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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에 예술사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20년대 후반은 일제 식민정책의 일환
으로 문화 전반에서 향토색이 장려되었던 시기였다. 사진의 미학과 기법을 탐구
했던 작가들은 이를 취미로 여겼던 아마추어로, 공모전, 전람회 등을 통해 실력
을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정해창의 작품들은 당대의 향토를 드러낸 것이면서
도 공모전이 아닌 개인전을 통해 발표되어 식민정책이라는 틀에 종속되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는 광복 후 한국미의 정수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향토색
은 일제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부상하였던 전통미를 의미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
에서 예술사진은 서구의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 양식을 따른 것으로, 이는 일
본을 거쳐 유입된 왜래 문물이었다. 이처럼 여러 맥락들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그의 사진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이라는 문화 접변의 지대에서 형성된 혼종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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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것이다. 본 글은 정해창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구의 예술사진이 일본을 거쳐
향토색을 함의한 조선의 것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반일 혹은 친일
이라는 극단의 의미를 지닌 향토색이 사실상 호미 바바가 역설한 문화의 잉여로,
식민지인의 무의식적 저항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주제어
정해창, 조선 예술사진, 향토색, 호미바바, 픽토리얼리즘

1.

들어가는 글

KRECA

정해창(鄭海昌, 1907-1968)은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총 4차례의 전시회를 통
해 풍경, 인물, 정물 등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선보였던 국내 예술사진의 선구자
로, 그의 사진작업은 ‘향토색’을 조형화한 ‘한국미’의 정수로 평가받아왔다. 하지
만 향토색은 1920년대 후반 국내 예술가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열등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적 정서를 뜻하기도 했다. 일제의 문화 정책은 전자에 속하며, 여기서는 조
선의 전근대적이고 정체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조
선총독부 주최의《조선미술전람회》(이하《조선미전》)에서는 일본인 심사위원들
의 이국적 취향이 반영된 작품이나 조선의 풍경화가 주로 입상했고, 이러한 상황
은 사진의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
지 공모전의 수상작 대부분은 조선의 자연과 풍속, 고적 등을 촬영한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의 예술사진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구의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
을 따른 것으로, 이 양식은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서구 예술사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진을 취미로 즐
기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조선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됐
다. 즉, 당시에는 아마추어 사진가가 곧 예술사진 작가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들
은 공모전과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실력을 인정받고자 했다. 특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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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미술보다 사회적 기반이 취약했던 사진에 있어서 예술사진이 활성화되는
계기이자 제도가 되었다.
하지만 정해창은 아마추어 작가이면서 공모전과는 무관한 예외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사진은 당대의 경향을 함축하면서도 식민정책이라는 기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지점에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사진을 찍었을까? 그를 포함한
당대의 작가들은 일제의 정책에 동화됐던 것일까? 새로운 문물로 유입된 조형매
체가 과연 “어느 외래문화에도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우리의 미적 감수성” 을 표
현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위와 같은 질문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정해
창과 여타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호미 바바(Homi Bhabha, 1949-)가 역설한 ‘제3의
공간(in-between)’을 목격했다. 즉, 픽토리얼리즘으로 향토색을 포착한 그들의 사
진은 문화접변의 공간에서 발생한 혼성의 산물인 것이다. 특히 정해창은 인상주
의, 자연주의를 모방하는 픽토리얼리즘의 전형을 넘어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
용한 신흥사진을 통해 회화적 경향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작가로, 그의 사진은
일제의 정책과 왜래 문물이 조선의 것과 충돌하고 병합되는 당대 현실을 다층적
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해창의 사진을 조선의 전통, 한국적 미의 일환으
로 강조하면서 향토색을 민족의식, 혹은 예술 내부의 문제로 논의하는 데 집중하
여 그 바깥의 맥락이 간과되어왔다. 예컨대, 조우석은 ｢정해창｣에서 ‘향토미의
사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어떤 원형이자 잣대’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이
러한 특징을 당대 문화계의 흐름과 조응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이경민도 정
해창이 1920년대 후반 민족 정체성의 규명을 추구하는 지식인들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근대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데 노력
해왔다” 는 주장을 하였다. 정해창을 단독으로 연구한 학위논문인 김준수의 ｢‘무
허(舞虛) 정해창’ 연구｣에서는 사진의 내용적 측면을 논하는 부분의 제목이 “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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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석, ｢정해창 사진에 나타난 서정적 미의식｣, 사진예술, 서울: 월간사진예술, 1991.3., 96쪽.
이는 지금까지 호미바바의 이론으로 한국근대미술을 연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우석, 한국사진가론, 서울: 눈빛, 1998, 45-46쪽.
이경민,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사진제도의 형성과 전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1,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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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식과 한국미의 형상화” 로, 저자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박평종 또한 정해창이 유학시절 접했을 일본 예술사진을 그대로 답습하
지 않고 한국적 미의식 속에 접목시켰다 는 평가를 하였다. 다만, 정물사진에서
는 식민정책의 영향으로 변형된 전통적 사물과 서양화의 도상이 직접 나타나기
도 해, 이에 대해 이경민은 “인간세계를 부각시킨 서양화풍의 작품” 으로, 김준
수는 일제 강점기의 “문화적 위기의식의 표현” 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 또한
정해창의 사진과 향토색을 한국적, 민족적인 것으로 전제한 결과이며,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러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향토색 논쟁
의 한 편에 치중된 이러한 해석은 당대에 향토색이 문화 전반에서 지배적인 제
재로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풍속: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하 <풍속>) 과 <인형의 꿈>
을 중심으로 당대의 예술사진을 그 시대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형
성된 시각문화의 일부로 해석하고자 한다. 문화 혼종성에 관한 바바의 이론은 일
본을 거쳐 조선에 당도한 픽토리얼리즘이 식민지의 예술사진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틀인 셈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 양식이 회화를 전
범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에서 제작됐던 당대 사진과 회화를 비교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바바에 의하면,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문화를 반복적으
로 모방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지 않는 문화의 잉여, 즉 저항의 계기가
산출되는데, 필자는 그 잉여를 향토색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토색을
당대인들에게 내면화되는 무의식, 즉 ‘현실’ 그 자체가 작품에 반영된 결과로 이
해하고자 한다.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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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무허(舞虛) 정해창’ 연구: 1927년부터 1939년까지 사진가로 활동한 시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2, 44-46쪽.
6) 박평종, 한국 사진의 선구자들, 서울: 눈빛, 2007, 63-76쪽.
7) 이경민, 앞의 글, 166쪽.
8) 김준수, 앞의 글, 49쪽.
9) 정해창의 작품들은 당시에 제작된 원본사진이 소실되고 유리건판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각종 도
록과 서적에서 다른 방식으로 호명되고 있다. 이 작품도 <풍속>, <다리를 건너는 사람>,
<무제> 등 다양한 제목으로 기입됐고, 그것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방식 또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풍속>을 기본으로 하되, 화면의 내용이 구체화된 제목을 병기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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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의 공간(in-between)으로서의 조선 예술사진

