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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950년대 대량생산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적’이라

는 표현이 이슈가 되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현

상이 미술계에서는 팝아트라는 예술양식을 도출하였다.

미디어 아트는 현대에 매체가 발달하면서 미술을 TV 나 모니터와 같은 미디어

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60년대 백남준, 빌 비올라 등의 작가들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카페, 공원, 패션쇼, 공연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팝 아트의 다양한 기법이 미디어아트에서 어떻게 차용되고 영향

을 주었는지를 백남준 작품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선 팝 아트와 백남준 

미디어 아트의 표현기법과 특성들에 대해서 각각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백남준 미디어 아트와 팝 아트는 기존에 등한시 했던 다양한 일상의 평범한 것

들을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매체를 확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백남준 작품에 나타난 

팝 아트의 특성은 관객의 참여다. 과거의 예술은 특정인만이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고급 문화였는가 하면, 팝아트나 백남준 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계층이 특

정한 지식이 없이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의 대중화와 관객의 참여에 앞장선 예술

사조이다.

주제어 : 미디어 아트, 팝 아트, 백 남준

* 본 연구는 2015년도 한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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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0년대와 60년대는 대중문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로 문화

의 개념이 소수보다는 다수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대량생산을 포

함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적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슈가 되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미술계에서는 팝아트라는 예술양식을 도출

하였다. 팝 아트의 초기 대표 작가인 영국의 리처드 헤밀톤

(Richard Hamilton)은 이 시기 예술의 특성을 ‘일시적이고, 대

중적이며, 싸구려이고, 대량생산된 것, 젊고 재치 있고, 섹시하

며, 교묘하고, 매력적인 것, 동시에 대기업인 것’ 이라고 정의

했는데, 이것이 바로 팝아트의 특성이다.  

미디어 아트는 현대에 매체가 발달하면서 미술을 TV나 모니터

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최

초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디어 아트의 초기 형태는 텔레

비전 위에 자석 등 자기장이 발생하는 물건을 두어 전파를 흐트

러뜨리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1) 60년대 백남준, 빌 비올라 등의 

작가들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페, 공원, 패션쇼, 공연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다. 과거의 예술은 특정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급 문화였는가 하면, 동시대의 팝 아트나 미디어 아트는 다양

한 계층이 특정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을 우리 대중의 

삶속으로 끌어들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결부시킨 

것이다.

그러나 백남준이 속해 있는 플럭서스 작가들 가운데는 팝아트

를 퇴폐적인 예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념도 없고 재주도 미약

한 팝아트가 단지 미국의 본격적인 국제적 상품이라는 이유로 각

광을 받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백남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팝아트와 백남준 미디어 아

1) 정윤성, 체험적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에 관한 고찰,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 39호, 2015,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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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공통된 이념들을 발견하고 이를 본고에서 분석,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팝 아트 작가들과 백남준의 표현 

기법 및 특성들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백남준 미디어 아

트에 나타난 팝 아트적 특성들을 정리할 것이다.

Ⅱ. 팝 아트의 예술적 접근

1. 미학적 바탕과 특징

대중 예술(Popular art)이란 의미의 팝 아트는 1960년대 이전

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순수 미술에 대한 반항으로,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운 일상의 환경에서 소재를 찾아 표현한 예

술 사조다. 이들은 순수 미술과 상업 예술의 경계를 파괴하고 자

발적으로 미디어와 광고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다.3) 

이것은 고정관념을 초월한 예술 사조로써 영국에서 출발하였지

만 미국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영국의 팝 아트는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앤디 워홀, 글라스 올덴버그, 키스 헬링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더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대중 도시 문화에 밀접하게 접촉한 미국의 예술가들은 그 문화의 

풍조와 속성을 잘 포착하여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했다. 따라서 원래의 발생지인 영국

에서보다 더욱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 작가들에게 영

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팝 아트라는 용어는 5, 60년대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산업문명의 급속한 발달에 기인하여 역사상 유래 없는 현상이 사

