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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월룡(Pen Varlen, 1916-1990)은 한국계 소련인 화가로, 1940-80년대에 

레닌그라드 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활동하였다. 변월룡의 작품세계는 

이주로 인해 다면화된 그의 정체성과 소련에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그의 

전략을 반영한다. 그는 레닌그라드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한인 

사회와 소련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련의 이데올로기 및 동시대 

정책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주의를 추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변월룡이 

한인이라는 점이 강조된 데 비해 소련에 동화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상당 

부분 간과되었다. 필자는 변월룡에게 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하되, 그의 작품세계 전체를 고국에 대한 향수와 결부시키는 기존 

해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변월룡은 연해주 한인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1937년 강제이주 대신 

유학길에 올랐으며, 러시아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소련 엘리트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는 학업을 지속하여 모교인 레닌그라드 

미술아카데미에서 교수로 활동하였다. 변월룡은 1953년 전후 북한 미술계의 

재건 및 소련 미술 제도의 전수를 목적으로 평양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1954년 소련으로 돌아온 이후 변월룡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두 번 

다시 북한 땅을 밟지 못하였다. 그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한인 사회와의 접촉과 분리를 거듭하며 그의 

정체성은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변월룡은 민족과 국적의 불일치로 인해 한인 집단과 러시아인 집단 

양쪽에서 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가 소련 중심부에 자리 잡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변월룡은 우선 한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련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는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 시민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그 일환으로 변월룡은 <노어 

학습>(1958), <재일 한인 북송>(1960)과 같이 북한 테마의 작품을 제작하고 

한글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한편, 사할린 한인으로서 ‘사회주의 노동 영웅’ 



- ii -

칭호를 받은 한슈라의 대형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소련 내 모델 

마이너리티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 변월룡이 소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활용한 사례로는 동양화적 

요소를 차용한 1970년대의 판화들이 있다.  

 1970년대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변월룡의 개인적 관심사와 맞물려 

세계시민주의적 작품들이 제작된 시기이다. 1970-75년간 절정을 이룬 미소 

데탕트 시기, 소련은 ‘평화로운 공존’의 슬로건을 내걸고 제3세계로의 

세력권 확장을 시도하였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1969-1973)에는 레닌 

시기에 구축된 국제주의적 이상과 러시아 문화가 세계를 포섭한다는 70년대 

소련의 야망이 결합되어 있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는 변월룡의 입장에서도 

옹호할 만한 것이었다. 변월룡이 거주하는 러시아의 문화가 세계 각지의 

민족들을 아우른다면 그 자신도 무소속의 떠돌이가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변월룡이 제작한 흑인 이미지에서도 소련의 정치적 

요구와 세계시민주의적 발상의 결합이 드러난다. 

변월룡의 1980년대 작품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눈에 띈다. 첫째는 

해외여행에서 영감을 받거나 서양미술 전통과의 접점을 강조하는 작품들, 

둘째는 20여 년 만에 재부상한 북한 테마 및 <어머니>(1985)이다. 

1980년대의 해외여행 작품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변월룡도 프로파간다보다는 예술 창작에 몰두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변월룡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년기 및 북한 방문기를 회상하는 

작품들을 다수 제작하였다.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한인 정체성을 

제한적으로만 드러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완화된 사회적 분위기, 

세계시민주의적 태도, 아카데미 정교수라는 그의 지위 등이 맞물려 

변월룡은 한인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주요어: 변월룡, 레닌그라드 미술아카데미, 사회주의 리얼리즘, 디아스포라, 

고려인, 냉전 

학  번: 2018-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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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월룡(Pen Varlen, 1916-1990)은 연해주 신한촌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문화 중심지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한 한국계 소련인 

화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소련 당국이 장려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전통을 

따르며, 그가 수학하고 교수로 활동했던 레핀미술아카데미의 화풍, 즉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혼용하는 '레닌그라드 화파'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변월룡의 화풍은 국내에 알려진 신순남(니콜라이 

신), 박성룡(니콜라이 박)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 화가들의 장식적, 추상적인 

화풍과 매우 다르다.1) 변월룡의 작품은 풍경화, 초상화, 역사화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매체도 유화, 에칭, 석판화 등으로 다양하다. 그의 전공은 

유화이나, 학생시절부터 판화 및 드로잉(graphic art)에 관심을 가져 

상당수의 판화 작품을 남겼다. 공적인 전시의 성향이 강한 역사화에서는 

소련의 전쟁 승리 장면, 북한 해방 장면 등 프로파간다적 도상이 주를 

이루며 화가의 개성은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초상화, 풍경화, 

장르화에서는 프로파간다와 화가 개인의 통찰이 혼합되어 있으며, 

프로파간다의 강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변월룡의 작품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련 주류 미술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화가의 비주류 민족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주류 

미술에 자연스럽게 포섭된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변월룡이 속한 소련 

미술사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변월룡을 한국·북한미술사의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러시아에서는 변월룡의 판화 및 드로잉 카탈로그가 2007년 유족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관련 전시가 2010-11년에 개최되었다.2) 카탈로그의 에세이를 

1) 중앙아시아 한인 화가들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아리랑 꽃씨』(컬쳐북스, 
2009),  pp. 154-273 참조. 

2) Olga Pen ed., Pen Varlen. Etchings, trans. M. Yarosh (St. Petersburg: Bo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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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미술가 겸 평론가 안톤 우스펜스키에 의하면 변월룡은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고 아카데미에서의 훈련을 통해 기술적 유려함을 체화한 

인물이었다. 우스펜스키는 변월룡의 유화에서는 당시 아카데미 화풍과 

구별되는 개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의 판화에서는 본인의 개성, 특히 

동양의 흔적이 드러난다고 평가하였다. 레닌그라드 미술아카데미 교수로 

활동하던 시기에 그는 전시 참가자 명단에 종종 이름을 올렸으나 구체적인 

비평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가 속한 레닌그라드 화파에 대한 현대의 

저술에서도 변월룡은 간략하게만 언급되었다.3)

변월룡은 러시아에서보다는 한국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변월룡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맥락에서 조명하며, 민족적 

기원을 근거로 소련 미술사보다 한국미술사에 그를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많았다. 변월룡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그를 전기적으로 다룬 문영대의 저서 

『우리가 잃어버린 천재 화가, 변월룡』(2012)과 그 개정판인 

『변월룡』(2021)이 대표적이다.4) 문영대는 변월룡의 유족 및 지인과의 

Art Gallery, 2007).  
3) Sergei V. Ivanov, Unknown Socialist Realism: The Leningrad School (St. 

Petersburg: NP Print, 2007)에는 변월룡의 이름만 언급; Светлана Грачёва, 
Современное Петербургское Академическо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Москва: БуксМАрт, 2019)에서 변월룡은 pp. 64-65에 등장하는데 

우스펜스키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저자는 한국에서 

변월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본과 중국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일본,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4) 한국에서 출판된 변월룡 관련 저술 및 도록은 다음과 같다. 문영대, 『러시아 

한인 화가 변월룡과 북한에서 온 편지』(문화가족, 2004); 국립현대미술관, 
문영대, 「변월룡과 러시아 리얼리즘(Wolryong Byun and Russian 
Realism)」국립현대미술관 엮음,『아리랑 꽃씨』(컬쳐북스, 2009) 232-251; 
문영대, 『우리가 잃어버린 천재화가, 변월룡』(컬처그라퍼: 안그라픽스, 2012); 
문영대, 「변월룡의 삶과 예술」,『인물미술사학』8, (2012), pp. 35-72.; 
국립현대미술관, 『변월룡=Пен Варлен: 1916~1990』(국립현대미술관, 201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련 에세이 김예진, 「변월룡을 이해하는 방식」, 
『미술세계』42 (2016), pp. 120-25.; 제주도립미술관, 『변월룡: 고국의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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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바탕으로 변월룡의 일대기를 저술하였다. 문영대의 연구는 

한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소련의 아카데미 화가를 발견하고 1차 자료를 

편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영대의 저술은 당시 소련 화단을 

고려한 미술사적 논의보다는 변월룡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문영대는 변월룡이 소련에 적응한 측면보다 그의 한인 정체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문영대는 변월룡의 작품, 특히 그의 한글 

서명에 관해 한 번도 자신이 한인임을 잊지 않았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혈통주의적, 동포주의적 관점은 구소련과 남한의 접촉이 

이루어진 후 한동안 고려인 연구에서 주를 이루는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이는 1세대 이주자에게는 해당될지언정 러시아·소련에서 나고 자란 2세대 

이상의 고려인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5) 아울러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은 “소련이라는 다민족, 다문화국가에서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서 …… 소비에트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었다.”6) 

변월룡은 2세대 고려인일 뿐더러 러시아의 문화 중심지 레닌그라드로 

이주했기 때문에 “소비에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잘 발달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변월룡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한국적 요소는 단순히 

화가의 자의식 표출로 설명할 수 없으며, 소련으로의 동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변월룡에게 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남아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작품세계 전체를 고국에 대한 

향수로 읽어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안긴 거장:1916-1990』(제주도립미술관, 2016); 학고재, 『변월룡』(학고재, 2019); 
문영대, 『변월룡』(안그라픽스, 2021). 문영대의 2021년 신간은 2012년판의 

미세한 오류를 수정하고 도판 품질을 개선한 것이다.  그 밖에 석사논문으로 

김민지, 「변월룡 예술의 디아스포라 성향 연구」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김문경, 「변월룡(1916~1990)과 1950년대 북한미술과의 

상호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이 있다. 
5)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한국사연구』 140 (2008), pp. 101-102.

6) 위의 논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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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월룡에 대한 전시에는 대체로 문영대가 관여하였는데,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시 도록에는 그 외에도 학예사 박혜성, 

미술사학자 박계리, 러시아 미술평론가 안톤 우스펜스키의 에세이가 

수록되었다. 이 전시는 한국근대미술 거장전의 일환으로, 이중섭, 유영국 등 

유명 한국 화가들과 함께 변월룡이 소개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변월룡을 한국미술사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도록을 

여는 박혜성의 에세이는 문영대와 마찬가지로 일대기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변월룡의 한인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줄어들었다. 박혜성은 

변월룡이 작품에서 한민족을 종종 다룬 것을 “외부로부터 부여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지적하는 등 그의 정체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해를 드러내었다. 또, 러시아 초상화 전통과 리얼리즘의 역사를 

논의에 포함시킴으로써 변월룡의 작품세계를 해당 화파의 미술사적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시 도록의 개괄적인 

에세이인만큼 박혜성의 연구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이 현저히 

부족하다.

한편, 박계리는 변월룡의 북한 파견기에 주목하여, 변월룡이 전수한 

소련식 사회주의 리얼리즘 회화가 북한 예술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수용 

혹은 배척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변월룡은 서구 전통의 유화를 전수하면서 

북한의 민족적 형식으로는 동양화 전통 중에서도 묵화의 계승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변월룡이 떠난 후 북한 화단에서는 서구로부터 유입된 

유화 숭배사상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어졌으며, 민족 형식 역시 

문인화가 아닌 민중 중심의 채색 민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박계리의 연구는 변월룡이 북한으로부터 배척당한 원인을 북한 

화단 내 입장 변화와 연결하여 추론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 화단에 초점이 맞춰져 변월룡의 작품세계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화가의 이주 경험과 소련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변월룡의 면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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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변월룡을 한반도 서양화의 역사에서 빈 부분을 채워줄 뛰어난 

화가로 평가하며 북한미술사의 맥락에서 그의 선구적인 점을 찾으려 

했다면, 본고에서는 그가 소련 미술아카데미에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의 이미지를 구축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레닌그라드 

화파에서 차별화되는 변월룡의 특징은 북한 및 한인을 주제로 하거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를 다룬 작품들, 그림에 포함된 한글 텍스트, 동양적 

모티프 등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들은 변월룡의 작품세계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정해진 틀 

속에서 변월룡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변월룡의 이주자 정체성과 가장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의 

기저에는 이주·이산으로 인해 생겨난 세계시민주의, 모델 마이너리티로서의 

태도, 그리고 그에게 잔류한 한인 정체성이 있다. 따라서 변월룡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월룡의 디아스포라 체험이 어떠했는지, 또 

그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고려인’이라는 범주는 변월룡의 이주자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고려인은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체로 연해주에 거주하다가 1937년경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고려인에 관한 서술에서는 

갑작스러운 고향 상실로 인한 울분, 고난, 척박한 중앙아시아 땅에서의 

악착같은 노동과 적응과정 등이 주를 이룬다.7) 그러나 변월룡은 공교롭게도 

강제이주가 이루어지던 해에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주 이후의 삶은 집단농장에서의 노동이 

7)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주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북한과 소련의 문학·예술인들 회상기』(지식산업사, 
2005); 김명훈. 「신순남의 <레퀴엠> 연작 연구: 강제이주의 기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홍웅호 외,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Ⅱ』 (선인, 2019) 등을 참고. 이러한 정서는 학술자료뿐 아니라 

KBS 명작다큐 카레이스키150 3부작(2014.08 방영) 등의 다큐멘터리나 김숨, 
『떠도는 땅』(은행나무, 2020)과 같은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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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레닌그라드 미술아카데미라는 엘리트 집단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연해주 출신의 한인이 러시아 주류 문화에 편입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연구의 범주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변월룡의 

디아스포라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것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변월룡의 체험이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집단적 경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혈연에 따른 소속과 삶의 경험에 

따른 소속집단이 달라짐에 따라 변월룡 특유의 세계관이 형성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변월룡의 삶에서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는 간접적인 경험이었다. 이주 

자체보다도 그의 고향인 연해주 한인 사회의 파괴, 가족의 일시적인 

행방불명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에게 보다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한 사건은 북한으로부터의 추방이었다. ‘한국계’ 소련인으로서 

북한에 파견되었던 변월룡은 북한 정부로부터 귀화를 제안 받았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고 변월룡은 북한으로부터 숙청당했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그의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가 놓여 있다. 변월룡은 자신의 이중 소속을 

활용하여 한인 사회와 소련의 가교로 활동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변월룡이 ‘소련 국민’을 포기하고 ‘한인’을 선택하기를 원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그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이는 

‘한국계 소련인’이라는 그의 복합적 정체성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시된 

사건이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변월룡의 세계관을 정의하기 위해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 

멜랑콜리아(melancholia) 등 문학비평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을 

도입하였다. 세계시민주의의 의미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이 정치적 소속과 무관하게 하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정의된다.8) 본고에서는 개인이 민족 집단이나 국가 등 통상적으로 

8)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smopolit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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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의 범위를 규정짓는 소속을 넘어서 다른 민족 및 국가와 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세계시민주의’를 사용하였다. 한편, 필자는 변월룡이 

소수민족 출신이지만 소련에 동화되어 사회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이라고 간주하였다.9) 모델 

마이너리티는 인종적 차이를 제외한 민족적 특색이 상당 부분 거주국가의 

가치로 대체된다. 거주국가는 타민족·인종에 대한 자국의 포용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제3세계와의 소통을 위해서 모델 마이너리티의 민족정체성을 

활용한다. 변월룡은 소련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민족정체성을 

작품에서 드러냈으나, 1980년대 이전까지 소련 관람자들 앞에서 그리움, 

회한 등의 감정은 표출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변월룡은 북한 및 

어머니를 회고하는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멜랑콜리아, 즉 

자신에게서 분리하거나 억압한 부분이 자아 안에 잔존하며 과거의 망각과 

미래로의 전진을 방해하는 원리를 이 변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여긴다. 

변월룡은 일생에 걸쳐 모델 마이너리티로서의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그 

면모가 유독 두드러진 것은 1950-60년대였다. 그에 비해 변월룡의 1970년대 

작품에는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자’로서의 태도가 대두된다. 이때 애국의 

대상은 소련이며, 변월룡의 ‘세계’는 북한을 비롯한 여러 민족 

집단·국가들을 아우르는 소련 영향권을 의미한다. 모델 마이너리티와 

세계시민주의의 결합은 자칫 모순되어 보이지만, 카테리나 클라크(Katerina 

Clark)가 정의한 ‘세계시민적 애국자(cosmopolitan patriot)’ 개념은 이 조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10) 클라크는 『모스크바, 네 번째 로마』에서 4명의 

9) Model minority는 주로 거주국에 적응하여 모범 시민으로 생활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지칭한다.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번역 및 고려인에 대한 적용 사례는 

강진구,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 복원 욕망 연구 – 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

구소련권 고려인문학』(한국문화사, 2004), pp. 256-257을 참조하였다.  
10) Katerina Clark, Moscow, the Fourth Rome: Stalinism, Cosmopolitanism, and the 

Evolution of Soviet Culture, 1931-1941 (Cambridge, Mas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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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변방지역 출신 인텔리겐치아의 193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소비에트 국가에 충성하면서도 범세계적 문화를 추구하던 이들을 

‘세계시민적 애국자’라고 일컫는다.11) 당시 인텔리들이 매료되었던 

‘초국가적 문화 공간(transnational cultural space)’이라는 관념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볼테르 등 계몽주의 지식인을 주축으로 발달한 ‘지식인 

사회(Republic of Letters)’에도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 사회’와 

달리 1930년대 소비에트 인텔리들은 사회주의의 중심이자 전간기 

반(反)나치즘의 요새였던 모스크바를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였다.12) 

세계시민적 애국자의 사고방식은 독일 문학가 리온 포이트방거(Lion 

Feuchtwanger)가 1937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트레티야코프가 

대중연설에서 한 말로 잘 요약된다: “나는 우리 고국 땅이 세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세계시민들과 악수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세계의 시민이다.”13) 이는 소련 정부의 프로파간다인 동시에 

인텔리들의 유토피아적 이상이었다. 20세기 초, 반제국주의 노선을 택한 

소련은 사회주의 이념과 문화 헤게모니로써 강대국이 되기를 도모하였다.14) 

이에 따라 소비에트 러시아 문화의 세계화가 추진되었고, 소련 지식인들의 

초국가적 교류 역시 장려되었다.15) 

11) 클라크가 책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인텔리겐치아(러시아 지식인 계층)는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 작가 일랴 에렌부르크(Ilya 
Ehrenburg), 언론인이자 NKVD(비밀경찰)요원이었던 미하일 콜초프(Mikhail 
Koltsov), 작가 세르게이 트레티야코프(Sergei Tretiakov)이다. 네 사람은 다국어 

구사자였으며 비러시아 문화에 익숙하였다. 이들 중 에이젠슈타인, 에렌부르크, 
콜초프는 유대인이었다.

12) Katerina Clark, “Ehrenburg and Grossman: Two Cosmopolitan Jewish Writers 
Reflect on Nazi Germany at War,”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10 (2009), p. 611.

13) Clark, 앞의 책(2011), p. 34. 
14) 위의 책, 12. 클라크는 소련이 문화 패권국을 넘어 ‘미학적 국가(aesthetic state, 

Kunststadt)’가 되고자 했음을 주장한다. 
15) 아시아와의 교류 사례로는 Katerina Clark, “Boris Pilniak and Sergei Tretiakov 

as Soviet Envoys to China and Japan and Forgers of New, Post-Imp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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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브룩스(Jeffrey Brooks)는 클라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소련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음에도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외국 

지식인들과 교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시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에 

의문을 표하였다.16) 그러나 필자는 변방 출신 지식인이 주류 문화에서 

생존하고 문화의 창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데올로기 및 문화 

패권국을 자처하는 소련의 맥락에서는 주류 문화에 속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문화의 국제주의적·세계주의적 성향이 맞물렸을 때 ‘세계시민적 

애국자’가 탄생할 수 있다.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는 민족적 배경과 국적의 

불일치로 인해 북한과 러시아 어디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었던 그의 

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를 ‘세계’로 상정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범위를 민족국가에서 세계로 확장하고자 했다. 

변월룡의 작품에서 세계시민주의적 테마가 대두된 시기는 1970년대로, 

클라크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1930년대와는 시간적 격차가 있다. 그러나 

1930년대는 변월룡이 강제이주를 간접 경험하고 미술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한 사상적 형성기이므로 그의 작품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1930년대 인텔리들의 선례는, 비록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더라도, 

변월룡의 러시아 중심적 세계시민주의를 가능케 한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17) 한편, 그가 1970년대에 세계시민주의적 테마의 작품들을 생산한 

까닭은 3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작품의 생산 맥락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계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련의 정치적 상황을 

Narratives (1924–1926),”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e-journal) 28 (2018), pp. 27–47를 참고. 

16) Jeffrey Brooks, “Review of Moscow the Fourth Rome by Katerina Clark,”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7 (2012), p.1698.

