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구의 배경
전지예술((Paper-cutting Art)은 중국전통공예 가운

데 가장 보편적이고 지금도 활발히 행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1]. 가위나 칼을 사용하여 종이를 오리고 찢는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면서 인물, 화초, 문자 등 다양
한 문양을 만들어 내고 명절이나 경사에 기복을 담은 문
양을 만들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일반
대중의 미의식과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

가 중국 예술사의 미적 감치도 함축하고 있다. 
한편 도자예술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예술형식이며 생

활 도구로서 끊임없이 다른 공예의 기법이나 예술적 정
수를 흡수하여 자신의 창조력과 표현력을 발전시켰다. 따
라서 예술가들은 도자장식의 특징에 따라 전지예술의 표
현수법을 빌려왔고 알게 모르게 전지공예의 표현방식과 
공예기법을 두루 갖추어 왔다. 

전지공예의 디자인을 도자기에 적용하는 것은 이미 당
송대(唐宋代)부터 성행했고[2], 현대 도자공예가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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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전통 전지공예와 현대도예의 융합을 시론적으로 다룬 것이다. 전지공예는 중국인이 오랫동안 
일상에서 즐겨온 팝아트적 예술이며, 현대도자는 이로부터 창작의 소재와 모티브를 공급받아 작가의 창의성을 자극하며 
도예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순수한 평면예술인 전지공예는 도자기를 만나 3차원 공간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예술언
어로 번역되었으며 도자재료는 그 가소성과 수용성으로 말미암아 전지공예 내포하고 있는 음양허실의 조화는 물론 전지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양자의 융합에 대한 경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전지공예. 도예, 조각, 실크스크린, 투조, 장식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study on Convergence of Traditional Chinese Paper-cutting Art 
and Contemporary Ceramic Decoration. As a part of Chinese folk art, now newly developed by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eramic ar, today it promotes artists’ creativity and find a alternative way 
for ceramic art. This mainly explore transition of 2 dimentional paper-cutting art into ceramic art. As 
a part of convergence art, this study suggest combination of 4 elements yin-yang-true-false with 
understanding of its history and contemporary status, and towards aesthet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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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지공예가 갖는 예술적, 문화적 모티브는 평면을 
벗어나 새로운 예술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서구 팝아트의 융성으로 도자장식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것에 비하여 전지공예의 적용은 
전통공예에서 이러한 추동력을 찾는 것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전지공예와 현대 도자장식의 융합
이라는 주제 아래,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 경향과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일체의 문화예술 현상은 모두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

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다[4].”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전지공예가 현대 도자장식에 융합되는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연구는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하는 경우부
터 작가들의 창작적인 도예기법으로서 전지공예의 기법
과 이념이 활용되는 것까지 아래의 5가지 경우를 선별하
여 제작과정과 작품을 두루 연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의 외형뿐 아니라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융합적 성
격 또한 파악 할 수 있었다. 

3. 본론
아래에 제시된 5가지 사례가 전지와 도자의 융합의 모

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강의 기법적 특성뿐만 아
니라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1 전통첨화장식기법의 활용
전지첨화(剪纸贴花, 오려붙이는 기법) 자기(瓷器)는 당

대(唐代)에 처음 나타나서 송대(宋代)에 흥성하였다. 전지
첨화공예는 민족전통의 전지와 도자기 제작기술의 결합
이다[5]. 소성된 기태(器胎)위에 먼저 잘라낸 종이꽃을 붙
이고 검은 유약인 흑유를 바른 뒤에 지화를 제거하고 구
워낸다. 이보다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서 길주전지첨화는 
흑유를 먼저 한층 바르고 전지 도안을 잔의 내벽에 붙인 
뒤에 단색의 유약을 다시 바르고 붙였던 전지 도안을 떼
어내면 두 종류 유약의 다른 색이 되는데 그릇이 구워지
는 과정에서 서로 침투하고 소성(燒成)된 뒤에는 농담(濃
淡)이 대비되며 경계는 모호해진다. 이러한 색채 대비 효
과에 의한 다양성은 이전과 비교해 길주요(吉州窯) 자기
의 다른 하나의 특색을 이룬다[6]. 

길주요전지첨화의 전통공예기법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동시에 현대도자장식 디자인의 확장을 가져다주었다. 이
러한 종류의 표현수법은 전지 자체의 면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대도자장식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전지첨화장식의 독특함은 전지작품 자체의 형태 디자인
이 아니고 장식 응용과정 중에서 도자재료의 재료적 특
징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점이다. 

제작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media design Production process
Table 1. Production out of Paper add-on technique

(1) 도면디자인 과정에서 전지의 ‘음양’ 특징을 잡아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배치를 잘 확정한다. 

(2) 설계 완료된 도안을 복숭아나무의 진을 사용하여 
흰 접시 위에 붙여서 투명해지기를 기다린다. 

(3) 조각기법을 사용하여 문양 디자인에 근거하여 조
각을 진행한다.

