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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는 1950-60년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한·중·일 대표 작가들에 

대한 연구이다. 한·중·일의 미술은 전통적으로 깊은 연관 관계 속에서 전

개되었고 특히 현대미술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국제 관계 속에서 

서구의 미술을 번역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본고에서

는 그 중 프랑스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프랑스는 한·중·일 서양 미술 도

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이며 전후(戰後) 1950-60년대는 한·중·일 

작가들의 프랑스 진출 및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연구가 적은 것에 기인한다. 

  당시 프랑스는 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던 

중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20세기 초 국제적 명성을 떨친 

외국인 작가 집단 <에콜 드 파리>에 주목하였다. 그를 통해 과거보다 

더 다양한 국가, 새로운 젊은 작가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세

대의 에콜 드 파리’라는 개념을 탄생시켜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이

름으로 칭했다. 아시아 미술인들의 프랑스 진출이 늘고 동양에 대한 서

양의 관심이 커지며 중국, 일본 등 다수의 동북아시아 작가들이 그에 포

함되었다. 앵포르멜, 타시즘, 서정 추상 등의 여러 사조가 회화, 판화, 도

자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개되었다. 특히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

심이 추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선호되었는데 이는 프랑스의 예술적 정

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자오우키, 주테천이 동양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진 평론가

들에 의해 ‘추상 풍경 주의’로 인식되면서 중국의 전통과 중국적 정체성

을 서양의 기법으로 드러내 호평받았다. 프랑스 미술계는 이들을 평가할 

때 ‘동양’, ‘중국’, ‘전통’과 관련된 용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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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벨 에콜 드 파리>가 중요하게 여긴 자연과 전통의 중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동양의 풍경화는 파리 화단의 

추상미술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중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넓히는 

것에 이바지한다. 

  우키요에를 통해 19세기부터 조형적으로 익숙한 국가였던 일본의 경

우, 평면성과 도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업을 한 쿠미 스가이의 회화

와 판화가 그 개성을 인정받았다. 야세 타부치는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들에 일본적 소재와 이야기를 참신한 형식으로 드러내 호평을 얻었다. 

이들은 도불함으로써 모방을 벗어나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는 평가를 받고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작

가로 자리매김한다. 동시에 프랑스 화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역할 했

다고 인정받았다. 이들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다양성에 대한 열린 

자세와 국제적 보편성의 추구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프랑스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던 한국의 경우 

미술적 해석 또한 한국이 아닌 ‘동양’이라는 더 크고 모호한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와중에 이성자가 당시 프랑스 동시대 미술에 대한 높

은 이해도와 세련된 혼성 표현을 보여주어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

원으로 인정받고 교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적 소재와 이야

기가 담긴 상징적인 조형들을 밀도 있게 구성해 완성도를 높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본과 중국보다도 멀고 모호한 공

간으로 인식하던 프랑스 화단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시켰다. 

  한·중·일 3국의 미술가들은 모두 프랑스 진출을 계기로 서구와 직접 

교류하며 각기 다른 양상으로 프랑스 미술 경향을 취사 선택하고 재해석

하여 문화번역 논의의 예시를 보여주었다. 각 국가의 전통을 기반으로 

보편성과 국제성을 획득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프랑스 화단은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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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적 동화(同化) 과정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재건하고자 시도한 동시에 그 영향으로 내부적으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자성을 특성으로 여기면서도 보편성을 추구한 프랑스

의 동화 전략이 작가 개인과 각국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한·중·일 대표 재불 미술가 개개의 

작업을 아우르면서도 비교 분석하여 문화번역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시도

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누벨 에콜 드 파리>와 같이 당시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했던 좁은 범위의 미술 경향에 대한 연구 또한 현대 미술 

생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도 의미를 두

고자 한다. 

주요어 : 누벨 에콜 드 파리, 자오우키, 주테천, 쿠미 스가이, 

         야세 타부치, 이성자

학  번 : 2016-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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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주제와 목표

  한·중·일의 미술은 전통적으로 깊은 연관 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었고 

특히 현대미술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국제 관계 속에서 서구의 미

술을 번역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한·중·일의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 있어 프랑스는 20세기 서양 현대 미술이 전파되는 것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 관련한 연구가 적은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의 재불(在佛) 작가들이다. 프랑스

의 영향을 받은 여러 동양 국가들 중 이 세 나라 출신의 작가들을 중점

적으로 연구하게 된 이유는 전통적으로 한·중·일의 미술사가 깊게 연관

되어 전개되어 왔으며 서양 미술의 도입에 있어서도 교육, 유학 등을 통

해 큰 영향을 주고받았던 역사에 근거한다. 

  연구 대상 시기는 1950-60년대이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와 미국의 문화 패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던 시기였다. 19세기부터 예술

의 수도로 불리던 프랑스 파리 화단과, 경제 성장과 동시에 국제적인 규

모의 정치 세력을 획득한 미국은 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두고 팽팽

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한·중·일 작가들의 도불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와도 일치하므로 다국의 이해관계와 문

화 전략들이 교차하는 사이 지대에서 발생한 미술 양상의 특수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1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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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쟁을 피해 파리로 온 미술가들을 소급해 예술 수도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던 <에콜 드 파리 L'École de Paris>에 주목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더 많은 국가의 외국인 미술가들을 포용해 <누벨 에콜 드 파리 

Nouvelle École de Paris>, 즉 ‘새로운’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칭하

고 중요하게 다룬 것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동양에 대한 서양의 관

심이 높아지고 아시아 작가들의 프랑스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한·

중·일 작가들이 여기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어 온 한·중·일 미술

이지만, 한·중·일 작가들이 동시대 유럽의 작가들과 하나의 이름으로 묶

여 유사한 서구 평론가 집단에 의해 서술된 것은 몹시 드문 일이었다. 

더 나아가 유럽 모더니즘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가 현대화, 근대화 과정 

중인 아시아 작가들을 시차 없이 포용하고 일원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닌 취사 선

택에 의한 것이었고 각자의 입장과 관점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

인다.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의 미술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해 국제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본고는 이들이 각각 어떻게 프

랑스 화단의 인정을 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대성과 국제성을 획

득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는 한·중·일 현

대 미술의 프랑스에서의 입지와 그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자국에서의 미

술 전개 과정과는 다른, 타자적 시선과 장소를 통해 구축된 특수한 양상

을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사 나아가 한·중·일 

근현대미술의 구축 과정과 국제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일부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라는 여러 층위가 겹쳐지는 매우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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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논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 작가 일부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단기간의 체류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에서 머물며 꾸준히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한·중·일 미술가들을 그 대

상으로 한다. 

2. 선행 연구

   1950-60년대 프랑스 화단 속 한·중·일 미술가의 활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프랑스 화단에서의 한·중·일 입지를 살핀 선

행연구로는 김수현의 연구를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1) 김수현은  

19세기에 융성했던 ‘시누아즈리(Chinoiserie)’, ‘자포니즘(Japonisme)’부

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화단 속 한·중·일 미술가들의 입지를 살

폈다. 중국 현대 미술이 디아스포라(diaspora) 작가들에 의해 포스트 아

시아로서 인지도를 구축해 온 것을 중국 철학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고 

일본에 대하여는 우키요에(浮世絵)와 인상주의 미술과의 관계를 시작으

로 하여 21세기의 서브 컬쳐(Subculture) 영향이 압축된 현대 미술에까

지 이르는 과정을 살폈다. 서구와 오랜 관계를 가져온 중국과 일본 미술

에 비하면 한국 현대 미술의 수용과 입지는 미약하지만 지난 60여 년 

간 프랑스에서의 한국 미술의 역사는 한국 미술사에서 반드시 재조명되

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그간 간과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까

지도 한국 전시 기획자에 의한 전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프랑스 현지의 

상황을 언급하고 본인이 기획한 전시를 소개한다. 김수현의 논문은 프랑

스에서의 한·중·일 3국의 위상을 동시에 살피고 국제적 맥락에서 입체적

1) 김수현, 「프랑스 미술계의 한·중·일 현대미술의 입지」, 『미술사학보』제

41집(2013), 미술사학연구회, pp. 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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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술사를 서술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1800년대와 2000년대만

을 주요 연구 범위로 삼아 그 사이인 20세기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

다. 

  전유신은 1950-70년대까지 프랑스 화단에 진출한 한국 미술가들의 

역사를 살펴 김수현의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시기를 상세히 고찰했

다.2) 전유신은 전후(戰後)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지형 변화 속에

서 한국 미술가들이 프랑스를 미술의 중심지로 여기고 진출한 양상을 살

폈고 그것이 한국 미술의 국제 교류를 가속화 한 중요한 계기였으며 한

국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전유신은 프랑스 미술계의 

정황을 알리고 그간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1950년대의 <에콜 드 

파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외국인 미술가들이 프랑스를 국제적인 

미술의 중심으로 만드는 과정에 활약한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1950년

대 <에콜 드 파리>로 일컬어지던 작가들로부터 한국 미술계가 받은 영

향을 김환기와 이성자를 통해 서술하여 본 연구의 큰 계기가 되었다. 그

러나 연구의 범위 상 중국, 일본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1950-60년대 프랑스와 연관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고찰은 전시에

서 찾을 수 있었다. 이응노 미술관에서 개최된 《파리 앵포르멜 미술을 

만나다 ART INFORMEL IN PARIS》(2014. 10. 7.-2015. 2. 1.)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3) 이 전시에는 한국의 이응노와 <에콜 드 파리>로 

분류되는 독일 출신의 한스 아르퉁(Hans Hartung), 프랑스 출신의 피에

르 술라주(Pierre Soulages), 중국 출신의 자오우키(趙無極, Zao 

2) 전유신, 「프랑스 미술과의 관계를 통해 본 전후 한국미술 - 한국 미술가들

의 프랑스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 

전유신, 「1950년대의 파리 진출 작가들과 한국현대미술의 국제화」, 『현대

미술사연구』제39집(2016), 현대미술사학회, pp. 133-154.

3) 이지호, 『파리 앵포르멜 미술을 만나다 ART INFORMEL IN PARIS』(대

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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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Ki), 이렇게 네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연구되었다. 앵포르멜 

사조로 분류되는 1950-60년대 작품이 다수 소개되었는데 특히 ‘파리’ 

앵포르멜(Paris Informel)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여 장소성이 강조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가들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차이를 넘

어서 보편적이고 독창적인 미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다. 자오우

키, 술라주, 아르퉁은 이응노가 파리동양미술학교(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를 세울 당시 설립과 운영을 후원한 이들로, 이는 당

시 외국인 작가들 사이의 활발했던 교류의 정황을 짐작하게 함과 동시에 

‘동양성’이 파리 화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드러냈다. 

  1950-60년대의 프랑스 미술과 아시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을 뿐더러 한·중·일의 작가가 함께 연구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김수현과 전유신이 주장하였듯 이 시기의 프랑스는 동북아시아 현대 미

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1950년대 파리는 유럽에서 동양 

예술이 가장 활발히 소개되던 도시였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새로운 동양

예술을 보기만 했던 서구 예술가들은 점차 그를 자기 것으로 소화, 흡수

하여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에릭 르페브

르(Éric Lefebvre)는 “많은 서양화가들이 그들로부터 배우고자 하였다.”

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다.4)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확장시켜 전

통적으로 깊게 연관된 역사를 가지고 서구와의 만남을 통해 현대 미술을 

구축한 한·중·일의 작가들이 1950-60년대 프랑스 파리 화단에서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원인과 각국이 어떻게 그를 수용하

고 재해석했는지 살피기로 한다. 또한 이들이 프랑스 화단에 미친 영향

4) 정수미, 「<파리 앵포르멜 미술을 만나다: 이응노, 한스 아르퉁, 피에르 술

라주, 자오우키>전을 개최하며」, 이지호, 『파리 앵포르멜 미술을 만나다 

ART INFORMEL IN PARIS』(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2014),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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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살피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논의를 연구의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번역이란 번역이라는 개념을 언어에 한정하지 않

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를 설명하기 위해 확장시킨 것에서 비롯된 

논의이다. 즉 한 지역의 문화를 국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번역의 

과정이자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5) 문화번역 논의에 의하면 번역된 문화

는 필연적으로 원본과는 다른 문화적 산물로 드러나는데 이를 우열의 관

계로 보는 것이 아닌 재창조의,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결과물로 보는 것

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점이다. 번역되면서 강조 혹은 변경된 부분

은, 복잡다단한 서구 미술의 유입과 번역을 통해 근대화 과정을 거친 한

국 근현대 미술의 특징을 드러내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므로 국내

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살핀 전유신 외에 문혜진, 박혜성이 각각 한국 포

스트모더니즘 논의와 근현대 한국 초현실주의를 연구하며 ‘문화번역’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삼은 바 있다.6)

   번역을 비평적 실천으로 간주한 연구의 시발점으로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의 ‘번역 이론’을 들 수 있다.7) 그는 1923년, 보들레

르(Charles Baudelaire)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후 쓴 「번역자의 과제 

The Task of the Translator」를 통해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를, 우열의 

5) 전유신(주 2, 2017), p. 6.

6) 전유신(주 2, 2017); 문혜진, 『90년대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동시대 

미술의 기원을 찾아서』(현실문화, 2015); 박혜성, 「한국근대미술과 초현실

주의」(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8).

7) 윤조원, 「번역자의 책무: 발터 벤야민의 문화번역」, 『영어영문학』제57권 

제2호(2011), 한국영어영문학회, p. 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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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고 보지 않고 번역자가 ‘재창조(re-creation)’하여 원본의 언어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8) 그럼으로써 원본의 재현이나 모방이 아

닌 창작의 과정으로서의 번역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문화 불평등

의 상황에서 문화 의사소통의 역학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는 평가를 받는다.9) 한·중·일 도불 작가들은 동양을 바라보는 서양의 

시선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동시

에 서구를 향한 시선 즉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 또한 드러내는데 

윤난지에 의하면 이는 전 세계적인 문화지도에서 수용자의 위치에 있던 

비서구권 문화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10) 문화번역은 이러한 

실정에 더욱 유효하다.

  벤야민의 번역론은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이에 더해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토착문화의 ‘순수성(purity)’이라는 허구를 해체하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사이 공간(the in-between)’이라고 불리는 문화

접변지대에서 혼성화 되는 것에 주목하였다.11) 바바에 의하면 문화란, 

결코 일원화될 수 없는 것이며 스스로와 타자의 관계에서 간단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단순히 만나는 

차원을 넘어서 충돌과 병합, 차용, 번안과 같은 교환이 끊임없이 이루어

8) Walter Benjamin, “The Task of the Translator” (1923), in Marcus 

Bullock and Michael W. Jennings eds.,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Vol. I (Cambridge, MT: Belknap Press, c. 1996-2003), pp. 

261-262. 

9) Hernández Felipe, 『Bhabha for Architects』 (2010), 이종건 옮김(시공문

화사, 2010), p. 34.

10) 윤난지, 「동양주의와 옥시덴탈리즘 사이: 김환기의 전반기 그림」, 『미술

사학보』제46집(2016), 미술사학연구회, p. 117.

11) Homi K. Bhabha,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Differences” (1988), 

in Bill Ashcroft ed.,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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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이는 일방적인 주입이나 수용이 아닌 상호 관계이다. 바바에게 있

어 사이 공간의 생산적 역량은 후기식민주의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이 특

히 중요하다.12) 바바는 국제 관계 속 문화 교류를 둘러싼 수직적인 관

점을 비판하고 혼종성과 사이 공간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양극성과 

‘타자’들을 둘러싼 일방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번역이 재창조와 전도로 해석되면서 이는 곧 식민주의 그리고 심지어 작

금의 지배체계를 비판하는 데 적절한 정치적 차원을 획득한다.13) 필자

는 이에 동의하고 본 논문의 논지에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모든 시대의 

문화가 결국에는 혼성의 산물이겠으나,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 

국가의 문제가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닌 세계 속의 일부로서 전개되

었던 전후 상황 속 문화 교류는 이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20세기 국제 사회에서 서구권과 그 이외의 지역은 정치, 경제면에서 

뿐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직적 구조를 이루어 왔다고 평

가 받아왔다.14) 따라서 이 구조에서 서양과 동양이 서로를 주목할 때,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취향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다

른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를 수직적, 선적 발전 논리에서 벗어

나 관계성, 상호 작용에 주목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입체적인 맥락에서 

살피고자 한다. 버트 윈터(Bert Winther-Tamaki) 또한 전후 일본과 미

국 미술의 관계를 연구하며 이제는 동양과 서양을 대조적인 이미지로 해

석해온 과거의 연구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5) 그는 일

본과 미국의 관계를 대조적 관계가 아닌 서로 상응하는 두 국가, 다양한 

12) Bhabha(주 11), p. 209.

13) Felipe(주 9), p. 34.

14) 윤난지(주 10), p. 118. 

15) Bert Winther, Art in the Encounter of Nations: Japanese and American 
Artists in the Early Postwar Year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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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제 3영역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중·일의 현대 미술 역시 서구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번역

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특히 미국과 문화 종주국으로서의 패권 다

툼을 하고 있던 복잡다단한 상황 속 전후 프랑스에 진출한 미술가들의 작

업과 활동은 문화번역의 면모를 다각도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프랑스 화단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인정한 한·중·

일 작가들을 통해 당시의 프랑스 화단이 외부에 대해 가졌던 시선을 살

피려 한다. 

  이를 통해 “문화번역의 경로와 정황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

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일”16)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화수용의 능동성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동시에 

수용자와 전달자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용자가 될 수 있고 

전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문화의 교류가 각자의 입장에서 선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것은 우위의 결과가 아니라 각자가 중시하는 관점이 드러

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1950-60년대 한·중·일이 인식한 프랑스와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동양에 대한 시선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 둘째, 1950-60년

대 국제적 조류 속 프랑스의 시대사회적 배경과 당시의 미술 경향을 고

찰하고자 한다. 셋째, <누벨 에콜 드 파리>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그 

생성 과정과 목적을 알아보겠다. 넷째, 앞의 내용들을 토대로 <누벨 에

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한·중·일 대표 미술가들의 삶과 작품

을 살피고 프랑스 및 각국의 1950-60년대 평론을 중심으로 문화번역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6) 윤난지, 「한국 앵포르멜 미술의 ‘또 다른’ 의미」, 『미술사학보』제48집

(2017), 미술사학연구회,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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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대적 배경

  

1. 한·중·일이 인식한 미술 중심지로서의 프랑스 

  “파리는 19세기의 수도”17)라는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프랑스는 오랜 

시간 동안 세계 문화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로 존재해 왔다. 그 

영향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친 1950년대에도 여전히 유효했으며 

특히 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동경이 존재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1958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10차 총회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한 바 있는 교육학자 임한영의 1956년 프랑스 파리에 대한 

글은 당시의 상황을 응축하여 보여준다. 

  “(...)좌절과 파란을 가져다준 2차의 크나큰 세계대전의 세계를 받은 파리

지마는 여전히 꿋꿋하고 약동하고 있는 것이 불란서의 수도 파리의 인상이

었다.(...) 파리는 뉴욕과 같이 복잡한 급류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런던

과 같이 조직된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파리의 움직임에는 모두가 

독자적인 장단이 있는 것이고 이 조화된 장단에 맞추어 파리는 율동되고 

있다. (..)파리는 미술의 도시이요 문학의 도시이며 낭만의 도시이다.(...) 

워싱톤이 미국에 주는 의의, 런던이 영국에게 주는 의의는 파리가 불란서에 

주는 것에 비할 바 못되는 것 같다. 파리는 불란서 뿐 아니라 세계에 도전

하고 있다.”18)

17) Walter Benjamin, “Paris, the Capital of the Nineteenth Century”  

(1935), in Rolf Tiedemann ed., The Arcades Project (New York: 

Belknap Press, 2002), p. 27.

18) 임한영, 「파리통신 불란서의 지성」, 『경향신문』, 195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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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미국보다 프랑스를, 예술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현대예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만약에 백만 불이 생긴다면, 돈이 생기는 순간 도불(渡

佛) 수속을 할 것”19)이라는 화가 김훈의 말이나 파리 샤르팡티에 갤러

리(Galerie Charpentier)에서 개인전을 열고 기뻐하던 순간에 그것이 꿈

이었음을 깨달아 슬퍼했다는 문학진의 증언을 통해 당시 프랑스에 대한 

간절한 동경을 살필 수 있다.20) 이응노의 도불전 등 미술 작가들의 도

불전은 한국 미술계 전체의 경사로 여겨졌던 것도 예시가 된다. 김영주 

또한 젊은 작가들에 대한 글을 쓰며 김환기, 권옥연, 김종하, 장두건의 

도불 기념전을 중요하게 보는데 김환기, 김중업을 각각 “파리에서의 개

인전에서도 높이 평가 받은 바 있는”, “오랫동안 파리의 콜뷰제(Le 

Corbusier) 연구소에서 업적을 쌓은”으로 수식하며 가장 큰 업적을 파리

에서의 활약으로 꼽았다.21) 화가 김종하는 1959년 파리를 ‘미술의 메카’

19) 김훈, 「만약에 백만불이 생긴다면」, 『희망』, 1955. 7., 최익균, 「해방

에서 전후시기(1945-1959)의 미술비평, 이념대립과 동서미술융합론을 중심

으로」(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4), p. 81에서 재인용.

20) 전유신은 1950년대 한국 미술계가 프랑스에 가진 동경에 대해 문학진, 김

흥수, 남관, 박영선의 증언을 예시로 들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문학

진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투어 피는 찬란한 파리. 사르팡디 갤러리

에서 야심작 서른 점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었다. 그 인기야말로 미술사상에 

문제를 던졌고 파리는 물론 각국의 화가들이 쇄도. 갤러리는 일대혼란에 빠

졌는데 관람자 중에는 나의 가장 강적이요 도전자인 피카소와 뷔페도 있었

다. 피카소는 나의 어깨를 치며 하는 말이 ‘내가 찾고 있는 일을 자네가 했

어. 현대의 유산은 자네의 것일세.’라고 말하며 장엄한 눈을 조용히 감아 보

는 것이었다. 뒤이어 뷔페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당신 같은 분이 왜 한국

에서 고생을 하오’한다. 나는 ‘당신은 한국을 모르고 있소. 한국미술계의 수

준은 대단한 것이지…. 투쟁의 부대는 역시 우리나라야. 나는 우리나라 국전

에서는 겨우 입선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으나 말이 채 입에서 나오

지 않는다. 애써 말하려 하다가 그만 꿈이 흩어지고 말았다.” 문학진, 「파리

에서 개전」, 『서울신문』, 1957. 1. 1., 전유신(주 2, 2016), p. 41에서 재

인용.

21) 김영주, 「저항의식과 신인진출(下)」, 『경향신문』, 1956.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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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하며 전 세계 다수의 화가들과 많은 화랑이 있는 파리를 세계 

미술계의 중심지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파리하면 예술의 도시 미술의 메카(...)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멋들이 이끌

어 일년에 삼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에서 온 

수많은 화가들이 파리에 자리 잡고 그림을 공부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작

품들도 많은 화랑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22)

  이는 비단 전문 미술가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도 파다한 의식

이었는데 미술을 공부하는 어린 학생의 수상 소감에 죽기 전에 꼭 파리

의 루브르 미술관(Le musée du Louvre)을 구경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

음을 드러낸 것 또한 그를 반증한다.23)

  이처럼 한국의 미술가들이 프랑스를 미술의 중심지로 인식하게 된 이

유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식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미술의 근대화

는 1884년에 도불하여 미술을 배운 구로다 세이키(黑田淸輝)가 1896년

부터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재직하면서 프랑스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아카데미즘과 인상주의를 절충한 일본식 프랑스 미술을 지도하

면서 본격화되었다.24) 구로다가 양성한 도쿄미술학교 출신의 미술가들

이 이후 한국으로 와 미술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

해 ‘일본식으로 해석된 프랑스 미술’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22) 김종하, 「파리화랑화가」, 『동아일보』, 1959. 4. 27.

23) 「졸업반 수재들의 프로필」, 『경향신문』, 1956. 3. 8.

24) 구로다는 법률 공부를 위해 도불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인상주의 외광

(外光)표현을 받아들인 절충적 아카데미즘을 추구한 라파엘 콜랭(Raphaël 

Collin)에게 1886년부터 미술을 사사 받았다. 후에 일본에 귀국하여 도쿄미

술학교의 서양화과와 서양화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이 두 곳은 이후 일본 서양

화가 양성의 거점이 된다. 구로다가 교편을 잡은 이후 교과목이나 제도 전반

에 있어 프랑스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중희, 『일본 근

현대 미술사』(예경, 2010), pp. 85-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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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운 유학파 미술인들은 프랑스에 대해 한층 더 구체적인 열망

을 가지고 있었다. 도쿄의 니혼대학교(日本大學校)에서 공부한 김환기가 

먼저 파리에 가 있던 김중업에게 보낸 편지에는 프랑스에 대한 동경이 

잘 드러나 있다.

“거장들이 떠나기 전에 파리에 나가야 할 터인데, 8.15 이후인 오늘에도 

역시 파리는 멀구려.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 예술가들의 최대의 불행은 바람

을 쐬지 못한 것,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오. 우리들 넓은 세계

에 살면서도 완전히 지방인 이외다. (...)아 툭툭 털어 버리고 파리로 떠났

으면. (...)소식 들으니 형의 허벅다리에 꼬집힌 시퍼런 자국이 생겼다지요. 

이유를 묻고 보니 파리의 거리를 걷다가 대체 이게 꿈이 아닌가 하고 가끔 

제 손으로 제 살을 꼬집어본다지요. 안심해도 좋다. 꿈이 아니고 생시다, 

그런다지요. 꿈에나 가볼 수 있는 파리를 형은 갔구려.(...)”25)

  일본의 경우, 프랑스를 문화의 중심지로 여기는 인식은 한국에 비해 

훨씬 이전부터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

에 다수의 일본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관할 정도였다.26) 20세기를 

전후한 한국 미술계에게 프랑스가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일본에게는 근

대화, 선진화의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 일본에서 서양화가 시작된 

25) 김환기는 거장들이 파리를 떠나기 전에 파리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

기에서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에콜 드 파리>로 불린 외국인 미술

가들로 추측된다. 당시 전쟁을 피해 미국과 유럽 각지의 미술가들이 파리에 

머문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몽파르나스에 모인 이방인 미술가를 “에콜 드 

파리”라 칭했다. 김환기, 「파리에 보내는 편지」, 『신천지』, 1953, 5., 이

경성, 『내가 그린 점 하늘 끝에 갔을까』(아트북스, 2002), pp. 86-90에서 

재인용.

26) Gabriel P. Weisberg, Phillip Dennis Cate, Gerald Needham, Martin 

Eidelberg and William R. Johnston, Japonisme: Japanese Influence on 
French Art 1854-1910 (Cleveland, Ohio: The Cleveland Museum of Art, 

197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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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850년대이지만 틀이 갖춰지고 교육이 정착하게 된 것은 앞서 살

폈듯, 구로다가 1893년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도쿄미술학교의 서양화과 

주임교수가 되면서부터였다. 그로부터 일본에 퍼진 서양 미술 교육 방식

과 시스템은 모두 프랑스에 기반한 것이었고 이는 곧 일본 미술 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郞助)나 후지시마 다케지

(藤島武二)는 물론 이전까지 이탈리아나 영국 등으로 분산되던 작가들이 

연달아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서 프랑스의 영향은 점차 커졌다.27) 구로

다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화풍의 유행 또한 프랑스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192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더니즘 미술 사조

인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의 미술 사조 또한 프랑스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서양화의 습득을 위한 유학은 일본으로 떠나는 것이 먼

저였으나 본격적인 대규모 유학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청

일 전쟁(1894-95) 이후 커진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적개심도 한몫했

다. 1900년 초 일본에 유학하여 미술 공부를 하고 귀국한 노신(魯迅)과 

이서청(李瑞淸), 경형이(經亨頤), 이숙동(李叔同), 진사증(陳師曾) 등이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하였으나 한국과 달리 일본의 미술 양식을 답습하

지는 않았던 것도 위의 이유에서일 것이다.28) 1919년 근공검학(勤工檢

學) 운동 이후부터 중국은 유럽을 목표로 한다.29) 서양으로의 유학은 

27) 김영나, 「한국 근대의 누드화」, 『20세기의 한국미술』(예경, 1998), p. 

120.

28) 장준석, 「중국 근대미술교육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한 연구 - 채원배와 노

신을 중심으로 -」, 『예술교육논총』 제 30권 5호(2016), 한국미술교육학

회, p. 173 참조.

29) 근공검학(勤工檢學)은 근면하게 일하고 검약해서 공부한다는 뜻을 가진 단

어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의미의 유학 프로그램 명칭으로도 쓰

였다. 이광군, 「中國에 있어서 西洋 油畵의 導入과 展開에 관한 硏究」(석

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0), pp. 23-27 참조.



- 15 -

일본 유학보다 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

부터는 서양으로 간 사람들이 일본으로 간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고, 일

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또한 유럽으로 다시 한 번 유학을 떠난다. 

그들 역시 프랑스를 가장 선호했다.30)

  중국 유학생들은 서양화의 정통적인 그림을 습득하기 위해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회화의 기법과 기술을 배우는 한편으

로 프랑스와 유럽 각지의 화풍과 새로운 문화를 섭렵했다. 이후 중국 미

술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두 인물로 쉬베이홍(徐悲鴻)

과 린펑멘(林風眠)을 들 수 있다. 둘은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서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는 아카데미즘을 교육 받았

지만 귀국 후 서로 다른 미술 양식을 선보였다. 쉬베이홍은 프랑스 고전

주의 사실화에 의거한 미술 양식을 중국에 전파했고 린펑멘은 그 외의 

진보적인 예술사조도 함께 받아들일 것을 주장함으로써 중국 현대 미술

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이처럼 중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

지로 아카데미즘은 물론 그와는 다른 의도로 부상한 추상 미술을 비롯한 

모더니즘 사조 역시 프랑스의 것을 본보기로 하여 받아들였다.

  위에서 살폈듯 한국, 일본, 중국이 서양의 현대 미술을 받아들이는 경

로와 시기는 각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프랑스를 미술의 중심지

로 여겼다는 점은 자명하다. 일본을 통해 현대 미술 경향을 받아들인 한

국의 경우 프랑스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일본에게는 교육 및 현대 미술 

관련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근대화를 위한 

본보기는 역시 프랑스였다. 이처럼 한·중·일 미술의 근대화, 현대화, 서

양화의 수용에 있어서 프랑스는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였다. 

30) 郞紹君, 『중국 근현대 미술 中國 近現代 美術』(1988), 김상철 옮김((주)

시공사·시공아트, 2005), p.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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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시아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 변화 

  프랑스에서의 아시아 미술에 대한 인식은 ‘시누아즈리’31)로 불리는 중

국 예술과 19세기 인상주의에 영향을 준 일본의 ‘자포니즘’32)에 의한 역

사적 과정 속에서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영향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17-18세기 유럽 동인도 회

사에 의한 중국 차(茶)와 도자기 교역, 선교사 교류 등을 통해 시작되었

다. 유럽인들은 마르코 폴로(Marco Polo) 이후 동양의 부와 신비에 깊

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중국의 차와 도자기에 대한 기호는 매우 각별했

는데 중국을 ‘차이나(China)’라고 부른 것도 차(茶)의 발음에서 연유할 

정도였다.33) 시누아즈리 개념은 유럽의 로코코, 바로크, 고딕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인도, 페르시아의 것

이 혼합된 것이었다.34) 즉 시누아즈리는 중국으로 상정된 동양에 대한 

모방으로 시작되었으며 실제의 중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성행한 

중국풍 미술에는 유럽인들이 보고자 하는 중국, 그들의 생각 속에 ‘응당 

그래야만 하는’ 왜곡된 중국의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었다.35) 이러한 이

31) 시누아즈리(Chinoiserie)는 수입된 물건,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얻어진 

동양에 대한 개념으로 ‘동양 양식 oriental style’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좁은 범위에서는 18세기 로코코 양식을 설명할 때 쓰이기도 한다. Oliver 

Impey, Chinoiserie: The Impact of Oriental Styles on Western Art and 
Decoration (New York: Scribner’s, 1977), pp. 9-12.

32) 자포니즘(Japonisme)이라는 용어는 1872년 잡지 La Renaissance 
littéraire et artistique에서 프랑스 비평가 필립 버티(Philippe Burty, 

1830-1898)가 처음 사용했다. ‘새로운 -예술적, 역사적, 인종적- 영역의 

연구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Weisberg et al.(주 26), p. 11 참조.

33) 이석우, 「분단 이데올로기로 상처 입은 예술혼 – 이응노」, 『예술혼을 사

르다 간 사람들: 전환기 한국 미술가 13인의 삶과 예술』(아트북스, 2004); 

고암미술연구소 편, 『고암 이응노의 삶과 예술』(얼과알, 2000), p. 93 참

조.

34) Impey(주 31), p. 10.

35) Hugh Honour, Chinoiserie: The Vision of Cathay (London: Har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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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들은 중국을 풍요와 유희 그리고 아름다움의 세계로 묘사하는 것이

었고 당시 유럽의 컬렉터들은 중국에서 온 물건들이 주는 일종의 현실 

도피적 쾌락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들의 근원

은 ‘미지의 세계’로서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에 있었다.36)

이런 현상은 중세 시대 서양에 알려졌던 중국의 옛 이름 ‘캐세이

(Cathay)’의 환상으로 불리며 특히 시누아즈리 미술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37)

  일본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열광한 우키요에 판화를 통해 서구 모더니

즘 회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56년 판화가인 펠릭스 브라크몽(Félix 

Bracquemond)이 도자기 포장지에 인쇄된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1760-1849)의 판화를 마네(Edouard Manet), 드가(Edgar Degas), 휘

슬러(James Abbott McNeill Whistler) 등에게 보여줬고 이를 통해 일대 

변혁이라 불릴 정도로 큰 반향이 유럽 미술계에 일어났다는 일화는 당시

의 우키요에 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38) 우키요에 붐은 19세기 중반

부터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de Paris)에서 한

층 더 구체화된다. 우키요에를 비롯한 일본의 미술품은 유럽인들의 열광

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키요에가 서양 미술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선, 

구도, 평면성 등의 조형 요소로 볼 수 있지만39) 초기에 그보다 더 강조

Row, 1972), pp. 7-8; Impey(주 31), p. 9 참조.