17) 변월룡의 소속 국가는 이론적으로 ‘소련’이지만, 소련 정부나 주류 문화의 

레토릭에서 ‘소련’은 종종 ‘러시아’로 대변되었다. Brian James Baer, “From 
International to Foreign: Packaging Translated Literature in Soviet Russia,”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60 (2016), pp. 56-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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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화가의 태도가 변화한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변월룡이 고려인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채 개인적으로 

이주·이산을 겪은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경험에서 형성된 특수한 태도가 

작품으로 드러났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변월룡이 북한과 

소련을 연결하는 통로, 즉 ‘문화 번역가’로서 소련 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던 1950-60년대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번역은 소비에트 러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노력과 긴밀하게 결부된 활동이다. 1930년대 

소련에서 서구 문학의 노어 번역 열풍이 불었던 것은 소련을 세계 문화의 

집결지로, 나아가 세계를 향한 문화의 전달자로 만들려는 야심의 

반영이었다.18) 소비에트 인텔리들은 번역된 자료를 통해 세계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얻기도 했고, 서구와의 접촉에서 얻은 것을 자국으로 가져오는 

번역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19) 본고에서는 변월룡 역시 러시아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인물로서 소비에트를 위해 봉사하는 ‘번역가’였다고 

간주한다. 북한 소재의 그림과 한글 텍스트의 사용으로 대표되는 ‘번역’ 

활동은 변월룡에게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변월룡은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자신의 공적인 페르소나로 삼았는데, 이러한 자의식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한슈라>(1969, 도23)로 표상된다. 한편, 변월룡은 소련 

관람자들이 모델 마이너리티에게 기대하는 바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의 

작품들에 북한의 연하장 형식, 국화 문양 등 동양적 모티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3장에서는 변월룡의 흑인 초상화 및 푸슈킨 축제 연작, 서양미술의 

18) Clark (2011), p. 16. 유리 로트만(Lotman)은 번역이 수신자(receiving culture)의 

문화를 더 번창하게 하고, 수신자가 전달자(transmitting culture)로 발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클라크는 문화 부흥(cultural renaissance)을 이루기 위해 

번역이 활용됨을 18세기 말 독일 저널 Athenaeum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때 번역은 독일의 든든한 국가 자산을 생성하는 활동이었으며, 번역가는 

독일인들이 문화의 주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세계 문학의 브로커로 

간주되었다(pp. 16-17). 
19) 위의 책, pp. 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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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따르는 작품들을 통해 그의 세계시민주의가 갖는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 문화가 소련으로 수렴한다는 구상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서 잘 드러난다(도50). 이 작품에서는 레닌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변월룡의 동시대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세계의 화가들”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한편, 그의 흑인 초상화나 푸슈킨 축제 연작에서는 

세계시민주의가 인종, 민족 문제와 결부된 것을 볼 수 있다. 변월룡은 

소련의 인종, 민족 평등 프로파간다에 부합하는 흑인 이미지를 제작하여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소련의 포용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푸슈킨의 

이미지가 해외로 전파되거나 푸슈킨 배너 아래에 군중이 집합하여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는 장면을 그렸다. 푸슈킨이 흑인 증조부를 가졌다는 사실은 

러시아 주류 문화 자체가 순수한 러시아 혈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변월룡은 푸슈킨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문화의 세계화를 옹호하여 

자신의 거주국을 세계시민주의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다양한 

민족·인종이 화합하는 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자신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문화’에 소속될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로 집약된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는 1980년대의 

글과 작품에서 나타난 태도, 즉 스스로를 소련 화파의 맥락에, 그리고 소련 

화파를 서양미술 전통의 흐름에 위치시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4장에서는 변월룡의 1980년대 작품들 중 서구의 자유주의적 풍경 및 

서양미술사 레퍼런스를 포함한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1980년대의 작품들은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성향이 짙었던 1950-60년대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서구화와 자유화로 인해 소련의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변월룡은 수십 년간 그리지 

않았던 어머니 및 북한 테마의 작품들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립되어 온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와 8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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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델 마이너리티의 문화번역

 1. 북한과의 연결 통로

 

변월룡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북한 파견 이후 

고국으로부터 배척당함으로써 한인 집단에도, 러시아인 집단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변월룡의 이주는 고국에서 타국으로 

향하는 직선 경로가 아니며, 고국/타국의 이분법적 경계조차 불분명하다. 

연해주 한인 사회에서 성장한 변월룡은 1937년, 21세의 나이에 

스베르들롭스크 미술학교 유학을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로 진출했다. 

이후 레닌그라드의 레핀미술아카데미에 입학함으로써 그는 예술계의 ‘중앙 

무대’로 진출하였고, 강제이주 당하여 중앙아시아에 묶여 있던 여타 

고려인들과는 달리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갖는 소비에트 국민이 되었다.20)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부교수가 된 이후, 그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북한에 

20) 소련 국적자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국민’, ‘시민’, ‘인민’ 등으로 다양하다. 
시민(citizen)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남성형)는 гражданин[그라쥐다닌]이며, 
인민(people)은 ‘민중’으로도 번역되는 народ[나로드]이다. ‘그라쥐다닌’은 

시민권을 갖는 개별 구성원을, ‘나로드’는 민족이나 국가를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국민’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으로 개인과 집단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로드’가 아닌 ‘그라쥐다닌’ 개념을 나타내고자 한다. 필자가 참고한 영문 

연구에서도 ‘Soviet people’이 아닌 ‘Soviet citizen’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한국어 용법에서 어떤 나라의 국적 소지자를 ‘시민’이라 하기보다는 

‘국민’이라 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후자를 택하였다. 국문 자료로는 존 M 
톰슨,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김남섭 옮김(사회평론, 2004); 아나톨리 쿠진, 
『사할린한인사: 19세기 후반기에서 21세기 초까지』, 문준일, 강정하 옮김(HUE 
Book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4);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한울, 2013)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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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미술교육 체계를 전수하기 위해 1953년 6월부터 1954년 9월까지 

평양에 파견되었다.

변월룡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으며, 소련과 한인 

사회 양쪽에 점점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언어적 ‘통역’이자 ‘문화 

번역가’로 활동하기에 적격이었다. 이 장에서는 변월룡이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파견된 ‘문화 번역가’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이란 번역 행위의 

적용범위를 언어에서 문화 전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문화 번역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암시하는 정치권력의 구도에 주목하여 

문화 간의 접촉과 교섭을 일종의 번역 행위로 여긴다.21) 북한 문화를 

소련식으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변월룡의 레닌그라드 활동 초창기(1940년대 

후반-1960년) 작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변월룡은 레닌그라드 미술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북한 관련 

작품을 남겼다. 그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부터 아카데미 졸업작품 <조선의 

어부들>(1947, 도1), <1946년 청진항에서 소련 해군 마중>(1949, 도2), 

<북한에서>(1951-1955, 도3) 등의 역사화들을 제작하였고, 북한 방문기간에 

여러 점의 유화와 스케치를 남겼으며, 195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도 북한 

관련된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변월룡은 북한과의 연결 통로라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련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이 작품들은 

한인으로서의 자의식 및 북한에 대한 애착도 담고 있지만, 변월룡의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 이미지 구축이라는 목적도 가진다.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수민족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는 “외부로부터 부여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박혜성의 표현과도 상통한다. 박혜성은 

출신 및 경력이 알려지지 않은 한인 졸업생 이길수(1922-?, 1949 졸업) 역시 

고려인 집단농장을 소재로 한 졸업 작품을 제출한 사실을 들어, 아카데미 

측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에게는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장려했을 

21) 윤조원, 「번역자의 책무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57 (2011),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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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박혜성은 이처럼 소련 정부의 요구에 따라 표현된 

민족정체성을 “외부로부터 부여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라 칭했다.22) 

변월룡이 1953-54년에 북한에서 제작한 작품들은 상당수가 사회주의 

리얼리즘 특유의 낙관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북한 체류기 작품 중 다수는 

변월룡이 소련으로 돌아간 해 겨울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전시되었다. 

문학수의 1955년 1월 11일자 편지에 의하면 변월룡의 북한 작품 6점이 

레닌그라드 전람회에 전시되었으며 그중 5점을 정부에서 구매하였다. 

모스크바 ‘전 소련 미술전람회’에는 <조선인 학생>(1953, 도4), <평양 

대동문>(1953, 도6), <금강산 풍경>(1953, 도7)이 전시되었다.23) 이어서 

1955년에는 레닌그라드 소비에트 미술가동맹에서 조선에 관한 미술전람회가 

개최되어, 변월룡의 유화 10점과 드로잉 17점이 전시되었다.24)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변월룡의 북한 체류기 작품들은 소련 관람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양 재건>(1953, 도8)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협력하여 사회주의 

북한의 수도를 복구하는 모습을 담았으며, <판문점에서의 북한포로 

송환>(1954, 도9)은 남측에 억류되었던 북한군 포로들이 “미국이 준 옷을 

입고 조국으로 갈 수 없다”며 옷을 벗어버렸다는 일화를 그려냈다.25) 

전쟁과 관련된 장면임에도 청명한 하늘과 햇살을 받은 땅의 색감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명백히 반영된 작품은 

물론, <백마산성의 내성 남문>(1953, 도10)과 같이 단순한 풍경화처럼 

보이는 작품도 6.25전쟁이 끝나고 군인과 민간인이 어우러져 대화를 나누는 

평화로운 모습을 담아 북한 내 사회주의 건설 및 국가 주도하에 전개될 

희망찬 미래를 암시한다. 군민이 함께하는 모습은 <개성 선죽교>(1953, 

도11)에도 드러나며, 상당수의 풍경화에는 순수한 자연뿐 아니라 자동차, 

22) 박혜성, 「변월룡: 심장의 동요 속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엮음,『변월룡=Пен 

Варлен: 1916~1990』(국립현대미술관, 2016), p. 15. 
23) 문영대, 앞의 책(2012), pp. 247-248.
24) 위의 책, p. 250. 1955년 6월 13일자 『조소친선』 신문 기사 인용. 
25)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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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산업발달과 도시 재건의 흔적이 들어가 있다. <조선인 학생>은 

비러시아 지역 사회주의 인간상, ‘일상 속의 영웅’의 대표적 작품인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세묜 추이코프, 1948, 도5)과 유사하다. 교복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책을 든 이 소년은 사회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일꾼으로 자라날 것을 약속하는 듯하다. 그 외에 변월룡은 인민 배우 

박영신, 조류학자 원홍구, 문학인 한설야, 이기영, 무용가 최승희, 

미술사학자 한상진, 문인이자 화가였던 김용준 등 북한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물들의 초상화(도12, 13, 14, 15), 김일성의 회의 참석 장면(도16) 등을 

그렸다. 변월룡이 북한 문화예술계에 소련 문물을 전파하러 간 이 시기의 

작품들은 북한의 중요한 면모를 기록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맥락에 소련 미술이 적용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련인들의 입장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북한을 

그려 타 문화를 ‘해독 가능’하게 번역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변월룡은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 및 재료 부족으로 평양미술대학에서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54년 8월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소련으로 

돌아온 이후 북한의 지인들과 연락하며 재방문의 기회를 엿보았다. 1958년 

‘해외동포 고국방문단 모집’의 소식을 들은 변월룡은 북한 방문을 

기대하였고, 1959년 5월에는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자신이 민족의 배신자로 분류되어 북한 

방문이 불가함을 지인을 통해 확인하였다.26) 그 이유는 북한 내 소련파 

숙청 및 변월룡의 북한 귀화 거부로 추정된다.27) 북한과의 관계에 관심이 

쏠려 있던 이 시기의 작품은 소련 예술계에서 변월룡이 수행한 기능, 즉 

북한을 향한 통로 역할을 잘 보여주는데, 소련에서 제작한 것인 만큼 

소련의 입장을 고려한 번역 행위가 더욱 두드러진다. 

26) 문영대, 앞의 책(2012), pp. 299-302. 1959년 5월에 변월룡은 정관철에게 편지를 

하여 자신이 8-9월경에 평양에 갈 것을 예고하였다. 
27) 위의 책, pp. 262, 270. 소련파 숙청 정황에 대해서는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한울, 2013), 
pp.158-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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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 학습>은 변월룡의 ‘문화번역’ 활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도17). 작품에서 노년층 인물들이 교실에 앉아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훈장처럼 보이는 노인은 칠판에 필기체로 ‘레닌(Лени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작품 하단에는 변월룡의 러시아어 서명과 연도가 

기입되어 있으며, 좌측 상단에는 한글로 “북조선에서는 노인들까지 

로어학습하고 있슴니다. 변월룡. 레닌그라드. 一九五九年.”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작품은 동 시기에 제작된 에칭 <해방 기념일>(1958, 도18), <협동 가축 

농장>(1958, 도19), <개성의 인삼 농장>(1958-1959, 도20)과 같이 소련-북한 

교류에 대한 낙관적 비전을 드러낸다. 이들 중 <노어 학습>은 러시아어 

학습을 다루면서 한글 설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레닌의 

이름으로 러시아어가 북한까지 전파되는 양상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실현을 보여준다. 그러나 번역은 “식민주의 지배의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다.28) 북한인들의 러시아어 학습은 북한 문화가 러시아 중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사회주의 블록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구축하고 북한을 여기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인류 공동체의 평화롭고 

투명한 소통을 추구하는 동시에 제국주의적 폭력으로 작용하는 바벨탑의 

건설과도 같다.29) 

변월룡은 이처럼 폭력적일 수 있는 사회주의 전파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 <노어 학습>의 한글 텍스트는 권력관계에 의한 번역의 

일방성을 완화한다. 기존의 번역은 해당 문화권이 가진 권력에 따라 두 

언어 중 한쪽을 기준으로 삼는 양상을 띠었다. 예컨대 북한의 언어를 

소련의 언어로 번역할 경우, 원문의 뉘앙스를 희생하더라도 소련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러시아어 어법을 매끄럽게 적용해야 했다. 이에 비해 

28) Tejaswini Niranjana,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21. 

29) Jacques Derrida, “Des Tours de Babel,” trans. Joseph Graham in Difference in 
Translation, ed. Joseph Graham (Cornel University Press, 1985),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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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번역은 일방적인 지배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 대안적 번역을 모색하는 

작업이다.30) 번역된 결과물에서 원문 언어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국가 차원에서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이 

소련의 제도와 기술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지만, 한글 텍스트는 이 

관계에 대한 변월룡의 개인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북한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모습과 ‘레닌그라드의 변월룡’이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을 한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변월룡은 개인적 차원의 북-소 쌍방 교류를 실천한 것이다. 

변월룡의 삶과 예술이 북한 방문 경험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글귀의 ‘-습니다’체는 청자를 상정하는데, 내용상 소련 당국이나 

불특정 관람자들에게 작품 속 상황을 보고 및 선전하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소련인 관람자들이 한글을 읽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어가 

아닌 한글이 쓰여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높으며, 

한인 화가가 직접 쓴 것이기에 진정성(authenticity)의 측면에서 이 작품들을 

높이 평가했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 전파에 대한 변월룡의 보고는 

소련인들이 읽을 수 없는 상태로, 번역을 요하는 형태로 남아있다. 이때 

그의 그림은 한글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번역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소련 관람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한글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남겨둔 행위는 변월룡의 번역이 소련의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님을 드러낸다. 번역의 출발점을 북한으로, 도착점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상정하면, 변월룡은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출발점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의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노어 학습>의 한글 텍스트는 소련을 위한 문화번역가로 활동하면서도 

번역의 일방성을 깨고 번역 원문의 진정성을 유지하고자 한 변월룡의 

노력을 보여준다. 

소련의 한인이 북한으로 파견되어 ‘번역가’ 역할을 한 것은 변월룡 

개인의 일이 아니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을 

30) 윤조원, 앞의 논문, p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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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때부터 고려인 엘리트들에게 집단적으로 부여된 임무이다. 

소련으로의 동화 수준이 높았던 고려인들은 북한, 사할린 등 한인 집단과 

소련 정부의 관계에서 소련의 ‘통역가’ 역할을 도맡았다.31) 1945년부터 

순차적으로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들은 소련 군정의 통역관 및 북한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32) 이때 고려인들은 

소련의 명령에 따라 통역활동을 했지만 반드시 소련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인들은 북한인들이 거부감을 

갖는 정치적 용어를 피하거나 학생 시위대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군정과 

북한인들의 가교 역할을 했다.33) 러시아의 일부 고려인 학자들은 이 시기를 

‘통역 시대’라고 일컫는다.34) 변월룡은 ‘통역 시대’의 뒷자락에 북한에 

파견되어 미술계의 통역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고려인들의 통역가 역할은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 이미지와 

연결된다. 모델 마이너리티는 아시아계 미국인 논의에서 종종 사용되는 

31) ‘고려인’이라는 용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을 의미하며 사할린 

한인들과는 구별된다. 변월룡의 경우에는 러시아 중심지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어느 한인 집단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그의 가족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되고 

그곳에 계속 거주한 점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고려인 엘리트’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였다. 단, 이는 변월룡의 정체성을 중앙아시아 고려인 집단 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변월룡과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동일시는 소련과 

여타 한인 집단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 한해 성립되는 것이다.
32) 김국후, 앞의 책. 김국후는 소련에 파견되었던 고려인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파견 정황을 재구성하였다. 책에서는 파견된 그룹을 도착 순서에 따라 

총 8개 진으로 구분하였다. 제1진은 ‘글 박사들’, 2진은 전쟁 이전에 징집된 

고려인들 - 주로 콜호즈(집단농장) 근무자들, 3진은 김일성 부대와 함께 온 

군인들, 4, 5진은 공산주의 이론가 및 고위 엘리트들, 6-11진은 당, 행정, 교육, 
기술 분야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이며, 예술인도 이 중에 포함되었다. 이 

중 10, 11진은 1953년 8월부터 1954년 6월까지 6.25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경제 

복구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들이었다. 변월룡은 이 명단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와 동시기에 파견된 고려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3) 위의 책, pp. 41, 92-96.
34) 위의 책,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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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미국 체제에 동화되어 범죄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직업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이주자를 가리킨다. 모델 마이너리티는 국가의 

포용성에 대한 이주자의 환상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성실함과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면, 국가는 그 

대가로 인종·민족과 무관하게 이들을 환영하며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35) 모델 마이너리티 구성원은 거주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신의 출신 민족과 소통하고, 이 민족을 거주국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여 문화 교류를 수월하게 한다.36) 변월룡뿐 아니라 상당수의 

고려인들은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한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과 연관되어 적성(enemy character)민족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들은 교육, 노동 방면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소련사회에 동화되어 갔다.37) 유명 학자 박 미하일 

니콜라예비치는 “러시아 한인들은 러시아에 완벽하게 동화된 민족 중 

하나이다. 미래 자신들의 역사적 운명과 끊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는 

러시아공화국 이외에 다른 민족국가란 그들에게 없다”고 말했다.38) 또한 

35) Juliana Chang, “Romantic Citizenship: Immigrant-Nation Romance, the 
Antifetish, and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Inhuman Citizenship: Traumatic 
Enjoyment and Asian American Literature (2012), p. 15.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는 미국 예외주의, 즉 미국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에 무관하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자유주의적 환상 구축에 기여한다. 소련도 비러시아 민족에 

대한 포용력을 자부하는 국가로, 모델 마이너리티들의 성공을 국가적 

프로파간다에 활용하였다. 
36) 모델 마이너리티의 문화번역 행위가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과 결합된 

양상은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이창래의 『원어민』(Native Speaker, 1995)에 잘 

드러난다. 주인공 헨리는 한국계 미국인 사설탐정으로, 미국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요주인물들의 신상을 파악한다. 헨리는 본인은 

남들 눈에 띄지 않고 배경에 무난하게 섞여 들면서 다른 아시아계 인물들을 

관찰하고, 이들에 대한 해석을 미국 고객들 및 소설의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델 마이너리티의 메타포로 기능한다. Chang, 위의 책, pp. 107, 121. 
37) 고려인들의 높은 노동 성과 및 소련사회 적응에 관해서는 홍웅호 외,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Ⅱ』 (선인, 2019), pp. 109-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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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부가이는 “한인들에게 노동이란 삶과 생존, 자녀교육, 사회에서의 

존경과 인정의 원칙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든 적응하고 이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39) 이처럼 ‘적응을 잘 

한다’는 현대 고려인 학자들의 자의식은 소련에 동화되려는 고려인들의 

의지가 강했음을 방증한다. 

변월룡은 중앙아시아가 아닌 러시아 중심부에서 비(非)한인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였고, 러시아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이러한 

환경으로 변월룡은 일반 고려인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러시아 주류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월룡이 소련에 동화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변월룡은 북한 

현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정상진의 회고는 이러한 행동이 

일반 고려인 엘리트들과 달랐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소련에서 파견되어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을 지낸 정상진은 변월룡의 중학교 동창으로, 그를 

소련에 초청하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상진은 회고록에서 고려인 

엘리트들과 북한 현지인의 관계가 대체로 소원했음을 언급하였다. 

“현지인들과 친목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 소련에서 온 조선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소련 군정 자체가 그런 차별 정책을 

조선에까지 와서도 실시했던 것이다. 소련 군정은 현지인들과의 친절한 

접촉, 친목한 관계를 장려하지 않았다. 형식상 좋은 얼굴로 현지인들을 

대하면서도 관계는 극히 공식적이어야 했으며, 친분 관계나 특히 연애 

관계는 금지되었다. …… 소련에서 조선족은 제2급 민족으로 되어버렸다. 

