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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30년대 동안 미국의 미술계는 물론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지방주
의 사조는 미국만의 독자적인 미술을 만들고자 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
이었다. 그랜트 우드(Grant Wood, 1891-1942)는 미술을 통해 나라의 정
체성을 찾으려 했던 지방주의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작가로 부상했고, 그의 
작품들은 공동체 정신이나 근면성과 같은 미국의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각광받았다. 특히 미국인이 가진 덕목과 존엄성을 상징하게 된 <아메리칸 
고딕>(1930)은 화가로서 우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
쳤으며, 많은 비평가들이 그를 자국 문화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애국적인 
작가로 평가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드의 지방
주의 미술이 사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도를 토대
로 한 것일 가능성을 전제한다. 나아가 그의 1930년대 작품들을 미국적인 
특징보다는 성적 정체성과 개인적 갈등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지방주
의의 사조 내에서 정의되는 그의 작품 세계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고찰
하였다. 또한 우드가 거부하고자 했던 유럽미술의 영향력과 지방주의 화가
로서 그가 취한 전략에 대해 추적함으로써 우드가 주장한, 그리고 시대가 
요구했던 미국적 미술을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잣대로 새롭게 해석해 보고
자 하였다.  
   우드는 1935년, 지방주의 미술의 원칙을 밝히는 선언문 「도시에 대한 
반란」에서 미국의 미래가 될 중서부 지역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필
로 완성된 이 선언문은 보수성이 강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 우드의 모습과는 상충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일찍부터 
고향 아이오와(Iowa)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드가 표방한 지
방주의 미술은 사실 그 시작부터 비판적인 메시지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우드는 중서부 작은 마을의 편협하고 보수적인 면모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루이스(Sinclair Lewis, 1885-1951)의 소설 『메인 스트리트』(1920)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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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미술에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했다. 1936년에 완성된 소설의 삽화들
에 보이는 우드 특유의 풍자적 화풍은 비판의 의도가 명백해 보임에도 불
구하고, 대체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온화한 유머’로 
해석되어왔다. 
   한편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것은 작가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객관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우드의 동성애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1930년대에 우드의 미술을 지지했던 비평가조
차 동성애를 가장 “타락한 악덕이자 범죄”로 보았으며, 동성애자들이 미국 
미술계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당시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전형적인 남성이라는 그의 평범
한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지방주의 사조의 
대표주자가 된 우드는 활동 당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겨야
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드의 억압된 동성애는 그의 일부 작
품에 표출되어 있으며 그의 미술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
었다. 
   개인의 절망이나 소외감과 같은 감정을 표현했던 화가들은 지방주의 
미술의 범주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은 국가
적 이슈를 다루고자 했던 지방주의 미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
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은 작가의 갈등과 정신
적 고통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미국의 경
험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처럼 우드의 미술이 가진 미국적인 
성격을 정의내리고자 하는 기존의 일차적인 해석은 작품에 대한 우드의 
개인적 의도에까지 도달하게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아메리칸 고딕>을 
비롯한 우드의 지방주의 작품들을 작가의 심리적 갈등을 토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지방주의 미술을 해석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것이다. 
   우드는 지방주의 미술이 진정으로 미국적이기 위해서는 수입된 경향으
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지방주의 작품들
은 후기인상주의와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 등 유럽의 여러 양식들과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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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동시대 독일의 신즉물주의 미술이 표방한 사회비판
의식과 이로 인한 풍자 화풍 역시 우드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주의(isms)’로부터 벗어난 미국의 독립성을 주장했던 우드의 지방
주의 미술이 사실은 유럽의 다양한 양식뿐만 아니라 의식적 면모까지 흡
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은 그가 주장한 지방주의 미술이 
가졌던 근본적인 모순점을 보여준다. 
   <아메리칸 고딕>으로 인해 진정한 미국의 화가로 발돋움하게 된 우드
는 애초에 품었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작품들에 스스로를 맞
춰나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품이 가진 풍자적인 성격을 부
인하고 고향 땅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주의 화
가의 역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중서부 시골 출신의 화가로서 자신의 이
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우드는 본인의 실제 모습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지방주의자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외국의 주제와 양식
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시골의 가치를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 모범적
인 사회의 일부가 되기 위한 우드의 전략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용되어온 내셔널리즘의 시각과 지방주의라는 시대
적 맥락은 더 이상 복잡한 이면을 지닌 우드의 작품세계를 해석하는 기준
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재조명한 우드의 미술은 지방
주의의 영역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면
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낭만적인 시골의 풍경과 농촌을 기반으로 
한 미국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표되는 우드의 지방주의는 시대적 상
황과 작가 자신이 만들어낸 대외적인 이미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우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방주의라는 표면적인 사조가 아닌, 작가의 개인적인 의도나 작
품에 내포된 의미와 같은 보다 심층적인 내용인 것이다. 

주요어: 그랜트 우드, 지방주의 미술, 아메리칸 고딕, 아이오와, 도시에 대
한 반란, 메인 스트리트, 동성애자

학 번: 2009-2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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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랜트 우드(Grant Wood, 1891-1942)는 1930년대의 미국 미술계를 지배
했던 지방주의(Regionalism) 사조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만의 독자적인 미술을 만들고자 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었
던 지방주의는 당시 미술계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까지 우드
를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의 반열에 올려준 작품 <아메리칸 고딕
(American Gothic)>(1930)[도 1]은 ‘미국의 모나리자’로 불릴 만큼 전 세
계적인 인기를 누려왔다. 미국인이 가진 덕목과 존엄성, 그리고 미국적인 
삶의 가치를 상징하게 된 <아메리칸 고딕>은 화가로서 우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1930년대에 우드의 미술을 지지했
던 비평가들이 그를 자국 문화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애국적인 작가로 평
가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우드에 관한 연구 성과는 활동 당시 작가가 누렸던 명성과 영향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우드가 사망한 해인 1942년에 열린 시카
고 아트 인스티튜트(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의 회고전 이후, 그의 
작품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비평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
까지도 우드를 비롯한 지방주의 미술에 대한 축적된 연구는 매우 빈약했
으며, 근거 없는 일반화에 의거한 부분적인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로는 매튜 베이겔(Matthew 
Baigell)의 1973년 저서 『미국적 정경: 1930년대의 미국 회화(The 
American Scene: American Paintings of the 1930's)』를 들 수 있
다.1) 이 책은 1930년대 미국 사회 내에서 지방주의 미술이 부상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고 대표적인 지방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있

1) Matthew Baigell, The American Scene: American Paintings of the 1930's (New York: 

Praeger, 1974). 베이겔에 따르면 1930년대의 회화는 미국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미술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대중들은 미술 작품을 이전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시기 회화가 단순히  향수나 감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경

험의 영역을 포착하려는 진정한 노력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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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지방주의 미술의 기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83년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의 전시 
≪그랜트 우드: 지방주의자의 시각(Grant Wood, The Regionalist 
Vision)≫은 작가 사후 두 번째로 기획된 회고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미술사학자 완다 콘(Wanda M. Corn)은 이 전시를 통해 그동안 외
면 받았던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에 대한 비평적인 관심을 다시 이끌어내
고자 했다. 당시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은 미술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
까지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반면 지방주의 미술을 비롯한 작가에 대
한 미술사적인 이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콘은 우드를 둘러싼 
흥미 위주의 피상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그의 미술을 지방주의의 맥락에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2) 
   콘의 연구를 시작으로 우드에 관한 논의는 이전보다는 비교적 활발하
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1990년대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비평가 제임스 데
니스(James M. Dennis)의 『그랜트 우드, 미국의 미술과 문화에 대한 연
구(Grant Wood, A Study in American Art and Culture)』(1998)를 들 
수 있다. 데니스는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을 미국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비추어 이해하고자 했으며, 지역 토착적인 성격을 가지는 우드의 미술이 
가지는 미적, 문화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우드가 목가
적인 풍경과 그 속에 어우러진 농촌의 인물들을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미국의 “농업의 신화(The Agrarian Myth)”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냈음에 
주목했다.3) 가장 최근에 열린 우드의 회고전은 2005년 그의 고향 아이오

2) Wanda M. Corn, Grant Wood, The Regionalist Visi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이 

전시가 열렸던  1980년대는 지방주의 사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던 시기였다. 콘은 당시

까지 있어왔던 우드에 관한 평가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우드는 자신의 고향 중서부에서

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장과 같은 대우를 받아온 반면, 미술계에서는 모더니즘에 반하는 화풍으

로 인해 외면 받아왔다. 또한 그는 <아메리칸 고딕>을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화가로서의 우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자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콘은 이 세 가

지 평가가 모두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데니스에 따르면 지방주이 미술가들 가운데 오직 우드만이 ‘지방주의’ 사조의 미학적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 우드는 지방주의 미술이 미국의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실주의적 양식이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그 지역 출신의 화가가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을 기록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 3 -

와(Iowa)의 시더 래피즈 미술관(Cedar Rapids Museum of Art)에서 열
린 ≪그랜트 우드의 작업실: 아메리칸 고딕의 탄생지(Grant Wood's 
Studio: Birthplace of American Gothic)≫이다. 이 전시는 작가의 집이
기도 했던 작업실에 대해 조명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공예가와 
디자이너로서 우드가 이룬 성과와 함께 그의 회화 양식의 발전을 검토한
다.4)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작가 사후, 반-모더니즘적인 시각과 
삽화와 같은 양식으로 인해 미술계 내에서 혹평 받아온 우드의 미술5)을 
미술사적인 토대에서 정의내리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드의 미술을 지방주의라는 사조와 시대적
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으며, 작가의 개인적인 측면은 작품
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 사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를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아메리칸 
고딕>을 비롯한 우드의 1930년대 작품들을 미국적인 특징보다는 작가의 
개인적인 의도나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잣대로 바라봄으로써 지방주의의 
사조 내에서 정의되는 우드의 작품 세계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
았던 작가의 전기나 회고록, 그리고 자서전 등을 작품 해석의 중요한 단서
로 설정함으로써 우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전기적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James M. Dennis, Grant Wood, A Study in American Art 
and Culture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6). 

4) Jane C. Milosch ed., Grant Wood's Studio: Birthplace of American Gothic (New York: 

Prestel, 2005). 이 전시는 1924년부터 35년까지 우드가 거주했던 작업실을 시더 래피즈 미술

관이 구입하게 되면서 열리게 되었다. 전시 이후 우드의 작업실은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었다. 

5) 미술사학자 젠슨을 비롯한 1960년대의 주요 미술사 서적들은 추상표현주의로부터 시작되는 미

국의 모더니즘 미술사에서 우드와 지방주의 작가들을 제외시켰다. H. W. Janson, History of 
Art : A Survey of the Major Visual Arts from the Dawn of History to the Present Day 
(Englewood Cliffs, N. J.; New York: Prentice-Hall; Abrams, 1962); Samuel M. Green, 

American Art: A Historical Surve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66). 우드

의 미술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1980년대에도 여전히 그의 미술을 폄하하는 시각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모더니즘 비평가 힐튼 크래이머는 “정서적으로 뒤떨어진 유치한 환상”에 불과한 우드

의 미술은 미적인 대상으로서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다. Hilton Kramer, "The 

Return of the Nativist," New Criterion 2, no. 2 (Octob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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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통해 그의 지방주의 미술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작가 사후 처음으로 발표된 대럴 갈우드(Darrell Garwood)의 『아이오
와의 미술가: 그랜트 우드의 삶(Artist in Iowa: A Life of Grant Wood 
)』(1944)은 비록 우드의 작품을 미술사적인 토대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
지만, 우드의 지인들을 통해 작가가 수집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는 작품의 
제작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었다.6) 우드의 여
동생인 낸(Nan Wood Graham)의 회고록 『나의 오빠 그랜트 우드(My 
Brother, Grant Wood)』(1993) 역시 작가의 삶과 미술에 대한 친밀한 접
근을 가능하게 해 주었지만, 우드에 대한 그녀의 무조건적인 옹호와 방어
적 태도로 인해 종종 객관적인 자료로서 작용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
다.7) 한편 미술사학자 에반스(R. Tripp Evans)가 쓴 우드의 새로운 전기 
『그랜트 우드: 삶(Grant Wood: A Life)』(2010)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작가의 성적 정체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작품에 표현된 
동성애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
다.8) 그러나 우드의 동성애를 작가의 삶과 미술의 모든 측면에 적용시키
고자 한 저자의 과한 해석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의 
그랜트 우드 페이퍼(Grant Wood Papers) 중 하나인 『보헤미안으로부터 
돌아옴: 화가의 이야기(Return from Bohemia: A Painter's Story)』
(1935)는 비록 완성되지 못한 우드의 자서전이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 가
졌을 법한 개인적인 갈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9) 그 
밖에 시기별로 나누어진 낸의 스크랩북은 전시도록, 신문기사 등 당대의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10) 

6) Darrell Garwood, Artist in Iowa: A Life of Grant Wood (New York: W. W. Norton, 

1944). 

7) Nan Wood Graham, My Brother, Grant Wood (Iowa City: State Historical Society of 

Iowa, 1993).

8) R. Tripp Evans, Grant Wood: A Life (Alfred A. Knopf, 2010).

9) Grant Wood, Return from Bohemia: A Painter's Story, Archives of American Art,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Real no. D24. 

10) Scrapbooks of Nan Wood Graham, Archives of American Art,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Real no. 1216. (이하 ‘AAA’로 약칭)



- 5 -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먼저 지방주
의 미술이 부상할 수 있었던 당시 미국 사회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함께 
‘대공황’ 시기 우드의 미술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1935년 우드가 발표한 선언문 「도시에 대한 반란
(Revolt against the City)」에 주목함으로써 작가가 주장한 지방주의 미술
의 원칙과 그에 따르는 전형적인 지방주의적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어서 우드의 미술을 지방주의라는 단선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우드의 1930년대의 작품세계를 ‘풍자와 사회비판’, ‘억압된 
성적 정체성’,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의 표현이라는 다층적인 맥락에서 해
석해 볼 것이다. 우드에 관한 전기 자료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리고 기존의 미술사적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작가의 의도나 정
체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우드의 미술을 새로운 측면에
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기 자료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언급이나 근
거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에 미친 유럽 미술의 영향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우드는 활동 당시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난 미국의 독자적인 
미술을 강조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지방주의 미술은 유럽의 양식으
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서 유럽 미술의 ‘양식적’ 영향력은 기존 연
구의 성과11)에서 큰 도움을 받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시대 유럽 미술의 ‘의식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 보
고자 한다. 이어서 당시 우드가 지방주의 미술가로서 취했던 전략적 태도
를 추적함으로써 그가 주장한, 그리고 시대가 요구했던 지방주의 사조에 

11) Brady M. Roberts, "The European Roots of Regionalism: Grant Wood's Stylistic 

Synthesis," Brandy M. Roberts, James M. Dennis, James S. Horns, and Helen Mar 

Parkin, Grant Wood, An American Master Revealed (Davenport Museum of Art; San 

Francisco: Pomegranate Artbooks, 1995), pp. 1-42. 여러 명의 학자가 함께 펴낸 이 책은 

우드의 양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나

간 우드의 ‘양식적 종합’에 대해 논의한 브래디 로버츠(Brady M. Roberts)의 연구를 참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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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1930년대라는 특정 시기 동안 지방주의 화가로서 크게 주목받
은 우드의 작품세계를 ‘사조’를 통해서만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
진다는 전제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드의 미술
은 비평가의 평가와 해석, 작가를 둘러싼 대외적인 이미지와 개인의 실제 
정체성, 그리고 시대 상황과 같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드의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취사선택하여 그의 미술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드의 1930년대 작품을 
다층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지방주의 미술에 대해 재고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드의 작품 세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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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공황 시기, 미국의 정체성 발현  
  

1. 지방주의 미술의 부상 

1929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위기
를 맞게 된다. 10월 29일 월 스트리트(Wall Street) 주식시장이 붕괴된 이
후 3년간 매주 십만 명의 인구가 직장을 잃었으며, 과하게 팽창되어 있던 
각종 산업들이 파산에 이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1932년
이 되면 결국 미국 노동인구의 1/4에 해당되는 수가 실직자로 전락하기에 
이른다.12) 1930년대 동안 계속된 경제의 위기는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정의내리고 자국의 전통과 뿌리를 돌아보고자 하는 필요성을 고조시
켰다. 미술에 있어서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국만의 특징에 집
중함으로써 혼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실제
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동안 많은 예술가들
은 미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다.13) 
   미국의 모습과 정서를 그리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자국 미술에 대한 
믿음과 함께 유럽 모더니즘 미술과 문화에 대한 거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점차 ‘미국적 정경 운동(The American Scene Movement)’이라
는 용어로 정의되기 시작했다.14) 1931년에서 1932년경에 하나의 문화적 

12) Barbara Haskell, The American Century: Art & Culture, 1900-1950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 association with W. W. Norton, 1999), p. 215. 

13) Alexander Eliot, Three Hundred Years of American Painting (New York: Time, Inc., 

1957), p. 213; 미술사학자 완다 콘 역시 1920년과 30년대가 “미국적인 것에 대한 강박관념

(obsession with Americanness)”이 널리 퍼져있던 시기였다고 정의 내렸다. Wanda M. 

Corn, The Great American Thing: Modern Art and National Identity, 1915-193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 ⅹⅴⅰ.

14) ‘미국적 정경’을 하나의 운동으로서 정의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용어

가 “미국 내의 환경을 반영한 모든 미술작품”을 포괄한다고 결론내린 바우어의 의견을 기본적

으로 받아들인다. John I. Baur, New Art in America: 50 Painters of the 20th Century 

(New York: Grapahic Society, 1957),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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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 운동의 최초 명칭은 ‘미국의 물결(The 
American Wave)’이었으며, 사실주의 회화를 통해 “희망과 낙관론, 자기 
인식과 찬양”에 근거한 미국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했다.15) 외국의 영향
을 받지 않은 미국 미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이 시기 미술의 성
격을 형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비평가와 화가, 그리고 지식인
들은 미국만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
조했으며, 화가들 역시 자신의 창조성이 유럽이 아닌 자국의 문화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16) 
   ‘지방주의’ 미술은 이와 같이 미국 미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미국적 
정경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되었다. 지방주의의 개념은 당시 미국의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통용되던 것으로, 문화와 연극 등에서 각 지역의 
특징을 부각시키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 움직임이었다.17) 미술에 있어서 지방주의는 제1차 세계대
전 이후 미국 남부의 작가와 시인, 수필가들이 결성한 지방주의 단체
(Regionalist group)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920년대 후반, 스
스로를 ‘농민’이라 부르고자 했던 남쪽의 작가들은 지나치게 기계화, 상업
화 되어가는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미국적인 삶을 지향하고자 했다.18) 산업화되어가는 도시에서 벗어나 미국
의 시골 지역으로부터 예술의 소재를 찾고자 하는 지방주의 미술의 움직
임은 1930년대 초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5) Matthew Baigell, The American Scene: American Paintings of the 1930's, p. 18; ‘미국

의 물결’이 일어난 전반적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Matthew Baigell, "The Beginnings of 

"The American Wave" and the Depression," Art Journal, vol. 27, no. 4 (Summer, 1968), 

pp. 387-396. 참조. 

16) Christian Fuhrmeister, Hubertus Kohle, Veerle Thielemans ed., American Artists in 
Munich: Artistic Migration and Cultural Exchange Processes (Deutscher Kunstverlag, 

2010), p. 8.

17) Michael C. Steiner, "Regionalism in the Great Depression," Geographical Review, vol. 

73, no. 4 (October, 1983), pp. 430-446; 지방주의 개념의 다양성과 미술에 있어서의 지방

주의에 대한 정의는 Frederick C. Luebke, "Regionalism and the Great Plains: Problems 

of Concept and Method," The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vol. 15, no. 1 (January, 

1984), pp. 19-38 참조.  

