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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유 국(劉永國, 1916-2002)의 경주 남산 사진에서 발
견되는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그의 예술 세계에서 드러난 추상
성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유 국이 사진을 배웠던 오리엔탈
사진학교(オリエンタル写真学校)를 비롯한 일본 사진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과 신낙균을 중심으로 보급된 국내 사진 이론을 통해서 당
시 일본 내의 사진 교육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보았다.
  유 국의 사진은 1930년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신흥사진 운동’
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당시 가장 자유로운 학풍을 자랑하던 
문화학원(文化學院)조차 제국주의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작가들은 
현실과 자유의 립 사이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다. 한
편, 사진 분야에서는 그래픽 저널리즘의 발전과 아마추어 사진가들
의 형성으로 사진 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 내에 20여 개의 
사진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중 사진 잡지들이 발간되었다. 
오리엔탈 사진공업사에서 발간한 『포토 타임즈(フォトタイムス)』
는 ‘모던 포토 섹션(モダーンフォトセクション)’이라는 이름으로 독
일 및 러시아의 새로운 사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일
본 내의 사진 분야와 전위미술의 전개에도 향을 미쳤으며, 미술계 
내부의 작가들도 사진 평론과 포토그램, 포토몽타주 작품을 활발하
게 발표했다. 이처럼 예술가와 사진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주변 작가들의 행보는 유 국이 사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역사적, 정치적 국면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유 국
은 사진을 통해서 추상의 요소들을 이끌어 내고 일관되게 추상성을 
견지하고자 했다. 유 국의 사진은 그간 단순히 일시적인 시도로만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진 작업을 사회·정치학적 관점에서 다각
도로 바라보고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 필요성이 있다. 본 연
구는 유 국의 사진을 단순히 조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
어서, 작가의 내적 필연성에 의해 발현된 동시 적인 모더니즘 미술
로 보았다. 따라서 유 국의 사진 작업은 그의 60년 화업의 근간이 
되는 일부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주요어 : 유 국, 경주사진, 사진교육, 오리엔탈사진학교, 신흥사진, 
포토타임즈, 사진 잡지
학번 : 2014-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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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배경 및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유 국(劉永國, 1916-2002)이 촬 한 경주 남산 사진
에 드러난 모더니즘적인 특징과 그가 추구했던 추상성의 의미를 살
펴보고자 한다. 유 국은 1940년에서 1942년 즈음에 동경에서 귀국
하여 경주의 남산과 불국사, 토함산 등지를 답사했다. 이때 촬 된 
사진은 1930년  후반~1940년  초반에 일본 미술계를 관통하고 
있던 구축주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담론을 아우르는 신흥 미술 
운동과 관련이 있다. 
  유 국의 사진은 동시  미술의 산물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시도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고, 사진 자체에 한 
상세한 분석이 유보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유 국이 고민했던 예술
관과 추상성의 정립에 한 문제가 사진을 통해서는 충분히 논의되
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발견
되는 조형성 자체를 조명하는 데에 머물러, 사진을 통해서 식민지 
시기에 유 국이 추구해 나가고자 했던 추상미술의 세계, 즉 서구 
근 화의 맥락에서 한 예술가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
를 극복하고 예술관을 변화시켜 나갔는지에 한 조망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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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국이 사진을 접할 당시에는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새로움’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그 가능성의 중심에 유 국이 있
었다. 유 국은 문화학원을 졸업한 이후 전문 사진 교육기관인 오리
엔탈사진학교(オリエンタル写真学校)에 입학하여 당시 신흥사진의 

향을 받게 되었다. 신흥사진 운동은 『포토 타임즈(フォトタイム
ス)』지에서 새로운 동향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기무라 센이치(木村
専一, 1900-미상)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전반의 사진가들이 포함
되었다. 또한 1931년 4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독일 국제이동사
진전》이 개최되면서 호리노 마사오(堀野正雄)나 다키구치 슈조(瀧
口修造) 등에게 향을 주었다.
  필자는 유 국의 사진이 그간의 어떤 작업보다도 궁극적인 모더
니즘의 특성을 내제화하기 위한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다. 유 국의 사진 자체에 한 사회·정치학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서 사진이 제작되었던 1940년 를 전후한 동시 의 미술사적 맥락
에 그 중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당시 제국주의 시 를 살아가던 
유 국에 의해 발견된 고전, 특히 전향적인 매체로 사진을 선택했다
는 점과 유럽 신흥사진들의 조형 요소들을 사진에서 실험한 점들은 
새로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 글은 유 국의 사진에 나타난 동시 성
을 설명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드
러냄으로써, 유 국 자신이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융해시키려
는 시도를 어떻게 실현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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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Ⅰ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Ⅱ장, Ⅲ장으로 구성되는 2장
의 본론으로 이어진다. 먼저 Ⅱ장에서 일본 내에 설립되었던 전문 
사진 교육 기관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1900년 에 이르
러 일본은 사진 교육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고, 문부성 산하의 교
육 기관 뿐만 아니라 사진 관련 기업들의 산하 학교들이 연이어 개
설되었다. 사진 기술의 빠른 보급도 있었지만, 업 사진가들의 활
동과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 다양한 교육 기관
의 설립에 향을 주었다. 이 장에서는 일본 사진 교육의 중심이 되
었던 교육 기관들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커리큘럼의 구성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 사진 학교 초기 졸업생으로 유학했던 
신낙균의 사진 이론서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유 국이 받았던 
사진 교육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Ⅱ장 2절에서는 신흥사진 보급의 초석이 되었던 

중 사진 잡지, 그 중에서도 오리엔탈사진공업사에서 간행한 『포
토 타임즈』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포토 타임즈』의 편
집인이었던 기무라 센이치는 잡지를 통해서 모홀리 나기((László 
Moholy-Nagy, 1895-1946), 만 레이(Man Ray, 1890-1976) 등 
유럽의 신흥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향을 받아 많
은 일본 작가들이 신흥 사진에서 발견되는 사진 기술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발표하 다. 시 적인 분위기에 향을 받아 사진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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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미술계에서도 사진을 실험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Ⅲ장에서는  유 국의 경주 남산 사진의 현황을 파악한 후, 사진
에서 발견되는 조형적인 특징들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시

 제국주의 시기를 살아가던 유 국이 신라불교문화를 표하는 
경주를 작품의 상으로 선택한 이유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조선총
독부는 1920년  중반부터 경주에 한 고적 조사를 진행했고, 일
본인과 조선인들에게도 관광지로 매우 잘 알려져 있었다. 일본은 문
화정치의 일환으로 서구 열강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고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조선 각지의 고적을 조사하는 사업을 벌 던 것이
다. 즉, 일본에 의해 재구성된 고적들은 제국주의의 정체성과 통치 
열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유 국은 특히 과감한 각선 구도와 빛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는 신흥사진의 전개에서 소개되었던 유럽의 경향들을 실험적
으로 흡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동시  신흥사진에서 발견
되는 특징들이 유 국의 사진에서도 발견되는 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 국의 경주 사진이 지닌 독자적인 특성에 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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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 국의 사진에 관한 선행 연
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유 국의 추상 경향에 해 
살펴본 연구들이 부분이며 사진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의는 많
지 않으나, 연구가 진행된 순서 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현숙은 《유 국 1주기전》(갤러리현 , 2003)을 기념하는 글
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유 국의 사진 시리즈를 언급했다.1) 당시 전
시에는 《제6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된 사진 1점을 포함한 
경주 남산의 고적과 유물들을 촬 한 사진이 다수 전시되었다. 김현
숙은 유 국의 사진이 구성주의적인 추상과 불연속적인 선상에 있
다고 보았으며, 작가적인 여정의 경계에 사진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
았다. 그는 유 국과 사진의 관계에 해서 직접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고, 단지 사진이 기하학적인 구성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한 추상에
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만을 분명히 하 다.
  최인진은 유 국을 ‘미술사진의 선구자’로 명명하면서 추상화가로
서 지닌 사진의 이력을 매우 특징적으로 보았다.2) 그는 당시 화단
에서 전위 사진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 국이 오리
엔탈사진학교에서 새로운 사진 기법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1) 김현숙, 「유 국, 사진으로 되살아나다」, 『월간 미술세계』(미술세

계, 2003), pp. 31-34.
2) 최인진, 「미술사진의 선구자 유 국선생」, 『유 국저널 창간호』(유

국미술문화재단, 2004), pp. 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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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생각하는 유 국의 사진은 앞서 김현숙이 언급했던 자연 중심
의 추상으로 수렴된다는 것과 같은 견해로 5~60년  이후에 보이
는 비구상적인 자연에 도달하는 데 향을 주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 다.
  정 목은 유 국의 사진이 포토몽타주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엘 리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나 모홀리 나기 등의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향을 받았다고 보았다.3) 특히 그는 유 국이 주
로 사용한 앵글에 주목했다. 유 국은 사진을 촬 할 때 기하학적인 
형태와 구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이 갖는 기하학적인 
요소를 추출해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유 아는 유 국의 일본 유학시기에 향을 받았던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초기 추상 작품과 관련하여 사진을 일부 분석했다.4) 이 
연구에서는 유 국의 초기작이 제작되었던 1935년에서 1949년 사
이를 다루고 있으며, 러시아 구성주의의 향 아래에서 그의 사진이 
아방가르드와 같은 전위미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러시아 구성주의 조형원칙인 팍투라(Faktura, 
texture), 구성(Konstruktsiya, construction), 텍토니카(Tektonika, 
tectonics), 테크니카(Teknika, technique)가 유 국의 릴리프, 회

3) 정 목, 「유 국의 초기 추상, 1937~1949」, 『유 국저널 2집』(유
국미술문화재단, 2005), pp. 41-52. / 「유 국의 초기 추상, 

1937-1949」, 『미술이론과 현장』, 제3호(2005), 한국미술이론학
회, pp. 173-93.

4) 유 아, 「유 국의 초기추상: 일본 유학기 구성주의의 향을 중심으
로」(석사학위논문, 서울 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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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진 전반에서 발견된다고 보았다.
  유 국의 사진에 관한 가장 주된 연구로는 권행가의 「전위사진
과 유 국」이 있다. 권행가는 국립현 미술관에서 열린 《유 국, 
절 와 자유》전의 학술 심포지엄 <유 국, 한국 추상미술과 그 가
능성의 중심>(한국미학예술학회, 국립현 미술관 공동주최)에서 위 
글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유 국의 사진을 학술적, 미학적으로 집중
적으로 조명하 다. 특히 《자유미술협회전》 작가들과 유 국 사진
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속에서 립되는 ‘고전’과 ‘전위’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이후 더 발전된 논의로 유 국의 사진을 일본 전위 사진과의 연
관성을 분석한 글이 있다.5) 권행가는 이 연구에서 일본전위미술가
들이 촬 한 운강석굴 사진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적사진에 
내포된 선전의 의미와 시 적인 배경에 주목하면서 단순히 미학적
인 부분이 아니라 시 상을 반 한 분석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
다. 유 국 사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언급으로는 『유 국저널 9
집』에 수록된 이필의 연구가 있다.6) 이필은 글에서 유 국의 사진
이 ‘한국적인 것’에 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종의 실험적인 
작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권행가, 「자유미술가협회와 전위사진: 유 국의 경주 사진을 중심으
로」, 『한국미학예술학회지』, 제51권(2017), 한국미학예술학회, pp. 
159-200.

