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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도자는 식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쓰임새

있는 도구나 제품으로만 한정치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

되어 작가의 의미나 의도를 부여하는 중요한 예술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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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도자예술은 다양한 표현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현대사회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전사기법이 발전하게 
되었고 전사기법은 현대도예의 표현매체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사기법은 단순히 획일적이며 대량생산을 위한 현
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에 비해 소공예 작가들이 전사기법을 활용해 그들의 작품에 응용할 예술적, 이론적인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사기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가의 개성과 예술성을 전사기법으로 표현한 현대 
도예작가들의 작품을 고찰해 봄으로써 전사기법이 현대도예의 표현 매체로 도자공예의 미적 예술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전사, 융복합, 피에로 포르나세티, 하워드 코틀러, 마렉 세큘라
Abstract  Modern ceramics art has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Among them, the digitization of modern 
societ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and the technique of transfer printing has 
been utilized as medium of expression of modern ceramics. However,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is merely 
uniform and does not give enough information to utilize the artistic expression of the craftsmen using the 
technique of decal rather than actively utilizing it in the field for mass produ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works of contemporary pottery artists wh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and express the artist 's personality and artistry with transfer printing technique, so that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can enhance the aesthetic and artistic effect of ceramic art as the expression medium of 
modern ceramics. We want to lay the foundations for a higher value-add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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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매체로서그영역이확대되었다. 이에천용환은 “도

자예술은 일류의 문명사와 더불어 인간의식을 집약해온

예술형식의 하나로서 20세기 들어와서는 현대도예라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1].

또한 현대사회의경제성장과정보의디지털화를통해삶

의급격한변화양상과더불어산업화, 디지털기술의발

달이 가속화되면서[2] 안료나 기법이 발전하였고, 특히

전사지와 디자인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형식에

머물렀던 도자장식의 한계를 넘어 도자 표면에 더욱 다

양하고 섬세한 감각적이며 융복합적인 디자인이 가능하

게 되었다[3]. 현대에 이르러 전사기법은 주로 산업도자

분야의식기류와도자제품들에도자예술의새로운예술

적 표현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5]. 그에 따라 기본적인 유약의 색이나 전통적인 무늬

혹은 형태, 기법만으로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부

족하게되고작가들은더욱더화려한안료, 새로운기법

으로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위한 작업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이후 등장한 도자예술

의 새로운 표현인[6] 전사기법을 이용한 현대도예 작가

들의작품중작가의의도와의미를잘보여주면서상업

성과예술성혹은소장가치의욕구를충족시키는작품들

을 고찰해 보며, 전사기법이 현대도예의 표현 매체로 활

용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1960년대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현대도예작가들의

전사지를 매개로한 전사기법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전사

기법을도자접시에활용한현대도예작가들의작품들의

다양한 표현의 의미와 의도작가의 다양한 작업들 중 접

시작업을 위주로 작품에 대한 의도와 표현을 어떻게 나

타내었는지 피에로 포르나 세티(Piero Fornasetti), 하워

드 코틀러(Howard Cottler), 멜로디 로즈(Melody Rose),

마렉 세큘라(Mareck Cecula),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5인의 작품에 대하여 관련 전시회 도록, 연구 논

문, 단행본, 정기 간행물,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기반으

로 고찰하였다.

2. 본론
2.1 전사기법의 이해
전사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기어 베낀다.”는 뜻이

고 전사지는 하나의 그림을 똑같이 복제하여 대량생산

할수있게인쇄된종이를말하는것이다. 전사기법은도

자기, 유리, 플라스틱, 가구, 섬유등의표면에도안, 그림

등을붙이기에쓰인수법으로인쇄기에넣을수없는물

체에장식할때주로사용한다. 박계혁은 “도자기의전사

는 ‘디자인을 도자기 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옮긴다는 것.’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전사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전사지로 영어로는 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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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paper)라고도 한다.” 라고 하였다[7].

도자 전사기법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디자인

공예운동이후에도자기생산기술과방법그리고생활양

식의변화에따라유럽에서처음개발되었다. 그리고 [동

판인쇄] → [석판인쇄] → [옵젯인쇄] → [실크스크린 인

쇄] 순으로발전하였으며공근수는작업방법과인쇄방법

에 따라 전사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8]<Table 1>.

work method

Over-glazes Decoration

In-glaze Decoration

Under-glazes Decoration

How to print

Copper printing

Offset printing

Silk screen printing

<Table 1> Classification of transfer paper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요업의 근대화가 시

작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외국의 제품을 본 따

거나 변형하는 정도였다[9]. 하지만 최근의 전사지는 주

로 실크스크린 인쇄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지며, 컴퓨터기술의발달로인하여디지털인쇄

기법이 생겨 더욱더 섬세한 표현과 다채로운 컬러의 사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쇄의 발달

로사진의무한복제와변형이용이하다는점은도자공

예를 탈 공예적이며 비 전통적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도예의 표현기법으로 활용되어지

