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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윤(吳潤, 1946~1986)은 1980년대 등장한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미술

가다. 민중미술의 선구적인 단체인 ‘현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로 참여한

그는 1980, 1981년에 5점으로 이루어진 <마케팅>연작을 그려, 이 그룹의

동인전에 출품했다. 오윤의 화단 데뷔작인 이 연작은 민중미술이 성립,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이 연작을 통해, 오윤의 예술관,

‘현실과 발언’의 이념 그리고 시대상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작을 분석하는 일은 그동안 요절로 인해 신화화된 오윤과 그의 작품이

지닌 의의를 찾는 과정이며, 민중미술을 이해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현실과 발언’이 결성되고 <마케팅>연작이 제작된 1980년경, 한국사

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가 심화되고 소비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

다. 오윤을 비롯한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은 이러한 변화로 발생한 모습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미술로 드러내고자 했고, 그 방법으로 대중매체

에 의해 생산, 유포되는 시각이미지를 활용하려고 했다.

그림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마케팅>연작은 소비문화를 다

루고 있으며, 이 중에서 <마케팅Ⅱ : 발라라>(1980), <마케팅Ⅲ : 걸쳐

라>(1981), <마케팅Ⅳ : 가전제품>(1981)은 포스터를 응용했다는 점에서

‘현실과 발언’의 활동 방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작

에는 이 그룹의 이념으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 불화를 차용한

<마케팅Ⅰ : 지옥도>(1980), <마케팅Ⅴ : 지옥도>(1981)에서 전통에 대

한 관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연작 전체에서 탈춤 등의

전통연행예술에서 볼 수 있는 풍자와 해학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 연

작에는 오윤의 개인적인 예술관과 ‘현실과 발언’의 이념이 혼재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오윤은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 시왕도(十王圖)를 차용해, <마케팅

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를 그렸다. 1862년 제작된 화엄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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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는 5왕과 5지옥을 한 화면에 담는 2폭 형식이다. 즉 <마케팅Ⅰ : 지

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는 각각 화엄사 시왕도 1폭(제1, 3, 5, 7, 9

왕), 2폭(제2, 4, 6, 8, 10왕)의 하단에 그려진 지옥 장면을 참고해, 소비

문화가 만연한 현실을 다루었다. <마케팅Ⅴ : 지옥도>를 보면, 오윤은

이러한 전통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과 그가 살고 있던 1980년경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전통을 중요시한 이러한 예술관은

‘현실과 발언’에 참여하기 이전인 196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었다.

오윤의 예술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시인 김지

하다. 1969년, 사회 비판적인 미술을 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실동인

전》(전시 전날 취소)도 김지하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 이 전시의 팸플릿에 실린 김지하가 작성한 「현실동인 제1선언」

(1969)에는 불화 등의 전통, 민족 형식을 계승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미술

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하의 회고에 따르면, ‘현실’ 동인이

추구했던 바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민중(민족)문화운동의 이념을 미술

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관주도로 시행된 전통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민중문화운동은

1970년대에 대학가로 번지고 1980년대 중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탈춤, 풍물, 굿 등의 전통연행예술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현

실 비판과 결합했다. 탈춤에 관심이 많았던 오윤은 시인 김지하, 민속학

자인 심우성, 민중문화운동을 이끈 채희완, 임진택 등과 교류하면서, 저

항적 민족주의에서 나온 전통론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전통관이 조선시

대 시왕도를 차용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

Ⅴ : 지옥도>에 투영된 것이다.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미술로 실천하려

는 미술동인 ‘두렁’(1984년 결성)도 감로탱화(甘露幀畵)와 같은 불화를 활

용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오윤은 2점의 지옥도 외에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

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을 그릴 때에는 포스터 형식을 응용했다. 광

고, 만화 등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각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

은 ‘현실과 발언’ 내에서 논의되었다. 오윤은 ‘현실과 발언’에서 진행된

소그룹 중 판화 및 포스터반의 책임자로 활동했고, 이 그림들은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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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윤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대중매체에 의해 생

산, 유포되는 시각이미지를 활용해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나

아가 이 작품들을 기존의 전시장에서 선보임으로써 기성 화단의 권위에

도전했다. <마케팅>연작을 그리는 데에 사용된 불화와 포스터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소비문화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오윤은 광고가 판을 치는 소비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진단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탈춤, 판소리 등의 전

통연행예술에서 사용된 풍자와 해학을 주목했다. 풍자와 해학은 「현실

동인 제1선언」을 비롯한 시인 김지하의 글이나, 채희완의 글 등에서도

계승해야할 전통 가치로 언급되었다. 1984년 ‘두렁’의 리더 김봉준과 함

께 제작한 탈을 보면, 오윤이 풍자와 해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자와 해학이 <마케팅>연작을 그리는 데에 적용된 것

이다. 즉, 당시 만연한 소비문화나 한국화단에서 지배적이었던 모노크롬

미술에 대해서는 풍자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 노동자 그리고 화가

인 그 자신에 대해서는 해학으로 다루었다. 풍자와 달리, 해학은 민중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민중의 모습을 익살맞게 드러내어 웃음

을 유발한다. 특히, <마케팅Ⅴ : 지옥도>에서는 소비문화에 대한 풍자와

더불어, 오윤 자신과 ‘현실과 발언’의 동료들을 지옥도 속에 그려 넣음으

로써, ‘객관적 자기 폭로’를 통한 웃음을 이끌어낸다.

민중미술이 발아하던 무렵에 제작된 <마케팅>연작에는 변화하는 한

국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미술이 어떠한 역

할을 해야 하며, 전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주요어 : 오윤, <마케팅>연작, 민중미술, 현실과 발언, 민중문화운동,

시왕도, 포스터, 소비문화, 풍자와 해학

학 번 : 2009-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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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46년 부산에서 소설가 오영수(吳永壽)의 아들로 태어난 오윤(吳潤,

1946~1986)은 1980년대 등장한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미술가다. 1969년

사회비판적 미술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현실(現實)’ 동인이기도 했던

그는 1979년 결성된 민중미술의 선구적인 미술 단체인 ‘현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걸었다. 1980년대

전반 활발하게 작품 제작과 전시를 하던 오윤은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워

지던 1986년 41세로 작고했다. 그가 1970년대 후반부터 제작한 목판화는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

다.

오윤이 남긴 작품은 표지화, 삽화로 쓰인 목판화가 대부분이다.1) 그

러나 소량이긴 하나, 조소과 출신답게 조각도 있고 유화도 10여 점 전한

다. 특히 유화는 오윤이 활동할 당시 전시로 이어져, 사회비판적 경향의

미술가나 후배 민중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

화 작품이 1980, 1981년에 제작되어, 그가 참여한 ‘현실과 발언’의 《창립

전》(1980)과 제2회 동인전 《도시와 시각전》(1981)에 출품된 <마케

팅>연작(도1, 2, 3, 4, 5)이다.2)

당시 미술대학생이었던 화가 전준엽은 동산방화랑에서 열린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에 전시된 작품 중에서 오윤의 <마케팅>연작 중 하

나인 <마케팅Ⅰ : 지옥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고, 오윤과 이 그룹

의 존재가 민중미술 그룹 ‘임술년’을 1982년에 결성하는 데 직접적인 동

1) 표지화, 삽화는 이오덕 편, 『일하는 아이들』(청년사, 1978) ; 신경림, 『새재』

(창작과비평사, 1979) ;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창작과비평사, 1979) ; 박노

해, 『노동의 새벽』(풀빛, 1984) ; 채희완, 임진택 편, 『한국의 민중극』(창작과

비평사, 1985) ; 김지하, 『오적』(동광출판사, 1985) ; 김지하, 『남녁땅 뱃노래』

(두레, 1985) 등이 있다.

2) <마케팅Ⅰ : 지옥도>와 <마케팅Ⅱ : 발라라>는 1980년 11월 동산방 화랑에서 열

린 ‘현실과 발언’ 《창립전》에, <마케팅Ⅲ : 걸쳐라>와 <마케팅Ⅳ : 가전제품>

은 1981년 7월 롯데 화랑에서 개최된 제2회 동인전 《도시와 시각전》에 출품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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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고 말했다.3) 이와 같이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마케팅>연

작은 민중미술이 태동, 성립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총 5점으로 이루어진 <마케팅>연작은 오윤이 36세 때 제작한 것으

로, 공식적인 화단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작을 제작하기 10여

년 전인 1969년 오경환, 임세택과 함께 준비한 《현실동인전》은 당국과

교수들의 압력으로 자진 철회했고, 전시하려고 했던 그림들은 현재 모두

소실되어 화단에 알려지지 않았고 몇몇 화가들에게 소문으로만 전해졌을

뿐이다. 이후 1970년에 미술대학을 졸업한 오윤은 경주, 고양(벽제)에서

전돌 공장을 운영하는 등 화단과 거리를 둔 채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때

간간히 판화를 제작하거나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작품

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전돌 공장을 접고

(1975),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강사(1977~1983)로 있으면서, 목판화로

표지화, 삽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표지화, 삽화를 제작하던 오윤이 기존의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캔버스에 주로 유화(판화기법을 일부 적용하거나 포스터컬러로 그리기도

함)로 그린 <마케팅>연작은 새로운 시도였다. 20여 점의 유화를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현실동인전》의 실패 이후, 그리지 않았던 이젤회화

를 10여 년 만에 다시 그리게 된 셈이다. 1981년 『계간미술』에는 이

연작 중 하나인 <마케팅Ⅲ : 걸쳐라>와 함께 오윤의 말이 실려 있다.

미술이 어떻게 언어의 기능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 오랜 나의 숙제였다.

따라서 미술사에서, 수많은 미술운동들 속에서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해 오

랜 세월 동안 말없는 벙어리가 되었었다.4)

이 발언은 그 자신이 그동안 화단을 떠나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 말이자,

앞으로 화가로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3) 전준엽의 말, 「현실의식과 미술로서의 실천(좌담)」, 『현실과 발언 : 1980년대

의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열화당, 1985), p. 191, 199.

4) 오윤의 말, 「새 具象畵 11人의 現場」, 『계간미술』(1981, 여름),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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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화, 삽화를 그리면서 화단과 동떨어져 있던 오윤이 기존의 전시

장에서 유통, 소비되는 이젤회화를 그리게 된 까닭은 그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소규모 미술 그룹 ‘현실과 발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회화에 대한 선호는 오윤의 개인적인 취향도 반영되었을 테지만,5)

전시장 위주의 활동을 펼친 이 그룹의 영향이 더욱 크다. ‘현실과 발언’

의 멤버 대부분이 서양화과 출신인 데다가, 오윤과 달리 그들은 이미 작

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였기 때문에 기존의 전시 방식에 따라 이젤회화를

제작했던 것이다. 즉, 화단 밖에서 삽화가로 활동하던 오윤이 이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직업 화가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이다.

‘현실과 발언’의 창립은 미술평론가 원동석이 4․19혁명 20주년을 기

념하는 전시를 열자는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제안은 단발성 전시로만

머물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룹을 결성하자는 의견으로 발

전했다.6) 그 자리에 있던 미술평론가 최민은 지인인 오윤에게 참여를 권

유했고, 오윤은 다시 친구였던 화가 김정헌과 노원희를 추천했다.7)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화가, 조각가, 미술평론가 등 15명 안팎의 인원이 모였

고,8) ‘현실과 발언’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오윤은 이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9) ‘현실과 발언’

에 애착을 가졌고 이념 설정에도 관여했다. 물론, 이 그룹의 목표나 방향

5) 오윤이 196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입학하기 전에 서양화로 입시(서양

화과에 낙방하여 재수를 하여 조소과 입학)를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회

화에 대한 관심은 10대 후반부터 있었다. 또 같은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누나 오숙희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6)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민중미술을 향하여 : 현실과 발언 10년의 발자취』(과

학과사상, 1990), pp. 535-537, p. 590.

7) 김무경, 「소집단의 생성과 소멸 : ‘현실과 발언’의 경우」, 『사회과학연구』제6

권(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p. 215.

8) ‘현실과 발언’의 창립발기인은 원동석, 최민, 성완경, 윤범모(이상 평론가), 오윤,

손장섭, 김경인, 주재환, 김정헌, 오수환, 김정수, 김용태(이상 작가)로 총 12명이

다. 이후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회원 구성과 수는 유동적이

다.

9) 1979년 12월 6일(1차), 13일(2차)에 결성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 현실과 발언2편

집위원회, 앞의 책, pp. 5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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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등 큰 틀은 원동석, 성완경, 최민 등 미술평론가가 주도했으나, 오

윤은 ‘현실’ 동인에 참여했던 작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현실과 발언’이 4․19혁명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룹의 창립 논의가 있었던 당시 한국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희망이 부풀은 이른바 ‘서울의 봄’이었다. 그러나 1980년 1월 5일

「창립취지문」을 확정하고, 이후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이 순번을 정해

발표와 토론을 하고, 그 이념을 가시화할《창립전》을 준비하는 사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내린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5․

18광주민주화운동은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그해 10월 문예진흥원 미술회

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이 한 번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동산방 화랑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제5공화국 시절의 시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었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1980년대로 접어든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가 심화

되었고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산업화의 이면

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또한 발생하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 격차, 이농 현상으로 도시 노동자의 출현, 인간 소외, 물질 만능주

의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윤과 그의 동료들은 이

러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야기되는 어두운 면을 주시했고, 이를 미술

로 표현하고자 했다. 당시 정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상황

에서, 산업화, 도시화를 비판하는 것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온 군

사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마케팅>연작에는 이와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 연작의 제목이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이 그림

들이 다룬 내용은 소비문화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케팅>연작

은 <마케팅Ⅰ : 지옥도>(1980), <마케팅Ⅱ : 발라라>(1980), <마케팅Ⅲ :

걸쳐라>(1981), <마케팅Ⅳ : 가전제품>(1981), <마케팅Ⅴ : 지옥

도>(1981)로 총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10) 지옥도를 제외한 이 그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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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를 살펴보면, ‘발라라’, ‘걸쳐라’, ‘가전제품’인데, 이는 각각 화장품,

옷, TV와 냉장고 광고를 다룬 것으로, 당시 오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를 말해준다. 그리고 이 3점 외에 2점의 지옥도에서는 광고가 넘쳐나는

현실에 대해 그가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오윤은

광고가 판을 치는 소비사회의 모습을 지옥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당시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견

마케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

도>가 <마케팅>연작으로 묶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11)

이 2점의 지옥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광고가 넘쳐나는 소비사회의

모습을 불화 중에서 조선시대 많이 제작된 시왕도(十王圖) 형식을 빌려

그렸다는 점이다.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이 전통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그림은 ‘현실과 발언’에서 특이한 경

10) <마케팅>연작의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작에 제목이 같은 2점의 지

옥도가 있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윤 작고 20주기 회고

전》을 개최하면서 펴낸 전시도록 『오윤 : 낮도깨비 신명 마당』(컬처북스,

2006)에는 <마케팅>연작 중 두 지옥도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세로보

다 가로가 긴 그림(오윤 자신이 그려져 있는)은 <마케팅Ⅰ : 지옥도>로, 제작년

도는 1980년으로 되어 있으며, 세로가 긴 지옥도(밑에 문자가 삽입된)는 <마케팅

Ⅴ : 지옥도>로, 1981년에 그린 것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이러한 순서는 통용된다

(이 두 지옥도를 제외한 나머지 3점의 그림들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마케팅Ⅰ : 지옥도>와 <마케팅Ⅴ : 지옥도>가 뒤바뀐 채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 초반, ‘현실과 발언’의 동인지나 그 회원들이 쓴 글을 보면, 전부

세로가 긴 그림이 첫 번째이고, 가로가 긴 그림이 다섯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결

정적으로 1980년 11월 동산방화랑에서 개최된 ‘현실과 발언’ 《창립전》의 카탈로

그에는 세로가 긴 그림이 인쇄되어 있다(도판은 부분도임). 또한 문예진흥원 미

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창립전》(1980) 때 전시 광경을 찍은 사진을 보

면, 세로가 긴 지옥도가 보인다(사진 도판은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 p.

545에 수록). 그리고 오윤의 작업노트(‘작업노트’, 「화원」,『대학신문』(서울대학

교 신문사), 1983. 5. 23일자)에도 가로가 긴 지옥도의 제작년도가 1981년이라고

적혀 있다. 무엇보다 불화를 차용한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등 양식에서도 이 두

그림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이 두 그림의 제목이 같고, 《창립

전》 팸플릿에 세로가 긴 그림이 잘려서 부분도가 가로로 실려 있기 때문에 착오

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윤 작고 20주기 회고전》

이전에 붙여진 순서와 같이 세로가 긴 그림을 <마케팅Ⅰ : 지옥도>로, 가로가 긴

그림을 <마케팅Ⅴ : 지옥도>로 정리했으며, 제작년도도 전자가 1980년, 후자를

1981년으로 보고 서술했다.

11) 오윤은 자신의 작업노트에서 이 지옥도가 <마케팅>연작 중 하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오윤, 위의 글(신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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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고 할 수 있다. 오윤과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은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오윤이 전통 형식을 이용했다면, 그의 동료들 대부분은 서양미술

의 방법론을 적용해 사회 현실을 다루었다.

‘현실과 발언’의 「창립취지문」에는 전통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

고, 구성원인 민정기와 강요배도 이 그룹에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없었

다고 증언했다.12) 임옥상과 강요배 등의 화가가 전통과 관련된 작품을

소극적으로 제작하는 데 그쳤고, 미술평론가 원동석과 윤범모는 전통에

관심이 컸으나 그들의 생각이 조직의 이념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룹

명칭에 현실과 발언을 붙여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과

발언’은 당시 직면한 현실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

에 전통, 민족 형식의 계승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또한 복고주의적 전통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이 그룹의 멤버이자 미술평론

가인 성완경의 말처럼,13) 전통을 배척하기보다는 전통에 매몰되어 시대

의 현실을 간과할 위험성을 경계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어쨌든 결과적

으로 ‘현실과 발언’은 전통을 소홀히 했고, 이러한 점은 이후 후배 민중

미술가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현실과 발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던

미술평론가 유홍준은 이 단체가 비판받아야 할 것으로 민족 형식을 계승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14) 또 민중문화운동을 미술로 실천하고자 한 미

12) 박계리, 「20세기 한국회화에서의 전통론」(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논

문, 2006), pp. 246-247에서 재인용.

13) “민족적 양식․주체적 양식을 확립하려 노력해야 된다는 태도이지요. (…) 민화

나 불화 등 흥미 있는 전통미술 속의 표현이 참조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주셨

는데, 그러나 저는 가끔 학생들이나 젊은 화가들이 ‘민족적인 미술’ ‘민중적인 미

술’에 대해 과잉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술이 지닌 표현의 가능성이나 실천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오히려 감추거나 포기하게 하고, 전통주의라는 모호한 함정에 빠져, 노력

의 방향을 오히려 오도하고 허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완경의 말, 현실과 발언, 앞의 책(좌담), p. 211.

14) “‘현발(현실과 발언)’이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오면서도,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민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서구화하면서 이질문명에 오염된 감성을 건강한 민족적인 감성으로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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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동인 ‘두렁’의 리더 김봉준도 이 선배 그룹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전통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15) 그러나 유홍준과 김봉준 모두 ‘현

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인 오윤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인물로

여겼다. 특히 유홍준은 그 예로,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

도>를 들었다. 이 그림들은 오윤이 ‘현실과 발언’으로 활동하면서 제작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 내에서 논의되지 않던 전통 형식을 차용

했다는 점에서, 오윤이 이 그룹의 이념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전통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현실과 발언’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있었

고, 오윤의 예술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탈춤 등 연행 현장을 찾아다닐 정도로, 전통연행예술에 관심이

많았고,16) 1969년에 있었던 ‘현실’ 동인도 전통, 민족미술을 이용하여 현

실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오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을 중시

한 예술관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케팅>연작이 그려지

기 전인 1970년대에는 이러한 전통관, 예술관이 잠재되어 있다가, ‘현실

과 발언’에 참여해 <마케팅>연작을 제작하면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전통을 중시한 이러한 예술관은 오윤이 활발하게 활동한 1980년대 전

반의 민중미술이라기보다, 1980년대 후반 민중문화운동과 결합해 등장한

는 의지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그룹이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민화라든지 불화․목판화 등이 갖고 있는 양식의 장

단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살려내는 작업이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불화는 아마 두 가지 속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위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중에게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어주는 설명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오

윤씨 경우에 <지옥도>에서 그러한 모티프와 형식을 잡아냈다고 하는 것은 참 훌

륭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유홍준의 말, 위의 책(좌담), p. 210.

15) “‘현실과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그림에서의 언어성 회복, 둘째 현대주의의

활용, 셋째 창작의 다원성인데 오윤씨를 빼고는 전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김봉준의 말, 「‘현실과 발언’ 10년과 미술운동의 새

로운 점검(좌담)」,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 p. 89.

16) 이석우, 「생명의 힘과 맥을 형상으로 떠낸 선구자」『미술세계』(1988, 1), p.

127 ; 유홍준, 「오윤, 민중적 내용 민족적 형식」,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

들』(열화당, 1987),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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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17)을 연상케 한다. 민중미술이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

로 1980년대에 사회비판적 경향의 미술이나 미술 운동을 표방한 수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아울러 일컫는 용어다. 당시 이러한 미술 경향을 민중

미술이란 말 이외에 새로운 구상미술, 민족미술, 민속미술, 민족민중미술

등 다양하게 불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마다 이념이나 구체적

인 실천 방법 등에서 달랐다. 그러나 1984년을 전후로 1980년대 후반에

전개된 민중미술은 1980년대 전반의 민중미술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980년대 전반의 민중미술은 서양미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실을 비판

하는 작품을 기존의 전시장에서 선보였던 데 반해, 1980년대 후반의 민

중미술은 전통, 민족 형식으로 민중의 현실을 담아 민중이 생활하는 현

장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다.18)

‘현실과 발언’의 멤버이자 미술평론가인 성완경은 1980년대 전반과 후

반으로 전개된 민중미술을 제1세대, 제2세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현실

과 발언’, ‘임술년’을 전자로, ‘두렁’, ‘서울미술공동체’, ‘광주 시민미술학교’

를 후자로 들었다.19) 그리고 민중미술을 지지하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미술평론가들은 이 양상을 비판적 현실주의와 민중적 현실주의라

는 말로 지칭해, 민중미술의 두 가지 큰 흐름을 설명했다.20)

제2세대 민중미술 또는 민중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미술동인 ‘두렁’

은 “민족 현실에 기초한 민중의 삶을 민족적 미형식에 담아, 민중적 미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상화한 미술”21)을 추구하며 1984년에 결성되었

17) 민중미술이란 용어는 당시에는 1980년대 후반 민중문화운동과 결합한 미술에 한

정하여 사용되었으나, 현재 민중미술이라고 하면 1980년대 후반의 미술뿐만 아니

라 1980년대 전반 사회비판적 성향의 미술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나아가 1980년대 후반 민중미술 진영에서는 미술 창작의 주체도 미술을 향유하

는 민중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엘리트 미술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19) 성완경,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지평」,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 pp.

158-163.

20) 민중미술 제2세대 미술평론가라 할 수 있는 심광현, 이영철은 비판적 현실주의,

민중적 현실주의 외에 1980년대 말경에 진행된 민중미술을 당파적(변혁적) 현실

주의로 구분했다. 그들은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과 같이 오윤을 비판적 현실주의

를 추구한 화가로 보았다. 미술비평연구회, 『문화변동과 미술비평의 대응』(시각

과언어, 1994), pp. 13-41, pp. 43-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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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익대학교 탈춤반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두렁’의 동인들은 ‘현실과

발언’이 보여준 소시민성이나 서양미술의 방법론에 치우친 점, 기존의 전

시장 활동을 한계로 보았고,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했다.

‘두렁’의 멤버이자 미술평론가인 라원식은 그들의 이념을 먼저 선보인

화가로, 1세대 민중미술가인 오윤을 언급했다.22) 오윤과 이 동인의 리더

인 김봉준이 1984년 《강쟁이 다리쟁이》공연을 위해 탈을 함께 만들었

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인간적인 유대감뿐만 아니라 예술

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었다. 오윤은 ‘현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였지

만, 그의 작품은 1980년대 중반에 이 그룹을 비판, 극복을 내세우며 결성

된 미술동인 ‘두렁’이 보여준 미술과 닮아 있다.

