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목

20세기는 산업과 매체의 비약 인 발달로 인해

삶의 격한 변화 양상과 더불어 물질 풍요로움이 가

속화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다[1]. 이러한

복잡해진 사회에서 여러 새로운 미술이부각되었고 특히

산업화된 물질문명의 환경은 새로운 미술운동인 팝아트

가 실미술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인들은 인 소재들로 술의 편견을 없애고

구나 이해되고즐길 수있는 문화 향유를 갖고 싶어한

다. 이러한 인의 술 성향은 술을 나타내는

팝아트와 일맥상통하며 그 미술의 장르가 이를 가장

극 으로 수용하 다고 할 수 있다. 이 까지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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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인 보다는 엘리트 계층의소수에게 이해되어지고

즐기는 고 문화 다면 팝아트는 산업화사회에 나타난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미술의 팝아트는

그러한 물질 인 풍요로움 속에서 뒤따르는 문화의

시각 이미지를 미술로 표 함으로써 에게쉽게

근하 다. 도자분야도 팝아트 성향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추세이며 조형

술의 어느 분야보다도 장르간의 기법을자유로이 표 하

는 융합의 상이 두드러져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에 나

타난 팝아트 양식의 인 소재와모티 의 표 특성

을 규명하고 팝아트의 표 특성이 도자작품에어떻게 활

용되어 표 되었는지 미 조형성과, 술 가치를 재조

명하고자 한다.

1.2 연  내용과 

연구 내용은 팝아트에 한 반 인 이론 고찰을

통해 팝아트의 시 배경과 팝아트의다양한 표 기법

특성을 악하고, 주요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

난 팝아트 화려한 칼라, 인 소재와 모티 의 표

기법 특성을 내용별로 분석하며, 팝아트 표 기법

이 있는 도자작품을 상으로 그표 특성이 도자작품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 다.

2. 본

2.1 아트(Pop Art)  개 과 시  경

팝아트에서 팝이란 이라는 뜻의 popular이며

팝아트(Pop Art)란 1954년 국의 비평가 로 스 알로웨

이(Lawrence Alloway)가 매스컴 고문화와 같은 집단

고문화에 의해 창조된 문화에서만들어진

술(popular art)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 다[3].

국의 팝아트 작가인 리차드 해 턴(Richard Hamiltion)

은 팝아트란 이고, 량생산되는 일시 , 소모 ,

교묘한, 렴, 은, 재치있는, 매력 인 동시에 상업 ,

성 매력 이라고 정의 내림으로써[4] 이 까지의 막연

히 문화, 술로서 추상 으로만 악되었던 팝

의 특성이 구체 으로 문자화된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그 후 1962년 알로웨이가 팝아트의 의미를 확 시킴으로

써 인 이미지나 사회 문화 상을순수미술의

역 안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술가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미술운동인 팝아트는 1950년 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팝아트가 본격 으로 발 한 것은 1950년

말 미국이 다[5]. 팝아트는 1960년 의 산업화에 따

른 미국의 물질주의 문화의 반 이며 테크놀로지

문명과 산업사회분 기와 깊이 연결되어 풍요로운 환경

속에 과 고 술간의 거리를 좁히며 발달하 다.

이 시기 추상표 주의가 미국에 자라잡고 있었다. 그러

나 팝아트는 극 으로 실세계에 근하여 추상표

주의의 감성 인 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디어나 고

와 같은 문화 시각 이미지를 미술 역 속에 활용

하고자 하 다. 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

는 코카콜라, 스 캔, 과자 등과 만화 이미지 같은 일상

인 소재들이 팝아트 속에서 술작품으로 재탄생되었

다[6]. 한 일상생활의 소재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호

체제나 혹은 기호로 변화하여 사용하고 산업사회의

량생산과 소비. 고 등에 한 문화의 상들을

미술에 남겼다.

특히 앤디 워홀(Andy Warhol), 로이 리히텐슈타인

(Roy Lichtenstein), 로버트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재스퍼 존스(Jaster Johns), 피터 블 이크(Peter Blake)

등은 인 이미지를 작품에 도입하여 그들 자신의

테마와 기호체계를 융합하여 표 하 다. 이와 같이 팝

아트는 량생산되는 소비물품들, 직 이고 인

상업 고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와 욕망을 상징

으로 반 하며 미술 흐름을 주도하 던 술의

한 형식이었다.

