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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상품의 미적가치가 강조되면서 상품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상품의 구매요인이 제품의 기능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감성마케팅 공예디자인 개발에 목적을 두고 스토리텔링 개념
의 이해와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공예디자인 사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자접시에 설화인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과거
와 현재가 융합되어 위트 있게 변형되어진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스토리가 담긴 공예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공예는 상품으
로의 가치나 미적 가치에 용이한 분야로 디자인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추구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제 
표현적 가치뿐 아니라 의미적 가치의 부여와 함께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공예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공예산업이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에 활용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스토리텔링, 공예디자인, 별주부전, 디지털전사, 감성마케팅

Abstract  As the quality of life increases and the aesthetic value of the product is emphasized, it tend to 
consider the sensitivity of consumers in designing goods. The importance of storytelling is becoming more 
prominent as the purchasing factor of products shifted from the center of the product to emotional of products.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developing emotional marketing craft design using storytelling is to understand the 
storytelling concept and analyze the case of craft design using storytelling. Craft is an easy-to-value or aesthetic 
value of the goods in the fields of design, diversity and originality can be pursued and has unlimited potential. 
Now, in addition to the semantic value of expressive values with a consumer sensibility need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craft crafts design industr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high value-added industry 
could do more to take advantage of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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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21세기 현대사회는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지닌 새

로운시대이며소비자들도상품의구매에있어서감성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을 원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은 상

품 자체만을 소비하는 시장이 아닌 상품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담아상품이소비자와의교감을유도하는감성

마케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은 매우 논

리적이며분석적인능력을가진이성적인존재이지만감

성적감각적인특성도함께지니고있다. 즉소비의양상

이 감성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좋아

하는인간의본성을고려하여감성마케팅시대에소비자

의감성에호소하는효과적인방법으로스토리텔링이있

다[1]. 이야기는 상품자체 기능에 대한 획일적인 상품의

마케팅에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호감을 갖게 만드는

감성적인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미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감성마케팅의 공예디자인 개발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위해 별주부전 이라는 스토리를 선

택하였다. 별주부전은설화로서위기에서살아남은토끼

의 지략과 거북의 충심의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

예디자인에담아낸다면공예로서의조형미에문학적감

수성을표현할수있게되며이렇게함으로써소비자에

게는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을 위해 공예를 이용하는 것

이아니라문학적예술성을함께충족할수있는감성마

케팅이 될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당대인의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이 오늘날

현대인의시각에서보거나혹은재구성하여도충분히가

치있고흥미로울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자하였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화

중하나인별주부전을스토리로설정하였고등장인물들

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한 별주

부전의이야기가아닌연구자가직접이야기에참여하여

전개과정에서변형을주고자하였으며과거와현재의소

통과 융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변형이 된 이야기는 소

비자들에게새롭게다가갈수있으며공감을이끌어내는

스토리가 담긴 공예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스토리텔링에 대한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스토리

텔링의 개념을 규명한다.

2. 스토리텔링을적용한 감성마케팅공예제품개발사

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3. 별주부전내용을고찰하고중요장면을 일러스트로

재구성하고 장면마다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 이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다.

2. 본론
2.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은가장오래된의사소통의형태이다. 역사

적으로볼때이야기는신화전설말로시작되었으나문

자로만들어지면서글이나만화같은그림으로발전하였

다. 스토리텔링의 사전적 의미는 스토리(story)와 텔링

(telling)의 합성어[2, 3]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문

학에서나온용어이며이야기를서사성을갖춘형식으로

표현 및 전재하는 기법이다[4]. 또한 스토리텔링은 사건

에대한진술이지배적인담화양식이며사건내용이진

술의형식을담화라할때스토리텔링은스토리, 담화, 이

야기가 담화로 변화는 과정의 세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

하는 개념이다[5].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

장르에서흔히쓰이는말로서 “이야기하기” 즉이야기에

참여하는현재성을강조한말이다[6]. 이와 같은 이야기

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의 총체이다. 또한 이것은 스토리라

는 콘텐츠에 스토리를 접하는 사람의 경험을 포함한 것

으로 스토리 자체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접하는 관객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인 것이다[7]. 다시

말해스토리텔링은이야기하는화자와이야기를듣고상

상력을발휘하는청자사이의상호작용이중요하기때문

에인터랙티브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8]. 스토리텔링

의이야기는단순히이야기하는것만을의미하지않으며

이야기사실에자신의주관적인경험을결합하여전달하

며 이를 자신의 경험과 인지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받아

들이기때문에감동적이고감정을자극하여마음을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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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의사소통의 형태이다.

