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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미술’(美術)이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닌 메이지시대 서양으로부터 이식
된 개념이며, 미술 생산과 감상에서부터 미술학교와 미술관 등의 기관과 심
지어 미술사라는 역사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이식된 개념을 근거로 제
도화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일본근대미술사에서 상식이 되었다. ‘미술’
이 역사적으로 구축된 제도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것은 1989년 출판된 기타자와 노리아키(北澤憲昭, 1951~)의 『눈의 신전:
‘미술’ 수용사 노트』(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美術出版社)였다. 기타자와 본

인의 말을 빌려 주장의 핵심을 전하면, “제도로서의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
이라는 번역 개념에 의거하여 재래의 회화나 조각 등의 제작기술이 통합되
고, 또한 미술의 존재 방식이 박람회, 박물관, 학교 등을 통해 체계화·규범
화·일반화되는 것으로, 미술과 비미술의 경계가 설정되며 이러한 규범의
적응 여하가 제작물의 평가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러한 규범이 공인되고 자
발적으로 준수, 반복, 전승되고 기원이 망각되어 결국은 규범의 내면화가
일어나는 사태를 가리킨다.”1 실제로 메이지시대 이전까지 일본에 현재의
‘미술’에 해당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회화, 조각, 공예와 같은 장르
의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미술’이라는 개념어는 1873년 빈 만국박람
회 참가 시 출품 분류 명칭의 번역어로서 메이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조
어다. 조어 당시 역관의 착오로 ‘미술’에 음악, 회화, 조각, 시학을 총칭한다
는 주석을 달아 혼동을 낳았지만, 곧 정비의 시간을 거쳐 ‘미술’은 시각예술
에 한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술’은 관습화되어 머지않아 소여
(所與)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탈역사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미술’의 근대적 기원을 적시한 기타자와
의 연구는 1980년대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 등의 탈근대이론이 유행한 일
본 지성계의 동향과 연동한다. 기타자와 스스로 그의 연구가 가라타니 고진


,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美術出版社, 1989, 107쪽.
1 北澤憲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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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日本近代文学の起源, 講談社, 1980)에서 영향을 받았
다고 밝혔다.2 망각된 ‘미술’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에 착수한 기타자와는
주어진 것 혹은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미술’이 실은 서양 근대의 산물
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식되었음을 밝혔고, ‘미술’
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서양의 문화적 맥락에서 구축된 하나의 제도라면 그
것을 보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서양중심주의적 발상이라 지적
했다.3
기타자와의 『눈의 신전』 이후 형식주의 분석에 기초한 ‘작품론’과 ‘작가
론’이 주류를 이루던 일본근대미술사 연구에 ‘제도론’이라는 새로운 방법론
이 도입되어 제도로서의 ‘미술’ 자체를 역사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100년에 걸쳐 내면화된 제도인 ‘미술’을 상
대화, 탈보편화하는 작업은 여전히 쉽고 간단하지 않다. 한 번의 폭로로 완
성될 수 없는 작업이며 일본근대미술사 연구 현장 곳곳에서 꾸준하고, 지루
하고, 집요하게 지속되어야 할 작업이다. ‘미술’을 탈자연화하는데 100년은
아니더라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미술’ 밖에서 미술을 상상하기 위
한 의식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기타자와 노리아키는 1995년 한국의 『미술사논단』이라는 학술지에 발

표한 논문 「‘美術’ 개념의 형성과 리얼리즘의 転位: 메이지・다이쇼期의 ‘미
술’ 인식에 대하여」를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오역에서 출발한 일본의 ‘미술’은 제작상에서도 표현사상으로서도 여러가지 오
역으로 가득 차 있다 … 그러나 설령 오역이었다 하더라도 또는 편파라 하더라
도 그것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근대 일본의 ‘미술’이라는 사실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바로 이 점에서 그 역사는 탐구되고 해명되어야 할 가치를 잃지


, 「定本の刊行にあたって」,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ブリュッケ, 2010, 351쪽.
2 北澤憲昭

,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242쪽.
3 北澤憲昭
4 기타자와의 연구를 일본근대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제도론’의 효시로 평가한 것은
足立元, 「螺旋のアヴァンギャルド: 「『美術』受容史」の受容史」,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2010, 361~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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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또한 오해, 편파라는 판단이 서양미술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는 확집
에 있어서 그러한 탐구는 조형의 미래에 얼마간의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다. 그
러나 이러한 탐구가 풍성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근대미술사에 대한 외부
로부터의 비판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에 있는 사람밖에 알 수 없는 것
은 내부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사정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소론이 일
본 근대미술을 향한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유발하게 된다면 필자로서는 더할 나
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5

이 글은 기타자와가 기다리는 일본근대미술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비
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외부로부터의 시선은 단지 일본인 연구자가 아니라
는 저자의 위치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양 근대의 ‘미술’ 인
식을 보편으로 하는 체제 밖에서 미술을 사고하려 노력할 때 외부로부터의
검토가 가능하다. 지난 30년간 기타자와의 ‘제도론’에 영감을 받은 일본 안
밖의 미술사학자들이 외부의 시선에서 일본 근대미술을 검토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서양중심주의적 판단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구역이 존
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중 하나를 검토하고자 하며 구체적 대상은 메이지미
술회이다.
메이지미술회는 메이지 정부의 구화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1880년대 국
수주의가 대두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양화배척의 움직임에 대
항하여 1889년 양풍미술가들이 대동단결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결성을 주
도한 인물은 메이지 정부가 서양미술 교육을 위해 1876년 설립한 공부미술
학교(工部美術学校) 출신의 화가들이었다. 이들은 메이지 초기 정부가 추진한
중요한 미술 정책의 성과이자 결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십여 년 사
이 정부 주도의 여러 미술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메이지미술회의 회원들은
과거의 가치와 질서에 집착, 새로운 흐름을 무시하거나 그 흐름에 저항해서


노리아키, 「‘美術’ 개념의 형성과 리얼리즘의 転位: 메이지・다이쇼期의 ‘미술’ 인식에 대하
5 기타자와
여」, 『미술사논단』 2, 1995. 12,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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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자신들을
맞추었음에도 주변화되었다. 그리고 메이지미술회는 2003년 열린 『또 하나

의 메이지미술: 메이지미술회에서 태평양화회로』(もうひとつの明治美術: 明治美
術会から太平洋画会へ)라는 전시 제목이 역설적으로 말하듯 오랜 시간 ‘메이지

미술’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다.
메이지미술회는 어떠한 ‘오역’을 했기에 그 강력한 이름이 무색하도록
일본근대미술사에서 주변화되었던 것인가? 이 글에서는 메이지미술회 회
원들이 겪었던 메이지 정부 미술정책의 극적인 변화와 그에 대한 미술가들
의 반응과 대처를 살펴본다. ‘외부의 시선’으로 메이지미술회 미술가들이
당시 처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무엇을 하고자 애썼는가를 해명하고 왜 그들
의 노력은 근대미술사에서 저평가되었는가 탐구하겠다.

2. 메이지미술회의 탄생 경위
일본 최초의 ‘미술’학교이자 서양미술교육전문기관인 공부미술학교는 1876
년 메이지 정부의 철도・광산・제철・토목・조선・통신 등 공업 관련 정책을
총관하던 공부성(工部省)의 공학료(工学寮) 안에 설치되었다. 『공부미술학교

제규칙』(工部美術学校諸規則) 모두에 실린 「학교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공
부미술학교의 설립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미술학교는 구주 근세의 기술을 우리 일본국 구래의 직풍(職風)에 이식해 백
공의 보조(百工ノ補助)로 삼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미술의 중요한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
하는 것을 가르쳐 점차 우리나라 미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진사(真写)의
방법을 강구하여 구주의 우수한 미술학교와 동등한 지위에 달하게 한다6

6 「工部美術学校諸規則」은 青木茂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7 美術』, 岩波書店, 1989, 429~430쪽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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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공부미술학교 교육을 통해 서양미술에서 이식해 일본미술
에 보완해야 하는 것은 ‘진사’(真写)의 기술이었다.7 서양미술의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이자 일본미술이 부족한 부분을 외부 세계와 대상의 사실적이고 객
관적인 묘사라 판단한 것이다. 음영법과 원근법을 구사하여 과연 어떻게 이
차원의 평면에 입체적인 볼륨과 공간을 실감 나게 재현할 수 있을지가 양
화 교육의 최대 관심이자 과제였다. 정부는 서양으로부터 배워와야 할 근대
‘기술’의 하나로 미술에 접근했고, 공부미술학교 교육을 통해 그 학생을 신
기술을 터득한 ‘기술자’로 양성하고자 했다.
메이지 정부는 공부미술학교의 교수로 이탈리아에서 화가 안토니오 폰
타네지(Antonio Fontanesi, 1818~1882), 조각가 빈센조 라구자(Vincenzo Ragusa,
1841~1927),

건축가 지오반니 빈센조 카페레티(Giovanni Vincenzo Cappeletti,

1843~1887)를

초빙했다.8 정부가 설립한 학교에서 서양인 미술가들에게 직

접 서양미술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이미 사설 화숙에서 서양화법을 학습
하고 심지어 도화 교사로 취직까지 했던 이들이 공부미술학교에 입학했다.9
실물의 유화는 보기조차 어렵던 시절 양서에 실린 삽화를 통해 암중모색해
얻은 서양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물감, 붓, 캔버스 등 구하기 어려운 유
화 재료의 대용품을 찾거나 스스로 제작해 양화를 시도하던 그들에게 공부
미술학교 교육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폰타네지는 일본에 유럽의 미술 아카

수록.