18) Thomas Hart Benton, An Artist in America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3),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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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를 대표하는 지방주의 작가는 우드를 비롯한 중서부 출신의 
화가 존 스튜어트 커리(John Steuart Curry, 1897-1946), 그리고 토마스 
하트 벤튼(Thomas Hart Benton, 1889-1975)이었다. 이들 세 사람은 유
럽 모더니즘 미술과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당시 
미국적 정경 운동의 정신이었던 “반-외국주의(xenophobic)와 반-도시주
의(anti-urban)”를 가장 잘 표현한 작가로 간주되었다.19) 벤튼은 1951년, 
“후기: 지방주의에 대해서(Afterword: On Regionalism)”라는 제목의 글
에서 자신을 비롯한 지방주의자 세 사람 모두 미술을 현실 세계로부터 유
리시키는 파리의 추상미술에 반대했으며,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 그 자체를 미학적으로 상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20) 예술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이들은 미술을 창조하는 데 있
어 자신이 처한 환경, 즉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가장 중요한 소재로 다루
었다. 
   지방주의 미술가들이 묘사한 중서부 지역이 진정한 미국을 상징한다는 
인식은 당시 지방주의 미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비평가 토마스 크레이
븐(Thomas Craven)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크레이븐은 미국의 삶으로
부터 나오는 경험을 묘사한 미주리(Missouri) 출신의 벤튼, 아이오와의 우
드, 그리고 캔자스(Kansas)의 커리를 중요한 작가로서 예를 들었다. 그는 
“진정한 미국 미술은 동부가 아닌 중서부에서 탄생”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미술의 중심지로서 중서부를 강조했다.21) 우드의 <나무 심는 사람들(Tree 
Planting Group)>(1937)[도 2]과 <봄에(In the Spring)>(1939)[도 3]를 
비롯하여 커리의 <우리의 좋은 땅(Our Good Earth)>(1940)[도 4]과 같은 
작품들은 중서부의 비옥한 땅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인물들의 평화로운 삶
을 묘사함으로써 긍정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이 그린 이상적인 중서부의 풍경은 당시 미국인들이 처했

19) Matthew Baigell, A Concise History of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New York: 

IconEditions, 1996), p. 261.

20) Benton, 앞의 책, p. 314.

21) Thomas Craven, "Our Art Becomes American: We Draw up ou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arper's Magazine 171 (September, 1935),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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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현실과는 많이 달랐으며, 나라의 경제를 마비시킨 대공황의 여파는 화
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황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미술가들
은 점차 작품의 판매에서 비롯되는 수입이 감소되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933년에 취
임한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는 위기에 빠진 화가들을 위한 정책에 돌입한다. 미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화가이자 
그의 오랜 친구였던 조지 비들(George Biddle)이었다. 비들은 대통령의 
정책적인 후원으로 벽화를 제작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미국의 미술가들 역시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루즈벨트가 그토록 성취하
고자 하는 “사회적 이상을 살아있는 기념물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을 것”이
라며 그를 설득했다.22) 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루즈벨트는 
같은 해 12월, 공공미술프로젝트(Public Works of Art Project, 이하 
PWAP)를 추진하기에 이른다.23) 
   PWAP는 대공황의 심리적, 사회적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문화적 
매개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사회적
으로 의미 있는 미술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미술프로젝트는 유럽 모더니즘의 추상화된 경향으로부터 벗어난 
사실주의 양식의 작품들을 양산해냈다. 화가들은 PWAP를 통해 미국 전역
의 우체국을 비롯한 공공 기관 등에 벽화를 제작했는데, 작품의 주제에 있
어서는 미국적 정경이 그 기준 이미지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벽화의 내용

22) Bruce I. Bustard, A New Deal for the Arts (Washington D. 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n association with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 

p. 4.

23) PWAP는 1933년 12월에 시작되어 1934년 6월에 종료되었다. 프로젝트는 미국을 16개의 지

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책임자를 둔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3,750명의 작가들이 700개의 

벽화를 포함한 15,660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PWAP가 끝난 후에도 세 번의 프로젝트가 계

속해서 이어졌다.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에서 실시한 두 개의 프로젝트로는 회화와 조

각 부문(Section of Painting and Sculpture) 프로젝트(1934-1943)와 재무부 지원 미술프로

젝트(Treasury Relief Art Project)(1935-1939)가 있으며, 가장 큰 규모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는 공공사업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주관의 연방 미술 프로젝트

(Federal Art Project) (1935-1943)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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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특정 장소나 정치, 사회적 변화, 그리고 역사와 같은 국가적 이
슈에 중점을 둔 것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지방주의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
관된 미국적 정경이 프로젝트의 중심 소재로 채택되게 되면서 지방주의 
미술은 사실상 미국 사회 내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공공 기관에 그려진 ‘미국적 정경 벽화’는 지방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24) 
   <아메리칸 고딕>을 발표한 후 지방주의 미술가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 
우드는 1934년, 아이오와 주의 PWAP를 총 지휘하는 디렉터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정부가 PWAP를 통해 지방주의 미술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 
미술에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성과”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적 정경을 표현
하는 벽화야말로 지방주의 미술에 있어 가장 적합한 매체임을 강조했
다.25) 우드는 <대초원 경작하기(Breaking the Prairie 
Sod)>(1935-1937)[도 5]와 같은 작품에서 농사일에 열중하고 있는 중서부 
인들을 묘사함으로써 노동의 참된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미국의 연설가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 1782-1852)의 1840년 선
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작품의 중앙 하단에는 웹스터의 선언 중 일부
인 “경작을 시작할 때 다른 예술이 이를 따른다. 그러므로 농부가 인류문
명의 근본이다(When tillage begins, other arts follow. The farmers 
therefore are the founders of human civilization)”라는 구절을 그대
로 적어놓았다.26) 미국 농업의 중심지인 자신의 고향 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우드는 나라 경제의 근본이 되는 농부를 그가 그리
고자 하는 중서부의 풍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라고 언급했다.27) 실
제로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묘사한 우드의 작품은 미국 사회의 희

24) 대부분 미국 전역의 우체국에 그려진 벽화들은 당시 가장 널리 알려진 지방주의 정신으로 여

겨졌다. 벤튼은 “미술은 수입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벽화들을 격찬하기도 했다. 

Edward Lucie-Smith, American Realism (Harry N. Abrams, 1994), p. 106.

25) Grant Wood, "Revolt against the City," Iowa City: Clio, 1935. Joseph Czestochowski, 

John Steuart Curry and Grant Wood: A Portrait of Rural America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p. 136에 재수록된 것을 참조. 

26) Wanda M. Corn, Grant Wood, The Regionalist Vision, p. 108.

27) 우드는 지방주의 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농부의 삶과 중서부의 시골을 긍정

적이고 진지하게 묘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Wood, 앞의 글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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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28) 
   PWAP의 디렉터로 활동하던 1934년 6월, 우드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Iowa State University) 미술대학의 정식 조교수가 되었다. 이 같은 임용
은 당시 우드가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이 없고 고등학교 학력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
한 조건을 가진 우드가 교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지방
주의자로서의 그의 위치와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28) Czestochowski, 앞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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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에 대한 반란’: 시골 이상향으로의 회귀 

1934년 12월 24일, 『타임(Time)』지는 “미국의 풍경(U. S. Scene)” 이라
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농부의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드와 
커리의 사진[도 6]을 실었다.29) 『타임』지는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와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를 추종하는 미국 작가
들의 “거짓됨”을 혹평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강조한
다. 즉 지방주의 미술가들이 지나치게 지적인 미국의 미술적 취향을 보다 
미국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우드가 지방주
의 미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미
국 사실주의 회화의 위대한 스승이자 철학자”라고 부각시켰다. 
   『타임』지는 비평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우드의 작품으로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식사(Dinner for Threshers)>(1934)[도 7]
를 소개한다. 우드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한 이 작품은 마을의 이
웃들이 타작을 끝낸 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왼쪽에는 농장 일을 하고 있는 두 인물이 표현
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긴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
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타임』지는 단순
하면서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작품이 마치 “미국을 상징하는 
우표와 같은 진실한 풍경”이라고 평가했다.30)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작
품이 『타임』지의 자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컬러 도판으로 실리게 되었
다는 점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지에 최초의 컬러 작품으로 실린 우드
의 아이오와 풍경은 당시 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타임』지 기사 이후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우드는 1935년, 
지방주의 미술의 원칙을 밝히는 일종의 선언문 「도시에 대한 반란」[도 8]
을 발표한다. 우드는 당시 미국의 문학과 연극 등 전반적인 문화 영역에서 

29)  "U. S. Scene," Time, December 24, 1934.

30)『타임』지는 우드를 재현적인 미국 미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지방주의 사조의 리더로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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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지방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면서, 미술 역시 유럽의 모더니즘으로
부터 지방주의로 향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의 미술, 특히 미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랑스 미술
에 대한 거부 반응은 미국만의 독자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지방주의 미술
이 부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우드는 이 글에서 외국의 주제와 
양식에서 벗어나 화가가 가장 잘 아는 것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주의가 미국 미술의 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
드는 오늘날 화가들이 파리, 뮌헨과 같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은 특정 사조
를 접하거나 양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화가들 역시 여
느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단지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행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바로 미국 미술의 승리이며,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31)

   우드는 영국의 평론가 존 포이스(John Cowper Powys, 1872-1963)가 
중서부 지역이 “진정한 미국”이며 “미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 주장한 것
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중심 지역인 중서부가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
음에 주목한다. 우드에 따르면 미국에 불어 닥친 불황의 위기는 “국가적인 
자각의 시기”로서 이를 계기로 1929년 대공황 이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
았던 비도시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부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특
정 시골 지역에서 미술의 주제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게 되
었다. 그 역시 자신의 고향 중서부의 모습을 그저 “단조로운 시골 풍경”이 
아닌 “다양하고 풍부한 미술의 소재”로 가득한,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한 미
국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32) 우드는 아이오와의 시골 마을을 작품의 주
된 소재로 택함으로써,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진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찾
고자 하였다. 커리는 1935년, “미국 작가들은 무엇을 그려야 하는
가?(What Should the American Artist Paint?)”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많은 작가들이 미국적 정경이라 불리는 것을 그리고 있다면서, 그들
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서부의 농부를 비롯한 미국의 풍경을 예찬하

31) Wood, 앞의 글, pp. 128-136 참조.  

32) 위의 글,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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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언급했다. 커리는 이들 작가 중에서 특히 우드를 예로 들면서, 
그가 자신의 고향 아이오와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진정한 미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로써 아이오와 주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말한다. 커리에 
의하면, 우드는 “미술가는 그가 속한 사회의 일부”라고 논의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완벽한 예였다.33) 
   우드는 1891년에서 1901년에 이르기까지 아이오와의 시골 마을 아나
모사(Anamosa)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인구 이천 명 남짓의 작은 마을
이었던 아나모사의 작은 농장과 그곳에서의 삶은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에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 시골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된 
1930년대의 작품들은 그의 전형적인 지방주의 미술로 자리하게 되었다. 
우드는 1931년의 두 작품 <가을 경작(Fall Plowing)>[도 9]과 <어린 옥수
수(Young Corn)>[도 10]에서 세심하게 쟁기질된 고랑들이 규칙적인 평행
선을 이루는 드넓은 농경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 해에 완성된 
<식목일(Arbor Day)>(1932)[도 11]은 반이 하나뿐이던 마을의 학교와 그 
주변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경작된 들판과 밭을 일구는 농부, 그리고 
함께 나무를 심는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
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마치 동화 속 세상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로 묘사하
고 있다. 이들 세 작품은 모두 간결하게 정리된 윤곽선이 두드러지며, 나
무와 들판을 비롯한 자연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를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우드가 표현한 아이오와의 풍경은 도시화, 산업화되어가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시골의 활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당시의 
미국사회는 점차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1890년에서 1925년까지
의 시기는 산업혁명과 함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때였으며, 
1930년대에 이르면서 작은 마을을 비롯한 시골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큰 도시들로 빠르게 대체되어 갔다. 이와 같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 미국적 
정경운동을 비롯한 지방주의는 공동체와 친밀한 이웃 관계, 그리고 근면성
과 같은 과거의 가치를 드높이는 미술로서 각광받게 되었다.34) 우드가 살

33) John Steuart Curry, “What Should the American Artist Paint?” Art Digest, September, 

1935. Czestochowski, 앞의 책, pp. 40-41에 재수록된 것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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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아이오와의 마을 역시 점차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시골의 어린
이들은 포장된 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수도시설이 갖추어진 학교에 다녔고, 
이제는 쟁기 대신 트랙터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밭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식목일>에 표현된 비포장도로에 위치한 학교나 <가을 경작>[도 9]의 전
경에 놓인 쟁기는 이제 우드의 추억 속에서나 존재하는 과거가 되었던 것
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1890년대의 시골의 풍경을 이상향과 같이 
표현한 우드의 작품들은 당시 어려운 현실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많은 이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모나리자’로 불려온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도 1]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초상화 중의 하나이자, 그의 지방주의 미술
을 대표하는 작품이다.35) 1930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작품이 발표
되자 미술계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는 아이오와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인을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이 “온전
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흥미롭다”면서, “지금까지 그려진 미국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며 극찬했다.36) 당시 시카고 아트 인
스티튜트의 전시 도록에서 우드는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의 흔적이 없는” 작가로 소개되었으며, <아메리
칸 고딕>은 결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려질 수 없는 진정한 미국적 미술로 
해석되었다.37) 당시 미국적 정경 운동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던 <아메리칸 
고딕>은 1929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공황 시기에 사라져가

34) Barbara Rose, American Art Since 1900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5), 

pp. 93-94.

35) <아메리칸 고딕>은 1930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43번째 회화 조각전에 전시되었다. 

이 작품은 전시작으로 선정될 때만 해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동메달과 함께 상금 300달러를 수여받았다. Smith, 앞의 책, p. 92; 당시 ‘미국적 정경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잡지 『아트 다이제스트(The Art Digest)』는 “보편적인 미국의 경

험”을 표현했던 미국 작가들을 호평하면서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을 이 운동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서 주목했다. Baigell, 앞의 책, p. 18.

36) Marguerite Williams, "American Art in New Trend, Show Reveals," Chicago Daily 
News, October 29, 1930, AAA.

37) R. Tripp, Evans, Grant Wood: A Life,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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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적 가치를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간주되면서 점차 국가적인 아이콘
으로 자리잡아갔다.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중서부 지역의 이상이
었던 노동과 가족, 그리고 종교를 상징하는, 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도상이라고 해석했다.38) 진실한 미국의 반영이라 간주되던 <아메리
칸 고딕>은 1941년, 미군의 사기와 애국심을 북돋우기 위한 전쟁 포스터
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포스터로 사용된 <아메리
칸 고딕>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는
다.”라는 문구가 새겨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국적인 이미지로 인식되
게 되었다[도 12].39) 이는 당시 작품이 가졌던 대중적인 영향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우드의 대표적인 지방주의 작품인 <식목일>[도 11]과 <아메리칸 고딕>
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시골의 가치를 구현하는 이미지로서 그 역할을 이
어나가고 있다. 미국의 조폐국(The U.S. Mint)은 2003년부터 미국 작가들
의 작품을 동전에 새겨 넣음으로써 대중이 미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하는 “예술 투입 프로젝트(Artistic Infusion Project)”를 실시했다. 
이들은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동전을 발행하는데 있어 각각의 주를 
대표하는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우드의 <식목일>은 2004년에 발행된 아이
오와 주 동전의 한 면을 장식하게 되었다[도 13]. 조폐국은 “우드가 작가
로서 활동하는 내내 시골의 평범한 풍경을 기념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
골 마을에서의 삶을 이상화했다”는 것을 작품 선정의 이유로 꼽았다.40) 
이제는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아메리칸 고딕>역시 마
찬가지이다. 이 작품은 여전히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38) John E. Seery, "Grant Wood's Political Gothic," America Goes to College: Political 
Theory for the Liberal Ar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p. 

121. 

39) Henry Adams, "The Real Grant Wood," Art & Antiques, vol. 33, no. 9 (October 2010), 

p. 66. <아메리칸 고딕>을 비롯한 우드의 지방주의 작품들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시각은

『존 스튜어트 커리와 그랜트 우드: 미국 시골의 초상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우드

의 회화가 미국 시골에 대한 찬양이며, 진실한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Czestochowski, 

앞의 책.

40) 우드의 작품이 새겨진 아이오와 주의 동전은 프로젝트의 29번째 동전으로 2004년 8월 30일

에 발행되었다. 미국 조폐국 사이트 참조 www. usmint.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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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Protestant work ethic)을 비롯한 청교도 정신, 농업이 근본이 되
는 사회(Agrarianism), 평범한 보통 사람, 개척자 정신과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상징한다.41) 시골의 이상향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 <식목
일>과 미국인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근원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
는 <아메리칸 고딕>은 이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미술 작품으로서의 의
미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3. 지방주의적 해석의 한계

1930년대를 지배했던 지방주의 미술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미국적인 미술을 강조했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큰 세력을 차지했던 지방주의의 생명력은 불행히도 그리 길지 않
았던 것이다. 1942년 『뉴욕타임스』는 우드의 사망 기사를 다루면서, 지방
주의 사조가 “일시적으로 크게 유행했던 미국적 정경의 열기”였으며 단지 
“피상적인 운동”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렸다.42) 비평가들 역시 대공황이라
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탄생된 지방주의가 “미술 자체보다는 시기적인 맥
락을 강조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에 동의한다.43) 1930년대 동안 지
방주의 미술은 주로 신문과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주목받았다. 특히 
『타임』지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공식화된 지방주의 미술은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대중친화적 미술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벤튼은 1954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좋았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
다.

41) Corn, 앞의 책, p. 142.

42) 나아가 지방주의 미술이 미국의 영원한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으나 그 이면의 본질을 무시했

다고 평가한다. "Grant Wood," New York Times, 14 February, 1942. 

43) 베이겔은 1930년대의 미국적 정경 운동이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

만, 이 시기 미술이 당대를 심도 있게 통찰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했다. 

Baigell, 앞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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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과 30년대 초반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기 위해 우리는 미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미국을 구성
하는지에 대해 지독히도 집중했었다. 솔직히 우드와 커리, 그리고 나는 
이 같은 분위기의 혜택을 받았다. ... 1930년대의 미술은 확실히 지금보
다 그 공적인 가치가 중시되었다. 즉 미술은 바로 대중의 것이었다. 그
러나 오늘날 미술의 소유자는 딜러, 비평가,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44)

   벤튼이 언급한 것과 같이, 미술계 보다는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 
있었던 지방주의 미술은 1939년경에 이르면서 사실상 끝을 맞이하게 되었
다. 30년대 초반에 지방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비평가들도 이 시기
가 되면 지방주의를 과거 시제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동시대 현대미술개
론서에서 조차도 지방주의 미술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심지어 
제외되기도 했다.45) 1930년대 초반 미국사회 내에 퍼져있던 고립주의적인 
분위기는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이 발전하는데 적합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40년에 들어서면서 지방주의는 점차 시대착오적인 미술
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 화가와 비평가들
은 미국적 정경 운동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초현실주의
와 추상미술과 같은 국제적 아방가르드 미술의 우월함을 주장하기 시작했
다. 제2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오면서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은 미적인 가치
를 결여한 채 애국심이나 강조하는, “국기를 흔드는 낡은 내셔널리즘
(Flag-waving rugged nationalism)”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46) 벤튼 
역시 시골에 대해 강조한 지방주의 미술이 1940년에 이르러서는 지나치게 

44) "Art," Time, Mar 1, 1954. 

