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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192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학형(學衡)파와 1930년

대 조선에서 활동한 문장(文章)파의 전통론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본고는 1920년대 중국과 1930년대 조선에서 전통을 논한 두 동

인 집단의 사유에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발견됨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고는 전통을 재현하고자 한 학형파와 

문장파의 논의를 이들이 견지한 근대적인 관점인 인문주의, 표현

주의와 연결지어 풀이해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먼저, 학형파는 인문주의라는 문화적 관점에서 유교를 재해석

하였고, 이를 중화민국이 견지해야 할 새로운 문화의 일부로 제출

했다. 본고의 2장은 학형파의 입장을 자신들이 계승하고자 한 인

문주의자 어빙 배빗과 매슈 아놀드의 텍스트를 참조하여 고찰해 

보았다. 또한, 본고는 학형파의 보수주의적 입장을 이들과 대립한 

개혁주의적인 신문화운동파 진독수와 호적의 주장과 나란히 살핌

으로써 학형파 역시 새로운 국가 문화 건설이라는 문제의식을 공

유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2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들의 유교 재해

석 논의가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살펴보

고 그 의의와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한편, 문장파는 표현주의라는 예술적 관점을 조선 화단의 지향

으로 제시하였다. 이태준은 대상을 재해석하는 작가의 주관을 강

조하는 미술론을 펼쳤는가하면 김용준은 회화에서 내용과는 독립

된 양식적 요소를 강조하는 화론을 개진하였다. 3장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주관적이고 비구상적인 요소가 동양적이고 조선적인 것으

로 수립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3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들이 표현

주의적 관점에서 전통 예술과 공예품을 감상한 텍스트를 읽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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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4장에서는 학형파와 문장파의 전통론이 근대 서구라는 타자와 

교섭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학형파는 인문주의와 손잡으며 전통

의 기준으로 근대 서구를 비판했고, 문장파는 근대 서구에 대한 

탈피와 극복의 논리인 동양주의를 미적으로 계승하였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본고는 문장파의 정치적이고 미적인 입장을 관통하

는 탈피의 논리를 탈구조주의 논의로 연장하여 이들의 예술론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고는 학형파와 문장파의 논의에

서 전통의 보편화라는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형파는 인문주

의를 기반으로 서구에 중국 유교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 국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문장파는 전통 예술을 표현주의의 언어로 해

석함으로써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난 고전 향유의 가능성을 탐

색하였다. 

주요어 : 전통론, 문장, 학형, 인문주의, 표현주의, 근대기 동아시아

학 번 : 2015-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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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대상

본 논문은 『學衡』 (1922 - 1933)과 『文章』 (1939 - 1941)  두 

잡지의 중심인물들이 산출한 텍스트를 근대기 동아시아 전통론의 사례로

서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학형파와 문장파가 전통을 

재해석하여 각각 1920년대 중국 문화와 1930년대 조선 예술의 지향점

으로 제출한 작업의 의의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뚜렷한 영향 관계도, 직접적인 비교의 전례도 없는 

두 동인 그룹을 비교하여 필자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조선의 

전통이 현대적인 것으로 제출되는 양상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이

른바 “비서구적 정체성”에 관한 재평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학형파와 문장파의 논의를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견지해오던 “중국(동아시아) 대 서구”, “전통 대 근대”, “특수 대 보편”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사례로서 조명해 보고자 하

는 것이다.1)

1) 중국의 근대를 이해함에 있어 동점의 주체인 서구와 그 대상인 중국을 대짝

으로 설정하는 인식틀은 아편전쟁(1840) 이래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근대기를 서양 열강의 개입이라는 충격과 이에 대한 중국의 서

구 배우기, 나아가 서구 극복이라는 반응들로 요약하는 이른바 “충격-반응”의

패러다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이원론을 전면적으로 적용했다고 평가받는 대

표적 사례로는 레벤슨 (Joseph Levenson, 1920-196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근대기 중국 지성사의 전개를 역사(History)와 가치(Value)라는 두 가지 항목의

조율로 해석해간 그의 연구의 전제는 중국 전통의 가치가 서구의 충격으로 인

해 그 유효성을 박탈당해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레벤슨 식의 연구가 대표하

는 인식은 근대기 중국 지성사의 전개가 서양-근대-보편을 목표했다는 것이다.

Joseph Levenson “‘History’ and ‘Value’: The Tensions of Intellectual

Choice in Modern China”, in Arthur F. Wright ed., Studies in Chinese

Thought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3) pp.146-194. “충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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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학형파와 문장파의 전통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할 

것이다. 먼저 이들이 지향한 가치관을 규명해낸 뒤, 그러한 관점에서  

제출된 전통론의 내용과 그 의의를 논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형파

는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문화를 개량하고자 했으며, 문장파는 표

현주의적 관점에서 조선 예술의 지향을 모색, 이를 전통 예술에 적용하

여 그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였다.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형』의 주요동인 “학형파”는 매광적

(梅光迪, 1890-1945), 오복(吳宓, 1894-1978), 호선숙(胡先驌, 

1894-1968), 유백명(劉伯明, 1887-1923)이다. 이들 대부분은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청조 말기의 지식인들로 경자배관장학금(庚子賠款奬學金, 

Boxer Indemnity Scholarship)이라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1910년

대 미국에서 유학하였다.2) 이들은 1920년을 전후로 하나둘 남경에 정착

하여 동남대학의 교편을 잡았고, 오복이 주간을 맡은 가운데 마침내 

1922년 1월 『학형』을 창간했다. 『학형』은 “학술의 이치를 따져 논

해서 진리를 밝히고 구하며, 국수를 밝혀서 새로운 지식을 융화시킨다”

를 발간 목적으로 11년간 총 79호가 발행되었다.3)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형파의 텍스트는 이들이 『학형』의 

창간 초기인 1922~24년에 발표한 것들이다.4) 또한, 해당 기간 『학

형』에 발표된 내용이 유학시절부터 형성해 온 이들의 사유의 결정체라

고 보는 가운데 학형파가 1910년대 재미 중국인 유학생 신문인 

Chinese Students’ Monthly에 기고한 글들을 함께 다루어 볼 것이다.5)  

응”의 이원론에 대해서는 김월회, 「20세기 초 中國의 文化民族主義 硏究」(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p.2-5과 천진, 「20世紀 初 中國의 智·德 담론

과 '文'의 경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2-7을 참조.

2) 학형파에 대한 전기적 정보는 “Mei Kuang-ti”, Biographical Dictionary of

Republican China Vol. II. eds. H. Boorman et al.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p.24-26, “Wu Mi”, Ibid. Vol. III, pp.442-444를 참조하였다.

3) “論究學術，闡求眞理，昌明國粹，融化新知”, 「學衡雜誌簡章」, 『學衡』,

1922. 1

4)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연구 대상을 창간 동인인 매광적의 재 도미(1924) 및

유백명의 사망 (1923. 11) 이전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5) Chinese Students’ Monthly(1905-1931)는 1905년 미주 동부지역의 중국

인 학생 연합(Chinese Students’ Alliance)의 학생신문으로서 창간되어 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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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장』의 주요동인 “문장파”로 다루어 볼 대상은 화가 김

용준(1904-?)과 잡지 주간을 맡은 작가 이태준(1904~?) 두 사람이다. 

1920년대 동경에서 함께 유학하며 예술적 교유를 시작한 이들은 1920

년대 말부터 조선 미술계에서 화가와 비평가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예술

관을 발전시켜 나갔다.6) 이 둘 간의 예술적 교유의 결정체에 해당한다

고도 볼 수 있는 『문장』은 김용준이 권두화와 표지화 제작에, 이태준

이 편집에 참여하는 가운데 1939년 2월 서울에서 창간되었다. 『문장』

은 고전시가, 시, 수필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아우른 잡지로, 이태준은 

창간의 의미가 조선의 문화를 대표하는 “현간(現刊)의 문예지”로 자리매

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7)

문장파 김용준과 이태준은 미술 분야의 평론과 수필을 다수 발표하였

다. 본고는 이들이 『문장』에 게재한 조선시대의 예술과 공예품에 대한 

수필뿐만 아니라 동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20년대 말부터 신문과 

잡지 지면에 발표한 전시 출전선언문과 평론문, 회화 이론 등의 글을 함

께 다루어 볼 것이다. 

본고는 학형파와 문장파의 저널리즘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에 

충분한 대표성과 의의가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학형파는 1990년대 이

래 중국에서 인 “신국학(新國學)” 연구 바람, 즉 “국학열(國學熱)” 가운

데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만큼 중화민국기 문화계를 대표하는 보

수적 논객으로 오늘날 인식되고 있다.8) 문장파 역시 “선비다운 맛”으로 

대표되는 고전주의적 경향을 보인 집단으로서 1930년대 한국문단의 한 

해당 학생연합의 전국적 확장과 함께 공식 기관지로 자리 잡았다. Weili Ye,

Seeking Modernity in China’s Nam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229. 이하에서 본고는 CSM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6) 1920년대부터 이어지는 김용준과 이태준의 예술적 교류에 대해서는 김용준

의 「백치사와 백귀제」 (『조광』 1936. 8, 『새 근원수필』 (열화당 2009

pp.143-151에 재수록) 와 이태준의 「소설의 어려움—이제 깨닫는 듯」(『문

장』 1940. 2.) 에 서술되어있다. 그밖에 이를 연구한 2차문헌으로서 박성창,

「이태준과 김용준에 나타난 문학과 회화의 상호작용」, 『비교문학』 56

(2012), pp.17-49을 참조했다.

7) 이태준, 「여묵」, 『문장』 1939. 2

8) Axel Schneider, “Bridging the Gap”, East Asian History 22 (2001.12),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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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구성했다는 평가가 일찍이 내려져왔다.9) 다른 한편, 1930년대 조

선 문화계 연구에 있어 전람회 비평을 포함한 신문기사를 다루는 본고의 

접근에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30년 전후의 조선화단

은 신진 화가단체의 등장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는 신

문지면 상에 활발한 전시 선언문과 평론문, 기타 회화론의 기고로 이어

졌다. 저널리즘 텍스트를 분석함에 당시 화단의 화두와 그를 둘러싼 지

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풍성한 논의거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10)

제 2 절 연구사 검토 및 주안점

학형파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중국의 5·4 공간이라는 큰 맥락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있다. 본고가 상정하는 5·4 공간은 1915년 창간된 잡지 

『新靑年(신청년)』파의 주도 아래 급진적인 사회 개혁의 목소리가 주도

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담론의 장이다.11) 대표적으로, 『신청년』의 수장

에 해당하는 진독수는 잡지 창간호에 젊은 세대로 하여금 과학과 민주주

의를 수용하고 봉건제의 유물인 중국 전통을 타파하기를 촉구하는 글을 

9) 김윤식, 「문장지의 세계관」,『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p.162.

10) 종전까지 민간단체인 서화협회의 서화협회전(1921)과 관전(官展)인 조선미

술전람회(1922)만이 명맥을 이어가던 조선 미술계는 1920년대 후반부터 등장

한 신세대 미술가 단체들에 의해 크게 활성화되었다. 대부분 일본에서 미술을

유학한 이들이 녹향회(綠鄕會, 1928), 동미회(東美會, 1929) 등을 조직하며 각

자의 미술 이념을 담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서로에 대한 비평문을

기고하기도 했다. 당시 화단에 대한 서술로는 김영나 「이인성의 향토색」,

『미술사논단』 9 (1999.11) pp.191-211, 이태준 「조선화단의 회고와 전

망」『조선중앙일보』1931. 1. 1-3, 조은정 「서화협회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9 (2015. 7) pp.135-159, 최열 「1928-1932년간

미술논쟁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1 (1994. 11) pp.124-169 참조했다.

11) 5·4 공간을 1919년에 벌어난 5·4 운동보다도 1915년 『신청년』의 발간

으로 상정하는 본고의 접근은 Fu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ese Moder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27의 내용에 근

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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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12)

중국 고유 문화의 가치를 옹호하며 급진적 개혁론을 비판한 학형파는 

자연스레 비난과 등한시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다. 발간 직후 노신은 

“거짓된 빛을 내고 있는 몇개의 가 골동품” 이라고 『학형』을 일축한 

바 있는데, 루쉰의 지위만큼이나 그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으로 전해져 

왔다.13) 중국 학계의 경우 학형파에 대해 복고적 혹은 반동적이라는 평

가가 1980년대까지도 중론을 이루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일정한 역사적 

실정도 자리한다. 중국의 근대화가 1949년 중국공산당 주도의 중화인민

공화국 건국으로 일단락되면서 학형파의 보수적 입장은 중국이 달성해 

낸 혁명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용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14) 이

후 중국이 1980년대 개혁개방의 시대에 접어들며 중국적 가치와 서구 

근대성에 대한 태도의 전환이 일고, 또 이어지는 90년대 국학열(國學熱) 

또는 신국학의 조류 하에 중국적 전통에 대한 재인식의 분위기가 마련되

기 전까지 『학형』은 복고로 일축되며 중심인물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

만이 이루어졌다.

한편 해외 학계에서는 5·4 공간을 포함한 중화민국 시기 보수주의적 

움직임을 “문화적 보수주의(Cultural Conservatism)”라는 개념으로써 조

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Schwartz는 중화민국 시기(1912-1949) 

여러 보수주의적 움직임을 개괄하는 논문에서 만하임(Karl Mannheim) 

식의 급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라는 세 가지 축의 정치적 역학구조 

개념을 중화민국에 적용시켰다.15) 다만, 그는 중화민국 시기에 있어 세

12) 진독수 「경고청년(敬告靑年)」, 『신청년』 1915. 1. 본고는 위 글에 대한

국문 번역 심혜영 역의 『천두슈 사상전집』 (산지니, 2017), pp.54-64를 따랐

다.

13) “幾個假骨董所放的假毫光”, 노신, 「估 『學衡』」 , 『熱風』, ( 河南人民

出版社, 1994) p.117

14)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학형파가 유가적 전통 가치를 수호한 점에 더하여 언어적인 면에서

백화(白話)문으로의 문학 혁명을 반대한 채 문언(文言)문을 고집한 점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반-사회주의적인 엘리트주의를 표방한 점이다. 付洁,「학형

파연구」, (산동대 박사학위논문, 2015) pp.4-6

15) Benjamin Schwartz, “Notes on Conservatism in General and in China

in Particular”, Limits of Change: Conservative Alternative in Repub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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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축은 구국(救國)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했으며, 따라서 세 분자들 간

의 갈등 또한 구국에 대한 방법론적 대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

다. 다시 말해, 보수주의라고 하여 사회정치적인 의미에서 과거 질서의 

복원이나 현상 유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공화

기 보수주의의 문화적인 특징은 이들이 전통 문화유산의 활용과 개량을 

통해 중국이 당시 처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 있다고 지

적했다.16)

문화적 보수주의의 인식틀은 곧 중국으로도 전해져, 종전까지 이어지

던 중국 학계의 정치적이고 귀납적인 평가 경향을 갱신했다. 중국 내 

『학형』의 재평가의 기점으로 간주되는 악대운의 1989년 「世界文化對

話中的中國現代保守主義」는 위의 만하임 개념을 수용하는 가운데 학형

파가 대표한 보수주의를 새로운 문화 건설 논의에 참여한 하나의 축이라

고 제시했다.17) 악대운은 학형파의 문제의식 역시 급진파나 자유파와 마

찬가지로 전통의 취급, 서방의 수용,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건설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들 역시 중국의 구망(救亡)과 도존(圖存)을 목표로 한 민

족주의적 동기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18)

나아가, 악대운은 5·4 공간을 중국 내의 계몽운동이라는 단선적인 관

점으로부터 확장시켜 세계 유수의 이론이 유입되어 충돌한 국제적이고 

다원적인 장으로 상정했다. 즉, 진독수로 대표되는 급진주의는 마르크스

를 추앙했고, 호적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파는 듀이(John Dewey)와 러

셀(Bertrand Russell)을 받아들였으며, 보수주의의 학형파는 스승인 배

빗의 신인문주의19)를 계승했다는 설명이다. 악대운은 5·4 시기 담론의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pp.3-21.

16) 위의 글, p.16

17) 樂黛雲,「世界文化對話中的中國現代保守主義」,『중국문화』, 1989, p.132.

18) “他們思考和企圖解决的問題大體相同（如何對待傳統，如何引介西方，如何建

設新文化等),而又都同樣帶着中國文化啓蒙運動的特色。” 악대운, 위의 글, p.132.

19) 학형파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신인문주의(New Humanism)는 배빗, 모어

(Paul More) 등의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미국의 비평가들을 대표로 하는 사조

이다. 배빗의 최초 저작인 『문학과 미국 대학』 (1908) 에 붙은 부제 “인문에

대한 변호” (In Defence of the Humanities)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신인문

주의는 인문(humanitas)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복원하고자한 움직임이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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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근대성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중국이라는 조건과 환경 속으로 

전지(轉地)된 양상으로 보고자 했다.20)

실제로, 『학형』이 창간된 1922년 중국은 5·4 운동이 추동한 개혁 

논의를 넘어 서구 근대성에 대한 비판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1919년 이후로 복벽 논의는 주류 담론에서 사라진 한편, 양계초가 1차

대전을 겪은 유럽의 실상을 보고 기록한 견문록을 발표했고, 1922년에

는 대표적인 유럽 문명 비판론인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이 중국에 

번역되었다.21) 이점에서 악대운은 『학형』을 5·4 운동의 서구화 열기가 

일단락 된 뒤 등장한 회의의 산물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22)

본고는 Schwartz와 악대운의 논의를 이어받아 전통 유산의 개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자 한 학형파의 입장을 인문주의라 규정해 

볼 것이다. 2장 1절은 이들의 문화관을 종횡으로 펼쳐나가는 방식을 취

하는데, 먼저 횡적인 차원에서 학형파의 관점을 “신문화운동파”를 대표

하는 급진주의자 진독수, 자유주의자 호적의 논설과 대치시켜 나갈 것이

다.23) 구체적으로 진독수의 사회진화론, 호적의 실용주의와의 대비를 통

해 항구적인 가치와 인문과학적 원리를 중시한 학형파의 문화관을 고찰

빗은 인문주의의 요체를 원칙(doctrine) 과 규율( discipline)이라 제시하며 인

문주의의 개념을 당시 유행하던 인도주의(humanitarian)와 대비시켰다. 그는 인

생 최고의 원칙이 개인의 완성이며, 인도주의가 표방한 박애나 동정심을 무분별

하게 실행함을 넘어 이를 선택적이고 분별있게 다루는 것이 더 높은 선이라고

주장하였다. Irving Babbitt, Literature and the American College,

(Houghton, 1908) p.8 학형파와 신인문주의와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서술은 김

월회 「신문학의 전개와 학형파」, 『醇齋 金時俊 敎授 頌壽 論文集』 (현암사,

1995), pp.729-733, 악대운, 앞의 글 (1989), p.133 참조.

20) Wang은 보수주의 학형파와 자유주의 호적간의 논쟁을 당시 미국 내에서

배빗과 듀이로 대표되는 인문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 벌어진 논의로 풀이한 바

있다. Edward Wang, “Toward a Humanist Interpretation of Tradition”,

Interpretation and Intellectual Change: ed. Ching-I Tu Chinese

Hermeneutics in Historical Perspective, (Transaction Publishers 2005)

pp.257-274.

