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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lection on literature critique and 
history investigation method

Choi Youl(Art Critic) 

Go Heedong, who is 74 years old, looked back on his life in his last retrospective writing 
‹50 year life of a painter› that was written in January 1959. 

“I came back to my homeland after 6 years of studying abroad with a paper that 
people call a graduate certification. At that time, the whole society didn’t know what 
painting is. And they had no understanding about western painting. When they looked 
at oil painting, they criticized the painting by saying the brushstrokes are like chicken’
s droppings, an evil smell comes out from the painting. When they saw a nude painting, 
they felt embarrassed and compared it with pornography. To cast my memory back to 
the days, it seems like I was the only one who had a lonely suffering. It also makes me 
wonder that how people had closed eyes for new generation, new knowledge, and new 
examination in the past. However, recently I feel people’s obsession with newness goes 
too far to exceed.” 

�e consciousness of Go Heedong is summarized as contempt for others and self-
respect. �e consciousness has been matured after Go Heedong showed a glimpse of it 
in the retrospective in 1937 when he was 52. Eighteen years later, his retrospective writ-
ing approached its completion in February 1954. Go Heedong presented more writings 
that had a relationship with the consciousness. Finally, Go Heedong distorted and disre-
garded ‘Junsahoe’ because of their ignorance about western art while he respected him-
self as a person who endured the hardship and loneliness in his last retrospective writing 
‹50 year life of a painter›. People usually can not express this kind of opinion unless they 
achieved the final state of realization about their identity.

Go Heedong was a person who received the highest praise and honored names 
from most people for his entire 80 years of life. �e compliments began from Leehag-
wan (Kim Moonjip) in 1931 when he was 46. Although Leehagwan’s writing was short, 
its content of compliments was magnificent. Go Heedong was described as a person 
who founded Seohwa Hyeophoe as a person who achieved the name of artist rather 
than ‘skilled–man’ with Lee Doyoung, and fought solely for continuation of the associa-
tion. Seohwa Hyeophoe is an association of Korean artists who paint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and calligraphy works. The praise was more than what a 46 year-old artist 
deserved. Gu Bonwoong gave Go Heedong the title of ‘head of an organization on the 
side of guidance’ in 1937 when he was 52 years old. In addition, Gu Bonwoong called 
Go Heedong as an endeavor person for foundation of Suhhwa Hyeophoe in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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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re is a shadow when sun shines. According to a document Oh Ilyoung 
recorded, Go Heedong had been called a ‘secret dictator’. After 1940, Yoon Heesoon 
called Go Heedong as ‘suicidal, coward’ to disregard him. It is true that Go Heedong 
had the credit of establishing Suhhwa Hyeophoe as a frontier in 1941. At the same time, 
he received epithetic names such as a dictator.

Go Heedong was invited as a western painter and called the blossom of the west-
ern painting field with Kim Gwanho in 1937 when he was 52 years old. He was called 
the beginning of western painters, the most powerful and effective name in Korean art 
history, for the first time in 1938. From the year 1939, Go Heedong was known as the 
predecessor of western painting area and the dawning of western painting area after his 
name ‘importer of newness’.

In 1954, Go Heedong defined his predecessors as subjective beings by binding 
them as a group of Seohwaga. He differentiated himself from the predecessors by calling 
himself as the founder of Seohwa Hyeophoe. Later, he felt ashamed of the title in 1958 
when he became 72 years old. He changed the title to a person who is in partial charge 
of Seohwa Hyeophoe with Lee Doyoung. However, the shame did not last long, and he 
came back to his disregarding attitude towards others.

Although Go Heedong criticized and disregarded the Korean art world around 
1910, he did not take an attitude of respecting and giving prominence to himself before 
1937 when he was 52 years old. �e announcement of himself as a founder of Seohwa 
Hyeophoe was sudden, and it took him eighteen years more to choose another title for 
himself. He was perhaps in the stage of ripening himself. However, he placed his precur-
sors as objective beings of calligraphic painters and defined himself as a subjective artist.

In 1931, Kim Moonjip credited Go Heedong as a founder of Joseon Seohwa 
Hyeophoe with Lee Doyoung when Go Heedong was 46 years old. Go Heedong men-
tioned the credited position six years later which is an ambiguous point of time for the 
repetition. In 1954 and 1958, he put himself in the position of organizer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he confrontation of the old school and new school, Seohwa and art, 
the predecessor and him,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Go Heedong did not make any 
ambiguous statement at this time. However, he kept the ambiguous statement by keep-
ing an unclear distinction between his work and Lee Doyoung’s work in the subject of 
exhibition, catalog, and education. He did not bring out any statement or explanation 
about the root of Yanghwaga because he thought it was a clear fact.

Go Heedong gave an effective speech by adding an example that brought a strong 
impression. Especially, his descriptions of a taffy seller and Dalgiddong for oil paint-
ing tools were two of the most successful depictions. He mentioned a taffy seller first in 
1937 and added a cigarette seller and Dalgiddong plaster later in 1941. He repeated the 
descriptions regularly since 1954. As the intensity of descriptive words got strong, the ret-
rospective writing was intensified and detailed gradually according to the tim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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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discussion with Goo Bonwoong in 1937, he had taken an attitude 
toward harmony and coexistence. The distinction between an old school and a new 
school was not about confrontation and discord between the precursors and him. In 
other words, the artistic movement of consciousness occurred from Hwan, and Seohwa 
Hyeophoe was built by the vitality of the movement in destiny after Ahn Joongsik in 
1935. 

However, his intention to disregard others and respect himself became strong 
after the death of Lee Doyoung. While he became a target of compliment and critique, 
Go Heedong’s characteristic of self-conceit was reinforced. Moreover, his boundary of 
moderation was destroyed after the maturity and deaths of Joseon Seohwa Hyeophoe 
founders, including Oh Sechang in 1954. If the retrospective writing repeated the same 
content, the literature would not draw people’s attention. �ere are two excellent meth-
ods in his writing. First, Go Heedong used the contrary between contempt and respect 
effectively. Gradation of repetition and evolution is the second method.

�e entire literature of retrospection was chosen by Lee Kyoungsung for his inves-
tigational thesis. �e literature shows interposition of western art into Korea that was 
based on positivism for its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Lee Kyoungsung did not 
edit any part of the literature. �is fact placed the literature of Go Heedong on the level 
of the original text. Lee Kyoungsung shows the same opinion and perspective on degen-
eration of Korean art, disregarding of Seohwa around 1910, and westernization from Go 
Heedong’s literature. Lee Kyoungsung’s writing is successive to Go Heedong’s literature 
in Korea’s contemporary art history.

�is writing is for division of the truths and virtual images, not for Go Heedong’
s world view and perspective that Lee Kyoungsung received just as it was. �e separa-
tionof facts and argument from Go Heedong’s retrospective literature helps the division. 
Although Silsagusi (實事求是 study the truth based on the fact) and Gamgonhyung-
pyeon (鑒空衡平 a vacant mirror and a fair balance) are used as a tool for identification 
and critique method, it seems that the method did not achieve the level of Shilsagoosi.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through the level of Gamgonghyungpyeon and Jorigy-
etong (條理系統 a coherence of natuoalis ratio makes a system), investigations that have 
a relationship with Go Heedong should be delayed. Nevertheless, I hope this writing 
can give people who study art of the westernization period a chance to reflect themselves 
and have deeper understanding from Lee Kyoungsung and Go Heedong’s literature. 
Moreover, it would be a pleasure if this writing can contribute to Korean art history that 
has been subject to carelessness of critique and identification. 

Keywords:  Go Heedong (高羲東), Ahn Joongsik (安中植), Lee Doyoung (李道榮), Tokyo 
School of Art (東京美術學校), Joseon Seohwa Hyeophoe (朝鮮書畵協會), 
reflection on literature critique, reflection on history investig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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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본 글은 고희동(高羲東 1886~1965)의 회고 문헌(回顧文獻)을 실증의 근거로 사용한 

이경성(李慶成 1919~2009)의 문헌실증 방법론(文獻實證方法論)에 대한 의구심으로

부터 시작한다.1 왜 의심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은 제2장에서 제시할 문헌비판 및 고

증의 최초 과정인 치의자득(致疑自得)의 방법론 단계와도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한국 

근대미술사학의 비조 이경성이 수행한 근대미술사의 여러 성취에 대하여, 철저한 문헌 

수집과 해독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한 실증의 결과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경성이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시대의 문헌을 다시 수집하고 해독하

는 과정에서 이경성의 연구가 연구자의 특정한 관점을 관철시킨 가치판단형(價値判斷

型) 문헌실증이었음을 인식하면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2

이 글에서는 발생한 의문에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이경성 미술사학 방법론

의 핵심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어 조선후기 학자들이 제출한 문헌비판과 고증 방법

론을 탐구한 다음, 제3장에서 이경성 미술사 연구논문이 고증 및 비판 없이 그대로 인

용한 고희동의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고증, 비판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금

껏 고증과 비판 없이 이뤄지고 있는 고희동 문헌 인용 관행은 물론 또 다른 미술인의 

회고문 및 여러 문헌에 대한 고증과 비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기를 기

대한다. 

1 – 1 이경성 문헌실증 방법론의 문제 

한국근대시기를 대상으로 삼는 근대미술사학3은 이경성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기원을 이루는 문헌은 1959년에 발표한 ‹한국 회화의 근대적 과정›4이다. 이 글에서 이

1 이 글을 발표하던 11월 14일만 해도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미국 뉴욕에서 생존해 
계셨지만 논문을 마무리하여 제출할 때인 11월 27일(미국 현지시간 11월 26일 오후 10시 30분) 
타계하였다. 삼가 명복을 빌며 이 글을 영전에 올린다. 

2 최열, ‹근대미술사 서술의 관점과 그 기원 –  1950~1960년대 이경성의 미술사학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제17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6. 

3 한국근대시기 설정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경성의 연구 
대상에 한정하여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기를 대상으로 삼는다. 

4 이경성, ‹한국 회화의 근대적 과정›, «논총», 이대한국문화연구원 제1집, 이화여자대학교, 
1959.(이경성, «한국근대미술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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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은 “최근 수집한 신문, 잡지 그리고 몇몇 미술가의 회고담”을 기초로 삼는다고 천

명하였다. 특히 그가 자신의 방법을 “문헌적(文獻的)으로 부조(浮彫)”하는 수법이라고 

밝혀둔 바처럼 이경성의 사학은 문헌실증주의(文獻實證主義) 사학(史學)이었다.5 이

같은 문헌실증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경성은 서술 대상 미술인이 생존해 있으

므로 그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곡해(曲解)와 와전(訛傳)”을 바로 잡고자 함

이었다고 밝혀두었다. 

실제로 이경성은 문헌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해당 시기 미술사 현상을 재

구성해 나갔는데 이 때부터 1973년까지 15년 동안 발표한 아홉 꼭지의 논문을 묶어 간

행한 «한국근대미술연구»6가 그 성과물이다. 그 성과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후학에

게 수용되었고 동일한 반복이 이어짐에 따라 다음 세대에까지 의심 없이 계승되어나

갔다. ‘주어진 사실(事實)을 재구성(再構成)’한 것으로서 의심할 바 없는 객관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경성은 ‘문헌’에 드러난 ‘검증(檢證) 가능한 현상(現象)’만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경성은 자신의 ‘관점(觀點)’7을 문헌부조 과정에 부단히 개입시켰다. 

여러 문헌 가운데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문헌을 수용하거나 하나의 문헌에서도 그 

내용 가운데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부조수법은 ‘주어진 사실을 재

구성’하는 객관성(客觀性) 강조의 서술이 아니라 결국 ‘특정한 문헌만을 선별 인용’하

5 최열, ‹근대미술사 서술의 관점과 그 기원 –  1950~1960년대 이경성의 미술사학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제17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6. 

6 이경성, «한국근대미술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7 이경성의 관점은 본 글의 주제가 아니기에 상론을 피하거니와 이경성이 설정하고 있는 관점은 

‘서구화론, 서구미술 이식사론(移植史論)’과 같은 서구지향에 사로잡힌 서구중심주의와 
더불어 그 옆에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두 가지다. 이러한 ‘관점의 
중첩성’(최열, ‹근대미술사 서술의 관점과 그 기원 –  1950~1960년대 이경성의 미술사학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제17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6, 90쪽)은 이경성이 당대 사학 일반의 
외부충격론(外部衝擊論)과 내재발전론(內在發展論)을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였던 
것인데 외부충격론은 이식사관, 내재발전론은 민족사관을 거점에 둔 것이었다. 이경성은 그 
사관(史觀)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았고 “중심에 서구중심주의를, 주변에 민족사학론을” 
배치하는 포괄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161

문헌고증 방법론과 고희동 문헌 비판



는 주관성(主觀性) 강조의 ‘가치판단형 서술’을 탄생시켰던 것이다.8

이와 같은 관점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경성은 고희동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이를테면 근대미술사를 ‘왜곡된 근대’로 규정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의 대부분이 고희

동의 문헌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고희동 문헌을 사용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럼 가장 유력하게 인용한 문헌에 담겨 있는 사실과 주장을 검증하는 문헌비판 및 고

증 과정을 엄격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1 – 2 문헌비판 방법론 

본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문제의 핵심은 곧 문헌비판 및 고증이다. 문헌비판 및 고증이

란 문헌을 다루는 방법론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문헌에 담긴 사실(事實)과 주장(主張), 정보(情報)와 관점(觀點)을 분리하

여 각각을 검증하고 연관 관계(聯關關係)를 탐색하는 문헌비판 과정”9 

문헌비판이란 연구를 위해 수집한 문헌을 분석하면서 수행하는 최초 단계이자 문헌고

증(文獻考證) 전 과정 내내 관철시켜야 하고 또한 최종에 이르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

치지 않는 검증(檢證)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문헌고증이란 내용을 파악하는 주석(註

釋)이라든지 훈고(訓詁)와 같은 다양한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다. 비판은 다음 제2장에

서 제시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론 단계이며 고증은 곧 감공형평(鑒空衡平)의 

방법론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경성이 말하는 ‘문헌부조’란 문헌고증 전 과정을 

마친 뒤에야 수행하는 내용의 재구성 단계로서 최종 과정일 뿐이다. 

문헌부조 수법을 시행하기 이전 부조의 재료로 사용하는 문헌이 곧 검증의 대상

이다. 그 검증과정이 곧 비판과 고증인데 이 과정은 문헌의 출처(出處)와 저자(著者), 

그 시대(時代)는 물론 담고 있는 문장이 지시하고 있는 바의 내용 전반에 대한 동시대 

미술사와의 연관관계를 추궁함으로써 사실과 정보를 명료하게 확인하고 주장과 관점

8 문제는 관점을 수립하고 주관성을 강조하며 가치판단을 꾀해나갔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판단형 서술이야말로 한 연구자에게 있어 가능한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학문행위일 것이다. 

9 최열, ‹근대미술사 서술의 관점과 그 기원 –  1950~1960년대 이경성의 미술사학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제17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6, 91쪽 각주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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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시켜내는 일이다. 이 때 한 문헌이 지시하는 내용이 다른 문헌이 지시하는 내용

과 상이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니와 이 단계에서 또 다른 문헌을 통해 지시 내용을 

추궁하는 과정이야말로 문헌비판 및 고증의 주요 과정이다.10 

한편 문헌비판을 수행하는 주체인 학자의 관점 문제는 문헌비판의 근본문제이

다. 이 과정은 다음 제2장에서 제시할 조리계통(條理系統)의 방법론 단계로써 자칫 혼

선에 빠질 우려가 가장 큰 영역이다. 이경성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의 관점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는 주체는 ‘주어진 사실’을 객관화하는 실증 과정을 무시하려는 유혹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수집한 자료 가운데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理想的) 가치에 부

합하는 문헌만을 취사선별(取捨選別)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헌비판을 무

력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자 자신의 관점은 대상을 판단하는 가치준거(價値準據)로서 당연히 존재하는 

당위(當爲)의 영역이다. 하지만 주어진 사실로서의 수집한 문헌에 대한 비판과 고증은 

관점을 개입시키기 이전 전제(前提)의 영역이며 바로 이 영역에서 요청되는 것은 가능

한 실사구시의 객관화 태도일 것이다. 

제2장 조선후기 문헌비판과 고증 방법론 

2 – 1 치의자득(致疑自得) 

17세기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비롯한 호서(湖西) 지역 학계에서 형성된 학풍

을 근수학풍(謹守學風)이라 하는데11 18세기 조선 문예부흥의 위대한 스승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근수학풍에 대하여 다음처럼 비유하였다. 

“지금 학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망(禁網)을 설치해 놓고 칼과 톱으로써 사

람을 기다린다. 조금 아는 것 외에는 입도 열지 못하고 대추를 씹지도 않고 

그냥 먹는 것처럼, 견양(見樣)만 보고 오이를 그리는 것처럼, 아무 맛도 의미

10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사실에 대해 직접 서술한 문헌이 다양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극히 소략한 경우에는 간접 서술 문헌을 통해 추궁하는 수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11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학풍연구», 혜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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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르면서 억지로 대답하는 것을 고상한 취미로 여긴다. 그 뼈와 살이 어디

에 붙었는지도 깨닫지 못하므로 소위 유자(儒者)로 자부하는 자가 소털처럼 

많아도 그 중에 참으로 깨달은 자는 기린처럼 보기가 어려우니 슬프구나.”12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말라는 바 저 근수학풍이야말로 ‘칼과 톱으로 사람을 써는 짓’

이라고 비유한 이익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스승을 섬기는데 의문을 숨길 수 없다[事師

無隱]”13고 하였다. 또 이익은 «논어(論語)»의 ‹공야장(公冶長)›에 “아랫 사람에게 묻

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不耻下問]”14는 말을 인용하였다. 제자는 스승의 학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스승은 제자에게 질문하는 학풍을 거리낌 없이 천명한 것이다. 그 

까닭은 “고금 풍속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언어가 지방에 따라 다르다”15는 데 있었다. 

이처럼 시대와 지방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므로 의문과 질문은 스승과 제자 사이만 나

눠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쏟고 힘을 다해서 널리 찾아 옛사람의 본뜻을 깨

달으려고 여럿의 말을 모아 가리되 비록 농담과 낭설(妄說)일지라도 자세

히 살피고 진실로 괴상하고 잘못되어 이치에 어긋난 말도 용납하여 허물삼

지 않는다.”16 

이처럼 자유롭고 폭넓은 학문 태도를 지닌 스승 이익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하기를 

“의문을 갖고[致疑] 경전학습에 임할 때 비로소 원하는 학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17

고 강조하였던 것인데 또 다른 제자에게 다음처럼 말하였다. 

“조금 의심하면 조금 진보하고[小疑則小進], 크게 의심을 가지면 크게 진보

한다[大疑則大進]고 주자(朱子)가 말했다. 의심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막지 

12 이익, 불치하문(不耻下問), ‹경사문(經史門)›, «성호사설(星湖僿說)».
13 이익, ‹답이외암(答李畏庵)›, «성호전집(星湖全集)».
14 ‹공야장(公冶長)›, «논어(論語)».
15 이익, 불치하문(不耻下問), ‹경사문(經史門)›, «성호사설(星湖僿說)».
16 이익, 불치하문(不耻下問), ‹경사문(經史門)›, «성호사설(星湖僿說)».
17 이익, ‹답우대래(答禹大來)›, «성호전집(星湖全集)».

164

조형_아카이브



말아야 한다. 만약 마음 속으로는 의심이 드는데도 그냥 겉으로만 따른다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有疑而至

於無疑] 군자(君子)의 학문 차례인데, 세속의 학자들은 대저 의심을 갖지 않

는 이[不致疑者]가 많으니 실로 비웃을만 하다.”18 

또한 이익은 제자이자 18세기의 빼어난 학자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학문의 요

지를 질문하자 “그러나 학문이란 자득(自得)하는 일이 귀한 것이다”19라고 답변해 주었

다. 이익의 이와 같은 치의(致疑)와 자득(自得)의 학문요지가 이후 성호학파(星湖學派)

에게 전해져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까지 이르러 거대한 학문의 바다를 이룩한 

힘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20 

성호학파 학풍의 계승자인 정약용은 1790년 겨울 정조(正祖)가 질문하자 ‹십삼

경책(十三經策)›을 지어 올렸는 바 경서(經書) 해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는 전하여 들은 것으로써, 둘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써, 셋째는 자기의 의사

로써 해석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의사로써 해석하는 것이야말

로 “천백 년 뒤 출생했더라도 능히 천백 년 이상의 것을 초연히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

다”라고 답변하였다. 과거 성현(聖賢)의 해석과 자기 스승의 해석보다도 스스로 해석

함을 무엇보다도 앞세운 것은 성호학파의 학풍 그대로였다.21

정약용은 나아가 주자(朱子)를 존신(尊信)하고 다른 학설을 금지한 명(明)나라 

때 이래 여타 학설이 유통되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애당초 학문의 이동설(異同說)과 경적(經籍)의 신구본(新舊本)이 있는 줄

을 모른 채 굳어진 학설만을 따르고 세속의 학문만을 숭상하여 마치 하늘이 

18 이익, ‹답안백순(答安百順)›, «성호전집(星湖全集)».
19 안정복, ‹함장록(函丈錄)›, «순암집(順菴集)».
20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학풍 연구», 혜안, 2003.
21 정약용은 그러므로 학파의 종장(宗匠) 이익의 저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호사설(星湖僿說)»은 후세에 전할 만한 올바른 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글과 자신의 의논을 뒤섞어서 책을 만들었으므로 올바른 의례(義例)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정약용, ‹두 아들에게 부침›,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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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것으로 알 뿐 자기의 총명을 폐쇄해 버렸습니다.”22 

2 – 2 실사구시(實事求是) 

19세기 전반기 대학자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은 고증에 매달리는 당시 “엄박(淹

博)만을 다투고 오직 신기(新奇)에만 힘쓰는” 한학(漢學)에 대하여 “단지 자신의 견해

일 뿐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하였다.23 

김매순은 당색(黨色)이 달랐음에도 정약용이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고증학의 대

작 «매씨서평(梅氏書評)»을 보고 “지론(持論)의 공평함과 방법의 정교로움이 글자마

다 저울추와 같아서 몹시 저의 마음에 들어 맞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간절히 

우러러 감탄하는 바”라고 찬양하였다.24 

또한 김매순과 더불어 연대문장(淵臺文章)이란 찬사를 획득한 19세기 전반의 대

학자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박학(博學)을 지지하여 “그러므로 견문을 넓히지 

않고서 박학(博學)한 선비와 군자가 된 옛 사람은 있지 않다” 25고 했던 학자였다. 다만 

“나는 고증(考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증을 먼저하고 의리(義理)를 뒤로 미루는 

것을 나쁘다고 한다”26고 하였는데 저명한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에서 다음처럼 

지적하였다. 

“근세 중국의 유자들 다수가 송유(宋儒)들이 공언(空言)을 한다고 배척하

고, 고증(考證)으로써 실(實)을 징거(徵據)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나는 주경(主敬), 구방심(求放心)의 공부와 편방(偏傍), 음고(音詰)의 분

변(分辨)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실용이 되는지 모르겠다.”27 

22 정약용, ‹십삼경책(十三經策)›,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23 김매순, ‹궐여산필(闕餘散筆)›, «대산집(臺山集)». (최영성, «한국유학통사»하, 심산, 2006, 

61쪽)
24 김매순, ‹답정승지(答丁承旨)›, «대산집(臺山集)». (최영성, «한국유학통사»하, 심산, 2006, 

63쪽)
25 홍석주, ‹서(序)›,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
26 홍석주, «학강산필(鶴岡散筆)».
27 홍석주,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 «연천집(淵泉集)».

166

조형_아카이브



19세기에 이르러 금석고증학(金石考證學)이 학예주의(學藝主義)의 단계로 나아감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목적을 세우는 경세주의(經世主義)가 지식인 사이에서 실종되

어가는 풍토에 대한 비판이었다. 

학문은 이익이 ‹논어수장(論語首章)›에 말한 바의 “부끄러움이 없어서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윤택하여지므로 그 즐거움[樂]”28이지만 또한 ‹송시(誦詩)›에 말한 바

처럼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위한 것이었다. 

“경서를 궁구함은 장차 치용(致用)하기 위함이다. 경전을 해석하면서 천하

만사(天下萬事)에 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책을 읽는데 능할 뿐이다.”29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이은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家誡)›에서 “대체로 

저서하는 법은 경적(經籍)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고 그 다음은 경세(經世)와 택민(澤

民)의 학문이어야 한다”30고 하였다. 정약용은 그와 같은 자세로 저술함에 있어 “명성

(名聲)을 보전하려는” 태도와 “해박(該博)과 많은 문견(聞見)을 자랑하는” 태도를 배척

하고 “실용적(實用的)이며 실리적(實理的)인 것에 기준을 세웠다”고 하였으며31 경전

(經典)을 주소(注疏)하면서도 “감히 훼예(毁譽)로써 문장을 늘이거나 줄이지 않았습니

다”라고 하였다.32 나아가 시(詩)를 지음에 있어 “자기의 이해(利害)에만 관계되는 것”

을 배척해야 한다고 하였다.33

2 – 3 감공형평(鑒空衡平) 

의문에 힘쓰는 치의(致疑)는 비단 문헌고증학에서만 요청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문헌

의 내용을 스스로의 것으로 얻는 자득(自得)의 전제를 이루므로 문헌을 의심하는 일은 

28 이익, 논어수장(論語首章), ‹경사문(經史門)›, «성호사설(星湖僿說)».
29 이익, 송시(誦詩), ‹경사문(經史門)›, «성호사설(星湖僿說)».
30 정약용,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家誡)›,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31 정약용, ‹두 아들에게 부침›,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32 정약용, ‹정산(鼎山*金基叙)에게 답함›,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33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항상 힘이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고 재물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고자 하여 배회하면서 차마 그들을 버려둘 수 없는 뜻을 둔 뒤에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이해에만 관계되는 것일 뿐이라면 이는 시라 할 수 없는 
것이다.”(정약용, ‹두 아들에게 보임›,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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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증학의 출발이다. 문헌고증학은 형식에서 출처(出處)와 성격(性格), 내용에서 

사실(事實)과 의미(意味)를 밝히는 학문이다. 문헌의 형식과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그

대로 취한다면 그 문헌이 말하는 바의 내용은 내 것이 아니고 그 문헌의 것일 뿐이다. 