인도에서 태어난 호미 바바는 식민지에서의 문화적 위계를 불완전한 것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후기식민주의(Post-colonialism) 이론가이다. 그는 지배자의 문화
가 피지배자에게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토착 문화와 만남으
로써 차용, 병합되는 과정을 통해 양가적인 상태로 분열하게 된다고 보았다. 혼
성론(hybridity), 양가론(ambivalence)으로 알려진 그의 이론은 이처럼 두 문화 사
이의 역학관계를 모호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가 역설한 제3의
공간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1934-)의 문화이론에 기인한 것으로, 제
임슨 또한 세계화 시대에 문화가 다국적화되는 양상을 분석한 포스트모던 이론
가이다. 바바는 문화가 다른 지역에 이식될 때 그것이 토착문화와 상호 전염
(interfection)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을 제3의 공
간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 공간이 결국 이질적인 문화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언급하면서 혼합되지 않고 공간 위로 떠오르는 문화의 잉여, 즉 ‘차이’를 강조했다.
한국의 사진사는 식민지로서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조선
의 예술사진은 바바가 말했던 제3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사진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에 일본에서 유입된 새로운 문물이었고, 그것이 일
반화되는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의 영향이 컸다. 이는 사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에 더해 갑신정변(1884) 이후 개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김용원,
지운영, 황철 등 조선인이 개업한 최초의 사진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
문이다. 조선인들에게 사진은 사치품이거나 혼을 빼앗는다고 알려진 두려움의 대
상, 혹은 침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1890년대까지 사진 산업은
일본인들의 주도 아래 성장했다.
하지만 1900년대에 이르러 인쇄술과 복제기술의 발달로 엽서와 신문 등을 통
해 사진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사라지고 촬영에 대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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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0)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pp.212-222.
11)
, ｢
｣,
, 2008, 7-8 .

한소진 한국 개화기 사진과 회화의 영향관계 인물과 풍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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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1930년대에는 조선인 사진관의 수와 함께 사진 애호가
들도 급증하여 일본인들에 의해 소개됐던 예술사진이 정해창과 같은 아마추어
작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동경외국어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그는 시각예술에 관심이 많았기에, 유학 중 천단화회에서 서양화를 배우
고 동경예술사진학교에서 사진 화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동양철학과 금석학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 사진술은 그
때까지 그가 독학으로 익힌 것이다. 1927년에 중국에서 귀국한 그는 2년 뒤 조
선인 최초로 예술사진 개인 전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공모전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10년대이
지만, 그 무렵에는 사진 촬영과 인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진이 대중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 휴대가 간편한 소형 카메라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감
광재료 등이 수입되면서 시간과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누구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1914년부터 판매된 필름카메라인 베스트 포
켓 코닥(The Eastman Kodak vest-pocket compact camera)은 1930년대에 ‘베스 단
후드 빼기’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선호되는 제품이었다. 이는 연초점(軟焦點,
soft focus) 효과를 내기 위해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픽
토리얼리즘 사진을 구현하는 전형적인 기법이었다. 피터 에머슨(Peter H. Emerson,
1856-1936)이 창시한 픽토리얼리즘은 자연이나 농촌의 풍경을 소재로 하여 화면
을 자연주의, 인상주의 회화 같은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양식이다.
연초점 기법은 주요한 대상을 선명하게 부각하면서 각 요소들 간의 명암의 차이
를 감소시켜 작가의 시각이 심미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인화
12)