36) 진영, 「17-18세기 중반 유럽의 中國風 美術 硏究 - 시누아즈리 美術에 

나타난 中國的 要素의 考察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5), 

p. 8.

37) Honour(주 35), pp. 7-8 참조.

38) 銀四郞, �명화의 수수께끼(두 시간 만에 읽는)  名畵の謎解き� (1998), 박

이엽 옮김(현암사, 2001), p. 112 참조. 

39) 19세기 후반 일본 미술의 소묘를 알린 것은 처음에는 목판화였다. 통일성 

있으면서도 정교하고 활달한 선의 묘사는 목판화의 기법에 의해 더 강조되었

다. 馬渕明子, 『자포니슴: 환상의 일본 ジャポニスム―幻想の日本』(2004), 

최유경 옮김, 제이앤씨, 2004, pp. 5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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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상은 시누아즈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바로 서양과는 

전혀 이질적인 문화를 소유한 미지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었다. 마부치 

아키코(馬渕明子)는 자포니즘에 대해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에 근

거한 유럽이 형성한 이미지”라고 정의내리고 있다.40)

  위와 같이 19세기의 프랑스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오리엔탈

리즘적 관점으로 존재했다면, 20세기 초부터 직접 교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1950년대에 이르면 달라진 인식이 드러난다. 1950년대 유럽에서는 

일본의 선사상(禪, Zen)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소위 ‘선붐(zenboom)’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41) 1949년 7월에 유럽 화가들이 결성한 ‘젠

(Zen)’ 그룹의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율리우스 비시에(Julius 

Bissier), 에른스트 빌헬름 네이(Ernst Wilhelm Nay), 테오도르 베르너

(Theodore Werner), 프리츠 빈터(Fritz Winter), 버나드 슐츠(Bernard 

Schultze) 등이 참여하였다. 일본에 기원을 둔 ‘젠’은 개인이 자아의 승

화작용을 통해 절대성 안으로 침잠되는 의식의 상태를 의미한다.42) 거

기에서 비롯된 자동주의적, 서예적 기법이 ‘젠’ 그룹의 작품에 사용되었

다. 이 시기에 이르면 동양 미술품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내부와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데이비드 클라크(David 

J. Clarke)도 비슷한 맥락에서 당시를 설명하며 이때의 동양에 대한 관

심은 19세기 자포니즘과는 맥락이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43) 그는 당시

의 관심이 전후 서구 제국들의 아시아를 향한 ‘소유’의 열망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동양의 공(空) 개념, 반이성주의, 우연, 즉

40) 馬渕明子(주 39), p. 113 참조. 

41) 김혜주, 『동서미술비교론』(눈빛, 2000), p. 53.

42) Anna Moszynska,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Abstract Art (World of 

Art)』(1990), 전혜숙 옮김((주)시공사, 1998), p. 138. 

43) David J. Clark, The Influence of Oriental Thought on Postwar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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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자연에의 수동적인 태도 등 문화와 연결된 철학에 이상을 두고 접근

해 추상 미술의 의미를 찾고자 한 점에 이전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서예는 미술잡지에 복사되어 실리면서 유

럽에 자주 소개되었고 중국의 수묵화도 여러 전시나 출판을 통해 유럽 

사회에 알려졌다. 그로 인해 1955년경에는 유럽의 대중들도 중국의 수

묵화가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44)

  그 중에서도 파리는 동양 예술 유포의 가장 중요한 요지로 성장하며 

서예, 수묵화 관련 전시가 성행했고 그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측면에서 

등장했다. 1956년 세르누쉬 미술관(Musée Cernuschi)의 《현대 일본 

예술에서의 서예 Calligraphies japonaises: La Calligraphie dans l'art 

japonais contemporain》전과 1956년 6월 조르주 마티유(Geroges 

Mathieu)가 유네스코(UNESCO) 주재 중국 상임대표인 추링(Chou 

Ling) 박사, 화가 장다치앤(張大千)과의 대화 및 강연을 진행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낯선 동양예술을 보기만 했던 

서구 예술가들은 아시아의 미술 경향과 철학에 주목해 그를 점차 자기 

것으로 소화, 흡수하여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었다.45)

  드골(Charles de Gaulle)의 제5공화국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문화정

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양과의 전략적 제휴는 보다 강화되었

다. 문학가이자 행정가였던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는 동양을 전후 

프랑스의 ‘고향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유대감을 

44) Moszynska(주 42), pp. 53-54. 

45) 앞서 보았던 세르누쉬 미술관의 큐레이터 에릭 르페브르의 “많은 서양화가

들이 그들로부터 배우고자 하였다.”는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수미(주 4),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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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제3세계 국가들을 회유하고자 했다. 그는 그의 문학적 성취로 쌓

은 명성 덕분에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을 방문할 시 그 나라의 지도자들

과 유대를 형성하는데 그 결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동양의 가치를 공

유하는 프랑스의 문화를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와 사라진 문명, 그리고 

민속학이 내게 불어넣었던 열정은 인간이 취할 수 있었던 형태들 앞에서 

놀라서 서 있었다.”46)는 말로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프랑스

에게 있어 ‘동양’은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민속적인 

이미지로 표상되었고 이는 기존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역으로 본다면, 그것은 동

양의 정체성이 아닌 당시 프랑스가 열망했던 문화종주국으로서의 정통성

에 대한 천착이 표현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동양’이라는 

개념이 프랑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중

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아시아인들이 활발하게 프랑스에 직접 진출하면서 

이전보다 다양해진 시각이 제시되고 설명되었다는 것이다. 

3. 전후(戰後) 국제 관계의 변화와 1950-60년대 프랑스 미술 

  전후의 국제 관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 구도로 재편되었고, 미국은 문화를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 지원했다.47) 프

랑스의 드골 정부 또한 미국에 대적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로 미술을 적

극 활용하였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프랑스와 미국은 국

46) André Malraux, Antimémoires (Paris: Gallimard, 1972), p. 235, 유석호 

외, 「근대 유럽문화에 재현된 ‘동양’」, 『비교문학』29권(2002), 한국비교

문학회, p. 48에서 재인용.

47) 전유신(주 2, 201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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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미술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미술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었다.

  세르주 기보(Serge Guilbaut)는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국제적 성공의 

근거를 1948년 이후 미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찾았다. 그는 트루

먼 대통령(Harry S. Truman)의 1948년 일기 속 ‘정신적으로 치열한 전

쟁기’라는 표현과 “이런 시기에 미술은 정치와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적 리더’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원했다.”고 적힌 

내용을 그 근거 중의 하나로 들었다.48) 또한 1952년에 추상표현주의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국제 프로그램과 문화적 자유를 위한 

의회(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의 후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확장

되었다고 주장했다.49) 그를 통해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과 관련 

글을 연구할 때 냉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

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Alexandra Munroe) 또

한 기보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겐하임 미술관

의 궁극적 목적은 당시 미국 정부의 전후 문화정책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 보았다.50) 이러한 문화 정책 하에 1950년 베니스 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에 드 쿠닝(Willem de Kooning), 폴록(Jackson 

Pollock), 고르키(Arshile Gorky)의 작품이 미국을 대표하여 걸렸고 미

48) Serge Guilbaut, How New York Stole the Idea of Modern Art: Abstract 
Expressionism, Freedom, and the Cold War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p. 2-5. 

49) Serge Guilbaut, “1955: The Year the Gaulois Fought the Cowboy”, Yale 
French Studies 98(2000), pp. 175-176, 김희영, 「한국 앵포르멜 담론 형

성의 재조명을 통한 시대적 정당성 고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9집

(2008),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 72에서 재인용.

50) Alexandra Munroe, “All the Landscapes: Gutai’s World”, in Ming 

Tiampo and Alexandra Munroe eds., Gutai: Splendid Playground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1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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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은 이를 다수 사들였다. 같은 해 마더웰(Robert Motherwell)은 

뉴욕 스쿨(New York School)과 에콜 드 파리를 구별하고자 시도하며 

미국의 경쟁자로 프랑스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이에 대

해 기보는, 뉴욕 스쿨을 단순히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

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며 파리에 비해 지식, 감수성, 열정을 바탕으로 

한 계획된 아이디어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51) “에콜 드 뉴욕(École 

de New York)”의 영어식 표현인 이 용어가 <에콜 드 파리>에서 기인

한 용어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1953년 잡지 『아트 다이제스트 The Art Digest』에서 벌어진 미국 

미술계와 프랑스 미술계의 논쟁은 당시 두 국가 사이의 예술 패권에 대

한 치열한 경쟁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52) 잡지에서 미국의 화가들과 평

론가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에게 프랑스 미술을 어떻게 평가 하

냐고 질문했을 때 이들은 미국 추상미술이 프랑스보다 우수하다고 주장

하였다. 다음달, 동 잡지가 프랑스의 작가들에게 미국 전위미술을 어떻

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중 뒤뷔페(Jean Dubuffet)는 미국 전위 미술

이 개성이 없다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상반

된 주장은 전후 미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적 갈

등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문화적 갈등은 1950년대에 특히 두드러졌는데, 정무정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아시아의 미술과 문화가 이용되었다.53) 이러한 사실은 특히 

51) Guilbaut(주 48), p. 204 참조. 

52) “Symphosium: Is the French Avant Garde Overrated?”, The Art Digest,
15 October 1953, p. 33, 이 논의의 전체 논의의 전개 과정과 자세한 사항

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무정, 「추상표현주의와 한국 앵포르

멜」, 『미술사연구』제15호(2001), 미술사연구회, pp. 247-262.

53) 정무정(주 52),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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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토비(Mark Tobey)와 태평양화파(Pacific School)의 위상을 둘러싼 

양국 간의 신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54) ‘태평양화파’라는 용어는 토비, 

샘 프란시스(Sam Francis) 등 동양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을 소급하기 

위해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에 의해 나온 용어이다. 조르주 마티유

는 미국 전위미술이 유럽의 전통과 결별했음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가장 

독창적인 표현양식으로 태평양화파를 꼽았다. 마티유가 태평양화파에 초

점을 맞춘 것은 미국 전위미술 내의 외래적 요소를 부각시켜 미국의 독

창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화가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역시 미국이 독일, 영국, 이탈

리아, 프랑스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미술을 제작할 때 무언가 해

결되지 않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방책으로 태평양화파로부터 아이디어

를 얻었을 것이라 추측한 바 있다.55) 1959년 미국 미술계를 개괄하면서 

프랑스 미술 평론가 미셀 라공(Michel Ragon)이 “미국 미술가들이 유럽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극동을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졌

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56)라고 한 것도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950년대 양국은 팽팽하게 겨루고 있었으나 당시 유독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프랑스를 중심지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미술 분야에서 프랑스의 위상은 미국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었다.57) 한국의 경우, 김병기가 한국 내에서 미

국미술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최초의 기회로 제공된 《전미국대학 미술학

생작품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동안 파리를 중심으로 한 미

54) Lawrence Alloway, “Background to Action: A Series of Six Articles on 

Post-War Painting”, Art News and Review, 18 January 1958, IX, 26, p. 

4.

55) Winther(주 15), p. 59.

56) Michel Ragon, "L'Art actuel aux Etas-Unis", Cimaise vol. Ⅵ. no. 

3(Jan.-Feb.-Mar, 1959), pp 8, 정무정(주 52), p. 257에서 재인용.

57) 전유신(주 2, 2017), p. 21.



- 24 -

술에 치우쳐 있었고 미국 미술을 프랑스 미술의 분파 정도로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58) 기보에 의하면 파리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고 뉴욕의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근대의 생각들의 뿌리’였다.59)

  그렇다고 해서 파리가 전쟁의 영향에서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2

차 세계대전 중의 파리의 어려운 상황을 살피면, 1940년대에 열린 클레

(Paul Klee)와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전시를 당국이 문을 닫게 하

는 탄압이 있었고 1951년까지도 외국에서 열리는 프랑스 미술 전시에 

추상 미술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가들이 정부에 

제출할 정도였다.60)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내 파리에서는 다양

한 추상 경향이 소개되었으며 특정 경향을 위해 전시회를 열어 주는 갤

러리와 비평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

터였다. 워낙 다양한 경향들이 전후의 작가들에게서 등장했기 때문에 전

쟁 이전과는 매우 상이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이 시기 프랑스 미술계

의 특징으로 드러난다. 

  당시 파리에 머물렀던 김종하는 당시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각국에서 온 수많은 화가들이 파리에 자리 잡고 그림을 공부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작품들도 많은 화랑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화랑들이 화풍에 따라 모두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상으로서는 바젠느, 마네시에, 산제, 스라쥬, 아루통구

58) 김병기, 「자유와 실험: '전미국대학생미술전'에서」, 『서울신문』, 1956. 

11. 14. 

59) 기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문화적 중심지가 점

차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지는 것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성과로 보았다. 

Guilbaut(주 48), p. 4 참조. 

60) Moszynska(주 42),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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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며 파리의 작가로서 가장 평가가 높다.”61)

  김종하가 당시 추상 미술에서 가장 높게 평가 받는 작가진으로 증언한 

이들은 서정 추상 계열의 작가들이었다. 당시 프랑스의 미술 경향을 살

펴보면 앵포르멜, 타시즘(Tachisme),62) 코브라(CoBrA)63) 또는 서정 

추상(Abstraction lyrique) 등으로 불리는 소위 ‘전후 추상미술’이 대세

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64)

  그 중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앵포르멜은, 1951년 10월 

미셸 타피에가 《앵포르멜의 의미 Significant de l'informel》라는 전시

를 파리의 폴 파세티(Paul Facchetti) 갤러리에서 개최하며 본격화되었

다. 다음 해 타피에는 《또 하나의 예술 Un Art autre》이라는 전시를 

열고 동명의 서적을 출간한다. 국제전 규모로 미국 서북부 출신 작가들

을 비롯하여 이탈리아와 영국까지 아우른 이 전시에서 타피에는 앵포르

멜, 타시즘, 서정 추상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다. 앵포르멜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작가로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볼스(Wols), 뒤

뷔페, 이후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조르주 마티유, 안토니 타피

61) 김종하(주 22).

62) 타시즘(Tachisme)이란 어원은 앙리 미쇼(Henri Michaux)의 taches(얼룩, 

번짐)의 효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구의 초현실주의의 기법과도 연관성이 

있겠으나 그의 관심은 중국, 일본으로부터 온 이국적 정서의 또 다른 한 형

태인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러한 정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를 위시한 ‘bay area abstraction'의 작가들에게서도 나타나며, 당시의 한국 

작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던 전성우의 작품에서 더욱 잘 드러나 있다. 

정영목, 「‘여성과 대지’에 이르다」, 이지은 외, 『이성자, 예술과 삶』(생각

의 나무, 2007), pp. 166-167에서 재인용.

63) 카렐 아펠(Karel Appel), 코르네이위(Corneille), 아스거 요른(Asger Jorn) 

등이 모인 모임으로 북부 유럽의 전위추상미술작가 집단이다. 1948년 파리

에서 결성된 아방가르드 그룹으로 1951년까지 지속되었다. 작가들의 출신 

도시인 코펜하겐(Copenhagen), 브뤼셀(Brussels), 암스테르담(Amsterdam)

의 각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그룹명을 지었다. 

64) 정영목(주 62),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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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Antoni Tàpies), 피에르 술라주 등을 들 수 있다. 피에르 보나르

(Pierre Bonnard)나 들로네(Robert Delaunay)의 밝은 색채의 서정적 추

상 작품들이 가톨릭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라면, 타피에의 앵포르멜로 통

칭되는 추상은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실존주의에 철학적 뿌리

를 두고 있었다. 알프레드 마네시에(Alfred Manessier)나 장 바젠느

(Jean Bazaine)의 추상이 전자 쪽에 가깝다면 마티유나 포트리에의 추

상은 후자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작가들이 포함되는 유럽의 

서정 추상은 이성적이고 화면을 체계화하는 기하학적 추상미술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정 추상 계열의 작가들은 기하 추상 작가

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표현주의적인 작품을 선보였는데 마

티유는 1947년, 미술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드러내는 일련의 작

업들을 가리켜 서정 추상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65) 서정 추상은 하

나의 사조로 정의되기보다는 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향을 통해서 나

타난 여러 가지 표명을 정리하고 이름 붙이려 노력한 비평가들이 만든 

혼란스런 명칭 중 하나로 시작되었지만66)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국

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20세기 프랑스 미

술》67)전의 추진위원이었던 정병관이 프랑스 1950년대 미술을 서정 추

65) Stephen Farthing, 『This is Art』(2010), 하지은, 이사빈, 이승민 옮김 

(마로니에북스, 2011), p. 468.

66) Moszynska(주 42), p. 122.

67) 이 전시에는 작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이 선보였는데 대

체로 서양의 이성주의, 객관주의에 기반을 둔 전통에 반한 동양의 직관주

의, 주관주의 원리에 접근한 경향의 서정 추상 계열의 작품들이 큰 범위를 

차지했다. 졍병관은 당시 직관적인 판단과 재료의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작

가들의 제작 태도가 동양화가, 특히 문인화가들의 제작태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서구 작가들이 어떻게 타문화권의 예술 원리를 

수용하고 동화시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적응하였는지 전시를 통

해 살피고자 시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편, 『프랑스 20세기 미술전: 

1975-87』(통천문화사, 1986), 페이지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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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화가 성행했던 시기로 정의하고 아르퉁, 폴리아코프(Serge 

Poliakoff), 술라주 등을 소개하며 중요하게 다룬 바 있다. 1950-60년대 

한국 미술계는 여러 미술 사조 중 특히 앵포르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윤난지는 형태상으로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더 가까운 

작품에도 모두 ‘앵포르멜’이라는 프랑스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에 주목

한다.68) 1956년경부터 국내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958년부터 본

격적으로 사용된 앵포르멜이라는 용어는 당시 비정형의 추상미술을 전반

적으로 지칭하는 어휘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즉 시각적으로 수용된 미국 

문화가 프랑스의 개념을 통해 이해되었던 것인데, 이는 일차적으로 프랑

스의 예술 종주국으로서의 이미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미술 사조 외에도 당시 프랑스 미술계의 한 축을 담당했

던 경향으로 <에콜 드 파리>를 들 수 있다. 전유신은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미술계를 주도한 핵심적인 경향을, <에콜 드 파리>와 기하학적 

추상미술, 그리고 앵포르멜 미술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69) ‘에콜 

드 파리’는 원래 20세기 초에 파리에 체류했던 외국인 미술가들과 그들

의 미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였다. 그러나 전후에는 

프랑스 미술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중점을 둔 추상 미술 경향들을 총

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70)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는 당시 갤러리 전시명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당시 프랑스의 미술 시장을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후 혼란과 경영난에 

68) 추상표현주의의 시연회와 같았던 제4회 현대전에 대한 평문이나 보도 기사

들은 이들의 작업을 한결같이 앵포르멜로 지칭하였으며, 추상표현주의의 액

션을 정치적 액션으로 구현한 가두전도 앵포르멜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윤

난지(주 16), p. 145.

69) 전유신(주 2, 2017), p. 50.

70) Natalie Adamson, Painting, Politics and the Struggle for the École de 
Paris, 1944-1964 (Farnham: Ashgate, 2009), pp.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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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렸던 파리의 큰 갤러리들이 니스(Nice) 등 남부로 내려가거나 문을 

닫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리로 복귀하며 파리 중심의 예술적 

지위를 다시 확립하려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71) 1946년 갤러리 샤

르팡티에 갤러리에서 열린 《에콜 드 파리 명작 100 Cent chefs 

d'œuvre de l'École de Paris》전은 전쟁의 종식을 축하함과 동시에 근

대와 현대를 대표하는 100점의 추상 작품을 선보이면서 프랑스 미술의 

존속을 다시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여러 다양한 미술 운동과 더불어 여전히 힘 있고 생생한 프랑스 

예술의 영속을 보여주려는 자축기념적 성격의 긴장감이 드러나는 기획이

었으며 외국인 작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72) 평론가이자 파리시립근

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던 자크 라세뉴(Jacques Lassaigne)는 “우리의 

예술은 최고의 시대적 학문과 가치를 되찾을 것이다.”73)라고 주장하면서 

파리의 예술 중심지로서 그 영속성과 우월감의 증거를, 이 전시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때부터 60년대까지 파리 미술시장에서의 ‘에콜 드 파리’라는 이름은 

예술적 상업성을 보장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했다.74)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을 전시했던 프랑스 갤러리(Galerie de France), 바빌

론 갤러리(Galerie de Babylone), 샤르팡티에 갤러리, 엘리제 갤러리

(Galerie d’Élysée), 바르니에 갤러리(Galerie Varnier) 등 주요 갤러리

71) 유미리, 「이성자의 작품에 나타난 은하수 세계의 이해」, 이성자 화백 탄

신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편, 『이성자 화백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

회 <이성자 화가의 시간, 하늘도시로 초대하다!>』(이성자 화백 탄신 100

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2018), p. 26 참조.

72) 유미리(주 71), p. 27.

73) Jacques Lassaigne, Raymond Cogniat, and Marcel Zahar, Panorama des 
arts 1947 (Paris: Aimery Somogy, 1948), p. 95, 유미리(주 71), p. 27에

서 재인용.

74) 유미리(주 7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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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이 미술계를 움직이고 있었고, 갤러리스트들이 미술 시장을 움직

이는 주류로 떠오른 시기이기도 하다. 샤르팡티에 갤러리 대표인 레이몽 

나성타(Raymond Nacenta)가 본인 갤러리의《에콜 드 파리 L'École de 

Paris》전을 파리비엔날레(La Biennale de Paris)와 합쳐 개최하고자 시

도할 정도였다.

  파리비엔날레는 미술 사조나 운동, 작가 집단은 아니지만 1950-60년

대 국제 미술계에 중요한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 1959년 처음 개최되어 

1985년까지 2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열렸던 국제미술전인 파리비엔날

레의 창설 취지와 그 구조, 그리고 그를 향한 비판적 시선을 살피면, 미

국과의 문화 패권 힘겨루기에서 프랑스가 취했던 전략을 일부 엿볼 수 

있어 여기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파리비엔날레는 베니스나 상파울루에서 열리던 다른 비엔날레와 달리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작가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젊은 미술가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실험적 경향의 작품을 토대로 미래의 미술

을 예견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로했다. 파리비엔날레 창설의 주역이

었던 레이몽 코냐(Raymond Cogniat)는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모든 경쟁의식을 거부하면서 오늘날의 광범위한 문화

현상 속에 자리하고자 한다. 이미 확인된 개성을 가진 예술가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곧 동시대 예술을 특징짓는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베니스

와 상파울루와 같은 잘 알려진 전시회와 달리, 우리는 파리 비엔날레가 젊

은이들의 만남과 실험의 장, 불안과 희망을 향해 열려진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35세 미만의 예술가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전시회는 다른 전시회처

럼 유명한 예술가들의 영광으로 빛을 낼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특정

한 미학을 옹호하기 위해 이 전시회를 꾸민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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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고 있는 미학을 알고,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이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가를 이해하며, 가능하면 내일의 세계의 모습, 또는 적어도 

미래를 위한 다양한 주장들을 예견하자는 데에 있다.”75)

  파리비엔날레의 출품 분야는 매회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조형예

술의 경우 회화, 조각, 판화, 그리고 데생으로 이루어졌고, 출품작은 4년 

이내에 제작된 것으로 한정되었다. 전시는 프랑스 미술가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미술가 부문과 그 외의 외국인 미술가 부문이 분리되었

고, 프랑스 미술의 경우 젊은 비평가 선정, 젊은 미술가 선정,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초청, 단체작품, 비공식 출품으로 세분화되어 가장 많은 전

시실을 차지하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파리가 은근히 예술의 수도

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에콜 드 파리>의 지

속적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기획자의 의도가 있다는 비난을 제기하기도 

하였다.76)

    1950-60년대 전후 프랑스는 정치, 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미국과의 문화 패권 경쟁을 두고 당시 부상한 아시아에 큰 관심

을 갖는 한편 다양한 미술 경향과 사조들이 공존한 것이 당시 문화예술

계의 정황이다. 위와 같은 전후 프랑스 미술계를 두고 세르주 기보는 

“정치적 경향에 따라 나뉜 사조, 양식, 경향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자이

크”77)라고 언급한 바 있다. 

75)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Première Biennale de Paris 
(Paris: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1959), pp. vii-viii, 정

무정, 「파리 비엔날레와 한국현대미술」,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제23집

(2005), 서양미술사학회, p. 247에서 재인용.

76) Pierre Schneider, "Art New from Paris: First Paris Biennale", Art 
News, December 1959, p. 46, 정무정(주 75), p. 247에서 재인용.

77) 그는 미국에 대해 문화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 많은 경향들이 사라지며 극

단으로 탐욕스럽게 향했다고 보았는데 그에 비하면 프랑스는 획일화되지 않

은 다양성들이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Serge Guilbaut, “Postwar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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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누벨 에콜 드 파리>

1. <에콜 드 파리>의 개념 

  앞서 살폈듯 1950년대의 파리 화단의 미술 양상과 미국과의 경쟁 구

도를 읽고자 할 때 프랑스의 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에콜 

드 파리’이다. 이 용어는 20세기 초 파리의 외국인 미술가들을 일컫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때로는 다양한 미술 경향을 소급할 때 쓰였고 프랑

스 문화 전략이 추구했던 궁극 목표의 수식어로 쓰이기도 했다. 본 장에

서는 ‘에콜 드 파리’라는 복잡다단한 개념을 이해하여 그것이 1950년대

에 이르러 어떻게 확장 가능성을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프랑스가 문화대국이 된 데에는 역사적으로 내부 문화의 다양성과 외

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78) 프랑스는 전

통적으로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프랑스 

문화로 통합함으로써 자국의 문화를 다양화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높였

다. 프랑스 문학과 문화 행정을 연구한 고봉만은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

에 고착된 시대착오적인 문화외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폐성을 극복하고 

국제문화의 입체적인 교차로로서의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

듭하였다고까지 평가한다.79) 임한영 또한 1950년대에 이미 다음과 같이 

Games: The Rough and the Sick”, in Reconstructing Modernism: Art in 

New York, Paris and Montreal 1945-1964 (Cambridge, MT: MIT Press, 

1990), p. 33.

78) 고봉만, 「국가는 문화를 위해 존재한다」, 『프랑스 문화 예술, 악의 꽃에

서 샤넬 No. 5까지』 (한길사, 2001), pp. 178-179 참조.

79) 고봉만은 이러한 과정에는 프랑스 외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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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한 바 있다. 

“파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하나는 그의 다양성 혹은 이질성에 있다. 파리

에는 여러 가지 원형이 회전되고 있다. (...)새로운 이데아를 위하여 싸우는 

늙은이 젊은이 회의주의자 열광적 진보주의자 우상파괴주의자 보수적전통

주의자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는 것이 불란서 수도 파리이다.(...)”80)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 미술가들이 프랑스를 국제적인 

미술의 중심으로 만드는 과정에 기여한 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콜 드 파리>이다. 이 용어는 본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몽마르트르(Montmartre)와 몽파르나스(Montparnasse)라는 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외국인 미술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00-30년 사이에 몽파르나스에 거주한 예술가들 중 

30-40%가 외국인이었다는 통계는 20세기 초의 파리가 국제적인 미술

의 수도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81) 파리의 사립 작가 협회

들은 1880년대 이후 조금씩 외국인들에게 열린 자세를 취했으며 보수적

인 살롱들도 점차 외국인 참여 제한을 풀어 외국인 미술가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82)

16세기부터 문인을 외교관으로 발탁하여 프랑스의 문화외교를 담당하는 전

통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1883년에는 다른 나라에 프랑스 문화를 선양할 

목적으로 ‘프랑스의 친구들(Amis de la France)’를 중심으로 알리앙스 프랑

세즈(Alliance Française)를 창설했다고 보았다. 고봉만(주 78), p. 178.

80) 임한영(주 18).

81) Billy Klüver and Julie Martin, “Carrefour Vavin”, in Kenneth E. Silver 

and Romy Golan, The Circle of Montparnasse: Jewish Artists in Paris 
1905-1945 (New York: The Jewish Museum, 1985), p. 69, Christopher 

Green, Art in France: 1900-1940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c. 2000), p. 61에서 재인용.

82) 《살롱 데 앙데팡당》은 참가국에 제한이 없었고 1990년대에는 《살롱 도

톤느》에도 외국인 비율이 증가했다. 외국 작가의 전시가 다수 개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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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상황 속에 20세기 초 파리 몽파르나스의 외국인 예술가들은 

<에콜 드 파리>라 불리며 서로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83) 국

내에서도 유준상이 이에 주목하여, 땅이 상징하는 것은 나라와 전통, 생

활 현실인데 반해 이들이 많이 그리는 하늘은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기에 타국에서 고향을 떠올리며 작업했을 것이

라고 <에콜 드 파리>의 타자적 성향을 설명한 바 있다.84) 유준상은 이 

작가진의 작품에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혹은 비극적인 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는 외국인 혹은 이민자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에 의해 부여된 명칭이었다. 

시모네타 프라케리(Simonetta Fraquelli)는 이 화파의 개념이 가지는 모

호성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며 용어가 프랑스적인 미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타자성(otherness)’을 내포한다고 보

았다.85)

  최초로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를 글에 사용한 것은 1925년 앙드레 

1911-1914년 사이 국가주의가 떠오르던 시기에는 외국인에 압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길 정도였다. 1921년 파리의 외국인 거주자는 5.3%에 

달했고, 1931년에는 9.2%까지 올라갔다. 몽파르나스 지역은 특히 외국인들

이 밀집해 있었다. Green(주 81), p. 61. 

83) ‘에콜 드 파리’는 시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13세기에는 파리에서 

채색 필사본 제작자들을 이르는 말이었다. 현대 미술에서 이 단어는 20세기 

전반 파리에서 작업한 외국인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Amy 

Dempsey, Art in the Modern Era: A Guide to Styles, Schools & 
Movements: 1860 to the Present (New York: Harry N. Abrams, 2002), 

p. 140.

84) 유준상, 「한국적 정서의 양식화」, 『한국 현대미술 전집 12』(정한출판

사, 1980), pp. 87-88 참조.

85) Simonetta Fraquelli, “École de Paris”, Apollo, July 2001, 153, 473, p. 

53, 박민정,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초상화에 나타난 

문화정체성 - 후기 초상화(1913-1919)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홍익

대학교, 2014), p.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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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르노(André Warnod)였다. 

“‘에콜 드 파리’는 여러 이유로 존재한다. 이는 미술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

은 몽파르나스가 다양한 국적의 남녀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다. (...)파리

는 약속의 땅이며 화가와 조각가의 축복받은 땅이라 생각하는 예술가들을 

누가 환영하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의 예술을 풍부하게 하려는 의

지를 제외하면 여행 가방에 그 무엇도 담아오지 않았다.”86)

  그는 위와 같이 파리 몽파르나스에서 작업하는 이민자 예술가들을 

<에콜 드 파리>라고 칭했다. 그러나 와르노는 구체적인 미술적 정의를 

내리거나 그 구성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에르 카반느(Pierre Cabanne)는 <에콜 드 파리> 작가진에 샤갈

(Marc Shagall), 수틴(Chaim Soutine),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파스킨(Jules Pascin), 키슬링(Moïse Kisling) 등을 포함하

고 그 외의 다른 이민자 화가들도 더 넣어야 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미술

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87) 카반느는 이들의 공통적인 미술 양식을 표

현주의로 보았다. 

  G.H. 해밀턴(G.H. Hamilton)은 <에콜 드 파리>의 시기를 1920-40

년대로 보고 부흥의 이유를 파리가 작가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그는 프랑스 미술을 계승하기보다는 1900년 이후 세계 각지

에서 파리로 건너온 예술가들이 파리에서 작업한 미술을 일컫는 용어로 

‘에콜 드 파리’를 설명했고 그 안에 속하는 작가들로 샤갈, 수틴, 모딜리

아니, 그리(Juan Gris), 곤잘레스(Julio González), 아키펜코(Alexander 

86) André Warnod, Les Berceaux de la jeune peinture (Paris: Albin Michel, 

1923), p. 7.

87) Pierre Cabanne, Dictionnaire international des arts (Paris: Bordas, 

1979), pp. 1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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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penko), 자드킨(Ossip Zadkine), 후지타 쓰구하루(藤田嗣治) 그리

고 피카소(Pablo Picasso)와 마티스(Henri Matisse)의 후기 작업들을 

포함시켰다.88)

  2000년대에 들어서는 파리시립근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의 주최로 열린 《에콜 드 파리 1904-1929: 타자의 

역할 École de Paris 1904-1929: La Part de l’autre》(2000)전에서 2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에콜 드 파리>가 정리된 바 있다. 이 전시는 

와르노의 의견에 근거해 파리에 거주하며 작업한 외국인 예술가들로 구

성원을 한정해 그들이 1929년까지 프랑스에서 ‘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폈다.89)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즈음에 탄생한 <에콜 드 파리>는 여러 전시나 

글을 통해 인정받았으나 이 화파의 미술 양식이 특정한 조형 양식으로 

묶이거나 공통된 예술적 신념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파

리’라는 특정한 공간의 측면에서 이를 개념화하고자 했다. 나탈리 애덤

슨은 “<에콜 드 파리>는 언제나 흐르고 있는 ‘학파(École)’(...) 그 정체

성과 계보는 역사와 관계 맺는, 미적인, 정치적인 논쟁에 의해 지속되고 

멈추기도 하는 흐름에 따라 계속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이라며 그 유동

적인 성격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본 바 있다.90)

88) George Heard Hamilton, Painting and Sculpture in Europe: 1880-1940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pp. 425-471.

89) 1929년은 정치, 예술, 문화, 사회적으로 번영했던 20년대(Les Années 

Folles)의 마지막 해로서 한 시대가 끝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전시에서는 

피카소, 파스킨, 후지타, 샤갈, 모딜리아니, 그리, 키슬링, 자드킨 등을 ‘에콜 

드 파리’로 포함시켰다. Jean-Louis Andral and Sohpie Krebs, "Préface", 

in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L'École de Paris. 
1904-1929, La Part de l'autre (Paris: Association Paris-Musées, 2000), 

p. 21, Hamilton(주 88), p. 42에서 재인용.

