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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개항기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르는 약 70년

동안 한국에서 근 성격의 미술시장이 어떻게 생성․발 해왔

는지를 고찰한다.박사학 논문으로는 한국 근 미술시장사를

다루는 첫 시도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어느 한 시기를 풍미한 특정 작가군 혹은 특정 장르의 출

과 퇴조는 그들의 작품이 거래되던 미술시장의 환경을 함께 살

펴보아야 제 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어떤 작가도 경제․사회

맥락에서 벗어나 독자 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미술품이

개자의 매개를 거쳐 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미술시장에 한 연구

는 미술사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독자 인

학문 역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술 시장의 세 주체인 수요자․생산

자․ 개자 간의 계에 을 맞추어,매 시기별로 새롭게 두

한 미술 수요자(수집가)에 응해 생산자(화가)와 개자(화상)가

어떤 제도 창안과 신을 꾀하며 당시의 미술시장을 변화․발

시켜왔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당 의 미술시장을 고미술품 시장과 동시 미술 시장으로

구분하고,각각의 역에서 1차 시장(화랑)과 2차 시장(경매)의 제

도 진 여부를 추 한다. 새로운 수요자의 등장이 개자,

생산자와의 유기 인 계 속에 특정 미술 장르의 부침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도 요하게 다룬다.

고미술품 시장에서는 개항기 서양인 수요에 부응해 처음

거래되기 시작한 고려자기가 을사조약 이후 일제 식민지 지배를

거치며 최고가의 술품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꼼꼼히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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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백자와 조선시 서화 등 미술품 장르 간 상품 가치의

계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추 한다.이 과정에서 일본

인 통치층,이왕가박물 등 수요자가 끼친 향,고려자기 시장을

선 한 일본인 골동상의 시장 장악,한국인 수집가 개상의

뒤늦은 등장과 한계 등을 고찰한다.

동시 미술시장에서는 ‘수출화’‘기명 지화’등 특정 장르

의 유행 배경과 부침의 과정을 통해 시장 주체들의 향 계를

살피는 한편,개항 기 지 (紙廛)이나 서화포(書畵鋪)같은 화랑

의 맹아 형태가 출 하여 본격 인 화랑의 기능을 갖춘 백화 갤

러리가 1930년 들어서기까지 유통제도의 발 과정을 추 한다.

미술시장 환경에 근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회고록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본 논문은 당시 산출된 통계를 극 활용함

으로써 미술시장을 보다 실체에 가깝게 악하고자 노력했다.

일제 시기 미술시장의 최 사건은 무덤 속 기물에 불과했

던 고려청자가 최고의 술품으로,구한말까지 가장 애호되던 조

선시 고서화가 가장 가격이 싼 하 술품으로 평가의 복이

이루어진 아이러니에 있을 것이다.이는 지 까지 일제의 제국주

의 폄하 의도의 결과로만 설명되어왔다.하지만 그러한 미술정

치의 기획이 철되기까지는 근 미술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시장

의 수 논리와 가격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었다는 것을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근 미술시장,고려자기,미술 수요자,화랑,수출화,경성미

술구락부

학 번:2011-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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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곤도 사고로(近藤佐五郞)이왕가박물 납품 <고려청자 청자

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승반> 고려 13세기, 체 높이

36.1cm,승반 높이 7.4cm,국립 앙박물 소장

[도 21]곤도 사고로(近藤佐五郞)이왕가박물 납품 <청자상감국화

모란무늬 참외모양병>(국보 제114호) 고려 13세기, 높이

25.6cm,국립 앙박물 소장

[도 22]스즈키(鈴木桂次郞)의 이왕가박물 납품 ⟪화원별집⟫ <박

주삭어>

[도 23]조선총독부박물 경

[도 24]우리타니 세이지(浦谷淸次)총독부박물 납품 <반가사유상>

[도 25-1]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구입 <청자상감연화유로문병>(고

려 14세기 반,높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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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2]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구입 <청자상감국화문합> 고려

13세기,지름 8.3㎝, 지름 4.3㎝

[도 26]1910-1920년 국 별 고물상 수 추이

[도 27]서양인이 거리에서 도자기 가격 흥정하는 삽화

[도 28-1]쾰른동아시아민속박물 피셔(AdolfFischer) 장 부부 구

입 고려자기,12세기 반기,높이 41㎝

[도 28-2]쾰른동아시아민속박물 피셔(AdolfFischer) 장 부부 구

입 고려불화,14세기,123×82㎝

[도 29]한성서화 의  이태리소년 소설책 고

[도 30-1]<고사 하도> 본,연 미상,지본수묵,62.0×45.8㎝

[도 30-2] 최우석의 <고사 하도>

[도 31-1]안 식이 제작한  심 화보 표지 (25.7×17.7㎝)

[도 31-2] 심 화보 유리 원

[도 32-1]경묵당의 <유압도>

[도 32-2] 심 화보 내 <유압도>유리 원

[도 33-1]궐어도 체본

[도 33-2]노수 의 <궐어도>습작(1910년 ,지본수묵,42.8×55.9㎝)

[도 34]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

[도 35]경성미술구락부 감정서

[도 36]경성미술구락부 경(1942년 개축 후)

[도 37]제2회 서화 회 람회-최고가 팔린 이도 의 ‘계’기사

[도 38]쎌푸 사 자동차 가격 특별 락(低落) 고 기사

[도 39]제1회 조선미 참고품 출품 김규진의 서와 서

[도 40] 쿡의 북경 가이드 의 테일러 무역상회 경성지 고(1924)

[도 41] 강산 가이드북 뒷면의 테일러 무역상회 고(1929)

[도 42]  경성부 (大京城府大觀) 남 문통과 장곡천정(소공동)

지도/ 경성부  황 정 (을지로)일 지도

[도 43] 제23회 선 목록(鮮展目 ) (1944)표지 내지

[도 44]오 빈 조선미술 고서화 람  매일신보 기사(1931.4.22)

[도 45] 조선고 도보 표지

[도 46]이순석 책 장정 도안(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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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이순석(맨 왼쪽)과 화신상회의 직원들

[도 48]이왕가미술 경

[도 49]다나베 이타루 <자수병풍>,캔버스에 유채,163.5×131.0㎝

[도 50]덕수궁 석조 이왕가미술 시 경

[도 51-1]경성 미쓰코시백화 재개 때 외부 모습

[도 51-2]화신 백화 신 개축 후 모습

[도 52-1]미쓰코시백화 갤러리 치도

[도 52-2]미쓰코시백화 갤러리 시 경

[도 52-3]화신백화 갤러리 치도

[도 52-4]화신백화 채용신 유작 시 경

[도 53]화신 갤러리 ‘이응노 화백 개인 ’소개 신문기사( 매일신보 ,

1939.12.16)

[도 54]화신 갤러리 견작가 출품 이마동 작품 소개 기사( 동아일

보 ,19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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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1.연구 목 과 의의

이 논문은 개항기와 일제 식민지시기를 심으로 한국 근 미

술시장의 탄생 형성 과정을 시장의 세 주체인 수요자,생산자, 개자

간의 유기 향 계에 을 맞추어 고찰할 것이다.박사학 논문

으로는 한국 근 미술시장사를 통시 으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은 그것이 수요자에게 수용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시장은 상품을 사고 는 일정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상품으

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일어나는 추상 인 역을 지칭하는 용

어이기도 하다.1)이 가운데 미술시장은 미술품이라는 구체 인 재화,미

술품 제작이라는 구체 인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책정되

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미술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수요자에게

달되는 구체 인 거래 행 가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유통공간은 미술시

장의 발 을 보여주는 구체 인 실체로서 요하다.따라서 이 논문은

미술품 유통공간과 시장제도의 발 과정을 주요 축으로 근 미술시장의

형성과정을 추 하고자 한다.

미술사 연구는 지 까지도 체로 작가론이나 작품론 등 생산자,

즉 작가에 한 논의가 심이 되고 있다.그러나 수요자의 작품 구매

행 ,생산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개 행 , 개(매매)행 가 일어나

는 가시 공간의 출 과 발 여부 등 미술시장에 한 연구가 더 이상

미술사 연구의 변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미술작품이 수요자에게 수용

되는 행 는 작가의 작품생산 활동,즉 창작성의 발 을 한 경제 인

기반이 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미술시장에서 매매

를 통해 보여지는 특정 시기 핵심 수요자의 취향은 그 시기 화가들의 작

1)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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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생산과 개자의 취 장르에도 향을 미치고,특정 미술품 장르의

부침을 좌우하기도 한다.더욱이 미술시장에 한 통시 연구인 미술시

장사 연구는 미술사에서 시 를 달리하며 어떤 미술 장르가 왜 인기를

끌었다가 갑가지 퇴조하 는지를 보여 다는 에서 미술사에 한 해석

과 이해를 돕는 창이 될 수 있다.

서구의 연구들에서 작가론이나 작품론 등 기존의 작가 심의

학문 근 태도에서 벗어나 화가와 후원자와의 계,미술시장을 움직

인 주체로서 특정 수요자의 부상,유통공간에 한 연구 등으로 학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술작품을 수용하는 시장 환경에 주목한 것

에 다름 아니다.

국내 미술사 연구에서도 생산자인 작가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수집가,매개자로서의 화랑과 경매시장 등 유통공간에

한 연구가 2000년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그런 성과에도 불구하

고,한국 근 미술시장사라고 할 만한 본격 인 논문은 지 까지 시도되

지 않았다.

1906년 12월 8일자  황성신문 에는 서양의 ‘갤러리’,즉 ‘화랑’의

자생 표 인 ‘서화 ’의 국내 첫 등장을 알리는 기사가 실린다.평양

출신 서화가 김유탁(金有鐸)이 자신의 호를 따 서울에 설립한 ‘수암(守

巖)서화 ’이 그것이다. 같은 해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에 의해

도굴된 고려청자의 거래를 목 으로 최 의 미술품 경매가 서울에서 열

렸다.근 미술시장에 한 연구는 근 성격을 갖는 유의미한 1차 시

장과 2차 시장의 출 ,제도 인 발 ,시장의 메커니즘을 가능 한 수

요자․생산자․ 개자 간의 유기 계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

다.2)미술시장에서 1,2차 시장의 핵심인 화랑과 경매의 기 형태가 국

내에 선을 보인 지 100년을 넘어섰다는 에서 한국 근 미술시장사를

다루는 연구 논문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미술시장에서 1차 미술시장(PrimaryArtMarket)은 갤러리를 주로 작가의 작품을

매매하는 시장을 말한다.2차 미술시장(SecondaryMarket)은 경매 시스템이 주가 되는

것으로,한번 거래된 고 미술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따라서 2차 시장에서는 작

가와 컬 터 간이 아닌,컬 터끼리의 거래가 주가 된다.최병식, 미술시장과 아트딜러

 ,서울:동문선,2008,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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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서구에서는 1990년 반부터 작품의 유통에 한 논의가 진척

되어 왔다.이를테면 인상 에서 입체 까지 모더니즘 미술의 역사를 화

가와 화상(畵商)의 계를 통해 고찰하거나,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을

당 최고 화가 렘 란트를 심으로 후원자와 술가의 계를 통해 다

룬 것 등이 그런 이다.1)로버트슨(IainRobertson)은 미술시장의 수요

자와 생산자가 근 의 상징인 화폐가 매개가 되어 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를 르네상스로 보고,이 시기부터 제2차세계 이후 뉴욕 미술시

장이 부상한 까지의 시기를 수요자의 에서 다루는 시도를 했

다.2) 크 인(DianaCrane)은 연구 범 를 좁 제2차세계 이후

의 미국 미술만을 상으로 비슷한 분석을 하면서 특히 추상표 주

의,미니멀리즘,팝아트 등 특정 술 스타일의 부상과 퇴조에 컬 터,

화랑,미술 ,기업 같은 미술시장 매개자들이 결정 인 향을 미쳤음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는 에서 평가할 만하다.3)

미술시장을 둘러싼 서구에서의 논의는 2000년 들어 학문연구

가 학제 간 융합의 성격을 띠면서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미술사학자

와 경제학자가 근 미술시장사를 공동 연구하는 등 서로 다른 학문 간의

업도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서구의 학문 경향에 자극 받아 미술시장의

다른 주체인 수요자나 개자에 심을 기울인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미술시장을 다룬 기존의 연구 경향 성과는 크게 두

가지다.수요자로서의 수집가에 주목하는 것이 하나이고,화랑․경매․박

람회 등 미술품의 유통 공간 제도를 다룬 것이 다른 하나이다.

1)MichaelC.Fitzgerald,Making Modernism :Picassoand theCreationofthe

MarketforTwentiethCenturyArt,Berkeley:UniversityofCaliforniaPress,1996;

PaulCrenshaw,Rembrandt'sBankruptcy:theArtist,HisPatrons,and theArt

MarketinSeventeenth-CenturyNetherlands,New York,NY:CambridgeUniversity

Press,2006

2)IainRobertson,"Art,Religion,History,Money",UnderstandingInternationalArt

MarketsandManagement,New York:Routledge,2007

3)다이아나 크 인(DianaCrane), 아방가르드와 미술시장 ,조진근 옮김,서울:북코리

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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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가에 을 맞춘 연구로는 황정연이 조선시 서화 수장

문화에 한 통시 연구를 통해 시 별로 신분이 다른 수장가 계층의

등장과 이들의 출 을 낳게 한 경제·사회 배경을 고찰하 다.4)이 표

는 조선후기∼1970년 까지 비교 넓은 시기를 범 로 설정하여 개인과

박물 의 컬 션이 갖는 미술사 의미와 사회 효과를 다루었

다.5)김취정은 구한말∼일제 식민지 시기 서화 수요자와 함께 이에 한

화단의 응,유통공간의 변화를 다루었다.이들의 연구는 수요자와 생산

자라는 시장의 핵심 주체를 다루고 있으나 이들 주체 간의 유기 계

를 통해 만들어지는 미술시장에 한 연구로까지는 근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를 노정했다.6)이들에 앞서 홍선표,박효은 등이 조선 후기

문인들의 미술 애호 문화를 다루었는데,비교 이른 시기에 미술사 연

구의 외연을 작가 심에서 벗어나 수요자로 확장시켰다는 에서 의미

가 있다.7)한문학자 강명 은 조선후기 문학과 미술의 향유 문화,이것

이 소비되는 유통공간을 조명하 다.8)미술품 유통공간에 한 연구는

시기와 범 에 있어 근 로 내려오면서 화랑의 출 과 유통제도의 진

등으로 구체화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9)이성혜는 서화에 한정하여 근

4)황정연,｢조선시 서화수장 연구｣,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2007

5)이 표,｢근 고미술 컬 션의 특성과 한국미 재인식｣,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2014

6)김취정,｢한국 근 기의 화단과 서화 수요 연구｣,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14

7)박효은,｢조선 후기 문인들의 회화 수집활동연구｣,홍익 학교 석사학 논문,1999;

홍선표,｢조선 후기 회화의 애화풍조와 감평활동｣, 조선시 회화사론 ,서울:문 출

사,1999

8)강명 , 조선시 문화 술의 생성공간 ,서울:소명출 ,2001

9)화랑을 비롯한 서화의 유통공간에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권행가,

｢1930년 고서화 람회와 경성의 미술시장:오 빈의 조선미술 을 심으로｣, 한국근

미술사학 19,한국근 미술사학회,2008,pp.163-188;이성혜,｢20세기 ,한국

서화의 매매와 유통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44,한국한문학회,2009,pp.441-489;이성

혜,｢서화가 김규진의 작품 활동과 수입｣, 동방한문학 41,동방한문학회,2009,pp.

203-231;박계리,｢조선총독부박물 서화컬 션과 수집가들｣, 근 미술연구 ,국립

미술 ,2006,pp.173-193;목수 ,｢1930년 경성의 시공간｣, 한국근 미술사학 제

20집,한국근 미술사학회,2009,pp.97-116등이 있다.근 기 개별 수장가에 한 연

구는 김상엽이 에 띈다.김상엽,｢한국 근 의 고미술품 수장가 1:장택상｣, 동양고

연구 34,동양고 학회,2009,pp.415-447;김상엽,｢일제시기 경성의 미술시장과 수장

가 박창훈｣, 서울학연구 37,서울학연구소,2009,pp.223-257;김상엽,｢한국 근 의 고

미술품 수장가:치과의사 함석태｣, 향토서울 76,서울특별시,2010,pp.251-291;김상

엽,｢근 의 서화가 송은 이병직의 생애와 수장활동｣, 동양고 연구 41, 동양고 학

회,2010,pp.47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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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작가가 생산한 작품이 상품화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상을 연구

하여  한국 근 서화의 생산과 유통 을 냈다.10)한국에서의 본격 인

미술품 경매회사에 한 연구 성과가 나온 것도 매우 유의미한 지 이

다.일본인 골동상을 심으로 1922년 설립되어 해방 이 까지 운 된

경성미술구락부(京城美術俱樂部)에 한 연구자로는 김상엽이 독보 이

다.그는 여기 기 흩어져 있던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을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한데 모았고 이를 인한  한국근 미술시장사자료집 을

냈으며,경성미술구락부와 근 기 미술품 수집가들에 한 축 된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미술품 컬 터들 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성과를 올리

기도 하 다.11)

그러나,지 까지의 연구는 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술

시장 장르의 두 축인 동시 서화와 고미술품 가운데 어느 하나만 다루

거나,미술시장의 주체에 있어서도 수요자로서의 수장가, 개자로서의

화랑 혹은 경매 등 어느 한쪽 주체에 국한되다 보니 미술시장에 한 입

체 조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미술시장은 고미술품 시장과 동시

미술시장을 함께 아우른 것이기 때문이다.익히 상할 수 있듯이 고

미술품과 동시 작가의 작품은 유통 경로가 다르며,그런 이유로 이들

장르의 1,2차 시장 발 과정 한 다를 수밖에 없다.따라서 시장의 세

주체인 수요자와 생산자, 개자를 모두 아울러 고찰하는 것은 미술시장

발 의 체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 매우 요하다.12)개항기와 식

민지시기에 걸친 약 70년의 기간은 미술품이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여 마침내 투자 상의 지 를 획득해 가는 등 근 미술시장의 압축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다.이런 에서 시기 구분에 따른 발 과정을

살피지 않은 것은 미술시장 연구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13)때문에 본 논문은 시 구분을 통해 한국 근 미술시장의

10)이성혜, 한국 근 서화의 생산과 유통 ,서울:해피북미디어,2014

11)김상엽 편 , 한국근 미술시장사자료집 1∼6권,서울:경인문화사,2015;김상엽,

 미술품 컬 터들 ,서울:돌베개,2015

12)서양미술을 다룬 것이지만 경제학자인 이재희·이미혜가 고 에서 에 이르기까지

의 서양 술사의 발 과정을 수요자와 술가, 술(장르)의 세 측면으로 나눠 분석한

것은 학문 통섭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이재희·이미혜, 술의 역사-경제 근 ,

경성 학교출 부,2005

13) 컨 ,김취정은 수집가와 화단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박사학 논문에서 수요자를

계층별/직업별/국 별로 분류해 서술하면서 구한말의 근 인 후원으로서의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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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3.연구 방법 내용

본 연구는 한국 근 미술시장의 형성과정을 다룬다.자

본주의를 속성으로 하는 근 의 미술시장은,생산자들이 근 인

속 계에서 벗어나 무한경쟁의 자유시장에서 이윤을 동기로 하여 움직

이고, 개자들 한 문 으로 분화되어 리 추구의 결과로 새로운

제도와 기법을 창안하여 신과 발 을 가져오는 시장을 말한다.미국

듀크 학의 마치(NeilDeMarchi)경제학과 교수와 미에그로에트(Hans

J.VanMiegroet)미술사학과 교수의 학제간 업으로 탄생한 ｢미술시장

사(theHistoryofArtMarkets)은 미술시장사 연구에 경제학 툴을

용한 선구 업 이다.14)두 학자는 서양 근 미술시장사를 다루는 이

논문에서 1450∼1550년 피 체,암스테르담, 뤼헤 같은 주요 도시를

심으로 유럽에서 경쟁과 이윤 동기에 의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어떻

게 발 해 왔는지를 사회․경제 배경과 연 지어 살피고 있다.한국

근 미술시장사를 고찰하는 본 논문에서 주로 참고하고자 하는 분석 틀

이다.

본 연구는 한 특정 시기의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부상한

수요자의 계층 성격과 취향에도 주목할 것인데,이는 이들에 한 생

산자와 개자의 응으로서 미술시장이 발 해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

다.이는 곧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소비가 생산에의 충동을 만들어내

는 것”이기 때문이다.15) 술하 듯이 여러 연구자들이 미술시장 수요자

에 주목하 고,특히 특정 시 특정 도시의 미술시장 부침에 수요자가

끼친 향에 주목한 로버트슨(IainRobertson)은 본 연구에 많은 감을

구매 행 와 일제 식민지 후기의 투자로서의 미술품 구매 행 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후원’이라는 범주 안에 묶고 있다.

14)NeilDeMarchiandHansJ.VanMiegroet,"TheHistoryofArtMarket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Amsterdam & Boston:

ElsevierNorth-Holland,2006,pp.69-122

15)아놀드 하우 (ArnoldHauser), 술의 사회학(SociologyofArt) ,최성만 옮김,서

울:한길사,1983,p.31,원어 출간 연도는 197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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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본 연구가 미술시장을 둘러싼 세 주체 에서 특히 역사의 매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수요 계층에 심을 두며 이들과 미술시장 생산

자, 개자와의 유기 인 계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선구 학문 태도

와 방법에 기반한다.

따라서 한국 근 미술시장의 형성과정을 고찰할 본 연구는 이러

한 성과에 기 어 주요 시기별 새로운 미술 수요자의 출 을 둘러싼 경

제․사회 배경과 성격을 살필 것이다.이들 수요층이 갖는 계 성

격과 취향이 미술시장 생산자와 개자에게 경제 이윤 창출 동기를 부

여하면서 어떻게 생산과 유통을 한 창안과 신을 가져왔는지,특정

장르와 품목의 등장과 인기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미술시장 수요자로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력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요

수요자이기도 한 국가(통치자)나 박물 같은 공 인 제도도 주요한 범

주로 다룰 것이다.이들 세 시장 참여 주체들 간의 역학 계 속에서 1

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어떻게 발 해 왔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며,장르에서는 크게 상류층의 애호 상인 고미술품 시장과 서층에서

도 구매 여력이 있는 동시 작가들의 작품 등 두 가지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시장 참가자의 이윤 동기가 특정 미술품이나 특정 장르

의 부침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해서도 주요하게 다룬다. 한 서

술의 일 성을 해 서울의 미술시장을 심으로 기술할 것인데,이는

지 도 그 지만 서울의 비 화와 경제력 집 도는 당시에도 심각한 수

이어서 서울이 미술시장의 체를 보여 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근 미술시장사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연

기 인 기술 형식을 취한다.논문의 연구 범 는 근 미술시장의 탄생

기 으로 설정한 개항기에서 시작하여 일제강 기에 한정한다.개항기는

조선이 국이나 일본을 통하지 않고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인과 직

면했던 시기로,일제강 기의 시간에 버 가는 30년에 가까운 시공간을

하 음에도 미술시장 환경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시

기이다.서양인들은 새로운 미술 수요자로 등장해 종래에 기물에 불과한

고려자기를 미술품으로 열렬히 사고자 했고,한국의 풍속을 담은 그림을

구입하고자 하 는데,이에 한 당 화가들과 미술 상인들의 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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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것이다.일제 식민지 시기는 일본이 먼 수용한 서구의 문

화와 제도가 미술시장에도 이식되어 화랑과 경매, 시회,박물 등 근

미술제도가 생겨났다는 에서 근 미술시장의 개․발 이 압

축 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논문은 근 미술시장의 개과정을 ▲개항기 ▲1905∼1919년

▲1920년 ▲1930년 ∼해방 이 등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나 어 기

술한다.시장경제에서 시장 참가자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

인 동기는 가격 메커니즘이다.이 논문은 그 가격 메커니즘이 개항기와

일제식민지를 거치며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여 가장 자본주의 인 태도

인 투자 동기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 하는가를 밝 낸다는 에서

근 미술시장사를 다루는 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사실상 기존의 미술사 연구가 회고록이나 특정 문헌자료에 의거,

특정 시기와 특정 분야의 부분 인 모습을 다루면서도 그것이 마치 그

시 체의 미술시장 모습인 것처럼 확 해석함으로써 일반화의 오류

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본 논문은 문헌자료에 의거하면서도 기존 연

구자들이 근하지 않았던 일제 시기의 통계자료를 극 활용함으로써

수치가 갖는 확성을 통해 미술시장의 흐름을 보다 실체에 가깝게 보여

수 있도록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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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근 미술시장의 기

본 연구는 근 미술시장,즉 시장의 한 분야로서 미술시장을 다

루고 있는 만큼 시장의 근 성을 어떻게 야 할지 그 개념에 해 정의

한 후,이에 근거하여 한국 근 미술시장의 출발이 언제인지를 단할

것이다.

미술사학계에서는 한국 근 미술의 기 에 한 논의를 비교

이른 시기인 1970년 부터 활발히 개해 왔다.그러나 ‘근 미술’의 기

이 ‘근 미술시장’의 기 과 일치되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시장

의 근 성은 미술이라는 특정 술 장르의 근 성격과 달리,경제학

인 근이 필요하므로 용되어야 할 잣 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술사 연구에서 한국 근 미술의 기 에 해서는 아직까지도

하나의 견해로 수렴되지 못하는 가운데 ▲19세기 후반 ▲개항기 ▲1880

∼1890년 ▲1900년 ▲1920년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련 논의 비교 최근인 1995년 벌어진 논쟁에서 김 숙은 근 미

술제도로서의 람회가 생겨난 1920년 를,최열은 시정 직업작가에 의

해 그려진 민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회화 담당층과 민화라는 장르가 생겨

난 19세기를 각각 근 미술의 기 으로 제시하 다.16)이에 앞서 1970년

에 이경성이 개항기를,오 수는 1900년 를 근 미술의 기 으로 주

장한 바 있다.17)홍선표는 근 표상시스템과 시각법이 탄생한 고종

때의 1890년 를 기 으로 제시하 고18)이구열은 개화기의 이정표라는

이유로 개항을 기 으로 내세웠다.19)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생산자의

16) 한국근 미술사학 2집(1995.11)에 ‘한국 근 미술 기 ’을 다룬 김 숙과 최열의

논고와 이에 한 토론문이 실려 있다.김 숙,｢한국근 미술 1920년 기 시론｣, 한

국근 미술사학 2집,한국근 미술사학회,1995;최열,｢근 미술 기 에 하여｣, 한

국근 미술사학 2집,한국근 미술사학회,1995

17)이경성이 역사학계에서 통설이 되고 있는 개항기를 근 기 으로 제시하는 것에

해 오 수는 “이는 근 가 곧 서구화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개항 이 에 민 에

의해 나름의 근 자각이 싹 텄다고 반박한다.이경성, 한국근 미술연구 ,서울:동

화출 사,1974;오 수  한국 미술사 ,서울:열화당,1979(개정 1995)pp.13-16;

오 수, 시 와 한국미술 ,서울:미진사,2007,pp.59-62

18)홍선표, 한국근 미술사 ,서울:시공아트,2009,pp.11-12

19)이구열, 근 한국화의 흐름 ,서울:미진사,2009,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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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태도에 주목하여 자생 형성을 강조하는 19세기 설과,제도와

기법 측면에 주안 을 두고 서구 문화가 유입된 개항기 이후를 근 의

기 으로 보는 설로 크게 나뉜다.

1990년 반 진행되었던 역사학계의 근 기 논의 역시 개

항 이 설과 개항 이후 설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는데,이는 미술사학계

의 근 미술 기 논의와 비슷한 개 양상이다.1860년 설을 주장한

장동표는 근 사회를 지향하는 반침략운동과 반 건운동의 결합이 맹아

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이 시기 이래 자본주의 생산 계의 진

이 비약 으로 이루어졌다는 ,정치 사회 변화도 일정하게 이루어

졌다는 을 근거로 제시한다.이윤상은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로 개

항이 이루어진 1876년 설을 주장하며 개항 이후 자본주의 생산 계가

속히 성장하고,세계 자본주의 편입이 그것을 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근 민족국가 수립 움직임의 출발 역시 개항이라는 을 이유로 든

다.도면회는 1894년 갑오개 을 근 의 기 으로 설정하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발 하는 과정을 보호 진시키는 국가권력의 수립이라는

에 을 두었다.20)

이상에서 보듯 미술계나 역사학계에서 진행된 근 기 논의에

서 서구의 향을 받지 않고 자생 으로 근 가 출발하 다는 주장은 소

수에 그친다.

본 연구는 근 미술시장,즉 시장의 한 분야로서 미술시장을 다

루고 있는 만큼 시장의 근 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 개념에 해 정

의내리고,이에 근거해 한국 근 미술시장의 출발이 언제인지를 단할

것이다.

시장의 근 성 여부에 한 단은 ‘근 =자본주의’인 만큼,자본

주의 미술시장이 언제 탄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한

다.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 참가자가 근 인 명령 생산의 국가

종속 계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이윤을 목 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

며 모든 재화는 상품으로 생산되어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교환된다.이런

시장경제 하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시장 주체에게 참여의 동기

20)도진순·이헌창·이세 ·이 호,｢기획:한국 근 의 시작은 언제인가-토론:한국 근

의 기 논의｣, 역사와 실 제9권,한국역사연구회,1993.6,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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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해 제도 창안과 신,기술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동인(動因)이

된다.이는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가 우 를 하는 사회를 근 로의

이행으로 보았던 스 지(PaulSweezy)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21)

이를 한국의 미술시장에 입하면 생산자인 화가가 국가에 속

되어 공납으로서의 미술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미술시장에서 불특

정 수요자를 상으로 상품으로서의 미술품을 제작하는 사회를 근

미술시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특히 후원경제 하에서는 술의 수요

자(왕,종친)와 술의 생산자(화가)가 직 으로 연결되나 시장경제에

서는 개자를 통해 다수의 수요자와 매개된다.

근 의 조선시 화가는 두 부류 다.왕실에 소속되어 왕실과

(官)에서 필요로 하는 상화,지도,기록화 등의 그림을 그리는 직업

화가로서의 화원화가와 교양과 여기(餘技)삼아 그림을 그렸던 문인화가

가 그들이다.여기에 시 에서의 매를 목 으로 그림을 그리는 제3의

민간 직업화가들이 근 사회에서도 존재하 으나,시장이 충분히 형성

되지 않았고,수요층의 변이 두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 민간의 직업

화가들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8세기 이후에 들어서 다.생산자와 수

요자가 그림을 거래하는 방식은 매개자를 거치지 않고,직 주문을 받

아 생산하는 1 1의 거래가 주종을 이루었다.미술품 구매자는 재화가

갖는 상품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소유에 따른 완상의 즐거움,즉

사용가치에 더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근 미술시장의 개와 더불어 생산자는 군지 모를

불특정 다수 구매자의 취향을 고려해 미리 제작한 기성품을 매해야 하

는 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그러나 역설 으로 이러한 기성

품 매의 경쟁에 따른 이윤 창출 동기가 근 미술시장 제도의 발 을

추동하 다.

한국 근 미술시장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이 논문은 이런 견지에

21)박은태, 경제학사  ,서울:경연사,2014.인터넷을 참조하 으며,인터넷 주소는 다

음과 같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491&cid=42085&categoryId=42085;

스 지의 자본주의에 한 주장은 다음을 참조할 것.돕(MauriceDobb)·스 지(Paul

Sweezy)·다까하시(高橋幸八郞) 등,  자본주의 이행논쟁 ,서울: 민사, 1980,pp.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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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 근 미술시장의 서술을 개항기(開港期)에서 출발할 것임을 미리

밝 둔다.개항기는 근 에 존재하 던 두 부류 화가의 존재 기반이

와해된 시기이다.왕실의 미술 담당 기 인 도화서가 1894년 갑오경장으

로 폐지되었고,신분제 역시 폐기되어 양반과 인층을 심으로 하여

향유 차원에서 출 했던 문인화가는 설 자리를 잃었다.이로 인해 18세

기 이후 서서히 등장한,불특정 고객에게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화가가 화가의 유일한 존재 방식이 되는 시 가 개항기에 비로소 열

렸다.

직업화가들의 태도와 작업방식에도 경제 동기가 작동하며 근

성을 띠기 시작하 는데,개항기에는 서양인이 미문의 미술 수요

자로 등장하 고,이들의 오리엔탈리즘 취향에 맞춘 ‘수출화(輸出畵)’라

는 장르가 개항장과 도시를 심으로 활동하던 직업화가들에 의해 창

안되었다.유통공간의 측면에서도 구래의 통제 인 시장경제체제인 시

( 廛)이 폐기되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포 상업이 발달하고,직간

으로 활발히 교역한 국과 일본의 선도 미술시장 제도를 극 수용

하여 화랑의 맹아 형태인 ‘서화포’등이 출 하 다. 리 추구라는 경제

동기에 의해 불특정 미술시장 수요자를 상으로 미술품을 상품으로

서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시 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이는 개

항기를 미술품이 자본주의 인 교환가치를 갖고 본격 으로 유통되기 시

작한 근 미술시장의 출발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서구의 향을 받기 이 ,18세기∼19세기 반 존재한 것

으로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한양의 ‘통교(廣通橋)그림가게’는 외부 충

격 없이 자생 으로 근 유통공간인 화랑과 근 직업화가가 성장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는 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22)

통교의 그림가게는 시 의 한 형태인 ‘서화사((書畵肆)’를 지칭하는 것인

22) 통교 그림가게의 존재는 1790년에 문인 강이천(姜彝天,1768∼1801)이 쓴  한경사

(漢京詞) 와 1844년 작자 미상의  한양가(漢陽歌) 에서 공통 으로 한다.방 아,｢강

이천과  한경사 ｣, 민족문학사 연구 5 ,민족문학사연구소,1994.7,pp.194-224;강명

, 한양가 ,서울:신구문화사,2008,pp.14-16.한양가의 작 연 는 1844년으로 추정되

며 이는 목 본의 맨 끝 장에 ‘셰재갑진계 한산거사져’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

다.한양가를 지은 사람은 ‘한산거사’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없다.강명 은

한양가가 ‘승 놀음’이라는 특이한 제재를 다루고 있고,승 놀음을 벌이는 주체가 별감

들이라는 에서 한양가의 작자가 별감이거나 별감과 동질 인 부류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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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필품을 사고 는 시 ( 廛)에서 미술품이 상품처럼 매되는,이

과 다른 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 성을 담지하고 있다.23) 통교

서화사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으로 기성품이 매되는 유통 공간

의 출 ,이곳에서 매되는 민화를 지속 으로 공 하는 민간 직업화가

의 존재,서울의 상업화․도시화․화폐경제의 발달이 낳은 새로운 장식

그림 수요자로서의 상업부유층의 존재 등을 웅변하는 것으로,생산․

개․수요 모든 부문에서 근 성이 포착이 된다.24)

그러나 이를 근 미술시장의 보편 양태의 출 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우선, 근 인 미술 생산자인 화원

화가와 문인화가가 건재하 다.특히 문인화가는 양반층에 더해 인층

에서도 출 하여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을 보 다.

수요 측면에서도 한양의 상업도시화에 따라 새로운 장식 인 그

림을 사고자 했던 상업 부유층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이들이 미술시장

에서 갖는 힘이 근 인 미술 수요층의 핵심인 왕실 수요를 체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한 그림을 거래하는 방식에서도 일부 기성품

이 통교 그림가게에서 팔리기는 했으나 여 히 그림의 거래 방식에서

는,특히 제법 이름이 있는 화가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화가에게 직 의

뢰하는 근 인 양태가 지배 인 시기 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술하 듯이 근 미술시장의 성격이 생

산․수요․ 개 부문에 걸쳐 나타난 개항기에서 출발하여 한국 근

미술시장의 형성과정을 논할 것이다.

23)서울 청계천 2가의 육교(六橋,도성 안 여섯번째 다리)부근에 치한다.이곳은 남

문로와 종로를 연결하며,숭례문을 통해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았다.서

화사는 사(肆)의 형태로 시 과 함께 국가에서 리하는 상설 포이지만,국역의 의무

를 지지 않았다는 에서 시 과 다르다.19세기 작성된  동국여지비고 에는 시 과

다른 상설 포의 형태를 포사(舖肆)로 독립시켜 기술하는데,여기에 방,약국,서화사,

책사, 교세가(공주의 옛 집을 세 주는 것)등이 있다.서화사에 해서는 ‘서화사의

치는 통교 서남쪽 천변에 있다.여러 가지 씨와 그림을 다’라고 고 있다.비변

사 편, 시폐,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조 역해,서울:아카넷,2013,pp.

292-293

24) 통교 그림가게를 심으로 민화의 수요층,민화를 그린 화가,민화가 갖는 시장성

에 해 연구한 논문으로는 제1회 한국 민화뮤지엄 포럼에서 발표한 윤진 ,｢조선 후기

민화의 시장성｣을 참조할 것.포럼은 2015년 5월 1일 강진군 강진아트홀에서 개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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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개항기

1.서양인의 등장

개항기 조선을 찾은 서양인 수와 련한 통계는 정확히 산출하

기가 쉽지 않다.1901년 말 고종황제의 시의(侍醫)로 부임했던 독일인

의사 분쉬(RichardWunsch,1869-1911)에 의하면 인구 30만 명의 서울

에 체류 이던 유럽인(미국인 포함)은 60여 명이었으며 그 에 독일인

이 7명이었다.25)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개인 경험의 한계에서 오는

오류로 보이며 실제로 당시 경성에 거주했던 외국인은 이보다 많았던 것

같다. 1897년 경성상황연보(年中京城商況年報) 등에 따르면 1897년

서울 거주 외국인은 3597명이며 일본인이 57%, 국인이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다.26)이 통계에서 국인과 일본인을 뺀 서양인을 추산

하면 서양인들은 그 해에만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여행

등 일시 체류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이 수 (數的)으로는 제한 이었지만 이들의 미술 수요가

25)그는 양친에 보낸 1901년 12월 7일자 편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다.이어 1903년 3

월 24일자 일기에서는 “서울로 오는 여행자들이 더 늘어나며 몇 주일 뒤에는 바이

에른(Bayern)의 황태자가 부인과 함께 명승지를 구경하러 오고,4월 순에는 잘더른

(Saldern)공사가 새로 부임해 오고,4월 에 벨츠 교수가 도쿄에서 온다”고 한다.이

은 문호가 개방된 한국에 한 심으로 여행 체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리하르트 분쉬(RichardWunsch),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

쉬 ,김종 옮김,서울:학고재,1999,p.40,83.분쉬 박사는 1905년 청일 쟁에서 이긴

일본 세력이 조선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서구인들의 출국을 강요할 때 일본으로 떠난다.;

1883년 11월 23일 외교조약을 체결한 이후 1910년 1월 1월 이 까지 조선을 찾은 독일

인은 300여 명으로 집계된다.Hans-AlexanderKneider외 ,KoreaRediscovered-

Treasuresfrom GermanMuseums,Berlin:KoreaFoundation,2011,p.22.한국국제교

류재단(KoreaFoundation)이 지원해 독일의 주요 박물 소장 한국 문화재 황을 집

성한 책으로, 어와 독일어가 병기되어 있다.국내 시 에서는 매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9월 독일 라이 치히 그라시박물 방문을 계기로 구할 수 있었다.

26)이헌창,｢1882-1910년간 서울 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 연구 ,서울시립 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1998,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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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생산자를 움직일 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은,서양인이 상시 으로

체류하고 왕래하는 개항장 의 한 곳인 인천에 1893년 일본인이 운 하

는 고물상이 2곳,표구 이 1곳 존재하 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화를 장황해주고 매도 하 을 것으로 보이는 표구 의 존재는

포를 차려서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서양인의 그림 수요가 많았음

을 보여 다.27)

개항기 조선을 찾은 서양인의 물리 인 수치는 크지 않지만 이

들이 미술시장에 끼친 향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우선 서양인

은 개항 이 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확실한 수요를 가진 존재로

미술시장에 출 하여 생산자와 개자에게 경제 동기를 부여하며 미술

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진시켰다.서양인들은 러일 쟁에서 이긴 일본

이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서구인들의

출국을 강요하기 까지 외교와 선교와 사업 혹은 한국정부가 부여한 직

업을 수행하기 해 자유롭게 조선 땅을 출입하고 여행하며 체류했다.

이들 서양인의 직업과 방문 목 은 외교 , 사 직원,선교사,

의사,군인,상인,학자,과학자,엔지니어, 부,여행가,작가,기자 등

다양하다.그런데 이들 서양인들 상당수는 조선에 온 목 이나 직업과는

상 없이 미술품을 구매하며 미술시장의 주요한 수요자로서 역할을 했

다.간단하게는 귀국길 기념품 정도가 될 어린이 신발,동 ,부채 등의

물건을 ‘민속품’으로 수집하기도 하 고,조선의 풍속을 담은 그림을 주

문해서 사가기도 했으며,나아가 자신의 술할 책의 삽화 그림을 특정

화가에게 주문하기도 하 다.이들은 한 고국에 있는,막 태동한 민속

박물 의 한국 련 유물을 채우기 한 ‘원격지 리 컬 터’로 활동하

기도 했다.28)

27)임승조,｢개항장 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업활동:1876-1895년 부산 원산 인천을

심으로｣, 홍익사학 제 4집,1990.12,p.188.1893년 12월 인천 거류 일본인 업표에

명시된 직업은 미장이,사진사,생선가게,이발소 등 91종이 나와 있다.

28)개항 이후 서울에 입성한 최 의 서양인인 고종의 외교 고문 뭴 도르 (Paul

GeorgvonMollendorff,1848-1901)는 1869년 설립된 독일의 라이 치히(Leipzig)그라시

민속박물 (GrassiMuseum ofEthnography)의 의뢰를 받아 400여 의 민속품을 수집

해 1883,1884년 두 차례에 나눠 제공하 다. 련 내용은 Hans-AlexanderKneider외,

앞의 책,pp.126-131참조할 것; 미국 스미소니언박물 의 신인 국립박물 도 조류

학자 주이 (Pierre Louis Jouy, 1856-1894), 해군 무 버나도(John Berna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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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당시 서양인에게 가지는 함의는 개항과 더불어 처음으로

서양에 문호를 연 미지의 나라라는 데 있다.서양인들에게 동양으로서의

국과 일본은 이미 먼 수교를 맺어 정보 충족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

진 상태 다.이런 이유로 이제 쇄국의 빗장을 연 ‘신선한 나라’조선에

해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타자 에서 ‘근 ’로서의

조선에 한 정보의 충족 욕구로 표출되었다.29)이를 채워주기 해 모

자,의복,그릇 등 일상의 사물 자체가 ‘민속품’이라는 새로운 지 를 획

득하며 서양인들에게 매되기 시작하거나 조선의 풍속을 담은 ‘수출화’

장르가 새롭게 개발되기도 하 다.

개항기 서양인들의 미술 수요의 한 축이 근 로서의 조선에

한 민속품이나 민속 풍속화 다면, 다른 축은 이처럼 동양에

한 동경이 낳은 고려자기 수집이다.개항 이후 국내에 거주하거나 잠시

거쳐 간 외교 ,의사,해군제독, 리스트나 지리학자 등은 각종 기록

을 통해 고려청자로 표되는 골동품을 수집했음을 보여 다.서양에 분

극동에 한 심이 한국 미술품 수집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서

양 외교 들의 고려청자에 한 심과 수집은 도굴품이나 가 (家傳)

되어 오던 고려청자가 유통되는 기 시장을 열었다.

가장 흔한 로 회자되는 것이 한성법어학교의 도 교사인 마

르텔(EmileMartel)의 회고담이다.그는 “지 으로부터 40여 년 (1894

년)의 이야기이지만,내가 처음으로 조선에 왔을 때에는 이 다 할 재미

1858-1902),의료 선교사 알 (HoraceAllen,1858-1932)등이 1880년 반 국내 체류

하며 신 수집한 민속품을 제공 받았다.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수집한 컬 션 리스트

는 스미소니언 국립박물 소속 민속학자 휴(WalterHough)가 1893년 작성한 총 867쪽

분량의  미 국립박물 소장 버나도․알 ․주이 코리안 컬 션 에 시돼 있다.Walter

Hough,TheBernadou,Allenand JouyCoreanCollectionsinTheUnited States

NationalMuseum,Washington:GovernmentPrintingOffice,1893.귀한 자료를 제공해

박종평 씨에게 감사드린다.

29)독일인 기자 겐테(SiegfriedGenthe)는 1901년 한국을 여행하고 견문기를 책으로 출

간했다.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Siegfried Genthe: Korea-

Reiseschilderungen)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국과 일본과 비교해 조

선이 갖는 매력을 신선함에서 찾는다.“외부의 세력에 물들지 않아서 아직까지 고유함을

간직한 미지의 나라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신선한 매력이 있었다. 국과 일본은 우리

의 흥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략) 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더 이상 미지의 나라가

아니었다.( 략)티베트는 제외하더라도,오랜 문화를 지닌 나라 조선처럼 외국인을

철 히 멀리하는 나라는 없었다.”지그 리트 겐테, 독일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권 경 옮김,서울:책과함께,2007,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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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골동품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랑스 공사 랑시(Collin de

Plancy)씨의 집이라든지,미국 공사 알 (HoraceAllen)씨의 집에서 처

음으로 고려자기를 상하게 되면서 나는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당

시만 해도 그러한 고려자기 꽃병이나 항아리․ 시․사발 같은 것은 서

울 거리를 아무리 걸어도 어느 골동상에서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구

하려 해도 좀처럼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그런데 몇 해 후가 되니까 스

스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조선인이 자꾸 팔러 오는 바람에 차차 수

집을 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한다.30)마르텔의 회고담은 1894년 이 에

개항기에 한국에 체류하 던 서양인,주로 외교 ,선교사 등 지식인층

사이에서 고려청자가 음성 으로 거래되어 감상되는 단계까지 와 있음을

보여 다.

그런데 이보다 10여 년 앞선 1880년 반에 이미 고려청자가

이들의 확실한 수요자인 서양인들에게 매되고 있었음이 새로운 자료에

서 속속 밝 지고 있다.이런 사실은 1884∼1885년 조선 주차 국 사

를 지낸  조선 풍물지(LifeinKorea 의 자 칼스(William Carles)가 서

울에서 완벽한 형태의 고려청자 36 을 구한 것이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 다.[도 1]당시에 사려고 작정한 서양인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로,이는 개항기에 고려자기 시장이 음성 이지만 분명히 형성되어 있

었음을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청자 시장의 개항기

태동설을 제기하는 바이다.31)미국 스미소니언박물 이 견했거나 혹은

박물 의 의뢰를 받아 한국에서 민속품과 미술품을 수집했던 세 사람,

즉 스미소니언 소속 조류학자 주이(PierreJouy,1856-1894),해군 무

버나도(EnsignBernadou,1858-1908),의료 선교사 알 (HoraceAllen,

1858-1932)의 수집품에 고려청자 정병,매병, 시 등 9 이 포함되어 있

다.[도 2]고려청자는 버나도와 알 이 서울과 송도에서 구입한 것으

로 스미소니언의 컬 션 리스트에는 표기되어 있다.32)주이 역시 무덤에

부장된 자기를 매입하 다.33)스미소니언을 한 이들의 수집 활동은

30)이구열 , 한국문화재 수난사 ,서울:돌베개,1996,p.205

31)W.R.칼스(William Carles), 조선풍물지(LifeinKorea) ,신복룡 옮김,서울:집문

당,1999,p.108

32)주이는 1881년,버나도는 1883년,알 은 1884년부터 한국에 체류하 으며 버나도의

수집품은 1884년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수집품도 비슷한 시기에 도착

하 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WalterHough,앞의 책,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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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188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는 있다.1884년 조선을 찾은 국인 고고학자 고랜드

(W.Gowland)도 한국 미술품에 해 쓴 에서 “내가 처음 고 의 항아

리를 만난 것은 서울에서 다.송도에서 가져온 빛나는 크림색의 것으로,

일반 으로 무덤에서 나온 것”이라며 고려자기의 거래 사실을 한다.

아울러 “부산으로 가는 도 에 스미소니언의 컬 터인 주이(PierreJouy)

를 만났으며 그는 몇 개 얻는 데 성공했다”고 어 고려청자 수집이 개

항 기인 1880년 에 이미 한국을 찾은 서양인들 사이에 공유된 하나의

문화 경향이었음을 보여 다.34)

이는 일본인 통치 료층의 수집열 이 에 서양인들이 시기 으

로 먼 고려청자의 열렬한 애호가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요한 사례이지

만 지 까지는 ‘일본인 통치 료의 문화재 수탈론’에 묻 주목받지 못했

다.서양인들의 고려청자 애호는 개항 이후 일확천 을 꿈꾸며 조선으로

건 왔던 일본인들이 서양인들을 상 로 그들이 좋아하는 골동품을 매

한 사례들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이구열은 일본인의 회고담을 근거로 당시 한국인 지식층은 왕실

에서도 고려청자의 존재나 진가에 뜬 사람은 거의 없고, 본 이

없는 경우가 부분이었다고 주장한다.35)그러나 이는 개인의 느낌이 가

미된 회고에 근거한 것이라는 에서 일반화하기 힘들다.명성황후가 러

시아 공사 베베르(KarlVeber,1841-1910)에게 하사한 물품에 고려청자

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배치된다.[도 3] 하사 행 는 시해

(1895년)이 에 행해진 것으로,조선의 왕실에서도 고려청자가 서양인

들에게 애장된다는 사실과 함께 미 가치와 경제 가치가 있는 물품임

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6) 미국인 선교사 출신 교육자

33)WalterHough,앞의 책,p.435

34)W.Gowland,“NotesontheDolmenandOtherAntiquitiesofKorea”,TheJoural

oftheAnthropologicalInstituteofGreatBritainandIreland,Vol.24,1895,p322

35)1913년에 일본인 도 연구가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佰敎,1884-1964)가 창덕궁 이

왕가박물 장 스에마쓰 쿠마히코(末松熊彦)에게 들었다는 회고의 내용이 그것이다.“어느

날 이태왕(고종황제) 하께서 처음으로 구경을 하시게 되었을 때 ‘이 청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요?’하고 묻자,이토 통감이 ‘이것은 이 나라의 고려시 의 것입니다’하고

설명을 하니, 하께서는 ‘이런 물건은 이 나라에는 없는 거요’라고 말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토는 말을 못하고 침묵해버렸다.알다시피 출토품(굴총해서 꺼낸 물건)이라는

설명은 그 경우 할 수가 없었으니까.”이구열,앞의 책,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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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Horace Underwood,1859-1916)의 아내이자,명성왕후의 어의

를 지냈던 릴리어스 언더우드(LiliasUnderwood,1851-1921)가 받은 하

사품에도 12세기 반의 <청자양각연 문주자>[도 4]가 있다.37)

이들 사례로 보아 서양인 외교 들과 하는 조선의 지배층은

서양인들 사이에서의 고려자기 애장과 완상 취미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

이며,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고려청자를 내렸

을 것이다.일제의 의한 고려청자 수탈을 강조하다 보니, 그들에 의해

도굴된 고려청자가 이왕가박물 에 의해 고가로 매입된 역설을 강조하다

보니 조선의 지배층의 고려청자에 한 무지가 사료에 한 확인 없이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정치 목 으로 오건,선교 목 으로 오건,조선에 온 서양인

들은 모두 고려청자를 구하려고 애썼는데,이는 유럽 식자층에 불어온

동양 열풍의 향이다.18세기 이후 유럽에서 불기 시작해 미국에까지

번진 ‘극동아시아 열풍’은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미지의 나라 조선의

통 술품 고려자기를 구입하려는 구체 인 행 로까지 이어졌다.38)

국자기에 투 된 서양인의 시선이 그 로 고려자기에 이되

었으며 이런 심이 사물로서의 고려자기를 미술품으로 승격시키는 데

36)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 표트르 제인류학민족학박물 소장 한국문화재 ,2004,

p.54,244

37)이 고려청자는 그의 친척의 기증으로 재 미국 루클린박물 에 소장돼 있다.국

립 앙박물 , 미국,한국미술을 만나다 ,2012,p.2

38)유럽에서 극동아시아에 한 심은 13세기 몽고제국의 유럽 침략을 계기로 시작

다.15세기 후반 항해 시 가 열리면서 유럽은 새로운 륙 아시아를 발견하게 되었

고, 국산 도자기의 유럽 수출을 계기로 국에 한 서양의 심과 지식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도자기에 주로 그려진 산수화,자연 속에 유유자 노니는 신선과 사람들,

용과 공작 등 기타 동식물,곡선 지붕의 각,탑 등이 건축 양식은 동양을 표하는 이

미지로 각인 다.‘국풍’(chinoiserie)이라고 불리는 국에 한 심은 루이 14세 통치

시기 랑스 궁 회화에도 향을 주어 ‘국풍 로코코’(rococo-chinoiserie)의 유행을 낳

기도 했다.왕실과 궁정에서 불기 시작한 동양에 한 심은 19세기에서 20세기 런

던박람회, 리박람회 등의 박람회를 통해 시인,화가,문인,철학자,건축가 등 식자층과

에게로 확산하는 계기가 다. 국에 한 심은 19세기 후반 들어서 일본으로 옮

겨갔다.에도 말기 국과 랑스 외교 등 서양인들의 일본 방문과 함께 1862년의 런

던박람회 출품을 계기로 칠기,도자기 등 일본 공 품의 유럽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에 한 심이 커졌다.일본의 목 화 우키요에(浮世畵)도 이시기에 유럽에 수출 다.

정형민, 근 한국미술과 ‘동양’개념 ,서울:서울 학교출 문화원,2011,pp.7∼32;

김종헌,｢17세기∼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의 극동아시아에 한 심이 근 건축에

미친 향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5n.02, 한건축학회,2009,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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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조하 음을 알 수 있다.39)고려불화도 고려자기와 함께 서양인의

동양에 한 심이 표출된 상이었으나 이 논문은 고려자기에 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자세히 언 하지 않겠다.40)

민속품,민속 풍속화에 한 서양인들의 미술 수요가 ‘미지의

나라 조선’에 한 타자 호기심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고려자기와

고려불화에 한 심에는 경제 인 요인도 작용하 음에 틀림이 없다.

국 송 자기와 일본의 자기는 이미 서양인을 상으로 한 시장이 형

성되어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 으로 시장 자체가 해외에서 형성

되어 있지 않아 값이 싼,한국의 고려청자 혹은 고려불화로 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국내 수요층의 변화

개항은 사회계층 질서에도 동요를 가져왔다.구래의 양반층이 쇠

락한 반면,18세기 이후 의 ,역 ,서리 등 문․행정직에 종사하며

부를 축 함으로써 상을 강화해온 인층은 한제국기에 개화의 주역

으로 면에 등장하며 사회 계의 상층부로 올라섰다.특히 근

사회에서 사실상 신분세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과거제도가 1894년 갑오

개 으로 공식 폐지되면서 문성과 경제력을 갖춘 인 서민층이 계

층 피라미드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 으로 마련되었다.

39)후지타(藤田亮策)의 견해는 이를 뒷받침해 다.“경성에 사 이 설치되자마자 무슨

일에서든지 열심인 구미 외교 들은 고국에 조선의 특산물을 보내고,청일 쟁과 러일

쟁 사이에는 기행문을 통해 신흥국의 풍토를 소개하는데 진력하여 조선의 토속품을

폭넓게 수집하는 이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략).따라서 메이지40년(1907)을 후해서

개성과 강화도의 고려유물이 활발하게 도굴되어 아름다운 청자,백자가 연이어 시장에

나왔다.이즈음에 서양인들이 명과 청의 화려한 회 은채 도기들을 보는 이 생기고

송과 원의 청순한 도자기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려자기도 그 취향에 부응해 그들의 수

집욕을 채우기에 이르러,처음으로 조선의 물건이 미술품으로 감상되기에 이르 다.”박

소 ,｢‘고려자기’는 어떻게 ‘미술’이 되었나-식민지시 ‘고려자기열 ’과 이왕가박물 의

정치학｣ 사회연구 제 7권 1호, 구 학교사회조사연구소,2006,pp.13-16

40)불교미술에 해서는 이미 1880년 부터 조선을 찾은 서양인들이 심을 가졌다.

컨 논산 사의 은진미륵불은 그 압도 인 크기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사진과 그림

에 담는 볼거리 다.정 목,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 여인 ,서울:서울 학교출 문화

원,2013,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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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 에 참여한 소장 료 가운데는 서얼(김가진,안경수,권

재형,이윤용,윤치호), 인(정병하,고 희,오세창),향반(김학익,장박)

등 한미한 신분 배경을 가진 ‘아류 양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41)

인층은 18세기 이후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 으나 권력의 주변부에

머물 다.그러나 개항기에 들어서면서 인층은 개화 실무나 외교에 종

사한 하 료들을 심으로 일본을 모델로 한 국가체제의 개 을 지

향하며 반청(反淸)독립과 사회개 을 추구하 다.이들은 18세기 이후

신분 상승 운동을 벌여왔던 양반가 서자 출신들로서 마침내 개항과 더불

어 시작된 신 분 기를 타고 권력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인

층 자제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 고등교육의 기회를 극 이용하여 문직

으로 진출하며 사회계층의 상층부로 진입한다.

한 18세기 이후 서층에서 상업 부유층이 출 하는 상은

개항기에 가속화되었다.특히 새로운 지배계 으로서 지주 계층이 개항

장을 심으로 발흥하 고,이들은 새롭게 개된 수출입 시장을 활동무

로 하여 규모 토지 재산을 조성하면서 조선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하

다.

컨 1930년 당시 충남에서 1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가

운데 42명이 개항기에,23명이 1910년 에 지주로 성장했던 것으로 밝

진다.나머지 21명은 그 성장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개 개항기 던 것

으로 짐작된다.42)이들은 토지 재산을 시장원리에 따라 경 함으로써 부

를 축 하 다.이와 같은 재산의 축 과정에서 신분 특권을 불가결의

요소로 활용하 던 구래의 지배계 인 양반 농장주와는 차이가 있다.

1890년 갑오개 을 경과하면서 신분제에 따른 사회경제 제약이 해소

되어 갔고,이들은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지배계 으로 성

장할 수 있었다.반면에 구래의 지배계 인 양반신분은 달라진 시장환경

에 응하지 못해 체로 몰락해 갔다.

사회 인 계층 역 상은 미술시장의 수요층에서도 마찬가지

로 일어났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시 를 막론하고 고가의 미술품 수

장과 감상은 부와 권력이 뒷받침되어야 릴 수 있는 것으로, 근 에

41)지승종 외, 근 사회변동과 양반 ,아세아문화사,2000,p.16

42)장시원,｢일제하 지주의 존재형태에 한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9,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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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왕과 귀족이,근 사회에서는 부르주아 계 이 향유할 수 있는 문

화이기 때문이다.1920,1930년 조선의 상류층 수집가들이 지주 계층에

서 특징 으로 나오는 것은,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개항기 새로운

지주층의 두에 연원을 두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개화기 때 부를 축 한 인들은 주택 개조와 개량에 나서는 등

부의 시각 인 과시에 나섰다.조선시 에는 신분에 따라 주택 규모와

형식에 규제가 가해졌으나 규제가 풀리게 되자 고종시 부터 인계층

은 상류층 못지않은 규모 주택을 지었다.43)

이처럼 시각 인 부의 과시를 추구하 던 인계층에서 시 를

막론하고 사회계 의 정 에 있는 세력이 리던 서화 수장의 문화를 모

방하는 것은 충분히 측 가능한 일이며,이는 18세기 이후 진행되어 오

던 인층의 모방문화이기도 하 다.다만 권력 계가 역 되면서 사회

의 심세력으로 등장한 인계층은 에 비해 서화 수장 규모가 커지고

수 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항기 최고 인기 화가 던 장승업(張承業,1843∼1897m)의 후

원자를 보더라도 당시 서화수장가의 역학 계가 이 과 달라진 것을 추

정해볼 수 있다.그의 후원자로는 고종시 의 척족으로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명성왕후 여흥 민씨 집안의 민 환(閔泳煥,1861∼1905),

민 익(閔泳翊,1860-1914),민태호(閔台鎬,1834-1884)도 있지만 체로

역 출신의 인들이 거론된다.44)구한말 역 출신으로 동지 추부사

벼슬을 지낸 이응헌(李應憲,1838∼?),한성 윤(漢城判尹)을 지낸 변원

규(卞元圭,1837∼1894)등이 그런 이다.서화수장가 이상 (李尙適,

43)상류계층의 주택에만 있던 솟을 문이 인계층의 주택에도 나타났으며,사당을 목

욕간으로 개조하는 격 인 시도를 하는 인계층의 주택까지 나타났다.손세 ,｢주거

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립 서울학연구소,2001,p.229

44)민 환은 1881년 당상 으로 승진해 승정원 동부승지가 고,이듬해 1882년 6월 임

오군란으로 아버지 민겸호가 살해되자 직을 사퇴하 다가 1884년 다시 도승지 벼슬을

하게 된다.연구자 진 은 그가 1884년 도승지 벼슬을 할 때 장승업을 궁 에 추천해

궁 회사(繪事)를 하게 해 것으로 추정한다.장승업이 고종에게 진상한 신선도 2폭에

‘령화원(待令畵員)’이라고 있지만,고아 출신이라는 을 들어 로 인 집안

에서 했던 정식화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민 환의 소장품 가운데는 장승업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민 익은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이며,개화당 일 로 활약하며 이

조참의 등 여러 책을 맡았다.그의 아버지 민태호는 1870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제하

고 여러 벼슬을 거쳐 1875년 9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때 경기도 찰사를 지냈다.

진 ,｢오원 장승업의 생애｣, 정신문화연구 (통권 83호),2001,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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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865)의 사 인 이응헌의 경우 그 향을 받아 서화를 수집했다.

“이응헌의 집에는 국 원․명 이래의 이름난 사람들의 그림과 씨를

많이 수장하고 있어 그림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장승업의 경우 불과 5세 인 이응헌의 집에

기거하면서 이한철(李漢喆,1812-1893),백은배(白殷培,1820-900)등과

함께 19세기 표 화가인 혜산 유숙(蕙山 劉淑,1827∼1873)에게서 그

림을 배웠으며,이들 화가들과 이응헌의 집에서 교유했던 것으로 해진

다.45)고서화 수집 감상 취미가 당시 인 지식계층의 보편 취미라

고 하지만,18세기까지만 해도 인들은 재력의 뒷받침이 덜 되어 동시

인 화가들의 그림을 주로 모았다.그런데 이응헌은 의 자산이

쌓인 경화사족(京華士族)가문에서나 가능했던 원․명시 의 고서화를

모을 정도로 개화기에 미술품 수장의 심인물로 부상해 있었다.

장승업의 다른 후원자로 거론되는 변원규는 구한말의 역

출신으로 국 청나라와의 외교 업무에 깊이 여하여 고종의 신임을 얻

고,후에 인으로서는 오르기 어려운 한성 윤(漢城判尹)벼슬을 여러

차례 역임하게 된 인물이다.김용 (金瑢俊,1904-1967)이 쓴  근원수필 

에 의하면 장승업은 이응헌의 집에서 기식하기도 했지만,변원규의 집에

서도 고용살이를 하면서 원,명 이래의 국 명화를 많이 본 것으로 나

온다.46)이에 해 연구자 진 은 변원규가 1885년 49세에 처음 한성

윤에 임명된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이때는 장승업의 나이가 43세로 화

가로서 명성을 날리던 시기인 만큼 변원규는 후년기의 유력한 후원자라

고 본다.47)장승업의 미술 인생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로 오경연(吳慶

淵,1841-?)이 있는데,오경연도 역 집안인 서화수장가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의 동생으로 인 출신이다. 근원수필 에 의하면 장승업은

1882년 이후 오경연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해 이곳에서 국화를 많이 보

게 되었고,이것이 새로 기명 지(器皿折枝)를 그리게 된 동기가 되었다

고 한다.48)오경연은 형의 향을 받아 국 서화를 수장했을 것으로 보

이며 장승업이 개화기 국 해상화 (海上畵派,해 )의 화풍을 배우는

45)이응헌은 수표교에 살았고 동지 추부사 벼슬을 지냈다.진 ,앞의 논문,pp.6-7

46)김용 ,｢오원(吾園)일사(軼事)｣, 새 근원수필 ,서울:열화당,2001,pp.241-242

47)진 ,앞의 논문,pp.9-10

48)김용 ,앞의 책,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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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된다.49)

김득련(金得鍊,1852-1930),고 철(高永喆,1853-?)을 비롯한 많

은 역 출신 료들이 서화 수집가로 활동했으며,특히 역 출신으로

당시 고 료가 된 은(玄檃,1860-1934)은 장승업의 제자인 조석진,

안 식에게 많은 그림 주문을 하 다.50)역 들은 과거 통역 업무를 통

해 부를 축 하던 수 에서 나아가 이제 시 가 바 어 고 직에 오

르며 사회의 심세력으로 떠올랐고,상류층의 향유문화인 미술시장에서

도 양반층을 체한 심세력으로 진출하 다.

17세기 이래 인층이 형성되며 역 과 함께 핵심 직종이었던

의 도 개항기 미술시장의 주요한 수요자로 참여하 다.유병필(劉秉珌,

1871-1938),홍 보(洪顯普,1814-1896이후)등이 그런 유형에 속한다.

홍 보는 헌종․철종․고종 시 에 의 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남종화의

계보를 잇는 소치( 痴)허련(許鍊,1809-1892)의 그림을 즐겨 구입하

다.51) 유병필은 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일본의 록(日本義籍 ) 

1928년 에 의하면 사망 까지 종로통에서 진성의원(晉成醫院)을 운

하 다.그는 정학교,안 식,조석진 등 당시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수

장하 다.52)

술하 듯이 개항기에는 새로운 인 상류층이 등장한 것과 달

리 통 양반층은 갑오개 을 거치며 신분제의 폐기를 계기로 몰락이 가

속화되었다.이는 서화시장에서도 수요자의 교체를 가져왔을 개연성을

높인다.

이들 문직 부유층과 상업 부유층을 필두로 미술시장 수요의

변은 확산되었다.당시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하는 것은 산층 이상에

서는 보편화된 문화가 되고 있었다.서울을 방문했던 서양인의 에 가

장 많이 띈 것도 여유 있는 한옥 가옥의 벽에 붙인 그림[도 5]이었다.

집마다 길상화를 벽에 붙이고,족자와 병풍으로 치장하는 풍경은 서양인

의 견문기에도 드러난다는 에서 이국인의 시선에도 포착될 정도로 흔

49)진 ,앞의 논문,p.18

50)김취정,｢한국 근 기의 화단과 서화 수요 연구｣,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14,

pp.201-205

51)김취정,앞의 논문,p.207

52)김취정,앞의 논문,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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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83년 한독 통상조약 체결 후 외교 들과 함

께 10월 서울을 찾은 마엣(P.Mayet)은 견문기에서 그림을 장식한 한국

가정에 한 강한 인상을 한다.

“나 역시 서울에 있는 동안 내가 묵고 있던 방에 걸려 있던 풍류를 묘사한 그

림이 그려진 병풍을 보고 경탄을 치 못한 이 있다.어느 서양 사람이던지

이 병풍을 보았다면 갖고 싶다는 욕망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화법이 완벽하다

고 할 수 없지만,얼굴의 표정은 마음속 깊이 고드는 인상을 주었다.이처럼

섬세하고 완벽한 묘사가 가능한 한국 화가의 재능은 가히 놀라운 것이었다.”53)

일제 시기 간행된 잡지  별건곤 1929년 1월호에는 1900년 를

회상하는 이 실렸다.｢ 경성 회상곡-처량한 호 과 찬란한 등불｣이라

는 이 에서 쓴이는 당시 산층의 집에서 그림 장식이 일반 인 문

화 음을 한다.

“내가 서울을 처음 와보기는 지 으로부터 21년 인 정미년 늦은 이었다 (

략)새로 지은 기와집에 작은 사랑 큰 사랑이 있고 벽에는 서화가 붙어 있었

다.”54)

개항기 장승업,안 식 등 일련의 유명 화가들이 국 해상화

(海上畵派,해 )의 실용 인 그림 기법을 수용한 배경에는 개항에 따른

해외 문물 수입의 향도 있지만,해상 의 실용 지향성이 국내의 신

흥 수요층의 취향과 맞아 떨어진 때문이기도 하다.상업 부유층은 문인

양반층이 정신 행 로서의 미술 감상을 원했던 것과 달리,달라진 세

상에서 자신들이 성취한 부와 성공을 드러낼 수 있는 장식으로서의 미술

는 속세 인 욕망을 투 하는 미술을 원했다.

상업 부유층이 실용 이면서 스스로 성취한 부를 과시하는 그림

53)김 자 편역, 서울,제2의 고향-유럽인의 에 비친 100년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4,p.108.마엣은 1884년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체류 독일인으로 구성된 동양민속학

회에 이 서울기행문을 발표했다.

54)잡지 게재가 1929년이므로 ‘지 으로부터 21년 ’이라고 하면 1908년을 말한다.

