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큐라의 미술론

정주영
서울대학교 미술이론 석사

I. 서론

I. 파스큐라의 미술론: 민중을 위한 미술 

皿 . 파스큐라의 시각이미지: 미술의 민중화 

队 결론

I.서론

본 논문은 조선프롤레 타리 아예 술동맹 (Korea Artista Proletaria Federatio, 

이하 '카프')의 모태가 된 단체, 파스큐라(PASKYULA)의 미술론에 관한 연 

구이다. 파스큐라는 일본 유학생들의 문예단체인 토월회 계열의 김기진, 김 

복진, 연학년과『백조』의 일부 구성원인 박영희, 이상화, 안석주, 그리고 김 

석송, 이익상 등이 규합하여 1923년 9월 결성되었다.D 파스큐라에 참여했 

던 미술인과 문인들은 조직의 이념 및 강령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개별적 

인 비평 및 창작활동을 통해 인생을 위한 예술, 현실과 싸우는 의지의 예 

술에 관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2)그리고 이들은 1925년 8월 염 

군사(焰群社)%와 함께 카프를 결성함으로써 192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의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4)

1) 파스큐라는 '박'에서 TA', 성해, 상화■'에서 S, 김'에서 K와 연에서 "YU； 硏에서 

I, 안에서 A=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김기진,「나의 회고록」,『세대』, 1964.11,
2) 김기진, 앞의 글.

3) 염군사는 "무산계급 해방 문화의 연구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강령으로 1922년 

9월 송영, 박세영, 이적효, 이호, 김홍파, 김인숙, 김두수 등의 문인들이 가담하여 결성 

한 단체이다. 송영,「신흥예술이 싹터올 때」,『문학창조』, 1934. 6.
4) 그러나 결성 초기의 카프는 조직적으로도 예술론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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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계에서 파스큐라는 김기진과 박영희를 주축으로 한 신경향파 내 

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경향파의 문학이 본격적인 프롤레타리 

아 문학으로 이행해간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듯이, 파스큐라의 미술론 및 창 

작활동 또한 그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술사에서 파스큐라 시기는 프롤 

레타리아 미술운동의 예비적 단계로서 짧게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 

며 ,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5）

파스큐라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었다면, 파스큐라와 카프 결성 

과정에 공통으로 참여한 미술인인 김복진과 안석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6）그러나 선행된 연구에서 김복진과 안석주의 활동 

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다루어져왔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두각을 나타낸 

분야가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복진의 미술론과 안석주의 창작활동을 파스큐라라 

는 동일한 범주에서 논의하여 파스큐라 시기 미술론의 특성을 규명해보고

시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카프가 문예운동과 사회운동을 계급투쟁이라는 

일원론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대중단체로 변모한 것은 김복진이 강령을 작성하였던 

1927년의 제1차 방향전환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파스큐라 

의 활동 시기를 파스큐라가 결성된 1923년에서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1927년 이전까지로 확장시켜 논의하였다.

5） 기혜경의 다음 논문은 새로운 관점에서 파스큐라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결성 초기 카프

의 조직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기혜경은 김복진의 회고와 파스 

큐라의 활동 양상을 토대로 파스큐라가 전위적 경향을 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파스 

큐라에 대한 논의는 논문의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위적 경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미술론이나 시각 이미지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一기혜경,「192。 

년대 미술과 문학의 교류 연구: 카프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한국근대미술사학』8, 
2000；____ 「1920 • 30년대 한국 근대미술과 문학의 교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6） 김복진에 관한 연구는 근대조각가로서의 면모를 다룬 논문들과（이경성 ,『근대한국미술 

가논고』, 일지사, 1975； 문명대,「김복진의 조각세계」,『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일지사, 

1988； 최태만,「김복진의 조각에 있어서 근대성의 문제」,『가나아트』, 1995. 1~2） 미술 

이론가 • 비평가로서 김복진의 활동 및 이론을 연구한 논문（윤범모 • 최열 엮음,『김복진 

전집』, 청년사, 1995； 최열,『힘의 미학一김복진』, 재원, 1995； 최열,『한국현대미술운동 

사』, 돌베개, 1990； 최열,「조선미술비평의 스승一김복진」,『가나아트』, 1993. 7-8； 최 

열,「김복진의 형성미술이론」,『미술연구』, 1993. 10； 최열,「최초의 근대조각가 김복진 

의 미술이론,『월간미술』, 1994. 9； 최열,「김복진의 후기 미술비평一후기 김복진의 변 

화와 몇 가지 견해」,『한국근대미술사학』제4집 , 1996； 김승환,「정관 김복진과 한국근 

대문예운동사」,『한국학보인 , 1997； 조은정 ,「김복진의 비평과 근대미술」,『한국근대미술 

사학』제7집, 1999）들이 다수 발표되어왔다.

안석주의 경우는 김복진에 비하여 미진한 편이지만 1910〜1920년대 신문소설의 삽화 

에 관한 연구（강민성,「한국 근대 신문소설 십화 연구一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에서 안석주의 삽화가 부분적으로 다 

루어졌고, 안석주의 만화에 관한 연구（최열,「1920년대 민족만화연구」,『역사비평』, 

1988 봄; 신명직,「안석영의 만문만화 연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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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또 파스큐라 시기는 김복진의 표현대로 구성원들이 사상적으로 

순화되어 간 과정에 놓여 있었으므로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해볼 것이다. 이 

와 더불어 김복진을 중심으로 개진된 미술론이 주로 안석주에 의해 창작된 

시각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 

이다. 우선 파스큐라의 미술론을 살펴본다.

H . 파스큐라의 미술론: 민중을 위한 미술

1923년 2월『상공세계』에 발표된「상공업과 예술의 융화점」이라는 김복진 

의 글은 초기 그의 미술론을 규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 중 하나다.7）그 

간 김복진의 미술론에 관한 연구나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에 대한 연구에 

서 이 글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글에서 제시 

되는 김복진의 미술론이 이후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된 미술론에 비하 

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관념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글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파스큐라 시기 창작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 

다. 상당히 긴 글이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복진은 이 글에서 자본주의가 도래함에 따라 소수만이 노동의 환 

희를 향수하며 대다수의 민중은 강제된 노동으로 인해 예술적 쾌락이 허용 

되지 않는 당대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의 대치로 성립된 자본주의 사회가 프롤레타리아라는 민중 

을 계속 억압하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민중이야말로 진 

정한 문명의 창조자요 예술의 창조자임을 역설하며 민중의 중요성을 부각 

했다. 김복진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미（美）와 선（善）과 애 

（愛）의 세계로 변화하는 길은 오직 예술뿐이며, 이때 그 예술은 예술을 위 

한 예술이 아닌 민중을 위한 예술, 우리 민족을 위한 예술이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가 예술만을 현실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진정 

한 예술이란 인간이 노동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노동과 예술이 융 

합되고 일치될 때 모든 인류가 소수만이 향락하는 환희를 공유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정

7） 1923년 2월의『상공세계』에는 이 글 외에도「광고회화의 예술운동」이 함께 게재되어 있 

다. 그러나「광고회화의 예술운동」은 광고 효과를 위한 회화적 방식의 사용을 다룬 것으 

로, 미술 전반에 관한 김복진의 견해를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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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종교뿐만 아니라 상공업과도 융합되어야 하며, 상공업과 예술이 융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점포의 장식이나 상품의 배치, 광고의장 등에 미술을 이 

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상공업의 예술화가 더욱 진보되어 모든 

상공업자가 예술가가 될 때 진정한 민중미술이 번영될 것이라 역설했다.8)

이 글은 이후의 김복진의 글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임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현실로부터 고통 받는 민중에 대한 주 

목, 그리고 민중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초기 

부터 그의 주된 관심사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후의 미술론을 통해 점 

차 '민중이라는 용어가 '무산계급이라는 용어로 치환되고 예술을 통해 민 

중의 생활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화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 

중을 위한 예술'은 그의 미술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어라 할 만하다. 

이에 따라 우선 민중이 부각되는 배경과 함께 그의 미술론에서의 민중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중 개념

1920년대 초반 예술론(혹은 미술론)에서 민중이 논의된 것은 김복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확산된 민중에 대한 관심은 김찬영이 톨스토 

이의 인도주의적인 민중예술론을 소개9)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찬 

영은 자신은 톨스토이의 예술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글을 쓰는 의 

도가 "민중주의의 새로운 공기를 마시려고 하는 조선독자”에게 이를 소개하 

는 일이 의미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如)『폐허』, 

『창조』,『영대』등을 통해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유미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개진해온⑴ 김찬영조차도 민중예술론을 소개했을 만큼 민중은 이 

시기 예술론에서 주요한 주제가 된 것이다.

먼저 1920년대 초반에 이처럼 민중이라는 세력이 논의의 대상으로

8) 김복진,「상공업과 예술의 융화점」,『상공세계』, 1923. 2.
9) 김찬영이 소개한 톨스토이의 예술관은 이 시기 민중예술론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복진의 경우에도 유학시절 조형적 완성을 우선시하는 실기 과정 

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인생을 위한 예술이냐? 예술을 위한 예술이냐?'에 대한 명쾌 

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각을 지속할 것인지 톨스토이를 공부할 것인지 갈 

등하였다고 회상했다. 또 톨스토이는 그의 머 릿속에 항상 살아 있었으며 , 톨스토이 이전 

의 예술가가 없었고 톨스토이 이후의 예술가가 없다고 판단할 만큼 애정을 가졌다고 언 

급하였다. 김복진,「조각생활20년기」,『조광』, 1940.
10) 김찬영,「톨스토이의 예술관」,『개벽』제9호, 1921. 3.
11) 김현숙,「김찬영 연구」,『한국근대미술사학』제6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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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된 데에는 3 • 1운동의 과정에서 얻은 체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위를 주도한 민족 지도자들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까지 계몽의 대 

상으로만 여겨왔던 민중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라는 대조적인 양상은 

민족 해방의 주체세력이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 주었던 것이다.⑵ 따라서 하 

나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간 민중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관심은 증 

폭될 수밖에 없었고, 미술인과 문필가들 또한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이 

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개진하였던 시기가 192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다.