45) 당시 출판된 현대미술개론서들은 지방주의 미술이 더 이상 동시대 미술이 아님을 시사했다. 

Peyton Boswell, Jr., Modern American Painting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39); Edward Alden Jewell, Have We an American Art (New York: Longman, Greene 

Co., 1939); Martha Chandler Cheney, Modern Art in America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1939); Forbes Watson, American Painting Today (Washington D. C.: 

The American Federation of Art, 1939).

46) Hazel Brown, Grant Wood and Marvin Cone: Artists of an Era,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2),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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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적인 것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미국 사회 내에
서는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주의자들
이 표현한 미국의 내부 이미지는 그 공적인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
다.47) 
   이처럼 급격한 쇠퇴기를 맞았던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이 다시 주목받
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시 미국 미술계 내에
서는 지나치게 추상화된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환멸감이 스며들기 시작하
면서 구상회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세기의 아
카데미와 살롱 회화를 비롯한 사실주의 회화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지
방주의 미술 역시 다시 조명 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
방주의 미술이 부활하게 된 상황의 이면에는 3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모더니즘 비평가 
힐튼 크래이머(Hilton Kramer)는 1983년에 열린 휘트니 미술관의 회고전 
≪그랜트 우드: 지방주의자의 시각≫을 리뷰하면서, 지방주의 미술이 과거
와 현재 동안 세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정부 차원의 후원 때문이
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우드는 소위 “좋았던 옛 시절로 불리는 문화
적 시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48) 그러나 
80년대의 경우, ‘정부 차원의 후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지방주의 미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개입이 있었는
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레이건 정권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그가 보여준 정치적 성향이 30년대 루즈벨트의 것과 매우 유사했다는 사
실은 우드의 미술이 다시 부상하게 된 배경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1981년 제 4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1911-2004)이 취임할 당시, 미국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
에 직면해 있었다. 레이건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군사력의 태보
와 같은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민족주의(nationalism) 정신을 내세우

47) Henry Adams, Thomas Hart Benton: An American Original (New York: Alfred A. 

Knopf, 1989), p. 319.

48) Hilton Kramer, "The Return of the Nativist," New Criterion 2, no. 2 (Octob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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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의 자신감을 되찾고자 했다.49)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애
국심을 강조했던 레이건의 정치적 성향은 대공황 시기 국민들에게 미국인
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을 주고자 했던 루즈벨트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
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레이건의 정치적 우상이었다. 레이건은 스스로를 
“루즈벨트의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를 존경했으며, 루즈벨트의 정책
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50) 미술을 통해 
정치적 이상을 드러내고자 했던 루즈벨트의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레이건에
게 영감의 근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실제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자주 
언급했던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존재로 부각되었고, 따라서 그가 
표방하는 정치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이다.51) 
    미국의 저널리스트 시드니 블루멘탈(Sidney Blumenthal)에 따르면 
레이건 집권기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미학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기반으
로 한 것으로, 아름다움이란 곧 친숙한 것이었다. 레이건은 경제적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낙원”이라 칭하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되찾아줄 것을 약속했다.52) 당시 우드의 미술은 레이건
이 강조한 이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실제로 
80년대의 한 비평가는 미술이 미국의 국가적 유산을 반영하여 “과거에 성
취된 전통적 가치”를 강조할 때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성격을 잘 표현한 우드의 회화가 “민족주의의 측면”

49) 미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레이건 정부의 노력은 미국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

다. 레이건은 그의 연설에서 “어찌 미국의 위대함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여전히 

최고이며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미국인”이기에 그 어떤 위기도 극복

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Hugh Heclo, “Reaganism and the Search for a Public 

Philosophy,” John L. Palmer ed., Perspectives of the Reagan Years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6), p. 41.

50) 마이클 디버,『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 정유섭 옮김 (열린책들, 2005), p. 56.

51) Sidney Blumenthal, “Reaganism and the Neokitsch Aesthetic,” Sidney Blumenthal, 

Thomas Byrne Edsall ed., The Reagan Legacy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p. 

264-265.

52) Blumentahal, 위의 책, pp. 260, 265,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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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치 않는 호소력을 지닌다고 보았다.53) 1930년대의 지방주의 미술
이 표방했던 미국성과 일맥상통하는 가치를 중시한 80년대의 시대적 분위
기 속에서, 우드의 미술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였
을 것이다. 
   지방주의 미술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드높이고 외부적인 취향과 영향
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우드는 지금까지 중서부의 지방주의자이자 애국
자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메리칸 고
딕>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이 대체로 지방주의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이 30년대 동안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미술을 통해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루즈벨트 정부의 공공
미술프로젝트의 역할이 컸다. 이후 애국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던 레이건 대
통령의 집권시기인 80년대에 지방주의 미술이 다시 부상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국가적 차원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은 주목을 받아온 시기마다 시대별 정치적 도구로서 특정 정치의 이
상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어온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우드의 작품을 이 같은 내셔널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의 작
품이 내포한 본질적인 측면을 놓치게 만든다. 미국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
으로 여겨지는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은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
던 작가의 개인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보다 다층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드의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
가 작품을 통해 진정한 미국, 특히 중서부 시골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우드가 「도시에 대한 반란」을 통해 중서부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할 것을 강조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
대까지도 우드 본인이 쓴 것으로 알려졌던 「도시에 대한 반란」은 사실상 
그가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같은 대학의 저널리즘 학
과 교수였던 프랭크 모트(Frank Luther Mott)가 대필한 것이었다. 우드

53) Czestochowski, 앞의 책, pp. 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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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동생 낸은 「도시에 대한 반란」의 원본에 쓰여 있는 모트의 글귀 “우
드를 위해 대필했다”를 언급하면서, “우드는 느긋한 성격으로, 반란이라는 
단어는 그의 천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54) 대필의 구체적인 정
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선언문은 빠른 속도로 부상하던 지방
주의 미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서부는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분류되어 오고 있었
는데, 우드는 선언문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보수성조차도 하나
의 “덕목”이 된다고 보았다.55) 그러나 모트가 대필한 이 선언문에서 강조
된 중서부에 대한 예찬은 우드의 실제 모습과는 매우 상반된 것이었다.    
   사실상 우드는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 특히 보수성
이 강한 중서부 지역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지식인
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44년, 작가의 전기를 쓴 갈우드는 우드
가 헨리 멘켄(H. L. Menchen, 1880-1956)과 싱클레어 루이스(Sinclair 
Lewis, 1885-1951), 그리고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열렬한 팬이었음을 언급했다.56) 미국의 저널리스트였던 멘
켄과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버나드 쇼는 당시 미국의 문화와 삶
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싱클레어 루이스는 자신
의 대표적인 소설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1920)을 통해 시골 마을
과 그 가치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현했다.57) 우드는 미국 중산층의 위선과 
내숭, 심한 편견이 존재하는 중심지로서 중서부를 강조했던 멘켄의 기사를 
즐겨 읽었고58) 버나드 쇼의 희곡을 바탕으로 연극무대를 직접 연출하기도 
했으며,59) 루이스의 소설에는 직접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서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는 실제로 우드의 풍자적인 작품에 

54) Graham, 앞의 책, p. 124. 

55) Wood, 앞의 글, p. 132.

56) Darrell Garwood, Artist in Iowa: A Life of Grant Wood, p. 120.

57) 루이스의 소설은 미국의 작은 마을을 “좌절된 야망과 성적 불만감, 그리고 공허한 영혼”이 존

재하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Haskell, 앞의 책, p. 177. 

58) 중서부에 관한 멘켄의 비판적인 시각은 당시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Evans, 앞의 책, 

p. 44.

59) Garwood, 앞의 책,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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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예컨대 우드는 자신의 지방주의 작품들을 
통해 중서부 인들의 기본적인 속성이었던 보수성을 비판하고 애국심을 내
세우는 특정 계층의 위선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드의 작
품이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지방주의의 영역을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 25 -

Ⅲ. 우드 작품의 다층적 해석

1. 풍자와 사회비판

우드는 <아메리칸 고딕>을 시작으로 미국인들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그리
기 시작했는데, 그의 지방주의 인물화는 대체로 “중서부 인들이 가진 선천
적인 힘과 덕목”을 핵심적인 미국의 특징으로서 표현한 것으로 간주된
다.60) 그러나 <아메리칸 고딕>에 보이는 우드 특유의 풍자적인 화풍은 그
가 과연 미국적 가치를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비판하는 것인지
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 미
국의 가치를 구현하는 작품으로 해석되어오고 있지만, 정작 그림의 주인공
이었던 중서부 인들은 <아메리칸 고딕>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
다. 실제로 작품이 발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드의 집은 시골 여인을 
모욕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항의 편지로 가득했다. 아이오와의 한 여인은 
작품 속 여인의 심술궂고 시큰둥한 표정이 우유를 상하게 만들 것이기 때
문에 이 작품을 치즈공장에 걸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61)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한 우드의 태도는 다소 모호한 편이다. 그는 “이 
사람들은 분명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광신과 잘못된 취향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믿음직한 이들이다. 나는 그들
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했다.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
평가들과 미술사학자들은 당시 우드가 작품 속 두 인물을 통해 중서부 인
들의 편협성과 보수성을 풍자하며, 이들의 삶에 대한 안주와 순응을 조롱

60) John L. Kinsey, "Cultivating Iowa: An Introduction to Grant Wood," in Jane C. Milosch 

ed., Grant Wood's Studio: Birthplace of American Gothic, p. 11.

61) 우드는 심지어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협박전화를 받기도 했다. Graham, 앞의 책, p. 75.

62) D. Douherty, "The Right and Wrong of America," Cedar Rapids Gazette (September 5, 

1942). Wanda M. Corn, "The Birth of a National Icon: Grant Wood's "American Gothic,"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Studies, vol. 10 (1983), p. 2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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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다고 해석한다.63) 갈우드 역시 우드가 <아메리칸 고딕>에서 “남
부 아이오와를 포함하는 바이블 벨트(Bible Belt, 기독교가 강한 미국 남부
와 중서부 지대)의 편협한 편견을 풍자하고자 했다”고 쓰고 있다. 우드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가 멘켄과 루이스, 그리고 버나드 쇼를 존경
했다는 사실은 작품이 가진 비판적인 의도를 쉽게 가늠하게 해 준다는 것
이다.64) 우드의 친구이자 작가였던 윌리엄 쉬러(William L. Shirer, 
1904-1993) 또한 우드가 이 작품을 통해 바이블 벨트에 사는 인물들의 
편협성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품에 표현된 황폐한 농가의 
고딕 창문은 시골민의 허세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심지어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제목 자체가 풍자라고 말했다.65) 
   작품 속 여주인공의 실제 모델은 우드의 여동생 낸 그레이엄(Nan 
Wood Graham)으로, 그녀는 우드가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서른 살이었다. 
우드는 그녀를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외모와 옷차림
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낸의 평상시의 모습이 잘 드러난 
<낸의 초상(Portrait of Nan)>(1932-33)[도 14]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
다. 당시 우드는 낸에게 <아메리칸 고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작
품 속 인물이 아름답지 않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 화를 낼까봐 모델을 부
탁하는 것이 겁이 난다고 했다. 이에 낸은 자신이 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
다.66) 우드는 낸의 세련된 옷차림과 물결 모양의 웨이브가 진 머리를 구
식의 옷과 뒤로 묶은 머리로 바꾸었다. 이제 <아메리칸 고딕> 속의 여인
에게서 낸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녀는 우드의 오래된 가족 앨

63) 미술사학자 젠슨은 우드가 <아메리칸 고딕>을 통해 “작은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풍자”한다고 

보았다. H. W. Janson, "Benton and Wood, Champions of Regionalism," Magazine of Art, 
vol. 39 (May, 1946), p. 199; 또한 두 인물이 “중세적으로 장식된 허세 가득한 집에 살고 있

으며 바이블 벨트 내에서의 편협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논문도 있다. Matthew Baigell, 

"Grant Wood Revisited," Art Journal, vol. 26, no. 2, (1966-1967), pp. 116-122.

64) Garwood, 앞의 책, p. 120.

65) 윌리엄 쉬러는 우드가 시더 래피즈(Cedar Rapids)에 살았을 당시 이웃에 살던 오랜 친구로, 

그의 자서전의 곳곳에서 우드와 나누었던 대화를 비롯한 그의 삶과 미술에 대한 기억을 기록

했다. William L. Shirer, Twentieth-Century Journey: A Memoir of a Life and the Time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6), p. 276.

66) Graham, 앞의 책,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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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에 등장하는 19세기의 인물을 연상시킨다[도 15].67) 이와 같이 변형을 
통해 인물의 성격에 특징을 부여하는 우드만의 작업 방식은 <빅토리안 생
존자(Victorian Survival)>(1931)[도 1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
에서 우드는 자신의 고모 마틸다(Matilda)를 모델로 택하였다. 편안한 자
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 속 마틸다[도 17]는 작품에서 한층 더 경직된 모습
으로 재현되었다. 가운데로 가지런히 모은 손, 그리고 길고 긴 목의 정중
앙에 위치한 목걸이 등은 자의식에 찬 보수적인 여성을 연상시킨다. 우드
가 <아메리칸 고딕>과 <빅토리안 생존자> 속의 인물들을 실제보다 훨씬 
고집스러운 인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았을 때, ‘덕목’이라고 했던 중서부 인들의 보수성에 대한 그의 인식이 
사실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우드의 그림들 중에서 비판적인 메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
품은 <혁명의 딸들(Daughters of Revolution)>(1932)[도 18]이다. 이 작
품의 제목은 애국단체 ‘미국 혁명의 딸들(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 이하 DAR)’로부터 온 것이다. 1890년에 창설된 이 단체는 
전국에 지역 지부를 둔 대규모 조직으로서, 행사나 시민적 활동을 통해 국
가적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무표정한 얼굴을 한 세 여
인의 뒤로 보이는 작품은 엠마뉴엘 로이체(Emmanuel Leutze, 
1816-1868)의 <델라웨어 강을 가로지르는 워싱턴(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1850)[도 19]이다. 이 작품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이 1776년에 영국군을 물리치는 장면을 그린 역
사화로, 미국의 독립혁명을 상징한다. 우드가 이 작품을 완성한 1932년은 
조지 워싱턴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기
념행사를 열기 위해 6년간 대대적인 준비 작업을 했으며, DAR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 역시 나라 곳곳에서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고자 했다. 우드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지 워싱턴에 대한 열
기를 패러디하고자 했다. 하지만 우드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직접적인 계

67) Corn, 위의 글,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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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바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드는 1927년 아이오와
의 시더 래피즈(Cedar Rapids) 시로부터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추모 
건물(Veterans Memorial Building)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디자인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우드는 작품을 위한 드로잉을 끝낸 후 여전히 중세 
길드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던 독일 뮌헨(Munich)의 유리 공장으로 갔고, 
그 곳에서 생산된 유리로 자신의 디자인을 완성하였다[도 20]. 하지만 작
품이 완성되자 당시 DAR의 시더 래피즈 지역 지부는 전쟁 당시 미국의 
적이었던 독일인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스테인드글라스에 대해 거세게 항
의한다. 결국 우드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작품에 붙
이지 못하게 되었다.68) 
   우드는 <혁명의 딸들>을 통해 독일에서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
의 작품을 반대한 DAR의 지나친 애국심을 비판하고자 했다. 당시 작품이 
가지는 비판적인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우드는 1940년, DAR에 
대해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귀족 계층으로 설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
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인으로서의 거대한 모순”을 보여주는 집단이
라며 비난했다.69) 흥미로운 것은 그가 배경에 위치시킨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도 19]은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엠마뉴엘 로이체가 독일에
서 그린 작품이라는 점이다. 1931년, 한 기자에 의해 이 작품이 메트로폴
리탄 미술관의 지하 저장고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당시 미술관 관
계자는 이 작품을 조지 워싱턴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로 사용하고
자 했으나, 이 작품이 대작이 아닐뿐더러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시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70) 그러자 DAR을 포함한 애국 단체

68) 작가 사후, 1955년이 되어서야 메모리얼 창문에 작가의 명판이 부착되었다. 

69) “This War to Give America Art Leadership, Wood Says," Milwaukee News Sentinel 
(January 7, 1940). James M. Dennis, Renegade Regionalists: The Modern Independence 
of Grant Wood, Thomas Hart Benton, and John Steuart Curr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8), p. 106에서 재인용. 

70) 미국 내에서 반독일 감정이 팽배할 무렵, 버나드 씨그랜드(Bernard J. Cigrand)는 이 작품에

는 독일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엠마뉴엘은 이 작품을 그릴 당시 델라웨어 

강 대신 독일의 라인강을 토대로 그렸으며, 미국인이 아닌 독일인 군사를 모델로 했다는 것이

다. 심지어 그가 조지 워싱턴을 그릴 때에는 독일인 세탁부에게 포즈를 취하도록 했다. Corn, 

앞의 책,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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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에 항의하여 이 작품이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에 이른다. 
독일에서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우드의 작품을 반대했던 DAR은 심지어 독
일인들을 모델로 하여 그려진 이 작품을 미국 독립의 상징이미지로 생각
한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우드의 풍자적인 화풍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20
년에 출판된 싱클레어 루이스의 소설 『메인 스트리트』이다.71) 루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 중서부의 시골 마을과 그 곳에 사는 인물들의 획일화된 
답답함과 지루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 발표된 1930년
에 루이스는 미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보스턴 헤
럴드(Boston Herald)』의 신문 사설은 <아메리칸 고딕>을 “사회 풍자”로 
특징지으면서, “싱클레어 루이스는 노벨상을 받은 상금으로 이 작품을 사
야한다”면서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했다.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 루
이스가 비판적으로 묘사한 작은 마을에서의 삶에 대한 시각적 대응물처럼 
비춰졌기도 했기 때문이다.72) 
   두 사람의 협업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1936년, 뉴욕의 출판업자 조지 
메이시(George Macy)가 기획한 특별 한정판 『메인 스트리트』에 우드가 
삽화를 그리게 된 것이다. 우드와 루이스 모두 메이시의 제안을 흔쾌히 받
아들였다.73) 우드가 소설에 그린 삽화는 <좋은 영향(The Good 

71) Sinclair Lewis, Main Street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Howe, 1921).『메인 스트

리트』는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당시 시더 래피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

고 소설은 더 작은 마을에까지 퍼져나갔는데, 실제 소설의 배경이 된 미네소타 마을 주민들은 

루이스가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분개했다. 그러나 '메인 스트리트‘라는 제목은 결국 미국의 모든 

단조로운 작은 마을을 상징하게 되었다. Shirer, 앞의 책, pp. 162, 459.

72) Walter Prichard Eaton, "American Gothic," Boston Herald, November 14, 1930, p. 26. 

Lea Rosson DeLong, Grant Wood's Main Street: Art, Literature and American Midwest 
(Ames: University Art Museum, Iowa State University, 2004). p. 11에서 재인용. 

73) 이 한정판은 매년 108달러를 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500부만이 출판되었다. 

