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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로서의 디자인:
이순석의 1946–1959년 응용미술교육*

허보윤

허보윤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와 동대학원을 마치고, 영국 Middlesex 대

학에서 디자인사 석사, Portsmouth 대학에서 Art, Design & Media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신여성(공저)』, 『열두줄의 20세기 디자인사(공저)』

가 있으며, 역서로는 『욕망의 사물』, 『확장하는 모더니티(공역)』, 『콘란과 베일리의 디자

인&디자인(공역)』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 연대, 숙대 등에 출강하여 현대공예론과 디

자인사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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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용미술’은 오늘날 공예와 디자인 분야를 통합하여 칭하던 용어이다.  
영어 ‘applied art’의 번역어이나 언어적 문맥은 동일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3-1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1950년대까지 이순석의 교육을 ‘응용미술교육’이라고 통칭한 
근본적 이유는 당시 학과명에 근거하고 있다. 1946년 미술대학 개교 당시 개설된 학과는 
‘도안과’였으나, 49년 11월 학과명을 ‘응용미술과’로 개칭했다. 이후 1950년대는 물론 
80년대 초반까지 ‘응용미술과’라는 학과명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전공개념이 
도입되어 공예전공과 디자인전공으로 분리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공예/디자인의 분리 개념이 없는 ‘응용미술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Design as Art : 
�e Education of Applied Art by Sun–Seok Lee in 1946–1959

Boyoon Her

In the 1940s and 1950s, the education of applied art at Seoul National Univer-
sity (SNU) was under the influence of Sun–Seok Lee who was the only full–time 
professor in the applied art department. Ideas of ‘do–an (design)’, ‘craft’, ‘decora-
tion’, ‘fine art’ and ‘applied art’ that he had learned during his studies in Japan 
affected the contents of applied art education in the early days. �ose ideas being 
transplanted from the West were inserted into the East Asian sign system in 
the modern age. �ey were constituted as translated terms whose signifiers were 
established first, and then the meanings (signifieds) were filled in later. Those 
vague terms were poured into the modern age of Korea contemporaneously. �e 
superimposition and coexistence of meanings made signifiers all the more empty.

Since then, new hierarchies rather than proper meanings have been filled 
in those empty spaces. In Western culture, the concept of fine art and the experi-
ence of modern education could hold prominent positions. �rough the intimacy 
with Western missionaries in his young age and the experience of his studying 
at Tokyo Art School, Sun–Seok Lee acquired multilayered meanings of trans-
lated terms and the new hierarchies in them, which influenced the education of 
applied art in those days. 

Under those circumstances, it could not help being difficult to educate 
in the arts with distinct ideas and system. The curriculum of the applied art 
department of SNU in the 1940s and 1950s was organized through compromis-
ing between the curriculums of Tokyo Art School and American universities. 
Although most professors at that time had studied at Tokyo Art School, the cur-
riculum did not directly imitate that of Tokyo Art School. Because Korea was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t that time, basically the American univer-
sity system was applied. Also the dean of the college, Pal Chang, sympathized 
with the American art education system. Moreover, the lack of facilities and dif-
ficulty with the supply of proper lecturers encouraged the compromise of educa-
tional institutions. 

However, the education of applied art major by Sun–Seok Lee had b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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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y the form that he had learned and experienced in Japan, which is ‘do–an’ 
education. His applied art education had largely three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he encouraged his students to make stylized decorative paintings. He thought 
that two–dimensional decorative paintings were real design works which had 
the same status as that of fine art. Secondly, he insisted on the use of traditional 
patterns, especially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in terms of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culture. �irdly, the applied art education did not have any practice 
class for making. �e first and second features were very similar to the ‘do–an’ 
education of Tokyo Art School, but the third one was very different. �e practice 
classes for making, such as wood work, lacquer work, ceramic work, and weav-
ing were of great importance in Japanese ‘do–an’ education. Compared to that, 
classes in applied art education at SNU used only kent paper and poster colors. 

Conclusively, the early applied art education of SNU in the 1940s and 
1950s seemed to pursue ‘Design as Art’. It depended on the status and forms 
of fine art and emphasized planar decorative design. Also, it excluded practice 
for making and produced planar paintings rather than craft objects. �ose char-
acteristics of applied art education became fainter from the 1960s.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has been possible due to Sun–Seok Lee’s 
pioneering efforts that set up the department independently and solidly in the 
frame of the college of fine arts. In addition, the translated modernity surround-
ing Sun–Seok Lee and applied art education at that time is still valid for Korean 
society. �erefore, reviewing his achievements can be said to be a way of viewing 
ourselves today. 

