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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1878년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Nocturnein

Black andGold:TheFalling Rocket)>과 ‘휘슬러(JamesAbbott

McNeillWhistler)vs.러스킨(JohnRuskin)재 '은 ‘무엇이 술작

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공론화 시킨 사건이다.휘슬러와 러

스킨은 술작품의 가치에 하여 작품의 의미,완결성,노동력과

같은 동일한 기 을 두고 모더니즘 입장과 통 인 입장에서 상

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재 이후 형성된 새로운 미술품 취향에 향을

미쳤다.특히,로 라이(RogerFry)의 러스킨과 휘슬러에 한

평가를 통해 당시 사회의 취향 변화를 알 수 있다. 한,새로운 감

상계층의 등장과 취향의 변화는 미술과 자본주의의 계를 정립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이었다.따라서 러스킨과 휘슬러의 재 을

후로 국에서 거래된 고 미술품과 인상주의 미술품의 가격 비

교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미 취향이 미술품의 가격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처럼,빅토리아 시 에 나타

난 고 미술에서 인상주의로의 취향 변화는 미술의 자본주의 유입

에 한 거부와 수용의 결과이며,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은 이를

상징 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이에 한 분석은 미 취향이 달

라지는 기 이 무엇이며,이것이 미술품 소비와,나아가 미술사에

끼친 향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논리와 미술의 계를 해석하는 수많은

들 에서,이를 미술사의 사례를 통해 취향의 문제로 보는 다

른 시각을 제시하 다.미술사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 오늘에 이

르 다.그 에서도 자본과 미술의 계가 만들어내는 혼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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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세기의 국사회의 취향 변화는 미술의 근 개념의 태동이

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시 에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라는 구체 인 사건 속에서 미 개념의 변화를 자본과 연 하여

살펴보았다는 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이다.

주요어 :휘슬러,러스킨,로 라이,취향, 술작품의 가치,

술을 한 술

학 번 :201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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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

1878년 런던에서 열린 휘슬러(JamesAbbottMcNeillWhistler,

1834-1903)와 러스킨(JohnRuskin,1819-1900)의 재 은 처음으로

‘무엇이 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공론화 시킨 사건이

었다. 술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한 의문은 술이 탄생한

이래 오래 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었지만,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에서 만큼 직 으로 공론화 된 은 없었다. 한,미술사를 통해

풀리지 않았던 술의 가치에 한 질문을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

고자 하 다는 것 역시 이 사건을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하게 만

드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이 있었던 19세기 국의 빅토리아 시 는 많은 사회 변

화들이 일어났던 때이다.여타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미술 역

시 통 인 습과 모더니즘의 립을 겪었다.이 재 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휘슬러의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

(NocturneinBlackandGold:TheFallingRocket)>(도.1)은 모더

니즘을 표하는 기 인상주의 작품이다.그리고 휘슬러의 이 작품

을 강하게 비난했던 러스킨의 평론은 기존 습을 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무엇이 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한 질문을 놓고,모더니즘 입장과 통 인 입장에서 각자 술

작품의 가치에 한 기 을 제시했다.작품의 의미,완결성,노동력

과 같은 동일한 기 에 한 휘슬러와 러스킨의 상반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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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고 미술과 모더니즘 미술을 가르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빅토리아 시 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술작품으로 인

정받을 수 있었는가?본 논문에서는 이에 한 답을 찾기 해 휘

슬러와 러스킨의 재 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술작품은 당 의 취향 형성을 통해 드

러난다.시 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취향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술작품을 인정하는 기 은 일 수 없으며,이 때문에 훗날

한 화가로 칭송받는 많은 작가들이 기에는 거부당하고

우를 받는 상이 나타난다.1)기존의 습체제를 벗어난 작품들은

언제나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정

을 받고 다시 새로운 습으로 굳어지는 것의 반복이 미술사를 구

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휘슬

러의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에 한 태도의 변

화를 보여주는 ‘휘슬러 러스킨 재 '은 당시의 취향을 반 하는

동시에 빅토리아 시 의 취향 변화에 큰 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어떻게 19세기

국 사회의 취향을 변화시켰으며,왜 이러한 상이 나타나게 되었

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는 미 취향이 달라지는 기

이 무엇이며,이것이 미술품 소비와,나아가 미술사에 끼친 향력

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할 것이다.

2.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 취향과 미술품 소비가 변화하는 이유를 알

1)FrancisHaskell,Pastandpresentinartandtaste:selectedessays,

YaleUniversityPress,1987.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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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해 19세기 국이라는 특정 사회를 살펴 볼 것이다.

앞서 언 했듯이,19세기 국은 랑스 명 등 다른 유럽 지역

의 향을 받아 변화가 격한 사회 으며,동시에 다른 지역의 고

미술품부터 동시 작품까지 다양한 미술품들이 거래되던 미술

유통의 심지 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선풍 인 심을 끌어

모았던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은 미술 흐름의 변화를 단 으로 보

여주는 사건이었다.기존 습 체제를 변하는 러스킨의 비평과 이

에 반하는 새로운 양식의 미술로 제시된 휘슬러의 작품이 립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이 재 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는 무엇을 술

작품으로 볼 것인가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이는 재 이후 형

성된 새로운 미술품 취향에까지 향을 미쳤다.논의가 차 휘슬러

의 작품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자,그 외의 다른 인상주의 미

술이 수용되고 작품의 가격이 격하게 오르는 상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그 에서

도 당시 국의 시 상황을 미루어 보아 미술에 한 직 인

자본의 유입이 가장 근본 인 원인을 제공하 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술작품의 선호가 변화하는 이유를 자

본주의의 향과 이에 한 미술계의 반응에서 찾고,이러한 상황이

가장 극단 으로 드러나는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을 심 으로

살펴보겠다.특히,이 게 공 으로 논의된 술 담론이 취향의 변

화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해 이 재 을 미 담론

과 연 시키는데 그친 이 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러스킨 다음 세

의 비평가인 로 라이(RogerFry,1866-1934)가 러스킨과 휘슬

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고찰하여,이러한 엘리트 계층의

평가가 의 취향 형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겠다.빅토리아 시

의 국은 사회 변화로 인해 산층이 새롭게 미술 감상계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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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하던 시기이기도 하 다.따라서 이들의 미술품 취향형성과

소비에 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당시는 자본주의가 본격화 한 시기로,미술역시

이 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새로운 감상계층의 등장과 취향의 변

화는 미술과 자본주의의 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상이었다.

따라서 이 에서는 러스킨과 휘슬러의 재 을 후로 국에서

거래된 고 미술품과 인상주의 미술품의 가격을 비교하고,이를 통

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미 취향이 미술품의 가격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3.연구 방법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과 당시의 미술계에 한

문헌을 심으로 한 역사 인 근을 시도하 다.따라서 재 에

한 사회 반응과 평가뿐만 아니라,러스킨과 휘슬러,그 밖의 비평

가들의 들을 재분류하여 주된 흐름을 악하고자 한다.

먼 ,본 연구에 사용된 1차 문헌으로는 술 작품에 한 여러

가지 을 짚어보기 하여 러스킨과 휘슬러, 라이의 을 살펴

보았다.

휘슬러의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에 한 러

스킨의 비평은 러스킨의 이 정리된 『존 러스킨의 연구(The

WorksofJohnRuskin)』2)에 수록된 79번째 『포르스 클라비게라

2)JohnRuskin,“Letter79:LifeGuardsofNew Life”,Forsclavigera:

letterstotheworkmenandlabourersofGreatBritain7(July1877).

InTheWorksofJohnRuskin.EditedbyE.T.CookandAlexander

Wedderburn,29:146-69.Library Edition,39 vols.(London: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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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79:LifeGuardsofNew Life”,Forsclavigera:lettersto

theworkmenandlabourersofGreatBritain7)』(July1877)지의

비평을 번역하여 참고하 다.

러스킨의 이론을 살펴보기 한 그 외의 들은 러스킨의 서

『근 화가론(ModernPainters)』(1860)과 네드 클라크(Kenneth

Clark,1903-1983)가 정리한 러스킨 연구3)를 참고하 다.

러스킨은 『베네치아의 돌(StoneofVenice)』(1851-1853)등 많

은 을 남겼지만 주로 르네상스 시기의 가들과 작품을 찬하는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휘슬러의 이론은 휘슬러 자신이 재 직후에 열었던 강의를 기

록한 『열시(TenO’Clock)』(1888)와 당시 사회와 재 에 한 휘슬

러의 생각을 정리한 서4)를 기반으로 정리하 다.

휘슬러와 러스킨에 한 로 라이의 평가는 그의 서인

『마지막 강의 (LastLecture)』(1939)와 『시각과 디자인(Vision

andDesign)』,그리고 라이의 다른 에세이를 모아 정리한 『로

라이 읽기(A RogerFryReader)』(1996)를 참고하 다.로

라이는 형식주의 미술 사조를 정립하고,당시 국의 취향을 주도한

을 많이 남겼다.

다음으로,본 연구에 기반을 제공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선행연구는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에 한 연구와 미술품 취향에

한 연구,그리고 당시의 미술품 소비행태를 짚어보는 연구들로 구

성되어 있다.

휘슬러와 러스킨 재 에 한 선행연구는 당시에 사회 주목을

받았던 만큼 이미 여러 언론매체들이 다루거나5)학자들의 재조명6)

Allen,1903-1912.)

3)KennethClark,Ruskintoday,(New York:Holt,c1964.)

4)JamesMcNeillWhistler,Thegentleartofmakingenemies.Withan

introd.byAlfredWerner.,(New York:DoverPublications,1967.)

5)DailyChronicle,26and27November1878;DailyTelegraph,26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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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 있으며,최근의 연구로는 린다 메릴(LindaMerrill)의

1992년 연구가 독보 이다.이 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재에는 사

라진 재 기록을 복원하여,이를 심으로 휘슬러와 러스킨의 미학

입장 차이와 이에 한 당시 사회 반응을 다루고 있다.

미술품의 취향에 한 선행 연구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1930-2002)의 『구별 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La

Distinction:Critiquesocialedujugement)』(1978)을 심으로 하

27November1878;DailyNews,26and27November1878;Evening

Standard,25and26November1878;Globe& Traveller,25and26

November1878;MorningPost,26and27November1878;PallMall

Gazette:AnEveningNewspaperandReview,25and26November

1878;TheTimes,26and27November1878;WeeklyDispatch,1

December 1878; West End News and London Advertiser,30

November1878;TheAmazingTrialofJamesMcNeillWhistlerby

Jon Palmer,Little Theater,Palace ofthe Legion ofHonor,San

Francisco,1974;Plague Wind by Tamas McDonald,New End

Theatre(Hampstead),London,1983;andWhistler’sPlaybyHoward

Bruman,TheHillberryRepertoryTheatre,WayneStateUniversity,

Detroit,1987.(언론 매체의 보도나 각색된 라디오 극 등에 련한 자료

는 LindaMerrill,A potofpaint:aestheticsontrialinWhistlerv

Ruskin,Washington:SmithsonianInstitutionPressincollaboration

withtheFreerGalleryofArt,SmithsonianInstitution,c1992p.323

참고)

6)GustavKobbé,“AnEpoch-makingPicture:NocturneinBlackand

Gold-TheFalling Rocket”,Lotus(Babylon,N.Y.)(April1910),p.

7-26; David Craven,“Ruskin vs.Whistler: The Case against

CapitalistArt”,ArtJournal,Vol.37,No.2,(Winter,1977-1978),p.

139-143;MichaelBeatty,“A PotofPaintin the Public’s Face:

Ruskin’s Censure ofWhistlerReconsidered”,English Studies in

Africa:A Journalofthe Humanities30 (1987),p.27-41;Linda

Merrill,A potofpaint:aestheticsontrialinWhistlervRuskin,

Washington:SmithsonianInstitutionPressincollaborationwiththe

FreerGalleryofArt,SmithsonianInstitution,c1992; Adam Parkes,

“A Sense of Justice: Whistler,Ruskin,James,Impressionism”,

VictorianStudies,Vol.42,No.4(Summer,1999-Summer,2000),p.

593-629; RobertAitken,“Whistlerv.Ruskin,Litigation”,Vol.27,

No.2,MILLENNIUM (Winter2001),p.65-70



-7-

다.하지만 부르디외의 연구는 랑스 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국이라는 특정 사회를 살펴본 연구로는 란시스 하스

(FrancisHaskell,1928-2000)7)과 이안 피어스(IainPears,1955-)8),

카롤 깁슨 우드(CarolGibsonWood,1950-)9)의 연구를 으로

살펴보았으나,이들의 연구는 주로 1900년 이 을 다루고 있어 휘

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후 국 사회의 취향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는 데이비드 피터스 코베트(DavidPetersCorbett,1956-)10)의 연구

를 참고하 다.

한,미 취향이 미술품의 가격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기 해서는 당시 국에서 거래된 미술품 가격에 한

자료가 필요하 는데,이는 제랄드 라이트링어(Gerald Reitlinger,

1900-1978)의 『취향의 경제학:1760-1960년 미술품 가격의 상승

과 몰락(The economics oftaste:the riseand fallofpicture

prices,1760-1960)』(1982)에 기록된 자료를 참고하 다.

7)FrancisHaskell,RediscoveriesinArt:SomeAspectsoftaste,fashion

andcollectinginEnglandandFrance,(New York:CornellUniversity

Press,1976.);FrancisHaskell,Pastand presentin artand taste:

selectedessays,(Connecticut:YaleUniversityPress,1987.);Francis

Haskell,PENNY,Nicholas,Taste and the antique :the lure of

classicalsculpture,1500-1900,(Connecticut:YaleUniversity Press,

1981.)

8)IainPears,TheDiscoveryofPainting:TheGrowthofInterestinthe

Artin England,1680-1768,(New Haven,London:YaleUniversity

Press,1991.)

9)CarolGibsonWood,PictureConsumptioninLondonattheEndof

theSeventeenthCentury,TheArtBulletin,Vol.84,No.3(Sep.,2002),

p.491-500

10)DavidPetersCorbett,LaraPerry,Englishart,1860-1914:modern

artistsandidentity,(New Brunswick,N.J.:RutgersUniversityPress,

2001.);David Peters Corbett,Ysanne Holt,Fiona Russell,The

geographies of Englishness :landscape and the nationalpast,

1880-1940,(New Haven,CT:YaleUniversityPress,c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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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휘슬러 vs.러스킨 소송 사건

1.사건의 개요

1877년,런던의 그로스버 갤러리(GrosvenorGallery)에서 시

된 제임스 애 맥닐 휘슬러(James AbbottMcNeillWhistler,

1834-1903)의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Nocturnein

BlackandGold:TheFallingRocket)>에 하여,존 러스킨(John

Ruskin,1819-1900)이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지 『포르스 클라비게라

(ForsClavigera)』에 “지 까지 경솔한 국인들을 수없이 보아왔

지만, 의 얼굴에 물감 한통을 끼얹은 가로 200기니(guineas)

를 요구하는 거만한 사람은 처음 본다.”11)라는 혹평을 남긴 것이 사

건의 발단이 되었다.이에 휘슬러는 명 훼손죄로 러스킨을 고소하

으며,작가로서의 명 훼손죄를 들어 1천 운드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했다.1878년 11월에 이틀에 걸쳐 열린 재 은 휘슬러의 승소로

마무리 된다.하지만 배상액은 겨우 1 딩(farthing)12)에 불과했다.