90) Adamson(주 7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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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한·중·일 미술가 중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포함된 그 대표 

인물로 일본인 후지타 쓰구하루를 들 수 있다. 후지타는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에서 구로다 세이키의 지도를 받았고 1913년에 도불한다.91) 이

후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리에 남아 

1920년대 초에는 유백색 바탕에 가는 묵선으로 윤곽선을 그리는 스타일

을 확립하고 《살롱 도톤느 Salon d’Automne》의 심사위원으로 추천되

는 등 파리 비평가와 컬렉터 사이에서 명성을 높였다.92)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는 국제 교류 시대를 맞이했다. 1910년대 후반, 파리의 일본인 

사회로부터 떨어져있던 후지타였지만 재불 일본인 사회가 커지고 프랑스

와 일본 간의 문화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그는 일본의 대표자로 여겨졌

다.93) 일본의 상징적 존재로서 후지타는, 일본의 이미지를 창조해 달라

는 요청을 일본인과 프랑스인 모두로부터 받았다. 책의 삽화나 무대 장

식 등에서 후지타는 전통적 일본의 이미지를 그려냈고 그것은 곧 파리가 

원하는 ‘타자성’을 표상하는 것이었다(도판 1). 

  그러나 창작 활동의 중심으로 여겼던 유화 작업에서는 먹 등의 일본적 

재료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본적 모티브들을 그리기보다는 프랑스 전통 

양식인 백인 여성의 누드나 초상, 파리의 풍경 등을 그렸다. 후지타는 

동서양의 재료나 기법을 때로 혼합하기도 하였으나 장르와 모티프에 있

어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그는 누드를 서양 미술사의 주요 이미지로 

91) 후지타의 전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Léonard Foujita (Tokyo: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2006);  Phyllis Birnbaum, Glory in a Line: A Life of Foujita

(New York: Faber and Faber Inc., 2006) 참조. 

92) 하야시 요코, 「후지타 쓰구하루 - 노마드적 파리지앵에서 디아스포라

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8집(200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 138 

참조. 

93) 하야시 요코(주 92),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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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누드를 그릴 때는 서양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도판 2). 

  후지타는 1950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며 일본 국적을 말소하였다. 

<에콜 드 파리>의 작가들의 국적 변경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폴란드 

출신 키슬링은 1922년, 러시아 출신 샤갈도 193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하였다. 후지타는 1959년에는 가톨릭 세례를 받아 ‘레오나르 후지타

(Léonard  Foujita)’가 되고 여생동안 그 이름으로 작품에 서명한다. 하

야시 요코(林洋子)는 ‘일본적 감성과 기법을 적용하여 파리에서 성공한 

화가’라는 과거의 후지타관(觀)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4) 후지타

는 일본적 소재와 표현을 유화로 그리기 이전부터 파리의 일상과 사회 

상황에 정통했고 파리에 삶과 예술이 어느 정도 ‘동화(同化)’된 이후에 

일본적인 표현을 시도한 것을 성공의 기반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중국의 경우 후지타와 교류한 산유(常玉, 1901-1966)를 들 수 있다. 

1921년에 프랑스에 간 그는 <에콜 드 파리>의 미술가 가운데 한 명이

면서 이 경향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에 역할했다는 평을 얻는다.95) 산유

는 린평몐, 쉬베이홍과 달리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평생 파리에 머물

며 작품 활동을 했는데 후지타와 달리 생전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사후에 명성이 높아진 경우이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에콜 드 파리>로 지칭된 아시아 작가의 수는 

결코 많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각국의 작가들이 다수 

프랑스에 진출하면서 증가한다. <에콜 드 파리>가 이방인들의 모임이었

고 특정한 양식으로 정의내리는 데에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공간적, 

94) 하야시 요코, 「후지타 쓰구하루의 한반도 체험」, 윤철규 옮김, 『미술사

논단』 20권(2005), 한국미술연구소, p. 319.

95) Sopie Krebs, “Sanyu and École de Paris”, in Alessandra Chioetto ed., 

Sanyu : L’Ecriture du corps: Language of Body (Milan: SKIRA, 2008), 

pp. 35-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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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특성이 중요했다는 것과 그 생성과 명명의 과정에서 ‘타자성’이 

중대한 요소였음은 자명하다. 또한 그것이 프랑스 미술계에 ‘동화’되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것이 특징이다. 

2. <누벨 에콜 드 파리> 의 대두

  <에콜 드 파리>는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가 차원의 문화 지원에 힘

입어 확장, 변모된 개념으로 재등장한다. 

  프랑스 문화외교는 2차 세계대전 후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96)

1945년 4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외무부 내에 대외적인 문화 관계 업무

를 총괄하는 부서로 ‘문화관계 총괄사무국(DGRC,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을 신설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조르주 비

도(Georges Bidault)는 문화를 프랑스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97) 본래 문화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국제적 입지

를 다지기 위해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들은 프

랑스 문화나 예술을 해외에 전달하는 기관인 프랑스 문화원을 다수 설립

하거나 조직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 대외 조직망을 전문화하는 것

에도 힘썼다. 이런 기구들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문화예술적 

협동 관계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동시에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

여 프랑스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에콜 드 파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이때의 

<에콜 드 파리>는 소위 ‘2차 에콜 드 파리’ 혹은 ‘새로운 에콜 드 파리

라는 의미’의 ‘누벨 에콜 드 파리(Nouvelle École de Paris)’라 불린다. 

96) 고봉만(주 78), p. 179. 

97) 고봉만(주 78),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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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당시의 프랑스가 문화 강국으로서 존재하며 많은 경험을 가졌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이고 오래된 ‘예술적 영광’을 지속시키려 노

력했다고 보았는데 이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98)

  그 중 조르주 부다이유(Georges Boudaille), 리디아 하람부르(Lydia 

Harambourg), 나탈리 애덤슨에 의해 학술적으로 사용되어 현재 가장 널

리 쓰이고 있는99)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는, 샤를르 에스티엔

(Charles Estienne)이 1952년 파리의 바빌론 갤러리에서 《누벨 에콜 

드 파리 Nouvelle École de Paris》전을 열면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새로운(nouvelle)’이 앞에 붙은 것은 1920년대 <에콜 드 파리>와 혼돈

을 막기 위해서였다. 에스티엔은 1950년대의 상징적인 화가들을 한데 

모았고 그들이 이전 세대와 구별된다고 보고 <누벨 에콜 드 파리>라고 

칭했다.100)

  1세대 <에콜 드 파리>의 경우, 전쟁을 피해 파리에 머물던 명성 높

은 작가들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대에 그곳에 

모인 미술가들은 우연히 혹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기보다

는 프랑스 미술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온 이들

이었다. 작가진의 출신 국가도 더 다양해졌다. 유럽 외에 아시아 작가들

이 본격적으로 다수 포함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의 작가들

이었다. 이들은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20세기 초 <에콜 드 파리> 작가진들의 작품에는 구상, 추

상이 혼재해 있었고 대표 인물인 수틴, 샤갈, 모딜리아니 등이 대부분 

98) Guilbaut(주 77), p. 33.

99) Georges Boudaille, Patrick Javault, L'Art abstrait (Paris: Casterman Les 

Nouvelles Editions Françaises, 1990); Lydia Harambourg, L'École de 
Paris 1945-1965: Dictionnaires des peintres (Neuchâtel: Ides et 

Calendes, 2010); Adamson(주 70).

100) Harambourg(주 99), pp.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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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주의적이거나 낭만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면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은 구상을 떠나 대부분 추상 미술 작업을 했으며 프랑스적 ‘전통’

과 ‘자연’에 집중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누벨 에콜 드 파리> 시대에 

들어서면 다수의 동북아시아 작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미술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누벨 

에콜 드 파리>가 ‘전통’을 중시한 만큼 상대적으로 18세기부터 익숙했

던 중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에르 프랑카스텔(Pierre Francastel), 베르나르 도리발(Bernard 

Dorival), 앙드레 로트(André Lhote) 등 일부 미술사학자들과 비평가들

은 미술 중심지로서의 프랑스의 위상을 변화시킨 원인을 2차 세계대전

으로 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101) 이들은 전쟁 전의 미술을 전통으로 설

정하고 그 권위를 복권시킴으로써 당시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해

결책으로 제시했다. 피카소와 외국인 미술가들이 입체주의의 형성 과정

에 기여한 측면 보다는 프랑스 출신 작가인 브라크(Georges Braque)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입체주의의 역사를 재정립하고자 시도한 것

도 프랑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누벨 에콜 드 파리>는 전쟁기에 살아남은 영웅적인 존재였으며 프랑

스 문화를 다시 움직이는 힘이었다.102) 도리발은 “이것은 서구의 회화가 

오랜 시간 해 온 가치의 큰 수정의 결과이며 우리는 이 혁명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103)라고 말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특히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프랑스 미술의 권위를 되찾게 해 

101) 전유신(주 2, 2017), p. 15.

102) Adamson(주 70), p. 20 참조. 

103) Bernard Dorival, “Les Étapes de la peinture franca̧ise contemporaine”, 

vol. III, in Depuis le Cubisme 1911-1944 (Paris: Gallimard, 1946), pp. 

323, Etapes de la peinture française-324, Adamson(주 70), p. 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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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적자(適者)로 장 바젠느, 알프레드 마네시에 등 소위 “바젠느 그룹

(the Bazaine group)”으로 지칭되는 프랑스 출신의 젊은 미술가들에 주

목했다.104) 인상주의와 입체주의를 결합한 서정 추상 계열의 작업을 선

보였던 이들은 전쟁 중이었던 1941년, 브라운 갤러리(Galerie Braun)에

서 열린 《20인의 젊은 프랑스 전통 화가들 Vingt jeunes peintres de 

tradition française》전을 통해 자신들이 프랑스의 전통을 중시하는 미

술가들임을 선언했고,105) 해방 직후에 열린 《살롱 도톤느》전을 통해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기독교적 개인주의에 가

까웠던 바젠느가 주도적으로 꾸린 이 전시회에는 마네시에, 르모알(Jean 

Le Moal), 베르톨(Jean Bertholle) 등 랑송 아카데미(Académie 

Ranson)에서 비시에르(Roger Bissiere)가 가르치던 학생들도 참여했

다.106) 프랑카스텔은 이들의 작품을 접한 후 “새로운 에콜 드 파리의 탄

생의 조짐에 축복을 보인다.”107)고 치하했으며 알랭 봉팡(Alain 

104) “바젠느 그룹”이라는 명칭은 미셸 콘(Michele C. Cone)이 『프랑스의 모

더니즘들(French modernisms)』이라는 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바젠

느가 이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한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그룹의 

작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관련 연구마다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이

들의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였던 ≪20인의 젊은 프랑스 전통 화가들≫전의 제

목을 줄여 “젊은 화가들” 또는 “전통의 화가들”로 지칭하거나, 이들의 작업이 

입체주의를 현대화 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후기-입체주의자(post-cubist)”

로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Michele C. Cone, French Modernisms: 
Perspectives on Art before, during, and after Vichy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6, 전유신(주 2, 2017), p. 

16에서 재인용.

105) 바젠느, 마네시에 외에도 레옹 기샤(Léon Gischia), 귀스타브 생지에

(Gustave Singier), 에두아르 피뇽(Édouard Pignon), 프랑스와 데누와이에

(François Desnoyer), 샤를르 발쉬(Charles Walch), 샤를르 라픽크(Charles 

Lapicque) 등이 포함되어 있다. Adamson(주 70), p. 35. 

106) Alain Bonfand, 『추상미술 L’Art abstrait』(1995), 김은정 옮김(한길사, 

2000), p. 115 참조.

107) 피에르 프랑카스텔, 『신 데생, 신 회화: 에콜 드 파리, 파리』(1947), 

pp. 177-179, Bonfand(주 106), p. 1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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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and)은 이 전시를 통해 “해방된 파리에는 다양한 추상의 경향이 등

장하며, 제2의 에콜 드 파리의 출현 또한 앞당기게 되었다.”108)고 언급

한 바 있다. 이때의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에 파리에 체류

했던 외국인 미술가들이나 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누렸던 미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상징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당시 샤를르 에스티엔을 비롯하여 레옹 드강(Léon Degand), 줄리앙 

알바르(Julien Alvard), 미셸 타피에, 미셸 라공, 장-클라랑스 랑베르

(Jean-Clarence Lambert),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등의 비

평가들이 위의 주장에 동의했으며,109) 이들은 한·중·일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의 활약에 기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미국도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에 주목하였다. 1969년 헤롤드 로젠버

그(Harold Rosenberg)는 ‘뉴욕학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파리로부터 뉴

욕 작가들이 물려받은 것은 전복의 전통, 무제한의 형식 실험과 패러디, 

급진적 사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110) 그는 미적 규칙에 집착하는 모더니

스트 전통이 소진된 전후 미국 미술의 상황을 표현할 때 ‘에콜 드 뉴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에콜 드 파리>를 의식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는 평을 받는다.111) 뉴욕학파는 갤러리의 전폭적 지지와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전개되었지만 추상표현주의 이외의 여타 미술 경향은 오히려 배척

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양식을 수용한 <에콜 드 파리>와 차이점을 보였

다. 

108) Bonfand(주 106), p. 118.

109) Adamson(주 70), pp. 9.

110) Harold Rosenberg, “École de New York”, in The De-definition of Art: 
Action Art to Pop to Earthworks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111) 김희영(주 49), p. 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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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파리의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Musée national d'art 

moderne)에서는 《50년대전 Les Années 50》이라는 대규모 전시를 개

최하였는데 이 전시는 1950년대에 파리에 나타난 양식들을 소개하는 동

시에 파리 미술을 국제적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전시는 전

후 파리의 1950-60년대 추상 예술가들을 앵포르멜, 타시즘이 포함된 

서정 추상, 기하학적 추상, 그리고 <에콜 드 파리> 세 가지로 분류한

다.112) 여기에서 <에콜 드 파리> 로 분류된 작가로는 바젠느, 마네시

에, 비에이라 다 실바(Maria Helena Vieira da Silva), 에스테브

(Maurice Estève), 브람 반 벨데(Bram van Velde), 폴리아코프 등이 

있다. 이 작가들은 포스트 큐비즘의 구조적 특징과 마티스와 보나르의 

영향을 받은 밝은 색채를 공통점으로 가졌다. 이 전시는 1950년대의 ‘에

콜 드 파리’라는 단어가 1920년대 파리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예술가들

을 일컫는 용어에서 확장되어, 프랑스 모더니즘의 역사를 재현 혹은 되

살리는 작업을 한 다양한 작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누벨 에콜 드 파리>에 대한 주요 학술 연구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조르주 부다이유는 자신의 저서 『추상미술 L'Art abstrait』에서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 20세기 초의 

1차 에콜 드 파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었다고 보았다.113) 그는 ‘누

벨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를 책의 중요한 챕터 제목으로 삼고 마네시

에, 바젠느, 에스테브, 생지에(Gustave Singier), 베르톨, 자오우키, 주테

천(朱德群, Chu The-Chun), 쿠미 스가이(菅井 汲, Kumi Sugaï)114), 야

112) Centre Pompidou ed., Les Années 50: Dossier de presse (Paris: 

Editions du Centre Pompidou, 1988).

113) Boudaille et Javault(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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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타부치(田淵 安一, Yasse Tabuchi)115) 등을 그 일원으로 언급하였

다. 대다수가 추상 작업을 했고 자연의 재현에 충실했다고 파악했으며 

그를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성격으로 명명했다. 또한 1950-60년대 

갤러리들이 크게 지지했다고 밝히며 프랑스 화단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향으로 평가했다. 

  리디아 하람부르는 방대한 양의 <누벨 에콜 드 파리> 관련 전시 및 

작가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116) 그에 의하면 1945년 전후의 파리는 

여전히 예술의 중심지였고 창작의 자유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많은 작가

들이 찾아왔다.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는 보존되고, 다시 사용되어 '누

벨 에콜 드 파리' 혹은 '2차 에콜 드 파리'라고 일컬어졌다. 왜냐하면 이

에 비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고, '에콜 드 파리'라고만 쓰면 1

차와 혼동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람부르는 1945년부터 1965년까

지 프랑스의 미술 현장에서는 다양한 양식의 역동적인 활동이 있었고 거

기에는 새롭게 진전된 표현들과 미술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보았

다.117) 프랑스 국립미술협회(Académie des Beaux-Arts) 웹사이트에서

는 하람부르의 전문 연구 분야를 19-20세기 미술 중에서도 ‘2차 에콜 

드 파리’로 정의하고 있다.118)

114) 일본에서는 성을 먼저 부르는 법칙에 따라 스가이 쿠미로 불리나 성의 모

음 끝글자가 일본과 다르게 읽히는 불어 발음법의 문제로 도불 후 프랑스식

에 맞추어 Kumi Sugaï로 철자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후 국제적으로 쿠미 

스가이로 통칭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따른다. 전유신도 스가이를 쿠미 

스가이로 칭한 바 있다. 전유신(주 2), p. 102, 299, 222.   

115) 타부치의 본명은 일본에서 타부치 야스카즈로 발음된다. 그러나 도불 후 

서양인들이 야스카즈를 발음하기 어려워하여 스스로 야세로 바꾸고 프랑스식

에 맞추어 Yasse Tabuchi로 적고 불렸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야세 타부치로 

통칭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따른다. 

116) Harambourg(주 99).

117) Harambourg(주 99).

118) <에콜 드 파리>에 관한 그의 연구는 1993년 프랑스 보자르 아카데미

(Académide des Beaux-Arts, Institut de France)에서 요에스트상(Prix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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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탈리 애덤슨(Natalie Adamson)은 ‘누벨 에콜 드 파리’를 1950-60

년대 프랑스 화단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특히 당시 프랑스 화단

이 미국과 문화 패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정치적 상황을 자세히 다

루며 프랑스가 들고 나온 중요한 전략을 <누벨 에콜 드 파리>로 보았

다. 비록 이후 문화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프랑스는 문화종주국으

로서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지만 애덤슨은 그것을 정치사회적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미술적 실패로 여기지 않

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위협과 중지, 변화를 거듭하며 프랑스 화단의 

시각이 넓어지고 수용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의로 삼았다.119)

  이처럼 <누벨 에콜 드 파리>란 기존의 <에콜 드 파리> 개념에서 확

장, 혹은 변용되어 프랑스에서 사용되었으며 거기에 포함되는 작가진의 

국가는 이전보다 확대되었고 그들의 미술 사조는 하나의 경향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다. 용어 사용에 혼동이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도 두루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소위 제2세대 혹은 제2차 에콜 드 파리로 불리

는 작가들을 <누벨 에콜 드 파리>로 칭하여 살피고자 한다. 프랑스 국

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은 이를 하나의 섹션으로 

두고 사용할 정도로 중요도를 둔다.120)

  국내에서는 정무정이 김영주의 1950년대 중반의 기사들을 소개할 때 

Joest)을 수상한 바 있다. Académide des Beaux-Arts, Institut de France, 

“Lydia Harambourg”, http://www.academiedesbeauxarts.fr/ 

membres/fiche.php?id=117/. (2018. 11. 23. 방문.)

119) Adamson(주 70), pp. 12-13 참조. 

120)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direction des collections, 

département Littérature et art, “Du Voyage d'étude à l'immigration: des 

artistes étrangers à Paris au siècle des avant-gardes (1855-1968), 

Bibliographie sélective”, 2012. 9., http://www.bnf.fr/documents/biblio_artis 

tes_a_paris.pdf. (2018. 11. 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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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고,121) 전유신은 “전후 에

콜 드 파리” 혹은 “새로운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로 바젠느 그룹 등 

1950-60년대 프랑스 서정 추상 미술 경향을 설명한다.122) 박파랑은 

1950년대 일본 잡지에 소개된 프랑스 미술 경향을 설명하며 미술계가 

전전(戰前) “에콜 드 파리 – 피카소 시대”에서 전후(戰後) “누벨 에콜 

드 파리”, 즉 전후 추상 미술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도달했음을 언급하며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를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화단의 추상 

미술 경향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123) 유미리는 

1950-60년대 파리 화단과 미술 시장의 경향을 <신(新) 에콜 드 파리>

로 통칭한 바 있다. 

  나탈리 애덤슨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미술 경향에 대해 전통적 

공간 관점을 벗어나면서도 자연과 주관을 중시하며 큐비즘적인 평면의 

그리드를 선호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124)

주요 작가들의 개별 미술 경향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920-1930년대에 랑송 아카데미의 교수로 재직했던 비시에르

(1886-1964)는 <누벨 에콜 드 파리> 그룹에 속하는 작가들에게 자연

에서 선별한 특징적인 요소들에 추상 양식을 적용하도록 지도하며 ‘자

연’을 추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다(도판 3).125)

121) 정무정(주 52), pp. 74-75 참조. 

122) 주로 ‘전후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누벨 에콜 드 파

리’라는 용어가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탈리 애덤슨에 근거하여 설명

하였다. 전유신(주 2, 2016), 50-51.

123) 박파랑,  「1950-60년대 한국 동양화단의 추상미술 수용과 전개 - 전후 

일본 미술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7), p. 

80.

124) Adamson(주 70), pp. 17-18. 

125) Moszynska(주 42),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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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아 하람부르는 중국에서 도불하여 추상풍경화를 선보이며 활동하

던 자오우키, 주테천의 영향으로 파리 화단의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했다고 본 바 있는데126) 미셸 라공은 이들처럼 자연과 추상을 결합

한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의 작품들을 두고 “추상풍경주의

(Paysagisme abstrait)”라고 칭했다.127) 프랑스인으로는 비시에르, 마네

시에, 바젠느가 대표적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작품에 자연, 풍경과 관련

된 모티브가 조형으로 표현된다는 특징을 가졌다. 

  술라주(1919-)는 1950년대 파리 화단에서 서정추상화가로 명성을 얻

은 인물이다. 그는 1938-46년까지 프랑스 중남부지방인 로데즈(Rodez)

에서 검은 나무를 모티브로 한 풍경화를 그리다가 1946년 파리에 정착, 

이듬해부터 검은 서예적인 선으로 추상화를 시작하였다. 동양 서예의 획

과 준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직관적인 태도에서 정병관은 동양예술 원리

와의 유사성을 발견한 바 있다.128) 동양 회화의 공간과 여백 개념을 연

상시키는 술라주의 아래와 같은 발언 또한 그를 반증한다.

“(...)나는 항상 검은색을 좋아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내 그림들 속에서, 

겨울철 젖은 나무 등걸의 검은색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이의 흰색을 대조적

으로 더욱 빛나게 만드는, 특히 그런 검은색이었다. 한결같은 종이의 흰색

을 살아나게 하고, 조명의 부분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방법이었다. 검은색은 

빛의 색인데, 왜냐하면 밝음에 대조될 수 있는 극단의 것이며, 색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검은색으로 작업한다는 것은 빛을 탄생시키는 가장 

격렬한 방법이다.(...)”129)

126) Harambourg(주 99).

127) Michel Ragon, Naissance d'un art nouveau: Tendances et techniques 
de l’art actuel (Paris: Albin Michel, c1963), pp. 103-104.

128)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67), 페이지 표시 없음.

129)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67), 페이지 표시 없음.



- 48 -

  마네시에(1911-1993)는 초기에는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제작했다가 1935년에 랑송 아카데미에서 비시에르와 

교류하면서 입체주의적 추상 풍경화를 제작하게 되었다(도판 4). 1940

년대 말부터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1976년에는 바

젠느와 함께 ‘프랑스 스테인드 글라스 보호 협회’를 창립하기도 했

다.130) 그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교회에 설치되는 일이 많았는데 종교적 

성향 또한 마네시에의 큰 특징이다. 

  바젠느 파의 수장인 바젠느(1904-2001)는 서정 추상 계열의 작품을 

주로 선보였다. 특히 자연을 주된 소재와 주제로 삼고 시적이거나 서사

가 담긴 제목의 작품을 다수 제작하였다(도판 5). 

  비에이라 다 실바(1908-1992)는 ‘공간’에 집중했다. 밀도 높은 흰 화

면에 기하학적인 선이 사각형을 이루며 부분을 채우고 그 형태들은 서로 

끼워 맞춰진 듯 겹쳐져 공간감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도판 6). 

  에스테브(1904-2001)는 색채의 투명성으로 대표되는 작가로 그의 화

면은 위의 작가들과는 다르게 구획화 된 화면 구성이 아닌 중복된 붓질

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구축된 것이 특징적이다(도판 7).

  아르퉁(1904-1989)은 자연이나 풍경을 주된 주제로 삼지 않지만 대

표적인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로 손꼽힌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철학과 미술사를 배웠다. 1962년 드레스덴(Dresden) 국제박람회에서 인

상주의와 입체파와 같은 현대미술을 접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오른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은 후부터 전쟁에 대한 경험, 기억과 공포 등을 

작품에 담아낸다. 잉크와 목탄을 이용해 에너지와 속도를 표현하는데 집

중한 아르퉁의 1950-60년대 작업은 미술 사조 중에서는 앵포르멜 혹은 

130) Harambourg(주 99), pp.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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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추상의 선구자로 분류된다(도판 8).131) 그는 동양적인 서체적 선에 

의한 빠르고 직관적인 표현과 이성적인 심사숙고의 과정을 혼성한 작가

로 평가 받는다.

  폴리아코프(1900-1969)는 1923년에 파리에 정착하여 칸딘스키와 로

베르 들로네, 소니아 들로네를 만나며 교류한 서정 추상 계열의 작가이

다. 기하학적인 다각형 형태를 정확한 직선이 아니라 페인팅 나이프로 

빠르고 자유롭게 그려나간 작품을 제작하였다.132)

  <누벨 에콜 드 파리>는 외국인 미술가들이 다수 포진해있던 전후 파

리 화단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뻗어나간 추상 미술을 종합적으로 소급하

고 선보였다. 재불 1세대 추상 미술가 이성자는 1950년대 파리 갤러리

에서 유행하는 작품들은 오히려 앵포르멜이 아니었다고 술회한 바 있

다.133) 앵포르멜이 아방가르드로써 앞서 가는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미

술시장에 유통되고 미술관에 걸리는 작품들은 주로 기하학적 추상이나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의 작업이었다고 회상했다.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의 작품은 이처럼 유명 갤러리와 새로운 권위로 떠오른 《살롱 드 

메 Salon de Mai》,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 Salon des Réalités 

Nouvelles》 등에 활발히 소개되고 인정받았다. 

  <누벨 에콜 드 파리>는 1960년대까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존재했고 그를 지원한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에콜 드 파리》전

131) 정병관은 아르퉁을 앵포르멜이 아닌 1950년대 초 서정추상의 선구자로 분

류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67), 페이지 표시 없음.

132)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67), 페이지 표시 없음. 

133) 그는 이 과정에서 아르퉁, 슈나이더, 마네시에, 에스테브 등을 언급하였고 

특히 마네시에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이성자 인터뷰, 대

담자 김철효, 『한국미술기록보존소 구술녹취문집 25』(삼성문화재단, 

2007),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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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파리비엔날레와 더불어 1959년에는 가장 중요한 전시로 손꼽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134) 그러나 기보에 의하면 1960년대를 거친 파

리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와 작가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급진

적인 변화를 거부했고 정치적 영향력이 미국에 비해 약했기 때문에 프랑

스의 컬렉터조차 해외로 눈을 돌리는 실정에 이르게 된다.135) 이후 미국

이 국제적 패권을 잡고 문화적 중심지로 대두되면서 1950-60년대에 중

요하게 다뤄졌던 이 시기의 다양한 프랑스 미술은 이후 크게 조명 받지 

못한다. 하지만 <누벨 에콜 드 파리>는 복잡다단한 국제 관계 속에 다

양한 미술 사조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정

도로 영향력이 컸다. 많은 국가, 다양한 경향의 작가와 작품들이 한데 

묶여 전시되는 것은 지금도 보기 드문 일이며 당시의 시각에서 그 관계

를 살피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조, 운동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재발견하

는 것에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134) Adamson(주 70), p. 12. 

135) Guilbaut(주 4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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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한·중·일 작가 연구 

  본 장에서는 <누벨 에콜 드 파리>로 분류되었던 한·중·일 작가들을 

살피고자 한다. 20세기 초 <에콜 드 파리>의 대표 작가로 수틴, 모딜리

아니, 유트릴로(Maurice Utrillo) 등이 있으나 아시아 작가는 일본의 후

지타 쓰구하루, 이사무 노구치(野口 勇), 중국의 산유 정도만이 언급되

는데 후지타 쓰구하루 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시아 작가는 찾아보

기 어렵다. 아시아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다수 등장하는 것은 <누벨 에

콜 드 파리> 시기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에게는 이때가 특히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바바라 로즈(Barbara Rose)는 “일본 서예는 유럽의 형태에서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미국에게 특히 매력적이었다. 유럽에서 벗어나 

동양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미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한 방법이었다.”136)

라고 했으며 버트 윈터는 “미국이 아시아로 관심을 돌린 것은 유럽으로

부터의 독립을 나타내기 위한 시도였다.”137)라고 미국이 아시아를 주목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유럽으로부터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프랑스의 입장에

서 그것은 <에콜 드 파리>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55년 미셸 라공은 프랑스 미술잡지 『시메즈 Cimaise』를 통해 ‘확

136) Barbara Rose, “Japanese Calligraphy and American Abstract 

Expressionism”, in Barbara Rose et al., Words in Motion: Modern 
Japanese Calligraphy (Tokyo: Yomiuri Shimbun, 1984), p. 39, 정무정(주 

52), p. 258에서 재인용.

137) Bert Winther, "Isamu Noguchi: Conflicts of Japanese Culture in the 

Early Postwar Years",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92., 

p. 33, 정무정(주 52), p. 25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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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에콜 드 파리’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에콜 드 파리>의 흡수 

능력을 말하면서 “<에콜 드 파리>는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자극을 기록

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독특하고 다양한 미술로 변화시킨다.”라고 하였

다.138) 이 논의에는 특히 ‘아시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정무정은 그 이유를 아시아의 전통 미술이 미국과 유럽의 전후미술과 많

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39) 전유신은 1950-60

년대에 아시아를 휩쓴 앵포르멜 운동과 서체적 추상이 이 같은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인식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140) 이

처럼 미국과 프랑스의 문화 패권 경쟁 과정에서 아시아 문화는 예기치 

않게 독자성과 보편성의 근원으로 부각되며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다. 

<누벨 에콜 드 파리>에 동북아시아 작가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이러한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나탈리 애덤슨, 조르주 부다이유, 리디아 하람부르, 미셸 

라공 등의 평론가와 레이몽 나성타141) 등의 전시 기획자 및 갤러리스트

에 의해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로 인정받은 한·중·일의 대표 작가들

을 살피고자 한다.  

138) Michel Ragon, “L'École de Paris se porte bien”, Cimaise, December 

1955, p. 17.

139) 그에 따르면, 1957년 미셸 타피에의 일본 방문과 활동 역시 에콜 드 파

리를 지리적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무정(주 52), 

pp. 258-259 참조.

140) 아시아의 서체적 추상에 대해서는 김영나(주 27), pp. 236-242; 전유신

(주 2, 2017) 참조.

141)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대표 레이몽 나성타는 1954년부터 1963년까지 매

년 《에콜 드 파리(École de Paris)》전을 개최하였다. Adamson(주 70); 레

이몽 나성타는 1960년 저서 『에콜 드 파리(École de Paris)』를 펴내기도 

하였다. 이 책에는 수백명의 <에콜 드 파리> 작가진의 약력과 대표작이 간

략하게 소개되어있다. Raymond Nacenta, L’École de Paris: Son Histoire 
Son Epoque (Neuchâtel: Ides et Calendes,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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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자오우키, 주테천, 일본의 쿠미 스가이, 야세 타부치는 프랑스

에 진출한 이후 그를 근거지로 삼고 활약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가

들이다. 이 중 쿠미 스가이만이 말년에 일본에 돌아와 고베(神戸)에서 

사망했고 나머지는 파리를 중심으로 평생 유럽에서 활동하고 사망했다. 

이들이 파리를 근거지로 활약하며 국제성을 획득하게 된 것에는 1950년

대 도불 후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큰 계기

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미술 양식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60년

대에 이들을 대표하는 용어는 바로 <에콜 드 파리>였다. 한국인으로는 

이성자를 살피고자 한다. 이성자는 샤르팡티에 갤러리가 주최한 《에콜 

드 파리》전에 참여하고 1996년 파리 유네스코 《에콜 드 파리 

1945-75 생존 작가 100인 Cent peintres vivants de l'École de Paris 

1945-1975》142)전에 유일한 한국인 작가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143)

1. 중국

  중국은 서구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타자로서 존재해 온 국가로 서

구에 의해 세계화된 아시아 현대 미술의 정체성과 그 과정을 잘 보여준

다.144)

  20세기 초 서구 미술의 유입은 중국 근대 미술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특히 서양화를 배우고 돌아온 중국 유학생들의 영향이 그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1903년 서양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을 거쳐 1904년 

142) 이성자 외에 아시아 작가로 자오우키, 주테천, 야세 타부치가 초대받았다. 

UNESCO, Cent peintres vivants de l'École de Paris 1945-1975 (Paris: 

UNESCO, 1996).

143)  UNESCO(주 142).

144) 김혜신, 김수현, 「[질의문/답변] 프랑스 미술계의 한·중·일 현대미술의 입

지」,『미술사학보』제41집(2013), 미술사학연구회,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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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이의사(李義士)를 비롯하여 문학, 미술 등 다방면

에 걸쳐 1949년 이전에 102명의 유학생이 해외에 나갔다.145) 이들 유

학파들은 귀국하여 서구의 다양한 미술사조들을 중국에 소개하였고, 그

러면서 각종 유파가 공존하는 다원화 현상이 나타났다.146)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는 서양으로의 유학이나 서양의 것을 들여오는 것, 심지어는 서

양 사람들과의 왕래조차 마땅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147) 서양 

문화의 근대화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서구 문화의 도입에 힘을 쏟

아 기성세대와의 대치를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양의 문

화는 때로는 능동적으로 선택되어 전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로 수

용되었으며 동시에 배척되기도 했다.148)

  유학생들이 도입한 서구 미술은 서구에서 지향했던 ‘예술을 위한 예술 

Art for art’s sake’은 아니었다. 이들의 예술 활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구하기 위한 자강(自强) 운동의 일환이었다. 많은 

화가들이 귀국 후 항일 전선에 뛰어들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구국 활

동을 목적으로 한 미술작업을 이어나갔다.149) 따라서 1950년대 중국에

서는 사실적이고 정치선적적인 미술이 유행하게 되었다. 산수화에 있어

145) 유학생 오법정(吳法鼎)·임풍면(林風眠)·서비홍(徐悲鴻)·안문량(顔文樑)·이

금발(李今發)·부뢰(傅雷)·방군벽(方君璧)·반옥량(潘玉良)·유개거(劉開渠)·왕

자운(王子云)·상서홍(常書鴻)·당이화(當一禾)·왕운발(王運勃)·방훈금(龐薰

琴)·주벽초(周碧初)·여사백(呂斯百)·왕임을(王臨乙)·사도교(司徒喬)·활전우

(滑田友)·오작인(吳作人)·증죽소(曾竹韶)·주경정(周輕鼎)·진선부(秦宣夫)·애

청(艾靑)·오관중(吳冠中)·조무극(趙無極)·주덕군(朱德群) 등은 모두 프랑스에

서 회화, 조각 혹은 미술사를 배워 귀국하였다. 郞紹君(주 30), p. 15.