3. 아트 가들  품  표현특

팝아트는 문화와 순수미술 형식의 경계를 허물고

자하는 성격을 갖고 그 시 의 문화 상을 표 함으

로써 과의 소통을 유도하고자 하 다. 이에 팝아트

표 특징은 “ 술 인 화”라는 개방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방 인 태도는 실세계의 일상 인

모든것이다 술의소재가될수있다는것으로발 된다.

팝아트 작가들은 물질문명의 속에서 여러 형식으

로 극히 일상 인 생활에서 이미지를 량 차용하 다

[7]. 팝아트 작가들의 이미지 선택은 실모습의 실제 그

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성을 회화의 소재로 끌어 들여 가장 인 이미

지와 인공 인 이미지를 소재로 선택하 다[8].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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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표 기법의 보편화, 복제, 이미지의 화에

의해 술을 개인 인 것 보다는 인 것으로

인의 감수성을 의식화하여 그리기 심의 표 방법에서

벗어나 미디어 이미지를 차용, 용 복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롭게 팝아트작품으로 환시켰으

며, 이는 문화와 소비문화를 반 한 미술양식으로

독자 인 술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시각 술의 체계

를 수립하 다. 팝아트의 표 기법 특성으로는 실크스

크린( 화, 반복), 문자와 숫자 등의 기호를 사용하는

터링과 그라피티 기법, 사진, 만화 표 , 오 제, 신문

이나 잡지 등 종이를 찢어 붙이는 콜라주에서 발 한 잇

상블라쥬 등이다[9].

3.1 아트 가들  품 

팝아트 표 기법 특성을 주로 활용한 주요 작가인

앤디워홀(Andy Warhol), 로버트 라우젠버그(Robert

Rauschenberg), 로이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재스퍼 존스(Jaster Johns), 피터 블 이크(Peter Blake)

등의 작품을 분석하 다.

3.1.1 앤 워홀(Andy Warhol)

앤디워홀은 1962년 캠벨 스 캔 Fig. 1을 그린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로 작품의 소재는 인 이미지들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용품들이다. 주로

량생산되는 산업제품 이미지와 유명인사와 연 인들

의 인물 사진을 찍어 차용, 반복, 확 , 복제가 가능한 실

크스크린 화기법을 활용하여 인 이미지를 표

하 다[10]. 실크스크린 기법은 구나 내용과 색채를 결

정한다면 기계 인 방법으로 복사하고 연속 으로 병렬

하여 개시킴으로써 보편 인 것을 특수화시키고 특수

한 것을 보편 인 것으로 환시켜 만든다. 작품 마릴린

몬로 Fig. 2가 그 이다. 한 작품의 소재를 일상생활과

이미지로 다양하게 개하 고, 작품을 다량 제

작하여 술의 일반화 역을 확장 시켰다.

Fig. 1. Campbell’s 
Soup Cans. Andy 
Warhol. 1953.

Fig. 2. Marilyn 
Monroe. Andy 
Warhol. 1960.

3.1.2 트 라우 그(Robert Rauschenberg)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추상표 주의와 팝아트 표 기

법들을 자유자재로 다룸으로써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 팝아트의 표 인 작가로서 사진매체를 회화

수단으로 극 으로 도입하여 회화와 사진매체를 상호

침투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 다. 작품

역행 Fig. 3은 텔 비 시 에 미디어가 만연한 실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화려한 색깔의 여러 가지

사물들을 결합하여 비평 인 표 을 하 고, 작품 침

Fig. 4는 실제 침 자체를 오 제화 한 것으로 잡지, 사

진, 신문그림 등 기타 사물들을 결합하여 강하고 혼란스

러운 느낌을 주는 구조물로표 하 다. 이는 창작양식

을 미술의 흐름과 결합시킴으로써 표 형식상 여러

가지를 쌓아 모으거나 집합 조립시켜 만든다는 의미인

잇상블라쥬(Assenblage)의 길을 열었다[11].