고있다. 수잔페터슨(Susan Peterson)은저서에서 “도예

가들에게 초현실적 시각효과를 탐구할 수 있는 실험적



A Study on Convergence Expression Using Transfer Printing Techniques in Contemporary Ceramic A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35

표현기법이다.” 라고 하였다[10]. 이처럼 실크스크린 기

법, 디지털인쇄 기법의 도입과 전사지의 발전으로 현재

도자분야에서 대량의 도자기를 빠르게 생산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사기법은 상업적인 면에서나 예술적인 면에

서다양하게사용되어지고있어 새로운산업디자인개념

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사기법을 이용한 표현
전사기법을 이용한 현대도자의 표현형식은 전통기법

에새로운장식기법의표현으로현대도예의새로운관점

과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우관호는 “전사는 디자인에

있어서 가는 선, 정확한 형맞춤과 동시에 복수제작을 빠

른 시간내에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형태의 장식과 실용

적인 용도를 창출하는데 각광받는 분야이다.”라고 하였

다[11]. 이처럼오늘날도자의전사기법은단순히상업적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900년

경에미국의상업예술가들에의해사용되기시작한인쇄

기법인 실크 스크린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 하나의 새

로운 예술로 발달하게 되었다[12].

다음에살펴볼피에로포르나세티를비롯한 5명의 작

가의작품을사례로도자접시의표현매체로전사기법의

형식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1 피에로 포르나세티(Piero Fornasetti)
피에로 포르나세티는 신고전주의에서 모티브를 얻어

과거의예술과자신의스타일을담은퓨전스타일의작업

을 하며 위트있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고 매우

독창적인 스타일이다. 작품 Tema e Variazioni dinner

plate. 2011. [Fig. 1]는 500가지가 넘는여인의얼굴을창

의적으로디자인하여디자인의변화라는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잘보여주고 있다. 흑, 백, 골드, 레드의최소

한의 색으로 마치 모나리자를 보는 듯한 고전적인 느낌

을 주는 그의 작품은 풍부한 상상력의 깊이를 보여주며

초현실적인구성의인상적이미지를만들어냈다[13]. 작

품 Tema e Variazioni, Piero Fornasetti, 2011. [Fig. 2]접

시, 컵, 타일, 티팟, 캔들등유리, 테이블, 의자, 가구, 악세

서리등전사기법을사용할수있는모든사물에다양하

게 접목시키고 있다.

이는 전사기법을 통하여 3차원적인 형상에 2차원적

감각이더해질때나타나는효과의예술성을감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결국 예술성과 상업적인 목적 두 가지를

모두 이루었다.

[Fig. 1] Tema e Variazioni dinner plate, Piero 
Fornasetti, 2011

[Fig. 2] Tema e Variazioni, Piero Fornasetti, 2011

3.2 하워드 코틀러(Howard Kottler)
하워드코틀러는전통적인작업을하면서도전사지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의 대표 작

품은 American Gothic, 1972 [Fig. 3] 이며, 이작품은 전

사지를사용해유머, 섹슈얼리티, 종교와전쟁등정치적

인 주제를 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시각적인 수수께끼

를 보여주기 위해 전사지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콜라주기법을 주로 사용하였

다. 이에송준규는 “파편화되고분해된구조는진실과거

짓의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유머와 위트를 통

해 이를 해학적으로 다루었다.” 라고 하였다[14]. 또한

Peace March, 1967. [Fig. 4]에서는 사회풍자나 정치적

변화를추구하는표현의이미지를복제하여접시에표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도자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 표현을 제시해 주었다. 이처럼 대량생산된 접시에

표현한 전사 작업은 수공예적 참여의 부족을 둘러싼 논

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희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점토에 관한 접근방식의 특수성을

보여주며, 산업제 또한 얼마든지 예술의 소재로서 사용

될 수 있다는 점과 수공예로 제작한 작품만큼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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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15]. 그리고도자예술

이보여주지못한새로운표현력을나타내는데기여했고

도자예술이 도자재료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미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Fig. 3] American 
Gothic: Playmate 
Conditioner, 
Howard Kottler, 1972

[Fig. 4] Peace 
March, Howard 
Kottler, 1967

3.3 멜로디 로즈(Melody Rose)
멜로디 로즈는 골동품이나 빈티지 본차이나 위에 다

시 전사와 도금을 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작업을 하

였다. 원래의 빈티지적인 이미지 안에 현대적인 주제를

추가하여 빈티지 그릇에 새로운 감각을 부여한다. 그녀

는 “작품 Urban Nature, 2011. [Fig. 5]은독수리, 나비, 잠

자리등으로자연을사랑하는도시의사람들을표현하는

도시와자연을나타내고, Modern SurRealist, 2011. [Fig.

6]은초현실주의의사랑에대한영감을현대적으로비틀

어 표현한 현대 초현실주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Rock

and Roll, 2011. [Fig. 7]은맥시코의 ‘죽은자의날’을상징

하는소녀와해골장식으로표현하였다” 라고하였다[16].