정약용은 “끝까지 연구하여 끝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하여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

하고 지식을 궁극에까지 도달하게 한다는 «대학(大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강

조하였고 그 수단으로 “한 종류의 책을 읽을 때 아울러서 수백 가지의 책을 널리 상고

(詳考)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끝까지 궁구(窮究)함으로써 내 것이 될 것이다.34 

정약용은 동진(東晋) 시대 매색(梅賾)의 ‹상서(尙書)›에 의심을 품고서 위작(僞

作)임을 증명하는 방대한 고증서(考證書) «매씨서평(梅氏書評)»을 완성하였다. 그리

고 ‹서(序)›에서 다음처럼 썼다.

“다만 시대만 표시한 것과, 아무 편(篇) 표시도 따로 없는 것까지를 각 편에 

나누어 집어넣고 위조한 말을 섞어 구차하게 문맥만 겨우 통하게 하여 «상

서(尙書)»라는 경전의 이름을 훔쳤으니 무릇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

는 사람들은 모두 연구하고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35 

그러므로 정약용이 말하기를 “독서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고훈(詁訓)을 밝혀야 한

다”고 하면서 “고훈이란 글자의 뜻인데 글자의 뜻이 통한 후에 구절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구절의 뜻이 통한 후에 문장을 분석할 수 있고 문장의 뜻이 통한 후에야 그 편

(篇)의 대의(大義)가 나타난다”36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정약용이 말하는 고훈이 곧 훈

고학(訓詁學)인데 이 학문이 바로 문헌고증학이다. 정약용의 문헌고증은 이해하고 분

석하는 것이 지극히 엄격하여 ‹답이여홍(答李汝弘)›에서 말하기를 ‘하나라도 사위(詐

僞)가 있으면 성(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경전을 연구함에 오직 시(是)만을 구하

고 시만을 따랐으며 시만을 지켰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바야흐로 학설(學說)을 취할 때는 널리 고증(考證)하고 정밀하게 탐구(探

34 정약용, ‹유아(游兒)에게 부침›,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35 정약용, ‹서›, «매씨서평(梅氏書評)».
36 정약용, ‹상서지원록서설(尙書知遠錄序說)›,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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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하였다. 마음 갖기를 마치 감공형평(鑒空衡平)하듯 하고 옥송(獄訟)을 

판단하듯 그 의미를 자세히 파헤친 뒤라야 감히 입설(立說)하였다.”37 

정약용은 문헌을 고증함에 있어 옥송을 판단하듯 하였거니와 학자가 어떤 문헌을 대

상으로 삼아 문헌에 담긴 사실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감공형평(鑒空衡平)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학자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특정한 관점(觀點)에 따라 대상 문

헌을 취한다면 그것은 곧 시(是)를 벗어난 사위(詐僞)일 뿐인 것이다. 

어떤 문헌을 자신의 입설(立說)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정약용의 감공

형평한 고증 과정을 전제하여야 하거니와 이것이 곧 이익이 안정복에게 말해 준 바 “나

는 그 실상(實狀)만을 추구하며”38라는 학문의 근원을 밝히는 태도이며 이것이야말로 

문헌비판(文獻批判)의 요체인 것이다. 

2 – 4 조리계통(條理系統) 

감공형평(鑒空衡平)한 고증을 한다고 해도 고증을 수행하는 학자 자신의 경향성은 고

증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그 연원은 정약용이 지적한대로 “문호(門戶)가 분열되어 

스승의 학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끼리는 한 당(黨)이 되

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마구 배격”39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는 오래된 것이었고 

이에 학자들은 보다 객관화된 저술방법을 모색하곤 했다. 

조선 박학(樸學)의 종(宗)40이라고 하는 신작(申綽 1760~1828)은 아우 신현(申

絢)에게 “훈고(訓詁)에 통하면 의(義)를 알 수 있다”고 하고서 “옛것으로써 옛것을 바

로잡고[以古訂古] 사리를 옛 것에 의탁했다[寄理在古]. 옛것에 있을 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다[古之有也 非吾有也]”라고 하였다.41 또 신작은 ‹상백씨(上伯氏)›에서 다음처럼 

말하였다. 

37 정약용, ‹답이여홍(答李汝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38 안정복, ‹함장록(函丈錄)›, «순암집(順菴集)».
39 정약용, ‹십삼경책(十三經策)›,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40 정양완, 심경호,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 1999, 424쪽. 
41 신현, ‹시차고후서(詩次故後序)›, «시차고(詩次故)». (최영성, «한국유학통사»하, 심산, 2006,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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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나의 

견해가 옛 사람의 견해에 미치지 못함을 안 뒤에, 자기를 버리고 옛 사람을 

쫓는다면 곧 참으로 깨달은 것이 된다. 만약 전하는대로 경전을 해석한다면 

책을 덮은 뒤에는 곧 내 것이 아니다.”42 

이와 같은 훈고의 방법을 궁구해 나간 신작은 또한 다음처럼 말하였다.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아름다울 뿐[美者自美] 나는 그 아름다움을 부여하

지 않는다[吾不與於其美]. 추한 것은 스스로 추할 뿐[惡者自惡] 나는 그 추

함을 부여하지 않는다[吾不與於其惡]. 오랜 것일수록 더욱 귀하고[唯知其

愈古者] 더욱 신빙성이 높다는 것만 알 뿐이다[爲愈貴愈徵而已].”43 

철저한 객관화를 추구하였는데 실증은 바로 이와 같은 객관성 유지를 생명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은 ‹의례(義例)›에서 «연려실기술(燃藜室記

述)»을 저술하는 태도를 밝혀둔 바 있다. 

“각 조(條)마다 인용한 책 이름을 밝혔으며 말을 깎아 줄인 것은 비록 많았

으나 감히 내 의견을 붙여 논평하지 아니하였으며 ‘술하기만 하고 작하지 아

니한다[述而不作]’ 는 공자(孔子)의 뜻을 따랐다. 동서 당파(東西黨派)가 나

눠진 뒤로 이편저편의 기록(記錄)에 헐뜯은 것, 칭찬한 것이 서로 반대되어 

있는데 편찬하는 이들이 한 편에만 치우친 이가 많았다. 나는 모두 사실 그

대로 수록하여 뒤에 독자들이 각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에 맡긴다.”44

이긍익이 내세운 ‘술이부작’의 저술태도는 단순히 자료를 쫓아 인용, 나열하는 것이 아

니었다. ‘말(末 *論評)만 자세하고 본(本 *事實)을 소홀히’ 한 «청야만집(靑野謾輯)»

42 신작, ‹상백씨(上伯氏)›, «석천유고(石泉遺稿)». (최영성, «한국유학통사»하, 심산, 2006, 34쪽)
43 신현, ‹시차고후서(詩次故後序)›, «시차고(詩次故)». (최영성, «한국유학통사»하, 심산, 2006, 

30쪽)
44 이긍익, ‹의례(義例)›,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1966~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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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료수집(資料收集)을 다하지 않은 채 빨리 저술함으로써 상세(詳細)한 데는 지

나치게 상세하고 소루(疏漏)한 데는 너무 소루하여 체단(軆段 *條理)이 서지 아니한” 

«춘파일월록(春坡日月錄)» 그리고 “산만하여 계통(系統)이 없고[無統] 또 말이 중복

된 것이 많아 열람(閱覽), 상고(詳考)하기가 어려운” «대동야승(大東野乘)»의 단점을 

비판한 토대 위에서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긍익의 술이부작은 폭넓은 “자료를 

얻는대로 분류(分類), 기록(記錄)”45하는 과정에 자신이 세운 조리(條理 *軆段)와 계통

(系統)을 관철해 나가는 방법이었다. 

정약용이 속학(俗學)을 벗어나는 길을 논하면서 “박문(博文)한 뒤에 약례(約禮)

하는 것은 오래된 법”이라고 한 것도 그와 같은 조리와 계통을 관철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었다. 먼저 정약용은 “해박한 선비로 하여금 서적을 널리 구해 들이고, 아울러 감

식(鑑識)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대로 선택하게 하여 경문(經文) 아래에 그 세대를 

참고하고 그 전주(箋注)를 싣되 그 중에 번잡한 것은 산삭(刪削)하고 중복된 것은 도태

(淘汰)합니다”46라고 그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기(綱紀)를 세워 

표준(標準)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 경전(經典)의 설(說)들이 어지럽고 뒤섞여서 그 강기(綱紀)가 없으니, 

진실로 정밀히 선택하고 널리 채취하여 그 표준(標準)을 알고 그 표준에 돌

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경(經)의 도(道)가 거의 꺼져갈 것입니다.”47 

또한 학예주의에 빠진 고증학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 김매순은 ‹궐여산필(闕餘

散筆)›에서 다음처럼 학문의 방법론을 종합하였다. 

“경전(經典)을 연구하고 옛 사람을 우러러 사모하는 데 뜻을 둔 사람은 마땅

히 제가의 설을 널리 취하고[博取羣言] 공정하게 듣고 보아[公聽並觀] 몸으

로 체득하고[體之以身] 마음으로 경험해야 한다[驗之以心]. 만약 인륜(人倫)

에 어긋나지 않고 세교(世敎)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보존할 만

45 이긍익, ‹의례(義例)›,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1966~1968.
46 정약용, ‹십삼경책(十三經策)›,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47 정약용, ‹십삼경책(十三經策)›,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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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또 반드시 선각대현(先覺大賢)들의 본받을만한 덕업(德業)과 믿

을 만한 언어(言語)를 표준으로 받들어서[奉爲標準]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살피고[고기취사考其取舍] 따르고 버릴 것을 결정해야 한다[定其從違].”48 

제3장 고희동 문헌고증 및 비판 

3 – 1 고희동 문헌과 기존의 비판 

고희동은 자신의 생애와 예술 활동에 대한 회고 및 자신과 관련된 미술계를 대상으로 

하는 회고를 다수 남겨놓았다. 그 유형은 첫째, 직접 집필한 문헌 둘째, 언론사 기자와

의 대담 셋째, 여러 인물이 모여 나눈 좌담이다. 또 그 밖의 인물들이 고희동에 대하여 

서술한 문헌들도 있다. 고희동에 대해 서술한 대표 연구자는 이경성이다. 연구자 이경

성은 첫째, 직접 고희동을 대상으로 삼거나 둘째, 관련 미술계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에

서 고희동의 문헌 및 관련 문헌에 크게 의존하였다.49

연구자 이경성이 1959년에 최초로 발표한 근대미술사 논문인 ‹한국회화의 근대

적 과정›50이 의존하고 있는 문헌은 고희동이 1954년 연이어 발표한 ‹나와 조선서화협

회 시대›51와 ‹나의 화필생활›52이다. 

그런데 고희동은 이 두 편의 회고문만을 남긴 것이 아니다. 가장 이른 회고로는 

44살 때인 1929년 1월의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53와 1930년 10월 ‹서화

협회 제10회 전람회를 앞두고›54이며 비평으로는 49살 때인 1934년 9월 ‹아직도 표현 

48 김매순, ‹궐여산필(闕餘散筆)›, «대산집(臺山集)». (최영성, «한국유학통사»하, 심산, 2006, 
64쪽)

49 이 글에서 주요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연구자 이구열 또한 고희동 문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구열, ‹서양화단의 태동›, «미술자료»14호, 1970 참고. («한국근대미술산고», 을유문화사, 
1972 재수록)

50 이경성, ‹한국회화의 근대적 과정›, «이대 한국문화원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원, 
1959. (이경성, «한국근대미술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재수록)

51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52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53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54 고희동, ‹서화협회 제10회 전람회를 앞두고›, «동아일보», 193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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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조선 산야의 미›55이다. 그런데 고희동의 문헌은 회고

와 비평이 습합되어 있어 뚜렷이 비평문으로 구분할만한 경

우가 흔치 않다. 따라서 대부분 회고로 파악해도 무방하거

니와 이후 1934년 11월 ‹관재 이도영군의 추도회를 지내

고›56는 특정 인물에 대한 회상록이다. 

대담과 좌담에도 대개 비평과 회고 성격이 습합되

어 있다. 가장 이른 기자와의 대담으로1935년 5월 ‹피곤

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

뿐인 서양화의 운명›57과 1937년 7월 화가 구본웅(具本雄 

1906~1953)과의 대담 ‹화단쌍곡선›,58 1939년 6월 기자와의 

대담 ‹여명기 회상록›59이 있으며 여러 인물이 모인 좌담으

로 1935년 1월 ‹민간단체의 강화책›,60 1941년 6월 ‹신문화 

들어오던 때›,61 ‹조선 신미술 문화 창정 대평의›62가 있다. 

6.25전쟁이 끝난 1954년 2월 69살에 이르러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 이경성을 비롯한 이

후 연구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대표 문헌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63를 발표한다. 다

음 달에도 ‹나의 화필생활›64을 연이어 발표하였고 73살 때인 1958년 12월 기자와의 6

회 연속 대담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 21~26회65를, 다음 해인 1959년 1월에는 

55 고희동, ‹아직도 표현 못한 조선 산야의 미›, «조선일보», 1934.9.27.
56 고희동, ‹관재 이도영군의 추도회를 지내고›, «조선중앙일보», 1934.11.20. 
57 대담 고희동, ‹피곤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뿐인 서양화의 

운명›상 – 하, «조선중앙일보», 1935.5.6~6.7.
58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0~22.
59 대담 고희동,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60 공진형, 도상봉, 김용준, 안종원, 고희동, 이종우, 박광진, 김중현, 장석표, 이용우 /동아일보사 측 

이여성, 이상범, 이마동, ‹민간단체의 강화책›, «동아일보», 1935.1.1.
61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신문화 들어오던 때›, «조광», 1941.6.
62 고희동, 이상범, 이여성, 고유섭, 길진섭, 심형구, 이쾌대, 김용준, 문학수, 최재덕, ‹조선 신미술 

문화 창정 대평의›, «춘추», 1941.6.
63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64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65 대담 고희동,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 21~26회, «서울신문», 1958.12.3~20.

고희동 1964년, «미술» 제1호, 

1964. 6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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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66을 집필했는데 직접 집필로는 이 글이 마지막

이었다. 좌담의 마지막은 1958년 1월 좌담 ‹예와 오늘에서 새것으로›67이다. 그 뒤 75

살 때인 1960년 1월 기자와의 대담 ‹춘곡 고희동씨의 근황›68, 9월에는 ‹일요방문 고희

동›69이 나왔고 그 뒤 잊혀진듯 했는데 79살 때인 1964년 6월 이구열(李龜烈 1932~)과

의 대담 ‹고희동›70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희동의 문헌은 지상에서 사라졌다. 

고희동이 남긴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과 비판 연구가 이뤄진 것은 1998년 최열

의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1910년대의 미술  – 서화협회의 주도세력›71에서이다. 최

열은 “고희동의 회고는 빗댈 이 없을 만큼 뛰어난 오세창(吳世昌 1864~1953), 안중식

(安中植 1861~1919), 이도영(李道榮 1884~1933)의 능력과 쟁쟁한 당대 화단 주도자

들의 지위와 역할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설득한 듯 썼지만 고희동은 

서화협회 발기인들 가운데 가장 어렸고 게다가 안중식, 조석진(趙錫晋 1853~1920) 문

하에서 그림을 시작한 제자였음을 떠올려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

화협회 주도세력을 고희동이 아닌 오세창, 안중식, 이도영으로 규정하였고 또 ‘조선 최

초의 미술전람회’에 대해서도 고희동이 한 회고에서 1915년 일본인과 자신을 비롯 몇

몇이 주선한 전시라고 한 회고에 대해 “이보다 앞선 때에도 숱한 전람회가 있었다”72

고 반론하였다. 같은 책 ‹1937년의 미술 – 서화협회전 마감›73에서는 고희동이 서화협

회 전시에 대해 일본 경찰이 허가 취소와 단체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회고한 데 대하

여 당시 구본웅, 오일영(吳一英 1896~1960무렵)의 글과 고희동 사후 이종우(李鍾禹 

1899~1981), 이승만(李承萬 1903~1975)의 회고문을 비교 검토하면서 반론하였다. 

다시 2006년에 간행한 «한국현대미술의 역사»74의 ‹연구의 자취와 관점의 전

66 고희동,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 «동아일보», 1959.1.5. 
67 고형곤, 고희동, 전택이, 정훈모, 주요섭, ‹예와 오늘에서 새것으로›, «동아일보», 1958.1.1.
68 대담 고희동, ‹춘곡 고희동씨의 근황›, «세계일보», 1960.1.4.
69 대담 고희동, ‹일요방문 고희동›, «조선일보», 1960.9.25.
70 고희동, 이구열, ‹고희동›, «미술»제1호, 1964.6. 
71 최열, ‹1910년대의 미술 – 서화협회 주도세력›,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109쪽.
72 최열, ‹1910년대의 미술 – 휘호회, 전람회›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의 미주 174번, 

118쪽. 
73 최열, ‹1937년의 미술 – 서화협회전 마감›,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385~386쪽.
74 최열, ‹연구의 자취와 관점의 전환›,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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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75에서 고희동의 증언에 대해 ‘사실 왜곡과 미화, 위장’으로 규정하고 ‘미술사의 왜

곡’을 불러일으킨 진원(震源)으로 지목하였으며76 같은 책 ‹1954년의 미술 – 고희동, 왜

곡 증언›77에서는 고희동의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78와 ‹나의 화필생활›79에 대한 

소략한 비판을 수행하였다. 

3 – 2 학업과 관료 시절 행장 

고희동 성장과정에서 24살 때인 1909년 2월 일본 

동경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행장(行狀)은 대한제

국시기 관료의 경력을 정리한 문서 «대한제국관

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80와 «승정원일

기(承政院日記)»의 기록을 함께 아우르면 가장 정

확하고 또 상세하다. 이 문서에는 역관(譯官) 가문

인 고희동 가문에서 관직에 나아간 고영주(高永周 

1840~1919), 고영희(高永喜 1849~1915), 고영철

(高永喆 1853~1912) 형제와 고희동, 고희경(高羲

敬 1873~?) 형제의 경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희동은 14살 때인 1899년 9월 관립 한성법

어학교(官立漢城法語學校)에 입학하여 프랑스어

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매년 우등상을 수상하는 우

수한 학생으로 정부 초빙 교사 프랑스인 도예가 레

미옹(Remion)과 인연을 맺고 있었다. 이 때 고희동

75 최열, ‹연구의 자취와 관점의 전환›,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26쪽에 “고희동이 
서구중심주의를 뿌리로 하여 뒤틀린 형태의 민족주의로 무장하고서 서로 엇갈리는 것들까지 
끌어 모아 자신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체험담을 – (중략) – 고희동은 증인의 지위를 벗어나 스스로 
근대의 비조, 문화개척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했고 끝내는 미술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집념을 보였다.” 고 썼다. 

76 최열, ‹연구의 자취와 관점의 전환›,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27쪽. 
77 최열, ‹1954년의 미술 – 고희동, 왜곡 증언›,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78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79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80 «대한제국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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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친 고영철은 1898년부터 고원군수(高原郡守)에 재직 중이었고 백부(伯父) 고영

희는 1899년 9월 학부 협판(學部協辦)에서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으로 부임하던 

때였으며 특히 외부(外部) 역관 주임 5등으로 근무하던 사촌형 고희경이 8월 22일 궁

내부 역관 주임관 4등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때였다. 

18살 때인 1903년 6월 한성법어학교에서 우등상을 수상하고 얼마 뒤 졸업했다. 

그 뒤 1년 여의 공백이 있다가 관직에 나가는데 조용만의 회고에 따르면 학교 졸업 직

후 영국(英國) 유학을 갈 뻔 했었다고 한다. 

“다시 해군 관비 유학생으로 영국에 갈 뻔 했다가 경비 문제로 실현되지 못

해 얼마 동안 놀다가 1903년(*1904년) 궁내부 주사로 임명되어”81

19살 때인 1904년 12월 17일자로 판임관(判任官)에 임명, 광학국(鑛學局) 주사(主事)

로 관직에 진출하여 프랑스어 통역 및 번역 업무에 종사하였다. 고희동이 관직에 진출

한 때는 부친 고영철이 10월 5일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으로 부임했다가 12월 7일 

퇴임한 직후였고 백부 고영희는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재직하고 있던 때였

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촌형 고희경이 궁내부 예식원(禮式院) 외무과장(外務課長)으

로 재직하고 있었다. 

관직에 나간지 4개월 만에 고희동은 1905년 3월 23일자로 판임관 5등, 궁내부(宮

內府) 주사(主事) 겸 외사과(外事課) 주사로 승진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조경단(肇慶

壇) 개수 감동(改修監董) 공로를 인정받아 6품, 1906년 3월 25일에는 판임관 4등으로 

승서(陞敍)하였다. 1906년 1월 경리원경(經理院卿)으로 부임한 백부 고영희는 1907년 

7월 18일 고종황제 강제퇴위과정에 참여하였고 10월 25일 유신 공로(維新功勞) 대한

제국 정부 훈1등 태극장, 10월 26일 일본국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수장하였

다. 이 시기 사촌형 고희경은 1906년 4월 예식원 부경(禮式院副卿) 칙임관(勅任官) 3

등에 올랐고 9월에 궁내부 예식관(宮內府禮式官)에 이르렀다. 

고희동은 1907년 1월 24일자로 황태자 전하 가례(嘉禮) 기념장을 수장하였는데 

이 때 사촌형 고희경이 기념은장(紀念銀章)을 수장하였다. 고희동은 8월 9일자로 궁내

부 대신관방(大臣官房) 서기랑(書記郞), 판임관 7급에 올랐으며 27일자로 순종황제 즉

81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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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식 때 기념장을 수장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촌형 고희경도 기념은장(紀念銀章)을 

수장하였다. 고희동은 12월 1일자로 판임관 2등에 승서하였다. 그리고 몇 일 뒤인 12월 

5일 황태자 이은(李垠 1897~1970)이 일본에 인질로 끌려갈 때 사촌 형 고희경이 동궁

대부(東宮大夫)로 함께 따라갔다. 

고희동은 백부 고영희가 법부대신(法部大臣)으로 재직 중이던 23살 때인 1908년 

3월 4일자로 황실 제의(祭儀), 전례(典禮),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궁내부 장예원(掌禮

院) 예식관(禮式官)에 임명되었다. 그 뒤 1909년 2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자

신의 능력과 가문의 후광이 결합되어 승진을 거듭한 관료였던 것이다. 

3 – 3 화도 입문에 대한 회고 

역관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황제를 곁에서 모시던 고희동이 서화 수업을 위해 안중식, 

조석진 문하에 입문한 시기를 명시한 최초의 공식 기록은 1940년 ‹십대화가의 약력›82

이란 언론 보도이다. 

“34년 전 소림(*조석진), 심전(*안중식) 양 선생 문하에서 관재(*이도영)와 

교유하고”83

1940년을 당해 연도로, 1939년을 1년 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볼 때 34년 전이

라면 고희동이 21살로 궁내부 주사로 근무하던 1906년인데 이 때 안중식, 조석진 문하

에서 이도영과 교유하고 있었다는 뜻인지 이 해에 처음 교유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954년 2월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84에서 고희동 스스로 입

문시절을 회고했는데 여기서 “내가 22세 시(47년 전)”로 “보호국으로 만든지 2년”이라

고 명시하였다. 이 때는 1907년이다. 앞서의 보도에서 지목한 1906년보다 한 해 뒤이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954년 3월 ‹나의 화필생활›85에서는 자신이 조석진, 안중식 

문하에 나간 때가 “21세시”로 “49년째가 되는 해”라고 하였다. 1954년을 49년째, 1953

82 ‹십대화가의 약력›, «동아일보», 1940.5.27.
83 ‹십대화가의 약력›, «동아일보», 1940.5.27.
84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85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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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48년째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볼 때 1906년이 1년째이므로 49년 전은 1905년

이다. 또 1958년 12월 ‹신미술이전기(新美術以前期)›86에서는 “화필을 든 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꼭 52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역산(逆算)해 보면 첫 해가 1907년이다. 그러

므로 고희동이 문하에 나간 해는 1905년에서 1907년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하 입문 시기를 1906년이라고 명시한 1954년 2월 69살 때의 회고 ‹나와 조선

서화협회 시대›에서 자신이 화업(畵業)을 시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 때 마침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국으로 만든지 2년(*1906년)이 되고 필

경 병합의 욕을 당하게 되던 4년 전(*1906년)이었다. 국가의 체모는 말할 수 

없이 되었다. 무엇이고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87

“무엇이고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문장은 그 ‘무엇’이 무엇인지 짐작할 

길이 없는 암호와 같다. 그런데 고희동의 행적을 보면 보호국가 전락에도 불구하고 분

주한 관료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고희동이 궁내부(宮內府) 주사(主事) 겸 외사과(外

事課) 주사, 판임관 5등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인 1905년 11월 일본은 을사보호조약

(乙巳保護條約) 강제체결을 통해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 대한제

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또 보호국으로 전락한 지 4개월 뒤인 1906년 3월 고희동은 판

임관 4등으로 승직하였다. 나아가 1907년 8월에도 궁내부 대신관방(大臣官房) 서기

랑(書記郞) 판임관 7급으로 승직했고 12월에는 판임관 2등으로 승직했으며 다음 해 

1908년 3월에도 장예원 예식관(禮式官)이 되었으니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던 것이다. 

