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목적 

20세기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 다면, 21세기는 디

지털기술의 4차 산업 명의 시 이다. 디지털기술의 발

은 사회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에다양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각미디어 환경 한 속도로 변화시

키고 있다. 술 역시 날로 첨단화 되어 4차 산업

명의 핵심기술인 3D 린 기술을 다각 으로 융합하

여 심미 이며 창의 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실제로

술에서는 술과 디지털기술이 융합되어 연출되

는 작품이 많아지는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통 인 제조 방법의 많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

워졌기 때문이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결합된 도자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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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의 변화와 함께 통 형식에 머물 던 도자

의 한계를 벗어나 작가들은 개성을 표출하는 창작 술

품의 제작과 더불어 도자의 통 개념과 3D 린 기

술을융합하여 새로운 기능, 형태, 재료 등다채로운 발상

으로 도자디자인의 범 에 한 역을 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을토 로 본 연구에서는 3D 린 의 역

사와 기술 개념에 하여 정리하고 공 의 각 분야별

사례와 특히 토라는 통 소재를 가지고 디지털 기

술을 창의 으로 작품과 목시켜 디자인의새로운 조형

시도를 모색한 도자작품 사례분석을 통해 3D 린

기술이 융합되어지고 있는 황에 하여 알고 작품의

조형성과, 술 가치에 미치는 향을 재조명하고자

하 다.

1.2 연  범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3D 린 기술을 융합한 디자인작품

을 주 연구의 범 로 하 으며, 연구 방법은 3D 린

기술의 방법에 한 문헌 선행연구를 심으로 이론

고찰을 하 다. 의류, 쥬얼리, 가구 등의 디자인에

한 시와 도자디자인에 3D 린 기술이 융합된 작품

들의사례분석을 해 문헌, 논문, 인터넷자료등을 고찰

하 다. 그리고 3D 린 기술을 목하여 형태를 완성

시킨 작가 7인과두 디자인 의 작품을 사례분석 하 다.

작품들은 3D 린터로 직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작가

들의 수작업 방식과 3D 린 로세스를 목하여 만

들어진 창작 작품들이다.

이를 통해 3D 린 기술이 작품에 미칠 수 있는 미

향과 새로운 기술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 다.

2. 론적 고찰 

2.1 3D 프린  기술  해

3D 린 기술은 1987년 3D Systems사에 의해 개

발된 기술이다. 핵심 기술의 특허와 기술 한계의 문제

들로 인하여 그동안 련 기술들이 특정 산업분야에서

한정 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련 정보들을 할

수 없었을 뿐, 최근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아니다[1].

3D 린터의 용어는 처음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이라 하여 공학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1990년 ·후반 RP(쾌속조형기: Rapid Prototyping)가

등장하고 2010년 RP가 화 되었다. 3D 린터를 사용

하기 해서는 디지털 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

는데그 표 인것이 3D CAD이다. CAD란 Computer

Aided Design의 뜻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3차원 디지

털 입체를 설계하는 것을뜻한다. 즉 만들고자 하는형상

을 컴퓨터 소 트웨어를 통해 3차원 모델링하고 이를

린터로 송하여 소재를 쌓으면서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

술이다[2]. 이 외에도 Rhino와 3D Max등의 로그램이

있다. 3D 디자인을통한입체조형물제작 시 용되는가

공방식은 삭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 방식과

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방식으로 분류한다.

삭가공방식은입력된모델링데이터를CNC(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를 이용하여 덩어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손실이 많아

재료손실을 이는 층가공방식이 개발되었다.

층가공방식은 모델링 데이터를 3D 린터가 인식하

고 분석한 뒤, 조형재료(소재)의 순차 인 분사, 이어

(layer) 층을 통해 형태가 만들어지는 가공방식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3]. 3D 린터는 재료를 기계와 이

등으로 자르거나 깎아 입체물을 생산하는 삭가공방식

과 비교하여 필요한 만큼의 원재료만 이용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감이 가능하고 층방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쉽게 가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모델

링하고 제어되는 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짧은

기간과 은 비용으로 시제품 최종 트를 제작할 수

있다. 3D 린 기술을 활용한 조형은 량생산 보다는

개인 맞춤형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보다 손쉽게

구 할 수 있어 자동차, 선박, 항공, 의학, 가 , 패션, 주

얼리,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2 3D 프린  기술   및 특징

3D 린터의 유형은 사용하는 조형 재료의 형태에 따

라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고체 기반형),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분말 기반형),

SLA(Stereo LithographyApparatus: 액체 기반형) 으로

분류 하며 린 방식에 따라 이 소결 층 방식,

수지 압출 층 방식, 박막 층 방식, 잉크젯 층 방식

으로 구분한다[4].