13)

KRECA
14)

사진의 대중화와 아마추어 작가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민, 앞의 글, 17-62, 74-82쪽을
참고할 것.
13) 정해창은 사진가로 활동한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총 네 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 1929년에 광
화문 화랑에서 50여점의 인물, 풍경, 정물 사진들을 선보인 후, 1930년에는 조선일보사의 후원
을 받아 지방 순회전(대구, 광주, 진주 등)을 진행했다. 1934년에는 서울 소공동 낙랑다방에서
인형을 주제로 한 정물사진전을 개최했다. 마지막 전시는 1939년 화신 백화점 화랑에서 진행
됐다. 박주석, ｢한국사진의 도입과정과 정해창 사진의 해석에 나타난 문제점 고찰｣, 사진과
포토그라피-한국사진의 역사와 사진이론에 관한 연구(최인진, 눈빛, 2002), 132-133쪽.
14) 최인진, 한국사진사 1631-1945, 서울: 눈빛, 1999, 237, 266-268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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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피그먼트 인화법(pigment print)이 활용됐다.
그런데 예술사진이 국내에 수용되고 대중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선과 일본의
상황은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도 사진은 에도 시대(江戸時代, 1603-1868)
가 끝날 무렵인 1850년대 후반에서 1860년대 사이에 유입된 신문물로, 메이지
시기(明治時代, 1868-1912)에 이르러서야 직업 사진가들의 등장과 함께 일반인
들 사이에서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다. 픽토리얼리즘 또한 1880년대 말엽에 도입
되어 1910년대에 절정을 이룬 뒤, 사실상 1920년대까지도 유행하였던 당대 예술
사진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러한 양상을 주도한 아마추어 작가들은 점차 그 수
가 늘어나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효시가 되는 일본사진회(日本写真会)는 1889
년부터 기관지 사진 신보(写真新報)를 발행해 사진이 대중화되는 데 기여했다.
베스트 포켓 코닥 사진기는 조선에 앞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
이었다. 즉, 일본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조선에서 평행하게 반복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초점 효과의 서구 픽토리얼리
즘 사진은 조선과 일본 모두의 대타자가
된다. 하지만 이는 회화 같은 화면을 지향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이식된 후에
는 그곳의 회화와 연관되었다. 일본의 예
술사진 또한 자국의 회화를 모방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히다카 쵸타로(日高長太郞,
1883-1926)의 사진 <키쇼 거리의 봄(木曾
<키쇼 거리의 봄>,
路の春)><그림 1>은 일본사진미술전람 그림 1. 日高長太郞,
1920, 30.6×41.4cm, 개인소장
15)

KRECA
16)

15)

연초점 사진을 제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베스 단 후드 빼기’가 렌즈의 결점을 발생
시켜 촬영 과정에서 소프트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면, 피그먼트 인화법은 은염 대신 중크롬산염
에 안료를 섞어 사용하는 고급 수준의 인화법으로, 유화용 화구와 물감으로 화면에 직접 회화
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카본 인화, 고무 인화, 브롬오일 인화 등 다양한 방식들
이 포함된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했을 때 연초점 효과가 극대화되어 화면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연조묘사가 가능해진다. 같은 책, 226-230, 237-239쪽.

16) Okatsuka Akiko,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of the Modern,” The Founding and Development
of Modern Photography in Japan, Trans. by The Word Works, Tokyo Metropolitan Museum of
Photography, ed., Tokyo: Tokyo Metropolitan Culture Foundation, 1995,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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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日本写真美術展覽会)의 피그먼트 인화법 부문을 대표하는 수상작 으로, 이
러한 현상의 주요한 사례가 된다. 여기서 봄의 풍경은 연조묘사를 통해 밭과 초
목이 그 뒤편의 장대한 산맥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장면으로 시각화되었다. 그
런데 이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와다 산조(和田三造, 1883-1967)의 <풍경: 5월
의 흐린 날(風景: 五月雨曇)><그림 2> , 유키 소메이(結城素明, 1875-1957)
의 <낮달(晝の月)><그림 3> 과 비교해 보면, 화면이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뉘면서 근경의 이미지는 세밀하게 표현되고 원경으로 갈수록 대상이 희미하게
연출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일본 풍경
화와 산수화에서 다수 발견되는 특징이다.
17)

18)

19)

20)

KRECA
그림 2. 和田三造, <풍경: 5월의 흐린 날>, 연도 미상,
캔버스에 유채, 44×50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3. 結城素明, <낮달>, 1900-1930
추정, 견본채색, 130×83cm,
국립중앙박물관