6) 이필, 「한국적 추상의 결정체, 유 국의 산」, 『유 국저널 9집』(유
국미술문화재단, 2017), pp. 1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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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부분의 연구에서 유 국의 사진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시적인 시도나 실험적인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 국의 사진, 특히 사진 작업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경주 남산 사진에 해서 분석해보고 자칫 그의 작업에서 중
요하게 읽히지 않았던 새로운 질서의 추구나 변화의 열망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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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 사진 교육과 아마추어 사진가의 형성

1. 전문 사진 교육기관의 등장

1) 일본 내 전문 사진 교육 기관

  일찍이 일본은 에도시 가 끝날 무렵부터 유럽의 선진 문화가 활
발하게 보급되었고 메이지시 에 이르러 더욱 적극적으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1930년 는 사진 기술이 중화되기 시작
하면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점차적으로 등장하던 시기 다. 초상사
진관을 운 하는 직업 사진가들의 활동도 있었지만, 기술의 진보로 
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사진 수업의 수요가 늘어나
기 시작했다. 따라서 전문 사진 학교 내에서는 직업적으로 사진을 
하는 업 사진가나 아마추어 사진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을 상으
로 한 강습회를 구성했다.
  이 장에서는 일본 내에 설립되었던 사진 전문 교육 기관이었던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学校), 코니시사진전문학교(小西写真専門学
校), 그리고 유 국이 강습을 받았던 오리엔탈사진학교(オリエンタ
ル写真学校)에 관하여 기관의 특성과 진행되었던 사진 교육의 내용
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전쟁으로 소실된 오리엔탈사진학교의 커
리큘럼을 추론하기 위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사진 공업사에서 설립
한 코니시사진전문학교의 강의 내용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 국이 오리엔탈사진학교에서 받았던 사진 교육의 내용을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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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마 추론해보고, 사진 작품에 끼친 향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사진 교육의 시작은 1876년에 키타나와 츠쿠바가 몇 명의 
강사를 두어 소규모의 사진진 강습회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7) 
이후 조금 더 체계를 갖춘 사진 학교의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
은 1905년에 독일에서 사진과 관련된 화학 기술을 배우고 귀국한 
오츠키 센리가 동경미술학교에 취임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오츠
키 센리의 취임 이후 학교에 사진과 관련된 장비와 설비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1915년 동경미술학교에 임시사진과가 설립되는 결과
를 낳았다. 이는 시 적으로 사진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기 때문
이며 당시 사진학교 개설 운동이 활발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사진 학교 개설을 열망하는 움직임은 사진 잡지에 글로 실리기도 
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미 일반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었
음을 입증하고 있다. 『사진신보』 26호와 27호(1899)에는 사진 강
습소 설치를 주장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기술을 배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문하생 제도와 
학교 제도이다. 필자는 사진을 직업으로 하지 않지만 기술을 경시하
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경시하는 경향
이 있다. 현재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기술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유감이다.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사진을 배우
는 것은 문하생 제도밖에 없다. 이 제도는 주인집의 일도 도와야 되
7) 사토 히토시, 「신낙균과 동경사진전문학교 그리고 1920년  일본 사

진의 조류」, 『한국사진학회지』, 제13집(2005), 한국사진학회,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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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부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강습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기술 강습을 하지만, 필자는 바쁘므
로 그들이 원하는 것 전부를 만족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이유
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모른다. 그리고 사진 
촬 장의 기술사도 그 이론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도 사진 강
습소가 필요하다. 사진이 문하생 제도와 같이 에도시 의 기술 습득 
방법으로 전해졌지만, 사진은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이 필요하기 때
문에 학교를 만들고 새로운 서양의 기술을 연구하는 설치와 이론 
교육이 필요하다.”8)

  단순히 기술의 보급에만 치중했던 것이 아니라 사진 기술을 제
로 구현하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숙련’시키고 ‘연구’하는 중
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진을 연구하던 인물들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표적인 인물로는 오가와 가즈마가 있는데, 그는 미국에서 사
진을 공부한 이후 사진관을 운 하던 인물이다. 오가와 가즈마는 
1910년에 동경사진사조합의 회장을 역임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조
합원들은 일본 문부성에 동경미술학교에 사진과 설치를 희망하는 
서신을 보냈을 정도로 그 열기는 뜨거웠다.
  오가와 가즈마는 사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확 됨에 따라 
조합원들과 상신서를 제출했고, 적극적으로 문부성과 협의한 결과 
몇 개의 조건을 갖춘 개설안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예를 들면, 
‘문부성에서 사진사에게 사진과 강의를 의뢰하면 사진사는 3년간 무

8) 사토 히토시(주 7), p. 3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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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로 일한다’는 조건이나 ‘사진과의 신설에 필요한 기구나 재료 
등은 사진상에서 기부한다’ 등의 실직적인 측면에서 운 비를 지원
하고 설비를 확충하는 안에 합의하여 사진과가 신설된다.9)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일방적인 합의에 가까운 조건이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업 사진가나 사진 경 자들은 사진 학과
를 개설하고 그것을 운 하는데 막 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동경미술학교 사진과의 첫 해 수강생은 33명이었으며, 그해 13명
이 졸업생으로 배출된다. 이 학교는 일본 사진교육의 중심지가 되었
으며,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동경미술학교의 커리큘럼의 경향은 설립에 관여했던 인물 
부분이 사진관을 경 하던 업 사진가 다는 것과, 설립 동기가 에
도시 의 문하생 교육 시스템을 선호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
라서 각각의 교육생들의 성취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는 기술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경미술학교 사진과는 1923년에 폐교되지만, 동경고등공예학교
로 설비가 이전하게 되어 새롭게 운 된다. 동경고등공예학교에서 
교수 던 유키 린조우, 미야우치 고타로, 가토 기요카즈 등의 인물
들이 코니시사진전문학교의 교수로 옮겨 간다.10) 당시 사진 교육 
전반에 포진하고 있던 교수들은 사진 재료 기업의 직원들도 있었고, 
기업의 사진 교육 기관에 교수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잦았다.

9) 사토 히토시(주 7), p. 31.
10) 사토 히토시(주 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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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시사진전문학교(그림 1)는 코니시로쿠사진공업주식회사(현 
코니카·미놀타)가 설립한 사진 전문 학교이다. 1923년 3월 7일 문
부성 제315호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설립자인 스기우라 로
쿠에몬(六右衞門)의 유언을 토 로 사진 기술과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한 설립 취지서를 발표했다.11) 도쿄도 시부야구에 설립된 학교의 
부지는 2810m2의 2층 목조 건축물로 건설비는 7만 엔 가량이 소요
되었다.
  코니시사진전문학교는 본과, 선과, 별과로 구분하여 수업을 운
했다. 본과 30명 정원으로 학생들을 모집했으며, 입학 자격으로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었다. 3년의 수업 연한을 두었고 
졸업생에게는 사진학사를 수여했다. 매년 4월에 선발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 다. 이어 선과는 본과와 입학 자격은 같지만, 교육 
기간을 1년으로 두어 더 짧은 과목 이수생의 개념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별과의 입학 자격은 더 낮은 기준인 초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두었으며, 30명을 모집하여 3년 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유

국이 다닌 오리엔탈사진학교는 본과와 예과만을 두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보면 더욱 세부적으로 과를 구분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정원 또한 30명으로 훨씬 소수의 인원만을 뽑았다.
  학교 설립 이전에 진행했던 소규모 강습회에서는 ‘사진관 채광급 
현상법’, ‘인화법(현상법)’, ‘사장 및 경옥’, ‘건판 현상법’, ‘수정법’, 
‘판감광도 측정법’, ‘응용사진 화학 및 인화법’ 등 사진 기술을 습득
하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2) 뿐만 아니라 
11) 사토 히토시(주 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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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사진’이라는 항목을 운 하여 단순히 기술에 국한된 사진이 
아닌 응용 미술로서의 사진, 더 나아가서는 예술 사진으로까지 경계
를 확 했다.

 
  동경미술학교는 사진과는 미술학교 내 임시로 사진과를 개설되어, 
언어, 수학, 물리, 미학 등 종합 교과의 성격이 더 짙게 나타난다. 
사진 수업의 경우에도 사진 일반실습, 촬  실습, 수정 실습, 양화법 
실습 등의 실습 교과를 비중 있게 두었다. 코니시사진전문학교와는 

12) 사토 히토시(주 7), p. 32.

동경미술학교 코니시사진전문학교
광화학 사진술 제3부 재료 및 
약품학

색체학·제판술·미술 공예사·사진 
공예

양화법실습 사진광학
제판술 사진학 통론
사진술 1부조 화학
색채학 채광
수학 활동사진 화학
물리·화학 인화
사진술 2부조 수정

어 광화학
회화·도안 재료 약품학·천연색 사진
미학 수신 법제 경제
안면 해부학 물리학
사진 일반실습 수학
촬 실습 도화 서양미술사
수정실습 어

[표 1] 동경미술학교와 코니시사진전문학교의 커리큘럼 비교.
사토 히토시, 「신낙균과 동경사진전문학교 그리고 1920년  일본의 사
진 조류」, 『한국사진학회지』, 제13호(200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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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사진 이론이나 역사를 따로 배우지 않고 오로지 빠르게 기
술 습득을 이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코니시사진전문학교의 
경우 어, 수학, 물리학 등의 기초과목도 포진되어 있지만 특이하
게도 서양미술사나 공예사를 추가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법이나 경제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의 지식을 함께 
다루었으며 사진에 있어서도 사진학 통론을 따로 두어 기술 연마와 
동시에 사진의 역사 또한 균형적으로 학습하길 원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광’ 분야를 따로 두었는데 이는 이후 신낙균
이 저술한 『사진학 강의』에서도 꽤 많은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는 
항목이다.13) 업사진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던 오리엔탈사
진학교에 비해 입학 자격이 일반 학교 교육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
으며, 졸업생은 사진학사를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 사진 경
자, 예술 사진가 등으로 진출했다.
  이후 코니시사진전문학교는 동경사진전문학교(東京写真専門学校)
로 이름을 변경하고 코니시로쿠의 공장이 있었던 요도바시 정수장 
근처로 이전하게 된다.14) 이후 학교는 1945년 5월 도쿄에 공습이 
가해지면서 전소(全燒)된다.15) 
  동경 오리엔탈사진학교(현 사이버그래픽)는 감광재료를 생산했던 
오리엔탈사진공업사가 설립한 학교로 1929년에 개교한 일종의 전문
13) 박평종,『한국 사진의 선구자들』(눈빛, 2007), p. 35.
14) 사토 히토시(주 7), p. 33.
15) 동경사진전문학교는 전쟁의 공습으로 전소한 이후 신주쿠 중앙 공원 

근처의 학교 시설을 빌려 수업을 재개하고, 나카노 캠퍼스에 자리잡게 
된다.(현재 도쿄공예 학) 당시 코니시로쿠사 뿐만 아니라 일본광학공
업(현 니콘), 후지 사진 필름(현 후지 필름), 오리엔탈사진공업(현 사이
버 그래픽), 다이 니혼 인쇄 등 의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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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다. 본과에 해당했던 사진학교는 매년 4~7월, 9~12월에 2회 
운 되었으며, 50명 의 정원을 모집하여 3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거
쳤다. 입학 자격은 심상소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 사진관을 운 하거나, 학교가 인정할만한 사진 기술을 가진 
자, 또는 보통사진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16)

   오리엔탈사진학교는 사진 전문 직업학교의 성격상 실용적인 측
면이 강조되었고 당시 한국인 사진가로는 현일 (玄一榮, 
1903~1975), 김규혁, 임정식, 중누학 등이 배출되었으며 미술가로
는 주현, 유 국이 있었다.17) 현존하는 졸업증서(그림 2)에 따르면, 
유 국은 1940년 3월에 오리엔탈사진실기구강습회를 수료하고 본과
로 들어가 7월에 졸업한 것을 알 수 있다. 유 국은 예과 3개월, 본
과 3개월을 거쳤으며 총 6개월 간의 사진 교육을 받았다. 초보자를 
위한 실기연구강습회를 ‘예과’로 지칭했는데, 이를 수료하면 사진학
교에 입학 자격을 주어 사진에 있어서 초보자 던 유 국도 입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엔탈사진학교는 본래 오리엔탈 사진공업소의 제품을 홍보하
고 보급하려는 데에 일부 개설의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에는 전년도 12월에 발매된 감도 50의 건판이 실습에 사용되기도 
했으며, 오리엔탈 사진공업소의 직원들이 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오리엔탈 사진공업사의 홍보지인 『포토 타임즈』의 편

16) 권행가, 「전위사진과 유 국」, 『한국미학예술학회지』, 제51권
(2017), 한국미학예술학회, pp. 159-200.

