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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도예는 다양한 표현장식기법으로 영역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장식기법 중 실루엣기법은 사물 
형태표현의 대표적인 표현기법이다. 이는 형태의 외형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내부의 형태는 생략하는 방법으로 간략함과 
강렬함을 주며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일깨우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작 작품 “도토리 이야기”를 주제로 
설정하여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미지와 연관되는 소재들을 실루엣기법으로 디자인하고 이를 벡터그래픽을 활용하여 전사지
제작을 하였고 제작된 전사지는 전사기법으로 도자 접시에 표현하였다. 완성된 작품의 이미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다의적 
해석을 유도한다. 따라서 도자 표현장식의 단순한 장식적 기능을 넘은 본 연구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상상력과 미적 감수
성을 일깨우는 도자디자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실루엣, 전사기법, 도자예술, 벡터그래픽, 융복합
Abstract  Modern ceramics is exploring the expansion of the area with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The 
silhouette technique among various expressive decoration techniques is a representative expression technique of 
object form expression. This emphasizes the outline of the form and expresses it and omits the inner form. It 
gives simplicity and intensity, and awakens aesthetic sensibility and imagination. Therefore, the researcher 
designed the material related to the core image of the story by designing it as a silhouette technique by using 
the "Acorn Story" as a subject and then making the transfer paper by using the vector graphic. The transferred 
paper was expressed on a ceramic plate by transferring technique. Therefore, I hope that this research, beyond 
the merely decorative function of ceramic expression, will become a ceramic design that will awaken 
imagination and aesthetic sensibility in digital informa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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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21세기 현대 사회는 경

제성장과 더불어 빠른 사회적 변화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예술 영역의 무한 확장으로 전통적 예술의 고유한

영역간의경계가무너지고다원화된체제로발전하고있

다.

그 동안 도자분야도 예술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가들의 끊임없는 창작욕구,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

탐구와제작과정그자체를조형적대상으로현대미술의

영역과 교류하며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기위해점토뿐아니라섬유, 금속, 종이, 나무등

다양한타장르의다양한재료와표현장식기법으로영역

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1]. 이러한 작가들의 끊임없는

창작욕구는도자표면의단순한표현장식적기능을넘

어 작가의 독창적 내면세계의 표현과 더불어 소비자의

심미성과 실용성의 충족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양한 장

르의 표현장식기법중실루엣기법은사물의형태표현의

대표적인 조형방식으로 형태의 외형을 강조하여 표현하

고내부의형태는생략하는방법으로간략함과강렬함을

주는 특성이 있다[2]. 또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표현에

의해 보는 이에게 흥미와 공감을 환기시며 다의적 해석

을 유발시키는 창조적 표현방법이다[3]. 이에 본 연구에

서 작품 “도토리 이야기”를 주제로 설정하여 공간적, 사

실적, 집약적으로 단순화 시킨 스마트폰, 도토리, 다람쥐

등도토리이야기의이미지와연관되는소재들을등장시

켜실루엣이라는독특한표현기법의이미지를벡터그래

픽을활용하여디자인하고이는전사지로제작되어전사

기법을 통하여 도자접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연구는 문헌, 연구논문, 작품집, 단행본, 전시회등

을중심으로한문헌고찰과연구자의작품제작을중심으

로 하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제작의이론적배경인실루엣기법과전사기법

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작품을 살펴본다.

2. 작품연구로는 실루엣이라는 표현기법을 벡터그래

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토리상의 중요한 장면

의특징적인요소를찾아이를모티브로디자인한

다. 디자인된이미지는전사기법으로재벌이된접

시위에부착하여780-840℃상회소성하여표현한다.

2. 본론
2.1 실루엣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실루엣(Silhouette)이란, 불빛에비친물체의그림자에

서 보이는 윤곽, 영상을 말하며 그림자의 프랑스식 표기

이다. 18세기 무렵에 검정색 종이를 잘라 연한내지 위에

붙인옆모습의초상화에서부터시작되었으며, 이는종이

오리기 공예가였던 에틴느 드 실루엣(1709-1767)장관이

이러한형식의초상화를좋아해실루엣이라는용어가정

착되었다[4]. 그후실루엣은그림자나모든사물의외곽

선을지칭하는말이되었다[5]. 실루엣기법은이미석기

시대의동굴벽화, 이집트고대벽화, 고대그리스의꽃병,

그림 등, 에투루리아 도자기에서부터 여러 시대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이집트의 고대벽화에서도 죽은 자의 영

혼을표현하는수단으로검정색실루엣의형태를발견할

수있다[6]. 또한 1792년실루엣을드로잉하기위한기계

가개발되었으며신고전주의취향에부합되어 1800년이

후다양한기법이개발되었다. 현대미술에서의실루엣은

특히 초현실주의에서 종종 암시적인 수법으로 사용되었

다[7]. 일반적으로 실루엣의 형태는 주로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보여주어야되기때문에검정색으로표현되고있