FDM 방식은 재 가장 폭넓게 보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 인 기술이다. 고체 상태의 조형 재

료를 압출하여 성형하는 방식으로 열가소성 라스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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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 체 모델을 만들어 출력하

는 층기술이다.

소재는 PLA(Poly Lactic Acid)나 ABS(Acrylonitrile

Poly Butadiene Styrene)소재가 부분 이었으나, 최근에

는 고무탄성이 있는 유연한 필라멘트( 시블), 나일론

도 개발되고 있다[5].

장 은 열가소성 소재를 사용하며 조형물의 내구성이

상당히 강하다. 단 은 다른 방식에 비해 표면조도와 가

공 정 도가 부족하며 속도가 느리다. 특히 표면에 층

자국이 남기 때문에 후 가공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 개의 노즐에 한 가지 색상만 출력이 가능하며 필라멘

트 색의 섞임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색상 표 에는 한계

가 있다[6].

SLS 방식은선택 이 소결방식이라불리며베드

에 도포되어있는 분말가루에 이 를 이용해 소결하여

결합시켜 원하고자하는 부분을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

식이다. 첫 이어를 생성하고 그 에다시 분말 소재를

뿌린 후 다음 이어는 이 를 쏴서 응고시킨다. SLS

방식은 쌓아갈수록 쌓여있는 분말 소재가지지 역할을

하므로 서포트가 없어도 출력이 가능하다. 라스틱 분

말이나, 속 분말, 나일론 분말 등, 매우 범 한 성질

의 원료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여러 분야에서의 활용

이 가능하다. 장 은 조형속도가 다른 3D 린터와 비교

했을 때 빠르다. 서포터 없이 비교 정확한 치수의 인쇄

물을얻을수 있다. 단 은고가의 장비가격과, 속을 재

료로 사용했을 경우 표면처리공정이 필요하며, 분말을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먼지가 발생하고 분말의입자 크기

에 의해 정 도가 좌우된다.

SLA 방식은 액체수지를 응고하여 제품을 출력한다.

특정 장의 빛을 쏘면 응고하는 특수 액체수지를 사용

하여 모델을 출력하는 방식이다. 장 은 성형속도와 출

력 변형이 어 정 도가 양호하다. 한 액체형태의

원료에 빛을 쏘아 제작하므로 FDM 방식보다 결과물의

표면이 매끈하다. SLS 방식과 마찬가지로소재가지지

역할을 하므로 서포트가 없어도 출력이 가능하여 복잡한

형상의 모양도 출력이 가능하며 제품의 품질도 좋다.

한 FDM 방식의 3D 린터 보다 제작시간이 획기 으로

빠르다. 단 은 내구성이 약하며 기계의 가격이 비싸고

유지 리 비용이 높다. 재는 이러한 3가지 3D 린

기술을 응용하여 고체성형방식인 LOM, Polyjet 등 다양

한 방식이 등장하 으나 3D 린터의 출력 방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일 뿐 어떤 방식이 좋고 나쁨

의 기 이 아니다. 앞으로 3D 린 기술은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용되어지는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방식들의

장단 에 하여 알고 사용되어지는 소재와 이를 활용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 인 기술로서 발 할

것이다.

각 유형별 특징은 Table 1과 같다.

3. 에  3D 프린  기술 합 

사례

3.1 류 야

의상 디자인 분야는 기존의 제작방식으로 제작이 불

가능한 입체 이고 복잡한 구조 인 디자인을 3D 린

기술로 표 할 수 있어 그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 창

의 이고 다양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용하는

의상이 제작되고 있다[7].