17) 이경민, 「한국근 사진사연구-사진제도의 형성과 전개」(박사학위논
문, 중앙 학교, 2011), pp. 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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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이었던 기무라 센이치 또한 초기 강사로 활동했다. 그는 잡지를 
통해 신흥 사진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1934년에 무사시노 사진
학교를 개설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오리엔탈사진학교의 세부 커리큘럼은 전쟁으로 전소
되어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오리엔탈사진학교와 경쟁했던 
코니시사진전문학교의 교육 과정을 토 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수
업의 내용을 다소 추론해볼 수 있는 정도이다. 문화학원을 졸업했지
만,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오리엔탈사진학교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자 전부 던 유 국의 사진을 이해하는 데에도 위 커리큘럼
은 중요한 단서이다. 현 연구에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 교차 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단계이지만 더욱 상세하게 수업 내용을 분석하는 데
에는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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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진 이론 교육

  이 장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진행했던 동경
사진전문학교(東京寫眞專門學校 지금의 東京工藝大學)에서 유학한 
신낙균(申樂均, 1899-1955)의 사진 이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18)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동경미술학교와 코니시사진전문학교의 수업 
구성과 더불어 유 국이 수학했던 오리엔탈사진학교의 커리큘럼을 
간접적으로나마 교차, 추론해보려는 시도이다. 일본에서 선진 카메
라 기법을 수용한 뒤 곧바로 귀국하여 사진 교육에 힘썼던 신낙균
의 교육 방식들은 일본 사진 교육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를 
통해 유 국이 받았던 강습회와 전문 사진 교육의 틀을 짐작해볼 
수 있다.
  앞서 일본에서 예술 사진 운동이 1920년 부터 전개되기 시작해 
일반인을 상으로 한 전문 사진 강의가 활발해졌던 시기를 살펴 
보았다. 국내에서는 동경미술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한 신낙균을 중심

18) 신낙균은 당시 일본에서 유일했던 사진 전문 교육 기관인 동경사진전
문학교에서 유학 후 귀국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교육기관인 YMCA
의 사진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사진과와 경성
사진학강습원 등의 교육 기관에서 그의 저서를 기반으로 한 사진 교육 
활동을 이어나갔다. 1934년에는 동아일보의 사진부장을 역임하며 포토 
저널리즘으로 역을 확장했고, 1936년에는 손기정 선수의 우승 사진에
서 일장기를 지우는 <일장기말소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박주석, 「신낙균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진학회지』, 제13호
(2005), 한국사진학회,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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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의 주변으로 모인 직업 사진가들의 주도 아래 사진학의 보
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신낙균은 YMCA에 사진과를 개설하여 
사진 교육에 힘썼으며 국내의 사진가들을 상으로 강습회를 열고 
이론서를 집필하는 등 국내 사진학의 초석이 되었던 인물이다.  
  신낙균은 동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
교의 사진 수업을 위해서 이론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진
학강의」이다. 1927년에 청년회학교에 입되어 초기에 열악했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힘썼다. 당시에 신낙균은 일본 최고의 
사진 전문학교로 여겨지던 동경사진전문학교를 제2회로 졸업한 인
물로, 국내 사진계에서도 그를 따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신낙균이 취임한 때에는 청년회학교의 졸업생은 초기 20명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심지어는 정원 중 1~2명 만이 
남아 있어 실질적인 폐과 위기에 처한 상태 다. 더욱이 경제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과의 운 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다.19)

  신낙균은 경성사진사협회와 협력하여 사진 교육을 제공하는 신
에 사진교육운동을 지원하는 데에 동참해주기를 제안했고, 이어 아
마추어 사진 단체인 경성사구회(京城寫究會)의 후원까지 이끌어 내
는 데에 성공하게 된다.20) 결과적으로 청년회학교의 사진과는 사진 

19) 최인진, 「기독교청년회(YMCA)의 사진교육 운동(1904~1937)」, 
『한국사진학회지』, 제13호(2005), 한국사진학회, p. 20.

20) 경성사구회(京城寫究會)는 1933년에 결성된 최초의 아마추어 사진단
체로 당시 YMCA의 사진과 교수 던 신낙균의 지도를 받던 이들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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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지원으로 인해 운 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중
등학교와는 차별화되는 전문 사진 교육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
어 갔다.
  청년회학교 사진과는 속성과 3개월과 본과 6개월 혹은 1년의 교
육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었다. 일반 중등 교육기관의 교육 연한이 
4년 혹은 6년이었으므로, 그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에 국한된 과
정이었지만 전문 사진을 배우는 표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
했다. 반면 일본의 코니시사진전문학교는 사진 학사를 취득하는 본
과는 3년의 교육 기간을 두었지만, 1주일 간의 단기 코스를 운 하
여 수준별· 상별로 수업의 단계를 구분해 놓았다.
  신낙균은 경성사구회의 후원으로 『사진학 강의』, 『재료약품
학』, 『채광학 의』, 『사진용술어집·재료약품학 부록』 등 네권의 
책을 간행한다. 이어 『1920년 에 쓴 최초의 사진학』과 『사진요
람』을 연이어 발간하여 사진학 관련 저술을 활발히 이어 나간다. 
그는 『1920년 에 쓴 최초의 사진학』을 1928년에 완간하고, 
1929년과 1931년에 재판과 삼판을 발행했다.21) 앞서 말한 『사진

함되어 있었다. 경성사구회는 기독교청년회 사진과 출신 사진가들로 구
성되어있었고 오로지 조선인 사진사만으로 조직된 단체 다. 이후 1937
년 겨울에 아마추어 사진가 23명이 주축이 되어 ‘경성아마추어 사진구
락부’를 결성했는데 창립 멤버로는 박 진, 이태웅, 김정래, 박필호를 포
함한 23명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유 국과 같은 학교인 오리엔탈사진학
교를 다녔던 현일 도 포함되어 있다. 최인진, 『한국사진사 
1631-1945』, (눈빛, 1999), p. 261.

21) 박평종(주 13), p. 34.



- 21 -

학 강의』, 『재료약품학』, 『책광학 의』, 『사진용술어집·재료약
품학 부록』의 총 네 권의 책을 합본 상태로 1977년에 복간하면서 
『사진학개설』로 부르기 시작했다.22) 
  제1권인 『사진학강의』는 사진의 연혁과 유래, 사진술의 의의, 
분류, 사진 촬 의 순서와 건판 및 필름의 사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첫 번째 권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는 특수인화법에 해당하는 
카본인화법, 오일인화법, 브룸오일 인화법, 고무인화법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낙균은 지면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
여 특수 인화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당시 작가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향을 미쳤다.23)

  오일인화법과 브롬오일 인화법은 사진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준 인화법으로, 인화법을 통해 사진 작
가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진의 예술적 효과를 확 할 수 있는 
특수 인화법을 신낙균은 방식 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2) 박주석(주 18), p. 44.
23) 당시 신낙균의 밑에서 사진 이론을 배운 사진가들은 YMCA 사진과와 

경성사진사협회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경성사진사협회 회원들은 사진
술의 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강습회를 열었으며, 이 단체 내에서
도 신낙균은 구심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20년  중후반부터 업사
진사들 사이에서도 예술 사진의 향이 커졌으며 피그먼트 인화법에 포
함되는 오일 인화, 브롬오일인화, 고무인화 방식은 당시 사진가들에게 
전파되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신낙균과 함께 후진을 양성한 인물로
는 박필호, 현성린, 현일  등의 업사진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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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낙균은 여러 가지 인화법 중에서도 ‘오일 인화법’을 가장 예술
적인 방식으로 인식했다. 오일 인화법은 인화지에 젤라틴을 발라 중
크롬산 칼륨액을 밀착시켜 착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크롬산 
칼륨액은 사진의 감광성을 극 화시켜준다. 그는 오일 인화법에 
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오일 인화지(아교를 얇게 또 고르게 도포한 것)에 중크롬산 칼
륨, 또는 중크롬산 암모니아 용액으로써 감광처리를 하여 이것을 암
실 내에서 건조시킨 것이 즉 오일 인화에 사용할 인화지다. (…) 완
전히 건조된 것은 보통 P.O.P지에 비하여 약 3~4배 정도 감광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크롬산류로써 처리한 것이 건조되어 황색으
로 착색이 되거든 즉시 일반 인화지와 같이 원판에다 밀착하여 인
화해야 한다. (…) 인화가 완전히 되거든 냉수에다 수세를 하여 중
크롬산의 황색기가 전부 소거되도록 수세를 한다. (…) 오일 인화에
는 릴리프가 완전히 출현되어야 물감의 착색도 완전히 된다. 릴리프
가 출현된 후에는 물감을 착색하는 것이 순서인즉, 인화지를 항상 
축축하게 하고 마르지 않도록 흡수지나 또는 신문지에 물을 적셔 
밑에 받치는 것이 좋다. (…) 릴리프가 적당하게 출현되면 수분을 
많이 흡수한 양부(陽部)에서는 잉크가 잘 묻지 아니하고 음부(바
部)에만 잘 묻는다. 그러므로 노광도(露光度)에 의해 잉크가 적당하
게 묻기 때문에 결국 농담(濃淡)의 변화가 있는 화상이 된다. 잉크
를 칠할 때는 특별히 오일 인화용으로 제작된 쇄모(刷毛)를 사용하
는데 쇄모의 형상은 흡사 백분쇄모(白粉刷毛)와 같이 끝이 평평하
게 되어 있다. 이것으로 살살 릴리프가 출현된 화면을 두들기면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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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전체로 음양이 구분되어 착색이 된다. 잉크는 근본적으로 딱딱
하게 제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초자판(硝子板)이나 혹은 화가가 
사용하는 팔레트에다 델핀 용유(溶油)로 용해한 후에 쇄모로써 살
살 묻히며 인화 막면을 두들기면 화상은 일필일필에 점차로 나타난
다. 음부에는 잉크가 잘 묻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담과 심천
이 구비한 화면이 된다. 보통 인화로써는 도저히 가감할 수 없는 부
분까지도 쇄모의 사용이 자유스러우므로 화상도 역시 마음 로 작
성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고급인화법의 묘미인 동시에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24)

  신낙균은 인화법에 한 매우 상세한 과정과 경과에 따른 효과까
지 서술하면서 사진가들이 응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
다. 까다로울 수 있는 인화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주고 있으
며 말미에는 고급 인화법이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고 언급할 정도
로 인화법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이
밖에도 일본 내에서도 중 잡지 등지에 활발하게 소개되었던 피그
먼트 인화 등 특수 인화법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오일 인화에서 심화된 방식인 브롬오일 인화는 막면에 유성 안료
로 착색시켜 일종의 컬러 화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래 중
크롬산류를 도포하여 착색하는 것과 달리 브로마이드 인화지에 네
거티브를 현상한 것에 유성 안료를 착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카본 인화법은 내구성이 강한 장점이 있어서 사진의 변

24) 신낙균, 『사진학 강의 복간본』(중앙 학교출판국, 1977), pp. 
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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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막는 인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염을 사용하지 않고 흑색의 유화 물감인 ‘카본 블랙’을 사용하여 
흑색의 독특한 화상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었다.
  고무 인화법은 아라비아 고무에 수용성 안료인 중크롬산 칼륨이
나 중크롬산 암모늄을 섞은 용액을 도포하여 인화하는 방식이다. 까
다로운 인화 방식이지만 작가의 의도 로 톤과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예술 사진에 빈번하게 사용되던 인화법이다.
  신낙균의 특수 인화법은 동시  예술 사진계에서 빈번하게 활용
되었던 인화방법으로 실험적 인화 방식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예술
적 표현을 실현시키고 작가의 의도를 부각하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일본인이 주도했던 사진공모전에서는 특수 인
화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빈번하게 발표되었다. 일본 작가들과 경쟁
하던 국내 작가들도 신낙균이 전파한 특수 인화 기법을 다양하게 
응용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사진학 강의』에서는 채광의 문제, 감광재료의 활용과 
노출, 현상작업에 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감광재료’의 경
우 다양한 필름과 인화지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노출과 현상
작업’에서는 노출과 현상하는 과정, 그리고 건조하는 과정에 수반되
는 역할에 해 다루고 있다.25)

  『채광학 의』는 채광법에 한 연구로, 이 권에서는 빛을 활용
하는 방식과 더불어 구도, 화면 배치 방법, 배경이나 소품의 활용까

25) 박평종(주 13),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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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채광의 종류를 11가지로 구분하고 
각 조명이 지니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26) 이러한 구분법만 보아
도 신낙균의 사진 이론은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생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사진 기술이나 지식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26) 박평종(주 13),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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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흥사진의 조류

1) 중 사진 잡지의 등장

  사진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활동도 활발해지
고, 이러한 독자층을 상으로 한 사진 잡지가 연달아 출간되기 시
작한다. 1920년  초엽에는 『카메라(カメラ)』, 『아마추어』 등 

중 잡지가 출간되기 시작했으며, 1920년  후반에 이르면 『아사
히 카메라(アサヒカメラ)』, 『포토 타임즈』 등 카메라 회사에서 
발간하는 전문 사진잡지가 앞 다투어 보급된다.27)