진사를 뒤집은 ‘사진’(写真)이란 단어는 모두 메이지 초기까지 서양화의 박진성을 가리키는
7 ‘진사’와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중 후자인 ‘사진’은 ‘photography’의 번역어로 정착했다. 막말~메이지
초기 ‘진사’와 ‘사진’의 용법에 대해서는 佐藤道信, 『明治国家と近代美術: 美の政治学』, 吉川弘文館,
1999, 223~225쪽 참조.
8 이탈리아인 미술교사들은 월급 277엔 75전에 3년 계약을 맺었다. 村田哲朗, 「欧化政策のなかの洋風
美術」, 日本洋画商協同組合 編, 『日本洋画商史』, 美術出版社, 1985, 69쪽.
9 가와카미 도가이(川上冬崖, 1828~1881)가 1869년 문을 연 개인 화숙 조코도쿠가칸(聽香読画館) 출
신으로 고야마 쇼타로(小山正太郎, 1857~1916), 마쓰오카 히사시(松岡寿, 1862~1944), 인도 마타테
(印藤真楯, 1861~1914), 다카하시 유이치(高橋由一, 1826~1894)의 화숙 덴가이샤(天絵社, 1873개
설) 출신으로 다카하시 겐키치(高橋源吉, 1860~1913), 메이지 최초로 서양에서 미술을 공부를 하고
1974년 귀국한 구니사와 신쿠로(国沢新九郎, 1848~1877)의 화숙 쇼기도(彰技堂) 출신으로 아사이
주(浅井忠, 1956~1907), 고세다 호류(五姓田芳柳, 1827~1892)의 고세다주쿠(五姓田塾) 출신으로 고
세다 요시마쓰(五姓田義松, 1855~1915), 야마모토 호스이(山本芳翠, 1850~1906)가 공부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고야마 쇼타로와 고세다 요시마쓰는 가와카미의 추천으로 1874년 육군사관학교 도화 교수
로 취직했으나 공부미술학교 입학을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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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에 준하는 미술학교를 설치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석고상, 명화 사진,
석판복제화, 해부도, 데생, 판화 밑그림과 동판화, 도서 등 교재로 사용할 자
료와 유화・수채화 안료, 콘테, 목탄, 캔버스, 그림 종이 등의 재료를 갖고 내
일했다.10 공부미술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유럽 아카데미식 교육
을 따랐다. 학과를 둘로 나누어 폰타네지가 화학(画学)을 담당, 원근화법, 풍
경유화, 인물유화 등을 가르쳤고, 라구자가 조각학을 담당하여 석고로 각종
물형을 모사하는 기술을 가르쳤다.11
공부미술학교 학생들은 곧 두각을 나타냈다. 개교 다음 해인 1877년

8월에 열린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内国勧業博覧会)에 공부미술학교 학생 고
세다 요시마쓰, 야마모토 호스이, 마쓰오카 히사시 등이 유화로 풍경화와
인물화를 출품해 수상했다.12 내국권업박람회는 식산흥업을 위해 오쿠보

도시미쓰(大久保利通, 1830~1878)가 이끄는 내무성의 주도로 전년 일본이 참
가했던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를 모델로 개최되었다. 우에노 공원에 마련
된 박람회장의 중앙에 미술관이 위치했으며 회장 내 유일한 벽돌 건물이었
던 미술관을 중심으로 광업・치금술, 제조물, 기계, 농업, 원예를 전시하는
가건물이 배치되었다. 박람회장 내에서 미술관이 점한 공간적 위치는 곧
국가 산업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회기 중
천황이 직접 미술관을 찾아 관람했고 이는 참여한 미술가들에게 자신의 미
술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관이 인정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4년 후인 1881년 개최된 제2회 내국권업박람회 역시 공부미술학교
출신 미술가들이 다수 작품을 출품하고 출품 수에서 유화가 전통화를 상회
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와 공부미술학교에서 사용한 석고상 등은 현재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
10 페놀로사가
과 도화실에 소장되어 있다.
11 카페레티는 가옥장식술 및 건축장식을 가르치는 교사로 추천되어 내일했으나 이를 교육하는 학과가
별도로 개설되지는 않았던 관계로 예과(豫科)에서 기하학・투시도법・장식화법 등 기초교육을 담당
했던 것으로 보인다.
12 고세다 요시마쓰는 <아베카와후지도>(阿部川富士図)로 양화부문 최고상인 봉문상(鳳紋賞)을, 야마
모토 호스이는 <고토노나이시쓰쿠요미도>(匂当内侍月詠図)로 화문상(花紋章)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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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세다 요시마쓰, <孝明天皇御肖像>, 1878, 종이에 수채, 103.4×67.5cm, 궁내성 소장(왼쪽)
<그림 2> 고세다 요시마쓰, <明治十一年北陸東海御巡行図>, 1878, 합판에 유채, 31.6×45cm, 궁내성 소장(오른쪽)

한편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에서 양화 부문 최고상을 받은 고세다 요시
마쓰는 다음 해인 1878년 궁내성의 의뢰로 고메이 천황(孝明天皇, 1831~1866)

의 초상을 제작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에는 메이지 천황의 최대 순행(巡
幸)이었던

호쿠리쿠・도카이도순행(北陸東海巡行)에 동행하여 41점의 풍경화

를 제작했다(<그림 1>, <그림 2>). 천황제의 확립을 위해 메이지 정부가 해결해
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막부시대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천황을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천황의 시각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순행과 초
상을 통해 천황 자신을 민중의 시선 앞에 드러내었고, 천람(天覽)이라는 천
황의 시찰을 통해 민중과 국토가 천황의 시선 앞에 놓였다.13 고세다는 바


천황’과 ‘보는 천황’을 통한 천황 권력의 생성에 대해서는 타키 코지, 박삼헌 옮김, 『천황의
13 ‘보이는
초상』, 소명출판, 2007;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옮김,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003 참조. 순행에 동행한 사진가들의 천람 기록에 대해서는 Gyewon Kim, “Tracing the
Emperor: Photography, Famous Places, and the Imperial Progresses in Prewar Japan”, Representations
120, Fall 2012, pp.115~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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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두 방향의 천황의 시각화에 모두 참여했다. 비록 메이지 천황의 초상
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고메이 천황의 초상을 제작해 오랜 시간 비가시
적 존재였던 천황과 황실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냈다.14 고
세다가 1878년 순행에 동행하여 제작한 41점의 그림 중 주위 풍경을 조망
하는 메이지 천황의 모습을 담은 한 점을 제외한 40점의 그림은 천람의 기
록으로 순행 중 천황이 본 풍경을 담았다. 심지어 천황이 직접 가지 못한 순
행지 근처의 명소나 사적을 고세다가 대신 방문해 그려왔다는 사실은 고세
다의 그리는 행위가 천황의 응시를 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분
명히 한다. 고세다의 원근법에 기초한 사실적인 풍경은 천황의 시선이 닿은
민중과 국토를 질서정연하게 객체화하였다. 과거의 산수화나 니시키에(錦
絵)

명소화로는 불가능한 질서화였다. 메이지 초 새로운 권력의 공간을 만

들어야만 하는 시대에 사실적 양화가 유용한 “치술의 도구”로 기능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의 양화 장려는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정부
의 구화주의 정책에 대한 경계와 반성으로 미술의 국수보존・전통회귀 풍
조가 대두했다. 미술계의 국수주의를 선도한 이는 1878년 도쿄대학 법학
부 교수로 초빙되어 일본에 온 미국인 어네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
1853~1908)15였다.

메이지 정부가 문명개화를 목표로 구화주의 실천을 위해

초빙한 외국인(お雇い外国人)이 전통미술의 보호를 촉구하고 회화의 국수주
의적 개량운동을 이끈 이데올로그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메
이지유신 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통미술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페놀로사는 1881년부터 일본 전통미술의 가치를 알리는 연

속 강연을 했다. 그러던 중 페놀로사가 1882년 고고이금(考古利今)을 목적으

로 전통미술을 지원하는 관료들의 모임 용지회(龍池会)에 초청받아 한 강연
<미술진설>(美術真説)이 미술계의 국수주의를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14 고세다는
1879년에는 메이지 천황의 황후인 쇼켄황태후(昭憲皇太后, 1849~1914)의 초상을 역시 궁
내성의 의뢰로 제작했다. 같은 해 다카하시 유이치는 원로원의 의뢰로 이탈리아인 화가가 그린 메이
지 천황의 초상을 기초로 천황의 초상을 제작했다.
15 페놀로사는 하버드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신학부대학원에 진학했다 중퇴했으며 도쿄대
학에서는 철학, 경제학, 윤리학을 담당해 스펜서 진화론, 독일 관념론 등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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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용지회는 1873년 열렸던 빈 만국박람회 참가를 통해 서구에서의 일
본 전통공예의 인기를 확인하고, 해외 수출품으로서 가능성을 보인 전통미
술을 적극적으로 보호・부흥하기 위해 메이지 관료들이 모여 1879년 조직

한 단체로 1880년부터는 고미술품 감상 모임인 관고미술회(觀古美術会)도 개

최해 오고 있었다.
<미술진설>에서 페놀로사는 미술의 본질은 ‘묘상(妙想) idea’의 표현에
있으며 자연 실물 모사에 치중하는 것은 ‘진정한 미술’로부터의 퇴보를 의
미하는 것으로 일본화는 무엇보다도 ‘묘상’을 잘 담아내고 있음에 비해, 양
화는 대부분 ‘묘상’을 결여한다는 것을 근거로 양화에 대한 일본 전통회화
의 우위를 역설했다. 구키 류이치(九鬼隆一, 1852~1931)를 포함 식산흥업 정
책 관련 관료들을 대상으로 했던 페놀로사의 용지회 강연은 곧 제도를 통
해 효과를 냈다. 1882년 농상무성이 주최한 제1회 내국회화공진회(内国絵画
共進会)는
ク)라고

출품 대상을 규정한 규칙 제3조에 “서양화를 제외한다”(西洋画ヲ除

명기, 노골적으로 양화를 배제했다. 1884년 개최된 제2회 내국회화

공진회 역시 규칙 제4조에 “양법의 화를 제외한다”(洋法ノ画ヲ除ク)라 규정하

고 양화 출품을 거절했다. 양화가들의 출품이 거부된 내국회화공진회는 유
신 이후 구화주의 분위기 속에서 존립 기반을 잃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에 처했던 가노파(狩野派) 등의 전통화파 화가들의 주 발표 무대가 되었다.
양화가 두 차례의 관제미술전람회에서 배제되는 사이 1883년 공부미술

학교가 폐교되었다. 1877년 일어난 세이난(西南) 전쟁으로 재정 위기에 처
한 메이지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직수입하던 정
책을 축소하는 상황과 미술계의 국수주의 발흥이 겹치면서 결국 공부미술
학교 폐교가 결정되었다.16 공부미술학교의 폐교로 소위 말하는 “양화 수난

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통교육에서도 전통미술이 서양미술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872년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근대 교육제도를