Fig. 3. Retroactive I. 

Robert 

Rauschenberg. 1964.

Fig. 4. Bed. Robert 

Rauschenberg. 1955.

3.1.3  리히 타 (Roy Lichtenstein)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미디어의 달매체 하나인 만

화를 통해 표 화된 이미지의 소재를 차용하여 한 컷의

연속만화 확 그림을 그렸으며 만화의 기법, 주제, 형식

을 그 로 사용하 다. 차용한 작품들의 특징은 기작

품에 등장하는 Fig. 5의 미키 마우스와 도날드 덕(Donald

Duck), 뽀빠이와 같은 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주제들

의 선택과 회화의 독창 표 방법으로 주제들의 이미지

를 망 패턴, 굵은 윤곽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표

하 다. 단순히 만화 이미지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내용

을 단순하고 함축 인 형태로 보여 다. 음 어쩌면 Fig.

6은 만화의한 장면을크게 확 시킨 작품으로 만화가 인

쇄되는 제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색 테두리와 형태를 메

우고 있는 들인 벤디 (benday dot)효과를 사용하여

인쇄한 듯이 캔버스에 확 복사함으로써 엄격한 형태성

과 다양한 상상을 추구하도록 하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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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ok 

Mickey. Roy 

Lichtenstein. 

1961.

Fig. 6. M-Maybe, 

Roy Lichtenstein. 

1965. 

3.1.4 재  (Jaster Johns)

재스퍼 존스의상징 이미지 요소는 깃발, 표 , 숫자

알 벳 등의 일상 인 기호들을 단순한 형태로 표 한

것이다. 그의 작품은 작품 0~9 Fig. 7의숫자를 표 한것

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된 주변 사물의 이미지를 일

반 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상이나 시 를 앞서는개념 미

술의 행 로 나타났다[13]. 작품 깃발 Fig. 8은 콜라쥬와

낙화기법으로 된 성조기 연작이다. 캔버스에 신문지를

붙인 다음 왁스를 녹여서 붙인 신문지 에 두껍게 칠한

다음 물감으로 채색하여 국기를 정화된상징으로 팝아트

의 개념을 제시하 다[14]. 그의 작품은 환상과 실제를

재정립하 고 팝아트를 문화 으로 받아들일 수있는 자

유로운 분 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7. 0 

through 9. 

Jaster Johns. 

1961.

Fig. 8. Flag. Jaster 

Johns. 1967.

3.1.5 피  블 크(Peter Blake)

콜라쥬 작가로 다양한 작품 경향과 기법을 보인다. 그

의 작품은 잡지나 가공식품 담배, 그림엽서 등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재들로 작업을 했다. U.S.A 시리즈 Fig. 9,

내 머리 로 엎드려 Fig. 10와 같이 제임스 딘, 엘비스

슬리, 마릴린 몬로 등 모든 그림 안에 그 시 의 가

장 인 문화 소비 연속체를 제시한다. 순수미술

과 소비문화의 구분이 이 그림의 회화 구성모드

와 스타일에서 거의 그 로 나타난다. 잡지 표지와 그림

엽서들을 복제할 때 속임을 할 수 있는 정 한 묘사를

함으로써 이 그림은 사진매체를 연상시킨다. 블 이크의

작품에는 향수 인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팝아트

의 술 특성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지만 화 의

선 이나 간 을 그려서 그것을 인의 인간 이미지

에 알맞게 독특하게 표 하고 있다[15].

Fig. 9. USA 

Series, James 

Dean. Peter 

Blake. 2013.

Fig. 10. Gettin’ In 

Over My Head. 

Peter Blake. 2004.

4. 아트  현 도

산업사회의 융복합 인 표 역의 확 에 따르

는 양상의 혼란과 더불어 미술이라는 큰 장르 안에

서 상호연 성의 새로운 국면을 도자에서도 맞이하

게 된다.

1950년 토의 명인 추상표 주의로 부터 시작된

도자는 다른 분야의 술보다 빠르게 도자 술의 범

를 확장시켰으며 사회 변화와 술의 동향에 따

른 도자작품들을 지속 으로 개시켜 왔다. 1960년

팝아트의 발달은 도 가들 에게도 자극이 되어 문화

를 표 하는 방법에 하여 극 으로 모색하게 하 다.

