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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그래피Lithography

2) 흙 판 준비

리소그래피 전사지는 석판화 기법을 응용하여 제작

반건조 상태의 부드러운 흙 판을 미리 준비한다.

한 전사를 이야기한다. 석판화는 물과 기름의 반발

세라믹 프린트 A to Z ⑥

리소그래피와
디지털 2D 프린팅 Lithography and 2D Digital Printing

력을 이용해 석회석으로 된 평평한 판에 그림을 직

3) 도자기 잉크 준비

접 그린 후 찍어내는 방법이다. 요즈음에는 구하기

린씨드 오일Linseed Oil과 칼라 스테인을 2:3으로 섞

힘든 석판 대신 플라스틱, 아연, 알루미늄 판 등을

어서 15~20분 동안 잘 섞고, 밤새 숙성시킨다. 이때

이용하는데, 도자 전사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

4~5일 정도 숙성시키면 전사가 더 잘 된다. 공기 중

한다. 판을 사용하는 대신 일반 종이에 드로잉 하거

에 쉽게 건조되므로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와 차단

나 프론타 플레이트Pronta Plate 종이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통에 넣어 보관한다.

전사할 수 있다. 프론타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아라
김선애  도예가

비아 용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1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트레이싱지에 옮겨 그린다.

 양한 색과 모양의
1 다
전사 기법을 볼 수
있는 웨지우드 컬렉션,
웨지우드 에스테이트

 사지로 장식된
2 전
웨지우드 스트로베리

1) 필요한 도구 준비

트레이싱지에 옮긴 이미지를 뒤집어 판 위에 옮겨

스펀지, 깨끗한 물, 물통, 린씨드 오일Linseed Oil, 아라

그린다. 사진이나 컴퓨터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레

비아 고무 용액Gum Arabic, 넓은 유리판, 롤러, 장갑, 도

이저 프린터나 복사기에서 복사한 이미지를 준비

자 스테인, 스푼 등

한다.

ⓒ김선애

패턴, 웨지우드 박물관

4) 드로잉 준비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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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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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지에 잉크 적용

ⓒ김선애

ⓒ김선애

3

① 평평한 유리판에 아라비아고무 용액을 조금 놓고 잘 펴 바른다.

7) 번조하기

형태를 만들거나 그대로 건조 후 번조한다.

② 이미지가 위로 향하게 유리판에 놓고 이미지 위에 아라비아 용
액이 잘 스며들게 한다.

석판화 기법은 실크 스크린보다 공정이 복잡하여 작업실에서 사용

③ 이미지 바깥의 아라비아고무액을 제거한다.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④ 롤러를 이용해 유리판에 잉크를 잘 묻힌다.
⑤ 롤러를 이용해 이미지 위에 잉크를 바른다.

오픈 스톡 데칼Open Stock Decals

⑥ 스펀지에 물을 적셔 이미지 위에 살살 뿌려준다.

데칼은 데칼코마니아decalcomania의 줄임말로 ‘Transfer’를 의미하는

⑦ 스펀지로 드로잉이 없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닦아 준다.

‘전사지’의 뜻으로 쓰인다. 오픈 스톡 데칼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전

6

사지를 말하며,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김선애

⑧ 프린트된 토너 혹은 드로잉 부분이 용액과 반응을 일으켜, 잉크
가 이미지 라인에만 묻는다.
⑨ 다시 잉크를 묻히고 닦는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한다.

수 있다. 동·식물 이미지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빈티지 느낌의
데칼도 있고, 패턴이 있는 상업 전사지를 구할 수도 있다.

6) 전사하기

잉크가 묻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유리판에서 떼어낸다. 준비한 흙
 토브 타일 리소그래피 석판
3 스

판 위에 이미지가 아래로 향하게 놓고 깨끗한 스펀지로 조심스럽

 일로 장식된 스토브, Coalbrookdale 회사 제품, 1880년, 영국
4 타

게 눌러 전사한다. 조금 마르면 숟가락 뒷면으로 잘 문지른 후 종

1년의 각 달month을 표현한 전사 타일이 장식돼있고, 전사지와 타일은 모두 Craven Dunnil & Co. 제품

 국 왕립 예술 대학원에 있는 디지털 프린팅 연구실
5 영

이를 벗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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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젠타 세트Magenta Set 토너 테스트 사진
6 마
 원색 전사지 테스트 사진
7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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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김선애

400dpi 화소까지 프린트가 가능하며, 가마에서 약 780~840℃로
번조할 수 있다. 두 가지 토너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자신이 원하는
색에 더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RED
Cyan, Red, Yellow, Black을 기본으로 빨강, 노랑, 주황, 라임색을 밝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대신 핑크, 보라, 어두운 파란색 등은 상대적으로 화
면과 달리 나온다.