이와 같이 <마케팅>연작은 오윤의 개인적인 의미, ‘현실과 발언’의

맥락 그리고 민중미술의 전개 양상 등에서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

연작은 오윤이 주로 제작한 목판화가 아니라 소수의 이젤회화라는 점,

전통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현실과 발언’으로 활동하면서 전통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점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이 연작에서

1980년대 후반 민중미술의 특징이 간취된다는 점은 이 연작이 제작된 배

경이나 의미, 민중미술사에서의 위치를 모호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

들을 규명한다면, 그간 신화화되었던 오윤과 그의 예술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 뿐만 아니라, 민중미술을 선도한 ‘현실과 발언’과 민중미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두렁’의 이념과 활동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아

울러 1980년대 등장한 민중미술이 성립하게 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윤의 일대기는 비교적 자세하게 밝혀져 있고23) 작품에

대한 연구는 목판화가 주를 이룬다.24) 그러나 오윤의 초기 미술을 대표

21) 라원식, 「역사의 전진과 함께했던 1980년대 민중미술」, 『내일을 여는 역사』

제25집(2006), p. 163.

22) 위의 글, p. 163.

23) 오윤의 전기에 대해서는 오윤 전집 간행위원회, 『오윤 전집 1』(현실문화연구,

2010) ; 김문주, 『오윤 : 한을 생명의 춤으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국

립현대미술관, 『오윤 : 낮도깨비 신명 마당』(컬처북스,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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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케팅>연작을 포함한 유화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상태다. 있더라도 그것은 민중미술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윤과 그의

작품을 설명할 때 하나의 예로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다.

오윤의 작품을 최초로 소개하는 글은 ‘현실과 발언’의 멤버로 함께 한

미술평론가 성완경이 오윤이 생존해 있었던 1985년, 『계간미술』을 통

해 발표한 「오윤의 붓과 칼」25)이다. 성완경은 이 글에서 <마케팅>연

작을 비롯한 이젤회화를 위주로 언급했으나, 오윤이 그동안 어떤 작품을

해왔는지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글 이후, 오윤이 ‘현실과 발언’으

로 활동하면서 제작한 이젤회화들은 1980년대 후반 민중미술에서 운동성

과 현장성을 강조한 시대분위기를 반영한 탓인지 연구가 없었고, 이어

민중미술의 소멸로 인해 1990년대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현대 연구자들은 <마케팅>연작을 새롭게 주

목하기 시작했다. 미술사학자 김영나는 민중미술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민중미술가와 작품으로 오윤과 <마케팅>연작을 꼽았다. 이 과정에서 1

세대 민중미술가인 오윤을 2세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두렁’과 묶어 논

의했고, 그 예로 <마케팅Ⅴ : 지옥도>를 들었다.26) 이후 2006년 국립현

대미술관에서 열린 《오윤 작고 20주기 회고전》을 거치면서, <마케팅>

연작은 오윤의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미술사학자 조인수는

이 전시를 위한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작성한 글 「오윤, 민중미술을 이

루어내다」에서 오윤의 생애와 작품들을 상세하게 살폈고, <마케팅>연

작을 초기 ‘현실과 발언’이 보여준 활동 방향으로 읽었다.27) 가장 최근의

24) 오윤의 목판화를 다룬 글로는 김재원, 「1980년대 민중미술의 전개와 판화운

동」, 『한국현대미술198090』(학연문화사, 2009) 등이 있다. 석사논문도 대부분

목판화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박건, 「오윤의 작품세계 연구」(홍익대학교 교육학

과 미술교육전공 석사논문, 1988) ; 장경호, 「오윤의 작품세계 연구 : 신명과 한

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석사논문, 1991) ; 허진무,

「오윤에 관한 비평적 연구」(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석사논문,

1992) ; 이명세, 「오윤 작품에 나타난 시대성 연구」(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미술

교육전공 석사논문, 2001) ; 손병호, 「오윤의 목판화 연구」(영남대학교 미술교

육 석사논문, 2005) 등이 있다.

25) 성완경, 「오윤의 붓과 칼」, 『계간미술』(1985, 가을).

26) 김영나, 「현대미술에서의 전통의 선별과 계승 : 1970년대의 모노크롬 미술과

1980년대의 민중미술」, 『정신문화연구』제23권(2000), pp. 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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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미술평론가 최태만과 ‘현실과 발언’에 참여했던 미술평론가 윤

범모가 이 연작을 대중소비사회, 도시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현실

과 발언’과 관련지어 언급했다.28) 그러나 지금까지 <마케팅>연작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민중미술의 한 작품으로 언급되거나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러서, 많은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로 있다.

본 논문은 오윤의 화단 데뷔작이자 민중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마케팅>연작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5점으로 이루어진 <마케

팅>연작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서 논의하면서, 오윤의 예술관, ‘현실

과 발언’의 이념, ‘두렁’과의 연관성, 민중미술의 특징과 전개 양상 그리

고 당시 시대상황 등을 알아본다. 따라서 Ⅱ, Ⅲ장은 이 연작의 형식에

대해, Ⅳ장은 내용을 위주로 서술할 것이다. Ⅱ장과 Ⅲ장으로 나눈 이유

는 이 연작이 크게 불화와 포스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오윤의 개인적인 예술관과 ‘현실과 발언’의 이념을 이해하

는 데에도 유용하다.

Ⅱ장에서는 시왕도를 차용한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

도>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그림들이 조선시대 시왕도를 차용했다는 점

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29) 구체적으로 어떤 시왕도를 차용하고, 그 정도

가 얼마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오윤이 그린 2점의 지옥도와

시왕도 속의 지옥 장면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작

이 그려지기 전인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전통의 계승을 중요

시한 이러한 예술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고, <마케팅>연작

을 제작하는 데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전통, 민족 형식

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이러한 예술관은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

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7) 조인수, 「오윤, 민중미술을 이루어내다」,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28) 최태만, 「1980년대 한국사회와 민중미술 : 대중소비사회의 시각이미지와 비판

적 리얼리즘의 재고」, 『미술이론과 현장』제7권(2009), pp. 7-32 ; 최태만, 「현

대 한국미술과 도시문화」, 『동악미술사학』제11권(2010), pp. 23-46 ; 윤범모,

「도시문화의 해석과 미술」, 『동악미술사학』제11권(2010), pp. 7-22.

29) 김영나, 『20세기의 한국미술 2』(예경, 2010), p. 284 ; 최열, 『한국현대미술운

동사』(돌베개, 1991), p. 191 ; 조인수, 앞의 글,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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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 포스터의 특징과 요소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오윤이 이러한

포스터의 형식을 활용한 이유를 살펴본다. 광고 포스터와 같이 대중매체

에 의해 생산, 유포되는 시각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순수)미

술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현실과 발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는

오윤이 ‘현실과 발언’의 영향을 얼마나 수용했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오윤이 불화와 포스터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그 안에 담으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산업화, 도시화의 심화와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기성

미술에 대해 오윤이 어떻게 인식하고 진단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오윤

이 소비문화를 지옥에 빗댄 이유와 소비문화와 농촌의 현실과 어떠한 관

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마케

팅>연작에서 이러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적용한 방법과 그 목적이 무

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윤이 기성 화가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동료들인 ‘현실과 발언’ 멤버들을 지옥도 속에 그려 넣은 까

닭이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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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화의 차용과 해석

1. 화엄사 시왕도 차용과 의도

오윤은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 명부전(華嚴寺 冥府殿)에 봉안된 시

왕도(十王圖)30)(도6, 7)를 차용해,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

옥도>를 그렸다. 시왕도는 조선시대에 많이 그려진 불화로 상하로 구도

가 나뉘는데, 상단에는 시왕이 권속을 거느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광

경이, 하단에는 죽은 사람이 자신의 죄업에 따라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31) 조선초기에는 1왕과 그 왕이 주재하는 지옥 장면

을 한 화면에 담는 10폭 형식으로 제작되다가, 조선후기로 올수록 이러

한 10폭 형식은 2, 3, 5왕과 그 지옥을 한데 그리는 방식으로 바뀐다.32)

1862년에 제작된33) 화엄사 시왕도는 현재 전하는 시왕도 중에서 유일하

게 2폭 형식이다.

2폭 형식이란 제1, 3, 5, 7, 9왕(向右)과 그 왕이 주재하는 5지옥을 한

화면에 담고, 제2, 4, 6, 8, 10왕(向左)과 그 왕이 주재하는 5지옥을 또 다

른 화면에 그리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화엄사 시왕도는 10폭 형식의

시왕도와 비교할 때, 5왕과 5개의 지옥을 한 화면에 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성을 취한다. 화엄사 시왕도가 일반적인 시왕도와 확연하게 다

른 특징은 각각의 지옥이 무슨 지옥인지를 알려주는 지옥명이 삽입되어

있고, 지옥 장면을 구분하는 동시에 하나의 화면으로 만드는 장치라 할

수 있는 바위나 구름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30) 시왕도 2, 4, 6, 8, 10왕을 그린 2폭은 훼손 정도가 심해, 현재 대웅전(大雄殿) 옆

영전(影殿)에 보관 중이며 그 대신 모사본이 명부전에 걸려 있다. 김혜원, 「조선

후기 시왕도 연구」(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8), p. 207.

31) 시왕도에 대해서는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 1996) ; 안귀

숙, 김정희, 『조선조 불화의 연구 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참조.

32) 김정희, 위의 책, p. 183.

33) 화엄사 시왕도 1폭(1, 3, 5, 7, 9왕)은 분실되어 다시 그렸다. 업경대에 칼을 차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판단컨대, 조선 말기나 일제 식민지시기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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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이 그린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에서도 나타나

있다.

화엄사 시왕도가 2폭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오윤이 그린 지옥도도 2

점이다. 즉, <마케팅Ⅰ : 지옥도>는 화엄사 시왕도 1폭(홀수왕) 하단에

그려진 지옥도(도8)를 차용했고, <마케팅Ⅴ : 지옥도>는 2폭(짝수왕)에

나타난 지옥 장면(도15)을 참고해 제작한 것이다. 오윤이 화엄사 시왕도

를 보러 갔다는 증언이나34) 그가 남긴 스케치 자료는 없지만, 화엄사 시

왕도 하단에 묘사된 지옥 장면과 그가 그린 지옥도를 비교해 보면, 구도,

도상, 색채 등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화엄사 시왕도 1폭 하단에 나타난 지옥은 발설(拔舌)지옥(도9), 업경

대(業鏡臺)(도11), 한빙(寒氷)지옥(도13), 방아지옥, 도산(刀山)지옥, 노탄

(爐炭)지옥이다. 오윤은 화엄사 시왕도의 다섯 지옥 중에서 크게 발설지

옥, 업경대, 한빙지옥 장면을 가져와 <마케팅Ⅰ : 지옥도>를 제작했다.

이 두 지옥도의 세부를 자세히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마케팅Ⅰ : 지옥도>의 하단에 있는 발설지옥(도10)을 살펴보자.

지옥명이 암시하듯이, 귀졸(鬼卒 또는 옥졸(獄卒))이 한 인간의 머리카락

과 손발을 형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황소로 하여금 그 인간의

혀를 쟁기질하여 고통을 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바닥에 넓게 퍼져 있

는 흰 것은 혀다. 이 혀는 화엄사 발설지옥에 그려진 것과 모양, 색이 동

일하다. 또한 형틀, 황소, 귀졸의 형태와 자세 등에서도 화엄사 시왕도의

발설지옥 장면과 같다. 혀를 뽑는 모습 주위에 배치된 인물들과 구성에

서도 이러한 점이 관찰된다. 쟁기질하는 장면 위에는 판관(判官)과 목칼

을 찬 중생이 죄를 듣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 판관 및 귀졸의 수와

배치, 자세와 그 아래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인간들의 모습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 왼쪽에 위치한 2명의 귀졸의 배치와 형태까지 화엄사 시왕도

에 묘사된 발설지옥 장면과 동일하다. 이처럼 오윤은 <마케팅Ⅰ : 지옥

34) 오윤이 전국의 여러 사찰을 두루 다녔다는 증언은 있지만, 화엄사에 갔었다는

말은 없다. 그 대신 1968년에 이 절과 같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쌍계사(雙磎寺)

에서 한 달간 유숙하며, 감로탱화(甘露幀畵)와 지리산을 스케치했다고 한다. 쌍계

사에 있는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 <세계일화조종육엽(世界一花祖宗六葉)>을 탁

본한 것이 남아 있다. 허진무 정리, 「연보」, 『오윤 전집 1』, p. 609.



- 15 -

도> 속에 있는 발설지옥을 그릴 때, 화엄사 시왕도의 발설지옥 장면을

많은 부분 그대로 차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화엄사 시왕도에

서 볼 수 없는 요소들도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다. 특히, 성벽의 표현에서

이러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케팅Ⅰ : 지옥도>의 발설지옥 장면에 보이는 성벽에는 붉은색이

칠해져 있고, 그 위에 흰 글씨로 ‘Coca-Cola 코카콜라’라고 적혀 있다.

이에 반해 화엄사 시왕도 속에 그려진 벽은 적벽돌로 쌓아서 만든 것으

로, ‘拔舌地獄’이라는 직사각형의 팻말이 걸려 있다. 오윤은 성곽의 위치

나 구조에서는 화엄사 시왕도와 같게 구성했지만, 그 벽면을 상품을 광

고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그렸다. 또 그 옆 장면에는 화엄사 시왕도 속에

있던 울퉁불퉁한 바위 대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모양과 ‘마셔라’

란 구호가 적힌 입간판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이 광고판의 입술에서 나

온 빨대와 그 중에서 앞선 사람의 손과 연결해 놓았고, 귀졸은 이런 그

들을 줄로 포박한 모습으로 바꾸어 그렸다. 이러한 방법은 배경뿐만 아

니라, 인물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코카콜라를 광고하는 벽면 앞에는 ‘폽 오렌지’, ‘킨 사이다’, ‘키스 바’,

‘주주바’라는 글자가 새겨진 파라솔이 놓여 있다. 이 파라솔의 근처에 있

는 인물은 검은색의 복두(幞頭)를 쓰고 붉은색의 관리복을 입고서 시왕

의 심판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판관35)이다. 그 중에서 한 판관은

오른손으로 콜라캔을 쥐고 있다. 이 모습에서 화엄사 시왕도 속에 있는

판관의 전체 형상을 그대로 가져오되, 손 부분만 살짝 바꾸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옥졸들도 ‘코카콜라’, ‘아아차’와 같

은 상표가 새겨진 옷을 입었지만, 표정이나 자세는 화엄사 시왕도의 발

설지옥에 있는 옥졸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방식은 발설지옥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업경대 부분(도12)에

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뿔이 난 옥졸이 한 손으로 인간의 머리채를 잡

35) 복두(幞頭)를 쓴 판관은 시왕의 재판을 보조하는 인물이다. 상단에 위치할 때는

시왕의 좌우에 그 권속들과 함께 자리하고, 하단의 지옥 장면에 있을 때는 두루

마리(명부名簿)를 펼쳐놓고 시왕의 판결을 붓으로 적거나, 두루마리를 들고 낭독

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희, 앞의 책, pp. 184-185 참조.



- 16 -

고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업경대에 비춘다. 옥졸과 인간이 취한 자세는

화엄사 시왕도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게다가 붓을 든 판관과 기원

하는 중생의 모습과 배치까지 동일하다. 또한 업경대 바로 위에 ‘刀山地

獄’이란 직사각형의 난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치나 글씨체까지 화엄사

시왕도 속에 있는 지옥명과 같다.

이처럼 <마케팅Ⅰ : 지옥도>의 중앙에 묘사된 업경대 장면에서도 발

설지옥과 마찬가지로 화엄사 시왕도 속의 지옥도에 그려진 장면을 토대

로, 그 일부를 변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다. 화엄사 시왕도

에는 없는 ‘먹어라 콘’이라는 광고 문구와 콜라를 빨고 있는 입술 모양이

그려진 대형 옥외 입간판이 등장했다. 무엇보다 오윤이 그린 그림과 화

엄사의 시왕도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업경대에 비친 상이다. 화엄사 시

왕도의 업경대에는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칼로 베어 죽

이는 모습이 비치는데 반해, <마케팅Ⅰ : 지옥도> 속의 거울에 나타난

상에는 베레모를 쓰고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등장한다.

전생에서 지은 죄를 비춰주는 이 업경대에 당시 한국화단에서 지배적이

었던 모노크롬 미술과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다.36)

오윤은 발설지옥과 업경대 부분을 그리면서, 화엄사 시왕도의 하단불

화에서 좌측 부분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빙지옥(도14) 장면을 그릴 때에

는 이와 다르다. 화엄사 시왕도의 하단에 있는 한빙지옥은 발설지옥, 업

경대의 오른쪽에 놓여 있다. 그런데 <마케팅Ⅰ : 지옥도>에서는 이 한빙

지옥이 위로 올라가 업경대의 왼쪽에 놓여 있다. 그가 이렇게 배치한 이

유는 그림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화엄사 시왕도 1폭의 크기가

가로 190㎝, 세로 213㎝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하단만 놓고

본다면,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 된다. 그런데 <마케팅Ⅰ : 지옥도>는 세

로가 긴 그림이다. 따라서 세로가 긴 이 그림을 구성하기 위해, 오윤이

현재와 같이 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칼날이 박혀 있고 불

길이 치솟는 굴뚝을 묘사한 노탄지옥의 일부도 함께 따라왔다는 점은 이

36) 자세한 내용은 Ⅳ장(2. 풍자와 해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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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빙지옥이 발설지옥 위와 업경대 옆으로 접합되었지만, 그 세부를

표현하는 방식은 발설지옥, 업경대 부분과 마찬가지다. 인물의 위치나 동

작 등 화엄사 시왕도에 그려진 한빙지옥을 상당 부분 그대로 참고하면

서, ‘맛기차’, ‘바밤바’ 등의 글씨가 있는 티를 입은 귀졸의 모습, 얼음 속

에 꽂힌 거대한 코카콜라 캔 등을 삽입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마케팅Ⅰ : 지옥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도인 <마케팅Ⅴ : 지옥도>에서도 나타난다.

화엄사 시왕도 2폭(짝수왕)을 차용한 <마케팅Ⅴ : 지옥도>는 화엄사

시왕도에 있는 다섯 지옥 중에서 석개(石磕)지옥(도16), 화탕(火湯)지

옥37)(도18), 거해(鉅解)지옥(도20)을 이용해 그렸다. 먼저, 그림의 왼쪽

아래에 그려진 석개지옥부터 살펴보자.

오윤이 그린 석개지옥(도17) 장면에는 두 명의 옥졸이 줄을 당기고

한 옥졸은 망치를 들고 커다란 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들은 밧줄을

당기거나 체중과 돌의 무게를 이용하여, 그 돌 안에 있는 인간들을 압사

하여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화엄사 시왕도의 석개지옥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다. 돌 위에 있는 옥졸의 옷에 ‘Coca-Cola’란 상표가

적혀 있는 방식도 <마케팅Ⅰ : 지옥도>에서 볼 수 있었다. <마케팅Ⅴ :

지옥도>가 <마케팅Ⅰ : 지옥도>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

은 지옥명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지옥명이 표기되지 않은 10폭 짜리 시왕도와는 달리, 2폭 형

식의 화엄사 시왕도는 한 화면에 다섯 지옥이 한꺼번에 그려지기 때문인

지, 각각의 지옥 장면 위나 근처에 붉은색으로 된 직사각형의 난을 만들

어 그 안에 검은 글씨로 쓴 지옥명이 놓여 있다. 오윤은 <마케팅Ⅰ : 지

옥도>를 그릴 때만 해도, ‘寒氷地獄’, ‘刀山地獄’과 같이 화엄사 시왕도에

서 있는 모양 그대로 본 따서 그렸으나, <마케팅Ⅴ : 지옥도>에서는 정

사각형에 가까운 광고입간판으로 바꾸고, 그 안에 지옥명을 기입했다. 붉

은색으로 된 광고판 위에는 검은색으로 ‘石磕地獄’을 쓰고, 그 아래에는

37) 화엄사 시왕도의 지옥명에는 ‘鑊湯地獄’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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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글씨로 ‘코카-콜라’라고 적었다. 이 지옥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윤

이 지옥명을 표기하는 전통적인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 소비사회

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광고 간판 모양을 응용했다는 점이다. 석개지

옥의 오른쪽에 위치한 화탕지옥(도19)에도 지옥명과 상품명이 함께 있는

입간판이 보인다. 석개지옥에 있는 지옥명과 같이, 이곳에는 ‘火湯地獄’을

위에 쓰고, 그 밑에 휘발유 제품명 ‘CX3’38)라고 적힌 광고판이 땅에 꽂

혀 있다.

이러한 광고입간판이 있는 화탕지옥에는 더욱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졸이 한 인간의 몸통에 칼을 찔러 들어올려서, 팔팔 끓는 액

체가 있는 가마솥 안으로 던지려고 한다. 귀졸의 시선은 밧줄에 묶여 있

거나 목에 칼 찬 채로 대기하는 사람들로 향한다. 이 모습은 화엄사 시

왕도에 있는 화탕지옥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화엄사 시왕도

의 화탕지옥에서 대기하는 인원은 4명인데 반해, <마케팅Ⅴ : 지옥도>에

서는 총 5명으로 한 명이 더 늘었다. 그 중에서 목칼을 찬 두 명의 인물

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 지옥도 속에 그려지던 중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한 명은 안경을 꼈고, 또 다른 이는 화가임을 말해주는 베레모

를 썼다. 그들은 조선시대 시왕도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된 가상의 인물

이 아니라, <마케팅Ⅴ : 지옥도>가 그려질 무렵에 살아있던 실제 인물

로, 오윤과 함께 ‘현실과 발언’에 참여한 동료 화가인 주재환과 손장섭이

다. 이처럼, 오윤은 <마케팅Ⅴ : 지옥도>를 그릴 때에는 화엄사 시왕도

에 나타난 도상을 그대로 옮겨 그리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인물을 삽입

하는 등 <마케팅Ⅰ : 지옥도> 보다 더 많은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

다.

화탕 뒤에 보이는 판관들이 심판하는 광경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탁자를 사이에 둔 두 판관은 그 위에 두루마리를 펼쳐

놓고, 손으로 짚어가며 죄목을 확인하는 중이다. 판관이 취한 자세와 동

38) 호남정유(주)가 1981년에 개발한 휘발유 제품명이다(「호남정유 공해 줄인 새

휘발유 첫선」, 『매일경제』(1981. 6. 2일자)). 이러한 사실에서도 <마케팅Ⅴ :

지옥도>의 제작년도가 1981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화탕지옥의 가마솥 안에는 끓

는 기름이나 물이 담기는데, 오윤은 이 화탕의 액체로 당시 개발된 휘발유를 떠

올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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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화엄사 시왕도에 묘사된 바와 같지만, 그 탁자는 없던 것이다. 그리

고 그 옆에 그려진 지장보살과 동자의 배치 또한 다르다. 화엄사 시왕도

속에 나타난 동자39)는 지장보살을 협시하는 반면, 오윤이 그린 이 그림

에서는 동자는 그대로 두고, 지장보살을 위로 올려서 묘사했다.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지장보살의 표정과 행동이다.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지장보살은 미간을 찌푸리고 팔자 주름이 깊

게 패일 정도로 인상을 잔뜩 쓰고 있다. 게다가 팔소매를 걷어붙이는 자

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화엄사 시왕도는 물론 어떤 시왕도에서

도 찾아볼 수 없다. 지장보살은 명부전의 주존으로서 지옥에 빠진 중생

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화엄사의 지옥도 속에 묘사된 지장보살도

젊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합장을 하거나 수인을 결하고 있다. 오

윤이 이러한 지장보살을 왜곡한 이유는 소비문화가 침투한 지옥에서는

구원의 희망조차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마케팅Ⅴ : 지옥

도>보다 먼저 그린 <마케팅Ⅰ : 지옥도>에서는 지장보살의 원래 도상대

로 그려져 있어 차이가 난다.

화탕지옥 장면에서 보았듯이, 실제 인물을 그려 넣거나 기존 도상을

변형 또는 삭제하는 방법은 거해지옥(도21)에서 정점을 이룬다. 지옥명

이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형틀에 묶인 한 인간을 파란색으로 된 큰 톱을

든 옥졸이 머리에서부터 썰고 있는 광경으로 보아, 이곳이 거해지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옥 장면은 화엄사 시왕도와 관련성을 찾기 힘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톱으로 썰리는 고통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은 화탕지옥에서 목

칼을 찬 사람들과 같이 모두 실제 인물이다. 인물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모양이 구체적이고 그 특징이 잘 포착되어 있어, 그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윤범모, 성완경, 원동석 그리고 오윤 자

신이다.40) 오윤은 ‘현실과 발언’에 참여한 미술평론가들과 더불어 썰리는

39) 동자는 선악행위를 명부에 기록하고 하늘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희, 앞의

책, p. 195.