특히 1907년 1월과 8월 두 차례나 기념장을 수장하였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근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른바 개인의 의욕상실, 자포자기, 현실도피 

심리와 근무태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개인의 심리를 당시 서화계, 미술계

에 적용해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보호국 전락 상황에서 당시 고종황제와 측근 관료가 전개한 다양하고 폭넓은 항

86 고희동,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1 ‹신미술이전기(新美術以前期)›, «서울신문», 
1958.12.3.

87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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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저항 활동88을 생각한다면 관료로서 고희동이 할 수 있는 ‘무엇(일)’은 너무도 많았

을 것이다. 그럼에도 50년이 지난 1954년 2월에 이르러 ‘무엇을 하려도 할 수 없었다’

고 간략히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고희동은 관료인 자신이 왜 화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

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보호국이며 나라 잃은 슬픔 또는 ‘무엇’이고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전제한 다음에야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저것 심중(心中)에 있는 것을 다 청산(淸算)하여 버리고 그

림의 세계와 주국(酒國)에로 갈 길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심전 안중식과 소

림 조석진 두 분 선생님 문하에를 나아갔다. 관재 이도영씨는 벌써 5년 전

(*1902~3)부터 심전 선생님께 다니며 연구를 하여서 성가(成家)를 하였다.”89 

그 ‘심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그 ‘심중’도 암호이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심중을 

청산하고서 선택했다는 ‘그림의 세계와 주국(酒國)’의 행위를 은일지사(隱逸志士)의 

선택에 비교해 보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관료로서 

더욱이 황제 측근 관료로서 황제와 국가에 관해 할 수 있는 “이것저것 심중에 있는 것”

이란 근황(勤皇) 및 구국(救國) 행동을 지시하는 낱말이다. 또한 실제로 고희동과 같은 

처지에 있던 측근 관료들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했다.90 ‘이것저것 심중’을 근황, 구국의 

구상이라고 해석한다면 ‘청산’이란 구상의 포기이며 ‘그림 및 술의 세계’란 퇴직과 낙향

과 유사한 세계이지만 여전히 재직하고 있는 관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고희동은 그 임무를 적시하지 않은 채 내용 없는 대명사(代名詞)인 ‘무엇’, 

형용사(形容詞) ‘심중’ 같은 낱말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모호하게 처리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4년 뒤 73살 때인 1958년 12월의 회고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

話)›91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되풀이하였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심중을 강도 높게 서

88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89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90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91 고희동,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1~26회, «서울신문», 1958.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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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는 방식을 구사했다. 먼저 연재 21회분 ‹신미술이전기(新美術以前期)›92에서 고

희동은 당시 기자에게 자신이 화필을 든지 꼭 52년이 되는 1907년인데 그 직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려는 야욕을 품고’ 보호국가로 전락시킨 사실을 설명하는 끝에 다

음과 같이 자신의 선택을 회고하였다. 

“나라 없는 민족의 비애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사모치기 시작하여 죽을 수

도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비분강개(悲憤慷慨) 하다가”93 

고희동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고민’하면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

고 또 “비분강개”했었다고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회고는 당시 자신이 우국지사

(憂國之士)임을 천명하는 토로이다. 

“그 때 문득 생각키운 것은 그림이나 그리고 술이나 먹고 살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고민하다가 나는 화포(畵布)의 세

계를 발견한 것이다.”94 

지난 1954년의 회고에서는 근황 및 구국의 심정을 포기하고서 화업을 선택했다고 하

였고 이번 회고에서는 우국지사의 심정을 간직한 상태에서 화업을 발견했다고 서술했

다. 관료의 임무 태만 및 현실 회피 수단으로 미술, 미술계를 선택했다는 고희동의 회고

는 단순한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림의 세계를 단지 개인의 태만과 회피 방법으

로 규정한 고희동의 생각은 바로 그 화업과 민족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인물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다. 당시 미술인으로 민족자강운동(民族自强運動), 애국계몽운동(愛國啓

蒙運動)의 최일선에 나선 인물이 곧 안중식, 오세창, 이도영이었다. 

92 고희동,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1 ‹신미술이전기(新美術以前期)›, «서울신문», 
1958.12.3.

93 고희동,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1 ‹신미술이전기(新美術以前期)›, «서울신문», 
1958.12.3.

94 고희동,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1 ‹신미술이전기(新美術以前期)›, «서울신문», 
195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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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동은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 22회분 ‹양화가 1호›95란 회고에서 

1906년 4월 처음으로 이도영을 만난 계기로 자신이 화도에 입문하였다고 했다. 

“치욕의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진 이듬 해 4월에 관재 이도영 동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관재는 벌써 3년 전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곧

잘 그린다는 평을 받고 있는 터이라 날마다 상종을 하는 동안에 나도 그림

을 배우겠다는 맘이 더욱 간절해져서 하루는 심전(心田*안중식) 선생을 찾

아뵙고 그 뜻을 전하고 다시 소림(小琳*조석진) 선생도 찾아서 결심을 설명

하고 화도(畵道)에 입문하였다.”96

일찍이 안중식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과 더불어 개화당원으로 오랜 세월 동지

였으며 1906년 3월 대한자강회 창립회원, 1907년 11월 대한협회 회원이었다. 더욱이 

고희동의 말 그대로라면 이도영(李道榮 1884~1933)이 안중식 문하로 안내한 인물인

데 이도영은 안중식 문하에 입문, 성장하면서 1905년 애국계몽운동단체 국민교육회 

편집원, 1906년 3월 대한자강회 간사, 1907년 11월 대한협회 교육부원으로 맹활약을 

전개하고 있던 민족자강 애국계몽운동 활동가였다. 안중식, 이도영 활동상을 알고 있

었을 고희동이었으며 더욱이 그 문하에 나갔던 고희동인데 그 문하에서의 화업이라

는 것을 현직 관료의 임무 태만, 현실 도피 수단이라고만 인식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1938년 6월 오일영은 고희동의 화업 입문 배경을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뇌락(磊落)한 흉금(胸襟)과 불기(不羈)의 정신은 환해도랑(宦海濤浪)에 

수파부침(隨波浮沈)함을 불기(不嗜)하여 교명(巧名)을 폐이(弊履)와 같이 

포각(抛却)하고 물외숙오자적(物外嘯傲自適)하는 화단생애(畵壇生涯)를 

동경하여”97 

오일영의 설명은 고희동이 ‘파도와 물결 같은 관직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을 그 근거로 

95 고희동, ‹양화가 제1호›1,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2, «서울신문», 1958. 12.6.
96 고희동, ‹양화가 제1호›1,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2, «서울신문», 1958. 12.6.
97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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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도 궁내부 관료로 재직하고 있었고 

더욱이 화업의 길에 접어들고 난 뒤에도 관직을 떠나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성품의 

문제로 이해할 일은 아니라 하겠다. 

3 – 4 조선 미술 쇠퇴론과 1910년대 서화계 인식 – 식민지시대의 회고 

고희동은 44살 때인 1929년 1월 발표한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98란 글에

서 과거 조선시대 미술을 평가함에 있어 “이조(李朝*조선)에 들어가서부터 미술이라

는 것이 통틀어 근본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고서 “명화(名畵)도 있었고 대가(大

家)도 있었지마는 사회로 보아서는 단체적 운동이라든지, 대중과 연결한 행동은 없었

다”고 하고 또 ‘과거의 상징’으로 도화서(圖畵署)를 거론하면서 화원이 천대(賤待)나 

박대(薄待)를 받았기에 결국 “소위 미술이 멸망(滅亡)된 것은 여러 말을 기다릴 까닭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고희동은 당시 식민지 조선을 휩쓸던 일본인 사학자들의 ‘식민사관’을 바탕

으로 삼는 이른바 ‘식민미술사관’99 및 ‘조선미술 쇠퇴론’100을 소유한 인물이었고101 따

라서 당연히 자신이 서양미술을 이식하여 정착시키기 이전의 조선 서화계에 대하여서

는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얼마 동안 공허적막(空虛寂寞)의 상태”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고희동은 이 글에서 ‘우리의 그림으로 구파(舊派)’와 ‘서양화로 신파(新派)’가 있

다고 구분했는데 이 두 세력이 모두 장래 기회를 엿보다가 서화협회를 창설하여 “조선

미술계를 갱기(更起)하는 힘”으로 작동하였다며 다음처럼 서화협회 창설 초기를 비유

하였다. 

“최근 10년여 년에야 신예술 운동이 시작되어 갱생(更生)이라고 할는지, 

죽었던 나무등걸에 새싹이 나오듯이 무슨 기맥(氣脈)이 돌게 되었다. – (중

략) – 마치 다 죽었던 어린 아해(兒孩)가 다시 살아나서 겨우 후간(喉間)에

98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99 최열, ‹안확, 최남선, 장지연의 미술사관›,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95~97쪽; 

‹식민미술사관›,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94쪽. 
100 최열, ‹조선미술 쇠퇴론›,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138~139쪽. 
101 최열, ‹고희동의 식민미술사관›,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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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걸린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는 소리 같았었다.”102 

여기서 말하는 바 ‘신예술운동’이란 엄밀하게 신파와 구파 합작의 결과인 서화협회를 

뜻하고 있지만 전체 문장의 의도로 보면 신파의 이식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인 듯 하다. 

그리고 1929년 이 글을 발표할 즈음은 갱생기(更生期)에 들어가 있고 ‘부흥기(復興期)’

와 ‘장성기(長成期)’를 거쳐 미래의 형세는 과거 멸망(滅亡)의 반비례로 될 것은 정한 

일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고희동은 서화협회 창설 이전의 시대를 멸망기(滅亡

期)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때까지만 해도 1910년대 전후 화단에 대한 

인식은 신파와 구파의 합작 상태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34년 9월 ‹아직도 표현 못한 조선 산야의 미›103

에 이르러 1910년대 전후 시기 ‘우리 그림으로 구파’라고 규정한 당대 서화가들의 풍토

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의지를 드러냈다. 

“전래(傳來)하는 화법(畵法)에 고착(固着)해서 판에 박아내는 듯하고 또는 

어느 그림을 지정하여서 그와 똑같이 그리면 가장 가작(佳作)이요 가치있

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므로 누구의 그림은 고대(古代)의 누구와 흡사하

다든지 또 누구는 어느 선생과 똑같다고 해서 장래에 대가(大家)에 이를 줄

로 신망(信望)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보는 바와 같이 모방(模倣)

하는 풍(風)도 아닙니다. 다만 앞선 사람의 발자국이나 밟아 가는 셈이요, 인

쇄하는 기계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참 맹목적인 인습(因襲)이었습니다. 어

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찌해서 인쇄를 하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104 

이러한 서술이 과도하다고 여겼던지 고희동은 ‘이것은 시대의 현상’이라고 하고서 이

어 ‘작품의 귀중한 가치는 창작(創作)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선의 자연미(自然

美) 탐색을 통해 ‘훌륭한 창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2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103 고희동, ‹아직도 표현못한 조선 산야의 미›, «조선일보», 1934.9.27.
104 고희동, ‹아직도 표현못한 조선 산야의 미›, «조선일보», 19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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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0살 때인 1935년 5월 고희동은 ‹피곤한 조선예술계›105라는 기자와의 

대담에서 “동양화계가 침체된 것보다 서양화계의 침체란 차라리 심한 편”이라고 규정

하고서 다음처럼 말하였다. 

“동양화계는 그래도 근대미술사조의 충동(衝動)으로 그 ‘환’이란 것에서 ‘예

술’에로 의식적 운동이 안심전(*안중식) 이후에 일어났었고 따라서 서화협

회도 그 기세(氣勢)를 타고 나온 것입니다만 서양화는 말씀대로 신인(新人)

이 해마다 느는 비례로 본다면 서양화계의 침체가 더욱 심각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106 

서양회화의 침체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사문(師門)의 스승 안중식의 ‘의식’과 서

화협회 창설 과정에서의 공적을 거론하는 발언을 덧붙이고 있음으로 미루어 이 때까

지만 해도 고희동은 1910년대 ‘구파(舊派)’의 수장인 안중식의 존재를 각인하는 가운데 

당대 서화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과 부정의 중첩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 때

에서 서양회화가 보다 진화한 미술이라는 이른바 ‘신파(新派)’의 입장은 여전했다. 

“한 가지 부언해 둘 것은 서양화의 그 발달된 연구방법입니다. 동양화의 발

전을 위해서도 서양화를 알아 둘 필요는 절실한 것이라 단언합니다.”107 

그로부터 2년 뒤인 1937년 7월 구본웅과의 대담 ‹화단쌍곡선›108에 이르러서는 예의 

조선미술 멸시관을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다음처럼 주장했다. 

“그림 자체로는 모두 중국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조선적인 것은 없어요. 당

105 고희동 담, ‹피곤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뿐인 서양화의 
운명›상~하, «조선중앙일보», 1935.5.6~6.7.

106 고희동 담, ‹피곤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뿐인 서양화의 
운명›상~하, «조선중앙일보», 1935.5.6~6.7.

107 고희동 담, ‹피곤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뿐인 서양화의 
운명›상~하, «조선중앙일보», 1935.5.6~6.7.

108 고희동, 구본웅 대담,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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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만 해도 오래니까 말할 것 없고 송(宋) 이후는 전부가 영향을 받았지요”109

그리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안견(安堅 1418?~1480?)에 대해 “역시 화의(畵意)는 중

국식” “화풍 역시 송원풍(宋元風)” “전부가 중국 영향”이라고 단언하고110 이어 김홍도, 

신윤복이 조선 정취(朝鮮情趣)가 풍부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윤복 이후의 시대에 대

해서는 조선 멸시관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 뒤로는 다시 중국풍을 본뜨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중국 화보나 모방하다

가 오늘날과 같이 되었으니까”111 

나아가 고희동은 “몇 백년 이래 그림 그리는 것을 계급적으로 천대(賤待)해 왔으며 나

아가 사회적으로는 그림에 대한 인식이 가속도로 퇴화(退化)해버렸지요”라고 함으로

써 조선미술 쇠퇴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3 – 5 1910년대 서화계에 대하여 – 1954년의 회고 

고희동은 69살 때인 1954년 2월 서화협회 창립 무렵 회고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112에서 당시 미술인 가운데 ‘화

단(畵壇), 단체(團體)’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또 창설 할 

때 ‘여러 선배’가 ‘미술(美術)’을 배제하고 ‘서화(書畵)’라는 

낱말을 채택했으며 또한 창립전을 하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작품을 내려고들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1910년대 서화계 전체, 선배 전원이 미

개(未開), 봉건(封建) 의식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바로 그 ‘선배’ 나아

가 자신의 스승 안중식 및 조석진을 거명하고 “두 분 선생님 

109 고희동, 구본웅 대담,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0~22.
110 고희동은 이어 ‘조선 정취를 찾으려면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아야한다’고 하였다. 
111 고희동, 구본웅 대담,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0~22.
112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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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門下)에를 나아가 얼마동안 다니다 보니”라고 전제한 뒤 다음처럼 썼다. 

“그 당시에 그리는 그림들은 모두가 중국인의 고금 화보(古今畵譜)를 펴놓

고 모방(模倣)하여 가며 어느 분수(分數)에 근사(近似)하면 제법 성가(成

家)하였다고 하는 것이며”113 

화가에 입문하면 중국 화보 모방으로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런 사정을 다음처럼 구체

화시켜 묘사하였다. 

“인물을 그린다하면 중국 고대의 문장(文章), 명필(名筆) 등으로 명성이 후

세에 이르기까지 높이 날리는 사람들이니, 예를 들면 명필에 왕희지(王羲之 

307~365무렵)라든지, 문장에 도연명(陶淵明 365~427)이라든지, 이태백(李

白 701~762), 소동파(蘇東坡 1036~1101) 등등인데 그것도 또한 중국화가

들이 이미 그려서 전해 오는 것을 옮겨 그리는 것뿐이었다. 풍경도 그러하

였고 건축물이며 기타 화병(花甁), 과실(果實) 등까지도 중국화보에서 보고 

옮기는 것이었다.”114 

고희동은 1개월 뒤에도 ‹나의 화필생활›115에서 당시 중국화보 모방 풍토를 되풀이 서

술하면서 새로운 소재를 추가하였다. 새 내용은 당시 모방 교재인 중국화보 이름을 열

거하는 것과 더불어 조선 대가의 작품을 대하는 당시 미술인의 태도를 거론한 대목이

다. 먼저 «개자원화보(芥子園畵譜)»와 «점석재총보(點石齋總譜)», «사산춘화보(沙

山春畵譜)», «해상명인화보(海上名人畵譜)», «시중화(詩中畵)»를 거론하고 이것을 

각별히 ‘중국인의 소작(所作)’이라고 명시해 두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 그림에 대한 인

식과 태도를 거론하였다. 

“우리의 그림이라고는 얻어 볼 수가 없다. 어찌하다가 단원(檀園 *金弘道 

1745~1806이후)이니 겸재(謙齋 *鄭敾 1676~1759)니 하는 대가의 그림의 

113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14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15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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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조각을 얻어 본대야 별 흥미를 주지 아니하였다”116 

다시 말해 당대에 ‘우리의 그림’인 김홍도, 정선의 작품을 배척하면서 ‘남의 그림’인 중

국화보만을 존숭하는 풍토였다는 것이다. 특히 고희동은 여기서 중국과 조선에서 회화

기법의 하나로 일반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준법(皴法)을 거론하여 다음처럼 지적했다. 

“그러한 방법(*준법)을 벗어나면 무식하다, 법(法)이 없다 하여 허용되지 아

니한다. 이것은 중국인들의 무문농필(舞文弄筆)하는 속에서 물체의 형상기

분(形象氣分)을 문자(文字)로 화(化)하여 후학자(後學者)에게 참고로 전하

여진 것이 인(因)하여 일종의 방정식(方程式)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은 화보만 들여다 보고, 그러한 등의 방법을 연습하는데 몰

두하였다”117 

고희동은 준법에 대해 ‘중국인들의’ 것임을 각별히 명시하고서 당시 화단에서 그 ‘방정

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이 준법 연습에 몰두하였다고 회고하

였던 것이다. 이어지는 회고문에서 그 같은 방정식 반복은 자신이 이 회고문을 쓰고 있

는 1954년의 시점에 이르러서야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제에 와서는 우리의 동양화가 그러한 지경(地境)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표현에 있어서 은연(隱然)히 우리의 독특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시

대의 세력에 눌려서 그것을 모방하고, 또 누구가 명화(名畵)라 하여 그 필법

을 입내내며, 뒤따라 가는 것은 예술가의 정신이 아니다”118 

그리고 다음처럼 자신이 입문해 화업을 시작했던 그 사문(師門)을 다음처럼 경멸했다. 

“이제에 있어 다시 돌이켜 생각하건대 무엇을 하려고 그리하였던가, 그대로 

116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117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118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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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잘 그리게 된다 하여도 중국인 화가의 입내나는 찌끼 밖에는 더 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119 

고희동의 회고는 자신이 안중식, 조석진 문하에 입문했을 때의 경험과 또한 1910년대 

전후 관찰했던 미술 교육방법 및 창작방법 그리고 당대 서화가의 의식과 예술세계의 

수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매우 강렬하게 비판하는 평가서이다. 

먼저 교육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희동의 경우 지극히 단순하게 설명했다. 임

모(臨摹)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중식 문하인 경묵당(耕墨堂)과 서화미술원 

교육방식은 첫째, 중국화보 임모 및 교수가 제작한 채본(彩本) 모사(模寫)와 둘째, 현

장 답사(踏査)와 실경 사생(寫生) 그리고 셋째, 교수의 화법 시범(示範)과 작품 지적(指

摘)이 모두 이뤄지고 있었다.120 고희동은 이처럼 다양한 교수방법 가운데 오직 한 가

지만을 선별하여 그것이 마치 당대 교수법의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처럼 규정했다. 설

령 안중식이 고희동에게만 중국화보 임모를 시켰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특

수한 경험일 뿐이므로 일반화시키는 일 또한 왜곡이라 할 것이다. 

화업에 입문한 자는 물론 일생 화업을 이어가는 화가라고 해도 고금 화보(古今畵

譜)를 곁에 끼고 임모(臨摹)와 방작(倣作)을 소홀히 하지 않음을 모를 리 없을 고희동

이 이런 서술을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승의 경지에 이른 수도 없

는 시인 묵객(詩人墨客)이며 서화가가 저 위대한 옛 명가의 예술을 되풀이 해 따라 배

웠음을 알고 있는 자라면 저와 같은 서술은 불가능한 것이다. 고전(古典)은 후세의 인

물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따라 배워도 다하지 못함은 비단 동양만이 아니라 서양에서

도 마찬가지임에랴. 

더욱이 준법(皴法)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전승된 법으로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 중

국과 공동 문화권인 조선에서도 보편화된 필법(筆法)이자 화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준법에 몰두하는 학생의 태도가 문제일 수 없던 것인데 고희동은 이것을 중국과 조선

으로 대비시켜 둔 것이다. 준법이 중국이건 조선이건 필법의 기본기(基本技)라는 사실

119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120 김은호, «서화백년», 중앙일보사, 1977, 47쪽; 이상범, ‹나의 교유 반세기›, «신동아», 

1971.7;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239쪽.(최열, ‹서화미술회 강습소›,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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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알고 있었을 고희동이 굳이 그러한 지적을 하고 나선 이유는 다른 의도에서 였을 

것이다. 

1910년대 조선 화단이 중국의 준법을 모방하고 입내내며 뒤따라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주도한 ‘시대의 세력’이 화단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 같은 지

적을 했던 것이며 더욱이 1954년의 시점과 비교했을 때 1910년대 화단은 자유롭지 못

한 표현, 중국 그림 존숭, 비예술 정신과 같은 지경(地境)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

이겠다. 그 의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희동 이후 연구자들은 ‘중국인 화가의 입내

나는 찌끼’라는 문장을 즐겨 인용하였다. 당대 미술가들이 ‘우리 그림’이 아닌 ‘남의 그

림’이었으며 부자유, 비예술 일변도 상황이었다는 고희동의 이와 같은 서술은 1910년

대 조선 화단에 대한 지극한 폄훼이다. 1910년대 미술계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그 사실 

여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략하지만12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고희동이 그처럼 주장했는가 하는 의도의 파악일 것이다. 

또 고희동은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122에서 1910년대 당시 고전 향유자(古典

享有者)를 직설 어조로 비판했다. 

“그리는 사람, 즉 화가들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들

까지라도 중국의 그림을 그려주어야 좋아하고 ‘어허 이태백이를 그렸군’ 하

며 자기가 유식층(有識層)의 인사(人士)인 것을 자인(自認)하고 만족하게 

여기었다. 그 외에 태백인지, 동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과 하

등의 관계가 없고 아무런 감흥(感興)을 가지지 아니하였다.”123 

1910년대에 있어 시서화(詩書畵)를 구하여 감상하고 소장하는 향유자에게 있어서 고

전을 존중하고 흠모하는 전통은 문인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초 소양이었다. 더욱

이 창작자건 향유자건 시서화는 문인 학자의 것이니 이태백, 소동파를 모르는 사람이

121 1910년대 화단의 주도자인 안중식, 조석진, 이도영과 같은 서화미술회원, 김규진과 같은 
서화연구회원을 비롯한 당대 화가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껏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개괄하여 살펴보더라도 고희동의 ‘중국인 화가의 입내나는 찌끼’라는 평가는 
과도함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122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23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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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문인 학자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거론할 이유가 없는 데도124 굳이 고희동이 비문

인(非文人)을 끌어들여 고전을 존중하는 유식층의 태도를 멸시(蔑視)한데는 어떤 의

도가 있었을 것이다. 왜 고희동이 저런 식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을 거침없이 토로했을

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였던 것이다. 

“창작(創作)이라는 것은 명칭(名稱)도 모르고 그저 중국 것만이 용(用)하고 

장(壯)하다는 것이며 그 범위 바깥을 나가 보려는 생각조차 없었다. 중국이

라는 굴레를 잔뜩 쓰고 벗을 줄 몰랐다”125 

그러므로 1954년의 고희동에게 있어 1910년대 서화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은 너

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이어늘 어찌 미술이니 예술이니 하는 운동(運動)이나 행사(行

事)가 있을 수 있으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126 

자신을 제외하고 스승 안중식, 조석진을 비롯한 미술인 대부분이 단체, 전람회를 전개

하는 운동, 행사를 모르는 수준을 넘어, 모방만 알 뿐 창작조차 모르는 수준에 빠져 있

음을 독자에게 인식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렇게 전제해 두어야 “일본 동경에서 미

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던 까닭”에 그 같은 “생각이 난” 자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인

물만이 신문화(新文化) 운동이나 전람회 행사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역사 

사실로 이해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비교 수법에 착안한 대비화법(對比話法)의 묘

수를 활용했던 것이다. 