이러한세가지의핵심적인주제들로기존의접시가가지

고 있는 장식성과 더불어 자신의 의도와 의미를 조화롭

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디자인의 접시가 모

였을때의믹스매치는멜로디로즈만의독특함의표현이다.

[Fig. 7] Rock and 
Roll, Melody Rose, 
2011

3.4 마렉 세큘라(Marek Cecula)
마렉세큘라는자신의작품 Last Super, 2004, [Fig. 8]

에서는고전의이미지를전사지를이용하여접시위에프

린트 하고 그 접시들을 바닥에 나열하거나 겹침으로써

원본이가지고있는의미를재해석하는새로운도자예술

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접시위에 프린트된 기존의 이미

지는접시들이나열되는과정에서다시새로운이미지처

럼 보여진다. 재현된 카페의 이미지만 남김으로서 원본

이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 상징성을 상실하고자하였다.

또한 자기 카펫 The Porcelain, 2002. [Fig. 9]에서 작

품 전면을 덮고 있는 이슬람스타일의 카펫은 카펫이 담

고있는공예적가치는사라지게된다. 그이유는자기카

펫의 경우 대량생산된 접시와 전사를 이용하게 되면서

카펫만의 수공예적 이미지가 상실되어 분절되고 파편화

된이미지는고스란히접시위에남아있게된다[17]. 그는

자신의작품을통해전통예술이내포하고있는상징성을

상실 시키고자 원본이 가졌던 정보와 가치들을 제거 한

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으며 작가의 반 전통적, 반 공예적 태도를 읽을 수 있

다.

[Fig. 8] Last Supper, Marek Cecul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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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Porcelain Carpet, Marek Cecula, 2002

3.5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프랭크 스텔라는 추상표현주의를 모더니즘으로 돌리

는데 기여하고 곧 이어 등장할 미니멀리즘을 이끌어 내

는 결정적 역할을 한 작가다. 그는 추상에서부터 단순하

고기하학적인시대에따라변화하는디자인을보여주고

자 하였고, 각각의 개체로서의 개념을 강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품 Untitled, 1997. [Fig. 10]은 그의 기존 동판

작업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다양한 컬러의 이미지를

접시에전사기법을이용하여그대로보여주었으며, 작품

Vortex Engraving Plates, 2000. [Fig. 11]은컴퓨터그래

픽을활용하여소용돌이의형상을하나의색과라인만을

사용하여면을형상화시키는이미지를드로잉한후도

자 접시에 전사기법을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이것은 도

자접시역시이미지를보여줄수있는캔버스의확장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표현한 전사기법은 작

가의다른영역으로의확장을좀더쉽게접근할수있도

록 해주는 역할과 전사지 작업이지만 한정판으로 출시

함으로써대중의욕구를충족시키며예술작품으로써의

소장가치를 갖게 하였다.

[Fig. 10] Untitled, 
Frank Stella, 1997

[Fig. 11] Vortex 
Engraving Plates, 
Frank Stella, 2000

4. 결론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등장한 도자예술의 새로운

표현들로전사기법을도자접시에활용한현대도예작가

들의 작품들의 다양한 표현의 의미와 의도를 고찰해 보

았다. 도자기의 표면에 장식하는 기법은 다양하다. 그중

에서도실크스크린의발달로인해도자기에전사지가응

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색상과 다양하고 섬세한

디자인이가능해졌다. 그리고이러한실크스크린과전사

기법이점차발전하고디지털기술의발달로도자기에전

사기법만으로도충분히다양한표현이가능하다는것을

현대도예작가5명의접시작품연구를통하여알수있었다.

5명의 작가들은도자의일상생활에 필요한 쓰임새 있

는 도구나 제품으로만 한정치 않고 작가의 의미나 의도

를부여하는다양한표현의매체로전사기법을활용하여

자신이 의도하는이미지의상징성을 작품에 보여주었고,

다변화하는 내면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표현기법으로 사

용하였다. 즉 획일적인 무늬나 패턴이 아닌 작가의 창의

적인 표현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업들이다. 그

들의 섬세한 표현, 선명한 색상과 디자인의 예술적 표현

은 미학적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된다. 전사기법은 현대

도예의표현매체로서전통적도자의기법들과함께활용

될수있는가능성과하나의예술작품으로써의소장가치

도느낄수있는복합적작업이동시에가능하다는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사기법은 단순히 대량생

산적이며획일화된패턴위주인디자인이라고생각한다.

그러므로 전통기법에 새로운 장식기법을 활용한 현대도

예 작가의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

로도자공예작가들에게다양한전사기법에대한이론적,

예술적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성과 예술성 있는

전사기법 개발을 위해 연구 노력한다면 전사기법은 감

성을표현하는중요한표현매체로써미학을지향하는 21

세기도자공예의내적, 기능적, 미적, 예술적효과를더욱

더높힐수있을것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더욱발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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