40) ‘현실과 발언’ 《창립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팸플릿에는 <마케팅>연작이 그

려질 당시 이 그룹의 멤버들의 모습이 실려 있어, 이 점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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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당하는 이 거해지옥 속에 자신을 그려 넣은 것이다.41) 조선시대

제작된 시왕도 속의 지옥 장면을 빌려와 그 속에 현실을 살아가는 그와

그의 동료들을 그려 넣은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오윤이 전통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당시 시대와 사람들의 모습

을 담으려 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생각한 전통과 현실의 관계는 이

지옥 뒤로 보이는 배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거해지옥 바로 뒤에는 시멘트 벽처럼 보이는 담이 서 있고, 이 담은

화탕지옥까지 이어져 있다. 이것을 경계로 지옥과 구분되고 그 뒤로는

배경이 나타난다. 이는 버섯 모양 같은 구름이나 바위로 각각의 장면들

을 구분한 방법을 쓴 화엄사 시왕도와 다르다. 담 너머의 풍경 즉, 배경

에는 화엄사 시왕도뿐만 아니라, 어떤 시왕도 속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

들이 펼쳐져 있다.

담 바로 뒤쪽으로는 노란색과 검은색이 번갈아 색칠된 통행금지 표시

가 보이고, 그 위로 ‘MAXIM', ‘還生保險’이라는 간판과 건물이 있다. 그

가운데 부분에는 ‘마시자’라는 구호와 함께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옥외

광고판이 서 있다. 또 이러한 간판 사이로 신축공사가 곧 진행될 예정임

을 알려주는 공사가림막도 그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화엄사 시

왕도가 제작된 해인 1862년 조선시대의 사회상이 아니다. 그것은 <마케

팅Ⅴ : 지옥도>가 그려질 무렵, 소비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단면이

다.

한편, 배경의 오른쪽에 묘사된 모습은 이러한 현실과 지옥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지장보살 뒤로 원통형 탱크가 보인다. 그 표면에 ‘火湯開’42)

와 ‘發’의 일부 글자가 적혀 있어, 이 탱크 안에서 끓은 액체를 생산(화

탕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탱크에는 관이 연결되어 있

다. 이 관을 따라 가보면, 지옥 안으로 이어져 이 액체(휘발유 CX3)가

화탕지옥에 있는 통 안으로 부어진다. 담으로 구획되어 있지만, 연결관을

41) 자세한 내용은 Ⅳ장(2. 풍자와 해학) 참조.

42) 그림 속에 있는 글자는 火湯은 확실하고, 세 번째의 것은 門의 간자체인 门와

開의 간자체인 开를 합쳐 놓았다. 즉, 없는 글자이나, 오윤이 開을 잘못 썼거나,

일부러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 번째 글자를 開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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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배경에 그려진 사회의 모습과 지옥은 무관하지 않음을 시각적으로

암시한다. 오윤은 산업화와 이에 따른 소비문화가 팽배한 현실이 죽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가상의 세계인 지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던 것

이다.

지금까지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가 각각 화엄사

시왕도 1, 2폭을 차용했다는 점을 서술했다. <마케팅Ⅰ : 지옥도>가 화

엄사 시왕도의 틀을 유지한 채, 상품이나 광고 간판 등을 삽입해 부분적

으로 변화를 주었다면, <마케팅Ⅴ : 지옥도>을 그릴 때에는 화탕지옥,

거해지옥에 실제 인물을 그려 넣거나 배경에서 1980년경의 사회상을 담

는 등 전통 시왕도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대폭 그려졌다. 조선시대 시

왕도는 형식상 제약이 많았고 도상도 정형화된 불화로, 비록 그 지옥도

속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담았다고는 하더라도, 금어(金魚, 불화사)가

구체적인 현실을 그리기는 힘들었다. <마케팅Ⅴ : 지옥도> 속에 있는 배

경과 같이, 현실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불화는 시왕도보다 오히려 감로

탱화(甘露幀畵)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감로탱화의 하단에는 당대 사

회의 모습과 인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넣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3단으로 구성된 감로탱은 상단에는 불․보살이, 중단에는 아귀(餓鬼)

에게 시식의례를 베푸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천도 대상인

육도중생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불화다.43) 여기서 종교화가 가지는 엄격

성 때문에 도식화된 경향을 띠는 상단, 중단과 달리, 하단에는 민중의 삶

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지옥 장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과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39년 제작된

흥천사(興天寺) 감로탱화의 하단(도22)에는 코끼리가 있는 서커스 장면,

일본군의 전쟁 모습 등 당시 사회상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감로탱화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불화이지만, 흥천사 감로

탱처럼 감로탱화의 하단에 지옥 장면이 없는 경우도 있다.44) 이는 시왕

43) 문명대, 『韓國의 佛畵』(열화당, 1977), p. 96.

44) 조선시대에 제작된 감로탱화 하단에 그려진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경화,

「조선시대 감로탱화 하단화의 풍속장면 고찰」, 『미술사학연구』제220집(1998),

pp. 85-98 ; 연제영, 「조선시대 감로탱화 하단장면과 사회상의 상관성」, 『한국



- 22 -

도의 하단에 지옥의 모습만 그려지는 것과 대비된다.

오윤이 이러한 감로탱화에 대한 지식이나 그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가 이 불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

해 보인다.45) 이와 관련한 일화가 전한다. 그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후

인 1971년, 경주에 있는 친구 윤광주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경주박

물관의 학예연구사로 있던 불교미술사학자 강우방이 그들의 작업실로 방

문했다. 그때 오윤은 강우방에게 서울 우이동에 있는 보광사(普光寺) 감

로탱을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46) 이 증언이 사실인지 분명하지는 않지

만, 강우방이 1995년 펴낸 『감로탱(甘露幀)』의 서문에는 오윤이 그린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가 실려 있고, 이 그림에 관

한 언급도 있다.

감로탱이라는 불화는 아니지만, 1986년 작고한 오윤은 감로탱에(의) 표현

방법과 시왕도의 지옥도 장면을 절충하여 현대의 소비성 산업사회를 풍자

한 ‘마케팅Ⅰ-지옥도’, ‘마케팅Ⅱ(Ⅴ)-지옥도’ 등 일련의 작품들을 유화로

제작하였다.47)

여기서 강우방은 오윤의 지옥도가 감로탱화를 차용한 것이 아님을 밝히

고 있지만, 이 그림들이 시왕도의 지옥 장면과 감로탱의 표현방법이 결

합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말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감로탱화의 특징

과 요소가 이 그림에서 간취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오윤은 지옥

장면이 그려진 시왕도를 차용해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

문화』제49집(2010), pp. 7-19 ; 윤범모, 「韓國佛畵의 韓國性 問題 : 甘露幀畵의

下段 欲界部分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제14권(2000), pp. 339-358 참조.

45) 오윤이 감로탱화에 관심이 컸다는 점은 그의 지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현실과 발언’ 멤버인 원동석은 오윤이 그린 이 지옥도를 감로탱화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동석 인터뷰, 「오윤의 칼노래」, 『KBS인

물현대사』(2004. 11. 22 방영).

46) 윤광주의 증언, 「흙이 마알가니 지 생명이 딱 있다(좌담)」, 오윤 전집 간행위

원회, 앞의 책, p. 203.

47) 강우방, 『甘露幀』(예경, 199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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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전에 보았던 감로탱의 하단불화에서 구체적인

시대상과 사회상이 담긴 장면들을 떠올렸고, 이를 부분적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 이러한 감로탱화와 같은 불화에 관심을 가진

민중미술가들이 등장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미술가 홍성담이나

미술동인 ‘두렁’의 리더 김봉준은 시공간의 동시축약, 주대종소법(主大從

小法)과 같이 감로탱화에 나타난 특징들을 활용해 시대의 현실을 표현하

려고 했다.48) 오윤이 그린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는

시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만, 근본적인 태도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49) 불화 등의 전통을 중시한 이러한 예술관은 김봉준이

증언했듯이,50) 1969년 《현실동인전》과 시인 김지하가 작성한 「현실동

인 제1선언」에서 영향을 받았다.

2. 민중문화운동에서 나타난 불화

오윤의 예술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시인 김지

하다. 오윤은 김지하 초상을 목판화로 제작하기도 했으며, 김지하도 오윤

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51) 특히,

48) 이태호, 「칼 끝에 실어낸 ‘전투적 신명’ : 홍성담론」, 『우리시대 우리미술』

(풀빛, 1991), pp. 266-267 ; 라원식, 「민족민중미술의 창작을 위해」, 『민중미술

15년』(삶과꿈, 1994), pp. 46-70 참조.

49) 이와 관련해 ‘광주자유미술인협회(광자협)’, ‘일과놀이’에서 활동하던 미술평론가

최열은 오윤의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는 민족 전통을 계승

한 초기의 형태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봉건시대의 탱화를 직접적으로 답습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화의 형식 실험이 진전된 형태가 ‘두렁’의 <만

상천화>이며, 이 그림에서 더욱 발전된 것이 ‘광자협’이 공동 제작한 <민중의 싸

움>(홍성민, 박광수, 김상선 공동 제작, 1983)이라고 언급했다. 최열, 앞의 책, p.

191, 224.

50) 김봉준의 말,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좌담), p. 65.

51) 오윤은 1984년 목판화로 <김지하상>을 제작했고, 김지하는 오윤에 대한 글로,

1990년에 쓴「오윤을 생각하면」(현실과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과 오윤 작고

20주기를 맞아 2006년에 작성한 「중력적 초월이라는 생명과 그마저 벗어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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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제작된 목판화 <형님>(도23)을 보면, 그들의 관계를 짐작케 한

다. ‘시름지친 잔주름살 환희 펴고요 형님 우라질 것 놉시다요 도동동당

동’이란 문구52)가 있는 이 목판화에는 김지하가 치는 젓가락 장단에 맞

춰 오윤 자신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김지하는 5세 연하

인 오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런 조언은 오윤이 자신의 예술관

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지하는 오윤을 그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하기 전인

1963, 1964년경부터 오윤의 누나 오숙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

다.53) 그는 그때 오윤에게 다음과 같은 미술을 공부하라고 했다고 한다.

탱화를 비롯한 돈황 불교미술과 고려미술을 잘 보라고, 단원과 혜원을 잘

보라고, 프랑수아 라블레를 가능한 한 영어라도 읽으라고, 브뢰겔을 재평

가하라고, 그리고 멕시코의 시케이로스와 디에고 리베라를 깊이 공부하라

고 쉼 없이 주문한 것 같다.54)

이 글에서 김지하가 오윤에게 조언한 내용 중에서 불교미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이 10대인 오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때부터 불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오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김지하와 더욱 자주 어울렸다. 그 결

과물이 바로 1969년에 있었던 《현실동인전》이다. 대학 4학년인 오윤을

비롯해 임세택, 오경환은 ‘현실’ 동인을 구성하고, 신문회관 화랑을 예약

하는 등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개막 전날 당국과 교수들의 귀

평화 : 오윤과 나」(국립현대미술관, 앞의 도록) 등이 있다.

52) 김지하의 시 「형님」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다. 김지하, 『황토』(한얼문고,

1970)에 수록.

53) 오윤의 누나 오숙희는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재학하고 있었고,

4․19혁명 집회 이후부터 자신과 친해졌다고 회고했다. 김지하, 『흰 그늘의 길

2』(학고재, 2003), p. 110.

54) 위의 책, p. 111.



- 25 -

에 들어가 자진철회로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이 동인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김지하와 미술평론가 김윤수55)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했기 때문

이다.

1969년, 김지하와 김윤수는 문학평론가 염무웅, 시인 이성부 등과 함

께 문학 모임 ‘폰트라(PONTRA, poem on trash, 쓰레기 위에 시를)’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김지하가 후일 회고했듯이,56) 아직 본격화

되지 않은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민족)문화운동에 대한 논의들이 오

고 갔는데, 여기에 미술을 전공하던 오윤과 그의 누나 오숙희, 임세택,

오경환, 강명희가 합류한 것이다. 이 ‘폰트라’에서 논의된 담론을 미술로

실천하고자 한 것이 《현실동인전》이다.57)

이 동인전은 결국 무산되었고, 출품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전시를 위한 팸플릿이 전하고 있어, 《현실동인

전》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김지하가 초안을 하고, 김윤수

의 교열을 거친 「현실동인 제1선언」이라는 글58)과 동인들의 그림이

흑백도판으로 한 점씩 실려 있다. 오윤이 그린 <1960년 가>(도24)는 제

목에서 알 수 있듯이, 4․19혁명과 관련된 그림으로 추정된다. 화면의 전

경에는 노동을 하는 민중의 모습이, 중앙에는 이들 사이에서 학생과 경

55) 김윤수는 당시 서울대학교 미학과 강사로 있었으며, 이후 미술평론가가 되어 민

중미술을 지원했다. 그의 글로는 「예술과 소외」, 『창작과 비평』(1971, 봄) ;

『韓國 現代 繪畵史』(한국일보사, 1975) ; 「한국 추상미술의 반성」, 『계간미

술』(1979, 여름) ; 「한국미술의 새 단계」, 『韓國文學의 現段階 1』(창작과비평

사, 1983) 등이 있다.

56) “이 그룹 ‘폰트라’는 아무런 체제도 약관도 구속도 없었지만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훗날 ‘민중 주체의 민족문화운동’이었다.” 김지하, 앞의 책,

p. 152.

57) “그것(현실동인 선언)은 ‘폰트라’로부터 한 담론으로서 자연스럽게 싹텄다. 정조

년간의 속화와 진경산수와 민화에 대한 관심은 리얼리즘, 사회적 리얼리즘 미학

에 새로운 수정을 가하면서 멕시코 리얼리즘을 본보기로 삼아 이른바 ‘민족리얼

리즘’으로 차츰 떠오르기 시작했다.” 위의 책, p. 156.

58) 김지하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초안을 작성하여 미학과 선배인 김윤수에게 부

탁해 교정을 받았고, 이를 오윤을 비롯한 현실 동인들이 돌려 읽어서 수정을 가

한 후 최종 완성했다고 한다. 위의 책, pp. 156-159 ;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가 이후 미술평론가가 된 최민도 이 선언문이 김지하의 글이라고 했고, 김지하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김재원, 「1970년대 한국의 사회비판적 미술 현상」, 『한

국 현대미술 197080』(학연문화사, 2004), p. 10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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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한 화면에 인물로 가득 채워

공간감이 결여된 나열식 배치라는 점에서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가 1920년대 멕시코 공립학교에 그린 벽화 <간이 시장 E l

Tianguis〉(도25)이나 <마을 공유지의 기부 Dotación de Ejidos>(도26)

를 연상케 한다.59) 멕시코 벽화에 관한 내용은 김지하가 오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에게 했던 조언이기도 하여, 《현실동인전》에 출품

하려고 했던 작품들이 이러한 벽화와 벽화가들을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

성이 크다.

멕시코 벽화를 대표하는 디에고 리베라, 호세 클레멘테 오로츠코

(José Clemente Orozco, 1883-1949),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1896~1974)의 작품 세계는 다양해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바는 멕시코 민중이 처한 현실이자

멕시코의 전통 혹은 멕시코적인 것을 담는 것이었다.60) ‘현실’ 동인도 멕

시코 벽화운동에 자극을 받아, 민족적 리얼리즘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

다. 당시 신문기사에도 “강력한 현실참여와 전통의 계승을 표방하고 나

선 이들은 새로운 ‘리얼리즘’을 추구”61)라고 소개되었다. ‘현실’ 동인이

의도한 것들이 작품으로 잘 구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

은 그들이 그림 속에 현실을 담으려 했고, 민족이나 전통을 바탕으로 하

는 민족적인 리얼리즘을 미술의 이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 김지하는 《현실동인전》에 출품하려고

했던 오윤의 작품에 대해 떠올렸다. 그는 「오윤을 생각하면」(1990)이

라는 글에서 그 당시 오윤이 멕시코의 서사적 사실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고 적었다. 김지하는 오윤의 그림에

사회변혁의 에너지 밑바닥에 슬픔과 허무, 비통이 깔려 있다고 말하면서,

59) 이 두 벽화는 멕시코 공립학교 2층에 있는 〈축제의 장 El Patio de las
F iestas〉의 부분으로, 1923~24년에 제작되었다. 미술사학자 조인수는 오윤의

<1960년 가>가 <간이 시장 El Tianguis〉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조인수, 앞의

글, p. 257). 남궁문, 『멕시코 벽화』(시공사, 2000), pp. 80-81 참조.

60) 김영나, 「멕시코 벽화운동」, 『제3세계의 미술문화』(과학과사상, 1990), p.

417 ; 남궁문, 위의 책, p. 60, 211.

61) 「‘현실동인’ 클럽」, 『매일경제』(1969. 10. 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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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전 화면을 지배하는 불화적인 색채와 구도들 때문이었던 것

같다.”62)고 회상했다. 김지하는 오윤의 그림 속에서 불화가 지닌 속성과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한 이 말은 간략한

인상에 그쳐, 그 당시 오윤이 불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 창작으로 이

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63) 다행히 《현실동인전》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현실동인 제1선언」이 남아 있어, 그 점에 대

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4장으로 구성된 「현실동인 제1선언」은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다.”

로 시작한다. 1장에서 조선시대 풍속화와 진경산수, 민화 등의 전통을 현

대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장에서는 전통이 무엇이고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근대의 평민적 시각 체험을 독특하게 형상화한 경험의 기초 위에서 새 현

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전통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사실적 지향의 성과

를 발전시켜 현실을 반영하는 민족 미술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64)

김지하는 엘리트적인 전통 보다는 평민(민중) 전통을 계승해야 하고, 그

중에서 사실 지향의 미술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민중

이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전통이나 민족 형식을 이용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미술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지 속에서 3장에는 현실

주의 및 새로운 현실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화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가 이상적인 미술이라고 여긴 새로운 현실

주의65)를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불화에서 사용된 특징과 기법을 제

62) 김지하, 「오윤을 생각하면」,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 p. 215.

63) 《현실동인전》에 출품하기 위해 습작한 것들로 생각되는 스케치들에는 붉은색

등의 원색을 주로 사용한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오윤 전집간행위원회, 『오윤 전

집 3』(현실문화연구, 2010), p. 247, 256, 269, 297, 298, 299, 302, 303 참조.

64) 「현실동인 제1선언」2장(「현실동인 제1선언」은 『오윤 전집 1』, pp.

533-571 ; 김지하, 『김지하 전집 3』(실천문학사, 2002), pp. 77-125에 수록).

65) 새로운 현실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풍부

한 변형, 과장, 추상 등 예술적 표현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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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것이다.

「현실동인 제1선언」에서 말하는 불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와 관련

있는 시왕도나 감로탱화를 두고 한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지하가

불화의 기법과 특징으로 꼽은 것은 공간과 시간의 동시 축약, 몽타주 기

법, 구도와 형태의 역동성, 과장과 변형 등이다. 이 중에서 시공간의 동

시성과 몽타주 기법은 감로탱화와 시왕도에서 사용된 주요 특징이다. 오

윤이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를 그리면서 차용한 화

엄사 시왕도에는 이러한 점이 뚜렷하게 구사된 편이다. 왜냐하면, 10폭

짜리 시왕도와 달리, 화엄사 시왕도는 5왕과 5지옥을 한 화면에 그리는

2폭 형식이기 때문이다.

몽타주를 설명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케팅Ⅰ: 지옥

도>, <마케팅Ⅴ: 지옥도>의 제작 배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만한 구절

이 있다.

우리는 업의 발전과 윤회를 그린 불화의 몽타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 운명의 전복과 장난과도 같은 생명 형태의 전화 속에 숨어 있는 그

예리한 갈등을 요해하고, 그것을 민중 운명의 역사적 변화와 파괴되고 건

설되는 문명 발전의 필연적 법칙성을 표현하는 현대적 몽타주로 바꾸어놓

아야 한다.66)

이 글이 나온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전통 불화에서 사용되는 몽타주 기

법을 활용하여, 현재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현대적 몽타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현실이나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전

표현과 실제 현실의 모습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 모순을 그림에 담아내

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모순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갈등이

며, 이 갈등은 다시 전형성, 동시성, 연속성과 차단, 소격효과로 나누고 이를 하나

씩 설명한다. 여기서 불화의 다양한 기법과 특징들, 이를테면 공간과 시간의 동시

에 축약, 역동적인 형태와 구도, 과장과 변형, 몽타주 등을 이용하여 갈등을 구체

화해 새로운 현실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것이다. 위의 글(선언문), 3장 참조.

66) 위의 글, 3장(『오윤 전집 1』, p. 56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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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형식이나 기법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윤에게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과 현실의 관계는 「현실동인 제1선언」의 4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현실주의 미술의 건설과 전통계승의 통일적 방향’이라는 제

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통과 현실이 함수관계라는 점을 피력한

다.67) 전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전통이 단순히 현실을 드러

내는 매개나 수단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는다. 이

와 같이 김지하와 오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미술, 즉 새로운 현실주의

는 전통의 창조적 또는 현대적 계승을 그 방향으로 하여, 시대의 현실을

담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8) 이러한 방향은 김지하가 회고했듯

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민중문화운동과 관련 있고, 《현실동인전》은

미흡하지만 그것의 미술적인 실천이었다. 그 과정에서 민중 지향적인 조

선시대 불화는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그 무렵 오윤은 김지하와 친분이 있던 민속학자인 심우성과의

67) “전통과 현실은 함수관계다. 올바른 전통 계승의 방향은 현실 지향과 통일되어

있으며, 전통의 참된 가치 해석은 현실주의 미학의 건축과정에서 비로소 가능하

고 또한 전통을 발전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현실주의는 그 미학

적 토대를 굳히게 된다.” 위의 글, 4장(『오윤 전집 1』, p. 570).

68) 김지하와 오윤의 전통관과 관련해 중요한 사람은 훗날 국문학자가 된 조동일이

다. 김지하는 전통, 민족문화와 민족주의, 민족(민중)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그로부

터 받아들였고 탈춤, 판소리, 민요, 민예 등의 전통에 대한 관점이나 방향을 공유

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김지하, 『흰 그늘의 길 1』(학고재, 2003), p. 422). 김지

하가 쓴 「현실동인 제1선언」에서 나타난 전통에 관한 내용도 조동일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오윤은 조동일의 전통론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조동일이

1966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한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을 오윤은 자

신의 노트에 옮겨 적었다. 이 글을 필사했다는 사실은 오윤이 조동일의 전통론에

깊이 공감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글은 문학에서 전통을 어떻게 파악하고, 올바

른 전통과 그 계승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긍정

적, 부정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전통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즉, 중세평민문학의 전

통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계승하고, 중세귀족문학은 철저히 비판한 다음에 수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탈춤, 판소리, 민요 등에서 나타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지배 계층에 대한 저항은 현대 문학이 계승해야 할 중요한 전통으로 언급하고 있

다. 그러므로 올바른 전통은 사회참여와 관련을 맺고, 비판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

이 이 글의 요지다. 조동일,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 『창작과 비평』

(1966, 여름), pp. 357-3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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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해, 탈춤, 풍물, 굿 등 연행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키워나

갔다.69) 심우성은 1960년대 남사당패 재결집을 이끄는 등 연희패들을 연

구하고 지원한 사람으로, 오윤은 그를 통해 소멸되다시피 한 민속연희를

접했다. 그 무렵 제작된 유화 <탈춤Ⅱ>(1970년경)(도27)은 그 당시 오윤

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준다. 민속연희에 대한 관심은 본격적

으로 작품을 제작한 1980년대로 이어져, <무녀(巫女)>(1985)(도28), <소

리꾼Ⅰ>(1985)(도29), <북춤>(1985)(도30) 등을 목판화로 제작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70)

이러한 전통연행예술이 조명을 받게 된 계기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관

주도의 민족주의를 내세워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책에서 기인한다. 1961

년부터 민속경연대회를 개최, 이듬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1964년에는

양주별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71) 미술에서도 《민족기록화

전》이 1967년에 시작해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72) 심우성은 이러한 전

통과 민속이 부활하게 된 데에는 관주도 하에서 추진된 정책의 공을 일

정 부분 인정하지만, 전통을 박제화하고 정태적으로 파악해 왜곡했다고

비판했다.73) 그가 전통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는 김지하와 다르지 않았

고,74) 오윤은 그들과 교류하면서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논의된 전통론을

받아들였다.