개교하던 1876년 당시 231명에 달하던 공부성 소속 외국인 수가 공부미술학교가 폐
16 공부미술학교가
교하던 1883년에는 38명으로 감소했다. 村田哲朗, 「欧化政策のなかの洋風美術」,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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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학제를 반포하고, 그에 따라 보통교육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서양
미술의 기초인 연필화를 소학교・중학교 도화교육에 채택했다. 그러나 미술
계에 국수주의 바람이 불면서 1884년 보통교육에 연필화 대신 모필화 교육
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했다. 모필화 교육의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
는 페놀로사와 그의 도쿄대학 제자 오카쿠라 가쿠조(岡倉覚三, 1862~1913)였
다. 이들에 맞서 연필화 교육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대표는 공부미술학교
출신의 양화가 고야마 쇼타로가 맡았다. 당초 보통교육 안에 도화교육을 포
함한 이유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훈련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정확하
고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는 능력을 키운다는 데 있었음을 고려하면 모필화
보다는 연필화가 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필화・연필화 논쟁”의 승리는 모필화 측에 돌아갔다. 결국 페놀로사와 오
카쿠라는 보통교육 도화교과에 모필화 도입을 관철함으로써 실용주의에 목
표를 두었던 보통교육 내 미술교육 목표 자체에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17
페놀로사와 오카쿠라의 전통미술 진흥 노력은 보통교육뿐 아니라 전문미
술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부미술학교가 폐교한 바로 다음 해인 1884년
부터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미술학교 개교 준비를 시작하고, 그해 7월 문부

성에 도화교육조사회(図画教育調査会)를 설치, 페놀로사와 오카쿠라를 위원
으로 임명했다. 1886~1887년 페놀로사와 오카쿠라는 문부성 도화취조계위
원(図画取調掛委員)으로 서구의 미술교육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구미 출장을
다녀왔다. 미술학교 조직관리 및 학과와 교수법 전반에 관한 그들의 보고에
기반해 1887년 10월 칙령에 의거 문부성 산하에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学校)
가 설립되었다. 도쿄미술학교는 문인화를 제외한 전통화 중심의 회화과, 목
조를 중심으로 한 조각과, 칠기와 금속을 근간으로 미술공예과를 설치하였
으나 서양미술을 교육하는 학과는 설치하지 않았다. 1889년 2월 1일 일본

・연필화 논쟁”의 결과가 초래한 보통학교 미술교육 목표의 방향 전환에 관해서는 山形寛,

17 “모필화
『日本美術教育史』, 黎明書房, 1967, 87쪽. 김향미, 「일본 근대기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보혁논쟁에 관
한 연구: 오카쿠라 가쿠조와 고야마 쇼타로의 모필화・연필화 논쟁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7,
2015. 12, 3~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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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미술 계열로만 학제를 구성한 도쿄미술학교가 개교하고 수업을 시작
했다. 예상대로 양풍미술가는 교원에서 배제되었으며 페놀로사가 전통회화
개량을 위해 1884년 설립하고, 오카쿠라와 구키가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감화회(鑑画会) 관련 전통화파 화가들이 교수로 여럿 채용되었다.

양풍미술가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1887년경부터 야마모토 호

스이, 마쓰오카 히사시, 나가누마 모리요시(長沼守敬, 1857~1942), 고세다 요시
마쓰 등 유럽 현지에서 서양미술을 배운 미술가들이 속속 유학을 마치고 귀
국했다. 그중에는 프랑스 살롱에서 입선한 화가도 있었다.18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서양미술 교육이 도쿄미술학교 커리큘럼에서 배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안을 느낀 양풍미술가들이 1889년 2월 양풍미술가 단체 결성을 결

정했다. 마쓰오카 히사시, 고야마 쇼타로, 아사이 주, 마쓰이 노보루(松井昇,
1854~1933),

다카하시 겐기치, 나가누마 모리요시, 혼다 긴키치로(本多錦吉郎,

1851~1921)가

작성한 취의서를 전국 양화가들에게 발송하고, 1889년 4월 양

풍미술가친목회를 열어 ‘메이지미술회설립취의서’를 발표하고, 만장일치를
얻어 메이지미술회를 발족했다.
“메이지미술회”라는 단체명은 미술계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국수주의에
밀려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고 판단한 양풍미술가들이 느꼈던 위
기의식을 잘 드러낸다. 이전의 양화 사숙이나 미술 단체들이 사용한 조코도
쿠가칸(聽香読画館), 덴가이샤(天絵社), 쇼기도(彰技堂), 주이치카이(十一会), 후
도샤(不同舍) 등의 이름과 비교해서 “메이지미술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정치

적이다. 메이지시대 당대에 “메이지”라는 칭호를 사용한 예가 흔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양풍미술가들은 의식적으로 “메이지”를 자신들의 정체성
을 표시하는 자리에 사용했다. “메이지미술회”라는 이름은 관이 주도해 온
미술 정책의 중심에 위치하다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자신들의 활동을 다
시금 공적(公的)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양풍미술가들의 의지를 반영한다.


프랑스 유학을 시작한 고세다 요시마쓰는 1881년 일본인 최초로 살롱(Société des Artistes
18 1880년
Français)에 입선했다. 1889년 귀국 후에는 메이지미술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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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미술회는 설립취의서에서 메이지시대의 사회와 사상이 과거의 그것
과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하며 새 시대를 맞아 정치, 병제, 공업, 문학 등 백
반의 사업이 모두 경쟁적으로 구미제국을 따르니 미술만 세상을 등지고 구
법을 고수할 수 없는 바, 자신들은 금일의 사회와 사상에 적합한 미술을 진
흥하여 국가에 이바지하겠다 천명했다.19 “메이지”는 메이지유신으로 새로
운 시대에 들어선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풍미술가들은 자신들이 실천
하는 미술을 서양미술로 칭하기 보다 ‘새로운 일본’의 미술이라는 점을 강
조해 “메이지미술”로 정의했다.
메이지미술회는 미술 양식이나 미적 취향을 공유하기 위해 형성된 서양
의 흔한 미술가 단체들과 달리 미술계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조직
된 단체로 미술가 외에 제국대학 총장을 비롯해 관료와 실업가를 회장, 찬
조회원 등으로 영입했다.20 메이지미술회는 1889년 10월 제1회 전람회를
개최하고 이후 매월 정례회와 봄・가을 전람회를 개최했다. 1891년에는 메
이지미술학교를 개교하고 정부가 중지한 서양미술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메이지미술회는 미술계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행
동을 주로 보이콧의 형태로 펼쳤다. 1890년 당시 제국박물관 총장으로 제3
회 내국권업박람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구키 류이치가 국수보존을 역설하며
심사위원 중에 양화가를 포함시키지 않자 메이지미술회의 주요 회원들이
출품하지 않고 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에 박람회 당국은 뒤늦
게 메이지미술회의 하라다 나오지로(原田直次郎, 1863~1899), 고야마 쇼타로,
마쓰오카 히사시를 심사관으로 임명, 양화 출품작을 새로 심사하게 했다.21
1892년 다시 구키 류이치의 국수적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메이지미술
회 회원들은 그가 준비 총책을 맡고 있던 시카고 만국박람회(1893) 출품을

19 「明治美術会設立趣意書」는 外山卯三郎, 『日本洋画史』 第2巻, 日貿出版社, 1978, 3~4쪽에 재수록.
20 회장에 제국대학총장 와타나베 고키(渡辺洪基, 1848~1901), 간사에 하라 다카시(原敬, 1856~1921)
와 이와시타 세이슈(岩下清周, 1857~1928)를 두고 그 외에 양화를 옹호하는 다수의 유력 정치가와
실업가를 후원자로 영입했다.

, 『日本洋画史』, 26쪽; 青木茂, 「明治美術会の胎動」, 『日本洋画商史』, 152쪽.
21 外山卯三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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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다.22

3. 미술 인식의 ‘근대적’ 전환: 실용적 기술에서 심미적 예술로
서양미술 교육을 커리큘럼에서 제외한 도쿄미술학교의 개교는 페놀로사와
오카쿠라가 주도한 전통파의 미술계 장악, 구화주의에 대한 국수주의의 승
리로 흔히 서술된다. 그러나 전통미술의 서양미술 대체보다 도쿄미술학교
설립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그리고 이후 일본의 미술 생산과 실천에 중
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미술에 대한 인식이 실용적인 ‘기술’로부터 심미적
인 ‘예술’로 전환한 것이다.23 몇몇 선행연구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페
놀로사와 오카쿠라는 일본 전통미술의 진흥을 주창하며 실질적으로는 서양
의 미술관(美術觀)을 일본에 이식했다.24 1873년 빈 만국박람회 참가를 계기
로 서양에서 번역되어 들어온 ‘미술’이라는 개념과 제도가 서구적인 방식으
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도쿄미술학교에 와서였다. 페놀로사와 오카쿠라
가 비판한 것은 ‘사실주의적’ 양화이지 서양미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
며, 그들이 장려한 니혼가(日本画) 역시 재래의 일본 회화를 단순히 계승하
는 ‘전통주의’도 아니었다. 공부미술학교가 서양미술의 기법과 재료를 도입
했다면, 서양의 미술 관념과 체계는 오히려 도쿄미술학교가 수입했다 말할
수 있다.25 교육 내용은 서양화법을 제외하고 전통화법에 집중했지만, 회화


도신은 구키 류이치가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양화 출품을 불허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
22 사토
미술’이라는 제도」, 나리타 류이치 편, 『근대 지의 성립』, 소명출판, 2011, 92쪽. 그러나 사토의 주장
처럼 구키가 ‘일본’ 이미지 표상을 위해 양화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구키의 국수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던 메이지미술회 회원들이 그에 대한 항의의 형태로 출품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었다. 메이지미술
회가 시카고 만국박람회 출품 거부를 하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青木茂, 「万国博覧会の時代」,
『日本洋画商史』, 109~111쪽 참조.
23 김향미는 앞서 살펴본 “모필화・연필화 논쟁” 역시 국수주의 대 구화주의 대림으로만 그 의미를 해석
할 수 없으며, 페놀로사와 오카쿠라의 승리로 보통교육에 모필화가 채택되면서 미술교육의 목적이
실용주의에서 예술주의로 방향전환할 계기가 만들어졌음을 지적했다. 김향미, 「일본 근대기 미술교
육에 있어서의 보혁논쟁에 관한 연구」, 4쪽.

