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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남짓 거

리에 무르나우(Murnau) 라는 조그마한 마

을이 있다 30여 년 전 독일에 도착해 짐을

푼 뮌헨을 떠나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이기

도해기억에더남는다 독일남쪽지방전형

적인 목가적이고 알프스와 호수를 배경으로

수려한풍광을지닌휴양과휴식을취하려는

사람들이끊이지않는도시이기도하다

1908년 이 동네에 한 무리 작가들이 나타

난다 그 중한사람 바실리칸딘스키(Was�

sily Kandinsky)

원래 러시아대학법학교수였던그가화가

가 되겠다고 1896년 독일 뮌헨으로 이주해

그림공부를하며여러나라들을여행했는데

돌아와 정착한 곳이 무르나우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미술사에 영원히기록되는최초의

추상회화를제작했다

사실내가이곳에방문한목적은한노(老)

갤러리스트를방문하는것이었다한때독일

에서몇개의갤러리를운영하던젊은시절을

가진그는은퇴후이곳에서지내고있었다

코코스카와헨리무어작품이있는거실에

서마주앉았다인자하고미소띤얼굴그러

나사람저속을들여다보는듯한눈빛은범

상치 않았다 지극한 눈빛으로 나를 잠시 바

라보다첫질문이 루나백을아느냐 는 것

이었다

한국을떠나오던해 1984년 1월1일 TV에

서 인공위성을 연결해 전 세계로 작품이라

며 방송하던 굳모닝 오웰을 잊을 순 없다

저게 작품이란다 백남준이라는 작가란다

등등 처음들어보는작가이름과처음보는

작품을 어떻게 잊을수 있겠는가? 그리곤

두달후한국을떠났으니까

루나 백이 누구야? 서툰 독일어를 탓하

며되물어봤을때그가이번엔영어로또박

또박 말해줬다 비디오 아티스트 남준백

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일본에

서음악을공부했다들었는데왜 백이지금

독일 뒤셀도르프미술대학교수이며 위대한

아방가디스트 프론티어인지그의설명이이

어졌으나 잘 이해가 안 되었다 한참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헤어질 시간이 돼 그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

냐? 고 처음 백남준을 물었을 때 내가 잘

모르는것보고그런생각이들었단다 한국

도독일같구나라고

작가는두부류가있는데자기나라에서만

명성있는작가가있고 또한부류는자기나

라 밖에서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 이런작가

를 한국국적에 또는한국태생 이렇게말하

는데아마도백(남준)이 그런작가아니겠냐

고 너는어떤작가가되고싶냐고나에게재

차물었다

솔직히 뭐라 내가 답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주위에서 나

를평하는말중에 경계인이라는단어가많

은걸보면 비로서지금은그질문에답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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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나우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글

을쓰고있을때한뉴스를들으며잠시멍하

니 있었다 사실 무르나우를 그만두고 이 뉴

스에관한것을쓸까망설였다

뉴스는 다름 아닌 광주비엔날레 북한미

술전시에 관한 것이다 전시기획자의 인터

뷰까지들으며착잡해졌는데이건큰논쟁거

리가 될 수도 있으며 남북한 작가들의 싸움

거리가될수도있기때문이다

통일 전 독일에서 동서독작가 간에 소위

아쉬록 논쟁이 벌어졌다 점잖게 대충 똥

구X 정도로번역할수있겠는데 그러나아

주심한욕으로벌금을내야할수도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연 동독미술 즉 체제선

전격인사회주의리얼리즘 기반의미술을우

리가미술이라고인정할수있겠는가 이다

미술은 모름지기 이래라 저래라 혹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이아니라는서독작가들생각과우리는우

리 나름 문화가 있다는 동독작가들 간의 다

툼이었는데결정적으로논쟁에기름을부은

것은서독정부에서취한동서독간의화해와

이해를위한문화교류정책이었다이정책에

반대해서바셀리츠는저런동쪽 똥같은작

가와쓰레기작품을서독에가지고온다면차

라리내가교수를관두겠다고베를린예술대

학을 나가 버렸고 이에 동조하는 많은 작가

들 특히 동독에서 문화적 망명하거나 탈출

한 작가들의 항의가이어졌다 이에 대해 반

대로서독에서동독으로망명한동독드레스

덴 미술대학장이었던 발터씨는 우리한테

잘 배우고 서쪽으로 도망 간 똥들이 잘 나

간다거나 서쪽에 가서 똥 같은 그림만

그리는것들이우리보고 똥이라고한다고

응수했는데그도그럴것이당시세계미술계

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던신표현주의

거장들즉바셀리츠 게르하르트리히터펭

크 등등 일련의 작가들이 모두 동독에서 미

술교육을받고서독으로망명한작가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문화교류도 필요하고 미술전시도

필요하다 반대로 남쪽미술이 북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 그 어떤

원로나 작가가 혹은 평론가가 이 문제를 거

론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미술의 역할이 그

들 체제에 대한 프로파간다 등 정해진 환경

에서할수있는것들과 남한에서작품주제

가 내용이마음에안든다고철거하고 나아

가아예블랙리스트까지만들어관리했으면

오십보백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로 아직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내놓을 만하

지못해서일까?

통독 이후 이 논쟁은 거의 일방적인 서쪽

승리로 끝나 버렸지만 이 논쟁을 보며 우리

나라에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지않을수없다

러시아의법학교수였던칸딘스키는독일의작은마을무르나우에정착미술사에영원이기록되는최초의추상회화를제작했다알프스와호수를배경으로유려한풍광을자랑하는무르나우모습

북한 미술이 남으로 온다면

<20> 독일김유섭

시즌

김유섭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대학원졸업

독일 베를린국립예술

대학교대학원졸업

개인전 30여회 (서울

광주 독일 오스트리

아스웨덴등)

베를린예술대학교조형대학교수역임

조선대학교미술대학회화과교수

칸딘스키최초의추상수채화에대한인스피레이션

독일드레스덴미술대학은동서독미술논쟁의중심이었다 동독을대표하

는도시드레스덴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