69) 오윤의 누나 오숙희의 증언, “오윤은 이 춤에 반해 1968년 무렵부터 심우성씨를

찾으며, 남사당춤과 산대놀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석우, 앞의 글, p.

137에서 인용.

70) 오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인 1985년, 굿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할 정도

로 전통이나 민속연희에 관심이 컸다. 오윤, 이애주, 채희완, 최태현, 하종오, 「오

늘의 우리에게 굿은 무엇인가(좌담)」, 『옹진 배 연신굿』(열화당, 1986) 참조.

71) 문호연, 「연행예술운동의 전개」, 『문화운동론』(도서출판 공동체, 1985), p.

55.

72) 《민족기록화전》에 대해서는 박혜성, 「1960-19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서울

대학교 서양화과 미술이론전공 석사논문, 2003) 참조.

73) 심우성, 『한국의 민속극』(창작과비평사, 1982), pp. 9-12.

74) 전통, 민속을 연구하던 ‘우리문화연구회’의 멤버는 심우성, 조동일이다. 김지하는

이 모임의 정식 회원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고 회고했다. 김지하, 『흰 그늘의 길 1』, p. 422 ; 김지하, 『사이버 시대와 시

의 운명』(북하우스, 2003),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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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 굿, 풍물 등의 전통연희와 저항적 민족주의가 결합한 시초는

1963년 11월 서울대학교 향토개척단이 연행한 《향토의식 초혼굿》이다.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드러내는 이 연행은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으로 촉

발된 반외세 민족주의가 전통 굿의 형식과 결합한 것이었다. 이듬해, 초

기 마당굿이라 할 수 있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향토의식 초혼굿》은 연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75) 오윤이 서울대학교

에 입학한 해인 1965년에도 《향토의식 초혼굿》이 연행되었다. 그가 이

러한 연행을 직접 보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당시 학내의 분위기는

저항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전통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의 대학으로 번져, 민중문화운동

으로 발전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탈춤부흥운동은 전통연

희와 저항적 민족주의가 결합한 대표적인 예로,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했

다. 1970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오윤은 생계를 위해 경주, 벽제 등지에서

전돌 공장을 운영하는 등 미술계뿐만 아니라 민중문화운동에서도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지인이자 탈춤, 마당극 등에서 활약한 채희완과

임진택76) 등을 통해, 이러한 문화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

을 것이다.

이러한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내세우며 등장한 미술동인이 바로 ‘두

렁’이다. ‘두렁’의 리더 김봉준은 1970년대 후반에 홍익대학교 탈춤반을

이끌며, 채희완과 임진택이 활동하던 서울대학교 탈춤반77)과 교류를 했

75) 정이담, 「문화운동 시론」, 『문화 운동론』(도서출판 공동체, 1985), pp. 20-21.

76) 현 무용평론가인 채희완은 서울대학교 미학과 출신으로 김지하와 선후배 사이

로, 1970년대 후반에는 오윤의 작업실을 오가면서 더욱 친하게 지냈다. 판소리꾼

이자 연극연출가인 임진택은 《현실동인전》에 같이 참여한 임세택의 동생으로,

상업은행 벽화를 오윤과 함께 제작하기도 한 사이이다. 한편, 김지하 및 그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973년 연행된 《진오귀굿》인데, 대본을 김지하가

쓰고, 연출은 임진택, 안무(탈춤)는 채희완이 담당했다. 당시 그들의 글로는 채희

완, 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한국문학의 현단계 1』(창작과비평,

1982) ; 채희완, 「공동체의식의 분화와 탈춤구조」, 『세계의 문학』(1980, 겨울)

; 채희완, 「70년대 문화운동」, 『문화와 통치』역사와 기독교 제2집(민중사,

1982) ;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1980, 봄), pp.

97-122 ; 임진택, 「80년대 연희예술운동의 전개」, 『창작과 비평』(1990, 9), pp.

3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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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8) 이런 인연으로 오윤과 김봉준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민중문화운

동이 추구한 바를 공유했을 것이다.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지녔던 관심사는 채희완 등이 연출한 《강쟁이 다리쟁이》79)(1984) 공연

을 위해 사용할 탈(도31)을 함께 제작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김봉준을 비롯한 ‘두렁’의 회원은 대부분 탈춤반 출신으로, 전통 중에

서도 민중(민족)의 시각과 입장이 두드러지는 불화, 민화, 무속화, 판화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80) 1983년 7월에 열린 《창립 예행전》 때, 애오

개 민속극장에서 <만상천화(萬象千畵)Ⅰ>(김봉준 주필, 1982)(도32)등의

작품 전시와 더불어 전시장 안팎에서 풍물을 펼쳤다. 또 1984년 4월 경

인미술관에서 열린 《창립전》을 개최하면서 열림굿판을 벌이는 등 미술

과 민중문화운동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도33). 여기서 주목해

야 할 것은 이 열림굿판의 배경으로 불화를 차용한 <조선수난민중해원

탱(朝鮮受難民衆解寃幀)>(김봉준, 김우선 공동제작, 1984)(도34)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굿판과 함께 어우러진 <조선수난민중해원탱>은 <만상천

화Ⅰ>와 마찬가지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하단과 중단에는 고통 받

는 서민의 모습과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을 담았고, 상단에는 이상적인

장면이 서술적으로 그려져 있어, 불화 중에서도 감로탱화의 형식과 기법

을 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탈춤, 굿, 풍물 등 연행예술의 이념을 실천하려고 한 ‘두렁’

이 감로탱화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77) 1971년 결성된 서울대학교 탈춤반의 당시 명칭은 ‘민속가면극연구회’이다.

78) 김봉준, 『숲에서 찾은 오래된 미래』(동아일보사, 2001), p. 116.

79) 오윤은 공연《강쟁이 다리쟁이》를 위해 ‘두렁’의 리더인 김봉준과 함께 탈을 만

들고, 공연을 홍보하는 포스터도 제작했다. 이 공연은 놀이패 ‘한두레’, 춤패 ‘창무

회’, ‘한국무용연구회’가 합작한 것으로, 1984년 9월 20일에서 23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현 아르코 소극장)에서 펼쳐졌다. 내용은 그해 7월 경남 창녕군 영산마을

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이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서 관이 벌인 ‘강쟁이

다리쟁이’라고 여겨 이를 마당극춤으로 연행한 것이다. 그때 입구에서 관람객에게

오윤이 제작한 <강쟁이 다리쟁이> 판화 작품도 무료로 배부했다고 한다. 채희완,

「낮도깨비 신명 마당에 합세한 물귀신과 가분다리 탈들」, 『바람결 풍류』

(2006, 11) (『오윤 전집 1』, pp. 415-418에서 인용).

80) 김봉준, 「미술의 주체성 상실과 민중미술」, 현실과 발언, 앞의 책, pp. 58-67

참조.



- 33 -

「현실동인 제1선언」의 영향과 더불어 김봉준 개인의 관심사가 반영되

어 있다. 그는 1976년부터 봉원사(奉元寺) 만봉스님에게 불화를 사사했

고, 이때 감로탱화를 접했다. 그는 이 불화의 하단에 다양한 인간상과 사

회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았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

던 연희를 펼치는 모습이 그 속에 그려져 있다는 점도 발견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당패나 광대들의 연희 장면이 감로탱화 속에 그려진 데에

는 그들이 사찰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남사당패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청룡사

(靑龍寺)를 거점으로 활동했고, 1970년대에 있던 연희패들도 모두 절과

연관되었다.81) 이와 같은 상황은 민중문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연희예술과 불화가 결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오윤도 1970년대 그의 지인들과 함께 청룡사를 방문했고,82) 젊은

시절 한 달간 머물렀던 쌍계사(雙磎寺)도 연희패와 관계있는 사찰이

다.83) 실제로 이 두 절에 봉안된 감로탱화에도 연희 장면(도35)이 그려

져 있다.

비록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왕도에는 이러한 연희 장면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하단에

불보살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감로

탱화와 마찬가지로 민중 지향적인 불화라고 할 수 있다.84) 더구나 2폭으

로 된 화엄사 시왕도와 같이, 조선후기 시왕도에서 여러 지옥 장면이 한

화면에 압축되고 복잡해지는 이유도 우란분재(盂蘭盆齋) 의식을 행할 때

그려 봉안하던 감로탱화와 관련 있다.85) 탈춤 등의 연행예술에 관심이

남달랐던 오윤과 김봉준이 이러한 시왕도와 감로탱화를 활용해, 당시 현

실의 모습을 그림 속에 반영한다는 발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81) 심우성, 『남사당패연구』(동화출판공사, 1974), pp. 32-33 참조.

82) 김문주, 앞의 책, p. 17.

83)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학고재, 2004), pp. 331-338, p. 564.

84) 김정희, 앞의 책, p. 427.

85) 김정희, 「고성 옥천사 명부전 도상의 연구 :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를 중심으

로」, 『정신문화연구』제32호(1987), p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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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오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86) 시왕도 외에도 불화의 형식

이나 불교의 교리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그 예로

불교를 상징하는 연화문(蓮花文)을 본떠, 민중의 비극적인 삶과 신명을

담은 목판화 <팔엽일화(八葉一花)>(1985)(도36)가 있다. 또 자동차, 건축

(아파트) 단면도, 요트와 골프 등의 소비문화를 보여주는 장면과 그 속에

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일상을 다룬 목판화 <사상팔면

도(四相八面圖)>(1983)(도37)에서는 화면 한 가운데 원 안에는 석가모니

가 태어나면서 외친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불전

(佛典)의 내용이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87)

불화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오윤의 작품은 1985년에 제작된

<통일대원도(統一大願圖)>(도38)다. 이 그림은 미술동인 ‘두렁’의 <만상

천화Ⅰ>와 <조선수난민중해원탱>과 같은 걸개그림이다. 걸개그림이란

절에서 야외법회를 할 때 사용하던 괘화(掛畵) 또는 괘불화(掛佛畵)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으로, 김봉준이 이름 붙였다.88) <통일대원도>는 불

화의 한 형식에서 나온 걸개그림을 이용하여, 통일에 대한 민중의 염원

을 그리며 대동놀이를 하는 모습을 유화로 목판화처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민족적 형식’을 이용하여, ‘민중적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민중

문화운동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민중미술 제1세대인 오윤이 그린 <마케팅>연작은 이젤회화라는 점에

서 ‘현실과 발언’이 추구한 방향과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연작을

제작하는 데 바탕에 놓인 생각은 ‘현실’ 동인의 경험과 탈춤, 풍물 등의

전통연행예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 연작 중 전통 불화

인 시왕도를 차용하여 제작한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

도>에서 이러한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제작

86) 오윤의 누나 오숙희의 증언에 따르면, 오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는 불

교라고 한다. 오윤의 후배인 허진무도 이러한 사실을 곁에서 지켜보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허진무, 앞의 논문, p. 42.

87) 1985년에는 「반야심경(般若心經)」을 사경(寫經)하기도 했다. 허진무 정리, 앞

의 글(연보), p. 616.

88) 김영나, 앞의 책,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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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 그림들은 제한적이지만, 1980년대 중반 민중문화운동과 미술의 결

합이 본격화되기 전에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반영하여 형상화한 민중미

술의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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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포스터 형식의 응용

조선시대 시왕도를 차용한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

도>와 달리, 오윤은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

팅Ⅳ : 가전제품>을 그릴 때에는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제작

된 포스터 형식을 응용했다. 산업미술, 응용미술, 대중미술로 분류되는

포스터에 나타난 특징과 요소들을 이용해, 작품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러

한 발상은 순수미술만을 미술로 여기던 당시 한국화단의 분위기로 봤을

때, 대단히 낯선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 방향은 ‘현실과 발언’ 내부에서

논의되었고, 오윤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현실과 발언’은 1979년 말 창립한 이후부터 회원들은 순번을 정해 월

마다 발표를 진행했는데, 오윤은 1980년 전반기에「현실인식」(1980)이

라는 글을 발표했다. 요점을 중심으로 적은 이 글은 완전한 형태라고 보

기에는 힘들지만, <마케팅>연작이 그려질 당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미술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이 글에서 그는 현실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미술을 비판한다. 즉, ‘낡고 파괴되

어야 할 문화’89)를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태동되는 문화’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현 형식을 개발,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그 예로 만화, 포스터, 삐라를 꼽았다.90)

「현실인식」을 발표한 직후, 제작된 그림이 <마케팅Ⅰ : 지옥도>라

는 사실은 오윤이 관심을 가진 만화, 포스터, 삐라가 이 그림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그림의 하단에 있

는 ‘소비의 창조, 과학인가 예술인가’라는 문구는 포스터를 연상시킨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포스터는 크게 헤드라

인(headline)과 같이 문자(말)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사진 등의 이미지

89) 오윤은 ‘낡고 파괴되어야 할 문화’로, 미술의 상품화, 독점, 심미주의, 도색주의,

전위 아닌 전위, 공상적 현실주의 예술, 유희적 예술, 국제주의를 꼽았다. 오윤,

‘현실인식’, 「‘현실과 발언’ 자료 문건」,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위의 책, p.

710.

90) 위의 글, pp. 7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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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며,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매체다. 우선, <마케팅>

연작에서 포스터에서 전달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문자(말) 부분

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마케팅Ⅰ : 지옥도>에는 발설지옥 장면 밑에 따로 칸이 있는데, 이

곳에 붉은색으로 적힌 ‘소비의 창조, 과학인가 예술인가’라는 문구는 당

시 유행한 광고카피를 생각나게 한다. 물론 이 글귀는 이 그림을 제작하

는 데 차용한 불화인 화엄사 시왕도에서 볼 수 없다. 이 불화에서 글자

가 등장하는 경우는 지옥 장면 위나 근처에 조그맣게 직사각형의 난을

만들어 그곳에다 적는 지옥명이 고작이다. 어떤 지옥인지를 알려주는 이

러한 지옥명과 달리, <마케팅Ⅰ : 지옥도>의 하단에 있는 큰 글씨로 된

문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즉, 이 글귀는 포

스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헤드라인에 해당한다.

<마케팅Ⅰ : 지옥도>과 함께 1980년에 발표된 <마케팅Ⅱ : 발라라>

에는 포스터의 헤드라인이 더욱 과감하게 시도되었다. <마케팅Ⅰ : 지옥

도>에서 헤드라인이 놓인 곳이 하단이었던 점과 달리, 여기에서는 ‘가꾸

세요 12세면 숙녀예요’라는 문구가 그림의 중앙에 놓여 있으며, 따로 칸

을 설정하지 않은 채 그림 속에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오윤은 ‘가꾸세

요’에는 검은색을, ‘12세면 숙녀예요’에는 빨간색을 칠해 변화를 주었고,

글씨체도 디자인해,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자도안은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그림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문구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현하는 데에서도 나타나 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행한 이 말91)을 옮겨와 알

록달록하게 색칠을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붉은색으로 된 타원에

‘BALLALA'라는 알파벳이 흰색으로 적혀 있다. 이처럼 이 그림에서 사

용된 문자들은 모두 다양한 글씨체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자디자인에 대한 오윤의 관심은 이듬해 발표한 <마케팅Ⅲ : 걸

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을 그리는 데에도 이어진다.

91)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천국 영국」, 『동아일보』(1981. 08. 19), 2면 ;「얼

마나 달라졌나 소용돌이 친 70년대 사회상을 돌아본다<1> - 복지무드」, 『매일

경제』(1979. 12. 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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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Ⅲ : 걸쳐라>에서 헤드라인이 놓인 위치는 <마케팅Ⅰ : 지옥

도>, <마케팅Ⅱ : 발라라>와 달리 상단이다.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난을

만들고 그 안에 파란색으로 칠해,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분리되도록 했

다. 헤드라인에는 바탕색보다 밝은 색으로 된 ‘문명인이 된 당신의 모습

을 보세요’라고 문구가 있는데, 자음 ‘ㅇ’, ‘ㅁ’ 등에 색을 메워 레터링에

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은 헤드라인에만 그치지 않고, 하단

에 그려진 이미지 속에 있는 ‘걸쳐라’라는 글자는 180도 반전된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현실과 발언’의 제2회 동인전 《도시와 시각전》에 <마케팅Ⅲ : 걸쳐

라>와 함께 출품된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서는 이전 그림과 다르게

문구를 세로로 적었으며, 이미지를 사이에 두고 나눠 놓았다. 이처럼 헤

드라인은 <마케팅Ⅴ : 지옥도>를 제외한 <마케팅>연작 전체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드라인을 적용한 방식도 다양했다. 또한 헤드라인이

나 이미지 속에 있는 문자도 다양하게 디자인되었다. 이처럼 <마케팅>

연작에서 글자 모양이나 색상뿐만 아니라, 이를 주목하게 하는 방법 등

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윤이 포스터에서 문자의 역할

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마케팅>연작이 포스터의 형식을 활

용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부

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케팅Ⅰ : 지옥도>에서 그림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엄사 시

왕도 하단에 그려진 지옥 장면을 차용한 것이다. 이 이미지는 하단에 있

는 ‘소비의 창조, 과학인가 예술인가’라는 헤드라인과 그 내용에서 부합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말과 그림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이미

지의 비중이 큰 편이다. 게다가 불화 특유의 화려한 색채와 복잡한 형태

로 인해 포스터에서 요구하는 특징 중 하나인 주목성을 떨어뜨린다. 이

는 보통의 포스터가 배경을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한 채, 대상과 문구에

집중하도록 색채나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마케팅>연작

중에서 두 번째로 제작한 <마케팅Ⅱ : 발라라>는 포스터에 더욱 가깝다.

<마케팅Ⅱ : 발라라>에서의 이미지는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상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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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위에는 화장을 진하게 한 도시 여성을 밝은 색과 실선으로 묘사

했고, 아래에는 농촌에서 일하는 여자와 도시 여공의 모습이 목판화 특

유의 거친 표현으로 새겨져 있다. 게다가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단일하게

칠해, 이 두 이미지는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와 같이 단순화된 배경에 이

질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 광고가 제공하는 모습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그린 <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

그려진 이미지는 더 대담하게 화면 한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마케팅

Ⅱ : 발라라>와 마찬가지로, 배경이 단순하게 처리된 <마케팅Ⅲ : 걸쳐

라>에는 농촌 여성이 그림의 가운데에서 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시선

까지 관람자를 향한다. <마케팅Ⅳ : 가전제품>은 주황색으로 칠한 배경

에 화면의 중앙에 커다란 TV, 냉장고가 있고 그 아래 아낙이 있는 역삼

각형 구도로 이루어져, 이미지와 문자의 조화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자와 이미지가 어우러진 목판화 <칼노래>(1985)(도39)에서 볼 수 있

듯이, 이러한 포스터의 특징과 요소는 그의 전 작품에서 관찰되는 특징

중 하나다.

이처럼 오윤은 자신이 화가로 본격적인 출발을 내딛는 작품인 <마케

팅>연작을 그리면서, 대중미술 또는 응용미술로 분류되는 포스터의 형식

과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 연작을 제작할 당시, 한국화단에서는 정신

성과 관념성이 강한 모노크롬 미술이 지배적이었음을 상기하면 매우 파

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포스터와 같은 상업미술은 기존 미술계로

부터 저급한 것으로 취급받아, (순수)미술을 하는 작가는 관심을 갖지 않

았다. 따라서 이 그림들이 화단에 소개되었을 때의 낯설음과 논란을 짐

작할 만하다. 순수미술을 위주로 가르치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를 나온 오윤도 이러한 시도는 도전과 모험이었을 것이다. 그가 포스터

를 미술로 인식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마케팅>연작은 오윤이 참여한 ‘현실과 발언’의 동인전에 출품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현실인식」을 발표한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룹의 결성 후 《창립전》이 있기까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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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발언’의 내부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이 미술 단체의 동인전이 대부분 주제전으로 치러졌

다는 사실은 그룹의 이념과 활동 방향이 개별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의미한다.92)

‘현실과 발언’의 제2회 동인전《도시와 시각전》(1981)이 열릴 무렵,

이 그룹의 회원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한 최민은 「이미지의 대량생산과

미술」이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당시 그와 그의 동료들이

포스터를 포함한 대중미술, 상업미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신문, 잡지, 포스터, 빌보드간판, 광고 등이 넘쳐나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대부분 상업

적인 것과 연관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와 같은 상품광고 이미지는 도피

적이고 대중에게 환상을 심어준다고 보지만, 그것이 가진 힘에 대해 생

각해 볼 시점이라고 말한다.93) 그는 기존의 미술이 이러한 이미지들을

미술의 영역에 포함하기를 꺼린다고 지적하면서,94) 이러한 현상을 대하

는 미술가의 태도를 언급한다.

92) 주제전은 제2회 《도시와 시각전》, 제3회 《행복의 모습전》, 제5회 《6․25

전》, 제7회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전》이 있다. ‘현실과 발언’의 회원인 화가 김

정헌은 주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룹 회원들의 이념의 지향점이랄

까 운동의 방향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 그룹이 주제를 내걸고

작업을 하고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그룹 내부 결속도 다지고, 미술관을 빌려 전시

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그룹전으로서 좀 뜻있는 전시를 하고 싶다는 의도에

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같이 해석해 보고 확인해 보는 그런 의미

에서 그것은 반(半) 공동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정헌의 말, 「현실의식

과 미술로서의 실천(좌담)」, 현실과 발언, 앞의 책, p. 197.

93) 최민, 「이미지의 대량생산과 미술」, 『그림과 말』(‘현실과 발언’회지, 1982),

pp. 26-27.

94)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량생산된 이미지들을 미술에 포함시키기를 꺼린다. 미술

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형상이나 이미지들 가운데 특수한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

으로 이른바 순수미술(fine arts)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 대중미술, 상업미

술, 응용미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잡것이 섞였다는, 진짜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 (…) 온갖 형상과 이미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시

각적으로 그 이미지들의 폭격을 받고 살면서도 순수미술이라는 미명아래 전근대

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만을 가치 있게 보려는 태도는 여러모로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 위의 글, p. 28.



- 41 -

문제의 해결은 양자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를 서로 어떻게 침투

시키고 견제시키느냐에 있다. 순수미술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이미지의 대

량생산과 소비를 엄연한 현실로서 마땅히 인정하고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

로 대처하느냐를 궁리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합당한 작업을 할 수 없

다.95)

최민은 미술가에게 대량생산된 이미지 또는 대중미술이 일상이 된 현실

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그가 언급한

이러한 내용은 ‘현실과 발언’의 동료이자 미술평론가인 성완경과 함께

1982년 펴낸 『시각과 언어1 : 산업사회와 미술』에서도 나타난다.96)

최민과 성완경이 주도하여 ‘현실과 발언’에서 출판미술의 일환으로 펴

낸 이 책에는 「미술의 순수성과 현실인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좌담

이 실려 있다. 이 좌담에 오윤이 참여하고 있어, 그가 대중미술, 응용미

술 또는 대량생산된 시각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미술관에 갇혀 있는 미술과는 별도로 사진이나 광고, TV, 복사술의 발달

에 의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새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고, 바로 그것으로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에

서 해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도피적인 취미나 오락 쪽으로 집중이 되

어 있다는 것입니다.97)

오윤은 대중문화에서 시각이미지가 넘쳐나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생존이나 삶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삶을 잊게 하거나 호

도하는 도피적인 면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그는 대중

95) 위의 글, p. 29.

96) 특히, 이 책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 성완경, 「산업사회와 이미지의

현실」, 『시각과 언어1 : 산업사회와 미술』(열화당, 1982), pp. 18-24 참조.

97) 오윤의 말, 「미술의 순수성과 현실의식(좌담)」, 최민, 성완경, 위의 책,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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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말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위 고급미술 쪽에서는 의식 자체를 새롭게 생각하고 기존 관념을 깨야

한다고 주장들 하지만, 미술을 발표하는 장(場)이나 틀은 상당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대중문화(와)의 거리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미술이 대중매체가 갖고 있는 수단들을 도입하거

나 검토해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응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98)

오윤은 현대사회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힘을 분명하게 인식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매체가 지닌

수단이나 방법을 소위 순수미술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최민이나 성완경이 주장했던 바와 같다. 이는 그들이 참여

한 ‘현실과 발언’ 내부에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되었음을 말해준다. ‘현실

과 발언’의 멤버들은 순수미술 또는 고급미술만을 미술로 간주하던 기존

의 미술이 현실과 무관하여 대중과 소통하기 힘들다고 보았고, 그 대안

으로 대중매체에 의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각이미지와 그 특징을 활

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현실과 발언’은 시각이미지의 현실을 주시하고, 매체나 형식을 탐구

하고 개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창립 초기부터 ‘현실과 발언’은 벽

화, 판화 및 포스터, 출판미술(사진, 만화 포함) 세 분야로 나눠서 활동을

전개했다. 오윤은 판화 및 포스터반의 책임자였고, 그 구성원은 김용태,

노원희, 민정기, 이청운, 강요배, 박재동으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정

기적으로 모여 연구를 진행했다.99) 오윤은 이 모임의 반장으로서, 이곳

에서 진행된 연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82년에는 이러한 매체 탐구와 출판 활동이 ‘현실과 발언’의 중점 사

98) 위와 같음.