대비가 지나쳐 워낙 심하게 선배 여러분을 폄하했음을 깨우쳤던지 고희동은 이

어지는 문장에 서화협회보다 앞선 1911년의 서화미술회(書畵美術會)를 거론하였다. 

그 명칭에서 벌써 단체를 표방하고 있고 ‘서화’가 아니라 아예 ‘미술’이란 낱말을 사용

124 이 대목에서 굳이 거론해야 한다면 유식층과 무식층의 계급 차이나 그 문화의 계급성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125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26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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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으니 1918년 서화협회 이전에 단체조차 없다고 한 자신의 증언이 효력을 상

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엇인가 장치를 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 것이다. 나아가 서화미

술회가 고희동과 무관한 조직이기도 했으니 무언가 언급해 두어야 했다. 

“이왕직(李王職 전 황실 궁내부)으로부터 매월에 다소의 금전(金錢)을 받

아 내고 소위 총독부(總督府)의 보조를 얻어 ‘서화미술회(書畵美術會)’라는 

그림 교양하는 기관을 설립하였었다.”127

고희동은 서화미술회를 “그림 교양하는 기관”이라고 그 성격을 제한하고 “학생을 모집

하여 교도(敎導)를 하였다”고 했다.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당시 교육기관은 서화미

술원(書畵美術院)이고 서화미술회는 서화미술원 창설 이후 조직한 단체이다. 회(會)

는 집단, 단체를 뜻하는 낱말이고 원(院)은 건물을 뜻하는 낱말이다. 설령 서화미술회

가 교육기관을 위한 단체였다고 하더라도 서화미술회 인물이 화단도 모르고, 단체도 

모르고, 미술이란 낱말도 배척했다고 하는 서술은 과도함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였을까 고희동은 서화미술회가 경영하는 교육기관 서화미술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

은 채 서화미술원 졸업생을 ‘그 회의 출신’이라고 표현하여 회와 원을 모호하게 혼합한 

뒤 다음처럼 맺음말을 늘어놓았다. 

“그 당시를 회상하고 금일의 화계(畵界)를 보건대 참으로 고맙기도 하고 기

쁘기도 하다. 과연 대불핍절(代不乏絶)이라 하는 말이 이것이로다.”128 

여기서 고희동이 말한 대불핍절(代不乏絶)은 ‘어느 시대나 끊임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어느 시대나 또는 어느 세대에나 인재가 없지 않음’을 뜻하는 대불핍인(代不

乏人)이란 말에서 가져 온 것이다. 인재, 인물 없음을 지적하고 나서 차마 인재가 있다

는 뜻 그대로 인(人) 자(字)를 사용할 수 없었으니 ‘명성이 쟁쟁한’ 뒷 세대가 나왔다는 

뜻으로 바꾸기 위해 인자를 절(絶)로 바꿔치기한 것이겠다. 

127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28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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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서양미술 입문과 동경미술학교 입학과정에 대하여 – 식민지 시대의 회고 

고희동의 유학 과정은 «대한제국관원이력서»129의 “융희3년(*1909년). 예식관 재직. 

일본 동경미술학교 관비 유학(官費留學)”이란 기록이 원전이며, 1910년 7월 22일자 

«황성신문» 보도가 두 번째 기록 원전이다. 

“궁내부 예식관(禮式官) (무록관(無祿官)) 고희동 씨는 일본으로부터 내도

(來渡)하였다”130 

1915년 3월 11일 «매일신보» 기사 ‹서양화가의 효시›131의 “수년 전에 구 한국 궁내

부 예식관의 명예직(名譽職)을 띄운 몸으로 뜻을 결단하고”란 기록이 세 번째의 것이

다. 그 뒤 1931년 이하관(*김문집金文輯 1907~?)은 ‹조선화가 총평›132에서 고희동의 

유학과정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 일본 문부성에 교섭을 거쳐 가지고”라고 서술하였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원 이력서에 명시하고 있는 바 대한제국 정부 ‘관비유학’은 통상 

정부 대 정부의 교섭 과정을 전제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직이란 국외 출장을 떠났

으므로 실직(實職)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무록관(無祿官)으로서 궁내부 관료의 지위

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강제합병과 더불어 지위의 변경이 있었을 것이다. 

고희동은 초기 기록에서 자신이 동경으로 유학하여 서양 회화를 배워 온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서술하지 않았다. 첫 회고문인 1929년의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133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몇 차례 기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39년 

6월의 구술 회고문 ‹여명기 회상록›134에서는 레미옹(Remion)을 거론하긴 했지만 레

미옹에 대해 “역시 전문적인 화가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최초의 언급은 56살 때인 1941년 6월 좌담 ‹신문화 들어오던 때›135에 이르러서

이다. 이 회고에서 고희동은 자신이 직접 만난 서양인 화가 레미옹이라고 거론하고 그

129 «대한제국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1972.
130 «황성신문», 1910.7.22.
131 ‹서양화가의 효시›, «매일신보›,› 1915.3.11.
132 이하관(김문집), ‹조선화가 총평›, «동광», 1931.5. 
133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134 고희동 담,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135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신문화 들어오던 때›, «조광», 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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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자극받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회고하였다. 레미옹은 1900년 정부 초청으

로 한성법어학교(漢城法語學校) 프랑스어 교사로 3년 가량 재직한 프랑스 도예가였다.

“불란서 사람 ‘레미옹’이란 사람이었지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뎃상을 주장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인물 같은 것을 목탄화(木炭畵)로 쓱쓱 그

려내뜨린 걸 처음 보니까 여간 완연한게 아니야. 그래 그 때부터 그와 상종

을 하다가 결국은 그에게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동경으로 간게지요.”136

레미옹이 재직하던 기간 동안 학생이었던 고희동은 레미옹을 상종하며 그 소묘 및 유

화 창작을 지켜보고 받은 자극에도 불구하고 곧장 서양미술에 입문한 게 아니다. 1909

년에 가서야 유학을 떠났으므로 한성법어학교를 졸업한 1903년이 아니라 레미옹이 귀

국한 1904년부터 따지더라도 5년여의 간극이 있다. 

그런데 1906년 정부가 초빙한 코지마 젠자부로(兒島元三郞)는 동경미술학교 도

화강습과를 졸업한 전문 교육자로 관립한성사범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다. 코지마 젠자

부로의 활동상을 알 수 없지만 궁내부 관료인 고희동의 동경미술학교 유학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희동은 당시 조선에 건너와 있던 

일본인 화가 누구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다. 

3 – 7 서양미술 입문과 동경미술학교 입학과정에 대하여 – 1954년 이후의 회고 

관비유학생 출장명령이란 행정 절차의 산물이다. 행정 절차란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

을 위한 과정인데 국가 또는 황실이 궁내부 예식관 지위에 있는 24살의 청년 관료로 하

여금 지위를 유지한 채 유학을 보낼 때는 국가의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희동

은 회고문에서 사문(師門)의 낙후성, 외국인의 자극 그리고 자신의 심리상태를 거론하

면서도 정작 자신이 속한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 행정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물론 해당 관련 정부 문서 기록을 찾는

다면 밝힐 수 있겠지만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미궁 상태이다. 

고희동은 안중식 문하에 입문하여 화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왜 또 다시 서양미

술 입문을 위해 유학을 결심한 것인가. 69살 때인 1954년 2월 고희동은 ‹나와 조선서화

136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신문화 들어오던 때›, «조광», 1941.6. 

193

문헌고증 방법론과 고희동 문헌 비판



협회 시대›137에서 유학을 떠난 계기에 대해 레미옹의 자극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심리상태만을 거론하였다. 

“심전, 소림 문하에를 출입하다가 무슨 심경(心境)이 변하였던지 서양화를 

연구하여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138

이 문장 앞에 첫째, 창작에 무지한 채 중국화보 모방만을 일삼는 사문(師門)의 교수법

과 둘째, 중국그림만을 존숭하는 향유자의 취향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 따라서 ‘심

경’의 실체는 그 두 가지에 대한 회의(懷疑)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부분과 함께 1941

년의 회고 ‹신문화 들어오던 때›139에서 밝힌 바 레미옹으로부터의 서양미술 자극을 

결합시켜 추론해 보면 당시 고희동이 유학하기로 결심한 심경의 변화란 서양미술이야

말로 사문에서 느낀 회의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심경변화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고희동은 다음처럼 동경미술학교 입학 과정을 별다른 수식 없이 진행 과

정만을 서술하였다.

“처음으로 단신으로 동경을 향해 떠난 몸이 되었었다. 때는 2월 하순경이었

다. 4월 초순에 다행히도 우에노공원(上野公園) 안에 있는 동경미술학교 서

양화 예비과에 들어가 앉게 되었었다. 또 다행히도 6월 하순에 본과 편입시

(編入試)에도 떨어지지를 아니하였다. 그리저리 하여 6개년 되던 해 3월에 

졸업이라는 한 고비를 지내었다.”140 

한 달 뒤인 3월 ‹나의 화필생활›141에서도 간략하게 서술하였지만 4년이 지난 1958년 

12월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 22회 ‹양화가 제1호›1142에서는 입학과정을 구

체화시켜 서술하였다. 한번 서양 그림을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자 걷잡을 길 없었으며 

137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38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39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신문화 들어오던 때›, «조광», 1941.6.
140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41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142 고희동, ‹양화가 제1호›1,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2, «서울신문», 195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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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처럼 시작했다고 서술했다. 

“일본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상의(相議)하여 일본 우에노공원에 있는 미술

학교에 가보겠다는 생각을 품었지만 일본어(日本語)에 불통이어서 우선 속

성으로 야학(夜學)에 다니면서 배웠다.”143 

이어 경부선(京釜線) 열차와 연락선(連絡船)으로 동경에 도착했다144고 회고한 고희

동은 ‹양화가 제1호›2145에서 동경미술학교 입학을 위해 집안과 교분이 있는 자작(子

爵) 말송겸징(末松謙澄)을 찾아 가서 부탁하니 문부성에 주선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고 

회고했다. 그로 말미암아 3월에 동경미술학교 가입학(假入學)이 허락되었고 4월 12일 

등교하였다고 했다. 

먼저 목탄화(木炭畵)부터 배워야 했으므로 구로다 세이키(黑田淸輝 1866~1924), 

나가하라 고타로(長原孝太郞 1864~1930) 교수146로부터 2개월 동안 개인지도를 받은 

뒤 6월에 가서 다른 학생과 같은 교과 과정에 합류했고 9월에 접어들어서야 1학년생으

로 정식 편입했다고 하였다. 또 1959년 1월에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147을 

발표하여 입학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앞선 회고와는 사뭇 분위기를 달리했다. 

“그 때는 대한국(大韓國)이었다. 나는 당당한 한국인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 당국 요로에 청탁을 하여 특별입학을 하여 보기로 하고 증경(曾經) 문

부대신, 자작(子爵) 말송겸징(末松謙澄) 씨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서양화를 

연구하러 왔는데 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한즉, 학비도 곤란하고 소원에 너무 

어그러져서 특별히 주선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였더니 그의 답이 한국의 학

생이 건너오기 시작한지 20년에 미술학교에 입학한다는 학생은 처음 보는 

바이라 하며 가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술학교에 나를 특별히 

143 고희동, ‹양화가 제1호›1,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2, «서울신문», 1958. 12.6.
144 고희동, ‹양화가 제1호›1,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2, «서울신문», 1958. 12.6.
145 고희동, ‹양화가 제1호›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3, «서울신문», 1958.12.10.
146 «동경예술대학백년사»제3권, 동경예술대학백년사간행위원회, 1997.
147 고희동,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 «동아일보», 1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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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밖에 가입학(假入學)을 허가하였다”148 

그런데 대한제국 관비유학생으로 그것도 궁내부 예식관 지위를 갖고서 미리 어학까지 

준비한 유학이었음을 생각 한다면 일본에 건너가서야 자기 집안과 교분 있는 일본인 

귀족을 찾아가 처음으로 주선을 부탁했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도 2월 하순

에 도일하고 4월 12일자로 가입학 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2월 하순이 출발 일자가 아니

라 도착한 일자라고 해도 가입학하기까지 1개월 반 가량의 공백이 있지만 당시 동궁대

부(東宮大夫)인 사촌형이 일본에 마련한 임시 황태자궁(皇太子宮)에 머무르고 있었으

므로 주거지는 사촌형이 이미 해결해 두어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황족(皇族)을 시종하

는 궁내부 관료로서 황태자궁에 보고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했고 또 생애 최초의 해

외 여행인 데다 장기간 유숙해야 할 처지임을 생각한다면 이 기간은 오히려 짧은 기간

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1931년 김문집의 ‹조선화가 총평›149에서 서술한 바 “한국 정부로서 일본 

문부성에 교섭을 거쳐 가지고” 유학을 떠났다는 서술을 생각해 보고 또 일본의 입장에

서 보호국의 궁내부 예식관이 관비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그토록 방치해 두었을지 의

문이다. 더욱이 일본 문부성 관할 밖에 있는 사립 미술학교가 아니라 관할 아래 있는 

관립 동경미술학교 입학 과정이 그 유학생 개인의 가문과 교분이 있는 일본 귀족을 동

원해야 할 만큼 난관이었다는 점은 예상 밖이다. 난관이 사실이었다면 정부 간 교섭의 

미숙이 원인이거나 또는 일본 문부성의 능력 또는 대한제국 정부의 교섭력을 의심하

게 하는 회고일 것이다. 

3 – 8 동경유학 시절 행장 

1909년 9월 정식 입학허가를 얻어 1학년 1학기와 1910년 3월부터 2학기를 마친 뒤 

1910년 9월 직전 2학년 진급에 앞서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일부 대한제국 관료의 협

력 속에 순종황제를 협박하여 강제로 ‹일한병합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이를 공

포하면서 메이지천황(明治天皇) 칙령 제318호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칭하는 

건›과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순종황제는 9월 1일 이왕(李王) 전

148 고희동,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 «동아일보», 1959.1.5.
149 이하관(김문집), ‹조선화가 총평›, «동광», 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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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책봉식을 열어야 했을만큼 격하 당했지만 고희동의 궁내

부 예식관 자격이 이 때 자동 소멸된 것이 아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한국황실예우조서›, ‹한국

황족대우조치›, ‹조선귀족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궁내

부를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으로 배속하여 존속시켰으며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34호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

를 비준, 공포함에 따라 1911년 1월 15일에 궁내부를 폐지

하고 일본국 궁내대신(宮內大臣) 예하의 이왕직으로 개편

하는 관제 개정령을 공포하여150 1월 30일 궁내부 직원 496

명 가운데 326명을 해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아마 이 때 

해직 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다. 

강제합병을 앞뒤로 하는 시기의 고희동은 거의 변화

가 없었지만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2학년으로 진급을 앞둔 

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해 있던 때인 1910년 7월 20일 무렵 경관(警官)에게 체포당해 하

룻밤을 지낸 뒤에 석방되는 사건이 있었다.151 무슨 일인 때문인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소(一宵*하룻밤)를 경(經)한 후 즉시 방송(放送)하였다”

고 한 기사로 미루어 가벼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백부 고영

희가 1910년 10월 1일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7일 자작(子爵)을 수작 받은 상태였

으며 일본 동경에서는 사촌형 동궁대부(東宮大夫) 고희경이 왕세제(王世弟)로 격하당

한 황태자 이은(李垠 1897~1970)을 여전히 시종(侍從)하는 궁내부 소속 사무관(事務

官)으로 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911년 1월 30일자로 민간인이 되었다고 해서 동

경미술학교 2학년인 유학생 신분이 변동한 것은 아니다. 다만 1911년 3월 2학년 2학기

로 진급한 지 3개월 뒤인 6월에 낙제(落第)를 당했다.152 이 낙제에 대하여 고희동은 어

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어 그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20일 황후(皇后)까지 오르지 못한 고종황제의 비(妃) 황

150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重版, 박영사, 1999, 149쪽. 
151 «황성신문», 1910.7.22. 
152 «소화15년 동경미술학교 교우회원 명부», 1940.(길전천학자(吉田千鶴子), «동경미술학교의 

외국인생도(후편)›, «동경예술대학미술학부기요(紀要)», 동경예술대학미술학부, 1998, 77쪽) 

고희동, ‹자화상›, 43×31, 캔버스 유채, 

1918,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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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비(皇貴妃)이자 황태자 이은의 생모인 순헌귀비(純獻貴妃) 엄비(嚴妃 1854~1911)

가 승하하였고 이에 황태자가 귀국할 때 고희동의 사촌형 고희경이 이왕직(李王職) 사

무관 자격으로 황태자를 수행, 식민지 조선으로 향하였다.153 이후 고희경이 동경으로 

귀환했을 때엔 이미 고희동은 복학하여 2학년 2학기를 다시 한 번 다니고 있었다. 그리

고 고희동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학을 앞두었던 1913년 7월 명치천황(明治

天皇) 1주기 추도식(追悼式)에 백부 고영희가 귀족 총대(總代)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

하여 동경을 방문하였다. 그 때 해후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고 학업을 착실히 진행하

여 입학 때로 계산하면 졸업예정은 1914년 9월이었으나 낙제 한 차례로 한 학기가 미

뤄져 1915년 3월에 졸업, 귀향하였다. 

3 – 9 동경유학 시절에 대하여 – 식민지 시대의 회고 

고희동은 학창시절에 대한 소박한 내용 몇 가지만 

서술하였을 뿐 학업과 관련된 학교 교정 및 교수, 

동기나 교유 인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학창시절 회고는 1937년 7월 구본웅과의 대

담 ‹화단쌍곡선›154에서 처음 등장한다. 구본웅이 

학교 졸업이 몇 해째냐고 묻자 “처음에 내가 나오

고 그 이듬해에 김관호(金觀鎬 1890~1959)씨 그 

이듬해에 김찬영(金瓚永 1893~1960)씨 이렇게 삼 

년을 죽 따라서 세 사람이 졸업을 하고”라고 대답

하였다. 또 직접 서술은 아니지만 기자가 취재하고 고희동이 구술한 내용으로 보이는 

1939년 6월 ‹여명기 회상록›155에 담긴 내용은 ‘나체 모델’의 노골성에 대한 경이로움

을 서술한 것이었다. 

“‹나부상(裸婦像)›의 실상(實狀)이 번뜩일 때 화필을 잡고 ‘캔버스’를 응시

153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대한제국 황실비사», 이마고, 2007, 127~128쪽. 
154 구본웅, 고희동 대담, ‹화단쌍곡선›, «조선일보», 1937.7.20.
155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 – 풍속화와 조선정취›, 

«조선일보»193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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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젊은 조선의 선각적 화생(畵生) 들은 너무나 돌연한 환경에 혹은 

사상에 놀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여차한 황홀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명일

의 조선화단을 위하여 다만 묵묵히 노력의 보조를 띠워놓고 있었던”156 

또 1941년 6월 기자와의 대담 ‹신문화 들어오던 때›157에서는 다음 두 가지만을 간략

하게 언급하였다. 

“내가 3학년에 재학했을 땐가. 15주년 기념식이 있었나 그랬지 – (중략) – 내

가 건너간 바로 이듬 해에 김관호군이 들어왔고 또 그 이듬해에 김찬영군이 

들어왔지”158 

이 때까지는 새로운 회화수업 방식에 대한 경이로움 또는 모교 개교기념식 그리고 후

배 유학생의 출현같은 내용만을 서술했다. 

3 – 10 동경유학 시절에 대하여 – 1954년의 회고 

한 걸음 나아간 내용은 1954년 2월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와 ‹나의 화필생활›159에

서 등장한다. 이 회고에서 고희동은 앞선 시대처럼 “스케치 박스를 메고 우에노공원(上

野公園)에를 왕래하던 것160이 의연히 두 눈에 환하게 뵈이는 것 같다”161거나 “그럭저

럭해서 동경 우에노공원에를 6개년 동안 왔다갔다하였고 구로다식물원(目黑植物園) 

등지로 사생 다니던 것이 눈앞에 훤하다”162고 우에노공원에 있는 동경미술학교로 등

하교하던 장면을 서술하고 난 뒤 다음처럼 썼던 것이다. 

“동경의 유학생이 백 명 미만이다. 새 공기를 마시며 새 학문을 탐득(探得)

156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157 고희동, ‹양화가 제1호›3,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4, «서울신문», 1958.12.13.
158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좌담, ‹신문화 들어오던 때›, 1941.6.
159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160 동경미술학교 교정은 우에노공원 경내에 있다. 
161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62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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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미술학교 다니는 것을 조소(嘲笑)하는 사람도 있었

다. 어떠한 친근(親近)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시대가 그

림을 배우게 되지 아니하였다고까지도 하였다.”163 

새 공기, 새 학문을 탐득하고 있던 동료 유학생 일부가 고희동의 서양미술 탐득 행위를 

조소하는데다가 친근한 사람까지도 시대의 사명을 내세워 미술 학업을 부정했다는 것

이다. 항일운동을 전개한 동경의 유학생 조직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 소속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유학생 가운데 누군가가 고희동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유학생들이 식민지 조국에서 미술이란 ‘이 시대’의 상황이 용납하지 않는 분야라는 인

식 다시 말해 동양미술이건 서양미술이건 싸잡아 미술 폄하론(美術貶下論)을 가지고 

있었다는 고희동의 회고내용이다. 유학생이 미술 분야를 폄하하고 있었는지 사실 여부

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유학생 단체

의 기관지 목차만 살펴 보면 1909년 3월에 창간한 «대한흥학보»제1호에 김원극(金源

極)의 ‹아국(我國)의 연극장(演劇場) 소식›164을 비롯 제5호에 MH생의 ‹동서 고적(古

蹟)의 일반(一斑)›165, 악예(岳裔)의 ‹문학의 가치›166가, 그리고 그 이전의 기관지 «대

한유학생회 회보»제3호에 강한조(姜漢朝)의 한시(漢詩) ‹박람회 외관(外觀)›167이 보

이고 또한 유학생 출신이 대부분인 당시 여러 단체의 기관지에서 유사한 문헌 제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희동은 그 회고문 말미에서 “끝이 나가는 옛 시대가 새로운 풍조에 밀

려지던 그 무렵, 다시 말해 신구(新舊)가 교체하는 변환기”의 체험기록일 뿐이라고 하

였다. 그러니까 동료 유학생 일부는 새로운 풍조를 긍정해야 할 유학생이었음에도 옛 

시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는 뜻이다. 

한 달 뒤인 3월 회고 ‹나의 화필생활›168 가운데 동경에 건너간 시점인 1909년 2

월 직후 사정을 회고하는 대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다 강화하는 서술을 했다. 

163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64 김원극, ‹아국의 연극장(演劇場) 소식›, «대한흥학보»제1호, 1909.3.
165 MH생, ‹동서 고적(古蹟)의 일반(一斑)›, «대한흥학보»제11호, 1910.3.
166 악예(岳裔)의 ‹문학의 가치›, «대한흥학보»제5호, 1909.7.
167 강한조(姜漢朝), ‹박람회 외관(外觀)›, «대한유학생회 회보»제3호, 1907.5.
168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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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먼저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한 이가 있었으나 미술학교도 모르

고, 서양화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물어볼 데도 없었다.”169

새 학문을 이수하고 있던 유학생조차 미술학교, 서양미술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은 당

시 유학생들이 아예 미술 분야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당시 유학생의 미술인식에 대한 실상을 별도로 조사

해야만이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오히려 이 회고는 자신이 누

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신학문 세계인 서양미술의 길을 개척했음을 천명하려는 뜻으

로 서술한 것이 아닌가 싶다. 회고문 말미에 “시대의 세력에 눌려서 – (중략) – 뒤따라 가

는 것은 예술가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고서 다음처럼 주장하였던 것이다. 

“예원(藝苑)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반드시 혼자 가고, 외롭게 가는 것이

다. 일반 안목(眼目)에 맞추는 것도 아니요,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예술인의 근본적 정신이요, 고결한 품격(品格)이다. 따라서 

그러한 유품(遺品)이 국보(國寶)가 되고, 후진(後進)의 사표(師表)가 되나니

라. 사람마다 행하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하여야 할 줄로 믿는 바이다.”170 

3 – 11 동경유학 시절에 대하여 – 1958년의 회고 

개척자의 자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인물상을 제시한 고희동은 1958년 12월 ‹양화가 

제1호›2171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는 동안에 조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버렸고 유학생의 심정은 교란(攪

亂)하여 공부하는 데도 진실성이 없어지고 한갓 격분(激奮)한 가운데 시일

을 보냈으며 일본의 경찰은 날카로운 눈으로 한국 유학생의 발자국을 미행

하였다.”172 

169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170 고희동, ‹나의 화필생활›, «서울신문», 1954.3.11.
171 고희동, ‹양화가 제1호›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3, «서울신문», 1958.12.10.
172 고희동, ‹양화가 제1호›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3, «서울신문», 1958.12.10.

201

문헌고증 방법론과 고희동 문헌 비판



1910년 8월 22일 강제합병 당시 고희동은 동경미술학교 2학년 진급을 앞둔 방학 때였

고 9월 개학했으므로 2학년 1학기 때인 1910년 9월 직후 동경 사정을 회고한 것이다. 

