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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초기 추상의 다양한 양식 가운데 입체파를 중심으로 일제시

기 입체파 수용의 배경과 해방 이후 김병기, 박래현, 함대정의 작품 및 

비평에서 구현된 입체파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입체파에 대한 선

행연구는 입체파를 다른 양식들과 함께 초기추상미술의 한 부분으로 다

루거나, 작가의 개인적인 실험 경향으로 파악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입

체파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논문에서는 입체파가 한국 화가들에게 전달된 배경으로서 일본 

아방가르드와 한국이 수용한 아방가르드 미술을 정리했다. 일본은 아시

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였고, 서구 문화가 유입되

는 과정에서 다양한  추상 양식들이 입체파와 함께 아방가르드 미술로서 

자리 잡았다. 그 결과로, 일제시기 한국의 화가들이 처음 수용한 입체파

는 개발되는 모던을 대변하고 동시에 사회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의 양식으로 이

해되었다. 

 한국의 화가들 중 일부는 프랑스에서 직접 입체파를 경험하고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화가들은 일본 유학 과정에서 입

체파를 수용했고 자신들이 이해한 아방가르드 미술을 국내에 소개했다.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과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수용을 살펴 본 후 

수용단계에서 영향을 받은 초기 추상 회화를 서구 입체파와 비교함으로

써 입체파의 평면성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수용 단계에서 회화의 실험이나 비평적 시도는 있었으나, 해

방 이전에는 주목할 만한 입체파의 특성이 구현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개입과 이념 대립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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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황은 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문화 유입과 동시에 해방 

이후 미술계에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모더니즘이 중요한 과제로 떠

올랐고, 화가들은 독자적인 미술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자 서구의 추상

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입체파도 다시 거

론되었으며, 특히 일제시기 아방가르드 미술을 수용한 화가들이 입체파 

양식을 적극 수용했다. 해방 이후 구현된 입체파의 특성은 구체적인 작

가의 개성으로 발현되거나, 현대미술의 시작으로서 평가되는 등 이전 보

다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나타났다.

  본론에서는 해방 이후 입체파의 특성을 김병기, 박래현, 함대정을 통

해 연구했다. 첫 번째로, 김병기는 일본 SPA양화연구소에서 직접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초기 실험적 작품에서 입체파

의 특성을 보였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미술단체 활동과 교육자로서 그

리고 비평가로서 현대미술에 대한 비평적 입장을 제시함으로서 현대미술

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두 번째로, 박래현은 1940년대 일본의 유학을 시작으로 미술을 공부하

기 시작하면서 여성 화가로서 당시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 양식을 동양

화에 접목시켰다. 동양화가로서 선구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

본에서 배웠던 채색화의 영향과 일본에서 화가가 경험한 아방가르드 미

술의 영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함대정은 후원자 박기훈의 도움으로 미술 공부를 하며, 일

본 아방가르드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류경채와 김환기, 박고석과 가까이 

지냈다. 함대정의 회화에서 화면 구성이나 색채의 사용을 통해 입체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초기 추상의 한 부분으로서 입체파를 독

립적으로 연구함에따라 한국근대미술에서 추상회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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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모더니즘 양식으로서 입체파에 주목하고, 기하학 추상을 시도했

던 화가를 발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주요어 : 한국 입체파, 큐비즘, 아방가르드, 초기추상, 김병기, 박래현, 

함대정.

학 번 : 2015-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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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기 추상의 다양한 양식 가운데 입체파(Cubism)를 중심

으로 일제시기 입체파의 유입 배경과, 해방 이후 김병기, 박래현, 함대정

의 회화와 비평에서 구현된 입체파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입체파의 

수용과 해방 이후 추상회화에서의 입체파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화

단에서 모더니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식적 시도가 있었음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입체파가 비록 지금까지 연구된 한국근대미술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흐

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입체파는 회화의 

자율성을 추구를 전제하고 있는 모더니즘 양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소수의 화가라도 입체파를 수용하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은 해방 이후 앵포르멜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모더니즘의 시도가 있

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미술에서 연구되지 

않은 다양한 양식 중 하나인 입체파를 살펴봄에 따라 한국근대미술에서 

추상회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더니즘 양식으로서 입체파에 주

목하고자 한다.

 입체파는 20세기 초 원근법과 표현의 관습을 거부하는 기하학적 평면

과 압축 공간의 시각적 언어를 의미한다. 입체파 작품은 재현된 대상의 

실재가 아닌 기하학적 구성 요소로 분해 된 피사체를 이해하도록 시도하

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현한다.1) 입체파의 조형 언어는 이후 파생되는 추상의 흐름에 기반이 

1) MoMA learning, ‘Cubism’, 
   출처: https://www.moma.org/learn/moma_learning/themes/cubism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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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한 세대의 화

가들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을 의미한다.2)

 입체파의 양식은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초기 입체파부터 자연을 기하학 형태로 환원해서 공간적 깊이를 제

거함으로써 배경과 대상이 원근감 없이 나타나는 분석적 입체파의 형태

로 발전했다.3) 1910년 이후부터 입체파는 질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

면서 일상의 물건들을 회화에 가져왔는데, 이는 재현된 대상의 실제가 

아니라 그려진 표면의 실제 즉, 회화 자체에 관심을 두는 종합적 입체파

로 나아 간 것이다.4)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회화에서 나타나는 입체파 

특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콜라주와 같은 종합적 입체파는 제외하고 

화면 전체에 나타나는 입체파의 화면분할과 다시점을 포함하여 일부 대

상의 분할이나 평면성을 구현한 기하학적 추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입체파는 에콜 드 파리(École de Paris)의 미술가들을 통해 세계로 확

산된 미술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5) 한국에서 입체파는 일제시기 일본의 미술잡지와 같은 간행물, 

일부 외국의 서적들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이 아

시아에서 가장 먼저 입체파를 수용했다는 사실과 20세기 초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2) 에드워드 F. 프라이, 『큐비즘』(1985), 김인환 옮김, (미진사, 1992),  p. 9.  
3) Barr, Alfred Hamilton. Cubism and abstract art. (Secker and Warburg, 

1975), p. 30.
4) Barr, Alfred Hamilton(주 3), p. 78.
5) 아시아 입체파 도록에서는 대상에 대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방식과 인체를 파

편화하는 입체주의 화풍이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의 정서에는 매우 과격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시대적으로 입체
파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던 점이나 아시아가 입체파를 아방가르드라
는 큰 범주에 속하는 단편적인 형식으로 수용했던 것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던 
이유 였다. 다테하라 아키라, 「서론: 아시아 입체파」, 『아시아 입체파: 경계없는 
대화』, (국립현대미술관, 2005), p. 8; 김영나, 「한국 근대미술과 입체주의」, 
『20세기의 한국미술. 2:변화와 도전의 시기』, (예경, 2010),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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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편 일본 유학을 통해 미술을 공부한 국내 화가들은 일찍부터 

유럽 모더니즘의 새로운 흐름을 수용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화가들이 입

체파에 영향을 받았다.6)  

 해방 이후 일제 잔재 청산의 시도와 동시에 현대미술의 필요성이 대두

되자 한국 미술에서 입체파가 다시금 거론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화가

들이 입체파를 자신의 스타일로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유럽의 앵포르멜(Informel)이 한국 화단에서 큰 흐름으

로 자리 잡자 입체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소수의 화가들의 양식으

로만 남게 되었다. 해방 이후 근대 미술의 역사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로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가 곧 아방가르

드라는 점이 지금까지 해방 이후 모더니즘의 시작이었다. 즉, 1950년대

의 근대 미술사는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 중심의 모더니즘의 전개로 

입체파와 같은 기하추상에 관한 연구가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중심보다는 주변에서 머무르는 기하학적 추상을 모더니즘의 과정으로

서 새롭게 조명하고 기하학 추상을 시도했던 화가를 발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   

  한국 입체파는 아시아라는 지역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통상적인 

서구의 입체파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체파는 

그동안 초기추상미술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거나, 작가의 개인적인 실험 

6) 192-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명확하게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화가
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환기, 구본웅, 주경, 이인성 등 서구 유럽 추상을 
순서 없이 한 번에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미술 양식을 초기 회화로 시도했다. 더욱이 
입체파는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의 여러 형식 중 하나였으므로 일본 아방가르드를 접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화가들은 입체파의 영향과 함께 실험적인 작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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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으로 파악되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미술에서 입체파에 관한 자료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2005년 전시 

≪아시아 입체파-경계없는 대화≫ 가 있으며, 전시 도록에서 비서구권의 

입체파의 수용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7)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 전

시는 아시아 입체파의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서구 입체파와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시 도록에서는 사물, 전쟁, 인물 등 주제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고 1950년대 이전의 수용단계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

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는 아시아의 전반적인 입체파의 수용을 다루

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의 입체파는 극히 일부로만 다루고 있으며 입

체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가에 대한 세부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입체파의 수용단계에서 일제시기 사회적 배경, 그리고 아방가르드 미술

과 관련해서는 김영나의 일제시기 일본 유학을 다룬 선행연구가 있다.8) 

김영나의 1930년대 연구는 아방가르드 미술이 수용되던 시기 한국 화단

의 상황을 정리하여 아방가르드 미술에 영향을 받은 화가들과 일본에서

의 교육과 활동 간의 관계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체파

의 영향관계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작가 연구에 있어서 현재 김병기에 관한 작가연구는 주로 개인전의 도

록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진행되어왔다.9) 김희영(2013)과 미술사 논단 

편집부(1995)의 연구에서 해방 이후 김병기의 비평을 분석하고 있

다.10) 또 다른 김희영(2013)의 단행본에서는 해방 이후의 한국 추상회

7) 『아시아 입체파-경계없는 대화』, (국립현대미술관 도록, 2006), pp. 1-281.
8) 김영나, 「1930년대의 한국근대회화」, 『미술사연구』, 제7호(1993.12), 미술사연

구회, pp. 31-46; 김영나, 「1930년대 동경 유학생들-전위그룹전의 활동을 중심으
로」, 『근대한국미술논총』, (학고재, 1992), pp. 273-319.

9) 『김병기= Kim Byung-Ki』, (가나아트, 2016) 참고. 
10) 김희영, 「한국 추상회화 형성기의 미술비평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미술사논단』 

제 37집(2013) 한국미술연구소, pp. 269-293;편집부, 「한국에서의 서양미술사 연
구 경향」, 『미술사논단』, 제 1집(1995), 한국미술연구소, pp. 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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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발달 과정에서 한국 아방가르드의 대표적 화가로 김병기를 다루고 

있다.11) 그러나 김희영의 연구에서는 미국 미술 전시에 대한 김병기의 

비평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아방가르드의 형성에서 앵포르멜

과 미국추상표현주의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 또한 편집부에서도 

한국 전쟁 이후 김병기의 현대미술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분석하는데 그

쳤다. 한편, 최근 윤범모가 한겨레 신문의 연재를 통해 김병기의 일제시

기와 해방 이후의 행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집

필했다.12) 

 박래현에 관한 연구에서 이문정(2002)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근대 여

성 작가들의 미학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박래현의 작품을 여성적 감성의 

표현으로 분석했다.13) 김이순과 이혜원(2012)의 연구에서도 남성중심

의 화단에서 여성화가들이 이뤄낸 것을 중심으로 박래현을 판화와 도자

에서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14) 한편 이석우

(1995)는 박래현이 미술을 공부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김기창과 

만남을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 연구했다.15) 

 마지막으로 함대정에 대한 작가 연구로는 최태만,「비극의 모더니스트 

함대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16) 최태만은 함대정과 박기훈의 관

계를 재조명하면서 함대정의 50년대 작품을 입체파로 분석하고, 이후 

60년대 작품을 앵포르멜 경향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함

11) 김희영, 『Korean Abstract Painting: A Formation of Korean Avant-garde』, 
(Hollym, 2013), pp.1-160.  

12) 윤범모, 「한세기를 그리다-101살 현역 김병기 화백의 증언」, 『한겨레신문』, 
2017.1.4.-2017.9.21. 연재. 출처: 

   http://asset.hani.co.kr/arti/SERIES/894/ 2017.9.21.
13) 이문정, 「한국 근대 여성 미술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현대미술학논

문집』, 제 9집(2005.9), 현대미술학회, pp. 177-214.
14) 김이순, 김혜원, 「여행, 여성화가의 새로운 길찾기」, 『미술사학』, 제 26집

(2012.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 399-427.
15) 이석우, 「박래현의 작품세계-예술을 위해 가시밭길을 밟고, 삶의 향기 그대로」, 

『문학춘추』, 제11호(1995.11), 문학춘추사, pp. 61-86.
16) 최태만, 「함대정, 척박한 시대의 비극적 모더니스트」, 『인물미술사학』, 제5호

(2009.5) 인물미술사학회, pp. 2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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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에 관하여 한국전쟁 이후 화가의 후원자였던 박기훈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박기훈의 아들 박영남(朴英男, 1949~)으로부터 제공받아 최태

만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작가의 작업방식이나 개인전 활동을 바탕

으로 입체파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17) 

 선행연구에 있어서 아방가르드 미술의 수용 단계를 다룬 연구가 있었지

만 서구 추상 양식이라는 큰 범주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작가연구와 관련해서 함대정의 작품을 단편적으로 접근하여 작가의 

작업 방식이나 재료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양식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

가 있다. 김병기는 미국미술에 대한 비평적 입장, 박래현은 여성미술가

의 정체성 연구와 같이 단편적인 측면에서 작가를 분석한 연구에 그쳐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

았던 입체파를 주제로 주변부로 밀려난 기하학적 추상을 모더니즘의 과

정으로서 새롭게 조명하고 아방가르드 미술을 이해했던 세 명의 화가의 

작품과 글에서 입체파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일제시기 한국에 유입된 아방가르드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화가들이 입체파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지 배경을 작품과 

비평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해방 이후 입체파와 비교 대상

으로서 입체파의 배경을 파악하고 이후 영향의 근거가 된다. 

 먼저 Ⅱ장에서는 초기 입체파의 수용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아

방가르드 미술과 한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의 수용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

17) 박영남(朴英男, 1949~)은 1950년대 함대정이 도불당시 그의 프랑스 유학을 후원
했던 박기훈의 아들로 현재 서양화가이자 前국민대학교 회화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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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나아가 일본을 통해 수용한 입체파를 한국의 화가와 비평가들이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입체파의 수용 이후 주요한 세 화가의 50년대 회화에서 나

타나는 한국 입체파의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여러 화가들에게서 입체파

를 실험한 흔적이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거나 입

체파로부터 받은 영향을 축소하여 평가되는 세 명의 화가를 중심으로 연

구했다.  

 먼저, 김병기(金秉騏, 1916~)는 1916년부터 아방가르드회화연구소에서 

김환기와 함께 미술을 배우며 가장 앞서서 서구의 추상형식을 받아들였

다. 김병기는 일본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직접 경험하고 입체파에서 영

향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화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비평가로서 

현대 추상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모더니즘 형식을 동양화와 접목하여 시도한 박래현(雨鄕 

朴崍賢, 1920~1976)이 있다. 박래현은 일본 유학생활을 통해 일본 아방

가르드를 습득했고 해방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화가의 대범하고 

감각적인 화면을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함대정(咸大正, 1920~1959)은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초기 

추상 작품으로 이름을 남겼지만 아직까지 작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함대정은 39살이라는 나이로 일찍 타계했으며 그에 

대한 기억과 작품을 가지고 있는 유족도 없기 때문에 더욱 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체파가 수용된 

배경을 통해 한국 화가들이 이해한 입체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서양

화가와 비평가, 그리고 동양화가 세 사람이 각자가 수용한 입체파가 그들

의 회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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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입체파의 유입 배경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화가들이 처음 입체파를 수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1920년대 후반으로 본다.18) 입체파는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유행했

던 것에 비해 한국에는 그보다 20여년 늦어진 시기에 수용되었다. 입체

파의 수용이 일제시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식민지 국가로 전

락한 조선에서 주체적인 서구 미술의 수용이 어려웠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 추상미술은 자체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 일제시기, 

광복, 한국전쟁 등 시대적 흐름과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에서 전파

된 서구 아방가르드 미술을 통해 수용되었다.  

 일제시기 일본을 통해 아방가르드를 수용했지만, 일본과 완전히 동일한 

화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인상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

의 등의 서구의 양식이 화가마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의 화가

들에게서는 그보다는 복합적인 양식의 혼합이 나타난다. 양식의 차이는 

일본의 아방가르드를 한국의 화가들이 나름의 비판적인 태도와 한국 미

술에서 최신의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도에서 온 것이었

다.19)  

 한편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 중에서 입체파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는 

미술로 해석되기도 했다.20) 이러한 결과로 입체파는 문화 검열 대상에 

18) 최초로 입체파를 언급한 것은 1926년 김찬영의 글과 나혜석의 「파리의 모델과 화
가 생활」, 『삼천리』, (1932.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입체파가 언제 처음 
한국에 소개 되었는가를 두고 여러 연구에서 그 의견이 조금씩 상이하다. ≪입체파 
아시아-경계없는대화≫ 전시 도록에서는 1930년을 그 기점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김유방(찬영),「현대예술의 대안에서, 회화에 표현된 <포스트임푸레니즘>과 <입체
파>」,『창조』통권 8호, (1921.1), 김찬영,「서양화의 계통 및 사명」,『동아일보』, 
1920년 7월 20일의 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1920년대부터 입체파가 점차 소개되
기 시작했다. 