21) Edmund Fung, 앞의 책, p.66

22) 악대운, 앞의 글, p.132

23) 다시 말해, 본고가 “신문화운동파”로 언급하고자 하는 학형파는 『학형』의

본문에서 “신문화운동” 이라는 말 이상의 구체적인 발화자를 구체화하고자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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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것이다.24) 한편 종적인 차원으로는 학형파의 사유를 배빗의 신인문

주의와 매슈 아놀드(1822-88)의 비평론에 대한 계승으로서 읽어나갈 것

이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학형파가 전통적인 유교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양상을 짚어볼 것이다. 특히, 배빗의 인문주

의에 대해 제기된 비판점을 학형파의 논의에 적용하여 학형파 전통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던지는 시사점을 추출해 볼 것이다. 

한편, 조선의 1930년대 고전부흥운동의 한 축으로서 문예지 『문장』

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문장』을 일제 말기 신체제로의 가속화 가운데 조선어와 조선문화를 

수호한 사례로 보는 민족주의적 성격의 연구가 있다. 위 부류는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전쟁동원기에 들어간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에 

대해 가한 사회문화적 탄압이라는 맥락을 강조하며 『문장』의 상고주의

에 “심정적 저항”이라는 의의를 부여했다.25)

다음으로는 1930년대를 군국주의의 전면화가 야기한 “근대의 파산”

의 맥락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문장』을 포함한 조선의 고전부흥론을 

근대 추구에 대한 회의의 산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26) 위 연구는 국

내적으로 1931년과 34년의 카프(KAPF) 1,2차 해체, 국제적으로는 

24) 배빗에서 학형파로 이어지는 인문주의적 입장은 20세기 초 미국과 5·4 공간

중국의 상황을 도덕과 문학의 혼란으로 진단하였고 그 원인을 루소의 인도주의와

진화론으로 돌렸다. 이들의 대척점에 듀이와 호적의 실용주의(pragmatism)는 먼

저 진화론적인 과학적 원칙에 바탕하여 기존에 견지되던 정신과 육체의 구분을

허물었다. 이들에게 있어 우선과제란 곧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

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중국 내 듀이의 실용주의의

영향력은 1919-21년 중국을 방문하여 호적과 함께 순회강연을 펼치고 또 그 강

연내용을 출간하는 일을 계기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배빗의 인문주의와 듀이의

실용주의에 대한 서술로는 Edward Wang, 앞의 글 p.258, Russell Kirk, The

Conservative Mind, (Regnery Pub: 1995), p.476을 참조. 호적과 듀이의 관계

에 관한 서술로는 E.R. Hughes, Fifty Years of Chinese Philosophy,

1898-1950 (George Allen & Unwin Ltd, 1956) pp.25-6을 참조.

25) 김윤식, 「문장지의 세계관」『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p.171

26) 김기림, 『시론』, 황종연, 「韓國文學의 近代와 反近代 : 1930年代 後半期

文學의 傳統主義 硏究」 p.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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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중일전쟁, 1940년 나치의 파리 침공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당

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던 근대사상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고전 부흥은 이러한 전환기 하에 불가피한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27)

그러나, 예의 두 부류는 『문장』이 대표하는 고전부흥운동을 억압적

인 시대에 대한 비타협과 회의의 차원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지

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둘은 『문장』의 전통론에서 적극적이거나 생

산적인 의의를 발견할 여지를 소거시킨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황

종연은 고전이 가질 수 있는 현재성, 즉, “지금-이곳에 기여할 수 있는 

진보적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문장파의 경우에는 결코 

허락치 않았다.28) 그는 문장파의 조선 문화 발굴이 비이성적이고 정서적

인 차원으로 한정되었다고 지적하며, 이태준의 골동품 완상(玩賞)을 과

거 회상와 당면 현실로부터의 심리적 해방이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태준, 김용준을 중심으로 한 조선적 전통미의 재해석

이 낭만적인 도피나 저항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문장』의 전통론에 대한 세 번째 관점으로서 동양주의의 맥락을 강조

한 정종현의 연구에 주목한다.29) 정종현은 일제 말기 조선인의 입장을 

저항과 굴복의 이분으로써 설정하는 “민족적 주체” 개념 대신에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긴장상태에 초점을 맞춘 “제국적 주체”를 제기하였다. 그

27) “일부의 논자들은 새로운 문학이 탄생할 수 없는 불리한 환경 아래 오히려

우리들의 고전으로 올라가 우리들의 문화유산을 계승함으로써 우리들 문학의

특이성이라도 발휘해보는 것이 시운에 피할 수 없는 양책이라고 말하며 일부의

논자들은 우리의 신문학건설 그 전일의 섭취될 영양으로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기자, 「조선문학상의 복고사상 검토」, 『조선일보』 1935. 1. 22, 황종연,

앞의 글 p.20에서 재인용.

28) 황종연, 「「문장파(文章派)」 문학(文學)의 정신사적(精神史的) 성격(性

格)」, 『동악어문학회』21 (1986), pp.91-144.

29) 일본 제국의 동양주의는 메이지 시기 구화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국수의 목

소리로 배태되어 1920년대 대공황을 지나며 서구를 비판하는 담론으로서 성장

했다. 동양이라는 지역공동체와 그 전근대적인 역사에서 서구로 대표되는 근대

에 대한 대안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이데올로기이다. 정종현, 「식

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동국대 박사학위논

문, 200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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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제국에 대한 동일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식민지인으로서의 주변부성을 조율하려는 긴장상태에 있

었다는 것이다.30) 즉, 『문장』의 고전 탐색은 일본 제국에 의해 제출된 

반(反)근대적, 반(反)서구적 담론인 동양주의부터 비롯했다고 보았고,31)

이 맥락에서 『문장』의 한 축인 이태준이 1920년대 말부터 신문지면에 

펼친 동양주의 미술론을 비중있게 다루었다.32)

본고는 정종현의 논의를 이어받아 문장파의 예술적 지향이 동양적인 

것에서 조선적인 것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3

장 1절에서는 작가의 주관을 강조한 이태준과 작품의 정서를 포착하고

자 한 김용준의 논의를 표현주의 예술관이라고 규정해볼 것이다.33) 특

히, 본고는 김용준의 회화론을 19세기 중반 이래 서구 예술계에 이어진 

모더니즘과 궤를 같이 한 내용으로서 평가하고자 한다.34) 이들이 당시 

조선예술에 대한 논의에서 대척점에 섰던 이른바 향토색론과 벌인 대립 

역시 모더니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더 분명히 파악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문장파가 조선 예술의 지향으로 설정한 고담한 

맛 내지는 조선적 기백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 예술을 재해석

30) 정종현, 위의 책, pp.3-4.

31) 정종현, 위의 책, p.10.

32) 정종현, 위의 책, p.35.

33) 본고에서 살펴볼 표현주의는 1920년대 말까지 이어진 카프의 목적론적 문

예관과 조선미전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발로 개진된 순수예술론이다. 당시 조

선 문예계의 “표현주의”는 통상적인 의미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재현의

반대급부로서 작가의 주관을 대변하는 의미로 폭넓게 쓰인 한편, 표현의 여지를

내용이나 주제가 아닌 회화의 고유 형식에서 발견하려는 순수 미술론, 즉 “모더

니즘 회화론”과도 상통하는 관점이었다. 기혜경, 「목일회 연구」, 『미술사논

단』 12 (2001), pp.40-43 참조.

34) 본고가 김용준의 모더니즘 미술론을 후일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정리한 모

더니즘 회화론에 비추어 풀이하였다.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이 자기비판

(self-reflexive) 의 원칙이라는 칸트의 정의를 미술에 적용하였는데, 미술이 자

기 자신만이 가지는 순수한 요소로서 평면성을 활용하고자 한 것을 모더니즘

회화론이라고 정의하였다. (Clement Greenberg, “Modernist Painting” Art

and Literature (Spring 1965); 본고는 조주연 역, 「모더니즘 회화」 『예술과

문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9) pp.344-354를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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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다루어 볼 것이다. 『문장』 및 동일시기 발표된 수필들을 통

하여 이들이 조선시대 문인화와 골동품을 감상한 양상과 그 의의를 짚어

볼 것이다.

끝으로, 비교에 해당하는 4장에서는 학형파와 문장파의 전통론을 “비

서구적 정체성의 제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해, 

학형파와 문장파의 논의가 근대 서구라는 타자와 맺은 관계에 주목하여 

전통의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풀이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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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학형파의 전통론

제 1 절 중국 문화의 지향: 인문주의 문화관

1. 새로운 것과 항구적인 것 간의 구분

학형파는 새로운 문화의 건설이 기존 중국 전통의 바탕 위에 설 수 

있다는 “存舊立新” 적 인식을 견지했다.35) 전통과 과거에 대한 사숙을 

통해 새로움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들의 입장은 앞으로의 문화가 옛 것

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신문화운동파의 “破舊立新”

적 급진적 진보의식과 대비를 이루었다.36) 신문화운동의 급진주의적 입

장을 대표한 논객으로 『신청년』을 발간한 진독수는 잡지 창간호의 대

문글인 「敬告靑年 (삼가 청년에게 고함)」에서 당시 중국의 현실을 다

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 사회의 공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어딜 가도 낡고 부패한 것들뿐이다. 

소수의 신선하고 생기발랄한 자들을 구하여 우리의 이 질식할 것 같은 

절망을 위로하고자 하나 그 가망 또한 묘연하다. 이 현상대로 가면 사람

의 몸이라면 반드시 죽고 사회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37)

진독수는 낡고 오래된 제도나 사상은 노년이자 죽음으로, 새롭고 변화

하는 것은 청년이자 생명으로 이분하는 생물학적 논법을 통해 중국과 그

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진단했다. 그가 일련의 전통적 윤리, 법률, 학술, 

35) 악대운, 앞의 글 (1989), p.135

36) 악대운, 위의 글, p.135

37) “充塞社會之空氣，無往而非陳腐朽敗，焉求些少之新鮮活潑者，以慰吾人窒息

之絕望？亦杳不可得。循斯現象，於人身則必死，於社會則必亡。” 진독수, 위의

책, 심혜영 역, 「삼가 청년에게 고함」, 『천두슈 사상전집』 (산지니, 2017)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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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을 봉건적 유물이라고 배격하면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새로운 

문화는 과학에 기초한 실용주의이다.38) 그는 서구의 실용주의를 따라가

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존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진독수의 주장은 19세기 말엽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

를 번역하며 사회진화론을 제창한 엄복(嚴復, 1853-1921)의 사유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다. 사회진화론은 중국과 서방 국가간의 차이를 밝혀내

는 이론적 틀로서 5·4 시기 이미 중국 지식계에 주류 담론이었다.39) 엄

복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분석한 스펜서의 이론, 즉 사회가 서로 

다른 개체들이 자기주장적 에너지 발산을 하는 경쟁 상태라는 설명에 주

목했다.40) 엄복은 서구 사회가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가운

데 부강을 이룩했다는 스펜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하나의 인

과론적이고 규범적인 이론을 형성했다. 그의 지론이란 중국이 투쟁과 경

쟁을 위축시킨 결과 빈곤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중국도 마땅

히 서양의 자세를 본받아 부강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41)

한편, 학형파는 과거 문화와의 급격한 단절이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

다. 오복은 새로운 것이 실상 기존의 것에 대한 개량에서 나온다는 점을 

들어 신과 구라는 개념이 불가분한, 상호의존적이라는 하나의 해체론적 

분석을 제시했다.42) 그는 결국, 옛 것을 모르고는 결코 새 것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과 구는 곧 상대적인 명칭이다. 어제 신이던 것이 오늘은 구이

다. [...] 뭇 전장문리, 이론학술은 모두 이미 있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탈

바꿈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니, 인함이 없이 이른 것은 있지 않았다. 그러

므로, 만일 구물을 알지 못하면 결코 신을 말할 수 없다. 

38) 진독수, 위의 책, pp.58, 63.

39) Fung, 앞의 책, p.33.

40) Benjamin Schwartz, 최효선 역, 『부와 권력을 찾아서』, (한길사 2006),

p.91.

41) Schwartz, 앞의 책, pp.101-2.

42) Fung, 앞의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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且夫新舊乃對持之稱。昨以爲新，今日則舊。[...] 舉凡典章文物理論學術，

均就已有者，層層改變遞嬗而爲新，未有無因而至者，故若不知舊物則決不

能言新。43)

학형파는 문화 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좇기보다는 항구적

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복은 학술을 논함에 있

어 처음과 끝을 두루 살피는 포괄적인 지식, 과거를 앎을 바탕으로 미래

를 예측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역사의식이야 말로 인간이 금수와 구별되

는 존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못박았다.44)

매광적은 1917년 CSM에 기고한 「우리 세대의 의무 (“The Task of 

Our Generation”)」에서 중국 문화계의 급진적인 풍토를 진단한 바 있

다.45) 그는 진화론적 사고를 요체로 하는 근대의 시대정신을 “꼭대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끝없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탐험가”에 비유했

다. 또한, 근대인은 선조들이 지켜온 신념과 제도장치를 그들의 어리숙

함의 소치로 돌리는 가운데 그것들을 혁파하는 일에 도취되어 있다고 지

적했다.

진화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은 시야에서 희미해져가는 계곡

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덕 꼭대기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여태 

밟아온 길에서 점점 멀어져가며 우둔한 선조들은 꿈도 꿔보지 못한 미개

척지를 탐험하고 있다. [...] 과거의 인간이 가장 즐겨하던 것이 사자(死

者)의 묘비에 비문을 새기는 일이었다면, 오늘날의 인간이 가장 즐겨하는 

것은 과거에 굳게 지켜져 온 신념과 제도에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다.46)

43) 오복, 「論新文化運動」, 『학형』, 1922. 4, p, 3.

44) “무릇 학술을 논하고 일을 논함에, 마땅히 그 시작과 끝을 궁구해서 그 연

혁을 밝혀서 이미 아는 것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과거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해야한다. 사람은 이미 지나간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

으나 금수는 그럴 수 없기에 인간은 역사가 있다. (凡論學論事，當究其終始，明

其沿革，就已知以求未知，就過去以測未來。人能記憶旣往而利用之，禽獸則不

能，故人有歷史。)” 오복, 위의 책, p.3.

45) K.T. Mei, “The Task of Our Generation”, CSM, (1917. 1),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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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광적은 과거제 폐지 논의를 예로 들며, 시험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

장이 문언문이라는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고 지적

했다.47) 진화와 개혁의 논의가 만연한 당시 사회에 대해 그는 과거제와 

문언문, 문언문학을 엄밀히 구분하고 각각의 가치를 냉정히 따지는 일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그는 문언문 문학의 아름다움이 영구적이

라 주장하며 단순히 새로운 것이나 옛 것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항구적

인 가치를 가려내는 역사의식을 함양하자고 역설했다.48) 주목할 점은 거

시적인 안목에 대한 매광적의 지적이 매슈 아놀드가 정의한 비평의 본질

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나 미래의 삶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세월을 거치며 살아남은 진, 선, 

미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거울삼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The good, the true, and the beautiful that have survived the test 

of all times we must seek to understand and possess before we 

are able to deal with life either of the present or of the future49)

나는 내 자신의 비평 정의에 충실하였다. 즉, 비평이란 세상에서 알려지

고 생각된 최상의 것을 배우고 퍼트리려는 사심없는 노력이다50)

46) “The evolutionary theory has changed all this. Instead of gazing

backward at the vanishing valley, man is keeping his eye upon the

hill-top; he is mov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trodden path

and exploring virgin areas which his simple minded forefathers never

dreamed of. [...] What most delighted the man of old was to write

epitaphs upon the tombstone of the dead; what most delights the man of

today is to pronounce anathemas against the cherished beliefs and

institutions of the past.” 매광적, 위의 글, p.152.

47) 매광적, 위의 글, p.152.

48) 매광적, 위의 글, p.154.

49) 매광적, 위의 글, p.154.

50) 매슈 아놀드, 윤지관 역,「현대에 있어 비평의 기능」, 『삶의 비평: 매슈

아놀드 문학비평선집』 (민지사 1985),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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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bound by my own definition of criticism: a disinterested 

endeavor to learn and propagate the best that is known and 

thought in the world51)

바꾸어 말하면, 매광적이 제시하는 시대적 의무란 비평적 역량을 키우

는 일에 다름아니다. 학형파가 보기에 중국 사회가 창조와 혁명 등 새로

움을 외치는 구호에 현혹된 것은 건전한 비평의 부재에 기인했다.52) 이

들은 『학형』을 발행함으로써 아놀드 식의 비판적 사고력을 중국에 확

산시키고자 했고, 호선숙의 「論批評家之責任」은 그 구체적인 시도의 

하나로서 비평의 덕목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53)

호선숙은 통시적인 역사의식을 강조한 아놀드의 요지를 “역사적 안

목”[歷史之眼光]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로 번역했다. 역사적 안목은 일시 

일지(一時一地)의 주관에 함몰되지 않는 객관적인 자세로, 호선숙은 동

서고금 가운데 발견되는 대표적 개혁의 사례들을 검토하며 일시일지의 

주관에 바탕한 당위성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논증했다. 그는 글에

서 중국 고대시대 태평성치의 제도라고 여겨지던 정전법이 진(秦)나라 

들어 천맥을 개간하면서 사라졌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근세 영국에서 

있었던 크롬웰의 민치주의 개혁이 피비린내 나는 결과로 실패하고만 사

례를 되짚었다.54)

학형파와 신문화운동파의 역사관이 전면적으로 대립한 사례로 문학혁

명에 대한 논쟁을 살펴볼 수 있겠다. 신문화운동파는 문언문을 사문(死

文)로 규정하고 민중어로서 백화문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라틴어의 

사례를 들어 뒷받침하였다. 호적은 중국의 문학혁명을 근대 유럽에서의 

라틴어가 민족어로 분화된 과정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했고, 따라서 문언

51) Matthew Arnold,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Vol III: Lectures and Essays

in Criticism, ed. R. H. Super, pp.283.

52) 아놀드에 따르면, “세상에서 생각되고 말해진 최선의 것을 있는 그대로 아

는” 것으로서 비평은 여러 학문영역에 있어 지성적 여건(intellectual situation)

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 한다. 아놀드, 앞의 책, p.95.

53) 호선숙, 「論批評家之責任」, 『학형』, 1922. 3.

54) 호선숙, 위의 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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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폐지하고 백화문을 채택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에 해당한다고 주장

했다.55)

이에 반해 학형파는 라틴어의 전례를 문언문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치

에 맞는 적용[牽强]이라고 비판했는가 하면,56) 당시 유럽에서 대두된 인

공어 에스페란토(Esperanto)를 거론하며 과거에 대한 일방적 해석의 논

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중세의 구물로 여겨지던 라틴어가 다시금 복고의 

대상으로 조명되는 현상을 상기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역사의식을 촉구한 

것이다: 

대개 오늘날 사람이 스스로 진화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그 

생각한 바와 행하는 바가 옛날과 다른 것이 아님이 없을 뿐이다. 옛 것과 

다른 것를 행하여 이익을 보면, 그것을 견지하여 고인을 업신여긴다. 시

간이 지나매 폐단이 생기면, 옛 제도의 장점을 떠올린다. 근세에 (민족어

로의) 분기를 논하는 것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세계어 에스페란토를 만

들어 이로써 중고라틴어의 통일을 모방하는 것이나, 자유 경쟁에 괴로워

하는 사회주의 길드파가 중고의 행회제도를 꿈꾸는 것이, 또 이러한 일의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蓋今人所由自矜爲進化者，無非以其所思所行異於古而已。行之而利見，則

持此以傲古人，日久而弊生，則追思古制之善。近世苦言粉歧者之造爲世界

語Esperanto以模仿中古拉丁語統一，苦自由競爭之社會主義基爾特派 Guild 

55) “중국 문학혁명의 중요도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는 근대 유럽에서 민

족국가의 언어의 부상한 역사를 상기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라틴이 유럽 전

체의 공식적인 문어로서 인정받은 것이 불과 5세기 전이다.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이태리였다. (In order to appreciate the full significance of the

literary revolution in China, the reader will do well to recall the history

of the rise of the national languages of modern Europe. Hardly five

centuries have passed since Latin was the recognized literary language

of the whole of Europe. Italy was the first to revolt.)” Hu Shih, “The

Literary Revolution in China”,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 No. 2. (1922. 2) pp.91-100, English Writings of Hu Shih

(Volume 1), Ed. Chih-P’ing Chou (Springer 2013) pp.7-12에 재수록.