조선에 와서 군정은 또한 현지인들을 우리보다 못하게 대했으니 현지인들은 

제3급 인간들로 되어버린 셈이었다. …… 나 자신은 사업상 필요를 핑계로 

마음대로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최승희, 이태준, 김순남, 

박영호, 김사량, 황철, 한재덕, 문예봉, 전재경, 신고송과 같은 저명 문학, 

예술인들과 친할 수 있었다.”40) 변월룡도 정상진과 마찬가지로 북한 

38) 위의 책, p. 217. 
39) 위의 책,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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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렇게 현지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고려인들이 

국가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되 이들의 애국심이 북한 쪽으로 치우치지는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변월룡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아니라 레닌그라드 

아카데미 소속 인물이라서, 혹은 정치인이 아니라 화가라서 더 많은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북한에 대한 변월룡의 

애정과 소통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출신 민족에 대한 애착과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통한 소련 

내 생존전략이 공존하는 양상은 변월룡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1960년작 

에칭 <재일한인 북송>(도21)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소식을 전하는 모델 

마이너리티의 면모와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변월룡의 감정이 동시에 

드러난 작품이다.41) <재일한인 북송>은 1959년 12월에 시작된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을 소재로 하여, 청진항에 재일한인들이 도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작품의 좌측 하단에는 마치 그림의 일부처럼 러시아어 서명이 

기입되었다. 우측 상단의 한글 글귀 “북조선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보고싶은 청진을 보지 못하고 레닌그라드에서 생각만 가지고 

그렸습니다”는 영화의 내레이션처럼 작품을 설명하며 화가의 심경을 

드러낸다. 

“북조선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당시 재일한인을 

운송하던 배에 실제로 걸려있던 문구이다. 그림 속 선박에 새겨진 

40)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북한과 소련의 문학·예술인들 

회상기』(지식산업사, 2005), pp. 89-91.
41) 박정진은 당사자들이 사용하던 역사적 표현을 고려하여 ‘재일조선인 

귀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북송’은 표현은 추후 한국에서 굳어진 

표현으로, 박정진의 논문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박정진,「북한의 대일접근과 

재일조선인 "북송(귀국)문제"」,『북한연구학회보』15(2011) p. 220, 각주1.) 
변월룡의 작품에도 ‘재일동포 귀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재일한인 북송’이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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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OLSK(러시아어 선박명의 라틴문자 표기)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낫과 

망치 마크 역시 실제 배에 그려져 있었다(도22). 변월룡은 아마 대중매체에 

보도된 사진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그는 선박명과 

공산주의 마크를 정면을 향하도록 배치하여 더욱 눈에 띄게 만들었는데, 

이는 소련이 이 사업에 기여한 바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재일조선인의 남한 혹은 북한 귀국 문제를 

1950년대에 다시 제기한 것이 바로 소련이었다. 남북한이 재일조선인을 

자국민으로 확보하고자 외교적으로 경쟁하고 있던 상황에서, 1953년 소련은 

일본적십자사에게 직접 북한적십자회에 연락할 것을 제의하였다.42) 북송에 

처음으로 사용된 배가 소련 군함을 개조한 크릴리온호와 

토보로스크[토볼스크]호였다는 점 역시 귀국사업이 실행되기까지 

북소연대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43) 이러한 점에서 <재일한인 

북송>은 단순히 실향민들의 귀국 장면을 담은 그림이 아니라 냉전기 

국제정치의 주요 국면을 반영한 작품이다.44) 

북한 정부는 일본의 배상문제를 스스로 철회하고 귀국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재일조선인들에게는 귀국 시 직업, 개인준비금, 사업 

42) 김영순, 「일북의 “귀국협정” 성립과 그 경위」, 『일본문화학보』7 (1999), 
p.379. 

43) 박정진,「북한의 대일접근과 재일조선인 "북송(귀국)문제"」
『북한연구학회보』15, (2011a), p. 240.

44) 박정진,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일본인의 '귀국협력' － '일조우호운동'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 91, (2011b), p. 34. 박정진은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연구 방향을 1)냉전기 국제정치로서의 

북송문제, 2)재일조선인 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북송문제, 3)일본 혁신운동의 

의제로서의 북송문제로 구분한다. 첫 번째 측면은 재일한인 북송을 냉전기 

이체제간 이루어진 대규모 이주사례로 간주하여, 이와 연관된 북한의 대일접근 

및 소련의 연대, 한국의 저항과 미국의 개입을 살펴본다. 박정진의 논문은 일본 

혁신운동의 측면을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이 

갖는 냉전기 국제정치로서의 면모 역시 간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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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의약품과 의류 지급, 자녀의 교육 보장 등 특별우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표명하여 일본에서 민족차별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인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45) 이처럼 재일조선인들에게 희망적 비전을 제시하며 

추진된 북송사업은 사실상 국익 경쟁 및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우열 

가리기에 다름없었다.46) 그러나 변월룡이 <재일한인 북송>을 제작했을 당시 

소련 대중에게 전해진 것은 이러한 참상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이 

‘사회주의 건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유럽을 

순회하며 자본주의 국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 

북한으로 이주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의 승리’로 선전하였다.47) 

이 작품은 주제나 표현 측면에서 1950년대 후반의 북한 에칭들과 

마찬가지로 프로파간다 색채가 두드러진다. <재일한인 북송>은 다른 북한 

관련 에칭들과 더불어 여러 차례 전시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판매되었다.48) 

45) 김영순, 위의 논문, p. 378.
46) 박정진(2011b), p. 33에서는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의 원인을 둘러싼 일본 학계의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일조선인의 생활고로 인한 자발적인 

귀국운동이 일었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북한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재일조선인을 소위 '납치'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연구로 기쿠치 

요시아키(菊池義晃)의 『북조선귀국사업 - '장대한 납치' 또는 

'추방'인가(北朝鮮帰国事業 -「壮大な拉致」か「追放」か)』, 
중앙공론신사(中央公論新社) (2009)가 있는데, 기쿠치는 북한에게 이 사업이 

사회주의건설과 대남혁명, 통일전략으로의 장대한 동원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셋째는 테사 모리스를 중심으로 한 입장으로, 일본측에서 재일조선인을 

몰아내고자 이들을 적극적으로 북한에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테사 모리스-스즈키, 
『북한행 엑서더스: 그들은 왜 ‘북송선’을 타야만 했는가?』, 한철호 옮김(책과 

함께, 2008). 재일한인 북송사업이 이루어진 원인을 한 가지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재일한인들의 열악한 처지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우열 가리기 

및 국익다툼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7) 통일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영상(https://youtu.be/QUUW5WP-Br8)에서 야마다 

후미아키(전 오사카 경제대학 교수,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대표)의 발언.
48) Sergei Varlenovich Pen, 2020.10.31일자 이메일. 변월룡이 사용하던 화실은 

화가이자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게르첸사범대학 미대 교수인 그의 둘째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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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작품 역시 <노어 학습>처럼 불특정 관람자들에게 말을 건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을 읽지 못하는 관람자들에게 변월룡이 “보고싶은 

청진을 보지 못하는” 사연은 북한 노인들이 노어를 배운다는 내용보다 더욱 

짐작하기 어렵다. 그림에는 감동적인 귀국 행렬이 눈에 띌 뿐, 정작 화가 

자신이 이 무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련 

관람자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모델 마이너리티 화가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가진 낙관적인 비전과 이색적인 한글 문자뿐이다. 변월룡의 <재일한인 

북송>에는 그가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와 은연중의 감정이 표출된 

텍스트가 공존한다. 그는 북한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한글로 썼지만 

러시아 독자를 위해 번역하지 않았다. 러시아 관람자들에게 변월룡이 

보여준 자기 이미지는 사회주의 북한의 성장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는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의 모습일 뿐, 소련에 와서도 북한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해 슬퍼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처럼 

그림 속 낙관적인 비전과 결합된 한글 텍스트는 변월룡의 한인 정체성 및 

민족에 대한 애착을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로 포장하였다.

  

2. 모델 마이너리티의 초상: 한슈라

변월룡의 알려진 작품들 중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969년작 <사회주의 노동영웅 어부 한슈라>(도23)이다. 변월룡은 북한 

현지인들이나 자기 주변의 소련인들을 많이 그렸지만, 소련 거주 한인을 

타의 모범이 되는 ‘노동영웅’으로 표현한 경우는 <한슈라>가 유일하다. 

한슈라는 사할린에서 어획 부대를 이끌어 큰 성과를 거두어 1960년에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와 레닌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49) 그녀의 영웅적 

세르게이 펜이 물려받았으며, 작품 상당수가 그에게 남아있다. 정확히 누가 

작품을 구매했는지 장부는 남아있지 않다. 
49) 한슈라의 정식 이름은 ‘알렉산드라 스테파노브나 한’이다. 슈라는 알렉산드라의 

지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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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는 작품의 큰 규모(200×115cm)와 직립한 인물의 위풍당당한 자세에서 

드러난다. 이 작품은 대체로 1m 이내의 높이였던 변월룡의 초상화들에 

비해 유독 크며, <조선의 모내기>(1955, 115×200cm, 도24)와 같은 공식 

출품용 장르화에 맞먹는다. <평양 해방 기념일>(1957, 180×305cm, 도25), 

<북한 해방>(1959, 220×365cm, 도26) 등 대형 역사화를 제외하면 

<한슈라>보다 큰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변월룡은 총 4점의 전신 초상 유화 - <무용가 최승희>(1954, 118×84cm, 

도14), <한슈라>(1969, 200×115cm), <토고인 학생 라이몬드 

델라케나>(1974, 110×65cm, 도54), <어머니>(1985, 119.5×72cm, 도102)  를 

제작했는데, <한슈라>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작품이다. 흥미롭게도 

변월룡이 그린 전신 초상화는 모두 비러시아인이다. 전신 초상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 자세 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각 인물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유형화하기에 용이하다. 변월룡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레닌그라드 아카데미 입장에서 ‘특이한’ 인물들, 즉 타 민족·인종을 

기록하는 데 전신 초상화를 사용했을 수 있다. 이때 <한슈라>는 분명히 

동양인의 외모를 가졌음에도 한인 정체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변월룡이 그린 총 4점의 전신 초상화들 중 <한슈라>는 

인물의 복장 측면에서 나머지와 구별된다. 전통의상을 입은 최승희, 

델라케나, 어머니와 달리 한슈라는 당대 소련인들의 작업복을 입고 있다. 

한슈라의 복장이나 지물이 일반 소련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동시대 

레닌그라드 기반 화가였던 렘 니콜라예비치 에르몰린의 <발렌틴 악쇼노프의 

초상>(1969, 도27)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얼굴 생김새를 

제외하면 그녀의 민족 출신을 알려줄 지표는 그려지지 않았다. 어부로서의 

성과를 드러내는 물고기들이 그녀의 발치에 쌓여 있고, 이것이 한슈라가 

누군지를 정의한다. 그녀는 우수한 노동자, 즉 ‘사회주의 노동영웅’이고 

‘어부’이다. 한슈라의 외면에서 드러나는 ‘민족정체성’은 문화적 요소가 

아닌 인종적 차이일 뿐이다. 즉, 한슈라는 이국적인 타자가 아니라 소련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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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월룡이 레닌그라드 진출 전 스베르들롭스크에서 그린 <어머니>(1938, 

도28), 자신의 얼굴을 담은 유일한 작품 <자화상>(1963, 도29) 역시 

<한슈라>처럼 비러시아인을 그리되 민족적 배경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이다. 

이 두 작품은 <한슈라>에 비해 크기가 작고 인물의 직업적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1938)와 <자화상>은 변월룡이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결부된 주제를 그릴 때에도 민족적 특징을 드러내지 

않은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변월룡의 자의식은 한복 차림의 북한인들로 

표상되는 한민족 정체성보다는 한슈라로 대표되는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에 가까웠던 것이다. 

변월룡은 <한슈라>에서 일상적인 고려인 여성 대신 

기념비적인(monumental) ‘사회주의 노동영웅’을 그려냈다. 이는 그가 

한슈라의 사적 면모보다 공적인 면, 즉 모범 소수민족 이미지를 강조하려 

했음을 알려준다. 그에 비해 기념비적이지 않은 한슈라의 모습은 유화 

준비과정에서 제작된 스케치에서 드러난다(도30, 31, 32). 상반신을 그린 

드로잉(도31, 32) 속 한슈라는 작업복 대신 허름한 셔츠를 입은 채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 이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1938년작 <어머니>와 

매우 유사하다. 세 점의 드로잉 속 한슈라의 얼굴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한슈라>의 얼굴보다 표정이 풍부하다. 유화 캔버스 속 한슈라는 먼 곳에 

시선을 둔 채 옅은 미소를 띠고 있어 전형적, 일반적인 인상을 준다. 반면, 

스케치 속 한슈라는 말하는 도중에 웃고, 상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가거나 주름진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다.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도30의 

표정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한슈라>보다는 두 점의 <어머니>(1938)와 닮아 

있다. 

한슈라는 변월룡의 화폭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으로 인정받아 초상화로 그려진 바 있다. 《사할린의 사회주의 

노동영웅 Геро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전시를 

위해 사할린 지역 역사박물관의 주문으로 화가 보리스 게라시모비치 

샤흐나자로프(Борис Герасимович Шахназаров)가 제작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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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웅 알렉산드라 스테파노브나 한의 초상화>(1957, 도33)가 오늘날까지 

이 박물관에 남아 있다.50) 변월룡이 이 작품을 참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초상화에서 ‘사회주의 노동영웅’이라는 타이틀을 표현하기 위해 유사한 

형식적 요소들이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이 어부임을 

보여주는 어선 배경,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과 은은한 미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선 자세가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선과 

자세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비에트형 인간의 전형적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샤흐나자로프와 변월룡의 <한슈라>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아이콘’이자 모델 마이너리티 초상화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1948, 도5)의 계보를 잇는다.51)  

소비에트 키르기스스탄의 화가 세묜 추이코프(Semen Chuikov)의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은 키르기즈 협동농장 연작의 하나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적 가치 구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앞서 <북조선 학생>(1953, 도4)과도 유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과 <한슈라>는 제작연도에서 20여 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평선의 위치 등 세부적인 스타일은 각 시대의 유행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의 영웅화라는 기본적인 발상은 동일하다.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은 1948년에 최초 제작되었으며 1948-50년에 

2-3개 버전으로 다시 그려졌다. 이 작품은 제작 당시 스탈린상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포스터와 학교 교과서로 복제되는 등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50) 사할린 지역 역사박물관(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소장(http://old.special.sakhalinmuseum.ru/exhb_id_235.php). 주문 정황과 

화가명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메일문의를 통해 필자가 확인하였다. 
51)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에 대해서는 Matthew Cullerne Bown,  Socialist 

Realist Paint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1998) pp. 266, 293-294 
(plate330); 세묜 추이코프에 대한 추가 정보는 Matthew Cullerne Bown,  Soviet 
Socialist Realist Painting 1930-1960s: Paintings from Russia, the Ukraine, 
Belorussia, Uzbekistan, Kirgizia, Georgia, Armenia, Azerbaijan and Moldova 
(Oxford: Museum of Modern Art, 1992) p.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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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브뤼셀 만국박람회에서는 추이코프의 다른 키르기지아 그림과 함께 

금메달을 받았다. <한슈라>를 제작할 때 변월룡이 이 작품을 특별히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50년경 추이코프의 부상은 당시 갓 시작된 

변월룡의 커리어에 본보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이코프의 

작품세계에서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이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가장 기념비적으로 구현했다면, 변월룡의 작품 중에서는 <한슈라>가 

그러하다. 

<한슈라>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Наш Современник》전시에 

출품되었고 이후에는 문예잡지 『네바 Neva』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문에 의한 작품이 아니며, 화가와 알렉산드라 한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52) 한슈라와 변월룡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두 사람의 삶과 이주, 적응의 역사에서 이들의 

공감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으로서 국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알렉산드라 한의 생애는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그녀는 1906년에 연해주에서 태어나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47년에는 통역사 자격으로 사할린에 파견되어 홈스크 수산 콤비나트에 

취직하였다.53)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모델 마이너리티 어부의 첫 

52) 전시 출품 및 작품의 제작 경위에 관해서는 Sergei Varlenovich Pen, 
2020.10.31. 1969-70년에 출품되었으며(정확한 시점 불분명), 전시 이후 문예잡지 

『네바 Neva』에 출판되었다고 한다. 
53) 알렉산드라 한의 생애에 대해서는 고려인 신문 『고려사람』웹사이트 

(https://koryo-saram.ru/trudovaya-doblest-aleksandra-stepanovna-han/); Тян, В. С. 
“Обзор Коллекций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Александры 

Степановны Хан (1906 — 1988)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20 (2013) 

pp.119-138;「사회주의 로력 영웅들에게 영예가 있으라! 한 알렉싼드라 

쓰쩨빠노브나 Плакат Слава Героя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Хан 

Александра Степановна」(1960, 유쥐노사할린스크 박물관 소장) 전단지 

https://koryo-saram.ru/trudovaya-doblest-aleksandra-stepanovn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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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은 ‘소련의 통역가’였던 것이다. 이는 개인적 특이사항이 아니라 소련에 

동화된 한인에게 집단적으로 부여된 책무였으며, 북한에 파견되어 소련을 

위한 ‘문화 번역가’로 활동했던 변월룡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본이 패전한 후 사할린 남부가 소련령으로 들어오자, 소련 정부는 

고려인들을 지도요원이나 통역으로 사할린에 파견하였다. 사할린 한인들의 

조속한 소련 동화를 위한 조처였다. 이렇게 파견된 고려인은 2000명에 

이르렀다. 한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소에는 고려인 부관리(부사장)들이 대거 

부임하여 정치부장으로서 한인 노동자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였다. 사할린 

한인의 학교에도 고려인이 요직에 부임했다. 고려인 교사는 1947년 말에 

사할린 주 전체에서 33명에 불과했지만, 1948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54) 소련 정부가 파견한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의 관계는 항상 

원만하지는 않았다. 고려인 교사는 ‘일본에 오염된 조선인을 정치적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고려인들은 사할린 한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노예근성’에서 속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겼다.55) 조선과 일본 문화가 혼합된 가정에서 자라 한국어가 어눌했던 

아이는 고려인 교사로부터 ‘일본의 개’라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56) 소련 

사상에 동화된 정도 차이에 따라 한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통역가로 일을 시작한 한슈라는 수산 콤비나트의 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콤비나트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련한 조선인 어부들을 모아 

조선인 어획 부대를 조직하였다. 콤비나트 지배인은 한슈라를 시험하기 

위해 그녀가 직접 부대를 지도하게 했다. 이때부터 한슈라는 어부로서, 

대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또, 그녀는 주 소비에트 

대의원(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이자 시 당 위원회 위원(член 

город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으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인들은 

참조. 전단지는 러시아어 버전과 한글 버전이 모두 있다.  
54) 현무암 ·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사할린 잔류자들』, 서재길 옮김(책과 함께, 

2019), pp. 280-82.
55) 위의 책, p. 24. 
56) 위의 책,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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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어머니’라 불렀다.57) 어획 부대를 이끌어 큰 성과를 거둔 한슈라는 

1960년에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와 레닌 훈장을 받았고, 1970년에는 소련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의 부름을 받아 어류 양식 산업의 대표 

기술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한슈라가 중앙아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사할린에 잔류한 이유로는 역사적 정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할린 거주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감에 따라 사할린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련 정부는 북한 정권과 협정을 맺고 노동자를 

모집하여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게 했다. 최종적으로는 1946-1949년에 2만 

891명의 노동자와 5174명의 가족들을 받아들였다.58) 고려인들 중에서도 

수산업 노동자로 전향한 이들이 있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려인이나 북한 노동자 중 일부는 사할린에 잔류했다고 하니 

한슈라도 이들 중 하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슈라는 모범적인 한국계 소련인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변월룡은 

영웅적인 초상화로 한슈라를 치하하는 동시에 그녀에게서 자신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한슈라가 사할린 한인 사회에서 ‘어머니’로 알려진 점 

또한 변월룡에게 유의미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변월룡의 한슈라 스케치 

3점은 <어머니>(1938)에서 드러난 ‘사적 영역에서의 어머니’를 그렸다면, 

<사회주의 노동영웅 한슈라>는 공적 영역의 어머니, 모델 마이너리티의 

어머니를 나타낸다. 스케치를 바탕으로 유화가 완성 및 전시되는 과정은 

변월룡의 자아가 모델 마이너리티로 포장되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양상과 닮아 있다. 변월룡은 <한슈라> 스케치 및 유화를 통해 개인의 

일상적 모습과 모델 마이너리티로 유형화된 모습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슈라 관련 작품들은 변월룡의 또 다른 자화상(alternative 

portrait)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 노동영웅 한슈라>를 

대외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소련 사회에서 

활동할지를 재확인하였다. 변월룡은 한인과 소련에 충실한 국민 중 하나를 

57) 「사회주의 로력 영웅들에게 영예가 있으라! 한 알렉싼드라 쓰쩨빠노브나」
58) 현무암 ·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앞의 책,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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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것이 아니라, 한인 정체성을 활용하여 소련의 주류 문화와 소통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의 페르소나를 취한 것이다. 

