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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문화는 이질적인 것들이 혼란, 오해, 갈등 등 진통을 겪은 후에야 비

로소 내면화되거나 때로는 거부된다. 이문화 수용을 문화전이(轉移)로서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본고는 지금까지 한국근대미술사에서 주목받

지 못했던 초현실주의라는 이문화가 일본을 통해 근대기 조선화단에 유입

될 때 발생했던 진통과 그 이후 전개된 변모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다. 1930년대 일본에서는 초현실주의 미술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현실주의 미술 관

련 번역문과 저작물이 다수 출간되고 국제전시가 개최되고 초현실주의 미

술을 지향한 여러 군소단체가 설립되었다. 때문에 이 무렵 동경에서 화력

(畵歷)을 시작한 조선의 청년화가들이 이해한 초현실주의는 번역자의 해석

까지 가미되어 더욱 혼성적인 성격의 초현실주의였다.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의 

신비를 일깨우고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변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

문에, 초현실주의는 특정 예술사조라기보다는 어떤 정신 혹은 태도로 간주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초현실주의 미술의 주요 기법과 도

상으로 분류되는 양식적 특성보다는 브르통이「초현실주의와 회화」

(1928)에서 강조한 “순수한 내적 모델”을 기준하여 지금까지 주로 민족주

의와 향토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작가와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

명한다.

   유럽의 정치적 격변기에 태동한 초현실주의는 모더니즘(예술지상주의), 

리얼리즘(현실참여)과 삼각의 대립구도를 이루며 성장했다. 조선화단에 초

현실주의가 유입되었을 때도 양상은 유사했으나, 일제의 통제와 탄압에 의

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해체되는 등 삶이 더욱 위선적이고 공포스럽게 변

하여 초현실주의가 목표로 삼았던 “삶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

조차 불가능했다. 또 개성과 본능의 자유로운 분출보다 균형과 질서, 도덕

과 건설을 중시했던 조선의 사회적,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저항, 부조화, 

경이, 유머를 추구했던 초현실주의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30년대 

초중반, 김용준, 윤희순, 정현웅 등 미술평론가들이 초현실주의의 예술적, 

사회적 혁명성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카프와 순수회화론자의 비판과 몰이해 

속에서 담론적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1930년대 말 일부 동경 유학생들

에 의해 초현실주의 미술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작가 등이 본격적으로 소개

되었으나 일제의 군국주의가 심화되면서 이 역시 지속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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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현실주의의 실천은 1930년대 말 동경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던 유학생

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1930년대 조선화단에서 문학수, 이중섭, 유영국, 

이쾌대 등(특히 신미술가협회)의 작품은 이질적이었다. 그들 작품에서 보

이는 환상, 죽음, 어둠, 사랑, 성적 욕망 등은 식민 치하에서 강요된 도덕

적, 건설적 규범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미학이라는 금기를 깨는 것이었다. 

이들의 작품은 당시에는 낯설고 첨단적인 미술이었는데, 그 낯섦은 그 시

절 미술작품이 다루던 외부세계의 기계적 또는 인상주의적 모방이나 표현주

의적 감정의 분출이 아닌 상상과 정신의 힘을 보여준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들이 그린 세계는 그저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

실을 낯설게 보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조리성을 일깨

우고 현실 재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초현실주의가 강조한 시적 세계다. 

이들은 -브르통의 말을 빌리면- “관습적인 기호의 교환을 넘어” “야만의 상

태에 존재”하는 ‘야생의 눈’으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일본에서 한창 전

개된 전위로서의 고전 담론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이들은 프랑스, 

일본 초현실주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고전을 소환했고,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에 드러난 초국가주의적 파시즘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작품으로써 이들

과 거리를 두었다.  

   한국근대미술에 초현실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혁신적인 예술형식과 예술의 현실참여, 전통과 근대, 추상과 구상 등 한국

근대미술의 정체성과 향방을 둘러싼 주요한 논쟁 속에 초현실주의가 항상 

문제의 핵에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업은 비

록 일제 군국주의의 강화, 해방, 전쟁, 분단을 겪는 동안 단절을 겪기도 했

지만 전후 추상 일변의 화단에서 형상성과 문학성을 지닌 회화 경향의 전

사(前史)에 머물지 않고, 후세대에 현실에 구속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부

단히 관계를 맺는, 구태를 벗어난 형식을 추구하되 형식에 매몰되지 않는, 

상상력과 정신적 활동을 중시하는, 달리 말하자면 평범하지만 진리와 본질

을 품은 살아있는 미술언어의 예를 제시했다.      

주요어

초현실주의, 순수한 내적 모델, 문화번역, 전위미술, 신흥미술, 추상, 금기

와 저항, 고전의 재발견, 신화적 상상력, 고대에의 동경, 독립미술협회, 구

실회, 미술문화협회, 자유미술가협회(미술창작가협회), 신미술가협회 

학번 2009-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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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 145×112cm, 교토시미술관.

도 29) 후쿠자와 이치로(福沢一郎), <서산 山西>, 1940, 제1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30) 아이미츠(靉光), <화원 花園>, 1940, 캔버스에 유채, 96×142㎝, 제1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31) 데라다 마사아키(寺田政明), <밤 夜>, 1940, 캔버스에 유채, 제1회 

미술문화협회 출품작. 

도 32) 다키구치 슈죠(瀧口修造) 시/ 아베 노부야(阿部芳文) 그림, 『요정의 거리  

 妖精の距離』(東京:春鳥会, 1937) 중 <레다 レダ>. 

도 33) 가츠라 유키(桂ゆき), <관 冠>, 1939/1949, 캔버스에 유채, 91.5×117cm,  

이타바시(板橋)구립미술관, 제1회 구실회전 출품작.

도 34) 이토 켄시(伊藤硏之), <전설의 매직 伝説のマジック>, 1939, 캔버스에 

유채, 116.7×90.7cm, 이타바시(板橋)구립미술관, 제1회 구실회 출품작. 

도 35) 난바타 가쿠조(難波香久三), <지방행정관 A씨의 모습 地方行政官Ａ氏の像>, 

1938, 캔버스에 유채,  100×64.8cm, 이타바시(板橋)구립미술관.

도 36) 아이미츠(靉光), <눈이 있는 풍경 眼のある風景>, 1938, 캔버스에 유채,   



- v -

 102×193.5㎝, 동경국립근대미술관, 제8회 독립미술협회전 출품작.

도 37) 쿨트 셀리그만(Kurt Seligmann), <검은 마법 Magie Noire>, 1933, 룰렛 

플레이트에 에칭, 어퀘인트, 13.75×11.25cm, 셀리그만 센트(오렌지 카운티).

도 38)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朗), <형태 形態>, 1937, 57×69×5cm, 

  코난학원갤러리.

도 39) 야마구치 카오루(山口薫),  <꽃의 모습 花の像>, 1937, 교토(京都)현대 

미술관,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 출품작.

도 40)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朗), <실내 室內>, 1940, 제3회 자유미술가협회 

출품작.

도 41) 야마시타 키쿠지(山下菊二), <일본의 적 미국의 붕괴 日本の敵 米国の 

崩壞>, 1943, 캔버스에 유채, 97×145cm.

도 42)『삼사문학』 창간호(1939) 표지(표지화: 정현웅).

도 43)『단층』3호(1938) 표지(표지화: 김병기).

도 44) 이상(추정), 「슬픈 이야기」삽화, 『조광』, 1937.6.

도 45) 안석주, <여성선전시대가 오면>, 『조선일보』, 1930.1.12.

도 46) 주현, <포토그램>, 1939.

도 47) 조우식, <포토그램>, 1939-1940.

도 48) 에이큐(瑛九), <잠의 이유 眠りの理由>, 1935, 《에이큐 포토데생전       

瑛九フォト・デッサン展》(1936) 출품작.

도 49) 에이큐(瑛九), <레알 レアル(三）>,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 출품작. 

도 50) 김용준의 「만네리즘과 회화」, 김환기의「추상주의 소론」, 길진섭의 

「조선화단의 현상」, 정현웅의 「초현실주의 개관」이 실린『조선일보』, 

1939.6.11.

도 51) 문학수, <비행기가 있는 풍경>, 1939, 제3회 자유미술가협회 출품작.

도 52) 문학수, <춘향단죄지도>,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53) 난바타 타츠오키(難波田龍起), <달과 표범 月と豹>, 1937,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 출품작.

도 54) 난바타 타츠오키(難波田龍起), <페가수스와 인물 ペガサスと人物>,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55) 세이노 츠네(淸野恒), <풍경 風景>,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56) 기타와키 노보루(北脇昇), <문화유형학도식 文化類型學圖式>, 제2회 

미술문화협회 출품작.

도 57)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朗), 「전위미술과 동양의 고전 前衛美術と 

東洋の古典」,『미즈에 みづゑ』, 1937.2

도 58) 문학수, <사조 死鳥>, 1941, 제5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59) 문학수, <병마와 소>,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0) 이마이 시게사부로, <해남도 海南圖>, 1943,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1) 이중섭, <소>,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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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2) 이중섭, <망월 1>,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경성전 출품작.

도 63) 이중섭, <소와 여인: 정령 1>,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4) 이중섭, <소와 소녀>, 1941, 종이에 펜, 14×9cm, 개인소장.

도 65) 이중섭, <망월 2>, 1941, 제5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6) 이중섭, <소와 소년>, 1940, 종이에 연필, 29.7×40cm. 

도 67) 이중섭, <망월 3>, 1943,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8) 이중섭, <소와 여인>, 1941, 종이에 연필, 40.5×29.5cm. 

도 69) 이중섭, <소와 여인>, 1942, 종이에 펜, 14×9cm, 서울미술관.

도 70) 이중섭, 엽서화, 1941.

도 71) 이중섭, 엽서화, 1941.

도 72) 송혜수, <소와 여인>, 1992, 캔버스에 유채, 61×91cm, 국립현대미술관.

도 73) 송혜수, <설화>, 1942, 캔버스에 유채, 50.3×60.7cm, 국립현대미술관, 

제6회 자유미술가협회전 출품작. 

도 74) 덕흥리 고분벽화 신선옥녀도

도 75) 진환, <沼(기러기)>, 1942, 캔버스에 유채, 24.5×66.4cm, 

국립현대미술관.

도 76) 진환, <시(翅)>, 1941, 캔버스에 유채, 53.2×72.8cm, 국립현대미술관, 

제1회  조선신미술가협회전 출품작.

도 77) 진환, <날개달린 소> 1935년경, 목판에 유채, 33×23.5cm.

도 78) 후쿠자와 이치로 연구소(맨 앞줄 검은 자켓의 남성이 김종남).

도 79) 김종남(가네코 히데오), <수변 水邊>, 1941, 캔버스에 유채, 

123.5×161cm, 이타바시(板橋)구립미술관, 제2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80) 김종남(가네코 히데오),「호랑이 이야기 虎のお話」 삽화, 『미술문화』, 

1943.

도 81) 김종남(가네코 히데오), <폭풍우 嵐>, 1942, 제3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82) 김종남(마나베 히데오), <은자의 유혹 隱者の誘惑>, 1978, 캔버스에 유채.

도 83) 김하건, <항구의 설계 港の設計>, 1942, 제3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84) 김하건, <수면 睡眠>, 1943, 제4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85) 난바타 타츠오키(難波田龍起), <바위와 조각 岩と彫刻>, 1939, 캔버스에 

유채, 60.6×83.5cm. 

도 86) 조르조 드 키리코(Giorgio de Chiriko), <예언자의 보상  La ricompensa  

dell'indovino>, 1913, 캔버스에 유채, 135.6×18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도 87) 김하건, <고원의 봄 高原の春>, 제4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88) 유영국, <랩소디>, 1937, 제7회 독립미술협회 출품작.

도 89) 시모자토 요시오(下鄕羊雄), <작품>, 1934.

도 90) 유영국, <작품 B>, 1937,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 출품작.

도 91)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매달린 공 Suspended Ball>, 

1930-31, 석고, 채색된 메탈, 실, 60.6×35.6×36.1cm, 자코메티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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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2) 임응식, <습작>, 1933, 인화지에 사진(흑백), 25×33cm, 국립현대미술관.

도 93) 정해창, <인형의 꿈>, 1929-1941.

도 94) 정해창, <인형의 꿈(2)>, 1929-1941.

도 95) 정해창, <정물 1>, 1930년대 초.

도 96) 유영국, <사진 No.3>, 제6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기념엽서).

도 97) 유영국, <경주 오릉묘>, 1941-42, 젤라틴 실버 프린트, 10.2×15.2cm, 

유영국문화재단.

도 98) 유영국, <경주박물관 내 사초석>, 젤라틴 실버 프린트, 15.4×10.7cm, 

유영국문화재단.

도 99) 이쾌대, <부인상>, 1943, 캔버스에 유채, 70×60cm, 개인소장.

도 100) 이쾌대, <2인의 초상>, 1939, 캔버스에 유채, 72×53cm, 개인소장.

도 101) 모리 다카유키(森堯之), <인물 人物>, 1937, 캔버스에 유채, 

45.4×37.9cm, 이타바시(板橋)구립미술관, 제7회 표현전 출품작.

도 102) 이쾌대, <상황>, 1938, 캔버스에 유채, 156×128cm, 개인소장.

도 103) <세계의 초현실주의 지도 The Surrealist Map of the World>, 『바리에테 

Variétés』, 1929.

도 104) 권옥연, <절규>, 1957, 캔버스에 유채, 80.3×116.8cm. 

도 105) 김종하, <자연의 표상>, 1974, 캔버스에 유채, 72.7×60.6cm.

도 106) 김영환, <폐허의 오후>, 1974, 캔버스에 유채, 97×130cm, 

국립현대미술관.

도 107) 신영헌, <바다의 비화 1>, 1969, 캔버스에 유채, 161.5×130cm, 개인소장.

도 108) 박광호, <반도 환상>, 1970년대, 캔버스에 유채, 90.9×72.5cm, 개인소장.

도 109) 천경자, <자화상>, 1969, 종이에 펜과 먹, 28×19cm, 개인소장.

도 110)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 종이에 채색, 42×34cm, 

서울시립미술관.

도 111) 김병기, <가로수>, 1956, 캔버스에 유채, 125.5×96cm, 국립현대미술관. 

도 112) 김병기, <인왕제색>, 1988, 캔버스에 유채, 91×152cm, 삼성미술관 

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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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1935년 문단(文壇)과 화단(畵壇)을 넘나들며 식민지 근대를 살고있는 한 

청년 예술가는 온갖 ‘신흥(新興)미술’의 범람을 접하고 아래와 같이 토로했다.

‘신기하다’ ‘새롭다’하는 것은 오늘에 와서는 아무 매력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인상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지러울 만큼 다양의 신기(新奇)와 괴이(怪異)와 

파괴를 본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만복(滿腹)될 대로 만복되어 오래 동안의 전

쟁으로 모든 공포와 경해(驚駭)에 무감각해진 국민처럼 새롭다 하는 것에 대

하여 염증을 느낄망정 신선(新鮮)도 자극도 없어졌다.1) 

정현웅의 위의 발언은 발췌된 부분만 보면 아방가르드의 부정 혹은 역사화

(歷史化)에 대한으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을 만큼 동시대 유럽 미술비평가

들의 어조와 유사하다. 그가 접한 새로운 미술이란 1921년에 김찬영이 잡

지『창조』에 처음으로 입체주의를 소개한 이래 조선에 거의 동시적으로 

유입된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입체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구성주의 등 유럽의 모더니즘 미술

과 아방가르드 미술을 총칭했다.

   한편 같은 해 3월 『매일신보』에 현대미술의 탄생과정을 비교적 심도 

깊게 살피고 미래 미술의 향방까지 예견하려는 의욕에 찬 글이 8회에 걸

쳐 연재되었다. 글의 저자는 르네상스가 중세의 기독교적 질곡으로부터 인

간성을 해방하는 문예부흥이었다면, 정신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에 제2

의 문예부흥을 촉진하는 기운으로서 ‘에스프리 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2) 그는 조선의 현실은 어떤 ‘퐈-송’ 즉 ‘패션’, 열정(passion) 혹은 유행

(fashion)의 난숙기인지, 요람인지를 묻는다. 또 그는 “파리에서 오는 한 

장의 복제판(複製版)에서 급행열차와 힘든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1) 정현웅, 「사․에․라」, 『삼사문학』 제4집(1935), 『정현웅 전집』(청년사, 2011), p. 35.

2) 김해경(金海慶),「현대미술의 요람」, 『매일신보』, 1935.3.14. 김미영은 이 글의 저자 

김해경(金海慶)이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본명 김해경(金海卿))임을 주장함으로써 이상의 

문학, 건축, 미술 등에 관련된 예술관을 총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김미영,「「현대미술의 요람」의 필자 확정 문제」, 『어문논총』52호(2010), 한국문학

언어학회, pp. 1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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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현대라는 기관차에서 천 리 뒤떨어지거나 아

니면 아니 되는 공포 때문에 위협”받는 동시대의 지식인, 특히 근대와 마

주한 비서구 예술가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가 느낀 공포에 가까

운 불안감은 문화의 비대칭적인 교환, 즉 서구미술의 일방향적, 간접적 수

용과 이로 인한 소외와 피상성, 그리고 속도, 즉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차로 인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한국근대미

술이 이문화(異文化)와의 비균등한 만남을 간과한 채 자생성만으로 논의될 

수 있는 역사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했다.3) 

   일제 강점기에 소위 ‘신흥’, ‘첨단’, ‘전위’라는 수식 아래 폭넓게 묶여 다

뤄진 서구미술은 일간지와 문예잡지, 그리고 대중잡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지면이 한정되고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

분 해당 미술사조의 개략적인 특징과 주요 작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소개

되었다. 미술사학자나 미학자의 이론적 뒷받침이 없이 일본어로 번역된 서

적과 화집을 통해 서구 모더니즘 미술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건은 

서구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4) 

   정현웅은 앞의 글에서 미술양식이 이미 ‘만복’의 상태라고 비판했지만, 

조선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1930년대 조선화단은 여전히 아카데믹한 사

실주의 화풍과 인상주의 혹은 후기인상주의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좀 더 진

보적인 양식이라면 야수주의와 표현주의 화풍, 그리고 서정적인 추상을 들 

수 있을 정도였고, 입체주의, 구축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등 전위미술은 당

시 화단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경은 입체주의가 당시 

조선의 민족적 입장이나 민족성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적극 수용되

3) 한국에서 근대시기의 특성은 두 가지로 고려되는데, 자아의식의 발로와 서구문물의 수용

이 그것이다. 전자는 내재적이며 자율적인 전개 양상에 초점을 둔 것이고, 후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대의 변화를 논한 것이다. 이는 봉건사상 對 외세, 전통 對 모더니즘, 전통 

對 변혁, 동양 對 서양, 과거 對 근대 등 결국 두 개의 대립축 간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제반 학계에서 근대성의 의미와 본질 및 기점 논의로 전개되었다. 정형민,「한국미

술사에 있어서 근대성 논의 I」,『조형』19호(1996),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pp. 1-5.

4) 이와 관련하여 평론가 윤희순은 ‘이민(異民)의 미술’을 수용함에 있어 미술의 창작 표현이 

각 민족의 정서와 사회풍토, 정치경제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흥 서양미

술에 대한 흡수에 앞서 서양미술을 그 뿌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막연하게 양식적 면모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인쇄물을 통해서라도 서구 신흥미술은 물론 고전미술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주체적인 입

장에서 기록물과 연구서를 매개로 보다 치밀하게 그들의 미술사적 지식을 흡수하고 연구

해야함을 강조했다. 윤희순,「조선미술의 당면과제」, 『신동아』통권8호(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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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을 지적했고, 오지호는 초현실주의가 일시적이라도 일부의 이목을 끈 

것은 “다만 그 형태가 신기하고 기괴(奇怪)”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5) 이러한 태도는 서구미술이 도입되던 초기, 김찬영이 본인 스스

로 입체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입체주의가 “시간

적, 공간적, 사회적, 국민적, 인습적 모든 이지(理智)와 공포를 벗어놓고 영

적(靈的) 적라(赤裸)의 자기의 자유로운 감정과 속임 없는 감각의 표현”이므

로 우리 현대미술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라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6)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예술철학과 기호(嗜好)의 차이는 물론, 서구문화의 수

용이 호기심과 절박함 등이 뒤섞인 초기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점차 주체성

을 지닌 선택적인 수용으로 성숙해간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모더니즘 미술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가는 한국근대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주제다. 전통미술과의 ‘단절’, 서양미술의 ‘침투’, 일본미술의 

‘이식’이라는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모더니티와 전통론을 재해석하고, 이

를 토대로 한 정체성 재구축과 연계된다.7) 본고는 이문화 수용을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되 이를 좀 더 각론적으로 전개하려는 시도

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미술사조의 영향을 조명하기보다는 모더니즘이

라는 큰 범주 아래 복합적으로 도입된 ‘서양화풍’을 이야기했다면, 본고는 

그 동안 조명된 적이 거의 없는 초현실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왜 초현실주의인가. 이에 대한 답 중 하나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

가인 모리스 블량쇼(Maurice Blancho)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그 실마

리를 찾을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하나의 학파라기보다는 정신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아무도 

이 운동에 속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일부이다. 초현실주의가 사라졌는가? 

5) 김주경,「조선화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2.1.3; 오지호,「순수회화론: 예

술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2)」, 『동아일보』, 1938.8.21.

6) 김유방, 「현대예술의 대안에서, 회화에 표현된 <포스트임푸레쓔니즘>과 <큐비즘>」,

『창조』통권8호(1921).

7)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 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혜안, 2014), p. 15. 

이와 관련해 윤범모는 한국근대미술이 서구미술 이식의 역사만이 아니라 민족 자주미술

의 건설의 역사임을 주장한다. 외국과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조선민족 열등론으

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미술이 어떻게 자주적 입장을 수립했는지 밝히는 주체적 

시각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미술이 지닐 수 있는 최우선의 덕목은 

민족해방, 분단시대의 덕목은 통일지향이라고 보았다. 윤범모, 『한국근대미술: 시대정

신과 정체성의 탐구』(한길아트, 2000),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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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초현실주의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기 때문

이다. 그것은 모든 곳에 있다. 초현실주의는 유령이고, 멋진 변형에 의해 

초현실적이 된 근사한 강박이다.8)

이 텍스트는 「초현실주의 선언」이 발표된 지 20년 만에 발표되었는데, 

이 해(1944)에는 이미 브르통과 함께 파리 초현실주의 운동을 이끌던 예

술가들 대부분이 나치에 의해 초토화된 유럽을 떠나 뉴욕에 머물고 있었

다. 발췌 부분은 마치 부고(訃告)처럼 전위운동으로서 추동력을 상실한 초

현실주의의 죽음을 알리면서 더 이상 특정 그룹의 예술운동이 아닌 불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신 혹은 태도로서 초현실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

다. 초현실주의를 하나의 정신 혹은 태도로 간주하는 시각은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애매하고 복합적임을 말해준다. 

   본고는 근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서구미술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미학적 불연속성의 역사 속에서 초현실주의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

지 그 흔적을 조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초현실주의가 근대기 한국미술에 끼

친 영향이 상당히 한정적이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그

런데 어떤 현상이 일회적으로 혹은 미미하거나 변방에서 전개되었다고 해

서 그 현상이 전체 역사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비

서구 미술가는 서구미술을 접하면서 스스로의 방법과 필요에 의해 외부세

계에 조응(調應)하거나 대응(對應)하고, 때로는 내부로 침잠(沈潛)하기도 

한다.9) 다시 말해 외래의 것이 본래의 혹은 전통적인 사상이나 언어와 호

응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곡해(曲解)

와 오해는 피할 수 없으며 심지어 수용을 포기 혹은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러한 제한성과 변용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이유를 검증하는 일은 한국근대미술의 특수성을 밝히는 또 다른 방

식, 즉 네거티브 혹은 결핍으로써 현상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로

써 미술사 기술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제한된 근대미술 담론의 층을 좀 

더 두텁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8) Maurice Blanchot, La Part du Feu(1944), Patrick Waldberg, Surre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45.

9) 정영목, 「한국현대미술의 정체성과 문화식민주의」,『조형』21호(1998), 서울대학교 조

형연구소,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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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들어 한국미술에 미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

가 발표되었다. 프랑스 문학 전공자인 신현숙의 연구는 한국미술에 대한 

부분이 분량적으로 적지만 한국예술에 미친 초현실주의 영향에 관련한 연

구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후 발표된 몇 편의 석사학위논문에 참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10) 선행연구는 유럽 초현실주의의 탄생 배경, 주요 작가 및 

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 초현실주의의 주요 기법을 차용한 한국 작

가들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초현실주의가 궁극적으로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탐구하고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본 신현숙은 초현실주의 시와 미

술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까지 다루었다.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초현실

주의” 장에서 그가 소개한 작가는 김선희, 김와곤, 신제남, 한만영 등이다. 

김승영은 유일하게 조각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면서 한국 작가로는 이일호, 

조영자, 김정명의 작품이 다원화되며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인간

내면의 표출이라는 초현실주의의 본질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소연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노크롬 회화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극사실

주의 회화를 초현실주의의 확장이라 보았다. 한만영, 고영훈, 이석주, 김홍주 

등의 작품이 미국 하이퍼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에만 집착하지 않고 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변용했다는 것이다. 우정

윤 역시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지닌 작가로 한만영, 고영훈, 이석주를 들었고, 

가장 최근의 연구자인 권영은은 그 목록에 신제남과 판화가 김영진을 추가했

다. 선행 연구자들은 프랑스 초현실주의 미술과 한국 초현실주의 미술의 차

이보다는 기법과 도상에 있어서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이들이 주목한 화가들은 대부분 소위 극사실주의 회화라 불리는 경향의 

작가군에 속한다.11) 1978년 이후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여 민전을 주도하다

10) 신현숙, 『초현실주의: 예술 각 분야에 나타난 모험정신과 한국적 수용』(동아출판사, 

1992); 권영은,「초현실주의와 그 영향을 받은 한국미술가들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

문, 단국대학교), 2015; 우정윤, 「초현실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2; 최소연,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경

향」(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3; 김승영, 「초현실주의 조각에 대한 연구」(석

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3. 

11) ‘극사실 회화’라는 명칭은 ‘하이퍼리얼리즘 회화(Hyperrealism painting)’의 번역어에서 

유래한다. 평론가에 따라 ‘극사실주의 회화’, ‘신형상 미술(New figurative art)’ 또는 간

단히 ‘신형상’으로 불리거나 ‘극사실화’로 약칭되기도 한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최된

《사실과 환영: 극사실 회화의 세계》(2001)전은 극사실주의 회화에 대한 논의를 재점

화하는 계기되었다. 극사실주의 회화 연구사 및 기호와 구조 분석은 허나영,「한국 극사

실 회화의 이중구조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26호(2016), 한국조형교육학회,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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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2년 무렵부터 점차 수그러든 극사실주의 회화에 대한 논의는 1990

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미국 하이퍼리얼리즘과의 차별성, 한

국 구상 혹은 사실주의 미술 계보 내 위치, 즉물성, 기호학적 해석 등과 관

련되었다. 극사실주의 회화와 구상 조각을 초현실주의와 연결시킨 선행 연

구들은 이러한 논의와 다소 거리가 있다. 

   극사실주의 회화를 꿈과 환상과 연결시킨 또 다른 사례는 선행 연구자

들이 소개한 작가 대부분이 포함된, 1990년대 초에 개최된《구상미술의 

오늘: 꿈과 현실의 대결》전이었다.12) 꿈과 환상은 전시의 네 가지 테마 

중 하나로, 전시는 “모더니즘이란 이름 아래 전개되어 왔던 추상과 실험 

일변도의 미술경향 하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었으나 “‘해체’로 대

변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현상”과 ‘유사한 징후’로서의 구상미술에 초

점을 두었다.13) 이 전시는 꿈이란 용어를 제목에까지 사용하기는 하지만 

초현실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시를 -부정적이나마-

초현실주의와 직접 연결시킨 것은 이 전시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전혀 

다른 초현실주의를 극히 피상적으로 접목시키고, 60여명이나 되는 참여작

가들의 작품을 초현실주의 성향으로 일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어느 

전시평이었다. 평자는 “최근 다시 부활한 초현실주의”라는 “세계적 추세의 

한 구석을 모방하기만 함으로써 편승”하는 작품들을 비판하는 한편 “굳이 

초현실주의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독자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초현실주의로 묶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14) 

   사실 이러한 시각은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초현실주의 미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전제와 함께 한국미술과 

초현실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자체를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

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시각은 수용자가 처한 특정 지정학적 조건을 중

시하고 수용자의 주체적인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근저에는 이문화 수

용을 주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태도, 즉 모방과 변이를 주류의 아류로만 

361-381; 이주영,「한국 극사실 회화에 나타난 시각기호와 미의식」, 『미학예술학연구』

45호(2015), pp. 283-321 참조.

12) 이 전시는 윤진섭이 기획한 ‘구상회화 재조명’ 시리즈는 중 하나로, 시리즈는  1부 ‘자

연, 그 새로운 해석’, 2부 ‘구상미술의 오늘, 꿈과 현실의 대결’, 3부 ‘풍자화, 그 해석과 

비판의 소리’, 4부 ‘인물화, 그 삶의 풍경’ 총 네 파트로 구성되었다. 

13) 윤진섭, 『구상미술의 오늘: 꿈과 현실의 대결』(현대아트갤러리, 1992).

14) 김미경, 「꿈과 현실의 통로: 구상미술의 오늘_꿈과 현실의 대결전」, 『공간』(1992.9),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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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지닌다.

   선행 연구가 다룬 작품들은 대부분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제작되었지

만,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전쟁 이후 초현실주의 미술이 본격적으로 등

장했다고 말한다. 반면 김영나는 1930년대 동경 유학생들 가운데 일본의 

관전을 외면하고 ‘자유미술가협회’, ‘미술문화협회’, ‘백만회’ 등 전위적인 

소그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을 추상 경향과 초현실주의 경향으로 

구분하여 조명했다.15)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초현

실주의 미술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많이 제작되었던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쳤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에 제

대로 알려진 바 없었던 자유미술가협회와 미술문화협회를 소개하고, 여기

에 참여했던 김환기, 유영국, 이중섭 등 거장들의 제목만 알려져 있던 작

품들을 도판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본고를 포함하여 이후 여러 근대미술연

구에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다. 

   한편 위의 선행 연구자들이 초현실주의 성향의 작가군을 소개한 것과 

달리 홍지석은 문학수와 정현웅 두 인물을 초현실주의와 연계하여 구체적

으로 조명했다.16) 두 작가 모두 한국전쟁 무렵 월북하고 그 이전 제작한 

회화 작품 대다수가 망실되어 이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홍지석은 한국 초현실주의 시 단체였던『삼사문학』

과 여기에 참여했던 정현웅의 다양한 텍스트를 초현실주의를 매개로 분석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작가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 초현실주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문학

수 연구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다. 문학수에 대한 기존연구가 주로 1930

년대 동경 유학생, 신미술가협회 동인들 중 한명으로서 그를 부분적으로 

다뤘다면, 홍지석의 연구는 오롯이 문학수에 집중한다. 그는 문학수의 작

품세계가 지닌 해방 전의 초현실주의와 해방 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

는 극단적인 양극성을 ‘근대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고찰했다.   

  

15) 김영나,「1930년대 전위그룹 연구」,『20세기 한국미술』(예경, 1998), pp. 63-114.

16) 홍지석,「1930년대의 초현실주의 담론: 『삼사문학』과 정현웅」, 『인물미술사학』 

10호(2014), 인물미술사학회, pp. 9-32;「두 개의 근대: 문학수의 해방 전후」,『인물미

술사학』8호(2012), 인물미술사학회, pp.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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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방법 및 구성

   초현실주의를 극사실주의 회화 및 구상조각과 연결시킨 선행 연구자들

이 주목한 작가들은 김영진(1976-)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출

생하여 1970년대에 미술대학을 다닌 이들로, 식민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

은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의 예술이 미술사에서 지니는 위

상은 추상으로 대표되는 한국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반동, 모더니즘과 반

(反)모더니즘의 애매한 경계, 한국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조 등 평자에 

따라 다양하다.17) 초현실주의는 도상과 기법뿐만 아니라 -다다와 함께- 

저자의 죽음, 차용, 혼성성, 아이러니, 유머, 우연, 해체 등을 특징으로 하

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에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다. 선행 연구자 대부분

은 192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초현실주의와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제

작된 극사실주의 회화 및 구상 조각 간의 시공간적 간극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법적, 도상적 유사성에 주목했다. 유럽의 초현실주의와 한국의 극사

실주의 회화와 구상 조각을 연계시킨 작업은 분명 유의미하지만, 그 유입 

경로에서 발생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생략된 점이 아쉽다. 본고는 이들 

선행 연구에서 시공간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주목, 동경 유학을 통해 처음

으로 초현실주의를 접했거나 당시 조선의 문화예술계에서 미비하게나마 진

행된 초현실주의 담론에 참여했던 근대기 작가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국에 초현실주의 미술은 없었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초현실주의 수용의 흔적을 찾고 전개양상을 더듬어 보려는 시도는, 

서구미술이라는 완전한 타자가 ‘중심’으로서 문화적 ‘보편성’을 갖는다는 

식민주의적 관점을 재생하지 않기 위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부단히 측

량해 가는 긴장감을 필요로 한다. 초현실주의 불완전한 수용을 새로이 긍

정적으로 포착하려는 시각은 그 자체로 서양과의 위계에 대한 양가적인 의

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사성과 함께 상호간의 차이에 

17) 1987년경 화단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이래 당시 제도권 중견 평

론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일련의 탈평면 작업을 설명할 새로운 비평언어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성록은 한국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논의를 

중추화시킨 인물로, 그는 1980년대 후반 이래 다원화된 한국미술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는 타이틀로 범주화, 계보화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중반 ‘난지도’, ‘메타복스’ 등 탈모

던 단체와 1970년대 후반 극사실 회화까지 하한선을 끌어내렸다. 그는 민중미술이 교

조적 리얼리즘의 도구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연성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계보에서 제

외했다. 서성록,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미진사,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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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소위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Homi Bhabha, 1949-)에 따르면 

문화번역이란 상이한 두 문화가 만나는 접촉지대이자 그 순간이며 문화의 

혼종성을 창출하는 거대한 담론이다.18) 즉 공간적이면서 동시에 시간적인 

이동을 행함으로써 그 양 끝에 존재하는 정체성이 근원적인 이항대립으로 

귀결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바바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비대

칭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 문화는 안정된 경계가 없는 유동적인 그물

망과도 같다. 따라서 상이한 문화가 만날 때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빚

어지게 되는데, 이 충돌이 번역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협상되는 역동적인 

과정이 소위 ‘사이 공간’ 혹은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타자의 

문화를 그 도그마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고유의 전

통이라 여겨져 온 것을 상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바바는 자아와 타자 중 어떤 하나를 특권화하는 대신 서로간의 침투적

인 공간에서 경험되고 재현되는 것, 즉 차이의 수행성에 주목한다. 선험적

인 존재론의 틀 속에서 어떤 총체적이고 초월적인 동일성 개념에 의존하는 

대신 경계선상에서의 접촉을 통해 차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는 벤야민

(Walter Benjamin, 1892-1940)의 번역론에 의지했다.19) 바바는 벤야민이 

말한 “모든 번역이 단지 잠정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낯섦”을 이

문화간 소통에 있어서 손쉽게 전달되지 않는 그 무엇으로 설명한다. 이 낯섦

은 의미화되지 않는 차이를 가리킨다. 벤야민이 번역론을 전개하면서 도입한 

과육과 껍질의 비유는 번역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문화적 차이 속에서 계속 

지연되는 정체성을 중시하는 바바의 논의에서 의미작용의 틈새를 보여주는 

이질성과 연계된다.20) 번역본은 본질적으로 원본과 유사하기 힘들다. 번역에 

의해 원본이 손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때로 어떤 변종은 원본과 유사한 

점이 전혀 없을 때조차 있는데, 이러한 폭력적이고 이질적인 것은 문화번역에 

18)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1994), 나병철 옮김(소명출판, 2012).

19) 벤야민이 보들레르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후 이에 대한 서문 격으로 쓴 「번역자의 과

제 The task of the translator」는 번역을 비평적 실천으로 간주한 연구의 시발점이 된 

저작이다. 벤야민의 번역론은 대안적인 번역 행위에서 식민주의적 권력 작용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윤조원,「번역자의 책무: 

발터 벤야민의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57권 2호(2011), 한국영어영문학회, p. 219.

20) 발터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1923), 『발터 벤야민 선집 6: 일반언어와 인간의 언

어에 대하여 外』, 최성만 옮김(도서출판 길, 2009), pp. 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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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번역자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작업에 노정될 수밖에 없

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결국 번역의 성공은 벤야민이 강조하는 것처럼 원본과

의 ‘유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번역, 어떤 의미에서 오역(誤譯)은 그 자체로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변형을 통해 원본의 개념 또한 흔들리게 만들고 역사

의 문맥 속에서 원본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근대화단에는 초현실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혹

은 유럽 초현실주의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수용하지 않았는지, 수용하면서 형태와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오리지널 초현실주의와는 “또 다른 종류의” 초현실주의가 특정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전개되었는지 그 특수성을 살펴보

는 일이 필요하다. 논문 제목을 “한국근대의 초현실주의 미술” 혹은 “한국

적 초현실주의 (근대)미술”이 아닌 “한국근대미술과 초현실주의”라 한 것

은 그 변형 혹은 차이점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마치 “수술대 위에서 우연

히 만난 재봉틀과 우산”(로트레아몽)처럼 ‘한국근대미술’과 ‘초현실주의’가 

‘과’라는 접속조사를 매개로 서로 병치되었다. 이 이질적인 만남은 1930년 

식민지 조선에 초현실주의라는 외래사조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뿐만 아

니라 몇 세대 지나 그 만남을 비로소 조명하고자 하는 지금도 여전히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스스로 본인 작품을 초현실주의로 규

정한 적은 없다. 그런데 서구의 여러 미술사조가 동시에 수용되는 과정에

서 여러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론가들은 그들

의 작품에서 초현실주의적인 특성을 읽어냈다. 특정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

다고 해서 그 용어의 개념 혹은 내포적 의미까지 부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본고는 수용의 맥락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국근대미술과 초현실주의의 관계를 조명하기에 앞

서 프랑스와 일본의 초현실주의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김

복진이 “지금의 우리 미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보고 일본의 정세

를 간파해야한다”고 했듯이, 한국의 근대미술은 세계미술의 ‘중심’이었던 

서양미술과 동아시아미술의 ‘중앙’이었던 일본미술과의 연계 선상에서 분

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21) 한국근대미술이 중심과 중앙을 지향하는 이

중의 식민 상태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 구축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

21)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시공사, 2009), p. 11.



- 11 -

는 균열의 지점이야말로 한국근대미술의 특수성이자 끊임없이 지연되는 정

체성의 한 단면이다.  

   한편 초현실주의가 주로 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문단은 화단

보다 비교적 일찍 초현실주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1930년대가 한국 근

현대예술사상 미술과 문학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였고 미술과 

문학의 발표의 장(場)이 현재처럼 분리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문단에서

의 초현실주의 수용 양상과 전개 역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 화단에 초현실주의가 어떻게 

소개, 이해, 전개되었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우선 살펴

보도록 한다. Ⅱ장에서는 브르통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주요 

이슈를 간략히 다룰 텐데, 1절에서는 미학적・정치적 아방가르드로서 초현

실주의 운동의 탄생, 전개 과정에서 주요 개념과 실천방식을 둘러싸고 발생

한 논쟁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초현실주의 자체가 지닌 모호함의 근거가 

되는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에 대해 검토한다. 3절에서는 초현실주의 미술에 

초점을 두고 태도와 양식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은 근대 일본화단에서의 초현실주의 전개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1

절에서 초현실주의를 최초로 수용한 문단에서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본 후 2

절에서 화단에서의 전개양성을 검토한다. (1)에서는 이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던 초기의 양상, (2)에서는 집단운동으로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한 중기의 양상, (3)에서는 추상과 함께 일본적 전위로서 고전

을 강조하던 중후기의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중후기의 초현실주의를 둘러싼 

주요 담론은 조선 유학생 화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근대 한국화단의 초현실주의 수용과 전개양상을 조명하는 Ⅳ장 역시 1절

에서 초현실주의를 최초로 수용한 문단의 흐름을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절은 크게 담론과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1)에서는 신

흥미술을 둘러싸고 벌인 프롤레타리아 진영과의 대립 속에서 (2)에서는  

전위미술을 둘러싸고 벌인 순수회화 진영과의 대립 속에서 조선화단의 초

현실주의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것이다. (3)에서 (6)까지는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성향에 관해 살펴볼 것이

다. 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초현실주의라 간주하지 않았지만, 당시 첨단적

이라 평가된 이들의 작품은 기법적인 측면보다 태도적인 측면에서 초현실

주의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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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현실주의의 주요 쟁점

   초현실주의 운동을 이끈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1896-1966) 스

스로 인정한 것처럼 초현실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련의 실패와 우여

곡절과 변절”을 겪으며 예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22) 초현실주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시회를 주도하며 온갖 종류의 출판물을 끊

임없이 발행하고 강연을 개최한 조정자이자 핵심이론가인 브르통이 없었다

면 초현실주의 운동은 다른 전위예술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길지 못했을 것

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독단과 열정으로 인해 내부적인 반목과 불

화가 끊이지 않았고, 외부적으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지속

되었다. 특정 시간(1920-30년대)과 공간(프랑스)에 한정된 예술사조로서의

초현실주의는 대표적인 ‘역사적 아방가르드’로서 공식화되었지만, 실제로 

브르통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초현실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반박하고 새로운 멤버와 사상을 수용하면서 초현실주의의 정체성을 

부단히 재구축하고 경계를 확장해 나갔다.23)   

   초현실주의는 기독교적,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백인중심적 이데올로

기에 의해 유지되는 서유럽의 가치가 인간의 삶을 편협하고 위선적이고 공

포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

런데 그 목표가 명확했던 것과 달리 제시한 대안과 가능성은 다양한 해석

과 실천의 여지를 내포했고, 이 점이 초현실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어

렵게 만들었다. 초현실주의 미술은 다른 모더니즘 미술처럼 전통과 결별하

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신 무의식, 꿈, 놀이, 이문화, 전통 등 여러 이질

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끌어들여 주제와 양식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했다. 

궁극적으로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

22)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제2선언」(1930),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 역(미메

시스, 2012) p. 159.

23)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의 망명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브르통이 이끄는 단체

의 공식적인 정치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나키스트들과의 화해, 

알제리 내전과 드골주의에 대한 저항 등 다양한 양태를 띠었다. 파시스트의 무자비한 

만행과 그 동조자들을 목도한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초현실주의자들로 하여금 막스와 

앵겔스의 판타지를 뛰어넘는 좀 더 혁명적인 자유사상으로써 세계의 조직 자체를 완전

히 재정립하는 사상을 갈구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인류가 도달한 문명에도 불구하고 만

연한 빈곤, 노동착취, 상업독점, 사기협잡, 노예유괴 등 사회문제에 대한 그 어떤 정치, 

경제, 도덕적 대안을 능가하는 해방의 잠재적 가능성을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에게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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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비, 비밀, 놀라움에 대한 의식을 창조하고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초현실주의를 특정 시간과 공간에 해당하는 예술

사조로만 간주하는 것은 그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24)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만, 한국화단에 초현실주의가 어떻게 소개, 이해, 

수용, 전개되었는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시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주

요사상과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초

현실주의가 내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 Ⅱ장에

서는 우선 정치적・미학적 아방가르드로서 초현실주의 운동의 탄생,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논쟁(1절)과 주요 개념(2절)을 살펴보고 이후 미술에 

한정하여 주요 특색(3절)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1. 주요 개념과 실천을 둘러싼 논쟁

   초현실주의는 1919년에서 1924년까지 파리에서『문학 Littérature』지

를 간행한 일군의 시인들에 의해 탄생했다.25) 주도적 인물이었던 앙드레 

브르통,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 필립 수포(Phillippe 

Soupault, 1897-1990)는 『문학』을 통해 랭보(Arthur Rimbaud, 1854- 

1891), 로트레아몽(Comte de Lautréamont, 1846-1870),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é, 1842-1898) 등 선배 시인과 동시대의 아폴리네르와 피에르 

르베르디, 피카소(Pablo Picasso, 1882-1973), 네르발(Gerard de Nerval, 

1808-1855)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 영국의 고딕 소설 등을 높이 평가했

다. 초창기에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견지했던 그들은 취리히에서 다다를 

주도했던 트리스탄 차라(Tristan Tzara, 1896-1966)가 파리에 도착한 이

후 반역과 스캔들의 강도를 높였다.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성 중심

주의와 합리주의를 불신하게 된 그들은 타성에 젖은 부르주아의 삶과 사상

24) S. 알렉산드리안, 『초현실주의 미술』, 이대일 역(열화당, 1984), p. 7.

25) 『문학』은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갈리마르 출판사 지원으로 1909년 앙드레 지

드 등에 의해 출간된 『신프랑스 la Nouvelle Revue Française』의 보수적 권력에 대

항해 발간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프랑스』는 브르통 그룹의 재능과 진지함, 

그리고 탁월성을 높이 샀고, 지드와 더불어 당시 문학장을 지배하던 시인 발레리 역시

『문학』을 지지하며 브르통에 대해 정신적 스승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김희영,「프

랑스 아방가르드 운동과 문학장의 이동」,『외국문학연구』19호(2005), 한국외국어대학

교 외국문학연구소,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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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역을 꾀하고자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인간의 무의식과 

꿈의 영역에 관심을 두었고, 모든 논리적 장치가 제거된 진정한 자아의 표

현, 즉 ‘영혼의 언어’를 구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마티즘

(automatism)’이 주요 방법으로 부각되었고, 브르통과 필립 수포는 1922

년 처음으로 이 기법을 도입한 『자장 Les Champs Magnetiques』을 발

표했다.『문학』의 젊은 시인들에게 끼친 차라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다

다의 파괴정신과 허무주의는 그들의 시적 신념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

었다. 결국 브르통은 만 레이(Man Ray, 1890-1976), 피카비아(Francis 

Picabia, 1879-1953),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에른스트

(Max Ernst, 1891-1976) 등을 끌어들이며 『문학』의 방향을 새롭게 이

끌었다. 이들은 시를 중심으로 하되 ‘문학’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역설적이

게도 이 단체의 근본적인 ‘反문학적’ 정신을 드러내려는 듯이 꿈 혹은 우

연적인 사건과 관련된 텍스트, 자동기술적 글쓰기, 회원들의 취향 조사 등 

다양한 형식을 실험했다. 

   브르통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 그룹은 1924년 10월 연구소를 설립

하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같은 해 12월 단체의 공식 저널인 『초

현실주의 혁명 La Révolution Surréaliste』을 발간했다.26) 브르통은 『초

현실주의 혁명』 창간호에 「초현실주의 선언 Manifeste du Surréalisme」

을 발표한다(도 1). 이 선언에서 브르통은 상상력, 어리석음, 꿈, 무의식의 

어두운 힘에의 복종, 신비로운 것에의 의존, 환영 등을 중시하고, 필연성, 

논리적 질서, 합리성 등을 부정했다. 특히 꿈은 초현실주의에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브르통은 의식의 베일을 걷어내 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프로이트에게 경의를 바쳤다. 브르통은 꿈과 무의식을 중시하는 유

사한 이유에서 모든 이성적 책임과 도덕적 질서의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

운 어린이의 상황을 긍정함으로써 비순응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

냈다. 그는 또한 랭보가 주장한 비전의 상태, 의식에 의해 감추어진 진정

한 자아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매(靈媒)의 상태를 강조했다. 그리

고 기독교와 데카르트주의의 정신주의에 대항하여 미신과 마법, 카발라, 

26) 연구소의 역할이 정신의 무의식적 활동을 보여주는 형식에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있었다면, 창간호 표지에 명시된 것처럼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에 이

은)새로운 인권 선언”을 목표로 한 그룹의 저널은 새로운 예술을 통해 사회적 혁명을 

꾀하고자 했다. Gérard Durozoi, History of the Surrealist Movement(1997), tran. 

Alison Anderson(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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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시즘, 연금술 등 신비주의 전통을 갱생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선언에서 초현실주의의 정의를 몇 줄로 규정함으로써 

‘초현실주의’라는 용어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초현실주의. 남성 명사. 순수 상태의 심리적 자동운동으로, 사고의 실제 

작용을, 때로는 구두로, 때로는 필기로, 때로는 여타의 모든 수단으로, 표

현하기를 꾀하는 방법이 된다.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제가 부재하는 가

운데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난, 사고의 받아쓰기.27)

브르통이 기술한 위의 정의는 명확하고 단정적이어서 ‘초현실주의’가 ‘오토

마티즘’과 동일시되는 데,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초현실주의가 문학 혹은 

미술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만 인식되는 데 일조했다. 브르통은 “대담하고

도 역설적인 시학”인 오토마티즘이 고전주의와 사실주의 문학이 지배하던 

기존의 문학 풍토를 쇄신하는 돌파구가 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유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이성의 표면적인 의식 세계를 파괴하고 잠재의식의 하

층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잠재된 욕망의 힘을 표출하여 일상의 삶을 변화시

키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혁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실 ‘초현실주의’란 용어는 브르통이 최초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주

지하듯 ‘초현실주의’는 시인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 

1918)가 1917년 발레 <퍼레이드 Parade>를 위한 프로그램 노트에서 처음으

로 사용하고, 같은 해 풍자극 <티레지아의 유방 Les Mamelles de Tirésias>

의 부제 ‘초-현실주의 극’에서도 사용하였다.28) “인간은 발걸음을 모방하

려 했을 때, 다리와 닮지 않은 바퀴를 창안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현실주의를 실천한 것이다”라는 아폴리네르의 주장은 고전적 개념의 

모방조차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실재 혹은 진리

는 시적 상상력에 의해 유추적으로 전달됨을 의미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29) 

27)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1924),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 역(미메시스, 

2012), pp. 89-90.

28) <퍼레이드>는 암시로 가득한 장 콕토(Jean Cocteau)의 각본, 피카소의 기하학적인 구

성의 무대 디자인과 의상, 총소리와 타자기 소리 등 일상적인 음향을 사용한 에릭 사티

(Erik Satie)의 음악, 러시아 출신 안무가이자 발레리노인 레오니드 마신느(Léonide 

Massine)의 안무와 이들의 합작투자로 공연된 부조리극이었다. 아폴리네르는 프로그램 

노트에서 “무대 장식과 의상에서 안무에 이르기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연합

이 새로운 정신에 대한 선언의 출발점이라고 볼 일종의 초-현실주의(sur-réalisme)”라고 

언급했다. Gérard Durozoi, History of the Surrealist Movement,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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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아폴리네르가 특정 교의(敎義) 혹은 강령을 구축하거나 학파를 만

들지는 않았지만, 그를 숭배하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초현실주의’는 빠른 속도

로 유행하게 되었다. 벨기에 출신 시인 폴 데르메(Paul Dermée, 1886-1951)

는 근대미학을 다루는 잡지『에스프리 누보 Esprit Nouveau』 1호(1920)

에서 초현실주의를 언급했고,30) 유대인 출신 독일 태생 시인이자 극작가인 

이반 골(Yvan Goll, 1891-1950)은 브르통이「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

기 몇 달 앞서 데르메와 함께 ‘초현실주의(Surréalisme)’라는 제목의 잡지

를 발간하여 브르통에게 ‘초현실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도 2).31) 

   이들을 포함해 아폴리네르를 따르는 전위 작가들이 그의 초현실주의를 

“현실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시대의 양식”으로 

이해했다면, 브르통은 이 용어를 오토마티즘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에 연결

해 정의했다. 브르통은 그 누구보다도 아폴리네르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

았지만,32) 선언에서 아폴리네르가 불완전한 용어를 소유했으되 주의를 끌

29) Guillaume Apollinaire, “Surnaturalisme”(1914), Willard Bohn, “From Surrealism 

to Surrealism: Apollinaire and Bret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6:2(1977), pp. 201-203에서 재인용.  

30) 폴 데르메는 초현실주의를 조형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미지로 봄으로써, 무의식이 

의식의 실질적인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물질적 관심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에 외부 세계의 존재를 부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게 큰 주의를 기울여야한

다. 그 무엇도 독자가 자신의 내적 세계를 떠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조형적으로 실

현가능한 이미지는 없다. 하지만 초현실주의는 가능하다! 이미지는 감정적 의미가 부여

된 재현으로 변형되고 감정의 이성에 묶이게 될 것이다.” Paul Dermée, “Découverte 

du lyrisme,” Kim Grant, Surrealism and the visual arts: theory and recep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37에서 재인용. 

31) Jeremy Stubbs, “Goll versus Breton: The Battle for Surrealism,” Rovert Vilain, 

ed., Yvan Goll-Claire Goll: Texts and Contexts(Amsterdam & Atlanta: Rodopi, 

GA, 1997), pp. 69-72.

32) 아폴리네르는 브르통의 취향과 비평정신 그리고 초현실주의 미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미 초현실주의가 중시한 미학적 가치들을 선호했다. 그는 근대 시인들이 

지녀야 할 ‘새로운 정신(l’esprit nouveau)’이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에 대한 총체적 탐

구이며 ‘진리(vérité)’를 위한 총체적 열정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창조적 정신에 의해 가시적 현상을 넘어서는 진정한 현실을 재현해야한다는 

것이다. 아폴리네르는 ‘새로운 정신’의 요건 중 하나로 ‘경이’를 들었다. 그는 근대 시인

들뿐만 아니라 야수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등 화가들 역시 이 새로운 자원, 즉 ‘놀라

움’으로 과거 예술로부터 단절하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Adrianna Paliyenko, “Rereading Breton’s Debt to Apollinaire: Surrealism and 

Aesthetics of Creative Imaging,” Romance Quarterly 42(1995), pp.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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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이론적 통찰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시적 경이 혹은 “비상한 

높이의 직접적 부조리성”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33) 

   아폴리네르의 친구인 피에르 르베르디(Pierre Reverdy, 1889-1960)의 

이미지론 역시 브르통에게 영감을 제공했다. 시적 상상력과 우연성을 강조

했던 브르통은 르베르디 이미지론의 귀납성과 정신의 의지적 측면에 동의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도 선언에서 밝혔듯이 친숙한 현실과 사물을 독특하

게 결합시켜 사물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현실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는 

초현실주의의 가능성을 르베르디에게서 발견했다.

이미지는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이다. 그것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현실의 비교가 아니라 근접병치에서 탄생할 수 있다. 병치된 두 현실의 

관계가 멀고 적절할수록, 이미지는 더 강해질 것이며-감동적인 힘과 시적 

현실성을 그만큼 더 많이 얻을 것이다.34)

르베르디에 따르면 시적 이미지는 ‘비교’ 즉, 은유, 직유, 환유와 같은 전통

적인 수사학적 비유(比喩)가 아니라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이다. 브르통은 

이러한 르베르디의 시학이 “귀납적이고 원인을 결과로 오해”했다고 비판한

다.35) 정신 혹은 의지의 ‘능동적인’ 개입을 전제했던 르베르디와 달리 브

르통은 시적 이미지가 어떤 기법적 연구나 의식에 대한 탐구에 의해 만들

어진 결과물이 아닌 선험적인 것이고, 감정적 힘이 있으며 시적 현실성이 

있는 이미지가 원인이 되어 충격효과, 즉 ‘경이(驚異)’를 낳는다고 보았다. 

르베르디의 이미지론이 조화, 종합, 순수, 아름다움을 추구한 전통 미학에 

33) 브르통은 아폴리네르에 비해 제라르 드 네르발이 본인과 수포가 표방한 시적 정신을 

기적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네르발이「불의 딸들 Les Filles du feu」의 헌사에서 사용

한 ‘초자연주의’를 ‘초현실주의’ 대신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네르발은 여

러 나라의 종교, 신화, 전설, 비교(秘敎), 연금술, 점성술을 혼합한 이야기를 창조해 실

존 인물을 신화 속 인물과 결합시킨 자신의『환상 시집 Les Chimères』(1854)이 “‘초자

연주의적인(super-naturaliste) 몽상의 상태’에서 쓰여진 소네트”라 정의했다. 한편 아폴

리네르 역시 ‘초자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는데, 이로써 산업 사회의 근대적 풍

경이 만들어내는 비자연 혹은 과거의 자연과 다른 근대적 자연에 적합한 새로운 미학, 

즉 순수한 조형적 리얼리티를 추구했다. 브르통이 아폴리네르가 아닌 네르발의 ‘초자연

주의’ 개념을 부각시킨 것은 두 시인의 이러한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앙

드레 브르통,「초현실주의 선언」, pp. 88-89; 조태남,「제라르 드 네르발의 초자연주

의」, 『인문논집』 1호(1989),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53-171.  

34) Pierre Reverdy, Nord-Sud(1918), 앙드레 브르통,「초현실주의 선언」, p. 84에서 재인용.

35) 앙드레 브르통, 위의 글,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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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면, 브르통은 부조화, 놀라움, 유머를 꾀했고 이는 시적 이미지의 억

제할 수 없는 자동기술적 창조를 통해 효과가 발휘된다고 여겼다. 

   경이는 때로는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때로는 이에 대한 인

간의 반응을 뜻한다. 브르통은 경이가 시대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종의 

보편적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공포, 괴상한 

것의 매력, 행운, 사치에의 취향 등은 무궁무진한 경이의 원동력으로서 낭

만주의적 폐허, 현대의 마네킹, 북방과 동방의 여러 나라에서 차용한 어린

이들을 위한 이야기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브르통에게 있어 경이는 상

상력의 틀을 깨뜨려 인간정신의 전면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도구로서, 그가 

실증주의에 근원을 둔 사실주의적 태도와 묘사, 심리분석으로 구성된 소설

이 갖는 범용함과 조야한 자기도취를 강하게 비판하는 잣대이기도 했다. 

사실주의적 의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따라서 설명 불가능한 어떤 태도나 

행위를 생각해 내려는 인간의 상상력을 방해하고 인간의 자유를 축소하고 

환원할 뿐이고, 절대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상

(事象)을 검토하는 데만 필요할 뿐이다. 

   ‘이미지’는 일상에서 경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앙드레 브르통과 그의 

동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무기였다. 이성, 논리의 힘이 아닌 어떤 

‘유혹’의 힘으로 비평을 이겨낸 경이는 인간의 정신을 열어 현실에 대한 

지각을 수정하고 끝내는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 르베르디가 말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현실의 비교가 아니라 근접 병치에서 탄생”한 언어 

이미지나 시각적 형식인 콜라주는 말과 사물에서 그 일상적 문맥을 제거하

여 그 현실감을 기화시킴으로써 낡은 세계를 전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낸

다. 그러나 브르통은 두 현실의 ‘의식적인’ 병치에 의문을 갖는다. 의도적

인 활동은 정신이 미지를 향해 열리게 하는 대신 해묵은 사고의 습관을, 

따라서 낡은 세계를 다시 만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36) “어떤 특별한 빛, 

이미지의 빛이 뿜어낸 두 항의 우연한 접근”에 의해서만이 경이가 발생하

고, “이미지의 가치는 얻어진 섬광의 아름다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37) 

즉 ‘최고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가장 강력한 이미지이고 시적 상

상력을 자극한다. 브르통이 제안한 초현실주의적 작문법이란 글 쓰는 이의 

재능에 기대지 않고 가장 ‘수동적인’ 상태,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서 재빨

36) 황현산, 「해설: 상상력의 원칙과 말의 힘」,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미메

시스, 2012), p. 19.

37)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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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써서 한달음에 끝내는 것, 즉 ‘사고의 받아쓰기’였다. 브르통은 선언에

서 이러한 글쓰기 자체를 초현실주의라 명명했고, 이로 인해 초현실주의는 

때로 오토마티즘의 동의어로서 협의적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브르통에게 오토마티즘은 초현실주의 방법론 이상을 의

미했다. 오토마티즘은 “문명을 핑계로, 진보를 구실로” “미신이나 망상으

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일체를 정신에서 추방”한 서구의 이성 중심 사회의 

폭력에 대항하는 하나의 무기였고, 이러한 주장이 프로이트의 발견에 기초

했음을 밝혔다.38) 그는 오토마티즘이 이성에 의해 억압받은 비이성의 영역 

즉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모든 심리적 기구들

을 붕괴”시키고 이들을 대신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궁극적

으로 “인간 정신을 해방”한다고 본 것이다.39) 브르통은 비합리적 세계에 

맹목적으로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비합리적인 세계를 탐구하여 협

소하고 관습적이며 폭력적인 이성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했다. 초현실주의

는 기존의 예술과 사상뿐만 아니라 ‘가족’, ‘국가’, ‘종교’라는 서구문명의 

기초가 되는 사회제도까지 전복하고자 했다. 

   초현실주의 그룹은 1924년 창간된 저널 『초현실주의 혁명』의 명칭이 

명확하게 표방하듯 처음부터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급진적인 예술운동으로서의 면모만 주로 알려져 있

다. 그런데 1930년에 발표한 「초현실주의 제2선언 Second manifeste du 

surréalisme」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의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제2선언에서는 제1선언에서 오토마티즘을 초현

실주의와 긴밀하게 묶고 있던 관계가 다소 느슨해지고 초현실주의가 “이 

시간의 삶”에 뿌리 내리는 운동임이 강조되었다.40) 제1선언 발표 후 브르

38) 주지하듯 브르통은 오토마티즘 이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도 주목했다. 꿈에 관한 

브르통의 성찰은 프로이트의 꿈이론에 바탕한 것이었지만, 꿈의 표현 내용과 잠재적 내

용에 대한 분리, 압축과 전이의 메커니즘에 따른 욕망의 표현으로서 꿈에 대한 설명 등 

프로이트의 관점을 변형하여 시적으로 왜곡했다고 평가받는다. 프로이트의 저서들이 프

랑스어로 번역된 것은 1921년부터였고, 브르통은 군복무 중 이 번역본을 통해 프로이

트의 이론에 접근하였다. 번역을 매개로 프로이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39)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p. 90.  

40) 제1선언에서는 초현실주의라는 명칭을 정당한 자격으로 소유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제2선

언에서는 그 이름을 관리하고 그 사용을 감시하는 일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브르통은 제2

선언에서 집단을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이들, 혹은 자신을 비방한 이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며 통렬하게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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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그의 동료들은 막시즘에 적극 동조하고 1927년 공산당에 가입해 정

치적 혁명투쟁에 참여한다.41)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성립되어 노동자와 식

민지를 탄압하던 당시 제3공화국의 극우적 국가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를 비판하며 이미 프랑스 내에서도 러시아 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된 공산주의가 지지층을 확대해 갔고, 초현실주의자들 역시 막스-레닌주의

에 기초해 이른바 ‘세계 혁명’을 도모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적극 가담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리프(Riff) 전쟁을 계기로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면서 전투적인 선언을 발표했다.42) 브르통은 이 선언에서 초현실주의가 더 

이상 문학과 관계없음을 천명하고, 혁명을 위해서는 한 명의 천재적인 예

술가의 활동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집단으로 구성된 예술가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초현실주의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연결시

켰다.43) 여기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한 혁명이 추상적인 관념

에 머물지 않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물질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인 삶 속

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 혁명의 사회적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

란이 발생했다. 브르통은 끊임없이 “초현실주의가 본질상 명백하게 반공산

주의적-반혁명적 반향의 정치 운동이라는 유치한 비방으로부터 초현실주

의를 변호”해야만 했다.44) 초현실주의 운동 초기에 벵자멩 페레(Benjamin 

41) 이로 인해 그룹 내 갈등이 야기되어 정치활동을 반대하면서 심리적 세계의 실험만을 

중시했던 아르토와 필립 수포가 그룹에서 제명(1926)되었다. 브르통, 아라공, 페레, 엘

뤼아르, 미셸 레리스(Michel Leiris), 자크 프레베르(Jacques Prévert)가 공산당에 입당

하고, 데스노스, 자크 바롱(Jacques Baron), 조르주 말킨(Georges Malkin), 막스 모리

즈(Max Morise), 롤랑 튀알(Roland Tual) 등은 입당을 거절했다. 이에 관해서는 

Gérard Durozoi, History of the Surrealist Movement, pp. 136-147; 조르주 세바, 

『초현실주의』(1994), 최정아 역(동문선, 2005), pp. 117-126 참조.  

42) 초현실주의자들은 1925년에 프랑스가 리프전쟁에 개입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

치활동을 전개했다. 1922년 모로코의 리프족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국

을 설립하자, 1925년 스페인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리프의 저항군을 공격했다. 이에 프

랑스 공산당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리프족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초

현실주의자들은 프랑스 공산당과 연결된 사회주의 저널 『클라르테 Clarté』의 이론가 

및 좌파 지식인들과 연계하여 반전(反戰), 반제국주의 성명인 「혁명은 지금 그리고 영

원히! La Révolution d’abord et toujours!」를 발표했다. 

43) André Breton, “Declaration of 27 January 1925”(1925), What is Surrealism?, pp. 

475-476. 초현실주의자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방식 중 하나는 팜플렛이나 전

단지 형식으로 발행된 집단선언문을 가두에서 배포하는 것이었다. 제1선언 이후 1960

년대까지 이들이 배포한 집단선언문은 2백여 건에 이른다.

44)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제2선언」,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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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éret, 1899-1959)와 함께 초현실주의 기관지 『초현실주의 혁명』을 편

집했던 피에르 나빌(Pierre Naville, 1904-1993)조차 심리적 실험에만 천

착하는 당시의 초현실주의가 부르주아에게 위협을 줄 수 없는 ‘정신적 스

캔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45) 초현실주의자들은 결코 프랑스 공산당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특히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가득찬 그림들은 “썩은 

부르주아의 악취를 풍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46)

   이러한 오해 혹은 갈등은 무엇보다 브르통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자

들이 추구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과 달리, 사회의 지배적 질서를 교체하

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과 함께 혁명의 추진 동력으로 ‘정신의 해방’을 추

구한데서 비롯되었다.47) 브르통은 제1선언에서 막스-레닌주의의 유물주의

적 태도가 인간 편에 서서 긍지를 전제로 하고 시적(詩的)이며, 사고(思考)

의 향상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표명했다. 그런데 제2선언에서는 

교조적인 유물론과 관념론을 함께 비판하면서 엥겔스가 “스스로 시련을 거

쳐 실현될 것이 요구되는 ‘세계 직관’”으로 정의한 유물론을 강조하면서 

“사랑과 꿈과 광기와 예술과 종교”를 다루는 초현실주의가 삶을 지배하는 

사회 체제와 인간 정신의 혁명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을 피력했다.48)   

   초현실주의 혁명은 “감옥문을 열어라! 군대를 해산하라!”(1925)라는 구

호에서와 같이 합리주의와 논리적 관습의 속박으로부터 원초적인 본능을 

해방시키는 도발적인 혁명을 지향했으나,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인 

영역의 미적 혁명”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49) 물리적, 실제적인 사

회혁명을 지향한 이들의 눈에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한 ‘영적인(spiritual) 

45) 모리스 나도,『초현실주의의 역사』(1945), 민희식 역(고려원, 1985), p. 118. 

46) Helena Lewis, “Surrealists, Stalinist, and Trotskyists: Theories of Art and 

Revolution in France between the Wars,” Art Journal 52:1(1993), pp. 64-65.

47)  André Breton, “What is Surrealism?”(1934), What is Surrealism?, p. 176. 이 글

은 1934년 브르통이 브뤼셀 초현실주의자들이 기획한 대중 미팅에서 진행된 강연의 제

목으로, 곧이어 팸플릿으로도 출간되었다. 공격적이고 주관적인 두 선언에 비해 여러 부

침을 경험한 초현실주의 그룹의 전개과정과 지향점이 비교적 침착한 태도로 기술되었

다. 그는 초현실주의 운동이 초기의 ‘직관적’인 시기에서 ‘논증적인’ 성숙기로 진행되었

다고 설명한다.      

48) 앙드레 브르통,「초현실주의 선언」, p. 65; pp. 147-148. 

