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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shirt design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pop art, 444 pieces of T-shirts 

which conveyed the pop art spirits of well-known designers were selected for five years from 2001 to 2005, through 

fashion magazines(Collection: Dong-ah TV, Collezioni: Ital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s for formative ch굖facteristics of pop art in T-shirts,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o set classifications criteria 

such as popularization of images, eroticism, lettering and graffiti, assemblage. The design factor of the image popu

larization includes everyday images, cartoon, c이ebrities, and caricature. Everyday images ranked first followed by 

cartoon, caricature and celebrities. The design factor of eroticism ranges from the see-through look, partial exposure 

of human body, symbolization of 갾薑derwear, and to printing of sexy images. The see-through look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partial exposure of .human body, symbolization of underwear, and printing of sexy images. The design 

factor of lettering and graffiti encompasses letters, numbers, symbols and logos. Adoption of letters, numbers or 

symbols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brand logos and graffiti. The design factor of Assemblage is closely related 

to a three-dimensional effect. Varied expressions are possible: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textiles and fusion of 

textile and non-textile.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textiles are higher than fusion of textile and non-textile.

Key words: image po卯k仃izatig（이미지 대중화）, eroti（每m（에로티시즘）, lettering （如d 筋碰以레터링과 그라피 

티）, Qwmblage（앗상블라슈）,

I .서 론

복식은 건축이나 문학, 음악, 회화 등의 경우에서 

처럼 특별한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발전된 예술의 한 

형태로서 현대 사회의 패션은 정치, 경저〕, 문화, 예술, 

종교 등의 흐름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다. 특히 예술 양식은 의상디자인 창작에 있 

어서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소니아 들로이（Sonia Delaunay）는 예술을 

대중과 결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상을 통해서 

라고 하였다。팝아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의 발달과 소비 문화로 형성된 환경을 수용한 예술이 

며,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p.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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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에 접근하려는 결의에 의해 발생한 경향이 

다幻 팝아트의 영향을 받은 I960년대 이후 패션은 발 

달된 과학 기술과 매스매디어의 영향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영화, 팝뮤직이 크게 유행되면서 열광적이고 

즉흥적인 낡은 진? 프린트된 티셔츠를 크게 유행시켰 

다. 특히, 1963년과 1964년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킨 

비틀즈의 멤버들은 때로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평상복 모습으로 나타나 그 시대 젊은이들의 옷차림 

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현재 티셔츠는 

전 세계적으로 2억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 

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이며 판매 량이 가장 많 

은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티셔츠가 제작 

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소비성 의륨 아이템으 

로 구매 후의 위험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티셔츠의 

의복 형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나 메시지를 직접 

적 이든 간접적이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화지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今 티셔츠는 수수하 

나 패셔너블하고 단순하나 무한한 장식의 기능을 지 

닌 캔버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티셔츠는 예술가 

들의 작품이나 예술사조로 예술성을 표현하는데 사 

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대중성을 주제로 하고 있 

는 팝아트와 대중적 아이템인 티셔츠는 상호 인스피 

레이션을 이루어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사라지게 했 

으며, 오늘날까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티셔츠 디자인 연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디자 

인 발상을 위해 팝아트가 티셔츠 디자인에 어떻게 표 

현되었나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20이년에 

서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등에서 발표된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국내외 패션 

잡지 인 C血ctig(동아 TV), Collezi前(이태 리)를 통 

하여 수집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이러한 티셔츠 디 

자인 연구가 티셔츠의 조형미를 새롭게 인식하며, 보 

다 다양하게 활용되어서 티셔츠 디자인의 발상 영역 

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n. 이론적 연구

1. 티셔츠의 패션 역사

티셔츠는〈그림 1〉과 같이 남자의 편한 속옷에서 

시작한 것으로 티셔츠의 명칭은 의복의 형태가 T자 

모양에서 유래된 것이다. 티셔츠는 1,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해군, 육군의 공식적인 속옷으로 착용되었 

다-다〈그림 2〉와 같이 전쟁 때 많이 착용되었던 티셔 

츠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영웅의 아이콘으로서 단순히 속옷의 의미를 넘어서 

남성다움과 용감함, 二리고 편안한 이미지로 군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티셔츠는 또한 1950년대 영화 속 스타들에 의해 

착용되어서 남성다움과 용감함 외에 새로운 이미지

〈그림 1〉U.S. Navy underwear. The T-shirt book.

〈그림 2〉8. 6. 1945. the American crew of the B-29 
bomber Enola Gay. The T-Shir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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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정미, 조진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팝아트 디자인 연구,'' 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0권 (2004), p. 47.
3) 하영복, “I960년대 팥아트와 청소년 패션,'' 서라벌대학교 논문집 (1992), p. 7.
4) 홍성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메시지 티셔츠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권 8호 (2005), p. 2.
5) Charotte Brunel and Bruno C이1血 The T-Shirt Book, (New York: Assouline, 2002), 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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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게 되었다.〈그림 3〉과 같이，욕망이라는 이 

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1950)'에서 마론 

브란도(Maiion Brando)의 땀에 젖은 티셔츠는 섹시한 

이미지를,〈그림 4〉와 같이，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 1955)'에서 제임스 딘(James Dean)의 

흰 티셔츠는 반항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영화를 통 

해서 티셔츠의 기존 이미지 인 남성다움과 용감함; 편 

안함 외에 섹시함이나 반항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보 

여줌으로써 티셔츠의 패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에게 티셔츠 

는 더 이상 속옷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의상이라 

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부터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나

〈그림 3> 1950. Marlon Bran

do. The T-Shirt Book.

