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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일보』가 1957년부터 1969년까지 13회에 걸쳐 개최한 《현대작

가초대미술전(現代作家招待美術展)》은 한국현대미술사의 대표적인 ‘재야

전(在野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막 꽃을 피워가던 추상미술 작가들

을 규합해 기획된 이 전시는 반(反) 국전(國展)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1960년 미대를 갓 졸업한 청년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60

년미술가협회전》, 《벽전(壁展)》 등 다른 반국전 전시가 버젓한 전시장

없이 덕수궁 벽에 작품을 내건 ‘거리의 전시’였다면,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은 덕수궁미술관이나 경복궁 미술관 같은 권위 있는 전시장에서, 유

력 언론사의 후원 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재야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1957년은 한국 화단에 추상미술, 즉 앵포르멜의 기운이 만개하던 시기

였다. 이 시점에 유력 언론사가 기존의 구상미술이 아닌 추상미술을 후

원하여 관전(官展)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것은 한국 미술사에 전기(轉機)

를 마련한 사건이지만, 그간 이 전시에 대한 연구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파편적으로만 언

급돼 왔던 전시회의 규모, 참여작가, 참여작품 등의 전모를 밝히려 노력

하였다. 이어 당시 대표 야당지로서 이승만 정권과 대립했었던 『조선일

보』가, ‘관(官)의 미술’과는 정반대인 추상미술을 기치로 내세워 이미지

를 장악하고, 재야 미술인들을 지지자로 만들려 했었다는 관점에서 전시

회의 의의를 기술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의 대부분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관련된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기반으로 전시 기간, 참여 작가, 전시의 양상, 의의

등을 정리하는데 할애되었다. 그와 함께 이승만 정부 당시 대표적인 야

당지였던 『조선일보』가 반국전 미술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살피려

하였다.

본문의 첫 장인 Ⅱ장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태동기이자 제1회 《현대

작가초대미술전》 개최 시기인 1957년 전후의 한국 화단 상황을 정리하

였다. 당시 아카데미즘의 본산이었던 국전에 대항하기 위해 현대미술협

회를 비롯한 각종 미술단체들이 발족되었던 상황은 《현대작가초대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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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는 언론사 주도 대형 재야전이 탄생하게 된 발판이 되었다. 논

문의 골자인 Ⅲ장에서는 1회부터 13회까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전

체 양상을 살폈다. 『조선일보』 주필·취체역(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

한 홍종인과 『조선일보』에 삽화를 그렸던 한봉덕 등 신문사 내부 인사

들이 김영주, 김병기 등 화단의 재야 인사들과 규합하여 전시회를 열게

된 배경을 우선 탐구하였다. 그리고 전위의 결집으로서의 1〜4회전, 신진

작가 공모와 국제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었던 5〜7회전, 군부정권 아

래에서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8·9회전과 11회전, 그리고 13회로 전시회

가 막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이승만 정부,

4·19, 5·16, 제3공화국 출범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당시

의 언론계 상황, 그 아래에서 추상미술과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짚었다.

Ⅲ장의 앞부분에서 『조선일보』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한

명분상의 배경을 언급하였다면, Ⅳ장에서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

최의 실리적 배경을 살피려 시도하였다. 자유당 정권과 반목하였던 『조

선일보』가 정권 친화적이었던 구상미술을 배격하고 재야의 추상미술가

들을 결집해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하였던 배경에는, 정부의 언

론탄압에 맞서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이미지를 지배하는 미술계 인사

들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사세(社勢)의 성

장에 따른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이미지 쇄신도 최첨단 전시회

의 개최에 한 몫을 하였겠지만, 논지를 흐리게 될 것 같아 이 글에서는

굳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요어 : 조선일보, 현대작가초대미술전, 현대작가초대미전, 앵포르멜,

언론사 주최 전시

학 번 : 2005-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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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일보』가 1957년부터 1969년까지 13회에 걸쳐 개최한 《현대작

가초대미술전(現代作家招待美術展)》은 한국현대미술사의 대표적인 ‘재야

전(在野展)’으로 평가받고 있다.1) 당시 막 꽃을 피워가던 추상미술 작가

들을 규합해 기획된 이 전시는 반(反) 국전(國展)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

어졌다. 1960년 미대를 갓 졸업한 청년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60년미술가협회전》, 《벽전(壁展)》 등 다른 반국전 전시가 버젓한 전

시장 없이 덕수궁 벽에 작품을 내건 ‘거리의 전시’였다면, 《현대작가초

대미술전》은 덕수궁미술관이나 경복궁 미술관 같은 권위 있는 전시장에

서, 유력 언론사의 후원 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재야전이라는 점에서 차

별성을 갖는다.

국내 미술계의 원로들은 이 전시회를 이렇게 기억한다. 《현대작가초대

미술전》 창립 멤버 중 유일한 생존자인 화가 김병기(金秉騏, 1916-)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홍종인(洪鍾

仁, 1903-1998)이 주동이 돼 전시를 만들었다. 관전(官展)인 국전만으로

는 우리나라 미술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의

살롱 도톤느(Salon d’Automne), 일본의 이과전(二科展)처럼 우리도 재야

전을 만들어 ‘새로운 미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회고했다.2)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6회부터 13회까지 참여

하였던 서양화가 윤명로(尹明老, 1936-)는 “김영주(金永周, 1920-1995),

김병기, 한봉덕(韓奉德, 1924-1997) 등 화단의 진보 인사들이 주축이 되

었던 열었던 전시다. 소위 ‘기관(機關)’에서 여는 전시로 국전을 제외하고

는 가장 큰 규모였다. 언론기관이 주최해서 그런지 비교적 빨리 해외 동

향을 읽었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기억

하였다.3) 미술평론가 오광수(吳光洙, 1938-)는 “당시 국전에 반대하는 소

그룹 전시는 많았으나, 국전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만한 큰 세력으로

서의 전시 체제는 없었다. 『조선일보』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

1) 1964년 제8회, 1965년 제9회, 1967년 제11회가 불발되었다.

2) 김병기와의 전화 인터뷰. 2013.11.12. 김병기 화백은 1965년 미국으로 이민,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다. 97세의 고령에 귀가 잘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에 응해주신 김병기 화백께 감사드린다.

3) 윤명로와의 전화 인터뷰.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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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면서 비로소 국전 대(對) 재야전이라는 구도가 성립되었다”고 설명

하였다.4) 전시회 준비위원으로 깊이 간여하였던 서양화가 박서보(朴栖

甫, 1931-)는 “내가 현대미협 작가들을 초대작가 명단에 넣어달라고 요

구해서 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에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굉장

히 높은 전시였다. 반(反) 이승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기는 힘든 상황

이었지만, 반국전적인 요소는 다분했다”고 회고하였다.5) 미술평론가 이

구열(李龜烈, 1932-)은 “당시 현장을 보지 못해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다”

는 전제 아래, “‘홍박(洪博)’이라 불리던 홍종인 조선일보 주필이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 이북 출신으로 조선일보에 삽화를 그린 화가 한봉덕과

의기투합하여 친밀하게 지냈던 김병기, 김영주 등과 함께 만든 전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6) 이구열은 “김병기와 김영주가 현대미술을 지향했

고, 당시 국전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반국전’의 양상을 띠

게 되었다. 조선일보가 뒷받침해 대상 작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큰 힘

이 되었다”고 덧붙였다.7)

이 같은 여러 미술계 인사들의 증언과 회고,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

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당시 『조선일보』가 주도적

으로, ‘반(反)국전’의 의도를 가지고, 재야(在野) 미술가들을 규합해 열었

던 전시로 해석할 수 있다. 김병기는 “당시 보수화단은 전시에 대해 평

가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는 당시 화단에서 대표적인 ‘새로운

움직임’이었다. 박서보, 조용익, 김창열 등 현대미협 멤버들이 현대작가

초대전에 많이 초대됐다. 당시 나는 40대였고, 그들은 30대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세력을 이뤄서 오늘날 한국의 전위미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첫 참가하는

등 국제전에 진출하게 된 것도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형성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구술하였다.8)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이처럼 한국 추상미술의

기점인 1957년 이후의 국내 화단에 중량감 있게 자리한 전시임에도 불구

하고, 그간 이 전시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조은정이 이

4) 오광수와의 전화 인터뷰. 2013.8.28.

5) 박서보와의 전화 인터뷰. 2013.8.28.

6) 이구열과의 전화 인터뷰. 2013.11.3

7) 위와 같음.

8) 김병기와의 전화 인터뷰. 2013.11.12. 김병기는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커미셔

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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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 전시회를 언급하였으나 1회부터 4회까지에

그쳤고, 전시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1공화국의 미술계 상황의

일부로서 제시하였다. 오상길이 자료집 『한국현대미술 다시읽기 Ⅳ』를

엮으면서 전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발췌하였으나 1회부터 9회까지에

국한되었으며, 신문사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고(社告)나 기사 등은 제외

한 채 평론 위주로만 수록하였다. 이 전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은 전시 관련 자료가 당시의 신문 기사에 국한되고,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각종 미술단체의 활동에 머물렀을 뿐 개별 전시까지 미치지 못하

였으며, 게다가 언론사 개최 전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

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의 미술사 연구는 화가와 작품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시회와 제도, 그 이면의 사회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1970

년대 이후 국내 대형 기획전은 대개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사의 후원

아래 치러지고 있다.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언론

사 주최 대형 기획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세기 중·후반의 국내 전시회에 대한 연구가 폭 넓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내용 및 의미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여 졸고(拙稿)에 관심을 가지게 될 독자(讀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필자는 현직 『조선일보』 기자로, 2011년 2월부

터 이 논문을 작성한 시점인 2013년 가을까지 문화부 미술 담당을 하였

다.9)

신문사의 문화사업이 비단 미술 전시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조

9) 신문사 미술 담당 기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회사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독자

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이다. 『조선일보』의 여름 주력 전시인 대학생·청년작

가 아트페어 《아시아프(ASYAFF)》와, 1988년 제정된 이중섭 미술상, 2011년 6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이것이 미국미술이다》전, 2013년

11월 29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개막한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전 등 회사가 주최하는 갖가지 미술 전시들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레 언론사

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미술사학도로서 한국 미술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기자(記者)라는 직업인

이 업무의 연원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고 탐구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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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보』의 경우 1932년 계초(啓礎) 방응모(方應謨, 1883-1950)가 운영난

에 빠진 회사를 인수하고 사세(社勢)가 확장되면서부터 문화사업에 박차

를 가했다.10) 1933년은 『조선일보』에 있어 문화사업 부활의 해였다.

우선 5월 26일 그간 경영난으로 중단했던 서울의 유치원생들을 위한 잔

치 ‘전경성(全京城) 유치원 연합 원유회(園遊會)’를 부활시켜 경무대에서

대규모로 열었다. 여름방학 때는 귀향하는 중고등학생을 모아 보건강습

회를 열어 보건체조운동을 확산시켰다. 같은 해 8월 13일엔 한강에 수영

장을 열고 수영강습회를 열기도 했다. 10월 29일에는 조선어학회가 연구

해 마련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특별부록으로 찍어 전국에 무료 배포하

였고, 신춘문예 상금과 부문도 파격적으로 올려 문예평론, 단편소설, 시

곡, 시가(詩歌), 유행가, 동화, 동요, 자유만화 등 여덟 가지에 최고 50원,

최저 3원의 상금을 걸기도 했다. 11월 24〜30일은 ‘조선박물전람회(朝鮮

博物展覽會)’를 주최했다. 11월 25일에는 당시 일본 도쿄 악단에서 이름

을 날리던 바리톤 김문보(金文輔, 1900-?)를 초청해 공회당에서 독창회

를 열었다. 반응이 좋자 11월 30일 평양, 12월 1일 대구로 순회했다. 이

런 까닭으로 『조선일보』는 당시 ‘문화일보(文化日報)’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1957년의 제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최는 지속적으로 문화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조선일보』

의 문화사업은 6·25 전쟁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1955년 3월 23일 지령

1만호 발행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11) 신문은 지령 1만호

기념 현상논문을 모집했고, 3월 30일엔 해군정훈감실과 시민위안 대음악

회를 공동주최했다. 지령 1만호 기념 문화사업의 대표로는 제1회 전국명

인명창국악대회(全國名人名唱國樂大會)가 꼽힌다. 이 대회는 조선일보사

단독 주최로 1955년 4월 23〜25일 서울 시공관에서 열렸다. 광복 이듬해

에 출범한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야구선수권 대회가 1955년 6월 2일엔

제10회를 기록하였고, 10월 6일엔 러시아의 첼로 거장 피아티고르스키

(Gregor Piatigorsky, 1903-1976) 독주회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었다.

전쟁 직후라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던 1950년대 후반, 신문사가 이처럼

문화 사업을 개최한 까닭은 무엇일까? 1957년 10월 9일 『조선일보』

10) 이 시기의 문화사업 관련한 내용은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편, 『朝鮮日報80

年史』上, 조선일보사, 2000, pp.404-405 참고.

11) 위의 책, pp.703-7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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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종합 1면에 실린 사고(社告)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제1회전의

개최를 알리며 “조국정신을 발양하는 길은 민족의 문화창조의 위업에 있

고, 문화창조는 민족의 오랜 전통을 살리며 그 정수를 맑고 크게 표현하

여야 할 것에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12) 이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신문사 문화사업 개최의 근본 취지는 국민들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

취시키겠다는 지사(志士)적 언론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

술·음악·문학·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계 인사들과 친목을 다지면

서, 일종의 ‘문화권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

물론 문화사업의 결과 수익이 발생하며, 때로는 그 수익이 신문사 경영

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조선일보』의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최를 민족계몽과 문화권력

으로서의 자리매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신문사에는 기자들이 활동하는 편집국 문

화부 외에 업무직 문화사업단을 따로 두고, 각종 문화사업을 기획·운영

하도록 하는 곳이 꽤 있다.13) 이들 문화사업단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활

동은 미술 전시이다. 이는 『요미우리(讀賣)』· 『아사히(朝日)』 등 일

본 신문사의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 신문은 일본 신문

을 모델로 하여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

인 『한성순보(漢城旬報)』가 1883년 첫 발간된 것은 1882년 수신사(修

信使)자격으로 일본에 머물렀던 박영효(朴泳孝·1861-1939) 일행이 국민

계몽을 위한 신문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신문제작을 도울 기자와 인

쇄공 등 몇 명의 일본인을 데리고 돌아오면서였다.14)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박영효 등의 요청에 의해 조선에서 신문

을 발행하는 것을 도와줄 요원을 추천하였으며, 박영효 일행이 이들을

대동하고 귀국한 것이 한국에 근대 신문이 도입되는 구체적인 계기가 마

련되었다고 하겠다.15) 이처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도입된 한국 근대

신문에 반영된 일본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쇄술과 신문제작 기

술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16)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明治

12)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조선일보』, 1957.10.9.

13) 2013년 현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문화사업단을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14) 네이버 지식백과 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성순보」 검색 참조.

15) 채백, 「한국 근대신문 형성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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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 1868-1912) 때부터 신문사들이 미술 전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가 되면 신문사의 미술 전시회 개최가 정착되는 양상을 보였

다.17)

현직 기자라는 필자의 특수한 위치는 일반 연구자들이 알기 어려운 언

론사의 생리에 대한 직관(直觀)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언론과 『조선일보』의 시각에서 전시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는 단점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주제에 관한 한, 필자가 일반 연

구자들보다는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많았

다.

글을 쓰면서 신문 기사 이외에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관련된 다른

자료를 수집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선일보』 사사(社史) 편찬실, 문화사

업단, 자료실 등에 문의하였으나 사내(社內)에 남아있는 자료가 전무(全

無)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전시회 도록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에 실린 몇 점의 흑백 사진 이외에는 당시 전시작들을 가늠할 방법

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박서보·윤명로 등 생존 작가들에게 작품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당시에는 카메라가 고가품이라 작품을 사

진으로 남길 수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선일보』측의 전시 개

최 주역들은 고인(故人)이 되어 증언을 들을 수가 없었다. 김병기, 김창

열을 비롯한 주요 참여 작가 몇 명이 생존해 있지만, 청력(聽力)이 쇠하

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김달진미술연

구소에서 소장중인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전회(全回) 리플렛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참여작가와 리플렛에 적힌 참여작가

리스트가 일치하지 않아 리플렛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힘들었다. 비용 등

제반상의 문제로 전시를 위해 리플렛을 미리 제작한 후, 추후에 추가된

작가 및 작품명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6) 위의 논문, p.225. 그러나 현재의 국내신문사는 기술 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도 아직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사 사회부 경찰

서 출입 기자들을 ‘사츠마와리(察回り)’라 부르며, 기동팀장을 ‘캡(캡틴의 준말)’이

라 칭한다. 후배 기자들이 부장(部長), 차장(次長) 등을 부를 때도 ‘〜님’을 생략한

다. 일본어에서 ‘長’이 이미 경칭이기 때문이다.

17) 일본 근대 미술사 전공자 김용철과의 전화 인터뷰, 2013.10.31. 김용철은 필자와

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우 신문사가 적극적으로 미술전시회를 주최하며

홍보에만 치중하면서, 전시한 공정한 비판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1930년대 들어 전시 기획에까지 간여하였는데, 전시

(戰時)에 《성전(聖戰)미술전》 등을 주최해 이후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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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논문의 대부분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관련된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기반으로 전시 기간, 참여 작가, 전시의 양상, 의의

등을 정리하는데 할애되었다. 그와 함께 이승만 정부 당시 대표적인 야

당지였던 『조선일보』가 반국전 미술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살피려

고 한다.

본문의 첫 장인 Ⅱ장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태동기이자 제1회 《현대

작가초대미술전》 개최 시기인 1957년 전후의 한국 화단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당시 아카데미즘의 본산이었던 국전에 대항하기 위해 현대미술

협회를 비롯한 각종 미술단체들이 발족되었던 상황은 《현대작가초대미

술전》이라는 언론사 주도 대형 재야전이 탄생하게 된 발판이 되었다.

논문의 골자인 Ⅲ장에서는 1회부터 13회까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전체 양상을 살핀다. 『조선일보』 주필·취체역 회장 등을 역임한 홍종

인과 『조선일보』에 삽화를 그렸던 한봉덕 등 신문사 내부 인사들이 김

영주, 김병기 등 화단의 재야 인사들과 규합하여 전시회를 열게 된 배경

을 우선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전위의 결집으로서의 1〜4회전, 신진작가

공모와 국제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었던 5〜7회전, 군부정권 아래에

서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8·9회전과 11회전, 그리고 13회로 전시회가 막

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이승만 정부, 4·19,

5·16, 제3공화국 출범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당시의 언

론계 상황, 그 아래에서 추상미술과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짚는다.

Ⅲ장의 앞부분에서 『조선일보』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한

명분상의 배경을 언급하였다면, Ⅳ장에서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

최의 실리적 배경을 살피려 시도할 것이다. 자유당 정권과 반목하였던

『조선일보』가 정권 친화적이었던 구상미술을 배격하고 재야의 추상미

술가들을 결집해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하였던 배경에는, 정부

의 언론탄압에 맞서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이미지를 지배하는 미술계

인사들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사세(社勢)

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이미지 쇄신도 최첨단

전시회의 개최에 한 몫을 하였겠지만, 논지를 흐리게 될 것 같아 이 글

에서는 굳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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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57년 전후의 한국 화단

『조선일보』가 제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한 1957년은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였다. 우선 인상주의의 아류, 그리고 사실

주의와 아카데미즘 계열의 ‘국전(國展) 스타일’이 장악했던 한국 미술계

에 추상예술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1957년 전후였다.18) 이 시기엔 ‘반

(反) 국전’을 표명하는 각종 미술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군웅할

거(群雄割據)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발단은 1956년 4월 15일 박서보, 김영환(金永煥, 1927-), 김충선(金忠善,

1925-1994), 문우식(文友植, 1932-2010)이 동방문화회관에서 개최한 《4

인전》이었다. 이들은 전시 개최와 함께 ‘반국전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리하여 《4인전》의 출범은 작게는 국전에 대한 도전, 크게는 식민지 시

대부터 국내 화단의 주류로 자리해 온 구상미술에 대한 시효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19) 이경성은 《4인

전》에 대해 “기존의 상식이나 권위를 일단 부정하고 끼서부터 새로운

시대의식이나 감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보고 그리고 말하는 신인들의

집단이나, 이들 네 명의 발언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불행히도 시야가 좁

다”라고 평하였다.20) 또한 김영주는 이 전시 출품작들에 대해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1)

주경(朱慶 , 1905-1979)·김환기(金煥基 ,1913-1974)·구본웅(具本雄 ,

1906-1953)·유영국(柳永國, 1916-2002)·장욱진(張旭鎭, 1917-1990)·김병

기·이중섭(李仲燮, 1916-1956)·이규상(李揆祥, 1918-1967) 등의 일본 유학

파들도 움직였다. 이들은 소위 ‘모던 아트’를 이식하고자 선각자 역할을

자처하였는데, 1957년 4월 9일 동화화랑에서는 “새로운 미술을 지향한

다”는 이념 아래 일군의 화가들이 ‘모던아트협회’를 발족하였다. 추상계

열의 중견작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1955년의 국전 분규에 기인하여 아카

데미즘에 반발해 새로운 의식의 집결을 자처하며 출발하였다.22) 창립회

18) 이경성, 『한국근대미술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pp.55〜56.

19) 서성록, 「전통의 파괴, 현대의 모험-앵포르멜 미술의 전후」, 『한국 추상미술

40년』, 재원, 1997, p.39.

20)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열화당, 2006, p.427.

21) 최열, 위와 동일.

22)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 미술단체 자료집 1945-1999』, 김달진미술자료박

물관, 2013,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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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박고석(朴古石, 1917-2002), 유영국, 이규상(李揆祥, 1918-1967), 한

묵(韓默, 1914-), 황염수(黃廉秀, 1917-2008)였으며 창립 이후 김경((金耕,

1922-1965), 문신(文信 1923-1995), 임완규(林完圭, 1918-2003), 정규(鄭

圭, 1923-1971), 정점식(鄭点植, 1917-2009), 천경자(千鏡子, 1924-) 등이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우리 추상미술사조에서 가장 먼저 창립전을 가진

‘모던아트협회’는 1960년 6회전을 끝으로 해체될 때까지 개성적 표현주의

와 추상적 조형의식을 보여주었다.23) 이들은 “판에 박은 듯한 사실주의

일변도에 염증을 느끼는 진지한 작가들이 모여 자유스럽게 새로운 미술

을 모색해 보자는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었다.24) 이들의 이념은 20세기

새로운 미술을 지향 창조한다는 것이었으며, 전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는데서 현대미술가 협회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25)

1957년 5월 1일 미국 공보관에서는 ‘현대미술가협회’(현대미협)가 제1회

전을 가졌다. 이들은 이 시기 창설된 미술단체 중 가장 혁신적인 단체로,

앵포르멜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평가받는다.26) 현대미협의 창립회원은

김서봉(金瑞鳳, 1930-2005), 김영환(金永煥, 1928-2011), 김종휘(金鍾輝,

1928-), 김창열, 김청관(金靑罐), 김충선, 나병재(羅丙哉), 문우식, 이철(李

哲), 장성순, 조동훈(趙東薰), 조용민(趙鏞珉), 하인두(河麟斗, 1930-1989)

등 미대를 갓 나온 20대의 청년작가들이었다. 이들은 이런 선언을 했다.

“우리는 작화와 이에 따른 회화 운동에 있어서 작화정신의 과거와 변혁된 오

늘의 조형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의 문제를 숙고함과 동시에문화의 발전을 저

지하는 뭇 봉건적 요소에 대한 안티테제를 모럴(moral)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협

회 기구를 갖게 되었다. 비록 우리의 출발이 이 두 가지의 절박한 과제의 자각

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작품의 개개가 모두 이 이념을 구현하고

현대 조형을 지향하는 저 하이브라우(Highbrow)의 제 정신과의 교섭이 성립되

었느냐에 대한 해명은 오로지 시간과 노력과 현실의 견실한 편달에 의거한다.27)

23) 장영준, 「‘한국현대미술의 시원’전을 기획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편 『한국

현대미술의 시원』, 삶과 꿈, 2000, p.10.

24) 최열, 앞의 책, p.428.

25) 최열, 위와 동일.

26) 김영나, 「한국 화단의 앵포르멜 운동」, 『20세기의 한국미술』, 예경, 2001,

p.250.

27) 이마동, 「서양화」, 『한국예술지』 권1, 대한민국예술원, 1966./최열, 앞의 책,

p.474에서 재인용.



- 10 -

그러나 그들은 곧 이념상의 분열로, 같은 해 12월 8일 화신화랑에서 개

최된 제2회전에서는 일부는 이탈하고 일부가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때의 명단은 박서보, 김청관, 정건모, 김서봉, 조동훈, 김충선, 이철, 전상

수, 이수헌, 이양노, 김영환, 장성순, 김창열 등이다. 이들은 1961년 제6회

전까지 줄기차게 전위 예술가다운 문제 제시를 작품 활동 및 운동으로

추진하였으나 1961년 10월 《현대미협 60년미협연합전》을 마지막으로

해산되고, 곧 그 주류는 악튀엘전으로 옮겨갔다.28) 현대미협은 1961년까

지 매년 거의 2회의 전시를 가졌다. 1958년부터는 회원 대부분의 화면에

서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교와 구성을 배제하고 전쟁의

고통과 울분을 표현하려 하였는데, 이들의 강렬한 붓질, 두꺼운 마티에르

는 1940〜1950년대 유럽 앵포르멜과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수용한 것이

다.29) 이들의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

한 채 두 가지를 혼돈하여 수용한 것이 ‘앵포르멜’이라 명명되었고, 이것

이 1960년대 한국 화단의 추상 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30)

이 해 6월에는 ‘신조형파’가 창립전을 가졌다. 신조형파는 20대 후반에

서 40대의 순수미술·건축·디자인 전공자들로 구성된 종합적 성격의 모임

이었다.31) 바우하우스 운동을 표방한 이 모임은 건축 디자인을 융합하여

생활미술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조형을 탐구한다는 취지와 이념을 내세

워 전시를 개최하였다.32) 조병현, 변영원, 변희천 등이 중심이 되어 현대

미술의 새로운 조형탐구에 힘썼으며, 1959년 해체되기까지 황규백, 김영

환, 정건모 등이 가입회원으로 활동하였다.33)

1957년 1월에는 또 ‘창작미술협회’가 창립되었다. ‘현대미협’과 ‘모던 아

트협회’, ‘신조형파’ 등이 반(反)국전을 표방한 재야세력이었다면, 창작미

술협회는 국전에서 각광받은 중견들 중 진보적 의식을 지닌 뜻 맞는 동

료들의 모임이었다. 창립회원은 최영림, 장리석, 류경채, 이준, 고화흠, 이

봉상, 황유엽, 박상섭, 박창돈이었다.34)

전통화단에서도 새물결이 일었다. 대표적인 것은 1957년 창립한 백양회

28) 이경성, 『현대한국미술의 상황』, 일지사, 1976, p.238.

29) 김영나, 앞의 글, p.250.

30) 김영나, 위와 동일.

31)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앞의 책, p.128.

32) 최열, 앞의 책, p.496.

33) 장영준, 위의 글, p.11.

34) 이구열, 「‘뜨거운 추상’의 도입과 전개」, 계간미술편 『한국의 추상미술-20년

의 궤적』, 중앙일보, 197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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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陽會)였다. 이 모임은 국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중견작가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창립회원은 김기창, 이유태, 이남호, 장덕, 박래현, 허건, 김

영기, 김정현, 천경자의 9명이었다.35) 창립전은 1957년 12월 15일부터 21

일까지 화신화랑에서 있었다. 1974년까지 23회의 정기전을 가졌고, 1960

년에는 대만과 홍콩에서, 1961년 겨울에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전시

를 가지기도 했다.36) 1964년부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1974년에는 8회 공

모전을 가지기도 했다. 백양회는 개성적인 화풍을 존중하고 현대적인 방

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동양화라는 국적 불명의 명칭에

대해 한국화라는 보다 분명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하였다.37) 그러나 뚜렷한 동양화 개혁 의지를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평

가받는다.

동양화에서 추상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에 들어오면서 서세옥(徐世鈺, 1929-), 장운상(張雲祥, 1926-1982), 민경

갑(閔庚甲, 1933-), 정탁영(鄭晫永, 1937-2012) 등 소위 서울대 출신의 젊

은 화가들이 ‘묵림회(默林會)’를 만들면서였다.38) 수묵채색화가 32명이

모여 조직한 이 단체는 1960년 3월 6일 한가람다방에서 총회를 가졌다.

창립전이 1960년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중앙공보관에서 있었으며, 2회

전이 1960년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앙공보관에서 있었다. 같은 해엔

『조선일보』 주최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참여하기도 했다.39) ‘한

국 동양화단의 유일한 전위적 청년작가들의 집결체’를 표방하고 나온 묵

림회는 1960년에서 1964년까지 지속되었다. 출발에서부터 기성 세대의

가치관에 도전하며 반전통(反傳統), 반조형(反造形)의 기치를 내세웠

다.40) 전통 재료와 기법에서의 탈피, 동양화에 대한 기존 관념을 타파하

기 위한 기법을 여럿 구사하였는데, 이 실험성은 서양화단 앵포르멜의

표현주의적 추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결국 앵포르멜은 장르를 초월

한 이 시대 화단의 ‘시대정신’이었던 셈이다.

1962년부터 세계문화자유회의(世界文化自由會議) 한국본부가 주최한

35) 이구열, 앞의 글, p.38.

36)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앞의 책, p.86.

37) 강선학, 「구조적 과잉과 구조적 궁핍:한국화의 모색과 그 변천-1957년에서

1985년까지」, 『한국 추상미술 40년』, 재원, 1997, p.157.

38) 김영나, 앞의 글, p.195.

3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위의 책, p.74.

40) 묵림회에 대해서는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2004, pp.162-1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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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유초대전》도 이 시기에 주목해야할 전시다. 일명 ‘춘추회’로 알

려진 자유회의 한국 본부는 1961년 4월 11일 서울에서 창립되었다. 춘추

회는 미술가들을 모아 ‘동양과 서양의 미술’, ‘혁명과 예술의 자유’, ‘현대

예술과 한국미술의 방향’, ‘한국미술의 현실’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하면서 민족문화, 전통,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매년 초대전을 열었다.41) 흥미로운 것은 앵포르멜 작가들이

춘추회의 미술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정무정은 한국 사회에 공산주의가 득세할 것을 우려

한 자유회의가 앵포르멜을 ‘자유’라는 이념적 가치와 결부해 현실의 혁명

적 열기를 회화라고 하는 가상적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앵포르멜 양식의 정치적 성격이 5·16 군사혁명으로 인

해 가상의 자유에서 ‘현실의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역전되었을 가능성도

주장하였다.42) 그러나 김미정은 앵포르멜이 군사정부에 비판적인 미술일

수 있다는 분석에 이의를 제기한다.43) 관습적인 구질서의 미술에 저항하

고자 하였던 앵포르멜의 전위의식과 봉건적 잔재와 싸우는 전사(戰士)를

자처했던 박정희의 모토가 일치하여 군사혁명 이후 앵포르멜 미술이 급

속히 주류가 되어 군정주체의 세대성과 합류하였다는 것이다.44)

이처럼 아카데미즘이 지배하고 있었던 한국 화단에 다양한 조류가 등장

하였기 때문에, 이경성(李慶成, 1919-2009)은 1957년부터 1967년까지의

10여년간을 “한국의 현대미술을 위하여 길이 미술사에 남을 중대한 연

대”로 규정하였다.45) 앞서 언급한 각종 추상미술단체의 설립 열풍으로

한국에 초기 추상 예술이 이식되고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갓 미대를 졸

업한 작가들이 주축이 된 ‘60년미술가협회’ 등의 반국전 세력이 구태의연

한 아카데미즘 미술에 반기를 들었다. 『조선일보』 주최의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은 그 역동적인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41) 정무정, 「추상표현주의와 한국 앵포르멜」, 『미술사연구』 16, 2001, pp.259〜

261.

42) 정무정, 위의 글, p.261.

43) 김미정, 「한국 앵포르멜과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

Vol.12, 2004, pp.332〜335.

44) 김미정, 위의 글, p.320.

45) 이경성, 앞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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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

1. 개최 배경

조국정신을 발양하는 길은 민족의 문화창조의 위업에 있고, 문화창조는 민족의

오랜 전통을 살리며 그 정수를 맑고 크게 표현하여야 할 것에 있을 것이다. 그

런 중에서 우리 민족문화사상에는 미술의 분야가 가장 뚜렷하여 삼국시대 이래

로 연면히 특이하고 보편적인 심오한 미의 구성을 자랑할 수 있었거니와 이제

새 나라를 이룩하고 새 문화의 창조를 다시 구상하는 오늘 우리 미술계는 개성

(個性)의 자유롭고 기우(氣宇)의 만달한 것으로써 민족 정서의 현대적 표현을

보여야할 때를 맞이했다 할 것이다. 이에 조국강산의 풍치도 아름다운 사색의

가을 계절을 맞이하여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이름으로 우리 화단의 특색

있는 작가 서양화, 동양화를 아울러 삼십 몇 분의 작품을 전시하여 우리 미술계

의 새롭고 힘찬 발전을 촉진코자 한다.46)

1957년 10월 9일 『조선일보』 석간에는 이런 사고(社告)가 실렸다.(도

1) 독자(讀者)들의 시선을 한 눈에 끌 수 있는 자리인 신문 1면 중앙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이 사고는 “민족의

문화창조와 민족정서의 현대적 표현”을 보이기 위해 제1회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6·25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처럼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었던 몇몇 사

내(社內) 인사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창립멤버

인 화가 김병기는 “『조선일보』의 주필 홍종인이 발기 멤버를 정해 내

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나와 유영국, 김영주 세 명이 발기 멤버가 됐

다. 홍종인이 미술에 관심이 많아 광화문에 현대미술연구소를 차리면서

나와 가까워졌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자 나, 유영

국, 김영주 세 사람을 정했다. 유영국씨는 비교적 좀 과묵한 타입인데 나

는 평론도 쓰고 말을 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말’로 하는 지도는 내가 많

이 했다. 김영주씨는 평론을 쓰는 작가라 평론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회고하였다.47)

46)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조선일보』, 195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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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깊이 관여하였던 화가 박서보는 “가장 먼저

이 전시회를 제의한 것은 조선일보와 친분이 깊었던 재일(在日)화가 김

청풍(金清風,?-?)이었다”고 기억한다.48) 거기에 당시 『조선일보』의 실

세였던 주필(主筆) 겸 부사장 홍종인이 한 몫 하였다는 것이다.

