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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여는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대한 

민국정부 수립을 위한 모색의 기간이었던 1950년대는 

6.25 라는 전쟁의 상흔과 함께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냉 

전 대결의 시대였다. 반공이념으로 대내외적 체제를 정 

비해 가고 전쟁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회 재 

건의 첫 단계로서 ‘1950년대’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 

념， 그 안에서 개인적 삶과 사회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 

러우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은 격동의 시기이다.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 

리나라 미술계는 서구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국제적 흐름 

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빈족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민족 

미술의 정체성을 반성하고 새롭게 재 · 정립해야 하는 시 

대적 과제 앞에 직면해 있었다. 시대의 격변기이고 혼란 

한 과도기였던 50년대에는 당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서 

구 미술을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한국미술의 정체성과 세계화의 방향을 모색 

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1950년대 한국미술 

계는 서구 미술이 수용되어 한국적 상황과 현실 위에 

서， 한국적 근대성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전망 

과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이라 보여진다. 

우리나라 큰대체제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을 매개 

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지향점은 일본적인 

것에 두는 것이라기 보다는 ‘서구적’인 근대세계를 지 

향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근 · 현대 개념은 일본 

혹은 일본 문물을 통해 수용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서구 

적 근대성을 바라보았다. 일제 강점기에 체제화 되었던 

우리나라 근대성은 본질적으로 서구적인 합리성의 근대 

세계， 즉 산업화된 시민사회의 근대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1) 해방 이후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우리나 

라 미술계는 한국미술의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미술이념과 양식을 ‘서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 

기 시작하는 한편， 민족미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근대성과 현대성이 대립과 모색을 거쳐 정착하는 과정 

이었다. 이 시기 한국미술에서 비평활동을 하던 김주경， 

김용준， 오지호， 윤희순도 해방공간에서 비평적 쟁점을 

작품에 두기 보다는 일본식민지문화 잔재와 청산， 조선 

미술의 해방파 민족미술의 수립 등에 모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해방공간에서 한국 미술계가 서구문 

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 

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는지에 

관해 작가들의 조형이론 미술세계 (art world) , 미술교육 

(art education)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해방공간에서 활동한 미술가와 미술작품， 미술세계， 미 

술교육에 관해 진행되었던 연구틀은 대체로 두 가지 영 

1) 한국근대미술에 대한 기점 설정에 관해서는 엌사학， 사회학 그리고 문 
학 분야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진까지 시대 구분이 유동 

적이고 의견이 다양하다. 근대미술이 내재적 발생인가， 또는 외부로부터의 

이식인가에 따라 그 시점을 조선후기의 영 · 정조 시대부터라고 보는 견해 
에서부터 1876년 개항과 갑오개혁.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근대 부재설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근대미술 

의 출발을 1910년대로 본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화단에 서양미술의 영향 

으로 미술과 미술가의 개념이 확장되었고 미술교육강습소가 설립되면서 

미술계에서 근대적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다 

2) 해방공간의 미술비평에 관한 문헌은 최열의 『한국근대미술 비평사~(열 
화당)와 「미술비평문헌목록J( W계간미술'~4호， 1987 겨울， 73-74쪽)을 볼 것 

해방공간의 효택미술: 서구문화 수용과 민족정체성 구현의 문제 13 



역 (작가와 작품， 미술제도의 문제 3) / 미술교육의 문제 

4))으로 분류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렇게 한 

국미술계의 활동과 미술교육의 분야를 분리시키는 연구 

방법은 ‘해방이후 5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파악하 

는데 총체적으로 지도를 그려내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해방이후 한국 

화단과 미술교육영역에서 서구문화가 수용되는 과정 속 

에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진통을 겪으면서 어떠한 식 

으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는지， 그리 

고 이 당시 한국 미술계가 과연 서구문화를 통해 지향 

하고자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학제적 연구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조선미술전람회 제 1회 전시， 1922 

2.1950년대 한국미술계와 조형이론 

일제제국주의 강점 시대에 우리나라 미술활동은 식 

민지 통치자들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문예활동이 

통제되고 조정되었다.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됨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술계는 일제잔재의 청산과 함께 민족미술 

3) 최태만，근원 김용준의 비평론 연구j ， W한국근대미술사학』제 7집， 1999,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임창섭，비평으로 본 해방부터 앵포르멜까지」，『비평 

으로 본 한국미술~， 대원사， 2001 , 김영나，한국화단의 앵포르멜 운동」，『 
20세기의 한국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8, 오광수 W우리미술 100년~， 현암 

사， 2001 , 윤범모 W한국근대미술 시대정신과 정체성의 탐구~， 한길아트， 

2000, 윤희순 W조선미술사언구~， 열화당， 2000, 이구열 W한국근대미술산 

고~， 을유문화사， 1978 
4) 김성숙，피바디 사절단에 관한 연구(l)jW조형교육』제 15집， 1999, 박휘 
락 W한국미술교육사 ~， 예경， 1998, 염태진， 'Peabody와 한국의 미술교육을 
생각한다JW조형교육 』제 3집， 1987, 김향미，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자유 
화운동의 전개 과정에 관한 사적연구jW미술교육논총』제 11 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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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과제를 미술이론과 창작분야에서 두게 된다. 윤희 