  아르스(アルス)사는 1921년부터 종합 사진 잡지로 『카메라』를 
창간하 다. 이 잡지는 아르스사가 도산하기 전인 1955년까지 계속 
되다가 폐간되었다. 창간 당시에는 120쪽 정도의 분량에 사진은 많
이 수록되지 않았고, 부분이 글로 채워졌다. 창간호를 살펴보면, 
‘렌즈의 조리개 방식과 초점 만지기(レンズの絞り方と焦点の附け
方)’,  ‘달라진 오일 인화법(変わったオイル印画法)’ 등 구체적으로 
사진 기술을 알려주는 글들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활
발한 투고를 통해서 잡지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한 야경 사진(私の経験した夜景写真)’,  ‘유럽 사진 여행(欧州写
真行脚)’ 등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에세이를 골고루 소개하고 있다.
  이후 1930년 에 들어서면 판형이 커지고, 삽입된 사진의 수도 

27) 이중희, 『일본근현 미술사』(예경, 2010),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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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아지며 인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 적인 인쇄 상태와 판
형을 갖추게 된다. 『카메라』지는 전후 1946년 1월에 복간되는데, 
종전 후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코니카, 캐논, 미놀타 등의 국산 브
랜드의 복구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정보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
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874년 경 창간된 『사진신보(写真新報)』는 
다시 코니시로쿠와 함께 일본 표의 형 사진 재료 회사인 아사
누마(浅沼商会)사가 간행한 것으로 아마추어 사진가 및 업 사진
가를 상으로 한 잡지 다. 다른 중 잡지에 비해 비교적 전문적
이고 딱딱한 내용의 기사를 다루었다. 반면, 코니시로쿠에서 발행된 
『사진월보(写真月報)』는 1894년에 창간되어 아사누마사의 『사진
신보』와 경쟁하며 다양한 사진 기사들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코니
시로쿠에서 격월로 발행한 『사진의 취미(写真の趣味)』는 얇은 소
형 책자의 형태로, 자사 제품을 선전하며 스틸 사진을 수록했다.
  이밖에도 1934년 후지 사에서 발행한 『사진과 기술(写真と技
術)』, 예술 사진 전문지 『사진예술(写真芸術)』, 1932년 창간된 
아마추어 카메라 잡지인 『사진살롱(写真サロン)』, 일본여행협회
(日本旅行会)에서 발간한 『여행과 카메라(旅とカメラ)』 등이 연
이어 등장했다. 이처럼 중 사진 잡지의 홍수는 당시 중들의 사
진에 한 관심과 수요를 입증해주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활발한 지면 활동을 확인시켜 준다.
  1926년 4월 아사히 신문사에서 발행한 『아사히 카메라(アサヒカ
メラ)』(그림 3)는 아르스사의 『카메라』와 라이벌 잡지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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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신문사의 「아사히 그래프(アサヒグラフ)」에서 파생되어 
다른 잡지에 비해 저널리즘의 성향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아사히 카메라』읠 1926년 7월호에는 미술 기자인 나카타 카츠
노스케(仲田勝之助)의 「사진은 예술로 볼 수 있나?(写真は芸術た
り得るか)」, 미래파의 향을 받은 미하라 야스히로(神原泰)의 
「건강한 예술 사진을 향하여(健康な芸術写真に向つて)」가 게재되
었다. 또한 독일에 유학하여 바우하우스를 접했던 평론가 나가타 사
다노스케(仲田定之助)의 「사진 예술의 신경향-모홀리 나기의 근저
에서(写真芸術の新傾向岩モホリー・ナギの近著から)」, 「만 레이의 
추상 사진(「マン・レイの抽象写真)」이 10월 호에서 소개되었
다.28)

  1930년에 진입하기도 이전에 유럽의 사진 이론과 작품이 끊임 없
이 잡지에서 다루어졌다. 나카야마 이와타(中山岩太)는 도쿄미술학
교 사진과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8년 간 사진관을 경 하다가 파리
에 1년 체류 후 27년 9월에 귀국한 인물이다. 그는 파리에서 접한 
신흥 예술 연구를 지속하여 1927년 12월 호에 만 레이, 엘 리시츠
키, 바우하우스의 경향을 소개했다.  곧이어 다음 해 1월 호에는 
「순수 예술 사진(純芸術写真)」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사진
을 회화와 표현성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촬  장비
와 재료의 특징을 탐구하여 순수 예술 사진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

28) [連載］アサヒカメラの90年第3回, 2016.
https://dot.asahi.com/asahicameranet/info/topics/2016051800223.html?pag

e=2,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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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토 타임즈』(그림 4)는 오리엔탈 사진공업사 내의 기획 선전
과에서 1924년 3월에 창간한 잡지이다. 이 시기의 잡지 부분은 
아마추어 사진가를 상으로 간행되었지만, 『포토 타임즈』는 사진
관을 운 하는 사람을 포함한 ‘전문 사진 작가’를 위한 잡지라는 측
면이 더욱 강했다. 창간 초기에는 오리엔탈 사진공업사의 창업자 중 
한 인물이 운 하는 스튜디오에서 촬 된 인물 사진이 중심적으로 
수록되었다.
  이후 기무라 센이치가 편집인을 맡으면서 신흥 사진을 소개하는 
장으로서 『포토 타임즈』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기무라 센이
치는 본래 사진을 배운 이후, 1923년에 오리엔탈 사진공업사에 입
사한 인물로 1924년 잡지가 창간되면서 본격적으로 편집인으로 활
동하게 되었다. 그는 1929년부터 ‘모던 포토 섹션(モダーンフォトセ
クション)’이라는 지면을 마련하여 모홀리 나기, 만 레이 등 유럽의 
새로운 사진 경향들을 소개했다. 포토 타임즈는 원래 자사의 제품과 
기술을 업사진가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기무라 센이치의 ‘모던 포토 섹션’이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잡지에서는 세계적인 신흥사진 운동을 거의 동시 적으로 소
개하고 있었으며, 신흥사진 소개를 선점하다시피 하여 표적인 신
흥 사진을 싣는 잡지로 인식되었다. <독일인 국제 이동 사진전(独
逸国際移動写真展)>(1929-1931)은 1929년 5월에 독일 슈투트가
르트에서 독일 공작 연맹의 주최로 개최된 <Inter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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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tellung Film und Foto>전의 일본 순회전으로 이루어졌다. 이 
전시는 모홀리 나기의 주도 아래 사진, 예술, 보도, 천문, 화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첨 단 작품이 약 1200여 점 전시된 규모 
이동전이었다. 아사히 신문사의 주최로 1931년 4월에는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오사카에서 순차적으로 전시가 열렸
다. 일본의 신흥 사진을 주도했던 기무라 센이치는 이 전시를 집중
적으로 『포토 타임즈』에 게재했다. 
  전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아사히 카메라』 1930년 7월 호에는 
모리 요시타 로우(森芳太郎)가 쓴 「미술 운동의 산물 포토그램의 
연구(美術運動の産物 フォトグラムの研究)」이 실렸는데, 글에서 
“일본의 사진계에서 포토그램을 알린 전문가로 포토 타임즈 잡지의 
기무라 센이치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本邦の写真界にフォトグラ
ムを移植した第一人者としては、フォトタイムス誌の木村専一君を押
さねばならない)”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 이처럼 당시 사진계에서는 
기무라 센이치가 소개하는 신흥 사진의 경향들을 매우 경쟁적으로 
흡수하고 있었으며, 급진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다.
  『포토 타임즈』는 일본 신흥사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신흥
사진 연구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무라는 1931년 5월호의 평론에
서 신흥사진을 ‘새로운 리얼리즘(新らしいリアリズム)’ 이라 명명하
고 구체적인 분류를 언급했다.  이 글에서 그는 새로운 표현 형식이
란 간결하고 명료한 형태를 띄어야 하고 기계 문명을 반 하는 합
리적인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신흥사진을 리얼 포토
(リアルフォト), 포토그램(フォトグラム), 포토플라스틱(사진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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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토몽타주(フォトプラスチック、フォトモンタージュ), 타이포 
포토(ティポフォト)로 구분했다.29) 
  당시 국내 신문에서도 많은 예술사진이 소개되었다. 그 예로 『동
아일보』에서는 ‘카메라 예술란’을 만들어서 국내 아마추어 사진가
들의 작품이나 외국 사진들을 소개했다.30) 이처럼 중 사진 잡지
는 이론과 실제 작품을 동시적으로 보여주어 새로운 경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사진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양립시켜 
‘신흥사진’이라는 새로운 사진의 발견과 표현 방식들을 소개하는 데
에는 당시 사진 잡지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2) 미술계의 사진 실험

  당시 ‘신흥’이란 모든 새로운 문화 운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용어
다. 신흥건축, 신흥미술, 신흥문학 등 문화 예술 분야 전반에서 새

로운 가능성을 지향하는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적 성향이 나타났다. 
앞서 많은 중 사진 잡지에서도 발견되듯이 사진에서 ‘신흥’의 토

가 된 것은 기무라 센이치가 소개한 모홀리 나기와 만 레이의 표
현 기술이 중심이 되었다. 기무라 센이치는 『포토 타임즈』의 ‘모

29) 이 분류는 모홀리 나기의 실험적 사진 유형을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추측된다. 모홀리 나기는 스트레이트 사진만이 아니라 포토 플라스틱
(사진 조형), 포토몽타주, 타이포 포토, 포토그램, 사진 출판 디자인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사진 작업을 이어나갔다.

30) 최인진(주 20),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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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포토 섹션’을 이용하여 유럽의 전위적인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소
개했다.
    일본의 경우, 미술계에서 사진이 새로운 표현 매체로 떠오른 것
은  1920년 의 다이쇼(大正)시 에 발흥된 ‘신흥미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입체주의, 미래주의, 독일 표현주의, 다다, 구축주의 등의 
향을 받았다. 1930년 의 일본은 복제기술문화 발달로 사진이 매우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이지만 전위사진이 활발히 이루
어졌던 시기이다. 1930  후반부터는 초현실주의와 추상미술과 함
께 전위사진이 새로운 조형실험으로 인식되던 시기 다
  그 예로 포토몽타주나 포토그램은 1920년  후반부터 신흥사진운
동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미술계에서는 일종의 새로운 ‘조형실험’으
로 받아들여졌다. 전위사진협회(1938), 아방가르드 조형집단(アヴァ
ンギャルド造影集團, 1937), 나고야 포토아방가르드(1939) 등 전위
적인 사진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1930년  후반 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급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했던 신흥미술가들은 
프롤레타리아 미술과 연계하여 미술운동을 전개하다가 정부의 강력
한 탄압을 받아 해산되었다.31) 1930년 의 ‘전위미술’로서 전개된 
일본 추상미술은 이러한 미술의 탈정치화의 과정 속에서 태동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전위적인 다다 운동을 전개한 표적인 단체로는 《마
보(マヴォ)》와 《삼과조형미술협회(三科造型美術協會)》를 들 수 
있다. 1923년 1월에 독일에서 돌아온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31) 이중희(주 27),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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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77)는 마보를 이끌었던 작가이다. 그는 아방가르드의 표
적인 인물로 활동하면서 군국주의적 예술에 반 하며 사진과 같은 
뉴미디어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무라야마는 포토몽타주나 포토그램 
같은 실험적인 기법들을 일본에 전파했다. 또한, 1930년  초반의 
신흥사진운동에 앞장섰던 호리노 마사오와 함께 즉물적인 사진과 
기계적인 표현에 반 하기도 했다.
  일본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초현실주의의 이념을 수용하고 그 조
형기법을 끊임없이 실험해 나갔다. 1938년에 발표된 히라이 데루시
치(平井輝七, 1900-1970)의 <달의 몽상(月の夢想)>(1938, 그림 
5)은 과장된 이미지를 조각내고, 그것을 다시 조합하여 초현실주의
의 미학을 표현한 것으로 《아방가르드 조 집단》 2회전을 통해 
소개되었다. 또한, 당시 일본 초현실주의 사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작가로는 에이큐(瑛九, 1911-1960)와 고이시 세이(小石淸, 
1908-1957)가 있다. 에이큐는 1925년에 다니던 일본미술학교를 
중퇴하고, 1930년에 유 국과 같은 오리엔탈사진학교에서 사진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화학원에서 활동하던 하세가와 사부
로(長谷川三郞)와 평론가 도야마 우사부로(外山卯三郞, 
1903-1980)에게 자신의 포토그램 작품을 선보 다. 그 후 ‘에이큐 
포토 데생 개인전’을 열고 사진작품집인 「수면의 이유(眠りの理
由)」(1935, 그림 6)를 출판했다. 에이큐의 작품은 만 레이의 포토
그램 기법을 발전시켜서 상을 인화지에 표현하 는데, 이러한 작
업을 인화지를 이용한 데생이라 하여 포토데셍(フォトデッサン)이
라고 명명했다.
  에이큐의 포토데셍은 만 레이의 레이요그래프(rayograph)나 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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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기의 포토그램(photogram)과 같이, 인화지 위에 물체를 두고 
직접 감광(感光)된 것을 이미지로 정착시켰다. 특별히 렌즈를 사용
하지 않고 오로지 빛에 의해 생긴 조형적 형상을 작품에 담아내어 
우연적이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에이큐는 「포토그램을 
이용한 자유로운 제작방법(フォトグラムの自由な制作のために)」에
서 포토그램이 『포토 타임즈』의 편집자인 기무라 센이치에 의해
서 1929년에 처음 일본에 소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인화지에 담을 
수 있는 과학적 자유에 집중하여 초현실주의적인 구성을 제작하고
자 했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에이큐의 포토데셍 작업은 
회화가 지닌 재현적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시도 으며 당시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 미디어를 이용한 표현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미술 평단은 에이큐의 작품을 그저 만 레이
의 모사 정도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큐는 
제4회 ≪자유미술가협회전≫(1940.5.22-31, 도쿄·우에노 일본미술
협회)에 포토 데생과 꼴라주 작품을 출품했다.32) 도야마 우사부로
는 포토그램이 음화(바畵)에서 적용된다면 에이큐의 기법은 예술적 
효과를 더 가미한 것으로 서구작가들의 기법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임을 강조하 다. 에이큐의 제작태도나 우사부로의 비평방식은 모
두 초현실주의를 수용하는 데 있어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독자
성을 모색하려한 시도 다.33)