이 장에서는 러스킨이 『포르스 클라비게라(ForsClavigera)』지

에 남긴 비평과 린다 메릴이 복원한 재 기록문을 심으로 ‘무엇

이 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한 논의를 구체화해 보

겠다.

11)JohnRuskin,“Letter79:LifeGuardsofNew Life”,Forsclavigera:

letterstotheworkmenandlabourersofGreatBritain7(July1877).

InTheWorksofJohnRuskin.EditedbyE.T.CookandAlexander

Wedderburn,29:146-69.Library Edition,39 vols.London:George

Allen,1903-1912.

12)1 딩은 국 화폐로 1/4페니에 해당하며,당시의 최소 화폐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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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휘슬러의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

그로스버 갤러리에 시된 휘슬러의 작품은 총 8 으로,<검

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13)외에도,<회색과 검정색의

편곡,No.2:토마스 카라일의 상(Arrangementin Grey and

Black,No.2:PortraitofThomasCarlyle)>(도.2),<녹턴:푸른색

과 황 색-오래된 배터시 다리(Nocturne: Blue and Gold-Old

BatterseaBridge)>14)(도.3),<푸른색과 은색의 녹턴(Nocturnein

BlueandSilver)>(도.4),<녹턴:회색과 황 색-웨스트민스터 다리

(Nocturne:GrayandGold-WestminsterBridge)>15)(도.5),<검은

색의 편곡,No.3:스페인의 필립 2세로 분한 헨리 어빙(Arrangement

inBlack,No.3:SirHenryIrvingasPhilipⅡ ofSpain)>16)(도.6),

<검은색과 갈색의 편곡:털 자켓(ArrangementinBrown:TheFur

Jacket)>17)(도.7),< 로 스 일랜드 양의 상(PortraitofMiss

FlorenceLeyland)>18)(도.8)이 있었다.

그로 갤러리에 시된 휘슬러의 모든 작품이 비난의 화살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오스카 와일드(OscarWilde)는 그로스버 갤

러리의 시를 본 후 발표한 에서 <회색과 검정색의 편곡,No.2:

토마스 카라일의 상>을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칭하며 “노인의

표정에 나타난 표 과 회색 머릿결의 텍스처,보편 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에 있어서 휘슬러는 작가 자신이 원한다면 굉장히 큰

힘을 지닌 술가가 될 것이다.”라고 평할 정도 다.19)

13)구( )제목은 <NocturneinBlackandGold>

14)구( )제목은 <NocturneinBlueandSilver>

15)구( )제목은 <NocturneinBlueandGold>

16)구( )제목은 <ArrangementinBlackNo.3,IrvingasPhilipⅡ of

Spain>

17)구( )제목은 <ArrangementinBrown>

18)구( )제목은 <HarmonyinAmberand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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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마스 카라일의 상화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은 모두

혹평을 받았다.특히,<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은

휘슬러가 출품한 작품들 가장 추상 인 작품으로 당시 객들에

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었다.『펀치(Punch)』지에서는

이 작품을 “진흙탕”으로 표 하며,“작품의 상부는 안개가 뒤덮고

있고,하부는 잉크의 홍수이다.이 작품에는 상이 없다.”고 하여20)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 을 하고 있다.하지

만 휘슬러는 법정 심문에서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

꽃>이 무엇을 표 한 작품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그림이 크 몬 정

원(CremorneGarden)에서 있었던 불꽃놀이와 이를 바라보는 군 을

표 한 그림이라고 진술했다.21)

쿠르베의 향을 받은 휘슬러는 이 에 물감을 두껍게 바르던

스타일에서 벗어나,1860년 부터 거의 수채화에 가까워 보일만큼

은 채색기법을 사용하 다.22)<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은 이러한 휘슬러의 새로운 기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OscarWilde,“TheGrosvenorGallery”,DublinUniversityMagazine

90(July1877)p. 124-125(LindaMerrill,A potofpaint:aesthetics

ontrialinWhistlervRuskin,Washington:SmithsonianInstitution

Pressin collaboration with theFreerGallery ofArt,Smithsonian

Institution,c1992.p.35에서 재인용)

20)“ThePalaceofArt(New Version)”,Punch,7July1877,305(Linda

Merrill,A potofpaint:aestheticsontrialinWhistlervRuskin,

Washington:SmithsonianInstitutionPressincollaborationwiththe

FreerGalleryofArt,SmithsonianInstitution,c1992.p.36에서 재인용)

21)LindaMerrill,A potofpaint:aestheticsontrialinWhistlerv

Ruskin,Washington:SmithsonianInstitutionPressincollaboration

withtheFreerGalleryofArt,SmithsonianInstitution,c1992,p.145

22)E.P.Richardson, “NOCTURNE IN BLACK AND GOLD,THE

FALLING ROCKET by JAMES ABBOT McNEILL WHISTLER

(Excerptfrom TheArtQuarterly,Vol.X,No.1.,1947)”,Bulletinof

theDetroitInstituteofArtsoftheCityofDetroit,Vol.26,No.3

(1947),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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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당시 휘슬러가 동양 미술에 큰 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도 히로시게(安藤 廣重)의 <명소에도백경:료고쿠 불꽃놀이(名所

江戸百景:兩國花火)>(도.9)목 화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은 히로시게 작품의 향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23)빅토리아시기에 국에 수출된 동양

미술품은 도자기나 화가 부분이었고,순수미술이 아닌 장식품으

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그 때문인지,휘슬러의 녹턴 시리즈는

작품이 발표된 당시에는 장식 미술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 다.24)

이 게 혹평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

어지는 불꽃>은 재 이후 14년 동안 팔리지 않다가,1892년 사뮤

엘 언터마이어(SamuelUntermeyer,1858-1940)라는 미국인에게 800

기니에 팔리게 된다.25) 이 작품은 이후 페리 주니어(DexterM.

Ferry Jr.)가 소장하 다가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 (Detroit

InstituteofArts)에 기증하여26) 재 많은 술가들에게 향을 주

며, 들에게 명화로 여겨지는 작품이 되었다.

2)러스킨의 비평

79번째 『포르스 클라비게라』지의 주제는 사회에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닌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격하는 것이었

다.러스킨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3)휘슬러의 작품과 히로시게 목 화의 유사성을 처음 지 한 비평가는

테오도르 차일드(TheodoreChild)이다.LindaMerrill,Ibid.,p.36

24)ElisabethL.Cary,“Whistler’sNocturne”,TheMetropolitanMuseum

ofArtBulletin,Vol.1,No.8,(Jul.,1906),p.109

25)LindaMerrill,Ibid.,p.6

26)Susan P.Casteras,[etal.],John Ruskin and theVictorian eye,

PhoenixArtMuseum,1993.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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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임 (賃金)없이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축복받은 부분이다.만일,인간이 임 없이도 일한다면 사회

는 그 뿌리가 복되었을 것이다.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노동

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그는 사회의 괴물일 것이다.”27)

이는,자본에 집착하고 먼 이들을 비꼬는 것으로 정당한 가

에는 정당한 노동이 뒤따른다는 러스킨의 주장을 보여주는 목이

다.이 같은 맥락의 집필과정에서 러스킨은 그로스버 갤러리를 방

문하여 휘슬러의 작품을 보고,부에 사로잡힌 한 시를 찾은

셈이다.

휘슬러의 고소장에 명시된 러스킨의 (도.10)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이 그림들(번 존스의 작품을 지칭)의 매 리

즘과 오류는-그 정도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결코 과장되거

나 나태하지 않다.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작품일지 모르

겠지만,작가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작품인 것이다.

한 결과물(작품)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작가 자신이나 우

리의 욕구에 가장 민감하게 다 질 수 있는 양심의 문제를 제

기한다. 화 의 다른 그림들에 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그들의 기이한 행각들은 거의 매번 강압 이기까지 하

다. 한 그들의 불완 성은-이것을 무례하다고 표 하지 않

는다면-도둑심보이다.

쿠츠 린지(SirCouttsLindsay)28)는 구매자의 보호를 해

서라도 형편없는 교육을 받은 자만한 작가의 거의 사기행각에

가까운 작품을 갤러리에 들여서는 아니 되었다.

나는 지 까지 경솔한 국인들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27)LindaMerrill,Ibid.,p.47

28)그로 갤러리의 소유자.로열 아카데미와는 달리 그로 갤러리

는 출품작품을 심사하는 원회가 따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갤러리 소

유자인 쿠츠 린지가 모든 작품들의 시 결정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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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에 물감 한통을 끼얹은 가로 200기니를 요구하는

거만한 사람은 처음 본다.”29)

뒤에서도 러스킨의 이론에 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포르스 클라비게라』지에 개제된 러스킨의 비평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휘슬러의 그림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만능의 표본으로 여

겼기 때문에 휘슬러의 작품과 창작의도,미학 면을 부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러스킨에게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

어지는 불꽃>은 어떠한 노력도,역할도,메시지도 찾아 볼 수 없는,

말 그 로 “물감 한 통을 끼얹은”사기행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다.

당시 러스킨의 비평은 무자비했지만, 을 들썩이게 할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하지만 휘슬러에 한 러스킨의 극단 인 태도가

당시 러스킨이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정신질환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30)이러한 입장에 해서는 스키(R.

H.Wilenski,1887-1975)의 이론이 독보 인데,그는 러스킨이 이

에 터 의 그림과 모더니즘을 옹호하 던 것을 들어 러스킨의 비평

이 이처럼 모순된 것은 그의 정신 인 불안정에서 기인한다고 주장

한다.31)

29)JohnRuskin,Ibid..

30)LindaMerrill,Ibid.,p.54-56

31)MichaelBeatty,“A PotofPaintin thePublic’sFace:Ruskin’s

Censure ofWhistlerReconsidered”,English Studies in Africa:A

JournaloftheHumanities30,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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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엇이 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미술품의 가치를 다룬 재 답게,당시에 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리엄 마이클 로제티(William MichaelRossetti,1829-1919),톰 테

일러(Tom Taylor,1817-1880)와 리엄 고먼 스(William Gorman

Wills, 1828-1891), 알버트 조셉 무어(Albert Joseph Moore,

1841-1893),에드워드 콜리 번 존스(Edward Coley Burne-Jones,

1833-1898), 리엄 포웰 리스(William PowellFrith,1819-1909)

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휘슬러와 러스킨32)의 술 을 옹호하 다.

한,재미있게도 작품의 완결성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재

에 티치아노(Titian Vecellio,1488-1576)의 <베니스 총독의 상

(PortraitoftheDogeAndreaGritti)>(도.11)이 소환된다.러스킨

측은 이 작품과 휘슬러의 작품을 비교하며,휘슬러의 그림은 “완성”

이라고 볼 수 없음을 들어 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당시의 기 에서 술작품이란,티치아노와 같은 이탈리아,베

네치아의 가가 오랜 시간을 공들여 상을 재 해 낸 회화에 한

정되었던 것이다.

재 에 소환된 티치아노의 <베니스 총독의 상>은 러스킨이

1864년 1천 운드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다.33)

하지만 후에 이 작품은 티치아노가 아닌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명된다.물론 이 작품이 뛰어난 베네치아 가의 작품임은 달라지지

않지만,당시에 ‘티치아노’의 이름이 지닌 력이 어마어마했음을 미

루어볼 때,작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러스킨이 이 작품을 구입한 이유가 술 평가에서인지,작가의

이름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당시 티치아노라는 이름 앞에

32)하지만 러스킨은 건강상의 문제로 재 에 출두하지 못했다.

33)LindaMerrill,Ibid.,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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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술가와 비평가가 숙연해졌던 법정의 모습을 미루어보면

술의 상업화를 경멸하던 러스킨이 이 작품을 소환한 것은 매우 아

이러니하다.이처럼,이틀간 열린 재 은 무엇이 술작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근본 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 많은 국

들이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 다.재 이 열리던 빅토리

아시 까지는 티치아노의 그림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술작품이

되지만,휘슬러의 그림은 과연 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

문시되던 시기 다.이때의 술작품과 작품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

으로 재 에서는 작품의 의미,완결성,노동을 주로 논의하고 있

다.하지만 19세기이후 미술사에서는 의 세 가지 기 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상이 술이 되는 진기한 상이 목격된다.

무엇이 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재에도 유효하며,

미술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풀어나가야 할 질문이다.그리고

이 질문이 수면 로 올라와 공 으로 담론화된 역사 사례가 휘슬

러와 러스킨의 재 이고 당시의 국 사회이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술작품을 인정하는 기 이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을 통해 어떻

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1)작품의 의미

재 에서 먼 논의된 것은 미술작품이 가지는 의미에 한 의

문이었다.미술작품이 과연 상의 재 을 의미하는가,아니면 작가

가 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의 표 만으로도 술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에 하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게 된다.

휘슬러는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그의 작품에 붙은 ‘녹턴

(Nocturne)’34)이 의미하는 것은 선,형태,색의 편곡이며,그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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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녁풍경의 그림들을 지칭하기 해 ‘녹턴'이라는 음악 개

념을 사용하 다고 말했다.그는 문제시 된 <검은색과 황 색의 녹

턴>에 해서,크 몬 정원에서의 불꽃놀이를 그린 이 작품에 만일

<크 몬의 경 >이라는 제목을 붙 더라면 분명 람자들에게 실

망을 안겨주는 그림에 그쳤을 뿐일 것이라고 비꼬며 그가 녹턴이라

는 제목은 붙인 것은 술 창작의 일부라고 주장하 다.35)이처럼

작품의 상이나 제목에 추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근 인 시

도 으며,재 이 시되던 기존의 습 시각에서는 추상 이거나

모호한 의미는 작품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휘슬러는 이러한 습 태도에 순응하지 않았다.그는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이 가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

문에,“귀가 없는 사람에게 화음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다”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그림이 200기니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36)

휘슬러는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의 추상 작품을 보고

작가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을 감상자도 느낄 수 있길 바랐던 것이

다.

한,휘슬러의 작품은 에서 언 한 추상 재 때문에 당시

기이한 작품으로 여겨져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 다.하지만 휘슬러

측의 증인인 알버트 조셉 무어는 러스킨이 “기이함(eccentricity)”이

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은 “원본성(originality)”이라고 칭하겠다고 발

언했다.37)이러한 발언은 사진의 탄생 이후로,수많은 복제 이미지

들 사이에서 원본의 아우라가 사라진 미술품에 하여 근 인 개

념의 원본성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목으로 볼 수 있다.

34)녹턴은 음악에서 ‘조용한 밤의 분 기를 나타내는 서정 인 피아노곡’

이기 때문에 휘슬러가 그의 녁풍경 그림들을 녹턴 시리즈로 이름 지

었음을 알 수 있다.

35)LindaMerrill,Ibid.,p.144-145

36)LindaMerrill,Ibid.p.153-154

37)LindaMerrill,Ibid.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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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려는 휘슬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술작품에 한 통 인 습과 기 은 쉽게 무 지지 않았다.