3. 한인 정체성 및 동양적 모티프의 활용 

변월룡이 한인 정체성을 활용하여 러시아 주류 문화와 소통하는 양상은 

한글과 러시아어 텍스트 및 비한인 인물들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1970년대 

초상화들에서 잘 드러난다. 한글과 러시아어 텍스트가 혼용된 작품은 두 

언어권을 넘나드는 변월룡의 번역가적 면모와 연관된다. 한글 텍스트는 

북한 파견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의 작품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점을 두고 문영대는 변월룡이 “평생을 소련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왜 그는 굳이 한국인임을 애써 강조하며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 라고 

서술하였다.59) 물론 한글 텍스트의 사용이 변월룡의 한인 정체성과 결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 대한 변월룡의 태도가 다면적인 만큼 

그의 한글 텍스트 사용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변월룡이 한글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소련보다 한인 사회에 더욱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거나,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소련 체제에 저항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소련에서 한글을 비롯한 비러시아 민족 언어의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60) 소련은 비러시아 민족에 대해 

명목상으로나마 모국어-러시아어의 이중 언어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61) 

59) 문영대(2012), 앞의 책, p.376. 
60) 소련의 언어정책 변천사에 대해서는 유승만,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제」, 『러시아연구』18 (2008), pp. 141-165; Michael Kirkwood,  “Glasnost', 
‘the National Question’ and Soviet Language Policy.” Soviet Studies 43 (1991), 
pp. 61-81 참조. 

61) Kirkwood, 위의 논문,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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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치하 소련에서는 러시아어를 ‘국가언어’로 지정하지 않고 비러시아 

민족어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언어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1920년대 중반 

스탈린이 실행한 언어정책에 의하면 전통적인 문자를 소유하고 

프롤레타리아, 인텔리겐치아, 부르주아 계급을 가진 중규모 및 대규모의 

단일 언어민족은 모든 교육을 자신의 민족어로 받으며, “연방의 언어”는 

3학년 이후에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62) 변월룡은 한인 학교인 

블라디보스토크 8호 모범 10년제 학교를 졸업했으며, 학교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공부하였다. 그는 1936년 졸업 성적으로 한국어에 ‘우’, 

러시아어에 ‘수’를 받았다.63) 각종 소수민족에 대한 스탈린의 핍박이 일어난 

1938년경부터는 비러시아어 학교에서의 러시아어 교육이 의무화되고 

러시아어 중심주의가 시작되었다. 1958-1959년에는 러시아어와 더불어 필수 

과목이었던 민족어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64) 이처럼 러시아어 중심적인 

교육체제는 소비에트 존립 내내 이어졌다.65) 그러나 스탈린 이후의 

러시아어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까지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비러시아계 인구의 비율은 의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66) 이러한 

결과물은 소련 정부의 최종 목표가 민족어의 말살이 아니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통합이었음을 방증한다. 20세기 초 소련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의 설파 및 정치적 교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련 정부는 공통된 “연방의 언어”, 즉 러시아어의 교육을 통해 

소련 내 민족들에게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소련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자 

했다. 정부는 또한 공통 언어를 기반으로 민족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들이 화합하는 ‘국제주의’의 실현을 기대하였다.67)

62) 유승만, 위의 논문, p. 149.
63) 문영대(2012), 앞의 책, p.51.
64) 유승만, 앞의 논문, p.150.
65) 유승만, 위의 논문, p.151; Kirkwood,  앞의 논문, p.65. Kirkwood는 흐루스초프 

시기에 소련 내 타 민족 언어에 비해 러시아어의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브레주네프 시기(1964-1982)에는 러시아어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서술하였다. 
66) 유승만, 위의 논문,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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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변월룡이 작품에서 한글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소련 정부의 입장을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비러시아인이 민족어를 포기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한 것은 소련 내 민족어 

사용이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장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변월룡은 소련 내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한인과의 소통이나 작품에 

한국어를 활용하였다. 이는 소련 내 민족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선전하고자 

명목상 유지되고 있던 ‘민족어-러시아어 이중 언어 정책’에 부합한다.68) 

따라서 한글 텍스트는 모국어에 대한 변월룡의 애착과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1절에서 

살펴본 북한 에칭들이 소련을 위한 변월룡의 번역 활동 및 모델 마이너리티 

역할을 반영하듯, 1970년대의 판화들 역시 소련의 입장에 따라 변월룡의 

한인 정체성이 활용된 양상을 보여준다. 

석판화 <K.M.메라비쉬빌리>(1970, 도34)와 <V.V.아쉬크>(1972, 도35)는 

한국식 연하장 형식으로 러시아의 마슬레니짜를 축하하는 글귀를 담고 

있어, 한인 사회와 러시아의 관습을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메라비쉬빌리> 초상화의 주인공은 소비에트 그루지야의 조각가 콘스탄틴 

미하일로비치 메라비쉬빌리다. 배경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조각상이 등장하는데, 이 조각은 <조각가 보리스 플료킨의 초상> (1977, 

도37)의 배경에도 등장한 작품으로, 메라비쉬빌리 개인에 특화되기보다는 

조각가라는 직업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지물인 듯하다.69) 좌측에는 

67) Kirkwood, 앞의 논문, pp.66-67. 
68) Kirkwood는 이러한 이중 언어 정책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소련 

정부가 센서스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실제로는 러시아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민족어가 사멸되고 있었으나, 소련 정부는 센서스를 

조작하면서까지 러시아-비러시아 민족들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를 선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69) 이 조각이 정확히 무슨 작품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문영대의 책(2012) 

p.18에 수록된 사진에 의하면 변월룡이 스튜디오에 소장했던 부조 작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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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미라비쓰위리[메라비쉬빌리] 先生, 새해의 봄을 맞이하면서 

선생의 위대한 창작과 건강을 항상 축원합니다. 레닌그라드 화가 변월룡이 

그렸씀니다.”라는 한글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문구는 석판에 직접 쓴 

것으로, 사본을 만들 때마다 함께 복제되었다. 소련의 공학자 겸 

조선업자였던 V.V.아쉬크의 초상화에도 이러한 인사말이 나타난다. 

인사말의 존재는 이 작품들이 초상화 속 인물들에게 선물로 제공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70) 여기서 한글 글귀는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보다는 

형식적 요소였을 것이다. 그림 옆에 인사말이 적혀 있다는 점에서 이 

판화들은 변월룡이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연하장과 유사하다(도36). 

북한의 화가 이팔찬, 정종여, 김용준 등은 수묵 담채화로 그린 동양화에 

새해 인사를 적어 보냈다. 여기서 글귀는 시나 편지가 아니라 상투적인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보다는 인사를 전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71) <메라비쉬빌리>와 <아쉬크>에서도 비한인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글귀의 자세한 내용이 아닌, 그림과 인사말이 어우러진 

연하장의 형식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연하장에 그려지는 동식물이나 

명절의 상징물이 아닌, 받는 이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발신자의 발화(텍스트)와 수신자(이미지)가 같은 화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변월룡이 직접 그림 속 인물에게 인사를 전하는 메타포로 읽힐 수 

있다. 북한의 연하장은 동양화 전통을 따르지만, 축하 글귀를 곁들인 

그림엽서의 개념은 소련에도 있었다. 또, “새해의 봄을 맞이하면서”, 

“춘절(春節)을 맞이하면서”라는 표현은 <양시의 봄 병아리>(도38), 

<춘설>(도39), <진달래꽃>(도40)과 같이 봄 인사가 담긴 북한 화가들의 

동양화와 유사성을 보이는 동시에 마슬레니짜(사순절 앞의 봄 축제)를 

추정된다. 
70) 변월룡은 인물화를 그린 후 그 주인공이 갖고 싶어 하면 그냥 주었다는 아들의 

회고가 남아있다. 문영대, 앞의 책(2012), p. 346. 
71) 글과 그림이 병치되는 장르로는 삽화도 있으며 실제로 변월룡은 청소년기부터 

삽화 제작 경험이 있다. 그러나 삽화는 그림 못지않게 텍스트의 내용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의의 맥락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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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하게 치르는 러시아의 관습과도 맞물린다. 

연하장 형식의 <메라비쉬빌리>, <아쉬크> 외에도 한글과 러시아어 

텍스트가 함께 쓰인 인물화로는 <갈리나 소코토브의 초상> (석판화, 1970, 

도41), <바쿠에서 온 처녀 레이라의 초상> (1973, 합판, 캔버스에 유채, 

도42), <레베제바 아주머니 초상> (석판화, 1978, 도43), <레베제브 선생 

초상> (석판화, 1978, 도44), <오스묘르킨 선생> (에칭, 1977, 도45)등이 

있다. 작품에 쓰인 러시아어의 내용은 주로 작품 주제나 장소, 인물에 대한 

간단한 메모와 자신의 이름이다. 이때 한글은 주로 작품의 좌/우측 상단에 

세로로 쓰여 있고, 러시아어 서명은 작품 하단에 가로로 쓰여 있다. 

한글이나 러시아어가 단독으로 쓰여도 그 위치는 대부분 지켜졌는데, 특히 

판화에서는 각 언어의 위치가 고정적이다. 변월룡의 한인 정체성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대표되는 각각의 정체성은, 

제3의 요소인 작품 속 인물과 한 화폭 속에 공존한다. 화폭 속 이러한 

광경은 변월룡이 실제 삶에서 한인 정체성과 소비에트-러시아 국민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며 화가로서 다른 인물들과 관계 맺은 것을 반영한다.

위의 작품들 중 <갈리나 소코토브의 초상>과 <레베제바 아주머니 

초상>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국화가 등장한다. <국화를 그리는 

정종여>(드로잉, 1954, 도46)나 <동경 학생>(에칭, 1975, 도48)에도 등장하는 

이 국화는 변월룡이 ‘동양화적 요소’로 간주하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파견 당시 평양미술대학에는 동양화과가 없었는데, 변월룡은 ‘형식은 

민족적이고 내용은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 

강령에 입각하여 평양미술대학에 동양화과(조선화과) 설립을 추진했다.72) 

변월룡은 그 중요성을 직접 당국에 역설하여 동양화과 개설을 관철시켰고, 

당시 유명 동양화 화가였던 정종여를 교수로 섭외하였다.73) <그림을 그리고 

72) “형식은 민족적이고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라는 강령은 스탈린 시대부터 

꾸준히 등장하며, 시묜 추이코프의 <소비에트 키르기지아의 딸>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된다. Bown, 앞의 책(1998),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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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화가 박 선생>(1953, 도47), <국화를 그리는 정종여> 등 북한 화가가 

수묵화 그리는 모습을 담은 드로잉은 이러한 정황을 반영한다. 그는 북한 

파견중이던 1954년 2월, 작품활동 및 동양화 전통 학습을 위해 중국 북경의 

중앙미술학원(中央美术学院, Central Academy of Fine Arts)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74) 북한에서의 동양화 전통 확립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월룡이 동양화에 조예가 깊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변월룡은 유년기에 연해주에서 중국 서예가로부터 한문과 서예를 배웠다고 

하나, 추후 그의 미술 훈련은 모두 서양화법으로 이루어졌다.75) 그는 북한 

방문 이후 몇 점의 수묵화 습작을 남겼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다(도49). 

한국 고유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학에 동양화과조차 없었던 

평양 미술계의 정황을 고려하면, 변월룡이 북한 파견 기간 동안 동양화에 

능숙해졌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76) 그는 자신이 동양화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전문적 수준의 동양화를 그릴 수 없었고, 

‘동양적’ 모티프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동경 

학생>이나 한민족과 무관한 <갈리나 소코토브의 초상>, <레베제바 

아주머니 초상>에서 똑같이 국화가 장식으로 사용된 점은, 변월룡이 

동양화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동양화적 

요소를 차용하여 서양화에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동경 학생>은 변월룡이 러시아에서 개최된 푸슈킨 축제에 참가한 일본 

아이를 보고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고 추정된다.77) 변월룡은 이 작품의 

배경을 일본으로 설정했지만, 그는 일본과 별다른 연고가 없으며 일본을 

방문한 적도 없다. 따라서 <동경 학생>은 실제 장면이 아니라 그가 

북한에서 접한 ‘동양 미술’의 인상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때 동양화 

73) 문영대, 앞의 책(2012), p. 140. 
74) 안톤 우스펜스키, 「예술을 삶의 법칙으로 삼은 변월룡」, 『변월룡=Пен 

Варлен: 1916~1990』(국립현대미술관, 2016), p. 247.
75) 문영대, 앞의 책(2012), pp. 40-41. 
76) 문영대, 앞의 책(2012), p. 140.
77) Sergei Varlenovich Pen. 2020.12.13, 12.14일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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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장면의 모델이 되었을 만한 작품으로는 <국화를 그리는 정종여>를 

들 수 있다. 위쪽에서 내려다본 듯 화폭이 잘 보이는 구도,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주인공, 옆에서 지켜보는 인물의 존재, 뒷벽에 세로로 걸린 

그림까지 두 작품은 닮아 있다. 소년이 사용하는 도구는 먹과 동양화 

붓인데 종이 위 그림은 서양화법으로 그려졌다는 점, 푸슈킨의 얼굴 아래에 

주제와 무관한 국화가 그려진 점은 이 작품이 동양화 전통을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국화는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변월룡이 소련 관람자를 고려해 자신의 한인 정체성을 ‘동양적’ 이미지로 

활용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일본 테마의 작품에 “동경학생이 뿌쓰낀 

초상을 잘 그리고 있다”는 한글 텍스트를 써넣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한글 텍스트는 변월룡의 한인 정체성을 

일본으로부터 구별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레닌그라드를 비롯한 러시아의 

문화 중심지에서 변월룡은 동북아 문화권과 소통 가능한 동양인 

화가였으며, 그의 한글 텍스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표식이었다.



- 38 -

Ⅲ. 소련의 인종, 민족 프로파간다와 세계시민주의 

1. 세계시민주의의 이상

이 장에서는 변월룡이 소련의 국제주의적 이상 및 인종·민족 평등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지 확보에 활용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변월룡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했으나 개인 혹은 

단체 인물화를 특히 많이 그렸으며, 그중에는 한인, 중앙아시아인, 흑인 등 

비러시아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그의 초상화들 전체를 조망하면 

모자이크처럼 공존하는 각양각색의 인간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다양한 

인물들이 한 작품에 모여 있어 집합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 장에서 살펴볼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칭 1969, 유화 1973)과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1975)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는 러시아인들의 축제에 흑인이 포함되어 

소련의 인종적 포용력을 보여준다. 한편, 현재 유화 버전의 소재가 불분명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인종·민족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준비과정에서 제작된 에칭 및 유화 스케치를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인들의 집합이 그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나름대로의 세계시민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집단적 화합을 그린 작품과 다양한 인물의 초상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1960년대 말-1970년대에 변월룡이 소련의 국제주의적 이상 

및 인종·민족 평등 프로파간다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시민주의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이미지들을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1973년 레닌그라드 미술가 지역전람회에 출품되었던 

유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 작품은 360×531cm라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주제 상으로도 대작(大作)의 면모를 드러낸다. 유화 

캔버스는 소재가 불분명하나 전체적 구성이 드러난 동판화(1969, 도5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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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유화 습작들(1971, 도51)이 남아 있어 작품의 대략적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동판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레닌의 대형 초상조각을 

제작하는 가상의 장면을 담고 있다. 몇몇 인물들이 비계 위에 올라서거나 

레닌의 팔 뒤쪽에서 붙어있어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큰 

레닌의 이미지는 작품 전체에 상징성을 부여한다. 스탈린이 무자비한 

숙청의 주도자로 흐루시초프 시기 탈스탈린 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달리, 레닌은 사후에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로 추앙되었다. 레닌 시기에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이 성행하였으며, 유토피아적인 화합의 이상이 

살아있었다. 

변월룡의 작품에서도 스탈린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레닌의 모습은 종종 

그려졌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1969) 에칭과 가까운 시기에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1968, 도52)과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사이의 

레닌>(1969, 도90)이 제작되었다. 변월룡의 레닌 이미지에는 홀로 사색하는 

지식인의 모습과 군중의 화합,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모습이 

공존한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에서 레닌은 한적한 숲에 앉아 골똘히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는 데 비해 1964년작 <레닌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도53)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사이의 레닌>, <우리 시대의 

사람들> 속 레닌은 군중을 단결시키는 중심축이다. 변월룡이 몇 년 후 

제작한 푸슈킨 연작과 레닌 이미지들을 비교하면 레닌이 작품 속에서 

특별한 아이콘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더욱 잘 드러난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서 레닌이 표현된 방식은 각각 

<사브키노 산의 푸슈킨>과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 속 푸슈킨 

이미지와 유사하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과 <사브키노 산의 

푸슈킨>에서는 레닌과 푸슈킨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에서는 이들이 사후에 정치적·문화적 아이콘이 되어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 화면 아래쪽에는 레핀아카데미 구성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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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소련의 유명 미술가들이 모여 있다. 화면 좌측 하단에는 “변월룡 

그림 / 레닌그라드 미술아카제미야[미술아카데미] 一九六九년” 이라고 쓰여 

있다. 유화 완성작에는 그의 동시대 인물들, 유명한 외국 예술가들이 군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월룡은 하나의 

갤러리를 채울 만큼 많은 개별 초상화들을 제작하였으며, 그 초상화들은 

오늘날에도 전시되고 있다.78) 변월룡은 작품 상단에 “세계의 

화가들(Художники мира)”이라는 텍스트를 기입하고 다비드, 사모트라케의 

니케 조각상 등 서양미술 전통의 레퍼런스를 화면 양측에 배치하여 소련 

미술을 세계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냈다. 레퍼런스를 통해 

소련 미술을 더 넓은 서양미술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경향은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는데, 이 내용은 4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서 변월룡은 레닌 치하의 인터내셔널리즘을 

토대로 구축된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을 선보였다. 필자는 1969-1973년에 

걸친 이 작품의 제작이 1970년대에 등장한 동양화 모티프, 흑인을 비롯한 

비러시아인 초상화, 푸슈킨 연작 등 세계시민주의적 경향의 시작을 

알린다고 간주하였다. 변월룡이 1970년대에 이런 작품들을 제작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1970년경 소련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적 

변화가 변월룡의 작품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주목을 요한다. 

국제사회에서 냉전 대립 구도가 형성된 이후 패권국은 줄곧 미국이었고, 

소련은 미국의 도전자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69년에 이르러서는 

소련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미국의 닉슨 정부 역시 이러한 군사적 

균형의 변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미소 양국은 ‘전략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모적인 군비경쟁보다는 데탕트를 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1975년은 미소 데탕트의 전성기로 불린다(high détente). 1970년대는 

78) Sergei Varlenovich Pen, 2021. 05. 16일자 이메일. 세르게이 펜은 변월룡이 이 

작품을 3년에 걸쳐 준비하였으며, 매우 크고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작 동기나 제목의 정확한 의미, 행방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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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비경쟁 대신 세력권 확장에 주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 문화로 소련 내외의 타 민족을 아우르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기점으로 등장한 세계시민주의, 즉 

러시아 문화를 세계 문화로 확장하고 화가 스스로를 그 안에 위치시키는 

태도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79) 다음 절에서는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의 배경이 되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그의 세계시민주의가 인종·민족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2. 흑인 초상화

변월룡의 작품들 중 시각적으로 유독 눈에 띄는 인물화로는 흑인 

이미지를 꼽을 수 있다. 변월룡이 그린 흑인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 시의 

탈식민주의 포스터(도57), 유화 작품 <토고인 학생 라이몬드 

델라케나>(1974, 도54), <라이몬드 델라케나>(1977, 도55), <예멘인 

학생>(1977, 도56)이 있으며,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1975, 도71) 

에칭에도 군중 속에 흑인이 등장한다. 선전용 포스터를 제외하면 소련의 

아카데미 미술에서 흑인이 그려진 경우는 많지 않은데, 변월룡이 

1970년대에 들어 흑인 관련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흑인 학생 초상화 3점은 변월룡의 일반적 초상화 형식을 따르되, 전형적 

소련인 초상화와 달리 인물이 전통의상을 입고 있어 그의 작품세계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의상이 강조된 다른 초상화로는 

79) 변월룡의 작품으로 보아 그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에 문외한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를 인지하고 작품에 반영하는 화가였다. 변월룡은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한 <베트남>(에칭, 1968)을 제작하는 등 소련의 국제적 

활동 및 정치적 입장을 작품에 반영하곤 했다. 1975년 공산주의 진영의 승리로 

마무리된 베트남 전쟁은 1970년대 소련의 영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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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1954, 도14)가 있는데, 주인공의 출신지가 아닌 소련 땅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그려진 흑인의 초상화는 최승희보다 더 복잡한 함의를 

갖는다. 최승희는 부채춤을 추고 있는 데 비해, 델라케나가 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최승희의 정체성은 

전통의상만이 아니라 춤이라는 활동과 결부되어무용가, 예술인으로 

규정된다. 그에 비해 흑인 학생 초상화는 전통의상 이외에 별다른 직업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오로지 그가 이국땅에서 온 타민족임을 나타내기 

위한 작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월룡은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제작했을까? 그는 단순히 1974년에 토고인 학생이 레핀 아카데미에 

등장했기 때문에 흑인을 그리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듬해 

푸슈킨 축제 에칭에서 흑인 이미지가 다시 등장한 것은 변월룡에게 흑인이 

‘우연히 나타난 주변 인물’ 이상의 의미를 가졌음을 암시한다. 푸슈킨의 

증조부가 흑인이었으며 소련 시절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변월룡은 1950년대에 북한과의 소통 채널로 활동함으로써 소련에 

충성하면서도 한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추구할 수 있었다. 