〈그림 4〉1955. James Dean. The T- 

Shirt Book.

대학을 상징하는 마크나 색상이 표현된 티셔츠를 착 

용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였다S

1964년도에는 니나 리치(Nin횮 Ricci)가 비즈 장식 

을 한 이브닝 티셔츠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많은 종 

류의 칼라와 장식을 한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가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1970늑』도에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n伊은 자신 

의 이름이 새겨 넣은 긴팔의 파랑색 티셔츠를 디자인 

하였는데 소재는 실크였다. 1970년도는〈그림 5〉와 

같이 패셔너블한 티셔츠가 본격적으로 탄생되는 시 

기로 1卯5 년도에 엘르(Elie) 잡지에서 티셔츠는 lNe- 

ver go out of Fashion，이 근｝고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an West- 

wood)가 비대칭의 티셔츠를 만들었으며, 티셔츠에 

목걸이가 있는 것처럼 보석 이미테이션을 그리기도 

하였다. 샤넬은〈그림 6〉과 같이 처음으로 정장 재킷 

과 티셔츠를 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듀퐁사의 라 

이크라로 티셔츠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신축성 소재로 인하여 티셔츠가 스포츠 분야에 더 초 

점이 맞추어지기도 하였다. 그 외에 크리스챤 디올 

(Christian Dior) 등이〈그림 7〉과 같이 티셔츠로 초대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는 일본 디자이너들이 기존의 개념을 

깨트리고〈그림 8〉과 같이 티셔츠에 검은 색을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인 헬무트 랭(Helmm 

Lang)은〈그림 9〉와 같이 몸에 밀착된 티셔츠를 디 

자인하였는데,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이 밀착된 스 

타일의 티셔츠를 디자인하기 시작하였으며,〈그림 

10〉과 같이 섹시한 스타일의 디자인도 많이 나타났 

다. 샤론 스톤(Sharon Stone)은 오스카 시상식 때 Gap 

의 스트레치 티셔츠와 발렌티노(Valentis Garavani) 

스커트를 착용함으로써 티셔츠의 새로운 아름다움 

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속옷으로 시작된 티 

셔츠는 이제 패션쇼에서도 디너정장, 이브닝 가운처 

럼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다.

2. 팝아트의 특성

팝아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렌스 엘

6) Ibid., pp. 57-64.
7) Ibid., pp. 206-214.
8) Ibid., pp. 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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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A disco T-shirt. In 〈그림 6) Combined with a 〈그림 7〉T-shirt invitations for Haute Couture sh-

the 1970s. Tommy 
Roberts.

Chaii이 Haute Cou- ows.

ture jacket. T-sh

irt Book.

로웨이（Lawr卽说 Alloway）이며, 1954년과 1957년 사이 

영국의 인디펜던트 그룹 희원들의 공동 작품 및 토론 

과 관련된 대화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바 영국 

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진정한 팝아트 작품은 리처드 

헤밀턴（Richard Hamilton）의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챺g?" 라는 꼴라쥬 

작품으로 상당 부분이 대중잡지에서 오려낸 광고로 

이루어져 있디L 이 꼴라쥬 작품에는 육체미 잡지에서 

따온 근육미의 사나이와 벌거벗은 여성이 있는데, 근 

육미의 남자는 팝이라고 쓰인 거대한 막대사탕을 들 

고 있다. 헤밀턴은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고급과 저 

급, 엘리트와 대중, 단일과 다수 사이에 존재했던 전 

통적인 문화적 차별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미 

적 감성의 잔재일 수 있음을 제기했다. 이 꼴라쥬를

〈그림 8〉Comme des Garmons.

Marie-Claire. June 1994.

〈그림 9〉Helmut Lang.

1999. S/S coll-

〈그림 1。〉Jean Colonna. 2001,

S/S collection. The T-
The t-Shirt Book. ection. Shirt Book.

9） 강현정, “팝아트의 개념”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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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지 약 1년 후 헤밀턴은 인디펜던트 그룹의 멤 

버이자 건축가인 앨리슨 스미드슨(Alison Smithson) 

