트 모양의 천.

18) 한선주 펠트의 특성과 실용제품 제작실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 」

1985, p. 5

19) 송번수 앞의 책, , p. 107

20) 스키타이 세기 세기경 남부 러시아의 초원지대에서 활약한 최초의 기마유목 민족BC 6 ~BC 3 .

21) International Felt mak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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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데 이는 부드럽고 축융이 잘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년대에 들어서. 1970

펠트공예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미국 섬유예술가들은 다양한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펠트작업을 하였고 지난 년간 예술표현의 수단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10~15

하였다22)

펠트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프랑스의 페어틀 이라는 수도승이(Peeoteoul)

먼 길을 지나가다가 양떼가 지나간 자리에 남기고 간 양털을 모아서 발밑에 넣고

한참을 지나다보니 발밑에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발까래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

었다는 유래가 일반적이다 이때부터 수도승의 이름을 따서 펠트라고 불리우게 되.

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승의 몸의 습도와 체온 그리고 압력에 의하여 만들어지. ,

게 된 것이다 펠트가 최초로 출토된 지역은 주로 알타이 산맥 부근 훈족의 문화. ,

권에 속해있는 북 몽고 지역의 북방 유목민족이 활동하는 지역이었다 몽골 민족은.

특히 펠트를 퀼팅 과 결합하여 카펫과 천막 등의 소재로 활용해 왔다(Quilting) .

펠트는 직물 기법이 고안되기 이전 인간이 양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

작된 기법으로 유래 된다 펠트 작업은 생활을 통하여 모든 공예의 발달이 이루어.

졌듯이 펠트 역시 그 용도에 맞게 발달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표현에 의하여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미의식의 기초가 되었다.

펠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펠팅 이라고 하며 펠트화하다 의 의(Felting) , ‘ ’

미이다 원모 중 펠트의 원료로는 양모 가 펠트화의 변형이 쉽게. ( ) ( ,Wool)原毛 羊毛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데 펠트 화되는 과정의 과학적 입증,

은 세기 들어와서 양모의 표피가 비늘모양의 스케일 로 되어있다는 것을20 (Scale)

발견하고 나서야 규명되었다 즉 양모의 표피는 표피 세포 가 생선 비늘. , (Cuticle)

의 배열같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고 그것이 털 끝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길이 방

향의 단면을 생각하면 톱날 같기도 하다 이때 비늘과 같은 것을 스케일이라고 하.

며 톱날같이 돌기된 것을 세레이션 이라고 한다 스케일들의 배열은 말단(Seration) .

부에서 모근부로 문지르는 것보다는 반대방향으로 문지를 때 마찰계수가 낮다 열.

과 습기는 이 스케일들을 열리게 하며 마찰과 압력을 가하면 스케일의 서로 다른

마찰계수가 낮아지고 스케일의 서로 다른 마찰게 수 때문에 서로 엉키고 밀착되어

두터운 층을 형성하게 된다 수분에 의해 신장된 양모는 서로 밀착되어 스케일과.

스케일이 맞걸리게 되고 압력이 제거되면 수축이 끝나면서 펠트가 되는 것이다.

22) Christin White, Uniquely Felt , Storey Publishing, 2007, pp. 5~6「 」



- 38 -

이러한 작용은 뜨거운 물과 약알칼리를 가하여 주물러 주면 더욱 펠트 현상이 빨

라진다.23) 이러한 축융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양모펠트 의 주요한 특징(Wool felt)

을 살펴보면 첫째 섬유조직 연결부분 무늬 공간이 조밀하고 마찰강도와 탄력성이,

뛰어나서 오랜 기간 사용하여도 변형되지 않는다 둘째 염색성이 좋아서 선명하고. ,

견뢰도가 높은 색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축융 된 양모 섬유 사이로는 많은 공기를 함유하여 보온성이 높다 넷째 잠, . ,

재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보강재 없이도 자유로운 형태 표현이 가능하다.

다섯째 양모 우모 토끼털 사슴털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효과를 낼 수 있으, , , ,

며 마찰에 강하고 방수성과 경도가 뛰어나다, .

여섯째 대기 중에서 보통 자기 무게 의 습기를 보유하고 있어 염색과 고착이, 30%

용이하고 원하는 색깔을 얻을 수 있으며, 24) 프린팅이나 페인팅에도 사용할 수 있

다.

일곱째 질기고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세탁이 용이하다, .

여덟째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이 용이하며 모자이크 식 조각을 붙여서 문양을 만, ,

들거나 아플리케 식으로 털이나 끝으로 자수를 놓거나 상감하여 표현한다든지 다,

양한 방법으로 가공 장식할 수 있다.

아홉째 점토와 같은 잠재적 유연성 때문에 다루기 쉬우므로 보강재 없이도 보조,

적 입체적 형태표현이 자유롭다, .25) 이러한 펠트의 성질과 기법을 이용하면 다양한

두께와 질감표현이 가능하며 예술적 표현 범위가 넓은 재료 중 하나이며 영역 구

분 없이 각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크게 평면적이고 전.

통적인 펠트 섬유를 꼬아서 실처럼 만들어 결합시킨 조각형태 펠트, (Sculpture

조직이 성긴 다른 직물과의 결합으로 만든 누노펠트felting of figures), (Nuno

니들 펀칭 펠트 카빙 펠트 등이felt), - (Needle-punching felt), (Carving felt)

있다 이러한 펠트의 여러 가지 기법의 변화와 다양하나 요구 속에서 새롭게 탄생.

된 기법 중에 하나가 누노 펠트이다 과거의 단순한 기법과 용도에 비해 현재에는.

다양해진 문양과 색채 여러 가지 재료들의 혼합으로 펠트분야는 더욱 발달 되어,

가고 있다26)

23) 검색일http://www. fibernet.org/, ( : 2011.10)

24) 문혁래 현대섬유예술에있어서펠트에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 , 1987, p. 11「 」

25) 김성옥 양모를 재료로 한 펠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 1988, p. 9「 」

26) 유수정 에의한 소재가공 이화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석사학위청구, Ecology Knitted Nuno Felt ,「 」 논문, 200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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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와 펠트의 특성2)

펠트는 실이 되기 이전의 모 섬유가 방적이나 제직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 습기, , ,

압력 마찰 알카리에 의해 압축되어 만들어진 부직포로 직조법이 고안되기 이전부,

터 존재하던 직물이다.