다. 또한 하얀색 바탕 위에 실루엣의 검정 면은 넓은 여

백과비교되어극적인분위기와대담함이나타나는특징

을 가지고 있다. 실루엣 형상의 검정색은 강렬한 색채대

비를 통해서 시선을 집중시키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

으로써 가려진 속성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를 유

발시킬수있는것이다[8]. 현재는특히뚜렷한윤곽을드

러내는빛과어둠의대조와흑백으로된회화를통해표

현된여러형태의미술을칭하게되었으며사진, 판화, 회

화작업에서 실루엣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2.2 실루엣기법을 활용한 사례작품
2.2.1 남유진의 “The Fragrance of Woman” 
남유진은여성인체의이미지를실루엣으로단순화시

켜투각하여다양한이미지를조형적으로도판위에표현

한 작품이다. 여성 고유의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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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형태와 이미

지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9][Fig. 1].

[Fig. 1] The Fragrance of Woman, Nam yoo jin, 2009 

2.2.2 이예원의 “no title”

이예원은 얼굴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 식기류 디자인

연구에서획일화된식기류디자인에서벗어나실용성의

목적뿐만아니라미의식을갖춘식기류가되도록하였

다. 얼굴의 세밀한 요소들을 모두 생략하였고 얼굴 측면

은실루엣을이용하여그표현이강조되도록반복이되

는 면을 표현했으며,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를 재

구성하여 기하학적 형태에서 단순화된 동적인 이미지를

찾고자 하였다[10][Fig. 2].

[Fig. 2] no title, lee ye won, 1994  

2.2.3 김형종의 “Silhouette”

김형종은인체의형상에서비롯된실루엣을모티브로

설정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구상성과 서술

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두꺼운 판유리를 절단하여 인체

실루엣을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배치시킴으로써 보여지는

그형상의유리는유리와빛이만들어내는시각적착각

(Illusion)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빛의 굴절과 반사를 통

해 존재 가치의 허상을 이미지화 하였다[11][Fig. 3].

[Fig. 3] Silhouettes , Kim hyung Jong, 2009 

2.2.4 양고은의 “unnul of shade”, “eviation”

양고은은 실루엣의 조형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디자

인을 전사지화하여 도자에 표현하였다. 도자접시 위에

작품의소재인책으로공간을새롭게설정하였 이공간

에 현대인들의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심리의 이미지를

명암과 입체감 없는 단순한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다의적공간을넌센스적으로표현하였다[2][Fig. 4][Fig. 5].

[Fig. 4] Tunnul 
of shade, yang 
go eun, 2003

[Fig. 5] Deviation, 
yang go eun, 
2003

실루엣기법활용한작가들의사례작품을통해실루엣

기법은사물의입체감을나타내는명암이없어단순하지

만, 깊이 있는 의미를 담아낼 수 있고, 선으로 표현되는

실루엣의 이미지들은 조용한 평면성, 단순성, 넓은 여백

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을 유발하

는 표현 효과가 있다.

2.3 전사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도자 전사기법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디자인

공예운동이후에도자기생산기술과방법그리고생활양

식의 변화에 따라 유럽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현대에 이

르러전사기법은주로산업도자분야의식기류와도자예

술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12,13]. 전사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기

어베낀다.”는뜻이고전사지는하나의그림을똑같이복

제하여대량생산할수있게인쇄된종이를말하는것이

다. 전사기법은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가구, 섬유 등의

표면에 도안, 그림 등을 붙이기에 쓰인 수법으로 인쇄기

에넣을수없는물체에장식할때주로사용하며이러한

전사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사지로 영어로는 데칼

(decal(decalcomania=장식)), 트랜스퍼 페이퍼 (transfer

picture paper)라고도 한다[14]. 도자 전사기법은 [동판인

쇄] → [석판인쇄] → [옵젯인쇄] → [실크스크린인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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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 전사지는 주로 실크스크린

인쇄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진다.

우리나라의경우 1960년대이후요업의근대화가시작되

었으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외국의 제품을 본 따거나

변형하는 정도였다[15].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전사기법

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컴퓨터 기술과 디지털 인

쇄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더 다양한 컬러의 사용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도예가들은 자신

의 작품에 창의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표현 방식을 다

변화시켰다. 전사기법은현대도예의표현기법으로활용

되어지고 있으며[16], 회화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 개념

의 표현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2.4 전사기법을 활용한 현대 도예 사례작품
2.4.1 하워드 코틀러(Howard Kottler) “The Last 

Supperware”, “Virgin Spring” 
하워드코틀러(Howard Kottler)는산업도자를사용하

고 전통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전사지와의 콜라주기법을

사용하여 도자예술을 새로운 예술적 영역으로 끌어들였

다. 이는 점토에 대한 접근방식의 특수성을 보여주었으

며, 또한 산업제가 수공예로 제작한 작품만큼의 유효성

과과예술의소재로서사용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17][Fig. 6, 7].