러스킨 측의 증인으로 나온 리엄 포웰 리스는 “그림의 의미에

있어서 구성과 묘사는 매우 요한 요소이며,이를 결여하고 있는

휘슬러의 그림은 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38)고 하여 휘슬러가

주장하는 작품의 의미를 면 으로 부정하고, 통 인 입장을 지

지하 다.

2)작품의 완결성

작품의 완결성에 한 논의는 그림을 술작품으로 인정하는 기

이 되는 문제이다.특히 인상주의를 필두로 한 미술이 완성도

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 에서 거부되었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그림의 완성 유무를 밝히는 것은 기존 체제와 새로운 양식간

의 립과 직결되는 문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휘슬러 역시 완성된 그림만을 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한다.“작품은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거나 어

떠한 노동이 더 부여되어야 한다면 작가의 손을 떠나서는 안

되며,작가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러스킨 측의 주장에 휘슬러는 으로 동의하면서 <검

은색과 황 색의 녹턴>은 완성된 작품이며,200기니는 작품에

한 가격임을 주장한다.39)

자신의 그림을 완성작으로 확신하는 휘슬러와 달리,러스킨 측의

증인인 번 존스는 휘슬러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

38)LindaMerrill,Ibid.,p.177

39)LindaMerrill,Ibid.,p.145-146



-18-

에 “진지한 술작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존경할만

한 시작,즉 스 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그는 “작품의 완결이

란,모든 작가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오랜 세월동안 완벽

한 작품에 필수불가결하게 여겨진 요소가 결함된 그림에 쉽게 만족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40)즉,무엇을 ‘완성’으로 볼 것인가에서

이들은 기 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러스킨은 그가 기에 쓴 에서 “과하게 완성된 작품보다는 덜

완성된 작품을 선호한다.”고 쓰고 있다.러스킨이 작품의 완성도에

과도한 집착을 보여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러스킨이 작품

의 도덕성과 사회 역할을 시하는 만큼,휘슬러에 그림에 해서

는 작품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완성도에 있어서 두 가지 기 을 들고 있는데,작품의

세부묘사와 같은 시각 요소와,그림에 수반되는 지 연계성과 같

은 개념 인 요소이다.41)여기서 러스킨이 휘슬러의 작품이 결여하

고 있다고 주장하는 완성 요소는 후자인 개념 요소이다.러스킨에

게 있어서 개념 요소의 완결성을 결여한 작품은 술로서의 의미

와 역할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처럼,티치아노와 같은 이탈리아,베네치아 가들의 작품을

이상 인 술작품으로 여겨온 사회에서 인상주의의 작품은 스 치

나 시작일 뿐,완성된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한 러스

킨의 주장 로 세부 묘사와 같은 시각 요소를 차치하더라도,휘슬

러의 작품은 어떠한 재 이나 메시지도 달하고 있지 않는다는

에서 완성으로 여길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술작품의 기 에서 완결성은 그 힘을 잃

어버리게 된다.인상주의의 작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

40)LindaMerrill,Ibid.p.172-173

41)DavidCraven,“Ruskinvs.Whistler:TheCaseagainstCapitalist

Art”,ArtJournal,Vol.37,No.2,(Winter,1977-1978),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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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각 요소와 개념 요소의 완결은 그들의 주

제와 오히려 반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에 이르면 오

히려 객의 참여와 동시에 완성되는 작품이 등장하게 되어 완결성

은 깨어져야 할 습으로 락한다.

3) 술작품과 노동

술작품에 부여된 노동력 한 술작품을 인정하는 표 인

통 기 의 하나이다.과거 르네상스 가들의 작품에서는 고민의

여지없이 작가의 노력이 작품에 여실히 드러난다.하지만 휘슬러의

후기 작품과 같은 인상주의 작품에서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주제

인 만큼, 상을 웅장하고 사실 으로 묘사하는 노력보다는 순간

인 감각과 직 이 우선시된다.따라서 이들의 그림에서 노동력을 작

품의 가치로 환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을 그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묻는 심문에서 휘슬러가 이틀의 시간이 걸렸다고 답하자,러스킨 측

은 이틀의 노동의 가로 200기니는 터무니없다고 비난한다.이에,

휘슬러는 그가 요구한 200기니가 2일의 노동의 가가 아닌,그 작

품을 창작하기 한 지식을 얻는 일생의 노동의 가라고 답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42)휘슬러의 이 발언은 훗날까지 작가들과 미술

사조에 향을 미치며,많은 작품들을 술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 이 되었다.

한,휘슬러를 옹호하기 해 증인으로 나선 리엄 마이클 로

제티는 휘슬러의 그림이 술 작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노동이 부여되었는지에 한 물음에,“작품이 노동이나 완결성을 보

42)LindaMerrill,Ibid.,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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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43)

술가의 창작을 노동으로 환산하려는 것은 술가의 지 를 장

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던 과거의 잔재이다.교회나 후원자에게 의

뢰를 받아 길드(guild)에서 작품을 생산하던 15-16세기 사회에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동이 작품의 가치를 좌우했기 때문이다.하지만 18

세기 이후,후원자와 작가는 분리되어 개인의 의지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으며 천재성을 띤 ‘술가’로 지 가 변화하고,그들의 작품은

노동이 아닌 창작을 통해 생산되기 시작하 다.따라서 리엄 마이

클 로제티의 발언 로,더 이상 작품이 노동이나 완결성을 보여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술 작품에 작가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 는지에 한 문제는

20세기 까지도 논쟁이 되어왔다.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후, 술가의 생각이나 선택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

다는 주장이 일반 으로 통용되게 되었지만,재 당시는 물론이고

지 까지도 작품에 한 작가의 개입과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는 러스킨이 요시했던 미술의 도덕 의무와 연 하여,논

쟁의 상이 되고 있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에서 심 으로

논의된 작품의 의미,완결성,노동력의 요소는 19세기 이 까지는

술작품을 규정하는 기 으로 역할 해 왔지만,19세기 이후부터는

새로운 아방가르드 미술양식을 받아들이기 해 벗어나야하는

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게 변화한 술작품에 한 인식은

곧 새로운 미술 양식의 수용과 취향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며 당 의

미술품 소비 지형도를 바꾸고 미술사의 주류 미술 작품을 변화시키

는 것에 까지 이른다.

43)LindaMerrill,Ibid.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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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에 한 19세기 국 사회의 반응

재 후『펀치(Punch)』(7,December,1878)에 실린 만평(도.12)

을 보면,만화의 하단에 “지 분한 말을 사용하다니,더러운 비평가

같으니라고!그걸로 법정까지 가다니,멍청한 화가 같으니라고!”라는

캡션이 있어,빅토리아시 의 미술계와 사회가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단편 으로 드러난다.

헨리 제임스(HenryJames,1843-1916)의 역시 당시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런던 들이 이 게까지 오랜 시간 심을 가져온 유명

한 논쟁은 없었다....일반 국 납세자들로 구성된 배심원들

은 휘슬러의 작품이 고 술에 속하는지,그리고 그림에서

‘완성’이란 어떤 요소들을 만족해야하는지를 단하는 이번 사

건에 매우 큰 심을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나는 이번 사건

이 결국,조잡하고 경박하며 명백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술 생산의 성격에 한 의 감각을 격하시키는 사건이

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44)

재 이후,휘슬러의 그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

졌지만,계속해서 비난을 받았다.헨리 제임스는 휘슬러의 그림에

해서 “캔버스 에 색을 배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마치 방에 꽃이나 가구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

고 하 고,『데일리 텔 그래 (DailyTelegraph)』(27,November,

1878)지는 휘슬러의 다른 작품들을 터키 카펫의 패턴에 비유하기도

44)HenryJames,Thepainter'seye:notesandessaysonthepictorial

arts,Madison,Wis.:University ofWisconsin Press,c1989.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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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 재 에도 증인으로 나섰던 리엄 포웰 리스는 『주

디(Judy)』(11,December,1878)지에 휘슬러의 작품을 벽지에 비유

하는 만평(도.13)을 그리기도 하 다.45)

반면,일반 들이 녹턴 시리즈가 가진 불가사의함에 해 어

떻게 반응해야하는지 몰랐을 것이며,휘슬러는 이 을 노려 귀가 얇

은 을 시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이그제미 (Examine

r)』(30,November,1878)지는 재 이 있고 며칠 후에 휘슬러를 유

머리스트로 보고,그의 작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 를 비꼬는 기

사를 싣기도 하 다:

“휘슬러는 교활하게도,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숭배하고 거꾸로

뒤집힌 미학을 열정 으로 존경하는 멍청한 사람들의 비율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 다.따라서 이러한 목 으

로 만들어진 그의 그림은 술 기 에서 보았을 때 매우 질이 나

쁜 농담이지만,그 반 의 비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다.”46)

한,『타임즈(Times)』(27,November,1878)지에서는 휘슬러를

“ 국에 단 한명 뿐인 인상주의자”로 칭하며,“ 랑스에서는 인상주

의자가 시 의 리더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휘슬러는 시 를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하 다.

이처럼, 기에 무차별 인 비 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차

으로 휘슬러의 작품을 인정하는 분 기가 사회 반에 형성되고 있

는 양상을 볼 수 있다.기존의 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로 변화

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이것은 특히 19세기 국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상이었는데, 이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45)LindaMerrill,Ibid.,p.242-243

46)LindaMerrill,Ibid.,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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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1984)는 “고 시 의 문화를 특징짓는 지식에의 의지와는 일치

하지 않는 어떤 진리에의 의지”47)라고 정의하며,이를 권력과 욕구

의 담론으로 발 시켜 논의한 바 있다.러스킨을 필두로 한 기존의

술 작품을 인정하는 기 이 권력이라면,이와는 일치하지 않는,

휘슬러의 작품이 제시하는 새로운 아름다움의 추구를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 두 개념의 립은 미술사와 역사를 통틀어 계속

되며, 술을 정의하고 취향을 형성하며 순환하는 체계로 자리 잡았

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결부된 표 인 담론으로 ‘술을 한

술(artforart’ssake)’담론과 술에 한 러스킨,휘슬러 그리고 로

라이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견이 미술의 취향변화를 어

떻게 반 하며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7)미셸 푸코,이정우 역,『담론의 질서』,서강 학교 출 부,2001.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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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술을 한 술’담론과 취향의 변화

아놀드 하우 (ArnoldHauser,1892-1979)는 술작품을 그 자체

의 구조나 투명도,색에 계없이 다만 그것을 통해 인생을 찰 할

수 있는 하나의 유리창에 비유했다:

" 술작품은 찰과 인식의 단순한 도구,즉 그 자체로서

는 이해상 이 없으면서 어떤 목 을 해서 수단으로만 사

하는 창유리나 안경 같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창문 쪽에

서 벌어지는 경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창유리의 구조에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술작품은 한 스스로를 해

서 존재하는 자립 인 형식체로,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의 결

합체로 생각된다.그리고 이 경우,‘창문을 통해 내다보는 것’

은 언제나 그 내 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술작품의 의미는 곧 이 두 사이를 -삶과 모든 작

품외 실에서 단 된 하나의 존재라는 과,삶과 사회

의 실제에 의해서 제약된 하나의 기능이라는 사이를 왕

래한다.”48)

이처럼 술작품의 역할에 한 두 가지 입장 자- 술작품

은 삶과 작품 외 실에서 단 된 하나의 존재라는 -를 옹호

하는 것이 ' 술을 한 술'이다.

‘술을 한 술(artforart’ssake)’이론은 복합 인 상으로,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태도를,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주의 태도를

보여주지만,그 기원은 부르주아 가치척도에 한 반항으로 볼 수

48)아놀드 하우 ,백낙청,염무웅 역,『문학과 술의 사회사』,창작과

비평사,1999.4권,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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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티에(ThéophileGautier,1811-1872)가 술의 순수한 형식

성과 유희 성격을 강조하고 일체의 이념이나 이상으로부터 술

을 해방시키려 한 것은 무엇보다도,부르주아 생활 질서의 지배로

부터 술을 해방시키기 함이었다.49)그리고 휘슬러의 작품은

술의 해방을 주창하는 ‘술을 한 술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놀드 하우 가 지 하고 있듯이, 술작품은 투명한 창과 같아

서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 할 수도 있으며,그것이 투 하고 있

는 외부 요소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도 있다.그리고 이 두 가지

은 항상 술작품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서 치하게 되는 것

이다.그리고 이러한 치를 가시 으로 보여주는 것이 휘슬러와 러

스킨의 재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 재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

스킨과 휘슬러는 두 으로 나뉘는 술의 역할에 해서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기존 체제로 변되는 러스킨은 술의

사회 역할과 도덕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자유주의 태도로

변되는 휘슬러는 술작품 자체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과 본질을

추구한다.즉 휘슬러와 러스킨의 립은 당시 사회 변화의 립이었

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빅토리아 시 는 아놀드 하우 가 언 한 술작품의 의미

후자의 - 술작품은 삶과 사회의 실제에 의해서 제약된 하

나의 기능이라는 -이 지배 이던 시기 다.불안정하게 변화하

는 사회 속에서 미술은 이데올로기의 달매체로 사용되거나 서사

이야기,혹은 상징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 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휘슬러와 휘슬러의 작품에 한 러스킨의 매도는

당시 빅토리아 시 간계 취향의 병 인 독재가 부 하게 폭

발한 극단 인 사례 다.50)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간계

49)아놀드 하우 , 의 책.3권,p.251

50)MichaelBeatty,“A PotofPaintin thePublic’sFace:Ruskin’s

CensureofWhistlerReconsidered”,EnglishStudies inAfri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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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습을 따라가기 해서 지배계 의 통 인 취향을 그

로 수용하 던 것이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러스킨

은 간계층이 등 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휘

슬러에 한 비난도 기에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간계층도 기존 습과 지배계 으로부터의 해방

을 원했고,그에 따라 격하게 새로운 미술 사조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로 라이와 같은 다음 세 의 비평가까지 휘슬러와 인상

를 인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취향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한다.즉,

러스킨과 휘슬러의 립으로 인한 술작품을 인식하는 의 변

화가 곧 의 미 취향형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 것이

다.