32) 같은 시기 유 국은 제4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작품 404-A>, 
<작품 404-B>, <작품 404-C>, <작품 404-D>, <작품 404-E> 
총 5점을 출품했다.

33) 김병기는 에이큐가 작업하던 모습을 회상하며 괴짜의 면모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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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시 세이는 《낭화사진클럽》의 회원으로서 사진 제작에 있어
서 두각을 보 으며, 1940년 연작 <절반의 세계(半世紀)>(1940년, 
그림 7)를 발표하 다. 총 10점으로 이루어진 이 연작은 쌓아 놓은 
더미, 울타리에 널린 농작물, 동물원의 코끼리와 비둘기와 같은 전
원적이고도 일상적인 모습들을 확 하여 촬 했다. 그는 상을 강
조하거나 빛의 조율을 통해 형태를 변형시켰다. 이를 통해 쉽게 접
할 수 있는 사물들을 과장하거나 일그러트림으로써 일상적인 의미 
외에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도록 의도하 다.
    유 국이 속했던 자유미술가협회(自由美術家協會1937-1944, 
1946-현재)는 전위 미술단체 중에서도 작가들이 종종 사진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930년 에 이르러서는 활발한 전위 사진의 
발표의 장으로 여겨졌다. 자유미술가협회는 당시 스탈린과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에 반 해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작가들로 구성
된 추상-창조그룹(Abstraction-Création, 1931-1936)34)과 하세가
와 사부로라는 전위작가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사진 매

었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부분은 유 국과도 사뭇 유사한 점을 보여주
는데 김병기는 동료 화가 유 국에게도 남이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보
이는 태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던 김병
기를 포함한 한국 작가들에게도 사진 작업은 매우 전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김철효, 김병기 구술, 「도쿄 분카학원: 김병기」, 『한국미술기록보존
소 자료집 제3호』(삼성미술관 리움, 2004), pp. 26-57.

34) 추상-창조그룹은 1931년 파리에서 결성되었으며 유 국의 ‘비구상’적
인 태도에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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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단체인 만큼 초현실주의의 향 아래에 
있었으며, 유 국이 사진을 시도했던 데에는 이러한 주변 작가들의 

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자유미술가협회 회우 던 조우식은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사
진을 발표하 고(그림 8), 만 레이의 사진 기법에 해 소개하기도 
했다.35) 국내에서 초현실주의가 본격적으로 파급된 것은 정현웅이 
조선일보에 「초현실주의 개관」(1939.6.11.)을 발표한 이후이다. 
그는 “외국 화단에서는 피카소, 브르통, 미로, 에른스트, 마그리트 
등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의해 회화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고 조선 화단은 이성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간적인 욕망의 원리 가운데 깊이 내재된 초현실의 진
실을 발견”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이며 마땅히 전위예술의 목표로 삼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6)

   모홀리 나기는 포토그램(photogram)을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오
리엔탈사진학교에서 사진을 배우고 귀국하여 신낙균의 사진 교육에 

향을 받은 현일 도 포토그램 기법을 시도했다.(그림 9) 모홀리 
나기는 ‘사진은 빛의 조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빛의 효과와 중요성
을 강조했다. 그의 저서 《회화·사진· 화》에서 회화는 ‘색채의 형
성’이지만 사진은 ‘묘사의 형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은 회화보다 
기계적인 재현성에 뛰어나다고 서술했다.37) 현일 은 작품에서 단
순히 빛을 활용하여 조형성을 부각하는 식이 아닌, 모홀리 나기나 
35) 권행가(주 5), p. 175.
36) 조우식, 「전위운동의 제창」, 『조선일보』(1938.7.4.); 조우식, 「현

예술과 상징성」, 『조광』, pp. 6-10(1940.10) 참조.
37) 金丸重嶺, 『예술로서의 사진』(해뜸, 198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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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레이의 포토그램 기법을 응용하여 작품으로 도출하고자 했다.

Ⅲ. 남산 사진 현황과 분석

1. 남산 사진 현황

  현재 유 국과 관련되어 남아있는 흑백 스트레이트 사진은 총 29
점이다. 1942년 미술창작가협회 제6회전에 출품한 사진은 <사진 
No.1>, <사진 No.2>, <사진 No.3>(그림 10), <사진 No.4>, 
<사진 No.5>, <보도사진 6>, <보도사진 7>을 포함해 총 7점으
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현재 확인되는 것은 엽서본으로 남아있는 
<사진 No. 3> 한 점이 유일하다.38) 유 국은 일본인의 반공 훈련
을 촬 한 <보도사진 6>, <보도사진 7>에 관해서는 출품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작품들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39) 이중 작가미상으로 추정되는 작품 4점과 츠카모토 시젠이 

38) 이밖에도 유 국미술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가의 풍경사진은 
약 220여 점으로 작고 이전에 국내의 산, 절 등지에서 촬 한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일생동안 8번의 뇌출혈과 37번의 잦은 입원 등으로 여
행에 제약이 따랐던 점이나 촬 의 상이 부분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유 국이 촬 한 사진들은 일종의 조형적 
탐구의 수단이 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39) 유 국은 일본인들의 반공 훈련 모습을 촬 한 <보도사진 6>, <보도
사진 7>을 제작했으나, 1942년 제6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하
지는 않았다고 담에서 밝힌 바 있다. 착오로 인해서 출품 목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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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한 유 국의 상반신을 촬 한 1점을 제외하면 유 국이 직접 
촬 한 것이 확실한 작품은 총 24점으로 파악된다.
  유 아는 백합 정물사진(그림 11)이 유 국이 촬 한 것으로 분
석하 다. 특히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작품
B>(1937, 그림 12)의 엽서를 토 로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보인
다고 했지만40), 권행가는 이 사진이 단순히 <작품 B>를 제작하기 
위한 참조 사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권행가는 유 국이 사진 기술
을 습득한 시기가 1940년이고, 다른 사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
형적인 특징이 같은 사람이 촬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41) 따라서 유 국이 경주를 촬 한 시기는 경성전을 
위해 귀국한 1940년 8월부터 9월 전이거나 1941년 4월 <제5회 미
술창작가협회전>을 마치고 난 후로 압축할 수 있다.
  촬 자가 불분명한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24점은 모두 경주의 
고적을 촬 한 것으로 서남산과 동남산을 아우르는 남산의 주요 유
적지와 불국사, 석굴암, 토함산 등이 주제로 선택되었다. 최인진은 
유 국의 경주 사진이 뒷면에 기록된 숫자를 합산하면 약 77점의 
사진이 찍혔고, 불국사 등 경주에서 촬 된 기념 사진을 합하면 총 
100여 점이 촬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42) 특히 경주의 여러 
고적을 돌아다니며 100여 점이 넘는 필름을 촬 했다고 가정하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촬 이 하루 이틀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작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철효, 『한국미술기록
보존소 자료집 제3호』(삼성미술관 리움, 2004), p.20.

40) 유 아(주 4), p. 114.
41) 권행가(주 5), p. 162.
42) 최인진(주 2),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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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 국이 촬 한 몇몇 
불상은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오전에서 낮 사이 시간 가 아니라면 
어두워서 포착하기가 힘든 피사체들도 존재하므로, 최인진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당시 유 국이 촬 에 사용한 카메라는 1938년 《제2회 자유미술
과협회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당시에 부친을 설득해 구매한 라
이카 기종이었다. 최인진은 유 국이 사용했던 카메라 기종을 정확
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1940년 에 발매된 기종들 중에서 압축
하여 19933년 발매된 라이카 Ⅲ형, 1935년에 발매한 라이카 Ⅲa형, 
1937년 라이카Ⅲb형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했다.43) 또한, 유 국
의 사진에는 쿠니하라(KUNIHARA)라는 문 압인이 찍혀 있는데, 
이는 즉 유 국이 촬  후에 필름을 일본으로 다시 들고 가 인화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2. 고전에 한 관심 – 경주 

  일본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을 장악하고 고유의 전통 문화를 재편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고적조사와 관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했다.44) 이러한 문화통치를 통해 동아공 의 목표와 그들이 꿈꾸

43) 최인진(주 2), p. 96.
44) 일본은 유물과 문화재의 기초 조사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얼굴과 체형

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체격 측정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1916년부터 
계속되었던 체격 측정은 평안남도, 경기도, 개성, 광주, 양평, 가평,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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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유토피아를 구체화시켰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 탈환한 일본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건설
한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태평양 등지로 전선을 확 해나갔
으며, 1937년에 중일전쟁(1937.7.7.~1945.9.9)을 일으키게 된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미 전쟁의 선전에 화와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던 일본은 공식적으로 종군화가들을 파견하여 미술까지 선전전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일전쟁 이전에는 소수에 불과
한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종군화가에 참여하 으나, 이후 일본은 ‘채
관보국(彩菅報國)’을 실현한다는 이념 아래 중국으로 종군화가를 파
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 적인 경향은 유 국이 재학했던 문화학원(文化學院·분
카가쿠인)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학원의 미술부 과장이었던 
이시이 하쿠테이(石井柏亭)는 이과전 멤버 출신으로 아리시마 이쿠
마, 야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郞), 마사무네 도쿠사부로(正宗得三
郞) 등의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0년  후반에 접어
들자 문화학원도 군국주의의 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시체제가 본격화되자 이시이는 1938년 4월 도쿄의 군인회관에
서 중국에 상주하던 종군화가들과 ‘ 일본종군화가협회’를 설립하기
로 한다. 하쿠데이 외에도 카와바다류시(川端竜子), 고이소 료헤이
(小磯良平) 등이 포함되었으며 육군성 신문반 소속이었던 시바노
(柴野) 소좌도 참여했다. 그해 6월에 본격적으로 육군종군화가협회

