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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대학미술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전시, 소장품, 운영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외 대학미술관의 현황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대학미술관에 적용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미술관의 종류는 크게 국·공립, 사립, 대학미술관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오늘날 미술관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매년 성장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학미술관’의 위치는 대중들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 대학미술관은 국내에 15개만

이 존재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부속 건물의 한켠에 전시실의 형태로 마

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미술관으로서 특성화가 되어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대학과 미술관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어 재정

적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소장품 확보가 더디거나, 교육 프로그램, 전

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대다수다.

그러나 해외의 현황은 대학미술관만의 특수성과 함께 나름대로의 활성

화를 이루고 있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대학미술관인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 애슈몰린 미술관, 미국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일본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그리고 중국 칭화대학교 미술관의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미술관의 활성화를 돕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황

은 전시경향, 소장품의 종류와 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해외 대학미술관의 경우 오래된 역사로 인해 소장품의 확보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그로인해 대학구성원 중심의

전시를 많이 하는 한국 대학미술관에 비해 소장품을 통한 미술사적 전시

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부분에서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를 위한 미술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술 연구 및 대학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학미술관으

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주어 활성화 되는 방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미술관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대학

및 지역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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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도출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미술관의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차별

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미술관, 전문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강

화, 그리고 대학박물관의 현대미술부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통한 활성화

를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은 학술연구와 교육이 주목적인 대학미술관이

대학의 특수성을 강조할 때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

대학미술관의 발전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대학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동아대

학교 석당미술관,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칭화대학교 미술관

학 번 : 2013-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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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미술관은 현대인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소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

다. 이는 지난 시간동안 미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자 하는 의

지를 가진 예술계의 태도변화와 함께 실현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미술관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

이다. 그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2017년

문화기반시설은 전년대비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 중 국·

공립, 사립, 대학을 합하여 미술관은 총 229개로 2016년보다 10개가 늘어

났다.1)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중들에게 대형 미술

관이라면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유명한 미술관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것

이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곳곳에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국내 대학미술

관들이 지속적으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리 있는 경향이라 아쉬움이 있다.

반면, 해외 대학미술관의 동향을 살펴 본 결과, 해외 대학미술관들은

과거에 일반 미술관들보다 더 많은 후원과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높은 인지도는 물론 미술관 자체의 위치도 대학 안에서 중요한 기

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있으며 대형 미술관 못지않은 전시, 소장품,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한다. 현재 미국에는 문화사와 미술을 다루는 약 101개2)의 대학

미술관 및 갤러리가 존재하는데 그들의 최근 경향은 전문 큐레이터 및

1) 2017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1), 문화체육관광부, p.18
2) 국제대학박물관미술관협회 ICOM-UMAC - International Committee for

university museums and colle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http://university-museums-and-collections.net/search?type%5B%5D=1&continent%

5B%5D=4&country%5B%5D=213 데이터베이스 자료,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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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홍보활동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것은 대학미술관만의 정체성을 살려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학미술관에선 이러한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대학

교에 소속된 미술관 중 박물관과 미술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은 국

내에 많지 않았으며 또한 대학미술관과 일반 미술관의 구분이 모호하기

도 하다. 물론 대학미술관의 선구자인 해외 미술관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며 대학미술관의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대학미술관에 관한 연구를 위해 살펴 본 결과 ‘대학박물관’들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연구나 학술회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 ‘대학미술관’들에 관한

자료는 부족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대학미술관에 대한 연구, 토론 및

관련기사가 많아 대학미술관 간의 교류가 활발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대학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및 해외 대학미술관의 설립배

경, 기능 및 역할을 고찰하여 현황을 살피고 비교해 볼 것이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내 대학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대학 15곳 중, 규모, 전시 횟수와 전시경향, 소장품의 성격과 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을 선정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비교에 적합한 서울대학교 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동아대

학교 석당미술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외 대학미술관의 경우 지방의 소규모 대학미술관이라고 하여도 대다

수가 최소 2-3000여점을 소장하고 있고, 외국 개념의 뮤지엄(Museum)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대학미술관들은 두 가지의 성격

이 합해진 곳이 많았다. 소장품의 수가 적고 고고학적 성격이 아닌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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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순수 미술만을 취급하는 성격이라면 화랑(gallery)의 개념으로 존재하

는 곳이 많았다.3) 해외 대학미술관은 국가적, 역사적, 재정적으로 배경과

환경이 달라 사실상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선구적인

대학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 사

례로 선택했다.

특히,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자 미술관으로서 선구적인 행보를 하

며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미술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인류

최초의 대학 박물관·미술관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

미국 최초의 대학미술관인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일본의 미술대학으

로 오랜 역사와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도쿄예술대학교 미술

관, 그리고 약 100년전부터 수집과 전시실을 형성해왔던 중국의 칭화대

학교 미술관을 선정했다. 서양과 동양의 대표적인 대학교에 설립된 미술

관들의 특성화 및 활성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전시 경향, 소장품, 그리

고 운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미술관에 적용 가능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학미술관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학교에 한하여 문헌, 학술지, 논문집, 기사, 미술관 홈페이지, 교육

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각 미술

관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아 전시, 소장품,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을 통

하여 미술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대학미술관의 역사와 국내 최초의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설립배경과 진화과정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대학미술관은 일반 미술관

들과 어떻게 그 목적을 달리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대학미술관

으로서 일반 미술관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대학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하

여 살펴볼 것이다.

3) NYU Grey Gallery가 그 예이다. 화랑의 모습이지만 이 갤러리에서 소장하

고 있는 작품은 주로 19C부터 근현대, 동시대 미술작품들을 취급하며 약

6000여점을 소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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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조사된 대학미술관의 목적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

탕으로 국내의 대학미술관과 해외 대학미술관의 현황 및 정체성을 결정

지어 줄 수 있는 전시경향, 소장품,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전시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주제별 분류는4) 한국과 일본의 국·공

립 미술관 기획전시를 주제별로 분류한 한미애5)의 표를 참고했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학미술관’에 적용할 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 7가지로 재분류하고 내용을 추가했다. 미술사적 전시는 주제가 서

양미술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고유의 미술사를 형성하는 장르나 작

가의 작품을 위주로 한 전시이다. 문화사·자료사적 전시는 작품과 자료

를 통해 전체적인 전시의 내용이 문화사·자료사적인 전시이다. 기획주제

의 전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거나 실험적인 주제 등을 다루는 기획

전시를 나타낸다. 소장품 전시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기획되어

구성된 전시이다. 그리고 국제교류 전시는 해외 대학이나 미술관과 협동

전시 및 교류전시이다. 대학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전은 대부분 대학구

성원인 학생 혹은 교수의 전시이거나 본 대학출신 작가들의 전시가 많

아, 작가 초대전 및 유작전시를 다루는 개인전과 대학구성원을 위한 전

시를 따로 분류하기로 했다. 전시를 주제별로 분류하는데 있어 겹치는

부분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으

나 각 전시의 내용과 작품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제4장에서는 대학미술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고찰해 볼 것이다.

4) ① 미술사적 전시: 서양미술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고유의 미술사를 형성할

수 있는 장르나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한 전시 ② 문화사·자료사적 전시: 작품과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전시의 내용이 문화사·자료사적인 전시 ③ 개인전: 작가

초대전 및 유작전시 ④ 기획주제의 전시: 사회적, 실험적인 내용의 기획 주제 전

시 ⑤ 국제 교류 전시: 해외의 대학 및 미술관과의 교류전시 ⑥ 소장품 전시: 소

장품으로만 기획되어 구성된 전시 ⑦ 대학구성원 전시: 대학구성원을 위한 전시

로 본 대학 출신의 작가, 교수, 학생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기획한 전시
5) 한미애,「한국과 일본 국·공립 미술관 기획전시 비교연구」, 2005, pp.77-78



- 5 -

제 2 장 : 대학미술관의 특수성

제 1 절: 대학미술관과 일반 미술관의 차이

대학미술관의 역사를 알기 전에 미술관에 대한 용어정립을 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박물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

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인류

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하고, “미술관”은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6) 하지만 외국은 뮤지엄7)이라는 개념 안에 박물관 및

미술관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Art Museum 혹은 Museum

of Art)이라 하더라도 예술작품, 미술품을 중심으로 소장하나 유물류를

아예 배제시키진 않는다. 대학미술관은 문화, 예술, 역사, 자연사와 과학

적 유산을 보호하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속한 박물

관·미술관과 소장품을 지칭하고 있다.8)

1. 대학미술관의 역사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시초는 대학에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소장품을 수집하던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9) 르네상스 시기 수집품을 모아 진열했던 호기심의 방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4204호, 개정 2016.2.3.)
7) 뮤지엄은 인류와 환경의 유산을 교육, 연구, 향유의 목적으로 수집, 보존, 연

구하여 전시를 통해 소통하며 사회에 제공하는 비영리의 영구적 기관이다. -

국제박물관미술관협회(ICOM)
8) 국제대학박물관미술관협회(U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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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of Curiosity)은 주로 가르침의 목적, 즉 교육적 목적을 위해 만

들어진 것으로 교육적 미술관(teaching museum)10)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데 일조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학박물관·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에서 수집을 시작한 의도가 의학, 해부학, 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였고 학생 및 학자들이 각종 자료를 쉽게 접하게 하기위해 박물관·미술

관과 같은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진 것이다.11)

이러한 교육적 개념의 미술관은 점차 예술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

작했다. 16세기 이탈리아 미술아카데미가 유럽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체계적인 미술교육과 미술의 제도화가 생겼고 17세기 초는 ‘보자르

(beaux-arts)’ 예술학교들의 황금기였다.12) 이 시기에 석고상들은 조각과

건축학에서 연구자료로 사용 되었으며 해부학과 식물학처럼 원본, 복사

본, 모형, 그리고 교육학적 모델들을 선보이는 예술 교육 미술관(art

teaching museum)도 생겼다.13) 그리고 이런 교육적 미술관들은 점차 대

학기관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초의 대학박물관·미술관은 영국의 애슈몰린 미술관(Ashmolean

Museum)으로 알려져 있다.14) 1683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Oxford

9) Lorenço, “Between two worlds – The distinct nature and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university museum and collections in Europe”(2005), p.3
10) 여기서 teaching이란 대학미술관들이 갖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자 고등교육기관

을 지향하는 형식적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다.
11) Loreanço (주 9), pp. 54-56
12) 김정락, 이현애, 「17세기 프랑스 왕립 미술아카데미의 강연(Conference): 근대

미술이념의 형성」,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33집(2010), 서양미술사학회,

p. 227
13) Loreanço (주 9), p. 56
14) 과거 많은 대학에 박물관·미술관 형태의 공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슈몰

린 미술관이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공식적 대학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학미술관은 대학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의무,

투자, 그리고 협동이 필요하고 소장품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잘 이행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둘째, 과거의 대학미술관은 너무 단순한 형태였다. 특히 구조적인

면에서 희귀한 자료들이 많고 연구 기관이자 교육적 학문기관을 복합적으로 고

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중에게 공개한 시점이 가장 빨랐다.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은 교수들에게 권한이 있었다. 더불어 최초의 미술 소장품은 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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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가 설립되면서 엘리아스 애슈몰(Elias Ashmole)15)이 대학에

그의 수집품들을 기증하면서 최초의 예술과 고고학을 다루는 대학박물

관·미술관으로 애슈몰린 미술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미술관의 존재는

18세기 영국 이주민들부터 미국의 식민지들 사이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후에 미국 대학교의 미술관의 초기 모델이 되었다.16) 18세기에도

미국의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보드윈 대학교는 소장품을 갖추고 있었

고 다른 몇몇의 대학들도 소장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의 첫 번째 대

학 미술관이 된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Yale University Art Gallery)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술작품만을 다루는 미술관의 성격보다는 자연사적

물건을 포함한 모든 것이 혼합된 ‘호기심의 방’과 같은 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17)

이렇게 미술관과 미술아카데미가 성행하기 시작하자 1874년 미국 하버

드 대학교에서 미술감상수업(art appreciation course)을 시작으로 본격적

으로 미술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시작했다.18)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미술관 붐이 일어나던 때이자 유럽의 고급문화에 대한 관심

으로 미술사를 하나의 도덕교육과 사회적 지위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 여

겼다.19)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설된 미술사 과목들은 교양을 위해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과 감상능력, 수집능력을 위한 감식안(connoisseurship)

퍼드대학의 Picture Gallery at Christ Church College라는 기록이 있다.
15) 엘리아스 애슈몰(1617-1692)은 영국의 골동품 연구가, 장관, 문헌 및 고서 수집

가였다. 그는 주로 과학을 연구하는 영국 왕립협회 창립멤버중 하나였지만 공예

품 수집가였고 여행가, 식물학자인 존 트레이즈캔트(John Tradescant the

Younger)로부터 희귀한 물건을 얻었다. 애슈몰은 수집품들을 영국 옥스퍼드 대

학에 기증하면서 애슈몰린 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후에 이것에 대규모 컬렉

션이 더해져 영국 대영박물관이 되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Elias_Ashmole, 2017.12.21.
16) Susan B. Matheson, Art for Yale: A The H istory of Yale University Art

Gallery,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Art Gallery, 2001), p.14
17) Kimberly Rorschach, “Why Do Universities Have Museums?”, Duke Today,

November 10, 2004, pp.2-3
18) 김형숙, 최은주, 「미술사 교육의 전통과 담론들-미술관 미술사, 그리고 교육」,

『미술사학』, 18(200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310
19) 김형숙, 최은주(주18),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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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예술과 관

련된 연구와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대학에 미술사 과목이 생기

고, 또 학생들에게 원작을 통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

학미술관이 확산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성장은 세계 제2차대전이 끝

나고 20세기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서구에서

는 이때부터 고등교육이 범람하던 시기였던 만큼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가

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긍정적인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등교

육기관인 대학교에서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과 연구

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면서 교양있는 성인으로 성장

시키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많은 곳들이 작품을 기

증 받고 구입하며 대학에 미술관들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 미술관의 관장이었던 존 쿨릿지(John Coolidge)

는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하버드 대학교 미술관을 비교하

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예산이 70퍼센트 증가했다면 하버드 대학은

그것의 3배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교육에 제공되던 예산이 30퍼센

트 감소되었다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 학생에게 투자할 교육에 대한 예

산은 250퍼센트 증가하는 정도로 상반되는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20)

그리고 당시 대학교가 새로 설립되던 수와 대학미술관의 증가는 평행했

으며, 방문객의 수는 천천히 늘었지만 예산은 빠르게 늘었다고 말하며,

교육과 문화 예술에 붐이 일었던 만큼 대학미술관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1.1 한국 대학미술관의 시작