이러한 펠트는 주로 양모에 의해 제작되어 왔는데 양모가 펠트화 되는 과학적 입

증을 에 들어와서 프랑스의 과학자인 몽겐 에 의해 비로소 규명되었20 (Monge)℃

다.

양모의 특성(1)

양모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각 소분자가 체인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는

데 이것이 섬유 축과 축 사이를 나선형으로 연결시키고 또 분자 사이가 스프링처

럼 서로 감겨 있어서 탄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분자가 탄성을 생기는 것은 각 소체인 이 서로 엇갈려 연(Keratin-Chain)

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열을 가하거나 강한 알카리 표백제 그리고 황,

산 등을 가지면서 파괴하는 특성을 가진다.

각 소체인이 서로 엇갈려 있는 구조는 탄성이 있는 반면 일단 압력에 의해 접혀진

상태일 때 각 소체인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성질은 섬유다발을 단단히 눌러주면서 간간히 약한 알카리 용액을 따뜻하

게 해서 적셔주면 쉽게 나타난다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될 때 섬유다발은 더욱 단.

단히 연결되어 펠트가 형성된다 그림 을 보면 양모의 구조를 볼 수 있다 펠. < 39> .

트의 특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기본재료인 양모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직.

기의 사용 없이도 천을 제작할 수 있는 펠트가 지니는 양모의 특징에는

다음과 같다.

보온성( )保溫性①

천연의 꼬불꼬불한 크림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직 속에 부피 에 달하는60%

공기를 함유하게 되며 이 이상적인 공기 벽은 외기를 차단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준다.

탄력성( )彈力性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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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겨지지 않으며 쉽게 펴진다 양모 자체의 크림프 구조일 뿐 아니라 분자구조.

자체도 나선형이어서 서서히 늘이면 처음길이 까지 늘어나며 곧 본래 길이로30%

돌아가는 우수한 탄력성이 있다.

방 흡습성, ( , )防 吸濕性③

양모는 물을 튕겨내고 습기를 흡수한다 양모표면에는 비늘형태의 스케일이 덮혀.

있어서 물방울을 튕겨내고 습기를 흡수하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외부의 습도에 맞추어 섬유내부의 습기를 발산하는 호흡기능을 가지고 있어

제 의 피부 숨쉬는 섬유라 불린다“ 2 ” .

방오성( )防汚性④

양모는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 양모의 표면의 스케일 구조는 액체성 오염물질이.

묻어도 튕겨냄으로써 쉽게 오염되지 않고 높은 흡습성은 정전기 발생을 막기 때문

에 먼지가 잘 붙지 않는다.

펠트성(Felt )性⑤

양모는 일정한 방향으로 돌출된 스케일로 인해 섬유 제품이나 산업용 소재로 특

별히 섬유 밀도가 높아져야 하는 펠트 제품 제조에 안성맞춤이다 피아노 해머 야. ,

구공 등의 섬세한 가공에 사용된다.

난연성( )難燃性⑥

양모는 불꽃을 대어도 쉽게 타들어 가지 않으며 또한 쉽게 꺼진다 동물성 섬.

유로써 높은 질소함유량 과 수분함유율 높은 발화온도(16%) (15%) (570-60

낮은 연열 을 가지고 있다0 ) (4.9 kcal/g) .℃

염색성( )染色性⑦

양모 섬유는 양의 피부가 변화한 것으로 종류의 아미노산에 의한 단백질로 이19

루어져 광범위한 종류의 염료와 결합할 수 있다.

펠트의 특성(2)

펠트는 이와 같은 양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보통 직물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첫째 비늘조각 이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 그림 와 같이 비늘조각이 겹치, (scale) < 40>

면서 그 재질로서의 줄어드는 성질은 접착제 없이도 이룰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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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결부분의 공간이 조밀하고 마찰강도가 뛰어나며 탄력성 방수성 경도가 뛰, , ,

어난 재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기 중에서 자체 무게 에 해당하는 습기를 흡수하고 있으므로 염색 고, 30% ,

착이 용이하며 색상과 형태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넷째 특별한 시설이나 도구의 사용 없이도 제작이 가능하며 잠재적 유연성 때문에,

다루기가 쉬우므로 보강재 없이 직접적으로 부조적 입체적 형태 표현이 자유롭다, .

또한 올 풀림이 없어 단절할 수 있는 특성을 직조 감기 엮기(weaving) (coiling),

의 기본 단위로 펠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질기고 쉽게 더렵혀지지 않고 세(plaiting) .

탁이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을 통하여 볼 때 펠트는 예술적 표현이 자유롭고 표현기법 범위가 넓

으며 염색 프린팅 페인팅 직조 자수 콜라쥬 등의 회화적 표현기법이 자유롭게, , , , ,

적용되며 회화 장르에서는 불가능한 독특한 질감을 제공한다.27)

그림 펠트의 구조< 39> 28)

27) 김영희 자연소재를 이용한 펠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 1993, p. 11⌜ ⌟
28) 김형주 누노펠트 기법을 이용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 한국조형디자인학회, , , 2009, p.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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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축융 메커니즘< 40> 29)

펠트 제작기법의 종류3)

양모 섬유에 의한 펠트의 기법은 의복은 물론 신발 모자 장갑 이동식 천막 양, , , ,

탄자 등 인간의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와 더

불어 다양한 기법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펠트는 과거의 단순한 기법과 디.

자인에 비해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개발 질감이 다른 오브제와의 결합 등으로 평,

면적인 작업에 그치지 않고 입체적인 형태와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

로 평가 받으며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따뜻한 물과 비누의 결합으로 펠트는 수축.

과 같은 결과를 발생한다.30) 펠트 가공기법은 크게 물 펠트 니들 펀칭- (Wet-felt), -

펠트 카빙 펠트 누노 펠트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 .