북한으로부터 숙청당한 후 그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결통로 기능은 

상실했지만, 세계시민주의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한민족 정체성을 소련에서 

포용 가능한 형태로 승화하고자 했다.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는 소련이 

주창하는 초국가적 연대와 다민족 공존의 프로파간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소련 사회에서 민족 구분이 없는 초국가적 연대의 이상은 

1930년대 이후 쇠퇴하였지만, 소련 정부는 대외적 평판 및 국내 민족문제의 

안정을 위해 인종·민족 평등주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 정책들이 소련 내 

인종, 민족차별을 소멸시키지는 못했으나, 변월룡은 누구보다도 인종·민족 

평등의 프로파간다를 신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입지 확립을 

위해 소련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기대를 걸었다는 점은 앞서 모델 

마이너리티 논의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80) 

80) Chang, 앞의 책에서 소개된 Romanitc Citizenship 개념 참조. 변월룡은 소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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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월룡이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일찍부터 익숙했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가 제작한 포스터에서 드러난다. 변월룡은 여러 점의 반파시즘, 

탈식민주의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식민주의 족쇄를 끊어버려라>(1945, 

도57)에는 흑인들이 사슬을 끊고 질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건장한 

체격의 흑인이 속박을 벗어 던지는 장면은 다른 시기, 다른 화가들이 

제작한 포스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도58, 59). 소련에서는 흑인 이외에도 

유색인종이 등장하여 탈식민주의 및 초국가적 연대를 선전하는 포스터들이 

꾸준히 제작되었다. 예컨대 <침략자를 멈춰라>(도61)에는 아랍인이 탈식민 

투쟁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반파시즘 전사들에게 전하는 

인사>(도60)에서는 낫과 망치를 치켜든 사회주의 상징 아래서 동양인, 흑인, 

백인들이 총을 잡고 나치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다양한 

인종이 화합하는 이미지는 노동절(5월 1일),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하거나 평화를 기원하는 포스터에서 활용되었다(도62, 63, 64).81) 그 

외에도 흑인이 평화, 연대와 관련하여 그려진 사례로는 발렌틴 폴야코프와 

이고르 라도만, 카임 샤츠가 합작한 <평화의 노래>(1950, 도65), 젊은 

그루지야 화가들의 합작 <세계의 젊은이―평화를 위하여>(1951)을 들 수 

있다.82) <평화의 노래>는 흑인 가수 겸 배우 폴 로브슨이 '평화를 위해' 

노래하는 장면이며, <세계의 젊은이>에서는 여러 민족의 수많은 인물들이 

집합한 가운데 흑인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제공할 소속감, 사회적 인정 등에 대한 낭만적 비전을 갖고 소련 

프로파간다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종·민족문제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가치의 선전, 냉전기 자유주의 진영의 비판에도 해당된다. 
81) 소련의 프로파간다 포스터 관련 자료로는 Victoria E. Bonnell,  Iconography of 

Power: Soviet Political Posters under Lenin and Stali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Maria Lafont, Soviet posters: the Sergo Grigorian 
collection. (Munich: Prestel, 2007); The Sergo Grigorian Collection 
웹사이트(http://redavantgarde.com/en/)을 참고. 

82) <세계의 젊은이>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David D. Gabitashvili, Konstantin 
M. Makharadze, Georgi K. Totibadze, Aleksei I. Vepkhvadze, Youth of the World 
– for Peace, 1951. Oil on canvas, 300×600cm. Lenin Museum, Tbil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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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서 드러나듯이 소련은 1991년 붕괴 이전까지 국내외 여러 

민족들을 존중하며 화합한다는 이미지를 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인종, 

민족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모순되고 비일관적이었다.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 공산당은 다민족국가를 사회주의로 통합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에 민족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지만, 1920년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된 후에도 

현실적으로 민족 구분이 오랫동안 존속할 것을 인정하였다.83)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소수민족을 “덜 발전된 비역사적 민족”으로 폄하한 데 비해, 

레닌은 소수민족을 “피탄압민족”으로 분류하여 “탄압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대상으로 간주하였다.84) 스탈린도 레닌과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을 

계급해방 및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조건으로 보았는데, 이는 민족의식이 

부재한 비유럽 지역에서까지 해방시킬 민족 범주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민족 창조 정책’으로 이어졌다.85) 결국 소련은 억압당한 민족을 해방, 

우대하는 “소수민족 친화제국”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이 

사회주의로 통합되어 소멸하기를 지향하는 모순에 빠졌다.86) 스탈린이 

천명한 “내용에서는 사회주의적이되, 형식에서는 민족적으로”라는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 원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87) 추후 소련의 

민족정책은 레닌과 스탈린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되 시대별로 뚜렷한 경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제레미 스미스(Jeremy Smith)는 1920년대 이후로 

소련에는 일관된 민족정책이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각 민족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해당 민족의 처우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88) 이러한 점을 

83) 구자정, 「맑스에서 스탈린으로 - 맑시즘 민족론을 통해 본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역사적 계보」, 『사총』80 (2013), p. 470. 
84) 위의 논문, p. 474. 
85) 위의 논문, p. 478. 
86) 구자정, 앞의 논문, p. 446; 서규환 · 이완종,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슬라브연구』 23 (2007), pp. 1-29. 

87) 구자정, 앞의 논문, p. 443. 이 강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88) Jeremy Smith, “Was There a Soviet Nationality Policy?” Europe-Asia Studies 71 



- 45 -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시대별 민족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변월룡의 작품이 그려진 시기에 소련 내 비러시아인이 체감했을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피탄압민족에 대한 지지는 소련을 구성하는 민족 집단뿐 아니라 서구 

열강의 식민지 및 억압당한 인종·민족에게도 적용되었다. 1920-30년대에는 

국제주의적 이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1922년부터 1943년까지 소련 

국가(national anthem)가 ‘인터내셔널(The Internationale)’이었다는 점, 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잡지 제목이 

많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89) 여기서 국제주의는 물론 

소련을 중심으로 한다. 1922년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연대를 독려하기 위한 

극동인민대표대회(극동피압박인민대회, Congress of the Toilers of the Far 

East)에서 코민테른의 수장 그리고리 지노비예프(Grigory Zinoviev)는 

모스크바를 “진정한 의미의 국제주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선언하였다. 

나아가 그는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를 “세계 

자본주의 착취의 중심지”인 워싱턴의 대척점으로 상정하였다.90) 이러한 

수사적 대립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련과 미국이 모두 다민족국가이며 각자의 

진영에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다는 사실이다. 인종·민족 문제에서 

소련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의식하고 그에 대응하였기에, 미소관계에서는 

이들의 대립각과 동시에 둘 사이의 연관성이 눈에 띈다. 이어서 살펴볼 

흑인 문제는 이러한 연결지점의 대표적 사례이다. 

1920년대 말부터 소련 정부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외국인 방문객들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에서 

(2019), p. 97293.
89) Brian James Baer, "From International to Foreign: Packaging Translated 

Literature in Soviet Russia."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60 (2016), 
p.51.

90) Katerina Clark, “Boris Pilniak and Sergei Tretiakov as Soviet Envoys to China 
and Japan and Forgers of New, Post-Imperial Narratives (1924–1926),”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e-journal) 28 (201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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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을 대거 고용하기도 했다.91)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소련 

사회는 민족주의 정서에 치우치기 시작했다. 소련 국민들의 참전을 

촉구하는 레토릭에서 스탈린은 러시아 민족주의에 호소하였으며, 전후 승리 

연설에서도 “소련 국민”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을 칭송하였다.92) 이전까지 

소련에서 우호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흑인이나 유대인 등 이민족들은 적대적 

태도에 맞닥뜨리기 시작했다.93) 이처럼 사회가 국제주의적 이상에서 멀어진 

뒤에도 소련 정부는 파시즘, 식민주의, 미국의 제도화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인종·민족 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방하였다.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냉전기 소련의 최대 경쟁자였던 미국의 인권실태를 비판하고 

국제사회에서 소련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소련에 

인종차별이 없다는 선전은 식민지배로부터 갓 벗어난 제3세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에도 유용했다.94) 소련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지던 1950년대에조차 제3세계 우방국과의 문화 교류는 

끊이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방증한다. 변월룡을 비롯한 고려인 엘리트들이 

북한에 파견된 것은 그 대표적 예다. 소련은 그 밖에 중국, 인도 등에도 

소련인들을 파견하여 소련의 제도와 사회주의적 이상을 전달하고자 했다.95)

91) Barbara Keys, "An African-American Worker in Stalin's Soviet Union: Race and 
the Soviet Experi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Historian 71 (2009), 
pp.31-32.

92) Baer, 앞의 책, p.53.
93) Robert Robinson with Jonathan Slevin, Black on Red: my 44 years inside the 

Soviet Union (Washington, D.C.: Acropolis Books, 1988). 로빈슨에 따르면 전쟁 

시작 후 대대적인 외국인 숙청이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 
1941년에는 본인과 함께 1932년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362명 중 2명만이 

남아 있었다(p. 141). 그는 1941년 유대인들이 나치의 공격을 피해 모스크바에서 

탈출한 후, 이전에는 들은 적 없던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종종 들었다고 

회고하였다(pp. 162-163). 또, 1930년대에는 흑인이 사교의 장에서 러시아 

여성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p. 238). 
94) Allison Blakely. Russia and the Negro: Blacks in Russian History and Thought. 

(Washington, DC: Howard University Press, 1986), pp.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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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련과 흑인들의 관계이다.96) 흑인들은 

러시아인들의 관념 속에서 매우 낯선 존재였다. 제정 러시아의 토착 흑인은 

흑해-카프카스 지역에 국한되어 그 수가 극히 적었으며, 러시아에서는 흑인 

노예무역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러시아에 유입된 흑인들은 대체로 

왕실, 귀족 가문의 하인으로 들어온 경우였다.97)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소련인들에게 흑인의 이미지는 주로 미국과 

결부되었다. 흑인은 미국 내 대표적인 피착취계층으로, 미국 체제의 결함을 

표상하는 존재였다. 1920-30년대에 소련 공산당은 미국 내 흑인 

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를 시도하였으며, 피탄압민족 해방의 논리로 미국 내 

‘흑인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구상도 하였다.98) 이러한 교섭의 

일환으로 오토 휘스우드(Otto Huiswood), 해리 해이우드(Harry Haywood), 

오토 홀(Otto Hall), 조지 패드모어(George Padmore), 윌리엄 패터슨(William 

Patterson) 등의 흑인 공산주의자들은 수년간 모스크바에서 활동했다.99) 미국 

내 흑인 소비에트 수립은 불가능했으나, 소련 정부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95) 중국에 파견된 화가로는 중국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아버지로 불리는 콘스탄틴 

막시모프(Konstantin Maksimov c.1954-57), 인도에 파견된 화가로는 세묜 

추이코프(Semen Chuikov, 1952)를 꼽을 수 있다.
96) 러시아 및 소련 역사 속 흑인의 존재, 소련을 방문한 흑인들의 경험, 흑인에 

대한 소련의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Blakely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소련으로 이주한 흑인 엔지니어 Robert Robinson의 회고록 은 

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련과 흑인들의 교류사를 서술하였으며, 소련 내 

인종차별의 실상도 상세히 다루었다. 한편, 소련의 공산주의적 실험과 흑인의 

관계를 다룬 저서로는 Kate Baldwin, Beyond the color line and the Iron Curtain: 
reading encounters between Black and Red, 1922-196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c2002); Joy Gleason Carew, Blacks, Reds, and Russians: 
Sojourners in Search of the Soviet Promis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이 있다. 관련 연구 소개로는 Allison Blakely, Review of 
Opposing Jim Crow: African Americans and the Soviet Indictment of U.S. Racism, 
1928-1937 by Meredith L. Roman. Russian Review 72 (2013), pp. 167-68을 참고.  

97) Blakely, 앞의 책(1986), p. 13. 
98) Keys, 앞의 논문, p.35. 
99) 위의 논문,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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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흑인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다.100) 한편, 소련 정부는 저술가 클로드 맥케이(Claude McKay)와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 가수 겸 배우 폴 로브슨(Paul Robeson)등 

유명한 흑인 인사들을 초청하여 대접함으로써 국내외의 유색인종들에게 

소련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101) 1930년대에 소련 정부는 

흑인들에게 소련이 “노동자의 낙원”일 뿐 아니라 모든 “인종들의 낙원”임을 

인식시키고자 많은 공을 들였다.102) 

로빈슨을 비롯한 흑인 방문자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소련 사회는 인종에 

대한 편견은 가졌으나 인종차별의 존재는 제도적으로 부인하는 이중성을 

띠었다.103) 탈식민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1950-60년대에는 흑인을 포함한 

수많은 제3세계 유학생들이 소련 국비 장학생으로 유치되었는데, 이 시기 

흑인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종차별 사례 및 그에 대한 저항도 

증가하였다. 1963년에는 모스크바에서 흑인 유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대규모 반인종차별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몇 차례의 

분규가 일어났다.104) 소련 국민들이 흑인 유학생들에게 반감을 가진 

이유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반 국민의 월급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흑인은 시민권과 무관하게 이방인으로 

100) Blakely, 앞의 책(1986), pp.123-125.
101) Joy Gleason Carew, “Black in the USSR: African diasporan pilgrims, 

expatriates and students in Russia, from the 1920s to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y-first century”, African and Black Diaspora: An International Journal, 8 
(2015): 208.

102) Keys, 37. 
103) Barbara Keys, “An African-American Worker in Stalin's Soviet Union: Race 

and the Soviet Experi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Historian 71, no. 1 
(2009): 40. 그 외 흑인이 체험한 소련의 인종정책 및 소련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Joy Gleason Carew의 논문, Robinson의 회고록 등을 참조. 로빈슨에 

의하면 흑인과 더불어 중국인, 한국인 등 동아시아인도 소련인들의 인종 인식 

속에서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정상진 역시 자서전에서 고려인은 '2급 

시민'이었음을 밝혔다. 
104) Blakely, 앞의 책(1986),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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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었으며 외국인 중에서도 눈에 띄었기 때문에 쉽게 불만의 표적이 

되었다. 모든 유학생이 국가 보조금을 받지는 않음을 소련 정부가 대중에게 

알렸다면 이러한 마찰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정부는 소련이 제3세계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후한 대우를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05) 결국 흑인들은 소련의 민족·인종평등 프로파간다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선전을 위해 유색인종의 피부색이 이용되는 것 또한 

인종차별로 간주되어 흑인들의 불만을 야기했다.106) 

변월룡이 토고 학생 라이몬드 델라케나의 초상화 두 점과 예멘 학생 

초상화를 제작한 1970년대는 소련 내 인종 문제가 비교적 잠잠하던 

시기였다. 1960년대에 격렬한 저항을 겪은 후, 1970년대부터는 소련 정부가 

흑인 유학생들의 요구를 좀 더 잘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사건이 

없었음에도 외신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블록 내 인종차별 문제를 

세세하게 보도하곤 했다.107) 즉, 이 시기 소련의 인종·민족 평등 문제는 

첨예하게 부각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대내외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면모를 

지속적으로 선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1970년대는 소련이 미국의 

위상을 바짝 뒤쫓던 여세를 몰아 제3세계에서의 영향권 확장을 도모한 

시기이기도 하다. 소련은 당시 탈식민 투쟁 중이던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적은 비용만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는 1970년경부터 ‘아프리카 전략’을 준비하였다.108) 

변월룡이 1974-1977년에 흑인 관련 작품을 수차례 제작한 것은 

제3세계와의 교류를 늘려가던 소련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린다.  

105) 위의 책, pp.140-141. 
106) 위의 책, p.141. 
107) 위의 책, pp. 135, 140. 
108) William J. Tompson, The Soviet Union Under Brezhnev. (Harlow: 

Pearson/Longman, 2003), pp. 36-47; Mark Webber, “‘Out of Area’ Operations: 
The Third World,” in Brezhnev Reconsidered, ed. Edwin Bacon and Mark Sandle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pp.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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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제3세계 정책이 아카데미 화가의 관심사로 이어진 사례는 세묜 

추이코프의 인도 연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했듯 세묜 

추이코프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성장하였으며, 1930-40년대에 소비에트 

키르기지아 관련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다. 추이코프는 변월룡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관련된 비러시아 민족을 모델 마이너리티로 묘사한 화가이다.109) 

그뿐 아니라 추이코프는 여타 유색인종에 관한 작품을 제작했다는 점에서도 

변월룡과 유사하다. 추이코프는 1952년 소련 미술 사절단의 일원으로 

3개월간 인도를 방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수많은 인도 테마의 작품을 

제작하였다(도66, 67).110) 인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50년대부터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111) 1971년에는 소련과 인도 간 우호협정이 

체결되었다. 1970년대에 인도는 비아랍국가 중 소련 무기 원조의 최대 

수혜자였으며, 쿠바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소련의 경제 원조 또한 가장 

많이 받는 국가였다.112)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인도에 대한 추이코프의 

애착은 소련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리라 생각된다. 추이코프가 

1956년도에 출간한 여행 수기 및 작품집 『인도의 모습』이 20년 후인 

1976년에 재출간된 점 역시 인도 테마에 대한 소련 문화예술계의 우호적인 

반응을 짐작케 한다. 추이코프는 1968년경에 마지막으로 인도에 

방문하였는데, 그 전후로도 인도 관련 작품은 계속 제작하였다. 추이코프의 

인도 관련 작품은 단순한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라 제3세계를 향한 소련의 

전략적 움직임이 예술계에도 침투한 사례이다. 변월룡의 흑인 관련 작품은 

109) 추이코프의 부모는 키르기지아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러시아인 농민이었다. 
따라서 추이코프는 인종적으로 비러시아인이었던 변월룡과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졌으며, 러시아인이더라도 

중앙아시아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서구인의 이국주의적인 시선만으로 

키르기지아를 바라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110) 세묜 추이코프의 작품 활동 및 인도 테마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О.Н. 

Филиппова, “Тема индии в творчестве Семена Чуйкова” Искусство 

Евразии 4 (2019), pp. 394-413.
111) Tompson, 앞의 책, p.46. 
112) Webber, 앞의 논문,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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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코프의 인도 시리즈에 비해 그 수도 적고 현지 여행에 근거한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작품들의 등장이 암시하는 바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멘인 학생 초상화는 더 큰 작품을 위한 습작이었으나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며, 이 인물이 누구인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반면 토고인 학생은 레핀 

미술아카데미의 유학생이었던 라이몬드 델라케나로 밝혀져 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화가의 아들 세르게이 펜(Sergei Varlenovich Pen)은 

델라케나에 관해 “친절하고 붙임성이 좋아 모두와 잘 지내는 인물이었으며 

학교에 종종 전통의상을 입고 나타났다”고 회고하였다.113) 델라케나는 

1974년작과 1977년작에서 모두 전통의상을 입었으며, 1977년작에서는 

영감에 찬 듯한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이다. 예멘 학생 역시 

전통의상을 입은 채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내리깔고 있다. 마치 

감동받았거나 존경을 표하는 듯하다. 직업적 전문성보다는 정신적, 정서적 

풍부함이 강조된 표정과 손짓, 전통적 복장으로 인해 이 작품들은 소련 

시민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반적인 초상화들과는 차별화된다. 이들은 소련의 

환대에 기꺼이 응하는 인종적, 민족적 타자들이다. 

