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Academies

Burnett Wood Surfboards

버넷 우드 서프보즈
목제 서프보드의 산실
6세기경 폴리네시아 제도를 누비던 인류 최초의 서퍼들은 나무로
서프보드를 만들었다. 오늘날,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버넷 우드
서프보즈’에서는 바로 그 고대 서프보드 제작 기법을 배울 수 있다.

New Wave

In sixth-century Polynesia, the very first surfers made
their boards from wood. Today, students at Burnett Wood
Surfboards in Cape Town, South Africa are rediscovering
this ancient craft, going back to basics and building rides
that connect them to the sport’s originators.

‘버넷 우드 서프보즈’ 로고
Burnett Wood Surfboards’ logo

68
MORNINGCALM

69
JANUARY 2017

목제 서프보드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로 가득한 버넷 우드 서프보즈 작업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해 있다(왼쪽 페이지). 보드는 학생들의 수작업으로
완성된다(왼쪽). 보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 ‘스케그’(위).

Wood surfboards in various stages of completion at the Burnett Wood
Surfboards (BWS) workshop in Cape Town (opposite). Every board
crafted at BWS is completely one of a kind (left). Skegs are attached to
the bottom of boards to aid with steering and stability (above).

“직접 만든 나무 보드 위에서 파도를 탈 때면 마치 바다에서

“Riding my handmade wooden board makes me

웬만한 장애물은 다 부딪쳐봤고, 뭐든 혼자 힘으로 다

obstacle,” says Burnett. “This helps me hugely when

내 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평생 서핑을 해온 서퍼이자

feel like I’ve earned my place in the sea,” says Matthew

극복해냈으니까요. 그 경험은 학생을 지도할 때 큰 도움이

guiding students through the process.” Laughing, he adds,

케이프타운 서핑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 중인 매슈 크레이머의

Kramer, a lifelong surfer and member of Cape Town’s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교육 과정은 아예

“Besides, there weren’t any courses when I started out.”

말이다. “무언가 내부에서 강렬하게 끓어오르는 듯한 기분을

thriving surf scene. “I feel initiated. I know what’s inside

없었거든요.” 너털웃음을 지으며 버넷이 말했다.

느낍니다. 이 보드 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this thing, just how much effort, love and attention to detail

전체적인 완성을 위해 세세한 것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is engrained in its makeup, and I’m going to take a great

무려 6세기경 태평양 중남부에 펼쳐진 폴리네시아로 거슬러

was built in 1926 by the American pioneer Tom Blake,

애정,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가능한 한 오래

deal of care to ensure it stays with me as long as possible.”

올라간다. 근래 들어 처음으로 목제 서프보드를 제작한 이는

whose super-fast boards soon took the surfing world by

미국의 톰 블레이크로, 1926년 그가 만든 보드는 엄청난 속도를

storm. That all changed in the 1950s, when faster, lighter

Kramer built his board in a course run by Patrick

함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크레이머는 패트릭

Dating to sixth-century Polynesia, wooden surfboards
are as old as the sport itself. The first hollow wooden board

목제 서프보드의 역사는 서핑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버넷이 운영하는 ‘버넷 우드 서프보즈’의 교육 과정을 통해

Burnett of Burnett Wood Surfboards (BWS). Like many

자랑해 서핑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1950년대

synthetic boards (made from a combination of fiberglass

자신의 보드를 제작했다. 최고의 장인 대부분이 그렇듯 버넷 역시

of the best craftsmen, Burnett is self-taught. His first

들어서 훨씬 더 빠르고 가벼운, 섬유유리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and polyurethane) put an end to the era of wood.

독학으로 목제 서프보드 전문가가 된 사람이다.

wooden surfboard, made in 2007, was supposed to be a

합성 보드가 등장하면서 나무 보드의 시대는 사라지는 듯했다.

At least that’s what everyone thought. In recent

one-off project, but as soon as he’d experienced the rush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당시에는 일회성 시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of riding a wave on what had a few weeks earlier been “a

미국 동부의 메인 주, 유럽의 아일랜드, 호주, 아프리카의 모로코

Australia and Morocco have resuscitated a dying art.

해도 고작 널빤지에 불과했던 보드 위에서 파도를 경험한 그는

pile of planks” he started planning his next board.

등 여러 지역의 공예가들 사이에서 사라져가는 목제 서프보드가

“There are loads of reasons to make surfboards out of

재현되기 시작했다. “나무로 서프보드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wood,” explains Burnett. “It’s exceptionally beautiful,

2007년, 버넷은 생애 처음 목제 서프보드를 만들어보았다.