러스킨의 이론은 당시의 지배 인 을 변하고 있는 입장으

로,‘술을 한 술’에 반 하여 술작품은 사회 역할과 도덕

의무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그리고 이러한 의 변에는

자본주의의 잠식에 한 우려가 깔려있다.이와 반 로 휘슬러의 이

론은 새롭게 제시된 으로,‘술을 한 술’을 선언하며 술

작품이 가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그의 이러한 이론은

기존의 습을 타 하고 새로운 취향을 형성하고자 한 의도에 기반

한다.마지막으로, 라이는 러스킨을 지지하다가 결국 휘슬러를 인

정하여 시 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표 으로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JournaloftheHumanities30,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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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세기 국의 주류 미술 비평계

빅토리아 시기의 국은 부와 권력,문화의 측면에서 커다란 팽

창을 겪었다.이러한 팽창은 사회·경제 규모에서 문화의 심을

낮은 계층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51) 한 다 (CharlesDarwin,

1809-1882),마르크스(KarlMarx,1818-1883), 로이트(Sigmund

Freud,1856-1939)가 등장한 이 시 는 처음으로 모더니즘 문제를

직시한 시기 을 뿐만 아니라,처음으로 모더니즘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시도한 시기이기도 하 다.52)따라서 이시기의 미술비평 역

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상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랑스에서는 1870년 후반에 들라크루아와 쿠르베에서 마네로

이어지는 인상 들의 그림을 통해 모더니즘의 양식 인 특성인 평

면성,회화 기법,주제의 요성에 한 감소 등이 어느 정도 인

정을 받았던 것과 달리,러스킨을 시한 국 미술계는 오랫동안

고 인 아카데미 통을 유지해왔다.특히,미술의 문학성과 도덕

성,교육 의무감이 강조되어 러스킨이나 월터 페이터(Walter

Pater)는 미술을 마치 장편의 서사시나 철학 인 윤리학의 부족한

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역할로 여겼으며,그들이 작품

을 보는 이나 작품을 감상하고 쓰는 비평은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과 같았다.53)

1860년 까지 국의 미술계는 왕립 아카데미(RoyalAcademy)

의 향아래 이놀즈(SirJoshuaReynolds,1723-1792)가 기반을

다져놓은 그랜드 매 (GrandManner)양식의 통 이고 고 인

51)Susan P.Casteras,[etal.],John Ruskin and theVictorian eye,

PhoenixArtMuseum,1993.p.52

52)Susan P.Casteras,[etal.],John Ruskin and theVictorian eye,

PhoenixArtMuseum,1993.p.55

53)정 목,「서양미술사와 비평,1500-1900:이성과 감성의 兩立과 립

의 측면에서 본 변천사」,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4월호,1990.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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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화,종교화가 주류를 차지하고 높게 평가받았다.하지만 19세기

반에 들어서 이러한 향력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이러한 변

화는 1862년 만국 박람회(InternationalExhibition)를 통해 잘 드러

난다.18세기 국을 주도했던 주류 작가들이 호가스(William

Hogarth,1697-1764), 슨(RichardWilson,1714-1782), 이놀즈,

게인즈버러(TomasGainsborough,1727-1788) 다면,19세기 국

미술계는 터 (J.M.W Turner,1775-1851)로 변되는 것이다.54)

19세기 후반의 국에서는 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

술 공 운동(ArtandCraftMovement)’과 단테 가 리엘 로제티

(Dante Gabriel Rossetti)를 심으로 한 ‘라 엘

(Pre-RaphaeliteBrotherhood)’가 활동하던 시기 다. 술 공 운

동은 술과 공 라는 미술의 통 인 계질서를 허물고,지식과

훈련이 아닌 술 감과 정신성으로 술을 정의하 으며,라

엘 는 양감을 없애고 평면 인 세 복고주의 화면과 스테인

드 라스를 보는듯한 강렬한 색채로 미술의 순수성을 강조하

다.55)

하지만 19세기 후반 까지도 인상 화가들의 아방가르드 인 작

품에 하여 극히 일부의 미술사가나 평론가를 제외하고 부분의

비평가나 의 취향은 아직 근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

다. 국은 랑스와 달리 더욱 보수 인 미술계를 형성하고 있었

던 것이다.56)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작가와 비평가들

은 당 에 큰 향력을 끼쳤던 이들이다.러스킨의 측에 섰던 톰 테

54)NicolasDaly,Sensation and modernityin the1860s,Cambridge

UniversityPress,2009.p.20-21

55)신지 ,「19세기 유토피아 사상과 국의 술과 디자인」,한국미술

사교육학회지 제21호,2007.p.207-208

56)정 목,「서양미술사와 비평,1500-1900:이성과 감성의 兩立과 립

의 측면에서 본 변천사」,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4월호,1990.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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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알버트 조셉 무어,에드워드 콜리 번 존스, 리엄 포웰 리

스는 재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휘슬러의 작품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반면, 리엄 마이클 로제티는 휘슬러의 작품에 큰 감명을 받고 그

를 옹호하 는데,여기에는 그의 일본 회화에 한 심이 배경으로

작용하 다.

당시의 많은 평론가들 ,빅토리아 시 의 문화 술계에 가장

큰 향을 끼친 것은 단연 러스킨이다.그는 빅토리아시 를 다양한

심사와 충만한 에 지,개 에 한 열정,그리고 강한 윤리 신

념으로 담아내었다.57)러스킨이 당 의 취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

유는 단지 그가 풍부한 지식과 미 감각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

다.그가 커다란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풍자가,

언가의 조합이 만들어낸 러스킨이라는 평론가가 당 의 새롭게

나타난 노동자 계층인 간 계 객의 필요에 부합하 기 때문이

다.58)

따라서 빅토리아 시 의 미술 비평계를 보았을 때,당시는 분명

변화와 명을 꾀하고 그러한 변화가 표면 으로 드러나던 시기임

에는 분명하지만,아직까지 아카데믹한 통과 러스킨이라는 커다란

향력아래,휘슬러의 작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분 기 음

을 알 수 있다.

57)Susan P.Casteras,[etal.],JohnRuskinand theVictorianeye,

PhoenixArtMuseum,1993.p.10

58)Susan P.Casteras,[etal.],John Ruskin and theVictorian eye,

PhoenixArtMuseum,1993.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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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술의 가치에 한 러스킨의 이론

1)미술과 도덕

러스킨은 술과 술가에게는 사회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

다고 믿었고,이러한 그의 주장은 19세기 이후 국 아방가르드가

등장하기 까지 미술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이념으로 여겨져 왔

다.59)러스킨은 미술과 도덕에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 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악덕이나 미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화가는 도덕 습 에 따라 작품을 그리거나,그가 그

리는 작품에 따라 도덕 습 이 드러날 것이다.애정과 불화,

짜증과 고요,무력함과 강인함,사치와 순수,자만과 겸손,이

모든 도덕 습 들이 뒤섞여 아주 정확하게 인지 가능한 지

표로 그림의 선이나 색에 나타날 것이다.”60)

러스킨의 입장에서 그림은 해당 사회와 작가의 도덕성을 드러내

는 상징이자 지표인 것이다.따라서 러스킨의 에서 미술의 가장

일차 인 의무는 인류와 사회에 이로워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나

아가 러스킨이 ‘술을 한 술(artsforart’ssake)’에 반 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술이 술을 해 행해져야 하며,작가의 기쁨은 그가 해

석하고 시하는 것이 아닌,그가 행하고 생산해내는 것에 있

59)DavidPetersCorbett,YsanneHolt,FionaRussell,Thegeographies

ofEnglishness:landscapeandthenationalpast,1880-1940,Yale

UniversityPress,c2002.p.305

60)JohnRuskin,TheElementsofDrawing,1857.p.134-135(Kenneth

Clark,Ruskintoday,New York:Holt,c1964.p.1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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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이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에 치명 인 향을 미

칠 것이며,이러한 양상이 오래도록 추구된다면,지 능력과

도덕 원칙이 붕괴될 것이다.”

이처럼,러스킨은 ‘술을 한 술’이론을 강하게 비난한다.도

덕원칙을 무 뜨리면서까지 추구해야할 술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주장이다.그가 생각하는 술이란,“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겸허하고 헌신 으로 공헌해야하며,우주의 진실을 기록해야”한다.

따라서 “언제나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해야하며 완 한 편안함

과 힘,구원을 선사해야”61)하는 것이다.

한,베네치아 가들의 작품과 비교하여 그림의 완성에 하여

러스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통스러운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작업의 진

행에 있어서 생각이 없다면,개선도 바라서는 안 된다.그 다

면 그것은 무엇도 보상받지 못하는 노 의 일과 다를 게 없

다.평탄한 일 보다는 거친 일을 택하라.그리하여 타당한 목

만이 그 가를 얻게 하라.참을성과 사포질로 이룬 것에

자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62)

그가 미술에 있어서 도덕성을 얼마나 요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 이다.

하지만 러스킨이 미술 자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완 히 부정하

고 오직 도덕 역할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그는 그림의 목 에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61)JohnRuskin,TheTwoPaths,1859.Lecture1,p.15(KennethClark,

Ibid.p.145-146에서 재인용)

62)JohnRuskin,TheStonesofVenice,1853.Vol.2,p.19(Kenneth

Clark,Ibid.p.1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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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치아노(TitianVecellio,1488-1576)의 <성모 승천(The

Assumption)>(도.14)은 고귀한 술작품이다.티치아노는 성

모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림을 보는 다른 군가

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설득하기 해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그는 빨간색과 란색의 풍성한 질감과,햇빛에 상

기된 얼굴들을 즐겼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틴토 토(Jacopo Tintoretto, 1519-1594)의

<낙원(Paradise)>(도.15)역시 아름다운 그림이다....다른 화

가들은 극명한 도덕 목 을 가지고 얕은 믿음과 보잘 것 없

는 능력을 사용한다.베네치아의 화가들은 가장 진실 된 믿음

과 뛰어난 실력으로 성스러운 날의 장엄함을 그려내는 것이

다."63)

이를 통해,감상자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달

하는 베네치아 작가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히려

러스킨은 노골 으로 도덕 목 을 드러내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즉,러스킨의 시각에서는 우아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스

럽게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도덕 역할을 수행하며,이로움을 달

하는 그림이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 의

미에서 베네치아 화가들의 작품은 작가의 노력이 압도 인 숭고함

으로 드러나며,그 숭고함이 자연스럽게 보는 이의 마음을 도덕 으

로 움직인다는 에서 러스킨이 가장 이상 으로 삼은 작품들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러스킨의 주장은 오랜 시간동안 미술사에 지배 으로 작

용하 고,그에 따라 러스킨이 높이 평가하는 도덕 작품들이 당

에 보편 인 명작으로 이해되었다.

63)JohnRuskin,ModernPainters,1860.vol.5,p.32(KennethClark,

Ibid.p.145-1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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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주의 사회의 미술작품

러스킨이 휘슬러를 비난하기는 했지만,그가 추상회화 반을 부

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당시 국의 미술 담론은 왕립 아카데미

(RoyalAcademy)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정형화된 픽처 스크

(Picturesque)풍경화를 지지하고 있었다.따라서 터 의 그림은 개

인의 주 인 인상이 강하다는 에서 왕립 아카데미에서 거부를

당했다.그러나 러스킨은 자연을 같이 모사한다고 해서 자연의 진

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하며, 같은 모사가 아닌 술가

의 감이라는 극 인 해석이 개입될 때 자연의 진리가 포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규칙과 규율을 따르는 아카데미 회화보다 터

의 안개 낀 뿌연 화면이야말로 자연의 참 면모를 보여 다는 것이

다.64)

한 휘슬러와의 재 에서 러스킨 측은 러스킨이 터 의 기

작품만을 옹호한다고 주장했지만,『근 화가론(Modern Painter

s)』에서 터 의 후기 작품이 "자연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일부 평

론가들의 의견을 반박하 다.그는 터 의 작품이 자연 상에 한

단순한 개념 지식에 신선하고 즉각 인 감각 개념이 더해졌음

을 높이 평가하여 터 의 상상력을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상상

력과 동등한 치에 놓았으며,오히려 아카데미 미술을 공격하

다.65)이처럼 근 인 화풍을 거세게 비난하는가하면 때로는 옹호

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러스킨은 일 이지 못하다

는 비난을 받았다.66)

64)신지 ,「19세기 유토피아 사상과 국의 술과 디자인」,한국미술

사교육학회지 제21호,2007.p.213

65)솔로몬 피시맨,민주식 역,『미술의 해석』,학고재,1999.p.32-33

66) 스키(R.H.Wilenski,1887-1975)는 러스킨이 이처럼 일 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이론을 모순 으로 번복한 것에 하여,이 역시 러스

킨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질환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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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에서는 러스킨이 공격하려 한 것은 새로운 미술양

식이 아닌,새로운 미술양식이 가져올 자본주의 체제 다는 의견이

있다.『포르스 클라비게라』지 역시 합당한 노동에 한 합당한

가를 주창하며,자본에 집착하고 먼 이들을 비꼬는 것을 목 으로

집필되었다.러스킨은 미술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

던 자본주의의 향에 항하고자 한 것이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 속한 경제학자들이 최근 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술과 산업사이의 혼란을 지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이러한 상은 결국 한 천재들의 작품마 시장 소모품으

로 락시켜버렸다.

...19세기는 산업이 이 낸 상품들과 잉여시간으로 칭송받

을지 모르지만, 술가의 명성은 그가 받은 것이 아닌,그에게

주어진 것에 기 하여 만들어 진다는 것을 술 학계에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67)

의 에서 그가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 미술품이 상품으로 락하

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스킨의 우려 로,당시의 자본의 유입이 사회에 미치는 향은

어마어마했다.미술 역시 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술품이 상품으

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산업화의 도

본 논문에서는 러스킨의 모순에 한 이유를 자본주의에 한 비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즉,러스킨은 술의 도덕성을

강조하지만,그 다고 새로운 미 흐름을 고지식하게 부정한 것은 아니

라고 보는 것이다.다만,그가 인상주의를 거부한 것은 이 새로운 미술

사조가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미술을 잠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여

겨진다.

67)JohnRuskin,ForsClavigera,vol.29,p.584(DavidCraven,“Ruskin

vs.Whistler:TheCaseagainstCapitalistArt”,ArtJournal,Vol.37,

No.2,(Winter,1977-1978),p.1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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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간 계층이 부와 여가시간을 축 할 수 있게 되자,과거 귀족

과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도 미술품 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간계층은 스스로가 속한 공간을 좀더 ‘교양 있게’꾸미기

한 수단으로 미술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이들이 미술품을 바라

보는 시각은 범 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술작품이라기보다는,

장식품에 가까웠던 것이다.그리고 러스킨과 같은 통 인 입장의

엘리트 비평가들68)에게 이러한 변화는 미술의 몰락으로 비춰진 것

이다.

휘슬러를 선두주자로 한 인상주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반 하는 흐름이었다.자본주의로 인해 인상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인상주의의 태동에 자본주의가 향을 미쳤

음은 명확하다.즉,러스킨이 휘슬러의 작품을 그 게까지 비난한

이유는 휘슬러의 작품이 가진 술 면모보다는,그의 그림이 격

히 변화하고 있는 물질주의 사회를 반 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휘슬러가 그림의 가격으로 제시한 200기니라는 높은 가격도

러스킨을 자극하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러스킨은 휘슬러의

작품이 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소비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로 보았고,러스킨의 입

장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미술계를 지키려한 것이다.69)

이처럼 모더니즘 술의 자율성과 순수성은 상품의 희소성과 그

가치의 극 화를 보장해주는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에, 술의 자율

성 개념이 술의 자유를 획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술과 자본이

68)러스킨 이 에 국의 미술계를 주도했던 평론가 샤 츠베리(Lord

Shaftesbury,1671-1713)와 화가 조나단 리차드슨(JonathanRichardson,

1667-1745)역시 국인들이 장식 인 목 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

향에 우려를 표했다.(CarolGibson-Wood,PictureConsumption in

LondonattheEndoftheSeventeenthCentury,TheArtBulletin,

Vol.84,No.3(Sep.,2002.)p.491)

69)DavidCraven,“Ruskinvs.Whistler:TheCaseagainstCapitalist

Art”,ArtJournal,Vol.37,No.2,(Winter,1977-1978),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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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히 결합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자본으로의 편입을 가속화시켰

다70)고 볼 수도 있다.그리고 이것이 러스킨이 휘슬러의 작품을 폄

하한 이유인 것이다.