에게 쓴 편지에서 대중성, 변이성, 소모성, 저렴한 가 

격, 대량 생산, 생동감, 재치와 유머, 에로티시즘, 교 

묘함, 매혹적 등과 같은 대중문화의 여러 특성들을 

열거했다'" 훗날 그가 지적한 이러한 특성은 흔히 

팝아트와 연관 지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팝아트의 조 

형적 특징을 선행 연구를'참조로 하여 이미지 

대중화, 에로티시즘, 레터 링과 그라피티, 앗상블라쥬 

와 전위예술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미지의 대중화

1950년 후반 과학 기술 산업 문명의 발달로 획일 

성과 상품화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비인간화 속 

에 복제예술이 출현하는 대중문화가 발생하고 수많 

은 이미지로 넘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대중문화의 

전달적 측면에서 내용이나 질적 가치가 아닌 양적인 

면이 중요시되고 예술의 성격마저도 변화시키고 말 

았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고급미술과 저급미술 

을 구분하는 벽이 매우 높아서, 순수예술에서는 대중 

적인 것을 배타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 미술가들 

은 대중적인 재즈나 찰리채플린 영화에 매료되었으 

며, 그 영향으로 그들은 밤의 카페 등을 그렸고, 그것 

은 고급미술로서의 지위를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팝아트에 와서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대중문화를 

반영 하였다. 팝 작가들은 상업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 

징 즉, 대중미술과 상업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 

을 받아들여 적극 차용함으로써 팝아트 상품과 광고 

의 이미지를 폭넓게 사용하였다. 미술과 대중문화간 

의 공생적인 관계는 I960년대의 팝아트로부터 확산 

되었으며, 이를 필두로 대중적 이미지를 순수 미술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향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질적 

이고 일상적인 소재와 비예술적인 방식의 사용 등 모 

두 낯익은 미술 작품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미국의 

팝아트 작가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의 작품이 주 

변 환경과 생활양식에서 자연히 태어난 부산물이며,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팝아트의 의미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데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의 의 

미를 이해하는 것, 환경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점에 

있다. 즉, 대중이미지를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 

시 한 번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행위이다成 이와 같 

이 팝아트의 주제에 사용된 이미지들의 공통점은 첫 

째, 대중문화에 속한 흔하고 값싼 물건들이며, 둘째, 

주변에서 늘 반복적으로 접하는 평범한 것들이고, 셋 

째, 인간이나 사물의 자체 그대로가 아니라 일단 가 

공된 이미지로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⑹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그림 11〉과 같이 델몬트 통조림, 이 

탈리안 소스, 담배, 코카콜라 등과 같은 소비 상품, 

〈그림 12〉와 같이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먼로, 재 

클린 캐네디 등 매스컴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 

진 인물, 신문에 실린 사진, 만화 등과 같다. 이는 모 

두가 주로 대중 소비사회와 대중문화에서 얻어진 평 

범한 것들로 대중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⑺ 그러나 

팝아트가 곧 대중문화는 아니다. 단지 대중문화에서

〈그림 11〉톰 웨셀먼.〈정물 No. 24>, 1962. 팝 아트.

10) 김민자, “I960년대 팝 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10권 4호 (1986), p. 74.
11) 김성규, “팝아트에 표현된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7권 1호 (2006).
12) 양선미, “1990년대 패션에 재 표현된 팝아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3) 위재선, “현대 복식에 나타난 팝아트의 기호학적 특성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4) 이혜정, “포스터에 나타난 팝 아트적 표현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5) 최난영, “앤디 워홀의 대중적 이미지 작품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24-35.
16) 임애진, “팝 아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10.
17) 데이비드 메카시, 팝 아트, 조은영 역 (서울: 열화당. 200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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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티셔츠에 표현된 팝

〈그림 12> 앤디 워홀.〈Jackie〉, 1964.

www.art.com.

주된 원천을 발견했고, 순수미술과의 장벽을 해소하 

려고 노력한 순수 미술의 한 조류인 것이다凡

2) 에로티시즘의 표현

리처드 헤밀턴이 주장했듯이 팝아트가，젊고 섹 

시'하다면, 그것은 성(性)적으로 솔직한 자료들이 미 

국의 풍요로운 사회에서 종전 후 날로 증대되었기 때 

문이다' 로렌스 엘로웨이가 1956년의 에세이 tech

nology and Sex in Science Fiction: A Note 야n Cover 

Art」에서 주장했듯이 팝아트에서 에로티시즘은 주요 

소재가 되었다 에로티시즘을 통하여 성에서 사랑을 

앗아가고 성을 상품화하는 현상까지 만들었으나, 팝 

작가들은 성의 상품화로 상업화되어 가는 현대의 성 

개념 속에서도 회화적 의미를 잃지 않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9).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그림 13〉과 같이 잡지를 꼴라주 한 작품 속 

에는 성적으로 자주적인 여성의 육체와 자극적인 그 

저｝2차 세게대전을 상징하는 비행기나 코카콜라 병 

등과 같이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 

다.〈그림 14〉는 순결한 여성 이미지를 싸구려 캘린 

더에 실리는 통속적인 여자로 바꾸어 놓았다叫 대 량 

소비사회에서의 현실을 반영한 팝아트는 매스미디어 

의 통속적인 주제, 사랑과 성을 통하여 진실된 인간

18) 이미량, 김문숙, “팝 아트 정신이 20세 기 현대패션에 

9권 1호 (1997), p. 4-5.
19) 이홍주, “팝 아트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20) 데이비드 메카시, Op. cit., pp. 46-47.

