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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 경향을 보이는 유 국(劉永國, 

1916-2002)의 기 추상에 한 연구로,1) 특히 유 국이 처음 일본

*  이 은 본인의 석사학 논문 ｢유 국(劉永國)의 기 추상: 일본 유학기 

구성주의의 향을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미술 학 서양화과 미술이

론 공, 201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이 에서 구성주의는 러시아 구성주의(Russian Constructivism)와 국제 구

성주의(International Constructivism)를 포함한다. 그것은 유 국의 기작

들이 단지 러시아 구성주의뿐만 아니라 유럽의 구성주의의 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Constructivism’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짜임새 있게 얽어 조직화된 

구조를 이루어간다는 의미에서 구축주의라는 번역어 신 기존의 구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1921년 ‘Composition- 

Construction 논쟁’을 그 근거로 하 다. 이 논쟁에서‘ composition’은 습

인 의미에 의한 배열, 부분들의 배열이라면 ‘construction’은 물질 요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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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유영국, <랩소디>, 엽서본, 1937, 유
영국미술문화재단

화단에 발표한 <랩소디>(1937)(도 1)를 심으로 한다.2) 유 국

의 기 추상에 한 기존 연구자들은 작품의 조형 인 측면에 집

하여 “출발에 있어 엄격하게 순수한 비구상의 념”, “처음부터 

엄격한 구성주의로 시작”, “형태의 극도의 단순화, 결성(結成)을 

통한 감정의  순수화의 논리  귀결”, “인습 인 재질의 확

와 공간의 인식”, “근 인 자유 이념의 분출” 는 “억압 인 

실과 공간으로부터 자신을 단 시키려는 시도” 등으로 악하면

서, 기시기를 1930년 부터 1959년까지, 1935년부터 1942년

까지, 1930년 부터 1940년  반까지, 는 1937년부터 

1949년까지로 설정하 다.3) 하지만 이 은 그가 20세의 나이로 

일본에 건 가 유학하기 시작했던 1935년부터 귀국 후 일본에서

의 구성주의 작업을 유지하 던 1949년 사이가 일본의 15년 쟁기와

   효과 인 조직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이 은 ‘composition’을 치를 함

께 잡는다는 의미의 ‘구도(構圖)’로,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construction’

을 ‘구성(構成)’으로 해석하 다. 이 에서 구성주의는 러시아 구성주의와 

국제 구성주의를 아우르는 용어로, 주요 구성주의 연구자인 크리스티나 로더

의 을 참조하 다. 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구축’, ‘구성’,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 dic.jsp>( 속일: 2010.2.19); 

Christina Lodder, Russian Constructivism,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pp.73-108, “Constructivism”, Oxford 

Art Online(Grove Art Online), <http://www. oxford artonline.com/ 

subscriber/article/grove/art/T019194? q=constructivism &search=quick&pos= 

1&_start=1>( 속일 2009.10).

2) 재 악된 이 시기 그의 기작들은 회화, 부조,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

을 합해 총 46 이나 원래는 약 109 의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유학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  많은 수가 한국 쟁으로 인해 소실되었으며, <랩소디>는 

엽서본으로만 남아있어 정확한 재료와 색 등은 알 수 없다. 유 국미술문화

재단(편), 유 국  창간호(서울: 유 국미술문화재단, 2004), p. 12.

3) 유 국의 추상 작업에 한 기존의 주요 연구자들은 이경성(李慶成, 1919- 

2009), 이일(李逸, 1932-1997), 오 수(吳光洙, 1938-), 김 나(金英那, 

1951-), 정 목(鄭榮沐, 1953-), 이인범(李仁範, 1955-) 등으로 이들 

부분 기 추상 시기가 이후 체 추상 형성에 디딤돌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경성, ｢韓國抽象藝術의 巨木, 劉永國論｣, YOO YOUNG-KUK (서울: 유

진, 1997), p.9; 오 수, ｢유 국론(劉永國論)｣, YOO YOUNG- KUK , 

국립 미술 (편)(서울: 문화사(大榮文化社), 1979), pp.16-91; 김 나, 

｢1930년  동경 유학생들｣, 근 한국미술논총 (학고재, 1992), p.318; 

이인범, ｢유 국, 한국추상미술 재해석의 단서｣, 한국근 미술사학  Vol. 

10(한국근 미술사학회, 2002), pp. 340-341; 정 목, ｢유 국의 기 추

상, 1837-1949｣, 미술이론과 장  제3호(한국미술이론학회, 2005),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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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

은 당시의 정치, 사회 인 이슈들에 주목, 이것들이 유 국의 기 구성

주의를 엿볼 수 있는 <랩소디>에 끼친 향은 무엇인지를 분석, 검토하

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제를 연구하기 해서는 우선 유 국이 유학하

던 시기의 일본 미술계의 상황과 주요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일본은 총력 체제 아래에서 정치, 사회, 문화에 있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통제의 이데올로기는 일본정신으로 그 표면상의 

목 은 이상(理想)국가 건설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만주사변 발발 이

후 시행된 문화정책들  제국미술원 개조라는 미술단체들의 통폐합과 

국제문화진흥회, 일본공작문화연맹의 설립 등의 사상  배경은 일본정

신이었다. 그 다면 이 민간단체들이 시행하 던 사업들에서 볼 수 있

는 구성주의와의 연 성이나 구성주의  경향의 추구는 이 쟁시기와

는 어떻게 연결되며 일본정신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

고 일본 내 구성주의 확산에는 어떤 역할을 하 을까? 일본 추상미술계

에는 어떤 향을 주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해서 Ⅱ장에서 15

년 쟁 아래 일본에서의 구성주의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문화정책들

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Ⅲ

장에서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구성주의가 유 국의 작품 <랩소디>에는 

어떤 향을 주었으며 이 작품의 특징들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랩소디>가 이후 기 추상 작업들에 어떠한 향

을 끼쳤는지 살펴본 후 이 을 맺기로 한다.

Ⅱ. 15년 쟁기(1931-1945)의 일본 구성주의

1. 일본정신과 이상국가 건설

유 국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시기(1935-1942)는 15년 쟁

(1931-1945) 기간이었다. 이 쟁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시작하여 

1937년 일 쟁, 1941년 태평양 쟁 발발, 1945년 종 까지 총력

이었다. 방과 후방의 개념은 사라지고 인력, 물자, 정보는 쟁을 

해 총동원되었다. 그리고 구성주의가 회화를 비롯하여 건축을 심으로 

한 공 , 디자인 등 공작문화 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구성주의를 통해 산업입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일본정신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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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일본 통 고 과 구성주의와의 연 성을 찾아내어 문화국으

로서의 상을 높이고자 하 다.4) 이 일본정신은 군국주의가 내세운 세

계신질서 구축, 이상국가 건설에 있어 핵심 사상이었으며 15년 쟁의 

사상  원동력이기도 하 다. 이 체제 아래에서 일본의 천황을 심으

로 하는 (超)국가주의  시즘은 1932년 5.15 사건, 1936년 2.26

사건 등 극우 군사쿠데타들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5) 이 정신에 

한 논의는 타이쇼기(大正期)부터 되어왔으나 이 쟁 시기인 쇼와

기(昭和戰前期)에 들어와 발 되었다.6) 실제 이 시기에 고 에 담겨

있는 일본정신을 추구하려는 일본주의에 한 들이 집 으로 발행

되고 심을 끌었다. 제목으로 ‘일본정신’이란 용어가 사용된 서들은 

15년 쟁기에 약 744권으로, 1920-1929년까지 15권, 1946-2009

년까지 198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출 되었다.7) 그리고 신일본

주의라는 일본  양화를 추구하는 흐름이 하 으며, ‘일본 인 것’이

란 무엇인가를 놓고 쇼와의 양식논쟁(昭和の様式論争)이 일어나기도 하

다.8) 일본 인 것, 일본주의는 모두 일본정신을 근간에 둔 것으로, 

군국주의는 이 정신을 핵심 사상으로 한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 

1935)을 지지하고 훈령으로 제정하여 보 하 다.9)

4) 여기에서 고 은 일본 고  문학, 특히 고 사와 련된 서를 지칭한다. 

한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郎, 1906-1957)가 술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셋슈(雪舟, 1420-1506)의 일본 통회화나 이세신궁, 계리궁과 같은 

통 건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  그리스나 로마의 고 과도 연결된 포

인 의미로 사용하 다.

5) 일본의 국가주의  시즘에 해서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 

1996)의 ｢ 국가주의의 윤리와 심리(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와 ｢日本ファ

シズムの思想と運動｣의 들을 참조한다. 丸山眞男,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

理｣, 世界  5月号(東京: 岩波書店, 1946), pp.2-15;      , ｢日本ファシズ

ムの思想と運動｣,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東京: 未來社, 1964), pp.25-82.