(4) 안료를 칠한다.
(5) ‘음을 제거하고 양을 남기는’ 방법을 운용하여 종

이를 제거하면서 아울러 채색을 진행한다. 종이 
한 조각을 제거하면서 한 차례 색을 칠하여 색을 
칠하는 순서는 깊은 것에서 얕은 것으로 이르니 
먼저 화면 중에 가장 깊은 곳을 완성하고 차례로 
완성한다. 

(6) 눈꽃을 점점히 뿌려 분위기를 만든 뒤에 가마에 넣
고 굽는다. 

3.2 실크스크린기법을 통한 전지공예와 현대도자장
    식의 융합

실크스크린은 현대도자산업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제작 방식이다. 표면에 도안을 인쇄하는 데는 크
게 유약 위에 붙이는 경우와 유약 아래에 붙이는 경우 등
으로 나누며 가장 생산효율과 효과가 높은 기법이다[7].

실크스크린을 통해 전지공예 도안을 단순히 종이에서 
도자기 면으로 옮기는 것은 공예 기술일 뿐이다. 디지털
화된 장비를 사용하면 전지작품을 거의 오류 없이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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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위에 입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수단적으로는 단
순하지만, 전지작품이 갖은 예술성 자체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전지공예에서 묘사된 돼지의 형상을 주제로 
하여 전지공예의 요소와 도자 실크스크린기법을 융합한 
사례이다. 제작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media design production process
Table 2. Production out of Silk screen technique

(1) 전지공예에서 이상적인 돼지형상의 요소를 수집하
여 생동감이 더하도록 하여 내용이 풍부한 작품이 
되도록 하는 원칙에서 실크스크린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을 수정한다.

(2) 연필로 백지에 그려서 디자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은 선이 그어진 도면을 완성하는데, 전지에서 
나타낸 너무 세세한 부분들은 색채를 살릴 수 있
는 면으로 재해석한다.

(3)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도안이 
실크스크린 인쇄를 위한 분색 도층이 될 수 있도
록 변경을 진행한다. 

(4) 인쇄기계에서 화지를 인쇄한다.
(5) 760℃ 가마에 넣어서 굽는다.
전지는 본래 평면적 예술인데 인쇄를 통해 도자의 다

양한 형태로 도안이 옮겨지면 전지로 하여금 고유한 평
면 감상적 시각을 벗어나게 한다. 감상의 측면에서 평면
의 전지도안과 도자매체의 융합은 전지공예의 예술적 감
상공간을 넓혔다[9]. 종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지예술이 
도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서로 같
지 않게 되었다. 동시에 도자예술이 전지예술언어의 특징
과 융합함으로써 장식의 형식을 다원화하는 길을 열었다. 

3.3 회화기법을 활용한 전지공예와 현대도자장식의 
    융합

이것은 전지공예를 현대도자장식에 적용할 때 붓을 사

용한 회화적 수법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전지’란 가
위질이나 새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畵)’ 또는 
‘밑그림을 음각하는 척(剔)’의 방법을 사용하여 음양의 공
간을 파내는 예술적 특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전지
공예 가운데 가위질이나 조각의 기법이 채색기법과 서로 
결합한 것으로 허베이성 위현 일대의 전지공예가 이런 
양식을 대표한다[10]. 가위질과 조각으로 작업한 뒤에 채
색하거나 먼저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한 뒤에 가위질과 
조각을 진행하기도 한다. 두 가지를 혼용하기도 한다
[11]. 이 방식은 전지를 풍부한 회화적 특징으로 채울 수 
있다. 도자재료의 풍부한 색채 수용성은 회화와 전각이 
결합한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media design production process
Table 3. Production out of Painting technique

(1) 수집한 전지자료에 근거해 디자인을 분석 연구하
여 도안을 만든다. 화면의 주제와 조형의 처리를 
적절히 하여 장식을 풍부하게 하고 전지에서 음양
의 조화를 중시하는 디자인이념을 지켜서 각 부분
의 구조 관계를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2) 물에 적신 종이를 두드려서 밀착시키는 박도(拍图) 
방식으로 도안을 도자기 배체 위에 옮긴다. 먼저 
큰 면적의 바탕색을 깔고 전체적 색채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이어서 다시 부분적으로 색을 채워 
가는데 균일하고 평탄하게 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3) 전체화면의 색이 대체로 나온 뒤에 색을 채워 넣은 
부분을 정리한다. 진한 흑색 안료를 사용하여 면과 
선을 구성해 내고 도안의 윤곽을 형성한다. 아울러 
조각도를 사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투조(透彫)하여 
화면이 전지와 같이 선명하고 투과되는 느낌이 들
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화면을 정리하고 구워
낸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척(剔)’이라는 수법의 운용을 강조
한다. 도자장식에서 ‘척(剔)’을 운용하는 수법은 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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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가운데 ‘음전법’과 같다[12].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기법상 구현한 것이다. 음전법은 음각이라고도 부르며 화
면 가운데서 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도자장식 가운데 
‘척(剔)’의 기법은 전지예술과 도자예술이 공유할 수 있는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3.4 조각을 활용한 전지공예와 도자장식 융합
전지공예의 투조와 도자공예의 투조가 서로 결합하려

면 전자의 평면적 표현이 후자의 입체적 공간으로 옮겨
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전지의 최대 예술적 특징
은 잘라내고 파내서 만들어진 평면의 빈 곳으로 말미암
아 허실의 상생을 낳는 음양이 어우러지는 점이다. 도안
의 선들은 물론이고 음과 양이 서로 상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통해 무형의 선을 만들어 낸다[13, 14]. 왕지
(Wang Ji, 1975∼ )의 전지작품과 도자작품의 융합 사
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media design production process

Table 4. Reference Case: convergence of Paper-cutting 
and ceramic art (work by W.J.)