146) 이들 유학생의 특징은 사비가 아닌 국가 지원의 공비로 이루어졌으며 국

가는 이들을 상대로 유학을 마칠 시 즉시 귀국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건

다. 강령, 「서구회화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한·중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4), p. 63.

147) 郞紹君(주 30), p. 15 참조.

148) 郞紹君(주 30), p. 16. 

149) 강령(주 146),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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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건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의 주문으로 제작된 관산예(關山月, 1912-2000), 푸

바오스(傅抱石, 1904-1965)의 〈강산이 이처럼 아름답다 江山如此多

嬌〉(1959)(도판 9)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

명은 마오쩌둥(毛澤東)이 1976년에 사망하면서 막을 내리는데 이때에서

야 중국 미술계를 지배했던 사실적이고 정치선전적인 일관된 형식과 내

용은 종결되었다.150)

  중국에서 추상미술은 1970년대에 등장하여 1980년대에 성행하였다. 

추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1960년의 우관중(吴冠中, 

1919-2010)의 1960년 잡지 기고글은 중국에 전례 없는 논쟁을 불러일

으키는데151), 그것은 그만큼 이전의 중국 미술계가 리얼리즘에 호도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1978년 이후부터 중국은 점차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서양의 근현

대 미술 사조들이 소개되고 유입되며 비로소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

했다. 중국에서 추상 미술이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교육 행정가였던 

린펑멘의 영향력이 컸다. 그는 앞서 살폈듯 쉬베이홍과 더불어 중국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와 중국 현대 미술 교육의 기틀을 

세운 인물인데, 쉬베이홍이 중국의 미술교육을 위해 사실주의를 기초로 

잡을 것을 주창한 것에 반해 진보적인 추상 등의 예술사조도 함께 받아

들일 것을 주장하여 오늘날 중국 현대 미술의 기초를 확립했다. 중국과 

150) 이 시기에 추상미술은 “부패한 부르주아 미술”로 정의되어 철저히 금지되

었고 마오쩌둥 사망 이후 다양화되는 중국의 문화 예술적 변화에 힘입어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중국 본토에서 추상 미술이 본격적으로 자주 선보이

게 된다. 정하윤, 「1980년대 중국에서의 추상에 대한 담론 연구」, 『현대

미술학』제20권(2016), 현대미술학회, p. 110 참조. 

151) 吳冠中, 「关于抽象美」, 『美术』, 1980. 10., p. 37, 정하윤(주 150), p. 

1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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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회화의 관계에 있어서 린펑멘이 걸었던 길은 영남화파(嶺南畵派)나 

쉬베이홍 등이 추구한 ‘서구의 것을 융합하여 중국의 것을 꾸민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과 서구의 것을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것’을 만

들어 내는 것이었다.152) 그는 서구의 회화와도 전통적인 중국화와도 다

른, 서양의 정신과 동양의 정신을 동시에 조화롭게 수용하는 새로운 회

화를 추구했다. 그는 재료와 기법은 물론 예술 정신에 있어서도 중국 전

통회화와 서양화의 구분을 두지 않고 서양의 것과 중국의 것을 융합할 

것을 주장했다. 학문적으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아, 중국 회화 사상 가장 개성이 강했던 인물로 꼽힌다.153) 린펑멘은 

자오우키와 주테천에게 도불을 추천하였다. 중국 내부의 분위기와는 정

반대로 1950년대 파리는 추상 미술의 경향이 다양화된 도시이면서 유럽

에서 동양 예술이 가장 활발히 소개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엘리세프(Damiel Eliseeff)는 20세기 중반의 중국 미술사를 젊

은 예술가들의 고뇌와 투쟁의 기록이라고 말하며 당시 중국에서 맹위를 

떨치던 전통 미술은 젊은이들을 숨 막히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미술가들은 낯선 세계로 떠나 악조건 속에서도 철저히 혁신을 추구하며 

보편적인 소통의 형태를 창조하고자 했다고 평한 바 있다.154)

  엠마누엘 렝코(Emmanuel Lincot)에 의하면 프랑스에서의 중국 미술

수용은 세 시기로 나뉘어 볼 수 있다.155) 제1세대는 1920년대를 전후한 

쉬베이홍에 의한 사실주의 시기로서 쿠르베(Gustave Courbet)의 영향을 

152) 郞紹君(주 30), p. 191.

153) 강령(주 146), p. 56.

154) 다니엘 엘리세프, 「파리 동양미술학교 설립 배경과 취지 및 의의: 프랑

스에 소개된 아시아 예술」, 『에꼴 드 이응노-파리 동양미술학교』(대전고

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2015), p. 274.

155) 엠마누엘 렝코(Emmanuel Lincot) 인터뷰, 김수현(주 1), p. 138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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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초기 세대이다. 제2세대는 자오우키로 대표되며 이들은 중국의 전

통 수묵화와 서구 추상이 혼합된 성격을 보여준다. 제2세대는 <누벨 에

콜 드 파리>의 성행과 그 시기가 완벽히 일치한다. 제3세대는 1989년 

퐁피두센터의 전시를 시작으로 황용핑(黄永砯), 첸첸(陈箴), 왕두(王度), 

양페이밍(严培明)등에 의한 디아스포라 작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 미

술이 프랑스에 접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 자오우키

  자오우키(趙無極, Zao Wou-Ki, 1920-2013)156)는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대표적인 중국 화가이다. 파리에 체류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 

파리에서 생을 마감한 산유, 판 위량(潘玉良), 탕 해웬(曾海文), 주테천

과 마찬가지로 1948년, 비자 신청을 위해 2년에 걸쳐 시도한 끝에 도불

해 평생 파리를 중심으로 활약한다. 자오우키는 중국에서의 미술 교육을 

통해 작가가 되는 것을 그저 프로파간다를 그리는 것에만 적합한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서양 미술을 배우는 

것에 회의적이었다.157) 그의 도불에는 앞서 살폈듯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156) 자오우키는 1920년 북경에서 출생하여 1935년 당시 중국에서 가장 현대

적인 교육기관이었던 항주국립예술원에 진학한다. 유럽의 전위예술보다 파리

나 브뤼셀의 전통 예술 사조를 가르친 학교의 교육 방침에 부족함을 느낀 자

오우키는 타임(TIME), 라이프(LIFE), 보그(Vogue) 등의 잡지를 통해 유럽 

현대 미술을 접하며 유화 작업을 시작했다. 도불 이후 프랑스에서 다수의 단

체전에 참여하고 개인전을 개최하고 유럽 작가들과 교류하며 인정받았다. 

1970년대 중국에서 잠시 교편을 잡기도 하나 대부분 파리 등지에서 활동하

게 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수많은 자오우키 회고전이 전 세계 유수미술

관과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2013년 스위스 니옹(Nyon)에서 타계하여 생전

의 염원대로 파리 몽파르나스 묘지에 묻힌다. 이지호(주 3) 참조.

157) “중국의 미술 학교에서는 서양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들을 가르쳤

다. 그리스의 석고 조각을 그리게 했다. (...)서양의 체계와 함께 그들은 중국

식 관점을 가르쳤는데, 송의 풍경화를 보여주었다. 먹과 물의 유희는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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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항주국립예술원(杭州國立藝術院, 현 중국미술학원) 학장으로 재

직 중이던 린펑멘의 영향력이 컸다. 미술의 근대화에 있어 서양과 동양

의 융합이 단순한 결합이 아닌 그를 통해 새로운 재창조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린펑멘의 예술 철학 또한 자오우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

측된다. 쉬베이홍과 린펑멘이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 간 것에 비

해 그는 개인의 신분으로 도불하였으므로 이전 세대들과 달리 다시 중국

에 돌아와야만 하는 제약이 없었다. 이는 후에 자오우키가 프랑스에서 

오래 작업을 지속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의 도불에 도움을 준 인물로 1940년대에 파리의 세르누쉬 미술관에 

큐레이터로 있던 바딤 엘리세프(Vadime Eliseeff)를 들 수 있다. 바딤 

엘리세프는 1946년 세르누쉬 미술관에 자오우키의 회화 20점을 전시하

는 전시를 추진하는데 이는 자오우키의 작품이 해외에 소개된 첫 번째 

사례였다. 바딤 엘리세프는 이후 자오우키가 도불에 필요한 비자를 받는 

것에도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처음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중국화가(chinoiserie)’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

했다. 나는 중국화의 기술을 오래 공부했고 특히 먹을 사용한 기술을 익혔

다. 이것은 쉬웠고 내가 원하지 않는 특전(privilege)이었다. 언젠가 아주 

강하고 깊은 느낌을 받았다: 이 전통은 나를 표현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내 세대의 중국인은 붓으로 제작한다. 글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서 서예를 배웠고, 글자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익혔다. 서양에서 회화의 시

작은 드로잉이었고, 주로 모델을 따라 그렸다; 중국에서는 서예가 시작이었

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유화, 물이 

두 배로 학술적이었다. 사실 이렇게 자란 화가들은 그저 프로파간다를 그리

는 데에만 적합할 뿐이다.” Pierre Schneider, Zao Wou-Ki, “Louvre 

Dialogues”, in José Frèches, Zao Wou-Ki, Works | Writings | 
Interviews (Barcelona: Editions Polígrafa, 2007),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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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글쓰기는 전통 그 자체였다. 내가 회화를 시작했을 때 붓을 다루고 선

을 그리는 데 있어 편안한 느낌과 자유를 느꼈다. 이 자유는 반복만을 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158)

  위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오우키는 프랑스에 도착한 직후부터 

중국 작가로 인식되기보다는 파리 예술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몹시 노력

한다. 많은 외국인 미술가들이 그랬듯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에 등록하고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

(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에서 수학하며 에밀 오통 프리에즈

(Émile Othon Friesz)로부터 누드화와 초상을 배운다.159) 중국에 있을 

때는 먹으로 중국의 여인(도판 10)을 그렸다면 도불 직후부터 본격적으

로 서양의 누드(도판 11)를 목탄으로 그리게 되었다. 

  <누벨 에콜 드 파리>로 분류된 많은 작가들이 그러했듯, 자오우키 역

시 일찍이 회화 작업과 더불어 판화 작업을 시작했다.160) 그는 데조베르

(Desjobert)에서 석판화 기술, 조르주 르블랑(Georges Leblanc)에서 에

칭과 드라이포인트 기술 등 당시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하던 판화의 다양

한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자오우키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한 명인 

조니 프리드랜더(Johnny Friedlaender)와 시인 앙리 미쇼(Henri 

Michaux)를 만난 곳도 바로 판화 공방이었다. 미쇼는 1949년 자오우키

의 첫 석판화를 위해 8편의 시를 써주었다.161) 그렇게 나온 작업물은 

158) Zao Wou-Ki, “Autoportrait”, in Frèches(주 157), p. 82.

159) Pierre Daix, Zao Wou-Ki, L’Oeuvre 1935-1993 (Neuchâtel: Ides et 

Calendes, 1994), p. 21.

160) 자오우키 이외에도 장 바젠느, 알프레드 마네시에, 한스 아르퉁, 라울 우

박 등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많은 작가들이 회화와 함께 판화를 제작하였

다. Bernard Gheerbrant, À La Hune: Histoire d'une librairie-galerie à 
Saint-Germain-des-Prés (Paris: Adam Biro, 1988).

161) 미쇼는 초기에는 편집자 로베르 고데(Robert Godet)의 이 제안을 거절했

는데 시누아즈리의 단순한 취향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 그 이유였다



- 60 -

『자오우키의 석판화 8점을 통한 앙리 미쇼 읽기 Lecture par Henri 

Michaux de huit lithographies de Zao Wou-Ki』란 제목의 책으로 출

간되었다(도판 12).162) 그때부터 자오우키와 앙리 미쇼는 절친한 친구

가 되었다. 피에르 로엡 갤러리(Galerie Pierre Loeb) 담당자를 설득해 

자오우키의 작품 전시를 성사시킨 것도 앙리 미쇼였다. 이들의 공동 작

업은 1957년까지 지속된다. 미셀 라공은 앙리 미쇼를 “동양에 대해 진실

된 열정을 가진 시인이자 극동의 서예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163)이

라고 평한 바 있다.

  자오우키는 피에르 로엡 갤러리를 통해 비에이라 다 실바, 장 폴 리오

펠(Jean-Paul Riopelle)을 만나 친교를 쌓게 된다. 또한 1957년부터 미

리암 프레보(Myriam Prévot)와 질도 카퓌토(Gildo Caputo)가 운영하는 

파리의 프랑스 갤러리와 손을 잡게 된다. 프랑스 갤러리는 <누벨 에콜 

드 파리> 또는 ‘서정 추상’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다수 소개한 갤러리

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자오우키는 아르퉁, 마네시에, 술라주와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깊은 교분을 나눈다. 그는 이외에도 샘 프란시

스, 노르만 블룸(Norman Bluhm), 조안 미첼(Joan Mitchell)과 같은 미

국 출신 예술가들과도 교류했다. 특히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와

는 17년간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게 된다. 둘은 물랭 베르(Moulin vert) 

가의 아틀리에에서 함께 활동하며 서로의 작업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자

오우키는 자코메티에 대해 “에콜 드 파리의 영광의 나날을 함께 한 가장 

고 전해진다. François Michaud, “Abstraction de toute lourdeur”, in 

François Michaud and Erik Verhagen eds., Dossier de presse, Zao 

Wou-Ki: L'Espace est silence (Paris: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2018), p. 11.

162) Michel Ragon, Zao Wou-Ki, “Interview with Zao Wou-Ki”, in 

Frèches(주 157), p. 102.

163) Ragon and Zao(주 162),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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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164)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렇게 당시 현대 미술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유럽과 미국의 미술가들

과 작가로서 교류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오우키가 훗날 국

제적인 작가로 발돋움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이는 프랑스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쉬베이홍, 린펑멘 등 1세대 도불 중국 화가들과 크

게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다. 

  자오우키는 파울 클레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 미술에 발을 들였

다고 전해진다.165) 1951년작 <여자와 친구들 Femme et ses 

compagnons>(도판 13)의 화면 구성과 색채의 선택, 단순화된 조형은 

클레의 1937년작 <파편들 Fragments>(도판 14)을 연상시킨다. 1950

년에 자오우키가 제작한 석판화 <붉은 태양 Le Soleil rouge>(도판 

15)은 클레의 1930년작 <여백에 Ad Marginem>(도판 16)에 대한 오

마쥬로 느껴질 정도로 거의 유사한 구성과 색 조합을 보인다. 다니엘 엘

리세프는 이 시기의 클레가 독창적인 기호론들 만든 것을 동양의 영향력

이라고 보았다.166) 자오우키는 그런 클레의 리듬감과 형태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모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미술적 기법을 관찰하고 활용하기

에 이른다. 

  1954년작 <바람 Vent>(도판 17)은 자오우키의 본격적인 첫 추상화

로 여겨진다. 구체적인 형상을 띄고 있던 조형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거

대한 색의 물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세로로 긴 족자를 연상시키

는 화면 비율은 프랑스 미술계에는 몹시 낯선 것이었다. 얀 핸드겐

164) Bonhams ed., In Conversation: Fifteen Works by Chu Teh-Chun and 
Zao Wou-Ki from a Private Portuguese Collection (Hong Kong: 

Bonhams, 2012), p. 33.

165) Ragon and Zao(주 162), p. 102.

166) 다니엘 엘리세프(주 154),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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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n Hendgen)은 이 세로로 긴 화면 양식을 전통 중국화 대작의 오마

주 형식이라고 평가하였다.167) 유화임에도 불구하고 먹의 농담을 연상시

키는 표현 방식 또한 프랑스 미술인들에게 중국 전통 산수화를 연상하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작 자오우키는 친구 프랑수아 쳉(François 

Cheng)에게 “이 그림은 어떠한 이야기도 담고 있지 않는 첫 번째 그림

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적 서사를 담지 않고자 했다.168)

  1958년 샤르팡티에 갤러리가 개최한 《에콜 드 파리》전에 초대되며 

자오우키는 본격적으로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

었다. 당시 출품한 작품 <추상 Abstraction>(도판 18)은 어둡고도 강렬

한 색체와 앵포르멜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수작이다. 여기에서도 드러

나듯 1950년대 중반의 자오우키는, 화면에 동양의 서예를 암시하는 글

자 형태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당시 유럽에 불었던 서체적 회화 열풍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추상’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명은 자오우키가 구상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한 

의지를 보여준다. 당시 프랑스 화단에 있어 검정색은 술라주, 슈나이더

(Gérard Schneider) 등에 의해 자주 쓰이는 색이었다(도판 19, 20). 그

러나 자오우키의 검정은 모든 부분이 한결같이 짙은 검정과는 다르게 여

전히 먹의 농담을 연상시키는 바림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자오우키는 처음부터 유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화의 기술을 익히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유화 작품 제작 전에 테레빈유를 캔

버스에 발라 화면의 기름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후 흰 물감을 바르고 작

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169) 이러한 작업 방식은 그의 화면에 바림 효

167) Yann Hendgen, “Peindre au-delà des limites”, in Michaud et Verhagen 

eds.(주 161), p. 13.

168) 이지호(주 3), p. 13. 

169) Ragon and Zao(주 162),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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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했다. 

  미셸 라공은 1950년대 중반부터의 자오우키에 대해 구상 회화의 흔적

을 버리고 ‘에콜 드 파리의 주요 서정 추상화가 중의 한 사람(one of 

the major lyrical abstract painters of the Paris School)’이 되었다고 

평가하며170) 자오우키가 추상에 이끌리는 과정에서 중국의 풍경을 다시 

발견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오늘날 자오우키의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풍경을 떠올린다 - 무한한, 희미

한, 요컨대 중국의 풍경을 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그림 속의 자

연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그가 다시 캔버스 앞에 설 때, 그의 꿈

속의 풍경을 창조해낸다.”171)

  라공은 자연과 추상의 결합을 처음 시도한 화가들로 마네시에, 바젠

느, 비시에르, 생지에, 비에이라 다 실바를 자오우키와 함께 거론한 바 

있다.172) 비에이라 다 실바의 1958년 작 <한낮, 그곳에 청명하게 울리

다 Midi y sonne bleu>(도판 21)는 자오우키의 1956년작 <흔적을 지

나 Traversée des apparences>(도판 22)와 색의 사용과 구성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비에이라 다 실바는 앞서 살폈듯 밀

도 높은 흰색의 화면 가운데에 선과 약간의 색을 넣어 공간감을 부여하

는 작업을 주로 한 서정 추상 계열의 작가였다. 그가 1950년대 중후반

에 유독 농담을 연상시키는 바탕색과 다수의 소설점이 보이는 것 같은 

풍경화적 구성을 자주 쓴 것에는 자오우키 등의 동양 작가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70) Ragon and Zao(주 162), p. 102.

171) Michel Ragon, “Extrait de Zao Wou-Ki”, Cimaise, January-February 

1962, p. 34.

172) Ragon(주 127),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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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뷔페에게서도 자오우키와 유사한 먹색과 구성상의 특징이 드러난다

(도판 23, 24). 뒤뷔페는 앵포르멜 화풍의 어두운 색과 강한 터치의 마

티에르가 두드러지는 석판화의 작품 제목을 아예 <중국식 벽 Mur 

chinois>(도판 24)이라 짓고 소재와 주제를 명백히 드러내는데 그것이 

꼭 자오우키의 영향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당시 프랑스 화단에 중국

식 소재, 화면의 구성과 표현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끔 

한다. 

  라공은 앞서 살폈듯 자오우키를 “추상 풍경주의(paysagisme 

abstrait)”로 분류했다. 자오우키가 자연의 인상을 중시하며 실제 풍경을 

종합한다고 본 라공에게 있어 중국적인 산수화는 곧 중국의 풍경이었던 

것이다. 라공은 아시아 작가들에 대한 평론 글을 다수 쓴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오우키를 “국제적 관객에게 알려진 유일한 중국 화가는 파리

인 자오우키”, “동서양 조화의 프로토타입”이라 특별히 호평하고 그를 

<누벨 에콜 드 파리>로 인정한 바 있다.173)

  조르주 부다이유는 자오우키를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추상미술을 섞어 

양식화한 작가로 보았고 소재는 동양적이나 방식은 국제적이라 평했

다.174) 자오우키와 절친한 친구였던 마네시에 역시 “자오우키의 작품에 

나타난 고고학적 상징은 그의 나라의 글에서 온 것이다. 색채는 정체되

지만 에칭의 상징이 반복되고 공간 안에서 움직인다.”175)라며 자오우키

의 작품을 중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이처럼 자오우

키의 작품은 지속적으로 풍경화라는 장르와 중국적인 측면에서 평가된

다. 

173) Michel Ragon and Michel Seuphor, L'Art abstrait 4 (Paris: Maeght, 

1974).

174) Georges Boudaille, “Zao-Wou-Ki”, Cimaise, 1960, 49.

175) Gheerbrant(주 160),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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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의 평은 프랑스 화단의 평과 조금 차이가 있다. 중국 출

신의 건축가 이오 밍 페이(Ieoh Ming Pei)는 그가 프랑스로 떠나 그린 

1950-60년대의 그림 중 먹으로 그린 그림조차도 그것이 전통 중국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176) 오히려 서양의 전통을 가졌으며 미적 

감수성이 중국의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먹그림이 기법적으로는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의 유화와도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가 서양의 전통을 가진 화

가이면서 미적 감수성은 중국의 영감을 받았음을 발견하고 인상 깊었던 기

억이 있다.”177)

  프랑스 평단의 일관된 오리엔탈리즘적 관점 속에서 자오우키는 1960

년대 말까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견지한다.  

“이해할 수 있겠어? 폴 세잔(Paul Cézanne) 은 나를 프랑스 미술로 인도했

고, 클레 덕분에 추상미술에 눈을 뜨게 되었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담채화는 중국의 붓과 종이 그리고 먹을 다시금 

사용하기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켰어.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내가 중국 화

가인지를 물어보지!”178)

  중국적 정체성으로만 본인의 작품이 평가되는 것에 거리를 두고자 했

음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그런 이유에선지 자오우키는 1960년대에 들어

176) Ieoh Ming Pei, “Préface”, in Jan Krugier Gallrey, Zao Wou-Ki: Encres 
de Chine 1982-1996: A Tribute to Pierre Matisse (New York: Jan 

Krugier Gallery, 1996).

177) Ieoh(주 176).

178) Pierre Descargues, L'Art est vivant (Paris: Ecriture, 2000),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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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기와 다르게 프랑스 기성 캔버스 비율의 화면을 선보인다(도판25). 

제목은 ‘무제’에 가까운 제작 년월일을 뜻하는 숫자로만 기록한다. 그러

다 점차 운동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도판 26). 물감층

은 50년대와 달리 매우 두터워지고 색 덩어리들이 공간을 점유한다. 유

화라는 가장 고전적인 매체는 극적인 선과 빠른 속도감으로 인해 순간적

인 의미를 담도록 변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할 때에도 중국 전통 및 중국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자오우키는 1972년 아내가 사망한 직후 중국

으로 가서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2-75년 사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중국의 낙양(洛陽)과 같은 고대 수도를 방문하

며 다시금 중국을 마음에 심은 것이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179) 그 때는 이미 자오우키가 프랑스에서 유명한 작가가 된 이

후였다. 비록 그를 둘러싼 프랑스 화단의 평가가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

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누아즈리’가 아닌 <누벨 에콜 드 

파리> 속 한 명의 당당한 예술가로 인정받은 후였기에 혹여 시누아즈리

로 폄하되는 것을 저어하는 등의 정체성 관련 고민은 끝낸 것으로 보인

다. 자오우키는 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서예가 나에게 준 것은 유럽의 화가들과는 다른 토대이다. 이 예술의 형태

는 나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내 손은 더 자유롭고, 나의 개

념은 유럽 회화의 그것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나는 유럽 아카데

미의 관점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 전통 안에서 관점은 항상 전체적인 풍

경을 넘어 움직인다. 고정된 소실점이라는 것이 없다.”180)

179) 정수미(주 4).

180) Zao Wou-Ki et al., Zao Wou-Ki: Couleurs et mots (Paris: Le 

Cherche-Midi, 199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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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라 작품 비율은 다시 1950년대와 같이 세로가 길거나 가로가 

길어지는 등 프랑스의 캔버스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고 색이 점차 밝아지

며 제목에 이야기가 담기기도 한다(도판 27). 이런 경향은 2000년대 초

까지 이어지는데 3폭의 화면에 그린 <바다를 밀어내는 바람 Le Vent 

pousse la mer>(2004)(도판 28)이 그 대표작이다. 얀 핸드겐은 화면의 

형태를 넘어 스케일에 주목하고 이것을 미국 현대 추상 회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았다.181)

  1980년대 아시아 예술계에서도 자오우키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인정받

게 되면서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과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다. 1983

년에는 중국 문화성의 초청으로, 자신의 조국인 중국의 북경국립미술관

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다. 1948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1985년에는 모교인 항주국립예술원에서 한 달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오우키는 당시를 “나는 내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

고, 1985년에 그들은 중국의 모든 학교의 26명의 젊은 교수를 가르치는 

자리에 나를 초대했다.”182)라고 회고하며 “중국의 모든 그림은 공간과 

빛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서양인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중국 고유의 미를 

왜 버리려고 하는가?”183) 라고 발언한다. 그가 후학에게 제시하는 방향

은 말년의 자오우키의 예술적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발언으로 볼 수 있

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열리는 파리시립근대미술관의 자오

181) Hendgen(주 167), p. 13.

182) Ragon and Zao(주 162), p. 107.

183) Zao Wou-Ki and Françoise Marquet, Autoportrait (Paris: Fayard, 

1988),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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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 회고전에서 파브리스 에르고트(Fabrice Hergott)는 파리 프랑스 국

립 주드폼 미술관(Galerie nationale du Jeu de Paume)에서 회고전이 

열린 지 15년 후 다시 자오우키를 찾아 전시한 이유를, 그가 앵포르멜 

회화 2세대로서 포트리에와 아르퉁과 같은 선구자들을 잇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 앵포르멜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특징들이 그의 작품에 다

수 존재하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는 여기에서 자오우키

가 에드가 바레스(Edgard Varèse)와 같은 작곡가와 교류한 후 그의 색

채, 리듬, 데생이 악보이자 소리로 느껴지게끔 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고 보았다.184)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서양과 동양 사이의 연결

점이란,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서양과 동양과의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던 기존의 생각의 전환을 꾀하게 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는데185) 이는 문화번역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60년대 자오우키의 작품은 확실히 라공의 말처럼 “현대 화가들

의 추상과 중국의 전통 산수화가 보여주는 반추상이 결합하는 합류점에

서 출발”186)하고 있다. 그것은 확실히 <누벨 에콜 드 파리>가 중시했던 

‘전통’과 ‘자연’이라는 키워드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당

시 프랑스가 주목했던 ‘동양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오우키는 스

스로가 ‘파리인’이 되기를 자청했을 정도로 프랑스 미술에 매혹되어 있

었으며 동시에 프랑스 작가들은 그의 풍경과 서체적 표현에 크게 영감 

받았다. 

  자오우키는 중국의 프로파간다적 구상 미술에 비판적이었기에 도불을 

184) Fabrice Hergott, “Préface”, in Michaud and Verhagen eds.(주 161), p. 

9.

185) Hergott(주 184).

186) Michel Ragon, "Zao Wou-Ki", Vingt-cinq ans d'art vivant (Paris: 

Castrman, 1969),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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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하지만 일방적으로 프랑스의 것을 받아들이고 답습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앵포르멜 양식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재료조차 변용하며 정체성을 

표출하였다. 자오우키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과

정을 통해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우열 관계나 우위의 시선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었

다.187) 그의 혼성과 확장은 <누벨 에콜 드 파리>를 위시한 프랑스 화

단의 호평을 받았고 프랑스 작가들 또한 자오우키를 통해 동양 미술의 

영향을 다양하게 접하고 그를 선택적으로 흡수했다. 이는 동양 작가가 

일방적으로 서양의 것을 수용한 것이 아닌 직접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

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호 문화번역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오우키에 대한 1950-60년대의 평은 대부분 프랑스 평론가들에 의

해 쓰인 것이다. 당시 중국은 추상 미술에 폐쇄적이었고 정치선전적인 

미술이 주도적일 때였기에 시차 없이 이루어진 중국의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아쉬운 지점이라기보다는 타국에서 활동하며 

시차 없이 서양의 경향을 받아들이게 되는 해외 활동 작가의 일면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먼저 국제성을 획득한 작가들

이 이후 중국 본토 미술의 현대화를 이끈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187) 라공도 1963년에 출간한 『새로운 예술의 탄생(Naissance d’un art 

nouveau)』에서 지난 100년간 서양미술에 나타난 동양미술의 영향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논의하면서, ‘이국취미’ 정도로 여겨졌던 19세기의 자포니

즘, 시누아즈리와 달리 이 당시에는 “‘세련된’ 동양(l’Asie ‘raffinée’)”이 서구 

미술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agon(주 127),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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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테천

  주테천(朱德群, Chu Teh-Chun, 1920-2014)188) 역시 자오우키와 더

불어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중국 미술가를 대표한다. 그는 자오우키와 

마찬가지로 1935년 당시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술을 가르쳤던, 린

펑멘이 이끄는 항주국립예술원에서 수학했다. 어릴 적부터 전통 중국산

수화 풍의 수채화를 그렸지만 학교에 동양화과가 개설되지 않아 서양화

과를 택했다고 전해진다. 1941년 졸업과 함께 항주국립예술원 조교수, 

1944년 전쟁 중 이주하여 1949년까지 머물렀던 난징국립중앙대학(南京

國立中央大學)의 건축과 교수로 임명되는 등 일찍이 중국에서 영향력 있

는 미술가로 인정받았다. 1949년에 대만으로 건너가 교편을 잡다가 

1955년 도불한다. 

  그는 자오우키와 달리 도불하기 전부터 이미 추상적 표현이 두드러지

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1952년의 <무제>(도판 29)가 그 예이다. 유화 

물감으로 그린 것으로 대상이 단순한 선과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전체

적으로 클레(도판 14)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구성을 선보인다. 자오우키

가 중국에서 바로 도불한 것에 비해 주테천은 중국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추상 미술에 너그러웠던 대만에서 활동하였기에 서구의 동시대 미술에 

188) 주테천은 Zhu Dequn으로도 불린다. 현재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그의 이

름은 국문으로도 주더췬으로 발음되는 것이 적합하나 본고에서는 각 지방 방

언과 전후 지형도의 변경을 고려했을 때 생전에 불린 발음이 가장 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생전의 작가를 호칭한, 가장 널리 쓰이는 발음인 주테천으로 통

일하여 사용했다. 영문명 또한 그를 바탕으로 사용한다. 주테천은 1920년 바

이두(白土镇)에서 전통 중국화를 수집하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항주국립예술

원에서 수학한 후 교편을 잡다가 1949년 대만으로 가 대만산업학과 건축과 

교수, 대만국립미술고등학교 미술학과 교수를 역임한다. 1955년 도불하여 파

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고 1980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다. 2014년 파리

에서 사망한다. Musée des Beaux-Arts André Malraux, Chu The-Chun: 
Peintures, dessins, 1955-1982 (Le Havre: Musée des Beaux-Arts 

André Malraux,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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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기 용이했다고 추측된다. 

  자오우키와 마찬가지로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불어를 배우고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수학한다. 1956년 파리현대미술관의 니콜라 드 

스탈(Nicolas de Staël)의 전시를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1958년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당시 이미 많은 작품을 

판매하여 성공을 거두었다.189)

  당시 그의 작품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유럽 작가 작품들 중에서

도 특히 바젠느와 유사한 형식적 특징을 가지는데, <가을 

Automne>(1959)(도판 30)에서도 바젠느(도판 31)를 연상시키는 밝은 

색채와 다양한 조형, 운동성이 두드러지고 화면을 꽉 채운 구성이 드러

난다.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들이 그러하듯 주테천 역시 판화를 

시작한다(도판 32). 이듬해에 그린 유화 작품 <54번. 비에 젖은 산 La 

Montagne lavée par la pluie>(도판 33)을 보면 판화와 회화에서 드러

나는 형태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주테천은 도불 초기부터 프랑

스 미술계에 이색적이면서도 낯설지 않은 서정 추상 계열의 작품을 선보

여 호평받았다. 제라드 제시오 탈라봇(Gérald Gassiot-Talabot)은 당시 

주테천의 회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의 회화와 자연스러운, 진동하는, 따뜻한 흐름은 정의를, 선별적인 경계

를, 에티켓을 비웃는다; 명상적이고 심오한 삶의 비밀 안에서 속삭이는 서

정적 선물로, 찬가처럼 빛나고 울리며, 작가는 당나라의 숨결에서 되찾는 

것이다; 밀도, 순수한 공간 안의 농축된 감정, 사치스러운 빛. (...)주테천의 

감수성이 일깨우는 것은 계절의 일시적이고 덧없음이 화두가 되는, 그리고 

성당의 놀이로부터, 투기장의 싸움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의 드문 특징일 

것이다.”190)

189) Musée des Beaux-Arts André Malraux(주 18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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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도 주테천의 서정 추상적 조형 양식, 밝은 색채 등이 마음을 

끄는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당나라의 숨결’이라는 수식어는 자오우키

에게서도 비슷한 단어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주테천은 거기에 더해 

종교적, 이념적 배타성보다 세계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감흥을 느끼게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주테천을 설명했다. 

