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드로와 색채논쟁 :
IT'

Salon de 1767.JJ 에 나타난 Vien과 Doyen의
두 작품 비교*

김 선 형 (숙명여자대학교)

• 목 차 ·

1.
O.

서론
본흔
온론

1. - Linea Serpenlinala
2. - 선과 색채의 문제

m. 결론

1. 서

룬

1767 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미술전시회에서 관람객 들의 이복
을 집중시 켰던 두 작품은 단연 조제프-마리 비앙 Joseph.Marie Vien
(1716 - 1809) 의

〈 프랑스에서

전도하는

성( 견밑) 드 니 Saint Denis

prêchanl la foi en Francc>와 가브라엘-프랑수아 드와이앙 Gabriel
François Doyen (1726 - 1806) 의 〈전염병 환자들을 위한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 Lc Miracle des Ardents> 이었다. 1750 년 이후 완성된
파리의 생 로크 성당 Églisc Sainl Roch을 위해 져|작된 이 두 거대한

*

본 논분은 핀사시 2013 년 I()원 12 힐 q!-..，L프!감스학효|에시 딴Æ한 〈선(ligne)과 초화，
그려고 몽일성.91 싣세〉감 'tt 산시킨 논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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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화1)는， 우선 규모 면에 있어서 관객들의 호기심과 찬탄의 대상

이 되었으며， 배치 방법에 있어서도 살롱전(앓)의 입구 가까이에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두 그림을 비교하고 어떠한
작품이 더 뛰어난지에 대해 명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절 수 있었다.
관람객들과 미술비명가틀은 이 두 그럼에서 보이는 양식이나 구성，
표현방식의 자이에 대해 전시회 기간 내내 이야기 하였을 정도로
두 작풍은 화제가 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드와이앙의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척〉을 앞에 놓고 전시회 관람객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1 8세기의 미술비명가 루이 프티 드 바쇼몽 Lo uis Pe디t de Bachaumont

( 1690 - 1771)은 자신의 서간운 형식의 미술명론에서 당시 전시회를
찾아온 화가나 미술 벼전분기들， 미술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 둥
둥 모든 이들이 아 그림 앞에 모여들어 강탄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드니 디드로 Denis Diderot

(1713 - 1784)도

관람객들이 드와이앙의

작품을 1767 년 살롱전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명샤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2)

1) 두 사풍 모두 높이 665cm x '1 1L 393cm어1 1ft하는 대사이다
2) Les Sa{olls d，잉 “'Méllloíres secre
1767-1787, éd. établie CI préscntée par
13emadettc Fort, Paris, ENSBA, 1999‘ p 33 : “ n (le lableau) fixe tous les ycux
. 1’artislC, 1’amatcur, 1’ill110rant sc rèurusscnt pour I'adnùrer."
DIDEROT, Denls, Salon de 1767, ESlbétique-Tbéâtre , t IV, éd. ètabbe par L
Versiru, Paris, R. Laffont, colJ <Bouq띠ns>. 1996. p. 659 . "Le public parail
aVOIf r，댐ardé le tableau de Doyen ∞mme le plus beau morceau du 5alon, et
je n ’cn suis pas surpri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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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左) : Joseph-Marie Vien , <Saint De띠s prêchant la foi en
France> , E g1 ise Saint Roch.

I그렴

2) ( ιi) : Gabriel-François Doyen , <Le MiracJ e des Ardents> ,
Église Saint Roch.

그림을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각 그림의 내용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전도흩}는 성 드니[그림 1 ]> 의 회화

속 성인(많A.)은 서기 500 년 경 파리의 초대 주교J)로서 가톨릭교를
널리 전따하고 그의 종교적 영향으로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프랑스의 역사적 인물이다. 그림애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교회 계

단의 가장 윗부분에 서서 파리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
고， 제자들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계단의 아랫부분에는 사람
들이 무리를 지어 설교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 그림과 나란히 전
시되었던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그림 2]>은 1129 년 파리에 ‘궤

양성 백각종독(‘ ardents’의 뜻이기도 함)’이라는 일종의 전염병이 번
져 많은 시민들이 저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즈느비에브 성녀의
3) Imp:/ /www.!ourisme93.com/bas iI ique/sainl-denis.prcmicr-evcque.de.paris.h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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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무시무시한 채앙이 기적처럼 순식간에 멈추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4) 그림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즈느비에브 성녀가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병원의 문 앞에서 절망
에 빠진 한 여인이 성녀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신의 자비를 빌고 있
다. 그리고 병원의 아랫부분에는 전염병에 걸려 처창하게 죽은 사람
들의 시신이 여기처기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두 작품 속의 어떠한 요소들이 1767 년 살롱전이l
참가했던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평론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

던 것일까? 단순히 두 작품의 규모가 방대하고， 주제 자체가 따리에
서 일어난 종교적 사건들올 다루고 있어서였올까? 아니면 색채나 명
암법， 구성 면에서 두 작품의 01 술기 법이 여타의 그림들에 비해 독
특해서였을깨 본 연구자는 1767 년 출품된 비앙과 드와이앙의 두

작품에 대해 디드로가 제시한 명론을 연구하면서， 그가 두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 전에 우선 ‘선(Ligne)’이라는 매게제를 사용하여 회화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그가 두 그림을 누구
보다도 더 세밀히 묘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명 ‘구불구불한 선
ligne serpentinc’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선(絲)의 이론이 있었기에 가농

했다. 회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국의 미술이론가 윌리엄 호가스 W버 iam Hogarth

(1697 ‘

1764) , 그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디드로는 선을 통해 회화의 조화
harmonie를 보았으며， 이것을 다시 ‘통일성 ur뼈’의 문제와 연결시켰다.
디드로는 비앙과 드와이앙이 각각 어떼한 방식으로 회화의 전체적

인 통일성에 도달하려고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그의 이러한
회화 분석은 당시 미술현상에 남아있던 ‘색채논쟁 Quere l1 e du coloris ’
4) Saloll de 1767, p 647 : “ L'an 1129, sous Ic rl땅le de 냐uis VI , un feu du cicl

lomba sur la ville dc Paris, iJ dévorait Ics enσ때Jes ct I'on 야rissait de la mort
la plus crueUc. Cc fléau ccssa tout à coup, par I' intercession de sainlc
Gcncviè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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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물려 자신의 미학적 사유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비앙과 드와이앙의 두 작품을 비교하띤서， 미술 비명가 다드로는
미술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1 7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색

채논쟁올 자신의 r1767년 살롱j 에서 재현해 보였다. 즉， 비앙의 그
림에서는 선과 형태에 충실했던 푸생따의 이념을， 그리고 드와이앙

의 작품에서는 루벤스파의 색채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작가
는 17세기 색채논쟁의 결말과 같이， 승리의 영광을 루벤스파인 드와

이앙에게로 돌려지 않고， 두 화가의 표현방식에서 나타나는 장단정
을 상세하게 논했다. 즉 어떤 특정 화풍올 배타적으로 지지하지 않
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림이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독자들을
위해 작품의 형태를 상상하게 하고， 그림이 전하려는 메시지들을 연
결시켜 독:::c.}뜰에게 감동올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I 1767 년 살롱전에서 가장 길게 논의되았던 두 작품 - 비
앙의 〈프랑스에서 전도하는 성 드니〉와 드와이앙의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을 디드로가 어떻게 비교， 분석하는지 관찰하고， 특히