순은 「조형예술의 역사성」과 「조형예술의 전통과 그 계 

승발전의 문제」라는 글에서 

오늘날 구호로 되 어 있는 국제민주주의 노선 위 에서 민족문화 

가 건설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문화인들의 공통되는 세계관이 

라 하겠다. (생략) 조형예술에 나타난 특수성은 민족의 예지 

를 대변한다. 따라서 세계문화사에 비추어 고도의 수준을 가 

지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통으로써 생생한 혈맥이 통하게 

된다. 미개 인종의 특수한 조형예술은 현대학자에게 예술의 

시원(始源)에 대한 좋은 연구대상이 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 

을 예술의 전통으로 볼 수 있을까. 전통은 역사의 발전과정에 

서 종족과 시대의 단편적인 특수성이 해소 · 여과되면서 높은 

감성으로 앙양되고 계승 발전하는 독자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유한 종족 혹은 민족양식을 그대 

로 전통이라는 개념 속에 집어놓기 위하여는， 양식의 고수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전통의 계승발전을 저해 

하는 역효과를 내는 장본이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전통을 

가장 존중한답시고 실상은 전통을 우상(偶像) 골동화(骨童化) 

하여 생기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자가당 

착의 모순은 그 원인이 퇴폐취미에도 있지만， 세계문화 발달 

사에 대한 무관심과 현실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기 

력한 독선주의 등에서 오는 것이다. 이와는 따로 새로운 시대 

의 창설을 위하여는 전통에 구애할 것 없다는 생각을 과도하 

게 추진하여 민족성을 무시하려는 사람도 있다. (생략) 이상 

의 두 가지 전통에 대한 편경(偏{煩)된 관찰은 충분히 경계해 

야 할 것이니，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전통의 정당한 고찰과 계 

승 발전이 논구(論究)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 문제 

가 세계문화 섭취 및 신문화 건설과 결코 서로 저어(觀觀)되 

는 것이 아니며， 병행적으로 연관되어 토의될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생략) 요컨대 전통을 세계문화 진출 때문 

에 방기하거나， 이와 반대로 회고의 감상에 빠짐으로 해서 답 

습하는 것으로만 일삼으려는 두가지 점을 경계하여， 건설적인 

계승과 발전으로 민족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현대작가에게 

부과된 사명 5) 

이라 주장하였다. 윤희순은 당시 우리나라 작가들이 우 

리 미술의 정체성을 건설하고 국제미술 흐름에 발맞추 

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윤희순의 

판단과 인식은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 미술현장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고， ‘현대미술’이라는 

5) 윤희순 W조선미술사 연구~， 서울 열화당， 2000, 180-192쪽. 



새로운 조형언어에 대한 작가들의 탐구와 조형이론의 

갈등과 대립을 몰고 왔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발전 

해온 미술계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나라 

미술계도 제도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정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48년 조선미술가협회가 대한미술협회로 개칭되고 

1949년 대한민국전람회가 문교부 고시 1호로 창설되었 

다. 국전의 창설과 함께 성립된 해방 이후 한국화단은 

미술계의 재건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되어 갔다. 해방 이전의 서양화 장르에서 근대화단의 

주류들을 이루었던 양식들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구상작 

가들을 중심으로 국전은 재편되었다. 국전이 해방이전 

의 근대성을 그대로 계승하였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1950년대 전반 우리나라 미술은 일제 강점기 한국미술 

의 근대성이 서구의 구상적 근대미술이 지니는 조형적 

특정을 지나는 미술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국전에서 

보여지는 근대적 면모란 근대화단 형성기의 조형상의 

특성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고희동， 이종우， 

도상봉 등의 작품이 국전에 선보인 조형 양식들이 이를 

증명한다. 

광복이후 우리나라 미술계는 국전이 선전(도판 1)의 

기능을 계승하면서 서양미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미 

술계의 구조를 재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한 한국미술의 근현대성의 문제를 정착시키고 미술의 

각 장르별로 작가협회가 발족되면서 작가들이 제도적으 

로 조직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국전에 참여하면서 

도 현대적 감각을 실험한 유경채， 이봉상， 장이석， 최영 

림 등이 창작미협을， 이경성， 최순우， 김영주， 킴병기를 

중심으로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1956년 발기되었고， 유 

강열， 정규， 박수큰 등에 의한 한국판화협회가 1958년 

에 창립되었다. 국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예술세 

계를 이룩한 유영국， 한묵， 박고석， 이규상 등이 모던아 

트협회를， 변희천， 조병현， 이상순 등이 신조형파라는 그 

룹을 만틀어 국전에서 수용한 사실주의를 탈피하려 시 

도하였다. 또한 국전의 제도적 운영방식과 방향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 

협회에서 주도되었다. 동양화 단체인 백양회， 조선일보 

가 주최한 현대작가초대전의 발족 등도 50년대 후반에 

일어난 한국미술계의 움직임이다. 