한국의 대학미술관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대학 및 전문학교의

박물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의 무단통치아래 민족

20) John Coolidge, “The University Art Museum in America”, Art Journal,

26:1(Fall 196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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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말살정책, 전쟁 등을 거치면서도 10여개의 대학 박물관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1928년 조선의 민간습속에 관한 자료를 모아 연구 및

관람의 목적으로 아키바 다카시 교수가 경성제국대학에 ‘조선토속참고품

진열실’을 설치한 것이 대학박물관의 시초인데 후에는 다른 나라 민속품

까지 수집하며 약 2천여점의 물품을 수집하기에 이르렀다.21) 후에 명칭

이 민속참고품실로 바뀌었고 1940년에는 ‘고고참품실’을 추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당시 민족박물관 건립을 도왔던 송

석하22)가 ‘경성대학박물관’을 유지시켰고 이것은 ‘국립서울대학교 부속박

물관’이 되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해방 이후 1946년을 공식

박물관 설립해로 지정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은 일본에 의해 지어졌는데 조선이 설립한

첫 대학박물관은 현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대학교가 있다. 당시 언더우

드 도서관을 지으면서 도서부에 박물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기록과

1929년 1월 13일 조선일보 [연전의 박물관 신설]이라는 사설에 실렸던

박물관 개관 소식을 바탕으로 이것은 한국의 첫 대학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23) 당시 연희전문학교 박물관은 학생과 교수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21)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연세국학총서87, (혜안, 2007), p.264
22) 석남 송석하(1904-1948)는 조선의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선구자로서

전통적인 민속의 조사 및 연구의 시작을 만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조선의 인형극」을 일본의 『민속학』에 발표하였고, 인형극, 가면극, 민속무용,

연극, 무속, 농촌오락 등 민속 연구와 민속자료 채집, 출판 등을하며 민속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간지와 잡지에 기고하며 민

속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1932년에는 <조선민속학회>를 손진태, 정인섭 등

과 함께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았다. 해방정국을 맞이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

부 철학과 아키바의 보금자리였던 경성대학 박물관에 자리를 잡았다. 1945년 ‘국

립민족박물관’을 창립하여 송석하가 수집한 민속자료와 조선민족미술관의 야나기

무네요시가 수집한 민예품을 기반으로 1946년 개관하였다. 출처:문화재청홈페이

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768&bbsId=BBSMST

R_1008&nm=NS_01_10, 2017.12.23.
23) 김남돈, 김승, 「한국 대학박물관의 역사와 나아갈 방향」,『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제66회(201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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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졌고 연희전문학교는 일반 교과목교육과 동시에 교양과 지적개발 또

한 중요시 여겨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들과 박물관을 밀접하게 연결

시켰다. 1937년 미술공예품은 820점으로 기록되어 있다.24) 고려대학교의

보성전문학교에서는 1934년 손진태 교수 등이 민속자료나 문화재를 수집

하여 고고자료, 민속자료, 미술품을 수장한 참고품실을 설치했다. 이화여

자전문학교(현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1935년 교수와 학생들이 민속품,

목공품, 도자기 등을 수집하여 당시 음악관(현 대학원)에 부속박물관을

개설하였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미술작품전시도 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 대학박물관으로서 각 지역에 국립 박물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문화연구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비록 6.25 전쟁을 겪으

며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은 원활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중반에는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에 3개에 그치던 대학 박물관들이 1961

년 대학박물관협회가 조직될 시점에는 8개로 늘어났으며 설립된 대학박

물관으로는 서울대(1946), 경희대(1955), 전남대(1957), 경북대(1959), 동

아대(1959)등이 있다. 그리고 1967년 9월 27일 개정된 문교부 대학설치

기준령에는 종합대학교에 박물관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박물관의 수가

급증하며 발전하는 시기를 맞이했다.25) 이러한 대학박물관설치운동으로

인해 1984년 최초로 ‘박물관법’이 생겼지만 대학박물관은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 6월 기존의 박물관법을 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

흥법 (법률 제4410호 이하 박미법)’에서도 대학박물관은 포함되지 않았

다.26) 하지만 오늘날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

관의 구분)에는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이 포함되어 있고, 제5장 제14

조(설립과 운영)에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7)

24) 국성하(주 21), p. 266
25) 김남돈, 김승(주 23), p .5
26) 김남돈, 김승(주 23), p. 6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박물관및미술관진

흥법/(20161130,14204,20160529)/제14조,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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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사립전문학교의 박물관은 민족문화보존과 문화발전을 위해 설

립한 의도와는 다르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문화지배를 위한 교육

기관으로 이용되었던 역사가 있었다. 다행히 광복 후 민족문화와 문화재

를 지키고자 지속적인 자료 수집,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졌고 복원을 위

해 노력하며. 이렇게 한국의 대학미술관의 시초는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보존하여 대학교육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노력해 온 대학박물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학박물

관들 중 미술관을 분리시켜 설립한 곳은 서울대학교 박물관 현대미술부

가 독립하여 생긴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동아대학교가 있다. 현재 한

국의 대학미술관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현황에 의하면 서울

대학교 미술관 MOA(서울, 200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서울, 2012),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서울, 2013), 한양여자대학교 미술관(서울, 2008),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서울, 2004), 경성대학교 미술관(부산, 1997),

동아대학교 석당 미술관(부산, 2013), 계명대학교 극재미술관(대구, 1990),

경북대학교 미술관(대구, 2007), 조선대학교 미술관(광주, 1989), 동아예술

대학교 DIMAM.O.A(경기, 2013), 계원예술대학교 갤러리 27(경기, 2013),

국제대학교 해강 도자미술관(경기, 2009),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종

복미술관(경북, 2013), 신구대학교 식물원 갤러리 우촌(경기, 2014)28) 까

지 전국 15개로 나타나고 있고 2000년대에서 들어서서 대학미술관의 설

립이 급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 대학미술관의 목적과 역할

대학미술관의 목적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해 특수한 점을

띄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학미술관 자체로서의 목적에 대한 것

은 교육적인 미션이 바탕에 깔려 있으나, 이런 대학미술관과 일반 미술

관과의 경계나 구분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대학미술관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대학미술관으로서의 개념은 여

28) 2017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 문화체육관광부, p. 161



- 12 -

느 대학교 소속의 미술관들의 목적과 같이 교육적인 역할로서의 미술관,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미술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전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교육

기능의 발전일 것이므로, 관람객의 수가 성공의 척도로써 작용하여 상업

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다른 일반적인 미술관들과는 조금 다른 목적성을

띄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아래 대학미술관의 미션을 살펴 본 결과, 대학미술관으로서의 목적은

학생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문, 연구, 그리고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국내

및 국외 대학미술관의 미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한국)

“업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술관의 전시, 교육, 소장에 해당하는 세 분

야의 기본원칙에 더욱 충실하여, 대학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

능, 그리고 책임에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학미술관답게 보다 학술적이며 체계적으로 적립해 나아가, 그에 합당

한 전시, 교육, 소장의 제반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29)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영국)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의 미술과 고고학 박물관으로서 애슈몰린 박물관

은[...]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강국을 유지할 것, 그리고 대학이 미술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30)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미국)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의 미션은...연구, 교육, 그리고 예일 학생들, 교

수진, 작가, 동문,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과정과 예

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학습을 자극시키고자 한다. 예일대 아트 갤러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소장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면서 연구를 격려하고 즐거

29) 서울대학교 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numoa.org/Moa_new/about/message.asp 참고, 2018.01.30.
30) 애슈몰린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ashmolean.org/about 참고,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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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제공하고자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31)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일본)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은 현재 작품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함

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미술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

점은 작품 만들고, 교육, 연구가 번창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32)

칭화대학교 미술관 (중국)

“칭화대학교 미술관의 미션은[...]예술적 본질과 함께 수준 높은 소장품을

전시하고 학문적 연구를 하고, 국내와 해외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정

보교환,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발굴하고 재능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시, 소장품, 연구,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술관은 전시계획과

소장품의 질,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활동과 공공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

어 역사와 인문학, 예술적 본질, 그리고 혁신기술을 널리 알리는데 대체

불가능한 공간이 되고자 한다.”33)

위 대학의 미션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미술관들은 공통적으로

학문과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목적과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일반 미술관과 다르게 구분

되어 질 수 있는 특성화된 정체성이다. ‘대학미술관’이라고 하면 역사적

으로도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미술관으로, 학생들이 작품을 책에서만이

아닌 직접 느끼고 대학 내 문화기관을 통해 미술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각 학문에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34)

31)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홈페이지 https://artgallery.yale.edu/about-mission 참

고, 2018.01.22.
32)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geidai.ac.jp/english/facilities/the-university-art-museum 참고,

2018.02.05.
33) 칭화대학교 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artmuseum.tsinghua.edu.cn/en/aboutus/gzzc/ 참고,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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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University)는 교육적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하여 전시방식 또한 교수들로 하여금 학문과 관련

된 전시를 기획하고, 교육적 목적 안에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그들은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시각판단능력

을 향상시켜 학습에 도움을 주고 미술관에 가지 않던 학생들에게까지 다

가가 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시각적인 사고를 넓혀주기 위해서라고 말하

고 있다.35) 이렇듯 대학 미술관은 전시가 단순히 미술작품과 미술사에

관한 전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학계간의 교류 및 각 학문에 어떤 식으

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학문적 성장에 대해 목적을 두는 모습을 공통적으

로 찾아볼 수 있었다.

3. 대학미술관의 장점 및 한계

그렇다면 대학미술관이라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

다. 위에서 대학의 기본적인 목적과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대학미술관은

일반 미술관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중 가장

대학미술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이라는 기관이 주는 의미

이다. 즉, 자유롭고 창조적인 형태의 교육학을 지지하는 대학이라는 기관

은 학문의 자유와 상업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학미술

관은 예술을 심도 깊은 학문적 연구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학문의 자유

아래 일반 미술관보다 더 넓은 표현의 자유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

를 취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학미술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실험실로서의(experimental)’ 대학미술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

다. 대학미술관들이 해야 할 역할과 가장 이상적인 대학미술관의 모습,

그리고 현황에 관하여 대학미술연합(College Art Association)이 주최한

34) Jacova Urist, “Why do colleges have so much art?”, The Atlantic, November
1 2016

35) Anna Hammond, et al., “The Role of the University Art Museum and
Gallery” College Art Association, Art Journal Vol. 65, (Fall, 200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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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미술관과 갤러리의 역할(The Role of the University Art Museum

and Gallery)’ 토론에서 콜비대학교(Colby College) 미술관의 쉐론(Sheron)

은 대학미술관을 열린 답의 장소로서, 가장 전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가능성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다.36) 비록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대학미술관이라는 장소는 일반 미술관에 비해 하

나의 연구실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시도가 허락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MIT 공과대학교의 리스트 시각예술 센터(List Visual Arts Center)는 미

술관을 하나의 실험실로 여기며 신기한 작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작가

들만을 선정하여 일반 미술관이 다루고자하는 범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다. UCLA의 해머 미술관 (Hammer Museum)도 지역의 신진작가들을

위주로 적극적인 후원과 함께 지역의 숨겨져 있는 작업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소장품과 관련해서 라이스 미술대학교 (Rice Art University)

는 소장품 수집에 제한을 걸고, 현대작가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장소특정

적(site-specific)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공간을 마련하는 새

로운 시도를 하는 등 학문의 자유가 창의성과 도전을 선사함과 함께 대

학미술관은 전시 성공여부나 상업적인 것으로부터 비교적 해방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스대학교(Williams College) 미술관의 존 스톰버그(John Stomberg)

는 일반 미술관이라면 티켓 판매 때문에 주제 선정에 한계가 있는 반면

대학에서는 어떠한 주제여도 토론의 장이 펼쳐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술관이 단순히 예술적 범위 안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예술과

함께 가르치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미술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

키는 이유라고 했다.37) 또한 그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일반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관객의 티켓판매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대학과 같은 학문적 기관의 미술관에서는 커리큘럼과 관

련된 내용에 집중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강조했다.38)

36) Hammond(주 35), p. 23
37) Hammond(주 35), pp.24-25
38) Hammond(주 35),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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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미술관의 한계

장점과 마찬가지로,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한계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술전문대학교가 아닌 종합대학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기관은 학문

적인 학과들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미술관이라

는 소속감을 띈 이상 예술 작품이나 미술사를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각

학과와 커리큘럼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교육적 응용이 가능한지 보여

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각 학과의 특성은 너

무나도 달라서 설명을 전달하는 언어나 해석하는 의미의 방법들이 각기

다른 성향을 띄고 있어 항상 모든 분야를 충족시키는 교과연계가 어렵다

는 점이 있다.39)

또한 국내의 몇몇의 대학은 정식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낙후된 공간을 갤러리 혹은 미술관이라고 이름 지어 전시관의 형태를 이

루는 곳들도 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적극적인 후원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인 수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지원된 금액

내에서 한정적으로 예산을 구상해야하기 때문에 미술관 운영 부분에 있

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한다. 실제로 대학미술관의 기능

중에 교육적인 역할, 사회 차원에서 평생 교육의 장이 커지다 보니 전시

작품선정이나 구매, 전시장 및 소장품 관리 등 소홀한 부분들이 생길 수

가 있을 것이다. 문화적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학이라는 조직

책을 통해 기증을 유도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

로 구입 가능한건 한계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40)

이렇게 대학미술관이 발전 혹은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고민하는

문제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비슷하다. 특히나 대학이라는 기관이 지닌 특

성은 시대별로 변하는 문화와 교육방침에 적응해야하고 대학의 일부로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그와 동시

39) Tom Shapiro, Peter Linett, Betty Farrell&Will Anderson, Campus Art
Museum in the 21st Century: A Conversation, (Cultural Policy Center at
University of Chicago, 2012), pp.4-5

40) 이원복, 「21세기와 대학박물관의 방향」-협회창립4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움
종합토론, 『고문화』,58(2001),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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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학미술관들은 좋은 전시, 더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예술이 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시하

는 것, 꾸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이라는 특성상 학문적인 영향력과 가치를 전달해야하고

그 메시지는 교내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까지 대상의 범위 안에 포함시

켜야 한다. 이런 아카데믹한 대학미술관들은 변화하는 교육시스템에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만들어진 규율 안에서 움직여야하고 대학

의 가치와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들도 생각해야 한다.41) 이러한 측면에

서는 대학미술관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대에 영향을 받는 환경 안에서 운

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 대학미술관의 필요성

“미국의 대학미술관들(The University Art Museum in America)”(1966)

의 저자 하버드 대학교 포그미술관(Fogg Museum) 존 쿨릿지는 미술관

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한 바 있다.42) 특히 대학이

라는 교육적 기관에서 미술관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대학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 가치적 측면에서 이익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인들에게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

가 생김에 따라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

고, 그의 예상대로 미술관 방문객의 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

은 대형미술관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미술관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400개