Sinclair Lewis, Main Street (New York: Limited Editions Club, 1937). 본 논문에서는 

1965년에 재 출판된 책을 참고하였다. 루이스는 특별 한정판에 실린 새로운 소개 글을 통해 

그가 소설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밝히고 있다.  1905년, 예일 대학교 2학년을 마친 후 고향

인 미네소타(Minnesota)에 돌아온 루이스는 “작은 마을의 자랑이었던 친밀한 이웃 관계는 거

짓”이었음을 깨달은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소설의 제목은 원래 

‘마을의 바이러스(The Village Virus)’였으며, 후에 ‘메인 스트리트’로 변경되었다. Sin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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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1936-37)[도 21], <감상적인 갈망자(The Sentimental 
Yearner)>(1936-37)[도22], <완벽주의자(The Perfectionist)>(1936-37)
[도 23] 등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의 모습을 묘사한다.74) <아메리칸 고딕>
[도 1]과 <빅토리안 생존자>[도 16], 그리고 <혁명의 딸들>[도 18]에 보이
는 우드의 풍자적 화풍은 소설 『메인 스트리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좋은 영향>[도 21]은 교회에 가기 
위해 장갑을 끌어올리며 능글맞게 웃고 있는 여인을 그린 것으로, 독실한 
신자인 체하는 그녀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75) 우드는 이 인물을 표현하
는 데 있어서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매섭고 날카로운, 상반되는 두 요소
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 그만의 풍자적인 캐릭터를 완성시켰다.76) 또
한 소설의 주인공인 <완벽주의자>[도 23]는 자부심이 강하며 매사에 완벽
을 추구하는 인물이다.77) 하지만 그녀는 정작 자신의 옷의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실수를 보이고 있다. 우드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각도로 
인물을 그리면서 거만하게 보이는 과장된 표정과 손동작을 통해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각 인물들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삽화의 제목을 직접 정하기도 했다.
   우드는 『메인 스트리트』 의 삽화가 단지 소설을 보조하는 수단이 아니
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여겼다.78) 하지만 이 삽화는 그의 다른 

Lewis with illustrations by Grant Wood, Main Street (Norwalk, Conn.: Easton Press, 

1965). 

74) 우드는 모두 9점의 삽화를 그렸는데, 소설에 실린 순서대로 나열하면, <메인 스트리트 맨션

(Main Street Mansion)>, <완벽주의자>, <감상적인 갈망자>, <급진주의자(The Radical)>, 

<보통의 의사(General Practitioner)>, <좋은 영향>, <현실적인 이상주의자(Practical 

Idealist)>, <후원자(Booster)>, <마을 빈민가(Village Slum)> 와 같다. 

75) 루이스는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옹졸하고 무지한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소설 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고 소문을 즐기는 수준에서 멈추는 반면, <좋은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보가트 부인(Mrs. Bogart)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정도로 냉담하고 

사악한 인물로 그려진다. 우드는 인물의 실제 캐릭터와 상반되는 ‘좋은 영향’이라는 반어적인 

제목을 만들어냈다. DeLong, 앞의 책, p. 155.

76) Garwood, 앞의 책, pp. 203-4.

77) <완벽주의자>는 소설의 주인공인 캐롤(Carol Kennicott)을 표현한 작품이다. 캐롤은 소설 속

에서 배타적 태도와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지만, 용감하고 헌신적인 모습과 진

실을 찾고자 하는 영웅적 면모 또한 드러내는 다층적 캐릭터이다. 여기서 우드는 완벽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작 사소한 실수를 보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소설 속에

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라는 제목을 붙였다. DeLong, 앞의 책, pp.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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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서 평
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
다. 이들 삽화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전시를 가지
게 되었다.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 ≪그랜트 우드의 메인 스
트리트(Grant Wood's Main Street)≫ 전은 9점의 삽화를 최초로 한 자
리에 모아 전시했다. 전시를 기획한 미술사학자 드롱(Lea Rosson 
DeLong)은 우드와 루이스가 미국 심장부의 특징을 포착한 ‘문화적 표상’
으로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들이 중서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다
고 말한다. 즉 루이스가 그가 속한 중서부의 “편협성과 고루함”을 보았던 
반면 우드는 중서부 인의 “견실하고 소박한 힘”과 그들의 땅을 자랑스러
워했다는 것이다.79) 이와 같은 관점은 우드가 중서부를 비판하는 소설의 
삽화를 그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중서부의 가치를 찬양하는 
지방주의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드는 누구보다 소설의 비판적인 의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삽
화를 통해 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우드는 1937년에 루
이스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완성된 삽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루이스
가 자신이 그린 삽화에 만족해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그는 루
이스에게 삽화를 통해 “모두가 존경하는 소설 속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
고자 했다”면서 소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80) 우드의 삽화는 소
설의 내용에 걸맞게 중서부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특정 유형의 인물들
에 대한 풍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드가 가졌던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과 직접 그린 삽화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루이스의 소설은 우드의 
중서부 인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그의 풍자적
인 화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78) 우드는 1935년, 자신의 미술을 후원했던 메이나드 워커(Maynard Walker)에게 쓴 편지에서 "

이 드로잉들은 책을 위한 삽화가 아니다. 이들은 각각의 독립된 미술 작품으로서 그 의미를 가

질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위의 책. p. 40.

79) 위의 책, Introduction 참조. 

80) 우드는 루이스에게 “당신이 내 그림을 좋아한다니 나도 기쁘다.” 라면서,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DeLong, 위의 책.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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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소수자로서의 억압된 정체성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것은 작
가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우드의 동성애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드의 미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크레이븐이 
동성애를 가장 “타락한 악덕이자 범죄”로 보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크레이븐은 1920년대에 성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활동한 파리의 화가들이 “그들의 남성성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을 여성스러운 동성애자와 연관시켜 비판했다.81) 벤튼 역시 여러 번
에 걸쳐 혐오스러운 동성애 문화에 대해 언급했으며, 1935년에는 동성애
자들이 미국의 미술계를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
다.82) 이처럼 크레이븐과 벤튼이 동성애에 대해 혐오하는 태도
(homophobic)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방주의 미술이 지니고 있었던 
보수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투옥되거나 그 소문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추방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였다. 심지어 1890년대 중서부의 일부 주에서
는 동성애자들을 거세하는 끔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다.83) 따라서 
동성애를 더욱 엄격하게 금지했던 중서부에서 활동한 우드가 스스로의 성
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며, 그가 작품을 통해 
동성애적 면모를 드러내는 일 역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드의 동성애는 그의 일부 작품들을 해석
하는 데 있어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드의 몇몇 작품 
속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가의 억압된 동성애가 표출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 Thomas Craven, Modern Art: The Man, the Movements, the Mean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34), pp. 19, 29, 30-31, 62. 

82) Adams, 앞의 책, p. 243.

83) Neil Miller, Out of the Past: Gay and Lesbian History from 1869 to the Present (New 

York: Random House, 199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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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년 2월 우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 10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작가의 첫 번째 회고전이 열렸다. 미술관은 1930년 그들
이 사들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을 회고전 도록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 
전시에서 우드의 미술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
았던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84) 1930년
대에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전형적인 
남성이라는 그의 평범함이 큰 역할을 했다.85) 이제는 화가 그랜트 우드와 
동의어가 된 <아메리칸 고딕>은 작가가 가진 이 같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맞는 결혼에 상응하는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작
품의 모델이 되었던 남성은 우드의 담당 치과의사였던 마키비(Dr. 
McKeeb)였다. 낸과 마키비는 당시 전시된 작품 앞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
기도 했다[도 24]. 이들은 32살이라는 나이 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주로 미국 사회의 평범한 ‘부부’의 모습으로 인식되어왔다.86) 
   2002년 미국의 한 단체는 ‘연방결혼개정안(Federal Marriage 
Amendment, 이하 FMA)’을 ‘아메리칸 고딕법(The American Gothic 
Amendment)’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FMA는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 사이의 결합만을 인정하는 미국의 결혼보호법으로 혼외정사와 
일부다처제,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전통적인 의미
의 결혼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이 개정안의 이름을 ‘아메리칸 고딕법’으
로 할 것을 고려하게 된 것은 우드의 작품이 이성애자의 결혼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명칭의 변경을 제안한 이 단체는 우드가 
<아메리칸 고딕>에서 이성 간의 정상적인 결혼을 미국 사회의 근본으로 
표현했음을 강조했다.87)

84) Art Institute of Chicago, The Fifty-third Annual Exhibition of American Paintings and 
Sculpture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1942).

85) 비평가 굿맨은 우드가 비록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이는 대공황 시기에는 흔한 일이었으며,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남성의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Calvin J. Goodman, "In 

Defense of Grant Wood," American Artist, vol. 48, issue 502 (May, 1984), p. 73.

86) <아메리칸 고딕>이 발표되었을 당시 몇몇 신문기사는 작품 속 두 인물에게 “아이오와의 농부

와 그의 아내(An Iowa Farmer and His Wife)”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Evans, 앞의 책, 

p. 98.

87) Jonathan Turley, "Do We Really Need a Federal Marriage Amendment?" Jewish World 



- 34 -

   하지만 우드는 당시 사회에서 결코 평범할 수 없었던 성적 소수자였다. 
2010년 우드의 전기를 쓴 미술사학자 에반스는 우드의 아내 사라 셔먼
(Sara Sherman)이 남긴 미완의 자서전을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는 우드
의 동성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라는 자서전을 통
해 우드가 동성애자였음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이를 암
시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녀는 우드와의 결혼을 일종의 “우정”으
로 여겼으며, 어느 누구든지 우드와 자신 사이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쓰고 있다.88) 또한 사라는 말년에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서 
큰 위기에 처했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와 예
술가로서의 우드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의 동성애를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
로 언급하기도 했다. 

“나는 우드에 관해 너무나 잘 안다. ... 우리는 우드가 그의 작품 속에서 
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 오스카 와일드의 천재성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전해진다. 마치 그가 마지막 여생에 왜 그와 같은 수
모를 당했는지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말이다....”89)

   우드가 활동할 당시 성적 소수자들은 미술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
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의 지인들은 이 같은 사실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자 했을 것이다. 실제로 에반스의 전기를 제외한 모든 우드의 전기와 회고
록은 작가의 동성애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우드 역시 활
동하는 내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
성애자에 대한 벤튼의 비판에 대해 “신랄하지만 유익한 언급”이라 대응하
면서 “이러한 문제는 솔직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90) 

Review (23 May, 2002). 위의 책, p. 8에서 재인용. 

88) 우드는 1935년, 44세의 나이에 당시 51세였던 사라 셔먼과 결혼했다. 1979년에 사망한 사라

는 우드에 관한 회고록과 자서전을 남겼는데, 에반스는 우드의 전기를 쓰는 동안 이 자료들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위의 책, pp. 207-9.

89) 위의 책, pp. 311-312.

90) "Grant Wood Reviews an Artist in America by Thomas Hart Benton,"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 17, no. 2 (6 November, 1937), 위의 책, p. 2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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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지방주의 미술가로서 함께 활동한 동료 미술가가 동성애자를 비
하하는 상황 속에서, 우드는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이에 동조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우드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 기준이 되어 온 지방주의의 잣대에 가려져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동성애적 측면은 1984년, 비평가 도널드 쿠스핏
(Donald D. Kuspit)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쿠스핏은 우드의 <무더
운 밤(Sultry Night)>(1937)[도 25] 과 같은 작품에 동성애가 암시되어 있
으며, <성인이 된 아놀드(Arnold Comes of Age)>(1931)[도 26]에는 이러
한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혁명의 딸
들>[도 18]에서 느껴지는 기묘하고 이상한 분위기는 세 여인의 “성별이 불
분명”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91) 쿠스핏은 작품의 어떤 부
분이 동성애에 대한 암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그 해석의 근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동성애적 요소는 
우드의 작품이 지방주의적인 맥락에서 재조명받기 시작한 80년대, 즉 작
가의 동성애가 아직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시기의 해석이라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92) 
   쿠스핏이 동성애의 표현이 명백하다고 보았던 <성인이 된 아놀드>[도 
26]는 우드의 작업실에서 작품 제작의 보조를 맡았던 아놀드 파일(Arnold 
Pyle)의 초상화이다. 우드는 <아메리칸 고딕>을 발표하기 전, 수입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파일을 고용했다. 작품의 보조뿐만 아니라 우드의 비공식적
인 매니저로도 일했던 파일은 우드가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이오와의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화면의 중앙에 서 

91) Donald B. Kuspit, "Grant Wood: Pathos of the Plain," Art in America 72 (March, 

1984), p. 141.

92) 우드의 동성애는 1990년대 이후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

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언급에만 그쳤다. 미술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로버트 

휴즈는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에 매우 조심스러운 “게이의 감각”이 표현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Robert Hughes, American Visions: The Epic 
History of Art in America (New York: Alfred A. Knopf, 1997), p. 439; 또한 존 시리는 

우드를 “비밀스러운 동성애자(closeted homosexual)"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John E. Seery, 

"Grant Wood's Political Gothic," America Goes to College: Political Theory for the 
Liberal Arts, pp. 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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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파일을 묘사한 이 작품은 소년에서 남자가 된 그의 새로운 삶에 대
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해석되었다.93) 하지만 화면을 
지배하는 짙은 검은색과 슬픔에 잠긴 파일의 눈빛은 오히려 침울한 분위
기를 시사한다. 또한 어둠 속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오른쪽 하단에 그
려진 두 남성의 누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더한다[도 27]. 에반스는 이 작
품에 파일에 대한 우드의 성적 욕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
다. 그에 따르면 두 남성 누드의 뒷모습에는 우드의 관음증적인 시각이 드
러나 있다. 특히 엉덩이를 앞으로 보이고 있는 인물의 자세는 남성 동성애
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명백한 성적 자세라는 것이다.94)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굽힌 채 서 있는 이 인물의 뒷모습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감을 
자아낸다. 마치 숨은그림찾기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게 표현된 남성 누드
의 독특한 자세와 분위기는 작품 속의 숨겨진 도상으로서 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이 그림은 파일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우드의 선물이었다. 
우드는 1930년 <아메리칸 고딕>이 성공한 이후에 여러 건의 초상화 주문
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절하고 파일에게 선물하기 위한 초상화에 몰두
했다. 그는 이 작품 외에도 감성이 담긴 특별한 선물을 여러 번 준비할 정
도로 파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드는 심지어 같은 해에 
완성된 자신의 작품 <평가(Appraisal)>[도 28]의 아랫부분 1/3을 잘라서 
파일에게 주기도 했다.95) 우드에게 파일은 단순한 작업 보조 그 이상의 
각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사실 우드는 <성인이 된 아놀드>를 그리기 전에
도 파일을 남성 누드와 함께 연결시켜 표현한 적이 있었다. 1928년에 완

93) Corn, 앞의 책, p. 124.

94) Evans, 앞의 책, p. 115. 에반스는 우드의 작품에 표현된 동성애적 요소들을 새롭게 발견하

고 이를 작품해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필자는 에반스가 최초로 발견한 여러 가지 동성애 요소들을 작품 해석의 중요한 단서로 받아

들이면서 기존 연구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드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드의 

풍경화에 근육질의 남성 신체가 에로틱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남

성에 대한 성적 욕망이 표출되어 있다는 보는 등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건장한 남성 신체에 대한 욕망이 표현된 작품해석에 관해서는, pp. 134-135, 239-243참조. 

95) 우드는 파일의 초상화를 선물하기 이전에는 목탄으로 그린 자화상을 그에게 주기도 했다. 파

일은 우드의 <평가>의 일부분을 선물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다. Graham, 앞의 책, pp. 8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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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메모리얼 창문의 하단에는 각각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상징하는 
여섯 명의 군인들이 서 있다[도 29].96) 이들 중 왼쪽에서 두 번째에 위치
한 상반신을 드러낸 군인은 파일과 매우 흡사한 외모를 보여주고 있어 우
드가 그를 모델로 세웠음을 알 수 있다[도 30].97) 우드는 나머지 다섯 명
의 군인들의 경우 개별화된 얼굴이 아닌 하나의 유형을 이루도록 그리면
서, 특정 개인인 파일의 초상을 따르고 있는 병사만을 유일하게 누드로 표
현했던 것이다. 
   우드는 “예쁜 여자를 그리는 것이 싫다”고 말할 정도로 여성을 아름답
게 표현하는 것을 꺼려했다.98)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그는 활동하는 동
안 여성의 누드화는 전혀 그리지 않았던 반면, <토요일 밤의 목욕
(Saturday Night Bath)>(1937)>[도 31]이나 <무더운 밤>(1937)[도 25]과 
같은 목욕하는 남성의 누드화를 몇 점 남겼다. 우드는 <무더운 밤>을 완
성한 후 50여명의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작품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상하게도, 과감한 남성의 정면 누드를 보고 당황스러워 한 사람은 여자들
이 아닌 남자들이었다.99)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외설물로 규정되면서 
전시 도록에 실리는 것이 금지되기에 이른다. 작품을 둘러싼 민감한 성적 
문제를 의식한 우드는 이 그림에서 누드 부분을 태워버렸으며, 이후로 다
시는 남성의 누드를 그리지 않았다.100) 

96) 메모리얼 창문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테인드글라스였다. 실물 크기를 한 6명의 

군인들은 각각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전쟁(Revolutionary War, 1775-1783), 1812년 전쟁

(War of 1812, 1812-1815년 영미전쟁), 멕시코 전쟁(Mexican War, 1846-1848), 남북전쟁

(Civil War, 1861-1865), 제1차 세계대전(World War Ⅰ, 1914-1918)을 의미한다. 공화국을 

상징하는 중앙의 여인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평화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Graham, 앞의 책 p. 61.

97) 미술사학자 제인 밀로스츠는 1812년 전쟁을 상징하는 반 누드의 병사가 파일을 모델로 한 것

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파일만이 유일하게 에로틱한 누드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Jane C. Milosch, "American Gothic's Munich Connection: A 

Window into Grant Wood's Regionalism," Christian Fuhrmeister, Hubertus Kohle, Veerle 

Thielemans ed., American Artists in Munich: Artistic Migration and Cultural Exchange 
Processes, p. 251. 

98) Nan Wood Graham, "I Posed for a Masterpiece," The Woman (September, 1944), p. 

45, AAA.

99) Garwood, 앞의 책, pp. 209-210. 

100) Graham, 앞의 책,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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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의 누드화는 발표 당시 음란한 작품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주의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목욕하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무더운 밤>에 
표현된 누드의 남성은 “미국의 아담”으로서 “이상적인 농업의 삶”을 상징
하는 인물로 해석되었다.101) 하지만 우드가 그린 남성의 신체는 이와 같은 
지방주의적 해석과는 전혀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와 관련하여, 에반스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우드의 1921년 작
품 <프리메이슨리의 첫 번째 세 등급(First Three Degrees of Free 
Masonry)>[도 32]에 주목했다. 고대 조각상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이 작품의 오른쪽에는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생각하는 사
람(Thinker)>(1880), 왼쪽에는 미론(Myron)의 <원반 던지는 사람(The 
Discus Thrower)>(B. C. 450), 그리고 가운데에는 크리티오스(Kritios)와 
네시오테스(Nesiotes)의 <폭군살해자(The Tyrannicides)>(B. C. 477)가 
그려져 있다. 우드는 로댕과 미론의 조각상을 그릴 때는 원래의 도상을 그
대로 차용했지만, 중앙의 <폭군살해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시각을 토대로 자유로운 변형을 가했다. <폭군살해자>는 아테네의 두 영
웅 하르모디오스(Harmodius)와 아리스토게이톤(Aristogeiton)을 표현한 
조각상으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연인 사이기도 했던 두 사람은 
원래 작품에서는 일정 거리를 둔 채로 떨어져 서 있다[도 33]. 하지만 우
드는 두 사람의 키를 다르게 하고 서로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
써 기존 작품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동성애를 강조하여 표
현했다[도 34].102) 이처럼 일찍이 누드의 조각상을 통해 동성애적 요소를 
가미하기 시작한 우드는 <성인이 된 아놀드>[도 26]의 작은 크기의 누드
에서부터 <무더운 밤>[도 25]의 과감한 정면 누드에 이르기까지, 점차 자
신의 미술에서 남성 누드의 요소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들 작품에는 남성
의 신체를 바라보는 ‘동성애자로서의 우드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다. 

101) James M. Dennis, Grant Wood, A Study in American Art and Culture, p. 220.

