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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세기 초에 발행된 신문에서는 한국의 들판과 산， 그 

리고 슐길이냐 논둑， 강가의 일상적 모습을 담은 풍경 

샤진들이 자주 등장했다2) 신문사에 소속된 일본인 사진 

사들이 찍은 이 사친들은 일점투시도법에 의해 공간을 

나타내서 서앙의 조횡원리를 한국의 일반 대중들에게 자 

언스럽게 전달 힐 수 있었다， 주번 자언 환경을 킬상하 

고 관조하는 행위가 근대적이고， 문화적이고. 따라서 교 

앙 있는 작업이라는 인상을 대중들에게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독자들에게 ‘취미趣빼를 감t感)케 하려는 목 

적’으로3) 신문이라는 대중매체에 지주 등장한 이러한 

사진들은 한 시각예술장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회화영역과 미술제도， 그리고 미술교육 분야에서 다각적 

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화가들은 주변의 산천을 투시 

도법과 영암법을 바탕으로 그렸고. 그룹을 형성했고， 전 

람회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미술교육 

제도 속에서 교수 학습 방식과 학습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생(형生)에 의한 시각적 자료들이 대두했다 사생에 대 

으로 사물의 의미보다는 형태와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 

는 기술에 보다 강조점을 두게 됐다 에理)와 게했의 

인식체계로서의 ‘산수화’ 의 의미가 서구적 의미에서의 

‘풍경화. 로 인식되었다. 또한 대줄이라는 새로운 계충이 

출현하게 되면서 사회는 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 동양화. 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서(훌)는 근대적 미술 영역에서 제외되고. 화 

(훌)는 동앙화， 서앙화， 조각. 공예 듬으로 장르가 구분되 

어 서구식 미술개념으로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세기 초업 한국에서 일기 시작한 사 

생(형生)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면서 사생이 흔댁에 도입 

된 배경율 일본화단과 미술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효택의 미솔계에 드러난 현상들을 작가들의 작품과 미솔 

전람회(조선미술전람회). 미술가 그룹(동연샤)를 통해 조 

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술교육에서 사생에 대한 관심 

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었는지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근대적 미술교육의 특성을 논하겠다. 

한 관심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11. 사생(.生~ 도입과 형생 배경 

근대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특성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정신 효택에서 서앙의 의미에서 풍경화가 도입된 것은 20 

과 문게文했를 강죠하던 전통 유교의 가치체계가 무너 세기 초이다. 1910년대 한국에서 서양화가 도입되면서 

지면서 사생에 의한 회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사회 풍경화를 그러는 화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희동(高 

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근대적 특성으로 시 

각종심의 인식체계가 대두한 것이다. 물질의 내부를 형 

성하던 에理)와 게氣j의 인식체계에서 사물을 이루는 

물질적 성질과 질감， 실재감들에 관해 객관적 인식체계 

로 변모하게 되었다. 서양화의 원근법과 명암법의 도입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연구점칙급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 

여수행되었음 

낀 r매일신보'J.1912년 3월 

3) 서유리 r，근대적 풍경화의 수용과 발전J r한국근대미술과 시각뭄회」 김영 

니엮음. 조형쿄육.2002.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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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김관호(金훌훨). 나혜석(훌훌짧). 김효f영(金瓚永) 

등은 일본 미술학교에 유회하면 학생들이었는데， 혼넘캔I1 

귀국한 이래 우리나라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여 많은 작 

품툴율 님겼다. 김관호가 일본의 문전(文展}에 특선한 졸 

업 작품 〈석모?훌는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하여 여성 

누드의 풍경울 그린 흔택에 소개된 최초의 풍경화라 할 

수 있다(도판 1), 1916년 10월 roH일신보」어| 실린 김관호 

의 〈풍경〉은 〈석모〉에서 둥장하는 것 같은 인물들을 찾 

아볼 수 없는 슴수하게 자연만을 담은 풍경화이다.이 나 

혜석도 1918년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뒤 1920년대 흔핀국 

에서 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봉황성의 남 

문〉과 〈용횡신〉 용의 홍경화를 제작했다. 일본을 유학했 

던 20세기 초 흔팩회생들은 동경미술학교(東혔輪學校) 

에 머물면서 01카데믹한 쿄육제도 속에서 요물. 정물. 풍경 

동올 공부했다 <도판 1> 김판혹 <"훌， 1916, 동경예훌때회 

1887년에 에른스트 페놀로사{Ernesl F. Fenollosa)와 

오카쿠라 덴신(問훌天心)이 주도한 국수주의 운동의 결 

과로 탄생된 동경미솔학교(東京美術學4썼는 설립 초기에 

는 전동화법 및 전통조각법. 그리고 전통공예기솔이 교 

수되었다.동경미슐확교 의 영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4) r매일신보J， 1916년 10월 20잃 

5) .훌術 이라는 일본어가 나티나기 시작한 것용 1873년 빈애서 개최된 민 
국벅림회얘 빼이지 정벌기 삼여히면서 그 관현 문서에서 ‘마슐’ 이란 용 

어훌 처용 사용한 것으로 추혹힐 수 있다. 이 당시 일본어;회의 ·마슐. 