이 가정은 “그 집에는 여 하인이 3,4인이 있고 바느질 하는 침모가 있고 숙수하는 찬모

가 있고 부리는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許하라 ,서울: 실문화연구,1999,p.27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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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호하는 경향은 역사 으로도 발견이 되는데,17세기 네덜란드의 신

흥 부르주아 층의 취향이 그러했다. 국의 산업 명에 앞서 최 로 근

경제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은 후원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이때의 미

술은 간계 의 수요에 기반을 두었다.당시 미술시장 수요자들

은 인문학 교양이 필요한 역사화 신 풍경화,정물화,풍속화 등 일상

생활을 취 한 장르를 선호하 다.풍경화와 풍속화는 경제활동에 한

자부심을 담은 것이 선호되었고,정물화 역시 풍요로운 도시 주민들의

물질 만족을 표 했다. 한 이들에게 그림은 빈 벽면을 가리는 것으

로,가구와 비슷한 용도를 지녔다.55)

이를 한국에 입하면,개항기에 부상한 인 상업 부유층의

취향은 미술시장 생산자들의 작업에 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이런

수요와 공 이 삼투하면서 당시 미술시장에서 화조화(花鳥畵),도석인물

화(道釋人物畵),기명 지화(器皿(折枝畵)등 장식 이면서 부와 성공 혹

은 장수에 한 염원을 담은 그림이 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직업화가 시 의 개막

1)서양인 수요에 한 응

이 논문이 다루는 미술시장은 추상 인 역이 아니다.수요자와

생산자, 개자가 만나 거래를 하는 구체 인 장소로서의 시장이다.근

미술시장에서는 직업화가가 국가 종속이나 후원자의 통제를 벗어나 완

한 자유를 얻는 신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으로 자신의 작품을

팔아야 하고,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해 수요자의 취향을 고려하고,

은 노력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기 해 제작상의 신을 하게 된다.한국

미술시장에서 직업화가들이 본격 으로 출 해 상품으로서의 미술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개항기 다.

55)이재희,｢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 사회경제평론 ,한국사회경제학회,2003,p.

237,266,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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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직업화가들을 수요자군 별로 나 면 크게 개항장이나 도

시에서 주로 서양인 고객을 상으로 ‘수출화’로 불리는 민속풍속화를 그

렸던 화가들과 한국인 고객인 상업부유층 혹은 서민층을 상으로

취향의 그림을 그린 화가,두 부류가 있다. 부분의 직업화가들은 후

자를 상으로 그렸겠지만 그 규모를 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서양인을 상 로 풍속화를 그렸던 화가들은 이들의 작품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량이 뛰어나지는 않았다.하지만 서양인의 취향

에 맞추어 통 인 풍속화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속 장면을 새롭게 추가

하거나,다량의 제작을 해 내용을 간략화 도식화하는 등의 새로운 창

작기법을 선보이는 등 제작 기법상의 신을 보 다는 에서 주목된다.

이제 각각의 다른 내외국인 수요에 응해 직업화가들이 어떻게 응하

며 직업 인 창안을 하 는지 살펴보자.

서양인의 경우 기존의 구매자 던 조선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높은 가를 지불하 을 것이나 이에 한 구체 인 정보는

없다.그러나 서양인들이 국내 시세를 모르고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지

불한 사례가 회고담을 통해 증언되고 있어 서양인들의 미술 수요는 시장

생산자들에게 강력한 제작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일본인 골동상 취고당(娶古 )주인 사사키 쵸지(佐佐木兆治)는

1904∼1905년 러일 쟁 당시의 일이라며 지인에게서 들은 얘기를 하

는데,5∼10원이면 살 수 있는 조선의 오래된 그릇을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2백 원에 팔아볼 심산이었는데 2천 원에 팔았다는 일화를

한다.56)이는 개상을 상으로 한 사례이지만 마찬가지로 화가들에게

도 용될 수 있다.

개항장과 서울,평양 등 서양인들이 많이 활보하는 도시를

심으로 직업화가들이 서양인들의 요구에 응해 그린 그림의 장르는 풍속

화 다.‘수출화(輸出畵)’로 명명되고 있는 이들 그림은 서양인들의 주문

을 받아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성품을 생산하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거래방식은 1 1의 직 인 주문에 의해 제작한 경

56)사사키 쵸지(佐佐木兆治),｢조선고미술업계 20년의 회고 경성미술구락부 창업 20년

기념지｣, 한국근 미술시장사자료집 제 6권,경인문화사,2015,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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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기성 제작품을 구매해 간 경우로 나 수 있다.특히 주문에 의한

경우 한국의 풍물을 담은 서에 수록하기 한 목 인 경우가 많았

다.57)

서양인이 원하는 풍속 생활상에 한 정보로서의 ‘민속풍속

화’는 개항장과 함께 외국인이 상 으로 빈번하게 활보하는 서울과 평

양 등 도시에서 집 으로 그려졌다.풍속화를 그리는 방식은 몇 가

지로 나 어볼 수 있다.기산(箕山)김 근(金俊根,생몰 미상)이나 일재

(一齋)김윤보(金允輔)처럼 옛 풍속화를 참고하여 화가 본인이 직 창

안하여 그리는 경우,한진우(韓鎭宇)나 문혜산(文蕙山)처럼 김홍도의  단

원 풍속도첩 같은 옛 풍속화첩을 그 로 모사하여 그리는 경우,작자

미상의 사례에서처럼 기존의 신윤복,김득신 등 유명 화가의 풍속화에서

배경 기물,구도 등을 조 씩 가져와 합성하여 그리는 방식 등이 있

다.

이런 서양인의 수요가 집약된 개항장에서는 서양인들이 원하는

조선의 풍속을 담은 그림을 문 으로 그리는 ‘수출화가’라는 상업화가

들이 등장한다.수출화가는 을사조약 이후 갑자기 사라진,개항기만의 독

특한 상이며 표 인 수출화가인 김 근의 그림이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도 수출화의 수요자가 으로 서양인이었

음을 보여 다.네덜란드 라이덴국립박물 ,독일 함부르크민속박물 ,

랑스 기메동양박물 등 국내외 17곳에 1200 가까이 소장되어 있는

데,거의 부분의 소장처가 해외이다.58)

서양인 수요에 극 으로 응한 직업화가들로는 김 근,한진

우,문혜산 등이 있지만,이 에서 생 활동이 연구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밝 진 이는 김 근뿐이다.작품을 구입한 서양인들의 기록을 추

해 보면 김 근은 개항장이었던 부산( 량),원산,인천(제물포)에서 그

림을 제작 매한 것으로 보인다.작품을 주문했거나 구입한 것으로 알

57)김 근의 풍속화를 주문하여 구입한 경우는 미 해군 제독 슈펠트의 딸인 메어리 슈

펠트인데,그녀가 구입한 그림들로 삽화를 만들어 서  KoreanGames 에 수록한 자

컬린(StewartGulin,1858-1929)은 서문에서 “이 삽화들의 원화는 미 해군제독 슈펠트의

딸인 슈펠트 양의 주문에 의해 1886년에 그려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를 포함해 다

른 사례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신선 ,｢箕山 金俊根 風俗畵에 한 연구｣, 한국미

술사교육학회지 제20호,한국미술사교육학회,2006,pp.109-110

58)신선 ,앞의 논문,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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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서양인들이 개항장과 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근의 경우만 보면,‘기산(箕山)’이라는 인장이 새겨져 있

지만 생산량이 많고 작품의 기량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에서 작이라

기보다는 김 근이 직간 으로 제작에 여해 량 생산에 응하는 방

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기산의 작품과 련해서는 얼굴의 무표정

과 도식성을 들어 회화 인 기량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이는 량 주문에 응하기 해 술성의 연마보다는 도식화를 통한 양산

등 상업 인 기법이 연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 근의 풍속화는 짧

은 기간 동안 1000여 이상이 해지는데,공방 형식의 생산체제가 가

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스미소니언박물 을 포함한 기년작을 심으로

보았을 때 표 에서 2명 이상의 필치가 간취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

다.59)

김 근의 풍속화는 경직 장면,기생과 놀이하는 장면,혼례 장면

등 18세기 풍속화에 주로 나타났던 장면 외에 19세기 시 상을 반 하는

새로운 주제와 함께 형벌,제사,장례 등 민속학 인류학 견지에서

심을 가지는 주제를 그리고 있다.[도 6-1][도 6-2] 수공업체

제가 붕괴하면서 자 수공업이 출 하는데,김 근의 풍속화에서도 가

마 ,독 ,사기 등 그릇을 만드는 장면과 그것을 는 장면,붓과 먹

을 만드는 장면, 과 탕건을 만드는 장면,철물장사,옷장사 등 19세

기 발달하기 시작한 수공업과 상업의 활성화가 가져온 변 기의 풍경을

담고 있다.

형벌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아시아 미개국에 한 서양인의 우

월 시선이 느껴지는 주제이다. 한 아이들의 놀이 장면이나 부녀자들

의 놀이 장면도 많은데,이러한 작품은 독일 라이 치히 그라시민속박물

(Grassi Museum)에서 뮐 도르 (Paul Georg von Mollendorff,

1848-1901)에게 수집을 의뢰한 목록이나,버나도 일행이 수집해 스미소

니언미술 에 기증한 민속품에도 게임기구[도 7]와 어린이장난감 항목

이 포함된 걸 보면 민속학 견지에서 서양인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로

보인다.60)이런 심 사항을 담은 김 근의 그림은 서양인의 한국 련

59)신선 ,앞의 논문,pp.135-136

60)그라시민속박물 (GrassyMuseum)은 뮐 도르 에게 수집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유물수집기 (collectingplan)’을 주었다.음식기,조리기구,화장용품,놀이용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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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수록할 삽화로 애용되었다.그런데,서양인 뿐 아니라 일본인의

서에도 김 근의 풍속화가 수록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이시이 겐도

(石井民司)가 원산에 거주하던 나이토 세이지(內藤盛治)의 도움을 받아

구한말 조선 아이들의 놀이와 풍속에 해 쓴 ‘조선아동화담(朝鮮兒童畵

談)’에 김 근의 그림 10 이 수록되어 있다.1891년 일본의 학령 (學齡

館)출 사에서 출간한 이 책의 자는 발간 목 과 련해 당시 인천,

부산,원산 등에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지 않기에

책을 통해 조선의 지리와 풍속을 알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61)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졌던 평양에서 활동했던 김윤보도

서양인의 민속학 인 수요를 의식한 듯한 풍속도첩을 남겼다.구한말부

터 일제강 기 조선미술 에 출품하면서 1930년 까지 활동한 김윤보의

풍속도첩에는 평양 감 을 심으로 조선시 아의 형벌제도를 담은

《형정도첩(刑政圖帖)》[도 8]과 농 의 세시풍속을 담은《풍속도첩》

[도 9]이 있다.62)주리 틀기,코에 잿물 붓기,죄 지은 여인 매질 등

48장면을 그린 《형정도첩》의 경우 서양 사람들이 우월 시선에서 조

선의 행형제도에 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서양인 수요자를

의식하고 그린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평양은 우리나라에서 서양인

선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 던 곳이다.《풍속도첩》은 <쟁기질><모내

기> <벼베기>등 농 의 사계 노동 풍속을 시기에 따라 이어 붙인 23

으로 꾸며져 있다.김홍도 이후 농 풍속도를 잇는 것이기는 하나 변

화된 사회상을 담고 있다. 컨 방건을 쓴 지주가 <타작>에서 직

비질을 하거나,<벼베기>에서 술 주 자를 든 모습 등은 그 이 의 풍

분류되어 있는데, 놀이용품에 장난감, 장기, 바둑 인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Hans-AlexanderKneider외,KoreaRediscovered-Treasuresfrom GermanMuseums,

Berlin:KoreaFoundation,2011,p.130;WalterHough,앞의 책,p.479.투 ,골패,장

기 등 게임기구의 사진이 이어서 수록되어 있다.

61)이 희귀본은 김달진미술자료박물 이 2011년 9월 코베이경매에서 낙찰 받아 소장하

던 것으로,2015년 7월 인본(민속원)을 출간하 다.이시이 겐도(石井民司),『조선아동

화담(朝鮮兒童畵談)』(1891),김 식 옮김,민속원,2015.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 참조.

‘124년 조선 아이들 이 게 놀았구나…『조선아동화담』 인본 발간’,『국민일보』

2015년 7월 20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66342&code=13150000&cp=nv

62)이태호,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주의 정신  ,서울:학고재,1996,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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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나타난 양반층의 거만한 모습과는 큰 차이가 난다.18,19세기

‘농민층’분해로 일한 일손 부족으로 지주층도 가벼운 노동이나 직 생

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실을 반 한 것이다.63)이는 조

선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당 풍속을 악하고자 하는 서양인 수

집가들의 타자 시선에 맞춘 그림으로 해석된다.

기존 화가들의 작품집을 그 로 모사해서 서양인들에게 매하

는 경우가 있는데,《단원 풍속도첩》 모사본을 매한 한진우(韓鎭宇),

문혜산(文惠山)이 그런 다.64)한진우 모사본은 1883년 3월부터 1885년

4월까지 약 2년간 미국 스미소니언박물 을 해 미술품을 수집했던 버

나도(JohnBernadou)가 구입했고,문혜산 모사본은 국 리티시뮤지엄

(British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한진우의 모사본은 실물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1886년 스미소니

언의 큐 이터 메이슨(OtisMason,1838-1908)이  사이언스(Science) 지

에 실은 “조선화가들이 그린 조선(Coreabynativeartists)”이라는 을

통해 그림의 내용을 간 으로 알 수 있다.당시 그는 이 그림에 해

소개하면서 체 28 8 을 모사한 삽화를 함께 실었다.65)[도

10]삽화는 스미소니언박물 의 삽화가 챈들(Chandle)이 그렸는데, 존

국립박물 소장의 《단원 풍속도첩》과 구성이나 선묘 등이 완 히 동

일하다.66) 한진우의 정체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67)당시에 민화

63)이태호,앞의 책,pp.280-282

64)버나도는 서울의 미국공사 에 1883년 9월부터 1995년 4월까지 해군 무 (武官)으로

부속되어 있던 시기에 조선의 많은 인류학 ,민속학 자료를 수집하 다.창수 하오친

스(Chang-su Houchins,조창수),｢번어도(蕃於道)와 김홍도의 풍속도첩｣, 미술자료 

제29호,국립 앙박물 ,1981.12.온라인 제공 자료를 참고했다.다음은 인터넷 주소.

http://211.252.141.88/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6&menuid=001006

001002&pagesize=10&boardtypeid=228&boardid=19275

65)OtisMason,“CoreabyNativeArtist”,ScienceVol.Ⅷ,No.183(August1886),pp.

115-117

66)1893년 민속학자 휴(WalterHough,1859-1935)가 작성한 버나도 수집품 목록에 의

하면,한진우의 모사본은 “한국의 사회상(scenesfrom thesociallifeofKorea)"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백묘화(白描畵,outlinesketchesinIndiaink)”라고 설명되어 있

다.버나도의 수집목 이 한국의 사회생활에 한 정보를 입수하려는 민속학 인 심이

었음을 알 수 있다.WalterHough,앞의 책,pp.471-474

67)이 모사본의 작가에 해서는 어로 ‘Han-jin-o'라고 책에 표기 되어 있다.그런데,

스미소니언이 소장한 다른 한국 그림인 ‘화조도’(1885년 이 구입)의 작가 이름이

문 ‘Han(한)’으로 명시되어 있고(paintedbyHan,anativeartist),그림에는 ‘韓鎭宇(한진

우)’라는 한자 이름의 낙 이 있어 같은 사람으로 추정한다.WalterHough,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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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아 이에 응했던 시정의 직업화가군이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이들 가운데서 외국인의 요구에 맞춰 그림을 그려 상업 화가 을 것

으로 추정된다.

《단원 풍속도첩》을 모사한 다른 직업화가인 문혜산

(1875-1930활동)은 화승 출신이다.68)당시 상업 그림 제작에 나섰던

화가로서의 화승 집단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에서도 의미가

크다.이 《단원 풍속도첩》모사본에는 “문혜산장(文蕙山章)”이라는 도장

이 있다.[도 11]이 화첩은 ‘긴치(Kinchi)서 ’에서 수집된 뒤

1961년 리티시 뮤지엄에 정식 등록 다.문혜산의 정체와 련해서는

구한말에 서양화풍의 불화를 그린 표 화승이었던 고산당(高山 )축

연(竺演)으로 밝 지고 있다.그는 속성이 ‘문(文)씨’,호가 ‘혜산(惠山)’

이었고,189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계한 뒤 ‘문혜산(文惠山)’이라는 속

명(俗名)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이 화첩을 수집한 ‘긴치서

(KinchiShoten)’은 일본식 이름인 것으로 보아 한제국 시기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 때 모사되어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69)문혜산이 그린

김홍도 화첩의 모사본은 채색이 일반 시 에서 보기 힘든 강렬한 원색으

로 불화(佛畵)물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혜산은 서양인들에게 제법 알려졌는지,1909년 한국을 찾은 독

일인 에카르트(Andre Eckardt, 1884-1971)의 서  조선미술사

(GeschichtederKoreanischenKunst) (1929)에 병풍 앞에 승복을 입고

포즈를 취한 그의 사진이 실려 있고,‘불화화가 문고산’이라는 설명이 붙

어 있다.70)에카르트는 1915년 경 문혜산으로부터 필화를 사기도 했으

며 재 그의 불화 작품 50여 이 남아 있다.71)문혜산의 그림을 다수

책,pp.471-472

68)문혜산의 생몰 연 는 윤범모,｢민화라는 용어의 개념과 비 검토｣, 동악미술사

학 17호,동악미술사학회,2015,p.188

69)강 식,｢≪단원풍속도첩≫의 작가 비정과 의미 해석의 양식사 재검토｣, 미술사학

 제39집,미술사학연구회,2012,pp.204-208.이 논문에서 강 식은 단원 풍속도첩은 김

홍도의 진 이 아니라 도화서 화원들의 모본으로 제작된 것이며,개항기에 시 에 유출

돼 서양인들을 상 로 한 직업화가들에 의해 다양한 모사본으로 제작 다고 주장한다.

70)에카르트(AndreEckardt)는 독일 가톨릭 베네딕트 교단의 신부로 1909년 한국에

송되어 이십년 동안 살았으며 1928년 귀국하 다.안드 에카르트, 에카르트의 조선미

술사(GeschichtederKoreanischenKunst) ,권 필 옮김,서울:열화당,2003,p.8,258

71)윤범모,앞의 논문,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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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양인이 소장했다는 것은 곧 서양인에게 한 번 알려지면서 그들끼리

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서양인에게 소개되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

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연구자 윤범모는 경제가 후퇴하면서 조선 말기의 사찰이

인 불사를 일으킬 수 없게 되자 화승들이 민화 제작에도 참여한 것으로

본다.그러면서 문고산(혜산)이외에 김달기(金達基),이만 ,원덕문 등

을 민화 제작에 참여한 다른 화승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72)고암 이응

노(李應魯,1904-1989)는 1924년 21세로 상경하기 에 고향인 충남 홍성

사찰에서 일당을 받고 며칠 민화를 그렸던 개인 경험과 함께 당시의 승

려들이 호구지책으로 민화를 그리는 것이 일반 인 상이었음을 한

다.73)

한진우 모사본과 문혜산 모사본으로 미 《단원 풍속도첩》에

담긴 조선의 생생한 생활풍속은 민속학 견지에서 조선의 일상생활에

한 정보를 구하려는 서양인들에게 좋은 시각자료로서 주목받았고,그

런 수요에 응하려는 직업화가들에 의해 다양한 모사본들이 제작되어 주

로 외국인들 구매자 사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이들 풍속도첩은

《단원 풍속도첩》에 장정된 그림보다 숫자가 많거나 어 상업 인 목

으로 필요에 의해 첨삭한 것으로 보인다.74)

풍속화의 상품화는 단순 모사에서 나아가 유명 풍속화가의 특

징을 모두 차용해 히 재구성하는 방식의 풍속화도 낳았다.독일 라

이 치히 그라시민속박물 이 소장한 한국 유물 1905년 샨츠(Moritz

Schanz)가 기증한 풍속화가 그러한 이다.정원이나 자연 산수 등을 배

경으로 하여 풍속을 묘사한 작자 미상의 이 그림은 12 의 크기가 같고

모두 제문과 인장이 동일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 병풍 용도로 일 제

작된 풍속화로 보인다.[도 12]

흥미로운 것은 그림에 실린 제문이 끝나고 작가의 지(款識)가

72)윤범모,앞의 논문,p.188

73)윤범모,앞의 논문,pp.190-191.이응노,박인경,도미야마 다에코(富山妙子) 담집,

 서울- 리-도쿄 ,동경:기록사,1985( 고암 이응노,삶과 술 ,고암미술연구소 엮음,

서울:얼과알,2000,p.394재수록)재인용.윤범모는 이 논문에서 도화서 화원,시정의

무명화가와 함께 사찰의 승려도 민화 제작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74)‘ 단원 풍속도첩 은 원래 25 이 아니라 26 이었다?’, 국민일보 2012년 10월 25일

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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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자리에 ‘우투호(右投壺)’‘우골패(右骨牌)’와 같은 그림의 주제

를

어 놓은 것인데,이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징이다.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풍속이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도상들,인물 표 양식은

김홍도,신윤복,김득신의 특징을 모두 차용해 히 재구성하고 있다.

그림의 주제는 투호(投壺), 륙(雙淕),악기연주(作樂),강가 버드나무

아래에서의 낚시(江柳長垂),밭갈기(起耕),소를 타고 가는 사람(騎牛人),

바둑(圍朞),골패(骨牌),폭포를 바라보는 승려(禪僧),놀이를 하며 휴식

을 취하는 나무꾼들(樵夫),장기(象戱),말을 타고 가는 사람(騎馬善)등

으로 모두 작가의 지 자리에 설명되어 있다.75)

에서 열거한 사례들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것은,그림의 주

제에서 서양인들이 알고자 하는 조선의 생활풍속을 담았고 특히 근

의 미개한 조선이라는 오리엔탈리즘 시각을 투 한 듯 종래의 풍속화

에서는 보이지 않던 형벌 장면 등이 다 지는 특성과 함께 제작 상에서

그림의 제목을 병기한 것이다.샨츠(MoritzSchanz)가 기증한 풍속화에

각각의 장면에 해 ‘우투호(右投壺)’‘우골패(右骨牌)’식의 제목을 붙

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 근의 풍속화에도 ‘즁 수륙하는 모양’‘씨름하는

모양’등 그림 내용을 설명하는 제목이 한결같이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다.76)평양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刑政圖帖)》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제목을 한자로 표시하고 있다.이는 이들 그림이 공통 으로 한

국인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을 한국 풍속을 모르는 타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그린 것이라는 단을 하게 한다. 한 기

존의 회화에서는 보이지 않던 제작기법이라는 에서 서양인이라는 새로

운 미술 수요자를 만나 화가들이 스스로 창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양인들의 조선 풍속에 한 그림 수요에는 개항장의 화가들뿐

아니라 도화서 화원들도 응하 다.고종 때 상화로 이름을 날렸던 도

화서 화원 조 묵(趙重默)의 그림인 <미인도>[도 13]는 뮐 도르 가

1883년 주문해 구입했다.비슷한 시기 스미소니언박물 이 견했던 주

이(Jouy)가 입수한 ‘조선의 (Spring in Korea)’이라는 주제의 족자

75)국립문화재연구소, 독일 라이 치히 그라시민속박물 (LeipzigGrassiMuseum)소

장 한국문화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7권,2013,pp.132-133

76)갤러리 , 옛 사람의 삶과 풍류-조선시 풍속화 ,2013,pp.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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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ollPainting)그림도 조 묵이 그린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그림 수

집에 목 이 있었던 서양인들은 지 외교 등의 커넥션을 활용해 도화

서 화원 에서 지명도가 있는 화가를 수소문했을 것이다.조 묵 외에

도 여러 도화서 화원들이 서양인의 요구에 응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들 ‘수출화’는 화가와 구매자 간 1 1주문에 의해 주로 제작

되었으며 이는 서양인이라는 수요자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데서 비롯

된 것이다.그러나 개항기 민속 풍속화를 구매한 서양인들은 구매 의

사가 분명하고 지불 능력이 뛰어났다는 에서 이 시 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산자들의 상업 인 태도와 상업 인 제작방식을 낳았을 것

으로 보인다.

서양인들이 민속 풍속화를 구입하면서 얼마의 을 지불하

는지에 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다만 개항기 조선을 찾은 서

양인들의 지 가 사회 으로 안정된 정치인,외교 ,학자,여행가 등이

었다는 에서 ‘수출화가’의 탄생을 부를 만큼 상당한 지불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 근의 그림이 10년에 걸쳐 1200 이 넘

는 그림이 팔렸던 만큼 경험 인 매에 의해 평균 인 가격이 존재하

을 것으로 보인다.

2)국내 수요에 한 응

개항기의 주목할 수요자로는 서양인과 함께 국내의 인 출신

상류층과 상업 부유층,그리고 류층이 있다.이들 경제력이 있는 상

류층의 그림 수요에는 장승업과 그의 제자들인 안 식,조석진 등 제법

이름이 알려진 서화가들이 부응했다.아울러 이 시기에 수요의 변 확

로 민화 구매층으로 편입한 서층의 경우 지 등에 고용된 시정의

민화 화가들이 수요에 응하는 등 작가 시장이 이원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상류층의 취향에 맞추어 그림을 제작한 직업화가는 실용 인 화풍

을 선보 던 해상화 (海上畵派)의 향을 극 수용한 장승업이 표

이다.

개항은 국 물품 수입에 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미술시장에

서도 국 서화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1842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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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쟁으로 개항된 상해는 신흥도시로 성장하여 국 제일의 서화

심지로 성장했고 1883년부터는 인천과 상해 간 기선이 운항되면서 양

국 교류의 핵심지로 부각되었던 곳이다.그러므로 당시 화가들이 해상화

의 향을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상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개방과 함께 상업도시화 되어 상업 부유층이 주요 미술 소비계

층으로 두되고,직업화가들은 구래의 양반층이 아닌 이들의 미감을 고

려한 화풍 제작에 나선 것이다.

1882년 청과의 조약에 따라 수도 서울이 개방되자 통교에서

수교 사이의 일 에 상해와 가까운 산동성과 강성 출신 청국

상인이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면서 이를 통해 해 화풍의 유입과 수요가

발되었을 가능성도 크다.77)

이런 해상화 의 화풍은 당 가장 인기를 끈 화가 장승업에 의

해 극 수용되었고,그의 고사인물도 등 인물화에는 해상화 화보의

향이 뚜렷이 나타난다.장승업은 직 상해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1881년에 화사로 궁 의 명을 받아 그림을 그렸고, 국 상해지역 화가

들과 극 교류한 민 익의 후원을 받았으며,40세 무렵부터는 오경연의

집을 드나들며 국의 고 서화를 많이 보게 되어 기명 지를 그리게

되는 등 국 화풍의 향을 받았다.특히 개항 이후에는 상해에서 막

간행된 화보를 임모하며 해상화 화풍을 극 수용했다.78)

그는 1885년에 간행된 청나라 마도(馬濤)의  시 화(詩中畵) [도

14-1]를 임모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화풍을 형성해갔는데,<왕희지

아도(王羲之觀鵝圖)> <삼인문연도(三人問年圖)>[도 14-2]<고사세

동(高士洗桐)> 등에서는  시 화 의 화본 도상이 복장이나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수염을 없애는 식의 약간의 변형을 가하면서 그 로 보인다.79)

<풍림산수도> 등의 산수화에서도 1888년 출간된  고 명인화보 

77)홍선표,｢오원 양식의 풍미와 근 표상 시스템｣, 월간미술 ,2002.5,pp.

175-177

78)장승업이 화명을 날린 것은 40 이후로 조선이 일본(1876)에 이어 1880년 부터 미

국 등에 문호를 개방한 시기와 일치한다.1880년 를 후해 두각을 나타냈던 오원 장승

업이 형성한 오원 양식에는 청 해상화 의 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79)장승업의 인물화가  시 화 의 어떤 부분을 차용했는지에 한 구체 인 내용은 김

권,｢청 해 화풍의 수용과 변천｣,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17·218,한국미술사

학회,1998.6,pp.105-107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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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산수도>의 흔 이 보인다.80)이 밖에 모화․화조화나 기명 지화

(器皿折枝畵)에서는 해 화풍의 향은 인물화보다는 확연하지 않지만

그 향을 짐작할 수 있다.이런 사례로 미루어볼 때 장승업은 술 인

독창성보다는 상업성에 심을 가졌던 화가 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그

러므로 그가 순수한 술 열정만을 가지고 있을 뿐 돈벌이에는 무심한

기벽의 소유자라는 취선(醉仙)의 이미지는 드라마, 화가 만들어낸 신화

일 뿐이다.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림에 한 심은 개항기 화가들이

가졌던 보편 인 태도 다.

장승업의 화풍은 제자 조석진(趙錫晋,1853-1920)과 안 식(安中植,

1861-1919)등에게도 계승되었던 만큼 해 화풍의 수용은 개항에 따른

변화를 화가들이 극 으로 껴안은 결과로 볼 수 있다.81)근 기에 들

어 해상화 의 향은 더욱 강해져 안 식과 조석진은 주로 화보를 통해

임모하면서 해상화 화풍을 수용했다. 컨 ,조석진은 <동방삭투도>

<신선>과 같은 유형의 도석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체로 축수를

한 선물로 선호되었다.1912년 조석진은 안 식과 함께 역 출신으로

당시 고 료로 재직 이던 은(玄檃,1860-1934)의 주문을 받아

<해상군선도(海上群仙圖)>를 그렸다. 재 한양 박물 소장으로 국

신선에 한 여러 사람의 고사에 한 내용이다.82)개화기에서 식민지

시기에 걸쳐 의사로 활동했던 유병필 역시 조석진의 어해도와 도석인물

화를 즐겨 구입하 다.83)이런 그림 경향은 그들의 제자인 노수 (盧壽

鉉,1899-1978),이상범(李象範,1897-1972),변 식(卞寬植,1899∼1976),

김은호(金股鎬,1892-1979)등에게 계승된다.종교인으로는 천도교주 김연

국(金演局,1857-1944)이 안 식,조석진,김은호 등으로부터 모화나

80)장승업의 산수화가 국 해상화 의 화보 향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해서는 최경

,｢조선 말기와 근 기의 산수화에 보이는 해상화 의 향 :상해에서 발간된 화

보를 심으로｣, 미술사논단 통권15호,한국미술연구소,2002,pp.238-240참조할 것.

81)장승업과,흔히 그의 제자로 얘기되는 안 식․조석진과의 사승 계에 해서는 연

배 차이가 짧다는 에서 공식 인 제자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다.김

권 역시 직 인 제자는 아니더라도 당시 장승업의 치를 생각하면 간 인 사사 등

은 가능하 을 것으로 본다.

82)김취정,앞의 논문,p.193

83)유병필이 개업한 종로통의 진성의원이 조석진이 화사로 고용되어 일했던 한성서화

과 지리 으로 인 한 이 작용했을 것으로 연구자 김취정은 추정한다.김취정,앞의

논문,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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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화 등의 그림을 구입하 다.84)이런 국 화보의 활용은 서화가 해

강 김규진(金圭鎭,1868-1933)에게서도 나타나는데,자료가 남아 있지 않

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상류층을 상 로 그림 주문에 응했던

당 화가들에게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화가들은 수입된 국 화보를 통해 간 인 향을 받았

을 뿐 아니라,김규진,서병오(徐丙五,1862-935),안 식과 조석진 등은

개항을 계기로 국이나 일본을 직 방문하여,특히 해상화 화가들이

취향의 그림을 제작하면서 도입한 선진 인 기법을 도입하기도 하

다.85)

해상화 의 향은 직업화가들이 장르상 인 취향의 기명

지화, 모화,화조화,도석인물화 등을 그린 것에서 뿐 아니라 국에

서 유입된 화보를 이용해 과거에 비해 체계 인 미술 교육과 제작에 나

선 것에서도 나타났다.특히 화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림의 제작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 이 있어 직업화가로서의 신으로 볼 수 있다.

김규진과 해상화 와의 교류는 화풍뿐 아니라 후술하겠지만 윤필료 도입

등 선진 인 미술 매 기법의 수용이라는 견지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상해지역에서 간행된  석재총보(點石齋總譜) , 해상명인화고

(海上名人畵稿) , 고 명인화보(古今名人畵譜) 같은 총보류(總譜類)와

개인화보류인  사산춘화보(沙山春畵譜)  시 화(詩中畵) 등의 화보가

유입되어 화가들의 도제식 수업에 사용되었음은 고희동 김은호의 신문

인터뷰,자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이  시 화 는 해상화 화가

마도(馬濤)의 작품을 수록한 화보로,장승업에서부터 임모되기 시작해 근

84)김취정,앞의 논문,p.212. 김연국은 1913년 최제우,최시형 등 역 교주 자신

의 상화를 공 으로 주문하기도 하 다.김은호는 김연국의 서울 계동 교주 거처에서

3개월에 걸쳐 세 · 직 교주의 정을 완성하고 그 가로 원서동 131번지 집(236원

상당)을 받았다.

85)서병오(徐丙五,1862∼1935)는 구한말 구 출신의 서화가로 1898년 원군 이하응

(1820∼1898)의 권유로 국 유학길에 오른다.그는 1905년 귀국까지 8년간 북경,상해,

소주,남경 등지를 주유하며 포화,민 익,서신주,오창석 등을 만나게 된다.이어 1909

년 2차 상해 여행 때 다시 포화를 만나는 등 지속 으로 교유한다.장승업의 제자 안

식과 조석진도 1881년 청나라 무기제조국에 견되는 제도사 유학생으로 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이후 안 식은 1891년 ,1899년 개인 으로 상해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넓

힌다.김 권,앞의 논문,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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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안 식,조석진,지운 (池雲英,1852-1935)등 많은 화가들이 임모

하는 등 개화기 화단의 화풍에 직 인 향을 다.86)

안 식의 사숙인 경묵당에서도 상해에서 건 온 화보를 임모하

는 방식이 수업에 극 활용되었고, 해상명인화고 [도 15-1]를 참고

하여 그린 <연거귀원도(蓮炬歸院圖)> 습작[도 15-2], 개자원화  을

참고한 < 음도> 습작, 시 화 를 참고한 <무송반환도> 등이 해진

다.87)해상화 식의 부귀,행복,장수 등 기복 이고 세속 인 목 의

그림이 유행한 것은 단지 교류의 향만은 아니며 이것이 당시 지배 인

미술 수요층으로 부상한 상업 부유층의 미감에 보다 부합했기 때문이

다.

당시 장승업의 활동지는 서울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그는 경상남도 구포(龜浦, 재의 부산 일부)에 사는 지

주의 청을 받아 3개월간 을 받으며 주문 그림을 소화해 냈다.충

남 공주에 거주하던 유복열의 부친인 유병각(劉秉珏)에게 그려 작품도

있다.개항기 개항장을 심으로 새롭게 발흥했던 지주층 등이 이런 해

상화 식의 장식 인 그림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

하는 장승업의 작품에는 그의 제자인 안 식의 필(代筆) 서(款署)가

많은데,그림 주문이 그만큼 많았음을 뜻한다.88)

이와 함께 신흥 부유층보다는 낮은 서층에서도 길상 인 내용

의 민화에 한 수요가 증하 다.길상의 의미가 들어간 그림들은

부분 복을 가져다주고 사악함을 쫓아내는 모티 를 형상화한 그림들이

다.이런 수요에 해서는 지 등에 고용된,기량이 낮은 ‘기술 화가’

들이 기성품을 제작하여 공 하 다.민화를 그린 화가로는 도화서가 폐

지되기 직 에 도화서 시험에 낙방한 화가들,화원을 꿈꾸며 생도로 도

화서에 들어갔지만 끝내 생도에 머문 화가들,약간의 기술 인 지도를

받아 그림의 기량을 쌓은 화가들,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모방하면서 화

법을 익힌 화가들이 있을 수 있다.민화 역시 다량 생산을 해 ‘본그림’

이 활용되었다.민화의 유통에는 민화 화가들의 제작상의 신보다는 시

수요의 확산을 느끼고,이들을 고용해 그림까지도 매한 지 이나

86)김 권,앞의 논문,pp.102-103

87)고려 학교박물 , 근 서화의 요람 경묵당 ,2009,p.62

88)진 ,앞의 논문,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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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할 서화포의 주인 등 개상들의 역할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4.미술시장의 태동

1)서양인 고려청자/수출화 시장

개항기 들어 미술시장 수요자와 생산자, 개자 간의 거래가 활

발해짐에 따라 18세기 이후 맹아 형태로 통교에서 선보 던 미술품

유통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미술품 유통공간은 새롭게 두된

고려자기 등의 골동품을 취 하는 시장과 통 인 애호 상인 서화시

장이 성격상의 차이를 보 다.

개항기에 국내 수요에 응하는 서화시장에는 분명히 거래를

해 상 의 형태로 1차 시장이 등장하 다.이와 달리 고려청자나 수출화

등 서양인 취향의 그림이나 미술품 취 은 포 형태의 상 이 아니라 1

1거래의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이 같은 한계는 이를 구입할 서양인의 규모가 시장이 형성될

만큼 크지 않은 것에서도 기인하다. 고려자기나 삼국시 토기 등 고

분에서 출토된 골동품은 이 까지 조선사회에서는 거래되지 않았던 물건

으로,개항기에 외교 이나 여행자 등 외국인에 의해 처음으로 그 상품

가치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무덤에서 내져 음성 으로 거래될 수밖

에 없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화 즉 민속 풍속화나 서화의 경우 개항장이나 도시에서

거래되었으며 거래 방식은 주문에 의한 1 1거래가 많았다.

부산에서 활동했던 김 근이 원산에서도 지낸 근거는 작품에

있는 서를 통해서 확인된다.국립 앙박물 소장의 <산수도>나

일본 유 재(幽玄齋)소장의 <산수도>,개인 소장 <산수화>등에 ‘조선

원산항김 근(朝鮮元山港金俊根)’‘조선국원산항(朝鮮國元山港)’‘조선국원

산항김 근(朝鮮國元山港金俊根)’등의 서가 있다.특히 우리나라

최 로 번역된 기독교 련 문학작품인  텬로력덩(天路歷程) 은 1888년

에서 1927년까지 국내에서 선교사업을 한 선교사 게일(J.S.Gale)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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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고 김 근이 삽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서문에서 “원산셩

회 게일 서(書)”라고 기재되어 있다.89)책의 번역 작업이 원산에서 이루

어졌다는 것이다.김 근의 에서 보듯 수출화가들은 장돌뱅이들이

국 장날을 따라 이 하듯이 서양인 수요가 형성된 시장을 찾아 개항장을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진우,문혜산의 그림 구매 장소에 해서는 악이 되지 않고

있다.다만 스미소니언미술 으로부터 한국의 민속(미술)품 구입 의뢰를

받은 주이(Jouy)등이 부산이나 송도 등을 빈 것을 보면 부산 등 개항

장에서 구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민화 등은 시 에서 구입하기도 했겠지

만,보다 수 있는 그림을 요구하는 경우는 화가를 수소문해 수요자가

화가의 집이나 작업실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을 것이다.특히 개항장에서

는 후자의 방식이 집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수요에 응한 화가들

의 경우 개상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생산자 간의 직 인 네트워크

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자기 등의 골동품도 술하 듯이 골동 거간(행상)이 행상을

통해 매하는 방식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처럼 외국인이 집 으로 내왕하는 개항장에서는

골동품을 문 으로 취 하는 상 에서도 거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부산이나 원산에 비해 늦은 시기인 1883년 개항한 인천의 경우 일본

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1893년 인천 거류 일본인 업표를

보면 고물상이 2개나 존재한다.90)고물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고려청자

등 고분에서 출토된 물건을 뜻하는 의미로 쓰 다.고물을 취 하는 고

도구상 업을 하려면 경찰서에서 고물상 감찰(鑑札,면허장)을 받아야

했다.91)이로 미루어 인천의 고물상에서도 고려청자,백자,토기,나 칠

기 등 옛 기물을 취 했을 것이 확실시된다.그러나 개항장에서도 고

스런 고려자기의 경우 인 인 네트워크에 의한 1 1거래가 많았을 것

으로 보인다.개항장은 외국 선박이 입항하거나 정박하면서 외국인 선장

89)신선 ,앞의 논문,p.111

90)임승표,｢개항장 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업활동:1876-1895년 부산 원산 인천을

심으로｣, 홍익사학 제4집,홍익 학교사학회,1990,p.188

91)阿部辰之助, 大陸之京城發刊の辭 ,京城 :京城調査 ,大正7(1918),경인문화사 인

본 1995,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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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람,여행객들이 이항하기 까지 잠시 육지에 내려 활보하는 공

간이다.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에서 일본인이 운 하던 사진 간 에

‘다 시타 사진 (TAKESITA’SPHOTOGRAPHER)’라고 어 문자로

힌 것을 보면 주 고객은 외국인이었다.92)[도 16]외국인들 사이에

기념용 그림 등 다양한 미술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당연히 존재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한 ‘개항장 미술’은 먼 서양에 문을 연 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생겨났다.93)

가장 쉽게 매되는 것은 민속품으로 노르웨이 선장 제이콥슨

(AdrianJacobsen,1853-1947)이 한국의 개항장으로 보이는 해안에서 구

입한 물건을 독일의 쾰른민속박물 에 기증( 매)한 것이 그런 사례이

다.직물을 포함한 600개 품목은 1885년의 기증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개항장에서는 도자기 등 골동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많았다.

1927년 조선 매연 유통회사를 세워 사장으로 취임한 일본인 타카기 토

쿠야(高木德彌)는 17세인 1895년 무일푼으로 조선에 건 온 사람이다.

이주 기 말이 통하지 않는 조선 경성에 와서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

이 외국인을 상 로 고려자기와 옛 기물을 매하는 일이었다.그가 개

항장에 정박한 외국군함에까지 승선해 고려자기 등 조선의 옛 기물을

매했다는 사실은 개항장에서 활발하게 존재했던 한국 고미술품에 한

수요를 입증한다.94)인천에는 일본인이 서화를 장정할 목 으로 운

하는 표구 이 2개,그림도 팔았을 것으로 보이는 서 이 2개 있었다.95)

서화를 문 으로 다루는 포가 출 하기 에는 서 에서 그림을

매한 일본의 통을 감안하면,이 서 에서 서화를 매하 을 개연성이

높다.개항기 조선인들이 장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일본인은 개항장을

92)국립민속박물 , 코리아 스 치 ,2002,p.37

93) 국의 경우도 1842년 남경조약으로 5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주로 개항지역을 심으

로 외국인을 상 로 한 수출화가 성업을 이루었다.수출회화에는 서양인의 주문으로 제

작된 것이 많은데,수공업 기술을 이용한 차(茶)생산,비단 생산,도자기 제조 과정 등

을 담고 있다.정형민,앞의 책,pp.31-32; 일본에서는 서구와의 무역항으로서 외국인의

발길이 갈수록 늘어가던 요코하마에서 ‘요코하마에(橫浜繪)’라는 장르가 탄생했다.이것

은 일본화에 서양화법을 이용한 인물화인데,항구에 정착한 외국인 무역상 선원들을

상 로 많은 주문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박청아,｢한국 근 상화 연구- 상사진과

의 계를 심으로｣, 미술사연구 통권 제17호,2003,미술사연구회,p.214

94)김상엽 편 , 한국근 미술시장사자료집 제 6권,경인문화사,2015,pp.104-105

95)임승표,앞의 논문,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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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상설 포를 이용하는 보다 선진 인 업 양태를 보 다.96)

그러나 상설 포를 통한 골동품 매는 인천이라는 외국인 수

요가 집 된 지역에서나 나타난 특수한 경우로 보이며,서울과 기타 지

역에서는 고려청자 등 골동품 취 자들이 포 없이 부분 거간 형태로

거래에 나섰다.후술하겠지만,서울에서 포 형태의 골동상은 1906년이

되어서야 등장한다.따라서 개항기 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본인,조선인

의 민족 구분 없이 행상이나 노 형태의 골동품 거래가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행상 형태의 거래가 가능한 것은 마르텔의 회고담이 하듯,외

부 으로 존재감이 두드러진 수집가가 고려자기를 사고자 한다는 사실이

정보를 공유하는 미술시장 개자들에게 알려지면, 개상들이 수요자를

경쟁 으로 찾아가는 구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97)서양인들은 민속품을

구입할 때 입소문을 통해 다수의 상인들에게 흥정하여 구입하는 방식도

애용하 다.98)

조선시 에도 국의 고 서화나 골동품의 값비싼 미술품의 경

우 거간들이 이를 살 만한 명문세가의 수집가를 찾아가는 형식이 많았던

것과 비슷하며 지 도 고가의 희귀 미술품은 거간들이 수집가들에게 개

인 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개항기에 고려자기를 거간의

형태로 한 것은 수요가 외국인으로 제한 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 자체가 불법 행 인 데서 연유한 측면이 크다.

술하 듯이 고인돌 등 고고학 연구를 해 1984년 조선을 찾

았던 국인 고랜드(W.Goland)의 사례에서도 서양인을 상 로 한 거래

가 음성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암회색의 고

토기도 부산에 가면서 구했다고 했는데,그는 이것이 김해에서 난 것으

로 한국인들이 불법 도굴한 것으로 보이며 부산의 일본인 정착민에게 가

져다주었다고 한다.무덤 속 자기의 상업 가치에 한 인식이 일본

96)이헌창,  한국경제통사 ,서울:해남,2014,p.282

97)백성 ,｢ 란 에 비친 조선을 넘어서｣, 코리아 스 치 ,국립민속박물 ,2002

98)조선의 민속품을 구입하 던 랑스 민속학자 바라(CharlesVarat)는 자신의 구입

방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랑스 공사를 통해 서양인이 조선의 옛 민속품을 사

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여러 통로로 알리자,소문을 들은 상인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었다.

이른 시각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다 갖가지 물건들을 들고 나타났다.그 에서 쉽게

귀 한 것들을 선별해서 살 수 있었다.”백성 ,앞의 논문,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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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발견되어 조선인에게 이된 것임을 말한다.99)일본인의 사주

에 따라 한국인이 고려 고분 도굴에 가담한 사실이 발되어 신문에 소

개되기도 하 다.

“십이월 이십사일 장단군 서리 주 군수 이종호 씨가 경무청에 보고하 는데

이달 십구일 밤에 서울 천도한 김재천이가 일인 심천술 일 그 목덕미를 데리고

장단군 방목리 삼 재 있는 고려국 양 왕 둘째아들 무덤을 고 옛 그릇들과

용 그린 석함과 벼룻돌과 각색 그릇을 돌라 가다가 본군 순괴들이 즉시 포착

하여서 경무청으로 보내노라고 하 거늘 이달 이십육일 일인 둘은 일본 사

에서 데려가고 조선 도 놈 둘만 경무청에 갇혔다더라.”100)

당시 한국인의 운 하는 골동상 에서 고려청자는 골동품의 개

념에 속하지 않았다. 컨  조선 풍물지(LifeinKorea (1888)의 자

칼스(William Carles)의 경험담은 당시의 실에 해 잘 말해 다.그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고려청자의 구입 의사를 극 으로 피력했으나 구

하지 못했으며 공식 인 골동품 시장에서 고려청자가 매매되고 있지 않

았음을 증언한다.그러면서 그는 같은 책에서 한국인이 운 하는 골동품

가게가 얼마나 세한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의 요구에 따라 부윤은 내가 자기나 청동제의 골동품을 사고 싶어한다는 것

을 모든 상 주인에게 알렸지만,나는 그 어떤 종류의 것도 구입할 수가 없었

으며 상 과 노 들에는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 다.”101)

“골동품 가게의 진열품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몇 개의 국도자기나 낮은 신분

계 이 쓰는 청동 제품,상자 몇 개,사문석 통,일본제의 여러 잡동사니, 는

발,벼루통,그리고 평범한 종류의 가죽 상자가 있었다.한 가지 에 띄는 토속

물건은 은으로 아로새긴 철제 상자들인데 무늬 모양이 단히 섬세했다.상자는

용수철로 닫히는데 손잡이 안쪽에 장치된 매듭을 르면 되었다.”102)

99)W.Gowland, 의 논문,pp.316-330

100) 독립신문 1896년 12월 31일자

101)W.R.칼스(William Carles), 조선풍물지(LifeinKorea) ,신복룡 옮김,서울:집문

당,1999,p.124

102)W.R.칼스,앞의 책,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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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골동상에서 취 하는 골동품으로는 국산 종정류나 연

등이 값나가는 것이었으며 고려자기에 해서는 골동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조선시 에,특히 서화수장 문화가 유

행하던 18세기 이후 양반가가 수장하던 골동은 지 처럼 도자기류로 인

식되는 것이 아니라, 국 고 의 종정류(鐘鼎類)가 으뜸이었다.골동 혹

은 고동(古董)은 주로 주 (周代)청동기의 출토품이거나 모조품이 고동

수집품 에서 최고로 치던 시 다.이것들은 모두 국에서 구입해

오는 것이라서 소장하기가 쉽지 않았다.이외에 서화를 제외한 고동에

속하는 것으로 와당,벼루,필세(筆洗),필가(筆架),필산(筆山),인장 등

서재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부분이었다.103)당시 조선인이 운 하던 골

동품 의 세함은 1902-1903년까지 서울에 주재한 이탈리아 총 사 카

를로 로제티(CarloRossetti)가 은 서울의 ‘골동품상 ’의 모습에서 확

인할 수 있다.104)[도 17]

하지만 서양인들이 이를 찾으면서 개상들이 서서히 이를 취

하기 시작했으나 불법 도굴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골동품 가게에서 버젓

이 매되지 못하고 개인 개상을 통해 음성 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고려청자 거간꾼들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마르텔은 회고담

에서 아주 실감나게 한다.

“당시 조선인이 골동품을 팔러 오는 경은 매우 재미있었다.그들은 골동품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주 소 하게 들고 오지만 그 태도가 도무지 심상치 않고

시종 주 를 살피는데 불안에 쫓기는 듯했다.지 와서 생각해 보건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즉,양반의 소장품을 몰래 부탁 받고 팔러 오

는 경우와 고분의 도굴품을 매하러 오는 경우 다.”105)

조선인 고려청자 개상들이 험을 무릅쓰고 음성 으로 거래

에 나섰던 것은 인 보상이 그런 험을 상쇄하는 수 이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106)고분의 도굴은 통 인 윤리 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패

103)강명 ,｢조선 후기 서울의 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조선시 문화 술의 생성공

간 ,서울:소명출 ,2001,pp.300-331

104)김상엽, 미술품 컬 터들 ,서울:돌베개,2015,p.42

105)이구열,앞의 책,p.206

106)을사조약 체결 후인 1906년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의 사례가 흥미롭다.그는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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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행 이다.그러나 시장논리에 의해 고려자기 시장은 이 듯 개항기

에 한국인 고려자기 개상의 참여로 형성되는 와 이었던 것이다.이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개항 이후 서양과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고려자기 시

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고려자기 시장이 을사조약 이후 일본인 골동상에 의해 기습 으로 이식

되지 않았더라면 자체 으로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이다.그 게 되었더

라면 시장 과열에 따른 무분별한 도굴,고려자기의 규모 해외 유출이

없이 속도조 을 하며 시장이 정상 으로 커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낳게 한다.

2)내국인 서화시장

국내 수요에 응해 제작한,서화를 주로 한 미술품의 경우 유

명 서화가가 그리는 고 미술시장과 일반 서민을 한 기성품의 민화시

장으로 나 수 있다.고 미술의 경우 화가에게 직 의뢰하여 제작하

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장승업에게 그림을 주문한 지방의 지주들이

그를 몇 달간 집으로 청하여 머물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식

이 그 시 의 인기 작가에 한 그림 주문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이는

조선시 이래 내려오던 그림의 유통방식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벽에 바르는 등 집안을 장식하거나 길상(吉祥)

의 목 으로 구입하는 가 기성품의 경우 포에서 거래되었다.개항

기 그림 매 공간은 ‘지 ’‘서화포’‘서 ’으로 요약된다.개항기 국내

수요자를 한 서화시장에서 주목할 특징은 처음으로 유의미한 1차 시장

이 등장하 다는 것이다.그림 가게는 서서히 국 으로 확산되었을 것

이다.이는 18세기〜19세기 반 통교 서화사에 한정 던 그림가게가

독 인 시 체제의 붕괴 이후 서울의 역으로 확 된 것이라는 에

서 본격 인 1차 시장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매 공간의 유형도 서화

포(書畵鋪),지 (紙廛·지물상),서 등으로 다양해진다.서양인의 민속

오래된,기껏해야 5원,10원이면 살 수 있는 밥그릇을 2백 원에 팔 요량으로 손가락 2개

를 들어보 는데 2천 원을 받았다.이런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을 상 로 한 미술품 매

는 주요한 돈벌이 수단의 하나 다고 고미술상 사사키는 회고한다.사사키 쵸지,앞의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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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화 혹은 고려자기에 한 수요는 구매의사가 확실하고 지불 능력

이 높은 것에 반해 시장 사이즈가 작은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내국인의

수요는 상업 부유층이 형성되면서 변이 확 되어 시장 크기가 커진

데서 연유한다.수요가 범 해지면서 유통 상인에 의해 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그림 매는 서화를 부수 으로 취 하는 형

태 다.그 더라도 지 ,포목 ,서 등에서의 서화 매는 불특정 수

요자를 상으로 한 기성품의 매라는 에서 주목을 요하며,시 체

제가 붕괴되면서 상업 포가 두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정두환 품

지상’이 1890년 지 (紙店)이란 상호 형태로 포를 운 하다가 1900

년부터 ‘서화포’로 이름을 바꾸고 종이와 서화를 함께 취 한 것이 그런

이다.107)이보다 시기가 좀 뒤의 일이지만, 황성신문 1910년 8월 19

일자 김성환 지물포 고에서도 창호지 백지 도배 양지 천정지 등 각종

종이류와 함께 도화 각종을 매한다고 하여 종이를 취 하는 지물포에

서 도화를 함께 매하는 것이 당시 유행하 던 상품 매 형태로 보인

다.

지 에서의 그림 매는 장승업(1843-1897)이 서울 당주동(신문

로)부근인 야주개의 지 에 고용되어 민화를 그려주었다는 기록에서 보

듯,시정의 수요에 보다 구체 으로 응하려는 유통 상인들의 이익 동

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108)특히 장승업이 고용 던 지 의 치가

신문로 부근인 야주개라는 은 주목할 만하다.조선시 통교 인근

시 행랑에 자리 잡았던 지 의 치와는 거리가 있다. 통 인 시 체

계가 무 지면서 새로운 지역에 지 이 생겨났는데,특히 국 등으로부

터 값싼 종이가 수입되어 다양한 종이의 매가 가능했다는 에서 지

은 각 받은 사업 품목이었을 것이다.109)이곳에서도 당시의 서화 수요

107)‘미국독립사’ 고, 황성신문 1900년 8월 27일자. 황성신문 에는 국한문 번역 신

서  미국독립사 , 법국 신 사(法國革新戰史) 등의 고가 실렸는데, 고주는 서울

장안 네 곳의 지 과 함께 ‘정두환서화포’의 공동명의 다.서화포의 치와 상호는 “

서(中署,지 의 구지역)수진동 ‘정두환서화포’로 명기되어 있다.정두환서화포가 1910

년까지는 활발하게 운 된 사실은  황성신문 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8)“화원이 되기 에는 지 에서 그림을 그리던 환장이 어. 에는 지 에서 벽에

붙이는 그림을 그려서 팔았거든.그야 값이 싼 거지.지 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종을

두고 그림을 그리게 했다.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종이 있는 지 만 잘 단 말이야.

장승업이 일하던 지 이 잘 되고 유명해질 수밖에!워낙 잘 그렸거든.그러니 그림 잘

그린다고 장안에 소문이 날 수밖에.”진 ,앞의 논문,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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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응해 민화 등을 사 제작해 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지 에서의 화가 고용 형태는 무명의 화가인 경우가 부

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가의 명성이 높아지고 주문이 많아지면 스

스로 독립해 화방을 차려 주문을 받아 수요를 소화했다.야주개의 지

에 고용되어 민화를 그렸던 장승업이 유명해진 뒤에는 독립해서 1890년

통교 일 자신의 ‘육교화방(六橋畵舫)’을 차리고 주문 그림을 제작

한 것이 그러한 이다.110)이때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차린 화

방이라는 에서 화가 스스로 개상의 역할을 겸하는 과도기 형태의

출 을 고한다.

한제국의 개 정책 여 로 서 등이 생겨나면서 서 에서도

책과 함께 서화를 매했다.서 은 1896년  독립신문 창간호에 고를

낸 ‘동서시(大同書 )’를 효시로 갑오개 (1894)을 후하여 등장했다.

1897년 ‘고제홍서사(高濟弘書肆)’가 두 번째로 한제국 시 에 개 하

는데,1902년 기까지는 민족계 출 서 상으로는 제일 규모가 큰 출

사 다.이 서 은 1907년 출 을 겸한 서 상으로 확장한 후 회동서

으로 개칭된다.1900년 ‘김상만책사(金相萬冊肆)’가 신문 고에 등장해

1907년 학서포(廣學書舖)로 개칭한다.‘박문서 (博文書館)’은 1907년

노익형(盧益亨)이 서울 상동 배당 앞에 가게를 내 세운 출 사이며,

1908년 김용 이 서울 소안동에 ‘보 서 (普及書館)’을,1908년 남궁억이

‘유일서 (唯一書館)’을 설립했다.111)

109)일본제 종이는 한지에 비해 렴하므로,조선인 에도 벽지 등으로 그것을 사용하

는 수요가 차 증가하 다.러일 쟁(1904-1905)이후 일본인과 각 청의 수요가 증

하 고,그것이 수입 증가를 낳는 주된 요인이기도 했다.종이의 수입 증가는 한지의 이

입을 축시켰다.한일합방 무렵에는 별완지(別浣紙),외장지,창장지,발지, 창지,시

지 등의 이입은 거의 두 되고 백지,창호지,장지,각지만 이입되기에 이르 다.지류는

개항 이후 주요 수입품으로  京城 상공업조사 에 따르면 지류의 수입 물량은 1908년

235.30원에서 1911년 319.68원으로 늘었다.이헌창 ｢1882-1910년간 서울 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 연구 ,서울시립 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1998,pp.281-282,276

110)장승업의 <풍진삼 도>에 안 식이 쓴 제발에는 “일 이 1891년 에 육교화방으

로 오원 선생을 방문하니 선생은 마침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있다.김취정,

｢개화기 화단의 후원과 서화활동 연구｣,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2007,p.8;“당시 서

화가들이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다면 장승업은 워낙 손이 빨라

수십 분 정도에 끝냈다고 한다.” 송원(松園,이 섭),｢내가 걸어온 고미술계 30년｣, 월

간 문화재 13회,p.33(1973.1〜77.1총 28회)

111)남석순, 근 소설 형성과 출 의 수용미학 ,서울:도서출 박이정,2008,pp.

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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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서 의 거 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우선 고종시

의 자주외교 부국강병 정책과 련이 있다.소학교 학교와 함께

외국어학교,한성사범학교,농상공학교,의학교 등 문 교육기 이 한

제국기에 생겨났다.112)각종 사설 학원도 생겨나 입학 안내 고를 하

다.이런 이유로 서양의 번역 번안 소설뿐 아니라 서양의 역사,법률,경

학 등에 한 출 수요가 거 생겨났고 이들 서 들이 련 책의

고를 공동으로 내는 것도 이 시기에는 일반 인 업 형태 다.

의 문화욕구에 따른 소설 수요 때문에 세책 이 생겨났고,값싼 목 본

소설이 출 하면서 세책 이 어들어드는 신 서 이 등장했다.113)

서 에서 그림을 매한 것은 그림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문 인 유통공간의 등장 이 에 과도기 인 형태로 개상들의 이익 추

구의 행 로서 서화까지 부수 으로 취 한 것이다.

지 ,서 등에서 는 그림은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인 수

요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장수와 건강을 바라는 길상의 의미를 담은 도

석인물화나 귀신을 쫓아내기 한 벽사 인 목 으로 사려는 것으로,기

성품으로 다량 제작이 가능한 도식화된 그림이 주종을 이루었다.가격은

몇 에 불과할 정도여서 부담스럽지 않았다.1902년부터 1903년까지 서

울 주재 이탈리아 총 사를 지낸 로제티((CarloRosetti)는 당시 보고 느

낀 바를 기록한  꼬 아 꼬 아니(CoreaeCoreani) (1904)라는 책을 남

겼다.여기에서 그는 지 에서 서화를 매하는 경을 묘사하면서 매

되는 그림의 종류와 함께 가격을 몇 이라고 언 하고 있다.

“복제화와 종이를 는 상인들이 모여 있다.몇 만 주면,용이나 호랑이,날개

돋친 말,옛 사들의 환상 인 형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문짝에 붙여놓

으면 집에서 악귀를 내쫓는다고 한다.이들 복제화 에는 옛 신화에 등장하는

성 들과 수호신을 그린 것도 있는데,이것들은 방에만 사용하며 한국의 어느

집에나 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다.”114)

112)지승종 외,앞의 책,pp.18-19표 참조

113)조이담·박태원,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서울:바람구두,2005,p.188. 구

보가 어릴 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세책 의 존재에 해 이야기한다.구보는 아홉 살

때 집안 어른 몰래 안잠자기를 시켜서  춘향  , 소 성  등을 세책 에서 세내어 읽

은 기억을 떠올린다.

114)까를로 로제티(CarloRossetti), 꼬 아 꼬 아니(CoreaeCoreani (1902),서울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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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찾지 않고 수요자가 화가에게 직 주문하는 방식은 장

승업,안 식,조석진 등 인지도가 높은 화가에게 주문할 경우에 해당한

다.화가의 기량이 요구되는, 술성이 있는 그림의 경우 유명화가를 집

으로 빙하여 숙식을 제공하며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하 다. 산층 이상에서는 지 에서 팔리는 ‘복제화’수 을 넘어서서

화가의 개성과 술성이 묻어나는 서화를 소장하는 문화가 있었으며,이

런 경우는 화가의 이름 자체가 ‘간 ’역할을 하 으므로, 매 공간이

없더라도 직 인 연결이 가능하 을 것이다.장승업은 인기가 높아지

자 왕과 고 신부터 인,장사치,부호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림을 소

장하고자 하 고,이런 경우는 기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문제작 방

식이 애용되었다.장승업은 경남 구포,충남 공주 등 국에서 의뢰를 받

아 지로 출장을 가고 수개월간 머무르며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 다.

장승업이 그림을 그려주고 인 가를 받았음은 분명하지만 그 수

이 어느 정도인지에 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아쉽다.

구소 옮김,서울:숲과나무,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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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1905∼1919년

1.일본인 통치층의 수요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병은 미술시장에서 일본인

들이 미술시장의 주요 수요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정치 사건이기도

하다.각각의 조약에 따른 통감부 정치와 총독부 정치의 연이은 개막은

일본인 행정부 료와 사법부 융 부분에서의 통치 지원층을 양산하

다.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한 본국의 일본인들 가운데 상

공업 분야에서 종사하며 경제 으로 안착한 이들이 생겨났다.식민지 조

선에서 부의 피라미드 상층부에 진입한 일본인들은 미술시장 수요층의

기반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인의 조선 진출은 을사조약을 후하여 본격화하 다.일본

인의 서울 거주는 1885년부터 허용되었지만 1904년 말 일본인은 5000여

여 명에 그쳤다.하지만 사실상 식민지로 락한 러일 쟁 이후 서울 거

주 일본인 숫자는 증하여 1910년에는 3만5000명에 근 하 다.115)이

수치는 1920년이 되면 6만5600여 명으로 90%가 늘어난다.116) 그러나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의 증가 속도는 1905년(7677명)에서 1910년 사이

에 4.5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빠르지 않다.그만큼 러일 쟁에서의 승리

를 기화로 일본인의 조선 이주는 폭발 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주로 상업에서 생계수단을 찾아

1910년 서울 거주 일본인의 30%가 상업에 종사하 다.진출 기에 명

동과 진고개 등 남 을 거 으로 거주하던 일본 상인들은 한일합병을 거

치며 한국인 상인들의 거 인 종로에까지 침투하면서 북부 지가가 앙등

115)이 무렵 서울의 외국인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 은 95%나 될 정도로 압도 이었

으며 청국인 거주자는 2000명이 못 다.1897년 서울 거주 일본인의 비 이 반을 좀

넘은 57% 던 것에 비하면,10여 년 사이에 일본인의 조선 진출이 압도할 정도로 증가

한 것으로,을사조약이라는 정치 사건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 다.이헌창,앞의 논

문,p.248,252,254

116)김태웅,｢1910년 ‘京城府’의 유통체계 변동과 韓商의 쇠퇴｣, 서울상업사 연구 ,

서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소,1998,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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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117)

공업 부문에서도 일본인은 조선인을 압도하 다.을사조약으

로 조선에 한 보호국이 된 일본의 통감부가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1907년 국의 공장은 70개이며,이 56개 공장의 소유주가 일본인이

었다.그 외에 미국인 공장이 3개, 국인 공장이 4개 고 조선인 공장은

7개에 그쳤다.조선인 공장 7개 가운데 5개는 서울에 있었다.118)특히 공

장 설립연도를 보면 체 70개 50개가 1905년 이후 집 되어,일본인

들이 을사조약을 기 으로 사실상 식민지로 락한 조선에서 공업 분야

도 빠르게 장악해 갔음을 알 수 있다.개항 이후 조선에는 일본의 제일

은행,제18은행,제58은행 등이 진출했는데,일본인 상공업 종사자들은

이들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자 출 등에서 우월한 치를 할 수 있

어 조선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1900년 완공된 경인철도는 물류

를 통한 물자의 서울 집산을 가져오며 특히 유통 부문에서 일본인 상인

들의 향력이 배가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일본의 통감부 정

치 하에서 시행된 일제의 화폐․재정 정리로 인해 객주를 비롯한 한인들

이 거 산했으며 이 공백을 일본 상인들이 차지하 다.119)

이 게 식민지 한국에서 행정 융,상공업 분야에 종사하며

상류층에 편입된 일본인들은 고려청자와 조선서화 등 고미술품 뿐 아

니라 동시 의 인지도 있는 한국인 서화가들의 그림을 구매하는 미술시

장의 주요한 수요자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인 상류층으로 확산된 미술품 수집 문화의 발원지는 일본

인 최고 통치층이다.주지하듯이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고려청자 애호가 고,3 통감이자 총독부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 (寺內正毅,1852-1919)는 조선시 서화를 수집

하는 취미가 있었다.이들의 수집 취미는 모방되면서 권력과 부의 주변

부로 동심원을 그리듯 확산되었다.이미 1910년 에 고 직 료,사법기

의 사, 융기 의 수장,성공한 기업인,학자 등 일본인 상류층에서

고려청자를 집안에 소장해 감상하고,한국인 인기 화가의 서화를 구입하

는 동호회를 결성하는 등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의해 ‘계 문화’로

117)김태웅,앞의 논문,p.285,307

118) 제2차통감부통계연보 (1907),pp.283-286

119)김태웅,앞의 논문,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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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잡아갔다.일정한 취향이 사회계 을 유지시키며 궁극 으로 사

람들로 하여 계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할 때,이들 일본인 상류층

에서 공유된 식민지 조선의 미술품 소장 감상 문화는 문화계 범

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 통치층의 수집 문화가 단순히 개인의 취미 수

에 머물 다면 이런 범 한 확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일본인 최고

통치자들은 식민지 통치의 한 의도로서 박물 을 설립하여 제도 이고

조직 인 수요를 창출했다.최고 통치자의 비가시 향력과 박물

이 갖고 있는 제도 권 의 결합은 강력한 폭발성을 가지며 민간의 미

술시장에 향력을 발휘했다.특히 ‘고려청자 (狂)’으로까지 불렸던 이

토 히로부미의 청자 애호는 미술품 유통시장에 고려청자를 취 하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동시 출 이라는 획기 인 변 을 가져왔다.

이제,일본인 통치층의 수요를 고려청자와 조선시 서화로 크게

나 어 고찰하겠다.

1)이토 히로부미와 고려청자

고려자기는 이미 개항기에 서양인 외교 이나 여행가 등이 구입

하고 감상하 다.그러나 1905년 이후 일본인 통치층의 고려자기 애호는

미술시장 력과 장악력에 있어 그 차원을 달리한다.

을사조약 체결 후 한제국에 설치된 통감부(統監府)의 통

감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청자 수집열을 이끈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회고록을 통해 증언되고 있다.그 하나가 일제강 기부터 골동상

을 운 하 던 일본인 사사키 쵸지(佐佐木兆治)의 회고이다.

“1906년 개성 지역에서 고려도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

가 지 토산물의 하나로 고려도기를 사 모았으며,이왕직에서는 박물 을 설립

함에 따라 코미야( 宮)차 이 고려도기 옛 그릇에 주목하게 되는 등 유물

이 왕성하게 발굴되는 시 가 드디어 막을 열었다.이 무렵,아카오(赤眉)라는

인물이 고려자기 경매를 시작했다.필자(사사키 쵸지,골동상 취고당 주인으

로 후에 경성미술구락부 사장을 지냄)는 낮에는 노 을 운 했으며,밤에는 그

경매의 장부기록을 담당했었다.경매에는 아가와(阿天),아유가이(鮎貝),야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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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山口),하조 다테(巴城館)등 여러 인사들이 매일 같이 드나들었다.아무튼

도기가 담긴 조록싸리(朝鮮萩)로 만들어진 가늘고 긴 상자들이 끊임없이 개성에

서 경성으로 보내졌다.( 략)마침 이때 담하게도 본정 4정목에 골동가게를

차린 곤도 사고로(近藤佐五郞)씨도 경매에 참가했다.( 략)곤도 씨는 경매에

서 구한 것을 모 재 에게 매했다.”120)

이 은 ‘무덤 속 기물’이었던 고려청자가 민간 미술시장에서

유통되며 미술품으로 지 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우선,조선이 사실상 식민지로 락하고 식민지의 최고 권력자가

고려청자를 애호함에 따라 도굴품의 거래 행 는 묵인되고 결과 으로

거래는 양성화되는 수순을 걸었다는 이다.