그림 유목민의 주거 파오 그림 전통방식으로 펠트를 만드는 모습< 41> < 42> 31)

물 펠트 기법(1) -

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펠트 기법은 축융 가공이라B.C 6300 (shrinking)

일컬어지며 카딩 한 양모를 염색한 뒤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펄쳐 놓는(carding)

것에서 시작한다 처음 배열된 양모 톱의 방향과 교차되는 방향으로 양모 톱을 올.

리는 과정을 원하는 두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펼쳐 놓은 양모의 크기에서.

까지 줄어들게 되므로 축융 후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알40~50% .

칼리 용액을 약 온도 소량의 물에 희석시켜 울 전체가 잘 젖을 때까지 분무해40℃

29) 유수련 자연석모티브를이용한 패브릭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Nuno felt , , 2011, p. 16「 」

30) http://www.bfelt.com/history-of-felt. html

31) 유수련 앞의 논문, , 201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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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압력과 마찰을 가해 축융 시킨다 마찰하는 시간이나 강도가 지나치면 펠트화.

가 너무 진행되어서 부드러운 질감도 사라지고 표면에 주름이 생긴다 표 제작. < 7>

과정에서 약 알칼리 용액은 양모가 엉켜 붙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공이 끝난 뒤

에는 산성물로 헹궈 중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알칼리 용액 성분이 남아서.

양모가 계속 엉기고 질감을 떨어뜨린다 펠트의 축융 방법은 지역 기후 조건 생활. , ,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앙아시아에서는 대발을 둥글게 감아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비눗물로 씻으면서 만들고 중국에서는 연회식이라고, ,

하여 양모를 넓게 펼쳐놓고 밟아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펠트.

기법이라고 해도 펠트가 사용되는 나라에 따라 전래되는 기법이 다르고 현대에 와,

서도 많은 평면적 부조적 입체적 표현방법들이 있으며 기법들의 결합으로 또 다, ,

른 기법의 파생이 가능하다.

니들 펀칭 펠트 기법(2) -

니들 펀칭 펠트 기법은 년대 초 섬유작가 엘레노르 스탄우드- 1980 (Eleanor

가 공업용 펠트 공장에 바브 가 형성되어 있는 바늘을 수공에 펠Stanwood) (Barb)

트기법에 응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얄야라 탈파이 가 니들 펀칭, (Ayala Talpai) -

펠트기법을 그에게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책을 출간해서 이 기법을 활성화,

시켰다 니들 펀칭 펠트 기법은 배우기 쉽고 응용이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

펠트 공예의 대중화를 이끌어 냈다 바늘로 치다 라는 의미의 니들 펀칭 펠트. ‘ ’ -

기법은 바늘 끝에 비늘 형태의 바브가 형성되어 특수하게 제작된 니들의 물리적인

펀칭작업의 반복을 통해 원료의 조직과 조직이 엉키게 하여 펠트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물을 사용하는 펠트기법에 비해 니들 펀칭 펠트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펠. -

트는 유연하고 함기율이 크고 정교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다 니들 펀칭 펠트기. -

법은 크게 수작업에 의한 방법과 기계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표 제작과정에서 보듯이 펀칭매트 위에 바. < 8>

탕 소재를 놓고 양모 톱을 적당량 집어내어 준비한 후 니들 펀칭을 하는데 양모의,

양에 따라 부조 효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펀칭 시 사용되는 펠트 바늘은. 1

구 구 구가 있으며 개수에 따라 바브가 있는 바늘이 배치되어 있고 펀칭 자, 3 , 5 , ,

수기는 구 이상이며 바늘의 개수를 조절해서 섬세한 펠트 작업도 할 수 있도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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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펀칭작업은 수직 방향의 반복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펀칭 횟수와. ,

강도에 따라 축융되는 양모 조직의 강도는 비례한다 니들 펀칭 펠트 기법은 양모. -

뿐 아니라 기모 가 있는 다른 섬유의 사용도 가능하고 평면적 입( , napping) , ,起毛

체적 표현을 위한 기법의 응용도 다양하다.

카빙 펠트 기법(3)

카빙 펠트는 다양한 색채의 양모를 가지고 펠팅하여 표면의 디자인 할 수 있는

장식적인 펠트이다 은 조각에서 새기다 라는 의미로 색을 다양하게 표. Carving ‘ ’

현할 수 있어 아름답게 연출 할 수 있지만 여러 장의 펠트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

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펠트이다 여러 층의 다른 칼라의 양모를 펠팅 하여 붙.

인 후 디자인한 패턴의 모양을 대고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

고 컷팅하는 방법이다 첫 층을 컷팅 할 때 가위를 비스듬하게 컷팅하여 아랫면의.

색이 보이게 하여 다양한 색채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32) 섬유의 몰라 기(Mola)

법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누노 펠트 기법(4)

누노 펠트는 북유럽에서는 울 스모크 울꼬께 미국‘ (woolsmok)’, ‘ (woolcoque)'

에서는 라미 네이트 펠트 라고도 불리며 펠팅(laminated felt) 작업을 통해 다양한

섬유소재와 양모를 접목하는 기법이다 표 제작과정 같으며 직물을 더하여 제. < 7>

작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다른 섬유와 양모가 결합된 상태를 의미하며 위에서.

언급한 물 펠트 기법과 니들 펀칭 펠트 기법의 방법을 모두 응용할 수 있다 누- - .

노 펠트 기법은 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섬유 작가 폴리 블랭카니 시렁1994 (polly

이 그의 조수 사치꼬 카라라 와 함께 양모와 다blankney sirling) (sachiko karaka)

른 소재와의 배합을 통한 가벼운 펠트를 연구하다가 최소한의 양모와 얇은 섬유와

의 결합을 통해 전통펠트와는 다른 특색을 가진 펠트를 개발하고 이를 누노 펠트,

라고 칭하면서 탄생되었다 누노 는 일본어로 섬유 또는 직물을. ‘ ( , nuno)’ぬの

뜻하는 단어로 년 월 실 잡지에서 누노 펠트에 관한 정보를1999 5 ‘ (thread) ’

32) Uniquely Felt, Christine White U.S.A: Storey, 2007, pp.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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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프 성을 가진 매우 가벼운 펠트 라고 언급하였다 누노 펠트 기“ (drape) ” .