19) 김희영(주 13) 참고. 
20) 정형민,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한국문화』 39호(2007),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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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고 식민지 조선은 입체파에 관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서구 미술을 수용하는데 제약을 받음에 따라 입체파로부터 영향

을 받았던 화가들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거나, 일본에서 미술교육을 받

은 이들이었다. 더욱이, 이제 막 서양화를 배우기 시작한 한국의 화가들

에게 입체파와 같은 아방가르드 미술을 수용 단계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개성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회화에서 나타나는 입체파의 특성을 살펴

보기 이전에,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과 일제시기 입체파의 수용을 살펴

봄으로써 처음 한국 화가들이 수용한 입체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전개된 추상 회화를 파악할 수 있다.

 

 1. 일본 아방가르드(avant-garde) 미술21)  

  일본에서 말하는 전위미술과 그 대상이 되는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

다. 역사적으로는 현재로부터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고, 영역적으

로도 주변의 모든 장르와 관계를 맺으며 매우 광범위하다.22) 일본이 수

용한 아방가르드는 현대성의 표현으로서 유럽의 동시대 양식이었으며, 

제도 비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방가르드 미술, 

특히 입체파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정치적 성격을 띠는 신흥미술로서 

21)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전투 시 최전방에 배치되는 소수정예부대를 가리키는 
군사용어로 군대의 공간적 배치 내에서 선두를 뜻하는 개념이었으나 곧 현재에서 미
래로 진행되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시간적 선두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은유적으로 쓰
이게 되었다. 근대 초기 일본에서 아방가르드라는 용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변용되었
는지를 연구한 나미가타 츠요시에 따르면, 1920~30년대 일본의 아방가르드는 서구 
최전선 파리의 아방가르드 미술과 그 영향력 아래에서 창작된 일본의 전위적인 미술 
작품들을 의미했다. 나미가타 츠요시, 월경의 아방가르드, 최호영ᆞ나카지마 켄지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3), pp. 83-86.

22)『project 1 = Busan Biennale 2016 : an/other avant-garde : china-japan-k
orea』,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016),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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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었다. 

 1920년대를 전후하여 발생한 일본의 아방가르드는 입체파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수용된 서구의 여러 사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제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입체파, 미래파나 다다이즘

과 같은 전위미술의 동향이 가장 먼저 전파되었다.23) 이처럼 19세기 말

부터 일본 미술은 다이쇼(大正)시대에 입체주의, 미래주의, 독일 표현주

의, 다다, 구축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일본은 국가 단위로 움직였던 이전 시대에서 벗어

나 개인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모더니즘 

정신’을 다양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24) 이때부터 일본은 형식이나 틀

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주의 즉, 개성과 자아를 구현하는 형식을 서구로

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의 다양한 추상이 일본

의 모더니즘의 형식이자 ‘전위적인 형식’으로 수용되었다. 다시 말해, 

서구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던 후기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입체파, 초현

실주의까지 다양한 형식이 19세기 말의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수용되어 전위미술로 전개된 것이다.

 일본이 유럽의 추상미술을 아방가르드로서 전개한 바는 당시 일본에서 

출판된 잡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은 잡

지『미즈에(みずえ)』에 특집호로 빈번하게 다뤄졌다.[표 1] 『미즈에

(みずえ)』는 동시대의 미술을 소개하는 미술잡지로, 1905년 창간하

여 동시대의 미술과 일본 미술의 작품을 도판으로 실어 소개했다.25) 

23) (주 22), p. 132.

24) 이중희, 「일본 현대미술의 발생과 전개」, 『미술세계』, 2011.8., p. 109.
25) 1910년대부터 일제시기 사이에 발행된 자료는 국내에는 소장처를 찾을 수 없기 때

문에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던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武蔵野美術大学)에
서 목차와 표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미
즈에(みずえ)』 중에서 입체파와 관련된 잡지의 표지와 목차를 통해 입체파를 포함한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파악하고자 했다. 잡지의 목차는 무사시노미술대학에서 제
공받았다. 1909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발간물의 목차를 정리해 두었는데 이를 참
고하여 입체파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11

『미즈에(みずえ)』에서 프랑스의 아방가르드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반부터로 확인되며 대표적으로 1922년에는 3월, 7월, 9

월 각 유럽의 새로운 사조들을 소개하는 특집을 실었다. 먼저, 1922년 

3월과 7월에는 「입체파 이론」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9월에는 프랑

스의 신흥미술로서 알베르 마르케(Albert Marque, 1875~1947), 피

에르 라프라드(Pierre Laprade, 1869~1954), 마리 로랑생(Marie 

Laurencin, 1883~1956)을 소개했다. 다시 말해 일본은 20년대 초반

부터 이미 입체파와 함께 후기 인상주의나 야수파 화가들을 신흥미술, 

즉 아방가르드 미술로 소개하고 있었다.

 목차와 함께 1920년대 잡지의 표지를 통해서도 일본 내에서의 아방

가르드 미술을 짐작할 수 있다.26) 1920년대 표지를 살펴보면, 1920

년대는 입체파에서 영향을 받은 이미지들이 가장 앞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1922년 12월호인 203호[도판 1]에는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의 <아비뇽의 처녀들>(1907)[도판 2]에 등장

하는 인물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를 표지에 실었다. 따라서 여

기서도 피카소와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유럽의 추상미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년 후인 1925년 1월, 

239호[도판 3]에서는 프랑스의 목판화를 그 내용으로 다루면서 표지

에서는 기하학적로 인체를 구성한 이미지가 표지로 실렸다. 

 1920년대와 비교하여 1930년대 일본은 여전히 입체파와 같은 1920

년대의 추상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서구 양식에 대한 소개의 

목적보다는 이미 지나간 사조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일본 

아방가르드는 이미 1930년대에 이르러, 입체파, 표현주의, 야수파와 

같은 추상보다는 러시아 구성주의와 같은 양식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26) 잡지 표지에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들은 조형적인 전위성을 갖고 있다. 동시대 미술
을 소개하는 잡지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미지는 해당 호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가
장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김용철, 「근대 일본의 그래픽 디자인과 러시아 아
방가르드 미술의 수용」, 『아시아문화』, 제 26호(2010),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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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1932년 9월 호를 살펴보면 「최근의 조르주 브라크와 입체주의자의 

성과(最近のヂョルヂュ・ブラックと立体主義の成果)」를 특집 제목으로 실

었다. 9월호의 특집 제목을 통해 20세기 초반 입체파의 흐름과 조형 

언어에 대하여 설명과 덧붙여 입체파 화가들이 아방가르드 미술에 어

떤 성과를 이뤘는지 평가를 함께 정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1935년 3월호에서는 ‘세잔(Paul Cézanne)’을 특집으로 다루면

서 이론적인 설명 이외에도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The Great 

Bathers>의 도판과 같이 대표적인 작품을 함께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 전위미술, 즉 아방가르드 미술은 하나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방가르드 미술이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

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은 도시 개발과 사회 변화

에 따른 현대적 ‘모던’의 형상으로서 예술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양식

이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방가르

드 미술가는 사회적 병폐와 문제들에 주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술작

품의 가치와 자율성을 회복함으로써 부르주아적 장식품으로 몰락하는 미

술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편,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부르주아 감수성, 취향, 

예술관을 비판했지만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비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이들 역시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했다.27) 그 이유는 

스스로 전위적이며 반(反)부르주아적이라고 선언했던 아방가르드 예술이 

중산층 일부의 후원과 정서적 욕구에 의존해 왔으며, 그 일부의 중산층

은 취향과 태도에 있어 의식적으로 ‘진보적’이며 종종 예술적 실험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개혁의 촉구에도 동조했던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었기 때문이다.28)

27) 오윤정,「1920년대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운동과 백화점」,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 15호(2015),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pp.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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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일본 아방가르드는 서구 모더니즘의 자기비판의 태도로부터 

발현된 제도화된 미술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 특징지어졌다. 여기서 제

도화된 미술은 다음을 의미한다. 19세기 말부터 일본 미술은 국가가 주

도적으로 설립한 미술학교, 미술관, 미술전람회 등을 통해 회화와 조각

의 순수미술을 중심으로 공예를 비롯한 나머지 실용미술을 주변화하는 

미술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29) 관제 중심의 미술 제도는 미술 영역간

의 위계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위계적인 관제

미술제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방가르드는 ‘신흥미술’ 즉, 프롤레타리아 미술과 

연계된 아방가르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1930년대의 ‘전위미술’

로서 전개된 일본 추상미술은 미술의 탈정치화의 과정 속에서 태동되었

다. 프로미술로서 아방가르드는 192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체재를 구비

하게 되었다.30) 대표적으로 일본의 아방가르드 그룹 마보(MAVO, 192

3~1928)는 신흥미술로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전개했다.31) 마보는 입체

파, 구성주의, 표현주의, 다다,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마보를 주

도했던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 1901~1977)는 1926년에 발표한 

『구성파연구(構成派研究)』에서 입체파와 서구 추상으로부터 받은 영향

28)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어떠한 문화도 사회적 기반과 안정된 
수입원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방가르드와 부르주아 사회가 항상 
황금탯줄로 연결된 채 남아 있다는 아이러니를 설명했다. T. J. Clark, “Clement 
Greenberg’s Theory of Art,”(Critical Inquiry, September 1982), p. 148. 

   오윤정(주 27), p.198-9 재인용.
29) 오윤정(주 27), p. 200.

30) 나가타 잇슈(永田一脩), 『프롤레타리아 회화론(プロレタリア絵画論)』, (천인사(天
人社), 1930); 오카모토 토우키(岡本唐貴), 「프롤레타리아 미술은 무엇인가(プロレ
タリア美術とは何か)」, 『아틀리에(アトリエ社)』, 1930;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
義), 「프롤레타리아 미술을 위해서(プロレタリア美術のために)」『아틀리에(アトリ
エ社)』, 1930; 『아틀리에(アトリエ)』, 1930. 9.

31) 마보가 주장한 아방가르드는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고 현대의 새로운 주체인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기계미학을 예찬하는 것이었다. 박소현, 「일본에서의 추상미술과 
전통 담론: ‘한국적’ 추상미술 논의를 위한 시론」, 『미술사학보』제 35집 
(2010.12), 미술사학연구회,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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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했다.32) 이처럼 미술가들은 신흥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1930년에는 미술잡지『아틀리에(アトリエ)』에서 프롤레타리아 미술 

특집호를 내는 등 1930년대에 이르면 프로미술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

에 달하기도 했다.33)

 이와 같이 일본 아방가르드의 성격은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아방가르드 

미술가들도 한 가지 양식이 아닌 여러 양식을 전위적인 미술로서 실험했

다. 일본에서는 20세기 초 수용을 시작으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큐비즘과 아방가르드 미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0년대에는 잡

지나 서적을 통해 큐비즘, 표현주의, 야수주의, 미래주의 등 아방가르

드 미술이 폭넓게 소개되었으나,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세잔

과 입체파를 추상의 전통으로 평가하면서도 입체파보다는 재현의 요소를 

완전한 기하학적으로 환원한 러시아 구성주의 양식에 관심을 돌리고 있

었다.34) 

 2. 아방가르드로서의 수용 

  한국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수용한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32) 무라야마는 추상미술을 “입체파가 열어젖힌 길을 더욱 밀어붙여 최초로 회화에서 
‘대상적인 것’을 몰아내고 ‘순수한 형태’와 ‘순수한 색채’만을 다룬” 것으로 
정의했다. 마보는 자신들의 선두적 위치를 그룹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첨단에 서 있다. 그리고 영원히 첨단에 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속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과격하다. 우리는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나아간다. 우리는 
창조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하고, 부정한다. 우리는 모든 의미에서 어떤 것에도 
비교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오무카 토시하루(五十殿利治), 『다이쇼 신흥미
술 자료집(大正新興美術資料集成)』, (国書刊行会, 2006,12), p. 315.

33) 기다 에미코, 「韓·日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의 교류에 관하여」, 『미술사논단』 
제 12집(2001.9),  p. 65.

34) 러시아 구성주의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즈에(みずえ)』의 표지에 드러난다. 
1920년대의 표지에서 기하학적으로 환원된 인체나 인물의 형태가 많은 반면, 1930
년대는 구성주의와 같은 추상의 형태나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이미지를 표지에 담았
다. 이와 관련해서는『미즈에(みずえ)』의 특집호를 정리한 [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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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羅蕙錫, 1896~1948)과 같이 직접 프랑스에서 입체파를 경험한 

화가가 있었고, 김찬영(金鑽永, 1893~1960)이나 김환기(金煥基, 191

3~1974), 구본웅(具本雄, 1906~1953)과 같이 일제시기 일본 유학과 

미술 잡지, 미술서적 등을 통해 입체파를 수용한 화가가 있었다. 그러나 

나혜석과 같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 안에서 입체파를 이해했다. 

 한국의 화가들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어로 번역된 미술 서적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일본어로 번역된 내용과 도판만으로는 확실하게 서구 

미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일본 아방가

르드 미술을 습득했던 화가들은 아방가르드 미술을 전위적인 현대미술의 

양식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회화에 추상 양식을 실험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던 화가들은 이미 중견화가

로 활동하던 일본인 화가들과 일본의 ‘모던’이 유행하는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한겨레신문에 연재된 김병기의 구술 인터뷰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병기는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駿河臺 Peinture 

Academy, アヴァンギャルド 洋畵硏究所)에서 미술을 배우던 시기를 떠

올리며“아방가르드 연구소의 선생들은 완전 추상계열 화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입체파이건, 미래파건, 초현실주의건, 뭔가 비슷한 분위기를 보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도 당시 일본화단과 비교하면, 진취적 화풍

을 보이려고 노력한 집단이었다.”라고 회고했다.35) 즉, 당시 상대적으

로 자유로운 미술 교육을 받았던 화가들은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

는 다양한 양식을 실험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학교나 

유학생을 중심으로 모였던 화가들은 모두 아방가르드 미술로부터 영향을 

35) 윤범모, 「“키큰 김환기는 ‘놋포킨’ 어린 나는 ‘킨보’로 불렸다”-길을 찾아
서【(19)】 새로운 미술운동과 다양한 실험‘」, 『한겨레신문』, 2017.5.18;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5206.html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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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하나의 양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

다. 

 아방가르드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미래파, 입체파, 구성주

의 등의 서구 양식에 매료되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 현실의 부면들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경험

한 식민지 조선의 화가들에게 미래파, 입체파의 양식은 과도기의 절망적 

어지러움이 아닌 현대성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다.36) 입체파와 미래파는 

유럽에서 이미 부정과 파괴의 속성을 지닌 것이었으며, 부정과 더불어 

현대성의 반영이라는 점은 근대 조선의 미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했

던 화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37) 

 일본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경험한 화가들은 국내 신문을 통해 새로운 

양식의 미술을 직접 소개했다. 입체파를 국내에 소개한 화가들의 글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들이 직접 경험한 아방가르드 미술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중에서도 김찬영은 1920년대 가장 이른 시기에 입체

파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 이 시기는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을 다루며 살

펴보았던 것과 같이, 세잔 전통의 기하추상과 표현주의, 야수파와 같이 

다양한 서구 흐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가장 먼저, 김찬영은 1920년과 1921년에 입체파에 관한 글과 서양미

술에 대해 다루고 있는「서양화의 계통 및 사명」을 기고했다.38) 김찬

영은 글에서 “현대 예술의 생명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국민적, 인

36) 서유리,「전위의식과 한국의 미술운동-1920~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
미술사학』, 제 18집(200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 27.

37) 부정성을 강조하면서 아방가르드를 받아들였던 것은 1920년대 후반의 특징이다. 
한편, 1920년대 전반에 입체파에 관심을 가졌던 김찬영은 이 화파를“인생이나 자
연, 모든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구하는 데 있다...인생과 자연의 평면적 관찰을 지나..
모든 것의 깊은 奧面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며, 자연과 인생을 반영하는 것
이자, 주관적 감흥의 표현이라는 1910년대의 미술관 안에서 입체파를 규정하고 있음
이 확인된다. 김찬영,「현대예술의 대안에 서-회화에 표현된 포스트임프레슈니즘과 
입체파 ,『창조』제8호, 1921.1. 

38) 김찬영,「서양화의 계통 및 사명」,『동아일보』, 19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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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적 모든 이지(理智) 와 공포(恐怖)를 벗어놓고 영적(靈的) 적나(赤裸)

의 자기의 자유로운 감정과 속임 없는 감각의 표현”이라고 언급 하면서

“신예술의 대안(對岸)에 서있는 우리는 유럽의 새로운 예술인 입체파와 

후기인상파에 대해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따라서 후기인상파

와 입체파를 현대예술의근본의(根本義)로하여 제창(提唱)하는 바”라고 

밝히고 있다.39) 비록 김찬영이 서구 양식들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개념

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글에서 나타나는 ‘신예술의 대안’, ‘현대 예

술의 근본’의 언급을 통해서 김찬영의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입체파는 

동시대의 현대성을 대변하는 양식으로서 이해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30년대 나혜석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구 미술 양식에 대한 소개 

글을 정리했다.40) 나혜석은 프랑스에서 직접 목격한 입체파와, 서구의 

사조들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파리 화단과 화가 생활」

(원제 「파리 모델과 가정생활」)은 1932년에 도쿄에서 기고된 것으로 

『삼천리』 3,4월호에 두 번에 걸쳐 「구미유기」와는 별도로 게재되었

다.41) 다음은 나혜석의 「파리 화단과 화가 생활」중에서 입체파를 설

명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1908년 추기秋期살롱(전람회-원)에 피카소가 출품하자 브라크가 출

품을 하였다. 그때 우연히 양인의 사색의 본의가 상합相合하게 되었

다. 이때 이 그림을 본 마티스가 이것을 명명한 것이 파명派名이 되

고 말았다. 翌年 앵데팡당(전람회이름-원)41호실 전부가 입체파 그

림을 진열하게 되었고, 익년 브뤼셀(벨기에의 수부-원)에서 입체파의 

전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입체파의 착안점은 이러하다. ‘예술은 가

공적이 아니요 해방적이다. 개념적이 아니요 과학적이다. 선과 색으로 

39) 김찬영(주 37); 김찬영(주 38) pp. 20-21.
40) 나혜석, 「파리 화단과 화가 생활」, 『삼천리』, 1932. 3.  
41) 이구열, 『나혜석: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2011),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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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動을 그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체파의 화면에는 하모니

(색채의 교차-원), 무빙動, 콤포지션(구조-원)이 만재滿載하였다.’ 