ⓒ김선애

9

② MAGENTA
Cyan, Magenta, Yellow, Black을 기본으로 하는 색이 프린트되기 때문
에 Red 세트보다는 범위가 넓은 색상 스펙트럼이 가능하다. 분홍, 파랑,
초록, 보라색 등이 밝고 화사하게 인쇄될 수 있지만, 빨강, 오렌지, 노란색
등이 밝게 인쇄되지 않는다.1)

3) 라미네이터Laminator

전사가 끝난 후에 커버 코트Cover Coat를 입힐 수 있는 기계이다. ◆

8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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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2D 프린팅2D Digital Printing

Steve Brown

디지털 프린팅은 일반 프린터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량 생산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를 통

시스템과 비슷하다. 다만, 도자기 전용 프린터에 전

해 도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용 토너를 넣고 전사지를 출력한다.

최근 배터씨Battersea 캠퍼스로 이전한 RCA 도예유리

1) Digital Ceramics, 2017, accessed on 5 Jan 2017, www.digitalceramics.com

박사는 현재 디지털 레이저 프린팅은 소
<디지털 전사 출력 주문>
◦ 작업을 위해 수량이 적은 디지털 전사를 주문할 경우, 화면상 이미지를
100% 전사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과에 새로 생긴 디지털 프린팅 룸은 2개의 세라믹

◦ 하지만, 국내에도 품질 좋은 디지털 전사가 가능한 회사가 있으므로 회

최근 영국 예술 인문 리서치 협회AHRC, The Arts and Hu-

전사 레이저 프린터를 비롯한 전용 토너, 카트리지,

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통해 원하는 색에 가장 가

manities Research Council

은 최근 영국 왕립 예술 대학원

일루미네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도예가 마틴

RCA 연구자에 기금 £330,000 (한화 약 5억 상당)

스미스Martin Smith와 함께 레이저 디지털 프린팅을 활

을 수여하고 디지털 세라믹 전사의 잠재성을 연구

발히 연구 중이다.

11
 지털 프린팅으로 제작한 작품
8, 9, 10 디
 지털 프린팅으로 제작한 Amy Jayne Hughes의 작품
11 디

깝게 나오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원본 사진 및 이미지가 번조 후 어
떤 결과물로 발색이 되는지 먼저 색을 확인하고, 반대로 포토샵 상에서
색을 조절하는 방법을 쓴다.
◦ 또한, 사용하는 가마의 조건에 따라 발색에 차이가 커 실험이 필요하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저 프린터 전

다. 가마 온도가 초벌 온도 800℃ 정도로 비슷한 온도이지만, 초벌 기

사 기술은 RCA 연구진과 디지털 세라믹 시스템 회

1) 프린터

사Digital Ceramic Systerms, 로열 크라운 더비Royal Crown Derby

일반 종이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A4, A3 프린터가

와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있다. 일반 프린터로는 토너 세팅이 불가능하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크 스크린 프린트 기법은 도

문에 Richon, Canon 등에서 세라믹 전용 프린터

<전사지 보관>

자 생산 단가를 낮추고 대량생산에 적합하지만 노

가 생산된다.

◦ 보관은 빛이나 열기, 차가운 곳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동집약적이며 여러 각도에서 한계가 많다. 반면에,
디지털 레이저 프린터는 빠르고 손쉽게 풀 칼라로

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필자 김선애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전공으로 BFA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왕립

2) 토너

인쇄하는 장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디지털 프린팅은 일반 잉크 대신 세라믹 전용 토너

있다. RCA 프린팅 스페셜리스트인 스티브 브라운

를 넣고 인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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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떼면서 나오는 습기로 인해 전사지를 붙인 표면의 유약이 광택 없

한다.

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MA와 동 대학원에서 MPhil을 받았다. 현

◦ 보통 데칼 위에 같이 붙어 나오는 종이와 함께 보관해야 데칼이 서로

재는 Studio Manifold의 공동설립자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도예가로 활발하

달라붙지 않는다. 커버 코트가 입혀진 부분의 이미지가 서로 맞붙지

게 활동하고 있다. 도자기가 가진 잠재성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시도

않게 보관한다.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