남도 거창 등지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식민통치에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는 약탈과 통제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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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립되었고, 후발적으로 도쿄미술학교 교수 던 후지시마 타케지
(藤島武二)가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육군미술협회가 설립되었다.
  문화학원의 설립자이자 교장이었던 니시무라 이사쿠(西村伊作)는 
학교 건립 초기에 이시이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자유로운 예술 교육을 창립한 표적인 인물로 언급되었던 만큼 그 
파장은 컸으리라 예상된다. 1943년에 니시무라는 전쟁을 반 한 혐
의와 불경죄로 투옥되었고, 문화학원도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시 체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상과 이
념을 확산하는 데 앞장섰던 두 인물의 립은 당시 학생들에게 심
리적인 긴장감을 안겨 주었고, 유 국 또한 이러한 연유로 더 이상 
구상적인 작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40년은 일본의 초  천황인 진무(神武) 천황이 즉위한 지 
2600년이 되는 해로 전쟁을 본격화함으로써 육군과 해군 등 일본 
군부는 미술계에 작전기록화를 주문 의뢰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술
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찍이 1911년에 일본은 부산과 경성을 지나 만주에 이르는 압록
강철도를 개통했다. 만주의 각 지역을 연결하여 기존에 근 문명과 
단절된 공간에 군국주의 일본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륙 진출
에 성공함으로써 문화적 상징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1930년 에는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만주 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
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 행위는 식민지 조선의 고적에 그들의 욕망
을 투사하여, 기존의 장소가 지닌 장소성과 역사, 지리적인 사정을 
모두 삭제하고 오로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데에 목
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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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학원에서 추상미술을 주도했던 하세가와 사부로는 1939년에 
만주 등지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촬 한 사진들을 『미즈에(みづ 
ゑ)』 3월호에서 발표했다. 그는 「만주·북지·몽강(滿洲·北支·蒙
疆)」(그림 13)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지역의 
사원이나 이국적인 건축물, 시장의 행인, 낙타와 양을 끌고 가는 사
람들 등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싣고 있다.
  낙타와 양치기를 촬 한 사진 밑에는 ‘張家口’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데, 이는 유 국이 소장하고 있는 장가구 사진 뒷면에도 동일하
게 적혀 있는 문구이다. 유 아의 연구에 의해 유 국의 장가구 사
진은 그가 직접 촬 한 사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45) 
  이처럼 당시 전위 미술가들의 고적 사진에는 식민지 시기의 제국
주의 일본의 시선과 근 적인 관점으로 ‘고전’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가 엿보인다. 식민지 시기에 탐승의 상이 된 곳은 경주와 같은 명
승지와 더불어 역사적인 공간이 부분이었다. 당시 경주라는 공간
은 표적인 고적 답사, 여행지 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역사를 체
험하는 문화적인 소비 행위이기도 했다. 경주 답사를 통해 조선을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여행자들에게는 단순히 여행 그 자체
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1925년 10월 조선일보사와 경성여행

45) 유 아(주 4), pp. 123-24.
   이 사진은 유 아의 연구에 의해 장가구 사진이 유 국에 의해 직접 촬

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세가와 사브로가 장자커우(張家
口)를 촬 한 것을 근거로 인명이 아닌 몽강국의 수도인 지명으로 확인
되었다. 아울러 유 국이 생전에 중국에 가지 않았다는 유족의 증언을 
토 로 유 국의 사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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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는 주말 답사 여행으로 경주 견학을 기획했고, 지면에 수회에 
걸쳐 광고를 내는 등 홍보에 힘쓰기도 했다. 견학이 끝난 후에는 총 
9회에 이르는 ‘경주견학단탐승기’를 실어 당시 표적인 여행 관광
지로서 경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주를 여행한 
참여자들에게는 조선의 역사에 관한 진지한 관심도 있겠지만 일종
의 소비행위로서의 상품 혹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고적이 세속화 되는 과
정이기도 하며, 고적 답사가 갖는 실제적인 의미를 전환하는 과정으
로 볼 수 있다.46) 이는 경주가 소비의 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
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주를 방문하는 행위가 전통적인 
수호 행위로 여겨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 주도 아래 박물
관적 분류의 한 항복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문화정
치의 은폐된 논리로서 고적 답사의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유 국이 1942년 제6회《창작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할 사진을 촬

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수학
여행을 통해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1933년 5월 경성 제2고보
(현 경복고등학교) 3학년일 당시에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지를 방문해서 기념 촬 을 했다. 유 국은 학우 박우요와 함께 
불국사 석가탑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아도 전
형적인 고적 답사 기념 촬 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 또한, 석굴암에서 교사와 47명의 학생들이 모여 찍은 기념 사
진도 전형적인 여행 사진, 기념 사진의 형태를 보여 준다.(그림 15)
46)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나남출판, 2002), pp. 

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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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사진을 촬 할 시기만 해도 유 국은 구성주의의 향을 보
이는 추상 릴리프를 제작했으나, 사진을 선택하면서 갑자기 고전적
인 소재로 관심을 전환시켰다. 당시 1940년을 전후로 일본의 문화 
예술이 군국주의의 탄압을 심하게 받으면서, 작가들은 활로를 모색
했다. 실로 추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고, 군국주의를 
홍보하는 주제나 표현 방식이 아닌 작품들은 공개할 수 있는 정치
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내의 작가들은 ‘일본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고 고전적
이고 전통적인 상들을 찾아 나섰다. 하세가와 사부로는 939년 ≪
제3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향토지(鄕土誌)> 시리즈(그림 16), 
1940년 4회전에는 <실내(室內)> 시리즈(그림 17) 4점을 출품하
다. 하세가와는 스트레이트 촬  방식으로 일본의 전통 다다미방, 
의복 등의 고전적인 소재들을 촬 했다.
  결과적으로 유 국 또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소재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을 것이고, 작품을 위해 잠깐 귀국한 동안 자신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은 단히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듯하다. 이미 유년기에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방문한 
바 있었고, 당시 일본 작가들이 운강석굴 등의 고전적인 소재를 선
택하거나, 만주 혹은 경주 등 문화 관광지를 자주 드나들며 작품을 
이어나갔으므로 유 국에게도 경주는 비교적 친숙한 장소로 인식되
었을 것이다.
  추상작가인 그가 고전적인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치적으
로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과 결부되어 있었다. 식민지 시기를 지나던 
한 유학생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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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그 중에서도 일제의 감시에서 유연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서 예술적 상으로서도 가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의 불상들을 소재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끝
난 후에도 줄곧 자신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자연 상에서 작업의 
주제를 찾았다는 점에서 유 국에게 작업 상은 그의 주변부와 일
정 부분 연결성을 가져야만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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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분석

1) 동적인 구도의 사용

  유 국이 러시아 구성주의의 향을 받은 흔적들은 초기 추상 작
업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실제로  유 국은 1937년부터 42년까지 
약 5년 동안 주로 초현실주의나 구성주의 계열의 추상 릴리프나 회
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진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는 이 점에 
해 전시 체제에 추상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진작품을 했다고 언
급한 바 있지만, 작업의 경향이 전시 체제 속에서 전위미술이 잠시 
활발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47) 30년  후반 일본의 전위미술이 
초현실주의와 추상을 말하듯이 전위사진도 구성주의와 초현실주의
의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포토 타임즈』에는 모홀리 나기나 로드첸코, 엘 리시츠키 등의 
사진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잡지의 편집인들이 직접 촬 한 구성주
의 경향의 사진들도 자주 소개했다. 전위적인 앵글 뿐만 아니라 사
진의 주제도 형 선박, 교량, 철근, 탑, 탱크 등을 다루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과 기계에 관한 관심들이 반 되어 있다. 기무라 센이치
와 함께 『포토 타임즈』에서 활약했던 호리노 마사오는 「카메라 · 
눈 × 철 구성(カメラ・眼×鉄・構成)」(1930, 그림 18)을 발표했
47) 유 국, 김철효 구술, 「해방 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 , 『한

국기록보존소자료집제6호』(삼성미술관 리움, 2006), pp. 156-215, 
p. 167.



- 47 -

다. 마사오의 사진 부분이 역동적인 각선 구도로 상을 표현하
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이 참조가 되어 유 국의 사진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성주의 향 아래 유 국의 사진은 알렉산더 로드첸코
(Alexander Rodchenko, 1891~1956)의 사진과도 형식적인 유사성
을 보인다. 로드첸코는 1928년에 ‘10월 그룹’을 창설해서 기존의 재
현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낡은 사진에서 벗어나 사진 고유의 시각을 
정립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포토몽타주 기법을 주로 실험하다가, 이
후에는 사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과감한 근접 촬  방식과 하
이앵글 및 로우앵글, 각선 구도의 촬 은 기존의 전통적인 촬  
기법과는 조적인 방식으로 구조의 독특함을 드러냈다.
  로드첸코는 1930년  초반에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게 사진 강의를 
하면서 화면을 구성할 때 기하학적인 형태를 조합하는 8가지 방식
을 제시했다.

 1. 피라미드, 2.사선(왼쪽과 오른쪽), 3. 수직선(한 개, 두 
개, 세 개 또는 그 이상), 4. 수평선(한 개, 두 개, 세 개 또
는 그 이상), 5. 원. 두 개의 원, 수직선, 수평선, 6. 십자 +
와 x, 7. 이중 십자 ++; 이중 십자 xx, 8. 여러 개의 결합
-4시간48)

48) Aleksandr Rodchenko, “Programme on Composition. Lectures”, 
Soyzfoto(May, 1931); Apeksandr Lavrent’ev, Alexander Rodchenko: 
Photography 1924-1954 (Cologne: Könemann, 195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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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앵글은 회화적 재현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로드
첸코는 지각의 관념적이고 기계적인 운동에 저항하여 새로운 비전
을 창조하고자 했다. 비슷한 지점에서 모홀리 나기에게도 사진은 현
실을 발견하는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실천’으로 인식되었
다.49)

  유 국의 사진은 촬  기법에 있어서 로드첸코처럼 원근법을 해
체하는 각선 구도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부정했다. 유

국의 사진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부분 시선이 양 옆의 
가장 측면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 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남산 
칠불암>(그림 19), <남산 신선암>(그림 20), <남산 배리 삼체석
불>(그림 21), <석굴암 나한상>(그림 22) 등 다수의 작품들이 

각선 측면에서 촬 된 점을 미루어 보아 흔히 정면에서 촬 된 
고적 사진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유 국은 풍경사진을 촬 할 때처럼 정적인 상 앞에서 구도를 
잡고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선으로 확
장된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는 작가의 조형적 시각이 부족해서가 아
니라 오히려 의도에 입각해 촬 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하다. 

   배수희, 「알렉산드로 로드첸코의 사진에 나타난 추상의 형식과 현실의 
의미」, 『유 국저널 제4집』(유 국미술문화재단, 2007), p. 75. 재인
용.

49) 박신의, 「1920년  아방가르드 예술과 사진의 새로운 시각 – 로드첸
코와 모홀리-나기의 ‘탈프레임의 정치학’」, 『현 미술사연구』, 14권
(2002), 현 미술사학회, pp. 177-201,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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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자유롭게 사용하
는 점에서도 구성주의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기무라 센이치는 『포토 타임즈』에 러시아 구성주의 사진을 활
발하게 소개했다. 사진 상은 교량, 형 크레인, 공장의 가스 탱크 
등 기계 미학을 드러내는 전위적인 사진들이 부분이었고, 이는 기
계 문명의 합리성을 드러내려는 시도 다. 유 국이 과거 『포토 타
임즈』의 레퍼런스를 찾아 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리엔
탈사진학교에서 수학할 당시 이와 같은 사진 예시들을 자주 접했으
리라고는 추측해볼 수 있다.
  유 국의 사진에서 확연히 보이는 각선 구도는 일종의 상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로 읽힌다. 로드첸코가 과거의 사진을 
“사진술에는 낡은 시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땅 위에서 서서 앞을 
똑바로 바라볼 때의 시점이다. 이것을 나는 배꼽 촬 이라고 부른다 
… 나는 이런 시점에 저항한다. 또한 새로운 사진을 하고 있는 내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어 그것과 투쟁할 것이다. 오늘날 가장 흥미있
는 시각은 ‘위에서 밑으로’ 또는 ‘밑에서 위로’ 보거나 빗각으로 그
렇게 보는 시선이다”50)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시점의 전환은 단순
히 급진적인 표현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열망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 국도 모홀리 나기와 로드첸코처럼 ‘새로운 시각’을 사
진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이 작품을 
통해서 추구했던 목적은 달랐다 하더라도 다양한 시점을 시도하는 