6) 최재 , ｢1930년  일본 서양화단의 신일본주의 연구｣, 서울  학원 미술

학 서양화과 미술이론 공 석사학 논문, 2003, p. 9.

7) 부분 ‘일본정신 철학’, ‘일본정신 발달사’, ‘일본정신에 하여’, ‘일본정신사

상개설’, ‘일본정신작흥역사독본’, ‘일본정신의 정화’, ‘일본정신의 도’와 같은 

제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8) 쇼와의 양식 논쟁의 경우는 1936년 4월 리 만국박람회 회가 ‘일본문화

를 세계에 선양한다(日本文化を世界に宣揚する)’는 방침 아래 일본  설계안

을 놓고 일어난 것이었다. 藤木隆男, 豊田健太郎, ｢1937年パリ万国博覧会日

本館の設計経緯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No.514(日本建築学

会, 1998), p. 217.

9) 이 운동은 “일본정신을 작흥하고 국민  교양의 완성을 기하여 국본(國本)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우리 존엄한 국체의 본의를 명징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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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익단체와 군부에 의해 극 으로 이루어진 사상 통제, 

애국심 고취는 천황을 신앙  차원이 아닌 국가 인 것과 일치시켰으며 

무엇이 실용 인가에 한 단은 정부 리의 몫이 되었다. 학문과 

술도 이러한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아 미술계의 경우는 1935년 제국미

술원 개조를 통한  세력과 재야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 다.10) 이

것은 ‘정부와 국민의 일치(朝野一致)’, ‘실정에 의한 폐단 타 (情弊打

破)’를 의미하는 술통제 다.11) 문부성은 1937년 윤리 교육의 일환

으로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 (1937)를 편찬하여 ‘국체를 근간으로 

하여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순화, 새로운 일본 문화 창출’

을 피력하 다.12) 이것은 근본 으로 국가주의  시즘의 당 성을 

옹호한 것이었다.13) 이 책은 고사기(古事記) (712), 일본서기(日本

書紀) (720)의 신국(神國)사상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천황 가족을 신

의 후손으로 악하 다. 따라서 신국인 일본이 세계의 심이 되어 하

나의 가족임을 주장하 다. 이러한 사상은 1942년 앙공론(中央公

論) 에서 태평양 쟁을 정당화하기 해 마련한 근 의 극 좌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논지와도 다르지 않았다.14) 그들은 천황 심의 이에

    일본정신은 핵심 사상이었다. 1935년 4월 조선총독부훈령 제14호. 국가

기록포털, 오성철, ｢국체명징에 한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2007. 12. 1,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

on.do?id=008029>(방문 일시: 2008.11.4)

10) 제국미술원 개조는 오카타(岡田) 내각의 문부 신이었던 마츠다 겐지(松田

源治, 1875-1936)의 주도 아래 의원 산 원회에서 제  개조를 언

한 후 종래의 제국미술원과 제 (帝展)이 폐지되었다. 이후 1936년에 

신제 (新帝展)인 제1회 제국미술원 람회가 개최되었지만 미술계의 분

규는 계속 되었다. 1936년에 마츠다 겐지가 사망하면서 이 개조에 따른 

혼란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毎日新聞社. ｢年表｣, 昭和の美術 Chronicle 

of art: 日本画 洋画 彫刻 工芸 (東京: 毎日新聞社, 1990.1-1991), pp. 

176-195.

11) 三木弘, ｢帝國美術院改組問題について｣, 朝鮮及滿洲 (東京: 朝鮮及 滿洲

社, 1935, 8, 1), p.70.

12) 国体の本義 (文部省(編), 1937)의 온라인 자료 제공: J-TEXTS 日本文学電

子図書館, 2000.5.13, <http://www.j-texts.com/showa/kokutaiah.htm

l> (방문 일시 2008.11)

13) 국체의 본의 는 1890년 메이지 천황이 내린 ｢교육칙어(教育勅語)｣에서 

언 된 충, 효를 기반으로 한 일본신민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계승하면서, 

서구사상과 국의 노장 사상에 있는 개인주의에 해 비 하 다. 반면 

불교의 국가주의 , 보편  성격, 유교의 가족 인 도덕 념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서구의 시즘의 정당성을 옹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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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사상을 내세워 동아에 일본의 모랄리세 에네르기(モラルリツ 

シェ エネ ルギー)를 하여 민족  주체성을 자각시켜야 된다고 주

장하며 태평양 쟁을 정당화하 다.15) 그들은 제1차 세계 을 보듯

이 일본정신이야말로 유럽의 합리주의와 지성이 실패한 근 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 다.16) 일본정신은 고문헌 속의 민족 신화 인 것, 일본 

토착 종교인 신토(神道)를 포함하여 유교, 불교에서도 이끌어낼 수 있

는 고유한 정신으로 국체의식에 뿌리를 두고 고 의 재검토를 통해 새

롭게 모색되는 것이라고 하 다. 이 정신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 

고  신국은 새로운 국가 건설, 세계 신질서 구축의 이상 인 모델이었

다. 따라서 일본의 고  신화 인물들을 모시고 있는 이세신궁(伊勢神宮)

과 같은 건축은 일본정부가 문화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 문화유산이었

다.17) 이 신궁은 고사기 , 일본서기 에 기록된 일본 신화인물들을 기

리는 곳으로 일본 신토(神道)의 주요 신들인 시조신이자 태양의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농경신이자 수호신인 토요우 노 오

오카미(豊受大神)를 모시는 궁이었다. 한 쿄토에 치한 통 정원인 

계리궁(桂離宮)도 그들이 강조하는 일본 인 것을 담고 있는 표 인 

건축물로 내세웠다.18) 일본 군국주의는 이러한 통 양식에서 서구의 

선진 인 술사조로 여겨졌던 구성주의와의 공통성을 찾아내어 연 성

을 밝히는 연구를 지원하 다. 쟁이 심화되어가면서 구성주의는 국가 

주도의 국민생활 표 화에 있어 유용하고 실용 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술 경향을 추구하는 단체의 결성이 정책 으로 지지되었다.

14) ‘근 의 극’ 좌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당시 일본의 문학계그룹, 쿄토(京

都) 학 , 일본 낭만  경향의 인물들이었다.

15) 모랄리세 에네르기는 ‘moral energy’를 의미하는 일본어로 근 극 좌담

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만주사변이나 태평양 쟁을 서양의 윤리와 동양의 

윤리 간의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나온 용어 다. 모랄리세 에네르기의 원천

은 이에(家)로, 즉 부모가 자식을 지도하듯이 일본의 지도  치를 자각해

야 되는 것이고, 윤리는 동아공 권의 기본문제로 악되었다. 高坂正顕, 

西谷啓治, 高山岩男, 鈴木成高, ｢東亜共栄圏の倫理性と歴史性(座談会)｣, 東

京： 中央公論 (東京: 中央公論社, 1942. 4), pp.120-122.

16) 河上徹太郞, 津村秀夫 外, ｢二, 座談会｣, 知的協力 議 近代の超克 (東京: 

創元社, 昭和18(1943)), pp.185-300.

17) 이세진구(伊勢神宮, いせじんぐう). 진구가 정식 명칭으로 나이쿠(內宮)와 

게쿠(外宮)의 총칭이다. 

18) 계리궁은 카츠라리큐(桂離宮, かつらりきゅう)가 정식명칭이다.



유영아 유영국(劉永國)의 초기 구성주의  99

2. 문화정책과 일본 추상계의 구성주의 유입

1930년 에 구성주의는 일본정신, 이상국가 건설에 합한 술 사

조로 여겨지면서 1920년 와는 달리 보다 으로 확산되고 일본 

추상미술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19) 이 변화는 우선 1920년 에 

구성주의를 지향하 던 작가들의 활동 역이 변한 데에 요인이 있었다. 

무정부주의 이고 사회주의 인 신흥미술운동 단체들은 1920년  말 

정부의 탄압과 내부분열로 인해 해제되었다. 그리고 작가들은 뿔뿔이 

흩어져 삽화, 포스터, 창작 화, 무  디자인 등의 생활미술과 하게 

연 된 미술 분야로 스며들어 활동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과 으로 도

안가와 화가의 경계를 무 뜨리면서 구성주의는 순수 술분야에서 응용

미술분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1930년  구성주의의 확산과 

일본 추상미술계의 구성주의 수용에 있어 결정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시기가 15년 쟁기와 겹치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구성주의

를 이상 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악하 던 이 주효

하 다.