미만의 기관들에서 미술관이라고 지칭하는 기관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

중 반은 시 미술관들이고 1/4보다 많은 수는 대학미술관이며 시 미술관

과 대학미술관들이 들어나는 속도는 서로 비슷하다고 말하였다.43) 또한

일반적인 미술관들은 소장품 수의 증가, 관람객 수의 증가, 직원 수를 증

41) Shapiro, et el.,(주 39) p .2
42) John Coolidge, “The University Art Museum in America”, Art Journal 26:1

(Fall, 1966), p. 9
43) Coolidge(주 4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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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는 방법으로 성장한다고 하였는데 대학미술관의 성장은 대학의 발

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미술관들이 늘어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44)

대학미술관이 늘어나는 추세와 대학의 미술관의 활성화가 학생 및 지

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대학미술관의 활성화가 이루어낸 긍정적 효과

는 크레스 재단(Kress Foundation)45)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코린 글렌즈

(Corrine Glense)의 “대학미술관: 질적 연구(The Campus Art Museum:

A Qualitative Study)”(2011)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크레스

재단이 후원한 대학미술관에게 발전과 활성화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지 보여주었고 대학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대학

미술관을 활성화 시키자 나타나는 효과로 1)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2) 대학의 학문적·교육적 성장 3) 대학기관 홍보효

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크레스 재단이 기부를 하여 대학미술관을 확장시킴으로서 가장

먼저 발전된 부분은 소장품의 확보였다. 탄탄한 소장품과 그 소장품 상

설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확장은 대학미술관에 실력 있는 교수와 학

예사, 그리고 연구원을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력의 발전

은 학생들의 수업의 질과 진로 등 여러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

또 이러한 소장품들로 인해 미술관 자체의 정체성 성립에도 도움을 주었

고 작가와 학생들, 교수진 등의 연구활동에 다양하게 사용되질 수 있었

다. 이렇게 대학미술관이 탄탄한 소장품을 갖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은 대

형미술관 못지않아진다. 900여점의 알렉스 카츠(Alex Katz) 작품을 소장

44) Coolidge(주 42), p. 11
45) 1929년 설립된 Kress Foundation의 창시자인 Samuel H. Kress(1863-1955)는

지난 50여년간 Great Kress Giveaway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미술관

및 갤러리를 선정하여 소장품을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약 776

점의 작품들을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ress Foundation이 가장 크게 기여

한 곳은 미국의 공립 및 사립 대학교 미술관 24곳이었다. 이 재단의 선정 기준은

미술과 미술사 학과가 중요한 대학이거나, 대학미술관이 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에 주로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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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콜비대학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를 열 수 있을

정도로 한 작가의 역사를 소장하고 있다. 이 대학의 미션이기도한 한 작

가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수집은 대학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미술사

와 작품에 대한 연구중심의 자료실이 되어 연구기능을 강화시키는 기회

를 마련해준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지리적으로 문화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학미술관의 발전은 쉽게 접하지 못하던 작품들을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학구성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46) 연구와 교육이 강조

된 학문기관에서 미술관의 존재는 학생들의 진로와 연구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일찍부터 예술과 더 가깝게 만들어 미래의 문화인 양성에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대학의 교육적 발전에 기여를 한다. 대학 미술관의 발전은 전시

와 연구기능의 강화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창의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

는 교육기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에이미 휘태커(Amy Whitaker)의

저서 『아트씽킹 Art Thinking』에서는 오늘날엔 사람들이 문자보다 그

래픽, 이미지, 비디오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예술이 일

상 속에서 언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47) 그녀는 창의성과 미

적인 부분이 과학과 공학, 비즈니스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쳐 예술과 관

련이 없는 분야에서도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며 예술의 중

요성에 대해 강조했다.48) 이미 외국의 여러 대학들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 미술관의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며 미술뿐만 아니라 인문학,

46) Corrine Glesne, “The Campus Art Museum: A Qualitative Study: A Report

to the The Samuel H. Kress Foundation”, (Kress Foundation, 2011), pp.20-22
47) Amy Whitaker, 『아트 씽킹 Art Thinking』, 정지현 역 (㈜예문아카이브,

2017), pp.267-268
48) 스탠퍼드대학교의 필수과목 중 ‘창조적 표현’ 과목에서 모든 학생들이 창작 형

태로 이루어진 예술 수업을 예로 들었다. 이 중 예술과 과학을 하나로 합친 ‘시

니어 리플렉션(Senior Reflection)’ 이라는 수업은 과학을 이용하여 예술적 결과

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과학분야 학생들에게 예술을 이해하는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깨우침을 얻도록 가르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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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의학, 사회학,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다각도로 응용하며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대학미술관이 이러한 탄탄한 배경을 갖게 되자, 더 많은 후원이

뒤따라오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대학 문화기

관의 발전은 대학 자체의 브랜드와 홍보효과를 낳아 예술투어의 목적지

가 되게 했다. 대학미술관의 활성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미술관 관람객, 학교 방문자, 그리고 대학 지원자가 생겨나게 했

다.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에 있는 엘스워스 켈리

(Ellsworth Kelly)의 대성당 작품 <오스틴 Austin>(도 1)은 그가 죽기전

에 학교에 기증하였는데 그로인해 그의 유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

학미술관으로 방문하게 만드는 관광지가 되었다.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모교인 포모나 대학교(Pomona College)에는 <빛 나누기

Dividing the Light>(도 2)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일 해질녘 방문객들은

이 대학미술관 근처로 모인다고 한다. 대학미술관들의 첫 시작은 하나의

교육적인 도구로서 시작하였지만 학생,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학미술관의 설립과 활성화는 예술에 대한 학술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강화시켜 학생 및 지역사회에게 창의성 발달과 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라

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인재양성 및 예

술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전반적인 대학 전체의 명성과 신뢰성

을 향상시켜 더 많은 후원과 높은 평가를 받는 결과물을 보여주므로 그

필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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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대학미술관 비교연구

지금까지 위에서 대학미술관의 전반적인 목적 및 역할 그리고 일반 미

술관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대학미술관

의 존재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통해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점들을 바탕에 두고 대학미술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주축이 되는

전시 경향, 소장품, 그리고 대학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

내와 해외의 현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전시경향을 알기 위해 전시주

제를 파악했고 미술관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소장품 현황을 조사하였

다. 미술관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

학미술관으로서 전문적인 특수성을 드러내는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학미술관의 특성화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절: 국내 대학미술관의 현황

[도판 3] 미술관 총괄표49)

49)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1), 문화체육관광부, p. 9



- 22 -

[도판 4]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명,점,명)50)

국제대학박물관미술관협회(UMAC)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 약 605개

의 등록된 대학미술관이 있으며 유럽에는 246개, 북미 151개, 아시아 82

개로 추정되고 있다.51) 현재 한국의 대학미술관들은 현존하는 대학 수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도판 3]을 보았을 때 대학미술관의 수는 국·공립,

사립 미술관 중에서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 대학교

수 430개교52) 중 3.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중 대학과 전문

대학을 총 합한 예·체능 학과는 2008개53)로, 현존하는 전국의 대학 수와

예·체능 학과의 수에 비해 대학미술관에 대한 관심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0)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1), 문화체육관광부, p. 27
51) 미술, 순수미술, 미술사, 건축, 장식미술, 디자인, 민속미술, 그래픽, 종교미술, 텍

스타일 미술관 기준이다. 국제대학박물관미술관협회 UMAC –

http://university-museums-and-collections.net/search?type%5B%5D=1&continent%

5B%5D=4&country%5B%5D=213 데이터베이스 자료, 2018.01.04.
52) 2017년 고등교육기관 학교수는 430개교이다.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

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이 포함된 것이다.

http://kess.kedi.re.kr/index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2018.01.15.
53) 대학 예·체능 학과에는 무용·체육(346), 연극·영화(100), 응용예술(112), 미술

(486), 음악(242), 교육(48), N.C.E(81) 총 1,415개. 전문대학 예·체능 학과에는 무

용·체육(126), 연극·영화(44), 응용예술(86), 미술(197), 음악(62), 교육(-),

N.C.E(78) 총 593개이다. http://www.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정

보 학과현황 참고,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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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의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에서는 현재 등록된 대

학미술관 수는 전국적으로 총 15개로 나타나고 있다. 소장품은 평균 346

점, 그리고 2017년도 평균 관람인원은 14,12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대학미술관, 혹은 박물관이지만 미술작품도 전시하는 형

태, 그리고 갤러리와 같은 전시장 개념의 공간은 대학 내에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별도의 미술관 건물에

전시공간이 마련되어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소장품 수집, 그리

고 대학구성원 및 지역주민에게도 인지도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는 대

학미술관들은 적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대학

미술관
종

건물

면적

(m²)

소장품

(점)

전시

횟수

(회)

연평균

관람객

(명)

관람료

(일반/원)

인력

현황

(명)

서울대 1 4,486 653 4 19,962 3000 10

서울

과학

기술대

2 369 130 3 3,000 무료 2

인덕대 2 19,850 131 - 5,080 무료 4

한양여대 2 - 87 - 1,700 무료 2

숙명여대 1 2,079 - - 7,440 무료 7

경성대 1 2,239 306 4 8,000 무료 8

동아대 1 642 312 7 7,854 무료 7

계명대 1 2,373 262 4 26,151 무료 5

경북대 1 803 190 8 3,367 무료 6

조선대 1 1,469 1,671 4 32,321 무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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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 한국 대학미술관 현황54)

먼저, 한국 대학미술관과 해외 대학미술관의 현황 비교에 앞서 [표 1]

에 전반적인 한국의 현황을 정리해 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대학미술관들은 아직까지 해외 대학미술관들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

다.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시 투어’와 ‘작가와의 만남’ 및

‘전시연계 강연’등 미술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 전시, 소장품, 관람객 수를 살펴보았을 때는 대

학미술관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제1종과 제2종 미술관 등록요건55)에 부합

하기는 하나 대다수의 대학미술관은 별도의 미술관 건물이 아닌 미술대

학 혹은 다른 건물 내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별도의 미술관 건물을 설

립한 곳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동아대학교

54) 2017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pp.594-659
55) 제1종 미술관 등록요건:

①항인 ‘100m²’ 이상 전시실 또는 ‘2,000m²’ 이상의 야외전시장 ②항인 ‘수장고’

③항인 ‘사무실 또는 연구실’ ④항인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⑤항인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그리고 소장품 규정인 100점 기준

제2종 자료관·전시장·전시관·예술관 등록요건:①항인 ‘82m²’ 이상 전시실  ②항인 ‘수장고’  ③항인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

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④항인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신구대 2 2,580 70 5 71,948 7000원 3

동아예대 2 1,927 174 4 5,384 무료 3

계원예대 2 479 94 - 3,400 무료 3

국제대 2 2,123 1,095 - - 2000 1

대구

가톨릭대
1 668 100 5-6 3,380 무료 5



- 25 -

석당미술관,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종복 미술관, 국제대학교 해강 도자미술

관 정도이다.

국제대학교 해강 도자미술관의 소장품 수는 조선대학교 미술관 다음으

로 두 번째로 많지만 도자기류만 다루고 있어 주로 근현대미술품 중심의

작품을 수집하는 타 미술관들과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신구대학

교 식물원갤러리 우촌 또한 지난해 방문객 수는 약 7만명으로 집계되어

현재는 이들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을 나타낸다. 하지만 전시의 내용이 식

물과 관련된 주제만 다루고 있었고 소장품의 수가 가장 적었으며, 미술

전시 관람보다는 식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종복 미술관 같은

경우 관람객이 대부분 대학구성원이고 소장품이 문신과 김종복 작가 위

주로만 이루어져있어 비교하기에 다양성이 부족했다. 이밖에 몇몇의 대

학미술관은 지속적인 기획전시보다 학생작품 전시만 하는 전시실의 기능

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미술관 역사 및 정보탐색이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와 자료가 미흡한 곳들이 많았으며, 자료공유는 내부적으

로만 가능한 곳들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처럼 미술관의 규모나 건축적, 시설적 측면, 전시내용, 소장품, 프로

그램, 방문객 수, 그리고 자료수집 등의 측면을 살폈을 때 비교의 형평성

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대학미술관 외에 서울대학교 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을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현황을 살펴보기

로 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한국에서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역사도 지니고

있어 수집의 역사가 오래되어 해외 대학미술관과 비교 가능한 위치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모두 대학박물관과 대학미술관을 따로 분리하

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분리되기 이전엔 박물관에 미술품을 소장하던 이

력이 있어 오늘날 해외의 대학미술관과 비슷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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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미술관

[도판 5] 서울대학교 미술관 외관56)

한국 대학미술관들 중 세 번째로 소장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

학교 미술관은 서울대학교 박물관 현대미술부로부터 300여점의 소장품을

이전 받으며 2006년도에 개관하였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대학의 사회

적 역할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미래의 문화발전과 학술연구를 통해 창작

문화를 주도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여 1995년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으면서 세계적인

건축가 램 쿨하스의 설계 하에 건립이 추진되었다.57) 계단형식으로 연결

된 개방된 구조의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전시실, 오디토리움, 렉쳐홀, 자

료실 그리고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다양한 장르와 미술개념을

수용하는 현대미술관으로서 본교 출신 작가들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국내

외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한다. 또한 개방된 체제 아래, 학문적 시

각으로 각종 기획전시, 교육 프로그램, 근·현대미술 연구 프로젝트를 기

획하고 전문 인력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58)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연간 평균 약 19,962명59)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2012년에 47,000명

56) 개인소장
57) 이종상, 『서울대학교 미술관(가칭) 건립 및 운영방안 조사보고서 2001』, (서울

대학교박물관, 2002), p. 19
58) 이종상(주 5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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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녀간 것에 비해 감소한 추세를 보여줬으나, 수도권지역 대학미술관

중에서는 인지도가 높으며 가장 많은 소장품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20.8

12.5

26
8.3

10.4
7.3
14.6

미술사적

문화사/자료사적
기획주제전
소장품전
개인전
국제교류전
대학구성원전

[표 2]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전시 주제별 분석

(2006년-2018년, 단위: %) 60)

[표 2]에서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2006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전시주

제를 분석해 보았다. 《서울대학교박물관 개관기념전 “현대미술전시

회”》(1993)를 시작으로 1993년-2002년까지는 서울대학교박물관의 현대

미술전시실에서 총 47회에 걸친 전시를 해왔고, 주로 미술 석박사 학위

전, 교수작품전, 국제교수교류전, 미술대학 동창전, 그리고 현대미술부 소

장품전이 열렸었다. 2006년 서울대학교 미술관을 개관한 이후로는 지금

까지 총 96회에 걸친 전시를 했으며 연 평균 5회 정도 전시를 기획한다.