은 오월날의 관점에서 보면 .뼈슐'(융악괴 문학을 모두 포힐힌 굉의의 깨 

녕의 예슐}을 뜻했다. 때이지시대 서잉어 번역뻐서 비롯된 '01솔’ 개녕은 

일온의 근대애 있어서 개념싱의 변천융 훌곰 01루었다. 문명재화의 차원 

에서 훌벌한 .미슐.온 매이지 밀기때 개인의 내면이나 회화로서의 내찌 

성이 중시되어 갔다. 월본의 외재적 근대화로부터 내재적 근대주의로의 

이g과정 용애서 ‘미흩.깨냄이 번전되었다. 한쾌서는 1910년대 근대적 

미솔교육기관인 서회미*회기 툴징하던 시기때 '01슐앉째1’ 이란 시대적 

용어기 틴생했다미*‘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서앙문화률 수용하는 과정 

속때서 비릇된 것으로 'Fir밍 arf 용어를 엉어로 번역하는 과정얘서 서 
(.). 회(톨)는 물혼. 조각괴 공혀|끼지 흥칭하는 단어로 미슐이란 표기가 
생킨 것으로 효백 근대미@시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 용어 

가 무리나라에 받아흩여지댄서 서회미슐원과 서확미슐회애서 처읍 사용 

되었다 된 것으로 앙려진디. 이구얼. 띤대효백화의 흐륨J. 미진시.1984. 

P‘ 61. 기티자외 노리마케北훌훌뼈). r ‘훌術 개녕의 형성과 리얼리즙의 

mÛJ r.잊術史월엔J. 체 2흥 1995년， 한국미슐연구소 시공사 pp.4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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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개쿄 초기의 률경미슐학교.， 1∞0년대 

〈도판 2-2, 2-3> 효기 동경미~회쿄 살기수업 장언 

화교는 서구적 제도 및 시설을 통해 국수주의 전통 아래서 

미술이라는 개념율 정립시켜 나갔다(도판 2). 서양 문화 

의 맥락 속에시 생겨난 ‘미술’ 이라는 개념은 일본 문화 

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문화와 결합되었다 5) 

창립당시부터 복고주의적(復古主옳的) . 배외주의적(排 



카主數연) 성격올 지니고 있었던 동경미솔학교는 개쿄한 

이래 앙회톨 배척해 왔으냐， 오카쿠라 텐신(問會天心)이 

학교장으로서 서양화과를 신설함으로써 앙화를 수용하 

는데 더욱 박차훨 가하게 된다. 1896년(明治 29) 쿠로다 

셰이키(黑田淸빼: 186용1924엉) 구메 케이이치로(久光桂 

-郞)， 후지시마 타케지(隱홉武=)， 오가다 사부로스케(問 

田三郞助)， 와다 에이사쿠(和田英作) 등이 기용되어 동경 

미술학교 서양화과가 발족하게 되어 새로운 신파(외광 

파)가 미술제도 속에서 그 세력을 키우게 되었다.꺼 

동경미술학교는 미슐울 .기솔. 로 인식했던 시각을 정 

신적 가치로 꿀어올린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저널리즘과 

미술단체， 그리고 정부가 연결되어 설립되었다. 미술의 

위상올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미솔의 가치 

와 기능올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 

을 뿐만 아니라，8} 미술사와 심미학 강의들이 개설되었 

다. 텐신은 서구의 방법론율 통해서 연구가 미진했던 분 

야인 일본미슐사뜰 1890년부터 강의했다 9) 또한 서앙에 

서 공부할 때 도입힌 외광파롤 텐-t!면 동경미솔학교와 

문전을 통해서 일본화단에 소개했다. 

자연은 현실율 감추는 가면이다. 외형은 내부의 정신을 

밖으로 묘훌힐 수 있을 때야만이 종요한 것이다 ...... 모 

든 외부의 자연은 그림의 대상이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 

는 수목온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는 자연의 

힘율 니타내고 있다. 종요한 것은 단지 나무나 잎이 아니고 

모툴 자연에 있는 것. 그것률의 횡태를 뛰어 넘어. 보다 높 

은 완성을 지항하려고 노력하눈 생명의 환기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동앙의 예슐가는 자연으로부터 무엇이 본질인가를 

따악하려 한다 ...... 동앙의 풍경화는 아마 서앙의 것보 

다 훨씬 높은 이상때 달허여 있다. 풍경화에 대한 문헌은 

인물회에 대한 것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그 문헌은 여러 가 

지 풍경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나 

눌 수 있다. 하냐는 송수하게 감상하기 위하여 제작된 풍경 

확. 또 하나는 그 안옳 김상하토록 유혹하눈 풍경화이다. 、

김상하기 우{한 풍경화는 정신적 요소의 표현이다. 그것은 

모든 것올 뛰어 넘어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가르친다. 그것 

은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발로 더럽혀도 안 된다. 풍경 

그 자체는 종교적이 아니나 종교적 대상으로 그력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존경율 받았다 10) 

동경미술학교 출신툴은 초기의 선전에서 뚜렷한 활동 

옳 히게 되었다. 1922년 창설된 선전은 일본의 관전인 

문전(文展j의 제도률 그대로 답술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문전이 쿠로다 세이키에 의해 주도되다 시피했 

다 11) 쿠로다 세이키가 종심이 된 동경미술학교의 아카 

데미좀인 외굉파는 일본 유일의 관전인 문전의 지배적인 

앙식이 되었다. 또한 선전 앙화부의 심사위원도 동경미 

술학교 교수률이 맡게 되는데 선전이 4， 5회에 접어들 

면서 그 앙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동경미솔 

학교 훌신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계속해서 선전에서 각 

광과 호옹올 받게 되었다 12) 

20세기 초부터 8.15 해방 이전까지 정규적인 미솔학 

교가 없었던 한국에서는 서앙화나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일온으로 유학올 갔태도판 3). 당시 조선인이 동경미솔 

6) 근대 앙회외 아버지로 월힐어지고 었는 쿠로다 써이키는 프랑스때서 라 

파웰 훌랭(Raphael C이Iin빼게 고전적 묘법과 인상파 웅의 잭채표현을 

질용한 를l온 외굉따톨 배워 일본 근대화담에 많은 영g렬 끼쳤다. 