 Key words:  design as art, translated modernity, Sun–Seok Lee, applied art educa-
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4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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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순석은 “한국 현대 공예와 디자인의 선구자”로 불린다.1 일본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2 “1931년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개인전을 개최”했으며,3 
1946년 역시 한국 최초로 도안과(응용미술과)를 설치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의 교수로서 초창기 응용미술교육의 기틀을 잡았다.4 국전과 상공미전의 심사

위원직을 장기간 역임했고, 퇴직 후 1974년 대한민국 예술원의 회원이 되었으

며,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이러한 화려한 이력과 업
적으로 보았을 때, 이순석은 백태호의 말대로 “우리나라 디자인과 공예의 발전 
역사상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는 분”으로 칭송받을 만하다.5 

그런데 공예 · 디자인 분야의 교육가이자 행정가 또 공예가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순석에 대한 후대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6 또한, 그나마 몇 
안 되는 연구결과물조차도 공예 · 디자인 이론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미술사적

인 접근법을 통해 이순석의 작품세계와 작가적 영향력을 파고든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그의 생애와 행적 안에 녹아 있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

1 「공예가 이순석씨 타계, 현대 공예·디자인의 선구자」, 『계간미술』 제40호, 1986년 겨울호. 
2 외래어표기법을 정식으로 따르면 ‘도쿄미술학교’가 맞는 표기지만, 오랜 관행상 

‘동경미술학교’로 표기한다. 도쿄시 우에노에 위치한 동경미술학교는 우에노미술학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종전 후 미군정기에 도쿄예술대학 미술부로 체제가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백태호, 「서문」, 『하라 이순석』, 1993, 3쪽. 
4 서울대학교 개교 당시 미술 분야는 예술대학 소속 미술부의 형태로 설치되었다. 그러다 

1953년 한국전쟁 와중에 독립 단과대인 미술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괄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표기하였다. 

5 백태호, 「서문」, 『하라 이순석』, 1993, 3쪽.
6 이순석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물은 구경화의 「이순석의 생애와 작품 연구」(1999)와 최옥수의 

「이순석의 공예와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1999) 뿐이다. 그 외 참조할 만한 자료로서는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 동문회가 펴낸 『하라 이순석』이 유일하다. 장욱진, 김환기 등의 같은 시대 
유명 화가들에 비하면 연구성과가 빈약하다 못해 초라할 지경이다. 이는 근현대 한국미술계를 
조망하는 시각이 순수미술 중심이었다는 점, 그리고 문화사라기보다 작품 분석을 핵심으로 
한 미술사 중심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더불어 공예와 디자인 분야의 이론적, 역사적 관심이 
희박했다는 사실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다고 할 수 있다.7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순석의 작가적 역량보다, 교육가

로서 그가 실시한 응용미술교육의 특징을 살펴 당시는 물론 오늘날 공예 · 디자

인 분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그의 화려한 이력과 후대 연구자들의 무관심이 대조를 이루듯, 교육

자로서 이순석도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으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설립에 관여하면서 응용미술 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설치하였고, 그 
교육프로그램의 틀을 구축한 인물로 칭송받는다. 이후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서울대학의 체제를 모방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지대했음에는 의심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순석은 일본의 응용미술 교육체제를 해방 후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켜, 한국적 제도 성립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인물로 비난

받기도 한다. 자신이 일본에서 받은 교육제도와 개념을 그대로 이식했을 뿐, 한
국의 사정과 정황에 적합한 혹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비
난인 것이다. 

이러한 양극단의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일본

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그대로’ 이식된 것인지, 이식의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져서 칭송 혹은 비난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개인

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업적과 행적이 가진 의미를 찾
아내는 일에 무게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시대를 살아낸 이순석

이라는 인물이 남긴 자취를 추적하여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체계가 어떤 모양

새를 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문화사적 연구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그 개인을 만든 사회적 조건이

기 때문이다. 