,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236쪽.
24 北澤憲昭
25 기타자와는 ‘국수’란 네이션으로서의 ‘일본’과 관련한 것으로 19세기 서양의 국가관념에 기초한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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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공예로 서양미술의 장르 구별에 따라 구분한 학과의 구성을 비롯해

학교의 제도와 조직은 서양의 미술학교를 따랐다.
또한 도쿄미술학교는 서양 미학・미술사 강의를 개설했다. 1889년 9월
에서 1890년 7월까지 페놀로사는 미학・미술사 수업에서 그리스・로마부
터 인상파까지의 미술사와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뗀느(Hippolyte
Taine, 1828~1893),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등의 학설에 자신의 비평을

덧붙인 미학 강의를 했다. 1890년 7월 페놀로사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는 오카쿠라가 이어서 서양미술사와 일본미술사를 함께 강의했다. 이전까
지 일본의 어떤 미술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진 적 없는 체계적인 서양미술
사 강의였다. 서양미술사와 미학 강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순수미술’을 정
점으로 하는 근대 서양미술의 가치 질서 체계를 흡수하고 이는 곧 일본미술
의 가치 정립에도 적용되었다.26 결국 도쿄미술학교는 서양미술을 단지 신
기술로 이식했던 공부미술학교의 차원을 넘어 일본의 미술생산체계 전체를
근대 서양미술의 논리에 따라 재구축하는 고도의 서구화주의를 실현했다.
오카쿠라가 미술교육행정의 중추로 활약한 문부성은 과거 공부성, 농상
무성과 달리 문화전략으로 미술에 접근했다. 서양의 미술 제도와 담론에 해
박한 오카쿠라는 미술이 야만국이 아닌 문명국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표
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산업발전의 기반 기술이나 수출품으로
서의 미술이 아닌 자기목적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서의 미술 진흥에 힘썼
다. 흥미롭게도 여러 선행연구가 지적했듯이 도쿄미술학교 개교(1889), 제국
박물관 개관(1890) 등을 통해 미술이 ‘fine art’로 제도화되는 시기와 대일본
제국헌법 발포(1889), 제국의회 개설(1890) 등을 통해 일본이 ‘nation state’로
근대국가체제를 완성하는 시기가 일치한다.27 19세기 서양의 근대적 관념

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며, 미술의 국수주의 운동의 산물 도쿄미술학교 역시 구화주의가 가져온 ‘미술’
이라는 근대적 개념 하에 설립되었음을 주장한다. 北澤憲昭, 『境界の美術史: 「美術」形成史ノート』,
フリュッケ, 2000, 292쪽.
26 단오 야스노리, 「일본의 서양미술사: 西洋化와 国粋主義」, 『미술사논단』 1, 1995. 6, 22~23쪽.
27 기타자와는 근대 일본국가의 제도적 골조의 큰 뼈대가 구축되는 시기에 ‘미술’ 역시 그 골조가 제도
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지적했다. 北澤憲昭,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94쪽. 국가체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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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미술’과 ‘국민국가’가 쌍생아처럼 일본에서 함께 태어난 것이다.
1889년 10월 오카쿠라는 미술잡지 『곳카』(国華)의 발간사에서 “대저 미술은
국가의 정화(国ノ精華)이다. 국민이 존경, 흠모, 애중, 기망하는 바의 생각과

관념을 하나로 모아 응결하여 형상을 이룬 것이다”라고 언명해 미술에 ‘국
가의 정화’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부과했다.28
식산흥업・부국강병의 도구였던 미술을 국민정신을 담은 예술, ‘국가의
정화’로 새롭게 확립하려는 노력은 국내 미술 정책에만 그치지 않았다. 앞
서 구키 류이치의 국수주의에 불만을 품은 메이지미술회 회원들이 출품을
보이코트한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는 일본미술이 처음으로 미술관(Fine
Art Pavillion)에 전시된 만국박람회이다. 이전까지 서구가 개최한 만국박람회

에 출품된 일본미술은 ‘공예품’으로 사랑받았지만, ‘미술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29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위계가 명확히 구분된 근대 서양의 미술
가치 체계와 질서가 만국박람회의 전시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오로지 유
럽과 미국의 미술만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왔다. 오카쿠라를 비롯한 일본 대
표들은 일본의 문명국가 진입을 상징하는 일본미술의 미술관 입장을 위해
주최 측을 집요하게 설득했고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성공했다. 일본의 미
술이 ‘미술 fine art’이 되는 자리에 메이지미술회 회원들이 빠졌다는 사실
은 역사적 우연이겠으나 상징적이다.
문부성을 주축으로 한 메이지 정부의 새로운 미술 정책의 궁극적 목
표가 서양미술 배척에 있지 않았음은 1893년 여름 구로다 세이키(黒田清
輝, 1866~1924)가

9년간의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분명해졌다.30

과 미술 제도화와의 관계를 노출한 기타자와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사토 도신은 『<日本美術>の誕
生: 近代日本の「ことば」と戦略)』(講談社, 1996)과 『明治国家と近代美術: 美の政治学)』(吉川弘文
館, 1999)에서 미술이 어떻게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동원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 「『国華』発刊ノ辞」, 『岡倉天心全集』 第3巻, 平凡社, 1979, 42쪽.
28 岡倉天心

이전에 참가한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의 미술공예품은 주로 산업관에 전시되었다.
29 1893년
30 사쓰마번 명문가 출신의 구로다 세이키는 1884년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을 떠났으나,
1886년부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인 라파엘 콜렝에게 사사, 1887년부터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미술
에 전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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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5월 구로다를 중심으로 도쿄미술학교에 양화과가 설치되었다.31
<미술진설>에서 페놀로사가 강조했던 ‘묘상’을 담은 미술을 오카쿠라는 사
의적(写意的) 미술로 이해하고 미술의 가장 높은 단계에 두었다. 19세기 후
반 아카데미풍 리얼리즘에 반발하며 프랑스 화단에 등장한 인상파의 세례
를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스승 라파엘 콜랭(Raphael Collin, 1805~1916)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고 귀국한 구로다를 오카쿠라는 사의적 미술을 실천할 수 있
는 화가라 판단했다.32 다시 말해 서양미술의 본질을 사실적 재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감정 표현에 두고 가르칠 수 있는 화가로 구로다를 인
정한 것이다.33 실제로 구로다는 화가 자신의 생각 혹은 대상에서 받은 감
흥 등 무형의 화제(画題)를 시각화하는 회화를 추구했다. 구로다는 귀국 후
양화가로서 자연히 메이지미술회에 가입했었으나 1896년 그 정치적 성격
이 불편했던 메이지미술회를 결국 탈퇴하고 자신을 따르는 젊은 화가들과
서양의 보헤미안적 미술가 단체를 닮은 백마회(白馬会)를 결성했다. 도쿄미
술학교와 백마회는 구로다가 추구하는 새로운 양화, 즉 닮게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생각을 표현하는 회화를 전개시키는 주 무대가 되었다.
1896년 도쿄미술학교에 양화과가 설치되면서 “양화 수난의 시대”는 공
식적으로 종료했다. 그러나 메이지미술회의 복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
다. 양화계는 공부미술학교・메이지미술회 계열의 구파(旧派)와 도쿄미술학
교・백마회 계열의 신파(新派)로 나뉘었다. 인상파의 영향으로 한층 밝아진

화면을 선보인 신파는 화풍 면에서 새로웠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미술과 미


함께 프랑스 유학을 한 구메 게이이치로(久米桂一郎, 1866~1934)가 서양화과 교수로, 구
31 구로다와
로다와 구메가 함께 설립한 화숙 덴신도조(天真道場)의 제자 후지시마 다케지(藤島武二, 1867~
1943)와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郎助, 1869~1939)가 조수로 채용되었다.
32 인상파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 재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품고 서양미술의 오랜 원칙인 원근법과
음영법을 과감히 무시한 화법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받은 느낌을 되살려 내는 것에 집중했으며 고유
색을 부정하고 순간순간의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구로다의 스승 콜렝은 아
카데미 화가로 대상의 형태를 명확하게 포착하는 고전적인 화법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화면에 인상
파의 밝은 외광 표현을 도입한 절충주의적 외광파 화가였다.
33 오카쿠라가 구로다를 ‘사의파’ 화가로 인정하고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 설치를 구로다와 논의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高階絵里加, 『異界の海: 芳翠・清輝・天心における西洋』, 三好企画, 2000,
222~2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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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구파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근대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졌다.34 결국 양화배척에 대한 반동으로 결성되었던 메이지미술회는
신파의 등장으로 양화배척이 사라지면서 그 동력을 상실하고 1901년 해산

했다. 해산 후 메이지미술회의 일부 화가들이 1902년 태평양화회(太平洋画
会)를

결성했으나 구로다 세이키가 그 개설부터 주도한 문부성미술전람회

(文部省美術展覧会)를 중심으로 재편된 미술계에 흡수되어 갔다.35

4. 실용주의적 미술 인식의 계보
도쿄미술학교를 시작으로 문부성미술전람회 등의 제도를 통해 기술과 미술
을 분리하는 근대 서구의 분류체계에 준거한 미술 규범이 보편화되면서 미
술을 실용기술로 이해한 공부미술학교・메이지미술회 계열 미술가들의 미
술에 대한 인식은 위화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 당시의
맥락에서 그들의 이해를 살펴보면 어떨까?
메이지 초기 양화는 18세기 후반 난학(蘭学)의 일부로 발달한 에도 후기
양풍화와 연속성을 갖고 등장했다. 실제로 메이지미술회 스스로 1889년 가
을 우에노 공원 시노바즈노이케(不忍池)의 마견소(馬見所)에서 열린 제1회 메

이지미술회전람회에 시바 고칸(司馬江漢, 1747~1818)과 아오도 덴젠(亜欧堂田

善, 1748~1822)의

작품을 참고품으로 진열함으로써 자신들이 에도 후기 양풍

화가들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36 따라서 메이지미술회의 미술 인식은


아카데미 화풍의 갈색을 기조로 하는 색채를 주로 사용했던 구파를 야니파(脂派)로 인상파의
34 서구
영향으로 청색 자색 계통의 한층 밝은 색채를 사용한 신파를 무라사키파(紫派)로 흔히 구별한다.