앞서 언급했듯, 소련 국민들은 다수의 흑인 유학생들이 소련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수혜자라는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 자유를 

구속당하고 생활수준도 높지 않은 소련에서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유학생들도 많았으나, 소련인들은 자신들보다 풍족하게 지내면서 소련에 

감사하지 않는 유학생들의 태도를 괘씸하게 여겼다. 변월룡이 그린 

초상화는 소련인들이 흑인 유학생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과 기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충분히 어두운 피부색과 전통의상을 통해 소련이 

인종적, 민족적 타자를 포용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며, 소련이 제공한 교육의 

기회와 혜택에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르게이 펜의 회상에 

따르면 라이몬드 델라케나 스스로도 이렇게 처신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결국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간주하여 화폭에 담은 변월룡 역시 같은 

113) Sergei Varlenovich Pen, 2020.12.13일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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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인들에 의해 정립된 다민족 공존의 

프로파간다에 동조함으로써, 변월룡은 소련인 주류의 편에 서는 동시에 

유색인종인 자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변월룡이 그린 3점의 초상화가 전형적인 흑인 해방 포스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식민주의 족쇄를 끊어버려라>, 

<아프리카에서의 유럽 식민주의 종식을 축하하는 소비에트 만평>, 

<아프리카는 싸운다, 아프리카는 승리할 것이다>와 같은 탈식민주의 

포스터나 <흐루시초프와 미국인 노동자들의 만남>(1961, 도68)에서 

흑인들은 건장한 신체를 드러내며 야성적으로 묘사되었고, 서구 열강에 

의해 탄압당하는 모습이 부각되었다.114) 그에 비해 변월룡의 흑인 학생들은 

자신의 민족성을 존중받으며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적 작품과도 비교될 수 있다. 에릭 

불라토프의 <샘에서 At the Spring>(1957, 도69)에서는 이국적인 배경 및 

분위기 표현이 두드러졌다면 변월룡의 작품에서는 개인의 표정 및 감정 

표현이 부각되었다. 19세기 사실주의 화가 마콥스키의 <흑인(아랍) 

소년>(1876, 도70)와 비교했을 때에도 변월룡의 인물들, 특히 라이몬드 

델라케나는 밝은 미소가 눈에 띈다.115) 이 미소는 <3월 8일>, <세상의 

평화는 우리의 행복> 포스터에서 나타난 세계 평화, 화합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변월룡은 흑인을 단순히 탄압, 착취당하는 구제의 대상으로 

그리지 않고 초국가적 연대의 대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는 

쇠퇴하였으나 프로파간다로는 남아있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이미지이다. 결론적으로 소련에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114) <흐루시초프와 미국인 노동자들의 만남>은 소련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하여 

노동자들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전경의 흑인 노동자들이 

두드러진다. 소련 내에서도 흐루시초프의 자동차 행렬이 있을 때마다 흑인들로 

하여금 이를 마중하게 하고 이를 사진 찍었다는 기록을 고려하면이 그림의 매우 

프로파간다적임을 알 수 있다. Blakely, 앞의 책(1986), p.137.
115)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는 흑인을 negro, arapy, arab 등으로 지칭하며 

아프리카 흑인과 아랍인에 대한 표현을 혼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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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토고인, 예멘인 학생의 모습은 소련의 포용성과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대한 변월룡의 환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푸슈킨 축제

변월룡은 1975년 푸슈킨스키에 고릐(Pushkinskiye Gory, 러시아 북서부 

지명)의 푸슈킨 축제를 방문한 후 영감을 얻어 3점의 에칭을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것이 <동경 학생>(도48), <사브키노 산의 푸슈킨>(도71),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도72) 이다.116) 시인 푸슈킨이 유배 갔던 

이 마을의 축제는 푸슈킨의 생일에 맞춰 개최되며, 각종 문학·예술가들과 

연예인, 정치인, 학생들, 외국인 관광객 등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며칠간 지속되는 푸슈킨 축제에서는 시 낭독뿐 아니라 전시회, 마스터 

클래스 등이 열리는데, 변월룡은 여기서 일본인 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군상을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117) 

세 점의 에칭 중 <사브키노 산의 푸시킨>과 <동경 학생>은 푸슈킨을 

주제로 구상한 상상화인 데 비해,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는 축제 

현장을 묘사한 작품이다. 푸슈킨의 얼굴이 그려진 배너 아래에서 시 낭송이 

이루어지고, 군중이 한데 모여 이를 감상하고 있다. 이때 좌측 하단에 서 

있는 흑인 여성이 혼자만 뒤를 돌아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변월룡이 이 

여성을 실제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푸슈킨 축제에 흑인이 

참가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려낸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푸슈킨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인종, 민족이 화합하는 장면은 변월룡이 

추구했던 세계시민주의와 연결된다.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는 러시아 

문화가 곧 세계문화이며, 그 안에 다양한 민족 문화가 포섭될 수 있다는 

116) 세르게이 펜에 의하면 도48의 러시아어 제목은 <일본 학생>, 도70은 

<미하일롭스코예의 푸슈킨>, 도71은 <푸슈킨 시 낭독>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전시도록에 기재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17) Sergei Varlenovich Pen. 2020.12.13, 12.14일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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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가능케 했던 조건은 러시아가 냉전기 사회주의 

진영에서 문화 패권국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러시아는 언어 패권을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문학’을 구성할 수 있었다.118) 변월룡이 

푸슈킨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문화의 세계화를 옹호한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계시민주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 문화의 세계화 양상은 <동경 학생>에서도 드러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동경 학생>에서는 동양적 모티프와 러시아 문화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그림 속 일본 배경은 소련 사회가 동양인 

화가에게 가진 기대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푸슈킨이 일본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국화와 학 그림, 고양이를 안은 노인 등 일본 배경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 전통의상을 입은 일본 여성과 양복을 입은 소련 남성, 

먹을 사용하되 서양화풍으로 그려지는 푸슈킨의 얼굴 등 각각의 요소들은 

어딘가 맞지 않으면서도 시각적으로 그럴듯한 하나의 화면을 이룬다. 

이처럼 비현실적이지만 매력적인 문화 교류의 장면은 변월룡이 신뢰했던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연결된다. 소비에트 러시아가 마련한 교류의 장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브키노 산의 푸슈킨>은 단독으로는 문화 교류의 현장을 나타내지 

않지만, 시리즈의 맥락상 푸슈킨 이미지는 러시아 문화가 ‘세계문화’로 

발전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동경 학생>은 세계적 문화 교류의 테마가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 두 작품에 한글 텍스트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변월룡이 한인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세계시민주의의 장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119) 한글 텍스트는 변월룡이 소련으로 동화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118) Rossen Djagalov, “The Zone of Freedom? Differential Censorship in the 
Post-Stalin-Era People's Republic of Letters,”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98 (2020), pp. 601-631; Baer, 앞의 논문, pp. 49-67.

119) <사브키노 산의 푸슈킨>은 고화질의 이미지를 구하지 못하여 한글 텍스트의 

정확한 내용을 식별하기 어렵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뿌쓰킨 쌉낀산애(?)산에서 / 
변월룡 作(?) 레닌그라드 一…九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브키노 산의 

푸슈킨>이라는 제목은 세르게이 펜으로부터 제공받은 러시아어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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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정체성인데, 이것이 소련 주류 문화와 결합할 경우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로 기능할 수 있다. 러시아 문화가 흑인, 일본인들과 더불어 

고려인들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2장의 북한 에칭 

분석에서 한글 텍스트가 한인 정체성에 대한 변월룡의 애착을 담으면서도 

이를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로 포장하는 수단이었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 

<동경학생>에서는 기술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한 가지 눈에 띄는데, 

푸슈킨의 얼굴이 바닥에 놓인 그림임에도 마치 실제 등장인물인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회화의 2차원적 속성보다 푸슈킨의 존재가 

강조되었다는 점은 벽에 걸린 학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근감이 무시되고 사실적 표현보다는 존재 자체만이 강조된 시인의 

얼굴은 이콘의 종교도상을 연상시킨다. 이는 소비에트 시기 절대 권력의 

대명사인 스탈린 초상화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뱌체슬라프 마리우폴스키(Vyacheslav Mariupolski)의 <개척자들 중의 

지도자>(1949, 도73)를 살펴보면, 여성 주인공 뒤의 스탈린 초상의 시선이 

묘한(uncanny)느낌을 준다. 흑백 초상임에도 마치 그가 여성의 등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하다. 화가가 대형 캔버스 앞에서 그림 그리는 

장면을 묘사한 겔리 코르제프(Geli Korzhev)의 <전쟁의 나날들> 

스케치(1953, 도74)에서도 화폭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그려진 스탈린이 눈에 

띈다. 스탈린은 옆에 걸려 있는 참전 모집 포스터 속 완전히 평면적으로만 

그려진 여성과 대비되며, 완성작(1954)에서 자연스럽게 종이 위의 그림으로 

표현된 여성의 모습과도 다르다. 변월룡이 시각적 자연스러움을 위해 

푸슈킨의 얼굴을 적당히 흐릿하게 그리지 않고 이콘이나 스탈린 포스터처럼 

강조한 것은, 푸슈킨이 그야말로 러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기 

때문이다.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에서도 푸슈킨의 얼굴은 주변 

풍경에 섞여 들지 않고 브랜드 마크처럼 부각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러시아에서 푸슈킨이 갖는 대표성 및 상징성을 환기시킨다. 

번역이다(Sergei Varlenovich Pen, 2020.12.14일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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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푸슈킨이 흑인과 러시아인의 혼혈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하일롭스코예 지역이 그의 흑인 혈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푸슈킨의 외증조부 아브람 한니발(Abram Hannibal; 러시아식 

발음은 Gannibal)은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터키인들에게 납치되었다가 

표트르 대제의 왕실에 시종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아브람은 표트르 

대제의 대자가 될 정도로 그의 총애를 받았다. 아브람은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고등 교육을 받아 유능한 공학자로 활동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개인 영지와 수천 명의 농노까지 거느린 귀족의 

삶을 살았다. 표트르 대제 사후 그는 정치적 풍파에 휩쓸려 수년간 유배를 

가는 등 고난을 겪었으나 결국 복권되었다. 아브람의 손녀가 러시아의 

귀족가문인 푸슈킨 가와 혼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니발 가문이 러시아 

귀족 사회에 완전히 포섭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20) 

푸슈킨은 자기 조상의 독특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아브람 

한니발을 주인공으로 한 미완성 소설 『표트르 대제의 흑인 The Negro of 

Peter the Great』을 집필하였고, 비평가 파데이 불가린(Faddey Bulgarin)이 

그의 흑인 혈통을 조롱했을 때에는 「나의 계보 My Geneology」라는 시로 

아브람 한니발의 존엄성을 옹호하였다.121) 당시 러시아에서 흑인이 높이 

평가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원체 자유주의적이고 혁신적이었던 

푸슈킨은 오히려 흑인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긴 듯하다. 푸슈킨은 반체제적 

시 창작으로 1824년에 유배를 떠난 이후 자신의 흑인 조상에 대해 더욱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 이때 유배지였던 미하일롭스코예는 아브람 한니발의 

영지였다. 변월룡의 <사브키노 산의 푸슈킨>은 이 유배지에서 사색에 빠진 

푸슈킨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푸슈킨의 흑인 혈통은 제정 러시아 

시절보다도 소비에트 시기에 더욱 공공연하게 알려졌으며, 많은 흑인들의 

관심을 끌었다.122) 1920년대부터 소련 당국은 아프리카 및 미국 흑인들의 

120) Blakely, 앞의 책(1986), pp.19-25.
121) 위의 책, pp. 50-57.
122) 위의 책, p. 161. Blakely에 따르면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푸슈킨이 

보편적으로 “흑인(Negro)”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로버트 로빈슨의 



- 57 -

환심을 사기 위해 푸슈킨의 혈통을 이용하였다. 소련을 방문한 랭스턴 휴즈, 

호머 스미스, 폴 로브슨 등의 흑인 유명 인사들은 소련에서 푸슈킨의 흑인 

혈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이후 

1950-60년대를 거치며 아프리카 학생들과의 교류가 증가하자 푸슈킨의 

혈통이 아프리카 현지에도 알려졌고, 몇몇 국가들은 자국이 푸슈킨의 

모국이라 주장하기도 했다.123) 

푸슈킨이 흑인 혼혈이라는 인식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문화를 세계 

문화로 표현하고자 한 변월룡의 논리를 강화한다. 푸슈킨은 러시아인들의 

대표 시인인 동시에 러시아 순혈주의에서 벗어난 인물로, 혈통뿐 아니라 

자의식면에서도 러시아와 제3세계를 아우르고 있었다. 따라서 푸슈킨은 

다문화적 소련의 가능성을 상징하고, 그를 아이콘으로 내세운 소비에트 

러시아 역시 여러 민족 및 인종을 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끊임없이 러시아 민족주의와 투쟁해온 소련의 

인종·민족 평등 프로파간다에 힘을 실어주었다. 변월룡이 푸슈킨을 그린 

것은 러시아 주류 문화에 동참하는 행위로, 그가 소련에 동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만약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의 흑인 여성이나 <동경 

학생>의 일본 테마가 없고 푸슈킨을 단독으로 그렸더라면, 푸슈킨 축제 

회고록에서도 “피부가 희고 곱슬머리인 푸슈킨이 흑인(Black)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Robinson, 앞의 책, p. 47). Kathleen M. Ahern, 
“Images of Pushkin in the Works of the Black “Pilgrims”,” The Mississippi 
Quarterly 55, (2001)에 의하면 푸슈킨의 흑인 혈통은 소련 성립 초기에 특히 

부풀려졌다. 이는 당시 소련 내 여러 인종·민족의 포섭과 소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이 중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Ahern, p. 80). 이 논문에는 

미국 문학인 클로드 맥케이가 흑인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 푸슈킨 사진을 

발견하고 감격한 일화(p. 82), 소련에서 푸슈킨의 흑인 혈통이 선전되는 상황에 

대한 랭스턴 휴즈의 기록(p. 84) 등이 소개되어 있다.
123) Catharine Theimer Nepomnyashchy and Ludmilla A. Trigos, “Introduction: Was 

Pushkin Balck and Does it Matter?” in Under the Sky of My Africa, ed. 
Catharine Theimer Nepomnyashchy, Nicole Svobodny, and Ludmilla A. Trigos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6),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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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에서 인종, 민족 문제의 암시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변월룡은 축제 장면에 흑인 이미지를 삽입하여 푸슈킨의 흑인 혈통을 

상기하고 이를 소련의 인종·민족 평등 프로파간다 및 세계시민주의와 

연결시켰다. 러시아 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동경 학생>에서는 소련을 곧 

세계로 간주하여 스스로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는 변월룡의 바람이 

드러난다. 여기에 푸슈킨에 내재된 다문화적 속성까지 적용하면 러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주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변월룡의 희망적 비전이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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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980년대의 변화

1. 해외여행과 서양미술 전통의 활용

변월룡의 1980년대 활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품군이 눈에 띈다. 

첫째는 1980-83년의 해외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판화들이고, 둘째는 

1984-87년에 제작된 북한 관련 작품 및 <어머니>(1985)이다. 새로운 시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포착한 전자와 과거를 회상하는 성향의 후자는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후자의 노스탤지어를 가능케 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1980년대 초반의 여행 작품들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80년대의 해외여행 작품들을 통해 당시 사회적 분위기 및 변월룡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그의 작품세계가 프로파간다보다는 본인의 예술 활동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2절에서는 그 변화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세계에서 북한 테마가 재부상한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소련 역사에서 1980년대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거세지는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1982년 브레주네프 사망 후 고르바초프의 부상은 자유주의의 

유입을 재촉하였다. 1985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소련 국민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완화하였다. 변월룡이 

1980년대 초반에 프랑스, 포르투갈 등 서구 여행에서 목격한 자유주의적인 

광경을 화폭에 담은 점으로 보아 그 역시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변화를 

체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124) 안톤 우스펜스키에 의하면 소련의 

프로파간다성 행사 및 공식 이미지 생산은 1980년대 초에 이미 실효를 

124) 학고재 도록『변월룡』(학고재, 2019) p.219에 의하면 변월룡은 1970년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1980년에 프랑스, 1983년에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여행하였다. 1980년작 <겐트 거리에서>는 변월룡이 1980년경에 다시 벨기에를 

여행하고 그린 것인지, 1970년도 여행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이 그림이 1980년에 그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본고의 논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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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관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변월룡이 특별히 반체제적이거나 

친정부적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솔직한 통찰을 작품에 담아내었다고 

판단하였다.125) 

변월룡이 1980년대에 처음으로 소련 밖을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1년에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네덜란드, 

1963년에 스웨덴, 1970년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1972년에 체코슬로바키아, 

1974년에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이미 수차례 외국 여행 및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방문국들 가운데는 소련의 우방국이 아닌 '서방 진영' 소속국들도 

있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는 <스톡홀름>(1967, 도75), <프라하 카렐 

다리 위에서>(1972, 도76) 등의 도시 풍경 스케치가 주로 남아 있을 뿐 

1980년대 작품처럼 서방 진영의 자유분방한 생활 양상을 담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물화로는 이스탄불의 택시 운전기사를 그린 

스케치가 있는데, 직업적 특징을 위주로 그려진 모습이 변월룡의 일반적인 

소련 인물화와 유사하다(도77). 그 밖에도 <의사 이오체프치히>, <체코의 

기자 J.N.비차야>, <D.A.비스트롤레토프>(1973) 등의 인물화가 그려졌다.126) 

여행 작품 이외에, 자본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 1980년대 이전의 

작품에서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1961-62년의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의 남조선> 시리즈(도78, 79, 80)나 1968년의 

<베트남> 등 냉전 세력 간의 대립이 그려진 경우에는 자본주의 진영의 

실패가 강조되었다. <조선 분단의 비극>(도79)에서 총을 들고 한국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팔에 MP라는 로고를 단 미군이다. 

<베트남>(도81)에서는 베트남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군이 전쟁 상황에 

좌절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베트남 전쟁이 이러한 파국으로 치달은 것이 

미국의 책임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패배했다는 비난을 함축한 장면이다. 

1980년대의 작품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을 치하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폐단을 강조하던 1950년대-60년대 초 에칭에서와 상당히 다른 

125) 안톤 우스펜스키, 2021. 05. 07일자 이메일. 
126) 문영대, 앞의 책(2012),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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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위 행진>(1982, 도82)은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지식인들 및 

사회운동가들이 소련과 서구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군비경쟁에 반대하던 

추세를 반영한 작품이다.127) 1970-80년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등지에서는 대대적인 반핵 시위 열풍이 일기도 했다(도83). 이 

작품에서 변월룡은 서구에 대한 소련의 승리가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의 

이슈 및 이에 대한 지성인들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작 <겐트 거리에서>(도84)는 서구권에서 성행하던 히피 문화를 

담고 있다. 안톤 우스펜스키는 이 작품 속 히피들이 이미 “1960년대의 

‘꽃의 아이들(flower children)’이 아니라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은 꾀죄죄한 

부랑자들”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없이는 이들에 대한 

변월룡의 묘사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읽어 내기 어렵다. 거리의 인물들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가 보일 뿐이다. 소련에서는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히피 

모임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여유를 즐기는 히피들을 보기 어려웠다. 변월룡은 소련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에 흥미를 느껴 겐트에서 스케치를 해 온 것이다.128) 

프랑스 여행을 바탕으로 한 <몽마르트르에서>(1980/83, 도85), 

<루브르박물관에서>(1982, 도87) 역시 소련과는 사뭇 다른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몽마르트르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은 크기와 자세가 들쭉날쭉하고, 그중에는 겐트의 히피들과 유사한 

인물들도 눈에 띈다.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인물이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중심점을 바라보는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 <레닌그라드 밤 

풍경>(1968, 도89),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 사이의 V.I. 레닌>(1969, 도90) 

속 소련 군중의 표현과 대비된다. 애초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이상 

127) 안톤 우스펜스키, 2021.05.07 이메일. 
128) <겐트 거리에서>는 덕수궁 도록에서 <신혼부부>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유족에게 확인한 결과 오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겐트 거리에서>라는 제목 및 

그림 내용은 세르게이 펜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2020.12.13일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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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은 많지 

않다. <네브카 강변>(1965, 도92)은 비교적 야외 여가활동 테마에 가까운데, 

여기서도 풍경이 인물을 압도하며 시민들은 <몽마르트르에서>처럼 

왁자지껄하기보다는 한적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휴양지에서의 콘서트 

장면을 그린 <콘서트에서, 진타리>(1975, 도93)도 차분하게 앉아서 공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어 <몽마르트르에서>와 대비된다. 

<루브르박물관에서>는 등장인물 수는 <몽마르트르에서>보다 적지만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역동성이 두드러진다. 박물관을 지키는 경비원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유로운 태도로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감상한다. 여기서는 서로를 안고 있는 연인의 뒷모습, 화려하게 치장한 채 

경비원 쪽을 바라보는 여성, 아이를 옆에 앉혀 두고 그림을 보는 남성 등 

인물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이 특징적이다. 