선 l igne에 시선의 초점을 맞추는 디드로만의 고유한 미술비명 방식
이 작가의 미학적 생각들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연구할 것이다.
또한 두 그림에 대한 다드로의 예술평론이 그것을 얽고 상상히는 독

자들에게는 어떠한 운학적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도
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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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Linea Serpeninata
비앙의 〈프랑스에서 전도하는 성 드니〉와 드와이앙의 〈즈느비

에브 성녀의 기적〉은 1767 년 살콩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두 작품이었다. 다|중들과 미솔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이 두 작품 중

어 느 쪽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 1 767 년 살롱j 의 저자
인 디드로도 두 작품을 비교하기에 앞서 대중들이 비앙과 드와이앙
의 작품 사이에서 의견이 풍로 갈라졌다고 당시 전시회의 분위기를
전했다.5) 하지만 그는 다른 비평가들 처럼 툴 중 인기가 더 많았던
드와이앙의 작품부터 분석하지 않고， 균형을 지키며6) 카탈로그에

나타난 작품의 순서대로 비앙의 작품부터 먼저 묘사른 하기 시작한다.1)
뜨4띤갚~，

c ’esr unc fabrique d ’ architecrure (... 1 ~u.d~원u~ de quel-

ques marches conduiscnr à certe platc-formc, y.딘~ I’cntréc du tcmple ,
on voir I’ apôtre des Gaulcs prêchan t. Debout 따낀팍띤 luí , quclqucs-uns
dc scs disciples ou prosélyres ; ! scs pieds , en lOumant dc la droire de
l’ aDÔtre vers la

2a uchc

du tablea!!, !!n

야u s따

Ic fong,

l... J

quatre

fcmmes [...]. 딛띤i딴 ces fcmmcs , debout, tout å fail sur le fond , trois
vieil1ards [...] ç:ontinuant de

lOumCT d뻐s

le mêmc

scn~，

une foule

5) Salon de 1767, p. 538 : " Lc pubhc a été panagé cnrrc cc tablcau (S,“inr α1IIS
prêch(lfll 10 foi t!1I Fr，ωIceJ dc Vicn el celui de Doycn sur I'Épidél/lle dl!S An빠ltS"
6) ARASSE Oaniel , <L'imagc cl son discours : dcux descriplions dc Oidcrot> , in
A propos dl' ‘’μ1 criril/II<!" , SOUS la dir de DomiJ1l quc Cha l.eau. Paris.
L' Harmattan , 1995 , p. 213 “ 11 앙il1C de maintenir la balancc êWlIc.' "
7) 샤단보그의 작품 순서는 화샤91 냉싱싸도 판련이 였다. u l 앙은 당시 51 새， 닫외 이
앙은 41 새로 서로 10산이나 시이 '1 났 JI. 실세 토 이앙픈 1 754 년에 nJ 속과 조각
아-I~대‘’l에 입회해서 야생단애에 ~I화쉰 /~르~I 던 미술교수였던 l싼 l셔. 드와이앙은
1 761 넌애 되어셔야 아카이Inl애 관어온· 신상회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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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au
때
l띠
dj“teurs [ ...
•“…
• .].8
」오
a른쪽에는 건축협-이 하나 서었다. 계단 위로는 사원의 입쉬로 향하는

현펀한 곳이 있는데， 우리는 I 서시시l 전도하는 공 족 ..~i{프랑스인뜰)의
사도를 발견한다. 그의 뒤에는 제사들이나 새로운 신도둡 충 몇 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도의 발 아래， 즉 사도의 오른쪽에서 그림의
왼쪽으로 올다보연. 약간 안쪽으로 녀l 명의 여인뜸이 있는 것도 휠- 수

있다. 이 여인들의 뒤에는， 즉 그럼의 갚숙한 곳에는 세 영의 노인틀이
서었다. 계속해서 잡은 망향으로 가다보면， 한 우리의 성‘풍퓨이 있는 것
도 볼 수 있다.

Pour se fai rc unc idéc dc ccrte foule q비 occupc Ic cõté gauche du
댄미얀브， imagin앉

vue par Ic dos , [ ...) une fcmmc cn admiratlon les

deux bras tendus vcrs Ic saint. Q띤쁘 elle. [ .. 1 un homme

‘

agenouillê […). Tout a fal å gauche, deux grandes femmcs debout
$ur un 미an entre elles ct 1앉 dcux figures qui occupem Ic 쁘쁘낀~ [ .. )
la tête et les épaules d’ un viclllard êtonné , prostemé‘ admlrant. A브
ccmre du tableau , 5ur I~ fond. dans le loimain , une fabnquc de plcrrc

[. ‘) A u haur , vers Ic cicl , sur des nuages , la Rcl igion assisc [,..1
aι브엎잎팍

d'elle. [ ... J un gr3nd ange qui descend avcc unc courO nJle

[.. .].9>
그림의 원쭉윤 차지 ii~는 부닝l 룹에 대해 정확하게 이에짜시 위해서 는
I우리에게l 둥을 돋린 채， 성 드니블 향해 두 말원 번낭1 .J! 있는 한 감격
한 여인을 상상혜 보자. 그니의 뒤에는 한 냥자가 우갑걷- 꿇고 있다. 완

선히 왼쪽으로 l 시선윤 펀려면]. 7'1 가 큰 두 여인이 서었다 이 여인틀과
l그림의l 전경을 차지하는 두 인붉 사이에는 한 노인이 높라서 었드린 채
강격하고 었다. 그협의 풍영， 서 연 ël 안쪽에는 톨로 지은 건쑥웰이 보인

다， 그림의 윗부분， 하란 쪽 구쉰 위에는 신이 앉아있끄， 신의 아랫부분
에는 대천사 하나가 화판윤 듬고 내려오고 있다

미술 비평에서 가장 우선석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댐의 ‘묘사
8) $dOI/ de 1767, p 538

9) lbiJ , p.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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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야σipóon’이다. 실제로 평론을 읽는 독자플은 그림이 눈앞에 촌재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짤 비평가들은 회화의 구성 composition을 묘사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한 주의괄 기울인다. r 1767년 살흉j 의 저
자 디드로도 비앙의 〈프랑스에서 진도하는 싱 드니 〉를 묘사할 때，

자신의 주판적인 생각은 배저|한 채 대상의 위치라든지 생김새 또는
행동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펀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그림을 묘사활 때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디드로가 언제나 중심인물 pcrsonnage pnncip따 또는
핵심주제의 위치를 가장 먼저 파악한다는 접이다. 즉， 중심인물이
화폭의 정종앙에 있는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지 묘사하면서
화폭에 하나의 기준섬쓸 만든다는 심이다.<싱 드 니〉에시도 중심인
불인 사도사 그림의 오른편에 위치하기 때분에 디드로는 우측부터

우선 묘사플 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인물들을 배치시켜 나간다. 그런
다음， 디드로는 주변 인 -들 pcrsonnages sccondaires이 아띠한 생검새
을 지니고 있고1 어떠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를 묘사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독자들은 사신의 시선이 중심인깔이 있는 오른쪽에서
주변인물들이 있는 왼쪽으로 옮걱가고 있음윤 느낄 수 있읍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움직임은 디 드로가 말하는 ‘김 chemin ’의 경로와
일지한다.<성 드니〉의 요사에서 디드로는 ‘구성의 길’ 10)융 따라 그

림 전체를 다시 훌어온다. 그림에 동장한 인윌쉴 - 신， 천사， 성인，
여인들‘ 정청하는 사람플， 노인의 위치를 시껴l 방향으로 재확인하고
는 ‘길’을 따라가 본다.

ce

cbcmin

브면뜨쁘깊nt

mollement et

똥다갚민뜨띤

largcmcnt depuis la

Religion jusqu’au fond de la composiúon à gauche

OÙ

11 se replie

pour former circ띠aircment et à dislance, aulour du sa삐 . une es야~C

10)

fbjd. .

p 539

“

Voicl donc le chemin dc cene

comαj잉tion."