3.미술의 가치에 한 휘슬러의 이론

1)미술과 미 순수성

휘슬러는 술작품의 의미는 사회 맥락과는 상 없이 그 자체

만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그에 따르면,미술은 도덕 일

사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을 도덕 으로 보려는 시각

이 오히려 술작품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리고 그 순수성을

해한다는 것이다.

휘슬러가 러스킨과의 재 이후 1888년에 열었던 ‘TenO'clock'

강연은 미술을 하는 자극 이고 신선한 을 제시하여 많은 당

지식인들과 술가들에게 주목을 받았으며,이후로도 큰 향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다.이 강연에서 휘슬러는 미술을 하는 당시

사회의 통 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과거에 특정 학 에 속하지 않은 한 작가가 미술에 한

을 썼는데,그의 향이 사람들과 화가 사이의 격차를 넓 ,

그림의 목 에 한 엄청난 오해를 가져왔다.그에게 있어서

그림이란 마치 상형문자나 이야기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그는 매우 문학 인 에서 소설-혹은 역사나 기담-

을 다루듯 그림을 다루고 있다.그는 그림의 술 훌륭함이

70)조진근,「 미술과 시장: 술의 자율성과 자본의 힘 사이에서」,

미술학 논문집 13,2009.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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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함을 자연스럽게 발견하지 못하고,단지 문학 정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기고 있어 미술을 하시키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책을 읽고 그가 높이 평가하는 아

름다움을 따르려고 하겠지만,수천 개의 작품 에서 하나의

한 작품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

게 되는 것이다.”71)

그가 생각하는 술 작품이란,서사를 가지며 사회에 메시지를

달하는 역할을 가진 달매체가 아닌,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빛

낼 수 있는 시각 쾌락인 것이다.이것은 그가 주장하는 ‘술을

한 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며,휘슬러가 러스킨과

가장 극명하게 립되는 지 이기도 하다.러스킨이 가장 우선시하

는 술작품의 가치가 인류에게 이로운 역할이었다면,휘슬러가 추

구하는 미술의 가치는 그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는 미 순수성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휘슬러의 입장에서 그림이 가져야 할 도덕 역할과

완결성,노동력 등은 모두 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은 그것이 끝나기 해 사용된 모든 수단의 흔 이

사라졌을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진실 된 노동을 보여 다고 칭송받는 그림은 완

벽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기에 합하지 않다. 술에서 근면

성은 미덕이 아닌 필수조건이다.따라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거는 생산에 있어 우수함이 아닌 오 이며,성취가 아닌 증

명이며, 으로 미흡한 작품이다.

71)JamesMcNeillWhislter,TenO’Clock,HarvardUniversity,1888.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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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작품은 이마의 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다른 말로

그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는다.다만, 가의 작품은 그 시

작에서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다.오직 완벽한 인내의 과제만

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며, 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한 작품은 활짝 폈을 때만큼이나 완벽한 오리 상태

의 꽃처럼 화가에게 나타나야 한다.그 존재를 설명할 이유도

없으며,충족해야 할 의무도 없고,단지 술가에게는 기쁨으

로 다가오면 되는 것이다”72)

즉,그림에서 보여지는 노동의 흔 은 오히려 휘슬러의 에서

는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일 뿐이며,이것은 우수하다고

칭송받기보다는 오 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한,정말로 한 작품은 작가의 머릿속에서 구상될 때부터

그 우월성이 드러나며,이미 감에서 모든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따라서 휘슬러에게 있어서 작품 창작의 가장

요한 과정은 붓을 들고나서부터가 아닌,붓을 들기 의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이 게 탄생한 술작품은 어떠한 해석,메시지,상

징,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그 보는 이에게 시각 즐거움

을 선사하는 것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휘슬러는 러스킨과는 다른 에서 미술의 수호자가 되

고자 하 다.러스킨이 술과 자본의 결합을 우려하고 항한 것과

는 달리,휘슬러는 자본의 힘을 빌려 술을 기존 습에서 해방시

키고 술 자체가 지닌 미 순수성을 수호하려 한 것이다.

72)JamesMcNeillWhistler,Thegentleartofmakingenemies.With

anintrod.byAlfredWerner.,New York:DoverPublications,1967.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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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 습체제와 취향

휘슬러는 미술에 한 자본의 유입을 경계하지 않았다.오히려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계의 원리를 이용해 미술계의 지형도를 바

꾸려고 시도하 다.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체계의 원리는 새

롭게 부상한 간 계층의 심리 요인과 그로 인한 미술 시장의 확

,그리고 어떠한 작품이 유명세를 얻어 당 취향을 형성하는 데

에 성공 했을 때,자연스럽게 주류 미술로 편입되는 시스템을 의미

한다.따라서 그는 “취향”이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 이 되었으

며, 술은 이들의 의견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다.이때의 취

향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며,과학 이고 엄격한 법칙에

기반 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습이 주도하는 취향형성 체계는 휘슬러가 이상

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여 히 지배계 이 주류 미술사를 주

도하고 이들의 취향이 그 의 계층으로 그 로 세습되었기 때문이

다.즉,일주일의 노동이 끝나고 일요일에 박물 에 가서 라

엘의 작품을 보며 러스킨과 같은 “신사 학자”의 “취향”을 교육받게

되고 그것이 의 취향이 되어 비평가들의 든든한 옹호세력이 생

겨나게 되는 것이다.73)이 때문에 러스킨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용해

부상하던 신흥 부르주아와 을 경계했다면,휘슬러는 기존 습

체제를 유지하려는 지배계 을 비난하 다.

휘슬러가 맞서야 했던 것은 기존 습이 만들어낸 취향형성 체

계뿐만이 아니었다.당시 국의 사회 분 기 한 휘슬러의 작품

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휘슬러의 작품이

당시 사회에서 거부되었던 이유를 1860년 에서 1890년 에 걸쳐

국 빅토리아 시 를 지배했던 남성 미학과 국가 정체성에서 찾

73)JamesMcNeillWhistler,Ibid..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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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74)미국 작가임에도 국에서 활동하며

랑스의 인상주의를 표방하는 휘슬러의 작품이 당시 국인들에게

는 ‘신사 ’이지 못하고, 국 이지 못하며(un-English),여성 이

고,결과 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비뚤어진 그림으로 비춰진 것이다.

가와 명작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로마, 랑스 등의

여타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은 자국의 미술사 계보에 해

회의 이었으며,빅토리아 시 는 이제 막 국 인 미술사 계보를

찾아서 그들만의 계보를 만들기 해 활발하게 자국의 작가를 지원

하던 시기 다.따라서 미국의 국 을 가지고 경쟁국가인 랑스의

화풍을 구사하는 휘슬러가 당시의 국사회에 곱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상 가능한 사건이었다.합리 이고,이성

이며,신사 인 것이 국 인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휘슬러의 작

품은 감정 이고,여성 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휘슬러는 자신의 작품을 이해받기 해

노력했다.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미 통

인 미 기 이 차 사라지던 시기로,작품의 완결성이 우 를 가

르던 과거의 습을 벗어나고 있었다.하지만 1878년에는 아직 추상

회화를 정의할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휘슬러는 그의 작품이 추

상회화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었지만,그의 작품에서는 색이 의

미를 달하며 회화는 음악과 유사하다고 하여 ‘추상’이라는 용어

없이 추상을 정의하 다.75)당시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만,휘슬러는 기존의 지배세력이 구성한 취향의 틀을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휘슬러가 법정에 선 이유는 그의 작품을 옹호하고 작가

로서의 명 를 되찾기 해서만은 아니었다.자신이 믿고 있는 술

74)DavidPetersCorbett,LaraPerry,Englishart,1860-1914:modern

artistsandidentity,RutgersUniversityPress,2001.p.134

75)LindaMerrill,Ibid.,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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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에 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과 더불어,그가 새롭게 제시하

고자하는 미술 개념과 양식을 인정받고 그에 한 새로운 취향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휘슬러를 법정에 서게 한 것이었다.76)

공공장소의 사 인 순간을 그린 것은 인상주의자들이 처음이었

으며,77)이러한 시도가 단 으로 드러난 휘슬러의 작품이 당시의 제

도권과 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을 수 있으나,과거의 우상을

괴하고 미의 신을 가져오는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 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에서 휘슬러의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

꽃>은 신기원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78)스스로 공 담론을 형성

하여 새로운 술의 시작을 알리고 그에 한 반 를 온몸으로 부

딪쳐 받아내었기 때문이다.

4.미술의 가치에 한 로 라이의 이론

1)러스킨에 한 견해

라이와 러스킨의 계는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라이

는 러스킨의 학문 업 을 존경하며,그의 기 비평에 지침이 되

었음을 인정한다.하지만 후에,러스킨의 단이 과도하게 도덕

문제에 치우쳐있다고 여겨 그를 거부하게 된다.79) 라이는 러스킨

76)LindaMerrill,Ibid.,p.61

77)다이아나 크 인,조진근 역,『아방가르드와 미술시장』,북코리아,

2012.p.161

78) Gustav Kobbé, “An Epoch-making Picture: Nocturne in

Black and Gold-The Falling Rocket”, Lotus Magazine, April,

1910.p.7-26

79) Jacqueline V.Falkenheim,Roger Fry and the beginning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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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덕주의자로 보며,도덕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미 상상력을

하는 러스킨의 태도에 해서 이러한 이 얻을 수 있는 해답은

자기기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 하고 있다.80)

라이의 에서 술이란 본능 인 삶에 항한 난폭한 반란

이며,반성 이고 충분히 의식 인 삶의 표 이다.따라서 그는

술에 하여 낭만 이고 본능 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객 이고

지 인 태도를 보인다.그 기 때문에 러스킨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로 라이는 술이 직 으로 도덕 의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보지 않는다. 라이는 “진실의 조는 으로 도덕 이지 않다

.”81)라고 말하며 러스킨의 오류를 피하고 그의 향력에서 벗어나

려 의도 으로 노력하 다.82)즉, 라이는 술 행 가 독특하거

나 독립 인 것이 아니며 일상 기능이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러스킨의 믿음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83)

하지만 근본 인 측면에서,도덕 의식은 다르지 않다.두 사람

모두 술가와 람자의 시각 인식에 주목하여 시각 이미지에서

의미와 지 연 성을 찾고자 하 다. 라이는 작품과 도덕의 계

에 하여 러스킨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좋은 작

품을 만들어내기 해서는 명확한 사고와 ,윤리 목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한 러스킨은 이탈리아 화가 에서 특히 베네치아 화 를 좋

formalistartcriticism,UMIResearchPress,1980.p.52

80)RogerFry,Vision and design,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Press,1981.p.15

81) Donald D .Egbert,English Art Critics and Modern Social

Radicalism,TheJournalofAestheticsandArtCriticism,Vol.26,No.

1,Autumn,1967.p.33

82)솔로몬 피시맨,민주식 역,『미술의 해석』,학고재,1999.p.134

83) Jacqueline V.Falkenheim,Roger Fry and the beginnings of

formalistartcriticism,UMIResearchPress,1980.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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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했는데,이에 반해 라이는 베네치아 화 에 늘 무 심했다.

라이는 오히려 피 체의 건축 인 그림에 강하게 끌렸는데,그의

서 『피 체의 미술(TheArtofFlorence)』(1919)에서 “우리가 보

편 인 미술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14,15세기 피 체 미술과 17

세기 이후 랑스 미술 덕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84)

하지만 러스킨과 라이는 미의 창작에 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술가의 시각 반응에 의한 감정의 질서가 아름다움이라

는 것이다.이는 두 비평가가 지오토(Giotto,1267-1337)를 찬양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지오토의 스코화에서 즉각 으로 작가의

종교 ,윤리 가치를 드러내는 형식 인 양식의 힘을 높게 평가하

고 있는 것이다.85)

라이 역시 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역겨움과 악의

인 낭비에 해서는 러스킨의 지 에 동의한다고 말한다.그는 러스

킨의 “ 술의 정치 경제(ThePoliticalEconomyofArt)”(1857)강

연을 술계에 한 언처럼 여기며,“ 술가들은 부유층에 기 할

것이 없다.”고 꼬집는다.하지만 그가 비난하는 것은 부유층이 아닌

사회 시스템이다.86)그는 “수천 명의 작가들 에서,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세상에 알려지기 해 오늘날의 시스템 속에서는 필수

인 ‘특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작가가 몇이나 될까”라며 안타까움

을 표한다.87) 라이 역시 산업화의 결과로 인한 문제 들을 경험한

세 이다.따라서 오메가 공방(OmegaWorkshop)과 같은 장식 술

에 여했던 것도 러스킨과 리엄 모리스의 향아래 량생산과

84)솔로몬 피시맨,민주식 역,『미술의 해석』,학고재,1999.p.162

85) Jacqueline V.Falkenheim,Roger Fry and the beginnings of

formalistartcriticism,UMIResearchPress,1980.p.53

86) Donald D .Egbert,English Art Critics and Modern Social

Radicalism,TheJournalofAestheticsandArtCriticism,Vol.26,No.

1,Autumn,1967.p.32

87) RogerFry,Ibid.,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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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사회의 타락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시도의 일환이었다.88)

2)휘슬러에 한 견해

로 라이(RogerFry,1866-1934)는 휘슬러에 하여 22편의

에세이를 써온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재까지 해지는 문헌은

「휘슬러(Mr. Whistler)」(1903), 「와츠와 휘슬러(Watts &

Whistler)」(1905),「회고(Retrospect)」(1920),그리고 「 국 회화

에 한 고찰(Reflections on British Paintings」(1934)이 부이

다.89)

라이는 반에는 휘슬러에 해 부정 인 시각을 보 다.그에

게도 휘슬러의 작품은 기이하고 자극 인 스캔들에 불과했던 것이

다.1903년 라이는 「휘슬러(Mr.Whistler)」라는 에서 “그림에

나타난 상을 인지해내는 것은 게임의 일부가 아니다.그림에 표

된 형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각 인 본질 외에는 다

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하여 휘슬러의 작품에 반감을 드러

내고 있다.그는 휘슬러가 “ 을 설득하기를 거부하고”,“이해받지

못하는 것에서 악랄한 만족을 느끼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90)

휘슬러가 “ 무 무모하게 도덕 질문들을 무시”하 기 때문에 러스

킨의 비평이 국 들의 마음을 휘 었다는 것이다.91)

88) Jacqueline V.Falkenheim,Roger Fry and the beginnings of

formalistartcriticism,UMIResearchPress,1980.p.52

89)Donald Laing,Roger Fry:An Annotated Bibliography ofthe

Published Writings (New York: Garland, 1979) (edited by

ChristopherReed,ARogerFryReader,UniversityofChicagoPress,

1996p.10에서 재인용)

90)RogerFry,edited by ChristopherReed,A RogerFry Reader,

UniversityofChicagoPress,1996p.9

91)RogerFry,Vision and design,London ;New York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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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20년에 쓴 「편지들(Letters)」에서는 라이가 휘슬러

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지 을 볼 수 있다:

“풍경화와,다른 상을 그린 그림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

다.나는 체로 형태의 본질이 주는 감정을 표 하려고 노력

한다.이러한 근본 인 계는 감각논리로 인지된다.이것은

꼭 음악과 같다.내가 수를 표 하거나 냄비를 표 하거나,

그것이 상 그 자체가 아닌 형태라는 에서 나에게는 둘 다

같은 그림이다.그리고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다.”