1950-60년대의 냉전 논리를 적용하면 <시위 행진>, <겐트 거리에서>, 

<몽마르트르에서>, <루브르박물관에서>는 벨기에나 프랑스 시민들의 방종을 

비꼬는 기능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작품들의 화면 구성 및 인물의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화가의 의도가 서구 비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겐트 거리에서>나 <몽마르트르에서>의 인물들은 긴 머리와 

화려한 셔츠, 선글라스 등으로 시선을 끌지만 이들에게서 명백히 부도덕한 

행동이나 표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루브르박물관에서> 속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 역시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의 

방종을 상징하는 인물인지 의심되지만, 그 얼굴이 도덕적 타락으로 

일그러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물들 뒤에 걸린 

들라크루아의 작품이 이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화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 1830년 7월 

28일>(1830, 도88)은 서양미술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1793년에 국립박물관으로 탄생하여 

19세기 프랑스 미술의 발전사를 지켜본 루브르박물관이라는 배경은 

들라크루아의 작품과 더불어 19세기 파리 예술계를 강하게 상기시킨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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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많은 유명 작품들을 소장한 루브르박물관에서 유독 이 작품이 

묘사되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들라크루아는 1930년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립 시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화가였다.130) 또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주제는 소련이 추구하는 혁명정신 및 

인민의 영웅성과 맞닿아 있다. 이 작품은 냉전으로 세계가 분열된 20세기 

후반의 정치적 현실보다는 과거의 이상을 환기시킨다. 변월룡이 1980년대에 

프랑스를 여행하며 자신의 작품에 이 그림을 포함시킨 것은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뛰어넘어 19세기 프랑스 미술사와 소련 미술을 연결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때 중요한 점은 <루브르박물관에서>가 정치 프로파간다보다는 

미술사 전통의 레퍼런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갖는 혁명적 함의는 변월룡의 소재 선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소련 화파에 내재된 기본적인 

129) 안톤 우스펜스키는 <루브르 박물관에서>를 자유에 대한 메타포로 해석하였다. 
배경의 들라크루아는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벤치에 앉은 프랑스 여성은 

거대담론으로 치환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경비원으로 표상되는 권력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2021. 05. 07). 
우스펜스키 역시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해석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았으며, 화려한 복장의 여성이 특별히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필자와 같은 입장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자유주의의 메타포(metaphor)일 뿐 아니라 서양미술 

전통의 계승을 암시한다고 간주하였으며, 후자에 더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진행하였다.  
130) Bown, 앞의 책, pp. 90, 187, 283 참고. 소련 아카데미 화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19세기 서양미술사의 인물들 중 상당수는 프랑스 화가였는데, 다비드, 
들라크루아, 도미에, 쿠르베, 밀레, 바르비종파 등이 포함된다. 화단의 분위기에 

따라서 마네, 모네, 세잔 등 인상주의 화가들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으나, 
도미에, 쿠르베, 밀레와 같이 ‘실제 사람들의 삶, 대중적인 전형(popular types)을 

보여주고 민주주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가들은 여전히 옹호되었다(p.283). 그 

내용과 사실적인 표현방식으로 보아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역시 소련 미술사의 부침 속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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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며, 프랑스 혁명을 추앙하는 것이 변월룡 작품의 주된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냉전 논리에 입각한 서방세계 비판 역시 이 그림의 

주목적이 아니다. 소련 화파는 민중성, 혁명정신 등의 정치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림의 소재에서 정치성이 배제되기는 

어렵지만, 변월룡의 에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세기 프랑스 미술을 

중심으로 한 서양미술사 전통의 계승이다. 

변월룡이 서양미술사 전통 및 화파에 대한 이해를 중시했다는 것은 같은 

해 그가 작성한 에세이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우리 소련 화파는 러시아 

화파의 연장선이자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이다. 비록 우리 화파 이전에도 

이탈리아 화파, 스페인 화파, 독일 화파 및 여러 화파들이 있었지만 

크람스코이, 레핀, 수리코프, 바스네초프와 같은 위대한 러시아 거장들은 

하나같이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를 러시아 사실주의 미술의 아버지라 불렀다. 

전통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어느 한 화파의 전통을 익히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였다.131) 미술 교수법을 고찰하는 이 

에세이에서 변월룡은 사회주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림의 형식만을 

논하였다. 변월룡이 스스로의 작품 활동을 서양미술사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은 세계시민주의적 관점과도 상통하는데, 이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작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3장에서 검토한 바 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변월룡의 글, 그리고 <루브르박물관에서>의 시각적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그의 1980년대 작품들에서 꾸준히 드러나는 서양미술 전통의 계승이 

1970년대에 정립된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적 태도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980년대에는 변월룡이 정치적 선전보다는 서양미술 전통을 계승한 

작품 제작에 집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1) 『미술교육의 문제들』,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레닌훈장미술아카데미, 1982, 
pp. 32-33. 국립현대미술관,『변월룡=Пен Варлен: 1916~1990』(국립현대미술관, 
2016) pp. 290-291에서 재인용. 러시아어 원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한글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필자가 

수정하였다(그람스코이-크람스코이, 수리코브-수리코프, 바스네소프-바스네초프, 
예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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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월룡이 서양미술사의 흐름 전반에 관심을 가졌음은 동 시기에 제작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겐트 거리에서>, <몽마르트르에서>는 

<루브르박물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예컨대 <겐트 거리에서>의 후경에는 휴베르트와 얀 반 에이크 형제의 

겐트 제단화로 유명한 성 바보 성당(St. Bavo Cathedral)이 서 있다(도85). 

이러한 장소 선정은 변월룡의 해외여행이 그의 직업에 걸맞은 ‘미술사 

탐방’임을 보여준다. <몽마르트르에서>는 파리 예술의 중심지를 배경으로 

할 뿐 아니라 실제 예술 행위를 포착하고 있다. 화가들의 캔버스 중에는 

마티스 풍의 추상 인물화 두 점이 눈에 띈다(도87). 화면 앞쪽에는 여성 

누드가, 중간 즈음에는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이 놓여 있다. 

변월룡이 마티스나 어떤 특정 화가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이 캔버스들을 

그렸는지는 불분명하나, 그가 아카데미의 사실주의와는 다른 현대미술의 

경향 역시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행 관련 작품은 아니지만 1986년에 제작한 초상화 <화가 

A.V.슈미트>(도94)에는 엘 그레코의 원작보다 거친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라오콘>(도95)이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 이 초상화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색과 녹색 계통이 교차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경의 

이젤과 슈미트의 스웨터, <라오콘> 속 인물의 팔 주변은 적갈색을 띠고, 

적갈색의 인접 부분은 녹색 계통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러한 색 구성은 

마치 채색 실험을 위해 <라오콘>을 등장시킨 듯한 인상마저 불러일으킨다.  

<라오콘>이 모델인 슈미트와 관련된 것인지 <라오콘> 복제본이 변월룡의 

스튜디오에 걸려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초상화 속 <라오콘>은 

당시 레닌그라드 화파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무관해 보이는 

서양미술의 명작도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 예술적 표현이 항상 정치적 

의미와 결부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상화에서 서양미술 전통 레퍼런스가 사용된 또 다른 예로는 

1970-71년작 <안무가 블라딜렌 세묘노프의 초상>(도96)을 들 수 있다. 

블라딜렌 세묘노프는 초상화 제작 당시 키로프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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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로 활동한 인물이다. 세묘노프의 뒤로는 안무가라는 그의 직업에 

걸맞게 드가의 <발레>(1876-77, 도97)가 걸려 있다. 드가의 작품은 그림 

전체 프레임에 잘린 채 흐릿하게 표현되었으나 춤추는 무용수와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검은 옷의 신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소련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풍을 즐겨 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드가는 밀레, 쿠르베처럼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가치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화가는 아니었다. 

남성 관객이 무대 뒤에서 무용수에게 접근하는 <발레>의 내용 역시 

세묘노프의 덕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드가의 

작품은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무용’이라는 테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서양미술사와 변월룡 작품의 접점을 나타내기 위해 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구도나 화풍에서 서양미술사 작품의 

레퍼런스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포르투갈 세탁부>(도98)는 민중의 

생활고를 주제로 삼았다. 벌판에 서서 노동하는 인물의 모습은 밀레의 

<이삭 줍기>(도99)나 <씨 뿌리는 사람>(도100)에서 나타난 농민들을 

연상시킨다. 밀레는 쿠르베, 도미에와 함께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단에서 

높이 평가된 19세기 프랑스 화가였기 때문에 변월룡 역시 밀레의 주제의식 

및 고된 민중의 표현 방식에 익숙했을 것이다. 한편 <포르투갈 세탁부>는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의 남한》 시리즈와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프란시스코 고야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된 바 있다. 안톤 우스펜스키는 

변월룡이 고야의 판화집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의 남한》 시리즈 분석에서 변월룡이 고야로부터 큰 스케일, 

공간을 뒤덮는 어둠, 아쿠아틴트(aquatint) 기법을 차용했다고 서술하였다.132) 

<포르투갈 세탁부> 역시 국립현대미술관 카탈로그에서 “민중의 고통과 

두려움, 참혹한 현실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고야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었다.133) 변월룡이 참고한 고야의 작품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132) 우스펜스키, 앞의 논문, p. 252. 
133)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2016),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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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지 않았으나 1810-20년의 《전쟁의 참상》 시리즈가 민중의 처절한 

모습을 담았다는 점에서 남한 시리즈 및 <포르투갈 세탁부>와 

유사하다(도101). 

같은 화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포르투갈 세탁부>와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의 남한》을 같은 맥락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의 남한》은 시리즈의 맥락상 

자본주의 진영의 곤궁한 처지를 부각하는 프로파간다 목적의 작품이다. 

<포르투갈 세탁부> 역시 자본주의 진영인 포르투갈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인지 의심해볼 수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루브르박물관에서>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1980년대 변월룡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서양미술 

전통을 계승한 창작물이며, 사회적 현실에 대한 기록 및 평가가 담겨있지만 

이것이 국가 프로파간다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1950-60년대의 작품들은 

주제나 제작 정황상 프로파간다 성향이 분명한 경우가 많다.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의 남한》은 남한을 방문한 적도 없는 변월룡이 냉전의 

결과물인 한국전쟁과 분단현실을 주제로 그린 것이다. 그에 비해 <포르투갈 

세탁부>는 빈곤한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기는 했으나 냉전 상황을 명시하는 

요소가 없으며, 화면 전체를 어둡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국적인 풍광을 

묘사하는 데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즉, 남한 시리즈는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설계해서 그린 데 비해 <포르투갈 세탁부>는 자신이 여행에서 

보고 유의미하다고 느낀 점을 화폭에 담은 것이다. 

2. 어머니와 북한 작품들

어머니를 그린 변월룡의 초상화는 두 가지가 남아있다. 첫째는 1938년, 

그가 미술 본격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무렵의 작품이고, 둘째는 

그의 말년에 해당하는 1985년 작품이다(도102). 변월룡의 화가 생애의 

시작과 끝에 위치한 두 작품은 기술적 수준뿐 아니라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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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938년작에서 변월룡의 어머니는 서양식 

셔츠를 입은 채, 일반 소련인 초상화와 같은 방식으로 그려졌다. 그에 비해 

1985년작에서는 한복을 갖춰 입었고, 전신이 드러난다. 공간감이 드러나지 

않고 어둡기만 한 단색 배경에 서 있는 어머니와 장독대는 현실과 분리된 

듯하다. 변월룡의 어머니는 1945년경에 사망했으므로 이 그림은 약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린 것이다. 

변월룡은 대체로 동시대 주변인들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가 갑자기 

40년 전의 어머니를 그린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가 실물을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보통 북한 및 한민족과 관련된 것이었다. 

1958-1960년에 제작된 북한 에칭들이나 전시에 출품된 역사화(<평양 해방>, 

<청진항 전투> 등)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교롭게도 그는 <어머니>를 그리기 

전후로 북한·한인 테마의 작품들을 몇 점 더 제작하였다. 그는 북한에서 

가져온 스케치를 바탕으로 1984년에 <다라니 석당>(도103)을, 1986년에 

<가족>(도104), 1987년에 <금강산의 소나무>(도106)와 <담뱃대를 들고 

독서하는 노인>(도107)을 그렸다. 변월룡은 1960년대에 북한 주제의 작품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20여 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연달아 

제작된 것은 이 시기 북한 및 한민족에 대한 변월룡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우선 주목할 점은 어머니가 입은 한복의 의미이다. 1985년작에서 

어머니가 한복을 입은 것은 그녀가 생전에 항상 한복 차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미지가 ‘한인’이라는 민족정체성과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발치에는 러시아어 서명과 함께 한글로 “어머니”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는 <자화상>과 닮아 있지만, 

어머니는 아들과 달리 한복을 입고 있다. 흥미롭게도 변월룡은 한 번도 

한복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다. 그의 자화상이 한 점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가 소년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1986년작 <가족>에서도 변월룡은 

한복을 입지 않았다. 문영대에 의하면 <가족>은 변월룡의 유년기 가족 

구성원이었던 어머니, 할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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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잘 기억하지 못해 북한에서 스케치해 온 농부의 얼굴을 바탕으로 

그렸다(도105).134) 변월룡 본인으로 추정되는 소년은 화면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며, 어머니, 할아버지와 달리 한복이 아니라 반바지만 입고 

있다. <자화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에서도 변월룡은 자신의 한인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편을 택한 듯하다.135)

변월룡이 이전까지 민족정체성을 제한적으로만 드러낸 점에 대해서는 

앞서 한글 텍스트가 사용된 작품과 <한슈라> 초상에서 살펴보았다. 

변월룡이 자신과 같이 소련에 동화되었다고 간주한 사람들의 초상화로는 

<어머니>(1938), <한슈라>, <타슈켄트의 김일>(1974, 도108), <타슈켄트의 

화가 니콜라이 박>(1969, 도109)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에 비해 <노어 

학습>에서는 한인들을 그리면서도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타자에 

대한 관찰, 보고, 번역의 형식을 취했다. <재일한인 북송>에서는 한글 

텍스트로 자신의 상실감을 표현하면서도 소련인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프로파간다적 이미지만을 전했다. 

한글 글귀가 적힌 초상화에서도 변월룡의 한글은 자신의 예술적 개성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 깊은 감정표현의 수단은 아니었다. 변월룡이 생각한 

자신의 생존방식은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이 되는 것, 즉 <한슈라>에서와 

같이 민족정체성보다 노동 성과와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소련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1985)에서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머니를 전형적인 한인의 모습으로 묘사하여 스스로의 민족성을 한층 더 

뚜렷이 드러냈다. 

작품 활동에서 변월룡의 표현 범위가 넓어진 계기로는 앞서 살펴본 

198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단에서는 과거에 강조되던 노동, 화합 이외에 개인의 사색, 신화적 주제 

134) 문영대, 앞의 책(2012), pp. 371-374.
135) 이 작품은 변월룡의 평소 실력 다르게 인체표현도 부자연스럽고 원근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가족>과 <담뱃대를 들고 독서하는 

노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의도된 것이기보다는 이 시기 건강 악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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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허용되었다. 1950-60년대의 변월룡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쉴 새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면, 1980년대의 그에게는 과거를 회상하고 

북한에서의 스케치들을 다시 화폭에 옮길 여유가 있었다.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고려할 중요한 사건은 그가 1977년 미술 아카데미의 정교수로 

승진한 점이다. 정교수 승진은 그가 소련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가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유지하며 

한인 정체성을 작품세계에서 제한할 원동력도 약해졌을 것이다. 그 밖에 

변월룡의 생애에서 태도변화의 계기를 찾자면, 문영대는 1983년 12월 

정관철의 사망 소식이 북한 테마의 부활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한다. 북한 

파견 시절 동갑내기로 친하게 지냈던 정관철의 죽음이 변월룡의 과거 

회상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그가 스스로 연로해짐을 실감하여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1985년작 <어머니>를 그린 

직후 그는 건강 악화로 쓰러져 레핀 미술대학에서 은퇴하였다.136) 

1953-54년 북한 파견시기에 제작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린 <다라니 

석당>, <담뱃대를 들고 독서하는 노인>, <금강산의 소나무>는 사회주의 

건설이나 산업 발전에 대한 암시 없이 서정적, 회고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는 1950년대 후반의 많은 북한 관련 작품들이 교육, 건설, 인물들 간의 

화합, 어린 아이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드러낸 

것과 대비된다. 이 작품들은 1960년대 초반에 제작된 연해주 연작과도 

성격이 다르다. 변월룡은 1961년부터 4년간 매해 여름방학에 연해주를 

방문하여 여러 점의 드로잉, 판화와 유화를 남겼다. 기존 연구에서는 

변월룡이 고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뒤 자아를 찾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다고 

간주하였다.137) 이때 제작된 연해주 관련 작품들은 대체로 풍경화이다. 그중 

<소나무>(1962, 도110)처럼 나무만을 집중적으로 그린 작품들은 <금강산의 

136) 문영대, 앞의 책(2012), p.368. 
137) 위의 책, pp.308-309. 한편, 학고재(2019) p.218 연표는 변월룡이 ‘자신의 숙청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부당성을 알리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961-64년에 연해주 지역을 매년 다녀왔다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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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와 같이 서정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나홋카 가는 

길>(1961, 도111), <나홋카에서>(1961, 도112)는 북한 파견 당시 풍경화와 

마찬가지로 도시 건설의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나홋카 가는 길>에는 

교복, 작업복 등을 입은 인물들도 눈에 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동공장 

에튀드>(1961, 도113), <극동공장 돌격작업반원 사벨랴 마쉬코브스키>(1961, 

도114), <연해주 건설>(1962, 도115)은 연해주 지역의 산업발전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로써 1960년대 초 작품들에서 연해주가 

그리움의 대상으로 그려지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의 북한과 

마찬가지로, 연해주는 소나무가 자라는 한인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산업화와 사회주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 장소였다. 그에 비해 

1980년대 작품에서 연해주나 북한은 변월룡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가족>은 변월룡이 유년기를 보낸 연해주와 북한의 이미지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산세를 뒤로한 채 덩그러니 앉아 있는 세 인물이 

다소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머니>는 변월룡의 

고향, 근원과 관련되지만 사실상 특정 지역과 결부된 이미지는 아니다. 

40년 전 사망한 어머니는 현실적 배경으로부터 분리된 채 어둠 속에 서 

있다. <어머니>는 변월룡이 소련에 동화되면서 덮어둔 것, 자신으로부터 

떼어낸 민족정체성이 함축적으로 담긴 작품이다. ‘떼어낸’ 민족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자아 안에 남아 있다가 표출된다는 발상은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 개념에서 비롯되었다.138) 프로이트에 의하면 멜랑콜리아의 

주체는 자신이 상징계로 포섭되기 위해 떼어낸 일부를 자아와 동일시한다. 

원래는 덮어버리고자 했던 부분이지만 이를 버리지 못하고 자아 안으로 

끌어들여 그리움, 울분 등이 결합된 애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변월룡은 소련의 주류 문화에 포섭되기 위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였으나 이는 타자화된 형태, 예컨대 한복을 입은 북한인들의 

모습으로 그의 작품세계에 머물렀다. 소련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인종적, 

138) Anne Anlin Cheng, The Melancholy of Race: Psychoanalysis, Assimilation, 

and Hidden Grief.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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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소수자가 민족정체성을 버리고 소련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들이 포용할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소련 주류 사회는 

변월룡이 일정 정도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변월룡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 한글 텍스트나 동양적 

모티프 등을 작품에 활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변월룡의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는 소련 주류 사회에 동화되면서도 자신에게 기대되는 

민족적 특색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변월룡이 버리고자 했으나 멜랑콜리아의 원리로 내면화된 민족정체성이 

그가 공적으로 드러내려고 선택한 민족적 특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2장에서 살펴본 <재일한인 북송>(1960)에는 그가 공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와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된 텍스트가 공존하는데, 북한을 그리워하는 

회한의 심정은 한글로 쓰여 소련 독자들로부터 숨겨져 있다.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은 변월룡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는 민족과 

국가가 불일치하는 변월룡의 복합적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기에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소련 정부는 변월룡이 한인이면서 동시에 소련에 충성하는 모범 

시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북한에 파견하였다. 변월룡은 한인 사회와 소련의 

가교로,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으로 활동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변월룡이 소련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귀화하여 온전히 한인 사회에 

귀속되기를 원했다. 이를 거부한 결과 그는 북한으로부터 숙청당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된 트라우마를 변월룡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낙관적 이미지로 덮어버렸다. 국가의 공식 역사관에서 소수민족이 

경험한 이주·이산의 아픔은 극복의 대상이며, 소수민족은 트라우마를 빠르게 

잊고 거주국에 동화되어야 한다. 거주국은 소수민족의 기억을 통제함으로써 

이들을 자국으로 포섭한다. 그러나 화가의 멜랑콜리아를 표출하는 작품은 

‘과거의 극복과 미래로의 전진’이라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거부하고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끌어온다.139) 변월룡은 국가의 공식 역사관에 따르는 모델 

139) Jennifer Cho, “Mel-han-cholia as Political Practice in Theresa Hak Kyung 
Cha's Dictée,” Meridians 11 (2011), pp.37-38. 제니퍼 조의 글은 한국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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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 시민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으나, 국가의 통제력이 한참 약화된 

시점에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멜랑콜리아적 태도를 취했다. 

1980년대의 북한·한민족 관련 작품들은 모두 고향의 상실 및 디아스포라 

체험을 극복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곱씹는 멜랑콜리아의 태도를 띠는데, 

그중에서도 <어머니>는 이 성향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다. 