아트 디자인 연구 복식문화연구

존재의 참 모습을 찾고자 그들 작품 속에 비인간적인 

것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을 역설적으로 강조 

하고 있으며, 또구화된 성과 상업화 된 성적 표현으

〈그림 13〉에두아르도 파올로 

치.〈나는 부유한 남 

자의 노리개였다〉. 

1947. 팝아트

THTV 心，1

〈그림 14〉앨런 다캔젤로.〈아메 

리칸 마돈나 No. 1>. 

1962. 팝 아트.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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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정한 에로티시즘의 의미를 환기시켜준다").

3) 레터링과 그라피티

레터링이란 디자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시각화를 위해 문자를 그리는 것, 또는 그려진 문자 

를 의미한다均 레터링과 자유로운 손 글씨의 다른 

점은 레터링이 글자체로서의 일정한 법칙이 있는 데 

비해 자유로운 손 글씨에는 글씨 쓸 때의 도구와 재 

료에 의해 생기는 즉흥적 성격이 있는 점이다2幻 그 

라피티(Graffiti)는 고대 그리이스어로，제멋대로 쓰 

는, 긁적이는' 등의 뜻으로 고대 건축물에 당시의 사 

람들이 벽에 긁어서 쓰거나 그려놓은 그림 이나 문자 

를 말한다. 현대에 와서는 낙서예술을 말한다狗 낙서 

패션의 모태가 된 그라피티 무늬는 메시지 티셔츠로 

발전돼 환경 오염, 전쟁, 공포, 기아, 갈등 등의 사회 

비평 슬로건으로 쓰이기도 하는 등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독특하고 회화적인 느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레터링의 기 법 역시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낙서화의 중요한 기법이다. 문자들을 

마구 갈겨 쓴 듯한 표현으로 특히 루이비통(Louis 

Vuttion)의 경우, 기존에 선보인 디자인과는 판이하게 

다른 레터링 기법의 그라피티 라인을 선보이기도 했 

다26). 그라피티가 본격화된 것은 I960년대 말 뉴욕 

브롱스 거리에 낙서가 범람하면서부터이다. 처음에 

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 푸엘토리코인들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주도했다. 분무 페인트를 이용해 극채 

색과 격렬한 에너지를 지닌, 속도감 있고 도안화 된 

문자들을 거리의 벽에 그렸다. 이것들은 즉흥적, 충 

동적이며 장난스럽고 상상력이 넘치는 것들이었다. 

랩 음악과 브레이크 댄스를 즐겼던 이들은 거리의 

벽, 경기장, 테니스장, 지하철 전동차 등 가리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곳에 그림을 그렸다. 때문에 사회적으 

로는 낙서가 도시의 큰문제이기도 하였다. 그라피티 

가 도시의 골칫거리에서 현대미술로서 자리 잡은 것 

은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와 키스 헤 

링(Keith Harring)의 공이 컸다. 바스키아는 정식 미술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미술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그는 어린이가 그린 것처 

럼 어설퍼 보이는 그림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표현 

하였다. 주로 자전적 이야기 • 흑인 영웅 • 만화 • 해 

부학 - 낙서 기호 • 상징 • 죽음과 관련된 주제였다. 

키스 헤 링은 아이콘화 된 사물을 그리는 그라피티로 

유명했다. 검은 종이 위에 흰 분필로 그림을 그렸는 

데, 주로 에이즈 퇴치, 인종 차별 반대, 핵전쟁에 대한 

공포 등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었다习 그 

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쓸데없는 낙서로 보 

지 않고 있다. 음악과 춤, 그리고 그라피티의 통합 장 

르라는 힙합 문화에 힘입어 낙서예술이 새로운 조류 

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유롭 

고 실험정신이 강한 그라피티 스타일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패션으로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蹟 이러 

한 그라피티가 팝아트 작가들에 의해 하나의 기법으 

로서 작품에 활용되고 있다.〈그림 15〉와 같이 만화

〈그림 15〉Drowning Girl. 1963. 팝아트.

21) 이정미, 조진숙, Op. cit., p. 50.
22) 송선영, “나비 이미지의 상징적 표현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25.
23)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서울: 미진사, 1983), p. 7.
24) www.naver.com
25) 스포츠 투데이, 2006년 5월 17일. 4면.

26) 김정은,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덜트적 유희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53-54.

27)  네이버백과사전.www.naver.com
28) 스포츠투데이, Op. cit.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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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 디자인 연구 복식문화연구

재현시키지 않고 캔버스 위에 직접 부탁시켰다는 점 

에서 앗상블라슈의 특징을 따른 것이다이와 같이 

앗상블라슈는 작품의 소재를 무한하게 만들 수 있도 

록 가능성을 부여하였고, 각 단편들이 의미하는 이 미 

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의 작품을 창조하는 유 

기적 성형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앗상블라슈는 추 

상의 유일무이한 창조로 기존의 이미지를 적절히 선 

택하여 재결합함으로써 고상하고 전통적인 소수 귀 

족적 이미지에서 평범하고 유행적인 다수 대중적 이 

미지로 전개시켰다” 앗상블라슈와 함께 전위예술은 

종래의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관중으로 하여금 새로

ALABAMA
〈그림 16〉로버트 인디애나.〈앨라배마〉’ 

1965. 팝아트

에서,〈그림 16〉과 같이 문자 등의 이미지를 기호화 

된 추상 형태로 재해석하여 사용하였다.