그림에서 감정을 우선시하고,이를 음악과 연계시키는 에서 휘

슬러를 인용한 것이다.92)그리고 이러한 라이의 은 그의 형식

주의 미학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라이는 휘슬러를 옹호하며,휘슬러가 “언제나 명을 선

언하고 통과 아카데믹의 아성에 항하는 은이들의 선구자 으

며,지 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휘슬러도 나이를 먹

고 가(OldMaster)가 되었다.”고 쓰고 있다.93)비로소 휘슬러가

제시한 새로운 양식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라이는 휘슬러가 “당시의 에게는 의미 없는 낙서들을 술

이라고 속인 사기꾼으로 비춰졌지만,다른 에서 본다면,그 어

떤 술가도 휘슬러만큼 양심 이고,합리 이고,확신을 가지고 있

지 못하다.”며,휘슬러의 작품에는 “모든 형태와,톤과,색이 엄격한

비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려진 것이며,철 한 계획아래 다른 모

든 요소들과의 한 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UniversityPress,1981.p.201

92)RogerFry,edited by ChristopherReed,A RogerFry Reader,

UniversityofChicagoPress,1996p.8

93)RogerFry,Ibid.,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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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색과 형태가 그곳에 그려진 것이다.”라고 평하 다.94) 라이

의 형식주의 이 차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휘슬러의 작품

에 나타난 요소들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엄 하게 말하자면,

시각 아름다움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 회화 요소

들이 형식주의 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라이에 따르면,휘슬러는 국의 진지함에 그의 냉담함

과 유쾌의 복음(gospelofgaiety)을 하 다.95) 라이는 “만일

아름다움에 종교가 있다면,휘슬러가 주창자 을 것”이라며,“세상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고,회의 이고 감상 인 세 에게 진실한 아

름다움의 모순 거만함이 담겨있는 엄격하고 불친 한 도그마를

선포하 다”고 이야기한다.96)

한, 라이는 휘슬러의 기존 습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높

이 평가하고 있다:

“휘슬러는 아름다움이 자 이고 자족 이기를 원했다.

당시,순교자를 요구했던 일반 인 지식층에게 거부당한 그의

선언은 거만하다는 에서 웅 이기까지 하다.”97)

라이는 휘슬러가 자본주의 체계를 이용해 새로운 취향형성에

성공한 것 역시 정확히 짚고 있다:

“취향이란,단순히 일상 인 선호가 아니라,독립 이고 매

우 정제된 행동이었다. 어도 지속 인 차별과 선택을 거쳐

서 지 이해에 필요한 것과 동등한 정도의 객 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94)RogerFry,Ibid.,p.23

95)RogerFry,Ibid.,p.24

96)RogerFry,Ibid.,p.26

97)RogerFry,Ibid.,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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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러에게,우리가 취향이라고 부르는 교양 있는 차별

은 한 술 기능이었다.”98)

라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향의 실체는 계 의 문제와 연

결되는 “교양 있는 차별”이며,이때에 형성된 취향은 무시할 수 없

는 큰 힘을 갖는 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그리고 휘슬러는 이러한

취향을 “ 한 술 기능”으로 사용했기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가 러스킨에게 소송을 걸고 미학 담론들을

제기한 것,사회의 부정 반응을 이용해 지속 으로 자신의 미학

을 이슈로 만든 것,그리하여 기존 습과는 차별된 양식을 만

들어내고 새롭게 등장한 감상자층이 이를 수용하고 그들의 취향으

로 만든 것이 휘슬러에게는 하나의 략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라이는 러스킨의 제자로서 반에는 러스킨의 입장을

지지하 지만, 차 휘슬러의 향을 인정하고 그에 한 미학 평

가를 달리하게 된다.후에,‘술을 한 술’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형식주의 미학의 기반을 닦는 라이 역시 휘슬러의 향

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라이는 "휘슬러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국과 일본의

고 미술을 그리스 고 미술과 동등하게 숭배할 수 있게 되었다

.”99)며,휘슬러가 가져온 작은 변화가 미술사를 통틀어 향을 미쳤

음을 강조하고 있다.동양에 한 심 한,18-19세기 국과

랑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이지만,이를 단순한 장식에서 벗

어나 진지한 술로 보고 받아들인 것은 휘슬러를 포함한 인상주의

자들 이었기 때문이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국의 미 취향을 좌우하는 데에 큰

98)RogerFry,Ibid.,p.28

99)RogerFry,Ibid.,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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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존 러스킨과 로 라이,이 두 평론가의 변화를 통해,

19세기를 기 으로 어떤 것을 술로 인정할 것인가에 한 기 이

변화하 으며,그러한 변화가 미술사와 사회 취향 반을 주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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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미술품의 소비 변화

그로 갤러리의 시 이후,러스킨의 혹평과 소송 사건으로

휘슬러는 의 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다음 세기가 될 때

까지 여러 수모를 겪어야했다.재 으로 인한 재정 산으로 시

에서 팔리지 않은 그림들은 당 잡히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휘슬러가 겪은 수모의 일화로,1886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

(Christie's Auction)에서 휘슬러의 <푸른색과 은색의 녹턴

(NocturneinBlueandSilver)>출품되자 사람들의 야유가 퍼부어졌

고100),이는 작가와 작품에 한 들의 반감을 가시 으로 보여

주었다.휘슬러는 이러한 의 부정 인 반응을 즐기며 흔쾌히 받

아들 는데,그가 『옵져버(Observer)』지에 보낸 편지에 “작가가

살아 생 이 게까지 완벽하게 인지도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101)라고 하여 당시의 냉정한 심을 작가가 얻을 수 있는

큰 찬사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휘슬러의 측이 맞았는지,훗날

이 작품은 런던 테이트 갤러리(TateGallery)에 소장102)되어 국인

100)“ReceivedHisses”,TheGlobe,12April1886,presscuttingincluded

intheWhistlerautographleterstoWalterandC.M.Dowdeswell,

vol.2,RosenwaldCollection,RareBooksDivision,LibraryCongress.

<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은 1886년 4월 3일 런던 크리스티에서 그라함

컬 션(Graham’sestatesale)에 출품되었고,이에 로 지에서는 작품

이 만일 이젤 에 거꾸로 놓인다 해도 그것은 “납득할만한 실수”이며,

혹은 “작품을 거꾸로 놓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기 때문에 거꾸로 놓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101)WhistlertotheeditoroftheObserver,11April1886,reprintedas

“EarlyLaurels”inGentleArt(1890),p.176

102)<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은 리버풀의 로버트 헤리슨(RobertH.C.

Harrison)이 60기니에 구매했다가 1905년 국립 술소장품 재단

(NationalArtCollectionsFund)에 2천 운드에 것으로 알려진다.

(Richard Humphreys,Tate Gallery Masterpiece Guide:A Short

IntroductoryTour(London:TateGallery,1990).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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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랑인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거듭난다.103)

의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같은 작품임에도 어느 시 에는

야유를 받고, 다른 시 에는 찬사를 받는다.이는,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본주의의 유입이라는 사회 변화와 이에 한 미술

가치의 담론에서 연유하 다고 볼 수 있다.

통 사회에서 도덕 으로 의심을 받았던 작품이,자본주의의 등

장과 함께 미술품의 가격과 가치에 한 물음을 던져 의 심

을 끌었고 결국에는 작가의 언 로 이러한 스캔들 자체가 작품에

유명세를 더하고 작품 값을 더욱 비싸게 한 것이다.비싼 작품은 미

술사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마침내 주류 취향을 형성하게 되

는 것이다.

이것이 나 에는 계 간의 취향 분류로까지 발 하여 루디외

(PierreBourdieu,1930-2002)에 따르면,“사회 으로 공인된 술

그리고 각 술의 장르와 유 , 는 시 의 계에 소비자들의 사

회 계가 상응하며,이 때문에 취향은 ‘계 ’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104)민 계 과 간계 은 라 엘,르 아르,반 고흐를 선호

하고,상류계 은 와토(Jean-AntoineWatteau,1684-1721), 뤼겔

(PieterBruegel,1525-1569), 라크(GeorgesBraque,1882-1963),

고야(FranciscoGoya,1746-1828)를 선호하는 취향 구분이 자본주의

의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105)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술시장과 미술비평의 계는 미술시장이

미술 취향과 이를 정당화하는 비평담론을 태동시키는 동인이자 장

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106)

103)재 이후 휘슬러에 한 의 평가에 해서는,LindaMerrill,

Ibid..p.5

104)피에르 부르디외,최종철 역,『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새

물결,2006.上권,p.22

105)피에르 부르디외, 의 책.下권,p.941

106)박소 ,「미술사의 소비」,한국미술사학보,Vol.38,미술사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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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러와 러스킨의 사건도 같은 에서 이해될 수 있다.휘슬

러의 작품이 미술 시장에 나오자 이를 비난하는 러스킨의 비평이

등장하 고 이것을 시작으로 한 수많은 담론들 속에서 결과 으로

는 휘슬러의 작품을 정당화하는 비평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다.

지 까지 휘슬러와 러스킨의 립이 단순한 미학 입장 차이뿐

만 아니라,자본주의의 유입이라는 사회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취향의 변화까지 향을 미쳤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있던 당시에 미술품의 소

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아,19세기 국의 미 취향변화

가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 되는지 알아보겠다. 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취향의 변화는 미술품 가격결정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구경꾼에서 수집가로

1680년 를 기 으로 국에서는 미술품에 한 심이 격하

게 증가하는 상이 나타난다.107)이러한 상은 개인 소득이 높아

지면서 해외여행이 늘어나고,그에 따라 다른 서유럽의 미술품이

국에 유입되고 이를 심으로 한 교양 사교 시장이 확 된 것에

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108)이 게 시장이 활성화 되자,과거에

는 작품을 수집하는 귀족과 작품에 흥미가 없는 평민의 두 계층뿐

이었던 미술시장의 지형도가 변화하게 된다.구경꾼이라는 새로운

감상자층이 등장한 것이다.

2012.p.101-130

107)IainPears,TheDiscoveryofPainting:TheGrowthofInterestin

theArtinEngland,1680-1768,YaleUniversityPress,1991.p.1

108)IainPears,Ibid,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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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구경꾼(spectator)은 바네사 R.슈와르츠(VanessaR.

Schwartz)의 『구경꾼의 탄생(SpectacularRealities:Early Mass

CultureinFin-de-SiecleParis)』(1998)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자본

주의 사회에서 수동 으로 시각문화를 소비하는 군 을 지칭하기

하여 사용하 다.이때의 시각문화는 미술품의 감상뿐만 아니라,

모르그(morgue:시체 공시소)구경과 같은 인 시각문화 소비

반을 포함한다.빅토리아 시기의 런던 들이 당시 스펙터클한

시각 쾌락에 열 하 고,그러한 양상이 그들의 취향 형성과 소비

에도 향을 끼쳤음을 제할 때,이들을 지칭함에 있어 구경꾼이라

는 개념이 합하다고 단하 다. 한,이들 구경꾼들에게는 본다

는 것 자체보다 '보는 치'가 더 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에서,

미술품 감상자에게도 ' 람자'라는 단어 신 '구경꾼'이라는 단어

를 선택하 다.

19세기의 빅토리아 시 는 이러한 구경꾼이 등장하고 힘을 가지

게 되어 주목받는 시기이다.미술에 있어서 이들이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이들에게 작품 구매력이 생기면서 이다.구경꾼들이 작품 구매

력을 행사하면서 평론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집가(collector)가

되기도 한 것이다.이에 따라,작품과 구매자 사이의 역할에 있어서

당 의 향력 있는 평론가나 지식인들의 발언이 더욱 힘을 가지게

되었다.

구경꾼이 수집가가 된다는 것은 수동 이기만 했던 감상자 계층

이 취향형성에 직 으로 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앞서

언 했지만,이들의 취향은 기에 장식 목 성을 띠며 고 스럽

지 못한 것으로 엘리트 집단의 공격을 받았으나,잠깐 사이에 미술

계의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스스로의 취향을 주류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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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로운 감상층의 취향

할 포스터(HalFoster,1955-)는 과거에서부터 있어온 계층 구조

가 문화에 의해 재생산,재배치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고 과 ,엘리트와 서민,모더니스트와 의 립

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에 한 논란을 만들어왔다.

사회가 낡은 계층 구조와 그에 한 비 을 받아들이고자 했

건, 는 어느 정도 그런 갈등을 타 하고자 노력했던 간에,

이러한 립은 이제 우리에게 제 2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문

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립이 하이 라우(highbrow:지식

인),미들 라우(middlebrow:교양인),로우 라우(lowbrow:

무지 이)로 구별 짓는 계 의 차이로 환원되어버린 것이다

.”109)

이것은 앞서 부르디외가 “사회 으로 공인된 술의 계에 소비

자들의 사회 계가 상응하며,이 때문에 취향은 ‘계 ’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110)고 언 한 지 이기도 하다.이처럼,한 개인의

취향은 그가 속한 집단의 취향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구나가

당 의 주류를 형성하는 고 스럽고 수 높은 취향을 갖기 해

고군분투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상은 기존 지배계 이

아닌,새롭게 부흥한 계층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사회

으로 그들의 지 에 하여 인정과 보증을 받기 해 이를 과시할

수 있는 문화 취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18세기 후반에 부상한 런던의 간계층은 주류를 형성하

109)할 포스터,손희경,이정우 역,『디자인과 범죄 그리고 그에 덧붙인

혹평들』,시지락,2006.p.14

110)피에르 부르디외,최종철 역,『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새

물결,2006.上권,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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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 의견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111)이 게 형성된

시민 술 감상자층은 19세기에 들어서 더욱 그 치가 강화되고

작품에 흥미를 갖는 지도 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1700년 랑스의 살롱에서부터 확산되었으

며,당시의 신문에서는 신분과 나이의 고하를 막론한 엄청난 규모의

람객들이 살롱에서 미술품을 경탄,칭찬하거나 비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동시 의 보고 기록들에 의하면 살롱에

몰려든 감상자의 수는 지 까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았

으며,설령 이들 부분이 당시 살롱을 한번 쯤 방문하는 것이 유행

이었기 때문에 잠시 들른 사람들이라 하여도 진지한 술애호가들

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다.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당시

갑작스럽게 증가한 미술 물,미술 잡지,미술 복제품들의 수요

를 가늠할 수 있다.112)시각 매체에 한 폭발 인 심은 19세기까

지 이어졌고,특히 사회 으로 논의되거나 이슈가 된 것들에의 심

이 컸으며,이는 새로운 감상층의 사회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단 인 로,휘슬러의 시도 당시 이슈화되면서

성황리를 이루었고,휘슬러는 재 이후 많은 곳에서 상업 인 목

으로 시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 했듯이,18세기 반에는 이러한 새로운 감

상자층의 취향을 비난하는 엘리트 집단도 있었다.도덕주의자이자

비평가인 샤 츠베리(LordShaftesbury,1671-1713)와 화가 조나단

리차드슨(JonathanRichardson,1667-1745)은 국 사람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잘못된 이유,즉 장식 목 에 걱정을 표명하 다.113)

111)L.D.Schwarz,SocialClassandSocialGeography;TheMiddle

Classesin London attheEnd oftheEighteenth Century,Social

History,Vol.7,No.2,(May.1982.)p.167

112)아놀드 하우 , 의 책.3권,p.209

113)CarolGibson-Wood,PictureConsumptioninLondonattheEndof

theSeventeenth Century,TheArtBulletin,Vol.84,No.3(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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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많은 간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장식하기 해

미술품을 구매하 고,이를 바라보는 엘리트 집단의 입장에서는 마

치 실크 드 스나 가구,마차를 보는 으로 미술 작품을 보는 상

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상층의 취향

은 차 주도 인 힘을 가지게 되고,이들의 취향이 곧 주류 취향으

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본격 으로 19세기에 들어서면서,새로운 감상자층의 취향에 큰

향을 미친 것은 주로 공공 미술 이었다.이들이 미 교양을 쉽

게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미술 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란시스

하스 (FrancisHaskell)은 19세기의 미술 은 들이 각각 그들

자신만의 취향을 형성하도록 인도하는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백

하게 실패하 다고 말한다.그에 따르면,다양한 시기의 작품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국의 공공 미술 이 라 엘,티치아노, 오나르

도 다빈치,미 란젤로와 같은 당시의 가들의 작 주로 컬 션

을 하 고,지오토와 같은 그 이 의 작가들의 작품이나 주목받던

당 의 작품들은 미술 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들은 자연스

럽게 그들에게 더 많이 노출된 작품을 심으로 취향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14)이는 앞서 휘슬러가 박물 은 신사 학자

의 취향을 에게 교육시키는 곳이라고 비꼬았던 부분이기도 하

다.