끼 울뼈농_.~11l • 빼훌. 강희덕 홉.'8本 近代 훌훌史J. 서율: 뼈경. 
1잊18. p. 188-191 

8) ~t훌훌1lB. ，.φ 협훌1. *빼出뼈II양웠1. PP. 91옥l3. 
밍 ~t훌톨llll. I월η 빼빼1. 용f'illi빼i 1용~. pp. 278-279. 
1이 이<akuratensin. 뼈lure in E훨 A뿔11Jc P킹nting，' Bc찌ton. 1911. 최 
유경，월본 w빼미외 얼롤미슐의 장훌· 쿠로다 셰이카를 중심으로 

2002. 서흩대회교 미*대회 혹깅. 
11) 1907년 제 1회 문전이 개최되면서 일본화를 1부. 앙화를 2브. 조각울 3 
부로 나누어 관셜 전람회로서 1918년끼지 지속되었고‘ 그 다용해 부터는 

쩨젠폼훌훌*훌꿇훌.，으로 엉징이 바뀌었다 문전 초기의 작품률은 일 

본의 자연힘경틀을 시생ðl여 그린 것들이 많다. 야마모토 모리노스캐 (山

本흉ZJl1J)의 〈구부혀진 해인〉은 제 2회 져|전때서 2동상올 수상한 작용으 

로 일본 !H변의 용경흩 사생히여 그렸고. 나카무라 츠너I(中~)의 〈해변의 

마훌〉은 맑은 태앙아래서 전개되는 어흩의 용경툴올 광훨한 전밍융 저|시 

하며 톡륙한 색채톨 묘헌하고 있다. 월뼈훌-. 原æ 를 않훌. 강회덕 짧， 

f8本 近:it 훌톨史J. 서올: 예경.1잃8， pp. 243-:엉6. 

1끽 「동경미슐획교와 효택근대미슐: 동경 유학생톨의 효랙 큰대미솔'J f.월간 

미슐'JI989년 9월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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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초기 톨경미흩학교에 유학한 혼F국 학쌍률. 김덕진， 01흥 

우. 이한톨툴 

학교에 입학하면 조선총독부에서 장학금을 주었다는 기 

록돌까지도 발견되는 것율 보면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 

환과 맞몰려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일본에 있었을 것으록 

추정된다.'3) 1910년대부터 조선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신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과정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먹으로 

그림율 그리는 것보다는 수채화나 유화 등 새로운 매체 

에 대해 관심율 가지게 되었다. 관립의 성격을 가진 동 

경미술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미술을 공부한 유학생들은 

당시 국내 화단을 주도하커나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동경미술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국에 자연스럽게 도입되 

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로다률 비롯한 동경미술학교 

교수진들은 라I다엘 콜랭(Raphael Collín)의 고전적 형 

13) r.동경미슐학파i 용박근대미술: 동경 유학생률의 환국 근대미술J r.월긴 

미슐'J 1않혔넌 9월흐 p.46. 
14) 김영니 rε택 근대회회때서의 누드」 r서앙미슐사학회논문잡J. 1잃3년 

서앙미슐사획펴. pp. 37-38. 
15) 서획협회는 동경미율학교에서 서앙화훌 전공히고 올O~온 훈곡{짧) 고 

회동01훌.，이 추동이 되어 형성한 서회미솥회 강사죠될 모두가 참여흰 

모임이다. 1918년 6월 18일 .신구wi훌 서혁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서미 

숨올 연구하여 항획후진흩 앙싱~펙.는 대와톨 내채워 서화헐회는 킬싱 

되었고 최흐의 전시는 1921년이었다. 

16) <조선미흩진람회〉기 1922년 제 1회전애 때3점이 훌풍힌 이래 해톨 거 

둡밑 수혹 훌융직융 수기 크게 흥기히였다. 제 1회전온 엉락정 상품진열 

관에서. 없l전 부터는 경북궁내 회장애서， 제 1않j전부터는 덕수울 구 

현대미슐핀에서 젠시되었다 세톨)와 사군자뷔망훌子짧는 1931년까지만 
공모되었고. 그 대신 서앙화， 조각 감온 새로운 장르가 많이 수용되었다. 

1끼 이흥회 r조선미융전람회 장생메 대하여J r~백근대미슐사학j 저13집， 청 

년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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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선， 그리고 회연의 완성도에 기반 하면서도 일상생 

활의 일면율 야외 광선의 효과와 비형식적 구성들의 인 

상 요소흩 절충했던 .외팡파’ 에 경도되었다. 이 양식은 

당시 동경미솔학교톨 다니던 한국 유학생들에게 아카데 

믹한 양식으로 수용되었다 14) 

빼. 시생(톨효패 효탁의 미슐계 

1920년대는 한국화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커다란 변 

혁기였다. 미솔계에서 서화협회(훌훌協會)15)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안중식이 1919년 작고했고 이어서 회장직을 

역입한 조석진도 1920년에 작고했다. 한국화단에서 서 

서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질서와 미의식이 요 

구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21년 서화협회전(약침 없 

展)과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약청 i￥展)라는 전시제도 

가 마련되어 전통회확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겪 

었다. 미술작품은 창작품으로서 전시률 하게 되는 것이 

고， 화가의 위상도 창작인으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서회 

일치(톨톨-致)의 사상이 선전 1회부터 동앙화부， 서(톨) 

부로 붐리되면서 서(훌)와 화(홉)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화가툴이 종국율 통해 고법(古;회을 받아들였 

던 것에서 일본율 흥해 일본과 서앙의 초형원리가 수용 

되기 시작하면서. 그간 전통산수화 그 자체를 신성함이 

나 승고함의 대상으로 상정하던 사고에서 풍경화로 바라 

보는 수묵산수화{水톨山水톨)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되 

었다. 