99) 윤범모, 「‘현실과 발언’ 10년의 발자취」,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 p.

570.



- 43 -

업으로 확정된다.100) 이를 계기로 단체 내부에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그간의 축적된 연구가 출판물이나 전시로 나타났다. 판화 및 포스터반이

1983년 개최한 《판화전》(한마당 화랑)도 이러한 소그룹 활동의 결과물

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시각과 언어1 : 산업사회와 미술』의 출판도

이러한 사업 계획 아래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현실과 발언’의 회지

『그림과 말』(1982)을 제3회 동인전 《행복의 모습전》(1982)에 맞추어

펴냈다. 특히, 『그림과 말』에는 전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매체 탐

구와 관련된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예로 벽화반에서 연구하던 김정헌

은 멕시코 벽화 등 거리의 미술을 소개하는 글101)을, 판화 및 포스터반

에서 활동한 김용태는 포스터에 관련된 글을 써서 여기에 실었다. 특히,

김용태가 쓴 「포스터는 길고 긴 토론을 대신할 익살」이라는 글102)은

판화 및 포스터반에서 진행된 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료다.

오윤과 친분이 두터웠던 친구 김용태가 쓴 이 글에는 포스터의 시초,

구성을 비롯하여 현대 도시 속에서 포스터의 모습까지 다루고 있다. 여

기에는 포스터가 지닌 위력과 대중적인 영향력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

100) 위의 글, p. 569.

101) 김정헌, 「환경적 커뮤니케이션」, 『그림과 말』, pp. 38-43.

102) ‘현실과 발언’의 동인지 『그림과 말』에 실린 이 글은 『미술과 생활』의 1977

년 9월호 별책부록으로 나온 『포스터의 역사』(김수석 역, Attilio Rossi,

Posters, London: Paul Hamlyn, 1966)을 참고했다. 김용태는 이 잡지의 기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 책을 잘 알고 있었다.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미술과

생활』은 미술평론가 임영방이 주간으로 있었고, 성완경, 김용태 등이 참여했다.

이 월간 잡지는 1977년 1월 창간되어 2여 년 간 발행되었지만, ‘현실과 발언’이

태동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포스터의 역사』의 표지에는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1864~1901)이 제작한 포스터 <잔느 아브릴 Jane
Avril>(1893)이 인쇄되어 있다. 19세기 후반 활동한 이 화가는 쥘 셰레(Jules

Chéret, 1836~1933)가 닦아 놓은 터전을 바탕으로 포스터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

으며, 포스터와 유화를 넘나들었다(John Barnicoat, 김숙 역, 『포스터의 역사』

(시공사, 2000), pp. 24-25). 이 책에서 소개하는 포스터 작가들을 보면,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nard, 1867~1947),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벤

샨(Ben Shahn, 1898~1969) 등 미술가로서 이름을 떨친 화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이 책에는 포스터를 미술로 바라본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오윤은

이들의 작품을 눈 여겨 보았을 테고, 포스터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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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03) 오윤과 최민, 성완경이 가졌던 대중미술이나 대량생산된 시각이미

지에 대한 관점과 일치한다. 이어서 이 매체가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데에는 말과 그림을 한 화면에 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

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놓았다. 그 필수요

소로 언어(헤드라인)과 일러스트레이션(삽화, 만화, 그림, 도표 및 기호,

사진 등의 시각이미지) 그리고 레터링을 꼽았다.104)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

에는 이 글에서 언급된 포스터의 요소들이 시도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김용태가 작성한 이 글은 포스터에 대한 미술가의 태도나 역할을 말

하면서 마무리한다.

앞으로는 양질의 포스터가 더욱 제작되어 거리의 모퉁이나 게시판 혹은

다방, 역대합실 같은 사람이 수없이 왕래하는 곳에 붙여져 잘 관리해 보여

줄 수 있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도시 경관 속에

아름다운 구성물로 커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가들의 노력이

점차 포스터 쪽에 확산되어야 한다.105)

그는 저급하다고 여겨진 포스터가 오히려 현대 도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으며, 미술가들은 이러한 포스터를 제작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 포스터에 대한 이러한 그의 견해는 판화 및 포스터반에서 논의

되었고, 오윤은 이 소그룹의 반장으로서 그 방향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오윤은 포스터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 유포되는 시

103) “홍수처럼 널려있는 포스터 무리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아, 그 포스터에 나

타난 화려하고 신비한 그리고 편리한 삶에 대한 환상으로 이끌어 들인다. 이러한

유혹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것들의 스캔들 속에 휘말리고 있다.

(…) 사실상 포스터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며, 대중예술로서도

어느덧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태, 「포스터는 길고 긴 토론을 대신

할 익살」, 『그림과 말』, p. 59.

104) 위의 글, pp. 60-62.

105) 위의 글, p. 63.



- 45 -

각이미지에 대해 고찰하고,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했다.106) 그런데

<마케팅>연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흔히 보던 광고포스터와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광고포스터가 지닌 특징과 요소들을 이용하

고는 있으나, 여느 광고와 같이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보

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광고의 모순을 폭로하고, 이러한 광고가

판을 치는 소비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케팅Ⅱ : 발라라> 속에는 ‘가꾸세요 12세면 숙녀예요’라는 헤드라

인이 있다. 이 문구는 여학생이나 시골 여성도 화장품을 쓰면 도시 여성

처럼 예뻐질 수 있음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문구에 어울리게 이 그림

의 상단에는 립스틱을 바르고 매니큐어를 칠하는 등 화장을 진하게 한

도시 여성이 반라의 상태에서 관람자를 쳐다본다. 이러한 장면은 당시

화장품 광고(도40)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광고 속에 등장하는

여성 모델의 표정, 행동,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

고이미지와 오윤이 그린 인물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케팅Ⅱ : 발라라> 속의 모델은 손의 표현 등에서 실제보다

과장해 다소 괴기스럽고 희화화되었다. ‘가꾸세요 12세면 숙녀예요’라는

헤드라인도 당시 광고카피를 이용하되, 반어법으로 비꼬아 그 속에 놓인

광고의 모순이나 허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의 왼쪽 상단에

화장품의 상표처럼 적힌 ‘요람에서 무덤까지’, 'BALLALA'도 이러한 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107)

106) <마케팅>연작이 제작되기 직전인 1979년 『계간미술』에는 포스터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이 글은 예술로서의 포스터와 포스터에서 나타난 예술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가에탕 피콩(Gaëtan Picon), 「예술로서의 포스터」, 『계간미

술』(1979, 봄), pp. 205-212 ; 정시화, 「그래픽 디자인의 예술성, 상업성 :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현황」, 『계간미술』(1979, 겨울), pp. 112-132.

107) 1970년대에는 정부의 주도로 국어순화운동이 추진되어, 상품명에도 외래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다(「박대통령 지시 정부서 국어순화지도」, 『동아일보』(1976.

06. 04), 1면 ;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비누, 화장품 등 외국상표 사용금지」,

『매일경제』(1976. 06. 16), 7면). 화장품명 'NADRI'(나드리), 자동차명

'NUBIRA'(누비라) 등과 같이, 'BALLALA'(발라라)도 당시 외래어의 남용되는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어순화운동과 반대되는 방향인 우리말을 알파벳으로

표기했다. 이러한 'BALLALA'와 당시 한국사회에서 유행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문구를 결합함으로써, 화장품 광고의 전략을 비꼬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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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는 도시 여성의 모습

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투명 인간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빈 옷가지만 널려 있거나, 커다란 TV, 냉장고가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허상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광고카피를 연

상시키는 ‘문명인이 된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결코 무겁지 않아요 용기

만 내시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라는 문구도 <마케팅Ⅱ : 발라라>와 같

이, 과도하게 소비를 부추기는 기존의 마케팅 행태에 대해 반어법을 썼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명인이 된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분명해진다. 원래 ‘문화명인’으로 적혀 있는데, ‘화’ 자에 붉

은색의 가위표로 덧그어 ‘문명인’이 되었다. 이는 농촌 여성이 아무리 패

션에 신경을 써도 광고에서 제시하는 모습과 같이 바뀌지(化) 않음을 뜻

하는 것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의 허위를 지적한다. 이와 유사하게

<마케팅Ⅰ : 지옥도>에 적힌 ‘소비의 창조, 예술인가 과학인가’라는 문구

도 반문을 하면서 당시 광고의 전략과 그 행태를 꼬집는다.

1981년 ‘현실과 발언’의 멤버이자 미술평론가인 최민은 미술평론가 김

복영과 대담을 하면서, 오윤의 <마케팅>연작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

다.

(‘현실과 발언’의 회원이) 소통의 문제를 미술의 논리 밖으로 확장을 시키

려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시각을 통한 전달 방식으로서 대표적인 매스

미디어라든가 광고 쪽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의 작가로서 김정

헌, 민정기, 오윤 등을 들 수 있는데, 오윤의 경우 포스터의 형식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전달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는 포스터를 통해서 유행이라든가 광고라든가 하는 것의 비판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어요. 일종의 안티 포스터라고 이름붙일 수도 있겠지요.108)

이 말은 <마케팅>연작을 포스터 형식으로 바라본 최초의 언급이다. 더

108) 최민의 말, 김복영, 최민, 「젊은世代의 새로운 形象, 무엇을 위한 形象인가(대

담)」, 『계간미술』(1981, 가을),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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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최민은 오윤의 이 그림들이 포스터 형식을 활용했으나, 그 광고나

유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해체’하는 일종의 ‘안티 포

스터’로 설명했다. 즉, <마케팅>연작은 기존의 광고포스터에 나타난 특

징과 요소들을 이용하지만, 그 목적은 상업광고의 부조리한 측면을 파헤

치고 폭로하는 데에 있음을 말해준다.

오윤이 포스터가 가진 비판적 기능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시기는 전돌

공장을 운영하던 무렵인 1974년경이다. 이때 제작한 목판화 <기마

전>(1974)(도41)은 해골들이 막대기와 확성기를 들고 기마 자세를 취한

장면으로, 해골 도상을 이용하여 멕시코의 현실을 다룬 호세 과달루페 포

사다(José Guadalupe Posada, 1851~1913)를 연상시킨다.109) 멕시코 벽화

가 3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 포사다는 멕시코의 정치, 사회 현실을 비

판하는 데 석판화로 제작한 포스터를 자주 이용했다. 오윤은 그를 통해

포스터가 상품 광고나 정치 선전의 도구가 아니라, 저항과 비판의 의미

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후, 오윤은 ‘현실과 발언’에

참여하고, 이 단체 내의 소그룹인 판화 및 포스터반에서 활동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포스터가 지닌 이러한 가능성을 확신했을 것이다.110) 그 결

과물이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

품>이라고 할 수 있다.

109) ‘현실과 발언’의 멤버이자 오윤과 친구인 김정헌도 오윤이 포사다를 알고 있었

다고 증언했다. 김정헌 인터뷰, 「오윤의 칼노래」,『KBS인물현대사』(2004. 11.

22 방영).

110) 판화 및 포스터반이었던 만화가 박재동은 1990년에 포스터와 관련된 글을 썼

다. 고등학교 미술 수업으로 포스터를 지도했고 이 수업의 결과보고서에 해당하

는 이 글은 ‘세 가지 포스터’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포스터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에 관한 것이다. 박재동 자신은 포스터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에서 적극

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다면, 그와 같은 판화 및 포스터반의 구성원이던

강요배는 자본주의에서 광고의 수법과 본질, 해독을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은 독점재벌, 외국자본, 비민주적인 모습 등 현실

을 비판하고, 민족이나 민중을 고취하는 포스터를 가르쳤다고 적고 있다(박재동,

'세 가지 포스터‘, 「하늘에 그린 그림-대안적 학교 미술의 보고서」, 현실과 발

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 p. 412). 비록 이 글이 ‘현실과 발언’이 해체된 해인 1990

년에 쓰였지만, 그 이전에 판화 및 포스터반에서 연구된 내용이 반영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이곳의 반장이었던 오윤도 이와 같은 포스터의 종류와 그 목적에 대

해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 48 -

오윤이 ‘현실과 발언’의 월례 모임을 위해 「현실인식」을 썼듯이, 미

술평론가인 성완경도 같은 해 「발언의 독점과 관용구의 타락」(1980)을

작성해 이 그룹의 모임에서 발표를 했다. 그는 이 글에서 많은 사람이

미술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의 미술을 장

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가 거리의 미술로 든 예가 ‘반反 포스터 또는

반 광고’111)이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생산, 유포되는 시각이미

지나 대중미술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인 최민과 성완경은 포스터가 가진

힘을 역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이러한 방법은 ‘현

실과 발언’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작품 제작으로도 이어졌다.

오윤과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인 김정헌은 당시 신

문, 잡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상업 광고이미지를 차용해, 모내기를 하는

농민의 모습과 겹쳐놓은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럭키모노

륨>(1981)(도42)을 그렸다. 다른 회원인 주재환은 <몬드리안 호

텔>(1980)(도43)에서 색과 면으로 화면을 구성한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의 그림을 이용하여, 만화적인 방법과 상상력으로

써 그 칸칸을 다양한 인간 군상과 생활상으로 채워 넣었다. 또 민정기도

이발소 그림을 참고해 <돼지>(1981)(도44)를 그렸다. 이와 같이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은 미술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광고이미지, 만화, 이발소

그림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각이미지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이용한 그림들을 기성 화단에 유통시킴으로써 순수미술의 아성에

도전했다. 이러한 방식은 ‘현실과 발언’의 결성 초기에 나아간 주된 흐름

이었다.

<마케팅>연작이 제작되던 1980년대 초반, 오윤 외에 포스터 형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작된 그림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실과 발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성 화가들은 물론 젊은 화가들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수미술가로서 저급

한 대중미술, 상업미술의 하나로 분류된 포스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

111) 성완경, ‘발언의 독점과 관용구의 타락’, 「자료편」,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

앞의 책, p.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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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당시 군사정권 아래에서 수없이 많이 제작,

배포된 반공포스터(도45)112)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일 가능성도 있

다. 미술시간이나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반공포스터는 당시 군

사정권의 선전 수단으로서 유용한 매체였다. 1980년대 전반, 예술로서 포

스터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걸개그

림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위한 효과적인 선동선전의 매체로서 각광을 받

았다.113) 오윤도 이 무렵에는 목판화를 이용한 《삶의 미술전》114)(1984)

전시포스터(도46)와 《도라지꽃》115), 《강쟁이 다리쟁이》의 공연을 위

한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마케팅>연작 중 포스터 형식을 활용하여, 전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

는 이젤회화로 제작된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라>, <마

케팅Ⅳ : 가전제품>은 1980년대 전반 ‘현실과 발언’의 이념과 활동 방향

을 보여준다. 오윤은 자신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이 그룹의 이념에 따라,

포스터와 같이 대중매체가 생산, 유포하는 시각이미지에 관심을 기울였

고, 이러한 시각이미지가 지닌 특징과 요소들을 이용하여, 당시 한국사회

의 어두운 측면 즉, 소비문화가 만연한 현실을 비판하는 그림을 그렸다.

<마케팅>연작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불화와 포스터는 확연히 다르지만,

당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기 위한 형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12) 만화가 신동우(1936~1994), <불온 삐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 1970년대,

한국근현대사박물관 소장.

113) 당시 포스터는 무기성과 운동성을 갖춘 출판미술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다. 이

인철, 「목판화 운동에서 출판미술 운동까지-정치 포스터 그 열린 가능성을 위하

여」, 『민족미술』(도서출판 발언, 1994), p. 114.

114) 1984년 6월, 현실 참여를 내세운 미술운동의 소집단과 작가가 결집한 전시로,

105명의 젊은 작가가 아랍미술관, 관훈미술관, 제3미술관으로 나눠 전시되었다.

115) 1985년 6월 23일, 서울 석촌 호숫가 서울놀이마당에서 단오 대동굿 ‘도라지꽃’

을 공연했다. 일제시대 정신대 문제를 다룬 것으로, 그 원혼을 풀어주는 굿판을

벌렸고, 이애주는 살풀이춤을 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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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문화에 대한 풍자와 해학

1. 현실인식과 진단

‘현실과 발언’이 결성되기 전인 1970년대 한국사회는 산업화가 가속화

하여, 소비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비문화를 대

변하는 광고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해 판매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대

중매체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1970년대에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과 청량음료, 맥주,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가 등장하고, 1980

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광고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116)

<마케팅>연작을 보면, 당시 한국사회에서 유행한 상품이나 광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에는

‘코카콜라’, ‘MAXIM', ‘맛기차’, ‘키스바’ 등의 음료와 빙과류가, <마케팅

Ⅱ : 발라라>에서는 화장품을, <마케팅Ⅲ : 걸쳐라>에서는 패션을, <마

케팅Ⅳ : 가전제품>에서는 TV, 냉장고가 등장한다. 이 연작에서 다룬

이러한 상품들은 당시 한국에서 널리 소비된 것으로, 소비문화가 서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윤은 <마케팅>연작을 그릴 때, 광고이미지를 직접 이용하거나 그

방식을 차용했다.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에게 벌을 주는 귀졸에게 코카콜라 상표가

새겨진 옷을 입힐 아이디어도 당시 광고(도47)117)에서 따왔다. 또 <마케

팅Ⅳ : 가전제품> 속의 TV 화면에는 여성 속옷 광고지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주부생활』과 같은 잡지의 컬러 광고란(도48)118)에서 오려내어

콜라주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이 연작에서 당시 유행한 상품을

다루고 있고,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를 직간접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116) 이두원, 김인숙, 「한국현대 소비문화 변천사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2집(2004), pp. 150-159 참조.

117) 『뿌리 깊은 나무』(1980, 3), 광고란.

118) 『주부생활』(1980, 5), 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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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9) 그리고 오윤이 마케팅에 대한 학습을 했다는 지인의 증언120)으

로 미루어 짐작하면, 그는 광고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광고

의 본질과 목적, 수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연작

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마케팅>연작을 구상하기 위한 스케치(도49)에는 ‘발라라’, ‘먹어라’,

‘마셔라’, ‘입어라’, ‘월부, 할부’가 적혀 있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간략한

그림이 있다. 이 스케치와 완성된 연작을 비교해 볼 때, 제목이나 이미지

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먹어라’, ‘마셔라’가 <마케팅Ⅰ : 지옥도>와 <마

케팅Ⅴ : 지옥도>로, ‘월부, 할부’가 <마케팅Ⅳ : 가전제품>으로 나타나

는 등 그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80년 전반기에 그린 것으로 추

정되는 이 스케치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지옥 장면이 없다는 점이다. 이

는 오윤이 <마케팅>연작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시왕도를 차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가 최종으로 ‘먹어라’, ‘마셔라’의 내용

을 조선시대에 많이 그려진 시왕도를 차용해 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바

뀌게 된 까닭은 광고가 넘쳐나는 현실이 마치 지옥과 같다고 느꼈기 때

문일 것이다. 이처럼 소비문화가 만연한 현실을 시왕도에 그려진 지옥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점에서 오윤이 한국사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

았음을 시사한다.

1983년 『대학신문』에는 <마케팅Ⅴ : 지옥도>의 도판과 이 그림에

대해 오윤이 쓴 짧은 글이 실려 있다.121) 이 글에는 이와 같은 광고와

119) 오윤은 마네킹이 있는 ‘화창레스’ 옷집을 그리거나, ‘아모레 화운데이션’ 화장품

광고를 그린 그림과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드로잉을 남기기도 했다. 『오윤전집

3』, p. 636, pp. 500-501, 677-680에 수록.

120) 오윤의 매제 김익구는 <마케팅>연작에 대한 구상은 자신과 대화하면서 나왔다

고 말했다. “내(김익구)가 마케팅 얘기를 했어요, 난 상대 다니니까. 사실 윤이 형

같은 경우 마케팅이라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나도 그 당시에는 현실에 순응하

는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 마케팅 얘기를 하니까, 그거 참 재밌다, 하

면서 제 노트하고 책을 좀 달라 이러더라고요. (…) ‘현실과 발언’에서 그걸 한다

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지옥도>가 나온 거예요.”, 김익구

의 말, 「고향친구, 오윤(좌담)」, 『오윤 전집 1』, pp. 162-163.

121) <마케팅Ⅴ : 지옥도>가 이 지면에서는 <지옥도>로 표기되어 있고, 제작년도가

198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림은 흑백도판으로 기사의 왼쪽에 있고, 글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오윤을 본교(서울대학교) 24회 조소과 졸업생으로 소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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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문화에 대한 오윤의 시각과 태도가 나타나 있다.

(<마케팅Ⅴ : 지옥도>)는 마케팅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상품유통의 정상적인 수위를 넘어선 기형적인 경제현상들 또는 부

의 축적을 위한 상품판매의 무자비성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상품판매의 논

리를 그려보고 싶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가 아니라 그 위

대한 소비창조의 논리를 확대해 본 것이다. 거기에는 오로지 소비만을 강

요당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그들은 시간도 공간도 정복한다. 세계의 어

떤 오지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먹고 마시게 길들이고, 바르게 하고, 입히

고, 사용하게 하고 훈련시킨다.

‘상품판매의 무자비성’이나 비꼬는 투로 된 ‘위대한 소비창조의 논리’에서

보듯, 오윤은 이윤을 추구하기 하기 위해 소비를 부추기는 이러한 현실

을 부정적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문단에는 그림의 구체적

인 내용과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진다.

이 지옥도는 일종의 가상이면서도 결코 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만

약 그들이 시공을 넘어 지옥에 갈 수 있다면 그들은 그 위대한 소비창조

의 논리를 지옥에 판매대리점을 개설할 것이며 곧 연옥의 불길을 대체에

너지로 공급하려 할 것이고, 물론 지옥의 비 업무용토지를 불하(払(拂)下)

하려 할 것이며, 환생(還生)보험회사를 만들 것이고, 귀졸들에게 콜라마크

가 달린 제복을 입힐 것이며 아이스크림의 맛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노잣

돈 · 차입금을 관리하는 신용금고도 개설할 것이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

들의 정신적 구원을 위해 성전신축기금을 걷어 예배당도 지을 것이다.

이 글에서 그가 언급한 ‘비업무용 토지를 불하’, ‘환생보험회사’, ‘콜라상

표가 새겨진 제복을 입은 귀졸’은 <마케팅Ⅴ : 지옥도> 속에 묘사되어

다. 오윤, ‘작가노트’, 앞의 신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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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중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불하’를 그린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비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오윤이 어떻게 바라보았

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마케팅Ⅴ : 지옥도>에서 거해지옥 장면 뒤 원경에는 건설가림막이

놓여 있다. 'MAXIM' 광고 간판 옆에 위치한 이 가림막에는 ‘典當鋪新

築敷地’이라고 한자씩 또박또박 적혀 있다. 전당포가 지옥의 토지를 불하

받아 지어질 모양이다. 사채업의 일종인 전당포는 당시 도시 서민이 급

전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고리대금업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했다. 「부당한 이자 전당포 횡포」, 「전당포 살인강도」와

같은 당시 신문기사122)에서 알 수 있듯,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

지 않았으며, 전당포에서 크고 작은 살인,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오윤이 이 지옥도 속에 이러한 전당포를 그린 까닭은 소비사회에서 서민

의 힘든 경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현실과 발언’의 제3회 동인전 《행복의 모습전》(1982)에 맞춰 펴낸

『그림과 말』에는 소비사회가 만들어낸 행복에 대한 오윤의 생각이 드

러나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행복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암암리에 행복의 조건이라

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소유만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바

로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난무하는 상품선전

광고들의 내용은 인류를 아름답게 세계를 아름답게 해주는 행복의 조건들

을 제시하고, 끝없는 소비를 아름답게 미덕처럼 예술적으로 보여주며 얼

른 이 대열에 끼라고 소리치고 있다.123)

‘소비를 아름답게 미덕처럼 예술적으로’라는 대목은 당시 오윤이 소비문

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제품 구매를 유도하

122) 「不當한 利子 典當鋪 橫暴」, 『경향신문』(1974. 4. 10) ; 「典當鋪 殺人강

도」, 『동아일보』(1980. 4. 19).