전시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는 《개관전 현대미술

로의 초대》(2006), 《막스 베크만 프린트-예술가와 시대의 자화상》

(2006), 《포스트모던 리얼》(2018)과 같은 미술사적전시와 12회의 《대

학과 미술-미술교육 60년》(2006), 《사진하다:미술대학의 옛 모습들》

(2017)과 같은 문화사·자료사적 주제를 많이 다뤘다. 그리고 《디자인 미

59) 서울대학교미술관 연간 관람객수 – 2012년: 47,000명, 2013년:43,000명, 2014년:

30,000명, 2015년: 19,000명, 2016년: 19,000명, 2017년: 19,000명
60) 서울대학교 미술관 홈페이지 전시목록 참고, http://www.snumoa.org,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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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학 Design Futurology》(2012), 《데이타 큐레이션 Data Curation》

(2013), 《예술만큼 추한》(2017)을 포함한 기획주제의 전시를 가장 많이

열고 있다. 그밖에는 개인전과, 《앤디워홀 그래픽전》(2006), 《오노레

도미에-파리의 풍자꾼》(2007), 《인도현대미술:일상에서 상상까지》

(2008)와 같은 해외 대학 혹은 해외 기관과의 국제교류전을 가진 바 있

다. 소장품 전시로는 《신옥진 컬렉션》(2015), 《서울대학교 미술관 소

장품 100선》(2018)을 포함한 8회의 전시를 가졌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전시는 14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아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한국과 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미술사적 주제를 다룸과 동시

에 현시대를 돌아보고 동시대적인 주제를 다루는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

음을 알 수 있어, 전시의 스펙트럼이 넓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전시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동양화 152

서양화 162

판화 118

드로잉 12

조각 55

뉴미디어 8

공예 55

사진 46

서예 12

디자인 33

계 653

[표 3] 서울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분류 61)

미술관의 성장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소장품의 확보다. 소장품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미술관의 기본

소양인 미술에 관련된 지식과 연구를 행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꼭 필

61) 서울대학교미술관,『서울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201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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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특히 학술적 연구가 중심인 대학의 부속기관인 대학미술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국내 다수의 대학미술관은 재정적인 한계로 다양

한 소장품을 수집하거나 연구 및 관리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더욱이 예산의 부족으로 소장품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의 대부

분의 대학미술관은, 설립당시 작가 혹은 소장가가 기증하여 수집된 소장

품이 전부인 곳이 많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소장품은 총 653점으로, 대부분의 작품들이

작가나 소장가들의 기증을 통해서 수집되거나 서울대학교 박물관, 대학

본부, 그리고 교수회관으로부터 이관되었다. 이관된 316점의 작품 중 303

점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이관되었다.62) 소장품 수집에 대한 기

록은 소장품 카드, 기증 신청서 및 저작물 이용허락서, 기증자에 대한 감

사장의 사본, 소장품 등록 심의 목록, 그리고 감정평가위원회 평가서 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서울대학교 미술관 개관 이후 수집된

작품은 총 325점으로, 소장가가 기증한 63점, 그리고 나머지 246점은 작

가로부터 직접 수증했다.63) 기존에는 소장가, 작가 본인 및 유족에 의한

수집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2016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예산

에 소장품 구입비 항목이 생겼다.64)

운영프로그램

1) 일반 프로그램
도슨트, 큐레이터와의 대화, 작가와의 만남,

전시연계 특강, 필름 상영

2) 교육프로그램

학생(초중고)·어린이/가족·성인 대상

전문가 대상 (교사, 작가)

ACP

(Art&Culture Program for Creative Leaders)

[표 4]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

62) 서울대학교미술관,『서울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2017, p. 9
63) 위의 책, 2017, p. 10
64) 위의 책, 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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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한국 대학미술관의 프로그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

다. 하나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기본적으로 제

공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도슨트의 전시투어, 큐레이터나 작가와의 대화,

전시연계 특강, 그리고 필름 상영이 있다. 다음으로는 대상별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는 전시와 관련 워크시트가

마련되어 있어 전시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도와준다. 워크샵 수업에서도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그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환경

등과 같은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와 창의성의 향상을 돕고 있

다. 성인 대상으로는 관악구가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기획·운영

하여 관악구 지역주민 및 타 지역주민을 위한 현대예술문화강좌를 1년에

두 차례 약 1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매번 다른 주제로 각 분

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관악구 및 타 지역에서도 매우 선호도가 높아 매 학기마다 전부 마감되

는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미술관인 만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연구 및 체험 워크샵을 통해

창의역량을 강화시키는 미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보

다 나은 전시설명을 위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도슨트 교육도 실시하

여 전시내용과 작가들의 약력, 배경, 작품 경향 및 작품 설명을 사전에

지도하고 있다. 또한 작가들을 위한 워크숍 및 아시아 창의 리더쉽 포럼

도 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ACP 프로그램

이 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미술관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Art&Culture Program for Creative Leaders)이다. 수료자 및 수강생들

로 구성된 ACP Forum은 각 분야의 리더들과 인사들에게 예술문화와

경영을 접목시킨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관에는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수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소장품과 관련된 연계수업은 없지만, 학술연구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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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경우 신청 하에 해당 작품 열람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미술관 사이 연계과목으로, 창의성 교양과목으로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 수업에서는

한 학기동안 공과대학 학생들이 그룹별로 전시 작품을 제작하여 서울대

학교 문화관에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예술대학 뿐만 아니라 타 학과에서

도 창의성을 통한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

해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국내 대학 미술관들 사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구성하며 진취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2. 조선대학교 미술관

[도판 6] 조선대학교 미술관 내부65)

1989년 1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신관을 건립하며 2층에 마련된 조선

대학교 미술관은 현재 1770점을 소장하고 있어 국내 대학미술관들 중 가

장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다. 2017년에는 약 3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며 두 번째로 높은 방문객 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 규모는 비

교적 소규모이나, 다수의 전시를 열고 있어 대학과 그 지역에서의 인지

도는 다른 대학미술관에 비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개관전으로 《광주 전남 미술 50년전》(1989)을

65)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cuma7832, 2018.07.01



- 32 -

열고 난 후 1992년 대학미술관으로서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외 미

술사조를 전달하고 지역 미술문화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자료발굴과 정

보수집 및 보관을 하고 있다. 2000-2001년도에는 1946년 미술대학 설립

당시 초대 학과장을 지낸 재미화가 김보현과 그의 부인이자 미국 현대미

술작가 실비아 올드의 작품기증으로 소장품이 대폭 확장되며 ‘김보현실’

과 ‘실비아 올드(Sylvia Wald)실’을 상설 전시실로 개관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을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에 따

로 독립시켜 미술관 본관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66)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과거부터 현역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매년

기획전시를 열어왔다. 현재도 매년 상설전, 기획전시, 그리고 특별기획전

을 통해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예술적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며 예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젊은 학생들과 지역 미술인들에게 대관을 통해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는 야외조각전시장, 세미

나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1.8 0.94.4
6.2
0.9

85.8

미술사적

문화사/자료사적

기획주제전

소장품전

개인전

국제교류전

대학구성원전

[표 5] 조선대학교 미술관의 전시 주제별 분석

(2015년-2018년, 단위: %)67)

6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대학교 미술관,

http://encykorea.aks.ac.kr, 2018.07.10
67) 조선대학교 미술관 블로그 전시목록 참고,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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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는 미술대학 안의 전시장에서는 주로 대학구성원 전시, 특

히 학생들 위주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본관의 ‘김보현&실비아올드’ 전시

실에서는 주로 《실비아올드 컬렉션 전시》(2015), 그리고 《김보현 추모

2주기 테마기획전》(2016)과 같은 소장품 상설전이나 기획전이 열린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112회의 기획전시와 대관전시가 열렸고 그중

97회가 학생 및 교수의 전시로 대부분 대학구성원에 의한 작품들에 집중

된 전시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술대학의 각종 동아리 전시, 한일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교류전《다므기》(2016), 《김환기 국제아트 페스티

벌》(2017)과 같은 국제적 교류 또한 시도하고 있다.

소장품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학교 내부사항이라 공개하고 있지 않

으나, 재미화가 김보현이 340점을 기증했고 그 뒤를 이어 부인이자 미국

현대미술작가인 실비아 올드가 63점을 기증했다. 또한 재일 사업가이자

콜렉터인 하정웅 기증품 460점, 조선대학교 1회 졸업생 김영태 기증작품,

그 외 재직 및 퇴직 교수들과 동문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68) 그

범위는 회화, 드로잉, 실크스크린, 콜라주, 조각, 혼합매체 등으로 다양하

며 대학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소장품을 활용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1) 일반 프로그램 전시해설, 작가와의 만남, 토요문화학교

2)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성인대상

전문과정

[표 6] 조선대학교 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도슨트,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전시연계 특강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프로그

램, 성인을 위한 ‘작가와 함께하는 스케치 여행’, 병원, 다문화가정, 실버

타운, 복지단체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68) 정승호, ‘현대미술 거장 실비아 올드 작품기증,’ 동아일보, 2002.06.27.

http://news.donga.com/3/all/20020627/7837129/1,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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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 과정으로 ‘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인턴쉽’, ‘작

품 해설사 과정’, ‘미술경영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키득키

득’이라는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문화예술기관이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매

주 토요일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모여 문화예술을 탐방하는 교육 프로그

램이다. 미술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전시와 연계

된 감상, 체험교육, 그리고 지역문화탐방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대상이며 화가, 조각가, 웹툰 작가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3. 동아대학교 석당 미술관

[도판 7]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외관69)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은 국내 대학미술관들 중 세 번째로 많은 근현

대적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비록 규모나 방문객 측면에 있어 상위는

아니지만 등록문화재 41호인 동아대학교 박물관과 공존하는 설계방식을

69) 출처: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야행

http://busan-heritage-night.com/html/sub05/program-view0501-8.php,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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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현대미술품과 전통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설립

자인 석당 정재환 박사의 업적과 예술을 기념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

여하고자 2013년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개관했다. 부민캠퍼스 내 2개의

층으로 구성된 높낮이가 다른 천장구조로 설치영상 작품전시 및 가벽으

로 자유로운 공간변형이 가능하다.

부산의 6번째 미술관이자 대학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현대미술과 부산 근현대미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시, 그리고 연계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전시

를 통한 시각적 접근으로 예술적 지식과 감성을 전달하며,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예술

대학 안에도 전시장이 있어 재학생과 졸업생, 일반인이 자유롭게 대관전

시가 가능하게 운영 중이다. 2016년엔 중국시대미술관, 빅하우스 현대미

술센터와 MOU체결을 한 바 있어 국제적 교류를 지향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2.813.9

22.2

2.827.8

11.1

19.4

미술사적

문화사/자료사적

기획주제전

소장품전

개인전

국제교류전

대학구성원전

[표 7] 동아대학교 석당 미술관의 전시 주제별 분석

(2015년-2018년, 단위: %)70)

석당미술관은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를 통해 현대미술을 소개하

고 미술전공자들을 위한 영아티스트 아티스타(Young Artist_Artistar)를

개최하여 부산 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6회의 전시를 했으며, 대관전도 많이 하고 있

70)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홈페이지, http://museumsd.co.kr/,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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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관 대상으로는 개인, 단체, 특별대상자로 분류하여, 2회 이상의 개

인전 작품 활동을 한 석사 이상의 미술전공자 및 작가에 한하여 대관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획전 보다는 주로 개인전 및 대학구성원전이 많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밖에는 주로 기획주제전과, 부산시와 연계하여

문화자료사적 전시인 《집_기억과 기념 사이》(2016). 《임시수도정부청

사의 옛이야기》(2016), 《한국전쟁 종군기자 임응식 사진전》(2016)이

열렸고, 국제교류전으로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2016), 《아시안 하

이웨이 전》(2015), 《리얼리즘 인터페이스(Realism Interface)》(2015)을

가진 바 있다.

회화 158

공예 61

조각 49

서예 25

판화 19

계 312

[표 8]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소장품 분류71)

석당미술관은 현재 총 312점을 소장중이며, 회화작품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부산화단의 청초 이성구, 옻칠예술가 김성수 작품을 다수 소장하

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1) 일반 프로그램
도슨트, 작가와의 만남, 워크샵,

어울림교육한마당

2)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성인대상

토요문화학교

[표 9]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71)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에서 받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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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계 교육으로 도슨트, 작가와의 만남과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내 박물관 미술관이 1년에 한번씩 각 미술관을 홍보하며 무료예술

체험을 실시하는 ‘어울림교육 한마당’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는 어린

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큐레이터의 직

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 2절: 해외 대학미술관 현황

해외의 대표적인 대학미술관 4곳을 선정하여 대학미술관의 사례로 살

펴보고자 한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대학교의 미술관이자 오랜 역사와

함께 전시, 소장품,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활성화의 정도를 기준으

로 선택했다. 대학미술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애슈몰린 미술관, 미국 최초의 대학미술관인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일

본에서 가장 많은 예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예술대학교 미

술관, 그리고 약 100년전부터 수집을 해온 중국의 칭화대학교 미술관을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1.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

[도판8]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 외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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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년에 지어진 애슈몰린 미술관은 옥스퍼드대학교의 미술과 고고학

미술관이다. 처음엔 박물관과 미술관이 분리되어 관리되었지만 1908년에

미술관과 공식적으로 합병하여 고고학적 성격과 미술적 성격의 문화기관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73) 엘리아스 애슈몰이라는 골동품 수집가가 그의

방대한 양의 희귀한 식물학적, 지리학적, 동물학적 물품들을 수집한 컬렉

션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기부하면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대학박물관·미

술관이자 영국의 첫 번째 공립 박물관이 되었다. 과거에는 전시와 관련

하여 수많은 비판과 수집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며 역사의 중요한 소장품들을 확보하고 서양과

동양 미술을 위한 학과를 창설하며 재정비 했다. 그 후로 서양미술, 동양

미술, 유물, 석고 갤러리, 그리고 화폐실로 분리된 부서를 만들며 이 분

야에 대한 연구와 더 다양한 분야의 수집을 시도하는 것에 집중하여 지

금의 애슈몰린 미술관을 만들었다.