그 표 인 로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Type Base of material Molding method Advantages Disadvantages Material

FDM solidbased
ㆍdissolve thermoplastic plastic
and build up one layer to
form the whole model

ㆍlower equipment costs and
maintenance costs
ㆍhigh heat resistance

ㆍoutput surface roughness
ㆍraw material
ㆍselection
ㆍrestriction
ㆍsupport removal
ㆍinconvenience

ㆍABS
ㆍPLA
ㆍwood
ㆍceramic
ㆍflexible

SLS powder based
ㆍpowder type synthetic resin
sintering method for melting
metal raw material

ㆍmetal output possible
ㆍcost saving effect
ㆍexcellent heat resistance

ㆍheat-sensitive
ㆍprocess marks on the
surface

ㆍPA
ㆍPP

SLA liquid based
ㆍusing photocurable resin
build-up method

ㆍprecision and speed are
fast and surface is even

ㆍlow durability
ㆍhigh maintenance cost

ㆍresin
ㆍacrylic

Table 1. Characteristics by 3D Print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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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pen)과 이사이 블록(Isaie Bloch)이 함께 SLA 방식

으로 제작한 Wilderness Embodied Fig. 1과 랜시스 비

통티(Francis Bitonti)가 2013년 마이클 슈미트(Michael

Schmidt)와 함께 SLS 방식으로 제작한 Dita Von Teese

Fig.2의 의상이 있다.

Fig. 1. 

Wilderness

Embodied, Iris 

Van Herpen. 

2013.

Fig. 2. Dita Von 

Teese. Michael 

Schmidt and 

Francis Bitonti. 

2013.

3.2 주얼리 야

주얼리 디자인 분야는 SLA 방식과 SLS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근성이 뛰어난 SLA 방식은 섬세

하고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주로 왁

스를 SLA방식으로 출력하여원형을 제작하고 몰드를 만

드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8]. 그 표 인 로는 라이

오넬 딘 T와 여러 회사가 력한 Orbis gold ring Fig. 3

과 로스 러 그로 (Ross Lovegrove)의 Foliates. Ross

Lovegrove Fig. 4가 있다.

Fig. 3. Orbis Gold 

ring. Lionel T 

Dean. 2015.

Fig. 4. Foliates. 

Ross Lovegrove, 

2013

3.3 가  야

가구 디자인 분야는 FDM 방식과 SLS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FDM 방식은 수지 라스틱을 이용

하여 견고한 제품을 제작하며, SLS 방식은 변형과 가공

이 손쉬운 목재분말과 합성수지를 섞은 목재 분말을 이

용하므로 나무의 무늬나 향과 같은 목재의 장 을 살리

면서 휘어짐과 뒤틀림이 생기지 않는 가구를 생산할 수

있다[9]. 표 인 로는 3D printed chair Fig. 5와

Wave City’ Coffee Table Fig. 6의 가구가 있다[10].

Fig. 5. 3D Printed 

Chair. 4AXYZ. 

2013.

Fig. 6. Wave 

City’ Coffee 

Table. Mousarris. 

2016.

4. 도  3D 프린  기술 

합 사례 

21세기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시 로 발 하면서

술에 있어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 각 장르간의 무

한 확장으로 통 술의 고유한 역간의 경계가 무

지고 다원화된 체제로 발 하고 있다. 도자 술 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통 형식에 머물

던 도자의 한계를 넘어 기술의 발 에 근거한 변화와

역 확장을 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 명이라고언 된

디지털 기술인 3D 린 기술을 융합하여 작가는 끊임

없는 창작욕구, 다양한 재료와 표 기법, 탐구와 제작과

정 그 자체를 조형 상으로 작가의 개성을 표출하는

등 독특한 형태의 창작 술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다

양한 3D 린 방법을 사용하여 창의 으로 작품을 완

성 시킨 작품들로 올리비에 반 헤르 (Olivier van

Herpt), 조나단 킵(jonathan keep), 엠 칸(Emre Can),

안성만(An Sung Man), 윤주철 (Yoon Ju Chul), 마이클

에덴(Michael Eden), 이트 블랙락(Kate Blacklock). 등

7인의 작가와 언폴드(Unfold) 디자인 그룹, 버스 시스

템(Nervous System)사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리비에 반 헤르프(Olivier Van Herpt)

올리비에 반 헤르 는 3D 린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며 기술이 어떻게 도자에 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표 인 작가이다. 자신을 공 와 디자인의 간에

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3D 린터를표

화된 생산의확장된 랫폼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직 3D

린터 노즐의 압출 방식을 개조하여 출력시 토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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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공기 에 노출이 되면 굳는 상, 일정 크기가 되

면 붕괴되는 상을 개선하 다. 이로 인해 섬세하고 다

양한 형태와 크기의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FDM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표면의 표

방식과소지의변형으로작품의다양성을보여주고 있다.