민중에 대한 각성을 촉발시킨 겨］기가 1919년의 3 운동이었다면, 

그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사조 중 하나는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과 

에드워드 카펜터 (Edward Carpenter)의 '개조人］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관념론적 세계개조론은 문화운동에서 민중주의 , 노동본위주의 등이 출현했 

던 사회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과 동시에,⑶ 1920년대 초반 예술 

론에서 나타나는 민중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⑷ 그리고 김복진의 

1923년의 글에서도 러셀과 카펜터의 개조론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판단되 

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러셀은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보다도 충동이라고 주장하였 

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충동에는 소유충동과 창조충동이 있는데, 자본 

주의 사회에서는 소유충동만이 세력을 가지며 창조충동은 압박당하고 있 

다. 그는 이것이 바로 현대문명의 결함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조'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다. 또 사회 개조의 유일한 방법은 창조적 생활을 

가장 풍부하게 하고 소유의 생활을 감축케 하는 신사회제도를 수립함에 있 

다고 주장하였다.15)카펜터의 견해 또한 러셀과 유사한데, 카펜터는 문명을 

인류의 이상으로 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하나의 역사적 단계일 뿐이라 

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문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정신(新 

精神)'에 기초한 사회생활, 산업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 

가 말한 '신정신은 러셀이 말하는 '창조충동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즉 신 

성한 노동을 자본주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창조적 작업이 되게 해주 

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그와 같이 정신적 자유'를 가지고 작업할 때

12) 장상수,「일제하 1920년대의 민족문제 논쟁」,『한국의 근대국가형성과 민족문제』, 문 

학과지성사, 1986,116〜117쪽.

13) 1920년대 초반의 정치사상의 변화에 관하여는 박찬승의 다음 저서를 참고.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4) 김진송,「근대미술론의 사상적 배경과 형성과정」,『문화변동과 미술비평의 대응』, 시 

각과언어, 1993, 213〜226쪽.

15) 묘향산인,「사상계의 거장 뻐츄랜드 러쎌씨를 소개함」,『개벽』U호, 1921. 5. 박찬승, 

앞의 책, 17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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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참예술가가 되어 창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신사회는 이로부터 

건설될 것이라 주장하였다.⑹

러셀과 카펜터의 이와 같은 '개조사상'은 앞서 언급한 김복진의 

1923년 글의 논리와 흡사한 면모를 보인다. 우선 두 경우 모두 현대문명 혹 

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에게 주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그 해결 방안으로 

사회제도자체의 개조보다는 '창조충동' , '신정신' 그리고 예술을통한 정 

신적인 측면의 개조를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셀과 카펜터는 자본 

주의 문명이 지닌 모순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사회 개조를 부르짖었으나 소 

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김복진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개진했지만 그렇 

다고 그가 사회주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 

되지 않는다. 김기진의 회고를 토대로 한다면 그는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오 

히려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17)더욱이 

김복진이 이 글을 통해 제시한 이상적인 사회는 관념적인 미와 선과 애의 

세계'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타나는 김복진의 민중의 개념은 프롤레타리 

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사회주의의 생산구조상의 계급이라는 의미 

보다는 현실로부터 고통 받는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김복진이 이 글을 발표한 시기인 1922〜1923년경에 이르면 계몽의 

대상으로서 민중을 논한 초보적인 관점으로부터 논자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하며 그 논의가 좀 더 구체화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22〜1923년은 초기 문화운동에서부터 사회주의에 기초한 계급운동과 사 

회진화론에 입각한 실력양성운동이 분화되어 각기 세를 확장하며 독립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논자의 실제 운동의 참여 여부 

를 떠나서 예술론에서 논의된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회주의와 실력양 

성론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상적 흐름 중 어느 쪽의 입장을 견지하는지 혹 

은 비판하는지에 따라 좀 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중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민중과 예술의 방향을 논의한 글로는 임

16) 박사직,「개조계의 일인인 에드와드 카펜타아를 소개함」,『개벽』12호, 1921. 6. 박찬 

승, 앞의 책, 180쪽에서 재인용.

17) 김기진은 김복진을 회고하며 김복진이 사회주의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에서 귀 

국하여 배재고보 교사로 재직하던 1925년경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두 형제는 한집에 

살고 있었는데, 김기진과 교우하던 사회주의자 이성태가 그들의 집에 다녀간 후 김복진 

은 사회주의자들을 공박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 도리어 자신이 

사회주의사상에 매료되어 카프의 강령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회상하였다, 김기진,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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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18）의「문시제군에 여하는 일문」19）이 있다 임정재는 이 글에서 봉건사 

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후자의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파생되 

고,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계급의식 및 문화의식의 변화가 도출된 서구 

근대기의 사회적 변화가 당시의 조선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전제하고 

있었다.而 따라서 그는 계급을 초월한 예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예술은 부르주아의 개인적 향락의 대상이며 상아탑 속에 유인（誘 

引）'된 예술을 파괴하고 민중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민 

중적' 예술이란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한 계급예술을 말하는데, 따라서 이 글 

에서 민중의 의미는 사회주의 상의 무산계급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시기 민중이라는 개념 속에 태동하고 있던 계급 

의식을 비판하고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하는 견해 

도 나타났다. 임장화는 개성의 무한 자유와 주관의 분방 약동을 제한해온 

지금까지의 단체의식을 비판하며 예술의 이상적 경지를 '신개인주의로 제시 

하였다. 그가 말한 '신개인주의란 주관적 또는 개인적 미의식에서만 살 수 

있는 세계였고, 그리하여 예술은 “부르주아니 프로니 하는 계급의식을 초월 

하여 인생이 무한히 자유스러운세계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2D

한편 계급의식과 개인주의, 이 모두에 대한 비판을 견지하며 민중을 

논한 관점은 이광수를 위시한 이른바 민족개량주의자들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민중 혹은 대중의 성장을 목격하였으나 이를 부정적으 

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이광수가「민족개조론에서 1884년 이래 민족운 

동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갑오농민전쟁을 거론하지 않은 것이나 심지어 3 • 1 

운동의 전개과정을 '무지몽매한 야만인종이 자각 없이 추이하여가는 변화 

라고 매도한 것은 민중의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22）이러한 위기의식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입장을 반영 

했던『개벽』제23호의 권두언이 "민중이여 자중（自重）하라'였다는 것만 보 

더라도 여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유달리 총명하지 못한 우리 민중

18） 임정재는 일본대학 미학과 출신으로, 이후 카프에 소속되어 활약한 바 있다.

19） 임정재,「문사제군에 여（與）하는 일문一문화사일파의 데까단적 경향과 문인회일파의 

째나리즘적 경향」,『개벽』, 1923. 9.
20） 정형민,「한국미술사에 있어서 근대성의 논의 （1）—1910년대 중엽 〜20년대 중엽을 중 

심으로一」,『강좌미술사』8호, 1996. 12, 128〜129쪽.

21） 임장화（임노월）,「사회주의와 예술」,『개벽』, 1923. 7. 최열,『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165쪽에서 재인용.

22） 김현주,「민족과 국가 그리고 문화'」,『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213〜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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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동하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이나 사적인 정체성을 

주장함으로써 민족이라는 전체성을' 훼손하는 개인주의자들을 맹렬히 비판 

하였다.

다시 김복진의「상공업과 예술의 융화점」으로 돌아가면, 비록 그가 

러셀과 카펜터의 개조사상，혹은 당시 심취해 있던 인도주의적인 톨스토이 

의 민중예술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민중의 힘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개량주의자들과 구별되며 오히려 당시 사회주의자 

들의 견해와 합일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민중에 대한 주목 

은 그 힘을 억제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사회주의에 빠르게 동조할 

수 있는 7｝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파스큐라 초기 김복진의 민중의 개 

념은 현실에서 고통 받는 다수 혹은 대중을 의미하였으나 그 속에는 계급이 

라는 방향^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상공업과 예술의 융화점」에 나타나는 민중의 개념 

중 주목할 만한 양상은 현실에서 고통 받는 민중과 조선 민족이 동일한 차 

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글에서 김복진이 민중의 부정적 

인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술에서 구하며 '电좋을 위한 예술과 더 

불어 '우리 旬촠을 위한 예술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그가 

'생활의 예술화를 주장할 때 생활이란 민중의 피폐한 생활과 동일하게 

일제 통치하에 있는 조선 민족의 암담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23）

이와 같이 민중과 민족의 중첩된 양상은 이후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쓴 예술론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 노 

선의 변화 과정과도 연결시켜 파악할 수 있는데, 장상수에 의하면 1922년에 

서 1923년에 이르는사회주의 도입 초기에는 논의의 초점이 계급 문제에 두 

어졌고 민족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즉 민족 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 

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며 계급 문제의 해결에 따라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는 낙관적인 전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급 

지상주의적인 관점은 1924년 무렵부터 점차 수정되기 시작하여 1926년에 

이르면 식민지 민족은 총체적으로 무산계급이기 때문에 민족해방이 곧 계

23） 이와 같이 조선반도 전체가 하나의 민중의식으로 자각되는 양상은 같은 시기 김기진의 

견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기진은 식민지 상태의 조선에서 동일한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조선 민족 중에서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나뉘어 있음을 개탄한 후, 불과 6,7년 후 

에는 이 모두가 '무산대중（민중 대중广과 같아지리라 단언했다. 따라서 그는 조선 민족 

은 모두 무산대중과 동일한 생활을 하여야 하며, 이때 예술은 피학대계급인 민중과 악 

수하여야만한다고주장하였다. 김기진,「마음의 폐허（廢墟）丄『개벽』,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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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 방이라는 논리가 사회주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 

다.24)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흐름을 토대로 살펴보면 김복진이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활통하기 시작한 1925년 말에서 1926년은 이미 사회 

주의 운동 노선에서 계급지상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나 민족 문제가 크게 부 

각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의 초기 민중 문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던 

민족 문제는 별다른 충돌 없이 사회주의 사상 내에서 융합될 수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가 이후 미술론에서 계급과 민족을 개념적으로 구별 

하였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계급미술의 수립과 함께 민족미 

술의 수립이 그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음은주지의 사실이다.25) ，

이처럼 부르주아는 일제와 친일 세력을, 프롤레타리아는 조선 민족 

을 상징하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중첩되어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사 

회생산 구조상의 논의가 아니라 반제국주의 인식론이 된 것은, 카프의 결성 

에도 불구하고 근대기에 사회주의 이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26)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생산 구조상의 문제 이전에 김기진의 

표현대로 "조선이라는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려도 눈물이 나는” 국가상실이 

라는 거대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고, 이와 같은 양상은 타당한 귀결 

로 판단된다卩"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근대기의 사회주의 운동 혹은 사회주의 

예술이 비록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민족해방운동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기 김복진의 미술론에서 나타나는 민중은 

고통 받는 대다수를 지칭함과 동시에 민족이라는 개념과 중첩되어 나타났 

다. 그리고 그는 민중을 본연의 진정한 문명의 창조자요 예술의 창조자로 

돌려놓기 위한 미술의 대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예술은 예술 

을 위한 예술이 아닌 민중을 위한 예술, 우리 민족을 위한 예술이 되어야 함 

을 주장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제시한 미술의 사회적 기능론의 특성과 

함께 그것을위한 방법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4) 장상수, 앞의 논문, 116〜132쪽
25) 조은정 ,「김복진의 비평과 근대미술」,『한국근대미술사학』제7집 , 1999, 56쪽.