4) 앗상블라쥬와 전위예술로서의 표현

앗상블라슈란 말이 미술적인 용어로 처음 사용하 

게 된 것은 쟝 뒤뷔페(Jean Dubuff浅)에 의해서이다, 

1961년 윌리암 사이츠(WiHiam C. Seitz)는 앗상블라 

쥬를 오브제의 헌대적인 호칭으로 그리거나 조각되 

어진 것이 아니라, 조립에 의한 것, 자르거나 찢어진 

조각들, 사진들, 직물조각, 나무 메달, 조개, 돌, 인형 

등과 같은 사물의 조각을 한 데 고정시켜 만들어 내 

는 예술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앗상블라쥬 

란 오브제로서 이루어진 사물의 단편들의 모음에 의 

한 집합적 구조물로서 3차원적 집합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纳 앗상블라슈의 의의는 일상의 물체를 예술 

의 영역에 끌어들임으로써, 창작에 대한 개념을 바꾸 

어 놓았다는 것이며, 예술과 생활을 동일시하여 환경 

속에 조화시켰다는 것이다. 앗상블라쥬의 대표작인 

1954년 라우젠 버그가 제작한 '컬렉션'을 살펴보면 

〈그림 17〉과 같이 만화책, 신문, 장식 적 인 나무 공예 

품과 거울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물을 활용하였다. 또 

한, 짐 다인은〈그림 18〉과 같이 캔버스 윗부분에 도 

구들을 배열함으로써 기존의 오브제를 그림을 통해

1

〈그림 17〉로버트 라우젠버그.〈컬렉션〉. 1954. 

팝아트.

〈그림 18〉짐 다인〈오 피트에 걸친 다채 

로운 도구들〉' 1962. 팝아트.

29) 박형준, “팝아트 주요작가의 작품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p. 23.
30) 데이빗 메카시, Op. cit,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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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험과 함께 충격적인 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팝 아트는 전위예술의 발판율 제공하였다.

HI. 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 디자인 연구

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 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하 

여 2001년에서 2005년 까지 최근 5년간 국내외 패션 

잡지(Co也ctioa: 동아TV, 2001-2005 S/S, C야izioni: 

이태리, 2001 〜2003 S/S) 총 8권을 통해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등에서 발표된 유명 디자이너의 팝아트 

특성이 표현된 티셔츠 444점을 선정하여 분석, 고찰 

하였다. 특히 S/S 컬렉션만을 선택한 것은 S/S 컬렉션 

에 나타난 티셔츠는 주로 겉옷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부 

석과정에는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3인이 함 

께 실시하였다. 그 곁과는 다음과 같다.

1. 티셔츠 선정 방법

티셔츠는 속옷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이론적 배

〈그림 19〉티셔츠의 기본형.

경인 티셔츠의 패션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2년 

도에 니 나 리 치 (Nina Ricci)가 비즈 장식을 한 이 브닝 

티셔츠를 만든 이후로 많은 종류의 칼라와 장식을 한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가 등장하였고, 1970년대에 

는 본격적으로 패셔너블한 티셔츠가 등장하였다心고 

한다. 이처럼 티셔츠가 단순한 속옷의 의미를 넘어서 

패션화 하면서부터 디자인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셔츠를〈그림 19〉와 같 

은 T자 모양의 의복 형태에 한하지 않고 전문서적均

〈그림 20〉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

31) Charotte Brunel and Bruno Collin, Op.前.，p. 206.
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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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로 하여〈그림 20〉과 같이 소매, 네크라인, 칼 

라, 장식 등이 다양하게 변화된 디자인을 모두 포함 

시켜 선정하였다 소재의 경우는 신소재의 발달로 인 

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면, 실크, 울, 라이크라 등 

소재를 제한하지 않았다’

2. 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의 특성별 표현

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의 특성은 이미지 대중화, 

에로티시즘, 레터링과 그라피티, 앗상블라쥬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팝아트의 특성은 티셔 

츠에 1종류의 특성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2종류의 특성, 혹은 3종류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표현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의 

특성별 표현은〈표 1〉과 같다.〈표 1〉의 결과를 살펴 

보면 에로티시즘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은 앗상블라쥬(31.0%), 레터링과 그라피티(1&0%), 

이미지의 대중화(14.8%) 순으로 나타났다.

3. 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의 조형적 특성

1) 이미지 대중화

이미지 대중화의 디자인 요소는 주변에서 흔히 발 

견되는 일상적인 이미지나 만화, 대중 스타, 사람의 

형상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 등으로 분류되어 나 

타났다. 분석 결과는〈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티셔츠에 표현된 이미 

지 대중화의 디자인 요소는 일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만화 

(26.3%), 인물 패 러디(15.8%), 대중 스타(13.2%) 순으 

로 나타났다.