여기에 이은 회고문은 다음과 같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란 마치 목사(牧舍)와 목자(牧者)를 잃은 양떼들과 

같았다. 미술학교를 나오고 동경거리를 서성거리고 다니노라면 노상 슬픔

과 분노가 가슴 속에 뭉클하여 풀리지 않았다. 내가 술을 즐기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173

강제합병 직후 동경 경찰이 동경유학생 동향을 감시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당시 동경유학생은 ‘구국교육론(救國敎育論)’과 ‘국민의식함양론(國

民意識涵養論)’같은 계몽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 및 합병을 전후

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항일운동(抗日運動)을 전개하고 있었다.174 당시 일본에는 많은 

유학생이 있었는데 고희동이 동경에 도착하기 한 달 전인 1909년 1월 동경에서 결성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의 경우 회원이 무려 559명에 이르렀을 정도였다.175 

고희동이 대한흥학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거나 또 유학생의 항일 운동에 관심을 

보였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증언에서도 동경유학생의 항일운동에 대한 언급을 아

예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오히려 동경유학생들이 미술을 ‘한가한 공부’라고 했다는 유학

생의 미술 폄하론을 되풀이했다. 

“만나는 친구마다 나라가 이런 판국에 무엇하러 그림 같은 한가한 공부를 하

느냐고 비양을 했다. 그러니까 절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미나지 않았다.”176 

이런 판국에 한가한 공부를 한다는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김관호와 김찬영 

두 분이 차례로 미술학교에 입학되어 동지(同志)가 늘었다”고 쓴 다음 ‘한가한 공부’로

173 고희동, ‹양화가 제1호›3,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4, «서울신문», 1958.12.13. 
174 김기주,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 느티나무, 1993;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재일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175 김기주,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 느티나무, 1993. 
176 고희동, ‹양화가 제1호›3,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4, «서울신문», 195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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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미술이 아니라 미래를 구상하는 호걸들의 말[豪談]을 나누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때때로 만나서 음주호담(飮酒豪談)하면서 우리나라에 신미술문화

를 배육(培育)해 보겠다고 꿈꾸었던 것이다. 졸업한 뒤 얼마 있다가 귀국을 

하였다”177 

고희동은 이처럼 ‘동지’와 더불어 호걸의 말인 ‘호담’을 나누었다고 쓴 회고문에서 조국

이 식민지로 전락한 데 대해 ‘격분’과 ‘슬픔과 분노’와 같은 낱말을 구사하였던 것인데 

이는 어느덧 열혈청년(熱血靑年)이자 애국지사(愛國志士)로서 ‘신미술문화’ 개척의지

를 결의하고 있었던 유학생이었음을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망국을 계기로 분노에 찬 청년 유학생의 모습은 이렇게 탄생했다. 실제로 1910년 

직후 그러했던 것인지 아니면 1954년의 회고를 거쳐 1958년의 회고문에서 탄생한 모

습인지 알 수 없지만 1909년 유학 기간의 시점에서 서술된 자료는 찾지 못했다. 뒷날 

1988년의 회고이긴 하지만 오히려 관찰자 조용만의 시선에 비친 유학생 고희동의 모

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때 동경에는 사촌형 되는 고희경이 왕태자 전하를 모시고 살고 있었

다. – (중략) –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아 일본의 보호국이기는 하지만 대한제

국의 연호(年號)를 쓰고 있어서 그 때가 융희(隆熙) 3년(*1909년)이었다. 춘

곡(春谷*고희동)은 일찍이 대한제국 궁내부 주사, 궁내부 예식관을 지낸 고

등관이었으므로 준국빈(準國賓) 대우를 받아 대우가 융숭하였다”178 

3 – 12 조선인의 서양회화 인식에 대하여 – 식민지 시대의 회고 

고희동의 회고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의 문헌으로 44살 때인 1929년 1월 ‹조선 미술계

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179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77 고희동, ‹양화가 제1호›3,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4, «서울신문», 1958.12.13.
178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58쪽.
179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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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여 년에야 신예술 운동이 시작되어 갱생(更生)이라고 할는 지, 죽

었던 나무등걸에 새싹이 나오듯이 무슨 기맥(氣脈)이 돌게 되었다”180 

고희동은 이 회고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미술이 근본적으로 쇠퇴”하여 “멸망의 길”

로 들어갔다고 천명했으며 1910년대 미술계에 대하여 ‘구파와 신파’ 두 세력이 나뉘어

져 있었던 시절 저 ‘신파인 서양화’가 들어오고 교육, 전람회 개최, 단체 결성과 같은 방

법을 취하는 ‘신예술운동’ 그리고 서화협회 결성으로 말미암아 조선 화단이 다음과 같

이 다시 시작하였다고 서술했다. 

“마치 다 죽었던 어린 아해(兒孩)가 다시 살아나서 겨우 후간(喉間)에만 걸

린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는 소리 같았었다.”181

물론 1929년의 이 회고에서는 구파, 신파가 갈등하였기보다는 두 세력이 나란히 ‘장래

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두 세력에 속한 여러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쇠퇴, 

멸망한 미술계 ‘갱기(更起)의 힘’을 서화협회 전체의 공로로 서술하였을 뿐 유일한 신

파인 자신만의 공로라고 서술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35년 5월 ‹피곤한 조선 예술계›182라는 기자와의 대담에

서 고희동은 ‘서양화(西洋畵)에 손을 댄 조선사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서양화를 처

음 공부한 사람이나 처음 서양화를 작품이랍시고 공개한 사람은 나 자신 이전에 누가 

있었다고 기억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고 당시 조선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다음처럼 답변하였다. 

“이것두 그림이냐? 하는 투였지요. 내 자신 역시 서양화를 배웠지만 다만 그 

미술에 대한 과학적 논리에 흥미가 컸을 뿐이요, 서양화 그것에는 그리 애

착이 강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서양화열(西洋畵熱)이란 의외로 대단

180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181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182 ‹피곤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뿐인 서양화의 운명›상~하, 

«조선중앙일보», 1935.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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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내 뒤에 곧 평양의 김관호군이 동경미술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김찬

영군, 이종우군, 그리고는 매년 3, 4인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한 때는 조

선에도 굉장한 서양화가들이 나타날 것 같았지요.”183

1910년대 사회 인식을 ‘이것두 그림이냐’는 냉소와 ‘서양화열이 대단했다’는 열기

의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나란히 열거했다. 두 해 뒤인 1937년 7월 구본웅(具本雄 

1906~1953)과의 대담 ‹화단 쌍곡선 하›184에서는 신파인 서양화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발언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회고하였다. 

“학교에서 나와서는 스케취도 하러 돌아다니기도 했으나 그때만 해도 저것

이 엿장수의 목판이냐고 하는 말까지 들었읍니다마는”185 

이 회고문은 경성(京城)에서의 일이 아니라 동경(東京)에서의 일이다. 이 회고문에 처

음 등장하는 엿장수는 1909년 3월 11일자 «대판매일신문» 기사에 “조선인 엿장수 들

은 바로 최근에 생긴 것”이라고 보도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

온 풍속이었다고 한다.186 그렇다면 회고문의 ‘학교에서 나와서는’이란 문장이 모호해

서 ‘졸업하고 일본에서 나와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두 해 뒤의 회고에는 경

성에서 엿장수란 비아냥을 들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일본에서가 아니라 조선에서 발

생한 일이라고 해석해야겠다. 

이와 같은 회고와 더불어 53살의 고희동을 대상으로 삼은 작가론이 등장하였는

데 1938년 6월 오일영의 ‹화백 고희동론›187이 그것이었다. 여기서 오일영은 고희동에 

대하여 다음처럼 표현하였다. 

“풍조(風潮)의 변함을 따라 대지(大志)를 포(抱) – (중략) – 5년만에 형설(螢

183 ‹피곤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뿐인 서양화의 운명›상~하, 
«조선중앙일보», 1935.5.6~6.7.

184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185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186 «재일 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43쪽. 
187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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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의 공(工) 을 필하고 귀래(歸來)하니 이것이 아마 조선인 양화가의 효시

(嚆矢)가 될 것이다.” 188

오일영에 의해 처음으로 ‘조선인 양화가의 효시’라는 칭호를 공식으로 획득한 것이었다. 

물론 1931년 5월 이하관(김문집)이 고희동을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미술유학생’이라

고 시간상의 사실을 표현한 바 있었지만189 영예로움을 드러내는 사건의 뜻을 내포하는 

뚜렷한 호칭으로써 ‘양화가의 효시’라는 표기를 부여받은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영예로운 칭호를 획득한지 꼭 한 해 만인 1939년 6월 ‹여명기 회상록›190이란 기

자와의 대담 회고에서 고희동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조선사회에서 서양회화가 당하는 

냉대 상황을 구체화했고 또 두 해 전에 사용했던 비유를 반복했다. 

“그 당시에는 조선서 양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고 극히 높은 정도의 지

식인들도 양화(洋畵)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이해력을 가지려하지 않은 것

은 말할 것도 없다. 간혹 사생을 하려고 ‘스켓취 박스’를 메고 나가면 모두들 

‘엿장수’나 그런 것으로 오해하여서 이따금 불의의 봉변을 당한 적도 있으나 

그러나 이만한 오해나 풍자는 미리 각오하였던 만큼 별로 불유쾌하거나 그

렇지는 않았다.”191 

이 때 기자는 “조선 사람으로서 최초로 양화를 배우러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은 고희동

씨”라고 적시하였고 1941년 1월 가곡(佳谷)이란 인물이 인물론으로 고희동을 다루면

서 고희동에 대하여 ‘양화계의 여명’이라거나 ‘선구자로서 상좌(上座)’, 또 ‘서화협회의 

맥박’이라는 문장으로 묘사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희동은 1941년 6월 ‹신문화 들어오던 때›192라는 좌담 자리에

서 또 다시 꼭같은 비유를 반복하였다. 

188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189 이하관, ‹조선화가 총평›, «동광», 1931.05. 
190 고희동 담,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191 고희동 담,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192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신문화 들어오던 때›, «조광», 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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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봤나! 스케취 괴짝을 메고 나가서 뭘 좀 그려볼라니까 담배장사니 

엿장사니 놀려댄단 말이야. 그 뿐인가. 달기똥을 칠하느니 고약(膏藥)을 바

르느니하고 조롱들을 하는데 어째꺼나 그 때 사회는 양화(洋畵)에 대해서 

하등의 향응(響應)이 없었어. 그래 그림 그릴 재미도 안나고 해서 놀았지. 

그러나 가만히 있자니까 가깝해서 견딜 수는 없고”193 

3 – 13 조선인의 서양회화 인식에 대하여 – 1954년 이후의 회고 

1941년부터 15년이 흐른 1954년 2월 고희동은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194에서 과거 

동경 유학생 시절에 동료 유학생으로부터 조소(嘲笑)를 당하다가 귀국한 뒤의 사정을 

다음처럼 서술하였다. 

“또 본국에 돌아왔다가 스케치 박스를 메고 교외에 나아가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엿장사니 하고 어떠한 친구들은 말하기를 애를 써서 돈을 들이고 

객지에서 고생을 해 가면서 저 짓은 아니 배우겠네. 점잖지 못하게 고약도 같

고 닭의 똥도 같은 것을 바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배우느냐까지 시비하듯 하

는 일도 있었다. 그러하나 세월은 흘러가고 나는 그대로 끌려 나아갔다.”195 

1935년 당시에는 조선사람들이 ‘이것두 그림이냐’고 하면서도 ‘서양화열(西洋畵熱)

이 대단’했다는 냉소와 열기의 이중 상황을 회고했지만 이후 회고에서는 냉소 부분만

을 부각시켜 나갔다. 그 장치로 등장시킨 장치가 ‘엿장수의 목판’ 비유이다. 1937년 7월

에 처음 등장한 이 ‘엿장수의 목판’ 비유는 지극히 간단했다. 그런데 1939년 6월에 이르

러 이 비유는 사건으로 비화한다. “이따금 불의의 봉변을 당한 적도 있다”196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사건의 중후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1941년 6월에 이르면 이 비유는 보다 

풍부해지는데 엿장사에서 그치지 않고 ‘담배장사’가 등장하고 나아가 ‘달기똥’이나 ‘고

약(膏藥)’이라는 비유도 새로이 출현시켰다. 특히 앞서 1939년 6월 회고에서는 “이만한 

193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신문화 들어오던 때›, «조광», 1941.6.
194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95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196 고희동 담,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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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나 풍자는 미리 각오하였던 만큼 별로 불유쾌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197고 했지

만 1941년 6월 회고에서는 “조롱들을 하는데 어째꺼나 그 때 사회는 양화에 대해서 하

등의 향응(響應)이 없었어. 그래 그림 그릴 재미도 안나고 해서 놀았지”198라고 변경시

켜버렸다. 

그리고 1954년 2월에는 예의 고약, 달기똥 비유를 여전히 되풀이하는 가운데 전

혀 새로운 사실도 하나 추가하였다. 누군가 자신의 서양회화 수업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시대가 그림을 배우게 되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하였다는 것과 

더불어 “애써 돈을 들이고 객지에서 고생을 해 가면서 저 짓은 아니 배우겠네”라고 시

비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시대와 객지 고생이란 새 이야기를 등장시킨 의도는 

자기 회고의 신빙도를 높이는 추가장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화업을 당대 민족의 운

명과 연관시켜 자신의 행위를 역사화시키려는 의지에서였을 것이다. 

1958년 12월의 회고 ‹양화가 제1호›3199에서는 또 다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였다. 

“유화 재료를 보고 닭의 똥(糞) 같으니 냄새가 흉하다니 하며 재래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지 않았고 나체 인물화를 보고는 ‘기구망칙한 그

림’이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 따위 것을 배우느라고 사내 대장부

가 타국만리에 가서 6, 7년을 소일했느냐고 집안 어른들도 조소를 하였으며 

그림을 배우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지 또는 명사들이 찾아와서 부채를 그

려달라, 병풍을 그려달라는 등 엉뚱한 청탁을 하는 것이었다.”200 

또 1959년 1월 ‹화필생활 50년›201에서는 1910년 전후 시대에 대한 폄하가 너무도 단

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이다. 

“전사회(全社會)가 그림을 모르는 세상인데 양화를 더군다나 알 까닭도 없

197 고희동 담, ‹여명기 회상록›, «조선일보», 1939.6.17.
198 이중화, 이능화, 김인식, 고희동, 조중환, 본사 황의돈, ‹신문화 들어오던 때›, «조광», 1941.6.
199 고희동, ‹양화가 제1호›3,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4, «서울신문», 1958, 12.13.
200 고희동, ‹양화가 제1호›3,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4, «서울신문», 1958, 12.13.
201 고희동,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 «동아일보», 1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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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채를 보면 닭의 똥이라는 둥, 냄새가 고약하다는 둥, 나체화를 보면 창

피하다는 둥, 춘화도(春畵圖)를 연구하고 왔냐는 둥, 가지각색의 말을 들어

가며 세월을 보내던 것을 생각하면”202 

제4장 고희동의 조선서화협회 회고에 대하여 

4 – 1 조선서화협회 창립에 대하여 – 식민지 시대의 회고 

고희동은 1929년 1월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203에서는 ‘우리 그림으로 

구파(舊派)’와 ‘서양화로 신파(新派)’가 있었으며 두 세력이 나란히 “장래 기회를 엿보

고”있다가 서화협회가 탄생했는데 ‘뿌리가 깊은’ 단체라고 하면서 성격을 다음처럼 서

술했다. 

“개인의 노력과 연구의 깊이, 일반 대중에 대한 예술사상의 충동, 안목 계발, 

흥미 조장 등을 계속함으로써 장래의 필연적 완성의 목적을 관철할 점을 보

이는 단체”204 

연이어 다음 해인 1930년 10월 ‹서화협회 제10회 전람회를 앞두고›205에서는 서화협

회 발기 과정을 다음처럼 서술했다. 

“경성(京城)에 재주(在住)하는 서가(書家)와 화가(畵家) 중에서 안중식, 조

석진, 김응원(金應元 1855~1921), 안종원(安鍾元 1874~1951), 강진희(姜

璡熙 1851~1919), 강필주(姜弼周 1860무렵~1923이후), 이도영 등 제씨와 

필자의 발기로 조직이 됩니다. 그 의미는 조선미술의 본정신(本精神)을 천

명하고, 외래 미술의 신풍미(新風味)를 인도(引導)하여, 온고지신(溫故知

202 고희동,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 «동아일보», 1959.1.5.
203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204 고희동, ‹조선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선일보», 1929.1.1.
205 고희동, ‹서화협회 제10회 전람회를 앞두고›, «동아일보», 193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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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하고 무실수화(務實修華)하여 참으로 순정(純正)하고 청가(淸佳)한 경

역(境域)에 달함을 목적 삼아 전 조선화가를 망라하여 조직된 일개의 미술

단체입니다.”206 

또 조선서화협회 창립의 주역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단체가 조직된지 미구(未久)에 선구(先驅)의 임(任)을 당(當)한 노인 제씨

(老人諸氏)가 필(筆)을 축(逐)하고, 월(月)을 수(隨)하여 기세(棄世)하여 버

리니, 즉 그 익년(翌年) 1919년(己未) 추(秋)에 안중식 선생의 별세를 비롯

하여 조석진, 강진희, 김응원, 정대유 등 제씨의 서거(逝去)함입니다.”207 

조선서화협회 창립 다음 해인 1919년 안중식, 강진희(姜璡熙 1851~1919), 1920년 조

석진, 1921년 김응원(金應元 1855~1921)이 연이어 별세한 사실을 거론한 것인데 별세

한 인물에 대해 고희동은 ‘선구의 임을 당한 노인 제씨’라고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고

희동은 협회를 맡았다는 뜻으로 임(任)과 당(當)이란 낱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고희동의 말 그대로 그 노인 제씨는 조선서화협회를 맡은 주인이었

던 것이다. 

이처럼 고희동은 1929년과 1930년 자신이 조선서화협회 주도자로 부상하기 시

작했을 때 창립 당시를 회상하면서 사실만을 나열했다. 단체 발기나, 목표, 성격 및 전

람회 개최, 회보 발행, 연구소 설치 사실만을 소개했고 특히 협회 창설과정에서 선배 여

러분을 ‘선구의 임무를 맡은’ 개척자로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여러분이 제안자, 창립 주

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문장을 구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고희동이 제안자, 창립 주도자였다는 최초의 증언이 1931년 5월 이하관

(김문집)의 ‹조선화가 총평›208에 등장했다. 

“동경미술학교를 마치고 귀국하여 무엇보다 조선화가들에게 ‘화공(畵工)으

206 고희동, ‹서화협회 제10회 전람회를 앞두고›, «동아일보», 1930.10.9~10.
207 고희동, ‹서화협회 제10회 전람회를 앞두고›, «동아일보», 1930.10.9~10.
208 이하관, ‹조선화가 총평›, «동광»,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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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미술가(美術家)에’로 승격 운동을 일으키었다. 당시 안심전과 관재 

이도영씨가 설립한 조선의 미술학교라 정할 서화미술회(書畵美術會)가 있

었음으로 일년 일차(一次)로라도 전람회의 필요를 주장한 것이 고씨였으나 

실현할 길이 없다가 위선 씨는 조선 안에서 서화에 붓을 잡는 사람이면 수

모(誰某)를 물론하고 일석(一席)에 모아볼 운동으로 처음으로 미술단체를 

만들었으니 오늘의 서화협회(書畵協會)란 것이 그것이요 오늘에 협전이란 

것이 이 서화협회에서 하는 전람회다.”209 

이하관(김문집)의 글은 무엇보다도 고희동이 조선서화협회 창설자임을 명료하게 밝혀

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특히 화공에서 미술가로의 

승격, 전람회의 필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증언

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필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하관(김문집)은 조

선서화협회 창설 당시인 1918년 당시 미술계와 무관한 소년이었고 이후 문인으로 성

장하였던 인물이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바의 증언이 아님은 물론 누군가가 제

공한 정보에 따른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김문집에게 고희동의 역할을 알려준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김문집의 글보다 앞선 시기에 고희동이 발표한 문헌

에서도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또 김문집 이전의 어떤 문헌에서도 고희동의 역할을 

기록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1931년의 시점에서 고희동과 장석표가 조선서화협

회 전람회 실무를 맡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그 활동상을 목격한 김문집이 직접 고희동 

또는 장석표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서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같은 글에서 김문집은 1931년 당시 회장격인 간사장 이도영에 대해 ‘조선의 산 

보물(寶物)’이라고 하고서 이도영은 일찍이 안중식과 서화미술회를 세웠고, 고희동과 

‘전람회 운동의 공명자(共鳴者)’였다고 서술하였다. 고희동 단독 주도가 아니라 공동 

주도자라는 뜻이다. 이처럼 이도영과 고희동이 서화협회 공동 주도자였다는 김문집의 

증언 이후 1937년에 구본웅과의 대담 ‹화단쌍곡선›1~3210에서 고희동 자신이 서화협

회 주동자임을 표명할 때까지는 누구도 같은 주장을 계승하거나 반복하지 않았다. 

1933년 간사장 이도영이 별세하고 11월 제6대 회장격인 간사장으로 안종원이 선

209 이하관, ‹조선화가 총평›, «동광», 1931.05.
210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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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 이도영 서거 1주기를 맞이하였을 때 현 회장이 전 회장의 추도사를 발표해야

했지만 간사 고희동이 추도문을 발표했다. 아마도 이도영과의 교분과 더불어 조선서화

협회 주도권을 계승했다는 상징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 추도문 ‹관재 이도영군의 

추도회를 지내고›211에서 고희동은 안중식, 조석진을 비롯한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 이

도영이 조선서화협회를 이끌어 왔음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우리의 화단을 위하여 책임진 선구자”이고 특히 “과연 우리 화단의 

지도자”라고 하였다. 

“화회(畵會*서화협회)를 발기하고 후진을 배양하며 동지(同志)와 연구를 

더욱하여 우리의 위축한 화단을 진흥케 하여 미술의 한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던 것이 군의 봉지(鳳志)가 아니였든가. 과연 우리 화단의 지도자가 아니

였든가.”212 

문하의 선배이자 깊은 교분을 나눈 이도영에 대한 이와 같은 헌사(獻詞)는 과장이 있

을 수 있지만 내용을 날조하진 않았을 것이다. 특히 고희동은 1935년에 스승 안중식이 

차지하고 있던 미술사상의 위치를 다음처럼 확인하고 있었다. 

“동양화계는 그래도 근대미술사조의 충동(衝動)으로 그 ‘환’이란 것에서 ‘예

술’에로 의식적 운동이 안심전(安心田*안중식) 이후에 일어났었고 따라서 

서화협회도 그 기세(氣勢)를 타고 나온 것입니다만”213

이 회고는 스승 안중식과 조선서화협회를 직접 연관시킨 최초이자 마지막 회고이다. 

동양 회화 분야로 한정짓고 있긴 해도 고희동은 안중식 이후 의식운동이 일어났으며 

바로 그 기세(氣勢)로 말미암아 조선서화협회가 탄생했다는 증언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해 뒤 서화협회가 종언을 고한 상황에서 고희동은 자신의 증

211 고희동, ‹관재 이도영군의 추도회를 지내고›, «조선중앙일보», 1934.11.20.
212 고희동, ‹관재 이도영군의 추도회를 지내고›, «조선중앙일보», 1934.11.20.
213 고희동씨 담, ‹피곤한 조선예술계 – 각계 권위에게 진단을 청함 – 화단편 비관뿐인 서양화의 

운명›상~하, «조선중앙일보», 1935.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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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스스로 전복시켰다. 1937년 7월 구본웅과의 대담 ‹화단 쌍곡선 하›214에서 구본

웅이 서화협회와 조선미전에 대해 ‘어느 것이 더 오랩니까’라고 질문하자 약간 엉뚱하

게도 자신이 조선서화협회 전람회를 제안하고, 만들고, 지속해 온 주동자임을 증언하

는 화법(話法)을 구사했다. 

“처음에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전람회를 하나 해보려니까 잘 돼야지요. 그

래서 이리 저리 발론(發論)을 해서 대정(大正) 9년(*1920)에 처음으로 했으

니까 선전(鮮展)과 한 해입니다.”215 

자신이 1915년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전람회를 ‘발론(發論)’했고 그것이 

결국 조선서화협회 전람회로 성과를 맺었다는 증언이다. 1934년까지만 해도 이도영이

야말로 스승 안중식, 조석진 사후 조선서화협회를 포함한 화단의 책임자, 선구자, 지도

자라고 추켜세웠고 1935년만해도 스승 안중식의 의식운동에서 비롯한 기세가 조선서

화협회를 탄생시켰다고 증언하던 고희동이 스스로를 번복한 것이다. 이처럼 변화한 이

유를 알 수는 없지만 고희동이 구본웅과 대담을 나누던 시점의 미술계 사정을 살펴보

면 번복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서화협회전 중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상

당했고 윤희순의 반기(反旗)216에서 보듯 그 비판이 당시 조선서화협회 주도자였던 고

희동을 향하고 있었으니217 억울(抑鬱)한 심정이 상당했었을 것이다. 그 비판에 대한 

반격이 아니었을까. 

다음 해 1938년 6월 오일영(吳一英 1896~1960무렵)218은 ‹화백 고희동론›219에

서 고희동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먼저 조선서화협회 창립 시절 고희동의 역할

을 상기시켰다. 