26) 정형민,「근대기 미술론과 초기 유화 수용과정을 통해서 본 민족주의 논의」,『한국미술 

의 자생성』, 한길아트, 1999, 418쪽.

27) 박영희,「화염 속에 있는서간철」,『개벽』, 19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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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의 사회적 기능론

민중의 예술화, 미술의 민중화

비교적 초기의 미술론에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 것은 1915년에 발 

표된 안확의「조선의 미술」에서 살펴볼 수 있다.28）문학가였던 안확은 미술 

이 문학의 기능처럼 문화사상의 표현이며 미술의 발달은 '인문의 진화를 

동반하여 개진되는 국민의식의 '활력사'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술은 산 

업을 발달시키는 근본정신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명의 척도이므로 장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안확의 견해와 같이 미술이 문명의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이후 1920년 발표된 김환의 

글에서도 나타났다. 김환 역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 그 시대의 문 

명은 미술의 성쇠（盛衰）에 달렸다'고 파악하였다. 또 그는 미술은 종교와 

같이 감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영적인 

교육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西）그리고 김복진이「상공업과 미 

술의 융화점」을 발표한 1923년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은 주장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미술전람회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河 여기서도 미술은 인류 최고의 생활 방편이며 정신생활에 최고의 

위안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미술의 발전은 '시대정신의 진취 

（進就）'와 보조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 사회, 경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 견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미술문명론에서 

제시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은 문명 일반을 진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고, 따라서 미술 그 자체는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의 견해는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소박하게나마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지만 어떠한 미술이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는 대부분 취약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미술문명론에서 

는 미술 그 자체의 창작 문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술을 통한 근대화의 달 

성이라는 미술 외적 차원에서 그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또 이때 미술 

의 사회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심미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 국한되었고, 이 

러한 특성은 미술문명론이 일제의 문화정치의 논리에 매몰될 가능성을 드 

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3D

28） 안확,「조선의 미술」,『학지광』, 1916. 5.
29） 김환,「미술론」⑴,『창조』제4호, 1920. 2.
30） 「제2회조선미술전람회개최」,『동아일보』, 1923. 5. 10.
31） 김진송, 앞의 논문,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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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미술의 사회적 기능론의 흐름 속에서 김복진은 문명 일반 

이 아닌 민중의 생활을 개선하는 미술의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이와 구별되 

는 또 다른 기능론을 제기하였다. 김복진이 제시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은 

미술이 결코 부르주아의 도락이나 완구도 아니고 '학자의 나태한 위로도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이라는 사회의 한 계 

층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기는 하 

였으나 그것이 사회 각 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문명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미술문명론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미술문명론에서 미술은 그 

것이，부르주아의 도락이나 완구든 학자의 나태한 위로든 상관없이 장려 

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 데 반해 김복진의 견해는 민중을 위한 미술의 사 

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좀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김복진이 획득한 구체성은 그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 사회가 지닌 관념성으로 말미암아 퇴색되어버리고 말았다. 미와 선과 

애의 세계라는 설정은 민중에 대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노동에서 창조의 

기쁨을 얻는 정신적인 차원으로 국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 미술이 기 

쁨의 표현이자 노동을 즐겁게 하는 유희의 수단으로만 인식된 것도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제한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술은 그 자체가 '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게 하는' 긍정적인 

속성을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로 인해 김복진은 미술이 노동의 영역 

에 융합만 된다면 민중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이다. 즉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미술 그 자체의 긍정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주아, 학자 그리고 민중 등 어떠한 사회 계층을 막 

론하고 정신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파악되었다. 다만 김복진의 주장은 

부르주아, 학자 등에 국한되던 미술의 향유를 민중에게도 허락하여 민중 

으로 하여금 노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최 

우선으로 여겨지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민중에게서 예술의 향유라는 권리 

를 착취하였고, 예술은 물질적 기반이 있는 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김복진은 예술의 긍정적인 속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민중에 

게 다시 돌려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박한 김복진의 초기 민중예술론은 미술이 지닌 긍정적인 

기능을 토대로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정의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편화, 평준화의 측면에서 민중의 예술화 혹 

은 민중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노동의 예술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이를 위해 김복 

진을 비롯한 파스큐라 구성원들은 미술교육을 위한 토월미술연구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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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문예 강연회의 개최 등을 시도한 것이다.32)

이와 더불어「상공업과 미술의 융화점」에서 김복진이 제안한 민중 

의 예술화를 위한 방안은 민중의 노동의 영역과 미술을 접목시키는 것이었 

다. 구체적인 예로 김복진은 상업 분야에서 상점 경영이나 판매, 점포 장식 

그리고 광고 등에 미술을 이용할 것과 윈도 디스플레이에 무대장치나 무대 

조명을 도입할 것을 들고 있다. 또 공업에서도 미술이 융합될 수 있는 방법 

이 많은데, 이는 이미 건축이 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것과 공예가 과 

학에서 독립된 영역이 된 것으로 증명된다고 설명하였다.

김복진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상공업자가 예술가 

가 되는 진정한 민중미술을 추구하였으나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상공업의 예술화가 오늘보 

다 일층 진보되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미술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미술가는 민중과 함께 '상공업의 예술화를 

진정한 민중미술에 도달하기 전까지 발달시켜야 할 임무를 지니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가는 순수미술의 영역에서 벗어나 민중의 생활과 

관계된 미술의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생활과 미술을 융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김복진이 제기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위한 방법론은 민 

중의 예술화와 함께 미술의 민중화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겠다.

김복진의 이와 같은 주장은 동시기 예술이 현실의 공간, 일상생활로 

확장되기를 희망했던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의 견해와 유사한 면모를 보 

인다.‘幻 구성주의 작가들 역시 특권을 가진 소수를 위해 봉사하는 예술을 

반대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상, 

섬유, 그릇, 가구 디자인과 포스터 디자인, 광고 디자인, 연극과 영화의 세트 

디자인과 건축을 작업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이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사회개혁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했는데, 이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러

32) 김복진은 개인적으로도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는데, 1923년 결성된 고려미술 

회의 부속 고려미술원의 강사로 참여하고 있었음이 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김복진에게 교육 받은 미술가로는 기웅과 이후 무대미술가로 활약했던 김일영이 있다. 

김일영은 1927년 배재고보를 중퇴한 후, 일본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의 산실이 된 축지 

소극장에서 무대미술 수업을 계속한 바 있다. 최열,『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180쪽.

33) 실제로 김복진이 일본에 체류할 당시,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인 바바라 부브노바 

(Varvara Bubnova)가 일본에 망명하여 구성주의 이론을 소개한 바 있다. 그녀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1922년 10월호『人］상』에 발표된「현대 러시아 회화의 귀추 

에 관하여」는 미술 내부의 문맥에서 러시아 구성주의를 소개한 것이며, 1922년 11월 

『중앙공론』에 발표된「미술의 말로(末路)에 관하여」는 한층 광범위한 관점에서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을 논의한 것이다. 五十殿利治,『大正期新興美術運動叮硏究』, 株式會社 

入力《 卜1995, pp. 2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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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구성주의 작가들과 김복진의 미술론은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김복진이 추구한 유토피아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한 미와 선과 애의 세계였다. 따라 

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 역시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는 과거 부르주아 예술가의 예술적 영감에 대한 지나친 가치 부여와 물신화 

에 반대했던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의 태도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과 김복진의 견해는 유사 

한 결과를 도출시키게 되었다.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이 시도했던 방법 중 

의상, 섬유, 가구처럼 상품으로서 유통될 때 가치가 있는 것들과 건축처럼 

생산 규모가- 큰 것들은 실현된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상대적으로 북 디자 

인, 포스터 디자인, 연극과 영화의 세트 디자인같이 대중매체에 관련된 디 

자인에서는 실현 빈도가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김복진이 미술과 생활이 결 

합되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들 가운데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다음 장에서 

살펴볼 대중매체를 통한 창작활동이었다. 크리스티나 로더 (Christina 

Lodder)는 러시아 구성주의에 대해 상품디자인은 산업 시스템과 경제상황 

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므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매체와 관 

련된 디자인이 대안적인 실천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파스큐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34)

이와 같이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벗어나 소박하게나마 미술이 생활 

의 영역과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김복진의 초기 민중미술론은 

1925년경에 이르면 미술이 민중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상의 논의 

로 확장되어 나타났다.

현실반영으로서의 미술

시기를 소급하여 살펴보면 미술이 현실의 반영이어야 한다는 리얼리즘적인 

인식은 1922년『신생활』에 실린 서화협회전에 관한 비평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예술의 생명이 예술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인생의 

사상, 감정과 중(衆)의 실생활의 표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35)그는 참담한 

조선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고아한 동양화를 비판함과 동시에 민 

중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술은 "人］실상의 미가 아니요 허위의 미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도 민중은 앞서 살펴보았던 김복진의 민중 

개념과 동일하게 민족적 차원에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술의

34) Christina Lodder, Russian Constructivism,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8.