2. <신미술)， 1956 

또한국내 

최초의 미술 

전문지 『선미 

술』이 1956년 

에 창간되면 

서 미술계는 

미술계로서의 

최소한의 제 

도적 장치틀 

을 갖추게 된 

다. (도판 2) 

해방이후 신문화 운동에 의하여 미술문화도 점차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나 6.25 동란과 더불어 (중략) 미술문화 발전 

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중략) 이때에 ‘미술교육연구회’에서 

미술계 및 일반인을 위하여 『선미술」을 창간 6) 

하게 되었다고 도상봉은 창간 권두사에서 말하고 있다. 

미술전문잡지의 대두와 함께 해방공간에서 미술계의 변 

화는 전시공간이 다양화 되었다는 점이다. 9. 28 수복 

후 김환기는 종로화랑이라는 개인화랑을 열었고， 1958년 

아세아 재단의 주선과 후원으로 반도화랑이 열려 국내 

에서 상업화랑으로서 규모를 최초로 갖추게 되었다. 이 

외에도 수화랑， 파고동화랑， 삼보화랑， 동방화랑， 동화화 

랑 등 전시공간 등이 외국관광객의 출입이 잦은 명동， 

소공동， 인사동 등 시내 중심가에 생겼다 7) 또한 경복 

궁 국립미술관과 미국 공보원 등 국 · 공립 공공기관에 

서도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미술계는 국전을 통해 조형 상으로 

는 해방이전의 양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지만， 미술 

잡지 등을 통해 우리 미술의 낙후된 사고방식과 사회적 

구습으로부터 벗어나 근대화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와 맞 

물려 해외 미술활동에 대한 국제적 변화와 흐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 

6) w신미술 ~， 창간호， 1956, 3쪽 
7) 오광수 · 서성록 w우리미술 100년~， 서울 현암사， 2001 ， 159-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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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작가들 

은 해방과 전 

쟁의 참화 속 

에서 우리 민 

족이 겪었던 

민족의 수난 

과 혼란， 갈등 

을 민족의 조 

형언어로 구 

체화하였다

우리 근대미 

술의 근대성 

과 결합된 대 

중 미술언어 

의 토착화， 그 

리고 서구미 

술의 양식과 
3 박수근，<나무와 두 여인)， 1950년대 

매체를 수용하여 민족의 주체적 조형언어를 구현하였 

다. 

195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작가 박수근(도판 3)은 

한국인의 근대적 서정을 민족의 고유한 조형감각으로 

창출하였다. 합판이나 두꺼운 종이 위에 캔버스 천을 

입히고 흰색， 회색， 갈색， 흑색의 물감을 두럽게 쌓아올 

려 형성된 마띠에르는 우리나라 화강암 표면의 질감과 

색채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양식을 창출하였다. 바위에 

그림을 새기듯， 박수근은 캔버스 위에 전쟁후의 질곡과 

모순에서 당당히 삶을 꾸려 가는 평범한 이웃과 가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나목과 촌부 

등， 박수근 세계에 등장하는 대상들은 가장부재(家長不 

在)의 가족도로서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한국의 사회 

현실을 재현한다. 젊은 남성을 앗아간 전쟁의 상처를 

재현한 듯，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결같이 

생존을 담보로 생활하고 있는 인고(忍苦)의 여성상이 

다. 앙상한 나목은 추운 겨울의 궁핍한 시대를 상정하 

지만， 새봄에 다시 나뭇잎을 키우는 생명의 탄생을 기 

약하는 시대적 의지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중섭은 서구 

적 근대 조형언어에 기반 하여 서양의 미술양식을 독자 

적이며 주체적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변 세계 

16 i:흩形 pa야.1 연구논문집 24호， 2001 

4 이중섭，<소)， 1953, 종이에 유채， 30.5 x 41.3cm, 용인， 호암미술관 

4. 김환기，<달과 산)， 1960, 유채， 95.5 x 160.5cm 

에 놓인 사물의 형식들， 주로 자연물과 동심의 세계가 

얽힌 풍경의 형식들을 상징적인 도해로 구상화해낸다. < 
소).(도원 (挑園))은 20세 기 초 서 양 표현주의 작가들에 

의해 실험되었던 빠르고 충동적인 붓터치와 표현적 왜곡 

을 보여주고 있다.(도판 4) 서양의 미술양식을 우리의 전 

통미술에서 보이는 소재들과 결합시켜 자전적 성격을 강 

하게 전달하고 있다. 김환기는 산， 달， 구름， 학， 나무， 매 

화， 백자 등 조선시대 사대부의 세계와 밀착된 소재들을 

중심으로 문인취향을 반영하는 서양화를 제작하였다. (도 

판 5) 