입체파의 대표자는 피카소(스페인인-원)와 브라크다.42) 

 나혜석은 입체파의 과학적인 측면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다른 화가들과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 유학한 화가들과는 다르게 나혜석은 입체파의 본

래의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혜석이 프

랑스에서 체류한 기간은 길지 않았고, 곧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유

럽에서 시작된 입체파와 같은 기하추상에 대한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

다.43) 

 한편, 일본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수용했던 김환기도 김찬영과 같은 

현대 미술양식으로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소개했다. 김환기는 「추상주의 

소론」이라는 기고를 통해 전위회화라는 것은“회화의 전 기능이 자연의 

재현에 이반하게 된 금일의 사실은 요컨대 시대의 성격, 시대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데 있을 것이니 그린다는 것은 오로지 묘사가 아님은 이미 

당연화 해버린 사실”이라고 했다.44) 김환기가 의미하는 추상미술은 화

면에서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보다는 그의 1938년 작품 <론도>[도판 

4]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상을 추상화하는 양식을 의미하고 있었다. 즉, 

김환기는 일본에서 배워 온 아방가르드 미술을 김찬영과 같은 맥락에서 

‘모던’을 의미하는 시대 양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1938년 일본미술학교 재학생이었던 조오장(趙五壯, 1910~?)은 

조선화단의 ‘전위미술운동’의 현재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45) 조오

42) 나혜석(주 40).
43) 나혜석이 프랑스를 방문한 것은, 결혼 후 세계일주를 하던 중이었다. 체류기간은 일

주일정도였다. 이구열(주 41) p. 232.
44) 김환기, 「추상주의 소론」, 『조선일보』, 1939.6.11.
45) 조오장, 「전위운동의 제창 - 조선화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일보』, 1938.7.4.; 

조오장, 「신 정신의 미래」, 『조선일보』, 1938.10.17.; 조오장, 「추상 예술의 현
재」, 『조선일보』, 1939.11.3.; 조오장, 「전위회화의 본질-문제 로써 추구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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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논의는 김찬영, 김환기와 미술 양식의 혁신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배경은 사회주의의 경향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는 「전위운동의 제창-조선화단을 중심으로 한」,「신 

정신의 미래」, 「추상예술의 현재」, 「전위회화의 본질-문제로써 추구

키 전에」 등의 글을 통해 전위미술과 사회주의가 공유했던 첨단의 경

향, 새로운 회화적 시도의 요구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시키면서 전위미술

을 ‘세기적 회화의 혁명’으로 주창했다.46) 곧 조오장은 예술이 시대

에 발맞춰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갈 방향’을 가늠하고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직시하여 미술의 내용과 형식도 변해야 한

다는 혁신의 논리로 전위운동을 설명한 것이다.47)

 조오장과 같은 맥락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은 현대미술양식으로만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방가르드 미술은 프로 

미술과 연관되어 ‘신흥미술’로서 수용되기도 했다. ‘신흥’은 1910

년대로부터 해방 이전까지 학교, 강습소와 단체, 잡지, 극장 등의 명칭에 

두루 붙여져 새로운 흐름에 대한 감각과 건설의 의지를 표명하는 용어였

지만, 1920년대에 미술 및 문학에 부여된 신흥은 특히 사회주의 사상으

로 해석되었다.48) 이후‘신흥미술’은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준말인 

‘프로미술’과 나란히 사용되면서, 부르주아의 향락적 미술이 아닌 

‘무산자 계급 해방에 필요한 투쟁적 예술’을 건설 한다는 사회주의 예

술운동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49) 

 아방가르드 미술이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받아들여지자, 일본은 식민지 

에」, 『조광』, 조선일보사, 1938.11.
46) 조오장, 「전위운동의 제창 - 조선화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일보』, 1938.7.4.
47) 김인아, 「김환기의 근대기 작품에 나타난 체험과 감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9(201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 163.
48) 오무카 도시하루(五十殿利治)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당대인들이 입체파, 미래

주의, 후기인상주의 등을 포괄하여 신흥미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지적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어 1910년부터 1920년대의 미술운동을 지칭하고 있다. 서유리(주 
35), p. 26.

49) 서유리(주 36),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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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출판 

인쇄물에 대한 검열과, 당시 일본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미술에 대한 

검열을 단행했다.50) 일본이 조선에서 시행한 검열은 주로 주체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조선을 통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었으며, 미술에 있어서는 좌파적 성향으로 판단되는‘전위’와 관련된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문화 검열은 일

본의 문화적 개입이 본격화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따라서 입체파나 구

성주의 같은 전위 미술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었

다.51) 

 입체파와 같은 20세기 초 유럽의 전위 미술 형식은 입체파와 마찬가지

로 다이쇼시기(大正時代, 1912~1926)의 신흥미술운동의 주된 양식이

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에 따라 전위활동의 근본문제(前衛活動の根本問題, 1929년에 처분), 

신미술과 리얼리즘의 문제(新しい美術とレアリズムの問題, 1933년에 

처분)가 치안 항목으로 처분되었으며 동경에서 출판된 모던語漫畵 辭典

 역시 1931년에 치안 처분되어 리얼리즘, 모던, 전위의 개념 들이 모

두 프로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52)

 일본 미술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의 의미가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아방

가르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입체파는 현대 도시의 기계 문명과 현대성

50) 일본의 검열은 19세기 말부터 있었고 1910년 이후부터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검열
을 단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검열을 모두 다루지 않고 입체파의 수용 단계에서 
있었던 전위 미술의 검열과 관련짓고자 20년대 이후 검열 대상을 언급했다. 검열에 
대한 내용은 정형민(주 20) 참고. 

51) 1930년대는 아직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하기 전의 시기이며 피카소의 작
업은 40년대 이후 모더니스트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 1930년대 입체파는 오히려 모
더니스트 알프레드 바에 의해 MoMA에서 《입체주의와 추상미술》(1936)이라는 전
시가 기획될 만큼 모더니즘의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검열
했던 입체파는 정치적 입장보다는 리얼리즘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의 미술 현장에서 
다른 추상의 흐름과 함께 일본 신흥 미술의 하나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피카소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정영목, 「피카소와 한국전쟁」,『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8집(1996.12), 서양미술사학회, pp.241-258를 참고.  

52) 정형민(주 20),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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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는 미술과 사회주의와 연결된 신흥미술, 두 가지 맥락으로 해

석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신흥미술을 검열 대상으로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일본에서 직접 아방가르드를 배우지 않은 화가들은 식민지 조선

에서 입체파에 관한 정확한 도판이나 글을 접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식민지 조선은 유럽에서 출발한 서구 양식을 주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

는 결과를 낳았고, 따라서 한국 미술이 일제시기 받아들이고자 했던 아

방가르드 미술은 일본을 통한 수용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었다. 

 3. 일제강점기 입체파 관련 작품과 비평

  식민지 상황과 일본을 통한 서구 문화의 유입을 통해 국내에 아방가르

드 미술이 수용되었고, 그 중에서 입체파도 아방가르드 미술 양식으로서 

소개 되었다. 그렇다면 아방가르드로서 수용된 입체파를 일제시기 한국 

화가들은 어떻게 회화에 구현하였는지, 그리고 비평가들은 입체파를 어

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제시기에는 글이나 교육을 통한 아방가르드의 개념적 수용의 시도가 

더 많고, 작품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나는 입체파의 특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수용 단계에서 입체파

를 실험했던 화가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일본에서 유학 중이거나 이제 

막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화가들이 새로운 양식을 실험했다. 이들은 

주로 제국미술학교와 같은 사립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시대적 사

조를 수용하고자 했었다. 특히 다른 시기보다 1920~30년대 일본에서 

유학한 화가들의 작품에 입체파를 실험한 흔적이 엿보인다.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 니혼대학(日本大學)에서 유학한 김환기(金煥基, 

1913~1974)의 작품 중 <종달새 노래할 때>(1935)[도판 5]와 <론

도>(1938)[도판 4]에서 입체파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김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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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항아리를 든 여인의 모습을 주제로 다

양한 스타일을 실험했다. 두 회화에서도 여성과 항아리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 회화는 각 다른 스타일로 여인과 항아리를 재현했다. 먼

저, <종달새 노래할 때>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특성이 강조된 화면에서 

입체파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김환기는 작품에서 그림자의 대비를 이

용해 여성의 얼굴을 마치 분할한 것처럼 대비를 강조했고, 배경의 조형

물을 구조물처럼 표현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를 드러냈다. 

 한편, 김환기의 30년대 대표작으로 알려진 <론도>는 반추상의 회화로

서 배경과 인물의 형태를 분할하여 <종달새 노래할 때>보다 뚜렷하게 

입체파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작업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김환기

의 회화에서는 본격적으로 평면화와 대상 분할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추

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화를 단지 입체파의 영향으로 단정 지을 수

는 없지만, 앞의 두 작품은 김환기가 일본유학시기 입체파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표현 양식에 있어서 김환기의 작품은 페르낭 레제(Joseph Fernand H

enri Léger, 1881~1955)나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

h, 1878~1935)의 입체파적인 요소와 이를 가장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도고 세이지(東郷青児, 1897~1978)의 영향으로 지적되어 왔다.53) 19

10년대 일본에서 입체파 혹은 미래파의 선구로서 도고 세이지의 <모자 

쓴 남자(걷는 여자)帽子をかぶった男(歩く女)>(1922)[도판 6]나 요로

즈 테츠고로(萬鐵五郞, 1885~1927)의 <기대어 서 있는 사람もたれて

立つ人>(1912)[도판 7]에서 큐비즘의 특성으로서 색과 형태의 해체가 

나타난다. 그러나 1920년대 미래파미술협회(未來派美術協會)와 마보(M

AVO)에 이르면 화면은 구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도고 세

이지에게 있어서 미래파와 입체파가 융합된 ‘추상화’의 과정이 잘 드

53) 김영나, 「동양적 서정을 탐구한 화가 김환기」, 『한국의 미술가-김환기』 (삼성
문화재단, 199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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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54) 결국 이러한 창작 과정은 1930년대 이

과회의 젊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중 김환기도 입체파와 미래

주의 등 일본 아방가르드 화풍의 자극을 받았다.55)

 두 번째로, 구본웅(具本雄, 1906~1953)의 두 점의 정물화는 큐비즘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피카소의 정물화와 비교, 논의할 수 

있다. 구본웅은 시기적으로 김환기보다 조금 빠른 1929년에 <정물>[도

판 8]과 1937년에 <나부와 정물>[도판 9] 유화 두 점을 그렸다. 1930

년대 후반 구본웅은 조선미술전람회의 아카데미즘을 거부하고 유럽의 아

방가르드인 입체파,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야수주의와 표현주의의 성

향을 골고루 보여주었다.56) 구본웅의 두 작품은 정물 형태의 단순화와 

평면성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물>은 피카소의 <그릇과 항

아리 Bowls and Jug>(1908)[도판 10]와 유사한 구성과 표현법이 구

사되었다. 먼저,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탁자와 정물의 원근감이 사라지고, 

시선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정물의 형태와 옆에서 바라보는 대상의 형태

가 함께 나타난다. 구본웅의 회화에서 입체적이고 분석적인 세잔의 색채 

분할과 더불어 불안한 구도의 정물과 재현된 대상은 형태가 단순화되어 

피카소의 다시점의 화면과 단순화된 정물이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구본웅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큐비즘의 영향은 1930년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구본웅은 1931년 6월 그는 도쿄에서 제작한 유화 50여 점을 

가지고 서울로 와서 동아일보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57) 이 개인전

에 관해 서양화가 김주경(金周經, 1902~1981)은 1932년 정초에 조선

54) 오자키 마사토(尾崎眞人), 「다이쇼신흥미술에서 나타나는, <추상>을 넘을 수 없었
던<추상>大正新興美術に見られる、<抽象>を越えられなかった<抽象>」, (東京國立近
代美術館, 2003), p.24.

55) 문정희, 「김환기<종달새 노래할 때>(1935)에서 <항아리와 여인들>(1951)까지」, 
『미술사논단』, 제 34집(2012), 한국미술연구소, p.249. 

56) 호암미술관 상설전시, 구본웅 <나부와 정물>(1937) 작품 설명, (2017.12.26. 방문)
57)「洋畵家具本雄個人美術展覽會(양화가 구본웅 개인미술전람회)」, 『동아일보』, 

19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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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에 기고한 「화단의 회고와 전망」에서 “입체파와의 중간층과, 포

비즘과의 중간층과, 내지 익스프레셔니즘 또는 임프레셔니즘과의 중간층

에 속하는 작품들도 병진(竝陳)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일본 아방가르드

로부터의 영향을 지적했다.58) 따라서 구본웅의 작품과 당시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구본웅이 그때까지 누구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입체

파를 포함하여 야수주의, 표현주의 양식을 골고루 실험하고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59) 

 마지막으로 세잔의 후기 양식과 입체파 양식을 함께 수용한 작품으로 

이인성의 <아리랑 고개>(1934)[도판 11]가 있다. <아리랑 고개>는 1

935년 일본 미술잡지 『미즈에(みずえ)』의 세잔 특집호에 실리면서, 

초기 입체파와 세잔의 전통을 따르는 양식으로서 소개되었다.[표 1] 

이인성의 <아리랑 고개>을 입체파와의 관련을 두고 분석하자면, 세잔

의 <생 빅투아르 산(Mont Sainte-Victoire)>(1895)[도판 12]과 함

께 비교 할 수 있다. <아리랑 고개>는 산을 배경으로 후기 인상주의의 

빛을 표현하는 색의 사용과 나무나 마을의 단순화된 형태가 부각된다. 

특히 이인성은 양쪽 산봉우리 사이에 마을의 집들은 직사각형의 기하

학적인 패턴처럼 반복해서 시각화했다. <아리랑 고개>에서 나타나는 

분할적인 터치와, 전통적인 원근법에서 벗어난 구도는 세잔의 후기 인

상주의와 서구 미술의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던 일본 화가들로부터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60) 

 구본웅과 김환기, 그리고 이인성이 완전하게 입체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한 화가들 중 일부는 일본의 아방

58) 김주경, 「화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2.1.1.-1.9. 
59) 최선호, [최선호의 아트 오딧세이] 식민지 시대의 우울한 초상, 한국경제매거진.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nkey=201010

0400065059472&mode=sub_view 2017.12.28.
60) 신수경, 「이인성의 1930년대 회화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 6집

(1998),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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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드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아방가르드에 대한 관심과 그로부

터의 영향을 세 화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입체파는 일본 아방가

르드 미술의 여러 형식 중 하나로 수용되었고 일본 아방가르드 안에서 

세 화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큐비즘의 영향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립미술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한 화가들은 인상주의 

이후의 후기인상주의, 야수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와 초현실주의에까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들을 하나씩 모두 이해하고 수용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개념 파악이 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받아들인 것이

었다. 더욱이 아직 수용단계에서 입체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체파의 특성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다.61) 

 입체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비평가와 화가들은 입체파를 국내 

신문에 소개했다. 조선일보에서는「근대 태서미술 순례」라는 특집 기사

를 통해 입체파를 소개했다. 1930년 12월 23일 조선일보에는 김용준이

「백만양화회를 만들고」라는 글에서 피카소의 입체파를 모더니즘 양식

으로 소개했다. 또한 윤희순은 1934년 1월 1일 매일신보에 「현대미술

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서양미술에 대한 소개와 해석을 

연재했다. 

 그러나 입체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평가들은 입체파에 관하여 

소극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거나 심지어 '근대미술'로 분류하기도 했

다.62) 그 이유는 대체로, 일본 미술계와의 긴밀한 연관성과 소극적인 활

동 때문이었다. 입체파 양식으로 작업을 하던 화가들의 활동이 당시 조

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색채와 민족미술 및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틈바구니에서 소수로 머물며, 집단화가 아닌 개별적 활동에 그침

으로써 당시의 미술을 선도하는 주류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63)  

61) 김영나(주 8), p. 32. 
62) 서성록, 「전통의 파괴, 창조의 모험」,『한국의 현대미술』, (문예출판사, 1994),  

pp.106-142.
63) 오상길,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 IV <초창기 추상미술의 비평적 재조명> 세미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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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에서는 화가들과 비평가들은 입체파에 대한 통사적 체계적 연구보

다 새로운 문명으로 파급된 서양미술의 수용과 활용에 대한 현실적 대응

과 타개를 위한 비평적 관심을 쏟았다.64) 윤희순은 외래문화 수용은 그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외래문화의 현상적 

수입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65) 곧 윤희순은 서양 미술의 흐름

은 서구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서 평가하면서도 서양화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조선 미술의 창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서

양 미술에 대한 동양미술의 특성으로 평가하여 오히려 전통회화가 서구

를 능가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희동은 서양

화의 투시법이 있지만,“반면 동양화는 대상을 운동태로 보아 대상을 이

동시키든지 보는 나의 위치를 이동시키게 되며 따라서 근대 서양미술 중 

입체파, 미래파와 같은 다시점은 동양정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

고 주장하기도 했다.66)

 더욱이 당시 식민지 조선화단은 입체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추상경

향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 예를 들어, 1931년에 윤희순은 일본의 신흥

미술 경향으로 입체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 구축주의 등을 나열

하면서 이를 야만적이고 불완전한 미술로 보았다.67) 1938년 동아일보

에서 오지호 역시 전위미술로서 추상 경향을 거론하면서 “전위파의 가

장 근본적이고 또 치명적인 오류는 회화를 이지(理知)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 데 있다”라고 비판하였다.68) 오지호는 덧붙여서 입체파 양식과 

제문 출처:
http://icaseoul.cafe24.com/zb41pl2/bbs/view.php?id=icas2&page=1&sn1=on&divp

age=1&sn=on&ss=off&sc=off&keyword=%BF%EE%BF%B5%C0%DA&select_
arrange=headnum&desc=asc&no=185&PHPSESSID=c930d12e28c152ee89ff5
e0d1e908aef 2017.08.31.