군국주의의 이와 같은 구성주의에 한 인식은 문화정책에도 반 되

었다. 특히 제국미술원 개조가 일어난 1935년을 후로 하여 두드러졌

으며 추상미술계에도 그 향이 미쳤다. 이와 련하여 국제문화진흥회

(国際文化振 会, 1934-1945)와 일본공작문화연맹(日本工作文化連盟, 

1936-1940)이라는 민간단체의 설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0) 왜냐하면 

19) 1920년  구성주의가 처음 일본에 소개되었을 때에는 소수에 의해 받아들

여졌고 그 성격도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좌  성향을 띠었

다. 그리고 1930년  기하학 인 구성주의가 주를 이루었던 것과는 달리 무라

야마 토모요시가 창안한 ‘의식  구성주의(Conscious Constructivism)’의 

향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구성주의가 추구되었다. 무라야마 토모요시는 유럽의 

국제 구성주의가 하나의 양식으로서 유사한 조형양식이 반복되는 것을 부정 으

로 보았기 때문에 미하일 라리오노 (Mikhail Larionov, 1881-1964)나 나탈

리아 곤차로바(Natalia Goncharova, 1881-1962)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러

시아 아방가르드의 기 경향인 네오 리미티비즘이나 시라카바하(白樺派)의 야

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가 깊은 향을 받았던 리엄 블 이크

(William Blake, 1757-1827)의 작품에서 보이는 상징주의 인 요소를 함께 

추구하 다.

20) 국제문화진흥회의 문명은 Kokusai Bunka Shinkokai(The Societ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이며, 재 일본국제교류기

(The Japan Foundation)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공작문화연맹

의 문명은 The Nippon Kosaku Bunka(Japanese Werkbu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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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브루노 타우트, 일본 건축의 
기초들 (1939) 중 계리궁 부
분사진

이 두 민간단체에 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당시 국제 양

식을 주도했던 루노 타우트(Bruno Taut, 1880-1938)나 바우하

우스의 주요 인물인 샤를롯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1903- 

1999)의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둘의 일본 빙은 이들을 

통해 일본의 통 인 고  건축이나 공 와 구성주의 사이의 연 성

을 밝히거나 목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이들의 방문은 타이쇼기 

러시아 구성주의자들과는 그 성격에 있어 달랐다. 다비드 뷰를르크

(David Burliuk, 1882-1967)가 몇 개월 밖에 안 되는 체류 기간 

동안 온 히 러시아 구성주의를 알리는데 그 목 을 두고  작가

들과 을 했던 것과는 달랐다.21) 

루노 타우트의 방문은 국제문화진흥회가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1934년 창설되어 일본정신을 강화하기 해 추진되었던 11가지 사업들 

 하나 다. 이 사업들은 술활동, 강좌, 강연회, 이름이 알려진 외국

인의 청, 외국인의 동방문화연구에 한 편의 제공으로 구미의 학자, 

술가들의 일본 체류와 극 인 참여를 도모하 다. 1934년에 루

노 타우트는 ‘일본문화강좌’  ‘일본건축의 기 요소들(Fundamentals 

of Japanese architecture)’이란 강연을 하 고 그것은 독일어, 어

로 1939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에서 루노 타우트는 이세신궁과 계리

궁에 내포되어있는 국제성을 발견하고 연구하 다.(도 2) 일본 고 건

축에 이미 고  그리스나 고딕양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함, 명쾌함

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 다.22) 한 섬세함과 묘한 장식성은 지역  

특성을 내포하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 넘는 것으로 평가하 다.23) 이러한

21) 1922년을 후로 하여 다비드 뷰를르크, 빅토르 팔리모 (Viktor Palimov, 

1888-1929), 바바라 부 노바(Varvara Bubnova, 1886-1983) 등의 일

본 방문을 통해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인 입체-미래주의(Cubo-Futurism), 

네오 리미티비즘(Neo-Primitiv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생산주

의(Productivism) 등이 소개되었다. 다비드 뷰를르크는 1922년 8월 일본

을 잠시 머무르고 캐나다로 갔으며, 빅토르 팔리모 도 1922년에 일본을 

떠났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바바라 부 노바가 일본을 방문하 다. 그녀는 

알 산더 로드첸코, 바바라 스테 노바, 류보  포포바 등 생산주의로 나아

간 구성주의자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일본 내에서의 활동도 유물론에 바탕을 

둔 사회와 술의 통합에 무게를 두었다. Omuka Toshiharu, “Varvara 

Bubnova as a Vanguard Artist in Japan,” A Hidden Fire: Russian 

and Japanese Cultural Encounters, edit. by J. Thomas Rime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pp.101-113.

22)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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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하세가와 사부로, <향토지-미
닫이(鄕土誌一障子)>, 1939

도 4. 샤를롯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다다미를 이용한 
의자 《선택, 전통, 창조 
일본 예술과의 접촉 (選 , 

統, 創造日本芸術との接
)》전시 작품 중, 1940

은 빙 만(Winckelmann, Johan Joachim, 1717-1768)과 

부르크하르트((Jacob Christoph Burckhardt, 1818-1897)를 이

었던 뵐 린(Heinrich Wöfflin, 1864-1945)이 미술사의 기 개

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rgriffe) (1915)에서 선보 던 

양식사  비교 고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한 야나기 무네요

시(柳宗悅, 1889-1961)의 과도 같은 것이다. 즉 다양한 민족, 

시 , 미술가들의 독특한 미술 등 모든 작품들이 상호 연 되어 있는 

공통성의 양식 개념에 닿아 있으며 1930년 에 국제 구성주의 경향

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국제문화진흥회를 통한 비교문화연구는 세계 

신질서 수립에 일본의 문화가 동양  세계를 표할 수밖에 없는 당

성을 부여하는데 심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루노 타우트의 일본 고 건축에 한 분석과 평가에 

해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郎, 1906-1957)는 제 로 일본 고 에 

해 제 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 하기도 했으나 그 역시 이

러한 구성주의의 향 아래 있었다. 그가 1939년에 은 ‘향토지’ 사

진 연작에는 루노 타우트가 구성주의  요소를 보여주기 해 계리

궁의 내부 사진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일본 통 가

옥이 가지고 있는 직선  요소를 드러내는 사진을 었다.(도 3) 하세

가와 사부로는 일본 통 술과  미술인 구성주의의 결합에 끊임없

이 심을 가졌다. 실제로 그는 루노 타우트가 맡았던 상공성공 지

도소(商工省工芸指 所)의 후임 소장으로 온 샤를롯트 페리앙이 《선택, 

통, 창조 일본 술과의 (選択, 伝統, 創造 日本芸術との接触)》

시(1940년)를 해 르 코르뷔지에의 모듈 방식을 이용한 다다미 침

를 제작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 다.(도 4) 샤를롯트 페리앙의 통

과 고 을 연결하는 시도는 통공 를 근 화하고 표 화하려는 정책

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장 이상 이고 효율 인 비례를 가진 표 을 만들어내어 거기에 

국민들을 맞추는데 구성주의는 합하 다. 이 일은 상공성의 지원을 

받은 일본공작문화연맹이 주도 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설립은 

1920년  반부터 바우하우스 총서를 통한 이론 인 공 ․디자인 교

육을 받은 세 들의 졸업과 일본 정부의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의 엘

리트 유학 지원이 성과를 보 기에 가능하 다. 따라서 1930년  반이 

23) Bruno Taut, Fundamentals of Japanese Architecture(Tokyo: 

Kokusai Bunka Shinkokai, 1939),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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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구성주의 경향은 소수가 아닌 보다 더 많은 은  작가들에게 

향을 끼치게 되었다. 를 들면 바이마르 공 학교를 모델로 한 오사

카(大阪) 시립공 학교의 야마구치 마사키(山口正城, 1903-1959)의 

조형 이론 교육은 나카무라 신(中村真, 1914-1969)이나 타나카 조

(田中健三, 1918-), 카츠타 칸이치(勝田寛一, 1913-) 등과 같은 추상

세  형성에 향을 주었다. 특히 타나카 조의 경우는 1937년 오사

카시립공 학교 동창인 나카무라 신을 통해 하세가와 사부로를 알게 되

어 1938년 《자유미술가 회 》에 <성좌(星座)20F>를 출품하기도 하

다. 한 1930년  반에 바우하우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미즈타

니 타 히코(水谷武彦, 1898-1969), 야마와키 이아오(山脇嚴, 1898- 

1987), 야마와키 미치코(山脇道子, 1910-), 오오노 타마에(大野玉枝, 

1903-1987)를 통해 1930년  순수회화를 비롯하여 공 ․디자인의 

기하학 이고 모던한 경향이 유행하 다. 1934년 구성교육 계(構成

敎育大系) 을 쓴 카와키타 시치로(川喜田煉七郞, 1902-1975), 타 이 

카츠오(武井勝雄, 1898-1979)를 통해 재료, 구성, 색상, 명암 연습, 

타이포그래피, 신흥사진기법 등 바우하우스에의 조형 교육을 그 로 가

져와 일본 구성교육에 용하려는 움직임이 이 시기 미술교육을 이끌었

다. 이들로 인해 바우하우스 총서 등 구성주의 련 서 들이 번역, 출

되어 보다 쉽게 청년작가들이 구성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1935년 제국미술원 개조는 은 작가들의 화단으로의 진

입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술 사조를 극 수용하게 되었다. 