“(...)파리는 그를 더 중국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그는 현대의 

딜레마: 구상 혹은 추상과는 관련되지 않았다. 타시즘의 송나라식의 화가로

서 자연의 조화 안에 담긴 감정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데 성공하

였고 따라서 점차 창공에 생명력을 주는 유일한 별이 되었다. 50년대 에콜 

드 파리 작가들 사이에 팽배했던 슬픈 모티브를 무시하고 그는 중국의 시

각문화에 대한 그의 기억 속 연결된 우주적인 충동을 다시 찾았다.(...)”191)

  레스타니는 주테천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감성을 앵포르멜 등에서 표현

된 슬픔, 고통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주테천이 도불 

이후에 중국적 정체성을 한층 강화시켰다고 보고 ‘타시즘의 송나라식의 

화가’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당시 외국인들이 각국의 전통을 토대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자주 쓰인 묘사 방식이었다.

  폴 게이(Paul Gay) 역시 중국적 관점에서 주테천을 바라본다.  

“위대한 작가가 스스로 무언가를 고안해내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선조가 

190) Gerard Gassiot-Talabot, "Preface", Chu Teh-Chun (Paris: Galerie 

Legendre, 1963).

191) Pierre Restany, “Le «Pays Chu»”, in Enrico Navarra, Chu Teh-Chun 
(Paris: Galerie Enrico Navarra, 200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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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가장 순수한 예술이 축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적절한 비

전을 모든 아카데믹한 형식으로부터 보여줄 권리와 젊은 작가가 원하는 부

정확하더라도 대담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주테천은 그의 충동을 가져가고 

가치 있게 20세기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찰나를 잡기 위하여 옛날로 거

슬러 올라간다.”192)

  피에르 카반느는 주테천에 대해 많은 평론글을 남긴 바 있는데 

1950-60년대의 주테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는 정말 중국인인가? 정말 추상인가? 프랑스 회화와 만나며 그는 그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끈에 대해 자각했고 특히 자신의 나라의, 그 세계와

의 상관관계 속에서의 예술적 전통을 통해 자각하게 되었다. 어떠한 여행자

가 이토록 집에서 멀어질수록, 기원에 근접할수록 눈에 띄었던 적이 있는

가?”193)

  여기에는 주테천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타자로서 프랑스 화단의 눈을 

끌었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타국에서 활동하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고민했던 많은 외국인 작가들에 대한 평가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처

럼 주테천 역시 자오우키와 더불어 중국 전통의 갈래에서 프랑스 평단에 

이해된다. 이런 류의 평론은 작가의 이름을 지우고 보면 그것이 누구인

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을 드러내며 전

개되었다. 

  중국의 평론가 가오티엔밍(Gao Tianming)은 후에 이 시기를 언급하

192) Dr Paul Gay, “Exposition 《L'Art au Village》”, quoted in Musée des 

Beaux-Arts André Malraux(주 188).

193) Pierre Cabanne, Chu Teh-Chun, (Paris: Éditions Cercle d’Art, 1993),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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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양의 시선의 결과가 자연에 투영된 것. 이 시선은 그를 형성하게 

한 에콜 드 파리로, 그는 자연에 있는 추상을 보았다.”고 말하며 주테천

에게 미친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영향을 긍정한 바 있다.194) 그는 추

상으로 자연을 드러내는 주테천을 묘사하며 추상 미술에 대해서도 언급

하는데, 사람이나 형상이 없는 구성이 추상 미술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세계를 부정, 부재로 나타내기보다 긍정하는 것이 바로 추상이라고 

보았다. 

  주테천은 1960년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에콜 드 파리》전에 출품하

며 본격적으로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에 이름을 올린다. 그러면서 

프랑수아 아르날(François Arnal), 쿠미 스가이 등과 교류한다. 또한

《살롱 드 메》에 초대되면서 파리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한다. 이 시기

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리듬감과 속도감이 필체에 한층 더해져 

운동성이 강조되고 면처럼 표현되는 두꺼운 선의 구성이 두드러지는, 중

국식 산수풍경화를 연상시키는 화면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도판 34, 

35). 이때부터 서예적 필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제목에는 서양식 용

어인 ‘구성(Composition)’, 그리고 추상화 제목에 주로 쓰이는 작품 번호

가 등장한다. 자오우키와는 달리 먹이 과슈나 유화 물감과 병행해 쓰인 

것이 차이점이다. 자오우키가 1950-60년대에 먹을 연상시키는 검정, 혹

은 어두운 색을 주로 사용한 것에 반해 주테천은 좀 더 다양하고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했다.(도판 36, 37) 이 시기 작품들의 색의 표현과 붓칠

의 방향성, 빠른 운동성은 서정 추상 화가이자 <누벨 에콜 드 파리>로 

인정받았던 슈나이더의 작품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도판 38). 

194) Pierre-Jean Rémy, Chu Teh-Chun (Paris: Éditions de la Différence, 

200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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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테천은 슈나이더 외에도 서정 추상으로 분류되는 <누벨 에콜 드 파

리> 작가 다수와 유사한 지점을 공유한다. 마네시에가 1973년에 제작한 

<북유럽 항구 Port nordique>(도판 39)의 경우 가로로 긴 비율과 번짐 

효과, 색조와 구성이 주테천의 1962년작 <109번 No. 109>(도판 40)

을 연상시킨다. 이 두 작품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우

나 주테천이 1950-60년대의 프랑스 화단의 다양한 경향 중 서정 추상 

계열에 가장 공감하였으며, 프랑스의 서정 추상 화가들 역시 주테천과 

같은 동양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영향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서정 추상 계열, 바젠느 그룹의 작가들이 ‘자연’이라는 주제

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산수풍경화의 오랜 전통을 함의하고 있는 주테천

의 작품(도판 41)은 충분히 큰 영감을 주었을 수 있다. 주테천의 추상풍

경화는 자오우키와 달리 제목에 매우 서정적이고 시적인 단어들을 사용

하고 밝은 색조를 더 많이 활용하는데 이 역시 바젠느 그룹과 맞닿아 있

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195)

195) 주테천의 작품 제목에는 <도시의 황혼(Crépuscule sur la ville)>(1956), 

<밤의 형상(Formes dans la nuit)>(1964), <대지의 약속(Promesse de la 

Terre)>(1964), <샘(La Source)>(1965), <깨어남(Éveil)>(1979), <겨

울의 노래(Chant d'hiver)>(1985), <서있는 바람(Vent debout)>(1989), 

<새벽/황혼의 봄(Printemps au crépuscule)>(1991), <청색 시(Poème 

bleu)>(1994), <맑은 밤에(Au Bord de la nuit claire)>(2004) 등이 있다. 

로제 비시에르의 <나뭇잎의 고민(Agonie des feuilles)>(1962), <새벽의 

고요(Silence de l'aube)>(1964), 장 바젠느의 <숲 속의 연인(Couple dans 

les bois)>(1947), <낮의 탄생(La Naissance de jour)>(1950), <바다의 

그림자(Ombre sur la mer)>(1963), <화성의 급류(Torrent de 

Mars)>(1974), 알프레드 마네시에의 <북유럽의 봄(Printemps 

nordique)>(1954), 귀스타브 생지에의 <태양 / 간조 (Soleil / Marée 

basse)>(1956) 등의 작품에서도 시적이고 서정적인 의미의 용어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후 살필 이성자의 작품 제목에도 <황혼의 하루(Un Jour de 

crépuscule)>(1956), <새벽 바다(La Mer à l'aube)>(1957), <샘의 눈썹

(Cils des Fontaines)>(1958), <봄의 비약(L'Envol du 

Printemps)>(1963), <태양의 마을(Ville de soleil)>(1964), <진동하는 자

연(Frémissantes natures)>(1965) 등의 서정적인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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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 작품에 대하여 장 자크 레베크(Jean-Jacques Lévêque)는 다

음과 같이 서술한다. 

“행위의 성급함, 신체적 움직임, 혼돈의 진동이 물, 하늘, 숲, 동굴의 힘에서 

합쳐진다. 이 풍경은 가장 움직임이 많고 가장 격렬하고 가장 초월적인 풍

경이다; 그리고 오직 상상만이 이를 고안해 낼 수 있다. (...)갈색 색조, 여

기서 찾아지는 빨강, 격렬한 파랑, 폭풍의 노래처럼 (화면을)관통하는 실과 

같은 노랑으로부터 낭만적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다. 누가 삭막한 이 자연

에 전율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는 그곳에 살 수 있고 또 이는 삶을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꿈을 위해서이다. 이는 이전의 자연이거나 인류 이

후의 자연이다.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초월적으로 행복과 휴식을 위하

고 있다. (...)주테천은 우리를 가장 호기심 넘치고 매혹적인 내적 여행으로 

초대하고 결코 본 적 없는 세계로 이끈다; 대지의, 허브의, 오로라의 따뜻

한 내부로 이끈다.”196)

  여기에서도 주테천의 작품이 가진 동양적이고 신비로운 풍경에 더불어 

서정 추상 계열이 표현하고자 했던 자연과 빛이 밝은 색채와 운동성으로 

드러난 것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주테천은 앵포르멜 형식을 차용하

긴 했으나 허무, 절망, 실존에의 고뇌와 같은 전후 유럽 앵포르멜 작가

들에게서 드러난 감정과는 다른 차원의, 희망과 긍정을 드러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주테천의 1960년대 밝은 색채의 작품은 “생동하는, 사치스러운 밝은 

색”197)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되었는데 이때에도 색의 근원이 “명대 화가

다. 

196) Jean-Jacques Lévêque, “Préface”, in Galerie Soleil, Chu Teh-Chun
(Paris: Galerie Soleil, 1974), quoted in Musée des Beaux-Arts André 

Malraux(주 188).

197) L. K., Luxembourg Wort, 197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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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테천에게 가져다 준 가치”198)로 평가 받는 것은 중국 작가에 대한 

프랑스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 

  마리-살자 브로솔레(Marie-Salsa Brossollet)는 40여 년 간 프랑스

에서 작업하며 프랑스국립미술협회(Société Nationale des 

Beaux-Arts) 회원이 된 주테천에게 “중국화가일까 혹은 서양화가일

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산수화 화면 속 “한자의 이름을 동반하는 대문

자의 로마 글자”에 주목하여 결국 주테천의 ‘낯선 산수화’만큼 중국적인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낸다.199) 그러면서도 이보다 더 서양적인 작품이 있

을 수 없다며 주테천이 1940-55년까지 구상 산수화를 하다가 추상화가

로 변신을 한 원인을 ‘에콜 드 파리’, 즉 이방 문화에 합류되어 짧은 시

간 내에 변화한 것이라 보았다. 

  피에르 카반느는 주테천의 회화 속에 묘사되는 풍경을 “명상의 지역”

이라고 보고 그것이 송조의 그림으로부터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와 모네(Claude Monet) 그리고 탈코트(Pierre Tal-Coat)에서 

메사지에(Jean Messagier)까지 아울러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회화적 가

상을 창출했다고 보았다.200) 동서양의 조화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이 엿보

이는 지점이다. 

198) L. K.(주 197). 

199) “결국 주테천의 ‘낯선 산수화’만큼 중국적인 것이 있을까? 서예의 비법이 

정열 속에서 그려진 필획에서 우리는 수년간의 중국의 추억을 쉽사리 식별할 

수 있다. 필획에는 충만과 허, 가벼움과 밀도, 생생함과 영감이 구속되지 않

고 얽혀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선견지명이 있는 선조들의 교훈은 주테천의 

창작품을 통해 현대 중국 관중에게 반사실주의, 작품의 심층에 깔린 개념의 

중요성, 즉흥적인 행위 같은 자신을 드러낸다. 추상표현주의자 주테천은 먹

의 정신을 표출하기 위해 유화를 사용한다. 소재가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 있

으랴.” 마리-살자 브로솔레, 「츄테천: 중국화가일까 혹은 서양화가일까?」, 

부산시립미술관 편, 『츄테천(Chu Teh-chun): 1987~2000』 (부산시립미

술관, 2001), p. 21.

200) 부산시립미술관 편(주 199),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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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주테천 작품에 대한 중국 평론가의 평은 자오우키와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힘들다. 동시기 중국은 앞서 살폈듯 추상 미술이 거의 없었고 

그에 대한 평론이 따르기에 매우 이른 시기였다. 중국의 평은 훨씬 이후

에 이뤄지는데 그 때에도 프랑스와는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중국 

본토의 평은 주테천의 회화에 대해 중국의 지명을 직접적으로 묘사함에

도 불구하고 동양, 서양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프랑

스에서 활동하는 화가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여러 차례 주테천에 대해 글을 쓴 왕웨이(Wang Wei)는 그의 풍경

을 중국 지명과 시적인 단어로 수사한다. 

“북으로 향하며 원난을 지나갔다. 물결 위에 구름 한 점 없고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릴 때 언덕에 올라보니...황강의 파도에 밀려 둥둥 

떠 있거나 꺾인 달의 반사를 보았다. 겨울의 산 정상은 반짝거리고 그리고

는 빛이 사라지고, 머나먼 불들은... 봄빛의 언덕에서 숭어들이 개울 밖으로 

날뛰고, 흰 갈매기들이 날개를 펼치고, 이슬이 푸른 이끼에 앉는 것을 내려

다보았다.”201)

  즉 중국인 왕웨이는 주테천의 작품을 자국민의, 중국 전통 산수화의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며 거기에 유화라든지 서양적인 것에 대한 묘사나 

동서양의 구분보다는 오직 중국 풍경화식의 묘사에 집중함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 입장에서의 주테천 풍경화는 중국식 산수 풍경

화임이 중요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테천은 때때로, 중국인이 아닌 동양인의 테두리에서 인식되기도 했

다. 요크 리어쉬(York Liersch)가 주테천의 60년대 작품에서 ‘일본 젠의 

201) Wang Wei, in Pierre Cabanne(주 19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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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화가들의 직감’이 드러난다고 말한 것이 그 예이다.202) 많은 미술

계 인사들이 이때에 이르면 중국과 일본을 구분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드러나는 ‘정신’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는 일본의 것과 혼용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브로솔레는 “중국인이 주테천의 그림에서 ‘정신’을 식별할 때 서양인은 

그곳에서 중세 고딕 색유리의 현란한 다색을 발굴한다.”며 동서양의 관

점 차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203) 주테천이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화

풍을 잘 조화시킨 것을 그가 유럽 미술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테천 역시 중국과 프랑스라는 이중 문화가 특유의 미술 양식에 공헌

한다고 보았다.204) 그는 도불 전까지 20년 동안 주로 구상 미술을 하다

가 프랑스에 가서 추상 미술 작품만을 제작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추상

화에 대해, 추상화는 사실적 형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적 형태 

묘사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중국화의 개념이 추상과 멀지 않다고 보

았다.205) 그는 중국 선조들의 문화와 풍요성이 고갈될 수 없다고 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더 ‘중국인’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발언한

다.206) 이처럼 말년으로 갈수록 본인의 정체성을 ‘중국’에 두는 것은 자

오우키와 흡사하다. 

202) “새로운 현실 속에서 양자의 기계는 ‘가능한 사건’을 드러낸다: 주테천은 

이것들은 불변하도록 두고 이 안에서 섬광의 선을 보여준다. 그에게 이 순간

은 대상과 주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젠(Zen)의 거장 화가들의 직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York Liersch, Helene Jousselin trans., “Préface”, in 

Galerie die dritte Welt Munich, Chu The-Chun (Munich: Galerie die 

dritte Welt Munich, 1972)., quoted in Musée des Beaux-Arts André 

Malraux(주 188).

203) 마리-살자 브로솔레(주 199). p. 22.

204) 피에르 카반느, 「츄테천: 표현과 경축의 회화」, 부산시립미술관 편(주 

199), p. 25.

205) 부산시립미술관 편(주 199), p. 26.

206) 吴钢, 「朱德群的纸上艺术」, 『美术观察』 2017,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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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버트 주앙(Hubert Juin)은 주테천에 대해 “주테천은 ‘우리의’ 중국이

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는 이국주의(exoticism)에의 토론의 장을 열어준

다 - 그는 혁신적인 사람이다.”207)이라고 평한 바 있다. 주앙이 그를 단

순한 타자로서의 중국인 작가가 아닌 ‘우리의’ 중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1950-60년대 주테천을 잘 설명하고 있는 지점이다. 그가 선보인 중국

적인 면은 전통과 현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발붙이고 

선 유럽의 경향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이국주의, 중국, 

타자에 대한 담론이 프랑스에 생성되었다는 것은 주테천이 파리 화단에 

미친 영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주테천이 

오리엔탈리즘 관점으로 이해되는 것은 당시의 시대사회적 배경과 작금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관되었

던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 변화와 경계, 그리고 논의가 생성되어 새로운 

담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것에 주목한다면, 그것 또한 사이 공간에서 벌어

진 새로운 생동성으로 읽을 수 있다. 

  <누벨 에콜 드 파리>에서 받아들였던 중국 미술가들은 중국의 전통

과 중국적 정체성을 서양의 기법과 스타일과 융합하여 드러냈으며 프랑

스 미술계 역시 이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호응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미술계의 평은 공통적으로 ‘동양’, ‘중국’, ‘전통’과 관련된 용어를 직간접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기보

다 <누벨 에콜 드 파리>가 중요하게 여긴 자연과 전통의 중시와도 부

합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연’을 다루는 것에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이었다. 추상풍경주의

207) Hubert Juin, Chu Teh-Chun (Paris: Le Musée de Poche, 1979),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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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된 작품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오우키와 주테천이 선택한 

프랑스 미술의 경향은 차이를 보인다. 자오우키가 앵포르멜 경향으로 흘

러가며 그 작가들과 교류했다면 주테천은 서정 추상 계열의 작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젠느 그룹과 유사한 경향을 취사선택하여 재해석하였

다. 이들은 작품 제작 외에도 전시와 교육을 통해 중국에 추상 미술을 

전달하였고 서양 미술과의 시차와 간극을 줄이는 것에 이바지하였다. 

  자오우키와 주테천은 2세대 도불 작가들로서 파리에서 사망할 때까지 

프랑스를 주 근거지로 활약하며 이후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전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다. 그들이 국제성을 획득한 계기가 

1950-60년대의 프랑스에서의 미술 경험 및 교류에서 비롯되었음은 자

명하다. 프랑스 화단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타자인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들은 프랑스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한

다. 이는 쉬베이홍과 린펑멘 등의 1세대 도불 중국 작가들과는 확실히 

다른 지점이다. 그 교류를 통해 이들은 프랑스에서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중국적 전통을 탐구함으로써 찾고자 했고 그를 통해 국제성을 획득했다. 

이후 3세대 디아스포라 중국 작가들이 독창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해법을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모색했던 것에도 이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

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들에게 드러난 혼성이 서구 모더니즘의 무조건

적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선택적인 수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프

랑스 화단 또한 이들의 영향을 받고 앵포르멜, 서정추상의 양식을 조금

씩 변화하며 나아간 것은 문화번역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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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조르주 부다이유는 1958년, 당시 일본 작가들이 프랑스 화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일본 작가들이 <에콜 드 파리> 젊은 추상 작가군에 미친 

동양 예술의 영향은 크다. 극동 캘리그라피의 자유, 가벼움, 고급스러움

의 근원을 이들의 그래피즘에서 찾는다.”208)라고 평했다. 

  미셸 라공은 일본의 근대미술이 서양의 영향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유

럽의 미술 또한 극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고 보았고 인상주의

의 자포니즘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에서 불어온 ‘두 번째 물결’은 서정 추

상 작가들이 일본의 서예와 젠을 재발견하도록 했다고 평하며 일본의 영

향이 유럽 예술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 바 있다.209) 그는 특히 프랑스로 

‘이주’하여 ‘적응’한 일본의 작가들을 “파리의 중요한 이민자들로서의 일

본 작가”210)라고 보고 쿠미 스가이, 야세 타부치, 케이 사토(佐藤敬), 이

마이 도시미츠(今井俊満), 도모토 히사오(堂本尚郎)등을 다음과 같이 언

급한다.

“이마이와 도모토는 2명의 젊은 작가로서 타피에의 앵포르멜 선언과 연관

된 사람들이었다. 야세 타부치는 상징 회화와 마티스, 라울 뒤피(Raoul 

Dufy)의 색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즐거운 색의 추상을 전수받았다. 쿠미 

208) Georges Boudaille, “Que viennent chercher à Paris les peintres 

japonais ?”, Cimaise, May-June 1958.

209) “일본의 근대미술이 서양의 영향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유럽의 미술은 극

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 인상주의의 자포니즘은 프랑스 회화를 

뒤집어 놓아, 모네부터 보나르까지, 반 고흐로 이어지기까지 영향을 주었고, 

일본의 두 번째 물결(vogue)은 서정 추상 작가들로부터 일본의 서예와 젠을 

재발견하도록 하여, 일본의 영향이 유럽 예술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였다. 유

럽인들은 일본에게 예술적 기술을 주었다. 일본인들은 유럽인들에게 정신의 

상태(état d'esprit)를 쥐어주었다.” Ragon and Seuphor(주 173), p. 157.

210) Ragon and Seuphor(주 173),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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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이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으로 크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풍속적인 

첫 번째 경향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상징 기호, 두 번째는 기하학적이

고 색채적인 경향이다.211)”

  여기에서 일본의 당시 현대 미술 경향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일본

의 경우 중국과 달리 서구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여 1950년대 파리에 이

미 일본의 당대 미술이 활발히 소개되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구타이

(具体, Gutai)212)이다. 구타이 미술이 국제적인 인지도를 획득했다는 것

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구겐하임에서 구타이 전시를 개최한 알렉산드

라 먼로에 따르면 구타이의 성취는 일본 내에서의 인정보다는 해외에서 

얻은 평에 그 의의를 둔다.213) 김미경은 구타이는 당시의 일본 내에서는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1957년 미셸 타피에와의 만남으로 국

211) Ragon and Seuphor(주 173), p. 158.

212)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적 안정 속에서 일본의 전위적인 예술 활동들이 전

개되었다. 특히 1950년대 초 국제적인 대여전시 등 서구 미술계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과 서양 미술 사이에 시차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1954

년에 요시하라 지로(Yoshihara Jiro)를 중심으로 결성된 구타이 미술협회는 

그 시작부터 당시 일본 아방가르드로 국제적 연관 고리를 정립하고 해외에서

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구타이 그룹의 기본적인 성격은 

1956년에 요시하라 지로에 의해 작성된 성명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인습적인 미술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인간과 물질 두 가지의 에너

지가 해방되는 행위 안에서 이 둘이 결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 예술적 창조를 

숭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선언문 일부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구타이 

미술은 물질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구타이 미술은 물질에 생명을 준다. 구타

이 미술은 물질을 파괴하지 않는다. 구타이 미술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물질

이 서로 악수하지만 서로의 거리는 유지한다. 물질은 절대 정신과 타협하지 

않는다. 정신도 절대 물질을 해치지 않는다. 물질이 손상되지 않은 채 그 특

성을 드러낼 때, 물질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절규하기도 한다. 물질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이용해야 한다. 정신의 강화에 의해, 물질은 정신

의 높이에 이를 것이다.(...)” Yoshihara Jiro, “Gutai Art Manifesto”(1956), 

in Alexandra Munroe and Reiko Tomii, 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 (New York: Yokohama Museum of Art, 1994), p. 370.

213) Yoshihara(주 212),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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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

다.214) 타피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앵포르멜 회화를 소개하고 

일본 미술계에 “앵포르멜의 선풍(アンフォメル旋風)”이라고 불리는 현상

을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앵포르멜은 한편으로, 1950년대 미국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미

지를 대변할 수 있는 추상표현주의 미술을 세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 흐

름 속에서 형성된 형식주의적 모더니즘 이론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등장

한 것으로 읽힌다.215) 이러한 맥락에서 타피에는 당시 등장했던 추상 미

술을 국적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는 개념인 앵포르멜 혹은 

“또 다른 미술”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뒤뷔페, 포트리에 등 자신의 

이론을 대변할 수 있는 추상회화 작가들을 일본에 소개했다. 

   타피에는 <누벨 에콜 드 파리> 관련 전시에 출품한 전적이 있던 도

모토 히사오, 이마이 도시미츠 등 당시 파리를 근거지로 두고 활동하던 

일본 추상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일본 미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타피

에는 이들의 작품에서 앵포르멜 미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추상미술의 동향을 자신의 개념으로 아우르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본이라는 아시아 국가를 선택한다.216) 1957년 일본을 방문한 타피에

는 구타이의 물질성에 주목하여 재현성을 거부하는 점을 앵포르멜과 유

사하다고 보고 그를 더욱 강조하였다.   

  구타이는 타피에를 만남으로써 국제 미술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

214) 김미경, �한국의 실험미술� (시공사, 2003), p. 109.

215) 김희영은 그린버그의 형식주의적 이론에 대안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이 헤

롤드 로젠버그와 미셸 타피에이며, 이들은 각각 행동회화(Action Painting)와 

앵포르멜 미술(Art Informel)이라는 개념을 통해 추상미술을 설명하였다고 

보았다. 김희영(주 49), p. 72.

216) 박선영, 「구타이(具體)미술과 국제 미술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2005),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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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고 둘의 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축되었다. 즉 타

피에는 1950년대부터 두드러졌던 추상 회화의 주도권에 관련된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 중의 하나로 일본미술을 앵포르멜에 

연관시키고자 하였고 구타이는 국제 미술계에 소개될 결정적인 계기를 

꾀하고자 했던 각자의 목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구타이 그룹의 작가들은 타피에와의 만남 이후 퍼포먼스보다는 회화에 

집중하게 된다. 일시적 성격이 강한 퍼포먼스 작품보다는 갤러리에서 전

시 및 판매가 용이한 회화 작품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이다. 구타

이 회화에서 과정과 결과 둘 다를 결정해주는 직접적이고 열정적인 신체

적 제스처는 구타이 회화의 주요한 특징인 행위로서의 회화 개념인데, 

국제적인 입지확보에 애쓴 타피에의 영향으로 이는 결국 해외미술계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얻기도 했다.217) 시와라기 노이(椹

木野衣)는 타피에 일행이 일본에서 남발한 언동은 지금 보면 노골적일 

정도로 선동적 요소가 강했다고까지 본 바 있다.218)

  결론적으로 구타이의 국제적 명성은 있는 그대로의 맥락에서 이해된 

결과라기보다 각국의 미술 현장 상황에 의해 의도적으로 수용, 번역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먼로는 구타이를 “스스로 포

지셔닝된, 미적 전략에 의해 꾸려진” 그룹으로 보았다.219)

  여기에서도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생성 과정에서처럼, 프랑스 미술

계가 당시 일본에 주목했던 이유가 미술 패권을 둔 세력 다툼에서 발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벨 에콜 드 파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타피에는 앵포르멜이라는, 프랑스 미술로부터 발발한 양식을 강

217) 박미성, 「1960년대 한국의 오브제, 행위 미술과 일본 구타이 미술의 관

계」, 『문화교류연구』제6권 제1호(2017),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p. 11.

218) 椹木野衣, 『일본·현대·미술 日本·現代·美術』(1998), 김정복 옮김, 김용철 

감수(두성북스, 2012), p. 316.

219) Tiampo and Munroe eds.(주 5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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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기 위해 구타이를 선택해 변용시킨 것이라면, <누벨 에콜 드 파리>

는 프랑스 전통의 계승, 자연에 대한 심사숙고와 같은 맥락 하에 다양한 

양식과 개성까지 ‘파리인’의 성향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타피

에에게 있어 구타이 그룹은 완벽한 타자였고 그 양식적 특성과 물질성을 

앵포르멜과 연결시켜 앵포르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했던 것이라면 

<누벨 에콜 드 파리>는 타국의 미술가들이 가진 각자의 개성을 프랑스 

미술의 다양성, 국제성으로 끌어와 프랑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누벨 에콜 드 파리>에 포함된 일본 작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본 장에서는 여러 평론가들에 의해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본 작

가로 널리 알려진 쿠미 스가이와 야세 타부치를 살피고자 한다.220) 쿠미 

스가이는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본 작가진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결코 빠지지 않는 인물이며, 그를 대표하는 평 역시 ‘에콜 드 파리’로 대

표된다. 야세 타부치는 1995년 파리 유네스코 《에콜 드 파리》전에 유

일한 일본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60년대부터 꾸준히 <누벨 에콜 드 파

리>의 일원으로서 칭해진 인물이다.221) 이들을 수사하는 대표 명칭은 

특정 미술 사조가 아닌 ‘에콜 드 파리’였고 두 작가 모두 자오우키, 주테

천과 마찬가지로 작고할 때까지 주 근거지를 프랑스로 삼고 작업했다. 

220) 이들을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진으로 분류한 대표 평론가로는 조

르주 부다이유, 리디아 하람부르, 레이몽 나성타, 미셸 라공 등이 있다.

221) Galerie Ariel, Tabuchi (Paris: Galerie Ariel, 1965); Galerie Ariel, 

Yasse Tabuchi: Lexique d’images (Paris: Galerie Ariel, 1973); Maison 

des Arts et Loisirs de Sochaux, Yasse Tabuchi: Territoires de l'image,  
1964-1983 (Sochaux: Maison des Arts et Loisirs, 1984); Galerie Ariel, 

Tabuchi (Paris: Galerie Ariel, 1988); Musée d'art moderne, Kamakura, 

Yasse Tabuchi: Jardin cosmogonique (Kamakura: Musée d'art moderne, 

Kamakura,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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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미 스가이

  일본 미술가 중 미셸 라공에게 가장 많이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

가로 언급되는 쿠미 스가이(菅井 汲, Kumi Sugaï, 1919–1996)222)는 일

본에서 도안가로 살다가 1952년에 프랑스로 건너가 그랑드 쇼미에르 아

카데미에서 수학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가로서 활동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유화를 배우며 일찍이 미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

나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의 추천으로 응모한 《이과전 二科展》에서 

낙선을 반복하는 등 일본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

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초현실주의와 추상을 결합한 작업

을 일본화로 표현해, 좁다고 평가 받는 일본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

고자 일본을 떠나려는 결심을 했다고 전해진다.223)

  1952년 파리로 떠나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수학하며 본격적으로 미술 

작업을 한 스가이의 초기작 <개 Chien>(1954)(도판 42)에서는 클레

(도판 43)의 화면 구성이 엿보인다. 앞서 살폈듯 클레는 동양 작가들에

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클레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기호들이 상형 문자에 

익숙한 동북아시아 작가들에게 특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스가이는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수 제작하였는데 1954년

작 <동물 Animal>(도판 44) 또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때에

222) 1919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난다. 9세의 나이로 처음 유화에 도전했고 오

사카미술공예학교(大阪美術工芸学校)에 1933년 입학하여 수학한다. 서양의 

회화 기법을 배운 20세기 일본 작가 첫 세대이다. 일본의 서예와 타이포그래

피 기법을 익혔다. 1937년에서 1945년까지 한큐전철(阪急電鉄)의 상업 광고 

부서에서 도안가로 일했다. 1952년 도불 이후 평생 파리를 근거지로 활약한

다. 평소 자동차로 스피드를 즐기던 와중 1967년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국

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다 고향 고베에서 1996년 사망한다.  大岡信 , 山城

隆一, 「菅井汲(作家登場)(対談)」, 『みづゑ』 760, 1968. 5., pp. 36-47 

참조. 

223) 菅井汲展実行委員会, 『菅井汲展』(印象社, 200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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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물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의 기호화된 화

면 구성을 볼 수 있다. 클레로부터 조형의 단순화, 추상화에 영향을 받

았음에도 스가이 회화의 방향성이 일본과 아예 단절된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 파리에서의 스가이의 활약을 일본

에 처음으로 전한 카이도 히데오(海藤日出男)가 지적했듯, 프랑스에 건

너간 직후의 스가이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은 따라할 수 없는 

마티에르의 아름다움”은 일본화의 평면 기법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평가받았다.224)

  일본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스가이의 작품은 파리 화

단에서, ‘동물’이라는 주제와 간결하고 추상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엑소

티시즘(exoticism)과 근대성을 겸비한 훌륭한 작업물로서 호평 받게 된

다.225) 스가이에 대해 여러 차례 비평글을 쓴 오가와 마사타카(小川正

孝)는 스가이가 파리 비평가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사실을 1954년에 이

미 알았다고 말하며 그의 작품은 당시 ‘새로운 원시’, ‘정제된 야만성’으

로 수식되었고 극동의 시적 신비감을 띈 작품으로 평가받았음을 술회한 

바 있다.226) 또한 스가이의 작품이 파리에서 매우 잘 팔렸다고 전하며 

그 이유를 당시 전후 파리 컬렉터들 사이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의 작품을 사고자 하는 유행에서 찾았는데 그 유행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스가이는 1955년 10월 파리 크라벤 갤러리(Galerie Craven)에서의 

《누벨 에콜 드 파리 30인 30 Peintres de la Nouvelle École de Pari

s》전과 《새로운 시대의 17인의 화가 17 Peintres de la nouvelle 

224) 海藤日出男,　「菅井汲の仕事: 日本古代の素朴な神話」, 『美術手帖』103, 

1995. 12., p. 47.

225) 徳大寺公英, 「菅井汲の芸術—現代作家論」, 『みづゑ』689, 1962. 8.

226) Ogawa Masataka, "Frontiers of Contemporary Japanese Art: Kumi 

Sugaï", Japan Quarterly; Tokyo Vol. 19, Iss. 1,  (Jan 1, 1972),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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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poque》전에 참여하며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 리스트에 본격적

으로 이름을 올린다.227) 1957년에는 브리지스톤 미술관(Bridgestone 

Museum of Art)에서 미셸 라공이 기획한 《누벨 에콜 드 파리》전에 

출품하여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호평을 얻는다. 

“에콜 드 파리의 영향으로 생겨난 기대 받는 화가로서 우선 스가이 쿠미

를 들겠습니다. 그는 젊은 에콜 드 파리에서 가장 주목 받는 화가 중의 하

나이며, 대단히 현대적인 테크닉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사물에 대한 견해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228)

  라공은 스가이가 일본의 전통적 도상을 프랑스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높이 샀는데 거기서의 전통이란 우키요에에서 비롯된 

평면적, 색채적, 장식적인 면에서 발견한 것으로 순수 미술 작가가 아닌 

도안가로 활동했던 경력이 미술가로서의 장점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

다. 명성을 쌓게 된 스가이는 자오우키가 앙리 미쇼와 작업했듯, 프랑스

의 문학가이자 미술비평가 장-클라랑스 랑베르와 협업을 해 1957년 두 

편의 시화집을 낸 바 있다. 