64) 편집부(주 10), p. 94. 
65) 윤희순, 「현대미술의 동향」, 『매일신보』, 1934.1.1.
66) 고희동, 「동양화와 서양화」, 『사해공론』, 1936.2. 
67) 윤희순, 「일본미술계의 신경향의 단편(2): 초현실주의, 계급적 추세, 기타」, 『조

선일보』, 1931.10.28.
68) 오지호, 「순수회화론: 예술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完)」,『동아일보』, 1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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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추상미술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69) 

 같은 맥락에서 김주경은 1939년 5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세계대전을 

회고함-미국편, 화원(花園)과 전화(戰火)」의 글에서 입체파를 ‘온갖 

기물을 한칼에 할복한 것 같은 괴화(怪畵)’라고 칭하며 한국에서는 

‘아직 서양미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였음을 지적했다.70) 

이처럼 추상경향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분석과 추출 같은 과

학적 방식에 가까운 조형 원리와 인공적인 기하학적 형태가 이들에게 설

득력을 얻지 못했음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입체주의가 이후의 추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하면서 20세기 미술에 단연 중요한 역할을 한데 비해 국내에서는 입체

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들이 일제 시기 잡지와 같이 자료나 국내 비평

가와 화가들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되었다. 분명 일본을 통해 서

구 양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미술에서도 현대적인 것을 받아들이

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따라서 아방가르드미술로서 입체파는 서구 

첨 양식으로서 또는 사회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소개되었던 것이다. 그러

나 당시 일본 미술과의 연관성과 입체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낯선 양식을 현대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한국의 정서에 맞게 

변용하는 단계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69) 오지호,「피카소와 현대회화」,『동아일보』, 1939.5.31.~6.7.
70) 김주경,「세계대전을 회고함 - 미국편, 화원(花園)과 전화(戰火)」,『동아일보』, 

1939.5.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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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방 이후 입체파 

  해방 이후 서양 미술에 대한 논의는 미국문화의 엄청난 유입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미국 의존 일변도의 시기였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도 서양 미술, 그것도 현대 모더니즘 미술이 해방 이전 일본을 통해 간

접적으로 접촉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량으로 신속하게 수입

되었다.71)  

 미국문화의 유입은 해방 이후 미국의 정치적 개입에 따른 결과였다. 독

립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한국은 얄타 회담(1945년 2

월)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영향권

에 들어갔다. 미국의 원조 아래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소

비에트 연방의 원조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성립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은 자체적으로 각각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남북

에 설립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고 건국준비

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하였다. 소련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반면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승인하였다.72) 

 미국과 소련의 개입과 사회 전반에 이념 갈등이 확산되고 있었을 때 미

술계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인사들이 함께 ‘50년 미술협회’를 설립했

다. 1950년 1월 5일 설립된 50년 미술협회는 표면상으로는 국전 아카

데미즘에 저항하고 재야 미술 운동을 전개하려는 중견작가들의 모임이었

다.73) 1950년 1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김병기는 우익 대표 김

71) 편집부(주 10), p. 100.
72) 이 기간 동안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치 단체들이 조직되어 이합 집산하였고, 제주 

4·3 사건 등 좌우익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38선 이북에서는 1946년 2월 8일 김
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1947년 유엔에서 제안한 한반도 총선 실시가 소련을 
위시한 북한에 의해 거부되어, 1948년 남한만의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와 초대 대통
령을 선출하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되었다.



29

영주(金永周, 1920~1995), 장욱진(張旭鎭 1917~1990), 권옥연(權玉

淵, 1923~2011), 김환기 등과 좌익대표 이쾌대(李快大, 1913~1965) 

최재덕(崔載德, 1916~?), 김만형(金晩炯, 1916~1984)등을 모아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50년 미

술협회는 1950년 7월 1일에 계획한 전시를 열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으로 일단락 된 

후, 남한에서는 반공정서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 

정책을 강화하였고 미술계에서 국전이 국가재건주의와 결부되어 국민 계

몽에 기여하는 제도로 재정립되었다.74) 이와 같이 미국문화의 유입과 

함께 사회 전반의 반공의 분위기로 인해 미술계는 리얼리즘보다 추상으

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추상이 해방 이후 주목을 받은 이유를 사회적인 반공 정서에 의

한 반(反)리얼리즘 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방 이후 한국 미술은 

서양 미술의 일방적인 유입의 결과, 강한 탈 전통주의와 함께 서양 현대

미술과의 동시성을 절실하게 추구하고 있었다.75) 게다가 이미 일제시기

부터 추상을 실험하던 화가들은 50년대 접어들면서 기성화가가 되어 있

었고, 이들은 한국적 모더니즘을 모색하고 보수적 아카데미즘에 대한 저

항의식으로 다시 한 번 추상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7

73) 50년 미술협회가 창립될 당시 별개의 창립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50년 
미술협회의 성격을 정의한 것은 이경성과 김영주의 글에서 평가되었다. 한편, 이쾌대
의 해방 이후 활동을 연구한 최태만,「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사이 이쾌대의 행적」,
『한국근현대미술사학』33(2017.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179-181을 참고하
였다. 50년 미술협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좌익성향의 예술인들 로 하여금 지하로 잠
적하거나 월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정황은 김병기의 증
언에서도 언급된다. 이경성, ｢현대의 서양화｣, 한국예술총람 (1964) 대한민국예술
원; 김영주, ｢해방공간의 미술인들-민족미술 논쟁과 평론활동｣, 계간미술 겨울호
(1987), 중앙일보사, p. 52; 윤범모, 「 [길을 찾아서] “모두 친구이기에 ‘좌우합
작’ 50년미술협회 꾸렸으나...”」, 『한겨례신문』2017.7.20.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03524.html 2017.11.29.
74) 홍선표, 「1950년대의 한국미술(1), 제1공화국 미술의 태동과 진통」, 『미술사논

단』제 40집(2015), p. 16. 
75) 편집부(주 10),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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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백양회’,‘모던아트협회’,‘창작미술협회’,‘신조형파’,‘현대미

술가협회’등 본격적인 미술 그룹이 생기면서 관변 미술과는 차별화된 

조형세계가 시도 되었다.76) 미술계의 새로운 움직임은 문학, 예술 분야

에 확산된 모더니즘 이론에 힘입어 더욱 확산되었다.77) 

 해방 이후 모더니즘은 예술의 자율성과 무목적성을 강조하여 순수한 조

형성에 가치를 둔 것에 기반하고 있었다. 일제시기 모더니즘은 서구와 

일본 사조를 이식하여 민족주의의 구현과 동양주의의 미술론을 강조한 

반면 해방 이후의 모더니즘은 그보다는 지식인의 탈정치적 성격과 예술

가의 순수성과 독자 지향을 기반으로 확산된 것이었다. 따라서 50년대 
이후 전개된 입체파는 30년대의 입체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1930년대 서구 양식의 미술이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념의 전위
미술의 성격과 현대성을 드러내는 양식으로서 소개되었다면 50년대 다
시 부상한 추상회화와 입체파는 회화자체의 조형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작가의 개인적인 개성의 발현이었다. 
 해방 이후 모더니즘의 전개과정에서 화가들은 다양한 양식을 탐구했는

데 그 중에서 입체파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화가 가운데 김병기와 박래현 

그리고 함대정이 있었다. 김병기는 일본에서 배운 아방가르드 미술을 바

탕으로 입체파의 영향이 나타나는 초기 작품을 남겼고, 비평가로서 입체

파의 이론을 바탕으로 추상 미술에 대한 비평적 입장을 정리했다. 우향 

박래현은 입체파를 동양화에 접목시켜 동양화의 현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함대정은 당시 미술 그룹에 속해서 활동

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영향을 받았다.  

  

76) 송희경, 「1950년대 전통화단의 ‘인물화’」, 『민족문화논총』, 제 48집(2011), 
p. 148. 

77)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1931년 김용준(1904~1967)이 <동미전東美展>의 평
문에서 처음 사용했다. 정무정, 「한국 미술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의미와 특징」,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 22집(2011),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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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병기 

  1)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활동 

  김병기는 1916년 평양에서 출생했으며 김환기, 유영국과 함께 일본 

유학시절 서구의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 같은 아방가르드 미술에 매료되

었다. 김병기는 1933년 동경아방가르드 연구소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1939년 동경문화학원에서 공부를 이어나갔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김병

기는 1936년 백만회와 1950년 결성된 50년 미술협회 활동, 그리고 서

울대학교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아방가르드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신

의 회화적, 이론적 입장을 공고히 했다.  

 김병기는 새로운 추상미술을 중요한 흐름으로 여기고 1935년 아방가르

드연구소에 입학했다.78) 추상미술에의 관심은 SPA양화연구소(駿河臺 

Peinture Academy, アヴァンギャルド 洋畵硏究所)에서의 영향을 받았

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SPA양화연구소를 다니던 학생들에게 후지타 쓰

구하루(藤田嗣治, 1886~1968)의 영향력이 컸다. 후지타 쓰구하루는 학

생들에게 스스로를 피카소의 친구라고 했으며 파리에서 활동을 하다 20

78)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는 일본 서양화 유학생들이 결성한 소규모의 미술단체이다. 
이 단체는 1935년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경성 장곡천정(長谷川町, 현 소공동)에 
위치했던 다방 플라타느(Salon de Platane)에서 ‘SPA 데생전’을 개최했다. 데셍
전에 참여한 화가는 김환기(金煥基), 길진섭(吉鎭燮), 김병기(金秉麒), 이범승(李範
昇)이었고, 일본인 후지타 츠구지(藤田嗣治) 이외 10명이 있었다. 당시 니혼대학(日
本大學) 유학생이었던 김환기와 도쿄미술대학을 졸업한 길진섭, 분카학원(文化學院)
을 다녔던 김병기, 이범승이 모임의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동경의 ‘아방가르
드 양화연구소’에 다녔고 후지타 츠구지는 연구소의 유명한 선생이었다. 김환기, 길
진섭, 김병기, 이범승은 조오장(趙五將)이 1938년 7월 『조선일보』 발표한 전위운
동의 제창｣이란 글에서 현대회화를 시도하는 전위적인 작가로 거론했던 인물들이었
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일본에 유학중인 젊은 화가들 중에 서양의 전위적 모더니즘의 
수용을 지향했던 작가들이 결성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
사』, (열화당, 1998) 참고. 



32

년만에 귀국한 후 SPA양화연구소에서 미술 지도를 맡았다.79) 후지타 

쓰구하루의 1930년대 그림에서 큐비즘 양식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쓰

구하루는 학생들이 서구의 다양한 양식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을 지도했다. 특히 쓰구하루는 동경미술대학에서 가르치

는 아카데미즘의 형식보다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

했다. 김병기의 화풍도 이러한 SPA양화연구소의 분위기에서 많은 영향

을 받았다.  

 김병기가 그림보다는 이론에 관심을 둔 것도 이때부터였다.80) SPA양

화연구소에서 김병기는 직접 아카데미 소식지[도판 13]를 만드는데 참

여하여 글을 쓰기도 하면서 이론적 관심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

한 김병기의 백만회(白蠻會, 1936~1937) 활동은 SPA양화연구소의 연

장선으로서 지속되었다. 백만회는 1933년 양화연구소가 문을 닫자 연구

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백만회에서 김병기는 김환기, 길진섭과 함께 

≪백만전≫에 참여하여 관전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술양식을 추구하는 활

동을 이어나갔다.81)  

 해방 직후 김병기는 50년 미술협회의 구성원이 되었다.82) 50년 미술

79) 윤범모, 「[길을 찾아서] “아방가르드, 후지타 쓰구지...마침내 내길을 찾았다”」, 
『한겨례신문』2017년 5월 11일. 출처: 

 http://asset.hani.co.kr/arti/SERIES/894/794270.htm 2017.11.29. 
80) 윤범모, 「[길을 찾아서] “입체파, 추상미술, 다다, 초현실주의 ... 황홀한 혼란기였

다”」, 『한겨례신문』2017년 7월 5일. 출처:
http://asset.hani.co.kr/arti/SERIES/894/801674.html 2017.11.29.
81) Barr, Alfred Hamilton(주 3), p.277.  
82) 김병기는 공산체제가 자유정신과는 전혀 인연이 없음에 맞닥뜨렸다. 거기서 진실이 

있을 수 없음을 통감했다는 말이었다. 이를테면 북한에서는 흐린 날이 배경인 그림은 
그릴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밝은 희망만 있는 나라에서 어찌 흐린 날이 있겠는가고. 
황소를 타고 가는 동자를 그려도 비판을 받았다. 동자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유약하기
마련인데 체제의 기둥같은 모습인 황소를 힘차게 끌고 나가야 하는 지도자가 어찌 유
약하게 보일 수 있느냐는 식이었다. 1947년 공산주의가 결코 아니다라는 확신이 서
자 바로 월남했다. 대신 그 확신을 미술적으로 구현해보려고 했다. 1950년 상반기에 
'50년 미술협회'를 결성해서 사무장이 되었다. 내무부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1893~1969)이 좌익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갈 곳 없어 지하로 숨어들 좌익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은 한때의 이념
적 편파를 언젠가 극복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낙관적 확신에 근거한 움직임이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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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표면적으로는 좌우 미술계인사들이 새로운 미술이념에 함께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그러나 50년 미술협회의 실질적인 목적은 보수적 아

카데미즘과 공산주의 미술이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민족 미술을 

성립하고자 하는데 있었다.83) 사무국장 김병기를 포함하여 협회의 대표

위원으로 있었던 김환기와 이쾌대, 장욱진, 유영국, 송혜수 등 3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을 일본에서 공부한 화가들이 구성원이었는데, 이들의 

성향으로 보아 협회가 준비하고 있던 전시는 아카데미즘의 회화보다 민

족적 주제의 서구 추상 양식을 추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7월 1일 예정이었던 미술협회의 전시는 무

산되었고, 화가들은 피난길에 올랐다. 김병기도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1954년 서울로 돌아와 서울대 미대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했다. 당시 서

울대에는 장발(張勃, 1901~2001)이 학장으로 있었고, 손병돈, 이순석, 

노수현, 장우성이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김병기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한 내용은 현대미술 형성론으로,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예

술론을 집중적으로 강의했다.84) 수업은 특정 교재를 지정한 것이 아니

라 김병기가 유학시절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는 이용환, 김태, 박근자, 전상수, 

조영익 등이 있었다. 김병기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한 현대미술에 대한 

입장을 후일의 작업과 비평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김병기의 일제시기 SPA양화연구소의 활동과 양화연구소의 연장선으로 

형국, 「바람이 일어나다 살아야 한다: 백살 김병기-한평생 숙명이 되고만 전중파」 
, 『바람이 일어나다-김병기』 (가나아트, 2016), pp. 118-119.

83) ‘과거 소그룹이 분산적으로 할거하고 있던 미술단체가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중견
화가들이 대동단결하여 민족미술을 앙양하기 위해 50년미술협회를 5일하오1시(五日
下午一時) 미국문화연구소에서 결성한다’는 내용. 전쟁 직전 이승만 정권은 극우반
공체제를 수립하면서 좌익 통제의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남
로당의 멸족 정책을 비롯하여 반공사상의 선전과 좌익세력의 전향 등을 기도했다. 
「五十年美協(오십년미협) 明日結成式(명일결성식)」,『동아일보』1950.1.4.

84) 윤범모, 「[길을 찾아서] “세례명까지 물려준 장발 학장에게 ‘충성’다했으나..
.”」, 『한겨례신문』, 2017.7.5. 출처:

  http://asset.hani.co.kr/arti/SERIES/894/801674.html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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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백만회 활동, 그리고 해방이후 행보는 이후 김병기의 작

품과 비평적 태도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김병기는 아방

가르드 미술로서 입체파를 수용했고,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두 점의 초

기 작품과 한국 전쟁 이후 기고한 비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 초기 추상회화 분석

  김병기가 스스로의 예술론을 담아낸 당시의 작품은 현재 거의 남아있

지 않다. 1954년 김병기가 미도파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성(聖)미술전

람회》에 출품한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도판 14]와 1956년 제작한 

<가로수>[도판 15]이 남아있다.85)

 두 작품 모두에서 김병기가 유학시절 영향을 받은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거친 선

들이 그리스도의 윤곽을 드러낸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마티스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1948~1949)[도판 16]와 비교할 

수 있는데, 몸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심 대각선과 구체적인 형상이 생략

되고 직선들의 움직임으로 완성된 인체의 모습에서 유사성이 발견된

다.86) 하지만 김병기의 회화는 마티스의 드로잉보다 입체파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병기는 회화에서 인체의 구체적인 형상은 버리

고 본질만 강조함으로써 추상적 형상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마티스의 

드로잉과 비교했을 때, 마티스는 인체를 분할하기 보다 하나의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려는 반면 김병기는 배경에서 원근감을 없애고 직선들이 

85) 《성(聖)미술전람회》는 장발 학장이 서울대 홍익대 교수들을 모아 서울미술가회를 
만들어 1954년 개최한 전시였다. 일종의 가톨릭미술 활동이었으며 당시 장발을 비롯
해 정창섭, 노수현, 서세옥, 김종영, 이순석 등이 출품했다. 정수경,「1954년 한국 가
톨릭 <성미술 전람회>에 관한 고찰」, 『교회사연구』, 제 47집(2015.12), 한국교회
사 연구소 참고.