결론적으로화자, 청자, 현재성의 세 가지의 특성으로

살펴볼때스토리텔링의개념은 “현재상황에서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커뮤

니케이션 과정” 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2.2 스토리텔링과 디자인
스토리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텔링은 매체적 특징 표

현의방법연출의측면, 기술의측면까지포함된다. 즉스

토리텔링은이야기에매체적특성에따른연출이포괄된

개념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디자인적기획력이중요시되고있다[9]. 오늘날사람들은

단순히물건을구매하는것이아니라물건을통해자신

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며 물건

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사게 되는 것이다[10]. 디자인은

인간의일상적인모습을다양하게담아내고감성에호소

하는디자인으로변화하고있다. 현대인의소비생활에는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품이 지닌

이미지를구매하고나아가그것을자신의이미지로동일

시하는 과정이 있다. 이제 디자인은 표현적 가치뿐 아니

라 의미적 가치를 부여함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감성과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디자인 개발

이 필요하다.

2.3 스토리텔링과 공예디자인 연구
스토리텔링은상대방에게알리고자하는바를이야기

로설득력있게전달하는것으로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11]. 공예에서도이러한스토리텔링이필요하며현재스

토리텔링 기반 감성마케팅 공예제품개발 사례 작품들을

살펴본다.

김미경[12]은 꽃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프로포즈 쥬얼

리연구에서쥬얼리제작전프로포즈대상자인결혼예

정미혼여성들의선호도를조사후이를토대로꽃말들

중대표적인달맞이꽃, 민들레, 물망초, 다알리아등의사

랑의꽃말과전설을담고있는꽃을모티브하여반지, 목

걸이, 팔찌, 브로찌에적용하여감성적마케팅요소의스

토리 프로포즈 쥬얼리를 디자인하였다.

작가는 꽃의 구성 요소 중 대표적으로 수술의 이미지

와 꽃잎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수술의 흩날리는 듯한 아

름다움을선을이용하여꽃의리듬을주얼리에표현하였

고 꽃잎의 다양한 모양으로 쥬얼리의 균형과 조화를 표

현하였다. 즉꽃의조형미를꽃잎과꽃의수술두가지를

선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선은 현대사회의

예술에서 세련된 기하학적 표현의 대표적인 요소로 본

작품에서도 단순하고 깔끔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에 주로

선이 활용되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으며 기존의 인식을

탈피한 다양한 디자인과 디자인에 의미를 갖는 보석의

사용으로 쥬얼리의 가치를 높게 하였다.

김성리[13]는 동화 엄지공주를 소재로 한 장신구디자

인연구로엄지공주라는이름을듣는것만으로공통적으

로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엄지와 공주가 이야기의 핵

심단어라할수있으며두단어에서연상되어지는단어

인 엄지손가락, 작다. 짧다. 뭉뚱하다. 귀엽다, 어린아이,

여자, 특별한, 공주님 등의 9개의키워드를 중심으로작

품디자인하였다. 주재료는 18k로동화가주는환상적인

분위기를 주고자 원석을 사용하여 목걸이 브로찌, 귀걸

이를 디자인 하였다. 이처럼 장신구에 스토리텔링을 적

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안에 담긴 의미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장에서의 감성적 마케팅 차별화와 작품 디

자인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명진[14]은 이야기 표현을 주제로 한 도예 조형 연

구에서 전래동화 흥부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적이고

풍자적인 장면들을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조형화함에 있

어 전래동화의 개념과 표현방법, 등장인물의 성격의 특

징을 바탕으로 행동의 특성과 표정에 중점을 두고 전래

동화의조형적표현에대한가치를전통의색과선을살

려 한국적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작품의 전개과정에 흥

부전의 대표적인 장면 들을 특징에 따라 모티브를 추출

해 내고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효과

를 입체 조형화하여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전통적인

이미지와현대적성격해석의의미를부각시켰다고할수

있다.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 이야기 전달효과와 동시에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졌다

최은실[15]은 유아용 식기의 전사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

이로동화의내용을해와달이되는단락의구조로써장

면을 9가지로 나누어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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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추출해 내고 사건전개에 따라 디자인하였다. 또한

배경이되는집과나무하늘은선이나점으로패턴화하

였으며 9가지 장면의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시판중인

식기류에전사지를적용하여밝은색상과다양한표현을

하였으며제작된식기들은유아들을이야기세계속에서

의정서적풍요로움과심리적기능의발달을자극하기엔

충분하다. 또한 상품의 디자인에 표현적 가치뿐 아니라

의미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윌로우 패턴(willow pattern)[16]은 18세기 유럽 사람