49) 정은영,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미학과 정치학의 갈등: 구축주의와 초현실주의를 중심

으로」, 『현대미술사연구』34호(2013), 현대미술사학회, p. 198. 정은영은 초현실주의 

그룹의 두 번째 저널 제목(혁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이 초현실주의 자체를 하나의 

혁명으로 강조했던 이전의 ‘초현실주의 혁명’과는 달리 상위의 사회 혁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하위의 문화적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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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정치적 유효성’을 획득하지 못한 ‘실패’한 혁명 혹은 ‘혁명적인 행

위’로 연결되지 못한 “일반적인 반항 정신”으로 비춰졌다.50) 초현실주의 

혁명이 예술 혹은 문화의 차원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를 일종의 메타포로 

사용해야 했고, 또 그 혁명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술문화에서 

그 메타포적 베일을 벗겨야만 했는데, 초현실주의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완

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실용성, 논리성, 경제성 등에 

토대로 한 사회가 아닌 인간의 심리적 욕망에 근거한 사회의 변화를 꾀했

는데, 정치적으로 꿈꾸는 것과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동시에 실천하기

란 거의 불가능했다. 사실상 초현실주의자들이 정치적 선동 단계 이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드물었다.

   초현실주의자들과 공산주의와의 입장 차이는 예술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의 수단으로 삼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이견 차이로 금세 표면화되었

다.51) 결국 초현실주의자들은 공산당과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1935), 모스크바 재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1937).52) 공산당과 결

50) 로버트 쇼트는 초현실주의 혁명이 내포한 양의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정치(politics)’라

는 단어가 초현실주의의 정치적 태도 및 행위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은 단어라 주장한

다. Robert Short, “The politics of Surrealism, 1920-36”(1966), Raymond Spiteri 

and Donald LaCoss, eds., Surrealism, Politics and Culture (Studies in European 
Transition Vol.16)(Aldershot and Burlington: Ashgate, 2003), pp. 35-36. 초현실주

의 운동의 성쇠를 같은 파리 문학장에서 지켜본 실존주의 철학가가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초현실주의자들의 반항적 태도, 혁명적 신념, 자동기술과 꿈과 같은 정신적 

모험 등에 회의를 표명했다. 그들이 내건 혁명은 상징적일 뿐, 전체적 세계의 파괴가 아

닌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대상물을 해체하는 데 머물러 있고, 이들의 반항이 애국심, 민

족주의, 군대, 부르주아적 주체성의 모럴 등 부권(父權)에 대한 젊은이의 반항, 즉 외디

푸스 콤플렉스의 일종으로 결국 부르주아 문학의 특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였다. 

장 폴 사르트르, 「1947년 작가의 상황」,『문학이란 무엇인가』(1949), 정명환 역(민

음사, 1998), pp. 223-415.

51) 불화는 아라공이 1931년 우크라이나의 카르코프에서 열린 ‘국제 혁명 작가회의’에서 

발표한 <붉은 전선 Le Front Rouge>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점화되었다. 아라공은 이 

시로 인해 살인 교사와 군사 불복종 선동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시를 창작의 자유로움으로 해석했지만 공산당은 체제 전복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으

로 해석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아라공을 변호했으나, 아라공은 공산당의 입장에 동의하

고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탈퇴했다. Gérard Durozoi, History of the Surrealist 
Movement, pp. 231-233.

52) André Breton, “Declaration on the second Moscow trial”(1937), What is 
Surrealism?, pp. 253-259. 스탈린은 1936-38년 행해진 피의 재판을 통해 국가 전복

을 꾀하고 제국주의와 내통한다는 거짓명목으로 망명한 트로츠키를 제외한 레닌의 최측

근 인물들을 숙청, 처형하고 반동적인 권력을 공고히 했다. 브르통은 전 세계의 공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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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후 초현실주의자들의 정치 활동은 당시 유럽에 팽배한 파시즘과 제국

주의에 대한 투쟁에 집중되었다.53) 초현실주의자들은 언어, 예술의 혁명이 

현실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파시즘의 전체주의에 대항하

는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였다. 브르통은 제2선언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1962)와 화해하고 1935년 다른 

초현실주의자들과 함께 바타이유가 창설한 ‘반격(Contre-attaque)’이라는 반

파시즘 동맹에 가담하기도 했다. 특정한 체제에 가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회혁명을 모색하는 지식인들의 연합체인 이 동맹의 창립 선언에는 노동을 

국가주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여전히 피력되었고, 노동조건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

신해방이 불가결함이 강조되었다.54) 브르통은 초현실주의가 ‘반격’에 참여한 

것이 ‘집단적 신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55) 이는 신화적 

주제에 대한 관심의 천명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정신적 유산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인간 상상력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인

간 조건의 위기 상황이 정치, 사회, 종교,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편재하는 

파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브르통은 특히 예술 창작과 지적 작업에 

있어 개인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예술인들과 지식인들의 협

의자들에게 충격을 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초기 인물들 중 하나였다. 브

르통은 트로츠키의 『레닌』을 읽고 이른 시기부터 그에 대해 열광했다. 

53) 초현실주의의 파시즘에 대한 저항은 1930년대 초에 이미 시작되었다. 루이 브누엘

(Luis Buñuel)이 부르주아의 금기된 성적 욕망을 다룬 초현실주의 영화 <황금시대>에

서 예수를 사디스트로 설정한 것에 대해 애국청년단 등 파시스트 단체들이 격하게 항의

하자 경찰이 필름을 압수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사건에 관련해 집단선언을 발표하

여 프랑스 경찰이 히틀러의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André 
Breton, “Manifesto on ‘L’Age d’or’”(1931), What is Surrealism?, pp. 491-493.

54) 바타이유와 브르통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서구유럽문명을 규정

하는 모든 가치와 이성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공산당

이라는 규범적인 정치 기구 밖에서 혁명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M. 

Stone-Richards, “Failure and Community: Preliminary Questions on the Political 

in the Culture of Surrealism,” Raymond Spiteri and Donald LaCoss, eds., 

Surrealism, Politics and Culture (Ashgate, 2003), pp. 320-327.

55)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 속하는 테네리페(Santa Cruz de Tenerife)에서 1935년 5

월 열린 국제 전시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브르통은 사회적 주제가 있는 미술

만이 혁명적이라는 소비에트 공산당의 예술관에 저항하여 집단행동을 할 것을 제안, 초

현실주의가 ‘집단적 신화(Mythe collectif)’를 창조함으로써 인간 해방에 기여할 수 있다

는 관점을 제공했다. 이은주, 「초현실주의 미술에 나타난 초현실의 특성 연구」 (박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6),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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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협업이 습관적인 사고의 편협한 잣대를 뛰어 넘어 위기 극복의 대안으

로서 인간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태도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56)  

   그러나 브르통은 결국 ‘반격’마저도 교조성을 띠게 되었다며 바타이유

와 결별을 선언하고, 1938년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1879-1940)

와 함께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간 정신의 해방을 지향하는 “독립적인 혁명

예술을 위한 국제연합(FIARI: Fédération Internationale pour un Art 

Révolutionnaire Indépendant)”을 결성한다.57) 창립선언에는 인간의 존엄성

과 함께 프롤레타리아가 좀 더 좋은 세상을 갈망할 권리를 철저히 파괴하

는 전체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술에 있음이 재천명되었다.58) 

이들은 진정한 예술은 속물적이고 구태의연하게 “파시즘 반대 공산주의 반

대”를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인간의 내적 필요를 표현하고 

56) André Breton, “International Surrealist Bulletin”(1936), What is Surrealism?, pp. 

499-503. 

57) 트로츠키는 스탈린과의 당권투쟁이 한창이던 1920년대 초부터 문화적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다양한 주제의 글에서 그가 고민했던 것은 정치제도나 사회규범의 개조

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형으로서 대중의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 및 행위양식을 어

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논제들이었다. 레닌과 스탈린이 주도했던 문화혁명이 이데

올로기적 규율과 기술적 지식 및 당파적 인간의 양성이라는 데 맞춰졌던 것과 달리, 트

로츠키는 대중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 없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간을 형성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파악했다. 정신분석에 대한 트로츠키의 호의는 여기서 연유하

며, 대중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 세계감각은 구체제의 습속을 타파함으로써 변형가능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의례의 새로운 형식들을 제공함으로써 귀결되리라 전망했

다. 트로츠키의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브르통은 이미 제2선언에서 트로츠키의 

「혁명과 문화」(1923)를 인용해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실현불가능하며,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라 자처하는 이들을 “졸라의 책을 뒤적이기는 하나 거기서 아무것도 뽑아내지 못

하는 처지에 졸라의 유령을 우리 눈앞에 흔들어 댈 줄 밖에 모르고”, “살고, 괴로워하

고, 소리치고, 희망하는 모든 것을 염치없이 악용하여 모든 진지한 탐구를 반대하고 모

든 발견을 저지하려고 애쓰는” 가장 확실한 ‘반혁명 분자’라고 비판했다. 최진석, 「트로

츠키와 문화정치학의 문제: 무의식과 ‘새로운 인간’을 둘러싼 투쟁」,『마르크스주의 연

구』12권 4호(2015),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pp. 12-50;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

주의 제2선언」, pp. 166-167. 

58) 이 텍스트의 주저자 중 한 명은 디에고 리베라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브르통이 

트로츠키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합은 『클레 Clé』라는 기관지를 두 

권 출간했는데, 브르통은 여기에서 런던, 뉴욕, 멕시코, 부에노스 아이레스, 벨기에, 북

아프리카에서 태동한한 초현실주의에 대해 소개했다. 허버트 리드, 케네스 팻천

(Kenneth Patchen), 마르셀 마르티네(Marcel Martinet), 빅토르 세르주(Victor Serge) 

등 유명한 혁명 지식인들이 지원했지만, 연맹은 단명해 브르통의 말을 빌면 “정신을 사

육(飼育)하는 모든 강제적 힘에 대항하는 저항”을 조직화하는데 실패했다. Antré 
Breton and Diego Rivera, “Manifesto for an independent revolutionary art”(1938), 

What is Surrealism?, pp. 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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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완전하고 급진적인 재구축을 갈망하는 혁신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 시대 예술의 임무는 사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참여하

는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술가들은 혁명을 위해 목소리를 합쳐야 

할 때임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예술의 자유, 즉 그 어떤 외적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는 ‘예술의 독립’이 필수불가결함이 선포되었다. 

2.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 

   초현실주의가 혁명을 통해 다다르고자 한 유토피아는 다름 아닌 ‘초현

실’이었다. ‘초현실’은 오토마티즘, 경이 등을 통해 유토피아에 이르는 방법

이자 동시에 지향점이었다. 브르통은 제2선언에서 초현실주의가 추구하는 

종합 혹은 “정신의 한 점”의 상태가 헤겔(George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거대한 유산’에서 출발했음을 고백한다.59) 그리고 

“몇몇 협소한 정신의 혁명가들”과 달리 초현실주의자들은 “변증법적 방법

이 오직 사회문제의 해결에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꿈

과 광기와 예술과 종교의 문제”에도 적용가능함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할 

적절한 용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창

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60)   

겉으로는 상치되는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상태가 일종의 절대적 

현실로, 말이 허락된다면, 일종의 ‘초현실’로 해소되리라고 믿는다.61)

삶과 죽음이, 현실계와 상상계가, 과거와 미래가, 소통 가능한 것과 소통 

불가능한 것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모순적으로 감지되기를 그치는 어떤 

정신의 한 점이 존재한다고 모든 것이 믿게 한다. 초현실주의에서 이 한 

점을 측정하려는 희망 이외의 다른 동기를 찾으려 한다면 헛된 일이다. 

이 점에서 초현실주의의 활동에 오로지 파괴적이거나 오로지 건설적인 

의미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정신의 한 점은 건설과 파괴가 서로 간에 휘둘릴 수 

있기를 그치는 그 점이다.62) 

59)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제2선언」, p. 146. 

60) 위의 글, p. 147. 

61)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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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현실주의자들은 갈등과 모순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해결되면서 절대

적 현실의 지점으로 향한다는 헤겔의 변증법을 수용하여, 주관적 정신세계

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모순이 해

소되는 ‘초현실’이라는 절대적 현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헤

겔 사상에 입각하되 그 관념주의를 비판하면서 물질세계에 토대를 둔 마르

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수용, 확장하여 경제적 영역 너머 사랑

과 꿈과 광기와 예술과 종교의 문제에까지 적용하였다. 파시즘화, 자본주

의화 되어 가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부조리한 현실적 조건에 직면한 초현

실주의자들은 절대적 현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적 조건에 개

입해야한다고 판단했고, 공산주의와 손을 잡음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종합

을 통해 실현되는 무한의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브르통은 공산주의에 동참하고 제2선언을 통해 오토마티즘과 동의어로 

사용되던 ‘초현실주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변

증법적 유물론의 방식으로 적용했다.63) 이성적 주체를 견지하면서 객관적 

논리 안에 비이성적인 요소들을 수용하여 꿈과 광기라는 시적 세계와 정치

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를 함께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브르통에게 있어 꿈

은 욕망과 현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모순이 변증법적으로 해소되는 장, 

즉 모든 이원론적인 구별이 파괴되고 대립 없는 화해의 세계 속으로 들어

가는 희망의 가능성이었다.64) 이러한 맥락에서 브르통은 로트레아몽의 “해

62)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제2선언」, p. 130.

63) 할 포스터(Hal Foster)는 브르통이 프로이트에 경도되었지만 사실 프로이트 이론에 정

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그대로 추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오토마티즘과 

관련해 브르통은 프로이트가 아닌 자네(Pierre Janet)의 ‘심리적 오토마티즘’을 수용했

는데, 이는 원초적인 억압에 기초하기 보다는 근원적인 통합에 근거하는 무의식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Compulsive beauty』

(1995),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옮김(아트북스, 2005), pp. 30-32. 브르통은 제1선언

에서 초현실주의 노선에 끼친 프로이트의 영향을 밝혔지만 1933년 오토마티즘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재차 정리하면서 프로이트에 대한 언급을 축소하고 영매의 정신상태를 분

석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플로노와(Théodore Flournoy)를 부각시켰다. André Breton, 

“The Automatic Message”(1933), What is Surrealism?, pp. 154-157.

64) 환자의 치료와 현실 복귀를 목적으로 한 프로이트의 의학적 관점과 꿈과 현실이 하나

로 용해되는 지점을 추구했던 브르통의 관점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프로이트가 꿈과 

그것이 형성된 맥락의 연관성을 중시한 것과 달리, 브르통은 꿈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창조의 주체로 생각했다. 그는 프로이트가 ‘정신적 실재’와 ‘물질적 실재’가 융합되어서

는 안된다고 한 점,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증법적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점, 꿈에 예언적 기능이 없다고 본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프로이트와 자신의 입장을 구분

했다. 이은주,「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광증의 변용적 수용에 관한 연구」,『서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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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위에서 만난 재봉틀과 우산”이라는 유명한 문구처럼 이질적이고 만나

야하는 당위성이 전혀 없는 요소들이 우연히 한 상황 속에서 만났을 때 생

기는 시적인 번뜩임, 소위 ‘발작적 미’를 유발하는 ‘객관적 우연’을 초현실

주의의 주요 미학으로 설정했다. 그는 특히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의 ‘편집증적 비평방법’을 객관적 우연을 조직하고 생산하는 

힘이자 변증법적 사고와 정신분석학적 사고를 결합해 부르주아 세계의 해

묵은 관습을 파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다.65) 

   벤야민의 표현처럼 “초현실주의가 접촉한 것은 모두 그것에 융합”되기

라도 한 듯이, 브르통은 공산주의와 정신분석학 이외에도 신비주의 전통과 

비유럽 문화를 수용했다.66) 초현실주의의 유물론적 변증법은 헤겔의 체계

에 따른 총체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아니며 공산당의 사회경제적인 수사

법도 아니었다.67) 유물론적 변증법을 독특하게 해석한 브르통에게 있어서 

주어진 세계를 지양하여 다른 세계를 건설한다는 생각은 이 세계를 넘어서

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양립 가능한 것이었다. 

   브르통은 제2선언에서 공공연하게 “초현실주의의 심원하고 진정한 은

비(隱秘)”를 요구했다.68) 신비주의와 은비는 우주에 깃들어 있는 은밀하고 

우월한, 통과의례를 거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체계에 대한 믿음에 터

술사학회논문집』31호(2009), 서양미술사학회, p. 76.

65) 달리가 초현실주의 그룹에 합류한 것은 브뉴엘과 「안달루시아의 개 Un Chien Andalou」

(1929)를 만든 이후였다. 그에게 초현실주의란 인간의 시각을 구속하는 족쇄를 부수기 

위해 마련된 ‘혼돈의 체계화’를 깨닫는 것이었다. 달리는 회화에서 오토마티즘을 완벽하

게 실행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편집증의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기민한 정신

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예찬했다. 그는 편집증적 비평이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해석을 담

은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오토마티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Gérard Durozoi, History of the Surrealist Movement, pp. 213-218. 그가 1930년대 

초 편집증적 비평방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브르통은 이미 달리의 작품이 지금까지 유례

없는 환각적 세계를 창조해 냄으로써 진정한 위협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Antré Breton, 

“The First Dali Exhibition”(1929), What is Surrealism?, p. 282. 

66) 발터 벤야민, 「초현실주의」,『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도서출판 길, 2008),  p. 145.

67) 초현실주의자들은 교조적인 공산당원들과 달리 물질을 단지 경제적 수단이 아닌 절대

적 현실의 일부로 인식하였고 물질과 정신의 신비로운 소통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해 고

대로부터 계승된 철학적 원리를 계승하였다.

68)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제2선언」, p. 192. 황현산이 ‘은비’로 번역한 프랑스어 

‘occultation’은 천문학 용어로 일식이나 월식처럼 한 천체가 다른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은폐’ ‘호도’의 뜻을 지닌다. 황현산은 브르통이 이 단어를 연

금술이나 초심령학 등 각종 신비주의(occultisme)과 유관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초현

실주의를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음에 주목했다. 황현산, 「해설」,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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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둔다. 자연의 원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각기 신

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그 원소들과 인간이 서로 교통한다. 브르통은 유

대교의 경전인 카발라, 르네 게농(René Guénon), 엘리파스 레비(Eliphas 

Lévi), 생 마르탱(Saint-Martin) 등을 거명하는 등 특정 신비주의에 천착

하지 않고 다양한 신비주의를 수렴하여 여러 계열의 신비주의가 공통적으

로 지닌 상대적인 모순이 화합하고 융합하는 “정신의 지고한 점”을 지향하

는 열망을 초현실주의에 적용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삶의 중요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19세기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시인들 역시 가톨릭 

전통 내에서 고전주의와 계몽주의로 인해 억압받던 개인의 해방을 꿈꾸면

서 신비주의를 수용했으나, 이들은 대개 현실과 환각 사이의 통합될 수 없

는 간극을 발견하고 시인이라는 창조적 자아와 일상적 자아의 분열을 대립

적인 구도 속에서 심화시켰다.69)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19세기 시문학이 

그 한계상황으로부터 20세기 모더니즘으로 이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시인 아폴리네르는 신비주의를 상상력 제고(提高)와 

삶의 활력을 위해 자기변혁과 순화의 정신적 지침으로 수용하면서도 외면되

었던 근대의 일상적 삶으로의 복귀를 요청했다.70) 브르통은 피안의 세계로 

나아간 낭만주의자들과 달리,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아폴리

네르보다 적극적으로 신비주의를 참조하여 삶과 유리되지 않은 ‘초현실’을 

정의하고 실천하는데 스스로 봉착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했다. 신비주의는 

극단의 경계에서 대립의 통합을 시도하는 윤리로서, 어떤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능력을 격려하고 변호한다.   

   오리엔트 역시 브르통이 선언한 ‘새로운 신화’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브르통은 서구 합리주의,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를 중심

으로 한 지중해 문명의 죽음을 반색하며 오리엔트가 악(惡)과도 같은 서구 

문명에 해독제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오리엔트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촉매이자 영감의 보고였다. 그들에게 오리엔트적 방법, 즉 자동기술적으로 

흐르듯 써지는 문장, 원시적인 재즈의 리듬, 형이상학적인 명상, 자유로운 

69) 네르발, 보들레르, 랭보, 말라르메 등 청년시인들은 기독교와 달리 인간을 격상시켜 인

간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신비주의에 접근하여 삶의 질곡과 고난으로부터 구원의 

가능성을 탐색했고 그 정신적인 모험을 작품화했다. 이들은 대개 신비주의에의 의존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강조하거나 신비주의 서적의 독서는 시인하면서도 그 원용

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진성, 「초현실주의 문학과 전통문화」, 『인문과학』 제58호 

(1987),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64-69.

70) 위의 논문, pp.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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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 등은 초현실주의의 방법 그 자체로 비춰졌다.71) 리프 전쟁을 계기로 

초현실주의자에게 오리엔트는 미학적이고 영적인 참조점에서 정치적, 사회

적, 이데올로기적 혁명의 진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오리엔트는 문학적 초현

실주의를 뛰어넘는 ‘거대한 무언가’, 초현실주의로 하여금 그 실천에 대해 

재고하도록 강요한 커다란 질문이었다.72) 브르통은 오리엔트가 지닌 다양하

고 모순된 의미에 주목했고 물질주의와 기계주의 편향의 서구문명이 상실한 

균형상태를 극복하고, 인위적으로 구분된 내적 리얼리티와 외적 리얼리티의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73) 오리엔탈리즘이 말하는 주체가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공식적 담론을 통해 타자를 ‘포획’하려는 역사적 충동이었

다면 초현실주의자들의 ‘오리엔트에의 욕망’은 오리엔탈리스트와 일부 교직

하면서도 오리엔트 타자가 서구 내부에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서구와 타

자’라는 이분법, 즉 ‘우리와 그들’이라는 억압된 무의식을 무화시켰다.74)  

   브르통은 이질적,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요소들을 단순히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체계가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원래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로 개념으로 발전

시켰다. 그는 1932년 발표한「연통관 Les vases communicants」에서 초

현실주의가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 외적 현실성과 내면적 현실성, 이성

71) “오리엔트! 승리의 오리엔트! 내게 있어 당신은 상징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네. 분노

와 진주의 오리엔트여! 신비한 재즈 속에서 경구의 흐름 속에서 다가오는 혁명에 대

한 너의 계획을 나에게 일러다오. 찬란한 이미지, 기도와 순수의 사랑스러운 새인 오

리엔트여, 나는 그림자 왕국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에게 탄원한다. 나에게 영감

을 주기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André Breton, 

“Introduction to the discourse on the paucity of reality”(1924), What is Surrealism?, 
p. 46. 이들에게 오리엔트는 주로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멕시코, 캐리비안이었고 아

프리카와 아시아는 주된 관심 밖에 있었다. 

72) John Westbrook, “Reorienting Surrealism,” The French Review 81:4(2008), p. 

712. 리프 전쟁이 초현실주의 그룹의 정치적 참여 계기가 되었다면, 단순히 오리엔트의 

신화에 대한 감정적 접근에서가 아니라 초현실주의가 이미 문학적 범주 밖에서 오리엔

트를 개념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웨스트브룩은 이러한 개념적 전환을 1920년대 아

방가르드 문학장 속에서 초현실주의가 내외적으로 지닌 변증법적 긴장과 연결시킨다. 초

현실주의는 아방가르드 문학저널『필로소피 Phlosophies』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좌익 

문학지『클라르테 Clarté』의 오리엔트에 관한 상이한 태도를 종합하고 여기에 심리학

과 민족지학을 더하여 오리엔트를 분석하고, 재발견했다. 

73) André Breton, “Legitimate defence”(1926), What is Surrealism?, pp. 63-64.

74)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오리엔트는 곧 원시적인(primitive) 문화였지만, 이들은 반제국주

의 전시에서 키치적인 가톨릭의 ‘페티시’를 전시하여 문명과 원시라는 구분을 파괴했다. 

John Westbrook, “Reorienting Surrealism,” p.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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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광기, 냉철한 인식과 사랑, 삶을 위한 삶과 혁명 등의 분리된 세계들 

사이에 아리아드네의 실을 던지는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75) 이미 

두 선언에서 제기한 대립적인 것들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로서, 둘 

이상의 관이 중앙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양쪽에 있는 액체들이 서로 침투하

면서 같은 높이와 밀도를 이루게 되는 과학 실험용 도구인 연통관을 제시

한 것이다. 브르통은 ‘연통관’ 개념을 통해 꿈과 현실의 역학 관계를 주지

시켰다. 브르통은 의식과 무의식이 끊임없이 왕래하여 두 세계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서로 교통함으로써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를 넘

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연통관 개념은 헤겔의 변증법적 구조가 대립적 속성들이 하나의 

종합적 국면으로 귀납되는 것과 달리, 대립적인 속성들이 끊임없이 침투하

고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하는 과정과 이들을 연결하겠다는 의지 혹은 욕망

을 중요시한다. 브르통은 ‘욕망’이 이성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의 대립과 갈

등을 넘어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소통을 이루는 “위대한 통행 열쇠”라 보

았고, 그는 “인간 존재의 영혼과 육체 안에 들어있는 진실”인 ‘사랑’이 모든 

통합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다.76) 브르통이 강조하는 사랑은 사회적인 문제

와의 관련 속에서 나타났고, 낭만주의적인 목가적인 사랑이 아니라 비인간

적인 사회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욕망의 힘이자 창조적 예술의 발판으로

서의 사랑이었다.77) 그는 부르주아 문명사회가 자유로운 사랑을 불가능하

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회와 세계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사랑과 연결시켰다

75) André Breton, Communicating Vessels (French Modernist Library) trans. 

Mary Ann Caws & Geoffrey T. Harris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7), p. 86.

76) 위의 글, p. 132.

77)『나자 Nadja』(1928)와 『미친 사랑 L’amour fou』(1937)에서 브르통은 이성의 속박

을 초월한 광기와 사랑을 예술적 광기와 동일시하였고 이는 곧 인간의 해방, 즉 초현실

주의 혁명에 다름 아니었다. 오생근,『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 pp. 29-44; 최애

영,「광기, 사랑, 아름다움, 예술: 앙드레 브르통」,『한국프랑스학논집』제60집(2007), 

한국프랑스학회, pp. 203-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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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현실주의 미술의 특성

   브르통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 운동은 현실의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습과 금기에 얽매인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려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이며 예술적인,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인간 해방운동이

었다. 초현실주의 운동의 기저에 있는 집단적 욕망은 예술을 뛰어 넘는 사

회적 변혁을 지향했지만, 특히 문학과 미술 작품을 통해 더 광범위한 영향

력을 행사했다. 

   오늘날 초현실주의를 이야기할 때 일반인의 뇌리에는 아라공, 엘뤼아

르, 수포 등 시인들의 문학작품보다 달리, 마그리트, 에른스트 등의 미술작

품이 먼저 떠오르지만,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운동은 문단에서 시작했

고, 멤버들의 이론과 실천 상의 관심은 주로 시와 관련 있었다. 제1선언 본

문에는 과거와 현재의 많은 문인들의 이름이 초현실주의와 관련해 언급되었

지만, 화가들의 이름은 각주에만 등장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제1선언에서 초

현실주의 그 자체로 정의된 오토마티즘은 시작(詩作) 방법이지 미술(회화)에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78) 초현실주의 미술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초현실주의 혁명』3집에 실린 나빌의 짧은 칼럼

이었다. 그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회화의 구조(사각형

이라는 프레임)가 사고의 자유를 방해하고 초현실주의의 주요한 시각적 즐

거움인 근대 도시의 불연속적인 경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들며, 또 

회화가 사랑에 의해 동기화될 수 없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79)  

    나빌의 글은 브르통을 자극했고, 브르통은 곧 그로부터『초현실주의 

혁명』의 편집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4호부터 자신의 글「초현실주의와 회

화 Le Surréalisme et la peinture」를 싣는다. 이후 약 3년에 걸쳐 연재된 이 

글을 통해 그는 미술을 초현실주의 문맥 내에 공고히 위치 지웠다.80) 브르

78) 펜과 종이만 있으면 제작 가능한 시와 달리 회화는 캔버스, 붓, 물감 등 물질적인 매체

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사고의 실재적인 움직임을 표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 

진정한 사고의 움직임이 시간적이고 연속적인데 회화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상을 재

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 『초현실주의 혁명』의 필진 중 

한 명인 막스 모리즈 등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Kim Grant, Surrealism and visual 
arts, pp. 90-96.

79) Pierre Naville, “Beaux-Arts”(1925), 위의 책, pp. 107-109.

80) 갈리마르 출판사는「초현실주의와 회화」연재본을 묶어 1928년 동명의 서적을 출간하고, 

이후 이후에 집필된 여러 미술가들에 관한 평문을 모아 1965년 재발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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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아폴리네르와 마찬가지로 미술가들이 미술가이기 전에 시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들로 시인과 마찬가지로 모험을 즐기고 정신의 해방을 실천한

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장르 혹은 매체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예술범주 역시 그가 극복하고자했던 이분법 중 하나로, 그는 시와 

회화 모두 시적 언어의 범주로 간주했다. 그에게 있어서 초현실주의 예술은 

시인지 회화인지 그 표현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현실주의 운동 자

체가 지향하는 목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었다.  

   장르와 매체뿐만 아니라 미술의 구체적인 테크닉과 양식 역시 그에게는 무의

미했다.「초현실주의와 회화」를 포함한 그의 대부분의 미술평론은 작품의 조

형적 측면이나 작가의 작업방식 등에 대한 분석보다는 작품을 제작한 작가

의 태도나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브르통은 회화의 모방 기능과 감

정 표출만을 위한 표현을 공격하면서 조형예술은 진정한 가치들을 전체적

으로 수정하기 위해 “순수하게 내적인 모델”이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81) 그는 이러한 내적 모델이 로트레아몽, 랭보, 말라르메 등 천

재 시인들이 회복한, 인간 정신이 지금까지 결여했던 특질이라면서 내적 

모델은 진정한 ‘절연(insulation)’이고 이로써 정신이 오롯이 그 자체의 삶

에 집중할 수 있고 욕망과 성취가 더 이상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신을 옥죄어 온 검열에 항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브르통은 미술계에서 이러한 신비스러운 비전을 훌륭히 제시한 이로 피

카소를 들었다. 그는 실재의 가변적인 성격을 꿰뚫고 이를 과감히 깨부수

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미지의 영역으로 전진한 피카소를 단순히 

‘입체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각

은 이미 제1선언에서도 발견되는데, 그가 제1선언에서 각주로 소개한 초현

실주의 화가 목록에는 피카소와 오늘날 당연하게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드 키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 클레(Paul Klee, 1879- 

1940), 만 레이, 에른스트, 마송(André Masson, 1896-1987) 이외에 쇠라

(Georges Pierre Seurat, 1859-1891), 모로(Gustave Moreau, 1826- 

1898),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 드랭(André Derain, 1880- 

1954),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 뒤샹, 피카비아뿐만 아니라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우첼로(Paolo Uccello, 1397-1475)까지 포함되었

81)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1928), Surrealism and Painting, trans. 

Simon Watson Taylor(Boston: MFA Publications, 200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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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르통의 교유 관계가 점차 확장되고 초현실주의가 점차 당시 프랑스 화

단을 주도하게 되면서 단체에 가입하는 화가들이 늘어나자 미술과 관련된 

그의 글에는 점차 현재 초현실주의 화가라 분류되는 동시대 작가들이 주로 

소개되었지만, 여전히 초현실주의 미술을 특정 양식과 테크닉, 협의의 시공

간에 제한하지 않았다.82) 

   그는 흥미롭게도 ‘유리창’이라는 고전적인 메타포를 사용하여 내적 모

델을 드러내는 회화의 의의를 말한다. 

나는 회화를 유리창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이유

는 나의 일차적 관심이 유리창을 통해 밖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서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view)’이 있는가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제한되지 않은 크기의 초상, 대지와 바다 풍경의 프레

임 속에서 나는 엄청난 스펙터클을 즐길 수 있다.83) (강조는 원저자)

이러한 표현은 한편으로는 브르통의 보수적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

는 사각 프레임의 물리적 한계에서 오히려 무한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기

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그의 창의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유

리창이라는 전통적인 메타포를 사용함으로써 원근법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재현적(혹은 구상적) 세계를 그린 달리, 에른스트, 마그리트 등의 

작품까지 지금까지 오토마티즘으로만 정의되던 초현실주의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사각의 평면에 초점을 둔 협의의 모더니즘 미술론을 

부정하고자 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브르통이 여기서 말한 ‘밖에 보이는’ 

풍경은 외부의 한정된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내적 풍경, 즉 세계를 바라보

82) 미술관련 주요 텍스트인「초현실주의와 회화」에는 미로(Joan Miró), 탕기(Yves 

Tanguy), 아르프(Jean Arp), 엘렌 스미스(Helen Smith)가, 초현실주의가 이미 국제화

된 이후 발표된 「초현실주의의 예술적 기원과 시점 Artistic Genesis and Perspective 

of Surrealism」(1941)에는 샤갈(Marc Chagall), 마그리트(René Magritte), 자코메티

(Alberto Giacometti), 빅터 브라우너(Victor Brauner), 네오노라 캐링턴(Neonora 

Carrington), 볼프강 팔렌(Wolfgang Paalen), 셀리그만(Kurt Seligmann), 위프레도 램

(Wifredo Lam), 리차드 웰즈(Richard Oelze), 폴 델보(Paul Delvaux), 한스 벨머(Hans 

Bellmer), 오스카 도밍게즈(Oscar Dominguez), 조셉 코넬(Joseph Cornell), 로베르토 

마타(Roberto Matta)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초현실주의 미술 및 일반을 다루는 

글에서 그는 우첼로 이외에도 아르침볼도(Giuseppe Archimboldo), 보슈(Hieronymus 

Bosch), 발둥(Hans Baldung), 블레이크(William Blake), 고야(Francisco Goya), 루소

(Henri Rousseau), 르동(Odilon Redon) 등에서 초현실주의 미술의 가능성을 찾았다. 

83)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 pp. 2-3.



- 34 -

는 주체의 내면에 떠오르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다. 

   확장된 내면의 풍경은 그가 특히 제1선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

던 시적 상상력의 세계에 다름 아니다. 브르통은 시를 인간의 자유로운 정

신을 억압하는 모든 인습과 위선적인 규범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원

동력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화가는 외적 세계를 기계적으로 모

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자유롭게 변형하고 새로 창조해 냄으로써, 

한정된 이성의 세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와 회화, 언어와 

형상이 주종관계를 넘어 본격적인 공모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입체파, 미

래파 화가들과 르베르디, 아폴리네르의 만남, 다다, 그리고 초현실주의에 

이르러서였음을 상기하게 된다. 르베르디와 아폴리네르는 암시(suggestion)와 

환기(evocation)라는 전통적인 양식 개념과 서정적인 자기표현이라는 점에

서 회화와 시를 동일시하려는 기존의 관점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

상의 모든 것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즉 독립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창조물

로서의 시, 그리고 이러한 시적 리얼리티로서 근대 회화 개념을 주창했

다.84) 이들의 개념을 물려받은 브르통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조형적 제작에 

있어 외부의 모방 혹은 감정 표현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상력과 

정신의 힘을 더 강조했다. 그 힘은 르베르디가 추구한 미적 균형과 통일을 

넘어 융합과 분리, 갈등과 해소가 변증법적으로 일어나는 역설적이면서도 

강한 시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미지와 시가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의미와 형태를 만들어 내는 

초현실주의적 세계는 공간과 시간, 추상과 구상, 의식과 무의식, 영적인 것

과 물질적인 것 등의 구분을 넘어선다. 이 시적 세계는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초현실성이 현

실을 초월하거나 현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안에서 구체

화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릇은 또한 내용물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나는 삶에서 사고를 편협하게 고립시키거나 사고로써 삶을 

엄격하게 지배하는 데 이르는 회화의 모든 범주적 동기를 거부한다.85)

84) 그리고 이러한 근대회화가 관람자에게 만들어 내는 미학적 감정을 서정주의(lyricism)

라 새롭게 정의 내렸다. 예술적 창조와 물질적 세계의 연계를 강조한 아들의 사상은 감

상적인 낭만주의나 일상적인 삶에서 등을 돌린 예술지상주의와 차별적이다.  Kim Grant, 

Surrealism and visual arts, pp. 24-31.

85)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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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초현실주의자들은 항상 현실과 관계를 맺으려 했

고, 초현실주의로써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대한 야망을 가지

고 있었다. 이는 초현실주를 그 뿌리와도 같은 상징주의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19세기 후반 등장한 상징주의는 자연주의를 부정하고 인

간의 내면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신화적, 신비주의적, 이국적인 요소들을 

도입했다. 상징주의의 신비적이며 기괴한 것, 병리학적이고 도착적인 성격

은 그 근원인 낭만주의의 그것보다 훨씬 극화된 것이었는데, 근저에는 세

기말의 실존적 불안과 절망, 데카당스와 허무주의가 존재했고, 결국 개인

주의의 심화와 정치, 사회적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낳았다.86) 이성에 의한 

통제의 부정, 미학적・윤리적 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했던 초현실주의

는 상징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상징주의와 달리 구체적인 현실과 변

증법적 관계를 맺고자 했다.    

   그런데 초현실주의가 내포한 다양성과 애매성은 초현실주의 미술을 명

확하게 정의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초현실주의 회화의 선언문”이라

고도 할 수 있는「초현실주의와 회화」의 제목이 ‘초현실주의 회화(Surrealist 

painting)’가 아닌 ‘초현실주의와 회화’인 것은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브르

통이 설정한 초현실주의 미술의 경계는 명확한 범주화를 원하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철저히 주관적이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현실의 모순적이고 부조

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초현실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초현실주의 미술로 범주화할 수 있는 기준은 양식과 테

크닉보다는 예술관 및 미학과 분리되지 않은 삶의 철학 혹은 윤리에 있었

다. 브르통은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의 변화가 작가의 태도나 양심의 변화

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태도와 예술관을 기준으로 작가를 평가했

다. 조형적으로 초현실주의 운동과 거리가 멀지라도 작가의 태도나 예술관

이 초현실주의의 그것에 가깝다면 무리 없이 초현실주의에 수용했고, 이미 

초현실주의자로 인정받은 작가였을지라도 도덕성의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배제될 수 있었다. 드 키리코와 달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87)  

86)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 『상징주의 미술』(1984), 이대일 역(열화당, 1987), pp. 220-224. 

87) 브르통은 드 키리코가 “그림을 두 번 팔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자신의 과거 작품을 

외양상으로 복제하는 함으로써 자신의 천재성을 우롱했다고 보고, 달리의 무의식적으로 

혹은 무계획적으로 그린 듯한 작품이 엄격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

니라 그가 세속적인 성공에 매달림으로써 전복의 힘을 잃었다고 보아 이 둘을 단체에서 

배재했다. 「초현실주의와 회화」는 브르통이 달리와 만나기 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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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르통 자신이 초현실주의 양식 및 테크닉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윤리 

및 사회운동에의 참여가 아닌 조형의 측면에서 미술과 현실과의 연계는 어

떻게든 양식 및 테크닉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양식과 테크닉

은 내용물을 담은 그릇이자, 내용물 자체이기도 했다. 형태와 색, 소재 등

에서 일종의 가족 유사성을 지닌 야수주의나 입체주의 미술과는 달리 초현

실주의 미술가들의 작품은 각자의 독창성이 무척 강해 조형적으로 서로 공

통된 점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추상 이미지와 구상 이미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브르통이 편집하고 그의「초현실주의와 회화」가 실

린 『초현실주의 혁명』 4호 첫 부분에 오토마티즘을 적용한 시들과 함께  

게재된 미로의 <모성 Maternity>과 에른스트의 <나이팅게일에 위협받는 

두 아이 Two Children Threatened by a Nightingale> 두 작품은 우연하

게도 그 두 부류를 대변하고 있다(도 3). 

   우선 전자는 “감각적인 특성과 형상적인 특징 간의 구분을 제거”하기에 

“영혼을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구조”로 평가된 오토마티즘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이들로, 여기에는 미로, 아르프, 마송, 에른스트, 탕기, 도밍게즈 등

이 속한다.88) 이들은 드로잉, 콜라주, 프로타주(문지르기 기법), 그라타주

(긁어내기 기법), 테칼코마니 등 우연성과 비자발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의식과 욕망의 세계를 그려냈다. 후자는 데페이

즈망, 편집증적 비평방식, 이중상 등을 통해 우연성 혹은 비논리성을 드러

내되, 사물과 풍경을 고전적인 사실주의 기법으로 묘사하거나 오브제를 사

용함으로써 현실의 허상성을 폭로하거나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린

다. 이러한 방식으로 드 키리코, 달리, 마그리트, 에른스트 등의 작품은 전

통적인 미 개념과는 매우 상반되는 ‘발작적 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이러한 다양하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현실세계의 

이미지를 전복하는 데 집중했고, 궁극적으로 인간 욕망과 정신의 해방을 

추구했다. 제2선언 발표 이후 이들의 열정은 국경 너머에까지 확산되었다. 

세계 여러 곳에 출신배경, 구성, 사회적 위상 등이 상이한 초현실주의 그

룹이 형성되어 국경을 넘어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를 구축, “혁명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라는 공동의 구호를 내걸고 연대하여 횡행하는 서구 제국

리가 포함되지 않았다.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 pp. 12-21; “Artistic 

Genesis and Perspective of Surrealism”(1941), Surrealism and Painting, trans. Simon 

Watson Taylor (Boston: MFA Publications, 2002), pp. 60-63, pp. 73-76. 

88)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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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내셔널리즘, 자본주의에 저항하였고, 초현실주의 국제전을 개최하

였다. 국가와 민족 등 인위적인 현실의 경계를 초월하려는 초현실주의자들

에게 민족주의는 무의미했고, 그 용어 자체가 초현실주의와 모순적인 것으

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 사회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따

라 초현실주의의 정치적, 예술적 활동은 특수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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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대일본과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가 국제무대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정도의 반응을 얻은 곳

은 아마도 도쿄였을 것”이라는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 매튜 게일(Matthew 

Gale)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89) 192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발생한 초현

실주의는 1930-1940년대 미증유의 격동의 시기에 구미 이외 그 어떤 사

회에서보다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발원지였던 파리에서는 초

현실주의가 상업 광고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패션처럼 소비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90) 

   19세기 말, 일본 양화(洋畵)의 아버지라 불리는 구로다 세이키(黒田清
輝, 1886-1924)가 인상주의를 일본에 소개한 이래 일본 미술계는 후기인

상주의, 미래주의, 표현주의, 큐비즘, 구축주의, 다다 등을 적극 수용했다. 

서구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일본의 열광은 세계미술에 통합되려는 일본 미

술가들의 강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메이지(明治, 1868-1912) 정부 

주도로 추구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서구화 정책에 기원한다. 1910-1920

년대부터 일본 미술가들은 이전 시기와 달리 서구미술을 일본의 정치, 사

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형하거나 좀 더 개인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도입

하기 시작했다. 초현실주의도 그 중 하나였는데 다른 사조에 비해 본토와

의 시차가 거의 없게 도입되었다. 

   다이쇼(大正, 1912-1926) 말기에서 쇼와(昭和, 1926-1989) 초기에 걸

쳐 등장한 신경향 미술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뉜다. 하나

는 ‘미래파’, ‘마보(MAVO)’, ‘조형(造型)’ 등 신경향 미술이 프롤레타리아 

문화 활동에 합류한 후 결국 당국의 탄압에 의해 해산되는 좌익 진영이고, 

또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문화 활동이 붕괴한 후 프랑스에서 유입된 초현실

주의와 추상을 중심으로 개화한 부류이다. 오늘날 일본에서 ‘아방가르드’와 

‘전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1920-30년대에는 이 용어들이 혼용되

면서도 좌익계 미술운동은 주로 ‘신흥’ 혹은 ‘전위’로, 이후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미술단체들은 ‘아방가르드’로 칭해졌고, 1930년대 말 초현실

주의와 추상미술은 ‘전위’라는 명칭을 독점하였다.91) 

89) 매슈 게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 역(한길아트, 1998), p. 318.  

90) E.ル-シ゠スミス, 『1930の美術: 不安の時代』(1985), 多木浩二・持田季未子 譯(東京: 岩

波書店, 1987), pp. 136-158.

91) 키다 에미코,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개와 역사적 관점」, 『미술사학보』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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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 새로운 이론과 실천을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신흥’, ‘아방가르

드’, ‘전위’ 등 새로운 용어는 이문화 수용과정이 매끄럽고 균질적으로 진

행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문화번역에서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대일본에서 초현실주의는 이러한 신개념과 

용어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전개되면서 그 대립을 더욱 복잡한 양태로 이

끌었다.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은 초현실주의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초현실주의가 본래 지니고 있

는 인간정신의 해방에 대한 지향성이라는 보편성과 군국주의화되어가는 일

본 특유의 일본주의라는 특수성이 착종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은 일

본근대미술사에 등장한 하나의 미술사조에 머물지 않고 일본근대미술의 저

류를 흐르는 독특한 이데올로기의 현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장은 일본에 최초로 초현실주의라는 이질적인 예술사조를 들여온 문

단의 현상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그 최초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의 전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이다. 문자언어는 시각언어와 달리 물리적인 번역이 반드

시 필요한 만큼 번역자의 본래 사상과 언어가 그 과정에 더욱 강하게 작용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대일본 시인들의 초현실주의 수용은 추후 화단에서 

발생한 초현실주의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의 갈등과 접합이 배태되는 근저

가 된다. 이후 2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화단의 초현실주의 수용, 전개 양

상을 고찰할 것이다. 화단에서 초현실주의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20년대 말에서 종전 이전까지의 전개양상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

토한다. 여러 개인과 군소단체에 의해 초현실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내

려지다가 점차 특정 인물과 단체를 중심으로 운동으로서 본격적인 틀을 갖

추게 된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중반(1), 일본전통과 초현실주의를 연결

하려는 시도가 중시되기 시작한 1930년대 중후반(2), 추상과 함께 일본적 

전위로 고착화된 1930년대 후반 이후(3)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텐

데, 연대기적 접근은 서술상의 편이를 위함이라기보다는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이 일본근대미술의 흐름을 관통하는 주요 시대인식의 반영하면서 

동시에 사태를 더욱 복잡하고 독특하게 만들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017), 미술사학연구회, pp. 32-33; 「아방가르드와 한일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 

『한국미학예술학회지』 38호(2013), 한국미학예술학회, pp. 200-204; 나미기타 쓰요

시, 「전위와 아방가르드와의 조우: 1930년대 문예・영화비평」, 『일본문화연구』5집

(2001), pp. 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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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단의 초현실주의 수용과 전개(담론을 중심으로): 주지(主知)로서의 초현실 

   일본에 초현실주의를 처음으로 소개한 이는 니시와키 준사부로(西脇順

三郞, 1894-1975)로 그가 1925년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게이오(慶應) 

대학에서 영문학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에 초현실주의가 소개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92) 같은 해 시인 호리구치 다이가쿠(堀口大學, 1892- 

1981)가 간행한 번역시집 『달 아래 한 무리 月下の一群』에 아폴리네르

와 필립 수포, 이반 골 등의 시가 실렸으나, 초현실주의는 어디까지나 프

랑스 시 앤솔로지 중 일부로서 취급되었다.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에 관심

을 보인 것은 1927년 시인 우에다 토시오(上田敏雄, 1900-1982), 우에다 

타모츠(上田保, 1906-63) 형제가 잡지 『문예탐미 文藝耽美』에 폴 엘뤼

아르, 루이 아라공, 앙드레 브르통, 로베르 데스노스 등 초현실주의 작가들

과 만 레이를 소개하면서부터였다. 

   시인들은 유럽의 초현실주의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초현실주

의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1927년 창간된『장미․마술․학설 薔薇․魔術․学
説』,『그윽한 향 풍기는 화부여 馥郁タル火夫ヨ』가 바로 그것이다(도 4). 

우에다 토시오, 기타조노 가츠에(北園克衛, 1902-1978) 등이 1927년『장

미․마술․학설』에 일본 최초의 초현실주의 선언이라 일컬어지는 「노트 

1927년 11월 A Note: December 1927」을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잡지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하여 파리의 루이 아라공, 엘뤼아르, 브르통, 아르프 등

에게 전함으로써 일본 초현실주의의 동시대성을 알리고, 향후 두 지역 초

현실주의자들 간의 상호교류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28년에

는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 1902-1994)를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 시

인들이 계간지『시와 시론 詩と詩論』을 창간했다.93) 또 같은 해 11월에

92) 니시와키 준사부로는 일본 모더니즘 시론과 시창작의 지도자격인 인물이다. 그는 게이

오 대학 졸업 후(졸업논문을 라틴어로 제출한 것으로 유명함) 신문기자로 잠시 활동하

다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수학하였는데, 이 때 에즈라 파운

드(Ezra Pound), 엘리엇(T.S.Elliot), 제임스 조이스 (James Joyce) 등 동시대 영국 문

학에 심취하게 되고, 직접 많은 영시를 창작했다. 귀국 후 게이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

르치고, 시론과 창작시를 발표하면서 모더니즘 이론가로서의 최고의 위치를 누렸다. 그

의 영국 유학과 관련해서는 和田桂子, 「西脇順三郞論」, 澤正宏・和田博文 編, 『日本

のシュルレアリスム』(京都: 世界思想社, 1995), pp. 93-105 참조.

93) 일본 모더니즘 시의 선구자로 불리는 하루야마 유키오는 에스프리 누보를 표방하여, 

사상, 정치 등 모든 관념의 속박이나 중압으로부터 시의 세계를 해방시키고자 했다. 이 

운동은 시로써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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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미․마술․학설』과 『그윽한 향 풍기는 화부여』두 잡지가 합쳐져 

『의상의 태양 衣裳の太陽』이 출간되었다(도 5). 이 잡지는 ‘초현실주의의 

진화(L’evolution Surréaliste)’, ‘초현실주의 기관잡지’라는 부제를 붙임으

로써 잡지의 지향과 성격을 명시했다. 이 해에는 키타조노의 시 창작집

『하얀 앨범 白のアルバム』, 니시와키의 『초현실주의 시론 超現實主義詩

論』이 출간되었고, 『시와 시론』에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과 아

라공의 「테레지아의 유방」이 번역되어 소개되는 등 초현실주의가 활발하

게 유입되었다. 

   이처럼 일본에는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까지 프랑스 초현실주의 

이론이 다수 번역되거나 소개되었다.94)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프랑

스 초현실주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가 번역한 「초현실주의 

선언」에는 브르통이 초현실주의를 오토마티즘으로 정의한 부분이 완전히 

생략되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이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운동을 이끄는 주

요 인물이고 그의 텍스트를 일본에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지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르통의 주요 사상이 번역에서 누락되

어 일본에서 담론적인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이 가운데 니시와키 준사부로의 시론(詩論)은 일본에서 초현실주의가 

서구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중요한 원점이 되고, 한국 문단이 초현

실주의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유럽 초현실주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생성된 진보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반영하고, 강한 사회적 

저항의 색채를 띠었다면, 일본의 초현실주의는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산주의 저항세력을 압제한 강력한 군국주의 하에서 

일본의 시인들은 브르통의 혁명적인 초현실주의보다는 종교적인 은거 생활

을 하며 현실과 절연했던 초현실주의 시인 피에르 르베르디가 지녔던 순수

-초월 관점을 수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순

수시가 초현실주의로 이해되었다.95) 니시와키는 그 시발점이었다. 

고, 순수한 예술 창작을 모든 지적인 활동에 맡기고자 했다. 그는 이전의 상징시의 낡은 

미학을 부정하고 민중파의 세계관에 절망하며, 시에 과중한 효용을 강요하는 프롤레타

리아 시파에 이의를 주창한 젊은 시인들에게 새로운 예술성 추구의 길을 열어주었다.

94) 이외에도 초현실주의와 관련된 잡지로『시네 Ciné』(1929년 창간), 『리엥 Rien』

(1929), 『국제 초현실주의 Le Surréalisme International』(1930), 『시․현실 詩․現實』

(1930), 『시법 詩法』(1934), 『부 Vous』(1935), 『신영토 新領土』(1937),『밤의 분

수 夜の噴水』(1938) 등이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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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아카데미 경력이 프랑스가 아닌 영국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

을 것이다. 그의 유학하던 무렵 영국에도 초현실주의 시와 이야기가 일부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나, 초현실주의의 정치적 활동 혹은 이론의 전체적인 

면모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혁명 혹은 침략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갈등요소가 적었던 당시 영국은 무정부주의적인 다다를 수용

하는 데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파괴적인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건설적인 정치

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96) 

   니시와키는 『그윽한 향 풍기는 화부여』서문에서 현실과 절연한 상태

에서의 ‘순수’한 혹은 ‘진공’과도 같은 상태를 초현실주의 시학의 원리로 

소개했다. 

Cerebrum ad acerram recidit(마음은 향수병(香水甁)으로 가라앉는다). 

현실 세계는 뇌수(腦髓)에 지나지 않는다. 이 뇌수를 부수는 것은 초현실 

예술의 목적이다. 숭고한 예술의 형태는 모두 초현실주의이다. 그러므로 

숭고한 시 또한 초현실 시다. 시는 뇌에서 하나의 진공의 사막을 구성하

고 그 안에 현실의 경험에 속하는 모든 센세이션(sensations), 상티망

(sentimets), 이데(Ideas) 등을 쳐서 떨어뜨려 뇌를 순수하게 쥐어짜는 하

나의 방법이다. 여기에 순수시가 있다. 뇌수는 울트라핑크색의 유리 같은 

것이 된다. 시는 뇌수를 이러한 식으로 파괴한다. 파괴된 뇌수는 하나의 

파괴된 향수병 같이 매우 그득하다. 여기에 향수 상점의 명예가 있다.97)

초현실주의를 꿈이나 무의식적인 표현이 아닌 의식적인 완전한 사고(思考)

로서 이해한 것이다.98) 그의 이러한 사상은 1929년에 발표한 그의 첫 시

95) 澤正宏, 「超現實主義の水脈」, 澤正宏・和田博文 編, 『日本のシュルレアリスム』, p. 5. 

96) 파리에 본부를 둔 영국 저널 『디스 쿼터 This Quarter』가 기획한 초현실주의 특집

호(1932)를 브르통이 편집했을 때도 모든 정치적인 각주는 생략되었다. 초현실주의와 

막시즘이 연계되어 논의되고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 사회 혁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은 시인 데이비드 개스코인(David Gascoyne)이 1935-39년 파리에 머물면서 초현

실주의자들과 직접 교류한 결과물로서 영국 최초로 초현실주의 서적 『초현실주의 개

요 Short Survey of Surrealism』를 출간(1935)하면서 비로소 보급되었다. Peter 

Nicolls, “Surrealism in England,” Laura Marcus and Peter Nicoll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English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396-401. 

97) J.N.「序文」,『馥郁タル火夫ヨ』(1927),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ルレアリスム: 

1925-1945』(1990), p. 23. 나고야시립미술관의 전시도록에는 1925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초현실주의 미술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과 주요 텍스트 원문과 기사가 

실려 있다. 본고는 일본의 초현실주의 관련해 이 도록을 주요하게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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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집 『초현실주의 시론 超現實主義詩論』과 이듬에 발표한 『초현실주의 

문학론 シュ-ルレアリスム文學論』에 이어진다. 그가 『초현실주의 시론』 

서문에서 원래는 제목을 “초현실이 아니라 초자연주의”라 칭하려 했다고 

밝혔듯이, 그의 시론의 중심은 ‘초자연’에 있었다. 그에게 있어 초자연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것” 혹은 “연상(聯想)에서 가장 먼 것”을 연결하여 

“경험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99) 

   이러한 니시와키의 시학은 르베르디의 이미지론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시적 상상력과 우연성을 강조했던 브르통은 르베르디 이미지론의 귀납성과 

정신의 의지적 측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도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친숙한 현실과 사물을 독특하게 결합시켜 사물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현

실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는 초현실주의의 가능성을 르베르디에게서 발견

했다. 그런데 르베르디의 이미지론에 영향을 받은 니시와키의 초현실주의

론은 꿈과 정신분석학에 토대를 둔 앙드레 브르통보다는 이반 골의 사상에 

가까웠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표현주의적, 입체주의적 시를 창작해 온 

이반 골은 초현실주의가 브르통이 논하기 이전부터 이미 아폴리네르의 입

체주의, 오르피즘, 에스프리 누보에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100) 브르통이 아

폴리네르를 넘어서려했다면 골은 아폴리네르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것이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모든 ‘-주의’를 끝내기 위한 ‘-주의’, 즉, 제도로서

의 예술과 문학에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는 아방가르드였다면, 골의 초현실

주의는 상반된 경향-새로운 것과 낡은 것, 모험과 질서(아폴리네르식 용

어) 등-간의 화해를 추구했다. 이반 골은 선언에서 “예술가가 창조한 모든 

것은 자연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브르통이 인간 

98)『장미․마술․학설』을 창간한 우에다 토시오 역시 「나의 초현실주의 我の超現實主義」

라는 글에서 당대의 초현실주의가 해탈을 통해 무한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

되었다고 설명했다. 上田敏雄, 「我の超現實主義」,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ルレ

アリスム』, p. 22.

99) “시의 세계는 관계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날 때 느껴지는 일종의 미감인데, 그것은 

통상의 세계에 있어서 관계 있는 두 개의 것을 연결시키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을 

멀리 분리시키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니시와키는 시의 본질을 ‘초자연’과 ‘아이러니’

로 규정했고 이를 가장 잘 구현한 시인은 보들레르라 보았다. 西脇順三郞, 『西脇順三郞 

詩と詩論 I』(筑摩書房, 1975), 정향재, 「20세기 일본시의 국제성: 니시와키 준사부로

의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28호(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

학연구소, pp. 407-408. 

100) Jeremy Stubbs, “Goll versus Breton: The Battle for Surrealism,” Eric 

Robertson & Rovert Vilain, eds., Yvan Goll-Claire Goll: Texts and Contexts 

(Amsterdam & Atlanta: Rodopi, GA, 1997), pp.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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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의 차원을 끌어안은 채 주체를 무생물의 세계와 연결한 것과 달리, 

자연 혹은 세계 혹은 리얼리티 자체가 내포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잠

재력을 신봉했다.101) 

   이반 골의 ‘초자연’ 개념이 니시와키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초현실주의 

시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미 그 이전에 초현실주의를 이러한 

경향으로 수용하도록 이끈 지적(知的) 토대가 일본 문단에 존재했음을 고

려해야 한다. 일본 문단은 다다이즘 역시 이미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수용

했다. 일본 다다이즘을 이끈 다카하시 신기치(高橋新吉, 1901-1987)는 다

다의 부정 정신과 행위를 현실의 자아를 포기한 구도적(求道的) 사상으로 

이해했다.102) 그는 1923년 시집『다다이스트 신기치의 시 ダダイスト新吉

の詩』를 출간하고, 1928년 고향에서 선승(禅僧)의 설법을 듣고 선사상에 

경도되어 “다다=선(禪)=초월=형이상학”이라는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했다. 

과거․현재․미래, 유한과 무한, 극대와 극소 등 대립하는 개념을 상호 포괄관

계로 파악하는 그의 시법(詩法)은 자유롭고 활달한 선의 경지이면서 동시

에 현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03) 그는 종종 자

신의 시를 ‘탄환’에 비교하곤 했는데, 이는 그의 시가 기성사회의 고정관념

이나 가치관에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104) 그런데 신

기치는 기존사회, 현실의 ‘나’를 허상(虛像)으로 보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

해 참선을 강조하는 선불교 사상을 매개로함으로써 결국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한 유럽의 아방가르드를 현실과 절연하는 방식으로 수용했고, 이는 니

시와키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101) 앞의 글, pp. 78-79. 

102) 1924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 다카하시 신기치의 다다 사상은 조선의 문단에도 

전달되었다. 조선에 처음으로 다다이즘을 소개한 고한용(高漢容)은 다카하시의 영향을 

받아 다다를 인생에 대한 낙천적, 초월적 태도(“익살마진 시골 노파(老婆)의 인생관”)로 

소개했다. 그는 무위산봉(無爲山峰) 고사리, 高따따 등의 필명으로 「따따이슴」(『개벽』, 

1924.9.), 「DADA」(『동아일보』, 1924.11.17.), 「『다다』?『다다』!」(『동아일보』, 

1924.11.24.), 「잘못 안 따따: 김기진 군에게」(『동아일보』, 1924.12.1.) 등을 발표

하고는 문학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고한용에 관해서는 시카와 나기, 『경성의 다다, 

동경의 다다-다다이스트 고한용과 친구들』(이마, 2015); 장인수,「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6), pp. 13-19 참조. 

103) 유정 엮음, 『일본근대 대표시선』(창작과 비평, 1997), p. 131.

104) “나의 탄환은 그러나 불교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나는 거꾸로 총

살당하는지도” 高橋新吉, 「機關銃」,『日蝕』(1934), 장인수, 위의 논문, p.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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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 니시와키는 자신의 시론이 “특정한 골의 이론도 아니고 

브르통의 이론도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근대시의 원리를 서술하려는데 

불과하다”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초현실주의를 시의 방법적인 문제에 국

한시켰다.

습관적인 관습의 멍에는 관습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적 표현을 위해 

파괴되어야 한다. 즉, 결과적으로 현실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이 파괴 행

위는 시의 목적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누군가 실제에서 관습과 전통을 파

괴한다면, 이 행위는 시가 아니다. 이는 윤리와 철학의 영역에 속한다.105)  

  

   니시와키가 영국에 머물 당시 영국에는 초현실주의가 본격적으로 수용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그가 강조한 이질적인 대상의 결합을 통한 초자

연적 관계의 창조는 그가 초현실주의자로서 보다는 영미 모더니즘의 이미

지즘(Imagism) 혹은 주지시(主知詩) 기법을 초현실주의에서 차용한 일본 

신시(新詩)운동의 지도자로 자리매김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니시와키가 

1928년 “옛 시단의 무(無)시학적 배척을 타파하여, 오늘날의 포에지를 정

당하게 드러내자”를 목표로 한『시와 시론』의 주요 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유는, 우선 초현실주의에 근거한 그의 시론이 당대 시단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학 혹은 시의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창작 방법론인 

이질적 언어의 결합과 질서 만들기의 지적 작업이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그것

보다 영미 모더니즘의 주지주의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의 게이오 대학 제자로서 재학 중 그로부터 서양 최신의 모더니

즘 시운동과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그

윽한 향 풍기는 화부여』,『의상의 태양』 창간에 참여하고, 『시와 시

론』의 동인으로 활동한 다키구치 슈조(瀧口修造, 1903-1979)는 형식주의 

모더니즘 시론에 반대하여 시가 언어의 유희가 아닌 인간의 정신혁명임을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시와 텍스트를 번역해 일본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일본 초현실주의 시를 불어로 번역해 프랑스에 소개하기도 하

고(“Au Japon,” Cahier d'art 10(1935)), 브르통, 엘뤼아르와 연락을 취하

면서 1936년 이들로부터 받은 편지 등과 파리의 미술가들로부터 직접 받은 

드로잉을 포함한 초현실주의 엔솔로지 『초현실주의 교환 L’Echange 

105) 西脇順三郞,『超現實主義詩論』(1929), Miryam Sas, Fault Lines: Cultural Memory 
and Japanese(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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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éaliste』을 출간하기도 했다. 1930년대 전반까지 영화계에도 종사했던 

그는 중후반부터 미술잡지에 본격적으로 집필활동을 시작, 젊은 미술가들

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미 1930년에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와 회화」를 번역해 일본에서 최초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이로써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의 이론적 지주로서 위상을 탄

탄히 다지기 시작했다(도 6). 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

루기로 하겠다.   

   니시와키 등의 초현실주의론은 강한 비판에 부딪혔다. 한 예로 1920년

대 초, 전위 그룹 마보에 참여하고 미래주의에 경도되었던 화가이자 시인

인 간바라 타이(神原泰, 1898–1997)는 초현실주의가 현실을 외면하는 비

겁한 태도로 인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였다.106) 그는 초현실주의가 

현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대인으로서의 자각을 결여했을 뿐

만 아니라 현실과 대면하는 진정성, 정의, 힘, 용기를 결여한 이들의 비행

을 오히려 미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

었다. 초현실주의는 앞 장에서 살펴본 현실에의 관여, 정치적 혁명에의 열

망과 실천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채 주로 꿈과 인간 정신의 내면, 환상

을 강조하는 새로운 서구 이론으로 인식되어, 특히 예술이 현실세계의 사회

적 투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좌익 계열의 예술가들에 의해 형식주의

와 함께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예술로 낙인 찍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의 초현실주의 시인들은 영미 주지주의 시학과 이미지즘, 그리고 일

본 특유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이해, 수용했다. 이들의 

주지(主知)로서의 시 개념은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근대 미술가와 시

인들에게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틀을 제공한 르베르디의 이미지론과도 

연결되었는데, 이들은 현실세계의 모순을 깨뜨리는 시의 도발적인 가능성을 

신뢰했던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보다는 현실 세계와의 관계구축에 소극적인 

초월-순수 관점의 초현실주의를 선택하였다. 일본 시단의 주지로서의 초현

실주의는 시를 현실과 무관한 시적 형식 혹은 방법론의 문제로 국한시킴으

로써 아방가르드가 아닌 모더니즘으로 귀결되었고, 프롤레타리아 진영으로

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문단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리지널 초현실주

의 텍스트의 번역과 그들과의 교유에 힘썼던 다키구치는 활동영역을 변경, 

106) Kanbara Tai, “The Downfall of Surrealism”(1930), Chinghsin Wu, “Reality 

Within and Without: Surrealism in Japan and China in the Early 1930s,” Review 
of Japanese Culture and Society 26(2014),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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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면서 시단의 형식주의를 넘어서고, 그의 사상은 화단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화단의 초현실주의 수용과 전개

   근대 일본문단에서는 초현실주의가 일군의 주지주의 시인들에 의해 주도

되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비록 문단에 비해 도입 시

기는 다소 늦었으나 화단에서는 초현실주의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이들에 

의해 소개, 수용되어 다양하게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이 장에서는 초현실주

의가 일본화단에 소개되어 뿌리내리고, 가지와 열매를 내면서 성장하고 시국

에 의해 쇠퇴하기까지 그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코 순탄치 않

았던 일본화단의 초현실주의 수용 과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시기

별 주요한 이슈를 끌어내고자 한다. 우선 (1)에서는 초현실주의가 일본 화

단에 소개되어 하나의 미술운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무렵까지 다양한 수

용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을 견인한 두 인물 독립미

술협회의 후쿠자와 이치로와 신조형미술협회의 다키구치 슈조는 프롤레타

리아 진영의 비판에 맞서 현실과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는 초현실주의의 해

방의 가능성을 주창하면서 운동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계를 다듬어 나간

다. (2)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일본 초현실주의 미

술의 특수성을 강조하게 되는 변화에 주목한다. 그들은 일본 전통문화에서 

초현실주의적 환상성을 발견하고자 했는데, 이는 중일전쟁에 들어간 당시

의 시대인식과 분리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주의 흐름에 편승한 ‘일본적 

초현실주의’가 탐구한 전통의 소환은 단순히 이질적인 것의 융합으로만 볼 

수 없는 정치적 위험색을 내포하고 있다. (3)에서는 강력한 전시체제 하에

서 미술문화협회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파와 자유미술가협회(창작미술가협

회)로 대표되는 추상파가 양대 전위로서 사회와 맺은 관계를 살펴볼 것이

다. 이들은 전위라는 이름으로 초현실주의와 추상이라는 보편성을 일본이

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접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전을 사용한다. 이 과

정에서 초현실주의와 추상의 경계는 다른 어느 사회보다 모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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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현실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군소 단체의 설립   

   1932년 프랑스 정부가 주관하고 일본대사관이 후원하는 《파리․도쿄 

신흥미술전 巴里․東京新興美術展》이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가나자

와, 후쿠오카, 구마모토는 물론 만주의 대련까지 순회하며 개최된다(도 7). 

기획자인 미네기시 기이치(峰岸義一, 1900-1985)와 피카소의 교류를 바탕

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에는  “에콜 드 파리, 퓨리즘, 네오 플라스티시즘, 

입체파, 네오 내츄럴리즘, 초현실파, 누보 포브, 뮤지컬리즘, 리얼리즘으로 

분류”된 해외 미술가 56명의 작품 116점이 출품되었다. 드 키리코, 호안 

미로, 에른스트, 탕기, 만 레이, 마송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프랑스에 가본 

적 없는 일본의 미술가들은 지금껏 작은 도판으로만 접했던 초현실주의 미

술을 처음으로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 전시는 ‘신흥미술’의 동지로서 양국의 우정을 다지고 무엇보다 “현

대 구라파 미술의 심장인 프랑스 미술”로부터 ‘수혈’하기 위해 맺은 파리․도
쿄 신흥미술동맹의 결과물이었다.107) 여기서 ‘수혈’이라는 은유가 매우 흥미

로운데, 수혈은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

충’하는 과정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고 때로

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또 누구에게나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만 선택적으로 공급받는다는 점 등 이문화 수

용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문화 수용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른 형태 및 특질로 변형시킨다

는 점에서 단순한 보충 이상의 과정과 결과를 동반한다. 