법은 천 위에 원하는 두께의 양모 톱을 교차되는 방향으로 반복하여 펼쳐놓고 압

력과 마찰을 가해 펠트화하는 기법이다 누노 펠트 제작에는 양모와의 결합성을 높.

이기 위해 성기게 짜서 비쳐 보이는 얇은 직물이 주로 쓰이는데 보일 면모, (veil),

슬린 면 거즈 실크 오간자 실크(cotton muslin), (cotton gauze), (silk organza),

쉬폰 편물 레이스 등을 사용한다 누노 펠트 기법(silk chiffon), (knitting), (lace) .

은 주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용된다 첫째 표면장식을 하기 위함으로 펠트가. ,

되기 전 직물 위에 양모를 표면에 더해주어 모티브를 만들거나 디자인의 한 부분,

을 장식하거나 때로는 직물전체를 덮을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직물의 조직과 두께, .

등에 의해 주름의 효과와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조화 등 펠트표면에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얇은 펠트에 강도와 유연성을 더해줄 수 있다 양모로 직물. , .

의 한쪽 면이나 양면을 장식하여 펠트를 만드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펠트보다 직, ,

물이 펠트 안에서 보강재 역할을 해주어 섬유강도를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 누노 펠트의 가볍고 드레이프 성이 뛰어난 성질 때문에 의류용 소재로도.

적합하며 고급 인테리어용 산업소재에 이르기까지 활용범위가 넓다, .

과거에 펠트는 주로 무릎 덥게 이동식 마차의 내부 벽걸이 주택의 내부 장식 사, , ,

후세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 후 펠트는 보온과 장식의 목적으.

로 실용품으로 또는 장식품으로써 형태와 색상을 다양하게 하여 많은 변화를 추구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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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물 펠트 제작 방법< 7>

펠트 올을 바르게 놓고 문양이 될1)

모티브를 배치한다 이 때 문양은 니.

들 펠트로 오려서 문양을 만들거나 펠

트 솜을 놓아가면서 만들고 펠트를 만

드는 의도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배치한 모티브를 위에 고은 망사를2)

올려놓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중성 세

제을 뿌리고 원을 그리면서 축융시킨

다 문양이 밀리지 않게 주의하고 전. ,

면 뿐 아니라 후면도 축융 시켜야 한,

다.

적당히 축융 된 펠트를 펼쳐서 문3)

양 형태를 잡아준다 축융 시 변형되.

지 않도록 꼭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축융이 끝난 펠트를 물로 충분히4)

수세하여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면서 완전히 축융시킨다 천을 건조.

시키면 한 장의 누노 펠트 천이 완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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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니들 펠트 제작 방법< 8>

양모를 조금씩 뜯어 손으로 둥글게1)

말아서 바늘 뭉치를 콕콕 찌르며 모양

을 만든다.

바늘 표면에 있는 요철이 마찰을2)

일으켜 양모가 엉겨 붙는다 니들기법.

은 넓은 펠트 원단에 둥근 펠트를 붙

일 때도 사용 된다.

양모 펠트용 구 바늘 바늘 개를3) 5 ( 5

둥글게 모아 놓은 형태 로 둥글게 만)

든 양모를 촘촘하게 찌르면 빠르게 제

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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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 제작기법을 응용한 섬유작품 사례4)

오늘날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문명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미술에도 커다란 영향

을 끼쳐 미술이라 하면 흔히 회화 조각 건축과 같은 고정화된 개념에 사로 잡혔, ,

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형의 세계로 그 범위가 넓혀져 가

고 있다 섬유예술은 창작력 및 표현 잠재력을 지니고 순수한 디자인의 특성과 개.

성적인 기법 선택된 재료를 전체적으로 잘 융화시키는 작가에 의하여 착상되어 제,

작되어진 것으로서 섬유예술의 특징은 기술적 연구력과 실험정신으로 효과적인 재

료를 다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요소가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현대 펠트제작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평

면 부조 및 입체적 표현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평면적 표현(1)

평면적 표현은 자수 직조 매듭 편물 염색 프린트 등에서 모두 나타낼 수 있는, , , , ,

데 이러한 표현 형태로서의 표현은 아플리케, (applique)33) 상감 퀼, (inalaying),

트 패치워크 몰라· (quilt, patchwork), (mola)34) 엮기 땋기, · (plaiting ·

짜기 묶기 늘어뜨리기 등의 표현기법braiding), (weaving), (knotting), (drapping)

에 의해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실험 정신과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림. <

크리스티안 레위스 하늘에서 정신43> (Christine Lewis) ‘ (Spirit in the sky)’

평면적인 물 펠트 기법 위에 퀼트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꼴라쥬, (collag

e)35) 형식 위주로 표현되는 평면적 양상은 그 자체로서도 전시되어지지만 오늘날

이러한 작품들이 입체 형태를 만들기 위해 기초 과정으로도 많이 이용되어진 꼴라쥬

붙임 바르기 라는 단어인데 오브제 를 이용하는 미술에서 나온 어휘이‘ ’, ‘ ’ , (object)

다 현대의 작품으로는 그림 의 로빈 브랭크니. < 44> (Robin 펠트Blakney-Carlson), ‘

미술 번 는 평면적인 표현 중에서 물 펠3 (Art felt no. 3)’ 트 기법으로 배경을 작업

하였으며 그 위에 모사와 같은 다른 재료를 같이 결합시킨 작품이다 그림 의. < 45>

33) 아플리케 자수의 한 가지로서 천위에 다른 천이나 가죽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려(applique) :

붙인 다음 그 둘레를 자수하는 간단한 수예, .

34) 몰라 퍼프 슬리브 블라우스의 앞과 뒤에 고정시킨 자수를 이용한 천(mola) : .

35) 꼴라쥬 관계없는 것을 짜맞추어 예술화 하는 화법의 일종(collage) : .