서양의 미술양식과 매재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고 독자적이고 민족 

적인 미를 구현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뿐만 아니라， 

해방이후에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젊은 작가들이 유럽이 

나 미국에서 일어난 추상미술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기도 

하였다. 대한미협과 한국미협의 갈등으로 국전이 파행적 

으로 운영되고 대한미협의 국전거부로 말미암아 기존 화 

단 정치에 반발하는 작가들이 나타나면서， 근대미술의 

근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질서와 같이 호흡하는 보 



6. (60년 미술가협회〉 전시장면 

펀적인 조형언어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 힘을 얻게 

된다. 유럽의 앵포르멜이나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대 

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화집을 통해 접했을 것으로 보이 

는 젊은 작가들은 1957년에 결성된 ‘현대미술가협회’， 

‘60년미술가협회’ 등을 결성하였다. (도판 6) 마치 잭슨 

폴록(Jackson Pollcck) 의 액션 페인팅 (action p뻐뼈g)에 

서 보여지듯이，(도판 8) 화면의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해체하여 붓을 휘두른 듯한 표현 방식은 서양의 앵포르 

벨이나 추상표현주의에서 보여지는 표현과 연관되며， 

한국 특유의 추상회화 공간을 만들어내었다.(도판 7) 

1950년대 후반에 나타난 한국화단의 기성가치에 도전하 

는 젊은 세대 작가들은 본격적으로 전후 추상미술의 수 

용과 전개를 통해 나아가면서 한국미술의 근대적 성격 

을 쇄신해 보고자 하였다. 자유주의 세계의 조형이념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한국화단의 왜곡된 근대 

양상들을 보편적 가치로 대체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 

환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4.19 이후 국전에서 추상미 

술부분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게 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 동양화단에서도 서구미술의 수용을 통해 

전통미술의 근대화를 고민하고 그 활로를 모색하기 시 

작하였다. 동양화단에서는 일본 색을 극복하는 것이 중 

요한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는데， 이상범과 변관식(도 

판 9)은 우리의 산천을 서양미술 구도의 영향도 받으면 

서 현대적 조형어 법을 창출하였다. 동양화단에서 전통 

의 현대화 과정은 일부 동양화가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 

으로 실험되는데 전통 수묵화의 영역에서 벗어나 서양 

미술에서 보여지는 양식과 매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추상화 작엽이 그것이다. 백양회에서 활동하였던 박래 

7 김봉태，(무제)， 1964, 유화 

8 잭슨 폴록， (Nomber 3), 미I on canvas 

현은 동양화 뿌리를 안고 서양의 조형원리를 적극적으 

로 수용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하여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보편적 조형언어를 

이룩하였다.(도판 l이 박래현은 초기에 일본화의 사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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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관식.<외금강 삼선암 추색)， 1959, 종이에 채묵， 
150 x 1 ’7 cm, 개인소장 

10 박래현，(노점)， 1956 

의적 묘사에 경도되어 인물이나 대상을 그혔으나 차츰 

2차원 평면 한지 위에서 서양의 입체주의와 추상표현주 

의의 양식들을 적극적으로 실험하였다. 그의 작업은 서 

양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예이지만 화변과 공 

간에 대한 이해는 동양화 특유의 미감을 만들어내고 있 

는 점이 서양의 입체파나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작품들과 

18 좁形 part.1 연구논문집 24호， 2001 

11 박래현，<작품 1), 종이에 수묵 담채， 1965, 
137.2 x 122 cm , 개인소장 

차별성이 있 

다. 박래현의 

작품에서 보 

여지는 추상 

화에 대한 실 

험 은 당시 

1950년대 전통 

동양화단에서 

서 양미술에 

대해 반응하 

τ7 이으」으 님 
...L- λ^ u ;:::크 」ι-

여준다. 이것 

은 당시 서구 

추상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험하던 서양화단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 

았을 것이다. (도판 11) 

한편， 해방 이전 조각계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못 

할 정도로 한국근대조각의 성과는 선구자 김복진의 활 

동을 제외한다면 그리 활발하게 찾아보기 힘들다. 해방 

이후 서울대와 홍익대에 조소과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제도적으로 조각가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김종영과 

윤효중을 중심으로 신진 조각가들을 배출함으로서 한국 

조각계의 근대성을 형성하는 작가군의 흐름을 자리잡게 

되 었다 50년대 후반부터 김종영은 추상조각을 시도하 

였는데， 순수한 형태의 미와 재질감에 충실했던 브랑쿠 

시， 아르프 등으로부터 영향 8)을 많이 받은 듯하다. 나 

무， 돌， 청동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선과 변， 곡 

선과 기하학적 형태의 대조를 통해 추상조각을 실험하 

였다.(도판 12) 

이상에서 해방공간의 한국미술이 서구미술의 흐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실험되었음을 살펴보 