회전반에 나타나고 있었다. 즉 기술발달에 의한 대량생산이 극대

화되고, 이에 따른 생활 방식의 변화, 사고의 획일화와 평준화, 

기업의 팽창 등에 의하여 종래의 사회계층이 무너짐과 동시에 새

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팝 아트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2) 이용우,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P71, 열음사, 2000

3) 락시미 바스카란, 정무환 역, 한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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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다시 말해 팝 아트를 생성해내고 

그 소재를 제공해 준 것은 산업구조와 문화구조상의 변화인 것이

며, 따라서 팝 아트를 촉발시킨 계기는 기계기술의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팝아트는 순수미술의 반전과 대중적인 통속이미지를 

통합시키면서 1960년대 서구 일반사회의 환경을 미술로 수용한 

예술사조이다. 

2. 팝 아티스트의 개성과 표현기법

그림 1. 오늘날 우리가정을 색다르고 실감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리처드 헤밀톤(Richard Hamilton), 영국, 1965 

1965년 영국의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은 <오늘날 우

리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실감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lling?)>(그림 1)라는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팝 아트

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그 시

대의 가장 평범하고 대중적인 가정의 거실을 꼴라주 기법을 활용

해서 표현했다. 근육질의 남자, 시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 대

부분의 중산층 가정의 거실에 있는 녹음기 등 그 당시 가장 평범

하고 대중적인 모습들을 거실에 꼴라주하여 대중의 공감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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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다.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의 이 작품을 시작으로 1967

년 영국에서는 비틀즈(The Beatles)의 8집 정규 앨범이 큰 주목

을 끌었다.(그림 2) 피터 블레이크(Peter Blake)라는 영국의 팝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것으로, 비틀스 멤버 4명을 포함해 가수, 

작가, 심리학자, 예술가, 철학자 등의 유명 인사 60여명을 꼴라

주하여 만들었다. 이 앨범 자켓은 신선한 시도와 대담한 소재로 

큰 화제를 뿌렸으며, 팝 아트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

가 되었고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모방되었다. 이러한 

꼴라주 방식은 평범한 소재를 이용하여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팝 아트의 특징적인 제작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림 2. 비틀즈(The Beatles)의 8집 앨범. 피터 블레이크(Peter Blake), 

영국, 1967

팝아트는 영국에서 시작 되었으나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

인 등의 미국 작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몬로, 캠벨 스프, 코카콜라 등의 

작품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그림 3) 앤디 워홀은 

스타나 모든 대중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품의 이미지를 작품에 

끌어들여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또한, 순수

미술이 가지고 있던 고귀함과 귀족적인 습성 또는 현대미술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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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함을 거부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

다. 

특히 실크스크린, 판화기법을 이용해 선택된 소재를 연속적으

로 반복시키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이미지의 재현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같은 이미지를 가로세로로 반복하여 대량생산

품의 기계적 이미지를 조형적 요소로 사용했으며 동시에 하나하

나가 개별적인 물체로 존재하도록 조금씩 다르게 그림으로써 앤

디 워홀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림 3. 앤디워홀의 작품들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은 앤디 워홀 

만큼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의 그림은 앤디 워홀의 그림만

큼이나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그림 4, 5) 만화적 기법 사

용이 대표적인 작가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풍자적 이미지로 

정치적 논쟁에서 상업광고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 관객에게 친근감을 주었다.4) 

 리히텐슈타인은 작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인공적인 정확성을 

그려낸다. 작가의 감정이나 주관을 작품에서 배제하는 것은 팝아

트의 특성이기도 한 것으로 앤디워홀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미국의 대중적인 만화를 작품 소재로 선택하고, 밝은 

4) 홍성옥, 팝아트가 그래픽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200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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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와 단순화된 형태, 뚜렷한 윤곽선, 기계적인 작은 점들이 그

의 작품의 특징들이다. 저급 문화로 알려진 만화를 회화에 도입

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

된다.   