- 49 -

조이 베쎄트 딱정벌레 블루스(Joei Bassett) ( 는 누노The Beetle Blues) 펠트로

질감을 충분히 표현하였으면 다른 색의 펠트를 올린 뒤 색채의 재미를 주어 곤충

을 묘사하였으며 책으로 제작하여 그 위에 스티치로 마무리를 했다 그림 의. < 46>

김지희 의 양모 보자기 는 천연염색의 염료의 생산 과정과 염(Kim Ji Hee) ‘ + 18’

색 과정을 연구하고 또한 작품을 통해 현대적 감각을 부여한 작업 제작에 몰두해

왔었다.

소방목 꼭두서니, 36) 로그우드, 37) 치자, 38)에서 추출한 식물염료를 염색한 양모를

펠팅하여 조각 잇기 바느질 땀수기법을 첨가하여 조형화 함으로써 색과 전통과 현,

대가 한데 어우러진 작품이 되게 하고 있다 평면작품에서 보여주는 형태감은 전통.

적인 조각보자기에서 그 모티브를 찾으면서 현대 신 조형주의적 감각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은 유수정의 작품으로 누노 펠트 스카프와 아트 웨어 의 따뜻한. < 47> ‘ ’

톤의 구성과 파동이 일은 듯이 화면 밖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자유로운 리듬을 형성

하는 작품이다 그림 은 김민자의 에피소드 누노 펠트 기법을 이용한. < 48> ‘ ’Ⅲ

작품으로 실크와 접목시켜 가로 세로 대칭 구조에서 무너진 선들로 다양성이 내제

된 질서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는 우리크 베너 의. < 49> (Ulrieke Benner)

원형의 깃발 댄스‘ (Colors' Circular Dance 작품으로 실크와 펠트를 접목시)’

켰으며 다양한 색의 양모를 응용하여 제작된 누노 펠트 기법으로 작품이다 그림. <

은 헤디 그립 의 랩 스커트 누노 펠트 기법으로 제작50> (Heidi Greb) (Wrap Skirt)

된 것으로 두 가지 색 이상의 다른 색의 양모로 결합하여 제작하였으며 털 소재의

직물과 같이 축융 된 아트 웨어 작품이다.

부조적 표현(2)

부조 의 어원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탈리아어의 들어올림(relief) relieve( ,

들어 올려지는 것 프랑스어의 들어 올린다 를 말한다), zeever( ) .

부조의 형태는 선사시대의 동굴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고대의 메,

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어 등의 문화가 성했던 시대부터 대단히 발달 되어 있, ,

었으며 대부분의 부조는 거축물의 벽면이나 일상 생활용품으로서 항아리나 가구, , ,

36) 꼭두서니 가삼자리 칼튀잎이라고도 한다 산지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여 길이는 약 이다: , . 2m .

37) 로그우드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소교목 서인도와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 높이: , , . 7~10m.

38) 치자 꼭두서니과의 상론관목 음식물의 착색제로 사용 한방에서는 황달의 치료에 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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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등에 사용되었다.

세기 최대의 표현방법이라 일컬어지는 꼴라쥬 등장 이후 부조적인 느낌을 갖20 ,

게 하는 표현도 섬유예술만이 사용 될 수 있는 기법으로 꿰매거나 올을 잡아당기,

거나 양모를 말아 철사에 코일링 하여 제작한 작품이 있다 얇은 부조는, (coiling) .

상의 살붙임을 옅게 하면서 원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돌출된 부분이 기본형태

의 두께보다 반 이상을 넘지 않아야한다 부조는 원래 조각의 한 형태로 출발한 것.

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미술의 모든 장르에서 작가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부조는 그 자체의 디자인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높아. ,

진 형태의 원근감에 관심을 두었을 때 중요한 것은 견고한 배면과 표면이라 할

수 있다 즉 표면과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부착된 면과의 조화에 의해 형성된 형. ,

태가 부조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체적 차원을 작업으로 입. 3

체미술의 영역 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는 김인숙의 메모리. < 51> , ‘

는 중간에 부조적으로 표현된 펠트작품으로 부분적으로 들어 올려져(Memory)’

보이는 작품이다 김영자의 작품으로 자연과 그 속에 연관되어 있는 생명들 을. ‘ ’

주제로 하여 펠트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의상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르기.

까지 부조작업에 치중해 왔고 년 월 미술회관에서 가진 개인전에서는 그1994 11

부조작업을 차원의 공간에 설치하는 변화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림 는 불3 . < 52>

꽃놀이의 잔상 속에서 인간의 실체의 소란함과 화려함 그 뒤에 오는 정적이 교차

하는 순간을 양모로 정리하여 서로 엉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으로 펠트로 작가의

자연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림 산으로부터의 이야기 투박하고 텁. < 53> ‘ ’

텁한 느낌의 펠트를 통하여 인간의 체취를 느낄 수 있게 하여 평면 속에서 재료의

질감을 통해 부조적 꼴라쥬와 회화적 감각을 결함 시키고 있다.

입체적 표현(3)

입체적 표현이라 함은 평면과 사각에서 탈피를 시도하여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

도록 제작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입체적 표현은 재료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순.

수예술 회화 조각 건축 영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 , )

다 팝 아트 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입체적 작품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조. (pop art)

각 라 부르기도 한다(Soft Sculp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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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생활용품이나 실내 장식용 또는 예술품 보존 복제품에 불과했던 섬유공예가·

순수한 직관 또는 구성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순수한 조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

예술 형태로서 그 범위는 벽면에 국한되지 않고 입체적인 공간과 환경까지 매우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펠트 또한 재료의 특성으로 입체로 표현하기에 적합.

한 재료가 된다 그림 은 폴리 스텔링 의 드레스 는. < 54> (Polly Sterling) ‘ (dress)’

누노 펠트 기법으로 드레스를 제작한 작품이다.

로빈 브렌크니 의 칼슨 아트 펠트 번(Robin Blakney) 4 (Carlson, art felt no.4)

의 그림 전체적으로 물 펠트기법을 하였으며 그 위에 다른 펠트로 작업한 오< 55>

브제를 붙여서 장식하는 작품이다.

바바라 풀 의 아트 웨어 그림 공예품(Barbara Poole) ‘ (Art You Wear)’ < 56>

사업을 시작으로 년 펠트의 새로운 스타일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실험하며 펠2009

트를 가르치며 워크 샵도 실시하였다.