[Fig. 6] The Last
Supperware, 
Howard Kottler, 1969

[Fig. 7] Virgin 
Spring, Howard 
Kottler, 1967

2.4.2 피에로 포르나세티(Piero Fornasetti) “Set 
of 4 Balloon-Plates”, “Set of 4 Balloon- 
Plates”

피에로 포르나세티(Piero Fornasetti)는 작품의 모티

브를신고전주의에서얻어자신의스타일과과거의예술

을혼합하여퓨전스타일의작업을하며전사기법을통하

여위트있고다채로운이미지를구현하였고풍부한상상

력의깊이를보여주며초현실적인구성의인상적이미지

를 표현하였다[18][Fig. 8][Fig. 9].

[Fig. 8] Set of 4 
Balloon-Plates, 
Piero Fornasetti, 
1955

[Fig. 9] Set of 4 
Balloon-Plates, 
Piero Fornasetti, 
1955 

2.4.3 로버트 도슨(Robert Dawson) “Willow 
      Pattern with Uncertainty”, “In Perspective 

Willow 1” 
로버트 도슨(Robert Dawson)은 익숙한 장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준다. 작품의 많은 부분은 잘 알려지

거나유명한이미지를원근법의혼란으로변형시키는것

에서시작한다. 특히윌로우패턴(willow pattern)을 자주

사용한다. 변형되어지는 이미지는 안팎으로 움직이면서

시각적으로 불안정 해진다. 또한 의도적으로 조각나고

때로는 흐려져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익숙한 패턴과 이미

지의파괴를통해그는실제삶의경험의불확실성을표

현하였다[19][Fig. 10][Fig. 11].

[Fig. 10] Willow 
Pattern with 
Uncertainty, Robert 
Dawson, 2003

[Fig. 11] In 
Perspective Willow 
1,Robert Dawson, 
1996

2.4.4 폴 메튜(Paul Mathieu) “Stack (Narcissus)”

폴 메튜(Paul Mathieu)는 중국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몰드제작방식으로 제작된 도기 위에 전통도자의 형태와

장식이 상징하는 관습적이고 구태의연한 관념들을 거부

하고전통적인그림과문양대신사진들을전사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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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하였으며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는 작가의 리얼리즘

을 추구하였다[20][Fig. 12].

[Fig. 12] Stack (Narcissus), 2015

현대도예의 다양한 조형적 표현방식 중 전사기법을

작품에활용한작가들의사례작품을통해작가의내적언

어를이미지로구체화하는하였으며사진을활용한회화

적 표현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한 또 다른

경향을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도자기가어떻

게현대미술의자유로운표현형식으로새롭게태어날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작품 제작
3.1 벡터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현대의미술과공예는컴퓨터라는과학과의만남으로

늘새로운이미지를선택하거나창조해야하는예술에있

어서이미지의제작과표현이다양해졌다. 이는예술본

래의 역할인 새로운 인식과 예술에 필요한 상상력을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미술영역에서새로운창작매체로컴퓨터가활용되

고있다[21]. 특히디자인분야에서의컴퓨터그래픽은단

조로운 디자인에서부터 세밀하며 사실적인 표현에 이르

기까지 조합과분절, 복제, 변형, 이동, 회전 등을쉽게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은 래스터

기반프로그램(Raster –based Program)과백터기반프

로그램(Vector–based Program)으로나눈다. 그 중벡터

방식의그래픽프로그램의대표라할수있는프로그램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이다. 일러스

트레이터를 활용한 표현방법은 작가의 사진이나 스케치

를밑그림으로하여 펜툴을사용해서드로잉한후명암

과 색을 채우는 방식으로[22]. 본 작품에는 벡터방식의

그래픽 프로그램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을 사

용하여 전사지 디자인을 하였다.

3.2 전사지 제작
본 작품은 곡면이 있는 접시에 이미지가 표현되어야

하기때문에전사지를이용한간접전사방식을이용하였

다. 전사지는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하였고 안료의

번짐과 이미지 훼손의 방지를 위해 소성이 완료되어 완

성된 기물에 전사지를 붙이는 상회전사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3.3 주제 전개 방법 “도토리 이야기”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확산은 사이버공간

에서 개인의 경험, 지식, 생각, 정보 등을 마음껏 공유하

며 표현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스마트폰과같은이동

통신수단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

간에여러정보를교류함으로써상호관계를구축하고가

치 창출을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다[23].