티셔츠에 표현된 일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그 

림 21〉〜〈그림 23〉과 같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 꽃 

의 팝 적 표현, 신문 등과 같이 주위 환경에서 혼히 

볼 수 있는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다. 만화는〈그림 

24〉와 같이 미키 마우스처럼 유명 만화 주인공이나 

만화의 한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 만화는 만화가 

지니고 있는 호소력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해 설득력 

과 정보전달을 쉽게 해주는 매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만화의 사용은 대중매체의 화면을 연상시켜준다’ 대 

중 스타는〈그림 25〉와 같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 

은 대중 스타를 표현한 것이 있다' 스타가 되고 싶다 

는 욕망은 매스미디어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욕구이다. TV와 영화. 잡지 

등 매스미디어를 일상으로 접하는 대중에게 있어서 

이러한 욕구는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 대 

중 스타가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이 꿈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물 패러디는〈그림 26〉과 같이 

사람의 얼굴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 등이 있었

〈표 1〉티셔츠에 표현된 팝아트의 특성별 표현

특성

구분
이미지의 대중화 에로티시즘 레터링과 그라피토 앗상블라쥬 합계

빈 도 76 187 93 161 517

백분율(%) 14.8 36.2 18.0 31.0 100

* 팝아트 특성이 한 작품에 1종류 혹은 2〜3 종류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 작품수(叫4)와 팝아트 

의 특성 빈도의 총 작품수(517)는 일치하지 않는다,

〈표 2> 티셔츠에 표현된 이미지 대중화의 디자인 요소

자인 요소 

구분
일상적 이미지 만화 대중 스타 인물패러디 합계

빈 도 34 20 10 12 76

백분율(%) 44.7 26.3 13.2 1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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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A. A Milano. 2001.

S/S Collection.

〈그림 22〉Ceiline, 2002. S/S 

Collection.

〈그림 23〉Yohji Yamamoto.

2005. S/S Collec

tion.

〈그림 24〉Iceberg. 2004. S/S 

Collection.

〈그림 25〉D&G. 2005. S/S Co

llection.

〈그림 26〉Moschino. 2002. S/ 

S Collection.

다.

이와 같이 티셔츠에 표현된 이미지 대중화는 성조 

기나 신문, 팝 적인 꽃무늬, 미키 마우스와 같은 유행 

만화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대중 스타, 인물 패러 

디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 

는 소재를 취하여 예술의 영역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 

닌 일반 대중으로 확대시켰다.

2)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의 디자인 요소는 투명 또는 반투명한 

소재 사용, 인체의 부분적 인 노출, 속옷의 상징화, 섹 

시한 이미지의 프린트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분 

석 한 결과는〈표 3〉과 같다.〈표 3〉의 결과를 살펴보 

면 투명 또는 반투명 한 소재 사용이 67.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인체의 부분적 노출(16.6%), 

속옷의 상징화(15.0%), 섹시한 이미지 프린트(1.0%)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에 표현된 투명 또는 반투명 한 소재 사용을 

살펴보면,〈그림 27〉과 같이 인체를 투명하게, 또는 

반투명하게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의 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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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티셔츠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의 디자인 요소

7、\듸자인 요소 

구 분、fF'
투명, 반투명한

소재 사용

인체의

부분적 노출

속옷의

상징화

섹시 이미지의

皿리 E 합계

빈 도 126 31 28 2 187

백분율(%) 67.4 16.6 15.0 1.0 100

비쳐 보이게 하였다. 투명, 도는 반투명 소재를 통하 

여 잠재적이든 암시적이든 신체 부위를 소재 특유의 

투시에 의해 감지한 후 성적 연상에 이르게 하며, 노 

골적이진 않지만 은근하게 자극적으로 미묘한 충동 

을 員러 일으켜 사람의 관심을 이끈다. 따라서 선정 

적인 분위기로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기에 매 

우 적합하다. 인체의 부분적 노출은〈그림 28〉과 같 

이 네크라인을 깊게 파서 가슴이 부분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의복 밖으로 대담하게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 

었다, 자연스러운 노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섹스어필을 보여준다. 속옷의 상 

징화는〈그림 29〉와 같이 속옷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크래프트 어빙(K以fftEbing)은 성적 충동 

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복 항목으로는 속옷, 코르셋 등 

이 있다고 하였다功 이처럼 속옷 형태는 여성의 인 

체를 연상시켜주는 도구로써 상징을 통해서 성(性)적 

연상에 이르게 한다. 섹시 이미지의 프린트는〈그림 

30〉과 같이 가장 관능적인 신체 부위의 상징으로서 

입술을 성적으로 표현한 프린트로 표현하였다. 입술 

이나 가슴, 힙 등은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시각적인지로만 그치 

지 않고 섹스어필한 신체 부위를 감지하여 심리작용 

을 일으켜 성적 연상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이 티셔츠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은 투명 또 

는 반투명한 소재 사용, 인체의 부분적인 노출, 속옷 

형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입술 등과 같은 섹시 이 

미지의 프린트 등을 통해서 섹스와 매력을, 새로운 

젊음과 생동감을 표출하고 있다.