“1957년 넬슨 록펠러(Nelson Aldrich Rockefeller, 1908-1979)가 한국에 왔어

요. 세계적인 거물이 왔으니 당연히 정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국내

권력자들이 다 모였죠. 홍종인씨가 언론을 대표해 거기에 갔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록펠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그림과 예술 이

야기만 했다는 거죠. 홍종인이 등산을 참 잘 했거든. 그 때부터 산에 가서 늘

스케치하기 시작하면서 미술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49)

1946년 9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된 홍종인은 1948년부터 1959년까지

조선일보 주필을 맡았다. 엄청난 독서광인 그는 해박한 지식 덕에 ‘홍박

(洪博)’이란 애칭으로 불렸다. 주필 시절 한글로만 사설을 쓰며 우리 글

을 갈고 닦았고, 1930년대 후반에 쓴 편지글 「부용화」가 제1차 교육과

정(1954〜1963년)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글솜씨도 인

정받았다. 연말이면 후배들에게 문화재나 자연 풍경 등을 직접 그린 연

하장을 보냈고, 주필 시절 주필실에 캔버스를 갖다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해외 출장 때 스케치북을 끼고 갈 정도로 미술에 애정이 많았다. 이런

홍종인이 미술 전시에 애정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는

1963년 회장을 끝으로 조선일보를 떠났다.50)

한편 오광수는 홍종인과 함께 당시 『조선일보』 촉탁으로 있었던 삽화

가 한봉덕의 역할을 거론한다.51) 홍종인과 한봉덕, 그리고 그 주변에 있

었던 김영주, 유영국 등이 의기투합하여 전시가 탄생하였을 것이라는 게

오광수의 추측이다.

그렇게 제1회전을 연 전시회의 전모는 개막 이틀째인 1957년 11월 23일

서양화가 김영주가 기고한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52) 김영주는 이 글에

47) 김병기와의 전화 인터뷰, 2013.11.12.

48) 박서보와의 전화 인터뷰, 2013.8.28.

49) 위와 동일.

50) 홍종인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지음, 『조선일보 사람들-광복 이후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pp.49〜55 참고.

51) 오광수와의 전화 인터뷰, 2013.8.28.

52) 「‘현대’와 한국미술,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에 부쳐서」, 『조선일보』, 195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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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미술은 오늘날 과도기에 부딪히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한국미

술이 과도기인 이유는 “‘현대’라는 시대의 배경과 ‘현대’라는 이데올로기

의 조건이 얽힌 십자로에 서서 밝히고 이룩해야 할 이념의 설계를 뚜렷

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영주는 기성의 한

국미술이 부패한데 대한 타개책으로 ‘재야’에서 전개되는 한국미술의 새

로운 양상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을 꼽았다. 그는 『조선일보』의 《현대

작가초대미술전》에 “‘모던 아트’의 이념과 방법을 발판으로 전위적인 작

가의식을 실현하는 20여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이는 “‘재야’에서 전개

되는 한국미술의 새로운 양상을 사회에 널리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

였다.

우리는 이 전람회를 통해서 저항할 것에 저항하겠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논의하며 새로운 설화를 꾸며야 하겠다. 앞으로 이 전람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의 배경과 전위적인 '아이데오로지'를 분명히 제시하여 '미술과 사

회'의 공동의 광장을 마련해야겠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전통에 잇대이는 현실의

발견과 오늘의 '시추에이숀'의 교착하는 미의 원천을 찾음으로써 하루속히 과도

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념의 설계를 오늘의 예술의 사명에 따라서

꾀함으로써 현대미술의 꽃을 이땅에 피우는 동시에 질의 향상도 아울러 꾀하여

국제미술계에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53)

사고와 김영주의 기고문이 시사하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지향점

은 명확하다. 첫째로 문화 창조를 위해 민족정서의 현대화를 꾀하는 것,

둘째로 국전을 비롯한 기존 미술에 맞선 재야의 전위미술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국제미술계에 진출하는 것. 《현대작가초대

미술전》은 기성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미술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새

시대를 위한 새 미술이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대작가초대미술

전》 창립 멤버 중 유일한 생존자 김병기의 회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관전인 국전만으로는 우리나라 미술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

각했다. 프랑스의 살롱 도톤느(Salon d’Automne), 일본의 이과전(二科展)

처럼 우리도 재야전을 만들어 ‘새로운 미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54)

53) 위의 기고문에서 인용.

54) 김병기와의 전화 인터뷰,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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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까지 덕수궁미술관을 대관(貸館)해 열린 제1회전에는 모두 26

명의 화가가 초대되었고, 초청된 1000명 외에 유료 관람객만 8000명이

다녀갔다.55) 전시회는 당시 막 싹트기 시작한 재야의 의식을 한창 고취

하면서 점차 기성 보수적인 미술세계에 대한 반보수적 진취적 미술의 거

점으로 그 자리를 굳혀갔다.56) 그러나 전시에 이러한 미술사적 평가가

덧씌워진 것은 후대의 일이다. 1957년 개최 당시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의 성패 여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전시는 『조선일보』 문

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신문사가 예산과 지면(紙面)을 할애해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주(社主)와 독자를 설득할 만한 명

분이 필요하다. 6·25가 끝난 지 약 4년, 전환과 격동의 시기에 『조선일

보』가 대중에게 친숙하여 안전하게 관객몰이를 할 수 있는 구상미술전

이 아니라 굳이 전위(前衛)를 표방하는 추상미술전을 개최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명백한 것은 신문이 민족의 발전과 대중의 계몽에 이바지하여야한

다는 의식의 발로이다. 앞서 언급한 1957년 10월 9일자 석간 1면의 첫

사고에서 『조선일보』는 “조국정신을 발양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문화창

조라는 위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7) 신문은 “민족 정서의 현

대적 표현을 보여야 할 때를 맞이하여 우리 화단의 특색 있는 작가를 전

시하여 미술계의 새롭고 힘찬 발전을 촉진코자 한다”고 덧붙였다.58)

『조선일보』는 제2회 전시를 알리는 1958년 4월 5일 1면 사고에서도

“창조의 정신은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예술의 창작은 모든

민족문화의 원천이 되는 것임을 새로이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

다.59) 일제시대 항일(抗日) 운동을 바탕으로 다져진 지사(志士)적 언론으

로서의 책무가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신문은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봉

사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문은 무지몽매한 근대의 백성들을 세련된 현대의

시민으로 개명시켜야만 했다. 당시 ‘근대’는 극복해야만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항상 최첨단을 추구하는 예술은 그 맨 앞에 있었다.60) 새로운 시

55)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朝鮮日報80年史』 上, 조선일보사, 2000, p.711.

56) 김연희, 「초기 한국현대미술의 단면-1950년대에서 1960년대를 중심으로」, 국

립현대미술관 편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삶과 꿈, 2000, p.33〜34.

57)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조선일보』, 1957.10.9.

58) 위의 기사.

59) 「제2회 현대작가 초대 미술전」, 『조선일보』 , 1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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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지칭하는 ‘현대’라는 명칭을 앞세운 이 전시회는 명백히 새 시대로

의 이행을 지향하였다. ‘근대의 소멸’과 ‘현대의 추구’는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이경성은 1958년 6월 20일 기고한 「제2

회 현대작가전 평」에서 “현대작가미술전이 내포하고 있는 예술적 의지

는 두말 없이 현대에의 의지다. 그들의 의지는 현대에서 근대적 망령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면서 “현대미술은 때로는 민중 앞에

서 그들을 계몽하고 때로는 그들을 끌고 가야만 되었던 것”이라고 현대

미술의 계몽적 역할을 강조하였다.61) 3회전이 열렸던 1959년 2월 28일에

기고한 글에서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당면한 2대 목표를 ‘근대성

의 지양’과 ‘현대성의 수립’으로 명확히 제시하기도 하였다.62) 근대 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19세기 후반부터 번성한 만국 박람회 등을 통해 미술의

발전은 국가의 문명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점차 이해되었다.63)

대중 계몽과 사회 변혁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일보』는 미술계의 구태

의연한 권위와 아카데미즘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1958년 6월 15일자 석

간 1면,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 개최 의의를 밝힌 사설에서 신문은 “예

술이나 학문의 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 ‘권위’가 행세하는 폐

단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창작활동에 정혼을 기울이고 있는

능력 있고 열의 있는 예술인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과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세력과 파벌의 부실한 알력이 개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64)

‘보수 화단’의 본산인 국전은 1950년대 후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국전

60) 이경성은 “한국사회가 그의 근대화를 문제삼고 있을 때 한국미술은 그의 현대화

를 문제 삼고 있을 정도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보통 예술이 사회보다는 앞선다는

예술의 생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술가 개개인의 초인적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

다”고 썼다. 이경성, 앞의 책, p.255.

61)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 평」, 『조선일보』, 1958.6.20.

62) 「새로운 기풍의 창조-현대미술작가초대전의 과제」, 『조선일보』, 1959.2.28.

63) 오윤정은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19세기 후반부터 번성한 만국 박람회 등을

통해 미술의 발전은 국가의 문명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점차 이해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19세기 후반부터 번성한 만국 박람회 등

을 통해 미술의 발전은 국가의 문명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점차 이해되었다

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술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독해능력 역시 선택된

소수 엘리트 뿐 아니라 문명국의 국민이라면 계급, 성별, 지역적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소양의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오윤정, 「근

대 일본의 백화점 미술부와 신중산층의 미술 소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23,

2012, p.125.

64)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을 개최하면서」, 『조선일보』 , 195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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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설된 것은 1949년 9월 22일 문교부 고시 제1호에 의한 것이었다.

규정에 명시된 창설의 표면적 목적은 ‘우리나라 미술의 발전 향상 도모’

였지만 진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방향을 못 잡고 있었던

전체 미술인에게 정치적인 신념과 더불어 국가적인 보호와 육성을 주자

는 것이었다.65) 늘 급진적인 좌파 미술인들에게 이권을 빼앗겼던 한국미

술협회 산하 우익계 미술인들에게 거점을 제공한 것이 곧 국전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의 국전은 한국미술계 분란의 중심으로 일종의 동

맥경화에 걸려 있었다. 1955년 장발(張勃, 1901-2001)을 리더로 하는 서

울 미대 교수진과 미대 출신 작가들에 의한 한국미술가협회가 발족하면

서 화단은 급기야 둘로 나뉘게 되었다.66) 윤효중(尹孝重, 1917-1967)을

수장으로 하는 홍대파가 주도한 기존의 대한미협과 한국미협이, ‘국전’을

무대로 노골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화단은 날로 피폐해 갔

다. 1956년엔 이른바 ‘국전 보이코트 사건’이 터짐으로써 분쟁은 극에 달

했다. 제5회 국전 때 한국미협 측의 심사위원 천거에 불만을 품은 대한

미협은 1956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 「제5회 국전 보이코트에 관

한 해명서」를 싣고, 국전 주최측인 문교부의 그릇된 미술행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제5회 국전을 보이코트하겠다고 밝혔다. 놀란 국회 문교

분과위는 중재에 나섰고, 대한미협은 대한미협측에서 세 명의 심사위원

을 추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그해 11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전을 개최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엔 결과가 대한미협측에 유리한 것에 불

만을 품은 한국미협의 일부 작가들이 출품작을 철거해 가는 소동을 빚었

다. 두 단체의 갈등은 농도를 더해갔을 뿐 조금도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

지 않았다. 기성세대에 의해 벌어지고 있었던 화단 이권의 헤게모니 쟁

탈전의 상황 속에서 짙은 불신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젊은 미술인들

은 언론의 힘을 빌렸다.

앞서 말했듯 1950년대 후반에는 젊은 작가들을 필두로 추상미술을 기조

로 하는 갖가지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런 집단적 움직임과는 별도로

무소속을 고수하면서 그 시기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언과

평론활동 및 독자적 작품행위를 보인 작가는 김병기와 김영주였다.67) 이

65) 이경성, 앞의 책, pp.51〜52.

66) 1950년대 후반 국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미술계의 분열에 대해서는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2004, pp.122〜125를 참고하였다.

67) 이구열, 앞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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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미술계에 고조되기 시작하고 있던 현대미술의 활기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이라는 인식에서 후원하기로 한 조선일보사 기획 현대작가

초대전의 주역으로 관여한다.68)

이러한 상황에서 재야 작가들을 규합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반국

전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회전 출품 작가 중엔

현대미술가협회, 모던아트협회, 신조형파 등의 그룹에 속한 작가들도 다

수 눈에 띈다.69) 2회전 이후부터는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도 초

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작가 수도 대폭 증대되고 있다. 2회전 이후 새로

초대된 작가는 강영재, 강용운(姜龍雲, 1921-2006), 김상대, 양수아(梁秀

雅, 1920-1972), 유영국, 이명의(李明儀), 이일영(李逸寧, 1925-2001), 이종

학(李鍾學, 1925-), 장석수(張石水, 1921-1976), 황용엽(黃用燁, 1931-), 김

영언, 김종휘(金鍾輝, 1928-2001), 차주환(車珠煥, 1930-2012), 정점식(鄭

点植, 1917-2009), 안영목(安泳穆,1923-2012), 하인두(河麟斗, 1930-1989),

장성순(張成旬,1927-), 정상화(鄭相和, 1932-), 김창열(金昌烈, 1929-), 박

서보, 김일청, 신석필(辛錫弼, 1938-2012), 박수근(朴壽根, 1914-1965), 조

태하, 금동원(琴東媛, 1927-), 박인경(朴仁景, 1924-), 박봉수(朴奉洙,

1916-1991), 성재휴(成在烋, 1915-1996) ,윤영(尹暎, ?-?), 이희세(李喜世,

?-?) 등이다.

그러나 반드시 순수한 재야 작가, 즉 ‘국전’에 출품하지 않고 있었던 작

가들만 출품한 것은 아니었다. ‘국전’ 참여 작가들도 초대작가에 일부 포

함되어 있었으며, 2회전부터 신설된 조각부에는 대부분 ‘국전’에 출품하

고 있었던 작가들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형의식을

지닌 작가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전시의 성격이 크고 작은 현대미술가 그

룹들의 적극적인 집단 참여를 유도하게 된 것이다.70)

1회부터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김영주는 국전을

겨냥, “사실 최근까지 한국미술은 사고방식의 혼란의 틈을 타서 부조리

의 현실을 자아냈다. 인위적인 층계와 ‘세트’ 주의, 단체와 영역다툼, 그

릇된 작품 평가, 예술성 비판의 착오, 국전분규 등 실로 일일이 헤아리기

68) 위와 같음.

69) 1회전과 2회전 참여작가가 속한 유파에 대한 분석은 오광수, 『한국현대미술

사』, 열화당, 2004, pp.150〜151을 참고하였다.

70)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p.149. 그러나 박서보는 필자와의 인터뷰에

서 “반국전 작가뿐 아니라 국전 작가도 참여하여 전시의 성격이 선명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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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정도로 순수한 작품 활동과는 길이 다른 방향을 걸어왔다. 이것

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술사명과는 동떨어진 방향의 모순이요 행동의 후진

성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71) 1회전 초대작가 최영림(崔榮林,

1916-1985)은 작품 〈모(慕)〉와 함께 실은 작가의 변(辯)에서 “작가란

작품행동이 있어야 자가라고 할 것이고 종파적인 관념은 버리고 각국의

작가생활에 있어 자기가 하고 있는 예술…. 우리 화가는 다만 우리의 권

리를 찾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작품활동

보다는 권력 획득에 관심이 많은 당시 미술계를 비판하였다.72) 역시 1회

전에 초대된 안영목은 작품 〈상처〉와 함께 “이 미래에 올 것은 안일한

과거의 답습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과거의 부조리에 저항하고 부정하

고 현재에 대한 저항과 부인과 모험의 계속에서만 현대의식은 이루어질

것이며 미래에 올 것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73) ‘부

조리’, ‘저항’, ‘부인(否認)’, ‘모험’ 등의 격렬하고 전복적인 단어는 그 시

대 반국전을 표명하였던 전위 작가들이 으레 사용하던 것이었다.74)

세계화, 또는 국제화 역시 당시 드물게 국내와 국외를 이어주는 창(窓)

이었던 신문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였다. 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서 작가들은 세계전쟁 이후의 세계와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상황을 동일

시하여 실존, 허무, 부정 등의 요소가 현대회화의 본질과 닿아있음을 간

파하였다. 나아가 이 전시가 국제미술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

다.75) 1945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현대미술의 당면과제가

일재잔재의 불식, 민족미술의 수립, 그리고 넓게 열린 세계미술의 섭취

및 교류에서 오는 국제화라는 사실도 한 몫 했다.76) 이 과제들을 해결해

야만 미술의 고도(孤島)에서 벗어나 세계 미술의 흐름에 편입될 수 있었

다. 막연했던 ‘국제화’에 대한 열망은 5회째에 접어들면서 구체화되기 시

작했다. 공모전 형식을 곁들인 첫 번째 전시였던 5회전이 열린 직후 당

71) 「‘현대’와 한국미술,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에 부쳐서」, 『조선일보』, 1957.11.23.

72) 「‘慕’50호 최영림 작-본사 주최 현대작가초대전」, 『조선일보』, 1957.11.28.

73) 「‘상처’ 안영목 작-본사 주최 현대작가초대전」, 『조선일보』, 1957.12.2.

74) 반국전 운동의 대표격인 ‘60년미술가협회’ 제1회 전시 때의 방명록에 적힌 축사

에는 기성화단에 대한 도답게 도발적인 문구들이 넘쳐났다. 앵포르멜 운동의 기

수였던 평론가 방근택은 방명록의 첫 장에 '反逆과 創造!(반역과 창조!)'라고 썼

다. 화가이자 평론가인 김영주는 '前衛의 絶叫(전위의 절규)'라고 적었다. ‘60년미

술가협회’ 제1회전 방명록 내용은 필자의 기사인 「1960년 경복궁서 '국전' 열릴

때, 덕수궁 담벼락엔 '反국전' 전시회」, 『조선일보』, 2011. 5.23. 참조

75) 조은정, 앞의 글, p.50.

76) 이경성, 앞의 책,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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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선일보사 취체역(대표이사) 회장이었던 홍종인은 제 1961년 4월 3

일자 신문에 “이제 우리 미술계는 현대미전을 통하여 세계화단의 조류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 있다 하겠다”고 썼다.77) 『조선일보』는

이듬해인 1962년 제6회전에서 11명의 외국 작가를 초대해 소략하나마 국

제전의 규모를 갖추었다.78) 신문은 제6회전을 기념한 1963년 4월 9일자

석간 1면 사설에서 “‘조형미술의 세계적 새 사조의 흐름과 때를 같이하

여 우리나라 작가들의 창조적 역량을 기울여 우리 민족전래의 총명을 우

리들의 작품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현대작가미전’임을 다짐하였다”

면서 “이번에 외국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작가의 초청을 계기로 하여 국

제적인 무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앞으로 미술의 국제적 교류가 널리 한

국을 세계적으로 좋게 인식시키리라는 관점에서 의의 깊은 것으로 생각

한다”고 명시하였다.79) 추상뿐 아니라 구상파 작가들까지 끌어들여 공동

의 광장을 마련한 1963년의 제 7회전에서도 “금년에는 또 세계미술의 위

기타개책 모색이라는 막중한 사명까지도 스스로 부하(負荷)하고 있다”면

서 거듭 국제화를 지향하였다.80)

즉 민족의 발전과 계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언론의 책무에 대한 자

각, 이와 함께 ‘근대’라는 망령을 뛰어넘어 현대화를 이룩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대중 계몽과 사회 변혁의 연장선상에서 미술계의 구태의연한 권

위와 아카데미즘을 타파하고자 하였던 개혁 의지, 시대의 화두였던 국제

화에의 갈망 등이 1957년부터 1969년까지 『조선일보』가 《현대작가초

대미술전》을 개최한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81)

77) 「제5회 현대미전을 열면서」, 『조선일보』, 1961.4.3.

78) 신문에 따르면 아브람스 로넬(남아프리카) 졸즈 보이스(남아프리카) 쥬렝스 셀

(남아프리카) 후르네 아돌프(오지리) 오토 뮬(오지리) 헬만 닛히(오지리) 제닝스

샤롯트(영국) 그로소 안토니오(브라질) 조세 마리아(브라질) 이사앗 만테리오(브

라질) 넌지오 쏘렌도(이태리) 등이다.

79) 「[사설] 제 6회 현대미술전에 붙인다」, 『조선일보』, 1961.4.3.

80) 「현대미술의 위기를 타개. 본사주최 현대작가 초대공모전의 의의. 추상파와 구

상파 공동의 광장 마련」, 『조선일보』, 1963.4.9.

81) 이러한 지사적 언론관은 현대의 신문이 개최하는 문화사업에도 반영된다. 일례

로 2006년부터 『조선일보』가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젊은 작가 아트페어 《아시

아프(ASYAAF)》의 개최 명분은 “젊은 작가들에게는 전시할 장소와 기회를 제

공하고, 대중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림을 살 기회를 주어 우리 미술시장의

저변을 넓힌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일보』의 2008년 캠페인 ’그림이 있는 집

‘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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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7〜1960년(제1〜4회): 전위의 결집

《현대작가초대미술전》 1회전 개최를 알린 1957년 10월 9일의 첫 사고

는 전시회의 개최 시일을 11월 20일부터 2주간, 개최 장소는 덕수궁미술

관, 작가 명단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초대작가의 수는 “삼십 몇

분”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는 10

월 22일에도 10월 9일과 똑같은 내용의 사고를 조간 1면에 게재하였다.

같은 해 11월 17일 석간 3면에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작품 반입이

16일부터 개시되어 첫날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

다.82) 신문은 “전람회가 21일부터 14일간 개최될 것”이라고 밝히며 작품

반입 광경을 찍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도 2) 참여 작품은 20일 오전에

67점이 반입됐다.83)

전시회의 규모가 대강 드러난 것은 11월 21일이 되어서였다.84) 『조선

일보』는 이날 조간 2면에 사고를 내고 “작품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

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당초 예고와는 달리 공개가 늦어진 것은 장

소 정리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전시회엔 원래 30여 명을 초대할 계획

이었지만 막상 밝혀진 작가 명단에 따르면 출품작가는 이양노(李亮魯,

1929-2006), 김경(金耕, 1922-1965), 김영주, 김훈(金薰, 1924-2013), 김흥

수(金興洙, 1919-), 나병재(羅丙宰, ?-?), 문우식(文友植, 1932-2010), 변영

원(邊永園, 1921-1988), 변희천(邊熙天, 1909-1997), 안영목, 이세득(李世

得, 1921-2001), 정규(鄭圭, 1923-1971), 정준용(鄭駿溶, 1930-2002), 정창

섭(丁昌燮, 1927-2011), 조병현(趙炳賢, 1921-2011), 천병근(千昞槿,

1927-1987), 최영림, 황규백(黃圭伯, 1932-), 김병기, 한봉덕 등 20명이었

다. 그러나 이후 신문은 작가 명단과 작품 수를 거듭 수정한다. 11월 13

일에 게재된 작가 명단은 동양화부 이응노(李應魯, 1904-1989), 박생광

(朴生光, 1904-1985), 서세옥(徐世鈺, 1929-), 권영우(權寧禹, 1926-) 등 4

명, 서양화부 김경, 김병기, 김영주, 김영환, 김창열, 김청관(金靑鱹, ?-?),

김충선, 김훈, 나병재, 문우식, 문학진(文學晋, 1924-), 박서보, 변영원, 심

죽자(沈竹子, 1929-), 안영목, 이세득, 이철, 장성순, 전혁림, 정규, 정점식,

정준용, 정창섭, 조동훈(趙東薰, ?-?), 조병현, 천병근, 최영림, 함대정(咸

82) 「작품반입 순조 본사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조선일보』, 1957.11.17.

83) 「본사주최 현대작가전 반입작품 20일 오전엔 67점」, 『조선일보』, 1957.11.21.

84) 「현대작가 초대미술전」, 『조선일보』, 195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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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 1920-1959), 한봉덕, 황규백 등 30명으로 모두 34명이다.85) 작가 선

정 과정에는 김병기의 증언, 그리고 당시 신문에 실린 평론을 토대로 할

때 이경성, 김영주, 김병기, 유영국 등의 발기인들이 깊이 개입하였으리

라 추측한다.

『조선일보』가 정확한 전시 규모를 공개한 것은 전시회 개막 이후에서

였다. (도 3) 신문은 개막 다음날이자 일반 공개 첫날인 11월23일 조간

2면 기사에서 “36명이 70점을 내놓았다”고 명시하였다.86) 이날 기사에는

개막식 풍경 사진(도 4)과 함께 개막식 스케치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화단의 중견과 신진들의 왕성한 창작의욕과 새 시대의 정서 감각의 자유

발랄한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창작활동의 현대적 탐색과 개척의 길

을 반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 신문화창조운동에 이바지하고자 한

다”는 전시회 개최 배경, “예술원 회장 박종화(朴鍾和, 1901-1981)가 테

이프를 끊었고, 전시가 유료로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프랑스 유학중인 김

흥수의 작품이 전시돼 이채를 띠었다”는 사실 등을 밝히고 있다.87)

『조선일보』는 전후(戰後)의 새로운 시대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새

로운 미술을, ‘새롭게’ 선보이는데 열심이었다. 전시회 개막과 함께 신문

은 전시회 홍보를 위해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지면에 꾸준히 소개하였다.

가장 먼저 소개된 작품은 11월23일 석간 4면에 실린 김흥수의 〈나부좌

상(裸婦坐像)〉(도 5)이었다.88) 다리를 벌려 음부(陰部)를 드러내 보인

채 앉아있는 여인의 나신(裸身). 요즘 신문에서도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잘 싣지 않는 누드화를 첫 번째 타자로 신문 지면에 소개한 당시 『조선

일보』의 결단에서, 전시가 표방하는 전위의 파격(破格)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림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다.

파리에서 미술을 연구하고 있는 화가 김흥수씨는 이번 본사주최 현대미술가초

대전에 근작 '나부좌상', ‘풍경', '몽마르트르 풍경' 등 삼점을 출품하여 재불화

가로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김흥수씨의 출품작 '나부좌상'.89)

85) 「주목되는 중견화가들의 결속」, 『조선일보』, 1957.11.13. 이와 함께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05, pp.45〜46도 참고했다.

86) 「본사주최 현대작가 초대미전 어제 성대히 개막」, 『조선일보』, 1957.11.23.

87) 위의 기사.

88) 「‘나부좌상’ 金興洙화.본사주최 현대작가 초대전」, 『조선일보』, 1957.11.23.

89)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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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막 사흘째인 24일 조간 2면에 또 한 번 사고를 내 전시회를 거듭

알린 『조선일보』는 25일 석간 4면에 천병근의 출품작 〈무제〉(도 6)

를 소개한다.90) 해, 별, 새, 눈을 부릅뜬 꽃이 인물과 함께 추상적이고 간

략하게 그려진 이 그림은 피카소나 미로의 작품을 연상케 한다. 한국 화

단이 1950〜1960년대 서양 추상화풍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그

림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 그림 역시 김흥수의 〈나부좌상〉과 함께

전시회가 표방하는 전위정신을 명확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나부좌상〉

소개 때와는 달리 이 그림에는 작가가 직접 그린 캐리커처와 함께 화가

의 변(辯)이 첨부되었다. 천병근은 “전체주의의 잿더미 속에서 개인이 발

현되었고, 집단적인 투쟁이 개인의 경쟁으로 변하였다”면서 “이런 난리

속에서 단 하나의 과제는 어떻게 살아야하겠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한

다. 삶의 요령이 아니라 삶의 보람이다. 미술은 이런 신념 위에 자리잡아

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썼다.91)

신문은 이후 27일에 김영주의 〈검은 태양〉(도 7)과 황규백의 〈화

(畵)〉를, 28일에 정준용의 〈모녀상〉과 최영림의 〈모(慕)〉를, 29일에

나병재의 〈정물〉을, 30일에 문우식의 〈소녀가 있는 공방〉(도 8)과 변

영원의 〈실재〉를 싣는 등 12월 12일까지 17점 가량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거의 대부분이 추상화다. 작품 소개에 이어 평론도 뒤따랐다. 미술평

론가 이경성은 1957년 11월 27일, 29일, 30일 3회에 걸쳐 신문에 「한국

현대미술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전시회 평을 연재한다.92) 이 글에서

이경성은 우선 “온갖 세속적인 흥행가치와 성공이 보증되어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이처럼 힘이 들고 그의 성과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술사업에 희생과 노력을 경주한 조선일보사의 희생적 배려를 잊을 수

없다”고 밝힌다. 또한 “전시방법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는데, 그의 글을

통해 제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서는 “작품감상의 순수성”을 위해

작가의 이름과 작품 제목을 제시하지 않는 전시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 「‘무제’ 千昞權.본사주최 현대작가 초대전」, 『조선일보』 ,1957.11.25.

91) 위의 기사.

92)「‘한국현대미술의 이정표’ 현대작가초대미술전 평」, 『조선일보』, 1957.11.27,

1957.11.29, 195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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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람회를 그처럼 빛나게 한 것은 물론 출품작가들의 우수성이 절대적인

조건이었으나 그의 전시방법이 좋았다는 것도 잊을 수 없다. 작품감상의 순수성

을 이룩한 명제(命題)와 작가명의 철거 작품감상에 알맞은 필요한 공간의 계산

등-. 93)

이경성은 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열린 1957년 당시를 ‘현대한국

미술의 과도기’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이후 매년 전시회 평을 맡게 되는

그가 1회 뿐 아니라 전시회가 마지막으로 열린 1969년에 이르기까지 한

국현대미술에 대해 변함없이 갖게 되는 인식이다. 이경성은 김영주가 앞

서 부르짖은 ‘재야정신’이 확실히 오늘의 한국미술의 가져야할 기본 자세

라고 인정하면서, ‘재야정신’을 “‘미술과 사회’라는 전제 아래 미술이 환

경의 소산이고 ‘리아리티’를 탐구하고 전지하는 창조정신”이라고 정의한

다. 그는 또한 한국현대미술의 ‘전개의 계기’를 근대의 ‘다다’와 ‘앵포르

멜’에서 찾고 있다.94)

이경성은 참여작가들 중 개성적인 실험방법을 보여준 작가들에게 주목

하며 12명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하였다.95) 김병기, 김영주, 김훈, 김흥

수, 나병재, 문우식, 이세득, 이응노, 정규, 정준용, 정창섭, 최영림이 그들

이다. 김흥수의 작품에 대해 “‘터치’로써 구축한 화면은 논리의 확실함을

감각시킨다. 서구의 조형방법이 구축적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으켜주

며 그림이란 그리는 것이지 칠하거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는 좋은 시각예

술의 교훈을 지니고 있다”고 후하게 평가하였다. 이응노에 대해 “동양화

의 세계에서 악전고투하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 등 동양화 작품에도

관심을 보였다.

12월 4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전시는 8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96) 12월 6

일자 석간 4면에는 주한서독공사이자 미술비평가인 리차드 헬쓰(Richard

Hertz·리히하르트 헤르츠의 영어식 오기)의 전시 평이 실렸다.97)98) ‘한국

93) 「‘한국현대미술의 이정표’ 현대작가초대미술전 평 (上)」, 『조선일보』,

1957.11.27.

94) 위의 글.

95) 「‘한국현대미술의 이정표’ 현대작가초대미술전 평 (中) (下)」, 『조선일보』,

1957.11.29.〜30..

96) 「초대작가전 연장」, 『서울신문』, 1957.12.8., 조은정, 앞의 글, p.46도 참고.

97) 「창조의욕의 집약. 현대작가 초대미전평」, 『조선일보』, 1957.12.6.

98) 주한서독공사였던 헤르츠는 이듬해인 1958년 10월 10일 주한 서독 대사로 부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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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전시인 만큼, 외국인 관람객의 객관적

인 분석이 필요했던 것 같다. 리히하르트 헤르츠는 “우아하거나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잔혹한 정열이 충일되어 있었고 스타일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이 있었고 전통이 아니라 무인지경의 강렬한 진실성에 사로잡힌 열

광이 약동하고 있었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세득, 문우식, 정준용, 최영

림, 김영주 등 다섯 명의 작품에 대해 언급했는데 반도호텔 다방의 벽화

작업으로 외국인에게 잘 알려진 이세득의 반추상화에 대해 브라크

(Georges Braque, 1882-1963)의 작품을 상기시킨다고 분석했다. 헤르츠

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작가는 김영주로, 그에 대해 “천재적이며

접신(接神)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칭찬하였다. 헤르츠의 평에서 이

전시 참여 작가들이 이전과는 달리 일본을 통해 이식(移植)된 미술이 아

니라 유럽의 미술을 직접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영주는 이해 12월 21일자 신문에 1957년 문화계를 총평하면서, “《현

대작가초대전》이 저항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짊어지고 작품으로

써 부조리와 대결하며 사회에 호소했다”고 평했다. “그는 전시회가 한국

미술의 과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전

위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99)

제2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1958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

회전이 열렸던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렸다. (도 9) 조선일보사는 1958년 4

월 5일 석간 1면에 사고를 내고 제2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100) 11월에

열렸던 1회 전시와는 달리 여름에 전시를 연 것은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국전을 비롯해 전시회가 많이 열리는 가을을 피해 비수기를 적극 공략함

으로써 관람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4월 5일과 5월 14일 석

간 4면 사고에서 『조선일보』는 전시 기간을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로 제시하였다.101) 그러나 6월 6일 석간 4면 사고에서는 6월10일부터 7

월16일까지로 변경하며,102) 6월 11일 석간 1면 사고에서는 6월14일에는

초대된 귀빈에게, 15일부터 7월13일까지는 일반에 공개한다고 확정하였

다.103)

99) 「1957년 문화계 총평. 과도기에서 신개척지로-정유년의 미술계 (下) 김영주」,

『조선일보』, 1957.12.21.

100) 「제2회 현대작가 초대 미술전」, 『조선일보』 , 1958.4.5.

101) 「제2회 현대작가 초대 미술전」, 『조선일보』 , 1958.5.14.

102) 「제2회 현대작가 초대 미술전」, 『조선일보』 , 1958.6.6.