브리나 락스타드 킨케이드 의 방울 목도리(Breanna Rockstad-Kincaid) ‘ (Bobble

의 그림 는 펠트로 여러 개의 고리를 만들어 입체적인 장신구를Neckpiece)’ < 57>

표현했다 리니 스미트 는 네델란드 출신으로 펠트 칼라. (Riny Smits) (Collar:

의 그림 은 여러 색채의 펠트를 평면으로 제작한 후 목에 걸 수 있도록felt) < 58>

칼라 깃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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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Spirit in the sky,

Christine Lewis

그림< 44> Art felt no.3,

Robin Blakney-Carlson

그림< 45> The Beetle Blues hand

made book, JoeiBassett, USA
그림 양모 보자기 김지희< 46>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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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의한< 47> Ecology Knitted

소재 가공 유수정Nuno Felt , , 2005

그림 에피소드 감성지향의< 48> ,Ⅲ

소재 가공 김민자Nuno Felt , , 2002

그림< 49> Colors' Circular Dance,

Ulrieke Benner, Canada

그림< 50> Wrap Skirt, Heidi Greb,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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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김인숙< 51> Memory, 그림 불꽃놀이 김영자< 52> ,

그림 산으로부터 이야기 김영자< 53> , ,

2000, 223 x 700cm
그림 드레스 폴리 스릴링< 54> ,



- 55 -

그림< 55> Art felt no.4, Robin

Blakney

그림< 56> Art You Wear ,Barbara

Poole, 2010

그림< 57> Bobble Neckpiece,

Breanna Rockstad-Kincaid, USA

그림< 58> Collar: felt,

RinySmits,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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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작3.

작품제작 및 과정1)

모티브 소재 기법 색상

작품1
양모

모사

누노 펠트

핸드 니들 펀칭

작품2

양모

모사

면사

물 펠트

핸드 니들 펀칭

작품3
양모

실크

물 펠트

누노 펠트

작품4

양모

메탈사

면사

물 펠트

핸드 니들 펀칭

작품5
양모

모사
물 펠트

작품6

양모

면사

메탈사

누노 펠트

핸드 니들 펀칭

작품7
양모

면사

물 펠트

카빙 펠트

작품8

양모

타월변사

면사

물 펠트

핸드 니들 펀칭

작품9

양모

거즈

면사

누노 펠트

작품10

양모

타월변사

면사

누노 펠트

작품11-1
양모

거즈
누노 펠트

작품11-2

양모

거즈

면사

누노 펠트

핸드 니들 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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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해설2)

작품 버즘나무< 1> 얼룩덜룩 무늬를 가진 표피( )

소재 양모 면사 모사: , ,

기법 물 펠트 핸드 니들 펀칭: ,

크기: 100 x 100 cm

제작년도: 2011

방울나무라고도 불리 우는 버즘나무는 표피 즉 나무껍질은 큰 조각으로 떨어지

며 암회색과 회백색으로 얼룩진다.

조형적으로 재창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피는 기후조건 성장 상태 형질 등. , ,

에 따라 여러 형태를 보인다 노랑색 빛이 도는 갈색 톤의 색상으로 구성이었.

다 나무의 전체 이미지가 외적이라면 나무의 표피는 내적인 이미지라고 표현된.

다 모든 시대의 영감을 주는 나무의 부분적인 또한 표피를 자세히 보면 패턴이.

보이기도 하다 표피의 불규칙적인 표면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색감은 표피를.

표현하고자 검정계열로 니들 펀칭기법을 표현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 물 펠

트 기법을 할 때 다양한 재료를 접목시켜 배경을 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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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과정< >

사용할 원단의 올을 바르게 놓고 문1)

양이 될 모티브를 배치한다 이 때 문양.

은 니들 펠트로 오려서 문양을 만들거나

펠트 솜을 놓아가면서 만들고 펠트 의도

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배치한 모티브를 위에 고은 망사를2)

올려놓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중성 세제

을 뿌리고 원을 그리면서 축융 시킨다.

문양이 밀리지 않게 주의하고 전면 뿐,

아니라 후면도 축융 시켜야 한다, .

적당히 축융 된 펠트를 펼쳐서 문양3)

형태를 잡아준다 축융 시 변형되지 않도.

록 꼭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젖은 수건.

을 안쪽에 넣어 말아주었다.

뜨거운 물과 찬 물을 번갈아가면서4)

주물러준다 축융이 끝난 펠트를 물로 충.

분히 수세하여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

아가면서 완전히 축융 시킨다 건조 시켜.

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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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 스케치< >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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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백송< 2> 얼룩덜룩 무늬를 가진 표피( )

소재 양모 모사: ,

기법 물 펠트 핸드 니들 펀칭: ,

크기: 60 x 82 cm

제작년도 : 2011

줄기와 가지가 하얀 소나무인 백송 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이( )白松

며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표피는 넓은 조각으로 벗겨져 흰빛이 되므로 백송. ( )白松

또는 백골송 이라고도 한다 자세히 보면 표피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는( ) .白骨松

것을 볼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선들을 넣어 운동감을 주었고 표피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물 펠트 작업 전에 펠트 위에 모사로 백송 표피를 선으로 표현 하.

였으며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핸드 니들 펀칭기법으로 표현 해 주었

다 백송의 모티브에 나타난 표피 색채의 계열로 컬러 웨이 를 해주. (Color way)

었다 색채에 따라 다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텍스타일의 패턴디자인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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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 스케치< >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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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복자기나무< 3> 벗겨지면서 끝이 말리는 표피( )

소재 양모 실크 산성염료: , ,

기법 누노 펠트:

크기: 60 x 80 cm

제작년도: 2011

나도박달이라고도 부르는 복자기 나무의 표피를 표현하였다 나무껍질이 회백.

색이고 붉은빛이 돌며 겨울 운은 검은색이고 달걀모양이다 복자기 나무는 가을.

철에 마치 불붙는 것처럼 빨갛게 단풍이 드는 것이 특징으로 줄기는 곧게 자라,

며 껍질은 황갈색이고 갈라져서 벗겨진다 잎은 개의 소엽으로 대생하며 장타. 3

원상 도란형이고 끝부분 가까이에 개의 큰 톱니가 있다 가운데 소엽은 길2~4 .