3) 레터링과 그라피티(Letter^ & Graffiti)
레터 링 과 Z1 라피티 의 디자인 요소는 문자, 숫자나 

기호, 낙서, 로고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분석 결 

과는〈표 4〉와 같다.〈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 

자, 숫자나 기호를 이용한 것이 77.4%로 가장 높게

〈그림 27〉John Richmo

nd. 2003. S/S 
Collection.

〈그림 28〉Yves Saint Lau

rent. 2003. S/S 

Collection.

〈그림 29〉Blumarine.

2004. S/S Co

llection.

〈그림 30〉Vivienne West- 

wo햖d, 2005. S/S 
Collection.

33) Steele V.f Fashion & Erotic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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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티셔츠에 표현된 레터링과 그라피티의 디자 

인 요소

디자인
、、요소 

구분 、、

문자 ,

숫자 -

기호

낙서 로고 Total

반 도 72 9 12 93

백분율(%) 77와 9.7 12.9 1()0

나타났고, 다음은 브랜드의 상징이 되는 로고(12.9%), 

낙서(9.7%)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예 표현된 문자는〈그림 为〉과 같이 문자 

나 숫자, 기호의 내용이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차디 

찬 기계적 감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을 표현하 

였다. 또한,〈그림 32〉와 같이 커다란 X자의 기호를 

이용하여 로고가 아니라는 표시를 통하여 반어적으 

로 로고의 떼시지를 각인시켰다. 낙서 예술인 그라피 

티 역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그림 33〉과 같 

이 벽에 글씨를 함부로 낙서를 한 것처럼 보이는 형 

태나, 물감으로 낙서한 형태, 마치 흰 종이 위에 검은 

잉크를 마구 뿌려 놓은 모양 등으로 내면 깊은 곳의 

감성이나 즉흥적 심상과 같이 순간적이고 꾸밈없는 

내적 질서의 표출로 독특한 매력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티셔츠에 표현된 레터링과 그라피티는 

문자나 숫자, 로고, 기호, 낙서 등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글씨의 크기나 모양, 위치 등을 다양하게 

조합함으로써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신선한 감각을 

창출하고 있다.

4) 앗상블라쥬

티셔츠에 표현된 앗상블라쥬의 디자인 요소는 티 

셔츠와 같은 직물로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한 직물 

+직물，, 티셔츠처럼 직물이 아닌 비즈나 스팽글, 징, 

털 등으로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한，직물+비 직물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표 5〉와 같 

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직물普직물'이 733%로 

'직물+비 직물，(2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티셔 

츠에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할 때, 비 직물보다는 직 

물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직물+직물^서 동일 색 

상 또는 다른 색상과의 조화는 티셔츠와 동일한 색상 

또는 다른 색상의 직물로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직물+비 직물，에서 동일 색상 또는 

다른 색상과의 조화는 티셔츠와 동일한 색상 또는 다 

른 색상의 비 직물로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직물+직물，에서 다른 색상과의 조화는 

55,9%로 동일 색상과의 조화(17.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물+직물'에서 오는 지루함을 다른 

색상과의 조화를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직물+비 직물'에서는 동일 색상과의 조화

〈그림 31> D&G. 2003. S/S Co- 〈그림 32〉D&G. 2002 锵 、-二 33〉Moschino. 2002. S/S

llection. C 시lecti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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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티셔츠에 표현된 앗상블라슈의 디자인 요소

디자인 요소

직 물+직 물

(H8작품, 73.3%)
직 물十비 직 물 

(43작품, 26.7%)
합계

구분 X
동일 색상과의 

조화

다른 색상과의 

조화

동일 색상과의 

조화

다른 색상과의 

조화

빈 도 28 90 25 18 161

백분율(%) 17.4 55.9 15.5 11.2 1(X)

가 15,5%토 다른 색상과외 조화(112%)보다 높게 나 

타냈다. 이는 '직물+비 직물*이라는  이질적 소재의 

매치 또한 큰 변화이므로 다른 색상보다는 동일 색상 

을 더 선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직물•+직 

물'의 동일 색상과의 조화를 살펴보면,〈그림 34〉와 

같이 흰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있는 티셔츠에 검은색 

꽃 모양의 오브제를 붙임으로써 단순함에 악센트를 

주었다.，직물+직물，의 다른 색상과의 조화를 살펴보 

면,〈그림 35〉와 같이 흔한 저지 티셔츠에 다른 색상 

의 부드러운 소재를 볼륨감 있게 붙임으로써 평면위 

에 입체감을 연출함으로써 변화와 신선함을 창출하 

였다. 또한, '직물十비 직물，의 동일 색상과의 조화를 

살펴보면,〈그림 36〉과 같이 동일 색상의 비즈나 스 

팽글，털 등을 섞어서 붙임으로써 단순한 티셔츠에 

화려함과 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丄직물+비 직물， 

의 다른 색상과의 조화를 살펴보면,〈그림 37〉과 같 

이 스트라이프의 티셔츠에 금색의 큼직한 징과 보석 

을 장식하여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더하였다.