35) 일기자,「제2회 서화협회 전람회를 보고」,『신생활』, 19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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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화는 내용상의 논의로 나타나 현실성이 내포된 리얼리즘과 연계되어 

파악되었다 .36）

김복진과 안석주가 1925년 발표한 비평문에는 이 기사와 동일한 맥 

락의 리얼리즘적인 인식이 반영되었다.37）다만 그것이 뒤늦게 표면화된 이 

유는 파스큐라의 미술론을 주도하였던 김복진이 1923년「상공업과 미술의 

융화점」을 발표한 이후 도일하여 1924년 말 귀국함에 따라 그사이 일종의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김복진은 안석주와 더 

불어 지속적으로 미술이 민중의 생활, 조선의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 

를 개진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견해는 단편적인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미술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안석주의 다음과 같은 글은 1925년 초 이들이 

지향하던 미술의 내용을 제시해준다.

예술 거기에는 그 시대인의 생활 그것이 간접으로 드러나서 다시 그것에 

게 가서 민중이 자기의 생활을 엿보아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고 

로 예술 즉 예술가의 사명은 그 시대의 제반儲般） 것을 숨김없이 드러 

내어서 그 민중의 경이（驚異）를 불절（不絶）하 일으키는 것이라 한다. 그 

래서 거기에서 예술가의 환희（歡喜）가 생기고 따라서 민중은 자기의 잃 

었던 생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말하자면 예술은 현실을 폭로시 

키어 온민중을실재（實在）로 인도하는 책임（責任）이 있다 할수가 있다 

한다… 38）

이 글에서 리얼리즘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으로 현실을 드러내는 것 

에서부터 현실을 폭로하는 것까지 폭넓은 의미에서 제시되어 있다. 인용의 

성격을 띠므로 당시 안석주가 이 중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였는지는 불분명 

하지만, 미술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고 판단된다. 이때 미술에 반영해야 할 현실이란 크 시대인의 생활, 크 시 

대의 제반으로 제시되었고, 이것은 동시대성에 대한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36） 이 기사가 발표된 시기와 게재된 잡지는 필자가 분명치 않은 이 글의 연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사가 발표된 1922년은 초기 문화운동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분화되어 

독립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더욱이『신생활』은 사회주의 세력의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 잡지의 하나였다. 즉 미술론에서 민중과 연계된 리얼리즘적인 인식이 사 

회주의 세력의 성장과 함께 표면화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1925년 김복진과 안석주가 발표한 비평문은 다음과 같다.

김복진,「협전 제5회 평」,『조선일보』, 1925. 3. 30； 김복진,「제4회 미전 인상기」,『조 

선일보』, 1925. 6. 2~7； 안석주,「제5회 협전을 보고」,『동아일보丄 1925. 3. 30.
38） 안석주,「제5회 협전을 보고」,『동아일보』, 19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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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술이 시대성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리얼리즘적인 인식은 특 

히 동양화에 관한 비평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안석주는 제5회 서화협회전에 

출품된 동양화가 대체적으로 “주효（酒肴）의 향취가 실내의 공기를 마비시 

키는 그 속에서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던 그 시대에나 지금의 것에 다른 점 

이 없었다”고 평가하였는데 , 이는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동시대성 

을 획득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또 김복진이 같은 전시에 출 

품된 이도영의 작품에 관해 '당송（唐宋）의 송류（宋流）를 지금까지 고수하 

고 있는 데에는 감심（感心）하지만 사회성이 결여된 희묵（戯墨어】 찬동하고 

있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은 그를 위해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한 것도 동일 

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39）

나아가 안석주는 제5회 서화협회전에 출품된 서양화를 총괄적으로 

비평하면서 외국 풍물을 동경하는 환상기 （幻想期）'에 있는 작품이라 일컫 

고 민중의 기대에 흡족하거나 조선인으로서 그릴 만한 그림은 전혀 없었다 

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그는 예술은 그 시대인에게 아무런 반향이 없으면 

'자가 희롱물（自家 戯弄物）'에만 그칠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복진과 안석주 

는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 각각 조선의 마음',4。）조선의 정조41）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조선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동시대성을 함축한 표 

현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26년 김복진은 더욱 분명하게 사회주의에 입각한 일련의 미 

술론들을 발표하였다.42）그중「조선 역사 그대로의 반영인 조선 미술의 윤 

곽」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계급분열의 과정에서 변모해온 조선 

전통미술의 역사적 성격과 당대 미술계의 상황과 전망을 진단한 글이다. 이 

글에서 김복진은 기존의 조선 미술이 '착취계급（제국주의 : 중국과 일본）' 및 

피착취계급（조선 민족）' 내에서 발생한 지배계급（부르주아）'에 이용됨으로 

써 생활과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어왔다고 판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미술은 인간코와 '사회악 같은 현실에 무관심하였고 오히려 민중의 생활 

을 미화시켜 민중을 현혹하는 기 능을 해왔다고 설명하였다.

39） 김복진,「협전 제5회 평」,『조선일보』, 1925. 3. 30.
40） 김복진,「제4회 미전 인상기」,『조선일보』, 1925. 6. 2〜7.
41） 안석주, 앞의 글.

42） 1926년은 전년 결성된 카프가 비록 완제된 동인지는 아니지만『문예운동』을 발간하 

여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해이며 김복진 개인적으로도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며 김복진은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 

는데, 그중 그의 미술론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김복진,「조선 역사 그대로의 반영인 조선미술의 윤곽」,『개벽』, 1926. 1 ； 김복진,「신흥 

미술과 그 표적」,『조선일보』, 1926. 1.2； 김복진,「주관강조의 현대미술」,『문예운동』, 

1926. 2 ； 김복진,「파스큐라」,『조선일보』, 192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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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김복진은 당대 조선의 리얼리티, 즉 민족적 현실과 계급 

적 현실을 구현하여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미술을 추구한 것이다. 1925년 

의 비평문에서 조선의 정조와 조선의 마음에 포괄되어 있던 민중의 현실 

은 인간고' , '사회악 등으로 명시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현 

실에 대한규정이 확실해졌음을 반영한다.43）

그러나 이와 같은 미술을 당대 조선의 미술을 통해 이룩하기에는 

1926년 조선 미술계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본 미술 

을 포함한 서구미술의 흐름을 이상주의적 고전주의에서 사실주의를 거쳐 

인상파, 입체파, 미래파, 구성주의 등의 '주관주의 그리고 '주관의 폭동으 

로 파악쑈한 김복진은 당대 조선의 미술을 고전적 이상주의의 역몽（逆夢） 

속에 잠이 달게 들어 있는 것으로 비유했다. 더구나 이러한 미술에 대해 조 

선의 민중은 무관심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복진은 그가 언급하였던 서구미술의 '유장한 행정（彳亍 

程）'을 뒤축 없는 마혜（麻鞋）를 끌면서 앉은뱅이걸음으로 따라갈 수 없다 

고 판단하였고, 그 모든 단계들을 뛰어넘어 하루속히 민중을 위한 새로운 

미술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조선 미술 자체의 분해 작용이라 

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김복진은 그가 추구한 새로운 

미술, 즉 민중과 생활로부터 유리되지 않은 미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화단과 미술의 파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부정의식과 동반된 급진적인 성향은 당시 사회 

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반제 • 반봉건의 급진노선을 걷고 있던 김복진 

개인의 사상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45）그러나 이와 유사한 견 

해는 또 다른 파스큐라 구성원인 박영희의 글에서도 피력되고 있었다. 박영 

희는 지금까지 '무용（無用）의 신들이 지배한 생활을 파괴하고 새롭게 '처 

녀지（處女地）'를 개척하는 것이 당대 예술인들의 의무이며 , '신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괴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46）

'신（新）'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검열의 대상이 되던 당시,47）김복진

43） 그리고 1927년의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 시기에 이르면 계급적 현실이 우위를 점하면 

서 예술의 역할 역시 무산계급의 조직화 및 혁명을 위한 무기로 규정되었다. 김복진,「나 

형선언초안」,『조선지광』, 1927. 5.
44） 이러한 서구미술의 흐름은 1926년 김복진이 발표한 미술론들에서 표현의 차이는 있지 

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김복진의 서구미술에 대한 견해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45） 최열,「한국근대미술 비평사」, 열화당, 2001,99쪽.

46） 박영희,「조선을 지나가는 베너스」,『개벽알, 1924. 12. 홍정선, 앞의 논문 45쪽에서 재 

인용.

47） 『개벽』, 19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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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파스큐라 구성원들은 사회주의라는 신흥사상'을 토대로, 신홍 

계급（무산계급）'을 위한 신흥예술보다 새로운 예술을 이룩하고자 한 것이 

다. 따라서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급진성을 내포하고 있 

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김복진 및 안석주에게 조선의 당대 미술과 서구미술의 각사 

조들은 비판의 대상임과 동시에 새로운 미술로 진입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단계로 인식되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민중을 위한 미술의 성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상정되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조선의 미 

술과 서구미술에 대한 비판과 극복은 이론상으로는 쉽게 이루어낼 수 있었 

으나 시각 이미지의 창작에 있어서는 난해한 것이었다. 특히 서구미술은 극 

복해야 할 것이므로 완전히 배척해버릴 수도 혹은 무분별하게 추종해서도 

안 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파스큐라 시 

기의 시각 이미지도 이와 같은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in. 파스큐라의 시각 이미지: 미술의 민중화

파스큐라의 모태가 된『백조』에서 파스큐라를 거쳐 그것이 모태가 되어 결 

성된 카프에 이르기까지 시각 이미지는 대다수가 안석주에 의해 창작되었 

다. 안석주 역시 김복진과 더불어 비평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가 중점을 

둔 것은 미술의 민중화를 달성하기 위한 창작활동이었다.48）안석주는 잡 

지의 표지 디자인, 삽화, 만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당시 삽화가 • 

만화가로서 명 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안석주의 이러한 활동은 파스큐라 결성 이전부터 시작된 것 

이었다. 안석주는 1919년 이승만, 장발 등과 고려화회를 조직하여 그곳에서 

고희동에게 서양화 수업을 받았으며 , 이후 일본의 동경혼고양화연구소에서 

이를 지속하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그는 1921년 서화협회에서 노수 

현, 이상범과 함께 김동성에게 만화를 배웠고 1922년 1월『백조』에 참가하 

여 창간호 표지를 담당했다. 또 안석주가 광고 도안을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개인화실인 문화사는『백조』동인들의 집합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같 

은 해 7월에는『개벽』의 지면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 11월에는 나도

48） 1926년 인터뷰 기사에서 안석주는 민중과 거리가 멀었던 기존의 미술을 비판하며 민중 

에게 호소력 있는 포스터를 연구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었다. 이에 기자는 삽화가로 유명 

한 안석주가 미술의 민중화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연구하는 화가라고 지칭하였다. 