이때 추상표 주의 회화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향

속에서 추상표 주의 도자를 성립하게 된다. 이것은 산

업사회의 산물들과 량생산의 과정을 최 한 활용하고

작품에 표 하여 도자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 그 후 사회 상의 여러 복합 인 향으로 추상표

주의 도 가들은 공 표 의 한계성을 타 하려 하

고[16], 추상표 주의 도 는 입체 조형성이 강한 도 작

품인 오 제 도 로 개되며 미술공 장르간의 벽을

허무는 양상을 보여 다. 이는 산업사회의 소비사회

를 배경으로 하는 특성이 미술의 맥락을 갖고 있다.

추상표 주의 이후 도자작품은 팝 미술에서 유래한 표

이고, 극사실주의 형태로 표 된다. 7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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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는 장르간의 특성을 자유로이 도입하여 감성 이며

문화 속의 유명인 이미지, 동물, 일상사물 등 일상

인 이미지를 차용하여 과 소통하며 팝 술 인 표

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17].

4.1 아트를 활용한 도 품 

팝아트는 그 명칭 그 로 범 하게 화되어

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갔다. 테크놀로지 문명

의 사회 속에서 술과 일상 이미지를 기호와 기호체

계로 변화시킨 팝아트는 작가들에게 사회 상과 도자와

의 연계성에 한모색을 하게 되는 계기가되었다. 이에

팝아트 표 기법이 있는 도자작품을 상으로그 표

기법 특성이 어떻게 활용되어 표 되었는지주요 작가

들의 도자작품을 분석하 다.

4.1.1 하워드 코틀러(Howard Kottler)

콜라주의 개념을 더욱 확 시킨 최후의 만찬 고스트

Fig. 11는 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만찬 이미지를 다

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사지로 제작하 다. 인물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선으로만 남아있기도 하는변형을 통하

여 기존 회화작품에 한 술 역사 의미를 뒤흔들

었다. 평화 3월 Fig. 12은미국국회의사당건물이 시의

앙에 나열되어있고 그것을 총으로 겨 고있는 반복

인 패턴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평화 3월 이라는 의도

인 오해의 제목들을 붙여 사회 상을 풍자하 다.

Fig. 11. The Last 

Supper Ghost. 

Howard Kottler. 

1972.

Fig. 12. Peace 

March. Howard 

Kottler. 1967.

4.1.2  리히 타 (Roy Lichtenstein)

푸른 그림자가 있는 머리 Fig. 13와 같이 석고를 이용

해 만든 사람의 머리를 제작하고 자신의 회화 특성인

선명한 검정색 테두리와 형태를 메우는 , 즉 벤디

(Bendy dot)을 사용하여작가는 회화 이미지를 그 로

입체 인 오 제로 표 하 다. 세라믹 조형물 Fig. 14

한 일상의 용품을 표 하 으나 사용할 수 없는 조형

작품으로 제작되어졌다. 그는 매체의 발달로 인한

실과 가상의 흐릿한 계를 표 하기 해 입체와 평

면을 동시에 표 하고자 하 다.

Fig. 13. Head 

with Blue 

Shadow. Roy 

Lichtenstein. 

1965.

Fig. 14. ceramic 

sculpture #10. 

Roy 

Lichtenstein. 

1965.

4.1.3 재용(Kim Jae Yong)

반복 으로 나열되어진 다양한 도넛의 형태 에 과

거와 재의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구 한다. 시각

으로 보여 지는 병렬로 반복배열 된 도넛 모양의 오 제

와 그 에서 보여 지는작가의작품은 술을어떻게소

비할 것인가에 한 질문을 던진다. 쿠사마에 한 경의

Fig. 15, 여섯 개의 도넛 수 Fig. 16에서 보이는 것처럼

늘 보아왔던 익숙한 형태에 유명작가의 작품 이미지, 그

들의 드로잉 기법들을 그 로 구 하는 것은 객에게

친숙함을 주는 동시에 흥미와 호기심으로 과 술

소통을 하고자 하 다.