103) 「제2회 현대작가 초대 미술전」, 『조선일보』 , 195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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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는 1회전과 마찬가지로 사고를 통해 2회전의 개최 배경을 밝

혔다. “예술의 창작이 민족문화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화단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와 왕성한 창작의욕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미술문

화의 방향과 아울러 창조정신에 이바지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등이

다.104) 동양화부와 서양화부로만 나누었던 1회전과는 달리 2회전에서는

조각부를 새로 창설하였으며, 작품 반입기일은 6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

틀이었다. 출품 작가는 6월 11일 사고에서 동양화에 금동원, 김화경(金華

慶, 1922-1979), 박인경, 성재휴, 윤영, 이응노, 이희세 등 7명, 서양화에

강영재, 김영주, 김흥수, 유영국, 정규, 정창섭 한봉덕을 비롯한 30명, 조

각에 강태성(姜泰成, 1927-), 전뢰진(田雷鎭, 1929-), 최기원(崔起源,

1935-)을 포함한 12명이라고 밝혔다.105) 6월 13일 석간 3면에는 현대작

가전 개막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는데, 반입된 작품 수는 동양화 16점, 서

양화 90점, 조각 20점 등 도합 126점이다.106)(도 10)

14일 개막식을 통해 참여작가 수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동양화부 참여

작가는 당초 밝힌 대로 7명이었고 조각도 당초대로 12명이었으나, 서양

화부 참여작가는 30명이 아니라 22명으로 8명이 줄었다. 전시 작품도 동

양화 23점, 서양화 81점, 조각 21점 등 모두 125점으로 다소 변동이 있었

다.107)

제2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대한 화단의 바람은 화가 정규의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108) 1958년 5월 23일과 5월

24일에 나눠 게재한 이 기고문에서 정규는 “왜정때인 1930년대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은 기형적으로 남의 배에 잉태되었던 것으로 일종의

표현파적인 경향으로 편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람회에 대한 구구

한 논의가 없었던 바는 아니나 그것은 화단적 형세에 의한 불합리 내지

는 보다 이상적 건의에서였다고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신문사가 미술운동을 주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30년대에 동아일

104) 「제2회 현대작가 초대 미술전」, 『조선일보』 , 1958.4.5, 1958.5.23.

105) 「제2회 현대작가 초대 미술전」, 『조선일보』 , 1958.6.11.

106) 「14일 제2회 현대작가전 개막 - 반입 작품 126점, 본사주최로 덕수궁서」,

『조선일보』 , 1958.6.13.

107) 「현대작가전 오늘 개막 - 초일은 초대 , 15일부터 일반 공개」, 『조선일보』

, 1958.6.14.

108) 「제2회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에 즈음하여 한국의 현대미술」, 『조선일보』 ,

1956.5.2., 195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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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가 학생미술전을 주최하여 당시의 일인(日人)이 주최하던 치대학생미술전과

대립하여 우리나라의 미술문화의 일반적인 계몽에 힘쓴 바 있다. 언론기관이 각

반문화의 전진적 모태가 되어왔음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미술문화의 경우에 있

어서도 언론기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협력이 없이 오늘의 성황을 이루게 되

었다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이렇게 생각하여 볼 때 조선일보사가

현대작가의 초대미술전을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조선일보측의 일방적인

행사 또는 조선일보사와 인사친교가 있는 몇 각화가의 화단적 분포로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의 종합된 모태로서만 의의

와 성과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109)

정규는 안 하여도 무방한 전람회를 꾸며보고자 하는 조선일보사측의 의

도에 대해 “일찌기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운동은 현실적인 냉대와 무이해

때문에 한 번도 공동된 현대미술의 광장을 가져보지 못했다”면서 “오늘

날의 우리나라의 미술문화의 여론적인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을가”라고

되물었다. 이로써 당시 화단에서는 《현대작가초대미전》을 하나의 ‘미술

운동’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왜정과 6.25 등의 사회혼란으로 제대로 성

장할 수 없었던 한국현대미술을 위한 광장(廣場)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한 조선일보사측의 속내는 어

떠했을까? 1958년 6월 15일 석간 1면에 실린 사설 「제2회 현대작가 미

술전을 개최하면서」가 그를 짐작케 한다.110) 작가들의 해외활동 등을

소개하며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예술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음을 주지시킨 신문은 “작년의 출품작가 수는 불과 20명이었는데 올해엔

동서양화와 조각을 합쳐 49며의 작가가 140여점의 작품을 들고 나온 것

을 볼 때도 외관상으로도 작년에 비해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

조하였다. 신문은 이어 “예술이나 학문의 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분야에

서보다 ‘권위’가 행세하는 폐단이 극복되어야할 것”이라면서 “진실로 창

작활동에 정혼을 기울이고 있는 능력 있고 열의 있는 예술인들에게 그들

의 활동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세력과 파

벌의 부실한 알력이 게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이로서 ‘권위의

미술’ 국전과 대립각을 세우는 ‘탈권위의 미술’로서 전시회의 성격을 분

109) 위의 글.

110)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을 개최하면서」, 『조선일보』 , 195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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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하였다.

전시 개막 3일째인 6월 17일엔 이승만(李承晩, 1875-1965) 대통령이 아

무 예고도 없이 전시회장을 방문, 30분간에 걸쳐 작품을 감상하였다.111)

(도 11)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이가 적지만 외국 사람들

은 좋아할걸" 하고 말하고 "많이 발전되었어. 그리고 조선일보사가 어려

운 일을 했군"하고 치하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비단 이 전

시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같은날 이 대통령은 공보관에도 들

러 한국 서예전 및 조화 소품전도 감상하였다.112)

제1회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는 지면을 통해 출품작 중 몇 점을

소개하였다.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강영재(姜永財)의 〈정물 C〉,

김영언(金暎彦)의 〈항아리〉, 양수아의 〈잠재의 가능성〉, 박인경의

〈향로 A〉 등이 소개되었다.(도 12〜15) 대부분 추상화였으나 1회 때

소개 된 〈나부좌상〉과 같은 파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제2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서 특히 강조된 역할은 어려운 현대미

술을 민중에게 알리는 계몽의 기능이었다.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6월 20

일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한 ‘제2회 현대작가전 평’에서 “현대작가미술전이

내포하고 있는 예술적 의지는 두말없이 현대에의 의지”라면서 “현대미술

은 때로는 민중 앞에서 그들을 계몽하고 때로는 그들을 끌고 가야만 되

었던 것이다”고 했다.113) 이경성은 이렇게 썼다.

그들의 기능으로 사물의 해설은 이미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민중을 위하

여 그들의 예술을 해설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현대미술이 주관화되었

다는 사실에도 기인되지만 현대미술이 단순화와 추상의 길을 걸어 그들의 시각

언어가 일종의 부호나 기호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적 공감이라는 것이지만 그 미적 공감을 소유하게끔 만들

기까지에는 일종의 입문서 내지 문법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법서가 소위

그들의 선언으로 또는 주장으로 또는 발언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눈

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114)

이경성이 2회전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서양화였다. 동양화, 서양화, 조

111) 「李承晩대통령 현대작가전 관람」, 『조선일보』, 1958.6.18.

112) 위의 기사.

113)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 평」, 『조선일보』, 1958.06.20.

114)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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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 서양화는 가장 자유롭고 대담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야였

다.115) 이경성은 서양화 중에서도 현대에의 의지와 높은 조형수법이 하

나로 승화된 예로 김영주, 문우식, 유영국, 정규, 정창섭의 작품을 들었

다. 그에 비해 동양화와 조각은 수준이 떨어졌던 모양이다. 이경성은 동

양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괴로운 입장에 서서 괴로운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서양화나 조각에 비해 조형적 발언의 논리와 구축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응노 등 몇몇의 작품에 대해서는 “장벽을 제

거하려는 전위”라고 평했다.(도 16) 조각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경성은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구태를 벗어난 것 같지

만 실질에 있어 현대적인 것을 파악 못하고 한낱 그림자를 좇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선진화된 서구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전시를 평가하기 위해 제1회 때

주한서독공사 리히하르트 헤르츠의 기고를 받았던 『조선일보』는 제2

회 때는 미대사관 문정관(文政官)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22〜1988)의 부인인 마리아 M. 헨더슨에게 원고를 청탁했다.116)117) 헨

더슨의 평론은 7월 4일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실렸는데, 전시회에 서구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헨더슨은 미술전 전

체의 구성에 서구의 영향이 나타났고, 출품작의 불과 4분의 1만이 전통

적 모필의 동양화를 대변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표했다. 헨더슨은 이러

한 서구적 영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젊은 미술가들이 극복

해야 할 난관의 하나로 보았다. 한국 젊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억압과 전

쟁, 전후의 위기의식 등을 통해 전통 가치에 회의를 품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결과로서 직면케 된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이경성과 마

찬가지로 헨더슨 역시 서양화에 호감을 표시하였다. 그는 “약동하는 강

렬한 색채를 사랑하는 애정과 거의 무제한으로 투입되다시피 하고 있는

115)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 평」, 『조선일보』, 1958.06.21.

116) 「서구에의 지향」, 『조선일보』, 1958.7.4., 7.5., 7.7.

117) 그레고리 헨더슨은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의 대표적인 예로 여겨지는 ‘헨더슨

컬렉션’의 소장자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하버드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48

년 26세의 나이로 주한 미국 대사관 부영사로 서울에 왔다. 1948〜50년과 58〜63

년 두 차례 한국에 머물던 7년 동안 국회연락관ㆍ문정관ㆍ대사특별정치보좌관

등을 지내며 국내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다. 동양미술을 전공한 헨더슨은 특

히 한국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고, 문화재를 직접 수집하거나 선물 받았다. 고려와

조선의 최고 명품 도자기 150여 점과 불화·불상·서적들을 모은 헨더슨은 1963년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문화재 수집품을 반출했다. 헨더슨 사망후 그의 아내는 도

자기를 하버드대 아서 새클러 미술관에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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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적 ‘에네르기’의 두 가지 요소가 효과적으로 조화되고 있다”고 평했

다. 출품작의 수준에 대해서는 “몇몇 작품의 ‘스타일’은 현재 구라파나

미국에서 전시되고 있는 현대화의 수준을 따라갈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

였다.

헨더슨은 전시회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느꼈다. 그는 “피카소, 루

오, 마네시에, 뷔페, 한스 아르퉁 등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

고 있는 듯이 보인다”면서 “이러한 서구작가들의 스타일이 한국의 젊은

화가들의 창조적인 작품세계와 결합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작가가 이러한

결합에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었다”고 썼다.118) 조각에 대해서도

역시 이경성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헨더슨은

“대개의 작품들이 추상주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작가거나 순수한

아리아를 꾸준히 추구하지 못한 작가들의 것이었다”고 보았다. 그는 조

각가들이 화가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는

데, 단 천박한 장식품에 불과한 조각들이 진열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현재 각국의 미술계전체에서 볼 수 있는 통례적인 현상이라고 부연하였

다.

제3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1, 2회와는 달리 경복궁미술관에서 열

렸다. (도 17) 전시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였고, 초청작가는

서양화부에 박수근, 장욱진, 유영국, 김환기 등 67명, 동양화부에 이응노,

박노수(朴魯壽, 1927-2013), 김기창, 서세옥, 이유태(李惟台, 1916-1999),

천경자(千鏡子, 1924-) 등 21명, 조각부에 김종영(金鍾瑛, 1915-1982), 김

세중(金世中, 1928-1986), 김경승(金景承, 1915-1992), 김정숙(金貞淑,

1917-1991), 윤효중, 최만린(崔滿麟, 1935-) 등 21명이었다.119) 서양화부

118) 마네시에란 프랑스 추상화가 알프레드 마네시에(Alfred Manessier, 1911-1993)

를 뜻하며, 뷔페란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뒤 뷔페(Jean Dubuffet,

1901-1995), 한스 아르퉁(Hans Hartung, 1904-1989)은 프랑스 추상화가로 모두

앵포르멜 작가다.

119) 「제 3회 현대작가 초대 미전」, 『조선일보』, 1959.4.11.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양화부(67명) 유영국, 한묵, 문신, 류경채, 장석수, 김창열, 김영언, 김영교,

이양노, 조동훈, 황용엽, 박영선, 손동진, 김흥수, 김옥규, 문우식, 장욱진, 김영주,

박고석, 정준용, 황유엽, 양수아, 나병재, 강용운, 박창돈, 장성순, 강영재, 이수재,

김학수, 정점식, 함대정, 김병기, 안영복, 이봉상, 황염수, 박수근, 이준, 최영림, 김

훈, 정창섭, 박항섭, 이명의, 김종휘, 김정자, 박광호, 김환기, 이세득, 김서봉, 이일

영, 이규상, 한봉적, 김경, 정규, 고화흠, 박서보, 문학진, 이용환, 장리석, 하인두,

이용학, 박용진, 신석필, 남관, 권옥연, 전상수, 김청관, 동양화부(21명) 이응노, 김

정현, 박지홍, 박노수, 권영우, 장운상, 김기창, 김영기, 이남호, 서세옥, 허건, 박래

현, 이유태, 조중현, 이희세, 박인경, 천경자, 성재휴, 장덕, 안상철, 김화경 조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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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작가에 박수근, 장욱진, 김환기, 유영국 등 현재 한국근대미술의 거

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화가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제3회 《현대작가초대

미술전》에 무게감을 부여한다. 최종 출품된 작품 수는 동양화 23점, 서

양화 136점, 조각 18점 등 도합 177점이었다. 개관일인 24일엔 즉석에서

서양화 4점이 계약 판매되었다.120)(도 18) 이 전시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

니라 일종의 ‘아트페어’였던 셈이다. 당시의 미술계에서 화랑 전시가 아

닌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낯선 개념이 아

니었다. 관전(官展)인 국전에서도 역시 작품 판매를 하고 있었다.

3회를 맞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재정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59년 2월 28일 지면엔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콤포지션〉 사진과 함께 ‘새로운 기풍의 창

조-현대미술작가초대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경성의 기고문이 실렸

다.121)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전회(全回)에 걸쳐 평론을 맡은 이경성

은 이 글에서 출품작가의 선정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현대작가초대미

술전》 작가 선정엔 ‘현대미술작가여야만 한다’는 선정 기준, 그리고 거

미줄처럼 얽힌 한국화단의 혼란 때문에 잡음이 일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미술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많은 적대 세력을 낳

았다. 이경성은 “창조적 활동은 중지하였으나 화단적 활동은 아직도 계

속하고 있는 소위 대가 및 중견급의 미술가들이 이 전람회를 백안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대미술작가로 선정된 그 사람의 작품역량이 오

늘의 예술창조와는 거리가 먼 미술가였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화단적 내

지 사회적 불신”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경성은 이에 대하여 이렇

게 변명하였다.

그러나 선정에서 빠진 대가나 중견이 이 전람회를 백안시한다는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당초 이 전람회를 개최한 근본 의도 자체

가 오늘의 화단을 그들 근대의 망령들의 손에서 탈취하여 한국에 올바른 현대

미술의 씨를 뿌리고, 또 그들 근대의 망령들에게 사로잡힐 대중을 그들에서 구

(25명) 강태성, 이정구, 유한원, 김종영, 김세중, 차근호, 김경승, 김교홍, 박철준,

전뢰진, 김영중, 송학수, 김정숙, 윤효중, 백문기, 전상범, 윤영자, 정정희, 최만린,

김영학, 배형식, 최기원, 김찬식, 장기은, 민복진.

120) 「'그림마다 "현대의 감각" 본사주최 현대작가미술전 개막」, 『조선일보』,

1959.4.25. 아쉽게도 판매자를 추적할 수 없었다.

121) 「새로운 기풍의 창조-현대미술작가초대전의 과제」, 『조선일보』, 195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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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동시에 고독에 떨고 있는 현대 미술가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활동을 중지했거나 권위의 덩어리가

된 미술가는 최초부터 적대자로 가정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역사적 유물로

진열장 속에 고이 간직하자는 것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 근대의 망령들의

반대나 백안시는 선당 예기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는 것이다.122)

선정된 작가가 실력이 저열해 화단의 불신을 유발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는 현대미술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

았다. 한국 현대미술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옥석이 혼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실력이 없는 자는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경

성은 현대성을 가진 미술가가 화단에서의 위치나 개인적 사정으로 출품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현대미술가 전원이 이 전람회에 동원되어야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전람회의 발전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경성의 기고문에서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지표도 명확히 드러

난다. 그는 ‘근대성의 지양’과 ‘현대성의 수립’을 전시회의 2대 목표로 삼

았다. 이경성은 “우리 문화가 근대를 뛰어넘어야한다는 이유에서 종종

한국현대미술의 출발점을 근대선상에 설정하려는 사고형식이 그릇되었

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의 단층을 오늘의 위도에서 세

계적 내지 인류적 공통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해야한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근대성을 지양시켜 비게 된 자리에다가 현대라는 새로운 주인공

을 모셔놓는 것이 ‘현대성의 수립’”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현대성은 세

계적인 것을 지향하되 독자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조그만 것을 고집하지 않은 자기가 있고 그 자기가 올바른 자세로 오늘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현대한국미술에게 요망되는 주문이고 또 그것은 곧

조선일보 주최 현대미술작가초대전에 바라고 싶은 오직 하나지만 그것이 전부

인 주문인 것이다.123)

1959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조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1960년 한

국현대미술가연합 창립선업문을 작성하기도 한 미술평론가 방근택(方根

122) 위의 글.

12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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澤, 1929-1992)은 전시회 개막을 1주일 가량 앞둔 3월 18일에 ‘새로운 미

가치의 발견. 한국 현대작가 초대전이 뜻하는 것’이라는 글을 기고하였

다.124) 그는 초대전이라는 작가 선정 형식을 밟고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⓵어떠한 기성가치의 척도에서 현재의 창조에 대한 고저와 상이를 다루지 않

아야할 것이며⓶일반적인 경향성을 강조하는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야 할 것이며⓷또 어떤 개인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이것은 전

역에 걸친 초대형식의 공평할 수 있는 그것이라야 할 것이다.125)

그는 함께 초대형식이라는 전시회의 결함도 지적하였는데, 표준이 정해

져 있지 않아 작품이 모방 일색이거나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것, 단체

와 무소속을 비교해 볼 때 후자의 질적 우세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광범

위한 초대 참획(參劃)의 다양성을 단체와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하고, 초

대급 작가 외에 일반응모의 기회와 거기에 따르는 치상제 등이 해결지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가 거듭되면서 모방, 즉 표절의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었

다. 이번 전시에서 개막 후 평을 맡은 화가 김영주는 5월 1일 게재된

「우리 현대미술의 전망」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였다.126) 일단

반성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모방’이었다.

이번 제3회전에서 영향과 모방의 한계를 처리 못한 작품이 많았는데 만일 이

러한 비창의적인 방법을 그냥 지탱한다면 한국현대미술의 전망은 암담하다. 혁

신에의 길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영향을 받으면서도 창의에

의한 예술적 활동에서 전개되는 길-그 속에서 현대의 생존이유를 발견하고 작

가로서의 생존목표를 내세우는데서-우선 혁신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한국현대

미술이란 이름은 외국의 전위미술의 방법을 따르라는 사고방식에서 붙여진 것

은 아니다.127)

124) 「새로운 미 가치의 발견. 한국 현대작가 초대전이 뜻하는 것」, 『조선일보』,

1959.4.18.

125) 위의 글.

126) 「우리 현대미술의 전망-제3회 현대작가전을 보고 (상)」, 『조선일보』,

1959.5.1.

12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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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는 “하루아침에 모방의 탈을 쓰고 나타난 자들 작가 평론가 할

것 없이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성인이 되어

야겠다”면서 반성을 촉구하였다. 무조건적으로 서구의 앵포르멜을 답습

하는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128) 김영주는 “젊은 앵포르멜 실험자들의 작

품에는 실현과 정열만이 앞섰다”면서 “서구의 앵포르멜은 허무와 현실구

축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미의식인데 우리의 허무와 현실구축의 사이에는

역사적 비례시대가 놓여 있다”고 썼다. 즉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대를 통

해 변증법적 발전과 새로운 이치를 발견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영주와 방근택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단골 평자(評者)였다. 도

쿄 다이헤미요미술학교에서 수학한 김영주는 1946년 이후 서울에 정착하

였다. 1950〜1960년대, 그는 화가인 동시에 평론가로도 활발히 활동하였

다. 화가가 그림의 평까지 맡는 것은, 문인 화가들이 지기(知己)의 그림

에 발문(跋文)을 써주고 했던 조선시대의 전통에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의 한국 화단에서도 화가가 미술 비평을 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었다. 김영주, 정규, 박고석 등은 평단의 단골 필자였다. 그

러나 그 비평은 미술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기보다는 ‘전위’, ‘혁신’, ‘창조’ 등의 역동적인 언어를 내세운 ‘선언’에 가

까웠다. 역시 화가였다가 비평을 겸업하게 된 방근택 역시 비슷한 경우

로 볼 수 있다.129) 또한 김영주의 경우 자신이 적극적으로 조직에 개입

한 전시의 비평을 맡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보인

다. 이와 같은 국내 미술비평의 빈곤, 객관성 담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이 외국인 필자의 섭외이다.

3회전 감상평의 외인부대로는 2회전 때 참여했던 마리아 M. 헨더슨과

리히하르트 헤르츠(Richard Hertz) 주한서독대사가 다시 동원되었다.130)

2회전 때는 헨더슨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의 부인이라는 사실 이

외에 특별한 설명이 없었던 『조선일보』는 3회전에서 헨더슨에 대해 이

렇게 설명하였다.

128) 「우리 현대미술의 전망-제3회 현대작가전을 보고 (하)」, 『조선일보』,

1959.5.3.

129) 미술사학자 최열은 김영주, 방근택 등의 평문(平文)에 대해 “미셸 타피에같은

프랑스 평론가들의 글을 번역하는데 가까웠다”고 지적하였다. 최열과의 전화 인

터뷰. 2013.11.8.

130)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리히하르트 헤르츠 주한서독대사는 이대원, 이응노의 유

학이나 해외 전시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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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여사는 조각에 깊은 조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전반에 걸쳐서

도 날카로운 심미안을 갖고 있으며 또 부군과 더불어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다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131)

2회전에서 동양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헨더슨은 3회전에서는 동

양화에 대해 “종래의 전통적 스타일만을 따르고 있는 작가는 거의 한 사

람도 없고 대부분이 서구적 심미감과 동양화의 기법을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고 평했다. 헨더슨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한 작가는 김기창인데,

“‘유자’와 ‘만추’에서 대가다운 필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서양화

에 대해서는 “현대의 서방세계와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날 서방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곧 한국작가들의 문제이

기도 하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일군의 서양화가들 중 헨더슨이

가장 ‘한국적’이라 꼽은 화가는 박수근이었다.132) 박수근의 출품작 〈휴

녀〉(도 19) 등에 대한 헨더슨의 평은 당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미’에 대한 관념, 반도호텔 내 반도화랑에 걸려 많은 인기를 끌었던

박수근 작품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133)

박수근씨는 앉아있는 남녀 그들의 전통적 복장과 자세 속에서 미를 추구하며

그것들을 잘 조화된 장식적 ‘스타일’로 배치한다. 한국의 자기(磁器)를 연상시키

는 그의 침잠한 백색과 회색의 ‘토온’(색조)은 조용함을 발하고 넓은 형식들은

힘을 말해준다. 그는 아마 이 ‘구룹’의 서양화가들 중에서 가장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134)

이밖에 유영국과 김영주의 작품 등이 인상 깊은 작품으로 꼽혔다. 2회

에서와 마찬가지로 헨더슨은 프랑스 화단의 영향을 간파하였는데, 특히

131) 「현대미술의 대표적 단면-제3회 현대작가전을 보고 (상)」, 『조선일보』,

1959.5.11.

132) 위의 글.

133)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 화랑인 반도화랑은 1956년 교통부가 관리하던 반도호텔

(현재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 안에 문을 열었다. 미국인 화상(畵商) 실리

아 짐머만이 조직한 '서울 아트 소사이어티'가 반도화랑의 최초 설립자다. 이후

화가 도상봉, 화가 이대원씨 등이 운영을 하다 1974년 반도호텔이 롯데에 넘어가

면서 화랑도 덩달아 문을 닫았다.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이 반도화랑에서 점원

으로 일했었다. 필자의 기사, 「＂중섭이 수근이 자주 왔었죠＂ 원로 화가들이 말

하는 50년전 반도화랑의 추억」, 『조선일보』, 2011.3.3. 참고.

13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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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 화가 ‘피에르 술라그’(Pierre Soulages)에 매혹된 듯한 작가들이

대단히 많다”고 했다.135)136) 진실성 없는 열정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있

었다.

화필과 색채로 공간을 정복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정

신능력 결핍을 보충할 수 있는 예술적 힘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적당한 기

초도 없이 현대적 방향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화가는 아무런 진전도 성취할

수 없음을 확신해도 좋다.137)

조각에 대해서도 싸늘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용하는 재료로 말미암아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서서한 진전에 만족하지 않

고 조각가 중에는 벌써 60년 전에 정복된 형식 속으로 애써 뛰어들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138) ‘헨리 무어’와 ‘브란커시’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품한 조각가 중에서 형식의 힘에 대한 강력한 감정

이나 공간관계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가들을 모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의 작품

속에 깃들어있는 의의의 이해에 노력하여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

다.139)

앞서 말했듯 국내 평론가들의 글이 과도한 수사(修辭) 투성이의 선언문

형식이라면, 헨더슨은 국제 미술계의 조류와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출

품작들을 비교·대조해 가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유력 일간지가 주

최하는 전시라고 하여, 찬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필자가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헨더슨의 평이 냉철하면서 객관적인데 반해 전시회가 끝난 후인 5월 16

일 게재된 리히하르트 헤르츠의 평은 외교적인 언어로 점철된 ‘주례사

135) 「현대미술의 대표적 단면-제3회 현대작가전을 보고 (하)」, 『조선일보』,

1959.5.13.

136) 피에르 술라그는 프랑스 추상화가 피에르 술라주(1919-)의 오기(誤記)로 보인

다.

137) 위의 글.

138) ‘60년 전에 정복된 형식’이란 인체사실주의를 일컫는다.

139) 위의 글. ‘브란커시’는 루마니아의 추상조각가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şi,

1876-1957)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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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이다.140) 그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한국에서 어떻게 낡은 것

이 새로운 현대적 감각의 매개수단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현대적인 것

이 낡은 전통적 직관의 전달체가 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박래현, 유영국, 문우식, 김창열, 김청강 등 자신이 감명을 받

은 작품들을 나열하였다.141)

1960년 1월 26일 『조선일보』 석간 1면에는 제4회 《현대작가초대미

술전》을 알리는 사고가 실렸다. (도 20) 신문은 “4월 10일부터 1개월간

경복궁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다”면서 전시 개최 배경을 “창조의

정신은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예술의 창작은 민족문화의 원

천이 되는 것임을 새로이 인식하면서 우리 화단의 가장 새로운 경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현역작가들을 초대하여 현대미술의 성장을 베풀고자 한

다”고 밝혔다.142) 제4회전은 『조선일보』 창간 40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이날 신문은 동양화부 32명, 서양화

부 73명, 조각부 25명 등의 참여작가 명단을 발표했다. 이 참여작가 명단

은 3월 13일 사고에서 서양화부 74명, 동양화부 43명, 조각부 25명으로

조정되며,143) 4월 2일자 사고에서는 서양화부 79명, 동양화부 45명, 조각

부 15명 등 모두 149명의 작가가 초청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44)

『조선일보』는 작품 반입 과정의 보도에도 열심이었다. 작품 반입은 4

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었는데, 4월 4일자 신문에는 반입된 작품을

정리하는 광경 사진과 함께 “3일 하오 5시 현재 동양화 15점, 서양화 47

점, 조각 4점 합계 65점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145)(도 21) 제4

회전 반입 작품 수는 지난해를 훨씬 능가하여, 4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벌써 250점이 반입되었다.146)

4회전의 정확한 규모는 전시회 개막 전날인 4월 10일에야 공개되었는

데, 동양화부에 16명이 작품 27점을, 서양화부에 46명이 작품 146점을,

조각부에 8명이 작품 14점을 내놓아 모두 70명의 작품 187점이 반입되었

140) 「현대적 감각의 매개/현대작가 초대전을 보고」, 『조선일보』,1959.5.16.

141) 1959년 4월 11일 발표된 제3회전 초대작가 명단에는 김청강이 없다. 아마도 이

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142) 「제4회 현대작가미술전」, 『조선일보』, 1960.1.26.

143) 「제4회 현대작가미술전」, 『조선일보』, 1960.3.13.

144) 「제4회 현대작가미술전」, 『조선일보』, 1960.4.2.

145) 「본사주최 현대작가 미술전 3일부터 6일까지 작품반입 개시」, 『조선일보』,

1960.4.4.

146) 「본사주최 현대작가 미술전 반입작품 벌써 250점」, 『조선일보』, 19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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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7) 신문은 이를 일러 “공전(空前)의 미술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도하

였지만, 사실 애초에 사설과 사고 등을 통해 밝힌 “149명이 200여점”과

는 다소 차이가 있는 규모였다.148) 이날 신문은 장성순의 〈작품 No.1

2〉, 김기창의 〈군(群)〉, 김청강(金晴江, ?-?)의 〈고도(古都)의 인상〉,

김병기의 〈허상〉, 차근호(車根鎬, 1925-1960)의 〈달〉 등 출품작 5점

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였는데, 독자들이 마음에 드는 그림을 잘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인지 그림 테두리를 절취선으로 만들어 놓았다. (도 22

〜26)

4회를 맞이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소위 ‘모던 아트’계의 작가들을

총망라한 전국적인 초대전으로, ‘모던 아트’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대도(大道)라는 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149) 《현대작가미술전》은

스스로를 ‘봄의 대전람회’로 규정하였다. 3년만에 스스로를 ‘가을의 대전

람회’인 국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술계의 주요 전시로 여길 만큼 자

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런 자부심에는 소위 ‘앙데팡당(Independant)’의

정신이 한국 뿐 아니라 시대적 조류라는 인식이 함께 했다.150) 이 시기

한국 화단에는 이미 앵포르멜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었다. 1957년 결성된

현대미술가협회가 구심점이었다. 프랑스의 앵포르멜 미술이 국내에 본격

적으로 소개된 것은 1958년 3월에 발행된 『신미술』제8호에 마티외

(Georges Mathieu, 1921-)가 작품을 제작하는 광경을 찍은 사진 2컷과

함께 실린 「“앙 훌멜” 운동의 본질」이라는 글을 통해서였다.151) 이 글

은 한국미술계에 있어서 최초로 앵포르멜 미술의 배경과 의미를 다루었

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로부터 2개월 뒤인 5월에 개최된 현대미협 3회

전에서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이 출현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전위계 그룹의 특질과 무소

속 작가들의 주장을 하나의 전람회 형식을 통해 반영시킬 수 있는 터전

147) 「본사주최 현대작가 미술전 출품작들. 11일부터 경복궁 미술관서 공개」, 『조

선일보』, 1960.4.10

148) 『조선일보』는 4월 2일자 사설 「현대미술의 대제전」에서 “서양화가 75명 동

양화가 45명 조각가 25명 등 계 149명이라는 많은 수의 작가의 작품 200여점이

전시된다”고 밝혔다.

149) 「현대미술의 대제전」, 『조선일보』, 1960.4.2.

150) ‘앙데팡당’이란 1884년 프랑스 관전인 살롱 데 자르티스트 프랑세의 아카데미즘

에 반대하여 개최된 무심사 미술전람회이다.

151) [네이버 지식백과], 앵포르멜 [Informel]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

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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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했는데, 그룹과 무소속 작가들의 공동평의에 의해 전람회가 운

용되어야한다는 제안이 손쉽게 실천된 대표적인 예를 제4회전이라고 보

았다.152) “작품과 처신이 상반된 채 화단의 대변자 행세를 해올 수 있었

던 것은 이미 낡은 시대의 일이며, 모름지기 작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은 작품의 성과와 그 작품을 통하여 발언하는 것 이상은 없다”는 것이

당시 전위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였다. 제4회 《현대작

가미술전》은 자기세력 조장의 행정적 수완이 작가의 실력보다 중시돼

왔던 종래의 폐단을 구성에서부터 일소시키고, 전 참여 작가의 공동주최

면모를 갖추고자 했다.153) 이들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국제적 상호교류로의 발전”이었다.154)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도는 실효성이 있었던 모양으로, 『세계일

보』는 제4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이렇게 평하였다.

‘아카데믹’하고 관료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을의 국전과 함께 우리나라

의 2대전으로 알려진 이 현대작가전은 봄의 대전으로 젊은 작가들이 토해놓는

반예술의 흥분과 강렬한 미에의 직시적인 기습으로 전위의 일전을 전개하고 있

다.155)

제4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전시 평은 3회 때도 평을 썼던 미술평

론가 방근택이 맡았다.156) 그는 4월 15일 기고문에서 제4회 《현대작가

초대미전》이야말로 ‘모던 아트’에 하나의 ‘에폭’을 그어놓았다고 평했다.

재야작가를 대거 망라한 이 전람회가 관료예술에 대해 처참한 투쟁을 계

속 해 옴으로써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방근택은 “작년까지만 하더라

도 우리 미술계에서는 ‘모던 아트’의 헤게모니 권내에서 각기 현대예술의

있을 바를 모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이비풍이 혼란하게 떠들고 있었

다”고 보았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는 하나의 ‘이니시아티브’가 쟁취되

었으며, 이 거점에서 우리의 현대미술이 이제야 본 궤도에 따라 출발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152) 위의 글.

153) 위의 글.

154) 위의 글.

155) 「제4회 현대작가 미술전 개막」, 『세계일보』, 1960.4.13.

156) 방근택의 평론은 「제4회 현대작가미술전평-국제적 발언에의 민족적 토대」,

『조선일보』, 1960.4.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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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시작한 제4회전은 그러나 4·19 혁명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

다. 『조선일보』는 5월 11일자 신문에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계

엄해제 뒤 재개될 것임을 알렸다.

4.19 이후 중단되어 오던 본사주최 제4회 현대작가미술전은 계엄령이 해제되고

사태가 온화하게 된 후 재개키로 되었다. 4월11일 개막되어 5월 10일까지 계속

될 예정이던 동전람회는 4.19 이후 경무대 어귀에서부터 교통 차단이 되어 폐막

상태에 놓였었던 것이다.157)

전시는 7월 10일이 되어서야 속개되어 7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158)(도

27)

1〜4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 미술계의 ‘전위 부대’를 결집하고, 세

력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57년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전에서 동양화부 4명, 서양화부 30명 등 34명의 초대작가로 시작한

이 전시는 이듬해 2회전에서 조각부를 신설, 동양화부에 7명, 서양화부에

22명, 조각부에 12명의 작가를 초대, 규모를 넓혀간다. 경복궁미술관으로

전시 장소를 옮긴 3회전에서는 서양화부 67명, 동양화부 21명, 조각부 25

명으로 모두 113명이 177점을 출품해 대규모 전시로 자리잡았다. 1958년

4회전에서는 동양화부에 16명이 작품 27점을, 서양화부에 46명이 작품

146점을, 조각부에 8명이 작품 14점을 내놓아 모두 70명의 작품 187점이

반입되었다.159)

157) 「현대작가 미술전 계엄해제뒤 재개」, 『조선일보』, 1960.5.11.

158) 「본사주최 경복궁미술관서 현대작가미전 10일부터 속개」, 『조선일보』,

1960.7.8..