 

그림 4. happy tears

그림 5. Maybe

거리의 낙서화 같은 스타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의 작가인 

키스 헤링(Keith haring, 1958-1990)도 팝 아트의 대표적인 미국 

작가이다.(그림 6) 키스 헤링은 뉴욕의 지하철에 분필로 낙서 같

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의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

기 시작했다. 그는 아크릴, 마커 잉크, 데이글로 페인트 등 다양

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지하철에 많은 작품들을 그렸으며,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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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조각, 광고, 공공 벽화, 상품화 등 많은 곳에서 활용되었

다. 짧지만 폭발적인 작품 활동 기간 내내, 헤링은 고급미술과 

저급미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노력했다. 키스 헤링의 작품들은 대

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했던 그의 희망에 따라 지금

까지도 인테리어, 벽화, 문구류 등 많은 곳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림 6. 키스 헤링의 작품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테인, 키스 헤링 만큼이나 널리 사랑

받는 팝 아트 작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2009)는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사물들을 거대

한 크기로 변형시켰다.(그림 7) 클래스 올덴버그도 다른 팝 아티

스트와 마찬가지로 빨래집게, 립스틱, 빗자루, 모종삽, 아이스크

림 등 생활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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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일상용품들에 재료, 크기, 설치되는 장소 등의 변화

를 줌으로써  현실을 새롭게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추상미술과 같은 작품들이 감상자에게 주는 소외감을 제거하고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

들이 크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바꾸어 주었

다.

  

   그림 7. 클래스 올덴버그의 작품들

Ⅲ. 백남준 작품의 매체 확장과 관객 참여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 1887–1968)5)은 화장실 변기에 자신

5) Marcel Ducham(1887–1968), 남성용 변기나 자전거 바퀴 등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레디 메이드’란 새로운 개념을 창안한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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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인을 적은 작품 ‘샘(Fountain)’을 통해 예술은 어떠한 소

재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

다. 이는 예술이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던 시기를 지나 어

떠한 소재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현대 미

술의 장을 열어주게 되었다. 

이후 팝 아트, 옵 아트의 시기를 거쳐 텔레비젼이라는 아주 대

중적이고 익숙한 소재도 예술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

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백남준이다. 미디어 아트 또

는 비디오 아트의 스승으로 불리는 백남준은 작품을 통해서 예술 

표현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많은 것들에 대한 경계를 허물

었다. 전시 공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소재를 등장시

키고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편견 없이 사물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

각을 교환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Etude for Pianoforte), 1960>

(<그림 8>)에서 백남준은 갑자기 관중석으로 내려와 관람객의 한 

사람이었던 존 케이지6)의 넥타이를 가위로 자르고, 그 옆에 앉아 

있던 튜터에게 샴푸 세례를 한 후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잠시 

후 백남준은 전화로 공연이 끝났음을 공연장 밖에서 알린다. 이 

퍼포먼스에서 백남준은 무대를 관중석까지 확장시키고 관중을 작

품 속으로 끌어들여 관객의 참여를 시도했다. 또한 평소 스승으

로 따르며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케이지의 넥타이를 가위로 자

르는 행위는 케이지로부터의 독립 또는 그와 예술적 동등함을 표

현하고자 하는 의도7)이기도 하다.

각가 겸 화가이다. 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혁명적인 미술가다. 

6) John cage(1912–1992), 미국의 전위 음악가다. 전통악기 대신 우리주변에서 

찾아지는 플라스틱이나 심지어 새털이나 장난감, 인형 등을 활용하여 바이올

린이나 피아노를 연구하는 등 종래 음악의 정의를 폭넓게 해체시킨 인물이다. 

이용우,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열음사, p74, 2000

7) 이용우,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열음사, p3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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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  Etude for Pianoforte, 1960>

이후 백남준은 1962년 <머리를 위한 선(Zen for head, 

1962)>(<그림 9>)에서 잉크 또는 토마토 주스가 들어있는 통에 

머리를 담갔다가 이를 붓처럼 사용하여 긴 종이 위에 선을 긋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백남준은 이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전통

과 습관의 틀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본질인지를 되묻고 자

신의 삶을 잇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답한다. 백남준은 자신의 

신체를 미디어 삼아 매체를 확장한 것이다. 