56) “又如中國文言之别. 决非希臘拉丁語與英法德語之別也。必牽强引爲一例。”

호선숙, 위의 글,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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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st 之夢想中古行會制度，何莫非此事之一證。57)

2. 物律(자연과학)과 人律(인문과학) 간의 구분

학형파의 입장은 인문과학적 원칙을 자연과학적인 것보다 중시하는 

자세라고도 풀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문화운동파와 학형파 사이에

는 物律과 人律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했다.58) 먼저, 物

律을 중시하고자 한 신문화운동파는 기술문물의 도입이 중국 문화 개량

에 온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용주의라는 관점에

서 서구 기술 도입이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충

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식했다. 실용주의의 타당성을 옹호한 호적이 가

장 먼저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간의 구

분이었다. 그는 소위 “중체서용” 의 논법을 통해 동방문명의 우월성을 

수호하려는 심리를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문명은 애초에 물질과 정신

의 측면으로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59) 오히려, 호적은 기계문명의 발

전이 가져온 여러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이 정신적인 의의 또한 갖는

다고 역설했다:

인류의 물질적인 혜택을 제고하고, 인류의 물질적인 편리와 한가로움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인류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 사

람들로 하여금 정력과 생각을 근근히 생존하는 데에 모두 내던지는 지경

에 이르지 않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여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提高人類物質上的享受，增加人類物質上的便利與安逸，這都是朝著 解放人

57) 이사순, 「論文化」, 『학형』 1923. 10, p.4

58) 曠新年(광신년), 「學衡派與新人文主義」, 『北京大學學報』 6 (1994)

p.91, 악대운, 「重估『學衡』」, 『歷史的反響』（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硏究所,

1990)，pp.267-8.

59) 호적, 「我們對於西洋近代文明的態度」, 『胡適文集 v.4』, (北京大學出版

部, 199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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類的能力的方向走，使人們不至於把精力心思全拋在僅僅生存之上，使他們

可以 有餘力去滿足他們的精神上的要求60)

특히, 호적에게 있어 기술문물의 도입은 낙후된 중국이라는 현실을 감

안했을때 더욱 시급한 사안이었다. 그는 중국이 처한 가난과 무지, 질병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실용주의의 당위를 피력

했다. 호적은 당시 중국 내 이동이 104일 걸리는 실태나, 긴급 전보에 

글자 수를 맞춰 쓰기 급급한 사정을 통탄하는 한편, 문제의 심각성을 대

륙을 횡단하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구미의 가정이 집집마다 라디오를 

갖춰가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시켜 더 부각시켰다.61) 그가 바라본 중국의 

과제는 “기계 문물의 활용을 통해 사람들의 고통의 감소시키고 생산력을 

증대시켜 행복을 제고”하는 것이라 요약해 볼 수 있다.62)

이에 맞선 학형파의 기본 전제에는 문화 발전에 있어 자연과학보다도 

인문과학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했다. 자연과학을 우선시

하는 사고 경향에 대한 반박은 앞서 살펴본 사회진화론적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호선숙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정치, 교

육, 종교 등의 후천적인 요소의 역할이 선천적인 요인보다 더 크다고 강

조했고, 발전[更張]의 여지 또한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인류는 역사가 있는 동물이다. 이 역사는 마땅히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

면, 무릇 태고 이래로 풍속과 습상, 환경의 영향과 정치, 교육, 종교의 도

야는 모두 마치 유전적으로 그러한 것과 같다. 자녀가 선천적으로 이미 

그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후천적인 교육을 사용하

여 바꿀 수 있는 것이라야 비로소 그 변화를 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

면 오직 그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허물 벗음을 따라서 변화할 따름이다. 

人類有歷史之動物也。此歷史當自廣義言之。凡自太古以來風俗習尚。環境

之影響。政治敎育宗敎之陶鎔。皆如遣傅性然。子女自先天已稟之於其父

60) 호적, 앞의 글, p.4.

61) 호적, 「請大家來照照鏡子」, 앞의 책, p.25.

62) 호적, 위의 글,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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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無由以擺脫之者也。必其可用後天之敎育以更變之者。始得議其更張。

否則惟有順其有機性自然之嬗以演進之耳。63)

오복은 신과 구의 불가분 관계에 대한 자신의 지적을 물질과 인사라

는 두가지 별개 영역의 문제로서 풀이하기도 했다.64) 그는 적층적이고 

선형적인 체계 속에서 새것이 옛것보다 낫다고 보는 식의 물질과학적 원

칙이 역사나 정치, 문장, 미술 등 인사의 학문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분

명히했다.65)

또한, 학형파는 중국이 이미 실용주의에 경도되어 인격적 소양을 기르

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호선숙은 기술 발전에 초

점을 맞춘 당시의 개혁 논의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야기하고 있는 불균

형을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서구의 물질과학 습득을 급선무로 설정해버

린 나머지 중국의 전통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서구의 인문학까지 경시하

는 풍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66)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러한 풍조의 

확산을 자신을 포함한 구미유학파의 탓이라고 고백한다는 점이며, 미국 

유학 도중 전문가가 되야한다는 일념 하에 인문학 수업을 면제까지 받은 

개인적 경험을 술회했다는 것이다:

유학하던 시절에는 구미의 인문학에 대하여 외국인이기 때문에 살짝 접

해보고는 곧 그만두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시 선생님의 양해를 얻

을 수 있었다. 게다가 몸이 이국에 묶여있어, 시간도 힘도 모자랐다. 우

리나라에서 요구되는 것은 전문가였기에 전력으로 전문학을 익히고 다른 

나라 사람들[他人]의 인문학문에 미치고자 할 겨를이 없었다. (...) 그러

므로 구미유학생 중에는 전문 학문을 가진 자가 많아서 전문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는 극히 적다.

及至留學之日, 對於歐美之人文學問, 又以身爲外人, 淡嘗輒止。以身爲外人

63) 호선숙, 「論批評家之責任」, 앞의 책, p.7

64) “蓋物質與人事截然分途各有其律”. 오복, 「白壁德中西人文敎育談」, 『학

형』 1922. 3, p.1.

65) 오복, 「論新文化運動」 『학형』 1922. 4, p.3.

66) 호선숙, 「說今日敎育之危機」, 『학형』, 1922. 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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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故, 而復能得學校師之原諒, 且以身羈異國, 日力不給. 吾國所需者爲專門

家 故以全力治專門學。而無暇願及他人之人文學問。(...) 故 歐美留學生多

有專門之學. 能勝專門之職務。而甚少可稱爲有敎育之人67)

중국의 문화적 지향을 둘러싼 학형파와 신문화운동파간의 관점 차이

는 도덕을 둘러싼 문제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호적은 실용주의의 일

환인 공리주의의 원칙을 들어 자신의 개혁론이 가지는 도덕적 의의를 피

력했다. 그는 기술 문명의 발달이 인류의 동정심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강령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개개인의 이해만을 따지는 자본주의적 정신

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삼백년 사이에, 물질적인 혜택이 점점 증가하면서, 인류의 동정심 또한 

점점 확대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확대된 동정심”은 곧 새로운 종교, 새

로운 도덕의 기초이다. 스스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에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비단 타인의 자유를 침범

하지 않는 것으로 그 한계를 두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한발 더 나아가 

절대 다수의 자유를 요구하여야 한다. 스스로 행복을 누리는 동시에 타인

의 행복을 생각하니 공리주의의 철학가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라는 표준을 제출하여 인류사회의 목적으로 삼았다.

二三百年間，物質上的享受逐漸增加，人類的同情心也逐漸擴大。這種擴大

的同情心便是新宗敎新道德的基礎。自己要爭自由，同時便想到別人的自

由。所以不但自由須以不侵犯他人的自由爲界限，並且還進一步要要求絕大

多數人的自由。自己要享受幸福，同時便想到人的幸福，所以樂利主義

（Utilitarianism）的哲學家便提出「最大多數的最大 幸福」的標準來做人

類社會的目的。68)

호적은 물질적인 향유가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

67) 호선숙, 위의 글, p.5.

68) 호적, 「我們對於西洋近代文明的態度」, 위의 책,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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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자』 「목민」편에 나오는 절구인 “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

榮辱”69)를 인용하며 도덕은 물질적인 요구가 충족된 바탕에서 바로설 

수 있다고 바로잡았다. 또한 호적은 정신적인 가치의 추구가 물질적인 

배격에서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논객들을 안일한 “지족(知足)”이라고 규

정하며 비판했다. 물질과 정신 대신 지족과 부지족이라는 새로운 구분 

아래 서양인들은 진취적인 민족으로, 반대로 동양인들은 가난과 무지에 

안주하는 민족으로 분류하며 전통주의자들의 도덕적 우위를 무너뜨린 것

이다.70)

그러나, 학형파는 확장과 확산을 요체로 한 실용주의가 도덕성을 상실

했다고 갈파했다. 학형파는 자신들의 스승인 미국의 신인문주의자인 빙 

배빗의 목소리를 빌려 실용주의를 비판하고자 했고, 『학형』 3기에 배

빗이 1917년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강연 내용을 호선숙의 번역과 오

복의 서문과 함께 게재했다.71) 강연에서 배빗은 당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 논의를 근대 서양에서 일어난 계몽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이라 파악했고, 그 주요 특징을 기술 발달의 추구와 박애의 정신으로 꼽

아 각각 비판하였다.72)

배빗은 기술 발달을 중시한 자연과학적 문화관이 발전 자체가 그 명

분이 되면서 윤리적 지표를 상실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근대 문명이 단

지 증식을 위한 도구로써 기능하며 인간의 욕망과 그를 실현하는 데 필

요한 수단의 위험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73) 배빗은 또한 근대 사회가 

69) “옷과 음식이 충분하여야 영예와 수치를 알고,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 수

있다”

70) 호적, 위의 글, pp.10-11.

71) 해당 텍스트는 각각 「白壁德中西人文敎育談」, 『학형』, 1922. 3과

“Humanistic Education in China and the West”, CSM (Vol. 17, No. 2,

1921. 12) pp.85-91.

72) Babbitt, 위의 글, p, 85

73) “분명한 것은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증식하는 도구의 기능만을

해왔다는 것이다. 문명은 인간의 욕망을 키웠고, 그의 만족을 방해받지 않기 위

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의 공포를 키웠다. (This so-called civilization, it

could be clearly shown, has acted merely as a multiplying instrument. It

has increased the desires of man, and increased the horror of the

method he has always chosen to attain them if unimpeded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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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윤리, 편의와 문명이라는 개념들에 대한 분별을 상실했다고 진단

하며 근대 문명이 영적인 가치를 탈취한 야만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74)

다음으로, 배빗은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원칙은 구심력적인, 달리 말해 

내적 절제(inner control)의 원칙이라고 규정하며 박애 정신을 비판했다. 

그는 참된 인간상은 중용과 규율이라는 원칙을 지켜 내면을 수양하는 것

이라 제시했는데, 주목할 것은 배빗이 내적 절제의 원칙을 동·서양의 고

전, 즉 공자의 군자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푸다이오스 개념에서 공

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지적한 것이다:75)

공자는 인간의 인간됨을 오늘날의 감상적인 인도주의자들처럼 확장적인 

감정의 차원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절제의 법칙이라고 정의했다. 

이점에서 그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희랍전통로부터 내려오는 서구 

인문주의의 영수들과 동일하다. 사람이 정말 사람다우려면, 그의 평범한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중용과 분수에 맞게 단련시켜

야 하는 것이다.76)

정리하자면, 학형파는 급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개혁파의 주장에 맞서 

항구적인 관점의 필요성과 인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피력했

다. 이 과정에서 학형파는 아놀드와 배빗의 사유를 계승하며 단순히 보

수주의라는 국내 정치적 입장을 넘어 근대성 비판의 목소리인 인문주의 

were not permitted.)” 배빗, 위의 글, p.88

74) “Modern civilization is only a complex of material discoveries and it

is nothing more. In other words it is not a civilization at all. It is a ma

terial condition which has usurped a spiritual title.” 배빗, 위의 글, p.88

75) 배빗의 논의를 이어받은 오복은 Inner Check를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이리

제욕(以理制欲）라는 유교 개념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오복, 「我之人生觀」,

『학형』, 1923. 4 pp.12-13

76) “Confucius defines the specifically human element in man, not in

terms of expansive emotion like the sentimental humanitarians of today,

but as a "law of inner control;" and herein he agrees with the best

humanists of the Occident from Aristotle and the Greeks down. If a man

is to be truly human, he cannot expand freely along the lines of his

ordinary self, but must discipline this ordinary self to a sense of

measure and proportion.” Babbitt, 위의 글,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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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의 차원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학형파가 전통적인 가르침으로서 유교 윤리의 가치를 변호했

을 때, 이들이 유교 질서의 전면적인 복원을 염두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재해석은 공화국 현실 하에서 유효한 형태로 개량하

고자 한 것이고, 이는 인문주의라는 사조의 테두리 안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2 절 전통 문화의 재해석

1.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유교 윤리

학형파의 유교 재해석 작업은 그 내용을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차원의 

윤리로 풀어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학형파의 논법에서 가장 먼저 

짚어둘 점은 그들이 유교 사상을 세속적인 정치제도와 분리시킨 것이

다.77) 『학형』에는 유교사상을 전근대적 유물이라 단죄하는 목소리의 

반박하는 글이 실렸다.78) 저자 유이징(柳詒徵, 1880-1956)은 공자의 탄

생전에 이미 중국에 왕이 존재했거니와, 전제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

계 여러 나라 문명권에 발견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유교와 왕권제도 사

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려 했다.79) 중국 근세의 문제가 공자의 “仁”에 

대한 가르침을 지나치게 신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재에 기인했다

는 유이징의 주장은 그의 “仁” 논의에 정치적인 측면이 소거되었기에 더

욱 설득력있게 개진될 수 있었다. 그는 아편 중독이나 탐관오리들의 만

행 등으로 대변되는 근세 중국의 타락을 종합하며 이를 역설적으로 공자 

교리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77) 曠新年, 「学衡派与现代中国文化 」,『中国文化研究』1994. 6, p.66.

78) 유이징, 「論中國近世之病源」, 『학형』, 1922. 3, p.3.

79) 유이징, 위의 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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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뭇 사람들이 진실로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봉행하지 않으니, 

나는 이로써 논자들이 최근 중국이 맞은 결과의 총 원인이라고 견지하는 

것은 곧 바로 그 반면을 얻은 것임을 알았다. 중국 최대의 질병의 근본은 

공자의 가르침을 봉행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

은 데에 있었다. 공자가 사람을 가르침에 인으로써 하였으나 지금 중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 불인하다.

而因此諸人固皆不奉孔子之敎。吾因此知論者所持以爲最近結果之總因者，

乃正得其反面，蓋中國最大之病根非奉行孔子之敎實在不行孔子之敎。孔子

敎人以仁而今中國大多數之人皆不仁80)

바꾸어 말하면, 학형파는 유교의 가르침이 통시대적인 하나의 원형이

라는 인식 아래 이를 오늘날에 맞게 개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백명은 

중국적 품성의 요체로 정심성의의 가르침을 꼽으며, 공화시대에 걸맞는 

정신은 그 가르침에 대한 현대적인 실천자세를 붙임으로써 형성될 수 있

다고 보았다:

무릇 정심성의의 일은 진실로 우리나라 인생 철학의 특색으로, 그 가치는 

사회가 어느 정도로 진보했는지에 관계없이 그로 인하여 조금도 감소하

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의 거짓 속임, 바르지 못함은 모두 이것으로 고

칠 수 있다. 내가 생각컨대 정심성의는 기대고 있는 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허에 붙어서 그것만을 위해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가함이 아니

다. 즉, 정심성의 실시의 법칙이다. 이것은 고대 정신이 근금의 사상에 

보충받기를 기다릴 여지가 있다.

夫正心誠意之事誠吾國人生哲學之特色，其價値無論社會進至若何程度，必

不因之稍減。今人之虞詐無誠，譎而不正，大可以此藥。惟余謂正心誠意必

有所附麗，非可憑虛爲之，而從事社會事業，正卽正心誠意實施之法。此古

代精神有待於近今思想之彌補者也。81)

80) 유이징, 위의 글, p.6.

81) 유백명, 「共和國民之精神」, 『학형』 1922. 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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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유백명이 이 과정에서 정심성의 이하에 내용인 치국평천

하(治國平天下)의 내용을 누락시킨 점이다. 그는 치국평천하의 사회적인 

메세지가 지나치게 모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사회의 구조와 상합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82)

비정치성을 표방한 학형파의 유교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레 개개인의 

윤리 내지는 인격에 맞추어졌다. 호선숙의 경우 교육의 영역에서 유교적 

가치의 유효성을 피력했다. 호선숙의 글 「說今日教育之危機」는 앞서 

살펴보았듯 당시 중국사회가 과학기술에 경도되었음을 지적했는데, 그는 

그 기형성을 전통적 교육관을 인용하여 진단해냈다:

무릇 교육이 인재를 도야하는 것에는 일찍이 두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그 치사치학의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신하는 지취와 습

관을 기르는 것이다. 과거에 말하던 육예와 문장과 정사와 같은 것이다. 

오늘날의 학술 기예는 전자에 속한다. 건전한 인격을 조성하는 방도의 경

우, 능히 정심성의하고 수신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즉 후자에 속한

다. 그 둘 중 하나가 결핍된다면, 즉 기형의 발달이 될 것이다.

夫敎育之陶冶人才。嘗有二義。一爲養成其治事治學之能力，一爲養成其修

身之志趣與習慣。如昔時所謂之“六藝”與文章政事，今日之學術技藝，屬於

前者。至所以造成健全人格，使能正心誠意修身齊家者，則屬於後者。二者

缺一，則爲畸形之發達。83)

오늘날의 학술 기예가 과거의 육예와 나란히 놓일 수 있는 것처럼, 치

학치사와 인격의 균형된 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강조는 시대가 다른 현재

에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오복의 「我之人生觀」은 『학형』에 게재된 하나의 완결성 있는 유

교 재해석의 사례이다. 글은 인문주의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부

터 유교 경전 속에서 채택한 실천적인 도덕법칙에 대한 서술로 나아간

82) “雖此外有治國平天下推己及人之語然治國天下既嫌空泛. 而推己及人又往往限

於五倫之間以覦今之會精神其範圍固有廣狹之殊也.” 유이징, 위의 글, p.2.