디도모외 써새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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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ceime qui s ’ interrompt à la femme placêe sur Ic devaUl, les bras
φrigés

vcrs lc saint, er découvre

uce 1’étendue intêrieure de la scène. ll )

(O

신[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왼편에 있는 구성의 안쪽에 이르기까지 이
길은 천전히 내 려가면서 폭넓게 구불구불헤지고， 좌측에 가서는 벙벙 혈

연서 구부러진다. 저 멀리 성인의 주위 에는 일종의 울타리가 놓여있어서，
길은 I그펌의l 선경에 앉아 성인을 향해 두 팔을 내민 여인 가까이에 가
서는 끊어지 고， 화면 내부의 공간은 모습을 드러낸다.

시선의 움직임은 하늘에 있는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천사에게로

옮겨진다. 그런 후 시선은 차츰 성인에게로 내려갔다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고 나서 는 왼쪽 전경에서 성인의 설교를 경청하
는 사람들을 지나 그림의 후정 쪽으로 구불구불하게 뻗어나간다. 위
의 인용문을 살펴보띤， 다드로가 그림의 묘사를 하는 동안 이 길은
끊임없이 웅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 길이 ‘내려가다
descendre’라든지 ‘구불구불하게 가다 serpenter’， ‘구부러지다 se replier’

처럼 움직임 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통해 디드로는 시션의 흐름이 마지
길처럼 잘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r살롱j 에서 길 chem in은 또한 ‘연 결선 1igne dc liaison'으로도 설명
될 수 있다. 디드로는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기상의 ‘선

ligne’을 마련하여 그림의 구성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Liene de liaiso!! aU am c1 airemcnt, nettement,

faci뻐nem

chercher

les 。이ets principaux dc la composition dont elle ne né밍ige quc Ics
fabriques de la droite ('1 du fond , et les vieillards ind.iscrets 띠rer
rompam le sainr, conversant enrre eux et d.isputant à

1’écart. l 낀

‘ 연결 선’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쉽게 I 그림의l 구성에서 중요한 대상들

11 ) Ibid. , p. 539.
12) Ibid. , p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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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나가지만， 오른쪽 저 끝에 있는 건물들과 성인을 방해하고 자기들

끼려 대화하며 멀찌감치 떨어져서 논쟁올 하는 경거망동한 노인들만은
무시한다.

이와 같이 ‘연결선 ligne de liaison ’은 그림 속 중요한 요소들을 이
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아무리 그림이 여러 부분으로 나뒤 어져 있고
내용이 복잡해도1 ‘연결선 lignc de l iaison' 은 뼈심 요소들을 모두 연결
하여 작품의 조화를 형성한다. 미 술사학자인 다니엘 아라스 Daniel

Arasse에 따르면， 이 연결선은 이미지를 통일시키고 그렴의 구성올
안정시키며 또한 관객틀이 작품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13)
그래서 디드로는 연결선을 적극 활용하여 비앙의 〈성 드니 〉 묘사에

서 불멸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선은 사실 디드로가 고안해낸 장치가 아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미술용어 ‘ /inea serpentinata’를 프랑스어로 옮겨놓은 것
이며， 14) 디드로는 이 용어를 영국의 화가이자 01 술이론가인 윌리엄

호가스 William Hogarth 의 r 미의 분석 Analysis o[ Beauty ( 1 753).1 을 통
해 알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1 5) 호가스는 여러 종류의 선애 대해 설

명하연서， 직선보다는 ‘곡선 Ligne courbe’이 미 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일명 ‘ 아릉다움의 선 l igne de la beauté’이라고
일걷는 선들은 ‘울결치는 선 ligne ondoyante’이나 ‘구불구불한 선 ligne
serpentine'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선들이 회화를 바라보는
13) ARASSE Daniel, <L ’ imagc c( soo discours . deux desoiprions de Diderot>.
in A propClS de “LlI cn'riqlμ”’， p‘ 215 : “ La {(ligoe de liaíson>>, Ic “ cbemiru. mé.
nagé dans I’æuvre qui unifie 1’ image, assure sa composiLion el sa lisibili té par
le speαatcur."
14) Salon de 1767, textes é떠blís et prêsen és par Else.Marie Bukdahl, Micbel
Delon , Annctte Lorenceau, París, ècl Hermann‘ coU. <SavoÌ1: Le ttres> , 1995,
p. 95 , note #10 1.
(5) BUKDAHL EIse.Marie, D서'erot cricique d '( lrt. 1. 11. p.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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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시선용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작품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접을 지니고 있시 때문이라고 성영한다.16) 자유로
운 선의 형태가 강조된 호가스의 이론을 디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였

을까? 그는 호사스의 선의 이폰윤 회화의 기술직 측번보다는 자신의
미술비명방법에 적용하여 그럼을 감상하는 이의 시선이 화폭 전체
를 구석구석 릎여다보고， 더 나아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

지 따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Didcrol rraduit libremenl CCS lignes , car iI est convamcu que c’cst
Ià un exccllcn< moyen d'entraincr 1’æil à saisir 1’effct d’ cnsemble d ’ un

phénomènc ct, partant, de pcrmcttrc å I'amste de rcndre ce phênomèoe de tellc façon que le publtc puisse , luj aUSSI , en découvrir la par.
rie qUI est IOvlsible sur la surface de la toile. 17)
디드파는 l 호사스왜 이 선 L;낸 사유롭게 헤석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I그림의 l 현상에 나타나는 진체 *1 인 효과를 파악하도꽉 눈블 훈련시킬 수
있..J!， 따바서， 화가에게는 이 현상은 표현 가능하게 하여 관람객들이 논

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효F폭 위에서 발견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
을 확신히끼 때문이다.

