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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서 제 3 세계의 자본주의적 모순들이
심화되어 문민정부가 들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도덕성이나 민주적
인 국민의식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우리사회에서 60년대에 미
국을 중심으로한 서구에서 일어났던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인 앤디워홀의 예
술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나 현실도피의 인상이 짙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는 싫든 좋든 자본주의 제도속에서 살고 있고, 90년대의 넘어선
지금이 우리사회도 엄청나게 많은 대중매체와 접하고 있고 대량소비시대라
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국제교역량의 확대로 우리의 자동차 생산은
세계10위권 안으로 들어섰으며 서울 올림픽과 같은 일회적이기는 하지만 커
다란 여파를 가지는 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세계화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60년대와 한국의 90년대가 자본주의의 성숙
도라는 측면으로 볼 때 비슷하기 때문에, 그시대의 주위환경적인 문제를 다
룬 팝 아트작가 중에서 자본주의적 특성을 독특하고 냉정하게 표현한 앤디
워홀을 선택한 것이다.

앤디워홀은 상업 디자이너로 출발하여 1960년에 만화복사 〔수퍼맨〕〔포파
이〕를 시작으로 대량 생산품, 대중스타, 사회적 재난에 이르기까지 미국 자
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정직하게 직시했던 작가이다. 그는 그래픽 디
자인에서부터, 판화, 회화, 조각, 벽지, 사진, 대중음악집단, 월간잡지, 저술,
미술관에서의 전시회, 텔레비젼, 영화, 광고 등을 통하여 표현방식을 다양하
게 사용하였다.
워홀의 많은 작품이 사진을 그대로 회화에 이용해 현대회화에 영역의 확대
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사진을 그대로 회화 작
품속에 복제 함으로써, 사진과 회화의 통합을 이룩하였다. 대부분의 팝 작가
들이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복사하기는 했지만 사진의 기계적 복제 방법을
거부한 반면 그는 기계적 과정에 전적으로 떠맡겨 오늘날의 대다수의 예술
가와 구별된다.
그는 사진 이미지를 반복하고 단순화하고 색체들을 조직적으로 다루거나
색상의 체계를 혼용하면서 대량생산품을 보편화, 표준화하여 현대사회에서
대중들이 반복되는 선전 광고의 마력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하는 소비시대를
나타내었다.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과 같은 대중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명
사들을 냉소적인 연출에 의해서 가장 초라하고 세속적인 인기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한 대중스타들은 전통적인 기법중 하나인 초상화법으로 그려
자신이 주장해온 예술의 대중성을 밀도있게 접근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