83) 호선숙, 「說今日教育之危機」，『학형』, 1922. 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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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복은 인성이원론을 골자로 한 인문주의를 초자연주의적 종교관과 

근대 프랑스에서의 자연주의라는 두 극단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라고 소

개했다. 그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인간에 죄악을 부가하는 전자나, 인간

의 자연적으로 선한 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후자 모두를 경계했다.84)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인문주의는 오복의 말로 하면 개개

인의 판단과 거기에 따르는 공과 과를 따지는 체계로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었다.85)

그가 꼽은 유교의 가르침은 극기복례와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

下”86) 인데, 오복은 개인의 완성을 강조한 두 메세지에서 적극적인 실천 

원칙을 의의를 발견하려 한다. 먼저, 그는 이리제욕이자 Inner Check의 

공부라고 풀어낸 극기복례가 단순히 남에 대한 양보나 욕망의 포기가 아

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극기복례가 뭇 도덕의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사람은 반드시 하지 않음이 있은 

뒤에야 됨이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87)

다음으로, 오복은 맹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자신의 재능을 기르라는 일

종의 자기 개발에 있다고 보았다. 즉, 자기 자신을 선하게 하는 것과 천

하를 겸하여 감화시키는 일이 동일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자신

의 영달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만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을 갈고닦은 사람이라고도 말했

다.88)

84) “以上二派之主張本不合於事實而其弊病之尤蓍者则爲信偶然之機主命運之說萬

事前定 Determinism而使人廢然墮於悲觀. 1派之用意甚善, 然危詞聳聽。(...) 2爲

近世之浪漫派及自然派以盧梭最著謂人性純善。而其所以陷於恶者。則由於社會之

環境使之,逼迫之。故當任先天之情本來之欲無所拘束無所顧忌，則所皆合於善。”

오복, 「我之人生觀」, pp.11-13.

85) “若從人性二元之說則因人遇事用理判斷自行抉擇。故於其果自負責任。善則我

之功，惡則我之罪。”오복, 위의 글, p.13

86) “자신이 궁핍하면 홀로 그 몸을 선케 하며,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감화시

킨다”

87) “克己者並非容讓他人，損失我之權利之謂。蓋卽卽上節所言“以理制欲”之工夫

也。能以理制欲者，卽爲能克己。故克已又實踐凡百道德之第一步矣。或疑克已過

於消極不知人必有所不写而後可以有爲” 오복, 위의 글, p.15.

88) “二語並舉不可分離所言者乃是一事並非截然二事。意在我應習成就一種才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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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치성과 아놀드의 비평론

학형파의 비정치성은 그들이 계승하고자 한 아놀드의 비평가 의식에 

비추어 풀이해 볼 수 있다. 아놀드의 유명한 “사심없음”의 정신이 강조

하는 바처럼, 유교사상의 현대적 개량을 시도한 학형파 역시 자신의 논

의에서 실제적인 고려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89) 호선숙은 자신들의 비

평가로서의 사명감을 피력하는 대목에서 정의가 힘을 대체한다는 말을 

인용했다.90) 그는 1922년 당시의 중국에 대해서 서술하기를 더 이상 군

벌을 동원하여 혁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왕정복고가 논의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대신, 자신들의 과업은 민치주의의 본질을 중

국 사회에 선포하여 그 질서가 안정화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오늘날 공화제가 이미 서서, 복벽되어 황제라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

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반드시 민치주의가 일반 

앎이 없는 평민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과 감상으로 하여

금 모두가 그 길로 좇아가게” 전력으로 힘쓰는 것이니 그러면 비로소 공

德憑此資格以俟外境至若窮達非吾力所能控御但以吾已有之費格。處窮固能獨善其

身處蘧亦能善天下也。오복, 위의 글, pp.20-21.

89) 아놀드는 비평이 견지해야 할 자세를 “사심없음”이라 불렀는데, 그 정의란

“실제적인 사물관을 멀리하고 그것이 건드리는 모든 주제에 대한 정신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놀드, 앞의 책, p.107.

90) “法人裕林特 (Joubert) 有言日: 强力與正義治斯世之要件。在正義未立之先。

則仍須强力” 호선숙, 앞의 글, p.9. 이는 사실 아놀드가 옮긴 주베르(Joubert,

1754-1824)의 말을 호선숙이 재인용한 것이다: “힘과 정의는 이 세상의 지배

자이다. 정의가 올 때까지는 힘이 다스린다” 아놀드, 앞의 책, p.101. 아놀드는

이 말에서 정의가 가지는 궁극적인 당위를 강조하고자 했다. 해당 단락의 이어

지는 내용에서 그는 당시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민치주의의 열기가 영국에 무

리하게 밀어닥치는 형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따라서 다른 국민들이 그들이

새로 찾아낸 정의로 강제로 바꾸려 한다면, 이는 횡포이며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의가 올 때 까지는 힘이 다스린다’라는 우리의 금언의 후반부

를 무시하는 처지이다.” 즉, 민치주의로의 개혁도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인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호선숙이 아놀드의 글을 수용했음이 분명할

때, 호선숙이 주베르를 재인용한 것도 중국 현실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밝힌 것

이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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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기초가 온고해질 수 있다.91)

학형파의 “사심없음” 의식은 거꾸로 신문화운동파에 대한 비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형파가 보기에 신문화운동파의 전통 배격 논리가 미

흡한 이유는 그 의도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었

다. 매광적은 이들을 서구 근자의 몇 조류를 들여와서는 창조와 새로움

을 자칭하는 “모방가”이자 대중을 현혹하여 이익을 꾀하는 “공명지사”라

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저들은 고인과 일체의 고유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

아, 우리 나라가 문화가 없으며 옛 문학이 죽은 문학이라고 속이고, 아무 

거리낌 없이 떠벌리어 대중을 놀라게 하고 속인을 현혹한다. 그러나 그 

실체를 살펴보면, 저들은 곧 최하급의 모방가이다.

彼等以推翻古人與一切固有制度爲職志，誣本國無文化，舊文學爲死文學。

放言高論以駭衆而眩俗。然夷考其實，乃爲最下乘之模倣家。92)

그것이 아니라면 공명지사들은 또 왜 백화시와 각종 유행 사조들과 함께 

하는 것인가? 뭇 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새롭다고 하는 것과 

쉽다고 하는 것이다. 유치한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다가오는 학

설에 대해서 살피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否則功名之士又何取乎白話詩文與各種時髦之主義乎。蓋恒人所最喜者，曰

新曰易，幼穉人尤然。其於學說之來也，無審擇之能。93)

오복 또한 새로움에 당위를 부여하는 세력을 그 소이연을 설명하지 

91) “在今日共和既立，復辟稱帝，自非吾人所欲。因之吾人之責任，務必以全力使

民治主義遍佈於一般無識之平民, 使其 ‘意見與感想咸趨於該途’ 則共和之基礎方能

穩固.” 호선숙, 위의 글, p.9. 이 대목에 인용된 부분 역시 아놀드의 글에 등장

하는 버크의 재인용이다. “일반적인 여론과 감정도 그런 쪽으로 흐를 것이다”

아놀드, 앞의 글, p.103.

92) 매광적, 「評提倡新文化運動者」, 『학형』 1922. 1, p.3.

93) 매광적, 위의 글,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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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자기충족적 기제라고 꿰뚫으며, 그들의 수사는 결국 당동벌이 식

의 당파적 행태로 귀결된다고 일축했다.94)

학형파의 비정치성은 당시 중국 문화계의 맥락에서도 유의미한 변화

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형』 이전의 1910년대 보수주의에 해당하는 

국수 부흥론은 배만주의(排滿主義)라는 정치적 성격의 운동과 결부되어 

펼쳐졌고, 『국수학보』나 『남사』 등의 동인들은 중국 문화의 본령을 

한(漢)족 문화로 한정하며 청조의 집권세력인 만주족을 배격하려는 정치

성을 띠었다.95) 이점에서 학형파가 “국수를 흥성하게 한다”는 자신들의 

발간 취지를 “새로운 지식과의 융합”이라는 방법론과 함께 제시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昌明國粹，融化新知”96) 즉, 학형파에게 있어 국수

(國粹)는 민치주의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 인식과 융화되어 발전해가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97)

3. 사적인 윤리와 배빗의 인문주의

유교를 비정치적으로 접근한 학형파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개개인

의 인격에 대한 가르침으로 재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문주의의 이

러한 비정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적을 

제시한 사람은 엘리엇 (T. S. Eliot, 1888-1965)이다. 본고는 엘리엇이 

1927년 배빗의 인문주의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학형파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98) 엘리엇이 배빗에게 던지는 질문이란 개인의 내적인 완성을 중시

한 인문주의가 하나의 문명관으로서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feasible)하

94) “勢必以己意爲之，不能言其所以然，而僅以新稱，逐不免黨同伐異之見。“ 오

복, 「論新文化運動」, 앞의 책, p.4.

95) Laurence Schneider, “National Essence and the New Intelligentsia”,

Limits of Change, ed. Charlotte Furth,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p.63.

96) 「學衡雜誌簡章」, 『學衡』, 1922. 1

97) 李怡 「論 “學衡派” 與五四新文學運動」, 『中國社會科學』 (1998:6)

pp.152, 155.

98) T. S. Eliot, “The Humanism of Irving Babbitt” (1927), Selected

Essays 1917-1932, (New York: 1978)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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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99) 엘리엇은 아무리 이상적인 수준의 내적 절제를 완성한 

개인들이더라도 그들만의 합으로서는 결코 하나의 전체를 이룰 수 없다

고 주장했다.100) 달리 말해, 배빗이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그가 

인문주의를 통해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 사이의 

큰 간극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엘리엇은 내면적이고 지적인 가치를 함양하고자 하는 인문주의의 문

제의식을 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배빗의 말처럼 문명의 본질

이 물질적인 진보가 아닌 지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

의 문명관으로서 인문주의는 인간 내면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권위를 내

세울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준거가 결국 개개인의 변덕스러운 의

견과 판단으로 환원된다면 하나의 문명관으로서 인문주의는 유지되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엘리엇은 내적 절제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파고

들며 종교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101) 엘리엇은 인간 내면에 대한 호소의 

권위를 갖는 것이 종교라는 외부 체계라고 설명했고, 미국인인 그에게 

99) “나는 배빗 교수가 목표하는 인문적인 문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

문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

뿐이다. 이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이론의 위험성은 붕괴의 위험이라고 생각한

다.” Eliot, 위의 글, p.390.

100) Eliot, 위의 글, p.388.

101) “그리고 배빗 교수처럼 내적인 절제와 외적인 절제를 엄정하게 구분한다

면, 한 개인에게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결국 다분히 변덕스러운 자

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만 남는 것이다. 과연 논의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신

학적인 영역으로 옮겨가자면, 외부와 내부 간의 구분은 실로 모호한 것이 된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심판과 처벌을 행할 수 있다는 권력과 가장 수준 높으며

물리적으로 강력한 위계질서로 구성된 종교 역시 그 요체는 인간의 행동거지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호소, 즉 내적 절제인 것이다. (And if you distinguish so

sharply between ‘outer’ and ‘inner’ checks as Mr. Babbitt does, then

there is nothing left for the individual to check himself by but his own

private notions and judgment, which is pretty precarious. As a matter of

fact, when you leave the political field for the theological, the distinction

between outer and inner becomes far from clear. Given the most highly

organised and temporally powerful hierarchy, with all the powers of

inquisition and punishment imaginable, still the idea of the religion is

inner control—the appeal not to a man’s behaviour but to his soul.”)

Eliot, 위의 글,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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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그것은 교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엘리엇은 배빗과 그가 

인문주의의 대변자로 주목한 일군의 역사적 위인들—부처, 공자, 소크라

테스, 에라스무스—모두 그들이 속한 사회의 종교적 가치 체계에 속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배빗이 그들에게서 정신적 자세만을 추

출하는 일은 하나의 파편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102)

엘리엇의 지적이 학형파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해 보인다. 학형파 

전통론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역시 개인주의가 공동체 내지는 보편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주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오복의 

「我之人生觀」으로 돌아오자면, 그는 맹자의 격언에 대한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는 일이 종국에는 개인의 영달보

다 더 가치있다고 제시했다: 

인생의 행복 여부는 그의 명위의 높음과 성망의 높음에 달려 있는게 아

니라, 그가 거하는 직업과 처리하는 일이 자신의 장점을 써서 뜻한 바를 

행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지의 여부에 있다.

人生之幸與不幸，不在其名位之隆，聲望之崇，而在其所居之職，所辦之

事，是否 適足 以用我之所長而行我之所志。103)

눈에 띄는 점은, 오복에 있어 궁달에 개의치 않는 “자기 개발”의 의의

가 지사(志士)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궁달을 좇는 속인(俗人)의 자세와 대

별되어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사가 궁달이라고 말하는 바는 

속인이 궁달이라고 말하는 바와 다른 것이다 (故志士之所謂窮達異乎俗人

之所謂窮達也).”104) 오복을 비롯한 학형파가 강조한 인격 수양의 과업이 

102) “배빗은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자 모범으로 삼는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민

족, 장소, 시간이라는 맥락에서 분리시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빗은 스스로

를 자신의 맥락에서 떼어버린 듯 하다. (The great men whom he holds up

for our admiration and example are torn from their contexts of race,

place, and time. And in consequence, Mr. Babbitt seems to me to tear

himself from his own context.)” Eliot, p.386

103) 오복, 앞의 글, p.21

104) 오복, 앞의 글,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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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목표로 제시될 때, 그 전제에는 선비와 구분

되는 속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 담겨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엘리엇

의 지적과 연관지어 보자면, 학형파가 추출하고자 한 유교적 가르침이 

엘리트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인 맥락에서 파생된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다.

아쉽게도 학형파의 논의에서 개개인의 완성과 선비라는 지향점이 민

치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매끄럽게 실현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배빗이 엘리트주의를 하나의 사

회 작동 원리로 인식한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 배빗의 핵심 개념인 구

심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작용하는 힘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는 문명의 정도(rightness)가 내적 절제를 실천한 소수, 이른 

바 “구원하는 남은 자”(saving remnant)가 보이는 모범에 의해 지켜진

다고 주장했다.105) 사회적인 측면에서 구심력은 인도주의가 중시한 선한 

다수가 발산해내는 원심력적 힘의 반대개념이면서, 그 자체로 사회의 질

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배빗은 이점에서 공자가 이

상적인 지도자라고 상찬한 순임금의 통치방법, 즉 자신을 겸손히 함으로

써 천하를 다스린 예를 들었다.106)

매광적은 일찍이 엘리트 계급인 선비를 현대 사회로 편입시켜야 한다

는 취지의 논설문을 기고한 바 있다. 매광적은 1917년 발표한 「새로운 

중국 선비 (“New Chinese Scholar”) 」에서  『예기』「유행(儒行)」

편에 담긴 선비의 행실에 대한 공자의 서술을 소개했다. 그는 높은 인격

과 학식을 갖춘 전통적 선비상이 중국 후대 세세토록 유효하다고 해석했

다.107) 따라서 그는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중국 전통의 선비상을 계속 배

105) 배빗, 앞의 글, p.90.

106) “공자가 말하길 순임금은 종교적으로 자신을 바르게 한 채 왕위에 근엄하

게 앉았더니 천하가 태평하더라 (Religiously self-observant, he says, Shun

simply sat gravely on his throne and everything was well)”, Babbitt,

「Humanistic」, p.89.

107) “『예기』 중 선비의 행적을 다루는 이 장에서 공자는 중국 후대 모든 세

대에 계승될 선비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들을 기술했다. (In the chapter on

the Conduct of the Scholar in the Book of Li Ki, Confucius formulated

the essential truths about the scholar as a man for all future a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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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해결책 역시 선비와 일반 사회를 구분하

는 노골적인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매광적은 선비들에게 

현실에 참여하는 “윤리적 현실주의자 (moral realist)”가 될 것을 주문하

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사회가 교육의 질과 폭의 향상시켜 선비가 그

의 무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108)

학형파의 엘리트의식은 중국 독자들을 위한 『학형』을 집필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묻어나왔다. 학형파는 대중을 계몽시켜야한다는 사명감 아

래 “속인” 혹은 “항인”으로 대변되는 대중의 무지를 공공연히 지적했는

데, 호선숙은 자신들의 사명이 “일반 무식한 평민들”에게 민치주의의 정

신을 선포하여 공화의 기초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109)

결국, 학형파가 자신들의 인격론 주장에서 엘리트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요소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면, 당시 독자들에게 대한 설득력에도 상

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학형』을 “가골동”이라고 일축한 노신의 

비판 역시 학형파 자신들의 엘리트의식과 독자인 일반 대중 간의 거리를 

조율해내지 못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노신은 『학형』을 이율배반

적이고 비난했는데, 당시 학자들이 서문을 남발하는 경향을 가혹하게 평

가한 『학형』 자신이 정작 창간호에 변언(弁言)이라는 이름의 발간사를 

실었음을 꼬집은 것이다.110)

China)”, 매광적, 앞의 글, p.342.

108) “대중교육은 선비와 그의 동족들을 지적으로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 것이

다. 선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난해하고 수준 높은 것들을 모든 이가 공유하게

될 것이다. The advancement of popular education will bring him and his

fellow-men nearer together intellectually. Many of the recondite and

learned matters formerly held to be his exclusive properties will become

common properties of all.” 매광적, 위의 글, p.349.

109) “務必以全力使民治主義遍佈於一般無識之平民”, 호선숙,「論批評家之責

任」, 앞의 책, p.9

110) “제공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변언』에서 가로

되, ‘잡지의 범례는 ‘변’으로써 선언한다’ 라고 했다. 생각건대 선언은 포고이고,

변이라는 것은 주나라 사람들이 머리에 쓰던 수박 모양 모자이므로 분명히 머

리 위의 물건이다. 따라서 ’변언‘은 바로 서언으로 ‘잡지의 범례’의 선언과는 다

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말하고 있으므로 너무 허황하다. 『신문화제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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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학형파의 유교 논의에는 긍정적인 평

가의 여지도 발견된다. 학형파는 유교가 비종교적인, 다시 말해 세속적

인 가치체계라는 점에서 상당한 보편성을 갖는다고 제시했다. 유이징은 

중국 학문의 특징을 종교적인 절대자 대신에 보편적인 사람 됨(爲人)을 

기준 삼는 점이라고 꼽았다. 인륜도덕의 가르침은 인간이라는 표준을 벗

어나지 않는 가운데 극치성찰(克治省察)을 강조했기에 가장 쉬우면서 또 

가장 어렵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호선숙은 중국 문화가 쌓아온 성

취가[成績] 종교가 아닌 도덕을 기초로 한 인문주의 체계를 만들어 지켜

온 것이라고 단언했고, 그 교의가 필부필부에까지 깊이 새겨질만큼 넓은 

보편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111)

유교를 세속적인 윤리 체계로서 제출한 학형파의 작업은 배빗이 추진

하고자 한 인문주의의 국제화에 발을 맞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배빗

은 서방 국가와 중국 간의 인문학자 교류를 증대하는 방안을 “인문국제

(humanistic international)”라는 이름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구와 중국

평함』 이란 글에서는 ’혹자는 붓을 잡고 기다린다. 신서가 출판되면, 반드시

서언을 써줌으로써. 후진을 영도하는 본인의 책임을 다한다. 고정림은 가로되

“사람의 우환은 남을 위해서 언을 쓰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라고 했다. 이말은

이들을 일러 말하는 것인가? 고로 저들에게 학문의 표준과 양지를 말하는 것은

장사꾼에게도 덕을 말하고 창기에게 정조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알고보

니 서언을 써주고 후진을 영도하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 이렇게 대죄를

짓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공들은 어찌하여 돌연 모자를 쓰고 언하기 시

작했는가? 앞에 글에 비추어 추론해보니 나의 질문이야말로 바로 ‘장사꾼에게

도덕을 말하고, 창기에게 정조를 말하’고 있는 격이다. (看罢，诸公怎么说：《弁

言》云，“杂志迩例弁以宣言”，按宣言卽布告，而弁者，周人戴在头上的瓜皮小帽

一般的帽子，明明是顶上的东西，所以“弁言”就是序，异于“杂志迩例”的宣言，并

为一谈，太汗漫了。《评提倡新文化者》文中说，“或操笔以待。每一新书出版。必

为之序。以尽其领袖后进之责。顾亭林曰。人之患在好为人序。其此之谓乎。故语

彼等以学问之标准与良知。犹语商贾以道德。娼妓以贞操也”。原来做一篇序 “以尽

其领袖后进之责”，便有这样的大罪案。然而诸公又何以也 “突而弁兮” 的“言”了起

来呢？照前文推论，那便是我的质问，却正是“语商贾以道德，娼妓以贞操也”了)。

노신, 「고-학형」, 『노신잡문전집』, (하남인민출판사 1994), 117-8면. 번역

본은 루쉰전집번역위원회 번역. 「『쉐헝』에 관한 어림짐작」『루쉰전집1권:

무덤/열풍』(그린비출판사 2010) pp.529-30을 따랐다.