159) 앞서 밝힌 것처럼 초대 규모와 실제 작품 반입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

선일보』는 4회전에 서양화부 74명, 동양화부 43명, 조각부 25명을 초대하였다고

밝혔으나 막상 반입된 작품 수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신문은 “동양화부에 16명

이 작품 27점을, 서양화부에 46명이 작품 146점을, 조각부에 8명이 작품 14점을

내놓아 모두 70명의 작품 187점이 반입되었다”고 밝혔으나, 제4회전 작품 리플렛

에는 동양화부에 김기창, 김정현, 김화경, 남궁훈, 민경갑, 박지홍, 박래현, 서세옥,

성재휴, 안동숙, 이유태, 장덕, 최종찬, 한유동, 김청강, 김학수, 김영화 등 17명이

모두 28점을 출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서양화부에는 강영재, 강용운, 김

병기, 김훈, 김영주, 김영덕, 김상대, 김동현, 김일청, 김서봉, 김용선, 김창열, 나병

재, 노원부, 문철수, 박근자, 박서보, 배륭, 변희천, 송대현, 안영목, 안기풍, 양수

아, 유영국, 이일영, 이종학, 이상우, 이양노, 이명의, 이상순, 이수헌, 이철, 이철

이, 이항성, 장석수, 장성순, 전상수, 정문규, 정영열, 정건모, 정준용, 정창섭, 조용

익, 조병현, 차익, 하인두, 하종현, 한봉덕, 황규백 등 모두 49명이 153점을, 조각

부에선 강내성, 김영학, 김찬식, 김정숙, 윤영자, 전뢰진, 전상범, 차근호 등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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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시 도록이 발간되지 않았고, 신문사가 임의로 고른 몇 점의 대

표작만이 조악한 흑백 인쇄물로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전시회의 흐름에

따른 작품 경향 분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1회전의 경우 신문

지상에 소개된 김흥수의 〈나부좌상〉이라든가 천병근의 〈무제〉, 김영

주의 〈검은 태양〉 등은 형태가 완전히 파괴된 본격적 앵포르멜이라기

보다는 반추상 계열로 피카소나 브라크 등 입체주의 화가들의 초기 화풍

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족을 통해 어렵사리 칼라 사진을 구

할 수 있었던 제1회전 출품작 문우식의 〈소녀가 있는 공방〉의 경우 작

은 방 안에 빽빽하게 들어찬 각종 기물(器物), 녹색과 붉은색이 섞인 소

녀의 얼굴 빛,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먼 녹색조의 색채 등에서 마티스

(Henri Matisse, 1869-1954)를 비롯한 야수파 작가들의 영향이 묻어난다.

2회전 출품작에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되며, “새로운 기치를 창조하겠

다”면서 칸딘스키의 〈콤포지션〉을 내세운 제3회전에서도 큰 변화는 없

었다. 동양화 출품작인 박래현의 〈이브 이후〉(도28)도 과감한 면 분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입체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림이다. 3회전에서

는 오히려 토속성이 도드라지는 박수근의 〈휴녀〉가 출품되었는데, 정

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 화가의 작품을 서양미술사의 맥락에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거칠고 힘찬 마티에르의 느낌이 앵포르멜적인 활

기와 생명력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4회전

의 경우 역시 흑백 도판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으나, 『세계일보』 1960

년 4월 13일자이 실린 전시평에 “박서보가 미국의 데 쿠닝의 작품같이

극단아(極端兒)의 생(生)과 자유(自由)같은 것을 외치고 있다”, “강용운이

〈앵포르멜〉이라는 작품을 내놓았다”는 사실 등이 언급됨에 따라 전시

가 명백히 유럽의 앵포르멜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60)

3. 1961〜1963년(제5〜7회): 신진작가 공모와 국제화

1961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개최된 제5회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의 가장 큰 특색은 초대로만 이루어졌던 예년과는 달리 신진작가 공

14점을 출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160) 「제4회 현대작가 미술전 개막」, 『세계일보』, 19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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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을 함께 실시하였다는 점이다.(도 29) 『조선일보』는 1961년 1월

28일 석간 1면 사고(社告)에서 “이번에는 현대작가의 초대작품과 유능한

신진들의 등용을 위한 공모전을 겸하게 되었다”면서 “태동한 젊은 세대

들의 많은 출품으로 대규모의 전람회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161)

당초 전시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며, 전시

장소는 경복궁미술관이었다. 초대 작가로는 동양화부에 11명, 서양화부에

55명, 판화부에 7명, 조각부에 10명을 예고해 처음으로 판화부를 따로 초

대했다. 반입기간은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반출기간은 4월 28일부

터 4월 31일까지로 알렸다. 신문은 공모 입선작품은 4월 1일자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월 11일자 『조선일보』 석간 4면에는 1월과 유사한 내용의 사고가 실

렸다. 단 동양화부와 서양화부를 통합해 회화부에서 작가 66명을 초대한

다고 밝혔으며, 조각부에서는 10명이 아니라 11명을 초대하겠다고 하였

다.162) 3월 3일자 석간 4면 사고에서는 회화부 초대작가 수가 67명으로

한 명 더 늘어났고, 전시기간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로 줄어들었다.163)

이후 『조선일보』는 몇 번의 사고를 거듭 더 내 전시회 개최를 고지하

였다. 결국 초대작가는 김영주, 김창열, 김경, 김흥수, 이세득 등 모두 85

명으로 확정됐다. 출품 규격은 초대작가와 공모 작가 모두 3점 이상 300

호 이하였으며, 반입 기간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수정하였다. 또한

초대전에서 작품상 1명, 공모전에서 신인상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겠다

고 밝혔다.164)

이즈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개최 의의는 근대라는 역사적인 과정

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국제적인 예술의 흐름에 눈

뜬 전위작가들이 현대미술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을 한 자

리에 모으는데 있었다. 그들은 그럼으로 해서 오랫동안 몰이해와 편견에

저항해 온 한국의 현대미술을 도울 수 있으리라 믿었다.165) 전시 개막을

앞두고 『조선일보』는 당시 45세였던 김병기와 33세였던 김창열을 각각

40대 화가와 30대 화가의 대표기수로 내세워 대담을 진행했다.166) 「한

161) 「제5회 현대 미술전. 호화! 초대와 공모」, 『조선일보』, 1961.1.28.

162) 「제5회 현대 미술전. 호화! 초대와 공모」, 『조선일보』, 1961.2.11.

163) 「제5회 현대 미술전. 호화! 초대와 공모」, 『조선일보』, 1961.4.4.

164) 「제5회 현대미술 초대공모전」, 『조선일보』, 1961.3.18.

165) 「전진하는 현대미술의 자세」, 『조선일보』, 1961.3.26.

166) 위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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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모던아트를 척결하는 대담」이라 명명한 두 화가의 대담은 피카소의

〈게르니카〉 사진과 함께 실렸다. 대담의 주제는 ‘현대미술의 추상성이

대중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리감에 대한 고민’이었다. 다만 두 대담자의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김병기가 현대미술의 추상성이 대중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김창열은 “대중들이 솔직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눈이 오면 어린이들은 즐거워서 뛰노는데 어

른들은 걱정부터 한다”고 응대하였다. 현대미술의 기점을 정의하는데 있

어서도 다소 시각 차를 보였는데, 김병기는 후기인상파의 세잔을 현대미

술의 기점이라고 보지만, 김창열은 “현대미술의 기점은 다다”라며, “여기

서 40대와 30대의 차이가 생긴다”고 받아쳤다.

제5회 《현대미술초대공모전》의 심사는 당시 『조선일보』 취체역 회

장이었던 홍종인, 화가 유영국, 김영주, 권옥연(權玉淵, 1923-2011), 이세

득 등 다섯 명이 맡았다.167) 초대전이었던 1〜4회전에서는 선정위원을

지면상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첫 공모전인 5회전부터 심사위원을 공개했

다는 것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하는 『조선일보』측의 노력으로 보

인다. 입선자 명단은 3월 31자 지면을 통해 발표되었다. 공모 작품 제출

자 85명 중에서 32명이 입선자에 포함되었다. 이 중에 신인상은 1명, 장

려상은 2명이었다.168)(도 30) 3월 31자 신문 석간 4면에는 신인상 입상자

의 작품이 발표되었는데, 민병영(閔丙英, 1922-)의 〈원시〉(도 31)였다.

뿌연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것만 같은 흑백 도판으로는 〈원시〉가 정확

히 어떤 그림인지 알기 힘들다. 다만 형태가 해체되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신문에 실린 이경성의 평이 그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이경성은 이 그림에 대해 “전통과 형식을 깨뜨린 뒤 뷔페 계열의

원시적 생명감이 감도는 화면”이라고 했다.169) 민병영 자신도 4월 22일

시상식 후 열린 좌담회에서 “전에는 주로 구상을 했다. 최근에 와서 권

태와 절망을 주제로 하고 보니 어느덧 ‘앵호르멜’로 됐다. 이번에는 현대

화 아닌 사실, 반추상을 그리던 전보다 어떤 생명력을 표현해보려고 했

다”고 밝혀, 작품이 앵포르멜을 지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70)

167) 「제5회 현대미술 초대공모전 - 4월1일 드디어 개막」, 『조선일보』,

1961.3.30.

168) 「본사주최 현대미전 공모작품 - 입선작은 32점. 공전의 호화! 내1일 개막」,

『조선일보』, 1961.3.31.

169) 「현대미의 표정(전2회) (2)제5회 현대작가 미전·공모전 평」, 『조선일보』,

19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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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를 표방한 전시이니만큼 『조선일보』측에서는 첫 공모전에 앵포

르멜의 영향이 물씬 드러나는 작품에 상을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

한 전시의 흥행을 위해 귀를 자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정도의 이야깃거리가 있는 화제의 작가가 필요했던 것 같기

도 같다. 신인상 수상자 민병영은 농아(聾啞)로, 농아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171) 이밖에 장려상을 받은 정해일의 작품 〈그리움〉이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다.172)(도 32)

전시 개막일인 4월 1일자 신문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후감이 실렸다.

유영국, 권옥연, 이세득이 글을 썼는데, 자신들이 심사한 작가들을 혹평

할 수는 없었던 모양으로 칭찬 일색이었다.173) 유영국은 “처음으로 시도

하는 공모전이 이 정도의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모던 아트’의 뿌리가 박혔다는 것의 반

증으로 기쁘다”고 하였다. 권옥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할 ‘모던 아

트’의 공모전이 이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도 현대미

술의 전통이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경하할 일”이라고 평

했다. 이세득은 “이번 현대작가초대미전이 처음 시도하는 공모전의 성과

는 한국현대미술운동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라고 적었다.

제5회전 개막식에는 윤보선(尹潽善, 1897-1990) 대통령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테이프를 끊고 50여분간 전시된 작품을 일일이 감상한 후, 작

가들과 악수하면서 격려하였다.174)(도 33) 전시에는 초대작가 47명의 작

품 107점과, 공모에 입선한 작가 33명의 작품 65점이 나왔다.

공모전을 곁들여 체질 개선을 시도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다음

과제는 국제화였다. 4월 1일 열린 현대미전 준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제

6회전의 회기를 다음해 5월로 할 것과,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해외진출

170) 「질적비약 꾀한 현대미술, 제5회 현대미전을 결산하는 좌담회」, 『조선일

보』, 1961.4.25.

171) 「聾화가 불굴의 정진」, 『조선일보』, 1961.4.2. 첫회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주

목받았으나, 민병영의 장래는 그다지 밝지 않았다. 1968년 11월 26일자 『조선일

보』 사회면에는 무허가 판잣집에 살면서 빚더미에 올라 병든 아내의 병원비조

차 마련할 여력이 없는 민병영씨의 딱한 사연이 소개되었다.

172) 「본사주최 현대미술전공모 입상작 - 장려상 ‘그리움’, 鄭海一」, 『조선일보』,

1961.4.1.

173) 「다채로운 경향 높은 수준 현대미술공모전 심사후감」, 『조선일보』,

1961.4.1.

174) 「봄맞이 화단 잔치-본사주최 현대미전 윤대통령 참석리에 개막」, 『조선일

보』, 1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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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이 협의되었다.175) 4월 3일자에는 『조선일보』를 대표하여 현대

미전 심사위원을 맡은 홍종인이 기고하였는데 이 역시 “이제 우리 미술

계는 현대미전을 통하여 세계화단의 조류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

고 있다 하겠다”면서 국제화의 결의를 다지는 내용이다.176)

‘근대’는 여전히 우리 화단(畵壇)이 뛰어넘어야만 할 과제였다. 제5회

《현대작가초대미전》 공모전 평을 쓴 이경성은 1918년의 ‘다다 선언’을

예로 들며 “새 창조를 위하여 철저한 단절을 시도하는 이 근본적인 해체

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권태로운 자기에서의 탈

출 없이 형성된 근대 속에 고식적으로 서식한 한국미술이 불모의 토양과

후진적 풍토 속에 기형적으로 그의 형성과정을 진행하였다”는 문제 의식

이 그가 《현대작가초대미전》을 지지하는 이유였다.177) 이경성의 시각

에서, 《현대작가초대미전》이 부조리의 미학과 단절의식을 주제로, 일체

의 기존 권위와 대결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는 것은 한국적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현대작가초대미전》이 제1회전

부터 제4회전까지 ‘자기 자세의 설정’과 ‘대표선수의 선정문제’를 시도하

였다고 보았다. 그간 4년에 걸쳐 이 제1작업을 완료한 현대미술전이 그

들의 성격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반국전’이라는 것을 당면과제로 채택

하고 순수한 재야미술인이라는 것을 그의 자격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선을 무난히 넘어선 재야미술인만이 작가로서 초청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178) 물론 이경성의 이와 같은 분석을 무조건적으

로 지지하기는 힘들다. 어찌되었든 ‘반국전’이라는 기치는 현대미협이 앞

서 시도하였기 때문에 《현대작가초대미전》은 현대미협이 발동을 건

‘반국전’ 분위기를 『조선일보』라는 언론 권력의 후원 아래, 조직화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겠다. 이경성은 제5회전에서 처

음 도입된 신인작가 공모전을 “관전의 ‘아카데미즘’ 때문에 창조의 길이

막힌 신인을 위한 광장의 제공”이라고 해석하였다.

초대된 현대미술가와 공모의 문을 통하여 등장한 신인들로써 편성한 그들 미

175) 「해외진출 등 논의 - 1일 현대미전 준비위 간담회서」, 『조선일보』,

1961.4.2.

176) 「제5회 현대미전을 열면서」, 『조선일보』, 1961.4.3.

177) 「현대미의 표정(전2회) (1)제5회 현대작가미전 공모전 평」, 『조선일보』,

1961.4.8.

17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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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전위대는 자기의 자세를 가다듬어 국전과 대결하여 거기서 한국미술의 균

형을 잡고 왜곡된 미술사를 시정하려 한다. 보수와 전위의 대결 밑 상호자격 속

에 내일의 한국미술을 설계하려 한다.179)

《현대작가초대미전》이 기존 초대전에 공모전 형식을 결부시킨 것은

소위 아카데미즘의 제재 없이 신인들의 무제한 발언을 허용하고, 그들의

창조를 향한 주관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기대 이상

의 도발은 없었던 모양이었다. 이경성은 통탄하였다.

별로 신인들의 미적 고발이 없고 온건한 무기력한 소형 미술인들만이 서로 눈

치만 보면서 고요하게 있는 것은 웬일인가? 오랜 성인들의 압제가 그들로 하여

금 거세된 젊은이로 만들었단 말인가. 자기를 주장하는 결점 많은 미술가들이

왜 여기서도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는가. (…중략…) 전반적으로 너무 무기력하

고 너무 신사적이었다. 좀더 청춘을 발산하고 권위에 대하여 저항하고 불굴의

투지로 항변해도 좋았을 것이다.180)

그러나 이경성은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호평하였다. 신인상을 받은 민병

영에 대해서는 “그의 발굴이 제5회전의 일대 수확”이라고 평하였다. “전

통과 형식을 깨뜨린 ‘듀뷧페’ 계열의 원시적 생명감이 감도는 이 화면은

확실히 어제의 어느 미의 교과서에도 없는 것”이라 하였다. 장려상을 받

은 정해일에 대해서도 “그의 조형에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기

원에 대해서는 “반회화를 시도하여 그것이 성공한 ‘모델 케이스’”라 하였

다.

야심차게 기획한 《현대작가초대공모전》은 기대 이상의 성황을 이루었

다. 고궁에 만개한 꽃들도 관람객몰이에 한몫 했다. 벚꽃이 만개한 경복

궁미술관에는 매일 수많은 시민과 미술애호가들이 모여들어 일곱 개 전

시실에 걸쳐 전시된 초대작가 46명의 작품 115점과 공모에 입선한 신예

33명의 작품 65점을 관람하였다. 정확한 관람객 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산인해를 이룬 덕에 폐막일은 4월 22일에서 4월 23일로 연기되었

다.181)(도 34)

179) 위의 글.

180) 「현대미의 표정(전2회) (2)제5회 현대작가 미전·공모전 평」, 『조선일보』,

1961.4.9.

181) 「현대미전 성황 - 23일까지 연기 전시키로」, 『조선일보』, 19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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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상 및 장려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폐막 전날인 22일 오후 3시

경복궁미술관에서 열렸다. 식은 조선일보사 사업부장의 개회로 시작되었

는데,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김영주의 간단한 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조선

일보사 최용진 부사장의 시상으로 먼저 신인상을 받을 민병영에게 상장

과 상금 30만환이 수여되었다. 이어 장려상의 김기원(金基源)·정해일(鄭

海一)에게 각각 상장이 박수갈채 속에 주어졌다. 시상이 끝나자 내빈을

대표하여 건축가 김중업(金重業, 1922-1988)과 당시 서울농아학교장 정

동석(鄭東錫)의 축사가 있은 다음 오후 3시40분쯤 끝이 났다.182)(도 35)

시상식에 이어서는 전시회를 결산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수

상자 세 명 이외에 미술평론가 이경성 방근택, 건축가 김중업, 서양화가

이세득 김창열 김영주, 조각가 전상범(田相範, 1926-1999)이 참여하였

다.183)(도 36) 김중업은 “40대 화가들의 화풍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면

서 “김창열씨의 석 점이 다 좋았다”고 평하였다. 신인상을 받은 민병영

에 대해서도 “특이하고 이질적이다. 전체적으로 불건전한 색깔로 보이지

만 신인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방근택은 5회전 전반을 분석하였

는데, 전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비로소 예술 논리의 현대미술사

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었다. 방근택은 5회전의

전형성으로 구상과 추상의 절충적 경향을 첫째로 꼽았고 두 번째로는 추

상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병기는 40대 화가들이 ‘오

리지날리티’가 뚜렷하여 뚜렷한 자기 일을 한 것 같다면서 높이 평가하

였다. 다만 대체로 30대나 20대는 지나치리만큼 국제조류의 유행성에 빠

지고 있다고 보았다. 국제무대를 생각해 볼 때 보다 한국적인 ‘오리지날

리티’가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민병영은 이날 좌담회에서 수상 소감을 밝

혔는데, “전에는 주로 구상을 했다. 최근에 와서 권태와 절망을 주제로

하고 보니 어느덧 ‘앵호르멜’로 됐다. 이번에는 현대화 아닌 사실, 반추상

을 그리던 전보다 어떤 생명력을 표현해보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대표 출품작 17점을 지면에 화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전시를 마무리했다.184) (도 37) 출품작 수는 보도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

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초대작가측 120점, 공모작가측 54점을 합하여 174

182) 「본사주최 현대미전시상식」, 『조선일보』, 1961.4.23.

183) 「질적비약 꾀한 현대미술, 제5회 현대미전을 결산하는 좌담회」, 『조선일

보』, 1961.4.25.

184) 「지상으로 본 현대작가 미전 - ‘모던 아트’의 정수를 一堂에」,『조선일보』,

19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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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계산하였다.

1962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린 제6회 《현대미술초대공모

전》은 ‘민족문화의 현대적 개화의 전위부대’로서 마련되었다.185)(도 38)

『조선일보』는 1962년 2월 19일 조간 1면에 사고를 내고 4월 10일부터

한 달동안 경복궁 국립미술관에서 미술전을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제6회 《현대미술초대공모전》은 제5회전과 함께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의 분수령이 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미흡하나마 국제전의 규모를

갖추려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전시가 “4월 학생혁명 2주

년과 군사혁명 제1주년의 봄을 맞는 이 나라 문화계의 가장 씩씩하고도

장려한 일대성사가 될 것을 자부하고 기약한다”고 하였다. “그를 위해

특히 국내작가와 더불어 외국의 참신하고도 혁신적인 작가들도 초청하게

되었다”고 명시하였다.186) 2월 19일 사고에 명시된 전시회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였고, 출품부문은 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이었

다. 반입기간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였으며,

초대작가 명단은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3월 20일자 기사에서 신문은 “금년에는 화단의 중진과 정예작가들 92명

이 초대에 응낙하였으며 외국작가들도 11명이나 참가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지난해 공모전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올해 역시 유사한 공모전을

실시할 것을 시사하였다. 초대작가 1차 명단은 3월 25일자 『조선일보』

석간 1면에 발표되었다.187) 동양화부에서는 남궁훈(南宮勳, 1929-1984),

민경갑(閔庚甲, 1933-), 서세옥, 천경자를 비롯한 15명이,188) 서양화부에

서는 강용운, 김종학(金宗學, 1937-), 김창열, 김경, 김병기, 김영주, 권옥

연, 박서보, 윤명로, 이응노, 정상화, 정창섭, 하인두를 비롯한 48명이, 판

화부에서는 김정자(金貞子, 1934-), 배륭(裵隆, 1930-1992), 이규호(李圭

皓, 1920-2013), 이항성(李恒星, 1919-1997) 등 6명이, 조각부에서는 김정

숙, 김세중, 김종영, 전상범, 최종태(崔鐘泰, 1932-)가 포함된 23명이 초

대되었다. 6회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작가로는 11명이 초대되

185) 「제6회 현대미술초대 공모전」,『조선일보』, 1962.2.19.

186) 위의 기사.

187) 「제 6회 현대미술초대 공모전」, 『조선일보』, 1962.3.25.

188) 서세옥, 남궁훈, 민경갑 등은 모두 현대적 동양화를 만들겠다며 1960년에 만들

어진 묵림회 창립 멤버다. 묵림회 결성을 주도한 서세옥의 경우 1957년 제1회와

1959년 제3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이미 참여하였다. 묵림회 멤버와 《현대

작가초대미술전》 참여작가가 겹치는 것으로 미루어,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서양화뿐 아니라 동양화의 새로운 흐름도 반영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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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그들의 국적은 남아프리카,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였

다.189) 5회전 때 3점 이상 300호 이하로 제한되었던 작품 규격은 공모작

품 각 부문에 매인당 5점 이하(150호까지)로 수정되어 작품 점 수는 확

대되고 크기는 축소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 국내 전시회에 해외 작가가 참여한다는 것은 일대 사

건으로,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홍보하기 위해 열심이었다. 4월 1일자

석간 4명에는 ‘반항 운동의 선봉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초대 외국 작가 중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인 오또 뮬(Otto Muehl, 1925-2013), 아돌프 후로

네(Adolf Frohner, 1934-2007), 헤르만 니히(Hermann Nitsch, 1938-) 세

사람의 프로필이 소개되었다.(도 39〜41) 소개글을 쓴 사람은 화가 박서

보였다.190) 1961년 세계청년화가 파리대회에 참가했다 돌아온 박서보는

『조선일보』의 홍종인에게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제 초대부를 만들자”

고 제안하였다.191) 그는 파리대회에서 알게 된 작가들을 전시에 초대하

였고, 소개글도 직접 썼다.192) 전위를 기치로 하는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국 작가들이니만큼, 소개글은 세 오스트리아

작가의 전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스트리아 행동주의자

(actionist) 작가 오또 뮬과 아돌프 프로네는 비엔나 한복판에 거창한 반

항운동을 촉발한 일군의 선본장으로서 소개되었다. 박서보는 헤르만 닛

히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던 모양으로 “불행히도 그의 경력을 미처 입

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오또 뮬과 아돌프 프로네의 전언을 통해 ‘도

발’과 ‘격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렇게 소개하였다.

189) 위의 기사를 참고하면 외국작가의 이름과 국적은 다음과 같다. 라이오넬 아브

람스 (Lionel Abrams , 남아프리카) 조지 보이스(George Boys, 남아프리카) 쥬렝

스 셀(남아프리카) 후르네 아돌프(오스트리아) 오토 뮬(오스트리아) 헬만 닛히(오

스트리아), 샬롯 제닝스(Charlotte Jennings, 영국) 안토니오 그로소(Antonio

Grosso , 브라질) 조세 마리아(브라질) 이사앗 만테리오(브라질) 넌지오 쏘렌도

(이태리). 그러나 제6회전 리플렛에는 조지 보이스, 라이오넬 아브람스, 아돌프 후

로네, 샬롯 제닝스, 안토니오 크로소의 이름만이 적혀 있고, 기사에 없는 프랑스

작가 모레노 핀카스(Moreno Pincas)의 이름도 적혀 있다. 초청작가는 11명이었으

나,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서 6명이 초대되었고 결국 그들이 조지 보이스, 라이오

넬 아브람스, 아돌프 후로네, 샬롯 제닝스, 안토니오 그로소, 모레노 핀카스인 것

으로 보인다.

190) 「초대 외국작가 프로필. 본사주최 현대작가 초대 공모전」, 『조선일보』,

1962.4.1.

191) 박서보와의 전화 인터뷰, 2013.8.28.

192) 박서보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돌프 후로네가 내 그림을 그렇게 좋아

하고 날 좋아했다”고 회고하였다.



- 51 -

적색을 주색으로 그리고 파격한 필세로 최초이자 최후적인 행위를 노출한다고.

이 도발적이며 격정적 인 헤르만 닛히의 작품은 외향성과 내밀적인 차원의

연쇄 작용 속에 우주적인 규범에로 침투하리라.

이 전시를 위해 박서보가 아돌프 프로네에게 보낸 초청장이 2007년 2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쿤스트할레빈에서 개최되었던 한국

작가그룹전 도록 『Elastic Taboos-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에 실려 있다.193) (도 42) 『조선일보』 제호가 인쇄

된 용지에 타이핑한 이 편지의 발신 날짜는 1962년 2월 15일이다. 박서

보와 홍종인 명의로 보낸 이 편지에서 박서보는 "당신이 정중하게 초대

되는 현대미술 전시회는 한국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인 조선일

보의 후원 아래 매년 열리는 대규모 아방가르드 전시로서는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회 전시 이래 조선일보는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들

을 공식적으로 찾고 있으며, 6회째부터는 외국 현대작가들도 이 행사에

초대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행사는 ‘서울 비엔날레’의 모태격”이라고도

밝혀 당시 《현대작가전》에 대한 미술계의 인식을 명확히 밝혔다. 편지

에서는 아돌프 후로네와 오토 뮬의 프로필과 사진도 요청되었다. 반입

첫날인 4월 3일에는 모두 9점의 작품이 반입되었다.194)(도 43) 이날 반입

된 초대작가 작품 가운데는 박서보의 〈유전자〉, 〈원형질〉 등 서양화

2점과 이종각의 조각 〈뎡〉 등이 있었다. 공모전 부분에도 이상남의

〈광염쏘나타〉 등 6점이 접수되어 모두 9점이 반입된 것이다. 4월 5일

반입이 종료되었다. 반입된 작품은 국내 초대작품 130점, 공모작품 171

점, 외국인작품 11점 도합 312점이었다.195) 4월 4일자 신문은 “공모작품

은 사계권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 및 신인상

이 결정될 것”이라 예고하였다. 전람회 날짜도 당초 밝힌 것과는 달리 5

월 7일까지가 아니라, 5월 9일까지로 수정되었다.

6회 공모전의 수상자는 4월 8일 발표되었는데 신인상은 없이 장려상 5

점과 입선작 58점이 선정되었다.196) 장려상 수상작품은 응모작 186점 중

193) 귀한 자료를 발견한 후 잊지 않고 필자에게 제공해준 박서보 선생께 감사드린

다.

194) 「본사주최 현대미전 첫날엔 9점 반입」, 『조선일보』, 1962.4.4.

195) 「내외작품 3백12점. 현대작가 초대 공모전 반입 마감」, 『조선일보』,

1962.4.6.

196) 「장려상 5점에 입선 58점. 본사주최 현대작가전 신인상은 없고」, 『조선일

보』, 19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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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양화 3점 판화 1점 조각 1점 도합 5점이었고, 심사위원은 민경갑,

서세옥, 이발상(李撥祥), 전상범, 이항성, 김창열, 이상욱(李相昱,

1919-1988), 정규, 김영주, 김종환, 정창섭, 박서보, 홍종인이었다. 장려상

은 서양화 부문에서 곽훈(작품 E), 김인중(번뇌), 양주현(남은 시간)이 받

았고, 판화 부문에서는 오창성이, 조각 부문에서는 정관모가 받았다. 낙

선작품의 반출은 11일부터 14일까지였다.

항상 개막 전에 출품 작가 수와 출품작 수 변동이 많은 『조선일보』

는 이번에도 개막일인 4월 10일에서야 정확한 전시 작품 수를 발표하였

다.197) 4개 부문 70명의 초대작가가 106점을 전시하였는데, 영국, 오스트

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방, 이탈리아, 브라질 등에서 온 6명의 외국

작가들이 19점을 출품하여 “한국미술전람회 사상 처음으로 화려한 미의

제전”이 펼쳐지게 되었다. 거기에 일반 공모 작품 중 입선한 58점의 신

인 작품까지 합쳐져 새로운 젊은 미술의 기예를 보여주게 되었다.

첫 외국 작가 참여 전시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시는 4월 1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는데 첫날부터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하루 경

복궁미술관을 찾아든 관람객은 일반 1232명, 학생 1397명으로 도합 2629

명이었다.(도44) 해외 언론도 관심을 가졌다. 이 전시회를 취재하기 위해

서 『뉴욕타임스』의 로젠잘 동경 지국장이 한국에 비래(飛來)하여 국내

작가는 물론 여기에 출품한 외국 작가에 대한 취재를 하는 한편 작품 2

점을 매약까지 하고 갔다.198)

앞서 누누이 이야기했듯, 6회전에 출품한 외국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신문의 자그마한 흑백 도판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신문지

상에 소개된 브라질 작가 안토니오 크로소의 〈작품 A〉(도 45), 남아프

리카 작가 조지 보이스의 〈트란스발〉(도 46) 등의 작품으로 미루어, 두

터운 물감을 캔버스에 격정적으로 바른 추상적 형태의 앵포르멜 내지는

추상표현주의 화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6회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199) 서양화부

를 심사한 김영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180점의

197) 「해외역작도 19점. 새봄의 미술 잔치. 본사주최 현대작가전 오늘 개막」, 『조

선일보』, 1962.4.10. 참고.

198) 「첫날부터 밀려드는 인파. 본사주최 현대작가전에 미국 기자도 관심」, 『조선

일보』, 1962.4.12.

199) 「10일 드디어 순탄한 개막. 본사주최 현대작가미전. 심사소감」, 『조선일보』,

1962.4.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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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작 가운데 58점만이 입선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입선작들의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입선 비율은

국전에 비길 만큼 어려운 것이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전위’의 방법이 그

릇되게 다루어져 내용이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신인상 해당 작품이 없었

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조각부를 심사한 전상범은 공모전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평하였다. 동양화부를 심사한 민경갑은 작

품이 적고, 입선작이 없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다. 그는 “현대적 동양

화 계통의 작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을 뜨지 않아 젊은 세대의 작가

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도에는 많이 응모할 것으로 믿

는다”고 하였다. 판화부 심사위원인 이항성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

다고 평했다. 판화부 응모작은 모두 8점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장려상을

받은 오창성의 ‘작품 A'은 특이한 작품으로서 수준이 높은 작품이었다.

판화전의 높은 수준은 국제판화전에 출품해도 손색이 없다는 희망을 주

었다. 이항성은 “지금 세계는 동경 '신시나티' '산파우로' '베니스' 등의

'뷔엔나레'를 통하여 일대 판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퍽 뒤떨어진 감이 있으나 이 작품을 보고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4월 10일자 『조선일보』에는 장려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이 실렸

다.200)(도 47〜51) 서양화부 수상자인 서울미대 4학년 김인중은 “머리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자유자재로운 정신적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

상화를 택했다”면서 “파리에 가서 공부를 더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201)

또 다른 서양화부 수상자인 곽훈도 서울미대 서양화과 4학년생이었다.

그는 “공부 더 하라고 주는 상이니 고맙게 받고 더욱 노력할 뿐”이라면

서 “유학이건 무어건 어쨌든 공부를 계속할 작정이다”라고 했다.202) 조

각부 수상자인 홍익대 3학년생 정관모는 “거의 4년이나 된 긴 군대생활

을 마치고 제대한 후 처음 제작한 것들”이라면서 “미술하는 사람이 왜

파리에 가고 싶지야 않겠냐.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더 공부할 것이 많다.

200) 「10일 드디어 순탄한 개막. 본사주최 현대작가미전. 수상소감」, 『조선일보』,

1962.4.10.

201) 김인중(金寅中, 1940-)은 현재 재불(在佛) 화가이자 신부(神父)로 활동하며 스

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고 있다.

202)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원에서 유학한 곽훈(郭薰, 1941-)은 1995년 베니

스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처음 오픈할 당시 대표작가 중 한명으로 초청돼 옹기 설

치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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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한은 공부하고 작품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3)

서양화부의 다른 수상자 양주현은 홍익대 3학년생이었다. 그는 “올해엔

신인상 해당자가 없어서 서운하다”면서 “내 생각을 마음껏 캔버스에 쏟

아놓고 그림과 이야기하고 그림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였다.

다섯 명의 장려상 수상자 중 특히 화제를 모은 사람은 19세에 상을 받

은 판화부의 오창성(吳昌成)이었다. 19세 소년의 판화가 상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다.204) 판화가 다른 부문과 나란히 '판화부'로 전

시된 것이 《현대작가전》이 처음이니만큼 의미도 컸다. 오창성의 〈작

품 A〉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기법이 놀라울 뿐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

서도 완전히 자기 세계를 갖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집안 형편으

로 그 전 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그림만을 그려온 사연, 광주리 장사를

해가면서도 그가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유화

도 출품하려 해 집에서 2만환의 빚까지 얻어주었다는 이야기 등 독자들

의 눈시울을 적실만한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었다.

4월 10일 개막식에는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당시 최고회의장, 사뮤

엘 버거(Samuel D.Burger) 미국대사, 로제 샹바르(Roger Chambard) 프

랑스 대사가 참석해 오색 테이프를 끊었다.205)(도 52) 개막식에는 또한

손창규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이후락 최고회의공보실장, 김상협 문교

부장관, 오재경 공보부장관 그리고 낸 귀 안 월남대리대사 등 내외귀빈

다수도 참석하였다. 전시된 작품을 홍종인 『조선일보』 회장의 안내로

일일이 살피고, 김영주의 설명을 들은 박 의장은 “미술재료 가운데 국내

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캔버스' 등

화구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는 등 특별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

고 말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박 의장은

또한 “천부의 예술소질을 가진 우리나라 작가들의 후원·육성은 중대한

민족적 과업”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예술인의 육성책을 강구하도록 옆에

있었던 손 문사위원장에게도 지시하였다. 전시된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

본 박 의장은 “이들 작품 중 좋은 것은 국가 예산으로 사서 앞으로 우리

의 미술관에 보존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정부 각 부서는 적

203) 미국 크랜부룩대학 미술대학원에서 수학한 정관모(鄭官謨, 1937-)는 현재 성신

여대 명예교수다.

