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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한 테이블웨어 디자인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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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상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기하학적 패턴은 조형표현에 있어서  20세기 이후 예술
가들의 작품을 통해 재구성되어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패턴의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는 외형뿐만 아니라 문양 장식을 통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있다. 

기하학적 패턴의 문양장식은 단순화되고, 이성적이며 현대적인 세련미와 잘 어울린다. 이렇듯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
한 문양은 팔각형, 반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도형들을 이용하여 단순한 미로 현대인에게 만족감을 준다. 

또한, 기하학적 패턴은 규칙적이고 단순명료하여 시각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유도하며 운동감과 속도감이 주는 역동
성으로 3차원적 공간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주목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테이블웨어에서도 이러한 
기학학적 패턴을 이용한 디자인은 강한 주목성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또한 이는 우연성의 요소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재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반복구성은 테이블웨어를 
만드는 많은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테이블웨어 디자인을 더욱 더 고급화하여 도자 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기하학적 패턴, 문양, 테이블웨어, 도자산업

Abstract They are used as a symbol representing some meaning of an object. Geometric patterns in the 
formative arts have been recasted by artists and used to express modern images. Simple shapes of geometric 
patterns create beauty with their outward appearance and decorated patterns. The simpleness of decorated 
patterns go with restrained, rational, and modern concepts. The patterns decorated with geometric patterns use 
geometric figures such as octagon, triangle, quadrangle, etc. and they give satisfaction to modern people. They 
are also regular and simple, so they can create impactive visual effects and three-dimensional space can be 
created with these dynamic patterns. Therefore, attractiveness of shape which gives enjoyment is also found in 
tableware design using geometric patterns. Using geometric patterns in tableware design is not based on a 
chance factor, so it is possible to objectify and reproduce the patterns. These repetitive designs can influence a 
lot of designers working on tableware and help improve the tableware designs. It is also considered that those 
designs are able to create new opportunities to produce a high value product in the ceramic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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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인간의 기본인 식생활은 문화  배경이나 시 정신을 

나타내는데 식생활 패턴이 변모 발 함에 따라 음식을 

담아내는 식기는 단지 용기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  아

름다움을 달함으로써 음식의 맛과 분 기를 돋우는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 주방디자인의 패션화

와 동·서양 문화의 퓨  상은 식기의 다양화와 세분화

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향은 인의 식생활과 

라이 스타일에 부응하는 합리 이고 미 인 식기 개발

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하학 인 문양을 

통한 테이블웨어를 디자인함으로써 통과 의 퓨  

상과 식기류의 패션 감각과 품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연구하여 개발하는데 그 목 을 둔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테이블웨어를 식탁문화의 퓨  상에 

따른 식기 사용의 세분화, 문화, 다양화 욕구를 효율

으로 만족시키고자 기하학  형태를 테이블웨어 디자인

에 활용하고 테이블웨어의 이론  배경과 디자인을 분석

하여 국내, 외 시장의 수요조사를 실시, 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 다.

첫째, 팔각형, 반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  도

형들을 이용한  패턴을 도면화 하 다.

둘째, 도면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원형을 제작하 다.

셋째, 거푸집을 제작하고 석고를 건조시킨 후 거푸집

에 슬립과정을 거쳐 기물을 탈 한다.

셋째, 탈  후 건조과정을 통해 1차 소성한다.

넷째, 라워 무늬를 그린 후 2차 소성 후 완성 완제품

이된다.

이 제작과정을 통해 최종 디자인된 두 세트의 테이블

웨어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테이블웨어를 통해 다양한 

식탁 표 을 연출할 수 있고 통과 의 조화로운 

은 감성과 감각의 이미지로 새롭게 개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테이블웨어의 일반적 고찰 

2.1.1 테이블웨어의 개념

식생활에 한 개선의지와 올바른 식문화에 한 욕

구가 늘어나면서 주방 설비들에 한 개발은 필수 불가

결이 되었다. 이로써 선보인 주방 용품들은 사용자의 편

의를 우선 으로 고려한 기능 인 제품들이었고, 여기에 

미 인 가치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주방용품들

이 탄생하게 되었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라이 스타일에 

따른 식공간은 이제 문화, 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

하고 있다. 요리의 즐거움은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

에 있으나 때로는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아

름다운 주방용품들에게서 얻기도 한다. 실용 인 주방용

품에 더해진 심미성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즐거움을 

선사한다. 실용 인 측면과 심미 인 측면을 동시에 표

할 수 있는 이러한 소품들을 극 활용하는 데코 이

션이 새롭게 부각되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한 요소로 자

리 잡고 있다.