김현지, ｢한국 근대 예술사진의 전개 양상 연구-<조선사진전람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6, 20쪽.
18) 이왕직 편, 이왕가 덕수궁진열 일본미술품도록 제3집, 발행지불명: 이왕직, 1936, 121쪽,
http://www.museum.go.kr, 접속일 2020.3.6.
19) 국립중앙박물관 편, 日本近代美術=Japanese modern art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서울: 한국박물관회, 2002, 58쪽, 유물번호; 근대 5.
20) 선승혜, 일본 근대 서양화, 서울: 사회평론, 2008, 18-19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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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신진 작가들이 ‘사생’을 기본으로 한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하면서 평원
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중 유키 소메이는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서양의 사생, 즉 소묘를 전통 사생에 수용하고자 결성된 무성회(无聲
会)의 일원이었다. 이 단체는 일본미술원(日本美術院)의 화가들이 회화의 이상주
의적 관념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화의 쇄신을 촉구했다. 당대의 사
진에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서구와 다르게, 관동대지진(1923) 이후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
는 방식으로 인물과 정물 등 다양한 소재가 촬영의 대상이 되어 이를 담아내는
새로운 형식들이 출현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작가, 후치카미 하쿠
요(淵上白陽, 1889-1960)는 1922년에 월간 하쿠요(Hakuyo)를 창간하고 아마추
어 사진단체인 일본개아예술협회(日本個我芸術協会)를 설립한 일본 예술사진의
주요한 인물이다. 그의 <정물(Still-life)>(1924)은 당대 정물사진의 일반적인
양식을 보여주는데, 주목할 부분은 그가 붓과 도자기, 액자, 조각상 등 당시의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사물들을 탁자 위에 배치하여 화면을 구성했다
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당대 정물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제10회《제국미술원전람회(帝國
美術院展覽会)》(1929)의 특선작인 사타케
도쿠지로(佐竹德次郎, 1897-1998)의 <달리
아(ダリア)><그림 4> 는 도자기에 풍
성하게 꽃꽂이 된 달리아가 대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꽃은 1894년에 일본 그림 4. 佐竹德次郎, <달리아>, 1929, 캔버스에
에 전해진 멕시코의 국화로, 1924년에는
유채, 89×115cm, 국립중앙박물관
최신 달리아 재배법(最新 ダ-リア栽培
21)

KRECA
22)

23)

內山武夫, 김용철 옮김, ｢근대의 일본화(近代の日本畵)｣, 日本近代美術=Japanese modern art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서울: 한국박물관회, 2002, 112쪽.
22) Okatsuka Akiko, Op. cit., p.19.
23) 이왕직 편, 이왕가 덕수궁진열 일본미술품도록 제4집, 발행지불명: 이왕가, 1937, 91쪽,
http://www.museum.go.kr, 접속일 2020.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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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출판됐을 정로도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화종이었다. 이처럼 주변의 사
물이 화폭에 투영되는 정물화는 당대의 새로운 장르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 타카하시 유이치(高橋由一, 1828-1894)가 도입한 이래로《문부성미술
전람회(文部省美術展覽会)》의 제1회전(1907)부터 출품되어 관전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주요한 화목으로 부상하였다. 당시에 선보였던 대부분은 <정물>과
<달리아>처럼 그 요소들, 즉 꽃, 과일, 병 등이 방형의 받침대 위에 배치되는
구도로 그려졌으며, 전통회화와 다르게 소재의 상징적인 내용은 배제되고 객관적
인 시각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조형화되었다.
즉, 후치카미는 <정물>에 당대 정물화의 양식을 적용했던 것인데, 한편으로
그는 극단적인 연조묘사를 통해 에머슨의 사진과는 다른 회화적인 화면을 만들
어내었다. 전체가 뿌연 안개에 싸인 듯 피사체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작품은 그가 윤곽선을 희미하게 표현함으로써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덩어리
로 결집되어 보이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과 전체 형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현되는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자 한 것인데, 이 때문에 그는
구축주의자(constructivist)로도 평가된다. 마치 목탄으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낸 이것은 일종의 추상사진인 셈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화풍과 장르가 미술에 도입되면
서 이를 반영하여 에머슨이 제안했던 회화적인 화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법과
구도, 소재 등을 실험하는 작가들이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후치카미가 또한 증
명하듯이, 사실상 이들의 사진은 연초점과 픽토리얼리즘이라는 틀 안에서 변형된
것이었다. 조선에서도 점차 새로운 사진양식들이 도입되었지만, 1940년대에 시국
미술에 영향 받기 전까지 대부분은 연초점 효과를 목적으로 한 촬영기법과 인화
과정을 통해 당대 회화와 유사한 화면으로 구현되었다. 즉, 조선의 픽토리얼리즘
은 서구의 영향 아래서 독자적인 방향으로 확장됐던 일본 픽토리얼리즘에 영향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예술사진은 다변화된 관계에 연루된 것으로서 그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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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4)
25)

국립중앙박물관 편(2002), 앞의 책, 147쪽.
강은아, ｢한국 근대 정물화 형성배경과 전개｣,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18집, 서울: 한국근현대
미술사학회, 2012, 13, 17쪽.

26) Okatsuka Akiko, Op. cit.,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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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바바가 말했던 제3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변의 틈새에서 일본
에 의해 변형된 픽토리얼리즘은 또 다시 변모하여 향토색이라는 문화의 잉여를
산출하게 된다.
3.