왕지는 장백산 마족의 전지예술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역의 전통전지공예의 지정상속인이며, 이를 점토에 옮
겨서 도자기 면에 부조하거나 투조하는데 심취하고 있다. 
이러한 종이에서 도자기로 소재를 옮겨감은 가위를 조작
도로 바꾸게 하였고 전통적인 전지작품이 품고 있는 고
사정절(故事情节), 즉 스토리를 도자기 표면이라는 새로
운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도예작품 중 투
조 부분과 음각 부분은 ‘음(陰)’이라고 말할 수 있고 화면
에 나타난바 형상적 부분은 곧 ‘양(阳)’이다. 이것은 전지
예술에서 투조로 음적인 빈 공간을 만들고 이로써 양적
인 형상을 부각시키는 ‘거음유양(去阴留阳)’, 이념이 도자
재료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전통전지예술에 담아낸 고사

정절, 문화습속, 상상적 내용, 심미적 정취가 도자재료 위
에 조화롭게 구현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더욱 평가받고 
있다[15].

3.5 전지공예의 평면성을 도자기의 입체성과 융합하
    여 전환하는 방법

앞선 네 가지 사례에 나타난 전지공예와 도자기 장식
의 융합은 도자기의 평면형태에 전지의 평면형태를 나타
내는 것 위주였다. 간단히 정리하면, 도자재료의 가소성
으로 인하여 평면인 전지공예의 표현이 비교적 입체적인 
평면으로 옮겨진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도자기의 입체성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전지작품을 말 그대로 입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자재료의 도움을 받아서 2차원으로부터 3차원으로의 
공간적 변환을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edia design production process

Table 5. Reference Case: Transition from 2 dimentional 
paper art to 3 dimentional ceramic art (works 
by K.W.Li (above)& X.S.Chen(below)) 

리징청((Li Jingcheng, 1972∼)은 내몽고 소수민족의 
문화와 예술에 기초한 작업을 주로 하였다. 이 작품은 내
몽고의 화림격니현 지역에서 전래하는 전지작품 중에 지
역 특성을 보이는 ‘녹두화(“鹿头花)’와 ‘녹회두(鹿回头)’ 등
을 <幻>이라는 작품을 통해 입체화하였다. 말(馬) 문양 전
지는 그 메시지를 간직하면서도 단순한 형태로 재해석되
었고 원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도자작품은 평면적 전지
를 입체화하는 바탕이 된다. 말의 안장 부위를 중심으로 
투조로 구현된 전지의 부분은 채색을 더 하였다. 채색은 
전지공예가 갖는 투조를 통한 공간의 창조라는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작품의 층을 풍부하게 한다. 아울러 
기법상으로는 단순함의 미를 추구하였다[16]. 

이어진 첸송시안(Chen Songxian, 1941∼ )의 작품
은 전지로 표현된 나무의 형상을 도자재료로 재해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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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첸은 전통 도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이
고 창조적인 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본 작품에서는 특히 
전지의 투조가 만들어 내는 공간과 형상의 음양조화와 
허실상생의 변증법적 통일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도예 위
에 교묘하게 접목하였다[15]. 

전지의 평면형식을 완전히 입체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 특징이다. 전지는 도자장식의 밑그림으로서가 아니라 
도자예술 자체로 변화되었다.

4. 결론
전지공예의 가위는 도예에서는 조각도로 바뀌었다. 음

과 양을 조화를 구현하고 중국민족의 문화 코드를 담아
내고자 하는 전통전지공예는 도예와의 만남을 통하여 전
지공예의 언어가 도예의 형식을 빌려 새롭게 번역어 읽
히도록 하였다. 예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도
자예술장식의 다원화에 대한 일종의 탐색이며, 도예는 전
지와의 융합으로 장식과 표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받
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지예술의 표현형식과 매체는 일정한 의
의 상에서 확장되었다. 이것은 곧 “전지”로부터 “도자재
료”까지 개념적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다. 동시에 표현 매
체의 전환과 초월이다. 이러한 시도는 예술의 동시대적 
융합을 향한 표현 양식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본고의 기저를 이루는 이념을 
정리하면, 예술의 여러 형식은 이미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다원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다차원적으로 상호 
교차하고 각자의 장점을 흡수하여 새로운 풍모를 형성하
게 된다는 것을 본고에서도 제안하는 또 하나의 융합적 
창조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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