111) “已成中國惟一之習。雖思想以學定一尊。而或生東縛。然國民性之形成。惟

茲是賴。其敎義之深入人心至匹夫匹婦。每有過人之行。白璧德敎授以爲中國習

尚，有高出於歐西之人文主義者。” 호선숙, 「說今日教育之危機」, 위의 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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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국의 전통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절제, 상식, 미덕을 바탕으로 유

대할 때 과학이나 박애정신이 이루지 못한 수준의 세계 통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112) 배빗의 인문국제가 파편화된 인문 정신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합성된 표준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학형파의 유교 논의는 

이 합성물에 중국적 요소를 더해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본 절은 학형파의 유교 논의를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윤리

로의 재구성이라고 분석해 보았다. 이어서 그들의 비정치성은 아놀드의 

비평론과 연관지어서 분석하였고 개인주의적 윤리는 보편성과 관련된 가

능성과 한계의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112) “Why not work for a humanistic international? An international, one

may say, of gentlemen who, without rising necessarily to the sublimities

of religion, feel that thev can at least unite on a platform of moderation

and common sense and common decency.” Babbitt, 앞의 글,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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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장파의 전통론

제 1 절 조선 예술의 지향: 표현주의 예술관

1. 동양적 주관의 표현 (동양주의 미술론)

동양주의 미술론을 주창한 이태준은 당시 화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던 미술평론가였다.113) 1930년 제1회 동미회 전시회에 대한 합동 

평론회의 기록인 「제1회 동미전합평기」는 이태준의 미술에 대한 감식

안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114) 현장의 토의 내용을 기록한 글

이기에 편집의 여부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으나, 본 기사가 전시를 후원

한 동아일보가 아니라 이태준이 몸담은 중외일보 지면에 실렸다는 점, 

그리고 그가 합동 평론회의 첫 발언권을 행사했다는 점 등은 의미심장하

다.115) 이태준은 개괄평에서부터 그의 미술론의 주요 개념인 주관을 강

113) 1927년 일찍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태준은 2년 뒤 중외일보에

입사하며 언론인으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와중에 활발한 미술 평론을 펼쳤다. 그

는 이 시기 중외일보를 비롯한 여러 일간지면에 미술평론을 기고했고, 1930년

한해의 조선 화단을 회고하는 글 「조선화단의 회고와 전망」 로 매일신보 신

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본고가 참조한 1929년 이후 발표된 이태준의 미술 비평문은 다음 7편이다:

1. 「녹향회 화랑에서」, 『동아일보』, 1929. 5. 28-31

2. 「제9회 협전인상」 『중외일보』, 1929. 10. 29–30.

3. 「제1회 동미회합평기」『중외일보』, 1930. 4. 20–23.

4. 「제10회 서화협전을 보고」『동아일보』, 1930.10.28~11.5.

5. 「조선화단의 회고와 전망」『매일신보』, 1931.1.1~2.

6. 「제13회 협전관 후기」『조선중앙일보』, 1934.10.24~30.

7. 「단원과 오원의 후예로서 서양화보단 동양화」 『조선일보』, 1937.10.20

114) 「제1회 동미전합평기」는 『중외일보』에 1930년 4월 20일부터 23일까

지 4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마지막 날의 기사에 따르면 김용준이 현장 내용

의 속기를 담당하였다고 나와있다.

115) 이태준의 감식안은 약 20인의 참석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이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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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

용준: […]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먼저 개평에서 다음에 개인평으로 

가는게 어떠할까요?

일동: 그게 좋을 듯 합니다.

용준: 그럼 전람으로 들어가시지요. 

주경(김주경, 1902-1981) : 이 전람회의 첫 인상을 말하기에는 주관자? 

보다 손님되는 분 말씀이 좋을 듯합니다.

태준: 동미전에 학생주동의 전람회임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개성의 잘 

표현된 것이라든지 다른 전람회보다 객관세계를 정복하고 주관세계의 씩

씩한 기상이 보이는 것은 사실 기대이상이었어요.116)

이태준 미술론의 핵심은 그림이 대상을 재현함을 넘어 화가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림을 제작하는 일이 핍

진성이나 기술적 숙련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색채나 형태 등의 요소

를 재구성하여 보는 이의 감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117) 한해 전 발표한 「제9회 협전인상」이나  그는 객관

세계에 대한 정복이 사진기와 구별되는 화가의 고유한 가치라고 역설하

기도 했다.118)

무엇보다, 이태준은 주관이라는 가치가 동양적인 원리를 대변한다고 

인식했다. 이태준의 동양주의 미술론을 대표하는 자료는 동미전보다 한

김응진의 「춘경」에 대해 “선이 너무 질서를 잃어버리고 노란 빛이 원근이 없

기 때문에 화면 전체가 산란”하다고 평했고, 일동은 이에 대해 수긍을 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태준, 「제1회 동미회합평기 (2)」, 위의 책, 1930. 4. 21

116) 이태준, 「합평기 (1)」 , 『중외일보』 1930. 4. 20

117) 실제로 이태준은 「녹향회 화랑에서」, 「제9회 협전인상」, 「10회 서화

협전을 보고」 등에서 자신의 평론을 감상 혹은 인상기라고 이름붙이며 화가들

의 주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곤 했다.

118) “물론 객관적 묘사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상에게

화필이 정복되어 묘사해놓는 것이 다르다. 아름다운 꽃을 단지 아름답게만 그리

기에 충실하려면 사진기계가 발달된 오늘에 애써 화필을 잡을 필요가 어디 있

는가 단지 귀인, 부자들의 —벽감으로(해석불가) 그린다면 그것은 예술가가 아

니라 ‘환쟁이’다. 인간으로서 아무리 가치도 생명도 없는 노예적 노동이다.” 이

태준,「제9회 협전인상」, 『중외일보』, 192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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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에 열린 녹향회의 전시회의 평론문인 「녹향회 화랑에서」119)이다. 

불과 다섯 명 정도의 화가만을 다룬 평론에서 이태준의 관심사는 단연 

주관이다. 먼저 김주경에 대해서는 그만의 일관된 기분이 흐르고는 있으

나, 지나치게 경직된 색깔이나 필치 사용이 이를 억누르고 있다고 평했

다: “그런데 씨의 색채는 씨의 얼굴과 같이 찬 것과 씨의 필치는 교단 

위에 계신만큼 너무 개념적인 곳이 많다고 생각한다.”120) 다음으로 장석

표(1903-1958)에 대해서도 역시 “경쾌한 필치나 직관적 색채”가 소품

에서 보이는 한편, 이는 보다 “온순한 조화를 가진” 다른 작품에서의 양

상과 혼재되어 있어서 방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정리하였

다.121)

이태준이 녹향회 전시에서 가장 주목한 화가는 심영섭이다. 이태준은 

심영섭의 작품 전체에 걸친 모든 요소가 주관을 상징하려는 수단방법으

로 쓰였다며 감탄했는데,122) 중요한 점은 이태준이 이를 동양적 예술 원

리의 실천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정통 동양적 원시적 자연주의입장에서 현대적 표현주의의 방법이라고 할

까. 아무튼 서양화의 재료(物的)을 사용하였으나 그 엄연한 주관은 정통 

동양본래의 철학과 종교와 예술원리 위에 토대를 둔 작가이다. 그 표현형

식에 까지도 서양화의 원리 즉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물론 상대

적, 객관적 사실)등 기타에 대한 대반역의 정신을 알 수도 있다. 로제티, 

밀레, 뭉크, 세잔느, 마티스, 칸딘스키 등은 특별한 구분이 있지만 서양화

적 사상 위에서 방황하던 서양미술탐구자의 동양주의로 아세아주의로 돌

아오려는 자기창조의 큰 운동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씨의 출현이 

얼마나 반가운 지 알 수 없다.123)

119) 이태준, 「녹향회 화랑에서」, 『동아일보』, 1929. 5. 28-31

120) 이태준, 위의 글, 1929. 5. 28

121) 이태준, 위의 글, 1929. 5. 29

122) “(심영섭) 씨의 표현방법은 대체로 보아 구성으로서 상징하며 암시하는

것이 많으니 화면상에서 어느 구석에 있는 여하한 것의 형태라도 모두가 주관

을 상징하려는 수단방법인 동시에 적은 꽃 한송이라도 그 어떠한 정조와 내용

으로 놓여있다.” 이태준, 위의 글, 1929. 5. 31.

123) 이태준, 위의 글, 1929. 5. 30.



- 40 -

이태준은 여기서 통상적인 차원의 동양화와 서양화가 아닌 원리 측면의 

구분을 도입한다. 그는 서양화를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등 일련

의 원리로 환원시키는 가운데 심영섭의 작품을 이와 대별되는 동양적인 

것이라 칭한 것이다. “동양적이고 조선적인 양화의 구현”에 관한 문제의

식은 기본적으로 녹향회나 동미회라는 신생 조선인 양화가 집단의 정체

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영섭은 녹향회의 조직 취지문에서 

밝히길, 동양화, 서양화라는 피상적 구분은 다만 시세의 편의에 불과하

며, 자신들의 회화의 본질상에는 경계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124) 대신, 

녹향회의 본질적인 목표는 “동양화와 조선화의 정통 원천 정신의 갱생”

에 있다고 피력했다.125)

나아가, 이태준은 서양화 재료를 통한 동양적 원리의 재현이라는 논리

로써 전통적인 동양 정신을 하나의 지향점으로서 재설정했다. 작품 제작

에 있어서 “주관적 형태의 상징화 환상화”가 반드시 “객관적 자연의 물

상”126)의 바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말하는 동양원리

는 서양화 너머에서 “갱생”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태준의 지향을 몸

소 실천해보인 사례는 녹향회 전시에 찬조품을 출품한 김용준이다. 이태

준은 김용준의 작품이 칸딘스키에 대한 능동적 해석의 사례라며 치켜세

웠다:

그 구성이 칸딘스키의 제3기를 생각하게 하였으나 씨는 결코 자기를 잊

지 않았다 모든 서양미술을 연구하며 그 속에서 마음에 가까운 작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들에게 끌리어 가지않고 어디까지든지 자화상이다 이

단자의 그 놀라움과 두려움으로서 이 현실을 생각하며 미지의 세계를 찾

고 있는 그 어리석음(大愚), 그 호연함이 작가의 얼굴 작가의 기분 작가

의 성격을 생각케 한다.127)

124) 녹향회는 1928년 12월 발족하였고 심영섭은 그에 맞추어 「미술만이—녹

향회를 조직하고」를 동아일보에 발표하였다. 본고는 심영섭의 발표문을 『한국

근현대미술사학 1』 (1994. 11) pp.184-7에 재수록된 내용에서 참조하였다.

125) 심영섭, 위의 글, p.186.

126) 이태준, 앞의 글, 192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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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의 고평에 고무된 듯, 심영섭은 녹향회 전시 이듬해 자신의 논

의를 「아세아주의 미술론」으로 발전시켰다.128) 심영섭은 동양적인 정

신으로의 회귀라는 명제가 현대 서구 미술의 추세와도 일치함을 들어 그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심영섭은 서구 화단이 근자에 보인 탈-사실주의적

이고 탈-객관적인 경향을 넓은 의미에서 “표현주의”라고 포괄하며, 그 

일체가 “내면 생활감정”, “절대한 개성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동양적 가

치로 수렴해가고 있다고 해석했다:129)

이미 본론 서언에서 객관적이오 사실적인 서양미술이 주관적이오 상징적

인 동양미술로 돌아가며 있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서양미술의 역사적 필

연성으로 객관적인 사실주의에서 19세기말부터 주관적인 표현주의의 창

조라고 생각한다. 문예부흥 이래로 몇백년이나 되는동안 무육하여 온 객

관적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에 대한 위대한 반동이 최근의 서양미

술의 근본적 경향의 표현파라고 볼 수 있으니 미래파 입체파 등이라 하

여도 모두 광의로서는 한가지 표현주의 운동의 예술이라고 볼 것이

다.130)

정리하자면, 이태준의 동양주의 미술론은 객관세계 내지는 기성 양식

에 대한 극복으로서 주관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주관의 추구를 서양화

의 동양적 발현이자 동양 정신의 갱생이라는 내용으로 심화시켰다. 무엇

보다, 양화가 집단에 제창된 동양주의 미술론의 의의는 동양적 정체성이 

소극적인 차원의 복고나 서양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표현주의에 대한 

주체적인 소화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의 지향점으로 상정된 데에 있다고 

하겠다.131)

127) 이태준, 「녹향회 화랑에서」, 『중외일보』, 1929. 5. 31.

128) 최열, 「1928-1932년간 미술논쟁 연구」, 앞의 책, p.133

129) 심영섭, 「아세아주의 미술론」, 『동아일보』, 1929. 8. 21. - 9. 7. 본

고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 (1994. 11) pp.204에 재수록된 내용을 참조하

였다. 심영섭의 당시 행적에 관하여는 김현숙, 「심영섭의 「아세아주의 미술

론」 」, 『미술사논단』 23, (2016. 12) p.277-299을 참조.

130) 심영섭, 위의 글,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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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적 정조의 탐구 (모더니즘 회화론)

이태준의 동양주의 논의를 이어받은 김용준은 조선 예술 고유의 정

조132)를 모색하고자 했다.133) 김용준이 주도한 동미회 첫 해 전시로 돌

아가자면, 그는 동미전이 조선의 예술을 계승할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였다.134) 그가 발표한 전시 선언문은 서두에서 고도(古都) 경주, 

개성, 평양 등지에 보존된 고대 공예품의 가치를 거론하는가 하편, 전시

장에 조선시대의 대가로 꼽히는 6인의 작품135)을 진열했다고 소개하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드러냈다.136)

131) 이태준은 심영섭이 대표하는 동양주의로의 길이 전통에의 고수나 시세적

인 서양화와 구분된 것으로서 고독한 이단자가 걷는 경이의 세계라고 표현했다:

“어떠한 사람 즉 전통에 흐르는 동양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나 시세적

인 서양화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은 심씨의 표현태도를 비방할런지도 모

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심씨의 고독할 것을 깨닫는 데 이단자의 작가는 언제든

지 경이의 세계를 대관하며 있을 것이다“ 이태준, 「녹향회 화랑에서」, 앞의

책, 1929. 5. 30.

132) 김용준 미술론에 핵심이 되는 “정조”는 김용준의 텍스트 전반에 걸쳐 “정

서”, “심(마음)”, “율조”, “감정” 등 일련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서 되풀

이된다. 본고가 선택한 정조는 객관적인 재현에 반하는 주관적인 성질이자 음악

과도 연관을 가지는 공감각적인 개념을 잘 전달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조는 이태준 역시 “조선정조”라는 말 등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연속성을 살리는 단어이기도 하다. 정형민, 「근원의 미술

론」, 『김용준전집5』, pp.12-13 참조

133)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심영섭의 「아세아주의 미술론」에서 조선이

“서아세아”라고 수식되었다는 사실이다. 김현숙은 이를 두고 심영섭이 동양의

중심을 일본으로 인식한 가운데 조선의 주체를 무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현숙, 「韓國 近代美術에서의 東洋主義 硏究 : 西洋畵壇을 中心으로」 (홍익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84.

134) 김용준,「「동미전」을 개최하면서」, 『동아일보』 1930. 4-12, 13,

『김용준전집』 pp.211-4에 재수록.

135) “그리고 『동미전』을 기회로 진열될 참고품이 몇 점이 있다. 그것은 조

선의 역대적으로 유명한 단원(김홍도, 1745-?), 소림(조석진, 1853-1920), 현

재(심사정, 1707-1769), 겸재(정선, 1676-1759), 희원(이한철, 1808-?) 제 선

생의 작품이니 ...” 김용준, 위의 글, p.213

136) “역사적으로 보아 조선이 미술의 나라였고, 민족성으로 보아 조선의 미술

의 나라인 것이다. 아직도 경주의 고도와 개성의 폐허에서 찬란하였던 옛날의

문화를 말하는 정려교절한 미술 공예품을 발견할 수 있고, 평양의 구지에서 이

천 유여년을 격한 낙랑의 유물을 찾을 수 있다. 낙랑과 고구려의 문화가 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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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은 조선적 예술 재현의 의의가 조선의 “향토적 정서를 노래하

고 그 율조를 찾는 데” 있다고 피력하며 이를 위해 고전은 물론 현대의 

예술의 모든 유파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7) 우리는 그가 조선 미

술의 본질을 정서라는 말로 인식한 점이나, “서구의 예술이 이미 동양적 

정신으로 돌아온다”고 말한 점에서 이태준의 동양주의 기반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용준이 보기에 정신의 구현은 단순히 서양화 그리

고 서구 표현주의 사조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의 여러 예술작품의 정조 표현을 사숙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는 현대 예술의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와 반 동겐(Kees van Dongen, 1877-1968)의 선조 활용을 

언급했는가 하면, 남태평양, 페르시아, 인도 등의 골동품의 “상징주의적 

사상의 심각함”을 긍정하였고 이를 배우고자 한다고 밝혔다.138)

그러나, 이듬해 열린 동미전 2회에 들어 김용준의 예술관은 향토색 

구현을 강령으로 채택한 홍득순에 의해 전격적으로 부정되고 만다. 2회 

전시를 이끈 홍득순은 “조선 현실에 적합한 예술의 추구”라는 전시 목표

에 더해 “부동층의 퇴폐한 도배를 배격한다”, “현대적 첨단성의 예술을 

배기한다”고 병기하며 김용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표했다.139)

홍득순이 대표한 “향토색” 회화는 당시 조선 화단을 주도하던 양식으

로서, 한복을 입은 시골 아낙네를 제재로 삼는다든가, 조선의 전원적이

고 목가적인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조선성을 가시화한 부류가 여기에 해

당했다. 중요한 점은 향토색이 당시 관전(官展)인 조선미전에서 심사위

원들이 권장한 바로서 아카데미즘의 성격을 띠기도 했지만,140) 동시에 

격한 지 수천여 년이었건만, 소위 문명이 1930년대의 첨단을 걷는다는 현대 우

리들의 문화로도 능히 당시의 문화를 대적할 수 없다.” 김용준, 위의 글, p.211.

