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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영
맛그림미술교육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에서 미술사, 미학, 예술경영을 배우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

에서 미술교육으로 석사(MA)를 받았다. 수년간 디자인 전문지 기자로 근무하면서 디자인과 예술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하였고,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디자인코리아 등 다수의 국제 디자인 전시를 기획, 연출하였다. 현재는 디자이너, 예술가, 

그리고 미술교육에 대한 저술 활동 및 강연을 하며 ‘맛그림미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흔히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천재 화가라고 하면 많

은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를 떠올

립니다. 그런데 당시 예술계에서 숱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또 한 명의 

비운의 화가를 꼽는다면, 근대 미술사조의 모든 것을 직

접 거쳐낸 제임스 아보트 휘슬러(James Abbott McNeill 

Whistler, 1834~1903)가 있습니다. 그는 예술지상주의, 라

파엘-전파, 쿠르베의 사실주의, 모네의 인상주의 등을 접

하고 곧 폐기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찾으려 했던 화가입

니다.

제임스 휘슬러는 1834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로웰에서 

철도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한창 철도 공사

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탓에 어린 제임스는 당시 아

이들과는 달리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지요. 그가 3살 되던 

무렵 새로 이주했던 코네티컷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무려 

3명의 어린 동생들이 연이어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영

아사망률이 높았던 당시였지만, 추측하기에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그의 어머니에게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후로도 그의 아버지는 여러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리

고 다녀야 했고, 제임스는 매우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아

이였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8살이 되던 해, 러시아로 이주

한 이후 점차 그림에 탁월한 재주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11

살이 되던 해, 러시아 왕립 미술아카데미에 합격합니다. 

요즘 말로 “영재 아동”임에 분명합니다. 어린 제임스를 지

켜보던 당시 유명 화가 윌리엄 알란 경(Sir William Allan)

은 그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은 놀라운 천재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성격을 자꾸 억

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을 일기장에까지 남겨놓았던 

그의 어머니는, 곧 이 충고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꽤나 엄격하고 부드럽지 못한 어머니였답니다. 

Artist Essay 아티스트 에세이 (2)

엄마와 아들, 회색과 검은색



214 … NICE, 제36권 제2호, 2018

연재기사

그녀에게도 사연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남편이 콜레라

로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삶이란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연이은 사

망, 남편의 이른 죽음, 의지할 곳 없는 제임스의 어머니는 

영재 아동이었던 제임스에게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

을 겁니다. 제임스와 어머니의 관계는 평생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유분방하고 사고의 지평이 일반 아이들과 달랐던 제

임스였지만 어머니는 똑똑한 아들에게 목사가 되길 강요

했습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준 것이 기독교 신앙

이라고 여겼을 그녀로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 테지요. 그는 결국 사관학교로 몰래 진

학하여 어머니의 강요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몸이 허약한 

데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제임스가 적응을 할 리 없었지요. 

그는 일부러 황당한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여 스스로 퇴학

을 받고 프랑스로 떠난 후,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았습

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제임스는 어수선한 파리와 런던 

생활 가운데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지속하였고, 특히 음

악과의 공통성에 착안, 작품의 부제로 ‘심포니’ ‘녹턴’ 등을 

사용하거나, 당시로서는 금기에 가까운 흰색 안료를 말 그

대로 ‘쳐 바른’ 여성 초상화를 그리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시대 비평가들은 도무지 그에게 후한 점

수를 주지 않았고, 심지어 당대 유명 비평가였던 존 러스

킨(John Ruskin, 1819~1900)은 휘슬러의 <검정과 금빛의 

야상곡: 추락하는 불꽃>을 보고 미완성인 작품을 전시했다

며 "대중의 얼굴에 물감통을 내던졌다”라고 비난했습니다. 

1878년, 휘슬러는 명예훼손으로 러스킨을 고소했고 제임

스는 판사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하며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남겼습니다.

판사: 작품을 완성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제임스: 이틀 걸렸소.

판사:  겨우 이틀 동안의 노동에 2,000 기니를 요구했던 것

인가?

제임스:  아니, 나는 평생의 작업으로 얻은 내 지식에 대한 

대가로 그 값을 요구한 것이오!

결국 러스킨은 승소하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 작품만이 

당시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큰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으

니, 그 작품이 어머니의 초상화, <회색과 검은색의 편곡 

No. 1 (Arrangement in Greyand Black No.1) (1871)입니

다. 처음부터 어머니를 그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오기

로 했던 모델이 취소하자 즉흥적으로 어머니를 그렸던 것

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어머니가 결국 서 있는 자세로 포

즈를 취할 수 없자, 특이하게 앉은 채 측면을 그려놓은 것

인데, 이 작품이 전시된 후, 작가가 부여한 작품 제목과 상

관없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회자된 

Symphony in White, No. 1: The White Girl / Nocturne in black 
and gold

Arrangement in Grey and Black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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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죠. 그것도 “세월을 견뎌낸 검소하고 신실한 늙은 어

머니”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마치 “나의 어머니와 같다”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에 그렸다고 보는 사람들

도 있지만, 그의 개인사로 미루어 보아 그는 어머니 생전

에 살가운 아들은 결코 아니었기에, 흔히 ‘자애로운 어머

니’와는 전혀 다른 ‘딱딱하고 경직된’ 노인의 자태에 심지

어 온통 검은색으로 ‘쳐 바른’ 초상화에 대한 호평은 화가 

자신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삶은 아이러니.

정작 평생 벗어나고 싶었던 어머니의 기대, 압박, 그늘 

때문에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아들이

었던 제임스는 모든 작품들 중에서 <어머니의 초상>이라

는 대표작을 남기게 되었으니, 그의 어머니가 역설적으로 

아들의 삶에 큰 기둥이 되어 준 셈입니다.

어머니의 삶이 덜 고단했고, 아들의 떨어지는 사회성 

그러나 뛰어난 천재성을 배려해주는 여유가 그녀에게 있

었다면, 오늘의 제임스 휘슬러의 이름은 어떤 기록으로 남

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

명한 것은, 어머니의 존재가 곧 제임스 휘슬러의 존재로 

남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행운인지 비극인지 알 수

는 없지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