향토색으로 번역된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

호미 바바는 지배자의 일방적인 힘의 행사를 부정하고 문화접변이 일어나는
식민지에서의 모방(mimicry)의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론은 모방이 일종의 ‘위장’
일 뿐이며, 식민지의 모방적 인간(mimic man)은 지배 문화와 ‘거의 같지만 완전
히 동일하지는 않은(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부분적인 모방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바바의 문화번역은 이러한 모방의 차원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문화의 잉
여가 제3의 공간 위로 떠오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번역의 과정에서 발생하
는 ‘결정되지 않는 요소(irresolution)’, 즉 식민지에서 지배 문화가 피지배 문화로
오역되는 측면을 무의식적인 저항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는 그 요소가 둘 사이의
‘차이’로서 근원이 되고자 하는 지배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지배 문화를 전유하여 권위를 해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저항의 일차적인 단계인 위장은 감시의 주체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 타
자가 주체를 응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함으로써 시각의 역전을 이뤄내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변칙적 모방은 지배자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의
계기가 되는 셈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바바의 이론을 해석의 틀로 삼아 정해
창의 사진에 나타난 향토색을 일본 예술사진이 조선 예술사진으로 번역되는 과
정에서 떠오른 오역된 요소, 즉 문화의 잉여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논의를 시
작하기에 앞서 향토색이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측면에서 발생된 것
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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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바바의 모방과 문화번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omi Bhabha, Op. cit., pp.85-92, 224-22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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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미술에서 1927-192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의미화되기 시작한 향토색은
‘친일 혹은 반일’이라는 극단의 양면성을 띤 당대의 논쟁거리였다. 특히, 1930년
대는 일제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중농주의를 강조했던 시기로, 공모전의 심사에
향토색의 유무와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면서 농촌과 농
업이 작품의 소재로 미화되었던 때였다. 하지만 선발되기 위해 심사기준을 수용
해야하는 공모전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던 정해창도
새로운 문물보다 자연과 시골의 풍경을 주로 촬영했던 것으로 보아, 사실상 이러
한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의 향토색은 크게
토속적 향토색과 원시적 향토색으로 나뉠 수 있다. 자연풍경, 한복 입은 소녀,
장승 등은 조선의 풍물과 경관이 부각된 경우로, 토속적 향토색에 해당한다. 원
시적 향토색은 고갱의 원시주의 회화에서처럼 화면의 원색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이 그 특징이다. 사실상, 이 모든 범주는 근대화의 대척점에 놓임으로써 문명
과 괴리된 ‘순수한 자연, 안식처로서의 향토’를 함의하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많은 조선인들이 향토색을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모방한 일본인
의 식민지 이국 취향으로 해석한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도, 조
선의 향토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일상은 이방인들, 특히 일본인들에게
토속적인 이미지로 대상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개화하여 도시에서 살고 있었
던 조선인들에게도 향토적 제재와 분위기는 향수를 일으키는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향토색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떠
올랐던 것이다. 예컨대, 조각가였던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은 이를 “향토 산
물의 수출품적 가치를 가질 뿐” 이라고 비판했던 데 반해, 그와 함께 현실주의
미술론의 입장에 있었던 윤희순(尹喜淳, 1902-1947)은 향토색을 “태어나고 성장
한 땅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저절로 발휘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심사위원들의 편향된 심사가 이를 오도하여 ‘병적인 취미’로 양산하고 있다며, 원
시적인 색채와 골동취미 등 현실과 괴리된 측면을 강조하는 그들의 태도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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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선표, 한국 근대미술사, 서울: 시공사, 2009, 215-233쪽을
참고할 것.
29) 김복진, ｢정축 조선미술계의 대관(丁丑 朝鮮美術界의 大觀)｣, 조광(朝光), 1936.12.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 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읽기, 서울: 혜안, 2014, 185쪽에서 재인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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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편, 주관성과 상징성을 동양미술의 특성으로 규정했던 심영섭(沈英燮,
연도미상)은 순수미술론의 입장에서 향토를 ‘문명인들의 이상향’, ‘영원의 고향’으
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그가 서구의 과학적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전복할 수 있
는 동양적 추상미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향토색의 원리를 동양미술의 특성과
동일시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했다.
해방 후에도 향토색은 민족주의 혹은 식민주의의 일환으로 엇갈리게 해석되었다.
전자의 입장에 있었던 이경성(李慶成, 1919-2009)은 이를 “잃어버린 고향의식을 되
살려 민족적 호흡을 가져보자는 소박한 심성의 표시” 로 평가했지만, 윤희순은 일
본인의 감성, 이국정서에서 배태된 ‘기형아’ 로 정의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계리는 윤희순의 언급에 대해 현실주의 미술론의 입장에 있었던 그는 사실상 향
토색을 적극 권장하지 않았으며, 순수미술론이 거대담론으로 성장하자 이에 대한
반론의 입장에서 논의를 제기했던 것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이처럼 향토색은 사
실상 해방 후까지도 사회·정치적인 맥락에서 다뤄지는 이슈였던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향토색을 당대 시각문화의 일부로 보고자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 논문에서 다뤄지는 정해창의 사진은 한국미의 정수, “우리나라 예술사진
운동에서 거둔 최고의 성과” 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조선 예술사진을 바바의 이
론으로 해석하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다. 그중 192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풍속> 은 “사물을 관조하며 유유자적하는 동양화가의 시선” 이 배어있는
작품으로 언급됐을 정도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당대 회화를 닮은 예술사진의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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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36)