작품의 나모가 크다보니， 그 안에 나타나는 인물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구칸구불한 선’만 있으면 그림 안에 통인싱이 형성된다. 그
렇다연 드와이앙의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에서도 디드로는 이

16) HOGAR Tl l William. A/lol)'>í J( 10 kOlllé. éd ENSBA , p. 79

"Que les
qui peuvenl vancr cn courbe 히 CI1 longucur. SOnl plus propres
å t' om('mcnl quc les Iignes droill' S. I.. J Quc la !iS1.I1e ondovantC ou la 1.밍ni' 씨·
10 bt'illll‘: clant variéc davanlage , comme rorméc dc dcux courbcs en contraste ,
eSI plus agrcable l'll COre. [ .. 1 quc la lj앨L효앞쁘쁘， qUI 앙mb’e mouvoir en
dllferem ens a la f015 , obh양 l’ æll a UIVTe ∞mplalSamment la variétc ∞n
Iln uc I I
17) BUKDAJ 11 EIsc.Marie, O:drrol cnl씨1It' ti 'art , trad du dano lS par Ja띠U앉
PlIoι， Copenhaguc. Rosenklldc CI ßaggcr. 1980.1982 , t 11 , P 94
뽀~쁘l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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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한 선을 사용하여 미술비명을 했을까? 디드로는 벼앙의 작
품 묘사룹 할 때와 마찬가지로 드와이앙의 종교화에서도 가장 중요

한 인불부터 차폐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Dans le tableau de Doyen , !Qut au haut de la toile å eauche , on
voit la sainte å genoux, portéc sur des nuages ; [...J ð.브브효잊쁘， [ ... J
deux groupes d ’ anges el dc chérubins [...J Y..crs la droite. au-dessus dc
la saintc, autre petit grOUpe dc chérubins [... ) C’C5t un hôpi ta1

~브으ôté

droit dc la scèn~ [...J C’ es< un frénétique qui s ’élance 끄으~ de la portc
de 1’ hôpitaJ [...) A 브띤쁘， 5ur Ic parvis , c'est un cadavre [...1 Au-약~
옆쁘，

[... J

ã 1’ angle droit du tableau , un égout d‘où sortcnt les deux picds

~ur

le milicu du

때fVl$， 의효쁘!!!

la porte dc

1 ’ hôpit외 ，

unc mère et

ses αois suivanres [...] Q띤먼 une suivantc, 1’époux lenant I’cnfant

[...J 딛쁘빡~ ce groupe, .!!n oeu

미us

vers la gauch~ ， 앤L보흐쁘， une

fouJc d ’ habitants (...) I으브L흐 fa it 5ur la gauchc du 띠bleau ， sur la rcrrassc , un homme vigoureux qui soutient un maladc nu [...] 응쁘보표r
목S똥

encore , l! n

야U 미 us

sur le fonQ que Ic groupe

pr강:cêdenl，

unc

fcmmc morte [ ...) 쁘밸흐 dc αne femme. la rcπasse s ’aft퍼sse [ ...J18)
드와이앙의 그림을 살며보띤. 우리는 좌측의 가장 윗부분에 구름울 탄
채 부갚플 꿇고 있는 성녀릎 플 수 있다. 그 아래에는 두 부리의 전사-딛
과 게루빔 블이 었고， 성녀의 위쪽 오른편에는 또 다른 게루빔틀의 무라가

있다. 효댁의 오른쪽에는 병원이 있다. 병원의 운 밖으로 달려 나옹 한
정신~K:!사가 보이고， 오른쪽 병원 앞툴에는 시신 한 구가 놓여있다. 그
아래， 그럽의 오른면에는 하수구 하나가 보이는뎌1 ， 그 사이로 사람의 두

발이 뼈셔나와 았다. 병원 앞폼의 종앙에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세 하녀사
문 앞에 있다. 하녀 뒤에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다. 이 사람들의 무려
뒤로 아주 약간 왼쪽으로 그립의 깊숙한 곳에는 추인플이 많이 모여 있
고， 그덤의 가장 왼쪽 테라스 부운에는 한 힘센 남사가 벌거벗은 환자촬
부축하고 있다. 태라스에서 앞의 두 남자들보다 약낀 다 안쪽으로 보면
한 여사가 죽어있고， 이 여자 너머에 있는 테라스는 무너지고 었다.

(8) Salon tf( 1767, pp. 647-6-l9

디드와외 새새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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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구쉽- 위에 있는 성녀에서부터 그렴의 하단부에 있는 죽은

여인까지 열거식으로 묘사하는 땅법은 비앙의 작품플 요사할 때처
럼 ‘연결선 lignc de li떠50n ’윤 따릎 듯하다. 상상으로 만들어진 선

ügne 하나가 그립의 상단을 지나 여러 단계의 경(:l;c)을 뛰어넘고1 그
림의 안쪽 깊숙이 틀어갔다가 앞쪽으로 전진해시 나오기도 한다 19)

하지만 여기서는 비앙의 그림처럼 연결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
는다.

" La 1ianc dc 1iaiso!l Y ~5t anfrac lUcuse , pliéc. rcpliéc.

toπ버ée.

On a

de la peine à 5Ulvrc ; elle csr quelqucfOls éqUl voquc, ou cl1e s’ arrêre

rout court "20)
이 삭풍에서 연결선은 올풍관당하고，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졌으며， 꼬
여있다 ("'1 선용) 따라가려연 힘펀다. 그 신은 가퓨 애매하기도 하고 갑
자기 끊어시시도 한다.

푸렷한 ‘연견선’도 보이지 않고， 여러 개로 늪어난 연결선들은
구부러지고 꼬이기까지 하띤시 그립의 구성은 아주 복잡해진다. 또한

미궁에 빠진 길 잃은 시선도 회화 속 연결성플 찾는데 실패하고
만다.21) 그폐시 화가들은 호}폭의 이미지들을 모두 조화롭게 연결할
오직 유일한 하나의 연결선22)윤 삿는 데 노력윌 71 흙이지만， 선이나
색채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그 문제는 다른 겁과를 낳는다.

19)

lbtd.• p 656

‘’

"Une ligne qui pas'iC par les somrmtés dcs masses ou dl~

‘

groupc lraversant dlffércnLS plans. 'enfonçanl lci d ‘3ns la profondeul du
tablcau , 1<1 S’avançant sur le dt' Víl J1 1‘’
20) (bid.. P 656
21) lbid , P 656 "51 cctte hgnc que J’ appeUcra1 hgnc dc ha1Son. se plie. 5e
rcplic. '\C I‘’I띠11.'. 'ie lourmenl t' ( J la compos1uon 잊ra louche. obscure
I' æll I1Tcgu lJ eremenl promené. ég ué dans un labyrinlhc. 3isira difficilemem
la lialson ..

‘

,

22)

lbid. p. 656

‘’

"Une sculc "laic. um내11.' lignc de ha1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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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과 색채의 문제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總)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앙의
〈프랑스에서 전도핸 성 드니〉가 드와이앙의 〈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보다 더 뛰어났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기플 반복하는 ‘구불구붙

선Iignc scrpentine’을 우리는 ul 앙의 작품 안에서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선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초건 좋은 작

품으로 명가받는 것일까? 디드로는 비앙의 작푼에서 선을 따라 그림
의 구성을 묘사한 후， 한층 더 세부적으로 그림의 구석구석을 파헤
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궁극척으로 회화작품에서 추구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회화에 나타나는 ‘조화 harmonic' 이다.

111잉gnc ici la plus Qclle harmoni!; de COUJCUT, unc p따X， uo s i1 encc
qui chal'l1lcn t. C’ est toute la magie sε。'ète de ran , sans apprêt. sans
recherche , sans effo Tt. C ’est un éloge qu ’ on nc pcut rcfuser à Vicn.23)

여기에는 색의 가장 아픔다운 소화와 기분이 좋아시는 명화와 고요함
이 머진다 이것은 어떠한 꾸밍이나 치장， 또는 노력 없이 예술이 갖는

비밀의 마송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비앙에게 잔^f-'J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Dc bclles têt양， un ctcssin corrcct, de beaux pieds, de beUes mains ,
des drapcnes bien jetécs, des exprcssions simples et narureU es rien
de tourmenté, ricn de recherché soit dans lcs dét따Js soir dans
l’ordonnance. C ’esr le plus 얀쩍브프~갱)
아룹다운 머리 I 모양]들， 정와한 데생， 아릉다운 땅， 예쁜 손， 잘 표현된

옷틀， 단순하연서도 자연스러운 표현뜰- 세부요사나 HII 엘에 있어서 부사
연스업다서나 꾸며진 것은 선혀 없다. 이젓이 바로 [이 그링에서 느낄 수
었는l 가장 아듭다운 휴식이다.