휘슬러의 이러한 비 이 있은 이후 시 에 가면,이 게 미술

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수많은 고 미술의 복제품들을 선보 기 때

문에,더 이상 고 미술이 새로울 것이 없어졌고 따라서 미술품 구

매력을 지닌 계층이 당 의 미술로 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

2002.)p.491

114)FrancisHaskell,Rediscoveriesin Art:Some Aspectsoftaste,

fashion and collecting in England and France,New York:Conell

UniversityPress,1976.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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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 다.즉,1700년 에 고 미술이 선호되고 인상주의 미술이

외면 받다가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있었던 1880년 를 기 으

로 미술 양식의 선호가 복된 것에는 당시의 취향형성에 지 한

향을 끼친 미술 도 한 몫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감상자층은 기존의 지배계 과는 다른 취향을 형

성하려고 하 으나,그마 도 지배계 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습을

따르게 되었다는 모순을 갖는다.하지만 이들이 모더니즘 회화를 받

아들이는 선구자역할을 하 음은 분명하며,이때의 간계층은 자본

주의 사회의 새로운 부르주아가 되어 다시 미술의 주류와 습을

다졌음 한 분명한 사실이다.

2)고 미술의 쇠퇴와 인상주의의 번성

국 미술시장에서 고 미술품이 가장 활발하게 수집되던 시기

는 빙 만(JohannJoachim Winckelmann,1717-1768)의 『고 미

술의 역사(HistoryofAncientArt)』가 출간된 1764년부터로 볼

수 있으며,1800년까지 그 열기가 이어져왔음을 볼 수 있다.115)역시

통 으로 존경받아온 비평가의 향이 그동안의 취향형성에 향

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목이다.1770년 국 미술계에 큰 향

을 미쳤던 벤자민 웨스트(BenjaminWest,1738-1820)나,조슈아

이놀즈(SirJoshuaReynolds,1723-1792)의 작품에 고 요소와

기독교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고 에 한 취

향이 얼마나 독보 이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다.116)

115)GeraldReitlinger,Theeconomicsoftaste:theriseandfallof

picture prices,1760-1960,New York :HackerArtBooks,1982.,

vol.2,p.62

116)Jeremy Black,Jeremy Gregory,CULTURE,POLI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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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880년 부터 고 미술이 려나게 되는데,그 이유로 수

많은 복제품의 생산을 들 수 있다.당시 국에서는 이탈리아나 베

네치아,로마로 여행을 가지 않는 한 고 미술품을 쉽게 볼 수 없

었는데,고고학 출토 붐과 함께 고 미술품이 거 국 미술시

장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이러한 원작을 토 로 한

복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특히 조각 부문에서 극심했다.이들 복

제품이 공공 미술 에 시되자,고 미술품은 그 미술 복도에

진열되어 람객이 쉽게 지나쳐버리는 장식품으로 락하게 된 것

이다.117)앞서 살펴본 샤 츠베리나 조나단 리차드슨의 우려와는 달

리,새로운 감상자층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고 미술품이 장식품으

로 다가왔으며,엘리트 집단이 ‘벽지’라고 평가하는 휘슬러의 작품과

같은 인상주의 작품이 순수한 술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사진의 발명 역시 사실 재 을 시하는 고 미술에

한 신비감과 숭고함을 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 다.발터 벤야민

(WalterBenjamin,1892-1940)이 『기술복제시 의 술작품(Das

Kunstwerkim ZeitalterseinertechnischenReproduzierbarkeit)』

(1936)에서도 논하고 있듯이,이와 같은 복제품의 증가는 새로운 시

의 새로운 미술과 감상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제공하 다고 볼

수 있다.벤야민은 이러한 변화가 보수 인 술 념에 억 린 인

간의 창조력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역설하며,과거의 원작이 가졌던

아우라(aura)는 술이 아직 종교 숭배의 상이던 시 의 잔재라

고 일축한다.하지만 에 들어서는 아우라가 괴되고 결국 배

가치를 잃은 작품은 미 감상의 상으로서만 역할하게 되었다.

즉,종교 상이 아닌 미술 작품으로서의 고 미술은 더 이상 그

SOCIETY IN BRITAIN,1660-1800,ManchesterUniversity Press,

1991.p.88

117)FrancisHaskell,NicholasPenny,Tasteandtheantique:thelure

ofclassicalsculpture,1500-1900,Yale University Press,1981.p.

93-98



-58-

것이 숭배될 아우라를 잃었으며,인상주의와 같은 모더니즘의 작품

들과 같은 높이에서 휘슬러가 언 한 ‘미 순수성’만을 기 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고 미술에 한 심이 격하게 어들고 인상주의와 같은 근

미술작품이 부상하게 된 다른 이유로는, 통을 시하는 아카

데미 학 의 쇠퇴와 아방가르드 개념의 도입을 들 수 있다.118) 당

시의 기존 습을 형성하 던 아카데미는 오랜 기간 서유럽의 미술

사를 지배하여 왔다.아카데미를 지속시키는 수단으로서 역할 한

랑스의 살롱에서 카바넬(AlexandreCabanel,1823-1883)의 <비 스

의 탄생(TheBirth ofVenus)>(1863)은 찬사를 받은 반면,마네

(ÉdouardManet,1832-1883)의 <올랭피아(Olympia)>(1863)와 <풀

밭 의 식사(ThePicnic)>(1863)는 거센 비난을 받고 낙선하 던 사

건만 보아도,고 미술을 따르는 남성 시각의 아카데미 화풍과

모더니즘이 립이 19세기 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카데미즘으로 변되는 러스킨과,아방가르드의 주자로

변되는 휘슬러의 재 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랑스에서 마네가 낙선한 1865년의 살롱 이 있었던 것에서 불

과 12년이 지난 1877년에 국에서는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열

린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은 분명 기존 체제의 고 미술과 모더

니즘이 끊임없이 충돌하던 시기 다.앞서 언 한 복제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아카데미즘의 쇠퇴와 모더니즘이 지닌 아방가르드 개

념의 도입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술 사조

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다시 말해, 랑스에서 마네가 그랬듯이,

19세기의 국 사회는 반에는 휘슬러를 부정하지만 차 그의 아

방가르드 양식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118)정 목,「취향과 고 미술 :고 조각에의 매혹 1500-1900」,Francis

Haskell·NicholasPenny공 〈서평〉,미술사연구 3(1989.6)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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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상주의의 수용은 사회변화와 술의 계

를 단 으로 보여주는 표 인 이기도 하다.기존의 아카데미 체

제 때문에 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상주의는 당시 새롭게 떠오른

부유한 산계 이 미술품을 소유하겠다는데 심을 가지는 배경

속에서 차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여기에 비평가들이 에게

새로운 작품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이 더해지자,인상주의가 미술

사의 요한 흐름으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119)

고 미술과 인상주의의 충돌을 가시 으로 보여 휘슬러와 러

스킨의 립은 그들이 ‘구경꾼’들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한 ‘보는 법’에

한 입장 차이에서도 드러난다.휘슬러의 그림은 19세기에 유행했

던 리엄 포웰 리스의 작품에서 찾을 법한 자연 이고 도덕 인

내러티 를 피하고, 술 암시를 이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 그들

이 마주치는 술 작품과 극 으로 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 다.

반면,러스킨의 은 휘슬러와 같은 결과를 얻고자 하 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엄격하고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이 받은 인상을 시험하고 비교하여 뒤흔들어놓았다.결과 으로

러스킨의 시각에서는,‘구경꾼’스스로가 술을 단하고 감상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120)이 같은 보는 방식의 변화 역시 새로운 양

식의 수용에 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9)쟈네트 월 ,이성훈,이 석 역,『 술의 사회 생산』,한마당,

1986.p.65-66

120)Adam Parkes,“A Sense ofJustice:Whistler,Ruskin,James,

Impressionism”, Victorian Studies, Vol. 42, No. 4 (Summer,

1999-Summer,2000),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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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세기 국 미술시장의 동향

이 의 거 한 규모의 역사화가 귀족들에 의해 구매되었던 것과

는 달리,19세기에는 풍경화가 미술품 소비의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19세기는 그림의 주요 소비 목 이 개인의 집안을 장식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고 보편 으로 즐길 수 있는 주제인 풍경

화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이는 후원계층,즉 소비자의 변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세기의 주요 컬 터 계층은 더 이상

귀족이 아닌 상인계층이었기 때문이다.군수물자 도 업자 로버트

베논(RobertVernon),와인 매자 존 올넛(JohnAllnut)과 존 제임

스 러스킨(JohnJamesRuskin,러스킨의 아버지),제약사 벤자민 가

드 리 더스(Benjamin Godfrey Windus)와 토마스 홀로웨이

(TomasHolloway),재단사 존 시 생크스(JohnSheepshanks)는 당

의 가장 큰 술 후원가이자 컬 터 으며 이들의 작품이 빅토리

아 앤 알버트 미술 (VictoriaandAlbertMuseum)에 기증되었다.

한,휘슬러의 후원가 던 데릭 리차드스 일랜드(Frederick

RichardsLeyland)역시 조선사업가 다.이들은 가들의 고 미술

품을 구매하기 해 귀족계층과 경쟁하기 보다는,생존 작가의 작품

을 구매하 다.그 일상의 감상 인 장면에서 문학 서사를 주

제로 한 라 엘 의 작품은 새로운 후원가 계층이 가장 선호하

는 작품들이었다.121)

한,19세기 엽 국에서는 고 거장들의 작품 매시장은

약화되고 반 로 미술품 매시장은 크게 번성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고 거장들의 작품은 진품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고,

새롭게 부흥한 상인계층의 신진 구매자들은 고 교육을 받지 않았

121)NicolasDaly,Sensationandmodernity inthe1860s,Cambridge

UniversityPress,2009.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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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고 주제를 다룬 작품보다는 당 의 주제를 담고 있

는 당 의 작품들에 흥미를 느 기 때문이다.122)

1844년, 박물 (British Museum)은 아직 안티콰리움

(antiquarium)홀에서 조 더 발 된 양상에 지나지 않았고,내셔

갤러리(NationalGallery)는 16세기보다 오래된 작품들은 소장하

지 못하고 있었다.1848년에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데부르그 두메

닐 컬 션(DebrugeDumenilCollection)이 스토우 세일(StoweSale)

에 나오게 되는데 이 경매는 무려 40일 동안 열려 ₤75,560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익을 내어 빅토리아 시 에 주목받는 큰

사건이었다.경매된 작품들은 주로 낭만주의 취향을 심으로 한 방

한 컬 션으로 세와 15세기 르네상스(Quattrocento)의 작품들은

에 띄게 결여하고 있었으며,이 경매를 통해 당시의 국의 컬

취향을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123)

하지만 1851년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국에서는 컬 터들의

명이 시작되었다.만국박람회 이 의 취향은 성기의 르네상스 작

품이 주도하 으며 세와 기 르네상스의 작품들은 2순 에 끼지

도 못하는 실정이었다.하이드 크의 수정궁(CrystalPalace)을 통

해 당시 국의 미술 들은 모든 과거의 화 들은 공 (industrial

art)의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미술 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 의 컬 터들의 취향도 변모하게 된 것이다.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 역시 만국박람회의 향으로 박람회가 있은 지 10년

이 지나지 않아 완성되었다.124)이러한 미술시장의 변화를 반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2)윤자정,「서구 미술시장의 양상 :역사 고찰」, 미술학 논문집

제16권 2호,2012.p.166-167

123)GeraldReitlinger,Ibid.vol.2,p.94

124)GeraldReitlinger,Ibid.vol.2,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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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술품 가격결정 요인으로서의 취향

존 버거(John Berger,1926-)는 『어떻게 볼 것인가(Waysof

Seeing)』에서 술 작품의 의미란,특이한 설명 속에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독특한 존재 그 자체에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125)이

때의 독특한 존재의 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해 평가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작품’이기 때문에,작품은 허구 인 신의 분 기 속

에서 신비화되고 우상화된다.즉,작품이 마치 신성한 유물처럼 논

의되거나 그 계보가 증명되면 그들은 비로소 술 작품으로 인정받

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처럼,작품을 인정하고 우상시하는 사회

경향이 취향이라고 할 때,이 게 해서 만들어진 취향의 계보가 시

장에서 작품의 가치를 단하는 기 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것이다.

1760년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작가는 라 엘(Raphael)과 오

나르도 다빈치,코 지오 다.126)하지만 당시의 컬 터들에게 라

엘과 오나르도 다빈치,코 지오의 거 한 작품127)들을 시장에서

찾기란 쉽지 않았으며,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같은 이탈리아와 로마

가들의 작품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128) 반면,

1930년 까지 인상주의 작품이 런던 옥션에 출품되는 일은 드물었

다.129)이처럼,미술시장은 당 의 취향 흐름이 그 로 반 되어 19

세기 반까지도 인상주의 보다는 고 미술 작품의 우세를 보여

다.특히 빅토리아 시 의 런던은 미술품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미

125)존 버거,하태진 역,『어떻게 볼 것인가』, 미학사,1995.p.