Woven Series Fig. 7은 디지털로제작하지만수공 인

느낌을 주기 해 도자 표면을 세 하게 장식하 다. 각

고유한 꽃병의 섬세한 질감 표 은 3D 린 기술의 잠

재력을 일깨워 다. Arcanum. Fig. 8은 국의 청자

에 피라미드처럼 높게 쌓여진 형태의 조형을 통해 시뮬

라크럼(simulacrum)을 보여주고자 했다[11]. 작품의 상

단은 코발트를 섞은 소지를 이용하여 출력시 두 소지가

하게 섞이면서 직 청화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

이게 하 다. 이는 하단의 청자와 묘하게 어우러지면

서 하나의 청자로 인식되는 착각(시뮬라크럼)을 주며 도

자기를 둘러싼 자연스러운 내면의 신비로운느낌과 깊이

있는 조형 아름다움을 보여 다.

Fig. 7. Woven 

series. Olivier 

Van Herpt. 

2012-2018.

Fig. 8. 

Arcanum. 

Olivier Van 

Herpt. 2017.

4.2 언폴드(Unfold)

언폴드 디자인 그룹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시

에 디자인과 공 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한 답

을 작업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Artisan Électronique Fig.

9은 가상의 와이어 임을 직 손으로 조작하게 함으

로써 기존의 물 를 사용하여 형태를 제작하는 방식을

그 로 디지털화 시켰다. 이 로젝트의 요한 은

체 공정은 디지털화 시켰지만 도자의 형태를 빚는 과정

은 통 방식과 같다는 이다[12]. 이것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자인 소 트웨어의 결합이 디자이 에서 소비

자로 제품의 형태에 한 권한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암시하기도 한다. Steel Blue Glass in Iron Oxide

Clay Fig. 10은 유리와 도자와의결합 과정에서의 호환성

문제를 3D 린 기술을 사용하여 재료 형태를 신속

하게 테스트 하고 미리 측해 으로써 시행착오를

일 수 있었다. 수작업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유리와

세라믹의 융합 이라는 도자조형의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

주고 있다.

Fig. 9. Artisan 

lectronique. 

Unfold. 2010.

Fig. 10. Steel Blue 

Glass in Iron 

Oxide Clay. 

Unfold. 2014.

4.3 조나단 킵(Jonathan Keep)

조나단 킵은 형태를 탐구하는 도구로 3D 린터를 사

용해왔다. Iceberg Series Fig. 11은 구조와 논리를 보여

주고 있다. 3D 린터의 FDM방식은 이러한 구조와 논리

를 보여주기에 합한 매체라고 보았다. 실제로 모양을

생성하는 데 사용 된 알고리즘은 임의의 값을 가지며 이

것은 자연 구조 특히 빙산의 침식과 얼마나 유사한 지를

보여 다. 작품의 표면채색에 용이한 부드러운 백색의

토로 얼음의 반투명을 자연스런 아름다움으로 섬세하

게 표 하여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다. Refraction

ii Fig. 12는 유리와 도자의 결합을 이용한 작업이다. 유

리를 먼 몰드로 제작한다음에 만들어진 형태를 3D 스

캐닝을 통해 형태를 그 로 복사하 다. 복사된 수치는

그 로 3D 린터에 입력되고 사이즈만을 조 하여

토로 출력하 다. 크기가 다른 겹쳐진 두 물체의 공간으

로 인해유리가빛을 받았을 때생긴굴 로인한 그림자

는 도자 표면을 패턴처럼 장식하는 효과를 보여 다. 다

양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어떻게 작업을 쉽고 효율

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 다[13].

Fig. 11. Iceberg 

Series. Jonathan 

Keep. 2016.

Fig. 12. Refraction ii. 

Jonathan Kee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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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엠레 칸(Emre Can)

엠 칸은 3D 린 과 세라믹의 목에 하여 연구

하는 작가이다. 처음에 Unfold에서 3D 린터를 지원받

아 작업을했다. 후에 진보된 3D 린터의사용으로인해

작품이 더욱 섬세해 졌다. 그는 자연의 물질 이며 직

인 느낌과 내부 구조에 하여 표 하 다. Optical

Flow Fig. 13은 자연 인 내부 구조를 디지털 기술을 사

용하여 표 하 을 때 인 인 형태가 되지 않게 하기

해 혹은 그 반 의 인 인 구조를 유기 인 형태로

표 한 작품을 제작하 다. 한 형식, 질감, 색채, 크기

표 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 다. The Breakfast in

the Middle East Fig. 14는 쟁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과

어린이들로부터 감을 얻어 제작된 작품으로손상된 구

조물을 통해 쟁의 고통을 보여 다. 두 작품 모두

FDM 방식으로 제작하 으며 디지털 장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술 감수성과 작품에서 디지털인쇄의 인

흔 을 최 한 이기 하여 수작업으로 마무리 하

다[14].