Fig. 15. Homage 

to Kusama, Kim 

Jae Yong. 2017.

Fig. 16. Donut 

Soup by the Half 

Dozen, Kim Jae 

Yong. 2016.

4.1.4 (Yoo Eui Jung)

통 인 도자의 형태에 의 문화 형상들을 기록

하는 작업을한다. 2014의 기록 Fig. 17은 도자 에 로

벌 랜드의 로고와 시 의 상징물이 뒤섞여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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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삼강청자에 ‘운학문’ 이라는 패턴이 유행처럼 사

용되어 졌듯이 시 에는 그 시 에 유행한 랜드 로

고 자체가 무늬가 되는 상품이 존재하는 맥락과 일치한

다. 그러나한 가지 로고가 아닌 다양한 로고들의 표 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흡수하고 소비하는 시 를

반 한다. 빅-맥 Fig. 18 한 소비와 물질사회를 나타내

는 표 인 로고를 사용하여 인의정체성을 도자에

부여하 다. 한 자신을 비춰보게 함을 해 택을 극

화 시키고 환상이나 욕망을 콜라주, 포토몽타주, 데쿠

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하 다.

Fig. 17. The 

record of 

2014(1-100). Yoo 

Eui Jung. 2014.

Fig. 18. Big-Mc. 

Yoo Eui Jung. 

2010.

4.1.5 리처드 쇼(Richard Shaw)

주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인 물체들을 실크스

크린 사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보다정교하게 표

한다. 드 하우스 카드 Fig. 19, 책 항아리 사과 잎 Fig.

20처럼 그는 주로 책과 항아리 그리고 쌓여있는 카드를

구성하는 작업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물들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들은 풍요로운 생활 속의 환상과

속임을 다. 이러한 표 방식과 오 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콜라주기법은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술언어로 작용한다.

Fig. 19. Red House 

of Cards with 

Teddy’s Poem, 

Richard Shaw. 

2009.

Fig. 20. Book Jar 

with Apple and 

Leaf. Richard 

Shaw. 2001.

4.1.6 그  리(Grayson Perry)

의도 으로 통 이고 우아한 외형의 도자기를 선택

하고 자신의 이야기 혹은 심 있거나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의 이미지로 표면을 장식한다. 성, 마약, 그릇 Fig.

21에서 사용되어진 주제는 락앤 롤, 마약, 섹슈얼리즘 등

이다. 자신의 외설 인 마음을 잡지의 일부분인 것처럼

자기 에 표 하 다. 자의식 : 퍼 조각 Fig. 22은 특정

연도의 술 시를 소개하고 박물 이나 술 비평가

들의 인용문들을 마치 보도자료처럼 자기 에 나타내었

다. 직 드로잉을 하거나 스텐실 혹은 사 이미지를 콜

라주나 데쿠 주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한다. 한

텍스트를 사용하여 직 으로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잡지의 일부분인 것 같은 시각 환상을 다[17].

Fig. 21. Sex, Drugs 

and Earthenware. 

Grayson Perry. 1995.

Fig. 22. 

elf-conscious : Puff 

Piece. Grayson 

Perry. 2016.

4.1.7 미시마 키미 (Mishima Kimiyo)

신문, 고 단지, 량생산 되어지고 있는 물건들을

소재로 하고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도자의 표면

에 이미지를 인쇄한 것으로 작품을 극사실 으로 보여

다. 코카콜라 박스 Fig. 23, 큰 휴지통 Fig. 24과 같이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들을 술로 승화시키고 풍

요로운 생활 속에 쉽게 쓰고 버리는 폐기물 등에 한

사회의 넘쳐 나고 있는 정보와 쓰 기들에 한 주

를 환기 시키고 있다.

Fig. 23. Box Coca 

Cola 15. Kimiyo 

Mishima. 2015.

Fig. 24. Large trash 

can 15. Kimiyo 

Mishim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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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브랜든 리(Brendan Lee)

만화 Ormolu ver. 5.0-b Fig. 25, 만화 Ormolu Ver.