102) Evans, 앞의 책, pp. 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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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드가 파일에게 그 일부를 선물했던 <평가>(1931)[도 28]는 도시
에서 온 여인과 시골에 살고 있는 여인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그
린 것이다.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차림새
인데, 왼쪽에 닭을 안고 있는 시골 여인의 수수한 옷차림은 화려한 복장을 
한 오른쪽의 도시 여인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는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농촌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라 해석된다. 학자들은 우드가 소박한 모습의 시골 여인을 고결
하게 표현함으로써 농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도시 여인을 
사치스럽고 탐욕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의 도시를 비판하고 있
다고 본다.103) <평가>에 대한 이 같은 지방주의적 해석은 도시와 농촌 여
인의 상반된 옷차림을 토대로 이끌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드 역시 후
에 작품의 제목을 인물들의 복장 묘사에 중점을 둔 ‘옷(Clothes)’ 으로 바
꾸고자 했다.104) 하지만 우드가 처음에 작품의 제목을 ‘평가’ 라고 붙인 
것은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또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 속 시골 여인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은 시더 래피즈 리틀 갤러리
(Little Gallery)의 디렉터이자 화가였던 에드워드 로완(Edward B. 
Rowan)[도 35]이었다.105) 우드의 친구 헤젤 브라운(Hazel Brown)은 우드
에 관한 회고록에서 이 작품이 우드와 로완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서 영감
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드는 로완에게 지역 전시를 열어줄 것을 제
안했으나 이를 자꾸 미루기만 하는 로완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브라운
에 따르면, 우드는 작품을 구상하면서 로완을 누더기 옷을 걸친 촌스러운 
농부의 아내로 표현하고자 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드가 로완의 
성을 바꾸어 시골 ‘여인’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도시 여인의 실
제 모델이 된 인물은 브라운과 함께 살던 메리 레커스틴(Mary 

103) 시골과 도시를 대비시키는 이 같은 주제는 19세기 빅토리안 시대에 자주 그려지던 것으로, 

농촌의 삶에 침범한 도시의 세력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Corn, 앞의 책, p. 80; 데니스는 시

골 여인이 안고 있는 살아있는 닭과 도시여인이 입고 있는 죽은 모피는 서로 대조를 이루며, 

우드가 도시의 공격으로부터 농촌을 지켜내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Dennis, 앞의 책, p. 78.

104) Graham, 앞의 책 p. 37.

105) 에드워드 로완은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미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28년부터 33년까지 시더 래피즈 리틀 갤러리의 디렉터로 활동했다. 



- 40 -

Lackersteen)으로 강한 남성성을 가진 여인이었다.106) 브라운과 레커스틴
은 회고록 전체에서 ‘메리와 나’ 또는 ‘우리’ 라는 말로 언제나 하나의 결
합체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서 흔치 않았던 여자 동성
애 커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드는 이 작품에서 남성인 로완을 여성으
로 표현하면서 남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여성 레커스틴을 함께 그려 넣었
던 것이다. 이처럼 성이 바뀐 두 남녀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도시와 시
골의 대비’라는 지방주의적 측면에서 해석되는 이 작품을 전혀 다른 맥락
에서 바라보게 한다. 우드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가 정의하는 고정된 성 
역할을 따르지 않는 두 인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질
문을 던지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보수적인 사회가 요구했던 남성상과 그에 부합하지 않는 성적 정체성
에 대한 우드의 고민은 일찍이 <우르르 몰려있는 버팔로(Buffalo 
Stampede)>(1923)[도 36]와 <인디언과 카우보이(Indian and 
Cowboy)>(1923)[도 37]와 같은 그의 드로잉 작품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르르 몰려있는 버팔로>는 길을 잃고 질주하는 버팔로
의 무리가 거리의 가로등과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
데, 여기서 우드는 버팔로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성과는 동떨어진 하이힐 모
양의 발굽을 그려 넣었다. <인디언과 카우보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헝겊인형을 훔쳐 달아나는 인디언을 쫓는 카우보이는 각진 턱과 두꺼운 
팔뚝을 가진 힘 있는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버팔로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지극히 여성스러운 하이힐을 신고 있다. 데니스는 “미개한 아이오와
(Savage Iowa)”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그려진 이들 작품에 우드 특유의 
온화한 풍자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서, 남성성과 대조되는 하이힐은 작가
의 유머감각이 잘 발휘된 요소로 해석하였다.107) 그러나 우드가 남성성과 

106) 우드의 친구였던 브라운은 우드의 작업실 1층에 살던 건물 관리인이었다. 그녀는 당시 메리 

레커스틴과 함께 살았다. Brown, 앞의 책, pp. 70-72. 

107) James M. Dennis, "Grant Wood Works on Paper: Cartooning One Way or the Other," 

Grant Wood’s Studio, 앞의 책, pp. 36-38. 그러나 이 작품을 데니스가 언급한대로 온화한 

유머, 풍자라고 보기에는 “미개한 아이오와”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비판적인 의도가 명백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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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작품에 재미를 부
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찍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과 성적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사이의 명백한 괴리감을 표현
하고자 했을 것이며, 이러한 그의 관심사는 이후 <평가>와 같은 작품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우드는 1938년, 사라와 이혼한 후 아이오와 시티(Iowa City)에서 많은 
동성 친구들과 친목 생활을 도모했다. 우드의 지인이었던 폴 영(Paul 
Young)은 당시 우드의 집에서 동성애자들의 파티가 열리곤 했다고 회상
했다.108) 우드의 동성애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동성애자 집
단 내에서는 그들만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에반스
에 따르면, 우드는 아이오와의 풍경을 그린 <스톤 시티(Stone 
City)>(1930)[도 38]와 같은 작품에서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은밀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의 오른
쪽 중앙에는 당시 매우 유명했던 담배 회사 체스터필드(Chesterfield)의 
광고판이 작은 크기로 그려져 있는데, 우드는 남자 모델을 그리면서 기존 
광고에는 없었던 빨간색 넥타이를 첨가시켰다[도 39].109) 
   빨간 넥타이는 70년대의 한 쪽 귀걸이와 같이 30년대 동안에 남자 동
성애자를 상징하는 요소였다.110) 시기마다 동성애 남성들 사이에는 잠재적
인 성적 파트너에게 힌트를 주기 위한 특정 옷차림이나 말투와 같은 그들
만의 “내부적 언어”가 있었는데, 그 중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신호로서 가
장 널리 퍼져있었던 것이 바로 빨간 넥타이였던 것이다.111) 작품 속에서 

108) 폴 영은 우드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갈 때마다 여자들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옷을 갖춰 입었다고 말했다. Evans, 앞의 책, p. 265. 저자의 인터뷰 내용은 p. 365의 주석 참

조. 

109) 또한 에반스는 우드가 원래의 광고에는 "It Satisfies"라고 쓰인 문구를 "They Satisfy"로 바

꾸고 남자 모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으로 변형시켰음에 주목하면서 이를 동성 간의 성

행위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위의 책, p. 136. 

110) George Chauncey, Gay New York: Gender, Urban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Gay Male World, 1890-1940 (New York: Harper Collins, 1994), pp. 3, 52. 

111) Jonathan Weinberg, Speaking for Vice: Homosexuality in the Art of Charles Demuth, 
Marsden Hartley, and the First American Avant-Garde (New York: Harper Collins, 

1994), pp. 32-33.  조나단 웨인버그는 양차 대전 사이의 미국 아방가르드 작가 데무스

(Charles Demuth, 1883-1935)와 하틀리(Marsden Hartley, 1877-1943)의 회화에 보이는 은



- 42 -

작은 크기로 숨겨져 있는 빨간 넥타이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우
드의 성적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우드에게 있어 빨간 넥타이는 
동성애자에게 적대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극적이게 
나마 선언하는 내부적인 언어였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우드의 컬렉터들 중 
상당수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동성애자들이었다.112) 이들이 우드의 작품을 
수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우드의 작품에 보
이는 동성애적인 요소와 억압된 성적 정체성은 같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개인적 갈등의 표현 

우드는 1935년에 자서전 『보헤미아에서 돌아옴: 화가의 이야기(Return 
from Bohemia: A Painter's Story)』를 출판하기로 계획한다.113) 자서전
의 제목이 암시하듯 우드는 지방주의 화가가 되기 전인 1920년대에 유럽
의 곳곳을 다니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 갈망했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파리 여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화가가 되는 것은 남자다운 것으로 여겨지
지 않았다. 그 때 나는 멘켄의 기사들을 읽으며 바이블 벨트를 떠나 자유
를 찾아 파리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114) 하지만 그

밀하게 감추어진 동성애에 초점을 둔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데무스와 하틀리가 당시 미국적 

미술을 표방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자로서의 불안한 위치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이들의 동성애가 특정 관객에게만 발견될 수 있도록 코드화되어 있다고 보았

다. 빨간 넥타이는 비록 이들의 미술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성애들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

진 ‘내부적 언어’였다. 

112) 우드의 작품을 수집했던 인물로는 영화배우였던 에드워드 로빈슨(Edward G. Robinson, 

1893-1973)과 캐서린 햅번(Katharine Hepburn, 1907-2003), 영화감독 조지 큐커(George 

Cukor, 1899-1983), 작곡가 콜 포터(Cole Porte, 1891-1964), 그리고 비평가 알렉산더 울코

트(Alexander Woollcott, 1887-1943) 등으로 이들은 모두 동성애자들이었다. Adams, 앞의 

글, p. 69.

113) Grant Wood, Return from Bohemia: A Painter's Story, Archives of American Art,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Real no. D24.

114) Richard Peters, "Grant Wood, Noted Artist, Foresees U. S. as World Art Center," 신

문이름확인불가 (2 January, 1940),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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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이 같은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이오와로 
돌아와 지방주의 미술의 철학이 담긴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같은 해에 완성된 작품 <보헤미아에서 돌아옴>[도 40]은 자서전의 표지를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우드가 유럽의 보헤미안으로부터 지방주의자로 다
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시골 농가의 마당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의 앞쪽 중앙에는 이젤을 펴고 그림을 그리는 우드의 모습이 묘사되
어 있으며, 그 뒤로는 다섯 명의 인물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 다양한 연령
대의 남녀로 구성된 이 인물들은 아이오와로 돌아온 우드를 환영하기 위
해 모인 친구 또는 이웃들로서, 우드의 미술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것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115) 하지
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인물들과 심각한 표정을 한 우드의 모습은 
대중 친화적인 지방주의 미술을 부각시키려는 자서전의 취지와는 사뭇 상
반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드는 1931년경 자화상을 구상하고 있
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앞으로 그릴 작품에 대해 “배경
에는 그림 그리고 있는 화가를 경멸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행인들을 그릴 
것”이라면서, 이들은 “내가 그것보다는 훨씬 잘 할 수 있겠다는 눈빛”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16) 우드가 이 시기에 구상했던 자화상이 <보
헤미아에서 돌아옴>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화가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로 이루어진 작품의 기본적인 구성은 어느 정
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애초에 계획했던 ‘경멸의 눈빛’ 대
신에 바닥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행인들을 그리면서, 이들이 마치 우드
와 그의 작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처럼 우드는 고향으
로 돌아온 것을 기념비적으로 표현한 자서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갈등의 
요소를 표지화에 포함시켰다. 이 작품에는 우드를 인정하지 않는 주변 인

115) Dennis, 앞의 책, p. 152; 콘은 이 작품이 대중에 가깝게 다가가는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품 속 화가와 배경의 인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복잡한 이미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Corn, 

앞의 책, p. 112.

116) Adeline Taylor, "First to Spurn All Foreign Influences, Adopt American Viewpoint," 

Cedar Rapids Gazette (January 25, 1931),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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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의 차가운 외면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드의 자서전은 ‘땅 그 자체(The Ground Itself)’ 라고 제목 붙여진 
Ⅰ장까지만 쓰였고 그 이후의 내용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Ⅰ장은 우드
가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오와의 농장에서 살았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시골 마을의 풍경과 농사일, 계절의 변화와 같은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
사하고 있다. 어린 우드의 눈에 비친 시골 생활의 활기는 「도시에 대한 반
란」에서 강조된 시골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우드
는 자서전을 통해 아이오와의 자연은 물론 주변 인물, 특히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유독 아버지에 대해 언급할 
때는 다소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불가사의함과 외로움은 어린 나에게도 느껴질 
정도였다.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분리의 느낌이
었다. 아버지의 이 같은 성격은 아마 그의 길고 엄격한 이마에 패인 깊
은 주름이나 근엄한 눈을 통해 드러났을 것이다. ... 그에게는 언제나 절
대로 굴복하지 않을 엄격함이 있었다. ...우리(가족)는 그를 사랑했고 존
경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아버지는 가장 위엄 있고 위풍당당한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
다. 나는 그의 판단에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그가 내리
는 벌에 대해 결코 분개하지도 않았다. 그는 나에게 아버지라기보다는 
신이었다.”117) (밑줄은 필자)

   우드의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던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자신의 말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던 그의 엄한 성격은 어린 우
드로 하여금 아버지가 아닌 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
으켰고, 결국 아버지를 자신과는 동떨어진 먼 존재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마을에서 남성성의 전형으로 여겨질 만큼 남자

117) Wood, Return from Bohemia: A Painter's Story,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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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웠던 우드의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나약하고 여자 같은 행동으로 
치부했다.118) 반면 우드는 아버지와는 달리 대화하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
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심지어 그의  
지인은 여성스럽고 나긋나긋한 우드의 말투를 자신감 있는 남성적인 목소
리로 바꿀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119) 어린 시절부터 유독 그림 그리는 것
을 좋아했던 내성적인 우드는 남성다움의 덕목을 가진 활동만을 가치 있
는 것으로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해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
이다. 
   1940년, 미국 엔비씨(NBC)의 “당신을 위한 미술(Art for your Sake)”
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우드의 삶에 대한 라디오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이 
드라마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격앙된 대
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아내에게 “나는 우드가 커서 화가가 되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진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란다.” 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120) 이와 같이 연출된 상황은 비록 우드가 직접 
쓴 대본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
과물일 것이다. 그림을 여성스러운 활동으로 비하했던 아버지의 편견은 우
드가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할 정도로 심리적인 갈등의 요소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드는 아내 사라에게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버지와의 고통스러운 관계”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121)

    우드는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라 알려진 모호
하고 감상적인 어떤 것이 아닌, 현실에서 오는 작가의 경험이라고 보았
다.122) 그는 특히 어린 시절 동안의 경험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118) 우드의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것과 소설 읽는 것을 여성적인 행동으로 본 반면, 과학과 역

사 등은 남성적인 덕목을 지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사실과 다른 허구의 소설

을 죄악으로 여겨 우드가 동화나 어린이 문학을 읽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Garwood, 앞

의 책, pp. 20-22.

119) 위의 책, pp. 54, 72. 

120) Park Rinard's Radio Play, Grant Wood, NBC Radio Art for your Sake (1940. 4. 27), 

AAA.

121) Evans, 앞의 책, p. 212.

122) Sue Taylor, "Grant Wood's Family Album," American Art, vol. 19, no. 2 (Summer, 

2005),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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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생각했다. 1940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와 인터뷰를 가졌던 우드는 “우리는 생애 처음 12년 동안의 시간들로 인
해 결정된다. ... 그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은 이 12년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10여년에 이르는 유년기의 경험
이 이후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다.123) 우
드가 열 살 때 그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작품의 표현 요소로 
중시했던 우드의 예술관을 토대로 볼 때, 이 시기에 느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이후 그의 작품에 영감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여동
생 낸에게 뮌헨에서 아이오와로 돌아온 후 자신의 경험을 작품에 표현하
기 시작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감정적인 측면”이 자
신의 작품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124) 
   우드의 작품에 새롭게 등장한 ‘감정적’인 요소는 그가 아이오와로 돌아
온 다음 해에 그린 <아메리칸 고딕>의 남자 주인공에게서 찾아볼 수 있
다. 유쾌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마키비는 자신을 모델로 하여 완성
된 그림 속 남성을 보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냉혹하리만큼 삭막하게 
묘사된 자신의 모습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이다.125) 우드는 <아메리칸 고
딕>의 남성에게 어린 시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위협적인 모습
을 투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품 속의 인물은 우드의 자서전에 
묘사된 비쩍 마른 체형에 단호해 보이는 각진 얼굴을 한 아버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우드가 아버지의 엄격한 성격이 드러나 있다고 보
았던 근엄한 눈과 긴 이마에 잡힌 깊은 주름 또한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41].126) 무엇보다도, 우드가 당시 마키비가 쓰고 있던 8각형의 안

123) “Artist Who Discovered America Finds Nothing Interesting About His Career," Los 
Angeles Times, 1 February, 1940, AAA.

124) John Zug, ed. This is Grant Wood Country (Davenport: Davenport Municipal Art 

Gallery, 1977), p. 16. 

125) 마키비는 작품이 발표된 후 5년 동안이나 자신이 작품 속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함구했다. 

그는 1935년에 자신이 우드를 위해 포즈를 취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품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Garwood, 앞의 책, pp. 121-122. 

126) Wood, 앞의 글,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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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테 대신에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둥근 모양의 철사 안경테를 그렸다는 
사실은 작품 속의 인물이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127) 사라 
역시 <아메리칸 고딕>의 “엄숙하고 수척하며 냉혹한” 얼굴을 한 남성이 
우드의 아버지를 표현한 것이며, 우드가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128) <아메리칸 고딕>
의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우드의 아버지를 표현한 것일 가능성은 이 작품
이 전형적인 미국인의 모습이 아닌, 갈등의 요소가 포함된 작가의 개인적
인 도상이라는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해준다. 실제로 우드는 작품 속 두 
인물이 자신의 가족 앨범에 있는 사진에서 온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129) 
   한편 우드는 1934년에 바르디스 피셔(Vardis Fisher, 1895-1968)의 
소설 『비극적인 삶 속에서(In Tragic Life)』의 표지에 실릴 작품을 제작하
게 된다.130) 이 소설은 주인공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심리적인 고통과 악몽 
같은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우드가 그린 표지화에는 금
발의 주인공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함께 그가 겪
는 각종 악몽이 묘사되어 있다[도 42]. 어두운 공간에 부유하는 겁에 질린 
얼굴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물 등은 함께 뒤엉켜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
를 만들어낸다. 그 중앙에는 얼굴만 따로 떨어져 나온 주인공의 부모님이 
가장 큰 비중으로 그려져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아메리칸 고딕>의 
두 인물과 매우 닮아 있다.131) 먼 곳을 응시한 채 시선을 회피하는 여인의 

127) 우드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안경테는 아이오와에 위치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우드는 

뮌헨에서 돌아온 후 이와 같은 디자인의 안경을 주문하기도 했다. Evans, 앞의 책, p. 96.

128) 위의 책, p. 212. 우드가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은 그가 어머니의 무덤이 아버지 옆에 

놓이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1935년 우드의 어머니가 사망하

고 가족들은 그녀를 아버지의 무덤 옆에 안치하고자 했으나 우드는 이를 결사반대했다. 

Garwood, 앞의 책, p. 198.

129) “Grant Wood Denies Reputation as Glamour Boy of Painters," Los Angeles Times, 
February 19, 1940. 

130) Vardis Fisher, In Tragic Life (New York: Doubleday, Doran and Co., 1932).