둘째,통감부 시 일제의 권유로 설립된 이왕가박물 이 고려청

자를 극 구매하면서 제도 수요의 권 에 의해 ‘무덤 속 기물’‘토산

품’에 머물 던 고려청자는 미술품으로서의 통과 아우라를 갖게 된다.

셋째,이왕가박물 이라는 과 당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골동

상 들과의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이는 후술하겠

지만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골동품 개상들이 빠르게 고미술품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인 자산이 된다.

넷째,이미 식민지 기에 아가와,아유가이,야마구치,모 재

등 일본인 수요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고려청자 애호 문화가 형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 지 상류층의 도자기 향유 문화가 식민지

조선에도 이식이 되었고 그 상이 고려자기로 체되어 있음을 보여

다.

한 사회의 상층부,그것도 최고 통치층의 수집 취미는 그 이름이

갖는 명망성으로 인해 강한 염성을 갖고 식민지의 료와 문가층,

경제인층 등으로 되었다.상류층 문화의 모방,즉 수집 계층의 수직

확산이 일어나 1910년 반에 들어서면 고려청자 수요자군은 총독

부 리에서부터 학자 연구원,은행가,사업가,법률가 등 다양한 직

종으로 다각화된다.1910년 조선이 공식 으로 식민지가 되면서 서울이

120)사사키 쵸지,앞의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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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에서 경성부로 바 자 경성부윤으로 부임한 카나야(金谷),1906년

에 서울에 건 왔던 일본인 변호사 미야 (三宅長策)등이 그런 고려자

기 수집 열에 합세한 사람들이다.그리하여 1910년 반이 되면

서울 장안에서 고려자기 품귀 상이 생겨날 정도로 고려청자는 상류층의

인기 수집품 상이 된다.121)일본의 도자사학자 고야마 후지오( 山富

士夫)는 “1906년경 이토가 통감으로 조선에 머무를 때 고려의 고도

자기가 세인들의 지 한 심을 끌게 되었고,1912년에서 1913년 경에는

그 모집열이 최고조에 이르 다”고 회고한다.122)일본인의 고려청자 수

집 열기는 “악머구리떼 모양으로 거두는 데 여념이 없었다”는 표 이 나

올 정도로 왕성하 다.123)이런 수집 취미의 확산은 “ 리 알려지게 된

수집가의 심이 술가와 사이를 매개하는 새로운 향력이 있는

형식이 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다.124)

일본인 최고 통치층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맹렬한 고려청자

수요는 일본인 골동상의 출 과 그들의 시장 장악을 이끌었고,이들 일

본인끼리의 수요- 개 커넥션에 의해 불법 도굴이 조장되었다.이에

기 개성 부근에서 시작되었던 고려자기의 도굴 행 는 1910년 들면 낙

동강 유역으로까지 범 를 넓 간다.[표 1]에서 보듯이 1910〜1913년

지역별 골동상의 수치는 개성과 가까운 경성부(府)가 있는 경기도 지역

에 압도 으로 많고 증가세가 두드러지며,이외 지역에서는 경주와 김해

고분이 있는 경상남도에 집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125)

121)일본인 변호사 미야 (三宅長策)는 1906년 서울로 건 와 도굴 고려청자를 수집한

사람이다.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술 인 감동으로 고려자기를 모으는 사람(일본인)은

별로 없었고, 개는 일본으로 보내는 선물감으로 개성 인삼과 함께 사들이는 일이 많았

다.이토 통감도 구에게 선물할 목 으로 굉장히 수집한 사람이었는데,한때는 그 수

가 수천 이 넘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언젠가는 곤도의 가게에 있는 고려자기를 몽땅

사버린 도 있었다.그 때문에 한때는 서울 장안에 고려자기의 매품이 동이 난 도 있

었다.”이구열 ,앞의 책,pp.64-66

122)엄승희,｢일제 시기 재한일본인의 청자제작｣, 한국근 미술사학 ,한국근 미

술사학회,2004,pp.155-156

123)박병래, 도자여  , 앙일보사,p.24

124)아놀드 하우 (ArnoldHauser),앞의 책,p.51

125)표는 조선총독부통계연감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복 이 통계를 활용하 다.홈페이지 내 국내 통계→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

범죄·재해→경찰→경찰상 리 업자 수록기간 1910-1913년 참조.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parm

TabId=M_01_03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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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자기의 수집 취미는 그러나 수요와 공 논리에 의해 시장

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제력 격차에 의해 진입 장벽이 형성된다.고

려청자는 일제의 권유로 설립된 이왕가박물 에 의해 공식 으로 수집되

고 진열되어 그 상품 가치가 상승하면서 산층이 소유할 수 없는

고가 미술품이 되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1910년 후반이 되면 고려

자기의 수집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에서 어떤 미술품보다

계 성을 반 하는 문화가 된다.수장 열기는 확산되어 갔고,고려청자는

이제 경제력 장벽 때문에 소장할 수 없는 산층에게는 체 수요를 통

해서라도 충족되어야 하는 욕망이 되었다.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해 고려청자의 체재로서 재 청자가 인기를 끌게 되고,조선시 백

자가 새롭게 가치가 발견되어 시장이 창출되기에 이른다.126)

아울러 1920년 가 되면 식민지 조선의 일반 에게도 고려청

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통성을 가진 술품으로, 지의

상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는데,이것은 그 연원을 따져보면 일본인 통

치층의 고려청자 수집열에서 비롯된 것이다.127)

2)데라우치 마사타 와 조선시 서화

일본인 통치 권력층 고소득 문직종은 한일합방 이후에는

고려청자뿐 아니라 조선시 의 명문가나 부유한 인층에서 수장했던 고

서화 장르에까지 손 며 수장의 범 를 넓혔다.

126)일본인에 의한 재 청자 제작 과정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엄승희,｢일

제 시기 재한 일본인의 청자 제작｣, 한국근 미술사학 ,한국근 미술사학회,2004

127)최진순(崔瑨淳),‘ 공 보다도 탁월한 고려시 의 도자기’, 별건곤 제12·13호,

1928.5.1.그는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언 하면서 그 가치를 먼 발견한 것은 일본인이

며 그 덕분에 세계 인 것으로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다음은 내용의 일부.“참으로

얼마나 지나 사람들이 그것을 귀(貴)엽고 아름답게 여기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일

본 사람들도 이 고려도자기를 여간히 여기지 아니하 습니다.‘고려소’라 하여 도자기

에는 그 이상이 없는 믿고 이것을 한 가보와 같이 귀 히 보존하며 애호하 습니다.

( 략)이와 같이 귀 한 것을 고려시 에는 종교상 습으로 의하여 생 에 쓰던 것을

모두 죽은 후에 그 묘지에 이식하여 버렸습니다.그리하여 이것이 지 부분의 능지에

서 나옵니다.조선 각지에 산재하여 있으나 고려 왕도엿든 개성부근에서 제일 많이 나옵

니다.( 략)역사상 미술상 이것을 찬하게 되며, 외국인들이 더욱 그 정확 기묘함

에 감탄하여 그 가치를 존 히 알아주게 되어 오인도 가치와 기술이 참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것을 더욱 더 잘 알게 되었음이다.과연 이것이 우리가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문

화상에 크게 자랑한 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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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통치 권력층 가운데 조선의 고서화를 수집했던 표 인

인물은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조선 통감 조선총독을 차례로 역

임했던 데라우치 마사타 (寺內正毅,1852-1919)이다.128)데라우치가 본

격 으로 조선시 서화를 모으기 시작한 시기는 총독 재직 기간인 1910

∼1916년으로 추정된다.그는 총독직에서 물러나면서 총독부박물 개

첫해인 1916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도자기, 속공 ,탁본,서화 등 수

장품 가운데 689건,858 을 기증했다.1916년 조선총독부박물 개 당

시 유물이 3305 에 미치지 못하 음을 감안하면 그의 기증품은 수량 면

에서 엄청난 것이었다.기증 유물은 내용면에서도 국보 도자기와 함께

속공 품,미술사에 획을 는 조선시 의 주요 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129)

특히 그의 기증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옛 명품 회화가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이는 이토 히로부미의 컬 션에서는 없던 특징으

로, 국 그림 2 과 일본 그림 1 을 제외하면 한국 그림이 87 이나

된다.고려 공민왕의 <천산 렵도>,조선 기 강희안의 <고사 수도>,

조선 기 김명국의 <산수인물도>와 조선 후기 정선의 <산수도>,김홍

도의 <어해도>등 한국 회화사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의 명품이

화목별로 망라되어 있다.데라우치 마사타 는 미술품에 한 애착이 강

했던 것으로 해진다.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도자기 수집

이었다면 데라우치 마사타 는 조선시 고서,서첩,서화 등의 수집에

한 애착이 강했다.그는 시간 여유가 생기면 고미술품을 수집 감상

128)1902년 이래 육군 신으로 활동하면서 가쓰라 다로(桂太郞)내각의 후원을 업고 러

일 쟁에 참 하고,남만주철도 원장을 지내는 등 경력을 쌓았다.조선에 오기 부

터 조선병탄을 주장했던 진 던 그는 조선통감부 제3 통감 재임기간(1910.5.

30-1910.8.29)동안 을사조약을 주도했고,이어 조선총독부 총독으로 취임한 후

1916년 10월 일본 내각총리 신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약 6년간 무단통치를 자행했다.

오 산본 조선왕조실록과 구한말의 외교문서 압수 반출 등으로 악명이 높다.황정연,｢

경남 학교 소장《홍운당첩》고찰｣, 경남 학교 데라우치 문고 조선시 서화 ,사회평

론,p.66

129)차미애,｢일본 야마구치 립 학 데라우치문고 소장 조선시 회화 자료｣, 경남

학교 데라우치문고 조선시 서화 ,국외소재문화재재단,2015,pp.119-120.기증품

국보 으로는 고려시 최고의 속공 품인 <청동은입사포류수 문정병>(국보 제92

호),<백자철화포도문호>(국보 제93호),<청자상감음각모란문매병>(보물 제342호),<청

자철채퇴화삼엽문매병>(보물 제340호),<한호필감지 니임순화법첩>(보물 제1078호)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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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이 같은 취미는 신문기사에도 소개될 정도로 외 으로 알려

져 있었다.130)

그러나 데라우치의 조선시 서화 수집은 개인 인 애호 수 을

넘어서 식민지 통치를 해 문화 이해를 넓히려는 략 사고에서 나

온 것이다.이러한 통치와 연 된 서화 수집 취미는 민간 시장에 끼치는

향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유명한 미술사학자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1862-1913)

은 데라우치에게 수집의 의미와 방향,통치수단으로서의 고미술의 요

성 등을 제시하고 각인시킨 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131)오카쿠라

텐신은 메이지 시기 아시아 국가 간 문명 동질성에 주목하고 이를 자

민족 심주의 으로 해석했던 표 인 인물이다.그런 그가 1912년 5

월에서 6월 사이 데라우치 마사타 를 만나 미술의 요성과 미술사 속

의 한일 계,박물 의 필요성,고 조사,미술품 제작소,공업견습소 등

의 요성을 역설하 다.132)이런 이유로 데라우치의 조선 고미술 수집

은 개인 인 취향을 넘어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한 성격이 짙

다는 분석이다.

데라우치가 조선에 건 온 지 6년 만에 양과 질에서 이러한 탁

월한 컬 션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 인 수장 욕구를 넘어 권

력과 력에 기반을 둔 조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

다.당시 수집 활동을 도왔던 인물로는 구로다 가시로(黑田甲子郞)와 함

께 구도 쇼헤이(工藤壯平,1880-1957)가 지목된다.구로다 가시로는 조선

총독부 탁으로 조선사 조사와 규장각 도서의 정리를 담당하 다.

서책 문가 던 구도 쇼헤이는 데라우치 마사타 를 따라 조선총독부에

130) 황성신문 1910년 8월 22일자 기사는 “데라우치 총독은 시국의 강을 이미 해결

함으로 심 의 한가함이 생기면 혹 남산구락에 출왕소요(出王逍遙)도 하고 혹 골동상 등

을 소집하여 우리나라 고미술품을 수집 완상하더라”고 보도했다. 1920년 그의 기  

원수 데라우치 백작 기(元帥寺內伯爵傳) 를 편집한 구로다 가시로(黑田甲子郞))에 의하

면 데라우치 마사타 는 도서와 서화류에 조 가 깊을 뿐만 아니라 그 보존에도 심을

기울여 일 부터 도서 서화 문서 등의 수집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차미애,앞의

논문,pp.118-119

131)오카쿠라 텐신은 20세기 에 보스톤미술 아시아부 큐 이터로 일하면서 한국미

술에 깊은 심을 보이고,한국 도자기 특별기 을 조성,한국 동경(1912.12),상감청자

병(1911.11),상감청자합(1911.11)을 구입한 바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보스턴미

술 소장 한국문화재 ,2004,p.22

132)차미애,앞의 논문,p.119;황정연,앞의 논문,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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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면서 데라우치 마사타 를 해 경성을 심으로 조선 고서묵 류

를 조사하고 수집하 다.133)

데라우치가 진행한 각종 조사사업과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

개최,조선총독부박물 의 개 은 그의 수집 행 가 일련의 정책 인 구

상 하에 진행돼온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데라우치는 통치수단이라는 공

목 과 개인 애호가 결합되어 수집한 식민지 조선의 고미술품과

국 각지에서 발굴 수집한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식민지 시행정을 펴려

고 했고,그런 의도가 실 된 것이 1915년 ‘시정 5년 물산공진회’개최와

공진회에 출품된 미술품과 공진회 시공간을 활용한 총독부박물 의 건

립이다.

데라우치의 조선시 서화 수집 취미 역시 일본인 료,은행

인,상공인 등으로 확산되었다.1912년 일본인 골동상 스즈키(鈴木)가 일

본인 사학자이자 골동 문가로 알려진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지도를 받아 조선의 고서화를 문으로 취 했다는 사실은 1910년 에

이미 일본인 미술품 수요 상에 조선의 고서화가 포함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134)경성부의 행정을 담당했다는 일본인 후치카미 사다스 (淵

上貞助)의 경우 조선 고서화 수장의 ‘선각자’로 일본인 사이에 평가되며

1914년 본정 2정목 자택에서 입찰회를 열고 조선서화 수백 을 매했

다. 상업회의소 서기장을 지냈던 야마구치 세이(山口精)는 조선 고서

화 동호회를 열기도 했다.135)조선시 고서화 수집 역시,고려청자와 마

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했던 일본인 상류층의 문화로 퍼진 것이다.136)그

133)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는,화가 출신 구도 쇼헤이가 문고 설립과 문서 수집을

담당했으며,데라우치 문고의 조선 서화는 구도 쇼헤이의 심미안에 기 해 사 모은 것이

라고 주장하 다. 나가시마는 1915년에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의 심사 원으로 참여

했던 구도 쇼헤이가 고 조사 원회의 일원으로 발령난 것으로 보아 공진회와 고 조

사사업은 인사 면에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차미애,앞의 논문,p.118

134)김상엽 편 , 한국근 미술시장사자료집 제6권,경인문화사,2014,p.62

135)김상엽 편 ,앞의 책,p.63

136)“(사무실)안에는 조선의 진기한 골동품을 진열해놓고,조선제의 책상과 의자와 (?)

을 좌우로 두고 조선제의 작은 철제 화로를 아름답게 늘어놓고 차를 마시면서 담뱃재가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과 조선의 고문명을 이상할 정도로 칭찬하면서 고

려자기를 세계 유수의 미술이라 말하고 재와 장래의 인에게 커다란 희망을 품고 있

다는 등은 단한 풍류이니,그가 무나 고려자기에 빠져서 한국인들을 낙 으로

보는 에 해서는 조 기묘하게 느껴졌다.”박소 ,｢고려자기’는 어떻게 ‘미술’이 되

었나-식민지시 ‘고려자기열 ’과 이왕가박물 의 정치학｣, 사회연구 제7권 1호,

구 학교사회조사연구소,2006,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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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일본인들의 조선시 서화 수집 취미는,품귀 상을 빚을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 던 고려청자의 수집열에 비할 바는 아니었던 듯하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조선시 서화의 가격이 도자기에 비해서는 식민지

기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은 것에서 거꾸로 유추할 수 있기도 하다.고

려자기 과열은 일본으로 유출되어 구미의 수집가에게도 팔려가는 등 해

외 수요도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료를 비롯한 일본인 상류층은 식민지 조선의 고미술품뿐 아니

라 당 에 지명도가 높았던 한국 서화가의 그림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

자로도 합류하 다.당시 인기 화가인 안 식,조석진,김규진(金圭鎭,

1868-1933)의 그림은 일본인 고 료층에서 큰 인기를 끌어,1911년 4월

11일자  매일신보 에 따르면 일본인 고 층들은 안 식의 그림 애호가

그룹인 ‘백화회(百畵 )’를 조직하기도 하 다.137)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

총무과장을 지낸 와다 이치로(花田一郞,1881-?)는 1910년 조선에 온 사

람으로 안 식과 조석진의 그림을 자주 주문한 사람으로 꼽힌다.일본인

료로 보이는 세키야 데이사부로(關屋貞三郞,1875-?)역시 서화를 애

호해 안 식,조석진,이도 ,김은호 등 당 의 인기 작가들과 교유하면

서 이들의 그림을 주문하 던 것으로 보인다.138)안 식과 조석진의 작

품에는 ‘한인(韓人)’이라고 쓰여진 지가 개항기 때 그린 그림에서부터

나타난다.안 식의 1907년 작 <월하구폐도>에는 ‘한인(韓人)’이라는

지가 있어 일본인 수요자를 해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된다.139)한일합

방 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안 식의 인기가 지속 으로 이어졌다는

에서 1910년 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많았을 것이다.다음 장에서 서

술하겠지만,김규진의 서화를 구매한 이들 가운데도 일본인이 많았다.

일본인 수장가층의 변 확산과 조선시 고서화로의 역 확

산은 거꾸로 한국 구래의 명문 양반가 수장가층의 와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912년 일본인 골동상 스즈키(鈴木)가 조선의 고서

화를 문 으로 취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의 주 고객층이었을 일

137)“내무부 모 리가 안 식의 도화를 청구하기 하여 백화회를 조직하 음으로 입

회자가 략 60명에 이르 고,안 식은 그들의 앞에서 휘호하는 이라고 한다.”

138)김은호가 조선호텔에 가서 세키야 데이사부로를 만나고 온 며칠 후 총독부에서 천

원을 그림 값으로 보내왔다고 한다.김은호, 서화백년 ,서울: 앙일보사,1977, pp.

136-139,김취정,앞의 박사학 논문,p.227재인용.

139)김취정,앞의 박사학 논문,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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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수집가들 사이에 조선의 고서화 수요가 유의미하게 형성되어 있었

음을 의미한다.그러나 교양의 차원이나 정신 인 즐거움을 해 수장하

던 조선시 의 서화 애호가들과 달리 이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조선의

고미술품을 근하 다는 것을 그들의 매각 입찰 행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시 고미술품이 한국인 수 에서 일본인 수집가 혹은 개

상에게 유출되는 상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했다.합병 직 해

인 1909년 그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당시 신문에는 옛 서화와 서책

을 는 행 를 나라 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꾸짖으며 자제를 당부하

는 이 실리기도 했다.

나라 는 놈을 꾸짖어 깨우다(속):(칠)옛 도화 서책과 옛 기명 등물은

인(옛 사람)의 손때가 묻어서 후인의 애국심을 발성 하 다.( 략)이제 경향

각처를 볼진 고물(골동상을 뜻함)에게 흥정하야 일인에게 는 자들이 이루

셀 수가 없도다.일 웅이 난세를 당하여 국과 분투하여 애를 쓸어버리던

보검이며,평생 학자가 세월을 허비하여 진리를 궁구한 서책이며,기교한 생각

이 특이한 옛사람의 그림이며,아름답기가 비할 것이 없는 옛 기명이 일환,

이환,이십원,삼십원의 헐가로 날마다 신호 으로 날아가니 일시의 세세

한 이익을 탐하여 국민 조상의 고물을 외국 사람에게 내어주니 이것도 한 나

라를 는 자며(후략).140)

일본인 개상(고물상)들이 국 각지에서 서화,서책,기명(도자

기)등을 수집하는 정도가 매우 심했으며,그들의 구입 가격도 그 가치

를 모르는 조선 사람으로부터 일환,이환에,좀 쳐주는 것은 이십원,삼

십원에 구입했다는 것으로 보아 헐값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을사조

약 체결로 국권이 받는 상황에서 고서화와 고서 ,불교미술품 등의

유출이 본격화되자 고미술품을 지켜야 할 민족정신,즉 ‘문화재’와 등치

시키는 새로운 인식이 조선인 지식인층을 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다.

그 심에 서화수장가이자 민족운동가 던 창(葦滄)오세창(吳

世昌,1864-1953)이 있다. 창의 문화재 수집은 한제국이 국권을 상실

140) 한매일신보 1909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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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10년 이후 시작되었다.을사조약 체결 이후 사실상의 식민지로

락하고 국내에 진출한 일본인 골동상 등에 의해 우리 문화재가 헐값에

팔려나가고 불법으로 유출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 까지 교양의 차원이나 과시 취향이었던 고미술품 수집 취미

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1915년  매일신보 는 오세창이 서화 수장품을 ‘근역화휘’‘근역서

휘’로 장첩하기 이 에 친람하고 조선의 유명 서화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세태를 비 하는 동시에 조선의 고서화를 수집하는 오세창의 태도와 행

를 높이 평가했다.이듬해 11월 민족시인으로 불렸던 만해 한용운

(1879-1944)은 장첩된  근역서휘 와  근역화휘 를 감상한 후  매일신보 

에 방문기(訪問記) ‘고서화의 3일’을 쓰면서 오세창을 ‘조선 고서화의 주

인’이라고 극찬하 다.오세창의 수집품 규모는 서화를 심으로 1600여

에 달하며 서화가를 집 성한 인물사 격인  근역서화징 을 출간하

다는 에서 다른 수장가들과는 격이 다르다.141)

그러나 당시의 미술 수요 시장의 움직임이 조선인으로부터의 유

출,일본인으로의 유입이 구조 으로 나타났다는 에서 오세창의 미술

품 수집 행 는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시장에 미치는 향력이 크지

않았다.

3)박물 의 제도 수요

미술시장 수요자는 크게 공 수요와 사 수요로 나뉜다.조선

시 왕실에서도 왕을 심으로 서화를 수집하고 수장고를 갖춘 사례가

더러 있었으나 제도 기구를 통해 연구와 시를 목 으로 미술품을 체

계 으로 수집하는 행 는 개항 일제강 과 더불어 근 의 문물이 외

부에 의해 이식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 다.

1910년 한일합병을 후해 생겨난 이왕가박물 (1908)과 조선총

독부박물 (1915)은 식민지로 락한 조선에서 근 국가의 역할을 신

해 미술시장에서 제도 수요자로 처음 등장한다.

141)오세창의 수집 내용에 해서는 이자원의 논문 참조.이자원(李慈遠),｢오세창의 서

화수장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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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 은 창작물이나 기존의 기물을 평가해 미 인 가치와 미술

사 인 가치를 부여하고,그런 가치를 부여받은 미술품을 보존하는 일을

한다.그리하여 박물 의 수집 정책 철학에 따른 미술품의 구매와 소

장 행 는 시장에서 기 가격을 제시하고,나아가 시 에서 유통되는

미술품 장르의 우 를 가르고 유행을 주도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고려청자로 표되는 무덤 부장품의 경우는 좀 더 특수

한 박물 의 권 가 수여되는데,이는 그동안 사물로 존재해 왔던 것들

에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지 를 부여하는 데 있다. 술하 듯이 이토

히로부미가 도굴된 고려자기를 수집하 을 당시, 기에는 미술품의 아

우라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삼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인들에게 선물할

토산품의 수 에 머물 다.그러나 이왕가박물 의 설립과 이곳에서의

집 인 수집 행 를 통해 비로소 통이 내재된 술품으로 자리매김

을 하게 된다.142)

이는 하우 가 말한 박물 에서의 ‘변신’(metamorphoisis)이라고

칭했던 과정 즉 통의 보호자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덕분이다.

‘기념비 인 술품’을 수장하는 곳이라는 박물 이 가지는 권 는 원래

의 환경으로부터 사물을 분리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상실할

찰나에 있는 것에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143)이왕가박물

과 조선총독부박물 은 구매가치가 있는 사물로서의 고려자기를 국보

미술품,즉 민족국가의 문화 통으로 치 지우고 구불변한 것으로

시하는 의례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 다.스스로 통을 계승할 만한

능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한 피지배 민족의 열등함에 해 그보다 우수한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의 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한 제도가

박물 이다.144)

그런데 식민지 시기 등장한 한국의 박물 은 일제의 제도 기

획에 의해 탄생한 , 리 책임 실무 운 을 모두 일본인이 맡는 인

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상

을 낳았다.박물 은 미술품의 구입과 시행정을 통해 시 의 미술 유

142)사물이었던 고려자기가 미술품이 되는 과정에서 이왕가박물 의 역할에 한 분석

은 박소 ,앞의 논문 참조.

143)아놀드 하우 ,앞의 책,pp.123-124

144)박소 ,앞의 논문,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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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장르에서도 통치철학에 따른 서열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장하 다.박

물 일본인 행정 책임자와 일본인 개상 간의 커넥션은 기 고려자기

시장을 일본인이 재빠르게 장악하는 시장구조를 만들었다.특히 제도권

이 고려청자를 구매함으로써 가격의 단기간 이상 등,도굴의 국화,

개상의 난립 등 부작용을 래하 다. 개시장에서 일본인이 득세하

고,시 의 유행 장르에서도 식민지 통치철학에 따른 서열화가 이루어지

는 것이 그런 이다.특히 이왕가박물 과 조선총독부박물 에서

기에 생겨난 이왕가박물 은 고려청자 시장이라는 신시장이 창출되고 이

에 한 거래를 일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하

다.

이제 미술시장에 향을 미친 두 박물 의 인 구성,수집

정책 방향에 해 알아보자.

ⓐ이왕가박물

한국 최 의 박물 인 이왕가박물 은 일제의 통감부 시 인

1908년 한제국 궁내부에 의해 기공되고 1909년 11월 1일 완공되어 일

반에 개방되었다.창덕궁 안에 식물원․동물원과 함께 박물 이라는 이

름으로 설립되었다.1938년에는 제실박물 이라는 명칭이 이왕가박물

[도 18]으로 격하되었다. 시실은 창덕궁 내 명정 [도 19],경춘

,환경 ,통명 ,양화당,연희당 등을 수리해서 사용했고,1911년 화

양(和洋) 충 양식인 본 을 신축하면서 주요 문화재를 이곳으로 이

하 다.145)

이왕가박물 설립 과정에는 친일내각 총리 신 이완용,궁내부

신 이윤용,궁내부 차 고미야 사보마스( 宮三保松),한국 고 조사

문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등이 깊이 여했다.146)이왕가박물 은

조사 연구 기능은 없이 수집과 시 기능만 있었다.궁내부는 이왕가

박물 을 운 할 인력으로 일본인을 채용했는데,박물 설립 업무 담당

자로 스에마쓰 구마히코(末松能彦),시모고리야마 세이이치(下郡山誠),

145)국립 앙박물 , 동양을 수집하다-일제강 기 아시아 문화재의 수집과 시 ,

2014,p.118

146)이인범,｢한국 박물 제도의 기원과 성격:국민국가주의에서 그 머에로｣, 미술사

논단 통권14호,한국미술연구소,2002.상반기,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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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베 시게루(野野部茂)가 임명되었다.147)

이왕가박물 의 리 책임 운 실무를 모두 일본인이 맡았

던 만큼 일본인 골동상과의 커넥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이왕가박

물 의 설립을 책임졌던 고미야 사보마스 이왕직 차 (장 은 조선인,

차 은 일본인이 맡음)은 고려자기를 수집하러 일본인 골동상 에 출근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1908년 궁내부 박물 조사 탁으로 경성에 부임

해 소장품 수집에 여한 시모고리야마 세이이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

다.148)

“벌써 1905년부터 고려시 수도 던 개성 역에서 옛 고분들이 도굴되어 훌

륭한 도자기들이 속출했다.( 략)이를 도굴꾼들이 밤을 타 경성에 들여오면

경성의 (?)라는 골동상이 부 사들 다.( 략)고미야 씨는 매일 아침 그 골동

상의 물건을 보고 본인이 감정한 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들 다.내가 부임했

을 때 고미야 씨의 한 방에는 그 게 사 모은 도굴품들이 상자에 담긴 채

로 벽장 등에 가득 채워져 있어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당시 고려시

의 물건들이 이처럼 많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뜻만 있다면 구라도 입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그래서 나도 매일같이 골동상에 출근했다.”149)

고미야가 고려청자 수집을 해 도굴된 물품들이 집결된 일본인

이 운 하는 골동상에 출근하 다는 것은 결국 도굴이 일제에 의해 묵인

되었고,일본인 골동상과의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그가 방

문한 골동상 은 일본인 최 로 골동상 을 낸 곤도 사고로우(近藤佐五

郞)일 가능성이 높지만,마찬가지로 다른 일본인 골동상인들과도 민족

유 감을 기반으로 돈독한 계를 가지며 일본인 박물 고 책임자-

일본인 골동상인 간의 구매-납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147)국립 앙박물 ,앞의 도록,p.118,179

148) 한제국 말기 창덕궁에서 15년간 순종황제의 측근으로 일한 일본인 곤도 시로스

는 고미야 이왕직 차 의 업 으로 “조선의 2000년 역사를 말해주는 문화와 술을 후손

에 보존하기 한 박물 을 세우는 등”이라며 이왕가박물 의 건립을 그의 공으로 돌리

고 있다.곤도 시로스 (權藤四郞介), 한제국 황실비사(李王宮秘史)-창덕궁에서 15년

간 순종황제 측근으로 일한 어느 일본 리의 회고록 (1926),이언숙 옮김,서울:이마고,

2007,p.143

149)下郡山誠一, 李王家博物館·昌慶園創設懷古談 ,녹음테이 ,조선문제연구회,1966.

박소 ,앞의 논문,p.1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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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이왕가박물 최 의 컬 션은 1908년 9월 공식 개 하기

인 1908년 1월 26일에 곤도 사고로(近藤佐五郞)로부터 구입한 <청자상감

포도동자문표형주자 승반>[도 20]<청자상감국화모란무늬참외모양

병>[도 21]을 비롯한 고려청자와 은제도 합,흑유호,불상 등이라는

에서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 승반>은 950원,<청자상감국

화모란무늬참외모양병>은 150원에 각각 구매되었는데,이런 고가의 구매

는 곧 박물 의 평가기능에 의해 무덤 속 기물이었던 고려청자가 술품

의 지 를 얻고,불법 도굴품이 합법 지 를 획득하는 경제 인 메커

니즘이기도 하다.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도굴이 을사조약 이후 리품을

챙기듯 본격화되고,그 시장을 겨냥해 일본인 골동상들이 진출하고,이왕

가박물 이라는 국가기 을 통해 공식 으로 수요되는 과정은 불법 도굴

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낳았을 것이다. 한 일본인이 고려자기 시

장을 단기간에 장악하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

이왕가박물 의 시 미술품 구입은 기 가격의 제시라는 의미

가 있으며,시장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 지불된 구매 행 는 시장

의 가격을 격히 끌어올리며 미술시장 개상들의 시장 참여열기를 높

을 것으로 보인다.골동 거래의 기인 1910년 에는 고려청자의 가격

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마음껏 구할 수 있었다.고려청

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은 이왕직,총독부가 박물 을 세우기 해

다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로 알려져 있다.150)이는 기 고려

자기를 소장하 던 일본인들에게 경제 이익을 가져다주며 기 업

기반이 안정 인 궤도에 진입하는 데 결정 인 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왕가박물 은 기 고려청자 수집에서 차 조선시 서화로

구매 장르를 확장해 간다.연구자 박계리가 이왕가박물 의 기 10년간

구입 유물의 장르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이왕가박물 소장

품의 92.8%는 박물 이 설립된 지 10년 이내에 수집되었다.특히 1908년

부터 1910년 한일병합 직 까지 불과 3년 동안에 체 소장품의 36.7%

가 집 수집되었다.151)시기별 추이를 보면 설립 첫 해인 1908년에는

150)김상엽,｢일제 식민지 시기의 고미술품 유통과 경매｣, 근 미술연구 ,2006,p.155

151)박계리,｢20세기 한국회화에서의 통론｣,이화여 박사학 논문,2006,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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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 분묘에서 도굴되어 유통되던 고려청자 속품이 집 으로

수집되었다.이후 공식 개 이후인 1909년,1910년에는 서화를 집 구

입하 다.그 결과,서화와 도자 구입 비 의 역 상이 일어나게 되며

서화 구입 액의 45.7%가 1908년에서 1911년 4년 사이에 집 으로

집행되었다.이런 이유로 이왕가박물 이 1910년 신문 고를 통해 공개

수집 활동에 나선 것은 기의 도굴품 심의 고려청자에서 구가(

家)에 비장되어 있는 조선의 서화 부문으로 장르를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152)이런 구입 활동의 결과 박물 측의 공식자료

인 ‘구덕수궁미술 소장품목록’(1971)의 통계에 따르면 이왕가박물 의

소장품은 서화탁본류(34%)가 가장 많고,도자기(31%), 속품(24%)은

상 으로 낮았다.1912년 12월 이왕가박물 소장품은 1만 2천230 에

달했다.153)

그런데 일본인 골동상 주인들은 자신들이 시장을 선 한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조선인 골동상인에 비해서는 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선시 서화에 해서도 집 으로,그것도 고가로 이왕가박물

에 납품하 다.연구자 박계리가 작성한 이왕가박물 구입 고가 상

10 서화목록에 따르면 일본인 골동상인들이 조선시 서화시장까지 발

빠르게 장악해갔음을 알 수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서화는 1916년

에 매입한 ≪원문류 마기첩(元紋流鏑馬記帖)≫을 제외하면 1908∼1913

년 사이에 구입하 다.154)《동 진 첩(東賢眞跡帖)》을 넘긴 이홍식을

제외하면 매자는 스즈키(鈴木桂次郞),아오키 분이치(靑木文七),요시

다 규스 (吉田九助),에구치 고지로(江口虎次郞),곤도 사고로(近藤佐五

郞)등 모두 일본인이다.155)

152) 이왕가박물 이 1910년  황성신문 과  한민보 에 실었던 ‘진열품구입공

고’(1910.217∼2.24)에 따르면 컬 션 수집의 목 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회 본국 박

물 부에서 진열품으로 미술 미술공 품 연구 탁 한 유물 역사상 참고할 유

물을 구입하니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매주 목요일 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창덕궁

호문 밖 장례원 청사로 품을 소지하고 내방하면 본국원이 출장감사한 후 구입할

사.단 일청 양국의 제작품도 구입함이 유할 사.”

153)국립 앙박물 , 한국박물 개 100주년 기념 특별  ,2009,p.38

154)박계리,앞의 논문 p.363의 [표 11]이왕가박물 고가구입 서화목록(상 10개).

이하 일본인 골동상들의 서화 납품 내용은 이 표를 토 로 서술하 다.일본인 골동상의

조선시 서화시장 장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참고하 다.

155)곤도 사고로는 후술하겠지만 서울에 최 로 고려자기 골동상 을 낸 일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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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개상인 스즈키(鈴木桂次郞)의 경우 이왕가박물

소장 매입가 상 10개 서화 4건을 1908년부터 1911년까지 공 했는

데, 국 맹 (1911년 납품)의 작품 1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건 모

두가 조선시 의 표 인 서화들이다.조선 기 화가 이상좌(李上佐,

생몰 미상)의 < 월도>(1909년 납품), (傳)이징(李澄,1581-?)<산수

도>(1910년 납품)등 개별 서화뿐 아니라 조선 후기 의 출신 수장가

석농(石農)김 국(金光國,1727∼1797)의 수집품을 엮은 화첩인 《화원

별집(畵苑別集)》(1909년 납품)[도 22]까지 포함되어 있다.《화원별

집》은 325원,이징 <산수도>는 350원을 받았으며,이상좌의 < 월도>

는 조선 기 작품이어서인지 무려 480원을 받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신속한 시장 장악은 일본인이 리와 실

무를 담당한 이왕가박물 과 일본인 골동상 간의 민족 동질성에 기반

한 커넥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야 한다.이런 제도 비호 덕분에 일

본인 골동상들은 한국인 거래상들이 통 으로 담당해 왔던 조선시

서화 분야로까지 취 품목을 넓히며 빠르게 고미술품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즈키는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지도를 받아 1912년부

터 조선시 고서화를 문 으로 취 하 다고 경성미술구락부 사장을

지낸 사사키 쵸지(佐佐木兆治)는 회고한다.156)그가 이왕가박물 에 1909

〜1910년 조선의 고서화를 3차례에 걸쳐 납품한 상황에서 1912년부터

조선 고서화에 특화하기로 한 것은 이왕가박물 납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청자를 취 하기 해 일본인 최 로 조선에 골동상 을 차

린 곤도 사고로(近藤佐五郞)도 조선 고서화로 재빨리 품목을 넓 갔다.그

는 1913년 김홍도의 <서원아집도>를 300원에 이왕가박물 에 매했다.

이인문(李寅文,1745-1821)의 <강산무진도>의 매자도 일본인 골동상

인 아오키 분이치(靑木文七)이다.상 10 안에 들지는 않지만 1912년

부터 이왕가박물 과 거래했던 골동상인 이 우치 토라키치(池內虎吉)도

이인상(1710-1806이후)의 <노안도>와 심사정(1707-1769)의 < 폭도>

를 매하 다.157)

156)사사키 쵸지,앞의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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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식 인 기 의 구매 행 는 그 규모가 크고 집 이라

는 에서 시 의 유통 부문에 강력한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이왕가

박물 의 서화 구입은 고려자기 거래로 출발했던 일본인 개상들이 조

선시 의 서화 부문으로까지 손을 뻗치게 하는 핵심 동기가 되었을 것이

다.이들 서화는 몰락해 가는 구래의 양반 소장가 층이나 조선인 개상

등으로부터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왕가박물 이 일본인 개상( 매자)들로부터 구입한 미술품이

조선 회화사에서 주목할 만한 가들의 명품이라는 에 비추어볼 때,

이왕가박물 의 일본인 운 주체들이 조선인 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이완용(李完用,1858-1926)의 형인 궁내부

신 이윤용(李允用,1854-1939)이 서화 감식안을 갖고 있었고,이윤용에

이어 이왕직장 이 된 서도가 민병석(閔丙奭,1858-1940),서화미술회의

멤버들이 그런 조언을 조선인으로 추정된다.158)

ⓑ 조선총독부박물

조선총독부박물 [도 23]은 식민통치 5주년을 기념한 ‘조선물

산공진회’를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한 후

시 건물을 이용해 같은 해 12월 1일에 건립이 되었다.공진회 때 미술

으로 지은 건물을 본 으로 사용하고 근정 수정 등 경복궁의 각

을 부속 시 사무실로 사용했다.159)

조선총독부박물 의 설립 첫해(1916년)의 유물은 략 3305 이

하로 추정된다.160)1915년 12월 개 된 총독부박물 은 1916년부터 본격

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주로 이 기증을 통해 총독부 소장품의

를 형성했다.1916년 3월 31일 총독부 참사 실에서 1913년부터 수집

157)이자원,앞의 논문,p.13

158)서화미술회는 이왕직과 총독부의 재정 후원을 받아 이완용을 회장으로 1912년 6월

1일 설립 다.서화미술회 신은 1911년 3월 22일 문을 연 ‘경성서화미술원’이다.이 단

체는 이왕가박물 의 서화심사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윤 기의 숙원에 따라 조 응,

조민희 등 친일귀족들의 후원으로 설립 다.이런 인 네트워크에 의해 서화미술회가

이왕가 컬 션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박계리,앞의 논문,pp.89-90

159)국립 앙박물 , 동양을 수집하다-일제강 기 아시아 문화재의 수집과 시 국립

앙박물 2014,p.10

160)차미애,앞의 논문,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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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탁본 1988 을 이 받는 한편,1916년 데라우치 마사타 가 총독

에서 물러나 일본으로 돌아갈 때 유물 689건 858 을 기증 받았다.이러

한 이 기증품 외에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통해 수습한 문화재와

함께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조선의 미술품 역사 자료도 소장품의

주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개 첫해를 제외하고는 기증보다 구입을

통해 수장품을 보완해 갔으며 서화/ 류 구입에는 연평균 900원의

산을 집행했다.161)

총독부박물 소장품 총 4만 836 을 재질에 따라 5종으로 분류

하면 토기와 도자기제품(37%), 속제품(27%),서화탁본(11%),석제품

(10%),기타품(15%)으로 나뉜다.규모에서는 덕수궁(이왕가박물 )소장

품보다는 많으며 서화 컬 션의 경우 수량 상(4364 )으로는 덕수궁

(3732 )을 상회하지만 비 에 있어서는 토기와 도자기보다는 고,내

용 으로도 탁본(3196 )이 부분을 차지한다.이를 뺀 회화는 체의

10%를 조 넘는 466 에 그친다.162)이 가운데 데라우치 마사타 의

기증품이 서화 외에 국 그림 2 과 일본 그림 1 을 포함해 90 에 달

한다.따라서 총독부박물 의 조선시 회화의 구입은 체 컬 션의 3

분의 1을 회화에 할애한 이왕가박물 에 비해서는 은 편이다.

조선시 서화에 한 홀 는 조선총독부박물 의 제국주의

기획의 한 결과로 보인다.조선총독부박물 설립만 보더라도 데라우치

마사타 총독이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시작하며 밝힌 취지가 그

로 용되었다.박물 정책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등 일제 변

학자들이 주도하고 총독부박물 이 개설되던 1915년 동시에 진행된 ‘조

선사 편수사업’‘고 조사사업’과 긴 한 연 속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

다.당시 이 작업의 목 과 련하여 “반도사 편찬의 주안은 첫째 일본

인과 한국인이 동족임을 명확히 하는 것,둘째 고 부터 시 의 흐름에

따라 피폐되고 빈약하게 된 것을 기술하여 합병에 의해 한국민이 행복을

161)박계리,｢조선총독부박물 서화컬 션과 수집가들｣, 근 미술연구 ,2006,국립

미술 ,p.177

162)총독부박물 컬 션에서 회화가 차지하는 비 은 1% 로 매우 미미하다.이들 서

화류의 구입 액은 모두 합해도 약 1만1000원에 그친다.1921년 총에서 발견된

1개의 구입 액이 1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서화에 한 평가가 낮았고 이는 고 사를

높이 평가하고 조선사를 폄하한 인식의 산물이라고 박계리는 해석한다.박계리,앞의 논

문,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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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을 논술하는 것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이

와 함께 한반도의 역사를 낙랑시 로 격하시키려는 학술 인 노력도 병

행되었다.일본은 병합 직 인 1909년부터 소 낙랑유 조사라는 학술

조사 명목으로 낭랑 고분을 발굴하기 시작해 공공연히 고분을 발굴해 가

고,1915년부터는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의 미술사학자 세키노 다다시(關

野貞,1867-1935),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1880-1959),쿠리야마 순이

치(栗山俊一)등을 시켜 조선 고 을 본격 으로 조사해 보고서를 내게

하는 한편,‘조선고 도보(朝鮮古蹟圖譜)’를 편찬 해서 낙랑시 로부터

조선시 에 걸친 각종 문화재를 사진 촬 하여 15권의 도록으로 간행

했다.163)

이런 일제의 제국주의 기획 의도는 총독부박물 의 수집

시행정에도 반 되었다.총독부박물 은 고 사의 기원을 이고 국

문화의 정수를 한반도에 소개한 낙랑에서 출발한 것으로 강조하기 하

여 한 (漢代)의 문화재를 집 수집하 고,수집한 국 문화재는 ‘낙

랑․ 방 문화’ 시실에 시했다.164) 국 한 의 문화재를 낙랑 출토

품과 비교해 보도록 함으로써 ‘국 문화의 정수를 한반도에 소개한 낙

랑’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다.이런 제국주의 기획 의도 탓에 유물 구

입 산을 조선의 회화에 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내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골동상들은 총독부박물 에 국 문화재

를 매하거나 기증했는데,정부정책에 민감한 것이 시장이었던 만큼 골

동 시장에서의 거래품목에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정 기(1912년경)부터 북경과 상해로부터 골동을 공수해 오는 사람들이 생

겨났는데,그들이 가져온 것들은 삼팔경매소를 통해 경매에 부쳐졌다. 략 그

당시에는 천원을 환 한 액으로 국행 여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며, 국 골

163)최완수,｢간송이 보화각을 설립하던 이야기｣, 간송문화 55집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8,p.2

164)국립 앙박물 , 앞의  동양을 수집하다 도록,p.10. 국과 일본 문화재 수집은

재정이 해진 개 직후부터 1920년 반까지 집 으로 이루어졌다.조선총독부

박물 이 국외로부터 입수한 국문화재의 주요 품목을 보면 거마구(車馬具),동경,와

당,도용,고 (古錢)등으로 부분 고분 출토품이다.시 별로는 한 (漢代)가 가장 많

은 비 을 차지한다.당시 국 고미술 시장의 주요 품목이 상주(商周)의 고 청동기나

송 이후의 자기 서화 던 을 감안하면 조선총독부박물 의 수집 경향은 시장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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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품 경매시장은 지속 으로 열릴 정도 다.”165)

취고당(娶古 )주인 사사키 쵸지(佐佐木兆治)의 의 증언은 조

선총독부박물 이 국 골동품 수집에 나선 시기보다 앞서 있지만,이

시장이 지속 으로 호황을 린 것에는 조선총독부박물 의 조직 인 수

집 수요가 뒷받침된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는 의도 으로 불교미술을 시하 다.불화나 향로 등

불교의 제의 도구가 미술품이 되는 과정은 유럽인의 동양에 한 취향

이 작용한 때문도 있지만,제국주의 기획으로서의 식민 종속국을 ‘동

양’이라는 범주로 묶으려는 이 의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 식민정권은 ‘동양’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아시아 식민지를 하

나로 묶으려 했고,그 사상 기반으로 불교를 강조했다.일본과 피식민

국가 간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한 사상으로 동양성을 찾았고,동양성을

표하는 종교와 술로 불교와 불교미술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조각이 서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술 분야의 하나라는 데 주

목한 일본의 통치 엘리트들은 자국 내에서도 그러한 고유한 통을 찾으

려 노력했고,그 상으로 불교 조각을 발견했다.그들에게 불교 조각은

19세기 유럽과 북미 륙의 장 곳곳에 놓여 있던 기념조각상들과 가장

상응하는 것처럼 보 다.동시에 불교 조각은 불화와 함께 서양의 소비

자들이 일본에 해 가졌던 이국 동경의 시선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1900년 에 들어 다수의 불교 미술품이 사찰로부터 떨어져나갔고 박물

이나 개인 소장처로 옮겨져서 유리 이스 안에 진열되었다.일본 메

이지 시기에 일어났던 불교 미술품의 이탈 행 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반

복되었던 것이다.166)

불상과 불화 등은 일본에 의해 제의 인 기물에서 미술품이 되

었고 박물 의 수집 활동을 통해 경제 가치가 함께 뛰었다.박물 의

정책은 미술시장에서 골동품 개상들의 수집 방향에도 향을 주었고,

그들 간의 커넥션에 의해 국 미술품 역시 일본인 골동상들이 극 으

로 취 하는 상품이 되었다.

165)사사키 쵸지,앞의 ,p.37

166)킴 란트,｢욕망의 상:일본인 수집가와 식민지 조선｣, 한국근 미술사학 제17

집,2006,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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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상회를 경 했던 아마이게 시게타로(天池茂太郞),완고당(玩

高 )주인 우리타니 세이지(浦谷淸次), 국 골동품 수집가인 도쿄제국

학 교수 오카다 아사타로(岡田朝太郞)로부터 북제(北齊)북 (北魏),

남북조,수,당 시 의 반가사유상 등의 불상과 불비상(佛碑像)을 집

구입했다.167)이 가운데 완고당 주인 우리타니 세이지(浦谷淸次)에게서

1914년 구입한 북제(北齊)의 리석 반가사유상(높이 44.2㎝)[도 24]은

그가 매도한 물건 가장 비싼 1000원에 거래되었다.168)

이왕가박물 역시 불교 미술품 수집에 나서 1912년 4월 일본인

으로부터 <목조아미타부처>를 구입했으며,소장 국 불교 조각들은

부분 1910년 에 수집되었다.169)서역 불교 미술품도 에토 나오미(江藤

濤雄),요시다 겐조(吉田賢藏)등 일본인 골동상으로부터 거 구입했

다.170)

박물 의 불교미술품 시는 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골동상

의 조선 진출을 부르는 등 개자 시장에 엄청난 향을 미쳤으며,수장

가들의 수집 욕구도 자극해 일제 강 기에 국․인도 등 아시아 불교

미술품이 거래되는 특이한 상을 낳았다.

167)오카다 아사타로(岡田朝太郞)는 도쿄제국 학 교수의 신분으로 북경에 거주하며 그

곳에 진출하 던 일본인 고미술상과 친분 계를 맺고 골동품을 수집하 다.1916년 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면서 국에서 모은 불교 조각 등 미술품을 이왕가박물 에 최

소 11 이상을 처분하 다.창경궁 명정 에 시되었던 불비상은 150원에 매한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국립 앙박물 ,앞의  동양을 수집하다 도록,pp.120-144

168)우리타니 세이지(浦谷淸次)는 1881년 일본 하시모토(橋本)에 골동품 을 개설한

이 있으며,1909년 국 다롄(大連)에 완고당(玩高 )을 연 뒤 1912년에는 서울에 완고당

출장소를 개설하 다.그는 1912년부터 1917년까지 이왕가박물 에 국과 한국의 도자

기,불상,나 칠기,문서 등 수십 을 매도하 다.그는 1914년 이왕가박물 에 북제(北

齊)의 리석 반가사유상(높이 44.2㎝)을 매했는데,그 가격이 무려 1000원으로 그가

매도한 물건 가장 고가 다.그는 나 에 조선총독부박물 에 1918년 조선시 백자

1 을 매도하 다.국립 앙박물 ,앞의  동양을 수집하다 도록,p.123

169)일본에서는 ‘미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이후 페놀로사(ErnestF.Fenollosa,

1853-1908)와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1862-1913)등이 일본미술사를 정립하면서,아시

아를 표하는 사상인 불교를 시각 으로 형상화인 불상이 동양을 표하는 조각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더불어 불교가 유입된 후 계속해서 불교미술을 꽃피운 일본이 그

정수를 간직하고 있다고 인식되었고,불상은 해당 문화의 우열을 단하는 척도로 여겨

졌다.국립 앙박물 ,앞의  동양을 수집하다 도록,p.188;국립 앙박물 , 한국박

물 개 100주년 기념 특별  ,2009,p.41

170)이 기증품은 교토 니시혼간 사(寺)의 문주(門主)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의 소장품

이었다.그는 일본 불교 미술의 기원을 찾아 1902-19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탐험 를

견하 다.국립 앙박물 ,앞의  동양을 수집하다 도록,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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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박물 구매품의 경우 조선시 회화는 300엔(원)의

범 를 넘기 힘든 데 반해서 고려시 불화인 노 의 <아미타구존도>는

그 두 배가 넘는 600엔에 구입하는 등 수집 행 에 있어서도 우열을 분

명히 하 다.171)

고려청자에 한 찬미는 조선 미술의 부정에 근거한 역설 인

상황에서 나왔다.이는 조선 술쇠망론에서 도출된 것이며 통일신라가

황 시 고 고려는 다소 퇴보했으며 조선시 에 와서는 멸되었다는

그들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172)

그러면서 조선시 회화에서 국토애가 가장 크게 발 되었던 18

세기 진경산수화도 무시되었는데,이에는 조선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짙게 반 되어 있다.아유가이 후사노신은《이왕가박물 소장품사진첩》

서화 부분에 한 평을 쓰고 조선 후기 화가 22명을 꼽으면서 진경산수

화를 완성한 정선을 평가 하했다.정선의 그림도 진경산수화풍이 아닌

국의 향이 강하게 남은 남종화풍의 그림 <山窓幽竹圖>를 수록한 것

도 조선 역사 깎아내리기의 차원에서 발로되었을 것이다.173) 이런 이유

로 조선시 서화에 한 구입이 상 으로 었는데,그런 에서도

조선서 서화 납품자의 상당수는 일본인 골동상들이었다.아마이게 시

게타로(天池茂太郞),이 우치 토라키치(池內虎吉),요시다 겐죠(吉田賢

藏),도미타 데츠조(富田徹三)등이 그들인데,이 가운데 이 우치 토라

키치는 1912년부터 이왕가박물 과 거래했던 골동상으로,주로 개성 부

근에서 도굴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기,묘지명,동경 등 부장품과 국에

서 수집한 불상,나 칠기 등을 매했다.174)그가 취 한 미술품은 일본

인 고 층의 기 조선 미술품 취향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한 이들 일

본인 골동상은 조선시 서화 역시 한국인 못지않게 활발하게 취 한 것

을 볼 수 있다.조선총독부와 거래한 일본인 골동상 가운데 1920-1930년

171)박계리,앞의 박사학 논문,p.108

172)박소 ,앞의 논문,pp.16-21

173)손 옥,｢1890년 -19010년 언론에 나타난 미술기사 분석｣,명지 학교,석사학

논문,2010,p.70

174)박계리,앞의 ｢조선총독부박물 서화컬 션과 수집가들｣논문,pp.183-185.박계

리는 이왕가박물 이나 총독부박물 에 서화,도자기 등을 매한 이들을 컬 터로 범주

화한다.하지만 이 우치 토라키치(池內虎吉),요시다 겐죠(吉田賢藏)등 일본인 부분

이 문 개상으로 명이 났고,이들의 역할로 미루어보아 소장이 아니라 거래 수익을

목 으로 하는 딜러의 성격이 뚜렷해 개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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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련을 맺는 이들은 백자 주의 물품을 매하는 경향을 보인

다.이런 사례에는 요시다 겐조(吉田賢藏)가 있는데,백자 연 이나 필통

같은 조선 백자 주의 미술품을 조선총독부박물 에 매했다.후술하

겠지만,1920-1930년 에 들어서면 고려청자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집

가들 사이에는 수집 상을 조선백자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이 같

은 시 의 경향은 조선총독부박물 의 한국 미술품 구입 흐름과 일치해

시장의 흐름을 총독부박물 이 주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조선시 서화시장까지 일본인 골동상들이 진출한 가운데 서화

공 자에는 박 화(朴駿和),이성 (李性 ),박 수(朴鳳秀)같은 한국인

도 있었다.이들은 미술사에 획을 는 작품을 소장해 안목과 감식안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들이 구인지에 한 구체 인 정보는 악되지 않

고 있다.이왕가박물 총독부박물 과 지속 으로 교류한 으로 미루

어 문 인 개상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선시 에 고가의 골동

품은 개상들이 사 만한 잠재 수요자를 찾아 직 거래했던 행으

로 미루어 보아 포를 내지 않은 개인 개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 수용 사이의 매개를 담당하는 기구인 박물 의 컬 션과

진열 행 는 조선 미술품에 해 안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과 조선 내

의 일본인 수집가들에게도 미 가치 단의 거가 되어 주었을 뿐 아

니라 일반인의 심미안에까지 큰 향을 미쳤다.독일 쾰른민족박물

(TheMuseum ofEastAsianArtCologne)의 장이었던 피셔(Adolf

Fischer)는 아내와 함께 1905년에 이어 1910년,1911년 연거푸 한국을 찾

았을 때 당시 창경궁에 새롭게 설립된 이왕가박물 을 수차례 방문하여

진열품을 구경했고 고려자기를 구입할 때는 골동상이 내민 물건과 이왕

가박물 진열품을 비교하면서 심미 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일

기에서 고 있다.175) 피셔는 조선시 의 옛 회화에 해서는

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이 역시 박물 의 진열 방식을 통한 시각 가

치 조작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176)

박물 의 시 정치는 일반인의 미의식에까지 삼투하여  한매

일신보 는 ‘이왕가박물 진열품 한없는 이채를 느끼게 하는 것은 고

175)Hans-AlexanderKneider외,앞의 책,pp.104-105

176)Hans-AlexanderKneider외,앞의 책,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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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자기 다’는 객의 반응을 싣기도 했다.나아가 박물 이 주입시킨 미

인식이 내면화되고 통성까지 부여받으면서 고려청자는 1920년 가

되면 조선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민족 지를 느끼게 하는 술품으

로 승격된다.아래의 은 그런 인식을 보여 다.

과거 50년간에 서울에 조선 사람의 생각으로 조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과 사업이 그 무엇이냐?혹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알지 못함을

슬퍼한다.나는 어떤 책에서 런던박물 에 국의 최 의 주민이던 트족이 만

들었다는 토우가 있는데 그 제법(製法)의 조악하고 하등함이 말할 나 없다고

한 것을 보았다.그 세력이 세계를 뒤덮으려 하는 국 민족,그 업이 세계

에 패왕이라는 국의 옛날도 실은 그러하 던 것을 보면 옛날에는 피차에 다

른 것이 없었던 것이다.실은 우리가 훨씬 나았었다.그들의 그 업과 미술이 그

와 같이 유치하고 보잘 것 없는 동안에 조선에는 고려자기 같은 훌륭한 미술품

이 있었다.어떤 독일 귀족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으는 기벽이 있는데 말하기를

구라 의 유명한 페르시아 산 자기보다 조선의 고려자기가 훨씬 낫다고 그 정

원을 단장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다.177)

2.일본이 이식한 고미술품 시장

1905년의 통감부 정치로 사실상 시작된 일본의 지배는 미술시장

에 고려청자라는 신시장이 창출되고 이를 취 하는 일본인 주도의 골동

상 이 탄생하는 획기 인 변화를 가져왔다.

식민지 시기 생겨난 고려청자 시장은 개항기에 서양인의 수요에

맞춰 1 1거래에 의존하던 음성 인 시장과는 비견할 바가 아니었다.

구체 인 장소로서의 시장일 뿐만 아니라 5∼10년의 단기간에 류처럼

탄생한 시장이다. 한 고려청자는 기존에 방물 수 의 한국인 골동상

에서는 상품으로서 취 하지 않던 신상품,그것도 ‘노다지’상품이었다.

이 시장에 일본인 상인들이 선제 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의 선체험이 작용하 던 것으로 보인다.일본에서는 이미 서양

177) 서울잡감 ,추호(秋湖)1920년 4월호,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許하라 , 실문화

연구,1999,p.50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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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동양 취미에 따른 도자기 수집 열풍이 1870-1880년 부터 불어

닥쳐 이 무렵에는 이미 일본 자기를 비롯한 국 수입 자기가 고가의 시

장을 형성하고 있었다.178)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막 거래의 싹이 트기

시작한 고려청자는,일본 자기처럼 값이 올라 막 한 미래 차익 실 이

가능한 투자성 높은 상품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혹은 헐값에 사들여

일본 자기로 속여서 팔 수 있는 상품이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일본 자기의 체상품으로서 고려청자의 수익 가능

성에 을 뜬 것은 청일 쟁 당시 개성 등지에 거주했던 일본인 군인들

이 고분 출토품을 목격하고 을사조약을 후하여 골동상인들을 데리고

재입국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다.179)

경성에 일본인이 차린 최 의 골동상 과 경매가 을사조약 직후

인 것은 그런 에서 수 이 간다.기록상 경성에서는 을사조약 이듬해

인 1906년 일본인들에 의해 소매 방식의 골동상 과 도매 방식으로 보이

는 경매가 동시에 등장했다.180)일본인 곤도 사고로(近藤佐五郞)가 서울

의 본정4정목(本町4丁目, 충무로4가)에 차린 골동상 이 일본인이 운

한 최 의 고려자기 골동품 상 이며,같은 해 일본인 아카오(赤尾)가

고려자기 도굴품 경매를 최 로 시작했다.

178)일본 내에서 구미 지식인들의 미술품 수집 열풍을 이끈 이는 메이지 11년(1878년)

일본에 온 미국인 페놀로사(EarnestFenollosa)이다.일본의 고미술을 높이 평가한 그는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메이지 19년(1886년)에 미국에 귀국할 때는 무려 2만 에

이르는 일본의 미술품을 들고 나갔다.페놀로사를 후로 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미

술품의 수집에 나섰다. 랑스인 세른느스키,뒤 ,기메,빙,발 , 국인 앤더슨,이탈

리아인 키요츠소네,미국인 비게로,모스 등이 거물 수집가들이었다. 일본에 직

오지 않더라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집가들이 증가하 고,그러한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일본인 미술상 하야시 다다마사(林忠正)등과 랑스인 빙 등의 상인이 리와 미국의

각지에서 가게를 열고 극 으로 매하 다.東美硏究所編, 東京美術 場史 ,東京 :

東京美術俱樂部,1979,pp.34-35

179)경성미술구락부 상무를 지낸 모리 이시치로(毛利猪七郞)는 군인 출신으로 러일

쟁 당시 개성 방면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개성 방면에서 출토되는 고려도기에 주

목하고 퇴역 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사사키 쵸지,앞의 ,p.26

180)미술시장에서 1차 시장은 술하 듯이 작가가 생산한 작품이 컬 터에게 넘어가는

시장을 말하며,2차 시장은 한 번 거래된 상품이 경매 등의 개 시스템을 통해 컬 터

에게서 컬 터에게로 매매되는 시장을 말한다.고려자기는 장인이 당 에 생산한 것이

아니라 무덤 속 기물이 도굴되어 거래되는 것이라는 에서 이런 1,2차 시장 구분이 정

확히 맞지 않다.그래서 기 도자기 경매는 도굴품의 도매 성격을 가졌으나 차 시간

이 흐르며 재 매라는 미술시장에서의 경매 본연의 성격으로 바 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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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오의 경매는 노상에서 행해진 것으로,도굴품의 거래 자체가

한국의 통 인 윤리 에 어 나고 불법 인 성격이라 취해진 거래 방

법으로 보인다.181)당시 아카오를 보조해 경매의 장부 일을 맡았던 사사

키 쵸지(후에 골동상 취고당을 낸 데 이어 경성미술구락부 창립을 주

도)가 “도기가 담긴 조록싸리로 만들어진 가늘고 긴 상자들이 끊임없이

개성에서 경성으로 보내졌다”고 회고한 것으로 보아 이 경매는 컬 터에

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성에서 도굴된 고려도기를 1차 으로 거래한

것이다. 한 “(조록싸리 상자)다섯 개씩을 한 조로 10원에서 15원의 가

격에 경매에 부쳐졌다”는 것으로 보아서 도매 성격임을 알 수 있다.개

성에서 고분 도굴이 집 으로 일어나던 기에는 경매가 이런 도매 성

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미 동양의 도자기가 서양인에게 수집되고 있었고,

일본인 상류층 사이에서도 다도문화의 연장으로 애호되고 있었다.182)따

라서 일본 지에서의 학습효과를 통해 고려자기의 상품가치를 먼 알

아본 일본인 골동상에 의해 고려자기를 취 하는 포 형태의 소매 상

과 도매 목 의 경매가 동시에 미술시장에 출 한 것이다.그 수는 가히

폭발 으로 증가하 다.당시 골동은 고물(古物)이라는 용어로도 쓰 기

에 일본인 경찰의 업단속 상이었던 고물상,고물경매소의 1910-1940

년의 수치는 당시 골동품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보여주는 요한 지표가

된다.[표 2]에서 보듯 국 으로 고물상(행상 포함)은 1910년 700여 개

에 불과했지만,1914년 20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1920년엔 1만 개를 넘

어서는 등 가히 폭발 으로 증가한다.183)고물경매소의 이 수치는 통

181)사사키 쵸지가 곤도 사고로의 골동상 개업을 ‘담한’행 라고 표 한 것에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사사키 쵸지,앞의 ,p.36

182)메이지 11년(1878),페놀로사(EarnestFenollosa)가 일본의 통미술에 한 심으

로 수집에 나서면서 그의 향을 받아 일본의 도자기 등 고미술품을 수집하려는 서양인

들이 발길이 이어졌다.東美硏究所編, 東京美術 場史 ,東京:東京美術俱樂部,1979,pp.

34-35

183)표는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통계청의 국가통

계포털(kosis.kr)을 활용하 다.홈페이지 내 국내통계→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

범죄·재해→경찰 통계.이 가운데 1910-1913년 경찰상 리 업자 통계와 1914-1943년

국 별 경찰 리 업소 통계를 토 로 작성하 다.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parm

TabId=M_01_03_01

고려자기 등이 고물(古物)로 불린 것은 당시 기사에서 확인된다.‘다수 고물(古物)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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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얻을 수 없지만,1920년엔 국 으로 43개가 있었던 것으로 집

계되고 있다.고물경매소와 비교할 때 고물상 수치가 놀라울 정도의 증

가세를 보이는 것은 행상으로도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의 성격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고물경매소는 상 으로 문성과 자본이 더 요구될

것이다.고물경매소도 등장 기 도매 성격의 노상 경매에서 차 업

공간을 갖추고 재 매 물품을 취 하는 2차 미술시장으로서의 경매로 발

한다.

유럽 미술시장의 형성과정에서 1차 시장은 15세기 이탈리아 피

체(Florence)와 벨기에 뤼헤(Bruges)에서 출 한 데 이어 2차 시장

인 경매는 1세기 이상의 시차를 두고 17세기 암스테르담,17세기 후

반 런던,18세기 반 리 등지에서 선보이는 등 순차 으로 등장했

다.184)당시 2차 시장인 경매의 등장은 산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공매

로 나온 재산을 처분하기 한 목 에서 시작되었다.경매의 문화가

이루어지기 이었으므로,처음에는 고 의류 경매업자 등이 회화의 경

매에 참여했다.185)

따라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동시 형성은 서구의 미술시장에

서는 볼 수 없는 한국 인 상이다.이는 도굴을 통해 공 된 고려청자

가 갖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이 까지 음성 으로 불법 거

래되었던 고려청자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사실상 양성화되며 량 공 이

이루어졌다.갑작스런 공 물량의 확 는 기의 도매 성격의 경매가

생겨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소자본 고수익이 가능한 사업이

라는 도 이 시기 고려청자 유통시장의 폭발 인 성장을 이끌었다.

고려청자 거래를 해 생겨난 신생 유통공간인 골동상과 골동품

경매소(회사)의 참여자 성격, 업 규모,수익성을 보면 이 사업에 일본

인,조선인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달려든 이유를 알 수 있다.

평가 수천여 원’, 동아일보 1924년 6월 18일자.“진 군 북면 남리 유정기는 거(去)7

일에 고려기(高麗器)를 발굴하 는데,다수 손되었고 남리 뒤 장산에서 완 한 고물

십팔 을 체득하야 진 경찰서에 보 하 는데….” 그러나 고물상에서 취 한 물건은

고려자기뿐 아니라 의류,서 등 다양했다.

184)NeilDeMarchiandHansJ.VanMiegroet,“theHistoryofArtMarkets",

Handbook ofthe Economics ofArtand Culture,Amsterdam & Boston:North

Holland(Elsevier),2006,p.72,73

185)NeilDeMarchi& HansJ.VanMiegroet, 의 논문,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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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요인을 살펴보자.

1)골동상

일본에서 골동상의 출 은 다도 도구를 취 하기 한 도구상의

출 에 기원을 둔다.골동상을 도구상(道具屋)이라고 불 으며 겐로쿠(元

祿)연간(1688-1704년)에 출 한 것으로 해진다.센다이번(蕃)의 4

번주 다테 츠나무라(伊達綱村)가 역 번주들 에서 특히 차를 좋아해

차 도구를 극 으로 수집했고 이를 공 하기 해 문 인 도구상이

나타났다.186)

그러나 기 식민지 조선에서 골동상을 운 한 일본인 에는

과거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맨손으로 조선에 이주해 와

서 다양한 생계수단을 시도해 보다가 골동품의 수요 과열을 목격한 후

돈벌이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상당수 일본

인 골동상인들이 일확천 을 노리고 조선 이주가 러시를 이루던 1905년

을 후하여 조선에 진출했다.골동상 취고당 주인 사사키 쵸지는 1906

년 2월 조선으로 건 왔다.낮에 노 을 하면서 아카오(赤美)가 고려청

자 도굴품을 거래하기 해 경성에서 처음 경매를 열 때 장부기록을 담

당한 인물이다.187) 한 서울에서 처음으로 골동상 을 경 한 곤도 사

고로의 경우 1897년까지만 해도 백신 제조업에 종사하 던 사람이다.188)

특히 일본인들에게 청일 쟁과 러일 쟁 때 조선에서의 체류 경

험은 ‘노다지’를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쟁 당시 일본군 주둔지

던 개성 일 에 잔류했던 일본군에 의해 고려 고분이 헤쳐졌고 고려

청자를 비롯한 각종 유물이 도굴돼 일본으로 유출되었는데,고분 훼손에

가담했던 일본군들 에는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고려청자의 도굴에 목

을 두고 1900∼1905년 일본인 수집가와 상인을 동하고 재입국한 경

186)東京美術俱樂部百年史編纂委員 編, 美術商の百年 :東京美術俱樂部百年史 ,東京:

株式 社東京美術俱樂部․東京美術商協同組合,2006,pp.18-19

187)사사키 쵸지,앞의 ,p.36

188)곤도 사고로는 동경의과 학 제일모범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1892년 부산공립병원

약국장이 되었고,1897년 경성에 와서 종두용 백신 제조를 기획하지만 실패했다.이후

골동품에 취미를 갖게 되어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다.1908년에는 경성민단의 의원이

되었다.川端源太郞, 朝鮮在住內地人實業家人名辭典 第一編  ,경성:大正2(1913),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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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다.189)

이런 비 문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려자기를 비롯한 조선의

고미술품을 취 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에 소자본 창업이 가능했

고,일본인 수요자들과의 커넥션을 통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

었기 때문이다.일본에서는 고도구상(古陶具商)으로 불렸던 골동상의 창

업이 얼마나 쉬웠는지는 1917년 일본인이 낸 책에서도 확인된다.