4.0-m Fig. 26과 같이 국의청화백자와 의기술 이

미지를 묘하게 목하여 둘의 조화 된 계를 통해

통과 문화, 기술 세계화에 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 다. 한 문화와 기술을 표 함에 있어 형태

으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감을 얻은로 의 형태

를 띠고 있으며 화려한 색채를 보여 다. 이러한 애니매

이션의 화려한 색채와 형태는 지극히 통 으로 보여지

는 청화백자의 색채, 형태와 비되면서 더욱 팝아트

인 오 제 느낌을 보여 다.

Fig. 25. Manga 

Ormolu ver. 

5.0-b. Brendan 

Lee. 2009.

Fig. 26. Manga 

Ormolu Ver. 

4.0-m. Brendan 

Lee. 2011.

4.1.9 히 다 타카시(Hinoda Takashi) 

오 제에 만화 인 그래픽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유

기 이고 복잡한 곡선을 이룬 도자 에 화려한 컬러와

굵은 선으로 표 한 작품들은 유머와 트가 있는 입체

만화를 보는 것같다. 하지만 세계에서존재하는 것은 불

안하다Fig. 27, 왕 의 탈환 Fig. 28과 같이 사실은 변형

된 형태로 의 냉소 이며 불안한감정들을 표 하고

있다.

Fig. 27. It’s 

Uneasy Even 

Being in the 

World. Hinoda 

Takashi. 2005.

Fig. 28. The 

removal of the 

throne. Hinoda 

Takashi. 2008.

이상으로 팝아트 표 기법이 있는 도자작품을 분석

하 다. 각 작가들의 팝아트 인 표 특성 분석은 Table

1과 같다.

Artist Motif Expression

Howard Kottler
popular image,
social issues

collage, silk screen

Roy Lichtenstein
daily objects,
painting image

object, color, dot
technique

Kim Jae Yong visual image repeat, duplicate

Yoo Eui Jeong social issues
collage, decoupage,
photomontage, silk
screen

Richard Shaw daily goods object, silk screen

Grayson Perry social issues
photomontage,
cartoon, decoupage,
collage, silk screen

Mishima Kmiyo daily goods objects, silk screen

Brendan Lee
technical,
traditional image

animation, objects,
color

Hinoda Takashi
unrest in modern
society

animation, color

Table 1. An Artist's Using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Pop Art

5. 결

산업사회의 다원화된 사회문화 흐름 속에 팝아

트는 문화와 순수 미술 형식의 경계를 허무는 시

의 문화 상을 표 함으로써 과의 소통을 유도하

다. 도자작품에 팝아트가 유입되면서 이 보다 에

게 근하기 쉬운 다양하고 친숙한 표 이 가능하게 되

었다. 한 도 가 뿐만 아니라 타 장르의 작가들에게도

그 표 역의 확 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각 역과 장

르의 구분을 넘어 새로운 사고를 추구하는 사회 흐

름과 다양한 표 양식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통합

인 잠재력을 지닌 토의 특성이 향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1950년 팝아트의 형성, 개된 배경, 표

기법 특성에 한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주요 팝아

트 작가들의 작품에 한 소재와 모티 의 표 특성을

분석하 다. 한 주요 작가들의 팝아트 표 기법이

있는 도자작품을 분석하 다. 이는 과 소통할 수 있

는 도자작품의 가치를 재해석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팝아트 술은 문화 향유를 갖고 싶어 하는

인에 의일상과 사회 상을 시각 이미지화하여

속의 술 문화를 실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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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팝아트의 표 기법 특성은 일상의 삶을 추구하

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술로 화

려한 컬러와 실크스크린, 터링, 포토몽타주, 만화

표 , 오 제, 콜라주, 잇상블라쥬, 데쿠 주 등

의 다양한 기법을 작품에 제시하 다.

3. 팝아트 시 의 공 특성을 통한 도자 장식

표 상에 한 분석결과 도자 술이 공 의 한

계를 벗어나 다양한 팝아트 인 표 으로 속

에서 술문화를 실 하고 보다 인 소재와

내 심리를 표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사료된

다. 앞으로 도자 술이 팝아트표 기법 주

의 재 이 아닌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 창의 작

품으로 창출되어 인들에게 친근함과 문화 향

유를 느끼는 술 모티 로 더욱 발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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