23) Ibul.. p 540
24) Ibid,. p.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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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로는 독자들에세 단순히 작품 구성을 요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비앙의 작품에서 조화와 평화， 고요함， 휴식윤 발견했
다고 했을 만큼 그림 자치l 에시 표현되는 안정감과 풍일성에 매료되
었다고 고백한다. 즉，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만일 디드로가 여기시 작품의 묘사만 하는데 그쳤다연， 독사틀은 머
릿속으로 무미건조하게 그럽의 한 장면올 잠시 떠올려보고 그 이미

지를 덮어두었올 것이다 하지만 그림의 ‘조화로움’까지 독자틀에게
전해주는 뎌드로의 미술띠명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화폭

의 구성 안으로 빠져틀꺼l 딴닫고， 그 안에서 한창종안 장딴올 상상
하여 관찰하게끔 만는다. 이 러한 효과를 마이클 프라이드 MichacJ
Fricd는 ‘몰두 absorbcmcm’라고 칭한다.

Dlderor urilise souvcnt Ics notlons d‘ harmo Ol C. dc palx et dc silcncc
pour évoqucr les effcts caracréristiques de cc que J’appelle la pcinrure
dc 1’ absorbement (absorptlvc patnlin밍，25)
디드로는 종종 죠화와 명화 그리고 칩묵의 개념을플 시용하는데， 그것은
내사 ‘볼무의 회화·라고 부딛는 녹꽉한 효과플 부브시 위에서이다.

프리이드는 자신의 저시에시 비앙의 〈성 드니의 신도〉는 디드로

의 미술비평문들 숭 ‘볼두’ 효과가 매우 잘 드러난 부분인 것 같다고
만한다，26) 디드로는 작품의 표변에 나타난 요소틀만 요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에서 느껴지는 조화나 명화， 침묵， 휴식 같은

새념들을 도입함으로씨 똑자플에게 그림과 하나가 되는 경힘을 전
해춘다. 이러한 효과가 바로 프라이드가 언급한 ‘볼두’ 효과이며， 디

25) FRIED Michacl, ÚI PltI.“’ dIl N)fXIt1“νr Eslhl::iq!l~ .'1 ongille:. de 1‘,1 κ'III(lIre mod,
tT111'. trad par ClaLIc Bruncl , GaHimard , 1990. p. 11 7
26) JbJd , P 117 "Le respcct qu ’ 11 éprouvc pour le .. tabledu dc prédicalion>> de
Vlen scmble d'a버eur:; 、e fonder 5ur le fail que cene æuπe rclc‘ c dc la j)C m,
rurc de I'absorbemenl cl π)';~cdc quclques-unes de ces qualué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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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의 고차원적인 미술비명방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중 하
나이다. 동시대 비명가들의 명론과 비교해 보연 아마 디드로의 비명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767 년에 발간되었던
아방·쿠뢰르 L 끼 vom-Coureur나 메르퀴르 드 프랑스 μ Mercure de Fro l1ce
와 같은 잡지들을 살펴보아도1 미술 비명가들이 비앙의 〈성 드니〉
에 대해 찬사플 보내고 있긴 하지만，27) 우리에게 ‘몰두·의 효과까지
는 전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드로가 말하는 비앙의 작품이 갖는 매력은 여기에서 끝
이 난다. 디드로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조화나 안정감에 대해 칭찬

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현방법의 문제들을 찾아내어 왜 이 그림이
드와이앙의 작품보다 인기가 없는지 분석한다.
Malgré le pres디ge de ccttc harmonie dc Vicn, qu ’ il est gris ; qu ’U
n ’ y a nu lJ c

varién앙

dans scs carnations , et quc les dlairs de scs

hommes el de ses femmes sonl prcsque du mêmc ton.28)
비앙의 조화로융이 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이 그립애는 생기가 없

다. (인풍닫의) 혈색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남자
들과 여자픈의 피부색도 거의 잡은 색소를 띄고 있다

비앙의 작품은 기술적인 면으효 봤올 때. ‘섹조 ton ’를 다루는 부

분에서 부촉하다. 그의 기술적인 부촉함은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시정 W양 ie 의 문제로 직결된다.
‘ι. 1767, Hermann, p. 97 , note #105 : “L’Avant-Couπur (p. 550) :
touches larges. une belle iOlclligenα du clal!-obscur, un dessín ferme , ct
préci.s, Ic fini des détails, la bclle dlstribution du tout cn.s cmblc. la 망andc
manièrc assurent Ia rêputation dc M Vien." “ Ú! M err:ufl' dl! Fronα (septembrc,
p. 177) “La noble simpli C1!é, la corr∞ion du dessin. la distinctioo oelle dt.'S
pl하1.5， un bcl accord des lurruères. la largeur et Ia sOretê des ouches , dis.
tinguent panaculieremenl ce bcl ouvrage."
28) Salol/ 씨~ 1767, p. 54 1.

27) Saloll

"0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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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travers la plus grande in telligence de I'art, qu'ìl cst

sans idéal , sans veπe， sans poésie, sans mouvemenl. sans incidcm,
sans intérêt. 29)
회화 기술이 너부나 뛰어나도， 이 그림에는 이 J없jlll' ’9도， 성연도， 시

정("γ )도， 움직임도. 사소한 사잔도， 흥미도 없다는 것에 추목하시오

디드로는 종교화에 나타나야 할 이상과 정열， 시정， 용직임， 사소
한 사건， 홍미를 비앙의 작품에서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
닫은 그의 〈성 드나〉플 차갑다고 판단하는 것이다)0) 디드로의 이

러한 명가는 다른 미숲 미명가들의 명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
플 들어， 바쇼몽 Bachaumonr은 명론에서 “(비앙의) 작풍 안에는 어
떠한 홍잇꺼리도 없고， 웅직임도 아예 느껴지지 않으며， 상상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평론에서는 “작풍의 모든 부분
이 싱숙한 화가의 기법올 보여주었지만， 그 모든 부분이， 우리가 생
각하기에， 재능의 풍부함윤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31) 라며

비앙의

작퓨을혹평했다.
ul 앙은 선 lignc과 대생， 구성괜만 아니랴 원근맙， 전정괴· 후경의

구별， 그리고 명압볍의 표현과 같은 회화의 기술직인 띤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화가였다 」러나 아무리 기술이 훌풍해도 관람객들의
관심은 드와이앙의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 쪽으로 쏟렸다 32) 디