실주의의 경우는 1935년 살바도르 달리가 소개되면서 신진작가들 사

이에서 유행하 고, 구성주의는 유럽에서 기하학 인 구성주의 경향을 

목도하고 돌아온 하세가와 사부로나 무라이 마사나리(村井正誠, 

1905-1999)를 심으로 은 작가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다. 실제 이 

두 작가의 경우는 리 체류시에는 구상  경향을 보이거나 풍경을 추

상화한 구성주의  경향을 띠었지만 귀국 후에는 구성주의를 극 으

로 주된 작업 경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인상주의나 야수주의를 보여

주었던 주류 기성 화단과는 다른 독자 인 길을 모색하 으며, 은 작

가들은 이 두 작가를 심으로 자유미술가 회나 구실회(九室 ) 등 신

생미술단체들은 결성과 해체를 반복하 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시 

최신 미술사조와 유행에 민감하 던 유 국은 자신을 심으로 돌아가

는 상황들을 객 으로 찰하고 화가로서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 다. 

<랩소디>는 그 첫 번째 결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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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 국의 구성주의 수용-<랩소디>(1937)

1. 실주의  특징

유 국이 문화(文化)학원 재학시 인 1937년 제7회 《독립미술

회 (独立美術協会展)》에 출품한 <랩소디>는 ‘이상향’이라는 주제 아래

에 실주의와 구성주의 경향이 혼재되어 있는 작품이다. 실주의

 요소는 당시 출품할 단체인 독립미술 회 내 슈르 알리즘 계열(이

하 슈르계) 술가들의 경향을 반 한 것이고, 구성주의  요소는 작가

가 다른 작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부분으로, 제목부터 모든 이미지 하

나하나까지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선별되고 고려되었다.

우선 제목의 경우 ‘랩소디(Rhapsody)’라는 용어는 고  그리스를 

떠돌아다니며 노래하는 시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지칭한다. 그 가사는 

고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나 웅들의 무용담을 넣은 고  그리스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24) 서사시의 한 부분이 연속됨을 뜻하는 

그리스어 αψ δ α(rhapsodia)에서 유래한 랩소디는 이런 이유로 서사

이면서 민족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25) 이러한 제목의 사용은 이 

시기 청년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시즘이 유토피아의 한 모델로 삼았

던 고 나 세시기에 한 심을 유 국이 읽어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청년작가들의 경우는 쟁 아래에서 수동 이고 패배주의 인 태도로 

목가 인 유토피아를 지향하 다. 반면 일본 시즘은 호 이고 괴

인 태도로 국가가 이상도시 설계와 그에 따른 이상 인 표  모델을 

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통합하는, 디스토피아로 이어지는 유토피아

를 추구하 다. 당시 청년작가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향의 모습을 

고  유 지의 폐허나 항아리, 는 그리스의 조각상들처럼 고  그리

스나 로마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을 통해 그려냈다. 한 지 해의 어느 

한 한 풍경을 떠오르게 하듯 구름, 활한 지, 지평선 는 수평선을 

통해 그려내기도 하 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당시 형화되어 은 작

가들 사이에서 고졸(古拙)취미로 유행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슈르 알

리즘 계열(이하 슈르계) 작품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26) 

24) 표 인 랩소디는 일리아드(Iliad)의 오딧세이(Odyssey)가 있다.

25) ‘Rhapsodia’는 바느질로 엮는다는 ‘rhaptein’(to stitch or sew)와 노래

를 의미하는 ‘oide’(song)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시곡(狂詩曲)

이면서 자유로운 환상곡풍을 의미하기도 한다.

26) 슈르계는 실주의를 지칭하는 말로 당시 일본에서는 슈르 알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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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후쿠자와 이치로(福澤一
郞), <사구(砂兵)>, 1936. 
유영국 소장엽서본

일본근 미술사 사 (日本近現代美術史事典) (2007)에 의하면, 

“‘일본 슈르 알리즘 회화’를 가리키는 도상 기호의 체  경향으로 지

향된 것은 화면에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두고 멀리 상공에는 구름이 흘

러가며, 화면 가까이에는 모래 언덕(砂丘)이나 바  산(岩山)으로 생각

될 수 있는 것이 배치된다. 종종 인물상 등이 더해지고 그것들에는 음

이 더해지는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평하 다.27) 를 들면 유

국이 사 (事前)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후쿠자와 이치로(福沢一郎, 

1898-1992)의 <사구(砂丘)>(1936)(도 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8) 

그 당시 실주의의 유행은 상당해서 술을 주로 기사로 다

루었던 미술잡지에는 거의 매 호마다 소개될 정도로 심이 높았다. 본

격 으로 일본의 은 작가들에게 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1935년

부터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의 그림이 실주

의 련기사들과 함께 소개되면서부터 다.29) 특히 유 국이 1937년

에 <랩소디> 를 출품하 던 제7회 《독립미술 회 (独立美術協会展)》

에서는 달리 풍의 실주의 경향이 일본 은 작가들의 작품들 사이

에서 증하 다. 이러한 상은 독립미술 회 작가들  만주로 진출

하여 호평을 받았던 것과도 무 하지 않다.30) 괴뢰국인 만주국은 일본 

신진작가들에게는 만주국의 모토 던 오족 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

     실주의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 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27) 이런 평가는 2003년 도쿄국립근 미술 에서 기획한 《지평선의 꿈 쇼와

10년 의 환상회화(地平線の夢 昭和10年代の幻想絵画展)》에서 일본 슈르

알리즘을 ‘지평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大谷省吾, ｢地平線の夢 序論｣, 

地平線の夢 昭和10年代の幻想絵画展図録 (東京: 京国立近代美術館, 2003), 

pp.13-14.

28) 독립미술가 회의 실주의 경향에 한 유 국의 사 (事前) 연구는 

재 남아있는 그의 소장 엽서본 작품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사구>를 비

롯하여 1936년 제6회 《독립미술 회 》에 출품된 소미야 이치넨( 宮一

念, 1893-1994)의 <겨울바다(冬の海(仁科))>와 <겨울바다(冬の海(波太))>, 

세노오 마사히코(妹尾正彦, 1901－1990)의 <여름(다이빙)(夏(ダイビング))> 

등이 있다.

29) 오가와 타 (尾川多計)는 1937년 아틀리에  3월호, ｢ 실주의의 실

 비 -철학성․사상성․정치성(2)(超現実主義の現実的批判-哲学性․思想

性․政治性(2))｣에 달리를 소개하 다. 이어 8월호 ｢ 실주의의 정신 감

정- 실주의의 실비 (6)(超現実主義の精神鑑定-超現実主義の現実的批

判(6))｣에는 달리의 <편집증  얼굴(Visage paranoiaque(Rostre paranoic)> 

(1935)을 참고 자료로 넣었다. 신경의 본래 이름은 장춘(長春)으로 만주

국이 세워지면서 강제로 개명되었다.

30) 최재 , ｢1930․40년  일본회화의 만주국 표상｣, 美術史論壇  第28號

(한국미술연구소, 2009.6), p.120, 주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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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유네쿠라 히사히토(米倉
仁), <유럽의 위기(ヨ
ロッパの危機)>, 캔버스에 
유화, 80.3x100cm, 1936, 
山梨 美術官

도 7. 후쿠자와 이치로(福 一 ), 
<소(牛)>, 캔버스에 유채,
192×260cm, 1936 (昭和
11), 東京 立近代美術館

(王道樂土)처럼 작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미술시장으로 여

겨졌다. 여행화가로서 만주를 방문한 독립미술 회나 자유미술가 회 

작가들은 인 화풍을 이용하여 당시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新京)

을 그려냈다.31) 그들이 그린 만주 륙은 사실주의  재 보다는 심리

인 풍경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동경하는 ‘여기가 아닌 어딘

가(ここではないどこか)’를 형상화한 것으로 쟁에 동원되어 죽을 수도 

있는 암울함에 한 반응이었다.32) 따라서 드넓고 활한 륙, 지평선

이 자주 등장하 는데, <랩소디>를 비롯하여 요네쿠라 히사히토(米倉寿

仁, 1905-1994)의 <유럽의 기(ヨーロッパの危機)>(1936)(도 6)나 

후쿠자와 이치로가 제6회 《독립미술 회 》에 출품한 <소(牛)>(1936) 

(도 7)에서 볼 수 있다. 이 일본 작가들의 그림들은 지평선 머를 꿈

꾸지만 희망 이지도 않고 오히려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유럽의 

기>의 지평선 부근에 있는 인물은 양팔이 땅에 연결한 끈으로 묶여서 

고통 받고 있으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형상화한 마치 해골처럼 보

이는 이미지 속 유럽 지역은 땅이 갈라지는 것으로 표 되었다. 그 

에 놓여있는 바퀴는 유 국이 그린 풍차 속 바퀴와는 달리 바퀴살이 부

러지고 버려져 있다.  멀리 삼나무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 길은 아득하게 표 되었다. <소>의 경우도 그림 속 인물들은 몸부

림치고 있다. 서로 뒤엉켜서 땅 에 뒹굴고 있다. 오히려 인물과 크기

나 세부 묘사에 있어 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소가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한다.33) 하지만 유 국의 <랩소디>는 구성주의 인 요소를 도입하여 

시  분 기를 맹목 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차별화를 시도하 다.