   초현실주의가 중심이 되어 20세기 초 여러 모더니즘 미술 사조를 아우른 

이 전시는 초현실주의 미술이 지닌 정치적 아방가르드의 성격을 희석하고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초현실주의를 이해하는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참여를 강조했던 초현실주의 제2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시를 기획한 미네기시는 ‘초현실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였다.

이 그룹의 사상은, 간단히 말하자면, 물질문화에 극도의 혐오를 느껴 정

규(正規)적이고 시간적인 속박된 생활, 사상, 관념에 대한 강력한 폭발이

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유롭고 싶어 한다. 법칙 따위 어찌되어도 좋고, 

자연이 어떤 풍이라도 좋으며, 인간이 호랑이의 머리를 하고 있다든지, 

107) 峰岸義一, 「同盟成果と經過」,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ルレアリスム』,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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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을 물고기가 유영하며 있다든지, 무엇이든 좋지 아니한가? 우리는 돈

에 속박되고 권리와 법률에 목숨을 맡기지 않는다. 현실은 완전히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마음의 움직임, 거기에만 자유가 있다...미술은 영원히 불

변, 심리의 장소이다.108) 

미네게시는 초현실주의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초현실주의가 개인의 희망, 기억, 불안, 희열, 비애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

고 시정이 풍부한 점을 높이 사면서, 그 기저에 허무와 자폭(自爆)이 도사

리는 ‘물질문화의 음영’과 ‘문명병(文明病)의 미의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열표현(생명의 동경과 그 로맨스, 우리는 스스로를 The Latest 

Romanticism이라 칭한다)’을 주창한 ‘주정파(主情派)미술회(1928)’와 ‘신흥

낭만(1930)’을 결성한 인물로, 그가 초현실주의를 낭만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초현실주의를 수단으로 근대 회화 내에 이야기성을 부활시키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미술비평가 아라키 스에오(荒城季夫, 1894-?) 역시 초현실주의의 정치

적 전위성을 간과했다. 그는 전시에 출품된 모든 미술을 에콜 드 파리로 총

칭하면서, “예술에 있어서의 국제주의, 그 결과로서 자유로운 공기, 기이한 

환상, 기괴한 이국취미, 그리고 이국적인 일루젼, 판타지 등”이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 미술뿐만 아니라 전시에 출품된 신경향 미술에 모두 적용된다

고 보았다.109) 그는 이러한 특성이 “시대사상의 중압 속에서 소시민 역할

의 초조함과 고뇌를 심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고 이들 아방가르드 

회화의 전위성이 프티 부르주아의 미학에서 배태되었다고 함으로써 모더니

즘과 전위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110) 이처럼 초현실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초현실주의는 수용하는 

이의 필요와 입장에 따라 상이한 개념과 양식으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 크

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초현실주의 미술은 이 전시가 개최되고 다키구치 슈죠가 「초현실주의

와 회화」의 번역본을 출간(1930)하기 전에 문예잡지를 통해 에른스트 등 

의 미술이 도판과 함께 소개되었으나 이 때만해도 초현실주의는 화단에 큰 

108) 峰岸義一, 川路柳虹, 「解說-超現實派名」(1932), 앞의 도록, p. 51. 

109) 荒城季夫, 「前衛フランス絵画のエスプリ」(1932), 위의 도록, pp. 51-53.

110) 그는 ‘모더니즘’, ‘신흥’, ‘전위’, ‘아방가르드’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초현실주

의가 전위로서 부흥하기 전의 일로, 1930년대 초반까지 이들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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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초현실주의 미술을 소개

한 글은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나카다 사다노스케(仲田定之助, 1888- 

1970)가 1928년 2월 잡지『미술신론 美術新論』에 발표한「초현실주의의 

화가 超現實主義の畵家」였다. 이 글이 일본 최초로 초현실주의 미술론과 

화가들을 소개했다는 점 이외에 주목할 만 한 점은 나카다 자신이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 1895-1946)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초현실

주의를 바우하우스의 ‘이지적 구성’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111) 

   같은 해 여름, 도야마 우사부로(外山卯三郞, 1903-1980)는 『중앙미술 

中央美術』에 「쉬르리얼리즘 シュルレアリスム」을 발표했다. 그는 “회화

는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회화는 어디까지나 회화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회화의 자율

성을 주장한 인물이었다.112) 순수회화론을 지지한 그는 나카다와 다른 시

각에서 초현실주의를 이해했다. 도야마는 초현실주의를 꿈의 묘사로 간주

하고, 목적성 있는 미술로 보았기 때문에 오토마티즘, 콜라주, 프로타주 등 

조형기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초현실주의를 현실세계

를 초월하는 태도이자 행동으로 정의한 미네기시 기이치의 시각과도 일치

하지 않는다. 후술(後述)할 ‘1930년협회’, ‘독립미술협회’의 화가들과 가깝

게 교류했던 그의 회화론은 혁신적인 초현실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었지

만, 도야마는 이후 1930년대 전반에 걸쳐 다수의 초현실주의 소개기사를 

발표해 대중화에 기여했다. 

111) 그는 1926년에「사진예술의 신경향: 모홀리 나기의 최근 저서로부터 寫眞藝術の新傾

向: モホリ＝ナギの近著から」를 『아사히카메라 アサヒカメラ』에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1925년에 바우하우스 총서로 발간된 모홀리 나기의 『회화, 사진, 영화 Malerei, 

Fotografie, Film』와 모홀리 나기가 분류한 5가지 사진양식인 포토, 포토그램, 렌트겐

사진, 포토플라스틱, 포토몽타주의 정의와 작품 예를 소개했는데, 이는 일본에 있어서 

포토몽타주의 첫소개라고 할 수 있다. 서희정, 「근대일본의 ‘바우하수스 사진’ 수용과 

국가선전: 야마와키 이와오의 ‘포토몽타주’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미술이론과 현

장』9호(2010), 한국미술이론학회, p. 60.

112) 그는 프롤레타리아 미술이 융성하는 소화 초기 서양화단에서 ‘1930년협회’의 예술지

상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고, 제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주의적 사실(寫實)에 대해 화가의 

감수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실을 제창함으로써 많은 젊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역시 전쟁기가 되자 시국미술 제작에 적극 동참했다.『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화가가 대동아전쟁의 전사로 나서서 전쟁화를 그림으로써 황국정신을 갖추

어야한다고 선동하였다. 문부성미술전람회 소식을 전하면서 시국의 영향에 따라 재료가 

부족하지만 구도 및 제작기술로 극복하고 있다고 적었다. 외산묘삼랑(外山卯三郞),「황국

미술관의 확립」,『매일신보』, 19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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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 1월 미술잡지 『아틀리에 アトリエ』가 낸 ‘초현실주의 연구호’

라는 제목의 특집호에는 피카소, 드 키리코, 클레, 에른스트, 피카비아, 미로, 

아르프, 마송, 탕기 등 유럽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이 도판과 함께 소개되었

고, 본격적으로 일본 문학가와 미술가의 초현실주의에 관한 에세이가 실렸다

(도 8). 그리고 여기에 처음으로 코가 하루에(古賀春江, 1895-1933)와 가와

구치 키가이(川口軌外, 1892-1963) 등 일본 화가들이 포함되었다. 

   코가 하루에는 ‘이과회(二科会)’ 회원으로서 그가 이과회 제16회전

(1929)에 출품한 <바다 海>는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의 효시로 평가받는 

다(도 9). 이 전시에는 코가 하루에의 작품 이외에도 나카가와 키겐(中川紀

元, 1892-1972)의 <공중의 감정과 물리 空中の感情と物理>, 토고 세이지

(東郷青児, 1897–1978)의 <초현실파의 산보 No.1 超現實派の散步 

No.1)>,  아베 콘고(阿部金剛, 1900-1968)의 <리엥(無) No.1 Rien No.1>

등이 출품되었고, 이 전시 이후 이과회는 ‘신흥미술’ 중에서도 초현실주의

를 지향하는 단체로 간주되었다(도 10-11).

   코가 하루에의 <바다>를 비롯해 위의 작품들 중 대다수는 수영복 차림

의 모던걸(스포츠, 패션, 도시생활), 잠수함, 항공모함, 비행기(기계), 빌딩

(도시풍경) 등 당시의 첨단적인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다. 유럽의 초현실주

의가 서양문명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황폐하게 만든 1차 세계대전의 이성주

의, 합리주의, 근대과학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작품들은 관동대

지진 이후 도시의 부흥, 서구 기계과학의 도입에 따른 근대적 합리주의에 대

한 신봉 등 일본의 도시적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이러한 정반대의 

특성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듯한 이들 작품은, 프랑스 초현실주의

에 영향을 받았으나 당시 일본의 시대적 맥락에서 변형, 전이된 일본 초현실

주의 미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문명과 합리적인 이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

발한 유럽의 초현실주의와 달리 이들의 미술은 관동대지진 이후 급속하게 

발전한 도시 및 기계 문명에 적극적이었다. 때문에 이들 작품에서 보이는 콜

라주, 데페이즈망은 도발적이라기보다는 긍정의 느낌을 발산한다.  

   당시 일본 예술계는 미술사가 이타가키 다카호(板垣應穗, 1894-1966) 

등을 중심으로 기계와 예술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

데, 단순한 소재주의를 넘어 기계적 제작방법의 도입이 주장되었다.113) 영

113)輝彦松実,「1930年代初頭の日本における写真の機械美学: 板垣鷹穂の批評活動を中心に」,

『表現文化研究』1:2(2002), 神戸大学表現文化研究会, pp. 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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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디자인, 건축 등 분야에서 기계적 메커니즘이 적용되었고, 몽타주 기법

이 회화의 구성방식으로 적극 실험되었다. 국내외 과학 잡지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편집’한 코가 하루에 등의 작품은 예술과 일상의 간극을 좁힌 바

우하우스의 예술활동 및 태도에 가까운 것이었다.114) 다다에서 초현실주의

로의 전개 과정에 퓨리즘(purism)의 이론적 매개를 강조한 아베 콘고와 프

랑스 초현실주의를 ‘유심적(唯心的)’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지(理智)’에 토

대를 둔 ‘유물론’으로 해석하여 ‘과학적 초현실주의’를 주장한 행동주의 문

학가 다케나카 규시치(竹中久七, 1907-1962) 등은, 과학의 발달에 의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물질’ 세계에 대한 새로운 탐구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다음 인용은 나케나카 규시치가 이해한 초현실주의 개념과 함께 초현실주

의의 대부 브르통(유럽, 중심)을 극복하고자하는 다케나카(일본, 주변)의 

대범함과 고군분투를 동시에 보여준다.

진정한 초현실주의는 이지(理智)를 유일한 무기로 삼는다. 따라서 예술정

신의 문화역사적 발전 과정에 위치한 초현실주의는 그 어떤 권위도 인정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진정한 초현실주의는 앙드레 브르통의 권위를 따

르지 않는다. 일시적인 유행의 초현실주의는 브르통에서 시작해 그를 결

코 넘어서지 못한다.115)

   

    위의 인용은 이문화 수용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 현실과 초현실의 관계 

규명이라는 지난한 문제와 연결된다. “초현실주의는 순수성을 동경하는 의

식적 구성이다. 고로 초현실주의는 주지주의”라 정의한 코가 하루에를 비

롯한 일본의 초기 초현실주의자들은 당시 융성한 프롤레타리아 예술과 입

장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도, 진정한 예술은 주관적 존재(개인)가 아닌 객관

적 존재(사회)로 향해야 한다고 보았다.116) 시인들이 초현실주의를 시형식 

내에 가둔 것과 달리 코가 하루에는 현실과 초현실의 관계가 서로 갈등하

114) 이들 화가는 상업광고, 포스터 등 그래픽 디자인, 전기스탠드, 커피포트 등 제품 디자

인, 가구 디자인, 무대디자인, 실내장식 등 다방면에서 기계주의 미학을 구현했다. 이러

한 활동은 최근 기계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 소화 초기의 문화상황 가운데 당시 융

성한 프롤레타리아 예술과 다른 방향에서 예술이 사회와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大谷省吾,「超現實主義と機械主義のはざまで」,『激動期のア

ヴァンギャルド』(東京: 国書刊行会, 2016), pp. 49-60.

115) 竹中久七, 「超現實主義硏究」, 『アトリエ』(1930.1), p. 25. 

116) 古賀春江, 「超現實主義私感」,『アトリエ』(1930.1),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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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서로 보충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실에의 불만족이 예술(초현실주의)을 낳고, 현실은 예술을 따라

잡기 위해 계속 전진해 마침내 예술로서의 가치를 상실, 현실과 합쳐져 새

로운 현실을 창출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 즉 ‘현실-예술-현실’은 변증법적

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전개된다. 코가와 가깝게 지낸 나카가와 키겐 

역시 초현실주의가 현실과 갈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에 대극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적인 관찰에서 출발하는 예

술이고 상징적인 재현을 획득하는 표현이지 황당무계한 날조가 아니다. 초현실

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현대 삶의 실제적인 조건과 면밀히 연결되어야 한

다. 그것은 가장 물질주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한다. 꿈은 현실

의 가장 생생하고 날 것인 상태와 엮이지 않으면 안된다.117)

나카가와는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초현실주의가 현실과 부단히 함께 

작동한다고 봄으로써 초현실주의를 현실도피라 비판한 프롤레타리아 예술

가들의 시각에 대응한 셈이다.

   이과회의 ‘신경향’ 회화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토고 세이지, 아베 콘고, 

코가 하루에, 미네기시 기이치는 1933년 일본 최초로 전위미술을 표방한 

‘아방가르드 양화(洋畵)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118) 개관 직전 세상을 

떠난 코가 하루에를 제외한 창립멤버 세 명과 파리에서 막 귀국한 에콜 드 

파리의 총아(寵兒) 후지타 츠구하루(藤田嗣治, 1886-1968)가 연구소 운영

과 연구생 지도를 맡았다. 이 단체가 특히 유의미한 이유는 가츠라 유키

(桂ゆき, 1913-1991), 사이토 요시시게(斎藤義重, 1904-1986), 에이큐(瑛

九, 1911-1960) 등 전후 일본의 전위미술을 이끌었던 미술가들과 함께, 

길진섭(1907-?), 김환기(1913-1974), 김병기, 유영국, 박성환(1919- 

117) 中川紀元, 「超現實と超事實」,『アトリエ』(1930.1), p. 16. 

118) “예술문화의 전위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예술계와 일반사

회에 명시하고 그 의의를 밝히기” 위해 세워진 이 연구소는 1934년 1주년을 맞아 ‘츠

루가다이(駿河台)양화연구소’로 개명하고 이과회 직계 연구소화 된다. 1935년 재정 문

제로 해산될 위기에 연구생들은 자주적으로 ‘S·P·A집단’을 조직하였고 38년에는 이과회

의 전위화가들을 결집한 ‘구실회’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名古屋市美

術館, 『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 56. 이 연구소에 대한 자료가 거의 부재한 현

재, 김병기가 70년이 지나 회고한 연구소 유학 당시의 소소한 경험은 연구소의 분위기

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이에 관해서는 윤범모,『백년을 그리다: 102살 현역 화가 

김병기의 문화예술 비사』(한겨레출판, 2018), pp. 121-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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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등 조선인 유학생들이 당시 일본의 뜨거웠던 신흥미술 열기를 직접 

체험한 요람이었다는 점이다(도 12). 이곳의 이 청년 미술가들은 정치를 

우선으로 하는 예술의 중압에서 해방되어 일제히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면

서도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으로부터 계승한 예술가와 사화와의 관계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

위’라는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과 구별하면서도, (코가 하루에가 그러했듯

이) 프롤레타리아 운동과 완전히 분리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았다.119) 

   한편『아틀리에』 1930년 1월호에 소개된 또 한 명의 초현실주의 미술

가 가와구치 키가이는 ‘독립미술협회(獨立美術協会)’의 창립멤버 중 한 명

이었다. 독립미술협회는 가와구치처럼 이과회에서 탈퇴한 젊은 작가들과, 

이과회와 마찬가지로 반(反)문부성미술전람회를 내세우며 설립된 춘양회

(春陽会, 1918년 설립), 국화회(國畵会, 1922년 설립) 출신의 작가들, 그리

고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작가들이 의기투합하여 “기존의 미술단체

에서 절연(絶緣)”하고 “신시대 미술을 확립”을 선언하며 창립(1930)한 단

체였다. 독립미술가협회는 코지마 젠자부로(児島善三郎, 1893-1962), 사토

미 가츠조(里見勝藏, 1895-1981) 풍의 ‘일본적 포비즘’ 혹은 ‘일본적 양

화’ 즉, 인물과 자연 풍경이라는 소재를 굵은 윤곽선과 거친 붓터치, 강렬

한 색채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을 표출하는 작품이 기조(基調)를 이

루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프랑스 유학 중 드 키리코와 에른스트의 영향을 받

은 후쿠자와 이치로(福沢一郎, 1898-1992)가 초현실주의를 소개하고 자신

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동시에 이론적 지주역할을 하면서, 독립미술협회는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의 주요 산실 중 하나가 된다. 제1

회《독립미술협회전》(1931)에는 후쿠자와 이치로가 프랑스에서 제작한 작

품 37점이 별도로 전시되어, 단체의 초현실주의적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출품된 후쿠자와의 작품은 “자연적인 것과 과학적 합리주의를 

한꺼번에 비웃는 듯한 불합리성”을 드러냈다.120) 그의 작품은 생명감 넘치

는 개인의 내면성을 주장하던 일본적 포비즘과, 기계와 도시 이미지의 환

상성을 내세웠던 이과회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었다. 

에른스트의 콜라주 기법을 차용하고 있는 그의 <훌륭한 요리사 よき料理

119) 小沢節子, 『アバンギャルドの戰爭體驗: 松本竣介 瀧口修造 そして 畵學生たち』(東

京: 靑木書店, 1994), pp. 15-16.    

120) 北澤憲昭,「危機のリアリズム: シュルレアリスムと抽象」,『美術手帖』(2005.7),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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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1930), <만우절 농담 Poisson d'Avril>(1930), <타인의 사랑 他人の

恋>(1930) 등은 생경한 이미지의 착종(錯綜)이 불러일으키는 건조하고 냉소

적인 분위기가 특징적이다(도 13).121)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맥락이 단절

된, 단편화된 이미지의 부조리한 병치는 프랑스 초현실주의가 지녔던 합리

주의에 대한 반항과 의외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강렬함에 대한 지향으로 읽

을 수 있다. 

   이후 후쿠자와 이치로의 작품 경향은 현저하게 변화하여 프랑스의 19

세기 도판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적인 제재에서 소재를 취하고, 점차 사

회풍자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 자신이 귀국하자마자 발발한 만

주사변을 계기로 후쿠자와는 이 사건과 공산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식은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

론으로 “이종적(異種的)인 소재의 혼잡”, 즉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을 

채택했다. 그는 에른스트로부터 배운 콜라주 기법을 일본의 현실에 맞추어 

변화시키고자 했다.

나는 몽타주적 구성을 따름으로써 공상과 유희에 심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것은 보다 압축된 현실이다. 보다 풍부한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변화하는 현실이다. 내게 있어 몽타주는 현실강화의 수

단이다. 몽타주는 무질서한 추적(推積)이 아니다. 적당히 조립되어 제작자의 의

도를 표현할 때, 효과적이고 강력한 회화의 미디어가 된다.122)

   그는 프롤레타리아 미술에서 보이는 계급투쟁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한 

직접적인 체제비판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비교적 건조한 시선을 현실

사회에 던졌다. 1933-34년 사이 프롤레타리아 미술이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고 직접적인 사회비판이 금지되자, 후쿠자와의 작품은 더욱 해학적이고 

완곡한 상징으로 나아갔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소 牛>(1936)이다(도 14). 

1935년 시미즈 토시(淸水登之, 1887-1945), 스즈키 야스노리(鈴木保德, 

1891-1974)와 함께 만주를 방문한 후쿠자와는 이듬해 제6회 《독립미술

121) 후쿠자와 이치로가 차용한 이미지, 도상의 원전(다양한 잡지 및 백과사전의 삽화, 에

른스트의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자 La Femme 100 Têtes』등)에 관해서는 速水豊, 

『シュルレアリスム絵画と日本―イメージの受容と創造』(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2009), 

pp. 141-211 참조.

122) 福沢一郎, 「新形式論」, 『獨立美術』(1932.10), 大谷省吾,『激動期のアヴァンギャルド』, 

pp. 106-1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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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전》에 이 작품을 출품했다. 그가 광활한 만주대륙의 풍광에 강한 인

상을 받은 것이 틀림없는 듯, 작품에 지평선의 위치가 높이 설정되어 화면

을 압도한다. 전경(前景)의 거대하고 당당한 소 두 마리와 후경(後景)의 인

간군이 대조적인 이 작품은 당시 이상국가로 선전된 만주의 비극적 현실과 

강화되는 국내의 파시즘화 현상에 대한 풍자였다. 일본 유학 중 직접 후쿠

자와의 작품을 관람한 김병기는 이러한 작품 성향에 대해 “쉬르리얼리스트

도 아니고 일종의 휴머니즘 그림, 추상도 아니고 무슨 뜻이 있는, 그리고 

좌익도 아닌데 좌익과 같은 그런, 어떤 민중과 같은” 그림으로 기억했

다.123) 김병기의 발언은 후쿠자와의 작품이 추상과 초현실주의를 혼돈한 

1930년대 후반 일본 화단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프

랑스 초현실주의를 모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프롤레타리아 미

술과 같은 자연묘사에 기초한 구태의연한 리얼리즘을 극복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 당시 일본 문학계에서 성행했던 행동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예술지상주의와의 간극을 극복하고 한 불문학자 

고마츠 키요시(小松淸, 1900-1962)의 행동주의는, 후쿠자와 이치로의 회

화와 함께 혼란스러운 당시 일본미술계 상황 -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 해산

(1934), 제국미술전람회(약칭 제전(帝展)) 개조(1935) 등- 속에서 젊은 미

술인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기성화단에 대한 환멸을 타파할 수 있는 지침이 

되었다.124) ‘행동주의’는 원래 심리학 용어(behaviourism)로, 왓슨(J.B. 

Watson, 1875-1958)이 내관(內觀)에 의지하는 종래의 구성주의적인 의식

심리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고, 심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자율성과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해 의식을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125) 이러한 관점은 문학에도 

도입되어 1차 세계대전 무렵 유럽에 인간의 내면세계를 파헤치고 자의식을 

추구하는 문학이 성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학

을 주창하는 작가들이 등장했다. 당시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히틀러와 무

123) 김철효,「김병기 구술녹취문」,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2004), 삼성미

술관 Leeum,  p. 36.

124) 이에 관해서는 大谷省吾,『激動期のアヴァンギャルド』, pp. 114-118 참조. 고마츠 

키요시는 행동주의 또는 능동정신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학사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인물이다. 오오타니가 초현실주의 미술을 연구하는 과정에

서 고마츠 키요시를 ‘재발견’해 위상을 재정립한 셈이다. 

125) 고영복,『사회학사전』(사회문화연구소, 2000), p.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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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하는 좌익 세력의 공동전선인 인민전선과 긴

밀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문명을 지키고 야만으로부터 구출하고자 했다.

   10여 년 간의 유학생활 중 앙드레 말로와 개인적 친분을 쌓았던 고마

츠 키요시는 강화되는 일본의 파시즘적 통제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거의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저항 

정신을 프랑스 지식인들의 반파시즘 정신에서 찾았고, 『개조 改造』, 

『행동 行動』, 『세르팡 セルパン』 등 잡지를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모럴

을 강조했다.126) 그는 당시 공산주의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앙드레 

지드와 입장 차이를 밝혔던 평론가 페르낭데스의 ‘행동의 휴머니즘’을 수

용하여, 문학을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요원한 것은 ‘전적인 인

간주의’이고 “그 표현으로서의 행동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사회의식 때문이 아니라 ‘문학정신의 구태의연함’ 때문에 프롤레타

리아 운동을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문학의 혁명’을 토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20세기 유럽의 현대적 기법(또는 아방가르드)을 도입할 것을 제

안했다.127) 

   후쿠자와는 초현실주의에 관심있는 젊은 화가와 학생들을 모아 ‘후쿠자

와 이치로 회화연구소’(1936년 설립)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실기 강습도 실시했지만, 연구생들에게 특정 사조나 기법을 가르치는 대신 

다독(多讀)을 통해 지식과 견문을 확장할 것을 강조하고 다키구치 슈조 등 

평론가들의 강연회를 개최했다.128) 연구생들의 작품은 달리 풍의 풍경이 

많았지만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했고, “무엇을 그릴 것인가”하는 즉 회화의 

주제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에 대한 해

126) 일본에서 행동주의 논의는 고마츠가 1934년 위의 잡지들에 발표한 「지드에의 공개

장」, 「불문학의 한 전기」, 「앙드레 말로와 행동문학」, 「불문학의 행동적 휴머니

즘」등을 번역,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왕신영, 「1935년 전후의 ‘행동주의’ 논쟁: 

제창자 고마쓰 기요시(小松淸)의 입장에서」,『비교문학』 32호(2004), 한국비교문학회, 

pp. 104-106 참조.

127) 페르낭데스가 ‘행동적 정신주의’를 발표한 것은 1926년으로, 고마츠의 그것과 8년이

라는 시간차가 있다. 페르낭데스가 ‘철학적’ 자성의 의미로 사용한 행동적 휴머니즘을 

고마츠는 ‘정치적’ 자성의 의미로 전환했으나 문학과 정치의 균열 해소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위의 논문, pp. 107-110 참조.

128) 연구소는 후쿠자와가 공산주의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다

키구치와 함께 체포(1941)되면서 폐쇄된다. 같은 해 후쿠자와가 석방은 되지만 연구소는 

5년간 폐쇄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후쿠자와와 연구생들은 미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약

하면서 일본문화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板橋区美術館,『福沢一郎繪畵硏究所展』,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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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차이 역시 다양했다. 조선에서 건너온 김종남(가네코 히데오)이 연구

소 창립초기부터 연구생으로 참여했다.

   후쿠자와에 자극을 받은 독립미술협회 작가들은 창립 이후 유럽 초현실

주의적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실험했다. 가와구치의 경우 제4회전(1934)에 

<소녀와 조가비 少女と貝殼>(1932)를 출품했다(도 15). 비너스의 탄생을 

암시하는 듯한 도상들로 가득한 이 작품에는 초현실주의적 내러티브와 그

라타주 효과뿐만 아니라 입체주의적 공간구성, 샤갈(Marc Chagall, 1887- 

1985)의 원색으로 충만한 환상성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129) 일 년 전 

독립미술협회전에 오토마티즘 기법으로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낸 <유두 乳

頭>를 발표했던 미기시 코타로(三岸好太郞, 1903-1934)는 잠시 르 코르뷔

지에의 건축에 매료되어 퓨리즘적인 기하학적 구성에 의한 작품을 제작하

기도 했다(도 16). 

   독립미술협회는 점차 포비즘 계열과 초현실주의 계열로 나뉘어 결속력

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13명의 작가들은 “독립미술협회로부터의 절연 성

명”을 발표하고 1934년 4월 ‘신조형미술협회’를 결성한다. 일본 최초로 초

현실주의를 표방한 그룹인 신조형미술협회는 같은 해 9월에 기관지 『신

조형 新造型』을 창간하고 이듬해부터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을 견인하였다. 다키구치라는 이론적 지도자와 

나고야를 거점으로 활동한 시인 야마나카 치루(山中散生, 1905-1977)라는 

소개자를 주축으로 일본에서 가장 순수하게 프랑스 초현실주의 운동을 탐

구하여 콜라주, 포토 몽타주, 데칼코마니 등 다양한 기법을 실천했던 선구

적인 단체로 평가되나, 초현실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할 무렵(1938) 해산되

었다.『신조형』에는 전시평 이외에 다양한 주제의 글이 게재되었다. 1호

에 실린 이마이 시게루(今井滋, 1910-1991)의「회화에 있어 몽타주에 대

하여」, 2호에 실린 초현실주의와 정치운동, 막시즘과의 관계 등을 논한 

고마츠 키요시와의 인터뷰, 꿈과 정신분석학을 소개한 야마나카 치루의 

「초현실주의의 세계」, 그리고 3호에 실린 야마나카의「초현실주의 오브

제의 문제」, 다키구치의 「시와 회화에 관하여」 등은 이 잡지가 다양한 

각도에서 초현실주의를 조명하려했음을 보여준다. 

129) 이에 관해서는 奥村泰彦, 「川口軌外 <少女と貝殻>について-その図像と構図に見る西

洋美術の理解」, 『美学芸術学』20(2004),  美学芸術学会, pp. 20-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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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다키구치의 텍스트는 모더니즘 회화가 사진과 영화의 발명 

이후 종전의 모방과 설명을 위한 소박한 리얼리즘을 버리고, 정신적 상징

력을 획득하고 시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초현실주의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130) 문학도로 시작한 그

는 문학과 미술, 시와 회화의 관계를 규명하려 노력했고, 현대에 있어 시

의 가능성, 시인의 임무를 강조했다. 특히 후자는 현실과 초현실의 관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1930년대 초 브르통

에 동화된 다키구치는 초현실주의를 시적 실천의 혁명적 방법론으로 수용

했다. 오토마티즘을 매개로 꿈이나 무의식을 표출함으로써 관념적인 현실

에 속박된 자아 혹은 의식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에게 

있어 현실은 모든 것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념에 다름 아니었다. 

현실은 모든 인간의 관념의 범죄가 고소(告訴)되지 않은 채 아름다운 것

과 추악한 것이 공존하고, 바른 것(正)과 바르지 못한 것(不正)한 것이 대

립하는 기괴한 관념적 특산물에 지나지 않는다...현실 속에서 불변의 관계

에 의해 형성된 관념은 모든 것의 발전을 정지시킨다...현대문화 속에 던

져진 초현실의 인식이야말로 영원의 관념이라는 검은 구름을 순간적으로 

투사한 번개인 것이다. 이 빛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은 발명자(發明者)의 

임무로, 어디까지나 시인의 일이다. 초현실주의, 현대어휘 가운데 가장 강

력한 하나인 이 단어는 시적 인식을 백열화(白熱化)시키고 폭발시킨 혁명

의 의미에 다름 아니다.131)

브르통의 ‘빛’, ‘폭발’의 은유를 연상시키는 위의 인용에서 극복해야할 대상

으로서 현실을 돌파하는 수단이 바로 초현실주의다. 다키구치의 스승 니시

다에게 있어 초현실주의는 낭만주의 계보의 현대시 유파 중 하나였으나, 

그에게 있어 초현실주의는 일개 문학사조, 미술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환 불가능한 인간의 정신활동이었다. 

   그런데 그는 관념으로서의 현실에 저항하고 이를 초월하는 초현실주의

가 지향하고 희구하는 대상 또한 ‘현실’이라고 보았다. 초현실주의가 ‘초현

실’을 관념으로서의 현실의 안티테제로 지정함으로써 ‘총체적인 리얼리티’

130) 瀧口修造,「時と繪畵について」,『新造型』3 (1936),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ー
ルリアリス厶』, pp. 78-79.

131) 瀧口修造, 「時と現實」, 『作品』(1931), 平芳幸浩, 「瀧口修造の一九三〇年代: シュ

ルレアリスムと日本」,『美學』 64:2(2013), 美学会, p. 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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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일본에서도 의미상 오인되고 있는데, 리얼리티의 탐구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런데 현실적 외관의 배후에 숨겨진 

총체적인 리얼리티의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라 바꿔 말한다면, 초현실주의

와 소위 현실주의의 한계, 초현실주의의 특수한 의의를 규정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132)

 

관념으로서의 ‘현실’ 배후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정한 또 하나의 ‘현실’이 

존재한다. 초현실주의적 실천에 의해 표출된 시적 언어, 이미지, 오브제 등

으로써 진정한 현실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키구치에게 

초현실주의는 “인간 정신의 실험장”으로서 인간 정신을 해방하기 위한 절

대적인 심적(心的) 활동이라 할 수 있다.133) 

   신조형미술협회의 결성을 계기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의 주류는 이과

회와 독립미술협회와 같은 공모단체에서 동인전으로 이행했다. 소위 ‘신경

향’ 미술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장(JAN(=Jeunes Artistes 

Nouveau))’, ‘아니마(Anima)’, ‘표현(表現)’, ‘동향(動向)’, ‘레․리라(レ․リラ

=Les Lilas)’, ‘데․자미(デザミ=Des Amis)’, ‘자좌(磁座)’, ‘모(貌)’, ‘판 조형

회(凡 造型會)’, ‘준느․옴므(ジュンヌ․オム=Jeune Homme)’, ‘회화(繪畵=La 

Peinture)’, ‘신낭만파’ 등 제국미술학교, 동경미술학교 재학생들이 만든 소

규모 단체들이 다수 등장했다.134) 모든 단체가 공식적으로 초현실주의를 

표방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마츠의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은 일부 젊은 청년 

미술가 단체들은 작품에 ‘능동(能動)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특히 르포르타주 문학을 의식하면서 초현실주의적 지각을 통해 현실과 

초현실간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비판과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보고(報告)회화’를 제창한 ‘동향’은, 초현실주의를 독특한 사회적 리

얼리즘으로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의 르포르타주 회화를 포함한 

132) 瀧口修造, 山中散生, 「緖言」,『海外超現實主義 作品集 ALBUM SURREALISTE』

(1937),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 87.

133) “초현실주의의 범위는 실험과학적 영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초현실주의 활동의 

과학적 성질을 명확히 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유물론적 발전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언급에서 그의 변증법적, 유물론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平芳幸浩, 앞의 논문, p. 

65에서 재인용.

134)고마츠는 ‘JAN’과 ‘아니마’ 등 단체명을 지을 정도로 젊은 화가들에 신뢰를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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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리얼리즘 회화운동의 선구적 존재로 평가 받는다.135) 제국미술학교 

학생이었던 야자키 히로노부(矢崎博信, 1914-1944)는 고마츠의 행동주의

를 수용하되 “억압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의 원망(願望)”을 중시하여, “우리

는 바른 사회의식에 의해 모더니즘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시대적인 것으로

까지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6) 야자키는 행동주의 문학의 방법론으

로 영화적 속도감, 직재성(直裁性), 생략법 등을 지적한 고마츠의 영향을 

받아 영화적 테크닉을 회화에 적용하기도 했다.137) 제2회 동향전에 출품된 

그의 <가각의 살의 街角の殺意>(1937)는 영화 ‘전함 포테킨’의 이미지를 

인용, 몽타주한 것이다(도 17).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류가 보았지만, 

보지 못한 사물의 풍경”을 표현하고자 했다.138) <가두 B 街角B>(연도미

상)는 도시 길모퉁이를 가득 메운 두개골, 우측 상단에 비스듬히 구획 지

어진 무대와 그 위에 쓰러진 인간들, 무대 뒤편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몇 

135) 초현실주의 탄압사건 이후 쇠퇴한 초현실주의는 전후 다시 부활한다. 이 때는 전전과 

달리 사회에 대한 강한 정치적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전위로서 등장한다. ‘르포르타주 

회화’라 불리는 미술운동이 바로 그것으로, 후쿠자와 이치로 연구소 출신의 야마시타 기

쿠지(山下菊二)가 이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후쿠자와를 사사하면서 무의식을 통

해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초현실주의에 대해 감각적으로 공명

했다. 징병(1939)되어 중국에서 겪은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전쟁체험과 가담자로서의 책

임감을 통해 그는 점차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구축해 갔고 이는 향후 작품

세계의 골격을 형성했다. 제대 후 그가 미술문화협회 4회전(1943)에 출품한 작품은 ‘성

전) 이데올로기’에 따른 일종의 전쟁화 혹은 시국미술이었지만, “초현실의 세계란 현실

을 넘어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현실의 깊은 곳에 퍼지고 있는 세계”라 이해한 

동료 르포르타주 회화 작가들의 태도를 예고하고 있다. 전후 화단에서 가장 중요한 화

두는 리얼리즘이었고, 이는 리얼리즘 논쟁으로 이어졌다. 논쟁은 결말 없이 끝났지만 예

술적(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미술작품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지난한 

문제를 화두로로 남겼다. 이 때 ‘전위미술회’, ‘청년미술가연합’ 등 초현실주의의 가능성

을 새로이 탐구하려는 젊은 미술가들이 등장했다. 특히《닛폰전: 오늘날의 과제로 맺어

진 미술》에 참여한 청년 화가들은 사회현장에 몸소 나가고 취재를 통해 현실을 리얼리

즘 방식으로 표현(르포르타주)했고, 이것이 바로 ‘르포르타주 회화’였다. 흥미로운 사실

은 이 르포르타주 회화가 선택한 조형언어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닌 초현실주의 경

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당시 공산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야마시타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1회《닛뽄전》(1953)에 출품한 <아케보노 마을 이야기 あけぼの村物語>(1953)는 

일본 르포르타주 회화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지무라 마이, 「1950년대 일본 전

위미술에 나타난 저항주의: 그 전개와 쇠퇴과정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52호

(2014), pp. 475-494.  

136) 矢崎博信, 「‘動向’の‘東京報告繪畵展’に就て」, 『アトリエ』(1937.6);「東京報告繪畵展に

就て」, 『動向』第3号(1937),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p. 109-111.

137) 大谷省吾,『激動期のアヴァンギャルド』, pp. 253-262.

138) 矢崎博信, 「夜と*との交流」, 『帝國美術』(1936.11), 위의 책, p. 2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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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손, 이들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마치 좀비처럼 두개골 위를 

걷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그리고 있다. 일상의 광경에 겹

친 환상의 세계는 꿈의 세계일 수도, 현실 사회의 모순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초현실주의가 일본 화단에 소개되어 점차 하나의 미술운동으

로 확고히 자리 잡을 무렵까지 그 수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일본 최초로 

초현실주의를 표방한 신조형미술협회가 1934년 설립되기 이전, 일본의 미

술가와 평론가들은 수용하는 이의 필요와 입장에 따라 초현실주의를 상이

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군국주의에 의한 억압이 비교적 덜 했던 1920년

대 말에서 1930년대 초중반까지, 초현실주의는 모더니즘 미술과 프롤레타

리아 미술, ‘아방가르드’와 ‘신흥’의 스펙트럼 내에서 낭만주의적 신경향, 바

우하우스와 같은 이지적 구성, 기계문명 및 도시의 환상성, 퓨리즘과 같이 

순수성을 동경하는 의식적 구성 혹은 주지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저항, 휴

머니즘 행동주의와 결탁한 반(反)파시즘적 실천, 능동정신의 구현 등 다양

하게 이해되었다. 

   프랑스 초현실주의 미술이 서적과 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되는 가

운데, ‘초현실주의의 교황’이라 불릴 만큼 전방위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을 행

사했던 브르통만큼은 아니었지만 독립미술협회의 후쿠자와 이치로, 신조형

미술협회의 다키구치 슈조가 주도가 되어 청년 미술가들을 이끌었고, 기관

지를 발행하고 단체전을 개최하는 등 전위로서의 필요조건을 갖추어 나갔

다. 이들로 인해 일본의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경계

를 점차 다듬어 나갈 수 있었다. 프랑스 유학파인 후쿠자와는 초기에는 합

리주의에 대한 반항과 데페이즈망이라는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주요 정신과 

테크닉을 수용하여 강력한 시적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만주사변을 계기로 사회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모방하는 대신 독자의 방식으로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을 드

러냄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구태의연한 리얼리즘을 극복하고자 했다. 

영미문학을 전공한 다키구치 슈죠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텍스트를 직접 번

역하고 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 최신 활동을 소개하면서 형식에 

함몰된 시단의 초현실주의를 극복하고, 일본화단에서 가능한 한 원본에 가

까운 초현실주의를 키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브르통의 사상을 적극 

수용하여 시와 회화가 인간 정신을 해방할 수 있다고 여겼고, 즉 시와 회

화의 혁명적 가능성을 인식했고, 현실과 초현실의 변증법적 관계가 관념으

로서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현실주의를 “인간 정신의 실



- 63 -

험장”이라 간주한 그는 초현실주의의 기본 요소인 언어, 이미지, 물질을  

평생의 탐구 주제로 삼았다. 

2) 초현실주의와 전통 혹은 고전

 

    1937년 6월 긴자의 일본살롱에서 《해외초현실주의 작품전》이 개최

되었다. 이 전시는 다키구치 슈조와 야마나카 치루가 공동기획하고 잡지 

『미즈에 みづゑ』의 발행사인 춘조회(春鳥會)의 편집장 오오시타 마사오

(大下正男, 1900-1966)가 후원한 대규모 국제전이었다. 동경에 이어 교토, 

오사카, 나고야, 기타자와를 순회한 이 전시는 일본에서 초현실주의 미술

에 대한 관심이 정점을 찍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932년 개최된 

《파리․도쿄 신흥미술전》과 달리 초현실주의 작품과 자료만 엄선한 이 전

시에는 피카소, 미로, 에른스트, 탕기, 마그리트 등 그동안 일본에 소개되

었던 주요 작가들 이외에도 초현실주의 운동의 세계적 전개를 보여주기 위

해 유럽 이외의 작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리고 회화 이외에도 한스 벨

머의 인형, 브르통과 만 레이의 오브제, 자코메티와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의 조각 등 입체조형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초현실주의

의 범주를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다키구치는 전시로 그치지 않고 많은 도

판과 자료는 물론, 초현실주의 총론, 기법 소개, 작가소개 등을 직접 집필

하여 수록한 『해외초현실주의 작품전 도록』을 발행했고, 『미즈에』는 임

시증간호로 『초현실주의 앨범 ALBUM SURRÉALISTE』을 간행하여 초현

실주의 확산에 적극 기여했다(도 18).139)

   《해외초현실주의 작품전》은 1936년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초현실주

의전》,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된《환상예술, 다다, 초현실주의전》과 

1938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초현실주의전》사이에 개최되어 일본 초현

실주의 미술이 국제적 동시성을 국내외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1938년 파리 전시에는 일본인으로는 유일하게 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 

1911-1996)가 <상처입은 팔 傷ましき腕>(1936)을 출품했다(도 19).140) 

139) 瀧口修造, 『緖言」, 『海外超現實主義作品集 ALBUM SURREALISTE』(1937), 名古屋市

美術館,『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p. 87-89.

140) 1929년 동경미술학교를 중퇴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오카모토 타로는 피카소의 추상회화

에 충격을 받아 순수추상의 길을 선택, 1933년에 아르프, 브랑쿠시, 칸딘스키, 몬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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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파리 전시에는 카탈로그와 함께 브르통과 엘뤼아르 공저(共著) 

『초현실주의 약어사전 Dictionnaire Abrége du Surréalisme』이 발행되

었는데, 일본인으로 인물항목에는 다키구치 슈조와 야마나카 치루가, 작품

도판에는 신조형미술협회의 구성원이었던 시모자토 요시오(下鄕羊雄, 

1907-1981), 이마이 시게루, 그리고 제국미술학교 학생으로 1936년 장콕

토(Jean Cocteau, 1889-1963)가 동경을 방문했을 때 그 작품을 상찬했다

고 알려진 오츠카 코우지(大塚耕二, 1914- 1945), 스즈키 아야코(鈴木綾

子) 등이 소개되었다.

   초현실주의의 국제성을 명시한《해외초현실주의 작품전》은 역으로 일

본 화가들로 하여금 일본의 특수성을 재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면서 초현실주의의 국제적 전개와 함께 지역적 특성

이 비로소 동시에 드러났다.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자기확인의 욕망이 발

생하고 어느 때보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다키구치 

역시 이 무렵 기존의 초현실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특수성, 지역성 추구로 입장을 전환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다키구치는 

초현실주의를 시공간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초역사적, 보편적 존재, 즉 “모

든 인간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했었다. 

   그런데『신조형』3호에 실린「시와 회화에 관하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초현실의 절대성, 보편성을 

논하던 그가 일본의 독자성, 특수성에 눈을 돌린 것이다. 그는 일본 초현

실주의의 독자성을 전통에서 찾고자 했다. ‘프랑스’ 현대예술의 발전과정을 

시와 회화의 관점에서 살핀 이 글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시적, 회화적 

발전의 궤적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계속해서 반복되

지만, 일본 전통문화와 초현실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에서 멈추고 있다. 

우리의 특유한, 조형적으로도 복잡한 상징성을 지닌 문자 체계를 생각할 

수 있다. 또 (일본에는) 시와 회화와의 유기적 관계, 즉 시화일치(詩畵一

致)의 원리가 오늘날보다 훨씬 고도로 보존되었던 관습이 있다. 병풍이나 

노홀리 나기 등 엄밀한 비구상을 추구한 추상예술운동 추상-창조(Abstraction Création) 

결성에 최연소 회원으로서 참가했다. 그는 순수추상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료 쿨트 

셀리그만(Kurt Leopord Seligman)과 함께 네오 콘크리티즘(Neo-Concretism)을 제창하

고(1936) 초현실주의에 접근하면서 익년 추상-창조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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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속에 시와 회화가 결합되어 있고, 하이가(俳畵)의 심리적 발전 등, 

혹은 꽃꽂이, 분재, 분석(盆石) 등에 보이는 선조들의 대상(對象)관념에의 

창의성은...이러한 전통에 주목할 때 우리는 답습이 아니라 예리한 비판과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141) 

초현실주의는 시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특정 에콜을 지닌 특징 이상으

로 넓은 범주의 관념이다. 금일 리얼리티라는 관념이 우리들 표현상의 통

유관념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도 금후 새로운 관념을 우리들

에게 부가할 것이다. 초현실성은 인간 욕구의 보편적인 가치의 하나이다 

...일본인이 ‘초현실성’에 가까운 관념을, 민족으로서도 통하게 된 것은 선

학적(禪學的) 교양에 의해 일종의 시적 변증법을 섭취(창조라는 것이 적

절하겠다)한 후의 것이고, 그것이 제아미의 노력-노예술의 창조가 되고 

하이카 연가의 창조가 된 것이리라 생각한다. 상징예술으로서 노의 위대

함은 말할 것도 없는데 나는 무엇보다 하이카이에 관한 일본인의 시적 

비약력이 ‘초현실성’에의 적절하지 않은 암시의 일선(一線)을 인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나는 단순히 복고적인 의도에서 그러한 예를 든 것이 아니

라, 금일의 ‘초현실성’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실제는 우리들 선조의 창조력 

속에도 맹하하고 있다는 것을 예증으로서 생각해 보고 싶었다.142)  

다키구치는 일본의 초현실주의가 본토 초현실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양식적 특징만 유입한 것을 비판한 초기의 입장과 달리, 일본의 초

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일본회화가 직면하고 있는 일본화와 양화라는 모순

의 변증법적인 해결”을 위한 실천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3) 

   그는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의 성과를 소개하는 텍스트

에서도 소개에 멈추지 않고, 초현실주의가 국경 없이 추구되고 있지만 각 

지역(국가)의 독자적인 추구가 필연적이며 이 때 작가들은 각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비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44) 그는 각 지역마다 적

용된 실천양상에 관심을 두었다. 뉴욕 전시를 기획한 허버트 리드(Herbert 

141) 瀧口修造,「時と繪畵について」,『新造型』(1936),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ール

リアリス厶』,  p. 79.

142) 瀧口修造,「前衛藝術の諸問題」, 『みづゑ』(1936), 小澤節子, 「瀧口修造-シュールレ

アリストの時代認識と傳統」, 五十殿利治・河田明久 編, 『クラシック モダン: 1930年

代の日本の美術』(東京: せりか書房, 2004), p. 33에서 재인용.

143) 瀧口修造,「超現實主義美術と現實的意義」,『アトリエ』(1940), 위의 도록, p. 95. 

144) 瀧口修造,「イギリスにおけるシュールリアリス厶」, 『みづゑ』(1936), 平芳幸浩,「瀧

口修造の一九三〇年代」, p. 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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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893-1968)가 신생국 미국이 자체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 환상

성의 토대를 말라르메, 랭보, 보슈, 아르침볼도 등 유럽에서 찾은 것과 마

찬가지로, 영국 전시가 영국 초현실주의 계보를 블레이크,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 루이스 캐롤(Lewis Carrol, 1832-1998) 

등 문학적 전통과 연결시킨 것에 주목했다. 초현실주의를 전통과 접목시키고 

(미국의 경우 미국 추상미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계보를 구축하는 

해외경향이 원본의 태도와 방법에 충실하려 했던 그로 하여금 일본 초현실

주의의 원점을 일본 전통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일

이었다. 

   다키구치는 당시 일본의 젊은 미술가들이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시적 표

현이나 조형적 표현을 수입해 일부 차용, 답습한 것을 비판하고 좀 더 예

리한 비평과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환상성의 

전통”을 소환하였다.145) 그 중 하나가 에도시대의 하이카이(俳諧) 시인 마

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였다.146) 그는 바쇼를 초현실주의와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런던 초현실주의전이 낭만파 시인 코울리지를 진

정한 시적 전통이라 보고 영국 초현실주의가 그 유물론적 후계임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게 바쇼에서 낭만주의의 계보에 있는 상징시와의 동질성을 찾

아냈다. 그는 “문학에서 무의식적 요소가 이정도 순수하게 작용한 예가 없

다”면서 바쇼를 높이 평가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의 환상성을 제아미(世阿

弥, 1363-1443)의 노(能), 리큐(千利休, 1522-1591)의 ‘사비(さび)’, 료안지

(龍安寺)의 석정(石庭)으로까지 확장시켰다.147) 그리고 이러한 발견이 단순

145) “초현실, 이를 광의의 의미에서 해석할 경우, 우리는 원시시대에서부터 흥미로운 흔적

을 찾을 수 있다. 즉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기능이 발견되거나 감추어져 있어왔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일본의 문화예술사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瀧口修造, 

「前衛藝術の諸問題」, 앞의 글, p. 67에서 재인용.

146) 하이카이란 하이카이 렌가(俳諧連歌)의 줄임말로 단시(短詩) 형태의 문학을 일컫는다. 

일본 중세에 들어 전통적인 와카(和歌)가 유희적인 성격이 강한 렌가(連歌)로 전개되었

고, 무로마치(室町)시대에는 렌가에 골계성을 가미한 하이카이 렌가가 유행했다. 이 하

이카이 렌가는 전통적인 궁정 문화의 틀 안에 있던 렌가의 소재를 세상 속의 것으로 넓

혀, 전통적인 시형(詩形)이나 소재에 세속적인 것을 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미를 목적

으로 했다. 정순분, 『일본고전문학비평』(제이앤씨, 2006), pp. 230-240. 

147) 전통 가면극 ‘노’에는 살아있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다. 죽은 무사의 영혼, 악령과 

요정, 인간화한 신 등이 등장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극의 주인공이자 

감독인 ‘시테(為手)’는 반드시 탈을 쓴다. 종종 맨 얼굴로 등장할 때에는 ‘살가면’을 쓴 

것으로 간주하여 익명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과 신의 세계를 넘나드는데 이야기보다는 극의 양식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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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고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초현실성’ 혹은 ‘시적 변

증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념이 실은 “선조(先祖)의 창조력에 이미 맹아

(萌芽)”했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임을 밝힌다.148)  

    이와 유사한 태도를 이 무렵 후쿠자와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분석(盆石)이 정원 취미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또

한 초현실주의의 오브제에 상응한다. 오브제란 것은 자연물 혹은 그 가공

물이 특수한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 소재가 내용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에 

의해 감상되는 것을 말한다. 분석이나 수석(水石)은 그 문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체석(代替石)을 애완(愛玩)하는 것을 일컫는다...그러나 그것은 또

한 “상징적으로 작동하는 오브제”인 것이다...따라서 수석예술의 특징은 

아름다운 돌을 발견한다고 하는 ‘선택의 개성’이 작동하는 일에 있다.149)

후쿠자와가 말하고 있는 수석예술의 ‘선택적 개성’은 앞 장에서 살펴본 그

의 작업, 즉 이지적인 구성적 조작으로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

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는 자신의 제작과 깊이 관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다키구치와 마찬가지로 하이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

는데, 제한된 수의 글자로 극단적인 대비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무한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하이쿠가 이미지의 섬광을 만들어내는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기법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150) 

   그런데 다키구치와 후쿠자와의 이러한 태도는 반근대로서의 프랑스 초

현실주의가 반역을 위한 수단으로 주체와 타자의 전통-여기서 전통은 근

관심을 두고 본다. 노의 창시자인 제아미는 노의 미학에서 ‘유현(幽玄: 아름다움, 우아

함, 귀족적임)’과 ‘하나(花: 매력)’ 두 가지 개념을 들었다. 또한 상징 기법을 사용하고 

무대 장치나 소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상경, 『노・가부키의 미학: 서양에 미친 

일본 연극의 비교문학적 고찰』(태학사, 2003), pp. 12-13. 

148) 瀧口修造, 「前衛藝術の諸問題」, 平芳幸浩, 「瀧口修造の一九三〇年代」, p. 68에서 

재인용.

149) 福沢一郎, 『近代美術思潮講座 第四卷 シュールリアリス厶』(1937), 앞의 글, pp. 

68-69에서 재인용.

150) 후쿠자와 이치로를 포함한 대부분이 일본인 화가들은 오토마티즘보다는 경이적인 이

미지에 관심을 가졌다. 오토마티즘을 의태(擬態)로 본 후쿠자와와는 달리 물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키구치는 하이쿠에서 오토마티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는 “하이카

이에 이르러 서술은 환원되고 이마쥬가 강조되어 물체가 돌출한다(物に即し)”면서 오토

마티즘이 환상의 원천이자 물질의 원천이라 보았다. 大谷省吾, 「シュールリアリス厶と俳

諧: 表現の<近代>はいかに問い直されたか」, 五十殿利治・河田明久 編, 『クラシック モ

ダン: 1930年代の日本の美術』(東京: せりか書房, 2004), pp. 212-213.  



- 68 -

대국민국가 성립기 새롭게 창출된 과거로서의 전통이 아니라 생성의 근원

에 가까워지려는 의식・무의식에 호응하고 신체 속에 불려나온 역사적 기

억에 가깝다-에 주목했던 사실을 반향하는 것으로만 읽을 수 없다. 일본의 

고전(古典)과 초현실주의를 연결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초현실주의의 보편

적인 특징이면서 동시에 당시 일본 사회의 특수한 문맥과도 강하게 연결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 메이지 유신을 감행하

고 본격적으로 ‘탈아입구(脫亞入口)’에 전력했는데, 근대화=서구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전통’ ‘일본적 특질’ ‘독자성’에 대

해 질문하고 추구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정부는 밖으로는 군국주의

적 팽창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안으로는 사회 불안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사상통제와 탄압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국가 주도의 통일된 

사상을 보급했다. 이미 다이쇼 시기부터 ‘신일본주의’, ‘일본정신’ 등의 용

어가 등장했는데, 이 시기 일본주의가 사상가, 예술가의 개인적인 관심과 

지지로 산발적인 명맥을 이어나갔다면 쇼와기의 일본주의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창출, 보급되었다는 차이가 있다.151) 1940년대에 이르러 이러

한 노력은 일본우월주의, 서양의 배격, 개인주의의 부정, 전체주의의 강조 

등이 혼합되어 전개되었고 소위 ‘근대초극’ 논의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152) 

15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무도(武道), 서도(書道), 다도(茶道), 정원(庭園), 일본도(日

本刀) 등 다양한 일본취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1932년에는 ‘국민정신문화연구소’가 

설립되어 일본정신의 연구와 선전의 거점 역할을 하며 좌파사상에 대한 대항으로서 사

상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1934년 외무성 지원 하에 설립된 ‘국제문화진흥회’는 출판, 강

사 및 학생 교환, 강연회, 버나드 리치와 브루노 타우트 등 유명외국인 초청하고 이들의 

연구 지원, 연구사업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일본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문화를 알려 일본의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1936년 상공성(商工省) 후원으로 설립된 ‘일본공작문화연맹’은 국가 주도 하에 건

축, 공예, 공업, 과학, 예술 등 일상 속 예술문화를 표준화하였다. 최재혁, 『1930년대 

일본 서양화단의 新日本主義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pp. 12-13; 유

영아, 「유영국의 초기 추상: 일본 유학기 구성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2010), pp. 22-35. 

152) 서구 근대가 내포하는 제 모순을 극복하고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요청에 지적·정신적

으로 응하기 위해 1942년에 잡지 『문학계 文学界』에서 연재, 좌담회 등으로 전개된 

논의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 영미선전포고(1941년 12월) 다음 해에 열린 사상가·문학

가들의 모임이었던 만큼 참가자의 발언에는 성전의식(聖戦意識)이 기조가 되어있는 것

이 많아 결과적으로 그들이 일본군국주의 지배하의 총력전에 사상적으로 협력한 셈이 

되어 이 논의는 후세에 악명 높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상적 배경에는 독자적인 동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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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단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독립미술협회가 표방

한 슬로건인 ‘신일본주의’는 일개 재야단체의 주장을 넘어서 1930년대 화

단 전체에 중요한 화두로 작동했다.153) 독립미술협회는 앞 절에서 살펴보

았듯이 “제전, 이과, 춘양, 국화” 등 기성 일본화단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

라 세계미술의 중심인 프랑스 미술로부터 ‘독립’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설

립된 단체였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비록 이 단체가 포비즘적 양식을 중심

으로 한 순수예술을 지향했다 하더라도 일본주의를 유포시키고 있는 당시 

정부의 의도와 부합하여 경도된 국가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었다. 독립미술협회 제5회전이 개최된 1934년 무렵 신일본주의는 

저널리즘의 주목 속에서 일본적 양화(洋畵), 동양주의, 일본취미, 미술에서

의 민족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며 시대를 풍미하였다. 협회의 창립회

원이었던 고지마 젠자부로(兒島善三郎, 1893-1962)는 “민족의 상이, 기후풍

토의 상이, 전통에 따른 종교철학에 입각한 인생관의 상이”를 지적하면서 신

일본주의를 미술가의 일본인이라는 정체성과 결부시켜 일반화했다.154) 

   미술양식의 형성단위를 ‘민족’으로 간주하려는 입장은 풍토, 종족, 시대

라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 예술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프랑스의 예술철학

자 텐느(H.A.Taine, 1828-1893)의 환경결정론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철학

자이자 윤리학자인 와츠지 데츠로(和辻哲郎, 1889-1960)에 의해 강화되었

다. 그는 일본문화의 특질을 규명하기 위해 단순한 혈통에 의한 차이를 넘

어 ‘풍토’라는 개념을 설정했다.155) 인간의 존재구조를 공간성으로 파악한 

의나 일본주의를 통해 서구 근대에 대항하려고 한 근대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

쟁협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 논의에 참가한 것은 

대담을 주재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나 가와카미 데츠타로(河上徹太郎)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계’그룹, 가메이 가츠이치로(亀井勝一郎)등의 ‘일본낭만파’그룹, 그리고 니시타

니 게이지(西谷啓治), 스즈키 나리타카(鈴木成高) 등의 교토(京都)학파(단, 니시다 기타

로(西田幾太郎), 다카야마 이와오(高山岩男), 다카자카 마사아키(高坂正顕) 등은 불참) 

등이었다. 

153) 1935년 정부는 ‘제국미술원 개조’라는 명목 하에 ‘일본정신’을 기조로 하여 종래의 구

성원과 심사방식을 대폭 교체했다. 회원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기존의 무감

사(無監査)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유력 재야단체의 인사들이 관전의 새로운 회원으

로 진입했다. 이 사건은 화단의 재편을 가져왔으며 일본미술계 전반이 ‘일본적인 것의 

추구’라는 우경화의 길로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54) 兒島善三郎, 「日本畵に於ける洋風的傾向の問題 新日本主義について」,『アトリエ』

(1935.3), 최재혁, 앞의 논문, p. 62에서 재인용.

155) 와츠지 데츠로는 세계의 문화권을 크게 목장형, 사막형, 몬순형으로 구분하고, 일본이 

속해 있는 몬순형은 습윤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수용적이고 인종적(忍從的)인 인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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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있어 풍토란 토지의 기후, 기상, 지질, 지형, 경관 등의 총칭이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습윤한 몬순 지대이면서 열대와 한대(寒帶)의 이중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긴 섬나라의 특징, 그리고 태풍 등 돌발적인 기후 

등이 외래문화에 대한 독특한 적응력과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

   1937년에 독립미술협회를 탈퇴한 후쿠자와 이치로 역시 테츠로의 풍토

론에 기대어 초현실주의가 한대이나 열대의 예술이고, 온대의 예술이 아니

라는 이들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온대에 속한 일본은 정신의 탐험, 

정신적 자원발견의 필요성을 전통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으므로 독자성을 구

할 것을 주장하였다.156) 후쿠자와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막 귀국한 무렵은 

일본주의가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기 전이었지만, 후쿠자와는 자신의 초현실주

의적 경향의 작품에 종종 일본적 소재를 도입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 주장을 명백한 ‘전향(轉向)’이라 보기는 어렵다(도 20). 오히려 신일본주의

가 문화적으로 공론을 획득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국가

가 일본적이지 않은 미술사조, 특히 추상과 초현실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전위미술을 비판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자, 그가 일본성 혹은 전통을 소극적

으로나마 끌어안음으로써 초현실주의를 옹호하려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 즉 전통 혹은 고전과의 접목은 전위가 시국(時局)에 동조함으로써 그 

전위성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되거나 혹은 전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후

퇴전(後退戰)으로 해석된다.157)  

   이러한 방향 선회는 독립미술협회에서 오토마티즘을 탐구했던 미기시 

코타로에게도 일어났다. 초기의 작업과 달리 그는 점차 나비와 조개껍질을 

소재로 한 <바다와 직사광 海と射光>, <해양을 건너는 나비> 등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화면이 어딘지 허무적인 불안으로 가득찬 작품을 제작했다(도 

21). “동양정신의 구심적(求心的)인 적명미(寂明美)와 서구의 원심적(遠心

的)인 간명미(簡明美)”의 융합을 추구한 그의 작품은 그 역시 부단히 프랑

스 초현실주의 미술과 일본문화를 교직(交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158)  

생성되어 감수성이 민감하다고 보았다. 和辻哲郎,「風土-人間學的考察」(1935),『和辻哲

郎全集 第八卷』(1961), 앞의 논문, p. 32에서 재인용.

156) 瀧口修造,「超現實主義美術と現實的意義」,『アトリエ』(1940), 名古屋市美術館,『日

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p. 94-95.

157) 鶴岡善久, 『日本シュルレアリスム畵家論』(東京: 沖積舍, 2006); 小沢節子, 『アバン

ギャルドの戰爭體驗: 松本竣介, 瀧口修造 そして 畵學生たち』(東京: 靑木書店, 1994).  

158) 三岸好太郞,「ロマンチシズム 蝶と具殻の弁」(1931), 위의 도록,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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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본주의의 사상적 근저에는 동서양의 인식론적, 존재론적의 차이를 

이분법적 위계로 설정한 서구 오리엔탈리즘(서양=물질적, 과학적, 사실적/

동양=정신적, 비과학적, 상징적)이 내재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메이지 시기

부터 일본 역사가들이 개념화한 ‘동양(East)’은 ‘오리엔트(Orient)’와는 달

리 후진성을 내포하지 않았다. 서구 근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서 이상화된 동양의 역할은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3-1913)

의 『동양의 이상 The Ideals of the East』(1904)에 잘 드러나 있듯이, 

서구문명의 물질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동양의 정신주의가 미

술 분야에서는 기법과 형식 이면에 있는 정신성으로 강조되었다.159) 이러

한 이분법적 구분은 당시 미술계에서 공유된 관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

사가 야시로 유키오(失代幸雄, 1890-1975)는 일본미술의 특징으로 “자연관

조에 있어 인상성(印象性), 표현형식으로서 장식성과 상징성, 표현 내용으로서 

감상성”을 들었다.160) 여기서 장식성은 서구적 개념의 데코레이션(decoration) 

차원을 넘어서 색과 색의 대비, 균형, 형(形)과 구도를 포함한 장식성과 장식

관(裝飾觀)까지를 의미한다. 《파리․도쿄 신흥미술전》을 기획한 미네기시 

도 초현실주의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점이 동양화의 근저와 연결되어 있

다고 지적한 바 있다.161)

   의복, 건축물, 풍경 등 일본적 소재, 화조영모(花鳥翎毛)의 전통적 화재

(畵材)를 연상시키는 소재 등을 통해 신일본주의 혹은 일본적 양화를 제작

하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접근방법이었다. 포비즘 경향의 독립미술협회 작

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형태의 단순화 혹은 데포르마시옹 등 조형의 문

제와 색채의 문제를 탐구하였고, 일본 전통미술의 특질을 평면성과 단순

성, 장식성에서 찾았다. 고지마 젠자부로의 경우, 소재의 변화와 함께 프랑

스 유학 시기 제작한 여성 누드화에서 보여주었던 입체감이 사라지고 화면

이 점차 단순화되고 평면적, 장식적으로 변모해 갔다. 그는 소타츠(俵屋宗

159) ‘동양’은 인도, 중국, 일본과 그 주변 민족을 포괄한다. 동양 문화는 인도에서 중국으

로 전수된 뒤 마지막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오카쿠라가 묘사한 동양 문화는 과학과 자

유주의적 요소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구 사회의 파편적이고 배타적이며 원자화하는 경

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동양문화의 특성은 관대함, 도덕적 윤리, 조화, 지역 공동체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천재성은 일본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동양적 

특성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속에 있다. 오카쿠라 텐신, 「동양의 이상」(1904), 

최원식 외,『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문학과 지성사, 1997), pp. 29-35. 

160) 쓰지 노부오,『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이혜원 옮김(시공사, 1995), pp. 19-22.

161) 峰岸義一, 川路柳虹, 「解說-超現實派名」, 앞의 도록,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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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1643)), 코린(尾形光琳, ?-1716), 오가타 켄잔(尾形乾山, 1663-1743), 

이케노 타이가(池大雅, 1723-1776), 우에무라 교쿠도(浦上玉堂, 1745- 

1820) 등 남화(南畵), 림파(琳派), 모모야마(桃山) 시대의 장벽화가와 석도(石

濤, 1642-1707) 등 남화의 원형인 중국의 수묵화를 참조하였다.