애슈몰린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의 미술과 고고학 미술관으

로서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있어 꾸준한 성장을 목표

로 한다. 옥스퍼드대학교는 인류에게 자연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며 존

중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집트 미라부터 현대미술까지 넓은 범위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와 역사의 현장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학에

서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도 미술관 소장품을 통해 영감을 받고, 문화적

재산을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애슈몰린 미술관은 설립자 엘리어스 애슈몰의 400주년

을 맞이하였고, 새로운 전시실을 열면서 소장품 상설전시를 하게 되었으

며, 역사상 최대 방문객 수인 약 93만명을 기록하였다. 2016-201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꾸준히 늘어나는 방문객 수를 비롯하여 미술관을 위한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2017년도에는 약

72) 사진 출처:

http://www.coolplaces.co.uk/places/uk/england/oxfordshire/oxford/1242-the-ashmole

an-museum , 2018.04.28.
73) 조민영, 「영국 옥스퍼드 애슈몰린 박물관을 통해서 본 대학박물관 연구」, (석

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6), p. 26



- 39 -

933,279명이 방문했고 작년에 비해 약 4%가 증가된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해 약 154억의 예산을 사용했고, 후원은 작년대비 약 20억이 늘

어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74)

34

13.72.617.6

25.5

1.64.9

미술사적

문화사/자료사적

기획주제전

소장품전

개인전

국제교류전

대학구성원전

[표 10]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 전시 주제별 분석

(1891년-2018년, 단위:%) 75)

[표 10]을 통해 애슈몰린 미술관의 전시 주제를 분석해본 결과, 1891년

부터 2018년까지 약 306회의 전시를 가졌다. 그 중 1891-2000년까지는

주로 서양미술 중심의 전시 기록이 남겨져있었다. 때문에 약 100회가 넘

는 《라파엘과 뒤러(Raphael and Durer)》(1985), 《램브란트 에칭과 드

라이포인트(Rembrandt Etching and Drypoints)》(1983),《터너의 옥스퍼

드(Turner’s Oxford)》(2000), 《러스킨 초상화(Ruskin Portraits)》(2000)

와 같은 미술사 전시와 개인전은 주로 영국의 저명한 작가중심으로 초상

화나 풍경화 위주의 전시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방대한 양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전시와 문화·자료사적 전시 경

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엔 서구중심의 전시가 대부분

이였으나 점차 미술사적 그리고 문화·자료사적 전시에서 타 지역의 예술

을 많이 다루면서 《전설과 풍경: 일본 회화전(Legend and Landscape:

Japanese Paintings)》(2004), 《중국 비단(Chinese Silk)》(2004), 그리고

74) Ashmolean Museum Annual Review 2016-2017, p. 8
75) 애슈몰린 미술관 과거 전시리스트/annual review 전시리스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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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게의 일본: 돗카이도 길의 53개 역 (Hiroshige’s Japan:53

Stations of the Tokaido Road)》(1833)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폭넓게 전

시의 내용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구성원을 위한 전시로는 미

술대학 교수 및 학생들의 작품전시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엘리자베스 프라이스:부활(Elizabeth Price: A Restoration)》(2016)같은

현대미술작가들의 기획 전시도 가졌고 다른 대학이나 미술관으로부터 전

시를 가져오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애슈몰린 미술

관은 2015-2016년에 전시만으로 약 102,000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인 것으

로 집계되며 2017년도에는 전시만으로 132,897명이 방문하였다.76) 역대

최고 전시를 보여준 2017년에는《드가와 피카소(Degas to Picasso)》

(2017), 그리고 《라파엘 드로잉전(Raphael The Drawings)》(2017)이 열

렸고 이 전시는 올해의 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5개 종교들의 도상

(Development of the Iconography of the 5 Religions)》(2017)은 지난 5

년간의 연구자료를 모아 전시를 한 것으로 ‘월드페스티벌(The World

Festiva)l’과 공동 기획, 14개의 지역사회기관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76) Ashmolean Museum Annual Review 2015-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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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quities 320,000
European Prehistory 12,000
Ancient Near East 30,000
Medieval Europe 5000
Ancient Egypt and Sudan 50,000
Ancient Greece(classical) 9.000
Roman and Byzantine 7,000
Cyprus 7,000
British Archeology 200,000
Aegean(Bronze Age Greece) 7,000
Cast Gallery 900
Greek and Roman Sculptures,

Reliefs, Statues, Architectural

Sculptures

900

Western Art 8,990
Painting 1568
Sculpture 566
Ceramics and Glass C: 4062 G:492
Metals and jewelery M:1568 J: 359
Furniture 161
Textiles 150
Instruments 64
Eastern Art 30,000
Islamic Middle East 7000
India and Southeast Asia 1200
China 12500
Japan 9300
Coins 350,000
Totals 709,890

[표 11]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 소장품 분류77)

미술, 고고학의 역사를 알기 위해 증거자료 수집에 전념하는 애슈몰린

미술관의 소장품은 500,000 BC부터 오늘날까지의 인류의 문명이 기록돼

있다. 매년 소장품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파엘

의 드로잉들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소장품인 이집트의 제1

77) 애슈몰린 미술관의 학예사 및 관계자,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얻

은 자료이다. 유물 부서의 Dr. Peter Collins, 서양미술 부서의 Chris, 그리고 동

양미술부서 매니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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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전의 조각상들과 도자기들, 영국에서 유일한 미노스 문명 소장품들,

앵글로 색슨의 보물들, 그리고 서양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회화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애슈몰린은 옥스퍼드대학과 전세계의 학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장품들을 통하여 더욱 학문적인 연구기

관으로 거듭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연구는 역사적, 자료적, 학술

적 자료, 소장 경위, 보존, 그리고 소장품의 과학적 분석과 박물관학, 미

술사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술관에는 별도의 보존부서가 있

어 소장품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과대학, 과학대학과

협업하여 작품 보존 기계 등을 발명한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의 소장품

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정보들을 온라인에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데 현재

까지는 44,500점이 기록되어 있고 2020년까지 소장품 전체에 대한 정보

를 올릴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

1) 연구 및 리서치 프로젝트
대중참여 연구 및 리서치

사례연구 및 프로젝트

2) 교육프로그램
학생·어린이/가족·성인 대상

대학생·교수진 대상

[표 12] 옥스퍼드대학교 애슈몰린 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애슈몰린 미술관의 운영프로그램은 크게 1) 연구 및 리서치 프로젝트

그리고 2)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세분화

되어 있고 미술관의 학문적 연구에 대학 구성원 및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1) 연구 및 리서치 분야는 애슈몰린 미술관이 옥스퍼드대학교의

한 기관으로서 연구의 기능이 매우 강조된 기관임을 알려주고 있다. 특

히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대중 참여 프로그램(Public Engagement

Program)78)은 현재까지 총 15개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79) 이 연

78) Ashmolean Museum Programs

http://www.ox.ac.uk/research/public-engagement/why-engage,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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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단순히 연구원 중심의 연구가 아닌, 대학생 및 시민들이 연구에 다

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적 향상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높은 수준의 참여의식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수준의 질적 향상, 새로운 시각의 연구주제 제시, 연구의 투명성 증가,

사회 니즈에 반응하는 연구 증가, 연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와 더불

어 후원의 증가, 그리고 개인의 지식과 기술향상 등, 전반적인 연구의 효

과를 극대화 시킨다. 참여방법은 연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며 주로 행

사 참여, 강의와 발표, 그리고 디지털매체, 토론과 온라인 상담, 크라우드

소싱, 공동제작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연구원들은 그들의 연

구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자 형성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는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논할 수 있

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이밖에 사례연구 및 프로젝트로는 관람객 연

구와 평가보고서 작성, 그리고 예술작품 수상에 관여하고 있다.

2)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초·중·고 학생, 어린이와 가족, 성인, 그리고

대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술관들과

같이 주로 전시 및 소장품 투어, 아티스트 토크, 전시연계 강의가 있었

다. 먼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 가이드가 있어 가족이나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자료를 받아 전시와

관련된 정보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에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각 연령대별로

알맞은 전시투어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가 함께 미술실습을 할

수 있는 워크샵과 5-18살 학생들을 위한 ‘로얄 드로잉 스쿨(Royal

79) 연구의 내용으로는 보존복원부터 고고학적, 미술사적의 범위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미술관의 진동을 측정하여 미술품

보전에 대한 연구, 화폐 소장품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환율에 관한 연구, 심층

적인 Talbot Collection 조사를 통해 러시아의 판화문화와 그 속에 나타나는 사

회정치적 영향 연구, 라파엘 드로잉 연구, 음악이 에드워드 마네의 삶과 그림에

미친 영향, 라틴 비문 해석 연구, 이집트 유물 발굴의 역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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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School)’이 진행되고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비평

및 새로운 테크닉을 익히고 순수미술 영역을 학습하여 자신의 포트폴리

오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소장품을

종교, 글쓰기, 미술 등의 교과목과 연결시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

공 중이다. 셀프가이드 자료도 온라인에 마련되어 있어 도슨트나 지도자

없이도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밖에 학교에 미술상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도 운영 중이다. 성인 대상으로는 전시 투어, 토론, 강의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회사에 출장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투어 또한 세분화 되어

박물관의 모든 미술 및 고고학 소장품 하이라이트 투어, 한 분야만 집중

적으로 둘러보는 투어가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학구성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애슈몰린 미술관의 소장품은 다양한 학계간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특수한 자료로서 교육과 연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여명

의 애슈몰린 미술관 학예사들은 대부분 박사, 강사, 교수로서 연구를 꾸

준히 하고 있어, 고고학, 인류학, 시각, 자료,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연구,

선사시대, 이집트, 고대 근동, 고대와 근대 미술사, 순수 미술 등 각종 분

야의 과목을 소장품과 연계하여 대학 필수 및 선택과목에서 가르치고 교

수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도 한다. 학술적인 지식과 연구를 제공

함과 동시에 대학의 커뮤니티와 대중간의 소통을 예술로 이어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연계 수업은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로부터 매

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다른 전공자들에게도 사고와 시각을 넓

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수진을 위해 더 심화된 소규모의 소장품

투어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서양미술, 동양미술, 화폐, 유물 연구실로 구

분되어 있으며 수업의 주제에 맞춰 투어가 이루어지거나 거장들의 드로

잉과 판화를 직접 접하는 등 소장품을 다뤄볼 수도 있다.

이밖에도 앤드류 멜론 재단(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지원으

로 이루어지는 ‘대학 참여프로그램(University Engagement Programme)’

과 ‘애슈몰린 교수 펠로우쉽 프로그램(Ashmolean Faculty Fellowship

Programme)’이 있다. UEP는 교수들과 함께 디자인, 교육, 논문 연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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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습과 교육이론 연구의 발전을 위해 미술관을 여러 학문분야와 연

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은 수백번의 소장품 취

급과 갤러리 세션을 약 3500명의 의학, 경제학, 그리고 영문학 분야를 대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학과 사회과학대학에까지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또 멜론 재단의 후원으로 철학과 과학분야 대학원생을 위한 수업을 개설

했고 타 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18세기 영문학 논문을 위한 수업 개

설도 가능하게 했다. 애슈몰린 교수 펠로우쉽은 2020년까지 옥스퍼드 대

학교 교수들에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술작품 취급,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미술관의 소장품 및 학예사들을 강

의에 초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학의 교육과 소장품 연구를 돕기 위해

온라인에 미술관의 소장품과 관련된 옥스퍼드대학교 연구 수상자들의 연

구 자료를 올려놓아 학문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2. 미국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도판 9]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왼쪽부터 Louis Kahn building, Old Yale Art Gallery, Street Hall)80)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미국의 첫 번째 대학미술관이다. 지난해 약

232,185명81)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예일대

80) 출처: Christopher Gardner, Yale University Art Gallery, 2012
81) Yale University Art Gallery는 2015년:221,006명, 2016년: 233,814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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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1701년에 코네티컷주에 설립된 세이브룩대학교(Collegiate School

in Saybrook)가 뉴 헤이븐으로 1716년에 옮기면서 예일대학교(Yale

College)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이때 주지사 엘리우 예일(Elihu Yale)

이 650파운드와 도서를 기부했다. 기부금과 도서 기증과 함께 주지사 예

일은, 영국 작가인 갓프레이 크넬러(Sir Godfrey Kneller)가 그린 <조지

왕 1세 초상화(Portrait of King George I)>(1714)를 대학에 기증하였고

이것이 예일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미술작품을 소장하는 계기가 되었

다.82)

이후 유럽 미술아카데미의 성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미술교육기관들이

늘어나자 작가이자 발명가였던 사무엘 모어스는 런던 로얄 아카데미

(London Royal Academy)를 본 따른 미술아카데미를 뉴헤이븐에 설립할

계획을 가졌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미술아카데미가 뉴욕에서 유일한 미

술학교였으며 많은 작가를 배출하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걷고 있었기 때

문이다. 비록 그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주요 미술아카데미들은 대부분 학

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모델용 석고상, 유럽 대가들의 원작의 모사품과

같은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그는 이러한 미술학교의 개념을 예일

대학교에 가져오고자 했다.83)

이러한 움직임 속에 본격적인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의 시초는 1832

년 작가 존 트럼불(John Trumbull)84)이 <미국독립혁명(American Revolution)>

년:232,185명이 다녀가며 지난 3년간 평균 약 229,001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다. 출처: Yale University Art Gallery 관계자인 Leonor로부

터 받은 자료이다.
82) Matheson(주 16), p .3
83) Matheson(주 16), p. 14
84) 존 트럼불 John Trumbull (1756-1843)은 미국 코네티컷 주 레바논 출생으로 영

국의 식민지 총독이자 1769년부터 1784년까지 주지사를 역임한 조나단 트럼불의

아들이다. 미국 독립전쟁에서는 군인으로 영국에 관한 일을 그리는 임무를 맡아

벙커힐 전투를 목격하게 된다. 1780년경 독립전쟁 때 영국으로 건너가 투옥되었

다 석방 후 런던에서 벤자민 웨스트 밑에서 공부를 하며 그때부터 독립 전쟁 벙

커힐 전투, 퀘벡 몽고메리 장군의 전사 등 미니어처 초상화의 작고 세밀한 그림

을 그리기 시작했다. 1785년 파리로 가서 토마스 제퍼슨의 도움으로 <독립선

언>(1819)을 그렸다. 1789년 귀국하여 <반카스 힐의 전투>(1786) 등 역사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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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일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설립된 트럼불 갤러리(Trumbull Gallery)부

터 시작되었다. 1832년도 전에는 약 35점을 소장했는데 예일대학교와 관

련이 있어 학생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만한 인물들인 미국인 초상화

가 대부분이었다. 이때부터는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한 원작들

을 수집, 보존, 그리고 전시하면서 예술과 미술사를 원작으로부터 가르치

고자 하는 것이 예일대 미술관의 미션이 되었다.