2. 구성주의  특성

유 국은 화면 앙에 놓인 구성주의 인 구조물과 인물의 표 을 통

해 독립미술 회의 슈르계 작가들의 감상 이고 패배주의 이거나 고통 

받는 수동 인 인물상과는 거리를 두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 인 차원

이 아니라 러시아 구성주의가 내세웠던 유토피아  도 함께 고려된 

31) 의 .

32) 多木浩二, 藤枝晃雄 監修, ｢1920年代-1930年代新 美術の誕生-大正から

昭和戰前期｣, 日本近現代美術史事典｣(東京: 東京書籍, 2007), p. 58.

33) 오오타니 쇼고(大谷省吾, 1969-)도 화면 에 허세를 부리는 소와 그 배

우에 학  받는 사람들이 비 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 하 다. 大谷省

吾, 앞의 책(주27),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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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류보프 포포바(Lyubov Popova), <간통
한 아내의 관대한 남편(The Magnimous 
Cuckold)> 무대 디자인 드로잉(페르낭 크
롬멜뤽크(Fernand Crommelynck) 원작, 체
블로드 메이에르홀드(Vsevolod Meyerhold), 
종이에 과슈, 50x69cm, State Tret'iakov 
Gallery, Moscow

것이었다. 우선 <랩소디>의 앙 골조물은 류보  포포바

(Lyubov Popova, 1889-1924)가 페르낭 크롬멜뤽크(Fernand 

Crommelynck, 1886-1970) 원작, 체블로드 메이에르홀트

(Vsevolod Meyerhold, 1874~1940) 연출의 러시아 구성주

의 연극 <간통한 아내의 한 남편(The Magnimous 

Cuckold)>(1922)을 한 무 디자인 드로잉에서 가져온 것

으로 <랩소디>란 주제에 맞게 사용되었다.34)(도 8) 이 무 디

자인은 <랩소디>가 제작된 시기보다 한 해 앞선 1936(쇼와

11)년 아틀리에 의 ｢9월 특집 무  미술호(九月特輯 舞臺美

術號)｣에서 소개되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유 국이 이 작품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섹션에는 24쪽에 걸쳐 1920년  후의 랑스, 헝가리, 독일, 

러시아 미국 등 구미의 주요  연극의 무 디자인 드로잉들과 공연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 연극들은 통 인 형식들에서 벗어나기 

해 기계 동력을 사용하거나 상 매체들을 극 으로 사용하 다. 

무 와 의상디자인도 실험 인 의도들에 맞게 새롭게 고안된 것들이 소

개 되었다. 포포바를 비롯해 나움 가보(Naum Gabo, 1890-1977), 

안톤 페 스 (Antoine Pevsner, 1886-1962) 등의 러시아 구성주의

자들과 미래주의(Futurism)의 페르낭 제(Fernand Leger, 1881- 

1955)가 직  무 디자인과 의상에 참여하 다. 이 특집호에서 포포바

의 이름은 구성주의 연극 <간통한 아내의 한 남편>을 ‘LE COCU 

MAGNIFIQUE/ 々妻に姦通された夫’라는 제목과 함께 소개한 부분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직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LE COCU MAGNIFIQUE

々妻に姦通された夫

クロメリ作, メイエルホルド演出, ポポバ舞臺構成。

舞臺裝置にメカニックが取り入れられた 初のもの。

I. 舞臺構成のスケッチ。   II. 上演の寫眞35)

34) 어에서 ‘Cuckold’는 뻐꾸기(cuckoo)에서 생된 단어로 뻐꾸기가 자신

의 알을 다른 둥지에 낳고 가는 탁란 습성에 기인하 다. 한 행실이 부정

한 여자를 둔 남편은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따라 ‘쿠콜드’로 불린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가 헤라를 부인으로 얻기 해 

뻐꾸기로 변신한 일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35) ｢九月特輯 舞臺美術號｣, 美術雜誌アトリヱ  九月號(東京: アトリヱ社, 

1935(昭和十日)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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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아내의 한 남편

크롬멜리 작, 메이에르홀드 연출, 포포바 무 구성.

무 장치에 메카닉이 받아들여졌던 최 의 것.

Ⅰ. 무 구성 스 치     Ⅱ. 상연 사진

(강조와 한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미지 자료로 포포바의 무  디자인 스 치 그

림과 상연 당시의 사진이 소개되어 있다. 실제 사용된 무  세트는 두 

개의 창문과 문, 사다리, 랫폼, 바퀴, 풍차날개 등 최소한의 단계로까

지 축소되어 나무 구조로 구성되었고 추상화되었다.36) 시멘트, 콘크리

트, 유리, 고층건물 거리가 없는 포포바의 무  기계장치는 가난으로 고

통 받는 나라를 기계화하고 조직화하려는 공학의 꿈을 재 하 다.37) 

이 구조물은 타틀린이 1920년 12월에 제작한 <제3 인터내셔  기념물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에 자극 받은 것이기도 

하 다.38) 러시아 명(1917)과 시민 쟁기간(1918-1921) 동안에 

형성된 유토피아 분 기를 반 하는 타틀린의 이 골조물은 노동자가 주

인공이 되는 명 인 목 들을 상징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계 

미학을 변하 다. 이것은 포포바를 비롯하여 직 으로 러시아 구성

주의자들의 실험에 향을 끼쳤다.

포포바의 이 로만 구성한 구조 인 세트는 첫 번째 구성주의 무

 세트 디자인으로 연극  환 (幻影)을 모두 벗어냈다. 한 실용성

을 염두에 두고 독립 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야외, 실내 등 

어떠한 장소에서든 사용할 수 있었다. 한 연극에서 작동될 기계장치

의 바퀴들은 풍차가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 고안되고 디자인되어 겹쳐져 

있고, 인물 형상도 실제 배우가 무  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염두에

36) Nancy Van Norman Baer, “Design and Movement in the 

Theatre of the Russian Avant-Garde,” Theatre in Revolution- 

Russian Avant-garde Stage Design 1913-1935(Thames and 

Hudson: The Fine Arts Museums of San Francisco, 1991), 

pp.47-48.

37) 의 .

38) 타틀린은 수직 기둥과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철 구조물에 세 개의 유리방을 

구성하여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하 다. 입방체, 피라미드, 원

기둥 형태의 방은 일 년마다, 한 달마다, 하루마다 회 하도록 고안하

다. 각 층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국제 인 롤 타리아 계 에게 소

식을 알리는, 선 을 한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해 제공되었다. 

Christina Lodder, 앞의 책(주1), p.61, 주1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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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The Magnanimous Cuckold 연극 
공연 모습 

도 10. 사이토 초조( 藤長三), <사람
들이 있는 언덕(人 のいる
丘)>, 캔버스에 유화, 194.2x 
256.2cm, 1938(쇼와13), 宮城

美術官

두고 스 치되었다. 그것은 실제 <간통한 아내의 한 남편>의 공

연에서 보여  생체역학(biomechanics)을 바탕으로 한 배우들의 다

이나믹한 움직임으로 구 되었다.(도 9) 메이어홀트가 창안한 이 생

체역학은 몸을 기계로 악한 것으로 연기자는 기계 작동자 다.39) 

배우들은 평형 상태, 안정감, 균형을 유지하기 해 자신들의 몸을 움

직여서 이 과도하게 꺾이기도 하 다. <간통한 아내의 한 남

편>의 경우를 보면 이 연극에 참여한 배우들의 동작들은 계단을 올라

갈 때에도 격하고 과장된 동작으로 표 되었다. 그 동작들은 다른 동

작들과 연결되어 체 으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리듬을 타

듯 동작들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듯 연기되었다. 이러한 리드믹컬하고 

역동 인 연속 움직임은 <랩소디>의 굴 쇠를 굴리는 인물의 큰 동작

에서도 나타난다.(도 1) 유 국은 두 개의 굴 쇠를 두 인물을 살짝 

겹치듯이 화면에 배치하고 비슷한 동작을 반복, 연결하여 역동성을 

표 하고 있다. 한 이 이미지는 앙 골조물의 두 개의 바퀴들의 

원에 조응하여 운동감과 리듬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구

성주의가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상 인 도시 이미지로 보

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 있음을 보여 다. 유 국이 심을 가지고 있

었던 부분도 이 러시아 구성주의의 유토피아니즘이었다. 그는 그것을 

<랩소디>에서 상징 으로 하 기 때문에 실에서처럼 풍차가 돌아

가기 해 기어가 맞물리는 원리는 그다지 요하지 않았다. 포포바가 

정확하게 기어의 동작원리를 염두에 둔 설계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지

는 않았다.