이와 같이 티셔츠에 표현된 앗상블라슈는 일상적 

오브제를 부착하여 3차원적 입체표현을 함으로써 디 

자인의 다양성과 화려함, 신선함을 창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티셔츠에 표현된 팝 아트는 이미지의 

대중화, 에로티시즘, 레터링과 그라피티, 앗상블라쥬 

와 같은 조형적 특성을 다양한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 

여 예술의 영역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으 

로 확대시켰으며, 섹스와 매력, 새로운 젊음과 생동 

감을 표출하였고, 독특하고 신선한 감각을 창출하였 

으며 새로운 심미감과 더불어 소재사용의 범위를 확 

대하게 되었다.

W. 결 론

〈그림 34> Atsuro Tayama.

2002. S/S Co-

〈그림 35> John Galliano.〈그림 36> 2001. S/S Collec-〈그림 37> 2005. M Co”

tion. Emanuel Un- llection. Sonia2005. S/S coll-

flection. ection. garo. Ryk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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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에 표현된 팝 아트 디자인에 관하여 실증적 

으로 연구하고자,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최근 5년 

간 국내외 패션 잡지（Collection: 동아TV, Collezioni: 

이태리）를 통해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등에서 발 

표된 유명디자이너의 팝 아트 특성이 표현된 티셔츠 

444점을 선정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티셔츠에 표현된 팝 아트의 조형적 특성은 이미 

지 대중화, 에로티시즘, 레터링과 그라피티, 앗 

상블라쥬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특성별 표 

현은 에로티 시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앗상블라쥬, 레터링과 그라피티, 이미지의 대중 

화 순으로 나타났다.

2. 티셔츠에 표현된 팝 아트의 조형적 특성별 디자 

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티셔츠에 표현된 이미지 대중화의 디자인 

요소는 일상적 이미지, 만화, 대중 스타, 인물 패러디 

등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요소는 일상적 이미지를 이 

용한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만화, 인 

물 패러디, 대중 스타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에 표 

현된 일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기인 성조 

기, 꽃의 팝 적 표현, 신문 등과 같이 주위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다. 만화는 미 

키 마우스처럼 유명 만화 주인공이나 만화의 한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 대중 스타는 마릴린 먼로나 엘 

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대중 스타를 표현한 것이 있 

다. 인물 패러디는 사람의 얼굴을 유머러스하게 표현 

한 것 등이 있다. 이로써 티셔츠에 표현된 이미지의 

대중화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존의 이미지 속에서 

소재를 취하여 일상적인 삶과 일치시키고 예술의 영 

역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으로 확대시켰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티셔츠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의 디자인 요소 

는 투명도는 반투명한 소재 사용, 인체의 부분적인 

노출, 속옷의 상징화, 섹시한 이미지의 프린트 등으 

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디자인 요소는 투명 또는 반 

투명한 소재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인체의 부분적 노출, 속옷의 상징화, 섹시한 이미지 

프린트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에 표현된 투명 또는 

반투명 한 소재 사용을 살펴보면 시폰처 럼 비 쳐 보이 

는 소재나 그물과 같이 반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인 

체의 곡선을 비쳐 보이게 하였다. 인체의 부분적 노 

출은 네크라인을 깊게 파서 가슴이 부분적으로 보이 

게 하거나 의복 밖으로 대담하게 신체의 일부를 드러 

내었다. 속옷의 상징화는 속옷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섹시 이미지의 프린트는 가장 관능적인 

신체 부위의 상징으로서 입술 등을 성적으로 표현한 

프린트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티셔츠에 표현된 에로 

티시즘은 투명 또는 반투명한 소재 사용, 인체의 부 

분적인 노출, 속옷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입 

술 등과 같은 섹시 이미지의 프린트 등을 통해서 섹 

스와 매력을, 새로운 젊음과 생동감을 표출하고 있 

다.

셋째, 티셔츠에 표현된 레터링과 그라피티의 디자 

인 요소는 문자 또는 숫자나 기호, 로고, 낙서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디자인 요소는 문자 또는 숫자나 

기호를 이용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브 

랜드의 상징 이 되는 로고, 낙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로써 티셔츠에 표현된 레터링과 그라피티는 문자나 

숫자, 기호, 로고, 낙서 등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글씨의 크기나 모양, 위치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신선하고 독특한 감각을 창줄 

하고 있다.

넷째, 티셔츠에 표현된 앗상블라슈의 디자인 요소 

는 티셔츠 위에 직물로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한，직 

물+직물', 티셔츠 위에 비즈나 스팽글, 징, 털과 같은 

비 직물로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한，직물+비 직물' 

로 나타났다. '직물+직물'에서 다른 색상과의 조화는 

동일 색상과의 조화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직 

물+비 직물어］서 동일 색상과의 조화는 다른 색상과 

의 조화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티셔츠에 표현된 

앗상블라슈는 일상적 오브제를 부착하여 3차원적 입 

체감을 표현함으로써 디자인의 다양성과 화려함, 신 

선함 등을 창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예술사조와 연관된 디자인 연구는 예 

술을 통하여 복식에 대한 새로운 심미감이 탄생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예술사조와 티셔츠와의 다양한 

접목이 시도되어 티셔츠의 예술성을 한층 더 높이고, 

창조적 이고 다양한 실험으로 인한 창의적 디자인 개 

발을 통해 무한한 티셔츠 디자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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