<Table 1> Tableware type and function
TYPE FUNCTION

Flatware
Tools used to eating

ex : fork, knife, spoon

Dinnerware
A plate for food

ex : plate

Cup

A small bowl required for drinking  beverages 

such as tea or coffee

ex : cup, glass

Linen
Cloth covering the table

ex : tablecloth

Centerpiece

Oraments placed  at the center of table for 

livening up the mood

ex : epergne

2.1.3 테이블웨어 디자인의 발전

최근 테이블웨어의 디자인 경향은 동서양이 혼재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향으로 동양 음식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차 문화라든가 젓가락 사용

이 서양에 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테이블

웨어 스타일도 동서양을 아우르는 모양으로 변하면서 미

니멀리즘 스타일(Minimalism Style)을 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유행할 양식  가장 주목해야 할 트 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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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미니멀리즘을 꼽을 수 있다. 단순하고 깨끗하며 

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테이블웨어 에서도 최고의 인

기를 리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생활방식이 다양해질수록 이로부

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 으로 더 커지기 때문

에 단순미의 미니멀리즘이 각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나

친 곡선보다는 직선을, 다양한 컬러가 아닌 모노톤을 장

식 인 디자인 보다는 실용 인 디자인을 선호한다.

<Table 2> Tableware Design Trend 

2.2 테이블웨어 시장의 현황

2.2.1 국내시장 현황

한동안 모더니즘이 디자인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심 한 디자인 = 세련됨’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리고 심

함은 이제 인 디자인을 뜻하는 명사처럼 사용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 짙어져 장식이 제한

된, 극도의 미니멀한 제품들이 모더니즘이라는 명제하에 

탄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쪽에서는 ‘미니멀한 디자인

이 인 아름다움을 하는 반면 표 의 제약을 

래하기도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발견

되는 경향  하나가 바로 문화에 바탕을 둔 보다 장식

이고 인간 인 근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더 좁아지는 세계무 에서 나라별로 문화 , 역사  배

경을 활용해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는다.

바쁜 인에게 하나의 트 드로 자리 잡고 있는 패

션과 인테리어를 비롯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활기와 리듬

감이 느껴지는 갖가지 표 으로 이들의 속도감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재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하거나 진부한 

디자인 보다는 세련되고 활동 인 형태로 인들의 이

미지를 완성한다. 

<Table 3> Domestic market condition of Tableware

2.2.2 해외시장 현황

세계 테이블웨어 시장은 로벌화, 정보화, 자본화 시

에 발맞춰 경제 블록화 상과 무한 경쟁 체제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 고부가 가치의 신제

품을 연구 개발하고, 설비의 자동화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확 , 인 자원의 양성, 문 경 인을 통한 체계

 운  리를 통해 비교 우 의 치를 확보하기 해 

극 처하고 있다.

반 인 경기부진으로 소비수요가 많이 감소한 것과 

맞물려 주방용품 수요역시 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4> Foreign market share of kitchen supplies

 

최근 인기를 모으는 제품은 주로 스테인리스스틸과 

크롬니  소재의 제품이며, 통 인 문매장을 통한 

유통과 더불어 슈퍼마켓, 우편 주문 매, 인터넷 매 등

의 경로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 제품의 수출은 부

분 EU국가와 미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은 이탈

리아 등 유럽국가와 국, 만, 한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테이블웨어 제품은 경기부진의 향을 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소비 축으

로 인해 가정용 제품의 매가 감하고 있는 것과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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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호텔, 식당 등 형고객의 수요 역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유리잔, 실내장식용 크리스털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소폭이나마 매출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도자기 제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난 90년  에 비

해 최근의 매출은 무려 40%나 어든 5억8천만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도자기 제품 업계

에도 발상의 환이 요구되어 도자기 제품이 더 이상 '귀

품' 이 아닌 '갖고 싶은 소비재'로서의 이미지로 시장

에 어필하기 시작했다. 가령, 크기가 큰 스타 시, 2인

용 아침 식사용 식기 세트, 패스트푸드에 합하도록 유

머러스한 디자인, 아시아 풍의 각진 시, 용도별로 다양

한 커피잔 등 소  신세  감각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기존의 국, 미국, 독일, 일본의 통 도자기 제품의 꾸

한 강세에서 원색 이고 기하학 인 디자인과 컬러의 

제품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2.3 테이블웨어의 작품연구

2.3.1.디자인 개발과정

본 연구과정은 사각형에서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출이 가능하여 mix & match 코디네이션의 다양한 변

화를 특징으로 개발하 다.