86) 정수경(주 85),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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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와 십자가를 분할했다.  

 <가로수>(1956)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2년 후 제작된 작품으로 

이전보다 추상에 가깝게 변화했다. 두 그림을 놓고 보았을 때, 전자는 

푸른 계열의 색상을 사용된 반면, 후자는 녹색 계열과 갈색 계열의 색상

을 함께 사용했다. <가로수>에서 주제가 되는 대상은 파편화되고 도형으

로 추상화되었다. 김병기는 대상의 여러 측면을 다시점으로 표현하기보

다 파편화하여 추상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의 평면성을 드러낸다. 또

한 수학적인 분할보다는 작가의 감각적인 분할이 큐비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김병기 회화의 특성이다. 그러나 김병기가 영향을 받은 양식은 큐

비즘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검은 테두리에 둘러싸인 스테인드 글라스

와 같은 비구상의 색면과 두터운 질감이 마티스나 마네시에(Alfred Ma

nessier, 1911~1993), 루오(Georges-Henri Rouault, 1871~1958)

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87) 

 김병기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일본 아방가르드로서 수용된 입체

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함대정이 영향을 받은 입체파와는 약

간의 차이가 있다. 함대정은 배경과 대상 모두 거칠게 표현된 것에 반해 

김병기의 작품은 대상이 선들로 인해 분할되어 평면적으로 드러난다. 배

경을 채색하는데 있어서도 함대정의 회화는 입체파 스타일의 분할보다 

표현주의와 같은 거친 채색이 특징이다. 함대정과 김병기 모두 여러 사

조들이 복합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일본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보이지만 

함대정은 김병기보다 표현주의적인 영향으로 굵은 표현이 특징이다. 가

령 두 사람의 회화에서는 입체파의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기하학적 추상

보다는 표현주의와, 인상주의, 입체파의 특성이 화면에 복합적으로 드러

난다. 김병기와 함대정은 대상을 수학적 대상으로 환원하기보다는 기하

87) ≪한일근대미술가들의 눈:조선에서그리다≫전시, 가나가와 현립근대미술관, 2015 전
시 해설. 출처:

http://www.museum.or.jp/modules/topics/?action=view&id=626. 2017.12.30.



36

학적 요소로 표현하지만 완만한 직선 혹은 곡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직선이라고 할 수 없다. 

 함대정 회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당시 주

목을 받던 피카소를 접한 것과, 교류 했던 소수의 아방가르드 화가들 그

리고 프랑스에서의 생활에서 영향을 받았던 개인적인 스타일로 구현된 

입체파였다. 반면에 김병기가 영향을 받은 입체파는 추상으로 대변되는 

현대미술로의 이행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김병기

의 초기 추상화는 한국 현대회화의 태동을 예고하는 아방가르드로서, 기

하학적인 화면구성을 통한 대상의 주관적, 추상적 재해석의 시도였다.

 초기 회화작업 두 점 이외에도 김병기가 참여한 잡지 표지는 그의 초기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예컨대 『문학예술(文學藝術)』1955

년 10월호[도판 17]는 김병기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지에서 

사물이나 인물 등 실제 대상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고 갈색과 노란색을 

넓게 덩어리와 면으로 시각화했다. 그 위에 직선과 곡선을 겹치도록 배

치했다. 1954년과 1956년에 입체파에서 영향을 받은 화면이 나타난 것

과 비교했을 때 표지의 그림은 입체파보다는 기하 추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병기는 구성주의와 같은 순수 추상으로 전환하지는 않

고 반추상과 추상 사이에서 스스로의 조형 언어를 찾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의 추상에 대한 태도는 회화에서 모두 파악할 수 없다. 거의 남

아 있지 않은 몇 점의 회화만으로 김병기가 입체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회화에 적용시켰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병기

의 추상회화에 대한 입장과 입체파로부터의 영향을 비평을 통해 자세하

게 분석할 수 있다. 

  3) 「추상회화의 문제」와 「피카소와의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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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미술비평은 서구의 미

술을 수용하여 현대화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특정한 미술양식에 대한 언급보다는 대체적으로 서구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전통과 창조, 개별과 보편, 인간과 사회의 관계, 미적 원리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용의 태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두고 있었

다. 

 김병기는 당시 서양 현대미술 사조의 소개에 앞장 서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일본 유학시절부터 서구 아방가르드에 주목하고 서구 미술의 이

론을 섭렵해 왔다.88) 이들은 서구의 조형 실험의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

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새롭게 대두된 현대미술의 방향이 추상으로 전개

되는 것을 조형적 논리의 정당성 안에서 이해하였다. 김병기는 현대회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2차원의 평면에서의 공간구현의 중요성을 언급하

기도 하여 회화이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89) 그는 서

구미술의 전개를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서구 현대

미술의 이해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90)

 김병기는 비평에서 스스로가 영향을 받았던 입체파에 대한 관점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김병기의 비평 중에서 해방 이후 추상회화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글이 있는데, 여기서 입체파에 대해 언급한 「추상회화의 

문제」(사상계 6호, 1953.9)와 「피카소와의 결별」(문화예술 창간호, 

1954)을 살펴보고자 한다. 

88) 김병기와 함께 작가 활동가 평론활동을 겸했던 화가로는 김영주가 있다. 이경성, 방
근택은 평론가 였으며, 작가활동을 주로 하던 최덕휴, 윤재우, 이봉상은 서양미술사에 
대한 개설서를 펴냈다. 편집부(주 10), p. 101.

89) 김병기, 「현대미술의 형성 동향」, 『사상계』, 1952.8.
90) 김병기는 196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의 매달『사상계』에 20세기 전반기의 서

구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글을 연속 기고하였다. 그의 글은 세잔으로부터 시작하여 포
비즘, 입체파, 미래주의, 표현주의 등 20세기 전반기의 주요한 아방가르드 작업을 소
개하였다. 김병기(주 89); 김병기,「추상회화의 문제」,『사상계』6호, 195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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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는 글에서 시대양식을 강조하며 현대미술의 양식을 ‘추상적인 

경향’이라고 정리하고 있다.91) 추상적인 경향에 이르는 입체파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 먼저 김병기는“물체에서부터 시작하는 입체파의 미술은 

자연(自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부정하지만 화면에 대상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동시대에서 추구하는 추상회화의 궁극적인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언급한다.92) 김병기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입체파가 시대양

식으로서 추상 양식은 아니었지만, 화가는 입체파가 이전에 시도한 평면

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김병기는 입체파를 추상

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2차원의 평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을 

시도 했던 양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추상회화의 문제」를 발표 후 1954년 김병기는 「피카소와의 결별」

을 발표했다. 「피카소와의 결별」에서는「추상회화의 문제」에서 파악

하지 못했던 입체파와 피카소에 대한 김병기의 입장을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93) 

 한편, 입체파에 대한 비평적 관점의 제시에 앞서 「피카소와의 결별」

의 서두에서 김병기는 국내 화가들이 입체파 양식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음을 언급하면서 서구 양식을 수용할 때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병

기의 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보았다는 당신들의 작품도 

손꼽을 수 있는 몇 점에 불과 했으며 대개는 불충분한 원색판이었습니

다. 작년 동경서는 당신의 전람회가 개최되었으나 동란의 나라 한국에는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 추

상미술의 흐름을 시도하던 피카소와 브라크, 세잔 등 입체파 화가들을 

의미하고 있다. 

91) 김병기,「추상회화의 문제」,『사상계』6호, 1953.9.
92) 김병기(주 91).
93)「피카소와의 결별」은 <한국에서의 학살>을 본 김병기가 그에 대한 비평을 쓴 글이

며 <한국에서의 학살>과 관련하여 김병기의 글을 연구한 자료로는 정영목(주 51)을 
참고; 「피카소와의 결별」, 『문학예술』창간호, 1954. pp. 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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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당시 화가들이 구할 수 있었던 입체파에 관한 자료는 ‘대개 불

충분한 원색’의 도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인쇄술의 문제로 잡지

나 글을 통해 입체파를 수용했던 화가들은 해방 이후 피카소가 다시금 

주목받을 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작품의 색채나 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도판을 보았다. 따라서 입체파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체

파의 구체적인 화면의 분할이나 평면성을 드러내기 위한 화면 구성이 모

호하게 반영되었을 수밖에 없었다. 덧붙여, 「피카소와의 결별」에서 언

급된 동경에서의 전람회라 함은 시기 상 1951년 동경에서 열린《피카소 

회고전》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피카소와의 결별」의 목적이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Massacre en Coreé>(1951)[도판 18]에 드러나는 정치성을 비판하고

자 하는데 있지만, 글 중간에는 김병기가 피카소와 입체파를 미술사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먼저, 서두에서 김병기는 피카소가 현대미술에서 어떤 화가인가를 지적

하고 있다. 김병기의 미술론에서 피카소의 중요성은 그가‘시대의 선두

에 서서 전위적 위치’를 담당해왔다는 것과‘시대의 어느 화가보다 중

요한 본보기가 되었음’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

카소가 유럽 뿐 아니라 국내 화가들에게 어떤 위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김병기는 입체파에 대한 평가를 이어나갔다. 김병기는 현

대의 미술 양식이 추상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미술의 성격을 결정하는 

입체파’의 실험에 의의를 두고 있었고, 입체파가 ‘현대회화의 성격을 

형성시킨 커다란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곧 입체파가 김병기 스스로를 포함하여 추상이 미술 전반에 하

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

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입체파를 현대미술의 고전으

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유럽의 추상이 한꺼번에 수용된 1920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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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김병기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회화의 비형상성’이 얼마

나 계속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94) 따라서 김병기는 <한국에서의 학

살 Massacre en Coreé>이 “현실(레아리테)의 측정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했다.95) 즉, 김병기의 입장에서 전후에 공

산당원으로 가입한 피카소의 행보는 미술이 추구하는 본질과 형상적 조

형과 현실의 연결에 실패한 것이었다. 

 이러한 김병기의 비평적 입장에 가장 크게 연유하는 것은 미국 미술에 

대한 관심에 있었다. 해방 공간에서부터 미국 미술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결과로서 한국 전쟁 이후 전위적인 미술운동을 주창한 

젊은 작가들이 일본에서 배워온 아방가르드 미술보다 앵포르멜이나 미국 

추상 표현주의에 경도되었기 때문이다.96) 김병기도 해방 이후 미국 미

술을 ‘전통의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새로운 미술의 창조를 

위한 과정을 실험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97) 또한  김병기는 제2차 대전 이후의 서구 현대미술을 ‘진지한 

조형성의 탐구’로 평가하고, “현대작가들이 이러한 조형의 탐구를 통

해 분열과 동요의 시기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설

명했다.98) 결국 미국의 추상 양식으로부터의 영향에 따라 입체파는 완

전한 2차원의 평면으로 도달하지 못한 시도라고 평가되었다. 

94) 김병기(주 91).
95) 북한의 부유한 지주가문 출신으로 한국전쟁이 터지자 월남한 전형적인 우파 지식인

이자 일본유학을 거친 김병기는 그의 작품이 말해주듯, 세잔과 입체주의를 추종하는 
그로서 아마도 "그런" 그림을 그린 피카소에게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김
병기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미국의 맥카티즘(MacCarthyism)의 정책과 정서에 의
하여 지극히 통제된 반공산주의적 정치선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
문에 남한 내에서의 피카소에 관한 정보는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한, 미국 내에서 해
석된 일방통행 식의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정영목(주 51), 2001. pp. 
5-6.

96) 편집부(주 10), p. 102. 
97) 김희영(주 10), p. 277.
98) 김병기(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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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는 나열적인 미술사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 현대미술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입체파를 기

반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비평적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김병기는 정확하

게 말하자면 입체파보다는 세잔식의 전통에 가까운 이론을 전개했지만 

초기 회화를 살펴보면 이론적인 전개를 따라가는 화면이 나타난 것은 아

니었다. 그 이유는 김병기의 미술론이 해방 이후 미국미술의 영향을 받

게 되면서 이전의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과는 다르게 전개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김병기는 일제시기 큐비즘과 야수파, 미래파 등의 영향과 해

방 이후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현대미술론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유의

미 하다고 할 수 있다. 

  

 2. 박래현 

  박래현은 김병기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 일본에서 유학하며 미술을 

공부하면서, 서구 추상 양식에 관심을 가졌다. 해방 이후 박래현은 동양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의 흐름을 함께 수용함으로

써 서구 양식을 결합한 새로운 화면을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 이

후 새로운 양식의 필요성과 함께 대두되었다. 따라서 박래현의 작품을 

살펴보기 이전에 일본에서의 유학생활과 해방 이후의 행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유학생활과 해방 이후 활동

  우향 박래현은 1920년 평안남도 진남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연극이나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박래현은 사범학교에 재학 당시 미술선

생이었던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郞)의 권유로 미술 유학을 떠나게 되



42

었다.99) 박래현은 사범학교 졸업 후 순창 공립보통학교에서 재직하다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1941년 일제시기 말기 동경여자미술학교에 입

학했다. 박래현이 일본 유학에서 동양화를 선택하게 된 것은 화가의 개

성을 따랐다기보다 당시 화가가 알고 있는 것이 동양화가 유일했기 때문

이었다.100) 

 일본화과에 입학한 박래현은 일본화에서 두드러지는 채색의 영향을 받

았다.101) 일본 유학 당시 일본 미술의 경향은 동, 서양화를 동시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이후 박래현의 

50년대 화면을 완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박래현 뿐만 아니라 일본

에서 유학하거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동양화가들에게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특징이었다. 

 일본 유학 중 박래현은 1941년과 1943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東京

女子美術學校)재학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장>(1943)[도판 19]으로 

총독상을 수상했다. <장>은 131x154.5의 대형 화면이 세로로 이등분되

어 좌측에 붉은색 계열의 화장대가, 우측에는 머리를 만지고 있는 흑색 

의상의 소녀가 배치된 그림이다. <장>에서 나타나는 색면의 특성은 이후 

50년대 우향의 작품에서 보이는 입체파의 영향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장>은 선이 사라지고 색면으로서의 형태가 강조되어 작품 전반에 흐

르는 모던한 감각과 작가의 세련된 도시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그림이

다.102) 그림에서는 배경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백색만 칠하여 화장대

99)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郞)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화가 중 한명이었는데, 경
성사범학교에서 가르치며 조선미술가협회의 동양화부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용
철.「아시아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의 전쟁화와 프로파간다」,『일본학보』 109(2
016) p. 201. 참고. 

100) 박래현, 『사랑과 빛의 메아리』, (경미문화사, 1987), p. 190.
101) 동경미술학교는 1901년 사립미술학교로 개교하여, 1919년에 女子美術学校로 개

칭되었고 1929년에는 東京女子美術專門學校로, 1949년에 지금의 女子美術大学로 학
제가 개편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정선. 「아시아 여성화가의‘여성상’」『미
술사학보』, (2016), 미술사학연구회,  pp.53-77. 참고.

102) 김현숙,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작가상」, 김미경 외 3인 공저, 『한국의 미술가
－박래현』, (삼성문화재단, 199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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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홍색과 소녀의 흑색 의상을 두드러지게 대비시켰다. 또한 진한 호분

을 사용하여 서양의 기법을 도입한 일본화의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박

래현은 서양의 기법을 도입한 일본화를 배움으로써 전통적 입문 방식을 

통해 동양화를 배운 작가들 보다 훨씬 용이하게 서구미술의 양식이나 기

법에 접근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에 적용할 수 있었다.

 박래현은 일본에서 유학 중 김기창(金基昶, 1913~2001)을 만났다.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박래현이 총독상을 받게 되어 수상식 준비 

차 잠시 일본에서 귀국 한 때 시상식장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

다.103) 1944년 학교를 졸업한 박래현은 그 이듬해인 1945년 해방 직

전에 귀국하였고, 1947년 한국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혼하였

다.104)   

 해방 이후 좌익, 우익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미술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

는 ‘민족미술의 설립’이었다. 동양화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본 식민잔

재의 청산’이 뒤따랐고, 우선적으로 일본의 채색화가 그 표적이 되었

다. 따라서 동양화 화가들에게 일본색을 탈피하기 위해서 도안적인 채색

화 기법을 벗어나 선을 복구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105)

 박래현은 6.25 발발 후 군산의 친정집으로 피난 갔던 시기로부터 서울 

환도 후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5회 부부전을 가졌다. 이후 피난 중에 

박래현이 추구했던 추상화의 경향은 피카소나 브라크가 입체파 시절 실

험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이 먹의 선묘 및 발묵 효과와 절묘하게 융합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색에서 탈피하기 위해 박래현은 주제적인 측면

에서 한국적인 것을 선택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서구의 입체파 양식을 빌

103) 김현숙(주 102), p. 11.
104) 김기창과 결혼하게 되면서 박래현에 대한 작품의 경향은 남편으로부터 영향을 받

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운보와 우향의 작품에 있어서 영향관계를 언급
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보다는 박래현의 회화에서 발견되는 입체파의 특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석우, 「박래현의 작품세계-예술을 위해 가시밭길을 밟고, 삶의 
향기 그대로」, 『문학춘추』, (1995.11) pp. 61-86; 김정선(주 101) 참고.