문부성미술전람회는 프랑스 살롱전을 모델로 구로다 세이키와 당시 문부대신이었던 사이온
35 1907년
지 긴모치(西園寺公望, 1849~1904)에 의해 개설되었다. 문전은 일본화, 서양화, 조각으로 출품 부문
을 한정, 공예와 서예를 제외했다. 이는 ‘순수미술’을 중심으로 한 서양 미술의 장르 체계와 위계에
근거한 미술 진흥이었음을 증명한다.
36 메이지미술회 전람회의 규칙을 명기한 「전람회약속」(展覧会約束) 제12항에는 회장 내에 참고실을
설치해 ‘고금의 걸작’을 모아 전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三輪英夫, 「美術団体展の時代」, 『日
本洋画商史』, 172쪽. 제1회전에는 참고품으로 에도시대 양화가들의 작품과 국내 소장자들이 갖고 있
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제2회전에는 하야시 다다마사(林忠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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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인 난학을 통해 서양화를 학습한 에도 후기 양풍
화가들의 미술에 대한 인식과 닿아 있다. 양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묘사의
박진감과 거기에서 파생하는 실용에 집중했던 것은 에도시대 양화가 난학
과 결부되어 발전한 역사적 경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일본인들이 처음 접한 서양미술은 16세기 중반 그리스도교 포교를
위해 일본을 찾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져온 종교화였다. 1583년에는 박래
품으로는 부족한 그리스도교 성화를 제작하기 위해 예수회 운영 학교 내에
화학사(画学舎)를 설치하고 예수회 선교사 화가에게 유화, 동판화 등을 배운
일본인 학생들이 양풍성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600년대 들어서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이 시작되고 그리스도교가 금지되면서 포교의 일
환으로 시작된 양풍화 제작은 중지되었다. 고야마 쇼타로는 1903년 『미술

신보』(美術新報)에 일본 양화의 계보를 추적하는 기사를 연재하며 “소위 남
만 기독교인이 전교를 위해 가지고 온 그림”을 그 계보의 제일 앞에 두었지
만 이 종교화들은 일본 양화의 전개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200년 후 네
덜란드인들이 들여온 양화에서 현재의 일본 양화가 유래한다 주장했다.37
만약 예수회가 남아 포교활동을 계속했다면 일본의 양화 수입과 제작에 있
어 종교화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고, 일본 양화의 전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쇄국정책과 그리스도교 탄압으로 단절되었던 서양미술에 대한 관심은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1684~1751)의 양서 수입 규제 완화 조치에 따
라 난학이 유행하면서 재개하였다. 서양 학문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입
한 난서에 실린 동판 삽화의 박진감에 직관적으로 매료된 난학자들이 우
선 서양화의 사실성에 주목했다. 아키타란가(秋田蘭画)가 시작될 수 있도록

1853~1906)가 파리에서 수집해 온 루소(Théodore Rousseau, 1812~1867),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 도비니(Cahrles-François Daubigny, 1817~1878)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후 전시에도 꾸준히 선배 양화가들과 해외 작가의 작품이 참고품으로 전시되었다. 外山卯三郎, 『日
本洋画史』, 28~30쪽.

, 「洋画東進の来歴(一)」, 『美術新報』, 1902. 6. 5, 児島薫, 「18세기 일본의 서양회화 수용:
37 小山正太郎
중국의 문화적 영향하에서」, 『미술사연구』 23 , 2009. 12, 12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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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번에 처음 서양화법을 소개한 히라가 겐나이(平賀源内, 1728~1780) 역
시 본초학, 물산학 등을 공부한 난학자였다. 아키타란가는 1770년대 아키
타 번사 오다노 나오타케(小田野直武, 1750~1780)와 번주 사타케 쇼잔(佐竹曙山,
1748~1785)이

중심이 되어 양화를 연구하고 제작한 일종의 미술운동이다.38

양화의 박진감이 화면에 담긴 입체감과 거리감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
이들은 음영법과 원근법을 터득하기 위해 서양화 이론에 체계적으로 접근
했다. 난학에서 연구하는 서양의 과학적 원리의 일종으로 서양화의 음영법
과 원근법도 이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타케 쇼잔은 일본 최초의 서양화
론이라 일컬어지는 『화법강령』(画法綱領, 1778)에서 그림의 사실성과 실용성
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림의 쓰임과 닮음을 중요시한다. 천문・지리・인물・화조를 실물과 아주 비슷
하여 묘를 드러내도록 이것들을 닮게 그리는 것을 중요시한다… 제왕이 경작을
그리도록 시키는 것은 농사를 돌보기 위함이며, 원수가 험란을 그리도록 시키
는 것은 승리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그림이 실제와 닮지 않았다면 무슨 쓸
모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뜻만 그리고 형은 그리지 않는다는 설을 펼치는 기상
이 고매한 그림은 실용성이 없다.39

그리고 더불어 쇼잔은 와유(臥遊)라 부르며 즐기는 산수화와 같은 그림

은 “국가무용의 장난감”(国家無用の弄器)과 같다고 비판했다. 번주라고 하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서양화의 사실성으로부터 군사적・정치적 유용성을 포
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메이지미술회가 자신들의 선배로 위치 지우는 시바 고칸 역시 1799년

간행한 『서양화담』(西洋画談)에서 서양화에 대해 쇼잔과 유사한 관점을 피력
했다.


나오타케는 서양서적 최초로 일본에서 완역된 의학서 『해체신서』(解体新書, 1774)의 도판을
38 오다노
담당한 인물이다.

39 坂崎担
編, 『日本画談大観』, 目白書院, 1917, 73쪽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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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 그림은 완물(翫物)로 실용성이 없다. 한편 서양화의 방법은 농담을
취해 음양, 요철, 원근, 심천을 나타냄으로써 그 실상을 모사한다. 문자를 통해
서도 뜻을 나타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형상에 있어서는 그림을 통하지 않고 그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서양의 서적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
해 알게 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서양화를] 일본과 중국의 그림처럼 술자리의
흥, 완롱(翫弄), 희기(戲技)로 행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서양화는] 참으
로 실용의 기술(實用の技)이자 치술의 도구(治術の具)이다.40

즉 시바 고칸 역시 일본화・중국화와 구별되는 서양화의 특징을 사실성
에서 찾으며 그 사실성이 갖는 유용성을 강조했다. 서양의 학문을 배워 그
것을 실제에 활용하려고 하는 난학의 일부로 서양화법을 익힌 에도 후기 양
풍화가들의 인식에는 사실의 존중과 실용의 강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난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양풍화가들 사이에
공유된 것으로 당시 그림에 대한 주류의 인식은 아니었다. 서양화의 사실성
과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국가적 유용성에 대한 공적인 관심은 개항과 함
께 찾아왔다.
페리 내항을 계기로 서구열강의 군사적 압박을 경험한 막부가 1856년
서양세계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해 서양문헌 번역과 양학자 양성을 목표
로 한 일종의 연구교육기관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를 설립했다. 반쇼시라
베쇼 설립을 계기로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던 난학이 관의 주도하에 조직화
되었다. 1857년 막부는 반쇼시라베쇼에 회도조방(絵図調方)을 설치, 가와카

미 도가이(川上冬崖, 1828~1881)를 회도조출역(絵図調出役)으로 임명하고 서양
화법 연구와 교육을 시작했다.41 본래 네덜란드어 교수로 반쇼시라베쇼 근
무를 시작했던 가와카미는 회화 조사 임무를 받고 나가사키 해군전습소에
서 네덜란드 서적을 번역해 원근법, 제도(製図), 측량술 등을 공부하고 석판

40 坂崎担
編, 『日本画談大観』, 116쪽에 재수록.
41 막말 막부의 서양화법 교육 및 연구에 대해서는 尾崎尚文, 「明治洋画の生成」, 『日本洋画商史』,
35~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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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모사했다. 1861년에는 회도조방을 화학국(画学局)으로 개칭하고 서양
화 연구를 보다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쇼헤이코(昌平黌)에 화학을 두지

않았음으로 선례를 따라 화학의 교수방신설(敎授方新設)에 반대한다는 의견
이 나왔다. 이에 서양화 연구 교육 확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화학은 기(気)를 주로 하고 필경 완롱물(玩弄物)로 실용의 물건이 아
니나 서양화의 의의는 실용을 주로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서양화는 기존의
일본화・중국화와 달리 물산학, 물리학, 병학, 조선학 등의 발전에 유용함을
밝혔다. 막부는 화학에 교수방출역(敎授方出役)을 두는 것은 보류하고 대신
화학출역(画学出役)을 임명하고 화학국에서는 타 학과의 보조 과학으로서 측
량, 지도제작, 제도 등을 위한 도화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42
관의 서양화에 대한 실용주의적 태도와 접근은 그 안에서 연구하고 교육
받은 화가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1862년 반쇼시라베쇼가 개칭한 요쇼
시라베쇼(洋書調所)의 화학국에 입국한 다카하시 유이치(高橋由一, 1828~1894)

는 1865년 10월 「화학국적언」(画学局的言)이라는 글을 적어 국의 벽에 걸었
다. “서양 여러 나라의 화법은 본래 사진(写真)을 중요시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그림이란 성현・영웅・호걸의 초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공
덕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국가에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 강조하고 서양 각국
정부가 화학관(画学館)을 설립한 것은 실로 치술의 일조(治術ノ一助)로 하려는
것일 뿐, 결코 완롱의 소기(翫弄ノ小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43 시

바 고칸이 『서양화담』에서 서양화와 중국・일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사
용했던 개념인 ‘치술’과 ‘완롱’을 다카하시 유이치가 그대로 따라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초상화 제작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국가유용의 예로 제시했
다. 다카하시의 화학국 스승이자 동료인 가와카미 역시 자신이 번역한 일본
최초의 미술교과서 『서화지남』(西画指南, 1871)에서 서양화가 일본과 중국의


화학국을 둘러싼 막부의 의견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鈴木廣之, 「一八六年代: 日本美
42 반쇼시라베쇼
術論と洋学の成長」, 北澤憲昭, 佐藤道信, 森仁史 編, 『美術の日本近現代史: 制度・言説・造形』, 東京
美術, 2014, 46~47쪽 참조.
43 「画学局的言」은 青木茂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7 美術』, 岩波書店, 1989, 171~172쪽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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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와 달리 유용성, 객관성, 체계성이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44
서양의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한 근대적 과학기술의 발
전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막부의 공적기관을 통해 서양화와 기존의 일본화
・중국화와의 차이가 인식되고, 완롱의 대상이 아닌 실용의 기술이라는 그림

의 새로운 정의가 확립된 것은 중요하다.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대상의 실체
를 기록하고 그 물리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유효한 서양화법은 모
든 근대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로 인식되었다. 부국강병・식산흥업을 통해 서
구열강과 나란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지상 목표인 메이지 정부 역
시 막부와 마찬가지로 서양미술의 사실성을 공업이나 과학기술 발달에 이용
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공부미술학교 설립 목적에 명기된
“백공의 보조”라는 표현이 바로 메이지 정부의 그러한 태도를 반영한다.
막말 화학국에서 이루어진 도화 교육과 공부미술학교 교육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교사와 교수법에 있다. 서양화법을 난서에 의지해 학습한 이들
과 이탈리아에서 온 서양미술가들에게 직접 배운 이들 사이에 미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을까? 폰타네지는 공부미술학교 교수로 일본에 초청될 당
시 토리노 왕립미술학교의 풍경화 교수직을 맡고 있었다. 바르비종 화파의
영향을 받은 그는 서정적인 풍경화를 주로 제작했다. 그의 풍경화는 갈색을
주조로 약간 가라앉은 색조에 자세한 사실적 묘사에 구애됨 없이 대상의 느
낌을 크게 포착하는 화풍을 특징으로 했다. 그러나 폰타네지는 서양미술을
실용기술로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공부미술학교의 교수로 자신을 초빙한
메이지 정부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화풍을 주입하기보다는 서양화의 기초를 교육하는 것에 집중했다.
양화 기법 초보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하학, 해부학, 원근법, 음영법, 데
생, 사생 등에서 시작하는 유럽 아카데미즘 교육을 실행, 학생들이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다. 그러나 폰타네
지 자신은 분명 ‘기술자’가 아닌 ‘미술가’ 였다. 그의 교육 안에 ‘미술’로서의