   고지마를 비롯한 신일본주의 화가들이 회화와 벽화에서 일본미의 원형

을 찾았다면, 다키구치와 후쿠자와가 초현실주의와의 연계성을 ‘발견’한 일

본미의 원형은 문학(하이카이), 극(노, 가부키), 정원예술(수석, 분재 등), 

다도, 꽃꽃이, 감수성(사비) 등 훨씬 광범위했다. 비록 다키구치와 후쿠자

와가 자신들이 ‘선택’한 이들 전통을 당대 일본 초현실주의자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제시한 바는 없지만, 

초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문학적 기원, 기괴함에 대한 선호, 오브제 혹은 

사물에 대한 관심, 우연한 만남, 유희성, 죽음 등과의 접점을 찾고자 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해외초현실주의 작품전》은 일본에서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관심

이 전염병이라 불릴 만큼 폭발적으로 증대되는데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이미 1936년 1월 신조형미술협회 제2회 전시에 달리의 소묘 네 점이 처

음으로 출품되고, 다키구치가 같은 해 6월 『미즈에』에 「살바도르 달리

와 비합리성 회화」, 9월에는「초현실조형론」을 발표하여 편집광적 비평, 

더블 이미지, 상징적 기능을 가진 대상(오브제)에 대해 소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37년 다키구치와 야마나카가 공동 간행한 『초현

실주의의 교류』에 달리의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 신조형미술협회 

회원들은 물론 독립미술협회, 이과회 등에 참여한 화가들도 달리풍의 작업

을 제작, 발표하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전위 예술가들이 기존의 재현 방식을 파괴한 것과 달리, 달리

는 고전적인 테크닉과 소재를 구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마티즘보다

는 데페이즈망에 의한 환상성을 선호했던 일본 특유의 초현실주의적 감수

성과 또 당시 일본에 풍미했던 고전, 고대에 대한 동경이 함께 작동하여, 

청년 화가들은 지금까지의 초현실주의 미술작품과 전혀 다른 달리의 작품

에 매혹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달리 작품에 나타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지

평선, 수평선 모티프를 차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쟁

이 고조되면서 당시 미술가들의 원망(願望)과 위기감이 한 데 묶인 것으로 

해석된다(도 22-25).162) 



- 73 -

   화단에서 초현실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앞 절에서 살펴본 미술

가들의 이합집산은 계속 되어 신조형미술협회, 1940년협회, 신인파(新人

派) 등을 탈퇴한 작가들이 모여, 1936년에는 “에콜 드 도쿄(エコール․ド․東
京)”라는 또 하나의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초현실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도 사상과 철학을 논하기 위한 창작을 부정하고, “시각 세계의 욕구”에 의

해 제작하기 위해 재출발함을 천명하였다.163) 새로움이 만연하는 시대에 

“‘새로운’ 회화가 아닌 ‘당연(当然)’의 회화”를 제작하자고 독려했다. 비록 

결성 취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단체의 명칭이 “에콜 드 파리”에서 

연유했음을 추정하기란 어렵지 않다. 에콜 드 파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파리에 모인 세계 각국 출신의 개성적인 작가들의 

총칭이었다. 여러 나라의 전통과 개인의 개성이 다채롭게 공존하는 국제적 

분위기였기에 작품 경향을 하나의 특정 ‘이즘’으로 규정할 수 없었고, 이 

무렵 파리에서 유학했던 일본 화가들이 이러한 자유로움을 상기하고 필요

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파리에서의 경험은 각국의 ‘차이’를 자

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후쿠자와와 다키구치의 전시평에 이러한 

요구가 직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에콜 드 도쿄 제1회전 감상평에서 후쿠자와 이치로는 당시 유럽 각국 

화단에서보다 일본에서 초현실주의가 활발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유럽 초

현실주의의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말 것과 개념이 아닌 감각과 개성을 따

를 것을 강조했다.164) 또 초현실주의가 좌익사상과 동의어는 아니며 초현

실주의든 현실주의든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진보적 태도를 유지할 것

을 당부하는 등 젊은 화가들에게 일본 초현실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

162) 오오타니 쇼고는《지평선의 꿈: 쇼와 10년대의 환상회화》를 통해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지평선이란 모티프를 분석하여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이 총동원 체

제에서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사회와의 연관성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지평선은 자유에 대한 동경이나 미래한 대한 불안을 지평선으로 상징화하고, 향

락적 도시문화와 세계 공황에 반대하여 물질문명 이전인 고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등 

“여기에 없는 어딘가”에 대한 동경이다. 그 어딘가는 드넓고 광활한 중국대륙일 수도 

있다. 중국대륙에 대한 환상은 군부가 폭력적으로 감행한 만주 식민지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대에의 동경과 함께 그 저변에 일본의 초국가주의, 범아시아주의가 

놓여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東京國立近代美術館,『地平線の夢: 昭和10年代の幻

想繪畵』(2003) 참조. 

163)「エコール․ド․東京 結成に際して」(1936),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

厶』, pp. 141-142.

164) 福沢一郎,「東京派展」,『美之國』13-2(1937.2), 위의 도록,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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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다키구치 역시 1회전을 둘러보고, 초현실주의의 기능적인 영향이 

착종(錯綜)되고 양식의 소극적 채용으로 위기감이 없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영역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165) 

   에콜 드 도쿄는 동명(同名)의 기관지를 간행했다. 여기에는 고마츠 키요

시의「휴머니즘과 회화에 관하여」를 포함하여 사회․사상적 관심이 다분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 고마츠는 종래의 자연주의로는 현대 인간의 

에스프리를 표현할 수 없으나, 초현실주의는 깊이 감춰진 인간의식의 리얼

리즘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166) 에콜 드 도쿄는 결

국 1938년 4월 해산성명을 발표하고 ‘창기(創記)미술협회’ 결성에 적극 합

류하였다.

   창기미술협회는 에콜 드 도쿄와 ‘카자리에(飾畵)’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

미술협회의 초현실주의 계열을 결집한 ‘미술문화협회(美術文化協會)’의 모

체(母體)가 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 역사상 중요하게 

평가받는 두 인물, 즉 나고야 출신 기타와키 노보루와 고마키 겐타로의 중

심적 활동 이외에도, 곧 이어 언급할 교토의 ‘신일본양화협회’와 교류함으

로써 초현실주의 운동을 지리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주

목받았다. 1회 전시는 다키구치 슈죠가 화제(畵題) ‘불’을 제시하여 여러 

미술가들이 연작을 발표하고, 오브제 작품도 다수 출품하여, 일본 초현실

주의 미술운동 가운데 브르통식의 초현실주의 운동과 가장 가까운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가운데 기타와키 노보루(北脇昇, 1901-1951)는 교토 전위회화 운동

의 추진자이자 더 나아가 동양 철학과 사상을 도입함으로써 프랑스산 초현

실주의를 변모시켜 독자의 초현실주의를 창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초현실주

의를 초월한 화가로 유명하다. 츠다 세이후(津田靑楓) 양화숙에서 미술을 

시작한 기타와키는 1933년 ‘독립미술교토연구소’를 개설하고, 1935년에 

‘신일본양화연구소’를 결성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사한 츠다 세이후

(1880-1978)의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제작하던 그는 교토를 순회한 

《파리도쿄 신흥미술전》을 계기로 초현실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립미술가협회 화가들에게서 보이는 물질감 있는 필촉에 감화를 받은 그

가 제작한 <땅두릅 独活>(1937)과 <공항>(1937)은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

165) 瀧口修造,「エコール․ド․東京 第一回戰に際して」,『みづゑ』384(1937.2), 앞의 도록, 

pp. 141-142.

166) 小松淸, 「Ecole de Tokio」(1937.1), 위의 도록,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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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작이 된다(도 26). 그 역시 전통의 재발견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

서 1936년경부터는 하이카이, 가부키 등 전통예술을 연구하면서 실제와 

허구의 모순 속에 예술의 본질을 발견하고, 현실세계의 모순을 폭로하는 

초현실주의 미술에 공조하는 쪽으로 급격히 전환한다. 료안지라는 일본 고

전건축과 기하학적 추상의 연결을 보여준 <료안지 석정측도 龍安寺石庭測

度>(1939)는 ‘초현실주의를 초월’하기 위해 그가 1940년대 무렵부터 시도

한 ‘도식회화’의 전조이기도 했다(도 27). 기하학적인 선으로 구성된 법칙, 

질서가 화면을 지배하고, 동서를 가리지 않고 전통적 소재와 화론을 가져

와 그 개념을 수식화(數式化), 이미지화한 그의 도식회화는 과학적인 논리

역학과 신비적인 요소를 교묘하게 섞고 있다.167)   

   고마키 켄타로(小牧源太郞, 1906-1989)는 일본 초현실주의 회화운동 

가운데 사색적 경향이 농후한 작가로 유명하다. 유년기부터 기묘한 망상벽

과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고마키는 청년기에 들어 불교계 대

학에서 인도철학, 노장사상을 공부하였고 막시즘에도 경도되었다. 그는 독

립미술교토연구소에서 기타와키 노보루와의 교류를 통해 초현실주의 미술

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작품을 실제로 제작했다. 1937년작 <민족계보학 

民族系譜學>은 태내(胎內)에서의 공상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암석과 깊은 어

둠을 배경으로 심해를 떠다니는 태아의 무리, 붉은색 촉수를 지닌 사마귀, 

꿈틀거리는 듯한 특이한 형태의 괴물들을 데칼코마니,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표현했다(도 28). 일본 토속신앙에서 모티브를 취한 이 작품에는 독자적인 

우주론적 세계관에 심취하였던 그의 관심사가 드러난다.168) 한편 독립미술

협회 8회전(1937)에 출품한 <민족병리학 기원 民族病理學祈り>은 대포, 파

괴된 건물, 군용기에 포위된 듯 보이는 기묘한 형태의 유충을 묘사하고 있

어, 당시 노구교 사건을 발단으로 촉발된 중일전쟁이 야기한 불안과 절망의 

감정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 화단이 초현실주의를 수용하기 시작

한 무렵, 초현실주의에 대한 해석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다양성은 상이한 역사적 맥락과 언어에도 불구하고 이문화 

수용 시 발생하는 ‘낯섦’을 줄이고 가급적 원본의 보편성 혹은 총체적 동일

성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수용자의 불가능한 기획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167) 神奈川県立近代美術館, 『近代日本美術家列伝』(東京: 美術出版社, 1999), pp. 270-271. 

168) 京都國立近代美術館,『増殖するイメージ: 小牧源太郎 遺作展』(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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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담론과 실천을 생성하는 단체가 설립되

면서 양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다키구치 슈조와 후쿠자와 이치로 등

이 하이쿠, 노, 꽃꽂이, 정원예술 등 일본 전통문화에서 초현실주의적 환상

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은 유럽의 초현실주의자들이 시간을 거슬러 초현실

주의의 전통을 소환해 낸 방식과 태도를 동일하게 실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1930년 당시 일본사회 전반에 걸쳐 횡행한 일본주의의 자장 속에

서 진행된 것이기도 했다. 일본주의 흐름에 편승한 ‘일본적 초현실주의’가 

탐구한 전통의 소환은 부정적인 현상황에 대한 반역과 교란을 위한 것으로

만 볼 수 없는 정치적 위험색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다키구치와 후쿠자와의 긴장감은 중일전쟁에 들어간 당시의 시대인식

과 분리 불가능하다. 

   다키구치는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세계관과 사상, 미학적 전위성을 충실

히 수용하고자 했던 만큼 공산주의에 접근해 인민전선 노선을 지지하던 초

현실주의가 스탈린 비판을 거쳐 트로츠키와 동맹을 맺고 국제적인 반파시

즘 운동을 견인했던 정치적 궤적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국제동맹과 손을 잡

지 않았고 원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정치성의 실현에는 침묵했다. 그는 

당시 일본의 현실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169) 

이러한 상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추상미술의 부흥과 함께 일본적 ‘전위’

라는 맥락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3) 전위로서의 초현실주의와 추상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독립미술협회의 일부 작가들이 탈퇴하여 신조

형미술협회를 결성한 이래, 독립미술협회 내 초현실주의파의 세력은 격감

되었으나 1937년 사토미 가츠조가 탈퇴하자 초현실주의파는 점차 다시 세

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9년 초현실주의파의 수장이었던 후쿠

자와 역시 탈퇴하여 ‘미술문화협회’를 결성함으로써, 독립미술협회를 무대

로 한 초현실주의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신조형미술가협회에서 미술문

화협회에 이르기까지 독립미술협회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여러 군소집단회

169) “전쟁이 심각해지면 예술은 초상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의 발언은 그의 시대인식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瀧口修造, 「前衛藝術の諸問題」, 小澤節子, 「瀧口修造-シュールレ

アリストの時代認識と傳統」, p. 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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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동인전 이외 발표의 장으로서만 기능했을 뿐이었지만, 미술문화협

회의 결성에 토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일본 초현실주의 회화운동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미술협회, 신조형미술협회, 창기미술협회, 신일본양화협회, 에콜 드 

도쿄, JAN, 구실회, 나고야아방가르드 등 단체에서 초현실주의를 지향했던 

전위화가들 40명이 후쿠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집결하여, 일본에 “올바른 

미술문화의 존재방법을 구상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미술문화협회를 창설했

다.170) 후쿠자와 이치로, 다키구치 슈조, 기타와키 노보루, 아이미츠(靉光, 

1907-1946), 사이토 요시시게(斎藤義重, 1904-2001), 요네쿠라 히사히토

(米倉寿仁, 1905-1994), 요시이 타다시(吉井忠, 1908-1999), 데라다 마사

아키(寺田政明, 1912-1989), 오츠카 코우지, 다키구치 슈죠와 함께 시화집 

『요정의 거리』(1937)를 출간하여 주목을 받은 아베 노부야(阿部展也, 

1913-1971), 전후 르포르타주 회화로 유명한 야마시타 기쿠지 등이 협회

원으로 활동했다. 조선인으로는 김종남, 김하건이 참여했다(도 29-32). 

   미술문화협회 결성은 초현실주의를 표방했던 개개 단체가 하나의 운동

으로서 결집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의 정점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런데도 창립선언에 준하는「미술문화협회의 창립에 대하여 美術文化

協会の創立に就て」에는 ‘초현실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협회가 결성된 1939년은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를 당당히 내걸 수 없을 정

도로 군국주의가 정점에 달했을 때였다. 

기존의 단체와 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예술운동이라는 점입니다. 통제 없는 작가의 회합(寄合世帶)이 아니라 하

나의 방향을 지닌 작용(事)입니다. 즉 의욕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전위적

인 의욕이 내일의 예술이 맺는 결실을 향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위는 이 명칭을 둘러싼 고정된 관념이나 표현형식을 타파해야만 진정 

그 명칭에 가치가 있습니다. 미술문화협회는 전위단체이고 많은 전위작가

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전위예술의 내용형식의 답습에 시종

(始終)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것을 계승하고 다시 새롭게 문제를 제시하

는 것에 내일의 예술을 방불(彷佛)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171)

170)「美術文化協協会の創立に就て」(1939.5), 名古屋市美術館, 『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

厶』, p. 157. 미술문화협회는 전시 체제 속에서도 어렵게 존립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전

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71) 위의 글, pp. 15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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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초현실주의’를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일본 화단

의 초현실주의를 견인해 온 인물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스스로를 예술운동

으로서의 전위로 규정했다. ‘모던’, ‘신흥’, ‘신경향’, ‘아방가르드’, ‘전위’ 등 

여러 용어가 혼재하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살펴볼 추상과 함께 새롭

게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전위를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한 전

위는 브르통의 그것과 그 방향에 있어 극에 위치하게 된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가 기존의 예술형식은 물론 다른 전위적인 예술운

동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72) 파시즘

과 전쟁에 저항하는 혁명적인 예술이야말로 진정한 전위예술일 터인데, 초

현실주의 이외 대부분의 예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벤야민 역시 초현

실주의자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이상주의적 도덕을 정치적 실천

과 연계하는 좌파 부르주아와 달리 “도덕적, 휴머니즘적으로 낡아빠진 자

유의 이상을 처치해 버린 최초의 사람들”이라 평가함으로써 정치학(혹은 

윤리학)과 미학을 분리하고자 했음을 간파했다.173) 

   전위를 표방한 미술문화협회는 곧 파시즘과 전쟁에 침묵하거나 공조하

게 된다. 1940년 우에노공원 미술관에서 1회전을 개최하고, 이듬해 2회전

을 개최하기 직전 후쿠자와와 다키구치 슈죠가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검거, 

구속되는 사건을 계기로 초현실주의 운동 탄압이 심해지자 협회는 전향을 

표명하고 전위미술 단체로서의 활동은 실제적으로 초기의 강력한 동력을 

상실하였다. 3회전에는 ‘과제작품 특별진열’로서 전쟁화를 전시하고, 1943

년에는 해군에 헌납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1943년에는 육군병원을 위문

하고, 1944년에는 항공미술전을 두 차례 개최했다.174)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페터 뷔르거(Peter Bürger, 1936-)가 이론화 한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반역성을 거스른다. 뷔르거는 ‘예술의 자율성’을 미

학적 범주 내에 가둔 유미주의적 아방가르드론에 대항하여 순수 예술과 정

치적 예술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한 예술만이 진정한 아방가르드라 칭했다. 

“예술제도에 대한 공격과 전체 삶의 혁명적 변화”라는 두 가지 기획을 동

시에 추구하는 예술이야말로 진정한 아방가르드라는 것이다.175) 미술문화

172) Antré Breton, “Interview with ‘Halo-Noviny’”(1935), What is Surrealism?, pp. 

214-215. 

173) 발터 벤야민, 「초현실주의」(1929), p. 162. 

174) 大谷省吾, 「美術文化協会解說」,『美術文化協会』, 東京文化財硏究所 編纂,『近代日

本 アートカタログ・コレクション』 (東京: ゆまに書房, 2004), pp. 4-5. 

175) 뷔르거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예술제도 자체에 반기를 들고 예술을 삶 속으로 통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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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추구한 현실과의 관계는 혁명, 전복, 도발이 아닌 전체, 조화의 그

것이었다.  

   미술문화협회는 창립과 더불어 “전람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문

화현상에 대해 재야에서 항상 필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기관지 『미

술문화』를 창간했다. 다키구치는『미술문화』제1호에서 현재 일본의 전위

미술이 여러 의미에서 하나의 전기를 맞이했는데 이는 시국의 급전회(急轉

回) 때문이라 변호했다.176) 다키구치와 후쿠자와가 검거된 이후 협회는 곧 

「국민미술의 창설 国民美術の創設」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전하(聖戰下) 흥아(興亞)의 서원(誓願)도 제반의 사태가 일억일심(一億

一心)의 약진을 계속하는 봄...(협회)내부적으로는 인식의 과오를 배태한 

점, 외부적으로는 생각지 못한 오해와 비방이 있었던 점은 진심으로 유감

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황국(皇國)의 길을 따라 신도(臣道)를 실천하고...

대동아(大東亞)에 있어 지도정신을 화업 상에 전개시키며...177)

   전시 체제 하에서 미술문화협회가 (살아남기 위해) 강조한 것은 앞서 

살펴본 ‘민족성’ 혹은 ‘전통’과 연계되고,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열을 

받는 ‘전위’를 대신할 신개념으로서 ‘문화’였다. 다키구치는 작가의 개성과 

예술의 순수성 문제만큼이나 외연의 세계, 즉 “현실과 생활의 중력”에 가

치를 두었고 이 둘 간의 조화적 해결을 당대 전위미술의 과제로 간주했고 

이를 ‘문화’라는 단어로 부르고자 했다.178) 즉 문화에 “예술가와 시대와의 

총합”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념과 구

고자 한 아방가르드로서, 과격한 방식으로 해프닝, 일상적 오브제 등을 예술에 끌어들여 

예술의 전통적 범주를 파괴한 다다이즘, 사회주의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의 역동성과 산업

기술, 예술을 통합하고자 한 러시아 아방가르드(구성주의와 절대주의), 그리고 초현실주의

를 지목했다. 뷔르거는 이 운동들이 과거의 개별적인 예술 기법이나 절차를 거부하기 보

다는 부르주아 사회 내의 예술제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삶의 실천 속에서 예술을 지양했

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뷔르거는 이탈리아 미래주의와 독일 표현주의, 

프랑스의 입체주의는 부분적으로 아방가르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페터 뷔

르거, 『아방가르드의 이론』(1974), 최성만 역(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176) 瀧口修造,「前衛美術と文化的課題」,『美術文化』(1939.8), 名古屋市美術館,

  『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p. 157-161.

177)「国民美術の創設-第二回美術文化展開催に際して」(1941), 위의 도록, p. 162. 

   미술문화협회와 공산주의, 국책 봉사에 관해서는 나미가타 츠요시, 『월경의 아방가르

드』, 최호영․나카지마 켄지 역(서울대출판문화원, 2013), pp. 97-103 참조.

178) 瀧口修造,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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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조화롭게 하나로 연결되는 데 문화의 실체가 있는데, 당시 예술가들

은 예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화에 공헌하는 것이라 믿지만 이는 이상적

인 사고방식으로 획일적인 ‘문화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미술의 문화

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개성적 욕구와 집단적 욕구가 조화하는 것

이고, 비상시국에는 정치적 주제를 내포한 국책성(國策性)을 띠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시대의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미술기능의 분화를 촉진시

키되, 관료에 종속되지 말고 -그는 농민미술, 개척(開拓)미술 등 지방미술

과 장식미술, 선전미술 등이 종속적 미학과 기능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작

가 스스로가 과거의 순수예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미답(未踏)의 개척정신

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위예술이 진보적이고 계몽적이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문화에 참가하여 고상한 체하는 속물근성에서 벗어나야한

다고 강조했다. 태생적으로 대중을 부정하는 전위와 대중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는 아군이 되기 힘든데, 미술문화협회는 이 둘을 절충하고자 함으로써 

반동의 길을 걷게 된다. 

   문화의 강조는 일본 현실의 특수성에 주목을 요할 것으로 연결되었다. 일

본 초현실주의 미술이 유럽 초현실주의 미술에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

하게 비판했던 다키구치는 입장을 선회하여 유럽에서 발생한 초현실주의가 

일본 화단에 수용된 이상 반드시 일본의 특수조건을 반영해야 하고, 의식적

이든 무의식적이든 해석이 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성을 가

질 수밖에 없음을 시인했다. 후쿠자와 이치로 역시 구체적인 인간 존재가 

‘역사적 창조’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민족성에 토대해야함을 강조

한 바 있다.179) 그도 일본민족의 입장에서 세계의 이론을 수용하고 변화시켜 

역사적 창조를 행하는 일이 곧 ‘문화’라고 보았다. 민족주의, 국가주의, 아시

아주의와 연계된 ‘문화’ 개념은 이미 1920년대 일본에 퍼져있었다. 

   ‘문화’ 개념은 도입 초기에 개인을 중심에 둔 코즈모폴리타니즘의 성격

을 띠었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서구문명과 근대성의 결함을 논하면서 

서구식 물질문명과 동양적 정신문화를 조화시킨 일본 민족의 특수성, 즉 

서구와 동양의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일본민족성을 표상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180) 인종주의에 기반한 일본의 민족주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문화주의를 전유하면서 일본문화, 일본인다움, 일본 민족성을 키워

179) 福沢一郎,「美術文化展に終りて」,『アトリエ』(1940.6), 앞의 도록, pp. 161-162.

180) Tessa Morris-Suzuki, “Invention and Reinvention of Japanese Cultur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4:3(1995), pp. 75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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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한 아시아주의, 제국주의, 국가주의 이론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적 특성에 천착하는 일본의 문화주의는 독일의 쿠르트르(Kurtur) 개념의 

변용이었다.181) 독일이 서구에서 근대의 변종 혹은 야만으로 취급되면서 

쿠르트 개념을 구성했듯이 19세기 중엽부터 서구로부터 서구적 근대와 아

시아 문명의 예외로 간주된 일본이 스스로를 서구문명 계열에서 예외적 존

재로 규정하게 되면서 독일과 일본이 함께 파시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우

연이 아니다.

   다키구치는 브르통이 당시 멕시코로 건너가 디에고 리베라 등과 함께 

국가의 예술가 탄압정책, 특히 스탈린 정책에 대해 통렬하게 저항하고 트

로츠키와 교류한 것에 대해, 초현실적 해결책으로서 정치성이 관여하는 범

위가 한도가 있다면서 거리를 두었다. 그가 보기에 브르통적인 초현실성이 

‘현실’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무(無)에 다름 아니다. 예술적 상징을 

한 꺼풀씩 벗겨내다 보면 최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1930년대 초반에 자신이 지지했던, “꿈과 현실의 미래에 있어 일종의 절

181) 윌리엄즈(R.Williams)이 의하면 18-19세기에 부상한 문화개념은 두 갈래의 의미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나는 18세기 프랑스에서 형성된 것으로 계몽주의적 문

명론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면서 문명화 과정을 의미하는 ‘문화(cultur, 컬트아)’이고, 다

른 하나는 독일의 헤르더(J.G. von Herder)가 컬트아의 대안으로 제시한 쿠르트르

(kultur) 개념이다. 헤르더는 프랑스와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적 근대문명의 기계적 특

징, 추상적인 합리주의, 산업발전의 비인간성을 공격했다. 또 근대문명의 보편성과 위계

화를 거부하여 보편문명이 아닌 복수의 ‘문화들’ 개념을 제시했고, 생활방식으로 문화라

는 개념을 추가했다. 야만, 원시, 문명도 각기 다른 문화로 간주하는 헤르더의 쿠르트르

에서 핵심은 ‘지역성’이다. 

   이러한 개념을 사상적으로 확장시킨 것은 역사철학자 스펭글러(Oswald Spengler)로,

『서구의 몰락』(1916)에서 그는 쿠르트르를 문명 이후에 도달하게 되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제시하고, 문화가 보편적 기준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아닌 특수한 것임을 주장

했다. 프랑스 혁명 이래 유럽은 계몽주의를 기준으로 독일을 합리성에 미달하는 ‘예외

적’ 국가로 치부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문맥 속에서 독일의 민족성이 본래 프랑스 민족

성보다 수월하며 이 수월성이 독일인의 관습, 느낌구조, 사유, 태도로 표출된다고 주장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문화주의는 독일, 영국 등에서 일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근

대주의를 표방한 신낭만주의 운동의 형식을 띠기도 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신낭만

주의운동이 탈정치화한 데 반해 패전 독일에서는 민족보존의 보수주의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낭만주의를 기반으로 토마스 만(Thomas Mann)은 서구적 자유주의, 실용성과 

진보, 이성주의, 부와 권력욕구,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문화는 자연의 힘, 창조적인 

에너지의 표출이고 역사는 인간정신의 표출이라면서 문명과 문화의 분리를 대중화시켰

다. 유선영, 「식민지의 ‘문화’주의, 변용(變容)과 사후(事後)」,『대동문화연구』85권 86

호(201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pp. 36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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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현실에의 해결로서 초현실”을 지향하는 브르통의 초현실성 이념이 

급진적이긴 하지만 예술 속에서 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았다.182) 

뛰어난 예술이 내포한 신비스러운 부분은 무의식적 욕망의 현실적 결정체

라 할 수 있는데, 비록 무의식이 현대적 설명에 의해 변화하긴 했지만 그 

응축과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항구적이라고 인정하면서, 다시금 초현실주의

의 ‘이즘’적 본질을 살펴보고자 했다. 보편성과 특수성, 예술과 정치의 길

항 위에서 그는 결국 빈곤한 예술에 정신성을 부여하는 초현실주의가 최근

의 주제회화, 즉 모뉴멘탈한 형식의 전쟁화에 사실과 상징의 새로운 관계

를 부여함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시국의 사슬

에 묶이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화단의 끊임없는 이합집산의 분위기 속에서 이과회 역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과회에서 초현실주의 미술은 코가 하루에 류의

이지적이고 도시적인 감각의 화풍이 여전히 강세를 이루는 가운데, 동인전

을 주축으로 전개된 동시대 초현실주의 미술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1938년 한편으로는 시국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후지타 츠구하루가 이과회

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사변화(事變畵)’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는 등 전위회

화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추상화가 주류가 

되면서 이과회에서 초현실주의는 점차 쇠퇴하게 된다.

   이과회의 몇몇 멤버들이 설립했던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는 창립 1주

년을 맞아 ‘스루가다이(駿河台) 양화연구소’로 개명하고 이과회 직계 연구소

로 전환되었다. 1935년 연구소가 재정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연구

생들은 자체적으로 ‘S·P·A 집단’을 조직하였고, 그 내부에 ‘흑색양화전(黑

色洋畵展)’, ‘신현실(新現實)’, ‘도우회(濤友會)’, ‘유형(唯型)’, ‘대두회(大斗

會)’, 그리고 김환기와 길진섭, 간노 유이코(管能由爲), 후나코시 미에코(船

越三技子) 등이 참여한 ‘백만회(白蛮會)’등 작은 단체를 꾸려 전시를 개최

하였다. 이들 단체는 초현실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 이중생(李

中生), 야마모토 케이스케(山本敬輔, 1911-1963) 등이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183) 1938년에 양화연구소는 결국 해산되

182) 瀧口修造,「前衛美術と文化的課題」, 名古屋市美術館,『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p. 157-161.

183) 나고야시립미술관 도록은 S.P.A.를 “Surugadai Peinture Avantgarde”의 약자로 기록

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소 출신인 김병기는 “Surugadai Peinture Academy”라 회고했

다. 윤범모, 『백년을 그리다』,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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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구실회(九室会)’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과회는 1933년부터 전시장 제9실에 전위적 경향이 강한 작품을 전시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1938년 9월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1905-1972)와 미네기시 기이치가 중심이 되어 제9실에 출품한 작가들만

을 결집하여 단체를 만들고, 후지타 츠구하루와 토고 세이지를 고문으로 

초대하였다.184) 비평가 에가와 카즈히코(江川和彦, 1896-1981)는 구실회 

1회전을 감상하고 이들의 회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인의 지성’에 

기초하고 ‘적극적 의욕’, “진검(真劍)한 제작욕과 건설욕”에서 비롯된 ‘혁명

기의 전위예술’이라 평가했다.185) 구실회 역시 스스로를 “이과회에서 가장 

신선한 세포조직으로서 모체의 융성에 기여”하는 ‘전위’로서 각오를 다졌

다.186) ‘초현실주의의 해체’를 내세운 이들에게 전위는 곧 ‘추상’을 의미했

지만 실제로 전시회에는 추상과 초현실주의, 반구상과 구상 작품이 공존했

다(도 33-34).187) 이는 구실회가 추상 화가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창립문

에서 밝혔듯이 수 천 명에 이르는 이과회 출품자 중 소위 ‘신경향’이라 불

리는 작가들과 ‘전위파’의 작가들을 망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새

롭게 부상한 추상 계열 역시 초현실주의 계열과 마찬가지로 고전을 매개로 

전위를 재정의하면서 빚어진 일본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84)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전위미술 단체인 구타이(具体)(1954년 설립)를 이끈 지도자로 

유명한 요시하라 지로는 오사카 출신으로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였다. 후지타 츠구하

루와 유럽 예술철학 교수였던 가미야마 지로(上山二郎)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1930년

대 초에는 데 키리코, 미로, 칸딘스키에 관심을 갖고 있어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제작

했으나 구실회 창설 무렵 기하학적 순수추상으로 전환하였다. 

185) 江川和彦,「美術展望台」, 『みづゑ』(1939.6), 名古屋市美術館, 『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

ス厶』, pp. 135-136. 그러나 같은 전시에 대해 ‘백화점 감각’의 추상미술’, ‘소녀적 센

티멘탈리즘’, “무절제한 상업주의적 감각”이라는 신랄한 비판도 있었다. 本所虎夫, 「九

室会第一回展」,『アトリエ』 16-6(1939.6), 같은 도록, pp. 136-137.

186) 九室会,「声明」,『九室』1(1939), 위의 도록, pp. 132-133.

187) “초현실주의의 해체...우리들이 회화의 전위지점인 것이다.” 難波架空像, 「前衛地点を

探る」,『九室』1(1939), 위의 도록, p. 135. 그러나 이 글을 쓴 난바 카쿠조(難波香久

三)의 작품은 추상보다는 초현실주의에 가깝다(도 35). 난바 카쿠조, 아이미츠 등은 

1940년에 들어서면서 전시(戰時)체제에 협력해야만 예술 활동이 허락되는 분위기 속에

서 전위미술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현실적인 기법으로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 발표하였다. 특히 아이미츠가 독립미술협회 8회전에서 협회상을 수상

한 <눈이 있는 풍경>은 일본 초현실주의 회화 가운데 가장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으

로 꼽힌다(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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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추상예술은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기하학적 경

향과 비(非)기하학적인 경향이 그것이다. 전자는 큐비즘의 직계비속이라

고 말할 수 있다...후자, 즉 비기하학적 추상예술은 초현실주의의 대부분

이 여기에 속하지만 이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다이즘부터 미래파, 표

현파, 혹은 입체파 자신조차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188)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을 견인했던 후쿠자와 이치로 위와 같은 구분은 

추상을 지향했던 구실회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서양화단이 큐비즘이나 바우하우스 등의 영향권에 있던 추상적 ‘경향’ 즉 양

식적 접근을 넘어 추상 자체의 논리, 즉 추상의 하나의 유파, 더 나아가 정

신으로까지 인식한 시기는 초현실주의의 전개보다 다소 늦은 1935-36년경

이었다. 그 진원지로 알려진 추상-창조 그룹은 1931년 파리에서 결성되었

고 이들의 기관지가 일본의 미술잡지에 도판으로 게재되고 그 이론이 소개

된 것이 이 무렵이었다.189) 

   일본 화단이 추상과 초현실주의를 혼동한 것은 추상-창조 그룹이 추상

과 초현실주의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태동했으며, 다양한 추상계열이 비구

상이라는 이름 아래 대동단결을 도모한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추상-창조의 멤버였으나 순수추상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초현실주

의에 접근하면서 오카모토 타로와 함께 이 그룹을 탈퇴한 쿨트 셀리그만이 

일본을 방문(1936)했을 때 곧 이어 살펴볼, 제작과 이론을 통해 1930년대 

후반 일본 추상미술의 방향을 제시했던 인물인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

郎, 1906-1957)가 그를 높이 평가한 것도 추상과 초현실주의를 혼동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도 37).190) 그는 초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아르프

188) 瀧口修造,「抽象藝術」,『みづゑ』(1937.3), 앞의 도록, p. 173. 

189)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반대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비구상적 추상

미술이라는 범주 아래 폭넓게 많은 작가들을 모집했다. 오귀스트 에르벵(Auguste 

Herbin), 장 엘리옹(Jean Hélion), 조지 반통겔루(Gorge Vantonterloo) 주도 하에 오카

모토 타로, 쿨트 셀리그만, 피에트 몬드리안, 한스 아르프, 나움 가보, 벤 니콜슨, 쿠르

트 슈비터즈, 바실리 칸딘스키, 폴 베제레이(Paule Vezelay) 등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양식의 작가들이 동참했다. 일본 작가로는 오카모토 타로가 참여했다. 

190) 오쿠마 도시유키(大熊敏之),「1930년대의 일본추상회화: 해외동향의 소개와 그 영향

에 대한 고찰」,『유영국저널』2집(2005), 유영국문화재단, p. 84. 쿨트 셀리그만은 스

위스 태생으로, 자코메티, 아르프 등과 교유했고 1937년 초현실주의 그룹에 정식 멤버

로 받아들여졌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럽 초현실주의자들 가운데 최초로 뉴욕으

로 건너갔다. ‘죽음의 춤’ 의식에 등장하는 중세 음유시인과 기사를 주인공으로 한 환상

적인 이미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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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간 내면에서 무르익은 하나의 과실”이라면서 유럽의 새로운 추상미

술가 중에서도 최첨단에 위치시키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르프 역시 한 

때 추상-창조 그룹에 참여했었다.191) 추상과 초현실주의 사이에 명확한 경

계를 짓는 일은 실은 쉽지 않은 과제로, 일본 화단만이 겪은 난제가 아니

었다. 그런데 일본 화단에서는 이 두 계열이 각각 전위로서의 정체성을 정

당화하는 조건으로 ‘고전’ 혹은 ‘(일본적)정신성’을 강조하면서 그 관계가 

좀 더 복잡하고 애매하게 전개된다.       

   구실회는 자신들의 ‘진격의 행동’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명백히 드

러내고, 신(新)동양문화의 건설에 일조”할 것을 다짐했다.192) “홍수와도 같

이 쏟아지는 외래문화사상의 중압에서 탈퇴하고 비약(飛躍)”하여 “탈민족

적 문화를 해체”하고 진정한 ‘일본인의 예술’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193) 

전위회화의 새로운 ‘예각(銳角) 지점’을 민족성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지향으로서의 추상과 방법으로서 전통을 추구한 점은 추상화단의 리더

이자 곧 이어 살펴볼 ‘자유미술가협회’를 결성한 하세가와 사부로와 협회

의 선언문을 쓴 비평가 우에무라 다카치요(植村鷹千代, 1911-1998)에 의

해 주도되었다. 자유미술가협회는 초현실주의 성향의 미술문화협회에 대응

해 일본의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재야 단체로, 전시(戰時) 체제 하에서 ‘미술

창작가협회’로 개명(1940)했다. ‘신시대양화전’의 하세가와 사부로, 무라이 

마사나리(村井正誠, 1905-1999), 판화가 하마구치 요우조(浜口陽三, 1909 

-2000) 등이 “각 개인의 예술적 자유와 발전, 시대적 예술정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37년 창립했다.194) 창립회원들은 창립선언서에 전람회 출

품종목으로 유화, 수채, 판화, 소묘, 콜라주 이외에 오브제, 포토그램 등을 

명기하고 기성 단체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경향의 작가들을 수용하겠다고 밝

혔는데, 구실회와 마찬가지로 구상미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도 

39). 회원은 기성 단체에 참가하지 않지만 회우(會友)는 다른 공모전에 자유

롭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조선인으로는 김환기가 창립회우로 참여했고 

3회전(1939)부터 문학수와 유영국이 회우로서 활동했다. 이외 이중섭, 이규

상, 주현(이범승), 조우식, 박생광, 안기풍, 송혜수, 배동신 등이 참여했다.  

191) 하세가와의 작품에는 기하학적이고 구성적인 면모보다, 아르프나 미로의 영향을 받은 

듯한 유기적인 형태가 두드러진다(도 38).

192) 九室会,「声明」,『九室』1(1939), 名古屋市美術館, 『日本のシュールリアリス厶』, 

pp. 132-133.

193) 難波架空像, 「前衛地点を探る」,『九室』1(1939), 위의 도록, pp. 134-135.

194)「自由美術家協會の成立」,『現代美術』4-3(1937), 위의 도록,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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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미술가협회는 비록 개명을 하긴 했으나, 철학이나 사상, 사회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지 않고 순수하게 조형미술로서 전위를 추구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지 않았다. 이들-정확하게 말

하자면 우에무라 다카치요-은 자신들이 “교양의 역사를 부정하는” 초현실

주의자들과 달리, 교양의 역사와 현실의 리얼리티를 긍정하고, 현실사회 

역사 중에 아름다운 표현을 구하려는 인류의 로망을 감지하기 때문에 고전

을 사랑하고 ‘민족전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했다.195) 그는 

추상미술을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양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신운동’

이자 ‘사회적 인식’이자 ‘역사적 창조’로 인식해야함을 강조했다.196) 추상이

라는 대분류 아래 ‘앱스트랙트 아트’와 ‘초현실주의’를 묶었으나 정신운동으

로서의 추상을 강조하며 초현실주의에 대한 부정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앱

스트랙트 아트’를 긍정을 위한 추상, 현대의 기계공업적 문화미를 그대로 형

식상에 응고시킨 것으로 보았고, 초현실주의를 부정을 위한 추상, 부정적 파

괴로 보았다. 

   우에무라는 고전에 대한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의 관심에 대해 특별히 언

급하지는 않았지만, 독립미술협회의 신일본주의를 서양적 합리성을 저지하

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일본적 감성주의로 대체하려는 ‘미술의 쇄국주의’이

자, 고전에서 흥미 있는 부분만 취해 현대에 덧붙이려는 “고전과 현대의 형

식적 콜라주”라고 비판했다.197)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포착된 일본문화를 

거부한 것이다. 그는 오히려 그러한 시선에 의해 확립된 전통을 청산하고 

‘세계적 기준’을 철저히 ‘모방’해 그 토양 위에서 새로운 일본문화를 창출하

기를 기대했다. 이 때 새로운 일본문화는 서양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탁월한 일본문화이며,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그러한 ‘세계적 기준’을 만들어 온 서양을 극복하자는 것이다.198)

195) 植村應千代,「自由美術家協會とは何か: その一回展を機會に」, 『アトリエ』(1937.8), 

앞의 도록, p. 170.  

196) 植村應千代,「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1937), 박소현, 「화단개혁, 근대초극, 추상미

술: 전쟁기(1930-1945) 일본에서의 ‘전위’로서의 비평가 운동」,『미술사학』 31집

(2008), 미술사학연구회, p. 243. 

197) 植村應千代,「敎養と美術-日本的民族力の特質について」,『アトリエ』(1938.6),  박소

현,「일본에서의 추상미술과 전통담론: ‘한국적 추상미술’ 논의를 위한 시론」,『미술사

학』 35집(2010), 미술사학연구회, p. 18.

198) 우에무라는 미완의 근대를 완성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바탕을 둔) 전통을 

초극하고 이로써 최종적으로 서양을 초극한다는 원대한 전망을 내놓았던 것인데, 이는 

비평가 이마이즈미 아츠오(今泉篤男)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독립미술협회의 작품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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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리는 독일의 문화주의와 유사한 전개를 보여준다. 1940년 이

후 우에무라가 전위회화의 가능성을 회화운동 속에 한정시키지 않고 ‘생활

의 형태’를 통해 구현하는 쪽으로 확장시킨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

다.199) 우에무라는 현대의 미학을 “현상을 반영적 혹은 사실적으로 긍정하

는 미학”이 아니라 “현상의 존재방식을 변형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

는 미학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잡다한 현실의 생활풍경을 “새로운 미의 형

태로 구성하는 무기”임을 주장했다.200) 즉 외부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

지 않는 추상미술이야말로 외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해 이를 

변형하고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전위론이 강력한 

국가권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미술가를 ‘통제’하고 총후(銃後)의 문화를 강

조하는 대동아공연권의 문화구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943년 이후 우에

무라가 추상미술이 아닌 전쟁기록화의 예술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은 우에무라의 전체주의적 유토피아가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압도당하

고 말았음을 잘 말해준다. 이는 보리스 그로이스(Boris Groys, 1947-)가 지

적했던 대로 모든 사회적 삶을 하나의 예술적인 총체적 기획으로 조직화하

고자 했던 아방가르드의 꿈이 필연적으로 권력에의 의지를 동반하는, 모더니

즘 미학에 내재하는 전체주의적 요청의 발현에 다름 아니었다.201) 

   반면 추상회화라고 하는 형식과 일본의 고전이라는 정신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하세가와는 ‘초현실주의’와 ‘애브스트랙트 아트’라는 서양에서 대립하는 

두 개의 주요 전위예술 유파가 일본에서는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 

1930년대 초반 퓨리즘이 순수추상과 동일시되면서 추상회화는 장식예술, 

디자인과 동일시되었고 높은 정신성을 가지고 있는 회화에 비해 저열한 장

르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세가와는 일본 최초의 추상미술 

관련 논문이라 할 수 있는「앱스트랙트 아트 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를 

발표했는데, 허버트 리드의 추상미술론을 수용하여 추상미술을 그리스・로

이 유일한 전위미술인 추상미술로의 발전을 따르지 않았고, 신일본주의가 주장하는 고

전으로의 복귀-(서양적) ‘현대’에 대한 일본 ‘고전’의 우위-가 현대적 에스프리를 결여

했다고 봄으로써 ‘근대(미술)초극’을 기도했다. 植村應千代,「洋畵に於ける傳統の誕生-世

界觀の再建について」(1938), 박소현, 「화단개혁, 근대초극, 추상미술」, pp. 239-242. 

199) 이에 관해서는 박소현, 「생활미학으로서의 추상미술」, pp. 104-126 참조.

200) 植村應千代,「フォームの發見」,『生活美術』(1941.9), 박소현,「화단개혁, 근대초극, 

추상미술」, p. 243.

201) 보리스 그로이스, 『아방가르드와 현대성-러시아의 분열된 문화』, 최문규 옮김(문예마당, 

1995).

202) 長谷川三郎,「前衛藝術と東洋の古典」, 『みづゑ』38-4(1937), pp. 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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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르네상스 시대의 재현적인 휴머니즘 예술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 

“현재 추상미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기계공업제품(즉 일용품)에 의해서

만 충족될 수 없으므로” 추상회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3) 그는 추상의 

‘본질탐구의 정신’은 서구의 과학정신에서 나왔으며 일본의 고전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204) 고전은 회화에 정신성이 머무를 수 있음을 증명하

는 최선의 수단이 되었고, ‘형식=추상’과 ‘정신=내용=초현실주의’라는 이분

법을 깨고 양자간의 동질성을 논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고전이 추상미술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와도 연

관있음을 인정하고 초현실주의를 포용했다. “추상은 작품의 측면에서, 초

현실주의는 작가의 측면에서 근대적인 예술제작 태도의 가장 육체적, 정신

적인 발전의 동향”이라는 그의 설명은 “초현실주의와 추상주의는 상반된 

것으로 말해지지만, 나는 그 양자가 방향으로서는 결국 정신과 형태라가 

상호적으로, 즉 전자는 정신에서 형태로, 후자는 형태에서 정신으로 이르

려하는 것”이라는 다키구치의 주장과 공명한다.205) 

   하세가와는 다키구치와 마찬가지로 다도와 꽃꽂이 등의 전통문화를 높

이 평가했는데, 이를 초현실주의의 오브제와 연계시켰고 더 나아가 여기에 

“오브제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06) 리큐가 정립한 다도

는 차를 같이 마시는 손님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203)  長谷川三郎,「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みづゑ』(1936.4), pp. 176-178. 

   그리고 이듬해 발표한 저서『앱스트랙트 아트』에서는 알프레드 H. 바(Alfred H. Barr)

의 추상계보를 따라 큐비즘을 발전, 수정시켜 추상적 형태(선, 면, 입체)와 순수한 색채

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추상미술이 기계시대를 기반으

로 탄생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서 그는 추상회화의 보고(寶庫)가 동양의 서도(書

道)에 있음을 피력하였다. 전후(戰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심화하여 추상미술과 노자, 

장자, 다도, 하이쿠, 선(禪), 서도가 서로 상통하는 것에 대해 이론화한「서의 미 書の

美」(1950-53)를 발표했고, 작품으로서 이론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는 이사무 노구치(野

口勇),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과 친분을 맺으면서 동양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

갔고,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의 작품을 초서(草書)에 비교하기도 했다. 정형민,「書-

畵의 추상화 과정에 대한 試: 1930년대~1960년대 일본과 한국화단을 중심으로」,『조

형』23호(2001),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pp. 11-12. 

204) 과학정신=추상회화=고전정신이라는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당시 문부대신이자 생

리학자였던 하시다 쿠니히코(橋田邦彦)의 과학관에 관해서는 薮前知子, 「抽象絵画の沈

黙: 長谷川三郎における<古典>と<前衛>」, 小澤節子, 「瀧口修造-シュールレアリストの

時代認識と傳統」, pp. 116-118 참조. 

205) 長谷川三郎,「前衛絵画の周囲」, 『アトリエ』(1937.6), p. 7; 瀧口修造,「新しい時代

について」,『みづゑ』(1939.8), p. 273.

206) 長谷川三郎,「前衛藝術と東洋の古典」,  pp. 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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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을 중시하며, 주위를 청결하게 하여 마음과 정신까지 깨끗이 하고, 계

절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것을 요구한다.207) 꽃꽂이도 마찬가지어서 단순

히 꽃을 꽂아두고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꽃을 꽂는 행위에 다도의 진

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208) 이들 전통예술은 관찰하는 주체로서의 인

생과 그 대상으로서의 자연 간의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본질에 더욱 가까워

지고 인생과 과학, 생활과 예술을 일체화한다. 하세가와가 몬드리안을 높

이 평가한 이유는 구성(콤포지션)으로서 대상을 객관화하고 통제하면서 생

활 속에서 미를 실현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1930년대 말 더 이상 추상회화를 제작하지 않았으나 계속 추상의 

길에 강한 확신을 가졌다. 만주로의 종군(1938.11)과 중국 대륙 여행

(1939.2-4)은 그로 하여금 추상의 의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화

의 한계와 함께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사진이

라는 매체야말로 일본 고전정신과 추상예술의 연계를 둘러싼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세가와는 자유미술가협회 3회전(1939)에 

<향토지 鄕土誌> 시리즈 12점을, 4회전(1940)에 <실내 室內> 시리즈 4점

을 출품한다. 전자가 주로 그의 나무, 모래, 길, 밧줄, 바위, 미닫이, 무대, 

마당에 널려진 옷, 미닫이 등 일상의 풍경을 촬영한 스트레이트 사진으로, 

과감한 트리밍이나 클로즈업에 의해 일상 속에 숨겨진 기하학적 구조나 표

면의 재질감 같은 조형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하세

가와의 요구대로 ‘나고야 포토아방가르드’ 출신 사카타 미노루(板田稔, 

1902-1974)가 다다미 위로 구겨진 신문지가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한 것이다(도 40). 이 작품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허심(虛心)’ 이라는 일본 고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

에무라가 강조한 잡다한 현실의 생활풍경을 새로운 미의 형태로 구성한 이

상적 추상에 가깝다. 또한 일상 사물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촬영하되 낯

207) 하세가와는 ‘리큐칠칙(利休七則)’을 직접 예로 들었다. 리큐의 다도에서 7가지 법칙으

로 ① 차실의 꽃은 들에핀 꽃처럼 자연스럽게 ② 숯은 물이 끓을 정도로 ③ 여름에는 

시원하게 ④ 겨울에는 따뜻하게 ⑤ 약속시간보다 다소 이르게 ⑥ 날씨가 좋아도 (타인

을 배려해) 우산을 준비해 두고 ⑦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다.

208) 다도의 진수 즉 ‘화경청숙(和敬淸寂)’을 꽃꽂이와도 연결시켰다. ‘숙(寂)’은 가장 이상

적인 다도의 경지로 불교용어로 적멸(寂滅) 즉 득도(得道)를 의미한다. 하세가와는 이와 

유사한 예로 눈을 밟을 때 발자국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들었다. 그가 

보기에 내려서 쌓이는 눈은 하나의 오브제고, 그 눈을 밟는 동작은 다도의 진수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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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게 보이도록 만듦으로써 초현실주의로부터도 멀지 않다.

   지금까지 1930년대 말 이후 종전 이전까지 일본화단에서 초현실주의와 

추상의 길항(拮抗)이 전개된 양상을 검토하였다. 비구상과 구상, 정신과 형

식, 일본(동양)과 서양, 전근대와 근대, 삶(정치)과 예술이라는 여러 대립쌍

들이 동시적으로 작동하여 양자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구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에 의한 통제와 억압의 강도가 강화된 전시체제 하에서 초현

실주의파(미술문화협회)와 추상파(자유미술가협회)는 ‘전위’라는 이름 아래 

양립하기 힘든 보편언어(초현실주의와 추상)와 개별언어(일본성)를 접합하

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전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초현실주의와 추상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다. 이들의 전위는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도발, 전복, 

혁명의 가능성이 아니라 조화와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와 동일

시되었다. 이들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와 파시즘에 침묵 또는 공조함으로써 

총제적인 예술을 수단으로 모든 사회적 삶을 조직화하고자 했던 아방가르드

의 꿈이 전체주의적인 요청과 손잡게 되는 역사의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도 41). 일본화단이 겪은 이러한 역사는 당시 동경에서 전위미술을 공부하

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청년화가들이 사상과 예술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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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대한국과 초현실주의

   

   Ⅳ장에서는 초현실주의가 근대 한국화단에서 수용된 양상을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화단에서의 초현실주의 수용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1

절에서 문단에서 수용과정을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이는 초현

실주의가 문학운동으로 시작한 만큼 일본을 통해 이를 수용한 조선에서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문단에서 먼저 수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현실

주의가 이 땅에 소개, 수용된 1930년대가 한국 근현대 예술사상 미술과 문

학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였고 두 영역이 발표매체, 즉 담론의 장

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초현실주의를 둘러싼 문단에서의 주된 논쟁은 결국 

유럽과 일본에서도 초현실주의의 궁극적인 화두였던 미학과 정치의 양립 가

능성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는 화단에 수용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문단의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근대기 한국화단의 초현실주의 수용 양상을 좀 더 입

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절에서는 화단에서의 초현실주의 수용과 전개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처음 두 파트에서는 담론상의 전개를 살펴볼 예정인데, (1)에서는 신흥미

술을 둘러싸고 발생한 김용준과 프롤레타리아 진영 간의 대립 속에서 당시 

초현실주의에 대한 조선화단의 인식을 읽을 것이다. (2)에서는 전위미술을 

둘러싸고 발생한 동경유학생 출신의 젊은 전위미술가들과 중년의 순수회화

론자 간의 대립 속에서 초현실주의의 수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네 

파트에서는 작품에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검토할 텐데, (3)에서는 

고전에서 전위의 길을 발견한 문학수, 이중섭, 송혜수, 진환 등 신미술가협

회원들의 예술세계, (4)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단체인 미술문

화협회에 참여한 조선인 김종남과 김하건의 작품세계, (5)에서는 전후 대

표적인 기하학적 추상화가로 알려져 있는 유영국의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마지막으로 (6)에서는 리얼리즘의 거장으로 불리는 

이쾌대에게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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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단의 초현실주의 수용과 전개(담론을 중심으로) : 

  시적 방법론과 현실 개혁의 가능성 사이 

   1920년대 말부터 해방 이전까지 문단에서 초현실주의는 크게 세 부류

에 의해 소개되었다. 우선 해외문학파가 저널리즘적인 기획 하에 해외문단

의 동향을 소개하는 가운데 초현실주의를 소개하였고, 홍효민, 조약슬, 노

춘성 등 평론가와 언론인 등이 개별적으로 초현실주의를 단편적으로 소개

한 데 반해, 김기림과 ‘삼사(三四)문학’ 동인 등 소수 시인들은 초현실주의 

이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직접 초현실주의 시를 창작했다. 근현대화

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단에서도 초현실주의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문

단에서도 한국에는 초현실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포되거나 자생적 모

더니즘과 타생적 모더니즘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기법만의 수용에 그쳤

다고 평가절하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근대기 초현실주

의 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09) 연구대상은 주로 삼사문학

의 시에 관한 것으로, 김기림이 초현실주의에 포함되어 평가받은 것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앞에서 언급한 두 부류에 대해서는 전혀 언

급되지 않거나 각 인물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짧은 인용구와 함께 이름

만 간단히 소개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주요일간지와 문예지에 실린 

이들의 텍스트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조선에 들여온 완전히 새로운 외래종

의 예술사조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

측된다. 때문에 1장은 미술사 분야에서는 이름조차 낯선 이들의 초현실주

의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조선문단의 초현실주의 수용은 초현실주의를 표방한 여러 문학단체가 

결성되어 전문잡지를 발간하고,「초현실주의 선언」,「테레지아의 유방」,

「초현실주의와 회화」등 주요 초현실주의 텍스트를 다수 번역하고, 더 나

아가 『초현실주의 시론』,『초현실주의 문학론』등 초현실주의 관련 서적

을 발간한 일본문단에 비하면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빈약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초현실주의 논의는 동시대 시창작과 예술문화

209) 고명수는 한국 근대 문단에서 초현실주의가 적극 수용되지 못한 이유로 “초현실주의 

자체 내의 한계성,” “한국인의 기질적인 폐쇄적 사고와 불과사고(不過思考) 습성 및 정

치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위 기피 콤플렉스” 등과 함께 가장 근

본적인 원인으로 “한 시대의 에포크를 이룰 정도의 성취를 이룬 문학적 성과물을 내놓

지 못했다는 점과 뛰어난 계승자를 못한 점”을 들었다. 고명수,「우리시와 초현실주

의」,『현대시사상』(고려원, 1995),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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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현실에서 정치적 혁명의 가능성을 시도하지 

못했지만,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모더니즘 예술에 다양성을 제공하

고,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문학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과 사회의 관

계와 실천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조선에 가장 먼저 초현실주의를 소개한 이는 해외문학파의 핵심구성원 

중 한 명이었던 영문학자 이하윤(異河潤, 1906-1974)으로 알려져 있다.210) 

그는 “외국문학작품 번역이 없는 곳”에서 외국문학의 동향을 전하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1929년 프랑스 문학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가운데 

초현실주의를 언급했다. 당시 예술은 “다종다양(多種多樣)의 작풍이 한데 

엉키어 그 질서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전쟁에 의하여 많은 작품들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사상은 변하여 시인 장 콕토가 가톨릭 신자가 

되고 루이 아라공과 브르통을 선두로 하는 초현실파가 레닌에 경도되고 있

음을 다른 소식들에 앞서 소개하였다.211) 비록 단편적인 사건 소개에 그쳤

으나 당시 해외문학파가 프롤레타리아 진영에 의해 혹독하게 비판받는 상

황에서 초현실주의의 급진적인 공산주의적 성향을 소개 한 것은, 비록 그가 

평생에 걸쳐 프로 문학이나 민족주의 문학을 넘어서 순수 미학을 지향했지

만, 번역의 토양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번역자로서 객관적인 전달에 충실하

고자 했음을 보여준다.212)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번역활동에 매진한 이하윤은 1931년 9, 10월 총 

1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프랑스 시문학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발표했

210) ‘해외문학파’는 해외문학의 번역, 소개, 연구를 목적으로 1926년 가을 동경 유학생들

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문학연구회’ 회원들(이하윤, 김진섭, 손우성 등 주로 호세이(法

政)대학 출신 유학생)과 1927년 1월 서울에서 창간된 『해외문학』의 집필진들을 일컫

는다. 이 단체의 순수문학 지향은 이후『문예월간』(1930)과 극예술연구회(1931)에 관

여한 이헌구, 함대훈, 김광섭, 서항석, 유치진 등도 가담하는 토대가 된다. ‘해외문학연

구회’ 시기가 동호인적 친목과 외국문학의 번역, 소개와 같은 비교적 소극적 활동기였다

면, 귀국 후 이들은 여러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은 하나의 문단 세력을 형성하면서 프로문학과 민족문학 등 기성문

인들과 이데올로기, 번역문제 등으로 대립하였다.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

지사, 1976), pp. 137-141; 유성호,「해외문학파의 시적 지향: 이하윤의 경우」,『비평문

학』 40호(2011), 한국비평문학회, pp. 182-184. 

211) 이하윤, 「불문단(佛文壇)회고」, 『신생(新生)』 2권 12호(1929).

212) 임화는 해외문학파를 ‘소부르적 그룹’으로 규정짓고, “소부르 중간층의 예술적 분자로

부터 우파로 전향한 일군의 집단이며 민족개량주의 예술가보다 더한층 프로문학에 역행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하였다. 고명철, 「해외문학파의 근대성, 그 몇 가지 문제」, 『한

민족문화연구』10집(2002), 한국민족문화학회,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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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마지막 글에서 아폴리네르를 소개하였다. 주로 프랑스, 미국, 영국, 

아일랜드의 서정시를 번역한 이하윤이 아폴리네르의 시에 관심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글에서 이하윤은 아폴리네르가 형상이나 감각보

다 착상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사물은 현실과 

무관하게 작가 자신 안에서 생겨났음에 주목하고 이를 초현실주의적 감성

으로 이해했다.213) 

   해외문학파는 연구회가 발간하는 잡지 『해외문학』은 어떠한 문학적 

이념이나 문학적 경향을 초월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외국어 텍스트

를 일본어를 통하지 않고 원문 직역(直譯)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에 

가서 일본이 아닌 서양의 근대를 보려한 이들이 브르통 등의 텍스트를 직

접 번역해 소개하지 않고 개괄적으로만 다룬 것은 기본적으로 초현실주의

에 대한 입장이 회의적이었고, 이들이 비록 특정 강령이 없는 느슨한 결속

체였지만 그 시적 지향이 전위도 아니고 당시 문단의 주류였던 프로문학과 

민족주의를 넘어선 순수서정에 닿아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카프에 맞서 해외문학파의 입장을 대변하던 논객 이헌구(李軒求, 1905- 

1982)도 초현실주의를 동시대 프랑스 문학의 주요 동향 중 하나로 소개했

다. 그런데 초현실주의에 관해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소개한 이하윤과 달

리, 그는 초현실주의가 “세기아(世紀兒)의 고질(痼疾)이며 탈신되고 거세된 

예술”, 즉 물질과 기계로 이루어진 현대문화를 향락한 부르주아의 몰락을 의

미한다면서 초현실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214) 

이헌구는 초현실주의가 “새로운 기계문명의 파괴자들이다. 따라서 극도의 

허무혼(虛無魂)의 선언자들이다. 그네들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그네의 

결정적 운명을 의탁하려는 것이다. 오직 ‘꿈’과 광희(狂喜)! 이것이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며 또한 내재적 혁명적 운동의 발현”이라 보았다.215) 

213) “아폴리네르는 형상보다도 감각보다도 더 많이 착상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

는 지능을 통하여 그 충동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모두 자신 안에

서 생겨난 것뿐이었다. 그것이 사물이 되고 인물도 되는 것이었다. 생각나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였다. 그 때문에 그에게는 현실은 너무나 단순하다고까지 생각되었다. 그는 자

기의 생각하는 것을 모두 감각하였다. 그것은 또 그게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

것이 그의 초현실주의 서정시의 특수한 근저였다.” 이하윤, 「현대불란서 시단(詩壇): 시

인을 중심으로 하야(13)」,『동아일보』, 1931.10.27.

214)이헌구, 「불란서문단종횡관(縱橫觀)」, 『문예월간(文藝月刊)』(1931.12), pp. 76-77.

215) 프로이트 이론이 식민지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반으로 임화가 정

신분석학에 막시즘적 사회이론을 접목한 문학론을 제시(「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한 계급

문학의 비판」, 1926)하면서였다. 프로이트의 저작이 1920년대 전반에 조선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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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 나아가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창하는 행동은 “인텔리겐챠의 단말마

적인 정신행동” 즉 비현실적인 이론적 유희에 지나지 않았기에 결국 “말초

적 첨단적 기계문명의 몽상세계”이자 ‘모데르니즘의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216) 

   이헌구를 비롯한 해외문학파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문학을 소개할 때 의식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미지에 초점을 둔 당시 일본 초현실주의 시문학에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이헌구가 프랑스 초현실주의에 미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영향력을 간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문학파 가운데 특히 이헌구는 해외문학 

수용의 주체성과 우리 문학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비

평가였다. 그는 식민지 시대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좌익

의 비주체적인 이념편향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전유해 수

입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거리를 두고 해외문학을 소개하였다.217) 

   프롤레타리아 운동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 곧 예술지상주의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었다. 이헌구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론이 그 계급적 실천을 통

해서만 문학에 접근함으로써 당파적 선전문학이 될 뿐, 그러한 문학이 진정

한 의미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시대의 

불안이 일제 파시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파시즘에 대한 저항과 

이고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유통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임화의 프로이트 이해가 

단편적이고 이를 오리지널의 맥락을 전유해 도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구적

인 논평이었다. 월간문학잡지『인문평론(人文評論)』에서 ‘프로이트의 업적’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영문학자 최재서가 「정신분석학과 현대문학」을, 김기림이「프로이트와 현대

시」를, 그리고 신경과 의사 명주완이「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비교적 전문적인 수

준으로 소개한 것이 1939년 11월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프로이트 이론은 종합

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주제에 따라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는데, 문학계에서는 주로 무

의식, 잠재의식 개념이 특히 중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정민,「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6), pp. 53-76 참조. 이헌구 이외에 

정신분석학 혹은 프로이트를 초현실주의와 연계하여 소개한 기사로는「‘超現實’의 詩世

界」, 『만선일보』1940.8.31;「超現實主義 그대로의 精神病者 藝術展」, 『동아일보』, 

1938.12.11;「超現實에의 假滿足」, 『매일신보』1938.11. 29;「文學에 잇어서의 客觀: 

新心理主義에서 問題를 取하야」,『동아일보』, 1936.7.24;「超現實主義의 繪畵」, 『동아

일보』, 1936.4.18;「超現實主義文學」, 『매일신보』, 1934.3.11; 「現代思想에 잇어서의 

浪漫主義的傾向」,『동아일보』, 1933.12.15;「世界新學說 소개: 정신분석학의 분파 10-1

2」, 『동아일보』, 1930.2.5-2.7 등이 있다.  

216) 이헌구, 앞의 글. 

217) 최윤정, 「이헌구 비평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22권 1호(2014), 국제

비교한국학회, p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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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극복의 수단으로 즉, 사회주의의 비판적 대안으로 휴머니즘적 행동주의

를 적극 수용했다. 그리고 예술의 무목적성을 추구하는 순수문학론자들의 휴

머니즘과 다른 차원의, 현실참여적 휴머니즘을 주장했다.218) 그에게 있어 꿈

에 몰두하는 초현실주의는 한갓 부르주아의 유희에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회의를 표명하면서도 초현실주의가 지닌 인간해방의 가능

성을 인정했다.   

  

1930년 브르통의 “제2차 초현실주의 선언”으로 이 운동은 다시 새로운 자체

의 변혁과 선*을 포고하게 된 것이다. 브르통과 아라공을 중심으로 한 그들

의 주장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저지하는 정신적 압박에서 이탈하여 최고 자

유의 관련 속에서 오인(吾人)의 의식을 해방하여 새로운 완전한 인간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새로운 정신적 혁명을 고조하게 되어 

‘초현실적 혁명’을 제창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그들의 적극적 모든 부정 행동

과 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식이라는 세계에서 초현실적으로 비상한다.219) 

프랑스 현대 시단을 크게 순수시운동, 초현실주의 시운동, 프롤레타리아 

시운동 세 경향으로 구분한 그는 비록 초현실주의자들의 이론이 “현실에서 

그 진실상을 파악할만한 과학적 논리적 귀납” 혹은 “냉철(冷徹)하는 모든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과학적 혁명”이 부족하지만, 초현실주의가 예술지상

주의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대립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희미

하게 인식했다. 그가 다른 글에서 초현실주의를 “미지의 억압된 욕망과 의

지의 교착”으로 설명함으로써 초현실주의가 ‘욕망’과 ‘의지’라는 모순된 혹

은 상반된 것들이 얽혀 결국에는 파괴를 통해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220) 

   이헌구의 현실참여적 측면에서 초현실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좌

우익 중간파적 입장을 지키면서 현실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가차없이 폭로

해야 한다는 ‘조선적 리얼리즘’과 ‘행동주의 문학’을 제창했던 홍효민(洪曉

民, 1904-1976)의 시각과 유사하다.221) 그는「행동주의 문학의 이론과 실

218) 이헌구는 민족의 현실이 반영된 구체적 휴머니즘의 형식, 행동주의의 한 형태로서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극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장인수,「이헌구와 와세다대학교 

문학부 교양주의」,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2012), 한민족문학회, pp. 369- 370.

219) 이헌구, 「불시단(佛詩壇)의 삼경향」, 『조선일보』, 1933.5.2.

220) 이헌구, 「불국(佛國) 초현실주의」, 『동아일보』, 1933.6.18.

221) 홍효민은 1929년 동경 세이소쿠(正則)학교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매일신보 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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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행동주의 문학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철학적 심리학적 배경, 

그 이론적 특징과 주요 작품을 소개했다. 그는 “우울과 불안과 초조와 절

망”의 시기에 페르낭데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행동적 휴머니즘이 정치와 문

학을 통합한 실천적 문학운동으로서 “전인격적 표현을 의도”하고 “기계론

적, 결정론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배척”하는 반(反)주지주의적 ‘능동정신’임

을 강조했다.222) 

   그런데 고마츠 키요시가 전위예술 기법에서 현실과 정신 해방의 가능성

을 발견한 것과 달리, 홍효민은 초현실주의가 인간성의 본질을 “수동적인 

잠재의식과 자연적 유동(流動)의 측면”으로 보려고 한 결과 염세주의에 봉

착했다고 지적했다.223) 능동정신이 곧 행동주의라 이해한 그에게는 무의식

의 자발적 발현을 추구한 초현실주의 방법론이 정신의 자유가 아닌 수동적 

관념화에 다름 아니었다. 그는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을 구분하지 않으면

서 초현실주의를 지양되어야할 예술지상주의의 일종으로 비판하기에 이른

다. 불문학자였던 이헌구가 초현실주의에서 일만의 인간정신의 해방가능성

을 발견하고 여러 글에서 초현실주의를 다룬 것과 달리, 홍효민은 이 글과 

행동주의 문학운동을 소개하는 글 한 편에서만 초현실주의에 대해 언급한

다. 그는 초현실주의를 행동주의를 도래하게 만든 문학적 경향으로 설명하

였다.224) 여기에서도 홍효민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고 행동주의와 달리 적극적인 창조의지가 없고 염세주의적이며 “해체

적인 반종합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후 그는 점차 행동주의에 

대한 주장을 선회하여, 조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직수입한 휴머니즘의 

범람을 우려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결국 민족주의 문학(역사소설)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225) 

지냈다. 해방 후 조선일보사 학예부장으로 근무했던 그는 1949년 배재고 교사로 근무

하고 1952년부터 홍익대학교 국문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일본 유학 이전부터 프롤레타

리아 문학론에 관심을 가졌으나, 카프로부터 계급문학보다 민족문학을 우위에 둔다는 

이유로 제명되었고 이후 여러 편의 역사소설을 집필하였다. 그는 이헌구와 마찬가지로 

일제제국주의 통치 하에서 한국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행동주의에서 발견했지만, 해외문

학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조동길, 「홍효민의 문학론」, 『한어문교육』3호

(1995), pp. 149-151.

222) 홍효민, 「행동주의 문학의 이론과 실제」, 『신동아』, 1935.5.

223) 홍효민, 위의 글.

224) 홍효민, 「행동주의 문학운동의 검토」, 『조선문단』, 1936.7. 