원래 고도구는 새로운 물품에 비해서는 체로 7배 정도의 가격도 있고,어떤

물건들은 가격을 정하지 않고 경매소처럼 입찰에 부쳐 가격을 정하는데,그에

의해 가격을 다시 정하는 물건은 매매가격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업을 하

려면 먼 경찰서에서 고물상 감찰(鑑札,면허장)을 받고 업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 약간의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매입에 나서야 한다.이것을

경매에 부쳐 손익을 보면서 차 200원 내지 300원의 자본을 만들어 업 을

만들 정도가 되면 생활상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190)

골동품을 취 하기 한 차는 경찰로부터 고물상 감찰(면허)을

얻으면 될 뿐이고 약간의 지식을 갖춘 채 200원 혹은 300원 정도의 자본

만 있으면 되니, 아주 큰 자본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13-1917년의 공립보통학교 한국인 남자 교사(훈도)의 월 이 국 평

균 20원 안 이었다.191)따라서 당시의 인텔리 직장인인 교사의 10개월

에서 15개월 치 월 을 모으면 골동상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를 낼 경제 인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

상을 하면서 경매소에 내다 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다.이는 후

술하겠지만 세한 조선인들까지 이 시장에 우후죽순 뛰어들 수 있는 배

경이 된다.

이처럼 직업 인 진입 장벽이 낮았을 뿐 아니라 기 시장에 뛰

어든 일본인 골동상들은 곤도 사고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1906년 노상 경

189)엄승희,앞의 논문,p.154,서만기,｢日本 植民地時代の發掘調査｣, 韓國 陶窯址と

史蹟 ,成甲書房,1984,pp.238-253재인용

190)阿部辰之助, 大陸之京城發刊の辭 ,경성:경성조사회, 정 7(1918),1989년 경인문

화사 인본,p.445

191)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참조.국내통계→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교

육·문화·과학→1911-1933년 공립보통학교 교원자격 순.같은 기간,일본인 남자

교사의 월 은 54.7원에서 56.6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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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서 25원에 구입한 청자를 일본인 재 에게 50원,70원에 되팔았으

니 순식간에 두세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192)더욱이 이왕

가박물 이 설립되어 고려청자를 집 수집하던 시기인 1908년,그가 이

왕가박물 에 납품한 <고려청자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승반>의 가

격이 무려 950원,<청자상감국 모란무의참외모양병>(국보 제114호)의

가격은 150원에 달했다.193)그의 구입 시기와 구입 가격을 알 수는 없으

나 당시의 시세로 보면 최 20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완벽한 형태를 가진 수 의 고려청자가 수 에 들어올 경우 포 자본

을 충당하고도 남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황 알 사업이었던 것이다.

기에는 비 문인들이 골동품 유통에 종사하 던 것과 달리 시

간이 흐르면서부터는 자 력과 사업 경험, 업력을 갖춘 문 골동상

들이 일본에서 진출하기 시작한다.도쿄의 용천당(龍泉 )․호 거(壺中

居),오사카의 상(村上),교토의 산 상회(山中商 )등 본 은 일본에

두고 조선에 잇따라 진출하는 골동상 이 생겨났다.완고당(玩古 )주

인 우리타니 세이지(浦谷淸次)도 도쿄에서 골동품 을 운 하다가 1912

년 경성의 아사히쵸(旭町)4정목( 구 인 동4가)에 출장소를 냈다.

그의 연간 세액은 16원이었다.194)이는 그만큼 고려청자를 비롯한 조선

의 고미술품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한 때문일 것이다.

경성에서 일본인이 경 하는 골동상 은 1917년이 되면 황 정,

혼마치,사쿠라이쵸 등에 포 상 과 포 없는 거간 등 30여 곳이 성

업 인 것으로  大陸之京城發刊の辭 는 기록한다.195)아울러 술했듯

이 경매도 성행한 것으로 같은 책에서 한다.

고도구상은 부분 황 정(黃金町, 을지로)에 몰려 있었는데,큰 곳으로는 室

商店,吉田商店,阿藤商店,西島商店 津田商店 등이 있었고,이 외에도 25곳

내외가 있었다.골동품 은 고도구 이외에도 그 매매에 종사하는 곳으로 혼마

치(本町, 충무로)에 池內,伊藤 두 집이 있었고, 화정(大和町, 구 필

동)에 육 상 (六館商店)이,황 정의 길 상 (吉田商店)이 겸업했으며,기타

192)사사키 쵸지,앞의 ,p.36

193)국립 앙박물 , 한국박물 개 100주년 기념 특별  ,2009,p.32,33

194)川端源太郞, 朝鮮在住內地人實業家人名辭典 第一編  ,경성:大正2(1913),p.144

195)阿部辰之助,앞의 책,p.445.이 책은 경성의 국 별 직업분포와 업 황 등에

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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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이쵸(櫻井町, 구 인 동)와 황 정 등에 있었고 포를 갖고 있는

곳과 그 지 않은 곳을 합해 30곳 안 을 헤아렸다.그 외에 森勝次 씨와 高木

德哉 씨 등 유력자들 사이에도 골동품 취미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서 그

수는 실로 많았다.

2)고미술품 경매소

당시 개성(송도)의 고분 등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는 술품이 아

니라,집단 채취되어 경매시장에 내놓아진 수산물 취 을 당했다.1906년

아카오의 노상 경매에 한 사사키 쵸지의 회고에서 보듯 당시 일본인

골동상인들에게 도굴된 고려청자는 술 가치를 지닌 미술품이 아니라

‘조록싸리에 무더기로 넣어’운반하는,떼돈을 벌 수 있는 1차 산품이나

마찬가지 다.팔리는 고려자기에도 흙이 덕지덕지 묻어 매되기도 했

다.고려자기가 처음 노상에서 도매 형식의 경매로 매매된 것은 불법성

을 의식한 행 이기도 했지만,어패류 채취되듯 무더기로 공 되어 도매

식 경매가 효과 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일본인 상인

들은 량 공 을 해 개성인의 무덤을 통째로 구입해서 고려자기를 도

굴하는 불법 인 행동을 감행하기도 했다.196)

1906년 아카오가 시행한 경매방식은 참가자들이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을 경쟁 으로 불러 최고 가격을 부르는 참가자에게 낙찰시키

는 국식의 상향식이 용되었다.197)

고려자기 거래가 양성화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여 기 노상

에서의 도매 형태 경매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포를 갖

춘 재 매 형태의 경매회사로 변화해 간다.취 물품도 고려자기에서

조선시 회화, 국 고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고려자기의 인기가

등하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매에 공식 으로 출품되기 이

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물경매소는 1908년,1909년에는 경성에 각

각 3개가 있었다.

196)사사키 쵸지,앞의 ,p.36,52

197)“AuctionTypes& Terms”(http://www.auctusdev.com/auctiotypes.html)

이는 사사키의 회고록의 경매 장면 묘사에 근거해 분류하 다.사사키 쵸지,앞의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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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운 한 경매회사로는 하야시 자부로(林仲三郞)가

1912년경 명치정(명동)에 차린 삼팔경매소가 있다.이곳은 북경과 상해

에서 공수해온 국 골동품을 심으로 1919년까지 경매시장을 열었고

주식회사로까지 발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사사키는 1915년경부

터 서울의 원 여 을 빌려 경매를 운 했으며 삼사 년 뒤에는 고미술

동업자들과의 공동 경매소를 동양척식회사 ,일본인 식목상(植木商)의

업 을 빌려서 열었다.제1차세계 이라는 쟁 특수 덕분에 1919년

의 원 여 경매는 성공 으로 운 되었고,이때의 성공 경험이 계기가

되어 사사키는 동료들을 규합해 1922년 본격 인 미술품 경매회사인 경

성미술구락부를 세우게 된다.198)1918년 출간된  大陸之京城發刊の辭 에

서도 골동품 유통방식으로 경매를 통한 입찰방식이 애용되고 있음을

한다. 기 골동품 경매회사들이 차 2차 미술시장인 재 매 시장의 성

격을 갖춰가기 시작한 것은,1919년 원 여 에서 경성부윤 카나야

(金谷)의 유품 경매가 열린 것에서 확인된다.199)

일본인이 장악한 경매와 골동품 시장의 성장에는 카나야의 사례

에서 보듯 일본인 수장가 층의 확산에 그 배경이 있다.재 ,고 행

정 리,총독부 공무원,은행가 등 식민 통치를 지원했던 일본인 상류층

사이에 고려자기를 비롯한 골동품 수집은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수요자

층이 두터워졌다.이들 일본인 상류층과의 커넥션 형성에서 유리한 치

를 할 수 있었다는 도 배경으로 작용했다.이 같은 사실은 아카오의

경매에 이왕직의 고미야 차 이 참여한 데서 유추할 수 있으며 이왕가박

물 설립 이후 고려청자와 조선시 서화 등을 납품한 사람들이 주로

일본인 골동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해 다.일본인들에게 유리한 자

출 여건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배경이 되었다.개항 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부분은 일확천 을 꿈꾸고 건 온 사람들이었고,그들

은 조선에서 소자본의 상업이나 당포,고리 업 등의 수단을 통해

유리하게 자 을 융통할 수 있었다.거류 일본인 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리 업이나 당포가 2〜3개 존재했다.200)

그러나 고려자기 시장의 폭발 인 성장은 이러한 국내 수요만으

198)사사키 쵸지,앞의 ,p.37

199)사사키 쵸지,앞의 ,p.37

200)임승표,앞의 논문,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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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이미 동양 도자기 시장이 원숙하게 형

성되어 있는 일본에서의 수요도 고려자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요인이

었을 것이다.이는 국내에서 활동한 일본인 골동상인들이 고려자기를 일

본으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한 일본에서의 수요뿐 아니

라 유럽과 미국에서 형성된 동양자기 시장도 일본인 상인들이 조선에

극 진출한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구미의 수집가와 박물 큐 이터들은

한국을 직 찾지 않고도 일본이나 리에 형성된 골동품 시장을 통해

한국의 걸작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보스톤미술 의 큐 이터 던 오카

쿠라 덴신(岡倉 天心)역시 일본에서 1911-1912년 한국 동경(銅鏡),상감

청자병[25-1],상감청자합[도 25-2]을 구입하기도 했다.

보스톤 지역의 수집가 호이트(CharlesB.Hoyt,1889-1949)는

1910년 부터 죽을 때까지 일본과 리를 방문하면서 고려청자를 구입했

다.201)베를린 국립 아시아민속박물 (AsianArtMuseum)의 기 핵심

한국 컬 션은 리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골동상 하야시 타다마사

(HayashiTadamasa)에게서 구입한 30여 의 자기 제품에 기 하고 있

다.202)

아시아미술품 수집가 피어(GarrettChatfieldPier)가 1911∼1912

년 아미타불․지장보살도 등을 일본과 국에서 량으로 구입한 것은

재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 에 소장되어 있다.203)오사카에 본부를 둔

무라카미(村上)가 총독부박물 설립 이후 구미로 고려자기를 수출해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해외 수요에 응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양인 수집가들이 일본에서 구입한 고려자기 등은 국

자기로 알고 구입한 것이 있어 일본 상인들이 상 으로 싼 고려자기를

고가의 국 자기로 둔갑시켜 매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 한

다.고려자기 시장은 수요와 공 모두를 일본인이 장악하고 향유했던

그들만의 미술시장이었다.수요자는 한반도를 통치하는 일본인 통치층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해외 수요도 있었다.이런 넓은 수요처를 무 로 뛰

는 일본인 개상이 시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었고,한번 형성된 일본인

시장 주도권의 물길은 제5장,6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되돌려지지 않았다.

201)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보스톤미술 소장 한국문화재 ,2004,pp.21-22

202)Hans-AlexanderKneider외,앞의 책,p.47

203)국립 앙박물 , 미국,한국미술을 만나다 ,2012,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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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인 ‘독단장론’으로 인해 식민지 시기 기의 골동상

운 자의 국 과 련해서 간과되거나 오해되어온 부분이 있다.고려

자기 시장은 일본인들의 ‘독단장’이었다는 회고록에 근거해 지 까지 수

장가뿐 아니라 개시장 역시 일본인만의 독무 로 알려져 왔다.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골동품시장에서 기부터 열외자 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

다.하지만 1906년 일본인 곤도 사고로가 경성에 처음으로 고려자기를

거래하기 해 골동 을 차린 이래 한국인들도 [도 26]에서 보듯 기

부터 불법거래의 유혹이 있지만 고수익이 가능한 고려자기 시장에 뛰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204)조선총독부가 집계한 고물상 추이를 국 별로

비교해 보면 조선인 골동상(행상 포함)수치의 증가세는 놀라울 정도다.

그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여 1915년 이후부터는 한국인이 일본인을 능가

하는 역 상이 벌어지고 있다.

1906년 곤도 사고로가 서울에 처음으로 고려자기 거래 골동상

을 차린 이래 한국인들도 이 시장의 수익성을 보고 거 뛰어들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곤도 사고로의 매매 사례는 이것이 불법거래의 유혹이

강하면서도 ‘노다지’같은 고수익 사업임을 입증한다.이 까지 무덤 속

기물에 불과했던 고려청자 다.하지만 곤도 사고로는 도굴되어 경매에

나온 고려청자를 당시 남자 교사 한 달치 월 (20원)정도에 사들 다가

바로 두세 배에 되팔았다. 그가 이왕가박물 에 납품한 가격은 기

구입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수 배에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고 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도굴을 통한 고려청자 공 을 부추기고,이것을

거래하는 고물상의 진출을 자극해 고물상은 신종 인기 사업으로 부상했

을 것이다.당시 고물상에서 팔았던 고려자기,고 (古錢),철경(鐵鏡)등

은 무덤에서 도굴되어 공 되는 것이 부분이었다.205)시장 기,도굴

이 진행된 기에는 무덤이 거의 헤쳐지기 까지 고려청자의 공 이

계속될 수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를 거래하는 한국인 고물상과 일

204)그래 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활용하 다.홈페이지 내 국내통계→

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범죄·재해→경찰 통계.이 가운데 1910-1913년 경찰상

리 업자 통계와 1914-1943년 국 별 경찰 리 업소 통계.

205)고분 도굴 련 기사는 신문에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다.‘도굴총(賊徒掘冢)’, 

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8일자.“장단(長湍)개성(開城)풍덕(豐德)군 등지에서 한일

인(韓日人) 한(賊漢)들이 고려자기를 채취(採取)하기 하야 여총(麗塚,고려시 무덤)

을 승야천굴(乘夜穿掘)하는 폐(弊)가 종종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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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고물상의 가 른 상승곡선이 가능했을 것이다.

통계가 보여 한국인 골동상의 활약상은 시간이 흐른 1920년

신문기사를 통해 다행히 확인이 된다.1920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 ‘고

물조합팔년기념’이라는 기사는 “경성조선인고물상조합이 5월 20일 동

문 밖 도사(永 寺)에서 팔주년 기념회를 열었다”고 소개했다.이 기사

로 미루어 보아 1912년 5월에는 조선인 골동상들이 일본인에 항하여

조합을 결성할 정도로 그 수치나 향력이 유의미한 수 이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206)조선인 골동상 수치는 1920년이 되면 국 으로 포가

있는 것이 300개 정도이고, 포가 없는 행상인을 합하면 800∼900개 정

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는 세한 수 에 머물 을 것으로 짐작된다.특히

행상인은 자본이 세한 자가 많아 ‘백 원가량을 소지하고 배회하는 자

가 많으며 이들의 수입은 하루 평균 5,6원에 그치’는 등 사업성에서 열

악함을 면치 못하 다.207)

당시 고물상의 개념은 다양한데 고려자기를 취 하는 수 있는

골동상에서 방물장수 수 까지 편차가 컸으며, 포 없이 행상으로

일확천 을 노리고 뛰어든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들 고

물상이 모두 고려청자,옛 동경,옛 동 같은 고미술품을 취 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물상 수치가 갖는 실체 진실에 다가가기 해서는 당

시의 고물상 개념에 한 근이 필요하다.조선총독부는 1912년(메이지

45년)고물상감독(단속)법을 개정해 조선총독부 보 제460호를 통해 3

월 12일 발표한다.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 (寺內正毅)이름으로 고

시된 ‘고물상의 감독(단속)에 한 건’이라는 제하의 제령(制令)제1조는

“고물상이란 주로 한 번 사용한 물품 는 그 물품의 일부를 입수하기

해 매매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고 있다. 한

고물상의 업종으로 제24조에서 “옷감(피륙)상,철물상,가구상,잡화상,

장식품상,시계상,서 상,구두상,기타 경무부장이 지정하는 상업”이라

206)‘고물조합 팔년 기념’, 동아일보 1920년 5월 23일자

207)‘고물 경매 상황’, 동아일보 1921년 4월 28일자.;1910년 월 20원 가량이었던 공

립보통학교 조선인 남자 교원(훈도)월 은 1920년을 후하여 크게 뛰어 1920년 에는

50원 를 기록했다.따라서 자본 100원은 남자 두 달 치 월 정도에 불과한 크지 않

은 액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홈페이지 내 국내통계→과거· 지통계→ 복

이 통계→교육·문화·과학→1911-1933공립보통학교 교원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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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고물상이 취 하는 품목이 다양함을 말해주고 있다.아울러 부

령 제5조에서는 고물상으로 행상 는 노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

장에게 출원하고 감찰(허가 표식)을 받아 휴 해야 한다고 고 있다.고

물상에는 포 업자뿐 아니라 행상과 노 상도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208) 국 런던에서 발행된 주간 화보 신문  더 그래픽(The

Graphic) 의 1909년 12월 4일자에는 거리에서 도자기를 흥정하는 서양인

의 모습[도 27]을 담고 있다.209)이는 한국인들의 고려자기 노 이나

행상이 서양인의 에 인상 인 문화 풍경으로 포착될 만큼 일반 인

거래 형식이었음을 시사한다.

조선총독부가 규정한 고물상의 개념으로 미루어 보아,고물상에

서는 고려자기뿐 아니라 의류,서 등 다양한 고품이 취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다 하더라도 1910년 이후 고물상이 이처럼 폭발

으로 증가하 다는 것은 도굴품 등 고려자기의 거래라는 특별한 변수

의 등장 이외에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결국 고려자기 시장이 일본

인 골동상들 심으로 흘러간 것은 한국인들이 겸업의 형태,행상이나

노 의 형태 등 극히 세한 형태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갖추

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낳는다.이 같은 시장에서의 소외는 고려자

기 시장이 1906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본격 으로 열렸으나 이왕가박물

의 고려청자 매입으로 불과 2년 만에 가격이 가 르게 뛰었고,이에 따

라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일본인 골동상인 심으로 시장이 빨리 구조화

된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 도자기의 권 자인 아카보시 고로(赤星五郞)는 조선인 골동

상의 수 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당시 경성에는 많은 (일본인)골동품 거래상들이 있었고 게다가 많은 훌륭

한 한국인 거래상들도 있었는데,그들은 부분 고철상 다른 부업을 가지고

있었다.내가 가게 앞에 있을 때면 한 노동자가 불상이나 천으로 싸인 단지를

가져와서 보여 뒤,그와 가게 주인이 흥정을 하기 시작한다.마침내 가격을

치르고 노동자가 떠나면 가게 주인이 막 구매했던 그 물건은 몇 배로 매겨지게

된다.”210)

208)朝鮮總督府 官報 第 四百六十號 明治四十五年三月十二日 ,朝鮮總督府印刷局

209)국립민속박물 , 코리아 스 치 ,2002,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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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이래 고가의 골동품은 책을 거간하는 서쾌처럼 개인

들이 취 하는 경우가 많았고,골동 가게는 방물 취 처럼 세성을

면치 못했다.1911년 서울의 인사동에는 골동품 가게들이 형성되어 있었

다.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이 견한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의 한국

방문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Im LandederMorgenstille) 에는 1911년 3

월 4일자 일기에서 인사동 골목에서 본 고미술품을 나열하고 있다.“뿔

과 은으로 만든 비녀,상감된 석조 담배 상자,엽 ,칼과 칼집이 달린

여행용 젓가락,호박 단추,담뱃 물부리,비단 복,갓,요 ,털 정화,

찻주 자,색실로 짠 주머니,향낭, 립”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매

물품으로 서는 방물가게나 잡화가게에 가깝다.211)

이런 한국인 골동상의 세성 때문에 일본인 골동상은 한국에서

고미술품을 구입하려는 서양인들로부터 한국인보다 더 신뢰를 얻었다.

1910년 가 되면 조선의 미술시장은 일본인 개상이 지배했다는 사실을

서양인 수집가들은 증언한다.독일 쾰른민속박물 장 아돌 피셔(Adolf

Fisher,1856-1914)는 1905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려자기와 불교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노력하 으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탓인지 실패하

고,1910년,1911년 연이은 방문 때 일본인 골동상을 통해 고려자기와

청동,고려불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조선인 골동상도 찾았으나 그들로부

터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다.그가 남긴 일기에는 미술품을 구입한

일본인 골동품 개상으로 에구치 토라치로(EguchiTorachiro),푸치다

타 치로(FuchidaTakechiro),타카하시 에이키치(TakahashiEkichi),오

오다테 카메키치(OtateKamekichi)등을 언 하면서 이들로부터 12,13

세기 성기 고려자기 70여 [도 28-1],불화[도 28-2]와 무덤이

나 탑에 부장되었던 고려시 의 불교 의식용 청동거울 등을 구입했다고

고 있다.212)당시 통계를 보면,고물상,즉 골동상의 수치는 시간이 지

210)킴 란트,｢욕망의 상:일본인 수집가와 식민지 조선｣, 한국근 미술사학 제17

집,한국 근 미술사학회,2006.하반기,p.242

211)유 ,｢《겸재정선화첩》의 발견과 노르베르트 베버의 미의식｣, 왜 수도원으로

돌아온 겸재정선 화첩 ,국외소재문화재재단,2013,p.83

212)Hans-AlexanderKneider외 ,앞의 책, p.105,pp.114-116. 도 출처는 각각

같은 책,p.107,115.피셔가 문 표기로 언 한 4명의 일본인 골동상 주인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있는 이는 타카하시 에이키치(TakahashiEkichi,高橋永吉)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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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록 한국인 참여자가 증해 국 별 역 상이 일어난 것과 달리,

고물경매소는 일본인의 수 인 우 시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치 한 20∼40개에서 머문다.이는 골동상에 비해 골동품경매소의 경

우 자본 이 더 많이 소요되고 경매 운 에 따른 문성이 요구되는 때

문으로 풀이된다. .

3.동시 서화의 유통공간

도화서의 공식 인 폐지로 민간 직업화가들의 시 가 열렸지만

경쟁은 격화되었다.개항기 취향의 수요자에 맞춘 그림 제작 경

향은 지속되었는데,이들에게 더 큰 문제는 그림의 매 다.국가라는

후원자는 사라졌고,도화서 화원이냐 아니냐로 화가의 수 을 가르던 기

이 사라지면서 지 등에 그림을 공 하던 기술자 수 의 민화 화가와

는 차이가 나는 상 의 기량 있는 작가들은 로 개척이 더 큰 문제

다.창작성보다는 매가 더 요한 당면 과제 던 것이다.유명세가 있

어 고객이 직 찾아와 제작을 의뢰하는 화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906년 이후 거 생겨난 서화 들이 화가가 운 하거나 유명화

가를 고용하는 형태를 띤 것은 이런 시 맥락 하에서 나온 것으로

야 한다. 1910년 생겨나기 시작한 사설 아카데미 격인 화숙(畵塾),

각종 서화연구회 역시 기존 연구에서는 체로 교육기 으로 근되었으

나,본 연구에서는 상업 인 주문에 한 응,무엇보다 매장소로서의

기능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그림을 유통시켜 문 화랑이 출 하지 않은 상황에

서 고객의 주문에 응하고 시와 함께 매 행 도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근 미술시장으로 발 해 가는 과도

기 상황에서는 개상의 문화,분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상

황에서 화가들은 스스로 화상을 자처했던 것이다.

에구치 토라치로(EguchiTorachiro)는 이토 토이치로(伊藤東一郞)의 혼동일 가능성이 높

다.이들 2명은 1922년 설립된 경매회사 경성미술구락부의 주주로 참여할 만큼 골동상

의 규모가 컸다.주주 명단은 사사키 쵸지,앞의 ,p.4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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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화 (書畵館)

1906년을 기 으로 미술시장에는 새로운 유형의 포 형태로 서

화 유통공간이 등장한다.1906년 12월  황성신문 에는 평양 출신 수암

(守巖)김유탁(金有鐸)이 수암서화 (守巖書畵館)을 세우고 그 설립 취지

를 밝히는 고를 싣는다.213)이어 1908년 한성서화 (漢城書畵館),해주

서화 ,한창서화 (韓昌書畵館)이,1909년 한묵사(翰墨社)가 잇달아 서

울에서 문을 열며 서화 문 유통공간의 시 를 연다.

이들 서화 은 업주의 성격으로 볼 때 ‘수암서화 ’의 사례처

럼 화가가 직 개에 나선 경우도 있지만 체로 문 개상이 차린

경우이다.그러나 한성서화 은 유명 서화가인 조석진을 속화가로 채

용하여 그림을 매하 다는 에서 차별화된다.214)

이 시기에 생겨난 서화 들은 개항기 화공 수 의 이름 없는 작

가들이 그린 민화류를 매하던 지 과는 차이가 있다.당시 지명도와

기량을 갖춘 화가들 사이에서는 ‘각 지 에서 소용되는 십장생,두껍다지

에 부치는 채색 그림이나 그려 는 화공(畵工)’이라 부르며 자신들을

‘화사(畵師)’로 차별화하 다.215)

따라서 서화 에 그림을 공 하는 화가들은 수암서화 을 낸 김

유탁이 서화가로서 지명도가 있고,한성서화 의 속화가가 된 조석진

의 경우는 당시 3 서화가로 꼽힐 정도로 명망이 있었던 작가 던 만큼

상 이상의 작가들 그림이 매되었음에 분명하다.3 서화가 에

서 안 식과 김규진이 화숙이나 서화연구회 등을 차렸는데,개인 화숙이

213)김유탁은 해강 김규진과 친분이 있어 서화 설립에 김규진의 향이 감지된다.김

규진(1868∼1933)은 1893년 북경에서 그림을 배우고 귀국하면서 남경 상해 항주 낙양 등

의 고도와 명승지를 유람하고 귀국했다.이때 상해화 의 화보 구입,윤필료(潤筆料)의

도입에서 보듯 상해 미술시장의 발달된 경 기법을 보았을 것이며 이것이 김유탁 등에

게 해지며 서화 설립을 자극했을 개연성이 높다.

214)‘한성서화 ’ 고, 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8일자.“본서화 에서 신구서 (新

書籍)과 고 서화(古今名畵)를 발수(大發售, 발매)이오며 각종 회화류(各種繪畵類)

를 수구수응(隨求酬應,즉시 매매)이오니 육속청구(陸續請求,계속 청구)하심을 함(爲

望,바람)-경성 동 (銅峴)내 33통 8호 한성서화 , 주 최 호(崔永鎬),화사 조석진

(趙錫晉). 고는 10월 27일까지 지속 으로 나온다.

215)‘창덕궁 내 벽화 윤필료의 거처?’, 동아일보 1920년 6월 24일자.1920년 에도

민화는 지 등에서 팔리며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 같다.이 기사에서는 지 에

그림을 공 하는 화가를 기술만 갖춘 화공으로 낮추어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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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조석진은 이런 속계약 형태로 고객과의 을 마련하 을 것으

로 추정된다.

서화 에서는 1906년 12월  황성신문 에 실린 ‘수암서화 취지

서’나,1909년 9월 같은 신문에 거듭 실린 ‘한묵사’의 고에서 보듯 이곳

에서 매하는 그림은 도석인물화, 모화,화훼 등 취향에 맞춘

것이 많았다.이는 화숙 경묵당을 운 한 안 식을 비롯하여 당시 유명

서화가들 사이에서 주로 그려졌던 장르이기도 하다.216)이들 서화 은

개인 고객뿐 아니라 기업 고객도 겨냥하 음을 ‘수암서화 ’‘한묵사’

고를 통해 알 수 있다.217)

그러나 이때 생겨난 서화 은 그림과 씨와 함께 신간 서 도

매하 는데,이는 당시 책 고에 이들 서화 들이 매처로 공동 병

기되어 있는 사례들이 하나의 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19008년 10

월 순 설립된 한성서화 은 11월 6일자 신간 번역소설  이태리 소년 

의 매 고[도 29]에서 동서시,문명서 ,박문서 등의 서 과

함께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서화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218)서화

에서 본래의 매 상이었던 서화 외에 서 을 함께 매하는 겸업

형태를 취한 것은 상 으로 지 에서 매되는 싸구려 그림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해야 할 그림을 구매하는 수요 시장이 충분히 형

성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화가가 차린 그림 매매 포로는 경성부 장사동에 치한

‘삼오도화 (三五圖畵館)’이 있다.주인인 서화가 김창환(金彰桓)이  매일

신보 1914년 11월 7일자에 낸 고에 따르면,“ 이름난 화가의 각

종 화폭과 휘호 작품을 주문 받고,고 에 이름난 화가의 화본(畵本)을

탁 매”하 다. 한 “약간의 강습생을 받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을 비롯한 유명 서화가의 그림을 매하면서 강습소도 꾸려 갔던 김

규진의 고 서화 을 모방한 업 형태가 아닌가 싶다.

그런 에서 서화가인 해강 김규진이 경성에 있던 자신의 ‘천연

216)‘수암서화 취지서’, 황성신문 1906년 12월 8일자;‘한묵사’ 고, 황성신문 

1909년 6월 13일자 참고

217)한묵사의 고 내용이다.‘시문서화각종(詩文晝畵各種)을 수구수응(隨求隨應)으로

해사(該社)의 발 지망(發展之望)이 유(有)다더라.’

218) 황성신문 1908년 4월 16일자 고에 실린 신간  회사법 고에는 여타 서 과

함께 ‘평양 동문 앞 교육서화 ’이 매처로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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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진 ’내에 1913년 병설한 ‘고 서화 ’은 서화만을 유통시키는 공간

이라는 에서 한국 최 의 상업 화랑이라는 지 를 부여할 만하다.219)

1906년을 후해 생겨난 서화 은 설립 당시 서화 문 유통기 을 자처

했으나 서 등을 함께 매하는 등 문 화랑으로서의 분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따라서 고 서화 의 등장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며

경제 으로 더 여유가 있는 일본인들이 시장의 수요자로 가세하면서 서

화 매로 특화해도 좋을 만큼 동시 작가의 서화에 한 수요층이 두

터워진 결과로 볼 수 있다.한국 최 의 사진 을 개설하는 등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한 김규진의 사업 역량도 문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김규진이 취 한 장르 역시 취향이었음은 그가  매일신

보 1913년 12월 2일자에 낸 ‘고 서화 부설’이라는 제목의 설립 고

내용에서도 확인된다.김규진의 고 서화 고에서 자신이 해외 견문

이 넓고 친왕의 서법 교수 음을 홍보한데 이어 운 방식과 련해서

는 “본인(김규진)이 서화를 휘호하고 경향 각지의 여러 명가의 서화도

출품 하며,고등 표구사에 맡겨 병품 주련 횡축 첩책(帖冊)등을

잘 표구 는 수선하며,비문 상석 주련 간 의 씨며,조각 도

취색(取色)등을 염가로 수응 혹은 소개하고,고서 고화도 사들이거나

탁 매하오니 ( 략)운치를 사랑하는 분과 혼인․수연(壽宴)․교제의

기념품으로 기증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당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외국이나

국내의 어디라도 수응할 것”이라고 밝힌다.이어 “경향 각지의 서화

가는 각기 특장의 작품을 2∼3폭씩 본 서화 에 견본으로 출품하시기를

간 히 바란다”고 실려 있다.

즉 고 서화 은 친왕의 서법교수를 지낼 만큼 가인 김규진

이 직 그릴 뿐 아니라 국의 유명 서화가들의 그림도 사 에 선별하

여 매한다는 에서 화랑의 속성을 갖고 있다.다만 기획을 통한

작가 발굴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유명 서화가들의 작품을 시하고 매

를 개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국내에서는 선보인 없는 ‘윤단제’

(潤單制)라는 정가제를 채택한 ,600∼700평의 비교 넓은 공간에 상

219)김규진은 1915년에는 서울 장곡천정( 재의 구 소공동)에 양옥을 지어 이 하면

서 고 서화 내에 서화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한다.고려 학교박물 , 근 서화의 요

람,경묵당(耕墨 ) ,2009,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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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시의 기능까지 갖춘 등 진일보한 시도를 했다는 에서도 그

다.

윤단제의 실시는 근 사회에서 후원에 의존했던 직업 화가들

이 근 와 함께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으로 하면서 스스로의 지 를

제고시키고 안정 인 수익기반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김규진이

고 서화 을 운 하면서 도입한 윤단제(潤單制)는 당시로서는 격 인

미술품 가격정찰제이다.김규진은 이에 해 “윤단이란 윤필료의 가격표

인데,이런 작가의 생활방식은 내가 국에서 배워온 것으로서,작품 주

문자와 작가가 물품을 흥정하듯 술품을 가지고 많다 다 하기 곤란하

므로 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섭하는 동시에 술가를 우

해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서화 매 사업에 한 확신이 없

었다면 이런 시도는 불가능하다.실제로 고 서화 은 개 후 주문량이

상당한 듯 련 기사가 신문에 났다.220)

서화가들이 그림 매에 뛰어들고 사업이 번창한 것은 유명

서화가의 그림에 한 수요가 확실히 존재했고,식민지배 시간이 흘러가

면서 식민지 조선의 경제력을 장악한 일본인까지 수요자로 가세한 결과

로 해석이 된다.김규진이 설립 고에서 “본당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외

국이나 국내의 어디라도 수응할 것임”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국내 거주

일본인은 물론 일본 거주자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1910년 경성 거주 일본인은 4만 명에 육박했고 상업 종사자의 비율이

30%에 달하여 일본인 수요 증가를 가늠해볼 수 있다.

개상인들이 서화만을 문 으로 취 하려고 차린 서화 도

지속 으로 생겨난다.1915년  매일신보 8월 15일자에 경성 입정정(지

의 입정동)‘동서화원(東西畵院)’,1918년  매일신보 4월 12일자에 종

로 2정목(지 의 종로 2가)의 ‘동일서화당(東一書畵 )’, 매일신보 1918

년 12월 17일자에 장곡천정(지 의 소공동)‘이교당(二巧 )’의 개 혹은

220)‘화백의 분망’, 매일신보 1913년 12월 26일자.“천연당 사진 주 김규진 씨는

고 서화의 신묘를 체득하야 일가를 완성한 묵객인 바 번 석정동 사진 내에 조선서

화 을 신설하고 일체의 요구에 휘호를 응수하는데 시기가 歲除에 추□하야 贈答品으로

사용코 亥氏의 휘호를 요구하는 자가 많아 가히 분망함으로 지 히 依托치 안이하면

연말 내에 수응키 난하더라.”;당 의 3 서화가 의 한 명인 조석진을 고용해 작품을

매했던 한성서화 도 사업을 확장하 다. 한민보 1910년 3월 2일자.김취정,앞의

석사학 논문,p.4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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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고가 잇따라 나온다.이들 서화 은 서화 이외의 책이나 종이를

취 하지 않아 기 겸업 형태의 서화 과는 다르게 업종 문화가 이루

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화가들이 경 하는 고 서화 과 비교하면

이들 개상들이 경 하는 서화 에서는 보다 인 가격 의 민화

등을 매한 것으로 보인다.221)

이 시기 생겨난 서화 은 개항기 국이나 일본과의 교류에

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의 새로운 문화 심지로 부상한 상해

미술시장의 선진 인 시스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술시장에 향을 미

쳤다.그림 매 의 신문 고가 그것인데,국내에 처음 생겨난 서 ,지

,서화 등 그림을 매하는 다양한 형태의 화랑들이 비슷한 시도를

한 것이다.

2)화숙(畵塾)

사설 아카데미 격인 화숙을 최 로 운 한 직업화가는 안 식

(安中植 1861-1919)이다.그가 사 에서 운 한 경묵당(耕墨 )의 출발 시

은 분명치 않으나 안 식이 재 이도 (1884-1933)을 받아들인 1901

년경부터는 이미 운 이 된 것으로 야 한다.안 식은 국 특히 일본

을 여행한 경험과 함께 국내 거주한 일본인 화가들의 화숙 운 에서

향을 받은 것을 보인다.222)

경묵당에서는 이도 ,이상범,노수 ,변 식,김은호,정재(鼎

齋),최우석(崔禹錫 1899-1965)등의 화가들이 배출되었다.경묵당은 사

설 서화 교육기 의 역할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서화가들이 함께 모여

사승 계 속에서 쏟아지는 그림 수요에 해 집단 인 응을 한 정황

이 있다.안 식의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을 임모하 고,스승에게 다량의

그림 주문이 있을 때는 필을 하기도 했다.다양한 체본과 본의 존재

는 교육 도구 측면이 있었지만 상업 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223)

221)이들 서화 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혜의 앞의 책  한국 근 서화의 생산과 유

통 ,pp.189-294참조.

222)안 식은 1881년 나이 20세에 선사의 일원으로 청나라 텐진(天津)에 견된 이후

1891년과 1899년 상해를 방문한 바 있으며,특히 1899년에는 상해를 거쳐 1900년부터

1901년까지 일본에서 2년간 활동하 다.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11,147

223)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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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묵당에서 사용하 던 <고사 하도(高士觀荷圖)> 본[도 30-1]과

이를 활용한 최우석의 <고사 하도>[도 30-2]에서 알 수 있듯, 본

을 이용하면 비슷한 그림을 반복하여 제작할 수 있어 주문이 리는 작

품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다.224) 본을 그릴 때는 노루지에 기름을 먹

인 유지를 주로 사용하는데,유지는 먹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

린 부분이 있으면 물로 닦아서 수정할 수 있다.한번 제작된 본이라도

경우에 따라 주문에 응하기 해 재사용되었다.

안 식은 자신이 직  심 화보(心田畵譜) [도 31-1]라는

화보를 제작하기도 했다.225)1913년부터 1916년 사이에 그린 서화 26

을 화목별,화풍별로 선별하여 사진[도 31-2]으로 었고 이를 흑색도

사 배 (四大倍版)크기의 사진집으로 만든 것이다.개인 화보집은

안 식이 상해 여행 경험에서 향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청나라의 해

상화 화가 마도(馬濤)가 1885년에 제작한  시 화 가 있다. 양백윤

(楊伯潤),임훈(任薰), 혜안(錢慧安)등 여러 화가들이 화본을 엮은 그

룹 화보집인  해상명인화고(海上名人畵稿) 가 1885년에 간행되기도 했

다.그런데  시 화 처럼 석 화 인쇄가 아니라 <유압도>[도 32-1]와

<유압도>유리원 [도 32-2]에서 보듯이 사진집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는 조선에서 사진술이 1910년 가 되면 보편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

다.226)경묵당에서는 자신이 만든  심 화보 외에  시 화  해상명인

화고 등 국에서 유입된 화보도 도본으로 사용했다.화보를 이용하면

창의성보다는 도식 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손쉽게 인기

장르의 그림을 제작할 수 있다.특히 이 시기 화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 18세기에 일부 차용되는 수 에서 나아가 거의 복제 수 으로 이용

되기도 하 다는 에서 교육 못지않게 상업 인 매에 더 목 이 있었

을 것으로 단된다.해상명인화고(海上名人畵稿)와 이를 그 로 활용해

경묵당에서 그려진 <연거귀원도(蓮炬歸院圖)>습작은 그런 사례이다.227)

224)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52,53

225)도 출처: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30,31,36

226)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p.10-13; 국인 비 (Isabella Bud Biship,

1831-1904)여사가 1894년 여주 지방의 한 양반집을 방문했을 때 집 주인이 카메라를

알아보고 사진 촬 을 부탁한 것으로 미 ,당시 사진은 지방의 부유층에게로 확산된 듯

하다.정석범,｢채용신 상화 형성배경과 양식 개｣, 미술사연구 13,미술사연구회,

1999,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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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의 활용은  고씨화보(顧氏畵譜)  개자원화보(芥子園畵譜) 가 유입

된 17세기 이후의 조선시 화가들에게도 일반 인 그림 제작방식이었

다.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화가들은 선배 세 들처럼 화보 그림을

활용하면서도 창작성을 가미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단순 임모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다.

1919년 안 식의 타계로 운 이 단되기까지 경묵당에서 제자

들에게 가르친 주요 서화 장르는 고사인물화나 도석인물화,화조 모화,

기명 지화이다. 통 산수화가 아니라 당시 시 의 취향을 고려하여 세

속화되고 상업화된 장르를 제작하 다.쏘가리 궐(鱖)이 궁궐 궐과 음이

같아 과거에 제해 궁궐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의 사랑을

받은 ｢궐어도(鱖魚圖)｣를 체본(體本 활용하여 많이 만든 것이나,[도

33-1][도 33-2]장수를 상징하는 괴석과 화(榮華)와 강녕을 상징하

는 꿩을 그린 길상화,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 다고 해지는 동박

삭을 그린 그림 등이 그런 이다.228)인물화에 있어서도 통속 이면서

주제 면에서 이해하기 쉬워 민간에 리 해졌던 인물고사화가 국 체

본을 심으로 그려졌다.안 식이 처음 선을 보인 화숙은 1922년 조선

미술 람회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인다.229)

1911년 통 서화가들을 심으로 발족한 경성서화미술원은 개

인 화숙이 집단화되고 체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문인화가 윤 기

(尹永基)가 1911년 3월 서울 학동에서 세운 경성서화미술원은 그의 퇴

진 후 1912년 서화미술회로 새롭게 출발했다.서화미술회는 서·화 문

3년 교육과정인데 청소년 학생을 모집하여 통 필법을 지도했다.교

수진은 당 에 벽을 이루던 통한국화의 가 안 식과 조석진을

심으로,서 가 정 유,서화가 강진희,묵란 문의 김응원,수묵화가 강

227)도 출처 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62,63

228)도 출처 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56

229)공모 경쟁이 심해지면서 화숙 출신들이 하나의 사단을 형성하며 조선미 을 독식

하는 상도 나타나 사회 인 비 을 받기도 하 다. 표 인 것이 김은호가1920년

후반부터 운 한 낙청헌화숙(絡靑軒畵塾)과 이상범이 1933년경부터 자택에 개설한 청

화숙(靑田畵塾)이다.낙청헌화숙에서는 채색을 기본으로 화조,인물 등 다양한 장르를 가

르쳤고,일부 학생은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 다.청 화숙은 김은호의 화숙에

비해 규모는 작았으나 풍 사경산수를 지도함으로써 조선미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김소연,｢도제식 교육과 미술학교｣, 근 미술사아카데미 ,국립 미술 ,

2015,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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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주가 주교수로,안 식의 제자 이도 이 보조교사로 활동했다.230)서화

미술회 1기생은 오일 (吳一英,1892-1960),이용우(李用雨,1902-1952),

이한복(李漢福,1897-1940),이용걸(李容傑)이었고,2기생에는 김은호가

있었다.

서화미술회는 강습기 의 역할을 하면서도 작품의 시와 매

기능을 병행하 다는 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직업화가들의 신

으로 보아야 한다. 시 기능을 살펴보면 서화미술회는 이미 경성서화미

술원 시 부터 진열실을 병설하고 ‘조선 고래의 서화골동품을 진열하여

동호자의 람에 제공’하는 데 이어 1913년 국취루에서 서화미술회 첫

공식 람회를 가졌다.231)서화미술회 람회에 출품된 110여 과 함께

석상휘호한 작품들은 모두 매 상이었다.잠재 컬 터인 총독부

리들과 귀족,사회 유지 등을 무료로 청함으로써 그림의 매 가능성

을 높 다는 에서 상업 인 태도가 엿보인다.실제  매일신보 1913년

6월 3일자에 실린 기사는 교원과 학생들의 작품이 상당한 값으로 희망자

에게 팔렸음을 한다.

1910년을 후해 화가들의 사설 서화교육기 설립은 하나의 유

행처럼 물을 이룬다.서울에는 서화가 김규진과 김유탁이 1907년 세운

교육서화 과 김규진이 1915년 단독으로 설립한 서화연구회가 있었

다.232)지방에서는 1914년 평양의 기성서화회,1922년 구의 교남서화연

구회가 결성된다.233)여러 사설 서화 교육기 역시 비슷한 시, 매

공간으로서의 구심 역할을 했다.

김규진이 고 서화 내에 부설한 서화연구회도 학생들을 가르

230)경성서화미술원은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일부 친일 귀족의 재정 도움을 받았다.그

실질 운 을 해 이완용을 회장으로 하는 서화미술회가 조직되었다.이후 변경된 서

화미술회의 장소는 당시 행정구역으로 ‘서부 하방교(下芳橋)54번지 9호 근처로 지 의

신문로 1가에서 조선일보사 쪽 골목의 개천 머에 치했다.1920년 이후 근 한국

통화단을 주도한 오일 ,이용우,김은호,박승무(朴勝武 1893∼1965),이상범,노수

(盧壽鉉 1899∼1980)등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구열, 나의 미술기자 시  ,서울:돌

베개,2014,pp.148-149

231)‘서화미술 람회’, 매일신보 1913년 5월 29일자.

232)김소연,｢한국 근 문 서화교육의 선도,서화미술회｣, 미술사논단 통권36호,한

국미술연구소,2013,pp.118-119

233)주 2회 교육을 기 으로 개회 당시의 회비는 월 1원이었다.개회 1년 만에 남자 회

원의 경우 80여명 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성업하 다.김소연,앞의 논문,p123;박계리,

앞의 박사학 논문,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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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교본으로  화법진결(畵法眞訣)  난죽보(蘭竹譜)  육체필론(六體筆

論) 을 편 ․출 해서 사용했다.234)서화미술회 이름의 시가 지속

으로 열렸으며, 시에서는 매도 이루어졌다.강습 내용에 있어서도 서

화미술회와 마찬가지로 서과(書科)와 화과(畵科)를 설치하고,3년제 교과

과정을 개설했다.

미술생산자인 화가가 개 역에 뛰어드는 것은 근 미술시장

형성기의 과도기 인 특징으로 보인다.업종의 문화가 이루어지기 이

이므로,그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매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

을 졌던 것이다.

234)고려 학교박물 ,앞의 도록,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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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1920년

1.수요층의 확산과 체재235)

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Bourdieu,1930-2002)는 “부르

주아 계 의 취향은 경제 풍요로움에서 유래하며, 간계 의 취향은

탁월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되고,민 계 의 취향은 필요로부터의

거리(즉 경제 빈곤)에 근거한다”고 하 다.236)부르디외에 따르면 랑

스 명으로 신분제 사회가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여 히 사회 계 과 신분이

존재한다.그 이유는 신분 /계 질서가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스며들

어 있기 때문이다.즉 일상의 취향과 기호,교양을 통해서 자신의 계 을

상징 으로 드러내게 되며,이것을 ‘아비투스(habitus)’라고 명명했다.237)

취향을 통해 부와 개인의 탁월함을 과시하는 형 인 방식이 술품

의 구매이다.238)

부르디외가 설 한 취향의 차이에 따른 ‘신분 구별짓기’는

1920년 식민지 조선에도 입될 수 있다.1905년 을사조약 이후 15년

이 넘어서는 1920년 가 되면 조선의 경제력을 장악한 일본인을 심으

로 안정 인 직업,혹은 사업의 성공을 통해 술품 구매 여력을 가짐과

235)경제학에서 체재는 A와 B두 재화 간에 어떤 한 재화(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

라 다른 재화(B)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A와 B는 체재의 계에 있다고 한다.

그 로서 커피와 홍차를 들 수 있다.박은태 편, 경제학 사  ,서울:경연사,2014,p.

260;본고에서는 고려청자에 한 조선백자를 체재의 계로 설정한다.이는 고려청자

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계층에서 그 안으로 조선백자를

구입해 고려청자 소장 욕구를 리 충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물론 기에 조선백

자는 고려청자에 비해 하 재이기는 했으나 경제력 부족 때문에 고려청자를 가질 수 없

는 일본인 식자층에 의해 그 심미 가치가 새롭게 부여되고 한 수집되면서 미술품으

로서의 상품 가치가 끌어올려졌다.결과 으로 조선백자는 고려청자를 체할 수 있는

‘만들어진 체재’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된다.

236)홍성민 , 취향의 정치학 ,서울: 암사,2012,p.73

237)부르디외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엄격한 합리성과 계산에 근거해 행해지기보다 일

정한 기억과 습 그리고 사회 통의 향을 받는데,그때의 기억과 습 는 사회

통이 아비투스이다.홍성민,앞의 책,p.19

238)홍성민,앞의 책,p.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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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한 수 의 감상 소양을 갖춘 간층이 형성된다. 한 1920

년 후반이 되면 기 조선의 고미술품 수집가 에서 사망하거나 일본

으로 귀국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소장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필

요가 생겨나기에 이른다.다음 장에서 기술할 미술품 경매회사 경성미술

구락부의 설립은 이런 재 매 수요를 겨냥한 미술시장 개상들의 극

인 응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미술 수요자로 뒤늦게 뛰어든 산층의 체재 수

요와 그 결과로 나타난 조선시 백자의 부상 상에 해 다루고자 한

다.

다수 한국의 서민들은 집안 장식 혹은 기복이나 벽사(辟邪)의

목 으로 지 에서 매되는 민화를 구입하는 수 에 머물 다.반면에

식민지 한국에서 상 으로 안정 인 직업을 얻은 일본인들은 보다 고

가의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여건 하에 있었다.[표 3]에서 김규진의

작품을 여러 일본인들이 구매하 던 것처럼,일본인들은 한국의 지명도

있는 서화가나 당 인기 서화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등 동시 미술품의

수요자로 가세했다.239)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최고 통치층의 고려청자 애호 문화를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했다.최고 통치층의 고려자기 애호열은 고

려자기 수집 문화의 확산을 낳았다.

식민지 조선의 간층은 식민통치를 직간 으로 지원하는 조

선총독부 등의 공서 료,조선은행이나 식산은행 등의 융기 종사

자, 학교 등 교육기 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식자층,의사와 변호사

등 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래 일확천 을 노리고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하층민들 에서도 식민지에서의 유리한 사업 여

건을 바탕으로 상업에서 성공한 이들이 포함될 수 있다.한국인 가운데

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편입해 리로

일하거나 의사,치과의사 등 문직에 종사하며 간층에 편입하게 된

이들이 나타났다.

239)다음의 표 2개를 참고해 작성하 다.김소연,「김규진의 『해강일기』」,『미술사

학논단』 통권 16·17호,한국미술연구소,2003,pp.398-399‘『해강일기』를 통해 살펴

본 서화주문 목록’;이성혜,『한국 근 서화의 생산과 유통』,서울:해피북미디어,

2014,pp.155-161‘작품 주문 수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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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에 간계층이 어느 정도나 두터워졌는지에 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그러나 미술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요자

로서의 간계층의 형성을 보여주는 데 단서가 될 만한 몇몇 지표들이

있다.경성에서 등록된 자동차 수는 1913년 3 뿐이었으나 1920년이

되면 200 가까이 늘어난다. 국 인 자동차 수는 1913년 28 에서

1914년 37 ,1915년에는 65 로 늘어난다.1920년 국의 자동차 차량

수치는 통계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지만,추세로 보아 가 르게 늘어났

을 것으로 추정된다.240) 국의 의사 수는 1908년 266명에서 1913년 616

명,1929년 1515명으로 증한다.치과의사의 수는 국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경성만 보면 1914년 5명에서 1924년 22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다.241)

교수들 역시 식민지 한국의 표 인 산층 직업군이다.1924년

이 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문학교 이상의 ‘공인된’8개 고등교육기

( 립 5개,사립 3개),즉 문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들은 임과 비

임을 모두 합해 180명 정도에 달했다.242)여기에 경성제국 학이 설립되

면서 경성제 교수는 1926년 개교 당시 40명에서 체제가 정비되며 170

명 정도로 늘어났다.1925년 재 조선총독부 료 주임 이상의 고

등 료도 1231명에 달했는데,이들 역시 잠재 인 미술시장 수요자 을

것이다.243)

240)1913,1914,1915년의 통계는 조선총독부 편,『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데이타베

이스화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활용하 다.홈페이지 내 국내통계→

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범죄·재해→경찰 통계.이 가운데 1910-1913년 경찰상

리 업자 통계와 1914-1943년 국 별 경찰 리 업소 통계를 참조. 1920년 통계는

‘운 수 양성소 자동차강습소 확댱(확장)’,『동아일보』 1920년 4월 24일자 참고.기사는

다음과 같다.“근일 경성에 자동차의 수효가 늘어 경성에만 이백 에 가까워졌음으로

자연 운 수의 소용도 많아져서 문으로 운 수를 양성하는 곳도 생겼는데….”

241)1913년까지의 의사,치과의사 수는 국가통계포털의 복이 통계 가운데

1910-1913년 경찰상 리 업자 통계 참조.1914년 이후의 경우 치과의사 수 (1914,

1924)는 ‘구강 생 긴 한 요건’,『동아일보』 1924년 2월 11일자 ,1929년 의사수는 ‘의

료기 의 당면문제’,『동아일보』 1929년 2월 15일자,1936년 의사 수는 ‘삼 (三官 )

의 의사 부족의 조선에 입학 난’, 동아일보』 1936년 2월 13일자 참고.

242)정 ,｢경성제국 학 교수들의 귀환과 후 일본사회｣, 사회와 역사 통권99호,

한국사회사학회,2013.pp.82-83

243)경성제국 학 교수의 지 는 료 사회 내부에서도 매우 높았는데,강좌교수의 경

우에는 최소 고등문 시험자 자격자 정도의 등을 보장받았다.법문학부와 의학부의 2

개학부로 출범해 1926년 개교 당시 경성제 교수는 25명에 불과했으며,조교수를 포함

해도 40명이 채 되지 않았다.이후 학제도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교수들이 합류해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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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수요층의 확산은 최고의 술품으로 평가받는 고려청

자의 인기와 가격 상승,이에 따른 품귀 상으로 이어졌다.1922년 설립

된 경매회사 경성미술구락부에서도 고려청자는 경매에 나오기도 에

매가 돼버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1920년 의 고려청자 가격은 확인이

되지 않아 연구자로서도 안타깝다.그러나 1906년 노상 경매에서 25원

정도 던 것이 불과 2년 후인 1908년 이왕가박물 에서 비싼 것은 950

원,싼 것은 150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1920년 가 되면 부르는 게 값

일 정도로 가격이 뛰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44)반면에 조선백자는 1930

년 기까지만 해도 특출한 진품이 아니고는 10원 후로 거래가 성사

되었다.245) 경성미술구락부의 사장을 지낸 사사키 쵸지도 정시기

(1912-1926년)에는 가격이 무 렴하여 찾는 이가 없을 정도 다며 당

시의 시세를 하고 있다.

1920년 부터 시작된 조선백자의 부상은 미술시장의 후발 수요

자를 한 ‘만들어진 체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려청자는 1920년

에 이르면 이미 가격이 무 뛰어 일본인 지식인, 문직 종사자,화이트

칼라층에서도 구매가 어려운 높은 가격 장벽이 형성되어 있었다.이런

높은 가격의 진입 장벽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방향의 ‘체수요’를 창출

했는데,그 하나가 재조선 일본인 제작자들이 만든 청자 모방품이며,다

른 하나는 일본의 지식인층을 심으로 일어난 조선백자의 새로운 발견

이다.

일제 통치층이 고려청자를 애호하는 반면에 조선사 폄하의 차원

에서 의도 으로 무시하 던 조선백자가 일상의 기물에서 술품의 지

를 획득하는 과정에는,고려청자를 소유할 수 없는 일본인 식자층을 포

함한 간층의 경제 좌 과 함께 체재를 통해서라도 욕구를 충족하

학부는 60명,의학부는 50명에 달한다.여기에 1941년 신설된 이공학부의 교원 60명을

더해 경성제 교수 집단은 략 170명 수 이 된다.정 ,앞의 논문,pp.82-83

244)1906년 아카오의 노상 경매 때 골동상 곤도 사고로가 25원에 구입해 일본인 모 재

에게 매한 가격은 50-70원이었다.사사키 쵸지,앞의 ,p.35

245)박병래,『도자여 』,서울: 앙일보사,1974,p.22;공립보통학교(1934년부터는

공립국민학교)조선인 남자교사(훈도)월 은 1930년 반에는 국 평균 54-55원을

기록하 으며,1934년부터는 100원 안 을 오르내렸다.국가통계포털(kosis.kr)홈페이지

내 국내통계→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교육·문화·과학→‘1911-1933공립보통학교

교원자격 ’과 ‘공립국민학교 교원자격 (1부)1934-194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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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백자를 수집했던 일본인이나 조선인은 공무원, 융인,상공

업인,교수 등으로 다양하다.시미즈 코즈(淸水辛次)는 1916년 이후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 근무하다가 조선철도 주식회사 무로 승진한 사람으

로,이화여 박물 소장 국보 107호 조선백자 ‘철사포도문항아리’의

기 소장자이다.246)당시 조선통독부에서 편집한 고 도보 제15권 이조자

기 편에 그의 소장품이 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융인으로는 축은

행 무 던 시라이시 강끼(白石寬吉),본정 입구 옥호서 주인 나

이토(內藤貞一郞),상공업인으로는 주식 미두 시장을 주름잡았던 닛다(新

田)와 아끼야마(秋山),시멘트주식회사의 아사노(淺野),인천의 정미업자

스즈 시게루(鈴茂),원산의 운단(雲丹,성게알)업자 미요시(三由)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247)의사와 교수 집단에서도 미술품 수집 열기가 높

았다.의사 던 박병래(朴秉來,1903-1974)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인

인텔리,특히 경성 학에 근무하는 일본인 교수는 꼭 무엇이든지 자기

취향에 맞게 서화나 골동을 다 수집하는 터”라고 하 다.경성제국 학

교수는 조선총독부 고 료들과 동일한 신분과 지 를 보장받았던 특

권 인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에서 이들 집단의 출 은 미술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요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백자의 부상은 단순히 가격 인 장 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

다.고려청자와는 경로가 다르지만,마찬가지로 조선백자에도 술품의

아우라가 입 진 덕분이다.고려청자에 비하면 헐값이고 집안 물건 취

이나 받던 조선백자가 술품의 지 를 획득하는 과정에는,야나기 무네

요시(柳宗悦,1889-1961)와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佰敎,1884-1964)·아사

카와 다쿠미(淺川巧,1891-1931)형제 등 일본인 식자층에 의한 이론

지원이 작용하 다.이들 산층 지식인들은 고려청자는 술,조선백자

는 실용이라는 상하의 서열을 둔 미 재단에 해 새로운 담론을 제시

하며 고려청자를 우 에 두는 상류층의 미 가치를 복시켰다

조선백자의 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 불리는 아사카와(淺川)

246)그가 2차 후 일본으로 떠나면서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겼으나 직원의 아들이

내다팔았다.이것이 장택상의 소유로 되었다가 김활란 박사(당시 이 총장)의 수 으로

넘어가면서 이 박물 의 소장품이 되었다.송원,앞의 시리즈 26회,pp.24-25

247)송원,앞의 시리즈 9회,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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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 해 언 할 필요가 있다.일본에서 교사를 지낸 형 노리타카는

1913년 5월 우리나라에 와서 남 문 등학교 교장을 지냈다.248)그

는 도자기에 심취하여 백자를 연구하며 국 요지를 편력하고  이조의

도자 를 술하 다.노리타카는 경성의 한 고물상에 놓여 있던 백자호

항아리에 매혹되었고,이후 ‘조선도자기의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로 조선백자에 빠져 살았다.249)

동생 다쿠미는 1913년 조선으로 건 와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산

림과에 근무하며 토종 수입 수종의 묘목 기르기에 한 시험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 다.250)형의 향을 받아 조선백자에 빠진 다쿠미는  이

조도자명고 와 함께 소반연구서인  이조의 선(膳) 을 술하 다.그는

 이조도자명고 에서 조선 막사발에 해서도 “일본의 다도인들이 미칠

듯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찻잔도 조선 사람이 늘 사용하는 밥그릇 에서

선택된 것이고, 명공(名工)조차도 그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탄

식할 만큼 훌륭한 그릇도 근원을 따져보면 당시에는 흔해 빠진 양념단지

다는 등을 가능한 한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며 찬탄하 다.251)

‘조선의 미’의 찬자로 리 알려진 야나기 무네요시는 아사카

와 형제 덕분에 백자의 아름다움에 을 떴다고 한다.252) 야나기는

1922년 ‘조선의 술’이란 에서 조선이 가진 고 불상의 찬란한 을

상기시키면서도 “조선이 아주 먼 과거에만 훌륭한 술과 문화를 가졌다

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려시 는 고려자기로서 불멸한 시 가 아니었던

가.그런데 심지어 나는 조선시 에도 많은 불멸의 작품을 목격하 다.

목조각과 자기 에서 몇 작품은 진정으로 구히 지속될 만한 것이었

다.”라며 조선 백자의 술미를 주장했다.253)

248)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서울:나름,1996,p.47,54.

그는 처음에는 조각을 했고,조각으로 조선미 특선도 했다.

249)노리타카는 조선의 도자기 조사를 해 옛 가마터를 1925년부터 조사하기도 했다.

다카사키 소지,앞의 책,p.68,69

250)다카사키 소지,앞의 책,p.100

251)다카사키 소지,앞의 책,p.176

252)“내가 조선시 도자기에 끌려서 사들인 최 의 물건은 고등과에 재학 이던 시

(1911),간다 진보정의 어느 골동품 가게 앞을 지나다가 에 띈 것이 계기 다.두 번째

로는 1913년에 조선에 있던 아사카와 노리타카 군이 우리 집으로 로댕의 조각을 보러

왔을 때 선물로 <육각면추 문 청화백자 항아리>를 갖고 왔다.이것들이 계기가 되어

나는 조선시 도자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다카사키 소지,앞의 책,p.130

253)킴 란트,앞의 논문,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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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킴 란트가 지 하 듯이,이들의 조선백자 수집열에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다도의 미학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경제력 부족이라는 실 좌 로 보충할 수 있다.아사카와를 비

롯한 조선 거주 일본인들은 조선총독부 혹은 한국의 사기업에 고용되어

임 을 받는 학자,작가,학생 그리고 술가들로 고려청자를 구입할 여

력이 없었다.실제 처음에는 이들도 고려청자를 구입하고자 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조선 도자기의 권 자 하나인 아카보시 고로(赤星五

郞)는 경성에서 골동품 사냥에 나서던 창기 시 처음에는 아사카와처

럼 고려청자에 매료되었지만 당시 시장에서 요구하는 엄청난 가격을 감

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조선백자는 그들의 좌 된 욕망을 채워 수 있

는 체품으로서 역할을 했다.조선백자는 수 으로도 많았고 상 으

로 구하기 쉬웠던 것이다.254)

야나기 역시 백자를 수집하기 이 인 1911년 이후 1920년까지는

고려청자에 심을 보 다.255)그가 조선백자에 심을 보이며 극 으

로 수집에 나선 것은 1920년 들어서부터이다.그는 1916년 첫 조선 여

행과 1941년의 마지막 여행까지 21년 동안 조선을 방문하며 특히 기인

1920년 에 집 으로 백자를 수집했다.그가 수집한 백자에는 <백자

동화조문호(白磁銅畵鳥文壺)><백자청화 화문호><백자철화연화문호>

<백자청화동채목단문호>등이 있다. <분청녹자문술항아리><백자철

화 학문연 > <백자청화어형연 > 등 연 이나 합 같은 실생활에 가

까운 도자기들도 많이 모았다.256)

결국 이들은 조선백자를 수집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

을 활용한 담론 생성을 통해 “고려자기에 비해 이조자기가 뒤떨어져 있

으며,고려자기는 미술이고 이조백자는 실용”이라는 료층의 인식을

복시킬 수 있었다.이들은 조선백자 시를 통해 자신들의 백자우 론을

시각 으로 하 다.257)

그런데 이들이 백자를 고려청자보다 우 에 치 짓는 미 가

254)킴 란트,앞의 논문,p.242,247

255)박계리,앞의 박사학 논문,p.121

256)박계리,앞의 박사학 논문,pp.114-120

257)야나기는 1922년에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선시 도자기 시회를 열어 조선

시 백자를 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 다.다카사키 소지,앞의 책,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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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복이 가능했던 것은 문화통치기,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한 유

화 인 태도에 의해 그러한 가치 이 수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술하

듯이 일제는 식민사 을 통해 조선의 역사를 폄하하 다.이런 태도는

문화통치기 이후 달라졌다.일본의 지식인들이 조선의 백자를 ‘비애의

미’로 해석하며 수동성을 강조한 오리엔탈리즘 시선은 그런 면에서 수

용이 가능한 미학이었다.요컨 이 시기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사에

한 주장은 조선의 독자 인 발 의 불가능성에 을 두었고,야나기의

‘비애의 미’는 이런 시각에 부합했다.258)조선백자와 비애의 미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필연 인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담론이었던 것이다.259)

정리하자면,신규로 미술 수요 시장에 진입했지만 경제 능력의

한계로 고려청자를 소장할 수 없는 산층에게,이제 값이 싸면서도 실

용 인 공 품에서 심미 가치를 지닌 술품으로 승격된 조선백자는

고려청자의 빈자리를 채워 수 있는 술품으로 애호될 수 있었다.이

런 시 의 백자에 한 수요는 개시장에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

다.일본인 골동 개상(거간)들이 “1910년 에서 1920년 에 이르기까지

동자를 앞세우고 읍 가가호호를 뒤지며 백자를 헐값에 사들 ”던 것은

당시의 백자 수요에 한 열기를 보여 다.260)조선총독부박물 에 미술

품을 납품한 일본인 골동상 가운데 1920-1930년 에 계를 맺기 시작

한 이들은 백자 주의 물품을 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

시 시장 상황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인 골동상 에

258)야나기 무네요시에 한 엇갈린 시선은 다음의 두 책을 참조할 것.정일성은 야나

기를 일제 식민정책의 ‘공범’으로 보는데 반해 김정기는 그의 수집활동에 해 미의 나라

조선을 발견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의식을 실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그

도 야나기가 조선의 미를 비애의 미로 표 한 것에 해서는 비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일성,『야나기 무네요시의 두 얼굴』,서울:지식산업사,2007;김정기,『미의

나라 조선』,서울:한울,2011

259)야나기의 조선백자 미학이 일제의 문화정치가 갖는 포섭 태도에 부합하다는 은

‘조선의 미’를 알리고 시하기 해 그가 세운 조선민족미술 이 조선총독부의 장소 제

공으로 경복궁 내의 집경당에 치한 에서도 알 수 있다.야나기는 ‘조선민족미술 ’

의 이름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처음에 반발을 샀으나 1921년 ‘조선미술 설립

에 하여’라는 을 발표하면서 이 미술 을 해 “‘민족 술(folkart)로서의 조선의 풍

취가 배어 있는 작품을 수집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민족 술의 어 표기로 민속 술

을 뜻하는 ‘folkart'를 사용하여 총독부의 납득시켰다.그가 조선민족미술 에 시할 미

술품을 ‘민족 술,즉 제국주의자들의 에서의 ‘민속’에 주안을 둔 것이었다.박계리,

앞의 박사학 논문,p.116

260)박병래,앞의 책,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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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인 요시다 겐조(吉田賢藏)는 연 이나 필통 같은 백자 주의 미

술품을 조선총독부박물 에 매했다.261)

2.경성미술구락부와 2차 미술시장

1920년 미술시장의 유통 부문에 나타난 결정 인 사건은 1922

년 일본인 골동상인들이 연합하여 서울에 본격 인 고미술품경매회사인

경성미술구락부(京城美術俱樂部)를 설립한 일이다.1906년 서울에 도굴

고려청자 거래를 목 으로 골동품상과 함께 골동품 취 경매소가 우후

죽순 생겨날 때만 해도 국내뿐 아니라 일본의 해외 수요자를 겨냥하는

측면이 컸다.경성미술구락부의 출범은 국내 거주 일본인 수요층이 확산

되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단한 때문으로 야 한다. 기 경매의

성격이 고분의 도굴을 통해 량 공 되는 도매의 성격을 띠었지만,고

분 자체는 숫자가 한정된 것인 만큼 고려청자의 공 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려청자 시장은 공

우 에서 수요 우 로 서서히 역 이 되어갔을 것이다. 기 고려자기

수집가층이 사망이나 본국 귀국으로 퇴조하고,신규 수장가층이 시장에

진입하며 재 매 물품에 한 수 요인도 생겨나는 등 달라지는 미술시

장 환경도 반 한다.