44 가네코 가즈오, 「近代 日本의 美術教育: 明治부터 昭和初期까지」, 『미술사논단』 6, 1998. 3,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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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관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공부미술학교 제자가 남긴 폰
타네지 강의록에 따르면, 그가 실경의 사생을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과 감정
을 더한 화면을 만들도록 지도하는 등 그의 교육 안에 자기 표현을 중시하
는 서양 근대적 미술관(美術観)이 들어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45 이 내용
을 근거로 선행연구에서는 폰타네지의 수업을 통해 공부미술학교 학생들이
양화를 ‘기술’이 아닌 ‘미술’로 이해하게 되었고, 메이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공부미술학교가 미술이 과학기술과 공업에서 분리되는 계기를 낳았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46 폰타네지가 부임한 지 2년 만인 1878년 풍토병인
각기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이탈리아로 돌아가자 고야마 쇼타로, 아사이
주를 비롯해 그를 따르던 학생들이 새로 부임한 이탈리아인 선생의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단 퇴학을 결심했을 정도로 당시 공부미술학교 학생들
이 폰타네지에 감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숙달된 사실적 묘사가 미
술의 목적이 아니고 기술적 숙달은 사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조형하기 위
한 수단이라는 폰타네지의 미술관을 담은 ‘미술’로서의 회화 교육을 완성하
기에 2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더구나 불어로 진행한 폰타네지의 화론
강의는 통역이 있어도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47 분명 공부미술학교의 일
본인 학생들은 폰타네지를 비롯해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였던 서양미술가들
아래서 측량, 제도, 지도 제작 등과는 구별되는 예술로서의 ‘미술’을 경험했
다. 그러나 이들의 미술 인식이 ‘기술’에서 서구 근대적 의미의 ‘미술’로 전
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80년대 있었던 중요한 미술 관련 논쟁에서 양풍미술가들이 남긴 발
언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술을 실용적 ‘기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82년 고야마 쇼타로와 오카쿠라 가쿠조 간에 벌어진 “서는 미술

이 아니다”(書ハ美術ナラズ) 논쟁은 1881년 열린 제2회 내국권업박람회 미술

, 「フォンタネージ講義録」, 『明治初期来朝伊太利亜美術家の研究』, 八潮書店, 1978,
45 隈元謙次郎
143~155쪽.
46 金子一夫, 「工部美術学校における絵画・彫刻教育」, 『近代日本美術教育: 明治・大正時代』, 中央公論
美術出版, 1999, 146~147쪽; 北澤憲昭, 『境界の美術史: 「美術」形成史ノート』, 279~287쪽.

, 「欧化政策のなかの洋風美術」, 72쪽.
47 村田哲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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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서예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은 고야마의 글에서 시작되었다.48 양화
가인 고야마는 서예가 미술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고, 전통파 오카쿠라는
서예도 미술임을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구화주의 대 국수주의의 대립으
로 비춰졌지만 의견 차이의 본질은 양자가 미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
었다. 고야마는 서예가 미술일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술의 여러 요건
을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미술은 공예를 발전시키는 근원이 되어 백반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였다.49 즉 고야마가 공부미술학교의 “백공의 보조”
라는 미술에의 접근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1884년의 “모필화・연필화 논쟁”도 기본적으로 미술의 본
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의견이 나누어졌다. 모필화 교육의 도
입을 주장한 페놀로사와 오카쿠라는 사상과 감정 표현에 미술의 본질을 두
었고, 이와 반대로 연필화 교육의 고수를 주장한 고야마는 외부 세계의 객
관적 재현에 미술의 본질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비록 전문미술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에서 어떤 미술을 가르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미술의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는 페놀라사와 오카쿠라에 대항하기 위해 고야마는 미술의
실용적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양풍미술가들이 미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는 1889년 고야마 쇼타로, 아사이 주 등이 작성하여 전국의 양화
가에게 발송한 ‘메이지미술회설립취의서’에 잘 나타나 있다. 취의서의 마지
막 단락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백반의 학술공업은 날이 갈수록 낡은 관습에 얽매이는 회화의 쓰임에 견
디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중의 이목은 고물 모방의 기술에 지쳐, 몹시 신기술
의 출현을 바라고 있다. 기운이 향하는 곳에 바로 시기가 무르익었으니, 유위한
기술을 가진 이(有為技術の士)는 속히 와 함께 힘을 합치자. 유식하고 탁견을 가

, 「書ハ美術ナラズ」, 『東洋学芸雑誌』 第8, 9, 10号(1882, 5~7)에 연재. 岡倉天心, 「『書ハ
48 小山正太郎
美術ナラズ』の論を読む」, 『東洋学芸雑誌』 第11, 12, 15号(1882, 8, 9, 12)에 연재.

, 「書ハ美術ナラズ」, 『東洋学芸雑誌』 第10号, 229~230쪽.
49 小山正太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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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는 기운이 향하는 곳을 관찰하여 솔선 조력의 수고를 아끼지 말자.50

우선 “백반의 학술공업”은 공부미술학교 설립 목적에 나왔던 “백공의 보
조”의 “백공”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즉 국수주의가 대두한 이래 미술이
제대로 백공의 보조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유위한 기술을
가진 이” 즉 이 취의서를 받은 양풍미술가들이 모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
기술을 실천하자는 뜻을 담았다. 서양미술을 신기술로 양풍미술가를 유용
한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 즉 기술자로 설정하는 태도는 공부미술학교의 그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1880년대 국수주의 전통파가 미술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가운
데 양화가들은 메이지 정부가 처음 자신들에게 부여했던 임무에 보다 천착
하게 되었다. 양화배척의 여러 국면이 국수주의 부상으로 인한 구화주의 침
몰의 형태로 표면화되면서 양화가들은 이 대결이 서양파 대 전통파의 대결
이지 ‘기술’ 대 ‘미술’의 대결이라고 의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
주의 전통파와의 대결에서 양화가들은 양화가 ‘기술’인가 ‘미술’인가를 따
지기보다 양화가 얼마나 국가에 유용한 ‘기술’인가를 증명하는 데에 일관되
게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양화의 국가유용성은 세계와 대상에 대한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이해의 기초가 되는 사실성에서 찾았다. 이 사실성을 결여한
전통회화는 국가유용의 ‘기술’일 수 없다는 점을 오히려 양화가들은 전통파
의 약점으로 공격했다.

5. “양화의 동면”
일본근대미술사에서는 양화가 주요 전람회에서 배제되고 공부미술학교가
폐교한 1882~1883년에서 구로다 세이키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50 「明治美術会設立趣意書」는 外山卯三郎, 『日本洋画史』, 3~4쪽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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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미술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서양화 교육을 시작하는 1893~1896년까지
의 시간을 흔히 “양화의 ‘암담한 시대’”(洋画の‘冬の時代’)라 부른다. 기타자와
노리아키는 이 시기가 양화에 있어 단순한 겨울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
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화의 동면(冬ごもり)”이라는 은유를 통해 재정
의했다. 국수주의라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양화배척의 겨울이 찾아온 덕분
에 메이지 양화가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던 공인(公認)의 서양화관을 자기 비
판적으로 반성하고 ‘미술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 동면기를 거치며 ‘기술’에서 ‘미술’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봄을
맞게 되었다는 논리이다.51 개체는 동면을 거치며 ‘재생’하는 것이지 ‘진화’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면” 레토릭은 ‘기술’로서의 미
술 인식은 미성숙한 불완전한 것인 반면, ‘예술’로서의 미술 인식은 성숙한
완성된 것이라는 진보의 모델로 쉽게 옮겨갈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기타
자와는 국수주의의 대두로 인한 양화배척이 양화가들에게 “마이너스”로 작
용했다 단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로 인하여 양화가 실용성에서 탈피, 미
술로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 역설한다.52 1880년대 정부의
미술정책이 전통미술로 그 기축을 옮기면서 메이지 초기 국가가 서양미술
에 부과했던 가치, 즉 사실성에 기반한 실용성이 더는 정부의 후원을 받는
근거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양화가들이 ‘기술’ 대신 ‘미술’로
서의 회화의 존재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기타자
와의 주장이다.53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는 오히려 반대였다.
메이지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서양미술 진흥정책을 경험했던 공부미술학교
출신 양화가들은 국수주의 대두로 양화가 압박받는 상황이 왔을 때 실용주
의적 미술관을 고수하며 양화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
“양화의 겨울” 동안 문부성이 주도하는 주요 미술 정책에서 양풍미술가

, 「洋画の“冬の時代”と「油絵沿革展覧会」」, 『日本洋画商史』, 美術出版社, 1985, 219쪽; 北澤
51 北澤憲昭
憲昭,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90~94쪽.

,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91쪽; 北澤憲昭, 「洋画の“冬の時代”と「油絵沿革展覧
52 北澤憲昭
会」」 , 219쪽.

, 『境界の美術史: 「美術」形成史ノート』, 290쪽.
53 北澤憲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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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야마 사치히코, <武者試鵠図>, 1890, 캔버스에 유채, 151.8×104.2cm,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왼쪽)
<그림 4> 야마모토 호스이, <浦島図>, 1893~1895, 캔버스에 유채, 122×168cm, 기후현미술관 소장(오른쪽)

들은 분명 소외되었다. 그러나 “동면”에 들었다고 할 만큼 활동을 중단했던
것은 아니다. 메이지 20년대 제국헌법 발포, 제국의회 개설을 통해 근대국
가체제가 갖추어지고 ‘일본’이라는 국가의식의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하면서 역사화(歴史画) 붐이 불었다. 천황을 군주로 한 입헌군주국으로서 근

대국가의 모습을 갖춘 일본은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근
거한 역사 편찬 작업을 본격화, 그 내용을 소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키고 역
사화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널리 국민에게 공유시키고자 했다. 국수
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던 양화가들은 자신들의 미술이 국가에 봉사함을 증
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역사화 제작에 의욕적으로 참여했으며 완성된 작
품은 내국권업박람회, 메이지미술회 전람회 등을 통해 발표했다.54 음영법,


열린 제3회 내국권업박람회는 역사화가 최고로 성황을 보인 전람회로 기록된다. 메이지미술
54 1890년
회의 작품으로는 혼다 긴키치로의 <하고로모천녀>(羽衣天女), 사쿠마 분고(佐久間文, 1868~1940)
의 <신교를 아뢰는 와케노 기요마로>(和気清麿奏神教図), 인도 마타테의 <고대응모병도>(古代応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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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 등 사실적 재현에 필요한 서양화법에 숙달한 양화가들은 신화와 역
사 속 인물들을 소환하여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림 3>, <그림 4>).