유 국이 <랩소디>에서 ‘이상향’이라는 주제 아래에 추구한 구조물과 

인물 동작의 역동성은 이 시기 고졸취미에서 나타나는 고 를 유토피아

로 상정하고 그리워하던 청년작가들의 무기력함이나 답답함을 드러내는 

표 과는 확연히 달랐다. 를 들면 <랩소디>보다 한 해 뒤에 제작된 

사이토 조(斉藤長三, 1910-1994)의 <사람들이 있는 언덕(人々のい

る丘)>(1938)(도 10)에 표 된 인물들은 활기차 보이지 않는다. 의자

에서 쉬고 있거나 가만히 서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한 자 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에 세워두고 있다. 해질녘 노을이 지는 

언덕 에서 지평선 머 멀리에 보이는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일출

을 바라보는 희망찬 모습이 아닌 일몰 아래 뒷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쓸

쓸한 모습은 이 그림의 앞 부분에 크게 그려진 낡은 화부스와도 연결

39) Nancy Van Norman Baer, 앞의 (주36),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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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문학수(文學洙), <비행기가 있
는 풍경(飛行機のある風景)>, 
1939

되어 있다. 좀 더 사실 으로 묘사된 이 화부스는 포포바나 유 국

의 구조물처럼 역동 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붕 의 녹

슨 철조물처럼 보이는 물체나 때가 묻은 외장의 모습으로 폐허가 된 

도시 속 건물의 인상을 주고 있다. 정 이고 희망 인 곳은 실에

서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막막한 인물들이 있는, 어느 한 장소가 쇠퇴해 버린 듯한 풍

경은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랩소디>에

서처럼 문학수(文學洙, 1916- 1988)의 <비행기가 있는 풍경(飛行機

のある風景)>(1939)(도 11)은 당시의 분 기를 담아내고 있지만 고

국의 동생을 돌보는 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따뜻하고 고향을 연상

시키는 풍경이다. 이 듯 문학수를 비롯해 유 국은 자신들이 생각하

고 있는 유토피아의 상(象)을 통해 일본 작가들과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완 히 상반되기보다는 당시 슈르계의 형 인 표 을 

담아서 그 상을 읽어 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평선이 보

이는 활한 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으로 나타났다. <랩소디>의 인

물들이 달리는 곳은 평원의 비 실 인 이상(理想)공간인 것이다.40) 

이처럼 <랩소디>에는 군국주의가 우세했던 시  상황 아래 이상향에 

한 구성주의와 실주의의 각기 다른 표 들이 공존하고 있다. 

자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던 구성주의자들이 만

든 기하학  구조물과 인물의 역동성으로, 후자는 실이 아닌 신천지

를 연상시키는 지평선과 구름으로 표 되었다. 결과 으로 작가가 타자

화하여 바라보는 15년 쟁기의 일본 사회의 복합 인 모습을 담고 있

는 것이다.

한 러시아 구성주의를 용한 <랩소디>는 유 국이 이후 기작들

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단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랩

소디>에서 포포바의 작품을 통해 한 구성주의를 당시의 시  상황

과 연결시켜 자신의 언어로 소화함으로써 은 작가들 사이에서 유행하

고 있었던 이 미술사조를 보다 극 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작업에 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유 국은 기작들을 구성주

의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유토피아의 토 가 되는 가장 기 인 부분

으로 악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40) <랩소디>의 실주의 경향에 한 지 은 이 에도 이루어져서, 송혜수

와 최석태의 인터뷰에서도 지 되었으며, 이인범의 논문에서도 언 되었

다. 유 국미술문화 재단(편), ｢송혜수와의 인터뷰｣, 유 국  창간호

(유 국미술문화 재단, 2004), pp.69-70; 이인범, 앞의 (주3),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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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소디>가 이후 제작된 기 구성주의 작품들에 끼친 향을 회화  

부조와 회화  구성을 심으로 살펴보겠다.

Ⅲ. 이후 기작들에 끼친 향

1. 회화  부조(Painterly Relief)

<랩소디>에서 러시아 구성주의를 시도하 던 유 국은 이후 다른 

기작들에서는 보다 구성주의 조형원칙에 몰두한 부조, 회화, 사진작품들

을 제작하 다. 그  <랩소디> 다음으로 나무조각들을 이용한 회화  

부조(painterly relief)들은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총 10여 으

로,41) 이것들은 구성주의가 시했던 투라(Faktura, texture), 텍

토니카(Tektonika, tectonics), 테크니카(Tekhnika, technique), 

공간(space), 구성(construction)이라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 다. 

이 원칙들은 술이 모든 생활공간 곳곳에 실 되기를 원했던 구성주의

자들의 이상도시 설계를 한 물질에 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투

라는 물질의 질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 그 표면이 

달라질 수 있다. 부조는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여러 요소들을 조직하는 

구성하는 기법, 즉 테크니카 다. 내  존재로부터 폭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텍토니카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종합이었다. 이때 공간

은 어떤 조각상을 돋보이기 한 부차 인 요소가 아닌 심된 요소로 

고려되었다. 구성주의자들은 기존의 통 인 이젤 회화가 삶과 분리되

었다고 생각했기에 이젤 회화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

는 사물들이나 재 을 해 존재했던 색, 선, 공간 등의 조형요소들을 

작품의 주제로 사용하 다. 고정된 리듬을 잡아내는 기존의 회화를 폐

기하고 실시간으로 지각되는 기본 인 조형 형태들의 ‘운동리듬(kinetic 

rhythms)’을 추구하 다.42) 즉, 구성주의자들은 보조 인 수단으로 여겨

41) ‘회화  부조(painterly relief)’는 러시아 구성주의자 타틀린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물질들의 선택(selection of materials material’ nyi podbor) 

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 다. Christina Lodder, “1. Non-Utilitarian 

Constructions: The Evolution of A Formal Language,” 앞의 책(주

1), pp.7-12.

42) Naum Gabo, Antoine Pevsner, “The Realistic Manifesto(1920),” 

The Tradition of Constructivism, edit. & with an introduc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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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힐데 호른(Hilde Horm), 바우
하우스, 1924 제1학기, 사진
(컨세뮤러/바우하우스), 『재
료에서 건축으로』(1995)의 
참고 도판 인용, p. 62

도 13. 유영국, <제목미상> (1937) 나
무부조, 제2회 《N.B.G 양화
전》유영국 소장엽서본

지거나 술을 한 재료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에 심을 가지고 보

다 삶에 가깝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술을 지향하 다. 구성주의자

들의 조형원칙에 있어서 국제 구성주의나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발 된

생산주의(Productivism)나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유 국은 이 본질

인 조형원칙에 천착(穿鑿)하 다. 유 국은 술을 우 에 둔 국제 

구성주의자들에게 가까웠다. 기존의 참고 서 들에서 얻은 지식에서 

벗어나 물질의 감 을 직  느끼고 생물학 인 측면에서 자신의 감각

을 되살리고자 하 다. 그것은 물질에 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창조

인 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홀리-나기가 언 한 물질을 구조

(structure), 질감(texture), 표면처리(surface treatment), 덩어

리짓기(massing)라는 네 개의 측면을 보면 이해가 쉽다.43) 물질마

다 고유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종이, 섬유, 크리스탈은 마다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 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결과는 질감을 

뜻한다. 외부 인자들에 의해 물질의 표면 처리는 달라지는데, 자연의 

향일 수도 있으며 기계 인 원인일 수도 있다. 처리에 따라 표면은 

무한정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모홀리-나기는 이러한 물질의 측면들

이 효과 이고 창조 인 시각  번역으로 이루어진 로 힐데 호른

(Hilde Horn, 생몰년미상)이 1924년에 바우하우스에서 제작한 연

습 작품을 들었다.(도 12) 이 습작은 물질들을 잘 찰하고 서로 다

른 표면 질감들을 가진 사각형들을 각선 방향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이때에 표면 질감의 명도 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체 균형을 잡았다.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 국이 제2, 3회 《N.B.G 양화 》에 출품

한 나무 부조 작품 <제목미상>(1937)(도 13)이나 <습작(習作)>, 그리

고 제3회 《자유미술가 회 》에 출품한 <작품4(L24-39.5)>(1939)

(도 14)는 나무라는 물질의 결에 따른 다른 표면의 측면을 보여 다. 