225) 홍효민, 「문예시평(3): 유행평론의 범람」, 『동아일보』, 193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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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중반, 행동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초현실주의를 소개하면서 

초현실주의를 부르주아적인 퇴폐예술로 인식한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

다. 조약슬(趙若瑟)은 ‘슐레아리즘’이라는 명칭이 1924년 10월 파리에서 

간행된 잡지의 명칭에서 나왔다고 전하면서,『매일신보』에 4회에 걸쳐 초

현실주의를 소개했다. 조약슬은 브르통이 아닌 이반 골이 창간한 잡지에 실

린 초현실주의 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현실주의를 

‘이미지스트의 운동’과 동일시하고, 그 시원을 영국문단에서 찾았다.226)  

  

‘슈레아리즘’에 대한 초현실과 현실은 표현의 형태와 표현의 대상의 문제를 

구별하는 사상이다. 초현실주의로 대상을 관찰한다면 이상주의(理想主義)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작품으로 비판한다면 그 표현형태와 그 표현형태가 상

징하고 잇는 대상을 우리는 주목하여서 관찰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형

태가 초현실이라면 어떠한 대상을 통하여 사고(思考)한 세계는 곧 현실이라

는 세계를 의미할 것이다...그러므로 현실을 중요시한다 함은 현실이 곧 예

술이라고 말함은 아니다. 그것은 작가의 주관을 통하여 발생하는 생의 표현

이라는 작품을 구성함으로서다. 환언하자면 표현의 대상이 현실이라면 그 

표현 방법은 초현실이다.227) 

그에게 있어 초현실은 현실과 무관한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대상을 

표현하는 일종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현실과 초현실과의 관계는 표현의 대

상과 형태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그는 해외문학파 및 홍효민과 달리 초현

실주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의 글에서 서구 사

226) 1. 현실이람은 위대한 예술의 근원이다. 만약 현실이람이 없다고 하면 생명도 실체도 

없을 것이다. 현실이람은 우리들의 족하(足下)의 흙과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을 가라침이다.

이 현실이람을 우수한 (예술적으로) 면영(面影)으로 전환함이 즉 ‘슐레알리즘’이다.

2. 극히 초보적으로 될 소재를 가지고 ‘포에틱’한 심상을 구상함이다.

3. 심상의 여하는 선량한 ‘포에지’의 기준이 된다.

4. 예술은 생명과 인간의 유기체의 유출물(流出物)이다. ‘슐레알리즘’은 우리들의 시대의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5. 슐레알리즘은 단(單)히 1개의 집단과 1국(國)에 한(限)한 표현방법을 반대한다. 그것보다

세계적으로 그 본질을 삼는다.

6. 단히 ‘불조아지’에 대한 반감과 그를 경고 주고저 발생한 ‘다다’의 모방적 행위는 그것은 

유통권외(流通圈外)로서 본다.

7. 꿈(夢)의 전능이나 새로운 ‘뮤즈’의 신이 된 ‘푸로이드’씨의 학설이 시적 세계에 적용이 

됨은 예술과 정신병의 특약(特約)을 혼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약슬,「초현실주의 문학: 이반꼴氏의 소설(所說)」, 『매일신보』, 1934.3.3.

22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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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어떻게 이 땅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 없

다. 해방 후 영남일보를 창간하고 대구경제신문의 초대사장 겸 주필을 지

낸 것 이외에 경력이 알려져 있지 않은 조약슬이 초현실주의에 관한 글을 

더 이상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여러 서구문예 사조 중 하나를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노춘성(盧春城 혹은 노자영(盧子泳), 1900-1940)은 이보다 좀 더 자

세하게 초현실주의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문학사에서 거의 망각된 인물로,

『백조』동인이자 잡지『조광』,『여성』의 편집자, 그리고 당대의 기획된 

베스트셀러 『사랑의 불꽃』의 편집자로서 대중에게 기댄 그였기에, 그의

「슈르레알리즘 시론」 역시 일회적인 소개글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등단 초기에 보여주었던 낭만주의적, 초월적 존재로서의 자연관에 바

탕한 포에지와 에로틱한 연애지상주의는 그가 혁신적인 시 방법론으로서 

초현실주의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28) 

그는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다다이즘에서 왔고, 시인 로트레아몽

이 그 선구라 소개하였다. 노춘성은 초현실주의가 인간의 ‘심리적 내면활

동’을 표현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브르통의 자동기술법을 “꿈이나 수면이

나 반사적 언어를 통하여 존재 그것의 자동적인 직접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을 무의식적으로 쓴다는 것이데, 정신의 자

치적(自治的)인 창조”라 하면서, 이를 ‘근대시의 혁명’으로 평가하였다.229)  

   노춘성은 브르통의 자동기술법이 새로운 문학적 방법이라 평가하긴 했

지만, 조약슬과 마찬가지로 앙드레 브르통이 아닌 이반 골의 초현실주의에 

주목하였다. 그는 초현실주의를 다다에서 발전한 앙드레 브르통, 루이 아

라공 계열과 입체파에서 발전한 이반 골 계열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해

는 글의 말미에서 니시와키 준사부로의 의견을 수용했음을 밝힌 조약슬과 

마찬가지로 노춘성도 일본 시문단을 참조하였음을 암시한다. 노춘성은 이

228) 황해도 장연 출신인 그는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시를 발표하고 한성도서주식회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편집자 및 기자를 역임했다. 1920년대 초 ‘노자영’이라는 이

름은 출판계에서 최대의 상품가치를 누리기도 했다. 문단에서 고립되자 그는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3년간 영어(동경제일외국어학교)와 문학(일본대학)을 공부했는데, 이 

때 일본 시단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접했을 수 있다. 서상영은 대중에 영합했다는 이

유로 노춘성에 대한 문학계의 냉대와 망각을 비판하며 상업출판자 이외 계몽주의, 낭만

주의, 서정주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고찰한다. 서상영, 「노춘성의 ‘시문학’ 연구」(박

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5) 참조. 

229) 노춘성, 「슈르레알리즘 시론: 근대시의 혁명」, pp.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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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골의 초현실주의가 표현의 대상을 현실에 둔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인 심

리 상태에 토대한 브르통 및 아라공 등의 쉬르레알리즘과 대비된다고 설명

했다. 이반 골의 초현실은 현실을 초월한 표현 재료로서 현실을 표현하는 

것, 즉 추상적인 낡은 관념의 논리를 배척하는 새로운 예술적 재료로서 현

실을 조직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초현실은 현실로부터의 자유, 혹

은 현실 너머의 현실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표현하는 방법 혹은 테크닉이었

음을 알 수 있다.  

   김기림(金起林, 1908-미상)은 조약슬, 노춘성과 달리 좀 더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초현실주의를 탐구하여 초현실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시적 방법

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대적 의의에 주목했다.230) 김기림의 문학

론에서 초현실주의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가 영문학자이고 주로 한국문학사

상 모더니즘 혹은 주지주의 시론의 대표주자로서 위치 지워지다 보니 그에 

대한 평가가 주로 영미 모더니즘과 일본 주지주의와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20, 30대에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일본에 유학(1926- 

1930: 일본대학 문학예술과, 1935-1939: 도호쿠제대(東北帝大) 영문과)하

면서 일본 초현실주의자들과 거의 동시대적으로 서구의 초현실주의를 학습

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에 이르

렀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초현실주의가 가진 사회적 대응력을 적극 수용하

여 현실에 대한 비판이 모더니즘 시론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했다는 점, 그

리고 그의 모더니즘론이 문학과 긴밀한 상보관계를 맺었던 1930년대 화단

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은 김기림의 초현실주의론을 주목해 살

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231)  

230) 김기림의 초현실주의 수용에 관련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가 이어

져 오고 있지만, 그의 초현실주의 이해가 기법차원을 넘지 못했으며 그 세계관과 의식

의 이해에는 표피적이었다는 평가가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 가운데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단절과 비약을 보이는 김기림 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효하다는 입장(김유중),

그의 초현실주의를 창작방법론으로 읽으면서도 이를 긍정하는 입장(문혜원), 여기서 더 

나아가 김기림이 유럽 초현실주의 맥락과 의미, 일본 초현실주의가지 비판적으로 사고

하였다는 입장(김진희)이 등장했다. 김유중,「김기림 문학에 투영된 래디컬 모더니즘의 

영향과 그 의의」,『한국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태학사, 1996); 문혜원,

「한국 근대 초현실주의 시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한중인문학연구』17권(2006), 한

중인문학회, pp. 52-55; 김진희,「김기림의 초현실주의론과 모더니즘 연구 I」, 『한국문

학연구』52집(201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pp. 35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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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신흥예술의 수용과 변화를 직

접 체험한 그가 귀국 후 1930년대 초반 발표한 문학론의 많은 부분은 초

현실주의를 그 기저에 깔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초현실주의에 대해 논의한 

평문도 다수이다. 그 가운데 1934년에 발표한 「현대시의 발전」은 그가 

초현실주의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전후의 구라파의 상태와 따라서 정신계의 곤혹, 불안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슈르리얼리즘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슈르리얼리즘 속에는 다

다에게서는 얻어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양자의 구별을 지어

주는 것이며, 전자를 후자의 한 발전으로서 의의를 붙여주는 것이다. 그것

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에의 의욕이다. 그것이 나아가서는 현대시의 혁명

적 방법론으로서 슈르리얼리즘을 낳은 것이다. 정신운동으로서의 슈르리얼

리즘은 이미 그 존재의 시대적, 사회적 근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시의 방

법론으로서의 슈르리얼리즘의 남긴 족적은 너무나 뚜렷하다...내가 오늘 논

술하려는 것도 이미 사멸해버린 정신운동으로서의 슈르리얼리즘이 아니고 

새로운 시의 형태의 발전 위에서 결정적인 영향과 암시를 던져준 방법론으

로서의 슈르리얼리즘이다...슈르리얼리스트는 결코 아름다운 꿈만을 찾지 않

는다. 또한 꿈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꿈 그것의 본질까지 사정없이 분

석하여 꿈의 리얼리티를 탐구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슈르리얼리즘은 구경

에 있어서는 리얼리즘과 접촉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232)

231) 김기림은 1933년 8월 “순연(純然)한 연구적 입장에서 상호의 작품을 비판하며 다독

다작(多讀多作)을 목적”으로 9인의 문인이 결성한 ‘구인회’의 멤버였다. 1925년 결성된 

후 문단의 주도권을 장악해 온 카프가 일제의 대대적인 사상탄압에 의해 그 위상에 결

정적 타격을 입는 등 문단 내외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구인회가 결성되었다. 정지용, 

이상, 이태준, 박태원 등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이 실질적인 주역이 된 이 단체는 낙랑

팔라, 미모사, 제비 등 다방을 순회하며 초현실주의, 퓨리즘, 네오 리얼리즘, 포비즘 등 

서구의 전위사조와 미술, 영화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구인회는 1934년 5월 결성한 서양화가 단체 ‘목일회(牧日會)’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종우, 장발, 임용련, 백남순 등 구미 유학파들과 이병규, 송병돈, 김용준, 길진섭, 이마

동, 황술조, 구본웅, 김응진 등 동경미술학교  출신들이 그 멤버였다. “때를 기다리는 

모임”이란 뜻의 ‘목일회’는 김용준이 주도가 되어 창설한 ‘백만양화회’의 후신 격으로, 

반(反)정치주의와 반(反)아카데미즘 예술관을 견지했다. 두 그룹 구성원들 간의 친분은 

남달라서 김기림은 김형만, 이쾌대, 유영국과 교유했고, 이태준은 김용준, 김주경과, 또 

구본웅은 이상, 오장환과 가까웠다. 기혜경,「1920-30년대 한국근대미술과 문학의 교류

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8); 김미영, 『근대 한국문학과 미술의 

상호작용』(소명출판, 2013), pp. 207-208. 

232)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1934.7.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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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현실주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한 상황에서 태동했으나, 10

여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적 상황이 변했으므로 원래의 정신사적 의미를 잃

어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초현실주의에는 여전히 예술의 혁명적 방법론으

로서 내적힘이 존재하는데 바로 ‘질서에의 의욕’이라고 보았다. 김기림은 

초현실주의의 방법론을 ‘꿈’, ‘미(美)와 추(醜)’, ‘초현실’, ‘자동기술’, ‘언어’, 

‘형태미’, ‘형이상학’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초현실주의가 무의식과 감성 

등의 영역을 ‘질서화’하는 메커니즘과 테크닉에 주목했다.233) 그는 당대 조

선에서 초현실주의 시운동이 유럽이나 일본에서처럼 집단적인 것은 아니었

지만, 외국 시단의 동향에 영향을 받는 조선 시단으로서 초현실주의 수용

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가 ‘시의 사도(師徒)’

라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수련의 연옥’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그가 시

의 언어와 기술, 상상력의 질서화 등 초현실주의가 제공했던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다른 글에서 초현실주의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현대시에 미

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했다. 

첫째로 그것은 시의 제재에 아주 새로운 영토를 제공하였다. 둘째로 시의 

기술에 혁명을 가져왔다. 셋째로 오늘의 시에 별다른 철학을 가져왔다...

무의식이라는 심연을 굽어보면서 거기에 현대라는 이 추한 결과를 낳은 

모든 험상(險狀)한 원인들을 노려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문명의 

통렬한 비판이었던 것이다.234)

그가 초현실주의를 기법 차원에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초현실주의에 내

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예술의 현대문명 비판 기능을 중시했

233) 이 글에서 김기림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한 꿈이 이와 모순된 의식적 활동, 즉 실

재를 초월하고 종합하는 세계라 파악하였다. 그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의미와는 무관한 

무의식의 세계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자동기술법을 창안하였고, 이 방법이 주관적

인 심리상태를 수동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식적으로 꿈을 기술하는 방법

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 김기림은 초현실주의의 언어는 문장의 요소로서의 단어보

다 그 자체의 기호적인 기능을 중시한다고 이해했다. 그가 말한 ‘영상(映像)의 광선’은 

단어와 단어를 결합 혹은 반발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염출(捻出)”하는 것으로 브르

통을 비롯한 초현실주의자들이 제시한 우연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렇게 의미에서 해방된 시가 작가 자신의 주관적 창작물이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선험

적, 보편적 약속과 일치하므로, 정신활동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추구하는 초현실주의는 

형이상학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34) 김기림, 「프로이드와 현대시」, 『인문평론』제1권 2호(1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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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시형식의 혁명이 단순히 문학의 형식적 실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 비판과 이를 토대로 한 현실 질서의 재편

을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

한편의 시는 그 자체가 한 개의 통일된 세계이다...그것은 항상 청신(淸新)

한 시각에서 바라본 문명 비판이다. 그래서 시는 늘 인생과 같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단지 소비체계에 속한 향락적인 장식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인생에 향하여 움직이는 임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시는 문화 현

상 속에서 한 개의 가치 형식으로서의 위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또한 당연히 영광있는 그것의 위치에 향하여 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에 나타나는 현실은 단순한 현실의 단편은 아니다. 그

것은 의미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이 전체문명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

서 파악되어서 언어를 통해 조직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의미적인 현실

이라고 한 것은 현실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것은 현실의 

한 단편이면서도 그것이 상관하는 현실 전부를 대표하는 부분이다.235)

시에서 다루어지는 현실의 단편을 통해 사회적 현실의 본질을 볼 수 있으

려면 무엇보다 시인의 독자적인 시각과 의식이 필요하다. 김기림은 이에 

대해 “진짜 리얼리티란 우리들이 날마다 접촉하고 있음으로써 기계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운 각도로써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인은 언제든지 그 자신이 각도(角度)를 준

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각도를 변화시키고 이동시킬 줄 도 알아야 할 것”

이라면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236)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질서에의 의

욕’의 토대가 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작(詩作)에 있어 소위 ‘주지적(主知的)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37)

   김억(金億, 1896-?)의 상징주의 수용 이후, 시작에 있어 주관성이 강조

된 서정시가 폭넓게 전개된 당시 조선 시단에서, 감성과 주관을 강조하는 

235) 김기림, 「포에시와 모더니티」, 『신동아』 제3권 7호(1933.7).

236) 김기림, 「각도의 문제」, 『조선일보』, 1935.6.4.

237) “시인은 시를 제작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시인은 한 개의 목적=가치

의 창조로 향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된 가치가 시로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소박한 표현주의적 방법에 대립하는 전연 별개의 시작상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주지적 태도라고 불러 왔다...시는 우선 지어지는 것이다. 시적 

가치를 의욕하고 기도하는 의식적 방법론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김기림, 「시작(詩

作)에 있어서의 주지적 태도」, 『신동아』 3권 4호(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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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 시를 넘어 주지적 태도를 강조한 김기림의 논지는 새로운 시창작

의 태동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238) 감성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질서

화하려는 의욕은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앞 장에

서 살펴본 일본『시와 시론』의 아베 토모지와 하루야마 유키오의 주지주

의와 교집합을 갖는다. 아베 토모지는 무한성, 신비성, 즉 무의식의 심연이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방법

이 ‘주지’라 하였고, 하루야마 유키오는 시를 쓴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쓰는 방식을 ‘발생적’ 방법으로 부르고 방법을 의식해가며 쓰는 것을 ‘비판

적’ 방법이라 부르면서 주지적 시론의 핵심은 시의 기술이며 방법론인데, 

이 방법의 바탕이 바로 ‘주지’라고 강조했다.239) 시는 제작되는 것, 자연발

생적으로 시인의 감정이 노래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는 이들의 주장은 김기림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김기림은 아베 토모지나 하루야마 유키오와 달리 시를 통해 의

미있는 ‘현실’의 질서를 재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기림은 브르통이 아

닌 르베르디가 견지했던 순수-초월 관점을 수용하여 현실적인 의미를 전

혀 담지 않은 순수시를 초현실주의 시로 이해한 니시와키 준자부로의 자장

(磁場) 내에 있었던 일본의 주지시론이 시적 형식문제로 귀결된 것과 달리, 

끊임없이 “단순한 외적 형태미에 편향하는” 형식주의를 경계했다.   

238)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일본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영문과 중퇴한 김억은 『태서문

예신보(泰西文藝新報)』에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번역하고 소개(1918)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역시집『오뇌의 무도』(1921), 최초의 창작시집 『해파리의 노래』

(1923)를 발간했다. 김찬영이『오뇌의 무도』에 축시를 쓰고 장정했다. 안서의 상징주

의 시 수용에 관해서는 김진희, 「근대 문학의 場과 김억의 상징주의 수용」,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8권 1호(200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p. 334-357 참조. 

239) 일본의 주지주의는 영미 문단의 주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1차 대전 이후 기존 문화

와 전통을 부정하는 탐미주의 또는 주정주의(主情主義)의 감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성

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고 유럽문명의 전통을 재생하며, 정신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

는 발생한 문학적 태도가 주지주의이다. 영미의 주지주의는 일본과 달리 현대문명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다. T.S.엘리엇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진

희는 김기림의 문학론이 하류야마 유키오의 선언적이고 비유적인 이론보다는 영문학자

였던 아베 토모지의 논리적이고 정치한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았다. 김진

희, 「김기림의 초현실주의론과 모더니즘 연구 I」, pp. 378-383; 박용택,「한일 모더

니즘시의 비교문학적 일고찰」, 『일어일문학 연구』29집(1995), 한국일어일문학회, pp. 

259-287; 히라노 겐,『일본 쇼와문학사』, 고재석 외 역(동국대출판부, 2001), pp. 

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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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강조

는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김기림이 견지한 입장이었다. 그는 「현대시

의 발전」 이전에 이미 초현실주의를 소개한 바 있는데, 이때에는 다소 비

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240) 그는 초현실주의가 “개인의 시각의 창으로 

그 자신의 개인의 형이상학적 정신을 바라보려”하는 ‘주관의 예술’로 보편

성을 결여하고, 또 초현실주의자들이 새로운 포에지를 찾으려 노력은 했으

나, 자신 파괴가 목적의 전부인 다다의 한 경향으로서 “단어와 단어 상호

간의 충돌, 반발 등 인공적 교호(交互)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델리케이트한 

쎈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었다.241) 김기림이 보기에 초현실주의자들

은 다다의 파괴에만 시종하지 않고 새로운 포에지로 도달하려고 노력은 했

으나, 그들이 결국 의존한 것은 ‘꿈’과 ‘자살’로, 그들이 꿈의 세계에서 축

조한 에펠탑은 현실적 세기의 건설과는 전혀 무관하고 무의미했다. 따라서 

그에게 루이 아라공이 인터내셔널 위원으로 선출된 것과 같은 일(“초현실

주의가 코뮤니즘에 접근”하는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242) 그에

게 이러한 의외의 전환은 새로운 갱생(更生)의 가능성이 아니라 미래파가 

무솔리니 파시즘 국가의 충실한 개가 된 것처럼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

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초현실주의에 

대한 부정 혹은 거부라기보다는, 유럽의 아방가르드가 현실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상실하고 오히려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거나 생산적인 대답을 내놓

지 못하고 하나의 양식이 되어버린 것에 총체적 비판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43)      

240) 홍지석은 김용준이 초현실주의가 ‘정신적’이기에, 즉 현실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긍정한 

반면, 김기림은 초현실주의가 현실에서 떠났기에 이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그의 이러한 

판단은 김복진의 ‘건설’에 대한 지향이 정현웅의 초현실주의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

여주는 가운데 짧은 단락을 통해 이뤄졌다. 그가 김기림의 초기 글(「현대시의 전망」

(1931))만 참고함으로써 김기림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지석,「1930년대의 초현실주의 담론」, p. 16.  

241) 김기림, 「시의 기교, 인식, 현실 등 제문제」, 『조선일보』, 1931.2.11.-2.14; “이완

골, 브르통, 스포, 아라공 등에 의하여 창도된 초현실주의 혁명도 결국 다다의 자기 파

괴 작용의 상속에 불과하다.” 김기림,「현대시의 전망: 상아탑의 비극: 샤포에서 초현실

까지」,『동아일보』, 1931.8.5.

242) 김기림, 「현대시의 전망: 슈르레알리즘의 비극」, 『동아일보』, 1931.8.7.

243) 장인수는 김기림이 이상(李箱)을 가장 뛰어난 초현실주의의 ‘이해자’로 소개하면서 초

현실주의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전환’했다고 주장한다.「현대시의 발전」에서 

그는 이상의 시가 낭만주의나 상징주의의 감격, 애수와 대비된다고 하면서, 이상이 초현

실주의의 “가장 현저한 방법상의 특색인 형식에 대한 추구, 즉 가시적인 그리고 가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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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김기림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초현실주의론

을 내놓은 이는 ‘삼사문학’의 동인 이시우(李時雨, 생몰년 미상)였다. 이시

우는 김기림과 이상을 제외하고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관심이 신흥사조 소

개 차원에 머물고 있던 1930년대 중반, 초현실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창작의 방법론으로서 직접 구현하고자 등장한 일군의 청년 작가

들 중 한 명이었다. “새로운 예술로의 힘찬 추구”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삼사문학’의 주축이 되었던 이들은 이시우 이외에 같은 연희전문학교 출신 

신백수(申百秀, 1915-1946), 조풍연(趙豊衍, 1914-1991)과 화가 정현웅

(鄭玄雄, 1911-1976)이다.『삼사문학』은 1934년 9월 창간되어 1937년 

1월 6집을 마지막으로 폐간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전하는 것은 5집까지

이다. 동인 중심의 문예지를 표방한 『삼사문학』은 본격적인 초현실주의 

동인지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예술적 성향을 지닌 각 장르의 

문인들의 글을 실었고, 표지화 및 삽화 제작에 정현웅, 김환기, 길진섭, 신

홍휴 등이 참여했다(도 42).244) 삼사문학은 ‘이상의 에피고넨’(김윤식)이라 

불릴 만큼 문학사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1990년대 이래로 한국 초현실

주의 시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로써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총체적으로 재평

가하려는 목적에서 재조명받고 있는 단체이다. 

   삼사문학이 집단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초현실주의 운동의 태동으로 재조

명되는 데에는 이시우의 역할이 크다. 삼사문학 연구자들은 그가 3집(1935)

에 발표한「절연(絶緣)하는 논리」와 5집(1936)에 발표한「SURREALISME」

을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초현실주의 평론으로 간주한다.245) 이 두 텍스트에

(可聽的)인 언어의 외적 형태에는 얼마 비약적 실험을 하지 않고 그보다도 오히려 언어 

자체의 내면적인 에너지를 포착하여 그곳에서 내면적 운동의 율동을 발견”했다고 보았다. 

김기림은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영미계 모더니즘 시론을 연구한 후, 더 나아가 이상을 “가

장 우수한 최후의 모더니스트”로 평가함으로써 초현실주의를 자신이 지향한 주지주의적 

모더니즘의 기획에 포용하게 된다. 장인수,「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pp. 38-39.

244) 1집(1934)에서 3집(1935)까지는 다양한 장르와 사조의 글들(시, 시조, 소설, 시평론, 

미술평론 등)을 싣고 있어 종합문예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이 창간호부터 초현실주의

를 지향하지 않았음은 신백수의 선언문(“모딈은 개개(個個)의 예술적 창조행위의 방법통

일(方法統一)을 말치 않는다.”)에 잘 드러나 있다.『삼사문학』이 초현실주의 동인지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이시우가 3집에 「절연하는 논리」를 발표한 이후 4집부터라 보

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병기는 일본 유학 중 방학 때면 귀국하여 서울에서 이시우, 신

백수와 어울렸음을 회고했다.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경

에서 초현실주의에 매료된 김병기가 초현실주의 경향의 문예지를 만든 그들과 교유하면

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윤범모, 『백년을 그리다』, p. 195. 

245) 이시우는 이 평론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경향의 자작시 「アールの悲劇」,「第 一人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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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가 기본적으로 취한 입장은 ‘문학의 현실성’이 곧 ‘초현실주의’로, 이

는 ‘경험’, ‘감각’, ‘직관’, ‘사상(思想)’의 현실성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정

한 현실성이라는 것이었다.246) 

정신에 관계없는 세계, 환언하면 허무(虛無)의 세계의 가설(假說), 정신의 

기호(記號)인 개념으로서 인식하는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에 지나지 않는

다. 자연 그 자체의 절대(絶對)의 세계, 완전(完全)의 세계의 가설이야말

로 완전한 자연, 절대의 자연이라는 슐레알리즘의 본체설(本體說)이다.247)

문학과 현실을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로 간주했던 이시우는 시의 질서뿐만 

아니라 현실의 질서를 동시에 강조했던 김기림의 주장을 통속적이고 현상

학적이고 인류학적이라고 보고 강하게 비판한다.248) 현실세계를 뛰어 넘는 

절대의, 완전한 세계로서 자연 개념은 브르통보다는 르베르디의 순수-초월 

개념, 이반 골의 초자연 개념, 그리고 이 둘을 수용한 니시와키의 초현실

주의론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249) 1930년대 초중반 한국 시단을 풍미

詩」,「續」,「昨日」,「房」등을 『삼사문학』에 발표했다. 이외『삼사문학』에 발표된 초현

실주의 경향의 시로는 신백수의 「12월의 腫氣」,「Ecce Homo 後裔」,「잎사기가 뫼는 心

理」, 한천의 「잃어버린 眞珠」, 「프리마돈나에게」, 「단순한 鳳仙花의 哀話」, 「城」,  

이상의 「I WED A TOY BRIDE」 등이 있다. 

246) “민중시가 ‘푸로레타리아’ 시로 변화한 것을 우리는 시의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상으로서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문학의 현실성을 배기하고, 사상의 현실성으로 나아간

다. 사상의 현실성으로 나아가는 운동은 문학의 현실성인 초현실주의를 부정하고 자유

시를 거절하고 발생적인 ‘노래를 부르는 시’에까지 퇴화하는 운동이다.” 이시우,「절연하

는 논리」,『삼사문학』3집(1935), 간호배 편, 『원본 三四文學』(이회문화사, 2004), 

pp. 160-165. 

247) 이시우, 위의 글.

248) “요컨대 감성을 심리적으로 본다는 것은 한 개의 주지(主知)의 작용이지만, 김씨는 우

리들이 감성을 심리적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메이지의 단편적 결합이니 

인상주의니 주관의 무어니 하야 자기는 객관주의를 주창하시는 것 같으나, 내가 먼저 

말한 주지의 작용이야말로 순수하게 객관적인 작용이며, 나는 여기서 김씨의 객관에 대

한 사고의 통속적인 점을 지적하고 싶다...김씨는 객관이라는 말을 주관에 대하는 객관, 

즉 현실(광범위로는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를 포함함)으로서 현상학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으나, 내가 말한 객관은 객관성이라고 하는 즉 순전히 철학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그

가 말하는 객관의 추구는, 철학적으로는 순전히 주관의 추구에 불과하며, 나아가서는 그

가 만약 그곳에 질서를 요구한다면 이것도 물론 주지의 작용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은 

Anthropology의 문제에 속하므로 문제 밖이다.” 이시우,「SURREALISME」,『삼사문

학』5집(1936), 간호배 편,『원본 三四文學』(이회문화사, 2004), pp. 294-305. 

249) 삼사문학 연구들은 이시우의 초현실주의론과 르베르디, 이반 골, 니시와키의 초현실주

의론을 비교하기보다는, 삼사문학의 주요 동인들의 시를 주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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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문학파의 서정시와 자유시, 프로문학의 강한 계급적 정치성, 김기림

의 전체시 등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한 삼사문학이 지향하는 바는 정신의 

자유, 즉 시적 자유였다.250) 이시우는 구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주지’를 강조했는데, 그의 ‘주

지’는 김기림과 달리 철저히 시적 방법론으로서의 주지였다. 그에게 있어 

‘객관’이란 주체 밖에 따로 존재하는 현실이나 사회가 아니라 시인의 ‘주

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의 ‘주지’ 개념은 자연발생적이고 생리적인 

주관에 심리를 개입시켜 거리를 두는 것으로, 김기림과 같이 객관과 주관

을 의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시우는 “직접적인 정신에 의한 질서의 파괴”가 ‘절연’의 논리로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절연하는 논리란 함께 묶일 수 없는 이미지

들을 함께 병치했을 때 발생하는 충돌과 부조화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인 이미지 간에 단절 정도가 클

수록, 병치된 두 현실 간의 거리가 멀수록 이미지와 시적 현실성은 더욱 

강해진다. 그의 절연의 논리는 르베르디의 이미지론 및 브르통이「초현실주

의 선언」에서 “접근된 두 개의 현실의 관계가 보다 거리가 멀고 적절한 

것일수록 이미지는 보다 강렬해 질것”이라는 이미지론과 경이 개념을 반향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형식으로부터 분리된 심리”가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유의 정신 즉 ‘포에지이’가 현상적 세계에서 혁명을 태동시킬 수 있음을 

부정함으로써 초현실주의를 시형식 안에 가두고 있다.      

절연(絶緣)하는 어휘, 절연하는 「센텐스」, 절연하는 단수적(單數的) 

「이메이지」의 승(乘)인 복수적 이메이지, 절연체와 절연체와의 질서 있

는 승(乘)은 우수한 약수(約數)를 낳은다. 그리고 절연체와 절연체와의 거

리에 정비례하는 Poesie Andecdote의 공간(Baudlaire이 말한 신과 같이 

숭고한 무감각 혹은 moi의 소멸), 이리하야 절연되는 논리에서 스사로 소

설과의 절연은, 포에지이의 순수함은 실현되는 것이다.251) 

   

법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이들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일본

을 매개로 서구사조를 수용한 한국근대예술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50) “정신은, 운동이다. 운동 속에는 무한한 자유와, 그리고 운동 자신은 스스로의 Energie

로서의 Propeller와 같이 운동하지 않는 일체를 분쇄(粉碎)한다. 이것은 진리다.” 이시우, 

「SURREALISME」, p. 301.

251)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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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절연’을 새로운 시창작 방법으로 내세운 이시우가 실천한 것은 

‘산문(散文)으로 쓰기’였다.252) 그의 산문시론은 『시와 시론』의 새로운 

방법론, 형식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 당위성에 

대해 시대적 ‘패션’만 내세워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이시우를 비롯한 삼사

문학의 신인들이 시를 지속적으로 창작하지 않았기에 목적론적인 운동의 

성격은 제대로 개화하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렇지만 삼사문학은 초현

실주의를 하나의 창작방법론으로서 공론화했다는 점, 초현실주의적 방법론

으로써 시적 기교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 전후 초현실주의 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갖는다.253)  

   삼사문학 이후 문단에서 초현실주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멀리 만주에

서 전개된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안정화

되어 청년이나 지식계급의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만주 내 도시로의 이주자

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주자 중에는 염상섭, 유치환 등 문인들도 포함되었

다.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시를 쓸 수 있었던 만주에서 향수(鄕愁)

를 주된 정조로 표현한 시인들과 함께, 만주국 도시 특유의 혼종성과 재만 

조선인의 정신분열적 상황을 초현실주의적으로 표현한 이들이 등장했다. 

청진에서 편집된 『맥(貉)』에서 활동한 김조규(金朝奎, 1914-1990)254), 

252) 그는 산문시야말로 민요시, 민중시, 정형시, 자유시 등 당대 시의 퇴영(退嬰)을 극복

하는 새로운 시라고 주장했다. 산문으로 쓴다는 것은 표현 내용으로서의 현실(現實)을 

산문화를 통해 초현실로 바꾼다는 것, 현실을 낯설게 추상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창작론

으로서 초현실주의 시론을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전개했으나, 그의 창작이 시론과 전적

으로 합치했는가 하는 평가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시의 내용이 되는 현실이 빈약

하다면 초현실적 방법으로 그것을 추상화한다 해도 그 빈약함이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장인수, 『한국초현실주의 시 연구』, pp. 70-76; 또 언어적 방법론만 내세운 초현

실주의는 경이로 독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성 문단의 시보다 낯설고 난해한 언어 

조립으로 새로움을 달성하는 데 그치고 말 수 있다. 이성혁,「1930년대 한국문학의 초

현실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9집(1998), 한국어문학회, p. 354.

253) 장인수, 위의 논문, p. 89; 간호배, 『삼사문학의 초현실주의 연구』(박사학위논문, 아

주대학교, 2000), p. 127; 차영한, 『초현실주의 수용과 ‘삼사문학’의 시 연구』(박사학

위논문, 경상대학교, 2008), p. 152. 

254) 김조규는 1937년 평양에서 결성된 ‘단층(斷層)’의 동인으로, 1930년대 초 프로문학으

로 시단에 등단했으나 점차 유폐된 개인의 내면을 초현실주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모한다. 최재서는『단층』에 대해 “‘심리주의적 경향’ 또는 ‘맑시즘과 프로이드즘의 종

합(綜合)’을 기획하는 경향”라고 말한 바 있다. 이성혁, 「1940년대 초반 식민지 만주의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p. 35에서 재인용. 

   문인으로 구성된 단층파에 유일하게 화가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김병기였다. 그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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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북원(金北原, 1911-1984), 이수형, 신동철, 황민 등 ‘시현실 동인’은 사

회성의 정치성을 탈각한 삼사문학의 초현실주의와 달리 만주국의 파시즘적

인 국가권력을 비판하면서 이를 전복하고자 하는 정치성을 드러냈으나 한

국 근대시사(詩史)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조선문단에 초현실주의를 최초로 소개한 이들은 

해외문학 번역에 주력한 동경유학생 중심의 문인들과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서였다. 프로진영에 의해 비판받고 있었던 전자는 초현실주의의 퇴폐성을 

비난하면서도 초현실주의가 욕망과 의지라는 모순된 것들이 얽혀 파괴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음을, 즉 프로문학과 전혀 다른 언어로 

현실에 관계할 수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했고, 후자는 브르통보다는 르

베르디와 이반골의 사상에 기댔던 일본시단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를 

새로운 시적 방법으로 이해했다. 이들의 소개는 비록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편적이었지만, 초현실주의와 정신분석학, 막시즘과의 관계까지 다루는 

등 당시 화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과 달리 김기림과 이시우는 자신만

의 초현실주의론을 세우고 직접 초현실주의 경향의 시를 창작했는데, 이시

우가 초현실주의를 새로운 시정신과 감각으로 정의했다면 김기림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문명비판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들의 주장이 동시대 시창작과 

회화제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현실에서 정치적 혁명의 가능성을 

직접 시도하는데 이르지 못했지만, 새로운 예술언어와 시대정신으로서 초

현실주의의 의미를 일깨우는 데 일조했다 하겠다. 

경 유학 중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 고향 평양에 돌아와 있으면서 최명익, 김이석, 유항

림 등과 함께 『단층』을 창립하고 문학수, 이범승과 함께 표지화와 삽화를 그렸다(도 

43). 단층 동인들은 독서나 영화감상 등의 체험을 공유하고 상징주의, 입체주의, 초현실

주의 등 국내외 새로운 예술 경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통의 예술관

을 형성해 나갔다. 단층파는 문학관을 직접 표방하지 않고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예술적 

경향을 암시했는데, 현대성을 ‘정신적’으로 추구하고 ‘직관’과 ‘우연’을 매개로 ‘합리성 너

머의 진실’을 표현하고자 했다. 윤범모, 『백년을 그리다』, pp. 99-109; 졸고,「김병기: 

감각의 분할」, 『김병기: 감각의 분할』(국립현대미술관, 2014) p. 12;  박성란, 『단

층파 모더니즘 연구』(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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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단에서 전개된 초현실주의를 둘러싼 논의와 수용 양상

   초현실주의에 대한 소개와 관심이 문단에서는 1930년대 초중반에 활발

히 진행되었다면, 화단에서는 동경에 유학하면서 이과, 삼과, 독립미술협

회, 미술문화협회, 자유미술가협회 등의 활동을 목도하거나 동참한 화가들

에 의해 193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920년대 초, 1차 세계대

전을 전후하여 등장한 표현주의, 다다,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 등이 

‘신흥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그 수용 당위성과 방향성이 끊임없이 

논의된 사실을 고려하면, 초현실주의 소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실 1920년대 중후반부터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순수, 전위, 프로 진

영 간의 뜨거운 논쟁, 전통에 대한 부정과 긍정, 향토색과 정체성 논의 등 

근대기 주요 미술담론과 관련된 여러 평문과 기사에 종종 등장했다. 

   비록 담론으로 또는 예술운동으로 발화되지는 못했지만, 초현실주의가 

내포한 부정정신, 또 다른 차원의 현실, 또 다른 방향의 건설, 새로운 형식

과 방법론 등에 대한 미술가와 평론가들의 호기심, 공감뿐만 아니라 저항과 

부정은 이문화 수용이라는 피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근대

미술의 면모를 좀 더 면밀하고 다양하게 제시해 준다. 담론에서 드러난 목소

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 혹은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인

데, 왜냐하면 이것이 주요 담론을 관통하는 현실적 감각과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계급의 문제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 

식민지와 피식민지라는 부조리한 역사적 조건, 주관과 객관에 대한 시각의 차

이, 전통에 대한 태도, 이질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의 사상, 예술의 제

요소들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비균질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절의 두 파트는 미술담론에 드러난 초현실주의를 둘러

싼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1)에서는 1920년대 중후

반-1930년대 초 김용준과 프로미술 진영간의 대립 속에 드러난 초현실주

의에 대한 화단의 인식을 검토한다. 신흥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

지만 결승선을 넘은 것은 소박한 리얼리즘을 뛰어넘는 예술을 촉구했던 김

용준이 아니었다. 이는 초현실주의가 ‘도덕’과 ‘건설’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조선화단에 뿌리내리기 힘들었던 여건을 암시한다. 이어 (2)에서는 1930년

대 중후반-1940년대 초 전위의 맥락에서 초현실주의를 소개한 동경 유학

생들과 보수적인 순수회화론자들간의 대립 속에서 초현실주의의 담론적 수

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전위론자들은 고전과 전위를 동일시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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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담론을 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했지만 전시체제가 강화되자 조선땅에

서 자신의 담론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나마 전위를 조형적으로 실험할 수 있었던 곳은 동경에서였다. 일제

의 검열이 강화되고 보수적인 조선 화단의 분위기 속에서 기괴하고 퇴폐한 

것으로 간주된 초현실주의 미술은 실천되기 어려웠다. 때문에 초현실주의

적 경향은 상대적으로 조선보다 제약이 덜했던 일본에 머물던, 즉 1930년

대 중후반 일본화단에서 한창 유행하던 초현실주의를 직접 목도하고 이과

회, 독립미술협회, 미술문화협회, 자유미술가협회(창작미술협회) 등 재야미

술단체를 무대로 활동한 유학생들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은 경성을 중심으로 서구화=근대화된 제국의 수

도 동경을 선망하면서 그 모던한 풍조를 재생산하여 물질중심의 모더니티

가 점차 일상화되고 이로 인한 생활양식과 감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경성이 박람회, 백화점, 카페, 극장 같은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엮어진 소비

형 대도시로 변모하면서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새로운 감수성과 변화를 

주도했고, “에로-그로-넌센스”는 통속적인 모던 취향의 첨단을 선도하는 

감각이 되었다.255) 계급적 이데올로기로는 포착되지 않는 미묘한 욕망의 

움직임과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공존하고 경쟁하면서 근대적 대중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핵심에 “에로 그로 넌센스”라는 감각적 자극이 놓여 있었

고, 1930년대 문학과 미술에도 이에 대한 매혹과 더불어 그것을 뛰어넘고

자 하는 예술적 상상력이 약동하고 있었다.256) 백만양화회를 설립하면서 

김용준이 언급한 ‘기괴(奇怪)’, ‘신경쇠약’, ‘세기말적 퇴폐성’에의 갈망은 

이러한 감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신기하고 기괴’한 것이 지니

는 위험성에 대한 순수회화론자의 경고와 환멸은 이러한 감수성이 대중문

화의 경계를 넘어 순수예술에까지 풍미하게 되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감

수성은 캔버스보다는 주로 종이(문학과 사진, 그리고 삽화, 표지화 등 인쇄

255) 일본의 대중문화가 1930년대 『별곤건』등 매체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에로’는 에

로티즘, ‘그로’는 그로테스크를 줄인 말이다. 조선의 미디어는 그로테스크를 ‘괴기’로 번

역했다.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살림, 2005); 김진송, 『현

대성의 경험: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연구, 1999) 참조.

256) 일례로 오장환의 시론에는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문학에 대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으나 

시에는 문학적 신념의 실천과는 또 다른 감각이 표출되었다. 오장환은 급속하게 진행되

는 자본주의 문명의 현장에서 이의 기괴함과 놀라움을 기술하기 위해 “에로 그로 넌센

스”를 시적 전략으로 삼았다. 이에 관해서는 김용희,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풍경에 대

한 내면의식과 시적 양식의 모색: 1930년대 오장환의 경우」, 『한국문학논총』 43집

(2006), 한국문학회, pp. 2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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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위에서 자유로이 표출되었다(도 44-45).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일제는 식민지의 정치활동

뿐만 아니라 사상검열을 위해 모든 텍스트를 장악하고 통제했다. 신문, 잡

지 등 인쇄물에 대한 일제의 검열은 이미 조선 말기 을사보호조약 이후부

터 실시되었는데 이미 합방 이전의 출판법(1909) 항목에 ‘도화(圖畵)’가 포

함되어 있었고,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진 1920년대 후반부터는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중심으로 검열제도가 체계화되면서 미술에 대한 검열이 본

격적으로 시행되었다.257) 1930년대에 이르면 누드화가 이미 하나의 예술

장르로 정착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조차 여성 누드화

에 대한 검열조치가 강화될 정도였다.258) 도시화, 근대화와 병행하여 노골

화된 파시즘적 폭력은 1931년 발발한 만주사변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예술

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파괴했다. 

   일제는 여기에 대동아공영을 더해 서구적 근대와 타락한 물질주의의 위

기를 ‘동양정신’으로 ‘갱생’시켜 ‘신동아’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상하

고 식민지 조선이 그 일원으로 기능하기를 강요했다. 동양성이 근대초극의 

가능성으로 부각되면서 동양적인 것은 전근대적, 원시적, 비합리적, 비이성

적인 것과 동일시되었는데 이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내재화한 것에 다

름 아니었다. 미술에서는 소재와 형식 차원에서 ‘동양적인 것’, ‘조선적인 

것’, ‘향토적인 것’을 도입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에 젊은 세대는 한편으로

는 이국취향과 지방색론을 경계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에 의해 인식되기 

시작한 향토주의를 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양가

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259) 원시에 대한 동경과 도시화, 자본주의화 과

257) 1927년 소위 카프의 방향전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개인적인 경향’에서 ‘집단적 의

식’으로 전환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검열이 강화되었다. 일본 본토에서 무정부주의적 사회

주의 입장을 취한 전위예술운동 그룹인 마보를 이끌었던 무라야마 토모요시의『프롤레타리

아 미술을 위하여 プロレタリア美術の爲に』등 ‘좌파적’이고 ‘전위’와 관련된 인쇄물과 작품

은 철저히 검열의 대상이 되었고, 조선에서는 그 ‘불온성’으로 인해 소개되는 것조차 허용되

지 않았다. 일본 본토에서의 검열기준과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안녕질서(치안)’과 ‘풍속’을 유

지한다는 이유로 많은 문화예술 텍스트와 작품이 검열되었다. 1, 2차 세계대전 사이 독일사

회의 퇴폐적 분위기를 묘사한 좌파적 표현주의 작가 그로츠(Georg Grosz)의 『예술의 위기 

藝術の危機』같은 서적도 치안 항목으로 처분될 정도로 총독부의 미술검열이 꽤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정형민,「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한국문

화』39권(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소, pp. 203-226 참조.

258) 1933년 제12회에서 처음으로 출품작에 대한 검열조치가 이루어졌다. 배홍철, 「검열

이 예술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 1920년대 여성나체화 수용과정을 중심으로」(석

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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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현된 새로운 감수성은 식민지 근대의 양면과도 같았다. 

   (3)부터 (6)까지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미술가들의 시대인식을 바탕

으로 미술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에

서는 전통에서 전위의 길을 발견한 화가들, 즉 문학수, 이중섭, 송혜수, 진

환 등 신미술가협회원들의 작품세계에서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검토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신화적 상상력과 고대, 원

시에의 동경을 시적, 상징적 언어로 표출했다. (4)에서는 미술문화협회에 

참여한 조선인 김종남과 김하건의 작품을 살펴본다. 이들 역시 고대, 원시

에의 동경을 회화의 주제로 삼았지만, 신미술가협회에서 보이는 민족적 특

성은 보이지 않는다. (5)에서는 전후 대표적인 기하학적 추상화가로 알려

져 있는 유영국의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마지막으로 

(6)에서는 리얼리즘의 거장으로 불리는 이쾌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초현

실주의적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1) ‘다다’에서 ‘카프’로의 길 너머

   

   사회주의 사상이 고취되자 신흥미술은 다다,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성

주의 등 부르주아의 향락적 미술이 아닌 “무산자 계급 해방에 필요한 투쟁

적 예술”인 프로미술, 즉 프롤레타리아 미술로까지 외연을 확장했다.260)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30년대는 ‘신흥’과 ‘전위’에 대한 대중적 상상력이 

확대된 시기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고민과 실천은 “다

다이즘에서 카프로의 길”(김윤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 전위 아

니면 미학적 전위라는 이분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성적(多聲的)인 

경험들과 공존했다. 비록 미술운동과 담론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어도 초

현실주의 미술 역시 예술가들의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과 지성으로 삶 속에 

수용되었다. 카프 내에서도 극좌적(極左的) 태도를 취했던 소설가 김남천

(金南天, 1911-1953)이 카프가 해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경성 거리를 

순례하며 쓴 글에서 보여준 초현실적 감각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가 자신이 사는 경성의 후미진 지역의 비좁고 지저분한 풍경을 “삼

259)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 p. 186.

260) 박영희, 「신흥예술운동의 초기-문예운동 창간에 재하야」, 『조선일보』, 19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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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三科)의 미술품 같고 초현실파의 회화” 같다고 묘사한 점은 예사롭지 

않다.261) 우리는 여기서 벤야민이 말한 ‘범속한 각성’, 즉 일상을 비밀로 

만들고 그 비밀을 일상 속에서 재발견하는 “변증법적 시각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262) 

   문단에서 초현실주가 카프가 지향한 정치적 전위와 구인회가 지향한 예

술적 전위라는 양 극의 사이와 주변에서 끊임없이 상호침투하며 발생한 것

과 유사한 현상이 화단에서도 발생했다. 조선 화단에서 처음으로 ‘초현실

주의’를 언급한 이는 김용준(金瑢俊, 1904-1967)으로, 그는 동경에서 ‘백

만양화회’라는 단체를 만든 이유와 목적을 명시하는 가운데 초현실주의를 

거론한다.263) 김용준이 초현실주의를 소개하지 않고 단순히 언급하기만 한 

이 글을 발표한 시기는 그가 한창 동경 유학중(1926-1931)이었고 조선에

서는 문단에서조차 초현실주의가 소개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가 

‘초현실주의의 금일(今日)’이라 칭한 동시대는 경성의 동시대가 아니라 파

리와 동경의 동시대였다. 식민지-근대라는 시공간 인식에 있어 지식인의 

내적 균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단개조」(1927.5),「무산계급회화론」(1927.5), 「프롤레타리아 미술

비판」(1927.9) 등을 통해서 야수주의, 표현주의, 다다, 미래주의, 입체주

261) “다섯 평도 안되는 세모 혹은 네모난 땅조각에 대문과 마조 서서 변소가 잇고 그 엽흐

로 장독대 물독 나무후간 그리고 두 줄 세 줄 가로세로 매여 노흔 쇠줄에는 명태가티 꿋

꿋한 와이셔츠의 팔대기다리를 꺽겨서 매여달닌 부인네의 속옷 중의 심지어는 방 걸네조

로-스 구멍 뚜러진 양말 三科의 미술품 같고 초현실파의 회화 가튼 지저분한 풍경-골목

에서 졸망구니 아해들의 재재거리는 소리를 귀를 막을 듯이 피하여 들어오는 내 집 대문

에서 문턱을 넘어서자...” 김남천, 「얼마나 자랏슬가 내 고향의 ‘라이락’」, 『조선일보』

(1935.6), 손유경,「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1)」『한국현대문학연구』41집

(2013), 한국현대문학연구 2013년, p. 436에서 재인용.

262) ‘세속적 계시(profane Erleuchtung)’란 벤야민이 종교적 깨달음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지상의 깨달음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으

로, “독서하는 자, 사유하는 자, 기다리는 자, 거리 산보자, 아편 복용자, 몽상가, 도취된 

자와 마찬가지로 각성한 자의 유형들”이다. 발터 벤야민,「초현실주의」, pp. 164-165. 

263) “우리들 가운데에는 피카소의 카멜레오니즘도 있다. 샤갈의 괴기(怪奇)한 노래와 루오

의 야수성의 규환(叫喚)과 그리고 블라맹크의 고집이 있으며 또한 라파엘로의 침정(沈

靜)이 있다. 때로는 쉬르리얼리즘에 악수할 것이오, 때로는 포비즘에 약속할 것이다. 우

리들은 어떠한 표현양식에 포니(抱泥)됨이 없을 것이요, 또한 여러 종류의 표현양식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적 표현양식이란 가장 보편성이 없는, 부유부지소

구(浮遊不知所求)의 두루뭉수리의 사생아일 것이다. 다만 우리들의 주조(主潮)는 극도로 

신경쇠약적이요, 또는 세기말적 퇴폐성이 농후할 것이다.” 김용준, 「백만양화회를 만들

고」, 『동아일보』, 193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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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주의 등 서구 전위사조를 더욱 빨리, 많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조

선적인 전위미술을 창작할 것을 요구해 온 그는 동경 화단에서 한창 부상

하고 있는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전율감’과 ‘공포감’으로써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고 부르주아로 하여금 증오성과 공포를 느끼

게” 만드는 반동적인 ‘프로파 예술’ 즉 ‘의식투쟁적 예술’의 가능성을 발견

하고, 조선이 수용해야 할 전위미술 목록에 초현실주의를 추가했다.264) 

우리는 죄악과 위선으로 충만한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현대에 반역(反逆)

하자. 현대인 부르주아지를 적시(仉敵視)하자. 그들의 인류애와 연민을 무

기로 삼는다면 그 가면과 도덕과 허구적 선(善)을 매도하자.

   김용준이 제시한 ‘프로파 미술’은 김복진(金復鎭, 1901-1940) 예술론과 

‘反부르주아’라는 목적의식은 공유했으나 예술적 태도와 실천 방법은 달랐

다. 김복진은 미래주의, 입체주의 등이 현대과학에 기초를 세우고 신비적 

혹은 고전적 이상주의를 파괴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근대과학에 매

혹’된 이들은 결국 부르주아의 것으로 무질서와 과학만능, 그리고 사상적 

기초가 허약한 조건에서 ‘말초신경의 발달’에 따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을 가진다고 비판한다.265) 신흥미술에 계급적 요소를 요구한 김복진은 

생활을 소박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민중미술이 아니라 작가가 현실을 통

찰하여 부정적 측면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민중미술을 지향했다.266)  

   동경에서 데카당하고 파괴적인 신흥예술의 세례를 받은 김용준에게 식

민지 상황이라는 숙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술이었다.267) 

그 대안공간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부정해야하는 건 당연한 수

264) 김용준, 「무산계급회화론」, 『조선일보』, 1927.5.30-6.5.

265) 김복진, 「신흥미술과 그 표적」, 『조선일보』, 1926.1.2.

266) 최열, 『한국근대미술 비평사』(열화당, 2001), p. 101. 

267) 이론뿐만 아니라 김용준이 녹향회(綠鄕會) 창립전(1929)에 출품한 작품은 <이단자와 

삼각형의 인간>라는 제목부터가 데카당하고 전위적이다. 이태준은 다음과 같이 이 작품

을 묘사했다. “김씨의 <이단자와 삼각형의 인간>...그 구성이 칸듼스키의 제3기를 생각

하게 하얏스나 씨는 결코 자기를 잊지 안혓다. 모든 서양미술을 연구하며 그 속에서 마

음에 가까운 작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들에게 끌리여가지 않고 어대까지든지 자화상이

다. 이단자(異端子)의 그 놀아움과 두려움으로서 이 현실을 생각하며 미지의 세계를 찻

고 있는 그 대우(大愚), 그 결연함이 작가의 얼굴 작가의 기분 작가의 성격을 생각게한

다. 이단자의 머리 위에 붕어 한 마리를 그린 것도 이단화가의 솜씨다. 시간과 공간의 

관념은 통쾌스럽게도 모욕을 당하고 말앗다.” 이태준, 「綠鄕會畵廊에서(四)」,『동아일

보』, 192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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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다. 이 점에서 막시즘을 무기로 식민지-자본주의 ‘너머’를 꿈꾸던 프

로 예술가들과 동일한 기표를 사용했지만, 아나키즘을 표현주의 미학의 사

상적 기초로 이해했던 김용준은 이데올로기(유물론)에 종속된 예술에 철저

하게 반대했다.268) ‘파괴’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아나키즘은 막시즘과 접속 

가능하지만, 그는 “의식적 투쟁을 위한 도구”로서의 예술을 거부하고 ‘주

의’나 ‘이념’ 차원을 넘는 “잠재의식적 정서의 절대산물”로서의 예술을 지

향했다. 김용준이 내세운 ‘예술의 자율성’이란 현실을 떠난 순수예술, 즉 

피안(彼岸)의 미적 행위 혹은 가치가 아니라, 예술적 실험을 통해 기존의 

관습을 파괴하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했다. 

   흥미롭게도 “어떻게 우리는 계급예술의식을 고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기교보다도 먼저 프롤레타리아 의식에서 출

발한 의력적 표현적 내용을 가진 작품의 산출”269)을 기대하겠다던 김용준

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취할 조선의 예술은 서구의 그것을 모방하는 데 

그침이 아니요, 또는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설명하는 그

것도 아니요, 진실로 향토적 정서를 노래하고 그 율조를 찾는 데 있을 

것”270)이라면서 ‘향토성’이나 “전통과 고전의 재음미”를 현대미술의 중요

한 화두로 강조하기 시작한 때는, 마침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제2선언을 발

표하면서 혁명적인 막시즘을 끌어안고 공산주의에 흠뻑 경도된 무렵이었

다. 그런 브르통이 1938년 멕시코에서 트로츠키를 만나 사상적으로 전향

하고, 1950년이 지나서야 “초현실주의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식한 것은 

아나키즘의 흑경(黑鏡) 속에서였다”라고 고백한 사실은 그의 막시즘이 실

은 서구 자본주의와 합리주의, 부르주아적 도덕성, 미적 규범 등에 대한 

저항 및 파괴와 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아나키즘과 혼합된 개념이었

음을 암시한다.271) 김용준은 비록 초현실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아나키스트

268) 김용준은 사회주의적인 예술인 구성주의와 무정부주의적 예술인 표현주의, 다다이즘 

등의 반동예술을 구분하며, 부르주아에 대한 도전과 사격을 목적한 의식투쟁적 예술인 

후자에 자신이 공명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가 기하학적 구성 일색이어서 일반 

민중이 하등의 미적 감흥을 느낄 수 없는데 반해, 후자는 “우리의 눈과 감각에 직각적

으로 충동을 주는 것”으로 무산계급 회화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김용준, 「화단개조」, 

『조선일보』, 1927.5.18-5.20.

269) 위의 글.

270) 김용준, 「동미전을 개최하면서」, 『동아일보』, 1930.4.12.

271) 초현실주의의 정치성(막시즘, 아나키즘)에 관해서는 Michael Lowy, Morning Star: 
Surrealism, Marxism, Anarchism, Situationism, Utopia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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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로 예술의 자유와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추구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용준이 하나의 예술사조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해방을 추구한 초현실주의

에 매료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유학 시절부터 김용준이 보여준 상실감과 우울함의 정서, 혹은 낭만주

의적 공포와 비극성에 대한 선호는 그와 초현실주의를 잇는 또 하나의 고

리가 될 수 있었다.272) 그러나 그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키

워나가지 않았고, 1930년대 말에는 “묵은 것을 자기 예술에까지 옮겨 놓

는 작품”이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라면서, 미래파, 입체파, 표현파마

저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매너리즘에 빠졌고 심지어는 금세기 화단을 휩

쓰는 포비즘과 초현실주의조차도 “지금 우리에게 하등의 신선한 미감을 일

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부하게 보인다”고 비판하기에 이른

다.273) 이 텍스트가 초현실주의가 파리에서는 이미 역사화되고, 일본에서

는 파시즘에 의해 탄압받기 시작할 무렵 발표되었음을 고려하면 김용준의 

평가는 일견 당연해 보인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이 

김용준의 비평적 지향점이 이동하게 된 이유다. 이는 김용준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조선 화단에 초현실주의가 수용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용준이 「백만양화회를 만들고」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김복진과 함

께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론을 주장한 정하보(鄭河普, 1907-1941)가 김용

준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김용준에 대한 카프계의 부정적인 

대응은 계속되고 ‘신흥’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김용준 홀

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화단의 상황에서, 다다를 이은 아나키즘 미

술로 간주된 초현실주의가 뿌리 내릴 틈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274) 

272) “그때 한참 휩쓸던 소시얼리즘의 사조에는 비교적 냉정하였다. 그와는 정반대라면 반

대의 유미적 사상, 악마주의적 사상, 혹은 니체의 초인적인 사상, 또는 체호프와 같은 

적막한 인생관을 토대로 한 사상들을 동경하는 일종의 파르나시앵 「고답파(高踏派)」

들이었다.” “(이태준이 제안한) 이 백귀제란 이름을 붙인 것과 제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하라 한 것은 적어도 우리들의 당야의 분위기를 우리들의 사상과 일치시키기 위함이

었다. 위에 말한 바 우리들의 유미적인 사상, 공포와 경이의 경지를 실연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김용준, 「백치사(白痴舍)와 백귀제(百鬼祭)」,『조광』(1936.8), 『근원 김용준 

전집 1』(열화당, 2000), p. 145, pp. 147-148.; “호화로운 일을 보거나 유쾌한 일을 당

할 때 기쁜 감정보다도 도리어 외롭고 적막한 심사를 느끼는 것이...바다에 조수가 밀려오

듯 이 불안한 감정이 내 온몸에 밀려들 때는 나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면

서...” 김용준, 「고독」,『문장』(1939.8), 『근원 김용준 전집 1』, pp. 66-68.  

273) 김용준, 「매너리즘과 회화」, 『조선일보』, 193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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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이 주도가 되어 1929년 조직된 동경미술학교 동문모임인 동미회(東

美會)의 회원이었던 홍득순(洪得順, 생몰년 미상) 역시 김용준을 “상아탑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하는 예술지상주의자”라고 비판했다.275) 그는 

김용준과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가 당대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최첨단 

미술사조 중 하나임을 인식했지만, 그것이 조선의 현실과 무관한 퇴폐적 

탐미주의에 머물고 말 것이라 보았다. 그는 “네오리얼리즘, 네오데코레이

티즘, 포비즘, 네오로맨티시즘, 네오클래시시즘, 쉬르리얼리즘, 네오심벌리

즘 등” 당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서구의 근대미술이 현실 도피적이며, 

“썩은 곳에 나타나는 박테리아처럼 현대정신을 마비”시키므로 조선의 현실

에 적합한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276) 

   다다가 절망적 ‘니히리스트’이고 “인식의 변증적 방법을 결(缺)한 모순

의 윤리학”으로 현실에서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부정한 이들이 보기에 신흥

미술이란 “신흥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되는 예술”이었다.277) 김용준은 

부르주아 사회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내재적 생명의 율동을, 통분(痛憤)

의 폭발을 그대로 나열”함으로써 그들을 “경악케 할 기상천외의 표현”을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미술을 주장했지만, 이들에게 김용준이 추구하는 

예술은 허무주의적인 다다와 매한가지였다.278) 이들은 기존의 일체를 파괴

274) 정하보는 김용준이 추구하는, 조선적 유화를 가능하게 할 조선적 전위회화가 결국 조

선 쁘띠 부르주아 계급의 불안 속에서 인간의 본능, 성(性)의 향락을 구하는 가운데 생

겨난 타락한 예술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하보, 「백만양화회의 조직과 선언을 보

고」, 『조선일보』, 1930.12.26.

275) 홍득순, 「양춘(陽春)을 꾸밀 제2회 동미전을 앞두고」, 『동아일보』, 1931. 3.21 -3.22.

276) 동아일보 후원으로 열린 제1회 동미전(1930)이 김용준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제2회전

(1931)은 홍득순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1회 전시의 취지는 “1.우리는 서양미술의 전

면(全面) 내지 동양미술의 전면을 학구적으로 연구, 발표할 것 1. 그리하여 우리가 가질 

진정한 향토적 예술을 찾기에 노력하겠다는 것. 1. 미(美)의 소유한 영역은 결코 종교적 

혹은 정치적 사상에 부수되지 않기 때문에, 향토적 예술이라야 어떠한 시대사조를 설명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용준, 「‘東美展’과 ‘녹향전(綠鄕展)’」, 『혜성』, 

1931.5. 반면 홍득순이 주도한 제2회 동미전은 “1. 우리는 부동층의 퇴폐한 자들을 배

격한다. 1. 포비즘 혹은 쉬르리얼리즘 등의 현대적 첨단성의 예술을 배기(排棄)한다. 1. 

그리하여 가장 조선의 현실을 이해하고, 가장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예술을 창조한다”

고 선언했다.

277) 정하보, 「신흥미술연구」, 『조선지광』, 1931.1.

278) 김용준, 「프롤레타리아 미술비판」, 『조선일보』, 1927.9.19-9.30. 

   김용준의 프롤레타리아 예술론은 시인 김화산(金華山)의 그것과 유사하다. 김화산은 다

다이즘을 병적인 도회(都會)의 산물로 보았지만, 부정과 파괴를 통해 새로운 형식을 창

조해 가는 과도기적 예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부르주아 제도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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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실을 재인식하고자 했던 다다이스트들의 주장과 아나키스트들의 부

정 정신이 맞닿는 지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신흥미술의 외연 확장을 전면

적으로 거부했다. 

   이들은 정당한 신흥미술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필요조건을 요구했

다. 기존의 것에 대한 부정과 파괴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설’의 비

전을 지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혁명적 계급의식과, 부르주아의 퇴폐가 아

닌 적극적으로 민중의 생활 혹은 현실의 ‘사회악’과 ‘인간고(人間苦)’를 사

고하는 ‘도덕성’이 그것이다.279) 신흥미술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발전을 

지향하고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하는 것으로 수렴된 당대 화단의 분위기

는 서구문명이 이뤄온 진보를 부정하고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뒤집고자 한 

초현실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적합한 풍토를 제공하지 못했다. 

   김복진에 이어 사회주의 사상을 토대로 세계미술을 비판적으로 흡수하

고 전통을 계승하되 현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주장했던 윤희순(尹喜淳, 

1906-1947) 역시 부정적인 감정 표현(反도덕성)과 형태의 왜곡(反건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민중에게 약동이 아니라 침체를 주

고, 발전과 앙양을 주지 않고, 퇴패(頹敗)와 안분(安分)과 도피를 주려하면

서 스스로 예술적 퇴락의 사멸을 길”을 걷고 있는 조선미술전람회의 부르

주아 취향에 대해 비판했다.280) 대신 당시 조선의 자연과 인생이 적막하고 

근대적 인식의 바탕 위에 민중의 사상과 감정을 담다내는 혁명예술을 강조하는 아나키

즘 예술관으로 나아갔다. 김화산은「계급예술론의 신전개」(1927)에서 아나키즘은 볼셰

비즘과는 다른 체계라는 전제 아래 마르크스주의자의 종교신자와 같은 태도와 함께 프

롤레타리아 문학에 있어서의 예술의 도구화를 비판함으로써, 임화, 윤기정(尹基鼎) 등 정

통 프롤레타리아 문인과 이론투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카프 내의 내용‧형식 논쟁의 와중

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막연히 무산 문학파에 속했던 아나키즘작가들이 카프에서 이

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지영,「1920년대 아방가르드의 분화와 균열」,『한국현대문학

연구』42집(2014), 한국현대문학회, pp. 67-98 참조. 

   임화는 김화산과 논쟁이 마무리되어가던 무렵 김용준의「프롤레타리아 미술비판」을 읽

고 그를 “사이비 무산계급 예술론”자이고 “반항의식은 결코 계급의식이 아니”며, “부르

주아지의 조말적 악(惡)경향에 불과한 것”규정하며 전면 비판했다. 임화,「분화와 전개-

목적의식 문예론의 서론적 도입」, 『조선일보』, 1926.1.2. 

279) 서유리는 임화, 김복진, 김용준 등 전위적 예술가들이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화단을 서구 및 일본의 화단과 마찬가지로 이념과 목적을 분명하게 내건 예술운동들이 활

발하게 일어나는 상태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의식을 공유했다고 보았다. 서유리, 「전위의식

과 한국의 미술운동」,『한국근현대미술사학』18권(200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 29.

280) 윤희순은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 대부분이 절망의 회색, 몽롱, 도피, 퇴폐, 영탄 등 퇴영

과 굴복에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약자의 예술’로 고뇌, 사멸, 쇠약을 미화하려는 

경향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윤희순, 「제11회 조선미전의 제현상」,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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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락해 있으므로 ‘미학적 타락’과 “무기력한 사상감정의 오류”를 버리고 

‘능동적인 에네르기’, “추를 폭로하고 미를 발전시키는 미술”을 추구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첨단미술의 선택적 수용이 진보적인 대안으로서 

조선미술에 작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조선미술의 당면과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비에트의 신흥예술, 즉 ‘신현실주의’에서 발견했다.281) 

   그런데 서구의 첨단미술의 양식적인 면모만을 막연하게 수용할 것이 아

니라 심도깊게 연구하여 기록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 보다 치밀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던 그가 평론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소비

에트의 리얼리즘 이외 초현실주의 미술에서도 사회변혁의 힘을 찾은 점이 

흥미롭다.「조선미술의 당면과제」를 발표하기 한 해 전 윤희순은 동경을 직

접 방문해 “일본미술계 지상주의(至上主義) 계통의 극첨단(예술의 좌익화(左

翼化)라 할가요)은 슈-리아리슴 밧게 업는 것 같습니다”라고 운을 띄우며 

1930년대 초 화단을 뜨겁게 달군 초현실주의를 비교적 소상히 소개한 바 

있었다.282) 독자로 하여금 코가 하루에, 아베 콘고, 토고 세이지 등의 최첨

단 작품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도록 작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에 드러난 특유의 ‘기계주의(현재의 메카니슴)’, ‘이지

적인 계산’, ‘주지주의’를 읽어냈고 이로써 낭만주의, 다다이즘과 구별했다. 