131) 에반스는 표지 속 여인이 <아메리칸 고딕>의 인물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비극적인 삶 속에서』는 분열된 성격과 직업적인 소명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

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다룬 심리학적 소설이다. 에반스는 시골을 성장 배경으로 하고 성적, 심

리적으로 고통 받는 주인공이 우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가 주인공 캐릭터에 친

밀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우드가 소설의 표지화를 통해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피셔의 소설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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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에 가득한 표정과 강한 성격이 엿보이는 근엄한 남성의 얼굴은 우드
가 <아메리칸 고딕>에서 묘사한 인물들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드의 가족 앨범으로부터 온 <아메리칸 고딕>의 두 인물이 
4년 후, 악몽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소설 속 주인공의 부모님으로 재현되
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메리칸 고딕>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을 표
현하고자 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1964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막스 러너(Max Lerner, 1902-1992)는 
<아메리칸 고딕>에 표현된 돌처럼 차가운 두 인물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외부적인 폭압과 내부적인 억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았다.132) 이 
같은 의견은 단순히 작품을 보고 느낀 인상에 불과하지만, 애국심을 고취
시키는 이미지로 각인되어온 <아메리칸 고딕>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바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1930년의 한 
신문기사 역시 이 작품을 우드의 개인적인 측면과 연관시켜 보았다. “아메
리칸 고딕”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이 기사는 작품 속의 두 인물이 우드가 
느꼈던 예술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자 했을 
것이라 말한다. 이들은 우드가 어릴 때부터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133) 
   이처럼 <아메리칸 고딕>이 개인적인 억압과 고통을 담고 있다고 느껴
지는 이유는 두 주인공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은 우드의 가족 앨범에 존재했던 실제 인
물이었던 만큼, 지방주의 원칙에 상응하는 우드의 다른 작품 속의 인물들
과는 달리 매우 개별화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시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 작품 <우유 짜는 소년(Boy 
Milking Cow)>(1932)[도 43]과 <농부의 아내와 닭(Farmer's Wife With 
Chickens)>(1932)[도 44],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다. Evans, 앞의 책, pp. 228-230.

132) Max Lerner, America as a Civiliza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7), p. 

152.

133) Walter Prichard Eaton, "American Gothic," Boston Herald, November 14, 1930. 

DeLong, 앞의 책. p. 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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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을 그린 <바느질하는 할머니(Grandma Mending)>(1935)[도 45]와 
<팝콘 먹는 할아버지(Grandpa Eating Popcorn)>(1935)[도 46]와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오와의 순박한 인물들은 작가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개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우유 짜는 소
년>과 <농부의 아내와 닭>의 여인은 커다란 눈과 표정 없는 얼굴을 가진 
획일화된 모습으로,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또한 <바느질 하는 할머
니>와 <팝콘 먹는 할아버지>의 경우, 인물의 얼굴보다는 이들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아메리칸 고딕>의 인물들은 특정 인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
적인 묘사를 보여준다. 물론 작품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인물은 낸과 마키
비였다. 하지만 우드는 세련된 낸을 구식의 옛날 여성으로, 밝은 성격의 
마키비를 고지식한 남성으로 바꾸어 앨범에서 보았던 그의 가족을 표현하
고자 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드가 가한 변형은 그가 새롭게 염두에 두기 
시작했던 개인적인 경험과 이로 인한 감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다. 
   우드의 작품에 대한 해석은 지방주의 미술가로서 보여주었던 그의 대
외적인 이미지에 상당부분 의존해왔다. 우드의 1930년대 작품들은 미술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시대적 분위기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
되면서, 그를 대표하는 <아메리칸 고딕>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징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메리칸 고딕>은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전역을 비
롯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후 수많은 패러디 작품들이  양산되었
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양차 대전 사이 미국 사회의 고립주의적 정신을 
상징하는 “지방주의의 화신”으로서 큰 유명세를 누려오고 있다.134) 그러나 
<아메리칸 고딕>을 둘러싼 대중적인 인기는 작품을 단순히 이슈화시키게 
되었고,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 전체를 단순히 미국적 소재의 차원에서 바
라보게 만들면서 깊이 있는 해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드의 미술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을 정의내리고자 하는 기존의 일차적인 

134) Taylor, 앞의 글,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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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작품에 대한 우드의 ‘개인적인 의도’에까지 도달하게 하지는 못했
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은 대체로 작품이 
표현하는 ‘미국성’에 초점을 둔 채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작가의 개인적인 
측면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아메리칸 고딕>을 비
롯한 우드의 지방주의적 작품들을 작가의 심리적 갈등을 토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지방주의 미술을 해석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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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에 대한 재고

1. 유럽 미술의 양식적 영향

미술사학자 젠슨(H. W. Janson)은 1942년 우드의 회고전 이후, 지방주의 
운동과 우드의 작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음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지
방주의에 대한 옹호자는 미국 미술가가 외국의 ‘주의(ism)’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하며, 그의 작품은 특정 지역의 전형적인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로 일컬어지
는 지방주의에 대한 반대 진영은 미술이 특정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
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두 진영의 이 같은 입장 차
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했던 것은 지방주의가 유럽의 영
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국가적 움직임이었다는 점이다.135) 작가들 역시 
그들이 표방한 지방주의 사조가 유럽 미술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을 기본
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벤튼은 자신을 비롯한 우드와 커리가 1930년대 
동안 외부 미술의 양식에서 벗어나 나라를 위한 독립적 미술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했다.136) 「도시에 대한 반란」 역시 미국 미술이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방주의 
미술이 진정으로 미국적이기 위해서는 수입된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드는 선언문 이전에도 이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것이 유럽에 종속”되어 있다면서, 미술
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에 의존하고자 하는 오랜 
식민주의적 사고”라고 언급했다.137) 

135) H. W. Janson,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Regionalism," College Art Journal, vol. 

2, no. 4 (May, 1943), pp. 110-115. 

136) Benton, 앞의 책, p. 315.

137) Kenneth Goldberg, "The Painting of Grant Wood," (Master's Degree Dissertation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72), Archives of America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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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시 지방주의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우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방주의 작품들은 유럽의 여러 양식들과 깊은 연관 관계
를 가진다. 우드는 1920년대에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에 프랑스의 미술학
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대가들의 회화를 연구했으며,138) 1926년 여름에
는 프랑스의 경치를 그린 인상주의 회화 작품 47점을 선보이는 화가로서
의 첫 번째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던 우드의 친구 
쉬러는 평소에 말수가 거의 없던 우드가 전시에 대해 말할 때는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139) 이처럼 우드는 1920
년대 동안에 인상주의 화법을 열정적으로 익히고자 했으며 이 시기 대부
분의 그의 작품들은 <파리 볼로뉴의 대폭포(The Grand Cascade Bois 
de Bologne, Paris)>(1923)[도 47]와 <샹슬라드 소성당(The Little 
Chapel Chancelade)>(1926)[도 48]과 같은 인상주의 풍경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배척해야 할 대상이었던 유럽미술의 영향력
은 우드의 미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1942년
에 열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회고전은 우드가 미국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잘 표현한 화가였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인상주의 작품들은 모두 
제외시켰던 것이다.140) 
   1920년대에 우드가 접했던 인상주의 양식이 그의 미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미술사학자 브래디 로버
츠(Brady M. Roberts)는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와 같은 초기 프랑스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 38.

138) 우드는 1920년에 처음으로 파리를 방문한 후 두 번의 여행을 더 가졌다. 그는 외국 학생들

을 위한 미술학교였던 파리 줄리앙 아카데미(Académie Julian)에서 공부한 14개월 동안 인상

주의 회화에 심취해 있었다. 우드는 비가 오는 날에도 인상주의 화법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열

의를 보였으며,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파리에서의 시간은 정말 꿈과 같았다”고 회상하며 아쉬

워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시더 래피즈의 지역 화가이자 친구였던 마빈 콘(Marvine Cone)과 

동행하였으며, 파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가족들에게 쓴 엽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여행을 즐

기고 있는지에 대해 썼다. Brandy M. Robert, James M. Dennis, James S. Horns, and 

Helen Mar Parkin, Grant Wood, An American Master Revealed, pp. 1-2.

139) 전시는 파리 중심에 위치한 작지만 명성 있는 카르민 갤러리(Galerie Carmine)에서 열렸다. 

Shirer, 앞의 책, pp. 188-189.

140) 당시 자국의 독립적인 전통을 강조해온 미국 미술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틀에 갇혀 주변 

세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Art Institute 

of Chicago,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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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 양식이 이후 작가의 양식에 지속적으로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를 발표했는데, 특히 조르주 쇠라(Georges-Pierre Seurat, 1859-1891)와
의 양식적 유사성은 우드의 1930년대 지방주의 작품들에까지 이어지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버츠에 따르면,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
요일(Un Dimanche à la Grande Jatte)>(1884-1886)[도 49]과 같은 작
품은 우드의 대표적인 지방주의 작품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식
사>(1934)[도 7] 에 양식적인 근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식사>에는 붓질의 흔적을 최소화한 부드러
운 점묘법과 기하학적 형태의 인물들을 그 특징으로 하는 쇠라의 신인상
주의 양식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도 50]. 작품에 보이는 정확한 윤곽
선과 가로, 세로의 선이 강조된 계산된 구도 역시 <그랑자트 섬의 일요
일>과 매우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141) 다양한 색상들을 섬세하게 
혼합하는 쇠라의 점묘법은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식사> 뿐만 아니
라 이후 수많은 붓 터치가 겹쳐지는 <메인 스트리트> 삽화들[도 21-23]과 
작가의 <자화상(Self Portrait)>(1932)[도 5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드
의 작품에 보이는 이 같은 미묘한 색상의 혼합은 비록 쇠라가 보여준 화
려한 보색 대비의 효과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계열의 색상들을 부드럽게 
혼합시킨 색의 배합은 쇠라의 점묘법 양식을 아이오와의 자연에 적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양식의 근원은 15, 
16세기의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8년 메모리얼 창
문의 제작을 위해 수개월 동안 뮌헨에 머물렀던 우드는 이곳의 주요 미술
관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Museum)에 자주 방문하여 한스 멤

141) 1913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미술학교(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의 학

생이었던 우드는 같은 해 열린 국제현대미술전 아모리 쇼(The Armory Show)를 통해 일찍이 

쇠라의 작품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드는 파리의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당시 

쇠라를 비롯한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보다 확실한 근

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을 소장하고 있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1926년,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을 사들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시카고를 자주 여행한 

우드는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을 자주 방문했는데, 이 시기 그가 이 작품을 여러 번 접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Roberts, 앞의 글, Brandy M. Robert, James M. Dennis, 

James S. Horns, and Helen Mar Parkin, 앞의 책, p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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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Hans Memling, 1430-1494)과 같은 북유럽 르네상스 대가의 작품을 
접하면서 새로운 양식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142) 우드의 친구 브라운 역
시 그가 뮌헨의 미술관에서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북유럽 회화의 세부적
인 묘사 양식을 연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143) 사실 우드는 뮌헨을 방문
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여동생 낸에게 오래 전부터 멤링을 존경해 왔으며 그의 화풍
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144) 자신이 좋아
하는 회화 양식을 뮌헨에서 직접 접하고 돌아온 우드는 그동안 심취해 있
었던 인상주의 화법과는 확연히 다른, 급격히 변화된 양식을 구사하기 시
작했다. 
   아이오와로 돌아온 후 우드의 미술은 인상주의 회화의 진동하는 붓질
로부터 보다 정리된 구성과 장식적인 묘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뮌헨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린 <스톤 시티>(1930)[도 38]는 완만하게 
흐르는 언덕의 표현과 강을 기준으로 나뉘는 구성 등에서 멤링의 <성모의 
일곱 가지 기쁨(The Seven Joys of the Virgin)>(1480)[도 52]의 풍경과 
매우 흡사하다.145) 이 시기에 접한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의 장식적인 세부 
묘사와 부드러운 표면처리, 그리고 풍부한 색채효과와 같은 양식적 특징은 
이후 그의 지방주의 미술을 특징짓는 전형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
다. 
   미술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주변의 것들, 즉 유럽과는 다른 미국적
인 ‘소재’를 작품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은 정
작 수입된 ‘양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듯 보인다. 이는 지방주의 미술이 미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
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지극히 주제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있었

142) Milosch, 앞의 글, Christian Fuhrmeister, Hubertus Kohle, Veerle Thielemans ed., 앞의 

책, p. 252. 

143) 우드는 1920년대에 유럽의 여러 미술관에서 이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를 비롯한 플랑드르 작가들의 작품을 접했다. Brown, 앞의 책, p. 16.

144) Graham, 앞의 책, p. 67.

145) Milosch, 앞의 글, Christian Fuhrmeister, Hubertus Kohle, Veerle Thielemans ed., 앞의 

책, pp.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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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드의 지방주의는 유럽의 여러 
미술 사조들 즉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북유럽 르네상스의 양식을 수용
하고 이들을 절충시킨 일종의 새로운 ‘양식적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외
국의 ‘주의’로부터 벗어난 미국의 독립성을 주장했던 우드의 지방주의 미
술이 사실은 유럽의 다양한 양식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은 그가 주장한 지방주의 미술이 가졌던 근본적인 모순점을 보여준다. 

2. 지방주의 미술로의 전환

1920년대 후반 인상주의 회화에 몰두하고 있었던 우드는 돌연 자신의 고
향 아이오와에 정착할 것을 결심했다. 그는 1926년 파리에서의 개인전을 
막 끝냈을 무렵에 매우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었는데, 당시 함께 머물고 
있던 친구 쉬러에게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그린 파리의 풍경들은 프랑스 인상주의자들이 이미 그렸던 것이며 그들이 
나보다 백배는 더 잘 그린다.” 라고 말하면서 인상주의 화법에 대한 회의
를 느끼고 있음을 고백했다. 쉬러는 당시 우드가 자신의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하면서, 우드가 그에게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나는 파리에 머무는 동안 아이오와에 갈 때마다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
나 추하다고 생각했다. 그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파리로 돌아가 그릴 
것을 찾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내 스스로
에 대해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나의 집, 아이오와이다. 
아나모사(Anamosa)의 농장과 우유 짜기, 시더 래피즈, 전형적인 작은 
마을, 모든 평범한 것들, 이웃들, 조용한 거리, 판잣집, 바짝 말라붙은 
삶, 위선적인 말투, 어리석은 후원자, 가난...빌어먹을 문화.. 그 밖에 여
러 가지. ..146) (밑줄은 필자)

146) Shirer, 앞의 책,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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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는 개인전이 끝난 후 인상주의 화법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서 자
신이 가장 잘 아는 고향 아이오와에서 그림의 소재를 찾기로 결심했다. 열
정적으로 임했던 개인전이 막 끝났을 무렵에 일어난 그의 갑작스러운 심
경 변화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시기 우드가 아이오와에 정착하
기로 결심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화가로서 가졌던 첫 번째 개인전이 그
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드의 
전시는 비평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작품 역시 거의 팔리지 않았다. 6
년 전 파리에 처음 왔을 때부터 고대해왔던, 야심차게 준비한 전시가 실패
로 끝난 것은 우드 스스로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 계기
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결국 아이오와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주변에서 작
품의 소재를 찾을 것이라 결심했다. 하지만 자기 체념에 가까운 그의 어조
는 「도시에 대한 반란」에서 보여준 낙관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
다. 실제로 우드는 쉬러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내내 “젠장, 빌어먹을”
과 같은 비속어를 끊임없이 남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작
품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나는 집으로 영영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소와 헛간, 옥수
수 밭, ..앞치마를 한 여자와 농부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 쪼들린 얼굴들
을 그릴 것이다....이건 싱클레어 루이스가 『메인 스트리트』와 『배빗
(Babbitt)』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림에서도 이걸 할 수 있겠지!”147) 

우드는 변화될 자신의 미술을 루이스의 소설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지방주의 미술이 그 시작부터 루이스가 소설을 통해 보여준 것
과 같은 비판의식을 토대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파리에서의 
개인전 시기 동안에 새로운 작품세계에 대해 구상하게 된 것은 자신이 열
중했던 인상주의 양식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
다. 만약 우드의 파리 개인전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고 비평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면, 그는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지방주의 미술에 

147) 위의 책,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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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자신이 그리고자 결심한 
“앞치마를 한 여자와 농부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 주인공을 내세운 <아메
리칸 고딕>은 작가의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되면서, 그를 미국을 대
표하는 화가의 반열에 올려주었던 것이다. 이후 우드가 미국의 가치를 대
변하는 지방주의자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이오와로 돌아온 우드는 1927년 시더 래피즈 시로부터 메모리얼 창
문을 위한 작품을 의뢰받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뮌헨으로 떠나 1929년
에 다시 아이오와로 돌아왔다.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중서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무렵 우드가 접했던 것은 그가 
뮌헨에 머물러 있을 당시 이미 독일 미술계에 널리 전파되어 있었던 동시
대 ‘신즉물주의(Neue Sachlichkeit)’ 미술이었다. 신즉물주의는 1923년, 
만하임(Mannheim)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신즉물주의: 표현주의 이후의 
독일 회화》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화
가는 오토 딕스(Otto Dix, 1891-1969), 크리스티안 샤드(Christian 
Schad, 1894-1982), 막스 베크만(Max Beckmann, 1884-1950), 게오르
게 그로츠George Grosz, 1893-1959)와 같은, 우드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작가들이었다. 신즉물주의는 모더니즘 미술의 추상성을 거부하고 사실주의 
양식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움직임으로 프랑스 미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자 한 국가적인 성격의 운동이었다. 
   신즉물주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큐비즘(Cubism)의 추상적인 구성과 
인상주의의 규칙 없는 감정 표출, 그리고 독일 표현주의 미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구상주의 회화로 복귀하고자 했던 이들은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묘사를 보여주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를 강조한 엄격한 구성을 
따르고자 했다.148) 우드의 지방주의에 영향을 준 신즉물주의 미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이 양식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 우드는 일찍
이 그의 지인들에게 멤링을 비롯한 북유럽 회화에 대한 애정을 밝힌 바 

148) Werner Haftmann, Painting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Praeger, 1965),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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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신즉물주의 양식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관
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사실주의적 묘사와 명료한 색채, 균형 잡힌 구성을 보이는 신즉물주의와 
우드의 양식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해 주목해왔다.149) 하지만 우드
의 미술과 신즉물주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
는 것은 신즉물주의의 이면에 자리하던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
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Die Republik von Weimar) 
시대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등장한 신즉물주의는 실재와 
유리된 추상미술에서 벗어나 주어진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신즉물주의 작가들은 우드의 지방주의가 미국 중서부의 모습을 기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그들이 속한 독일 바이마르 지방 특유의 분위기를 
포착해냈다. 하지만 지방주의 미술가들이 미국적인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자 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인간의 어두운 심리묘사에 
주력하고자 했다. 두 운동이 표방하고자 한 가치가 이처럼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드는 신즉물주의 작가들이 드러낸 비판의식과 풍자적인 화풍
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드의 <혁명의 딸들>[도 18]은 
특정 계층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지는 오토 딕스의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The Skat Players)>(1920)[도 53]과 같은 작품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
았을 가능성이 있다. 딕스는 탁자로 표현된 의족 다리를 한 인물들이 카드
를 들고 있는 손을 마치 발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우드가 <혁명의 
딸들>에서 찻잔을 들고 있는 여인들의 손을 앙상한 새의 발과 같이 기괴
하게 표현한 것과 매우 유사한 풍자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49) 이들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는 젠슨이다. 그는 “지방주의의 국제적 면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뮌헨에서 돌아온 후 변화된 우드의 양식이 신즉물주의 미술과의 명백한 유

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Janson, 앞의 글, pp. 110-115; 비교적 최근 이들 양식간

의 유사성에 관련한 연구로는 브래디 로버츠의 것을 들 수 있다. Roberts, 앞의 글, Brandy 

M. Robert, James M. Dennis, James S. Horns, and Helen Mar Parkin, 앞의 책, pp. 

19-27; 반면 완다 콘은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신즉물주의가 우드의 양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Corn, 앞의 책, p. 30. 