  스가이는 스스로의 1950년대 작업에 대해 “60퍼센트는 원시, 40퍼센

트는 추상과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229) 오가와 마사

타카는 스가이의 발언을 “그의 작품은 60퍼센트의 서양, 40퍼센트의 일

본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230)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평론가로서 현

227)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町田市立国際版画美術館, 東京新聞 編, 「菅井汲　版

画の仕事」, 『東京新聞』, 1997, p. 144.

228) ミッシェル・ラゴン, 「新しいエコール・ド・パリについて」 , 『美術手

帖』, 1957. 

229) Masataka(주 226), p. 47.

230) 菅井汲展実行委員会(주 223),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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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보고 원시적인 요소를 서양의 것으로 본 

것이 흥미롭다. 그는 특히 당시 스가이의 큰 특징 중 하나인 굵은 선이 

주를 이루는 화면 구성을 두고 스가이의 일본에 있을 때부터 가져온 일

관된 회화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5년에 제작한 <붉은 악마 Diable rouge>(도판 45)는 제목도 조

형도 사무라이의 투구를 연상시킨다. 스가이는 어릴 적 뿔이 난 빨간 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기

초적인 조형 형태로 표현되었다. 일본의 전통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도

상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일본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黒沢 

明) 영화 속 무사의 복장과 깃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판 46, 47). 

1958년작 <카구라 神樂>(도판 48) 역시 제목에서 드러나듯 일본적인 

주제를 택한 작품이다. 카구라는 본래 신좌(神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

을 카구라에 초대해서 실행하는 일본 전통 제사 예능을 일컬어 부르는 

용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예능 형태 중의 하나로 보통 궁중에서 음

악과 춤으로 공연되었다. 스가이는 일본 옛날이야기와 전통 예술의 가장 

중요한 소재를 엄선하여 추상적이고 기호적으로 표현했다. 추상화된 사

람이나 동물, 자연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를 화면 내에서 마주보

게 배치하여, 서로 끌어당기는 듯 팽팽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구도를 

주로 사용했다. 이 시기부터 스가이는 근원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이라

고 할 수 있는 원, 삼각형, 사각형의 기호를 회화의 기초 구성에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평면성이 강조된 작업을 진행한다. 이듬해 제작한 <눈 

속의 동물 Animal dans la neige>(도판 49) 역시 비슷한 기호와 구성

을 선보인다. 프랑스 화단에 카구라나 신성한 동물의 의미하는 일본적 

주제와 대담한 구성이 흥미롭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어

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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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해 훗날 오오카 마코토(Ooka Makoto)는 삼각형, 

원형, 그리고 사각형은 아주 충동적임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그려진 것으

로, ‘젠’에 따른 완전함과 만물의 충만함 그리고 카르마(Karma, 업)를 

의미하는 형태로 보았다.231) 오가와 마사타카는 한자의 획이 재배치되어 

구성된, 조형적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인 <빨강 Aka>(도판 50)을 

보고 다음과 같이 평한다. 

“이러한 상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이러한 상징적 요소를 중국 한자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스가이는 이를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처럼 교육받은 일

본인이라면 중국 한자에 대한 이미지적인 생각을 아예 버리기는 힘들다

.”232)

  이처럼 오가와는 스가이의 작품에서 동양의 한자 전통과 일본의 선사

상을 끌어내며 그의 조형적 근원을 아시아의 전통적 맥락에서 찾고자 했

다. 도노 요시아키(東野芳明)는 화면 구성에 주목하여 스가이 작품에서 

마티에르가 점차 사라지고 평면과 조형이 두드러지는 것이야말로 깊은 

공간감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233) 우사미 케이지(宇佐

美圭司)는 스가이가 일본을 떠나고자 했던 이유는 파리에서 일본을 표현

하기보다 일본에서 찾을 수 없는 진실(réalité)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유

럽에서 주목받기 위한 방법은 결국 서양인들이 발전시켜 온 관점으로서

의 자포니즘이었다고 보았다.234)

231) “Sugaï vu de Paris”, in Jean-Clarence Lambert and Makoto Ooka, 

Sugaï (Paris: Fall Edition, 1999), p. 48.

232) Masataka(주 226), p. 48.

233) “(...)지금까지의 한가득 채워 칠한 마티에르가 사라지고, 산뜻하고 단순하

고 골대적인, 양감이 있는 선을 써서 주로 사각과 원을 조합한 대담한 구성

이며, 깊디 깊은 공간을 느끼게 한다.(...)” 東野芳明, 「菅井汲: 明日を創る人 

-５-」. 『芸術新潮』10(5), 1959. 5., pp. 185-198.



- 92 -

  이처럼 1950년대 스가이의 성공은 상당 부분, 프랑스와 일본 양측 모

두에게 일본 전통 혹은 ‘자포니즘’으로 비롯된 서양의 일본에 대한 시선

을 통해 구축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스가이가 파리에서 자포니

즘적 관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지속하며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통 조형

의 표면적 모방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가이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이 ‘관광적 클리셰에서 벗어난 점’이라고 한 라공의 평 또한 이를 반

증한다.235)

  스가이는 1959년 제2회 《카셀 도큐멘타 Kassel Documenta》, 제 5

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São Paulo Biennial》, 1959년, 1961년, 1963

년 《류블랴나 국제판화 비엔날레 Ljubljana Biennale Internationale de 

gravure》, 1962년 제 31회 《베니스 비엔날레》 등의 국제전에 연이어 

참가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이후 독일의 레버쿠젠(Leverkusen) 시

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첫 본격 회고전에서 스가이는, 일본적 혹은 유럽적

이라는 구분이 아닌, 무엇보다도 작가 개인을 전면적으로 내보이자고 하

는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236) 프랑스를 넘어선 다양

한 국제적 경험이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구축하게 되는 계기를 만

들어 준 것이다. 

  이후 60년대에 들어서 나타난, 서도(書道)의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 화

면은 마치 하나의 기호처럼 전개되었다(도판 51). 1961년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에콜 드 파리전 L’École de Paris》에 초대 받으며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낸 스가이는 이윽고 ‘현대의 문

장(紋章)’237)과 같은 도상을 선보이며 작품 양식에 변화를 보였다(도판 

234) Keiji Ousami, “Rompre avec le Japonisme”, in Jean-Clarence Lambert 

et al., Sugaï: Catalogue raisonné de l'oeuvre gravé 1955-96 (Shizuoka: 

Art Dune, 1996), p. 312.

235) Michel Ragon, “Sugaï”, Cimaise, September-October 1956.

236) 菅井汲展実行委員会(주 223),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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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비 중심의 국제적인 정보의 시대에 맞춰 사람들의 욕구에 직접 

호소하는 네온사인이나 자동차, 고속도로 등 도시 생활의 다양한 특성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정신과 조형들이 스가이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고속도로 Autoroute> 연작에 대해 나카하라 유스케(中原佑介)는, 

스가이가 고속도로라는 주제에서 끌어낸 것은 표지판을 축으로 하는 독

자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과의 친근성이었다고 서술한다.238) 스가이에게 

있어서 고속도로라는 주제는 조형의 단순화, 유닛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도판 53). 스가이는 평소 운전과 

스피드를 즐겼는데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도 그만두지 않을 정도였

다. 그에게 있어 ‘고속도로’란 최첨단의 현대적 상징임과 동시에 몹시 개

인적인 주제였다. 

  1962년을 기점으로 변화한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

다. 유기체적이지 않은 조형이 일종의 상징 기호로 드러난다는 극단적인 

개념이 주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239) 평탄한 표면 위에 형태는 더욱 명

확해졌으며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는 유사한 패턴은 하나의 단위처럼 등

장했다. 스가이는 이 무렵부터 회화를 특정 조형 요소의 조합으로 시작

했으며 복수의 요소에 의한 구조체로서의 회화를 선보인 바 있다. 완성

된 작품을 겹쳤을 때 2점, 3점씩 겹치는 쪽이 한 점보다 강렬한 인상을 

준다고 느껴 이런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전해진다.240) 이런 중첩은 그가 

많이 작업했던 판화의 제작 방식을 연상시킨다. 스가이는 판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에게 있어 판화는 기호의 정제와 평면적인 특성을 잘 

237) Masataka(주 226), p. 49.

238) 菅井汲展実行委員会(주 223), p. 79.

239) Kyoji Takizawa, “Le Japon et Paris de Kumi Sugaï”, in Jean-Clarence 

Lambert et al., Sugaï: Catalogue raisonné de l'oeuvre gravé 1955-96
(Shizuoka: Art Dune, 1996), p. 13.

240) 菅井汲展実行委員会(주 223),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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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주는 매체였을 것이다.(도판 49).241) 스가이가 판화를 회화와 더

불어 주요 매체로 사용한 것은 많은 <누벨 에콜 드 파리> 화가들의 공

통점으로 ‘회화-판화가’라는 유럽 판화의 전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스가이는 석판화를 비구상 화가들에게 가르쳤던 장 폰스(Jean 

Pons)의 집에서 판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당시 그 곳에는 술라주, 아르

퉁, 비에이라 다 실바, 폴리아코프 등이 있었다. 

  프랑스 문학가이자 최초의 스가이 화집에 서문을 쓰며 스가이와 깊은 

교분을 유지했던 앙드레 피에르 드 망디아르그(André Pierre de 

Mandiargues)는 1960년대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스가이는 너무나도 많은 같은 나라 사람의 화가들, 서양의 유행을 그

렇게나 비굴하게 받아들여 <에콜 드 파리>의 큰 대군 속 그 외 기타 등등

이 되어버린 화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모방은, 공업 제품의 경우에는, 이익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다. 

허나, 화가나 조형가가 모방을 한 경우에는, 참담한 결과를 맞는다. 모방의 

습성 탓에, 극동의 예술가들의 대부분의 신인에 대해서는 개성의 결여라는 

비난도 생기는 것이다.(...)”242)

  이처럼 1960년대 스가이가 프랑스 미술계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동시대 일본 혹은 아시아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으로 볼 수 

있는데 제르맹 비아트(Germain Viatte)의 발언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스가이의 작품이 “소위 말하는 지루한 파리 풍

의 작품과는 다른 형태적 독자성을 가진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하고 그

것이 서정 추상과도 누보 레알리즘(Nouveau Réalisme)과도 다르다고 

241) 菅井汲展実行委員会(주 223), pp. 21-22.

242) アンドレ・ピエール・マンディアルグ, 「菅井汲論」, 大下淳 編, 『菅井汲

作品集』(株式会社 美術出版社, 197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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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스가이의 기호와 문양이 일본의 전통 직물이나 문신의 모양과 관

련 있긴 하나 그 표현이 독자적이라고 평했다.243)

  스가이는 1960년대에 이미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나는 일본도 싫고 일본인도 싫다. 하지만 내가 파리의 작가들과 성공적으

로 견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무기밖에는 없고, 이것은 나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한 점이라도 더 그리는 것이다. 또한 동양인, 극동인이라

는 것에 대한 하찮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데, 나는 더 큰 존재라는 나 자

신에게 속해있기 때문이다.”244)

  이것이 그가 일본과 자신을 연관 짓는 방식이었다. 이후의 “나는 일본

의 근대 미술에는 흥미가 없는데, 이는 지리적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예술이라는 것은 더 큰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더 개인적인 측면

에서 봐야 한다.”245)는 발언에서도 그의 생각은 일관성을 보였다. 스가

이는 개성적인 표현을 선보여 호평받은 만큼,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중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아시아 작가들이 했던 타자로서의 정체성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스가이에게 있어 파리의 의

미는 그 스스로의 적합한 이미지를 창조한 곳일 뿐 아니라 ‘스가이 방법

(méthode sugaï)’을 개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한 장소였다.246) 파

리는 그에게 있어 동양도, 서양도, 전통과 현대도 아닌 보편성과 개성이

243) 菅井汲展実行委員会(주 223), p. 21.

244) Masataka(주 226), p. 47.

245) 오가와 마사타카는 스가이의 이러한 발언을 언급하며 스가이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일본의 피가 그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고, 형태를 향한 특별한 섬세함은 일본인에게는 흔한 것으

로, 이를 스가이의 작품에도 찾을 수 있다고 비평하기도 했다. Masataka(주 

226), p. 47.

246) Takizawa(주 23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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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공존하고 혼성된 사이 공간으로 작용한 것이

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도불하여 오히려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평론가들이 주목했듯 그가 가지고 있던 

일본 전통의 주제와 문자와 기호를 드러내는 작업 방식 그리고 평면성, 

색채성이 큰 몫을 했다. 그 역시 자오우키, 주테천과 마찬가지로 ‘일본

인’으로 강조되는 것을 초기에는 부정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길 

바랐지만 중국 작가들이 후에는 전통과 중국성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본 

반면, 스가이는 말년까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주길 바라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의 작업은 우키요에 등 일본의 미술과 

전통 문화에 매력을 느껴 왔던 프랑스 미술계에 익숙하게 수용됨과 동시

에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아시아 화가들 중에서도 몹시 개성 있는 주

제와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으며 인정받는다. 비아트는 스가이가 무

한한 다양성 속에서 프랑스의 예술 창조를 새롭게 부흥시켰으며 그가 

‘메이드 인 프랑스’로서 만들어낸 새로운 작품의 대부분은 프랑스의 미

학적 전통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만 그의 작품은 국제적으

로 높게 평가되어, 프랑스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247) 서

양 평론가인 그가 스가이의 국제성에 대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유해야 

마땅한 훌륭한 카드 패”라고 표현한 것 또한 인상적이다. 

  스가이의 경우는 <누벨 에콜 드 파리>에 앵포르멜, 서정 추상 등 당

시 주류 미술 사조 외의 다양한 미술 양식 또한 환영받았음을 알 수 있

게 해 준다. 이는 <에콜 드 뉴욕>으로 불린 미국의 뉴욕학파와도 크게 

차별되는 지점이다. 당시 뉴욕이 추상표현주의 외에는 배제하는 폐쇄적

247) 菅井汲展実行委員会(주 22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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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위기였다면 <누벨 에콜 드 파리>는 일본 작가들에게 프랑스의 한 

경향을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가가 선택적으로 받아들

인 양식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합을 새로운 양상으로 표현하는 것

을 선호하고 존중했다. 

  물론 이것이 오리엔탈리즘적 관점 혹은 타자로 보는 시선에 반하거나 

일본 미술을 고유의 맥락에서 이해하여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구타이나 뉴욕학파와 같이 수용을 위한 변화가 강제된 것 또한 

아니었다. 스가이의 작품이 가진 평면성, 기호적 상징성은 개성으로도, 

당시의 국제적 보편성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둘 중 어느 하나가 선행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스가이가 파리 화단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스가이는 2005년 일본 미술전문잡지 『미술수첩 美術手帖』의 근현대

미술가연표에 이름을 올렸다.248) 그는 여기에 1950년대 중반부터 1960

년대에 크게 활약했던 인물로서 ‘추상’이라는 분류로 구분되어 동시대 

일본의 앵포르멜, 구타이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음이 확

인된다. 당시 많은 미술 운동 혹은 경향들이 추상을 표방하고 있었음에

도 스가이를 넣을 분류로 ‘추상’이라는 이름을 쓴 것에 당시의 그 어떤 

사조나 장르에 넣기에도 독자적이고 개성적이었던 면모가 일부 증명된

다.

248) 작성자는 구레사와 다케미(暮沢剛巳), 아다치 겐(足立拳也)으로 스가이와 

함께 ‘추상’으로 분류된 작가로는 난바타 다쓰오키(難波田龍起), 사이토우 요

시시게(斎藤義重), 호리우치 마사카즈(堀内正和), 모노사토 도시노부(オノサ

ト・トシノブ), 이마다 마사아키(今田正明), 구와야마 다다아키(桑山忠明)가 

있다. 暮沢剛巳, 足立拳也, 「日本近現代美術圖表」, 『美術手帖』, 2005. 7., 

Vol.  57, No. 866, pp.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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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세 타부치

  야세 타부치(田淵 安一, Yasse Tabuchi, 1921-2009)249)는 쿠미 스

가이와 더불어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본 작가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미술가이다. 

  그는 일본에서 도쿄예술대학(東京藝術大学)을 졸업한 후 1951년 도불

한다. 도불한 지 얼마 안 되어 에어프랑스(Air France)의 광고지(도판 

54) 제작을 주문 받은 것은 그가 스가이와는 달리 이미 일본에서부터 

인지도가 높았던 미술가임을 반증한다. 기모노를 입고 일본식 풍경을 배

경으로 서 있는 여성의 도상은 당시 프랑스가 본 동양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후 1953년에 파리에서 첫 전시를 개최한 후 당시 유일한 추상미술 

전문 살롱인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 그리고 《살롱 드 메》 전 등에 

꾸준히 출품하였다. 타부치는 프랑스에서 타지리 신키치(田尻慎吉)와 만

남을 통해 알레친스키(Pierre Alechinsky), 아펠 등 ‘코브라’에서 활약하

고 있던 화가들과 친교를 맺는다.250) 타부치는 자신보다 1년 늦게 프랑

스에 온 스가이와 이마이 그리고 1952년 11월부터 반년정도 파리를 방

문한 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와 추상과 구상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도 

하는 등 작품 제작 외에도 추상 미술 철학에 대한 깊은 고찰을 시도하였

249) 1921년 후쿠오카현(福岡縣)의 기타규슈(北九州市)에서 태어났다. 1946년

부터 1951년까지 도쿄예술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회화를 그리기 시작

했다. 1951년 파리로 향했다. 판화, 회화 등의 작품 활동을 하며 다수의 국

제전에 참가하며 위상을 쌓고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2009

년 프랑스 보알랑(Vauhallan)에서 타계한다. 山田麻衣, 「追悼 田淵安一

(1921-2009)と旧制桃山中学校」, 『桃山学院年史紀要 29』(桃山学院, 

2010).

250) 久保田有寿, 「田淵安一 1951-1961 同時代資料に見る評価の軌跡」, 

『Bulletin of Aichi Prefectural Museum of Art』23, 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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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953년 2월, 14년 만에 오카모토의 파리 방문을 기념해 개최된 

좌담회에서, 당시 파리 갤러리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장 아틀랑(Jean 

Atlan), 아르퉁, 슈나이더, 비평가 라공과 전후의 새로운 추상에 관한 토

론에 참가한 일은 타부치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진다.251) 서

정 추상 혹은 타시즘으로 분류되던 여러 화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타부치

도 이런 표현주의적 추상에 끌리게 되었다.252)

  같은 해 당시 『라르 L’Art』지에 처음 소개되며 “젊은 프랑스인 예술

가 그룹의 훌륭한 동료가 되었다”라는 평을 들었다고 전해진다.253) 도불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 화단의 호평을 얻은 타부치는 파리에 정착

하여 미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그는 많은 파리 거주 예술

가들과 교류하며 친교를 맺고 활약하는데 거기에는 1954년에 형성된 일

본인 예술가 커뮤니티의 역할도 있었다.254) 일본 정부의 도불, 재불 미

술가에 대한 지원 또한 당시의 여느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당히 컸다. 

1955년 프랑스에 있는 일본 대사관 후원으로 약 60명의 화가, 조각가 

등으로 구성된 《파리 일본인 예술가 협회전 Association des artistes 

japonais à Paris》이 파리에서 개최된 것 또한 그를 반증한다. 

251) 岡本太郎、シュネィデール、アルトゥング、アトラン、ラゴン、田淵安一

（司会）, 「〈座談会〉現代絵画の課題と方向」, 『みづゑ』 577, 1953. 9, 

pp. 18-28.

252) 林紀一郎, 「田淵安一の「生命の樹」—生と死の螺旋運動」, 『みづゑ』

876, 1978. 3., pp. 76-79.

253) 久保田有寿(주 250), p. 15.

254) 타부치는 1954년 독일의 레버쿠젠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파리의 일본

인》전에 <나는 여자 飛ぶ女> 등 5점을 출품했다. 최연장자인 후지타와 신

인 화가 이마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의 일본 미술가 19인이 참가한 대규모

의 전시였다. 이는 1954년 당시에 파리에서 일본인 예술가 커뮤니티가 형성

되었음을 뜻한다. 久保田有寿(주 25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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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Composition>(도판 55, 56) 혹은 <작품 Work>(도판 57)이

라는 전형적인 추상 미술 작품 제목을 하고 있는 1950년대 중반의 작품

을 보면, 호안 미로(Joan Miró)(도판 58)와 클레(도판 59)를 연상시키

는 구성을 엿볼 수 있다. 조형이 단순하고 매우 추상화되어 있으며 색을 

다양하게 쓴다는 것이 당시의 특징이다. 밝고 다양한 색의 사용은 타부

치가 말년까지 견지하는 작업 방식이기도 했다. 타부치 역시 <누벨 에

콜 드 파리>의 많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회화와 더불어 판화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당시 리타 레니에(Rita Rénier)는 아시아 작가들에게서 서양의 각양각

색의 영향이 눈에 보이는 혼란스런 현상을 지적하며 비판하는데 그 예외

로서 타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수많은 서양의 모방작에서 확실히 빠져나온 몇 가지의 그림에는 눈이 이

끌렸다. 그것은 타부치의 그림이었는데, 그는 타협하지 않고, 끈기 있고 과

감하게도, 독자적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다. (...)그 기호나 색깔

에 진 얼룩으로부터 가끔 미로를 연상시키는 타부치의 그림은, 도랑이나 웅

덩이에 상처입어, 산(酸)에 녹아, 불에 태워진 표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 신성문자는, 어떤 종류의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닌가?”255)

긴더타엘(Gindertael) 또한 타부치의 개성에 대해 호평함과 동시에 그 

개성이 일본에 있을 때는 서양의 모방에 지나지 않다가 파리에 와서 일

본인으로서의 자각을 했기 때문에 생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파리의 일본인 작가」라는 것은 단순히 작가가 처한 상황의 설명이 아

255) Rita Rénier, “L’Art japonais contemporain,” La Courrier graphique, 

1955, 7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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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타부치가 그렇게 불릴 때, 그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칭호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련의 독특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

본은 확실히 멀고 먼 나라이고 거기에는 독자의 예술적 전통이 있으나, 한

편 일본의 갤러리는 서양 미술, 특히 현대 프랑스 미술의 강한 영향 하에 

있다. (...)형식이나 흔해빠진 기교밖에 남기지 못하는, 외국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안다. (...)타부치는, 회화의 악마가 그에게 불어넣은 유럽

과 파리의 시련을 받는다는 유혹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상 없는 

높은 곳에 서는 자, 누구보다도 자각적인 자에게만 운명 지어지는 것이 타

부치의 몸에 일어났다. 타부치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일본에 있을 

때 타부치는 서양의 화가를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타부치는 파리에서 일본

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져, 바로 타부치 자신의 개성을 찾아냈다.”256)

  이들은 지나친 모방을 일본인 작가들이 흔히 빠지는 패착이라고 보고 

타부치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호평 받는 요인이라고 술회하였다. 

그러나 파리에서 그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립된 타부치의 회화를 처음 

본 일본 비평가 중에는, 자국의 것과 괴리감을 느낀 이도 있었다.257) 일

례로 토쿠다이지 킨히데(徳大寺公英)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타부치의 작품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조형적으로 정밀한 

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본의 진흙 냄새나고 거친 전람회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세련된 살롱에

나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258)

256) R.V. Gindertael, “À la galerie d’aujourd’hui: Le Peintre TABUCHI 

expose du 15 au 2 novembre,” Les Beaux-Arts, Bruxelles, 14 October 

1955, p. 1.

257) 久保田有寿(주 250), p. 20.

258) 徳大寺公英,「〈秋季展 ひらく展望と選評〉田淵安一青の植物」, 『美術手

帖』1958. 11.,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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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들에게는 서양의 지나친 모방에서 벗어나 개성을 찾았다고 여겨

진 작품들이 일본 평론가에게는 서구적이라 일본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

로 파악된 것이다. 이마이즈미 아츠오(今泉篤男)도, “결코 나쁘진 않지

만,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저런 그림은 아쉽지 않나.”라며 당시의 타부치 

작품이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

다.259) 일본은 중국에 비해 추상 미술을 빨리 받아들였고 구타이 작가진

들이 이미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등 서양과의 시차가 크지 않았지만 지나

치게 서양적인 세련됨에는 괴리를 느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부치는 프랑스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제적으

로 두루 인정받게 되는데 1957년 암스테르담 미술관에서 열린 《현대미

술의 양상 Phases de l'art contemporain》전의 참가가 예시가 될 수 있

다. 이는 전위 예술 운동의 일환으로 1951년에 해산된 코브라를 이어 

애스거 요른, 카렐 아펠, 피에르 알레친스키 등이 참여한 ‘슈르레어리즘

-북유럽 표현주의적 성격’을 가진 전시였다.260) 또한 타부치의 중요한 

후원자였던 벨기에의 울버테일(Wolvertail) 부부의 대규모 컬렉션 전시

가 네덜란드의 크뢸러 뮐러 미술관(Kröllor Müller Museum)에서 개최

되는데 여기에 일본인 중에 타부치와 스가이의 작품만이 포함되어 클레, 

에른스트(Max Ernst) 등의 유명 작가들과 함께 선보였다. 

  타부치는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성과로 인해 일본 미술계에서 

큰 도약을 이룬다. 일본은 이탈리아 소네(Sonet)에서 개최된 《프레미오 

리소네 Premio Riccione》에 1959년 처음 참가하게 되는데 당시 타키구

치 슈조(瀧口修造), 세기 신이치(瀬木慎一)가 위원으로 선발한 일본 대

259) 久保田有寿(주 250), p. 20.

260) 久保田有寿(주 25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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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인에 타부치가 뽑혔다.261) 그 중에서 프랑스에 거주하던 작가는 

도모토 히사오, 이마이 도시미츠, 사토 아츠시(佐藤敬), 마에다 죠사쿠

(前田常作), 타부치 5인이었는데 그 중 타부치가 수상한다. 그를 통해 

일본 예술계는 해외에 주재하는 작가들을 향한 기대를 높였다.262)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타부치는 그 당시 미술계 연표나 주요 작가 리스트에 반

드시 언급되는 인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263)

  1961년 타부치는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일본 대표로 발탁되며 계

속해서 명성을 쌓아 나간다. 이 해에 제작된 작품은 색이 화려하고 표현

이 강렬한 것이 특징으로 종종 앵포르멜식 표현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러한 필체와 생동감은 주테천과도 유사한 지점이 있다(도판 60, 61). 중

국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이마이 등 여러 일본 작가들이 앵포르멜식 화풍

을 시도했다. 그러나 타부치는 그를 지속하지 않았고 이듬해부터 앵포르

멜식 경향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차별점이다. 그 이후의 변화를 보

면, 앵포르멜의 표현주의적인 면에는 공감하였으나 실존주의 철학과 전

쟁에서 비롯된 폐허에서 나오는 앵포르멜의 철학보다는 좀 더 초현실적

이고 서사적인 주제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62년부터 타부치는 구체적인 형상들을 드러내고 화면을 풍경처럼 

분할하기 시작했다. 1962년 <작품 Work>(도판 62)을 보면 화면이 크

게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마치 뱀 같기도 하고 길 같기도 한 

줄무늬 선들이 각 구역을 채우고 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의 색은 

매우 강렬하고 터치는 과감하다. 같은 해에 제작한 <유익한 비의 용 Le 

Dragon de la pluie bienfaisantes>(도판 63)은 밝은 색채의 사용과 분

261) 久保田有寿(주 250), p. 19.

262) 阿部展也, 「〈特集・国際賞画家氾濫時代〉2 三人の受賞者プレミオ・リ

ソーネ展美術館賞：田淵安一」, 『藝術新潮』10(12), 1959. 12., pp. 

114-116.

263) 久保田有寿(주 250), p. 19.



- 104 -

할된 화면, 작은 기호와 같은 형상들이 마네시에의 <북유럽의 봄 

Printemps nordique>(도판 64)과 화면 구성상 유사한 부분을 보인다. 

제목에는 ‘용’이라는 고전에 등장하는 환상의 동물이 명백히 드러나고 

화면에도 중국에서 유래한 동양 고전 설화의 용을 연상시키는 줄무늬의 

긴 동물 형상이 등장한다. 일본에는 가뭄 때 비를 내려주는 용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타부치는 그를 소재로 삼아 작품을 제작했다. 타부치의 

혼성의 방식은 당시 프랑스 화단의 다양한 경향 중 서정 추상 양식과 유

사한 구성 및 색채에 주목하여 일본적 전통 서사와 소재를 담은 것이었

다. 그가 선택한 소재들은 일본의 전통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아

시아의 범위로 확장해도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1985년 그랑 팔레에서 FIAC(Foire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의 일환으로 개최된 타부치 전시의 제목이 《중국식 꿈 

Chinese Dream. Rêverie chinoise.》인 것도 위의 맥락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264) 전시 리플렛의 내용을 보면 아시아인 타부치가 가진 

서정적이고 신비로운 전통 개념이 문학적인 서사로 수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꿈에서 본 이미지들이 다른 시공간에서 미리 구상된 것이 

아닐까 자문했던 타부치의 일화를 해석하였는데 장자의 호접몽 개념과 

일본 젠의 개념이 혼용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시명을 일본이 아닌 “중국의 꿈”이라고 한 것에는 일본보다 전통적 아시

아의 큰 범위에서 설명하고자 한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 의한 시도가 엿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서양이 왜곡한 동양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타

부치의 작품들에 내재된 혼성성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도 읽을 수 있다. 

  60년대 중반으로 가면 <봄의 첫 날 Au Premier jour du 

264) FIAC, Yasse Tabuchi: Chinese Dream (Paris: Grand Palais Fiac,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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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mps>(도판 65)과 같은 <사계 四季>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훨씬 더 밝고 투명한 색과 마넬리(Alberto Magnelli)(도판 

66)를 연상시키는 조형들을 화면에 배치한다. 1967년 작 <고독한 요부 

Une Coquette solitaire>(도판 67)는 모리스 에스테브(도판 68)와 구

성, 맑은 색의 사용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타부치가 일본적 

풍경 혹은 소재를 그릴 때도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타부치가 앵포르멜 양식을 선보인 시기는 매우 짧았고 오히려 서정 추

상 계열의 작가들에게 더 큰 영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

본에서 성행하던 경향보다 프랑스에서 유행한 경향에 더 몰입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타부치 스스로도 당시의 작품을 “빨강색, 암갈색, 황

토색을 주색으로 한 ‘뜨거운’ 추상이라고 불렸다.”라고 발언한 것에서도 

그가 서정 추상에 더 큰 관심을 가졌음이 드러난다.265)

  라공은 타부치의 <사계>(도판 69) 시리즈 중 일본적 풍경이나 자연

의 이미지를 표현한 앵포르멜풍의 신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타부치의 스타일은 지금, 명백한 성숙에 달했다. 큰 호수의 그림으로부터, 

무럭무럭 뻗어간 몸짓의 아름다움과, 마티에르의 꼼꼼한 마무리와 깜짝 놀

랄 만큼 독창적인 색의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타부치는 파리에서 가장 우

수한 일본인 화가 중의 하나이다.”266)

  이러한 프랑스 화단의 호평 속에서 토쿠다이지 킨히데는 일본에 ‘신인 

265) 久保田有寿(주 250), p. 18.

266) Michel Ragon, “Yasse Tabuchi: L’Actualité à Paris, en province et à 

l’étranger,” Cimaise, July-September 1960,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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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세 타부치’라는 제목의 장문의 타부치론을 발표했다.267) 타부치의 유

럽에서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신인’이라는 소개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

으나, 50년대만 해도 일본 미술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았던 토쿠다이지가 

타부치 등 파리에 거주하는 일본인 화가들을 ‘제1급’으로 분류해, 국내 

미술과 비견하여 그들의 우위를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처럼 타부

치는,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서 활약하며 동시에 일본에서의 

입지 또한 한층 더 확고히 했다. 1996년 유네스코 파리에서 개최한 

《에콜 드 파리 1945-1975의 생존 작가 100인전 Cent peintres 

vivants de l'École de Paris 1945-1975》에 유일한 일본인 화가로 이

름을 올리며 여전한 위상을 증명한 바 있다. 

  타부치는 스가이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서사와 전통적 표현 방식을 프

랑스의 조형 양식과 융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화면을 구축했다. 타부치는 

프랑스 화단의 다양한 경향 중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들이 대거 

관심을 가졌던 서정 추상 계열에 이끌렸으며 그 조형 양식을 자기화하여 

재해석했다. 그의 일본적 소재와 주제의 표현 방식은 모방에서 벗어났다

는 평을 받으며 프랑스 화단의 주목을 받았고 그를 통해 일본 화단에서

의 입지를 굳혔다. 타부치의 국제적 활약은 곧 프랑스 화단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누벨 에콜 드 파리>의 궁극적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자연, 전통에의 깊은 고찰과 모방을 넘어선 혼성 표현이 

타부치 작품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을 바라보는 프랑스 평단의 시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리

즘적 관점에서 기인하지만, 같은 자연 풍경을 논할 때에도 전통적 산수 

풍경으로 보기보다는 일본에 대해서는 평면적으로 표현되는 풍경의 조형

267) 徳大寺公英, 「新人田淵安一」, 『藝術新潮』11(8), 1960. 8, pp. 1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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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과 기호, 색에 더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프랑스 미

술에 깔려 있던 우키요에 등을 통한 일본 미술과 조형 기호에 대한 관심

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국의 전통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을 드러낸 것

으로 읽을 수 있다. 