용경화훌 그리고 감상하는 것이 효택에 소개되어 정착 

된 것은 .조선미슐천람회(朝옳훌術展톨훌)’ 16)률 통해서 

였다.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가 개최된 이래. 이 전람회 

에는 민물화외 정물화 뿐만 아니라， 풍경화가 많이 선보 

였다 17) 일제(8帝)의 문부성(文部省)에 의해 주도해간 선 

전(解展〕은 조신의 지식계급에게 새로운 미술경항에 대 

한 호기심과 함께 회명(톨홈)율 날리고자하는 욕망이라 

는 다양한 이유로 해서 조선에서 새로운 예술체계로 성 



〈도판 4) 나혜석， (톨횡성의 남문 aaJI훌@ 南뼈， 1잊?3년 선전 훌륭 

〈도판 5) 나혜석， (를황산 .. ψ) , 1923년 선전 훌풍 

〈도판 6) 정규의， (펴|해의 톰 빼빼@ 훌) 1923년 선전 훌풍 

〈도판 7) 전용해， <정원 Øl)， 1923년 선전 훌풍 

립되었다. 선전에 전시된 

작품틀의 경항들을 살펴 

보면 인물화나 풍경화가 

등장하면서 그 기조에는 

세계를 그려내는데 있어 

서 사생(隱生)하고자 하 

는 정신이 깔려있었다. 

1910년대에 조선에 풍경 

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1920년대는 유화의 출현 

〈도필 8) 김창섭， (성당)， 1923년 과 함께 사생산수화로 전 
선전훌툴 

환되는 시기로조선의 일 

상적 평범한 농혼이냐 를녘의 풍경툴이 동앙화가나 서앙 

화가률 사이에서 많이 그려졌다. 

서앙화부에서는 서양미술의 원근법이나 명암법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간과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경항들의 작품이 대두했다. 나혜석의 〈봉황성의 남문 鳳

風城@ 簡門> (도판 4)과 〈용황산 鳳凰山)(도판 5)은 

1923년 제 2회 선전에 출품된 작품으로 봉황성의 풍경 

을 원근법으로 처리하고 명암법으로 성(城)의 전경을 묘 

사하면서 외광에 대해 표현되고 있다. 봉황산의 풍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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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한 듯한 산의 섬세한 묘사와 외광의 효과가 보였다. 

정규익(丁圭훌)과 전봉래(田뻐來)의 집과 나무 풍경틀{도 

판 6, 도핀 7), 그리고 김창섭(金昌횟의 〈성당 聖휠(도 

판 8)들도 일상적인 도시나 농혼의 풍경들이었다. 김관 

호의 〈호수 湖水)(도핀 9}는 누드가 전경에 자리 잡고 

배경으로 호수의 풍경이 사실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낭만주의적 경항이 강해 보였다. 

동양화단의 경우도 대상올 충실하게 묘사하려는 태도 

가 보이는데. 전통적 필법을 고수하면서 사생을 하커나 

일본의 세밀회 7 1법올 훌용하여 사생하는 경향으로 나타 

났다.18) 1923년 동연시〈同冊힘죄라는 미술단체를 조직한 

작가들은 전통산수회의 복고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탈 

피하여 조선의 산천올 사생하여 우리나라 미감에 걸맞는 

18) 오명욱 rj뼈헬빼展톨.6lf줬j r서앙미술사학회논문질J. 1993넌 서앙 

미융시획회. pp.8-9. 

’잉 서확미흩획는 1911년 윤엉기기 중심이 되어 셜립된 미술교육기관으로、 

회과{톨14)씩 서괴<.찌)로 나느어 연구생툴율 3년 과정으로 가르친다. 

교수죠받 당시 전톨화업흩 구사하던 두 잔룡희확가인 조석진 안종식. 

성대유. 깅친획 김용월 깅필~. 이도엉 률이 흥심이 되었다. 주로 가난 

한 집인의 직업회가 지멍생률과 률은 집인의 자제로서 취미와 교앙으로 

서회의 기법을 익회려고 온 희생들이 주 교육 대상이었다. 째 1기부터 

제 3기끼지의 입학ðl여 률업힌 확생툴을 찾아보연， 오일옆. 이용우. 김 

온흐 벅융루. 이상범 툴01다. 이률g 모두 조석잔， 인중식 밑애서 배웠 

으나. 혹ð1 인종식의 엉항을 많이 받있다. 이용우는 제 1기로、 이상범과 

노수현은 제 4기로 훌업했으며.1919년 서화미솔회는 운율 닫었다. 

2이 r훌i아일북1. 1923년 3월 9일 

21) 하기칭 r，동연사 칙기·톨흩 톨&뼈 본 효택 근대산수화의 성립J 홍익대획 

교 대회월 미@시획과'.1앓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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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선구적 역할율 담당했다. 서화미술회(훌훌美術 

용')19}률 수료한 젊은 동앙화가 청전 이상범(홉田 李훌 

節)， 심산 노수현(心패 a훌鉉). 소정 변관식(小훌 *훌 

뼈， 묵로 이용우(훌훌 총用南)에게 1910년대는 조석진과 

안중식의 화풍율 그대로 계승하거나 모농f하던 수련기였 

다. 이상범. 노수현， 이용우는 서화협회 동문이고， 조석 

진의 외손자인 변관식은 서화미솔회에 출입하게 되면서 

친붐이 쌓이게 되어 교류하게 되었지만， 각각의 독자적 

민 창작의 모색과정을 거쳐 효백 근대산수화祖代山水 

톨)에서 사생(화生)앙식율 이룩한 업적을 동양화딘에 남 

겼다. 