이때 변월룡이 정부에 저항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아니라,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와 과거에 대한 회상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에 양쪽을 모두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충돌이 줄어드는 데에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변월룡의 세계관 구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변월룡은 1970년대에 소련 문화의 세계적 확장을 전제하며 민족적 타자를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를 발전시켰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서는 소련 

화가인 자신이 서양미술사 전통에 속한다는 인식을, 푸슈킨 관련 에칭과 

흑인 초상화에서는 러시아 문화의 세계화 및 민족적 타자의 포용을 

살펴보았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자신이 포용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변월룡의 세계시민주의는 소련에서 타자화된 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변월룡의 한인 정체성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타자화되어 

세계시민주의의 대상이 되었다. 완전한 동일시는 불가하지만 타자로서 

포용은 가능했던 것이다. 1970년대를 지나며 구축된 세계시민주의 프레임은 

변월룡으로 하여금 <어머니>, <가족>처럼 한인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이미지를 수용하기 쉽게 만들었을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에 관한 내용이다. 필자는 국가가 이민자, 소수민족을 

이데올로기로써 포섭한다는 점에서 소련에도 이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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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에서 필자는 디아스포라로 체험으로 형성된 변월룡의 자의식 및 

세계관이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았다. 변월룡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그가 어느 민족 

집단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소외는 흔히 

‘고려인’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한인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에서 발생했다. 

그는 연해주 신한촌 출신으로 일반적인 고려인들과 함께 성장하였으나,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중대 사건인 1937년 강제이주를 당하지 않고 

대도시로 유학을 떠났다. 이로써 그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집단과 

물리적으로 멀어졌을 뿐 아니라 강제이주에 대한 이들의 기억 및 

트라우마를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변월룡은 또 다른 한인 사회와의 접촉과 단절을 경험하였다. 

그는 1953-54년에 걸쳐 북한에 파견되었으나, 소련 귀국 후 북한으로부터 

숙청을 당하여 두 번 다시 북한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본래 고향은 

아니었으나 정서적 친밀감을 느꼈던 북한으로부터의 배척은 변월룡으로 

하여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절감하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으로부터의 숙청은 여타 고려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의미한다. 고려인들은 북한으로의 ‘고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 집단과 교류할 수 있었으나 변월룡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재일한인 북송>(1960)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에서의 

숙청으로 변월룡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비롯한 한인 집단과 공유하는 것이 

또 하나 줄어든 셈이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소련 내에서의 민족적, 인종적 소외 및 이에 대한 

변월룡의 대처이다. 한인 집단으로부터 유리된 변월룡은 소련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가치에 충실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모델 마이너리티 시민이 되었다. 모델 마이너리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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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노동영웅 한슈라>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변월룡이 북한과의 소통 채널 및 ‘문화 번역가’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모델 마이너리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어 

학습> 등 1950년대 후반의 북한 테마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아무리 

소련에 동화되어도 인종적 차이는 숨길 수 없었으며, 변월룡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살아야 했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소수민족 및 

유색인종을 보호하는 입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변월룡은 이러한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희망에서 레닌이 집권하던 소련 초기에 형성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리즘 및 

인종·민족 평등 프로파간다를 옹호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흑인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나아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 및 푸슈킨 축제 시리즈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가 화합하는 이미지를 구상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계’로,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러시아와 세계의 연결이라는 발상은 변월룡 자신이 속한 레닌그라드 

화파를 서양미술사의 흐름 안에 위치시키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변월룡은 서양미술 작품의 차용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소수민족 예술’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서양미술 전통의 일부임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에 부합하고자 동양적 모티프, 한글 텍스트 등을 

사용하던 점과 대비되어 흥미롭다. 변월룡은 한인 정체성 혹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완전히 동화된 정체성 중 한쪽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양쪽 모두가 공존했던 것이다. 그는 상황에 맞추어 러시아의 주류 문화에 

따랐지만, 억제되어 있다 추후에 표출되는 민족적 정서도 존재했다. 또한 

그는 모델 마이너리티에게 기대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한인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소련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그가 

1980년대에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되자 수십 년 만에 어머니 초상화 및 

북한 테마의 작품들을 다시 그린 점은 변월룡의 정체성이 유동적이라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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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월룡에 대한 기존 연구는 화가의 정체성을 ‘변함없는 한민족’으로 

상정하였으며, 소련으로의 동화를 민족정체성의 유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월룡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이 보다 다면적이고 유연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변월룡의 사례는 

디아스포라 화가의 정체성 및 그 작품의 의미가 반드시 하나의 

민족정체성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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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리안 컬렉션

도65. 발렌틴 폴랴코프(Valentin Polyakov), 이고르 라도만(Igor Radoman), 
카임 샤츠(Khaim Shats). <평화를 위한 노래: 미국 

픽스킬스(Pickskills)에서 폴 로브슨의 공연>, 1950. 캔버스에 유채, 
393×293cm, 러시아 문화부 소장. 

도66. 세묜 추이코프, <캘커타의 학생>, 1952, 합판에 유채. 37×28cm,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도67. 세묜 추이코프, <인도의 쿨리>, 1971, 캔버스에 유채, 112×76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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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8. 드미트리 오보즈넨코(Dmitri Oboznenko), 야로슬라프 세로프(Yaroslav 
Serov), <흐루시초프와 미국 노동자들의 만남>, 1961. 캔버스에 유채, 
261×203cm, 러시아 문화부 소장 

도 69. 에릭 불라토프, <샘에서>, 1957. 캔버스에 유채, 128×100cm, 개인 

소장

도 70. 콘스탄틴 마콥스키, <흑인(아랍) 소년>, 1876. 캔버스에 유채, 
63×47cm, 소장처 미확인

도71. 변월룡, <사브키노 산의 푸시킨>, 에칭, 1975, 크기 및 소장처 미확인. 

도72. 변월룡, <미하일롭스코예 마을의 시 축제>, 에칭, 1975. 65×49.5cm, 
유족 소장

도73. 뱌체슬라프 마리우폴스키, <개척자들 중의 지도자>, 1949. 캔버스에 

유채, 92×71cm, 개인 소장

도74. 겔리 코르졔프, <전쟁의 나날들>. 좌) 스케치, 1953. 합판, 캔버스에 

유채, 94×76cm, 개인 소장. 우) 완성작, 1954. 캔버스에 유채, 186×150cm, 
알마티 미술관(Almaty Museum of Visual Arts) 

도75. 변월룡, <스톡홀름>, 1967, 종이에 마카펜, 50×32cm, 유족 소장

도76. 변월룡, <프라하 카렐 다리 위에서>, 1972, 합판에 유채, 25×36.5cm, 
유족 소장 

도77. 변월룡, <이스탄불의 택시 운전사>, 1961, 유족 소장 

도78. 변월룡,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의 남한 시리즈>, 1961-62, 개별 

작품 제목 미상, 크기 및 소장처 미확인

도79. 변월룡, <조선 분단의 비극>, 1962. 에칭, 44×64.5cm, 유족 소장

도80. 변월룡, <남조선의 기근>, 1962. 에칭, 65×49.5cm, 유족 소장

도81. 변월룡, <베트남>, 1968. 에칭, 42.5×64.5cm, 유족 소장

도82. 변월룡, <시위 행진>, 1982. 에칭, 24.5×41cm, 유족 소장

도83. 반핵무기 시위 행진, 영국 옥스퍼드. 1980

도84. 변월룡, <겐트 거리에서>, 1980. 에칭, 24.7×41cm, 유족 소장

도85. 성 바보 성당과 제단화(Hubert and Jan van Eyck, Ghent Altarpiece, 
completed 1432)



- 89 -

도86. 변월룡, <몽마르트르에서>, 1980/83. 에칭, 24.7×41.2cm, 유족 소장

도87. 마티스 작품들: 좌)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성모자상>, 1950 –
1951. 석판화(Lithograph on Chine appliqué). 2.2×22.3cm, 소장처 미확인. 
우) 마티스, 블루 누드 II, 1952. 종이에 과슈, 캔버스. 116.2×88.9cm, 
소장처 미확인

도88. 변월룡, <루브르박물관에서>, 1982. 에칭, 24.8×40.7cm, 유족 소장

도89.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년 7월 28일, 1830. 
캔버스에 유채>, 260×325cm.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도90. 변월룡, <레닌그라드 밤 풍경>, 1968. 에칭, 63.5×49.5cm, 유족 소장

도91. 변월룡,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 사이의 V.I.레닌>, 1969. 에칭, 
54×83.7cm, 유족 소장

도92. 변월룡, <네브카 강변>, 1965. 에칭, 49.2×90.2cm, 유족 소장

도93. 변월룡, <콘서트에서, 진타리>, 1975. 종이에 목탄, 49×63cm, 유족 

소장

도94. 변월룡, <화가 A.V. 슈미트>, 1986, 캔버스에 유채, 80×70cm, 유족 

소장

도95. 엘 그레코, <라오콘>, c.1610-14. 137.5×172.5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 C.)

도96. 변월룡, <안무가 블라딜렌 세묘노프의 초상>, 1970-71. 캔버스에 유채, 
119.5×72cm, 유족 소장

도97. 에드가 드가, <발레>. 1876-77. 모노타입에 파스텔, 58.4×42.0cm.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도98. 변월룡, <포르투갈 세탁부>, 1982. 에칭, 24.6×41cm, 유족 소장

도99. 밀레, <이삭 줍기 The Gleaners>, 1855-56. 에칭, 19.1×25.4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도100. 밀레, <씨 뿌리는 사람 The Sower>, c.1865. 캔버스에 유채, 
101.6×82.6 cm.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도101. 고야, 《전쟁의 참상》 시리즈, 1810-20.

도102. 변월룡, <어머니>, 1985. 캔버스에 유채, 119.5×72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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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3. 변월룡, <그곳의 기념비(다라니 석당)>, 1984. 캔버스에 유채, 
80×90cm, 유족 소장

도104. 변월룡, <가족>, 1986. 캔버스에 유채, 68×134cm, 유족 소장

도105. 변월룡, <북한의 농부>, 1954. 캔버스 천을 씌운 카르통에 유채, 
23.5×36.5cm, 유족 소장

도106. 변월룡, <금강산의 소나무>, 1987. 캔버스에 유채, 72×129.5cm, 유족 

소장

도107. 변월룡, <담뱃대를 들고 독서하는 노인>, 1987. 캔버스에 유채, 
45×59.5cm, 유족 소장

도108. 변월룡, <타슈켄트의 김일>, 1974. 종이에 목탄, 65×50cm, 유족 소장

도109. 변월룡, <타슈켄트의 화가 니콜라이 박(박성룡)>, 1969. 종이에 목탄, 
63.5×50cm, 유족 소장

도110. 변월룡, <소나무>, 1962. 에칭, 49×34.5cm, 유족 소장

도111. 변월룡, <나홋카 가는 길>, 1961. 에칭, 44.5×65cm, 유족 소장

도112. 변월룡, <나홋카에서>, 1961. 에칭, 49.5cm×64.5cm, 유족 소장

도113. 변월룡, <극동공장(에튀드)>, 1961. 패널에 유채, 50×70cm, 유족 

소장

도114. 변월룡, <극동공장 돌격작업반원 사벨랴 마쉬코브스키>, 1961. 
캔버스에 유채, 104.5×79.5cm, 유족 소장

도115. 변월룡, <연해주 건설>, 1962. 에칭, 64.5×44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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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도1. 변월룡, <조선의 어부들>, 1947. 작품 유실. 좌) 덕수궁 전시 영상 캡쳐, 

우) 졸업심사장 사진

도2. 변월룡, <1946년 청진항에서 소련 

해군 마중>, 1949. 캔버스에 유채, 

330×218cm, 작품 소재불명

도3. 변월룡, <북한에서>, 1951-1955, 캔버스에 

유채, 150×250cm, 유족 소장

도4. 변월룡, 

<조선인 학생>, 

1953. 

캔버스에 

유채,

63.5×43.5cm, 

유족 소장

도5. 세묜 추이코

프, <소비에트 키

르기지아의 딸>, 

1948. 

캔버스에 유채, 

120×95.5cm, 

트레티야코프 

미술관(The State 

T r e t y a k o v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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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 변월룡, <평양 대동문> ,1953. 

캔버스에 유채, 29×47cm, 유족 소장

도7. 변월룡, <금강산 풍경>, 1953. 캔버스에 유채, 

37×95cm,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도8. 변월룡, <평양 재건>, 1953. 캔버

스에 유채, 36×55.7cm, 유족 소장 

도9. 변월룡, <판문점에서의 북한포로 송환>, 

1953. 캔버스에 유채, 51.5×71cm, 국립현대미술관

도10. 변월룡, <북조선 풍경

(백마산성)>, 1953. 캔버스에 

유채, 70×6cm, 유족 소장

도11. 변월룡, <개성 선죽교>, 1953. 캔버스에 유채, 

36×55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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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 변월룡, <인민배우 박영신>, 1954. 

캔버스에 유채, 78×60cm, 유족 소장
도13. 변월룡, <조류학자 원홍구>, 1954. 

캔버스에 유채, 79×59cm, 유족 소장

도14. 변월룡, <무용가 최승희>, 1954. 캔버스

에 유채, 118×84cm, 유족 소장

도15. 변월룡, <근원 김용준 초상>, 1953. 

캔버스에 유채, 51×70.5cm, 유족 소장

도16. 변월룡, <간부회에서, 김일성>. 

1954. 종이에 연필, 26.5×38.3cm, 유

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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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 변월룡, <협동가축농장>, 1958, 

에칭, 59×39cm, 유족 소장

도20. 변월룡, <개성의 인삼 농장>, 1958-9. 에칭, 

32×49cm, 유족 소장

도17. 변월룡, <노어 학습>, 1959. 

에칭, 64.8×39.2cm, 유족 소장

도18. 변월룡, <해방 기념일: 1945년 8월 15일 

평양>, 1958. 에칭, 59.5×49.5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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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1. 변월룡, <재일한인 북송>, 1960. 에칭, 34.5×64cm.

도22. 도22. 1959년 12월 14일 재일조선인 북

송사업에 사용된 선박

도23. 변월룡, <사회주의 노동영웅 한슈

라>, 1969. 캔버스에 유채, 200×115cm, 

유족 소장

도24. 변월룡, <조선의 모내기>, 1955. 캔버스에 

유채, 115×200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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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5. 변월룡, <평양 해방 기념일>, 1957. 

캔버스에 유채, 180×305cm, 작품 소재 불명

도26. 변월룡, <북한 해방>, 1959. 캔버스에 

유채, 220×365cm, 작품 소재 불명

도27. 렘 니콜라예비치 에르몰린(Ре
м Николаевич Ермолин), <발렌틴 

악쇼노프의 초상 Портрет Валент
ина Аксёнова>, 1969. 캔버스에 유

채, 크기 및 소장처 미확인

도29. 변월룡, <자화상>, 1963. 캔버스

에 유채, 75×60cm, 유족 소장

도28. 변월룡, <어머니>, 1938. 캔버스

에 유채, 38.5×30.5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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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0 변월룡, <한슈라 스케치(얼굴)>, 1968, 

종이에 목탄, 64×50.5cm, 유족 소장

도32 변월룡, <한슈라 스케치(상반신)>, 

1969. 종이에 목탄, 65×50cm, 유족 소장 

도31 변월룡, <한슈라 스케치(상반신)>, 1968.

종이에 목탄, 연필. 64.5×50cm, 유족 소장

도33. 보리스 게라시모비치 샤흐나자로프, <사

회주의 노동영웅 알렉산드라 스테파노브나 한

의 초상화>, 1957. 캔버스에 유채, 

120×107cm. 사할린 지역미술관(Sakhalin 

Reg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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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4. 변월룡, <K.M.메라비쉬빌리>, 

1970. 석판화, 75.5×53.5cm, 유족 소장

도35. 변월룡, <V.V.아쉬크>, 1972. 석판화, 

54.5×51cm, 유족 소장

도36. 변월룡이 북한으

로부터 받은 연하장. 

왼쪽부터 이팔찬(1960), 

정종여(연도 미상), 

정종여(1954), 

리석호(1959). 

도37. 변월룡, 

<조각가 보리스 

플료킨의 초상>, 

1977. 

캔버스에 유채, 

160×124cm, 

유족 소장

도38. 정종여, 

<양시의 봄 병아

리>, 1954. 화선

지에 수묵담채, 

약30c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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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9. 

정종여, <춘설>, 

1957, 화선지에 

수묵담채, 크기 

미상.

도40. 김용준, 

<진달래꽃>. 

연도, 크기 미상.

도41. 변월룡, <갈리나 소코토브

의 초상>, 1970. 석판화, 

64×53cm, 유족 소장

도42. 변월룡, <바쿠에서 온 

처녀 레이라의 초상>, 1973. 

합판, 캔버스에 유채,

70×50cm, 유족 소장

도43. 변월룡, 

<레베제바 아

주머니 초상>, 

1978. 석판화, 

58×47cm, 

유족 소장

도44. 변월룡, 

<레베제브 선

생 초상>, 

1978. 석판화, 

64×47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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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5. 변월룡, <오스묘르킨 선생>, 

1977. 에칭, 65×49cm, 유족 소장

도46. 변월룡, <국화를 그리는 정종여>, 1954. 종이

에 연필, 35×20cm, 유족 소장

도47. 변월룡,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박 선생>, 1953. 종이에 연필, 

27.5×23cm, 유족 소장

도48. 변월룡, <동경 학생>, 에칭, 1975. 

65×49.5cm, 유족 소장

도49. 변월룡 동양화 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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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0. 변월룡, <우리 시대의 사람들>, 1969. 에칭, 53.3×84.3cm, 

유족 소장

도51. 변월룡, <사모트

라케의 니케>, 1971, 

캔버스에 유채, 

50×39.5cm; <조각가 

안드레예프>, 1966, 동

판화, 64.5×49cm; 

<습작>, 1971, 캔버스 

천을 씌운 카르통에 

유채, 70×49cm.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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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ting the Art of Pen Varlen 

(1916-1990): The Migrant Identity of 

a Korean-Soviet Artist

Kim, Kangmin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Pen Varlen (1916-1990), a migrant artist who 

sought his place in Soviet mainstream culture. Pen was a Korean-Soviet 

painter during the 1940s to the 1980s at the Ilya Repin Leningrad Institute 

for Paint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Leningrad Academy of Fine Arts). 

His works were inspired by his migration and the multi-layered identity 

formed by the experience. Moreover, he serv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oviet authorities and North Korea to gain a foothold in Soviet 

society. He also pursued cosmopolitanism, which suited Soviet ideology and 

its contemporary political aims. 

Previous scholarship on Pen is mostly focused on his Korean identity, 

thereby neglecting the assimilative efforts made by the artist. While this 

thesis acknowledges that Pen retained his Korean identity to a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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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it attempts to depart from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s of his 

works which associate the artist’s entire oeuvre solely with his Korean 

heritage and nostalgia. 

Born in a Korean village in the Primorsky region of Russia, Pen  

studied in Sverdlovsk, and later in Leningrad for higher education in art. 

Coincidentally, this migration prevented him from being deported to Central 

Asia along with other Koreans from his hometown in 1937. He continued 

his studies at the Leningrad Academy of Fine Arts and became an associate 

professor there. In 1953,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just recovering 

from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June 25, 1950 - July 27, 1953), Pen 

was dispatched to Pyeongyang as an adviser to the nascent Pyeongyang 

Institute of Fine Arts. However, after his brief return to Leningrad in 1954, 

Pen was block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rom revisiting the 

country. His refusal to become naturalized as a North Korean citizen, along 

with the purge of Soviet-aligned personnel in North Korea, had worked 

against him.  He developed a complex and multi-layered migrant identity 

through repeated contact with and estrangement from Korean society. 

The discrepancy between his ethnicity (Korean) and legal citizenship 

(Soviet) left Pen in a position tangential to both cultures. To survive in the 

central stage of the Soviet art world, he assumed the role of a ‘model 

minority’ citizen by maintaining his Korean identity while pledging 

allegiance to the Soviet ideology. His frequent depiction of North Korean 

subjects, as well as his use of Korean inscriptions, can be seen as a 

survival strategy. He also painted a large portrait of a Korean-Soviet 

‘Socialist Labor Hero’ Alexandra Han to praise the virtue of model 

minorities and assert his position in the Soviet Union. That Pen used his 

cultural backgroun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Soviet viewers is also 

evident from his etchings in the 1970s, peppered with ‘Orient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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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created numerous works of a ‘cosmopolitan’ nature, such as People 

of Our Time (1969-1973), the Pushkin Festival series (1975), and images of 

black people. Simultaneously, with the advent of the high détente 

(1970-1975), the Soviet Union sought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developing world. This shift in international affairs coincided with Pen’s 

personal desire to find a place for himself in the world. If his host culture 

encompassed the world, he could consider himself a global citizen, instead 

of an outsider. 

Two major trends stand out in Pen’s works from the 1980s: first, works 

that feature masterpieces of the Western art tradition or scenes from his trip 

to Western countries; second, artworks reminiscent of his hometown in 

Primorsky or North Korea. The former show that the alleviation of political 

tension in Soviet society let him focus more on his artistic creation than on 

propagating state ideology. This shift in the social milieu can be held 

accountable for the Korean-related works in the mid-1980s. Until then, he 

had kept the use of his Korean-ness in artworks limited. Thu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cosmopolitan attitude during the 1970s and the 

heightened sense of security following his promotion to full professor, the 

changed circumstances of the 1980s helped Pen create art that displayed his 

Korean identity to a level hitherto unseen.

  

Keywords: Pen Varlen, Leningrad Academy of Fine Arts, Socialist Realism, 

Diaspora, Korean-Soviet,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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