Fig. 13. Optical 

Flow.

Emre Can. 2017.

Fig. 14. The 

Breakfast in the 

Middle East. Emre 

Can. 2018.

4.5 안 만(An Sung Man)

안성만은 우주와 자연의 형태를 재해석한 기하학 인

형태의 오 제를 FDM 방식으로 제작하 다. Vase

Series Fig. 15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오 제들은 따뜻

한 붉은 색감과 자연스럽고 투박한 질감을 표 하기

해 옹기토를 사용하고 기존의 물 성형에서 보여 수

없는 사각 혹은 기하학 인 다양한 형태를 디지털 기술

을 사용하여 더욱 세 하고 정교하게 제작하 다. Full

Moon Fig. 16은 FDM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디지털

기법인 컴퓨터 조각기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를 활용하여달 모양을 그 로 표 한세라믹 조

형물이다. 컴퓨터 도안 로 석고 틀에 문양을 새겨 제작

하 다. 수작업 못지않은 섬세함을 보여주며 달의 음

을 사실 이며 아름답게 표 하고 있다[15].

Fig. 15. Vase 

Series. An Sung 

Man. 2016.

Fig. 16. Full 

Moon. An Sung 

Man. 2016. 

4.6 주철(Yoon Ju Chul)

윤주철 작가는 한국 고유의 통기법과 기술을

목하여 작업을 한다. Cheom Jang 151130 Fig. 17은 흙

물을 거친 붓으로 여러 번 덧발라 두껍고 소박한 느낌을

내는 귀얄 기법을 발 시켜 도자 표면을 장식하 다. 후

에 3D로 출력한 창살 문양, 산호 형상 등을 작품의 앙

부분에 두르고 작품의 상단부와 받침은 PLA( 라스틱

필라멘트)로출력해 도색하고 결합하여 작품의 조형미를

살렸다.

Openwork Mug Series Fig. 18은 3D 린 문디자

인 업체 3D커넥션과 업해 만든 머그컵이다. 제주도 조

랑말을 콘셉트로 머그잔을 만들고 3D커넥션에서 제작한

고려청자향로의 칠보문 패턴 장식을 손잡이에 부착했다.

3D 린 기술로 제작된 손잡이는 수작업으로 표 하기

힘든 입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조형 완성

도를 더하고 있다[16].

Fig. 17. Cheom 

Jang 151130. 

Yoon Ju Chul. 

2015.

Fig. 18. Openwork 

Mug Series. Yoon Ju 

Chul. 2014.

4.7 마 클 에 (Michael Eden)

마이클 에덴의작업은 공 , 디자인 술간의 계

에 하여 생각하게 한다. 수작업과 디지털 도구 사이의

계와 세라믹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조형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주로 문화 으

로 친숙한 역사 인 조형물을 재해석하여 화 시키는

작업을한다. Large Oval Cyan Bloom Fig. 19, Romanesco

Vase I, II Fig. 20은 가장 통 인 형태의 세라믹 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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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을 디지털 기술로 재조명 하고자 하 다. PLA와 석고

가 혼합된 소재를 이용하여 FDM방식으로 출력 후 세라

믹 수지 코 을 하여 부드러운 표면 질감 처리를 하 다.

PLA가 함유된 소재를사용함으로써 흙으로표 하기 어

려운 복잡한 구조를 표 할 수 있었으며 보다 정 한 인

쇄를 가능하게 하 다. 그의 작업은 재료. 도구 제작

과정의 폭넓은 선택을 보여주었으며 도자조형 역의 확

장과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17].

Fig. 19. Large 

Oval Cyan Bloom. 

Michael Eden. 

2012.

Fig. 20. Romanesco 

Vase I, II. Michael 

Eden. 2017.

4.8 케 트 블랙락(Kate Blacklock)

이트 블랙락은 로드 아일랜드 출신의 술가로 여

성의 아름다움에 한 주제로 흉상을 만들고 안료로 드

로잉을 하는 작가이다. 그는 회화와 사진 작업도 하는데

자신의 회화작업인Vessel 시리즈 Vessel Fig. 21에서

감을 받아 3D Printed Ceramics. Fig. 22의 디자인을 3D

Systems사의 기술 후원을받아 제작하 다. SLS 방식

으로 세라믹 우더를 이 로 소결하여독특한 형태의

오 제들을 만들어냈다. 직 손으로 제작 할 경우 시간

이 오래 걸리고 만들기 힘든 형태의 디자인들을 3D 린

기술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심미 이며 조형 완

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제작하 다[18,19].