1920년대는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을 통해서 서앙화의 

조형월리와 장르가 도입되던 때다. 일본을 통해 전달된 

서양 회화의 사실추의적 화풍은 조석친健錫팔)과 안중 

식(安中뼈으로부터 청록산수계와 남종문인화법을 배운 

동앙화가률에게 우리나라 산천의 실경(實景)으로 눈울 

롤릴 수 있도록 했다. 동연사 그룹은 .신구화법〔新훌훌 

法)울 연구”하여 동서미술의 융합율 시도하그l자 동연사 

훨 조직한다는 발기의 취지률 밝혔다2이 동연사 작가둘 

은 작폼 소재의 혹면에서 지금까지 중국 화보식(中國 

I짧式) 형식을 탈피하여 우리나라 산천에 관심을 가지 

고 사생에 의해 대상을 묘사하는 산수화를 이루었다. 이 

툴은 서양화의 투시법ü짧힘去)과 멸암법(明B훌法>， 일본화 

에서의 선염법(별쌓法) 등율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근대 

적 사경앙식(형톨않式l올 형성하여 흔택 근대회화사상에 

또 하나의 업적율 남겼다 21’ 

동연사가 빌족되는데 침여한 작가들은 당시 1920년대 

라는 시대적 정황과 미의식(풍흉劃을 인식했다. 변영로 

("t榮흩)는 당시 동아일보에 「동앙화론 東洋훌뚫」이라는 

글울 발표하여 당시의 시대성과 현실성율 강초하는 선진 

화가률이 번모되는 사회의식율 보여주고 있다. 

故로 時代8연 發웹가 없는 훌術은 갖Ei흩術이며 R홉麗의 훌￡ 

~j일 것이다 ...... 우리의 화가툴은 어떠한 그림율 그렸 

는가? 明나라 衣훌인지 홈나라 衣훌인지 考古學者가 아니 



〈도판 10> 이상범， <모언 톨훌， 1923년 선전 훌훌 

〈도판 11> 이상범， <초용 初흉.)， 1923년 선전 훌풍 

〈도판 13) 면판식， <전혹회구>， 1922년 선전 훌폼 

i몽守B낌이고 빠方的민 총칭하여 말하면 生命이 있는 풀術이 

아니다 ...... 우리의 훌術界률 根빼낌으로 改훌할 필요 

가 [이하 생략]22) 

신문에 개재된 이글은 당시 동연사가 조직되던 시대적 

정황을 보여훈다. 동연사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틀을 관 

념의 세계로부터 탈피하여 경험과 현장성에 대한 복귀를 

가져오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동언사 작가들이 

전통적 신수화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 사생에 기반한 

산수화톨 선보인 것은 1923년 선전에 출품된 작풀들에 

서였다.1922년 시작된 선전은 동연사 작가들과 다른 화 

가률에게 이제까지 그들이 닦아온 기량을 펑가 받율 수 

있었던 최대 공모전이었다. 그러나 제 1회 선전에 출품 

된 작품툴울 용해서 자신률의 작품들이 새로운 경항의 

서양화와 일본회 계톨의 작품틀과 차이가 많다고 민식하 

면서 동연사 그홉 작가롤의 화풍은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사생위주의 근대적 산수화로 전개되었다. 

이상범의 〈모언 훌훌(도판 1아은 1923년 제 2회 선전 

에 출품된 작품으로 갚이 있는 시각적 일루전(illusion) 

을 참출하는 원근법과 산의 표언율 명암법으로 뚜렷하게 

표현했다. 1926년 조선의 전답(EB짧)이 보이는 어느 농 

혼 초겨울의 얼상적인 풍경을 그린 〈초동 初혼)(도판 11) 

과. 1930년 이상범의 신수화 〈잔추 殘*서(도판 12)에서 

도 동앙의 전통적인 공간처리나 샤물을 표현하는 앙식에 

〈도판 12) 이상엄， <잔후 훌싸>， 1930년 선전 훌홈 서 벗어나 서앙의 조형월리민 원근법과 함께 사물을 3 

면 홈定도 힐 수 없는 옷율 입고 ...... 超人的 인간의 차원적 입체물로 표현하는 영암법이 적특적으로 활용되 

그림이나 ...... 좋人톨나 혹은 천편일률의 띠水홈나 그 

리지 아니 하눈가? ..... 近代 朝활흩는 非活動的이오 2낀 r동아일보J. 1920년 7월 7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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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연환↓ {?P. 힐훌~ (도판 16) 
192:뀐 선전 흩용 W， 1924년 

〈도흰 15} 변판식， <후신모연 '*山톨훌， 1925년 선전 훌풍 

었다. 또한 선전의 초반부에 출품된 변관식의 〈전촉화구〉 

(도판 13), <귀가 짧家)(도판14)， (추산모연 秋山훌屬(도 

판 15)에서도 전용적 재료를 바탕으로 서앙의 원근법과 

영암법툴이 공간옵 처리하는 방식과 대상을 표현하는 측 

면에서 그대로 적용되었다. 

노수현의 1924년 작품인 〈산촌귀목 山村歸쨌)(도딴 

16)에서 보연. 전통적인 산수화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의 

깊이김괴 산천(山) 1 1)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입체감률을 느찔 수 있는데 이렇게 세계를 직접 보고 그 

리려는 정신은 〈일난B흉)(도판 17)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다. 선전 제 4회에 흩품되었던 이 작품은 어느 산의 편 

편한 둔덕에 커다란 나부 밀둥 곁에 나물을 다듬고 있는 

여민과 그 옆의 짚단 위에시 누원있는 어린이를 그린 사 

실적인 인룹화 이지만 그 뒤의 배경 묘사에 있어서 사실 

44 샤생(.호)확 근대쩍 미*찌도(Jlfκ뼈 를훌삐뼈 

〈도판 17) 노수현 〈일난 81훌>， 1925년 

〈도판 18} 이용우， (잉재 失.11>， 1923년 선전 훌훌 

적 표현을 붙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용루가 제 2회 선전에 출풍헌 〈실제 失짧 

(도판 18)는 우리나라 산천의 풍경울 심원적으로 구성하 

여 사실적이면서도 낭만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산들을 

병풍처럼 동글게 배치하여 그 공간은 깊은 계곡률 이루 

며 조그앓게 그려짚 초가들이 안개 속에 모여 있다. 필 

선을 통해서가 아니리 서앙적인 명암법을 사용하여 면으 

로 처리한 이 작물은 산수의 웅장합과 괴량감을 표현하 

고 있다. 또한 〈하산 훌山) (도핀 19)은 제 3회 조선미솔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으로 사 