그렇게 1866년 건축가 피터 보넷 와이트(Peter Bonnett Wight)에 의해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인 스트릿 홀(Street Hall)을 설립, 1928년 구 예일

아트 갤러리 빌딩(Old Yale Art Gallery Building)을 지으면서 소장품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3년 루이스 칸(Louis Kahn)이 현대식

디자인으로 갤러리의 메인빌딩을 건축했다. 예일대학교는 1998년도부터

구상한 3개의 미술관 확장을 위해 2004년 재건축을 시작했다. 2012년에

완공된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더 넒은 전시실, 수장고, 그리고 강의

실을 추가하였고, 놀렌 미술·교육 센터(Nolen Center for Art and

Education)는 교육자료실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약 13,000

명 이상이 무료 멤버쉽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들은 갤러리 재정의 일부를

돕고 있다. 또한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교내 학생들을 학기동안 고

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방학 동안에는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학

예, 보존, 행정 부서에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싱턴, 제퍼슨 등의 초상화를 남겼다. 250여점의 작품을 만들었고 트럼불은 당시

화가로서도 성공했지만 1817년부터 미국 미술학교(American Academy of Arts)

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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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19.8
11.1

25.9

11.1
2.54.9

미술사적

문화사/자료사적

기획주제전

소장품전

개인전

국제교류전

대학구성원전

[표 13]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전시 주제별 분석 (2005년-2018년,단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예일대학교의 전시경향을 살펴 본 결과, 예일

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대부분 소장품을 기반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

었다. 그 결과 《피카소와 언어의 매력(Picasso and the Allure of

Language)》(2009), 《동시대 미술/남아프리카(Contemporary Art/South

Africa)》(2014)와 같은 미술사적 전시와 소장품전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

거나, 실험적인 주제보다 문화·자료사적 전시가 많았다. 기획전시에도 대

부분의 전시는 신진작가들보다는 명성이 있는 작가들 위주로 전시를 하

여 다른 대학미술관들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

학구성원을 위한 전시는 예일대학 출신 교수나 작가들의 전시를 한다기

보다 학생 및 교수진이 전시를 기획하는 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이었고, 《모든 것은 다다이즘이다(Everything is Dada)》(2016)에서는

전시되는 작품과 함께 그래픽디자인학과 학생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져 미

술관 작품과 학생작품과의 연계 또한 하고 있다. 국제 교류전에 있어서

는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나 다른 나라 미술관과의 교류보다 예일대학

교 자체에서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솔 르윗: 벽 드로잉 회고전 (Sol

LeWitt: A Wall Drawing Retrospective)》(2008)과 같은 순회전을 더

자주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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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 Art 2568

American Decorative Art 20,000

American Paintings and Sculpture 2377

Ancient Art 16,939

Art of the Ancient Americas 2,189

Asian Art 8000

European Art 2000

Indo-Pacific Art 2,271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440

Numismatics 120,000

Photography 15,988

Prints and Drawings 34,246

Totals 229,018

[표 14]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소장품 분류85) (단위: 점)

2018년을 기준으로 현재 약 250,000점 이상을 소장중이며 고대부터 현

대까지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표 14]를

보면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미국 미술을 따로 구분지어 관리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붉은 토기: 니케와 포세이돈

(Red-figure Calyx Krater;A: Nike and Poseidon; B: Woman and Old

Man)>(ca.470 B.C), 빈센트 반고흐(Vincent Van Gough)의 <밤 까페

(The Night Cafe)>(1888),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의 <바다 옆

방(Rooms by the Sea)>(1951)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로,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약 1000여

점의 미국산 가구와 나무 작품이 있는 가구 연구실, 약 35,000점의 15세

기부터 현재까지의 판화, 드로잉,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제임스 뒤피

(The James E. Duffy) 연구실이 있다. 벨라 리온 프랫 연구실(The Bela

Lyon Pratt Study Room)은 화폐를 보관하고 100,000개의 동전, 메달, 지

폐가 있다.

85) Yale University Art Gallery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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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온라인 자료로 갤러리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가능

하며 약 100,000점의 소장품들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갤러리 아카이

브는 1925년부터 지금까지 종이, 녹음파일, 사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가구 아카이브(The Rhode Island Furniture Archive)는

1636년 유럽 식민지 시대부터 19세기까지 가구에 대한 서류와 만드는 과

정이 담겨있다. 그밖에 예일대학교 도서관과 함께 아프리카 미술에 관한

집중적인 아카이브를 제작하기도 했다. 로스 아카이브(The Ross Archive

of African Images)는 15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남아프리카의 작품들

을 모았고, 반 리진 아카이브(van Rijn Archive)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프리카 미술사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하고 있다. 소장품 수집

에 있어서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2007년 약 85,000점에서 10년 사이

에 144,018점이 늘어나며 약 2배가 늘어나는 엄청난 수집을 보여준다.

운영프로그램

1) 일반 프로그램

전시 및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

투어, 강의, 공연, 토론, 아티스트 토크, 독서,

필름 상영

2) 교육프로그램

어린이/가족 대상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K-12 교사 대상

예일 대학교 학생 대상

예일 대학교 교수 대상

연구원 대상

[표 15]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운영 프로그램

대학미술관은 교육적, 가르침의 미술관(teaching museum)이라는 정체

성 아래 교육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예일대학교 출신

으로 건축학과 강의를 하던 아서 킹슬레이 포터 (Arthur KIngsley Porter)

교수는 미술사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술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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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1916년 르네상스 시대 페인팅의 역사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자 처음으로 미술사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다.86)

특히, 이러한 미술관이 뉴 헤이븐이라는 지리적 위치의 도시에 있다면

미술관의 교육적 미션은 대학 학생들과 함께 지역구민들의 교육을 강화

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어 갤러리의 성장, 미술사 과목 신설과 더불어

갤러리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예일

대학교에서는 1931년부터 미술대학과 갤러리의 협동 아래 대중들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87)

[표 15]를 보면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일반 프로그램과 교육프로

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프로그램에는 전시투어, 강의, 공연, 패널

토론, 아티스트 토크, 독서와 필름 상영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어린이, 가족, 청소년, 초·중·고 선생님, 성인, 연구원, 그리고 예일대학교

학생 및 교수 대상별로 나뉘어져 있다.

어린이와 가족은 미술관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어 학부

모와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예술에 관련

된 스토리를 들려주는 ‘스토리와 아트 (Stories and Art)’ 프로그램이 있

어 전설, 이솝우화 등의 이야기를 소장품과 연관지어 흥미를 유발 시키

고 가족들과 소장품 투어를 통해 스토리텔링과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지

역의 예술과 대학의 소장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미술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에 대해 토론하며 작

가와 작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 소장품을

둘러 본 뒤 드로잉,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작품을 창조

하는 시간이며 간식 및 교통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작품 비평 시간,

강의 및 심포지움, 토론, 작가와의 대화, 전문가반, 소장품과 관련된 공연

등은 주로 성인들을 위하여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는 프로그램

86) Matheson(주 16), p .64
87) Matheson(주 16),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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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전시 투어의 경우 작가, 문화, 작품, 시대별로 나

뉘어 선택이 가능하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자들을 위한 커리큘럼 또한 마련되어 있다.

예술을 보는 법, 대화에 참여시키는 법,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발달을 위

한 프로젝트나 이슈들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도움이 되는 자

료들을 제공한다. 교과수업과 미술관 소장품을 연계시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코네티컷 주의 교육 방침과 일치하여

예술에 대한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 관찰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 사

고를 길러주고자 한다. 이밖에도 ‘교육자 리더쉽 프로그램(Teacher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수업 커리큘럼과의 연계를 위한 전문적 교

육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며, ‘방과 후 수업(After School Programs

and Classes)’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000명

의 K-12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88)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는 우수한 소장품을 갖고 있는 대학이자 미술

관으로, 특히 학자, 작가, 교육자, 학생,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실, 도서

관, 아카이브실, 그리고 소장품관련 디지털 자료실에 방문하여 원작을 통

한 소장품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의 학생과 교수만

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학미술관으로서의 특징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다. 예일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과연계 수업은 물론, 인턴쉽, 전시기획,

도슨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장품과 관련된 수업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미술 감상법, 소장품 취급, 소장품의 가치에 대하

여 가르치고 있다. 미술관은 대학과 함께 커리큘럼에 응용 가능한 부분

을 고려하여 가장 학문적인 형태로 접근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원작을 통한 배움을 가장 중요시 하는 만큼 ‘Gallery +’는 학부생들에

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소장품을 이용하여 특별한 프로그램 및 공연

을 통해 대학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협업 작업이라고 할 수 있

88) Yale University Art Gallery,

https://artgallery.yale.edu/about/about-directors-letter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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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학기에 1-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학문과 예술적 소통과 교류, 그리고 미술관에 익숙해지게 하

여 소장품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

술전공 대학원생들이 소장품을 이용하여 사운드와 영상을 만들고, 작곡

학과는 작곡을, 연극학과에서는 아트와 코미디를 연결시켜 창작품을 만

들어 각 분야의 협업과 응용을 권장한다. ‘갤러리 가이드 프로그램

(Gallery Guide Program)’은 예일대학교 학부생들에게 미술관 소장품 교

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1년정도 매주 주말

마다 참석하여 소장품과 전시에 대한 교육을 마친 후, 유료로 예일대학

교 커뮤니티와 뉴헤이븐 지역 대상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

게 되며 재학을 하는 동안 소장품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다.

또 2006년 신설된 ‘학생기획전시 (Student Curated Exhibition)’는 학생

들에게 소장품을 활용해 직접 전시기획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공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소장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전시 전반적인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학

생들은 전시를 열기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주제, 접근법, 자

료수집, 작품 선정, 그리고 전시서문, 설치 및 디자인, 프로그램 구성까지

전시 전반에 이른 큐레이터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일대학교 교수들에게는 학과목 강의를 위해 연구가 가

능한 ‘소장품 연구교실(Object Study Classroom)’이 운영되고 있다. 아프

리카 조각, 고대 그리스 작품들, 도자기, 중국 병풍 등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고 싶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장시간 수장고에만 있는 작

품들을 전시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갤러리(Study Gallery)’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과목들과 연관 지어 수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교수

와 학예사가 직접 선정하여 전시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품과 수업

을 응용하며 대학 미술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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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도판 10]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외관 89)

일본 대학미술관들 중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도쿄예술대

학교 미술관은 1887년부터 도쿄 미술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예술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시작되었다. 과거에 이 예술 작품들은 ‘분코(Bunko)’

도서관의 소장품이었으며, 1949년 도쿄미술대학과 도쿄음악대학이 합병

을 하면서 도쿄예술대학의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합병 후에도 미술 소

장품들은 대학 도서관에서 수장 및 관리되었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 분야

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1970년에 예술 분야는 도서관으로부

터 분류되어 예술자료 아카이브를 설립했고, 이때 음대에서 관리하던 음

악관련 자료들도 소장품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 후로 예술 자료 아카이

브에서는 꾸준히 미술과 음악대학의 교수진들과 함께 협심하여 연구, 보

존, 그리고 예술 자료들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예술 작품들이 늘어

날수록 낙후된 시설과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대학에서는 소장품의 크기

에 맞는 전시공간과 수장고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 미술

대학건물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1998년 예술자료 아카이브는 도쿄예술대

학 미술관으로 확장되어 바뀌게 되었다.

도쿄예술대학 미술관의 메인빌딩은 전시, 수장, 행정, 연구, 학생카페테

89)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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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뮤지엄샵, 화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은 소장품과 기획 전시

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3층 전시실은 자연채광 효과를 위하여 천장의 창

문을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건물 1929년에 지어진 친레츠칸 갤러리

(Chinretsukan Gallery)이다. 이곳은 도쿄예술대학 미술관이 신축 되기전

에 미술관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특별전이 열릴 때만 개관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건물은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의 5번째 관장이였던 마사키 나오

히코(Masaki Naohiko)의 작품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마사키 기념갤

러리(Masaki Memorial Gallery)이다. 일본식 전시실의 형태이며 마사키

와 다른 교수들이 선정한 일본회화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는 1994년에 지어진 도리데 별관(The Toride Annex)이다. 이 건물은 우

에노 캠퍼스에 있는 본관의 전 미술관으로서 도리데 캠퍼스에 지어졌었

다.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행정실, 수장고, 그리고 사진스

튜디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쿄예술대학교 우에노 캠퍼스에 부

족한 수장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졌던 것으로, 도쿄예술대학교의 성

격을 나타내기 위해 교수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이 미술관의 여

기저기에 자유롭게 전시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은 현재 작품과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

고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도쿄예술대학교 미술

관에서 가장 중심에 두며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하

게 예술자료들을 보존하는 것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예술관련 연구결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대학미술관으로서 일본 안에서

가장 실험적인 미술관의 기능을 지향한다. 또한 그들은 예술대학의 특징

을 살려 작품을 창작하고, 교육, 연구가 번창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소장품 확보와 함께 다양한 전시 및 교육을 실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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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6

16
9.910.9

8.6

31.9

미술사적

문화사/자료사적
기획주제전
소장품전
개인전
국제교류전
대학구성원전

[표 16]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의 전시 주제별 분석

(1999년-2018년, 단위:%)

1999-2018년까지의 전시를 살펴 본 결과,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은 지

금까지 약 313회의 전시를 가졌고 매년 평균 16회의 전시를 한다. 대체

적으로 1주일에서 한달 사이의 단기간의 전시를 하고 있다. 도쿄예술대

학교 미술관은 대학구성원 위주의 전시가 100회 정도로 교수 회고전과

학생작품 전시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매년 졸업전시를 갖고 있어 2017

년은 《제66회 도쿄예술대학 졸업전시(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he 66th Graduation Works Exhibitions)》(2017)를 맞이했다. 대학구성

원 중심의 전시 이외에는 《게이다이 신소장품 1996-1999(The selected

works from the Geidai Collection, New Collections 1996-1999)》(2000)

과 같은 소장품이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둔 전시가 많았다. 또한 《디

지털회화, 도쿄예술대학 그리고 도쿄공과대학(Digital Oil Painting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2010), 과 같

은 기획 주제의 전시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특히 《일본-한국 교류

전(Japan-Korea Interchange Exhibition)》(2005), 《일본-한국-중국 국제

교류전(Japan-Korea-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of Ceramic Art)》

(2008)등 한국과의 지속적인 미술 교류전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밖에도 영국, 독일 등 해외의 미술대학 및 미술관들과 활발한 국제

교류전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애초에 도쿄미술대학교는 일본미술 중심

으로 설립되었던 만큼 주로 일본 미술을 연구하는 《일본 모더니즘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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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00(Remaking modernism in Japan 1900-2000)》(2004) 미술사적

전시와, 일본문화 및 종교를 다루는 주제의 《NHK 사극 “세고돈” 특별

전(NHK Historical Drama “Segodon” Special Exhibition)》(2018)처럼 메

이지 시대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자료사적 전시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시 경향을 통해 끊임없이 국제적인 무대와의 연결을 찾고,

전통과 동시대 미술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며 적극적인 태도로 넓은 범위

를 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도쿄예술대학만의 특수성을 보여주

는 회화, 드로잉, 조각의 복원기술을 선보이는 전시도 매년 꾸준히 열리

고 있어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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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32

동양화 (원본) 1,965

동양화(복제본) 5,201

서양화 1,321

판화 683

서예 55

조각 1,332

금속공예 1,824

래커 작품 1,259

도자기 812

텍스타일 232

건축 195

디자인 5

고고학 488

공예품 575

사진 514

사진표본 79

석고표본 379

탁본 399

목판 9

복제품 1,281

음악자료 327

학생작품(미술) 9,674

학생작품(음악) 19

학생작품(영상,뉴미디어) 9

연구자료 5

계 29,513

[표 17]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분류90)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은 메이지 시대(1887)부터 수집하기 시작하여 현