50) 뷰먼트 뉴홀, 정진국 역, 『사진의 역사』(열화당, 1987),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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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근접 촬 , ‘빗각’으로 바라보는 
비스듬한 구도, 극단적인 앙각(low angle) 혹은 부각(high angle)이 
중점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유 국이 촬 한 <남산 용장사지 삼층석탑>(그림 23)은 앙각을 
사용한 표적인 예이다. 이는 로드첸코의 <Shukhov 
Tower>(1929, 그림 24) 사진에서도 확연하게 발견되는 앵글이다. 
용장사지 삼층석탑은 탑 자체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을 만큼 탑의 후면에는 바로 낭떠러
지가 이어진다. 유 국은 석탑의 하층 기단 중간부터 시작하여 탑신
부를 지나 상층 옥개석까지를 모두 포착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신이
었던 유 국이 높이 4.5m의 탑의 형태를 한 앵글에 모두 담아낸다
면, 탑 아래 바닥에 완전히 누워서 촬 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
다.
  보통의 사진 앵글과는 매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가 의도한 

로의 구도를 얻으려면 여러 번의 시도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
다. 특이하게도 앙각으로 누워 촬 했지만 탑신부의 네 귀 모서리가 
거의 일직선을 향하게끔 촬 되었다. 이는 유 국이 셔터를 누르기 
전에 매우 세밀하게 구도를 잡아가며 촬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
는 것이기도 하다. 동일 피사체라 하더라도 촬 의 거리를 변화시켜 
피사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이는 단순히 
고적 사진이 갖는 정적인 미감에서 탈피하여 역동성을 추구한 결과
이다.
  유 국은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수직적인 위치, 수평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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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화면에서 의도적으로 구획하여 담아내었다. 유 국이 앵글을 구
현하는 특성이 바로 <남산 용장사지 삼층석탑>에서 매우 두드러지
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로드첸코의 기하학적 구성 
방식에 적용해 보면, 유 국은 화면에서 여러 개의 수평선과 여러 
개의 수직선을 활용하여 구도를 설정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불국사 웅전>(그림 25) 사진에서도 좌상(坐像)의 형태를 하
고 있는 불상을 앙각으로 촬 하여 마치 와불(臥佛)처럼 보이도록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상 뒷면에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
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불상의 머리 부분은 왼쪽 각선으로 뻗어나
가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을 촬 할 때에도 매우 몸을 낮
추어 거의 누운 자세로 천장을 올려다보듯이 상을 담아냈다. 단순
히 일회적인 구도의 설정이 아니라 반복해서 앙각 촬 을 연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이는 시각 언어로서 사
진 이미지가 지니는 기본 문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유 국의 
모든 사진에서 응시의 방향이나 촬  방식이 정적인 차원과는 거리
가 멀고 오히려 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빛의 활용

  만 레이는 사진이 단순히 기계적인 재현 기능만을 보여주는 기술
적인 한계에 머무르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그의 사진에서 보이는 조
형성은 회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공간 의식을 변하고 있



- 52 -

다. 그는 사진 그 자체에서는 현실을 기록하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 속에 사진이 도달
해야만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만 레
이는 사진 기술의 가능성을 넓힘과 동시에, 현실 재현에 국한된 사
진의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러한 지점은 단순히 보도사진이
나 고적사진의 촬 법을 따르지 않고, 순수한 조형의식에의 탐구에 
몰두하여 사진을 촬 한 유 국의 작가적인 태도와도 결부된다.
  <Solarised Portrait of Lee Miller>(1929, 그림 26)는 솔라리제
이션(solarization)효과를 사용하여 반전 필름처럼 보이게 하는 등 
네거티브 효과를 주어 상이 환상적으로 보이게끔 하 다. 솔라리
제이션 기법은 사진 표면의 입자를 매우 거칠게 보이도록 하고, 마
치 부조처럼 윤곽선이 강조되는 효과를 낳는다. 유 국이 소장하고 
있던 작가미상의 인물사진(그림 27)은 네거티브 프린트로 부조적인 
특징을 수반하고 있다. 이 사진은 유 국이 직접 촬 한 것은 아니
지만, 네거티브 효과와 같은 새로운 표현 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유 국이 촬 한 네거티브 사진은 없지만, 네거티브 사진에서 두
드러지는 부조 효과는 불상 사진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특히 불
상을 근접 화각으로 촬 한 <남산 삼릉계 여래좌상>(그림 28)이나 
<장항리 석조 여래입상>(그림 29)의 경우 네거티브 기법과 유사하
게 윤곽선을 살리고 빛을 활용하여 양감을 부각시키는 인상을 준다.
  한편, 유 국의 사진과 관련하여 하세가와 사브로의 사진을 살펴
보면 하세가와도 빛의 움직임에 따른 그림자에 집중하는 등 기하학
적이고도 초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고향에서 접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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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으로 일본식 주택의 미닫이문, 다다미를 촬 한 것이거나 나무, 
모래, 바위 등의 자연 상을 스트레이트 사진으로 촬 했다. 구도
에 있어서는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 매우 다
각도로 촬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낯선 구도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장면이라도 환상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게 하 다. 특히, <향토지
(鄕土誌)> 중 <화강암(岩)>(1939, 그림 30)의 표면이 빛에 반사
되어 암석의 질감이 두드러지게 클로즈업되어 있으며, 모래를 촬
한 사진에서는 빛의 구도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와 표면의 비를 
감각적으로 포착하 다.
  유 국이 촬 한 부분의 불상 사진은 빛이 포착되는 측면에서 
촬 하여 빛이 만들어내는 조형성에 착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면 구도가 아닌 측면 구도는 빛의 퍼포먼스를 더욱 효과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바위의 질감만 포착한 것이라기 보
다는 빛과 그 빛을 흡수한 상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이고도 순간적
인 순간, 빛에 의해 부각되는 선예한 묘사에 집중했다. <남산 탑곡 
마애불 서면>(그림 31)은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위치에 있고, 자
칫 햇빛이 적절히 들지 않으면 촬 하기에 어두운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유 국은 마치 해가 잘 드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림자
가 적당히 드리워졌을 때를 포착하여 촬 한 듯한 인상을 준다. 마
애불의 중앙은 빛을 받아서 불상의 눈매나 표정까지 확인할 수 있
고, 그 주변부를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덮으면서 이질적이고도 환상
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표면에 부딪히는 빛의 형태와 투과된 
모습을 포착하는 방식은 모홀리 나기의 사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At Coffee Work>(그림 32)에서도 보도블록에 비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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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포착하고 있으며, <Climbing the Mast>(1928, 그림 
33)은 닻에 비친 인물의 그림자를 마치 데칼코마니한 형상으로 표
현했다.
  이밖에도 <남산 탑곡 남면 마애삼존불좌상>(그림 34), <남산 신
선암>(그림 20), <남산 삼릉계 본존>(그림 35) 등 부분의 불상 
사진은 구도보다는 빛의 효과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불상을 촬 함과 동시에 빛이 잘 
드는 적정 시간 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유

국은 아마도 바위에 새겨진 불상들을 낮 시간 이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남산 삼릉계 본존> 사진처럼 조도
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근접 촬 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빛의 활용하는 태도는 모홀리 나기가 추구했던 ‘변화’의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유 국은 동적인 앵글을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빛의 활용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기법적으로 빛을 포착한다는 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운동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 국의 사진이 갖는 인상 자체는 일관된 시각 요소에서 
벗어나 있고, 고적 사진의 정적인 미감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기법
의 효과를 통제해서 사진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
면, 유 국은 의도적으로 빛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사진 
이미지에서 유발되는 인상은 고요하고 차분한 고적 사진과는 차별
성을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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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꼴라주 기법

   <사진 No.3>(그림 10)는 유일하게 꼴라주 기법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기법에 하여 ‘포토몽타주’로 보는 해
석이 있었지만, 필자는 유 국의 표현 기법이 포토몽타주로 바라보
기에는 신흥사진에서 발견되는 전위적인 포토몽타주와는 형식적으
로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흔히 포토몽타주라고 하는 것은 한 화
면 안에 두 개 이상의 화면을 합성하는 방식을 일컫으며, 이중 내지
는 다중 노출로 제작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이 선전의 효과적인 
양식으로 포토몽타주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베를린 다다는 사회 비
판적인 관점에서 중매체의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조합하는 등 몽
타주 기법을 사용했다. 또한, ‘공간’을 시각화 하는 방법으로 포토몽
타주는 일종의 관습적인 개념에 저항하는 표현 양식으로 받아들여
졌다.
  츠카모토 시젠이 유 국의 상반신을 촬 한 것이 다중 노출로 촬

된 포토 몽타주의 표적인 예시이다.(그림 36) 따라서 유 국은 
불상의 부분을 발췌하여 화면에 배치하 으므로 포토몽타주보다는 
꼴라주(collage)의 성향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꼴라주나 포토몽타주 모두 이질적인 상을 화면에 재구
성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다. 『포토 타
임즈』나 『아사히 카메라』에 포토몽타주 기법 관련 기사들이 빈
번하게 실렸으며, 에이큐, 츠카모토 시젠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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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타임즈』에는 나루토시 후루가와(古川成俊) 몽타주 작품이 
실리기도 했는데, 기계 산업의 전형적인 이미지인 굴뚝, 철탑, 사다
리 등을 무작위로 배치한 <Montage>(1931, 그림 37)는 포토몽타
주와 꼴라주의 경계에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작품 
<Photo-Montage>(1931, 그림 38)은 중첩된 기차 선로를 배경으
로 여러 개의 기관차들이 전진하여 나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기관
차의 옆면, 바퀴를 확 한 부분 등을 무질서하게 배치하 고, 선로
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튀어 나오는 기관차는 모두 측
면에서 촬 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사물의 관점이 다각도로 중
첩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어지럽게 배치된 분절된 이미지들은 
감각을 극 화시켜 시각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작품의 경우
에도 중첩된 상을 만들어 몽환적이거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
내는 포토몽타주 보다는, 꼴라주의 특성에 더욱 가깝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 국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각성이나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꼴라주 기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
각의 이미지는 작가의 선택에 근거한 조형적 오브제로서의 역할에
만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No.3>은 남산 탑곡의 동면에 
위치한 마애불상을 촬 한 것으로, 이 벽면에는 불상, 보살상, 승상, 
비천 7구, 가릉빈가, 연화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왼쪽 바위 상단에
는 승상 두 구와 보리수 나무가 조각되어 있다.(그림 39) 필자가 답
사한 결과, 탑곡 불상의 동면이 다른 면보다 가장 화려하며 불교의 
극락정토를 보여 주는 표적인 신라 불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국은 <사진 No.3>에서 본존불을 둘러 싼 비천과 협시불을 
원래의 위치와는 다르게 배치했다. 그는 본존을 제외한 동면의 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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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하단 중앙에 배치하고, 가장 큰 비천상인 오른쪽 끝의 비천을 
3개 중 중간에 배치했다. 양 옆으로는 본존 양 옆에 위치한 기존의 
비천상의 배치를 그 로 살려 둔 것으로 보인다. 유 국이 기존 불
상의 배치를 바꾸어 꼴라주의 형태로 출품한 것은 도상의 이해 이
전에 설화성이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상이 지닌 의
미보다는 조형적 특성에 보다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유 국의 
1950년  이후 작품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감을 매끈하
게 바르지 않고 풍화된 물질의 표면 질감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붓
질의 표현 방식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권행가도 유 국이 본존 도상을 사용하지 않고 협시보살을 사용
한 점은 조형적으로 윤곽선이 두드러지는 협시보살이 표현적으로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51) 작품 속에서 내러티브를 제
거하고 궁극의 조형적 추상성에 집중하는 점은 말년까지 이어지는 
추상회화에서도 발견되는 유 국의 특징이기도 하다.
  동일한 촬  기간 내에 카메라에 담은 불상들은 시점의 변화를 
추구하긴 했지만, 체로 불상 본연의 모습을 그 로 살려서 전시에 
출품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산 탑곡 마애불상만은 꼴라주를 이용
하여 분절된 이미지로 제시했다. 더군다나 도상의 배치는 어떠한 규
칙이나 서사 혹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도 아니다. 앞서 유

국은 경주를 일본 유학 시기 이전에도 일찍이 다녀간 적이 있었
다. 일본의 탄압에 의해 자유롭게 추상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상
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작가 자신도 본래 지속하던 추상이 탄압
51) 권행가, 「전위사진과 유 국」, 《유 국, 절 와 자유》전 학술심포