204) 「吳昌成군 약관 19세에 장려상. 현대작가 초대공모전, 『조선일보』, 1962.4.11.

205) 「침체한 화단에 새입김. 본사주최 현대작가 초대 공모전 개막. 뛰어난 작가 육

성 시급, 朴의장 수입 화구의 면세도 지시」, 『조선일보』, 19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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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한 점씩의 작품을 사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는 민간기업체

나 공공단체들도 힘이 자라는 대로 이 작품들을 사줌으로써 이것이 작가

의 육성책이라고 강조하였다.206)

1·2회전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는 지면에 초대 작가들의 작품을

연재하였다. 6회전 때는 특히 해외 작가들의 작품에 집중되었다.207) 전시

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는데, 15일까지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모여들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즐겼다.208)(도 5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6회 《현대작가초대미전》의 기치는 ‘민족문화의

현대적 개화의 전위부대’였다. 『조선일보』는 4월 10일자 석간 1면 사설

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다.209) 신문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또는 '새 부대

에는 새 술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현재를 “우리의 마음에도, 생활의

방식에도, 사회체제에도, 또 내용과 형식을 가릴 것 없이 일대혁명과 개

조를 우리가 몸소 행동으로써 일으켜야할 귀중한 역사적 시점”이라고 규

정하였다. 신문은 또 “오늘 이때야말로 예로부터 쌓아 내려온 고난과 분

투의 결정인 민족문화의 전통적 업적을 돌아보며 우리는 새 시대의 감각

으로써 현대가 요구하는 억세고 힘찬 탐구와 창조의 의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당시 예술문화 부문은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인간

의 정서의 계발과 '아이디어'의 계시가 예언자 및 선구의 임무로서 그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고 자각하였다. 《현대작가초대미전》은 “조형미

술의 세계적 새 사조의 흐름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나라 작가들의 창조적

역량을 기울여 우리 민족전래의 총명을 우리들의 작품으로써 보여 주는

것으로 기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신문은 기존 미술계의 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전위적인 조형미술활동이 전위적인 작가와 선험

적인 의식적 인사들의 발원으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지 벌써 오래면서

재래미술의 주류가 되어온 사실적 미술작가들의 경원과 일반의 무관심으

로 말미암아 형극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유감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국전은 1961년 제10회전에 있어서야 전위미술을 받아들이기 시

작하였는데, 《현대작가초대전》을 개최한 『조선일보』는 이를 만시지

탄(晩時之歎)이라 보았다. “새로운 형식의 예술창조는 새 시대의 역사적

206) 위의 기사 참고.

207) 「현대작가 초대 지상전. 검은 봄 OTTO MUHLE」, 『조선일보』, 1962.4.16.

등.

208) 「밀려드는 인파! 현대작가전 연일 성황」, 『조선일보』, 1962.4.16.

209) 「[사설] 제 6회 현대미술전에 붙인다」, 『조선일보』, 19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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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며 새로운 감각이 유구하고 창조해내는 새로운 조형미술은 인간의

정서 계몽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이 당시 신문의 인식이었

다. ‘현대미술을 통한 정서 계몽’은 이 시대 『조선일보』의 주요 과제였

다. 상당한 지식수준을 갖는 사람 가운데도 전위적 조형 미술을 일부 기

교한 작가들이 갖는 미술형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문은 넥타이 무늬, 건축과 실내 장식 등 현재의 우리 실생활에 이미

널리 그리고 깊이 실지로 전위적 조형미술 작품이 침투해 있음을 역설하

였다.210)

첫 6회전인 국제전에 대해 『조선일보』가 걸었던 기대는 미술의 국제

적 교류가 한국을 세계적으로 좋게 인식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는 것이었다.211) 김영주는 4월 13일자 석간 4면에 《현대미전》에 초대

된 외국작가들에 대한 작품평을 기고하였다.212) 해외 작품은 수송 등의

사정으로 소품이 많았다. 그는 “그들의 전위정신에 팽창한 높은 수준의

작품과 국내작가의 작품이 같이 진열됨으로써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질적

구성과 경향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의 깊은 일”이

라고 평가하였다. 김영주는 해외 작가 작품과 국내 작가 작품의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 수준에 오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외적으로는 한국의 전위 미술이 ‘세계에로 통하

는 전위미술’로서 뚜렷한 작품세계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영주

는 그러나 뛰어난 외적 양상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의 내적인 한계를 지

적하였다. ‘표현내용’에 있어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부자유스럽고 의식

의 초점이 애매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외국작가들은 전위와 저항 경험과 탐구에 있어서 필연적인 긴박감을 지니고

있는데, 국내작가의 태반의 작품에는 필연성보다도 세계적 경향에 따라가는 실

현으로서 긴장감을 지니고 있지 못함은 무슨 까닭일까. 우리의 현실은 더욱 절

실하지만 우리들의 작품은 예술현실에의 대결이 부족하다. 작가의식이 ‘스타일’

에 사로잡혀 개성을 잃고 있다.213)

210) 위의 기사 참조.

211) 위의 기사.

212) 「세계로 통하는 전위미술. 현대미전 초대외국작가 작품평」, 『조선일보』,

1962.4.13.

21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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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가 작품평에 이어 동양화, 서양화, 조각 부문 출품작에 대한 평이

이어졌다. 동양화 부문 평은 화가 김기창이 했는데, 전위 대열에 참가한

동양화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214) 당시 국내 화단은 앵포르멜 운

동이 휩쓸었고, 젊은 세대들은 그에 열광했다. 그러나 동양화는 정신면,

재료면에서 모두 앵포르멜을 쉽게 이룰 수 없는 악조건이라 대책이 필요

하게 되었다. 김기창은 동양화 전반의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앵포르멜 운

동의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구해야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강렬한 마티에르의 서양화 틈바구니마다 한두 장씩 끼

어 있는 동양화들에서 정신의 빈곤, 기초부족에서 오는 부조화를 짚어

내었다. 동양화 출품작 중에서는 천경자, 서세옥, 민경갑 등의 작품이 언

급되었다. 천경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원색을 중심으로 한 화사한 색채

로 낭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커다란 비약이 기약된다”고 평하였

다. 재치있는 서세옥·민경갑의 작품들은 “동양화의 유현한 수묵의 전통

을 뒷받침하여 표현주의로써 이 대례를 따르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약

하느냐 주저앉느냐가 과제일 상 싶다”는 평을 들었다. 젊은 세대에 대한

권고로는 우선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기 전에 회화정신 기술연마 기초공

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 주어졌다. “무작정 새로운 것이라 해서 추

구한다면 그것은 과거 중국 남종화나 문인화의 이식하던 모방과 다를 것

이 없을 것이며 그것은 자기를 찾으려다 자신마저 잃게 되는 노릇이 되

기 쉬운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서양화부 평은 이경성이 하였다.215) 그는 “‘전통의 부정' '유산에서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미의 발견'을 지향하고 있는 이 미(美)의 전투에서

많은 개척자들은 불모의 상식과 대결하고 있다”고 했다. “두 가지 장애

에 부딪치고 있으니 하나는 반발하는 대중이요 또 하나는 불안해지는 자

기자신”이라는 것이다. 외국작품에 대해서는 “수도 적었으나 수준도 보

잘 것 없었다”면서 “그중에서는 보이스 죠오지, 헤르만 닛히, 샤롯트 제

닝스, 라이바 등의 작품이 약간의 의미를 지녔을 뿐”이라고 혹평하였다.

그러나 이경성은 판화부 평에서는 판화부의 독립에 큰 의의를 두고 의욕

에 찬 외국 작품들을 추어 세웠다.216)

214) 「전위대열에 참가한 동양화. 현대작가 초대공모전 평」, 『조선일보』,

1962.4.16.

215) 「고독한 저항의 지속. 현대작가 초대전 서양화부 평」, 『조선일보』,

19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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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부 평은 조각가이자 미대사관 헨더슨의 부인인 마리아 헨더슨이 맡

았다.217) 그는 전시회 전반을 혹평하였다. 대전람회에 대비해 작가들이

마치 '전람회 스타일'로 의뢰받기나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

다.218) 그는 “만일 『조선일보』의 심사원들이 연간 제작된 것 중 가장

나은 작품을 뽑았다면 전시된 작품수는 1할쯤은 줄어야 했다”고 주장하

였다. 그가 보기에 심사원들의 생각은 화가와 조각가들에게 발표의 기회

를 주기 위해 그들 작품의 단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것 같았다. 이

번 전시의 조각부는 대중과 작가를 연계하는데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

다. 헨더슨은 “이번 작품 가운데 전람회장 이외에서 소용됨직한 것이 거

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헨더슨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219) 개막 20

일째에 관람객은 5만명을 돌파하였다. 하루 평균 3000명 가까이 관람객

이 몰려들었는데,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보기 위한 주한 외국인과 미팔군

군인들도 1만5000명 넘게 전시장을 찾았다. 폐막일인 5월 7일까지 전시

회장을 찾은 감상자들은 10만 명을 넘었다.220)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정부요인들이 참관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성과로 꼽혔다. 전시회 폐막 후 작품 반출은 원

래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관계기관이

8〜9일 작품을 관람하고 작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반출이 중지되고

5월 10일에 반출되도록 결정되었다.221) 정부의 작품 구입은 당초보다 늦

어져서 5월 10일에야 진행되었고, 따라서 작품 반출은 또 한 번 연기되

었다.222) 정부관계기관의 작품 구입에서 솔선수범한 사람은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당시 26세의 서울대 졸업생이던 김종학(金宗學)이 그린 5호짜

리 작품을 한 점 샀다.223) 이는 4월 10일 개관 테이프를 끊으면서 우리

216) 「전진적인 예술의 자세. 현대작가 미술전 판화부 평. 독립에 커다란 의의. 의

욕에 찬 외국 작품들」, 『조선일보』, 1962.4.25.

217) 신문에는 ‘매그너스 헨더슨’이라고 적혀 있지만, 2회와 3회 전시에서 평을 맡았

던 마리아 헨더슨의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높다.

218) 「전시회 스타일의 작품들. 제 6회 현대작가전 조각부 평」, 『조선일보』,

1962.4.27.

219) 「현대작가미술전 7일까지 개최. 관람객 5만명을 돌파」, 『조선일보』,

1962.5.1.

220) 「현대작가전 9일엔 시상식 거행. 큰 성과 거두고 폐막」, 『조선일보』,

1962.5.7.

221) 「‘현대작가전’」작품 반출 연기」, 『조선일보』, 1962.5.9.

222) 「현대작가전 출품작 작품반출을 연기」, 『조선일보』, 19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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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작가들의 육성을 위하여 전시된 그림을 많이 사도록 부탁한 일에

대해 모범을 보인 것이었다.

제6회 현대작가전 장려상 수상자들의 시상식은 1962년 5월 9일 오후 3

시 조선일보사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224) 곽훈, 김인중, 양주현, 정관

모, 오창성에게 홍종인 『조선일보』 회장이 상장 및 부상 10만환씩을

수여하였다. 시상식을 마치고서는 심사위원과 수상자들은 현대미술 및

전통 문제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도 54)

제7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전위’ 위주로 치러졌던 예년과는 달리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다양한 여러 유파의 정예작가들을 총망라하여 새로

운 전통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다.225)(도 55)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현대작가초대 및 공모전》을 통하여 이미 종래와

같은 개인이나 소수유파 단위로부터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고차적인

대단원을 이루게 되었으며, 또한 이로써 우리 현대작가들을 국제적인 위

치에까지 높이게 한 빛나는 전통을 지니게 한 것으로 굳게 믿었다.226)

제7회전의 개최 기간은 1963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전시

회장은 경복궁미술관, 출품부문은 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으로 구성되

었다. 반입기간은 초대 작가의 경우 4월 15〜16일, 공모는 4월 14〜15일

로 계획되었다. 1차 초대작가 명단은 4월 2일 발표되었다.227) 서양화부에

104명, 동양화부에 44명, 판화부에 15명, 조각부에 21명을 초대한 대규

모 전시였다. 서양화부에는 윤명로, 김봉태(金鳳台, 1937-), 손창성 등 반

국전 운동을 벌인 60년미술가협회 창립 멤버들도 대거 초대되었다.

제7회전은 현대미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상파와 구상파 공동의

광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었다.228) 당시 세계미술계에서는 미국 팝

223) 「본사주최 현대작가전 출품작 朴正熙의장도 한폭 사고」, 『조선일보』,

1962.5.11. 박정희가 작품을 산 김종학은 현재 ‘설악산 화가’로 불리는 김종학이다.

당시 리플렛에 따르면 김종학은 ‘작품 5’와 ‘작품 7’ 두 점을 출품했으므로 두 점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작품의 형태와 행방을 김종학에게 문의하였으나 그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였다.

224) 「현대작가전 장려상 수상자들 어제 하오에 시상식」, 『조선일보』, 1962.5.10.

225) 「제7회 현대미술초대·공모전. 4월18일부터 30일까지 경복궁에서」, 『조선일

보』, 1963.3.30.

226) 위의 기사 참고.

227) 「본사주최 제7회 현대미술초대·공모전. 초대작가 결정 18일부터 경복궁서」,

『조선일보』, 1963.4.2.

228) 「현대미술의 위기를 타개. 본사주최 현대작가 초대공모전의 의의」, 『조선일

보』, 1963.4.9.



- 60 -

아트의 부상과 함께 ‘추상파가 과연 폭락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심각

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계기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프랑스 추상화가 알프레드 마네시에(Alfred Manessier, 1911〜1993)의

작품이 겨우 1만5000프랑에 팔리는 등 추상작품의 가격 폭락이었다. 이

에 구상파 작가들이 쾌재를 부르며 다시 구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까

지 믿고 있는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다.229) 『조선일보』는 이런 세계화

단의 흐름에 발맞춰 제7회에서는 추상과 구상의 양대 조류를 하나의 광

장에 놓아, 양파(兩派)의 적대성을 지양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본시

“우리 민족문화의 찬연한 르네상스를 기하는 선구적 일익”으로 마련되었

던 《현대작가초대 및 공모전》은 제6회전에서는 해외 전위작가들의 작

품을 국내 작가들과 더불어 전시함으로써 국제적 규모를 갖추었으며, 7

회전에서는 세계미술의 위기타개책 모색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스스로에

게 부과하게 되었다. 5회전·6회전과 마찬가지로 7회전에서도 공모전 장

려상 및 신인상이 마련되었고, 수상작은 16일에 결정하기로 하였다.230)

초대 작가의 범위를 구상 계통의 작가에게까지 확대한 제7회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었다.231)(도 56) 이경성은 1963

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1957년 제1회전을 개최함으로

써 현대미술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 ‘현대작

가미술전’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당시의 화단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

워놓았다”고 평가하였다.232) 제7회전은 초대 작가의 범위를 구상 계통까

지 확대하여 과거 추상 제1주의의 성격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지

만, 이는 일부의 미술가들이 악의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 미전의 변질이

아니라 변모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 이경성의 의견이었다. 왜냐하면

예술표현상의 추상과 구상의 문제는 예술의 본질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 예술의 형식, 말하자면 작가 개인의 체질을 바탕으로 하는 시각언어

의 편차일 따름이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구상이냐 추상이냐의 외형이 아

니었다. 그렇다기보다는 누가 올바르게 현대를 느끼고 그것을 숙련된 기

술을 통해 예술화하고 그 작품으로 하여금 현대인에게 감동을 주어 미적

인 수확을 거두냐는 것이었다. 이경성은 현대의 인간들이 자기 감정을

229) 위의 기사 참조.

230) 「본사주최 현대미술초대 공모전 16일 수상작 결정」, 『조선일보』, 1963.4.14.

231) 「독창적인 현대의 표현. 본사주최 현대미술초대 공모전에 붙여」, 『조선일

보』, 1963.4.16.

23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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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으로 표현하는데 추상적 방법은 직관에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었

다고 해석하였다. 현대에도 우수한 구상미술은 존재하고 있고, 자연형태

의 긍정이라는 위도에 현대인의 희로애락을 조형적으로 발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작가라 할지라도 현대적인 시점과 감성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그러한 지점에서 표현을 완성하였다면 그것이 곧 현대미술이라

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7회전의 핵심은 ‘현대한국미술의 공약수(公約

數) 산출’로 요약되었다. (도 57)

제7회 공모전의 입선작은 1963년 4월 17일에 발표되었다. 신인상은 서

양화부의 권승연(權升淵)이 받게 되었으며, 장려상은 4개 부문에서 14점

이 수상하게 되었다.233) 심사위원들은 서양화, 동양화, 판화, 조각 등 4개

부문에 걸쳐 응모한 300점에 달한 신인작품들을 심사한 결과 113점의 입

선작을 내놓았다. 영예의 신인상은 서양화 부문의 권승연 작 〈콤포지숀

L80〉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장려상에는 서양화 부문에 수석으로 꼽힌

이광하의 〈월광100〉 외에 김인중의 〈상념B〉, 서기욱의 〈No.-100

2〉, 양주현의 〈No.-8080〉, 박상민의 〈정〉, 이융세의 〈고엽〉이 뽑

혔다. 동양화부문에서는 장상의의 〈작품1-401〉이 수석을 차지했고, 판

화 부문에선 오창성의 〈작품5〉가 수석을 차지했고 그밖에 서원의

〈정〉 김영철의 〈작품E〉가 뽑혔다. 조각 부문에서 수석으로 꼽힌 작

품은 권진규(權鎭圭, 1922-1973)의 〈말〉이다. (도 58〜59)

공모전 심사평은 4월 18일 조간 5면에 수상작 사진과 함께 실렸다.234)

서양화부 심사평을 쓴 권옥연은 “작년에 비하여 훨씬 정리된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본다. 크게 볼 때 모색의 각도가 여러모로 표현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추상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었다”고 평했다. 조

각부에 대해 김영학(金永學, 1926-2006)은 “왕성한 의욕에 높아가는 수

준”이라 하였으나 “테크닉보다는 작가의 주체의식을 표현하는데 치중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화부에 대해서는

이희세가 “타부문에 비하여 너무나도 양이 부족했으며 작품수준 역시 동

양화에서 현대미술의 개척이 어려운만큼 기대에 어긋났다고 본다”고 혹

평하였다. 판화부에 대해서는 이상욱이 “대체로 예년의 수준을 넘어선

233) 「본사주최 현대미전 입선작 결정. 신인상에 서양화부 權升淵씨」, 『조선일

보』, 1963.4.17.

234) 「본사주최 현대미술공모전 수장작. 참신한 역작들」, 『조선일보』, 1963.4.18.

1962년 8월부터 조간 조선일보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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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이 응모되었는데, 오창성 서승원 김영철의 작품 속에선 강한 에스

프리를 내세웠는데 그 점이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신인상을 받

은 권승연은 권옥연의 사촌동생으로, 형으로부터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

았다.235)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던 권승연은 공

보부 주최의 같은 해 신인예술상 미술부문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수상경

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 2, 3학년 때에도 국전에 입선한 적이 있었

다. 이번 수상작품은 편지의 접힌 면의 선을 이용하였는데, 이집트를 들

른 우리나라 우편배달부가 가지고 간 그 편지에서 글 대신 신비성을 원

과 삼각형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었다. 시상식은 5월 20일 오후 3시 조선

일보사 사장실에서 거행되었다.236)

4월 18일의 개막식에는 데이몬 미공보원장 칼 빙거 서독대사, 낸 귀 안

월남대사, 막시미노 지 브에노 필리핀 대사 부처 등 내외귀빈과 화단관

계자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박 예술원장, 홍 『조선일보』 회장 등이 오

색 테이프를 자름으로써 화사한 봄과 더불어 막을 올렸다.237) 전시회에

서는 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 등의 4개 부문에 초대작 112점, 응모작

300여점 중에서 뽑힌 112점의 입선작을 전시하였다. 『조선일보』는 21

일 조간 7면에 전시회가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기사

의 구체성은 부족한 1단짜리 단신에 불과하였다.238)

7회전 폐막 기사는 5월 1일자 7면에 실렸다.239) 전시 성과와 의의를 요

란하게 보도했던 예년과는 달리 한풀 꺾인 듯 담담한 기사였다.

4.1964년〜1969년(제8〜13회): 세 번의 불발, 그리고 쇠퇴

1964년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8회 《현대작가초대

미술전》은 불발되었다. 『조선일보』는 1964년 4월 12일자 1면에 사

고를 내고, “전시회장인 경복궁 미술관이 사용불능하게 되어 공모전을

무기 연기하기로 되었다”면서 “회관 사정이 허락 되는대로 가능한 한 가

235) 「본사주최 현대미술공모전 신인상에 빛나는 權升淵씨. 당당한 실력파」, 『조

선일보』, 1963.4.18

236) 「본사주최 현대미전 입상자 20일 하오에 수상식」, 『조선일보』, 1963.5.14.

237) 「새봄 맞은 화단의 성사. 본사주최 ‘현대미전’어제 개막」, 『조선일보』,

1963.4.19

238) 「본사주최 현대미전 연일 성황. 의욕에 찬 역작들」, 『조선일보』, 1963.4.21.

239) 「현대작가 초대 및 공모전 어제 폐막」, 『조선일보』, 1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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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시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240) 그러나 결국 전시는 개최

되지 못하고, 다음해 4월로 연기되었다. 학생 데모로 군대가 경복궁 구내

에 주둔하게 되었고, 잇달아 계엄령 선포, 과학전 및 국전의 개최 등으로

재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241) 『조선일보』는 10월 27일자 1면

사고에서 “전시회를 연기함으로써 현대미술이 국전에 견줄만한 일대 재

야전이 되어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비록 개최되지는 못했지만, 『조선일보』가 제8회 《현대작가초대미

전》을 준비하면서 그렸던 청사진은 전시회의 체질 개선이었다. 이경성

은 1964년 2월 21일자에 기고한 ‘현대작가초대미전의 과거 현재 미래’라

는 글에서,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그야말로 체

질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242) 제7회 전시 때 구상화

까지 포함시켜 대폭 확대했던 초대작가 수도 줄여서 되도록 같은 성격권

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화단에 ‘반(反) 아카데미즘’을 구호로 삼고

있는 여러 그룹 및 집단이 있고, 그들도 대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함으로

써 《현대작가초대미전》과 동일형의 미술전이 일어났다는 것, 또는 미

술의 국제진출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는 것 등이 《현대작가초대미

전》에 위기 상황으로 작용하였다. 《현대작가초대미전》은 전시회의 개

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경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대작가초대미술전》의 성격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하였는데 ‘성격’ 문제

는 전시를 국제적으로 확대한다는 형식의 문제와 작가의 체질을 추상으

로 하느냐는 내용의 문제로 나뉘어졌다. 전시회의 국제적 확대는 당시

전시가 생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문제

가 되었다. 이경성은 전시회가 국제적으로 발전하여야하는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좋은 전람회를 만들려면 시상 및 기타에서 돈을 좀 들여야 된

다”고도 부연하였다.

이경성은 지난 7년간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정리하였는데, 그 성

과는 ‘한국현대미술의 이정표’라고 정의되었다.243) 1957년 창설되었을 때

240) 「현대작가초대 및 공모전 회장사정으로 무기연기」, 『조선일보』, 1964.4.12.

241) 「제8회 현대작가 초대·공모전.내년 4월로 연기」, 『조선일보』, 1964.10.27. 이

해에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회 악뛰엘 전 역시 같은 이유로 불발

되었다.

242) 「국제전으로의 확대 기대. 현대작가 초대미전의 과거-현재-미래」, 『조선일

보』, 1964.2.21.

243)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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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은 관료적 아카데미즘의 지배로 전진 의욕이 상실되었던 미술계

에 청신한 기풍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새로운 미의 역군들을 집

약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조형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주어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무드'를 조성한 것이 《현대작가미술전》이었다는

것이다. 이경성은 1, 2회전은 의욕적이었던 것으로, 3, 4, 5회전은 1, 2회

전에 비하면 약간 위축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제전의 양상과 공모형

식을 가미함으로써 재출발한 6회전을 거쳐 지나치게 초대범위를 확대시

킨 7회전을 거치는 동안 많은 한국의 의욕적인 미술가들이 성장하였다”

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8회전에 ‘선택과 집중’의 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신문은 1964년 2월 21일자 1면 사고에서 “제8회전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여러 유파들의 열의 있는 참여를 통해 얻

어진 다양적인 성과를 토대로 보다 정선된 전위본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초대작가를 정리함으로써 명실공히 권위 있는 전위의 전통을 구축

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고 명시하였다.244) 신문은 초대작가

명단도 발표하였다. 동양화 부문에서는 권영우, 김기창, 민경갑, 박래현,

서세옥, 송수남(宋秀南, 1938-2013), 송영방(宋榮邦, 1936-), 안상철(安相

喆, 1927-1993), 전영화(全榮華, 1929-), 정탁영(鄭晫永, 1937-2012) 등 10

명이 초대되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강용운, 권옥연, 김대우, 김병기, 김

상대, 김영주, 김종학, 김창열, 박서보, 박석호(朴錫浩, 1921-1994), 원대정

(元大正, 1921-2007), 윤명로, 이봉상(李鳳商, 1916-1970), 이세득, 이양노,

이만영, 이종학(李鍾學, 1925-), 임상진(林相辰, 1935-), 장성순, 전상수

(田相秀, 1929-), 정창섭, 정문규(鄭文圭, 1934-), 정상화, 정영열(鄭永烈,

1935-1988), 조용익(趙容翊, 1934-), 하인두, 하종현(河鐘賢, 1935-), 권승

연(신인), 민병영(신인) 등 29명이 초청받았다. 조각 부문에선 김세중, 김

영중(金泳仲, 1926-2005), 김영학, 김찬식(金燦植, 1926-1997), 백문기(白

文基, 1927-), 송영수(宋榮洙, 1930-1970), 이운식(李雲植, 1937-), 전상범,

최기원(崔起源, 1935-), 최만린, 최의순(崔義淳, 1934-), 한용진(韓鏞進,

1934-) 등 12명이 꼽혔다. 판화 부문 초대 작가는 강환섭(康煥燮,

1927-2011), 유강렬(柳康烈, 1920-1976), 이상욱, 이항성, 정규, 최영림 등

6명이었다. 이는 서양화부에 104명, 동양화부에 44명, 판화부에 15명, 조

244) 「해를 거듭하는 미술의 전위운동. 제8회 현대작가 초대 및 공모전」, 『조선일

보』 1964.2.21.



- 65 -

각부에 21명을 초대하었던 제7회전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규모다.

1965년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기로 하였던 제9회 《현대작가초

대미술전》도 8회전과 마찬가지로 불발되었다. 불발 시점은 전시 개막

이틀 전인 4월 15일 낮이었고, 이미 작품 반입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였

다. 『조선일보』는 4월 16일자 신문 1면 우측 하단에 2단 크기의 사고

를 내고 “15일 낮 갑자기 당국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분간 회장인

경복궁 미술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고가 있음으로써 만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초대작가들과 독자들에게 사과를 구

하였다.245) ‘불가피한 사정’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시가 개막

직전에 취소된 만큼 이미 개막 준비는 완료된 상태였다. 제8회전도 부득

이하게 취소되었던 만큼 『조선일보』는 이번 전시에 8회전의 과제였던

‘체질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1965년 2월 6일 1면 사고에서 『조선일보』는 “한국현대미술의 ‘정예작

가 36명’을 초대하여 오는 4월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경복궁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었다.246) 9회전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닐 예정이었다. 첫째는 현대미술전운영위원회를 새로 조직해

공모전을 폐지하고 그 대신 2년 임기의 운영위원들이 매년 열리는 미전

을 통하여 우수한 신인을 초대작가로 발굴하기로 한 것이었다. 두 번째

로는 초대작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36명의 초대작

가는 근간의 작업을 기준으로 운영위원 중 『조선일보』 측을 뺀 김영

주, 김중업, 유영국, 이경성, 최순우(崔淳雨, 1916-1984) 등 전문가 6명이

심의를 거듭한 끝에 선정한 결과였다. 반입 기일은 4월 14〜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동양화에서는 권영우, 박생광, 서세옥, 안상

철, 이응노(재불), 천경자 등 6명이 초대받았다. 서양화에서는 강용운, 권

옥연, 김영주, 김창열, 김환기(재미), 김훈(재미), 김흥수, 남관(南寬,

1911-1990, 재불), 박서보, 변종하(卞鍾夏, 1926-2000), 유영국, 이수재(李

壽在, 1933-, 재미), 전성우(全晟雨, 1934-), 정점식(鄭点植, 1917-2009),

정창섭, 하종현, 권승연, 민병영 18명이 초청받았다. 조각 부문 초대작가

는 김영학, 김종영, 박종배(朴鍾培, 1935-), 오종욱(吳宗旭, 1934-1994),

전상범, 최기원 등 6명이었다. 판화 부문에서는 김종학, 배륭, 유강렬, 윤

245) 「급히 알려드립니다. 당국사정으로 현대작가초대미전 연기」, 『조선일보』,

1965.4.16.

246) 「현대미술의 정화. 제9회 현대작가 초대전」, 『조선일보』, 19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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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이성자(李聖子, 1918-2009, 재불), 최영림 등 6명이 선정되었다.

연초부터 꾸려진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2월 11일자 5면에 입장을 밝혔

다. 전문(全文)을 소개한다.247)

조선일보 현대작가 초대전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되어 온다. 그동안 이 전람회

가 남긴 공과에 대해서는 이미 화단의 여론과 사회의 여망이 밝혀지고 있으므

로 이제야말로 이 전람회의 걸어온 길을 올바르게 성찰하고 또 앞날의 기대에

적응코자 하는 다음 체질개선이 있어야만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초대전의 전람회 성격을 뚜렷이 해야 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초대

작가명단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발족 당시의 초대전

정신, 즉 한국 화단에 청신한 현대조형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수작가들을

초대 전시함으로써 한국 현대화단 발전의 뚜렷한 지표를 세워주고자 했던 의도

와는 달리 이 초대전이 회를 거듭하는 동안 초대 대상 속에 혼선과 혼탁이 적

지 않이 개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람회는 앞으로 한국현대화단을 이끌고 나가는 중추적인 작가 중

에서 투철한 현대의 조형정신과 왕성한 제작생활을 견지하는 개성이 뚜렷한 분

들, 그리고 신예작가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아방갸르트'적인 개성작가들을

그 해 그 해 선정해서 초대함으로써 전람회의 뚜렷한 지도성격을 세워야 옳다

고 생각한다.

둘째 공모전을 일단 재고해야 되겠다는 점이다. 과거의 현대작가 공모전의 실

적을 돌아보면 많은 수가 미술 학생들의 습작전같은 수준을 피하기 어려웠고

젊은 화학도들의 너무나 안일한 현대조형에 대한 태도들을 흔히 엿볼 수 있었

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 현대작가 초대전은 이러한 한국화단의 현 실정에

비추어 공모를 중단하고 연간의 개전 활동들과 단체전 등 기타작가 활동을 샅

샅이 관찰한 다음 뛰어난 신인을 중론에 따라 선정해서 다음해의 초대전에 뚜

렷한 작가로서 등장시키는 것이 이 전람회를 본래의 정신으로 순화시키는 방안

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젊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초대작가의 대상도 늘 과거 1년간

의 작가활동을 통해서 그해 그해 새 명단이 이루어질 것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이 현대작가초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나가는 한국현대화단의

조형역량의 중추를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그 발전해나가는 현대조형의 올바른

예각을 한 방안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대미전 운영위원 김영주 김중업 유영국 이경성 최순우-

247) 「현대조형의 정수를…제9회 현대작가 초대 미전에 즈음하여」, 『조선일보』,

19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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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굳게 결의한 『조선일보』 는 2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무려

27회에 걸쳐 초대작가들을 소개하였지만,248)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8회와 9회, 두 번 연이어 불발되었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재개된

것은 1966년 제10회전에서였다.249) (도 60) 『조선일보』는 7월 30일 1면

사고를 내고 “9월 4일부터 경복궁 미술관에서 제10회 현대작가 초대전을

열겠다”고 고지하였다.250) 1회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열렸던 전시는 10회

전에서는 하반기에 열리기로 계획되었다. 전시 기일은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흘간, 전시회장은 경복궁 미술관으로 전해졌다. 반입 기일은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까지였다.

초대작가는 34명이었다. 동양화에서 권영우, 박생광, 서세옥, 안상철(安

相喆, 1927-1993), 이응노(재불), 천경자 등 6명이, 서양화에서 강용운, 권

옥연, 김영주, 김환기(재미), 김훈(재미), 김흥수, 남관(재불), 박서보, 변종

하, 유영국, 이수재(재미), 전성우, 정점식, 하종현, 권승연, 민병영 등 16

명이 초청받았다. 조각 부문에선 권진규, 김영학, 박종배, 오종욱, 전상범,

최기원 등 6명이, 판화 부문에선 김종학, 배륭, 유강렬, 윤명로, 이성자

(재불), 최영림 등을 초대했다. 이는 무산된 제9회전 때의 초대작가를 그

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9회 때 출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작가를 빼고

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조각 분야에서 한 사람(권진규)을 더 초대하기로

한 것이었다.251)

《현대작가초대미술전》 10주년이 되는 해였던 데다가, 두 번 연속 불

발의 아픔을 겪는 바람에 맥이 빠져 버린 전시회의 열기를 되살리기 위

해 『조선일보』는 9월 1일자 5면에 지난 10년간의 전시를 개관하는 기

248) 소개된 참여 작가는 조각부 최기원, 동양화부 서세옥, 조각부 박종배, 서양화부

권옥연, 동양화부 안상철, 서양화부 정창섭, 서양화부 변종하, 서양화부 김흥수,

판화부 윤명로, 조각부 오종욱, 동양화부 권영우, 조각부 김영학, 판화부 배륭, 조

각부 전상범, 판화부 김종학, 서양화부 하종현, 동양화부 박생광, 판화부 최영림,

동양화부 천경자, 판화 이성자, 서양화부 김영주, 서양화부 정점식, 서양화부 유영

국 등이다.

249) 1964년의 8회전, 1965년의 9회전이 연이어 불발되었지만, 1966년 개최된 전시는

‘8회전’이 아니라 ‘10회전’이라고 명명되었다. 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250) 「‘미술한국’의 전위, 제10회 현대작가초대전-9월4일부터 경복궁 미술관에서」,

『조선일보』, 1966.7.30.