단순한 화면 의 배치가 아닌 요소들이 각기 다른 명도 단계를 보이면

서 구성 으로 짜여 있다. <제목미상>은 크기와 비례가 다른 두 개의 

사각형과 그것들을 간에서 잇고 있는 사다리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나

무 조각을 재료로 하는 세 개의 도형은 각각 나무를 자르는 방법에 따른

    Stephen Bann(N.Y.: Da Capo Press, 1990), p.7.

43) László Moholy-Nagy, “II. The material(surface treatment, 

painting),” The New Vision 1928 Fourth Revised Edition 1947 

and Abstract of An Artist(New York: George Wittenborn, 

1967),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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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유영국, <작품4(L24- 39.5)>, 1939, 나무 
부조 작품, 70x90cm, 엽서본, 제3회 《자
유미술가협회전》유영국소장 엽서본

표면 처리로 다른 모양의 나뭇결을 드러낸다. <작품4 

(L24-39.5)>도 마다 다른 나무 색과 결을 가진 물질의 

표면을 보여 다. 그리고 그 결이 가지고 있는 유기 인 선

들은 사각형태의 반복되는 직각 운동으로 인한 긴장감과 함

께 동세(動勢)를 만들어내고 있다.

유 국의 구성주의에서 시했던 물질에 한 이해, 순

수 조형요소들에 한 심은 이후 1941년에 집 으로 

은 한국의 석부조 사진들에서도 나타났다. 이 사진들은 당

시의 탑이나 석불에 한 심을 반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비와 바

람에 의해 풍화되고 변한 돌이란 물질의 표면질감인 투라에 집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투라가 테크니카라는 부조기법과 만나 하나의 새로

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텍토니카에 유 국이 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

다. 즉 그는 이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석부조가 외부 요인에 따라 

질감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느낌을 달해주는 것에 집 하고 

있었다.

2. 회화  구성(Painterly Construction)

유 국이 부조를 통해 시도하 던 물질에 한 연습과 훈련은 화면 

에 나무조각들을 붙이고 떼는 과정이 주는 번거로움으로 지속되지는 

않았다. 신 그는 여러 번 그리고 지워도 무방한 유화를 통해 구성주의

의 조형 원칙들을 계속 탐구하 다. 즉 물감이라는 안료, 빛, 선 등과 같

은 조형 요소들에 주목하 다. 이러한 측면은 실제 1930년  반 일본 

내 일반 미술교육과 문교육에서 실시된 구성교육에서도 요한 부분이

었다. 이 미술교육은 러시아의 미술학교인 후테마스(VKhUTEMAS)

와 그 향을 받은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이것

은 1920년  말부터 꾸 하게 바우하우스 련 서 들이 번역, 소개되

고 미술잡지에서 구성주의에 한 기사들이 다루어지면서 은 미술학생

들과 작가들이 구성주의에 심을 가지게 되었던 환경이 주효하 다. 이 

환경은 일본 작가들뿐만 아니라 동시 에 일본의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동시에 향을 주었다. 1934년 출간된 구성교육 계 에는 몬드리안의 

주의, 긴장을 의미하는 칸딘스키의 슈 늉(Spannung) 개념, 엘 리

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의 빛을 이용한 그림들을 비롯하여 

바우하우스 조형교육에서 제작된 습작들— 를 들면 종이를 이용한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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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야마모토 케이수케(山本敬輔), 
<80-X-38>, 1938, 145.0x96.7
cm, 제25회 이과전(二科展) 

路市立美術館

도 16. 무라이 마사나리(村井正
成), <바이링먀요(百 廟)>, 
1938, 캔버스에 유채, 91.2
x125.7cm, 和歌山 立近
代美術館

연습, 선과 면을 통한 구성연습 제들—이 다루어졌다. 한 당시 근  

건축과 련된 서 들이 일본공작 연맹의 코이  신지가 여하 던 구

성사서방(構成社書房)을 심으로 발행되었다. 를 들면  건축의 

이론을 심으로 생활 최소한의 주택(生活 限の住宅) , 건축 술

에로(建築芸術へ) , 과거의 구성(過去の構成) , 의 구성(現代の 

構成)  등과 같은 책이 출간되었다. 한 국제건축(国際建築) 에 ｢시

각 술의 귀재: 모홀리․나기(視覚芸術の鬼才: モホリ․ナギ)｣등을 수

록하고 국제 으로 심을 받고 있던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을 선보이

면서, ‘구성’이라는 에서 통 건축과  구조물의 심미성을 다루

었다.44) 이 외 1929년 ‘다양한 인류문화의 역’에 걸쳐 조형 술을 

소개, 보 하는 것을 목 으로 창간된 건축기원(建築紀元)  제1년 2호

는 특집으로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 연 , 국내외의 문헌 일람 등을 소

개하고, 건축, 미술, 연극, 공  등의 범 한 해외 조류를 소개하 다. 

한 제2년 1, 2호에서는 구성 미술이 특집호로 다루기도 하 다.45)

이러한 들은 당시 주목 받았던 루노 타우트의 일본 방문 시기와 

겹치면서 심을 끌었다. 자유미술가 회 회원이며 공  디자이 인 야

마모토 이수 (山本敬輔, 1911-1963)는 바우하우스 총서를 시작으

로 유입되기 시작한 구미의 미술서 으로 인해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의 작품 등에 친숙해졌다고 회상하기도 하

다.46) 그의 경우는 1938년 후로 기하학 인 추상으로 작업 방향이 

바 면서 제작한 <80-×-38>(1938)(도 15)은 흑, 백, 색을 심으로 

수평선을 이용한 화면 분할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라이 마사

나리의 <URBAIN>(1937)과 <CITÉ>에서도 그 향을 엿볼 수 있

다.47) <CITÉ 3>(1939)는 유 국의 증언에 의하면 무라이 마사나리가 

일본 쟁 때 북경에서 힌 항공사진에서 힌트를 얻었던 작품이다.48) 

44) 孫大雄, 宮崎清, 口孝之, ｢1920-1930年代における 池新二の活動: 昭

和前期のデザイン啓蒙活動をめぐって｣, デザイン学研究  Vol. 54, 

No.6(日本デザイン学会, 2008), p.３.

45) 의 , pp.3-4.

46) 양화가이자 공  디자이 . 1937년 《자유미술가 회 》에 입선하 으며 

1939년에는 회원이 되었다. 1935년 《흑색양화 (黑色洋画展)》에 출품

하 고 1938년에는 상 회(絶対象派協会)와 구실회(九室会) 결성

에도 참가하 다. 大態敏之, ｢日本の抽象画 1910-1945｣, Abstract 

Paintings in Japan-1910-1945, 日本の抽象画ㅡ1910-1945ㅡ) (読売

新聞社, 美術館連絡協議会, 1992), pp.6-9.

47) 제3회 《자유미술가 회 》에는 <CITÉ 3>(1939)를 출품하 다.

48) 삼성문화재단,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유 국 구술녹취문｣, 한국미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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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김환기, <종달새 노래
할 때>, 캔버스에 유채, 
178x127cm, 1935, 리
플렛본, 유영국 미술문
화재단

도 18. 김환기, <론도>, 캔버스에
유채, 61x72cm, 1938, 
국립현대미술관

도 19. 유영국, <작품>, 캔버스
에 유채, 46x37.5cm, 
1940, 유영국 미술문
화재단

그 제작 방식에 있어 말 비치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주의 

작품을 제작했던 것을 따랐는데, 특히 1938년에 제작된 <바이링 요

(百霊廟)>(도 16)는 에서 내려다 본 시 에서 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우란차부멍(烏蘭察 盟)에 있는 바이링 요 지역을 추상화한 것

임을 보여 다.