214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215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216 이승만, «풍류세시기(風流歲時記)», 중앙일보사, 1977, 283쪽. 
217 최열, ‹서화협회전 마감›,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385~386쪽. 
218 오일영은 안중식, 이도영과 더불어 서화협회 주도자의 한 사람인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조카로써 서화미술회 제1회 졸업생이며 서화협회 회원이었다. 
219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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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 서화계의 기숙(耆宿) 제씨(諸氏)로 더불어 거금(距今) 20여년 전

에 서화협회라는 조선에 유일한 민간예술단체를 창설한 후 총무의 직(職)

을 앙장(鞅掌)하여”220

이러한 오일영의 표현은 한 해 전 고희동 자신이 협회 창설을 주도했다는 증언과 1931

년 김문집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숙 제씨와 더불어’ 창설했다는 증언과 고희동

이 주장(主張) 또는 발론(發論)을 해서 만들었다는 증언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221 그

러나 오일영은 특정 개인의지가 아니라 집단의지를 말하려는 뜻이며 고희동은 자신이

라는 특정 개인이 주도자임을 천명하려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두 증언은 서로 배치되

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서화협회 간사(幹事)의 한 사람인 오일영은 안중식, 이도영과 더불어 조선서화협

회 창립 주도자의 한 사람인 오세창의 조카로서 서화미술원 제1회 졸업생이며 서화협

회 회원이었다. 그런 오일영의 서술에서 고희동이 조선서화협회 창설을 주도했다거나 

그 뒤 이어지는 협회 전람회, 회보 사업을 주도했다고 서술했다면 지난 해 고희동의 회

고는 신뢰도를 높였을 것이다. 

나아가 오일영은 위미부진(萎靡不振)했던 조선서화협회 전람회 중단에 대한 책

임을 고희동 1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간사 모두의 책임 아니냐

고 되물었으니 서화협회는 고희동이 오로지 전단하는 개인단체가 아니라 집단조직임

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오일영이 고희동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한지 6개월 뒤인 1938년 12월 구본웅은 

‹금년의 화단›222에서 조선서화협회를 ‘우리 미술계 최초의 단체’라고 규정하고서 다

음처럼 썼다. 

“우에노미술학교에서 정규에 의한 수업을 하므로써 미술적 신사조(新思潮)

를 수입한 춘곡 고희동씨의 노력으로 서화에 염수(染手)하던 유객(儒客)의 

220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221 고희동이 주장, 발론 해서 기숙 제씨가 호응하는 순서로 관련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2 구본웅, ‹금년의 화단›, ‹동아일보», 1938.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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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으로 탄생하였으니”223 

여기에 이어서 “미술부문의 영지(領地)에서 조선문화 발전을 위함이었고 해를 따라 공

적이 또한 컷으니 현재의 조선미술인으로 동회의 천류(泉流)를 마시지 않은 자 또한 

드물 것이다”라고 씀으로써 고희동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이러한 공적 찬양을 위하여 

구본웅은 고희동의 노력으로 조선서화협회가 탄생했다는 내용까지 삽입하였다. 

사실 구본웅은 지난 해 1937년 7월 고희동과 대담하면서 고희동 자신이 조선서

화협회를 발론(發論)하였다고 하는 말을 ‹화단쌍곡선›224에 그대로 옮겨썼었음에도 5

개월 뒤인 12월에 쓴 글 ‹정축년의 미술계›225에서는 조선서화협회 창립은 커녕 “기관

의 수반(首班)으로 지도적 입장에 처하고 계신 분”을 지칭하여 조선서화협회전 전람

회 중단 책임을 ‘태만’이니 ‘착오’니 하면서 질타하기만 했었던 터였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1938년 12월 ‹금년의 화단›226에 와서는 질타는 커녕 오히려 찬사를 퍼부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이다. 다음에 이어 쓸 조선서화협회 전람회 ‘재출발’ 호소를 위한 서두

였기 때문이다. 호소를 하려고 하였으니 지난 해 고희동이 자신의 공적 삼아 발언한 그 

내용을 반복해 줌으로써 호소력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겠다. 실제로 구본웅은 공적 찬

양에 이은 호소 부분 서술에서 중단하니 “섭섭하고 쓸쓸하다”는 표현을, 재출발함으로

써 작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감성 자극형 문장을 구사했던 것이다.

4 – 2 조선서화협회 창립에 대하여 – 1954년의 회고 

1954년 2월 고희동은 회고문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227를 발표했다. 이 회고는 

1937년 ‹화단 쌍곡선 하›228에서 자신이 서화협회 전람회를 발론(發論)했다는 첫 주장

을 17년이 지난 뒤 심화, 확대한 것이다. 회고문은 서화협회 창설에서 종료까지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장면 하나하나를 세부묘사하는 것이었다. 

이 회고문에서 고희동은 첫째, 1918년 당시 자신을 제외한 ‘명성 높은 서화가’의 

223 구본웅, ‹금년의 화단›, ‹동아일보», 1938.12.8~10.
224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225 구본웅, ‹정축년의 미술계 – 집단에서 분산에로›, «동아일보», 1937.12.10~11. 
226 구본웅, ‹금년의 화단›, ‹동아일보», 1938.12.8~10.
227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228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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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수준이 극단으로 낮았다고 규정했고 둘째, 동경에서 깨우친 바 의식 수준이 높은 

자신이 서화협회 창설을 오로지 했다고 천명했다. 셋째, 창설 뒤에도 회원들이 전람회

에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몇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전람회를 열 수 있었으며 넷째, 

일제 경찰의 명령으로 전람회를 중지하였으며 다섯째, 일제 경찰로부터 협회 해산명령

을 받았다고 했다. 

먼저 주목할 대목은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229가운데 1918년 당시 조선 미술

인의 의식 수준을 저급한 단계로 규정하는 대목이다. 

“우리에게는 화단이니 미술단체이니 하는 것은 이름조차 없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하여 너무도 딱하게 생각하고 쓸쓸하게 여기었다. 그 당

시에 서와 화로서 명성이 높던 몇몇 분과 여러 번 말을 하였었다. 우리도 당

연히 한 단체(團體)가 있어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정하고 후진을 양성하

여야 한다고 항상 말을 하고 지내왔다.”230

고희동은 첫 문장에서부터 사실을 왜곡하였다. 고희동 탄생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조차 없이 고희동의 나이 27살 때인 1912년 6월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을 회

장으로 하고 조석진, 안중식을 비롯한 당대 미술인을 회원으로 하는 서화미술회가 출

범하였으며 30살 때인 1915년 5월에는 서화연구회가 결성되어 전람회를 개최하고 미

술원 및 강습소와 같은 미술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안중식과 오세창, 이도영과 같은 당

대 민족자강운동(民族自强運動)을 수행하던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 단체 사회

활동가 출신 미술인이 펼친 것이며 더욱이 이들 셋은 고희동의 스승이자 동문 선배였

던 것이다. 

안중식과 오세창은 일찍이 개화파 지식인으로서 고희동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중

국과 일본을 주유하였고 제자 이도영을 이끌고 한말 애국계몽운동에 깊숙이 참여한 

사회활동가이자 또한 화단의 중심에 선 지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희동은 이들 

셋에 대하여 화단, 단체, 교육 무엇하나 생각하지도 못함에 ‘너무도 딱하고 쓸쓸히 여겼

229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230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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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이어 고희동은 일본 동경 유학 때 배웠던 까닭에 화단, 단체, 후진 양성과 같은 생

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고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고희동 개인에게

만 사실일 뿐, 그와같은 생각은 이미 스승, 선배가 했던 생각이고 더불어 일찍이 실행되

고 있는 일반화된 현실이었다. 고희동은 왜 스승, 선배에게 배우지 않고 일본 동경에 가

서야 배웠다고 한 것일까. 

이어지는 다음 문장을 보면 고희동의 초청 한 번에 선배들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가 한번 여러분 선배들을 초청하였다. 동배로는 관재 이도영씨 한

분뿐이었다. 그리하여 발기인회를 조직하였다.”231 

선배와 동료를 초청 대상자로 설정, 객체화(客體化)함으로써 스스로를 조직자(組織

者)로 주체화(主體化)시키는 화법을 구사한 이 회고문은 짧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매

우 자세하다. 앞서 고희동의 말했던 바에 따르면 그 선배, 동배는 ‘생각조차 없이 딱하

다’고 할만큼 의식 수준이 저급한 인물들이었는데 어떻게 화단이니 단체, 교육을 말하

고 다니는 고희동의 초청에 응했는지, 또 그 초청에 호응해 발기인회 조직에 동의했는

지 설명이 없다. 상황의 반전이 이토록 손바닥 뒤집듯 쉬운 것일까. 앞과 뒤가 서로 이

토록 다른 서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특히 이 문장에서 안중

식과 조석진을 선배라고 호칭하고 이도영을 동배라고 호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 고희동은 당시 초청에 응해 발기인회에 참가한 인물 13인의 명단을 열거한 

뒤 다음처럼 실감나게 썼다. 

“이 13인이 발기인이 되어 회를 조직하는데 위선 명칭을 의정(議定)할 때 ‘미

술(美術)’ 2자는 채택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화협회’라고 결정하였다. 

이름이야 무엇이고 간에 일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그냥 하여버렸었다.”232 

231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232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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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동은 당시 12인의 발기인은 ‘서화’란 의견을 제출하였고 자신은 ‘미술’이란 낱말

을 주장한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름이야 무엇이고 간에 

일만 하면 된다”고 서술함으로써 자신은 서양 신파(西洋新派), 12인의 발기인은 동양 

구파(東洋舊派)로 성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발기인 전원이 합의하였을 ‹서화협회 규

칙›233이나 ‹본협회의 연혁과 상황›234에서 “신구 서화의 발전과 동서미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천명하고 있음을 보면 구파와 신파, 동양과 서양의 갈등과 같은 대

립구도를 설정하기 어렵다. 고희동의 회고처럼 당시 발기인 회의에서 ‘서화(書畵)’와 

‘미술(美術)’이란 낱말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해도 분별력을 갖추고서 조화로운 토론을 

통한 결론 도출 과정이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서화와 미술의 대립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제하고서 구파에 의

해 ‘미술’이란 낱말이 배척 당했음에도 신파인 자신은 내면으로는 굴복하지 않은 채 ‘일

만 하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인물로 묘사하여 특정 개인인 자신을 부각시키는 가

운데 다음 문장에서 자신을 그 ‘일’과 관련시켜 두었다. 

“그리하고 초대 회장에 심전 안중식씨를 추대(推戴)하고 총무라는 명칭으

로 내가 일을 맡게 되었다.”235

짧은 문장임에도 담긴 내용은 중대하다. 안중식은 ‘회장 추대’를 받았고 고희동은 ‘총무

로 일을 맡’았다는 문장이 핵심인데 ‘추대’라는 낱말을 사용함으로써 서화협회 회장인 

안중식을 협회로부터 떠 있는 객체(客體)로 만든 다음 이어 ‘일’을 맡은 자신을 ‘총무라

는 명칭으로’라고 수식함으로써 자신이 비록 ‘총무’일뿐이지만 협회 사업의 주체(主體)

로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맡은 그 ‘일’이라는 것이 화단, 단체, 교육을 아우

르는 서화협회 사업을 뜻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 3 서화협회 사업에 대하여 

조선서화협회는 1920년 일본을 다녀온 이도영을 위하여 1921년 1월 귀국환영회를 개

233 ‹서화협회 규칙›, «서화협회 회보»제1호, 1921.10.
234 ‹본협회의 연혁과 상황›, «서화협회 회보»제1호, 1921.10.
235 고희동, ‹서화협회 제10회 전람회를 앞두고›, «동아일보», 193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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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고 2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해 5월에 별세한 2대 회장이 공석이었는

데 이 때 3대 회장으로 정대유(丁大有 1852~1927)를 선출하고 회원을 정비한 다음 4

월에 제1회 창립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막일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摠

監), 다음 날엔 고종황제의 서자 5남 이우(李 ) 공(公)이 관람하였고 관람객도 예상 이

상이었으며 언론의 보도도 풍성했다.236 

성공이라 할만한 창립전을 치른 서화협회는 4월 30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

여 제4대 회장에 김돈희(金敦熙 1871~1936)를 선출하고 총무와 간사를 연임시킨데 

이어 이도영을 도서발행부장(圖書發行部長)으로 선임하여 회보 편집책임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뒤 10월 기관지 «서화협회 회보»237 창간호를 간행했다. 

그 뒤 서화협회 전람회는 1926년 제6회 때 비회원에게 출품을 개방했고 1930년 

제10회 때는 공모전 제도를 신설하였다. 다만 1932년 한 차례 회원전을 개최하지 않았

을 뿐 1936년 제15회까지 지속하였다. 고희동은 제16회를 몇 개월 앞둔 1937년 7월 회

고 ‹화단쌍곡선›238에서 대담자 구본웅에게 다음처럼 말했다. 

“처음에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전람회를 하나 해보려니까 잘 돼야지요. 그

래서 이리 저리 발론(發論)을 해서 대정(大正) 9년(*1920)에 처음으로 했으

니까 선전(鮮展)과 한 해입니다.”239

이 회고에서는 전람회가 잘 안되었다고 했을 뿐 다만 자신에 대해 ‘이리 저리 발론’했던 

수고로움을 강조함으로써 서화협회와 전람회를 성사시킨 주역이 바로 자신임을 부각

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 

고희동은 1954년 2월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240에서 서화협회 창립 직후 “우

선 제1회로 전람회를 열기로 하였다”고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다

가 개최했다고 서술하였다. 

236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144쪽.
237 «서화협회회보» 창간호, 서화협회, 1921.10. 
238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239 고희동, 구본웅, ‹화단쌍곡선›1~3, «조선일보», 1937.7.22.
240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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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나 여러분들이 작품을 내려고들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1년, 2

년 지내 나가는 중에 기미(己未*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냥 정지상

태에 들어가고 회장 안선생님이 별세하시어 소림 조선생님이 회장이 되었

다가 또 별세하시고 우향 정선생님이 회장이 되신 후 35년 전에 비로소 처

음으로 전람회를 열었다.”241 

흥미로운 부분은 ‘작품을 내려고들 하지 아니하였다’는 대목이다. 서화협회 발기, 창립

에 참여한 발기인과 회원들이 거의 모두 사회활동 경력이 상당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미술계에서 휘호회, 전람회 경험을 숱하게 쌓은 백전노장(百戰老將)들

이었다. 이런 인물들이 왜 1918년 서화협회 단계에 이르러, 더욱이 창립 목적의 하나이

자 총회 결의사항인 전람회를 거부하려고 했을까. 

또 고희동은 기관지 발행, 서화학원 설립과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만을 열거

하였다. 

“그러하게 지나는 동안에 협회 회보도 발행하였었고 후배 양성하는 기관으

로 서화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생들을 모집하여 상호 연구케 한 일도 있

었다.”242

물론 이 부분도 문장에서 주어(主語)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읽기에 따라서는 기

관지 발행, 교육 사업을 회고의 주체인 고희동이 주도한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가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1958년 12월 ‹서화협회 시절›2243에서는 1921년 제1회 서화협회전람회를 홀로 

추진했음을 암시하는 지난 날의 모호한 회고를 변경하여 처음으로 이도영과 더불어 

둘이서 추진했다고 서술하였다. 

“세상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부터도 

241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242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243 고희동, ‹서화협회시절›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6, «서울신문», 195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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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일러왔다. 관재와 나는 둘이서 여러 동지

들을 모아가지고 이번만은 전람회를 꼭 가져 보자고 벼르게 되었다”244

또 이어서 회보(會報) 발행, 서화학원(書畵學院) 경영을 거론하는 가운데 “교수는 관

재와 나 둘이서 분담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4 – 4 조선서화협회 후기 사정 

조선서화협회는 1918년 창립 당시 총재, 고문, 회장, 총무, 간사, 평의원으로 이어지는 

직원체제(職員體制)로 출범하였다. 1922년 고문(顧問), 간사(幹事), 서기(書記) 체제로 

개편하고 간사회를 주재하는 간사장(幹事長)이 단체를 대표하는 이른바 간사장 체제

를 도입했다. 제5대 회장격인 초대 간사장에 당시 도서발행부장(圖書發行部長)이었던 

이도영을 선출했고245 이후 이도영이 1933년 별세할 때까지 조선서화협회는 이도영 체

제를 지속하였다.246 이도영 간사장체제 시절인 1929년 11월에 열린 임시총회 때 참석

한 60명의 회원들은 내년 조선서화협회 전람회 1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대거 15명에 

이르는 간사진을 선임하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 때 개편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았다. 

간사장: 이도영 

상무간사: 장석표 

간사:  오세창, 이도영, 김돈희, 안종원, 김진우, 고희동, 이한복, 김은호, 이상범,  

노수현, 이용우, 장석표, 변관식, 최우석, 안석주247 

개편 임원의 임무로 보면 상무간사인 장석표(張錫豹 1905무렵~?)가 조선서화협회 전

람회가 열릴 때면 실무를 맡았을 것이다. 그런데 장석표는 고희동의 제자248로써 과거 

244 고희동, ‹서화협회시절›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6, «서울신문», 1958.12.20. 
245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153쪽. 
246 서화협회 시대를 전기, 후기로 나눈 것은 임의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1929년 11월 임원개편 

때를 분기(分岐)로 삼는다. 
247 ‹서화협회의 후원회와 기념전람›, «조선일보», 1929.11.8; ‹서화협회 임총 간사를 개선›, 

«동아일보», 1929.11.8.
248 ‹미술계 미술인›, «조광», 1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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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동이 총무시절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했을 것이다. 전람회가 열릴 때면 전 총무 고

희동이 수행한 임무를 물려받은 현 상무간사 장석표의 활약이 당연했을 것이다. 

변화가 생기고 있던 1931년 5월 문인 김문집은 ‹조선화가 총평›249에서 서화협회 

전람회가 10회를 넘기고 있는 것은 “물론 오로지 고희동씨의 고독한 분투”라고 평가하

였다. 

1936년 1월 «동아일보»는 ‹각계진용과 현세 – 미술계›250란 기사에서 당시 조선

서화협회에 대해 다음처럼 밝혀두었다. 

‘회원 74명. 간사장 안종원, 간사 고희동, 이상범, 이종우, 장석표, 노수현, 오

일영, 김진우’ 

또 1936년 8월 T.O생이란 필명의 인물은 ‹화단촌평›251에서 조선서화협회에 대하여 

“회원 전체로서의 통일이 적고 기개가 부족하면서도 애착조차 부족한” 단체로서 “고희

동과 그 제자 장석표의 노력으로 겨우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1929년 11월 임원개편 이래 상무간사로 선출된 장석표가 일선에

서 실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스승 고희동이 주관하는 이른바 고희동, 장석표 2인체

제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작품을 출품하고 있던 이승만(李承萬 

1903~1975)이 1977년에 간행한 회고문집 «풍류세시기(風流歲時記)»252에서 장석표

가 상무간사를 맡아 활약하던 시기를 ‘고희동이 주관하던 때’라고 적시하였다. 

“서화협회를 고희동씨가 주관하던 때였다. 당초 서화협회에는 서양화부가 

없다가 나중에 선전(鮮展*조선미전)과 실력 대항을 벌이게 되면서 끌어들

이게 된 것이다.253 그리고 서화협회에 서양화부가 받아들여지자 양화(洋

249 이하관, ‹조선화가 총평›, «동광», 1931.05.
250 ‹각계진용과 현세 – 미술계›, «동아일보», 1936.1.1.
251 T.O생, ‹화단촌평›, «신동아», 1936.8.
252 이승만, «풍류세시기», 중앙일보 동양방송, 1977, 283쪽. 
253 서양화부(西洋畵部)란 제1회전부터 유화 전공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으므로 ‘서양화부를 

끌어들였다’는 이승만의 회고는 서화협회가 1927년 비회원 일반 작가의 작품 출품 허용 및 
1930년 공모전 신설을 지칭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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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하던 장석표가 그 상임간사로 있었다.”254 

또한 조용만(趙容萬 1909~?)은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전임 총무에 간사일 뿐인 

고희동을 회장이라고 잘못 오기했으며 또 전람회장 분위기 묘사가 지나쳐서 당시 관

람객 총수 및 언론 반응을 비롯한 관련 사정을 따져 보아야하겠지만 고희동, 장석표의 

행동을 알려주는 회고인데 다음처럼 서술하였다. 

“협전(協展)에 들어가 보면 구경꾼은 두서너 사람밖에 없는 쓸쓸한 전람회

장이었다. 춘곡(春谷*고희동) 회장255 자신이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고 장석

표라는 젊은 서양화가와 심산 노수현(盧壽鉉 1899~1978) 그리고 몇 사람

이 전람회장을 지킬 뿐 한적한 전람회장이었다.”256 

이처럼 수고로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당시 간사였던 오일영의 ‹화백 고희동

론›257을 보면 고희동에 대한 비판자가 출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회운(會運)이 침체하여 모든 사업이 발전의 중도에서 돈좌(頓挫)되었

으나 – (중략) – 군(君*고희동)에 대하여 동인간(同人間)에도 훼예(毁譽)가 

교착(交錯)하여 사(事)를 의(議)하고 기(機)를 정(定)함에 제(際)하여 군이 

너무 완강하여 타협성이 부족하다는 자(者)도 유(有)하며, 혹은 너무 비밀하

여 독재적이라는 자도 유하나 고어(古語)에 ‘성대공자(成大功者) 불모어중

(不謨於衆)이라’ 운하였거니와, 여하간 차(此)로서 군의 장단(長短)을 논할 

필요가 없다.”258 

가곡(佳谷)이란 인물도 1941년 1월 ‹현역인물론 고희동›259에서 고희동에 대하여 “선

254 이승만, «풍류세시기», 중앙일보 동양방송, 1977, 283쪽.
255 춘곡 고희동은 회장 또는 간사장을 역임한 바 없고 다만 초기 총무와 후기 간사를 역임했다. 
256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62쪽.
257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258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259 가곡(佳谷), ‹현역인물론 고희동›, «조광», 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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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로서 상좌(上座)에 머물러 부형(父兄)의 예우를 달게 받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춘

곡은 이 독존적(獨尊的)이요 독선적(獨善的)인 자리에 나서지를 않는다.”260고 고희동

을 평가함으로써 독존, 독선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뒷날 1977년의 회고에서 당시 서화협회는 “일인(一人) 독

단(獨斷)”의 고희동에 의해 “번번히 총회나 간사회의 결의 사항이 무시되는 사례가 종

종 일어나곤 했었다”는 것이며 이에 반기(反旗)를 들고 “간사로 참여하고 있던 범이(凡

以*윤희순)가 정식으로 들고 일어났다”261고 덧붙였다. 

고희동이 1930년 이후 제자이자 상무간사인 장석표와 함께 조선서화협회 전람

회 업무를 전담하고 또 1933년 이도영 사후 지도권을 계승한 이래 일련의 ‘일인 독단’

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어난 사정은 1929년 11월 임원개편 이후 1936년 서화협회 전

람회 중단 사이에 고희동이 서화협회를 주도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가곡(佳谷)은 

‹현역인물론 고희동›262에서 고희동이야말로 “서화협회에 있어서 그가 맥박(脈搏)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물론 가곡도 심장(心臟)이나 두뇌(頭腦)에 비유

하지 않았으니 간사장 안종원의 존재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겠다. 이처럼 고희동은 조

선서화협회 후기 전람회 주도자로서 찬사는 물론 독단 행동으로 지탄도 받았았지만 

서양회화 수입 공로에 대해서는 일관된 찬사를 획득하고 있었다. 

4 – 5 전람회 중단과 해체에 대한 논란 

제13회전을 마친 2개월 뒤인 1935년 1월 현재 조선서화협회 간사는 “간사장 안종

원, 간사 고희동, 이상범, 노수현, 김은호, 오일영, 김진우, 김경원, 이종우, 장석표 제

씨 등”263이었고 제14회전을 마친 2개월 뒤인 1936년 1월 현재는 “간사장 안종원, 간

사 고희동, 이상범, 이종우, 장석표, 노수현, 오일영, 김진우”264였다. 김은호, 김경원이 

간사진에서 빠졌다고 해도 별다름 없이 1936년 11월의 제15회전을 치뤘다. 그리고 

1937년에도 제6대 회장격인 간사장은 초대 회장 안중식의 8촌 아우인 안종원(安鍾元 

1874~1951)이었다. 안종원은 1936년 11월 재단법인 성재육영회(省齋育英會) 임원으

260 가곡(佳谷), ‹현역인물론 고희동›, «조광», 1941.1.
261 이승만, «풍류세시기(風流歲時記)», 중앙일보사, 1977, 283쪽. 
262 가곡(佳谷), ‹현역인물론 고희동›, «조광», 1941.1.
263 ‹예원 각계 현세 – 미술›, «동아일보», 1935.1.1.
264 ‹각계 진용과 현세 – 미술계 – 서화협회›, «동아일보»,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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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임된 양정고보(養正高普) 교장이었다. 

마침 1937년 윤6월 간사장 안종원의 화갑연(華甲宴)이 열려 조선서화협회 좌장

격인 오세창과 4대 회장 김돈희로부터 축수서(祝壽書)를, 간사 노수현, 오일영, 이상범

(李象範 1897~1972), 고희동, 김진우(金振宇 1883~1950), 김경원(金景源 1901~1967) 

그리고 회원 최우석(崔禹錫 1899~1965)이 참여하여 축수도(祝壽圖)를 꾸며 올렸

다.265 유채화가인 이종우, 장석표는 빠졌다. 이처럼 1937년 중반까지도 임원간의 회합

이 지속되었고 있었다. 아마도 이 때 몇 개월 뒤면 개최해야 할 제16회전에 관한 안건

이 논의되었을지도 모른다. 

제16회 예정일이 임박한 1937년 10월에 접어들어266 5일자 «조선일보»는 “사정

(事情)에 의하여 연기하기로 되었다”267고 짧게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

이 보도했다. 