경성미술구락부는 출범 배경,조직 구성,매출 추이 등이 당시

미술시장 환경의 변화를 잘 보여 다는 에서 충분히 고찰할 필요가 있

다.그러나 경성미술구락부를 다루기 에 당시에 고미술품 시장이 커지

면서 고미술품 경매소들이 거 생겨났다는 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의 연구들에서 경성미술구락부의 활약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마

치 이것이 당시 유일한 미술품경매회사인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물(골동품)경매소는 1908년과 1909년 국에 10여 개 안 이던

것이 1919년 20개(조선인 2개,일본인 18개)로, 1929년에는 36개(조선인

10개,일본인 25개,외국인 1개)로 크게 늘어난다.262)

261)박계리,앞의「조선총독부박물 서화컬 션과 수집가들」논문,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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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미술구락부의 설립 반인 1920년 는 고려청자의 난굴이

일어나던 시 로 분류되고 있다.고려청자의 도굴을 목 으로 한 일본인

들이 개성을 심으로 도굴을 시작하다가 차 도굴의 범 가 국 으

로 확산되었다.이런 공 의 확 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 수집열기의 확

산으로 고려청자는 수요 우 의 시장이 된다.263)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

인 한국인 가릴 것 없이 골동품 경매시장에 뛰어들었다.경성미술구락부

가 설립된 192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 으로 29개(조선인 11개,일

본인 18개)의 고미술품경매회사가 존재했다.

한국인들이 고미술품 경매 사업에 본격 으로 뛰어든 시 도

1920년을 후한 시기로 보인다. 동아일보 1921년 4월 28일자 ｢고물경

매 황｣기사에 따르면 1920년 12월에 한성고물경매소,1921년 1월에

경성고물경매소가 경성에 생겨난다.이 기사는 3,4개소가 추가로 설립을

비 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조선인 운 의 경매소가 생겨나면서

조선인 골동품 행상인들은 조선인 골동상이 아닌 조선인 고물경매회사에

자신들의 물품을 탁 매하기도 하 다.하지만 신문기사는 당시 불황

으로 인해 이들 경매소의 하루 매상이 150원,160원에 그쳤다고 한

다.264)이 같은 매상 규모는 경성미술구락부의 1922년 매상이 조한 것

으로 언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평균 1955원의 매출을 올린 것에

비하면 13분의 1수 에 머문다.265)

조선인이 세운 골동품 경매회사의 조한 업실 은 구체 인

활동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기는 하지만,자본력과 업력이 뒤처지고

운 방식도 미숙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경성미술구락부는 여러 골동품경매회사 에 독보 인 존재이며,

해방 이 까지 20년 넘게 지속 으로 안정 인 성장을 이어갔다.그 배

경에는 주식회사 형태를 통한 규모의 자본 조달,경매 도록의 발간[도

262)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활용.홈페이지 내 국내통계→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범죄·재해→경찰→1914-1943년 국 별 경찰 리 업소 통계.

263)김상엽,「일제시기 경성의 미술시장과 수장가 박창훈」,『서울학 연구』,서울시

립 학교 서울학연구소,2009.11,p.225. 1900-10년 골동거래의 시작기,1910-20년

고려청자 시 ,1920-30년 , 난굴(大亂掘)시 ,1930-40년 골동품 거래 호황기로

분류하고 있다.

264)‘고물경매 황’,『동아일보』 1921년 4월 28일자

265)사사키 쵸지,앞의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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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감정서의 발행[도 35],경매의 정례화 등 제도 인 면에서 다

른 경매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진 인 시스템을 차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66)

일본인 형 골동상 들이 합작으로 설립한 경성미술구락부는

활발하고 안정 인 거래를 통해 고미술품 시장의 유행을 이끌고,각 미

술품의 낙찰가를 통해 시장에 기 가격을 제시하는 등 미술시장에 미치

는 향이 컸다.

1)설립 배경

경성미술구락부는 일본인 골동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인 토

목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해 1922년 6월 5일 설립이 되었다.267)운 을 담

당하는 이사진은 고미술업자들이 맡고,감사는 투자자들이 맡는 이원화

된 구조 다.268)경성미술구락부의 설립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

266)도 은 김상엽,『미술품 컬 터들』,서울:돌베개,2015,p.71,264

267)고미술상인 취고당 주인 사사키 쵸지(佐佐木兆治)와 이토 도이치로(伊藤東一郞)가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골동서화 수집가인 토목업자 아가와 시게로(阿川重

郞)를 통해 한일합방 에 조선으로 건 와 토목공사를 통해 부를 축 한 토목건축업

자들을 주주로 끌어들 다.아가와 시게로는 1901,1902년에 경성으로 이주하여,그 당시

고려도기를 비롯한 조선고미술의 선각자인 아유가이 후사노신과 두터운 친분 계도 있

어 조선의 옛 도기를 수집해 우수한 것을 많이 소장하 다.사사키 쵸지,앞의 ,p.25

268)1922년 표는 고미술상 이토 토이치로(伊藤東一郞)가 맡았으며,창업을 추진

했던 취고당 주인 사사키 쵸지(佐佐木兆治)는 이사 등을 거쳐 창업 20년인 1942년의

표로 되어 있다.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 社組合要 )에 따른 경성미술구락부의

역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1925년 표 :渡邊定一郞, 역 :(상무이사)毛利猪七

郞,(이사)祐川宇吉,佐佐木兆治,大石理一,(감사)阿川重郞,荒井初太郞,城臺一六,松本

民介;*1927년 표 :渡邊定一郞 역 :(상무이사)毛利猪七郞,(이사)祐川宇吉,佐佐木兆

治,大石理一,(감사)阿川重郞,荒井初太郞,城臺一六,松本民介,(지배인)太田鶴吉;*1929

년 표 :渡邊定一郞 역 :(이사)祐川宇吉,佐佐木兆治,大石理一,(감사)阿川重郞,荒

井初太郞,松本民介,(지배인)太田尾鶴吉 ;*1931년 표 :渡邊定一郞 역 :(이사)祐川

宇吉,佐佐木兆治,大石理一,(감사)阿川重郞,荒井初太郞,松本民介,(지배인)太田尾鶴吉;

*1933년 표 :渡邊定一郞 역 :(이사)祐川宇吉,佐佐木兆治,松本竹次郞,鈴木駒三郞,

(감사)阿川重郞,荒井初太郞,(지배인)太田尾鶴吉;*1935년 표 :松本竹次郞 역 :(이

사)祐川宇吉,佐佐木兆治,鈴木駒三郞,吉田賢藏,(감사)阿川重郞,荒井初太郞,渡邊定一郞,

(지배인)太田尾鶴吉;*1937년 표 :松本竹次郞 역 :(이사)祐川宇吉,佐々木兆治,鈴木

駒三郞,吉田賢藏,(감사)阿川重郞,荒井初太郞,(지배인)太田尾鶴吉 ;*1939년 표 :松

本竹治郞 역 :(이사)祐川宇吉,鈴木駒三郞,天池茂太郞,太田尾鶴吉,(감사)阿川重郞,荒

井初太郞,陣內茂吉,(지배인)松浦音治 ;*1942년 표 :佐佐木兆治 역 :(이사)鈴木駒

三郞,天池茂太郞,永野 三郞,新保喜三,藤本寬寧,(감사)荒井初太郞,陣內茂吉,前田才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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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이 철폐되어 회사 설립이 자유로워진 사회 분 기도 작용하

다.269)

치는 서울 남 (南村)소화통(昭和通)( 서울시 구 남산동

2가 1번지 린스호텔 자리)에 자리했다.[도 36]270)이곳은 충무로와

명동을 아우르는 지역을 의미하며 식민지 조선의 부가 집결된 곳이었다.

1915년 시 에 서울 부자의 80%가 일본인이었고,남 은 경성의 일본인

50%가 거주하는 곳이었다.271)고가 미술품의 구매 여력이 있는 핵심 수

요층의 거주지에 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은행회사요록(朝鮮銀

行 社要 )1925년 에 따르면 경성미술구락부의 설립 목 은 ▲각국의

신고서화(新古書畵)골동의 탁 매 ▲모든 종류의 집회장에 사용하는

석 업(爲席貸業,행사장 임 업)의 두 가지로 기재되어 있다.272)미술

품 탁매매,즉 경매에 주력하면서 경매가 없는 날에는 건물의 공간을

행사장으로 빌려 것으로 보인다.미술품 탁매매에서는 지 까지 확

보된 경매도록을 보면 동시 서화보다는 고서화와 골동품이 주로 거래

되고 있다. 국 별 비 을 보면 국․일본․인도의 미술품도 있지

만,한국의 고미술품 비 이 압도 이다.273)

경성미술구락부의 설립은 고미술품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 확

가능성과,1920년 후반이 되어야 가시화되지만,재 매 시장이 형성

될 것이라는 설립자들의 상업 단과 확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郞,(지배인)松浦音治

국사편찬 원회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 회사조합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30CE12AB604DB5C0F8361E26B9D17154?le

velId=hs_001_1925_08_15_1210

269)1910년 조선총독부가 마련한 회사령은 모든 회사의 설립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신고주의인 일본의 상법과 크게 달라 조선에서의 회사 설립을 제약하는 규정이

되었다. 우용,『한국회사의 탄생』,서울 학교출 문화원,2011,pp.311-327

270)김상엽,앞의 책,p.70,도 은 같은 책 p.68.도 의 경성미술구락부 사옥은 1941

년 6-9월 사이에 개축한 뒤의 모습이다.2층 벽돌 건물로 1층에 경매장이 있었다.

271)1915년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가 통합하면서 업세 납부액을 회

원자격으로 삼았는데,당시 상업회의소 회원의 80%가 일본인이었다.김상엽,「일제시기

경성의 미술시장과 수장가 박창훈」,『서울학연구』 제37호,서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

소, 2009,p.226; 우용,「일제하 서울 남 상가의 형성과 변천」,『서울 남 ;시간

장소 사람-20세기 서울 변천사 연구 Ⅲ』,서울시립 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3,p.

207재인용

272)앞의 국사편찬 원회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 회사조합자료

273)김상엽 편 ,앞의 책 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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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미술구락부 설립을 이끈 주역인 골동품상 취고당 주인 사사키 쵸

지는 1915년부터 여 등을 빌려서 골동품 경매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

고,특히 1918-1919년부터는 동업자들과 임 공간에서 공동경매소를 운

하며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경험을 하 다.특히 1919년은 세계 으

로 경제가 큰 호황을 리면서 그가 차린 공동경매소가 연간 8만 원의

실 을 올리기도 하 다.연 8만 원의 매출 규모는 경성미술구락부 기

자본 3만 원의 2.6배나 되는 엄청난 액이다.특히 경성부윤을 지냈던

카나야(金谷)의 유품을 경매한 것이 그해의 매출 확 에 큰 기여를 하

으며,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골동상인들을 규합하여 규모 골동품 경

매회사를 차리자는 구상을 하게 되었다.274)이는 그가 한꺼번에 공 물

량이 쏟아지는 유품 등 재 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성

미술구락부 창업을 구상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2)운 방식

경성미술구락부는 ▲주식회사 제도 ▲간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다.이런 운 방식은 1907년 4월에 설립된 일본의 동경미술구락부를

모델로 한 것이다.

총 자본 은 3만 원으로,85명의 주주가 주당 50원씩 600주를 나

어 출자해 출범하 다.275)창업 기 주주 가운데 고미술상은 18명에

지나지 않는다.그만큼 골동상인들이 자 력에서는 토목업자 등 사업가

에 비해 열세 으나 골동상들의 주식 보유 규모가 차 늘어나 1938년에

는 골동상 주주는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명실상부한 골동상 심의 회사

로 자리를 잡는다. 체 주주 수는 설립 당시인 1922년 83명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며 1940년에는 55명으로 었다.이는 골동상들이 토목업자

들의 지분을 인수하며 주주 구성이 골동상 심으로 재편된 데 따른 것

으로 보인다.276)1941년에는 자본 을 6만 원으로 증자하고 사옥도 증축

274)사사키 쵸지,앞의 ,p.37

275)자본 3만원 규모는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930년 7월 조선극장이 주식

회사 형태로 환하면서 자본 8만원으로 출발하 다.‘조선극장이 주식회사로’.『동아

일보』 1931년 7월 1일자. 1922년 설립된 미술품제작소의 자본 은 100만원이나

다.‘미술품제작창립총회’,『동아일보』1922년 8월 7일자. “창립 비 인 자본 일백

만원의 미술품 제작소”에 해 기사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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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9월에 공하는 등 안정 인 성장세를 이어갔다.277)

경성미술구락부는 경매 행사인 시회가 1년에 3,4회 정도 계

별로 있었다.경매와 함께 회원들이 각자 출품한 물건들을 서로 값을

쳐서 교환 매매하는 고미술교환회가 거의 매일 개최되었다.이 경우에는

매매에 따른 세 이 부과되지 않았다.

경매에서는 세화인(世話人,소 주선인)제도를 취했다.세화인

은 주주로 참여한 골동상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인들은 이들 세화인을

리인으로 내세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다.세화인 제도는 ‘딜러’만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간 입찰방식이다.혼가마 입찰(本釜の入札)이

라 불리는 이 간 입찰방식의 경매 통은 지 도 일본에 남아 있

다.278)일본 유수의 경매회사들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딜러만이 참여

하는 경매를 여는 경우가 많다.279)일본에서 일반에게 경매가 공개된 것

은 후(戰後)유럽과 미국에서 부터 행해졌던 경매방식이 유입되면

서부터이다.280)

골동상 사사키 쵸지,아마이게 시게타로(天池茂太郞),스즈키(鈴

木桂次郞)등이 경매에 세화인으로 참여해 시장에 큰 향력을 행사했

다.이들 세화인은 경매가 열리기 날 경매 물건의 사진이 실린 도록을

들고 각기 단골고객을 찾아가서 상호 정보를 교류한다.그리하여 고객이

사고자 하는 물건은 정된 가격에 사려고 하고,팔고자 하는 물품은 지

시 받은 정가 로 팔 계획을 세우게 된다.281)낙찰 시 세화인(世話人)

은 매도인,매수인 각각 낙찰가의 0.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

276)사사키 쵸지,앞의 ,p.33

277)사사키 쵸지,앞의 ,p.45

278)서울옥션 창립자인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은 2015년 6월 1일 화인터뷰에서 지 도

일본의 부분 옥션에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회원들끼리만 참여하는 경매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고 한다.

279)당시 교토에는 차(茶)도구상 조합이 있어 입찰행사를 열었으며 동업자 이외의 참가

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권 가 있었다.이를 혼가마 입찰(本釜の入札)이라 불 는데,이

것이 입찰제의 시 라고 알려져 있다.東美硏究所編 ,『東京美術 場史』,東京 :東京

美術俱樂部,1979,p.30

280)서구의 ‘직 입찰’제도의 향을 받아 시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동경미술구락부에서도 소화28년(1953년)이래 연2회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찰회(正札 )

가 실시되었다.東美硏究所編,『東京美術 場史』,東京:東京美術俱樂部,1979,p.81

281)김상엽,「일제강 기의 고미술품 유통과 경매」,『근 미술연구』,2006,pp.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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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2)입찰 진행은 참가자들이 호가를 높여 올려 부르게 해 최고가에

낙찰시키는 국식을 사용하 다.

이곳에서 채택했던 근 인 운 시스템도 경성미술구락부의

성공 배경으로 작용했다.경매도록의 발간은 경매 참가자들이 체 출품

내용을 사 에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면서 물건의 수 을 가늠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경성미술구락부에서 발간한 경매도록은 속표지에 경매회의

명칭,경매 일시,주최 등을 소개한 다음,출품되는 물건을 나열하는 형

태로 된 것이 일반 이다.앞부분에 주요 출품작을 사진으로 싣고,뒤쪽

에는 사진으로 수록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체 목록을 싣는 형식이다.

경매도록의 크기는 세로 22.5㎝,가로 15㎝ 내외의 신국 과 세로 25.5㎝,

가로 15-18㎝ 내외의 국 두 종류로 나뉘는데,신국 이 주류를 이룬

다.경매도록에 실려 있는 물품의 수효는 국 으로 보면 조선,일본,

국 순으로,분야별로는 도자기,회화, 동물,목기 등의 순으로 많았

다.283)아울러 낙찰이 되어도 문제가 생기면 환불이 가능한 제도를 시행

했다.훼손 작품이나 작의 구매 가능성에 한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참여 열기를 북돋웠을 것으로 보인다.284)

경성미술구락부는 경매가 시작되기 1∼2일 동안 미술품을

미리 공개하는 리뷰(Preview)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리뷰를 통해 거

래 물품을 세 하게 찰하면서 문가의 안목을 빌릴 수 있어 진

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었다.미술품 ‘감정서’를 발행한

도 문성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이다.감정서는 감정 내용을 품명,시

,용도로 나 었고,유래와 추정 근거 등을 간단히 서술한 후 발 날

짜를 기록했다.285)

경성미술구락부는 서울의 표 인 골동상들이 거 참여했다는

규모의 측면에서도 변별 이 있지만,이처럼 선진 인 시스템을 도입함

으로써 다른 고미술품경매회사와는 차별화되었고,시장에 미치는 향력

도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년에 10여 차례나 있었던 경성

미술구락부의 경매는 평양,부산 등 국 각지의 상인들이 올라와 거래

282)박병래,앞의 책,pp.83-84

283)김상엽, 의 논문,pp.167-168

284)김상엽,앞의 논문,p.164

285)김상엽,앞의 책,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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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 다”고 할 정도로 경성미술구락부는 국 인 향력을 가졌던 것

으로 보인다.286)이런 성황에 힘입어 경성미술구락부 창업 20주년이 된

1942년 당시의 규모는 도쿄,오사카,교토,나고야,가나자와(金澤)에 이

어 6번째이고,당시 회 을 건립한 곳은 경성이 유일할 정도로 발 했

다.287)

낙찰가는 시장에서 하나의 기 가격으로 제시되어 미술품 가격

의 등락에 향을 미쳤다.1920년 의 는 아니지만 1930년 장택상이

경매에 <추사 련>을 출품해 당시 100원 에 머물 던 추사 작품을

2400원에 낙찰시켰고,이후 그 가격이 시세가 되어 추사 김정희의 서

작품 가격을 체 으로 끌어올린 것이 그러한 이다.288)경성미술구락

부 경매의 낙찰가 공개는 미술품의 공식 가격에 한 인식을 제

고하면서 미술품 가격제의 정착을 이끄는 데 일조했다.

3)경성미술구락부 매출 추이

경성미술구락부는 1차세계 당시의 미술시장 호황에 자극받

아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지만,실제 창업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리면서

설립 기인 1920년 반에는 다소 업황이 부진했다.그러다 평화 무

드가 무르익으면서 경매시장은 다시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다.경성부(서

울)인구는 1921년 26만 명에서 1930년 35만5000명 수 이었는데,인구

수를 감안한다면 매우 활발하게 개최된 것으로 미술품 수장 문화의 열기

를 짐작 한다.289)[표 4]에서 보듯 경성미술구락부 경매회는 연간

286)당시 경매 때 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드

나드는 사람들도 가지각색,한복 차람의 잖은 신사가 있는가하면 양복 차림에 검은 여

행가방을 든 상인 같아 보이는 이도 있고,그런가하면 일본식 하오리 하까마로 정장한

나이듬직해 보이는 일본인 노신사들도 많이 보 다.이 사람들은 모두 서울은 물론 지방

각 도시에서 몰려든 그 당 손꼽히는 골동품수장가와 상인들이다.” 박병래,앞의 책,

pp.83-84

287)김상엽,앞의 논문,p.164

288)이자원,앞의 논문,p.19

289)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디지털화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활용·홈페이

지 내 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 인구·가구→인구→시군도별 호구 인구

1911-1943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p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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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4회(1938),많을 때는 24회(1923)까지 개최되었다.290)1922년부터

1941년까지 20년간 이루어진 경매회는 260회로 매출(매상)은 165만

7287엔이다.1940년과 1941년의 연간 매출은 1922년 6월 창업한 데 따라

실제로 연간 매출이 비교 가능한 1923년에 비해 각각 7배,13배가 늘었

다.

경성미술구락부 운 기에는 국 수입 골동품과 함께 개성에

서 도굴되어 온 자기가 주로 거래되었다.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부유

층 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은 고려청자 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운 기인 정 연간(1911-1925)에 고려

청자가 경매에 나오지 않은 것은 역설 으로 고려청자의 높은 인기 탓이

었다.이때도 고려자기는 개성에서 도굴품을 들여와 매하 으나 경성

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선보일 틈도 없이 고객들에게 선 매되었다.경성

미술구락부는 재 매인 경매와 함께 1차 시장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이

다.291)반면에 조선백자는 수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격이 무 렴

했고,값이 렴했기 때문에 인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이유로

설립 기에는 국 자기가 많이 거래되었는데,경성미술구락부 창립자

인 사사키는 국 골동품을 문 으로 취 했던 삼팔경매소 출신으로서

자신의 이러한 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 지에서 들여온 각종 유물

을 팔아 이익을 크게 남겼고 이는 반의 경 안정화에 기여했다.

고려청자가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를 통해,그것도 컬 터에게서

나온 재 매 물품으로 매가 시작된 것은 1925년부터이다.일본인 유명

수장가의 소장품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경성미술구락부 창업자 사

사키는 그 시기를 1925년 고 후쿠다(福田)의 유품과 미야무라(宮村),

성 의 모리(森) 련 물품 매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재 매

열기와 함께 고려청자의 인기는 정으로 치달아 1936년이 되면 주요 거

TabId=M_01_03_01#SubCont

290)표 출처:사사키 쵸지,앞의 ,pp.23-24

291)“삼팔경매소는 국에서 들어오는 골동들을 취 하고 있었기 때문에,미술구락부의

사원인 마츠모토(松本),마츠다(宋田)등은 때때로 국을 방문하여 각종 유물들을 들여

와 미술구락부의 경매에 부치니,회사의 업 성 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이 당시 고

려도기는 상무인 모리나 이 우치(池內)도 개성을 오가며 구입해 왔는데,이것들은 구락

부의 경매에서 선보일 틈도 없이 들여오는 로 고객들에게 매되었다.”사사키 쵸지,

앞의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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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상으로 떠오른다.창립 15년째인 이때부터 고려청자 등 고려시 의

유물이 여러 매출품 가장 우 를 하며 경성미술구락부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292)

경성미술구락부가 제도 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재

매시장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겨났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

다.사사키는 이에 해 체로 “ 정 년(1912년 이후)부터 말년(1926

년)까지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주해온 분들이 조선 고미술 고기물을

수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이런 것들을 수백 한꺼번에 구락부

의 경매에 부치는 일은 없었다.쇼와시 로 어들면,조선에서 오래 생

활하며 성공해 모국으로 돌아가거나,혹은 작고한 수집가의 소장품이 미

술구락부에서 매립되는 횟수가 늘어났으며, 한 이 시 에 조선고미술

품의 진가가 일반인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가격 역시 뛰어올라,

미술구락부의 경매라고 하면 조선고미술품의 매립이 떠오를 정도로 융성

기를 맞이하 다.”고 회고한다.293)

고려청자가 주로 거래되던 창기에 비해 백자가 거래되던 말기

에는 거래 총액이 몇십 배,몇백 배로 뛴다.고려청자에 비해 백자가 공

물량도 많아졌고,수요자가 늘면서 가격도 뛰어 경성미술구락부의 매

출 증 에 크게 기여하 다.

경성미술구락부의 성공은 다수의 주주인 일본인 골동상의

시장 향력을 가속화했을 것이다.경성미술구락부는 가격제의 정착,한

국 고미술품의 가치 제고,선진 업방식의 등 미술시장에 끼친

정 인 향이 지 않다.그 더라도 일본인 주로 흘러간 경성미술

구락부의 업 성공은 결국 ‘고려자기가 구 소유로 넘어갔느냐’에

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불법 유출 던 고려자기는 경성미술

구락부의 합법 인 매매를 통해 일본인,서양인 등 외국인 수장가에게

넘어갔다.정상 인 상거래의 결과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경성미술구락

부의 거래 자체가 고려자기 가격을 등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했기 때문

에 후발 주자인 한국인 수요자 개상의 고려자기 시장참여를 배제하

는 데 일조했다는 비 을 면하기는 어렵다.

292)사사키 쵸지,앞의 ,pp.41-42

293)사사키 쵸지,앞의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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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공간으로서의 람회

작품의 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장소로서 람회가 갖는 기능과

역할은 1920년 들어 강화된다.동시 작가의 작품을 거래해 주는

문 개상의 화랑 시스템이 정착되기 과도기 상으로 시가

이루어지는 람회가 그런 기능을 신하는 것이다.

람회가 잠재 구매 고객에게 미술품 쇼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작품의 거래가 성사되기도 한 것은 이미 1910년 부터의 일이다.

작품 매 장소로서의 람회는 공공 람 공공 매 행 로서,

이 의 근 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유통 시스템이다. 근 에서는 개

인 사랑방에서 소수의 커뮤니티에 속한 이들에게만 서화가 공개되고,그

런 기회를 통해 배타 으로 매되었다.공 시회를 통해 작품을

람하고 매하는 근 인 방식은 일본이 이식시킨 것으로 1910년에 선

을 보 다.1910년 3월 서울의 교 인근 통 에서는 황족 료들

이 소장한 옛 그림과 씨를 비롯한 골동품을 모아 한일서화 람회를 열

었다.이 람회는 일본인이 주도해 조선인 일본인 화가 20명이 참여

했다.당시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 이었고,출품 물건은 고문서류,옛

편지,고서화,옛 기물,진기한 서 ,옛 인보,옛 인장 등이었다.294) 이

후 1913년 6월 서화미술회 주최의 람회에서 보듯 시회에서는 고미

술품과 함께 당 화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어 구매 수요를 자극했다.295)

1920년 는 공식 (官展)이 출범하고,이에 항할 규모 민

간단체 이 시작되면서 람회가 갖는 그와 같은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정례화되었다는 에서 이 시기와 구분된다. 한 인지도 있는 여러

서화가들의 개인 도 서울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까지 활발하게 일어

나며 시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도 1920년 부터이다.

람회가 매 공간으로 더 주목받은 것은 1910년 생겨난 서

화 등의 작품 유통공간이 유명 서화가들의 작품을 매해주는 역할을

294)‘서화 람회’,『황성신문』 1910년 3월 10일자;‘서화 람회 통지’,『황성신문』

1910년 3월 11일자

295)‘만루 폭진명화(滿樓展幅盡名畵)’,『매일신보』 1913년 6월 1일자.이자원(李慈遠),

앞의 논문,p.2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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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

는 작가들의 욕구를 실제로 해소해 주는 공간으로서 람회를 활용한 것

이 아닌가 추정하게 한다.

서화 은 유명작가보다는 이하의 작가들이 그린,집안 장식

용이나 친지 선물용 혹은 기업 선물용의 작품을 매하는 공간으로

더 정착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으로 상품

을 진열하듯 매하다 보니 도식 인 기성품이 더 많이 매되면서 작품

의 수 이 하향 평 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이는 해강 김규진이 1920

년 무렵에는 고 서화 의 운 을 고,개인 으로 주문을 의뢰받아

매하거나 시회를 이용한 매에 더 주력한 것에서 확인이 된다.296)

작품 매 장소로 활용된 민· 의 람회에 해 고찰하고,이것

이 성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람회는 크게 조선총독부에

서 주도한 조선미술 람회와 이에 항하는 성격으로 민간의 여러 서화

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최한 서화 회 람회로 나 수 있다.특히 의

당선작은 이왕가박물 ,총독부박물 에서 구입하기도 하 지만,당선 자

체가 평 자본이 되어 작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 에서 매되는 작품

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되었다.297)화가가 업작가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등용문의 역할을 한 것이다.해강 김규진이 작품

매 수단으로 국 각지를 돌며 람회와 휘호회를 마련하는 등 유명

작가가 여는 개인 도 보편화되었다.

1)민· 람회

ⓐ 조선미술 람회(朝鮮美術展覽 )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제국미술 람회를 본떠 만든

규모 공모 인 조선미술 람회(이하 조선미 )는 일본이 이식시킨 근

인 작가 등용 시스템이다.1922년부터 1944년까지 23회 동안 지속된

이 시회는 당시 ‘선 (鮮展)스타일’을 낳으면서 미술 경향을 주도한

296)김규진의 ‘고 서화 ’에 한 신문기사는 1918년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으며,그가

1921년 6월 18일부터 1923년 9월 11일까지 쓴 『해강일기』에도 고 서화 에 한 언

이 없다.

297)이자원,앞의 논문,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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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공모 이라는 에서 작가들에게 미치는 향이 컸다.식민지 시기

에 조선에는 공 인 문 미술교육기 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미술 람회

는 미술의 경향을 선도하고 많은 미술인과 작가 지망생들에게 이름을 알

릴 수 있는 요한 기회가 되어 주었다.298)

조선미 은 작가의 등단과 작품 유통에 근 인 경쟁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공모 에 당선된 화가는 스타 작가로 부

상하고 그림 값이 격히 뛰는 등 조선미 은 화가에게 술계의 과거제

도처럼 출세를 보장받는 길이 되었다.조선미 은 동양화․서양화․조

각․서 ․사군자의 5개 부문으로 나 어 공모하여 시상했다.이 가운데

서 는 1932년에 사군자를 포함한 ‘서’부가 폐지되고 신 공 부가 신설

되면서 조선미 에서 소거되었다.299)

수상작가가 되는 것은 작가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문성을 사

회 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차가 되었다.입선작가,특선작가,추

천작가,참여작가 군으로 계가 세분화되면서 조선미 의 권 는 공고

해졌다.조선미 의 입상작 다수를 이왕가박물 ,일본 궁내성,조선총독

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례화되었으며,300)입상작이 엽서로 제작되어

매와 홍보 용도로 사용되었고,1925년부터 ‘즉매소(卽賣所)’가 설치되어

입상한 작가의 소품들이 팔려나갔다.301)조선미 당선 작품들은 부유한

개인 수집가들도 구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 졌다.제6장에서 후술하

겠지만,1941〜1944년까지 조선미 당선작 에서는 동서양화와 조각․

공 품을 망라해 상당한 작품이 팔려 나간 것으로 확인 다.구매자는

기업가나 상업,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컬 터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이

는 조선미 막바지의 기록이기는 하나 기부터도 개인 구매가 있을 것

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동아일보는 1938년 11월 자사 강당에서 열린 이

인성 개인 을 홍보하는 기사에서 그의 화력(畵歷)을 소개하는데,조선미

298)목수 ,「조선미술 람회와 문명화의 선 」,『사회와역사』 통권89호,한국사회사

학회,2011 ,p.87

299)김 숙,「근 기 서·사군자 의 변모」,『한국미술의 자생성』16호,서울:한길아

트,1999,pp.469-490,박계리,앞의 박사학 논문 p.36재인용;목수 ,앞의 논문,p.

92

300)‘미 출품화 매상품(買上品)결정’,『동아일보』 1932년 6월 10일자

301)『매일신보』 1925년 6월 2일자.김 숙, 의 논문,p.159재인용.즉매 에 진열

한 작품 에서는 서양화가 호기심 차원에서 많이 팔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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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경력과 함께 ‘이왕가매상(買上,구입)’,‘궁내성 매상’등 구매자

도 언 하고 있다.그 에는 1934년 제13회 조선미 무감사특상을 받

은 ‘추일(秋日)’의 구매자로 박흥식(朴 植)씨가 나온다.302)박흥식의 직

책에 해서는 언 하지 않고 있지만 화신백화 경 자인 박흥식이 아

닌가 한다. 같은 기사에서 1936년 제15회 조선미 당선작 ‘산곡(山

谷)’의 소장자로 임무수(林茂樹)가 언 되어 있다.조선미 은 아니지만,

이인성이 1934년 일본 화단의 ‘풍회(光風 )미 ’에 무감사 출품한 풍

경화의 구매자로 일본인 이토 마사요시(伊藤正義)가 언 되어 있다.이

는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공모 당선이 그림 매의 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 다.

조선미 은 해마다 2만∼4만 명이 람하고 신문과 잡지를 통해

선 되는 장이었기 때문에 화가들에게 미치는 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

다.303)1922년의 제1회 조선미 입선자 에서 안 식(安中植)조석진

(趙錫晋)등 기존의 가들뿐 아니라,신인이었던 최린(崔麟)지운 (池雲

英)변 식(卞寬植)노수 (盧壽鉉)이용우(李用雨) 은(玄檃)오일 (

吳一英)김은호(金殷鎬)김윤보(金允輔)고희동(高羲東)이상범(李象範)

이한복(李漢福)등이 있는데,이들은 모두 조선미 수상을 계기로 스타

작가로 발돋움했다.304)특히 수상이력은 하나의 랜드가 되어 시를

통해 작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청년화가인 노수 과

이상범이 이듬해인 1923년 서울에서 시를 가진 것이 표 인 이다.

당시 신문은 11월 4일 보성학교에서 열린 이 시를 미리 알린 데 이어

당일에는 이상범의 작품 사진을 실어주는 한편,이들의 수상경력을 강조

했다.305) 은 청년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는 개막 출품작의

90%에 달하는 50 의 작품이 약 매되었다고 한다.306)김은호의 경

우도 조선미 제1회에서부터 입선하는 등 화가로서의 명성이 커지면서

302)‘이인성 개인 성황’,『동아일보』1938년 11월 5일자."동(소화)九年 조선미 제

13회,화제(畵題)추일(秋日)무감사특상 박흥식씨(朴 植氏)장(藏),정(庭),화(花)“라고

고 있다.그 해 조선미 도록에는 이인성의 작품 세 이 실려 있다.임무수林茂

樹),이토 마사요시(伊藤正義)의 구매 사례도 신문에 같은 방식으로 있다.

303)목수 ,앞의 논문,p.110

304)‘미 입선’,『매일신보』 1922년 6월 1일자

305)‘원의 두 명성이 역작한 백폭 산수의 람회’,『매일신보』 1923년 11월 4일자

306)목수 ,「1930년 경성의 시공간」,『한국근 미술사학』 제20집 ,한국근 미

술사학회,2009,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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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민의 요청에 의해 1923년 7월 평양에서 시회를 갖기도 했

다.307) 김규진은 조선미술 람회 심사 원을 맡아 참고품을 출품한 이

듬해인 1923년에 이왕직으로부터 수십 매의 묵죽화를 주문 받기도 했

다.308)

서양화가 에서도 조선미 출신의 10 서양화가인 이인성,

김인성,심형구,김 ,정 웅,김종태,나혜석,김용조,선우담,박 선

등이 있다.이인성,김인성,나혜석 등이 스타로 부상했는데,이와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수상경력이 크게 작용하 음은 물론이다.

조선미술 람회가 식민지 상황에서 제도권 진입의 핵심 코스

지만 그럼으로써 화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한 반발도 이었다.김용 이

1927년에 쓴 ‘무산계 회화론’이 역설 으로 이를 말해 다.그는 이

에서 “조선미 에 아유(阿諛,아첨) 인 출품깨나 하고 xxx의 심사에 더

없는 만족을 느끼는 화가 제군이,이 무산계 의 회화론을 보내는 이 동

기를 홍소(哄笑)하는가.공명(共鳴)하는가”라고 비 했다.309)이어 향토미

술에 해 언 하는 듯 “그 네가 넘어져가는 조선을 안 (眼前)에 보면

서,많은 빈민계 이 기한(飢寒)에 우는 참상을 보면서,그리고도 시 를

알지 못하고 자기 향락과 아편 독자의 심리로 실을 도외시하고 은피

하는 것이 가할 로 짐작하는”이라고 꾸짖는다.310)이런 이유로 동서양

화 화가들 에는 조선미 에 한 이탈도 생겨난다.반(反) 을 표방

하는 재야 작가들의 노선도 있지만 수상 결과에 한 불만으로 불출품을

결정하는 경우가 지 않았다.311)

ⓑ 서화 회 람회

민간 시의 표는 종합미술 이라고 할 수 있는 서화 회 이

307)‘김은호씨 서화 람’,『동아일보』 1923년 7월 7일자 .이당 김은호씨가 평양 민

제씨의 요청에 의해 불일간 서화회를 개최할 터라고 소개하고 있다.

308)김소연,「김규진의 『해강일기』」,『미술사학논단』 통권 16,17호,한국미술연구

소,2003,p.397,425

309)김용 ,『민족미술론』(근원 김죵 집 제 5권),서울:열화당,2001,p.40

310)김용 ,앞의 책,pp.40-41

311)조선미 의 심사에 한 불만으로 불참한 작가로는 허백련,변 식,이용우,노수

등을 들 수 있으며,고희동,김 호의 불참도 심사기 에 한 불만이 큰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김 숙,「조선미술 람회의 양식: 東洋畵部를 심으로」,『한국근

미술사학』 제15집 ,한국근 미술사학회,2005,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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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화 회 은 1921년부터 1936년까지 지속되었다.서화 회 은 통

서부(書部)와 동양화,서양화까지 여러 장르를 아우른 것은 물론,당 의

유명화가와 신진 등 세 를 아우른 시 다.단체 의 시 가 1920년

부터 열렸는데,동서양화 등 장르를 아우르고 세 차이를 두지 않는

종합미술 이 민간에서 주도되었다는 것은 화가들의 지 격상과 스스로

를 문가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제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화 회는 서화계의 양 산맥이었던 안 식과 조석진 심의

서화미술회( 신 경성서화미술원)와 김규진의 서화연구회가 합쳐져 1918

년 5월에 발족되었다.참여자로는 안 식 조석진 김규진 외에 오세창 정

유 정학수 김돈희 등 당시 서화계의 가들이 망라했다.신진세 들도

포섭해 서양화의 고희동,동양화의 이도 김은호 노수 이상범 이용우

를 아우르고 평양 화단의 김 호 김찬 김유택, 구 화단의 서병오

(1862-1935)서상하(1864-1949),당시 20 로 일본 동경 유학생인 한국화

가 이한복(1897-1940),서양화가 장발(1901∼2001)까지 망라했다.312)이

런 범 한 참여는 서화 회의 설립 취지를 ‘신구서화계의 발 ,동서미

술의 연구’에 둔 것에서 알 수 있다.

서화 회는 안 식과 조석진 등 1,2회 회장이 각각 1919년,

1920년 연이어 사망하는 등 내부 혼란이 있었으나,이도 고희동 등 간

사 심으로 진열을 가다듬어 1921년 4월 제1회 서화 회 을 열었다.

시에는 그림 78 과 서 30 이 진열되었는데,이 안에 유화로는 나

혜석,고희동 등의 작품 8 이 시 다.서화 회가 통 서화가의 독무

가 아니라 서양화를 아우르는 형식인데,동양화를 본류로 하면서 서양

화라는 첨단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형태 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2회

람회는 1회에 비해 출품작도 20여 이 늘었고,참 인원수만 년의

배인 3400여 명이나 되는 등 상당히 호황을 이룬 것으로 당시 언론에 소

개되고 있다.이때 람회 장에서는 상당수의 그림들이 팔려나갔다.

재 이도 의 < 계(金鷄)>가 최고가에 팔려나갔고,이당 김은호의 미인

을 그린 그림도 고가에 팔렸다고 신문은 하고 있다.[도 37] 그러

나 구체 인 그림 가격에 해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313)

312)박계리,앞의 박사학 논문,p.63

313)‘호성 (好成績)의 서화 ’『동아일보』 1922년 4월 1일자.“지난 18일부터 시내 보

성 고등보통학교에서 열린 서화 회 주최의 서화 람회는 30일에 마치었는데, 번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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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계 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서화 회 람회는 최 의 근

종합미술 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해마다 람회를 개최하며 1936

년 제15회 서화 회 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지하기까지 15회에 걸쳐

매회 100 내외 작품이 출품되는 등 시가 계속해서 열렸다.1922년

일제에 의해 창설된 성격의 ‘조선미술 람회’의 향력이 커지면서

1930년 들어 힘을 잃기는 하 으나 ‘조선미 ’의 항마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았다.314)

서화 회 이 시 출품자에게 희망가격을 명시하라고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시 자체가 작품 매에 큰 목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7년 10월 2일자는 ‘서화 람회 월에 개최’라는 제

하의 기사에서 “서화 회 제7회 람회를 오는 10월 20일부터 개최하리

라는데 회장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면서 작품 출품자에게 ‘가격 기

하(記下)를 기술’해서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315)

ⓒ 개인

화가 개인들의 람회도 1920년 부터 활발하게 열리기 시작했

다.당 스타 작가 던 해강 김규진이 표 인 사례이다.그가 1921년

6월 18일부터 1923년 9월 11일까지 만 2년여 동안 순한문 행· 서로 쓴

 해강일기 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람회와 휘호회 횟수가 증가한다.

1919년과 1920년 1건 정도 보이는 개인 람회(휘호회)는 1921년

에는 연 4회,1923년에는 연 10회로 늘었다.특히 1923년 6월부터는 연말

까지 상주,경주, 구,해인사,고령,진주,하동,통 ,부산 등 12차례나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성황리에 람회를 가졌다.316)김규진은

된 수는 작년보다 20여 이 많았고,참 한 사람이 3400여명이나 되었다.작년 람회

때보다 배 이상 람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서화에 한 취미가 많아짐을 알 수 있겠고,

출품된 그림 회장에서 팔린 것도 많았는데,그 에 재 이도 의 계(金鷄)라는

그림이 제일 고가로 팔리었고,이당 김은호 씨의 미인의 그림도 고가로 팔리었다.”

314)김용 ,『근원 김용 집』 5,1936년에 『삼천리』 11월호 기고한 ‘제11회 서화

회 의 인상’에서 그는 그 이유를 혹자는 명 에 취하여 더 훌륭한 기 으로 달아나고,

혹자는 세력다툼으로 질투로 탈출하고,혹자는 권태에 자멸하고,혹자는 마작에,혹자는

유탕에,이러한 등등 상은 패잔한 사회의 필연한 상인 동시에 ‘ ’의 부진과 침체

를 반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고 있다.pp.251-252

315)‘서화 람회 월에 개최’,『동아일보』 1927년 10월 2일자.

316)이성혜,「서화가 金圭鎭의 작품 활동과 수입」,『동방한문학』 제41집,동방한문학

회,2009,pp.207-208



-125-

매 수단으로서 각종 시회와 석상 휘호회를 스스로 열었지만 다른 화

가의 시회도 자주 람하 다.1923년 5월 20일 일요일 일기에는 두

곳의 람회를 다녀왔다고 하고, 29일에는 서화가 이병직과 함께 조

선미 이과 (二科展)을 람하고 돌아왔다고 고 있다.317)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1914년 평양의 기성서화회 이래 1922

년 구의 교남서화연구회,개성의 송도서화연구회 등 여러 서화단체가

결성되어 이들 단체에 의한 시회가 열렸다.송도서화연구회는 황종하

(黃宗河,1887-1952),황성하(黃成河,1891-1965),황경하(黃敬河,1895-?),

황용하(黃庸河,1899-?)사형제가 심이 되어 설립된 서화교육기 으로

이들 사형제는 1921년 군산,1922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시회를 열

기도 하 다.318)1923년 공공건물인 경성 부민 에서는 30 가(大家)산수

화 이 열렸다.319) 시공간이 부족해서인지 1920년 에는 표구사에서도

람회가 열렸다.표구를 해 으로써 매매의 이 을 살리기 한 목 으

로 보인다.한양표구사는 김홍도 심사정 김정희 안 식 등의 작품으로

시를 하고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즉석에서 매매”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와 함께 매를 했다.320)

이들 개인 람회가 작품 매의 장소 다는 사실은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토 로 작성한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1)우선 람회는

지역민들의 발기로 하루만 개최되는 것이 보통인데,이는 유명 서화가들

에게 작품 매 기회를 제공하기 해 사 에 구매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특히 김규진의 공주구락부 람회 기사에는

람객에 해 ‘찬성자’라는 표 을 썼는데,이는 곧 회비를 내고 람회

에 찬성한 사람은 그의 그림에 한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라는 의미

로 해석이 된다.

317)김소연,앞의 논문,pp.425-426

318)이성혜,앞의 책,pp.94-99

319)목수 ,앞의 논문,p.105

320)이자원,앞의 논문,p.27

321)서화 람회를 서화 매매의 장으로 먼 주목한 이는 연구자 이성혜이다. 본 논

문은 이를 발 시켜 왜 당시에 서화 람회를 매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주목하며 이것이 1930년 개상에 의한 문 인 화랑의 출 으로 가는 과도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이성혜,앞의 책,pp.164-176.표는 서화미술 람회,김우범,김유탁,

김규진의 람회는 이성혜의 연구 성과를 토 로 했고,필자가 추가로 자료를 발굴해 보

강하 다.이성혜,앞의 책,p.82,167,168,170,171,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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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람회에서는 체로 회비를 받았다.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참석자에게 받는 회비는 참석자에게 시된 그림을 제공하고 받는

그림 값이다.김규진의 람회에서 반복 으로 나오는 회비 4원이라는

액은  해강일기 를 토 로 할 때 그의 묵죽 1매 가격은 통상 5원이었

으므로 박리다매의 시여서 보다 싼 값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

다.322)김윤보의 시회 기사에서는 회비에 해 “회비는 지본 척오

화(蜜畵)에 5원,지본 반 에 4원”이라고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다른

그림 값을 받고 있다.323)입장료,즉 그림 값이 좀더 비싼 사례도 나오는

데,1922년 김성수,송진우 등이 발기해 보성학교 강당에서 열렸던 허백

련화회의 입장료는 15원,25원 두 가지 다.324)이들 화가들이 유명세에

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시기임에도 이 게 입장료가 차이가 나

는 것은 그림의 크기에서 비롯된 차이가 아닌가 한다.

셋째 참석 약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즉석 휘호를 통해 모자

라는 부분을 벌충하 을 것으로 보인다. 체로 람회에서 석상휘호가

병행된 것은 이런 이유로 보인다.이런 석상휘호는 한국화 시에서 공

통 으로 나오는데 유화의 경우 물감이 더디 마르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국화는 즉석 제작이 가능해서 임기응변의 수단으로 활

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이나 그룹 과 달리 기량이나 지명도,연륜이 다른

화가들이 함께 람회를 하는 단체 ,즉 서화 회 람회의 경우는 작

가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가격을 미리 어내라고 했던 것 같

다.이는 본격 화랑이 출 하기 에 람회를 작품 매의 장소로 활용

하기 해 채택한 시스템으로 보여진다.

322)1923년 5월 25일자.이일당(이완용)이 사람을 보내어 묵죽 4매를 청구하고 20원

을 보내왔다.김소연,앞의 논문,p.42

323)당시 람회 참가자에게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그림을 제공하 다.‘서화 람회 호

황’,『동아일보』,1926년 1월 8일자.“원 을 북청군에 둔 서화가 청 형윤(靑坡全亨

胤)씨의 특지(特志)로 경북 청도구읍 도주학원을 한 자선서화 람회를 4일 하오 1시부

터 동 학원에서 개최하 는데,총 회원 125인 117인이 보통회원,8인은 특별회원으로

공 액은 약 340여원에 달하야 실로 성황리에 동 5시경에 폐회하 는데,당일 참석치

않은 회원에게는 후원 측에서 호별 방문하야 서화를 달할 터라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회원에게는 그림 제공이 있었다.

324)이구열,「한국의 근 화랑사 5」,『미술춘추』no.6,1981,한국화랑 회,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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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화 시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서양화가들의 시는 1910년 후반부터

있어 왔으나 본격 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 부터라고 할 수 있

다.1920년 이 귀국한 고희동,김찬 ,김 호 등은 화가로서의 작품

활동이 부진하 으나 1920년 귀국한 유학 가 심이 되어 1920년

반 이후 서양화 개인 이 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기 시작했다.경

성에서 열렸던 한국인 최 의 서양화 개인 은 한국 첫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이 1921년 경성일보사 내청각(來靑閣)에서 3월 18-19일 이틀간 가

진 시회이다.325)나혜석은 이후 1923-1927년 개인 을 가졌으며,정규

익 개인 (1924,서울),김 개인 (1924,서울),동아일보 주최 구화가

(1925,서울),경성일보 내청각 홍재만 개인 (1925.6),박명조 개

인 (1925, 구),서동진 개인 (1927, 구),강신호 유작 (1927,서울

천도교기념 ),제2회 서동진 개인 (1928, 구),도불화가 이종우 귀국

(1928.11,서울 동아일보사)등이 이어졌다.326)

서양화 시와 련해서는 일부의 성공 사례가 일반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지 할 필요가 있다.나혜석이 20세 때인 1921년 가진 첫 유

화개인 은 람객 5000여 명이 몰리는 성황을 이루었다.진열작 70

20여 이 고가로 팔렸고 <신춘>은 경쟁 속에서 거 350원에 팔렸

다.1920년 순사 본 이 34원, 임 월 이 조선 사람 120원,일

본 사람 192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서민층의 1년치 연 ,고 공무원

의 2,3달치 월 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이다.327) 1921년 당시 경성

325)나혜석은 1927년 6월 부군 김우 과 동반 세계일주 여행을 갔는데 당시 김우 은

일본 외무성 하 만주 안동 사 부 사를 지냈다.이구열,『나의 미술기자시 』,

서울:돌베개,2014,p.192

326)1920년 이 에 귀국한 서양화가는 고희동(1915년),김 호(1916년),김찬 (1918년 ),

나혜석(1918년)등 4명이다.이들의 1920년 작품 활동은 미미했다.고희동의 경우 동양

화 쪽으로 방향을 돌아섰다.김 호는 1916년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수석으로 졸업하

고 귀국한 그해 12월에 고향인 평양에서 첫 개인 을 성황리에 개최한다.그러나 조선미

제2회 에 <호수>를 출품해 단순히 입선에 머물 고,이후 조선미 출품 등 공식

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김찬 도 평양에서 김유방(金惟邦)이라는 필명으로 문학비

평 활동을 할 뿐 작품활동을 하지 않았다.나혜석은 문학활동과 미술교사 활동을 병행하

다가 조선미 이 개설되자 매년 의욕 으로 작품을 냈다. 기는 주로 만주 안동에서 출

품하며,4등,3등,특선 등을 차지하다가 11회에 무감사까지 오르게 된다.그러나 이혼 등

가정사 문제로 이후는 에 띄는 작품활동을 하지 않았다.이 희,「 기 서양화 정착

에 한 연구 기 서양화 정착에 한 연구 :조선미술 람회를 심으로」,『한국근

미술사학 제16집』,한국근 미술사학회 ,2006.상반기,pp.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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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성 내 조선인 호수 3만 7000호 연 소득 400원 이상인 가구가

체의 3분의 1인 1만 1600호에 불과하 던 을 감안하면 서민층의 연

소득에 맞먹는 그림 가격이다.328)

나혜석 시회의 성공은 사실상 에게 첫 선을 보이는 서양

에서 배워온 유화 개인 이라는 데 한 호기심과,그녀가 사회 명사

라는 사실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이 그림을 구매해 간 사람에

한 정보는 없지만 남편 김우 이 외무성의 외교 등을 지내는 등 서울

의 상류층 인사여서 그와 네트워크가 있는 상류층 인사들이 구매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329)즉 유화가 갖는 상품성에 주목한 구매가 아니라 인

네트워크에 의한 구매 을 것이다.

2)과도기 특성

에서 보듯 람회를 가진 화가들은 한결같이 당 의 유명 서

화가들이나 도유망한 작가들이다.김규진의 경우 제1회 조선미 의 심

사 원으로 참여해 참고품으로 작품을 출품하 고,김윤보 역시 조선미

입선 이 에 일본 문부성 미술 람회에 입선이 된 바 있는 력이 입

증된 작가 다. 이상범,노수 ,김은호 등도 시회 개최 당시 청년

작가 지만 조선미 입선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등 스타 작가로 발돋움

하는 차여서 이들의 작품에 한 구매의사를 가진 잠재 수요층은 넓다

고 야 할 것이다.

327)‘순사 개정’,『동아일보』 1920년 9월 20일자;‘무차별인가? 차별인가?’,『동

아일보』 1920년 6월 2일자. 임 은 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갖고 공개경쟁시험인

보통문 시험에 합격한 자 에서 임용되었으며 오늘날의 6 이하 하 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행정학사 』에 따르면 조선말부터 제변경으로 2품까지를 칙임 ,3품

부터 6품까지를 주임 ,7품부터 9품까지를 임 으로 변경했다.칙임 은 재 총리부

터 차 까지,주임 은 1 부터 5 까지, 임 은 6 이하인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이종수 엮음,『행정학 사 』,서울: 문화사,2000,p.290,325,341

328)‘제일은 민 휘 子’,『동아일보』 1921년 8월 18일자.기사는 경성부가 1년에 400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학교비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29)나혜석의 남편 김우 은 1928년(나혜석 당시 32세)부부가 유럽을 거쳐 미국 여행

을 하던 뉴욕의 재미 조선인 송년 티에 참가했다가 친일 라는 이유로 피습되기도

했다.약 21개월간의 세계일주여행은 1920년 조선사회에서 획기 인 것이다.이후 김

우 은 변호사 개업을 했고 나혜석이 34세이던 1930년 이혼했다.윤범모,『화가 나혜

석』, 암사 ,2005,pp.3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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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들어 그림 유통 공간으로 서화 이 생겨났으나 이곳에

서 매되는 작가들과 이들 상 작가군은 차별화될 필요가 있었다.이

런 상황에서 람회는 화가들이 많은 구매 고객을 한꺼번에 만나 다량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결국 분업화를 통한 문 개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람회

는 상 화가들의 작품을 매해주는 효과 인 통로가 되어주었던 것이

다.김규진,김유탁 등 유명 서화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이나 혹은 자신들

과 비슷한 등 의 화가들의 작품을 매하기 해 각각 서화 을 차렸지

만 창작활동을 하면서 개상을 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특히 김

규진은 조선미 심사 원으로 활동하며 그림 주문이 려들어 개상의

일을 병행하는 것은 무리 던 것 같다.이들이 차린 고 서화 이나 수

암서화 에 한 기사가 1920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은 개상으로

서의 활동을 고 창작에 몰두한 때문으로 보이며,특히 김규진은  해강

일기 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작품 매 방법으로 개인 주문을 받는 것

과 함께 람회를 집 으로 활용했다.

람회는 개별 주문을 받을 때보다 한꺼번에 많은 고객에게 노

출할 수 있고 신문기사를 통해 홍보도 되면서 작가의 그림가격을 올

릴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여러 고객들에 집단 으로 그림을

매할 수 있는 이 이 있기 때문에 고객 몰이를 해 할인 마 이 사

용되기도 했다.상업 인 감각이 뛰어났던 김규진은 1922년 3월 15일에

는 붓을 잡은 지 5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서화 람회를 비하면서 특

별히 병풍 50 을 반액에 매한다고 밝혔다.330)

람회가 작품 매 장소로 각 받은 것은 동양화뿐 아니라 나

혜석의 시회 사례에서 보듯 서양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다만 서양화

의 장르 특성상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는 석상휘호는 할 수 없었고,매

난국죽 식으로 규격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작품마다 가격이 달리 매겨졌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문 화랑이 생겨나기 에 람회는 유명 서화가의 그림을 배

타 으로 매하는 일종의 ‘리미엄 그림시장’역할을 하 던 것이다.

330)김소연,앞의「김규진의 『해강일기』」논문,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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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격제와 가격 논리의 작동

명령경제나 후원경제 던 근 와는 달리 근 의 경쟁 인 시

장경제 하에서 시장 참가자인 수요자,생산자, 개자는 가격을 매개로

해서 이윤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가격은 물물교환이 아닌 화폐가격으로

표시되는데,재화 는 용역의 가격이 형성되면,그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에게 신호의 역할을 한다.즉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는 그 재화의

소비를 이고 체재를 찾을 것을,생산자에게는 생산을 늘릴 것을 고

려하라는 신호가 된다.331)

1920년 가 되면 한국의 미술시장에서는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미술품 가격제가 정착되고 수 논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

는 등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미술품 가격제의 정착은 1910년 이왕가박물 ,조선총독부박물

등 (官)에서 미술품을 화폐 단 로 구입하며 기 가격을 제시하고,

1920년 반 등장한 경성미술구락부에서 골동품과 고서화가 경매되며

낙찰가가 공개되는 것 등 미술시장에 등장한 여러 제도들이 ‘미술품=정

액 가격’의 인식을 형성시킨 데 따른 것이다. 각종 개인 람회를 통해

서도 그림이 일정 가격에 매되고,특정 작가의 그림은 특정 크기가 얼

마라는 인식이 미술 수요자와 생산자 사이에 암묵 으로 공유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격 메커니즘은 미술시장에 ‘신상품’으로 등장해 주로 일

본인과 서양인들에게 팔렸던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인기가 많아져 가

격이 오르자 새롭게 체재로 부상하기 시작한 조선백자 등 고미술품 거

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하지만 근 에 선물이나 식사 혹은

술 으로 사례를 신하던 동시 의 서화작가의 작품에도 가격제가 서

서히 정착되기 시작한다.고려청자 등 고미술품의 가격 변화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도 다루기 때문에,여기서는 동시 서화 시장에 해 언

하고자 한다.

331)박은태 편,앞의 책,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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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해강 김규진이 ‘고 서화 ’을 차리며 미술품 정액가격제

를 의미하는 윤단제(潤單制)를 실시할 때만 해도 논란이 많았다.이는 화

가가 그려 서화에 해 종이, 등의 물건으로 사례를 하거나 거나한

식사 으로 신하던 것이 행이어서 그림에 상품처럼 가격을 매겨

는 것이 온당하냐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그림을 팔아 생계

를 유지하는 민간 직업화가의 시 가 공식 개막된 지 20년 정도밖에 되

지 않아 인식의 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1912년 서화미술회

졸업생으로 업작가의 길을 걷고 있던 김은호가 친일 료 송병 의

상화를 그려주고 50원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만 해도 물건으로 받

는 행은 잔존해 있던 시기 다.김은호는 같은 해 동학의 교주 수운

최제우와 2 교주 최시형의 정,동학의 분 던 시천교의 교주 김연

구의 상을 신 좌상으로 그려 뒤 돈 50원과 함께 가집(236원),

장작, 1가마 등을 받았다. 춘화의 작품 값 신 기생집에서 술을

얻어먹기도 하 다.332)

김규진의 개인기록인  해강일기(海岡日記) 에서는 고 서화 에

한 구체 인 언 이 없다.고 서화 은 김규진이 1920년에 천연당사

진 폐업과 함께 타인에게 물려주고 서화가의 한 길로 나아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20년까지 사진 과 함께 운 되었음을 알 수 있다.333)이

곳에서 운 된 윤단제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해강일기 와 당

시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로 미루어 보아 재료의 종류,그림의 크기,화

목의 종류,장정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가격을 매겼을 것으로 짐작된

다.334) 고객으로부터 선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방식으로 매했다.

그러나 1922년 서화 회 람회를 앞두고 출품자에게 희망가격을

어 보내라고 주최 측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1920년 기만 해도 이

332)이성혜,앞의 책,pp.150-151

333)사진 업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고 서화 도 타인에게 물려주고 해강은 오직

서화가의 한길로 나가기 해 1920년이 이 큰 집을 처분하고 壽進博洞(지 의 종로구

수성동)에 있는 큰 집으로 이사했다.서재원,「해강 김규진(1868-1933)의 회화 연구」,

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2008,p.17,김청강,『동양미술논총』,서울:우일출 사,

1991p.31재인용

334)해강 김규진은 윤필료와 련 청나라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그가 청

나라 유학시기 교유했던 오창석이 실시한 윤필료 제정 방식을 보면,당편( 扁),재편(齎

扁), 련( 聯),횡직폭(橫直幅)등 형태와 장정에 따라 값을 달리 했다.최 미,「근

상해 미술시장 연구」,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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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서화가들 사이에 ‘그림 가=화폐’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야 한다.1921년 6월 1일부터 1923년 9월 11일까지 2년여 동안 김규진이

쓴  해강일기 를 토 로 할 때 [표 6]에서 보듯 그는 개인의 주문을 받

을 때도 거의 정액의 그림 가격을 지불 받았다.335)

10여 년 사이에 그림을 구입할 때 정액의 화폐로 가를 지불하

는 문화가 미술시상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유명 서화가의 1일 그림시

장 격인 람회가 앞 장에서 언 한 것처럼 성행하면서 그림은 돈을 주

고 사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1930년 반으로 가면 시를 통한 작품 매는 더욱 활발해

지는 듯하다.2인 을 가진 한국화가 이상범과 이여성은 소품 을 열면

서 작품을 매한다는 고를 미리 내보내 객이 1000여 명이나 몰렸

고,출품작 100폭이 모두 약 매되기도 했다.작품 매용 소품 은

1930년 반 이후 주로 허백련 김기창 이상범 김은호와 같은 유명 동

양화가들을 심으로 개최되었다.1935년 심 안 식,소림 조석진의 그

림은 표구한 것이 30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336)

1930년 반으로 가면 서양화가 에서도 유화의 크기에 따른

호당 가격제를 도입한다거나 작품 매를 해 고를 내보내는 등 화가

들의 작품 매에 한 인식이 더욱 극 으로 바 다.이인성(李仁星,

1912-1950)은 호당 가격제를 도입하여 수채화 1호당 10원,유화는 4호까

지 호당 10원에 매한다는 신문 고를 내기도 했다.이 당시 이러한 소

품 은 작가들 사이에서 그 상업 성격에 한 비 이 나오기도 할 정

도로 동시 서양화가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상으로 자리를 잡는다.337)

가격제의 정착과 시회를 통한 작품 매는 화가들이 업작가

335)표는 이성혜의 논문에 나온 김규진의 작품 주문 수입 황을 참고해 만들었다.

이성혜,앞의 논문,pp.215-220

336)최열,『한국근 미술의 역사』,서울:열화당,1998,p.403

337)“무릇 개인 을 하는 목 이 특히 소품만을 진열하는 것은 개 작품만을 팔겠다고

내놓은 것,비록 얼마의 가와 교환하여 작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수 의 落筆로 족

한 소품이라도 그 작품에 하여는 술 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작품을 구하는 자

로는 한 돈을 내놓게 할 진 자기의 술을 무 아낌도 한 의리는 아닐지니 술

안목이 부족한 자를 하여 그렸다고 술 가치가 부족함을 슬그머니 벌려놓고 자

안(自安)을 가질 수 있을까.”구본웅,‘무인(戊寅)이 걸어온 길:미술계(하), 년의 이채

는 吳 金 二人畵集 」,『동아일보사』 1938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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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정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해강 김규진은 극

히 성공 인 사례인데,연구자 이성혜가 그의 일기를 토 로 개별 주문

소화와 람회 수입 등을 통해 연간 수입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김규진

은 월별로 게는 45원,많게는 3000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338)스타

화가인 김규진은 업화가로서 완 한 경제 자립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로는 고가의 사치품인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1923년 쎌푸 사 경성지 의 포드 자동차 가격 할인

고[도 38]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 1 가격은 종류별로 1200원,1220

원,1590원에 달했다.339)

1920년 가 되면 미술시장에 가격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며 근

시장의 양상을 더욱 뚜렷이 한다.골동품시장에서 는 경성미술구락

부 경매에서 수요 공 의 논리에 따라 고려청자 가격이 치솟고 품귀 상

을 보이면서 가격 논리가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 다.동시 작가들이

그린 서화에서도 유명 작가의 그림 가격이 일반 작가에 비해 높게 형성

되어 이것이 정찰가격으로 표시되고,같은 작가라도 수상 경력 등의 이

력이 붙을 경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등 가격 논리가 작동하는 정황들이

나타난다.

가격 논리에 따른 미술시장의 움직임은 당시 최고 수 의 인기

를 렸던 해강 김규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당시의 미술시장에서 가

격이 형성되어 미술시장 참가자의 거래 동기에 향을 미치고 있음은 신

문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사회의 주요 상을 다루는 신문의 속성상,

일일이 주요 미술품의 가격 추이를 소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액에 하

여 미술시장에서 작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1920년 후반이기는 하지만 신문에 소개된 시 의 사군자 가격

은 1원 20 에 불과했다.340)아마도 1920년 반의 시장가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보다 더 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이런 사군자의

가격은 인기 작가 던 해강 김규진이 1921-1923년 개별 주문을 받을 때

338)이성혜,앞의 논문,p.225

339)‘포드 자동차가격 특별 락(低落)’,『동아일보』 1923년 11월 7일자.

340)‘鮮展をあるく’,『경성일보』 1929년 9월 4일자.이 기사는 담의 형식을 빌어 시

에서는 1원 20 밖에 하지 않는 사군자 작품이 조선미술 람회에 다른 작품들과 나

란히 시되고 있음을 비 하고 있다.김소연,앞의「김규진의 『해강일기』」논문, p.

397



-134-

묵죽 1매당 5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 의 낮은 가격이다.

당시 그는 이완용에게 매한 묵죽 4매 가격으로 20원(1923년 5월 25

일),일본인 스즈키 긴지(銓木銀次)의 주문 서 작품 5폭에 25원(1922년

2월 25일)을 받았는데,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그가 정한 그림 가격은

서화 1매당 5원으로 보인다.시장에서 화가의 역량과 이에 따른 인기도

에 따라 그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가격 기제가 작동하 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수상작이나 수상작에 하는 작품은 비

싸게 거래되고 수상 이후에는 몸값이 뛰는 상도 나타났다.김규진이

1922년 조선미 에서 심사 원으로 청을 받자 수상경쟁을 하는 작품의

출품 신 참고품으로 작품을 내놓았는데,이 가운데 < 서>는 총독부

에서 장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해 구입했다.이때 김규진은 < 서>

를 포함한 2 의 매 으로 90원을 받았다.341)[도 39]1 당 45원

으로,이는 평소 받던 액(5원)의 9배나 되는 것이다.조선미술 람회

출품이 화가에게는 그림 값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통로 음을 보여

다.김규진은 1922년 3월 10일 총독부로부터 평화박람회 참고건 서화 2

매의 주문을 받고는 좀더 높은 가격인 200원을 받았다. 김규진이 조

선미 제2회(1923)어매상된 <17체 법서>8폭 병풍을 1700원에 매하

고,조선미 제10회(1931)에 내놓은 <난죽병(蘭竹屛>은 500원에 팔렸

다.342)1922년 공립보통학교 한국인 교원(훈도)의 월 은 남자 52원,여

자 48원이었다.343)

김규진뿐 아니라 1회 조선미 에 입선된 평양 화가 일재(一齋)

김윤보(金允補)는 이에 앞서 동경에서 열린 문부성 람회에 두 폭이 입

선되었는데,당시에 한 폭에 수백 원씩을 받고 매하 다고 한다.344)

요즘처럼 작가들의 그림 가격이 인지도가 높은 미술상 수상 등

을 계기로 상승하는 것과 같은 가격 메커니즘이 이미 1920년 에 존재하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41)김소연 ,앞의 논문,pp.390-391

342)김소연,앞의 논문,p.391

343)국가통계포털(kosis.kr)활용.홈페이지 내 국내통계→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

→교육·문화·과학→1911-1933공립보통학교 교원자격 참조

344)‘조선 풍속화를 산수화와 함께 출품한 평양화가’,『매일신보』 1921년 6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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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미술 람회 출품 이후 김규진의 그림 값은 신문에 자주 소

개되는데,가격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다.1927년 그의 작품

은 “ 畵箋 半切(紙表裝付)7원 50 ,中畵箋 半切(同)9원,大畵箋 半切

(同)13원,紙本(尺3)13원,紙本(尺5)15원,絹本(尺5)16원에 매”되고

있었다.345)이어 1928년 작품 가격은 畵宣紙 半切 6원,中畵宣紙 半切

8원,견본 3척 15원,견본 5척 20원이었다.346)견본 5척의 가격만 보면 1

년 사이에 15원에서 20원으로 33% 올랐는데,종이에 그려진 그림이 내

린 것과 달리 비단에 그린 것은 올라서 재질의 가격 상승을 반 한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1930년 김규진의 서화 가격은 그림만 보면,종이에 그린 것이

폭 1척 1 ,장 4척 5 이 4원,폭 1척 5 장 4척 5 이 5원이었다.

비단에 그린 것은 폭 1척 3 ,장 4척 5 이 9원,폭 1척9 장 4척 5

이 11원으로 정가가 나와 있다.347)1927년,1928년과 비교해서 비슷한 길

이의 4,5척의 견본 그림이 수년 사이에 15원,20원에서 9원,11원으로

상당히 내린 것을 볼 수 있다.그림 값이 내린 원인이나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수 요인이 작품 가격에 반 되는 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

겠다.

비슷한 시기에 인기 상화 작가 던 채용신(蔡龍臣 1850-1941)

이 주에 낙향해 활동하면서 상화 주문을 받을 때 정찰가격제를 실시

했다.그의 상화 가격은 신 100원,반신상 70원이 정가로,당시의 시

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348)그는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경

성을 떠나 호남으로 낙향해 주,익산,정읍 등을 심으로 주로 항일의

병장과 유생을 그렸지만 말년에는 지방 부호와 일본 귀족의 의뢰를 받아

상화를 그리기도 했다.349)특히 1920년 들어서는 지방 부호 뿐 아니

345)‘金圭鎭氏 作品 計劃さる’,『경성일보』 1927년 6월 1일자.김소연,앞의 논문,

p.397

346)‘해강옹의 기념반포회’,『매일신보』1928년 6월 1일자.