 

그림 9.‘머리를 위한 선(Zen for head)’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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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 1963)>에서는 텔

레비전, 피아노, 소음기 등을 배치하고, 피아노를 파괴하는 퍼포

먼스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예술 영역으

로 가져온 최초의 시도이자 백남준이 본격적으로 미디어 아트를 

시작하게 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백남준은 피아노라는 악기

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장을 제시했

다. 백남준에 의해 피아노는 더 이상 청각만을 위한 악기가 아니

라, 시각과 촉각 등 총체적 감각을 요구하는 입체적 도구가 되었

다.

<징기스칸의 복권(The Rehabilitation of Genghis-Khan, 

1993)>(<그림 10>)은 고속도로가 전자 고속도로로 대체된 것을 

표현했다. 20세기의 징기스칸은 잠수 헬멧으로 무장한 투구와 철

제 주유기로 만든 몸, 플라스틱 관으로 만든 팔을 가지고 말 대

신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 뒤에는 텔레비전을 가득 싣고 있

는데 네온으로 만든 기호와 문자들이 텔레비전에서 상영되고 있

다. 백남준은 ‘마르코 폴로’, ‘징기스칸’, ‘단군’, ‘알렉

산더 대왕’ 등의 로봇과 교통, 이동 수단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

거나 지배하던 시대에서, 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통

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림 10. 징기스칸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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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백남준 작품에 나타난 팝아트적 특성

1. 매체 확장: 다양성

백남준은 작품 속에서 분야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인

간 의식의 진보적 형성 및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매체의 모든 영

역을 오브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8)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다양한 매체의 확장으로 작품 속에 나타나게 된다. 다양

한 매체의 활용 중 특히 산업 사회의 산물인 비디오를 화폭으로 

끌어들이고, 관람자의 청각적인 요소에 시각적인 요소를 꼴라주

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매체로 확장함으로써 예술의 표현범위를 

확대시켰다.9)

팝 아트 작가들 역시 이전까지의 예술 경향인 귀족미술이나 이

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현대미술이 아니라, 산업사회의 산물인 대

중 매체와 일상에서 모든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소

재로 끌여들이면서 예술의 표현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까지 금기

시 되어오던 일상적인 삶이라는 주제에 기반을 두었으며 “팝아

트는 일종의 예술 형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형식”10) 이라

고 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는 팝 아트와 마찬가지로 

기존 예술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소재로 끌어들이면서 예술의 

매체와 표현 범위를 확장하고 사고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져왔

다.

2. 관객 참여: 대중성

예술의 매체와 표현범위를 확장한 백남준은 관객을 작품에 참

여시키거나 인체를 사용한 비디오 등을 통해 인간과 테크놀로지

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등 관객의 참여를 시도한다. 이것은 인간

8) 조매선, 매체 확장으로 본 백남준 예술의 독자성, 홍익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7, p55

9) 조매선, 매체 확장으로 본 백남준 예술의 독자성, 홍익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7, p55

10) 아놀드 하우저, 예술의 사회학, 최성만 역, 한길사, 1996, p.323



208

과 테크놀로지와의 경계를 허뭄과 동시에 작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곧 ‘관객의 참여와 소통’에 대한 시도로 이어지게 된

다.11) 이를 통해 예술을 대중의 삶속에 끌여들이고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생활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것이다.

백남준은 60년대 초반 자신의 첫 전시회에서부터 생을 마감하

기 까지 ‘관객을 예술에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관객

의 참여와 소통을 시도했다. 또한 이 관객 참여는 비디오 아트를 

소통의 예술, 삶의 예술로 만드는 백남준 예술의 핵심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팝 아트는 그 이전의 어떤 예술보다도 대중적이다.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중적이고, 대담하며, 상업적이기까지 하다. 