「예술가의 가뎡一삽화가로 유명한 안석주 씨의 가뎡」,『시대일보』, 19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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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동아일보』연재소설「환희（幻戯）」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신문 

소설 삽화를 제작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김기진, 김복진 등 토월회 구성원이 참여하며 

파스큐라 결성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백조』제3호에서는 주목할 만 

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백조』사 도안부 명의의〈광고〉 

（도 1）이다. 안석주가 문화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동인들에 

게 장소를 제공하였는데도『백조』창간호와 저〕2호에는 도안 및 광고 

대행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3호에 이르면 미술 

공예품 도안 내지 설계, 광고 도안 내지 문안, 신문 잡지의 삽화, 무대 

장치, 일반서적 장정, 각종 마크 도안, 상품 진열장 장치 내지 도안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영역은 김복진이「상공 

업과 미술의 융화점」에서 언급한 미술이 민중의 생활과 융합될 수 있 

는 방법들과 매우 흡사하다. 더욱이 무대장치의 등장은 토월회 연극 공연의 도 1- 백조』사 도안부 광고〉,「백五 

무대미술을 함께 제작한 경험에서 유래한 것으로,『백조』제3호에서 토월회 제3후 1923' ° 

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준다. 즉 '문명비평가를 꿈꾸었던 김복진이 제시한 

미술론은 안석주의 기존 활동들에 이론적 토대와 명분을 제공하여 가속화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파스큐라 시기 창작활동은 대다수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 

졌다. 1925년 초반 김복진과 안석주가 조선미술전람회에 응모를 시도하였 

고 김복진은 입선하였으나49）그 이전까지 안석주의 활동은 잡지 , 신문 등의 

매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김복진의 경우에도 192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 

로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지만『문예운동』의 표지나 신문소설의 삽화 제 

작을 병행하였다.

미술론을 입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술 작품상의 논제일 것이 

다. 외관상으로는 김복진과 안석주의 창작활동은 대다수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폭넓은 의미에서 정의된 민중의 생활 영역에 더 근접한 것 

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25년 무렵부터 표면화되었던 미술의 내용에 관한 

논의, 즉 민중과 민족의 현실의 반영이라는 미술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 

이 창작하였던 시각 이미지에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49） 이승만의 회고에 따르면 1925년 봄 김복진이 안석주, 이승만, 이제창 등에게 조선미술 

전람회 응모를 재촉하였다고 한다. 이승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 

았지만 전년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김복진이 창작활동에 대한 열의를 표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복진이 이 전시에 응모한 삼년전〉은 3등상을 차지하였고〈여인입상〉 

은 파손 사건에 휘말려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풍류세시기』, 중앙일보사, 

1977,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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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잡지의 표지 디자인:『문예운동』을 중심으로

파스큐라의 동인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1926년 2월 발간된 

카프의 준기관지『문예운동』은 파스큐라의 시각 이미지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카프의 이름으로 발간된 

『문예운동』이 파스큐라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무 

엇보다 1926년 당시의 카프가 대중단체로 변모하기 이전의 상태, 

즉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의 조직적 전개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에 

놓여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더욱이 염군사에는 미술인들이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문예운동』에 게재된 미술관련 논문과 표지 및 

삽화는 모두 파스큐라 동인 김복진과 안석주 그리고 이들과 친분 

이 있었던 이승만이 제작하였다.

그중 김복진이 제작한〈『문예운동』의 표지〉（도 2）는 기하학

도 2. 김복진〈『문예운동』의 표지〉, 적인 도형의 조합으로 표현된 '文藝運動'이라는 한자를 기본으로 하여 수 

1926, 2 직과 수평으로 구성된 지면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잡지의 표지들

이 대부분 제명만을 쓴 것에 비하면〈『문예운동』의 표지〉에서 보여준 김복 

진의 표현 기법은 매우 신선하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일본의 미술계를 살펴보면〈『문예운동』의 표지〉의 

조형적 특징은 일본의 그룹 마보（MAVO）5。）에 의해 발행된 동명의 잡지 표 

지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마보』의 표지〉（도3）에는 작품이 포함된 경우 

가 있었으나 그 자리에 잡지의 목차가 들어간 점을 제외하면 구성상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 확실하게 김복진의 표지에서 마보의 영향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위편 '文'자에 장식된 돼지꼬리 문양이다. 돼지꼬리 문양 

은 마보의 중심인물이었던 무라야마의 개인적 사인으로, 마보의 작품에 두 

루 나타나고 있었다.51）（도 4）

김복진은 1926년 7월 파스큐라를 회고하며 그것이 다다나 마보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52）그런데 그가 카프의 준기관지 인『문예

50） 마보는 미래파미술연합이 모태가 되어 1923년 7월 가도와키 신로（問脇晋郎）, 무라야 

마 도모요시（村山知義）, 오우라 슈조（大浦周藏）, 오가타 가메노스케（尾形龜之助）, 야 

나세 마사무（柳瀨正夢）에 의해 결성된 단체이다. 결성 이후 마보는 빠르게 확산되어 많 

은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1925년 말 무라야마의 탈퇴로 사실상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그들은 순수미술뿐만 아니라 잡지의 출간, 미술 비평, 북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다.

51） Gennifer Weisenfeld, MAVO: Japanese Artists and the Avant-Garde 1905~ 1931,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 194.

52） 김복진,「파스큐라」,『조선일보』, 1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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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미뿌 뿌 반뉘 젼为외 酮킈::. 1923. H：Si

운동』에서 마보의 다다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사실은 결성 초기 카프 

의 미술론과 창작활동이 파스큐라 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복진이 파스큐라를 마보와 다다에 

비교하고 일회적이기는 하지만 마보의 조형양斗을『문여운동』의 표지에 반 

영한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제니퍼 와이젠펠드（Gennifer Weisenfeld）는 마보의 활동을 일본의 

메이지 시기에서 다이쇼기에 이르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그 변화를 중심으 

로 논의하였다.53）그에 따르면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에서 개인은 국가의 • 

발전에 대한 임무를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데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은 개인을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움 

직임이 일어났고, 그것이 예술계에서는 후기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등에 영 

향을 받은『시라카바（白樺）』와 이과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시라카바』의 주요 이론가였던 무샤노코지 사네아츠（武者小路實篤）의 나 

는 나 자신보다 어떤 더 큰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단적인 예 

가 될 수 있으旧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기표현, 개성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하 

였다.

이후 마보가 활동했던 다이쇼 중기가 되면 개인주의에 대한 논의는

53) Gennifer Weisenfeld, "MAVO's Conscious Constructivism: Art, Individualism, 
and Daily Life in Interwar Japan 1868〜1945： Art, Architecture, and National 
Identity", Art Journal, fal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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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한 사회 • 정치적 함의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 

후 발생한 사회 변화에서 기인했다. 국가적으로는 바야흐로 제국주의 열강 

의 일원으로 성장했다는 낙관적인 인식이 나타난 반면, 전후 불경기에 따른 

경제공황을 경험하며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야 

기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유입된 사회주의는 마르크시즘과 아나키즘이 

혼재된 상태에서 많은 예술가 혹은 지식인 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들은 

개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개인주의는 주 

관적인 개인주의(egoism)에서 사회적인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변화되 

었다는 것이다.

마보 작가들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고54)그들의 작품은 개 

인의 표현을 통해 예술의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적인 혁명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또 그들이 다방면의 활동에서 보여 

주었던 과격한 도전행위는 아나키즘의 영향 하에서 모든 과거의 제도와 사 

회적 관습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니힐리스트, 아나키스트 혹은 다다이 

스트로 명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55)
마보와 파스큐라 구성원들은 모두 사회주의 사상을 토대로 기존의 

미술, 미술계 그리고 사회를 비판했고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 

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급진성 또한 두 단체의 공통점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모색했던 미술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 

한 방법 역시 유사했는데, 그것은미술이 일상의 영역에 결합되는 것이었다.

마보 구성원들은 김복진과 안석주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예술을 위한 

예술에 반대했으며 , 미술이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56) 따라서 이들에게 일상의 영역에 속하는 상업미술은 혁신을 통해 사회 

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분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마보 작 

가들은 북 디자인, 광고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등 다양한 상업미술 분야 

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은

54) 일례로 야나세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는『씨 뿌리는 사람 

(種蒔〈 人)』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만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필명을 아나키 쿄산' , 즉 아 

나키즘과 공산주의의 결합어로 표기했다.