2.3.2.디자인 컨셉 및 요소추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테이블웨어 디자인의 방향성

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Table 5> Tableware Design Concept

2.4 테이블웨어 디자인 개발

2.4.1 디자인도면 

도출된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도면을 

제작하 다.

[Fig.1] Design 
draft

    [Fig.2] Design 
draw

2.4.2 소지의 구성비

시작품으로 사용된 태토는 백색도가 뛰어난 실크소지

를 사용하 다. 소지의 성입자를 분산시켜 응집 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해교제는 규산소다(물유리)를 사

용하 다.

<Table 6> molding mixing ratio

MATERIAL SILK SOIL WATER
SODIUM 

SILICATE
TOTAL

mixing 

ratio(%)
60∼50 26∼40 0.6∼0.8 土100

2.5 작품 제작과정

2.5.1 원형제작

도면화된 디자인을 석고로 모델링하여 입체화된 형태

를 만든다.

2.5.2 배출 주입성형

흡수성 인형틀(석고)에 슬립(slip)을 흘려 넣어 성형물

체를 만드는 기법으로 슬립(slip)이 석고  내벽에 착되

어 일정한 두께가 형성되면 석고 거푸집 안에 여분의 슬

립(slip)을 깨끗하게 쏟아내고 일정한 시간을 두면서 건

조 상태를 조 하여 성형한다.

2.5.3 제작과정

테이블웨어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제작할 식기(plate)의 도면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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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draws

② 도면을 바탕으로 다음 과정을 통해 원형을 제작하

다.

  

[Fig. 4] Gage               [Fig. 5] bottom plate

 

[Fig. 6] Inside form         [Fig. 7] Outside form

[Fig. 8] Original form

③ 거푸집을 제작하고 석고를 건조시킨다.

[Fig. 9] Molds 

④ 거푸집에 슬립을 주입한 뒤 1시간정도 경과되면 석

고내벽에 균일하게 두께를 형성하게 된다. 일정한 

두께가 형성되면 슬립을 배출한다. 슬립을 배출한 

다음 약 1시간정도 기물의 건조 상태를 찰한 후 

기물이 어느 정도 건조되면 탈 한다. 탈 한 후 

서서히 건조 시킨 후 1차 소성 한다.

[Fig. 10] First Plastic

⑤ 라워 무늬의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발라 2차 소

성을 마치면 완제품이 된다.

[Fig. 11] Final Plastic

2.6. 완성작품 테이블웨어의 조형적 특징 

기하학  패턴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디자인은 직선

인 미니멀 형태에서 자유로운 선으로 연결된다.

한 규칙 인 사각형에서 사각형, 팔각형, 반원 등 다

양한 형태로 변형, 재구성함으로써 연속 인 변화․ 칭

으로 공간감을 보여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출 

변화로 미 인 가치와 실용  가치를 더해 새로운 테이

블웨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미학   개념이 형태화하여 칭, 균

형, 변화, 등의 특징으로 조형성의 요한 요소가 테이블

웨어의 모던함과 술  감각의 가치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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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esigned Tableware (A-type)

  

[Fig. 13] Designed Tableware (B-type)

3.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개념과 시 정신에 부응하는 테이

블웨어의 필요성을 감지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다양

한 테이블웨어의 패션화와 퓨  상에 따른 열린 코디

네이션 개념을 인 감각의 기하학 인 패턴을 사용, 

테이블웨어 디자인에 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형태에 있어서는 사각형에서 변형된 팔각형, 반

원, 삼각형 등의 형태로 재구성되어 개성 있는 

다양한 연출의 효과  이미지를 창출하 다.

둘째, 색채에 있어서 화려한 라워의 문양과 세련된 

색채를 표 ,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 다.

셋째, 기능 인 면에서 사용자의 감성과 감각으로 다

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mix & match의 코디네

이션으로 기존의 단순하고 고정된 세트 개념의 

단 인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시도하여 

테이블웨어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테이블웨어 

제작에 있어서는 창의 이고 기능 인 디자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으로 발달된 제작기술을 연결시켜야 다

양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한 테이블웨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테이블웨어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술이나 디자인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며 미흡하나마 본 

연구가 조형 인 테이블웨어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

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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