Fig. 21. Vessel. 

Kate Blacklock. 

2016.  

Fig. 22. 3D 

Printed 

Ceramics. Kate 

Blacklock. 2016.  

4.9 널버스 시스 (Nervous System)

버스 시스템사는 2005년설립되었으며 생물학, 건축

학과 디자인을 공한 제시카 로젠크란츠(Jessica

Rosenkrantz)와 수학과건축 설계를 연구한 제시로이 로

젠버그(JesseLoiis-Rosenberg)를 심으로 7개의 디자

이 이 이들만의 상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있다. 최근 2년간 3D Systems사의 Formlabs

와 공동으로 재료에 한 연구를 하여 실리카 기반 포토

폴리머(photopolymer)라는 민감성 수지를개발하 고

SLA 방식으로 Ceramic 3D Printed Parts Fig. 23,

Ceramic 3D Printed Parts Fig. 24의 제품을 출력하 다.

SLA 출력 후 유약처리 하여 직 가마에 소성하면 모든

수지는 열에 의해 타고 세라믹만 남게 된다. FDM 방식

은 형태를 표 함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SLS 방식은 표

은 자유로우나 우더의 입자 크기에 의해 제품의 질

이 결정된다. FDM 방식과 SLS 방식의 단 을 보완한

SLA 방식은 복잡한 형태를 가장 매끄럽고 섬세하게 출

력함을 보여 다[20]. 이는 더욱 효율 이고 창의 인 디

지털 제작의 발 가능성을 의미한다.

Fig. 23. Ceramic 3D 

printed parts. 

Nervous System. 

2018. 

Fig. 24. Ceramic 3D 

printed parts. Nervous 

System. 2018.  

5. 결론

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술에서도 디지

털기술을 목한 융합형 디자인 작품이 많아지는 변화를

맞고 있다. 도자 술 역시 디지털 기술인 3D 린 기술

을 융합하여 형태나 재료 인 면에서 새로운 발상의 패

러다임으로 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자와 디지털기술인

3D 린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조형 시도를 모색

한 도자작품 사례분석을 통하여 3D 린 작품의 조형

성과 술 가치에 미치는 향을재조명하고자 하 다.

이에 3D 린 기술에 한 이론 고찰과 3D 린

로세스를 융합하여 제작된 7인의 도자작품과 언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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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스템사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같은 결론

을 도출하 다.

첫째, 통 인디자인 방식과 작업방식은 3D 린

기술과의 융합으로 보다 입체 이고 다채로운 조형물로

표 되어질 수 있다. 이는 엠 칸과올리비에 반 헤르

의 작품에서처럼 미학 아름다움을 느끼게하는 술작

품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3D 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제작은 기존

의 작업 방식과 달리 데이터의 응용 변경이 가능하여

원본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 변형이 가능하며 작품의 형

태를 미리 악할 수 있어 작품의 오류를 일 수 있다.

셋째, PLA에 세라믹 코 을 하고수지나 우더를 이

용하여 제작한 사례를 통하여 토라는 통 소재 이

외의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기존의 도자개념을 벗어난 도자조형의 새로운형태의 패

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도자에서는 조형재료의 특성상 FDM 방식이 주

를 이루고 있지만 SLS 방식도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세라믹 수지의 개발로 인해 SLA 방식으로도 출력하

고 있다. 이러한 제작도구의 표 력과 기술력의 향상은

짧은 시간에 출력이 가능하게 하여 효율 이며 손으로

표 하기 어려운 형태를 섬세하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시각 인 효과와 표면의 질감을 보여 수 있어 창의

작품 제작이 가능하다.

3D 린 기술은 시각 술에 있어서 막 한 잠재력

을 가지고 있으며앞으로 많은 향을 미칠것이다. 재

이와 련된 다양한 기법과 소재들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도자도 이를 극 으로 활용하여 발

하는 디지털 기술에 부합하는 새로운방법론을 찾아내

고 실 하여 아날로그가 강한 도자 술에디지털이 공존

할 수있는새로운 술 가치가재창조되기를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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