았다. 전통과 서구문화의 수용 사이에서 작가들은 갈등 

하고 모색하면서，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하기도 하 

였다. 50년대 동양화， 서양화， 조각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서구 추상미술에 대한 수용 과정은 해방이후 우리나라 

미술교육계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화단에서 추상 

8) 김영나 r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미술 개관J ， ~20세기의 한국미술~， 서 

울 도서출판 예경， 1998, 198쪽 



12 김종영，(전설> 1958, 철， 69 x 68 x 81 cm 

3，서구적 근대성을 향한 미술교육 

의 작업을 실 

험하였듯이 

미술교육 영 

역에서도 서 

구의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론9) 이 수 

용되기 시작 

하였다. 

8. 15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일제시대에 근대적 고등교육 기 

관으로서 대학이 유일하게 설립된 것이 경성제국대학이 

다. 그러나 교육의 주권을 상실했던 식민지 시대에서 

경성제국대학은 민족의 대학이 될 수 없었던 한계를 가 

지고 있었으므로 우리의 현대적 고등교육기관은 굴절된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8.15 해방을 맞자， 식민지 잔 

재를 청산하고 민족， 민주 국가의 건설에 부응하는 교 

육이념의 재정립， 그리고 교육기구의 발전적 개편과 확 

충이 요구되 었다. 국내 교육계 인사들이 조선교육심의 

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현대적 국립대학을 세우려는 구상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문화 · 예술인블이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를 조직하고 그 산하 단체로 전국의 미술가 185명이 참 

가한 조선미술건설본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45년 가 

을부터 조선미술건설본부내의 좌 · 우익의 대립이 격화 

되기 시작하여， 조선미술협회와 독립미술협회가 결성된 

다 1이 

9) 창의성중심 미술교육(creative-self expression ism)이 미국에서 발흥하였 
을 때는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가 작가들에 의해 실험되고 

있었다 모더니즘 이상과 창의성중심의 미술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서로 연 

관성이 있음은 서구 미술교육학계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10) w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 2쪽‘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선진작 

가들을 배출하는 미술교육 기관은 ’대학’이 담당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젊은 작가들을 배출하는 

유일한 미술교육기관이 1945년 심형구를 비롯해 김인승， 

이유태 등이 참여하여 이화여대 미술과가 신설되었다. 

1946년 미군정 법령 제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 

에 따라 서울대는 국립대학안의 미술과 설치 반대 운동 

과 더불어 많은 논란이 동반되었지만， 장발， 김용준， 김 

진섭， 장우성， 김환기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건립되 

었다. (도판 13) 1948년 홍익대에 미술과가 설치되어 이 

응로가 사생화， 동양화 도법을 맡았고 김원(金源)이 색 

채학을 지도하였다. 해방이후 한국 미술 교육기관으로 

서 미술대학이 설립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 

; 년도 | 대학 내용 

이화여대 I 45-52년까지 동 · 서 양화 분리 
53년부터 미술과로개편 

미술학부 창설 

46년 문예학부 예술과로 창립 

46년 홍익대학관 

49년 대학인가와 함께 미술과 장설 

1947년 서울여자학원으로 출발 

195δ년 2년제 예술학교 개교 

한편， 우리나라 큰현대 학교 미술교육의 태동도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광복 후J 우리나라 교육은 미군정 

에 의해 준비되고 계획되어 그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하 

였다. 미술 교과의 명칭이 처음에는 ‘도화 · 공작과’ 12) 

였으나， (도판 14) 1946년 교육심의회의 결의에 따라 ‘미 

술’로 바뀌었다.(도판 15) 미군정기를 포함한 교수 요목 

기 (1945. 8 - 54. 4)는 ‘새 교육’의 도입과 그 확산을 위 

한 기간이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교육으로서 전제 · 

11) <해방이후 주요 미술대학 연보〉는『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Æ, 
『조선학보사』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12) 근대 일본의 학교미술교육에 기반을 하게 되는데， 도화교육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도화교육은 임호뮤의’와 연결되듯이， 견본으로 제시된 교 

과서의 모사에 중점을 둔 미술교육이다 도호반 눈과 손의 흔련을 중심으 

로 과학교과의 보조학과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본의 근대미술교육은 실용 

적 기술교육의 노선에 의해 도화교육을 임화주의로 일관시키는 경향을 낳 

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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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수업광경， 1954년경 

군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교육을 향한 교육 개혁기 

가 해방이후 시기다. 새 국가는 새 교육에 따라 건설되 

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의지에 입각한 것이다. 

해방이후 새롭게 대두한 미술교육 운동， ‘새 교육’사 

상은 서 양의 창조주의 미 술교육사상( Creative-Self 

Expressionism)을 수용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우리 나라 새 교육 운동은 존 듀이 (Jo1m Dewey, 1859-

1952) 사상에 바탕을 둔 진보주의 교육사상(Progressive 

Education) 13)을 한국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운동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듀이의 교육관은 20세기 초 미국 교육학계 

뿐만 아니라 미술교육학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4. <모필화수본)， <제국모필신화첩〉 입화법에 바탕을 둔 일제시대 국정교과서로 
조선에 수입되어 시용됨. 