현실의 삶과 대량 생산의 산물로 이루어진 소재들의 이미지는 서

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 낸 것

이다. 이러한 팝 아트의 대중성은 미디어 아트에 와서는 관객의 

참여로 발전되었다. 

Ⅴ. 결론

앤디 워홀은 ‘상업적 목적이 예술적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으며, 스스로를 항상 상업 미술가라고 칭했다.12) 팝 아트

를 대표하는 앤디워홀의 말처럼 팝 아트는 ‘상업성’이 강하다. 

하지만 팝 아트는 단지 상업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수미술과 

상업미술과의 벽을 허물고 예술의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팝 

아트 작가들은 예술이 소수의 계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

았으며, 일반 대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것이 바로 팝 아트와 미디어 아트의 비슷한 점인데, 대중과의 소

통을 중요시여기고, 전통의 이탈을 통해 매체를 확장하고, 예술 

표현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사고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이끌어낸 

11) 조매선, 매체 확장으로 본 백남준 예술의 독자성, 홍익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7, p49

12) 김광우, 워홀과 친구들, 미술문화, 1997,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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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팝아트의 대중성은 미디어 아트에서는 관객의 참여로 발

전되었다. 이것은 작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의 참여와 

소통에 대한 시도로 이어져, 관객이 작품을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참여미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백남준의 관객 참여방식에 의한 예술적 실천은 백남준 미학의 

중요한 요소다. 그는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술적 실

천은 예술의 독재 또는 독백예술로 간주하였다. 또 고급예술로 

변질된 모더니즘이 예술의 계급화를 초래한 것도 바로 관객에 대

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았다.13)

과거의 예술은 특정인만이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고급 

문화였는가 하면, 팝아트나 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계층이 특정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을 우리 대중의 삶 속으로 끌어

들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결부시킨 것이다. 

우리는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작품을 백화점 쇼윈도에서, 

혹은 키스 헬링의 작품을 길거리 벽화 또는 카페 인테리어에서 

간혹 마주칠 수 있다. 앤디워홀이나 키스 헬링의 이름을 모를지

라도 그들의 그림은 어디선가 한번 씩은 접했을 것이다. 

미디어 아트 또한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

쇼, 스포츠, 공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 외벽

이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어 홍보 효과에도 사용되어지고 있

다. 팝 아트와 미디어 아트는 대중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미술 사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백남준을 비롯한 플럭서스 작가들의 팝아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향후 다

양한 각도에서 확대 연구되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13) 이용우,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P163, 열음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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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p Art shown in Nam June Paik’s 

Media Art Focused on ‘Media Extension’ and ‘Audience 

Participation’ -

Hong, Mi-Hee

An interest in 'ordinary things' has been increased because 

public things become issues as the influence of mass media including 

mass production has been increased in the 1950s. And this phenomenon 

drew an art style of pop art in the world of art.

Media art means that the fine arts are expressed by means of media 

such as TV and monitors because media has been developed in the 

modern society. It started emerging through the artists such as Nam 

June Paik, Bill Viola, and others in the 1960s. Recently, it can be 

easily accessible not only at the art museum but also in everyday 

life such as cafe, park, fashion show, performance, and etc. 

This study analyzed that how many different techniques of pop art 

were borrowed by especially Nam June Paik media art and how they 

influenced it. Accordingly, this study respectively analyzed 

expressive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both pop art and Nam 

June Paik’s media art and then searched for their similarities 

based on the analysis.

Both Nam June Paik’s media art and pop art extended media by 

using various ordinary things in everyday life neglected previously 

as a material. Next, the characteristic of pop art shown in Nam June 

Paik’s media art is participation with audience. While the arts in 

the past were high-level culture that only certain people could 

understand and enjoy, pop art or Nam June Paik’s media art is an 

art trend that has led the popularity of fine arts and audience 

participation in order to let diverse classes enjoy without any 

specific knowledge. 

Key Word : Media art, Pop Art, Nam June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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