문화학원(文化学院) 제1회 졸업생으로 강사 던 무라이 마사나리의 

추상 화풍은 이후 김환기에게 향을 주었는데, 유 국은 김환기가 그

를 만난 이후에 화풍이 변했다고 술회하기도 하 다.49) 실제 김환기는 

1935년에 제작한 <종달새 노래할 때>(도 17)에서는 농  풍경을 사생

한 구체 인 이미지를 다루었지만, 이후 1938년에 제작된 <론도>(도 

18)나 1939년 《자유미술가 회 》에 출품한 <려(麗)>에서는 색채평

면구성으로 이루어진 추상 작업으로 바 기도 하 다. 하지만 이러한 

회화  구성(painterly construction)은 일방 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당시 한국유학생과 일본 작가들의 작품 년도만 도 동시

다발 으로 구성주의 경향의 작품들이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유 국의 

기작들의 제작시기만 도 알 수 있다. 구성주의의 련 서 들의 출

 붐과 작가들 간의 향으로 이 당시 색면 구성 작품들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행과도 같았다. 이러한 경향은 모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양식(Style)이었다. 1921년 베를린에서 라울 하우스만(Raoul 

Hausmann, 1886-1971), 한스 아르 (Hans Arp, 1886-1966), 

이반 푸니(Ivan Puni, 1894-4956), 모홀리-나기 등이 ‘요소주의 

술선언(Manifesto of Elemental Art)’을 통해 “양식은 결코 표 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50) 술에서 형태를 이루는 순수 요소들 

자체가 인 것이기에 그 요소들로 이루어진 술들의 유사성을 표

로 보지 않았다. 유 국의 색면 구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 그

의 <10-7>(1940)(도 19)은 이제까지 사물을 비추는 조명의 역할에서 

벗어난 빛이 여러 개 첩되면서 만들어내는 투명도에 따른 색면 구성

이었다. 모홀리-나기가 빛이란 물질에 몰두하여 순수 추상에 근했듯

이 유 국 한 그러했다.51) 구성주의 조형 원칙들, 직선, 원, 유기 인

    보존소자료집 , 제3호(서울: 삼성문화재단, 2004), p.12.

49) 삼성문화재단,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앞의 책(주187), p.12.

50) Raoul Hausmann, Hans Arp, Ivan Puni, Moholy-Nagy, “Manifesto 

of Elemnetal Art”(De Sijl, 1921, No.10) extract. from Moholy- 

Nagy(London: Thames & Hudson, 1985), p.286.

51) 모홀리-나기는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  묘사가 가능해지는 한편 회

화가 색채와 평면이라는 기본 인 수단을 인식하고 색채 조형 자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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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들은 독립미술 회의 슈르계 작가들이 새로운 미술시장인 만

주를 향해 여행을 가고 그 곳의 이미지들과 첩되었다. 단순히 재  

의미로서의 풍경이 아닌 심리  풍경으로 패배주의 이거나 암담한 느

낌으로 표 되었다. 하지만 유 국은 그러한 상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있는 실을 분석하는 동시에 당시의 최신 미술사조이자 

유토피아니즘을 지향했던 구성주의를 자신의 주된 화풍으로 삼았다. 즉 

시 와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 시 에 고찰은 기 추

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그는 아틀리에(アトリヱ) (1936.9) 특집기사에 실린 류보  포포

바의 무 디자인에 그려진 골조물을 참조하여 이상향이란 주제에 근

하 다. 노동자의 이상 인 사회를 꿈꾸는 생산 이고 역동 인 풍차라

는 구조물과 생체역학을 연상시키는 인물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등 그 

태도는 다분히 능동 이었다. 이것은 그가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

래 지향하는 바와 구성주의의 조형원칙에 충실하 음을 설명해주는 동

시에 자신을 다른 일본 작가들과는 차별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임을 

보여 다. 

그가 하고 향 받은 구성주의가 일본 내에서 확산된 것이 다분히 

쇼와  기에 일본 정부가 쟁국이라는 부정 인 이미지를 숨기고 국

제사회에서 문화국으로서의 상을 높이면서 산업입국을 이룩하기 해 

정책 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다. 루노 타우트나 샤를롯트 페리

앙 등 국제양식이나 바우하우스 조형원리를 따랐던 인물들의 방일은 외

무성의 지원을 받은 국제문화진흥회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들은 끊임없

이 일본의 통문화와 건축이 국제양식임을 밝 내고자 하 다. 그리고 

상공성의 지원을 받은 일본공작문화연맹은 일본 인 것과 국제 인 구

성주의 양식을 연결하면서 건축을 심으로 한 공작 문화 반에 걸쳐 

구성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을 표 화, 규격화, 합리화하려는 

통제의 측면도 있었다. 이때 일본정신은 천황을 심으로 국민들을 정

신 으로 통합하고 단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과 으로 구성주의 

확산은 표면 으로는 바우하우스 총서번역, 구성교육과 비루(ビル, 

building) 건설 붐,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 구성주의 교육을 받은 유학

생들의 귀국이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문화정책도 주요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국은 일본 내 구성주의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객 인 입장을 견지하고자 고 과 연결하는 로서의 

구성주의가 아닌 그 자체의 조형원칙에 충실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랩소디>는 그가 자신의 이후 추상을 구성주의로 방향 짓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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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機)가 된 작품이었다. 그가 , 후기에 제작한 작품들은 자신이 생각

하고 있는 이상 인 공간에 한 상(象)을 구성주의를 통해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에서 잠깐 언 했던 1949년 <작품>에

서 엿볼 수 있는 유 국의 구성주의  추상에 끼친 벤 니콜슨의 향이 

유 국의 이후 추상 경향들에 어떻게 끼쳤는지를 1950년 , 60년 의 

굵은 검은 선들로 화면을 분할하 던 작품들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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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o Young-kuk's Early Constructivism: 

Utopianism in <Rhapsody>(1937)

Rue, Youngah(Seoul National University, M.A.)

This study is about Yoo Young-kuk's early works which show constructivism, 

especially focus on his debut painting, <Rhapsody> for the 7th Dokuritsu Bijutsu 

Kyokai(独立美術協 , the Independent Fine Arts Association) in Tokyo in 1937. The 

work was painted 2 years after he had started his study in Japan in 1935. It was 

the first painting that applied Constructivism. <Rhapsody>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Constructivism to be a leading art in his abstraction. After this picture, Yoo was 

soon devoted to the principles of Constructivism-- Faktura(material), Tektonika 

(tectonics), Tekhnika(technique), space, construction-- in his painterly reliefs. This 

article examined why Yoo concentrated on Constructivism for <Rhapsody>, what the 

characteristics were, and what influences were on other works from 1935 to 1949. In 

addition, I investigated in which period <Rhapsody> was painted and how 

Constructivism was spread in 1930s and early 1940s in chapter 2. I scrutinized 

Rhapsody in chapter 3.

When Yoo created <Rhapsody> Japan was under the Fifteen Years War(1931- 

1945), and a major discourse was the Japanese Spirit at that time. It was connected 

with construction of an ideal nation which the Japanese ultra-national fascism 

pursued. This ideological pursuit was intended to unite the Japanese people for total 

war system and to restore a national dignity which had been fallen down due to 

Manchurian Incident(1931). Thus, on the hand, Kokusai Bunka Shinkokai(国際文化振

会, The Societ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and the Nippon Kosaku Bunka 

Renmei(日本工作文化連盟, Japanese Werkbund) were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enacted regulations to 

opposing parties which would distract Japanese people's unification. As for the 

Japanese art world, the merge of art groups was carried out through remodeling of 

Teikoku Bijutsuin(帝国美術院, The Imperial Fine Arts Academy) in 1935. This brought 

out continuous dispute and disorder. Young artists who felt difficulty of enter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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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of Imperial Fine Arts Exhibition repeatedly grouped and disbanded for small art 

groups to build their standing, which they pursued Surrealism and Abstract art. 

Among them Constructivism was considered as the latest trend and was popular in 

craft, design, architecture as well as fine arts. 

In the year before he painted <Rhapsody>, Avant-garde theatres including 

Constructivism theatre were introduced in a feature article of September, 1936 in 

Atelier, which was dealing with mainly avant-garde arts. Books related with 

Constructivism were translated into Japanese, and Gestaltung Education had become 

active since the publication of A Compendium of Gestaltung Education( 構成敎育大系

(1934)), Salvador Dali(1904-1989) was also introduced, so Surrealism was drawn 

more attention by young artists. <Rhapsody> reflected popular trends. Yoo analyzed 

the Japanese avant-gardists' archaic taste in the Independent Art Association that he 

submitted his painting to. And then he entitled ‘Rhapsody’ which derives from 

Ancient Greek's epic poetry and deliberately set up images in a scene.

In chapter 3, I examined a theme which was planned carefully by sorting 

favorite images from the Japanese Surrealism. <Rhapsody> was a result that Yoo 

Young-kuk observed objectively the phenomenon that young artists dreamt of Utopia 

or longed for Nostalgia passively and lethargically under wars. And then he otherized 

himself from that circumstance. First of all, for <Rhapsody> he used the typical icons 

of Japanese Surrealism such as the horizon, flowing clouds, and vast plain that were 

considered stereotypes of Arcadia. He, however distinguished himself form those 

Japanese Surrealists. He made his own vision about Utopia by referring Lyubov 

Popova(1889-1924)'s stage design. His objective point of view was expressed by 

positive and dynamic images of structure and human's actions. Constructivism which 

was attempted in <Rhapsody> had an effect on other early constructive works, and 

the principles of Constructivism were sought hard in reliefs, paintings, and phot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