123) 오윤, ‘행복의 모습’, 「현실과 발언 : 행복의 모습전」, 『그림과 말 : 행복의

모습전』,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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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고가 소비를 미화한다는 점을 부정적인 어투로 지적한다. <마케팅

Ⅰ : 지옥도>의 하단에 ‘소비의 창조, 예술인가 과학인가’라는 문구가 삽

입된 이유를 말해준다. 이와 같이 오윤은 당시 소비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인식이 <마케

팅>연작을 그리는 데에 반영되었다.

소비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광고의 모순을 드러내는 이러한 시

도는 오윤뿐만 아니라, ‘현실과 발언’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룹의

결성 초기라 할 수 있는 제3회 동인전(1980~1982)까지 이러한 방식은 주

된 흐름이었다. 특히 ‘현실과 발언’의 멤버이자 미술평론가인 최민과 성

완경의 관심이 컸다. 그들은 소비사회와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 유포되는

시각이미지의 현실을 다룬 『시각과 언어1 : 산업사회와 미술』(1982)을

주도하여 펴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124)

최민은 ‘현실과 발언’ 제2회 동인전 《도시와 시각전》(1981)을 위한

전시서문에서 한국사회가 산업화, 도시화하는 현상과 이러한 현실에 대

한 미술의 역할을 언급한다. “격심한 도시화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으면

서도 이에 대한 미술적 반응이 거의 없어왔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기이

한 현상 가운데 하나다.”125)라고 기존 미술이 산업화, 도시화하는 모습을

다루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화가는 도시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이

나 심층의 구조를 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6) 이와 같이 산업화, 도

124) 『시각과 언어 1 : 산업사회와 미술』(1982)에는 오윤과 친분이 두터운 최민이

존 버거(John Berger)가 쓴 『보는 방법(Ways of Seeing)』(London: Penguin

Books, 1972) 중 7장을 번역하여, 「광고이미지와 소비문화」라는 제목으로 실었

다(이 제목은 최민이 임의로 붙였다). 소비사회에서 광고의 본질, 수법 등을 고찰

한 이 글을 번역하여 실었다는 점에서 ‘현실과 발언’의 당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125) 최민, 「‘도시와 시각전’에 붙여」, 《도시와 시각전》 전시서문(현실과 발언2편

집위원회, 앞의 책, p. 599에 수록).

126) “개인의 창의적 자발성이나 의도는 나날이 팽창, 확대되는 도시라는 이 거대한

세력에 송두리째 흡수되고 용해되어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버렸는지도 모른

다. 그러나 만약 미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려면 이에 대한 유기체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작가의 주도와 창의에 의하여 도시가 강요하는 삶의 상투

성과 획일성을 거부하며, 그 심층을 해부하고 직시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

다. 우리들 모두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서 놓여있는 갖가지 도시적 현실

과 삶의 형태를 의식, 주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작가의 성실성에 관계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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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와 더불어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미술로 담아야

한다는 생각은 동인전의 주제로 선정될 만큼 ‘현실과 발언’ 내에서 활발

하게 논의되었다.

소비문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광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다룬 ‘현실과

발언’의 작가로는 김정헌, 민정기, 임옥상을 들 수 있다. 오윤과 동갑내기

친구인 김정헌이 1980년 그린 <산동네>(도50)에는 거대한 광고입간판이

회색으로 칠해진 도심 곳곳에 그려져 있어, 광고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

여준다. 그가 1981년에 그린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럭키모노륨>은

당시 잡지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선명

하고 깔끔한 실내 풍경과 거친 질감과 무채색으로 표현된 농민의 모습을

대비해, 광고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실제 삶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생각하

게 한다. 다른 멤버인 민정기는 1980년 그린 <풍요의 거리>(도51)에서

슈퍼맨 등의 대중문화 아이콘을 화려한 색채로 묘사해, 본격적인 소비사

회로 진입한 당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역설적으로 담았다. 또

임옥상이 1979년 그린 <산수Ⅱ>(도52)에서는 수묵으로 그려진 시골 풍

경에 유채로 된 대형의 광고입간판이 등장하는데, 광고가 농촌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실과 발언’ 결성 초기, 오윤을

비롯한 이 그룹의 멤버들은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 중에서 소비문화에 주

목했고, 이러한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경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오윤과 ‘현실과 발언’의 동료

들이 가진 시각과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오윤이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을 제작할 때, 소

비문화의 병폐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통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

시왕도를 차용한 것은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과 다른 부분이다. ‘현실과

발언’의 제2회 동인전의 주제가 도시와 시각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룹은 대체로 농촌과 전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시의 모습과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각이미지에 주목했다. 물론, 임옥상이 수묵으로 산

다.”, 위의 글, p.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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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처럼 그린 <산수Ⅱ>가 있지만, 그것은 전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

는 의도보다 광고가 만연한 현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가깝다. 김

정헌의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럭키모노륨>에도 농촌 여성이 모를

심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역시 광고의 위력과 소비문화의 폐해를 지적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 ‘현실과 발언’의 멤버이자 미술평론가인 원동

석이 우려했듯이,127) 이 그룹의 멤버 대부분이 서양화를 전공했기128) 때

문에 전통의 계승보다는 다양한 시각이미지를 이용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의 동료들과 달리, 오윤은 탈춤,

풍물 등의 전통연행예술에 심취했기에 전통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오윤이 자신의 예술론에 대해 쓴 「미술적 상상력과 세계의 확대」

(1984)129)를 살펴보면,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고, 이러한 전

통에는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

다고 보았다.130) 이어서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131) 전통

127) “둘째로 소통의 발언 방식에 있어, 전통적 형식이 이룩한 관용어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새 술은 새 그릇에 담는다’고 하여 이를 도외시

할는지 모르나, 우리가 모국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낯익은 조형형식

도 소통의 언어 구실을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

리의 체질에서 우러나온 조형언어가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고

본다면, 민족미술의 정립의 과제로써 반드시 음미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의

도는 이 모임에 참가한 작가들이 양화(洋畵) 전공자가 대부분이므로, 현실 표현

에 급급하다 보면, 전통형식을 가볍게 보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입니

다.”, 원동석, 「현실과 미술의 만남」, 현실과 발언, 앞의 책, p. 38

128) ‘현실과 발언’의 멤버 중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강요배, 김건희, 김정헌,

노원희, 민정기, 박불똥, 박재동, 손장섭, 신경호, 임옥상, 주재환 등 거의 대부분

이고, 오윤, 심정수, 안규철은 조소과 출신이다.

129) 오윤, 「미술적 상상력과 세계의 확대」, 현실과 발언, 앞의 책, pp. 68-75.

130)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영역들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도 그 세계 자체의 상실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민족자산의 활력소로서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세계의 축소에서 오는 소인적(小人

的) 시각이 그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구비문화와 같은 것이 여태까지 지

속해 왔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생명력 때문이었다.”, 위의 글, p. 70.

131) “우리의 전통문화에 있어서는 그 형식논리를 규명해서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겠

지만, 그 뒤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세계의 경

험을 통한 세계의 확대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세계는 정태적으로 분석․종합․

인식하는 사고체계, 특히 지식인적인 논리적 사고체계 안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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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오윤의 이러한 견해는 민중문화운동에서 이야기되는 전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윤의 지인이자 마당극, 탈춤을 연구하고 이론화하는 등 민중문화운

동을 이끌어 가던 채희완과 임진택이 1982년 쓴 「마당극에서 마당굿으

로」132)에는 전통에 대한 시각과 태도, 소비문화와 전통문화의 관계가

적혀 있다. 그들은 소비문화가 외래에서 들어온 것으로, 민족의 유산을

파괴해 농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다.133) 즉, 서구에

서 들어온 소비문화가 농촌으로 확산되어, 그곳에서 간직하던 민족문화

나 전통을 파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134) 그들은 나아가 전통문화가 단

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진보적, 전위적인 저항일 수 있으며, 그 전통으로

소비문화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까지 여겼다.135) 그들과 교

류를 한 오윤은 민중문화운동 진영에서 논의된 이러한 현실인식을 공유

다. 스스로 추는 춤이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라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

다라는 식의 저울질 속에서는, 저울대와 추의 균형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열린 마

음의 자유로운 어디에고 가지 못할 곳이 없다.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은 직관

과도 만나고 경험과도 손잡으며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조명

한다.”, 위의 글, p. 75.

132) 마당극은 전통극의 다양한 형식을 가져와 서양식 무대에서 공연하는 형태이다.

마당굿은 무대가 아니라, 사회 현장에서 연행되기 때문에 사회운동에 가깝다. 채

희완, 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한국문학의 현단계Ⅰ』(창작과비평

사, 1982), pp. 189-200 참조.

133) “식민지시대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급작히 밀려든 외

래의 퇴폐문화․소비문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과 생산적인 기풍 및

훌륭한 공동체적 유산을 파괴한다. (…) 대도시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

라로부터 퇴폐적인 소비문화를 수입하고, 중소도시는 대도시의 이러한 국적 없는

대중문화를 흉내 내며, 농촌은 중소도시의 경박한 소비문화를 따라간다.”, 위의

글, pp. 191-192.

134) 채희완, 임진택 외에 민중문화운동에 참여한 이들도 이러한 점을 밝히고 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시대와 해외자본에 의한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내 매판

세력의 주도 하에 미․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종속은 문화적 영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화 현실은 고유 전통문화의 왜곡과 서구의 소비문화

가 지배적인 문화형태로 이식되는 반민족적 양상을 띠어 왔다. 또한 매스 미디어

를 통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대중문화의 팽배는 근대적 사회발전에 대응하는

민중의 생활의식과 일치하지 못하고, 대중의 취향에 복종하거나 지배집단의 이데

올로기를 주입시키는 반민중적 성격의 갖게 되었다.”, 문호연, 앞의 글, p. 53.

135) 채희완, 임진택, 앞의 글, pp. 193-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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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적용하면,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에

서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불화를 차용한 까닭이 설명된다. 이 지옥도

는 소비문화가 전통문화를 파괴한다는 현실인식과 더불어 전통 불화를

이용함으로써, 서구에서 들어온 소비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옥도 외 3점의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서 농촌 여성을 주인공

으로 그린 배경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윤은 소비문화의

팽배가 한국사회 특히 전통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농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그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부산, 서울에서 생활한 오윤은 비록 농촌 출신은 아니지만, 농촌의 현

실에 관심이 컸다. 1982년 제작된 유화 <가족Ⅱ>136)(도53)은 밀짚모자를

쓰고 삽을 들고 있는 농부의 식구들이 묘사된 그림으로,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직업을 통해 전통적인 공동체였던 농촌이 와해되어 가는 현실을

보여준다. <마케팅>연작을 위한 스케치(도54, 55)에서는 농촌 여성이 호

미를 들고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스케치들에는 농촌 여

성이 호미질을 하면서 얼굴 표정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는 완성된 유화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스케치에는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농촌의 현실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137)

136) ‘현실과 발언’의 제3회 동인전 《행복의 모습전》(1982. 10. 16~22, 덕수미술관)

에 출품되었다.

137) <마케팅Ⅱ : 발라라>를 위한 스케치 <농과 부녀>(『오윤 전집 3』, p. 633에

수록)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드로잉의 왼쪽에 <마케팅Ⅱ : 발라라>와 같이, 상

하로 칸을 나누어 놓았고, 상단에 ‘발라라’라는 글자와 화장품을 광고하는 모델이,

그 아래에는 앉아서 일하거나 물건을 나르는 농촌 여성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제일 밑에는 ‘소비창조는 예술이다’라고 적혀 있어, ‘소비의 창조, 예술인가 과학

인가’라는 문구가 있는 <마케팅Ⅰ : 지옥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드로잉을 보면, 일견 달라 보이는 <마케팅Ⅰ : 지옥도>와 <마케팅Ⅱ : 발라라>

가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드로잉의 중앙에는 쪼그려 앉

아서 호미질을 하는 농촌 아낙의 모습이 확대되어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의 왼

쪽 상단에 ‘農과 婦女’라고 쓰여 있어서, 이 그림이 농촌에서 여성의 삶 특히 노

동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의 현장에 ‘발라라’라고 유혹하는 화

장품 광고가 끼어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인물 옆에 ‘畢’자가 두 번이나 쓰여 있다는 점이다. 오윤은 ‘필생’동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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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은 <마케팅>연작이 제작된 지 5년 후인 1985년에 목판화 <우리

들 소원>138)(도56)을 제작했다. ‘bella' 'BD' 등 국내외 패션 상표와 로

고가 배경을 채운 화면에 서양식 정장을 입은 외국 여성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타원형 안에 춘래상(春來像)139)이 까치를 품고 있다. 서

구에서 수입된 소비문화 속에 포위된 전통의 인물상을 통해, 농촌공동체

와 그 속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적인 가치가 파괴되는 현실을 은유적

으로 드러낸다.

2. 풍자와 해학

오윤은 광고로 대표되는 소비문화가 농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했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모순을 화면에 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소비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풍자

(諷刺)다. 풍자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내용을 예술화한 항의다.140)

오윤이 이러한 풍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마케팅>연작을 제

작하기 10여 년 전인 ‘현실’ 동인으로 활동했던 무렵부터다.

‘현실’ 동인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는 「현실동인 제1선언문」은 시

인 김지하가 쓴 것으로, 그가 추구한 새로운 현실주의 미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형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형성141)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택, 과장, 왜곡이 있다고 하면서, 왜곡을 설명하는

만 해야 하는 농촌 여성의 처지를 이 글자로 표현한 듯하다.

138) 최명자, 『우리들 소원』(풀빛, 1985) 표지화로 사용되었다.

139) 오윤이 남긴 스케치북에는 이 인물을 ‘春來像’이라고 적어 놓았고, 인체 비례를

실험했다. 『오윤 전집 3』, pp. 710-711에 수록.

140) Arthur Pollard, 송낙헌 역, 『諷刺』(서울대출판부, 1978), p. 10.

141) 전형성은 대상의 특징을 압축하는 원리이다. 김지하가 이상적인 미술로 여긴

새로운 현실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개별성보다 전형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미술은 선택, 과장, 왜곡의 방법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어야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동인 제1선언문」3장(『오

윤 전집 1』, pp. 556-5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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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풍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조화로운 상태로 있는 원형을 파

괴하는 왜곡은 현실의 부조리나 병폐를 공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142) 이러한 왜곡의 방법은 캐리커처적인 표현 즉,

풍자와 연결된다고 언급한다.

풍자는 모사와 더불어 현실주의의 한 계기인 것이다. 이 왜곡의 영역은 회

화의 현실 비판 기능으로, 교양 기능으로 연결된다. 각종 불화와 불탱, 벽

화에서 권선징악의 교화적인 목적 아래 사용된 이 왜곡의 영역이 오늘날

의 현실 비판과 대중 계몽과 교양을 위해 계승,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

다. 특히 미래관이 강한 우리나라 토착불교의 대중적인 교리의 특징은 현

세와 내세, 성과 속, 죄와 벌, 선과 악의 대립이 칼날처럼 가파르고, 그 포

교에 쓰인 그림들도 따라서 갈등의 배반율이 강하고, 시각 표현에 극단적

인 적대적 대립과 왜곡이 심하다.143)

불화, 벽화에서 사용된 풍자는 현대로 계승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화, 벽화가 ‘권선징악의 교화적

인 목적’에서 쓰였다는 점과 우리나라 불교가 대중적인 특징을 지녔고,

이 교리를 도설하는 그림들에 이러한 풍자가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언급

하는 부분이다. 김지하는 이 불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인지를 언급하

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 볼 때 그가 염두에 둔 불화는 민중 지

향적인 감로탱화, 시왕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왕도에서는 천계와 지

옥계가 함께 그려져 있는 등 그가 설명한 ‘현세와 내세, 성과 속, 죄와

벌,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윤이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를 그리면서, 불, 보살이 있는 일정한 격식을 갖춘

142) “왜곡은 조화적인 원형을 파괴하는 것이다. 형상의 한 부분이 그 전체와의 일

상적, 조화적인 상관관계를 지양하고 불균형, 부조화 상태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

다. 이것은 형상의 한 계기와 형상의 총체성 사이의 갈등이다. 이것은 특징과 성

격 또는 성격 내부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양식화하는 방법이다. 현실의

극심한 분열과 적의, 병적인 퇴폐와 추악성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왜

곡은 불가피하다.”, 위의 선언문, 3장(『오윤 전집 1』, p. 559에서 인용).

143) 위의 선언문, 3장(『오윤 전집 1』, p. 56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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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불화가 아니라, 풍자와 해학을 표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하단불

화144)를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실동인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이듬해인 1970년, 김지하는 판

소리 등의 구비문학 전통을 응용하여 정치 비리와 부패상을 풍자하는

「오적(五賊)」을 『사상계』에 발표했다.145) 이 글에서 그는 「현실동인

제1선언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전통에서 길어온 풍자를 언급했다. 이처럼 그는 평민문학이나 민요, 민예

등에서 나타나는 풍자를 현대로 계승해야 할 가치로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하는 「오적」을 발표하고 약 한 달 후에 『시인』지에 「풍자냐

자살이냐」를 발표했다. 오윤은 이 글을 필사하면서,146) 당시 김지하가

가졌던 현실 비판의식과 전통론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예술적인 수단인

풍자를 다시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동인 제1선언문」과 더불어

이 글에서 나타난 내용은 오윤이 자신의 예술관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

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연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한다.

「풍자냐 자살이냐」에서 김지하는 시인 김수영이 보여준 시 활동에

대해 공과를 말하면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긴 예술관을 피력한다. 그는

김수영의 시가 현실을 다루고 현실비판의 방향으로 나아간 점 그리고 그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풍자를 선택한 점은 본받아야 할 것으로 언급한

다. 그러나 그는 김수영의 시가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풍

자도 모더니즘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었다고 비판한다.

144) 시왕도의 상단불화에는 불,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격식을 갖추

고 있기에 풍자나 해학을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옥 장면이 있는 하단불화에

는 과장, 왜곡, 익살, 기지를 나타낼 여지가 있다. 시왕도, 감로탱화가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은 화려하고 장엄한 고려불화와는 다른 성격이다. 장미진, 「조선불화

의 미 : 하단탱화의 알레고리와 해학」, 『미학· 예술학연구』제9집(1999), p. 68.

145) 『사상계』 1970년 5월호에 실린 이 글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

선』(6월 1일자)에 게재되었고, 이로 인해 김지하는 필화사건을 겪게 되었다.

146) 조인수, 앞의 글, 주석19 ; 김문주, 앞의 책,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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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김수영)의 풍자가 모더니즘의 답답한 우리 안에 갇히어 민요 및 민예

속에 난파선의 보물들처럼 무진장 쌓여 있는 저 풍성한 형식가치들, 특히

해학과 풍자 언어의 계승을 거절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을 비판적으

로 극복해야 한다. 민요 ․ 민예의 전통적인 골계를 선택적으로 광범위하

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현대적인 풍자 및 해학과 탁월하게 통

일시키는 것은 바로 젊은 시인들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다.147)

김지하는 민요나 민예에 들어 있는 풍자와 해학(諧謔)을 계승하고 현대

적인 재창조를 통해, 김수영 시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젊은 시인에게 요

구한다. 아마도 오윤은 ‘젊은 시인’ 대신에 ‘젊은 화가’로 생각하고서, 이

글을 자신의 노트에 옮겨 적었을 것이다.

김지하는 1970년 11월 민족학교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강연을 했

다. “중세 평민문학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해학과 풍자는 우리의 현대시

가 국민문학 건설에 기여함에 있어 거대한 디딤돌을 놓아줄 것으로 믿는

다.”148)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평민문학 전통에 내재한 풍자

와 해학을 현대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반영하듯, 실제

창작에서도 「오적」 외에 풍자극이라 할 수 있는 「나폴레옹 꼬냑」149)

의 대본을 썼고, 1972년에는 권력의 횡포를 풍자한 「비어(蜚語)」150)를

발표하는 등 1970년대에 풍자문학을 선보였다.

오윤이 10대 시절인 1960년대 중반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현실동

인전》의 계획까지 함께 한 김지하와 오윤은 1970년경까지 어울리다가

한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151) 그러나 그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오윤

147) 김지하, 「풍자냐 자살이냐」, 『시인』(1970, 6 ․ 7)(김지하, 『타는 목마름으

로』(창작과비평사, 1982), p. 153에서 인용).

148) 1970년 11월 4일, 제1회 민족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김지하,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김지하 전집 3』(실천문학사, 2002), p. 55에서

인용.

149) 1970년 6월 20일, 김지하가 참여하지 못한 채(수감 중), 이화여대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 극본은 『다리』(1972, 9)에 게재되었다.

150) 가톨릭계 종합 월간지 『창조』, 1972년 4월호에 실렸다.

151) 오윤은 1970년 12월, 김지하의 첫 시집 『향토』 출판기념회가 열린 이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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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지하가 나아간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가 발표한 글들도 읽었

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 예로 오윤은 김지하의 풍자시 「앵적가

(櫻賊歌)」152)를 같은 제목의 목판화로 제작했다. 목판화 <앵적

가>(1985)(도57)는 그들의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김지하의 풍자문

학이 오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케 하는 작품이다.

《현실동인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오윤은 작품 제작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렵 풍자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확인할 길

이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목판화 <기마전>(1974)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을 해골로 표현하는 호세 과달루페 포사다식의 풍자를 시도했다는

점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정황들로 볼 때, 1970년대에 오윤은 ‘현실’ 동

인의 경험과 더불어 포사다의 풍자화와 김지하의 풍자문학을 접할 수 있

었고, 이 시기에 풍자정신이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80년대로 들어서자마자, 풍자를 활용

한 작품들이 다수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풍자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첫 그림이 바로 화단 데뷔작이기도 한 <마케팅>연작

이다.

1980년 10월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현

실과 발언’의 《창립전》, 일명 ‘촛불전시’로 불리는 팸플릿에는153) <마

케팅Ⅰ : 지옥도>, 목판화 <안전모>(도58)154)와 함께 오윤의 글이 실려

들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오윤은 경주 등지에서 전돌 공장을 운영했고, 김지하

는 필화사건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

152) ‘앵적가’는 일본의 기생관광과 경제침략을 풍자한 담시로, 월간 『다리』 1971

년 7월호에 실렸다.

153) 이 팸플릿은 미술회관 운영위원회 측의 전시취소 처분과 함께 폐기되어, 약 한

달 뒤에 동산방 화랑에서 열린 《창립전》을 위한 팸플릿은 새로 제작되었다. 일

부 과격한 그림이나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때 오윤이 쓴 짧은 글(‘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도 삭제되었고, 목판화 <안전모> 대신, <마케팅Ⅱ : 발라라>가 수록되

어 있다.

154) 이 판화는 목판화 <모자>(1979)에 안전모를 추가해 제작한 것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위에 안전모가 새겨져 있다. 이 안전모는 노동자 가족이

처한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으며, 은유적으로 당시 노동의 현실을

풍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안전모>는 소실되어,《창립전》(문예진흥원 미술

회관) 팸플릿에서 흑백도판으로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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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짧은 분량의 이 글에서 오윤이 풍자하고자 한 대상이 무엇인지 나

타나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빈 그릇을 들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다고 우긴다. 서로

들 들여다보며 기막힌 보물이라도 본 듯이 취한 듯 어른거리는 눈빛을 잠

시 하다가 새삼 존경심이 솟아나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

덕인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빈 그릇의 공간은 카메라에 찍히고, 신문의

문화면에 잡지의 원색화보가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 무엇이게

하는 기막힌 재주를 부리는 평론가 제씨의 찬사적 미학! 덩달아 화랑에서

흥분을 누리지(누르지) 못하고 거금을 투자하여 이 희귀한 보물을 싸들고

가는 호사로운 소장가들! 이런 쇼가 집단화하고 그 제도적 폭력과 물량작

전, 보이지 않는 그물에 의해 선량한 눈들을 병들게 하고 눈멀게 한다.155)

오윤은 기존의 미술 작품을 가리켜 ‘빈 그릇’으로, 화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쇼’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아래는 좀 더 과격하고 공격적이다.

간장질환으로 늙은 무능한 몰골로 현실의 실상에는 눈 가리고 새로운 변

화를 자기 파멸의 큰 적이라고 몸짓하면서 신경안정제를 권하며 낡은 자

루에 샤넬향수를 뿌리는 예술가의 희비극이여, 이제 그 무대의 종막은 내

려졌다!

그는 현실에 무관심한 기성 미술가를 ‘신경안정제를 권하며 낡은 자루에

샤넬향수를 뿌리는 예술가’로 비난한다. 이 글에서 풍자의 대상이 소비문

화에 물든 기성 화가들과 기존의 화단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미술계와

소비문화에 대한 풍자는 <마케팅Ⅰ : 지옥도>에서 나타나 있다.