7 앞서 언급한 구경화(1999)와 『하라 이순석』의 경우, 주안점은 이순석의 예술세계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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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라 이순석의 생애와 교육활동

개인의 인생사나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글이 아님을 앞서 밝혔지만, 연구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이순석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1 이순석의 교육배경 및 해방 전의 활동

이순석은 1905년 1월 충남 아산군 인주仁州면 공세貢稅리에서 9남매의 막내

로 태어났다. 원래 서울 남산에 살던 부친 이병무가 어수선한 시국을 피해 아산

으로 귀향한 직후 이순석을 낳았다. 당시 흔치 않았던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순석은 태어나자마자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일찍부터 서양

문화를 직접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순석이 어린 시절 빈번하게 드나

들던 아산 공세리 성당의 주임신부는 에밀리오 데뷔스(한국 이름은 성일론成
一論)라는 이름의 프랑스인이었는데, 그는 예술에 매우 조예가 깊은 인물로 직
접 나무나 돌을 깎아 조각품을 만드는가 하면, 간이 대장간을 차려 금속제 장식

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데뷔스 신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순

석은 자연스레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훗날 그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
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한 바 있다.8

모태신앙인으로 신부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이순석은 1918년 13세 
때 서울로 올라와 용산성심신학교 초등과를 3년간 다닌 후, 천주교 서울교구가 
인수한 남대문상업학교(현 동성고교)에 들어갔다. 그림 그리기나 공작 혹은 바
이올린 연주에 이르기까지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화가 
고희동 등이 운영하던 서화협회書畵協會에서 양화洋畵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가 다니던 중림동 성당의 프랑스인 빌 모어(한국 이름은 우일모

禹一模)신부의 제안으로 성당 제대의 양쪽 벽을 장식할 성화를 그리게 되었고,9  

8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 『하라 이순석』(1993). 이 
글은 원래 1974년 3월 9일부터 경향신문에 12회에 걸쳐 연재된 글이었다. 그 외 이순석의 
어린 시절에 관한 자료는 권순형, 「하라 이순석의 예술과 생애」, 『하라 이순석』(1993)과 
구경화(1999)를 참조했다. 

9 이 성화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를 그린 80호짜리 유화 한 쌍이었다고 한다.

하라 이순석

賀羅 李順石

1905–1986

공세리 성당 신부 에밀리오 

데뷔스(성일론成一論)

동경미술학교 재학 당시의 이순석

1926년 동경미술학교 

입학 즈음의 이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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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동경미술학교 졸업기념 사진. 

앞줄 맨 왼쪽이 이순석

1931년 

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집 표지

1931년 

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 

장정도안 시리즈

또 우연히 그 그림을 본 독일인 신부 안드레아 에카르트 박사의 추천을 받아, 독
일 베네딕토회에서 운영하던 원산의 해성海星보통학교에서 1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독일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다. 원산에서도 이순석은 수도원에 있는 
독일인 신부에게 독일어와 스케치 등을 배우며 꾸준히 서양 문화를 접촉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독일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순석은 마음을 바꿔 동경

미술학교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1925년 4월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으로 떠
날 당시 이순석은 서양화를 배울 심산이었다. 그러나 도쿄에 도착한 후 동경미

술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 다니고 있던 강습소 카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에

서 알게 된 유명한 화가 니와丹羽의 권유로 마음을 바꿔, 도안과에 지원하게 된
다. 이순석은, 15명 모집에 약 8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1926년 동경미

술학교 도안과에 입학하였다. 이순석이 동경미술학교를 다닐 당시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10 다만 이순석의 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 제출본으로 미
루어 볼 때, 당시 그의 관심사가 상업도안(오늘날의 그래픽디자인)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졸업작품은 15권의 책표지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장정각

종도안裝幀各種圖案 시리즈물이었다. 그가 디자인한 책표지에는 각각 ‹인생

학›, ‹카톨릭›, ‹우정›, ‹하라시집›, ‹촌락›, ‹스콜라철학자Scholastik›, ‹조선신

가정과학›, ‹내 동경에 있는 동안›, ‹도덕정의›, ‹검은 꽃›, ‹여女›, ‹색채의 연
구›, ‹노동LABOR›, ‹농민문제›, ‹상품가격론›과 같은 책제목이 붙어있다.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주제의 다양함은 당시의 일관되지 않은 사상적 복잡함을 반
증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표지 디자인의 시각적 이미지 또한 매우 다양해서, 
이순석이 추구한 일관된 예술성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1931년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이순석은 동아일보사 강당에

서 그의 첫 개인전이자 한국 최초의 공예 · 디자인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

에는 동경미술학교 재학 때 제작한 상업미술도안, 공예미술도안, 실내장식도안 
등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1970년대 말 이순석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전
시회 작품들은 학부 2학년생이면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한국의 첫 도안전으

10 식민지에서 온 학생으로 차별의 울분을 터뜨리고 제국 학생들에게 힘을 과시하여 감히 얕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는 하나,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권순형, 「하라 이순석의 
예술과 생애」, 『하라 이순석』(1993), 184쪽 참조. 