137) 김용준, 위의 글, p.212.

138) “그것을 찾기 위하여는 우리는 석일의 예술은 물론이거니와, 현대가 가진

모든 서구의 예술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낀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의 예술이 이미 동양적 정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마티스와 반 동겐의 선조가 그러하고, 로랑생의 정서가 그러하다.” 김용준, 위

의 글, pp.212-3.

139) 김용준, 「「동미전」 과 「녹향전」」. 『김용준전집』 pp.241-2에 재수

록.



- 44 -

정체성 모색이란 차원에서 조선 예술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되기도 

했다는 것이다.141) 즉, 향토색는 현실참여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당위성

을 가졌던 것이다. 홍득순이 김용준의 정조 표현 논의를 현실초월적이자 

도피적이라고 비난한 것이나,142) 동미전 합평회에서 동경 유학생 출신의 

화가들에게 조선의 색채를 더 담아달라는 주문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항석(서항석, 1900-1985):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은 이번 작품

들이 동경서 많이 그리신 것이겠지만 취재방면에 있어서 너무나 조선의 

색채가 희박합디다. 좀 더 조선을 배경으로 하였으면 하는데요.

석주(안석주, 1901-1950): 동감이어요

신림(申琳, ?-?): 저 역 문외한이외다마는 특수한 환경인 조선인만큼 조

선의 생활감정을 취재하였으면 좋겠어요.

태준: 대다수가 동경있기 때문에 회화의 해석적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정

조를 취재하기에 좀 곤란하겠지오. 뿐 아니라 그림이란 취재의 내용여하

는 제2의적 문제이니까요.143)

이에 맞선 김용준은 1931년 5월 「「동미전」 과 「녹향전」」을 발

표하며 홍득순이 주도한 동미회 2회 전시의 향토색론을 반박했다. 김용

준은 조선 현실을 담고자 한 2회 전시가 기실 화제(畫題)나 등장하는 인

물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의미있는 조선성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

다. 게다가, 그는 홍득순을 포함한 다수의 참여작가가 배격하고자 했던 

현대적 작풍인 포비즘을 답습하고 있는 자가당착을 지적했다:

140) 당시 향토색은 관전을 주도한 일본인 심사위원들에게는 조선색, 지방색,

반도색이라는 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1931년 『매일신보』에 조선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 내라는 주문이 게재된 일을 필두로 1930년대 내내 이러한 주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한다. 김영나, 「이인성의 황토색」, 『미술사논단』

(1999) pp.196-7.

141) 박계리, 「일제시대 ‘조선 향토색’」,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 (1996),

196면, 김영나, 위의 글, p.192

142) 최열, 앞의 글, pp.150-1

143) 「제1회 동미전합평기-(2)」, 193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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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를 문학적으로 붙인 분들이 있으나, 회화는 화제 여하에 의하여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취재를 조선 인물로 하였다고 그것이 

조선적 회화는 결코 아니다. 이런 입각지에서 보아 제4계급을 취재로 하

였거나 룸펜 생활을 묘사하였거나 할지라도 관자는 다만 그 작자가 대상

을 얼마만큼 미적으로 응시하였는가 하는 점을 찾을 뿐이요, 기타에 문학

적 제재라든가 취재 내용 여하가 하등의 기여를 줄 가능성이 없는 것이

다. 작화 태도뿐 아니라 표현양식에 있어서도 홍득순 자신이 벌써 포비안

인 아슬랭의 뒤를 밟는 데야 어찌하랴.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조선

의 현실적인 것을 찾으라는가144)

미술에 있어서 내용보다 그 표현양식을 강조하는 김용준의 사유는 모

더니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린버그는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모더

니즘 회화를 매체만의 고유한 순수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하

며, 이는 기존에 미술에 부여된 대상재현의 기능, 내지는 환영주의

(illusionist)적 성격을 탈피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145)  

김용준은 일찍이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하던 시절부터 새로운 표현양식의 

탐구에 초점을 맞춘 채 서구 화단의 흐름을 사숙했다고 밝힌 바 있

다.146) 그는 1920년대 유행하던 사회주의 예술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작품의 예술적 요소보다 계급해방을 촉진하는 목표

가 우선되는 마르크스주의 예술관에 대한 비판 역시 본질적으로 미술이 

대상 재현의 기능만을 우선할 수 없다는 관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147)

144) 김용준, 「「동미전」 과 「녹향전」」『김용준전집』 p.243에 재수록.

145) 클레멘트 그린버그, 조주연 역, 「모더니즘 회화」, p.346.

146) “나는 뭉크, 비어즐리 같은 사람의 그림을 몹시 좋아하여 그들에 관한 전

기, 평론 등을 읽으려고 애를 썼고 (...) 나는 누구보다도 큰 뜻을 품었고 누구

보다도 로맨틱한 공상에 파묻힌 사람이었다. 미래파, 입체파, 표현파 등 형형색

색의 그림들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필코 새로운 표현양식을 발견해 보

려고 노력도 했다.” (인용자 강조) 김용준, 「백치사와 백귀제」,『조광』,

1936.『새 근원수필』에 재수록. (열화당. 2001) pp.145-6

147) 김용준, 「프롤레탈리아 미술비판」, 『조선일보』, 1927. 9. 18 – 30.

『김용준전집』 pp.44-61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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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버그는 회화 매체 고유의 성질이 단연 그 평면성에 있다고 하였

는데,148) 김용준은 평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선조의 효과의 주목

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149) 「곡선 표징」에서  그는 그림 화면

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색채, 명암, 선조을 꼽고는 그 중에서 선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는 선의 성질과 운동의 방향 등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여 일군의 현대 서양화가들의 작품세계를 분석했는데, 요약하자면 

고흐(Van Gogh, 1853-1890) 그림의 단선 나열과 착종에서 생명력과 

강렬함을,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가늘고 굵은 곡선에서 

공포와 비조(悲調)를, 비어즐리(Aubrey Beardsley, 1872-1898)의 간결

한 세선(細線)에서 병적이고 신비한 미감을 읽어냈다. 김용준은 글의 말

미에서 서양 미술과 대비되는 동양 미술에서의 곡선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며 이후에 있을 조선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본격적 고찰을 예고했다:

동양 미술에서 찾는 곡선의 특색은 정려하고 우미하고 섬세하며 정적인 

곳에 그 묘가 있고, 서양의 그것은 이보다도 선의 원근, 강약으로 인한 

질감, 양감의 농도를 더 중요시하며 또한 동적인 곳에 그 묘를 찾게 된

다.150)

김용준은 1936년 비로소 조선 예술에 흐르는 정조를 “아담하고 고담

한 맛”이라는 말로 제출해냈다.151) 그는 자신의 정조에 대한 결론에 앞

서 향토색에 관한 논의를 일단락 짓는데,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던 작품

들을 예로 들며 그림의 제재나 색채가 조선성을 담지할 수 없음을 다시

금 논증한 것이다. 그는 먼저 조선사람의 일반적인 기호 색, 이른 바 

“로컬 컬러”을 상정하고 그를 포착할 수 있다는 사고를 비판했다. 색채 

구사는 민족이라는 단위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특정 민족과 색채

148) 그린버그, 앞의 글, p.346.

149) 김용준, 「미술에 나타난 곡선표징」, 『신동아』, 1931. 12『김용준전

집』 pp.104-8에 재수록, 본 글은 아래에서 「곡선표징」으로 약칭한다.

150) 김용준, 위의 글, 『김용준전집』 p.104

151) 김용준, 「회화로 나타나는 향토색의 음미」, 『동아일보』, 1936. 5.

3-5, 『김용준전집』 pp.125-133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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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는 문화의 발전 정도와 유관한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152)

다음으로 그는 조선적인 소재나 풍속을 다루는 것이 조선적이라는 주장

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는 단적으로 외국인이라도 해낼 수 있는 

피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일축하였다.

김용준은 색채와 제재에서 독립된 차원에서 발현되는 조선적인 예술

의 정조를 고담한 맛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선인의 예술품을 애조라는 

정서로 파악한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를 인용하며, 거기에 고담함 

또는 한아함이라는 요소를 더해 조선 예술이 담고 있는 정조를 풀이했

다:

그는 이 애조의 갖추갖추를 신라나 고려나 조선조 도자에서, 또는 도자에 

그려진 곡선에서, 건축에서, 음률에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에서

까지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이 애조는 조선심의 뿌리 깊은 원

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야나기의 말에 반의 긍정과 반의 부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선 사람의 과거 및 현재에 있는 예술을 볼 때에 

결코 애조뿐만이 조선 사람의 기백이 아닌 것이 넉넉히 보이기 때문이다. 

고담한 맛, 그렇다. 조선인의 예술에는 무엇보다 고담한 맛이 숨어있

다.153)

그가 제시한 고담한 맛은 「「동미전」을 개최하면서」에서 조선예술

의 특성으로 꼽은 “정려섬세한 선조”나 「곡선표징」에서 동양의 곡선에 

부여한 “정적인 묘함”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조선

의 반도적인 지리적 환경을 대륙과 대비되는 청아함으로써 수식하여 고

담한 맛을 부연했다.154)

152) “이 민족의 색은 A요 저 민족의 색은 B라고 규정할 만큼 확호한 것은 아

니다. 그보다도 민족적으로 보아 그 색채를 표현하는 정도가 엄연하게 달리 나

타타는 점은 문화 정도의 상이로 인함이 더 많을 것이니, 대체로 보아 문화가

진보된 민족은 암색에 유하는 복잡한 간색을 쓰고, 문화 정도가 저열한 민족은

단순한 원시색을 쓰기 좋아한다.” 김용준,「회화로 나타내는 향토색의 음미」,

『김용준전집』 p.129.

153) 김용준, 위의 글, p.132.

154) 김용준, 위의 글,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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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호응하듯, 이태준은 이듬해 발표한 「동양화」에서 조선 예술가

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기백을 강조했다.155) 김용준이 작품의 구성적 

특징으로서 선조에 주목한 반면, 주관에 중점을 둔 이태준은 조선 사람

다운 작풍과 기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태준은 조선 

예술의 본질이 속되지 않은 예술가의 자세에 있다며 미염 살 돈은 없어

도 매화 살 돈은 아끼지 않던 단원 김홍도, 왕의 권위 앞에서도 자기 예

술에 대한 긍지를 지키던 오원 장승업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156)

한가지 지적할 점은, 김용준과 이태준이 제시한 조선 예술의 고담한 

맛 내지는 예술가의 기백이 아직 원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다. 김용준은 조선의 마음으로서 한아한 맛이 조선을 깊이 아는 예술가

들의 손에 의해 자연히 비추어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는가 하면,157) 이

태준은 조선화의 부흥을 바라는 맹렬한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적었

다.158) 어쩌면, 이들이 제출한 고담한 맛과 기백이라는 원형은 『문장』

을 통한 본격적인 전통 예술의 탐구를 통해 그 모습을 갖추어 갔다고 생

각해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들이 1939년 『문장』을 통해 조선시대 

예술과 공예품을 발굴한 작업은 고담함과 조선적 기백이라는 이름의 계

보를 세워보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제 2 절 전통 예술의 재해석

155) 이태준 역시 향토색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 역시 조선의

정조를 외면화하려는 당시 화단의 흐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작자의 계획이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조선정조를 보이자는 의도

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비단 이 김종현씨의 『나물캐는 처녀』에서 뿐 아니라

요즘 조선심이니 조선정조니 하고 그것을 고조하는 예술가들이 혹은 내면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외면적인 것에만 관심하는 폐(幣)가 보인다.” 이태준, 「13회

협전관 후기」, 『조선중앙일보』, 1934. 10. 24-30.

156) 이태준, 「동양화」, 『이태준전집5: 무서록 외』 p.129에 재수록.

157) 김용준, 앞의 글, p.133.

158) 이태준, 앞의 글,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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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문인화

주자하다시피, 문장파가 계승하고자 한 조선 문인화의 대표는 추사 김

정희이다.159) 김용준이 1939년 5월 발표한 「거속」은 김정희 예술관의 

한 단면을 해부해 보인 시도로서, 그 핵심가치를 “속되지 않음” [去俗]

으로 추려냈다. 김용준은 청나라 시대의 화보(畫譜)인 『개자원』과 추

사의 제발(題跋)문160)을 한 단락씩을 발췌한 뒤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

다:

『개자원』에서 거속을 말한 것이나 추사가 일분의 경지를 말한 것이나 

결국 마찬가지 종결로 돌아가겠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품격의 문제

라 하겠으니, 사람에게 품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림에도 

화격이 높고 낮은 그림이 있다는 것이다.161)

주목할 점은 김용준이 여기서 추사의 문인화론을 상당 부분 각색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인용된 두 원문이 각각 인격과 학문이라는 문인적 소양을 

강조한다고 이해할 때, 이에 대한 충실한 종합이라면 화격이 학문을 통

한 인격의 수양의 결과로 갖춰진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용준은 『개자원』 독해의 초점을 화격에 우선하는 요소인 학문이 아

니라 그 결과물인 거속으로 옮겨놓았다. 김용준은 “독서”는 한 번의 언

급으로 지나치는 대신, 이어지는 부분에서 화격의 효과에 대한 신비스러

159) 한 예로, 문장은 창간호부터 김정희의 필적을 집안하여 그 표지 제자(題

字)로 써왔다. 1939년 6월 발행된 『문장』 제5호부터는 추사의 예서체를 집안

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 호 「여묵」에는 이태준이 이를 위해 한달여간 애

를 써 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60) 김용준이 「사란결」이라고 제시한 글의 원문은 「석제파난권」, 이하응

의 난 그림에 대한 추사의 발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개자원의 말하는 학식을 통

한 속기를 제거함은 추사 문인화론의 핵심이기도 한 내용이다. 따라서 본 글은

실질적으로 추사의 문인화론을 충실히 담아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글에 대한 내용은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문화사 2008),

pp.203-226의 “김정희와 명·청대 문인화론”을 참조하였다.

161) 김용준, 「거속」, 『문장』 1939. 5, 『새 근원수필』 pp.191-194에 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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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서술을 늘어놓는다:

어디인지 모르게 태양과 같이 강렬한 빛을 발산하는 작품들이 가끔 있으

니, 이것이 소위 화격이란 것이다. (...) 허다한 서화를 천 장 만 장 주워 

모은대야 그 중에 번쩍 빛나는 격높고 거속된 그림이 한두 점 있을 것인

가.162)

따라서, 김용준이 「거속」에서 김정희의 예술론을 재조명한 작업에는 

큰 의의만큼이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용준

은 김정희 예술의 정조를 속되지 않음으로 추려냈고, 이는 난이라는 그

림의 구상성을 넘어서는 무엇이라고 분별해냈다. 달리 말하면, 그는 동

양주의 논법을 매끄럽게 적용시키는 가운데 구상성을 서양적인 원리로서 

사실주의와 결부시켰고, 문인 정신을 이에 대비되는 동양적인 정수로서 

속되지 않은, 고담한 가치로 해석했다.

그러나, 김용준의 축약이 보인 바 과거 문인들의 거속의 정신은 예술

의 영역만으로 온전히 포괄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반복하자면, 전통적

인 관점에서 문인화에 담긴 작가의 주관은 작품 이전에, 그리고 작품 외

부에서 수양되는 것이었다. 문인화에 있어 인격과 학문이라는 회화 외적

인 조건을 기술보다도 우선하여 내세운 것은 문인화를 전유한 양반 계급

의 권위에서 비롯한 특징이다.163) 김용준이 직면한 문제란, 문인화가 전

달하고자 하는 작자의 높은 인품은 분명한 고하 구분이 있는 것으로 

「곡선 표징」에서 논한 정조나 개성의 차원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달리 말해, 문인화에 있어서는 사실주의라는 특정한 양식뿐만 아

니라 기교 전체가 “표면적인 조건”으로 차지될 수 있는 것이다.164)

162) 김용준, 위의 글, p.194.

163) 정혜린, 앞의 글, p.206

164) “복잡한 곳을 곧잘 묘사하였다고 격 높은 그림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실

물과 꼭같이 그렸다거나 혹은 수법이 훌륭하다거나 색채가 비상히 조화된다거

나 구상이 웅대하다거나 필력이 장하다거나 해서 화격이 높이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화에 있어서 가장 표면적인 조건에 불과한 것이요” 김

용준, 「거속」, 『새 근원수필』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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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만 보면 김용준의 김정희 계승이 과연 순전히 심미적이고 또 

감상적이라는 평가가 합당할 것이다. 과연, 문장파는 자신들의 선비의 

심미적 문화에 대한 선택적 친화가 납득할만한 역사의식에 기초하지 못

했다는 지적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165) 그러나 김용준의 서화 논의가 

『개자원』 독해에서 보여진 것처럼 의식적인 각색의 결과물이라고 보여

질 때, 여기에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 이상의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달리 말하면, 김용준과 이태준은 자신들의 기점에 해당하는 

표현주의 예술론과 종착지인 조선시대 간의 간극을 분명 인지하고 있었

다. 문장파는 인격을 화격으로 끌어내려 거속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시도 

외에도, 선비정신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 하나는 비정통적인 선비 예술가의 유형, 이를 테면 “일자무식이면

서도 흉중에 고고특절한 품성”을 갖춘 오원 장승업(1843-1897)의 유형

을 긍정하는 것이다.166) 김용준은 이른바 동서고금을 통틀어 회화의 최

고정신을 담은 남화의 계보로서 왕마힐, 소동파, 동기창의 화론을 소개

하고는, 그를 계승하는 조선 예술가로 장승업을 꼽았다:

문자향 서권기라는 것은 반드시 글을 많이 읽으란 것만은 아니리라. 동문

민(동기창)의 『화선실수필』에서 말한 바 독만권서하고 행만리로해서 흉

중의 진탁을 씻어 버리면야 좋다. 그러나 일자불식이면서라도 먼저 흉중

의 고고특절한 품성이 필요하니, 이 품성이 곧 문자향이요 서권기일 것이

다. 오원의 그림은 여기서 나왔다. 좋은 작가는 ‘의재필선’이라는 정신 속

에서 산다.167)

또한, 문장파는 장승업의 예술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으로써 그의 품격

을 뒷받침했다. 김용준의 「오원일사」가 전하는 일화들은 장승업을 하

나의 기인적인 예술가의 유형으로 조명하고 있다. 예컨대, 장승업은 어

디든 누구의 집에서든 영감을 받았다하면 바로 작업에 몰두하는가 하면, 

165) 황종연, 앞의 글 (1986), p.121

166) 김용준, 「시와 화」, 『근원수필』 1948, 『새 근원수필』, p.175에 재

수록.

167) 김용준, 위의 글, pp.174-5.