이 너비 정도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정도로 털이 있다 나무 표피7~8 , 5 5 .㎝ ㎝ ㎝

자체에서 재구성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확대 축소하거나 변형하여 독립된 하면,

으로 조형화 하였다 넓게 벗겨지는 나무 표피 모습이 마치 페스츄리 빵이 겹겹.

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크를 염색한 후 펠트 위에 실크를 올.

려서 누노 펠트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여러 색의 실크를 겹겹이 올려 제작하였.

다 겹치는 부분에 또 다른 색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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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 스케치< >

완성< >



- 64 -

작품 사스레나무< 4> 벗겨지면서 끝이 말리는 표피( )

소재 양모 메탈사 거즈: , ,

기법 누노 펠트:

크기: 90 x 100 cm

제작년도: 2011

끝이 붉은 빛을 띄는 사스레나무로 끝이 뾰족하고 불규칙적인 톱니가 있다 표.

피는 회갈색이며 오래되면 터짐이 생겨서 종이장 처럼 얇게 벗겨지는 특징이 있

다 나무의 부분적인 모습을 모티브로 잡아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누노 펠트. .

작업을 하였으며 표피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패턴을 띄고 있었다 추상적인 사스.

레나무 표피를 표현하였다 거즈를 나중에 올려주었으면 메탈사와 같이 제작하.

였다.

전체적으로 물 펠트기법을 활용하였고 축융시킴으로서 자연스러운 처짐과 굴곡

으로 표현하였다 표면의 양감을 더욱 살려 입체감을 보여주며 거즈와 메리노.

양모를 축융시켜 자연스러운 주름과 효과를 연출하였다 직물의 질감을 고려하.

여 디자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작품으로 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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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귀룽나무< 5> 작은 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표피( )

소재 양모 모사: ,

기법 물 펠트:

크기: 60 x 60 cm

제작년도: 2011

귀중목 구름나무 귀롱나무 라고도 한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란다 높이, , . . 10

정도이며 어린 가지를 꺾으면 냄새가 난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을 거꾸15m .∼

로 세운 모양 또는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밑은 둥글고 가장자리에 잔 톱니

가 불규칙하게 있다 잎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 털이 있다 가는 선들이 보. .

이며 율동감을 주는 듯한 표피는 전체적인 물 펠트 작업을 하였으며 그 위에 모

사를 잘라서 올렸다 반듯하게 올려놨던 모사가 축융이 되면서 구불구불해지며.

귀룽나무의 표피의 느낌을 살려냈다 아쉬운 점은 다양 색의 모사를 넣어서 제.

작했으면 그 표현이 다양하게 되었을 것인데 차후 작업에 응용하여 제작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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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산딸나무< 6> (작은 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표피)

소재 양모 면사 메탈사: , ,

기법 물 펠트 핸드 니들 펀칭: ,

크기: 80 x 90 cm

제작년도: 2011

월에 피는 흰색 꽃이 균형 잡힌 십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6 ,

하신 십자가가 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호랑가시나무와 더.

불어 성스러운 나무로 취급되고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무이다 열매가 딸.

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서 산의 딸기나무란 의미로 산딸나무라 부른다 피‘ ' .

복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의 산사나무 표피를 모티브로 전체적인 배경은 물

펠트로 작업하였으며 갈라지는 피복는 실제 모티브보다 얇게 제작하였으며 세부

적인 들 펀칭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다양한 색을 섞어서 배경에 두고 나무 표피색.

보다는 추상적인 색의 변화를 주어 니들펀칭 기법으로 과장되게 재구성한 것이

다 메탈사를 섞어 물 펠트 작업을 하였을 때 메탈사가 펠트에 완전히 축융 되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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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참빗살나무< 7> 표피의 골이 깊은 굵은 크랙 표피( )

소재 양모 면사: ,

기법 카딩 펠트:

크기: 90 x 90 cm

제작년도 : 2011

표피의 색채는 브라운 계열과 그레이 계열이 많이 나타나며 그밖(brown) (gray)

에도 여러 종류의 색채를 보여준다 참빗살나무의 표피는 파여진 부분은 진하며.

올라와 있는 부분은 같은 계열의 밝은 색을 띄고 있다 색채는 추상적인 파랑계.

열로 표현하였으며 파여진 부분으로 카빙 펠트기법으로 바닥에 다른 색채가 보

일 수 있도록 표현 하였다 가장자리 부분의 마음속에 맺힌 대상의 이미지까지.

같이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참빗살나무의 표피는 갈라지면서 골이 깊어지.

며 수직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패턴을 이루고 있는 표피.

를 스티치를 주어 표현 하였으며 스티치 위에 어두운 색으로 강조 해주었다 표.

피의 느낌을 살려보기 위해 브라운계열과 그레이계열로 컬러 웨이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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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상수리나무< 8> 표피의 골이 깊은 굵은 크랙 표피( )

소재 양모 타월 변사 타월이 제직될 때 남은 가장자리 부분 재활용: , ( )

기법 물 펠트:

크기: 100 x 100 cm

제작년도: 2011

표피가 수직적으로 갈라지면서 붉은색을 보인다 표피는 회색을 띤 갈색이고. ,

작은 가지에 잔털이 있으나 없어진다 이 작품의 나무 표피의 질감을 표현하고.

자 소재를 타월변사 부분을 활용하였다 타월에 제직이 되면서 가장자리 부분이.

잘려 버려지는 부분을 재활용 하고자 염색한 후 펠트에 응용하였다 지그재그로.

표현이 되어있으며 질감의 뚜렷한 효과를 주며 굵고 가는 단위 형태의 반복된

흐름은 촉각적인 면도 더해준다 염료는 천연염료인 빈랑을 염색하였으며 물 펠.

트 작업할 때 배경에 타월 변사를 넣어 같이 제작하였다 양모 사이에 넣어 같.