105) 김현숙(주 102),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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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래현은 자신의 글에서 입체파의 특성을 

자신의 그림에 접목시킨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1954년까지 여러 번의 부부전을 가졌지만 화조, 인물, 산수 등의 사

실적인 묘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1950년 이후 내 자신 사실 막다

른 곳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농촌 피난살이 4년에 나의 화풍

은 점차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1955년 환도하고 제5회전을 화신백

화점에서 가졌다. 작품은 완전히 입체적인 표현으로 옮겨지고 오랜 

시일 모사와도 같이 해온 사실적 표현에서 떠나 형태와 구성을 중심

으로 하는 작풍으로 바뀌어 갔다.106)

 박래현이 ‘입체적인 표현’, ‘형태와 구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기술

한 것과, 함께 『사상계』에 ‘시각의 복수성’, ‘시점을 다각도로 두

는 표현’, ‘추상성’이라고 기술한 것은 명백하게 입체파로부터의 영

향을 짐작하게 한다.107) 즉, 박래현에게 해방 이후는 주제적으로는 향토

적, 민족미술을 형상화하고, 형식적으로는 입체파의 특성을 시도하는 시

기였다. 

  2) 1950년대 인물화  

  박래현은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은 색면과 채색화를 

기반으로, 입체파의 특성을 동양화의 현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드러

낸다. 입체파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노점

A>(1956)[도판 20]과 <노점B>[도판 21] 있다. <노점A>와 <노점B>는 

106) 박래현(주 100), p. 199.
107) 김미경, 「작품세계」, 김미경 외 3인 공저, 『한국의 미술가－박래현』, (삼성문

화재단, 1997), pp. 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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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여성, 다른 하나는 남성들만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노점A>는 

1956년 국전(國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원근감을 없앤 것

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두 작품은 여백공간을 활용한 동양화 고

유의 특성보다는 근대 서양화와 같이 일상의 단편을 제시하는 잘린 구도

와 투시화법을 상기시키는 복합공간과 시점을 보여 주고 있다.108) 인물

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하학적으

로 단순화했으며 동양화에서의 선염법을 이용해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했

다.109) 평면적 요소를 구현하는 형태는 배경에도 나타나는데, 배경은 일

반적인 풍경을 재현한 것이 아닌, 기하학적 패턴을 중첩시켜놓았다. 그

러나 박래현은 1950년대 중반까지 배경과 인물을 구분하여 시각화했다.  

 박래현은 한국화의 전통적 요소들을 과감히 버리는 대신 서양의 입체파

를 자신의 화면으로 끌어들였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수레, 집 등

은 모두 하나의 시점이 아닌 다시점에서 관찰되고 분석되어 새로운 색과 

면으로 재구성되었다. 

 박래현의 화면에서 나타나는 입체파의 특성은 피카소의 여인들의 이미

지와 유사하다. 박래현은 여인들의 이목구비와 목과 어깨, 가슴 등을 각 

다른 방향에서 관찰했다. 그 결과로 화면의 여성들의 신체와 신체를 감

싸고 있는 옷, 그들이 들고 있는 과일과 곡식들은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비틀어지거나 분절되면서 다시점의 공간감을 평면에 재구성된다. 같은 

맥락에서, <풍요>(1960)[도판 22]의 여성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을 연상시키는 구성을 보인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박래현은 서정적이면서도 밀도 있는 색채의 동시

대비 효과, 엄격한 기하형태의 구조주의적 구성, 선염법 등의 입체파의 

조형언어를 동양화의 먹의 은근한 효과와 절묘하게 결합시켜 이전보다 

108) 송미숙, 「고고한 장식성의 미학」, 김미경 외 3인 공저, 『한국의 미술가－박래
현』, (삼성문화재단, 1997), p. 35.

109) 송미숙(주 108), p. 35.



46

훨씬 세련된 추상화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110) 이러한 특징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이른 아침>(1956)[도판 23]과 <봄>(1956)

[도판 24]이다. 

 <이른 아침>은 인물의 옆모습을 통해 평면적 구성을 드러낸 것이 특징

이다. 인물의 얼굴은 일반적인 입체파의 다시점 분할로 나타나지는 않지

만, 직선의 중첩으로 옷과 인체를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했다. 한편, 

<봄>에서는 <이른 아침>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옆모습에 원근감 없이 채

색된 몸과 배경에 깔린 새장을 이루는 반복적인 선이 모던한 화면을 구

성하고 있다.  

 박래현은 여성을 주제로 많이 다뤘다는 점 이외에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재현했다. <노점 B>(1957)[도판 21]를 보면, 한국보다는 중동을 떠올

리게 하는 터번을 둘러쓴 인물들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아시아계라고 

볼 수 없는 피부색과 인물들의 복장은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입체

파에서도 피카소가 원주민들의 가면이나 생활모습을 소재로 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박래현의 이국적 소재의 사용은 서구 미술로부터의 영향으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박래현은 동양화의 현대화를 위해 입체파의 특성을 빌려왔지만, 서양화

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색채를 사용하였다. <이조여인상A>(1959)[도판  

25]와 <자매>(1955)[도판 26]은 우향의 색채적 특성과 평면성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두 그림에서는 인물의 옆모습에서 나타나

는 가면적인 특성이나, 입체파의 평면적인 화면구성과 함께 넓게 채색된 

선명한 색채가 두드러진다. 함대정과 김병기의 회화에 나타나는 입체파

의 중에서 거친 채색이 하나의 특성이라면, 그에 비해 우향은 일본의 채

색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색을 통한 면의 표현이 특징이다. 그러나 박래

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평면성은 재료에서 오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동

110) 송미숙(주 10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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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는 유화와 다르게 마티에르가 없으며 화선지의 특성상 물감이 넓게 

퍼지므로 유화보다 평면적인 색면의 효과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박래현은 인물화에서 구도상의 편중을 두는데, 주로 인물상을 배치하고 

배경의 요소들로 여백을 채워 왼쪽으로 무게를 두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도상의 편중은 이전의 단순한 일차원적인 공간구성에서 일탈하여 보다 

복합적인 시각과 조형의 탐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111) 

 또 다른 구도상의 특성은 <자매>에서 나타난다. <자매>에서 두 인물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복을 입은 몸이 중첩되

어 나타난다. 두 인물의 옷에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 구획한 직선들을 따

라 면이 구획되는데 박래현은 파편화된 면을 넓게 채색했다. 때로는 구

획된 면과 면을 통과하는 색면이 선과 엇갈려 또 다른 면을 구성하며, 

이러한 효과로 인물이 겹쳐 보이는 구성을 띤다.   

  

 3) 1950년대 정물화

  1950년대 중반 이후 박래현의 조선시대의 기녀와 공예품에 관심을 가

졌다.112) 박래현이 기녀와 공예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기는 미국에

서 한국 국보전이 처음 열린 직후였다. 1958년 2월, 《한국 국보전》은 

워싱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개최되었을 때, 박래현은 월드

하우스 갤러리(World House Galleries)에서 개최된 《현대한국회화

전》에 초대되었다. 미국이 바라보던 한국의 인상을 함께 경험한 박래현

은 이후 동시대 미술 사조를 구사하여 전통적인 주제로부터 한국화의 정

체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113) 

111) 송미숙(주 108), p. 35.
112) 송희경(주 76), p. 152.
113) 송희경(주 76),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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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박래현은 자신의 서구 아방가르드 양식을 적

용한 정물화를 그렸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59년 <정

물>(1959)[도판 28] 2점과 1961년 작품 1점[도판 29], 1963년에 제

작한 <정물B>(1963)[도판 29]와 <정물>(1963)[도판 30] 2점이 있

다. 

 박래현의 1950년대 정물화와 인물화의 가장 큰 차이는 첫째로 이전의 

인물화에서 나타나는 서사를 완전히 배제한 정물의 배열에 있다. 박래현

의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정물화는 대상의 특징적인 면을 강조하면

서도 주변의 다른 물체들과 중첩시킴으로써 추상적인 화면을 구성한다.  

1959년의 <정물>을 살펴보면, 색채의 사용은 절제되었고 도자기와 그릇

이 세로로 배열되어 있다. <정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단색조의 

정물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사물이 마치 연결된 하나의 덩

어리처럼 구성되어 있다. 사실, 수직적인 정물의 배열은 서구의 영향으

로만 판단하기 어렵다. 박래현의 1959년 <정물>의 수직 배열은 한국화

의 전통에서 책가도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회화와는 

다르게 박래현의 정물화에서는 대상이 단순하게 추상화되어 표현되었고, 

대상의 중첩을 통해 의도한 분할의 효과가 나타난다. 

 박래현이 대상의 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것은 추상화된 선의 형태 이외

에 물감의 사용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박래현이 정물화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기법은 얼룩 처리와 같은 작은 번짐의 반복이다. 번짐의 효과는 

대상의 구상성을 배제해 나가려는 우향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114) 

이전의 인물화는 얇은 붓으로 세밀하게 채색된 반면, 정물화에서는 이미

지가 면으로 분할되어 얼룩의 붓질로 채워졌다. 얼룩의 붓질로 덮여있으

나 보다 평면성이 강조되고 직선적인 면들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직선

적인 면구성에 더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15) 

114) 김미경(주 107), p. 104.
115) 김미경(주 107),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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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차이점은 대상과 동일하게 단순화된 배경 표현에 있다. 입체파

의 전통에서 정물화가 대상의 조형성을 탐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주제라

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앞에서 정물의 구성을 전통적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배경의 단순화도 전통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홍도의 풍속도와 같이 전통회화에서도 

배경을 생략하는 구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래현도 전통회화의 특성

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화가들의 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했었다.116)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의 박래현의 정물화에서는 

배경이 완전히 생략된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함께 추상화 되어 대상과 배

경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다시 말해, 이전의 배경은 주제가 되는 형상을 

그린 후에 상황적인 단서를 주기 위해 그려 넣고 있는 반면에 정물화에

서의 이미지와 배경은 동등한 관점과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박래현은 전

통 회화의 측면에서 그리고 서구 아방가르드 미술의 특성으로서 배경을 

대상과 마찬가지로 조형공간으로서 인식했다. 따라서 정물화에서 시도된 

추상은 내용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분할 색면, 운

필법과 단순 기하형태들로 정의된 회화의 형식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117) 

 3. 함대정

116) 박래현은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다. “때로는 단원이나 혜원, 그리고 
현재, 겸재 등의 우수한 몇몇 작품을 접할 적마다 그 여유 있는 우아한 선의 흐름 또
는 정물이나 산수의 묘한 구도가 가져오는 조형의 아름다움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다. 산수를 벗 삼고 화조를 사랑한 옛님들은 그 조그마한 붓 끝으로 사랑가를 부르며 
자연을 찾고 또 찾아 자연의 분석을 거듭하고 화면에서 결합시켜 종합적인 자연의 미
를 조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양화의 추상화-자전적 미술론」, 『사상계』, 
1965.12.

117) 송미숙(주 108), p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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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 평안북도 박천에서 출생한 함대정은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예과를 나와 도쿄의 혼고회화연구소에서 회화를 처음 배웠다.118) 일본

에서 유학 중 함대정은 학병징집을 피하여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광복

이 되자 귀국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

작한 함대정은 1953년 대구의 미국공보원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119) 

1956년에는 후원자 박기훈의 도움으로 도불(渡佛)하여 파리에서 유학생

활을 하였으며, 1959년 귀국과 함께 귀국전을 가졌으나 그 해 40세로 

타계했다.120) 함대정이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타계하면서 화가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를 관리해 줄 유족이 없었지만 그를 후원했던 고향 선배였

던 박기훈이 함대정의 그림과 물건들을 정리했다.121) 

118) 함대정에 관하여 경제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78년의 회고전의 이경
성의 글에서 예과를 졸업한 것으로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 이경성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함대정은 가족도 없고 연구자도 별로 없어서 그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은 알 길이 없다. 다만 1957년 그의 <도불전>때에 그와 만나서 몇 가지 사항을 조
사하였기에 그것이 오늘날 함대정에 관한 전부이다. 함대정은 1920년 1월 4일 평안북
도 박천에서 출생하였다. 1941년에는 일본 중앙대학 예과를 수료했으나 그때 생각하
는 바 있어 화가로 전심할 것을 결심하고 1943년 혼고회화연구소에서 미술에 관한 기
초를 닦았다. 1953년 9월 대구 USIS화랑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그것이 함대정으
로서는 한국화단에 등장한 최초의 기회이다. 1954년 9월 서울 USIS(미공보원화랑)에서 
제2회 개인전을 개최하였는데 내가 처음 만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경성, 「함대
정회고전 서문」, ≪함대정 회고전≫(1978.11.1. ~ 11.7) 전시 리플릿,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I컬렉션 제공. 

   ;함대정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박기
훈은 한국전쟁 중 피난길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고향 후배 함대정을 처음 만났고 
본격적으로 함대정이 그림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작가를 후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함대정은 다른 화가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는 함대정의 예민했던 
성격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활동보다는 그림 그리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기
도 했다. 박영남 인터뷰. 2017.10.23. 오전 10시-오후 4시, 가나아뜰리에 박영남 작
업실.  

119) 월간미술, 함대정 출처: 
http://monthlyart.com/dicwho/%ED%95%A8%EB%8C%80%EC%A0%95-2/ 

2017.12.22.
120) (주 119)출처: 
http://monthlyart.com/dicwho/%ED%95%A8%EB%8C%80%EC%A0%95-2/ 

2017.12.22.
121) 함대정은 해방 이후부터 박기훈의 집에서 생활하며 그림을 그렸고, 도불 후에도 

박기훈에게 사진과 함께 자신의 소식을 전했다. 이 때 남긴 사진들과 박기훈의 집에
서 생활하며 남겼던 함대정의 물품과 그림들은 현재 함대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함대정이 타계한 후에도 박기훈은 함대정의 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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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대정의 작업은 현재까지 20여점 정도 확인되며 대부분의 작품에서 

입체파의 특성이 나타난다. 함대정의 작업에서 입체파의 특성이라고 지

적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색상의 사용에 있고 둘째, 화면 위에 덧칠해

진 윤곽이 구성하는 기하학적 화면에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의 분할을 

통한 회화의 평면성의 구현이다.  

 1) 류경채, 김환기, 박고석과의 교류 

  함대정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함대정

이 다른 화가들과 크게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국내에서는 

모더니즘과 관련된 여러 미술 단체들이 생겨났지만 함대정은 어느 단체

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의 흐름에 

정착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기질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대정과 개인적으로 교류를 가졌던 화가들이 있었

다. 류경채(柳景埰 1920~1995), 김환기(金煥基, 1913~1974), 박고석

(朴古石, 1917~2002)이 함대정과 교류 했던 유일한 화가들이였으며, 

비평가로서는 이일(李逸, 1932~1997)이 체불 시기 교류한 유일한 인

물이다.122) 류경채와 김환기, 박고석과의 교류를 증명하듯, 함대정의 묘 

앞에서 그의 후원자였던 박기훈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함께 찍었던 사진

이 남아있다.[도판 31] 사진 가장 앞 쪽에 류경채와 김환기, 그리고 박

기훈 뒤로 같은 고향 출신인 박고석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도판 32] 

 먼저, 박영남의 기억에 의하면 함대정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창

작미술협회의 협회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한다.123) 함대정과 창

세우고 그의 작품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22) 이일(李逸, 1932-1997)이 함대정과 교류가 있었음은 함대정 회고전에 실린 이

일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함대정회고전≫ (1978.11.1.~11.7) 전시 리
플릿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I컬렉션 제공. 

123) 창작미술협회는 1957년에 창립되었다. 창작미술협회는 대한미술협회와 한국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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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미술협회와의 인연은 류경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교류는 회화에서 시각적 유사성으로도 나타난다. 함대정과 류경채는 해

바라기를 소재로 유사한 화풍의 회화를 그렸다. 먼저, 함대정의 <해바라

기>[도판 33]는 정확한 제작 연도가 파악되지는 않으나 1956년《함대

정 유화개인전》에 출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56년이나 혹은 그 이

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류경채의 <해바라기>(1959)[도판 34]는 

시기적으로 3년 정도 후에 제작된 회화이다. 우선, 두 화가가 갈색조의 

색상으로 해바라기를 표현했는데, 해바라기는 꽃의 형태로 재현되기보다 

구상성이 해체되어 나타나고, 물감의 질감을 살려 추상화된 대상을 부각

되었다.  

 류경채의 <해바라기>는 함대정의 회화보다 대상의 형태가 분명하고, 유

화 채색 후에 나이프로 긁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류경채의 회화

는 1957년 창작미술협회의 결성을 전후하여 변화가 있었다.124) <해바

라기>에서 나타나는 대상과 배경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단순화의 과

정이 변화의 결과였으며, 형태와 색채도 단순화되었다. 류경채의 <해바

라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실주의 회화가 아니라 조형적 시각에 의해 

재해석 된 자연의 세계를 그려낸 회화로 설명할 수 있다. 구상적 요소는 

이미 재현적인 것이라기보다 보다 조형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류경채 회화에서 조형성은 색채의 사용, 형태의 구성, 그리고 공

간 처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125) 

 한편, 함대정의 <해바라기>에는 굵은 붓으로 만들어낸 선과 선이 교차

되면서 구획된 평면을 만들어낸다. 함대정의 <해바라기>에 나타나지는 

가협회가 국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다툼이 한창이던 1957년 당시 순수창작을 표방하
며, 그 해 5월 동화화랑에서 제 1회 창립전을 개최하였다. 당시 전시에는 이봉상, 최
영림, 황유엽, 장리석, 이준, 류경채, 고화흠, 박항섭, 박창돈 이상 9명의 작가들이 참
여했다. 박영남 인터뷰. 2017.10.23. 10:00~16:00, 가나아뜰리에 박영남 작업실.    