들의 중국 도자기에 대한 환상을 영국의 민튼사에서 소

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연인의 비극적 사랑의 이야

기이다. 이야기 속의 핵심 장면들을 이미지화 시켜 하나

의 접시 위에 표현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등장하

는이미지는버드나무. 이층집, 다리를건너는세명의인

물, 조각배, 섬, 그리고두마리의새이다. 버드나무는이

야기의배경이중국인것과시간적배경은봄인것을의

미한다. 큰 이층집과 담벼락은 부유한 여자의 집안을 의

미한다. 조각배와 섬은 연인이 강을 건너 섬으로 도망치

는장면을의미한다. 다리를건너는세명의인물은도망

친 연인을 잡기위해 여자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두마리의새가하늘을날고있다. 사실

원래의 만들어진 이야기에는 두 마리의 새는 없었다. 하

지만 윌로우 패턴 작품에서 짧은 순간을 함께하고 죽은

연인을 안타까워 한 소비자들을 위하여 연인을 두 마리

의 새로 환생시킨다. 이처럼 애절한 사랑의 스토리텔링

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함을 보여준다.

3.1 작품연구 및 제작

간 때문이야

연구자의 이야기는 설화인 별주부전에서 시작된다.

설화란 신화, 전설, 만담과 같은 옛 이야기를 일컫는다.

설화의특징은특정작가가없이여러사람에의해지

어졌으며, 입에서입으로전해져구전문학이라고불리기

도 한다. 또한 비 현실적인 내용, 우연적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설화적특징들은이야기를재구성하여대표적

인장면들의특징에따라 각장면마다나타나는등장인

물의대표적인행동을선택하여전통적인이미지와현대

적인 시각에서의 인물의 성격과 의미를 찾아 특징적인

요소들을작품디자인에녹여내어소비자의감수성을자

극시키는 공예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시작은 토끼의 간으로 용왕의 병이 낫는다는 위대한

거짓말 모티브에서 출발하여 속이고 속아주는 인물들,

허구를뒷받침하기위해역사적지식에근거한지략대결

회발성 유머가 의도하는 진실 등의 다양한 반전과 아이

러니가 이작품의 미학을 형성하고 있는 별주부전의 내

용과 동일한거북이가토끼의간을찾으러온이야기이

나[17], 연구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직접 참여하게

되고 이끌어 나감으로써 약간의 변형이 발생한다. 현재

의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연구자와 과거와 아날로그

의 상징인 별주부전 이야기 속 토끼가 스마트폰을 이용

해 연구자와 소통 함 으로써 단순한 별주부전의 이야기

에서 과거와 현재가 융합되어 위트 있게 변형되어진다.

이야기는 여섯 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여섯 컷의

이야기는 내용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사건을 분

류하여 완성된다.

첫번째는　거북이가토끼를찾으러육기로올라오고

토끼가 그러한 거북이를 몰래 지켜보고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게된 사건[Fig. 1].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

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Fig. 2].

[Fig. 1] Find the rabbit’s 
liver

[Fig. 2] Help me

세 번째는 그러한 토끼를 도와주기 위해 이야기 속으

로 들어와 토까와 작전을 짠 사건[Fig. 3].

네 번째는 거북이를 파티에 초대하여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먹인 사건[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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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t’s go to the  
rabbit’s house 

[Fig. 4] Party for the  
         rabbit

다섯 번째는 다음날 토끼가 도망 가버린걸 알고 울고

있는거북이에게현대의약을거북이에게건넨사건[Fig. 5].

여섯 번째는 거북이가 감사의 뜻으로 토끼와 나를 용

궁으로 초대하고 다함께 길을 떠나는 사건[Fig. 6]을 마

지막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이미지에서 캐릭터들은 자신의 표정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기위함이다. 토끼는거북이를속이고있고나또한토끼

를 도와 거북이를 속인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처럼 보이지만 토끼와 나를 용궁에 초대하면서 또 다른

계략을 품는다.

[Fig. 5] Help the turtle [Fig. 6] Let's go to castle.

이처럼 이 여섯 컷의 이야기는 설화의 특성처럼 우연

적이며비현실적인내용이지만그전개는어색하지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연구자 본인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도구인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강한

디지털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접시에 표현되어질 그림은

아날로그적이며전통적인것을표현하고자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과 어울릴 수 있도록 캐릭터는

민화에서 가져와 약간 변형을 시켰으며 배경 이미지는

민화중에서도책가도의이미지를사용하였다. 책가도는

주로 사랑방에 쓰였던 병풍에 많이 그려졌다. 병풍으로

써, 온돌문화 속에서 생기는 위풍을 막아주는 기능 외에

손님을접대하는장소인사랑방을꾸미는장식적기능을

한다[18]. 이는토끼의사랑방에서사건이이루어짐을의

미하며, 주배경이된다. 컬러역시조선시대의오방색을

사용하였다. 오방색이란 오정색을 일컫는 것으로 청.적.