   그는 시인이자 평론가 가와지 류코(川路柳虹, 1888-1959)를 인용하며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이 기계주의뿐만 아니라 프랑스 초현실주의처럼 프로

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사유와도 관련있음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그렇지

만 1930년대 중반 이후 전통주의로 전향하면서도 리얼리즘 미술론을 기저

로 했던 그로서는 일본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

1932.6.1-6.8.

281) 윤희순은 소비에트 신흥미술이 “비현실에서 현실로, 감미에서 소박으로, 도피에서 진

취로, 굴종에서 **로, 회색에서 명색(明色)으로, 몽롱에서 정확으로, 파멸에서 건설로, 

감상에서 의분(義憤)의 승리로!, 에네르기의 발전으로! 맥진(驀進)하는 미술”(**는 검열

로 삭제)이라 강조하고, 이를 “완전 무구한 조화 통일의 미! 원만극치의 미! 웅건과 우

미와 신비를 겸한 최고의 미! 미의절정”인 신라 불상, 고구려 벽화, 고려청자, 이조 회

화 등 민족의 특수한 정조에 맞추어 흡수전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순,「조선미

술의 당면과제」, 『신동아』, 1932.6. 

282) 그는 이들 작품을  ‘신작로’, ‘로봇’, ‘시네마적 넌센스’(코가 하루에의 <현실선을 절단

하는 주지적 표정>), ‘현대기계주의를 상징하는 소형 보트’, ‘나선(螺旋) 철주(鐵株)’, ‘치

차(齒車) 모터’, ‘비행기의 절단면’, ‘낙하산’, ‘콤파쓰와 정규(定規)’, ‘영화의 몽타주 효

과’(코가 하루에의 <감상(感傷)의 생리(生理)에 취(就)하야>) 등으로 묘사했다. 윤희순, 

「일본 미술계 신경향의 단편 (1)-(3): 초현실주의, 계급적 추세, 기타」, 『조선일보』, 

1931.10.2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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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석학적(무의식적) 요소는 일본 화가들에게 중시되지 않았다- 소비에트 

신흥예술이 지닌 과학성, 구축성, 합리성에 매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

본을 방문하기 몇 개월 전에 쓴 다른 평문에서 초현실주의를 ‘기교지상주

의(技巧至上主義)’ 모더니즘 미술 중 하나로 비판한 바 있는데, 그가 여기

서 부정한 초현실주의는 일본의 초현실주의 미술이 아닌 일간지 혹은 문예

지에서 흑백도판과 이론상으로 접한, 정신분석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프

랑스 초현실주의였다.283)

   윤희순은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물이 설명적이면

서 사실적이고 낭만적이면서도 결코 영탄적(詠嘆的)이 아닌 일종의 괴이한 

감흥”을 느끼게 만들지만 “결코 기분과 인상과 대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기교의 간결절명(簡潔截明) 세례됨을 품은 경탄”이라고 긍정한다. 그는 

더 나아가 초현실주의가 “순수성을 동경하는 의의적(意義的) 구성”으로 

‘순수성’을 추구했지만, 이것은 종래의 예술지상주의와 다르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가 의식적인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근대도시

와 기계를 ‘구상’ 이미지로 구성한 일본의 초기 초현실주의 회화를 사실주

의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회화에 있어 아카데믹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등의 관념성을 비판한 그는 입체주의가 양감의 고유질을 바탕으로 한 변형

이므로 사실주의에 포함시키기도 했는데,284) 이는 그가 범주화한 사실주의

가 프로 진영의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프로 진영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들과 교유하면서도 동맹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이러한 

독자성을 가능하게 한 요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윤희순이 초현실주의를 사실주의로 간주한 것은 비단 구상 형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초현실주의가 현실과 맺고자 한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했다.

(초현실주의자에게) 예술은 현실도 아니고 비현실도 아니다. 즉 초현실일 

것이다. 비현실은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대립의 세계이나 초현실은 현실

을 관철하는 그 자신의 자율의 세계이다...예술은 미(美)의 자율이다...예

컨대 개인아(個人我)에서 사회아(社會我)로 진전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의 자기소멸이니 예술의 자기해탈도 이와 같이 주관적 존재로부터 객관

적 진전이 될 때에 완성된다. 이때에 작품의 주관적 자율가치와 객관적 

283) “기교지상주의의 최근 미술계는 입체파 이후 구성파, 다다이즘, 표현파, 미래파, 초현

실파 등 추상주의 기교만능, 주관고조(主觀高潮)의 극치에 달하였다.” 윤희순, 「1931년 

미술계를 회고하면서」, 『매일신보』, 1932.1.1-1.8.

284) 최정주,「1930-1940년대 윤희순의 미술비평」,『한국근현대미술사학』, 10호(2002),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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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즉 자기완성이 되는 것이다.285) 

그는 기타노조 가츠에를 인용하며 초현실주의는 “정신의 참신한 질서에 관

한 운동으로서 정신의 혁명적 사실”라고 덧붙였다. 이제 막 평론가의 길을 

내딛기 시작한 1930년대 초반의 윤희순은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퇴

영’과 ‘퇴폐’가 아닌 ‘질서’, ‘혁명’, ‘진전’, ‘사회아’의 면모를 발견했는데, 

주지하듯 이러한 개념들은 인간해방과 혁명을 추구했던 초현실주의가 공산

주의가 -비록 기의가 상이하고 발화의 대상이 상이했지만- 공용했던 기표

였음을, 그리고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이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공상

주의자와 함께 이룩하려던 유토피아의 꿈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는 곧 

근대 서양미술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당시 일본 근대미술 형식을 풍경이나 

의상, 정조 등에 차이가 있는 조선미술계가 직수입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조선의 비참한 식민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외래사조로 소비에트의 프롤레타리아 미술만을 인정하게 된다. 조선화단에 

초현실주의의 싹이 틀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사라진 셈이다. 

   지금까지 김용준과 프로미술 진영 간 대립 속에 드러난 초현실주의에 

대한 화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비록 그가 문단에서와 같이 초현실주의를 

주제로 한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중후반 상고주의(尙古主

義)로 전향하기 전까지 그가 지향했던 사상과 예술언어는 초현실주의의 그

것과 유사했다.286) 1920년대 후반 일본에서 신흥, 아방가르드 미술을 체

험한 그는 부르주아 예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이고 투쟁적인 예

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화가들에게 투사가 되라고 촉구하면서도, 프로

미술의 소박한 리얼리즘과는 다른 도발적인 조형언어를 강조했다. 그가 내

세운 예술의 자율성은 예술지상주의가 추구했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예술

적 실험을 통해 기존의 관습을 파괴하는 정신적 해방을 의미했지만 혁신적

인 그의 주장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도덕성과 건설을 중시한 프로진

영에 의해 아나키즘 또는 퇴폐적 부르주아적 취향으로 매도되었다. 

1920-30년대 김용준의 비평을 둘러싼 화단의 논쟁은 초현실주의가 조선

화단에 수용되기 어려웠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285) 윤희순, 앞의 글.

286) 김용준 비평의 변모에 대해서는 윤세진, 「현실과 예술, 그 ‘사이’의 비평: 김용준의 

20-30년대 비평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17집(2006),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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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위로서의 추상과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비교적 진지한 관심과 소개는 카프 해체(1935.5) 이

후 주로 동경유학생들에 의해 ‘신흥’이 아닌 ‘전위’의 문맥 속에서 주로 이

루어진다. 이들 유학생들에 의해 비로소 초현실주의의 역사, 사상, 주요인

물, 미술론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초현실주의는 이들이 동경에서 

목격한 전위의 두 갈래 중 하나였고, 이들은 단순히 초현실주의 미술뿐만 

아니라 전위, 즉 초현실주의와 추상을 둘러싼 당시 일본화단의 담론도 함

께 수용, 조선적인 전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미술학교 재학 중이던 조오장(趙五將, 생몰년 미상)은 1938년「전

위운동의 제창」을 발표하면서 ‘시대정신과 진보성’을 강조했다.287) “아직 

잠꼬대에서 안도하여 이상(理想)의 세계를 방황하는 몽유병자 같은 화단의 

거성들뿐”인 조선화단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면서 외국에서 진행 중인 “세

기적 회화의 혁명”을 돌아볼 것을 권하고, 그 예로 피카소와 브르통, 미로, 

에른스트, 달리, 만 레이, 마그리트 등을 거론했다.288) 조오장은 이들을 초

현실주의자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모범으로 든 전위가 대부분 《해외

초현실주의 작품전》에 참여한 초현실주의자라는 점은 추상과 초현실주의

가 혼재된 일본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프랑스 전

위 미술가들이 추구한 세계와 역사적 위상, 그리고 테크닉(콜라주, 오브제, 

287) 이인범은 미술사의 전사(前史) 정도로 취급되던 일제강점기 추상미술을 당시의 다양

한 담론적 가치 간 긴장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흥미로운 논문에서 조오장을 김환기와 

함께 추상을 옹호하는 선두주자로 소개했다. 그런데 그가 “사실과 추상, 구상과 비구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혹은 국제주의, 보수와 혁신, 현실주의와 순수주의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오장의 「전위운동의 제창」과「전위운동의 본질」을 ‘추상론’으로 읽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이 두 텍스트는 ‘추상론’이라기보다는 초현실주의까지 포함

한 ‘전위론’이고, 조오장이 ‘추상’에 제한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조선일보』에 발표한

「추상예술의 현재」(1939.11.13)와 퓨리즘을 소개한 「신정신의 미래」(1938.10.17)라 

하겠다. ‘전위론=추상론’이라는 인식은 무의식중에 초현실주의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당시 일본 화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착종된 형태로 추상과 초현실주의를 수용하

고 이해한 조선의 (특히 일본유학생 출신) 미술가들의 경험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조오장의 작품과 관련 자료가 현전하지 않는 점도 그를 추상주의자로만 범주화하

는 것을 유예시킨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인범은 조오장이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사진 3점

(3회)과 벽화시안(4회)을 출품했다고 설명했는데, 조오장과 조우식을 혼돈한 것으로 보인

다. 이인범,「추상, 그 미학적 담론의 초기 현상」, 『미술이론과 현장』제3호(2005), 

pp. 135-154.

288) 조오장, 「에튜드-단상: 전위운동의 제창-조선화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일보』, 

19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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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프, 포토그램화, 앱스트랙 아트)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조선화단

의 몇몇 작가들을 소개했다.289) 

   조오장은 조선화단에서 전위미술의 이념이 뿌리내리고 미학적으로 구현

되기를 촉구하는 듯 의욕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

다. 그는 이범승과 함께 성대(盛大) 홀에서 개최한 2인전에 ‘추상파의 경

향’을 받은 작품을 출품하는 등 자신의 이론과 작품의 방향을 좀 더 구체

적으로 구축해 갔다.290) 또『조광』에 발표한「전위회화의 본질」에서 그

는 전위회화란 “추상주의와 초현실주의만이 아니라...일상생활과 대중들의 

맹목적인 반역정신에서 일어나는 우울과 고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제와 정신, 강력한 자극, 자유로운 걸음걸이”를 지닌 회화

라 정의한다.291) 그는 전위회화가 시대성과 본질적인 의문, 그리고 단순히 

새로움에 현상적인 것을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리얼한 가치에 대한 인식

과 필연성에 대한 요구에 충당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은 언제고 정신에 대한 

한 가지 통일을 꿈꾸는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전위회화와 사회와의 연관

성을 힘주어 강조한 것은 전위를 일상의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문화와 

일치시키려는 문화미술협회의 주장과 유사하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종의 연민과 증오로써 응시의 시각을 돌리지 않”

고 전위를 퇴폐라 비판하는 “사실주의의 작가 제씨”에 대해 전위파의 현실

성을 알리고 옹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 해체 이후 조오장이 말한 사실주의 작가 제씨는 순수회화

론을 주창하는 진영이었다.292) 7회에 걸쳐 「현대회화의 근본 문제」를 논

한 글에서 입체파 이후의 소위 전위회화가 그 목적이 자연주의 회화의 파

괴에만 있다고 비판한 오지호(吳之湖, 1905-1982)는 전위회화의 최종 도

289) “동경 자유미술가협회우로 있는 김환기씨, 길진섭씨, 이범승(李範承)씨, 김병기씨, 유

영국씨 등이며 서울화단의 유일한 존재인 이동현(李洞鉉)씨, 그리고 재작년도에 개인전

을 열고 작년도에 제 일회 극현사(極現社) 동인전에 출품하였던 이규상(李揆祥)씨 이외

에도 몇몇 동무가 있으나 아직껏 작품이 제시되지 않은 한 문제할 수는 없다.” 조오장, 

위의 글. 참고로 길진섭, 이범승, 김병기는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서 수학하면서 자유

미술가협회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회우는 아니었다. 

290) 길진섭,「화단의 일년」,『문장』, 1939.12. 

291) 조오장,「전위운동의 본질-문제로써 추구키 전에」,『조광』, 1938.11. 

292) 동경미술학교 출신인 오지호와 김주경은 ‘녹향회’ 창립 시절부터 전위미술과 프롤레타

리아 미술과 대립하는 순수예술론을 추구해왔다. 아카데미즘적인 사실주의에서 인상주

의, 후기인상주의적 양식으로 변모해 가면서도 이들은 일관되게 순수예술론과 조선의 

기후, 풍토성 등을 토대로 한 향토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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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점인 ‘순추상’이 신시대의 새로운 회화양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술의 기본적 형식은 불변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으로부터의 일탈에 지나

지 않으며 ‘도안으로서의 신양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293) 초현실주의가 

“시대적 선풍(颴風)에 휩쓸려 정신착란을 일으킨 데에 발원한 병적 현상”

이기에 다다와 마찬가지로 장래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여기서 초

현실주의가 “순수추상의 발생과정에서 파생된 변태적, 일시적 현상에 불

과”하기 때문에 논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초현실주의에 대해 더 이상 언급

하지 않는다.

   오지호는 같은 신문에서 이미 초현실주의에 대해 소개한 바 있었다. 그

는 진정한 예술이란 생명의 표현이며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치라 강

조했다. “예술에 있어서 ‘창조’의 참의미는 가장 완전한 합리적 세계를, 현실

의 이법(理法)이 가장 완전히 수행되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그에게 “비합리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이법을 무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론인 초현실주의는 ‘사이비 회화’로 “다만 추일 뿐”이었다.294) 

오지호에게 있어 미술은 말 그대로 ‘미’를 표현하는 예술이고, 회화는 “생

명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화”한 ‘환희의 예술’이기 때문에, “인간적 

고통, 비애, 암흑을 표현”해서 안 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미지의 잔상

을 지속시키는” 것은 미술의 본질상 맞지 않는다고 단언한다.295) 초현실주

의가 중시하는 ‘의식하(意識下)의 세계’는 결국 “의식적인 단편의 의미없는 

축적 세계”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브르통의 선언의 일부를 인용하

면서 그들이 말하는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은 꿈과 정신착란증을 매개로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정신의 가장 불완전한 활동”으로서 현실의 “파편들

293) 오지호,「현대회화의 근본 문제-전위파 회화를 중심으로(五)」,『동아일보』, 1940. 

4.27. 

294) 오지호,「순수회화론-예술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二)」, 『동아일보』, 1938.8.21. 7

회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그는 19세기 인상파를 전후로 정점에 달했던 회화예술이 전

반적으로 타락의 길을 밟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입체파 이후 등장한 전위파 회화의 양식

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전기는 사실과 추상의 중간적 경향으로 반사실(半事實) 반

추상(半抽象)의 형식으로 입체파, 미래파이고, 후기는 1차대전 후부터로 정신착란적 증

상을 예술에 반영한 유파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이라고 보았다. 그는 결국 “회화의 

기본형식은 자연재형(再形)적 형식으로 불변하는 것이며 전위파 운동은 최종 도달점은 

순수추상형식으로... 현대적 기계문명의 혼란을 틈타서 개입한 회화적 협잡물을 철저히 

소탕하고 회화를 회화 본연의 위치로 환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의 자각 있는 화

가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295) 오지호,「순수회화론: 예술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一)」, 『동아일보』, 19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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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진적 병치”, “의미 없는 집합”이자 “통일 없는 나열”이라고 비판한

다. “통일이 없는 변화”는 결국 죽음을 의미할 뿐이었다.296) 

   아이러니하게도 오지호의 초현실주의의 세계관과 예술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정확하다. 그는 영화가 회화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현대에 전위파, 

비전위파를 막론하고 회화의 위기를 우려했다. “사회제도나 생활도구가 시

대에 의해서 변하는 것과 같이 회화의 형식도 변할 수 있는 것 또 변해야 

하는 것”이라 여기고 “새 형식의 발견을 위한 모색과 고민과 항쟁”을 필연

적인 것으로 보았다.2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의 시각을 돌리지 않는”

다는 조오장의 지적처럼 새로운 형식을 수용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너무도 완고했다. ‘아름다움’, ‘환희’, ‘생명’의 예술관=세계관을 추구한 그

에게 ‘추’, ‘고통’, ‘죽음’의 초현실주의는 영원히 수렴 불가능한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다. 

   오지호와 함께 2인 화집을 낸(1938) 김주경(金周經, 1902-1981)에게

도 전위회화는 수용하기 어려운 신형식이었다. 그 역시 녹향회 시절부터 

전위미술과 선을 그었다. 예술의 주관과 개성을 강조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였다. 그

는 입체주의, 다다이즘, 미래주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로 대표되는 반(反)

사실주의 미술을 거부하면서 “현조선이 이해치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런 것들이 현 조선에 민족적 입장이나 또는 민족성에 부합되지 않

는 면이 많다는 데에 불수입(不收入)의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298) 조선의 

자연환경이 조선민족의 생리와 심리에 영향을 끼쳐왔는데, 서구의 전위미

술은 본질적으로, 생리적으로 접목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생명

의 완성, 생의 찬송, 생의 광휘”를 예찬한 그는 기계문명, ‘불화(不和)’나 

전쟁, 속에서는 예술, 특히 미술이 자랄 수 없다고 함으로써 비극을 통해

서도 인간과 부조리한 삶에 대한 통찰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

296) 오지호,「순수회화론: 예술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完)」, 『동아일보』, 1938.9.4.

297) “회화는 어디로 가는가”를 제목으로 1937년 일본 아틀리에사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다키구치 슈조가 소개한 1935년 파리코뮨에서 벌어진 리얼리즘 논쟁을 인용했다. “리얼

리즘의 형식, 공식적 정률(定律)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은 우(遇)의 극(極)일 것이다. 다

만 근대회화 특히 입체파 이후에 추구된 표현의 문제는 비상히 광범(廣汎)에 긍(亘)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자연주의적 리얼리즘의 표현에로 돌아갈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과 동시에 현대회화에 이와 같은 격렬한 대립을 뵈이고 있는 외면성과 내면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지호,「현대회화의 근본 문제-전

위파 회화를 중심으로(二)」,『동아일보』, 1940.4.19.

298) 김주경, 「畵壇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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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9) 이들이 환희, 생명, 기쁨, 희망 등 긍정적인 감정만을 강조한 것은 

일제가 전략적으로 조장한 ‘피식민’이라는 민족적 한(恨)과 열등의식을 극

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뜨거운 민족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피식

민지인으로서 겪은 슬픔, 절망, 고통, 비애의 감정을 감추고 민족적 현실을 

상상적으로 회피,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과 개인의 감정을 복수화(複數化)

하기보다는 전체주의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 제국미술학교 출신 김만형(金晩炯, 1916-1984)은 조선

에서 서양미술을 수입해 “우리 것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사상 감정

을 표현”하려면 “외국서 수십 년간 단계적으로 해온 일을 우리는 한 시대

에 평면적으로 각 사람들이 분담해 수행”해야 하므로 우선은 “아카데미스

트, 다다이스트, 큐비스트, 쉬르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 다 좋다. 다 나와

야겠다”고 역설한다.300) ‘고운 마티에르(길진섭)’, ‘풍부한 마티에르(윤희

순)’, “소박한 가운데 지성적인 태도(조우식)”, “특이한 명랑성과 근대적 감

각(정현웅)”이 돋보이는,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사실의 내용의 조화를 추

구했던 그였지만, 동경미술학교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작업 경향을 지닌 교

수들 아래서 교육받고 전시와 서적을 통해 새로운 미술경향을 체험한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가로서 날카로운 촉각을 움직여 시대의 변화에 열

린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했다.301)

   그는 포비즘과 초현실주의를 통해 ‘환상적인 신감각’을 경험하고 새로

운 세계를 발견했던 일본의 독립미술협회가 10회전을 맞이해 두 사조에 

대해 재고찰,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새로운 경향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따라야할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마무리했

다. 그리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자고 촉구했는데, 우리만의 것은 ‘지금 여

기’가 아닌 ‘고전의 재인식’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서양의 제미술과 함께 우리 고전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 지구상의 인류가 표현해 놓은 모든 미의식을 우리는 전부 씹어 먹

고 소화시켜야 하고 아직까지 아무도 형성하지 못한 미(美)를 창조해야 

299) 김주경, 「세계대전을 회고함-미국편 花園과 戰火」, 『동아일보』, 1939.5.9.

300) 김만형은 개성출신으로 1934년 제국미술학교를 입학해 1941년 졸업하였다. 1937, 

1939,1940년 독립미술협회전에 출품, 입선하였고 1939, 1940년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도 특선을 수상했다. 김만형,「제10회 독립전을 보고」, 『조선일보』, 1940.3.27-3.29.   

301) 전혜숙,「일본 제국미술학교 유학생들의 서양화 교육 및 인식과 수용: 김만형을 중심

으로」, 『미술사학보』22권(2004), 미술사학연구회, pp. 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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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희랍 조각만을 완벽한 작품으로 믿고 오던 눈에 경주 석굴암

의 보존불상 등의 완벽한 미는 너무나 큰 경이였다. 강서고분 청룡도의 

패기만만한 선, 빈틈없는 구성, 백제관음의 정적한 분위기, 정치한 고려 

공예품들...모두 흡수하자. 모두 영양분이 될 것이다.302)

이러한 주장은 조선적인 서양화를 그리고자 했던 그의 제작태도와 함께 조

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명하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면서도 앞 장에서 살

펴본 동시대 일본 전위미술의 전통담론을 적용한 것으로, 민족성과 식민성

이 근대주의와 상호 교차하는 당대의 조선화단이 안을 수밖에 없었던 딜레

마였다. 그가 예로 든 고전은 일본 전위론자들이 강조한 정신성, 환상성과는 

다른 완벽한 미와 조화로운 구성 등 주로 조형에 관련되어 본인의 관심사에 

가까운 것이었을 지라도, 고전으로서 조선의 근대성을 재구축하려는 태도는 

일제의 대동아구상의 지방적(혹은 식민지적) 버전이기도 했다.  

   일본미술학교에서 수학한 조우식(趙宇植, 생몰년 미상)은 본격적으로 전

위미술을 시대적 당위로서 촉구하면서도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학 중 

제16회(1937)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문에서 입선한 그는 같은 해 손응성

(孫應星, 1916-1976), 이규상(李揆祥, 1918-1964), 최재덕(崔載德, 1916-?) 

등과 함께 ‘극현사(極現社)’를 결성하여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고, 1939년에

는 동숭동 경성제국대학교 갤러리에서 주현(周現, 본명 이범승)과 함께 2

인전을 열기도 했다(도 46).303) 

   그리고 1939년, 1940년 연속해서 자유미술가협회전에 각각 사진 세 

점(<FOTO-C>, <FOTO-O>, <FOTO-E>)과 <Etude(벽화시안)>이라는 작

302) 김만형, 「나의 제작태도」, 『조광』, 1942.6.

303) 조오장이 앞의 글에서 전위의 가능성이 보이는 동인전으로 언급한 바 있는 바로 그 

전시다. 아쉽게도 출품된 작품의 이미지조차 확인할 길은 없으나, 신문기사에 따르면 7

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오자와(大澤)화랑에서 열린 이 전시에는 손응성이 <풍경> 등 10

점, 이규상이 <하얀 얼굴> 등 12점, 최재덕이 <자화상>, <도회풍경> 등 6점, 조우식이 

점을 출품했다.「극현사 양화전」, 『조선일보』, 1937.7.9. 경성제국대학교 갤러리에서 

열린 2인전에 관해 한 신문기사는 “일본 동경에 있는 자유미전 계통의 작가”들이 사진 

30점과 회화 10점을 출품한다고 전했다. 「조우식, 주현 2인전」,『조선일보』, 

1939.7.15. 이외에도 조우식은 동경 츠키지(築地) 소극장에서 개최된 동경학생예술좌

(東京學生藝術座)의 5주년 기념공연인 ‘지평선’의 무대장치를 담당하고(1938), 잡지

『막』에「무대장치가(舞臺裝置家)의 태도」란 글을 발표했다. 또 일본의 소규모 미술단

체 마마(ママ) 회원으로도 활동(1939년)하던 그는 창작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1939년

부터 1941년까지 동경의 모더니즘 시 모임인 신료도(新領土) 동인으로도 참여하는 등 

시작(詩作)에도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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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출품했으나 작품이 현전하지 않아 그의 작업경향에 대해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추상과 초현실주의를 실험한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참여했다는 

점, <Etude(벽화시안)>를 “형태에 대한 감각을 중시하는 추상미술”이라 

평가한 진환의 언급, 그리고 그가 결성한 단체  ‘극현(極現)’의 “현실을 뛰

어 넘다”라는 의미, 그리고 조선일보에 기고한 전위사진에 관한 글에 도판

으로 함께 실린 그의 포토그램 이미지 등을 통해 그 작업경향을 추측할 수 

있다(도 47).304) 그가 참여했던 당시 자유미술가협회는 창립선언서의 출품

목록에 드러나듯이 사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전위사진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30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도 회화와 사진을 오가며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가 1938년 이후 여러 차례 발표한 초현실주의론과 전위회

화론은 그가 지향하는 예술관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것은 외부적인 인습적 표현이 아니고, 우리들의 무의식한 힘을 환기하

는 가장 새로운 상징의 객관화, 영감의 재발견을 위한 새로운 표현조건을 

찾는 데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표현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은 

외부적인 효과를 위하여, 비개성적인, 관용된 방법을, 조급히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도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쉬르리

얼리즘의 회화와 시를 현대에 있어서 전위예술의 명목을 붙이고 주장하

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306)

그는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로 양분되어 있던 동시대 일본 화단의 구조와 

사상을 수용해 이를 토대로 앙드레 브르통,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만 레이 등 초현실주의의 주요 인물과 역사, 오토마티즘과 편집증적 비평 

304) 감광재료 위에 물체를 두고 그 위에 빛을 가함으로써 이미지를 얻는 포토그램은 사진

의 표현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사진매체를 통해 점, 선, 면 등 기본적인 조형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미지는 관람자의 미적 감성과 상상력을 증폭시켜 초현실주의자들

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진환, 「추상과 추상적」, 『조선일보』, 1940.6.19-6.21.

305) 일본 최초의 포토그램은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서 수학한 에이큐에 의해 제작되었

다. 그는 신시대양화전에서에서《에이큐 포토데생전 瑛九フォト・デッサン展》(1936)

을 개최하고 포토그램 연구의 성과로서 작품집『잠의 이유 眠りの理由』를 제작, 발

표했다(도 48). 그의 사진작품은 만 레이의 작품과 달리 데생에 기초한 형지(型紙)를 

사용하는 등의 성격 때문에 ‘포토데생’이라 칭해진다. 그는 자유미술가협회 1회전에 

포토데생이 아닌 포토몽타주 작품집 『레알 レアル』을 출품했다(도 49). 

306) 조우식, 「현대예술과 상징성」, 『조광』,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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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법론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의식과 무의식, 합리와 비합리, 

외부와 내부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는 초현실주의야말로 추상과 함께 낙후

한 조선 화단이 가야할 전위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307) 조우식은 아폴리

네르, 네르발, 랭보, 말라르메, 로트레아몽 등 초현실주의 운동에 직접 참

여했던 시인과 영향을 미친 시인들도 두루 소개하고, 초현실주의 제1선언

에서 제2선언에 이르기까지 운동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마찰 등까지도 

소개했다. 

   미술전공자로서 그가 무엇보다 초점을 둔 것은 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

석학에 기초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론과 미술적 기법이었는데, 자신의 주

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덧붙이기보다는 브르통의 주장과 설명을 가급적 객

관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무엇보다 초현실주의가 인간의 상상

력에 대한 해방을 외쳤고 합리주의에의 반격을 선언했음을 강조했다.

이것(1차 선언)의 주제는 먼저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해방을 부르짖고 합

리주의에 대한 반*을 쓴 것이었다. 부르통은 꿈과 광기, 당돌, 모순, 과장 

이러한 즉 현실을 간략화한 외관과는 반대되는 모든 것 가운데 표현되는 

‘이상한 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간해방의 모*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리

고 그는 “슈르레알리슴이란 구두(口頭), 기술(記述), 기타 모든 수단으로

써 사상의 진실한 과정을 표현하려고 한 순수한 심령적 자동법이다”라고 

정의했으며 또한 이성에 대한 아무런 결제(結制)도 없이 그리고 미학적 

윤리적인 온갖 선도적인 관념도 없이 시행되는 사상의 진실한 기록이다”

라고 정의해놓고 있다.308) 

   초현실주의 제1선언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서 그는 초현실주의의 오토

마티즘(‘심령적 자동법’)이 ‘꿈의 형성’으로써 ‘시적 영감(인스피레이숀)’을 

따르는 것이라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성과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언어

의 이미지의 폭포에 몸을 맡겨야 한다고 부언한다. 그는 꿈에 대해 설명하

면서 부르통의 ‘통저기(通底器)’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309) 그는 브르통이 

307) 위의 글. 조우식은 추상작가로 모홀리 나기, 칸딘스키, 몬드리안, 오장팡, 그로피우스 

등 일본에서 한창 주목 받은 퓨리즘과 구성주의 계열의 인물들을 주로 소개했다.  

308) 조우식, 「초현실주의의 기원」, 『매일신보』, 1938.10.16.

309) ‘통저기’는 브르통이 1932년에 발표한 「les vases communicants」의 번역어로, 브

르통은 대극(對極) 간의 모순이 해소되는 소통의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해 이 개념을 만

들었다. 다키구치 슈조가 일본 최초로 이 텍스트를 번역한 이래 일본에서는 여전히 ‘통

저기’로 번역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연구에서 ‘연통관(連通管)’으로 번역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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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모세관 조직’처럼 초현실주의가 ‘외계(外界)와 내부’와의 ‘중간적인 

교류’, “틈없이 주*(註*)을 필요로 하는 교류”, “불면의 활동과 수면의 활

동 교류”를 보호하려한다고 함으로써 초현실주의가 대립적인 것들의 공존

을 지향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통저기’에 대한 글을 한 편 더 발표했는

데, 여기서 ‘통저기’의 주요 이슈인 ‘객관적 우연’ 개념을 생략한 채 ‘환영

적 물체’에 대해 소개한다.310) “통제성이 있는 사고”와 “통제성이 없는 사

고”, 꿈과 현실이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신활동의 영역을 확장

하고 표현의 가능한 최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성적 

자력(磁力)을 상징하는 자코메티의 ‘움직이는 물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물체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그는 달리의 “비판적 편집광적 

방법”이 어떠한 형태의 변형(‘데풀마손’) 없이도 대상을 교묘하게 변모시킬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로써 입체파와 같은 추상적인 변형 없이도 “비합

리성과 상상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311) 그는 달리가 회화 

이외에도 ‘슈르레알리슴적인 물체’, 즉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물체가 “우리들의 신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 혹은 그 

부분에 따라 일상적인 현실의 용도와 관념에서 전적으로 융리(融離)하여 

인간의 욕망과 환상과의 기능으로써 일치”시키고, 시적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슈르레알리스트의 오브제’는 입체

파의 콜라주와 다름을 분명히 하였다. ‘선택한 개성’에 의해 “물체에 대한 

정신적인 정복”도 가능할 것이라 본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

했지만 이러한 시험을 전통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은 우연이라 할지라도 조선 고래(古來)의 자연물 감상의 

형식에 대하여 새로이 환기시켜주는 점이 있으므로써...자연에 대한 해석방

법의 여하에 따라 새로이 조선 고전에 환상적 물체도 의식적 물체로써 검토

되는 것도 멀지 않은...312)

   김만형과 마찬가지로 조우식 역시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다도, 꽃꽂

이, 분재 등 일본 전통예술에서 초현실주의적인 감수성을 발견하고 이를 

논문에서는 당시 조우식이 소개한 대로 ‘통저기’로 사용하기로 한다. 

310) 조우식, 「뿌르통의 통저기」, 『매일신보』, 1939.3.5.

311) 조우식, 「續 초현실주의론」, 『매일신보』, 1939.3.19.

31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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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려는 여러 주장과 시도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현실주의를 실험했던 조우식은 김만형과 달리 조선의 전

통에서 다키구치, 하세가와 등과 마찬가지로 ‘환상적 물체’의 전범을 찾고

자 했다. 고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조우식의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고 내용

은 더욱 확장된다.

나는 고전(古典)을 사랑한다...소위 전위예술을 하는 내가 고전을 사랑한다

는 말은 ‘고전’ 그것이 그 시대의 전위예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이상한 

사조가 페인트라는 고약스러운 작화(作畵) 재료를 주고, 지극히 굵은 딱딱

한 화포와 붓자루를 주고, 우리들의 생활이 사색이며, 자연 속에 우리들인 

대신에 그들은 이성(異性)이라는 대상을 눈앞에 내놓고 그 나체 가운데서 

미를 찾으며 혼자 즐겼다. 그러나 놀라울만한 침묵에서 우리들의 동방민족

들은 상상의 나라를 창조하고 재현시켰고 자연의 고졸한 시취(詩趣)에서 

붓을 옮겨 존귀한 인성을 배양했으며 누구의 추종도 허용치 않는 특성한 

예술을 부드러운 필*(筆*)와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의 소재가 아름다운 한 

폭의 비경(秘境)을 표현하지 않았나...이런 새 기록을 난 화가들은 필연코 

그 시대의 전위였다. 그러니까 고전을 알려면 전위여야 한다.313)

조우식은 앞서 발표한 글에서 과제로 남긴 조선 고전에서 환상적, 초현실

주의적 사물의 전통을 찾는 대신, 추상을 포함한 보다 큰 범위의 전위와 

전통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는 초현실주의가 아닌 ‘전위’, 조선이 아닌 

‘동양’을 이야기하면서 서양의 전위예술이 실상은 과거의 동양예술로부터 

영감을 받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고전’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한 ‘우리의 고전’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과 일본의 도자

기와 회화였지만, 그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전통’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관점은 이 글이 발표된 『문장』의 주된 논조이기도 했다. 

   일제말기 황민화 정책이 강화되던 때 창간된 『문장』은 민족전통 계승

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314) 조선문단에서 가장 ‘전위적’이라 평

가를 받는 구인회 동인이자 김기림의 친우(親友)였던 이태준(李泰俊, 

313) 조우식, 「고전과 가치」, 『문장』, 1940.4.

314) 『문장』은 1939년 2월에 창간되어 1941년 4월 일제의 강압으로 폐간되었다. 총독

부가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킨 시절에 『문장』 동인들이 한글을 사용했다는 점은, 한글

이라는 매체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내용 그 자체이고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

는 시대였음을 고려하면, 그들이 우리말을 민족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재로 인식했음

을 알 수 있다.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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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과 동경 유학시절부터 이태준과 예술론을 공유하고 전위미술을 옹

호했던 김용준이 그 중심에 있었다.『문장』의 고전주의는 일반적으로 유

물론에 대응하는 정신주의(精神主義), 사대부 취향의 유가적 세계관, 미적 

세련성에 대한 가치부여 등으로 평가된다. 문장 동인들이 ‘선택’한 고전은 

조선시대의 예술로, 그 중에서도 문학에서는 한글로 쓴 내간체를, 미술에

서는 문인화뿐만 아니라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김용준

의 고전론은『문장』을 통해 실천적으로 창조되었다. 사생(寫生)을 통해 

화도(畵道), 즉 문인화적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그는 전통 문인화에서는 중

심소재가 되지 못했던 일상적 풍경 또는 용기(容器)를 사생하여 이를 문인

화적인 양식으로 번안하기를 즐겼다.315) 

   김용준이 일본의 고전부흥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데올로기로서의 동양주

의를 거부함으로써 조선시대 미술을 폄하하는 조선미술 타율성론, 퇴폐론 

등 식민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나 조선전통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확장시키

고 정치에서 거리를 둔 것과 달리, 조우식은 고전주의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한 채 동양주의의 파시즘적 미학에 함몰되고 친일의 길

을 걷게 된다.316) 조우식은 1941년 1월 『조광』에「예술의 귀향: 미술의 

신체제」를 발표하면서부터 미술보다는 문학과 언론 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였다.317) 그는 생전 제작한 미술작품이 실

물로 전해진 것이 없고, 1940년대 이후 적극적인 친일활동에 가담함으로

써 근대미술사에서 완전히 망각되었지만, 이 시기에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초현실주의를 소개하고 실제로 창작도 했다는 점, 전위론자였던 그의 전향

315) 이에 대해서는 앞의 책, pp. 248-253 참조.

316) 동양문화의 보편성을 취하여 조선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동양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동양성의 틀을 벗어

난 자국내의 다양한 문화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동양의 본질을 

과거, 자연, 감성, 영원 등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반문명적, 비과학적 동양상을 내면화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현숙, 「한국 근대미술에서의 東洋主義 연구: 西洋畵壇을 중심으

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10호(200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7-31.

317) 1942년부터 그는 다수의 산문과 시를 통해 학병, 지원병, 징병을 선전, 선동하는 한

편 일본의 침략 전쟁과 전사자를 찬양했다. 1943년부터는 친일잡지(『문화조선(文化朝

鮮)』,『농공지조선(農工之朝鮮)』,『국민시가(國民詩歌)』)에서 기자 혹은 편집장을 역

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문

화/예술 부문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광복 이후부터 1950년 3월 퇴직할 때까지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에서 근

무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개명한 이름

은 시라카와 에이지(白川榮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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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고전부흥운동이 내포한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 파시즘화, 전체주

의 하에서 정치와 예술의 관계 등 다양한 층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으

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전위론자는 아니었으나 1930년대 말 화단에서 하나의 전

위 사조로서 초현실주의를 논했던 인물인 정현웅(鄭玄雄, 1911-1976)의 

초현실주의 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앞 절에서 살펴본 

‘삼사문학’의 동인 중 한 명이었다. 삼사문학이 1935년 12월 제6호를 마지

막으로 더 이상 간행되지 못하자, 조선에서 초현실주의 시를 창작하던 문

인들은 활동무대를 만주로 이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사문학 시절에는 초

현실주의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정현웅이 1939년 6월『조선일보』에 

「초현실주의 개관」을 발표한다. 이 글은 서구 전위미술과 “이를 흉내 내

기에 바쁜 조선의 모더니즘 미술”을 날카롭게 비판한 오지호와 김주경에 

대한 맞대응 중 하나였다.318) 오지호와 김주경의 비판에 대해 직접 맞서 

나선 논객은 없었지만, 『조선일보』가 같은 날 김용준, 길진섭, 김환기, 

그리고 정현웅을 필자로 내세워 ‘현대의 미술’이란 제목의 특집을 내보낸 

것이다(도 50).319) 정현웅의 글은 최열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에서 김

환기, 김용준의 글과 달리 “초현실주의에 대한 단순 해설”이라 간주하고 

더 이상 언습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이 짧고 정현웅이 이 전후로 초현실주

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개 서구사조 소개문에 지

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가 비록 문학사의 주류

가 되지 못했지만 불과 몇 년 전 구인회의 아성에 도전한 삼사문학의 창립

멤버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텍스트는 아니다. 비록 단편이기는 하지만 

정현웅이 초현실주의에서 파괴(다다) 이후의 건설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소박한 사실주의로 평가되는 그의 예술 이면의 예술관과 세계관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삼사문학 동인을 비롯해 식민지 조선의 예술가들이 

지향한 신흥예술, 전위예술의 특성 및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네 명의 필자 선정은 편집자가 이러한 정현웅의 

감추어진 면모를 간파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다.    

318) 김주경, 「세계대전을 회고함: 미국편 화원과 전화」, 『동아일보』, 1939.5.9.-5.10.; 

오지호, 「피카소와 현대회화」, 『동아일보』, 1939.5.31-6.7. 

319) 김용준, 「만네리즘과 회화」, 김환기, 「추상주의 소론」, 길진섭, 「조선화단의 현상」, 

정현웅, 「초현실주의 개관」,『조선일보』, 193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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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웅은 초현실주의를 ‘이십세기의 신낭만주의’로 위치시키면서 글을 

시작한다. 그는 19세기 자연주의 이후 미술이 점차 ‘내용(사건)을 축출’하

고, 입체파에 이르러 “추상적인 형태의 구성으로서 조형미술의 순수성”에 

돌진한 결과 현재의 추상주의에 이르렀다고 개괄한다.32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초현실주의는 미술이 다시 ‘문학을 섭취’했기에 “근대미술이 불순분자

로서 배격하던 내용적인 것으로 역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초현실주의

에 대해 일견 부정적인 듯한 입장을 피력한 후 그는 곧 반전을 꾀한다. 

   정현웅은 초현실주의가 “일대의 탕아 ‘다다이즘’에 그 출발”을 두었음

을 명백히 하면서 “‘다다’는 예술상의 한 운동이기라기보다 과거의 일체의 

전습규범, 생활이든 예술이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극도의 허무적

인 행동”이라 규정했다. 다다가 어떠한 ‘방식’도 ‘조직’도 없다보니 자연스

럽게 가장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비대상적’인 문학과 타협을 하고, 콜

라주와 자동기술 등 과거의 제작 기법을 부인한 새로운 기법을 창안해냈다

고 보았다. 그러나 정현웅이 다다에서 발견한 것은 결국 “파괴를 하는 동

시에 건설을 부인”하는 목적성, 이로 인해 “스스로 자기를 단죄하지 않으

면 안될 비극”이었다. 

   그는 파괴적인 다다를 사멸에서 구하고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매진하

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였음을 강조한다. 그가 보기에 초현

실주의자들은 “심적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세계의 건설’을 가능케 했다. 

‘심적 상태’란 현실과 아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외계의 형상과 관련”시킴

으로써 만나게 되는 ‘기이한 세계’다. 이러한 기이한 세계와의 ‘만남’은 때

로는 병적이고, 편집광적이기도 한 ‘무의식의 연상’을 통해 이뤄진다.321)   

   초현실주의가 도덕성과 건설성이라는 신흥미술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

로 간주하던 과거 조선화단의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그는 초현실주의가 새

320) 정현웅, 앞의 글.

321) 정현웅은 초현실주의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

석과 관련이 많고 당시 ‘초현실주의의 총아’ 살바도르 달리가 강조한 ‘상상의 자발성’, 

즉 “현실적인 형상을 빌어 병적 상상세계를 몽유하는” 이들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작

가들로 정현웅은 탕기, 마그리트, 드 키리코, 에른스트를 꼽았다. 또 다른 그룹은 “무의

식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손이 돌아가는 대로 그려서 심적인 기이한 세계를 표현”하는 

이들이다. 정현웅은 작가의 “깊은 내적 통일”에서 비롯된 이 “심적인 기이한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은 추상주의와 만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마송, 미로, 아르프, 에

른스트, 피카소 등을 그 예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시인의 예술, 소아, 광인의 

화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극단의 모순과 불합리와, 깊이와, 길이를 찾고, 불건

전한 이들의 잠재의식과 병적 상상세계”를 찾으려 하는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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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인식했다. 미술과 문

학, 순수와 상업 사이를 오가며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던 그는 평문과 수필 

등을 통해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것들을 불균형한 조화를 포용하는 열린 감

각을 보여주었는데,322) 아쉽게도 미술작품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조형적으

로 실험, 구현하지는 않았다.323) 

   그는 초현실주의가 지금까지 예술사가 의식하지 못했던 “제4차원의 세

계의 문”을 열어보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두었지만, 그 4차원의 세계가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짧은 글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초현실주

의가 상이한 두 세계(외계의 형상과 개인의 심적 상태)가 만남으로써 의도

치 않게 구축된 기이한 세계를 지향했다고 본 정현웅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는 아놀드 하우저(Arnold Hauser)의 다음과 같은 평가와 공명할 만큼 

초현실주의의 핵심을 지적했다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두 가지 다른 세계에 근거한 존재의 양면성의 체험에 기

반한다...초현실주의는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차원, 다른 영역에 살고 있다

는 느낌뿐 아니라 이러한 두 영역이 너무나 철저히 상호침투하고 있어 

그 어나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둘을 단순

히 반대명제로 대응시킬 수도 없다는 느낌을 나타내고...324)

   이 글을 발표한 이후 해방 이전에 그가 발표한 미술관련 글은 인상주의

부터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모던 아트를 개괄하는「현대미술의 

322) 홍지석은 무척 흥미롭게도 삼사문학 시절 그가 발표한 글(「생활의 파편」(1934.9.)/

「사・에・라」(1935.8))과 대중교양지 『삼천리』에 발표한 글(「미인과 영화」

(1938.11)에서 「초현실주의 개관」에서 보여준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와 초현실주의

적 태도를 발견해 냈다. 글 자체가 제목(‘파편’, ‘사에라’(프랑스어로 ‘이것 저것’ 의미))

처럼 단상들을 이어붙인 이른바 몽타주식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가 그 전개에서도 서로 

모순된 양자, 이를테면 시각과 인간성, 사상과 기술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고 있지 않

는다던지, 이전에는 전통적인 심미적인 규율에 따라 절대로 미인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여배우가 새로운 미의 기준, 즉 불균형의 미, 데카당 미, 성격미, 성적미(性的美) 등에 

따라 미인으로 등극했다고 서술한 점 등에서 정현웅이 삼사문학의 초현실주의적 감성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시킨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홍지석 ,「1930년대

의 초현실주의 담론」참조.

323)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 그는 탄탄한 묘사력을 바탕으로 사회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제작했다. 신수경・정현웅,『시대와 예술의 경계인: 어느 잊혀진 

월북 미술가와의 해후』(돌베게, 2012), pp. 33-80.

324) 아놀드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백낙청・염무웅 역(창작과 비평사, 

2002),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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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여성』, 1939.6/7), 폴란드의 미술을 소개한 「파란(波蘭)의 미

술」(『조광』, 1939.11)와 인쇄미술의 가능성을 설명한 「삽화기」(『인문

평론』, 1940.3) 등으로, 아쉽게도 정현웅은 더 이상 초현실주의론은 전개하

지 않았다. 정력적으로 초현실주의와 전위 미술을 소개한 조우식조차 1940

년대 들어서면 더 이상 이에 관한 글을 발표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문인

들과 미술가들이 왕성한 논의를 펼쳐가도록 지면을 제공한 동아일보와 조선

일보가 1940년 8월에 일제에 의해 폐간되고, 일본의 대동아 침략전쟁이 본

격화되자 전시체제 하에서 예술인들은 이데올로기 선전선동에 가담하거나, 

침묵하거나 이 두 개의 선택지밖에 가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조선 화단에

서 전위로서의 초현실주의를 주창할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325) 

   지금까지 초현실주의 미술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1930년대 말 양상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초중반 프로진영에 의해 부르주아의 퇴폐예술로 낙

인찍혀 화단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초현실주의는 1930년대 말 동경유학

생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파되나, 환희와 생명, 기쁨, 희망의 미술로써 식

민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순수회화론자들의 보수적 반응에 맞서야했다. 이

들은 초현실주의 미술론뿐만 아니라 전위, 즉 초현실주의와 추상을 둘러싼 

당시 일본화단의 담론도 함께 수용하여 조선적인 전위의 필요성과 고전에

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것을 강조했다. 고전으로서 조선의 근대성을 재구축

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일제의 대동아구상에 포획되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3) 신화적 상상력과 고대에의 동경 : 문학수, 이중섭, 송혜수, 진환

   고전에서 전위의 길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동경유학생들 가운데서도 특

히 신미술가협회 회원들에게서 나타났다.326) 신미술가협회는 “동인 개개인

325) 윤희순은 “이 시기 양심적인 작가는 현실을 초월하여 미의 순수와 자율성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나 흔희는 퇴폐적 경향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반항할 능력이 없

음을 스스로 규정함에서 빚어 나온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p. 442에서 재인용.

326) 신미술가협회는 동경 유학생 출신 유화가들이 모여 결성했다. 1941년 3월 동경에서, 

같은 해 3월 서울에서 창립전을 개최하면서 화단에 전면으로 부상했다. 원명칭은 조선

신미술가협회였으나 서울전에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가 탈락되었다. 창립동인은 이중섭, 

문학수, 김종찬(이상 문화학원), 이쾌대, 김학준(이상 제국미술학교), 진환(일본미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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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조선적인 것’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었다.327) 조선적인 것을 추구하였지만 이들의 작품은 고

리타분한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첨단예술로 비춰졌다. 

(신미술가협회에 대해) 초현실주의라든지 추상주의라든지 하는 규범을 가

지고 품제(品題)를 헤아린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설혹 그

러한 선입관념을 가지고 덤빈다더라도 그들의 소박한 화면 위에 떠도는 

향수에 접하게 될 때에는 필요를 느낄 것이다.328)

   신미술가협회를 초현실주의 그룹으로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들이 공식적으로 초현실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지만 윤희순의 인용이 보여주

듯이 이들이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초현실주의 혹은 추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집단적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 시국미술 

또는 권력 지향적인 단체와 비교적 거리를 둔 재야단체라는 점, 이들이 동

시에 추구한 민족성과 전통성, 첨단성, 전위성은 당시 일본과 조선의 전위

미술(초현실주의와 추상)의 화두였다는 점, 구상적인 이들의 작품을 추상으

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시적 이

미지, 신화적 환상, 원시・고대에의 동경, 이질성, 꿈과 사랑의 추구 등이 초

현실주의의 가치와 중첩되는 점 등은 이들의 작품이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힘들게 만든다. 위의 특징들은 삼사문학의 정현웅이 말한 

“제 4차원의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들의 작품은 두 

가지 다른 세계에 근거한 존재의 양면성의 체험에 기반하고, 이 두 영역이 

상호침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들 작품에서 보이는 환상 세계는 일제강

점이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현실을 낯설게 보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조리성을 일깨우고 현실 재구성의 가능성을 제시

하는 장소였다.329)    

교), 최재덕(태평양미술학교) 등 7명이고 이후 윤자선, 홍일표(이상 제국미술학교)가 가

입했다. 신미술가협회에 관해서는 윤범모, 「신미술가협회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5호(1997), 한국근대미술사학회, pp. 76-142; 김현숙,「신미술가협회 작가연구」, 『한국근

대미술사학』 15호(특집호, 200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117-142 참조.  

327) 길진섭, 「제3회 신미술가협회전을 보고」, 『춘추』, 1943.6. 

328) “전람회장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중에는 그들을 이단시하여 일종의 첨단예술...” 윤희

순, 「신미술가협회전」, 『국민문학』(1943.6), pp. 122-123. 

329) 해방 후 박문원은 신미술가협회의 ‘존재가치였던 전위성’이 “민족미술수립의 적극적인 활

동의 가능성 밑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변질하면서 그들이 내포하고 있던 모순성이 차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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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 유학생 가운데 누구보다도 자유미술가협회를 통해 성장하고 주

목을 받은 이는 문학수(文學洙, 1916-1988)였다. 평양 출신으로 정주 오

산고등보통학교 재학중에 동맹휴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문학수는 1932년 도일(渡日)하여 가와바타화학교(川端畵學校)에서 기

초적인 미술 테크닉을 익히고, 1935년 문화학원(文化學院)에 입학한다.330) 

문학수는 동학원에 함께 재학하던 김병기, 이중섭, 유영국 등과 동경 거리

를 활보하며 도시문화와 신흥예술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작품 제목과 

“말과 인간이 있는 동양화풍의 풍토적 그림”이라는 다키구치 슈죠의 표현

만으로도 작품의 주요 모티프가 말이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331) 비록 

이 시기 제작된 작품이 현전하는 바 없고 그마나 몇 점만이 흑백 사진자료

로 전해질 뿐지만, 작은 이미지만으로도 그의 작품이 “특유의 시와 꿈의 

세계,”332) “향토적인 감정을 바탕삼은 내면 정신의 교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향토적인 시’이자 ‘송가(頌歌)’333)라는 당대의 평가를 수긍하는 것은 

표면화”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신미술가협회의 작품이 “예술지상주의적이며, 퇴폐적이며, 

현실에서부터의 도피”였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선전에 대한 반항”, 일종의 식민지 시대에 

있어 적극적인 저항의식의 발로였다고 보았다. 박문원,「미술총결산: 미술의 3년」,『민

성』(1948.8), p. 40.  

330) 1921년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세계시민주의에 영향을 받은 니시무라 이사쿠(西村伊

作)가 도쿄의 학원가인 간다(神田)에 설립한 문화학원은 교훈을 ‘사랑과 증오’로 내걸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립학교였다. 미술부의 실기교육은 이시이 하쿠테이(石井柏

亭), 아리시마 이쿠마(有島生馬), 야마시타 신타로(山下太郞), 마사무네 도쿠사부로(正宗

得三郞) 등 보수적인 인상주의 화풍을 벗어나지 못한 프랑스 유학파 출신들이 담당했지

만, 하세가와 사부로와 이 학원 1회 졸업생이면서 하세가와와 마찬가지로 추상작업을 

하던 무라이 마사나리(村井正誠)를 초빙하여 신흥미술을 교육할 정도의 진보성을 가지

고 있었다. 미술 이외에도 문화학원에는 아베 토모지, 탐미주의의 거장 소설가 타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郞), 철학자 미키 키요시(三木淸), 문학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

雄)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출강했다.

331)  瀧口修造,『アトリエ』(1938), 김영나, 「1930년대 전위그룹 연구」, p. 94에서 재인용. 

문학수는 문화학원 재학시절부터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였고, 6회전부터 조선인으

로는 드물게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제1회전(1937)에 <말이 보이는 풍경>, 2회전(1938)

에 <말이 보이는 풍경 1-3>, <날으는 말>, <시골(村)풍경>, 3회전(1939)에 <떨어지는 

말>, <내려다 보는 말>, <비행기가 있는 풍경>, <석모(夕暮)>, <오고 가는 사람들>, 4

회전(1940)에 <춘향단죄지도(春香斷罪之圖)>, <병마(病馬)와 소>, <울어대는 소>, <말

의 머리>, <눈이 온 아침>, <식기(食器)정물>, <죄녀(罪女) 습작>, 기원(紀元) 2600년 

기념 미술창작가협회 경성전(1940)에 <말이 있는 풍경>, <날으는 말>, <말과 여자들>, 

<서커스>, 5회 미술창작가협회전(1941)에 <사조(死鳥) 1-2>, 6회전(1941)에 <말>, 

<소와 말>, <황혼>, <해변>, <정물>, <빨간 정물>, <서묘(西廟)>, 그리고 7회전(1942)

에 <말과 소녀>, <마상(馬上)>, <짐수레(荷車)>, <촌의 생활> 등을 출품했다

332) 長谷川三郎, 「第二回 自由美術展 入選 作品評」, 『美の國』(1938.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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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다. 

   문학수의 말 그림은 그동안 향토성, 동양성의 맥락에서 이해되거나 시

국미술 혹은 성전(聖戰)미술로 해석되었다. 김영나는 <비행기가 있는 풍

경>에 동물들과 함께 등장하는 “댕기를 드리우고 치마저고리를 입은 소녀

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 ‘초가집’과 같은 향토적 소재들에 주목하여 문

학수가 “서구의 모더니즘에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소재를 좀 더 

잘 소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았다(도 51).334) 김현숙 역시 이 시기 

그의 작업을 신미술가협회의 일반적인 경향, 즉 “조선의 미를 순박한 동심

의 세계, 꾸밈없는 순수미로 파악하고 치졸미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간결

함, 질박함, 평면성과 같은 근대 미감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평가했다.335) 

그리고 더 나아가 <비행기가 있는 풍경>을 시국미술로 단정하지는 않았지

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말과 비행기가 김중현(1901-1953), 요네쿠라 히

사히토(米倉壽仁, 1905-1994), 시미즈 토시(淸水登之, 1887-1945) 등의 

시국미술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임을 지적함으로써 문학수의 작품이 지닌 

정치성을 강조한다. 또한 하늘을 나는 말이 등장하는 <춘향단죄지도>는 만

주벌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전쟁을 은유한 것이라 보고, 춘향의 극적인 

구출 장면을 통해 “조선민족의 해방을 희망하는 마음”과 연결시켰다(도 

52). 홍선표는 문학수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이 타락한 서구 문명에 대항하

는 아시아의 농경(소)과 목축(말)을 상징하여 하나 된 아시아를 내세운 단

결된 성전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336) 

   이처럼 선행 연구자들은 문학수의 작품에서 민족성, 향토성, 원시성, 시

국색을 읽어내는 데 방점을 둔다. 필자는 여기에 브르통이 말한 “순수하게 

내적인 모델” 즉,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내면에 떠오르는 무한한 상상력

의 세계를 더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지가 경계를 넘나들

면서 새로운 의미와 형태를 만들어 내는 초현실주의적 세계는 공간과 시

간, 추상과 구상, 의식과 무의식,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등의 구분을 넘

어선다. 이 시적 세계는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민족성, 향토성 그리고 시국색은 화가가 부단히 -의

333) 진환, 「추상과 추상적」, 『조선일보』, 1940.6.19-6.21. 

334) 김영나, 앞의 글, pp. 92-94.

335) 김현숙, 「신미술가협회 작가연구」, p. 139.

336) 홍선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당시 한일 양국에서 일편단심을 주제로 한 춘향전이 

붐을 이루었던 사실도 함께 고려하였다. 홍선표,『한국근대미술사』,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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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현실과 관계 맺으려 했음을 반증하는 요소다.  

   또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비현실적 혹은 신화적 소재와 비행기와 같은 

문명의 상징 등 상호이질적인 모티프들의 병치, 원근법을 무시한 거리감 

등으로 인한 기묘함에서 그의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읽어낼 수 있다. 문학

수는 소, 말, 춘향, 평원 등 향토적인 것, 전근대적인 것 등에서 오는 익숙

함과 친근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이질적인 요소와 병치함으로써 낯설

고 수수께끼 같은 의미와 분위기를 창출했다. 이러한 새로운 미적 방법론 

혹은 미감은 문학수가 동경에 머무는 동안 체험한 초현실주의의 미감이자 

인간의 삶을 총체적, 일관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근대적 삶

의 표현이기도 하다.337)  

   비록 자유미술가협회가 추상을 지향한 단체였지만,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회는 전시 출품작을 추상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문학수, 이

중섭 이외 난바타 타츠오키(難波田龍起, 1905-1997), 세이노 츠네(淸野

恒), 이마이 시게사부로(今井繁三郞) 등 일본인 화가들도 구상 작품, 특히 

소와 말 등 동물을 소재로 작품을 출품하였다. 협회 창립멤버인 난바타의 

경우, 작은 흑백 도판임에도 불구하고, 거칠고 소박한 이미지 처리와 <비

어 飛魚>(1937), <달과 표범>(1937), <페가수스와 인물>(1940) 등 동물

을 소재로 한 환상성이 문학수와 비교될 만하다(도 53-54). 전후 “일본적 

서정을 품은 추상표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 그의 추상 이전 작품들

은 단순하고 투박한 원시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가 모티프로 한 

말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소재로, 그가 말보다는 그리스 신

화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그가 매년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아크로폴리스의 하늘>(1938), <아크로폴리스>(1939), <승리의 여신>(1941) 

등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했기 때문이다. 세이노 츠네 역시 

말이 등장하는 신화적 풍경을 출품하였는데, 이러한 그리스 신화에 대한 

관심은 미술문화협회, 자유미술가협회의 고전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프

337) 홍지석 역시 문학수의 소박한 수필에서 초현실주의적 감수성을 찾아낸다. 1939년

『여성』지에 발표한「동일(冬日)에 제(題)하야」를 두고, 안현정은 겨울에도 무거운 달

구지를 끌어야하는 하찮은 말이란 동물에 대한 문학수의 애틋한 마음과 강한 애착을 읽

어낸 반면, 홍지석은 문학수가 익숙하고 친숙한 대상이 낯설어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

음에 주목한다. 익숙한 오래된 것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즉 ‘인식의 낯섦’ 혹은 초현

실주의자들이 말한 “섬광과도 같은 만남”의 효력이 발휘되는 순간을 묘사한 데에서 문

학수의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읽어낸 것이다. 홍지석, 「두 개의 근대」, p. 14; 안현정, 

「문학수의 생애와 회화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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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초현실주의자들의 고대, 원시사회의 신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도 맥

을 같이 한다(도 55-56).

   문학수는 환상성의 전범을 서양이 아닌 조선의 전통에서 찾고자 했다.

조선의 미술은 찬연한 발자취뿐이고 지속되어 내려오는 강건한 전통의 

힘은 약한 것이니 스스로 반성하여 두 번 다시 선인(先人)들의 체념을 거

듭하지 말고 정통적인 회화를 발견하여 세계의 눈앞에 내놓고, 조선미술

의 특징으로서는 평양대성산을 중심으로 한 강서, 용강의 고분 속에 있는 

수다한 상금(尙今)까지 생명의 불길이 사라지지 않는 비운신선(飛雲神仙)

의 그림과 청룡백호가 움직이는 것을 지상(地上)에 용출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338)

김용준과 이태준 등 문장 동인들은 고려 이후 조선의 전통을 부정하여 조

선 미술 퇴폐론을 도출한 세키노 타다시 등 일제의 조선미술론에 대항하여 

‘이조풍의 유생취(儒生臭)’를 풍기는 문인화의 ‘고담한 맛’, ‘고박(枯朴)함’, 

“여유 및 운치”, “청아하고 한아한 맛”, “선묘적 여운의 미”를 극찬했

다.339) 그들은 부패한 서양의 ‘속(俗)’을 동양의 ‘아(雅)’로 초극하고 서화

의 고전미와 선비의 문아미(文雅美)로 근대를 재창출하려 했다.340) 

   반면 평양 출신인 문학수는 새로운 근대를 창출하는 대안으로서 고구려 

벽화를 선택했다. 그는 시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비현실적 존재인 ‘비운신

선’과 ‘청룡백호’를 현실공간(지상)에 불러냄으로써 성(聖)과 속(俗)의 만남

을 꾀했으며 화면에 이들의 ‘생명의 불길’을 섬광과도 같이 창출하기를 희

망했다. 윤희순 역시 고구려 벽화가 지닌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벽화의 

형식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기상’ ‘북방기질’의 ‘호탕한 의기’ ‘다양성의 

통일’ “생동감 있는 운치” “청신하면서도 광대하고 유현(幽玄)한 세계”에 

주목한 바 있다.341) 문학수는 여기에 벽화의 내용, 즉 환상성 가득한 이야

338) 문학수, 「조선미술문화창정대평의」, 『춘추』제6호(1941), p. 159. 도판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는 제6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강서대묘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추측되는 

<서묘(西廟)>란 제목의 작품을 출품했다. 

339)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 pp. 235-243.

340)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p. 225.

341) 윤희순, 「고구려 벽화에 대한 소감」, 『조선미술사연구』(1946)(열화당, 2001) 참

조. 오광수 역시 문학수, 이중섭이 공통적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동물을 그린 것은 

혹독한 조건의 자연과 대면하여 자연 극복의 의지가 강한 북방민족의 특성을 반영한 것

이라 보았다. 그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이러한 강인한 생명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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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관심을 확장시킨 것이다. 

   종교(불교, 도교, 유교)와 세속적 삶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특히 도교에 기반한 신선(仙)에 대한 상상력이 지속적이고 중심

된 주제로 표상되었다.342) 천장 벽화부에는 각종 지물을 든 선인들이 별자

리가 빛나는 천공(天空) 속에서 선경(仙境)의 이상향을 구현하였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기린, 봉황, 비어(飛魚), 불새, 천마(天馬), 반인반수(人頭

鳥獸) 등 각종 신기한 신화적 동식물들이 천공의 선세(先世)를 장식하였으

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비선(飛仙)들이 화악(和樂)의 세계를 장엄하는 

등 고구려인들이 생각한 이상세계가 표현되었다. 그들은 신화적인 상상력

을 통해 삶과 죽음 넘어 우주의 근원에 해당하는 궁극적인 신성(神聖)에 

대해 깊이 탐구했고, 초자연적 관점에서 낙원의 세계로 회귀하고자 했다. 

문학수는 천마와 같은 신화적 도상을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신화의 

원형구조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을 표출하고 고대에의 

동경을 드러냈다.343) 

   고구려 고분벽화가 지닌 전위성은 하세가와 사부로가 이미「전위미술과 

동양의 고전」에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는 별도의 설명을 붙이지 않았지

만 고구려 벽화와 앙드레 마송의 작품을 병치시키며 전자가 초현실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했다(도 57).344) 동양의 고전에서 발견되는 초

현실주의, 추상적 정신과 미감을 논하는 이 글에서 그는 이외에도 달리가 

흠숭한 가우디(Antoni Gaudí, 1852-1926)의 건축이 초현실주의적이면서 

에도시대의 극단의 건축과 유사하다고 보았고, 지나(중국)의 신비주의와 

서양근대미술의 유비를 주제로 한 최근 전시를 언급하며 일본의 과거에 초

현실주의, 추상 미술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조선, 일본, 중국

이북 출신 작가들이 여기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보았다. 오광수,『이중섭』(시공사, 

2000), pp. 209-211. 

342) 정재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도교 圖像의 의미」, 『도교문화연구』 19권

(2003); 김일권,「고구려 고분벽화의 도교와 유교적 신화 도상 분석」, 『동북아역사논

총』l25호(2009); 김일권, 「고구려 벽화의 仙과 하늘의 상상력 실재」, 『미술사학연

구』268호(2010) 참조.

343) 천마는 그리스,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인디아, 중국 등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로, 새와 마찬가지로 천상계와 지상계를 매개하는 영물(靈物) 혹은 사자

(死者)를 천상계로 데리고 가는 영물로 간주된다. <춘향단죄지도>에 등장하는 천마는 용

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말이 미리(龍)와 관계된다는 사상은 고대서부터 있었다. 문경

현,「天馬塚 出土 天馬圖攷」,『대구사학』83권(2006), 대구사학, pp. 1-38.  

344) 長谷川三朗, 「前衛美術と東洋の古典」, 『みづゑ』(1937.2), pp. 14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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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동양으로 묶으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양=일본에 복속

된 조선이라는 대동아 개념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각은 세키노 타다시 등 일본 관학자들의 오리엔탈리즘과 식민

주의적 태도와 유사하면서도, 그들이 조선미술의 정점을 통일신라로 본 것

과는 차이가 있다. 하세가와를 비롯한 일본 전위주의자들의 동양주의는 보

다 다성적이다. 같은 협회 회원 이마이 시게부를 살펴보면 그 중층성이 두

드러진다. 이마이는 ‘반도인’ 문학수와 이중섭을 수용하여 이들을 최고로 

성장시킨 미술창작협회의 아량과 친절, 비정치성 등을 높이 사면서, 정확한 

파악은 불가하지만 이들의 작품에 드러나는 강한 ‘반도인적인 특성’이 역으

로 일본 작가들에게 큰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345) 그 반성

이란 전위예술의 가치를 “이전 세기의 이국취미”를 넘어서 “서구 이외 문

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서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346) 하세

가와가 고구려 고분벽화를 포함한 동양의 전통예술에 동일한 ‘고전’의 가치

를 부여했다면, 이마이 시게부는 조선과 일본의 그것에 차이를 둔다. 여기

에는 조선의 전통을 원시로, 일본의 전통을 고전으로 보는 이중의 잣대가 

감추어져 있다. 조선(비서구)은 일본(아시아의 서구)에 영감을 제공하는 데, 

이는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이 유럽문명의 부조리성을 비판하고 전복하기 

위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멕시코, 카리브 등 비서구의 전통=원시주의

를 높이 평가한 것과 달리, 일본의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의 전통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한편 문학수의 작품에 보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역시 당시 조선의 

화단에서는 보기 힘든 주제였다. <사조(死鳥)>(1941)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도 58). 말을 소재로 한 그림에 새가 배경으로 등장하기는 해

도 그가 새를 주요 모티프로 삼은 것은 유일한 작품이다. 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신화적 상징성을 지녔기 때

문에, 대립하는 차원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초현실을 지향했던 초현실주

345) 今井繁三郞, 「次代に生くる洋畵家群」, 『美の國』17:4(1941), pp. 66-67.