지엄(2016.11.2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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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자 새로운 상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불상의 전체를 
작품의 상으로 선택했다면 기존의 고적 사진이나, 동시 의 작가
들이 기행 사진처럼 촬 한 사진과 차별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유 국은 전통적인 상을 마치 ‘비전통적’이고 ‘선택적’인 
이미지로 치환하여 기존의 완결된 불상 형태로 수렴되지 않도록 꼴
라주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위
상 강화에서 벗어나고 일본이 기 하던 일반적인 고적 사진의 문법
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즉, 경주의 문화를 식민지적인 
논리로 재편하던 일본의 관광지화에 한 일종의 저항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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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유 국의 경주 남산 사진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정치적 
상황을 포함하여 분석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 하여 살펴보았다. 먼
저 일본의 사진 전문 교육 기관과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유 국이 
어떤 방식으로 사진 기술과 이론을 수용하 는지를 교차 분석해 보
았다. 국내에서도 사진 이론 보급이 활발했는데, 신낙균의 사진 교
육을 중심으로 ‘예술 사진’의 개념이 당시 사진가들과 작가들에게 
어떻게 정착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진 기술 보급의 활성화와 인쇄 기술의 발전은 사진을 전문 사
진가에 국한된 기술이 아닌 일반 중들도 언제나 배울 수 있는 보
편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졌다. 1910년을 기점으로 일본 내에서는 문
부성에서 인가한 공적 사진 교육 기관을 포함하여, 사진 관련 기업
에서 설립한 사진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났다. 유 국이 입학했
던 오리엔탈사진학교는 아마추어 사진가를 육성하려는 목적이 컸다
면, 동경미술학교 사진과나 코니시사진전문학교는 전문 사진가는 물
론 예술의 범위까지 아우르는 사진에 숙련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
이 목표 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사진을 수학한 1세  유학생인 신낙균이 전파
한 사진 이론은 국내 사진가들에게 선진적이고도 실험적인 인화법
을 전파했고, 이는 일본 사진가들에 항하여 국내 사진가들을 결집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유 국 또한 당시 이론적, 기술적으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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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개되었던 일본의 사진 교육을 흡수하 고, 사진을 작품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된다.
  새로운 사진의 경향과 소식을 재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중의 욕
구가 커지자, 교육 기관 뿐만 아니라 소식지의 역할을 하는 중 사
진 잡지들이 앞 다투어 간행되었다. 그 중 신흥사진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던 『포토 타임즈』는 러시아 구성주의 사진 작가들의 동시

 작품을 ‘모던 포토’라 지칭하여 수록하 다. 기무라 센이치, 호리
노 마사오 등은 구성주의 사진의 특징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계에 한 관심,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거부하고 합리적이며 첨단의 ‘새로운 시
각’을 견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식민지 시기에 추상 작업을 활발히 이어 나가던 유 국에게 사진
은 단순히 새로운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열망하던 
유 국의 관심과 예술적 자유를 억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의 일종
의 저항 정신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유 국의 사진은 자신의 작업을 
끊임없이 혁신의 과정으로 보고 변화와 새로움울 추가했던 청년 유

국의 태도를 반 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형식상의 새로움만을 추
구했다기 보다, 표현의 관점에서도 가장 진보적으로 인식되었던 사
진을 선택했고 신흥 사진의 유형들을 학습했다. 

“우리는 현실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인간 혼의 절 적
이자 자주적인 표현을 택함으로써 추상 미술에 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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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기에서 울려오는 소리는 마침내 인간 혼의 허
망한 메아리로 변했다. 이제 다시 우리는 현실에로 새로운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현실에의 복귀’는 결코 지난 날에 
있었던 현실에의 예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의 재발견을 의미한다. 또 거기에는 현실의 재평가 내
지는 새로운 가치 부여의 행위가 따른다.”52) 

  평론가 이일의 주장처럼 유 국은 식민지 사회 속에서 예술이 정
치제도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되기를 
열망했고, 추상성을 견지해 나가면서 새롭게 사진 기술을 수용했다. 
그가 끈질기게 구성주의 조형 언어에 몰두했던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조형 질서를 구축하려는 유 국의 주관이 반
되어 있다. 물론 유 국의 사진이 어떠한 예술적인 가치를 획득했는
지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사진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우회의 관점이나 일시적인 
시도에 국한되어 읽히는 것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유 국의 남산 사진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제국주의 
일본과 식민지 한국의 립 속에서, 유 국은 ‘자연 추상’으로 자신
의 추상세계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더니즘의 특징을 포착하여 
작품에 적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 국이 사진을 통해 보여
주었던 일련의 시도들은 그의 전체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52) 이일,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상)』(미진사, 2013), p. 311.



- 62 -

될 것이며, 모더니스트의 면모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하다. 이로써 근  한일 양국의 어떠한 미술사도 제국과 식민의 관
계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다층적
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 국의 사진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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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그림 1] 코니시사진전문학교
(小西写真専門学校)의 전경과 
수업 모습

[그림 4] 『포토 타임즈(フォトタイムス)』 표지, 
1933년 3월호 / 1939년 7월호.[그림 3] 『아사히 카메

라』 표지, 1930년 3월호.

[그림 2] 유 국의 오리엔탈사진
학교 졸업증서, 1940.7.6, 유 국
미술문화재단.



[그림 5] 히라이 데루
시치(平井輝七),  <달
의 몽상(月の夢想)>, 
젤라틴 실버 프린트,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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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이큐(瑛
九), <수면의 이유(眠
りの理由)>, 1936.

[그림 7] 고이시 세이
(小石淸), <절반의 세
계(半世紀)>, 1940, 
젤라틴 실버 프린트, 
44.6 x 34.3cm, 오사
카, 국립 국제 미술관.

[그림 10] 유 국, <사진 
No.3>, 1941, 엽서본, 유 국
미술문화재단.

[그림 11] 작가미상, <제
목미상(백합)>,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미술문
화재단.

[그림 9] 현일 , <포토그램 
1>(좌), <포토그램 2>(우)

[그림 8] 조우식, <포토그램>, 
193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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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 국, <작품 B>, 1937, 엽
서본, 유 국미술문화재단.

[그림 13]  하세가와 사부로, <만주·북지·몽강(滿洲·北支·蒙疆)>, 1939.

[그림 14] 유 국과 학우 박우요, 경
주 불국사에서, 1933년 5월, 유 국미
술문화재단.

[그림 15] 석굴암 단체 사진, 
1933년 5월, 유 국미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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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세가와 사부로, <향
토지(鄕土誌)> 시리즈 中, 1939.

[그림 17] 하세가와 
사부로, <실내> 시리
즈 中, 1940.

[그림 18] 호리노 마사오, 「카메라 · 눈 × 철 구성(カメ
ラ・眼×鉄・構成)」, 1930.

[그림 19] 유 국, 
<남산 칠불암>, 
1 9 3 0 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
트, 유 국미술문화
재단.

[그림 20] 유
국, <남산 신선
암>, 1930년  
말 ~ 1 9 4 0 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
미술문화재단.

[그림 21] 유 국, <남산 배리 
삼체석불>,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미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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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 국, <석굴암 
나한상>, 1930년  말~1940
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미술문화재단.

[그림 23] 유 국, 
<남산 용장사지 삼
층석탑>,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
트, 유 국미술문화
재단.

[그림 24] 알렉산더 로드첸코
(Alexander Rodchenko), 
<Shukhov Tower>, 1929, 젤
라틴 실버 프린트, 5 13/16x8 
7/8inch.

[그림 25] 유 국, <불국사 
웅전>,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미술문화재단. [그림 26] 만 레이(Man 

Ray), <Solarised 
Portrait of Lee 
Miller>, 1929, 런던, 
The Penrose 
Collection.

[그림 27] 작가미상, 
<제목미상(인물)>,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미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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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유 국, <남
산 삼릉계 여래좌상>,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
트, 유 국미술문화재
단. 

[그림 29] 유 국, 
<장항리 석조 여래 
입상>,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미술문화재단. 

[그림 30]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郞), 
<향토지(鄕土誌)> 
시리즈 中 
<화강암(岩)>, 1939.

[그림 31] 유 국, <남
산 탑곡 마애불 서면>,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
린트, 유 국미술문화재
단. 

[그림 32] 라즐로 
모홀리 나기(László 
Moholy-Nagy), <At 
Coffee Work>, 연도 
미상, 젤라틴 실버 
프린트, 11.1 x 
81.8inch.

[그림 33] 라즐로 모홀리 
나기, <Climbing the 
Mast>, 1928, 젤라틴 
실버 프린트, 35.4 x 
28cm, Several members 
of The Chairman's 
Council Gift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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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유 국, <남산 탑곡 남
면 마애삼존불좌상>,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
린트, 유 국미술문화재단 

[그림 35] 유 국, 
<남산 삼릉계 
본존>, 1930년  
말~1940년  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 국미술문화재단.

[그림 36] 츠카모토 
시젠(塚本自然), 
<제목미상(유 국)>, 
1930년  말~1940년  초.

[그림 37] 나루토시 
후루가와(古川成俊), 
<Montage>, 1931.

[그림 38] 나르토시 
후루가와(古川成俊), 
<Photo-Montage>, 1931.

[그림 39] 남산 탑곡 마애불상 
동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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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가 작품명 촬 시기 소장처
1 유 국 남산 칠불암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 유 국 남산 칠불암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3 유 국 남산 신선암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4 유 국
남산 탑곡 

남면 
마애삼존불좌

상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5 유 국 남산 탑곡 
서면 마애불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6 유 국

<사진 No.3>
미술창작가협
회 6회전 출품

(남산 탑곡 
동면 

마애불상)

1942
유 국
미술문
화재단

7 유 국 남산 삼릉계 
여래좌상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8 유 국 남산 삼릉계 
본존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표 2] 유 국 사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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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 국 남산 용장사지 
삼층석탑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0 유 국 남산 용장사지 
삼층석탑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1 유 국 남산 배리 
삼체석불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2 유 국 토함산 
마애여래좌상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3 유 국 경주박물관 
귀부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4 유 국 경주박물관 
사초석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5 유 국 장항리 
석조여래입상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6 유 국 분황사탑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7 유 국 분황사탑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8 유 국 경주 오릉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19 유 국 불국사 웅전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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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 국 불국사 범 루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1 유 국 불국사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2 유 국 불국사 자하문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3 유 국 석굴암 천정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4 유 국 석굴암 나한상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5 츠카모
토 시젠 유 국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6 작가미
상 인물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7 작가미
상 장가구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8 작가미
상 백합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29 작가미
상 미상

1930년  
말~1940
년  초

유 국
미술문
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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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Yoo Youngkuk’s 
photographs of

Mt.Namsan, Gyeongju
Kwon, Seo Hyun
A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Yoo 
Youngkuk’s photographs of Mt.Namsan, Gyeongju, and examines 
the meaning of abstraction in his artistic career. The research 
is based on curriculums of Japanes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photography such as Oriental Photographer's School where Yoo 
Youngkuk learned photography, and photography theories of 
Korea disseminated with Shin Nakgyun as a central figure to 
examine about the practical photography education of Japan at 
the time.
  Yoo Youngkuk’s photographs are directly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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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t-garde photography movement’ of Japan in 1930s. In this 
period, even Bunka Gakuin University, the most liberal school 
in Japan at the time, was under repression of Imperialism. So 
the artists needed to find a new way to practice art between 
the reality and freedom. On the other side, in the field of 
photography, 20 more photography schools were established due 
to the development of graphic journalism and amateur 
photographers. The photography education was in high demand. 
Popular photography magazines were newly issued. The 
magazines such as 'Photo Times', published by Oriental Photo 
Industrial Co., Ltd., had 'Modern Photo Section' which introduced 
new photography movements of Germany and Russia. These 
attempts influenced the avant-garde photography movement, 
which led the artists to present photography critics, photogram, 
and photo-montages. The boundary between artists and 
photographers was blurred. These practices of artists around 
Yoo Youngkuk encourage him to be pay more attention to 
photography.
  Although the period was changing rapidly both historically and 
politically, Yoo Youngkuk continued on abstraction. Yoo 
Youngkuk drew abstract elements from photography. Yoo 
Youngkuk’s photographs were often considered as a transient 
attempt, however, his photographs need to be discussed with 
new perspective and reviewed in various angles with soc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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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oint of view. This paper not only explores Yoo 
Youngkuk’s photographs with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but 
also sees them as the artist’s inevitable manifestation of 
modernism art at the time. So this paper sees Yoo Youngkuk’s 
photographs as a fundamental part of his 60-year-long artistic 
career.

Key Words : Yoo Youngkuk, Photographs of Mt.Namsan 
Gyeongju, Photography Education, Oriental Photographer's 
School, Avant-garde photography, Photo Times, Photo 
magazines
Student Number : 2014-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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