황,백.흑을 말한다[19]. 이러한 오방색은 민화에서 색상

명도 채도의 상호조화를 이루며 나타난다. 또한 색의 장

식성과 함께 당시 생활 속의 색채욕구와 민족의 정신세

계를 반영하고 있다[20]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민화의책가도를배경으로함과동시에오방색이자연스

럽게 보여지게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미지화 되어 식기세트 위에 표현

되어진다 하나의 접시에 6컷의 이야기를 담아 표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의 이미지가

접시 가운데에 위치해 음식을 담았을 경우 그림이 보이

지않는다는점을감안하여연구자는접시의가장자리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Fig. 7].

[Fig. 7] Salad Plate, Because of the liver 2015 

대 접시에는 블랙 컬러의 패턴을 넣어 무게감을 주었

다. 또한블랙과화이트컬러의패턴으로동양적인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패턴의 가운데에 보이는 항아리 모양의

실루엣은과거로들어가는문의형상을의미한다[Fig. 8].

소접시에는각각의이미지를확대하여일러스트를좀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였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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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rvice Plate, 
         Because of the 

liver 2015
[Fig. 9] Bread Plate, 
         Because of the 

liver 2015

나머지 볼, 컵, 받침에는 중간 사이즈 접시에 사용한

패턴을 한번 더 사용하여 접시와 세트임을 보여준다.

볼의중앙에는이미지를삽입하였고, 리본으로묶여있

는 느낌을 주어 선물의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손잡이 부분은 대접시에 사용한 패턴을 넣어 통일감

을 주었다[Fig. 10].

[Fig. 10] Soup bowl, Because of the liver 2015 

컵은패턴과간단한선으로디자인하였다. 컵을들었

을 때 토끼가 보이도록 디자인 하였다[Fig. 11].

[Fig. 11] Cup & Socer, Because of the liver 2015 

여기서전사이미지에사용되어진패턴은조선시대의

도자나 단청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도식화 시켰다[Fig. 12.].

[Fig. 12] Pattern, Because of the liver 2015 

도자식기는블루컬러와핑크컬러두종류의세트를

제작하였으며, 오방색인 적색이 아닌 핑크를 사용한 이

유는 도자에서 전사지로 색이 표현되어질 때 적색은 잘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하여 잘 표현 되어

질 수 있는 핑크색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자식기뿐만아니라테이블매트, 냅킨,

냅킨 링을 제작하였다. 테이블 매트는 강한 원색을 넣어

접시가 돋보이게 제작하였다[Fig. 13].

[Fig. 13] Mat, Because of the liver 2015 

냅킨은 테이블 위에 접어서 장식했을 때 패턴이 보이

도록제작하였다[Fig. 14]. 마지막으로냅킨을감싸는역

할을 하는 냅킨 링은 연구자의 캐릭터 형태로 제작하였

으며 가운데 이름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두께 감을 주

기 위해 뒷면에 펠트지를 덧대고 엘라스틱 밴드를 이용

하여 링 부분을 제작 하였다[Fig. 15]. 이로써 하나의 온

전한 테이블 웨어로 완성하여 상차림을 하였다[Fig. 16].

[Fig. 14] Napkin, Because of the liv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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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Napkinring, Because of the liver 2015 

[Fig. 16] Final, Because of the liver 2015 

4. 결론
삷의 질이 높아지고 상품의 미적가치가 강조되면서

상품을디자인하는데있어소비자의감성을고려하는경

향이 커지고 있다. 구매요인이 제품의 기능 중심에서 감

성중심으로이동함에따라스토리텔링의중요성이과거

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작품을대할때보는것에만그치지않고이야기속

으로 빨려 들어가 작가의 의도를 읽어보게 되고 나름대

로 해석하고 비교해 보는 풍요로움의 기회를 잦는다. 또

한소비자는감성이담긴작품를소유함으로서스토리를

회상하고 향수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설화인 별주부전을 선택하여 이야

기에 나오는 중요한 여섯 가지 장면들을 고정관념을 과

감히 깨고 과거와 현재가 융합되어 위트 있게 변형되어

진내용으로기존의대량생산된형태의제품에연구자가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식기 세트를 제작하였다. 우

리의 전통의 색과 선을 많아 활용하였고 전반적으로 한

국적인느낌이나도록하였으며좀더섬세한표현과구

성상의 이미지화를 일러스트로 그리고 전사지로 제작하

여 표현하였다.

이로써 보는 사람과 소비자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

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감성 마케팅 요소와 공예디자

인의스토리텔링적용으로의가치를담아내고자 하였다.

앞으로더욱다양한스토리를가지고소비자와의교감을

유도하는공예디자인연구가활성화되어 공예산업의고

부가 가치가 창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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