<마케팅Ⅰ : 지옥도> 속에서 풍자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업경대 장면이다. 오윤은 이 업경대에 비친 상을 그리면서, 화엄사 시왕

155) 오윤의 글, ‘현실과 발언’ 《창립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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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에 있는 업경대와 다른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화엄사 시왕도 속의 업경대에 비친 장면과 달리, 오윤의 그림에

서는 모자를 쓴 사람이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지은 죄를 거울에 비춰, 지옥으로 떨어진 이

유를 보여주는 이 거울에 화가의 모습이 등장한 것이다.

오윤이 그린 업경대에 비친 인물은 베레모를 쓰고 팔레트를 들고 있

는 모습으로 보아, 화가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화가는 뒤로 돌

아서 있기에 이목구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관람자는 업경

대 속의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볼 수 있다. 이 그

림 속에는 짧은 선이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는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게 긋는 식으로, 짧은 선들이 그림 전체

를 메운다. 이 그림은 당시 한국화단에서 성행했던 모노크롬 미술을 떠

올리게 한다. 특히 이런 미술의 대표주자였던 박서보가 선보인 <묘법>

(도59) 시리즈와 매우 닮았다. 1960년대 말부터 제작된 이 시리즈는 캔

버스에 유백색의 물감을 칠한 다음, 연필로 일정한 방향의 획을 긋고 다

시 물감을 덮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156) 오윤이 그린

업경대 속 그림에는 획이 한 줄씩 그 방향이 번갈아가며 그려져 있으나,

<묘법> 시리즈와 외양상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박서보는

<마케팅Ⅰ : 지옥도>가 전시된 장소인 동양화 전시를 주로 하던 동산방

화랑으로 방문해157) 젊은 화가인 오윤과 대담까지 나눴다고 한다.158) 이

처럼 오윤이 이승에서 지은 죄를 보여주는 업경대에 모노크롬 미술을 연

상케 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던 까닭은 이러한 미술이 형식주의, 순수주

의에 빠져 구체적인 현실을 담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59)

156) 김영나, 앞의 논문, p. 36.

157) ‘현실과 발언’ 《창립전》(동산방 화랑)의 방명록에는 박서보가 두 번째로 서명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윤범모, 앞의 글, p. 555.

158) “그 소문의 파장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요. 오윤이가 <지옥도>에서 모

더니즘의 대표주자인 홍대 박 모 작가를 그 그림 속에 넣어서 풍자하고 있는데,

그 사람까지 와서 대담할 정도였으니까.”, 원동석 인터뷰, 「오윤의 칼노래 : 동네

사람, 세상사람」, 『인물현대사』(KBS미디어, 2004. 10. 22 방영).

159) 이 무렵, ‘현실과 발언’을 비롯한 민중미술을 지지하던 미술평론가들은 당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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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비문화와 모노크롬 미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까. 앞에서 살펴본 ‘현실과 발언’ 《창립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팸플

릿에 실린 오윤의 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글과 업경대에 비

친 상으로 볼 때, 오윤은 평면성과 관념성이 강하며 현실의 구체적인 모

습을 담지 않은 모노크롬 미술, 추상미술을 ‘빈 그릇’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샤넬향수를 뿌리는 예술가’로 비유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윤은 모노크롬 미술 또는 추상미술이 소비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

각했다. 또한 이러한 미술이 어두운 현실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민주화에 반하는 길을 걸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160) <마케팅Ⅰ : 지

옥도> 속에 소비문화를 대변하는 광고와 함께 기성 화가 및 작품이 비

판의 대상으로 등장한 이유는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케팅Ⅱ : 발라라>에서도 상단에 있는 화장을

한 도시 여성을 희화화함으로써 풍자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

의 하단에 목판화로 새겨진 농촌 여성과 도시 여공에 대해 풍자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은 소비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민

중의 모습일 뿐, 비난과 공격의 대상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들은 풍

자가 아니라, 해학의 대상이다. 해학은 보통 풍자와 함께 이야기되나 풍

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풍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

비꼬아 공격하는 방법이라면, 해학은 민중을 표현할 때 쓰며 긍정적인

웃음이다. 오윤은 <마케팅Ⅱ : 발라라>의 상단에 놓인 화장품 광고가 판

을 치는 소비문화에 대해서는 풍자를, 하단에 그려진 농촌 여성을 표현

국 미술계에서 주류였던 추상미술, 모노크롬 미술을 비판하는 글을 다수 발표했

다. 김윤수, 「예술과 소외」, 『창작과 비평』(1971, 봄) ; 김윤수, 「한국추상미

술의 반성」, 『계간미술』(1979, 여름) ; 최민, 「미술가는 현실을 외면해도 되는

가」, 『계간미술』(1980, 여름) ; 성완경, 「한국 현대미술의 빗나간 궤적」,

『계간미술』(1980, 여름).

160) “그들(추상미술가)은 자유당 독재, 4․19혁명, 5․16과 공화당정권으로 이어지

는 시기를 몸소 겪으면서도 이 역사적 현실과 고통과 이상을 예술 속에 담으려

하지 않았다. 4․19정신과 현대주의(추상미술)의 모순관계에서 후자를 택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전자를 배반한 셈이었다. 여기서 비롯한 한국의 현대미술은 그 후

60년대, 70년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고 민주화운동에 배치되는 길을

걸었다.”, 김윤수, 「한국미술의 새 단계」, 『한국문학의 현단계 Ⅱ』(창작과비평

사, 1983),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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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해학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이 그림의 상단과 하단

의 장면에서 표현기법을 다르게 처리한 이유도 풍자와 해학에 대한 개념

구분과 이를 그림에 적용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풍자와 해학에 대한

관심과 개념 구분은 김지하가 1971년 쓴 「풍자냐 자살이냐」에서도 나

타나는 것이었다.

오윤이 필사한 이 글에서 풍자와 해학의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쓰이고, 풍자해야 할 대상과 해학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것(올바른 풍자)은 민중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는 해학을 중심으로 하고

풍자를 부차적․부분적인 것으로 배합하는 것이며, 민중의 반대편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는 풍자를 전면적․핵심적으로 하고 해학을 극히 특수한 부

분에만 국한하여 부수적으로 독특하게 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161)

정리하면, 민중을 표현할 때는 해학을 위주로 하여 풍자를 부분적으로

쓰고, 민중의 반대편에 대해서는 풍자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풍자의 칼날이 민중이나 민중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소시민에게로 향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지하가 김수영의 시를 비판한 이유도 풍자

의 대상이 자기 자신과 민중이었기 때문이다.162) 탈춤, 판소리 등의 전통

민예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반과 탐관오리를 풍자로, 그 안에서 핍박받는

서민은 해학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163) <마케팅Ⅱ : 발라라>의 상

161) 김지하, 앞의 글(1970)(『타는 목마름으로』, p. 148에서 인용).

162) “김수영 시인의 폭력 표현의 특징은 풍자의 방법 속에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

기가 속한 계층에 대한 부정․자학․매도의 방향을 보여준 점에 있다. (…) 사실

상의 평화의 상실에 대한 비판도, 잃어져가는 자유와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에 대

한 경고도, 이 거대한 도시 서울을 뒤덮어 흔들어대고 있는 소비문화에 대한 신

랄한 공격도 모두 그것을 조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조작에 혼신의 힘으로 부역

하고 있는 민중의 일부 즉 소시민에 대한 구역(배반)과 매질의 방향에서 전개하

였다.” 위의 책, p. 149에서 인용.

163) “올바른 저항적 풍자는 또한 방향에 있어서는 민중의 반대편을 주요 표적으로,

민중을 부차적인 표적으로 삼는 것이며 방법에 있어서는 주요 표적에 대한 해학

은 부차적인 표현으로 배합하는 것이다. 민예 속의 풍자의 경우, 양반과 탐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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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하단으로 대비해 놓은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그림 다음에 제작된 <마케팅Ⅲ : 걸쳐라>와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서

는 민중에 대한 해학이 더욱 두드러진다.

<마케팅Ⅲ : 걸쳐라>에서 도시 여성의 패션 가운데 수건을 두른 농

촌 아낙이 치수가 작은 원피스를 대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농촌

여성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손은 비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크게 묘

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얼굴 표정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 이 농촌

아낙은 <마케팅 Ⅳ : 가전제품>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거대한

TV와 냉장고를 포개어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

윤이 농촌 여성을 광고에 휘둘리는 무지한 인물로 그려내어, 풍자를 감

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윤은 이전에 김지하가 김수영 시인을 비

판한 지점 즉, 민중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젊은 시인들에게

극복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모를 리가 없다. 김지하의 견해를 적용

하면, 그 농민은 풍자가 아니라, 해학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는 탈춤, 마당극 등 연행예술에

서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에는 풍자

와 해학에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

풍자란 적대세력에 대한 대립적인 공격에서 나오는 웃음의 칼날인 반면

해학은 동료세력에 대한 자기객관적 폭로에서 나오는 푸근한 웃음을 뜻한

다. 이러한 전형적인 표현의 장치를 가지고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객관

화․공유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적인 진실성을 얻어낼 수 있

다.164)

이 글에서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공격적 웃음인 풍자로, 동료세력에 대해

서는 해학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김지하가 「풍자냐

에 대한 풍자적 공격과 민중에 대한 해학적 표현의 배합관계가 풍자의 형식원리

에 정확히 입각해 있음은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위의 책, pp. 149-149에서 인

용.

164) 채희완, 임진택, 앞의 글,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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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풍자와 해학을 적용할 대상이 다르다

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탈의 유형에 관해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풍

자와 해학을 설명하고 있다.

양반탈, 쪽발이탈, 여대생탈이 풍자적이라면 할미탈, 여공탈은 해학적이다.

그러나 여공이더라도 여공 내부의 비여공적인 속성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한 인물유형 속에서 변증법적 대결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공탈은 민중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해학적이나 실은 그 속에 풍자를 담고 있는 해학이다. 근로자 존중은

좋으나 애정 속에 빠져서 형상을 만들 때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데로 흐르기 쉬운 만큼 일부러 미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

판적인 거리를 갖고 그들의 찌들고 약점 많고 약삭빠른 궁상도 잘 드러낼

때 오히려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닌가 싶다.165)

여공탈에는 전체적으로 해학이 주를 이루어야 하나, 민중이 가진 부정적

인 면도 부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케팅Ⅲ : 걸쳐라>와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 그려진 농촌 여성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도 이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풍자와 해학은 둘 다 웃음을

이끌어내지만, 풍자는 그 대상을 공격해서 나온 조소에 가깝다면, 해학은

객관적으로 민중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면까지도 담는 이러한 해학이야말로 민중의 참모습을 담을 수 있고 그들

편에 서는 길임을 이 글에서 말하고 있다.

1984년 《강쟁이 다리쟁이》라는 공연을 위해 오윤과 미술동인 ‘두렁’

의 리더 김봉준이 함께 제작한 탈 중에서 <공사장 인부>, <큰손 아지

매>(도31참조)를 보면, 채희완, 임진택의 글에서 언급된 할미탈과 여공탈

처럼, 공사장 인부와 아주머니에 내재한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객관적으

로 드러내어 웃음을 이끌어내는 해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오윤은 민중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해학에 대

165) 위의 글,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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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잘 알고 있었고, <마케팅>연작은 이러한 해학을 연행예술이 아니라,

미술에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탄생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오윤은 <마케팅>연작을 그리기 이전인 1970년대 후반, 서울 우이동

가오리에 30㎡ 남짓의 작업실을 마련해 삽화, 표지화를 제작하고 있었다.

당시 이곳은 판자촌이 대부분이던 빈민가로,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거주

했다. 오윤은 그들과 허물없이 지냈고, 지식인이 민중을 계층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을 경계하면서 민중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기를 꺼려했다고 한

다.166) 오윤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미술가에 해당하지

만, 이 시기 그는 노동자와 어울려 민중처럼 살고자 노력했다. 즉,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미술가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을 테지만, 민중

으로서의 미술가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여부를 떠나

서, 적어도 오윤은 민중의 시각과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화폭

에 담고자 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다룬 그의 목판화를 보면, 민중의 모습을 어리석게 묘사하지도

우상화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서 내재한 힘이나 신명, 애환을 다루었

던 데에서 이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관을 지닌 오윤이기에

민중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민중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해학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미술로 실천하고자 했던 미술동인 ‘두렁’도 이

러한 해학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 ‘두렁’은 자신들이 생각한 이

상적인 미술을 ‘산 미술’로 정의하고, 그 실천 방향 중 한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민속미술에서 순박한 자연성, 역동적 여유, 공격적 웃음, 객관적 자기 폭

로, 공동적 신명 등을 몸으로 받고 서구 미술에서 현대 사회에 대한 과학

166) 이 무렵 오윤과 교류하던 출판사 청년사 대표 한윤수와 소설가이자 사진가인

김대식은 그가 막노동을 하던 전씨, 신기료 장수 김씨, 배관공 천환 등과 호형호

제하며 지냈고 서민이 부르던 유행가, 뽕짝이 우리 노래라고 하면서, 소위 운동권

에서 부르는 노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윤수, 김대식 인터뷰,

「오윤의 칼노래 : 동네사람, 세상사람」, 『인물현대사』(KBS미디어, 2004. 10.

22 방영) 참조.



- 71 -

적 표현법을 배우면서 이 양자를 오늘의 민중적 사실성의 기반 위에서 상

생적으로 통일시키는 새로운 민족 미술로 나아간다.167)

김봉준을 비롯한 ‘두렁’ 동인 대부분이 탈춤반 출신이라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글에 있는 ‘공격적 웃음’과 ‘객관적 자기 폭로’는 각각 풍

자와 해학을 가리킨다. 그들은 전통에 풍부하게 담긴 풍자와 해학을 현

대적으로 계승해, 민족미술을 확립하려고 했다. 오윤과 ‘두렁’은 전통 또

는 민속미술의 특징 중에서 특히 해학을 계승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슷

한 면을 보인다.

오윤의 걸개그림 <통일대원도>, 목판화 <춘무인추무의(春無仁秋無

義)>168)(도60)와 김봉준의 목판화 <통일해원도(統一解寃圖)>169)(도61)는

모두 19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 작품들은 풍물, 탈춤, 굿 등 민중문화

를 다루었고, 민중에 내재한 신명과 해학 정신을 담으려고 했다는 공통

점이 있다. 비록 <마케팅>연작은 오윤이 ‘현실과 발언’에 참여할 때인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되었지만, 민중문화를 반영하는 내용과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 풍자와 해학은 현실을 비판하고 민중

167) ‘산 미술’을 위한 우리의 다짐 중 네 번째 내용,「두렁 창립 선언문」(1983년

11월 창립 예행전).

168) 오윤의 <춘무인추무의>와 관련된 김봉준의 증언에는 그들의 관계, 작품의 연

관성 등이 나타나 있다. “(오윤)형이 그 후에 <춘무인추무의>의 밑그림을 그려

오셨는데, “봉준아 내가 밑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으로 목판화 할 건데, 맞나?

이 풍물잡이가 이렇게 잡는 거 맞나?” 채 잡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검토를 받더라

구요. 내(김봉준)가 풍물 상쇠를 할 때이니까. 그렇게 꼼꼼한 양반이에요. 근데

잡아온 붓그림 초화가 거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몇 개만 장구채 손잡이

부분을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 말고는. 그게 목판화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사실 풍물그림은 1981년경부터 내가 먼저 그렸지만 오윤 형보다 수가 떨어지더

라고요. 그전부터 공부한 내공이 더 있었던 게지요.”, 김봉준, 「나 그리고 너 안

에서 찾는 신성한 힘 - 김봉준(인터뷰)」, 『미술과 생각』(2008, 창간호)(김봉준

블로그http://blog.daum.net/bjart에서 인용).

169) 김봉준의 말, “<통일해원도>는 오윤 형이 한 걸(<통일대원도>) 보고 내가 자

극을 받은 거예요. 모두 1985년 시절입니다. 시대정신과 관련 깊죠. 문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윤 형처럼 풍물 못 치는 사람

도 그리는데, 풍물 치는 사람인 난 아직 대작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자극이 되었

지요.”,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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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현대적 또는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전통이었다.

오윤은 <마케팅Ⅰ : 지옥도>를 그릴 때, 푸근한 웃음인 해학보다는

소비문화와 기성 미술계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풍자를 주로 사용했다. 반

면 <마케팅Ⅱ : 발라라>에서는 상단에는 풍자를, 하단에는 해학을 이용

해 완성했다. <마케팅Ⅲ : 걸쳐라>와 <마케팅 Ⅳ : 가전제품>에서는 풍

자의 대상이 배경으로, 해학을 적용할 대상은 화면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즉, 상품 소비를 조장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

가는 민중에 대해서는 해학을 주요 표현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 웃음’이자 ‘객관적 자기 폭로’인 해학은 <마케팅Ⅴ : 지옥

도>에서 정점을 이룬다.

<마케팅Ⅴ : 지옥도>에는 지옥 속에 다양한 인간 군상과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지옥에서는 이승에서 죄를 지은 중생이 석개지옥, 화

탕지옥, 거해지옥 등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곳에 오윤과 ‘현

실과 발언’에 참여한 그의 동료들이 그려져 있다. 오윤, 원동석, 성완경,

윤범모는 톱으로 썰리는 형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며, 손장섭, 주

재환은 끓는 물이 있는 가마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목에 칼을 차고 대기

하고 있다. 오윤은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그려 넣어 낯선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이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이끌어낸다. 이 그림은 광고가 판을 치는 현실

을 지옥에 빗대어 풍자하는 한편, 소비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오윤 자신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

는 해학이 적용되었다. 물론, 오윤 자신과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이 소비

문화를 배척하면서도 이 문화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당시 화단에서 지배적이었던 모노크롬 미술을 비판하

지만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말이다. 민중이라 할

수 있는 화가를 드러낼 때는 따뜻한 웃음인 해학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풍자가 적용되어야 한다. 진정한

해학은 민중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자기 반성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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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담고 있는 ‘객관적 자기 폭로’가 함께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오

윤은 <마케팅Ⅰ : 지옥도>에서 채택하지 않았던 해학을 <마케팅Ⅴ : 지

옥도>를 그릴 때에 적극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탈춤 등의 전통연행예술에

서처럼 풍자와 해학이 균형을 이루도록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풍자와 해학에 대한 관심은 <마케팅>연작을 제작하고 난 바로 다음

의 작품에도 이어진다. 오윤이 1981년경에 그린 <무지개 타고 가는 하늘

의 황금마차>(도62)에는 음표가 그려진 무지개 위에서 신혼부부가 탄 황

금마차가 달려간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이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랗고

검은색의 배설물이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지폐가 꽂혀 있다. ‘현실과 발

언’의 제3회 동인전 《행복의 모습전》(1982)에 출품하려고 했던170) 이

그림에서도 오물을 그리는 등 소비사회에서 황금만능주의를 풍자하는 한

편 이러한 사회에서 그 환상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중의 모습

을 해학적으로 다루었다. 1983년 제작된 목판화 <사상팔면도>는 소비사

회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림

의 한 가운데 있는 원형에는 손을 든 인물과 그 주위에 ‘天上天下唯我獨

尊’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 주위로 4면에는 건물 단면도, 골프나 요트를

즐기는 여가 생활, 자동차 데이트를 하는 연인, 풍선을 든 아이가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고, 가장자리에는 탈을 쓴 인물이 8가지의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이 목판화는 소비사회에서 가

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희로애락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림들 외에도 풍자가 두드러진 목판화 <사상체질도(四象体

質圖)>(1982)(도63)는 술을 마시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화기형(삼각형),

170) ‘현실과 발언’ 제3회 동인전 《행복의 모습전》(1982)과 함께 발간된 동인지

『그림과 말』(1982)에 실린 오윤의 글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글 내용은

소비를 조장하는 이면에는 수작이 오고간다며 대화를 삽입했는데, “‘무지개 타고

가는 하늘의 황금마차’ 이 정도로 우선 초를 잡아보지”라는 구절이 나온다. ‘무지

개 타고 가는 하늘의 황금마차’는 이 그림의 한 가운데에서도 등장하는 문구다.

따라서 1981년이나 1982년 제작되었을 이 그림은 <마케팅>연작을 그린 바로 다

음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윤은 과격한 내용 때문인지 최종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사립갤러리(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20주년 회고전 때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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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형(역삼각형), 호흡기형(마름모꼴), 근육형(정사각형)으로 나눠 풍자

했다. 또 목판화 <유신사천왕(維新四天王)>(1985)(도64)171)에는 돈, 칼,

부채, 메가폰, 깃발을 들고 있는 유신사천왕이 밥을 구걸하는 사람을 발

로 밟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이 모습은 무력 탄압, 언론 통제, 문

화 검열 등이 진행된 유신체제 아래에서 고통 받는 민중의 삶을 상징하

는 것으로, 오윤은 소비문화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상황을 풍자한 작품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오윤에게 풍자와 해학은 전통의 표현 원리이자,

암담한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171) 김지하, 『오적』(동광출판사, 1986), p. 147에 삽화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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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오윤은 《현실동인전》(1969)이 실패한 이후, 전돌 공장을 운영하거나

목판화로 삽화, 표지화를 제작하는 등 화단과 거리를 둔 채 1970년대를

보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 1979년 말에 ‘현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로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화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윤이 이 그

룹에서 활동하면서 그린 첫 작품이 화단 데뷔작이기도 한 <마케팅>연작

이다.

<마케팅>연작이 제작될 무렵인 1980년경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변하

고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가 심화되고 소비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한국사

회의 모습을 미술로 담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선두 주자가 ‘현실

과 발언’이다. 오윤과 그의 동료들은 경제 성장 이면에 가려진 현실의 어

두운 측면과 이러한 현실에 대해 침묵하는 기존의 미술을 비판하면서 등

장했다. <마케팅>연작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윤은 이 연작을 그리면서, 소비문화가 만연한 현실을 담을 형식으

로 조선시대 시왕도와 산업미술, 대중미술로 분류되는 포스터를 선택했

다. 하나의 제목으로 된 이 연작이 확연히 다른 두 형식으로 나뉜 이유

는 오윤의 개인적인 예술관과 그가 참여한 ‘현실과 발언’의 이념이 서로

달랐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작이 그려지기 전인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오윤은 시인 김지하와 긴밀한 교류와 ‘현실’ 동인의 경험 그리

고 탈춤 등의 전통연행예술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되어, 전통을 중시하

는 예술관이 형성되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이러한 예술관

은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를 제작하는 데 반영되었

고, 이때 시왕도와 같은 불화는 계승해야 할 전통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

에 오윤과 그의 작품은 ‘현실과 발언’에서 이질적으로 비춰졌다.

‘현실과 발언’은 전통에 대한 관심보다 포스터와 같이 대중매체에 의

해 생산, 유포되는 시각이미지를 주시했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

다.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은 이러한 시각이미지에 나타난 특징과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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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응용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작품을 제작했다. 나아가

그들은 광고, 만화, 이발소 그림 등 다양한 시각이미지를 이용한 작품들

을 (순수)미술 작품을 전시하던 기존의 전시장에서 선보임으로써, 기성

화단의 권위에 도전했다. 오윤이 그린 <마케팅Ⅱ : 발라라>, <마케팅Ⅲ

: 걸쳐라>, <마케팅Ⅳ : 가전제품>은 포스터를 활용한 이젤회화로, ‘현실

과 발언’의 활동 방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5점으로 구성된 <마케팅>연작은 오윤의 개인적인 예술관

과 그가 참여한 ‘현실과 발언’의 이념이 혼재되어 있다. 이 연작에서 다

룬 소비문화와 기성 화단을 비판하는 내용은 초기 ‘현실과 발언’의 주요

방향이었다. 그러나 오윤과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

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데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이 대개 서양미술의 방법을 적용했다면, 오윤은 전통 불화

를 차용했다. 그리고 오윤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탈

춤 등의 전통연행예술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풍자와 해학을 선택했

다. 특히, 민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민중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웃음

인 해학이 적극적으로 구사되었다. 이 연작의 마지막 그림인 <마케팅Ⅴ

: 지옥도>를 보면, 소비문화에 대한 풍자와 더불어 그 사회 속에서 살아

가는 오윤 자신과 ‘현실과 발언’의 멤버들의 모습을 해학으로 풀어냈음을

알 수 있다.