“금년은 특히 다단(多端)한 시국(時局)에 재회(再會)하였으므로 중지(中止)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268

실제로 조선서화협회전은 10월에도 11월에도 열리지 않았다. 당시 언론이 중지 이유

로 밝힌 ‘사정’ 및 ‘다단한 시국에 재회’가 어떤 사정, 어떤 시국인지 적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두 달 뒤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은 ‹정축 조선미술계 대관›269에서 사뭇 간

절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전람회의 불개최는 짐짓 추풍막락(秋風莫落)의 느낌을 주고 있다. 연년이 

미술의 가을이 협전의 불개최로 올해는 그저 단풍 드는 가을을 천송(踐送)

할 따름이니 고적한 마음 오죽 나만 같지 않은 것 같다”270

265 «근대서화의 요람 경묵당», 고려대박물관, 2009, 117~121쪽. 
266 제14회전은 1935년 10월, 제15회전은 1936년 11월에 열렸으므로 제16회전은 1937년 10월이나 

11월에 개최해야 했다. 
267 ‹서화협회전람회 연기›, «조선일보», 1937.10.5.
268 ‹서화협회전람회 금년은 중지›, «동아일보», 1937.10.5. 
269 김복진, ‹정축 조선미술계 대관›, «조광», 1937.12.
270 김복진, ‹정축 조선미술계 대관›, «조광», 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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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진의 서술은 불개최로 말미암은 고적한 마음의 근원인 불개최 요인을 밝혀두지 

않았으므로 당시 미술인의 반응을 알 수 있는 비평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난 6월 고

희동과 화기애애한 대담을 나눠 지상에 세 차례나 나눠 발표했던 구본웅은 12월 10일 

그 해를 회고하는 ‹정축년의 미술계 – 집단에서 분산에로›271에서 서화협회전 연기 또

는 중지에 대해 다음처럼 격렬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사정(事情)을 이유로 미술인이 미전을 중지하려 함은 미명(美名)으로 감추

고자 하는 태만(怠慢)에 지나지 못함이 아닐까 합니다.”272 

간단히 요약하면 미술인이 태만하여 미명으로 사정을 내세워 중지했다는 뜻이다.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사정’ 및 ‘다단한 시국’이란 문장은 당시 임원 가운데 누군가가 기자

에게 발표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본웅은 그 사정이니 시국이니 하는 이유에 대

해 ‘태만을 감추려는 미명’이라고 파악했고 따라서 구본웅은 그 미명을 내세우는 태만

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적시하고 책임을 추궁했다. 

“더욱이 기관의 수반(首班)으로 지도적 입장에 처하고 계신 분 중에서 이러

한 착오된 인식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관에 종속된 여러 사람에게 

대한 책임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하겠습니다.”273 

한 마디로 간사장, 간사진의 태만에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언론 기사나 구본웅의 

글에 미명으로 내세운 사정, 시국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지만 태만을 변호하기 

위한 미명일 뿐이라는 해석을 전복시킬 다른 유력한 해석의 여지는 없다. 

그 사정이나 태만과 관련하여 다음 해 1938년 6월 오일영이 동료 간사진인 고희

동을 변호하고 나선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서화협회 간사였던 오일영

은 ‹화백 고희동론›274을 통해 서화협회의 잔천(殘喘)조차 보존하기 어려운 난맥상이 

271 구본웅, ‹정축년의 미술계 – 집단에서 분산에로›, «동아일보», 1937.12.10~11. 
272 구본웅, ‹정축년의 미술계 – 집단에서 분산에로›, «동아일보», 1937.12.10~11.
273 구본웅, ‹정축년의 미술계 – 집단에서 분산에로›, «동아일보», 1937.12.10~11.
274 오일영, ‹화백 고희동론›, «비판», 1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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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군(君) 1인에게만 책임이 유(有)하다 하리오”라고 고희동을 변호하였는데 이렇

게 나설 수밖에 없었을 만큼 서화협회 중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고희동의 비밀, 독

선, 독존, 독재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한 해가 지난 1938년 10월에도 조선서화협회전이 열리지 않은 채 지나갔다. 논란

이 그지치 않았다. 그러므로 1938년 12월 구본웅은 ‹금년의 화단›275에서 “전람회를 가

지지 않는 단체는 그 성능을 다 하기 어려운지라”라면서 다음처럼 호소했다. 

“금년에 들어서는 동회(同會)의 존재를 의심케 되니 우리의 기억에서 아주 

사라지기 전에 재출발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람회도 가져서 작가들

로 하여금 각기 그 업(業)에 노력하는 정신을 갖게 하는 힘을 주어 비상시하

에 처한 문화인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함이 동협회 당국자에게 바라

는 바이다”276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1940년 10월에도 거듭 조선서화협회전이 열리지 않자 화가이

자 미술평론가로서 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희순(尹喜淳 1902~1947)이 ‹전

초병(前哨兵)›277에 다음처럼 썼다. 

“나도 회원으로서 책임을 느끼지만 간사들은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묻고 싶다. 귀하고 오래된 전통을 우물쭈물 묵살한 작정인가? 자살자(自殺

者)는 남의 동정을 구하기 전에 먼저 ‘비겁자’였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

든 재정(財政)의 염출도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

제(會費制)로 질소(質素)한 회합을 할 수도 있고 회장(會場)도 예년의 휘문

교가 아니라도 백화점이나 또는 경복궁 후원의 미술관을 빌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성(誠)과 열(熱)에 있는 것이다.”278 

275 구본웅, ‹금년의 화단›, ‹동아일보», 1938.12.8~10. 
276 구본웅, ‹금년의 화단›, ‹동아일보», 1938.12.8~10.
277 윤희순, ‹전초병(前哨兵)›, «매일신보», 1940.10.7.
278 윤희순, ‹전초병(前哨兵)›, «매일신보», 19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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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해 제14회전과 마지막으로 열린 제15회전에 회원으로 

출품했던 윤희순은 서화협회전 중단 4년째에 책임 있는 간사를 향해 ‘비겁자’라고 비판

했던 것이다. 게다가 중단 이유인 ‘재정 염출’을 거론하고 ‘질소한’ 방식을 대안으로 제

시하면서 정성과 열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기부금 후원까지 촉구하였다. 

“유산인(有産人)들이여, 1년에 몇 백 원이면 되는 서화협회전으로 하여금 

자멸의 비운에 빠지지 않도록 그대들의 잔돈푼을 유효하게 써볼 의향은 없

는가?”279 

하지만 김복진, 구본웅, 윤희순의 비판과 호소, 대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오일영의 고희

동 개인에 대한 변호 이외에 서화협회 간사장 안종원, 주도자 고희동을 비롯한 간사 그 

누구도 아무런 반향을 얻지 못했다. 서화협회전 중지 시점인 1937년 10월부터 1940년 

10월까지 4년 동안 구본웅, 오일영, 윤희순의 문헌에 드러난 서화협회 전람회 중지 요

인은 매우 명료하다. ‘다단한 시국’이나 ‘사정’의 내용은 첫째, 간사진의 태만 둘째, 주도

자 고희동의 독단 그리고 셋째, 재정의 난관이었던 것이다. 

4 – 6 해방 이후 시절 행장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고희동은 조선미술건설본부 중앙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아 18일 취임하였지만 상급단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첫 회의에 불참하는280 

소극행보를 보였다. 그 뒤 조선미술건설본부의 일부 간부들이 “정치적 색채를 전혀 초

월하여 중립과 순수예술 파지의 태도로써 나아가자”281는 주장을 내세움에 따라 “미술

계로서의 강력한 통일단체를 조직하자”282고 하여 ‘정치에의 절대 불간섭과 엄정중립’

을 강령으로 채택한 조선미술가협회가 1945년 11월 20일283 출범하였는데 안석주는 

279 윤희순, ‹전초병(前哨兵)›, «매일신보», 1940.10.7.
280 «매일신보», 1945.8.24.(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79쪽) 
281 민주주의 민족전선, ‹예술, 미술›, «조선해방연보», 문우인서관, 1946.10.
282 총무부, ‹8.15이후의 미술계의 정세보고 및 조형예술동맹의 결성›, «조형예술»1, 

조선조형예술동맹, 1946.
283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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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미술건설본부가 발전적인 해소를 하고”284 탄생한 단체라고 하였다. 또 안석주는 

조선미술가협회가 결성대회에서 먼저 “서화협회의 해체 선언을 하였다”285고 했다. 이 

결성대회에서 고희동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286 그러므로 서화협회는 1918년 결성 

이후 27년만에 해산한 것이다. 

이 때의 감회를 고희동은 1945년 12월 ‹조선미술계의 장래›287라는 글에서 “과거

의 비(非)를 일소하여 대청소를 하여 버리고 우리의 자유로운 길을 건전하게 걸어 나

아가면 자연히 우리의 미술의 세계는 훌륭하고 거룩하게 생겨나리라고 믿는다”고 서

술하였다. 그런데 1946년 2월 1일 고희동은 협회 대표자격으로 이승만 계열인 비상국

민회의 집회에 참석했고 이 때 출범한 미군정 최고자문기관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 

고희동이 사무국장에 임명되었다.288 그 뒤 민주의원은 1948년 5월 2일 해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회원 4명이 회장의 독단에 항의하여 탈퇴하였고 협회 상임위원회는 고희동

에게 독단 행동에 책임을 물었는데 고희동은 임시총회에 불참하였다. 또 임시총회에서 

조선미술동맹과 합동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희동은 이를 반대하였다.289 그 결

과 협회는 분열되었다. 

“금번 동회장 고희동씨가 독단행위로 미술협회의 이름으로 비상국민회의

에 참가하였다. 하여 좌기 32씨는 이들과 협조할 수 없다고 탈퇴를 언명하

였다.”290 

이로써 조선미술가협회는 “이들의 탈퇴를 계기로 잔존회원 다수의 계속적 탈퇴가 있

었고 따라서 회원의 대부분을 상실한 미협은 사실상의 소멸에 이르른 것이다.”라고 오

지호가 묘사했듯 형해화하였지만 고희동은 6월 11월 계속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간

부 일부는 11월 미국을 향하는 이승만을 환송하는 민족대표외교사절 후원회에 참여하

284 안석주, «해방과 미술›, «개벽», 1946.3. 
285 안석주, «해방과 미술›, «개벽», 1946.3.
286 ‹조선미술가협회›, «중앙신문», 1945.11.23. 
287 고희동, ‹조선미술계의 장래›, «신문예», 1945.12.
288 ‹좌우대립과 해방정계는 반탁 찬탁›, «인물계», 1961.12. 
289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118쪽. 
290 ‹미술협회에서 32씨 탈퇴›, «중앙신문», 19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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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91 

1947년 2월 12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결성대회에

서 고희동은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고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을 전후한 시기 집권여당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상임위

원 이후 1949년 2월에는 문교부 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

임되어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심사위원장으로 활약했다. 특히 고희동은 1949

년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한국친선사절단 일원이 되어 미국

을 다녀왔다. 고희동은 이와 같이 다사다난한 시절을 거친 

소회를 1950년 1월 1일 ‹우리 미술의 장래›292에 밝혔는데 

해방 이후 5년을 다음처럼 규정하였다. 

“해방되자 정치적인 혼란에 크게 영향을 받아 우리의 미술계도 4년간이나 

그럭저럭 산란(散亂)한 중에 지나가고 말았다.”293 

고희동은 또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열린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대하여 다음처

럼 서술했다. 

“우리의 정부가 수립된 덕택이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미술계도 중심세력이 

생겨났다.”294 

고희동은 그 중심세력의 탄생을 기뻐하는 글을 발표한 지 닷새 만인 1월 5일 중심세력

과 무관하게도 ‹50년미술협회›가 출범했다. 자신과 일파가 배제당한 사실을 깨우친 

고희동은 곧바로 한 달 뒤인 2월 형해화한 조선미술가협회를 해산하고 대한미술협회

를 창설하여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6.25전쟁과 휴전을 거치는 가운데 꾸준히 미술계 권

291 ‹문필가협회 등 외교사절 후원회›, «예술통신», 1946.11.29.
292 고희동, ‹우리 미술의 장래›, «평화신문», 1950.1.1.
293 고희동, ‹우리 미술의 장래›, «평화신문», 1950.1.1.
294 고희동, ‹우리 미술의 장래›, «평화신문»,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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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전단해 나갔다. 

전쟁 중이던 1952년 8월 고희동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박종화(朴鍾和 

1901~1981)에게 내주고 물러났다. 이 무렵 고희동은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상임위

원으로 참가하고 있던 정당인이었다. 1953년 4월 정부는 문화인등록법에 따른 예술가

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자신이 전임 회장이었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5월 

문화인등록을 반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기도 했지만, 고희동은 심사위원장으로 선출

되어 활동을 지속했다.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끝난 뒤 1954년 2월 초순에 발간된 «신천지»에 고희동은 

회고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295를 발표하였다. 고희동은 1937년에 처음으로 자신이 

서화협회 주도자라고 주장하였지만 지극히 소박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54년에 이르

러서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나아갔다. 자신만이 개화, 근대 의식을 소유한 인물이며 나

머지 인물은 모두 미개, 봉건 의식에 갇혀 있었고 따라서 오직 동경유학생인 자신만이 

신문화의 선구자로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바로 그와 같은 미술근대화라는 역사의 소

명을 실천한 인물이 유일하게도 고희동 자신이라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왜 

고희동이 1954년에 이르러 그토록 강력하게 자신이 서화협회 주도자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일까. 

1954년 2월이라면 오세창이 1953년 4월 별세한지 10개월, 스승 안중식이 별세한

지 35년, 선배 이도영이 별세한지 21년이 지난 시점이다. 또 이 시점은 자신을 제외한 

강진희(姜璡熙 1851~1919), 조석진(趙錫晋 1853~1920), 나수연(羅壽淵 1861~1926), 

정대유, 김돈희, 김규진(金圭鎭 1868~1933), 정학수(丁學秀 1884~?)와 같은 12인의 발

기인이 모두 세상을 떠난 때였다. 또한 1933년 별세한 이도영에 이어 제2대 간사장으

로 활동했던 안종원도 별세하여 자신의 회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

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를 발표한 1954년 2월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투표를 앞둔 시점이었으며 ‹나의 화필생활›을 발표한 3월은 대한미술협

회 위원장으로써 제8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시점에서의 연이은 회

고록 발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예술원 회원 투표를 의식한 행보인지도 모른다. 특

히 고희동의 해방 뒤 활동에서 문화단체 활동과 정당 활동을 결코 분리시켜 생각할 수 

295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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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상기한다면 예사로운 행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54년 4월 고희동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투표에서 득

표한 미술인 9명 가운데 득표율 5위를 기록했지만 대통령은 9명 가운데 고희동만을 종

신회원에 임명하였고 6월에는 확정회원만의 투표에 따라 예술원 회장에 당선하였다. 

이 때 고희동은 ‹역연(歷然)한 발전에의 도정›296이란 글을 발표하여 “우리 미술가라 

하는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의 관계를 직접으로 모르는 사람들로 다만 좋은 작품을 내

어 놓으려는 것이 항상의 욕망이다”라고 하였고 또 7월 17일 예술원 개원식을 마친 직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예술가들은 정치도 불관(不關)이요, 진속(塵俗)에 물들지 않으며 오로지 

고상한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만 진심(塵心) 노력하여야 하고 그리하여 그러

한 작품이 표현되면 이것은 그 작가의 영원한 생명이요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297

해방 직후부터 10년 동안 문화, 미술, 정치 단체 활동을 병행해 온 자신의 행위에도 불

구하고 정치불관(政治不關)이라고 천명할 정도라면 이 무렵 고희동은 자신에 대한 인

식, 자각(自覺)이 이미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고희동은 1955년 5월 8일 총회에서 열린 장발(張勃 1901~2001)과 나란히 후보

로 경쟁하였는데 개표 결과 과반수에 한 표 불과하여 사사오입(四死五入)으로 계산, 

고희동을 회장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고희동은 대한미술협회 회장을 사퇴했지만 그 여

파로 다수가 탈퇴하여 5월 21일 한국미술가협회를 결성함에 따라 분열되었고 이후 자

신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대한 비판이 강도를 더해갔고 또

한 끝없는 분규가 지속되었다. 

대한미술협회에서 탈퇴하여 한국미술가협회가 탄생하자 ‘놀라고 또 의혹’의 마

음을 가질 수 밖에 없던 고희동은 1955년 6월 8일 ‹분열과 파괴를 조장 – 우리 미술계

의 분립에 대하여›298란 글을 발표하였다. 

296 고희동, ‹역연(歷然)한 발전에의 도정 – 특히 동란 이후 질적수준 향상›, «동아일보», 1954.6.15.
297 고희동, ‹오직 고상한 작품에›, «조선일보», 1954.7.26. 
298 고희동, ‹분열과 파괴를 조장 – 우리 미술계의 분립에 대하여›, «조선일보», 19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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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 우리의 미술단체로 말하자면 대한미술협회(大韓美術協會)가 38개년

의 역사를 가지고 무한한 역경 중에서 끌어 오던 중 8.15해방을 당하여 내용

을 개조직(改組織)하면서 그 즉시로 좌경(左傾)의 혼란으로 싸우다가 필경

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이탈하여 미술동맹(美術同盟)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

지고 작난(作亂)을 하였으나 다 없어져버린 오늘에 있어서”299

자신이 거쳐 온 시대를 역경, 좌경의 혼란, 이탈, 작난으로 회고한 고희동은 이제 한국

미술가협회의 출현에 대하여 “우리 미술계의 교란(攪亂)을 0출(0出)하고 일반의 현혹

을 일으키며 미술단체를 분열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미술협회를 파괴하려는 

공작(工作)이 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서 한국미술가협회 간부가 자신

에게 고문으로 추천한다는 말을 전해 왔을 때 “나의 얼굴은 눈이 실룩하여지고 안색이 

벌겋게 되었을 것이었다. 노기를 띄인 어조로 언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분노하고 불쾌하”여 다음처럼 말했다고 하였다. 

“대한미술협회 전신으로부터 오늘에 까지 38년 간을 끌어오는데 이것이 즉 

나의 평생의 일이었다. 오늘에 이르러서 내가 다른 데에로 간단 말이야. 그

런 말이 어디있어. 고문이라니. 때려주는 것이 고문인가. 공연히 나를 건드

리지 말라고.”300 

서화협회에서 대한미술협회까지 38년간을 자신이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을 토로한 고

희동은 그로부터 몇 해 동안 계속되는 양대 협회의 분란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둘

러싼 파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고희동은 1956년 5월 대한민국예술원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다음 해 1957년 7월 

고희동 화필생애 50년 기념작품전을 소공동 공보관에서 개최했으며, 이 해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로 취임하였다. 이 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이었던 고

희동은 일찍이 1955년의 민주당(民主黨) 고문 자격으로 1959년 1월 14일의 민권수호

국민연맹(民權守護國民聯盟) 상임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연맹은 1958년 12월 28일의 

299 고희동, ‹분열과 파괴를 조장 – 우리 미술계의 분립에 대하여›, «조선일보», 1955.6.8. 
300 고희동, ‹분열과 파괴를 조장 – 우리 미술계의 분립에 대하여›, «조선일보», 19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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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개편, 국민주권사수투쟁위원회를 재개편한 조직인데 

이승만과 여당의 전횡에 저항하는 범야 조직으로 고희동이 연맹 추대에 응한 순간은 

이승만 대통령과 결별 선언의 순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10월에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개막행사 때 관람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맞이하고 기

념촬영도 함께 하였다. 다음 해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고희동은 집권 민주당 당원으로 7월 29일 민주당 공천 참의원(參議員) 선거에 나아가 

당선, 의원생활을 시작했다. 11월에 열린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고희동은 심

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을 물러났다. 참의원이 심사위원을 해선 안된다는 법은 없었으나 

스스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정치인이 미술행사 주도자가 될 수 없다는 

여론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퇴진을 권유했는지 알 수 없다.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를 앞둔 9월 하순 기자가 방문했을 때 ‘선거의 강풍을 헤치고 나온 고의원은 다음처럼 

선거에 대해 토로했다. 

“선거란 그야말로 돈장난이더군, 돈으로 표를 살려든단 말야. 나야 뭐 돈이 

있어? 선거운동이란 겨우 내가 출마했다는 광고에 불과했지”301 

301 ‹일요방문 고희동›, «조선일보», 19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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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희동은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전존폐론(國展存廢論) 시비(是非)며 예술

원의 갈등이 많은 싸움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얼굴을 찌프린다. 그리고는 국전

을 구태여 없애버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국전존폐론에 열렬한 찬의(贊意)를 표한

다.” 이렇게 국전 존속을 강력하게 희망한 다음 고희동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원래 권세와 돈이 따르지 않는 단체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소. 돈과 권세가 

항상 말썽이거든. 예술원이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권세를 부려볼 지위

도 아니니 분쟁을 할 건덕지도 없는 일이지. 그런데도 싸움들을 하고 있으

니 참 딱한 일이야. 좌우간 난 싸움에는 진저리가 났으니 아무데도 가담하

지 않겠소.”302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미술협회, 예술원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 사정에 대

하여 발언한 것으로 진저리 날만큼 싸웠으니 이제부터는 “아무데도 가담하지 않겠다”

고 천명하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 고희동은 예술원 회원에 대

해 돈이 생기는 것도, 권세를 부릴 지위도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

곡하는 발언이다. 예술원은 창설되자 곧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을 추천했고 당

연한듯 예술원 회원 스스로 심사위원, 추천작가, 초대작가가 되었다. 또 당시 예술원 회

원은 투표로 선출하였으므로 미술협회는 득표의 토대였다. 이처럼 잘 짜인 권력체제의 

핵심 중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고희동으로서 예술원이 돈과 권세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발언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불참을 선언

하고서 8개월째인 1961년 5월 5.16군사정변 뒤 의회 해산으로 참의원은 물론 사회일

선에서 퇴진, 칩거생활을 시작했고 5년 뒤 세상을 떠났다. 

4 – 7 조선서화협회전 중단과 해체에 대하여 – 1954년의 회고 

고희동의 1954년 2월 회고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303에는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 사건이 담겨 있었다. 1936년 제15회전을 끝으로 전람회가 중단된 일에 대한 논란

도 종식되었고 또 1954년 11월 서화협회 해산식까지 열었으므로 서화협회는 이제 역

302 ‹일요방문 고희동›, «조선일보», 1960.9.25.
303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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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속 추억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흔드는 추억이 새로운 내용을 머금은 채 등

장한 것이다. 

“19회를 지내고 20회에 이르러304 기념전을 비교적 다채롭게 하려고 노력하

는 중, 그 당시 일본 경찰에서 일지사변(日支事變)이 극심하던 때이라 허가

를 취소하고 정지를 명령하였다. 어찌할 수 없이 그만 두었다.  – (중략) –  필

경에는 협회를 해산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 별말없이 회원 중에 불온당(不

穩當)한 사람이 있다는 까닭이었다.”305

일지사변(日支事變)이란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中日戰爭)인데 이로 말미암

아 일본 경찰이 10월 5일 이전 서화협회전 개최 허가를 취소, 정지명령을 내렸으며 끝

내 회원 중 불온(不穩)한 인물이 있으므로 아예 협회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정지명령에는 응했지만 해산명령에는 응하지 않은 채 “그럭저

럭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미적미적 끌어왔던 것”이라고 했다. 일제 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 명씩 체포, 고문, 투옥당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과 같은 저항, 

투쟁성이 뚜렷한 단체에게나 해당할 만한 ‘해산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경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계(解散啓)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명령 불복종 상태를 유지해왔

다는 이 경이로운 고희동의 회고는 당시건, 이후건, 해방 직후조차 그 누구도 언급한 바 

없었다. 1954년 고희동의 회고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중대한 내용에 대해 고희동은 신

빙도(信憑度)를 높이기 위하여 한 가지 정황(情況)을 제시하였다. 

“그 때의 전람회를 열게 되면 경찰이 와서 반드시 검열(檢閱)을 하는데 나체

화는 물론 금지품이었다. 신체 중 동부(胴部)를 가린 것이언마는 진열을 취

소 당하고, 작자가 호출을 당하여 경찰서에 갔다 온 일까지 있었다. 시방 가

만히 생각하여 보면 웃어웁기 짝이 없다.”306

304 19회, 20회 기념전은 고희동의 착각이다. 
305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306 고희동, ‹나와 조선서화협회 시대›, «신천지», 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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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전람회 개최 때 해당 경찰에 신고, 허가 행위는 일반화된 관행이었다. 일반 관

행이었던 허가제 및 검열 과정을 서화협회 전람회 및 단체 중지, 해산 명령의 방증(傍

證)으로 제시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엉뚱한 정황 증거 제시야말로 증언 신뢰도를 저하

시키는 행위였다. 무엇보다도 서화협회 전람회 15회 동안 나체화로 말미암아 금지 사

건은 커녕, 흥미로운 화제꺼리로 보도된 적조차 없었다. 조선총독부 및 일제 경찰이 서

화협회에 ‘중지명령, 해산명령’을 내렸다면 당시 문화계 및 언론사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했을 것이며 또한 ‘불온 분자’가 암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다면 조

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해산 사태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파문이 일었을 터요 해방 

이후라면 당시 협회 간사 및 기자에 의해 그 사실이 증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명령 사실은 당시에도, 뒷날 다른 인물의 회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4 – 8 조선서화협회전 중단과 해체에 대하여  – 1958년의 회고 

1958년 12월 서울신문사에서 회고를 요청해 왔다. 이 때 6회 동안 연재한 ‹연예천일야

화(演藝千一夜話)›21~26307 가운데 ‹서화협회 시절›1~2308은 앞선 1954년의 회고와 

기본 내용은 같지만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 고희동

은 서화협회 창립 과정에서 자신의 발론(發論)을 찬성한 인물로 조석진, 안중식과 정

대유, 오세창 네 명을 직접 거론했다. 또 협회 명칭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처럼 명료하게 

서술하였다. 