실제의 대상을 닮게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
도 박진감 넘치게 재현할 수 있는 양화의 사실성은 역사와 신화를 시각화하
는데 유용했다. 메이지미술회 양화가들은 성현・영웅・호걸의 초상을 사실
적으로 그려 공덕을 알리라는 다카하시 유이치의 권고를 실천하듯 역사화
를 제작하여 ‘메이지미술회설립취의서’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미
술을 국가유용의 기술로 선보였다. 전람회를 통해 발표한 양화가들의 역사
화 중 다수는 궁내성이 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메이지미술회
양화가들이 제작한 역사화는 일본근대미술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졌
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도해하는데 집중한 양화가들의 역사
화는 회화보다 역사가 우선하는 역사서의 삽화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미술
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미술사에서는 구로다 세이키를 비롯해 도
쿄미술학교・백마회 화가들이 제작한 은유적 역사화를 미술적으로 높이 평
가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집중한 구파와 달리
신파는 역사 이야기에서 소재를 취하면서도 이야기의 세계, 그 자체를 그리
지 않는 역사화를 통해 일본 정신의 표현을 시도했다.55
역사화와 더불어 메이지 20년대 양화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인 분야
로 파노라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0년 제3회 내국권업박람회 개최에
맞춰 개관한 우에노 파노라마관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파노라마관이 크게
유행했다.56 개관 초반에는 미국남북전쟁도, 보불전쟁도 등 서양에서 수입

兵図), 하라다 나오지로의 <기룡관음>(騎龍観音), 소야마 사치히코(曾山幸彦, 1860~1892)의 <무자
시곡도>(武者試鵠図) 등이 출품되었다. 그 외 메이지미술회 역사화의 대표작으로 야마모토 호스이

가 메이지미술회 전람회를 통해 발표한 <십이지>(十二支, 1892)와 <우라시마도>(浦島図, 1893~
1895) 가 있다.
55 야마나시 에미코, 「구로다 세이키의 <옛 이야기>와 백마회의 역사주의: 記紀神話 주제를 중심으로」,
홍선표 엮음,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학고재, 2009, 43~70쪽.
56 당시 일본 파노라마관의 운영 및 파노라마화 제작에 관해서는 木下直之, 『美術という見世物』, 筑摩
書房, 1999, 222~2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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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야마 쇼타로, 아사쿠사 니혼 파노라마관 그림,

1896

한 전쟁화를 설치했으나 점차 일본인 화가들이 제작한 파노라마를 선보이
기 시작했다. 관람자들에게 마치 실경을 보는 것과 같은 박진감을 제공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파노라마관은 당시 일본에서 사실적 화법을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메이지미술회 회원들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1891년 개관
한 간다 파노라마관은 아사이 주, 마쓰이 노보루, 혼다 긴키치로 등이 공동
으로 제작한 <후지카와에서 후지산을 보는 그림>(富士川ヨリ富士山ヲ望ム図)과
<아코기시복수도>(赤穂義士復讐之図)를, 아사쿠사의 니혼 파노라마관은 1896년
고야마 쇼타로에게 의뢰한 <일청전쟁평양공격도>(日清戦争平壤攻撃図)를 설
치했다(<그림 5>). 1897년에는 고세다 요시미쓰가 간다 제국 파노라마관의

주문으로 <몽고래구>(蒙古來寇)를 제작했다. 야마모토 호스이도 디오라마 제
작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파노라마관이 미술전람회장이 아니라 오락시설
이라는 사실이 당시 참여한 양화가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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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화가들은 역사화보다도 훨씬 대규모 작업을 요하는 파노라마를
통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57
고야마 쇼타로는 니혼 파노라마관에 설치한 청일전쟁화를 본인이 종군
화가로 파견되었을 때 남겨온 스케치를 토대로 제작했다. 고야마의 「파노
라마 구조」(パノラマの構造)란 글에 따르면 그는 니혼 파노라마관에 걸 평양
전투 그림을 “소설적”으로 전할지 “역사적”으로 전할지 고민했다.58 “소설
적”이라 함은 평양전투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장면을 여기저기에서 모아 하
나의 화면으로 만드는 것이고 “역사적”이라 함은 한 시각에 일어난 사건만
을 다루는 것을 말했다. 관람객의 흥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소설적”으로 구
성해야 했으나 고야마는 그 실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역사적” 구성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용맹한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고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 사기를 북돋우고, 적개심을 올리고, 전황
을 후세에 오류 없이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했다. 흥행을
목적으로 한 파노라마관에 걸 그림이었지만 화가는 일종의 전쟁기록화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파노라마관은 민중의 오락과 교
육을 병행하는 기관으로 기능했다. 국내외 전쟁화를 주로 설치했던 파노라
마관은 국민의 상무사상을 장려하는데 기여한다고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구경거리’(見世物)로 제작된 파노라마는 ‘예술’이 될 수 없었고 오랜
시간 일본근대미술사 서술에서 누락되었다.59
메이지 20년대까지도 메이지미술회의 양화는 ‘진사’에 탁월한 신기술로
충분한 유용성을 갖고 있었다. 죽은 듯 동면에 들기에는 사실적 유화를 필
요로 하는 곳이 여전히 많았다. 당시는 사진에 색이 없고, 정착이 약해 이미


쇼타로의 니혼 파노라마관 청일전쟁도의 경우 30여 명의 조수를 고용, 4개월에 걸쳐 작업했
57 고야마
으며 1만여 엔의 비용이 들었다. 木下直之, 『戦争という見世物: 日清戦争祝捷大会潜入記』, ミネル
ヴァ書房, 2013, 31쪽.

, 「パノラマの構造」, 『明治洋画史料: 懐想篇』, 中央公論美術出版社, 1985, 33~39쪽.
58 小山正太郎
59 파노라마를 근대미술사 연구에서 집중 조명한 것은 기노시타 나오유키의 『미술이라 불린 구경거리:
유화다실의 시대』(美術という見世物: 油絵茶室の時代, 平凡社, 1993)가 처음이다. 기노시타는 미술
이 다른 구경거리와 마찬가지로 오락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던 시대에 주목함으로써 ‘미술’이라는 경
계의 유동성, 모호성, 자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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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오래 보존되지 못하고, 크게 인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
어 사실적 재현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진보다 양화가 선호되었다. 긴 노출
시간, 망원렌즈 미발달 등 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사진은 아직 움직이는 물
상을 포착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청일전쟁에도 사진사보다 많은 수의 화
공이 종군했다.60 역사화에 있어서 양화는 대상의 물리적 현존을 재현의 전
제 조건으로 하는 사진이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현존하지 않는 인물과 사
건의 이미지를 치밀한 묘사와 3차원적 재현으로 실재처럼 가공해내었다. 그
러나 다른 한편 메이지 20년대 도쿄미술학교를 시작으로 미술이 기술과 구
분되고 ‘순수미술’을 정점으로 하는 근대 서양미술의 가치 질서 체계가 제도
화되면서 양화의 사실성은 점차 미술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
다. ‘사진 같은 그림’이라는 묘사는 칭찬이 아닌 폄하의 표현이 되었다.
기타자와는 ‘기술’로서의 미술에서 ‘예술’로서의 미술로의 전환을 공부
미술학교・메이지미술계 양화가들의 자기비판적 반성의 결과가 낳은 미술
관의 ‘성숙’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메이지미술회 양화가들의 당시 발언과
활동을 추적하면 이 전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에도 양풍화가들로부터 연속되어 온 사실성을 미술의 본분으
로 여겼던 미술관은 페놀로사와 오카쿠라에 의해 우선 부정되었고, 구로다
세이키를 비롯해 서양 근대의 미술 인식을 체화한 양화가들이 등장하여 전
자를 대체했다. 즉 미술 인식의 ‘근대적’ 전환은 ‘기술’로서의 미술이 ‘예술’
로서의 미술로 진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미술이 ‘기술’로서의
미술을 밀어내는 형태로 일어났다. 그리고 전람회, 미술학교 등 미술 관련
제도들을 통해서 ‘예술’로서의 미술이 규범화되면서 미술사 역시 서구 근대
의 미술 관념과 체계에 따라 ‘예술’로서의 미술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기술’
로서의 미술은 주변화 혹은 삭제되었다.