  파리의 외국인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을 곧 <에콜 드 

파리>의 성공으로 보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일본 작가들에 대

한 호평이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아시아 작가들이 빠지게 되는 ‘지나

친 모방’이라는 맹점에서 벗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누벨 에콜 드 파리>를 둘러싼 논의에는 그것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특정 장르로 묶을 수 없어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히

려 그 점을 프랑스 화단의 확장성,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프랑스는 21세기인 현재에도 유럽 그 어느 국가보다 아시아 미술 전

시 및 소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는 타자를 파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자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 확장하

고자 했던 1950-60년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정신이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스가이와 타부치는 구타이와 앵포르멜 등 현재 중요하게 다뤄지는 미

술 경향과도, 일본의 당시 주요 미술 사조들과도 어느 정도 차별점을 보

인다. 하나의 사조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성적인 면을 가지고도 

국제성을 획득하고 독자적인 행보의 지속이 가능했던 것 또한 다양성과 

혼성성이 전제되었던 파리의 사이공간적 성향이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작가 모두 현재까지 일본과 프랑스 모두에서 활발하게 연

구되고 전시되고 있다. 이들은 몇몇 주류 사조에만 집중하여 간과되었던 

다양한 미술 경향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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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1) 1950-60년대 한국 미술가의 프랑스 진출 – 이응노, 남관  

  중국과 일본의 전통 미술이 20세기 이전부터 여러 경로로 프랑스에 

전해질 기회가 많았던 것에 비해 한국의 미술은 20세기 이후에 소개된

다. 따라서 20세기 초 <에콜 드 파리>는 물론 1950년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구체적 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 한국 작가로는 이성자가 거의 유일하게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

로 여러 차례 언급되고 1990년대에까지 동명의 전시에 초대 받았다. 그

를 살피기 전에 먼저 1950-60년대 프랑스 화단 속 한국 미술가들의 진

출 정황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전후 한국과 프랑스와의 본격적인 예술 관련 교류는 1950년대 중엽에 

시작된 여러 한국 미술가들의 파리 진출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양국 간의 공식적인 문화 교류는 ‘한·불 문화협정’이 체결된 1969년 

이후에야 본격화되어 그 전까지의 양국 간의 미술 교류는 상대적으로 저

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 미술가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우위를 차지한 장소는 미국보다 프랑스였다. 1950년대에 

도불한 미술가들은 15명 정도였고, 권옥연, 김환기, 김흥수, 남관, 박영

선 등 일본에서 유학한 30-40대의 중진 작가들이 중심이 되었다.268)

268) 다음은 도불 작가들을 이주 년도, 이름, 도불 이전의 출신 학교, 귀국 년

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1951년 이성자(동경 짓센여자대학 가정학과, 프랑

스 거주); 1954년 손동진(도쿄미술학교, 1959); 1955년 김옥규(서울대, 미

국 이주), 김흥수(도쿄미술학교, 1961), 나희균(서울대, 1958), 남관(태평양

미술학교, 1968), 박영선(가와바타 미술학교, 1958); 1956년 김환기(일본대

학 예술학원, 1959), 김종하(제국미술학교, 1958); 1957년 권옥연(제국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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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경우와 달리 체류비를 자비로 마련했고 경제적인 

문제나 나이 제한 등으로 정식 미술 대학보다는 아카데미 등의 사설 교

육기관에 등록해 수학했다. 

  당시 한국 미술가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수가 매우 적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성자, 이응노, 남관의 활약은 주목할 만하다. 김환기는 

프랑스 체류 기간이 1956부터 1959년까지로 이성자, 이응노, 남관에 비

해 현저히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269)

  이응노(1904~1989)는 1957년 도불하여 도불전을 개최한 것을 시작

으로 자오우키, 주테천, 쿠미 스가이와 뜻을 모아 1964년 파리동양미술

학교270)를 설립하는 등 파리에서 ‘동양화가’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

우고 활발히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문자 추상’으로 대표되는데 한문과 

한글의 모음, 자음의 조형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로 호평받았다. 

  이응노는 도불 전부터 한국에서 유명한 미술가였고 그의 도불전은 큰 

반향을 이끌었다.271) 당시 전시 리뷰로 제출된 비평은 다섯 편272)인데, 

학교, 1960), 장두건(태평양미술학교, 1960), 김세용(제국미술학교, 1958), 

이용환(서울대, 1958); 1958년 함대정(혼고 회화연구소, 1959), 이세득(제

국미술학교, 1962). 자세한 내용은 전유신(주 2, 2016), pp. 134-135을 참

조.

269) 전유신은 김환기는 실제로 도불 이후 작품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전유신(주 2, 2017), p. 72.

270) 이 학교는 파리의 동양미술관인 세르누쉬 미술관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1970년대에는 장소를 바꿔 이응노의 아틀리에에서 수업이 계속되었다. 이응

노를 프랑스로 초청한 자크 라세뉴를 비롯한 프랑스의 평론가들과 아르퉁이

나 술라주와 같은 앵포르멜 미술가들, 그리고 자오우키, 쿠미 스가이, 후지타 

쓰구하루 같이 파리에서 활동하던 동양의 미술가와 학자들이 이 학교의 설립

에 참여했다. 동양미술학교는 서양에 동양미술을 알리는 교두보이자, 전통 

동양화의 세계를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동양적 추상의 경지를 이끌어

내고자했다. 이응노는 동양미술학교 제자들의 전시를 위해 파리에 고려갤러

리를 개관하기도 했다. 동양미술학교 및 고려갤러리와 관련된 내용은 대전고

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편, 『고암 이응노 자료전: 기록의 조각, 시간

의 퍼즐』(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2008), pp. 58-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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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응노의 작업이 현대 회화로서 동양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

다고 평가한다. 이응노의 당시 회화(도판 70)에 대해 김병기는 “동양화

의 근대화 문제”를 꺼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동양화의 근대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화가 동양의 전통과 연결지어져야 한다는 젊은 세대들의 

근래의 의식과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는 한국미술의 한 목표”였다. 그는 

전쟁 후 미술계의 목표에 대해, 동양화(혹은 전통 회화)는 서구-근대와 

만나야 하고 유화는 동양-전통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는 실

존주의 사상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를 참조하여 이응노를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의 사회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파괴하는 일도 있어야 하고 서양화를 

받아들이는 파륜자(破倫者)도 나와야 했다. 김영주의 관점에서 “파괴”나 

“파륜”은, 동양화가 현대를 기반으로 한 동시대적 회화로 거듭나기 위해

서 기필코 겪어야 할 자기혁신의 관문이었다.

  이처럼 김영주와 김병기가 서구 근·현대의 회화적 개념과 방법론을 참

조하여 이응노를 해석하는 데 비해, 리하르트 헤르츠(Richard Hertz)는 

아시아적 전통을 강조한다. 그는 이응노를 “위대한 동양적 스타일의 계

승자”, “그의 기법은 역시 ‘자신의 것’”. “서예적인 선의 ‘연속체(the 

‘continuum’ of a calligraphic line)’” 등으로 표현했다.273)

271) 김학량, 「이응노 회화 연구」(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13), p. 102.

272) 김영주, ｢동양화의 신영역｣, 『조선일보』, 1958. 3. 12, Richard Hertz, 

“Lee’s Works, True Orient Heritage”, The Korea Times, 1958. 3. 13, 리

하르트 헤르츠, ｢이화백 《도불전》을 보고｣, 『한국일보』, 1958. 3. 15, 천

승복, ｢이응노에 의해 보여진 기술적 완숙미와 힘｣, The Korean Republic,
1958. 3. 14, 김영기, 고암의 인간과 예술｣, 『서울신문』, 1958. 3. 19, 김

병기, ｢동양화의 근대화 지향: 고암 이응노 도불기념전평｣, 『동아일보』, 

1958. 3. 22, 김학량(주 271), p. 108에서 재인용.

273) F. S. C. Northrop, “The Undifferentiated Aesthetic Continuum,” 

Philosophy East and West 14:1(April 1964), pp. 67-71, 김학량(주 271), 

p. 1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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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평에서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서도 

그러했듯, 유럽의 관점에서 보는 ‘동양성’에 대한 강조이다. 그러나 국내 

평론가와 이응노는 ‘현대화’, ‘추상’이라는 것에도 함께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했다면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동양’이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더욱이 서예적 표현이 강조된 프랑스의 평은 작가의 모

국이 중국인지, 한국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비슷한 맥락에

서 이석우는, 도불할 무렵의 이응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유화 물감을 가지고 아무리 동양적인 것을 찾아 그려봐야 그들에게 크게 

실감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동양의 먹과 붓, 그리고 색채와 한지를 가지고 

몽롱하고 신비롭게 부식된 듯 그려낸 이응노의 한지 위의 번지기 작품은 

무언가 참신한 충격을 주었다.”274)

  그러면서 이응노가 파리 화단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 미셸 타피에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언급한다. 이석우는 이응노가 불어를 하지 못하

면서도 수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또한 파리 

화단의 ‘동양성’에 대한 호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미셸 타피에는 

1978년 이응노의 청소년 문화회관 개인전을 위한 도록 서문에 동양성과 

타자성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호평을 쓴 바 있다. 

“(...)동양 예술의 거장들은 기호에 대해서 그리고 기호들의 관계에 대해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예술적인 매력이 우러나

오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욱 흥미진진한 부분이다.(...)”275)

274) 고암미술연구소 편(주 33), p. 94.

275) 미셸 타피에, ｢서문 Preface｣, 『이응노 개인전 Ungno Lee』(Paris: La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Les Hauts de Belleville, 1978), 고

암미술연구소 편(주 33), p. 2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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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노도 자신의 작품이 처음 파리 화단의 관심을 끌었던 해는 1960

년이라고 밝히며 당시 자신의 회화 양식이 일명 “서체적 콜라주”라 불렸

다며 작품을 본 파리 사람들은 ‘종이로 그린 서체’라는 인상을 받는 것 

같다고 회고한 바 있다.276)

  남관(1911-1990)은 1955년 도불한다. 그는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

미에서 입체주의 미술을 학습했고 1960년대 초부터는 앵포르멜 미술을 

제작하였다. 당시 그는 뒤뷔페나 포트리에(Jean Fautrier)의 작업과 연

관 있는, 전쟁의 체험을 환기하는 작품을 제작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동양적 요소가 강조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69년 파리 시뤼

스 갤러리(Galerie Cyrus)에서 《파리의 아시아 작가전》이 열렸을 때 

타피에는 남관에 대해 “동양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가”라고 인정한 바 있

다.277)

  남관 또한 자오우키, 쿠미 스가이와 파리 전시회, 살롱전 등에서 만나 

친교를 나눈다. 자오우키와 스가이는 앞서 살폈듯 파리화단 내에서 활발

한 활동을 보였던 동양의 화가들이었다. 이들의 작품은 서양 화가들이 

흉내 내기 어려운 동양의 감성이 있다는 이유로 크게 인정받았는데, 남

관이 호평 받았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오우키는 앵포르멜의 양식에 동양의 사상, 수묵법을 결합하여 추상 

풍경화로 불리는 작업을 선보였고, 스가이는 우키요에의 평면성, 도안성, 

문자의 기호적 성격을 응용한 상징적인 작품을 만든 바 있다. 남관이 

1960년대에 들어와 서체에 주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누벨 에콜 드 

276) 타다오 다케모토, 「아시아 4개국 현대화가들의 심오한 창작세계 4: 이응

노」, 고암미술연구소 편(주 33), p. 332 참조. 

277) 임영방, 「남관의 창작세계」, 『남관화집』(우일출판사, 198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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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동북아시아 작가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

히 남관은 한자 세대로서 어린 시절부터 서예에 익숙했기 때문에 파리의 

서체적 경향에 쉽게 반응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은, 스가이

가 그랬듯 주로 한자와 같은 문자의 상형성을 이용한 것으로, 앵포르멜 

화가들이 원초적 에너지와 화가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흔적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는 서예성에 주목했던 것과는 맥락이 다르다(도판71).278)

이는 서예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화가들의 인식 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동양의 작가들은 애초에 상형성에 기초를 두고 문자에 접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남관은 당시의 파리화단의 경향을 수용하여 앵포르멜 미술의 

요소와 동양적인 색채와 문자의 상형성을 융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가스통 딜(Gaston Diehl)은 “남관이야말로 서양문화를 흡수하고 또한 동

양 문화의 어느 일부조차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서 문화를 완전히 

분리시킴과 동시에 융합시키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大)예술가라 생각된

다.”고 호평하였다고 전해진다.279) 특히 남관이 문자의 상형성에 주목한 

데에는 스가이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280)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남관이 보여주는 동양적인 색채와 물질성에서는 

자오우키의 경향 또한 드러난다. 

  국내에서 활동했던 앵포르멜 미술가들과 달리 파리에서 장기간 활동했

던 이응노와 남관이 공통적으로 동양의 문자를 내세운 추상미술을 선택

한 것은 그것이 탄생한 장소적 특수성, 즉 파리의 분위기가 중요한 맥락

278) 한은주, 「남관의 ‘폐허(廢墟)-태고(太古)’ 교착 이미지 연구 — 파리시기

(1955~1968)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6), p. 62.

279) 이일, 「한국 추상화의 선각자」, 국립현대미술관 편, 『남관: 80년의 생

애와 예술』, (국립현대미술관, 1991), p. 15.

280) 한은주(주 27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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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중국, 일본만이 아니라 이응노와 남관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은 다

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이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알려진 중

국과 일본에 대한 평은 각국의 전통을 고려한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하

여 묘사하고 있으나, 이응노, 남관에 대한 일부 프랑스 화단의 평은 이

름을 지우고 보면 그것이 동북아시아 국가 중 어느 나라 작가의 것인지 

명백하게 알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응노와 남관의 작업을 오리엔탈리즘

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이들이 서구인들의 시선에 부합하기 위해, 

타자성인 동양성을 강조하였다고 보고 우열 관계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시각이 함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응노와 남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양

성은 자연스러운 자국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강점이자 프랑스 앵포르멜과 

차별화되는 특색이었다. 이응노와 남관은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업

했고 동양화를 근대화, 현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성을 획득하여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이바지한 중요한 작가들이다. 

  그러나 이 두 작가는 <누벨 에콜 드 파리> 관련 전시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칭해진 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으며 

도불 전 한국에서 작가로서의 입지가 충분해 그를 기반으로 도불했기에 

젊고 새로운 작가들을 신장하여 ‘파리 화가’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누벨 

에콜 드 파리> 관련 갤러리들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이성자는 ‘에콜 드 파리’로 수식됨은 물론 <누벨 에콜 드 파리> 관련 

전시에 여러 차례 초대 받으며 독자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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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자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의 수도이자, 예술 교육과 예술 시장의 수

도 파리, 지난 세기 말 인상주의 혁명을 시작으로 발현되었으며 그 뒤를 이

은 아방가르드 운동에서도 계속되었던 창의적 역학의 중심에서, 파리는 프

랑스 예술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예술가들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파리에서의 삶에 녹아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

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뿌리를 잃지 않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에콜 드 

파리 예술가들이다. 에콜 드 파리의 제1차 물결은 다양하면서도 주요한 회

화 작품들을 그렸던 화가들로 구성되며 피카소, 모딜리아니, 수틴, 반 동겐, 

후지타, 샤갈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에 속한다. 에콜 드 파리의 제2차 물

결은 1950년대에 들어서며 탄생했는데 이성자도 이에 해당한다.”281)  

  프랑스에서 여러 차례 이성자 개인전의 기획을 맡았던 현 발로리스 국

립피카소미술관(Musée national Pablo Picasso) 관장 산드라 베나드레

티 펠라르(Sandra Benadretti Pellard)의 위의 글은, <누벨 에콜 드 파

리> 일원으로서의 이성자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성자(Seundja Rhee, 1918-2009)282)는 현재까지 살펴 본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한·중·일 작가들 중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

다. 1951년 한국인으로는 매우 이른 시기에 도불한 이성자는 당시 프랑

281) 국립현대미술관 편, 『탄생 100주년 기념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국립현대미술관, 2018), p. 23. 

282) 1918년에 전남 광양에서 출생한 이성자는 1938년에 일본 짓센여자대학

(実践女子大学) 가정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결혼해 아들 셋을 낳았다. 1951

년 이혼하고 한국 전쟁 중에 도불한다. 평생을 파리와 투레트(Tourrettes)에

서 작업에 몰두하며 85여회의 개인전, 300여회의 단체전에 참가한다. 2009

년 투레트에서 사망한다. 이지은, 「이성자의 삶과 작품」, 이지은 외(주 

62), pp. 260-264. 이성자의 삶과 예술에 대하여는 앞의 책과 심은록, 『이

성자의 미술』(미술문화, 2018)에 상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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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진출 한국인들 중 유일하게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으며 파리에서 그랑

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 다닌 것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미술가가 된 예외

적인 사례이다. 여타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학연이나 

지연이 없었던 까닭에 프랑스에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심층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졌다.283) 그러나 이성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

랑스 문화성,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생테티엔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Saint-Etienne Métropole) 

등에 회화, 판화, 도자기 등 다수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중요한 작가

이다.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판화 등의 서지로 된 미술 자료들을 수

집해오고 있는데 한국 작가들 중 이성자의 판화, 포스터, 도록, 리플렛 

등을 독보적인 양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에서의 이성자 위상

을 반증한다.284) 2018년에는 국내외에서 이성자 탄생 100주년을 맞이

하여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프랑스의 투레트(Tourrettes-sur-Loup) 

시청,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갤러리현대에서 줄지어 전시가 개최되며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성자의 국제적 위상을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성자는 1951년 도불 후 빠른 속도로 프랑스어를 익히고 그랑드 쇼

283) 이지은 외(주 62),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편, 『미술평단』제108호(2013).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281), 심은록(주 282), 국립현

대미술관 편,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학술행사』(국립현대미술

관, 2018), 갤러리현대 편, 『The Most Beloved Painter in Korea: 

Seundja Rhee 이성자 1918-2009』(마로니에북스, 2018), 정경원, 「이성

자의 판화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3), 오세진, 「이성자의 회

화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6), 김태현, 「디아스포라와 이성

자의 미술세계」(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6) 등.

284)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전시 도록, 팜플렛, 포스터 그리고 다수의 판화 작품

을 포함한 150여 개의 이성자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Seund-Ja 

Rhee (1918-2009) - Graveur,  https://data.bnf.fr/fr/documents-by-rdt/ 

12504513/410/page1/. (2018년 12월 23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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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르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으로는 처음으로 순수 미술 공부를 하게 된

다.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는 당시 오십 자드킨이 조각, 앙리 고에

츠와 이브 브라예(Yves Brayer)가 회화를 지도하고 있었다. 브라예가 

아카데믹한 회화를 가르쳤다면, 고에츠는 보다 현대적인 추상 미술의 경

향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이성자는 전공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작가들이 서양화를 배웠던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2년 만

에 지도교수 앙리 고에츠(Henri Goetz)의 조교를 하게 될 정도로 빠르

게 성장했다. 그는 도불 전 일본 도쿄 소재의 짓센여자대학(実践女子大

学)에서 가정학을 전공하였는데 당시로서는 근대적인 환경에서 배운 최

첨단의 교육인 건축, 재봉(의상 디자인)등의 과목 수학이 모더니즘적 미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285)

  이성자는 1956년 파리현대미술관에서 열린《국립미술협회 Société 

Nationale des Beaux-Arts》전에 <눈 덮인 보지라르 거리>(1956)(도

판 72)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데뷔했다. 당시 비평가 조르주 

부다이유의 주목을 끌어 『레 레트르 프랑세즈 Les Lettres Française

s』에 소개되었다.286) 1957년에는 고에츠 화실 제자들의 합동전이 열렸

는데, 부다이유가 이성자의 이름만을 거론해 신문에 나기도 했다.287)

  이성자의 작품은 1950년대부터 이미 프랑스인들에게 팔리기 시작했

다. 1956년 고에츠가 <만돌린>(도판 73)을 비롯, 몇몇의 작품을 구매

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파리로 진출한 한국 작가들은 파리 화단으로

부터의 인정을 간절히 바랐지만 그 중 극소수의 작품만이 팔린 것에 비

하면 이성자의 프랑스 화단에서의 활약은 1950년대부터 괄목할 만한 것

285) 코지마 카오루, 「이성자의 일본 학생 시절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281), pp. 17-19 참조. 

286) Les Lettres Françaises, 19 April 1956. 

287) Georges Boudaille, “Sept peintres de l’Atelier GOETZ”, Les Lettres 
Françaises, February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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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288) 이성자는, 파리에는 화랑이 서울의 다방처럼 수없이 많으며 

그 중 백여개 정도가 이른바 유명 화랑으로, 이들이 작가들의 개인전을 

주선해주고 작품 활동을 지원하여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한 파리의 작가

들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술회한 바 있

다.289)

  이성자는 미술을 시작한 초기부터 몹시 자유롭고 대담한 화풍을 선보

였다. <구성-누드>(도판 74)를 보면 정밀한 데생을 통해 그려진 것이

라 보기는 어렵지만 색의 선택과 붉은 커튼의 배경이 매우 대담하고 인

물의 터치도 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부터 이성자는 사실주

의적 재현이 아닌 거칠고 왜곡된 형상성을 선보였다. 과감한 성향은 추

상으로의 전환과 그 이후의 급격한 화풍 변화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

다. 

  이성자는 미술을 시작한 지 근 2년 만에 빠르게 구상에서 추상으로 

작품 스타일을 전환했다. 흥미로운 것은 추상으로 변모할 때 고에츠나 

부다이유가 ‘그 당시로서는 흔한’ 추상으로 넘어가 개성적인 구상 회화

를 잃을까 염려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했다는 것이다.290)

당시 많은 아시아 작가들에게 추상이란, 모더니즘의 기본이자 시대적 요

구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성자에게 있어 추상은, 주변의 반응 혹

은 만류에도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한 조형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을 통해 서양화 기법을 익히고 유럽의 구상화를 배우다 이내 추상화로 

288) “(...)타지에서 친구도 형제도 없는 외국에서 작품을 팔기란 너무도 어려

운 일이다. 이 외국에서 오직 작품성으로 작품을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김흥수, 「파리의 화가(畵家)와 갤러리스트(畵商)들」, 『동아

일보』, 1961. 9. 5. 

289) 「반예술 판치는 파리 화단- 개인전 위해 귀국한 이성자 씨에 듣는다」, 

『경향신문』, 1974. 11. 1. 

290) 이성자(주 13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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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간 한국 작가들에게, 추상이 배워야만 하는 선진 조형 언어였다면, 

본토인 프랑스에서 미술을 접했던 이성자에게 여타 작가들에게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강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영목은 1950년대 이

성자의 과감함을 서술할 때 ‘일탈’, ‘시각적인 악센트’라는 단어를 사용했

다.291) 동시에 그런 류의 일탈을 배움의 기초 과정에서 시도한다는 것

은, 적어도 일본과 일제 강점기의 미술 교육 과정을 연마한 국내 작가들

에게서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성자는 오베르뉴(Auvergne)에 있는 기요메 갤러리(Galerie 

Guillaumet)에서 1956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고292) 1958년에는 파리 

라라 뱅시 갤러리(Galerie Lara Vincy)에서 개인전을 갖는 등, 경력이 

짧음에도 비교적 일찍 화단에 초대된다. 1957년에는 미국의 뉴욕 파크 

버넷 갤러리(Parke-Bernet Gallery) 전시에 작품이 출품되는데 이 때 

이미 ‘젊은 프랑스 화가(Young French Artists)’로 분류되었다.293) 이 

용어는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식

어이기도 했다. 

  이성자는 고에츠와 합동 전시회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화가이자 고에츠의 부인인 아니 부메스터(Annie Christine Boumeester)

와도 절친했다. 『르 몽드 Le Monde』,『라르 드 파리 L'Art de Pari

s』등을 비롯한 주요 신문에서 고에츠와 제자들의 전시에 대한 평을 실

었는데 그 중 『라르 드 파리』는 학생들 중 이성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291) 정영목, 「이성자: 초기작품 시기」,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281), p. 35 

참조.

292) 이성자는 당시 전시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강연도 했다고 전해진다. 

“Conférence sur la Corée,” Le Studio, July 1956. 

293) Parke-Bernet Gallery, Modern Paintings by a Selected Group of 
Contemporary Younger French Artists by order of Art Investor 
Corporation (New York: Parke-Bernet Gallery,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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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에 큰 관심을 가졌음을 드러냈다.294) 이것으로 이성자가 미술

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57년부터 완벽히 추상으로 전환한 이성자는 자연을 기하학적인 형

태로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작업을 선보였다. <론느 계곡>(도판 75)은 

두꺼운 마티에르와 밝은 색이 율동적이고 기하학적인 선들과 함께 표현

된 작품이다. 이 시기의 조형들은 특히 고에츠의 <구성 

Composition>(1956)(도판 76)을 연상시킨다. 고에츠의 경우 마티에르

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부러진 선, 원, 등의 

조형 형태에서 이성자와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고에츠는 유동적이

면서도 기하학적인 기본 조형들을 선으로 표현한 작품을 다수 선보였는

데 이는 1951년작 <구성 Composition>(도판 77)에서 잘 드러난다. 사

각형 모양의 선 혹은 사각으로 구획화된 색면 안에 원, 선 등이 공존하

는 구성은 이성자의 1959년작 <가장 아름다운 순간>(도판 78)과도 유

사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성자에게는 배경의 여러 번 점묘로 덧칠한 두

꺼운 마티에르가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조형은 훨씬 정리되어 표현

되었다. 오돌토돌하고 두꺼운 화면 표면은 훗날 “여성과 대지” 시대의 

점묘 표현을 예언하는 듯하다. 

  1958년작 <급류의 비약>(도판 79)에는 여러 층의 물감으로 빽빽하

게 채워진 화면 위에 강렬한 붉은 색 선이 유연한 사각형 형태와 가로로 

긴 선으로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 구성은 동시대 작가이자 중국 출신

의 <누벨 에콜 드 파리> 일원인 주테천의 <붉은 비가 내리는 마을 

Village in a Red Rain>(1960)(도판 80)에도 몹시 유사하게 드러난다. 

294) “L'Atelier de Henri Goetz à l'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

L'Art de Pari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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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성자의 회화는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들과 흡사한 면모

를 50년대 말부터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58년작 <무

제>(도판 81)와 <초원>(도판 82)은 바젠느의 1963년작인 <봄의 언덕 

La Colline au printemps>(도판 83), <바다 위의 그림자 Ombre sur la 

mer>(도판 84)와 매우 비슷한 구성과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성자는 앵포르멜보다는 바젠느, 마네시에 같은 서정 추상 계

열의 작가들에게 더 마음이 끌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성자는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예술에 대해 “앙포르멜 있을 적에 나 삼각, 사각, 원, 사

각을 가지고 다시 그림을 재보고 한다고, 세계의 그림을 예술계를 새로 

한다고 내 생각한 기 육십년.”295)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1950

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갤러리에서는 앵포르멜보다는 마네

시에, 슈나이더의 작품이 더 선호되었다고 말한다.296) 앵포르멜은 당시 

전위적인 미술이었으며 오히려 그 외의 경향이 당시 더 활발하게 소개된 

것이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여성과 대지”297)라 이름 붙인 시리즈는 나

무토막으로 찍어 점묘로 구축된 두꺼운 마티에르 위에 삼각형, 사각형, 

원, 리본 형태의 선 등이 그려져 높은 밀도와 완결성을 선보인다. 이성

자는 이 시대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각, 사각, 원, 삼각, 사각, 원, 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어, 작품, 새로운 

295) 이성자(주 133), p. 131.

296) 이성자(주 133), p. 132.

297) 이성자의 “여성과 대지” 시기를 어머니, 여자, 모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대다수 연구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주된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이 시기의 작품들을 제작했다는 술회를 고려하여, 이 

연작은 여성, 모성으로서의 이성자의 삶과 연계되어 해석된다. 이지은(주 

280),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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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회화를 나는 앙포르멜하고…, 앙포르멜은 형태가 없어지는 거지. 그때 

난, 내 생각도 확고했다고. 예술에 대한 생각. 지금 콘셉튀엘르(conceptuel, 

개념미술) 있죠? 콘셉튀엘르를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다. 제목이 있

다고. 그때 작품 하는 사람들 제목이 없어요. 추상화를 하는 사람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목은 완전히 추상화적인 내 제목이니까, 내 제목

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돼.”298)

  이성자는 형태가 거의 사라지는 앵포르멜보다 기호와 조형이 존재하는 

추상화를 선보였으며 제목으로서 주제를 일부 드러내 개념적 해석을 가

능하게 했다. 이성자의 작품 목록에서 <무제>는 여타 추상화가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어느 여름밤>, <씨앗>, <봄의 비약>, <끓어

오르는 바람> 등 서정적이고 시적인 제목들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제목

이 보여주듯이, 이 작품들은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볼 수 있다. 이

는 앞서 살폈듯 주테천에게도 드러나는 면모인데 전유신에 의하면, 바젠

느 그룹의 자연을 추상화하려는 의도를 기반으로 한 추상 풍경화들과 유

사한 맥락을 가진다.299)

  기하학적인 조형들로 밀도 높게 채워진 분할된 화면 구성은 이성자의 

<수액이 흐르는 바위>(도판 85)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그리고, 찍

고, 덮고, 쌓고, 긁는 다양한 미술 기법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 많은 

요소들이 빽빽하게 화면을 채우고 있지만 완벽한 대칭이나 수평에서는 

벗어나 있어 위압감보다 서정적인 감흥을 준다. 대지의 흙색이 기본 바

탕을 이루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빨강, 하양, 검정, 파랑 등 다채로운 색

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성자가 자연을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298) 이성자(주 133), pp. 148-149.

299) 전유신(주 2, 2017), p. 67; 이 외에 정영목도 <여성과 대지> 시리즈와 

비시에르의 작업이 공유하는 유사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영목(주 62),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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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방식이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 활약한 비시에르의 

<원대한 구성 Grande Composition>(1947)(도판 86), <태양 Le 

Soleil>(1945)(도판 87)에서 유사한 시점과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비

시에르 이외에도 이성자는 마네시에나 에스테브 같은 바젠느 그룹의 작

가들을 1960년대에 활동했던 가장 인상적인 작가들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성자가 당시 바젠느 그룹의 미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300)

  이성자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로 설명된

다. “이성자는 <에콜 드 파리>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301)

라는 당시의 평은 <누벨 에콜 드 파리>가 포용한 다양한 경향 중 하나

로서 이성자가 인정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동명의 전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1961년, 말뫼(Malmö) 메트로폴(Metropol) 갤러리의 《에

콜 드 파리》전을 시작으로 이성자는 에콜 드 파리라는 단어와 자주 함

께 등장하는데 이 전시에는 고에츠의 작품 7점이 이성자의 회화 5점과 

함께 선보였다.302)

  같은 해 이성자는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전에 <거울 2>를 출품

하는데 당시 쿠미 스가이도 작품을 출품한다. 이성자는 쿠미 스가이와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된

다. 이성자는 1950년대에 스가이가 자신의 그림을 보고 미술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고 매우 놀라면서 자신을 고에츠에게 소개해 

300) 전유신(주 2, 2017), p. 68.

301) “이성자가 보여주는 것은 에콜 드 파리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이다. 단순

함 속에 섬세한 감정으로 충만한 추상 미술의 극단적인 교훈을 전달할 줄 알

았던 화가들 중의 한 사람임을 그의 데생 중의 하나로부터 알 수 있다.” Guy 

Vinatrel, “L'Artiste coréenne Seundja Rhee expose à la Galerie Lara 

Vincy”, Le Courrier, 15 January 1959.

302) Galerie Metropol, École de Paris (Malmö: Galerie Metropol,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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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303) 이후에도 이성자는 스가이와 류블

랴나 전시 등에 함께 출품하는 등 여러 전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304)

스가이의 기호가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와 두꺼운 선의 표현은 1950년대 

이성자와 비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도판 88, 89, 90). 스가이가 조금 

더 서도(書道)에 가까운 붓글씨와 먹과 같은 표현을 했다면 이성자는 더 

회화적이면서도 정리된 기호를 선보인 것이 차이점이다. 

  1962년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에콜 드 파리》전에 전시된 <내가 아

는 어머니>(도판 91)는 이성자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환갑을 맞은 어

머니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담은 <내가 아는 어머니>는 갤러리 대표 

나성타로 하여금 이성자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게끔 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시는 앞서 살폈듯 샤르팡티에 갤러리에서 1954년부터 1963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던 유서 깊은 전시이다. 샤르팡티에 갤러리는 바젠느 그룹

의 작업과 같은 비구상 미술을 프랑스 미술의 전통을 계승한 전후의 현

대미술로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전통과는 ‘또 다른 미술’을 표방했던 앵

포르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면모를 보인 전시 공간이었다.305) 피에르 

카반느는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전시에 초대되는 것은 “인기 라벨을 쥐어

주는 일”이라고 평가하였고 주테천 역시 여기에 초대된 것에 매우 만족

한다고 술회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306) 이성자도 “빠리에서 손꼽히는 화

랑인 샤르빵띠에와 계약이 된 것은, 살아 있는 화가로는 나 혼자였고, 

내 작품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데 내가 여태껏 애써온 바람을 조

금이나마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나는 기뻐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한 바 

303) 이성자, 「파리(巴里)에 꽃핀 동양(東洋)의 시(詩)」, 『여원(女苑)』, 

1965. 11., p. 292.

304) Moderna Galerija, Ljubljana, Yugoslavie, Ve Exposition internationale 
de gravure (Ljubljana: Ljubljana Exposition internationale de gravure, 

1963).

305) 전유신(주 2, 2017), p. 68.

306) Cabanne(주 193),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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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07) 그는 나성타에 대해서 <에콜 드 파리>를 만든 사람이라고 평

하고 당시 다른 한국 작가들은 초대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상이 높

은 곳이라고 술회한 바 있다.308) 1964년 이성자가 샤르팡티에 갤러리에

서 판화로 첫 개인전을 개최할 때 1층에는 루오(Georges Henri 

Rouault), 2층에서는 이성자의 전시가 개최되었으며 1969년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전시했던 작가는 모딜리아니였다고 전해진다.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전시 구성을 맡았던 조르주 부다이유는 이성자가 

단순한 동양 작가와 차별화 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고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이성자는 에콜 드 파리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얼마나 개성적인 힘과 영혼

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환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먼 나라에서 파리에 온지 10년이다. (...)이성자는 빠르게 그 스스로 좋은 

회화 작품을 그리는 법을 알아갔고, 파리의 화가가 점차 되어갔는데, 이 화

가라 함은 우리가 추측할 수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어떻게 감상하는지도 

모르는 화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별하게 동양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작품이 드러내는 시적 철학은 저항할 수 없는 극동을 각각의 작

품에 드러낸다. 이성자의 회화가 국가들 영감의 종합인 이유는 천천히 파리

의 용광로(creuset)에 물들어가는 양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personnelle)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309)

  특별하게 동양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극동이 느껴

진다는 부다이유의 발언은, 프랑스에서 ‘동양적’이라고 보았던 서예나 기

307) 이성자(주 303).

308) 이성자(주 133), p. 189.