29) Ibtä. , P 5-t 1
30) fbid. , p 회3 : "On ilCCU c avcc m i loule la composluon de Vlen d녕trc
froide, el elle 1’ c 1 "
31) S, ,/1)11 dr 1767, Hermann , p 99, nOlc #110 : BachaumODl (pp. 8.9) : “ Nul
imérêl daru; I'ouvragc, absolumcnt vide d’acrion [ 1 D'aillcurs alJ cunc
imagmauon ’, / JOllnlul 1!71C)'C"ψédlqlle (1'" décembre , pp. 87.88) “ TOUI Y dé.
celc la mamcre d ’ un pcimrc fall , rnalS on a πu que tout n’ y décela Jt pas
e gaJ emcnt la fécoJldJII~ du gèmc"
32) !Xllon de 1767, pp 546- 547 "11 m'a semblê que Doycn a au eu plu d ’ admir.
dlCUrs qut' Vlen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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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는 그러한 반응이 생걱난 이유에 대해， 비앙에게는 ‘정열， 시정，

사건， 홍띠’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중에서도 ‘시정(홉↑헤)’을
강조하며， “거의 모든 사람틀은 시 poésie에 대해서는 알지만， 회화
peinture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설명하고는， 33) 그렇기
때문에 시성이 들어있는 드와이앙의 작품이 회화의 기술을 중시한
비앙의 그림보다 인기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드로는 두 화가

의 재농올 비교하연서， 각 화가의 회화적 성격올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Vien dCSSlflc bicn , peint bien ; m하s il ne pcnsc m ne sent. Doycn
scrait son écolicr dans I'art. mais il serait I'écolier de Doyen cn
p잉sie .34 )

tlj 앙은 데생도 잘하고， 그립도 상 그린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려 하시

도 않고 느끼려 하지도 않는다. 기법에 있어 드와이앙은 비앙의 학생힐
태지만， 미앙은 시정어| 있어 드와이앙의 학생일 것이다.

11 De <ablcau de Doyenj 엉t très beau et πès beau. 11 eSl chaud. 11
esr p)ein d ’ ima링nation er dc veπe. 11 Y a du dessin, de I'expression ,
du mouvement, beaucoup mais beaucoup de coulcur.35)
드와이앙의 그림은 매우 아료닦다. 그것은 따뭇한 느낌 이다. 상상력과
재치사 용부한 그립이다. 그 그림에는 데생， 표현력， 역동성이 들어있지
만， 색은 너무 과하게 채색되어 있다.

이처럼 두 화가의 화풍을 비교하면서 디드로는 비앙에게는 데생
의 능력이 있지만 시정이 모자라고， 반대로 드와이앙에게는 시정과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기법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디드로

fbid., p. 546 " M며s (commel presque tOUI le monde sc ∞nnail en 밟sie el
que uès peu de personncs sc connaissenl en 야피lure. ’‘
34) fbid.. P 542
35) fbid., P 65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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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적인 느낌이 더 강한 드와이앙의 작풍을 어떤 식으로 톡자들에
게 표현했을까? 두 화가의 표현방법이 서로 다른 것처럼 디드로의
비평방식도 비앙과 드와이앙의 그립 묘사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본
론의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비앙의 작품은 구성 띤에서 잘

정리된 형태를 갖고 있는 반연， 드와이앙의 작품에서는 ‘연결선’을
풍해 그림을 세부적으로 요사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 연결선은 선
영하지도 않을뿐더러 디 구부러지고 꼬여벼려서 복상한 그법의 구

싱이 통일되지 않는다. 그리다 보니 〈즈느비에브 싱녀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다드보는 선올 따라가기보다 어떼한 대상의 갑
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생동감 있게 설명하거나 ‘웅직임’이 들어있는
동사들을 사용하여 독핸·이 실감나게 작품의 역동성응 느낌 수 있
도록 묘사하였다. 예릅 뜰연， ‘구름’을 묘사하려고 할 때조차도 디드
로는 정지해있는 구름의 모습이 아닌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의 모습

올 전해주려고 했다.

Ccs nuages ~'obscurcisscn1， ~’épaississcn!d!덮뜨쁘료민 Cl ~으띤투으브:![뜨
Ic hau[ d ’ une fabriquc qui occupc‘ le cõ[é droi[ dc la s야nc .3 6)
이 구름들은 어두위지나사， 용이 두꺼워지고. 내려시띤시 화띤의 오른
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건휠-의 정상을 뒤덮으려 하고 있나.

작품의 역동성은 보용 선보다는 색채 coloris에 의해 결정되는데，
디드로는 〈즈느바에브 성녀의 기적〉에 나타난 색채에 대해시 “너
무나 장렬하게 채색되어있다 très vigoureusement colon강”고 불명한다.

아무래도 드와이앙은 선보디·는 색채를 강조하다 보니 색이 너무 강
하게 표현된 것이다. 그버다 보니 회화의 조화는 께져나l 펴고， 관객들이
그 그렴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은 무리일거라는 션롱윤 내렸다 37)
36) lbld.. P 6-l8
37) ["111. p. 658

"11 Y a dc 1,1 coulcur . que dis-je. Je tablcau dc Doycn 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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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앙의 그림은 선을 풍시한 반연， 드와이앙의 그림은 색채를 강조
하였다. 비앙은 회화의 조화 harmonie를， 드와이앙은 화려함 splendeur
부분에 중침을 두고 각자 추구하는 망식대로 회회를 완성하였다. 두
화가의 대립적인 입장은 마치 프랑스 화가틀이 선을 중시하는 편

과 색채를 중시하는 또 다른 편으로 갈라져 격렬하게 논쟁윤 벌이던
17 세기를 연상시킨다. 논쟁이 있시 전까지， 프랑스 미술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담당하는 기관인 왕립미숭조각아카데미 Acadξmic roya1e dc
pcinture er dc sculprurc에서는 색채보다는 선이나 데생올 더 중요하게

여기고， 38) 이릎 토대로 하여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하였다. 왜냐하
면 선은 그림에 하나의 형태 formc룹 만들어주고， 또 그것은 하나의
지식 connaissance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 니 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이 01 술이론의 중심이었다가 1667 년 아카데미의 회의에서
치음으로 이의가 제기된다. 당시 궁정화가였던 샤를르 르 브링 Ch arles
Le Brun은 사신의 발표에서 티 지아노와 라파엘로의 작푼윌- 비교하

띤서 색세의 화려함만올 강조한 진자를 비난하자，39) 회화에서 색을
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쪽의 십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밥단이 되어 ‘색채논쟁 QlIercllc dll coloris’이 시작되었다. 선을 중시
했던 푸생따 Poussinis!es는 색채룹 강조한 루멘스따 Rubénistes와 극
심한 논쟁40)올 벌였고， 그 이후 약 30 년 동안 이 논쟁이 계속되었다.