37)

윤희순, ｢19회선전개평(19回鮮展概評)｣, 매일신보, 1940.6.13. 박계리, 앞의 책, 186쪽에서
재인용.
31) 박계리, ｢일제시대 ‘조선 향토색’｣,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4집, 서울: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996,
184-185쪽.
32) 이경성, 한국근대미술연구, 발행지불명: 동화출판공사, 1974, 102쪽.
33) 윤희순, ｢조선미술연구｣, 서울신문사, 1946.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서울: 열화당, 2010,
112쪽에서 재인용.
34) 박계리(1996), 앞의 글, 179쪽.
35) 박주석(2002), 앞의 책, 132쪽.
36) 한미사진미술관 편, 한국근대사진의 선각자들, 서울: 한미문화예술재단, 2006, 49쪽에서 작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해창, <풍속>, 1920년대, 12.2x16.4cm, 젤라틴 실버 프린트.
37) 박주석(1991), 앞의 글,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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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이라 할 만하다. 화면은 연초점 효과가 구현된 부드러운 농담으로 표현되었
는데, 개별 요소들이 치밀하게 계산된 구도와 명암으로 조형화된 것이다.
정해창은 렌즈의 초점을 화면 중심부의 두 인물들에게 맞추어 발걸음을 재촉
하며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선명하게 연출했다. 그중 갈래머리를 한 젊은 여인의
치맛자락을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포착하였는데, 이는 화면에 운동감을 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그 주위로는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울창
한 숲이 인물을 감싸 안은 구도로 배치되었다. 이를 이루는 상하, 좌우의 나무와
바위들은 선명도와 명암의 차이로 인해 상호 조응하는 부분과 대비를 이룬다.
즉, 정해창은 연초점 기법으로 화면의 중심 소재와 배경을 구분하면서 각 부분들
이 하나의 화면으로 조화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빛의 선율’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풍속>은 자연을 소재로 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광선 효과를 시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화면에는 인상주의 회화를 구현할 때 중시되는 요
소들이 함축돼 있는 셈이다.
이는 서구와 일본의 픽토리얼리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하지
만 이를 제외하고 실제 화면 그 자체는 그렇게 닮아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이들의 사진은 모두 회화적이지만, 그 흐릿한 화면은 각각 자연
을 보는 다른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창과 히다카의 사진
은 ‘비슷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차이를 드러낸다. 실제로, <풍속>은 화면에 재현
된 풍경의 성격에 있어서 조선의 풍경화와 유사하다. 예컨대, 제3회《조선미전》의입
선작인정규익(丁奎益, 1895-1925)의 <바람 부는 날>은 화면을 가득 채운 수풀 사이
로 가옥이 배치된 작품인데, 이처럼 1920-30년대 조선의 풍경화 대부분은 <풍속>
에서와 같이, 농촌, 혹은 명승고적을 배경으로 한 전원풍경으로 그려졌다. 일본의
것에서도 시골풍경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보다는 이국적인 경치, 사계절의
단상, 위에서 조망하는 시선으로 연출된 거대한 산과 바다 등이 주요한 소재로
다뤄졌다. 사진에서도 발견되는 이러한 차이는 미술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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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조선미전의 동양화 화풍분석｣,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13집, 서울: 한국근현대미술사
학회, 2004, 82쪽.
39) 선승혜, 앞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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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미술양식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잉여’라고 할 수 있다.
그 잉여가 조선인의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선택과 배
제의 과정을 거쳐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정해창은 일본에서
유학한 지식인이자 당대 신문물을 거부감 없이 수용했던 모더니스트로, 사진창작
에 임하기 전 이미 일본 예술사진과 서양화 등 최신 미술 경향을 접한 상태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여타의 조선 아마추어 작가들 역시 일본인 사진가들이나 유학
생들을 통해 일본 예술사진의 양식을 익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연이라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 일본인들과는 다른 대상을 ‘본’ 것이다.
서유리는 ｢근대적 풍경화의 수용과 발전｣에서 조선의 인물과 자연, 그리고 명
승고적을 그려낸 풍경화는 자연을 감상하는 당대인들의 변화된 시각과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산수화가 아닌 풍경화는 1910년
대에 도입된 것으로, 20세기 초 근대인들의 새로운 시각성과 문화가 반영된 장
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작가들이 사생을
통해 실경을 추구하게 되면서 산수화에서도 근경 중심의 구도로 평원을 확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실경산수를 지향했던 다수의 작가들이 점차 산, 밭,
촌로 등을 표현하는 전원중심의 풍경화로 화풍을 변화시키기에 이른다.
서유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산책’과 ‘관광’을 제시했다. 산책이란 “수목
많고, 경치 좋고, 인가가 드문, ‘교외’” 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는 신문과 잡지
등 각종 매체에서 근대인의 세련된 취미로 독려하는 활동이었다. 여기서 자연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드러나는데, 개인의 정서를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연이 미적 감상이나 향수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자연은 노동의 현장이거나 사대부의 시각적 전유물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이는 미와 생명, 자유의 가치를 상징하는 만인의 것이 된 것이다. 명승고
적을 묘사한 풍경화는 산책과 같은 선상에서 관광과 연관된다. 관광 역시 당대에
장려되는 문화이자 대중적인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특정계층에 한정됐던 전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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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근대적 풍경화의 수용과 발전｣,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김영나, 조형교육, 2002),
86-100쪽.
41) 이미애, 앞의 글, 89쪽.
42) 매일신보, 1916.4.2. 서유리, 앞의 책, 10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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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유람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조선의 풍경화가 드러내었던 자연은 무명(無名)으로 존재하는 평범한 산천