새 교육 운동은 듀이의 교육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 15 국정교과서 〈미술과 19밍‘ 

아 기존의 교육철학인 교사중심과 교과중심의 교육에서 

아동과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개개 라 학교미술교육 현장을 변화하려는 염원과 노력에서도， 

아동을 중심으로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전인적 당시의 현실 속에서 새 교육 운동은 매우 새로운 대안점 

‘표현 (exprl않sion) ’ 활동을 교육의 기본과정으로 삼은 점 으로 작동하였다고 추측되어진다. 이봉상의 아래의 글은 

이 큰 특정이다. 그러나 서양의 교육사상을 통해 우리나 해방 이후 우리나라 새로운 미술교육 운동， ‘새 교육’ 운 

13) 손인수~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19쪽 Efland, 
Authur, A History of Art Education: Intellectual and Social Currents in 
Teaching the Visual Arts, New York and London: Teachers C이 lege， Columbia 
Univer잉ty 존 듀이 (llhn Dewey)는 인간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그는 인간이 텅 빈 상태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식의 스크린을 통해서 인식한다고 보고 있 

다 특수한 방식으로 리얼리티를 인식하는 능력은 새로운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듀이의 이론이 우리나라 학교미술교 

육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아 

동 · 학샘에게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교육은 활 
동적이어야 하며， 또한 아동 · 학생의 흥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교육은 샘 
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오히려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은 아동 · 학샘의 경힘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교수하기 위하 
여 만든 교재를 토대로 해서는 안된다 교사의 역할은 아동 · 학생을 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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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언급이다. 

일제말기부터，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략) 우리나라 실 

정이 일제 압정 하였으므로 교육적 실천은 겨우 도시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는 새로운 개척과 실천은 심히 어려 

운 얼이었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교육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 

겠으나， 더욱이 시설과 재료가 필요한 미술교육에 있어서는 이 

러한 상태가 막심하였다. (생략) 현재까지의 미술교육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미술계의 발전으로， 미술교육의 내용은 고사하고 과거의 사 

생화 시대를 연출 할 만큼 사생화가 성황 하여 갔다 



· 교육이란 테두리를 벗어나， 미술과 미술교육을 직결시킨 까 

닭에， 미술교육의 교육적 체계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흩어지고 말았다 

·조형교육이란 것은 공영불로 화하고 기술 치중과 전문가 양 

성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되고 말았다. 

· 그나마 도시에서는 새로운 조형교육을 외치며 사생대회가 

성황 하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임본 교육을 아직도 실시하고 

있는 형편에 았다 14) 

이봉상의 글은 광복 후 60년대까지 우리나라 학교 미 

술교육의 현황과 수준을 보여준다. 광복과 더불어 진보 

주의 교육사상이 도입되어 새 교육 운동이 전개되었지 

만，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우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 과거 사생화 시대가 다시 부활하 

여 미술교육의 주류를 차지하고 개화기의 임화교육이 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 당시 우리나라 교육현 

장에서는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미술교육 이념이나 방법 

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기에는 그 혼란의 정도가 매우 

컸다 15) 

전쟁의 참화를 겪은 폐허의 갯더미 속에서 학교미술 

교육 현장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새 교육 사상은 미 

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 기술적 원조가 가동되면서 교 

육분야에서 그들의 원조의 한 형태이다. 새 교육 사상의 

근간이 된 창조주의 미술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1956년 10월 12일부터 1962년 8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 온 미국교육사절단이 중요한 기 

여를 하였다 16) I한국에서의 교육(Education in Kαea)J 

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미국과 UN의 한국재건을 위한 강력한 원조에 의해 한국은 많 

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놀랍도록 복 

구되었다. (생략) 194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민의 80%기 

문맹인이었지만 현재에 화서는 95%의 취학률을 보임으로써 세 

계최고의 개화국이 되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의 학교 

14) 박방의 (펀)， W예술교육~， 서울‘ 현대교육출판사， 1963, 33-34쪽， 박희 
락， 위의 책에 재수록 

15) 박휘락， 위의 책 
16) 피바디사절단의 한국의 체재기ζ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김춘일은 ‘1952년부터 한국에 미국교육사절단이 활동 

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김춘일 r서양미술의 유입과 교육J wol술교육논총』 

제 12집， 2001 , 356쪽)， 박휘락과 김성숙은 1956년으로 본마김성숙 r피바 

디 사절단에 관한연구(I)J ， W조형교육』제 15집， 1999, 박휘락 W한국미술교육 

사~， 서울 도서출판 예경， 1998) 