- 59 -

   한편 신즉물주의 작가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정신적인 고통은 우드의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드의 <자화상>(1932-1941)[도 51]은 분리
와 소외의 감정을 표현한 샤드의 <자화상(Self Portrait)>(1927)[도 54]이
나 적대감이 가득한 눈빛이 두드러지는 딕스의 <이젤이 있는 자화상(Self 
Portrait with Easel)>(1926)[도 55]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드의 자화상은 “중서부의 화가로서 새롭게 찾은 정체성”이 드
러난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되었다. 젊은 시절 우드는 사람들을 잘 쳐다
보지 못할 정도로 수줍음을 타던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지방주의자로 새
롭게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자신감을 자화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다.150) 하지만 작품에 보이는 무표정하고 냉소적인 모습의 우드는 자신
감이 아닌 공격적인 눈빛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같은 표정은 오히려 딕스
의 자화상에 표현된 날카로운 적대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즉물주의 미술에 표현된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비판의식과 
냉소, 혐오감은 우드에게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으로 간주되
어왔다. 미술사학자 드롱은 다른 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우드와 신즉물주
의 미술 사이의 “사회적 논의의 측면”에 대해 주목했는데, 우드의 작품에
는 신즉물주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증오, 그리고 공포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롱에 따르면 우드는 그가 속한 “사회의 일부” 이
자 “모범적인 본보기”로 여겨졌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자 한 신즉물주의 작가들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긍
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151)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드가 지니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인식은 루이스의 소설만큼이
나 신랄한 비판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던 성적 소수자였다. 그의 미술을 지
지하던 크레이븐과 벤튼까지도 동성애를 혐오하는 입장을 보였던 상황에
서 우드가 가졌을 법한 공포와 두려움은 어쩌면 신즉물주의 작가들이 가
졌던 감정보다 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드는 당시 자신이 구

150) Corn, 앞의 책, p. 126. 

151) DeLong, 앞의 책,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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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던 새로운 미술에 있어서 이들이 보여준 비판의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신즉물주의 미술에서 우드가 받아들이고자 한 
것은 양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의식적인 측면도 함께였던 것이
다. 

3. 지방주의의 전략 

193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방주의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인물은 저널리스트에서 아트 딜러로 전향한 메이
나드 워커(Maynard Walker)였다. 그는 1933년 캔자스시티 아트 인스티
튜트(Kansas City Art Institute)에서 ≪휘슬러 이후의 미국회화
(American Painting Since Whistler)≫ 전을 열었는데, 총 35작품 중의 
상당수가 우드의 작품이었다. 워커는 이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우드와 커
리, 벤튼의 작품을 함께 전시했다. 미국적인 미술을 강조한 워커의 전시는 
당시 컬렉터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았고 이들 세 사람은 전시 이후 
지방주의 미술의 ‘빅 쓰리(big three)’로 불리면서 일약 스타작가로 부상
했다.152) 전시 이후 워커는 미술잡지와 신문 등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사실적인 미술이 “미국의 토양으로부터 나온 참된 미술”이며 결국 미국 
미술의 미래가 될 것이라 단언하였다. 또한 그는 “만약 컬렉터와 미술관이 
이들의 미술을 지지한다면, 미국은 곧 토착적인 미술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지방주의 미술에 대한 후원이 곧 미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것
임을 강조했다.153)     
   그 다음 해에 지방주의 미술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지 『타임』지의 크
리스마스 특집호에 실리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타임』지에서 미술 사조를 

152) 워커의 갤러리는 이 전시로 인해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Evans, 

앞의 책, pp. 167-169.

153) Thomas Hoving, American Gothic: The Biography of Grant Wood's American 
Masterpiece (New York: Chamberlain Bros, 2005), pp. 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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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소개한 것은 지방주의가 최초였다. 매년 크리스마스 특집호마
다 애국적이거나 종교적인 내용의 기사를 싣고자 한 『타임』지는 우드를 
충실한 지방주의자로 소개하면서 그가 미술을 통해 애국적 가치를 고취시
키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워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메리칸 고딕>의 성
공, 그리고 『타임』지 기사 이후 그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에 힘입은 우드는 
미국 전역으로부터 강의를 의뢰받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선언문 「도시에 
대한 반란」을 바탕으로 지방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우드는 이 시기동
안 강의와 인터뷰 등을 통해 중서부 시골 출신의 지방주의 화가로서 자신
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실제로 그는 미술계를 비롯한 대중들 사
이에서 언제나 농부의 작업복을 입은 화가로 인식되었으며, 시골의 가치를 
찬양하는 애국적인 인물로 다루어졌다.154) 
   하지만 우드에 관한 이 같은 대외적인 이미지는 그의 일부 작품에 표
현된 비판적 메시지와는 명백한 괴리감을 보여준다. 특히 우드가 『메인 스
트리트』의 열렬한 팬이었고 소설의 삽화를 그린 사실은 단순히 지방주의
의 영역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반란」에 쓰인 지방주의의 개
념과는 전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에 대
한 반란」에는 미국의 작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도렌(Van Doren, 
1885-1950)이 『메인 스트리트』에 대해 평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도렌은 『메인 스트리트』에 대해 “마을에 대한 반란(The revolt of the 
village)”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와 같은 소설은 시골을 경멸하며 도시
로 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 문
화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회화는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
고, 도시로부터 후퇴하여 시골의 삶으로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155) (밑줄은 필자)

154) 우드는 인터뷰를 위한 사진을 찍을 때나 작품을 제작할 때 작업복을 즐겨 입고는 했다. 그

가 입었던 작업복은 당시 중서부 지역의 농부와 산업노동자들이 즐겨 입었던 일종의 유니폼으

로 시골 마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던 의상이었다. Ruth Pickering, "Grant Wood, Painter 

in Overalls," North American Review (September, 1935), pp. 271-277.

155) Czestochowski, 앞의 책,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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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루이스는 소설 전반에 걸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시야가 좁
고 독선적인 인물들의 편협성을 풍자하며, 무엇보다 시골에서의 삶에 대해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 단적인 예로 그는 소설 속에서 
“미국 마을의 열의 아홉은 너무도 닮아 있어서 그 곳들을 여기 저기 돌아
다니는 것은 끔찍하게 지루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156) 선언문을 통해 
그토록 강조된 시골에 대한 예찬은 그 다음해에 우드가 그린 삽화들로 인
해 맥없이 무너져 내린다. 이와 같은 모순은 우드가 주장했던  지방주의 
미술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도시에 대한 반란」을 통해 내세운 지방주
의 미술의 원칙이 결국 작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메인 
스트리트>를 비롯한 그의 풍자적 작품들이 왜 그토록 선언문의 내용과 상
충되는지를 납득하게 해 준다. 우드가 일찍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을 옹호하는 비평가들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드가 비록 1920년대 동안 유럽 여행
을 자주 했으며 아이오와를 보수적인 곳으로 여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지방주의의 주창자가 되면서 새로운 곳에 대한 동경이 
줄어들고 점차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게 되었음을 강조한다.157) 일례
로 크레이븐의 경우, 우드가 처음에는 멘켄의 영향을 받으며 중서부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아
름다움을 발견하는 정직한 미술가로 발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58) 이처
럼 우드가 가졌던 고향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은 본인은 물론, 비평가들에
게 있어 단지 과거형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156) Lewis, 앞의 책, p. 268.

157) 드롱은 우드가 1920년대에 아이오와에 대해 가졌던 적대감이 1930년대 그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고 본다. 첫째는 유명해지면서 온 세상이 그를 주목하게 된 

것, 둘째는 나라 곳곳에서의 강의와 전시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 셋째는 아이오와 대학교의 미

대 교수로 부임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DeLong, 앞의 책 p. 106; 콘 또한, 우드는 루이스가 

중서부에 대해 가졌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루이스는 작은 마을에 

대해 저항했던 세대에 속했지만 우드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삶

을 살았다는 것이다. Corn. 앞의 책, p. 114.

158) Thomas Craven, "Grant Wood," Scribner's Magazine, vol. CI, no. 6 (June, 1937), pp. 

16-22. DeLong, 앞의 책, p. 2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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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드는 1935년 「도시에 대한 반란」을 발표한 후, 신문과 잡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주의 화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같
은 해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과의 인터뷰에서 우드는 과거 
20년 동안 “예술가인 척하는(arty) 주제”를 찾아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
만,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재회하게 되었다면서, 당시 “어머니
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본 순간 화가로서의 임무에 대해 깨달았다”고 말
했다.159) 아이오와로 돌아온 직후에 그린 어머니의 초상 <여인과 식물
(Woman with Plants)>(1929)[도 56]에서 우드는 자신이 인터뷰에서 언급
한대로 앞치마를 입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가장자리에 지그재그
의 납작한 끈이 장식된 이 앞치마는 중서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
던 의상으로 당시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우드는 다음 해 <아
메리칸 고딕>에서도 이와 같은 디자인의 앞치마를 그렸는데, 낸은 우드가 
<아메리칸 고딕>을 구상하면서 자신에게 “더 이상 가게에서 살 수도 없는 
오래된 앞치마를 만들라고 주문”했으며 어머니의  드레스를 이용해서 이
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160) 그녀의 말대로라면 1929년에 어머니가 입고 
있었다던 앞치마는 우드가 <여인과 식물>을 그릴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도시에 대한 반란」이 출판된 1935년
에 가진 인터뷰에서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어머니의 앞치
마를 상징적으로 언급한 것은 자신이 고향으로 귀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계획된 설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애초에 우드가 이미 구식이 된 앞치
마를 그리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중서부 인의 보수성에 대한 풍자적 메시
지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우드는 그 다음해인 1936년에 가졌던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Tribune)』과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159) Katherine Kelley, "Paint America in Grant Wood's Plea to Artists," Chicago Tribune, 

5 April 1935, AAA. 

160) Graham, 앞의 책,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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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파리에서 몇 년간 살면서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수염을 기르며 미
술학교를 다녔고, 중서부는 황량한 곳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동안 나에게 왔던 모든 좋은 미적 영감들이 사실은 내가 우유를 
짜고 있는 동안에 생겨났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오와로 돌아왔
다.161) 

자신이 지방주의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의 인터
뷰는, 10살의 나이에 농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았던 우드가 우유를 짜면서 
미적 영감을 떠올릴 수 있었던 기회가 과연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의구심
을 들게 한다. 사실상 우드는 아내 사라에게 농장 일을 혐오할 정도로 싫
어했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다. 어린 시절 우드는 방과 후 이웃의 농장 
일을 도와야 했는데, 이때 우드가 한 일은 우유 짜기, 가축 사료주기, 달
걀 모으기와 같은 것이었다. 당시 우드는 이 같은 일들을 하면서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 우드는 사라에게 “소에 기댄 채로 우유를 짜고 나면 
모욕당하고 더러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으며,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달걀의 느낌과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름 냄새를 얼마나 몸서리
치게 싫어했는지에 대해 말했다.162)

   우드는 1901년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이사한 후 줄곧 도시에서 생활했
고, 1920년대에는 몇 차례의 유럽 여행을 통해 인상주의 화법을 연구했
다. 1930년 <아메리칸 고딕>을 시작으로 지방주의적인 작품을 그리기 시
작한 그가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농장 일을 하는 동안에 미적 영감을 
떠올렸다는 것은 지방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
한 의도적 발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머니
의 앞치마를 상징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활동 당시 우드는 자신의 미술이 자생적인 지방주의 양식임을 강조했
으며 동시대 독일 미술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163) 그럼에도 불구

161) “Iowa Cows Give Grant Wood His Best Thoughts", New York Herald Tribune, 

January 23, 1936.

162) Evans, 앞의 책, p. 212.

163) Milosch, 앞의 글, Christian Fuhrmeister, Hubertus Kohle, Veerle Thielemans ed.,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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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우드의 ‘미적 영감’은 중서부의 전통의상이나 농장일이 아니라 1928
년에 접한 독일 미술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
인다. 우드는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그림의 소재를 찾고 그 속에서 비판적
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즉물주의 미술을 자신에게 적합한 사조로서 받아
들였을 것이다. 
   실패로 끝난 파리 개인전이 우드가 새로운 미술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무렵에 접한 독일 미술이 그의 지방주의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드는 ‘미국의 토양에서 자라난’ 진정한 
지방주의 미술가로 간주되었다. 비평가들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지방주
의 화가들 가운데 우드만이 지방주의 미술의 원칙을 세우고자 했으며, “시
골생활을 이상화시키는 것이 진정 토착적인 미술”이라는 그의 입장을 분
명히 표현했다고 보았다.164) 하지만 대표적인 지방주의 화가로서 승승장구
하던 우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는 1940년에서 
41년에 이르기까지 교수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동료 교
수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같은 갈등은 우드가 정식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그의 이론에 대한 불신과 같은 ‘교육적 측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소문 
때문이었다.165) 1940년, 우드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쓰기도 했다.166) 그는 자신이 받은 상
처에 대한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시기상 우드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소문’과 그로 인한 동료교수들과의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드는 1941년에 다시 복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기 췌장암 판정
을 받게 된다. 다음해 그는 암으로 투병 중이던 병실에 찾아온 벤튼에게, 
“병이 나으면 이름을 바꾸고 아무도 그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해

책, p. 258.

164) Dennis, 앞의 책, p. 143.

165) 이 같은 사실은 2005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Kinsey, 앞의 글, Jane C. 

Milosch ed., 앞의 책, pp. 27-29; 1940년에서 41년 사이에 우드가 겪었던 갈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R. Trip. Evans, "Departmental Gothic: Grant Wood at the U. of Iowa,"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57, issue 8 (10. 15. 2010) 참조. 

166) Brown, 앞의 책,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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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미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167) 
우드는 죽기 직전 그동안 자신이 해오던 미술과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이 시기 우드는 지방주의 미술의 주
창자로서의 대외적인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1977년, 우드의 친구는 그에 대해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드는 재능 있는, 훌륭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는 다소 복잡한 사람이었
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밝고 평범한 이미지는 힘든 삶을 숨기는 역할을 
했다.”168) (밑줄은 필자)

   우드는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
고 지방주의 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을 것이다. PWAP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프로젝트는 우드 스스로에게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을 것이며,169) <아메리칸 고딕>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1930년대 지방주의 미술은 화가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낭만적인 시골의 풍경과 농촌을 기반으로 한 미국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표되는 우드의 지방주의는 대공황이라는 어두운 시
대적 상황과 작가 자신이 만들어낸 대외적인 이미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지방주의라는 표면적인 사조가 아닌 비판의식과 성적 정체성, 그리고 심리
적 갈등과 같은 개인적인 잣대로 그의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작가
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167) Benton, 앞의 책, pp. 320-321.

168) John Zug, ed. 앞의 책, p. 17.

169) PWAP를 시작으로 1930년대 동안 국가에서 시행한 다양한 미술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해있

던 미국의 화가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화가들은 사회를 위한 가

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Haskell, 앞의 책, p. 216; 화가들 

역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당시 PWAP 활동을 

했던 한 미술가는 “이 시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희망”의 감정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Bustard, 앞의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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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미국의 한 여행사는 “그랜트 우드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Grant Wood Country)!”라는 문구를 여행 책자에 실으면
서 우드를 미국의 빨간색 주로 분류되는 중서부와 동일시하였다.170) 미국
은 2000년 공화당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1946-)와 민주당의 앨 
고어(Al Gore, 1948-)가 출마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빨간 주
(red-state)’와 ‘파란 주(blue-state)’로 나누어지면서, “두 개의 미국(the 
two Americas)”이라는 상징적인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구분에 따
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파란 주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엘리트주의로 특징 
지워지는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빨간 주는 예절과 근면성, 애국심을 상
징한다.171) 이처럼 현저하게 다른 사회학적 면모를 가지는 ‘두 개의 다른 
미국’ 가운데, 우드는 1930년대 이래 현재까지도 겸손함과 정직함을 상징
하는 ‘미국의 심장부, 중서부’를 대표하는 지방주의 화가로 인식되고 있다. 
   1930년대 미국 사회의 고립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된 지방주의 미
술은 대공황 시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미술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국
가적 미술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우드는 미술을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자 했던 움직임을 대표하는 작가로 부상했고, 그의 지방주의 작품들은 사
라져가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칭송받았다. 우드가 작품
을 통해 표현한 미국은 그의 고향 아이오와였다. 중서부의 비옥한 땅을 배
경으로 하는 평화로운 삶의 모습은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들에게 향수를 

170) Evans, 앞의 책, p. 8.

171) “두 개의 미국”이라는 구분은 당시 부시에게 투표한 내륙지방은 빨간색, 앨 고어에게 투표

한 해안지역의 큰 도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도에서 영감을 받아 생겨나게 되었다. 두 지역

은 단지 투표 구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다른 미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도를 본 전문가들은 두 개의 미국이 가진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선거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것이었다. 빨간 주와 파란 주의 개념은 미국의 각종 미디어에 등

장하면서 빨간 미국인(red Americans)과 파란 미국인(blue Americans)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Thomas Frank,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How Conservatives Won 
the Heart of America (New York: Henry Holt, 2005), pp.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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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는 이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반-외국주의’와 ‘반-도시주의’
라는 ‘미국적 정경 운동’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 그의 
작품들은 ‘미국의 우표와 같은 진실한 풍경’으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미국 
시골의 가치를 구현하는 이미지로 자리하게 된 <아메리칸 고딕>은 미국인
들의 애국심을 북돋우는 역할을 맡으면서 그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오
고 있다. 우드의 작품이 미국, 특히 중서부의 가치를 대변하게 된 데에는 
미술의 공적인 역할이 중시되던 당대의 상황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930년대 동안 신문과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주목받았던 지방주의 
미술은 정부 차원의 후원에 힘입어 더욱 발전해 나갔다. 미술에 대한 정부
의 개입은 분명 우드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미술을 ‘예술 작품’이 아닌 특정 정치의 이상을 구현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당시 지방주의 사조에 대한 정의는 미국적인 주제를 표현하는지의 여
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우드의 미술 역시 작품이 표현하는 ‘미국적
인 소재’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정작 작가의 개인적인 
의도나 작품의 의미와 같은 보다 심층적인 내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
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통용되어온 내셔널리즘의 시각과 지방주의라는 
‘시대적 맥락’은 더 이상 복잡한 이면을 내포하는 우드의 작품세계를 해석
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논문에서 재조명한 그의 1930년대 
미술은 지방주의의 영역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920년대에 인상주의 화법에 심취해 있던 우드가 지방주의 미
술로 전환하게 된 것이 파리 개인전의 실패로 인한 자포자기식 결정이었
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일찍부터 고향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
던 우드가 표방한 지방주의 미술은 그 시작부터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포
한 것이었다. 그는 중서부 작은 마을의 문화적인 빈곤과 편협하고 보수적
인 면모, 그리고 청교도적인 규범에 따르도록 하는 압력 등을 날카롭게 비
판하는 루이스의 소설172)을 자신의 미술에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했다. 그
가 그리고자 했던 “빌어먹을 소와 헛간, 옥수수 밭”은 미국의 진실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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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장되었으며, 앞치마를 한 여자와 농부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쪼
들린 얼굴”은 미국인의 덕목을 상징하는 초상화로 탈바꿈했다. <아메리칸 
고딕>으로 인해 ‘진정한 미국의 화가’로 발돋움하게 된 우드는 애초에 품
었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작품들에 스스로를 맞춰나가기 시작
했다. 그는 작품이 가진 풍자적인 성격을 부인하고 고향 땅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주의 화가의 역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미국의 전형적인 보통 남성’의 이미지가 강했던 우드가 동성애자였다
는 사실은 지방주의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온 그의 미술을 ‘재발견’하게 해
주었다. 2010년, “미국은 마침내 ‘동성애자 우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
다”173)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그의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이제 막 출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보수적인 지방주의 사조의 대표
주자가 된 우드는 활동 당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신체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고정된 성 역
할에 대한 도전, 그리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알리는 상징적 기호가 표현
된 그의 일부 작품에는 작가의 억압된 동성애가 표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야 수면 밖으로 드러난 우드의 성적 정체성은 그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이 같은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
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화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은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자 했던 지방
주의 미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베이겔
은 절망이나 소외감과 같은 감정을 표현했던 찰스 버치필드(Charles 
Burchfield, 1893-1967)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2)
를 ‘미국적 정경 운동’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도 했다.174) 그러나 ‘보편적인 
미국의 경험’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되는 우드의 지방주의 미술에는 작가의 
갈등과 정신적 고통과 같은 ‘개인적 이슈’ 역시 표현되어 있다. 우드는 지
방주의자로의 귀환을 알리는 자화상에서 자신의 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172) Shirer, 앞의 책, p. 17.