251) 9회 때 출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작가를 신문은 명기하지 않았으나, 9회와 10

회 초대작가를 비교해 볼 때 김창열, 김흥수, 정창섭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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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었다.252)(도 61) 신문은 “민족문화의 현대화를 위해 그 전위운동

의 일환으로 현대작가전을 해마다 열어왔다”면서 현대작가전을 “해방 후

국전을 제외한 재야전으로서 가장 연륜이 많은 전람회일 뿐 아니라 규모

나 내용으로 보아서도 거의 독보적인 권위와 위치를 지향해 왔다”고 규

정하였다.253)

10회전은 다행히도 별 탈 없이 9월 4일 오후 3시 경복궁 미술관에서 막

을 올렸다. 전시 작품은 24명의 70점이었다.254)(도 62) 개막식에는 조선

일보사 유봉영 부사장, 동화통신사회장 홍종인과 《현대작가초대미전》

운영위원 김영주, 유영국, 이경성 등이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다. 가을비

가 뿌리는데도 초대출품작가를 비롯한 미술계 문화계 인사들 100여명이

참가해 전시작품들을 감상했다. 70점의 출품작 중에서 150호(하종현작

〈탄생 1966A〉)를 비롯, 100호 이상의 대작들이 많았다. 출품작가와 작

품 수는 서양화부 10명 28점, 동양화부 4명 12점, 조각부 5명 12점, 판화

부 5명 18점이었다.

제10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양화부와 판화부

가 특히 큰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였다.255) 제1실에는 조각과 판화, 제2

제3실에는 동서양화가 섞여 전시되었다.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출

품작 70점을 모두 지면(紙面)에 소개해 설명하였는데, 이는 10회전이

『조선일보』 역사에 차지한 비중을 짐작하게 한다.

제10회전 폐막일인 13일 오후 5시, 『조선일보』는 본사 대표 이사실에

서 제10회 《현대미전》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 등 한국

현대미술의 여러 문제와 연관된 정담을 가졌다.256) 현대미전에 전회 출

품한 화가 김영주, 미술평론가 이경성, 국립박물관 미술과장인 최순우가

참석하였다. “1955년에서 1957년에 걸쳐 가장 활기를 띤 한국의 전위미

술 운동에 날개를 펼만한 광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였

252) 「4일부터 막올릴 현대작가 초대미전, 10년의 발자취-회수 거듭할수록 규모커

져」, 『조선일보』, 1966.9.1.

253) 위의 기사.

254) 「구상화된 ‘전위정신’- 제10회 현대작가 초대미전 개막, 경복궁서 작품 70만점

전시」, 『조선일보』, 1966.9.6. 제목의 ‘70만점’은 ‘70점’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255) 「현대작가 초대미전에의 초대, 출품된 작품들-눈부신 현대미의 퍼레이드, 양

화부와 판화부 큰 성과 올려」, 『조선일보』, 1966.9.8.

256) 「막내린 ‘현대작가초대미전’ 그 성과와 남은 과제 - 저력있는 신선미로 가득,

질적인 전위정신을 고무」, 『조선일보』, 1966.9.15.



- 69 -

다. 관전인 동시에 한국유일의 가장 대규모의 '국전'은 낡은 형식의 지배

력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미술의 전위정신을 고무하고 그런 작가들의 활

동무대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것이 조선일보 초대작가미전이었다는 것이

다. 10회전에 대해서는 “신선한 기풍이 감돌았다”고 평하였다. 스타일의

전위 치중 등 그동안 불가피했던 시행착오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양화부와 판화부에서 성과가 컸고 전체적으로 저력 있는 신선한

기풍이 감돌았는데, 동시에 지금까지 참가 안 했던 외국에서의 귀국 작

가들이 참가함으로써 더 다양성을 띠었다. 다만 출품작 간 수준 격차가

큰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고, 해외 활동 작가들에게 출품 요청을 더 적극

적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7년 개최되었어야만 하는 제1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열리지

않았다.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심찬 10회전을 하반기에 개

최하고 그 다음해에 곧 이어 전시를 열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제12회 전시는 1968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경복궁미술관에서

열렸다.(도 63) 24명으로 대폭 축소돼 ‘정예화’ 했던 초대 작가 수는 느닷

없이 8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257) 81명의 초대작가는 『조선일보』가 위

촉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작품 반입은 4

월 19일 금요일과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

졌다. 동양화부와 서양화부는 ‘회화부’로 통합되어 51명을 초대하였고, 조

각부에서는 19명을, 판화부에서는 11명을 초대하였다. 제12회전의 준비위

원은 김영주, 유근준(劉槿俊, 1934-), 이경성, 이일(李逸, 1932-1997), 임

영방(林英芳, 1929-), 최순우였다.

4월 23일 개막한 제12회 ‘현대작가초대미전’에는 작가 58명이 157점을

출품하였다.258) 준비위원 중 6명의 전문가가 각 작가들의 근래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한 초대작가에는 전위미술을 지향하는 신예 등을 대폭 함

께 초대하였다. 『조선일보』는 10회전에 대해 마찬가지로 “1955년께부

터 시작된 한국의 추상미술운동은 56〜57년에 이르며 차차 더 활발해졌

257) 「한국 미술 정예의 광장 제12회 현대작가초대전. 4월23일부터 29일까지 경복

궁 미술관에서」, 『조선일보』, 1968.3.23.

258) 「제12회 ‘현대작가초대미전’ 오늘 개막 그 발자취와 전망. 현대미술의 향연 화

단의 새 이정표, 작가 58명이 157점 전시 29일까지 경복궁 미술관서」 『조선일

보』, 196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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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관전인 국전에서 추상미술은 외면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와 함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개별적인 현대미술의 전위운동을

종합하는 하나의 광장으로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현대

미술이 현대를 사는 현대의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현대인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미술을 대표하다

시피 한 국전에서도 외면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조선일보』는 “3회까지는 한국의 전위를 표방하는 추상작가들이 초대

출품했는데, 3회를 계기로 앵포르멜 운동의 도입으로 기존의 ‘추상’과 앵

포르멜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으며, 이런 알력 다툼이 3회전과 4회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런 알력이 5회전 이후 다시 안

정되어갔으며, 5회전부터 신인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시작해 7회까지 계

속했다는 것이다.259)

소수정예만 엄선했던 10회전과는 달리 12회전에서는 그동안 증가한 미

술인구에 따라 새로 진출한 신예들을 대폭 초대하였다. 『조선일보』는

작가 선정의 기준도 밝혔는데, 1. 최근 1〜2년간 두드러진 작품활동을 한

작가, 2. 자기대로의 현대적인 작품세계를 가진 작가, 3. 그동안 활동한

주목되는 신인을 대폭 선정하되 미대 졸업 후 1년 이상을 경과한 작가

등으로 선을 그었다. 작가의 상하한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도 있으나

작가를 말하는 것은 끝까지 작품이라는 견지에서 연륜적인 상하한선에는

크게 배려를 안 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성과를 더

뚜렷이 살려나가기 위해 1. 주최자의 더 적극적인 운용, 2. 준비위원들의

작가선정 기준의 완벽화, 3. 작가들의 작품을 통한 강한 발언 등이 보다

기대된다”고 하였다.

5월 2일자 신문에는 초대작가 선정준비위원인 유근준 서울대 교수, 이

경성 홍익대 교수, 이일 홍익대 강사, 최순우 국립박물관미술과장 등의

합평이 실렸다.260) 회화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앙포르메한 추상에서

부터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몽롱하면서 동적인 세계에서 보다 더 정적이

며 명료한 시각적인 세계로 변모하는 한국현대미술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판화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

고 고르다”고 하였으며, 조각부는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을 들

259) 위의 기사.

260) 「제12회 현대작가 초대미전 합평회. 뚜렷한 새방향 제시」, 『조선일보』,

19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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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마지막회인 제13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1969년 7월 1일부터 10

일까지 열렸다.(도 64) 장소는 예년과는 달리 경복궁 미술관이 아닌 국

립중앙공보관으로 바뀌었다.261) 제13회전은 예년에 비해 맥이 빠진 양상

이었다. 애초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공고되었던 전시 기간은,262) 1일

부터 10일까지로 축소되었다.263) 작품반입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3시까지였고, 출품 점 수는 작가마다 2점씩으로 제한되었다. 그 전 해

와 마찬가지로 작가들은 회화부, 판화부, 조각부로 나뉘어졌다.

이경성은 전시 개막 전인 6월 29일자 지면에 실린 글에서 《현대작가초

대전》의 의의를 “현대미술의 전진기지이며, 비정형적 전위예술의 한 전

통을 세웠다”고 평가하였다.264) 《현대작가초대미전》이 줄곧 한국현대

미술의 방향 제시와 방법 실험을 통한 많은 조형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이 나라 현대미술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 국내외에서

작가로서 활약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위적 작가들이 자신의 약력에서 거

의 전부가 이 초대전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대서특필하고 있다

는 사실만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265) 이경성은 “이 초대미전이 창설된

1957년은 한국에 새로운 미술사조가 들어와 이른바 앵포르멜이나 액션

페인팅, 그리고 네오 다다이즘 등이 유행되었고, 젊은 전위적인 작가들은

대담하게 이 운동의 추진체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전위운동은 당시의

현대미술가협회나 60년미술가협 등 젊은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제

3회전에는 거의 이 초대전의 성격과 같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경성

은 제1회전과 제2회전에 초대된 작가는 비교적 문제성을 지닌 작가를 되

도록 넓은 범위에서 모아보았기에 성격이나 경향은 다각적이었는데, 그

것이 제3회전부터 전위적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좁혔기 때문에 전람회의

성격은 뚜렷해지고 강렬해졌다고 보았다.

261) 「제13회 현대작품 초대미전.7월1-15일 국립공보관서」, 『조선일보』,

1969.5.17.

262) 위의 기사 참조,

263) 「제13회 현대작품 초대미전.7월1-10일 국립공보관서」, 『조선일보』,

1969.6.22.

264) 「조선일보 현대작가 초대전의 의의. 현대미술의 전진기지, 비정형적 전위예술

의 한 전통」, 『조선일보』, 1969.6.29.

265) 판화부에 여러 번 작품을 냈던 윤명로는 2013년 8월 28일 필자와의 전화 인터

뷰에서 “조선일보 초대전은 역사적인 거였다.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애도 많이 썼고 동경도 했다. 기사에 이름이라도 한 줄 나오는게 큰

영광이었다”고 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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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전은 박종화 예술원장, 이춘성 문화공보부 차관, 초대작가 대표 김

영주, 『조선일보』 유봉영 부사장이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개막되었

다.266) 31명의 회화 56점, 10명의 판화 20점, 16명의 조각 23점이 출품,

전시되었다. 특히 회화에는 큰 규모의 입체구조 등 대작들이 많았고 미

국에 있었던 여류화가 이수재 등도 2점의 작품을 내었다.

제13회전 총평은 이경성이 썼다. 7월 29일자 신문에 실린 평에서 이경

성은 출품작을 자기가 도달한 미의 세계에서 더욱 그것을 파고들거나 논

리화시키는 정통 작품(제1군)과 어제까지의 경지를 벗어나 새로운 문제

를 새로운 표현으로 시도하는 작품(제2군)으로 나누었다.267) 다양하고 충

실한 자기 세계를 심화시킨 1군 작가로는 회화 부문에서 남관, 김영주,

변종하, 서세옥, 이수재, 하종현, 전성우, 서승원, 천경자, 최명영, 조영익

을 꼽았다. 판화 부문에선 유강렬, 배륭, 김정자, 이상욱이 꼽혔고, 조각

에선 김정숙, 최만린, 김영학, 권진규를 거명했다. 제2군 작가로는 회화에

서 곽인식, 관훈, 김구림, 김차섭, 박길웅, 박서보, 이우환 등이, 판화에서

김상유, 윤명로 등이, 조각에서 김찬식, 박석원, 박종배, 최기원, 오종욱

등이 있다고 하였다. 2군은 된 것과 안 된 것이 공존해서 그 낙차가 너

무 심하다고 평가되었다. 이경성은 재일교포인 곽인식과 이우환의 작품

은 수송 도중의 파손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우환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것대로의 의도는 알아듣겠으나 직접 자기

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우환이 2011년 구겐하임 뉴욕에

서 백남준 이후 첫 한국 작가로 회고전을 개최하는 국제적 작가로 성장

하리라는 것을 이경성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우환은 필자와의 전

화통화에서 “당시 솜방 석 위에 바위를 놓은 작품, 고무줄 자를 사용한

작품 등 내 대표작인 ‘관계항’의 효시가 되는 작품을 내놓았다”고 회고하

였다.268) 이는 앵포르멜 다음 시대를 예기하는 ‘아방가르드’였으나, 근대

를 부정하면서도 근대의 평론가일 수밖에 없었던 이경성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시대의 평론가들에게 ‘현대’란 앵포르멜까지였던 것으

로 보인다.

이경성은 박서보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화폭을 박차고 허상의 세계를

266) 「13회 현대미전 개막. 본사주최 1일부터 10일간」, 『조선일보』, 1969.7.2.

267) 「‘13회 현대미전’과 작가정신.문제성의 끊임없는 탐구」, 『조선일보』,

1969.7.29.

268) 이우환과의 전화 인터뷰.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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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하였는데 물질문명의 그림자 속에 인간을 재발굴하는 시도가 모든

물체의 관계와 균형 속에 재구성되었다”고 평했다. 가장 대담한 탈바꿈

을 한 작가로는 김구림, 박길웅, 김차섭 등이 꼽혔다. 그러나 그들에 대

해서는 “전기의 도입과 플라스틱 재료를 써서 라이트 아트에의 길을 열

었으나 작품의 인상이 독창이라기보다는 모방이었고 또 그것을 다룬 기

술과 재료도 불충분해서 허전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나쁘게 이

야기하면 일본의 미술잡지 『미술수첩』이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가 난다

고도 하였다. “김상유, 윤명로는 종래의 판화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는 기

성의 인쇄물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고,

하나는 판화의 방법을 플라스틱 재료 위에다 이룬 점 탐구적”이라고 평

했다. “다만 그것이 조형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

이라는 등 전위작가에 대한 평이 대체로 인색하였다.

1957년 야심차게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현대작가초대미전》이 왜

1969년 제13회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지면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1965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김병기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재야전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움직임이 일반화되어 『조선일보』 혼자서 해나가는

것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분석하였다.269) 박서보는 “전시

를 계속해서 끌고나가고자 하는 『조선일보』의 의지가 퇴화되었기 때

문”이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념적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고 회고하였다.270) 김병기와 박서보의 말처럼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추상’과 ‘앵포르멜’은 더 이상 한국 화단에서 ‘새

로운 것’이 아니었다. 1961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앵포르멜 추상미술은

재야나 전위양식이 아니었으며, 각종 개인전과 단체전은 물론 중견부터

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세대에 걸쳐 구사되고 있었다.271)

1963년 제 2회 파리 비엔날레, 제 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의 국제전에

참가하게 된 앵포르멜 작가들은 자신들의 미술이 국제 무대에서 ‘한물간

양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272) 1960년대 중반

269) 김병기와의 전화 인터뷰. 2013.11.12.

270) 2013년 8월 28일 박서보와의 전화 인터뷰.

271) 김미정, 「한국 앵포르멜과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

Vol.12, 2004, p.322.

272) 정무정, 「파리 비엔날레와 한국현대미술」, 서양미술사학회, 서양미술사학회논

문집 23, 2005,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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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비로 한국 앵포르멜은 새롭게 극복되어야 할 보수미술이 되었으

며,273) 1968년 5월 30일엔 강국진(姜國鎭, 1939-1992), 정찬승(鄭燦勝,

1942-1994)이 기획하고 정강자가 시연한 퍼포먼스 〈투명풍선과 누드〉

의 출현이 새로운 ‘전위’로서 한국미술사에 획을 그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추상과 앵포르멜을 기반으로 한 《현대작가초대미전》이 맥을 추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73) 김미정, 앞의 글,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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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최기의 한국 정

치와 언론

언론사의 문화사업은 관(官)과 민(民)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독자 제

위를 상대로 한 일종의 외교(外交)로 볼 수 있다. 모든 외교가 그러하듯

이 언론사의 문화사업 개최에도 명분과 함께 실리가 존재한다. 명분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만, 실리는 은근하며 교묘하다.

이 장(章)에서는 『조선일보』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한 실

리적 배경을 당시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찾고자 한다.274)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제1공화국에서, 『조선일보』는 『경향신

문』, 『동아일보』와 함께 노골적으로 독재를 자행하는 이승만 정부에

맞서는 대표적인 야당지(野黨紙)였다.275)

이승만 정부의 언론 탄압은 혹독하였다. 집권 직후인 1948년 9월 22일,

이승만 정부는 좌경 언론의 잔재를 뿌리 뽑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대

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

는 기사,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자극적인 논

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ㆍ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 7개항의 언론 단속 사항을 발표

하였다.276) 이른바 야당지들이 정부에 맞서자 비판에 부담을 느낀 정부

는 1959년 4월 30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향신문』을 폐간 처분하였

다.

1952년 8월 7일에는 당시 『조선일보』 주필 겸 부산 분실장인 홍종인

이 구속되었다.277) 『조선일보』가 사실 확인 없이 4부장관 사임설을 벽

보에 게첨하였는데, 이 내용의 취재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주

필을 구속한 것이다. 담당 검사는 11일 오후 8시 경에야 홍종인의 구속

274) 물론 신문이나 잡지를 읽음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던 독자들에 대

한 서비스, 신진작가 공모전 등을 통해 젊은 세력의 환심을 사 미래의 주요 독자

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전략 등 또 다른 실리적 이유도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최의 배경이었다.

275) 김민환 지음,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p.400.

276) 김민환, 위의 책, p.391.

277) 김민환, 위의 책,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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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제하였다.

1954년 10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신문의 발행 부수가 적어도 10만 부

는 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의 인구로 볼 때 2〜3종의 신문만 있

으면 족하다면서 신문을 일제 정리해야 한다는 ‘중대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당시 서울에서는 14개의 일간 신문이 나오고 있었지만

발행 부수가 10만부를 넘는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278)

1957년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계가 자유당 정부와 정면 대결

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언론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이 조항들에 대한 삭제 투

쟁을 전개한 것이다.279) 그러나 문제의 민·참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해가

바뀐 1958년 1월 1일 밤에 야당인 민주당의 동조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자유당 정부는 ‘이북 괴뢰’의 위험을 구실로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

을 통제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는 언론 자유의 제

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야당과 언론계는 맹렬히 반대 투

쟁을 전개하였으나 1958년 12월 24일 밤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 사건이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다.280)

이승만 대통령 때의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기대고 있었다. 외국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원조 자금을 직접 관리했던 국가는 신문 용지의 생

산과 수입, 인쇄 시설의 도입에 원조 자금을 배분했다. 당시의 신문 기업

은 재정 구조가 취약하고 시설이 빈약하며 용지 사정이 어려워 국가가

배정하는 원조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야당지라 하더라

도 원조 자금을 관리하는 국가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

다.281) 신문은 살아남기 위해 정부와 맞서줄 세력을 필요로 했다. 신문의

가장 큰 우군(友軍)은 신문의 논조에 동의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독자이다. 예술로서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문화계 인사들은 정·재계

278) 김민환, 앞의 책, pp.453〜454.

279) 조선일보 사사편찬실 엮음,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 1920〜』, 조선일보

사, 2004, p.107.

280) 민·참의원 선거법 개정안과 ‘보안법 파동’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사편찬실 엮

음, 위의 책, pp.206〜109 참조.

281) 이승만 정권 때의 한국 경제와 원조자금에 기댄 신문 기업에 대해서는 김민환,

앞의 책, pp.461〜4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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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과 맞먹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펜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문단 인

사들 못지않게 이미지를 지배하는 미술계의 도움 또한 신문에는 절실하

다.282) 『조선일보』가 1957년 전위를 표방하는 재야 미술계 인사들을

규합해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개최한 배경에도 자신들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미술계 지지 세력 구축의 의도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283)

전시회를 단순히 유물이나 미술작품의 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맥락을 통해 해석 가능한 작품, 유물, 이미지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힘을 가진다. 전시란 하나의 중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권력과 이데올로기,

정치성을 재현하며 그것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

다.284)285)

마침 1950년대 후반의 국전은 대한미협과 한국미협간의 갈등으로 대혼

란에 빠져 있었고, ‘반국전’은 당시 젊은 미술가들의 패션(fashion)이었다.

야당지로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신문이, 미술 전시를 기획할 때 분

쟁 투성이인 관전(官展)을 모방하기보다는 최첨단 조류를 반영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시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작가 선정 권한을 가진

다는 것이고, 작품을 발표하고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작가들은 주최자와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성향의 작가들과 한 편이 될 것

인가? 『조선일보』의 선택은 이미 권위를 획득했다가 쇠락해가고 있는

아카데미즘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보이는 추상미술

이었다. 앞서 서론에서 윤명로가 지적한 것처럼, 언론기관의 특성상 세계

282) 정치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갔다. 그리고 ‘힘을 가진 이

미지’는 그림에서 영화로 변해 갔다. 참여정부 때 영화감독 이창동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맡은 배경도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283) 한 예로,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문화사업 대학생·청년작가 아트페어 《아시

아프(ASYAFF)》의 개최 이유 중 하나는 신문을 읽지 않으며 주류 언론에 반감

을 가지는 청년층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의 개최는 효과가 있었던 모양으로, 필자는 취재중에 상당수의 원로 화가들

이 전시를 추억하며, 『조선일보』에 대한 감사와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284) 김형숙, 「전시와 권력 : 1960 〜 70년대 한국 현대미술에 작용한 권력」, 『미

술이론과 현장』, Vol.3(2005), p.12.

285) 조은정은 전쟁 후 일본에서 개최된 현대미술전이 대개 신문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당시 일본 신문사들이 정부에 대해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유포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1950년부터 1959년까지 개최된 대규모 기획

전 104건 가운데 몇몇 전통 유물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신문사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나마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국가기관으로서 박물관이 주관하였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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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의 동향을 다른 기관보다 빨리 읽을 수 있었고, 따라서 더 진보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굳이 재야 작가들을 택한 데 한몫했으리라고

본다.

어용(御用)인 국전 참여 작가들에 대항하여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그려줄 예술가들이 필요하였고,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최는 그를 위한 초석(礎石)이었다. 1952년 정부에 의해 구속당했던 홍

종인이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개최를 주도했다는 점이 이 전시회의 성

격을 짐작하게 한다. 1925년 시대일보 평양지국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홍종인은 1929년 『조선일보』 평양지국 기자로 조선일보에 입

사하였다.286)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때는 손기정(孫基禎, 1912-2002)

선수의 우승 소식을 전하는 호외 발행을 진두지휘하였다. 1946〜1947년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고, 1948〜1959년까지 주필(主筆), 1959〜

1963년 취체역 회장을 지냈다. 제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막을 올

렸던 1957년 그는 주필이었다. 신문사에서 ‘주필’이란 논설위원을 진두지

휘하는 사설(社說)의 총책임자다. 신문 기사의 총지휘자가 편집국장이라

면, 신문의 정체성이자 얼굴격인 사설에 대한 데스크 권한은 주필이 쥐

고 있다. 1957년 『조선일보』가 《현대작가초대미술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필 홍종인이 당시 『조선일보』의 실

세였던 덕분이기도 하다.287)

물론 신문사가 미술운동을 주최한 일이 한국 언론사상 처음은 아니었

다. 화가 정규는 1958년 5월 23〜24일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신문사

가 미술운동을 주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30년대에 동아일보

사가 학생미술전을 주최하여 당시의 일인(日人)이 주최하던 치대학생미

술전과 대립하여 우리나라의 미술문화의 일반적인 계몽에 힘쓴 바 있다”

고 밝혔다.288) 그러나 6·25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상황이 어려운

1950년대 후반에 언론사가 이같은 대형 전시회를 기획해 지속적으로 매

년 개최한다는 것은 독보적인 일이었다. 『중앙일보』는 창간 연도가

286) 홍종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지음, 『조선일보

사람들-광복 이후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pp.49〜55 참고.

287) 1957년 당시 조선일보 부사장 겸 주필이었던 홍종인의 월 봉급은 11만환이었

다. 참고로 당시 대통령의 월 봉급은 7만1200환, 국무위원은 4만6600환, 이사관급

은 3만5085환, 서기관급은 2만904환이었다.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편, 『朝鮮

日報80年史』 上, 조선일보사, 2000, pp.708〜709.

288) 「제2회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에 즈음하여 한국의 현대미술」, 『조선일보』 ,

1956.5.2., 195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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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으로 늦고,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샤갈전》(2010-2011), 《반 고

흐전》(2007·2012), 《고갱전》(2013) 등 해외 작가 블록버스터 전시를

벌이고 있는 『한국일보』도 1954년 창간되었다. 『조선일보』와 같은

해인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가 앞서 정규가 언급한 것처럼 1930

년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8회를 거듭해 《전조선남여학생미술작품전

(全朝鮮男女學生美術作品展)》을 주최하였지만 광복 후 1950년대까지는

이렇다 할 미술관계 사업을 하지 않았다.289)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역경을 겪었던 『조선일보』의 각종 문화사업

이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앞서 말했듯 1955년 3월 23일 지령 1만호

발행이 계기가 되었다.290) 제1회 전국 명인명창국악대회가 『조선일보』

단독 주최로 1955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시 공관에서

열렸고, 광복 이듬해 출범한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야구선수권 대회가

1955년에는 제10회를 기록하였다. 1956년 10월 6일 저녁에는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세계적인 첼로 거장 피아티골스키 독주회를 성황리에 열기도

하였다. 1957년의 제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이런 분위기에서 막

을 올렸다. 1957년은 『조선일보』의 사세(社勢)가 신장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던 시기였다.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는 1957년 1월 들어

9만5000부를 기록하며 한 해 동안 1만5000부가 증가하였다.291) 신문은

이 같은 기반 위에서 광복 이후로 처음으로 1957년 1월 11일 모든 사원

들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평균 27.5% 인상하였다. 신문 구독료 역시 월

400환에서 500환으로 인상되었다.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급속히 도

약하기 시작한 『조선일보』가 성장과 더불어 정부와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야심차게 내 놓은 사업이었다.292)

제1회전에서는 회화만 다루었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1958년 제2

회전에서 추상조각의 기조로 하는 조각부를 신설하였다는 사실은 특히

이 전시가 정부에 대항하는 ‘이미지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시 조각부에는 강태성, 김교홍, 김영학, 박철준, 배형식, 백문

289) 이구열, 「동아일보와 한국 현대미술사-동아미술제를 앞두고」, 『동아일보』,

1978.2.15.

290)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朝鮮日報80年史』 上, 조선일보사, 2000, pp.703〜

704.

291)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앞의 책, p.708. 참고로 1955년 각 신문의 판매 부수

는 『동아일보』 17만8000부, 『경향신문』 10만부, 『국제신문』 7만8000부 등

이었다. 김민환,앞의 책, p.408, 참조.

292) 아쉽게도 입장권과 작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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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한원, 이정구, 전뢰진, 전상범, 최기원, 안영목 등이 초대되었다. 이

경성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전시회 평을 기고하

는데, 이 때 신문에 사용된 조각 작품 사진은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듯

한 전상범의 〈대지〉, 사람의 형태를 반추상으로 표현한 유한원의

〈호〉, 최기원의 〈일이삼 12시〉로 모두 반추상, 혹은 추상 조각이었

다.293) 이는 2회전의 조각부가 특히 기성 조각의 아카데미즘 경향에 대

한 대항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294) (도 65〜67)

초대 정부인 제1공화국은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하기 위해 동상을 세우

는데 열심이었다. 조각가들은 특히 통치자 이승만의 동상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다. 이승만 집권 초기에 개인의 우상화는 생일잔치를 국가적인

기념행사로 치르는 정도였지만, 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의 권위는 조형

물로서 가시화되었다.295) 이승만 동상뿐 아니라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

하기 위한 충무공 동상도 전국 곳곳에 세워졌다. 1952년 4월 16일 경남

진해에는 윤효중의 충무공 동상이 제막되었고, 1955년 12월 12일엔 부산

용두산에, 1962년 11월 19일엔 김경승이 통영 남망산공원에 충무공 동상

을 건립하였다.296) 실물을 대신하는 동상 조각은, 실물과 유사할수록 더

힘을 발휘한다. 구상 조각을 후원해야만 했던 국가는, 국전 조각부를 구

상 조각 위주로 운영하였다. 1949년 창립된 국전에서 추상조각이 수상한

것은 1965년 박종배의 〈역사의 원(原)〉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 처

음이었다. 이는 곳곳에 통치자의 도플갱어를 설치하여 정권의 기반을 확

고히 하고자 하였던 국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명확한 것을

환영하였던 이승만 정부에게 추상미술은 의도를 짐작할 수 없는 수상쩍

은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 전위미술운동이 정점을 장식한 일본의 예를

살펴보자면 전시체제로 돌입한 40년대에 군부에 의한 예술통제와 탄압이

구체화되었고, 1942년, 1943년경에 이르면 비상시국이란 명분하에 예술표

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었다.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는 국제주의적이

293) 작품 이미지는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 평」, 『조선일보』,

1958.06.20./6.21/6.23 참고.

294) 2회전 조각부가 특히 기성조각에 대한 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윤

우학의 의견이다. 윤우학, 「한국 현대조각에 있어서 ‘추상’의 전개」, 오광수 외

지음 『한국 추상미술 40년』, 재원, 1997, p.198. 참고.

295) 조은정, 「이승만 동상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4, 2005, p.108.

296) 박계리, 「충무공 동상과 국가 이데올로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2, 2004,

pp.1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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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적성국의 미술로 간주되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종의 스파이의 암호가 아닌가 하는 군부의 의심은 자연 추상과 초현실

로 대변되는 전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97) 물론

1960년대에 들어서 이런 사고(思考)는 점차 사라져갔지만, 한국 사회가

일본에 비해 더디게 발전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 조직은 사고가 유연한

미술계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1공화국이 추상

미술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960년의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왔다. 혁명은 비록

그 당시 개최 중이던 제4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일시 중단시키기

는 하였지만, 그해 3월 5일로 창간 40주년을 맞았던 『조선일보』의 경

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298) 『조선일보』의 사설 논조가 강경하다는

이유로 자유당 강경파들은 융자를 해주지 않도록 은행에 압력을 넣고 있

었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자유당 시절과는

형편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은행들이 저마다 돈을 가져다 쓰라는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때 한일 은행에서 무담보로 8억환의

융자를 전격적으로 받아 불과 3〜4일 만에 사채 등 부채를 갚았고 신문

사 운영도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는 잠깐이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는 다시 사전 검열

의 시대를 낳았다. 1962년 여름 『조선일보』는 조·석간 체제에서 ‘조간

조선일보’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당시 군사정부는 언론계에 그 동안의

복간제를 버리고 조간과 석간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였다. 군사정부

의 단간제 권장 이유를 당시 최고의회의 공보담당 위원 강상욱은 “지나

치게 정치기사가 많아 국민의 정치의식이 과도히 민감하게 되었으며, 지

면에 정서가 부족하고, 종업원이 혹사당하며, 따라서 신문이 재미없게 되

어 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설명하였다.299)

군사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 언론은 더 이상 4·19 혁명 전후와 같은 자

유를 구가할 수 없었다. 계몽성 또는 오락성 짙은 기사들이 지면에 배치

되었다.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군부 정권 아래에서도 계속되었다. 그

러나 제1공화국 때처럼 반국가적 전위를 천명하기보다는 전시회 자체의

297) 전시체제 일본의 추상미술에 대해서는 오광수, 「한국 추상미술, 그 계보와 동

향」, 오광수 외 지음 『한국 추상미술 40년』, 재원, 1997, p.13. 참고.

298)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앞의 책, p.768 참고.

299) 위의 책, p.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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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을 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950년대 후반엔 ‘전위’와 ‘첨단’으로 여

겨졌던 앵포르멜 미술은 군사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전복(顚覆)의 미술’

이 아니었다.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새 정부는 고희동(高羲

東, 1886-1965), 이승만대통령 동상을 건립한 윤효중(尹孝重, 1917-1957)

등 국전의 구상미술을 독점한 미술 인사들이 자유당 정부와 밀착돼 있었

다는 연계성, 국전파의 묘사 위주와 소재주의적 아카데미즘이 결국 식민

지 시대의 청산해야할 잔재라는 공감대 때문에 적극적으로 앵포르멜 양

식을 수용하였다.300) 1961년 국전에서는 앵포르멜 계열 추상미술이 전폭

적으로 수용되었고,301)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지휘로 1961년 9월

준공하여 1963년 4월 개관한 워커힐호텔 컬렉션은 김창열, 정창섭, 박서

보, 윤명로 등의 앵포르멜 작가들 위주로 이루어졌다.302) 정부의 지지를

얻어 제도권에 진입한 앵포르멜 작가들은 사실주의 미술의 대표 격인 민

족기록화에 자발적으로 함께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7년 《현대작

가초대미술전》 개최의 주역이었던 『조선일보』 삽화가 출신 한봉덕이

다. 한봉덕은 1967년 민족기록화로 〈4·19 학생의거〉를 제작하였는데,

비평가들의 공격에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민족수난사와 승리의

여러 가지 장면을 그리는 것은 화가들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로, 즐거운 마음으로 착수하였던 것”이며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화가들

이 공헌할 기회를 서슴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지 부정한 거래를 한 일은

없다”고 항변하였다.303) 또한 앵포르멜의 선구자 박서보는 군정기 정부

홍보지인 『재건통신』의 표지화를 담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정부’를 표방했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애초 개최 의도는 점점

탈색되어 갔다.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심화되고, 처음에 뜻을 같이 하였던 추상 작가

들이 정부의 편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신선함을 잃어간 《현대작가초대미

술전》은 지속되기 위해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5·16 이후 치러진 첫 전

300) 김미정, 앞의 글, p.308. 고희동은 자유당 말기에 이승만 독재를 반대하는 단체

에 원로 예술인으로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1948년 국전 창설을 주도하는

등, 이승만 정부 초기에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01) 김미정, 위의 글, p.319.

302) 워커힐 컬렉션에 대해서는 김미정, 「모더니즘과 국가주의의 패러독스 정치ㆍ

사회적 관점으로 본 전후(戰後) 한국현대미술」, 미술사학연구회, 미술사학보 39,

2012, pp.38〜41 참고.

303) 김미정, 「모더니즘과 국가주의의 패러독스 정치ㆍ사회적 관점으로 본 전후(戰

後) 한국현대미술」, 미술사학연구회, 미술사학보 39, 201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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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1962년 제6회전의 화두는 ‘국제화’였고, 1963년 제7회전에선 그간

중심이 되었던 추상 작가들 뿐 아니라 구상 작가들도 한 자리에 모았다.