조형_아카이브

148 149

로서 관심을 끌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11 개인전을 계기로 이순석은 화신백

화점에서 “광고나 선전미술 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일하게 된다.12 화신은, 일
본자본이 세운 미츠코시나 히라다와는 달리 민족자본이 세운 백화점으로서 명
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화신백화점에 들어간 이순석은 진열대와 진열창을 
보강하고, 2층 한옥 건물을 3층 가건물로 개조하여 판매면적을 늘리고, 경품대

매출 행사를 돕는 등의 활약을 했다고 한다.
1년 남짓 화신백화점에 근무하던 이순석은 과로를 이유로 그만두고, 1932

년 7월 소공동 조선호텔 옆에 ‘낙랑파라’라는 찻집을 연다. 2층 건물의 1층은 찻
집, 2층은 화실로 사용되던 이곳은 이순석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했

다는 살롱과 비슷해서 문인, 화가 등 예술가나 예술가 지망생들이 주로 모여 고
전음악을 감상하면서 예술을 논하고 작품구상을 하는 등 일종의 예술가들의 집
회소 구실을 했다.”13 그러다 1936년 여름, 이순석은 3년간 운영하던 ‘낙랑파라’
의 문을 닫고, 여우를 기르는 목장, 경성양호장京城養狐場을 노고산 자락에서 
시작한다. 양호장을 시작한 이유가 “생활과 미술을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키려

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라고 밝힌 대목으로 미루어 낙랑파라는 경영난

으로 문을 닫은 것 같다.14 양호장을 열면서 이순석은 1930년대 초부터 여성들 
사이에 여우목도리가 크게 유행하고 있으니 고급목도리 소재인 은여우를 길러 
팔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1939년 전시체제에 돌입한 
제국 일본이 내린 사치품 금지령으로 양호장도 3년 만에 처분해야만 했다. 이후 
이순석은 친형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이명래고약’의 일을 돕고, 집으로 찾아온 
문인, 화가들과 대작하며 세월을 보내다 해방을 맞았다. 

11 이순석과 정시화 대담, 「석공예가 이순석의 선구적 생애와 작품」, 『꾸밈』, 1978년 9월호를 
구경화(1999), 11–12쪽에서 재인용. 

12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 『하라 이순석』(1993), 193쪽. 
13 시인 이상을 비롯하여 홍종인, 조풍연, 이헌구, 모윤숙 등 당대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낙랑파라’의 단골손님이었다고 한다.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 『하라 이순석』(1993), 193–194쪽. 

14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 『하라 이순석』(1993), 194쪽. 

1934년 낙랑파라

1932년 낙랑파라

1931년 화신백화점에 근무할 당시 화신직원들과 함께

1930년대초 여우목도리의 

유행을 풍자한 

석영 안석주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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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대 미대 교수 이순석: 1950년대까지의 교육활동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이순석은 화신백화점에 
들어가 잠시 디자인 일을 했을 뿐, 해방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별다른 미술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해방이 되자마자 결성된 ‘조선미술건설본부’의 분
파조직인 공예부에 들어가 위원장을 맡고 활동 재개를 꾀하던 중,15 1946년 미
군정청 문교부 교화국 예술과의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16 미군정청으

로 출근하던 어느 날, 당시 문교차관이던 오천석으로부터 국립종합대학으로 서
울대학교를 세우고 그 안에 미술대학을 설치할 예정이니 그에 관한 계획을 마련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에 이순석은 학과, 교수진, 시간배정 등의 안을 제
출하면서 학장으로 장발을 추천했다고 한다.17 장발의 수락으로, 두 사람이 함께 
교수진을 짜고 교사校舍문제를 논의하여 미술대학 탄생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설립 당시 미술대학은 단과대가 아니라 예술대학 미술부로 발족했으며,18 
미술부 안에 제1회화과(동양화), 제2회화과(서양화), 조각과 그리고 도안과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순석은 미술학부의 도안과 담당 교수가 되었다. 문리대 뒤
편의 창고를 치우고 꾸민 강의실은 몹시 엉성했으며, 재정적인 문제도 불안정