347)1930년 9월 5일 『조선통신』제1346호 부록에 김규진과 함께 당시 유명한 서 가인

성당(性 )김돈희의 작품 가격표가 나와 있다.그림가격 외에 송료(운반료),지장료(표구

값)등을 별도로 받고 있다.이성혜,앞의 논문,p.222

348)박청아,「한국 근 상화 연구- 상사진과의 계를 심으로」,『미술사연구』

통권 제17호,미술사연구회,2003,p.214

349)이태호,「20세기 통회화의 변모와 근 화-채용신·안 식·이도 을 심으

로」,『동양학』 제34집 ,동양학연구원,2003,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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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부인과 여인들이 그의 상화 상으로 등장하고,가족 공방 형식

으로 운 하며 상업 으로 상화 제작에 나섰다.350)그가 시 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던 것은 태조 어진부터 고종의 어진까지 역 임 들의

상화를 많이 맡아서 그린 력으로 명성이 리 알려진 데 따른 것이

다.그런 고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상화의 소재가 아니었던 여인들

의 상화 제작까지 의뢰가 들어오는 등 인기가 높아서인지 채용신은 선

수 을 받고 상화 제작에 나섰다.351)당시 소 한 마리를 팔아야 그에

게 상화를 주문할 수 있었다.1928년 북 임실에서 소 한 마리 가격

이 82원으로 소의 가격은 30년 까지 80원에서 100원 사이에서 등락하

다.352)

김규진과 채용신의 사례는 1920년 가 되면 미술시장 내에서의

인기도에 따라 화가 간에도 혹은 같은 작가라도 인기의 등락에 따라 가

격이 달라지는 등 시장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격제가 미술시장에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우선은 미술품 가격제가 이 시기에 시행된 여러 미술

제도에 의해 수요자들 사이에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

요한 사회 요인의 하나이다.1922년부터 운 되기 시작한 경성미술

구락부의 경매에 의해 고미술품의 낙찰가가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수집가

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면서 동시 의 서화 역시 정찰 가격이 있는 상품이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922년

부터 시작된 조선미술 람회에 출품된 그림들도 총독부박물 이나 이왕

가박물 에 의해 구입되며 특정 작가에 한 미술품 가격의 거가 마련

된 것도 미술품 가격제의 정착에 향을 미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1921년부터 서화 회 람회를 통해 동시 의 그림이 시되고 활발히

유통된 것도 당시의 인기 작가 던 김규진이 시행한 윤단제가 거부감 없

351)1923년 지역 유학자 유제양(柳濟陽)이 타계한 뒤 그의 손자가 조부의 상화 주문

을 했을 때,채용신은 막내아들을 보내 상화 제작에 참고할 사진 한 장과 함께 선수

20원을 받게 했다. 상화 제작에는 두 달 정도 걸렸다.주문제작에는 집안 사람이 동원

되었는데,막내아들이 주문을 받으러 돌아다니고,채용신은 그림을 제작했으며,큰아들은

그림이 완성되면 고객의 를 담당하 다.박청아,앞의 논문,pp.212-213

352)박경하,「1920년 한 조선 청년의 구직 일상생활에 한 일고찰-『진 옥일

기』(1918〜1947)를 심으로」,『역사민속학』제31호,2009,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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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되기에 이르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김규진의 그림 가격이  경성일보 에 빈번히 소개되는 것에서 보

듯,언론의 그림 가격에 한 정보 제공도 미술품 가격제가 정착되는 데

일조하 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본인까지 동시 한국인 화가의 그림 수요

에 가세하면서 미술시장 수요자 층이 두터워진 것도 가격제의 정착에 기

여했다. 해강일기 에서는 당시의 일본인들이 한국 동시 서화의 수요

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다.경제력이 일본인에게 집 되면서 이

시기에는 일본인 고 료에서 융업,의사,변호사,교수 등 문직과

산층으로 서화 수요층이 확산되었다.

5.외국인 상 미술품 유통공간

아편 쟁 이후 동양에 한 구미의 심은 종래의 국에서 일

본으로 그 상을 옮겨 갔다.유럽과 미국에서는 융인이나 식자층 등

을 심으로 일본의 고미술품에 한 심과 함께 수집 열풍이 분다.이

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유럽과 미국 컬 터들의 열이 끊이지 않았는

데,이곳에서 일본의 도자기 등이 한국의 향을 받았다는 등 한국

고미술의 우수성에 해 해들은 서양인들은 한국 미술품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미국 시카고 학의 인류학과 교수 던 스타(Frederick Starr,

1858-1933)처럼 직 한국을 직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일본의 골동상

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353)이런 가운데 서양인 컬 터들

의 조선 고미술품 수집 욕구에 응하기 해 식민지 경성에 고미술품을

취 하는 무역상회의 지 이 등장해 흥미롭다.

서울의 조선호텔 반 편에 치해 있던 테일러 무역상회가 그것

이다.1924년 미국인 컬 터 워 (GertrudeWarner,1863-1951)는 1924

353)스타(FrederickStarr)는 한때(1889-1891)미국자연사박물 (AmericanMuseum of

NaturalHistory)의 큐 이터를 지냈다.1911년부터 4차례 조선을 방문하 다.특히 조선

의 불교에 심이 많아 국의 유명 사찰을 찾은 뒤 연구 조사한 결과를 『조선불교

(KoreanBuddhism)』라는 책으로 냈다.정 목,앞의 책,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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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십장생도’를 포함한 6 의 한국 고미술품을 이곳에서 구입했다.354)

테일러 무역상회는 북경과 경성에 각각 포가 있었다.1924년 ‘쿡의 북

경 가이드(Cook’sGuidetoPeking)’에 있는 ‘테일러무역상회,경성지 ’

고[도 40]를 보면 주 거래품은 조선의 고미술품으로 ‘도자기’와 ‘병

풍’외에 한복과 심지어 보석까지도 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테일러

상회가 외국인 상으로 일종의 아트 딜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워 가 소장했던 ‘강산 가이드북(A Guideto TheDiamond

Mountains)’뒷면[도 41]에는 테일러 상회에 해 “조선호텔 반 편에

있으며,조선의 고가구,병풍,회화,도자,그 밖의 장식품”등을 취 한

다고 소개하면서 옛 청동불상과 고가구의 사진을 싣고 있다.도자기와

함께 궁 과 조선의 고 작이 사용하던 병풍은 당시 외국인들이 선호

하던 구입 상이었다.355)

워 가 이곳을 직 방문해서 구입했는지,우편을 통해서 구입했

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강산 가이드북 은 1929년 발행되었는데,워

가 경성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 과 일치한다.당시 워 는

국의 천진을 떠나 조선을 거쳐 일본에 가서 그곳에서 태평양을 건

미국에 도착했다.이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1929년 기차로 조선을 여행

했고 며칠간 머물 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56)

외국인이 경 하는 화랑도 등장했는데,서울 주재 미국 사의

장녀 던 화가 러(LilianMayMiller)는 서양인 최 로 1910년 이후의

시 에 서울에 자신의 화 보 을 해 화랑을 설립해 운 했다.357)

이들 외국인 운 의 고미술상이나 화랑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인을 고객층으로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에서 당시 한국에 거주하거

354)시카고 태생의 워 (GertrudeWarner)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 바사르 칼리지

(VassarCollege)를 나왔다.1904년 남동생과 일본을 여행했는데,러일 쟁이 터지면서

험을 피해 국 상하이로 건 갔다.그곳에서 1905년 인생의 반려자 머 이 워

(MurrayWarner)를 만나 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 다.미국 무역

회사의 임원이었던 남편은 국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고 남편의 향을 받은

워 도 남편 사후인 1920년 이후부터 본격 인 골동품 수집에 나서게 된다.1918〜1919

년 일본 여행을 한 것이 계기가 돼 한국 미술품에 심을 갖게 되었다.정 목,앞의 책,

pp.125-127

355)정 목,앞의 책,p.141

356)정 목,앞의 책,pp.139-141

357)롯데갤러리,『외국인이 그린 옛 한국 풍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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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테일러무역상회의 경우 1932년 서울 거주 국 총 사,경성 학

교수,의사 등 외국인들로 구성된 ‘경성소인극(素人劇)구락부,(Seoul

AmateurDramaticClub)’에서 자신들이 출연하는 어 연극을 할 때 티

켓 매처로 ‘조선호텔 건 편 테일러상회’를 언 하고 있다.358) 치 등

으로 보아서 조선의 고미술품을 매한,같은 테일러상회로 짐작이 된다.

이날의 행사 성격으로 볼 때 테일러상회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네트워

크 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이런 인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외

국인 상으로 고미술품을 취 했을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여행 등을 통해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고미술품을

살 때도 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테일러상회가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짐

작이 된다.

358)‘미인 소인극’,『동아일보』 1932년 2월 4일자.기사는 이 경성소인극구락부의 연

극과 련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요사이 서울에 와 있는 외국인으로 조직된 것

인데, 어를 아는 이나 어극에 유의하는 자는 입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략)이번

에 상연하는 것은 희극 두 가지라는데,츨연하는 이는 국 총 사 ‘로이드’씨,경성 학

교 교수 ‘하월트’씨,세 란스 병원장 ‘에비슨’박사와 동부인,동병원 치과과장 ‘뿌스’박

사 등 제씨요,감독은 극평가 A.W.테일러 씨와 동부인이라 합니다.입장료는 조선호텔

건 편 테일러상회나 그날 밤 장에서 는데 1원권,2원권이 있고,학생권은 50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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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1930년 ∼해방 이

1.투자 상으로서의 미술품

1)사회․경제 특성

1930년 가 미술시장의 형성과정에서 이 시기와 다른 이 있

다면 외부 충격으로 새로운 수요층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미술시장

수요자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한 새로운 태도의 출 을 들 수 있다.1930

년 는 ‘모던의 시 ’로 일컬어진다.지 까지 1930년 에 한 연구는

‘모던 뽀이’‘모던 걸’등 자본주의가 스며든 새로운 인간형의 출 으로

요약되는,문화 인 측면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강했다.‘모던’의 지표

바닥에 자리한 경성의 도시화,자본주의의 진 등이 언 되기는 했지만

그 상은 문화사 으로 분석되는 데 그쳤다.359)

본고에서는 ‘모던의 경성’을 탄생시킨 가장 큰 동인으로 일본

자본의 진출,자본의 논리가 통하면서 나타난 투기 열풍 등 경제

인 상에 먼 주목하고자 한다.조선총독부는 1910년 까지만 해도 식

민지 조선의 산업정책을 농업개발에 두었다.이는 식민지 조선의

역할을 일본의 공산품 시장에 한정한 탓으로,조선의 공업화에는 소극

이었다.이런 정책 기조 하에 회사령을 통해 일본 자본의 국내 유입과

회사 설립을 규제하 다.하지만 일본에서 연속되는 경제․사회․자연

충격을 국가 으로 리하기 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심해지자,정부규

제를 피해 조선과 만주로 진출하려는 일본 자본의 움직임이 1920년

359)1930년 를 문화사 인 측면에서 ‘모던의 시 ’로 정의하고 분석한 수작으로는 김진

송,앞의 책이 있다.책에 따르면 ‘모던’이라는 말은 1927년을 후해 매체들에서 본격

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1930년 까지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어다.잡지『별건

곤』은 ‘모던 뽀이 감(寸感)’(1927)을 시작으로,‘모던 학’(1930),‘모던 복덕방’(1930)

등을 실었다.이 밖에 각종 매체에서 ‘모던 껄 합평’(1928『문 화』)‘모던 행진

곡’(1932『신동아』),‘모던 아가씨 되는 법’(1933『 앙』)등을 싣는 등 ‘모던’은 1930

년 에 유행어처럼 회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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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 본격 으로 나타났다.360)1917년 조선방직에 이어 1926년 일

본의 신흥재벌인 ‘일본질소비료’가 조선에 진출하는 등 1925-1929년에

걸쳐 14개의 규모 자본이 조선에 진출해 공장을 건설했다.식민지 조

선에서 종업원 수백 명의 규모 공장 건설은 192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런 민간의 움직임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30년

부터 조선에서 극 인 공업화정책을 구상했다.1931년 부임한 조선총

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1868-1956)는 ‘농공병진(農功竝進)’을 슬로

건으로 내걸었다.그 향으로 종업원 200명 이상의 일본인 공장은

1932년 43개에서 1937년 92개로 증가했다.

일본 자본의 규모 진출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에도 향을 미

쳐 1930∼1943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41%로,1920년 (21∼29년)의 2.

67%에 이어 안정 인 흐름을 이어갔다.361)1930년을 후한,경성의 자

본화된 도시 풍경의 상징인 백화 의 증축 확장도 이런 거 자본의 활발

한 진출 분 기 속에서 일어났다.1920년 25만 명을 조 넘었던 경성의

인구(조선인 18만 9000명,나머지는 일본인과 외국인)는 1930년 35만

5000명,1935년 40만 명,1940년에 93만 명으로 가 르게 증가했다.1943

년에는 인구가 107만 8000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도시가 되었

다.362)1930년 경성의 인구 증가세는 1920년 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

다.1930년 에는 10년 사이 160%(57만 5000명) 늘어 1920년 의

42%(10만 5000명)에 비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팔랐다.

일제가 ‘조선 시정(施政)25주년 기념’으로 1936년 제작한『 경

성부 (大京城府大觀)』은 1930년 반 ‘모던한’서울의 모습을 조감

도 형태로 입체 으로 보여 다.363)

360)1920년 들어 일본 자본주의는 1920년의 후 공황,1923년의 동 지진,1927년

의 융공황,1930년의 소화공황이라는 연속 충격을 받았다.사회혼란이 심해지자 일

본 정부는 국가체제의 안정을 해 자본에 한 통제를 강화하 다.1923년에는 공장법

을 개정해 방 업에서 심야 노동을 지하고,공장 노동의 최 기 을 강화하 다.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공산주의 운동에 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1926년

에는 노동쟁의와 동맹 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치안경찰법이 개정되었다.1931년에는

요산업통제법이 제정돼 방 ·철강·시멘트 등 설비과잉 분야에서의 카르텔 결성을 유도

하 다.김종 ,『근 일본 경제사』,서울:비 출 사,1991,p.199,226

361)성장률은 김낙년 편,『한국의 장기통계』,서울 학교출 문화원,2006년,p.518

참조.

362)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활용.홈페이지 내 과거· 지통계→ 복이 통계→

인구·가구→인구→시군도별 호구 인구 1911-1943→경성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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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의 가장 번화가인 남 문통 아래에 치한 장곡천정(소공

동)과 본정(충무로),황 정(을지로)일 의 지도 『 경성부 』[도

42]을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본격 진입한,도시화된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이곳에 자리 잡은 미쓰코시(三越),미나카이(三中井),조지아(丁

子屋),화신(和新)같은 휘황찬란한 백화 ,수입 화를 상 하는 앙

은 경성의 상류층과 지식인들의 여가문화 소비문화의 거 이었다.

동양자동차학교,경성치과 문학교 같은 문직 인력 양성학교도 있었다.

삼성물산주식회사,경성 기주식회사 같은 기업에서는 출퇴근길 샐러리

맨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었다.종로에서 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남 문

통 1정목( 남 문로 1가)의 로변에는 식민지 수탈의 상징인 조선식

산은행 외에도 증권거래소인 조선취인소와 제일은행 지 ,삼화은행,한

성은행,동아증권,조선상업은행,안 은행 등 자본의 꽃이라 할 융기

들이 집해 있어 가히 ‘경성의 월가’로 불릴 만하 다.

자본주의 도시로 진입한 경성에서 주목해야 할 것 하나는

1930년 모던의 시 를 통하던 투자심리이다.주식시장과 은행이 일

상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경성인의 자본주의 태도에도

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당시  동아일보 에는 월 1,2회 꼴로 시황이

소개되는 등 주가 추이는 언론의 단골 기사 다.‘주식 경계리 한

산’(1930.3.22),‘주식 매기(買氣)왕성’(1931.1.31),‘인풀 안 통과로

주식시장 앙등’(1933.5.2)등이 그런 이다.

1920년 회사령이 철폐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비공식 인

증권시장을 경성주식 물취인시장(京城株式現物取引 長)으로 제도화하

다.상장된 주식은 48종이나 되었으며 1921년에는 연간 376만 주가 거

래되는 호황을 렸다.그러다가 일본 경제가 동 지진으로 불황에 빠

지면서 그 여 로 주식시장은 축되었으나 1930년 들어 다시 호황 국

363)「 경성부 」은 조선시정 25주년 기념으로 1936년 제작된 것으로,7월 28일 인

쇄 납본되었고,그 해 8월 1일 발행되었다.항공사진을 촬 하여 다시 그린 노라마

지도로,경성부와 함께 명수 ,인천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가로 153㎝ 세로 142㎝의 크

기로 평면 인 다른 지도와 달리 조감도의 형태로 제작되어 건물의 입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작자는 이시카와 류조(石川隆三),발행인은 조선신문사의 편집국장

이던 와다 시게요시(和田重),출 은 조선신문사가 맡았다.당시 가격은 20엔( 재 7만∼

8만엔 정도의 가격)이었다.개인의 기증을 받아 서울역사박물 이 인하여 출 했다.서

울역사박물 ,『 경성부 (大京城府大觀)』,2015,서울: 맥,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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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이어갔다.1931년 기존의 인천미두취인소(仁川米豆取引所)와 경성

주식 물취인소를 조선취인소(朝鮮取引所)로 통합하는 제도개 은 시장

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이기도 했다.새로운 거래소는 미두부와 증권부

를 두고 두 상품을 거래했다.1930년 들어 호황을 보인 증권시장의 수

치를 보면 1932년에 연간 101만 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은 1937년 448만

주,1942년 3392만 주로 팽창했다.미두도 1930년 에 미두 수출 선물시

장에서 투기바람이 거세게 불어 미두부 선물시장의 연간 거래고는 1932

년 1797석에서 1937년 3916만 석으로 크게 늘었다.364)

1930년 는 이처럼 증권시장뿐 아니라 만주 특수와 투기

붐 등 실물 부문에서도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365)1931년부터 일제의 만

주 침략에 의한 만주 특수가 일어났으며,1931년 일제의 수출 허용

정책을 계기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366)조선 거주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차별에 신분상승의 출구가 막혔던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일확천 ’을 노리는 투기 마인드가 형성되었다.367) 개발로 성공

364)1920년 회사령이 철폐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비공식 인 증권시장을 경성주

식 물취인시장(京城株式現物取引 長)으로 제도화하 다.상장된 주식은 48종이 되었으

며 1921년에는 연간 376만주가 거래되는 호황을 렸다.그러다가 일본 경제가 동 지

진으로 불황에 빠지면서 축되었으나 30년 들어 다시 호황 국면을 이어갔다.1931년

기존의 인천미두취인소(仁川米豆取引所)와 경성주식 물취인소를 조선취인소(朝鮮取引

所)로 통합하는 제도개 이 있었다.새로운 거래소는 미두부와 증권부를 두고 두 상품을

거래하 다.증권시장은 1930년 들어 호황을 보 는데,거래실 을 보면 1932년에 연

간 101만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은 1937년 448만주,1942년 3,392만주로 팽창하 다.미두

도 1930년 에 미두수출 선물시장에서 투기의 바림이 거세게 일어 미두부의 선물시장을

보면 연간 거래고가 1932년 1,797석에서 1937년 3,916만석으로 크게 늘었다.이명휘,

「식민지기 조선의 주식회사와 주식시장 연구」,성균 학교 박사학 논문,2000,pp.

160-186;조선취인소,『조선취인소연보』,조선총독부,1939;『조선총독부통계연보』소화

8년도 ,p223,같은 책 소화 13년도 ,p.157

365) 은 『럭키경성』에서 1930년 의 부동산투기,조선취인소의 ‘슈퍼 개미’,소설

가 김기진이 주식투기와 투기 등 근 조선을 들썩인 투기 소동에 해 열 형식

으로 소개하고 있다.미두시장,주식시장에 일확천 을 노리고 뛰어들어 성공했다가 결

국 쪽박을 차게 된 조선인 증권사 사장 귐귀 ,미두왕 반복창 등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시 분 기를 읽을 수 있다. ,『럭키경성』,서울:살림,2007

366)1919년 이후 13년간 지되었던 수출이 1931년 1월 11일부터 허용되어 일본은

행,조선은행, 만은행 등 제국의 앙은행에서는 즉각 화와 지폐를 교환해주는 태환

엄부를 재개하 다.이를 계기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엄청난 양의 이 생산되었고,

개발 열기는 상상을 월할 만큼 뜨거웠다. 1925년 5,663㎏이던 연간 생산량은 1931

년부터 9,000㎏을 넘어서더니 1933년 11,508㎏으로 1만㎏ 로 올라섰고,1937년에는 2만

㎏ 를 넘어섰다. ,『황 시 』,서울:살림,2005,pp.2-43,p.217

367) 산업은 어업과 함께 1930년 반 한국인이 경제 인 부를 늘릴 수 있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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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부 최창학과 같은 성공 사례가 소설과 잡지 등을 통해 유포되며 투

기심리를 자극했다.1930년 의 조선,특히 조선을 변하는 공간인 경성

은 21세기를 방불 하는 투기 태도가 팽배한 도시로 변모했다.소설

가 김기진의 사례에서 보듯 사업가와 지식인 가릴 것 없이 열기에

빠졌던 시 가 1930년 이다.미두시장,주식시장에서 일확천 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겼을 뿐 아니라 철도역 개발을 놓고 땅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368)이처럼 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내다팔아 자본이익을 얻

는 융투자 방식의 습득은 한국인들의 노동 에도 향을 미쳤을 것으

로 짐작된다. 근 사회에서는 오로지 육체 인,혹은 정신 인 노동의

결과로서만 물질 보상이 주어졌지만,이제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이익

을 취하는 제3의 부의 성취 방법에 을 뜨게 되었다.

이런 사회 분 기는 1930년 들어 미술시장에도 염되어,미

술품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태도에 변화를 래하 을 것이다.미술품

을 구히 소장해야 할 애호품이 아니라, 한 시 에 팔아 차익 실

을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게 하는 자본주의 태도를 형성시

켰을 것이다.

특히 경성미술구락부의 경매가 1920년 말에 들어서면서 일본

인 소장자들의 사망이나 본국 귀국에 따라 그들의 유품과 소장품들이 경

매에 나오고,이것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례들이 목격되거나 회

자되었고,이는 자연스럽게 미술품이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

을 갖게 했을 것이다. 개발로 일약 거부가 된 산왕 최창학이

업종으로 조사되었다.‘소득세에 나타난 조선의 부력(富力)’이라는 제하의 『동아일보』

1938년 2월 17일자 기사는,“근 에 업과 어업으로 성공하여 일약 부호가 되는 경향

이 있는 것인데,최근 3년간(1935-1937)에 있어서 업가로 십만원 이상 (연간)소득을

하는 사람의 증가 추세는 소화 10년(1935)에 2명이든 것이 동 11년(1936),12년(1937)에

는 7명으로 되었다. 어업으로 증가된 것은 소화 10년에 1명이든 것이 동 11년에는 6

명,동 12년에는 11명으로 되어서 어느 부분으로 보다도 업과 어업자의 진출이 한

것을 말하고 있는 터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368)국제철도인 길회선(지린-횡령)종단항 입지를 놓고 청진,옹기,나진 세 후보지가

경합 끝에 1932년 8월 23일 나진이 최종 결정된 사실을 발표하 다.이후 나진의 땅값

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 는데,최종 으로 그해 12월 조선총독부의 만철이 종단항 결

정 이 가격으로 항만과 시가지를 수용하겠다고 격 발표하 다.당시 수용 상 부지

가격은 달 동안 1000배 가까이 올랐고 땅주인도 여러 번 바 어 투기바람을 실감

한다.이 과정에서 함경북도에서는 백만장자가 10여 명,십만장자가 100여 명 배출되었

다. ,앞의『럭키경성』책,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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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고미술품 수집 열에 뛰어든 것은

단순한 애호가의 취미로만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369)미술품이 부를 과

시하는 수단을 넘어 더 큰 부를 가져다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는 시

가 비로소 1930년 에 개막되었다.

부의 성취를 미술품을 통해서도 실 하려는 태도는 미술 수장가

층에도 고들었고,소장품을 되 는 경매 같은 2차시장이 1930년 후

반 들어 활기를 띠는 배경이 된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그리고 조선서화,동시 작가들의 서화 등

미술품 시세는 식민지 시기 내내 지속 인 상승세를 이어갔다.품목에

따라 최소 보합세 고,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은 가격이 크게 치솟아

소장자에게 막 한 매각 차익을 안겨주었다.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

던 것과 달리 미술품은 하락의 경험이 없어 험 부담이 은 안 한

투자자산이라는 경제 념을 배태시켰고 이것이 미술품 투자열기로 이어

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외과의사로 골동품 수집가 던 박병래는 “1차

이 끝나고 계속 오름세를 보여 곧 값이 뛰기만 하던 골동품은 20

여 년 후인 1940년 에 이르러서는 비싼 것이 1만 원 선을 육박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았다”고 회고하며 미술품 투자열기를 한다.370)

369)최창학이나 방응모 등의 산 개발 성공 사례는 당시의 소설에도 나온다. “‘제길 ,

나도 이나 나갈까.’하고 최창학이나 방응모를 생각한다.나도 최창학이 방응모 모양

으로 만 한번 뜨면 백만 원,백만 원이 담박에 굴러 들어올 텐테.오, 박용운이란

사람도 백만 원 부자가 되었다고.내가 하면야 그깟 놈들 만큼만 해.그래서는 그 돈을

떡 식산은행,조선은행,제일은행,일본은행에다가 을 해놓고는.옳지,요새 경제 쇄

니,만주 쟁이니 하는 에 그 백만 원,아니 2백만 원을 가지고 한번 크게 투기사업을

해서 열 갑 만 만들어 일 년 내에,그러면 2천만 원.아유,2천만 원이 생기면 굉장하겠

네.”이 수,『흙』,1932. ,앞의『황 시 』,p.147재인용;“벼락부자 벼락

부자 하지만 근래 조선 사람으로 이 최창학 군처럼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은 본래 평안북도 구성군 한미한 에서 생장한 사람이다.집이 한미하니만치 무슨 공

부도 별로 한 것이 없고 삼십여 세가 되도록 장 (시장)혹은 으로 돌아다니며 잡

기하기로 일을 삼아 에서 여간 돈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으 장 에 가서 투

화투 같은 노름도 하고 혹은 노름 에서 고리 업도 하다가 천이 달리면

으로 뛰어가서 자기 손으로 벽채, 삼태를 들고 부가 되어 을 캐었다.( 략)몇

해 에 구성군 서면 조악동에서 하나를 발견하여 자기의 삼 최 첨사에게 약

간의 자 (2만 원이라는 말이 있다)을 얻어가지고 채 을 시작하 으니 이것이 세상에

유명한 삼성사(三星社)란 이다.이 은 한참 날 때에는 20 한 포 20냥씩 나

서 불과 몇 달에 돈벼락을 맞아 수백만 원의 장자가 되고 그 뒤 산리총독 시 에 삼정

(三井)회사에서 그것을 삼백만 원에 사가게 되니 놀라지 마시오. 수공권으로 있던

최씨는 하루아침에 약 육백만 원의 거 을 가진 벼락부자가 되었다.”『별건곤』 1932년

11월호, ,앞의『황 시 』,p.14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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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시장 수요자는 식민지 시 직업 구성이나 임 차별 등

으로 미루어 보아 료, 문직,사업가 등 식민지 조선에서 부를 축 한

일본인이 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조선인 수장가들이 경성미술구락부

경매 출품,조선미술 의 소장품 시회 등을 통해 이름을 드러내기 시

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부분이 미술품을 사기보다는 매자로 나선

것으로,차익 실 에 더 큰 목 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술품 시장의 투자열기로 인해 미술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경성미술구락부의 경매는 일본 군국주의 말기에도 성행했다.1937

년 7월 일본이 일 쟁을 일으키며 시경제체제로 들어갔고 1940년 5

월 미곡을 필두로 1940년 말에 설탕,면포 등에 해 부분 으로 배

통제가 실시되었으며,1941년에는 고무신,타월,육류,세탁비 ,연료,고

추,유류 등에 해,1942년에는 기타 생필품으로 소비재 통제가 확 되

었다. 쟁물자 외의 생필품 통제로 만성 인 생필품 부족이 불가피해졌

다.371)자 자족의 여지가 거의 없는 도시민에게 생필품 부족은 심각한

문제 다.그러나 경성미술구락부의 1922-1941년 매출 통계를 보면,

1941년의 경우 연 매상액이 37만 5105엔으로 1940년의 21만 6925엔에

비해 1.7배나 늘었다.미술시장은 시 상황과 상 없이 성장한 것인데,

이는 상류층의 미술 향유 문화가 일반 의 삶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

었는지를 보여 다.이는 미술시장사를 연구하는 이 논문에서 시기를 구

분하는 과정 1940년 를 1930년 의 연속으로 악해 같은 범주에 묶

는 이유이기도 하다.

2)장르별 가격 변화 추이

미술품을 투자의 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형성되는 데에는

열기,주식시장 미두시장 열기,부동산 투기 등 사회 반 으로

투기를 경험한 것이 배경에 있을 것이다.그러나 보다 직 인 자극은

미술품 특히 골동품의 가격이 1905년 이후 20〜30여 년 동안 장르별로

370)박병래,앞의 책,p.33

371)허 란,「 시체제기(1937∼1945)생활필수품 통제연구」,『국사 논총 제88집』,

국사편찬 원회,2000,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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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 체로 폭등한 데서 연유했을 것이다.가격 상승의 학

습효과는 미술품 수요자와 개상들에게 시장 참여 동기를 강하게 부여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미술품의 가격 변화를 추 하는 것은 쉽지 않다.같은 장르라 하

더라도 작가가 다르고,같은 작가라 하더라도 작품의 수 이나 제작 시

기가 다르면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도자기 역시 같은 고려청

자라 하더라도 작품의 수 이나 보존 상태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그

더라도 체 인 추이는 추 할 수 있으므로 [표 7]을 통해 이를 개략

으로 정리해보았다.372)

골동품 가격은 1차 이 끝난 후인 1919년 이후 지속 으로 상

승했다.373)고려청자,조선백자,조선서화, 등 장르별로 차이가 있지

만 최 ‘노다지’에 버 가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임을 알 수

있다.못해도 최소 보합세는 유지했다.

거칠지만,장르별로 보면 고려청자는 1910년 에 들어서기 에

이미 40배 가까이 뛸 수 있는 ‘노다지’임이 골동상인 곤도 사고로의 거래

를 통해 알 수 있다.그가 1906년에 구입한 청자가격은 25원이었다.1908

년에 이왕가박물 에 납품한 청자의 최고 가격은 950원이었다.물론

1906년 거래한 청자와 같은 제품이 아닐 것이며,제작 시기나 형태,무늬

등에서 비슷한지는 알 수 없다.하지만 그가 최 의 고려자기 골동상으

로 이토 히로부미에게도 납품하는 등 청자 에서도 상품을 취 했을 것

이라는 에서 둘을 비교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고려청자의 경우 기 등은 식민지 시기 내내 이어지는 지속

이고 가 른 상승 곡선의 신호탄일 뿐이었다.고려청자의 가격은 1935

년에 2만 원,1941년 이후 2만 6000원에 거래되기까지 하 다. 형필이

구입한 청자 가격 2만 원은 당시 “서울 장안의 쓸 만한 기와집 열 채 값

372)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근 미술시장사 자료집』(김

상엽,2015)제 2권 ‘부내 박창훈박사 소장품 매입목록’(pp.587-638)과 3권 ‘부내 박창

훈박사 서화골동애잔품목록’(pp.195-246);최완수 ,「간송의 컬 션 비화 -특집좌담 서

거 12주기를 맞으며」,『보성 75호』,1998,한국민족미술연구소,p.33,34;박병래,앞

의 책,pp.33,122,131-132;박계리,앞의 박사학 논문,p.363,367;사사키 쵸지,앞의

,p.23,42;이상문,『재미있는 골동 이야기』,서울:선,2007,pp.262-282;김상엽,

앞의 『미술품 컬 터들』,p.289;국립 앙박물 ,『한국박물 개 100주년 기념 특

별 』,2009,p.32,33,40;국립 앙박물 ,앞의 『동양을 수집하다』도록,p.110

373)박병래,앞의 책,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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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한다.374)

곤도 사고로가 1906년 구입한 25원의 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30

년 사이에 고려청자 시세는 1000배가 올랐다.정상 으로 일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부의 성취이다.일본인,한국인 할 것 없이 달려들어 고려

청자 골동상 이나 경매소가 단기간에서 폭발 으로 늘어난 이유가 이

놀라운 수익률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박병래가 고려청자 거래에 보인

일본인들의 탐욕에 해 “시장 한일합방 부터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일

본인들이 도자기에 이 벌겠다”“많은 무뢰한들이 개성 근처의 고분을

벌집 쑤시듯 날뛰었다”“고 작은 그 나름 로 악머구리떼처 모양으로

거두는데 여념이 없었다”등 원색 인 비유를 한 것은 고려청자 시장의

황으로 보아 과장이 아니었을 것이다.375)

1906년의 물가 수 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구하지 못했지만 좀 늦은

시기인 1913년 공립보통학교 교사(훈도) 이 20원 내외 다.교사 한

달 월 남짓 했을 고려청자 가격이 1930년 반이 되면 주택 10채의

가격으로 뛰어오른 것이다.고려청자는 1936년이면 체로 평균 으로

수천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376)그러던 것이 1937

년 이후 만주 특수, 열기 등의 향으로 다시 가 르게 뛰어올랐으

니 웬만한 재력의 부자로서는 고려청자 1 을 사는 건 더욱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경성미술구락부에서 고려청자가 거래되더라

도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한국인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고려청자 가격의 이상 등

은 결국 이를 일본인만이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방과 함께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래하 다.경매는 기본 으로 호가 경쟁을 통한 낙찰

시스템이다.이는 시장 호황기에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뒤늦게 고미술품 수집에 뛰어든 한국인들이 쉽사리 고려청자를

살 수 없게 되고 부의 왜곡된 분배에 의해 미술품 수요자 시장의 양극화

가 래된 데는 시장가격을 비정상 으로 끌어올린 경성미술구락부에도

374)김상엽,앞의 『미술품 컬 터들』,p.288

375)박병래,앞의 책,p.24

376)‘만근의 골동수집-기만과 횡재의 골동세계’(3)-고유섭,『동아일보』 1936년 4월 16

일자.고유섭은 이 에서 고기(청자)를 도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진흙이 묻은 상태

로 골동상에게 넘긴 청자향로가 수천원은 될 것인데,골동상이 4,5백원으로 후려치는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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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고려청자의 가격 등은 시 의 물가를 감안하면,서민들의 세계

와는 완 히 유리된 상류층의 세계 다.농민과 도시 산층의 삶을

표하는 소 값,교사 월 과 비교하면 그 상승폭은 엄청난 것이다.농

가정의 가장 귀한 자산인 소 한 마리 가격은 1923년 100원,1928년 82원,

1937년 80여원 등으로 비슷한 수 에서 등락을 하 다.377) 한 공립보

통학교 한국인 남자 교사의 월 은 1910년 20원 안 에서,1920년 〜

1933년 52원 내외,1934년 이후 해방 이 까지 100원 내외로 올라갔다.

1930년 반 이후의 교사 월 은 1910년 에 비해 5배,20년 에 비해

2배 오르는 수 에 그쳤다.

고려청자의 체품으로 1930년 들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조

선시 백자의 가격 상승세도 놀라운 수 이다.1930년 10원 수

이었던 백자 연 은 1940년 가 되면 수백 원으로,가격이 10년 사이

에 수십 배 오른다.더욱이 백자 연 은 정 기인 1910년 에는 20 ,

30 에 불과했다.그랬던 것이 1940년 에는 백자 하나를 잘 팔면 서울

에 허름한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가격까지 뛰게 된 것이다.1939년

서울의 집값은 년도에 비해 많이 올라 350〜800원 정도 다.378)1923

년 경복궁 북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집값은 가장 낮은 시세가

가 80원 이상,기와 120원 이상이었고,교통 편한 곳은 이보다 2〜3배

비 다고 한다.379)조선백자의 가격 앙등세는 당시 집값의 오름세와 비

교할 바가 아니다.

주택이나 등과 비교해 폭등하는 골동품 시세 때문에 1930

년 에도 도굴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거간들은 백자를 사들이고자 시

골의 구가를 돌아다녔던 것이다.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에 비해서 조선시 서화 가격은 일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미술품이 있었으나 체로 보합세 수 이었다고 할 수

377)‘과 5범의 우 (牛賊)’,『동아일보』,1923년 5월 27일자; ‘의령에 우 ’,『동아

일보』,1937년 7월 3일자 ;1928년 소값은 박경하,앞의 논문,p.165

378)‘가격 등귀 불구 가옥 매매는 격증’,『동아일보』 1939년 6월 26일자.기사는 년

들어 매매가 껑충 뛰면서 년에 비해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최고 800원에

서 최하 3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938년까지 최고 가격은 300원에서 최 200원이었다

고 한다.

379)‘경복궁을 심으로 일본인의 북 (北漸),『동아일보』1923년 10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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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조선시 서화의 가격은 이왕가박물 에서 구입했던 1900년 말

에서 1910년 반에 비해,조선총독부박물 이 구입에 나섰던 1917년

이후의 1930년 반까지,두 박물 의 구입 가격만 보면 체로 가격

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9∼1914년 이왕가의 구입 당시 유명 서화가인 김홍도,이인

문,이징 등의 서화 가격이 300원 안 이었다.조선 기인 이상좌 <

월도>가 480원으로 비교 높게 팔렸는데,이는 조선 기의 작품으로

시 사 으로 오래된 측면이 가격 요인에 반 된 것으로 보인다.조선총

독부박물 이 1917년 이후 1930년 반까지 사들인 서화 구입 가격을

보면 김홍도,김명국,심사정 등 유명 서화가의 그림이 100∼200원

다.박물 의 작품 구입 가격이 시 가격을 어느 정도 반 한다고 볼

때 1910년 반의 가격에 비해 서화 가격은 체로 2분의 1에서 3분의

1수 으로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컨 ,같은 작품은 아니지

만 같은 화가라는 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징의 산수화는 1910년 350원

(이왕가박물 구입)에서 1917년 100원(총독부박물 구입)으로 하락하

다.

그러나 1930〜1940년 에 들어서는 조선시 고서화가 경성미술

구락부 경매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었고,특히 오 빈의 조선미술 의

기획 시를 통해 그 가치가 부각되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오 빈이 남긴 서화 거래의 장부 내역에서 확인된다.장부에는 작

품명과 매입가격,평가가격,매도가격,매입처,매도처 등이 상세히 나오

는데,무려 130여 의 거래 내역이 나와 이것이 당시 시세라고 단해

도 무방하다.거래 기간은 그가 조선미술 을 설립한 1929년부터 해방

이 까지 보면 될 듯하다.거래 내역을 보면,(경성)미술구락부에서 200

원에 구입한 이인문의 <사계산수>가 강익하에게 400원에,민 찬에게서

100원에 구입한 심사정의 산수화가 함흥의 오인환에게 300원에 매되는

등 2〜3배 오른 것이 지 않다.김홍도의 <죽송>은 민 찬으로부터

100원에 사서 배정국에게 500원에 는 등 5배가량 오르기도 했다.

김홍도의 해상군선도 병풍은 1500원에 사서 9000원에 는 등 6배가 뛰

었다.380)

380)권행가,「1930년 고서화 람회와 경성의 미술시장」,『한국근미술사학』제1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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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려청자가 1910년 이후 수백 수천 배,조선백자가 수

십 수백 배 뛰는 등 이상과열 상을 보인 것에 비하면,조선시 서화

의 가격 상승세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것이었다.주지하듯이,이들은

조선시 를 표하는 화가들로 조선시 후기의 수집문화 열풍 속에서

양반 인 수장가 층의 사랑을 받았던 최고의 술가들이었다.조선

시 서화가들에 한 미술시장의 평가는 당시 미술시장의 핵심 수요

층이었던 일본인들 사이에서 청자나 백자에 비해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음을 뜻한다.이는 조선시 역사를 폄하해 온 일제의 제국주의

기획의도가 미술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에 향을 미친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조선시 고서화는 가격 면에서 동시 동양화가들에 비해서도

홀 를 받았다.이는 1940년 반의 고서화 가격과 동시 작가들이

그린 동양화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고서화 가격은 1940,1941

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박창훈의 경성미술구락부 소장품 경매의

경매도록 2권에 군가 가격을 명기해 놓은 것을 참고하 다. 동시

동서양화 작품 가격은 조선미 20∼23회(1941∼44년)당선 작가들의 작

품 가운데 매된 사례를 다행히 확보할 수 있었다.381)조선미 은 1922

년부터 시작된 1회부터 매년 작품사진을 실은 도록을 발간했다.하지만

시체제 탓인지 21회부터 마지막 23회까지는 작품사진 없이 당선작 내

역만 장르별로 명기한 ‘선 (鮮展)목록’[도 43]을 발간했는데,여기에

팔린 작품에 한 가격이 표기되어 있다.따라서 고서화와 동시 작품

의 시세를 악하는 지표로서 이 둘의 가격을 비교해볼 만하다.

[표 8]에서 보듯 박창훈의 경매에서 낙찰된 조선시 고서화는

고람 기의 <매화서옥도> 110원,김홍도의 <산수> 170원,김득신의

<화조>110원,조 석의 <산수>160원 등 100원 가 주류 다.382)조

비싼 것이 이인문의 <산수> 410원이었고 1000원을 넘긴 것으로는 최북

의 < 강산 경>(1100원),장승업의 <산수>(1600원)가 있다.오히려 작

한국근 미술사학회,2008,pp.184-186.

381)조선미술 람회 도록 신에 1941년부터 발행된 『선 (鮮展)목록』에 매된 가

격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 장이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

해주었다.김 장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린다.

382)김상엽 편 ,앞의 책 제 2권,pp.587-638,3권 pp.195-246



-152-

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 식․조석진 합작의 <해 군선도>가 2400원

의 높은 가격에 팔렸다.심사정의 <황취박토도>가 3200원이라는 고가

에 거래된 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체로 조선시 서화보다는 동

시 의 작고 작가의 작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것을 조선미 작가들

의 작품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 같은 경향은 오 빈의 서

화 거래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표 9]를 보면,조선미 당선 작가들의 경우 동양화의 작품 가

격은 최하가 200원이었으며,해를 거듭할수록 500〜800원 작품이 많아

졌다.1000원 안 에 팔리는 작품이 상당수 고,운보 김기창의 <아악>

2 이 각각 2000원에,정운발의 <녹엽/계(溪)>가 3000원에 팔렸다.1000

원 이상에 팔린 작품은 1921년에 1 이었으나 갈수록 늘어나 1944년에

는 8 이나 되었다.이는 그해 한국인 화가가 매한 동양화 작품 수의

반이 넘는 수치이다.

놀라운 것은 서양화(유화)의 거래도 상 밖으로 활발하 다는

이다.1000원 이상의 가격에 팔린 작품이 많았고,송정훈의 작품 <강

남의 >은 3000원을 기록했다.1000원 이상에 거래되는 작품 수도 동양

화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1944년의 경우 12 이 1000〜3000원에

팔렸다.

서양화는 2차 시장인 경성미술구락부의 경매에서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는 한국에서 서양화가들이 본격 으로 활동한 시

기가 1920년부터인 만큼 첫 컬 터의 소장품이 시장에 나오기에는 서양

화가 도입된 역사가 일천한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조선미 입선 서양

화 작가들의 작품이 1940년 에 이처럼 거 팔렸다는 사실은 당시로서

는 첨단 장르인 서양화 시장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다.

이를 구매한 사람들에 한 정보는 없다.이인성의 작품을 구입한 것으

로 추정되는 박흥식 등 기업형 수집가,서양화에 친숙한 유학 부유층

에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식민지 말기에 이미 서양화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동양 취미의 모방으로서의 고려청자,조선백자뿐 아니라

동시 작가들의 동양화는 물론 아방가르드라 할 수 있는 유화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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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팔리고 있는 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조선시 서화의 지

나친 평가는 일제의 조선시 역사에 한 폄훼 의도,이를 시각 으

로 구 한 박물 정치,이것이 시장 참가가들의 구매심리에 향을 미

치며 미술시장의 상업 논리에 결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당시는 일제의 시통제 정책이 본격

으로 시행되던 시기로 일반 서민들은 배 경제에 의존하며 어느 때보

다 피폐한 삶을 하던 시기 다는 이다.383)이런 힘겨운 시기에도

미술시장에서는 조선미 당선 작가들의 그림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고가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미술품 시장이 산층 이하의 삶과 동

떨어진 상류층의 문화임을 입증한다.

2.2차(재 매)시장의 활성화

자본주의를 속성으로 하는 근 미술시장의 진 여부는 재 매

를 목 으로 하는 2차 시장의 진 정도를 그 척도로 삼을 수 있다.이

때문에 역사 으로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 이어 시차를 두고 출 하는

것이 보통이다.한국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사실상 시작된 을사조약

을 기 으로 해서 려 있던 고려청자 거래 욕구가 일거에 해소되듯,1

차 시장인 골동상 과 2차 시장인 경매가 일본인 주도로 동시에 출 하

는 독특한 상을 보 다. 기 도굴품의 도매 거래를 한 성격이 강했

던 경매는 시간이 흐르며 재 매 물품도 취 하기 시작했다.특히 1920

년 반 경성미술구락부가 창립되어 재 매 시장을 개척해 갔으나 이

곳에서 재 매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30년 들어서부터이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한국인 문 개인 오 빈의 조선미술 도

고서화 시· 매에 역 을 두었다는 에서 재 매 시장에 뛰어들기

해 설립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석하고자 한다.경성미술구락부와 조

선미술 의 활발했던 활동은 1930년 이후 재 매시장의 열기를 보여주

는 것으로,이는 에서 언 한 바 로 미술품을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

는 미술시장 참여자의 반 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383)허 란,앞의 논문,pp.29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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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성미술구락부

1930년 미술시장에서의 재 매 열기는 수요층의 확산에서 비

롯된 측면이 강하다.일본인 상공업 부유층과 문가층을 심으로 미술

시장 수요자 변이 확 되었고,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상류층을 심으

로 고가 미술품 구매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가시화되었다.

경성미술구락부의 재 매 활성화는 일본인의 유품 본국 귀국

자의 소장품 처분,이에 자극 받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소장품 처분 욕구

등에 따른 공 물량의 확충에 따른 것이다.

재 매가 활발해지면서 경성미술구락부 매출은 1930년 반

이후 크게 증가했다.설립 이후 연간 매출 추이를 보면 총 매상액(총 매

출액)은 1922년부터 1934년까지는 1만 엔(원)∼6만 엔 를 기록하 으나

1935년부터는 거의 매해 10만 엔 의 높은 수 을 보 다.1940년에는

20만 엔을 넘었고,1941년에는 37만 5000엔으로 정을 이루었다.1회 평

균 매상액(매출액)도 이 까지 1000엔∼4000엔에 머물 다.이후 1934년

의 4470원에서 1940년에는 1만 8077원으로 4배나 뛴다.384)

1930년 반 이후 매출의 증가는 시장 참가자의 심을 집

시킬 수 있는 고려청자가 재 매 품목으로 나온 게 결정 인 이유로 분

석된다.1926년 이후 쇼와시 에 어들어 일본인 소장자가 갖고 있던

고려청자 재 매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

1932년 요코다(橫田)가문의 매립회에는 다수의 고려 고도기가 출품되었

으며,1934년의 스에마츠(末松)가문의 매립회도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385)이런 일본인 수장가의 소장품이 규모로 경매되면서 고려자기

등 유물의 공 이 크게 늘었고 이것이 경성미술구락부의 매출 상승을 견

인했다.고려청자의 가격 상승은 1934년부터 시작되어 1937년이 되면 3

년 만에 가격이 2배로 상승하는 등 수요가 매우 활발했다.386)

고려청자의 가격이 오르면서 상 으로 평가된 물품인 조선

백자가 1925년 이후 재 매 물품으로 출품되기 시작했다.경성미술구락

384)사사키 쵸지,앞의 ,p.23

385)매립(賣立)은 경매 등에 출품해서 다는 뜻으로 매각과 같은 의미이다.

386)사사키 쵸지,앞의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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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조선시 골동품은 1925년 조선백자 항아리 등 후쿠다(福田)씨

의 유품 거래가 기 이 으며,소화(1926년 이후)에 들어 미야무라(宮

村), 성 의 모리(森)등의 유품이 매되었을 때가 본격 인 출발 이

다.387) 조선시 서화도 1931년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388)

조선시 백자와 서화 등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미술을 의도 으로 폄

하하면서 정 기인 1910년 에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조선백자도 1920년 들어 고려청자의 체품으로

일본인 상류층에서 수집되었으나 1차 시장에서 수집에 집 되는 시기

으므로 재 매시장인 경매에는 출품되지 않는 경향을 보 다.하지만

1920년 후반 이후,특히 1930년 들어 일본인 수장가의 사망 본국

귀국에 따라 조선백자,조선시 서화 등이 거 출품되면서 조선시

미술품이 활발히 거래되는 양상을 띠었다.조선 고미술품의 경제 가치

에 한 미술시장 인식도 제고되며 가격도 올라갔다.389)그리하여 1940

년 들어서는 조선시 고미술품이 경성미술구락부에서 국 일본의 미

술품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다.미술시장의 반 인 분

기도 그러하 을 것이다.

조선백자가 고가에 팔린 사례는 1940년 간송 형필이 <진사철

사 양각 국화문병>을 1만 4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들 수 있다.이 까

지 백자가 경매에서 1만 원선을 넘은 이 없었다.390)

경매시장의 참여 열기가 높아지면서 조선백자뿐만 아니라 조선

시 고서화도 활발하게 거래되기 시작했다.의사 박창훈 같은 한국의

수장가 외에 일본인 소장가들도 애장하고 있던 조선의 고서화들을 내놓

았다.1931년 3월 14일 추정의 ‘북 이리 모가(某家) (及)시내 양가

387)사사키 쵸지,앞의 ,p.42

388)사사키 쵸지,앞의 ,p.23

389)“ 정 (1912∼1925)시기는 이조유물은 가격이 무 렴한 탓에 찾는 이가 없을 정

도 다.( 략) 체로 정 년(1912년 이후)부터 말년(26년경)까지는 일본에서 조선으

로 이주해 온 분들이 조선고미술품 고기물을 수집했던 시기 기 때문에 경매에 규

모로 출품되는 경우는 없었다.이에 비하여 소화시기(1927-)에 들어서면 일본인 수집가

의 수장품이 경매회에 규모로 출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조선에 수십 년 간 살면서

성공해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사망 등으로 처분 수요가 생기는 시기가 이즈음부터 기

때문이다. 소화시기에 들어 조선 고미술품의 술 가치에 한 인식이 사회 으로

확산되면서 가격도 격하게 높아졌다 ” 사사키 쵸지,앞의 ,p.42

390)박병래,앞의 책,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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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兩家)비장 조선 서화 幷 고려 及 이조시 도기 목공류 매립 목록’,

1932년 3월 18일 추정의 ‘주정가(住井家)애완 서화 매립 목록’등의 경

매도록은 한국인과 일본인 등 민족 구분 없이 조선시 고서화를 경매에

팔아 경제 인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가 존재하 음을 보여 다.391)

조선미 심사 원을 지내기도 하는 등 당시의 스타 작가 던

이도 (李道榮,1884-1933)과 김은호(金殷鎬,1892-1979)의 작품도 경매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1933년 작고한 이도 의 작품은 1940년 4월 5일

경성미술구락부의 한국인 수장가 박창훈의 소장품 경매에서 <하경산수

(夏景山水)>가 300원에,1941년 11월 1일의 박창훈 소장품 경매에는 <노

안도(蘆雁圖)>가 55원에 팔렸다.392)일본인에게 인기가 있던 김은호의

작품 <계도(鷄圖)>는 1941년 ‘부내(府內)모씨의 애장품 입찰’에 출품되

어 이름값을 드러냈다.393)김은호의 작품은 1938년 조선명보 람회에 조

선 기 화가 김명국의 <달마도>등 조선시 가들의 작품과 나란히

진열되기도 하 다.394)이도 ,김은호의 그림은 시 에 가격이 높게 형

성되어 있었다.395)

이 같은 동시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경매에 출품되고 낙찰되

었다는 사실은 경성미술구락부의 설립 목 로 ‘각국의 신고서화(新古

書畵)골동’이 경매되었음을 보여 다.그러나 동시 서화가 거래된 사

례는 극히 드물고 체로 고서화와 골동품이 거래되었다.특이한 은

서양화의 거래는 한 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이는 서양화가

가지는 인 성격으로서의 험 부담 때문에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

를 인정받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수요 측면에서 1930년 경성미술구락부의 재 매 활기에는 그

391)김상엽 편 ,앞의 책에 수록된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을 참고할 것.

392)김상엽 편 ,앞의 책 2권,p.603,앞의 책 3권,p.217

393)김상엽 편 ,앞의 책 3권,p.166

394)김상엽 편 ,앞의 책 3권,p.351,381

395)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이용문이라는 사람은 이도 ,오일 (吳一永,1890-1960),

변 식(卞寬植,1899-1976),이상범(李象範 ,1897-1972),노수 (盧壽鉉,1899-1978),김

은호에게 각각 2폭씩 병풍 그림을 그려 것을 주문하고,이도 과 김은호 작품은 한 폭

에 50원씩,오일 ,변 식,이상범,노수 의 작품은 30원씩을 지 하 다.병풍 그림 한

폭에 30-50원은 시 가보다 3배에서 10배 비싼 것으로,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

김은호는 당시 병풍 그림은 한 폭에 5-10원이면 괜찮은 가격이었다고 술회한다.김은호,

앞의 책,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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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사회·경제 분 기가 배경에 있다.주식시장과 미두시장의 호황,

열풍,만주 특수에 의한 경제 호조 등으로 투기성 자 이 미술품

경매시장에도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로 벼락

부자가 된 최창학이 골동품 수집에 나선 에서 보듯 부동산, 등에

서 얻어진 부가 흘러들어 미술시장의 크기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재 매의 활성화를 미술품의 공 측면에서 본다면,1940년 이

후에는 제2차 이 본격화되면서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을 처분하려는

욕구가 늘어난 것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한국인 미술품 수장가로 이름

을 드날렸던 ‘외과의의 태두’박창훈이 1940년,1941년에 걸쳐 소장품을

부 방출한 것 등이 그런 이다.1930년 간송에게 평생 모은 골동품

을 넘겼던, 국인 변호사 게츠비의 경우도 그의 활동무 가 일본이기는

했지만,처분 계기가 쟁 상황과 련이 있다. 쟁에 따른 소장품의 가

치 하를 우려한 경제 감각이 소장품 처분의 숨은 의도라고 볼 수 있

다.[표 4]에서 보듯이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1만 원 이상 매상을 올

린 경매 횟수는 1930년 반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는데,여러 요인

이 있겠지만, 쟁 상황에 따라 소장자들이 소장품의 규모 처분에 나

선 것도 배경에 있을 것이다.

2)조선미술

오 빈이 1929년 설립한 조선미술 (朝鮮美術館)이 문 개상

에 의한 본격 인 화랑이라는 해석이 지 까지 지배 이었다.396)그러나

조선미술 의 시 내용을 보면 고서화에 집 한 것으로 나타난다.397)

396)오 빈은 조선미술 을 화문통 네거리(지 의 세종문화회 뒤)에 개설했다.한달

에 월세 50원을 내는 공간으로,공간이 좁아서인지 주로 시는 동아일보 강당,경성부

민 같은 넓은 장소를 이용하 다.기존의 골동상이나 고미술상들이 도자기나 목가구와

같은 공 품에 치 하거나 박물상 성격을 지닌 것과 달리 서화만을 문 으로 다루고,

단순히 매매만 한 것이 아니라 서화기획 을 여는 등 문성을 보 다는 측면이 조명되

어 왔다.신구서화의 진열과 구입 매,표구업까지 겸했다는 에서 고 서화 과 비슷

하나 고서화 매를 한 규모 기획 을 성공 으로 열었다는 에서 차별화된다.조

선미술 을 민족 인 견지에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로는 권행가의 논문이

표 이다.권행가,「1930년 고서화 람회와 경성의 미술 시장 :吳鳳彬의 朝鮮美術館

을 심으로」『한국근 미술사학』제19집,한국근 미술사학회,2008,pp.163-189

397)오 빈이 경 한 조선미술 의 시 내용에 해서는 권행가의 의 논문과 함께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상엽,「朝鮮名寶展覽 와『朝鮮名寶展覽 圖 』」,『미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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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미술 의 서화 거래내역 장부를 보더라도 그가 거래를 주선한

동시 작가는 이도 이나 김은호 정도에 그친다.

화랑은 동시 작가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시장에 홍보하고 마

하며 이들 작품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딜러이다.그러나 오

빈의 활동 내역을 보면 골동상의 역할에 가깝다.따라서 조선미술 을

본격 인 화랑으로 보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오히려 조선미술 의

설립은 경성미술구락부 등의 경매에서 보듯이 미술시장에서 조선 고서화

등이 인기를 끄는 등 조선시 고미술품 재 매시장의 열기가 낳은 결과

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타 골동상들이 단순히 고미술품을 상품의 하나로 보고

사고 는 개상에 그쳤다면 오 빈은 기획 시 능력과 홍보 능력을 갖

추어 조선시 서화의 시장가치를 제고시켰다는 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조선시 서화는 고려청자,조선백자를 취 하는 골동상인들에

의해 거래되기도 하지만,개인 소장품은 동시 작가들의 람회 혹은

휘호회에 ‘참고품’이라는 형식으로 시되어 거래에 노출되는 방식을 취

했다.

시를 이용해 개인 소장품을 공개하는 문화는 을사조약 이후

조선을 통치했던 일본인 고 료들이 한 유통방식이다.1910년 3

월 13일 서울 통 에서 개최된 ‘한일서화 람회’가 수장가가 심이 되

어 시회를 연 최 의 공개 시일 것이다.이후 체로 고서화는 동시

화가의 시에 ‘참고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1913년 6월 1일 경

성서화미술회가 개최한 ‘서화 람회’에 안 식, 조석진, 김응원

(1855-1921),이도 등 당 화가들의 작품과 함께 료 수장가 던 박

효(1861-1939)의 수장품인 이징(1851-?)의 <산수>와 김홍도의 <해상

군선>, 오세창의 수장품인 신덕린(생몰년 미상)의 <산수>, 이정

(1541-1622)의 <묵죽> 등이 참고품으로 출품되었다. 1921년 제1회

서화 회 에 안평 군의 <소상팔경>,정선의 < 폭도>,진재해(秦再

奚)(1691-1769)의 <죽림칠 > 등이 시된 것이 그런 이다.398)옛 서

논단』 통권25호, 한국미술연구소,2007

398)이자원,앞의 논문,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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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동양화뿐 아니라 서양화 시에도 참고품으로 함께 나왔다.제1회

동경미술학교 졸업생이 개최한 ‘동미 (東美展)’에 김홍도,심사정,정선

등의 작품이 참고품으로 시된 것에서 그런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399)

따라서 오 빈의 조선미술 은 일반 람회에 ‘끼워팔기’하듯

시되던 옛 그림과 옛 씨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아 이를 문

으로 취 하기 해 생겨난 것으로 야 한다.고미술품 문 화랑의 출

이라는 에서 미술시장사에서는 획을 그은 것이다.하지만 이는 한

동시 서화가들의 작품을 취 하는 문화랑은 이때까지도 출 하지 못

한 것이라는 해석이 된다.

오 빈의 조선미술 설립이 민족 인 견지에서 근되어온 기

존 시각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이는 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 던 개인

인 이력이 투 된,시 상황을 고려한 국수주의 인 견지에서의 해석

으로 보인다.400)

오 빈이 취 한 미술품은,동시 회화가 부분 으로 에 띄기

는 하지만,조선시 고서화에 치 되어 있다.1920년 후반부터 조선시

고서화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등 인기를 끌자 그에 부합한 즉 경제

인 동기가 낳은 재 매 미술상품의 취 이라는 측면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오 빈이 조선미술 을 세워 조선시 고서화를 집 거래한 시

은,경성미술구락부에서 조선시 고서화가 유통되기 시작한 시 과 일

치한다.조선시 고서화도 1910년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골동상들에

의해 취 되기는 했으나 한국의 고서화를 보는 안목은 한국인에 비해 떨

어질 수밖에 없다.소장자와의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한국인 개상이 유

리했을 것이다.오 빈은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등 일본인들이 시장을 선

한 품목이 아닌, 한 한국인 골동상이 상 우 에 있으면서 미술

시장에서 평가되어 왔던 조선시 고서화를 집 취 하 던 것으로

399)김용 ,「동미 을 개최하면서」,『근원 김용 집』5,p.214,『동아일보』

1930년 4월 12-13일자

400)오 빈은 천도교 집안에서 태어났다.3·1운동에 연루되어 국 상해로 건 갔다가

체포당해 복역했고,도산 안창호의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1938년에도 다시 옥고를 치룬

경험이 있다.일본 유학을 떠나 동경 동양 학 철학과에서 공부했고,귀국 후 오세창의

지도로 화랑을 설립했다.3·1운동 이후 그의 활동은 정치 투쟁보다는 민족개조운동,문

화 계몽운동으로 선회했고,천도교 청년 단체의 일원으로 민족개조와 신문화운동을 주창

하는 강연을 하러 다니는 등 극 인 계몽운동에 참여한 인사 다.권행가,앞의 논문,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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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그가 조선의 고서화를 집 유통한 데에는 1930년 조선

의 고서화가 지켜야 할 민족정신의 기호로 상징화되어 수집이 장려되었

던 시 사 인 배경도 있다.

실제 오 빈이 조선미술 설립 과정에서 ‘민족진 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오세창의 자문을 얻는 등 설립 동기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

기획 에서 장르상 조선시 고서화를 집 으로 취 하면서 붙인 시

제목 등에서는 애국 견지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1929년 설립

첫해부터 시작해 1940년 업을 그만둘 때까지 1930년 내내 이루어진

‘고 서화 (古今書畵展)’(1929), ‘고서화진장품 (古書畵珍藏品展)’(1930),

‘조선명화 람회(朝鮮名畵展覽 )’(동경,1931),‘조선고서화진장품 람회(朝

鮮古書畵珍藏品展覽 )’(1932),‘조선명보 람회(朝鮮名寶展覽 )’(1938)등

의 기획 을 열었는데,제목에서 ‘명보(名寶)’‘진장품(珍藏品)’등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지를 강조하는 용어를 쓴 것에서는 고미술품을

자랑하고 보존해야 할 민족유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난다.401)그러

나 이런 용어는 상품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한 상업 마 의 측면에

서 사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실제 오 빈이 미술품 개상을 하면

서 보인 서화 매매에서의 민족을 가리지 않는 작품 구입과 매 등 상업

인 행보에 비추어볼 때도 민족 인 견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

다.

오 빈의 고서화 문 유통기 설립에 해,경성구락부가 일본

인 심의 배타 인 운 을 한 탓에 한국인들의 참여가 쉽지 않자 이에

한 반격의 차원에서,즉 민족정신의 기호로서의 고서화 보존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라는 해석은 그래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오 빈이 조선시 의 고서화,주로 조선

인의 소장품을 유통시키기 한 방법으로 창안한 시를 기획 형식의

401)설립 이듬해인 1930년 주최한 ‘고서화진장품 ’(10.17-10.22)은 동아일보사의 후원을

받아 동아일보사 사옥 3층 홀에서 개최되었다.당시 동아일보사는 취지와 련해 “고서

화는 민족의 문화역량을 나타내주는 민족 보물들로 개인 수장가들의 비장에 맡길 것

이 아니라 마땅히 민족미술 에 보 하여 일반인들로 하여 자유로이 선조들의 정신에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재산가와 유지가 분발하여 이러한 민족 ,정신 유산을

수집,보 하는 민족미술 건설운동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밝혔다.권행가,앞의 논문,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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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회라는, 개상의 상업 신으로 근하고자 한다.이 에도 고서

화는 각종 람회에 참고품 형식으로 시되어 매매의 기회를 가졌으나,

오 빈처럼 ‘명보(名寶)’‘진장품(珍藏品)’등 솔깃한 캐치 이즈를 내세

워 기획 을 연 사례는 없었다.402)

오 빈의 기획 은 당시의 미술시장이 일본인 심으로 1,2차

시장이 장악되면서 한국인의 고미술 소장품이나 동시 작가들의 작품

유통 기회는 극히 제한 이었다는 에서,한국인 미술품 생산자 수

요자의 유통 기회 확 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그의 상업 인 감

각과 운 방식 덕분에 시에 출품된 조선시 고서화들은 명품이라는

인 인식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 다는 에서 화상으로서의 경제

동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분의 출품작들은 개인 소장가들의 작품

을 출품 받아 그 에서 선별하여 진열하는 방식을 취하 고,언론을 통

해 진품,걸작,수작,일품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해 홍보함으로써 작

품에 한 술 가치와 이와 더불어 수반되는 상품 가치를 상향시키

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403)[도 44]

컨 오 빈은 자신이 소장한 조선 후기 화가 심사정의 <응치

도>와 련,출품작 평을 신문에 기고하면서 “ 재(玄齋)의 작품 표

작입니다. 폭이면서 배치와 필치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극찬하 다.404)

한  동아일보 , 매일신보 에 기사를 내는 등 홍보를 통해

길을 끌었고 수장가들도 극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 빈이 조선시 고미술품의 거래 활기에 개인으로서의 상

업 심을 가진 정황은 포착이 된다.1932년 1월 ‘조선고서화진장품

람회를 열면서’라는 제목의 을  동아일보 에 기고하면서 “출품 다수

가 지방과 경성에 산재하다가 불과 2,3년간에 새로 애장가를 만나 귀

히 보 된 것은 작가와 작품을 해서 경하할 일입니다”405)라고 썼다.

이는 1930년 반 만주 특수 등의 이유로 미술시장 경기가 좋아지면서

조선시 고서화에까지 온기가 미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

다.

402)이자원,앞의 논문,pp.22-23

403)권행가,앞의 논문,p.169

404)이자원,앞의 논문,p.24

405)‘조선고서화진장품 람회를 열면서’,『동아일보』1932년 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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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그림 거래장부에는 총 133 의 거래내역이 나온다.406)정

선,김홍도,이인상,심사정,김명국 등 시 별 가를 망라한 서화를 민

족 구분 없이 일본인 한국인을 아우른 수장가와 골동상을 통해 구입했

고,매도는 주로 한국인에게 했다.매도 차익이 많게는 5배에 달하는 것

도 있다는 에서 민족문화재의 제 주인 찾아주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소

장품 재 매를 통한 경제 이익 획득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 음을 볼

수 있다.

오 빈이 거래한 고서화의 매입처에는 박창훈,이병직 등 익히

알려진 한국인 수장가뿐 아니라 이순황,이 개 등 한국인 골동상,모리

고이치(森悟一)같은 일본인 수장가와 경매회사인 경성미술구락부 등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특히 일본에 우리 문화재를 거 유출한 장본

인으로 지목되는 한국인 골동상 이 개로부터 구매한 것이 10여 차례로

가장 많다. 이들에게 구입한 서화는 오세창, 형필,배정국,이한복

등 주로 유명한 한국인 수장가에게 팔았고,함흥의 미야마 조인(三山造

院)같은 일본인 고객이나,조지야백화 (丁子屋)같은 기업 고객에게도

팔았다.정선(鄭敾),이용(李瑢)등 4인 합작의 <소상팔경도>병풍은

축은행장(제일은행의 신)을 지냈던 일본인 모리 고이치(森悟一)에게서

3000원에 구입해 ‘ 거부’최창학에게 1만 5000원에 되 것에서 보

듯,매매를 통해 5배의 이익을 취한 사례도 상당수 다.

오 빈의 조선미술 설립이 조선의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

주고 활발한 거래를 통해 조선인의 수장을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하 을

지라도 상업 인 목 에 더 크게 좌우되었음을 그가 서화를 거래한 장부

내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조선 고서화의 활발한 재 매는 당시 조선

고미술품이 투자 상으로 인식된 사회 분 기와 맞물려 있다.특히

1931년의 ‘조선명화 람회’가 동경과 경성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는 은

그의 행보를 민족 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특

히 오 빈 소장의 <노응탐치(怒鷹眈雉)>는 <응치도(鷹雉圖)>라는 제목

으로 1931년 도쿄에서 열린 ‘조선명화 람’에 출품되어 조선에서 축은

행장으로 재직하다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 수장가 모리 고이치(森悟一)

406)오 빈이 경 한 조선미술 의 서화거래에 한 자세한 내역은 권행가 논문을 참조

할 것.권행가,앞의 논문,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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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매되었다.407)

‘조선명화 람’(1931)은 조선의 미술을 홍보하기 해 동경부(府)

미술 에서 열렸는데, 일본의 고고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7-1935)가 주 했다는 도 오 빈이 경제 인 행 로서 조선미술

을 운 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408)단순히 조선 vs일본의 민

족 결의 구도가 아니라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미술품에 심이 있는 일

본 학자와 조선의 개상 등이 상업 인 목 으로 극 인 교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빈의 사업가 역량과 미술시장에 미치는 향력

은 그가 소장품 시회를 하면서 개인 수장가뿐만 아니라 이왕가박물

조선총독부 박물 소장품도 동원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409)

1938년(11.8-11.12)에 경성부민 에서  매일신보 후원으로 열

린 ‘조선명보 람회’는 그가 기획한 최 규모의 시로서,총 130여

이 출품되었다.출품작으로는 김명국의 <달마도>,이인문의 <강산무진

도>,김득신의 <신선도>,김정희의 <행서 련> 등이 나왔다.410)출품

작들은 이왕가박물 과 총독부박물 을 비롯해 일본인 수장가들의 수장

품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조선인 수장가 김용진 오 빈 박재표 이한

복 이순명 등의 수장품이 시되었다.‘약 즉매에도 응한다’고 밝힌

것에서 보듯 이 시회는 매가 주목 이었다. 시 자체가 화상의 매

매 공간이라는 에서 지 의 딜러들이 하는 거래방식과 다르지 않다.