회가 거듭됨에 따라 수차례 시도된 제도적 변혁은 전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시에 거는 기대가 한층 커짐에 따른 대처의 방안

이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304) 그러나 군사정권의 세력이 커져간 것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악재로 작용하였다. 1964년은 《현대작가초대

미술전》의 쇠퇴 기점이었다. 이해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복궁미

술관에서 열리기로 되어있었던 전시는 초대작가 선정 등 제반 준비가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개최 6일 전인 4월 12일 느닷없이 무기

연기되었다.305)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시 연기의 원인은 학생 데모로 군

대가 경복궁 구내에 주둔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잇달아 계엄령 선포,

과학전 및 국전의 개최 등으로 좀처럼 전시를 열 기회가 생기지 않자,

전시는 이듬해로 미뤄졌다.306) 신문은 정부에 맞서 사업을 감행할 만한

힘이 없었다.

제8회전이 취소된 1964년은 신문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정권에 의해

공격받았던 시기였다. 이해 6월 3일 6·3 사태로 사실상의 공포정치를 시

작한 박정희 정권은 이해 8월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8월 2

일 밤 10시15분 공화당이 표결을 강행해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 5일 공포되었다.307) 명목상으로는 언론의 자율규

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심의위원회가

언론기관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1964년 8월 28일까지 각

언론사 대표는 신문발행인 협회에 나가 윤리위 소집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야만 했다. 반대했을 경우 정부의 강한 압력이 가해질 것은 명약관

화하였으나 『조선일보』는 반대를 결단하였다. 정부는 8월 31일 긴급

각의를 소집해 윤리위원회 소집을 반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등 ‘반대 4개사’의 신문을 정부기관에서 구

독하지 않기로 하고 27만 공무원 가족도 가능한 한 구독을 중단하게 하

며, 이들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와 특혜를 배제한다는 의결까지 하였다.

은행은 융자회수의 압력을 가해왔고, 취재와 신문발송차량용 야간통행증

304) 오광수 지음,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2004, P.150.

305) 「현대작가초대 및 공모전 회장사정으로 무기연기」, 『조선일보』, 1964.4.12.

306) 「제8회 현대작가 초대·공모전. 내년 4월로 연기」, 『조선일보』, 1964.10.27.

307)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앞의 책, pp.85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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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회수해 갔다. 언론계의 거센 저항과 함께 정부와의 담판이 시작되

었고 결국 9월 9일 밤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언론

윤리위원회법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첫 윤리위원회 소집을 무기 연기하

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308)

한 번 연기됨으로서 맥이 끊긴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초기의 기세

를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1965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

까지 열리기로 결정되었던 9회전마저도 취소되었다. 이번에는 개최 이틀

전인 15일 낮 갑자기 당국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분간 회장인 경복

궁 미술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309) 5회 때부터 실시되었던

공모전을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를 새로 조직하여 소수의 정예작가만 초

대하는 등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일대 쇄신을 꾀했던 『조선일보』

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애초의 현대

적·전위적 이념이 점차 퇴색하면서 연례행사로 전락해갔다는 평을 듣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 상황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310) 4·19 혁명 이후

하야하였던 이승만 정권은 언론과 대척점에서 팽팽하게 맞설 수 있었지

만, 총칼로 무장한 군사 정권에서 언론은 1공화국 때만큼의 힘을 발휘하

지 못하였다. 언론을 대자본으로 육성하면서 국가 개발에 강력히 동원하

는 양면 전략이 핵심을 이루었던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 하에서,311)

신문이 더 이상 전위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이

미 ‘반 아카데미즘’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다. 당시 화단에는 ‘반 아카데

미즘’을 구호로 삼고 있는 여러 집단이 있었고, 그들도 대규모의 공모전

을 개최함으로써 더 이상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차별성을 지니지 못

하게 되었다.312) 체질개선을 통해 일대 혁신을 꾀하려던 8회전과 9회전

의 개최 불발 등은 전시회의 쇠락을 가져왔다. 결국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은 1969년 제13회전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시기 서구 미술계의 동향은 1959년부터 1975년까지 열린 국제미술전

파리 비엔날레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313) 파리 비엔날레는 베니스 비엔

308) 위의 책, p.871.

309) 「급히 알려드립니다. 당국사정으로 현대작가초대미전 연기. 미술관 사용 못하

게 돼」 『조선일보』, 1965.4.16.

310) 오광수는 5회전 이후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연례행사로 전락해 갔다고

지적하였다. 오광수, 앞의 책, p.150.

311) 김민환, 앞의 책, p.468.

312) 「국제전으로의 확대 기대. 현대작가 초대미전의 과거-현재-미래」, 『조선일

보』, 19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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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레나 상파울루 비엔날레와는 달리 참가 자격이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작가로 제한된 젊고 실험적인 미술전이었다. 1959년 첫 회에는 당시 유

럽과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

이 지배적인 경향이었지만, 3회전이 열린 1963년 무렵부터는 옵 아트와

팝 아트가 부각되기 시작하며, 제 5회전인 1965년 무렵부터는 옵아트와

기하학적 추상이 주목받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말하는 것처럼 국

내에서 앵포르멜 미술이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과도 이어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찬승과 정강자의 해프닝 이후 옵아트, 팝아트, 네오 다다, 개념

주의 등이 득세하고 1969년 앵포르멜 미학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아방가

르드협회가 창립되는 것은,314) 세계미술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의 해프닝, 팝 아트 등은 앵포르멜과 마찬가지

로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

인다.

일본의 경우 앵포르멜 미술이 뿌리를 내린 것은 우리와 비슷한 1950년

대 후반의 일이다.315)일본 화단은 우리나라 화단에 비해 서구로부터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일본 미술은 1956년 베니스 비엔날레 자국관

을 가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같은 해 11

월 동경 다카시마야 백화점에서 열린 「세계금일의 미술전」도 앵포르멜

과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을 일본에 소개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이듬해

인 1957년 열린 「세계현대미술전」에 프랑스 앵포르멜 화가 조르주 마

티외(Georges Mathieu, 1921-), 프랑스 비평가이자 앵포르멜 운동의 추

진자인 미셀 타피에(Michel Tapie, 1909-1987)가 참석한 것도 앵포르멜

선풍의 기폭제가 되었다. 일본 화단의 전위작가들은 새로운 미술을 수용

함으로써 ‘앵포르멜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초반까

지 계속되면서 일본 화단의 체질개선을 이룩한다.

한편 《현대작가초대미술전》으로 1960년대를 마무리한 『조선일보』는

서구 미술을 소개하는 블록버스터 기획전으로 1970년대를 새롭게 시작한

다. 1970년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조

선일보』 주최 제1회 《프랑스 현대명화전》이 열렸다.316) 한국 정부와

313) 파리 비엔날레 관련 내용은 앞서 언급한 정무정, 「파리 비엔날레와 한국현대

미술」, 서양미술사학회,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3, 2005 참고.

314) 김형숙, 앞의 글, p.25.

315) 일본의 앵포르멜에 대해서는 김영나, 「한국 화단의 앵포르멜 운동」, 『20세기

의 한국미술』, 예경, 1998, pp.256〜258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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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 전시회에는 루브르미술관 소장 판화·수

채화, 태피스트리 120여점이 전시되었고, 8만 명이 관람하였다. 행사 개

최는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신용석의 모친인 재불 화가 이성자의 주선으

로 이루어졌다.317) 이후 이 전시는 1970년대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연례행사로 자리 잡게 된다. 화려한 화보를 곁들인 서양 명화전이 신문

사의 주요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언론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 창간 5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는 1970년 동양

최초의 다색쇄(多色刷) 오프셋 윤전기를 도입하였다.318) 바야흐로 ‘컬러

신문’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흑백에서 컬러지면으로의 도약을 선전하

기 위해 신문은 화려한 볼거리를 필요로 하였다. 『조선일보』는 1970년

2월 12일자부터 〈세계의 명화〉 시리즈를 연재하였고, 이후 1970년

《프랑스 현대명화전》, 1971년 《프랑스 현대유화전》, 1972년 《밀레

특별전-19세기 프랑스 농민화가들》, 1976년 《인상파전》·《프랑스 도

예전》, 1977년 《프랑스 18세기 명화전》, 1979년 《프랑스미술 영광의

300년전》 등 프랑스 미술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기획전을 1970년대에 지

속적으로 선보였다.319)

316)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1950〜2011』, 김달진미술자

료박물관, 2012 p.28.

317) 조선일보 80년社史편찬실, 앞의 책, pp.1030〜1031 참고.

318) 조선일보 사사편찬실 엮음,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 1920〜』, 조선일보

사, 2004, p.107, p.140.

319) 언론사가 개최한 해외 블록버스터 전시에 대해서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앞

의 책, pp.243〜2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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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조선일보』 개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의 양상 및 의미,

그리고 개최 배경을 살펴보았다.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한국 추상미

술의 전성기가 막 시작되던 1957년, 당시 재야에서 활동하던 추상 미술

가들을 모아 보수적이고 아카데믹한 국전의 대항마(對抗馬)로서 기획되

었다. 이 전시는 현재 1950년대 후반 한국 화단의 대표적인 재야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설 당시 전시의 기획에는 『조선일보』 주필 홍종인이 적극적으로 개

입하였다. ‘홍박(洪博)’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미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

던 홍종인과 『조선일보』 삽화가 한봉덕이 주축이 되어 추상 작가 김병

기, 김영주, 유영국의 조언을 받아 전시를 꾸렸다는 것이 발기 멤버 중

유일한 생존자인 김병기의 증언이며, 참여작가 박서보, 윤명로, 그리고

미술평론가 오광수, 이구열 등의 추측이기도 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시는 1969년 제13회전까지 지속되었다. 1회전에서 4

회전까지 이르는 1957〜1960년에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지향했던

것은 전위의 결집이었다. ‘문화창조를 위한 민족정서의 현대화’, ‘국전을

비롯한 기존 미술에 맞선 재야의 전위미술을 보여주는 것’, ‘국제미술계

에 진출하는 것’ 등이 지향점으로 제시되었다. 미술평론가 이경성 등 전

시회에 깊이 간여한 당대의 미술계 인사들이 전시가 처음 열린 1957년부

터 막을 내린 1969년까지의 시기를 ‘현대한국미술의 과도기’라고 인식하

고 있었던 것도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을 이해하기 위해 눈여겨봐야만

할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계는 《현대작가초대미

술전》을 ‘새로움의 미술’, ‘전위의 미술’을 위한 장(場)으로 이용하기 위

해 애를 썼다. 《60년미술가협회전》 등을 비롯한 다른 반국전 전시가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작가들이 젊은 혈기로 거리에서 연 전시였던데

반해,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언론사의 힘을 등에 업고, 덕수궁미술관

이나 경복궁 미술관 같은 번듯한 전시장에서 추상미술이라는 새로운 조

류가 활개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전시는 극복의 대상으로 여

겨졌던 근대, 일제 강점기의 잔재, 홍대파를 중심으로 한 대한미협과 서

울대파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협간의 갈등으로 붕괴 직전이었던 국전 등

미술계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1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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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회전은 덕수궁미술관에서, 3회전부터는 경복궁 미술관에서 열렸다.

평론은 이경성, 김영주 등이 맡았으며, 리히하르트 헤르츠 당시 주한서독

공사, 마리아 헨더슨 미대사관 부인 등 외국인 필자들도 참여하였다. 외

국인 필자를 동원한 것은 객관성 확보와 함께 다른 전시회와의 수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제4회전은 ‘모던 아트’계 작가

들을 총망라해 전국적으로 꾸며졌지만, 4·19 혁명의 영향으로 일시 폐막

되었다가, 7월 10일이 되어서야 속개되어 7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1961〜1963년의 5〜7회전은 신진작가 공모와 국제화를 목표로 하였다.

1961년 열린 제5회전은 초대전과 함께 신진작가 공모전을 함께 실시하였

다. 신인상은 1명, 장려상은 2명이 받았다. 신인상 수상자는 농아(聾啞)

화가 민병영이었다. 5회전에서의 공모로 체질개선을 시도한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은 1962년 6회전에서는 국제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려 하였

다. 남아프리카,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에서 해외작가 11

명이 초대되었는데, 그들을 전시에 초대하는데는 파리 대회 참가 후 해

외 인맥을 쌓았던 박서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6회전에 신인상 수

상자는 없었고, 장려상은 오창성, 김인중, 곽훈, 정관모, 양주현 등 5명이

받았다. 미흡하나마 국제전의 규모를 갖추려 시도하였던 제6회전은 《현

대작가초대미술전》의 분수령이 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

스』 동경 특파원이 취재하러 오는 등 해외 언론의 관심도 끌었고, 박정

희 당시 최고회의장이 김종학의 작품을 한 점 사는 등 정부에서도 관심

을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였다. 이듬해의 제7회전에서는 추상 위주로 펼

쳐졌던 이전까지의 전시와는 달리 추상과 구상을 한데 모아 공동의 광장

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제 8회전이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1964년부터 13회로 막을 내린 1969년

까지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급격히 쇠락하였다. 1964년 4월 18일 개

최 예정이었던 제8회전은 전시 개최 일주일 전에 무기 연기되었다. 학생

데모로 군대가 경복궁 구내에 주둔하게 된 것이 이유였다. 이듬해의 9회

전 역시 당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발되었다.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의 공모전을 폐지하고, 2년 임기의 운영위원을 선임해 신인을 발굴

하기로 하며, 초대작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조치로 환골탈태를 꿈꿨던

『조선일보』에는 엄청난 타격이었다. 1966년의 10회전은 개최되지 못한

9회전을 바탕으로 무사히 열렸으나 그 다음해의 11회전 역시 무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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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8년 12회전에서는 초대 작가 수가 81명으로 대폭 늘어나 전시회

의 질이 떨어졌고, 13회전을 끝으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더 이상 추상은 전위가 아니었고, 『조선일보』로서는 화

제가 되지 않는 전시를 굳이 끌고나갈 필요를 못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

다.

현재 국내 대표 보수 신문으로 불리는 『조선일보』가 당시 전위 작가

들을 규합해 대형 전시회를 규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민족의

발전과 계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언론의 책무에 대한 자각, 이와 함

께 ‘근대’라는 망령을 뛰어넘어 현대화를 이룩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대

중 계몽과 사회 변혁의 연장선상에서 미술계의 구태의연한 권위와 아카

데미즘을 타파하고자 하였던 개혁 의지, 시대의 화두였던 국제화에의 갈

망 등이 당시 신문이 내세운 명분상의 이유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함

께 비용을 지불하고, 지면을 할애해야하는 전시회를 안전한 구상미술이

아닌 추상미술 위주로 구성한 것에는 명분 이외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으

리라고 생각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를 4·19와 5·16 등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의 한국 정치 상황, 그리고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와 연결지어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승만 정권 당시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야당지로서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국 곳곳에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등 구상 작가

들을 이용해 ‘이미지 정치’를 벌이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신문은 지면

(紙面)을 통해 구현 가능한 새로운 이미지를 필요로 하였다. ‘새로운 미

술’인 추상에 대한 지지는 제도권 밖의 미술가들을 신문의 편으로 만드

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신문은 대중을 계몽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

에 기여할 지사(志士)적 언론으로서의 책무도 지고 있었다. 추상미술에

무지한 대중을 교육시킨다는 목표는 구태(舊態)의 타파와 함께 여러모로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지녔던 자유

당 시절의 반정부적 성격은 점차 퇴색되어 간다. 이승만 정부의 잔재를

척결하려는 군사정권은 새 시대의 새 미술로서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의 주축을 이루었던 앵포르멜을 택하였다. 1962년 제6회전에서 김종학의

작품을 산 박정희 최고회의장은 정부기관에 작품 구입을 지시하는 등 전

시회에 대한 지지 의지를 보였다. 작가들은 친(親)정부로 돌아섰고,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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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정도로 강화된 언론 통제에 신문은 대항할 힘을 잃었다. 전시회 자

체도 신선함을 잃어갔다. 1963년 제7회전에서 신인상을 받은 권승연이

서양화부 심사위원 권옥연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은 《현대작가초대미술

전》이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결국 추상미술

의 지지기반이 미약하였던 1950년대 말 창립되어 화단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추상미술이 정부의 지

지와 후원을 받게 되면서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컬러 신문

의 시대와 함께 루브르 미술관 소장 《프랑스 현대명화전》 등 화려한

블록버스터 전시가 기획되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신문사 주

최 미술 전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시작되어 막을 내렸던 1957〜1969년이 고작

반 세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통해 전시회의 전모와 의미를 그려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앞서 밝혔듯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 외에

는 전시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았다. 그나마 김달진미술연구소에 소장된

전시 리플렛을 발견해 전시 참여 작가와 작품 목록을 만들 수 있었지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전시 발기인은 대부분 고

인(故人)이 되어 증언을 듣기도 쉽지 않았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에 응해주신 김병기·박서보 화백께 감사드린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당

시에 전시 도록을 만들지 않았고, 카메라가 고가여서 젊은 작가들이 작

품 사진을 남겨놓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출품작의 일부만을 신문의 흑백

도판으로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시 출품작의 경향 및 양

식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출품작 경향과 양식 분석은 향후 시간을 가지

고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겨둔다. 이와 함께 참여 작가들의 성향과 행보

에 대한 연구 또한 후속 과제로 생각된다. 광복 이후 국내 대형 기획전

의 대부분이 언론사 후원으로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주최

전시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언론사 주최 전시

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대한 이 소략한 논문이 『조선일보』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 주최 전시에

대한 연구, 신문 독자와 전시 관람객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

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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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장소 규모 초청 작가 비고

1회

1957년 11

월 21일〜

12월 8일

덕수궁미술

관

34명 혹

은 36명

이 70점

-동양화부:

이응노 박생광 서세옥 권영우

(4명)

-서양화부:

김경 김병기 김영주 김영환

김창열 김청관 김충선 김훈

나병재 문우식 문학진 박서보

변영원 심죽자 안영목 이세득

이철 장성순 전혁림 정규 정

점식 정준용 정창섭 조동훈

조병현 천병근 최영림 함대정

한봉덕 황규백 (30명) +김흥

수, 변희천(2명·이 2명은 신문

기사 명단에는 없으나 리플렛

에 표시. )

-초대작가

수 20명에

서 34명,

3 6명으로

변동. 신문

에 명단이

발표된 초

대작가는

34명.

-12월 4일

폐막에서

12월 8일

폐막으로

전시기간

연장

2회

1958년 6월

14일〜7월

13일

덕수궁미술

관

4 1 명 이

125점. 동

양화에서

7명 23점,

서양화부

에서 22

명 81점,

조각부에

서 12명

21점 출

품.

-동양화부:(7명)

금동원 박봉수 박인경 성재휴

윤영 이응노 이희세

-서양화부:(22명)

강영재 강용운 김상대 김영언

김영주 김종휘 김훈 김흥수

문우식 박재소 양수아 유영국

이명의 이일영 이종학 이항성

장석수 정규 정창섭 차주환

황용엽 한봉덕

-조각부:(12명)

강태성 김교홍 김영학 박철준

배형식 백문기 유한원 이정구

전뢰진 전상범 최기원 안영목

조각부 신

설

3회

1959년 4월

24일〜5월

13일

경복궁미술

관

1 1 3명이

177점

-서양화부:(67명)

유영국 한묵 문신 유경채 장

석수 김창열 김영언 김영교

이양노 조동훈 황용엽 박영선

손동진 김흥수 김옥규 문우식

장욱진 김영주 박고석 정준용

<표1> 《현대작가초대미술전》 현황 (신문 보도 참고)



- 92 -

황유엽 양수아 나병재 강용운

박창돈 장성순 강영재 이수재

김학수 정점식 함대정 김병기

안영목 이봉상 황염수 박수근

이준 최영림 김훈 정창섭 박

항섭 이명의 김종휘 김정자

박광호 김환기 이세득 김서봉

이일영 이규상 한봉덕 김경

정규 고화흠 박서보 문학진

이용환 장리석 하인두 이용학

박용진 신석필 남관 권옥연

전상수 김청관

-동양화부:(21명) 이응노 김정

현 박지홍 박노수 권영우 장

운상 김기창 김영기 이남호

서세옥 허건 박래현 이유태

조중현 이희세 박인경 천경자

성재휴 장덕 안상철 김화경

-조각부:(25명) 강태성 이정구

유한원 김종영 김세중 차근호

김경승 김교홍 박철준 전뢰진

김영중 송학수 김정숙 윤효중

백문기 전상범 윤영자 정정희

최만린 김영학 배형식 최기원

김찬식 장기은 민복진

4회
1960년 4월

11일〜7

월 24일

경복궁미술

관

- 7 0 명

187점

-동양화

부에 16

명이 27

점, 서양

화 부 에

4 6 명 이

146점, 조

각부에 8

명이 14

점 출품.

-서양화부:(74명)

강영재 강용운 김병기 김훈

김영주 김영언 김종휘 김청관

김상대 김창억 김동현 김일청

김영혜 김영환 김충선 김서봉

김용선 김창열 김경 나병재

나희균 노원부 문우식 문철수

문신 박근자 박서보 배륭 변

희천 변영원 성백주 송대현

안영목 안기풍 안재후 양수아

유영국 이일영 이종학 이상우

이양노 이용환 이명의 이상순

이수헌 이철 이철이 이항성

- 초 청 요

건 :출품작

수 5점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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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재 임완규 장석수 장성순

전상수 정문규 정영열 정건모

정상화 정규 정점식 정준용

정창섭 조동훈 조용익 조병현

조규도 차익 천병근 최경한

하병현 하인두 한봉덕 황병수

황규백 송경

재불작가: 김흥수 권옥연 김옥

규 남관 이세득(5명)

-동양화부:(43명)

권영우 권순일 김기창 김정현

김영기 김화경 김흥수 김덕희

남궁훈 나부영 문은희 민경갑

박지홍 박래현 박노수 박미연

서세옥 성재휴 안상철 손명예

신성식 안동숙 이남호 이희세

이유태 이영찬 이윤영 이학숙

장운상 장덕 장선백 전덕혜

전영화 정탁수 정병숙 조중현

조영혜 천경자 최종걸 한유동

허건 양정자 이순영

-조각부:(25명)

강태성 김교홍 김영학 김종영

김영중 김찬식 김세중 김정숙

김경승 민복진 박철준 백문기

배형식 송영수 유한원 윤영자

윤효중 이정구 장기은 전뢰진

전상범 정창섭 차근호 최만린

최기원

5회

1961년 4월

1일〜4월23

일

경복궁미술

관

초대작가

중 승낙

한 작가

47명 107

점 공모

입선 작

가 33명

65점

=초대작가 (85명)

-회화부

강영재 강용운 김병기 김훈

김영주 김청관 김상대 김영혜

김서봉 김용선 김창열 김경

김흥수 권옥연 나병재 남관

남궁훈 문우식 문철수 민경갑

박서보 박지홍 박래현 변희천

변영원 서세옥 성백주 성재휴

-첫 공모

전 실시.

공모작품

제출 85명.

신 인상에

민병영.

- 심 사 위

원: 홍종인

화가 유영



- 94 -

송영방 안영목 안재후 양수아

유영국 이일영 이종학 이상우

이양노 이명의 이상순 이수헌

이철 이철이 이수재 이세득

이규상 이용환 이희세 이석우

이응노 장석수 장성순 전상수

정문규 정영열 정건모 정상화

정점식 정준용 정탁영 정창섭

조동훈 조용익 조병현 하종현

하인두 한봉덕 황규백 (67명)

-판화부:배륭 이상욱 이항성

이규철 유강렬 정규 차익(7명)

-조각부 강태성 김교홍 김영

학 김찬식 김문기 남상교 민

복진 박철준 백문기 유한원

전상범 (11명)

=입선작가

문복철 강환섭 양덕수 이형재

이복 곽훈 박찬훈 김용길 정

이석 이충희 김기원 박대양

서승원 황덕성 선종원 임명진

홍도호 정해일 최명준 민병영

안정식 김영길 김구림 조희도

송만조 신봉균 김인윤 박휘락

김용길 김용길 고세웅 윤두현

김영배

국 김영주

권옥연 이

세득

6회

1962년 4월

10일〜5월

9일

경복궁미술

관

-4개부문

70명 초

대 작 가

106점 전

시.

- 6 명 의

외국작가

19점 출

품.

-공모 출

품작 180

=공모 입선작

-서양화부:차동채 최명현 송영

성 김인중 박행남 윤두현 김

영길 최병덕 이기황 손수영

이종만 양승욱 이영철 엄재원

김용기 최연석 곽훈 이종관

박진 정숙자 신양섭 최명준

박대양 정이석 이충희 김희규

김종일 김영남 김영배 김상

구 홍석영 김영철 서승원 김

정섭 김상영 부석언 김기원

-장려상

서양화 곽

훈 김인중

판화 오창

성

조각 정관

모

- 심 사 위

원: 민경갑

서세옥 이

발상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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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중 58

점 입선

김용순 박민평 이경직

-판화부:오창성

-조각부:정관모 박종배

=초대작가 명단(출품승낙분)

-동양화부:

남궁훈 민경갑 서세옥 성재휴

송영방 신성식 안동숙 이덕인

이정애 이희세 전영화 차평리

천경자 최애경 최종걸(15명)

-서양화부:

강용운 강영재 김종학 김대우

김창열 김상대 김용선 김경

김병기 김영혜 김영주 김봉태

김서봉 권옥연 나병재 문우식

문철수 문학진 민병영 박서보

성백주 손찬성 안영목 안영일

양수아 윤명로 이철이 이규상

이상욱 이응노 이세득 이용환

이종학 이명의 이만영 장성순

전상수 정규 정점식 정준용

정영열 정상화 정건모 정창섭

조동훈 조용익 하인두 황규백

(48)

-판화부:

김정자 배륭 이규호 이항성

차익 최영림 (6)

-조각부:

강태성 김찬식 김정숙 김윤신

김교홍 김세중 김영학 김종영

민복진 박철준 안영주 여종식

유한원 이영자 이운식 이승택

이종각 전상범 전뢰진 최기원

최종태 최의순 한용진 (23)

-외국작가:

아브람스 로넬(남아프리카) 졸

즈 보이스(남아프리카) 쥬렝스

셀(남아프리카) 후르네 아돌프

범 이항성

김창열 이

상욱 정규

김영주 김

종환 정창

섭 박서보

홍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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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오트룰(오스트리

아) 헬만닛히(오스트리아) 제

닝스 샤롯트(영국) 그로소 안

토니오(브라질) 조세 마리아

(브라질) 이사앗 만테리오(브

라질) 넌지오 쏘렌도(이탈리

아)

7회

1963년 4월

18일〜4월

30일

경복궁미술

관

-서양화

부에 104

명 동양

화 부 에

44명 판

화 부 에

15명 조

각 부 에

21명 초

대.(총계

184)

-공모작

300점 중

입 선 작

113점.

-서양화부:윤형근 표승현 장욱

진 손동진 김재임 이춘기 안

영일 안병돈 변영원 김희제

최영림 박창돈 박항섭 유경채

박수근 정문규 문우식 이수헌

김병기 이대원 김창억 강영재

김형대 김태 안재후 황용엽

최경한 김경 박근자 필주광

김응찬 조문자 송금섭 황영자

우영기 이상진 하종현 박석호

유영국 한봉덕 임완규 김재규

김상대 이일영 조용익 이종학

김영주 정상화 박서보 김창열

정규 정창섭 장상순 윤명로

김종학 김봉태 손창성 김대우

이양노 전사수 이용환 이규상

강용운 정점식 양수아 민병영

정영열 이상욱 이세득 안영목

조동걸 하인두 성백주 김영웅

문학진 이철이 김민재 김흥수

권옥연 나병재 이명의 김종휘

김영자 황일지 이봉열 황유엽

장리석 홍종명 장두건 윤중식

김환기 박영길 이봉상 이준

조영현 석란희 유영열 문미애

원대정 전준용 박행남 김서봉

이종무 정건모

-동양화부: 김기창 이응노(체

불) 성재휴 권영우 박노수 안

상철 전영화 오태학 김영길

이영찬 차평리 송수남 안동숙

- 범 위 를

구상계열

작가에게

까지 확대

-신인상에

권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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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현 금동원 서세옥 민경갑

이희세 천경자 김화경 최종걸

신성식 최애경 이덕인 남궁훈

이정애 정탁영 심재식 송영방

신영상 임종식 장선백 윤영

이열모 조복순 나부영 배명환

강영수 한영옥 양정자 이제세

이석우 김상순

-판화부:최영림 배륭 이규호

이항성 유한원 차익 김정자

강환섭 정규 윤명로 한용진

김봉태 김종학 이상욱 유강렬

-조각부:최의순 권진규 김종영

송영수 전뢰진 김찬식 최기원

윤영자 최종태 김영중 민복진

이승택 배형식 이종옥 이운식

김교홍 박철준 김윤신 김영학

유한원 강태성 김정숙 전상범

오종욱 한용진 백문기 최만린

김세중

8회

1964년 4월

18일〜4월

30일 예정

(불발)

경복궁미술

관

동양화:권영우 김기창 민경갑

박래현 서세옥 송수남 송영방

안상철 전영화 정탁영(10명)

서양화=강용운 권옥연 김대우

김병기 김상대 김영주 김종학

김창열 박서보 박석호 원대정

윤명로 이봉상 이세득 이양노

이만영 이종학 임상진 장성순

전상수 정창섭 정문규 정상화

정문규 정연화 정영열 조용익

하인두 하종현 권승연(신인)

민병영(신인)(29명)

조각:김세중 김영중 김영학 김

찬식 백문기 송영수 이운식

전상범 최기원 최만린 최의순

한용진(12명)

-판화:강환섭 유강렬 이상욱

이항성 정규 최영림(6명)

계엄령으

로 취소



- 98 -

9회

1965년 4월

17일〜4월

30일로 예

정되었으나

불발

경복궁미술

관

-동양화:권영우 박생광 서세옥

안상철 이응노(재불) 천경자(6

명)

-서양화:강용운 권옥연 김영주

김창열 김환기(재미) 김훈(재

미) 김흥수 남관(재불) 박서보

변종하 유영국 이수재(재미)

전성우 정점식 정창섭 하종현

권승연(신인=현대전수상작가)

민병영(동상) (18명)

-조각:김영학 김종영 박종배

오종욱 전상범 최기원(6명)

-판화:김종학 배륭 유강렬 윤

명로 이성자(재불) 최영림(6

명)

- 공 모 전

폐지.

-운영위원

에 김영주

김중업 유

영국 이경

성 최순우

10회

1966년 9월

4 일 〜 9월

13일

경복궁미술

관

초대작가

34명, 전

시 작 품

24명 70

점

=초대작가

-동양화:권영우 박생광 서세옥

안상철 이응노(재불) 천경자

(6명)

-서양화:강용운 권옥연 김영주

김환기(재미) 김훈(재미) 김흥

수 남관(재불) 박서보 변종하

유영국 이수재(재미)전성우 정

점식 하종현 권승연(신인=현

대전수상작가) 민병영(상동)

(16명)

-조각:권진규 김영학 박종배

오종욱 전상범 최기원 (6명)

-판화:김종학 배륭 유강렬 윤

명로 이성자(재불) 최영림(6

명)

=출품작가

-서양화: 강용운 김영주 변종

하 유영국 이수재 전성우 정

점식 하종현 민병영 권승연

-동양화: 권영우 박생광 안상

철 천경자

-조각: 권진규 김영학 오종욱

불발된 9

회전을 그

대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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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범 최기원

-판화: 김종학 배륭 유강렬 윤

명로 이성자

11회
1967년.

개최 안됨

12회

1968년 4월

23일〜4월

29일

경복궁미술

관

81명 초

대. 58명

이 157점

출품.

=초대작가

-회화부:

곽훈 권영우 권옥연 김문자

김수익 김애영 김영주 김인중

김인환 김차섭 김한 김형대

김환기(재미) 김훈 남관(재불)

박길웅 박서보 방혜자 하종현

서세옥 서승원 성능경 손동진

송영섭 전태옥 원문자 유경채

윤지현 유영국 이봉열 이상락

이세득 이수재(재미) 이승조

이융세 임원규 장욱진 전성우

정강자 정영열 정찬승 정창섭

조문자 조용익 조병현 천경자

최명영 최아자 하종현 한봉덕

황영자

(51명)

-조각부:

김봉구 김세중 김영중 김영학

김정숙 김찬식 박석원 손필영

송영수 신석필 오종욱 이승택

이종각 전상범 조성묵 최기원

최만린 이의순 한인성 (19명)

-판화부:

이민자 김상유 김정자 김종학

배륭 유강렬 윤명로 이성자(재

불) 김금수(재미) 정규 (10명)

=출품작가

-회화부: 곽훈 권영우 김수익

김애영 김영주 김인중 김차섭

김한 김형대 남관 박길웅 방

혜자 변종하 서승원 성능경

손동진 송영섭 신기옥 원문자

-준비위원

회 꾸려.

-준비위원

김영주 유

근준 이경

성 이일

임영방 최

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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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이봉열 이수재 이승조

이융세 전성우 정영열 조문자

조병현 조용우 천경자 최명영

최아자 하종현 한봉덕 황영자

(35명)

-조각부

:김봉구 김정숙 김찬식 박석원

손필영 송영수 신석필 이종각

조성묵 최기원 최만린 한인성

(12명)

-판화부:

김민자 김상유 김정자 김종학

배륭 유강렬 윤명로 이성자

김금수(9명)

13회

1969년 7월

1 일 〜 7월

10일

국립중앙공

보관

-회화부

32명, 판

화부 10

명, 조각

부 16명

초대.

-출품은

3 1 명 의

회화 56

점, 10명

의 판화

20점, 16

명의 조

각 23점.