“이 회를 발기하고 명칭과 규약을 제정할 때엔 중론(衆論)이 많았다. 즉 많

은 사람들이 유채(油彩)는 고약한 그림이고 나체화는 그림이 아니라고 말

하는 선배 어른들이 많아서 결국 이상과 같은 ‘서화(書畵)’라는 간판을 붙이

게 되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미술(美術)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어서 주장도 

해 보았지만 어른들에게 따라갈 도리 밖에 없었다.”309

1954년의 회고문만 해도 짐작해야 할 만큼의 모호한 문장을 구사하였지만 1958년에 

307 고희동,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1~26회, «서울신문», 1958.12.3~20. 
308 고희동, ‹서화협회 시절›1~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5, «서울신문», 1958.12.17~20. 
309 고희동, ‹서화협회 시절›1,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5, «서울신문», 195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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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는 자신을 제외한 선배가 ‘유채는 고약한 그림, 나체화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미술’이라는 낱말에 대해서도 오직 자신만이 주장했다고 분명히 적시한 것이

다. 서화협회를 주도한 안중식, 오세창, 이도영은 물론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이 유채

화에 대해, 나체화에 대해 ‘그림이 아니라’라고 규정했다면 “신구 서화계의 발전, 동서

미술의 연구”라고 한 ‹서화협회 규칙› 제2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

다. 여기서 신구, 동서는 수묵채색화와 유채수채화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를 나란히 표

기하고 있다. 또 발기인의 행적으로 미뤄보면 유채화를 부정하는 언행은 상상하기 어

려운 데다가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한 고희동을 발기인으로 포함시키고 또 총무라는 직

책을 주어 일선실무를 맡기는 태도를 지키고 있음으로 미루어도 발기인이 유채나 나

체화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고희동은 서화협회 해산 및 전람회 중단에 대하여서도 직설 화법을 동원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1954년의 회고문에서 불온당(不穩當)한 사람이라고 했던 모호한 표현

을 이번엔 항일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세 사람을 직접 거명하여 명료하게 하였던 것이다. 

“전람회는 20회(*16회)를 맞이하여 기념전을 좀 멋들어지게 해 볼까 하고 

준비를 했었더니 그 때가 마침 소위 ‘일지사변(日支事變)’이 고조(高潮)했을 

때여서 경찰에서 불러 말하기를 ‘이런 비상시국(非常時局)에 미술전람회가 

다 뭐냐! 중지하도록 하라’고 말하며 서화협회도 해산하라는 것이었다. 원

체 서화협회의 회원 중에는 오세창, 권동진(權東鎭 1861~1947), 최린(崔麟 

1878~?) 등 제씨를 비롯하여 항일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 항상 왜경(倭警)의 주목을 받고 지내던 터이라 각오한 바 있었지만 염

통(念痛)하기 짝이 없었다”310 

회고문에서 1937년 10월 언론 보도문에 등장하는 ‘다단(多端)한 시국(時局)’이란 서화

협회전을 중지 이유를 설명한 서화협회 간사 누군가의 말이었을 것인데, 1954년의 회

고를 거쳐 1958년에 이르러 일제 경찰의 말로 바뀌고 또 “비상시국”으로 바뀌어 등장

한다.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은 1954년에 “불온당한 사람”이란 표현을 거쳐 1958년에는 

“오세창, 권동진, 최린 제씨를 비롯하여”란 실명과 함께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분”이라

310 고희동, ‹서화협회시절›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6, «서울신문», 195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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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항상 왜경의 주목을 받고 지내던 터”라는 상황 묘사라 하겠다. 문장 그대로라면 

서화협회는 불온분자의 집단으로 경찰의 ‘요시찰(要視察)’ 또는 ‘보호관찰(保護觀察)’ 

대상 단체였다는 뜻이다. 요시찰, 보호관찰 대상은 불온분자 집단, 항일독립 단체, 사회

주의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표현은 “각오한 바 있었지만”이란 문장이다. 일제 경찰의 협박을 각

오할 정도라면 서화협회의 성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다. 참으로 그랬었을

까.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그 불온당한 사람, 항일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분에 대해 직접 

거론한 오세창, 권동진, 최린과 그 밖의 인물의 행적을 검토해야 하겠다. 

오세창, 권동진, 최린은 천도교(天道敎) 간부로 1919년 3.1민족해방운동 때 민족

대표33인으로 참여하여 징역생활을 하다가 출옥한 동지였다. 그 뒤 최린이 자치운동(自

治運動)을 전개해 나감에 따라 권동진과 오세창은 1925년 11월 천도교를 분리하였다. 

권동진은 이후 1926년 6.10독립만세운동(六十獨立萬歲運動)에 가담하였으며 

1927년 1월 신간회(新幹會) 창립 부회장, 1929년 6월 중앙검사위원 위원장으로 활동

하였고, 신간회가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12월 민중

대회(民衆大會)를 준비함에 따라 학생운동 배후로 지목당해 40여명이 검거당할 때 체

포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투옥 당했다. 권동진과 함께 하고 있긴 했지만 오세창은 

만세운동, 신간회 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채 1929년 11월 6일 서화협회 간사로 선

임된데서 보듯 서화계 활동에 전념하였는데, 2차 투옥 이후 권동진의 항일운동은 휴면

상태로 접어들었던 것같다. 1930년 이후에도 권동진과 오세창은 천도교도로서 함께하

였음은 물론이다. 최린은 출옥 이후 개최한 서화협회 전람회에 출품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더욱이 조선총독부와 타협하는 자치운동으로 전환하면서 권동진, 오세창과 결

별하였고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參議)가 되어 친일행위를 전개하였다.311

위 세 인물 이외에 1936년의 시점에서 서화협회 참가자 가운데 회원이건 비회원

으로 공모전 응모 입선자건 과거 항일, 사회운동 경력자는 김진우(金振宇 1883~1950), 

이여성(李如星 1901~?), 박진명(朴振明 1915~1947) 정도일 것이다.312 서화협회 창립

311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경인문화사, 
2006;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김광식 외, 
«종교계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312 김진우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3년, 이여성은 1919년부터 1921년까지 3년의 옥고를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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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회원으로 참가했던 김진우는 1919년 3.1민족해방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가 임

시정부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임무를 갖고 귀국하다가 검거 당해 체포 투옥되었지만 

1923년 5월 출옥하였으므로 4월에 열린 서화협회전, 5월에 열린 조선미술전람회 응모

와 무관했다. 1924년에는 서화협회 정회원 자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양쪽 모두에 출품

하지 않았는데 출품을 재개한 1925년에는 웬일인지 조선미술전람회에만 응모하였다. 

이 상태는 1928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1929년 9월에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에 불참

하더니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서화협회전에 출품하였다. 태도를 변경한 것

이다. 그리고 전람회 종료 직후인 6일 서화협회 간사로 선임되었다.313

이여성은 1926년 무렵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 입사하여 언론인

으로 명성을 떨치는 가운데 1934년 제13회전에 비회원으로 서화협회전에 최초로 출품

하였고 1935년 «숫자조선연구»를 간행하는가 하면 10월 이상범과 2인전을 개최한 화

가이자 저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박진명은 1931년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중앙집행위원이자 미술부 책임이

었고 일본에서 열린 프롤레타리아미술전람회에 ‹일선(日鮮) 프롤레타리아 단결 만

세›라는 제목의 작품을, 다음 해 제5회에는 ‹기쁨을 나누는 병사›를 출품하였다. 1934

년 9월 미술동맹으로 개편예정인 프로예맹 맹원이자 미술동맹 위원장 후보였는데 이

해 10월에 열린 서화협회 전람회 제13회전에 비회원으로 ‹젊은이›를 응모 입선하였

다. 1935년 제14회전에 비회원으로 ‹노동자›를 응모하여 입선했으며 1936년 제15회전

에도 비회원 응모 입선을 하였다. 그런데 박진명은 1935년 체포, 투옥 당했다가 출옥한 

뒤 북경(北京)으로 건너갔으며 또 다시 연안(延安)에서 피검당했는데 병(病)으로 석방

되는 질곡을 겪어나간 인물이다. 

김진우, 이여성, 박진명 가운데 회원이자 간부는 1929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를 

외면하고 서화협회전에 출품하기 시작한 김진우 한 명 뿐이다. 이여성과 박진명은 비

회원으로 공모전에 응모하였는데 이들은 1934년에 처음 응모, 입선한 인물이었다. 이

처럼 서화협회 회원이 아닌 공모전 응모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다. 다만 김진우만이 유의해야 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고희동이 오세창과 더불어 김진우를 거론했다면 그리고 여기에 비회원으

로 응모하여 입선한 작가인 이여성과 박진명을 추가하여 이들을 일제가 ‘요시찰, 보호

313 ‹서화협회 후원회와 기념전람›, «조선일보», 192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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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면 회고의 신뢰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그런데 고희동은 서화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권동진, 또 초기 서화협회 정회

원이었지만 3.1민족해방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뒤 서화협회전에 일체 출품하지 않은데

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 이미 친일인물로 나아간 최린을 앞장세워 거론했다. 고희동이 

권동진, 최린을 거론한 이유는 오세창과 함께 천도교 간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

겠지만 이마저도 1936년의 시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거론이었다. 항일활동을 지속하

고 있던 권동진, 일제에 협력하고 있던 최린은 서화협회와 무관한 인물이었고 오세창 

또한 사회 활동을 철회한 채 서화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다. 이 무렵 김진

우는 물론 이여성과 박진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서화협회전 중지 무렵 항일 조

직과 관련된 비밀운동을 전개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게다가 1937년은 물론 1938년에도 다양한 개인전, 단체전 및 조선총독부가 주최

하는 조선미술전람회가 여전히 열렸고 1938년에는 조선총독부가 후원에 나서기도 했

던 재동경미협전까지 출현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조선총독부가 서화협회에 중지, 

해산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다. 

고희동은 자신의 이와 같은 회고가 신뢰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술을 덧붙였다. 

“그 때 왜경(倭警*일본 경찰)에서는 ‘총독부미술전람회’[鮮展]도 그만 두겠

다고 말하였으나 선전은 그 후에도 끌어왔던 것이다.”314 

해산을 명령한 일본 경찰이 친절하게 조선총독부가 주최하는 조선미술전람회까지 중

지하겠다고 설명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일본 경찰 최고위급 간부

라 하더라도 조선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政務摠監)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중지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경찰 개인의 소신이라 해도 감히 

중지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당시 1937년 5월 개막한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를 마치고 7월24일자로 발행한 도록 속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인쇄되어 있다. 

314 고희동, ‹서화협회시절›2, ‹연예천일야화(演藝千一夜話)›26, «서울신문», 195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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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朝鮮總督) 육군대장(陸軍大將) 종2위훈1등공4급(從二位勳一等

功四級) 남차랑(南次郞) 제자(題字)”315 

그리고 한 쪽을 할애하여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쓴 ‘정미(精

美)’라는 제자를 큼직한 도판으로 게재하였다. 다음 해 1938년 제17

회 조선미술전람회를 마치고 9월 12일자로 발행한 도록에도 앞 해와 

꼭 같은 방식으로 총독의 제자를 게재하였는데 다만 그 제자가 ‘내선

일체(內鮮一體)’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1936년 8월 조선총독으로 부

임하여 1942년 5월까지 재임한 미나미 지로 총독은 역대 총독 가운

데 “가장 악랄한 철권통치를 한 인물”316이었으며 미나미 지로만이 

아니라 어떤 총독이건 조선에서 절대존재였다. 서화협회 전람회 중

지명령 및 단체 해산명령을 통보하면서 조선미술전람회도 중단할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왜경이라면 그 지위가 최소한 조

선미술전람회 위원장 정무총감을 능가하고 또 조선총독과 동급이어

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뜻을 감당할만한 위치의 경찰 간

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1936년과 1937년 무렵 조선총독부가 조선미술전람회 

중단을 검토하였다는 어떤 자료도 찾지 못했다. 

고희동의 이러한 회고는 고희동 사후 다른 인물에 의해 부정 당했다. 당시 간사의 

한 사람이었던 이종우는 1971년 회고문 ‹양화초기(洋畵初期)›317에서 먼저 다음처럼 

서술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한국인의 거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개혁(改革)의 저의(底意*소장파의 감춘 뜻)는 어쨌든 간에 이 단체의 움직

임이 활발해지자 총독부는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318

315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조선총독부 조선미술전람회, 1937. 7.
316 «조선총독 10인», 가람기획, 1996, 183쪽. 
317 이종우, ‹양화초기›, «중앙일보», 1971.8.21~9.4.
318 이종우, ‹양화초기›, «중앙일보», 1971.8.21~9.4.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속표지 남차랑 총독 제자 

내선일체19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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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종우는 서화협회 내부 소장파의 개혁 움직임에 대해 총독부가 주시하다가 

은근한 압력을 가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종우는 곧 이어 “춘곡(*고희동)이 몇몇 사람

과 의논하여 협전을 유야무야로 집어치울 심산(心算)이었다”고 했다. 

“그 기미를 안 개혁파의 소장 양화가들은 춘곡에게 대들었다. ‘그냥 흐지부

지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거취를 취하고 그만두더라도 이유를 밝혀두

자’ 그래서 열린 것이 1936년의 마지막 협전이요, 전시회가 끝나는 날엔 함

께 모여 기념사진까지 찍었다.”319 

요약하면 소장파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선데다 총독부가 ‘은근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터에 고희동이 전람회를 중지하고자 했고 이에 개혁파가 항의하자 마지막 전람회인 

제15회전을 열고 종료를 기념하는 사진까지 찍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료기념이란 착

오인듯320 하고 다만 ‘개혁의 저의’와 ‘은근한 압력’이란 문장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고희

동이 회고한 바 중지명령, 해산명령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

은 고희동 회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종우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 은근한 압력이라고 적시하여 고희동이 적

시한 명령을 부정했다. 여기서 전람회 중지 이유를 이종우가 적시한바 총독부의 은근

한 압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이종우의 서술은 총독부 압력을 강조하려고 한게 아

니라 중지를 결심한 고희동의 심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종우는 소장파들이 그 이유를 밝혀두자며 고희동에게 항의하였다고 서술한 것이겠다. 

이종우의 이같은 회고가 있고 몇 해 뒤인 1977년 매일신보사에 근무한 기자이며 

화가인 이승만의 회고 «풍류세시기»321에서는 서화협회전 중지와 관련해 경찰은커녕 

아예 총독부조차 찾아 볼 수 없다. 간사의 한 명으로 책임이 있던 이종우의 입장에서는 

‘총독부 압력’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지만 간사가 아니었고 기자였던 이승만의 입장에

319 이종우, ‹양화초기›, «중앙일보», 1971.8.21~9.4.
320 당시 보도 및 비평 어떤 문헌에서도 종료전시임을 명시하거나 종료를 기념했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 만약 이종우의 회고 그대로라면 당시 서화협회 전람회가 마지막임을 누구나 알고 있던 
일이었으므로 다음 해 주기인 1937년 10월 불개최를 발표했을 때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321 이승만, «풍류세시기», 중앙일보사, 1977,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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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부분을 딱히 거론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오로지 간사회 

결의사항을 무시하는 고희동과 이에 반기를 든 간사 윤희순과의 관계만을 회고하고 

있다.322 고희동의 중지명령, 해산명령 주장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종우, 이승만 두 증언 가운데 간사 이종우는 내부 임원이므로 총독부의 

압력을 알 수 있고, 이승만은 회원일 뿐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압력을 모를 수 있다

고 짐작할 수 있으나, 이승만이 당시 정보에 가장 민감했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

자였고 더욱이 1935년 제14회 서화협회전람회에 ‹풍경›을 출품한 인물이었으므로 오

히려 총독부가 압력을 가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협회에 전달할 위치가 아닌가 싶

고, 또 이승만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고희동의 독단에 반기를 들었다고 한 화가이자 비

평가인 회원 윤희순도 이승만과 더불어 매일신보사 기자였다. 총독부 압력, 일본경찰 

명령이 사실이라면 어찌 윤희순이 유독 고희동에게 반기를 들었단 말인가.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비평, 회고를 종합해 보면 고희동이 1937년 10월 초 스스

로 중지하겠다고 언론사에 통보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간사장 안종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일본 경찰의 중지명령, 해산명령은 오직 고희동의 회

고문에서 그것도 1954년에 가서야 처음 출현하는 것이다. 

제5장 맺음말 

74살의 원로 고희동이 1959년 1월 직접 집필한 마지막 회고문 ‹화필생활 50년›323에서 

다음처럼 회고하였다. 

“또 한 가지는 6년 만에 졸업인지 무어인지 종이 한 장을 들고 본국으로 돌

아왔다. 전 사회(全社會)가 그림을 모르는 세상인데 양화를 더군다나 알 까

닭도 없고, 유채를 보면 닭의 똥이라는 둥, 냄새가 고약하다는 둥, 나체화를 

보면 창피하다는 둥, 춘화도를 연구하고 왔냐는 둥, 가지각색의 말을 들어가

며 세월을 보내던 것을 생각하면 나 한사람만의 외로운 고생을 하였다는 것

322 윤희순이 서화협회 간사였다는 사실은 당시 자료에서는 찾지 못하였다. 
323 고희동,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 «동아일보», 1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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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 당시에 그렇게들 신시대의 신지식과 신사조에 캄캄들 하였던가 하

는 생각이 나고, 근일의 이르러서는 어찌 이다지도 새것에 기울어지는 풍조

가 엄청나게 지나치는가 하는 감이 든다.”324 

고희동은 타인폄하, 자기존숭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의식을 52살 때인 

1937년의 회고에서 미약하게 엿보인 이래 숙성시켜온 것 같다. 그로

부터 18년이 지난 69살 때인 1954년 2월의 회고는 숙성의 완성 단계

였다. 이 때부터 5년 동안 발표한 몇 회고문은 그 시간순서에 따라 점

차 진화를 거듭하였다. 마지막 집필 회고문인 1959년 ‹화필생활 50

년›에서 자신을 제외한 ‘전 사회’를 무지하다고 왜곡멸시(歪曲蔑視)

하고 오직 자신만이 외로운 고생을 하였다는 자애존숭(自愛尊崇)의 

언어를 격정토로(激情吐露)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상승의 경

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것이다. 

고희동의 80년 평생을 타인으로부터 지극한 찬사와 영예로운 

칭호를 들으며 살아온 인물이다. 먼저 타인으로부터 획득한 찬사와 

칭호는 46살 때인 1931년 이하관(김문집)에게서 출발했다. 글은 짧

아도 담긴 내용은 화려하다. 화공탈출(畵工脫出), 미술가 승격을 이

룬 인물, 이도영과 함께 서화협회를 창설한 인물 게다가 서화협회전 

지속을 위해 고독한 분투를 해 온 인물이라는 묘사는 46살의 인물에

겐 과분한 영광이었다. 다음 52살 때인 1937년 구본웅은 ‘지도적 입장

에 선 기관의 수반(首班)’이란 칭호를, 1938년에는 서화협회 창설 노력자(勞力者)란 칭

호를 헌정하였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어서 1938년 오일영이 기록한 

바 당시 미술인들에 의해 ‘비밀스런 독재자’란 호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으며 1940년 

55살 때에는 윤희순으로부터 ‘자살자, 비겁자’라는 칭호의 모욕을 당해야 했다. 1941년

에는 서화협회의 맥박(脈搏)이며 선구자(先驅者)라는 영예로운 칭호와 동시에 독존적

(獨尊的)이요 독선적(獨善的)이란 수식어로 불리웠다. 

또 고희동은 52살 때인 1937년 김관호와 함께 초대 양화인(洋畵人), 그리고 양화

단(洋畵壇) 붕아(崩芽)의 인물로 불리웠고 1938년에는 비로소 가장 역사성이 강한 표

324 고희동, ‹화필생활 50년에 잊혀지지 않는 일›, «동아일보», 1959.1.5.

고희동 화필생활50년에 

– 동아일보195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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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 조선인 양화가의 효시(嚆矢)란 칭호를 헌정받았다. 신사조(新思潮) 수입자라는 

칭호에 이어 1939년에도 양화계(洋畵界)의 최고 선배라거나 1941년에는 양화계의 여

명(黎明)으로 불리웠다. 

고희동은 52살 때인 1937년 이전까지는 1910년대 전후 서화계 일반을 멸시하거

나 조선미술을 폄훼하긴 했어도 자신의 활동이나 역할을 부각 또는 존숭하는 언행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 때 자기 스스로 서화협회 창설 발론자(發論者)라는 호칭을 내세웠

다. 그래놓고서도 숙성시키던 중이었던지 18년 동안 별다른 언행이 없다가 1954년 69

살에 이르러서 선배를 서화가로 규정하면서 객체화시키고 자신을 미술가로 규정하여 

주체화시킨 뒤 서화협회 조직자(組織者)란 칭호를 스스로 부여하였다. 그런데 73살 때

인 1958년엔 민망한 마음이 들었던지 서화협회전, 회보, 교육 사업만큼은 이도영과 함

께한 분담자(分擔者)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도 잠깐 74살 때인 1959년엔 분담자란 흔

적을 씻어버린채 타인멸시(他人蔑視), 자애존숭(自愛尊崇)의 전형으로 회귀하였다. 

고희동은 46살 때인 1931년 김문집으로부터 이도영과 공동으로 조선서화협회를 

창설한 인물이란 평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2살 때인 1937년에야 스스로를 발론자

(發論者)라고 주장하였으되 조심스럽게도 모호한 화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69살 때

인 1954년과 73살 때인 1958년에 이르러 구파 대 신파, 서화 대 미술, 선배 대 자신, 객

체 대 주체의 구도를 적대적 대립구도로 강화시키는 가운데 드디어 스스로 자신을 조

직자(組織者)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 때는 모호한 화법에서 벗어나 명료한 언술(言

述)을 구사하였다. 다만 전시, 회보, 교육과 같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주도한 듯 때로는 이도영과 분담한 듯 여전히 모호한 화법 또는 오락가락을 반복하였

다. 그런데 ‘양화가의 효시(嚆矢)’와 같은 칭호와 관련된 서양회화 수입 부분에 대한 내

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화법을 구사하거나 부연 서술하지 않았다. 너무도 명료한 사실

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희동은 어떤 경우에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은 사례(事例)

를 곁들이는 화법을 구사하여 커다란 효과를 거두곤 했다. 특히 유채화와 도구에 대한 

엿장수, 달기똥이라는 비아냥 사례는 소품 백미(小品白眉)였다. 1937년에 처음 엿장수

가 등장하고 1939년에 반복한 다음 1941년에는 엿장사에 담배장수가 추가되었는데 이 

때 달기똥, 고약이 등장하여 1954년 이후에는 상설 반복하였다. 이처럼 고희동의 회고

문은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이 강화(强化)되는 심층반복(深層反復)과 점차 구체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면서 중첩(重疊)되는 퇴적진화(堆積進化)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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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동 문헌은 1937년 구본웅과의 대담 이전까지는 가능한 한 조화와 공존에 기

반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파와 신파라는 구별이나 선배 대 자신의 변별도 갈

등과 대립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1935년만 해도 안중식 이후 환에서 예술로 의식적 운

동이 일어났다고 했고 또 그 기세(氣勢)에 따라 서화협회도 창설되었다고 천명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3년 ‘공명자’ 이도영 별세 이후 점차 타인멸시, 자애존숭의 의지가 극

심해져 갔고 또 찬양과 비판의 표적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숙성, 발효기간을 거쳐 오세

창의 서거를 끝으로 자신을 제외한 조선서화협회 발기인 전원이 별세한 직후인 1954

년 절제의 경계를 파괴한 채 유아독족(唯我獨尊)의 경지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렇게 

나아갔다고 해도 지루할 만큼 반복을 되풀이만 했다면 그 회고문헌은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지 모른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묘법은 첫째, 멸시와 존숭의 대비법(對比法) 둘

째, 반복과 진화의 점층법(漸層法)이다. 

고희동이 남긴 회고문헌 전체는 서구미술 이식기를 뜻하는 근대미술사학의 비

조로써 문헌실증주의를 표방한 이경성의 연구논문에 수정 없이 채택됨으로써 정전(正

典) 또는 원전(原典)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이경성은 고희동 문헌에 자리잡고 있는 조

선미술 쇠퇴론, 1910년대 전후 서화미술 멸시론, 근대서구중심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관점을 반복하였고 이후 근대미술사학계에 고스란히 계승시켜놓았다. 

이 글에서 본인은 이경성이 비판 없이 인용한 고희동의 세계관 및 관점이 아니라 

그 관점을 성립시키고 있는 회고문헌 근저에 깔린 사실과 주장을 분리시켜 진실과 허

상을 분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했다. 검증과 비판 방법론으로는 실사구시와 감공형

평을 도구로 삼았지만 실사구시 단계에서 멈춘 느낌이다. 보다 심화시키기 위하여 감

공형평, 조리계통 단계까지 나아가 고희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추후로 미뤄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서구미술 이식기 미술

사를 공부하는 거의 모든 연구자가 이경성 및 고희동의 문헌에 대한 검증의 실사구시 

단계는 커녕 치의자득 단계조차 간과하고 있음에 대하여 성찰의 계기를 주고 또한 문

헌 발굴에 급급해 오다보니 검증과 비판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미술사학 전반

에도 기여할 수 있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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