실적으로 조국의 산세를 표현 

한산수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새로운 경 

항의 작품들이란 결국 사실적 

인 묘사률 주로 하면서， 아륨 

답거냐 흥미 있는 장면， 일상 

적인 장면과 조선의 자연환경 

올 소재로 하여 다시점과 같은 

얄은 공간보다는 김숙한 원근 

법과 앙감을 표현하기 위해 엉 

암법으로 그려졌다. 동양화에 

서는 각 경물의 표현에서 사생 

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근 

경의 공간이 확대되고 상대적 
〈도판 19> 이용우 (81산 I 

山>， 1924년 선 으로 중경과 원경의 경치는 축 
전훌륭 

소되거나 일부만 그려져 실경 

율 바탕으로 현실감이 나도록 표현되었다 그러나 전통 

적인 기법괴 사생적인 시각이 결합되었지만 이러한 방식 

이 때로는 완전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생경한 느낌을 전 

달하기도했다. 

사람은 사속에 틀어가 스웅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기량을 키웠다. 이상범의 ·정전시숙， 김은호의 .낙청헌 

사축. 에서 젊은 직업화가 지망생툴이 미솔지도률 받았다. 

미술은 개민적으로 사사하거나 써|습하는 형식이었다.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무리나라 정부는 국가제도 

의 근본적 개혁율 단행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제를 발포 

하고 모든 학쿄제도률 재편성하였다，23) 1895년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제법렁이 제정 · 공포되면서. 한성사범 

학교 관제외 소회교령이 제정되었다. 소학교가 1895년 

5월에 문율 열자 서당식교육에서 탈피하게 되는데. 소위 

신교육의 형태로 미술이 .도화{圖훌r 라는 교과목 명으 

로 서구의 법령을 그대로 도입한 교과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소학교 .도화과{圖훌￥파r 교수요지는 일 

본의 소회교 교칙대강(얹R狀鋼과 유사했을 뽕만 아니 

라， 그 규모가 작었고 지도할 교사도 없었다고 한다 24) 

당시에는 적힘히게 실천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 

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롤 거두지는 못했으나묘화{擺 

톨)' 품 중심으로 한 도화과가 하나의 과목으로 학교교육 

의 교과편제에 시도되어 미술교육에 도입되었다는 접은 

주요힌 부붐이다， 1906년 보통학교렁시행큐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도화. 가 보통학교에서 플낙교과목의 수춘으로 

조정되었고 사물이냐 화첩을 통해 묘사력을 기르고 미적 

감각울 육성해야 하는 것이 교수 요지로 나와있다 25) 이 

rJ. 사생때호파근대 미슐교육 후 1909에 다시한번 수정된 보통학교령과 사범학교렁에 

는 도화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남자는 주당 2시간. 여자는 

1910년대에 이미 샤친에 게재되는 풍경사진툴이 한국 주당 1시간으로 배정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임화중심(臨 

의 평범한 자연 환경을 담아냄으로씨 일반 독자들에게 .中心)의 수기훈련식의 도화교육이었다26) 

풍경과 사생에 대한 미적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 미술교육울 진행하는데 적절한 학술자료를 계 

고 본다연. 사생에 대한 관심이 학교교육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반경에 비로서 냐탁난다. 

갑오경장 이전에 한국의 미술교육은 교육방법에 있어 

서 인간과 민간의 일대일 관계에 기반했다. 개인교융 형 

식으로 진행된 미술교육은 기솔슐득을 궁국적 목적으로 

하여， 소위 무릎 제자의 전수교육(傳授敎홉)01나 도저I(徒 

弟)， 사숙(~.ι뿔) 등의 형태였다. 화가가 되기률 지망하는 

23) 한국때서 근대적 미슐교육재도에 핀힌 연구는 간앤l 이루어져 있는데. 

대핵로 그 시기구톨율 겁오경징 이후 새교육쩨도 도입 시기， 일채통치 

기. 굉불이후 교육기 라는 세시기로 나돼 논의하고 있다 
2이 정운흰 r미슐교육의 샤.Æ; 옵악 미울과 교육J， 서훌 효택능력개발시. 

1975, p, 잉0， 

25) 벅휘릭 r힘국미훌교육시J， 서율: 얘|경， 1잃8， p.68 
26) 김용현 r힘굿의 개화기 미술교육 고힐J f조형교육」 쩨 23집(홉). 

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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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흉훌 

\.:1 뚫훨똘훌홉흙本! 
훨 -

*후i‘쩔한*소 團 훌;짜.!. fp빼1) 
〈도판 20)(도회임본 뻐훌혐*>. 1907-1908년 

iL ~ JC 
〈도판 21 ,22> <도화엄본 뻐I뾰*>. 1907-1908년 

획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교과서는 20세기 초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간민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자료들 

이 간혈적으로 쓰여졌는데 1905년부터 접부는 교과서 

의 국정사업올 추진하여 직접 교과서 편찬을 간행하여 

사립학교 난립화에 대한 운영율 톨제하였다 r도화잉본 

圖홈臨本，(도판 2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장 미술 교과 

서로 1권과 2권은 1907년(光武11년)에 3권과 4권은 

1908년 (隆熙 2년)에 발행되어， 1910년에 3판까지 출판 

되었다 r도화임온」은 이도엉이 원화를 그렸는데， 용기화 

(用器톨)와 자재화{엄在톨)27)로 구성되었다. 저1 1권은 전 

반적으로 사물의 형체률 인식할 수 있도록 선으로 구성 

된 교본으로 서앙의 월근법이나 영암법에 기~;하여 대 

상을 따악했다. 벼루. 컵. 병. 무우， 갓 등의 형체가 제 

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선을 통한 형태연습에 집중한 교 

2끼 자체회(tHrll)린 기하흥H빠何톨)에 대웅하는 개념으로 자니 컴퍼스 융의 

도구톨 사용하지 않고 자유홉게 그리는 그림율 말한다. 도회임본때는 모 

회{톨톨)와 사생회{빼生톨}로 구성되어 있다. 