재 약 29,513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소장품을

90) 도쿄예술대학 미술관의 큐레이터 OKAMOTO, Akiko 교수로부터 받은 자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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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중 하나이다. 일본 현대미술과 대학출신 교수 및

학생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양화, 서양화, 금속공예가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특

징적인 소장품으로 “학생작품”이 있다. 메이지 시대부터 학교의 전통처

럼 이어져 오고 있는 학생작품 수집은 지금까지 졸업생들로부터 약 9500

여점에 달하는 작품을 모았고 주로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 졸업 작품, 그

리고 자화상으로 이루어져 있다.91)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은 대학의 교

육적 행보와 활동, 수업방식 및 테크닉의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 연구를

위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예술자료로서 학생작품 수집을 미술관 소장

품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런 문화는 소장품 확보에 있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판화, 우

메하라 류자부로의 그림과 표지 디자인, 그리고 동경예대 출신 한국작가

들인 김관호, 김창섭, 김찬영, 이봉영, 장익, 이재창, 박노홍 등의 작품들

도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한국 국적의 작가들의 자화상 등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일본 이름을 사용한 작가들도 많이 있어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운영 프로그램

1) 일반 프로그램
전시 및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

투어, 강의, 공연, 토론, 아티스트 토크

2) 교육프로그램 작품 기법 분석, 작품 모방 수업

[표 18]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운영프로그램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은 타 대학미술관과 비슷하게 전시투어, 전시연

계 강의, 토론회, 아티스트 토크와 같은 전시와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구성원들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주로 교수

91) 도쿄예술대학 대학미술관의 큐레이터 OKAMOTO, Akiko 교수로부터 받은 답

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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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장품을 직접 확인하며 작품의 기법을 분석하거

나 작품을 모방하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칭화대학교 미술관

[도판 11] 칭화대학교 미술관 외관 92)

대학에서 약 100년의 수집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 위

치한 칭화대학교 미술관은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하여 2016년 새로 개관했다. 2016년 공식적으로 개관전에는 칭화대

학교 교수, 학생들과 초대권을 받은 외부인에게만 공개하며 예술연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됐다. 4층 크기의 미술관은 건축물만 30,000m²의 크

기의 규모로 약 7개의 전시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작품 옆의 QR코드

인식 시, 작가 정보와 설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칭화대학교 미술관의 시초는 1926년 중국학과와 역사학과가 고고학

전시실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48년 이후 칭화대학교 출신 학자

들 진(Chen Mengjia), 량(Liang Sicheng) 그리고 펑유란(Feun Youlan)

에 의해 문화유적 전시실과 문화유적 박물관을 지었다. 그리고 1999년

중앙 예술학교가 칭화대학교에 생기면서 급진적으로 소장품이 확대되

었고, 대학미술관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칭화대학교 미술관은 역사와 인문학, 예술적 본질, 그리고 혁신기술을

92) 출처: Tsinghua University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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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리는데 대체 불가능한 공간을 지향한다.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주도해오고 있으며,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

고 전시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적 성과를 알리고 학문적 연구를 지지한

다. 또 국제적 교류를 위해 정보교환,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고 재능을

교육시키고 있다. 2016년에 개관 하자마자 약 120,000명이 넘는 방문객

이 다녀가면서 현재 대학미술관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8

16.7

8.312.5
8.3
4.2

29.2

미술사적

문화사/자료사적

기획주제전

소장품전

개인전

국제교류전

대학구성원전

[표 19] 칭화대학교 미술관의 전시 주제별 분석 (2016년-2018년, 단위:%)

칭화대학교 미술관은 지금까지 24회의 전시를 가졌으며 연간 평균 약

6회의 전시를 열고 있다. 상설 전시로 칭화대학교 미술관의 소장품을 전

시하는 《칭화 보물전(Tsinghua Treasures)》와 《대나무 조각에 새겨진

고전문학(Classics on Bamboo Slips)》전, 그리고 《...올림(Sincerely your

s)》전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미술과, 중국의 역사를

다루는 전시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학구성원 전시가 약 7회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들레르 등 미술사적 전시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칭화대학교는 현재 중국에서 예술과 혁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에 맞게 온라인상에서 전시를 감

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시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2016년 개관하였지만 매년 다수의 전시와 상설전시를

유지하며 활성화를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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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celain 2700
Embroidery 4600
Painting & Calligraphy 1400
Furniture 140
Bronze 180
Modern Comprehensive Art Works 3,980
Totals 13,000

[표 20] 칭화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분류93)

현재 칭화대학교 미술관은 약 13,000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대부

분은 1956년부터 기증받아 칭화대학교 미술&디자인과에서 소장하고 있

던 작품들이다. 소장품 중에는 1,400점 이상을 회화와 서예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작품들은 원나라 시대부터 현재까지 아우르고 있다. 약 4600

점 이상의 섬유 작품은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현대까지의 금수기술, 융.

비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2700점 이상의 도자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어 청자, 붉은도기, 와질토기, 흑도, 법랑과 중국

회화가 그려진 다양한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의 명나라 시기의

가구들부터 현대의 가구까지 약 14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책상, 의자, 서

랍장, 그리고 침대와 같은 가구들 위주이다. 또한 왕 강화이의 기증으로

180점 이상의 동으로된 거울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종합 현대예술작품

으로는 주로 중국과 외국작가의 미술작품과 공예품들을 수집하고 있고

약 3,950점 정도이다. 이밖에 대학의 도서관, 아카이브, 역사 박물관, 인

문학과 건축과 같은 관련학과에는 회화와 서예, 동, 뼈, 대나무조각, 섬유

등을 소장하고 있고 이 수는 약 8000점 정도로 예상된다.

운영프로그램

1) 일반 프로그램 전시 투어, 강의, 멤버쉽 워크샵

2) 교육프로그램 서양미술사 강의, 미술 감상법, 도자기 체험

[표 21] 칭화대학교 미술관 운영프로그램

93) 칭화대학교 미술관 홈페이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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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는 칭화대학교 도서관에서 주로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이

루어져 왔다.94) 비록 대학미술관 개관 이후로 아직 많은 프로그램이 개

설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12회에 걸치는 서양미술사 렉쳐 프로그램,

미술 감상법, 도자기 만들기 체험, 오디오 프로젝트 등 참여와 교육적 강

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강의가 열릴 때

에는 약 3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강의에 참석하며 중국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교육적 교류를 위해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미술관(Indiana University

Art Museum)과 칭화대학교 미술관이 협동하여 각 대학의 학생과 교수

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구상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학과 대중

을 위한 미술관으로서 전시를 통한 교류를 넘어 예술적 학문적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교류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제 3절 비교결과

한국 대학미술관의 전반적인 현황 및 서울대학교 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의 현황,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애

슈몰린 미술관, 미국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 일본 도쿄예술대학교 미술

관, 중국 칭화대학교 미술관의 현황을 전시 경향, 소장품, 운영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시 경향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미술

관은 더욱 근현대 미술사적 전시와 사회적, 실험적 내용의 기획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대학미술관의 역사가 서구보다 늦게 시작하기도 했

지만 소장품이 적어 전시 주제에 있어 미술사적 전시보다는 현대와 동시

대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대학미술관으로서 학생전시나 교수 전시 또한 매년 갖고 있었는데 대학

구성원 전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대학교 미술관과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을 포함하여 다수의 한국 대학미술관들의 경향이었다. 이런

94) 칭화대학교 소장품 부서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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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향은 동양권의 대학인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과 칭화대학교 미

술관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미술사적 전시가 주를 이루기는 하나

현대미술 전시보다 문화·역사적, 자료사적인 내용의 전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대학미술관은 서로 몇 차례의 교류전

을 가졌었고 대체적으로 서구권의 대학미술관보다 국제교류전에 지속적

인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해외 대학이나 미술관과의 예술

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옥스퍼드대학교의 애슈몰린 미술관이나 예일대학교의 아트 갤러리는

역사가 오래되어 소장품의 범위가 넓어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소장품에 기반을 둔 미술사적, 문화·자

료사적 전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전시의 주제 및 내

용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 대학의 성격과 대학미술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전시 경향은 주로 소장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소장품의 현황을 각 대학미술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해외 대학미술관

의 경우 한국 대학미술관보다 오래된 역사와 함께 정부, 대학, 개인으로

부터의 적극적인 지원 및 기증으로 소장품 확보에 있어 월등히 높은 수

준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에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소장품 구

입비라는 항목이 생겼지만 대다수는 기증으로 이루어졌고 구입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

미술관의 경우 작가 혹은 소장가의 기증으로 소장품의 확충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 정부 및 비영리 재단으로부터 많

은 지원을 받고 있어 지속적인 소장품 확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95)

95) 영국의 대학박물관·미술관 경우, 1992년부터 선정한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금위원회(HEFCE: Higher E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와 예술인성 연구위원회(AHRC: Arts and Hummanities Research

Council)에서 특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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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슈몰린 미술관 역시 운영에 필요한 주요자금은 고등교육기금위원회가

제공하는 ‘뮤지엄소장품기금(MGCF:Museums, Galleries and Collections

Fund)’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96) 미국의 대학박물관·미술관들은

주로 ‘국가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국가인

문학기금(NEH: National Endowments for the Humanities)’, 그리고 ‘박

물관·미술관·도서관지원기관(IML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으로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밖에 고등교육기관에만

지원을 하는 ‘앤드류 멜론 재단(Andrew W. Mellon Foundation)’97)과 같

은 비영리 재단도 있다. 일본은 세제상의 우대가 많지 않아 기부나 후원

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전시예산 같은 경우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은 학예원이, 그 외 경비는 공동개최자, 즉 신문사나 매스컴 등이 부

담하는 방식이 많다.98) 도쿄예술대학교도 신문사나 방송사와 함께 주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칭화대학교가 첨단 미술관을 지향하는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창의와 혁신에 집중하며 문화산업 교류와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의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재

육성 시스템에 지원을 하고 있다.99)

그러나 한국은 고등교육기관의 박물관·미술관을 후원하는 정책은 사

실상 소외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고

대학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다. 대학박물관·미술관 육성

96) Funding Allocations for University Museums and Galleries, HEFCE, 2010,

p. 3, 조민영(주 73), p. 34, (재인용)
97) Andrew W. Mellon Foundation은 the Avalon Foundation-Alisa Mellon

Bruce과 Old Dominian Foundation-Paul Mellon의 합병으로 1969년 설립된

미국 뉴욕 기반 비영리 재단이다. 2016년까지 총 6조의 기부금이 모였다.

매년 약 3억 정도가 각 고등교육기관의 인문학, 예술과 문화유산을 중심으

로 발전을 돕기 위해 미국, 유럽,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꾸준한 후원이 이

루어지고 있다. https://mellon.org/about/ 참고, 2018.05.10.
98) 한미애,『미술관정책론』, (예전사, 2007), p. 221
99) 김기헌, 「2013-2014 중국 문화산업 정책연구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

원, 2015, p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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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문체부의 문화기반부 담당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대학

미술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다면 지원이 필요한 미술관의

특성상 기증만으로는 지속적인 소장품 확충이 어려울 수 있어 대학미술

관의 발전이 더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보여준 운영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

로 대부분의 대학미술관을 포함한 모든 미술관은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전시 투어, 작가와의 대화, 토론,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또한 어린이·가족, 학생, 성인 대상으로 여느 곳이나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학술연구의 기능이 강조된 대학미술관으로서의 특수

성이나 전문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미술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이어가려면 그만큼 자료들이

많아야 하는데 소장품의 확보가 충분치 못한 국내 대학미술관의 상황으

로 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반면 해외의 경우는 학생과 교수를 위한 미술관과 대학의 연계 프로그

램이 존재하고 소장품 및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제공하지만 그 대학교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교육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

습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

대학미술관이 가진 특수성과 전문화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학과와 미술관 전시 혹은 소장품과의 교과연계교육, 그리

고 학술연구 등을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였고

대학미술관의 연구에 일반인들의 참여 또한 장려하며 대학미술관의 기본

역할인 학술연구와 교육의 범위에서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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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위의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미술관은 대학만이 가진 특성

을 살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에서도 미술관

특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미술관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

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한 바, 2004년 대학미술관으로 등록된 대

학은 경성대 1곳이었으나, 2017년 기준 15개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주

었다.100) 하지만 한국 대학미술관은 아직까지 일반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독보적인 정체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의 필요성

을 느꼈다. 이러한 모습은 장기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해외 대학미술관들에 나타나는 활성화 요인들을 보며 한국 대학미

술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미술관

대학미술관은 특성화가 가능한 요소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일

반 미술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9곳은 수도권에, 6곳은 지방에 있고 캠퍼스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적이지 못한 접근성을 보여준다. 홍보도 소극적인 편이라 문화

예술 향유자들에게 인지도가 낮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관람객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대학미술관이 필요하다.