오윤이 <마케팅>연작을 제작하는 데 전통 불화를 차용하거나, 풍자

와 해학으로 현실을 비판한 점은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미술로 실천하

고자 한 미술동인 ‘두렁’과 닮았다. 홍익대학교 탈춤반 출신이 대부분인

이 동인은 불화, 목판화, 민화 등의 전통, 민족 형식을 계승하고, 풍자와

해학으로 당시 시대와 민중의 모습을 담았다. 오윤은 ‘두렁’의 리더 김봉

준과 공연에 쓸 탈을 함께 만들기도 하는 등 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

하고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지향하는 미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윤이

그린 <마케팅Ⅰ : 지옥도>, <마케팅Ⅴ : 지옥도>와 ‘두렁’의 <만상천화

Ⅰ>, <조선수난민중해원탱>, 그리고 1985년에 제작된 오윤의 목판화

<춘무인추무의>, 걸개그림 <통일대원도>와 ‘두렁’의 리더 김봉준이 제



- 77 -

작한 목판화 <통일해원도>을 보면, 그들의 작품에서 유사성을 관찰할

수 있다. ‘두렁’의 멤버이자 미술평론가인 라원식이 그들의 이념을 먼저

선보인 화가로 오윤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윤은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미술로 실천하고자 했던 제1세대 민중

미술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관은 제한적이지만,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마케팅>연작에서부터 반영되었다.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미술

로 실천하려는 이러한 예술관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통, 민족 형

식이자 민중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목판화 제작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

도되었다. 1984년 무렵부터 작고한 1986년까지 간경화로 투병생활을 하

면서 제작한 목판화는 표지화, 삽화로 지면에 실렸고, 1986년 민중미술

전시장 그림마당 민에서 열린 개인전(《칼노래》)에서도 선보였다. 오윤

이 개척한 목판화 양식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그의 지인이자 후배 판화가인 이철수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후반에는 민중성, 현장성, 운동성을 강조하는 시대분위기에

따라 민중미술에서도 목판화, 걸개그림, 포스터가 각광을 받았고, 이러한

미술은 시위, 집회의 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오윤은 1986년 7월,

41세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워지던 1980년대 후

반, 그가 어떤 행보를 했을지 짐작하기 힘들다. 다만 작고 전에 목판화와

<통일대원도>(1985)와 같은 걸개그림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을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전통 목판화와 괘불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이 작품들은 전통 형식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형상이 있고 많은 사람

들이 접할 수 있는 대중성과 민중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마케팅>

연작을 제작하는 데 차용한 불화와 포스터 또한 분명한 형상과 내용, 대

중성 등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걸개그림과 목판화가 가진 성격과 유사

한 면이 있다. 이 연작은 1980년대 후반 민중미술이 어떻게 전개해 나갈

지를 예고하는 민중미술의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중미술은 88올림픽의 개최, 동구권의 몰락

등 국내외의 정세 변화로 갑작스럽게 소멸했다. 민중미술을 선도하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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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발언’도 1990년에 해체했고, 그 회원들도 현실 참여적 미술과 거리

가 있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민중미술의 상황을 보여주는 《민중미술

15년전》이 1994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민중미술의 장례

식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한 이 전시는 현실을 반영하고 변혁하려는 민중

미술이 그 힘을 상실했음을 의미했다. 오윤은 이 전시에 특별전의 형태

로 소개되어,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후 2006

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오윤 작고 20주기 회고전》을 통해 그동

안 알려진 목판화뿐만 아니라, 유화와 조각까지 전시되었다. 이로써 신화

화된 오윤의 삶이 아니라, 작품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발판

이 마련되었다. 그 중에서 주로 유화로 제작된 이젤회화인 <마케팅>연

작은 오윤의 화단 데뷔작으로 초기 작품을 대표한다.

목판화에 비해 큰 크기의 그림(100호 내외) 5점으로 구성된 <마케

팅>연작은 오윤이 화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작한 야심작이라

고 할 수 있다. 1969년 《현실동인전》 이후 10여 년 만에 본격적으로

다시 그린 그림이라는 점, 오윤의 작품 중에서 드물게 연작 형태라는 점

그리고 불화와 포스터라는 형식과 불화기법, 판화, 콜라주 등의 다양한

제작 기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마케팅>연작은 1970년

대 공백기를 지나 1980년대에 제작된 <무지개 타고 가는 하늘의 황금마

차>(1981), <가족Ⅰ>(1982), <가족Ⅱ>(1982), <원귀도(寃鬼圖)>(1984)

(도65), <통일대원도>(1985)로 이어지는 유화의 흐름에서도 첫 작품으로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이 연작에 나타난 전통에 대한 관

심과 현실 비판적 태도, 그리고 민중성과 대중성은 목판화를 비롯한 그

의 전 작품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특징이다.

오윤의 초기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민중미술이 발아하던 무렵에

제작된 <마케팅>연작을 살펴보는 일은 그간 신화화된 오윤의 삶과 작품

의 실체에 다가가는 시도이자, 1980년대 한국에서 등장한 민중미술을 이

해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이 연작에는 1980년경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과

그 이면에 놓인 어두운 면이 담겨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미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며, 전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심한 흔적이 녹아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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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의 열기가 높아가고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가던 이러한 시대상황 속

에서 화가로서 살아간 오윤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어떤 미술가보다도 미

술과 사회, 전통과 현대의 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질문하고 그것을 구현

했던 보기 드문 미술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오윤이 생

각했던 바가 선명하게 제시된 작품이 바로 <마케팅>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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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20㎝, 개인소장

도 3. 오윤, <마케팅Ⅲ : 걸쳐라>, 1981, 캔버스에 유채, 129.5×97㎝,

유족소장

도 4. 오윤, <마케팅Ⅳ : 가전제품>, 1981,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10×82㎝, 유족소장

도 5. 오윤, <마케팅Ⅴ : 지옥도>, 1981, 종이에 혼합 매체, 90×122㎝,

유족소장

도 6. <화엄사 시왕도> 1폭(홀수왕), 1862(19세기 말~20세기 초 재제작),

견본채색, 213×190㎝, 전남 구례 화엄사 명부전

도 7. <화엄사 시왕도> 2폭(짝수왕), 1862, 견본채색, 218×191㎝,

전남 구례 화엄사 명부전

도 8. 도6의 부분 : 하단 장면

도 9. 도6의 부분 : 발설지옥 장면

도 10. 도1의 부분 : 발설지옥 장면

도 11. 도6의 부분 : 업경대 장면

도 12. 도1의 부분 : 업경대 장면

도 13. 도6의 부분 : 한빙지옥 장면

도 14. 도1의 부분 : 한빙지옥 장면

도 15. 도7의 부분 : 하단 장면

도 16. 도7의 부분 : 석개지옥 장면

도 17. 도5의 부분 : 석개지옥 장면

도 18. 도7의 부분 : 화탕지옥 장면

도 19. 도5의 부분 : 화탕지옥 장면

도 20. 도7의 부분 : 거해지옥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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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도5의 부분 : 거해지옥 장면

도 22. <흥천사 감로탱화>(부분), 1939, 견본채색, 192×292㎝,

서울 삼각산 흥천사

도 23. 오윤, <형님>, 1985, 목판, 24×34㎝, 유족소장

도 24. 오윤, <1960년 가>, 1969, 《현실동인전》 카탈로그, 현 소실

도 25. 디에고 리베라, <간이 시장 El Tianguis〉

(〈축제의 장 El Patio de las F iestas〉의 부분), 1923~24,

프레스코, 멕시코 공립학교 2층, 멕시코시티

도 26. 디에고 리베라, <마을 공유지의 기부 Dotación de Ejidos>

(〈축제의 장 El Patio de las F iestas〉의 부분), 1923~24,

프레스코, 멕시코 공립학교 2층, 멕시코시티

도 27. 오윤, <탈춤Ⅱ>, 1970, 유채, 38×45㎝, 유족소장

도 28. 오윤, <무녀>, 1985, 목판에 채색, 20.7×18㎝, 유족소장

도 29. 오윤, <소리꾼Ⅰ>, 1985, 목판, 35×26㎝, 유족소장

도 30. 오윤, <북춤>, 1985, 목판, 31.6×25.5㎝, 유족소장

도 31. 오윤, 《강쟁이 다리쟁이》 공연 탈(군수, 국회의원 비서, 공사장

인부, 큰손 아지매), 1984, 개인소장

도 32. 두렁(주필 김봉준), <만상천화Ⅰ>, 1982, 비단에 먹, 단청,

90×150㎝, 현 소실

도 33. 두렁 《창립전》 열림굿 장면, 1984, 경인미술관

도 34. 두렁, <조선민중수난해원탱>, 1984, 걸개그림, 캔버스에 단청안료,

250×150㎝

도 35. <쌍계사 감로탱화>(연희 장면), 1728, 견본채색, 224.5×281.5㎝,

쌍계사 성보박물관

도 36. 오윤, <팔엽일화>, 1985, 목판에 채색, 53.5×53.5㎝, 유족소장

도 37. 오윤, <사상팔면도>, 1983, 목판에 채색, 35.5×37.5㎝, 유족소장

도 38. 오윤, <통일대원도>, 1985, 유채, 349×138㎝, 유족소장

도 39. 오윤, <칼노래>, 1985, 목판에 채색, 32.2×25.5㎝, 유족소장

도 40. 화장품 광고, 『뿌리 깊은 나무』 1980년 3월호 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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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 오윤, <기마전>, 1974, 목판, 36×26.5㎝, 유족소장

도 42. 김정헌,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 럭키모노륨>, 1981, 유채,

72.5×91㎝,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도 43. 주재환, <몬드리안 호텔>, 1980, 유채, 100×130㎝

도 44. 민정기, <돼지>, 1981, 유채, 112×145㎝

도 45. 신동우, <불온 삐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반공포스터),

1970년대, 52×77㎝, 한국근현대사박물관 소장.

도 46. 오윤, 《삶의 미술전》 전시포스터(목판화 <인물(여)>), 1984

도 47. 코카콜라 광고, 『뿌리 깊은 나무』 1980년 3월호 광고란

도 48. 속옷 광고, 『주부생활』 1980년 5월호 광고란

도 49. <마케팅>연작을 위한 스케치, 종이에 연필, 유족소장

도 50. 김정헌, <산동네>, 1980, 캔버스에 유채, 150×72㎝

도 51. 민정기, <풍요의 거리>, 1980, 캔버스에 아크릴, 162×260㎝

도 52. 임옥상, <산수Ⅱ>, 1979, 화선지에 먹과 유채, 64×128㎝

도 53. 오윤, <가족Ⅱ>, 1982, 캔버스에 유채, 131×162㎝, 유족소장

도 54. 오윤, <농과 부녀>(<마케팅Ⅱ : 발라라>를 위한 스케치), 1980,

종이에 연필, 유족소장

도 55. 오윤, <마케팅Ⅲ : 걸쳐라>를 위한 스케치, 1981, 종이에 연필,

유족소장

도 56. 오윤, <우리들 소원>, 1985, 목판, 34.9×25.7㎝, 유족소장

도 57. 오윤, <앵적가>, 1985, 목판에 채색, 35.2×25.7㎝, 유족소장

도 58. 오윤, <안전모>(<모자> 1979), 1980, 목판

도 59. 박서보, <묘법 No.43-78-79-81>, 1981, 마에 연필과 유채,

194.5×260㎝,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도 60. 오윤, <춘무인추무의>, 1985, 목판에 채색, 63.5×47.5㎝, 유족소장

도 61. 김봉준, <통일해원도>, 1985, 목판에 채색, 65×48㎝, 작가소장

도 62. 오윤, <무지개 타고 가는 하늘의 황금마차>, 1981,

캔버스에 유채, 80×137.5㎝, 유족소장

도 63. 오윤, <사상체질도>, 1982, 목판에 채색, 35.5×49.8㎝, 유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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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 오윤, <유신사천왕>, 1985, 목판, 35.5×26㎝, 유족소장

도 65. 오윤, <원귀도>, 1984, 유채, 69×462㎝,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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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오윤, <마케팅Ⅱ : 발라라>, 1980, 종이에 

혼합 매체, 판화 합성, 173×120㎝, 개인소장

도 1. 오윤, <마케팅Ⅰ : 지옥도>, 1980, 종이

에 혼합 매체, 162×131㎝, 유족소장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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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오윤, <마케팅Ⅲ : 걸쳐라>, 1981, 

캔버스에 유채, 129.5×97㎝, 유족소장

도 4. 오윤, <마케팅Ⅳ : 가전제품>, 

1981,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10×82㎝,

유족소장

도 5. 오윤, <마케팅Ⅴ : 지옥도>, 1981, 종이에 혼합 매체, 90×122㎝, 유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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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화엄사 시왕도> 1폭(홀수왕), 19세기 말~20세

기 초, 견본채색, 213×190㎝, 전남 구례 화엄사 명부

전 

도 7. <화엄사 시왕도> 2폭(짝수왕), 1862, 견본채색, 

218×191㎝, 전남 구례 화엄사 명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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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도6의 부분 : 발설지옥 장면

도 8. 도6의 부분 : 하단 장면

도 10. 도1의 부분 : 발설지옥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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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도6의 부분 : 업경대 장면

도 13. 도6의 부분 : 한빙지옥 장면 

도 12. 도1의 부분 : 업경대 장면

도 14. 도1의 부분 : 한빙지옥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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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도7의 부분 : 석개지옥 장면

도 15. 도7의 부분 : 하단 장면

도 17. 도5의 부분 : 석개지옥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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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도7의 부분 : 화탕지옥 장면

도 20. 도7의 부분 : 거해지옥 장면

도 19. 도5의 부분 : 화탕지옥

장면

도 21. 도5의 부분 : 거해지옥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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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오윤, <1960년 가>, 1969, 《현실동인전》 카탈로그, 현 소실

도 22. <흥천사 감로탱화>(부분), 1939, 견본채색, 192×292㎝, 서울 삼각산 

흥천사 

도 23. 오윤, <형님>, 1985, 목판, 24×34㎝, 유족소

장



- 99 -

도 27. 오윤, <탈춤Ⅱ>, 1970, 유채, 38×45

㎝, 유족소장

도 28. 오윤, <무녀>, 1985, 

목판에 채색, 20.7×18㎝, 유족

소장

도 29. 오윤, <소리꾼Ⅰ>, 

1985, 목판, 35×26㎝, 유족소

장

도 30. 오윤, <북춤>, 1985, 목

판, 31.6×25.5㎝, 유족소장

도 25. 디에고 리베라, <간이 시장 El Tianguis〉

(〈축제의 장 El Patio de las Fiestas〉의 부분), 

1923~24, 프레스코, 멕시코 공립학교 2층, 멕시

코시티 

도 26. 디에고 리베라, <마을 공유지의 기부 

Dotación de Ejidos>(〈축제의 장 El Patio de las 

Fiestas〉의 부분), 1923~24, 프레스코, 멕시코 공립

학교 2층, 멕시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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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두렁(주필 김봉준), <만상천화Ⅰ>, 1982, 비단

에 먹, 단청, 90×150㎝, 현 소실

도 33. 두렁 《창립전》 열림굿 장면, 1984, 경인미술

관

도 34. 두렁, <조선민중수난해원탱>, 

1984, 걸개그림, 캔버스에 단청안료, 

250×150㎝

도 31. 오윤, 《강쟁이 다리쟁이》 공연 탈(군수, 국회의원 비서, 공사장 인부, 큰손 아지매), 

1984,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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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쌍계사 감로탱화>(연희 장면), 1728, 견

본채색, 224.5×281.5㎝, 쌍계사 성보박물관

도 37. 오윤, <사상팔면도>, 1983, 목판에 

채색, 35.5×37.5㎝, 유족소장

도 36. 오윤, <팔엽일화>, 1985, 목판에 채

색, 53.5×53.5㎝, 유족소장

도 38. 오윤, <통일대원도>, 

1985, 유채, 349×138㎝, 유족

소장

도 39. 오윤, <칼노래>, 1985, 

목판에 채색, 32.2×25.5㎝, 유

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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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김정헌,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

는 럭키모노륨>, 1981, 유채, 72.5×91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도 43. 주재환, <몬드리안 호텔>, 

1980, 유채, 100×130㎝

도 44. 민정기, <돼지>, 1981, 유채, 

112×145㎝

도 40. 화장품 광고, 『뿌리 

깊은 나무』 1980년 3월호 

광고란 도 41. 오윤, <기마전>, 1974, 

목판, 36.4×26.4㎝, 유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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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오윤, 《삶의 미술전》 

포스터, 목판화 <인물(여)>, 

1984

도 47. 코카콜라 광고, 『뿌

리 깊은 나무』 1980년 3

월호 광고란

도 48. 속옷 광고, 『주부

생활』 

1980년 5월호 광고란 

(<마케팅Ⅳ : 가전제품>에 

콜라주된 사진)

도 45. 신동우, <볼온 삐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 1970

년대, 52×77㎝, 한국근현대사

박물관

도 49. <마케팅>연작을 위한 스케치, 종이에 연필, 유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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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 임옥상, <산수Ⅱ>, 1979, 화선지에 먹과 유채, 

64×128㎝

도 50. 김정헌, <산동네>, 1980, 캔

버스에 유채, 150×72㎝

도 51. 민정기, <풍요의 거리>, 1980, 캔버스에 아크

릴, 162×260㎝

도 53. 오윤, <가족Ⅱ>, 1982, 캔버스에 유채, 131×162㎝, 유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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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4. 오윤, <농과 부녀>(<마케팅Ⅱ : 발라

라>를 위한 스케치), 1980, 종이에 연필, 유

족소장

도 55. 오윤, <마케팅Ⅲ : 걸쳐라>

를 위한 스케치, 1981, 종이에 연

필, 유족소장

도 56. 오윤, <우리들 소원>, 

1985, 목판, 34.9×25.7㎝, 유

족소장

도 57. 오윤, <앵적가>, 1985, 

목판에 채색, 35.2×25.7㎝, 유족

소장

도 58. 오윤, <안전모>(<모

자>(1979)), 1980,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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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9. 박서보, <묘법 No.43-78-79-81>, 

1981, 마에 연필과 유채, 194.5×260㎝, 국립

현대미술관 소장

도 62. 오윤, <무지개 타고 가는 하늘의 황금마차>, 

1981, 캔버스에 유채, 80×137.5㎝, 유족소장

도 61. 김봉준, <통일해원도>, 

1985, 목판에 채색, 65×48㎝, 

작가소장

도 60. 오윤, <춘무인추무의>, 

1985, 목판에 채색, 63.5×47.5㎝, 

유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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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5. 오윤, <원귀도>, 1984, 유채, 69×462㎝,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도 63. 오윤, <사상체질도>, 1982, 목판에 채색, 

35.5×49.8㎝, 유족소장

도 64. 오윤, <유신사천왕>, 1985, 

목판, 35.5×26㎝, 유족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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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rketing

Series by Oh Yoon

Byungyoon Jeon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h Yoon(吳潤, 1946~1986) was a prominent artist of Minjoong art,

which emerged in South Korea in the 1980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Hyunsil-gwa Balun," (reality and utterance) a pioneering

organization of Minjoong art, he created the Marketing series

consisting of five pieces in 1980 and 1981 and displayed the series in

this art group exhibitions. The series, which was his debut paintings,

had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injoong art.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investigate the series for the artistic

views of the artist, the ideology of "Hyunsil-gwa Balun," and the

situations of the times, whose analysis would present a process of

finding the significance of the painter, who was mythified for his

premature death, and his works, and provide some clues to

understand Minjoong art.

In the 1980s when "Hyunsil-gwa Balun" group was formed

and his Marketing series was created, Korean society was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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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rapid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eepened and consumption culture fast spread with hope

and despair for democracy intersecting with each other in the

background. The members of this art group including Oh Yoon tried

to show the negative aspects of those changes in artistic works and

adopt visual images produced and distributed through the mass

media.

As one can guess from the title, the Marketing series deals

with consumption culture. Especially Marketing Ⅱ: Apply It, (1980)

Marketing Ⅲ: Wear It, (1981) and Marketing Ⅳ: Appliances (1981)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activity directions of "Hyunsil-gwa

Balun," adopting poster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eries also

contains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pass as part of the ideology of

the art group. The artist showed his interest in tradition in

Marketing Ⅰ: Painting of Hell (1980) and Marketing V: Painting of

Hell (1981) that employed a Buddhist painting. Furthermore, he

applied to the series satire and humor found in traditional

performance arts such as the Talchum (mask dance). In a word, the

series presents a combination of his personal artistic views and the

ideology of "Hyunsil-gwa Balun."

Oh painted Marketing Ⅰ: Painting of Hell and Marketing V:

Painting of Hell by employing Siwangdo (the Painting of Ten Kings,

十王圖) of Hwaeomsa (Buddhist Temple), in Gurye, South Jeolla

Province. Created in 1862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is buddist

painting is comprised of two pictures. He described prevalent

consumption culture by borrowing the hell scenes at the bottom of

picture 1 (King 1, 3, 5, 7, and 9) and picture 2 (King 2, 4, 6, 8, and

10) for Marketing Ⅰ: Painting of Hell and Marketing V: Painting of

Hell, respectively. Depicting Korean society around 1980 h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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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Marketing V: Painting of Hell gives a peek at his artistic

views to include reality in his works through traditional formats. His

artistic view of valuing tradition was formed in the latter half of

1960s before he participated in "Hyunsil-gwa Balun."

It was the poet Kim Ji-ha tha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formation of Oh's artistic views. "Hyunsil Dongin" (reality group)

Exhibition (it was cancelled the day before the exhibition date) of

1969, which was to pursue socially critical art, was based on the

poet's theoretical support. Declaration 1 of Hyunsil Dongin (laid out

by the poet in 1969) included in the pamphlet of the exhibition states

that artworks should inherit traditions and national formats such as

Buddhist paintings and reflect reality. According to his recollections,

what the "Hyunsil" Group sought after was practicing the ideology of

the Minjoong cultural movement, which was not yet full-blown, in

art.

The Minjoong cultural movement, which originated in the

criticism of the tradition policie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spread

to the college community in the 1970s and across society in the

middle 1980s. The movement was combined with reality criticism

beyond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performance arts such as the

Talchum, Pungmul, and Gut. Oh Yoon had much interest in the

Talchum and accepted the tradition theory derived from resistant

nationalism, exchanging with the poet Kim Ji-ha, the folklorist Shim

Woo-seong, and Chae Hee-wan and Im Jin-taek that led The

Minjoong cultural movement. Oh's views of tradition were projected

in Marketing Ⅰ: Painting of Hell and Marketing V: Painting of

Hell that employed the Siwangdo from the Joseon period and

criticized reality. Also the "Dureong" (formed in 1984) art circle is

motivatied by practicing the ideology of this movement in art,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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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works by utilizing Buddhist paintings such as

Gamrotaenghwa(nectar ritual painting, 甘露幀畵).

Oh Yoon adopted the poster format for Marketing Ⅱ: Apply

It, Marketing Ⅲ: Wear It, and Marketing Ⅳ: Appliances. The

members of "Hyunsil-gwa Balun" discussed how to make use of

visual images easily found in surroundings such as advertisements

and cartoons. Oh was in charge of the print and poster subgroup of

"Hyunsil-gwa Balun," and this paintings were the results of his

involvement with the subgroup. Oh and his colleagues criticized the

negative aspects of reality with visual images produced and

distributed through the mass media and challenged the authority of

the Korean art circles by exhibiting their artworks at the galleries.

Buddhist paintings and posters he used to create the Marketing

series are different formats but share a common objective of

criticizing Korean society of prevalent consumption culture.

Based on his negative perception and diagnosis of

consumption culture laced with advertisements, Oh focused on satire

and humor used in traditional performance arts such as the Talchum

and Pansori as means of criticizing the reality. Satire and humor

were also mentioned as traditional values to inherit in the writings of

Kim Ji-ha including Declaration 1 of Hyunsil Dongin and those of

Chae Hee-wan. The mask Oh made in cooperation with Kim

Bong-jun, the leader of "Dureong," in 1984 indicates that he had good

knowledge of satire and humor, which he also applied to his

Marketing series. He used satire to deal with monochrome art

dominating the prevalent consumption culture and Korean painting

circles and humor to depict farmers, workers, and an artist or himself

living in it. Unlike satire, humor shows the aspects of people in

funny ways based on their positive perceptions and thus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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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ghter. Oh made the viewers laugh through "objective

self-disclosure" along with his satire on consumption culture by

putting his colleagues at "Hyunsil-gwa Balun" as well as himself in

Marketing V: Painting of Hell.

The Marketing series created in the germination stage of

Minjoong art reflects the aspects of changing Korean society and

contains clues as to what roles art should play in those situations of

the times and what the significance of tradi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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