55) 白川昌生，『日本〃夕夕1920〜1970』，水聲社，2005, p. 18.
56) 무라야마는 다이쇼기 신홍미술단체들의 결집인 삼과에 관한 글에서 과거의 미학은 

'포스터를 회화의 변절, 저널리즘을 문학의 변절, 그리고 영화를 연극의 변절로 파악한 

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그들의 미학과 차별화시키고 있었다. 또 마보의 가장 급진적인 구 

성원에 속하는 야나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자본주의 사회의 장식품이라 비판한 바 

있었다. 이후 야나세는 순수미술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중단했고 프롤레타리아 미술운 

동을 위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판화, 포스터 그리고 만화 제작에만 몰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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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파스큐라와 마보가" 지니는 이상과 같은 공통점은 김복진이 두 단체 

를 비교하고 마보의 조형양^을〈『문예운동』의 표지〉에 도입했던 이유를설 

명해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그가 이 표지를 장정할 당시 마보를 비롯 

한 다이쇼기 신흥미술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는 것 

이다.57）

김복진은 먼저 서구에서 일어난사회적 • 예술적 변화에 대해 언급하 

였는데 , 그것은 대중의 개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폭력적인 사회운동이, 예술에 있어서는 전승되어왔던 

예술에 대한 회의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고 더욱이 내부에서 일어난 민중의 자각은 그 영향을 더욱 

가속화시켜 기존의 생활과 예술에 대한 도전이 나타났다는 것이 김복진의 

설명이다. 미술에서의 그 도전이 바로 삼과와 조형파와 같은 신흥미술운동 

인 것이다. 이 글에서 김복진은 마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보는 그 

가 파악한 일본 신흥미술의 흐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김복진은 조형파의 운동을 계급의식으로부터 각성한 프롤 

레타리아의 정신상태로 조초（租礎）된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하 

며 이를 자신의 미술관과 차별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조형파와 입체 

파, 미래파, 다다이즘을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하며 '오로지 현상 불만에 자 

극이 희박한 전통 예술에 대항으로 세기말적 흥분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운동은 과학의 발달과 민중（신흥계급）의 성장으 

로 촉발되어 이상주의적 미술에 대항하였으나그것은 '부르주아의 온실 속 

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파괴와방화만을표적으로한다는설명이다.

정리하면 마보와 파스큐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문예운동』의 표 

지〉를 장정할 당시 김복진은 마보가지닌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문예운동』의 표지〉에 마보의 다다적인 조형양^을 

도입한 것은 동시기 마보 구성원들의 변모와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겪었던 마보 구성원들의 

경험은 그룹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 한 

국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 력하며 방화하고 우물물을오염시켜 일본 사회 

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인과

57） 김복진,「신흥미술과 그 표적」,『조선일보냉, 1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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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주의자 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고문 • 구타가 자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연관되어 있던 야나세 마사무 같은 마보 구성원들 

도 심한 고문과 구타를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야나세나 무라야마는 

더욱 사회주의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았던 다른 구성원들과의 격차 

는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보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야나세와 무라야 

마 등은 1925년경 일본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으로 편입되어 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복진이『문예운동』의 표지를 장정한 것은 마보의 일부 구성원들이 

일본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으로 편입된 이후였다. 즉 김복진의 표현대로 

라면 마보는 '주관주의에서 '파괴의 시대를 거쳐 이미 새로운 단계의 미술 

로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김복진이 파스큐라와 마보를 비교하며 어떤 운 

동을 모발하려는 준비행동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는 당 

시 마보 구성원들의 변모 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1925년 결성되었는데도 카프는 1927년의 제1차 방향전환 전까지 

확실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성 직후 구성원도 민족주의 좌파 

와 아나키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이 섞여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이 통일된 

것은 아나키즘 • 볼셰비즘 논쟁을 거친 1927년경이다. 또『문예운동』。］ 완 

제된 동인지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도 1926년 당시 카프의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김복진은 카프의 결성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미술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1926년 당시 그것은 완성된 것 

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 강조의 미술로부터 새로운 미술을 시도 

하고 있었던 마보의 변모 과정은 파스큐라 혹은 결성 초기의 카프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복진에게 마보의 조형양斗은 아 

직 미흡한 상태로나마 유사한 행로를 걷고 있던 두 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복진이〈『문예운동』의 표지〉에서 보여준 타이포그래피는 일회적 

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후 1930년대에 이르면 국내 사회주의 계열 잡지와 

카프와 연관된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잡지의 표지 디자인에서 러시아 구성 

주의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중 1932년 임화가 발행한 잡지『집 

단』의 표지 （도 5）는 마보의 구성원인 야나세 마사무가 제작한 전일본무산자 

예술단체협의회（全日本無産者藝術團體協議會, NAPF）의 기관지『전기（戰 

旗）』의 표지 （도 6）와 매우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58）마보의 영향력은 그들

58） 임화는 무라야마와도 친분이 있었는데, 무라야마는 그의 조선인 교우관계를 언급하여 

임화를 오래된 지인'으로 밝힌 바 있다. 무라야마 토모요시,『일본 프롤레타리아 연극 

론』, 월인, 1999,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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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작자 미상,〈『집단』의 표지〉, 

1932.6.
도 6. 야나세 마사무,〈『전기（戰放）』의 

표지〉. 1930. 1.

이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에 편입되어 활동을 전개할 무렵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2. 신문소설의 삽화

한국의 신문소설에 처음으로 삽화가 등장한 것은 1912년『매일신보』에 연 

재된 소설『춘외춘（春外春）』이었다.59）이후 주로 일본인 기자 혹은 미술인 

들에 의해 그려진 신문소설의 삽화는 192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 미술인들 

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초 삽화가로 활동한 작가들은 안석 

주, 노수현, 이상범 , 이승만, 김복진, 이용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안석주 

는 가장 먼저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삽화를 제작하며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었다.6。）

당시 신문소설의 삽화는 소설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 

기 위해 등장인물, 주요 사건, 배경 등의 사실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었고 안 

석주와 김복진의 삽화도 대부분 그러하였다.（도 7） 그런데 안석주의 삽화는 

같은 시기 다른 작가들의 삽화와 비교하여 다양한 서구미술의 표현 기법들

59） 강민성,「한국 근대 신문소설 삽화 연구一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11쪽.

60） 안석주는 1922년『동아일보』에 연재된 소설『환희 （幻戯）』를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을 남 

겼으며 , 김복진은 1926년『매일신보』에 연재된『제 2의 접물（接物）』의 삽화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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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안석주,〈『환희（幻戯）』의 삽화〉, 

『동아일보』, 1922. 12. 9.
도 8. 안석주,〈『불꽃』의 삽화〉,『매일신 

보』, 1924. 2. 1.
도 9. 안석주,〈『불꽃』의 삽화〉,『매일신 

보』, 1924. 1. 16.
도 10. 김관호,〈해질녘〉, 1916년, 캔버 

스에 유채, 도쿄 예술대학.
도 11 . 퓌비 드 샤반느,〈해변의 여인들〉, 

1879, 캔버스에 유채, 오르세 미술관.

이 도■입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안석주가 삽화라는 형식으로 

발표한 누드화를 통해 그의 삽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안석주는 1924년『매일신보』에 연재된『불꽃』에서 당시 신문소설 삽 

화의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었던 누드화（도 8, 9）들을 선보였다. 공통적으로 

뒷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누드화의 연원을 살펴보면 가깝게는 김관호의 

1916년 제10회 문부성미술전람회 특선작〈해질녘〉（도 10）과 김관호 역시 

일정한 영향을 받았던 퓌비 드 샤반느（Pierre Puvis de Chavannes）의〈해변 

의 여인들〉（도 11）에서 찾아볼 수 있다.61）

안석주가 제작한 1924년 2월1 일자〈『불꽃』의 삽화〉（도 8）의 여인은 

비스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 이는〈해변의 여 

인들〉의 가장 오른쪽 누드의 포즈와 유사하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표현된 

누드■의 형태는 샤반느의 고전적인 형태보다는 김관호의〈해질녘〉의 누드에

61） 김 관호와 샤반느의 영 향관계 및 차이 점은 다음 논문을 참조.

김희대,「김관호의〈해질녘〉연구」,『한국미술의 자생성』, 한길아트, 1998, 495〜517쪽; 

김영나,「한국근대회화에서의 누드」,『서양기술사학회논문집』제5집, 1993, 31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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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안석주,〈「백조j 창간호의 속화〉, 1922. 1.
도 13. 안석주 감상感傷）의 여름〉,『개벽』, 1922. 7.
도 14. 안석주〈「재생（再生）』의 삽화〉,『동아일보』, 1924. 12. 10.

더 가깝게 보이며, 그러한 형태는 1924년 1월 16일자〈『불꽃』의 삽화〉（도 

9）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안석주가 대중매체를 통해 누드화를 발표한 것은 1924년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1922년 1월〈『백조』창간호의 속화〉（도 12）와 그에 

이어 1922년 7월 개벽」］에 게재된〈감상（感傷）의 여름〉（도 13）에서도 누드 

화를 선보인 바 있다. 1922년에 제작된 누드화 역시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1924년 발표된 누드화와 공통점이 있지만 누드의 형태는 1924년 

에 보여준 사실적인 누드와 달리 다소 고전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에 

더해진 장식적인 배경으로 인해 이 작품들의 누드에서 현실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샤반느의 누드화가 신화와 전설 속의 가상의 인물들을 고전적인 형 

태로 표현하여 그의 누드에서 세속적인 일상성을 느끼기 어렵듯이 1922년 

안석주의 누드화들 역시 이와 유사하다. 다만 안석주의 누드에서 세속적 일 

상성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장식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차이를 보 

인다.

이처럼 안석주가 보여준 누드화는 일정한 화풍을 견지한다기보다 다 

양한 화풍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더〕,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24년 12월 

10일자『동아일보』에 게재된〈『재생』의 삽화〉（도 14）에서는 입체파적인 화 

풍을 시도하였다. 이 삽화의 누드는 이전의 누드화들과는 다르게 정면을 향 

하고 있고 왜곡된 형태로 그려졌다. 그러나 지그재그로 표현된 배경이나 누 

드를 따라 그려진 선들은 이전의 삽화와 동일하게 화면에 장식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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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석주는 1925년 제5회 서화협회전에 출품된 

서양화에 대해 무분별한 서구화의 추종을 비판하며 조선의 정조를 그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그가 삽화에서 제작한 누드화들에는 동시기 

화단을 통해 혹은 문헌을 통해 소개된 서구미술의 다양한 경향들이 공존한 

다. 더욱이 짧은 시기에 걸쳐 빠르게 변모하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안석 

주의 서구미술의 수용을 조형이념에 근거한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러한 그의 미술론과 실제 창작활동인 삽화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안석주는 일련의 누드화를 선보일 무렵인 1924년 10월『신여성』을 

통해 삽화에서도 영향관계가 나타난 샤반느를 소개하고 있었다.62)그는 이 

글에서 요즘 서양화에 홍미를 가진 사람은 아마 모를 이 없을 것”이라며 샤 

반느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서구미술에 대한 소개는 같은 잡지 

를 통해 계속 이어졌는데, 1925년 2월과 4월에 걸친 밀레와 다 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에 대한 소개가 그것이다63)그런데 안석주의 이 글들은 조형이 

념을 다루기보다는 작가와 작품에 얽힌 에피소드를 한자 혼용을 가급적 피 

하며 쉽게 전하는 특징이 있다.