총독부 기 지인  매일신보 는 이 시가 당시 단한 인기를 모은 것

으로 보도하 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이른바 민족지에서는 이

에 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411)민족지의 보도 외면 사실뿐 아니라,

407)이 작품은 모리 고이치의 경성미술구락부 유품 경매(고 森悟一氏 愛品書畵幷二朝鮮

陶器賣立)에서 형필이 구입한다.이자원, 의 논문,pp.23-24

408)세키노는 시에 출품된 작품을 토 로 1932년에 ‘조선미술사’를 출간하며 이때 선

보인 작품들을 조선회화의 표작으로 소개하 다.그는 “나는 조선 회화에 해 충분히

연구할 수 없었다.이왕가박물 과 총독부박물 ,일부 수장가들의 수장품을 본 것을 토

로 이 졌다”고 밝혔다.이자원, 의 논문,p.24

409)이자원, 의 논문,p.38

410)신라진흥왕 비문에서 근 화가 이도 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서화 11 과 석도 등의

국 서화 19 등 총 130여 이 출품되었다.당시 도록에서는 “이왕가,총독부 박물 ,

기타 민간 수집가 비장이 속속 출품되어 그야말로 명실공히 권 있는 람회가 되었다.

이만큼 통 으로 시함은 이것이 우리 땅에서 처음인가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김상

엽,「朝鮮名寶展覽 와『朝鮮名寶展覽 圖 』」,『미술사논단』 통권25호 한국미술연

구소,2007년 하반기,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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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회에서는 조선인 외에도 일본인 료와 미술계 인사 등이 고문으

로 추 되어 오 빈의 조선미술 의 시를 민족정신의 함양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다.412)그가 일본인 골동상이 심이 된

경성미술구락부의 세화인으로 참여했다는 사실 역시 그의 조선 서화 거

래 행 를 민족 견지에서만 바라볼 수 없게 한다.

경성미술구락부와 조선미술 에서의 고미술품 재 매 열기가 뜨

거웠던 1930년 말에는 1938년의 만주사변 여 로 서민경제가 서서히

휘청거리기 시작한 시기라는 에서 미술품시장이 민족과 상 없이 상류

층의 문화라는 을 다시 한 번 보여 다.

오 빈이 기획 을 통해 고미술품을 매하는 방식은,이 까지

당 화가의 시를 활용해 고서화가 거래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미술

품을 면에 내세운 것이라는 에서 고미술품의 재 매 열기를 입증하

고 있다.

그러나 개상으로서의 오 빈은 탁월한 기획력과 국 구분 없

는 료층 미술계 인사 등과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부신 활동

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그의 활동 범 는 당시 시장의 핵심이었던 고

려청자 조선백자 등의 거래에는 미치지 못했다.이는 시장의 후발주

자로서 일제의 비호를 음양으로 받은 일본인 골동상이 기에 형성한 두

터운 시장의 진입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3.후발 참여자 한국인

1)수요자

411)『매일신보』에서는 극 홍보하여 기사 8회,화보 5회를 연재하 다.정선의 <수

양청풍>,이인문의 <강산무진도>,김명국의 <달마도> ,김득신의 <신선도> 등이 화보

로 나갔다.김상엽, 의 논문 p.179,pp.180-181

412)고문으로 등총린,매일신보 사장 최린,이왕직창경원장 시모코리야마 세이이치(下郡

山誠一),이왕가미술 장 가쓰라기 스에지,조선총독부학무국 탁 가토 가코,수장가 박

창훈,화가 김은호 이한복,손재형,조선미술 장 오 빈,감상가 임상종 등이 추 되었

다.오 빈 편,『조선명화 람회도록』,경성;발행처 미상,1938,이자원,앞의 논문,p.

25재인용



-165-

1930년 가 되면 일본인들이 수요시장과 개시장을 장악했던

미술시장에 한국인들이 거래 주체로서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개항

기 이후 구래의 양반가 수장가층은 와해되어 갔다.이들의 소장품은 일

본인들의 수 으로 흘러들어가는 반면에 한국인 신규 수장가층은 가시화

되지 않았다.그러다가 1930년 가 되면 고미술품 재 매가 활발해지면

서 경매 출품이나 고서화 람회 출품 등을 통해,혹은 조선총독부가 발

간한  고 도보 의 수장가 명단을 통해 이들의 구체 인 이름이 외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래 일본인들의 한국 진출이 늘어났고,413)

이들이 직과 상공업은 물론 교수,의사, 사,변호사 등의 문직에

종사하며 경제력을 장악했지만 한국인 내에서도 친일 료, 문직 종사

자,지주,사업가 등 경제 으로 부를 성취한 이들이 등장했다.언제나

그 듯이 부와 권력을 갖게 된 한국인 에서도 새롭게 미술품 수집에

뛰어드는 이들이 나타났다.

잡지  조선 만주(朝鮮及滿洲) 1929년 1월호는 ‘경성의 부자들’

에 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경성의 조선인 20만 명 7만․8만 명은 지방세 납세 자격도 없다는 가난뱅이

가 많으나 반 로 가진 자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즉 민 식(閔大植),백

인기(白寅基),조진태(趙鎭泰),민규식(閔圭植),김경 (金璟中),이석구(李錫九),

박 효(朴泳孝),이환구(李桓九),민병기(閔丙基),윤덕 (尹德榮),임종상(林宗

相),윤치호(尹致昊),한규설(韓圭卨)과 같은 자들은 모두가 수십만 원에서 100

만 원 이상의 자산가이다.특히 이 에서도 민 식,백인기는 토지이지만 그

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다.414)

에서 언 된 자산가 에는 백인기,박 효 등 미술품 수집가

로 이름을 알린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재산이 많다고 모두 미술품 수집

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술품을 수집하기 해서는 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413)한국에 정주한 일본인은 1906년 21,531호,1909년 43,405호,1916년 90,350호 등으로

증하 다.조선총독부,『조선총독부통계연보』 정5년도 ,pp.68-69

414)손정목,『일제강 기 도시 사회상 연구』,서울:일지사,1996,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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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에는 한국인 가운데서도 이들 같은 거액의 자산가는 아

니더라도 의사 변호사 등 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 혹은 토지를 기반으

로 상당한 부를 축 한 이들 사이에서 미술애호가 수집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415) 략 연소득 3만 원에서 20만 원 의 부를 갖춰야 수장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오락지  삼천리 1940년

8월호에 따르면 미술품 수집으로 조 이라도 이름을 올렸던 이들의 연소

득 규모는 산왕 최창학이 24만 원, 형필이 10만 원,김성수가 4만

8000원인데,이병직은 3만 원 내외 다.416)

이들 가운데 연소득 10만 원이 넘는 형필과 최창학의 재력은

식민지 한국인으로서는 단하다고 볼 수 있다.당시 조선에서 연 1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동아일보 1938년

2월 17일자 ‘소득세에 나타난 조선의 부력(富力)’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총독부 재무국 세무 에서 개인소득을 조사한 결과를 싣고 있다.연간

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소득자는 국 으로 소화 10년(1935년)38명,

소화 11년(1936년)56명,소화 12년(1937년)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술품 수요자의 민족 구성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쉽지 않

다.그러나 식민지 체제 하에서 한일 간의 국 별 경제력 격차는 존재하

고,그 격차만큼 국 별 수장가의 규모,소장 미술품의 가격 에서 차

415)당시 수장가를 직업과 출신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이 표는 김상엽의 논문을

인용했다.김상엽,「일제강 기의 고미술품 유통과 경매」,『근 미술연구』,국립

미술 ,2006,p.158.그러나 장택상은 해방 이후 정치인의 길을 걸었고,박 철은 식민

지 친일 료로서의 삶이 자산 축 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분류는 김상엽과

달리 하 다.김덕 은 평양 지주 집안출신 서양화가 김찬 의 개명이다.

        한  수 가 업  신  

신

족 민규식, 민병 , 민 환, 민 찬, 문

정 가 료 , , 원 , 순, 철

수, 만규

문  학 종화, 병 , 태 , 양 , 후, 

미술가 창, ,　 한복, 여 , 상 , 찬 , 형

사 창훈, 제, 함 태, 공병 , 병래

주  갑 , 상건, 상종,  창학, 전형필, 택상

업가 타 빈, 호 , 한상억, 정 , 상규

416)『삼천리』 제 12권 제8호.(1940.9.1),김상엽,「근 의 서화가 松隱 李秉直의

생애와 수장활동」,『서울학연구』 제37호, 서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소,2009겨울,p.

48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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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났을 것이다.당시 자료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1915년부

터 발간하기 시작해 1935년에 완간된  조선고 도보 [도 45]에 실린

수장가 명단에서 그 격차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여기에 실린 수장가들

은 부분 일본인으로, 복을 포함한 7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서화

주로 수집한 16명에 머문다.417)서화가 고려청자 등에 비해 가라는

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민족별 수장가의 수치는 4배 이

상 차이가 난다. 1922년 설립된 경성미술구락부가 발간한 경매도록

재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확보된 경매도록 총 46권 가운데 한국인이

출품한 경매도록은 외과의사 박창훈 2건,의사 이병직 1건,그리고 한국

인으로 추정되는 모가(某家)2,3건 등 5∼6건에 불과하다.418)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제력 차이를 직 세 납부액을 가지고 비교

할 수 있다.1925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성부(府)의

경우 1인당 직 세 부담 액은 일본인이 1인당 2만 5667엔으로 조선인

4143엔의 6배가 된다.12개 부(府) 체 으로는 이보다 더 격차가 컸다.

일본인 1인당 직 세 부담 은 2만 620엔으로,조선인 1인당 부담 액

2792엔의 7배나 된다.419)1925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1930년 들어서

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을 것이다.이런 경제력의 격차가 미술시장에도

고스란히 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매회사인 경성미술구락부의 경매를 비롯한 골동

품 시장은 ‘일본인 호사가만의 독단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한국

인 수장가들은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가격 면에서 고가는 엄두를 못 내

일본인 수집가들에 의해 연 이나 필통 등 값 나가지 않는 골동만 모으

는 변변치 않은 고객이라는 의미에서 ‘수 (水滴)패’라고 무시당하

다.420)

한국인 신규 수장가층이 고미술품 수집 열에 가담한 시기는

형필,박병래,박창훈 등의 사례에서 보듯 체로 1930년 ,빨라도

1920년 후반으로,미술시장의 열기가 무르익어 가던 시 과 일치한다.

417)김상엽,「일제강 기의 고미술품 유통과 경매」,『근 미술연구』,국립 미술 ,

2006,p.159

418)김상엽 편 ,앞의 책,서울:경인문화사,2014

419)손정목,『일제강 기 도시사회상연구』,서울:일지사,1996,p.115

420)박병래,앞의 책,p.7,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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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미술 경 인 오 빈이  동아일보 1940년 5월 1일자에 기고한

에 따르면 그는 조선의 수장가로 “오세창, 형필,박 철,김찬 ,박

창훈”을 열거하면서 “ 하 우리 조선 인사 수장가는 다 십 년 이내

로 성의가 열심으로 수집한 이들”이라며 이들의 수집 시작 시 이 1930

년 이후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421)아울러 1935년에 완간된 ‘조선고 도

보’에 실린 수장가 명단에는 조선인 도자기 컬 터로 이병직,함석태,장

택상,김찬 등이 있는데,422)이로 미루어볼 때 이들이 1930년을 후하

여 도자기․고서화 수집 열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추정해본다.

이처럼 수집 시기가 늦은 것은 고려청자나 조선백자가 미술품이

라는 인식이 지체된 것과 함께 한일 민족 간의 경제력 격차가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1930년 들어 미술품 가격이 등하면서 한국인 상류층

사이에서 미술품 수집 열에 뛰어들기는 했으나 소유할 수 있는 장르에

는 한계가 있었다.도자기 부문에서는 일본인들로부터 ‘수 패’라는 놀림

을 받았듯이 값이 싼 연 에나 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 다.423)한

국인 수집가들이 조선시 고서화를 집 으로 소장한 것은 통 인

애호 장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 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

다.

이들 신규 미술 수요층은 조선시 후기 들어 양반층에서 인

층으로 확산된 서화 수장 열기의 연장이 아니다.이는 조선인 수장 문화

의 맥이 개항과 일제강 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와해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롭게 부를 축 한 수장가층이 일본인 상류층의 미술품 수집문화를

모방한 측면이 크다.1920년 후반에서 1930년 이후 모습을 드러낸

한국인 수집가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구래의 양반 계층은 드물고,개항

기 이후 새롭게 일어선 료, 지주, 문가 집안 출신이 많은 것도 이

런 추정을 낳게 한다.

이들 수집가들의 주요 수집 상은 과거에는 미술품이 아닌,기

물에 불과했던 고려자기나 이것의 체품으로서의 조선시 백자가 심

이라는 도 모방론을 뒷받침한다.미술시장에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421)‘골동서화의 수장가,박창훈씨 소장품 매각을 機로’,『동아일보』 1940년 5월 1일

자

422)김상엽,앞의 논문,p.159

423)박병래,앞의 책,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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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문화를 주도하며 가격을 끌어올린 수요층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력과

권력을 장악한 일본인 상류층이었다.특히 고려청자는 기에 가격이

무 뛰어 후발 주자인 한국인들이 구매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무 높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수장가는 고려청자보다는 상 으로 값이 싼 조선

백자와 고서화 등 조선시 미술품에 집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 상류층 문화모방론은 개인 회고담에서도 뒷받침된다. 표

조선인 컬 터인 의사 출신 박병래는 일본인 교수의 권유로 골동의

취미에 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힌다.424)그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인

인텔리,특히 경성 학에 근무하는 일본인 교수는 꼭 무엇이든지 자기

취미에 맞게 서화나 골동을 다 수집하는 터”라고 한다.골동품 수집은

민족을 떠나 상류층 문화의 상징이 되었고,식민지 권력 안에 편입된 조

선인 지식인층에게도 모방이 되어 계층 상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한국인 서화가들의 고미술품 수집 배경은 민족 행 로서의 수

집과 경제 행 로서의 수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지 까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던 민족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의

수집에 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당시의 언론,특히 민족지로 분류 던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미술품 수집을 학교 설립과 같은 민족 행 로

치하하고 미술품 수집을 장려하 다. 동아일보 에 1934년에 실린 이

도 그러한 다.

“미술은 민족 으로 사수할 필요가 있다.( 략)우리는 우리 수 에 남아 있는

미술품도 인식 부족으로 다 버리고 말았다.비참한 사실이다.( 략)칠령팔락

(七零八落)한 우리의 미술품을 사력을 다하여서도 견수( 守)하자.( 략)우리

의 실력으로도 자각만 하면 많은 미술품을 아직도 수장할 수 있다.有志 여,

한번 생각을 다시 하여 보자.”425)

조선인의 미술품 구입을 애국 행 로 바라보는 인식은 지속되

어 오 빈이  동아일보 1940년 5월 1일자에 쓴 에서도 그런 입장을

424)충남 논산 출생의 의사이다.“일본인 교수의 권유로 골동의 취미에 했다.오 에

병원 일과를 마치고는 ‘가운’만 벗은 채 그 로 시내 골동상을 돌고 꼭 한 가지를 사들고

와야 그날 밤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박병래,앞의 책,p.10

425)‘수장가(收藏家)의 고 (古今)-본사 학 부 주최 고서화 을 앞두고,창랑산인(滄浪

散人)’,『동아일보』 1934년 6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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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오 빈은 서화 골동 애장열의 확산과 보편화를 치하하면서

“나날이 산일되는 선인의 유 (遺蹟)을 수집하는 숭고한 의미로 보나,정

신 수양 상으로 보아 경하를 불이(不己)하는 바가 만권의 윤리학서(倫理

學書)보다 일편(一片)선인의 유묵(遺墨)은 교과서요,일 교훈이라 할

수 있다.”라며 고미술품에 민족의 얼이 숨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형필은 오세창의 수집 권유에 따라 애국 행 로서 수집에

나선 표 인 사례로 꼽히는데,오 빈은 간송 형필의 박물 개설

계획을 문학교나 학을 창설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라고 극찬하 다.426)

이 같은 민족 행 로서의 조선고미술품 수집은 1930년 에 일

어났던 유 보존운동의 맥락 하에 있다.1920년 일제의 문화정치 하에

서 민족주의 진 의 실력양성운동으로 개되던 문화운동은,1930년

신간회의 해체로 민족주의 진 과 사회주의 진 의 결이 첨 해졌을

때 민족주의 우 를 심으로 나왔다.민족주의 진 은 문화 신론을 내

세우며 조선민족의 소유로 고려자기를 회수하는 것이 민족문화의 정체성

을 지키는 것이자 나아가 민족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편다.427)

민족 행 로서의 미술품 수장을 상징하는 간송 형필은 학

생 시 인 1930년부터 시작해 1933-1934년부터 수집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가 처음 류에서 서화로,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자기 순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는 고려자기를 일본인의 수 에서 조선인의 수 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는 민족진 의 논리와 가치 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428)

형필뿐 아니라 당시 수장가들 부분의 고미술품 구매 행 는

‘민족문화의 보존’행 로 극찬되었다.고려청자나 조선백자,불화 등의

고미술품은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 자부심이자 지의 표상이 되었고,

426)간송은 휘문고보 시 미술교사 던 춘곡 고희동의 소개로 창 오세창을 알게 되

고 그의 권유와 향으로 ‘민족문화재 수호’에 평생을 바치기로 한다.최완수,「간송이

문화재를 수집하던 이야기」,『간송문화 51-‘11월의 문화인물 간송’추모특집』,한국민

족미술연구소,1996,p.2

427)박소 ,앞의 논문,pp.31-33

428) 형필의 문화재 수집은 학졸업 직후인 25세,즉 1930년부터이다.한남서림을 인

수하면서 시작되었고,이순황에게 한남서림의 경 을 맡긴 1933,34년부터 고서와 서화,

골동품 등 문화재를 본격 으로 수집하 다.최완수, 의 ,p.15;최완수 「간송(澗

松)이 보화각(葆華閣)을 설립하던 이야기」,『간송문화 55집』,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8,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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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본인 소유자부터 되찾아오는 것은 정신 인 국토의 회복으로 치

환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수장가들의 수집 행 를 민족문화재 보호라는 애국

견지에서 바라보는 도식 인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술하 듯이

이들의 수집 행 에는 경제 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

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성공한 의사이자 사회 명사이며 손꼽히는

고미술품 수장가 던 박창훈은 일제강 기 당시 주요 조선인 고미술품

수장가의 한 사람이었지만,그의 방 한 수장품을 1940년과 194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여 씩 경성미술구락부 경매회를 통해 모두 처분

한 것이 표 인 사례이다.429)미술품을 투자상품으로 인식해 뛰어든

한국인 수장가들 에는 시장에서 막 한 매각 차익을 거두기도 하 다.

장택상은 서울에 거주하던 경성 학의 일본인 교수로부터 그가 5원에 구

입한 추사의 선면(扇面)을 50원에 구입하 고,이를 경성미술구락부 경매

에 내놓아 간송 형필에게 700원에 낙찰시키는 성공을 거두었다.430)김

찬 은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아 값진 물건을 많이 모았고 1937-1938년

께 도쿄의 경매장에 물건을 내놓아 17만 원에 물건이 팔려 상당히 재미

를 보았다”고 한다.431)

한국인 수장가들은 체로 조선시 선비들의 감상 상이었던

서화부터 수집을 하 거나 서화 주의 수집 경향이 강하고,값이 비싼

고려청자보다는 그 체품으로서의 조선백자를 많이 수집하 다.일제

식민지 시기 골동상 을 운 하 던 송원 이 섭은 해방 이 조선백자

의 수집가로 인 김성수,창랑 장택상,간송 형필,김찬 ,이병직,장

석구,배정국,손재형,박병래,함석태 등을 들고 있다.이들은 1930년

에 이름을 알린 한국인 수장가의 표 인 사람들이다.따라서 한국인

수장가들이 고려청자가 아닌 조선백자 수집가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432)외과의사이자 수집가 던 박병래는 회고록  도자여  에서

429)경성의 수하동 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의 신인 한성고등학교

를 역시 수석으로 졸업했다.한성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 형편 때문에 응시한 임 시

험에서 다시 ‘첫째로 입격’하 고,경성의학 문학교에 들어가 1918년에 졸업했다.김상

엽,「일제시기 경성의 미술시장과 수장가 박창훈」,『서울학 연구』,서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소,2009.11,pp.231-232

430)박병래,앞의 책,pp.131-132

431)박병래,앞의 책,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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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직을 비롯해 구한말 학무국장을 지낸 윤치오(尹致旿,윤일선 박사의

선친),호남의 거부 박 철 등을 서화 수집가로 분류하고 있다.이 가운

데 간송 형필과 함께 합천 출신의 지주 임상종,의사 유복렬,서 가

손재형 등을 4 서화 수집가로 꼽았다.433)

한국인 수요자들의 체 인 수집 경향을 악하는 데는 이들이

이 소장품 량을 처분한 경매나,기증목록이 유용할 것이다.이병직,박

창훈,박 철 등의 소장품 내역 역시 의 경향과 일치한다.434)

2) 개자

1930년 가 되면 한국인 골동상 에도 이름을 알리는 개상들

이 출 한다. 술하 듯이 1910년 부터 많은 한국인 골동상들이 고려

청자 거래 열기에 편승하여 골동품 거래에 뛰어들었지만 부분이 행상

이거나 노 ,겸업 등의 형태로 세하기 짝이 없었다.1930년 에야 한

국인 골동상의 이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업력의 우열이

가려지고,한국인 수집가들이 민족 친화성이 있는 한국인 골동상과 주

로 거래한 것에서 연유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여기에 조선시 서화가

1930년 들어 미술시장의 인기 장르로 부상하면서 통 서화에 한 감

정과 안목에서 일본인보다 경쟁력이 있는 한국인 골동상들의 존재감도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인 골동상 심으로 출범했던 경성미술구락부 경매

에는 1937년 이후 유수의 한국인 개상들이 세화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435)실제 1941년의 주주 명단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확인

432)송원,「내가 걸어온 고미술계 30년」『월간 문화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9회,

1973-1974,p.40

433)박병래,앞의 책,p.117,118,120,121

434)이병직,박창훈의 경매 내역은 김상엽 편 ,앞의 책 2권 pp.5-82,pp.587-638,같

은 책 3권 pp.195-304참고할 것.박 철의 경성제국 학기증품 목록은 김상엽,앞의

『미술품 컬 터들』,pp.174-175

435) 컨 ,박창훈의 소화15년(1940년)경매 도록 ‘부내 박창훈박사 소장품 매립목록’을

보면 세화인으로 이순황,오 빈,유용식이,사사키 쵸지(佐佐木)등의 일본인 골동상과

함께 참여하 다.김상엽 편 ,앞의 책 제 2권,p.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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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935년에서 1940년까지 경성부에서 조사한 ‘물품 매업조사’에

따르면 고물 골동상의 수는 1935년 180개(일인 73,조선인 107)에서

1940년에는 379개(일본인 83,조선인 296)로 배 이상 늘었다.436)민족별

구분을 보면 같은 기간 조선인이 운 하는 골동상의 증가폭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경성부에서 일본인보다 조선인들의 고물(골동)상 수치가 많

은 흐름은 [표 2]의 국 고물(골동)상 추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 고물 고물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황 정․ 락

정․명치정․태평동 등)가 가장 많아 1935년 124개,1940년 164개이고,

북부( 훈정․서 문․공평동․인사동․종로 등)가 1935년 18개,1940년

69개 다.그 다음으로 서부( 림동․죽첨정동․아 정․홍제정 등)에는

1935년 20개,1940년 48개,동부(효자동․원남동․종로 등)에는 1935년 9

개,1940년 42개 포가 있었다.437)

그러나 지 하 듯이 한국인 골동상들은 부분 행상,노 등을

하거나 포 없이 거간으로 참여했으며, 포를 가지더라도 겸업을 하는

등 규모가 세했다.

이 가운데 고미술품 수집가들이 거래할 만한 역량과 규모를 갖

춘 골동상 으로는,민족 구분 없이 열거하면,남 문의 배성 상 ,무

교동의 문명상회,소공동의 동창상회,명동의 우고당,천지상회, 동고당,

길 ,회 동의 흑 ,충무로의 ,고천당,을지로의 학룡산, 상동의

취고당, 훈동의 한남서림,당주동의 조선미술 등 략 20개 내외의

포로 추정된다.438)한국인 골동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재

외환은행 남 문 지 자리에 있던,배씨 성을 가진 이가 주인이던 배성

436)김상엽,앞의「일제시기 경성의 미술시장과 수장가 박창훈」논문,p.227

437)김상엽,앞의 논문,p.227.그런데 조선총독부의 경찰 업 단속 업종 추이를 보면

골동품(고물)거래에 종사하는 한국인(행상 포함)은 1914년만 해도 조선인 997개,일본인

1,402개로 일본인이 더 많았으나 이 민족별 수치는 1915년부터 역 되어 1920년이 되면

조선인 7,893개,일본인 2,548개가 된다.그만큼 국 인 고려자기 열기에 조선인들이

부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그런데 이 수치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936년이 되면 일제 정리가 되면서 총 2,114개 조선인 골동상은 국에 31

개로만 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나머지 2,000여개는 일본인이 운 한다

는 얘기가 된다.조선총독부 통계와 경성부의 물품 매업조사와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

되는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438)김상엽,앞의 논문,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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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과,시청 뒤에서 이희섭(李禧燮)씨가 하던 문명상회라고 박병래

는 회고한다.439)배성 은 일본어뿐 아니라 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외국인을 상 하 다는 것으로 보아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

다.440)이희섭은 동경,오사카,개성 등에 지 을 두고 1934년에서 1941

년까지 ‘조선공 람회’를 동경과 오사카에서 7회나 개최해 1만 이 넘

는 한국 고미술품을 일본에 매하 다.441)오 빈의 조선미술 ,이순황

의 한남서림,이희섭의 문명상회 등을 제외하면 부분 1930년 후반

이후에 개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으로는 일본인 골동상들이 명치정,본정 등 일본인 거주지

에 집하 던 것과 달리,한국인 골동상 들은 종로를 심으로 포진하

고 있었다.특히 인사동에서 북 에 이르는 지역에는 통 인 양반가옥

이 집해 있어 여기서 나오는 고서 골동 서화 병풍들을 심으로 1930

년 고서 고미술품을 취 하는 상가가 들어서 오늘날 인사동 거리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다.442)인사동에서 고미술상 거리가 형성된 것은

조선시 서화 등 조선시 고미술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 것과

련이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이 시기에는 1910년 기의 도굴품 거래를 한

개상의 난립 상과는 다르게,고미술품의 재 매 열기가 뜨거워지면

서 새롭게 골동품 개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식자층 가운데서도 이 시장에 가세하는 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 시기의 새로운 상이다.태평양 쟁이 일어날 무렵(1939)에 김

수명 씨가 산업은행 근처에,서양화가 구본웅 씨가 소공동에 골동상

을 차렸다.443) 평양 지주 집안 출신의 서양화가 김찬 (김덕 으로 개

439)박병래,『도자여 』,p.37.이희섭은 고려청자,조선백자 뿐 아니라 부조,석등 등

의 석물을 일본인 수집가에게 팔아 남겼다. 수완이 좋아 장택상 씨가 가졌던 진사편호

(辰砂偏壺)를 6천원에 사서 3만 원에 내다팔기도 하 다.

440)배성 은 국 으로 알려질 정도로 규모가 컸고,외국인 사이에서도 유명하 다.

주인 배씨는 일부러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채 어를 사용해가며 고객을 응 하여 인기

를 끌었다.배성 은 8·15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업을 하다가 6·25 쟁 때 큰 화를 입

고 풍비박산하 다고 한다.박병래,『도자여 』,p.41

441)김상엽,「일제시기 경성의 미술시장과 수장가 박창훈」,『서울학연구』 제37호 서

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겨울,p.227

442)장규식,「일제하 종로의 문화공간」,『종로:시간·장소·사람』,서울시립 학교 서

울학연구소,2001,p.196

443)박병래,앞의 책,p.34.서양화가 구본웅이 골동상을 차린 시기와 련 1933년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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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화가 생활을 고 골동품을 수집하면서 골동상을 경 한 것으로

해진다.식자층까지 가세할 정도로 시장의 재 매 열기가 뜨거웠음을

보여 다.

고미술품 거래 열기는 나라 밖의 운과 상 없이 더해 갔다.경

성미술구락부의 매출이 체 총액과 1회 평균액 모두 1938년 이후 증가

하면서, 재 기록 확인이 가능한 마지막 연도인 1941년에 정 을 이룬

것에서도 알 수 있다.444)

한국인 골동상의 경우 서화 부문에서 강 을 보 는데, 형필이

서화 을 구매할 때는 한림서림의 주인 이순황을 이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그가 고려청자 등 자기를 구입하기 해서 일본인 골동상인 온

고당(溫古 )주인 신보키조(新保喜三)를 내세웠다는 것은 역으로 한국

인이 서화에는 강했으나 고려자기 등 도자기 분야에서는 업력이 떨어

졌고 시장에서도 소외되었음을 말해 다.445) 술한 장르별 가격 추이에

서 보듯이 고려자기 시장과 조선시 서화 시장은 가격 에서부터 각각

수백 원 와 수만 원 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술시장의 핵심

거래품목에서는 한국인 골동상은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

다.1930,1940년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한국인 개상인 오 빈 역

시 조선시 서화에만 집 하 다.

한국인 개상들이 반 으로 조선서 서화 부문에서 시장의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은 1922년 창립 당시 85명의 주주 명단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으나 1941년의 주주 64명 가운데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인

물이 4∼5명가량 존재하는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446)리노이에 키쇼

(李屋禧燮,30주,문명상회 사장 이희섭 씨로 추정),스모무라 코(李村

동 카페 낙랑 라 에 골동품상 ‘우고당(友古 )’을 세웠다는 주장이 있다.

444)근 주요 수장가의 한 사람으로 후일 국무총리를 지낸 장택상은『조 』 인터뷰

(1937년 3월호)에서 “경성만 하여도 이런 도자기로 생활하는 일인 내지 사람이 5,6백 명

이나 되고,그 매 가격이 칠십팔만 어치나”된다고 증언하 다.

445)한남서림은 간송 형필이 고미술품 수집을 해 이순황에게 차려 골동상 의 성

격을 갖는다. 형필은 본격 으로 고서화 수집에 나서기 해 1932년 훈동의 한남서

림을 인수해 오세창이 키운 거간 이순황에게 운 을 맡겼다.이후 형필은 한남서림을

통해 고서화를 구입하 다.이원복,「간송 형필과 그의 수집 문화재」,『근 미술연

구』,국립 미술 ,2006,p.203;최완수,「간송이 보화각(葆華閣)을 설립하던 이야

기」,『간송문화 55집』,한국민족 미술연구소,1998,p.15

446)사사키 쵸지,앞의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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淳璜,10주,간송의 리인인 한남서림 표 이순황으로 추정),카네코

히사오(金子壽夫,10주,골동상 金壽命으로 추정),오 빈(6주)등이 그들

이다.447)이들 외에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에는 유용식(劉用植)이라는

인물이 수차례에 걸쳐 경매에 세화인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하지

만 사사키가 회고록에서 밝힌 주주 명단에서는 그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을 찾기가 어렵다.

이 오 빈은 조선미술 을 경 했던 사람으로 한국명을 써서

확실히 알 수 있으며,나머지는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한국인 골동상

들의 창씨개명한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이희섭,이순황,오 빈은 술한 로 뛰어난 경 능력과 문

성을 가진 한국인 개상이다.김수명의 경우는 락교회 아래 우고당

(友古 )을 경 했으며 해방 에 이희섭의 문명상회와 벽을 이루었던

한국인 골동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48)유용식은 장택상의 미술품 수집

에 여했던 고 거간이다.449)다른 개상들이 경매에 세화인으로 참

여할 때 상 이름을 병기하기도 한 것과 달리 항상 이름만 나오고,

화번호는 거의 병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10]에 보이는 이병직,박창훈의 두 차례 경성미술구락부 경

매에서 알 수 있듯이,이들 한국인 골동상인들은 한국인이 출품하는 경

매에는 꼭 세화인으로 등장하 다.450)따라서 같은 한국인이라는 민족

동질성과 친 감이 작용하 을 것이며 평소 이들 소장가들의 미술품 구

매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갖고,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구매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실제 구매를 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인 소장가들

의 경매에는 조선시 서화가 거 나왔다는 에서 이들의 안목과

감정 능력 등 문성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다.실제 한국인 개상들

447)사사키 쵸지,앞의 ,pp.33-35

448)‘서화 골동 야화’,『매일경제』 1983년 7월 8일자. 고미술상 앙회 회장을 지낸

골동상 당 표 신기한(申基漢)씨의 회고록이다.

449)박병래는 유용식에 해 장택상 씨 거간을 한 고 거간이며 별명이 호랑이로 서

화 감각이 뛰어났다고 회고한다.고 거간은 ‘굴출’’로 불리는 보통 거간이 다 같은데

자기 등을 넣고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달리 인력거를 타고 기생을 끼고 다니며 세를

부렸다. 장택상씨나 으로 거부가 된 최창학씨 사랑에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박병래,앞의 책,p.43

450)표는 김상엽 편 ,『한국근 미술시장사자료집』에 수록된 46개의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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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인 소장가의 경매뿐 아니라 일본인 소장가라 하더라도 조선시

회화가 주요 경매 물품으로 나올 때는 한국인 개상들이 세화인으로 참

여하 다.그러나 이는 역으로 이들 한국인 세화인(골동상)들이 경성미

술구락부 창립 기부터 이미 고가의 가격 가 형성된 고려청자나

1930년 들어 가 르게 가격이 뛴 조선백자의 거래에서는 여 히 배제

되었음을 의미한다.이는 한 개상으로서 고가 미술품 거래 시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수료 수입의 기회 역시 박탈되었음을 의미한다.

4.근 화랑의 등장

미술시장의 근 성을 재는 척도 가운데 하나는 서양화의 수용과

매매라고 할 수 있겠다.이를 서양화와 동양화를 우열에 두고 비교하는

것으로,서양 우 의 식민사 이라고 비 할 수도 있겠다.그러나 그 게

만 볼 수 없는 것이,한국사에서 근 는 서양에의 문호 개방으로 시작되

었고,이후 서구 문화와 기술 그리고 시스템의 수용과 함께 개되었다

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미술에서 보자면 서양화는

통의 수묵 한국화와는 다른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유화를 심으

로,근 문명의 하나로 이식이 되었다. 한 21세기인 지 ,서양화는

시장의 주류 장르를 이루고 있는데,이런 실 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서양화 시의 본격화는 1930년 를 특징짓는 잣 로 고려되어야 한다.

1930년 가 되면 미술시장에서 서양화의 시는 새로운 국면으

로 어든다.서양화가들이 수 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이들의 공과목

도 다양해지는 등 서양화가의 공 은 이 과는 양 으로나 질 으로 다

른 양상으로 개된다. 한 서양화가 시될 수 있는 공간도 공공미술

․백화 갤러리,카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이 등장

한다.이들 공간은 서울의 부유한 상류층이나 지식인층이 드나드는 곳

으로,아방가르드 장르인 서양화를 일상 으로 하며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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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양화가의 축

술하 듯이 1910년 들어서면서 일본 유학 서양화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지만, 기의 서양화가들은 서양화에 한 의 인식

부족이라는 실 인 장벽 앞에서 좌 해 작업을 단하는 경우가 부

분이었다.미술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서양화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1920년 들어 등장한 후배 세 들은 1910년 귀국한 유학

선배 세 와는 달리 지속 으로 미술작업을 하면서 시활동도 비교

활발하게 개하 다.

1930년 이후 배출되기 시작한 서양화가들은 이 세 들이 사

실주의,혹은 외 식 인상주의 미술교육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야수 ,

실주의,추상주의 등 서구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는 등 서양화가의

양상은 세부 공에서 다채로워진다.특히 순수미술과 별되는 상업미

술로서의 디자인,즉 도안 공자들까지 1930년을 후하여 배출되기 시

작하 다.

1920년 후반부터 시작하여 1930년 에 들어서면서 서양화 화

단에서 본격 으로 나타난 새로운 상은 일본 유학 를 심으로 서양

화 단체들이 결성된다는 이다.1928년 12월 서울에서 결성된 서양화가

의 모임인 ‘녹향회’가 그 출발을 알린다.451)서양화가 단체의 결성은 서

화 회에 포섭되었던 서양화,즉 체로서의 동양화에 한 부분으로서

의 서양화,혹은 아래 세 로서의 ‘속(續)’개념이 아니라,동양화로부터

독립된 장르로서의 서양화의 정체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다.이는 녹

향회 결성 취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심 섭은  동아일보 1928년 12월 15일자에 기고한 에서 녹향

회 창립 취지와 련,“선 (鮮展)이나 (協展)에서는 우리의 자유롭

고 신선발자(新鮮撥刺)한 은이의 마음으로 창조할 수 없는 까닭에 새

로운 모임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 성격을 “순연히 작품의 발표기

인 미술단체”라고 규정하 다.이런 독자 인 서양화 조직의 결성은 그

451)‘양화가의 모임인 녹향회 결성’,『동아일보』1928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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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서양화가의 양 인 축 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452)

‘녹향회’결성이 기폭제가 되어 1930,1940년 에는 서양화가 단

체들이 지속 으로 등장한다.1930년에는 일본 유학생을 심으로 미술

단체인 ‘백만회(白蠻 )’가 동경에서 결성되었다.453) 동경 한국 유학생

들의 친목단체 던 ‘조선미술학우회’가 1933년 ‘백우회(白牛 )’로 명칭을

바꾼다.백우회는 당시 이쾌 (李快大),박 선(朴泳善),최재덕(崔載德),

김만형(金晩炯)등 제국미술학교 재학생들이 심이 되었으나 이후 동경

미술학교,태평양미술학교,일본미술학교,문화학원 유학생들도 참여시키

면서 규모가 커지고, 기 서양화가 심에서 차 공 분야도 수묵채

색화,조각,자수와 나 칠기 같은 공 까지 포 해 1938년 이름을 재동

경미술학생 회로 바꾼다.이 단체는 1939년 제2회 부터는 졸업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동경미술 회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 무렵 회

원이 100여 명에 이르러 1936년 서화 회가 활동을 단한 이후 미술단

체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밖에 1930년 동경미술학교 동문들의 모임인 동미회(東美 )를

비롯하여 목일회(牧日 ),녹과회(綠果 )가 잇달아 창립되었으며,1940

년 에도 태평양미술학교 동문들의 모임인 PAS,신미술가 회 등이 생

겨난다.

서양화가 단체의 결성은 친목 도모와 함께 작품 시에 목 이

있었으며, 시는 곧 작품 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첫 서

양화가 단체인 녹향회만 하더라도 매년 회원출품제를 통해 람회를 개

최키로 하고 1929년 5월 24∼29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기념 에서 제1회

람회를 열었고,1931년 4월 10∼15일 같은 장소에서 제2회 미 을 개

최하 다.454)

452)‘미술 회 람회 입(卄)1일부터 화신서 개최’,『동아일보』 1939년 4월 8일자.

“동경에 잇는 각 미술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서 조직된 재동경미술 회(白牛 )는

지 부터 8년 부터 조직되어 동호자 120여명을 포함하고 미술 술의 참조와 회원 간

의 친목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경성부내 종로

화신 칠층 갸라리에서 제2회 람회를 개최하기로 하 다.”

453)‘새 미술단체 백만회(白蠻 )조직-동경에서’,『동아일보』1930년 12월 23일자.“

재 동경에서 미술을 연구하는 이들 몇 사람이 새 미술단체 백만회를 조직하 는데,동인

은 길진섭,구본웅,김응진(金應璡),이마동,김용 5인이요.임시사무소는 동경 시외 야

방정하로궁(野方町下鷺宮)104에 두었으며,제1회 람회는 명년 4월 경성에서 개최하리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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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뿐 아니라 서양화 개인 도 이 에 비해 에 띄게 활발

해졌다.1928년에는 6월 청년화가 도상 이 함흥의 함흥상업학교 강당에

서,같은 해 7월 진작가 서동진(徐東辰)이 구의 달성공원 조양회

에서 서양화 개인 을 여는 등 이미 1920년 후반부터 간헐 으로 열

리기 시작한 서양화 시는,1930년 가 되면 상설 으로 열리게 된

다.455)

1920년 와 비교해 달라진 서양화가들의 시 작품 매매 양

상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이 장에서는 1930년 부터 나타

난 상으로서,‘도안’을 공한 유학 서양화가들의 등장과 이들의 수

요자로서 도시화되고 상업화되어 가는 1930년 서울의 기업 상업 문

화에 해 살펴보겠다.

당시의 경성은 이미 도시화․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구식 건

축 양식의 백화 건축물 등이 신축되고 도시 미 이 달라지기 시작했

다.회사 수가 늘어나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특히 백화 ,직물회

사 등의 규모 상업자본은 매출 확 를 해 고와 상품 포장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상품 디스 이 등에서 상업미술의 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기업 간 경쟁의 격화는 경성의 공장 수 추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경성의 공장 수는 1912년( 정 원년)101개 으나,1928년(소화2

년)이 되면 894개로 9배 가까이 늘어난다.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 8687

명에서 1만 656명으로 증가한다.456)

외래 상품의 유입 한 상업계에 상업미술의 필요성을 감하게

한 시 인 자극이 되었다.1929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 에 경성의

포목상조합이 공동 명의로 “외래품을 능가하는 우리의 목,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라는 기치의 고성 기사를 게재하 다.포목상조합은 당시

454)‘양화가의 모임인 녹향회 결성’,『동아일보』 1928년 12월 16일자;‘녹향회의 제 1

회 람’『동아일보』1929년 5월 23일자;‘녹향회 주최 녹향 미 방 개최 ’,『동아

일보』 1931년 4월 15일자.

455)‘도상 씨 양화 람’,『동아일보』 1928년 6월 2일자.당시 도상 의 개인 에는

이틀의 시기간 동안 람객이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신문은 보도

하고 있다.;‘양화 람회’,『동아일보』 1928년 7월 5일자.서동진의 양화 은 작품 수

가 56 이 되는 규모가 큰 시 다.

456)朝鮮每日新聞社 編,『大京城 』,京城 :朝鮮每日新聞社,昭和4(1929),p.170(1989

년 경인문화사 인본).여기서 공장은 원동력을 사용하거나 직원 5인 이상 규모,산액

(매출액)5,000원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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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만천하 동포형제여!상표에만 고집하고 외래품을 소용하던 종

래의 인습을 물리치고 우리 조선의 생산공업과 경제계의 회복을 하여

( 략)경방(경성방직)제품 ‘조선 목’을 쓰시도록 일치단결합시다”라고

호소하 다.457)이는 매출 확 를 해 민족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지만,동시에 상표 디자인과 랜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인식이 있었기에 1930년 에 들어서면 상업계는 매출 확 를

해 상품 디자인과 상품의 진열 등에 산을 투입하는 등 상업미술 수

요자로서의 구체 인 행보를 보이게 된다.

이런 시 분 기 속에서 국내 최 의 도안과 출신 유학생들

이 잇달아 등장한다.임숙재(任璹宰,1899-1937)가 1928년 일본 동경미술

학교 도안과를 졸업하 고,이어 이순석(李 石,1905-1986)이 1931년 같

은 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귀국한다.

임숙재는 귀국한 그해인 1928년  동아일보 에 ‘도안과 공 ’라는

을 실어 국내에는 학문 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업미술로서의 도안

의 의미와 효용을 설 했다.

임숙재가 구체 으로 상업미술 분야에 종사했다는 기록은 없으

나 두 번째 도안 공자인 이순석은 구체 인 산업 장에서 일하며 자

신이 받은 미술교육을 실에 목하 다.이순석은 귀국한 그해인 1931

년 최 의 디자인 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을 경성에서 열어 책 표지

디자인[도 46]등을 선보 다.이 시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화신백

화 에 고용되어[도 47]디자이 로 일하며 고와 선 미술을 담당

하 다.458)그는 화신백화 에서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당시 잡지에

소개되고 있다.459)그의 제안에 따라 2층 한옥이었던 화신백화 을 3층

가건물로 개조해 분 기를 바꾸고 유리 진열장과 출입구를 새로 배치해

활발하게 일했다고 한다.460)

457)‘경방제품은 우리의 목-이천만 동포에게 주장함’,『동아일보』 1929년 11월 17일

자.이 은 창무역주식회사 등 경성포목상 조합 일동으로 되어 있다.

458)이순석의 제 1회 개인 은 동경미술학교 재학 시 만든 항아리,수 복(패턴 디자

인),포스터,구성 등 30여 으로 상업미술도안,공 미술도안,장식미술도안 등이 어우러

진 종합 도안 의 양상을 보 다.구경화,「이순석의 생애와 작품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1999,pp.11-12,도안 도 은 서울 학교 미술 학 응용미술학과

동문회,『하라 이순석』,1993,p.31

459)「끽다 탐방기」,『삼천리』제 6호,1934년 5월 1일자,조이담·박태원,『구보씨

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서울:바람구두,2005,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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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미술로서의 디자인은 경성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낳은 시

인 요구 다.백화 ․카페 등은 서구 인 외양을 갖추기 시작했고,이

에 어울리는 서구 인 실내외 인테리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었을 것이

며,고객에게 매하는 상품에서도 종래의 통 인 문양과는 다른 서구

인 감각의 디자인이 필요했던 것이다.화신백화 이 디자인 공자 이

순석을 고용한 것도 세련된 감각의 실내외 인테리어를 통해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려는 상업자본의 달라진 태도를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당시 이러한 상공업계의 분 기를 반 한 것이 미술평론가인 심 섭

이 1932년  동아일보 에 ‘상공업미술 시 성과 상품가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이다.461)..

“우선 내가 생각해 보아도 창내(店窓內)에 장식 으로 시되어 있는 상품이

하고(何故)로 같이 아름답게 보이며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인가에 한 이유

를 잘 아는 까닭에 상품을 사고자 하는 동기까지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략)자기 상 의 미 연구를 게을리함은 가장 실패의 장본(張本)인

것이다.”

상업미술에 한 시 인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하 다는 것은

각종 상업디자인 공모가 1930년 부터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932년 총독부 매국은 새로 출시하는 권연(卷煙)제품 ‘은하’의 의장

도안을 공모하기도 하 다.462)1934년에는 경성상공회의소가 회의소

를 상징하는 마크 도안을 상 공모하 다.463)이런 산업 장의 분 기

를 타고 동아일보사는 1938년 고생을 상으로 상업미술 포스터와 도

안 공모를 한 데 이어 1939년 고부 주최로 고생 상 상업미술 공모

당선작을 가지고 화신백화 ‘갸라리’에서 ‘상업미 (商業美展)’이라는

제목으로 람회를 열었다.464)

460)이순석 정시화 담,‘석공 가 이순석의 선구 생애와 작품’,『꾸 』,1978년 9

월 ,구경화, 의 논문,p.12재인용,이순석이 화신 직원들과 은 사진은 부산근 역

사 ,『백화 근 의 별천지』,2013,p.107

461)‘상공업 미술 시 성과 상품 가치’,『동아일보』 1932년 8월 18일자

462)‘권연(卷煙)은하(銀河)의 의장 도안 모집’,『동아일보』 1932년 7월 23일자.1등

300원,2등 100원,3등 50원의 상 을 내걸었다.

463)‘경성상공회의소 마크 상 모집 요항’,『동아일보』 1934년 7월 15일자.

464)‘상미(商美)학계 충동 포스터와 도안 방학 이용으로 정련’,『동아일보』193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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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양화 시공간

1920년 까지만 해도 서양화 시는 학교 강당,종교시설 등 다

목 복합공간에서 이루어졌다.1930년 들어 이제 오로지 미술 시만

을 목 으로 한,그것도 인테리어 등에서 서양화에 더욱 어울리는 시

공간이 등장하 다는 은 미술시장사의 측면에서 이 시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왕가미술 과 조선총독부미술

1930년 등장한 서양화 심 시공간으로는 (官)의 권 와

동원 성격 때문에 이왕가미술 과 총독부미술 을 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왕가박물 은 1933년 10월부터 덕수궁 석조 을 개조하여 일

본 근 미술작품들을 진열하기 시작했다.465)1936년 석조 에 새로운

건물을 공하여 당시 창경궁에 있던 이왕가박물 의 기능을 이 신 으

로 옮기면서 이왕가박물 소장품 가운데 신라․고려․조선시 의 도자

기와 조상(彫像),회화,조선 출토의 국자기만 1만 1000 이상을 이

했다.466)그리고 이 신 과 일본 근 미술진열 인 석조 을 통틀어 명

칭을 ‘이왕가미술 ’[도 48]으로 개칭해 1939년 6월 5일에 개 하고 이

왕가박물 을 폐쇄하 다.467)

22일자.‘본사 고부 주최의 상업 미 개막’,『동아일보』1939년 9월 21일자

465)석조 은 1910년에 경운궁(덕수궁)에 지어진 서구식 ‘양 (洋館))으로 한 때 고종의

거처로 사용되었다.고종이 승하한 1919년 이후 빈 궁궐로 남아있었으나 덕수궁이 공원

으로 개방되면서 일본근 미술품을 진열하는 시장으로 개조되었다.석조 의 일본미술

진열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847-1946)도쿄제국 학교수,스기 에이자부로(杉榮

三郞 1874-1965)제실박물 장,와다 에이사쿠(和田英作 ,1874-1959)도쿄미술학교 교

장,마사키 나오히코(正木直彦,1862-1940)제국미술원 원장,구도 소헤이(工藤壯平,

1880-1951)궁내성 보좌 등 일본 미술 행정계의 핵심 인물 5명에 의해 주도되었다.국

립 앙박물 ,앞의『동양을 수집하다』도록,p.148

466)‘이왕가 미술 ’,『동아일보』 1936년 4월 15일자.당시 신문은 건축 산 십만 원

을 들여 이 한다는 소식을 하면서 람 편의 제고를 이 이유로 들고 있다.이는 곧

박물 의 행정을 소장 심에서 시 심으로 바꾸었음을 뒷받침해 다.“그러나 그(이

왕가박물 )는 미술품을 진열할 만한 시설이 없는 옛날 건물일 뿐 아니라 창경원은 부

(府) 에서 치우친 곳으로 일반 람에 불편이 지 아니하므로,교통이 매우 편의한 덕

수궁으로 그 치를 옮기어 신축키로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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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조선의 고미술품을 수장해 왔던 이왕가박물 은 1938년

부터는 일본 근 미술,즉 일본의 동시 미술도 아울러 시하는 공간으

로 성격이 바 게 된다.468)이왕가미술 은 이미 1934년부터 일본 근

미술품을 수집하는 등 동시 화가들의 미술품 구입에 극 으로 나섰

다.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석조 의 용도를 근 미술 시공간으로 변경

한 것은 동시 일본인 화가에 한 후원의 목 이 강하게 작용하 을

것으로 보인다.469)

이왕가미술 이 구입한 일본 작가의 작품은 동양화로는 1934년

마쓰바야시 게이게쓰(松林桂月 1876-1963)의 채색 화조화 <쾌청한 가을

날>을 비롯한 그의 일본화 3 과 공 품 1 을 구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마쓰바야시는 에도 남화의 통을 잇는 일본화가로 고암 이응노

(1904-1989)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으며,1920-1930년 에 조선남화원의

고문으로 활동했다.470)1940년에 구입한 교토화단 출신의 니시야마 스이

쇼(西山翠嶂 1873-1958)의 인물 동양화 <라쿠호쿠의 가을>(1940년작)은

이왕가미술 의 작품 구입가 최고가인 5000엔을 기록했다.471)

서양화로는 1935년 구입한 다나베 이타루(田邊至,1886-1968)의

<자수 병풍>[도 49]이라는 제목의 드화,1935년 구입한 고이소 료

헤이( 磯良平,1903-1988)의 <일본식 머리를 한 여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다나베는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 교수인 구로다 세이키(黒田清

輝,1866-1924)의 제자로 1929년 이후 4차례나 조선미술 람회의 심사

원을 지냈다.그가 그린 일본의 자수 병풍을 배경으로 서양식 의자에 앉

은 라(全裸)여인의 그림은 1936년 진열 당시 그 해의 표 인 시

품으로 평가 받았다.472)이왕가미술 에서는 그의 명성을 고려해 이듬해

467)이로써 덕수궁 안에서는 조선의 고 미술에서 일본 미술로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진다. 람자들은 조선의 고 미술과 일본의 미술을 연속 인 맥락에서 구경하

게끔 되는 데 한국인 람자에게 식민통치를 내재화시키려는 의도로 기획되었을 것이다.

이미나,「李王家 미술 의 일본미술품 시에 하여」,『한국미학 술학회지』 통권 제

11호,한국미학 술학회,2000,p.218;이왕가미술 의 소장품은 1938년 6월 4일부터 일

반에 공개되었다.‘미술 6월 4일에 일반공개’,『동아일보』 1938년 5월 31일자.

468)장상훈,「일제의 박물 운 과 ‘동양’문화재 수집,그 제국주의 기획」,『동양

을 수집하다-일제강 기 아시아 문화재의 수집과 시』,국립 앙박물 ,2014,p.186

469)국립 앙박물 ,앞의 『동양을 수집하다』도록,2014,p.122

470)국립 앙박물 ,앞의 도록,p.150

471)국립 앙박물 ,앞의 도록,pp.152-153

472)국립 앙박물 ,앞의 도록,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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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1935년 작)를 연속 구입하 다.1930년 반 이후 진행된 이왕

가박물 (미술 )의 동시 미술품 수집에 의해 이왕가박물 소장품(국

립 앙박물 덕수품 기 ) 일본 근 미술품 비 은 체의 18.2%로

상당한 비 을 차지한다.473)

이왕가미술 은 일본 작가의 작품만을 구입하 다는 에서 한

국인 서양화가의 작품 매에 미치는 직 인 향은 거의 없었다.하

지만 조선미 의 심사 원 등 조선미 에 향을 끼치는 작가들의 작품

을 구입하고 이들의 작품을 진열함으로써 한국인 서양화가들 사이에 당

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선 (鮮展)스타일’을 유도

했다는 에서 무시하지 못할 간 인 향력을 가졌다.

드화는 덕수궁 석조 의 일본 미술 시에서는 매년 두세 씩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 드화가 인체 비례 등에 한 찰력과 감각,

이를 표 하기 한 데생력과 기법 등이 뛰어나야 소화할 수 있다는 이

유로 서양의 고 주의에서 아카데미즘을 표하 고,일본의 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장르 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1935년에 구입한 다나베

이타루의 <서양식 팔걸이의자에 앉은 라의 여인상>유화는 일본 창

기 서양화에서 보이는 서구 드의 형이다.1936년 『이왕가 덕수궁

진열 미술품 도록』 제4집에 실린 서양화 시실[도 50]을 보면 카메

라에 잡힌 7 가운데 4 이 드화(2 ),그 외의 3 이 어린아이 그림,

소 에 앉은 의상을 한 여인 그림 등 여성과 어린이를 소재로 하

는 드화이거나 인물화 다.1922년부터 시작된 ‘조선미 ’에 출품된 작

품의 주제가 인물화․풍경화․정물화 고,그다음이 드화 다는 사실

은 석조 에서의 시와 공모 과의 상 계가 긴 함을 보여 다.474)

일제가 세운 하나의 요한 미술 시공간은 조선총독부

미술 이다.1939년 제18회 조선미술 람회에 맞추어 공되어 시장으

473)국립 앙박물 ,앞의 도록,p.181

474) 드화를 그린 한국인 서양화가의 를 들자면,김인승은 동경미술학교 재학 에

그린 <나부(裸婦)>로 1936년 ‘문 감사 ’에서 입선하 으며,서울로 돌아온 이듬해인

1937년 ‘조선미 ’에서 다른 세 작품과 함께 <나부>를 출품해 창덕궁 상을 받았다.나혜

석이 드 여인의 돌아선 뒷모습을 그린 <나부>(연 미상)를 남겼고 임군홍(林郡鴻,

1912-79)이 1936년 제 16회 서화 회 에 <나부 와상>을 출품하 다.구본웅의 1935년

작 <여인> 역시 나부를 그린 것이다.김 나,『20세기 한국미술』,서울: 경,2001,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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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된 조선총독부미술 은 애 미술 과 과학 으로 구성된 복합

박물 으로 기획되었으나 산 문제로 미술 만 추진되었다.조선총독부

미술 은 조선미술 람회 기간 에는 시회장으로 사용하고,평시에는

미술품 상설 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에 따라 조선미 기간 외에는

일반에게 개방되어 개인 이나 단체 이 열렸다.475)제3회 재동경미술

회 같은 단체 ,단심보국화 ,성 (聖戰)미술 람회 같은 시국 련

시회가 이곳에서 열렸다.476)재동경미술 회(백우회)는 1939년 4월 화

신백화 갤러리에서 람회를 열었지만,장소가 비좁아서인지 1940년의

제3회 부터는 총독부의 후원 아래 총독부미술 에서 시회를 개최했

다.백우회는 1943년 8월 제6회 시회를 가진 후 일제 말기 혼란 속에

서 활동이 단되었다.백우회 회원이 120여 명에 달했다고 하므로,1인

당 2 씩만 출품하여도 총독부미술 이 최소 200 은 소화할 수 있는 규

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477)이 외의 공공 미술 시공간으로는 경성부

의 부민 ‘갸라리’가 있다.1934년 착공된 부민 은 서양의 ‘철근 콘크리

트 양식’으로 이층에 ‘갸라리’를 갖추었다.478)

ⓑ백화 ‘갤러리’

1930년 미술시장의 유통 부문에서 일어난 가장 요한 변화는

백화 갸라리(갤러리)의 등장이다.경성 내 백화 갤러리의 효시는 미

쓰코시(三越)백화 (지 의 신세계 백화 자리)인데 1930년 건물을 신

축하면서 지상 5층에 온실,아동운동장,분수 ,옥상정원과 함께 갤러리

를 낸 것이다.[도 51-1]미쓰코시의 신인 미쓰코시 오복 에서는 이

미 경성에 일시 체류 이던 일본인 이시이(石井光楓)화백의 람회가

1920년 5월 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기도 했으나,1930년 들어서 백화

내에 본격 인 미술 시공간이 갖춰지며 백화 갤러리 시 를 열었다.

479)

475) 복 이후 국 시장으로 사용되다가 1969-93년 국립 미술 으로 쓰 다.이

후 1995년에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라 철거 다.목수 ,「1930년 경성의 시공간」

『한국근 미술사학』 제20집,한국근 미술사학회,2009pp.111-112

476)목수 ,앞의 논문,p.111

477)‘미술 회 람회 입(卄)1일부터 화신서 개최’,『동아일보』1939년 4월 8일자

478)‘계획 끝난 부민 불원(不遠)에 착공’,『동아일보』1934년 6월 27일자

479)‘石井 화백 람회’,『동아일보』 1920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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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기업가 박흥식이 종로에 세운 화신백화 도 1935년의 화

재 후 근 기의 표 인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의 설계로 1937년 신

을 완공해 갤러리를 개 한다.[도 51-2]1937년에 설립된 미나카이

(三中井)부산지 ,1939년에 신축된 조지아(丁字屋)백화 에도 갤러리가

존재했다.480)]미쓰코시,화신에서 보듯 갤러리는 각 백화 의 꼭 기 층

에 치했다.[도 52-1][52-2][52-3][52-4]이 게 백화 마다 갤

러리가 출 하면서 백화 의 시는 활성화되었다.

백화 의 미술 시는 일반 소매상 과 자신을 차별화해 고 한

이미지를 심기 한 문화사업의 하나로 시도된 것이다.백화 이 단순히

상품을 매하는 기 이 아니라 근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기 으로서

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백화 은 서양식의 근 외 으로 서양화 시에 더 합하다

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서양화가들의 개인 단체 시공간으로 각

을 받았다.백화 의 ‘갸라리’가 미술 람회 개최만을 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갤러리는 백화 이 개최하는 마 차원의 다양한 행사

를 보여주는 다목 시장으로서 각종 매출행사,기획행사,상품진열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481)

특히 일본인 소유의 백화 은 시(戰時)하에서는 일제의 군국

주의 의도가 반 된 듯 호 인 의식을 고취시키기 한 시가 열리

기도 하 다.미나카이(三中井)갤러리에서 1938년 ‘첩(戰捷)소년 항

공 ’이 개최된 것이 그런 사례이다.482)

더욱이 미쓰코시,미나카이,화신 등 경성의 3 백화 하루 입

장객이 각각 10만 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산층의 발길이 집 되

480)부산근 역사 ,『백화 근 의 별천지』,2013,p.120

481)미쓰코시(三越)‘갸라리’에서 1935년 10월 11일부터 5일 간 열린 ‘경성부 주최 부업

람회’가 표 인 이다.‘경성부 주최 부업 람회’,『동아일보』1935년 10월 11일자.;

미쓰코시 ‘갸라리’에서는 1931년 용산철도국 주최로 산과 바다를 은 여행 사진 이

열렸다.‘산과 해(海)의 람-등산과 임해객(臨海客)을 해’,『동아일보』 1931년 7월 19

일자.

482)‘첩(戰捷)소년 항공 -三中 백화 에서’,『동아일보』 1938년 11월 11일자.“

시하 항공 일본의 진가를 일반에 보 하고 청소년의 항공에 한 상식 함양의 일단

으로서 일본 비행 소년단 주최 문부성,육해군,항공본부의 후원으로 11일부터 20일까

지 미나카이(三中井)백화 오층 ‘홀’과 육층 ‘갸라리’에서 첩 일본 소년 항공 람회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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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 공간에서의 상시 인 시는 서구에서 건 온 미술이

에게 되고 각인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서양화가 매되는 기회를

높 을 것으로 추정된다.483)

1930년 에 경쟁하듯 들어선 백화 갤러리는 이 시 다양한

시공간에서 열렸던 미술 시와 비교하면 근 화랑으로서의 성격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추고 있다.이미 이름에서도 서양의 갤러리를 번역

한 ‘갸라리’를 쓰고 있는 것이 본격 인 화랑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다.무엇보다 시 기간의 장기화,미술 시의 상설화,기획 의 시

도,미술품 개의 문화,모더니즘 미술의 수용 등에서 그 다.이는

화신,미쓰코시,조지아 백화 화랑 등에서 공통 으로 나타났던 상으

로 짐작이 되지만,여기서는 화신백화 화랑을 심으로 백화 화랑의

근 성격을 고찰하겠다.

우선,미술 시의 상설화이다.화신백화 갤러리에서는 [표

11]에서 보듯 신 이 생기기 이 인 1934년부터 시가 열리기 시작해,

신 을 신축한 1937년부터는 연간 7∼8회의 시가 열렸다.484) 시

회는 시체제가 한창이던 1943년까지 지속 으로 개최되어 이곳이 미술

문 시공간으로 착근했음을 보여 다.확인되지 못한 시를 감안하

면 화신백화 에서의 시는 거의 매달 이어져 상설화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 기간의 연장화(延長化)이다.1930년 백화 갤러리

에서의 시는 이 1920년 의 여타 시공간에서 열렸던 시와 비교

하면 시 기간 면에서 확실히 길어졌다.1920년 까지의 시는 주로

하루 동안 열려 1일 작품 매회의 성격이 강했다.이는 지명도 있는 작

가의 작품을 매해주는 공간이 사실상 무한 상황에서 작가 스스로가

시를 작품 매의 장으로 극 활용한 측면이 있다. 한 당시 시의

483)서울의 6 백화 1일 출입인원은 다음과 같다.미쓰코시(三越)126,000명 미나카

이(三中井)119,000명 화신(和信) 117,000명 조지아(丁子屋)95,000명 히라다(平田)

62,500명.‘서울 안 백화 의 일일 간 입장객수’,『삼천리』 8권 8호 1936년 8월 1일

자

484)목수 ,앞의 논문,p.107.화신 갤러리 시 내용 표는 목수 의 논문을 참조하면

서 옛 신문기사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송정훈 양화 ’,『동아일보』 1937년 11월 29일

자,‘역작가 총평’,『동아일보』 2월 15일자.이응노 화백의 남화 이 1939년 12월 16

일부터 20일까지 화신 7층 ‘갸라리’에서 열렸다.‘이응노 남화 ’,『동아일보』 1939년 12

월 17일자



-189-

주종이 동양화 기 때문에 석상휘호를 통해 재빨리 즉석에서 그려 팔 수

있는 장르 인 특성이 있었다.이런 당시의 시문화 성격 때문인지 서

양화 시 역시 기간이 짧았다.1921년 서울 경성일보 내청각에서 열린

나혜석의 서양화 개인 의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 고,1920년 의 늦은

시기인 1928년 6월 함흥상업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양화가 도상 의 양화

람회가 이틀(6.2-3),1928년 7월 구 서양화단의 진작가 서동진 씨

작품 도 달성공원 앞 조양회 에서 사흘(7.7-9)열렸다.485)

하지만 1930년 백화 갤러리의 시는 화신의 사례에서 보듯,

기간이 6∼8일로 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이는 백화 갤러리의 시가

서양화,즉 수채화나 유화가 주종을 이루면서,즉석 제작 매가 불가능

하다는 물리 인 여건도 있다.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백화 화랑이 본격

인 미술 시 문 공간으로 출범한 데에 있을 것이다.서양화뿐 아니

라 동양화의 시기간도 동시에 장기화되었다는 이 이를 말해 다.일

례로 1939년 12월 동양화가로 활동하 던 이응노의 남화 람회도 5일간

개최되었다.[도 53]

시 기간의 연장은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구매자 람

자에게 보다 오래 노출시키고,잠재 구매자들은 작품을 여러 차례 살

펴보면서 구매 여부를 신 하게 단할 수 있는 이 을 제공한다.이는

구매자와 매자를 개하는 화랑 본연의 역할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486)

1930년 이후의 시에서는 미술 람의 무료화가 특징 으

로 나타난다.1940년 진주에서 열린 조 제(趙榮濟)의 람회는 동아일

보 지국의 후원으로 진주의 동 정 남선공논사(南鮮公論社)이층 강당에

서 열렸는데,3월 15일부터 4일간 열린 이 시는 무료 람이었다.487)

동아일보사에서 열렸던 이인성의 개인 역시 입장료가 없었다.1920년

의 동양화가들의 시가 1일 개최되면서 규격화된 그림 값에 해당하는

485)‘도상 씨 양화 람’,『동아일보』 1928년 6월 2일자,‘양화 람회’,『동아일

보』1928년 7월 5일자

486)1922년 서화 회 람회의 경우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열렸는데,이런 장

기간의 시는 그해 개최된 조선미술 람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1924년의 서화 회

시는 3월 27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다.‘호성 의 서화 ’,『동아일보』 1922년 4월 1

일자 .‘일 서화 람’,『동아일보』 1924년 3월 27일자.

487)‘화가 조 제군 양화 람회 개최’,『동아일보』1940년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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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았던 것과는 시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람객 유치를 해

무료화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30년 화신 갤러리에서 기획 이 열렸다는 은 이

시기의 시공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 인 변화이다.화신 갤러리를

근 인 화랑의 출발로 삼고자 하는 가장 요한 이유이다.지 까지

백화 갤러리는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화랑으로서의 역할에 그

친 것으로 평가받았다.하지만 화신 갤러리가 기획 을 여는 시도를 했

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굴되었다.화신백화 은 1937년 신 을 개축한 이

후 1938년,1939년 연속기획 성격의 시를 마련한 것이 당시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우선 1938년 2월 견 서양화가를 모아 작가 시를 기

획하 는데,이는 당시 미술계에서도 에 없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

다. 이때의 시에는 이병규(李昞圭, 1901-1974), 공진형(孔鎭衡,

1900-1988),김 (金重鉉,1901-1953),길진섭(吉鎭燮,1907-?),이마동

(李馬銅,1906-1980)등이 참여했다.488)이들은 이마동,길진섭,김

같은 조선미 당선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병규 공진형 등 조선미 거부

작가를 망라한 것으로,개인 단체 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30

작가라는 공통 이 있다.

서양화가 구본웅은 그해 연말인 1938년 12월 10일자  동아일보 

에 기고한 ‘무인(戊寅)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하의 에서 견작가 시

를 그해의 미술계 주요 뉴스로 꼽았다.그는 “경성에 있는 화가 십수 씨

에게 작품을 빌리어다 화랑에서 람시켰으니 그 목 이 고객 유치에 있

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차종 람회가 주최자의 목 과 출품 작가의

기 가 부합되기 어려울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작가를 하

여 있음직한 일이니”라고 평가했다.화랑에서 작품을 빌린 것이라는 표

은 화랑이 시의 기획자이자 주최자라는 의미이다.이는 단체 이나

동문 에서처럼 작가들이 주최하고 시공간만 빌려주는 화랑의 역

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화가 구본웅은 이 의 시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이 시에 해 화랑 측과 작가 측의 의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우

려하면서도 ‘작가를 해 있음직한 일이니’라며 작가 홍보와 작품 매에

정 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 시는 여러 참여 작가

488)‘역작가 총평’,『동아일보』 1938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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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조선미 특선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작을 이왕가,조선총독

부에서 구입한 이력이 있는 스타 작가인 이마동을 그 시의 표 상품

으로 내세운 듯,이마동의 작품 ‘동일(冬日)’사진이 ‘이마동 작 견작가

’이라는 제목과 함께 신문에 소개되었다.489)[도 54]화신백화 화

랑 측에서 시를 언론을 통해 극 홍보한 것이다.