24-25

126)GeraldReitlinger,Ibid.vol.1,p.5

127) 국에서는 19세기 말까지 스 일이 큰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

고,호당 가격제에 따라 크기가 큰 작품일수록 비 다.(Gerald

Reitlinger,Ibid.,vol.1,p.9)

128)GeraldReitlinger,Ibid.,vol.1,p.10

129)GeraldReitlinger,Ibid.,vol.1,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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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시장의 심지로 거듭나면서 수많은 미술품 애호가들이 몰려들었

고,이에 따라 그 당시 사회의 미술 지형도를 좌우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쉽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랄드 라이트링어(Gerald Reitlinger,

1900-1978)가 1760년 에서 1960년 까지 국에서 거래된 미술품

의 가격을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어떤 작품이 당 의 주류를 형

성하 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하 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높은 낙찰가격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 고 미술과는 달리,경매

에 출품되는 경우조차 드물었던 인상주의 작품의 가격변화를 살펴

보면,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후 국에서 인상주의의 수용에 한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 리의 오르세 미술 에 있는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압생트(L'Absinthe)>(도.16)가 1870년 에 런던에서

200 운드에 팔린 기록이 있다.그 후,휘슬러의 <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이 출품되었다가 야유를 받고 3년이 지난 1889년에 같은 크리

스티 경매에 이 <압생트>가 등장하여 휘슬러의 작품과 같은 야유

를 받았다.130)당시의 들에게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여인과 압생

트의 개인 인 분 기가 휘슬러의 작품만큼이나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이다.이처럼,휘슬러의 법 공방이 있고난 후에도 여 히 인상

주의 작품이 시장에서 야유를 받거나 공격의 상이 되었던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상주의에 한 사회의 진 인 수용이 수치로 명확하

게 보이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1887년 사 트(John Singer

Sargent,1856-1925)의 <카네이션,백합,백합,장미(Carnation,Lily,

Lily,Rose)>(도.17)는 휘슬러다운 제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마

네와 르 아르의 향이 가시 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찬트리

130)그럼에도 이 작품은 래스고우의 딜러 알 산더 이드(Alexander

Reid)에게 180기니에 팔렸다.(GeraldReitlinger,Ibid.,vol.1,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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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ChantreyBequest)이 700 운드에 구매하 다.131)휘슬러와 러

스킨의 재 이 있은 지 채 9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인상주의 작품이

명망 있는 재단에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후부터 런던에서 거래된 인상

주의 작품들의 가격변화를 살펴보면,1900년을 기 으로 극 인 변

화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131)GeraldReitlinger,Ibid.,vol.1,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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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작가 작품 가격(₤)

1895
고갱

(Gauguin)

지켜보고 있는 망자의 혼

(ManaoTupapau)
36

1898
모네

(Monet)

정원에서

(Aujardin)
880

1898
마네

(Manet)

볼로뉴를 떠나는 알라바마 함

(TheAlabamaoffBoulogne)
800

1899
마네 베르느 가

(RuedeBerne)
540

1899
세잔

(Cézanne)

녹는 풍경

(Neigefondante)
270

1999
르 아르

(Renoir)

뱃놀이의 심식사

(Déjeunerdescanotiers)
884

1900
드가

(Degas)

발

(LeBallet)
567

1900
반 고흐

(VanGogh)

시꽃

(Hollyhocks)
44

1900
피사로

(Pissaro)

강둑

(RiverBank)
320

1900
시슬리

(Sisley)

홍수

(Inondation)
614

1907 르 아르

샤르팡티에 부인과 자녀들

(Lesenfantsde

Mme.Charpentier)

3,500

1912 드가
바를 잡고 있는 무용수

(Danseuseàlabarre)
21,000

1912 마네
여인의 흉상

(BustedeFemme)
3,880

1912 세잔
목욕하는 여인들

(Baigneuses)
720

1913 마네
베르느 가

(RuedeBerne)
3,180

1913 반 고흐
정물

(still-life)
1,450

[표 1]1895-1913년 사이에 거래된 인상주의 작품의 가격 132)

132)다음의 표는 GeraldReitlinger,Ibid.,vol.1의 Chapter6.TheGolden

AgeoftheLivingPainter(p.143-174)부분을 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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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특히 마네의 <베르느가(Ruede

Berne)>(도.18)는 1899년에는 540 운드에 팔렸지만 1913년에는

3,180 운드에 팔려 잠깐사이에 당시 사회에서 미술품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격하게 변화한 것을 엿볼 수 있다.마네가 1865년에 랑

스 살롱에서 거부당했던 것을 기억해본다면,이는 매우 큰 변화인

것이다.

이 듯,고갱,세잔,마네,모네,르 아르 등 재에는 성을

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1900년까지는 지 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당시의 지배 인 취향이 아카데미

주의 고 미술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후 모더니즘 쪽으로 취

향이 기울게 되면서 그에 따라 작품가격도 변화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개입으로 인해 술작품의 개념이 변화하고,이를 둘

러싼 사회 으로 공론화된 미술 담론이 당 의 취향을 변화시키고,

결과 으로는 미술시장에서 미술품의 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역

할하게 된 것이다.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을 후하여 런던에서 거래된 고 미술

가와 새로이 등장한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그 변

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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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휘슬러v.러스킨 재 을 후(1760-1960)로 변화한 고 미술과 인상주의 작품의 가격 비교133)

133)표에 사용된 미술품 가격은 GeraldReitlinger,Theeconomicsoftaste:theriseandfallofpictureprices,

1760-1960,New York:HackerArtBooks,1982.vol.1과 vol.3의 미술품 매 가격 기록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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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1760년부터 1960년까지 국에서 거래된

미술품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있었던

1870년 후반을 기 으로 고 미술 작품과 인상주의 작품 간의

가격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1850년 에 들어서야 공식 인

미술 거래 기록이 나타나는 인상주의 작품은 1880년 에 그 수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가격에 머물 다.그러나 1910년 이

후부터는 그 가격이 격하게 상승하여,고 가들의 작품과 어깨

를 나란히 하거나,혹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인상주의의 등장 이후로 고 미술이 완 히 그 힘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 엘,다빈치,렘 란트(Rembrandt),벨리니(Bellini),

티치아노와 같은 몇몇 가들은 여 히 그 명성을 유지하며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코 지오,앵그르(Ingres),

카라치,귀도 니와 같은 작가들은 작품가격이 1760년 와 비교하

여 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즉,취향의 변화가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미술품의 소비양상까지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소비양상의 변화는 앞서 언 한 새로운 미술 감상계층

이 미술작품과 같은 상징 인 재화를 소유하는 데서 생기는 차이를

통해서, 는 이를 향유하는 방식에서 상징 우월성을 추구함으로

써 엄 한 의미의 경제 차이를 증 시키려는 것134)이라고 볼 수

있다.기존의 지배계 이 가지는 취향과는 다른 양식의 미술품을 소

비함으로써 스스로를 구별되게 한 것이다.즉,18세기 후반까지는

미술작품이 화려함과 웅장함,신성함의 상징이자 귀족 심의 사치

품으로서 소비되었다면,135)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있었던 19세

기부터는 부르주아들의 사회 참여 성향과 교육수 ,교양을 드러

134)윤난지 엮음,『모더니즘 이후 시의 화두 2- 시의 담론』, 빛,

2007.p.293

135)양정무,『상인과 미술-서양미술의 갑작스러운 고 화에 하여』,

사회평론,2011.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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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의 가격변화

내는 과시 소비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휘슬러의 <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미술시장과 휘슬러와 러스킨 재 의 연 성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은 <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과 마찬가지로 1877년 그로스버 갤러리에

출품되었으며,<검은색과 황 색의 녹턴:떨어지는 불꽃>과 가장

유사한 작품으로 여겨져 재 에도 소환되었다.

이러한 <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의 가격변화(표.3)를 보면,그로

스버 갤러리에 처음 출품되었을 당시에 ₤157에 팔렸지만,8년 후

인 1886년에는 ₤60에,그리고 9년 후인 1905년에는 ₤2,000에 팔린

것을 알 수 있다.

8-9년이라는 비슷한 시간을 두고 변화한 가격이지만 한 오

르내림을 볼 수 있는 것이다.<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의 가격변화

에서도 볼 수 있듯이,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 미술품의 취향과

소비시장에 직 으로 즉각 인 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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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휘슬러 작품의 가격은 재 이 있고 8년 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결과 으로는 재 의 17년 후에나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

문이다.

하지만 <푸른색과 은색의 녹턴>이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두고

이 게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당시의 재 이 사회 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며,모더니즘 변화를 보여주는 빅토리아

시 를 반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역할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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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네드 클라크(KennethClark,1903-1983)는 다음과 같이 명화를

규정한다:

“명화란,...격이 조 떨어진다 해도 그 시 의 언어를 사

용해야한다.만일 그 언어가 무 복잡해서 다수의 사람들

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면,과연 그것을 명화라 할 수 있겠

는가.

...가장 분명한 것은,명화란 천재 인 미술가가 시 정신에

입각해서 자신의 개인 인 경험을 우주 인 경험으로 승화시

켜 놓은 그 순간에 제작한 작품이라는 이다.만일 한 미술

가가 감동할만한 회화 인 요소가 많은 시 에 살고 있다면

그는 운이 좋은 화가이며,그 화가에게는 그만큼 명화를 남길

확률도 높을 것이다.

노골 으로 말하자면,회화의 주제로서 만족할 만한 것이

란,우리를 여러 측면에서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주제를

말하며,화가가 그 나름 로 이것을 잘 다루었을 때에만 성공

일 수 있는 것이다."136)

즉,가치 있는 술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은 작가의 천재성뿐만

아니라,시 의 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명화란 분명 존재하겠지만, 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

는 명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클라크가 언 한 것처럼 아무리

한 작품일지라도,당 와의 소통에 실패하는 작품은 인정받지 못하

기 때문이다.

136) 네드 클라크,이희숙 역,『명화란 무엇인가?』,열화당,1994.

p.42-43



-72-

사회는 변화하고,그에 따라 구성원들의 취향도 변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작품의 가치도 변화하게 된다.특히 19세기 국사회는

자본주의의 향으로 그 변화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 다.그리고 이

러한 극심한 변화의 시기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해서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술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도래에 향을

받았다.특히 19세기 유럽의 술가는 이 의 교회,후원자,아카데

미와 같은 통 인 결합을 벗어나,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

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자유 속에서도 자본주의 생산의 일반

법칙에 흡수되어 술이 상품으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따라서 술

가는 시장에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취미,기호,사상,미학

개념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137)

결국 빅토리아 시 에 나타난 고 미술에서 인상주의로의 취향

변화는 미술의 자본주의 유입에 한 거부와 수용의 결과이며,휘슬

러와 러스킨의 재 은 이를 상징 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 논리와 미술의 계를 해석하는 수많은

들 에서,이를 미술사의 사례를 통해 취향의 문제로 보는 다

른 시각을 제시하 다는 의의를 갖는다.미술의 심미 지각 체계와

술 생산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본주의 논리 속 미술의 변화

를 깊이 고민해보고자 한 것이다.

서동진은 「포스트-스펙터클 시 의 미술의 문화 논리: 융자

본주의 혹은 미술의 융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 했다:

137)쟈네트 월 ,이성훈,이 석 역,『 술의 사회 생산』,한마당,

1986.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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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본의 삶이 우리의 시각 삶을 어

떻게 규정하는지 분석하는 일을 망각했거나 혹은 어도 게을

리 하고 있다.

스펙터클의 사회가 비록 이론 추문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휩싸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려고 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의 시각 삶을

자본주의라는 물질 삶의 세계와 상 시킬 수 있는 인지

지도를 그리려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그것은 우리가

술로부터 어떤 정치 행 가 가능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로그램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그런 이론 작업에 무모하

게 덤벼드는 것이다.비록 그것이 다른 실패로 결과한다할

지라도 우리는 실패의 잔여로부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138)

이러한 지 은 오늘날 까지도 자본주의 논리 속의 미술 변화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을 꼬집으며,이러한 변화에 한

우리의 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겨우 그런 것으로 법정까지 가냐’는 비난에도 불구하

고 굳이 법정에서 자본주의로 인해 변화한 미술개념에 해 논쟁을

펼친 휘슬러와 러스킨처럼,끊임없이 “시각 삶을 자본주의라는 물

질 삶의 시계와 상 시킬 수 있는 인지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것

이다.이 연구 역시 그가 말하는 “자본의 삶”과 “시각의 삶”을 상

시키는 인지 지도를 그리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사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 다.그 에서도

자본과 미술의 계가 만들어내는 혼란이 시작된 19세기의 국사

138)서동진,「포스트-스펙터클 시 의 미술의 문화 논리: 융자

본주의 혹은 미술의 융화」,진보평론 42,2009.p.22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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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취향 변화는 미술의 근 개념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다.그

리고 이러한 시 에 휘슬러와 러스킨의 재 이라는 구체 인 사건

속에서 미 개념의 변화를 자본과 연 하여 살펴보았다는 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이 연구에서는 휘슬러와 러스킨의 례를 기존의 미학

에서 보는 것에서 나아가 미 취향과 미술품 소비에 향을

미친 사건으로 재조명 하 다는 에서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만,이 논문에서는 19세기 국의 특정 시기와 사회를 국한해

서 살펴보고 있지만,이러한 미술품의 취향 변화 연구는 랑스를

비롯한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미국,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미술품

취향연구로까지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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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Changesof

AestheticTasteandArtConsumption

inNineteenthCenturyEngland

-FocusingonWhistlerVs.RuskinTrial-

LulyYee

ArtsManagement,InterdisciplinaryProgram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histler vs. Ruskin Trial concerning Whistler's work

<NocturneinBlackandGold:TheFallingRocket> in1878was

acasewherethequestionof'WhatisArt?'cameunderthe

spotlight.WhistlerandRuskinwitheachfrom adifferentangle

ofmodernism and conservationism suggestconflicting opinions

regarding the value ofArtwork on the same criterion of

meaning,finishingandlabourwhichcanbefoundinArtwork.

Thefollowing discourseexertedstrong influencesonnewly

formedArttasteaftertheTrial.Particularly,thechangeoftaste

inVictorianeracanbeobservedthroughRogerFry's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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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uskinandWhistler.Also,adventofnew appreciationclass

andthechangeoftastewereaphenomenonthatoccurredin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Capitalism.Furthermore,through the price comparison ofOld

MasterandImpressionism ArtworkstransactedinBritainbefore

andafterthetrialofWhistlerandRuskin,itbecameevidentthat

tastecanplaytheroleasapricedeterminationfactor.Likewise,

tastetransitionfrom OldMastertoImpressionism inVictorian

era is the resultofrejection and acception aboutinflow of

Capitalism onArt.AndWhistlerVs.RuskinTrialsymbolically

elucidatesthesechanges.

Analysisonthistrialwillactasanindicatortoestimatethe

criterionofaesthetictaste,theconsumptionofartworkandthe

influenceonArthistory.AmongmanyinterpretationaboutArt

and Capitalistic logic,this following study suggests another

perspectivewhichconsidersitasmatteroftastethroughcases

ofArthistory.

keywords:Whistler,Ruskin,RogerFry,Taste,Valueof

Artwork,Artforart'ssake

StudentNumber:201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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