더 상세하게 당시 미숲사적 상황을 설명하자연， 1671 년 6 월 12 일，
même I:rès vigourcusemenl co1orié ; mais i1 manque d’ harmonie El quoiqu 'i1
SOil chaud de loule pan, on De saurall 1e r앵;udcr 10ngtemps sans êue peiné."
38) TEYSSEDRE (Bemard), L’Art au siède de Louis Xl V , Paris, Li vre de
Pochc, 1967, p, 233 : "C’eSI une école du crayon, commune aux pein l:res Cl
aux SCUlplCutS."
39) FÉL田 lEN And대， α，파nκ엉 del’:Ac.짜mil' R，밍념h' dc Pri1ltllTe t!1 de scuψIIJTe
κ'11‘ftlTl/ 1'011 'Iæ 1667, Pa꺼S， F Léonard , 1668 (Conrércnces du 3 scptcmbrc et
du 1'" ocrobrc 1667) , p. 50
4이 이 색새눈생은 ·쭈생따외 루엔스Il} 시이의 논쟁 La QuereU c cntrc PouSSinislt'S
cl Rubcmslcs’으로 ~I'_~ ~시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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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왕립 미술 및 죠각 이카데미 회의에서 멸립 드 상메뉴 Philippc

dc Champal빵가 화가 티치아노의 그램， ‘성 모자상 Vícrgc å l' Enfant ’
올 비펑하며， 색채는 “아부리 아름답더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요소"-1 1) 라고 치부하면서부터 ‘색채논쟁’은 시작된다. 그러면서 회의

에 모인 아카데미 회원들과 학생들에게 색채 연구에 깊이 빠지지 말
고 데생 공부에 열중하라고 권고한다. 이후， 같은 해 11 월에 아카데
미 회원인 가브라엘 볼랑샤르 Gabrícl Blanchard가 아카데미 회의에
서 〈색채의 이로움에 다l 하여 $ur Ic mérite de la couleur> 라는 주제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색치|논생은 더욱 더 심 ζ해}진다. 하지만 이듬해
l 월에 필립 드 상페뉴의 조카인 장-밥티스트 드 상페뉴 Jcan-Bapristc

dc Champaignc가 다시 블방샤료의 의견에 반박하며， 데생은 진실이
며， 색채는 회화의 우연성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띤서 둘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 논쟁이 점점 심각해집에 따èt， 르 브횡은
억지로 회의를 종료하려고 하나， 결국은 ·데생은 회화의 멸수적인
요소이고1 색채는 우연성’임용 강조하면서 자신의 입장대로 푸생파의
손븐 듬어주고 만다.42) 하지딴 01 출전문지식이 풍부한 E￡제 드 핀

Roger de Píles (1635 - 1709)이 나타나띤서， 색채의 위치는 상승한다.
그는 ‘루벤스 Rubcns ’둡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화가보 구분하면서 회
화에 나타나는 색채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면시 사연히
‘색채’의 위치가 확고해지연시， 1681 년 색채논쟁이 마침내 nl-부리된다.

17세 기 프랑스 미솔사펀 완전히 장악해벼린 ‘색채논생’은 예술론
발전에 큰 역활을 하였다. 그번데 이러한 논쟁이 비앙과 드와이앙의
두 작푼비교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거의 100 년이 지나 디드로의 r살

*‘

、 μ'.5 COlljèrl'TIκI'l

‘

‘

pl!ÍlI me 씬 tlc' st1“Iplllft. ar XVlf sièdl.
“ La COUIt:UI n’ðt qu.unc bcLl c apparencc. qUI
nc peUl S뼈slStcr ~uJe， quelquc beaulé qu’ elle puisse avoir •.
42) lbld. p. 229.230 "Le dessm consutue 1’임émenl esscoticl de la peinruIC , la
coulcur oe reprcsemc qu’ un accident ..

d(' I’"A cadhllit
Paris. ENSB A. 1996. P 215

yllle tl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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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j 에서 다시금 선과 색채 문제플 논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
다. 마치 선과 구성을 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던 푸생은 비
앙이， 색채플 중시했던 루밴스는 드와이앙이 대표하는 것처럼 선과

색채의 대립이 r살롱j 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17세 기의 ‘색채논쟁’
은 미술이론가 로제 드 필이 이끄는 색채파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디도로는 그 결과에 자신의 생각올 맞추지는 않았다. 그는 선과 색
채의 대립 문제에 봉착하기는 하지만， 드와이앙의 작품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작품틀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대중틀의 평가와는 반대로， 디드로는 오히려 비앙의 그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Vlen a mOLOS perdu à SaJOt-Roch que Doyen. Vien y esl resté Slmple, sagc el harmonieux : Doycn fatigant, papillotant, 뻐?gal， vigoureux.43 )
생 로크 교회에서의 벼앙의 삭감~온 드와이앙의 깃보다 렬 매했다. 그

곳에서 보는 바앙의 작용은 단순하여 ， 수수하고 초화롭다 ; [반면l 드와
이앙의 작용은 띠로하게 만륜고， 눈부시재 빛나며， 한견같지 않고1 강렬
하다.

디드로는 자신이 회화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초화 harmonie’

를 활력이 넙치는 드와이앙의 작품에서는 찾아왈 수 없다고 밝히며，
비앙의 그림에 표현된 ‘선과 색의 순수함과 조화로움’을 높이 명가
했다.44) 비앙의 그림에 나타난 단접들조차 그가 이루어내는 ‘조화’

속에서 그 모습들을 감추는 것이다.

43) SalOIl (/1' 1767. p. 66 1.
44) BUKDAHL Else.Marie, Didl'rOI crii띠111' d’aπ， l. 1, 뻐d du danois par
Jean.Paul Faucher, co야피lague. Roscnkildc et Baggcr. 1980.1982. p. 79 . “ A
Ia purclé des IJgoes CI des couleurs ainsi qu’ å 1’ harmonic du premicr tableau
(dc Vie미 . iI φpose l'interprétalion expressive mais inharmon.icuse à mainls
행rds qui caractérise le ~'Çond (de Doy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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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로는 다른 비평가들과 달리 상상력과 재치가 풍부한 드와이
앙의 편에 서서 미술비평올 하는 것이 아니라， 작 화가의 그림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찾아냈다. 이것
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미술tI]명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 드로는 불가능

한 일인지 알지만 한 화가에게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다른 화가가
보충해주기를 희망했다.

Donnez à Vien la verve de Doyen qui lui manquc , donnez å
Doyen le faire de Vien qu ’ il n’a pas , ct vous aurez deux grands
artistes. Mais ceJ a est
s ’est poinl encore

peut-ξtre

impossiblc, du moins cene alliance nc

vue.45 )

비앙에게는 자신한테 부족함 드와이앙의 재능을 주자. 드와이앙에게는

그에게 없는 벼앙의 기법을 주자. 그퍼연 당신은 두 대단한 예숨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적이도 이
러한 흔합은 아직까지 본 일이 없으니까.

화가들은 보통 한 가지 요소를 강조하다 보나， 선과 색채를 조화
롭게 잘 흔합시키기란 거의 붉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화가들은 나름
자신의 방법대로 종교화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올
해결하71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디드로가 그림의 기술적인 요소들보다 회화의 ‘조화 har
monie’를 제차 강조하고 있음을 안다. 그는 회화의 세부적인 사항들

보다 전체적인 회화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조화로움에 초점을 맞추
어 비명을 한다， 그런데 그가 회화 전체를 아우르는 비명 방식을 사

용할 때 폭 필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성 unité ’이다. 화
가가 자신이 그리려는 한 가지의 주제를 정리하여 화폭에 옮겨놓는

45) SlJlolI de 1767. p. 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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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비명가도 단 하나의 의미릎 지니고 있는 주제에 대해 비명

을 해야 한다. 물론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틀〈선， 색채， 빛과
어둠， 둥)이 들어있지만， 마치 작품을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고 111
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요소들이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연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독립체로 이해하기보
다는 단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디드로 r살홍j 연
구의 대가로 불리는 뷔크달 Elsc-Marie Bukdahl 은 ‘작품’이란 완벽하
게 초직된 의미 있는 단일 유시체라고 설명한다.46) 따라서 디드로는

이러한 단일성 또는 통일성을 동해 미술비명을 한 때는 한쪽으로 치
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작풍 선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디드로의 미술비평 전체릅 자세히 읽어보
면， 그는 항상 예술작품이 표현하려는 어떤 다양한 생각틀에 대해

단일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러한 디드로만의 독특한 미
술철학들이 모여 r살롱」을 이푸고， 그것올 읽는 우리는 회화작풍등

과 하나사 될 수 있는 것이다.

m.