화신백화 의 기획 시는 이듬해인 1939년에 보다 상업화된 형

태로 이어졌다.1939년 9월 연 ‘선 특선작가(鮮展特選作家)신작 (新作

展)’이 그것인데,9월 8일부터 무려 8일간 열렸다.장르도 견작가 때는

서양화만 시했으나 이때는 동양화,서양화를 합쳐 약 50 을 공개하

다.490)당시  동아일보 는 이 시에 해 “조선 화단에서 가장 권 있

는 특선작가의 우수한 작품을 하나씩 진열 한 람인 만큼 신추(新秋)

미술계의 큰 쇼크를 것”이라고 호평했다.‘큰 쇼크’라는 용어를 쓴 것

으로 서는 기획 자체가 신선하고 과감한 것이라는 게 당시 사회의 분

기 을 것이다.특선작가의 작품은 일반인들 에서도 구매하는 사례

가 있어 견작가 시보다 작품의 매 가능성이 더 높고 작품 가격도

더 비 을 것이다. 한 사회에 ‘쇼크’가 될 만한 미술 기획 시는 백화

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화행사 방법이다.

제1회 선 특선 작가 신작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지속 으로 개최할

의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신문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서는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지속 으로 열리지는 못한 것 같

다.

두 기획 을 통해 화신백화 갤러리가 개 기부터 상업화랑

으로서의 지향성을 분명히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화신백화 은 작품

매액의 일정액을 작가와 나눠 갖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는데,이는

기획 에서도 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화신백화 의 ‘선 특선(鮮展特選)작가 (作家展)’은 일본 백화

화랑의 업 방식을 모방한 것이 틀림이 없다.일본의 백화 미

쓰코시백화 이 1907년에 처음으로 도쿄 과 오사카 에 ‘신미술부’를 개

설해,일본 신 산층 가정의 도코노마(床の間)에 장식하기 합한 일본화

489)‘미 출품화 매상품(買上品)결정’,『동아일보』1932년 6월 10일자.‘이마동 작 견

작가 사진’,『동아일보』1938년 2월 19일자

490)‘선 특선작가(鮮展特選作家)신작 (新作展)개최’,『동아일보』 1939년 9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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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 품을 주로 매했다.일본 미쓰코시백화 은 1907년 시작된

문부성 람회를 계기로 문 당선작가들의 소품을 매하는 기획 을 정

례 으로 열어 이미지 제고와 함께 매출 확 를 꾀하 다.491)일본의 미

쓰코시백화 의 미술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기획 을 열었다.미쓰코시

백화 미술부는 개설 기 시를 한 작가 그룹을 다수 결성해 미쓰

코시백화 에서 정기 인 시회를 열었다.이른바 신미술 련 최 의

람회는 메이지 40년(1907년)11월 15일부터 미쓰코시 오사카 에서 개

최된 <제1회 반 (半折)화 람회>(반 사이즈 회화 신작 시회) 고,

메이지 42년(1909년)에는 첫 서양화 람회(제1회 양화 람회)를 7월

8-18일 오사카 에서 열었다.이 서양화 람회는 도쿄의 태평양화회(太

平洋畵 )와 교토의 간사이미술원(關西美術院)작가들의 작품 300여

을 모은 큰 규모 다.같은 해 11월에는 도쿄와 오사카의 백마회(白馬

)회원들의 작품으로 꾸민 제2회 양화 람회가 기획되었고,이후 오사

카 에서는 매년 가을로 정기 개최되었다(총 17회 개최).492)

일본에서는 백화 화랑이 서양화의 시에 선도 인 역할을 했

다.일본에서의 유화 매매는 정(1912-1926) 기 긴자에 다나카 기사

쿠(田中喜作)가 세운 다나카야(田中屋)에서 오귀스트 르 아르를 일본에

처음 소개했다.이 시기 몇몇 화랑들이 생겨났으나 기획 을 갖거나 화

가의 속 계약을 하는 등 근 인 형태의 문화랑은 아니었다.그런

에서 본격 화랑으로 주목되는 것은 1920년 출 한 화랑들이다.특히

정 14년(1925년)도쿄에 문을 연 ‘오 가루리(갤러리)긴자(オー․ガル

リ․ギンザ)’는 ‘갤러리’의 일본어 발음인 ‘가루리’를 썼다는 에서 주목

되고 있다.특히 같은 해 야에스구치에 문을 연 ‘청수사(靑樹社)’는 창업

당시 국 (帝展系)화가들과 거래를 하고 유명한 마츠카타(松方)컬

션 기획 을 열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493)

한국의 미술시장 역시 이 다 할 개인 경 의 서양화 화랑이 출

491)오윤정,「백화 ,미술을 시하다」,pp.219-220

492) 山本眞紗子, 「北村鈴菜と三越百貨店大版支店美術部の活動」,『Core Ethics』,

Vol.7,立命館大學大學院先端綜合學術硏究科,2011,pp.323-333.이 논문은 미쓰코시(三

越)백화 미술부 개설 기 미술부 주임으로 활약했던 기타무라 이사이(北村鈴菜)의

활동상을 고 있다.

493)林杞一郞,「畵廊事始,そして 戰後の ブム」,『美術手帖』,東京 :美術出版社,

1983.11,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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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상황에서,백화 이 세운 기업 갤러리가 시장을 선도한 측

면이 크다.당시 백화 갤러리의 시 역시 궁극 으로는 작품 매가

목 이었을 것이다.백화 화랑에 시된 미술작품의 매 사례에 해

서는 구체 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매 목 이 뚜렷한

시가 열려 주목된다.화신에서 1938년 열린 이마동 개인 과 련해 구

본웅은 그해 미술계를 결산하는 언론 기고에서 50여 부분이 풍경이

라고 소개하고 “매화(賣畵,팔기 한 그림)인지라 다소 감미(甘美)에 경

한 감이 없이 않으니”라며 상업 인 그림임을 시사했다.‘매화’라는 표

은 처음부터 이 시가 술세계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매 자체에 목

을 두고 있는 것으로,백화 갤러리 측의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

정을 낳게 한다.당시 이인성 등 조선미 특선 서양화가의 작품을 박흥

식,임무수 등 개인 컬 터가 구매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사

기획 시에서 작품 자체에 가격을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시 역

시 작품 매를 목 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강당에서

1938년 11월 3일부터 열린 이인성 개인 은 동아일보에서 연일 기사를

실으면서 수채화와 유화 시작품 총 45 의 제목을 일일이 소개하고,

유화부 ‘각4호각흘(迄)〇원’,수채화는 ‘각 1호 〇원’이라고 표기하여

매를 목 으로 시작품을 규격화한 것임을 보여 다.494)

넷째,1930년 백화 갤러리의 시는,작가가 매까지 겸하

는 화랑이거나 겸업이 여의치 않자 1회성 시를 작품 매의 기회로 활

용했던 이 까지의 상황에 비하면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화랑의 역할이

커지며 비로소 개자가 미술 매를 담당하는 문화의 시 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20년 의 시가 작가가 심이 되어 학교 강당

등의 장소만 빌려 개최한 개인 의 형태라면,백화 갤러리의 시는

화랑의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는데,1938년 화신에서 열린

이마동의 개인 이 그러한 사례이다.

한 화신백화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 은 서양화에서는 이마

동,동양화에서는 김은호,이응로처럼 서화 회 이나 조선미 수상을

통해 이름이 리 알려졌거나, 상화가 채용신의 유작 처럼 유명한 작

가들의 작품 이 열렸다.1910년 들어 서화 이 생겨났으나 지명도 있

494)‘우리 양화계(洋畵界)의 거벽 이인성 씨 개인 ’,『동아일보』 1938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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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가들의 작품 시 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실패했고,그리하

여 1920년 들어서는 작가 스스로 람회를 통해 작품을 홍보하고 매

하 다.1930년 의 백화 갤러리는 이 시 에 마땅한 작품 시

매 공간을 갖지 못하 던 작가들을 해,이제는 문 개자가 나서

서 작품 매의 개를 하는 시 를 연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화신 백화 갤러리에서는 수묵화,서 , 각에서

일본화, 화,공 ,사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열렸지만 가장 시

가 활발하게 열린 장르는 서양화로 나타난다.495)이는 백화 의 건축물

이 르네상스 건축, 리석 계단,스테인드 라스 등 서구 인 외 이라

서양화를 시하기에 더 합한 공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미쓰

코시백화 갤러리는 첨단미술을 소개하는 등 모더니즘 미술 창구로서의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수행하 다.1936년,38년,40년 세 차례에 걸쳐

경성 미쓰코시에서 개인 을 연 도고 세이지(東鄕靑兒,1897-1978)는 제

3회 이과 (1916)에서 입체 와 미래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 라솔

을 든 여자>라는 작품을 출품하여 그해의 이과상을 수상한 작가이다.미

술가이자 미술이론가인 간바라 타이(神原泰,1998-1997)는 이 작품을 일

본 아방가르드 미술의 효시라고 평하기도 했다.496)1938년에는 도고 세

이지 외에도 사토미 카츠조(里見勝藏,1895-1981),나카가와 키겐(中川紀

元,1892-1972),가와구치 키가이(川口軌外,1892-1966)와 같은 이과회

출신 작가들이 차례로 경성 미쓰코시에서 시를 열었다.497)

근 인 화랑이 기업 자본인 백화 에서 출발한 것은 규모를

갖춘 번듯한 공간에,그것도 미술(특 행사장으로도 이용되긴 했지만)만

을 문으로 하는 시장을 상설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495)이응노 화백의 남화 이 1939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화신 7층 ‘갸라리’에서 열

렸다.‘이응로 남화 ’,『동아일보』 1939년 12월 17일자

496)오윤정,「백화 ,미술을 시하다」,『백화 근 의 별천지』,2013,부산근 역

사 ,p.225

497)이과회는 일본에서도 백화 에서 처음 람회를 연 최 의 일본 미술단체 의 하

나이다.주로 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은 작가들이 문 의 보수 인 아카데미 화

풍에 불만을 품고 문 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체 으로 공모 을 개최하기 해 모인

것이 이과회의 시작이었다.창설된 지 20여년이 지난 1930년 후반 이과회 자체가 이미

일본 미술계 내에서 향력을 행사하는 화단의 심이 된 것 한 사실이지만,여 히

문 을 모델로 하는 선 이 인 권 를 행사하는 조선 미술계에서 이과회 출신 모

더니스트 작가들의 시는 신선한 자극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평양의 평안백화 의 경

우 고서화 람회가 개최되기도 했다.오윤정,앞의 논문,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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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백화 은 매일 드나드는 고객

이 확보되어 있고,이들이 류층 이상으로서 미술품 구매력과 문화 인

수 을 갖추었으니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부연하자면,기존 연구에서는 화신의 경우 민족자본이 세운 것인

만큼 한국인 시 심으로 운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이 역시 지나치

게 이분법 인 해석인 것으로 드러났다.화신 갤러리에서도 고무로 스이

운( 室翠雲)개인 ,도스이 고주츠소(土水黃術祚)유작 등 일본인 작

가들의 시가 열렸다.반 로 1932년 7월 18일부터 동양화가인 김은

호․허백련의 작품 시회가 미쓰코시(三越)에서 열렸다.조지아백화

(丁字屋)에서도 1940년 8월 서양화가 김만형이 첫 개인 을 이곳에서 연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498)미쓰코시 갤러리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

께한 조선남화 회,동엽회(棟葉 ),일본인 미술가단체인 조선미술가

회 등 미술단체의 시도 열렸다.499)

ⓒ 카페

1930년 경성을 특징짓는 유흥문화의 하나는 카페,바,끽다

(다방)의 번성이다.1934년 경성의 카페와 바는 일본인이 경 하는 것이

각각 96개,11개,조선인이 경 하는 것이 각각 20개,16개에 달했다.카

페는 재즈 음악이 나오고 여 수십 명을 거느린 서구식 술집과 비슷한

개념이며 커피와 차를 는 다방인 끽다 도 번성했다.

1930년 에는 일본인 거주지인 남 의 카페문화가 조선인의 주

거지인 종로500)까지 진출하는 등 종로에도 도시의 ‘모던 문화’가 나타난

498)목수 ,「1930년 경성의 시공간,『한국근 미술사학』 제20집 ,한국근 미

술사학회,2009,p.107

499)목수 ,앞의 논문,p.106

500)당시 남 과 북 을 비교한 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남 이 우수하다 하고

는 경성부회나 조선 사람이 많이 보는 각 신문지상에는 도시의 시설을 남 에 편 치

말고 북 에도 기회가 상등하게 되도록 하라는 언론이 많이 난다.이것은 남 의 세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다.남 이라 하면 경성의 욱정,본정 1정목부터 5정목까

지를 가리킨 말이니 조선 사람들이 통칭 ‘진고개’라고 부른다.이 진고개는 이 의 명동,

룡동,낙동,장동,회동,필동 등지이며 비가 오면 길이 진흙수 이 되어 속칭 진고개

(泥峴)라는 말이 나게 된 것이다.서울의 빈민 에도 최극빈자가 모여 살았고 옛날에

남산골 샌님이라 하면 거의 극빈자의 표 이름 같이 여기던 것인데 한번 한국 시

에 통감부가 생기고 그를 심으로 일본 내지인의 상민가가 형성한 이래 3십여 년 동안

에 드디어 일의 융성을 보게 된 것이다.”유 열,「 경성의 경」,『사해공론』,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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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페는 시공간의 기능까지 맡았는데,특히 서양화 시가 주를 이

루면서 시공간의 부족에 허덕이던 유학 서양화가들의 시 욕구를

해소시켜 주었다.501)

시가 주로 열렸던 카페로는 장곡천정 조선호텔 건 편에 자리

했던 낙랑이 유명했다.동경미술학교 출신인 도안가 이순석이 경 하던

곳으로, 층에는 아틀리에까지 있었다고 한다.이 카페에서는 1936년 3

월 일본 유학 길진섭의 소품 이 열렸다.종로 보신각 근처 카페 ‘본아

미’에서는 구본웅 개인 이 1933년 11월 열렸다.극작가 유치진이 여한

‘라타느’에서는 서양화뿐 아니라 이용우 최우석 이승만 김은호 등 동양

화단의 십인서화 과 함께 목 화 시,소묘 시 등 다양한 시가 열

렸다.일본 유학 들인 임군홍,송정훈,엄도만 등이 결성한 녹과 의

시회가 열린 곳도 이곳이다.서양화가 임군홍은 만주로 이주하기 인

1930년 말에 지 의 명동인 명치정의 오아시스 다방에서 양화 소품

을 가졌다.이처럼 카페는 근 문물의 표상인 서양화 시를 한 공간

으로 활용되었다.502)

다방과 카페가 서양화 시공간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서양화

자체가 부유한 집안 출신의 유학 들에 의해 도입된 근 의 표상이며,

서양화와 친숙한 인텔리겐차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1930년 카페는  삼천리 기사에 따르면 가배차(커피),로서아(러시

아)음악,서반아에 온 듯한 남국의 , 크 등 이국 정취를 풍기는

인테리어와 음식 문화를 갖추었고,그 이국 문화 자체를 소비하려는

‘구보씨’로 표되는 식민지 지식인들이 어슬 거리는 공간이었다.503)

컨 ,낙랑 라는 조선인 미술가 단체인 목일회와 문인 단체인 구인회

사람들이 즐겨 모이던 곳으로 1930년 경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박태

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는 구보가 몇 번이나 낙랑 라에 들

년 10월호,김진송,앞의 책,p.285재인용

501)‘남 의 카페,북 의 빙수집’이라고 했던 북 의 심지 종로에 카페가 등장한 것

은 1930년을 후해서 다.카페는 북진을 계속해 1932년경이 되면 종로 근방에 카페만

십여 곳이 된다.다방은 장곡천정(지 의 소공동)다방 라타느(Platane)와 낙랑(樂浪)

라,북 공간인 종로의 다방 본아미(BonAmi),바(Bar)로는 여배우 복혜숙이 운 하는

인사동 152번지 계명구락부 아래층의 비 스(BarVenus)가 유명하 다.장규식,앞의 논

문,pp.173-174

502)목수 ,앞의 논문,p.108

503)조이담·박태원,앞의 책,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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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장면이 제시된다.

“1930년 장곡천정(소공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다방은 한국인이 운 한 최 의

커피 다방으로 알려진 낙랑 라(樂浪 parlour/1931년에 개 )이다.동경미술학교

를 마친 뒤 한동안 화신상회에서 많은 보수를 밧으며 쏘- 도의 데산을 그리여

주는 화가 이순석씨의 경 이다.장소는 경성부청의 백악(白 )5층루(樓)를 마조

선 장곡천정 입에 잇다.서반아(西班牙)에나 온 듯 남국의 (芭蕉)가 문 밧

게 푸르게 잇는 3층루(樓)다. 층은 아토리(화실)요 아래가 끽다 (喫茶店)이다.

마루 우에 톱밥을 펴서 사하라 사막 우에 고단한 아라비아족인(族人)들이 안

물 마시듯 한잔의 차라도 마시는 그 정취가 사랑스럽다.주인이 화가인 만치

여기에는 화가가 많이 차 온다. 일본 이 갓가운 까닭인지 일본인이 만히

모이며 란데뷰에 몸이 곤한 청춘 남녀들이 각 차 드러 다리를 쉬인다. 요

일마다 삑타-의 신곡(新曲)연주가 있고 각 조고마한 람회도 열린다.( 략)

빨-가 타는 난로 압헤서 하이다야 아이다야하는 로서아(露西亞)의 볼가 노래

나 드러가며 뜨거운 크를 마시는 겨울의 정조!이는 실로 낙랑(樂浪)독특의

향미(香味)라 할 것이다.”504)

“구보는 아이에게 한잔의 가배차와 담배를 청하고 구석진 등 창가로 갔다.(

략)그의 머리 에 한 장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어느 화가의 도구유별 (渡

歐留別展)”505)

카페의 정경 묘사는 이곳이 동양화보다는 서양화가 더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며, 의 에서 ‘조그마한 시’라고 얘기하 던

것처럼 카페에서는 규모 기획 보다는 소품 주의 개인 이 주로 열

렸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504)‘끽다 탐방기’,『삼천리』제 6호,1934년 5월 1일자, 조이담·박태원,앞의 책,p.

182

505)조이담·박태원,앞의 책,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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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결론

개항과 식민지라는 연이은 두 차례의 외부 충격을 겪으며 한국

의 근 미술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 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1876년 처음 문호를 개방한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불과 70년이 안 되는

시기 동안 미술시장에서 이루어진 제도의 발 은 놀라울 정도이다.미술

품이 처음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던 개항 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술품 유통공간인 1차 시장으로서의 화랑과 2차 시장으로서의

경매가 1930년이면 완 히 뿌리를 내려 시행되고 있었다.1930년 시장

제도의 모습은 21세기인 재의 화랑 경매회사 기능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이런 미술시장 제도의 압축 인 발 은 외부 자극에 한

극 인 수용과 반작용, 는 직 인 이식의 결과이다.

개항기에는 서양인들이 새로운 미술품 수요자로 등장하고,이들

의 타자 시선에 맞춘 수출화가 제작되어 개항장과 도시를 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 이들 서양인의 동양 취미 수집열을 충족시킬

상의 하나로 고려자기가 부각되면서 고려자기의 미 가치와 상품

가치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이들의 수요에 맞추어 비록 음성 이지만

고려자기 수요 시장이 형성돼 빈번하게 거래된 사실들이 새로운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서양인 수요자들은 규모는 작지만 구매력이 컸고,그들

일부는 고국의 박물 을 리한 원격지 컬 터로 활동한 사실들도 새

롭게 밝 졌다.이들은 미술시장의 생산자와 개자들이 상업 인 태도

를 갖게 하고 미술품의 상업 인 거래를 진시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서양인은 근 미술시장이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

다.

한 개항기에 발흥한 신흥 지주층,상업 부유층, 인 집권층

이 새롭게 미술시장 수요자로 가세함에 따라 이들의 미감에 맞춘

취향의 도석인물화,기명 지화, 모화훼화 등이 이 시기에 크게 유행했

다.아울러 수요층의 변이 넓어짐에 따라 지 ,서 등에서 민화를

매하는 등 포 형태를 갖춘 미술시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지 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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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포 형태를 갖춘 미술품 매 공간의 확산은 개항을 통한 국 일

본과의 교류,시 체제의 폐지 등 개항의 분 기에 힘입은 것으로,이후

서화를 문 으로 취 했던 서화 으로 발 한다.

1905년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은 미술시장,특히 골동품 시장에

환을 가져온다.서양인의 고려청자 수집열은 일본 통치층에도 모방

되어 고려청자는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기정

사실화한 을사조약은 개항기의 음성 인 고려청자 시장이 권력층의 묵인

아래 양성화되는 일 기가 되었다. 한 일본 내에서 서양인과 상류

층의 동양 청자 수요가 거 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므로,수면 하에 려

있던 일본인 개상들의 도굴 청자에 한 거래 욕구는 을사조약을 계기

로 일거에 분출되었다.

고려청자라는 신상품을 취 하기 한 첫 골동상 과 첫 경매가

모두 일본인에 의해 1906년 서울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후 펼쳐질 고려

청자라는 고미술 장르의 운명과 련해 암시하는 바가 크다.많은 일본

인들이 골동상 ,혹은 경매소 형태로 고려청자를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

에 뛰어들었고 이들의 지배력은 가속화되었다.본 연구에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통해 밝 냈듯이 한국인들도 고려청자 시장에 부나방처럼 뛰

어들었지만 식민지 지배층과 일본인 골동상의 인 네트워크가 형성한

견고한 벽을 넘는 것은 애 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인이 운 을 맡은 이왕가박물 이 도굴 고려청자의 공식 구

입에 나선 것은 일본인 골동상들이 기 시장을 장악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그것은 기물에 불과했던 고려청자에 술품의 지 를 부여하는

행 이기도 했지만,동시에 고려청자의 가격을 등시켜 헐값에 사들인

일본인 골동상들에게 엄청난 경제 이익을 실 할 기회를 부여한 행

다.반면에 가격의 가 른 상승에 따라 형성된 ‘가격장벽’으로 인해 후

발 한국인 골동상들은 시장의 심 세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행상이나

노 등 세한 수 에 머물러야 했다.고려청자 시장을 장악한 일본인

골동상이 차린 경매회사는 기의 도매상 성격에서,한번 거래된 물품을

다시 거래하는 2차 시장의 성격으로 발 했다.1922년 경성의 일본인 골

동상이 연합하여 경성미술구락부라는 경매회사를 설립하면서 고미술품

시장은 ‘일본인 독단장’으로 흘러가는 완 한 발 을 굳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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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품 시장이 일본인 우 의 시장으로 흘러갔다면 동시 서

화 시장은 한국인이 심이 되어 발 했다.종이 등을 함께 매하는 겸

업 형태의 지 과 비교하면 훨씬 발 된 형태인 서화 문 매 공간

‘서화 ’이 등장했는데,그 운 자는 김규진과 김유탁 등 지명도 있는 서

화가들이었다.이는 이 시 미술 생산자들의 박해진 실을 반 하는

것으로, 근 의 후원체제가 해체되고 민간 직업화가들의 완 경쟁체제

가 들어섬에 따라 창작에 집 하기보다는 직 매를 통해 생계를 해결

해야 했기 때문이다.서화가 양성기 인 화숙이나 서화미술회 등이 그림

의 주문에 집단으로 응한 것이나 시와 매에 치 한 것도 그런 맥

락 하에 있다고 하겠다.

1920년 일본인 골동상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경성미술구락부를

심으로 고미술품 시장에서 일본인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동시 미술시장에서는 한국인 화가들의 작품 매 노력이 람회를 활

용하는 방향으로 개되었다.1920년에 활발하게 열렸던 개인 람회는

1일 작품 매 행사의 성격이 강했다.사 에 입장객이 확보되면 이들의

수만큼 그림이 제작되어 시되었으며,그림 가격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받았다.

1930년 에는 미술품을 투자 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형성되

기 시작했다. 열풍,만주 특수,증권시장 호황 등으로 일확천 을

꿈꾸는 투기 인 분 기가 사회 반에 팽배했던 것이 그 배경에 있다.

직 으로는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고미술품,특히 고려청자 가격

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기에 고려청자를 수집한 사람들이 이를 경매에서 처분함으로써 고수익을

거두는 사례들이 목격되면서 이제 미술품은 구 소장할 완상의 상이

아니라 한 시기에 처분해 경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상품으

로 인식되기에 이르 다.고려청자의 체재로 등장한 조선백자 역시

1920년 들어서면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여 1930년 후반부

터는 등하 다.1930년 들어 미술시장에 한국인 수집가와 한국인

개상들이 가세한 것에는 이런 미술시장의 상업 분 기가 크게 작용하

을 것이다.그러나 후발주자인 한국인 수요자와 개상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장르는 상 으로 값이 덜 오른 조선시 백자나 조선시 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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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었다.

1930년 가 되면 상업자본의 형성과 더불어 도시화,상업화가 진

된 서울에서 본격 인 화랑의 시 가 열린다.화신백화 갤러리를 비

롯한 백화 갤러리가 그 주역으로,1920년 학교와 종교시설 등에서

이루어졌던 시가 1일에 그쳤던 것과 달리 시 기간이 일주일 내외로

길어지고, 시 자체도 상설화되었다.무엇보다 주목할 목은 기획 이

열렸다는 인데,작가의 발굴과 홍보가 주 역할인 화랑의 역할을 백화

갤러리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항기 이후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근 미술시장은

압축 인 성장을 이루었지만,고미술품 시장과 동시 서화 시장은 서로

상반된 개 과정을 거친다.결론 으로 자는 통의 단 에서 오는

왜곡 혹은 기형 성장을,후자는 통의 연속에서 오는 안정 인 성장

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는 미술시장의 자 제공자인 수요자가 연속

으로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완 히 새로운 수요자로 교체되었는지에 따

라 나타난 비된 결과이다.특히 서양인 혹은 일본인 같은 외부 수요자

의 등장이 통 인 수요자를 보완하는 수 이었는지 축출하는 수 이었

는지,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 는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

이라고 하겠다.

먼 고미술품 특히 골동품 시장을 보면,서양인 더 강력하게는

일본인이라는 수요자가 미술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

면서 골동품에 한 종래의 미 가치는 완 히 복되었다.조선시

미술품 수장가에게 최고의 미술품으로 평가되었던 고가의 골동 개념은

국 고 의 종정류(鐘鼎類),주 (周代)청동기의 출토품,와당,벼루,필

세(筆洗)등이었다.하지만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이것들은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이런 골동품의 수장 통을 담지해온 구래의

양반층 혹은 인 수장가층이 격히 와해된 때문이다.이들을 체하여

고가의 골동품 시장의 주 수요층으로 등장한 일본인 상류층은 서양인의

‘국 취향’을 수용하여 고려자기를 으로 애호하 으며,골동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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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소 ‘왕자의 지 ’는 국 종정에서 한국의 고려자기로 일거에

뒤바 게 되었다.

단지 미 가치만이 좌우했다면 고려자기가 그 게 왕자의 자리

로 하루아침에 등극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보다 더 요한 시장논리,즉

경제 가치가 더 깊숙이 작용한 것이다.고려자기는 1906년 아카오가

경성에서 처음 고려자기를 경매할 때만 해도 시골에서 주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는 거친 조록싸리 상자에 흙이 그 로 묻은 채 담겨 거래되었

다.그러던 고려자기는 불과 2년여 후 이왕가박물 이 설립되자 유리 진

열장에 ‘한없이 이채를 발하는’ 술품으로 진열되는 극 환을 맞게

된다.이런 과정을 거쳐 가며 고려자기의 가격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수천 배로 뛰어오른다.이런 상품 가치야말로 식민지 조선의 부를 장

악한 일본인 수요층의 구매심리를 자극한 더 요한 이유 을 것이다.

고려청자 가격의 이상 등은 결과 으로 경제력 격차에 의해 식민지의

부유층인 일본인 수요자들만이 이를 소장할 수 있는,소유에서의 민족차

별 문제를 낳기에 이른다.

연구자는 논문에서 고려청자 시장의 개항기 형성설을 주장했다.

이는 지 까지 일본 지배층의 문화재 수탈론에 묻 도외시되거나 주목

받지 못했다.서양인이든 일본인 지배층이든 모두 외부인에 의해 미

혹은 경제 가치가 발견되어 거래된 것은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일본인 개상이 고려청자 시장을 장악하기 이 에 한국인

에 의해 고려청자 시장이 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고려청자를 가

소유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시장제도의 발 문제에 있어 요한 가정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식민지 시기 일본인 개상에 의한 격한 시장

이식과 비정상 인 장악이 없었더라면 고려청자 시장이 진 으로 그리

고 건 한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그랬더

라면 국보 고려자기의 해외 유출은 통제가 가능한 수 에서 진행되었

을 것이다.비정상 인 가격 상승에 의한 가격장벽이 형성되지 않았더라

면 한국인들도 충분히 고려청자를 소유하며 일상에서 향유하는 미술품이

되었을 것이다.그러나 고려자기는 소유가 불가능해지고,‘그들’의 것이

되어버린 ‘찬란한 민족 술의 지’가 되어버렸다.고려청자의 체품으

로 뒤늦게 떠오른 조선시 백자가 많은 한국인 수장가들 사이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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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완상된 것은 그런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반면에 조선시 의

서화가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에 비해 가격 면에서 홀 를 받은 것은 조선

사 폄하를 의도했던 제국주의 기획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조선

시 서화는 고려자기나 조선백자에 비해 히 인기가 낮았고 이러한

인기도가 시장에 그 로 반 되어 식민지 시기 내내 가장 가격이 싼 하

장르의 지 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구래의 서화 애호층이던 양

반가의 와해가 수요층의 와해로 이어졌고 조선시 서화가 상 으로

평가 받는 큰 요인이 되었다.

고미술품 시장과 달리 동시 서화 시장은 이 장르의 주 수요층

인 한국인들 주로 시장이 이어지면서 연속성 있는 발 을 하게 된다.

개항기 맹아 인 화랑인 ‘지 ’은 1930년 가 되면 근 인 백화 갤러

리로 발 하며,이런 발 의 심에 한국인이 있었다.이 논문의 후반부

에서는 상류층 시장을 에 두고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서민층의 민

화 시장의 개 과정은 제 로 다루지 못했다.이 부분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상류층 서화 시장이 커진 것은 일본인 수요자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의 크기를 키운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인이 한국 근 미술시장 형성과정에 끼친 향은,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술하 듯이 고려

자기 조선자기 등을 취 하던 고미술품 시장은,일본인 수요자로 완 히

교체되면서 가격장벽에 의한 한국인 소외 상이 나타났다.이와 달리 동

시 서화 시장은 가격논리가 작동하고 가격제가 확산하는 등 근 인

미술시장의 메커니즘이 정착되었는데,일본인 수요자들의 가세로 시장이

두터워진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화가들 에서는 김은호,이상범의 사례

에서 보듯,일본인의 미감을 반 한 화풍이 등장하 으나 이는 미술시장

의 수요 공 의 논리가 작동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근 미술시장 제도의 발 을 견인한 것은 개항기와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상업 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근 기 활동했던 서화

가들을 미술시장 환경의 에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구한말

이래의 통 서화가들은 개항 이후 수입된 서양화의 자극을 극 으로

수용․발 시켜 새로운 회화운동을 창출해 내는 데 실패했으며,회화성

은 오히려 퇴락했다는 지 이 그것이다.실제로 개항기 이후 모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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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속 풍속화를 그렸던 상업 수출화 화가뿐 아니라 그 시 를

표하는 장승업과 안 식,조석진 등 가들의 작품 제작 방식에서도 상

업 인 태도가 간취되었다.유명하거나 무명이거나 상 없이 그 시 미

술품 수요자의 취향인 감각의 회화를 그려 매 가능성을 높

다.주제나 형식 실험보다는 다량 제작이 쉬운 화본(畵本)을 극 활용

한 제작 방식 등에서도 그러하 다.그러나 당시는 도화서 제도가 폐지

되어 화가가 되는 길에 진입장벽이 사라졌다.완 경쟁에 내몰린 상황

에서 미술 생산자들은 술 신보다는 생존을 한 상업 신에 더

치 할 수밖에 없는 시 인 한계가 있었다.이런 이유로 화가들은 스

스로 서화 을 경 하고,화숙을 통해 주문에 응한 집단 제작을 하고,

람회를 매의 기회로 활용하고,윤단제라는 정찰제를 도입하는 등 미

술품 생산이 아닌 개 역에서 신 인 실험을 하 다. 문화된 미

술품 개제도가 도입되기 의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제도 시도

를 통해 미술 유통 부문에 기여한 노력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특히 식

민지 시기 동안 미술 문 학이 설립되지 못했고,국가 술 후원이

무 진 상황에서 화가들의 생존 조건은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에서 서화를 개하는 문 화랑이 개인 자본이 아닌 기

업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 화랑에서 시작한 것은 어 보면 당연

한 결과로 보인다.개항 이후 여러 미술품 매 공간이 진화하는 형태로

시도되었지만 상설 으로 시를 열어 작품 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

획 을 열어 작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본격 인 화랑의 시 는 1930년

백화 화랑의 출 으로 열렸다.기업화랑,그것도 한국 자본으로 평

가되었던 화신백화 갤러리에서 이런 역할과 기능이 주도되었다는 은

외부 이식이 아닌 자력 시장 발 가능성을 보여 것이라 의미가 크

다.1930년 화랑의 시 를 열었던 백화 화랑은 해방 이후에도 달리

이용할 만한 업 화랑이 없던 척박한 여건 속에서 지속 으로 요한

시공간을 제공하 다.이처럼 식민지 시기에 등장한 백화 화랑의 역

할이 해방 이후에도 연속성을 가졌다는 은 이를 근 화랑의 효시로

평가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술시장 제도상의 발 이 미술시장의 내용상의 발 ,혹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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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을 담보하는지는 않았다.일본인이 장악한 고미술품 시장에서는

고려자기를 취 하는 골동품 상 이 등장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 고,

특히 경성미술구락부를 심으로 2차 시장인 경매제도도 발 시켜 갔

다.경성미술구락부는 주식회사 형태,경매도록 발간,감정서 발간, 리

뷰 제도의 시행 등 당시의 한국인이 운 했던 경매회사에서는 시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진 인 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 낙찰가

공개는 미술시장 반에 가격제가 정착되고 확산되는 데 기여하는 등

정 인 역할이 지 않았다.그러나 경성미술구락부의 성공은 일본인 골

동상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지나친 시장 독

과 상업논리의 지배는 고미술품의 장르별 가치가 일본인의 시각에 의

해 재단되고,상업 논리에 의해 장르 간 불균형 인 발 으로 이어지

는 폐단을 낳았다.무덤 속 기물에 불과했던 고려청자가 일제 시기 최고

의 술품으로 평가받고,반면에 구한말까지 최고의 술품이었던 조선

의 고서화는 가장 낮은 가격의 하 술로 평가받는 아이러니가 연출되

었다.이는 한국 미술사에서 상업논리에 의해 미술품의 가치가 휘둘리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마찬가지로 동시 미술에서도 화가들

의 작품 매를 한 노력으로 미술시장 제도가 발 해온 측면은 높이

사더라도 그들이 생산한 작품의 도식성은 상업논리가 낳은 부정 인 결

과라는 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논문의 한계 도 지 하고자 한다.미술시장 제도가 진화하는 것

은 시장의 규모가 커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시

장 규모의 추이를 구체 인 수치로 도출하지 못한 은 이 논문이 갖는

한계이다.그러나 이는 당시의 미술 생산자 혹은 미술 수요자에 한 구

체 인 규모를 악할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생산되지 않았던 시 한

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이런 가운데 경성미술구락부가 창업 20주년

을 맞아 남긴 역 매출 추이 기록을 통해,고미술품에 국한되는 것이기

는 하나,1920년 이후에서 해방 이 까지의 미술시장 규모를 악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논문은 해방 이후 미술시장사에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1930년 고미술품 시장과 동시 미술 시장은 화랑,경매 등 미술 제도

상의 측면에서 외견상 지 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백화 화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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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고,경성미술구락부는 한국고미술 회에

수되었다.1930년 모습을 드러냈던 한국인 개상들은 해방 이후 고미

술품 시장의 주역으로 활동을 해 나간다.그러나 주역이 바뀜으로써 식

민지 시기에 똬리를 튼 고미술 시장의 악습과 폐단이 일소된 것은 아니

었다.비정상 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만연했던 도굴과 장물, 조

등의 폐도 식민지의 유산으로 넘겨졌으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의 환

수라는 쉽지 않은 숙제도 남기고 있다.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미술시장

제도들이 해방 이후에 어떤 단 과 연속을 겪었는지에 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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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골동상 전   ,1910-1913년 (단 : 개 , 행상포함)

연
역 

경 남 전 전남 경 경남 황해 평남 평 강원 함남 함

1910 377 2 45 14 8 35 121 5 49 14 1 23 28

1911 468 3 38 22 28 42 244 9 47 20 3 37 27

1912 1704 4 49 25 45 43 245 14 61 18 6 57 36

1913 826 12 64 53 40 67 301 12 61 18 10 62 82

처: 주)125 참조

[  2] 1910-1942년 전  고물상   고물경매  적  

 

                      처: 주)183 참조



-222-

[  3] 규   본   사

주문 내 청탁 값

1922.2.25.    5폭
강산 정  공 

스 키 (銓木銀次)
25원

1922.2.26. 편액 씨 2매
사  사람 호  료

시 (掘部良七)

1922.3.25. 강산 람시 5폭
강산 정  공 

스 키  
25원

1922.3.26. 편액 씨 2폭
사  사람 호  료

시
20원

1922.8.5. 씨 5점 나 무라(中村)

1922.8.9. 타 시(板橋菊杉) 180원

1922.9.1.   묵죽 노(岡野) 사 신

1922.12.7. 묵죽 4매 야 시(山岸) 20원

1923.2.4. 횡  1폭 호 가, 염 회사 원

1923.3.15. 묵죽 3-4매 본  3-4

1923.4.25. 씨 3매 평양 무라

1923.5.31.
조 미전 한 8폭 

17체 병
본 황실에  매 1,700원

                                               처: 주)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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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상

회수

(회)

매상

액

(엔) 

1회 

평균액

(엔)

1회 

고 

매상액

(엔)

1회 

저

매상액

(엔)

1만

원 

상 

매상

회수

(회)

비고  해당 

연  매상 종

1922 9 17,595 1,955 7,591 833 연합특 회

1923 24 29,566 1,230 5,486 216
․조

개 공

1924 22 41,366 1,880 9,552 106 화

1925 14 30,482 2,171 6,287 118 조항아

1926 20 34,122 1,700 3,083 72

1927 6 9,395 1,585 4,771 156

1928 11 53,749 4,886 21,486 105 2 가 (家財)

1929 15 42,751 2,850 7,070 793

1930 14 42,721 3,050 8,989 706
고 삼상  등 

첫 

1931 14 31,760 2,270 12,654 549 1
․조  

화

1932 19 69,262 3,641 14,363 261 2 고

1933 10 25,158 2,515 8,025 612 고 ․  화

1934 11 49,181 4,470 23,420 548 1
고  미술  가

격 상승

1935 15 125,538 8,360 23,555 689 4 上同

1936 15 195,367 13,000 49,873 1,140 5 上同

1937 9 130,961 14,551 56,159 1,375 4
가격  1934년  

2  상승

1938 4 41,580 10,395 23,660 1,623 1

1939 8 94,703 10,871 29,514 6,068 3
연적  조  미

술

1940 12 216,925 18,077 71,950 5,648 4 고 ․ 조 미술

1941 8 375,105 47,762
107,25

7
7,699 7 上同

계 

(20년간

)

260
1,657,28

7

157,21

9

494,74

5
29,317 34

[  4] 경 미술 락  1922∼1941년 매  

                                        처: 사사키 , 2015,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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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20년  전후 화전람회  

전시               내              
화미술 전람회

1913.6.1  취

루

“객원과 원과 학생들   상당한 값  망 에게 

양여하  하 다. 객원  상 호  공적  망  

수 에 하 다.”『매 신보』1913.6.3

 하 화회 

1919.7.13 남 논

산 강경공회당

“화회에 들어 는 사가 점차 가하여 짧  시간 안에 

그 비가  하므 (당  7 에 ) 난 13  연 하

다. 회원  70여 에 달했다. 그 날 5시에 산회하 다 ”『매

신보』 1919.7.17

 하화회

 1920.2.8 천상업

회

“ 전 10시  전람회  하  시 하 다. 화가 수암 사

( 탁)  죽 여사는 본 전람회  상황  찬조하  하여 

함께  상 회에 참가하 는 , 청 가 다수하여  

사람  능숙한 씨  수 하 에 겨  없  하

다. 후 6시에 산회하 다.” 『매 신보』 1920.2.14

탁 고 화

열회

1920.3.7  경

락 . 

“고  화  열하고 상에  호  하  람객

 수 에 하겠다고 한다. 호료는 매  저 하게 하여 아

무  많  사람에게 수 하겠다고 한다.” 『매 신보』 

1920.3.5

규  해강 화

회 1921.8.9 공주 

산 락

“해강 규 씨  계룡신 탐승(鷄龍新都探勝)  회하여 

공주 민   9  공주 산 락 에  화회  

개 할 , 회비는 4원 라 하 , 찬 가 미 50여

에 달하 다 하 라.” 『매 신보』 1921.8.10

규  여 화전

람회

1921.8.15 여 보

학

“  50점 , 회원수는 50  상  환  황  

루었다. 회비는 4원 었다. 규 씨는 여  사  

후 에  감사하고 15  전 8시  동차  경  

향하여 하 라.” 『매 신보』1921.8.21

보 (金一

齋)화회. 1921.6.6 

 향 집회

 

“당  후 (藤川) 사  민  다수  

 화회  개 한다는  회비는 본 척 (尺五) 화(蜜畵)

에  5원, 본 절에  4원 라 라” 『매 신보』

1921.6.6

상  노수현 개

전람회 1923.11.4 

 보 학

“저 에 산수화 여폭  끝남 …전람회  개 하는  

다수 참  망한다 라” 『매 신보』1923.10.31

                                            처: 주)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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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규  화  가격 

주문 내 청탁 값
1921.8.25 조 미술  편액 한학수 50원

1921.10.22
1. 주문 편액 (해 )

2. 암 편액 ( )

강산 안사

주  현 룡
1. 50원

1921.12.28 묵죽 4매 동규 20원

1921.12.29 나무 병  한 폭 회 70원

1922.2.20 주 안혁상 80원

1922.2.25 5폭 씨
강산 정  공 스 키 (銓

木銀次)
25원

1922.3.10 화 2매  평화 람회 참고 200원

1922.3.21
1. 강정(梧岡亭) 편액 

2. 담정(五湛亭) 편액
전라  사람 20원

1922.3.22

공각(永恭閣) 삼 (三

誠齋)

열효각(烈孝閣) 열효문(烈

孝門) 편액

 사람 형 35원

1922.3.25 강산 람시 5폭 강산 정  공 스 키 25원

1922.3.26 편액 씨 2폭 사  사람 호 (掘部良七)) 20원

1922.4.13 승 45원

1922.5.23
전 편액

평양 사 주  강 38원

1922.6.23 나무 병  한 노원상 개 62원50전

1922.6.27 사 전 편액 38원

1922.7.13
미전  화 2매

(묵죽 1폭,  1폭)
90원

1922.7.17
신 사 편액 

‘제 루’
여주 수 병열

40원

1922.7.25 채 20매 강공
50원

1922.8.9 타 시(板橋菊杉) 180원

1922.9.21 남원 수 20원

1922.11.23 화 승 100원

1922.11.30 병 □ 75원

1922.12.7 묵죽 4매 야 시(山岸) 20원

1923.3.31 12폭 병 , 10폭 병 훈사 주  , 정학수 25원

1923.5.18 어전 호 전하 110원

1923.5.25 묵죽 4매 20원

1923.5.31
미전에 한 8폭 17체 

병
본 황실에  매 1,700원

1923.6.5

동양미전  

1. 묵죽‘사해동 ’

2.병  4매

1.  15원

2. 100원

처: 혜, 2009, pp. 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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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민  시   미술  가격 

종 1910년  전후 1930-40년

고 청

-러 전  당시 5,10원에 적 

거래 

-1906년 경매 곤  사고 가 25

원 해 본  호사에 50

원, 70원에 판매

-1908년 1월 곤  사고  가

물  납  <청 상감포 동

문 형주 승 > 950원, <청 상

감 화 란무늬참 양병>( 보 

제114호) 150원

-경 미술 락  경매에  1937년 

가격  1934년  2  상승 

- 창훈 경매 고 청  수적  

3700원 (1940) / 화상감사환호 

1050원 (1941)

-전형필 <청 상감 학문매병>( 보 

제68호) 2만원 , 

조

정 (1912년 후) 조  연

적 가격 20전, 30전

-1940년 창훈  경매 < 사

철사 양각 화문병> 1만4000원, / 

조  연적 1550원 낙찰

-1936년 전형필, 경매 <청화

철채동채 문병>( 보 제294호) 

1만4850원

        

조 화

-1909-1914년 가  조  

화 가격 300원 ( 문, 

징, 홍 등) 고가 조   

상좌 < 월 > 480원

-조  1917년 징 산수화 

110원

- 물   정  화첩 150

원(1932)/심사정 산수화  200원

(1934)/  달  150원(1942)

- 창훈 1940년 경매 심사정 <황취

> 3200원, 전  <매화 > 

100원, 문 <하경산수> 300원, 

정  <산수> 700원, 

/전적
-1914년 가 물   《단

원 묵첩》 15원

-1930년  후  택상. 50원에 

 사 (扇面) 간 에게 700원 

낙찰 

-1940년 사 정  씨 < 계> 

경매 1100원

-1940년 동한 편(東翰類編) 7250원 

화/ 상

-1914년 물   제

가사 상(높  44.2㎝) 1000원

-1931년 물   노  

< 니아미타 존 > 600원 

처: 주)3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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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940년 4월 창훈  경매 낙찰 화 가격(단 : 원)

가 가격 가 가격

황  동한 편(東翰類扁) 7,250 문 산수 410

심( )
산 (富春山圖

卷)
4,000 허필 

제화 강상전경

(自題畵金剛山全

景)

50

신   화첩 열상정화 4,000 한철 물 폭 10

식( )
동제각(石屋洞題

刻)
1,100 산수 45

어 문답 700 화조 폭합 120

심사정
황취 (荒鷲搏免

圖)
3,200 숙 호(虎) 25

안 식·조 해 신 (海中神仙

圖)
2,400 홍 산수 170

균
(浮木盤

記卷軸)
200 득신 화조 110

정 씨 계 1,110 행 110

회 산수 170 화경산수 폭 220

조 산수 300 징 주상수 1,000

乃 木 將 軍

( 본)
조사실(中朝事實) 1,000

극  
합 400

문 하경산수 300 정 산수 700

남계 노 (貍奴圖) 230 강산전경 1,100

(道眞書屋) 220 신
가 (茄鼓中

流圖)
1,010

만수복 비홍연년(飛鴻延年) 130 안 건 산수 120

황 청 시 (詩卷) 160 정
회 첩(持贈吾

人帖)
110

홍 호 학 170 심사정 산수 400

전 매화 110
심

( )
산수 폭합 320

사 화 존(俱存) 60 

처: 상엽 편저, 2 , 2015, pp.58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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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 가 가격

득신 계(鷄) 2,000 산수 30

· 극

( )

산 ·행

합 (富春

山圖·行書合作

扇面)

445 팔 산수 (掛軸) 55

승업 산수 1,600 안 식 산수 45

정조경 무량수 800 산수 액(額) 30

신 160 황공망 산수 20

정 행 액(화엄루) 850 한철 산수액 20

조 ·안

식

(細)산수합

곡병(曲屛)
900 산수 80

황

화 제무

곡 (自畵自題

武夷九曲圖)

350 하 묵란액 435

정민 폭산수 500 한철
절 (折枝)십 폭

병
320

조 산수 160 민 묵란 50

숭량 행 폭 300 민 묵란액 40

심사정 화 팔폭병 1300 노안 (蘆雁軸 55

죽십 폭병 120 정민 수묵산수액 100

허 폭산수 150 균 행 250

허 폭산수 160 행 폭 30

허 폭산수 150 심사정 산수 435

허 폭산수 140 하
여가 실 신(與嘉

梧室大臣)수찰액
45

한철 단 (掛軸) 45 조강 행 30

한철 단 120 심사정 산수 30

정민 산수 350 산수 20

안 건 산수액(額) 200 신 복 30

산수 20 묵란 폭 65

산수 20 전 산수 30

산수 20

[  8-2]1941년 11월 창훈  경매 낙찰 화 가격(단 : 원)

                                 처: 상엽 편저, 3 , 2015,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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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제20회(1941년) 조 미전 당  한 가  판매 내

◎20회 제1  동양화:  66점  한  판매 23점(단 : 엔)

제 매가 주

(春日) 200 경

한 (閑雲):무감사 1,200 경 근

청화(淸和) 600 경 호

(犢) 200 경 창

전투복(靑い戰服):

특
600 경

녹 (綠雨) 500 포 허건

연죽(軟竹) 200 경 조동호

(春粧) 700 경 조 승

하 (夏日) 300 경 팔찬

한야(寒夜) 300 경

조 300 경 계만

고원(高原) 1,500 경 상

학(眞鶴) 600 경 태

(雨意) 700 경  심 택

학 200 경 수

아  보는 사람(子守) 800 포

(蕭林) 350 경 균

천무(春薦舞):특 900 경 창

향(鄕) 450 경

고(長鼓) 300 경 화경

고 (古城) 600 경 현

(春) 300 경 정

(村路) 500 경 정

*이들 외에 창씨개명한 한국인 화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처: 『제20회 전 (鮮展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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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제2  양화:  179점  한  판매 28점(단 : 엔)

제 매가 주
한경(閑境): 천무감사 1,000 경 심형

화실: 천무감사 2,000 경 심형

후  정동 경 80 경 문

는 아 (踊子) 300 경 한홍택

  집(白ィ璧ノ家) 200 경

무녀 :특 2,000 경 현

청 (廳音): 천무감사 1,500 경 승

아  남 (アユ-チヨン

の男)
700 경 승

고  (古城の春) 300 경 계순

말  는 골동 (馬ノァ

ル古物)
600 동경 승동

어  남 (或ル男)_ 300 경
상

뜨게  하는 여

(編物する女)
900 경 주경

노점 1,000 경 정미

경과 조화하는 여 상

(風景を 配せる婦人象)
1,600 경 만형

책 는 녀들

(讀書する少女達)
1,000 경

수원 경 1,000 수원 한 남

등(德利等) 150 전남 거승

: 특 1,000 경
안무 남(安武芳

南)*

(夕暮) 300 경 철

뜰(裏庭) 750 경 상

빨간 조끼  여

(赤いチヨツキの女)
1,000 경

첨  라보다

(贍星臺ヲ望ム)
200 산 신

(낙산사에 ) 1,000 동경 민

농 견(農村所見):무감

사
600 경 조병

습 400 경 조병룡

월미  (初秋) 500 남 숙

눈(雪): 천 무감사 1,200

말(馬): 천 무감사 2,000

*표는 창씨개명한 이름 추정

                               처: 『제20회 전 (鮮展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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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제21회(1942년) 조 미전 당  한 가  판매 내

◎21회 제1  동양화:  76점  한  판매 20점(단 : 엔)

제 매가 주

동 (東都郊外) 700 동경

농악 700 경 근

화 (和春): 천 500 경 창

(雪暮) 500 남 팔

신 800 포 허건

원만하(蔬園晩夏) 700 주 허민

무 (霧林):참여 1,200 경 상

신 500 경 호

화 (和春) 700 포

낙화담(落花潭) 700 경 정종녀

절 (石切場) 500 포 정현

가 1,200 경 열

암향(暗香) 700 경 근

농  가족 300 경 홍

6월 무 600 경 시종

포  (木浦ノ郊外) 800 포 허건

(春日) 200 경남 정병식

어  날(惑日): 천 1,500 경 창

수(幽邃) 450 경 정

아사미(あさみ) 500 경 정 철

                                   처: 『제21회 전 (鮮展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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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제2  양화:  216점  한  판매 20점(단 : 엔)

제 매가 주 (씨 )

무  다(舞衣を裝

ふ):특
      1,600 경  

단복(團服)  여 1,000 경 염태

경 500 경

(春日) 500 주 호

 는 정원 1,000 경 만형

그  앞  정물(繪の前

の靜物)
800 경

정미 (米搗さ場) 800 경

향  500 해주 규

문 1,000 경 상

망양(望洋) 300 경 상

무언 생(無言先生) 500 경 문

사과나무(リンゴの木):

천 무감사
1,000

월  연 :무감사 800

경:특 300 경 종하

녀 800 경 계순

원  퉁 (一隅) 600 경

산 100 경 주

(夕映) 300 평양 식

훈향(燻香:무감사 2,500 경 현

 어 800 경 동

                          처: 『제21회 전 (鮮展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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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제22회(1943년) 조 미전 당  한 가  판매 내

◎22회 제1  동양화:  77점  한  판매 16점(단 : 엔)

제 매가 주

원개 1,000( ) 주 허행

나들 (晴着) 500( ) 경 홍

전향(田鄕)  가 1,000( ) 경 시종

원앙새(オシドリ) 500( ) 경 계만

채취(松油採取) 400( ) 강원

시 (市日) 500( ) 경

조애(朝靄):참여 1,500( ) 경 상

가 (佳日) 1,000( ) 경 근

(城址) 300( ) 경 창호

(春郊) 200( ) 경 승

곡(幽谷) 300( ) 경 창건

(機影) 300( ) 주 정현

황량(荒凉) 1,000( ) 경 현

 형(赤イ人形) 300( ) 경 태

월 500( ) 경 정 철

한삼 (歲寒三友) 1,000( ) 주 허민

                                  처: 『제22회 전 (鮮展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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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제2  양화:  238점  한  판매 27점(단 : 엔)

제 매가 주 (씨 )

(夕日) 100( ) 주 수

경:무감사 800( ) 천 종하

한 (漢口裏通) 600( ) 경 정미

틀과 여 (ミシンと女)  700 전 병

코스튬(コスチューム) 350 전 병

언 (丘) 300( ) 경

본   습(和服姿) 1,000 경 상

노 습 (老夫習作) 1,000 경 상

신  아 600 경

객(律客) 650 경 현

시 500( ) 경 찬

거 (街) 400( ) 경 찬

좌상 300 함 수

정물 1,000 함 수

 600 경 한홍택

경 600 개 창

녀좌상 800 개 창

문수보살 8,000 경 해

화실  정물 450 경 홍

(光), (影):무감사 1,000( ) 경 조병

저녁식사 비(夕食の支度):

특
1,000( ) 경 조병

공  450 경 홍

한낮  나 (晝さがり) 4,000 경 현

평양 경 1,000 평양 연해

(劉)노 상:특 1,500 평양 연해

좌상:특 1,000 경 승

한경(閑鏡) 1,000( ) 경 상

                  처: 『제22회 전 (鮮展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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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제23회(1944년) 조 미전 당  한 가  판매 내

  

◎23회 제1  동양화:  59점  한  판매 12점(단 : 엔)

제 매가 주

한 (閑日) 500 호

투혼 1,000( ) 주 허민

아악(雅樂)2제: 천 2,000 경 창

아악(雅樂)2제: 천 2,000 경 창

만 200 경 승

정(長征) 1,000 경 호

녹엽/계(溪) 3,000 주 정

맥청(麥晴) 500( ) 주 정현

(城祉)  황혼 1,000 경 종현

(春秋) 2제 1,000 경

제  없 1,000 경

란 필 무 (牧丹

咲く頃)
800 경

        처: 『제23회 전 (鮮展目錄)』

◎23회 제2  양화:  196점  한  판매 11점(단 : 엔)

제 매가 주

비갠 후 악 1,500( ) 경

승무 1,000 경 현

(牛):무감사특 1,000 경 조병

(肉迫) 600 경 조병

정원(靜苑)  450 경 홍

개척  경  300 경

강(岡):특 1,000 경 만형

화(春花)습 : 천 500

 실내 정물:특 800 함 수

후 2,000( ) 경 한홍택

농 경 600 경 조병현

처: 『제23회 전 (鮮展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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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  화 (世話人) 참여 경 미술 락  경매

경매  날짜  화 (   내 )

내(府內)고경당 병 가(古經堂

李秉直家) 화골동매
1937.3.26 문 상점

내 가(某家)  화 조

(及)공 매 회
1938.6.25

식(劉用植)506), 순황

(李淳璜)

원 (元在鮮) (十一)씨 애

 화골동매
1939.6.9

조 미술  빈(吳鳳

彬),  한남 , 식

원 (元在鮮) 씨 애  화골

동매

1939.10.2

1
빈, 한남 , 식

내 창훈 사 매 1940.4.5 순황, 빈, 식

경(在京) 씨  화골동매 1940.10.1

2

빈 조 미술 , 순황 

한남 , 식

내 고경당 매 1941.6.7
식, 한남  순황, 

빈

내 씨 애  찰 병 (並二)

매
1941.9.27 식, 빈, 순황

내 창훈 사 화골동애

(愛殘品)
1941.11.1

한남  순황(李村淳

璜)507), 빈, 식

내 가  화고 조

매

1941.11.2

8

한남  순황, 

빈, 식,  

내 무  나 야 (向井成山)씨 

 화 조 공 미술매 1943.3.20 수 당(金子壽命堂)508)

원 제 사 (諸名士及) 경 민

씨가  화병 (幷二)조

전 매

1943.5.21
문 상점, 한남 , 조

미술

                                                        처: 주)450 참조

506)다른 세화인의 경우 상 이름이 병기되거나 상 이름만 내세우기도 하며

화번호를 거의 병기한다.유용식은 화번호도 없이 이름만 나오는데,이 도록에서

는 유일하게 화번호가 있다.

507)이순황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확실하다.

508)김수명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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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화신 화점 갤러  주  전시 

전시 간 전시 내

1934.5.16-19 회 창 전
본 , , 황술조, , 만

형, 종 , 병 , 병규

1937.6.10-17 시회전 회  후신

1937.11.23-25 정훈 양화전 만주   경

1938. 2.25-30 견 가전람회
동, 병규, 공 형, 현, 

씨 등 십수  

1938.4.23-27 동경미술학생전 동경에 학한 졸업생과 학생 30여 
 화, 수, 조각 등 50여 점

1938.5.7-12 동경여 미전(美專) 졸업생 
전

150여 점

1938.6.1-6.6 동 개 전 50여 점 

1838.9.28-10.5 호 개 전

1938.10.26-30 제3회 녹과전 정훈, 엄 만, 홍 등 54점

1938.11.22-26 양화동 전람회
종 , 본 , , 동, , 

홍득순, 병규, 공 형, 남순 등 9

1939.4.20-25. 제2회 동경미술협회전

양화, 조각, 공 , 수 등 60여 점(심형
. 학 , 승, 쾌 , 만형, 고
, , 조병 , 종 , 승 , 
, 원 )

1939.8.19-8.25
 화  전적(戰跡) 사

생전
경, 상해, 천  등 각  전적  사생

한 그

1939.9.8-15 조 미전 특 가전 동양화, 양화 합쳐  50점

1939.10. 후 회(後素會) 전람회 호  문하생들  족한 동양화 그룹 

1939.10.21~?  전

1939.12.16-20 노 남화전
‘남화(南畵)계  신 ’  언 에 
개  

1940.1.5-? 신년습 전람회

1940.2.10-17 고 화전람회 가비  고 화전람회

1940.3.12-16 향전 전람회 ‘고협’ 창  1주년 념전

1940.4.23-28 심향 승무 화  개 전

1940.5.4-6 제당(霽堂) (裵濂) 화
 개 전

1940.6월 PAS전

1940.6.16-?
고무  스 (小室翠雲) 
개 전 종 화가 전람회

1940.6.26-30
스  고주 (土水黃術

祚) 전
화(50점) 묘(9점) 동양화(8점)  67

점. 50호  ‘ 식’등 

1941.5.14-18 제1회 신미술가협회전 , 쾌 , 훤 등 7

1942.5.13-17 제2회 신미술가협회전

1942.8.20-23 제 미술학  조 동창전

1943.10.6-10 쾌  개 전

1943.10.27-11.1  전 14점 

1943.? 채 신 전

  

                                               처: 주)4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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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명성황후의 러시아 공사 베베르

(KarlVeber)하사품 청자완과 지장상자

[도 1]『조선 풍물지(LifeinKorea)』 자

칼스(William Carles)구입 고려청자

[도 4]명성황후의

언더우드(LiliasUnderwood)하사품

<청자양각연 문주자>

[도 2] 미국 해군 무 버나도(John

Bernadou), 선교사 알 (Horace

Allen)구입 스미소니언박물 고려청

자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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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900년 서양인 에 비친 민화

가 걸린 가정집

[도 6-1]김 근 풍속화 < 한 죄인 형벌

장면>

[도 6-2]김 근 풍속화 <타작하는 모양>

[도 7]버나도(JohnBernadou)

일행 제공의 스미소니언미술

소장품 게임기구

[도 8]김윤보 ⟪형정도첩⟫ 

<죄 지은 여인 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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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김윤보 ⟪풍속도첩⟫ <타작> [도 10]⟪단원 풍속도첩》한진우 모사본

의 사이언스(Science)지 삽화

[도 11]⟪단원 풍속도첩⟫ 문혜산

모사본 < 괘>

<길 하기>

<무동> <우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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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라이 치히(Leipzig)그라시민속박물 (GrassiMuseum)소장 풍속화병풍 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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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그라시민

속박물 소장

조 묵(趙重默)

의 <미인도>

[도 14-2]장승업의

『시 화』 임모

작 <삼인문년도

(三人問年 圖)>

(견본담채 152×69

㎝,간송미술 소

장)

[도 14-1]『시 화』속 화본

[도 15-1]『해상명인화고』

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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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1904년 제물포 거리 일본인 어간

사진

[도 17]로제티(CarloRossetti)촬 1902∼

1903년 서울 ‘골동품상 ’

[도 15-2]경묵당의

『해상명인화고』 임모

습작 <연거귀원도(蓮炬歸院圖)>

(작자·연 미상,지본 수묵,

63.5x39.6㎝)

[도 18]이왕가박물 경
[도 19]제실박물 창경궁

명정 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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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곤도 사고로(近藤

佐五郞)

이왕가박물 납품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모양병>

(국보 제114호)

고려 13세기,

높이 25.6cm,

국립 앙박물 소장

[도 22]스즈키(鈴木桂次郞)의 이왕

가박물 납품 ⟪화원별집⟫

<박주삭어>

[도 23]조선총독부박물 경

[도 24]우리타니 세이지(浦谷淸次)총

독부박물 납품 <반가사유상>

[도 20]

곤도 사고로(近藤佐五

郞)

이왕가박물 납품

<고려청자

청자상감포도

동자문표형주자승반>

고려 13세기,

체 높이 36.1cm,

승반 높이 7.4cm,

국립 앙박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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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1]오카쿠

라 텐신(岡倉天心)

구입

<청자상감연화유로

문병>

고려 14세기 반,

높이 30.0㎝

[도 25-2]오카쿠라 텐신(岡倉

天心)구입 <청자상감국화문합>

고려 13세기,지름 8.3㎝, 지름

4.3㎝

[도 26]1910-1920년 국 별 고물상 수 추이 처: 주)204 참조

[도 27]서양인이 거리에서 도자기 가격

흥정하는 삽화

[도 28-1]쾰른동아시아민

속박물 피셔(Adolf

Fischer) 장 부부

구입 고려자기,12세

기 반기,높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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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2]

최우석의

<고사 하도>

[도 29]

한성서화 의

 이태리소년 

소설책 고

[도 28-2]

쾰른동아시아

민속박물

피셔(AdolfFischer)

장 부부 구입

고려불화,

14세기,123×82㎝

[도 30-1]<고사 하도> 본,연 미상,지

본수묵,6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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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1]

안 식이 제작한 『심 화보』

표지 (25.7×17.7㎝)

[도 32-1]

경묵당의

<유압도>

[도 32-2]

『심 화보』내

<유압도>

유리 원

[도 31-2]『심 화보』 유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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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1] 궐어도 체본

[도 33-2]노수 의 <궐어도>습작(1910년 ,

지본수묵,42.8×55.9㎝)

[도 34]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

[도 35]경성미술구락부 감정서

[도 36]경성미술구락부 경(1942년 개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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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제2회 서화 회

람회

최고가 팔린

이도 의 ‘계’

신문기사

[도 39]

제1회 조선미

참고품 출품

김규진의

서와 서

[도 41]

『 강산

가이드북』

뒷면의 테일러

무역상회

고(1929)

[도 38]쎌푸 사 자동차 가격

특별 락(低落) 고 기사

[도 40]

『쿡의 북경 가이드』의 테일러

무역상회 경성지 고(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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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경성부 (大京城府大觀)』

남 문통과 장곡천정(소공동)지도

『 경성부 (大京城府大觀)』

황 정 (을지로)일 지도

[도 43]『제23회 선 목록(鮮展目 )』

(1944) <표지>

[도 44]오 빈 조선미술 고서화

람 『매일신보』 기사(1931.4.22)

<내지>

[도 45]『조선고 도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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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이순석 책 장정 도안(1931)

[도 47]이순석(맨 왼쪽)과 화신상회의

직원들

[도 48]이왕가미술 경

[도 49]

다나베 이타루

<자수병풍>,

캔버스에

유채,

163.5×131.0㎝

[도 50]덕수궁 석조 이왕가미술 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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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2] 화신백화 신 개축 후 모습

[도 52-2]

미쓰코시

백화 갤러리

시 경

[도 52-1]미쓰코시백화 갤러리 치도

[도 51-1]경성 미쓰코시백화

재개 때 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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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3]

화신백화

갤러리 치도

[도 52-4]화신백화 채용

신 유작 시 경

[도 54]

화신 갤러리

견작가

출품 이마동

작품 소개 기사

(『 동 아 일 보 』 ,

1932.6.10)

[도 53]

화신 갤러리

‘이응노 화백

개인 ’

신문 소개 기사

(『매일신보』,

193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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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t Market 

Sohn, Young Ok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modern art market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in Korea for the past 70 years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country first opened its ports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attempt as 
a doctoral dissertation to analyze the history of modern art market in 
Korea. 

The emergence and decline of certain group of artists or genre 
that dominated an era can only be properly analyzed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of the art market, because the artists cannot 
exist independently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context. The 
research on the art market, in which art works are distributed to 
customers through specialized mediators, can become a tool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art as well as become an academic 
discipline on its ow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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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gents of a consumer market: consumers, producers, and 
intermediaries. As a result, it examines how the producers (artists) 
and intermediaries (art dealers) have developed the art market by 
taking institutional initiatives and innovations in react to different 
consumers (art collectors) emerging in each era.   

In addition to classifying the art market at the time to antique and 
contemporary, this study keeps track of whether or not the primary 
market (art gallery) and the secondary market (auction) have achieved 
institutional progress within each area. Furthermore, this study closely 
examines how the emergence of new consumer has affected the rise 
and fall of certain art genre within the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mediaries and producers. 

To analyze the antiques market at the tim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cess of how Goryeo celadons, which first began to be 
traded due to the demand of Westerners in the opening port era, 
became the most expensive artworks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the treaty of 1905. It also traces how the hierarchy of the 
commercial value between different artistic genres, such as white 
porcelain and calligraphy in Joseon Dynasty. This study considers the 
impact of consumers like the Japanese upper class and Yi Royal 
Family Museum, the market dominated by Japanese antiques dealers 
who preoccupied Goryeo celadons, and the belated emergence and 
limitations of Korean collectors and intermediaries. 

In the case of contemporary art marke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principal agents of the market through 
the context behind the ups and downs of certain artistic genres, such 
as ‘paintings for export’ and ‘still life in traditional ink that depicted 
celadons and plants (器皿折枝畵). Furthermore, it traces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distribution system from the embryonic 
forms of art gallery like paper goods shop (紙廛) and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shop (書畵鋪) in the beginning of the opening port 
era to the department gallery in the 1930s which are more similar to 
the art galleries today.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context of art market, which were 
dependent mainly on memoirs,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art 
market closer to its reality by applying the statistic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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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significant issue of the art market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s the irony between Goryeo celadons that elevated its 
status from the vessels in the tomb to the most expensive artworks 
of the period and the ink and wash painting from Joseon Dynasty 
that was undervalued as the most inexpensive artistic genre in 
contrast to its heyday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issue has been 
described only as a result of the imperialistic derogation of the 
Japanese Empire. Nevertheless, it is clear from this study that such 
accomplishment of the politics in art was possible due to the support 
of supply and demand logic and price mechanism in addition to the 
formation of modern art market. 

 

keywords : Korean Modern Art Market, Goryeo celadon(porcelain), 

Art demand, Gallery, Export Painting, Gyeongseong Art Club.

Student Number : 2011-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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