28) 'lI!톨짧4냉. 훌햄빠 ... 빠~ -:年 三月 B 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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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쪽ý 
〈도판 23,24> <도회입률 뻐I없本>. 1907-1908년 

〈도판 25,26> <도화잉본 -양후>， 1907-1908년 

본이태도판 21). r도화임본」의 2권도 사물의 형체와 선 

연습에 치중한 것이 1권과 같은 맥락에 있으나 선의 표 

현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다. 등장하는 기 

물들이 당시 일상에서 엉게 볼 수 있는 물통， 우산， 항아 

리， 화분. 모자 짚신 률이다 r도화임본」 저13권과 4권 

은 사물툴의 복합적인 형체에 대한 인식과 명암법에 보 

다 치종한 미술교과서였다(도판 22). 

명임빔과 선의 농담이 표현된 r도화임본」저13권은 정 

밀하게 관힐된 사물툴 뿐만 아니라 자연물틀을 사생한 

예가 제시되었다 나무， 매미， 물고기， 참새， 오리， 개， 소 

등의 생물툴이 시각적 일루전을 나타내는 농담으로 처리 

된 것이 특징이다(도판 23). 또한 자연물들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사생한 혼적톨율 찾아 몰 수 있는데 풍경틀을 

사생한 것이 농담이 있는 선과 영암으로 처리되었고， 인 

물의 얼굴에 관한 도상회적 분석율 시도한 도판도 나타 

난다(도판 24). 생물{개. 새， 토끼， 물고개들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선의 변화와 속력감으로 표현되었대도판 

25). r도화임본」 저14권에서는 사물에 대한 형태 표현과 

공간 구성이 보다 사실적으로 설정되고 선과 영암의 농 

담이 보다 다양한 단계로 표현되었다. 또한 사생한 풍경 

의 예가 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이 r도화임본J 4권이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의 모슐도 간혹 둠장 

한다(도판 26).28) 



도화의 교수 목적은 r도화임본」의 구성에서 간략하게 

나마 추정할 수 있다. 일상의 사물들의 형체를 인식하고 

이를 재연하는 능력과 미감율 함양하는 것이 도화와 수 

공의 교수 목적이다. 따라서 r도화임본」어| 제시된 예시 

돌은 1권에서 간략하게 사물의 형태를 포칙하여 표현하 

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단계는 실물이냐 견본을 보고 제 

반 형체툴율 그리는 단계로 나아간다. 1909년 제정된 

보통학교령의 시행큐척올 살펴보면. ‘교과 및 연재’ 의 

측면에서 도화 및 수곰의 교수목적메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g톨는 i훌협의 R깨g톨 톨取하여 표히 흩하는 能力을 得

케 하고 를하여 훌혔올 톨힘으로찌 要릅로 힘. 圖훌는 簡훌훌 

힌 形삐로부터 쏠始하되 進하여는 • 物 又는 臨本에 就하 

며 又 自 己의 홉究로써 諸般物빠롤 흩케함이 可함. 土빼X 

況에 依하여는 聊易한 훌何톨훌 짧용힘을 得함. 圖훌률 敎

授함에는 머及的 {也敎科텀에서 짧훨한 體物及 學徒의 B常

--한 物빼中에서 없히여 톨케하고 흉하여 ;홉찢율 好하며 

鎬密을 向하는 혐↑I융 훌케 힘에 注衣합이 可힘.갱) 

r도화임본」의 교과서 영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임화 

를 중심으로 편찬된 이 교과서는 모샤기솔율 읍득하는 

수기훈련식(手園|練式) 미술교육이 상당한 기간 진행되 

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보동학교 교육의 

지칩서로 펀찬된 r보통교육학 普通敎흡學」에 나타난 도 

화교육의 취지에서도 당시의 미술교육에 관한 시각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도화교육의 목적은 셰가지로 주장되고 

있다. 첫째는 물체흘 관찰하고 정확히 식별하는 일이다. 

인간의 눈으로 형체룰 정밀히 관찰하여야 정확한 지식을 

획득힐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상의 형체룰 정확히 그 

리는 눔력올 수련(修빼하는 일이다. 이러한 능력을 수련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도 필요할 뿐더라 미술공예 분야에 

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미감(美感)을 기르는 일 

울 강조하고 있다. 도화교육은 관찰을 정밀히 하여 질서， 

정걸. 치밀， 민내 등의 덕목을 앙성하여 인간에게 전인적 

영항올 미친다는 것이다 3이 

이 당시 도화와 수공은 미감을 기르거나 취미를 기른 

다는 목적을 상정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기능적 전수에 

만 몰입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하키 어렵다. 미솔계에서 

사생과 풍경화에 대한 관심이 발흉한 것에 비해 미술교 

육 붐야에서는 아직까지 모사와 임화를 중심으로 한 수 

기훈련식의 모방교육이 행해졌던 것이다. 당시 국외에서 

일기 시작한 자유화 운동과는 상당히 다른 앙상으로 진 

행되던 것이 우리나라 도화교육의 모율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국정교과서인 r도화임본」 네권이 펀찬되면서 