결

론

T 1767 년 살홍j 에 나타난 버앙 Vicn의 〈프랑스에서 전도하는 성
드니〉와 드와이앙 Doyen 의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이라는 두

작품을 통해 우리는 디드로의 다%댄f 미술비명방식올 살펴보았다.
그 첫 단계는 띠술비평방법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는
대로 묘사하기이다. 작가의 어떠한 감정도 표현되시 않은 채， 그림

속 인물이나 사물의 위치， 또는 색조 정도만 설명하는 아주 단순한

46) BUKDAII L Elsc.Marie, αderot mtiqlle d 'arr, L 1. P 324
esr unc unité significa디ve parfaitcmcnt orga미sé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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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가장 무미건조한 묘사에 해당되어 독자

틀은 아무런 감흥을 얻지 뭇한다. 하지만 곧이어 다드보는 호사스의
선(체)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불구붉한 선 linea serp(llltillata’윤 사용해
그림의 묘사를 하고， 이 미숭비명방식이 전자보다 훤씬 더 흥미롭
고， 독자들의 시선의 용직임도 유도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미술

ul 명방식임을 설명한다. 여기시 독자들은 딱딱한 묘사에시 탈피하여
회화의 정지된 장면 속에서 상상으로 만틀어진 선올 따라 시선을 움
직인다. 특히 비앙의 〈싱 드니〉는 이 ‘구불구불한 선’이 션영하게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이는 작푼이 갖고 있는 특성， 속 ‘데생’이 중
시되어 그림의 구성요소플이 안정되게 잘 정돈이 되어있는 성격의
그림에서 나타난다. 반면， 비앙의 작품과 1767년 살롱에 나란히 전

시되었던 드와이앙의 〈즈느비에브 성녀의 기적〉은 색채중심의 회
화작품으로 ‘구불구불한 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선이

끊어지다보니 선을 따라 요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작풍이다. 그래서
디드로는 움직이는 동사쉰 사용하여 요사어l 활력윤 쉰이넣는 방법

원 택한다. 두 화가의 작푼 비교는 1 7 세기 프랑스 왕립 01 딴아카데미
에서 일어났던 ‘색채논생’윤 연상시키는데， 다드로는 여시시 선이나
색새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시지 않고， 자신의 미학사상의 중심이
되었던 ·초화따rmonic ’와 다 관련이 깊은 비앙의 〈성 드니〉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며， 은근히 비앙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다고 밥할 수

있올 것이다. 불론 그 승리는 17 세기의 ‘색채논쟁’처럼 절대적인 것
은 아니지만， 적어도 Vien과 Doyen 의 두 작품 사이에시논 석용된다
고할수있겠다
비앙의 〈성 드니〉와 드와이앙의 〈 즈느비에브 성니의 가적〉을

벼교하며， 우리는 회화의 ·초화’와 더불어 통일싱에 대한 디드로의
미학 사상까지 살펴보았다. 다드로의

1767 닌 살풍 의 한 부분인

‘바앙과 드와이앙의 두 작풍비교’둡 통해， 문학적으보는， 작가의 작

30 원이하!llì'l 연쉬 제 23호

풍분석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통원하여 이미지를 생성시키고 그 상황
안에 ‘몰두’하기도 하고， 미술사학적으로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일어

난 ‘색채논쟁’을 다시 연구하띤서 선(k;없) 중심의 푸생파와 색채 중심
의 루벤스따의 당시 치열했던 논쟁에 대해 떠올려볼 수 있었고， 미
학적으로는 디드로가 미술비명 속에 드러내고자 했던 ‘조화’나 ‘통일
성’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미학 사상들과 영국의 새로운 문학， 예술

이론들올 집하고는 그것을 다시 프랑스 미술에 접목시키는 작가의
시도들을 엿불 수 있었다 따파서 두 작품에 대한 디드로의 비교 ·
분석은 절대로 단순한 미술비명땅법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할 것
이 아니라， 당시 미술현상 속에 남아었던 ‘색채논쟁’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미학사상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 .L~외 써째논썽

: Salon dc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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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Diderot et la querelle du coloris

KIM Sunn-Hyung
(Université Féminine de Sookmyung)

En 1767 , le public avait pu découvrir les deux compositions ,
déposées pom 1’ Eglise Saint-Rocb : <Saint Oenis prêchant la foi
en France> de Vien et <Le Miracle des Ardents> de Doyen. Les
deux tabJeaux - qui ont le même format , sont placés côte à côte
dans le Salon de 1767.

n 없it donc

facile de les comparer. Selon

Oiderot, le tabJeau de Vien incarne la lignc c1 assique, présentant
‘ un dessin

feπne ，

une composition simpJe cr noble , des ptans

c1 airs et des masses bien 이sposées
πée

sur la

agr강abJe.

μ

ligne

)),

>>.

Pourtant cctte toile conceo-

ne possède pas un beau coloris ni un ton

Mais la composition de Doyen qui a connu un grand

succès au Salon. a été animée par ltne splendide gamme colorée.
Lc contraste de ces deux tableaux incite Diderot à examiner la
ligne , le coloris , et 1’ harmonie

Afin d ’analyser ce contrastc , Oiderot emploie la ligne serpen띠e

(ou ondulante) dans sa critique d ’a.tt . Cette linea serpentinata

le terme itaJicn dc la ligne serpent띠e que Diderot connaissait
d머å ces définitions par 1’ rAnalysis

of Bemκy..ø

de Hogarrh, permct

å 1’ auteur de rctirer <1’ unité> panni la grande diversité des ditTé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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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 élérnents visibles sur la toile de Vien. Pourtant le cas est différent dans le tableau de Doyen où se trouve plus de coloris.
Pour décrire le tableau de Doyen, Diderot utilise plutôr les verbes
du mouvcmenr comme ‘descendre ’ et ‘alier couvrir’, au Iieu de
suivre simplement la ligne invisible, parce que 1’ernploi de ces
verbes maximalise ou dramarise Ies effets de la scène , en stimulant l' imagination des lecteurs.
Donc, Vien a su donner naissance à une unité artistique claircment organisée avec la ligne serpentine, alors que Doyen appartient au coloris. Les

di많rents

styles de ces deux tableaux rappel-

lent la ‘ querelle du coloris ’ du XVIl‘, siècle. En dévoilant encαe
cette querelle entre les poussinistes (ligne) et les rubénistes
(coloris) dans son rSalon de 1767J , Diderot ne traite pas seulement 1’ avantage du coloris comme les rubénistes ont vaincu les
poussinisres, mais aussi d ’une tot리ité αéée par la ligne. E마m，
Diderot conclue que ni Vien ni Doyen ne possède 1 ’ ori맹lalité et
la rnaitrise picturale de maitres comme Poussin et Rubens, mais
il souhaite que Vien et Doyen suppléent leurs lacunes picturales.

주제어 : 색채논쟁， 선， 색채， 조화， 통일성

Mots-c1 és

querelle du coloris , ligne , coloris, harmonie , um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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