346) 일본인 학자들이 생산한 고구려 벽화 모사화, 사진 등을 통해 요시무라 타다오(吉村

忠夫), 마츠오카 에이큐(松岡映丘) 등 일본 화단에서 비중있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던 화

가들이 벽화의 조형성에 매료되어 그 모티프를 작품에 활용하기도 했다. 김용철은 이를 

‘고구려 취미’라고 칭한다. 김용철, 「근대 일본인의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 및 모사, 그리

고 활용」, 『미술사학연구』254호(2007), pp. 105-133 참조. 그런데 이들은 주로 역사

화가로, 문학수나 하세가와가 벽화의 조형성과 함께 높이 평가한 신화적 상상력보다는 

벽화가 지닌 역사적 내러티브 혹은 시대적 고증으로서의 가치에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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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에게 매력적인 소재였다. 또 꿈에 등장하는 비행 물체와 뾰족한 형

태의 물건들을 남근의 상징으로 해석했던 프로이트의 해석에 따라,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는 자유로운 성적 욕망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앙드레 마송

은 도축을 주제로 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중 <나뭇잎, 깃털, 

핏방울>(1927)은 사냥으로 죽임당한 새가 남긴 잔재들을 추상화하여 표현

한 작품으로, 깃털과 핏방울을 통해 암시된 죽은 새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드로잉 필선을 통해 소멸보다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인상을 남긴다. 반면 문학수의 죽은 새는 김현숙이 “파시즘의 폭력과 억압

으로부터의 고통이자 그에 대한 고발의 표현”이라고 서술할 정도로 섬뜩하

고 암울하게 표현되었다.347) 

   그런데 이 죽은 새는 바닥에 눕혀 있다기보다는 왼쪽 중앙 부분에 지평

선처럼 보이는 애매한 공간을 배경으로 마치 서 혹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흑백 도판이라 색을 판별할 수 없지만, 거친 터치로 새의 윤곽

선을 둘러싼 어두운 필선은 죽은 새의 피를 연상시키며, 죽은 새 머리 위

로 소 혹은 개의 머리로 보이는 드로잉으로 인해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배

가 된다. 이 작품은 절망적인 시대에 대한 비판일 수 있으나 해석의 폭을 

열어 두면 원시적 제의에 바쳐진 희생제물 혹은 신성한 동물의 부활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시화하고 불사와 불멸의 바람이 재현된 고구려 

고분벽화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미술은 죽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전

통 시대의 신화와 종교는 당대인의 생사관(生死觀)을 해명하고 죽음 이후

를 약속해주는 이데올로기였고, 이미지는 그 이념의 도상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사관(死觀)은 서양에 비해 관조적이고 관념적이었다. 저승은 

이승의 연장선상이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현실 극복을 위한 하

나의 이상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우주적 생명과 인간의 생명의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기에, 삶과 죽음 역시 분리하지 않았다.348) 이와 

달리 근대는 과학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삶에서 죽음을 지우고자 했다. 신

의 영역이었던 죽음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극복할 대상으로 변해버렸고, 

삶의 기쁨에 대한 집착이 죽음을 금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영(靈)의 문

화’ 대신 ‘물질의 문화’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349) 그리고 인간에 

347) 김현숙, 「신미술가협회 작가연구」, p. 131.

348) 주강현,「한국무속의 생사관」,『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민속원, 2001),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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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잔인한 폭력과 고통이 만연했던 일제 강점기에 죽음의 재현은 더욱 

강하게 금기시되었다. 김주경과 오지호의 미술론에서 확인했듯이 근대 미

술에서 환희, 생명, 기쁨,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고통, 죽음, 슬픔, 추는 강

하게 부정되었다.350) 죽음과 병듦, 밤과 어둠이라는 소재는 당시 조선화단

에 있어 터부와도 같았는데, 문학수는 이러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대의 

금기를 깨뜨렸다.  

   유럽의 초현실주의자들에게도 죽음은 중요한 이슈였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친숙하지만 근원적인 공포로서, 프로이트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 힘은 일

정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외부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

써, 죽음이 인간의 근원적인 억압물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속에 항상 잠재

해 있다고 보았다.351)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 집단의 지속을 위해 혹은 

한 개인의 삶을 유지하게 위해 무의식에 억압되어야 한다. 프로이트의 정

신분석학을 수용한 브르통은 이성에 의해 통제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

하고자 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생명 충동에는 죽음 충동이 반드시 수반된

다고 보았다. 즉 쾌락과 고통, 에로스와 타나토스 등 인간의 삶에서 대립

되는 두 가지 속성이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자

연의 대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사관은 일견 삶과 죽음을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립관계로 간주하는 서구문명의 기존의 생사관보다는 문학

수의 <사조>에서 보이는 생사관, 즉 생(生)을 경배하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광활하고 신성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으로 여기는 사상, 삶과 죽음이 

낮과 밤처럼 자연스럽게 순환한다고 여기는 사상에 더 가깝다(도 59).

349) 앞의 논문, p. 73.

350) 박영택 역시 한국 현대미술에서 죽음이란 구체적인 사건이나 경험, 혹은 근원적인 부

재에 대한 사유를 반영하는 작품이 많지 않은 점을 의아해 하면서, 그 원인으로 누드와 

싱싱한 과일과 꽃등 아름답고 감각적인 것만을 다룬 근대기의 ‘순수미술관’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분단, 군사독재를 경험하면서도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다가, 1980년대 후반 근대성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욕망 등 다양한 문화 현상에 이

래 탐구가 진행되면서 때로는 사적인, 때로는 공적인 죽음에 대한 성찰이 미술에 등장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박영택,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 『시민

인문학』23호(2012),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9-70 참조.

351) 지그문트 프로이드, 「두려운 낯설음」(1919), 김전희,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해석」(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4), p.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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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섭(李仲燮, 1916-1956) 역시 문학수와 함께 문화학원에서 수학하

고 자유미술가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반도인으로서 크게 주목 받은 또 한명

의 유학생이었다. 그가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현전하지 않지

만 제목이 직접 보여주듯 ‘소의 화가’ 이중섭은 이미 동경 유학시절부터 소

를 주요 모티프로 삼았다.352)  

작품 거의 전부가 소를 취재했는데 침착한 색채의 계조(階調), 정확한 데

포름, 솔직한 이매주, 소박한 환희, 좋은 소양을 가진 작가이다. 쏘쳐오는 

소, 왜치는 소, 세기의 운향(韻響)을 듣는 것 같았다. 응시하는 소의 눈동

자, 아름다운 애린(愛隣)이었다. 씨는 이 한해에 있어 우리 화단에 일등 

비차는 존재였다.353) 

이중섭의 소 그림은 무수한 역경과 대면한 이중섭 본인의 분신이자 민족의 

상징으로 해석되었고, 그를 ‘민족의 화가’로 신화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

했다. “그의 일생 동안에 걸쳐서 영원한 주제가 된 소가 이미 오산 시대

(청소년기)로부터 일관한 것이었다. 소는 일제 말, 해방시대의 남북 화단의 

다른 작가의 소와는 달랐다. 그의 소는 소가 아니라 종교였다”는 시인 고

은(1933-)의 증언은 이러한 신화화의 토대를 마련했다.354) 

   그러나 해방 이후는 물론 일제강점기 화단에서 이중섭 말고도 많은 화

가들이 소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신미술가협회와 같은 재야에서뿐

만 아니라 조선미술전람회에도 조선의 소박한 농촌풍경을 배경으로 소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종종 출품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화단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문부성미술전람회와 이과전, 독립미술협회전, 자유미술가협회전 

등 여러 재야전에 소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출품되었다.355) 문

352) 1937년 문화학원에 입학한 그는 제2회《자유미술가협회전》(1938)에 <소묘 A>, <소

묘 B>, <소묘 C>, <작품 1>, <작품 2>를, 4회(1940)전에도 <소의 머리>, <서 있는 

소>, <누운 여자>, <작품 1>, <작품 2>를 출품했다. 같은 해 10월 미술창작가협회 경

성 순회전에 <소의 머리>, <서 있는 소>, <산의 풍경>과 <망월(望月) 1>을, 이듬해 

5회전에는 <망월 2>, <소와 여인-정령 1> 두 점을 출품했고, 이 전시가 종료된 후 

미술창작가협회로부터 회우 자격을 부여받았다. 6회전(1942)에는 <소와 아이>, 

<봄>, <소묘>, <목동>, <지일(遲日)>을, 제7회전(1943)에는 이대향(李大鄕)이라는 이

름으로 소묘 5점과 <소와 소녀>, <여인>, <망월 3>을 출품했다.

353) 김환기,「구하던 일 년」,『문장』, 1940.12. 

354) 고은, 『이중섭평전』(향연, 1973), p. 32.

355) 목가성을 띈 소 그림은 한국 화단에서나 일본 화단에서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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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와 함께 이중섭이 ‘반도인의 특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작품을 출품했

다고 상찬한 이마이 시게사부로 본인도 제7회 창작미술가협회전에 소와 

농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화면을 꽉 채운 작품을 출품한 바 있다(도 60). 

이중섭의 당시 소 그림이 조선적인 것으로 주목을 받은 이유는, 후쿠자와

를 포함한 많은 일본인 화가들이 그린 얼룩소 혹은 흑소가 아닌 조선 토종

의 칡소와 황소를 그렸다는 사실 이외에, 그가 소를 매개로 그려낸 신화적 

상상의 세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실마리는 이중섭 그림에 대한 당시 일본인 평론가들의 평가에서 찾

을 수 있다. 그들은 이중섭의 작품이 “서사적 흥미를 중심”으로 하고, “문

학수와 같은 계열로 문학적 환상 세계를 추구”하며, ‘환각적인 신화’를 묘

사하는 가운데 특히 “옛 신비 속에서 생생한 악마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지적했다.356) 고전에서 전위의 가능성을 발견할 것을 역설한 자유미술가협

회원들이 문학수와 이중섭 작품에서 발견한 개성은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

는 조형적 대범함과 우미(優美)하고 다이나믹한 선의 표현, 그리고 신화에 

담긴 환상과 낙원을 향한 동경이었다. 이중섭의 작품에는 인간과 동물, 식

물은 물론 해와 달에도 생명과 영이 깃들어 있고 이들이 서로 혼연일체가 

된, 세속적 현실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세계가 담겨있다.357) 이러한 특징을 

홍선표는 “입체주의와 표현주의, 신화적이며 몽상적인 샤갈의 화풍 등 다

양한 형식을 탐색하면서 범신론적이며 환상적인 상징주의”로, 윤범모는 불

교적 인연설, 애니미즘을 넘어선 범생명주의로 설명한다.358) 

하는 대신 이상적으로 그려졌다. 한국의 소 그림에서 인물과 소가 “소박한 고향적 풍

경”을 배경으로 등장한다면, 일본은 보다 ‘유토피아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윤

지은은 일본 소 그림의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메이지 시기 공부미술학교에 초청

된 바르비종 계열의 화가 안토니오 폰타네지(Antonio Fontanesi)에서 비롯되었다고 설

명한다. 윤지은, 「한국 근대 서양화의 소 그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5) 참조. 

356) 林達郞, 「自由美術展」, 『美の國』(1938.7); 田口信行,「第五回 美術創作家協會展の繪

畵」,『美の國』(1941.5); 瀧口修造,『アトリエ』(1938), 김영나,「1930년대 전위그룹 연

구」, p. 94에서 재인용. 

357) 김현숙은 이중섭의 대표적인 동식물 모티브들이 사상적으로는 고구려 벽화의 애니미

즘 신앙과 도교적 유토피아의 만남을, 양식적으로 공간구성과 선묘를 전유했음을 밝혔

다. 김현숙,「이중섭 예술의 양식 고찰: 고구려 고분 벽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학』5호(199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36-75 참조 

358) 홍선표,『한국근대미술사』, p. 225; 윤범모, 「이중섭의 연기설과 범생명주의」, 『동악

미술사학』5호(2004), 동악미술사학회, pp.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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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열은 이중섭의 소 그림을 크게 초현실주의와 표현주의 계열로 구분한 

바 있다.359) 그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유학 시기 

자유미술가협회전, 신미술가협회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초현실주의 계열, 한국 

전쟁 이후 제작된 작품들을 표현주의 계열로 나누었다. 한편 이은주는 이보다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이중섭의 소 그림을 1940-42년, 1953년-55년 

두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특성을 설명한다.360) 이 연구는 이중섭이 한국

근대미술의 전설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 비해 그의 작품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의 분

석심리학에 토대하여 이중섭의 소 그림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특

히 전기(前期) 작품을 초현실주의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유와 사랑을 표현한 전기의 소 그림은 주로 연필 

선묘로 그려진 초현실주의적 화풍이 특징적이고, 분단과 이별을 표현한 후

기(後期)의 소 그림은 주로 유화로 그려졌고 표현주의적 화풍이 특징적이

다. 이은주는 전기의 소 그림이 불교(십우도), 산신제, 소싸움 등 민속학적 

도상을 하고 있는 후기의 소 그림과 달리, 그리스(제우스)와 인도(시바)의 

신화적, 문화인류학적 도상을 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이중섭 

소 그림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

분법적 도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범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전기의 신화적 도상은 집단적 무의식과, 후기의 민속학적 도상은 개인

적 무의식과 관계된다고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민속학적 도상 역시 시대

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된 정신적 자원의 저

장소인 집단적 무의식의 범주에 속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

단적 무의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일부로, 인류 전체, 특정 민

족 혹은 사회 등 집단에 속한 개개인 내부에 잠재한 속성들을 말하며, 신

화, 민속, 예술, 상징 등을 통해 그 보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무의식의 또 다른 일부인 개인적 무의식은 어떤 개인이 어릴 때부터 

쌓아온 의식적인 경험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

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359) 최열은 유학 중 제작된 <소>(1940)가 “기운생동(氣運生動)하는 일격필법(一擊筆法)”

의 수묵(水墨)의 힘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강렬한 표현파풍”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이

후 이중섭 소 그림의 원형이라고 평가했다(도 61). 최열, 『이중섭 평전: 신화가 된 화가, 

그 진실을 찾아서』(돌베게, 2014), pp. 132-135. 

360) 이은주, 「이중섭 소 그림에 대한 연구: 융의 분석심리학 관점으로」,『미술사와 문화유

산』제3집 (2014),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pp. 47-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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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드러낸 전기의 작품이 일제에 의해 억

압된 자유에 대한 조선 민족의 갈망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화가는 연필이라

는 매체를 통해 내면세계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 여러 번 지운 흔적에서 

자유롭고 싶으나 자유롭지 못한 현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

게 전기의 소 그림을 집단적 무의식과 연결시키면서도, 동시에 사랑에 빠진 

화가의 개인사를 상기시키면서 인간과 신의 사랑을 대변하는 신성한 존재로

서의 소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후기의 민속학적 도상을 개인

적 무의식의 상징이라고 분류하면서도,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내적갈등뿐만 

아니라 조국의 분단과도 연결시켰고, 식민과 전쟁을 겪은 민족의 응어리, 불

안, 격정의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심리표현이 색으로 표현되었고 

유화는 그린 사람과 표현된 것과의 깊은 연관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결

국 전기에는 집단적 무의식, 후기에는 개인적 무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결

론이지만, 이중섭의 집단적 무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의 발현이 전후기로 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도상에서 민속학적 도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각 

시기마다 서로 영향을 미치며 화가의 무의식을 구축했고 작품에 반영되었다

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도식적 틀에 맞추다 보니 아쉽게도 초현실주

의와 표현주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겨를 없이 전자는 집단적 무의식을, 

후자는 개인적 무의식을 표상하는 양식으로 정리되었다.361)      

   이중섭의 일본 유학 시기 작품을 초현실주의적이라 부를 수 있다면, 조

선 화단에서 외부세계의 모방 혹은 감정 표현보다 중시되지 않았던 상상과 

정신의 힘을 보여준 점, 고대 혹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마

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원형적 신화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 융합과 

분리, 갈등과 해소가 변증법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 즉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가치인 사랑에 대

한 동경을 형상화하였다는 점 등 때문이다. 

   작품은 망실되었지만 도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1940년 제4회 미술창작

가협회 경성전에 출품한 <망월 1>은 근대 한국화단에서 보기 드문 소재와 

양식으로써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환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도 62). 

361) “초현실주의에서 ‘현실’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간성에 속하는 모든 욕망(심미

적인 것, 무엇이 되고 싶은 것, 본능, 사상, 감정 등)에 관한 현상”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전기 작품이 “초현실주의적 경향이 짙게 담겨”있고, 소에 감정 이입된 후기 작품

은 “원근법의 왜곡, 격렬한 색의 대조, 원색에 대한 애호” 등을 특징으로 하는 “표현주

의 형식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하는 데 그친다. 이은주, 앞의 논문, p. 65;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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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은 이 작품을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로 보고 도상을 분석했다.362) 

홀로 남은 여성의 고독, 바다 건너 너무도 먼 섬나라, 달을 향해 부리를 

벌리고 있는 새의 간절함,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오작교와 같은 절

벽 길 등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 해석은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이중섭의 작품을 민족성, 향토성과 연계시키고 있으면서도 신화와 연

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최열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듯이 작품의 의미는 여전히 불투

명하다. 이 작품을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유의

미한 시도이지만 작품의 함의를 축소시키고 이 작품이 지닌 일상 언어로 

쉽게 번역될 수 없는 포에지를 파괴할 수 있다. 최열은 이 작품에서 “차갑

고 두렵고 어둡기만 한 달빛 세상을 갈망”하는 ‘망자(亡者)의 시선’과 외로

움 혹은 고독을 읽어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망월(望月)’-완전함, 완

성, 성취를 뜻하는 원(圓)의 상징적 의미를 반향하는 만월(滿月)-이라는 제

목과 함께 충만한 사랑과 생명을 느낄 수도 있다. 새가 한 쌍을 이루고 있

는 것처럼 보름달의 반원과 반원 형태의 섬이 하나의 원을 이루고, 인간 

여성이 사슴일수도 말일수도 소일수도 있는 동물과 분리의 고통 없이 완전

하게 융합하는 합일의 세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계는 눈을 감은 여인이 

꿈꾸는,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상의 세계이다. 현실세계와 꿈의 세계

가 공존하는 초현실의 세계이다. 

   인류 보편적으로 나무는 하늘과 인간세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고, 

새 역시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전령을 의미하기 때문

에 이 작품을 한반도의 신화에만 한정시킬 이유가 없다. 앞서 밝혔듯이 당

시 미술창작가협회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출품되

었고 이중섭 역시 그러한 흐름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곧이어 살

펴볼 엽서화 다수가 고구려 벽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프를 가

져왔다는 사실도 이중섭의 초기 작품을 그리스 신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유효하다. 그런데 이중섭의 작품은 검은 피부의 여

성과 풍경 등이 토속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고, 열린 해석의 가능성

362)『삼국유사』에 따르면 연오랑과 세오녀는 신라시대에 동해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연

오랑이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되고 세오녀가 남편을 찾으러 바다를 건너 왕비가 되었다. 

이 때문에 신라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에 신라인들이 

세오녀가 해와 달의 정기를 모아 짠 비단을 건네받아 영일만의 일월지(日月池)에서 비단을 

제물로 삼고 제사를 지내자 해와 달이 빛을 되찾게 된다. 최열, 앞의 책, pp. 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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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인 화가들의 작품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은주가 인도 신화의 시바신 옆에 있는 닌다를 연상케 한다고 설명한 

<소와 여인: 정령 1>도 오히려 그리스 신화와의 연계성이 강하게 드러난

다(도 63).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 황소, 새(백조)는 모두 제우스와 관

계되어 있는 소재로, 제우스는 백조의 모습을 취하고 스파르타의 여왕 레

다를 유혹했고, 황소로 변신하여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를 납치했다. 

여인, 황소, 새 모티프는 서양미술사에서 많은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인간

과 동물, 인간과 동물로 변신한 신과의 사랑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 세 가

지 모티프는 엽서화 <소와 소녀>(1941)에도 등장한다(도 64). 화가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한 화면에 공존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

하고 있다. 

   <소와 여인>과 함께 제5회전에 출품된 <망월 2>에는 <망월 1>과 마찬

가지로 누드의 여인과 동물이 등장하고, 물고기와 남자 아이, 봉우리 진 

연꽃이 새로 등장한다(도 65). 많은 문화권에서 물고기는 다산성의 상징이

자 생명을 주는 속성을 가진 물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물고기는 아주 깊은 

곳(깊은 물은 무의식을 상징)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고, 영감과 창조성을 뜻

하기도 한다. 조개가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물고기는 남근

적,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됨을 고려한다면, <망월 1>과 달리 눈을 뜨고 있

는 여인이 품에 꼭 안고 있는 물고기와의 교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

는 모습에서 뜨거운 사랑의 환희를 느낄 수 있다. 한 쌍의 새, 산 중턱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채 집, 원경에 뾰족이 솟아 오른 봉우리 등이 성적인 

화합을 암시한다면, 남자 아이는 큐피드라 불리는 사랑의 신 에로스일 수 

있다. 

   신화적 모티프를 매개로 한 작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계속된다. <연

못이 있는 풍경-정령 2>는 3차원적 공간감을 무너뜨리는 둥그런 연못과 

겹겹의 산봉우리를 뒤로 하고 황소와 물고기, 그리고 벌거벗은 남자가 앉

아 있다. 지금까지의 작품들과 달리 남성과 동물들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

가 있어 교감의 정도는 덜하지만, 화면 왼편 상단에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

를 타고 있는 에우로페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소와 그 등에 탄 인물이 작

게 묘사되어 있어 남성의 사랑에의 갈망을 대변하는 듯하다. 빡빡 깎은 머

리를 한 소년은 제6회 출품작 <소와 소년>, 제7회 출품작 <망월 3>에도 

등장한다. 전자에서는 평안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소년이 마치 한 몸이라도 

된 듯 웅크려 있는 흰 소에 편히 기대어 몽상에 잠겨 있다면,  후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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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묘사 없이 오로지 달과 달무리, 그리고 남성과 소의 머리만 보인다(도 

66-67). 최열은 <망월 3>에서 절망과 비극을 읽어냈지만, 지금까지의 맥락

에서 보면 사랑의 환희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363) 소년과 소는 화면에 보

이지 않지만 서로 몸을 맞댄 채 자궁 속과 같이 따듯하고 어두운 밤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황소는 일반적으로 남성다움, 힘, 생식력을 나타

내지만, 그 상징은 사실상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 초승달 모양의 뿔은 태

양과 관련된 동물보다는 달과 관련된 동물임을 표시하기도 하고, 지중해와 

근동 문명권에서는 여성적인 속뜻을 지니기도 한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합일 

혹은 사랑을 꿈꾸는 화가의 욕망은 제7회 출품작 <소와 소녀>(1941)와 엽

서화 <소와 여인>(1942) 등에 좀 더 노골적으로 묘사되었다(도 68-69). 

   보수적인 당시 한국 화단에서는 보기 힘든 주제였던 사랑, 성적 욕망 

혹은 에로티즘은 브르통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정신적 탐구와 

활동에 있어 ‘무의식’, ‘꿈’, ‘광기’와 함께 주요한 테마였다. 그들에게 사랑

은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 그 자체였다. 육체적인 생존만큼이나 절실한 

인간 내면적 욕망의 해방을 위해 에로티즘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개념

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 근저에 존재하는 에로티즘적인 욕망이 예술 

창조의 근본이자 사회 변혁의 씨앗이라 여겼다. 기독교와 부르주아 사회에

서 성은 원죄로서 금기와 억압의 대상이자 사회적 재생산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었기에, ‘가족’, ‘국가’, ‘종교’ 등 기존 가치에 도발하여 서구문명의 

기초 제도를 전복하고자 한 초현실주의자에게 혐오와 매혹, 금기와 위반이 

교차하는 에로티즘은 억압에 대한 저항과 해방의 열정을 분출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었다.364) 

   이중섭 작품에 가득한 사랑에의 갈망은 잘 알려져 있듯이 화가 개인적

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365) 이러한 작품 경향은 그가 문화학원에 입학한 

363) 최열, 앞의 책, p. 144. 

364) 주지하듯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섹슈얼리티와 에로스에 대한 해석이 에로스를 창조와 

사회적 충만을 향한 인간의 갈망, 삶의 원초적 힘으로 보는 초현실주의자들에 영향을 주

었다. 프로이트가 사회적 선과 도덕성을 위해 에로스의 원천인 이드(id)를 조정할 것을 강

조했다면,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드, 즉 개인 내면세계에서 비롯되는 전복적인 힘이 사회정

치적인 혁명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Alyce Mahon, Surrealism and the Politics 
of Eros, 1938-1968 (New York: Thames & Hudson, 2005), pp. 14-16.

365) 이러한 자유로운 애정표현은 엽서화가 전시 출품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섹슈얼리티의 표현은 사회주의와 전위 등 급진사상의 

표현보다 더 억제되었다.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의 연보인『조선출판경찰개요』(1936)

가 세부화한 풍속관련 검열표준으로 1. 춘화음본류 2. 성, 성욕 또는 성애 등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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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와 연애를 시작할 무렵(1939) 강화된 것으로 보인

다. 그녀가 졸업하여 학원을 떠나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이중섭은 그녀

에게 그림엽서 90여 장을 발송한다. 수신인 주소만 있고 발신인 주소가 없

는 엽서는 구애의 글 없이 더욱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으로 사랑을 암시하는 

이미지로 가득하고, 모두 연결하면 하나의 긴 이야기가 만들어질 만큼 다

채롭다(도 70). 여기에는 전시 출품작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 소, 말, 새, 물고기, 사슴, 나무, 연꽃, 산과 물, 해와 달 등의 도

상이 반복해 등장하고, 거북, 학, 복숭아 등 장수를 의미하는 도상과 성경 

속 인물(아담과 이브, 사다리를 타는 야곱 등)로 보이는 이야기, 그리고 이

외에도 자웅동체(雌雄同體) 생물처럼 보이는 비정형의 추상과 성적 암시가 

강한 기하학적 추상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한다(도 71). 인간과 동식물 구

분 없이 서로 어우러진 이미지들은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영과 육(肉)의 

범자연적인 융합의 상태를 보여준다. 에로티즘이 사회적 규율을 의도적으

로 거부하고 단절함으로써 추구되는 초월의 지향이라면, 이중섭의 작품은 

소박하지만 사랑과 에로스를 통해 식민지의 폭력적인 억압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일본 제국미술학교를 졸업(1943)한 송혜수(宋惠秀, 1913-2005)는 평

생 소를 주제로 한 작품을 다수 제작했다(도 72). 민족주의적, 향토적 색채

가 강한 그의 소 그림 역시 저항의 의미로 해석된다. 작가는 묵묵히 일하

며 인내하는 소를 민족의 상징이자 민족혼이 체현된 일종의 성수(聖獸)로 

생각했고 소의 황토빛을 아꼈다.366) 그는 제국미술학교에 입학(1938)하기 

술로 음란, 수치의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사회풍교를 해하는 사항 3. 음부가 노출된 사

진, 회화, 그림엽서 등(아동은 제외) 4. 음부를 노출하지 않아도 추악, 도발적으로 표현

된 나체사진, 회화, 그림엽서류 5. 선정적 혹은 음란 수치의 정서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남녀의 포옹, 입맞춤(아동은 제외)의 사진, 회화류 6. 난륜한 사항, 단 난륜한 사항을 기

술해도 말의 용법과 배열이 담백하고 꾸밈이 없어서 선정적이지 않거나, 혹은 음란한 자

구를 쓰지 않은 것은 아직은 풍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7. 낙태의 방법 

등을 소개하는 사항 8. 잔인한 사항 9. 유곽마굴을 소개하여 선정적이거나 또는 호기심

을 도발하는 것과 같은 사항 10. 서적 또는 성구(성에 관한 장비), 약품 등의 광고로 현

저히 사회의 풍교를 해하는 사항 11.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적 욕망은 결혼이라는 제도 혹은 화폐와의 교환가능성(매춘)이

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이룰 수 있었고, 성적 표현은 민족주의적 대의나 식민지적 

근대의 규범의 심판이나 징벌을 수반할 때만 서사화될 수 있었다.  이혜령,「식민지 섹

슈얼리티와 검열: ‘도색(桃色)’과 ‘적색’, 두 가지 레드 문화의 식민지적 정체성」, 『동방

학지』164권(201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 22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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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츠다 세이슈(津田正周)에게서 그림 공부를 하는 중 만난 이중섭, 문학수

와 일본 유학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하였고, 이들과 함께 1942년 제6회자

유미술가협회전에 <설화>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도 73). 국립현대미술관

이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는 “송혜수의 작품 ‘소’와 이중섭

의 작품은 일종의 민족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뿌리 깊게 발

휘되고 있다”는 평론가 다나카 노부유키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

럼, 긴 담뱃대를 들고 소 등에 올라탄 갓을 쓴 남성과 물동이를 머리에 이

고 가는 댕기머리의 소녀 등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인물들과 함께 

등장한다.367) 이 작품을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후경에 등장하는 작게 

묘사된 인물들이다. 청태(靑苔) 낀 비석 앞에서 슬픔에 겨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젊은 여인, 두 팔을 벌리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상투 

튼 남성, 그를 향해 날아가는 듯한 새 혹은 비천(飛天) 혹은 죽은 이의 혼

(魂), 그리고 화면 왼편에서 무리지어 춤추는 듯한 화려한 색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서로 무관한 것처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각자 무

언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죽음을 암시하

는 이들의 행동은 전경의 인물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만들고, 소에 탄 인

물의 지워진 얼굴과 머리에 썼다기보다는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

는 갓이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소를 타고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망자(亡者)이거나 망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사자(使

者)일 수 있다. 현세와 내세의 공존, 차원이 다른 시공간의 공존이 이 작품

이 발산하는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주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송혜수 작품에서 발견되는 현세와 내세의 공존은 현세의 삶이 죽어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계세(繼世) 사상이 반영된 고구려 고분벽화를 연상시킨

다(도 74).368) 주조를 이루고 있는 황토색과 거칠어 보이는 화면의 질감 

처리, 눈에 띄는 선묘 역시 고분벽화와 무관하지 않다. 송혜수 역시 평양 

출신으로 문학수, 이중섭 등과 마찬가지로 도일 전 자연스럽게 고분을 답

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면서 이들과 더불어 

366) 김동화, 「‘소와 여인’과 ‘풍경화’를 중심으로 바라본 송혜수의 예술세계」,『송혜수

전』(미광화랑, 2013). 한국 전쟁 이후 그는 소와 함께 여인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부터 송혜수의 소 그림에 토속적이고 설화적인 환상성뿐만 아니라 에로티즘이 강하게 

표출된다. 

367) 田口信行,「第七回 美術創作家協會展の繪畵」,『生活美術』(1943.5), 위의 글에서 재인용.

368)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불교적 도상, 세계관이 함께 보이지만 불교의 극락과 완전히 일

치하지는 않는 도교적 내세관과 현세에 대한 애착이 동시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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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와 전통의 관계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고구려 벽화라는 고전을 통해 

전위를 실험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고창 출신의 진환(陳瓛, 1913-1951) 역시 소를 즐겨 그린 일본 

유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1934년 도일하여 일본미술학교에 입학한 그는 

1938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동경미술공예학교에 입학한다. 1941년 조선

신미술가협회 결성에 동참하였으며,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신자연파협

회전에 참여하고, 독립미술가협회전 제9회(1939)와 10회(1940)에 각각 

<집(集)>과 <락(樂)>을 출품했다. 1948년에 설립된 홍익대학교 미술과 교

수로 취임했지만 한국전쟁 중 요절하여 유학 중 작품은 물론이고 유작이 

많이 남지 않아,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근대 작가들 중 

한 명이다. 그는 특히《신미술가협회전》에 ‘우기(牛記)’ 연작을 출품하여 

이중섭과 함께 소의 화가로서 입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원들(신미술가협회)에게는 공통한 일종의 낭만적 요소를 지니고 있

는데 이분도 그러한 세계를 ‘소’라는 한 개의 제재를 빌어 표현하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것은 이분의 독백의 세계요, 같은 제재를 취급하면서 늘 

해석에 변화가 있는 것에 감심하였다. 이번 그림은 선도 대담하게 세련되

고 독선적인 요소도 없어졌다. 다만 너무나 자기의 감상에 젖을려고 해서 

그림의 중대한 것을 잊을려는 위험성이 없지도 않다.369) 

   <풍년악>, <농부> 등 다른 출품작에 붙여진 제목은 그의 소 그림이 향

토적 서정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전형

적인 농촌 출신인 그가 그린 소는 향토성이 매우 짙고, 이중섭과 문학수의 

신화적 소에 비해 현실적이거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370) 그러나 보수

적 아카데미즘과 관제 미술을 거부한 그는 민족적 현실 및 전통과 모더니

369) 정현웅, 「신미술가협회전」, 『조광』, 1943.6, p. 100.

370) 이쾌대가 진환에게 보낸 편지 속에 “형의 ‘심우도’만을 조석(朝夕)으로 낮에도 만나고 

있다”라 적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환은 심우도를 다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는 신미술가협회 마지막 전시인 제4회전(1944)에 <심우도>를 출품하였다. 불교에

서는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을 소에 비유하여 마음을 닦는 일을 ‘소를 찾는(尋

牛)’ 일과 같이 보았다. 중국 송대 때 이를 10장면의 그림으로 도상화한 그림이 유행하

였는데 이를 십우도(十牛圖) 혹은 심우도(尋牛圖)라 한다. 윤지은, 『한국 근대 서양화의 

소 그림 연구』,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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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미술을 결합하였는데, 굽이쳐 흐르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듯한 소를 그린 

<물속의 소들>,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얼굴을 부비며 체온을 나누는 어

미소와 송아지를 그린 <우기 8>, 부감법으로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를 그

린 <沼(기러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대상에 접근하는 시점과 과감한 

구도 면에 있어서 그러했다(도 75). 당시 조선화단에서 보기 드문 시점에서 

그려진 그의 작품은 김기림이 요구한 ‘새로운 각도’(김기림)로써 일상을 낯

설게 만들고 새로운 확장한다. 정현웅이 그 감상성(感傷性)의 위험성을 지

적했듯이 서정성이 농후하게 느껴지는 그의 작품에서 반항의 태도를 지닌 

포에지라는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환 역시 소 이외에 새에 관심을 보였는데, 추상화에 가까운 <시(翅)>

의 경우, 이 낯선 한자 제목이 ‘날개’를 의미한다면 <沼(기러기)>에 등장하

는 흰 구름을 연상시키는 밝은 면 사이에서 있는 형상은 부리와 날개를 가

진 새라 할 수 있을 것이다(도 76). 소의 꼬리가 “비룡처럼 꿈을 싣고”있다

고 묘사한 진환은 비약하여 <날개달린 소>를 그리기도 했다(도 77).371) 새

처럼 비상하려는 소가 꾸는 꿈은 민족의 해방이라는 염원이었을지 모른다. 

   문학수, 이중섭, 송혜수, 진환 등 신미술가협회 동인들이 그린 신화, 꿈, 

환상의 세계는 망국의 설움과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현재 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있었으면 하는 것”을 그린 도피적 성향의 향토적, 

민족적, 서정적인 작품으로 해석된다.372) 그러나 이들이 그린 내적 풍경은 

-문학수와 이중섭에서 특히 그러한데-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초현실 혹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세계로, 현실에서 완전히 괴리된 

비현실 혹은 몽상의 세계가 아니다. 이들이 그린 세계는 두 가지 다른 차

원에 근거한 존재의 양면성의 체험에 기반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이 상호침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외적세계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대신 

시인처럼 자유롭게 변형하고 새로 창조해 냄으로써 한정된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으려는 초현실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파괴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죽음, 어둠, 성적 욕망 등을 부정하는 조선화단의 금기를 깨기

371) “겨울날이다. 눈이 내리지 않는 땅 위에 바람도 없고...내가 보는 하늘을 뒤로 하고 

‘소’는 우두커니 서있다. 힘차고 온순한 맵시다. 몸뚱아리는 비바람에 씻기어 나무와 같

이 -소의 생명은 지구와 함께 있을 듯이 강하구나. 둔한 눈망울, 힘찬 두 뿔, 조용한 동

작, 꼬리는 비룡(飛龍)처럼 꿈을 싣고, 아름답고 인동(忍冬)넝쿨처럼 엉크러진 목덜미의 

주름살은 현실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었다.” 진환이 남긴 육필 원고「소의 일기」, 김종

주, 「진환의 회화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2), p. 35에서 재인용.

372) 김동화,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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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이들은 한국 근대화단에서 드물게 고전 중에서도 고구려 고분벽

화의 초현실성을 발견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전위와 고전을 일치시키려했던 당시 일본화단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

는 피식민지인의 질곡이기도 했다.      

4) 여기에 없는 어딘가 : 김종남, 김하건

   신화적 상상과 고대에의 동경을 담은 신미술가협회 동인들의 작품에 민

족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났다면,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미술문화협회에

서 활동한 조선인 김종남과 김하건의 작품에는 민족적 색채가 옅다. 이는 

문학수, 이중섭 등이 활동했던 자유미술가협회, 독립미술협회와 김종남과 

김하건이 활동했던 미술문화협회의 차이라기보다는 신미술가협회의 집단적 

개성을 재차 확인하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남(金鐘湳, 

1914-1986)은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으로 일본 교토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34년 상경한다. 1937년 일본미술학교 유화과를 졸업하고, 미술문화협회전 

이외 일본 앙데팡당전, 행동미술협회전 등에 출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는 이케부쿠로(池袋)에 머물면서 ‘후쿠자와 이치로 회화연구소’에서 후쿠자와

를 사사하였다(도 78). 이 관계를 토대로 그는 창립전(1940)부터 줄곧 미술

문화협회전에 출품하고 1942년에는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상경 후부터 그는 

가네코 히데오(金子英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전후 친구 친척의 양

자가 되어(1950) 마나베 히데오(鎭鍋英雄)로 개명하고 일본에 남아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였다.373) 

   초기 작품 중 유일하게 현전하는 <수변 水邊>은 제2회전(1941)에 출품

된 작품으로 전후까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된 그의 작품 경향을 잘 보

여주고 있다(도 79). 이끼 낀 고목과 넝쿨, 다양한 종(種)의 식물이 사는 

373) 김지영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위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

았다고 한다. 청년시절 그가 머물던 소위 ‘이케부쿠로 몽파르나스’는 전국 각지에서 모

인 예술가들이 각자의 다양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 교류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특출

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이 때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58년 미술문화협회를 탈퇴했지만 꾸준히 작업을 지속했고, 

1970년 개회한 개인전에서 후쿠자와가 그의 “정교하고 상세한 묘사력”이 뛰어난 초현

실주의 작품을 호평했다.  金智英, 「戰前の日本における朝鮮人美術留學生と戰後活動」, 

東京藝術大學, pp. 1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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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작은 연못 혹은 늪(沼)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화면 오

른편 잎과 가지의 형태가 눈에 띄는 붉은 식물은 기타와키 노보루의 <땅

두릅>을 연상시키고, 전체적인 정밀한 묘사는 그림의 기묘한 분위기를 배

가시킨다. 동물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나무와 풀, 연못만 있는 김종남

의 <수변>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원시적인 힘과의 신비로운 소통이 이

루어지는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나무들이 밀집해 있는 숲은 인류의 수

많은 신화 속에서 온갖 정령들과 신들이 깃들인 범신론적인 장소로 인식되

어 왔다. 숲에 내재된 풍요로운 생명력과 미지의 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

움이 숲을 신령스런 힘이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장소로 인식시켰던 것이

다.374) 초현실주의자들 역시 신성한 생명의 원천이자 발굴되지 않은 신비

로운 세계로서 숲의 신화적 의미를 인식하였고, 숲이 여성의 성기에 대한 

욕망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프로이트의 해석에 힘입어 숲을 원초적 리비도

가 작용하는 무의식의 공간으로 해석했다.375) 신비스럽고 성적 암시를 품

은 숲에 대한 그의 관심은 도판으로 남아 있는 <폭풍우 嵐>뿐만 아니라 

이후 작품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도 81-82).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난 김하건(金河鍵, 1915-1951)은 동경미술대학 

출신(1942년 졸업)으로 재학 시 후지시마 다케지(藤島武二, 1867-1943) 

교실에 소속되어 그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김종남과 마

374) 김종남이 협회의 기관지에 게재한「호랑이 이야기」라는 짧은 이야기 역시 숲과 연못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글과 함께 실린 삽화는 <수변>의 풍경에 비해 나무가 적고 대

신 풀이 많지만 그가 숲이라는 소재에 매료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도 80). 1인칭 화자

가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의 ‘호랑이 이야기’에서 화자는 밀림 속에서 돌연 호랑이를 만

난다. 위풍당당하게 연못의 물을 마시는 호랑이는 화자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

지만 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갑자기 화자를 향해 웃으면서 “선생, 나를 남방의 군대(兵

隊)가 있는 정글로 데려가 주시오”라 말한다. 호랑이에게 왼쪽 안구가 없는 것을 발견한 

화자는 주머니에서 구슬을 하나 꺼내 건내 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선사(南禪寺)의 호랑

이였다. 金子英雄,「虎のお說」,『美術文化』(1943),『近代日本アートカタログコレクション』, 

제82권(東京: ゆまに書房), pp. 14-15. 후쿠자와 이치로와 다키구치 슈죠가 치안유지법위반

으로 검거된 이후, 미술문화협회 역시 전향을 표명하고 전쟁관련 주제의 미술작품과 글을 

발표, 전시했다. “남방의 군대가 있는 정글”로 데려다 달라는 호랑이의 부탁은 이러한 맥락

에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375) 프로이트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이 꿈이나 시적 공상에서 똑같이 활용된다고 보았

고, 꿈속에서 여성의 성기가 주로 숲, 바위, 물과 같은 풍경으로 표현된다고 해석했다. 지

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1917), 이은주, 『초현실주의 미술에 나타난 초현

실의 특성 연구』,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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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미술문화협회 회원으로 추대되고 협회상을 받는 등 이 협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나, 협회전에 출품했던 작품 몇 점이 도판으

로 남아있는 것 이외에 그 이후 작품 활동에 관해 알려진 바 없다.376) 그

런데 도판으로 남아 있는 세 점의 작품이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

러내고 있어 흥미롭다. 미술문화협회 3회전(1942)에 출품한 <항구의 설계>

와 이듬해 4회전에 출품된 <수면>, <고원의 봄> 모두 멀리 수평선 혹은 지

평선이 보이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신미술가협회 동인

들의 작품과 비교해 상상의 무대로서의 풍경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모호한 

공간은 오오타니 쇼고가 설명한 당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에 종종 등장하

는 지평선 모티프와 유사하게 자유에 대한 동경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

로 읽을 수 있다. 

   인적 없이 조용한 항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항구의 설계>에는 항구

로부터 제법 떨어진 장소에 나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나룻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 있다(도 83). 평범한 풍경화를 평범하지 않게 만

드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흰 색의 사각뿔과 구 모형이다. 두 개의 모형

과 오른편 건축물의 기하학적인 형태 및 눈부신 흰 색은 주변 풍경과 이질

적이다. 설계도에 드리워진 삼각뿔의 유독 긴 그림자 역시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모티프들은 드 키리코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수면> 역시 그러한

데, 드 기리코의 작품에서 여성은 대개 조각물로 과거의 건축물과 함께 있

는 반면, <수면>에서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히마티온(himation)을 두른 여

성이 흰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침대 앞에는 고대의 암포라 하나

가 쓰러져 있다(도 84). <수면>은 드 키리코의 섬뜩한 느낌을 자아내는 초

현실주의적 풍경뿐만이 아니라 난바타 타츠오키 등 자유미술가협회의 고전

에 대한 관심과도 연결된다(도 85-86). 고대와 현대,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한 무대에서 만나는 드 키리코의 작품이 기이한 풍경 속에 드러나는 무의

식적 불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김하건과 난바타의 작품은 바다를 배경으

로 누워 있는 여인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작품을 ‘초현실적’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당시 초현실주의를 지

376) 일본에서 돌아온 후 그는 청진의 궁내태환(宮內太丸)에서 청진일보사 ‘북선(北鮮)문화

회’와 경성(鏡城)공립중학교 동창회 주최로 《김하건 양화 개인전》을 가졌다. 개인전 

팸플릿에는 30여 점의 작품 목록과 더불어 미술문화협회의 후쿠자와 이치로, 동경미술

학교 다나베 이치로 등의 격려사 등이 쓰여 있고, 그가 1942년 《신낭만파협회전》에

도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영나, 「1930년대 전위그룹 연구」,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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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던 일본 화가들이 전쟁, 향락적인 도시문화, 세계 공황에 하여 반대하

여 물질문명 이전인 고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여기에 없는 어딘가”를 동경

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둘 수 있을 것이다. 

   <고원의 봄>에는 화면 중앙에서 강강술래라도 하듯 손을 잡고 원무(圓

舞)를 추는 예닐곱 명의 여성과 화면 전경에 등을 보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서너 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도 87). 제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봄을 

기다리는 바램 혹은 이미 온 봄을 기쁘게 맞이하는 장면일 텐데, 어딘지 

어두운 분위기가 전자가 적합하게 여겨진다. 후쿠자와 이치로가 그렸던 만

주대륙을 연상시키는 황량한 풍경이다. 주요 모티프인 원무를 추고 있는 

여인들과 이들을 구경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화면 중앙이 텅 

비어있어 황량함을 증가시킨다.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당대 일

본의 그것은 아닌 사실에 비추어, 이 작품 역시 고대 혹은 여기에 없는 어

딘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무를 추는 여인들 뒤의 돌무더기

는 작품의 의미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돌무더기는 언약의 증거물(창세

기 31:46-52)이면서 죽은 자의 무덤 혹은 도시의 파멸이기도 하고, 소원

을 비는 돌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추상으로 구현된 물체/물질에 대한 관심: 유영국

   문학수, 이중섭과 함께 문화학원 출신으로 자유미술가협회에서 활동했

던 유영국은 이들과 달리 평생 기하학적 추상에 매진했지만, 동경에서 유

학하던 시절 초기 작업에서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1937년 제7회 

독립미술협회전에 출품한 <랩소디>와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작품 B>, 그리고 일부 사진작품이 그러하다. <랩소디>는 화면을 가로지

르는 지평선을 뒤로 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부분들로 구성된, 기능이 분

명치 않은 기계장치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독특한 구성의 회화 작품

으로 현재는 도판으로만 남아 있다(도 88). 직선과 원으로만 구성된 기계

장치는 1920년대부터 일본 화단에 강하게 미친 바우하우스와 러시아 구성

주의의 영향력을 상기시키는데, 실제로 작가가 러시아 작가 류보프 포포바

(Любовь Сергеевна Попова, 1889-1924)가 연극 <간통한 아내의 관대

한 남편>(1922)을 위해 제작한 무대디자인에서 착안한 것이 밝혀졌다.377) 

뼈대로만 구성된 구조적 형상은 당시 다른 조선인 유학생들 작품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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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이지(理智)’ 혹은 기계주의 미학을 드러낸다. 일견 디자인처럼 보이

는 이 작품이 초현실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면, 기하학적 형태들과 이질적

으로 병치된 몇 몇 요소들 때문일 것이다. 음영을 넣어 묘사한 구름, 후프 

속에서 후프와 함께 굴러가는 비현실적인, 매우 단순화하여 묘사된 2명의 

인물, 그리고 마치 지평선에 닿을 듯 말 듯 떠 있는 만월(滿月) 이미지 등

이 그것이다. 이 크고 어두운 원은 포포바의 디자인에서는 분명히 무대의 

한 부분으로 디자인 되었지만, 3차원과 2차원의 형태, 구상과 추상이 공존

하는 유영국의 작품에서는 기계장치의 일부처럼 보이기보다는 이중섭, 문

학수의 작품에 등장한, 그런데 원근감을 무시할 정도로 크기가 지나치게 

과장된 보름달처럼 보인다. 

   정영목이 이 작품을 ‘추상적 초현실주의’ 즉 “추상으로 초현실주의적인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라 평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378) 그리

고 그는 <랩소디>가 “형상적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일본의 전위화

단”과 다르다고 언급했는데, 이보다는 추상과 초현실주의의 경계를 명확하

게 구분하지 않았던 당시 일본 화단의 성격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유영국이 이 작품을 독립미술협회전에 출품한 1937년은, 신일본주

의 양화의 대부격인 사토미 가츠조가 탈퇴하면서 독립미술협회 내 초현실

주의파가 점차 다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때였고, 이과회 내에 추상과 

초현실주의가 공존한 구실회가 설립되고, 추상과 초현실주의가 고전을 매

개로 전위를 공유하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교토의 츠다 세이후 

양화숙 출신으로 나고야 아방가르드를 결성한 시모자토 요시오의 경우도 

377) 유영국이『아틀리에』1936년 9월호 특집기사(‘무대미술’)에 실린 포포바의 무대 디자

인 드로잉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무대 세트는 두 개의 창문과 문, 사다리, 플랫

폼, 바퀴, 풍차날개 등이 극히 최소한의 단계로까지 축소, 추상화되었다. 타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 기념물>에 자극을 받은 포포바의 디자인은 러시아 혁명의 유토피아 분위기

를 반영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유리, 고층건물 등이 없는 가난한 러시아를 기계화하고 

조직화하려는 공학의 꿈을 재현한 것이었다. 이 무대 세트는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독

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야외, 실내 등 어떠한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

다. 유영아,「유영국의 초기 추상」, pp. 93-97. 

378) 정영목, 「유영국의 초기 추상, 1937-1949」, 『미술이론과 현장』3호(2005), 한국

미술이론학회, p. 174. 오광수 역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대신 “일본에 처음 추상

계열의 작품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러시아 미래파와 구성주의였다는 점과 30년대 들

어오면서 쉬르레알리슴이 전위적 성향으로 풍미하기 시작한 일본 화단의 상황을 잘 반

영해 주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 작품이 러시아 구성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짙게 

반영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오광수, 『한국 최초의 추상미술가 유영국: 삶과 창

조의 지평』(마로니에북스, 2012),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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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전후부터 ‘추상-창조’의 회원이었던 오카모토 타로의 지도를 받으

면서 추상과 초현실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결을 과제로 삼았다(도 89). 3장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바우하우스를 초현실주의 미술로 이해했던 일부 화

가들, 코가 하루에 등의 기계미학 등이 보여주듯 당시 추상과 초현실주의

와의 종합과 지양은 일본 화단의 시대적인 과제였다.379) 

   작품의 이질성은 근대적인 기계장치 모티프와 <랩소디>라는 낭만적인 

제목의 모순적인 결합에서도 비롯된다. 기계미학에 깔려있는 근대적 유토

피아에 대한 열망과 근대 이전의 유토피아, 즉 “여기에 없는 어딘가”에 대

한 모순된 열망이 공존한다. 유영아가 지적했듯이 <랩소디>는 일본 낭만파

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근대 초극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던 시기에 제작되었

다.380) 3장에서 확인했듯이 당시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는 고대와 중세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유영국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랩소디>에 담아냈다. ‘랩소디’는 고대 그리스에서 떠돌

아다니며 노래하는 시인들이 부른 노래를 지칭하는데, 그 가사는 신들의 

이야기나 영웅들의 무용담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바느질로 엮는다는 

‘rhaptein’과 노래를 의미하는 ‘oide’를 어원으로 하는 그리스어 ‘ῥαψῳδός

(rapsoidos)’에서 유래한 ‘랩소디’는 서사성, 민족성을 특징으로 하고, 광시

곡(狂詩曲) 혹은 자유로운 환상곡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대 이전 시대에 대

한 동경을 상징하는 제목과 더불어 일본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종종 등장한 

지평선, 광활한 대지, 구름 모티프는 유영국이 당시 일본화단의 경향에 민

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다.381) 기계미학에 대한 관심은 

379) 고바야시 슌스케(小林俊介),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추상예

술」,『미술이론과 현장』제3호(2005), 한국미술이론학회, p. 131. 고바야시는 기계에 

대한 관심은 무라야마 토모요시에게도 당연히 있었지만, 이것을 최초로 전면에 드러낸 

것은 ‘단위삼과’(1926년 결성)의 중심인물이었던 나카하라 미노루(中原實)에 의해서라고 

설명한다. 의사 출신인 그는 당시 최첨단의 과학지식과 유럽 체제 중 얻은 전위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회화’를 주창하고 회화작품을 원자 수준에서 수치화

하고, 회화 계산표에 기초한 ‘회화원기(原器)’에 의해 언제라도 회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고바야시는 비가시적인 과학적 개념을 환상적으로 도식화한 나카하라 미

노루의 작품이 일본적인 초현실주의의 선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380) 유영아는 일본 군국주의의 사상적 바탕이 된 근대초극 이데올로기가 일본화단이 구성

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구성주의는 쇼

와 전기에 군국주의로 고양된 일본 정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강력한 문화정책으로 인해 

건축, 공예, 디자인 분야에 확산되었다. 구성주의의 ‘표준’에 대한 지향은 전시체제의 일본

에 적합하여, 질 나쁜 제품생산에서 벗어나 산업입국으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총력전 체제

에서 빠르게 똑같은 질의 군수물자를 대량생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목적에 수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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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국으로 하여금 기하학적 추상과 사진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도록 했으

며, 이는 그에게 조선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 화단에서 독자적

인 위상을 제공한다. 

   한편 <작품 B>에는 원경의 구름 이외 현실세계에 대응하는 식별 가능

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배경은 <랩소디>에 비해 더욱 모호하다(도 90). 

음영을 넣어 3차원 구(球)형태로 보이는 세 개의 원이 주요 모티프로 등장

한다. 이 가운데 큰 구의 어두운 부분은 음영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위

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3차원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2차원처럼 보이

고, 작은 두 구는 마치 암술처럼 관(管)에 의해 각각 큰 구와 연결되어있

다. 두 개의 작은 구는 꽃 잎 같기도 하고 혀 같기도 한 뒤쪽의 비정형과 

살짝 닿아있다. 그리고 이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 3차원의 공

간감을 무시하는 원경에는 바나나 혹은 토막 낸 튜브 형태의 물체 역시 서

로 맞닿아 있는데, 이들 중 하나는 그 일부가 검은 사각형 안으로 빨려 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관능적인 암시가 느껴지지만, 뚜렷하지 않은 

형태들 간의 모호한 관계로 인해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범상치 않은 느낌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정영목은 <작품 B>가 “합리적 원근법을 무시한 이미지의 극단적인 확

대와 축소에 의한 공간의 갑작스러운 깊이로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 설명한다.382) 그러나 이 작품과 초현실주의와의 연관성은 이보다는 물

질 혹은 물체에 대한 유영국의 관심과 관계있어 보인다. 1937년 긴자에서 

개최된 《해외초현실주의 작품전》에는 자코메티, 헨리 무어, 한스 아르프

의 조각과 만 레이의 사진과 오브제 등이 출품되고 이들의 작품이 『미즈

에』 임시증간호에 소개되었는데, 유영국이 여기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 

<작품 B>는 새장 모양의 철제 프레임 안에 석고로 만들어진 누운 듯한 쐐

기 모양의 형태와 진자처럼 사각형 틀에 매달린 공이 서로 맞닿아 있는 자

코메티의 <매달린 공 Suspended Ball> (1930-31)을 연상시킨다(도 91). 공

은 아래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쐐기 위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들이 인체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촉은 성적인 것을 암시

381) 유영아는 <랩소디>가 일본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초국가주의적 파시즘의 시각 대

신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들의 감상적, 패배주의적, 수동적인 

인물 표현과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작품을 출품한 독립미술협회 내 초현실주의파가 

즐겨 사용하는 도상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적용하였지만, 이들과 거리를 둠

으로써 제3자로서의 입장을 구현하였다고 보았다. 유영아, 앞의 논문, pp. 91-92.

382) 정영목, 「유영국의 초기 추상, 1937-1949」,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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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이 형태들의 성적 정체성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호

한 성적 표현과 무의식적 행위의 실현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환각과 표

현, 욕망과 욕망의 좌절은 초현실주의가 오브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

징이다.383) 유영국이 초현실주의 오브제가 함축하고 있는 이중적, 역설적 

구조까지 수용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작품 B>는 그가 초현실주의에 대

한 관심에서 이후 제작한, 성적 암시가 완전히 탈각된 회화적 부조

(painterly relief)와 사진에서 보이는 물체, 물질, 형태, 질감 등 순수조형

에의 관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전위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재료 구입이 

용이치 않게 되자, 유영국은 오리엔탈 사진학교(オリエンタル寫眞學校)에

서 사진을 수학한다. 현재 유영국 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 

그의 일본 유학기(1935-1943) 사진작업과 관련된 사진은 총 28종으로, 

1942년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한 것으로 확인되는 포토몽타주 <사진 

No.3> 한 점 이외에는 대부분(23종)이 경주 남산과 석굴암 등을 촬영한 

스트레이트 사진이다.384)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가운데 이중노출 기

383) 입술 모양의 쐐기는 날카로운 남근으로, 쪼개진 둥근 형상은 남성적인 형태이면서 동

시에 여성의 질을 상징하여 성적 이중 의식을 보여준다. 공 모양은 고환, 엉덩이, 눈 등

을 암시하는 데 그 기표들은 고정되지 않고 끝도 없는 연계 속에 들어 있다.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초현실주의 오브제의 상징적 기능에 대한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의 논의를 빌려 와서 <매달린 공>의 ‘부분-대상(part-object)’적 성격

을 ‘욕망하는 기계들(desiring machines)’로 정의하기도 했다. 안소연, 「‘초현실주의 오브

제’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조명」, 『현대미술사연구』27권(2010), 현대미술사학회, pp. 

22-25.

384) 종류는 28종이나 대부분 추후 재프린트되어 소장된 사진 점수는 88점이다. 권행가, 

「자유미술가협회와 전위사진: 유영국의 경주 사진을 중심으로」, 『한국미학학회지』

51권(2017), p. 161. 권행가의 정리에 따르면 그 동안 유영국의 작품으로 알려진 <인

물>, <장가구>, <백합> 등은 작가 미상으로 검증이 요구된다. <백합>의 경우, 이 사진

을 유영국의 작품이라 간주한 정영목과 유영아는 이 작품이 <작품 B>에 등장하는 비정

형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았고, 유영아는 더 나아가 그의 소장 엽서본에 백합을 그린 

작품이 몇 점 있는 사실에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라고 설명한다. 유영아는 백

합이 당시 다도와 함께 유행하던 일본식 꽃꽂이에서 주로 쓰이던 꽃이라는 점에 주목하

여, 전위미술과 동양의 고전을 연계시키고자 한 하세가와 사부로, 다키구치 슈죠 등의 맥

락에 이 작품을 위치시킨다. <장가구>의 경우, 유영아는『미즈에』1939년 3월호에 ‘만주, 

북지(北支), 몽강(蒙疆)’이라는 별책 사진판에 하세가와 등이 출품한 것을 근거로, 유영국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장가구(長家口)’가 내몽골 자치구 일대에 있던 몽강의 수도 ‘장자

커우’를 의미함을 밝혔으나, 유영국이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유족의 증언에 따라 이 

사진이 유영국이 직접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가

장 최근의 연구인 권행가의 시각에 근거하여 이 세 사진을 작자미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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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유영국의 상반신 모습과 기계 이미지를 오버랩한 사진은 유영국은 

문화학원 동급생 츠카모토 시젠(塚本自然, 생몰년 미상)이 촬영한 것으로, 

비록 유영국이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초중반 일본에서 크게 부흥

했던 전위 혹은 신흥사진의 영향이 유영국과 주변의 동료 학생들에게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에서는 회화를 형식적 모델로 삼아 향토적이고 목가적인 자연풍경

을 담은 소위 ‘예술사진’이 1920년대 후반에 등장해 아마추어 사진가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예술사진이 거부했

던 사진 본래의 기계적 리얼리티와 구성에 관심을 둔 신흥사진과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추상이나 초현실주의 같은 전위미술과의 관계 속에서 성

장한 전위사진이 일본에서 유입된다.385) 그러나 일본처럼 신흥 혹은 전위

사진 그룹이 조직된 바 없이, 예술사진을 제작하던 사진가들 중 극소수가 

사진의 기계적 특성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는 과정에서 습작으로 포토그램, 

레이요그램 등을 제작하는 정도였다. 1930년대에는 살롱사진, 1950년대 

이후에는 ‘생활주의 사진운동’을 일으켜 리얼리즘에 입각한 사진을 제작했

던 임응식(林應植, 1912-2001)의 <습작> 연작이 그 한 예다(도 92).386)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미적으로 완결성”을 지닌 것으로 평

가받고 있는 정해창(鄭海昌, 1907-1968)은 기술적 실험이 아닌 데페이즈

385) 1920년대 말 일본을 통해 수용된 예술사진은 미국과 유럽의 ‘픽토리얼리즘 사진’에서 

유래했다. 재조선 일본인 사진가들의 자극과 영업사진가들의 노력으로 수용된 예술사진

은 1930년대 들어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예

술사진은 점차 비영리적이고 사진가의 ‘주관표출’,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사진단체 중심의 그룹전과 현상사진공모전 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성일보에서 주최한 ‘사

진살롱’(1934-1943)과 조선일보가 주최한 ‘납량사진공모전’, 경성일보사와 전조선사진

연맹이 주최한 ‘조선사진전람회’(1934-1943)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형식은 향

토적인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목가적인 분위기의 풍

경사진이었다. 유지현, 「일제시대 ‘예술사진’의 개념과 예술사진가의 인식」, 『미술사

논단』제12호(2001), 한국미술연구소, pp. 105-125; 김현지, 「한국 근대 예술사진의 

전개 양상 연구: ≪조선사진전람회≫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6). 

386) 부산 출신인 임응식은 1931년 부산 체신사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를 수료하고 

1933년에는 일본인 중심으로 결성된 여광사진구락부(黎光寫眞俱樂部)에 가입했다. 

1934년에는 일본 도시마체신학교(豊島遞信學校)를 졸업하고 1935년 강릉우체국에서 근

무하면서 강릉사우회(江陵寫友會)를 조직했다. 1938년부터 43년까지는 부산지방체신국

에서 근무했다. 1944년부터 46년까지 일본물리탐광주식회사(日本物理探鑛株式會社)에서 

과학사진을 찍었다. 1946년부터 부산에서 사진현상소 ‘아르스(ARS)’를 운영했으며 부산

광화회(釜山光畵會)를 결성했다. 부산광화회는 1947년 ‘부산예술사진연구회’로 이어져 

회원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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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같은 이질적 조합을 통해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보여주었다.387) 정물 

사진이 사진 공모전에서 주목을 끌지 못하는 당시 분위기 속에서 철저히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그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물사진을 제작, 발표했

다. 장승과 한복 입은 조선인 등을 시각화한 조선풍속인형과 해골, 바둑알, 

서양식 램프, 책, 화병, 파이프 등 소품을 배치하여 문명과 원시, 삶과 죽

음 등이 만나는 비현실적이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연출한 그의 작업은 당시 

조선에서 보기 드문 참신한 시도였다(도 93-95).388) 당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 동서양 문물이 이질적으로 병치되어, 사진에 

등장한 물건들은 형식미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기보다는 이승과 저승 

혹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택된 것으

로 보인다. 일본 유학 중 신흥미술, 전위미술을 접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는 다중노출 기법을 활용하여 종교적인 소재를 몽타주하기도 했다.

   유영국 사진에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감각은 이와는 좀 다르다. 제6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된 <사진 No.3>은 추상적으로 몽타주된 사진이다

(도 96).389) 현재 엽서본으로만 남아 있는 이 작품은 흰 색 바탕에 상단에 

틈 없이 병렬된 세 개의 이미지와 하단 중앙에 위치한 한 개의 이미지로 

387) 박주석,「새롭게 태어난 근대작가 5인의 사진세계」,『한국 근대사진의 선각자들』(한미

사진미술관,  2006), pp. 10-12. 근대 예술사진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조선 최초로 예

술사진 개인전시회를 개최(1929)한 그는 1922년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

학, 동경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했다. 유학시절 취미로 사진과 서양화(가와바타

화회, 태평양화회)를 배운 그는 귀국 후 본격적으로 사진제작에 몰입했다. 1939년 제4

회 화신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을 끝으로 사진 작업 활동을 중단한 그는 중국에 유학하

여 금석학과 동양철학을 연구했다. 그가 동경예술사진학교에서 사진을 배웠다고 말해지

나, 이경민은 당시 동경예술사진학교라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동경사진전문학교 졸

업자 명단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음을 밝혔다. 이경민, 「한국근대사진사연구: 사진제도

의 형성과 전개」(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1), pp. 149-151.

388) 일제강점기 일본의 관광산업과 더불어 토산품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영역이 조선으로 

확장, 일본에서 생산되었던 인형의 재질과 기법이 동일하게 조선의 토산품으로 상품화

되었다. 조선풍속인형은 1900년대부터 유행했던 ‘조선풍속’ 사진엽서에 전형화된 조선

인 이미지를 복제함으로써 관광이라는 근대소비문화가 조선이라는 타자를 재현하고 상

품화하는 방식을 공유했다. 권혁희, 「일제시기 ‘조선풍속인형’과 조선인의 시각적 재

현」,『민속학연구』21호(2007), 국립민속박물관, pp. 5-29 참조. 김준수는 이러한 정

해창의 정물사진이 전통문화가 서구문명에 의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표현

한 것으로 보았다. 김준수, 「‘무허 정해창’ 연구: 1927년부터 1939년까지 사진가로 활동

한 시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2), pp. 42-43. 

389) 유영국은 이 작품이 경주 남산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대에서 베니어판에 흰 종이를 대

고 붙여서 만든 포토몽타주라 하였다. 유영국, 김철효 구술, 「해방 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한국기록보존소 자료집』 제6호(2006), 삼성미술관 Leeum,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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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다. 권행가가 확인한 결과, 이 작품의 소재는 경주 남산의 탑곡 

마애불상군 중 동쪽 면에 새겨진 마애불상군으로, <사진 No.3> 상단 이미

지는 비천상의 상체를 확대하여 병치한 것이고, 하단 이미지는 협시보살의 

두상 부분이다.390) 화강암에 단순한 선각으로써 표현된 불상을 클로즈업하

고, 그 이미지를 다시 확대하여 부분적으로 콜라주 한 유영국의 사진은 무

엇보다 화강암 특유의 촉각성이 두드러진다. 나뭇결을 이용한 부조 작업에

서 엿보인 물질의 표면과 재구성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사진 작업에 이어

진 것이다. 마애불상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부분을 선택해 보여주고 마치 

탁본을 뜬 것처럼 강한 명암대비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도상이 원래 지녔

던 불국토라는 종교적 의미를 탈각시키는 데 멈추지 않고 관람자로 하여금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하게 만든다. 화면의 촉각성이 예기치 않게 

만들어내는 상상력은 비록 에른스트의 프로타주가 지닌 환상성과 비교할 수 없

겠지만, 사물에의 접근 방식과 열린 해석의 가능성에 있어 <작품 B>와 유사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391)   

   이 작품은 같은 해 촬영한 여러 장의 경주사진 중 일부를 바탕으로 제

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경주는 신라 불교문화의 보고(寶庫)이자 고

전주의의 절정을 이룬 대표적인 조선문화로 인식되던 장소였다.392) 유영국

이 고대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시국과 무관하지 않은데, Ⅲ장에

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이 비상체제로 돌입할 무렵 전위 미술가들은 대동아

390) 권행가는 이 작품이 종교적 도상이 지니는 서술성과 내용성이 탈각되는 대신 흑백의 추

상화 같은 회화적 이미지가 되었고, 작품제목도 경주라는 장소성을 연상시키는 것을 배제

한 것에 주목한다. 권행가, 앞의 논문.

391) 프로타주란 탁본과 유사하게 올록볼록한 것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 등으로 문질러 피

사물의 무늬를 베끼는 기법을 말한다. 마티에르의 처리나 화구의 힘의 강약에 따라 무

의식적인 취급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우연의 효과는 초현실

주의의 오토마티즘과 유관하다. 초현실주의자들 가운데 막스 에른스트가 이 기법을 만

들어내고 적극 활용했는데, 그에게 있어 프로타주란 모든 이성적, 도덕적 또는 취향에 

따르는 통제를 배제하는 가운데 정신기능의 감응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었다. 강혜림,

「Marx Ernst의 1920년대 프로타주」, 『유럽문화예술학논집』제2집(2010), 유럽문화

예술학회, pp. 1-19.