What followed was a learning curve almost as steep

곧바로 다음 보드를 제작할 계획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후

years, craftsmen in places as diverse as Maine, Ireland,

케이프 반도에 위치했던 자신의 첫 작업실에서, 높기로 유명한

as the legendary waves near his workshop on the Cape

많은 이유가 있어요.” 버넷의 설명이다. “먼저 그 어떤 자재보다

it’s a sustainable resource and it’s also very buoyant

그곳의 파도만큼이나 맹렬하게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 케이프

Peninsula — where the Atlantic and Indian oceans meet,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부력이 좋고 대단히

and flexible. Advances in construction techniques

반도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조우하는 지점답게 상상 이상으로

and home to an incredible variety of high-quality surf

유연하기까지 해요. 제작 기법과 서프보드 디자인의 기술적 진보

and surfboard design allow me to create bespoke,

근사한 서핑 장소가 산재한 곳이다. “목제 서프보드 제작법을

spots. “I view being self-taught as a blessing, as it means

덕에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서핑에도 최적화된, 맞춤형

performance-oriented surfboards that are not only

독학으로 습득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I’ve encountered — and surmounted — every possible

서프보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요.”

beautiful to look at, but are also a pleasure to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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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표면의 불필요한 풀을 제거하는 모습(아래). 패트릭 버넷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오른쪽). 제작 과정을 수료한 니콜라 버레이너가 자신이 만든 보드를 들고
서핑을 하기 위해 블루버그 해변의 파도를 향해 가고 있다(오른쪽 페이지).

Excess glue must be scraped from a board’s surface (below). Patrick
Burnett, who has been building wood boards since 2007, gives some
pointers to a student in one of his classes (right). Nicola Verreynne,
a former BWS student, heads into the waves at Big Bay (opposite).

파도를 타듯 버넷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NICE RIDE Eventually, Burnett reached a stage where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버넷 우드 서프보즈에서 운영하는 3일과

he felt compelled to share his knowledge with others.

6일의 교육 과정은 목재의 종류, 환경 요인 분석, 디자인 역학 등

BWS’s three- and six-day courses cover all the theoretical

모두 바다와 서핑에 대한 사랑만큼은 남다르다는 공통점을 갖고

and places, but they all share a love of the ocean and of

목제 서프보드 제작 이론과 실용 부분을 모두 다룬다.

and practical aspects of building a wooden surfboard,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남아공 출신의 산업 디자이너 니콜라

surfing. They’re also usually drawn to the boards because

including types of timber,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버레이너는 이 과정에 등록한 계기가 자신이 가장 큰 열정을 품고

of their environmental credentials — conventional foam

and the design dynamics underpinning wood boards.

있는 목공예와 서핑이 결합된 분야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boards have a terribly high carbon footprint.

학생들은 실제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전, 보드의 형태를
정하면 학교에서 버넷이 컴퓨터로 만든 템플릿을 이용해 뼈대를
만들어준다. 수업 첫날은 보드 외관에 쓰일 목재를 고르는 것으로

Students first choose a board shape, and a plywood

for a back-to-basics crafting experience that is inextricably

넓혀도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버넷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력과 출신은 다르지만, 이들

linked to nature. Students come from diverse backgrounds

One such student is South African industrial designer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정말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하루를 시작한다. “각각의 나무판은 모두 그 나름의 독특함과

frame is cut by a CNC router using one of Burnett’s

쓰임새가 있습니다.” 버넷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목재의 표면을

computer-generated templates. The first morning starts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패트릭은 자신의 일에 열정이 넘치는

combined two of her greatest passions: working with wood

코팅 처리하는 라미네이팅, 몸체 제작, 보드 전체 형태 잡기의

with students selecting the timber for the exterior of their

사람이고, 모든 수업에 정성을 쏟죠. 각 과정을 잘 따라올 수

and surfing. “The experience really inspired me,” she says

순서다. “한 수업당 정원을 최대 6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맞춤형

boards. “Every single piece of wood is unique and perfect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우리를 지도하면서 각종 도구와 재료,

during a surf session at the famous Blouberg Beach. “And

교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드를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죠.”

in its own right, so it’s a very personal thing,” says Burnett.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가르쳐줍니다. 그 모든

at the end of it all, I got to surf on a board that is utterly

After students have made their choice, they move on to

과정의 마지막에는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나만의 개성으로

unique in every sense of the word. I love the fact that when

laminating, building and, finally, shaping their boards.

채운 보드를 타고 서핑을 즐기는 거죠. 햇살과 물보라에 반사되어

I surf my board, it seems as though the wood changes

나무 색깔이 변하는 듯 보이는 것 또한 큰 즐거움입니다.”

color as the sunbeams and salty water reflect off it.”

학생들에게 에폭시 수지로 코팅하는 법까지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이 과정은 수업 이후에 학교 측에서

“I want students to experience the joy that comes from

대신해준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Nicola Verreynne, who enrolled because the course

버레이너는 블루버그 해변에서 진행된 서핑 강습 시간에

자신의 손으로 서프보드 목공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굉장한

working and solving problems with your hands,” continues

일이라고 버넷은 말한다. 버넷 우드 서프보즈의 교육 과정은 목제

Burnett. “Of course, it’s important that they take away a

서프보드로 서핑할 때 바다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surfboard made me really understand that I’m connected

서프보드 전문 제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으로

beautiful, one-of-a-kind surfboard at the end of it all, but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존재의 일부라는 느낌이죠. 우리가 그

to the ocean. I’m a part of something greater than myself,

돌아가 자연과 합일되는 공예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the process can’t be separated from the product.”

일부가 될 때만이 진정 그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and I now see that we can only truly care for something

새롭게 깨달았어요.”

when we’re a part of it.”

열려 있다. 목제 서프보드를 제작해 팔기엔, 전 세계로 눈을

The course is designed for surfers who are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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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머도 들뜬 어조로 한마디 거들었다. “직접 제작한 목제

글 닉 달 사진 에릭 네이선

Kramer is similarly effusive. “Riding a wo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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