이 제작해 주었으며 사이에 타월 변사와 양모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에 축융이

잘되었으며 그 부분을 구멍을 뚫어 밑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펠트의 어

느 정도 두께가 생겨 그 질감의 표현이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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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아그배나무< 9> 표피 골이 잔 크랙 표피( )

소재 펠트 거즈 직접염료: , ,

기법 누노 펠트:

크기: 80 x 65 cm

제작년도: 2011

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에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최1992

후의 보루는 나무라는 결론을 짓고 각 나라마다 생명의 나무를 지정했는데‘ '

우리나라에서는 아그배나무가 지정되었다 흔히 먹는 배나무의 모체가 되는 돌.

배나무와 비슷하며 열매가 작아 아기 배라 불리다가 아그배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 설익은 열매를 따 먹은 아이들이 아이구 배야 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 !"

붙었다고도 한다 표피의 골이 잔 크랙으로 되어있으며 바탕을 거즈와 양모로.

결합하여 누노 펠트로 제작하였다 아그배나무의 표피의 색상부분을 표현하고자.

나중에 양모 위에 거즈올리고 사이에 구멍을 내어 표피의 느낌을 주었으며 모

사로 굵은 스티치를 주어 표피의 잔 크랙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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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사람주나무< 10> 표피 골이 잔 크랙 표피( )

소재 펠트 메탈사 타월 변사: , ,

기법 누노 펠트 물 펠트: ,

크기: 80 x 60 cm

제작년도: 2011

숲 속에 흔히 자란다 수피는 녹색 빛과 회색 빛을 띤 흰색이며 오래된 줄기는.

얇게 갈라진다 높이는 이다 잎은 어긋나고 자르면 하얀 즙액이 나오며 달. 6m .

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의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표피 골이 잔 크랙을 가진 것으로 양모와 타월의 변사를 얇게 제작하여 타월

변사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하였으며 중간에 메탈사와 같이 제작하여 부

분적으로 반짝임을 표현 하였다 그 위에 타월 변사를 얇게 잘라서 붙여주어 사.

람주나무의 표피를 표현 하였다.

회색계열과 갈색계열의 색채로 변화를 주어 표피의 느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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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자작나무< 11-1, 11-2> 잔잔한 무늬로 매우 매끄러운 표피( )

소재 펠트 거즈 면사 직접염료: , , ,

기법 누노 펠트 핸드 니들 펀칭: ,

크기: 90 x 110 cm

제작년도: 2011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간의 조형 활동의 모체가 되어왔다 자연의 질.

서 중 나무는 구조의 미의 무한함으로 미적 충동을 유발한다 현대인들은 한 치.

의 여유도 없는 삶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정신의 고향을 잃고 고독한 원인 모를

불안과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공허감에 방황하고 있다 자연에 굶주려.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 속에서 찾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도.

현실적 삶 속에서 공허감을 자연 속에서 채우려고 한다 따라서 자연에서 얻고.

자 하는 나무 중에서 자작나무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여러 개 있는 숲의 웅장함

을 표현하기 위하여 색감의 변화를 주어 중첩의 효과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원

근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노톤 계열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며 작품에 사용.

된 펠트 기법 물 펠트 기법 누노 펠트 기법 핸드 니들 펀칭 기법을 사용하여, , ,

제작하였다 작품 은 나무 표피 색상이 흰색계열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 11-1>

자작나무 표피 제작해 보았으며 작품 는 펠트가 모티브를 나타내기에 적< 11-2>

합하고 다양한 색상이 표현하기 용이하였기 때문에 배경은 주로 물 펠트 기법으

로 제작하였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한대로 표현이 되었으며 마지막에 펠.

트를 평면으로 쳐서 오린 후 다시 물 펠트기법으로 해주어서 자작나무 표피를,

표현하였다 바느질로 스티치를 넣어 줌으로써 밋밋해질 수 있는 표피를 보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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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Ⅲ

일상의 삶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는 듯 항상 그 자리에 머물

러 있는 나무는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을 자극하는 창조적인 표현의 매개체로

써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작품을 이해시키고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각,

의 대상이기도 하다 인간은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 관계에 영향을 주고받으.

며 살아가고 모든 일상의 대상들은 유기적인 상호연관 관계에 의해 오늘도 존재한

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대상들을 내적 정서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함축된 의미. , ,

와 효과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하였

다.

현대섬유미술은 새로운 조형개념으로 기존의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 재료와

영역을 확장 시도하여 왔다 배치와 반복에 의한 중첩의 효과를 통해 평면의 작품.

들이 입체적으로 공간에서 표현되어 지고 있다 표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작. ,

품에 내재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매체는 미.

술작품을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작가 나름의 독창적인 조형 의도,

와 예술적 정체성을 추가하여 예술 작품이 창조된다 또한 펠트의 개념과 역사적.

발달을 살펴보고 양모의 종류와 표현기법 그리고 제작과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나무 표피의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하고 다양한 재료 색채 기법 등을, , ,

통해 재구성 하여 펠트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작품 내용에 있어 나무표피를 주제로 하여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내 외적, ·

인 이미지를 분석하여 나무표피가 지니는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미적의 특성과 오랜 세월의 가치가 더해져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둘째 작품 구성에 있어 나무표피의 부분적으로 형태 크기 등을 확대 축소 변형하, , ,

는 방법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조형적 요소를 보여 줄 수 있었다.

셋째 작품 재료에 있어 양모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

따뜻하고 유연하고 독특한 재질을 지니며 다양한 문양 표현이 가능하고 색채의 결

합이 용이함으로 회화적인 소재로도 적합하였다 또한 타월의 가장자리인 변사를.

활용하여 나무표피의 질감을 표현 할 수 있었으며 작품 세계의 다양함을 볼 수 있

었다.

넷째 양모와 면으로 제작된 복합소재는 자연섬유의 다양한 개발과 친환경적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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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 주제는 항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하

며 현대적 추상미와 조화로움을 작품 주제로 설정하여 제작해 보았다.

또한 색을 그라데이션 을 시킨 것과 전통 적인 펠트기법을 바탕으로 하(Gradation)

여 반복적인 나무의 표피의 무늬가 텍스타일 패턴의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실용의 목적을 제작된 펠트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예

술 매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현대 섬유예술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나아가 다양한 양모의 선택과 표현방법으로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한 실

험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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