- 52 -

또 성격이 소방하여 자기 작품의 성과에 크게 얽메이지도 않았다고 한

다. 그 중 압권은 장승업이 고종의 병풍제작 명령을 물리치고 자신의 예

술가적 자유를 찾아 나선 일이다. 이태준 역시 이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예술가적 기백의 사례로서 주목했다. 예술가 장승업은 권력 뿐 아니라 

돈, 기술 따위에만 관심이 있는 “환쟁이”와 대별되며 하나의 선비로서 

긍정될 수 있었다.168)

비정통적인 유형의 기백은 불교적 개념인 선(禪)을 통해 추가적으로 

부연되었다. 김용준은 「한묵여담」에서 번뜩이는 영감의 발현을 추사가 

논한 “유마힐의 불이선(不二禪)”의 경지에 연결시키며 예술가에게 게으

름이 부지런함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설파했다.169) 다음에서 그는 예

술가의 정신의 활동은 부지런함이나 게으름이라는 빈도로 측량할 수 없

음을 강조했다:

그들의 정신만은 예술의 경지에서 염념불망하며 소요하고 있는 것이니, 

남들이 수십 수백의 유형한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그는 또한 무형한 수

십 수백의 제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170)

그는 또한 후일 발표한 「시와 화」에서는 『채근담』을 인용하며 “일자

무식이여도 시의를 가진 사람”, “일게를 불참하고도 선(禪)미를 가진 사

람”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171)

문장파의 또다른 대안은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제시되었다. 

말하자면, 고전 예술을 감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태준은 「모방」에서 김용준과 함께 보고 온 

김정희의 글씨를 모방해본 소회를 기록한다. 그는 김정희 글씨가 함축하

고 있는 무궁한 의미와 그 “자형(字形)과 자체(字體)”가 띠는 조형미 둘 

다를 논하지만, 글의 중심이 되는 모방체험은 온전히 후자에 초점이 맞

168) 이태준, 「동양화」, 앞의 책, p.129.

169) 김용준, 「한묵여담」,『문장』 1939. 11, 『새 근원수필』, p.197에 재

수록.

170) 김용준, 위의 글, p.197.

171) 김용준, 「시와 화」,『새 근원수필』,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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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다:

완당이 자유분방하게 휘둘러 놓은 획 속에 나는 이틀 저녁을 체험한 셈

이다. 천자획은 어떻게, 고자획은 어떻게 달아난 것을 횅하니 외일 수가 

있다. 완당의 획은 어떤 성질의 동물이란 것이 만져지는 듯하다.172)

주목할 점은 이태준은 자신의 감각적 체험을 통해 김정희를 지적으로

도 사숙할 수 있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김정희가 제작자에게 작품에 우

선되는 인품을 요구한 것에 비해 수용자인 이태준은 작품을 감각하면서 

바로 그의 인품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풍이나 서체를 이해

하는 일에 보는 것보다 모사하는 것이 훨씬 첩경이었다고 하면서, 때로

는 완당서를 몇 자 모방하는 일이 천 자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주장했

다.173)

2. 골동품 완상론

문장파의 감각적인 수용은 골동품을 대상으로 한 완상(玩賞)론으로도 

펼쳐졌다. 이들이 골동품을 접근한 방식은 회화에 대한 해석에서와 동일

한 양상으로, 그림의 재현적 기능을 축소한 것처럼 골동품 역시 본래의 

용도를 제거한 뒤 이루어졌다. 이태준은 자신의 완상론을 주로 도자기나 

그릇 등의 용기(容器)를 들어 제시하였다. 완상은 말 그대로 기존의 의

미를 비운 뒤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워낙이나 무엇의 용기였던 그의 신원, 계급을 캘 필요는 없다. 선인들의 

생활을 오래 이바지하던 그릇으로 더불어 오늘 우리의 생활을 담아본다

는 것은 그거야말로 고전이나 전통이란 것에 대한 가장 정당한 ‘해석’일

지 모른다.

172) 이태준, 「모방」, 『문장』 1939. 4, 『이태준 전집』, pp.86-87에 재수

록.

173) 이태준, 위의 글,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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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접시오, 빈 병이다. 담긴 것은 떡이나 물이 아니라 정적과 허무다. 그

것은 이미 그릇이라기보다 한 천지요 우주다. 남 보기에는 한낱 파기편명

에 불과하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무궁한 산하요 장엄한 가람일 수 있

다.174)

김용준 역시 「골동설」이라는 글에서 한 개 사기, 심지어 한 쪽 파와

(破瓦)를 가지고도 거기서 전해지는 “옛 형제의 피를 느끼고 그들의 감

각이 어느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김용준은 팔이 부러지고 목이 떨어지는 등의 외형적 손상은 오히려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175)

공예품을 하나의 비실용적 매개체로 인식하는 완상론의 또다른 특징

은 대상의 상품가치 역시 적극적으로 물리치려 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실용성의 배격은 그것의 금전가치까지 물리친다는 점에서 고담함이나 기

백이라는 이들의 지향에 부합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강조될 수 있었

다. 김용준과 이태준 모두 공예품에 대한 논의 말미에 헛된 물욕이나 명

예욕에 관심을 두려는 골동가에 대한 비판을 덧붙였다. 이태준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완상을 실용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비시키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고전이라거나, 전통이란 것이 오직 보관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무덤’일 것이다. 우리가 돈과 시간을 들여 자기의 서재를 묘

지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청년층 지식인들이 도자를 수집하는 것은, 

고서적을 수집하는 것과 같이 의미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완상이나 소장

욕에 그치지 않고, 미술품으로, 공예품으로,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

해서 고물 그것이 주검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미와 새로운 생명의 불사

조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176)

174) 이태준, 「고완품과 생활」, 『문장』 1940. 10, 「고완품과 생활」, 『이

태준전집』, pp.134-5에 재수록.

175) 김용준, 「골동설」, 『새 근원수필』, p.189.

176) 이태준, 위의 글,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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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장에 대한 경계가 연구를 통한 정당한 현대적 해석이나 “학

인의 진지한 태도”177)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는 부분은 의구심을 일게 

한다. 본래 용도를 유보하는 데에서 출발한 이들의 완상론이 다시금 정

당한 해석을 거론하는 것은 사뭇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점

은 문장파의 완상론이 실용성의 배격 그 자체로 고담한 맛이나 기백에 

다다를 수 없다는 맹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림에서 인격을 읽어내려고 한 문인화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이다. 실제로 

골동품의 향유나 동양 전통에 대한 관심이 무분별한 감상주의로 빠지고 

만다는 문제의식은 『문장』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김동인은 당시 

사람들이 단지 오래된 것이라 하여 고전 문학이나 공예품을 고평가하는 

경향을 희극적이라고 꼬집었고,178) 김기림은 동양주의에 귀의하기 전에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여 그 진가를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179)

김용준과 이태준의 완상론은 그 정당성을 그 권위가 인정된 선비적 

선례에서 확보하고 있다. 달리 말해, 자신들의 완성의 자세에 선비적 정

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완」에서 이태준의 옛 물건에 대한 

감상은 부친이 남긴 연적에서 조선시대 자기와 김정희의 손길이 묻은 서

적으로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그는 조선의 도공들에게서 천진함을 느끼

는 그의 자세를 경정산에서 쓴 이백의 시를 인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적선은 경정산에 올라, 

衆鳥高飛盡, 孤雲獨去閑。

相看兩不厭，只有敬亭山。 

이라 읊었다. 새처럼 재재거리던 아이들은 다 잠든 듯, 아내마저 고운(孤

雲)처럼 자기 침소로 돌아간 후, 그야말로 상간양불염(相看兩不厭)하여 

저와 나와 한가지로 밤 깊은 줄 모르는 것이 이 고완품들이다180)

177) 김용준, 앞의 글, p.190.

178) 김동인, 「고물」, 『문장』 1939. 3.

179) 김기림, 「동양에 관한 단장」, 『문장』, 1941. 4.

180) 인용된 시는 이백의 독좌경정산(獨坐敬亭山)이다. 『이태준전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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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한줄을 제대

로 음미할 수 없”는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군데군데 주역과 토를 달은 김

정희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81) 김용준 역시 자신의 완상 

논의를 중국의 미불, 왕희지, 동기창 등으로 대표되는 정통 문인들의 기

반 위에서 개진하고 있다:

명의 동현재는 그의 『골동설』에서 골동을 상완하는 것은 병을 물리칠 

뿐 아니라 수명을 연장시키는 좋은 놀음이라 하였다. 달인단사로 더불어 

담예논도를 하여 고인과 상대한 듯 잠심흔상 하는 동안에 울결한 생각이 

사라지고 방종한 습관이 고쳐진다 하였다. 그러므로 골동을 완상하는 것

은 각병연년의 좋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의미로 골동을 완상하는 반면에 우리 조선의 경향에 산재한 골동가들은 

어떤가182)

본 절은 문장파의 전통론을 주관과 형식에의 강조에서 출발하여 선비

적 기백 혹은 고담한 맛을 추출해내고자 한 작업으로서 분석해 보았다. 

이들은 문인화에 대하여 그려져 있는 대상 너머에 있는 선비의 품격을 

논하는가 하면, 골동품을 통하여 실용적인 가치 너머에 있는 아취를 향

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표현주의적 관점에서 고담한 맛과 기백을 밝혀

내는 이들의 작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발견됨을 짚어낼 수 있었다. 이

에, 본고는 문장파가 제시한 몇 가지 대안으로서 비정통적인 품성을 긍

정하거나, 선(禪)의 개념을 동원하고 또 완상이라는 비실용적이고 감각

적인 수용법을 채택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p.131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참조할 수 있다: “새들은 모두 높이 날아가 버

리고 / 외로운 구름만 홀로 한가로이 떠가는데 / 마냥 서로 마주보아도 싫증나

지 않는 것은 / 단지 너 경정산이구나.”

181) 「고완」, 『이태준전집』 p.132

182) 김용준, 「골동설」, 앞의 책, pp.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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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학형파와 문장파의 전통론 비교

제 1 절 비서구적 정체성의 제출 양상

1. 학형파: 근대 서구에의 비판

학형파의 전통론은 서구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한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학형파에 따르면, 서구를 새로운 것이자 선진적인 것으로 상정

하는 청말 이래의 중국의 인식은 중국 고유의 정신, 즉 국수를 낡고 도

태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오복은 이러한 배타

적인 인식을 혁신의 대상으로 꼽으면서, 진정한 서구 문화는 오히려 중

국적 국수와도 상통하는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고 제시했다.183)

오복이 말한 진정한 서양문화 [西洋眞正之文化]는 곧 그리스로 대표

되는 서구의 인문주의 전통이다. 학형파는 배빗이 계승하고자 한 그리스

-로마 전통에 기대어 신문화운동파가 내세운 서구 근대 사조의 유효성

을 검토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오복은 인문주의적 가치관의 타당성을 

중세의 초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근대 자연주의와의 대비를 통해 논증했

다. 유백명 역시 공화국민의 정신으로 제시한 자유와 책임이 결합된 자

세를 근세 독일의 군국주의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간의 비교로써 제

시하였다.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을 두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한 책임만 

부가하는 가운데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군국민의 훈련” 식의 정치를 실

시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아테네 시민사회를 가능하게 한 요소로서 전 

구성원들의 자발적 공헌을 강조했다.184)

183) “新文化者似西洋之文比之别名簡稱之日歐化。光末年以還國人動憂國粹與歐

化之衝突以爲歐化盛則國粹亡。言新學者，則又謂須先滅絕國粹而後始可輸入歐

化。其實二說均非是。(...) 苟虛心多讚，書籍深入幽探，則知西洋眞正之文化，與

吾國之國粹實多互相發明，互相裨益之處。甚可兼蓄，并收相得益彰。誠能保存國

粹又昌明歐化。” 오복, 「論新文化運動」,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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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형파의 서구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는 매광적이 제시한 두 가지의 

“서구문화 소개원칙”에 담겨있다.185) 매광적은 서양 근세가 문화가 극히 

성대해지며 여러 사조가 범람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첫째로 들여오려

는 대상이 정당한 가치를 갖는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광적은 이 가치 분별이 뭇 대중이 아닌 소수 현철을 통해 세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했다:

고로 한가지 종류의 사상을 소개함에는 마땅히 우선 그 본체의 가치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마땅히 소수의 현철로부터 얻어야 할 것

이다. 중인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귀결처로 삼아선 안될 것이다. 아

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말하길, 한 일의 진상을 단정하려면, 마땅히 현철

을 좇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세상의 조류에 순응해야 한

다”는 것만 알고 그 본체의 가치는 알지 못할 것이다.

故介紹一種思想當先審其本體之價値。而其本體之價値當取决於少數賢哲。

不當以衆人之好尚爲歸。亞里士多德嘗言。一事眞相之定斷。當從賢哲。否

則徒知，“順應世界潮流” 而不知其本體之價値 (2쪽)

한편, 리디아 리우(Lydia Liu)는 학형파가 수용한 인문주의적 문화관 

역시 하나의 서구발(發) 담론임을 문제시했다. 리우는 학형파가 인문주

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그에 비추어 문화의 진-위를 나누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를 서구 담론의 추수라는 점에서 실용주의

를 채택하여 문화의 신-구를 재단한 신문화운동파와 다를 바 없다고 평

가했다.186)

184) “歐戰以前德國組織甚稱完密全國如有機體然。身之使臂臂之使指或如機械。 

(...) 若論效率。至矣盡矣。蔑以加矣。然其國民乏自動應變之能力，僅能唯唯聽命

而已。歐戰以後論者以曩昔之訓練。或將消滅 (...) 爾時雅典市民約計五萬人而參與

國家事業者有二萬人之多。其餘或勞力或勞心或慷慨輸金，或發抒技藝，凡個人所

具之心思才力，靡不貢獻於國家而其貢獻父出於自動。當時雅典文化燦然美備未始

非此自由貢獻之所致也。” 유백명, 「共和國民之精神」, pp.3-4.

185) 매광적, 『現金西洋人文主義』, 『학형』, 1922. 8, p.2

186) “학형파는 처음부터 배빗의 인문주의 이론을 금과옥조처럼 여겼다. 이 이

론은 그들이 중국과 서구 근대사회의 해악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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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형파의 문화관에도 충분한 주체성이 발견됨을 지적할 수 있

다. 즉, 학형파는 서구에 대한 입체적인 인식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근

대 서구를 자신들의 전통적 언어와 개념으로 번역하고 비판하는 단계까

지 나아갔던 것이다. 매광적이 서구 문화 소개에 있어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적용은 이와 같은 주체성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그

가 서구에 대한 수용이나 배격의 차원을 넘어 장점과 단점을 논하는 객

관성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즉, 그는 중국문화와 서구문화 양자의 특수

성을 인식하면서 양자 간의 비판적인 논의로 나아가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소개하려는 것은 즉 이미 가치있다고 인식된 것이 마땅히 알맞게 사용함

으로써 판명되어야 한다. 적용이라 함은 혹 우리나라 고유 문화의 정신과 

더불어 서로 배치하지 않으면서 그를 취하여 배양하고 확대하는 공을 거

두어 들이기 충분함이 흡사 식물에 비와 이슬, 비료와 같은 것이다. 혹은 

그것으로써 우리 나라에 향래 결핍된 것에 좋은 것을 잘라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그것으로써 우리나라의 폐단을 구하고 혁

신, 개진의 도움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187)

그밖에도, 유백명의 「杜威論中國思想」은 중서간의 논의의 일방향성

을 해소하고자 한 의미있는 시도로 꼽을 수 있다.188) 유백명 역시 오복

과 마찬가지로 서구 사조의 유입이 야기한 중국 고유문화에 대한 상대적 

경시를 문제시했다. 특히, 「杜威論中國思想」은 당시 중국에 상당한 영

향력을 끼치던 실용주의 철학의 영수 듀이를 반박했다는 점에서 더욱 상

편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스승의 문제적 실천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을 막기

도 하였다. [...] 고국의 청중을 위해 어빙 배빗의 목소리를 번역함으로써, 이들

은 오사 급진주의자와 진보적인 서구 사상가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한 권력의

담론에 저항하기 보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리디아 리우, 민정기

역. 『언어 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pp.415-6

187) “（(二)所介紹者. 卽已認其本體之有價値. 當以適用於吾國爲斷。適用云者。

或以其與吾國固有文化之精神，不相背馳. 取之足收培養擴大之功，如雨露肥料之於

植物然。或以 其吾國向所缺乏，可截長以補短也。或以其能救吾國之弊而爲革新改

進之助也.” 매광적, 위의 글, p.2

188) 유백명, 「杜威論中國思想」, 『학형』 19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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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이었다. 유백명은 중국인의 습성을 타성에 젖어있다고 비판해온 듀

이가 무위사상이라는 가치관을 새롭게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최

근의 논의를 듀이 자신이 대표하는 실용주의의 자기주장과 자기비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실용주의는 본래 활동과 창조를 중시하는 사조

로서 무위사상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듀이의 무위사상에 대한 근래의 관

심은 세계대전 후 생겨난 실용주의에 대한 회의로 비롯한 위기의식의 발

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찰한 것이다.189)

그밖에도 중국 전통적 개념을 통해 서구를 비판한 사례로는 오복이  

충과 서로써 권리와 의무라는 서구 사회의 개념을 풀이한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오복은 책임에 관한 유교적 가르침을 자신의 의무와 타인의 권

리를 무겁게, 자신의 권리와 남의 의무를 가볍게 인식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했는가 하면, 『대헌장』이나 『권리장전』으로 대표되는 개개인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근세 서양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의무 준수라는 

내용에 대해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190) 또한, 근세 서구의 두 사조인 

개인주의와 인도주의를 각각 입기(立己)와 입인(立人)이라는 범주로 분

류한 가운데 사서(四書)의 가르침을 이 둘의 순차적인 통합이라고 해석

한 무봉림(1899－1959)의 글 역시 중학으로 서학을 비판한 유의미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개 내가 생각컨대 사서가 계시하는 인생관이란 먼저 자신 개인이 온전

히 이루어짐을 구하니 개인주의를 출발점 삼는 것이다. 개인이 이미 완성

되면, 완성된 개인을 말마암아 타인을 온전히 이루어서 인도주의를 귀숙

처로 삼는 것이다.

蓋余認四書所啟示之人生觀，先求個己之完成，以個人主義爲起點。個人既

已完成, 因 以完成個人者 完成人人。以人道主義爲歸宿191)

189) “杜威主創造之理智以思想應付困難之工具，其性質爲預料而非回顧，其所論

著常反復斯旨。(...) 偏重創造不知享受，貪多而不知足。日進而不知止，其結果則

精神厭倦，心思煩亂。歐戰之後，此種病象，益爲顯著。杜威之表彰中國文化精

神，蓋冀有以救其弊而補其偏。“ 유백명, 위의 글, p.5

190) 오복, 위의 글,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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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파: 근대 서구에의 탈피

문장파의 전통론은 서구라는 타자에 대한 대항의 논리인 동양주의에 

기반하여 전개되었다. 동양주의 미술론의 소위 “對서구”적 논리는 동양

적인 것의 전통과 그 우수성을 미적인 영역에서 밝힌 오카쿠라 텐신의 

1903년 저서 『아시아의 이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92)

텐신은 당시 서구를 기계화된 근대 문명으로 상정하는 가운데 이에 대비

되는 동양의 가치를 전근대적인 정신성과 예술성을 들어 제시했다:

아시아의 간소한 생활은 오늘날 증기와 전기를 생활 속에 둔 유럽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지만,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래된 

교역의 세계, 장인과 행상인의 세계, 마을의 시장과 성인 축일의 시장이 

있는 세계, […] 그런 세계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형태가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아시아

의 정신을 사멸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몇 시대 동안 전래되어온 가보인 

공예적 그리고 장식적 예술은 그 정신에 의해서 전부 보존되어 왔고 

…193)

영문으로 쓰여진 텐신의 저술이 당시 서구의 독자들에게 동양 그리고 

일본의 이미지를 낭만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자 했다면,194) 1930년대의 

동양주의 미술론은 텐신 식의 구분법을 한단계 적극적인 차원으로 심화

시켰다. 즉,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동양의 가치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서구로부터 탈피될 때 발현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195) 상기하자

191) 무봉림, 「四書啓示之人生觀」, 『학형』 1922. 2, p.2

192) 김현숙, 앞의 책 (2001), p.82., 정종현, 앞의 글, p.16.