대본영 참모본부가 편찬한 『메이지28년일청전사』(明治28年日清戦史)에 따르면 기자 114명,
60 일본의
화공 11명, 사진사 4명이 종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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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공부미술학교는 ‘미술’을 기술로 교육한, ‘서양에는 없는 서양미술학교’였
다. 그리고 이 ‘미술’학교에서 기술자의 정체성을 가진, ‘서양에는 없는 서양
미술가’가 성장했고 이후 이들이 메이지미술회를 조직했다. ‘서양에는 없는
서양미술학교’와 ‘서양에는 없는 서양미술가’는 비서구 일본이 서구를 모델
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사실성은 근대 서양에서 미
술이 추구한 본질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지만), 서구와 같은 물리적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갈망하는 일본에게는 사실성이 근대화
의 도구로 가장 긴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서양미술의 속성이었고 이를 일
본의 양화가들은 내적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오판하고 자율적으로 전용
했다. 그러나 서양의 가치와 질서를 ‘보편’으로 설정하는 근대에 ‘서양에는
없는’ 어떤 것도 온전히 ‘근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없었다. 메이지미술회
야말로 ‘메이지’로 시작되고 상징되는 일본 근대화의 산물이었지만 ‘근대
성’ 획득에는 실패했다. 미술에서 근대성을 성취한다는 것은 ‘fine art’로서
의 미술, 즉 19세기 서구 부르주아 국민국가의 산물인 자기목적적이고 자율
적인 감상 본위의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미술이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근대 서양의 미술 개념과 이론을 기준으로 일본미술을 사유하고 평가해온
일본근대미술사 서술 곳곳에서 공부미술학교와 메이지미술회의 ‘기술’로서
의 미술 인식, 농사무성과 공부성이 추진한 ‘예술’로서가 아닌 ‘산업’으로서
의 미술 진흥을 근대적 미술 개념의 미성숙의 결과로 진단하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다.
일본근대미술사에서 주변화된 메이지미술회를 근대미술사의 중심으로
복권하는 것도 메이지미술회를 ‘일본적 근대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도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근대성은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성의 기준・모범이나 서열 같은 건 없고, 각 지역이 각기 나름
대로의 근대성을 만들어갔다”는 요지의 ‘복수의 근대’ 담론은 근대성의 서
구중심주의를 해체하는 듯 들리지만 사실 근대성 자체가 서구가 비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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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힘의 효과의 결과라는 사실을 가린다. ‘복수의 근대’ 담론은 근대
성의 자기 전개과정이 지닌 폭력성과 배타성을 지우는데 기여할 위험이 있
다. 공부미술학교・메이지미술회의 ‘기술’로서의 미술 인식을 서구로부터
‘미술’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본적 오류로 읽는 것은 “하나의 모범
아래 서열화된 단일한 근대의 폭력적인 논리”에 근거한다. 이 글에서는 근
대 서양의 미술의 존재 양식이나 사회적인 역할과는 다른, 일본의 내재적
상황과 역사적 경위에 따른 내적 논리를 갖고 형성된 미술 인식을 배제하는
것으로 미술의 근대적 체계가 완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미술의 근대성
이란 막말에서 메이지초로 이어지는 “실용의 기술・치술의 도구”라는 미술
인식을 일본 특수적인 것, 결국 ‘비근대적’인 것으로 분리하고 배제하는 과
정에서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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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미술과 일본의 ‘근대’: 메이지미술회를 중심으로 | 오윤정
투고일자: 2018. 6. 11 | 심사완료일자: 2018. 6. 25 | 게재확정일자: 2018. 6. 26

메이지미술회는 1889년 양풍미술가들이 대동단결 결성한 단체이다. 결성을 주도한 인물은 메이지 정
부가 서양미술 교육을 위해 1876년 설립한 공부미술학교 출신의 화가들이었다. 공부미술학교에서 이
들은 사실적 묘사에 탁월한 서양미술을 일본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의 하나로 학습했다. 그러나 도
쿄미술학교를 시작으로 문부성미술전람회 등의 제도를 통해 기술과 미술을 분리하는 근대 서구의 분
류체계에 준거한 미술 규범이 보편화되면서 미술을 실용기술로 이해한 공부미술학교・메이지미술회
계열 미술가들의 미술에 대한 인식은 서구로부터 ‘미술’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본적 오류로
평가되어 왔다. ‘예술’로서의 미술이 규범화되면서 미술사 역시 서구 근대의 미술 관념과 체계에 따라
심미적 ‘예술’로서의 미술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실용적 ‘기술’로서의 미술은 주변화 혹은 삭제되었다.
서구와 같은 물리적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갈망하는 당시 메이지 일본에게는 사실성이
근대화의 도구로 가장 긴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서양미술의 속성이었고 일본의 양화가들은 이를 서
양으로부터 배워와야 할 ‘기술’의 하나로 내적 필요에 따라 전용했다. 그러나 미술의 근대성이란 막말
에서 메이지초로 이어지는 “실용의 기술・치술의 도구”라는 미술 인식을 일본 특수적인 것, 결국 ‘비근
대적’인 것으로 분리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주제어: 메이지미술회, 공부미술학교, 사실성, 에도 양풍화, “양화의 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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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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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화두로 하여, 근대성이라는 타자에 맞닥뜨렸던 동아시아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쓰인다. 이를 위해 나는 백여 년 전 동아시아 삼국의 문학작품, 시마자키 도손과
루쉰, 염상섭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정신 질환을 대조하고 기술한다. 나는 두 개의 피해망상과 한 개
의 과대망상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며 그것이 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쓴다.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라는 말은 동아시아 근대성 150주년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래적인 것으로서의 근대성은 그것과 조우하는 사람들에게는 타자가 지니는 두려움과 함께 다가온
다. 근대가 환기하는 내면성의 순수한 가치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칠고 추악하기까지 한 현실 사이
의 알력이 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 심리의 공간으로 몰아간다. 게다가 그 바탕에는 근대성 자체
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뒤틀림, 곧 공리주의라는 기묘한 현실 원리가 비윤리적 윤리의 형태로 기층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층을 이룬 위에서, 근대로의 전환기 동아시아라는 공간 전체를 놓고
보자면, 거대한 역사적 타자와 맞닥뜨린 사람들의 마음은 강박과 히스테리 사이에서 찢어져 있다. ‘대
학담론’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메이지의 근대화 과정과 또한 그 귀결로서의 태평양 전쟁이 그것의 가
장 뚜렷한 표현이다.

주제어: 메이지유신, 동아시아의 근대성, 시마자키 도손, 루쉰, 염상섭, 강박증과 히스테리, 대학담론

특별기고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 | 김영민
투고일자: 2018. 5. 13 | 심사완료일자: 2018. 6. 8 | 게재확정일자: 2018. 6. 21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국문학 논쟁(이언진 해석 논쟁과 한글 소설 유통 논쟁)은 특정 시기 작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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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 Keywords: Soraism,

Meiji, Confucianism, Post-Soraism

Kokugaku in the Meiji Restoration: Creating “Shintō” from the Confusion of
“Restoration” | BAE Kwan Mun
In the transformative era spanning both the late Edo period and the beginning of the Meiji period,
the Kokugaku school led by Hirata Atsutane envisioned a revival of Shintō and the imperial rule.
Nonetheless, this group of scholars lost dominance in the political stage due to the revolutionary outbreak of new government system right after they declared a “restoration.” Instead, scholars from Tsuwano area took the leading role in the modern administration for Shintō and court rituals. This fact
demonstrates the frustration that the Hirata group went through. The narrative from Yoakemae[Before
the Dawn] written by Shimazaki Tōson illustrates the same story. It seems clear that the restoration
envisioned by Kokugaku scholars was a complicated entanglement of opposing ideas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Great Teaching and the controversy over rituals. Although it may be true that the influence
of Hirata group was limited and short-lasted, the fact that they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national
Shintō cannot be denied as their various ideas amalgamated into the modern Kokugaku studies.

• Keywords: Hirata

Atsutane, Yano Harumichi, Ōkuni Takamasa, Restoration Shintō, State
Shintō

How Tradition and Modernity Meet in the Body Politic?: Kaieda Nobuyoshi
and Lorenz von Stein’s Organicism | KIM Taejin
Kaieda Nobuyoshi left a bizarre illustration of human body compared to the state while he attended
the lecture by Lorenz von Stein. However, it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rganicism explained
by Stein. In the previous study, Kaieda’s illustaration are estimat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Western medieval organicism, leading to a theoretical gap between Kaieda and Stein. But was this
really the case? A closer look suggests that there is considerable theoretical affinity between Kaieda’s
logic and traditional body politic metaphor in East Asia. However, this is not to say that Kaieda did
not quite get Stein’s logic, but rather he had appropriated Stein’s ideas with his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body politic. Not surprisingly, traditional world view inevitably influences the understanding
of new concept. It is why such a strange picture appeared. In that sense, the modernity in East Asia is
like a black box where the tradition and modernity mix.

• Keywords: Kaieda

Nobuyoshi, Lorenz von Stein, body politic, modernity, organicism

About Meiji Art Association: Meiji Art and Japan’s ‘Modernity’ | OH Younjung
The Meiji Art Association was founded by Western-style artists in 1889. Its major members studied
at the Kōbu Bijutsu Gakkō established by the Meiji government in 1876 for the education of
Western art. Here, the artists of the Meiji Art Association learned Western art which was superior
in realistic representation as a ‘technique’ required for the modernization of Japan. However, as the
artistic norm based on the modern Western categorization which distinguished art from technique
became universalised throughout art institutions including the Tokyo Art School and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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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rt Exhibition, the idea of art as a technique has been considered as a Japanesque error,
occurring when the concept of ‘fine art’ was transplanted from the West. As ‘fine art’ became the
norm and standard, art history has also been narrated with its focus on aesthetic ‘fine art’ according to
modern western concept and system of art. On the other hand, art as a practical ‘technique’ has been
marginalized or eliminated in the narrative of Japanese modern art history. For Meiji Japan, eager
for the progress of scientific technology based on the physical rationality like the West, realism was
considered as the most urgently and acutely necessary quality among the properties of Western art.
Japanese Western-style artists appropriated the property of realism for their own needs. Yet modernity
in art was realized through distinguishing and excluding the idea of art as a “practical technique and
governing tool” from that as a Japan-specific or nonmodern concept continuing from the late Edo to
the early Meiji period.

• Keywords: Meiji

Art Association, Kōbu Bijutsu Gakkō, realism, Western-style paintings of
the Edo period, “hibernation of Western-stylepaintings”

Between Obsession and Hysteria: Meiji Restoration and the Modernity in
East Asia | SEO Young Chae
This paper is written on the theme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Meiji Restor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mindscapes of East Asia that faced modernity as ‘the Other’. To this end, I compare
and describe the mental disorders that appear in the works of Shimazaki Tōson, Lu Xun, and Yum
Sang Sup, East Asian literary works from about a hundred years ago. I write about how the two
persecution-paranoias and a megalomani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how they reflect the
hearts of the three nations. The term ‘150th anniversary of the Meiji Restora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150th anniversary of modernity in East Asia.’ Modernity as a foreigner comes
with fear of ‘the Other’ to those who encounter it. The ambivalence between the pure value of the
internality summoned by the modernity in ideal and the rough, even ugly reality that is created from
the ideal pushes the hearts of the people of that era into a space of abnormal psychology. Moreover,
on the basis of this, the ethical distortion of modernity itself, that is, the strange reality principle of
utilitarianism, forms the basis in the form of unethical ethics. On top of these layers, when looking
into the entire East Asian transition period, the minds of those who encountered a huge historical
Other are torn between obsession and hysteria.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Meiji, which has the
form of ‘university discourse’, and the Pacific War as its result are the most obvious expression of it.

• Keywords: Meiji

Restoration, modernity in East Asia, Shimazaki Tōson, Lu Xun, Yum
Sangsup, obsession and hysteria, ‘discourse of university’

PERSPECTIVES
The State, Society, and Agent in Late Chosŏn Korea: Thinking through a
Korean Literature Controversy | KIM Youngmin
Recent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s as to how to make sense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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