안석주의 삽화 역시 서구미술에 대한 그의 글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석주는 글을 통해 소개한 서구미술의 제 경향들 

을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삽화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쉬운 문체로 쓴 그의 글처럼 삽화에도 장식 

적인 효과를 더함으로써 더욱 쉽게 서구미술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파스큐라의 미술론을 토대로 하면 그의 삽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됨으로써 미술의 민중화'를 이루고 민중에게 새로운 미술을 소개 

함으로써 '민중의 예술화' 라는 교육적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김복진과는 다르게 서양화를 전공한 안석주는 그가 익힌 서 

양화의 경향들을 삽화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론상으로 강경 

하게 비난했던 서구미술의 무분별한 수용은 대중을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인해 그의 삽화에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석주의 누드화는 당시 누드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 

면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누드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가 

장 대표적인 예가 김관호의〈해질녘〉에 얽힌 에피소드일 것이다. 1916년 김

62) 안석주,「자존심 많든 화가 푸비스 드 샤반느」,『신여성』, 1924.10.
63) 안석주,「전원화가 밀레」,『신여성』, 1925. 2； 안석주,「세계 명화 소개一모나리자」, 

『신여성』, 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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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의 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인 이 작품이 제10회 문부성미술전 

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하자 그 소식은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 

다. 그러나 여인의 벗은 그림인 고로' 사진으로는 게재되지 못했 

고 '포플러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인상파 터치의 신선한 전

E
V미 惑
讃

야풍경 （田野風景）'으로 대체되었다64）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1921 
년에 시작된 조선미술전람회에도 적용되어 선전 초기의 누드 작품 

들은 전시장에서는 전시될 수 있었으나 조선총독부 경무국 당국은 

이해 없는 일반의 부도덕한 흥분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로 신문에는 사진이 실릴 수 없게 하였다.65）

그러나 1920년대 대중매체 속의 광고를 살펴보면 종종 여 

성의 누드가 나타나는데, 일본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도 15）가 그 

러한 예이다. 즉 경무국의 제재는 전시회에서 발표된 누드화에 대 

해서는 강경하게 취해졌으나 대중매체 속의 상업미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업미술에서 

여성의 누드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미지의 하나로 이용 

될 수 있는데, 경무국 당국은 이 점을 고려하여 자국의 제품 구매 

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미술에 관한 한 여성의 누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업미술에 대한 완화된 규제 

는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된 안석주의 누드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석주의 누드는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됨으로써 경무국의 

강경한 제제를 피할 수 있었고 대중에게 누드화라는 장르를 보급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경제적 이익과 직결 

되는 광고와 같은 상업미술의 속성도 함께 지닌 것이었다. 당시 단 

조롭던 신문 지면에서 소설의 삽화는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이 

미지로 기능하고 있었고, 안석주의 삽화에 나타난 누드화들 역시 

이러한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일례로 1925년 2월 

11일『동아일보』의 소설『재생』의 삽화（도 16）에는 이전의 누드화 

들과 다르게 정면의 누드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적인 묘사로 인해 

다소 선정적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누드화에 대한 사회적 통념 

으로 미루어 보면 신문에 게재된 이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中#

福
S营교1.

普

・*
_
러

・3
 

-

도 15.〈일본 제품의 광고〉, 1920년대.

도 16. 안석주〈『재생（再生）』의 삽화〉,『동 

아일보』, 1925. 2. 11.

64） 이구열,「한국의 누드 미술 60년」,『한국 근대 미술 논고』, 을유문화사, 1972, 
184 〜 185쪽.

65） 김영나, 앞의 논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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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석주의 신문소설 삽화는 그의 이론과는 다르게 미술의 민 

중화' 혹은 민중의 예술화라는 범주에서만 설명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더 

욱이 신문의 독자층은 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 농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안석주의 소설 삽화에서 *민중의 예술화의 대 

상 또한 사회 모든 계층이 포함된 대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근본 

적으로 신문소설의 삽화는 일차적으로 소설의 내용과 결합된 것이기에 그 

내용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노동자 • 농민층에 대한 직접적 

인 견해가 피력되고 묘사된 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안석주의 만화였다.

3. 만화

안석주의 만화는 1924년 12월『개벽』에 발표된「갑자（甲子）년 중 24대 사 

건」으로 시작되었고66）이는 한 해 뒤「을축（乙丑）년 중 託대 사건」으로 이 

어졌다.6” 두 만화는 한 해의 국내 • 국외의 사건들을 월별로 나열하여 보여 

주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만화는 1917년 고희동이『매일신보』에 게 

재한「대정오년화사（大正五年書史）」를 시작으로 보편화되어 당시 연초 혹 

은 연말이 되면 각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고 있었다.68）회고 형식의 만화는 

일차적으로 한 해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작가에 의해 그 해의 주요 

사건들이 선택되고 묘사됨에 따라 그들이 사회를 바라본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안석주의 경우 그것은 파스큐라의 민중을 위한 미술론과 무관하 

지 않았다.

「갑자년 중 24대 사건」과「을축년 중 16대 사건」가운데 민중이 직접

66） 안석주,「갑자년 중 24대 사건」,『개벽』제54호, 1924. 12.： 二重橋投彈事件（1월）, 레 

닌씨 死（1월）, 영국노동내각성립（1월）, 미국전대통령윌슨씨 死（2월）, 경성에 所謂 各派 

有志聯盟（3월）, 勞農總同盟示威（4월）, 靑年總 團閤（4월）, 海州事件（4월）, 어린이날 

（5월）, 勞動祭（5월）, 言論集會壓迫彈劾會（6월）, 日本加等內閣成立（6월）, 米排日實施 

（7월）, 中國動亂（9월）, 國際聯盟의 제네바 軍縮會議（9월）, 國際靑年（9월）, 佛國女아나 

톨프랑스 死（10월）, 崔水雲百年紀念（10월）, 支那赤化（11월）, 총 24편 중 네 편은 검열 

로 삭제됨.

67） 안석주,「을축년 중 16대 사건」,『개벽』제64호 1925. 11.： 赤露와 日本과의 협약성립 

（1월）, 재령 北栗面의 小作爭議（2월）, 民衆運動者大會 해산（4월）, 全朝鮮記者大會（4 
월）, 日의 治安維持法 실시（5월）, 인도의 反英（6월）, 경성 대홍수（7월）, 일본 加藤內閣 

재현（8월）, 제일착으로 開闢 정간（8월）, 赤露總領事 入京（9월）, 로카르노保障會議（10 
월）, 중국 再動亂（10월）, 北京에 열닌 關稅會議（10월）, 언론압박과 언론계（11월）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편은 검열에 의해 삭제됨.

68） 정희정,「한국근대초기 시사만화 연구 1909〜1920년」,『한국근대미술사학』제10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 2002, 143〜144쪽.

정주영 • 파스큐라의 미술론 71



도 17. 안석주〈노농총동맹시위（勞農總同盟示斷〉,「갑자년 중 24대 사건」,『개벽』, 1924. 12.
도 18. 안석주,〈민중운동자대회해산（民衆軍動者大會解散〉「을축년 중 16대 사건」,『개벽』, 1925. 12.

등장하는 경우만 6편으로, 안석주는 국외의 사건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을 

민중과 연관된 부분에 할애하였으며 , 그 내용은 주로 노동자 • 농민의 시위 

장면이었다. 그중〈노농총동맹시위〉（도 17）는 1924년 4월 전국 노동자 • 농 

민 단체를 거의 망라하여 결성된 조선노농총동맹의 결성 당시 시위를 묘사 

한 것이다. 조선노농총동맹은 "노동자 • 농민 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 

회의 건설을 기한다' "단결의 위력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전취할 때까지 철 

저히 자본계급과 투쟁한다'라는 강령을 표방하였고, 이전의 노동자 • 농민 

단체에 비해 계급적 성격이 강화된 단체였다.69）안석주는 이 만화에서 낫으 

로 장식된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노동자 • 농민들을 즐거운 분위기로 나타낸 

반면 그를 막으려는 일본 경찰의 모습은 다소 무력하게 표현하였다. 또 수에 

있어서도 다수의 민중과 한 명의 일본 경찰은 대조를 이루며 민중의 힘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민중의 시위 장면을 묘사한 다른 만화〈민중 

운동자대회해산〉（도 18）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안석주의 

의도적인 구성으로 판단된다.

민중에 대한 안석주의 긍정적인 인식은〈노동제〉（도 19）를 통하여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노동자는 작열하는 태양빛을 받으며 지구 위에 앉아 

있는 건장한 신체의 남자로 구현되었고, 그의 모습은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 

기를 자아낸다. 세 만화에서 민중은 공통적으로 생기 있고 긍정적인 힘을 

가진 세력으로 재현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파스큐라 미술론의 '문명의 

창조자, 예술의 창조자로서의 민중에 대한 인식과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나아가 1924년경 계급적 성격이 강화된 노농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69） 강만길,『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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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도 19. 안석주,〈노동제（勞動祭）〉,「갑자 

년 중 24대 사건」,「개벽」, 1924. 12.
도 20. 안석주, 재령 북율면의 소작쟁

은 안석주의 민중의 개념 속에 계급이라는 방향^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을축년 중 16대 사건」,『개벽』, 

1925. 12.
도 21. 안석주,〈경성에 소위（所謂） 각파

안석주의 만화에서 민중은 이처럼 저항의 생명력을 지닌 대상으로 

표현되는 동시에 민중과 대비되는 세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존재로 나타났 

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갑자년 중 

24대사건」,「개벽』, 1924. 12.
도 22. 안석주,〈치안유지법〉,「을축년 

중 16대 사건」,『개벽』, 1925. 12.