이었던 셈이다. 사진에 포착된 자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연 속을 소요하며 렌즈를 통해 바라본 이름 모를 풍경들은 과거에는 발할 수
없었던 숨겨진 존재였다. 여기에는 평범한 조선인들의 모습과 일상이 포함되는
데, 사실상 산책과 관광이라는 근대의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예술의 영역에 출현
하게 된 것은 당대에 향토색으로 호명되었다. 정해창이 드러내었던 조선의 향토
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암시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 자체로, 조선의 예술
사진은 이를 조형화한 시각적 구현물인 것이다.
한편, 정물사진인 <인형의 꿈> 은 그 오브제들을 통해 번역의 정황을 드러
낸다. 제1회 개인전(1929)부터 정물사진을 선보였던 정해창은 제3회전(1934)에서
는 인형뿐 아니라, 파이프, 책, 각종 장신구 등을 활용한 50여점의 정물사진을
전시했다. 그런데 이는 실험적 경향의 ‘신흥사진’으로 구분된다. 사진의 소재와
기법이 풍경사진과 차별화되기 때문인데, 일례로 김준수는 일본 규슈대학의 아리
마 마나부(有馬學) 교수의 말을 빌려 신흥사진을 “사진의 기계성에 근거한 리얼
리즘을 추구한 것” 으로 정의했다. 즉, 이는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었던 포토그
램, 솔라리제이션 등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면에 환영 같은 이미지를 구현
하는 서구의 최신기법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정물사진을 픽토리얼리즘의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그것
이 근본적으로 화면을 회화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해창의 정물사진에서 동시대 정물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인형의 꿈>은 명암의 대조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화면이면서 동시에 향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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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책, 101-110쪽.
한미사진미술관 편, 한국근대사진의 선각자들, 서울: 한미문화예술재단, 2006, 55쪽에서 작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해창, <인형의 꿈>, 1929-1941 추정, 12.2x16.5cm, 젤라틴 실버 프린트.
45) 이경민, 앞의 글, 166쪽.
46) 有馬學,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 조선인-영상사료를 실마리로｣,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2006. 김준수, 앞의 글, 41쪽에서 재인용.
47) 박평종, 앞의 책, 73쪽.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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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색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유효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 회화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물사진은 작가가 피사체를 선택해 실내 공간에 펼쳐놓고 촬영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자연환경 속으로 들어가 촬영해야하는 풍경사진보다 화면에 그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물사진에서도 당대의 현실과 의식을 읽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가 화면을 연출하기 위해 선택한 피사체를 통해 그것에
반영된 시대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물사진은 사진의 표현 영역을
‘근대인의 일상’으로 확장시킨 장르이므로,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사체는 그 일상
을 이루는 사물들이 된다.
<인형의 꿈>에서도 사방에 흩어져 있는 4개의 인형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해창은 고유의 복식으로써 조선
인을 표상하는 오브제를 촬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화면 오른편에는 예부터
마을 초입에 설치되어 이정표, 혹은 액막이의 역할을 했던 장승의 모형들이 배치
되었다. 이는 전통적 사물로 조선의 정취를 자아낸다.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시
기에 제작된 정물화의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2회《조선미전》출품작인
이종순(李鍾舜, 연도미상)의 <선반 위의 정물(膳上의靜物)>(1933)은 표주박, 탈,
소반 등 골동 취향의 기물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3.1운동(1919)을 기점으로 일제의 문화정책이 대두됐을 뿐 아니라, 일본화를 모
방하는 경향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물화에도 향토색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이다.
이 두 작품들은 평평한 단이나 탁자 위에 오브제가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의 정물사진, 정물화와 형식상의 특징을 공유하며, 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
물들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또한 전통회화와 다르게 정물화에서
는 소재의 상징적인 내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즉, 단지 그 오브제
의 출처에 있어서만 차별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인형의 꿈>과 <선반 위의 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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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창의 정물사진은 일반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이 몇 되지 않는다. 그중, 이중 노출 기법으
로 화면을 초현실주의 회화 같은 이미지로 구현한 작품도 있는데, 여기서도 향토색이 드러나기
는 하지만 초현실주의가 조선에 도입되기 이전에 제작된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49) 강은아, 앞의 글, 1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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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구성하는 사물들은 일본 픽토리얼리즘이 조선의 것으로 번역되는 과정에
서 떠오른 오역된 ‘잉여’이자 당대 조선의 현실이 반영된 ‘산물’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물들이 모두 ‘식민지로서의 조선’의 현실을 드러낸다
는 데 있다. 예컨대, 화면 중앙에 자리한 ‘해골’은 실물인지 모형인지 알 수 없으
나, 서양의학과 함께 유입된 사물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장승’은 예전
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만, 과연 개항 이전에도 신성한 의미를 띤 그것이 모형으
로 제작되어 기성품으로 매매될 수 있었을까? 특히, 인형의 ‘복식’에서 혼종의 양
상이 직접 나타나는데, 계단 상층의 단 위에 놓여 있는 소년상은 삭발한 머리에
단추로 여미는 개량한복을 입고 있어 왜래 문화가 전통에 침투하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그 자체로 보여준다. 이는 1895년에 단발령과 함께 양복 착용