392) 세키노 타다시는 1902년 경주를 방문, 조사연구하고 경주와 일본 나라(奈良)의 연관

성을 암시하면서 통일신라미술을 조선미술사의 최정점에 위치시켰다. 석굴암이 1909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경주 지역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인식되었고 점차 관광지화

되었다. 신라의 문화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의 아시아’의 문화적 용광로인 일본의 고대

문화를 찬양하는 것이었고, 식민지의 역사를 관리하는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일

이었다. 김현숙, 「근대 시각문화 속 신라: 석굴암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

학』 17집(2006),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173-205.



- 170 -

제국을 꿈꾸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반향하여 반(半)강제적으로 고전을 찬양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세가와 사부로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전위미

술가들이 중국 운강석굴을 방문해 흔한 명소사진적인 문법을 따르지 않는 

사진을 제작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중국여행 사진에는 

식민지 또는 점령지를 바라보는 제국 일본의 시선과 ‘고전’을 단순히 복고

적인 시선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장소로, 동서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보편성

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선이 불안정하게 공존하고 있다.393) 권행가는 <사진 

No.3>이 고전을 택하되 그 장소성을 추상화시킴으로써 제국이 기대하는 시선을 

비켜간 것처럼, 경주의 문화역사유적을 조형적 구성의 연구 대상으로 포착

한 유영국의 사진들이 일본인 전위미술가들의 사진활동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들과 달리 잡지에 발표된 작품이 아니라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을 위해 제

작된 작품이기에 유영국이 본인이 촬영한 일본인 반공훈련 보도사진과 다른 

위상을 지닌다고 주장한다.394) 

   본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사진들에 반영된 내재화된 식민주

의적 시선의 여부보다 대상의 조형성과 물질성(질감), 구성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폐허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다. 유영국의 경주

사진은 당시《조선사진전람회》등 사진공모전, 그룹전에서 풍미하던 사진

이 대개 회화적 구도에 목가적 풍경을 배경으로 인물이 등장하는 풍경사

진, 여성과 어린이를 모델로 하는 인물사진 혹은 초상사진 등이었던 것과 

393) 五十殿利治, 「日中戰爭期における雲岡石窟と日本人美術家(3)」, 『藝術硏究報』(2009), 

권행가, 앞의 논문, p. 190에서 재인용. 비단 전위미술가뿐만 아니라 많은 미술가들과 

작가들, 종군화가들이 중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문화적으로 선전하는 점령지이자, 일

본인 예술가들에게는 영원한 고전이자 순례의 대상의 장소인 운강석굴을 방문했다. 전

위미술가 중에는 중국이 아니라 경주를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이

토 요시시게는 1940년 김환기와 함께 경성에 와서 약 4개월간 체재하면서 영월, 경주

를 둘러보고 이때 촬영한 사진 40여장을 여행담과 함께 『미즈에』(1941.7)에 소개하

였다. 권행가, 앞의 논문, pp. 187-190 참조. 

394) 일본인 관광객은 1920년대 이후 활발히 제작된 관광안내책자에 따라 유물을 수집, 

보호, 전시하는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제국의 견고함을 확신하는 동시에 관광코스에 자

연스럽게 들어간 경주의 황폐한 산하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석탑, 목이 잘린 불상, 깨

진 기왓장 등을 보며 조선왕조 패망이 필연적임을 느끼도록 유도되었다. “동양의 폐허

는 경주에 있다”는 일본 낭만파의 중심인물인 문예비평가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 

1910-81)의 시선은 김동리의「고향에 다시 가보니」와 이인성의 <경주의 산곡> 등에

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현숙, 앞의 논문, pp. 180-184. 이러한 맥락에서 유영국의 경

주 사진 역시 일제에 의해 조선인의 가슴 속에 각인된 폐허로서의 경주 이미지에서 자

유롭지 않고 식민주의적 시선에서 비껴갔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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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앙감(仰瞰), 부감(俯瞰), 사면(斜

面) 촬영, 근접 촬영 등 다양한 시점에서 대상을 포착하여 대상의 표면 질

감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특정 유적지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일반적인 보

도사진이나 기록사진과 다른 프레임으로써 부분적인 형태간의 관계 혹은 

구성을 드러냈다. 이는 풍경을 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

로 읽을 수 있다. 조형의 순수성과 총체성을 추구한 유영국의 경주 사진은 

유적과 주변 풍경을 2차원의 평면처럼 취급함으로써 회화적 부조의 연장

이자 해방 후 추상작업의 전조(前兆)라 할 수 있다. 

   유영국의 경주 사진은 이뿐만 아니라 천년 고도(古都)의 폐허 이미지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명징한 설명이 불가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도 

97-98). 브르통이 매료를 느꼈던 폐허는 역사의 농밀한 기억이 침전된 특

정한 장소로, 그 기억은 개인적인 것이기 보다는 전설, 문학, 역사의 형태

로 유포된 이야기에 의해 개인의 내부에 축적된 공동체 혹은 타자들의 기

억과 연관되고, 불연속적인 단편들로 구성된다.395) 폐허는 그 기저에 비극

적인 사유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낭만주의, 감상주의, 퇴폐주의로만 이해되

지만 의식, 무의식적으로 고대와 근대, 파멸과 생성, 파괴와 건설, 죽음과 

삶 등을 변증법적인 지평에서 지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영국의 경주 사진

은 문학수의 회화와 마찬가지로 한국 근대미술이 강조했던 환희, 생명, 기

쁨, 아름다움의 경계를 벗어난다. 

6) 현실과 환상이 만나 만들어내는 낯섦 : 이쾌대

   형식과 내용상으로 추상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리얼리즘인데, 

근대화단에서 추상이라는 한 극에 대표적인 존재로서 유영국이 존재한다면 

마주하는 다른 한 극에는 이쾌대(李快大, 1913-1965)라는 인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쾌대의 작품은 한국근대화단의 누구보다도 문학적이며 뛰

어난 데생력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 양식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그의 작

품 전체를 초현실주의라 명명할 수 없지만, 그의 초기 작품에서 초현실주

395) 폐허의 미적 경험에 관해서는 민주식, 「폐허의 미적경험: 이야기 없는 장소의 기억」, 

『한국미학회지』81권 1호(2015), 한국미학회, pp. 195-229; 변찬복, 「유적지 폐허에 

관한 미학적 해석: 폼페이 유적을 대상으로」,『인문학논총』 37권(2015),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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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경상북도 칠곡 출신으로 1933년 휘문보고를 졸업한 그는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유학,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하고, 곧이어 유학생들의 친목단체인 

백우회(白牛會)에 참여했다.396)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 중후반, 

제국미술학교 출신들은 타교에 비해 ‘동향’, ‘아니마’, ‘표현’, ‘젠느 옴므’ 

등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이쾌대 역시 

이들의 전시가 우에노나 긴자와 신주쿠의 화랑가에서 열리는 것을 방문했

을 것이다. 휘문보고 시절 이미 스승 장발(張勃, 1901-2003)로부터 데생

력을 인정받은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제국미술학교에서 이를 토

대로 서양미술과 일본 동시대 미술을 탐구하고 이질적인 것을 자기화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학교를 졸업(1938)하고 이중섭, 문학수, 진환, 최재덕 등

과 함께 신미술가협회를 조직하고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활발한 활

동을 전개했다.397) 이쾌대는 자화상과 여성 초상화 배경에 말을 그려 넣고 

고분벽화의 도상과 색감, 선조를 사용하는 등 동인들과의 결속력을 드러냈

다(도 99). 

   “향토적 애착에서 고조될 낭만과 같이 등잔 밑에 전설을 이야기하는 웅

변”이라는 평가를 포함하여, 이 시기 이쾌대 작품 역시 이중섭, 문학수, 진

환, 송혜수 등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향토성’, ‘동양성’, ‘고전’, ‘낭만’, ‘전

설’, ‘환상’ 등으로 특징지워졌다.398) 당대 화단은 탄탄한 데생력을 바탕으

로 사실주의적 양식으로 그려진 그의 작품을 호평하면서도 작품이 지닌 모

호한 상징, 신비성 혹은 환상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환상과 시를 그리는 것은 자유이다. 낭만파는 위대한 암시를 주었다. 그러

나 그것은 첫째로 회화적인 조건과 효과가 병행하지 않으면 비속한 삽화나 

간판이 되기 쉽다399)

세련한 데생, 마티에르의 묘구도(妙構圖)의 이성적인 집약, 신비주의적인 고

전미와 현대적 상티망이 화면을 흘러서 일종의 종교미를 느낀다. 그러나 이

396) 송혜수, 박영선, 김종하, 주경, 한홍택 등 제국미술학교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 단

체는 1938년 ‘재동경미술학생협회’로 개명한다.

397) 김현숙,「이쾌대의 수집자료를 통해 본 이쾌대 작품 이미지의 참고양상」,『미술사학』

45권(2015), 미술사학회, pp. 191-213. 

398) 길진섭, 「제3회 신미술가협회전을 보고」,『춘추』, 1943.6. 

399) 윤희순, 「재동경미술협회전람회를 보고」, 『매일신보』, 1939.4.22.



- 173 -

러한 환몽적 감상주의와 동양적 종교주의 자칫하면 회화의 제1의적의도를 잊

고 자의적인 의고취미와 저급한 소녀잡지 취미에 젖기 쉬운 위험이 있다.400)

여전히 향토적인 서정의 세계. <부인도>에서 가장 성공하였다. 하나 만네

리즘에 가는 것 같다. 동양적인 것, 향토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로 향토색이나 동양을 해석한다면 너무나 간단하고 피상적이다. 

이분의 재능을 사랑하는데서 나는 자중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401)

이는 “구주(歐洲) 미술 특히 동경으로 수입된 최근 불란서 미술의 모방의 잔

재가 청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에 다름 아니었고402)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적(知的)인 수사(修辭)’ 혹은 ‘문학적 공상’의 ‘감각적 표현’에 지

나지 않는다고 당대 동경 화단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초현실주의 미술의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였다.403) 

   1988년 월북작가 해금조치가 단행되고 이쾌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면서 이쾌대는 -특히 해방공간의 작품과 관련하여- ‘리얼리즘의 

거장’으로 불려왔다. 그런데 현대의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쾌대의 작품은 

리얼리즘의 잣대로만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거기서 통상적인 리얼리

즘 회화에 기대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재현이나 고발을 찾기란 쉽

지 않다.404) 대부분의 연구가 이쾌대 작품이 지닌 모호함을 논하면서도 주

로 향토성과 민족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필자는 그 모호함과 환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주경이 “상극(相剋)을 다투는 위험색(危險色)”405)이

400) 정현웅, 「재동경미협전평」, 『조선일보』, 1939.4.23. 

401) 정현웅, 「신미술가협회전평」, 『조광』, 1943.6. 

402) 윤희순, 「신미술가협회전」, 『국민문학』, 1943.6. 

403) 中村義一, 『日本近代美術論爭史』(1981), 유준상,「1930년대의 일본근대회화」,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비평』(미진사, 1985), p. 273에서 재인용.

404) 김복기는 이쾌대의 해방공간기 작품들이 “생활, 사회의 불안전성, 그리고 민족의 현실

까지를 날카롭게 비판, 고발하는 비판적 리얼리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형식과 내용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또 김진송은 해방공간기 이쾌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형성’을 상실하고 있고, “어느 하나의 미학이론, 예컨대 사회주의적 현실주

의 등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읽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

에 이쾌대의 작품들은 이쾌대가 “리얼리즘 미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

기도 하지만 그가 ‘혁명의 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복기, 「월북 화가 이쾌대의 생애와 작품」,『근대한국미술논총』(학고재, 

1992), pp. 440-441; 김진송, 『이쾌대: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민족화가』(열화당, 

1996), p. 131.

405) 국립현대미술관,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돌베개, 2015), p.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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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쾌대 작품의 특성을 초현실주의적인 성향으로 

간주한다.406) 

   김주경이 상극을 다투는 위험색을 감지한 작품은 관람자와 당돌하게 시

선을 맞추고 있는 여인(화가의 부인) 뒤에 그림자 혹은 어둠 속에 존재하

는 분신처럼 묘사된 남성(화가)의 초상을 그린 <2인의 초상>이었다(도 

100). 이 작품은 이쾌대가 1939년 재동경미술협회전에 출품한 것으로, 이

와 유사한 구도와 분위기를 2년 전 제국미술학교 학생들이 만든 소규모 

전위단체 중 하나인 ‘표현’ 7회전에 출품된 모리 다카유키(森堯之, 1915- 

1944)의 <인물>에서 발견된다(도 101). 모리 다카유키의 작품이 한 사람

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쾌대의 작품은 그가 사랑해 마지않던 부인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겼음을, 

즉 부부의 모습을 자아와 또 다른 자아의 개념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

다.407) 

   이러한 ‘위험색’은 한 해 전 제작한 <상황>과 제25회 이과전에서 입선

한 <운명>에서도 발견된다(도 102). 두 작품 모두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

지 않은 채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겪는 수난을 상징하는 그림이라 추측

될 뿐이다. 방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점과 이로 인한 좁은 방 

안의 어둠은 방 안의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제시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불

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작품 모두 젊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제각각 다른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 인물로서 현실과 상상, 혹

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화면에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김주경이 느낀 “상극을 다투는 위험색”은 어쩌면 프로이트가 말한 언캐

니 즉 ‘섬뜩한 낯설음’에 가까운 감정일 수 있다. 이는 “환상과 현실의 경

계가 사라진다거나, 이제까지 공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눈앞에 나타

난다거나, 어떠한 상징이 상징하고 있던 사물의 모든 의미와 기능을 그대

406) 김경아는 이쾌대 미술의 내러티브적 성격이 그가 유학하던 시절 경험한 일본의 초현

실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환상성이 있는 내러티브 미술이 곧 초현

실주의라 간주한 것이다. 김경아는 이쾌대의 작품이 “실제의 재현이 아니라 생각, 경험, 

상상, 공상, 기억 등의 주제를 회화적 구도로 풀어내는 일종의 구상화(構想畵)”라는 표

현하였다. ‘구상화’가 일본근대미술사에서 “역사적 내용을 포함한 현대적 풍속화”를 구

상화로 명명한 구로다 세이키의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카데미즘을 거부했던 이쾌

대의 작품을 ‘구상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김경아, 「이쾌대의 

군상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p. 16. 그러나 이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 

근대화단에 흔치 않은 군상을 해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407) 名古屋市美術館, 『日本のシュ-ルレアリスム』,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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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갖추고 나타날 때 흔히 발생”하는 감정으로 브르통은 이를 초현실, 즉 

환상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환기되는 감정과 연결시켰다.408) 프로이트

는 ‘섬뜩한 낯설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모티프 중 하나로 ‘분신

(double)’을 들었다. 인간은 분신을 통해 자아의 소멸, 즉 죽음이라는 원초

적 공포를 부정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분신과 

마주할 때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죽음의 공포를 떠올리게 되므로 섬뜩한 

낯설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인물의 지속적인 회귀로 설명

되는 분신 모티프는 거울에 비친 모습, 그림자, 인형, 영혼, 죽음 대한 공포 

등으로 재현된다.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에 배치되는 이러한 요소는 일제강

점의 조선화단에서는 암묵적인 금기와도 같았기 때문에 이쾌대의 작품은 

순수미술론을 펼치던 김주경에게 도발적인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해방 후 작업은 그가 1930년대 구사했던 “초현실주의 화풍과 조선 고

전 주제”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409) 해방 직후 한국화단은 일제 치

하에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성찰, 반성하고 새로운 민족미술의 진로를 전

망하고 설계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방공간의 미술은 새로운 

조국의 건설과 민족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상

의 언어와 심미적이면서도 도덕적 올바름과 용기를 지닌 예술언어를 필요

로 했다.410) 그런데 이쾌대가 발표한 <군상> 연작은 새로운 민족국가 건

설에 대한 희망과 논쟁으로 소란스러웠던 해방공간에서 그를 “화단에서 고

립되는 지점”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만큼 독자적인 것이었다.

 

이 미술문화협회에서 인민미술에 대한 열정은 오직 이쾌대 씨에게서만 

느낄 수 있으며, 그 외에 젊은 화가들은 오히려 8.15 이전의 신미술가협

408) 지그문트 프로이트,「두려운 낯설음」, 『예술, 문학, 정신분석』, 김전희,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해석』, p. 50에서 재인용.

409) 최열, 「이쾌대 노선」,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국립현대미술관, 2005), p. 365. 

410)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 건설에 있어서 일 기반이 될 우리 미술인의 문화적 입

장도 민주주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건실한 사색과 구성을 가지는 동시

에 냉정한 비판을 가져야 할 것이다...한 가지 회화 구성에 있어 일 동양화예(東洋畵藝), 

서양화예(西洋畵藝)는 분립되었던, 지역적인 발전이었던 것은 이미 알고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신국가의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단지 회화 구성의 비타민적 요소로서 

그러한 반석 위에 신시대에 합치되는 새로운 회화 운동이 있어야 하며 필연적인 요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제 미술인들이 발표전을 가질 때는 기술 문제보다도 이러한 원칙적인 

출발점에 있어서의 태도가 문제시될 것이며, 그러한 원칙적인 해결이 요청될 것으로 믿는

다.” 이쾌대, 「해방기념과 조형예술동맹전」, 『조형예술』, 1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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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신을 조그만치도 변절함 없이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다...씨는 이리하여 화단의 고립되는 지점에 서 있다. <군상>은 세계관의 

빈곤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각 인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

는 점이 그 증거이다.411)

   좌우익 합동의 조선미술동맹이 좌익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쾌대는 1947년 7월 조선미술가동맹으로부터 탈퇴하여 ‘조

선미술문화협회’(박영선과 서양화부 공동 위원장 역임)를 결성하고 스스로 

위원장에 취임했다. 조선미술문화협회는 여운형과 이여성이 이끄는 중도적 

정치단체 ‘근로인민당’과 같은 중도적 입장을 표방했다.412) 조선 프롤레타

리아 미술동맹의 핵심적인 이론가로서, ‘퇴폐와 우울’로 가득했던 일제 강

점기 미술을 대신할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계기로 한 진보적 리얼리즘”, 즉 

러시아식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새로운 시대의 미술로 강조했던 박문원(朴文

遠, 1920-1973)의 눈에 이쾌대의 <군상>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비판적 

현실인식을 갖추었으나, 유기적 조화 대신 부조화로 가득한 낯선 작품이었

다.413) 새로운 세계 혹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상적 세계는 과거의 병을 

치유하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한 통합과 화합의 세계여야 할 터인데, <군

상>에는 희망과 절망, 질서와 혼돈, 평안과 공포, 자부심과 수치심, 삶과 죽

음,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신미술건설이 “일제 36년간 쌓이고 쌓인 모진 독소를 송두리

째 뽑아버리고 착실하게 토대부터 닦아 올려야할 것”이라는 이쾌대의 인식

은 새로운 시대의 시는 민족의 통곡 혹은 카타르시스를 거쳐 순화되고 정

화되어 낡은 시대의 독소와 악습을 모조리 털어버린 뒤에 새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김기림의 인식을 반향한다.414) 좌익과 우익 두 

세계의 대립을 부정하고 ‘하나의 세계’를 갈망했던 김기림은 앞 절에서 살

펴보았듯이 역사적 현실과 마주하여 타자와의 대등한 대화적 관계를 토대

로 개인과 시대,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인간성과 지성, 육체와 지성, 인간

411) 박문원, 「미술총결산」, 1948.

412) 최열,「이쾌대 노선」, pp. 358-362.   

413) 그에게 일제 강점기의 아카데미즘 혹은 예술 지상주의 미술은 “뿌르죠아 이데올로기

와 감정의 반영”으로 “쇠퇴적 제징후를 내포한 미술”이었고, 아카데미즘을 반대하면서 

조선적인 것을 추구해온 모더니즘 미술은 ‘회고주의, 배타주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군국주의 파시즘과 결부되어 있어 민족미술 건설에 장애가 된다. 박문원, 위의 글; 

「조선미술의 당면과제」,『인민』, 1945.12.

414) 이쾌대, 「고갈된 열정의 미술계」, 『민성』, 1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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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적 가치, 내용과 형식, 사상과 기술의 종합 등 이질적이고 대립적

인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그 방법적 가능성을 초현실주의

에서 발견했던 시인이었다. 김기림과 마찬가지로 이쾌대는 전기(前期)의 

소극적인 초현실주의적 태도에서 더 나아가 파괴를 통한 새로운 사회의 건

설이라는 질적 도약에 대한 희망 혹은 열망을 종교적, 초월적 언어 혹은 

상상력의 언어를 통해서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415) 협회의 명칭이 초현실

주의를 지향했던 일본의 미술문화협회에서 유래하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동경의 재야미술단체에서 활동한 유학생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검토했다. 이들의 작품은 

문학적, 신화적, 설화적,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향토적이라 평가되

어 왔다. 그런데 현대인의 눈에 소박하고 순박한 모더니즘 미술로 보이는 

이들의 작품은 당시 조선인들의 눈에는 첨단의 것이었고 때로는 기이하게

까지 비춰졌다. 본고는 이러한 특성이 이들 화가들이 유학했던 1930-40년

대 일본화단에서 활발히 전개된 초현실주의 운동의 영향이라 간주했다. 이

들의 작품은 단순히 몽환적이고 설화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라,  작가 스스

로 의지적으로 인식하고 구축한 내적 상태의 시적 표현이었다. 당시 조선

화단에서 찾기 힘든 이러한 특성은 좁게는 고전에서 전위를 발견하고자 

한, 그리고 무의식을 표현하는 추상적 이미지보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구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의 

영향이라 할 수 있지만, 넓게는 시적 언어로 인간 정신을 해방하고자 한 

유럽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의 세계관과 예술관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비록 그 영향은 간접적이었고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여러 제한 

415) 홍지석은 해방공간에서 기독교(성경) 모티프를 작품에 가져온 설정식(薛貞植)의 시 

<제신의 분노>와 <군상>의 친연성을 논하고, 이들의 예술이 해방기 중간파 예술인들의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간파란 프롤레타리아 독재보다도 민족해

방을 보다 중시했던 여운형 노선의 비판적 성향의 중도 좌파를 의미한다. 유럽 초현실

주의 미술에 등장하는 기독교적 도상이 신성모독 혹은 과학적 이성과 대비되는 종교적 

신비와 관계되었다면 이쾌대는 기독교적 도상 혹은 모티프를 빌어 자신의 비판적인 현

실의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홍지석, 「해방기 중간파 예술인들의 세

계관: 이쾌대 <군상> 연작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6집(2013), 한국민족문화학

회, pp. 397-420;  문주원, 「초현실주의 미술에 나타난 종교 모티프 연구」(석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pp. 40-46; 정형민,「한국근대회화의 도상연구-종교적 함

의」,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6집(1998),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35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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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이루어져 굴절되었지만, 이들 작가들은 초현실주의를 미술양식으로

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예술을 대하는 급진적인 태도로서 수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학을 마칠 무렵 이들은 더 이상 유학 시절과 같은 작품을 제작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광복, 해방공간, 전쟁, 분단이라는 역사적 이유에서 그러

했다. 우연히도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제작하거나 논하던 작가들은 대

부분 해방 후 월북하거나(문학수, 이쾌대, 김용준, 정현웅, 김만형), 일찍 

사망하거나(이중섭, 진환), 일본에 귀화하거나(김종남), 이후 행적이 묘연해 

지거나(김하건, 조우식, 조오장), 작품 경향을 완전히 전환(유영국)하였고, 이 

때문에 한국화단에서 초현실주의의 맥은 유지되기 힘들었다. 한국미술에 미

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주로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의 전조 중 하나로 간주되는 극사실주의 회화를 한국적 초현실주

의로 다루게 된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미에서도 초현실주의가 1940년대면 이미 역사화되고 추상이 

주류가 된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추상미술(앵포르멜과 모노크롬)이 양식투쟁

에서 승리하고 운동으로서 전위성을 쟁취하자, 초현실주의는 그 문학성과 형

상성으로 인해 반(反)현대적인 것으로 주변화되어 미술사 서술에서 배제되었

을 뿐 그 맥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이후 문단에서는 시

인 조향(趙鄕, 1917-1984)을 중심으로 비록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집단운동으로서 발화한 것과 달리 화단에서 초현실주의는 사상을 공

유하는 집단적 태도가 아닌 개인의 양식으로서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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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우리가 지구의 네 코너에서 저항과 실험의 계획을 확장하는 것이 더 이

상 실현 불가능한 것 같지 않다. 모든 나라의 활기찬 청춘들이 지닌 가장 

깊숙한 욕망과 어느 지점에서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전복적인 

힘이 교환될 때까지 이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416)   

   벨기에의 저널 『바리에테 Variétés』가 초현실주의 특집호(1929)에 

실은 “세계의 초현실주의 지도”는 초현실주의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브르

통의 확신과 포부를 보여준다(도 103). 그런데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

다보면 이 지도는 사실이 아닌 상상을 그리고 있다. 유럽에서 제작된 대부

분의 지도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두는 것과 달리 이 기이한 지도는 태평양

을 중심으로 두고, 메르카토르 도법 등 서구의 지도제작 전통을 무시한 채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지리를 표기하고 있다. 적도는 굽이쳐 흐르고, 대륙

의 크기와 형태가 왜곡되고 국경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었다. 혁명을 치

른 러시아는 비상식적으로 거대하게 묘사된 반면, 달러의 땅 미국이 사라

진 북미는 알래스카와 래브라도, 그리고 멕시코가 장악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유럽 제국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남반구는 거의 

부정되었다. 영국이 한 개의 점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아일랜드는 영국보

다 크게 표기되었고, 프랑스는 사라졌지만 파리와 독일은 남아있다. 서구

문명의 발원지인 그리스와 로마는 흔적도 보이지 않지만, 오리엔트(터키)

와 서양(그리스)의 교차점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은 상징적으로 존재한다. 이 

지도는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상상의 지도이면서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실제

로 진행 중인 초현실주의의 국제성과 함께 국제 초현실주의자들이 공통적

으로 추구한 반(反)유럽중심,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의 상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산주의 혁명에서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발견한 초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초현실주의

가 융성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결국 인간의 상상력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적인 예술양식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많은 초현실주의자들이 미국에 건너가 추상표현주의의 모태가 

416) André Breton, “Surrealism yesterday, today and tomorrow”(1932), What is 
Surrealism?,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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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오토마티즘을 전수했다.417) 그리고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국제사회보다 초현실주의가 융성했던 일본은 지도에 등장조차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가 유의미한 이유는 초현실주의가 예술사조 혹은 양

식의 범주를 뛰어 넘어 삶의 태도 및 정신의 상태와 관련됨을 제시하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원본성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초현

실주의는 프랑스인이 아닌 보편적 인간의 정신적 해방을 추구했다.418)

   그런데 그 보편적 지향을 실천하는 방식과 정도는 각 사회의 세계관과 

역사적,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문화는 이질적이고 비

균질적인 것들이 혼란, 긴장, 투쟁 등 진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내면화

되거나 때로는 거부된다. 이문화 수용을 문화전이(轉移)로서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본고는 초현실주의라는 이문화가 일본을 통해 근대기 조

선화단에 유입될 때 발생했던 진통과 그 이후 전개된 변모의 과정을 살펴

보고, 주로 민족주의와 향토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작가와 작품을 초현

실주의의 맥락에서 재조명했다. 이들의 작품은 초현실주의 미술의 주요 기

법이나 도상을 사용하기보다는 브르통이「초현실주의와 회화」에서 강조한 

“순수한 내적 모델”에 가까운 것이었다. 

417) 중국의 경우 일본에서 유학한 청년 화가들이 귀국하여 초현실주의를 단체를 설립하는 

등 조선에 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 역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해체되

었다. 상해 및 광주 출신의 리둥핑(李東平), 량시홍(梁錫鴻), 자오쇼우(趙獸) 등이 일본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 등에서 교육을 받고 독립미술협회에 자극받아 ‘중화독립미술협

회’를 설립, 귀국 후『이펑 藝風』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초현실주의에 대해 논하고 일본 

번역본을 참조로 브르통의 텍스트를 번역해 실었다. 번역의 과정에서 중국 화가들은 유

럽, 일본 초현실주의 중 중국적 현실과 전통에 적합한 것을 취사선택했다.『근대세계명

화 現代世界名畵』를 출간했을 때 드 키리코, 피카소, 미로, 마송, 탕기 등과 함께 중국 

내 초현실주의 화가를 실으면서, 자신들이 참조했던 일본인 화가들은 제외한다. 외래사

조의 모방이라는 외부의 신랄한 비판에 대항하여 자오쇼우 등은 초현실주의 정신을 동

양철학에서 찾으려했고 비천 등 상상의 세계를 다룬 전통적인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

다. Chinghsin Wu, “Reality Within and Without: Surrealism in Japan and China in 

the Early 1930s,”  pp. 197-204; 김용철, 「1930년대 상해미술과 모더니즘의 수용」, 

『한국근대미술사학』22호(201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 332-333.

418) 한편으로는 초현실주의, 특히 아방가르드로서 초현실주의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

서 전개되었던 특수한 사건이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이미 모더니티를 획득하고 주된 

저항의 대상인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문화가 존재한 서유럽적 현상이라는 입장, 위대한 

혁명(프랑스 대혁명)의 역사를 지녔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이론적 모색이

나 성찰을 선호하는 지적 전통을 지닌 프랑스 특유의 현상이라는 입장이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Simon Baker, Surrealism, History and Revolution (Switzerland: Peter 

Lang),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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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현실주의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 미술 작품에서 초현실주의

의 영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미술사에서 역사화된 시각과 언어로 기

술된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생경한 초현실주의를 처음 접했을 당시의 감각

과 목소리를 상상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관점에서라면 피카소는 당연히 

대표적인 입체주의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초현실주의를 이끌었던 브르통

은 이러한 꼬리표를 작가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데 장애로 여겼고 당시 

초현실주의 미술관련 텍스트와 국제전시에는 지금 기준과 상이할 수도 있

는 작가들까지 포함되었다. 초현실주의 관련 번역문과 저작물이 다수 간행

되고 전시가 종종 개최된 1930년대 일본에서 화력(畵歷)을 시작한 조선의 

청년화가들이 이해한 초현실주의는 번역자의 해석까지 가미되어 더욱 혼성

적인 성격의 초현실주의였다. 한국전쟁 후 초현실주의가 모더니즘 미술 중 

하나로 역사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법과 양식, 도상 면에서 프랑스 초

현실주의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 현상과 대비된다.        

   “소비에트 미술이 외적 현실의 모방에 지나지 않지만 자체의 혁신을 계

속하여 진정한 창조적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브르통의 주장은 초현실주의

를 처음 접했을 때 이 낯선 사상과 조형언어에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감

지했던 김용준의 초기 입장과 흡사하다.419) 유럽의 정치적 격변기에 태동

한 초현실주의는 모더니즘(예술지상주의), 리얼리즘(현실참여)과 삼각의 대

립구도를 이루며 성장했다. 조선화단에 초현실주의가 유입되었을 때도 양

상은 유사했으나, 일제의 통제와 탄압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해체되

는 등 삶이 더욱 편협하고 위선적이고 공포스럽게 변하여 초현실주의가 목

표로 삼았던 “삶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

다. 이 외에 개성과 본능의 자유로운 분출보다 균형과 질서, 도덕과 건설

을 중시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항, 부조화, 경이, 유머를 추구했던 

초현실주의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심리학, 정신분석학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미술을 부정했던 윤희순이 일본화된 초현실

주의 즉, 기계주의, 구성주의적 성격을 보여준 1930년대 초 일본의 초현실

주의 미술을 긍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계몽적, 도덕적, 발전적 예술을 강조한 1930년대 조선화단에서 문학수, 

이중섭, 이쾌대 등의 작품은 이질적이었다. 그들 작품에서 보이는 환상, 죽

음, 어둠, 사랑, 성적 욕망 등은 식민 치하에서 강요된 도덕적, 건설적 규

419) Antré Breton, “Interview with ‘Halo-Noviny’”(1935),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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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미학이라는 금기를 깨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주로 

민족성, 향토성, 문학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들의 작품은 당시 낯설

고 첨단적인 미술이었는데, 그 낯섦은 그 시절 미술작품이 다루던 외부세

계의 기계적 또는 인상주의적 모방이나 표현주의적 감정의 분출이 아닌 상

상과 정신의 힘을 보여준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들이 그린 것은 내

적 풍경, 즉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내면에 떠오르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

였다. 그들은 “관습적인 기호의 교환을 넘어” “야만의 상태에 존재”하는 ‘야

생의 눈’으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420)  

   그들이 그린 공간과 시간,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 영적인 것과 물질

적인 것 등의 구분을 넘어선 세계는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낯설게 보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조리성을 일

깨우고 현실 재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적 세계다. 그런데 이 세계는 외

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민족성, 향토성, 

시국색 등은 현실과의 변증법적 작용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일본에서 한창 전개된 전위로서의 고전 담

론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들이 선택한 전통은 조선의 다른 상고주

의자들이 선택한 전통과 달리 삶과 죽음, 물질과 영혼, 과거와 현재와 미

래가 혼재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또는 고대 신화였는데, 이는 이질적인 것

들이 융합된 고대 신화와 벽화의 독특한 세계관과 미학이 당시 전위가 요

청한 미학과 정신성을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명 이전 세계에 

대한 동경은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와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공격하기 위해 

초현실주의가 열광하고 탐구한 것들-꿈, 무의식, 신화와 민담, 원시종교, 

오리엔트, 신비주의, 막시즘 등- 중 하나였다. 문학수와 이중섭 등이 고대

에 눈을 돌린 것은 막연한 동경에서가 아니라 “기차에서보다 비행기에 대

해서 매력을 더 크게 가지”는 현대문명과 문명의 이름으로 진행된 제국주

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421) 

   일본의 전위미술가들이 고전 회귀를 외치며 시국에 동참할 무렵은 브르

통이 트로츠키와 함께 ‘독립적인 혁명예술을 위한 국제연합(FIARI)’을 결성

하고 전세계 예술가들이 연합하여 전체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예술, 

420) Ant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 p. 1.

421) 김환기, 「추상주의 소론」, 『조선일보』, 193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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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외적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는 예술로써 사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할 때였다. 비록 항일을 정치적 행동으로 구현하지 않았

지만 문학수, 이중섭, 이쾌대 등은 끝까지 시국에 동참하지 않았고,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에 드러난 초국가주의적 파시즘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작품

으로써 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전위는 기존의 가치체계의 전복과 단절, 그리고 새로

운 가치 추구라는 이중의 명제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무엇보다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리고 집단적인 혹은 운동으로서의 실천에 역점을 둔다. 통

제된 그룹 체제를 갖추고, 선언문을 발표하여 자신들과 경향이 다른 이들

을 축출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념과 방향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이고 사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수, 이중섭, 이쾌대 등이 속했던 신미술가협회는 결코 전위단체

라 할 수 없지만, 일본 화단에서 다양한 군소 전위단체의 활동을 목격한 

길진섭이 “시대적 발전과 비약이 없는 조선화단”을 비판하며 “의식적 작화

양식에 스타일을 가지고서 사상 혹은 혁신적 주장을 목적한 집단, 즉 의식

적으로 회화운동을 위주하는 집단”의 필요성을 외쳤을 때 등장하여 당시 

조선 화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집단적 개성을 드러냈다.422) 그 개성은 가

시적인 민족성, 향토성 아래 존재하는 신화적 상상력과 금기에 대한 저항 

정신에 있었고 이는 초현실주의가 강조한 가치에 다름 아니다.

   길진섭이 꿈꿨던 목적의식을 지닌 집단적 실천은 한국전쟁 후 현대미술

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 청년화가들에 이르러 비로소 실현되었다. 전

후 한국화단은 전전과 달리 집단 혹은 단체가 화단 내 양식투쟁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가 되었고, 이 양식투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현대미술가협회 

등 추상미술단체였다. 전후 화단의 주류였던 사실주의적 아카데미즘과 정

부가 주관하는 국전의 권위에 반발한 이들은 기성 모더니즘 세대의 추상과 

초현실주의적 경향 또한 거부했다.423) 특히 후자의 문학성과 형상성은 새

422) 길진섭, 「조선화단의 현상」, 『조선일보』, 1939.6.11.

423) 전후 세대는 1930년대 전후에 출생하여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식민지 근대

성의 최소한의혜택을 받지 못해 선배 모더니스트들의 낭만적 모더니즘에 대해 

‘생리적인 알레르기’가 있었고, 그들이 유럽 모더니즘을 ‘몽타주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던아트협회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지적인 구조 밑에 작업

된 추상과 자연을 버리지 않은 구상”, “허무맹랑한 창조성에 회의가 들어 상징적

인 형상들을 몽땅 두들겨 부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런 환상에 매달리기에 

우리의 현실이 너무 절박”했다고 토로했다. 이경성, 박서보, 「50년대의 한국미술_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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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세대가 지향하는 추상미술의 상극에 있었다. 조선일보가 주최한 《현

대작가초대전》을 이끌었던 평론가 김영주(金永周, 1920-1995)는 앵포르

멜을 “추상주의의 장식성과 유형화의 되풀이를 막는 한편 문학적 경향에 

치우치는 초현실주의를 배척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424)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브르통을 비롯한 초현실주의자들의 망명으로 

전위미술의 뿌리가 이식된 미국화단은 점차 초현실주의의 문학성과 형상성

을 멀리하면서 추상이라는 환원적인 형식 속에서 혁명적 미술의 해답을 찾

았다.425) 전후 냉전체제 속에서 유럽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을 이

양 받은 미국에서 출발한 추상의 확산을 한국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추상

이 세계적 동시대성을 획득했다는 미학적 정당성과 전후 공고해진 반공 이

데올로기를 토대로, 추상미술은 한국화단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권력이 되

었고, 화단 내 양식투쟁에서 패한 문학과 환영(illusion)의 미술은 추상으로 

전향하여 후위(後衛)가 되거나, 점차 양식장에서 소외되었다. 초현실주의는 

당시 추상이 지닌 ‘상징적 폭력’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일종의 ‘망명의 장

소’를 제공했는데, 이는 전전(戰前)과 달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식화

된 초현실주의적 기법과 도상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주변의 개

담」,『한국현대미술전집』(한국일보, 1977), p. 84; 박서보,「체험적 한국전위미술」, 『공

간』(1966.11), pp. 83-87. 

424) 김영주, 「현대미술의 방향: 신표현주의의 대두와 그 이념」, 『조선일보』, 1956.3.13.

425) 미국의 미술가들은 초현실주의를 수용하되 각자의 성향에 맞게 걸러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였다. 미로, 마송, 에른스트 등의 ‘추상적’인 초현실주의는 형태론과 방법론(오토

마티즘)을 제시했던 반면, 문학적, 환영주의적인 초현실주의는 경시되었다. 잭슨 폴록은 

초현실주의와 1940년대 미국 미술이 엮인 관계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신화적 도상들

이 등장하는 폴록의 당시 작품은 초현실주의적 포에지와 미로와 마송 등의 형식언어와 

유사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1943년 작품에서 물감을 드립하고 붓보다는 막대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제작기법의 

제한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점차 그는 자동기술법의 정점을 찍고 우연의 가능성을 

최대로 확장함으로써, 초현실주의를 넘어 순수 추상으로 향했다. 폴록이 ‘드립’ 기법을 

한층 강화하여 미술사에 새로운 국면을 연 이후 미국의 다른 화가들 역시 초현실주의의 

문학적, 신화적 이미지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브르통을 비롯한 초현실주의자들의 파리로

의 귀향은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추상미술이 아방가르드로 위치

지워진 것은「아방가르드와 키치」(1939),「더 새로운 라오콘을 위하여」(1940)를 『파

티잔 리뷰』에 발표한 트로츠키주의자 클리멘트 그린버그에 의해서였다. 추상표현주의

의 오토마티즘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한 로버트 마더웰의 ‘조형적 오토마티즘’에 관해서는 

Robert Hobbs, “Surrealism and abstract expressionism: from psychic to plastic 

automatism,” Isavel Dervaux, Surrealism USA(New York: National Academy 

Museum and Hatje Cantz Publishers, 2005), pp. 56-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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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목소리로 머물면서 개성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오리지널 초현실

주의가 꾀했던 전복적 혁명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또 다른 의미와 크기의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작업은 전후 추상미술운동을 중심으

로 기술되는 미술사 서술에서 배제되었지만, 초현실주의의 기법과 소재를 

수용하여 추상 일변의 회화적 실천 가운데 다양성과 다층성을 지켜냈다. 

몇몇 작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말 모더니즘 미술의 위상 복권에 한창이던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권옥연(權玉淵, 1923-2011)과 김종하(金鐘夏, 1918-2011)는 1930

년대 말-40년대 초 동경유학 시절에 익힌 인상주의적 사실주의를 버리고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초현실주의를 수용해 ‘변형’을 

모티프로 한 상상의 풍경을 그렸다(도 104-105).426) 한국에서 최초이자 유

일하게 파리에서 열린《국제초현실주의전》(1960)에 초청을 받은 작가로

서, 브르통이 그의 작품을 ‘동양적 초현실주의’라 평했다는 일화가 전해지

는 권옥연의 작품은 “태고적의 어떤 기억” 혹은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집단적 상징”이 “환시적(幻視的)이고 주술적인 형상”으로 전화(轉化)된 것

처럼 보인다.427)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김종하의 작품은 현실의 표면 

아래 감추고 있던 낯선 감정을 드러내고 에로티즘을 암시하며, 그려진 대

상이 주어진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되는 감각적 상태를 포착한다.

   아카데미즘 미술이 지닌 미학적 구태의연함에 대한 거부의 시발점으로 

불리기도 하는《4인전》(1956.5, 동방문화회관)의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김

영환(金永煥, 1928-2011)은 작업 초기부터 “한국 화단에서 드물게 보는 

초현실주의적인 체질”을 보여주었다(도 106).428) 대학시절부터 초현실주의

426) 전유신은 이 시기 도불 미술가들이 수학했던 그랑 쇼미에르 아카데미(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 교수진의 영향으로 초기 모더니즘 미술 가운데 특히 입체주의

에 관심을 가졌던 점에 주목했는데, 고에츠(Henri Goetz)와 고에르그(Edouard Goerg)

의 당시 작업은 오히려 초현실주의에 가까웠다. 전유신, 「프랑스 미술과의 관계를 통해 

본 전후 한국미술: 한국 미술가들의 프랑스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2016) 참조.

427) 이일, 「설화적 시정의 세계」(1970), 정연심 외 편저,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하)』

(미진사, 2013), p. 420. 오광수는 권옥연의 작품이 비정형으로서의 앵포르멜과 다른 초

현실주의 혹은 추상적 초현실주의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는 권옥연의 

작품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 꿈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인 것에 가깝다고 보았다. 오광수, 『21인의 한국 현대미술을 찾아서』(시공사, 2003), 

pp. 198-199. 

428) 이경성,「김영환 도불전에 즈음하여」, 《김영환 도불전》리플렛(동덕미술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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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료된 그는 초현실주의를 통해 전쟁을 겪은 비참한 한국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보았고, 현실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현실에 대

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신 점차 자신만의 꿈 혹은 이상 세계로 침잠

했다.429) 드 키리코, 에른스트, 미로, 달리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와 기

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나, 누드의 여성, 새, 물고기, 소, 말, 나무, 산, 

바다 등 민족적 소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에는 점점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꿈꾸는 애니미즘적 욕망과 상상력이 담기게 된다. 마치 인

간과 동식물이 구분되기 이전의 태고적, 신화적 세계 혹은 행복한 꿈의 세

계를 그린 것처럼 평화로운 그의 작품은 소재와 주제 면에서 유럽의 초현

실주의보다는 스승이었던 이중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430)

   신영헌(申榮憲, 1923-1997) 역시 추상이 대세를 이루던 1960-70년대 

화단의 흐름에 경도되지 않고 노환으로 작고할 때까지 “젊은 시절 자신을 

매료시킨 살바도르 달리 풍의 초현실주의의 세계를 유영(游泳)하는 데 몰두”

했다.431) 그의 작품세계는 기법적인 측면에서 달리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다. 지극히 사실주의적인 양식으로 내면의 현실 혹은 초현실을 그렸고 

이미지의 중첩과 변형이라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

다. 그런데 달리가 고향 카탈루냐의 황량을 풍경을 모방하여 그린 사막과 

같은 풍경과 여기에 등장하는 기이한 생명체가 그의 성욕에 관한 강박관념

에 가까운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면, 신영헌의 작품에 등장하는 풍경은 개인

의 심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민족 전체의 물리적, 정

신적 트라우마를 담고 있는 역사의 장이었다(도 107). 그 역시 김영환과 

마찬가지로 재야에 머물렀으나 항상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함몰되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태도는 자유와 상상을 중시하는 창작 

태도를 지니면서도 시대와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에 기여해야함을 강조했던 

429) 오도광, 「조형적 표현 속에 담긴 꿈과 환상: 김영환과 단면」,『일간스포츠』, 1977.6.3. 

430) 김영환은 이중섭의 고향 원산과 바로 이웃한 안변에서 태어나 원산중학교 재학시절부

터 이중섭 아틀리에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 1.4 후퇴 때 단신으로 월남한 그는 부

산 피난지에서 이중섭과 재회하여, 그가 은박지에 그림을 그릴 때 “그 옆에서 맨바닥에 

종이를 깔고 손이 피멍이 들도록 기초를” 연마하던 기억을 술회한 적 있다. 신정희, 

「서양화가 김영환씨 여인도 牛(우)도 모든 것이 초현실」, 『매일경제』, 1990.9.16 김

영환 회화는 우화적 요소, 진한 윤곽선과 원색, 두터운 마티에르가 특징적인데, 이중섭

을 사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선(線)에 대한 감각과 문학적 감수성을 배웠고 이러

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앵포르멜이 아닌 구상적인 초현실주의 작업을 선택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431) 기선민, 「잊혀진 화가 ‘신영헌’ 추모전」, 『중앙일보』, 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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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이쾌대(성북회화연구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박광호(朴光浩, 1932-2000)는 초현실주의의 오브제론에 관심을 가지고, 

물체가 범람하는 가운데 인간자신마저 물체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브

제를 통해 “각성된 의식과 잠자는 의식의 범출(氾出)의 중핵을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현대미술가의 역할이라고 보았고 이를 자신의 회화로 구현했

다(도 108).432) 표현주의, 앵포르멜, 기하추상, 옵티컬 아트, 팝, 네오 다다 

등 다양한 양식을 실험한 ‘결(結)’, ‘향(響)’, ‘음양(陰陽)’, ‘군집(群集)’, ‘요철

(凹凸)’, ‘축제’ 등 일군의 연작과 문자도 등은 ‘오브제로서의 이미지’에 대

한 탐구 과정이었다. 그는 유럽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상상력, 꿈, 환상의 

영역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오브제에 주목했던 것처럼, 오브제를 통해 꿈 혹

은 욕망을 가시화하여 현실과의 연결지점 모색하고 구상과 추상의 세계를 

연결하고자 했다. 성기, 유방, 엉덩이, 자궁 혹은 장기(臟器) 등을 연상시키

는 오브제를 통해 인간이 지닌 본능적인 욕망을 집요하고 과감하게 펼쳐 

보이는 그의 작품은 신체부위를 파편화하고 살아있는 것을 물질적으로 보여

주고 살아있지 않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에로티즘으로 확장된다.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 생명체와 비생명체, 음과 양, 끊어짐과 이어

짐, 전진과 후퇴 등 양 극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그의 작품은 꿈과 실

재, 혹은 정신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이 교차하는 초현실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가들이 의식적으로 초현실주의를 수용했다면, 천경자

(千鏡子, 1924-2015)의 경우는 의도치 않게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 레오노르 휘니(Leonor Fini, 1907-1996), 도로시아 태닝

((Dorothea Tanning, 1910-2012), 레어노라 캐링턴(Leonora Carrington, 

1917-2011) 등 여성 초현실주의자들과 공통점을 갖는다.433) 그녀는 타자

432) 박광호,「현대미술의 물체관(物體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교대춘추』11호(1975), 

대구교육대학, p. 189.

433) 에로티시즘을 중시하는 유럽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여성은 중심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여성 초현실주의자들은 작가나 예술가로서보다는 남성 초현실주의자들

의 뮤즈로서 애인이거나 부인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 작품 속에서 여성은 양성체

(androgyne), 여성-아이, 팜므 파탈, 견자(見者), 마녀, 창녀, 자연(동물, 식물, 광물) 등

으로 끊임없이 변신하고, 신격화되기도 했다. 특히 여성의 몸은 욕망, 무의식, 금기에 

대한 해방의 표현체였다. 남성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여성 초현실주의자

들 역시 시, 산문, 회화, 오브제, 사진 등 장르를 망라하여 활발하게 작품을 제작했다. 

휘트니 챠드윅, 『쉬르섹슈얼리티: 초현실주의와 여성 예술가들 1924-47』(동문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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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이 아닌 자신의 몸과 기억을 통해 남성중심 사회에 자기 내면을 고백

하고,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회화 언어로써 개인적 고통과 불행을 넘어서 

이원적인 속성이 대립하기보다 공존하는 여성적 생성원리를 발현하여 자아

와 타자, 성과 속, 선과 악, 삶과 죽음, 현실과 초현실을 경계 없이 넘나들

었다(도 109-110). 그녀가 제시한 여성상은 공포와 파괴의 주체로서 팜므 

파탈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성과 창조의 주체로서, 한국근현대화단에서 정형

화된 여성상을 벗어나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추상은 서양화단뿐만 아니라 한국화단에서도 지배

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추상이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추상이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민족적, 한국

적인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화 분야에서는 동양의 정신성을 강

조하며 비구상과 전위성을 시도한 묵림회가 한국화의 추상화(抽象化)에 구

심점이 되면서, 전위성과 함께 문인화의 ‘사의(寫意)’를 강조한 현대적인 한

국화의 반대편에는 비현대적인 구상과 왜색을 청산하지 못한 ‘채색화’가 위

치한다. 국가, 민족, 전통이라는 남성중심의 거대서사가 아닌 개인, 자아, 일

상을 구상과 채색으로 표출한 천경자는 자신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이데올

로기와 현실을 극복하고 반역하기 위해 현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신비와 

환상을 소환했고, 이는 초현실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초현

실주의자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434) 

   근대기 초현실주의 미술에 대한 연구와 전시가 꽤 진행되어 온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초현실주의 미술의 수용과 전개에 주목 한 연구가 드물

다. 이는 초현실주의 관련하여 번역문도, 공식적인 선언이나 지속적인 실

험도, 미학적 이념과 실천방식을 논의하고 공유한 집단 활동도, 활동을 이

끌어 갈 이론적 지도자도 없는 식민지의 열악하고 보수적인 조건 하에서 

초현실주의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무엇보다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작품이 망실되어 현전하는 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적인 예술형식과 예술의 현실참

여, 전통과 근대, 추상과 구상이라는 한국근대미술의 정체성과 향방을 둘

러싼 주요한 논쟁 속에 초현실주의가 항상 문제의 핵에 가까이 있었고, 일

본의 전위미술을 경험한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화되기 이전의 초현

434) 한국 현대화단에서 추상과 모더니즘 담론이 여성을 타자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

지영,「한국 현대미술의 모더니즘 담론과 추상미술의 성별 정치학」,『한국여성학』22권 

4호(2006), 한국여성학회, pp. 263-2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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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의를 기법과 양식의 측면보다는 인간정신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수용

하고 이를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 내면화했다. 이들의 활동은 비록 일제 군

국주의의 강화, 해방, 전쟁, 분단을 겪는 동안 단절을 겪기도 했지만, 전후 

추상 일변의 화단에서 형상성과 문학성을 지닌 회화 경향의 전사(前史)에 

머물지 않고 후세대에 현실에 구속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부단히 관계를 

맺는, 구태를 벗어난 형식을 추구하되 형식에 매몰되지 않는, 상상력과 정

신적 활동을 중시하는, 달리 말하자면 평범하지만 진리와 본질을 품은 살

아있는 미술언어의 예를 제시했다.       

   김병기(金秉騏, 1916-)는 그 살아있는 예다. 후쿠자와 이치로와 아베 

콘고 등의 작품이 진정한 초현실주의가 아니라는 그의 평가는 그가 원본 

초현실주의가 지닌 인간정신의 해방과 삶의 변화를 위한 혁명성을 미술양

식을 넘어서는 태도로서 인식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식민지 출신 화가가 

제국의 중앙화단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중첩된 잣대, 즉 영향을 받으면

서도 일본이라는 필터를 거부하고 본래의 원본성을 찾으려는 양가성을 보

여준다. 전후 추상미술의 이론적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돌연 도미(1965)한 

그의 작품에는 장식미술로 폄하되던 추상을 정신적인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전을 매개로 정신성을 획득한 전위로 위치 지우려던 당시 일본과 

조선화단의 노력과, 전후 전위로 등극한 추상이 점차 현실감각을 상실하고 

양식화되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혼성되어 있다(도 111-112). 그의 작업

은 현실과 정신, 형상과 추상의 “절충이 아니라 사이(in-between)”에 위

치하는데, 이는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양쪽이 끊임없이 침투해 교차와 접

속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연통관’의 세계에 다름 아니다.435)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근대기 초현실주의 수용과 전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초현실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근대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근현대미술을 좀 더 입체

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새로운 각도’로 기존의 논쟁과 예술활동의 의미

를 재발견하고 미술사라는 거대서사의 틈새에 위치한 담론과 실천을 지속

적으로 발굴하는 일, 본고를 토대로 일본과 한국의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

가와 작품세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비교연구 등을 향후 과제로 남긴다.

435) 김병기는 자신의 회화를 단순한 ‘현실(reality)’이 아니라 하나의 ‘실현(realization)’이

라 부른다. 이는 회화가 지닌 현상학적인 감각의 실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필자와 김병기의 인터뷰, L.A.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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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국립근대미술관.

도 23) 요네쿠라 히사히토, <유럽의 
위기>, 1936, 캔버스에 유채, 
80.3×100cm, 야마나시현립미술관.

도 24) 후루사와 이와미, <지표의 생
리>, 1937/1947, 캔버스에 유채,  
후쿠오카시립미술박물관.

도 25) 아사하라 키요타카, <다감한 
지상>, 1939, 캔버스에 유채, 
111.8×144cm,동경국립근대미술관.

도 26) 기타와키 노보루, <땅두릅>, 
1937, 캔버스에 유채, 117×74cm, 
동경국립근대미술관.

도 27) 기타와키 노보루, <료안지 
석정측도>, 1941, 캔버스에 유채, 
36×72cm, 동경부미술관

도 28) 고마키 켄타로, <민족계보
학>, 1937, 캔버스에 유채, 
145×112cm, 교토시미술관.

도 29) 후쿠자와 이치로, <서산>, 
1940, 제1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
작.

도 30) 아이미츠, <화원>, 1940, 
캔버스에 유채, 96×142㎝, 제1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31) 데라다 마사아키, <밤>, 
1940, 캔버스에 유채, 제1회 미술문
화협회 출품작. 

도 32) 다키구치 슈죠 시/ 아베 
노부야 그림, 『요정의 
거리』(1937) 중.

도 33) 가츠라 유키, <관>, 1939, 
캔버스에 유채, 91.5×117cm, 
이타바시구립미술관, 제1회 
구실회전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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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이토 켄시, <전설의 매직>, 
1939, 캔버스에 유채, 
116.7×90.7cm, 
이타바시구립미술관.

도 35) 난바타 가쿠조, <지방행정관 
A씨의 모습>, 1938, 캔버스에 
유채, 100×64.8cm, 
이타바시구립미술관.

도 36) 아이미츠, <눈이 있는 풍
경>, 1938, 캔버스에 유채, 
102×193.5㎝, 동경국립근대미술관.

도 37) 쿨트 셀리그만 <검은 마법> 
1933, 룰렛 플레이트에 에칭, 어퀘
인트, 13.75×11.25cm, 
셀리그만 센트(오렌지 카운티).

도 38) 하세가와 사부로, <형태>, 

1937, 57×69×5cm, 

코난학원갤러리.

도 39) 야마구치 카오루, <꽃의 모
습>, 1937, 교토현대미술관.

도 40) 하세가와 사부로, <실내>, 
1940, 제3회 자유미술가협회 출품
작.

도 41) 야마시타 키쿠지, <일본의 
적 미국의 붕괴>, 1943, 캔버스에 
유채, 97×145cm.

도 42)『삼사문학』 창간호(1939) 
표지(표지화: 정현웅).

도 43)『단층』3호(1938) 표지 
(표지화: 김병기).

도 44) 이상(추정), 「슬픈 이야
기」 삽화, 『조광』, 1937.6.

도 45) 안석주, <여성선전시대가 오
면>, 『조선일보』, 19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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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주현, <포토그램>, 1939. 도 47) 조우식, <포토그램>, 1939- 
1940. 

도 48) 에이큐, <잠의 이유>, 
1935, 《에이큐 포토데생전展》
(1936) 출품작.

도 49) 에이큐, <레알(三）>,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 출품작. 

도  50) 『조선일보』, 1939.6.11.
(김용준,「만네리즘과 회화」; 
김환기, 「추상주의 소론」; 
길진섭, 「조선화단의 현상」; 
정현웅, 「초현실주의 개관」)

도 51) 문학수, <비행기가 있는 풍
경>, 1939, 제3회 자유미술가협회 
출품작.

도 52) 문학수, <춘향단죄지도>,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
작.

도 53) 난바타 타츠오키, <달과 표
범>, 1937,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 출
품작.

도 54) 난바타 타츠오키, <페가수스
와 인물>,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
회 출품작.

도 55) 세이노 츠네, <풍경>,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
작.

도 56) 기타와키 노보루, <문화유형
학도식>, 제2회 미술문화협회 출품
작.

도 57) 하세가와 사부로, 「전위미
술과 동양의고전」, 『미즈에』, 
1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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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8) 문학수, <사조>, 1941, 제5
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59) 문학수, <병마와 소>,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
작.

도 60) 이마이 시게사부로, <해남
도>, 1943,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1) 이중섭, <소>,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2) 이중섭, <망월 1>,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경성전 출품
작.

도 63) 이중섭, <소와 여인: 정령 
1>, 1940,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4)  이중섭, <소와 소녀>, 
1941, 종이에 펜, 14×9cm.

도 65) 이중섭, <망월 2>, 1941, 
제5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6) 이중섭, <소와 소년>, 
1940, 종이에 연필, 29.7×40cm. 

도 67) 이중섭, <망월 3>, 1943,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

도 68) 이중섭, <소와 여인>, 
1941, 종이에 연필, 40.5×29.5cm.

도69) 이중섭, <소와 여인>, 1942, 
종이에 펜, 14×9cm, 서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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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0) 이중섭, 엽서화, 1941. 도 70-2) 이중섭, 엽서화, 1941. 도 70-3) 이중섭, 엽서화, 1941.

도 71) 이중섭, 엽서화, 1941. 도 71-2) 이중섭, 엽서화, 1941. 도 72) 송혜수, <소와 여인>,
 1992, 캔버스에 유채, 61×91cm, 
국립현대미술관.

도 73) 송혜수, <설화>, 1942, 
캔버스에 유채, 50.3×60.7cm, 국립
현대미술관, 제6회 자유미술가협회
전 출품작. 

도 74) 덕흥리 고분벽화 신선옥녀
도

도 75) 진환, <沼(기러기)>, 1942, 
캔버스에 유채, 24.5×66.4cm, 국립
현대미술관.

도 76) 진환, <翅>, 1941, 캔버스
에 유채, 53.2×72.8cm, 국립현대미
술관, 제1회 조선신미술가협회전 출
품작.

도 77)  진환, <날개달린 소> 1935
년경, 목판에 유채, 33×23.5cm.

도 78) 후쿠자와 이치로 연구소(맨 
앞줄 검은 자켓의 남성이 김종남(가
네코 히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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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9) 김종남(가네코 히데오), <수
변>, 1941, 캔버스에 유채,  
123.5×161cm, 이타바시구립미술
관.

도 80) 김종남(가네코 히데오),「호
랑이 이야기」 삽화, 『미술문화』, 
1943.

도 81) 김종남(가네코 히데오), <폭
풍우>, 1942, 제3회 미술문화협회
전 출품작.

도 82) 김종남(마나베 히데오), <은
자의 유혹>, 1978, 캔버스에 유채.

도 83) 김하건, <항구의 설계>, 
1942, 제3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
작.

도 84) 김하건, <수면>, 1943, 제4
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85) 난바타 타츠오키, <바위와 
조각>, 1939, 캔버스에 유채, 
60.6× 83.5cm. 

도 86) 조르조 드 키리코, <예언자
의 보상>, 1913, 캔버스에 유채, 
135.6× 18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도 87) 김하건, <고원의 봄>, 제4회 
미술문화협회전 출품작.

도 88) 유영국, <랩소디>, 1937, 제
7회 독립미술협회 출품작.

도 89) 시모자토 요시오, <작품>, 
1934.

도 90) 유영국, <작품 B>, 1937,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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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1) 알베르토 자코메티,  <매달린 
공 >, 1930-31, 석고, 메탈, 실, 
60.6× 35.6×36.1cm, 자코메티 파운
데이션.

도 92) 임응식, <습작>, 1933, 인
화지에 사진, 25×33cm, 국립현대
미술관.

도 93) 정해창, <인형의 꿈>, 
1929-1941.

도 94) 정해창, <인형의 꿈(2)>, 
1929-1941.

도 95) 정해창, <정물1>, 1930년대 
초.

도 96) 유영국, <사진 No.3>, 제6
회 미술창작가협회 출품작(기념엽
서)

도 97) 유영국, <경주 오릉묘>, 
1941-42, 젤라틴 실버 프린트, 
10.2×15.2cm, 유영국문화재단.

도 98) 유영국, <경주박물관 내 사
초석>, 젤라틴 실버 프린트, 
15.4×10.7cm, 유영국문화재단.

도 99) 이쾌대, <부인상>, 1943, 
캔버스에 유채, 70×60cm, 개인소
장.

도 100)  이쾌대, <2인의 초상>, 
1939, 캔버스에 유채, 72×53cm, 
개인소장.

도 101) 모리 다카유키, <인물>, 
1937, 캔버스에 유채, 
45.4×37.9cm, 이타바시(板橋)구립
미술관, 제7회 표현전 출품작.

도 102) 이쾌대, <상황>, 1938, 캔
버스에 유채, 156×128cm, 개인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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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3) 세계의 초현실주의 지도, 
『바리에떼』, (1929).

도 104) 권옥연, <절규>, 1957, 캔
버스에 유채, 80.3×116.8cm. 

도 105) 김종하, <자연의 표상>, 
1974, 캔버스에 유채, 
72.7×60.6cm.

도 106) 김영환, <폐허의 오후>, 
1974, 캔버스에 유채, 97×130cm, 
국립현대미술관.

도 107) 신영헌, <바다의 비화 1>, 
1969, 캔버스에 유채, 
161.5×130cm, 개인소장.

도 108) 박광호, <반도 환상>, 
1970년대, 캔버스에 유채, 
90.9×72.5cm, 개인소장.

도 109) 천경자, <자화상>, 1969, 
종이에 펜과 먹, 28×19cm, 
개인소장.

도 110)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 종이에 채색, 
42×34cm, 서울시립미술관.

도 111) 김병기, <가로수>, 1956, 
캔버스에 유채, 125.5×96cm, 
국립현대미술관. 

도 112) 김병기, <인왕제색>,
1988, 캔버스에 유채, 91×152cm, 
삼성미술관 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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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modern art and Surrealism 

Hyesung Park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ther culture is internalized or rejected after undergoing various 
sufferings such as confusion, misunderstanding or struggle between 
the heterogeneous. This paper, dealing the adoption of other 
culture as a cultural translation, studies controversi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Surrealism, a totally new artistic theory and 
practice, to Korean Modern art through Japan and its development, 
which has never been an issue in the Korean art history. Korean 
young artists who happened to witness the vogue for Surrealism 
during their study in Tokyo in the 1930s accepted Surrealism in a 
more complex process of cultural translation, located in the context 
of Japanese colonialism and drastic social changes caused by 
modernization, which resulted in a different or hybrid one from the 
original. The “and” in the title of the paper suggests a “chance 
encounter” of Korean modern art and Surrealism like that of "a 
sewing machine and an umbrella on a dissecting table" referred by 
Lautréamont. 

French Surrealists thought art not as a purpose for its sake but as 
a means of awakening the mystery of life, and a possibility of new 
recognition and transformation of reality. So it used to be regarded 
as a spirit or an attitude rather than a particular art schoo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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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Breton emphasized exploring a mental space outside the field 
of normal awareness and never provided a clear aesthetic 
definition of 'surrealist art'. With his standard he included Picasso 
as a Surrealist and excluded de Chirico and Dali. Such fluid 
parameters being left much room for ambiguity were reflected in 
the initial stage of acceptance of Surrealism by Japanese artists. 
So this paper applies Breton's concept of "the purely internal 
model" in Surrealism and Painting(1928), which was translated by 
Takiguchi Shuzo in 1930, instead of particular techniques or styles 
categorized as those of surrealist art to analyze the artworks. This 
makes it possible to reinterpret the works that have been read 
only in terms of nationalism and localism.  
    

Surrealism, which emerged in the political upheaval of Europe, 
grew out of a contradiction between modernism (art for art's sake) 
and realism (political participation). When Surrealism was 
introduced into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situation was similar. 
Under the control and oppress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however, people's lives were more hypocritical and frightful, and it 
was absolutely impossible to attempt to "solve important problems 
of life" pursued by French Surrealists. Surrealism, which pursued 
resistance, disharmony, wonder, and humor, was perceived as 
dangerous in the social atmosphere and ideology of Korea of those 
days that emphasized balance, order, morality and construction 
rather than free eruption of personality and instinct. 

Although art critics such as Kim Yongjoon, Yoon Heesoon, and 
Chung Hyunwoong recognized the social as well as artistic 
revolutionary initiatives of Surrealism in the early and mid 1930s,  
they could not expand the discourse facing acid criticisms and 
misunderstanding of KAPF(Korean Artista Proleta Federatio) and 
advocates of art for art's sake. In the late 1930s, the methodology 
and artists of Surrealism were introduced in earnest by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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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artists experiencing the Surrealist movement in Tokyo, 
which did not also last as the militarism of Japan became 
deepened. 

Artistic practices were tried by another young artists who were 
participating by themselves in the movement in Tokyo where 
censorship and suppression were relatively less. The paintings of 
Moon Haksoo, Lee Jungseob and Lee Quede and others(especially 
the New Artists Association) were heterogeneous in the eyes of 
Korean. The illusion, death, darkness, love, sexual desire found in 
their works broke the taboos of moral and constructive norms 
imposed under colonialism, and the aesthetics of life and beauty. 
Their works were unfamiliar and cutting-edge at that time, 
because they showed the power of imagination and spirit, not a 
mechanical or impressionist imitation of the outside world, nor 
emotion for emotion's sake.

The world they painted is not merely an unrealistic and dreamy 
but a poetic one emphasized by Breton and Surrealists that 
presents a new perspective that makes the reality unfamiliar and 
awakens the absurdity of reality,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reality. They saw the "invisible" to others with the 
"wild eye" existing in "its savage state" and presiding "over the 
conventional exchange of signals" as Breton said, and expressed 
the invisible with concrete images. In the late 1930s and early 
1940s, the discourse of avant-garde art related with the classic in 
Japan was influential in Korea. Korean artists also summoned the 
classic or the tradition, but they did in a different way from 
Japanese artists who could not help going along with the 
transnational fascism of the government.  

Contrary to the general assumption that Surrealism did not exist in 
Korean modern art, the paper discovers that it was always clo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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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of disputes over the 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Korea 
modern art and there were some artistic practices to try to 
internalize it under a specific condition, even though it didn't 
prosper at all as in Japan. These practices have been severed 
during the period of summit of Japanese militarism,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division of the country. But they presented an 
example of a living artistic language which had truth and essence 
emphasizing imagination and mental activity, and was free from 
external condition but ceaselessly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reality, and have influenced some artists of the next generation 
whose paintings were narrative and of illusion which were 
marginalized in the abstract-art-centered field after the Korean war 
but showed the diversity of Korean modern art .

Key Words
Surrealism, cultural translation, avant-garde art, new trend art, abstract 
art, taboo and violation, rediscovery of the tradition, mythological 
imagination, yearning for ancient times, Independence art association, Art 
and culture association, Free artists' association, New artists' association

Student Number 2009-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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