와 대학은 커다란 피해를 입고 거의 황폐화되었다. (생략) 양 

유천 한국대사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의 길을 선택 

하고 있다. 왜냐하면 건전한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국에 교육원조는 농업， 의학， 공학 분야를 선두로 미네소타대 

학과의 협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교원양성에 대한 필요 

성 이 증가하자 1955년 가을， 피바디 대학은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 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7) 

조지 피바디 사범대학(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교수단은 한국전쟁 이후 피폐해진 교육시설과 

교육자재의 원조， 교육 이론의 실제를 실천하고 조언함 

으로써 종래의 일본식 엄화(臨畵)교육에서 어린이의 개 

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주의 미술교육으로 전환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직 교원을 훈련시키고 우리나 

라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개선하여，18) 아동중심 미술 

교육의 실천을 통해 한국 미술교육에서 창조의 미술교육 

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데 프란츠 치젝 (F. Cizek, 

1865-1946)19) 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도 미국교 

육사절단에 의해서이다.(도판 17) 미국교육사절단은 한 

국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보고서20)를 1956년에 편집 

하여 『교육과정지침』이라는 책을 각 학교에 배부하였다. 

이 책은 당시 서양에서 풍미하였던 진보주의교육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경험주의 교육과정의 원리와 구성， 그리 

고 교과과정의 개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교육사절단의 이러한 작업은 해방이후 한국 미술교육계 

에 서양의 미술교육의 철학과 실천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 

해방이후 새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서양에서 불어닥 

친 ‘창조주의 미술교육운동’은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문 

헌이나 전문지 등에 의한 정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17) Felix D. Robb. “Peabody Goes to Kαea-Education in Korea-" The 
Peabody Reflecûα ， V，이. 3l. No. l.' 1958, Feb., pp. 4-5 
18) 예를 들면， 제 3차 교육사절단이 주재하는 학교인 서울사대， 경북사대， 
광주사범학교 등에서 피바디 교육사절단은 실제로 교수활동을 전개하여 

보이면서 수시로 교수활동을 잠관하고 교사틀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19) 프란츠 치젝은 구스타브 클림트의 상징적， 비사실적 경향에 영향을 받 
아 사실주의 미술을 반대하면서 어린이의 느낌， 기억， 그리고 경험중심의 

미술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는 미술수업에서 기교나 체계화된 학습방법에 

대해 반대하고， 미술활동에서 학습자인 어린이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 

였다 그의 교육관은 20세기의 커다란 미술교육의 흐름， 창의성 중심의 미 

술교육을 형성하는 곤간이 되었다 

20) American Education Team, Curriculum Handbook for the Schools of 
Korea, Centr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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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동이 접시의 둥근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의적으로 그림을 그리 
고 있는 모습으로 ‘창의적 표현’ 중심의 미술수업 광경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입화와 도화 위주의 교육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창조주의 미술교 

육운동은 창의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미술교육 방 

법론을 우리나라가 서구로부터 수용한 것으로서， 당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반영되었다. 1955년 경험주의 교 

육사상을 도입한 제 1차 교과과정이 제정 · 공포되어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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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55년 새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술과 교과용 도서가 새로 편찬 · 발행，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의 교육이론을 수용한 새 미술교육의 기틀이 잡혀갔 

다. (도판 18) 

4，닫는말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재건된 1950년대 한국미술은 우 

리나라 근대미술이 현대미술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과 

정이었다. 일제하의 한국근대미술은 식민지 시대의 미술 

로써 근대성의 문제에 태동적 한계를 가지고 았었기 때 

문에 우리 큰대미술로서 정체성을 확보해내는데는 어려 

움이 있었다. 해방 공간의 우리나라 미술계는 한국근대 

미술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근대화하고자 노력하였는 

데 그 모댈이 된 것은 ‘서양’이었다. 서구미술의 끊임없 

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미술가들은 문화적 갈등을 겪 

으며 서구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민족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안고 한국미술과 미술세계를 

근대적 체제로 형성해 가게 되었다. 

서양의 미술을 흡수해 가면서 한국의 전통문제를 새 

롭게 해석해 가는 50년대 작가들은 국제적 보편언어로서 

추상미술을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에서 실험하였다. 그 

러나 이들이 서양의 추상미술을 수용하지만 표현방식과 

주제나 모티프에 있어서는 동양적 방식에 기반 함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새롭게 형성된 미술제도， 미술잡지， 전 

시공간 등은 전후 한국현대미술이 서구 미술세계를 제도 

적인 측면에서 수용한 결과라 보여진다.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더불어 미술교육부분에서도 서양의 교육어론과 



철학이 흡수되어 신교육의 장을 맞게된다. 이같이 근대 참고문헌 

성과 현대성이 정착과 대립을 보이는 시기， 해방공간의 

한국미술은 서구의 근현대성 수용의 한계를 가지면서도 

한국미술의 큰대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조형언어를 서 

양을 통해 모색하였던 긴장과 진통의 과정이었다. 일제 

시대의 근대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60년대 한국현대 

미술로 이행해 가는 격동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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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option of Western Culture and Embodiment of Korean Identity in Modern Korean Art of 
the 1950s 