이 허용되면서 한복을 개량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어 나타난 현상 이므로,
일제의 정책과도 연관된다. 모형으로 구현된 장승과 개량 한복은 본래 전통을 상
징하는 사물들이 변형된 것이라는 점에서 장승, 한복은 곧 전통이며 향토적이라
는 보편적인 인식을 무너트린다. 즉, 이들은 ‘개화된 전통’, ‘개화한 조선인’의 형
상을 통해 일제가 조선의 전근대성을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했던 개화정책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향토색’이라는 문화의 잉여를 드러내어 저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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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글
필자는 이 글에서 정해창의 <풍속>과 <인형의 꿈>을 중심으로 1920-1930
년대 조선의 예술사진을 바바가 제시한 ‘제3의 공간’으로 보고, 그 안에서 픽토리
얼리즘이 향토색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서구와 일제
라는 이중의 타자를 품은 그 공간 안에서 조선의 근대인들이 새로운 문물과 취
미를 향유하는 모습을 관찰하고자 했다. 향토색은 한민족의 미의 발현인가, 아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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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욱, ｢한말, 일제시기 의복의 변화와 생활양식—양복의 도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제
122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19, 122-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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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제의 기획물인가? 필자는 이를 당대의 사회적 변화로부터 야기된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 일제시기의 예술작품에 무수히 반영된 향토색의 정체는 도시민들
이 일상 속에서, 그리고 산책과 관광이라는 근대적 취미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보게 된 조선의 실제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산책과 관광을 통해 제 나라의 향토를 체험할 수 있는 계층은 분명 한
정되어 있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
는 부르주아 시민들이었다. 게다가 1930년대는 일제의 대륙침략과 세계경제공황
으로 인해 조선이 군수물품 조달지로 활용됐던 시기로, 관광산업의 주요한 수단
이었던 철도는 사실상 수탈을 상징하는 신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극
소수의 사대부만이 누릴 수 있었던 취미와 여가 생활이 이 시기에 이르러 대중
적인 차원으로 확산됐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해창과 같은 작
가들의 활동으로 사진이라는 외래문화가 조선의 실제를 반영한 우리의 것으로
번역될 수 있었다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중에는 사진촬영을
호사스러운 취미로 여기고 값비싼 카메라를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정해창
처럼 사진의 메커니즘을 실험하고 새로운 매체의 예술성에 눈뜬 전위적인 인물
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1930년대 후반부터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
고, 공모전에 응모하거나 전람회를 개최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한편, 바바의 모방은 그것이 의식적 저항인지, 무의식적 모방의 결과인지, 또
는 능동적인 동화인지 수동적, 불가항력적 이식인지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향토색은 친일 혹은 반일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
역설적이게도 일제의 비호 아래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정해
창은 식민정책과 무관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갔음에도 작업에서 향토색을 드러
내었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향토이다. 향토색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왜래 문물이 조선의 문화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연
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화의 잉여인 셈이다. 필자는 이러한 결과를 지배자
의 문화가 양가적으로 분열된 상태, 즉 일제와 조선의 문화적 위계가 모호해진

KRECA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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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바바가 말한 ‘피지배자의 무의식적 저항’은 권력의 전복
을 향한 적극적인 투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서 향토색은 일본 예술사진을 전
유하는 ‘결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일제의 식민정책을 교란하는 효과를 내는 저항
의 계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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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Local Color in Jung Haechang’s
Photography with Homi Bhabha
- Custom Person Crossing the Bridge and Dream of a Doll
Choi Yoonkyung*

Art photography popularized in Korea in the late 1920s when
Japanese colonial policies began to promote local color. Art photographers,
mostly amateurs, aspired to be recognized via contests and exhibitions.
Jung Haechang, however introduced his works through solo exhibitions.
This allowed Jung to reveal contemporary local colors and not be
subject to colonial policies. Local color, while esteemed as the essence of
Korean beauty, also portrays a traditional Korean beauty which emerged
as a strategic apparatu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Joseon art photography
followed the pictorial style of the West, is a product of foreign culture
brought through Japan, rendering Jung's photography a hybrid that is
brought from the West through Japan into Joseon. This paper attempts
to trace the process of this translation and shows that, as emphasized
by Homi Bhabha, the art photography of Joseon is the result of an
unconscious resistance of colonial agents extracted as a surplus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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