다. 그 예로〈재령 북율면의 소작쟁의〉（도 20）를 들 수 있는데, 이 만화는 

1924년 10월과 11월 그리고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된 재령면 북율리의 소작 

쟁의를 묘사한 것이다. 민중을 억압해온 지주는 야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 

었고, 그에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묘사되어 대조를 이룬다. 

또 지주가 지나온 과거의 발자국에는 해골이 나열되어 있어 민중에 대한 그 

의 착취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억압 세력을 동물로 풍자한 표현 기법은〈경 

성에 소위 각파유지연맹〉（도 21）에도 적용되었는데, 이 만화에서는 1924년 

3월 25일 창립된 국민회의, 유민회, 소작인상조회, 조선경제회 등 친일 세 

력의 연합조직이었던 각파유지연맹이 이리떼로 표현되었다. 또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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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친일 세력들을 몽둥이로 쫓아내며 정의를 구현하는 긍정적인 세력 

으로 인식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안석주의 만화에서 지주, 친일 세력과 함께 민중을 억압하는 또 다른 

대상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다. 앞서 살펴본 민중의 시위 장면에서도 일본 

경찰이 등장하였으나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정책을 비난한 만화가〈치안유 

지법〉（도 22）이다. 안석주는 '집회 엄금（集會 嚴禁）언론 압박（言論 壓 

迫）'이라는 짐에 눌린 민중을 치안유지법이란 몽둥이로 다시 위협하는 일 

제를 묘사함으로써 민중의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였 

다. 그리고 이때 민중은 체념보다는 저항의 표정으로 일제를 응시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이처럼 저항의 생명력을 지닌 민중과 그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주, 

친일 세력 그리고 일제라는 구도는 앞서 살펴본 김복진을 비롯한 파스큐라 

구성원들의 민중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다. 즉 안석주의 만화에서도 부르주 

아는 친일 세력과 일제를, 민중으로 표현된 프롤레타리아는 조선 민족에 상 

응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안석주가 본격적으로 만화를 시작했던 1925년 무렵 각 언론 

사의 사정은 이미 만화를 통한 사회비판적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동아 

일보』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회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만화는 1924년 2월 

을 끝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으며 ,『조선일보』는 1925년 4월,『시대일 

보』는 1926년 2월이 그 한계점이었다. 안석주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 

던『시대일보』로 자리를 옮겼으나 그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등장한 것이 그림과 별도의 산문이 결합된 '만문만화라는 형식이었 

다.7。）1925년 11월『시대일보』에 연재된〈만화로 본 경성〉을 시작으로 이후 

안석주의 만화는 주로 '만문만화의 형식으로 선보이게 된다. 그러나 안석 

주의 '만문만화는 시대적 한계 혹은 합법적 매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전 

에 시사만화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비판적 리얼리즘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었다.

IV. 결론

파스큐라를 거쳐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되는 카프 결성 초기까지 김복진을

70） 신명직,「안석영의 만문만화 연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6 〜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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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개진된 미술론은 민중을 위한 미술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민 

중과 민족이 당면한 현실이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김복진은 이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파스큐라 결 

성 초기 제기된 방법론은 민중의 예술화와 미술의 민중화로집약해볼 수 

있다. 김복진과 안석주에게 미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민중의 생활을 

위한 예술이어야 했다. 그러자면 미술은 민중의 생활과 접목되어야 했는데, 

구체적인 예로 김복진은 상공업과 미술과의 융합을 들었다. 이러한 민중의 

예술화'나 미술의 민중화'는 소유의 차원에서 보편화 • 평준화를 의미한 민 

중미술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스큐라 결성 초기 미술의 사회적 기 

능론은 미술 자체의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미술의 유통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1925년경에 이르면 김복진과 안석주의 미술론에서 미술 자체에 대 

한 논의가 표면화되었고, 그것은 미술이 현실의 반영이어야 한다는 리얼리 

즘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의 미술을 비판하며 조선의 정조' , 조선의 마음 등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 

였다. 여기서 조선의 정조와 조선의 마음은 조선의 지역적 특수성과 함 

께 조선의 동시대성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내포된 표현이다.

추상적인 어구에 포괄되어 있던 민중과 민족의 현실은 이후 한층 사 

회주의에 입각하여 개진된 김복진의 미술론에서 '인간고', '사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조선 당대 미술계에 대한 비판 역시 강화되었다.

또 김복진 및 안석주에게 조선의 당대 미술과 서구미술의 각 사조들 

은 비판의 대상임과 동시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단 

계로 인식되었다. 특히 일본 미술을 포함한 서구미술은 극복해야 할 것이므 

로 완전하게 배척해버릴 수도 혹은 무분별하게 추종해서도 안 되는 이중성 

을지니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론상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던 서구미술은 파스큐라 시기 

김복진과 안석주에 의해 제작된 시각 이미지에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다. 먼 

저 김복진이 장정한〈『문예운동』의 표지〉에 나타난 마보의 조형 양^은 두 

단체의 급진성과 유사한 행보를 고려한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안석주는 

신문소설의 삽화에서 다양한 서구미술의 조형 양^을 동시에 시도하였는 

데, 이는 확고한 조형이념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파스큐라 시기의 미술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민중의 예술화라는 파스큐라의 미술론 

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삽화는 서구미술의 제 경향을 시각적으로 대중에게 

소개하려는 교육적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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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소설의 삽화가 내용상의 제약이 따르는 반면, 민중과 사회에 대 

한 직접적인 언설을 표현했던 것은 안석주의 만화였다. 안석주는 만화를 통 

해 민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억압세력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신문소설의 삽화가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성을 지 

닐 수밖에 없었듯이, 그의 만화 역시 합법적인 매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지 

속적으로 사회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처럼 대중매체를 근간으로 삼았던 김복진과 안석주의 민중을 위한 

미술은 그 매체가 지닌 속성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미술의 유통과정에 주목하여 근대기 한국 미술이 대중매체 속으 

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스큐라의 시도는 의미를 지 

닌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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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SKYULA's Theory of Art

Jung, Ju-Young

PASKYULA was formed in September, 1923 through the union of artists involved in 

two art groups： Kim Ki-Jin, Kim Bok-Jin, Yeon Hak-Nyeon who had previously participated 

in the ToWolHoi, and Park Young-Hi, Lee Sang-Hwa, An Seok-Ju, former members of the 

Baeckjo. After its founding, the PASKYULA artists had been searching for the social 

function of art to reform the harsh reality of Minjung and the nation with criticism toward 

society as well as art world. Their art theory for Minjung could grow r이atively ease in 

illation to changing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the early 1920s. In August, 1925, 

PASKYULA organized the Korea Artista Proletaria Federatio with the YeomGunSa, and laid 

the groundwork for Proletariat art movement which was regularized in the late 1920s.

From PASKYULA up to the early state of KAPF, the theory of art advocated by Kim 

Bokjin and An Seok-Ju could be summarized as "art for Minjung". At that time, wid이y 

ranging discourses on Minjung, however, was spawned in art theory, because many 

intellectuals---------------artists and writers------------ to pay more attention to Minjung, who

emerged as one of the social forces after the Samil Independent Movement. Sometimes, 

Minjung was construed as the target of enlightenment from a negative viewpoint. On the 

other hand, several intellectuals under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sserted that the 

discussion itself on Minjung exerted an evil influence on art. In contrast of these cases, the 

PASKYULA artists including Kim Bok-Jin, An Seok-Ju perceived that Minjung had the 

potential to change society, and regarded them as "a creator of genuine civilization and 

art". In the PASKYULA artist's writings, the concept of Minjung was often overlapped with 

the meaning of the Choson nation suffering under colony. Although their concept of 

Minjung was transformed gradually into the proletariat as they were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socialism, it did not change that they grasped the realities of the whole 

Choson Peninsula through the proletarian consciousness.

In the early state of PASKYULA, the methodology for social function of art was 

presented in a twofold manner. First of all, Kim Bokjin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ducation to improve Minjung's way of life through art, and it was embodied by the 

organization of ToWol Art Workshop and public lecture. Also, he champio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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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ization of art”, which was one of methods to distribute art to Minjung. According to 

the PASKYULA artists, art should be not art for art' sake but art for Minjung. That was why 

they advocated the convergence of art and Mirjung's life. Especially Kim Bokjin affirmed 

a link between art and industry because he considered industry the field inextricably 

linked with Minjung's life. In this context, his idea could be read as the generalization and 

equ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possession. Kim Bok-Jin thought that the social 

ramifications of capitalism deprived Minjung of their right to enjoy art, and emphasized the 

artist' social role to return the right to them. That is, the even distribution of art was mainly 

discussed than the contents of art in the half of 1920s.

By 1925, the contents of art itself became an issue in the PASKYULA art theory, and 

it was based in realism. Kim Bokjin and An Seokju insisted that art should be reflection 

of real life. At that time, realism acquired the representation of Minjung and the nation's 

realities not realistic style. In fact, the various Western art styles including Futurism, 

Constructivism, Cubism etc. were exploited in the PASKYULA's visual images.

Western art, target of criticism on theory, was s이ectiv이y adopted in the works 

which were produced by Kim Bokjin and An Seok-Ju. Kim Bokjin's MoonYeUnDong 

cover design was conceived of as the example in which Western art was adopted with it's 

ideology under the influence of MA VO, while Western art shown in An Seok-Ju's 

illustrations served as a decorative function in many cases. Especially, An Seok-Ju 

attempted the various styles of Western art simultaneously, which may be seen as 

representing that PASKYULA did not have a firm ideology for their style. Also, it can be 
read as showing his hasty zeal to overcome Western art rapidly. The wish to establish "art 

for Minjung" as soon as possible was accompanied with the will to jump over the all steps 

of Western art though it was superficial.

This aspiration of PASKYULA was expressed through the mass media, which had the 

potential for communicating to Minjung. At this point, there was a significant disparity 

between PASKYULA and another art groups in the first half of 1920s. However, the 

PASKYULA's method on the basis of the mass media could not but have a certain lim辻ation 

because of the medium's properties. Nevertheless, PASKYULA' attempts may be considered 

to be valuable in sense that they expended the boundaries of Korean modern art into the 

commercial art questioning the matter of the distribution fo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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