이에 연구자는스마트폰과 SNS를활용한현대사회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이야기에는디지털적소재와아날로그적소재가복합

적으로 등장하게 되며 디지털적인 요소로는 스마트폰이

등장한다. 그리고스마트폰을통해서다양한이미지들을

보고 소통하게 된다.

여기에서 소통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은 소통을 통

하여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이나 소

통의 주체인 인간은 아날로그적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3] An acorn story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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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대신하여 아날로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연

적요소인도토리와다람쥐를등장시켜이야기가전개된

다. 이야기는총아홉컷으로이루어져있으며각각의접

시에이야기를실루엣으로표현하였다. 실루엣으로표현

된 이미지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 시키는 역할을 하

며 아홉컷의이미지는하나의큰틀안에서순차적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도자 접시가 단순히 기능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는 회화작품의 기능

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다[Fig. 13].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 번째는 어느 날 도토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미지

를 보여준다. 그리고 도토리는 자신과 함께 여행을 하자

는 이야기를 하고 사라진다[Fig. 14].

두 번째 이미지에서의 다람쥐는 도토리가 사라진 것

을 알고 스마트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풀고 도토리를 찾

기 시작하는 장면이다[Fig. 15].

세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도토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Fig. 16].

네 번째는 도토리를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는장면이며이야기의전개와감정이최고도에다

다랐음을 암시한다[Fig. 17].

다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도토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장면이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장면을 눈, 귀, 입 으

로표현하였으며이는정보를보고, 듣고, 말하고를의미

한다[Fig. 18].

여섯 번째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도토리를 찾아내

는 장면이다[Fig. 19].

일곱 번째는도토리를찾고 도토리의 일상을 SNS 로

공유하는 것을 보여준다[Fig. 20].

여덟 번째는 도토리와 다람쥐가 함께 가상의 공간을

즐기는 장면이다[Fig. 21].

아홉 번째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작은 스마트폰 안에

서이루어지며그것이행하여지는장소또한 집안의안

락한 쇼파에서 이루어진 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다

[Fig. 22].

이처럼 아홉 컷의 이야기는 그 구성에 따라 자연스럽

게 이어지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리듬감을 주기

위하여이미지를배치하는데있어서구도를다양하게주

어 구성상의 지루함이 없도록 하였다.

[Fig. 14] find me [Fig. 15] Unlock 
the smart phone 

[Fig. 16] To 
search for acorn

[Fig. 17] Communication 
with people

[Fig. 18] Get 
information 

[Fig. 19] find 
acorn

[Fig. 20] Share the 
daily lives of an acorn

[Fig. 21] Enjoy 
together

[Fig. 22] It comes 
from within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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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사용된 색은 실루엣의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해검은색을주로사용하였고부분적으로녹색을사용

하여 색에 담긴 의미를 함께 전달하고자 하였다.

검은색은 디지털적인. 기계적인. 현대사회의 모든 것

을 흡수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

상의 공간을 상징한다. 또한 강한 흑백의 대비는 강렬함

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녹색은 검은색과의 대비를 통하여 전체적인 감정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녹색은 마음의 근심, 걱정

을 진정시키는색이며또한자연을의미하는색이기도

하다. 녹색의 선들은 자연을 상징하는 도토리와 다람쥐

그리고이들과소통하는인간을연결시키고이야기가가

득 담긴 실타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검은색이 디지털적

느낌을 표현한다면 녹색은 아날로그적 느낌을 표현하기

에 적합하다.

디자인구성의캐릭터의특징은다음과같다.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도토리는 아날로그적 이미지보다

는 단순화된 이미지로 변형시켜 픽토그램(pictogram)화

시켰다. 도토리 몸통안의 점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나타낸다. 인간은아날로그와디지털이공존하는모습을

함축적으로대중의느낌을단순화하였고머리모양을말

풍선 모양으로 만들어 소통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가

장아날로그적인다람쥐는있는그대로의모습을자연스

러운 선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Fig. 25].

[Fig. 23] Acorn [Fig. 24] people [Fig. 25] Squirrels

4. 결론
현대도예는단순히점토를빚어생활도자기를제작하

는 단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현장식기법으로 영역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자는 실루엣

기법과 전사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 작품을 바

탕으로연구자의제작작품인 “도토리이야기”를주제로

설정하여 실루엣기법을 전사지디자인을 위한 요소로 활

용하여유희적이며 무한한상상력을유발하고자하였다.

또한 벡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그래픽 툴

만이표현할수있는정확한형과선, 반복되는이미지의

디자인을개발하고이를도자에전사기법을통해응용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도자 접시가 단순히 기능성만을 위

한것이아니라이미지를감상할수있는회화작품의예

술적기능도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자하였다. 앞으

로예술적가치를창출할수있는다양한시도와다양한

장르의 융복합적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창조자로써의적극적인자세를가자고예술적새로운가

치를 창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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