=초대작가

-회화부:

강용운 곽인식(재일) 곽훈 권

영우 김구림 김영주 김차섭

남관 박길웅 박노수 박생광

박서보 하종현 서세옥 서승원

송수남 송영방 오민자 이수재

(재미) 이석우 이우환(재일)

이승조 임상진 장상의 전성우

정영열 정점식 정탁영 조용익

천경자 최명영 하종현

-판화부: 강환섭 김민자 김상

유 김정자 배륭 유강렬 윤명

로 이상욱 이성자(재불) 정규

(10명)

-조각부: 권진규 김봉구 김영

학 김정숙 김찬식 박석원 박

종배 오종욱 이승택 이종각

전상범 전준 조성묵 최기원

최만린 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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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작가명 작품 비고

제1회

김경

소와 母子' 40호

'母子' 40호

'명태(明太)' 10호

김병기

태양 앞의 가족 40호

인간 캘리그래휘 8호

노변심상(路邊心像) 25호

오후의 群像 25호

김영주

검은 태양(火鳥) 40호

검은 태양(人間) 40호

검은 태양(女神) 20호

과수원 15호

어족(漁族) 30호

새와의 대화 8호

김훈

향수(鄕愁) 40호

생존 50호

상실 40호

김흥수

나부좌상(裸婦座像) 15호

몽마르트르 풍경 15호

풍경 20호

나병재

노점 80호

정물 20호

목마상(木馬上 )의

동키호테
50호

문우식

무명교 (無名橋 )를

위한 구도(構圖)
80호

비둘기를 즐기는 사

람들
100호

소녀 있는 공방 100호

휴식 25호

가족 20호

깨소린탱크와 유조 25호

<표 2>《현대작가초대미술전》 리플렛 기준 참여작가 및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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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변영원 실재(實在) 30호

변희천
물체의 형상

여인의 인상

안영목

식(蝕)

고(枯)

상처

이세득

계절15호

새장 있는 풍경 40호

실내 50호

계단 있는

Composition
20호

이응노

숲

산

은조(隱鳥)

정규

마을 10호

가을 10호

작품 50호

배 8호

마을에서 8호

정준용

고찰(古刹)의 인상

모녀상

실내

정창섭

십자가 12호

회색의 광장 15호

제이(第二)의 동기

(冬期)
120호

어떤 계단 30호

조병현

8월의 전원(田

園)(A)
50호

8월의 전원(田

園)(B)
50호

만추 60호

천병근

우주시대 8호

무제 25호

월광(月光) 150호

최영림

남녀 8호

모(慕) 50호

약동 80호

한봉덕

행복 5호

백로 12호

인도 12호

환희 30호

교회 50호

황규백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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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산들바람

제2회

제1부 동양화

금동원

성모(聖母)의 밤

달밤

불상

박봉수

개방되는 석문

저항(A)

저항(B)

일광(日光)

절실

시림(始林)

박인경
향로(鄕路) (A)

향로 (B)

성재휴

무제

탑

산

윤영
환상 40호

望 60호

이응노

비원(秘苑) 50호

운악(雲嶽) 50호

작품 200호

작품 50호

이희세

생리 60호

열(熱) 50호

무제 60호

제2부 서양화

강영재

정물(A) 40호

정물(B) 40호

정물(C) 30호

강용운
작품(1) 50호

작품(2) 50호

김상대

원시 25호

자아추방 30호

불심 25호

김영언
항아리 (A) 120호

항아리 (B) 100호

김영주

검은 태양(골고다의

언덕)
60호

검은 태양(골고다의

얼골)
40호

검은 태양(LIMBO

지대의 인간)
60호

가족 40호

새와의 대화 15호

얼골(A)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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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골(B) 4호

십자가 15호

김종휘

공장지대 15호

정물 20호

축항(築港) 40호

김훈

찬연(餐宴) 70호

차단(遮斷) 70호

실격 40호

예감

이단자

계단

실재 (A)

데몽 (A)

실재 (B)

데몽 (B)

김흥수
(26일 작품도착)-파

리에서 출발-
*4점 예정

문우식

안테나 있는 광장 80호

비둘기를 즐기는 가

족
80호

무명가(無名假) 50호

정물 30호

황산(黃山)의 판자

집
15호

언덕의 판자집 20호

정물 80호

제련소 20호

하오(下午) 20호

박재소 괴두(怪頭) 8호

안영목

동면 10호

고엽 20호

작품 20호

양수아

잠재의 가능성 50호

황(煌) 15호

약탈 12호

유영국

산 40호

새 40호

아침 40호

Stream 40호

산수(山水) 40호

이명의

작품 (1)

작품 (2)

원죄 40호

이일영
돌아가는 길 8호

삶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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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추락된 천사 80호

생성 80호

이상한 정경 40호

이항성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장석수
동구(凍軀) 20호

사정(射程) 30호

정규 작품 30호

정창섭

푸롬나-드

고화(古話)

실태(實態)

차주환
거리 20호

황혼 20호

황용엽

정박지 50호

읍(邑) 12호

산 20호

한봉덕
백로 (A) 120호

백로 (B) 30호

제3부 조각

강태성
탈조(脫照)

약동

김교홍 여인

김영학

수태(受胎)

봉오리

수많은 세월을 지니

고

박철준
환희

애무

배형식 박수(써커스)

백문기
T의 초상

전쟁과 꿈

유한원 호(呼)

이정구 얼골

전뢰진
락선(樂仙)

소녀상

전상범

대지

생태

형태

최기원

12시

작품

전설에서

제3회

제1부 동양화

김화경
군상(群商)

초가(草家)

장덕 찬춘(讃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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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初生)

이유태
산

바다

성재휴

꽃파는 여인

말은 가자 울고

돌길

풍경

박래현
이브 이후

작품

이금추 동(動)

김기창

유자(柚子)

만추

남매

조중현 자취

김정현 월농(月朧)

박지홍
관조(觀照) A

관조 B

김청강

명상

호로도(胡蘆圖)

데모

제2부 서양화

김상대

원시

작품 A

작품(상승)

立像

검은 파도

강영재

정물 A 30호

정물 B 40호

봄의 향연 40호

월미(月尾) 50호

김종휘

전망 20호

부두 40호

풍경 15호

계절 A 20호

계절 B 40호

이수재

실내 25호

고목 30호

겨울 15호

낙조 25호

술 50×25

정점식
태양의 가족 50호

달을 위한 모뉴-망 30호

박광호
견제(牽制)의 案 50호

우상 20호

신석필
풍경 20호

귀로 30호

홍종명 낙랑 사람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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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 사람들 B

낙랑 사람들 C

이명의

작품 A

작품 B

작품

이일영

소녀의 방 100호

여인군 25호

線의 교우20호

흑(黑)의 난무(亂舞) 20호

백의 난무 20호

최영림

심청전에서 80호

작품 A 8호

작품 B 50호

낙원 장6척

이봉상

풍경 60호

산 25호

과실 8호

박수근

봄

휴녀(休女)

노인과 유동(遊童)

문우식

무명용사를 위하여

개발되는 항구

엉뎅이를 자랑하는

말

황색(黃色)을 위하

여 발광하는 말

공방(工房)

태양과 말과 인간

김훈

생(生) 80호

의식(意識) A 60호

의식 B 50호

실격 A 50호

실격 B 60호

김병기

群

콤포지숀·레드

계절

두 개의 돌

한봉덕

교회와 사람과 백로 120호

백로의 집 설계도 60호

애인 40호

애인의 성격 6호

결합 40호

장석수
이질(異質) 30호

단절 30호

정준용
가족 40호

가을의 계곡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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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 12호

안영목

봄의 레리푸 20호

건설의 기록 20호

어느 이메지 30호

박용순 창(窓) 50호

하인두

작품 A 25호

작품 B 20호

작품 C 30호

이양노

작품 A 25호

작품 B 20호

작품 C 8호

김용선

부도(浮島) 40호

수적(水滴) 40호

가공(架空) 50호

장성순

작품 NO.1 100호

작품 NO.2 50호

작품 NO.3 80호

작품 NO.4 40호

작품 NO.5 15호

정상화

마음 60호

無 15호

비 25호

봄비 30호

고향 10호

조태하

작품 20호

추억 20호

희롱 30호

曲藝師와 其家族 30호

아담과 이부 50호

김창열

작품 NO.1 40호

작품 NO.2 40호

작품 NO.3 50호

작품 NO.4 50호

작품 NO.5 200호

박서보

작품 NO.1 120호

작품 NO.2 50호

작품 NO.3 50호

작품 NO.4 40호

작품 NO.5 20호

정창섭

동면 50호

심문(心紋) 50호

푸른 형상 20호

작품 20호

푸른 공간 20호

김영주

인간 이야기 8곡병풍

동방의 사람들 80호

현대인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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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영상 60호

원시시대 120호

유영국

계곡 100호

바다풀 60호

바다 60호

단층 100호

지형 120호

김일청

농악 A 60호

농악 B 30호

전원시 100호

안영일
회색의 계단 50호

메로디 20호

제3부 조각

전뢰진
희망

사랑

김교홍 휴식

강태성
팔있는 토르소 A

팔있는 토르소 B

민복진
생각에 잠긴 여인

작품

박철준 추억

최기원

삶

정오의 건물

대지 위의 생물

애인상

여름

윤영자 女像

김찬식 밤

전상범
작품

기원(祈願)

차근호 해저음(海底音)

김영학
형상

맹인을 위한 모뉴망

백문기 소녀

서양화 추가분(광주에서 延着됨)

강용운 작품 A.B.C.D

양수아 작품 A.B.C.D

제4회

제1부 동양화

한유동
산가(山家)의 봄

추화(秋花)

김화경
풍경(A夏)

풍경(B冬)

박지홍
고목

강물

최종걸 석림(石林)

민경갑
야시(夜市)

향수(鄕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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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강
고도(古都)의 인상

과수원

남궁훈 송림

성재휴

산가(山家)

야마(野馬)

고정(古亭)의 달

이유태 여름

김학수
산천

향란(香蘭)

장덕
암향(暗香)

비파(批杷)

김정현
맥(麥)

설(雪)

서세옥
존재

연인들

김기창
군(群)

무제

박래현 창(窓)

김영화
림(林)

회고

안동숙 월광

제2부 서양화

김상대

No 901 120호

No 902 120호

No 903 50호

No 904 120호

No 905 40호

조용익

작품 A 40호

작품 B 40호

작품 C 40호

작품 D 30호

작품 E 30호

나병재
라비에라피에라

미성년 A

노원부

습작(공장) F 40호

습작(早春) F 30호

습작(生涯) M 30호

정문규

우화 F 60호

신기루 P 40호

회한 F 10호

이상순

허구의 전개 50호

잉여적 구성 25호

냉각기 50호

송대현

점술사 30호

유산된 태몽 20호

배신 25호

이철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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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點을 잉태한 공간

“이다쥬” 조작한 정

서

강영재
산하록족(山河鹿族) 60호

사화(史話) 60호

김영덕

주문(呪文) 1 F50호

주문 2 F50호

荊 F 20호

이명의

작품 18 60호

작품 20 80호

소품 20호

작품 19 60호

작품 21 60호

변희천

사실 판화

제일(祭日) 판화

행렬 판화

정준용

계곡의 사람들 15호

가족 15호

습작

하종현

신호등 40호

천재(天災) 20호

역설 30호

장성순
작품 No 11 40호

작품 No12 50호

이두환 내 마음

정건모
들 15호

선조(先祖) 20호

문철수
잔상 100호

허(虛) 60호

이수헌
풍토(風土) 50호

흔적 30호

이항성

평풍(淸閑念)

황념(黃念)

충천(冲天)

이상우 계절의 공백

안기풍

어화(漁花) M 10호

연못가 10호

月中月 M10호

달밤 10호

차익

잠재의식

채석장

회심곡

단애(斷崖)

화심(花心)

김용선
작품 1. 100호

작품 2.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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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60호

정영열

작품 1

작품 2

작품 3

김서봉
고선(孤線)의 봐리

에이슌

장석수 작품 5 100호

전상수

시작(試作) 25

봄에 30

작품 P50

박근자
흰 병

도성

이종학

동양의 사색

사상의 흔적

바람의 정(精)

빛의 낭하(廊下)

유영국

숲

바다

해토(解土)

령(嶺)

산

배륭
동녘구슬

습작판

김영주

동양 A F100호

동양 B F100호

동양 C F80호

청(靑)과 흑(黑)

어떤 이야기 F50호

이양노

작품 A 50호

작품 B 50호

작품 C 50호

박서보

작품 NO1-C0. 200호

작품 NO2-60. 200호

작품 NO3-60. 200호

작품 NO 4

작품 NO 5

김훈

작품 A 80호

작품 B 60호

작품 C 60호

이일영

송(松) 60호

죽(竹) 80호

매(梅) 60호

란(蘭) 60호

조병현
작품 15-59

작품 16-59

김동현 추적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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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작품 NO1-1960 120호

작품 NO2-1960 120호

작품 NO3-1960 120호

작품 NO4-1960 100호

작품 NO5-1960 50호

김일청
작품 A 100

土器 30

하인두

작품 A 100호

작품 B 120호

작품 C 100호

작품 17

김병기

허상 P120호

黑의 재결(在决) 40호

성자(聖者)를 위하

여
30호

無 60호

노스탈지아 40호

한봉덕

백로의 결혼 M120호

십자가 F50호

행복 F60호

곰과 백로 F60호

백로 F60호

강용운 작품 A 30

작품 B 30호

작품 C 20호

양수아

작품 1 30호

작품 2 30호

작품 3 30호

정창섭

심문(尋問) 100호

작품 블루 60호

작품 레드 30호

작품 17 50호

이철이 S.R.

황규백
군조(群鳥)

기동(起動)

안영목

어느 공간 30호

봄의 공간 30호

가을의 공간 20호

제3부 조각

강내성 향(響)

전뢰진 입상(立像)

김영학
효조(曉鳥)

오수(午睡)

김찬식
재기(再起)

조춘(早春)

차근호 성모(聖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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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수집

대지(大地)

김정숙 새의 형태

윤영자
원앙

작품

전상범
작품 A

작품 B

제5회

회화부

이철

중심을 위한 역류

작품

혼탁(混濁)

성백주

식물적 구조

표피

집결점

김영덕

바위와 숲의 증언Ⅲ

바위와 숲의 증언Ⅴ

바위와 숲의 증언Ⅳ

조용익

작품 15

작품 16

작품 17

이종학
살과 내면

풍장(風葬)

이규호 작품 G

정건모

돌에서

유산(遺産)

비(碑)

강용운 작품 Ⅰ

작품 Ⅱ

작품 Ⅲ

양수아

작품 A

작품 B

작품 C

정영열

실제(失題)

불안 No.3

불안 No.5

한봉덕

현실 H

현실 B

현실 D

문철수

운명

작품

작품

안영목

波紋

소용돌이 1

소용돌이 2

이일영
내일

서광(曙光)

나병재 작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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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2

작품 53

조병현

작품 12-60

작품 13-60

작품 2-61

이상욱
가로수 A

가로수 B

성재휴

無敵

산

煎漁

장성순
작품 NO8

작품 NO9

이세득

작품 1

작품 3

작품 3

정창섭

또 하나의 심문(心

紋)

작품 B

작품 F

황규백

고압선

작품 7

낙조

정상화
작품 (1)

작품 (2)

김상대

작품 B

작품

작품

이희세

두 여인

이름없는 아기들

홍어

남궁훈
작품 A

작품 B

이명의

작품 一

작품 二

작품 三

하종현

작품 A

작품 B

작품 C

유영국

령(嶺) A

령(嶺) B

산

김영주

회색의 광장

역사

검은 배경

이용환
팽(膨)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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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이철이

P

SO RS

R

하인두

작품 100

작품 101

작품 103

강영재

록연(鹿戀)

록념(鹿念)

담화(潭話)

문우식

第一캠프

第二캠프

무명용사탑이 서 있

는 第三캠프지

이수헌
WORK 61A

WORK 61B

김창열

작명 A

작명 B

작명 C

판화부

이항성

허적(虛赤)

허무(虛舞)

허심(虛深)

배륭
용

왕과 여왕

이상욱 가로수

차익

4월의 노래(서장)

4월의 노래(해방)

4월의 노래(개선)

조각부

백문기 표정

김찬식

요조(窈窕)

환희

묵(默)

김윤신
대지의 여인

야(野)

박철준 가족

전상범 추억에서

생존

이단자

김문기 生動

공모전 입선자

김영길 작품 A

김구림 가을의 詩

조희도 4월의 소리

송만조 한식(寒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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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첩

신봉균 현(眩)

정해일
그림 장려상

암모

최명준 갈망

민병영
원시 신인상

고동(鼓動)

안정식

미약(媚藥)

시취(屍臭)

음영

김인윤
풍경 A

풍경 B

박휘락
적(跡)

파빙(破氷)

김용길

잊어버린 환상

청색을 위한 ‘에스

키스’

애인을 위한 ‘에스

키스’

고세웅
아름다운 여인의 삶

의 구속

박찬훈
작품 A

작품 B

김용길
환상

작품 297의 21

정이석 택고

이충희 가을의 폭풍

김기원

작품 101

작품 102

작품 103

박대양
흘러간 옛날

차석의 이야기

서승원 3월

황덕성
불안

환상

선종원
번식지대

호반(湖畔)의 환상

박명진 靑과 白

윤두현 빛

황도호
대결

취흥(醉興)

문복철 질(質)

강환섭

천지

회상

환영(幻影)

양덕수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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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재 습지(濕地)

이복
작품 T60

작품

김영배 오늘밤

곽훈
동해(冬海)

야(夜)

안정식
시취(屍臭)

작품

제6회

서양화부

김봉태
1962 작품 101 120호

1962 작품 102 120호

이용환
회화 A 30호

회화 B 20호

이일영
백조의 정염(情炎) 80호

火神의 詩 150호

이규상 생태 100호

손찬성
작품 71 75×90

작품 72 75×95

이종학 작품 120호

김종학
작품 5

작품 7

강용운
실격 A 40호

실격 B 40호

정점식
형관(荊冠) 20호

농아(弄兒) 50호

윤명로
배질(胚質) A 80호

배질(胚質) B 120호

강록사
추억 100호

추연(追戀) 100호

양수아
작품 25 20호

만신창이 20호

민병영
작품 C 80호

작품 E 80호

정영열
작품 5 60호

작품 7 60호

이상욱
독백 A 200호

독백 B 60호

김민재
작품 10 40호

작품 12 30호

장성순
작품 O의 지대 A 100호

작품 O의 지대 B 30호

문우식

석기시대의 유물

왕가의 최후 (1)

왕가의 최후 (2)

박서보
유전자 80호

원형질 100호

김영주 작품 62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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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K 100호

BLACK 판화

이세득 작품 200호

조용익
작품 A 50호

작품 B 40호

정상화

원시 A 200호

원시 B 100호

원시 C 100호

전상수 작품 C 100호

정창섭
黑의 생태 120호

작품 R 100호

방혜자
파리(巴里) A 40호

파리 B 50호

김대우

1-7EH-2 40호

1-7EH-3 40호

1-7EH-9 25호

안영목
격정 100호

인내 100호

김상대
61 B 100호

62 30호

조동훈
작품 7 40호

작품 8 30호

하인두

작품 100 20호

작품 101 40호

작품

성백주

작품 20호

침윤(浸潤) 40호

작품 40호

김창열 오.오.오 100호

김영덕

작품 A 80호

작품 B 80호

옹두리 60호

문학진 노랑 탁상에의 정물 60호

정규

작품 A

작품 B

작품 C

모자이크

동양화부

최종걸
숲

산

민경갑
작품 G 80호

작품 K 120호

차평리
수혼무(樹魂舞) 200호

작품 160호

신성식 절벽 50호

전영화
아침 120호

태양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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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옥
작품 A

작품 B

최애경
작품 A 100호

작품 B 50호

이덕인
작품 A

작품 B

남궁훈
작품 70호

작품 70호

이정애 작품 80호

안동숙
동화(童畵) 50호

꿈 50호

이희세 어린얼

천경자 계절 20호

판화부

최영림 佛心 60⨯91
이상욱 독백 10호

배륭
꿈

행복

이규호
작품 15 15호

작품 6 30호

이항성
쌍화(雙和)

적(寂)

유한원

작품 123

작품 234

작품 서양화

차익

적심(笛心) 45⨯60
부운(浮雲) 〃

건(建) 〃

김정자 기쁨

조각부

이종각 명(銘)

이운식
꿈

생명

김교홍
원(圓)

수렵인

박철준
태양계

파종(播種)시대

김윤신
힘

A-2 型

김영학 午睡

유한원 얼굴

강태성
胎

歸

민복진 야성

전뢰진
모정(母情)

화성소녀(火星少女)

김정숙 엄마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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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골

전상범

작품 25

작품 26

작품 27

오종욱
그림자

돌아온 탕자

한용진
1962-010

1962-44

이승택
불상(佛像)

TORSO

외국작가

남아프리카 연방

보이스·죠오지

George Boys

작품 A

작품 B

아브람·리오넬

Arrams Lionel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영국

제닝스·샤롯트

Charlotte Jennings

작품 A

작품 B

브라질

그로소·안토니오

Grosso Antonio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오스트리아

후로네·아돌프

Frohner Adolff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C

작품 E

프랑스

모레노·핀카스

Moreno Pincas

작품 A

작품 B

공모입선

서양화부

곽훈
작품 E 장려상/120호

작품 B 120호

김인중

번뇌 장려상/60호

실경(失景) 80호

연륜 A 80호

연륜 B 50호

망각 30호

양주현
남은 시간 장려상/40호

꿈의 개화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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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채 작품 A 30호

최명현
피부 100호

혼곤(昏困) 80호

손영성 분열 A 25호

박행남 작품 A 50호

윤두현 빙하 60호

김영길 겨울초기 18호

최병덕 빈마을 30호

이기황 명상 10호

손수영 작품 A 40호

이종만 관념 35호

양승욱
토끼와 거북이의 경

주
30호

이영철
황랑(荒浪) 80호

작품 60호

엄재원 개발지

김용기 光 80호

최연석 작품 30호

이승일 호령(湖靈) 60호

이종관 수난 80호

박진 전설 150호

정숙자 幻의 모색 50호

신양섭
작품 A 60호

작품 B 80호

최명준 희열 40호

박대양
작품 11 60호

작품 12 60호

정이석
영락(零落) 60호

고기(古奇) 80호

이충희 인간 10호

김희규 작품 22 25호

김종일 작품 301 30호

김영남 맹아기 A 60호

김영배 파(婆) 40호

김상구
외로움 400

봄 10호

홍석영 고성(古城) 25호

김영철 정감(情感) 30호

서승원
생태 20호

꿈의 서곡

김정섭 작품 B 20호

김상영
작품 A 80호

작품 B 100호

부석언 작품 40호

김기원 현대의 이데오로기 80호

김용순 죽음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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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평
작품 16 100호

작품 17 8호

이경직
작품 R 80호

작품 B 80호

판화부

오창성 작품 A 장려상

조각부

정관모

작품 101

작품 102 장려상

작품 103

박종배 「ㄱ」

황택구
창세기

갈등

제7회

초대

서양화부

박항섭 생물

박창돈 들

원대정 작품A 1

이봉열 겨울과 봄 사이

박행남 상흔 NO. 1

이철이 미래의 月世界

김재규 토벽(土壁)

표승현 작품G

정창섭 작품 G7

이명의 원죄

석란희 陰

조용익 작품 WORK

김종학 잔해

김대우 제72번작

안영목 작품

김응찬 작품63의 B

황용엽 파심(破心)

황일지 囍(HAPPY)

윤형근 작품

정영열 작품63

김영자 피물(皮物)

박서보 원형질

정상화 불핵(佛核)

조문자 전설

김상대 작품93

황영자 작품93

송영섭 의혹

강용운 원죄에의 영광

김재임 生

이춘기 素

이수헌 작품 63C

장리석 방울 달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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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3월의 샘(A)

하종현 화석(化石)

이종무 투영(投影)

이규호 작품

임상진 생태 B

홍종명 귀환

민병영 작품 60

김형대 작품 M

김봉태 작품 301

김희제
홍발(紅髮)의 自像

畵

문미애 작품 63-10

정준용 회전목마

김창열 작품 No.101

윤명로 顯現 No.6

권옥연 나무의 운명

김영주 회전

양수아 白 No.5

박근자 부라이드

김흥수
바구니를 이고 있는

여인

서창환 흔적

이일영 작품

우영기 마음의 역사

이종학 작품 O

장두건 책상 위의 정물

손찬성 작품 93-C

최영림 옛 터

박영열 작품 17

안재후 작품 63-7

이양노 작품 74

김병기 지루한 계절

동양화부

성재휴 달춤

이덕인 작품부활

임종식 작품

김영길 聲

송수남 벽

권영우 작품 5

전영화 振

이희세 전설

김상순 출발

이열모 목피민족(木皮民族)

이응노 작품

차평리 시원(始元)

나부영 流轉을 위한 蘇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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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 환상

배명환 夜靜

안동숙 疏密

장선백 출범

송영방 작품

신영상 잔황(殘黃)

이영찬 樹

조복순 자비심조

김화경 노정(路情)

최재종 跡

금동원 해돋는 아침

한선옥 작품 B

양정자 습작

민경갑 殘

박노수 은사(隱士)

조각부

이운식 잉꼬

권진규 말

이영학 작품 1

전상범 작품 63

한용진 4월의 꽃

오종욱 공약1조(公約一條)

강태성 강변

유한원 얼굴

박철준 애상지대

김찬식 春

판화부

이항성 정해(情海)

김종학 회화 No.2

강환섭 輪

한용진 작품 A

이상욱 3월의 作

배륭 情

김봉태 작품 305

윤명로 顯現 NO.6

차익 群

유한원 작품 345

김정자 봄

공모입선

서양화부

안성령 작품 R

김인중
상념 B

상념 A 장려상

박휘락 溝

이승의
情

가족

최명현 仰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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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안 환상 B

이광하

월광 A

월광 B 수석장려상

월광 C

양주현
NO.8889

NO.8080 장려상

권승연
苑話

콤포지션 L80 신인상

한종엽 달빛과 애띤 비밀

강광 鬪鷄

박압년
작품 A

작품 B

이인자 생활 A-63

이창협
6303

6304

원수복 작품 A

신기옥 NO. 1002 장려상

이기황
정밀

천

박민평
작품 117

작품 118

김종일 작품

박진 탄생

이융세 枯葉 장려상

이경직 작품 W

박훈
63-C

63-B

박승범 작품 45

김택근
영감 C

영감 B

서상정 작품 G

남종완 작품

김희규
작품 C

작품 D

송부환 콤포지숀

권유안 跡

박상민
靜 장려상

影

홍재연 봄의 오후

곽훈 63-C

손양광 작품 F1963

김영철 작품 C

전광영
작품 100

작품 88

임재원 광난하는 갈대 NO3

손영성 작품 A

문종옥 미지의 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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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꿈2

조희도 질

정인화 회화

김영배 작품 303

한성표 작품 A

정해일
始生代

제5빙하기

문길자 園

김상구 앞의산

박영식
환상 102

환상 103

김인윤 풍경 A

이영철 黃靈 A

이종만 관심

최연석 작품 C

동양화부

김재호 追

이석구 跡

장상의
작품 1 수석장려상

작품2

장정웅 석상

송규일 帶核

조각부

이기주 裸婦 장려상

장연탁 바다소리 장려상

조재구 토로소

김선주 사막의 리듬

황택구
선율

望鄕 장려상

이길종 夜景

유원대 보리심을 품은 여인

주규선 작품

김봉구 환희

송기석 작품

송계상
場面三

向 장려상

김혜원 작품 2

박영란 전설

조성묵
작품37-SM 수석장려상

작품27-SM

김광우 본능과 행위

최창배 작품C2

정무길 群像

태강 새벽

윤일기 의미

판화부

서승원 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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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想

서원
靜 장려상

표상

오창성
작품5

작품3

조영칠 작품A

안승문 내사랑쥬리앙

황행일
숲1

작품

김영철 작품 E 장려상

이충렬 남녀

제10회

서양화부

강용운

작품 1965 A

작품 1965 B

작품 1964 A

김영주

세종로의 증인들-3

월

세종로의 증인들-8

월

세종로의 증인들-66

작품-66

변종하
동기호테 이후 1

동기호테 이후 17

유영국

陽

山 A

山 B

이수재

初冬

가을

水晶 나무들

전성우

만다라공간 No 2

眞器 No12

향토만다라 No 15

사각만다라

회전만다라

정점식

봄

콤퍼지션

마스크

하종현
탄생 1966 A

탄생 1966 B

민병영
默 1

默 2

권승연 무제

동양화부

권영우

작품 66〜31

작품 66〜32

작품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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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생광

작품 (가)

작품 (나)

작품 (다)

안상철

靈-5

靈-6

靈-7

천경자

慶事

白夜

무지개

조각부

권진규

말

휴식

소녀상

김영학
C.W 304

0.09ℓ

오종욱
꿈꾸는 사람

백일몽

전상범 작품 66-A

최기원

작품 No 301

작품 No 302

작품 No 303

작품 No 304

판화부

김종학
작품 555

작품 777

배륭

태평송가 A

태평송가 B

태평송가 C

태평송가 D

태평송가 E

유강렬

작품 A

작품 B

작품 C

윤명로
문신 A

문신 B

이성자

햇살속에 잠긴 마음

행운의 바람소리

풀잎들의 이야기

어머니의 개가(凱

歌)

고요한 새벽

12회

회화부

곽훈

이혼소송제소자의

기록 G

이혼소송제소자의

기록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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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제소자의

기록 I

권영우
68-1

68-2

김수익 작품 M-3

김애영

試作 Ⅰ

試作 Ⅱ

試作 Ⅲ

김영주

서울 1968-1

서울 1968-2

서울 1968-3

서울 1968-4

서울 1968-5

김인중

삐에따

日附變更線 (가)

日附變更線 (나)

慘劇 Ⅴ

一光年

김차섭

표정 A

표정 F

표정 K

표정 S

김한

내밀 2

내밀 5

내밀 8

내밀 9

내밀 10

김형대 생성시대 68-7

남관
가을풍경

겨울풍경

박길웅

상흔1

상흔 2

雅 3

방혜자
작품 1

작품 2

변종하 동키호테 이후 50

서승원

동시성 7

동시성 8

동시성 9

동시성 10

성능경
이미지 687

이미지 688

손동진 庸

송영섭
월요일

일요일

신기옥 核 68-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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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68-Ⅱ

核 68-Ⅲ

원문자 山臺놀이

윤지현
작품 13-A

작품 13-B

이봉열
四月의 零時 A

四月의 零時 B

이상락

작품 6601

작품 6602

작품 6603

이수재

작품 301

작품 302

작품 303

작품 304

이승조

核 8

核 9

核10

核11

이융세 歓日

전성우

색동 만다라 7

색동 만다라 8

색동 만다라 10

정영열
작품

작품

조문자
흔적 1

흔적 2

조병현 작품 3-68

조용익
작품 68-112

작품 68-113

천경자

봄비

산들바람

꿈꾸는 여인

花婚

꽃

최명영

悟 68-A

悟 68-B

悟 68-C

최아자
生命의 章

霊의 章

하종현

도시계획백서 1

도시계획백서 2

도시계획백서 3

도시계획백서 4

한봉덕

희열

작품 68-1

작품 68-2

작품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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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8-4

황영자
対話

圓의 対話

조각부

김봉구 원형

김정숙
껍질

토루소

김찬식

작품 A

작품 B

작품 C

박석원

작품 A

작품 B

작품 C

손필영

悲歌 A

悲歌 B

감시자

송영수 飛鳥

신석필
작품 1001

작품 1002

이승택

작품 1968-A

작품 1968-B

작품 1968-C

이종각

공간 포즈 A

공간 포즈 B

공간 포즈 C

최기원

작품 305

작품 306

작품 307

최만린 心

한인성
작품 1

작품 2

판화부

이민자

아십니까 Ⅰ

죽음으로 가는 서곡

25

김상유

기록

밤의 교통사고

운반

試圖

김정자
춤

꿈

김종학

역사 B

역사 C

역사 D

배륭
陰陽 A

陰陽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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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

유강렬
작품 A

작품 B

윤명로

先祖像 Ⅰ

先祖像 Ⅱ

비너스 탄생 A

비너스 탄생 B

비너스 탄생 E

이성자

꽃피는 별들 1

꽃피는 별들 2

꽃피는 별들 3

꼬그니르의 노래

로크포르의 올리브

나무와 소나무들 1

로크포르의 올리브

나무와 소나무들 2

김금수

옛이야기

無題

作品 1968

無題

作品 1967

초대작가선정준비위

원

김영주, 유근준, 이

경성, 이일, 임영방,

최순우

제13회

회화부

강용운
작품 69-7

작품 69-8

곽인식

사울과 말레로 1

사울과 말레로 2

사울과 말레로 3

곽훈
234725

델타

권영우
69-7

69-8

김구림 공간구조 69

김영주 共存

김차섭 人間만들다

남관
동양적인 구성 1

동양적인 구성 2

박길웅
서곡 70, 72

서곡 71

박노수 산

박생광
空虛

月

박서보
허상(입체)

전화를 받는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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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하
동키호테 이후 73

동키호테 이후 74

서세옥 작품

서승원
동시성 69-O

동시성 69-P

송수남
풍경

풍경

송영방
작품 A

작품 B

오민자
작품 2

작품 9

이석우
環月圖

搬

이수재
발티모어의 아침

山

이승조
核PM-76

核PM-78

이우환 空(立體)

임상진
작품 36

작품 37

장상의
여인1

여인2

전성우
색동만다라 61

색동만다라 62

정점식
婦德을 위한 碑

매장

정탁영
窓 A

窓 B

조용익
작품 69-611

작품 69-612

천경자
깔깔이

花蛇

최명영
Pen 69-H

Pen 69-Y

하종현
도시계획백서 1

도시계획백서 2

판화부

강환섭
작품 1

작품 2

김민자
極의 수술(上)

極의 수술(下)

김상유
기록 10

시립병원낙성일

김정자
성형 1

성형 2

배륭
흰색속의 流動 D

흰색속의 流動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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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렬
작품 A

작품 B

윤명로
작품 70-A

작품 70-B

이상욱
작품 601

작품 602

이성자
작품

작품

정규
산

나무그늘

조각부

권진규 말

김봉구 貧客

김영학
아담의 뼈 2

아담의 뼈 3

김정숙
엄마와 아기들

線

김찬식 무한 37

박석원 06-작품-Y

박종배 無題

오종욱
魂의 영역 3

魂의 영역 4

이승택 작품 1969

이종각
도장

빨뿌리

전상범
무제 A

무제 B

전준
新生 1

新生 2

조성묵
步 1

步 2

최기원 月世界의 發見

최만린
胎

像

한인성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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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ontemporary

Art Exhibit’ Sponsored by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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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mporary Art Exhibit’, sponsored by The ChosunIlbo, a

leading newspaper company in Korea was held from 1957 to 1969. It

was mainly for the abstract artists, Informel, and against the ‘Kuk

Jeon’, the figurative art exhibition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lthough ‘The Contemporary Art Exhibit’ did a very important role

for Korean abstract art, there was few study on it until now. So in

this article, I will systematize the size, participant, and works of the

exhibition first. And think about the exhibit’s role as the visual power

of The ChosunIlbo, which was against Lee Seung-Man government.

The exhibition was only by invitation when it started, but from the

5th it included young artists’ application, and for the 6th it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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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for the 8th and 9th, it was cancelled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The exhibit itself is reflecting the history

of Korea in 1950’s and 1960’s. As the Lee Seung Man government

was supporting figurative art, The ChosunIlbo needed new patron in

the art word to support them, so they found avant-garde group

artists as their allies. As a result, the abstract art in Korea got

power and promoted in not only in the street, but also in the

authoritative spaces such as Deoksoo palace museum or Kyungbok

palace museum.

keywords : The Contemporary Art Exhibit sponsored by The

ChosunIlbo, The ChosunIlbo, art exhibition sponsored by a newspaper

company, Informel, abstract art

Student Number : 2005-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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