124) 김윤수, 『한국현대미술전집-제14권』(정한출판사, 1980), p. 109.
125) 이일, 「류경채의 작품세계」, 『류경채』, (갤러리현대, 199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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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화가는 류경채와 같이 나이프로 긁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함대정의 유일한 구상회화인 <할머니의 초상>(1957)[도판 35]을 살펴

보면 물감을 나이프로 긁어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프를 사용해 

명암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50년대 류경채의 작품에서도 발견되

는 유사한 기법으로 볼 수 있다.126) 이렇듯 회화적 기법의 유사성이나 

추상의 경향은 함대정이 류경채가 참여한 창작미술협회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함대정과 김환기는 1958년 도불 당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대정은 1956년 박기훈의 도움으로 프

랑스 유학을 떠나고 1958년 1월부터 1959년 초까지 프랑스 에콜드 파

리에서 유학했다. 한편 함대정이 도불했던 1958년보다 이른 시기였던 

1956년에 김환기와 김종하(金鍾夏, 1918~2011)가 먼저 파리에서 미

술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김환기는 함대정과 같은 에콜 드 파리

(École de Paris)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함대정과 김환기가 유학한 에콜드 파리는 입체주의가 전 세계

로 확산된 초석이 되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들의 교류

에 관한 증거가 될만한 분명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김환기와 함대정은 파리에서 큐비즘과 그 이후 파생된 추

상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 

 파리에 먼저 정착한 김환기는 앞서 1930년대부터 입체파에 영향을 받

은 작업을 실험한 경험이 있었고, 함대정 보다 먼저 프랑스에 정착했다. 

따라서 함대정은 프랑스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김환기의 전시나 작품을 

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김환기의 작업들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피카소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관련 영화가 상영되는 등 함대정은 

김환기와 함께 프랑스의 추상미술과 입체파를 직접 목격했다.127) 

126) 류경채가 나이프를 과감하게 사용한 것은 박기훈에 아들이자 류경채의 제자로 있
었던 박영남의 말을 참고했다. 박영남 인터뷰(주 123).



54

 김환기와 함대정은 프랑스 유학이나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한 관심과 같

은 유사한 지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회화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김환

기의 회화는 주로 인물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 하는 반면 함대정의 회화

에서는 그보다는 전면적인 화면 분할이 나타난다. 김환기가 파리에서 

산, 강, 달 등 자연을 주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조형화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반면, 함대정은 파리의 풍경과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주제로 기하

학적인 면 분할을 자신의 개성적인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함대정이 프랑스에서 보낸 사진엽서에 찍힌 <비둘기(세 마리입니다)>

[도판 36]작업에서 선의 운용을 이용한 면 분할의 경향이 잘 나타난다. 

사진에서 비둘기라는 대상을 제목에 명시했지만, 배경과 대상은 원근감 

없이 평면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도불 당시 보내온 또 다른 사진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뤽상부르공원>[도판 37]이 찍힌 사진을 함

대정이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는 사진과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실제의 대

상을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배경과 대상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고석과 함대정은 화가로서 교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같

은 고향 출신으로 박기훈과 함께 가깝게 지냈다.128) 함대정과 가깝게 

지냈던 박고석은 1954년 미공보원화랑에서 열린《제2회 함대정 작품

전》[도판 38]에서 전시 서문 「함대정형의 개전」을 남기기도 했다. 

박고석이 남긴 전시서문을 통해 박고석을 통해 바라본 함대정의 회화 특

성을 파악할 수 있고, 두 사람이 가깝게 지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는 전시 서문의 전문이다. 

 

127) 1950년대 도불했던 화가들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로
서 일부 입체파를 접했거나 잡지를 통해 입체파를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도불한 화가들은 프랑스에서 실제로 피카소의 입체파를 경험하게 되었
다.

128) 박영남 인터뷰(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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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씨는 아직 고정적인 스타일을 잡기(지)못하고 있는데 <버들게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등한 것과 <못가>에서와 같은 반사광의 사용

을 의도하고 있읍니다. 내 생각으로 가장 만족스로운 그림익(그림인) 

하나는 <오리>였는데 그것은 따스한 황색과 갈색의 아조 효과적인 

모양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씨는 쉬임없이 소란한 <닭장>을 뚜렷한 

추상적인 구성으로 변형시켰읍니다. 또 상당히 인상 깊은 것은 <시

장>이었는데 혼잡한 시장의 상점위에 둔중하게 뒤덮인 하늘이었읍니

다. 함씨는 또 묘하게 비대한 소년의 머리를 그린 작품에서 종종 인

체상을 진한 흑색으로 윤곽을 지우고 있는데 <상라>에는 어두운 윤

곽을 사용하여 마티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이고 있

읍니다. 작품중 가장 효과 있던것은 <꽃(A)>의 봉선화라고 하는 한

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거이 모르는 적은 빩안 꽃이 

었습니다. 그는 아조 기분 좋은 효과를 가진 갈색과 록색의 안개속에 

꺼진 한폭의 꽃봉오리로 상징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의 그리은 낙등

한 소녀가 길고 장식하지 않은 계단 위에 있는 것을 그렸습니다.129) 

 박고석은 전시 서문에서 함대정의 회화를 입체파 보다는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영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박고석이 언급

하는 ‘따스한 황색과 갈색’의 사용이나 ‘인체상을 진한 흑색으로 윤

곽’ 사용은 박고석의 회화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박고석의 대표

적인 회화인 <범일동풍경>(1951)[도판 39]에서 두드러지는 윤곽의 덧

칠이나 번트 색상의 사용이 함대정의 작업 스타일과 유사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회화에서 보이는 인물의 거친 윤곽선이나 갈색조

의 사용을 볼 때, 함대정과 박고석이 추구하는 양식의 회화에 공유하는 

지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129) 박고석, 「서문」, ≪함대정개인전≫ 제2회 전시 리플릿, (1954.9.14.~9.20.), 미
공보원화랑,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I컬렉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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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불渡佛 이전 작품 분석 

  지금까지 연구된 함대정의 회화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주제적 측면에

서 연구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도불을 기점으로 함대정 회화의 양식적 

차이를 입체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함대정의 회화적 특성을 

1958년 파리유학을 계기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기는 

야수파적인 바탕에서 입체파적인 형태를 추구하던 시기이고 제 2기는 

프랑스 유학에서 영향 받은 추상주의적 경향이 농후한 시기이었다.130) 

특히 도불 전 함대정이 지향한 추상은 기계의 긍정에서 오는 유기적 구

성과 비정적인 형태감을 존중하는 화면이었다.131) 

 함대정 작업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입체파의 화면 분할과 번트

(burnt) 색상의 사용이다. 번트는 황갈 붉은기가 있는 갈색류를 뜻하는 

것으로 함대정의 회화에서 전반적인 화면이 번트 색상의 갈색을 기조로 

이루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함대정은 색상을 탁월하게 사용했는데, 특히 

다양한 갈색의 사용은 분석적 입체파를 연상시킨다. 입체파 작품에서 찾

아볼 수 있는 한정된 색채의 사용은 함대정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공통적

으로 드러나는 입체파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132) 

 함대정이 사용한 물감은 당시 화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이 아

니었다. 당시 화가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물감을 사용했는데 함대

정은 후원받은 돈으로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프랑스 물감을 구입

했다.133)[도판 40] 함대정이 당시 구입해서 사용하던 물감이 아직까지 

130) 이경성(주 118).
131) 이경성(주 118).
132)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비롯한 초기 입체파 작품에서는 어떤 대상인지 

직관적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상을 기하학
적인 단위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수준에 이른다. 또한 명암과 원근 뿐만 아니라 색
채 역시 배제되어 녹색과 황토색 등으로 한정되었다. Barr, Alfred Hamilton(주 3)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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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데, 물감의 색상은 작가의 작품에 사용되는 번트 앰버(burnt 

amber)물감[도판 41]이 대부분이고, 흰색(white), 노란색(yellow), 청

록색(deep persian)[도판 42]이 함대정이 사용하던 색상의 전부였다. 

네 가지 색상은 <소>(1953), <가족>(1957), <정물>(1956)등 화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에 사용한 색이며, 함대정은 색을 되도록 혼합하지 

않고 물감 자체의 색을 최대한 활용했다.

 도불 전의 함대정의 회화는 최소한의 형태만 유지한 채 대상을 해체하

여 화면에 재구성한 풍경이 대부분이었다. 박기훈의 집에서 생활하던 당

시 함대정은 주로 풍경을 야외에서 스케치해서 집으로 돌아와 스케치를 

바탕으로 캔버스에 새롭게 밑그림 없이 옮겨 놓는 방식으로 그렸다.134) 

 함대정은 도불 전 1953년 대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54년 

《함대정 개인전》, 1956년 《함대정 유화개인전》, 1957년 《함대정 

도불 유화개인전》의 개인전 전시를 가졌다.135) 그 중에서 당시 전시된 

작품의 도판이 남아있는 전시는 1954년과 1956년, 1957년의 전시이

다.  1956년 《함대정 유화개인전》에서 함대정은 <해바라기>, <제상>, 

그리고 <정물>(1956) 세 작품을 포함하여 38점의 유화를 전시했다. 

 세 회화 중에서 <정물>(1956)[도판 43]은 그림자의 기하학적 표현이 

강조된 작품이다. 함대정은 정물의 조형성을 탐구를 시도함으로써 대상

에서 찾아낸 선이나 부피 같은 요소들 자체는 화면에 평면적으로 재구성

한다. 정물화는 서양에서 오랫동안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에 비해 열

세한 지위에 놓여있었으나, 19세기 이래 그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20세

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화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르로서 자리 잡게 

133) 박영남 인터뷰(주 123).
134) 박영남 인터뷰(주 123).
135) 황갈색을 주조로 하는 야수파적인 감성을 토대로 하고 세련보다도 조야한 느낌을 

주는 화면은 화가의 비극적인 체험이 서려있는 그러한 작품이었다. 1957년 5월 동화
화랑에서 제4회 개인전을 열었다. 제 4회 개인전은 그가 파리로 떠나기 위한 이른바 
<도불전>이었는데 그가 실지로 파리로 떠난 여러가지 준비때문에 1958년 1월이었
다.; 이경성, (주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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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입체파에서 모티프가 정물이었던 것처럼, 그

려진 것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조형적 탐구에 중심을 둔 근

대회화에서는 화가 스스로가 대상을 자유롭게 조합해나가면서 구성할 수 

있는 정물화가 최적이었다.136)

 1957년 함대정은 도불하기 전 국내에서 있었던 마지막 전시 《함대정 

도불 유화개인전》를 열었는데, 이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 33점 중에서 

<불국사>를 포함하여 4작품[도판 44]을 전시 리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

다.137) 작품 중 인물의 형태가 나타나는 3점은 함대정의 회화 중 <가

족>(1957)[도판 45]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가족>과 도불전 리플릿

에 인쇄된 3점의 회화는 화면에 아직 대상과 배경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만 배경은 점차 화면의 대상과 함께 분할되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

여준다. 함대정이 표현한 인체는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 각이 만들어

지면서 마치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된 것처럼 표현된다. 인쇄물에서는 어

떤 색상이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가족>에서는 인체의 윤곽

선이 아직 유지되어 있고, 사실적인 색채는 배제되고 입체주의와 같이 

갈색 계열로 제한되어 채색되었다. 또한 배경과 대상에 다른 색상을 사

용해서 배경과 인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50년대 

후반에 구현되는 전면적인 추상의 전조가 나타난다. 

 특히 리플릿 마지막 페이지에 인쇄된 <불국사>[도판 46]와 같은 주제

는 전통적인 주제로 많이 다뤄진 주제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구별된

다. 함대정이 전통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은 도불전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전의 개인전에서도 <제상>[도판 47] 등과 같이 꾸준히 

다루었던 종교적 주제였다.  

 한편 함대정은 도불전에서 <왕십리 변전소>(1956)[도판 48]와 유사한 

136) 국립현대미술관 ≪입체파 아시아≫ 보도자료. 
137) 작품 제작연도나 제목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

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센터에서 마지막 페이지의 도판을 <불국사>로 표기해두었다. 
≪함대정 도불 유화개인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I 컬렉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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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풍경화를 그려 개인전에 선보였다. 전시 리플릿에 인쇄된 풍경

화를 보면 함대정은 교회로 보이는 대상의 정확한 구조를 재현하지 않았

다. 오히려 건물 주변의 나무와 울타리를 형상화하는 선의 구조가 풍경

의 평면성을 드러낸다. 이와 유사한 <왕십리 변전소>는 회화의 기본 조

형요소인 선과 면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함대정의 회화에는 입체파의 날카로운 기하

학적 표현보다 표현주의적인 직관적 선들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함대정

의 회화의 특성을 완전한 입체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세잔의 전통과 입

체파로부터 파생된 표현주의, 야수주의의 복합적 표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선들의 교차에서 나타나는 직각으로 인해 함

대정의 작품들이 입체파와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3) 도불渡佛 이후 작품 분석 

  1958년 1월 함대정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년여 동안 파리에서 그

림을 공부했다.138) 함대정을 포함하여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던 화가들

의 기록에 의하면 1950년대 중엽 이후 파리에서 피카소와 관련한 전시

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어 입체파 작품을 원작으로 접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김환기는 1956년 파리에서 개봉한 <피카소의 

비밀(Le Mystère Picasso)>를 보고 서울에 있는 조각가 윤효중(尹孝

重, 1917~1967)에게 피카소 영화를 한국의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는 내용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139)      

138) 박기훈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대정은 프랑스 유학을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기훈은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대정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학을 돕기로 결심했고, 함대정은 박기훈의 도움으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
랐다. 하지만 박기훈이 프랑스로 생활비를 많이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함
대정의 생활은 여유롭지 못했다. 최태만(주 16) 참고; 박영남 인터뷰(주 123).

139) 김환기, 「조각가 Y씨에게」, 이경성, 『내가 그린 점 하늘 끝에 갔을까: 김환기의 
삶과 예술』, (아트북스, 2002),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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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함대정이 박기훈과 그의 딸에게 보낸 엽서를[도판 49] 보면 파리

에서의 생활을 짐작할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함대정

이 보낸 엽서에는 호텔방이 좁아 50호 이상의 작품은 그리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에서 함대정은 방 안에 가득 쌓여있는 작품 사이

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좁은 방에서 많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자 함대

정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서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파리 호텔의 

벽화 제작을 맡기도 했다. 함대정이 보내온 또 다른 사진[도판 50]에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대형 벽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함대정의 사진에 촬영된 작품에서 대상의 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

이 이전의 작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먼저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에 

함대정은 인체를 거친 선으로 표현한 반구상의 작품을 그리고 있다. 정

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리나 발가락, 손가락 등의 형상을 단순화하여 묘사한 것으로 

인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여전히 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의 표

현으로 기하학적인 특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유럽의 입체파에서 나타나

는 의도적인 수학적 도형의 양상과는 다르게 표현된다. 

 또 다른 엽서를 살펴보면, 대상의 형태가 완전한 전면 추상으로 변해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대정이 예술회관의 벽화를 그리는 사진에

서 함께 촬영한 작품은 어떤 대상을 묘사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상의 형태가 추상화되었다. 마찬가지로 함대정이 보낸 

<뤽상부르공원>[도판 37]과 <비둘기(세 마리입니다)>[도판 36]의 두 

그림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대상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선이 교차하

며 만들어낸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배경과 대상이 경계 없이 환원되었다. 

 함대정이 본격적으로 대상과 배경을 선으로 분할하여 회화의 평면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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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전 박기훈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도판 51]과 비교해볼 때 도불 전에

는 대상의 형태가 배경과 분리되어 있고, 붓을 넓게 사용하여 대상을 거

칠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도불 후에 프랑스에서 보내온 사진을 살펴보

면[도판 52] 야외에서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색을 덧칠하고 그 위에 

한 번 더 짙은 윤곽이 더해져 삼각형의 면들이 강조되고 대상과 배경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함대정 체불시기 회화적 특성은 1959년 귀국 후 동

화화랑에서 열린《함대정 체불 개인전》[도판 53]에서 전시한 작품들에

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1978년 《함대정 회고전》당시 이경성은 함대

정의 회화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140)   

함대정의 구조체는 기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면위에 정착되고 있

다. 그러기에 그의 작품에서 특징지을 수 있는 구성 체질이 있다. 그

러한 기하학적 체질은 불서에서의 수학으로 말미암아 흑선에 의한 구

성적인 표현이 화면을 결정 지우게 된다. 주로 대각선을 이루고서 나

타나는 구성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삼각형이 나타난다. 

그 삼각형의 공간은 이 바탕색의 황갈색에 의해서 뚜렷한 표상을 얻

는다. 황갈색 면에 강한 악센트를 주고 있는 이들 흑색의 윤곽선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기계문명이 이룩한 골조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러

한 작품들이 1957~8년대에 체불작품들의 대부분이고 또한 그가 남

긴 작품들의 대부분이다. 한국현대미술사에 있어서의 함대정의 재평

가는 그의 구성주의적인 체질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141) 

 이경성이 언급하고 있는 윤곽선의 특성과, 색상의 특성, 삼각형의 분할 

140) 1959년 5월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체불작품전>이라고 해서 제5회 개인전을 개최
하였다. 그가 이 전람회를 <체불전람회>라고 한 것은 그의 기분으로서는 또다시 파리
로 떠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경성(주 118).