309) Georges Boudaille, “La Coréenne Seund Ja Rhee”, Les Lettres 
Françaises, 7 June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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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같은, 중국적이거나 일본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직접적인 요소들

이 드러나기보다 은근하게 느껴지는 정서를 통해 동양을 느꼈다고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여타 아시아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한편 ‘용광로’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프랑스가 취했던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다양성, 포용성의 이면에 내포된, 동화와 보편성에 대한 열망도 

읽을 수 있다. 각자의 개성을 개별적으로 존중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으

나 그것을 한데 묶어 <누벨 에콜 드 파리>로 소개하고 설명할 때는, 어

느 정도의 국제적 보편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는 타자성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보편성의 일면을 강화해 동화시키고자 

하는 프랑스의 열망이 엿보인다. ‘용광로’라는 표현은 『레 제코 Les 

Échos』에서 이성자를 일컬을 때도 사용된 바 있다.310)

  이성자를 향한 프랑스 미술계의 평가는 그의 작품 변천과 함께 변화하

며 등장한다. 조르주 부다이유는 1962년, 이성자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의 개인적 주제는 이국적인 태생의 흔적(새겨진 자국), 노스탤지어의 흔

적으로 물들고, 먼 거리감과 그가 지금 있는 그곳에 존재하여 우리에게 보

여주는 만족감이 주는 매력으로 물든다. 이성자는 그가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작품은 곧 그의 삶에 대한 이미지이다.”311)

  당시 그는 이성자의 정체성을 먼 한국 땅과 개인의 차원에서 찾고자 

했다. 부다이유는 중국, 일본의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에 대해 각

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고찰한 바 있는데 이성자에 대한 평을 보면, 한

310) “Seung Ja Rhee”, Les Échos, 14 June 1962.

311) Georges Boudaille, “Seund Ja Rhee”, Le Salon Comparaisons, 1962,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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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일본과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멀게 느

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아는 것이 현저히 적기에 

더 거리감 있고, 더 이국적인 곳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2년 후 부

다이유는 이와는 조금 달라진 관점으로 이성자를 평가한다. 

“예술이 마치 에스페란토처럼 나타나던 시절-같은 개념, 같은 미적 움직임

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의 3/5에 달하는 부분에서 나아가고 있을 때, 이성

자는 진실된 감수성을 가져온다. 그는 민속적인 것도 국제주의적인 것도 하

지 않는다: 그는 한국인이지만, 그의 언어는 모든 나라에서 왔고 아마도 모

든 시간에서 온 것일 것이다.”312)

  부다이유가 이성자의 정체성에 대해 동양이나 한 국가적 테두리 안에

서만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흐름과 더 큰 맥락에서 읽어야 한

다고 본 것은, 여타 동아시아 작가들에 대한 프랑스 비평가들의 태도와

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의 한국 평론가의 이성자에 대한 평이 동양과 한국

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준상은 1960년대 이성자의 

화문석 또는 명주나 삼베의 짜임새를 연상시키는 조형을 언급하며, ‘베

틀의 날실과 씨실의 구조적 전체처럼 수직과 수평의 짜임새로 구조화 되

는 것’이라고 보고 이성자를 ‘베틀의 여인’이라 표현했다.313) 정작 이성

자는 한국적이라든지, 동양적이라는 평가가 자신을 하나의 틀로 본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즐겁게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조형 감흥으로 작품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

312) Georges Boudaille, “Préface”, Seund Ja Rhee (Paris: Galerie 

Charpentier, 1964).

313) 유준상, 「이성자 회고전 날줄-씨줄로 그려온 예로(藝路) 45년」, 『조선

일보』, 199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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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평범한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낳아준 한국의 흙과 그리고 내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늘 절실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나의 작품에는 아마 이러한 의식이 조형 감흥으로서 늘 

즐겁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한국 여인

으로서 그리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담담하게 즐겁게 그려나갈 

뿐입니다.”314)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프랑스에게 알려진 것이 현저히 적은 나라였기

에 이성자에게 ‘한국적 정체성’으로 읽히는 것에서 오는 오독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동양인으로 읽히는 부분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염려가 덜 했을 것으로 추

측된다.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프랑스 현대미술의 경

향을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전통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성

자 역시 바젠느 그룹과 서정 추상 계열 등 프랑스 미술을 받아들이는 것

에 그치지 않고, 1960년대 초부터는 한국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는 작

업을 진행했다. 

  시조를 판화로 엮어낸 판화집 『시조 Sijo』(도판 92), 동양 고전 설

화를 소재로 한 <오작교 烏鵲橋>(1965)(도판 93), 판화집 『일쥬일 

Les jours de la semaine』(도판 94)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성자는 

『시조』(도판 92)를 통해 황진이와 이조년의 시 5편을 한글 판화로 찍

어 엮어낸 바 있다. 이 판화집은 스위스의 에르케 출판사

314) 최순우, 「초가을의 화단: 이성자 귀국 개인전」, 『조선일보』, 1965. 9. 

2.



- 129 -

(Erker-Presse)에서 출판하였고 맨 뒤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조가 실

려 있다. 해외에 한글이 작품으로서 소개된 매운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화 <오작교>(도판 93)는 이성자의 대표작으로 가족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오작교라는 동양 설화에 기반한 것으로 

이 작품을 제작할 때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이성자의 개인사와 더

불어 한국과 프랑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작가로서의 면 등 다양한 면면

들을 함의하고 있다. 구부러진 다리, 별처럼 찍힌 점들과 달이 추상적으

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성자는 동양의 소재나 주제를 표현할 때에 

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은근히 묻어나오는 한

국적 정서의 세련된 표현을 이성자의 독자성으로 볼 수 있다. 이성자의 

혼성은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아닌 개인, 작가, 여성, 자연, 우주 

등의 다양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층적인 것이라는 것이 특징적이

다. 앞서 살핀 부다이유의 “그의 언어는 모든 나라에서 왔고 아마도 모

든 시간에서 온 것일 것이다.”315)라는 문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쥬일』(도판 94)은 월(月),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

(土), 일(日)이라는 한 주의 요일이 가지고 있는 달, 해, 물, 나무, 금, 

흙, 해라는 의미를 한글로 찍은 판화집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개념을 

프랑스와 한국, 일본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316) 이는 동서양 

중 이성자가 거친 3국이 공유하는 시간 개념이자 동시에 서로 다른 발

음과 시차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315) Boudaille(주 312). 

316) 불문 요일 표기는 다음과 같다. 월(Lundi), 화(Mardi), 수(Mercredi), 목

(Jeudi), 금(Vendredi), 토(Samedi), 일(Dimanche).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은 

한자를 씀으로써 요일 개념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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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이성자는 회화 외에도 판화를 주요 작업 매체로 사용하였는

데 1957년에 동료 화가였던 로돌프 뷔시(Rodolphe Buchi)가 목판화로 

전시 포스터를 제작한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절

친한 관계였던 마넬리의 집에서 얻은 호두나무 가지를 이용해 스탬프 형

식의 목판화를 제작하게 되면서 판화를 주요 기법으로 지속하게 된다. 

이성자는 작고할 때까지 나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목판화를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하는데 1963년부터는 원형 스탬프 형식을 넘어서 나무의 

가로, 세로의 결과 내부의 모양이 드러나는, 잘린 나무판 그대로에 물감

을 묻혀 찍었다(도판 95). 1970년대에는 나무판 그 자체를 패널에 붙여 

작품의 일부로 드러내기에 이른다(도판 96). 자연에 대한 고찰과 깊은 

애정은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

나로서 이성자는 그를 회화만이 아닌 다양한 기법과 조형으로 나타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클로드 부레 또한 이성자의 판화 카탈로그 레조네

(Seund Ja Rhee: Catalogue raisonné de l’oeuvre gravé 1957-1992)

에 “나무를 노래하게 하는 이성자의 목판화”라는 글을 서문으로 쓰며 이

성자 예술 세계의 핵심을 자연에서 찾은 바 있다.317)

  귀국전을 통해 15년 만에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난 1965년을 기점

으로 이성자의 작품에는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조형 기호들이 점차 

더 뚜렷해진다(도판 97, 98). 줄리앙 알바르는 당시의 작품을 보고 ‘교

향곡’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로운 인상을 주고자 하는 고찰과 함께 하는 

서로 다른 터치의 축적의 모임이라고 보았다.318) 심은록은 원과 반원으

로 갈라진 형태와 율동성에 대해 이성자와 절친했던 소니아 들로네

317) Claude Bouret, Seund Ja Rhee: Catalogue raisonné de l’oeuvre gravé  
1957-1992 (Villenave d’Ornon: Editions Fus-Art, 1993), p. 6.

318) Julien Alvard, “Clés pour l'oeuvre de Seund Ja Rhee”, in Raymond 

Nacenta, Seund Ja Rhee (Paris: Galerie Charpentier,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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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a Delaunay)의 작품(도판 99)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319)

  후에 ‘음과 양’으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원의 형상은 이미 1963년작 

<봄의 비약>(도판 100)에서부터 예지되는데, 이 시기의 촘촘한 점으로 

이루어진 원과 사각형은 65년도에 이르면 운동성, 율동성을 획득하게 된

다. 여기에 들로네의 공간적 요소인 형태에 시간적 요소인 리듬을 부각

시킨 오르피즘(Orphism)의 철학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이들과의 만남이 변화의 부분적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성

자는 작가로서 마넬리, 소니아 들로네, 아르프(Jean Arp) 등과 교류했으

며 그 만남은 일회적인 것이 아닌 작품 경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은 

것이었다. 

  1960년대 “여성과 대지” 시대의 작품에 대해 김이순은, 밭을 갈고 경

작하듯 수많은 점과 선을 축적시킨 캔버스는 두꺼운 마티에르를 형상하

기 때문에 얼핏 앵포르멜 회화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미세한 점과 선

으로 형성된 밝고 다양한 색채의 이성자만의 마티에르는 거칠고 불규칙

한 앵포르멜 회화의 마티에르와는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다.320) 당시의 

이성자가 한국에서 유행하던 화풍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음이 잘 드러

나는 부분이다. 이성자의 작품을 여러 점 복원한 경험이 있는 미술품보

존가 김겸은 점점이 찍고 여러 차례 그어 내린 중첩된 선에 대해 거의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찍히고 그어졌다고 설명한다.321) 수없이 쌓아 올

려져 밀도 높은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작가의 손길이자 호흡 그 자

체로 볼 수 있다. 이성자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화가의 업무에 몹시도 

충실하게 촉지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캔버스와 마주하였

다. 그로 인해 획득할 수 있었던 고밀도의 완성도에 대해 김겸은 ‘바라

319) 심은록(주 282), pp. 96-102 참조.

320)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281), p. 69 참조. 

321) 갤러리현대 편(주 283),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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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표현한 바 있다.322)

  1960년대 말부터는 운동성이 극에 달해 큰 화면에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선들과 반원들이 중첩된 “중복” 연작을 선보인다. 

1968년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의 자정>(도판 101)은 미국 여

행을 하며 대도시를 경험한 후 제작한 “중복” 시대의 작품이다. 여기에

는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박동이 중첩된 선으로 드러나고 마치 상형 

문자를 연상하게 하는 기호들이 화면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1981년 남관의 작품 <마음에 비치는 일그러진 상들>(도판 102) 속 한

자 형상과 비견될 수 있다. 이성자는 문자 추상에 대한 60년대 파리 화

단의 유행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런 식의 

작품을 제작한 시기는 매우 짧았다. 이성자에게 있어 ‘문자’는 ‘기호’의 

일부이자 상징체계의 일부였을 뿐 동양적인 것에 대한 강박이나 동양 미

술가로서의 전략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범세계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는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조형 기호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복”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주요 매체를 유화 물감에서 아크릴 물

감으로 전환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아크릴은 1960년대 초 서양 미술계

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회화 재료이다. 이성자는 신식 재료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크릴을 통해 화면의 마티에르를 최소화하고 오직 

조형과 색채에 주목하고자 했다. <공간의 중복>(도판 103)을 보면 선

과 갈라진 반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아크릴로 매체를 

전환한 후 그는 조형 형태에 집중하여 평생의 기호라고 할 수 있는 ‘음

과 양’ 기호를 만들어낸다(도판 104). 이와 유사한 조형은 마넬리, 생지

322) 김겸, 『시간을 복원하는 남자- 복원전문가의 일과 예술, 그리고 인생 이

야기』(문학동네, 2018), pp. 234-340 참조. 



- 133 -

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판 105, 106). 음과 양은 동양적인 개념

이지만 그 개념을 시각화하고 조형화하는 데 있어서 이성자가 서양을 포

함한 당대의 조형 언어들에 기민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지점

이다(도판 107). 이성자는 자오우키, 주테천 등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많은 화가가 그랬듯 회화 외에도 판화, 태피스트리,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한 바 있다(도판 108, 109, 110).323) 판화에 사용하는 

원목판 혹은 동판까지 작품으로 전시되었는데 조르주 부다이유는 그를 

하나의 독립된 조각 작품으로 여겼다(도판 111).324)

  이성자의 판화에 시를 쓰며 오래 협업한 문학가 미셸 뷔토르(Michel 

Butor)가 이성자를 ‘고요한 아침을 듣는 자’라고 언급했듯이 이성자를 

한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도 찾아볼 수 있다.325)

산드라 베나드레티 펠라르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서 온 예술가의 

시적 발자취’라 이성자를 표현하고 ‘서정 추상’으로 이성자의 작품을 요

약하면서 작가의 모국을 중국도 일본도 동양도 아닌 한국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326) 여기에도 동양에 대한 ‘신비함’은 계속해서 이성자의 

작품을 수식하는 단어로 드러난다. 1976년 4월 프랑스 신문에서도 ‘시적

인 신비(le mystère poétique)’로 그의 작품을 평한 것을 볼 수 있

323) 1955년에는 스탠리 윌리엄 헤이터(Stanley William Hayter)로부터 판화

를, 1956년에는 로베르(Robert)와 미슐린 페로(Micheline Pérot) 부부로부

터 도예를 사사했으며 1966년에는 파리 에콜 데 보자르의 리카르도 리카타

(Riccardo Licata) 교수로부터 모자이크를 배웠다. 자오우키와 주테천도 도

자기 작업을 한 바 있다. 

324) “이성자는 일본의 압형과도 같은 이 동양적인 기법을 조각에도 적용했으

며, 그러한 조각 작품의 상당수가 파리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 것입니다.” 

Georges Boudaille, “La Peinture de Seund Ja Rhee: Passeport pour 

l’extrême-orient,” in Galerie de la Lumière, Seund Ja Rhee (Paris: 

Galerie de la Lumière, 1967), p. 9.

325) 유홍준 편, 『이성자』(열화당, 1985). 

326) 산드라 베나드레티 펠라르, 『조용한 나라에로의 길』(마넬리 도자기 미

술관, 200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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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7) 이것을 오리엔탈리즘 관점에 의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

양’에서 ‘한국’으로 구체적으로 수식어가 발전한 것은 이성자가 선보인 

한국성에 대한 반응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성자의 작품에서 시적인 서정성을 끌어낸 프랑스 화단의 평은 당대

에도 드러난다. 앙리 갈리 카를르(Henry-Galy Carles)는 이성자의 

1960년대 작품에 대해 “이성자의 미술에 나타난 시정(詩情)은 다채로운 

색의 배합을 통해 때로는 파스텔 톤의 섬세함과 미묘한 뉘앙스, 흐름을 

보여주며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다.328)”고 묘사한 바 있다. 

  1961-1968년까지의 “여성과 대지” 시대는 이성자가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 받던 시기이자 동시에 프랑스에서도 <누벨 에콜 드 파리>를 통해 

다시금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서의 부활을 노리던 마지막 시기였다. 이성

자는 1950년대부터 서정 추상, 그 중에서도 바젠느 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을 선보이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 그를 변용하여 무수한 점

을 찍어 조형 요소를 선보이는 작품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이 점은 이성

자가 서구 미술의 경향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전통이라는 

프랑스의 예술 철학을 이해하고 그를 자기식대로 번역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음을 보여준다. 이성자는 이후 ‘전통’과 ‘자연’이라

는 키워드를 평생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이성자의 자연관과 1970년 초

에 등장하는 “도시”, “음과 양”(도판 112) 시대의 원형(圓形) 그리고 우

주에의 탐구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영목은 1950-60년대의 이성자만큼 해외에서 작가로서 국제성을 획

327) Edouard Stoma, “Le Mystère poétique des oeuvres de Seund Ja 

Rhee”, April 1976. 

328) Henry Galy-Carles, “L’Évolution picturale du peintre coréenne Seund 

Ja Rhee,” in Nacenta(주 14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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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예술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를 백남준과 음악가 윤이상에 비견

한 바 있다.329) 이성자는 도불 전까지 미술을 본격적으로 배운 적이 없

었고, 여성이었으며,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은 

국가 출신이었음에도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주요 작가들과 작가로서 

교류하고 미술적 견해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330)

이성자가 1974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돈으로 개인전을 준비한 적이 없다며 모든 전시가 갤러리와 미술관 주최

의 초대전이었음을 술회한 것도 당시의 위상을 반증한다.331)

  이성자의 작품이 이처럼 프랑스에서 인지도를 얻게 된 원인은 <누벨 

에콜 드 파리>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바젠느 그룹과의 연관성 그리고 

중국, 일본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양식에서 오는 동양적 감수성이었던 것

으로 추측된다. 정영목은 이에 대해 김환기, 남관, 이응노, 김흥수 등이 

파리 체류 시기에 추상을 하되 무언가 한국적인 주제나 소재들을 작품에 

결부시키려 했다면 미술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성자는 초기의 기본에서부터 시적 감수성은 갖되 ‘동양’으로 읽힐 수 

있는 혹은 읽히고자 하는 관념을 넘어 몸과 열정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제작 리듬에 충실했고, 오히려 개인의 역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332) 일제강점기의 미술 교육이나 일본에서의 

교육을 거치지 않고 30대의 나이에 유럽 모더니즘의 본토인 프랑스에서 

미술을 시작한 것이 늦은 시작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성자는 오히려 

그를 자신만의 장점으로 탈바꿈시켰다. 혼성과 충돌, 융합이 다양하게 

329) 정영목, 「예술가란 무엇인가」, 『이성자의 귀천(歸泉)』 (경남도립미술

관, 2008), p. 18-22 참조.

330) 심은록(주 282) p. 154-185 참조.

331) 「반예술 판치는 파리 화단 개인전 위해 귀국한 이성자 씨에 듣는다」, 

『경향신문』, 1974. 11. 1. 

332)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281), p.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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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었던 파리 화단의 사이공간적 면모는 이성자가 과감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데 기여했다. 

  이지은은 이성자에 대해 어느 한 미술 사조나 정체성-‘에콜 드 파리’ 

화풍이나 서정적 추상, 60년대 미술계를 풍미하던 앵포르멜이나 모더니

즘, 한국 화단의 토속적 모티브나 색감-에 묶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독창적인 작가라고 평가했다.333) 이성자의 독창성은 높은 완성도와 세련

된 혼성 표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저 동양적인 것도 서

양적인 것도 아니며 둘의 단순한 조합도 아니다. 동양적 서사를 서양의 

물질에 담고,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전통을 현대적인 양식으로 혼성

한, 바바에 의하면 새로운 재창조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이성자를 한 가지 측면이나 기존의 사조로 묶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성자의 작품들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외국 작가들에게서 신선

함을 발견하고자 했던 당시 프랑스 화단의 목적에 부합했다. 또한 이성

자의 입장에서 1950년대 파리는 혼성과 재창조가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면에서 창조적인 사이 공간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을 통해 1950-60년대라는 격변의 

시기 속 <누벨 에콜 드 파리> 한·중·일 작가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들

의 당시 미술은 서구라는 타자를 통해 형성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는 일방적 우위에 의한 것이 아닌 능동적인 번역 과정이 수반된 것이

었다. 

  1950년대 한·중·일 미술가에게 있어 프랑스 현대 미술은 추상으로 받

아들여졌으나 그를 재해석하는 양상은 모두 달랐다. 그들은 앵포르멜, 

타시즘, 서정 추상 등 다양한 미술 사조들이 공존했던 프랑스 미술 경향 

333)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281), p.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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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행하는 경향을 선정해 집중하기보다는 골고루 시도해 보고 자신에

게 가장 잘 맞는 경향을 능동적으로 취사 선택했다. 이는 동양이 서양을 

의식적으로 따르고 본받으려 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 작가들의 경우 산수풍경의 오랜 전통에 추상을 융합한 혼성 표현

을 선보였는데 앵포르멜, 서정 추상 등이 동시에 혹은 번갈아가며 접목

되었다. 일본의 경우 도안적, 이국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개성적인 작업

을 하는데 이 역시 자국의 전통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들은 전통을 자기 

개성의 일부로 보고 그를 서구의 것과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프랑스에 알려진 바가 중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한국의 경우 ‘동

양’이라는 큰 범주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성자는 한국성을 독

자적인 조형 양식으로 드러내 호평받았다. 그에게 있어 한국은 개인으로

서도 미술가로서도 다층적인 개념의 총체로 존재하는 것이었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이는 결코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었

다. 그런 차원에서 이성자는 새로운 영역의 혼성 표현을 선보여 인정받

았다. 

  이들의 작품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새로운 결과물, 바바에 의하면 사

이 공간에서 탄생한 재창조물로의 가치를 가진다. 프랑스 파리는 본디 

전통 서양 문화의 상징 공간이었으나 1950-60년대 파리는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한·중·일 작가들의 활약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 모두의 관점

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이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 

더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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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한·중·일 미술의 근대화에 20세기 프랑스와의 관계가 큰 영

향을 미쳤고 미술가들은 각국의 전통과 개별 관심사에 의거해 능동적으

로 서양 모더니즘을 번역 또는 재해석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수용했다

는 점에 주목하여 1950-60년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한·중·일 대표 

작가들을 고찰하였다. 이 시기는 한·중·일 작가들의 도불 활동이 본격적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와도 일치하므로 다국의 이해관계와 문화 전

략들이 교차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미술 양상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했

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문화 예술 강국으로 여겨졌으며 한국, 중국, 일

본의 미술학도들은 국외 여행이 가능해졌을 때부터 여건이 닿는 한 프랑

스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친 1세대 유학생들은 

본국의 미술 교육 시스템 마련에 이바지하였고 그를 통해 미술을 배운 

2세대 유학생들 또한 자연스레 프랑스를 미술의 중심지로 인식했다. 

  한·중·일 미술가들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난 195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

는, 전후(戰後) 국제 지형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20세

기 초 파리에 거주하며 활동하던 외국인 미술가들을 소급해 미술 종주국

으로서의 명성을 떨쳤던 <에콜 드 파리>의 이름하에 과거보다 더 다양

한 국가의 새로운 젊은 작가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이름으로 칭했다. 

  ‘에콜 드 파리’라는 용어는 타자성을 내포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에 <누벨 에콜 드 파리> 역시 다양한 관점의 비평적 논의들이 수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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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의 공통점을 모색해 보면, 전후 새로운 

세대의 추상 작가들을 소급하여 프랑스 미술의 정통성을 잇고자 하는 시

도에서 비롯된 ‘전통 추구’와 ‘자연 중시’라는 두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 초의 <에콜 드 파리>에는 아시아 작가의 수가 극히 적었으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에 대한 서양의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프

랑스에 진출한 작가들의 수가 늘어 <누벨 에콜 드 파리>에는 다수의 

중국과 일본의 작가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에콜 드 파리’라는 명칭의 

단체전에 초대 받거나 동명의 책에 이름을 올리며 파리 미술계의 일원으

로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중국의 경우 대표 인물로 자오우키, 주테천을 들 수 있는데 둘은 미셸 

라공 등 동양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진 평론가들에 의해 ‘추상풍경주의’로 

인식되었고 중국 전통 산수화의 서예적 필선을 앵포르멜 혹은 서정 추상 

경향과 혼성한 작품들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이들은 중국 본토의 프로파

간다적 사실주의 미술보다 서구의 추상에 끌려 도불했으므로 중국인으로

서의 정체성보다는 국제적인 맥락 혹은 추상의 맥락에서 이해되기를 바

랐지만 프랑스 평단의 초기 반응은 지극히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것이

었다. 두 작가 모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작품 경향의 변화를 거

듭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점으로 여기고 강조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프랑스 미술계는 이들에 대해 ‘동양’, ‘중국’, ‘전

통’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 설명했는데 이는 <누벨 에콜 드 파리>가 

중시한 자연과 전통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1950-60년대의 프

랑스에서의 성공은 자오우키와 주테천을 국제적인 작가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이들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동양적 풍경화는 파리 화

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프랑스의 중국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에 기여한다. 자오우키와 주테천의 사례는 동양 작가가 일방적으로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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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수용한 것이 아닌 직접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구체

적으로 드러낸 문화번역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다. 

  우키요에를 통해 19세기부터 프랑스에 조형적으로 익숙한 국가였던 

일본의 경우, 평면성과 도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업을 다수 제작한 

쿠미 스가이가 기호적 상징을 강조한 회화와 판화들을 제작하여 그 개성

을 인정받은 바 있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도불하여 외국인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일본 전통의 

문자와 기호를 드러내는 작업 방식과 평면성이 큰 몫을 했다. 그의 작업

은 일본의 전통 문화에 매력을 느껴 왔던 프랑스 미술계에 친근하게 다

가왔고 스가이는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아시아 화가들 중에서도 개성 

있는 주제와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야세 타부치는 자연을 소

재로 한 작품들에 일본적 소재와 전통적 서사를 드러내 프랑스 화단의 

호평을 얻었다. 그는 도불 전 작품은 서양의 모방에 지나지 않다가 파리

에 와서 일본인으로서 자각하고 그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평을 얻으며 다

수의 국제전에 참가하고 수상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가가 된다. 일본

을 바라보는 프랑스 평단의 시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관점과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되었지만 같은 주제인 ‘풍

경’에 대해 논할 때에도 일본에 대하여는, ‘전통적 풍경화’로 보기보다 

평면적인 특성과 기호, 색감, 조형 방식에 주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것은 각국의 전통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이 엿보이는 지점이

며 동시에 프랑스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진에게 기대하고 추구

했던 열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프랑스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구타이 그룹의 활동이 소개되었는데 

구타이 작가들이 미셸 타피에를 만나 퍼포먼스에서 회화로 주요 사용 매

체를 바꾸고 서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변모한 것에 비해, <누벨 에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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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작가들의 경우 각자의 개성과 독자성을 통해 인정을 받았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누벨 에콜 드 파리>를 둘러싼 논의에는 그 정의가 명

확하지 않고 어떤 특정 장르로 묶을 수 없어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었는

데, 오히려 그 점이 프랑스 화단의 확장성,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 작가들의 국제적 활약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성공으

로 여겨져 프랑스 화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했다는 평을 받았

다. 두 작가의 사례는 몇몇 주류 사조에만 집중하여 간과되었던 다양한 

미술 경향들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당시 프랑스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던 한국의 

경우, 미술적 해석이 한국이 아닌 ‘동양’이라는 더 크고 모호한 범주에서 

이루어졌던 와중에 이성자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이성자는 미술 전공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와 미술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

아 프랑스 화단의 인정을 받았고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누벨 에콜 드 

파리> 관련 전시에 여러 차례 초청받았다. 초기 바젠느 그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서정 추상 경향의 작품부터 상징 기호들이 부각되기까지, 이

성자는 <누벨 에콜 드 파리> 화단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세련된 혼성 

표현을 보여주며 호평받았다. 그 동인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자적 

양식에서 오는 차별화된 동양적 감수성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여타 작가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한국성에서 오는 이성자의 개성으로 여

겨졌으며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외국 작가들에게서 신선함을 발견하

고자 했던 당시 프랑스 화단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평

론가들이 초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본과 중국보다도 먼 애매모호한 

공간으로 인식하다가 이성자를 통해 점차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

화시키는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 142 -

  한·중·일 작가들은 <누벨 에콜 드 파리>로 묶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들은 프랑스 진출을 계기로 서

로 직접 교류하며 프랑스 미술의 경향을 시차 없이 받아들이고 취사 선

택하여 번역 및 재해석하였다. 그를 통해 서양의 것과 차별화되는 각 국

가의 전통을 추구하여 타자로서 국제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재창조물을 

생성해냈다. 

  프랑스는 그들을 타자로 대함과 동시에 타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차이

를 개성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선별적 수용에는 오리엔탈리즘

적 관점이 깔려 있었으나 한·중·일 각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양이라는 

큰 테두리가 아닌 각 국가별 전통이 고려된, 다양성이 담보된 것이었다. 

타자성을 특성으로 보고 그를 프랑스 미술계에 동화시키고자 한 프랑스

의 전략이 동시에 작가 개인의 개성과 각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

는 태도로 발현되기도 하여, 타자의 동화라는 전략이 개별 정체성의 존

중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일부 확인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 

  1950-60년대 파리는 국제 조류 속에 충돌과 번역이 빠르게 거듭되었

던 특수한 공간으로서 타자인 한·중·일 작가들의 정체성 고민을 심화시

켰고 작가들은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한·중·일 작가들의 다채로운 활약은 기존의 파리에 없었던 새

로운 영역을 확장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전통적, 예술적 상징성을 가지

고 있던 파리는, 혼성과 융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이 공간’이라는 

문화번역 측면에서의 의의를 하나 더 획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층위가 교차되는 시대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

여 일부 작가만을 부분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국제적

으로 성공을 거둔 작가들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통해 시대적 맥락을 읽

고자 시도하다보니 현재 시점에서의 비판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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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국에 연구가 드물던 중국과 일본 작가 네 명의 예술을 비교하며 구체적

으로 소개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자오우키, 주테천, 쿠미 스가이, 

야세 타부치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가임에는 확실하지만 한국에서 학술

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성자의 경우, 여성 작가의 차원이 아닌 <누벨 에콜 드 파리>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살펴 한국 미술사에 접근하는 보다 확장된 시각을 제안

한 것을 작은 의의로 삼고자 한다. 이성자는 한국 미술계와의 연결고리

가 동시대 작가들에 비해 적어 영향력에 비해 그간 연구가 간과되어 왔

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1950-60년대 이성자의 활약은 한국 미술가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도 국제적으로 명

성이 높은 자오우키, 주테천, 쿠미 스가이 등과 여러모로 비견되는 부분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프랑스가 정치경제적으로 약화되며 문화종주국으로

서의 입지 또한 미국으로 넘어가 <누벨 에콜 드 파리> 역시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그것을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미

술적 몰락으로 보기보다 패권 이동에 따라 간과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지

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간 간과된 

부분에 주목하여 한·중·일의 근현대미술사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 1950-60년대 

근현대미술은 앵포르멜, 추상 표현주의 등 몇몇 주류 사조를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는데, <누벨 에콜 드 파리>와 같이 당시 중요했던 

좁은 범위의 미술 경향에 대한 인식 또한 현대 미술 생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것도 본 연구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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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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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the major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rtists of “Nouvelle École de Paris” in the 1950s and 60s.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rts traditionally have a strong 

relationship. Especially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of these 

three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translating 

and recreating the Western art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World Wars. France is the country played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art to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Postwar 1950s and 60s w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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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important period when the Asian artists were active in France. 

As one of the strategies to gain the upper hand in the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he initiative of the culture 

central at the time France selectively accepted new and young 

artists from more diverse countries to maintain the fame of “École 

de Paris” which had the global recognition for including the foreign 

artists who lived and worked in the early 20th century Paris. And 

they called it “Nouvelle École de Paris” meaning the new generation 

of “École de Paris”. As the inflow of Asian-American artists to 

France was increasing and the Western interests on the Eastern 

world was growing many artists from the Far East Asia like China 

and Japan came under “Nouvelle École de Paris”. Apart from 

Informel and Tachisme, lyrical abstraction and other art genres were 

part of “Nouvelle École de Paris” and a wide range of media like 

painting, print, ceramics and more were accepted. Abstract artworks 

that represent the interest on tradition and nature were especially 

preferred and it can be seen as the basis of the strategy to lay 

emphasis on the French artistic tradition and legitimacy.

In China, Zao Wou-Ki and Chu The-Chun were regarded as 

‘Abstract Paysagism’ by the art critics with great interests in the 

Eastern art. They received favorable reviews for showing the 

Chinese tradition and identity through the Western art technique. 

The reviews of the French art world commonly used the terms 

related to ‘the Eastern’, ‘China’, and ‘tradition’ directly and 

indirectly, and those terms were well matched with the importance 

of nature and tradition which “Nouvelle École de Paris” commenced 

and considered as significant. The Eastern landscape paintings 

reinterpreted in a modern way influenced the French art scene and 

contributed in wid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art in 

France. 

In the case of Japan where it has an advantage in the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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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rom the 19th century because of Ukiyo-e, the paintings and 

prints of Kumi Sugaï who created many works with flatness and 

design aspects was recognized for his uniqueness. Yasse Tabuchi 

received good reviews from the French art scene by creatively 

representing Japanese themes and stories in the artworks with 

nature. By coming to France, the artists received critics that they 

have found themselves as Japanese and showed their identity. For 

that reason, they participated and won multiple times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earned global recognition as the representative 

artists of Japan. And at the same time, they were recognized for 

that they elevated the status of the French art scene. These artists 

are an example of “Nouvelle École de Paris”’s both the 

open-mindedness towards diversity and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universality. 

Compared to China and Japan, Korea was rarely known in France. 

While the artistic interpretation was being done in the larger and 

more ambiguous category of ‘the Eastern art’ rather than Korean 

art. Nonetheless, it is a great implication that Seundja Rhee 

recognized as a member of “Nouvelle École de Paris” and associated 

with them by showing high level of comprehension on the 

contemporary French art scene and sophisticated hybrid expression. 

The artworks in various genres with great execution by densely 

composing symbolic forms that embody the Korean themes and 

stories materialized the image of Korea in the French art scene 

which recognized Korea as vaguer and farther place than Japan and 

China. 

By going to France, the artists of Korea, China, and Japan all 

directly interact with the Western world, and choose to reinterpret 

the tendency of the French art. And it is significant that they 

achieved global recognition by seeking the tradition of their own 

country which differentiates them from the Western. The French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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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sought to secure the international positioning through the 

strategic process of taking these artists as their members, and the 

process also influenced the French art and resulted in some internal 

changes. It has an implication that the assimilating strategy of 

France towards universality while taking otherness as characteristics 

provided a possibility of being read as an attitude of recognizing and 

respecting individuality of an artist and each country.

With the discussion above the study embraces individual activities 

of the major artists of Korea, China and Japan who left for France 

and has a meaning in demonstrating it in the aspect of cultural 

translation. And also understanding the tendency of such narrow 

range of art that was important in the sociopolitical perspective at 

the time like “Nouvelle École de Paris” can broaden the 

comprehension on the formation of contemporary art. 

Keywords Nouvelle École de Paris, Zao Wou-Ki, Chu The-Chun, 

Kumi Sugaï, Yasse Tabuchi, Seundja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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