Kim, Hyung-Sook /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ing the Korean War and Independence in 1945, South 

Koreans attempted to establish a modem Korean govemment and to 

construct a new society. This reconstruction called for the adoption 

ofWestem culture and embodiment ofKorean identity at the same 

time. This was reflected in Korean art of the 1950s, which 

combined Japanese influence during colonization and Westem 

influence after the Korean War. This paper will examine modem 

Korean 따t by asking the question, How was Korean traditional art 

reinterprεted whεn modem Korean aπists acceptεd the in:fluencε of 

Westem culture? The relationships between 았tists， the art world, 
and art education are investigatεd， in order to understand the 50’s 

cultural environment. Previous studies have looked at art or the aπ 

world, or art education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and therefore 

they could not explain the big picture of art, the art world, aπ 
education wìthin the context ofthe 50’s Korea. 

During the 50s, when Korean artists accepted the Westem art 

world, they reconstructed modem Korean 따t. was organized during 

this time and exhibited the academic style of artworks by Ko Hee

dong, Lee Jong-woo, and Do Sang-bong, all influenced by 

Impressionism in Japanese art. Additionally, with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않tjournal in 1956 and the opening ofthe modem structure 

of galleries at the center of Seoul, Korean artists had more diverse 

opportunities to exhibit their works of art. 

Artists in the 50s interpreted the Korean tradition newly and 

formed a Korean identiη by accepting the Westem artistic sηleand 

methods in Expressionism, Informel, and Abstract Expressionism 

Park Soo-keun painted people struggling to survive after the Korean 

War, reflecting the atrnosphere in Korean at the time. He made the 

thick matère of white, black, and gray oil paint like Korean granite 

on canvas made of cardboard and veneer board. Lee Joong-seup 

was interested in Korean traditional motifs such as cows and 

children, experimenting with improvisational and expressive 

brushstrokes as seen in Expressionism of 20th-Century Westem 

Art. Kim Hwan-ki’s artworks established a modem picture of the 

calIigraphic school with the use of materials of Westem art and 

Korean traditional motifs such as mountains, moon, trees, and so 

on. 

When the frrst generation of Korean artists in the 50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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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m art education, they were much more positive and open to 

accepting Westem art. Y oung artists of the and the attacked the 

ward-heeling politics of and searched for a universal visual 

language that could keep step with the International world, 
particularly Westem culture. Having been exposed to modεm 

Japanese art and art books, Korean artists were interested in the 

trends of Informel in Europe and Abstract Expressionism in the 

United States. Like Jackson Pollock’s action painting, Korean 

Informel artists dripped the paints on the surface of canvases and 

created Korea’s own calligraphy. 

After Independence in 1945, the art world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nd sculpture also tried new ways to modemize traditional 

Korean aπ by overcoming Japanese influence. Lee Sang-bum, 

Byun Kwan-sik, and Park Ryae-hyun maintained the style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while also adopting the style and 

materials ofWestem art. Park kept the materials ofKorean painting 

such as Hanji and Korean paints; however, she also positively 

adopted the style ofCubism and Abstract Expressionism. 

Before the 50s, Korean sculptors remained in Japan and leamed 

modern sculpture from modern Japanese artists. However, 
following Independence, Korean sculptors came to a turning point 

in practicing modern sculpture ‘ Kim Jong-young in the 50s 

produced abstract sculpture, which seemed to be influenced by 

Constantin Brancusi in Westem 따t. 

Additionally, modern art education also opened after 

Independence when Korea accepted the system of Westem art 

education. From 1945 to 1956, Ewha Women’s University, Seou1 

National University, and Hong Ik Universìty shaped the modem 

sπucture of따t education and produced new young artists. Japanese 

in:fluence on Korean 없t education was a sεrious problem that had to 

be overcome in the 50s. Additionally, art textbooks ’Do Hwa Os 
Gong Jack' in Japanese Colonization had been transformed to ’Mi 

Sool.’ Instead of Japanese 따t education, ’New Education,’ based on 

the ’Creative-Self Expressionisrn’ of ’Progressive Education'’ ofthe 

early 20th century, was emphasized in the field of modern 

education. When the UN and the United States offered economic 

andp이itical help to reconstruct Korean socìety after the war, went 

to Korea and introduced and experimentεd with John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For Koreans, Dewey’s theories and 



practices ofProgressive Edu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provided 

a hope to overcome old Japanese structures and thou맹Its in Korean 

education. 

The 1950s’ Korean aπ， art world, and 따t education went throu방1 

the Korean War, and are considered to be a stepping stone between 

modem Korean art under Japanese influence and modem aπ of 

universal intemationallanguage. 

해방공간의 효택미술: 서구문화 수용과 민족정체성 구현의 문저I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