141) 이경성(주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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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체불 작품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9년 일부 함대

정의 작품에서는 기하학적 요소가 사라지면서 표현주의적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1959년 작품 <첼로 키는 여인>(1959)[도판 54]와 <성당>

[도판 55]는 제목 없이는 어떤 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정도로 대상이 

화면에 해체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피카소나 브라크의 화면보다

는 추상표현주의와 가깝게 거칠게 변화한 것이며, 의도적인 화면 분할로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구분한 것보다는 오히려 대상을 해체한 것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추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제의 형태가 

모호하게 남아있다는 점과, 함대정이 작업하던 방식이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화가가 추구한 것이 앵포르멜식의 추상보다는 회화의 

2차원성을 강조하는 입체파식의 추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함대정은 한국에서 후원자 박기훈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스타

일을 발전시켜 나갔고, 류경채, 김환기, 박고석과 교류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다. 도불전 함대정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입체파의 

특성은 피카소나 브라크와 같이 정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대상을 기하

학적으로 분할하는 화면으로 나타났다. 도불 이후 함대정은 프랑스에서 

경험한 추상미술의 영향, 다시금 회자되었던 피카소에 대한 전시들에 대

한 경험을 통해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에서 배경과 대상이 

모호해지는 전면의 분할로서 입체파 특성을 화가 스스로의 개성적인 스

타일로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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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일제시기 아방가르드 미술로서 입체파의 수용

과 1950년대 한국 미술에서 모더니즘을 추구했던 세 명의 화가 김병기, 

박래현 그리고 함대정의 작품과 글에서 나타나는 입체파의 특성을 분석

해 보고자 했다. 일제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던 식민지 조선은 

일본을 통해 서구 유럽의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을 통해 아방가르드 미술과 그 안에서 하나의 양식으로 입체파를 받아들

였다. 

 한국 화가들이 수용한 입체파의 양식과 이론은 당시 일제라는 사회, 정

치적 상황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입체파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서구 아방가르드를 수용하면서 미술 잡지와 서적, 

그리고 교육을 통해 소개했다. 한국의 화가들 중 일부는 일본의 아방가르

드 속에서 입체파를 이해하기도 했으나, 나혜석과 같이 프랑스에서 직접 

입체파를 경험하고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화가들

은 일본 유학 과정에서 입체파를 수용했고 자신들이 이해한 아방가르드 

미술을 국내에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입체파는 세잔으로부터 시작된 현

대적인 미술 양식으로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체파와 같은 아

방가르드 추상은 사회적 상황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

위적인 형식의 미술은 일부 화가들을 통해서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입체파 수용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환기, 구본웅, 이인성 등이 있으며 

이들의 1930년대 초기 회화에서 입체파와 표현주의, 미래주의와 같은 

아방가르드 미술의 복합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립 국가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이념적 대

립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내의 이념 대립 상황은 더욱 

악화되면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일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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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국의 개입과 이념 대립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진 상황은 미술에 까

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문화 유입과 동시에 해방 이후 미술계에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모더니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화가들은 독

자적인 미술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자 서구의 추상에 주목하기 시작했

다.

 해방 이후 모더니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입체파도 다시 거론되었으며, 

특히 일제시기 아방가르드 미술을 수용한 화가들이 입체파 양식을 적극 

수용했다. 그 배경에는 2차 대전 이후 피카소가 주목받으면서 미국과 일

본에서 그에 대한 회고전이 열리는 등 입체파가 미술사에서 중요한 양식

으로 평가되던 분위기가 있었다. 한국전쟁 후 전개된 모더니즘 양식으로

서 입체파는 현대미술에 대한 작가들의 태도를 대변하면서도 예술의 순

수성의 표현이자 작가의 개성적인 양식으로서 발현되었다.  

 위를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김병기, 박래현, 함대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김병기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해방 이후의 활동을 통해 아방가르드 미술

에 관심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김병기의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한 관심을 

초기 작품 두 점에서 나타나는 입체파의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했다. 김

병기의 회화는 입체파의 분할의 특성이 나타나지만, 입체파로부터 시작

된 다양한 추상의 복합적인 수용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세잔의 전통을 

따르던 이론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평가로

서 김병기는 단순히 입체파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

로가 생각하는 현대 미술의 양식으로서 추상 미술을 제시하였고, 현대 

미술의 시작으로서 입체파의 의의를 지적했다. 

 동양화에서는 박래현이 입체파 양식을 빌려와 동양화의 현대화를 시도

했음을 확인했다. 동양화의 현대화는 박래현을 포함하여 해방 이후 일본 

색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한국 동양화단이 내세운 목표였고, 입체파를 자

신이 배운 채색화와 결합한 것은 박래현 스스로의 모색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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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박래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입체파의 특성이 김기창으로

부터 기인했다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 박래현

의 현대적인 화면의 구성은 일본 유학에서 배운 일본 채색화와 해방 이

후 활동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의 

인물화와 정물화에서 색면, 화면분할, 배경과 대상의 구조를 통해 입체

파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함대정은 고향 선배였던 박기훈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면

서 본격적으로 화가로서 활동했으며 1958년에 도불했다. 함대정의 회화

에서 나타나는 입체파의 특성은 첫째, 류경채, 김환기, 박고석과의 교류

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로는 도불 전의 회화

에서 나타나는 대상의 단순화와 기하학적 표현이다. 그러나 함대정은 파

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대정의 회화는 전면 분할의 화면으로 변화

했다. 함대정의 화면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입체파뿐만 아니라 표현주의, 

야수주의 등 아방가르드 추상 양식의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기하학적인 구조의 특성이 입체파와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미술에서 초기추상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연구가 있었

다. 그렇지만 다양한 양식과 함께 실험된 일제시기와 앵포르멜과 추상표

현주의의 흐름에 가려져있던 입체파 양식을 단편적으로 서술할 뿐, 중요

한 양식으로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

면에서 입체파의 수용과 해방 이후 입체파의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모더

니즘의 시도로서 다양한 추상 양식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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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호 관련 목차 내용  
1922 3 NO.205 입체파의 이론 외(立体派の理論に就て ほか)

1922 7 NO.209
유럽 현대 미술의 변천-입체파 발생, 피카소와 입체
파, 미래파 선언서에 나타난 사상 등(欧州近代絵画の
変遷-立体派の発生, ピカソと立体派, 未来派画家宣言
書に表れた思想) 

1922 9 NO.214
프랑스 국가 신흥미술(5) 알베르 마르케、피에르 라
프라드、마리 로랑생 (税処篤二=仏国新興美術(五)ア
ルベル・マルクエ、ラプラード、マリイ・ロオランサ
ン)

1932 9 NO.331 최근의 조르주 브라크와 입체주의자의 성과(最近の
ヂョルヂュ・ブラックと立体主義の成果) 

1933 9 NO.343 근대 조형문화와 “이과회”-이과회의 아방가르드(二
科のアヴァン・ガルド) 

1934 1 NO.347 파리파의 출발(巴里派の出発) :마티스, 피카소, 블라맹
크, 루오, 세잔, 루소, 칸딘스키 등의 작품 도판 수록 

1935 3 NO.361 세잔느 특집호 (セザンヌ―カルタを弄ぶ人 、々水浴 ほか)
이인성:아리랑고개(李仁星 : アリラン峠) 

1936 3 NO.373 현대 미술 학생 론 외, 야수파와 입체파(現代美術学
生論 ほか ,野獣派と立体派)

1937 3 NO.385
추상 외-시를 쓰는 피카소, 젊은 날의 (폴)세잔과 
(에밀)졸라(抽象芸術 ほか-詩を書くピカソ, 若き日
のセザンヌとゾラ)

1938 12 NO.407 폴 세잔(1839~1906)의 생애와 예술(ポール・セザンヌ
(1839~1906)その生涯と芸術)

1939 8 NO.416 세잔의 미학 외(セザンヌの美学 ほか)
 [표 1] 1920년부터 1939년까지 발행된『미즈에(みずえ)』중, 

일본 아방가르드, 입체파 관련 목차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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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미즈에(みずえ)』 

제 203호, 1922년. 

    

[도판 2]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아비뇽의 처녀들Les 

Demoiselles d'Avignon>, 1907, 

243.9x233.7cm, 뉴욕, Museum of 

Modern Art(MoMA).

[도판 3]『미즈에(みずえ)』 제 

239호, 1925년 1월호. 

 

     

[도판 4] 김환기, <론도>, 1938, 

캔버스에 유채, 61×72.7cm.

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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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김환기, 

<종달새 노래할 때>, 

1935, 캔버스에 유채, 

178×127cm.

      

[도판 6] 도고 세이지

(東郷青児),<모자를 쓴 

남자(帽子をかぶった

男)>, 1922, 캔버스에 

유채, 나고야시 미술관. 

   

[도판 7]요로즈 테츠고로

(萬 鉄五郎), <기대어 서 

있는 사람 もたれて立つ人>, 

1917, 도쿄, 도쿄국립근

대미술관.

    

[도판 8] 구본웅, <정물>, 1927, 캔버스

에 유채, 59×71cm, 국립현대미술관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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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구본웅, <나부와 정물>, 

1937, 캔버스에 유채, 69×87.5cm, 

호암미술관. 

[도판 10] 파블로 피

카소(Pablo Picasso), 

<그릇과 항아리Bowls 

and Jug>, 1908, 캔버

스에 유채, 66×50.5 

cm.

   

[도판 11] 이인성, <아리랑고개>, 

1934, 종이에 수채, 57.5×77.8c

m.

    

[도판 12] 폴 세잔(Paul C�zanne), 

<생 빅투아르 산 Mont Sainte-

Victoire>, 1895, 59×7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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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스투가다이 
팽튀르 아카데미(駿河臺 
Peinture Academy)

소식지 창간호, 1935.

         [도판 14] 김병기, 

<십자가의 그리스도>, 

1954.

     

[도판 15] 김병기, <가

로수>, 1956, 캔버스에 

유채,122×91cm, 국립

현대미술관 소장. 

     

[도판 16]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십

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리스도>, 1948~1949,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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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문학예술 

표지, 1955년 10월호.  

 

[도판 18]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한국에서의 학살 Massacre en Core

é>, 1951, 110×210cm, Musee Picas

so, Paris.  

      

[도판 19] 박래현, <장(粧)>, 

1943, 종이에 수묵담채, 130.8

×154.5cm,  개인소장. 

[도판 20] 박래현, <노점 

A>, 1956, 한지에 수묵

채색, 266×212cm, 국

립현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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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박래현, <노점 B>, 1

956, 종이에 수묵채색, 209×26

3cm, 호암미술관 소장.

[도판 22] 박래

현, <풍요>, 196

0, 종이에 수묵담

채, 220×114cm, 

개인소장. 

[도판 23] 박래현, <이

른 아침>, 1956, 종이에 

수묵채색, 238×179cm, 

개인소장.  

  
   

[도판 24] 박래현, 

<봄>. 1956, 종이

에 수묵채색, 162.5

×93cm,  개인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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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 박래현, <이조여인

상 A>, 1959, 종이에 수묵채

색,  204×170cm, 개인소장. 

[도판 26] 박래현, <자매>, 1

955, 종이에 수묵담채, 72.5

×57cm, 개인소장. 

[도판 27] 박래현, 

<정물>, 1959, 

종이에 담채, 

각 139×42.5cm, 

개인소장.  

[도판 28] 박래현, <정물>, 

1961, 종이에 수묵채색, 

48.5×52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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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박래현, <정물B>, 

1963, 종이에 수묵채색, 

58×81cm, 개인소장. 
    

     
[도판 30] 박래현, <정물>, 

1963, 종이에 수묵채색, 

68.5×55cm, 개인소장. 

[도판 31] 함대정의 묘비 앞에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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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2] 함대정의 묘비 앞에서 사진. 

(왼쪽에서부터 류경채, 김환기, 박고석, 박기훈)

    

     
[도판 33] 함대정, <해바라

기>, 1956, 캔버스에 유채, 

22×27cm.

   

[도판 34] 류경채, <해바라

기>, 1959, 캔버스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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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5] 함대정, <할머니 

초상>, 1957, 캔버스에 유

채, 46×38cm, 개인소장.  

[도판 35] 함대정, <할머

니 초상>에서 머리 부분 

확대. 

     

[도판 36] 함대정, <비둘기(세마리입니다)>,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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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 함대정, <뤽상부르공원>, 개인소장. 

[도판 38] 1954년 ≪함대정 작품전≫ 리플릿,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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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9] 박고석, <범일동풍경>, 

1951, 캔버스에 유채, 41×53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도판 40] 함대정이 실제 사
용한 물감 사진. 

[도판 41] 함대정이 사용한

르프랑(lefranc) 물감 중, 번

트 앰버(burnt amber) 색상.

[도판 42] 함대정이 실제 사용한 

물감 사진, 흰색(white), 

노란색(yellow), 청록색(deep 

per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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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3] 함대정, <정

물>, 1956, 캔버스에

유채, 45×53cm. 

 
[도판 44] ≪함대정 도불 유화 개인

전≫전시 리플릿(뒷면), 1957. 

[도판 44] ≪함대정 도불 유화 

개인전≫전시 리플릿(앞면), 1957. 

[도판 45] 함대정, <가족>, 1957, 캔

버스에 유채, 64×90cm, 국립현대미

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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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6] 함대정, <불국

사>.

[도판 47] 함대정, <제

상>. 

[도판 48] 함대정, <왕십리 변전

소>, 1959, 캔버스에 유채, 

33×2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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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9] 파리에서 함대정이 보낸 엽서.

(50호 이상은 그리기 어렵습니다.) 

[도판 50] 파리 호텔의 실내 벽화를 제작하는 함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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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1] 박기훈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함대정의 사진.

[도판 52] 뤽상부르공원(Jardin du 

Luxembourg)에서 스케치하는 함대

정의 사진.

[도판 53] ≪함대정 체불 개인전

≫ 리플릿, 1959. [도판 54] 함대정, <첼

로키는 여인>, 1959, 

캔버스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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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5] 함대정, <성

당>, 캔버스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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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in Abstract Painting 

:focused on Kim ByungKi, Park Rae-Hyun 

and Ham Dae Jung in the 1950s 

JeongA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Cubism among several early abstract 

painting styles of Korea. It also covers the acceptance of Cubism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dicates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through the works and criticisms of  

Kim ByungKi, Park Rae-Hyun and Ham Dae Jung. The 

precedent researches about Cubism in Korea are lacking since 

the style did not stand out from the rest of the early abstract 

painting styles.

 Firstly, this paper organized the Japanese Avant-garde art and 

the acceptance of the Avant-garde art in Korea as a background 

of the transfer of cubism to the Korean artists. Japan firstly 

accepted modern culture and institution in Asia. While the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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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estern culture was evident in Japan, several abstract styles 

including cubism were taken as the Avant-garde art. As a 

result, in the colonial period, Korean artist understood Cubism as 

a style of Japanese Avant-garde art which represented 

developing modern world and way to reveal critical minds to the 

changing society. 

 There are some examples of Korean artists who actually had 

been to France and experienced and introduced Cubism directly. 

However, most of Korean artists accepted Cubism while they 

were in Japan studying art and introduced the Avant-garde art 

that they understood to Korea. As this paper explores the 

Japanese Avant-garde art and the acceptance of the 

Avant-garde art in Korea, and analyzed the early abstract 

paintings in Korea by the comparison with the western abstract 

painting, this paper ascertained the flatness, the characteristic of 

Cubism, was visible in some of early Korean abstract paintings. 

However, the attempt was limited within the influence of 

Japanese art. The artists understood Cubism as a foreign style 

which was equal to modernism. Therefore Cubism could not 

matured in Korea to be transformed as a style to express the 

sentiments of Korea. 

 After the independence, the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to 

Korea, the ideological conflict, and the situations led to the 

Korean War affected the art world as well. Modernism became 

the most important subject after the war along with the inflow of 

the American culture and the escape from the remna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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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olonialism. The artists paid attention to the western 

abstract painting to take the lead of their own artistic flow. 

While the artists were seeking modernism, Cubism was also 

brought up. The artists who accepted the Japanese Avant-garde 

art in the colonial period actively accepted the styles of Cubism.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were presented as the personal 

trait of the artists, and also Cubism was considered a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art. So after the independence, the 

Cubism was understood more deeply in Korea.

 This pap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as the main 

subject through the artists, Kim ByungKi, Park Rae-Hyun and 

Ham Dae Jung. Firstly, Kim ByungKi studied the Japanese 

Avant-garde art through SPA Western Painting Academy. His 

early painting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After the 

independence, he worked as an instructor of the art institution 

and organized his view on contemporary art as an art critic. 

 Secondly, Park Rae-Hyun studied art in Japan in 1940s. As a 

woman artist, she approached Cubism with the styles of oriental 

painting. She did several pioneering experiment as an oriental 

painter with the effect of her experience of Japanese 

Avant-garde art and use of colors learned in Japan. 

 Lastly, Ham Dae Jung studied art with the support of Park 

Kihoon, and got along with Ryu Kyung-Chae, Kim Whanki and 

Park Ko Suk who were influenced by the Japanese Avant-garde 

art. The characteristic of Cubism is visible in Ham Dae Jung’s 

pictorial composition and use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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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searched Cubism separately from its former 

perception, a part of the early abstract paintings in Korea.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d research about the artist 

who tried geometric abstraction, and see Cubism as a style of 

modernism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paintings. 

Key words : Cubism in Korea, Cubism, Avant-garde, Early 

Abstract Painting, Kim Byung-Ki, Park Rae-hyun, Ham 

Dae-Jung.

Student number : 2015-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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