먼저,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와 공간이 합해진 개념으로, 전시 공간, 문

화교육 프로그램, 도서관과 같은 문화 정보제공 시설, 야외공간, 뮤지엄

샵, 까페 및 휴식공간을 갖추고 예술적인 창조활동과 함께 감상 및 교육

적 활동, 문화적 행위가 일어나는 복합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런 문화

적 공간에서 전시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람객들은 창조

적 사고가 향상되며 이때 얻는 예술적 경험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

100) 국립현대미술관,『문화선진국을위한투자, 미술관정책 : 미술관진흥정책연구』

(국립현대미술관, 2005).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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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101) 또 복합적인 경험의 질과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술관의 성

공에는 미술관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적 성과가 크게 작용한다고 한

다.102) 즉,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에 있어 전시 외에 오락, 편의, 체험공간

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찾는 대중들이 늘어난다는 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관람객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선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술관은 전시와 교육 이외에도 공연, 파티, 음악회,

플리마켓, 뮤지엄 샵, 까페와 같은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복합문화공간의 형태

를 갖추고 있는 미술관들이 관람객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은 아니다.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문화예술행사 중 미술전시회

는 약 5.37점을 기록하며, 뮤지컬, 영화, 연극, 대중음악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만족도가 낮음을 나타냈다.103) 또 미술관 관람객의 만족도 부분에서

기본적인 전시 기능을 빼고는 소통성, 신뢰성, 편의 접근성 등에서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104)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대학

미술관은 미술관의 틈새시장을 노려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람객의 발걸음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이 갖춰야 할 공통적 기능105)에 입각해, 예술

101) 조선령,「변화하는 문화환경과 미술관의 공공성문제-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현대미술논집』, 제22집(2007), p. 214

102) 강한이, 권경민, 신형덕(2015), 미술관의 다양한 공간 활용이 관람객 수에 미치
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제 12권 제 2호 (통권 제37호), 2015.6. p. 124

103)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p. 54
104) 강한이, 권경민, 신형덕(주 102), p .124
105) 1) 참여의 장으로서의 기능: 욕구와 필요에 따라 예술가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찾고 향유 하는 것 2) 개방성: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며 예술지원의 책임과

문화적 기대에 따른 참여와 개방성을 확대 하는 것 3) 사회성: 일반 대중들 모

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접근성과 공간을 통해 모든 활

동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지역사회의 시민

들을 위한 정보, 장비, 전문가들을 통해 지역주민 예술문화 이해를 돕고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함 5) 젊은이들을 위한 기능: 향유 계층을 젊은 세대로 확

대해야되며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함. 6)예술가를 위한 기

능: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작품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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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미술관 개방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미술관들은 전시투어나 강

의를 제공하는 방식의 주입식 교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해외의 활성

화된 대학미술관들을 보면 미술관의 급진적인 활성화에는 학생 및 시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옥스퍼드대

학교 애슈몰린 미술관은 성인 22,821명이 미술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16-2017년도에 지난해보다 22% 멤버쉽 증가율을 보였다.106)

특히 앞에서 소개한 ‘대중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원, 학생 및 지역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참여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1-2년 사이에 연구의 수준과 양이 빠르게 증폭했다. 궁극적으로는 애슈

몰린 미술관에서 행하는 학술연구에 대중들의 관심이 몰리자 후원자금까

지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 참여’는 단순히 전시와 연계된 것만이 아닌 학문

기관의 미술관으로서 학술적 연구에 참여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

여 방법은 연구 주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공자 혹은 비전공자로 이루

어진 참가자들에게 토론, 발표, 각종 설문조사, 리서치, 컨설팅, 공동제작,

평가 등의 기회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시 측면에서는 아이디어

교류와 평가를 통해 전시 주제에 있어 사고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전

시방법에 있어서는 시지각적으로 피드백에 반응하는 효과적인 전달방법

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자료수집이나 제작에

참여하며 연구에 가속도를 기대할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적인

학술연구 내용을 대중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다. 또 다양한 생각을 수

렴하여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이

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미술관으로 하여금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예욕구

충족과 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107) 그러므로 미술관의 핵심 활동과 연구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을 말함. 박영식,「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7), pp.13-15 (재인용)
106) Ashmolean Museum Annual Review 2016-201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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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만의 전문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미

술관이 되어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강화

대학 부속의 미술관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의 조직으로서 학술

연구와 교육을 목적에 두고 있다. 대학미술관은 일반 미술관과는 다르게

대학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며, 이러한 부분은

대학미술관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성과 특수성이기도 하다. 때문에 해외

대학미술관의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대학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

램은 교과목과 연계를 시키고, 타 학과에서도 예술과의 접목을 추진하는

등 학문적으로 더욱 교육적 연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또한 소장품을

미술관 관계자들만이 지닌 특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용이 수월하여

수업에 적극 활용되면서 관람의 차원을 넘어 직접적인 학문적, 교육적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학미술관들은 일반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

른 분야와의 교류는 제공하고 있으나, 미술관과 대학 커리큘럼간의 구체

적인 연계, 즉, 대학의 학생이나 교수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로체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중·고 대상이며 성인 대상의 전반적인

미술사 강의는 있지만 이것은 어느 일반 미술관에나 존재하는 형태라 특

이점이 없다.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했을

때 소장품 열람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해외 대학미술관에 비해 체계적

인 커리큘럼 하에 미술관의 재산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실행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대학미술관이라고 하는 전시공간들은 미술대

학 학생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서만 활용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즉, 미술

학과가 아닌 이상 대학과 미술관 간의 교류가 미미하고 대학미술관으로

서 학술연구와 교육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10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문화예술총서, 1987,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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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의 대학미술관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대부분 미술관의 소장품을 이용해 여러 학과들과 미술관의 교류

및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애슈몰린 미술관의 ‘대학 참여 프

로그램(University Engagement Program)’에서는 소장품을 활용하여 다

양한 학과와 미술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

진시키고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

리에서도 ‘학생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

한 전시기획 실습을 제공하는 등, 소장품의 활성화를 돕고 학생들의 예

술적 흥미를 키워줌과 동시에 진로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대학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가치와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한국은 해외에 비해 소장품이 적지만,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

소장중이고 평균 소장품 수가 300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미술관의 핵

심 작품이나 주요 작가 위주로 심층적인 탐구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가 부족했던 작가나 작품에 대

한 재발견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커리큘럼이 활성화 되면 각 대

학미술관들과 소장품 교류가 추진될 수 있고, 대학 간의 교류는 물론 확

장된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심화된 교육과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 전시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많은 국내 대학미술관에서는 대관전시

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작가들의 개인전 위주이다. 하지만 예술계 종

사자가 작가 이외에도 많은 만큼, 단순히 미술관 인턴쉽이 아닌 학생들

이 직접 전시기획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장품을 활용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기획전시를 구상한다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진로체험 및 인재양성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대학의 부속기관인 대학미술관은 사회교육의 기능을 지니므로

문화향유와 정보습득의 장소로 발전하는 것이 정체성 살리며 활성화 시

킬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미술관이 지향하는 목적 안에

서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다수

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 내부의 집단을 우선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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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관람객 층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틈새영역에 있는 대학미술관으

로서 특성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학문기관인 대학만이 제공 가능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

켜 전공자와 비전공자들 모두가 미술관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대학 내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재능있는 전문가들을 모이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타

대학들과 미술관들로부터 차별화가 가능한 점이 될 것이다.

3. 대학박물관의 현대미술부 강화

대학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관이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소장품의 확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시간적, 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할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이 없

는 현 상황에서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하여 비교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미술관의 확장 및 소장품의 확보, 그리

고 공적·사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

는 대학박물관의 현대미술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대학박물관은 1967년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해 종합대학에

도서관 설치와 함께 박물관 건립이 필수적이었던 관계로 전국에 104개가

등록되어 있다. 국제대학박물관미술관협회(UMAC)에 의하면 세계 10위

권108)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고 사회적 교육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학미술관

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장시키기에 적합하다.109)

또 규모나 소장품 측면에서 해외 대학미술관과 한국 대학미술관이 격

차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박물관·미술관’을 통합적으로 사용하

는 외국의 개념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많은 해외 대학미술관

108)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1), p. 25
109) 성태규, 대학박물관 사회교육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 56회, 2007),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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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Museum, Museum of Art, Art Museum, Art Gallery라고 명칭하

고 있지만 근현대미술과 함께 유물도 많이 소장한다. 즉, 대학박물관에

현대미술부가 강화되어, 박물관·미술관적 성향을 지닌 대학의 문화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인 것이다.

한국도 특히 미술대학이 있는 대학박물관이 현대미술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1935)과 홍익

대학교 박물관(1967)이 있다.110) 대학박물관의 시초에 있던 이화여자대학

교 박물관은 근현대미술보다는 유물 수집과 연구 중심이다. 그러나 1990

년부터 고대와 현대를 접목하는 전시를 많이 하면서 2006년 현대미술전

시관을 신설했고 현대미술품 수집과 전시를 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박물

관도 본래 1967년 근대미술품을 수집하여 ‘홍익대학 현대미술관’을 개관

했으나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며 고미술과 고고미술 민속자료까지 수집 범

위를 넓혀 1971년 ‘홍익대학교 박물관’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대학미술관

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2009년 ‘현대미술관(HoMA)’을 별도로 분리했

다. 이들은 문화재 이외에도 한국근현대회화, 불교미술, 전통미술, 조각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전시와 유물 및 미술사적 교육프로그램도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런 형태는 외국개념의 대학미술관의 성격과 비슷하므로 현대

미술부를 강화시키면 대학 내 문화기관으로서 외부적, 내부적으로 미술

관의 기능이 확장되고 더욱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어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고등교육기관의 문화기

관이 확장된 차원으로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 고

등교육기관의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이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전범위적 박물관·미술관 지원은 있어도 대학에만 해

110) 위 국내 대학미술관 사례에서 언급한 서울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아대학교 모두

대학박물관을 미술관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현대

미술부가 박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설립되었고, 조선대학교와 동아대학교는 현

대미술품 기증받으며 설립되었다.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근현대미술품은 미술관

에서 다루고 있지만 도자, 불교미술, 조선시대 회화와 서예등은 박물관에서 다

루고 있다.



- 74 -

당되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비교적 대학미술관보다 학술회 및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박물관의 경우,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에 포함되어 ‘전공과정, 교수 및 학습시스템 등 연

계와 특성화 대학박물관 지원’,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대학평가에 대

학박물관 설치 여부와 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학박물관을 지연

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육성’을 계획했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111) 즉, 한

국 대학박물관·미술관은 모두 애매한 정책 속에서 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전이 더디다. 그러므로 근현대미술부문 강화를 통해 확장된 고등

교육기관의 문화시설로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방법은 전반적

인 활성화를 돕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11) 조민영(주 7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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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미술관이 설립되었고 현재도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대학미술관은 일반 미술관에 비해 대

중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온갖 어려움 속에서

도 대학기관에는 보존, 연구, 교육의 의도로 작품을 수집하거나 기증받으

며 존재를 이어왔다. 특히, 한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하

고 대변하는 대학으로서 이러한 기관에 부속된 미술관은 단순히 예술적

분야만을 바라본다기보다 대학의 학문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처럼

대학미술관은 국제적,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의 문화인을 양성하

는 최적의 교육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미술관

들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상징적인 문화기관으로

서만 존재하여 해외의 대학미술관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아쉬운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대학미술관의 목적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한국 대학미술관과 해외 대학미술관의 현황을 이

해하여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규모, 전시, 소장품, 교육프로그램, 방문객 수 등

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전시경향, 소장품,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중

심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미술관들은 일반 미술관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미술

관으로서의 정체성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고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시 경향에 있어서는 해외 대학

미술관이 방대한 양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미술

사적 전시가 주도적이었고 한국은 동시대적이며 넓은 스펙트럼의 기획주

제의 전시와 대학구성원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품은 미술관의 역사가 길고 지속적인 기증과 지원이 활발한 해외

대학미술관들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학미술관

에 관한 정책이나 지원, 기증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부각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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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해외 대학미술관은 주 대상을 학생, 교수, 연구원에 집중하

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대학미술관들은 소장품 연구와 확보, 대학의 교과연계나 학생 및 교수진

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통해 일반 미술관과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대학에서 예술과 미술관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

정이기도 하다. 그 결과, 대학미술관은 학생 및 지역사회에게 예술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여러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특성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례 비교연구는 한국 대학미술관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했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고안할 수 있

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미술관이

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지향하는 오늘날, 대학의 기본 바탕

인 학술연구를 강조하여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대학미술관의 정

체성을 구축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했다.

둘째, 대학만이 줄 수 있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학미술관의 발전은 궁극적으

로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향상과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 연계

수업을 통해 사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대학과 미

술관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을 강화시키면 외부적, 내부적으로

참여도와 인지도 또한 높아져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현실적인 방법의 미술관 확장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대학박물관의 현대미술부 강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비교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미술관을 확장하고 대학의 문화기관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현재 미미한 대학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을 극복하기 위해 강화된 고등교육기관의 문화기관으로서 집중적인 지원

을 기대해보고자 했다.

미술관의 정체성은 미술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즉 목적과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미술관은 고등교육의 가치관을 실행하며 새로운 지

식 제공과 창조에 대한 의무가 있다.112) 그러므로 대학미술관은 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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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창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미술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장품

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대학과 미술관의 성격을 고려해 신중한 수집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사회는 문자로만 소통하는 세계가 아닌 이미지와 창

의력이 중심이 되어가는 사회이므로, 예술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결국 앞

으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문화인재 양성의 공간인 대학미술관과 지역사

회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루어지는 미술관의 역할과 그곳을 통하여 얻은 배움은 앞으로의 예술문

화의 발전에 큰 발판이 될 것이다.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각 대학미술관

만의 전문성과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112) Shapiro, et el.,(주 39),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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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university art museums in Korea and to suggest plans for their

activation through comparing the tendencies of their exhibitions,

collections, and education programs with those of university art

museums abroad.

In Korea, art museums a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types: public,

private, and university. Every year, the total number of art museums

is growing, but only a small portion of the general audience is aware

of university art museums. There are only 15 registered university

art museums so far. More still, with the exception of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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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art museums which are built to store their artwork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university, most of them exist only in

the form of exhibition halls included in other departments.

Additionally, when compared to public or private art museums, it is

hard to define the precise identity of the university art museum as it

is not definitely characterized in regard to exhibitions, collections, and

programs. Also, because university art museum is vaguely located in

between the university and a museum regarding art and cultural

policy, many of them are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to manage the

art museums.

On the other hand, many university art museums abroad are being

activated with the definite identity of being an academic museum and

providing differentiated systems.

In order to examine these issues in depth,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current state of university art museums

abroad. Oxford University’s Ashmolean Museum in England, the Yale

University Art Gallery in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Museum,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in Japan, and Tsinghua University Art

Museum in China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find what elements

contribute to their vitalization. In doing so, suggestions may be

formulated to apply their approaches toward the vitalization of

university art museums in Korea. Indicators for their current state

are categorized by exhibition topics which show the tendency of their

exhibitions, the number and types of their collections, and their

educational or operational programs.

Results indicate that university art museums abroad usually have

extensive collections, as the history of each art museum itself has

been built up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this, art

museums abroad host more exhibits concerning art history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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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art museums in Korea. In particular, their education

programs are systematically organized vis-à-vis connecting their

collections with curricula for students and faculty. Specialized

academic research and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campus community define the identity of the university art museum,

each of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vitalizing university art

museums. Such orientations ultimately positively influence those

universities and society at large.

Furthermore, there is no association like the ICOM or the UMAC in

Korea, which is a key oversight; such councils consistently follow up

on the current state of museums and discuss plans for their future

development. Maintaining these interests acknowledges the value of

art and cultural organization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allow them to receive active financial support.

Therefore, following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three

activation plans are suggested. First, university art museums in

Korea should develop their identity as a complex cultural space to

become more widely known and attract more visitors. Second,

university art museums should view developing their expertise in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as their top

priority as a member of the university community. Third, universities

should develop fine art department in university museums that

already exist on campus. In this way, university art museums can

extend faster and expect the increase in financial support as an

enhanced art and cultural institution in universities.

This research paper brings to light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university art museums if they, as academic institutions, emphasize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 art

museums. The activation of university art museums, which prim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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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s on research and education, will eventually create a positive

feedback loop for the university and its community.

Keywords : University art mus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useum of Art, Ashmolean Museum, Yale University Art

Gallery, Tokyo University of Arts The University Museum,

Tsinghua University Art Museum

Student Number : 2013-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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