우리나라 미슐교육이 임화위주의 기능전수어l 편중되었 

옴울 알 수 있다. 1권과 2권에서는 선(線}과 형(形)을 종 

심으로 하고 있고.3권과 4권에서는 복잡한 형태로 진전 

되었으며 농담(흩談)도 표현되어 있다31) 그러나 r도화임 

본」뿐만 아니라，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r모팔화수본 毛

흥톨手本」， r신정확첩 新定홉뼈」， r소학교교사용수공교과 

서 小댈校 敎師用 手I敎*휴훌」. r소학아동수공실슐서 小

웰兒훌手I.협톨」 둥이 총독부 인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임화중심의 미술교육이 20세기 초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수기훈련식의 임화종심 미술교육을 벗어나게 

되는 것은 1926년에 이르러서이다. 조선교육렁 개정에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미술교과서 

r보통학교 도화첩 훌훌通웰校 흩때톨뼈JO I 발행되었대도판 

27). 이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 저작의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교사용과 O~동용으로 구분되어 교수하 

도록 되어 있다. 도화{圖홉)에 관해 일반적인 것과 기능 

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미감울 기르고 도화{圖훌)가 요 

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올 고려하여 이등발달의 정도에 

맞추어 참고하는 교과서이다. 임화{臨훌). 감상， 설명 등 

29) 뼈짧!flMI 톨뼈융 r훌i훌했휠톨'J. 뼈없흉훨府 흉務局. 1910.114쭉-

115쭉. 
3이 뼈빼않때 빼뚫뭄 r웰ÌI!l~홈훌'J. 朝빠總훌R￥ 뿔務읍. 1910. 114쭉-

116쪽， 

31) ’-엠本~. 빼g야뼈를， 빠~.=.年 三Fl -8 활行. 

사생(.호바 근대쩍 미*훌도(필κ~.홉삐삐 47 



〈도핀 27) (보를획교 도화협 훌遺톨얹 g톨뼈， 1926년 

의 표흰활동과 김상활동에 쓰여지는 교재로 나뉘었다32) 

김상훨동은 그리는 방법에 관한 셜엉과 기법에 대한 설 

명에 관한 것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감상 

활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동들의 흥미와 관심을 꿀 

만한 동식물. 사물 용이 이 교과서에 등장한다. 또한 저 

학년과 고획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제재가 1학 

년에서 6힘년까지 반복되어 등장하여서 해서 복습과 응 

용이 가늄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재료는 1학년에서 4 

학년까지는 크레용， 5학년에서 6학년은 물감을 사용하 

도록되어있다. 

r보통학교 도화첩」이 그간의 미술교과서와 다른 점은 

미솔교육에서 교수 방법이 임화{臨훌)에서 사생(寫生)으 

로 전환되었다는 점올 팝올 수 있다. 실물사생을 많이 

강조했고 범화{월톨)는 그대로 그러게 하지 말고 그 일 

부블 취하거나 잠고로 하여 다른 것을 그러게 하여 단순 

하게 모방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또한 이 쿄과서에는 당 

시 한국의 풍물툴이 다수 등장하여. 사생한 예시작품들 

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률은 미술교육에서 일방적 모 

32) 뼈홉행월뼈" rn뿔~Jl 11톨뻐~， 京여t tH양홉f훌리뼈~*式훌'i 1926. 김 
힘미 r용택 소톨미*교육애 있어서의 교괴서의 변전 및 발전방항에 관 

한 연구J rOI흩피육논훌」 재 9짐， 2000, p. 86. 
33) 월본에서는 1918년에 자유화몸동이 추칭되어. 모본올 보고 그대로 앙모 

하는 것이 휠성되고 시생이니 상싱회륨 강죠하는 지유획{自由톨)가 져l칭 

되면서， Of동 스스로 표헌한 도회<lU1톨 강조하였다. 

48 사iI{a효)과 근대혁 미 .. 쩨도(판M.훌’".> 

방울 부정하는 것으로 그간의 임화종심의 기능주의에 빠 

진 미술교육으로부터 탈피한 근대적 미솔교육의 출발을 

의미한다. 당시 일본에서 일기 시작한 .자유화운동 (自

由化릎ψ)’ 33)에 기초한 근대적 미술교육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율 미쳐 임본주의(臨本主훌)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표현(expression)' 과 샤생(寫生)율 강조하는 

미술교육으로 전개되었다. 

V. 맺륨말 

이상으로 한국의 근대미술에서 사생경향이 도입된 배 

경과 전개앙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동경미솔학쿄는 당시 

미슐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형성해 가는 주요한 교육기 

관인 동경미술학교는 일본의 화단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우리나라 화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22년부 

터 일본 승독부 추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조선미술전랍효I(朝활풍術展 .. 홈)도 효택의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예술세계률 불 수 있게 했다. 사생에 대 

한 관심은 동연사라는 젊은 작가률에게도 신구화도(新흩 

홈圖)롤 모색하는 길융 열었다 동연사에 참여했던 작가 

돌은 전동산수화의 기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사생산 

수화힐 통해 한국의 근 현대회단을 주도해 나갔다. 

미솔교육의 영역은 화단에서 불기 시작한 샤생에 대한 

관심보다 약간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밀접하게 관련되 

어있다 흔댁의 근대 도화교육의 시작은 앞서 언급했듯 

이， 교과서도 없고 지도힐 교사도 부족한 가운데， 서양이 

나 일본에 비해 다소 늦은 상태에서 학교교육에 미솔과 

가 도입되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이 1970년대에 

초등학교에 미술이 도입되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이들보 

다 20， 30년이나 뒤에 도입되었다. 실용적 인간을 만드 

는 방법으로 수공이니 도화교육은 일본에서 일기 시작한 

자유화 운동의 엉항으로 전통 미솔교육의 방법인 기솔주 

의， 모방주의， 시각적 묘사에서 벗어나 사생과 표현 중심 

의 미술교육。‘로 친환되는 큰대 미술교육이 발흥하기 시 



작했다. 사생에 관한 미슐가의 관심과 미솔전람회와 미 

솔교육제도에서 보이는 시도들은 1920년대 새로운 눈으 

로 세계를 보고자 한 근대정신의 하나의 발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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