173) Adams, 앞의 글, p. 71. 

174) Baigell, 앞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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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물들의 차가운 시선과 같은 갈등의 요소를 포함시켰다.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가 느낀 두려움과 고통의 감정은 <아메리칸 
고딕>의 위협적이고 단호한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우드는 1935년, 선언문과 자서전을 통해 지방주의 화가로서의 본격적
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그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통 의상을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너무나도 혐오했던 농장 일을 
지방주의 미술의 중요한 원천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미술이 아이오와
로부터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장한 우
드의 지방주의 미술은 사실상 유럽 미술의 양식은 물론 ‘의식적 측면’까지 
모두 절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방주의 화
가로서 보여준 그의 대외적인 모습은 ‘모범적인 사회의 일부’가 되기 위한 
우드의 전략에 가까웠던 것이다. 
   인상주의 회화를 포기하고 지방주의 미술로의 ‘체념적인 전환’을 결심
했던 우드는 죽음을 앞두고 또 한 번 새로운 미술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던 미술
은 지방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아마도 우드는 본인의 실제 모
습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지방주의자로서의 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작품세계를 꿈꾸고 있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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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 그랜트 우드, <나무 심는 사람들>, 1937, 석판화, 21.5×28cm, 시더 
래피즈 미술관, 시더 래피즈.

도3. 그랜트 우드, <봄에>, 1939, 석판화, 23×30cm, 시더 래피즈 미술관, 
시더 래피즈.

도4. 존 스튜어트 커리, <우리의 좋은 땅>, 1940, 보드에 수채화, 
375×500cm, 체이즌 미술관, 매디슨. 

도5. 그랜트 우드, <대초원 경작하기>, 1935-37, 캔버스에 유채, 중앙패
널: 335×701cm, 측면패널: 335×213cm,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도서
관, 에임즈. 

도6. 『타임』지에 실린 우드와 커리의 사진, 1934.
도7. 그랜트 우드,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 식사>, 1934, 보드에 유

채, 51×203cm,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도8. 그랜트 우드, 「도시에 대한 반란」, 1935.
도9. 그랜트 우드, <가을 경작>, 1931, 캔버스에 유채, 76×102cm, 존 디

러 컬렉션. 
도10. 그랜트 우드, <어린 옥수수>, 1931, 패널에 유채, 61×73cm, 시더 

래피즈 미술관, 시더 래피즈.
도11. 그랜트 우드, <식목일>, 1932, 패널에 유채, 61×76cm, 개인소장. 
도12. <아메리칸 고딕>을 차용한 전쟁포스터, 1941. 
도13. 아이오와 주의 동전에 새겨진 우드의 <식목일>, 2004.
도14. 그랜트 우드, <낸의 초상>, 1932-33, 패널에 유채, 86×71cm, 엘베

햄 미술관, 엘베햄. 
도15. 그랜트 우드의 가족 앨범에 실린 19세기 친척의 사진. 
도16. 그랜트 우드, <빅토리안 생존자>, 1931, 보드에 유채, 81×6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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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 
도17. 우드의 고모 마틸다의 사진.
도18. 그랜트 우드, <혁명의 딸들>, 1932, 패널에 유채, 51×102cm, 신시

네티 미술관, 신시네티. 
도19. 엠마뉴엘 로이체, <델라웨어 강을 가로지르는 워싱턴>, 1850, 캔버

스에 유채, 378.5×647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도20. 그랜트 우드, <메모리얼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 1927-29, 

731×609cm, 참전용사 추모건물, 시더 래피즈. 
도21. 그랜트 우드, <좋은 영향>, 1936-37, 종이에 연필, 구아슈, 잉크, 

51×41cm, 펜실베니아 미술학교, 펜실베니아.
도22. 그랜트 우드, <감상적인 갈망자>, 1936-37,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연필, 51×41cm, 미네아폴리스 미술관, 미네아폴리스.
도23. 그랜트 우드, <완벽주의자>, 1936-37,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차

콜, 잉크, 수채화, 63.5×51cm,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도24. 낸과 마키비의 사진, 1942, 시더 래피즈 미술관 아카이브. 
도25. 그랜트 우드, <무더운 밤>, 1937, 석판화, 23×28cm, 시더 래피즈 

미술관, 시더 래피즈. 
도26. 그랜트 우드, <성인이 된 아놀드>, 1931, 보드에 유채, 66×58cm, 

네브라스카-링컨대학교 미술관, 네브라스카.
도27. <성인이 된 아놀드>의 세부. 
도28. 그랜트 우드, <평가>, 1931, 보드에 유채, 74×89cm, 카네기-스타

우트 공공도서관, 더뷰크.
도29. 메모리얼 창문의 부분, 6명의 군인.
도30. 파일을 모델로 한 군인 세부와 1927년 예비스케치, 종이에 잉크.
도31. 그랜트 우드, <토요일 밤의 목욕>, 1937, 종이에 목탄, 48×58cm.
도32. 그랜트 우드, <프리 메이슨리의 첫 번째 세 등급>, 1921, 캔버스에 

유채, 중앙패널: 63.5×104cm, 측면패널: 63.5×46cm, 아이오와 프
리메이슨리 도서관, 시더 래피즈.

도33. 크리스토스와 네시오토스, <폭군살해자>, 2세기 로마 복제품, 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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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국립고고학박물관, 아테네.
도34. <프리 메이슨리의 첫 번째 세 등급>의 부분.
도35. 에드워드 로완.
도36. 그랜트 우드, <우르르 몰려있는 버팔로>, 1923, 종이에 연필, 

30×78cm,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도37. 그랜트 우드, <인디언과 카우보이>, 1923, 종이에 연필, 25×68cm,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도38. 그랜트 우드, <스톤 시티>, 1930, 패널에 유채, 71×102cm, 조슬린 

미술관, 네브라스카. 
도39. <스톤시티>의 세부, 광고판. 
도40. 그랜트 우드, <보헤미아에서 돌아옴>, 1935, 종이에 크레용, 구아

슈, 연필, 58.5×51cm, 레지스 컬렉션, 미네아폴리스.
도41. <아메리칸 고딕>의 세부. 
도42. 그랜트 우드, <비극적인 삶 속에서>, 1934, 종이에 연필, 잉크, 구

아슈. 
도43. 그랜트 우드, <우유 짜는 소년>, 1932, 캔버스에 유채, 114×99cm, 

코 컬리지, 시더 래피즈.
도44. 그랜트 우드, <농부의 아내와 닭>, 1932, 캔버스에 유채, 

114×68cm, 코 컬리지, 시더 래피즈. 
도45. 그랜트 우드, <바느질하는 할머니>, 1935,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색연필, 66×48cm, 워너 컬렉션, 알라바마. 
도46. 그랜트 우드, <팝콘 먹는 할아버지>, 1935,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색연필, 66×48cm, 워너 컬렉션, 알라바마. 
도47. 그랜트 우드, <파리 볼로뉴의 대폭포>, 1923, 보드에 유채, 

33×41cm, 개인소장. 
도48. 그랜트 우드, <샹슬라드 소성당>, 1926, 보드에 유채, 33×41cm, 

데번포트 미술관, 데번포트. 
도49.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1884-86, 캔버스에 유채, 

207.5×308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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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0.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식사>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의 
세부 비교.

도51. 그랜트 우드, <자화상>, 1932, 패널에 유채, 35.5×30cm, 데번포트 
미술관, 데번포트.

도52. 한스 멤링, <성모의 일곱 가지 기쁨>, 1480, 패널에 유채, 
220×330cm, 알테 피나코테크, 뮌헨. 

도53. 오토 딕스,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1920, 캔버스에 유채, 
110×87cm, 베를린 국립미술관, 베를린.

도54. 크리스티안 샤드, <자화상>, 1927, 패널에 유채, 76×71.5cm, 개인
소장.

도55. 오토 딕스, <이젤이 있는 자화상>, 1926, 패널에 템페라, 
80.5×55.5cm, 레오폴드 회쉬 박물관, 뒤렌. 

도56. 그랜트 우드, <여인과 식물>, 1929, 보드에 유채, 51×43cm, 시더 
래피즈 미술관, 시더 래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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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1) 그랜트 우드, <아메리칸 고딕>, 
1930, 보드에 유채, 74×61cm.

(도2) 그랜트 우드, <나무 심는 사람들>, 
1937, 석판화, 21.5×28cm. 

(도3) 그랜트 우드, <봄에>, 1939, 석판화, 
23×30cm.     

(도4) 존 스튜어트 커리, <우리의 
좋은 땅>, 1940, 보드에 수채화, 

375×5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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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 그랜트 우드, <대초원 경작하기>, 1935-37, 
캔버스에 유채, 중앙패널: 335×701cm, 측면패널: 

335×213cm.

(도6) 『타임』지에 실린 
우드와 커리의 사진, 1934. 

오른쪽이 우드.

 (도7) 그랜트 우드,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 식사>, 1934, 보드에 유채, 51×203cm.

(도8) 그랜트 우드, 「도시에 대한 
반란」,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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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 그랜트 우드, <가을 경작>, 1931, 
캔버스에 유채, 76×102cm.

(도10) 그랜트 우드, <어린 옥수수>, 
1931, 패널에 유채, 61×73cm.

(도11) 그랜트 우드, <식목일>, 1932, 패널에 
유채, 61×76cm.

(도 12) <아메리칸 고딕>을 
차용한 전쟁포스터,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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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 아이오와 주의 동전에 새겨진 
우드의 <식목일>, 2004. 

(도14) 그랜트 우드, <낸의 초상>, 
1932-33, 패널에 유채, 86×71cm. 

(도15) 그랜트 우드의 가족 
앨범에 실린 19세기 

친척의 사진. 

(도16) 그랜트 우드, <빅토리안 생존자>, 1931, 
보드에 유채, 81×66cm.

   (도17) 우드의 고모 마틸다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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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 그랜트 우드, <혁명의 딸들>, 1932, 
패널에 유채, 51×102cm.

(도19) 엠마뉴엘 로이체, 
<델라웨어 강을 가로지르는 

워싱턴>, 1850, 캔버스에 유채, 
378.5×647cm.

(도20) 그랜트 우드, <메모리얼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 1927-29, 

731×609cm.

(도21) 그랜트 우드, <좋은 영향>, 
1936-37, 종이에 연필, 구아슈, 잉크, 

51×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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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2) 그랜트 우드, <감상적인 갈망자>, 
1936-37,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연필,  

                 51×41cm. 

(도23) 그랜트 우드, <완벽주의자>, 
1936-37,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차콜, 잉크, 수채화,         
63.5×51cm.

(도 24) 낸과 마키비의 사진, 1942, 
시더 래피즈 미술관 아카이브.

(도25) 그랜트 우드, <무더운 밤>, 
1937,석판화, 23×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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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6) 그랜트 우드, <성인이 된 아놀드>, 1931, 
보드에 유채, 66×58cm.

(도27) <성인이 된 아놀드>의 
세부. 

(도28) 그랜트 우드, <평가>, 
1931, 보드에 유채, 

74×89cm.

(도29)  메모리얼 창문의 부분, 6명의 군인.



- 91 -

(도32) 그랜트 우드, <프리 메이슨리의 첫 번째 세 
등급>, 1921, 캔버스에 유채, 중앙패널: 
63.5×104cm, 측면패널: 63.5×46cm.

(도33)  크리스토스와 
네시오토스,<폭군살해자>, 

2세기 로마 복제품.

(도30)  파일을 모델로 한 군인 세부와 
1927년 예비스케치, 종이에 잉크.

(도31) 그랜트 우드, <토요일 밤의 
목욕>, 1937, 종이에 목탄, 

48×58cm.



- 92 -

(도36) 그랜트 우드, “미개한 아이오와” 
시리즈, <우르르 몰려있는 버팔로>, 

1923, 종이에 연필, 30×78cm.

(도37) 그랜트 우드, “미개한 
아이오와” 시리즈<인디언과 

카우보이>, 1923, 종이에 연필, 
25×68cm.

(도 34)  <프리 메이슨리의 첫 번째 
세 등급>의 부분.

   (도 35) 에드워드 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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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0) 그랜트 우드, <보헤미아에서 돌아옴>, 
1935,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연필, 

58.5×51cm.
(도41) <아메리칸 고딕>의 세부.  

(도38) 그랜트 우드, <스톤 시티>, 1930, 패널에 
유채, 71×102cm.

(도39) <스톤시티>의 세부,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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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2) 그랜트 우드, <비극적인 삶 속에서>, 
1934, 종이에 연필, 잉크, 구아슈. 

(도43) 그랜트 우드, <우유 짜는 
소년>, 1932, 캔버스에 유채, 

114×99cm.

(도44) 그랜트 우드, <농부의 아내와 닭>, 
1932, 캔버스에 유채, 114×68cm.

(도45) 그랜트 우드, <바느질하는 
할머니>, 1935,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색연필,                   
66×4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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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6) 그랜트 우드, <팝콘 먹는 
할아버지>, 1935, 종이에 크레용, 

구아슈, 색연필,                  
66×48cm.

(도47) 그랜트 우드, <파리 볼로뉴의
 대폭포>, 1923, 보드에 유채, 33×41cm.

(도48) 그랜트 우드, <샹슬라드 소성당>, 
1926, 보드에 유채, 33×41cm.

(도49)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1884-86, 캔버스에 유채, 

207.5×30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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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2) 한스 멤링, <성모의 일곱 가지 기쁨>, 1480, 
패널에 유채, 220×330cm.

(도53) 오토 딕스,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1920, 

캔버스에 유채, 110×87cm.

(도50) <타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식사>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의 세부 비교.

(도51) 그랜트 우드, <자화상>, 
1932, 패널에 유채, 

3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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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4) 크리스티안 샤드, <자화상>, 1927, 
패널에 유채, 76×71.5cm.

(도55) 오토 딕스, <이젤이 있는 
자화상>, 1926, 패널에 템페라, 

80.5×55.5cm.

(도56) 그랜트 우드, <여인과 식물>, 1929, 
보드에 유채, 51×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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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vidual Identity Overshadowed by Americanism in art
: Reconsidering Grant Wood's Regionalist Art of the 1930s

Suyeun Do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na Kim

Regionalism was a movement at the national level which tried to 
make America's own art, and it received great interest from the 
art world as well as the public during the 1930s. Grant 
Wood(1891-1942) emerged as a leading artist of the movement 
that attempted to find national identity through art. His works 
embodied American values, such as a sense of community and 
hard work, which made them widely popular. Especially, 
American Gothic (1930) that came to symbolize virtue and dignity 
of American people, had the biggest impact on Wood's image as 
an artist. It also became a reason why many critics of the day 
evaluated him as a patriotic artist who emphasized the value of 
American cultur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Wood’s Regionalist art that 
has been considered to represent traditional American values, is 
actually based on the artist’s criticism toward the society. 
Furthermore, through examining his paintings of the 1930s in 
light of his sexual identity and individual conflicts rather than 
American characteristics, I scrutinized Wood’s art,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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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ly confined within the school of Regionalism, in diverse 
dimensions. In addition, by tracing the influence of European art 
movements on Wood’s art and his strategy as a Regionalist artist, 
I attempt to interpret his art through individual identity rather 
than the "American art" he supported and his time encouraged. 
   In 1935, Wood published an essay entitled "Revolt against the 
City" which was a kind of manifesto stating basic principles of 
the Regionalist art. In this essay, he accentuated the value of the 
Midwest in which he believed the future of America lay. However, 
Wood did not draft the essay himself, and it contradicts with 
Wood’s critical opinions about the extreme conservatism of the 
Midwestern region. From early on, Wood deeply disapproved of 
his hometown Iowa and his Regionalist art reflected his negative 
view from the beginning. In his art, Wood intended to apply 
Sinclair Lewis’(1885-1951) 1920 novel Main Street, which 
denounced parochiality and conservatism of a small  Midwestern 
town. Wood's illustrations of the novel, completed in 1936, show 
his own style of satire, and it is obvious that the paintings were 
meant to be critical. Nonetheless, they have been regarded as 
"gentle humor" based on the artist's assumed affection for his 
hometown. 
   On the other hand, Wood's sexual identity has been less 
explored in the study of Wood's Regionalist art. It was not until 
2010 that Wood's homosexuality, which was never exposed in his 
life time, started to be discussed with objective references. Even 
the critics of the 1930s, who praised Wood's art, believed 
homosexuality was the most "degenerate vice and crime," and 
considered the homosexual artists to be polluting American art 
world. Wood's art received attention because he had an im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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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ical American male. Therefore, Wood would have had to 
conceal his sexual identity completely as the leader of Regionalist 
art. Nonetheless, Wood's repressed homosexuality can be 
observed in some of his works, and it enables a totally new 
approach toward his art. 
   Often, artists who expressed their personal despair and a 
feeling of alienation were not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Regionalist movement. This was because the artists' individual 
experiences and emotions were not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understanding Regionalist art, which placed more emphasis 
on the national issue. Although Wood's art signifies his inner 
conflicts and pains, it has been regarded as representing 
universal American experiences. Likewise, the previous studies on 
Wood tend to define American characteristics in Wood’s art and 
overlooked the artist’s biographical references. Therefore, 
appreciating Wood's Regionalist works including American Gothic 
in terms of his personal struggles could be another stepping 
stone to illuminate Wood's Regionalist art. 
   Wood asserted that to be truly American, Regionalist art 
should not be influenced by imported trends; ironically, his art 
was deeply influenced by European art movements, such as Post 
impressionism and Northern Renaissance. Moreover, it is  
possible that contemporary German art, New Objectivity, also 
affected Wood's art in terms of the movement's social criticism 
and the satirical style. The fact that Wood's art, which affirmed 
the independence of American art distinct from the foreign 
"isms," was actually influenced by European art both in formal 
and spiritual ways reveals fundamental inconsistency inherent in 
his Regionalis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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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Gothic made Wood a "true American artist," and he 
seemed to adapt himself to the art historical interpretation, which 
was totally different from his original intention. He took the role 
of Regionalist that the time required, denying sarcastic quality of 
his works and stressing his attachment to his country. Wood 
made an effort to establish himself an image of an artist from 
the Midwestern country, and to perform the public role as a 
Regionalist, even though it definitely contradicted his genuine 
disposition. Rejecting foreign subject matters and forms, and 
glorifying the value of America at the same time, was merely his 
strategy to become a social exemplar. 
   Accordingly, seeing Wood’s works only through nationalism 
and Regionalism would limit other possible readings of his highly 
complicated art. This thesis reconsiders Wood’s art to argue that 
his works transcend the realm of Regionalism and even sharply 
contests it. Wood’s Regionalism represented by romantic rural 
landscapes and positive images of Americans who live in the 
countryside is largely an image he created for himself and his 
time encouraged. Therefore, what need to be considered in 
understanding Grant Wood’s art are his personal motivations or 
implied meanings in the paintings, rather than the simple reading 
of Regionalism. 

Keywords: Grant Wood, Regionalist art, American Gothic, Iowa, 
Revolt against the City, Main Street, 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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