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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예벽화는 새로운 예술 매개체로써 재료와 제작 기법

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에 돌아온 느낌을 준다. 다양한 

도예 예술가의 창작관념에는 사회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형식적 표현에만 

치중되어 있어 자연으로 회귀하는 듯한 공간 표현력이 

부족하다. 도예 벽화 속 자연주의의 활용은 예술 창작에

서 매우 큰 연구 가치를 지니며, 산업화가 범람하는 오늘

날 사회에서는 더욱 큰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현대 예술주의 대표 인물 주러겅의 도

예 벽화를 연구대상으로, 중국 현대 도예벽화 현황을 분

석했다. 첫째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벽화의 아름

다움, 심미성, 기능성, 생태성, 상징성의 평가요소를 도출

하고, 이 4가지 평가요소를 기반으로 그의 벽화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러겅(朱乐耕)의 작품 특성 

분석에서 나라난 자연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헌 고찰을 통해 자연주의, 도예벽화와 관련

된 이론을 이해한다.

  둘째, 선행 연구를 통해 현대 도예 벽화 속에 내재된 

자연주의의 아름다움, 기능성, 친황경성, 감성의 평가요

소를 도출한다.

  셋째,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4가지 평사요소를 통

해 중국 도예벽화 대표인물 주러겅의 작품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예벽화와 관련된 이론

  도예란 불과 흙이 결합된 예술로, 재료는 자연에서 비롯

된다. 도예 벽화는 환경도예와 도자기 벽화가 융합된 것

으로, 환경 도예에 포함된다. 주로 환경에 활용되며, 현대 

인류 사회 속 자연의 표현과 전달이라 볼 수 있다. [1]

  자연계에서 다양한 생명체계 특성은 모두 창작의 소재

와 원천이다. 우선, 도예 벽화의 창작 과정에서 디자이너

는 자연계의 다양한 “형태”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여러 

구조체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과 벽화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운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

이다. 그 다음 기존의 단조로운 벽화에 기능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 인가 등의 문제 또한 고려해보아야 한다.[2]또

한 자연주의를 벽화를 통해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사람

들에게 어떠한 감성을 전달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이 밖에도 도예 벽화의 생태성을 고려해

야 하며, 재료 자체가 친환경적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창

작 주제 또한 전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도예 벽화 속 자연주의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중국 현대 환경 도예벽화의 디자인 특성 연구
- 주러겅의 벽화를 증심으로 -

Research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Chinese Modern 

Environmental Ceramic Art Murals
- Focused on Murals of Zhu Legeng -

이 지 엔 화, 윤 지 영

동서대학교, 동서대학교

Li jian-hua, Yoon Ji-young

Dongseo University, Dong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연주의 이론을 근거로 도예 벽화 창작 속 4가지 평가 요소를 정리했다. 아름다움, 기능성, 생태성, 상징성을 통해 

중국 도예 벽화의 대표 인물 주러겅(朱乐耕)의 작품을 분석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자연주의 스타일 작품은 뛰어난 미적 가치를 가지며, 인본주의 표현방식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돌아온 느낌을 주어 자연

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자연주의는 도예벽화에서 기능성과 생태성으로 나타나며, 환경과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끊임

없이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도예벽화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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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주의 이론에 대한 사례 분석
  

1. 작품의 선정 기준

  주러겅(朱乐耕)은 오늘날 중국을 대표하는 도예 예술

가이며, 2012년 문화부에 “물질 문화 유산 계승상”과 

2013년 “중화예술문인상”을 수상했다. 그는 중국, 싱가

폴, 홍콩,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개인 전시를 

열었다. 그의 작품은 한국의 서울과 제주도, 베이징, 텐

진, 상하이 등의 유명 건축물에 설치되었으며, 해당 도시

의 중요한 예술 인문 경관이 되었다. 그 중 “상하이 푸둥 

공항”의 “회이펑 허샹”, 텐진 성뤠이지 호텔의 “료우진숴

이웨”, 서울 밀알 아트센터의 “시간과 공간의 흐름”, 한국 

제주도 호텔의 “생명과 피어남” 등이 그의 대표 작품이

다. [3]

2. 사례 분석
Ⅳ. 결론

  본 연구는 중국 현대 도예 벽화를 대표하는 예술가 주

러겅의 작품을 중심으로, 심미성, 기능성, 생태성, 상징성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와 같다. 심미성: 입체적, 자연적 조형물로 높은 심미성

을 가짐. 기능성: 작품은 모두 음향(소음) 반사와 예술 

효과를 고려함. 생태성: 작품은 도예를 사용하여 생태적 

특성을 갖춤. 상징성: 작품은 예술가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객이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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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 
벽 화 
작 품 
속 
자 연
주 의 
핵 심 
요소

심미적 색채, 조형, 소재 등

기능성
기능, 문화 전파/소음 감소 등의 음성
학 관련 효과

상징성

작품의 특징에 대한 예술가의 탁월한 
구현을 통해, 예술 감상자들에게 그에 
따른 연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생태성

소재를 통해 친환경적인 주제를 전달
해야 함. 도예벽화가 무분별한 창작 활
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자연 
생태 관념을 전달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1. 도예 벽화 작품 속 자연주의 핵심 요소

1 

"Huifeng 
Hechang
", 상하이 
푸동 공
항, 중국

  

심미성

그것은 많은 도자기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 백운의 조형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며, 미관이 
대범하다.

기능성 소음을 낮추고 조명 가입을 통
해 안정성 보장

상징성

공항의 긴장된 공공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심리에 진
정되고 자연스러운 복귀를 가
져옵니다.

생태성 주제는 분명합니다. 자연 생태 
개념

2 

流金岁月 
天津圣瑞
吉酒店

표 2. 주러겅 작품 속 자연주의 핵심 요소 분석 

심미성
입체적인 스타일링으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며, 우람하고 대
범하다.

기능성 소음을 낮추고 조명 가입을 통
해 안정성 보장

상징성 사람에게 감정의 기쁨을 주다

생태성 소재가 친환경적이고 환경과 
어울린 디자인으로 생태성 있으며

3 

생 명 의 
꽃
제 주 도 
호텔, 한
국

  

심미성

세라믹 라인의 입체적인 플라
워 모티브가 흐르는 강을 감싸
는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고 생
명운율의 아름다움

기능성 소음을 낮추고 조명 가입을 통
해 안정성 보장

상징성 사람에게 감정의 기쁨을 주다

생태성
소재가 친환경적이고 환경과 
어울린 디자인으로 생태성 있
으며

4 

" 시 간 과 
공 간 을 
상 상 해 
보 라 " 서
울 맥립 
콘서트홀

심미성 입체적인 모양, 강한 디자인 감
각, 아름다운 외모

기능성 소음을 낮추고 조명 가입을 통해 
안정성 보장

상징성 사람에게 감정의 기쁨을 주다

생태성 소재가 친환경적이고 환경과 
어울린 디자인으로 생태성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