193) 오카쿠라 텐신, 정천구 역, 『동양의 이상』, (산지니 2001). p.229.

194) 김현숙, 앞의 글 (2001), p.82

195) 이는 같은 시기 일본 내에서 제창된 테츠로 와츠지 등의 문화주의와도 맥

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테츠로는 일본을 서구 문명보다 우월한

대안으로 표방하기 위해 고대 사회에 존재하던 원형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

을 강조한 점에서 텐신의 사유를 계승했다. 그러나, 테쓰로는 일본 문화의 가치

가 현대 서구의 물질문명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이에 대한 적극

적인 저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etsuo Najita, H.D. Harootu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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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태준은 서구를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등의 서양화적 원

리”로 환원하는 가운데 동양적 정신의 갱생은 이에 대한 대반역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역설했다.196)

이태준의 동양주의 미술론이 가지는 탈피와 극복의 논리구조는 모더

니즘적 관점에서 조선적 정조를 탐색하고자 한 김용준에게 이어질 수 있

었다. 즉, 김용준이 강조한 회화의 순수성은 문학(성)이라는 타자에 대한 

탈피라는 점에서 동양주의와 접목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

용준의 지론은 그림에 있어 그 제재나 내용을 부차적인 것 [第二義的]으

로 차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197) 우리는 김용준 미술론의 

탈-문학적인 지향을 음악적 개념의 동원이라는 점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용준은 자신의 정조론을 음악에 자주 빗대어 서술했는데, 

「「동미전」을 개최하면서」에서부터 자신의 과제를 “향토적 정서를 노

래하고 그 율조를 찾는” 것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곡선표징」에서 

역시 선(線)의 성질을 음악적인 효과라고 설명하였다:

선은 가장 운율적이요 절주적이여서, 선의 강약-장단-고저 등은 그 율동

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한 이곳에 미술의 음악적 효과를 규지할 수 있고, 

그 작가의 성격, 사상 등이 암시되는 것이다198)

그린버그에 따르면, 모더니즘 회화가 추구한 문학성의 탈피는 19세기 중

“Japanese Revolt Against the West”, History of Japan vol.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744-5

196) 이태준,「녹향회 화랑에서」, 『동아일보』, 1929. 5. 28-31

197) 이점에서 이태준과 김용준은 동미회 합평기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태준: 대다수가 동경있기 때문에 회화의 해석적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정조를

취재하기에 좀 곤란하겠지오. 뿐 아니라 그림이란 취재의 내용 여하는 제2의적

문제이니까요 / 항석: 그야 아무런 부문의 예술이라도 그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 용준: 내용가치라는 것이 음악이나 미술에 있어서는 문학방면과는 특

이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아요? 가령 문학에서는 어떠한 테마를 퍽 중요시하고

그것이 거의 전가치를 좌우하겠지만 음악과 미술은 모티브는 오히려 제2의적

(第二義的)으로 생각되니까요. 그보다도 다른 방면의 내적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제1회 동미전합평기-(중)」, 『중외일보』, 1930. 4. 21

198) 김용준, 「미술에 나타난 곡선표징」, 『김용준전집』,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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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 예술 장르들 전반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특히 음악은 자신 이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전달할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성격”으로 인

해 다른 장르에게 모범으로 부상하였다.199) 김용준 또한 이같은 예술적 

추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그림의 제

목에 곡명(曲名)을 차용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 의미부여를 유보하고자 

한 미국화가 휘슬러(James Whistler, 1834-1903) 의 사례를 자주 거론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순수회화 운동의 선구자인 휘슬러는 ‘어머니의 상’이라는 화제를 붙이

는 대신에 일부러 ‘흑과 백의 해조’라고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 맹렬한 

순수회화 운동의 영향은 막대해서, 전 세계의 미술가는 모조리 공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은 극히 몰상식한 사람 이외에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함인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200)

이처럼 문장파의 예술관이 기계적이고 문학적인 재현에 대한 탈피와 

극복의 동력으로 추진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전

통 예술에 대한 접근 역시 동일한 논리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조선시대 문인화나 공예품의 본래 의미나 용도를 벗어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문인화에 있어서, 이들은 화격을 인격

또는 학문과 연결시키는 대신 이를 고고특절한 품성, 선(禪) 등 일련의 

새로운 가치로 환유해냈다. 이태준의 골동품 논의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서, 그는 골동품의 실용성을 배격하는 가운데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담

아내려 하였다. 

이점에서 우리는 문장파의 전통론을 탈구조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

199) “예술로서의 음악은 본질적으로 이 당시 다른 예술들과 연관하여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음악의 ‘절대적인’ 성격, 모방과는 거리가 멀다

는 사실, 매체의 물리적 성질에 거의 완전하게 몰입한다는 점으로 인해서는 물

론, 그 암시 능력으로 인해서도 음악은 시를 대체하여 본보기 예술이 되었다.

음악은 다른 아방가르드 예술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예술이었고, 그 효과를 모방

하기 위해 가장 힘겨운 노력을 기울였던 예술이었다.” 그린버그,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 앞의 책, pp.334-5.

200) 김용준, 「미술과 종교」, 『김용준전집5』,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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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호학적으로 말하자면, 문장파는 전통이라는 기호 체계 안에서 기

의로 나아가는 해석을 유보하는 대신 기표들이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효

과에 주목하는 방식을 취했다.201) 달리 말해, 문장파가 포착하고자 한 

주관이나 정조라는 가치는 기의와 분리된 기표의 횡적인 확장으로 나타

난 것이다.202)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문장파가 제시한 한자 수용 양상에도 긍정적

인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겠다. 이태준은 풍부한 연상력을 동원하여 골

동(骨董) 대신 고완(古玩)이라는 말을 채택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고(古) 자는 추사 같은 이도 얼마나 즐기어 쓴 여운 그윽한 글자임에 반

해, 골(骨) 자란 얼마나 화장장에서나 추릴 수 있을 것 같은 앙상한 죽음

의 글자인가? 고완품들이 골동, 골(骨) 자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감이 얼마나 삭탈을 당하는지 모를 것이다.203)

또 “책보다 冊이 더 아름답고 더 冊답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 소쉬르의 일반언어학에 따르면 하나의 기호는 기표(기호 표현, signifiant)

라는 청각영상과 기의(기호 내용, signifié)라는 개념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둘

은 작위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방한, 『소쉬르 현대 언어학의 원류』,

(민음사 1998) pp.103-9.

202) 본고가 적용하고자 하는 탈구조주의 기호학 이론은 20세기 후반 흑인 영

어 (Black Vernacular)에 대한 게이츠의 분석 등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 게이

츠는 자신의 이론을 “의미하다” (signifying) 라는 단어의 변형인 signifyin’으로

표기했는데, 그는 이것이 미국 흑인 사회에 전해내려오는 구전 설화의 제목인

“언어유희 원숭이 (signifying monkey)”에서 채택한 것이자 데리다의 핵심 개

념인 차연(différance)을 모방한 조어라고 밝혔다. 흑인 영어에서 나타나는 언어

유희(signifyin’)의 핵심은 표준 영어 문법을 벗어나는 표기가 기존 기의와는 관

계없는 시각적이고 음성적인 효과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어유희에 대해

소쉬르적 기호학 체계를 빌려 설명하기를 기표가 기의로 가는 종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또다른 기표 내지는 수사적 표현으로 가는 횡적인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Henry Louis Gates, Jr., The Signifying Monkey: A Theory of

Afro-American Literary Critic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51-54. 게이츠와 탈구조주의에 관해서는 안지현, 「헤이즐을 찾아서」, 『안

과밖』 16 (2004), p.305을 참조.

203) 이태준, 「고완품과 생활」,『이태준전집』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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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의 공감각적인 글자 해석은 1930년대 미술계에 있었던 서에 대한 

재인식 경향과도 연결지어볼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까지 진행된 미

술계의 구화주의에 의해 비현실적인 구습으로 규정되던 서와 사군자는 

1930년대 들어 표현주의 문예관이 부상하면서 그 사의성과 조형성이라

는 측면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204) 따라서, 표의문자인 서에서 의미

를 유보하고 시각 기호의 효과로 연상을 펼쳐나간 작업은 “작위” 이상의 

의식적인 재해석의 결과물이라고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05)

본 절은 학형파와 문장파의 전통론을 근대 서구와의 교섭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학형파는 서구화의 논리를 뒷받침하던 국수와 

서구간의 배타적인 관계를 고전적 인문주의의 관점에서 재편하였고, 전

통과 서구간의 비판적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에 비해, 문장파의 

전통 논의는 서구에 대한 대항 논리로서 그 동력이 주어졌다. 이들에게 

있어 전통 예술의 정신적 가치는 기계적이고 리얼리즘적인 서구라는 타

자에 대한 거부로써 재조명되었으며, 본고는 이러한 접근을 기호학적으

로 확장, 하나의 유기적인 의미망에서 이탈한 환유의 연속이라고 분석해

보았다.

204) 대표적인 예로 1926년에 일군의 화가들이 조선미전에 글씨와 사군자가

출품이 불가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가 하면, 1934년 들어서는 김용

준과 함께 동미회에도 참여한 적 있는 서양화가 구본웅이 서를 오직 평면상에

일어나는 미술행동, 선의 율동으로서 분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와 사군자

에 대한 인식과 수용양상에 관해서는 김현숙,「근대기 서・사군자관의 변모」,

�한국미술의 자생성�(한길아트, 1999), pp.469-494 참조.

205) 김윤식, 앞의 책,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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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요약 및 남는 문제

본고는 근대기 동아시아의 전통론에 대한 재평가를 목표로 중국의 학

형파와 조선의 문장파의 텍스트를 비교연구하였다. 본고의 주된 작업은 

이들의 전통 논의가 복고가 아닌 새로운 문화 건설의 차원에서 개진되었

음을 읽어나감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근대기 문화가 각각 그 전통과 맺고

있는 유기적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견지되던 전

근대적 전통과 근대성 간의 이항대립을 극복하고 비서구적 근대성에 대

한 새로운 평가의 여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그 연구대상 역시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학형』과 

『문장』의 중심 동인들로 설정하여 옛 것과 새로운 것, 고유한 것과 보

편적인 것 양면을 겸비한 그들의 사유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학형파

의 경우 이들이 유학시절 미국에서 발표한 텍스트인 CSM과 매슈 아놀

드의 텍스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들의 사유를 입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문장파의 경우 이

들이 1920년 후반부터 발표한 미술 비평을 참조하여 동양주의와 모더니

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예술관을 조명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기존까지 다소 연구가 소략했던 이태준의 초기 미술비평 텍스트를 발굴

하여 이태준과 김용준의 문예관이 모더니즘이라는 측면에서 한 목소리를 

낸 사실을 보다 뚜렷하게 조명해 보았다.206)

본고의 내용을 다시금 요약하자면, 학형파를 다룬 2장에서는 이들의 

인문주의적 문화관을 사회진화론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신문화운동파의 관

점과 대비시켜 조망해 보았다. 학형파는 항구적인 가치에 대한 분별과 

206) 대표적으로 『중외일보』에 실린「제9회 협전인상」(1929. 10), 「동미회

합평기」(1930.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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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적 원리를 중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

들은 문화의 핵심이 기술적 발전이 아닌 내적 성숙, 즉 도덕에 있다고 

보았고, 중화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유교 윤리를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차

원으로 개량했다. 

3장에서는 문장파가 조선의 예술에 동양주의적이고 모더니즘적인 관

점을 대입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작가의 주관과 매체의 형식을 강조하는 

이들의 예술관은 소재나 색채로부터 조선을 나타내고자 한 향토색론과 

대립하였다. 이들은 조선 예술의 요체를 기백 혹은 고담한 맛으로 설정

한 가운데 문인화와 골동품에서 이를 발굴하려 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학형파와 문장파의 전통론을 서구라는 타자와의 

교섭 양상에서 조명해보았다. 학형파가 서구에 대한 다원화된 인식에 바

탕하여 전통과 타자 간의 비판적 교섭을 펼친 반면, 문장파의 논의는 정

치적이고 미적인 차원에서 서구적 원리로 상정된 리얼리즘을 탈피하고 

극복하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두 전통론의 의의는 이를테면 “전통의 보편

화”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형파는 배빗이 제안한 “인문 국제 

(humanistic international)”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유교

를 범문화권적인 윤리 체계로 다시 쓰고자했다. 문장파의 경우 조선 고

유의 예술을 제재나 내용이 아닌 표현주의의 언어로 다시 쓰고자 했다. 

특히, 화가가 향토적 제재나 소재가 아닌 표현 양식으로서 조선의 고유

한 정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김용준의 주장은 그 예술을 감상하

는 입장에서 조선이라는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도 조선적인 정조에 다다

를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207)

그러나,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의 전통론을 비교한 본고의 논의는  

근대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춘 후에 보다 더 치밀하고 심도있는 

207) “제삼의 것 (조선적인 예술에 대한 제3의 관점)은 곧 조선 사람, 조선 물

건, 조선 풍경을 그린 작품은 조선 정조가 흐르는 그림이라 할 만큼 ‘조선 재료

는 조선 정조’식의 것으로, 이것은 이론상으로의 모순을 벌써 발견할 수 있으

니, 하필 조선 사람이 아닌 어느 나라 사람일지라도 이런 취재로써 그리는 작품

이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김용준, 「회화로 나타나는 향토성의 음미」,『김

용준전집』,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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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론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가 사회문화와 예술이라는 두 영역에서 전통

과 근대의 상관관계를 논한 만큼, 근대성이라는 총체와 또 각각의 영역

에서 가진 의미에 대한 장악이 요청된다.208) 이는 본고의 비교 사이에 

자리하는 1920년대 중국과 1930년대 조선이라는 두 사회간의 차이를 

밝혀내는 데에도 연관이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

208) 본 연구가 참조한 Edmund Fung의 논저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Chinese Modernity (2010)의 경우, 그 서론에서 근대성의 여러 함의를 구분하

였다. 근대성은 사회 체제에 있어서 산업화와 자본주의화, 철학에 있어서 계몽

주의, 미학에 있어서 보들레르(Baudelaire, 1821-1867) 이래의 독자성,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베버(Weber, 1864-1920)가 말한 합리화(rationalization)을

언급하였다. Fung, 앞의 책,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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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형파 기사 일람표

1. 학형파

구분 저자 제목 출전

1

吳宓

(오복)

「白壁德中西人文敎育談」

『학형』1922. 3

본 글은 배빗의 강연문을

호선숙이 번역하고

오복이 서문을 달았다.

원문은 Babbitt,

“Humanistic Education

in China”,

CSM,（1921.12)

2 「論新文化運動」

『학형』, 1922. 4

원문은 Wu Mi “Old and

New”, CSM, (1921. 1)

3 「我之人生觀」 『학형』, 1923. 4

4

梅光迪

(매광적)

K.T. Mei, “The Task of Our Generation”,

CSM, (1917. 1)

5 「評提倡新文化運動者」 『학형』1922. 1

6 「評今人提倡學術之方法」 『학형』1922. 2

7 「論今日吾國學術界之需要」 『학형』1922. 4

8 「新今西洋人文主義」 『학형』1922. 8

9 「安諾德之文化」 『학형』1923. 2

10

劉伯明

(유백명)

「學者之精神」 『학형』1922. 1

11 「再論學者之精神」 『학형』1922. 2

12 「杜威論中國思想」 『학형』5기

13 「共和國民之精神」 『학형』10기

14

胡先素

(호선숙)

「論批評家之責任」 『학형』 3기

15 「說今日教育之危機」 『학형』 1922. 4

16
柳詒徵

(유이징)

「論中國近世之病源」 『학형』 1922. 3

17 「論大學生之責任」 『학형』 1922. 6

18
繆鳳林

(무봉림)
「四書啓示之人生觀」 『학형』 1922. 2

19
李思純

(이사순)
「論文化」 『학형』 19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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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ing Tradition in 1920s

China and 1930s Chosun:

Comparison between Xueheng(學衡)

Group and Munjang(文章) Group

Joo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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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wo groups of writers 

associated with periodicals Xueheng (Critical Review), published in 

1922 in China and Munjang, published in 1939 in Chosun (now 

Korea). While the two groups produced articles that defended the 

value of tradition, they did so with a distinctly modern view of 

rewriting national culture. This paper’s primary aim is to show 

the way these two groups represented their tra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temporary views they held regarding 

modernity—that is, humanism and expressionism respectively. To 

that end, this study has selected as its subject groups of wri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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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with the periodicals so as to consider their previous 

discussions on culture and art that culminate in the periodicals 

that they participated in. Chapter One introduces these concepts 

and how they pertain to the two groups.

   The Xueheng group — Mei Guangdi, Wu Mi, Liu Boming and 

Hu Xiansu — represented confucianism as part of a new 

humanistic culture for the republican China. Chapter Two reviews 

their position with rich reference to the writings of their mentors 

Irving Babbitt and Matthew Arnold, as well as those of their rival 

critics Chen Duxiu and Hu Shi. The paper examines the Xueheng 

group’s conservative argument on par with the iconoclastic May 

Fourth Movement in that they both shared the central concerns of 

building a new national culture. In the latter part of the Chapter, 

their reinterpretation of Confucian values in a disinterested and 

individualistic manner will be further examined.

   Meanwhile, the Munjang group — Tae-jun Lee and Yong-jun 

Kim — put forth an aesthetic vision known as “expressionism”;

Tae-jun Lee highlighted the subjective element that comes from

the painter’s ability to reinterpret the object, while Yong-jun Kim

delved into formal elements that are independent from the

painting’s contents. Chapter Three will review how the subjective

and nonfigurative elements in painting are put forth as Asian (as

opposed to Western) and Korean in their arguments. It is from

this perspective that they re-examined traditional artwork and

craft from the Chosun dynasty in Munjang. The latter part of the

chapter will entertain discussions as to the merits and limits of

their aesthetic approach.

Lastly, in Chapter Four, further attention will be paid as to

how the two groups engaged with the modern W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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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their tradition. While the Xueheng group engaged in

a critical dialogue with the modern West by aligning themselves

with humanism, the Munjang group adopted Japanese Asianism’s

political impulse to overcome the West into the aesthetic realm.

This chapter draws further connection between the political,

aesthetic and semiotic realms and includes a discussion of

post-structuralism in their interpretation.

In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wo

groups represent an effort to redefine tradition beyond the

national border. Xueheng group’s proposal “humanistic

international” envisions a transfer and communication of

humanistic values between China and the West. Munjang group’s

attempt to translate art in expressionist terms contemplates

whether traditional art can be appreciated outside of its context.

Keywords : Tradition, Munjang, Xueheng, Critical Review,

Expressionism, Humanism, East Asian Modernity,

Student Number : 2015-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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