15 당시 이순석과 함께 ‘조선미술건설본부’에 참여한 인물로는, 김봉용, 김정수, 김영주, 김재석, 
장선희, 정인호, 한홍택 등이 있었다. 해방 직후 공예계는 미술 단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술계의 일부로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따라서 해방 직후 설립된 미술단체인 
조선미술건설본부(1945.8), 조선미술가협회(1945.11)에 공예부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공예가협회(1945.3), 조선산업미술가협회(1945.12), 조선상업미술가협회(1946.5) 등을 
미군정청 후원으로 발족시켰다. 

16 “해방 직후 미군정 당시 문교부에 교화국이라는 부서가 있었고 국장으로는 최승만씨가 
근무했었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 하는 말이 교화국 예술과에 고문을 맡아서 각종 전람회장, 
극장, 박물관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라고 이순석이 말한 바 
있다. 이순석과 정시화 대담, 「석공예가 이순석의 선구적 생애와 작품」, 『꾸밈』, 1978년 9월호를 
구경화(1999), 16쪽 각주30에서 재인용. 

17 처음에 이순석은 고희동, 이종우, 장발 등 4–5명의 인사를 추천했는데, 한 명만 골라달라는 
부탁에 그 중 장발을 오차관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한다.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하라 이순석』(1993), 194–195쪽. 

18 당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은 음악부와 미술부로 구성되었고, 음악부는 현제명 씨가 운영하던 
남산의 경성음악학교를 편입시킨 것이었다.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하라 이순석』(1993), 195쪽. 

하여 이순석을 비롯한 교수들이 사재를 털어 설비를 마련하고 운영예산을 조달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19 
초창기 미술대학과 도안과의 정착을 위해 애쓰던 와중, 1949년 이순석은 

제2회 개인전을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개최했다. ‹장식도안

전›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전시회에 이순석은 스스로 ‘장식도안’이라 칭한 작
품 50여 점을 출품했다. 상서문祥瑞紋, 전원문田園紋, 무학문舞鶴紋의 벽지도

안, 장생문長生紋의 상장과 양탄자 도안, 용봉문龍鳳紋으로 장식한 고시조, 사
계도, 진명여중 등의 배지 도안, 상표 도안 등을 전시했다고 하니, 평면장식도안 
부류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0 

1949년 11월 도안과는 응용미술과로 이름을 바꾼다. 그러나 새로운 학과

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전쟁 발발 후 서울에 숨어 지내

던 이순석은 9.28수복이 되면서 공산군에 협력했던 부역화가를 조사하는 일을 
맡았고,21 1.4후퇴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 종군화가단의 일원으로 일했다.22 그
러다 1952년 3월 임시 서울대학교가 부산에 설치되어 다시 교수의 신분으로 복
귀하였다. 미술학부의 임시교사는 부산 송도에 지은 가건물이었고, 여러 지방

의 피난지에서 전시연합대학에 다니던 서울대 학생들을 불러 모아 수업을 시

19 이순석은 미술대학 예산에 보태기 위해 수집한 골동품은 물론 자택까지 팔았다고 증언했다. 
권순형, 「하라 이순석의 예술과 생애」,『하라 이순석』(1993), 185–186쪽과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하라 이순석』(1993), 195–196쪽 참조.

20 한국전쟁 이전의 이순석 작품은 전쟁 통에 모두 분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전시 초대글에 수록된 
작품 목록으로 작품의 성격과 내용을 추정한 내용이다. 구경화(1999), 17쪽 참조.

21 부역화가를 조사하는 부역자심사위원회가 수복 뒤 당시 대한미협 회장이었던 고희동의 
집에서 열렸는데,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를 맡았던 사람으로는 이순석 외에 고희동, 장발, 
장우성, 이종우, 이유태, 이마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하라 이순석』(1993), 197쪽과, 장우성,『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170쪽을 조은정, 「6.25전쟁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인물과 사건』(2010)에서 재인용. 

22 조은정에 따르면, 원래 종군화가단은 고희동과 장발의 제안으로 창단되었으며, 당시 서울대 
교수들은 대부분 장발의 인맥에 따라 공군미술대 소속의 공군종군화가가 되었다고 한다. 
1950년 11월에 창설된 공군미술대는 1.4후퇴 때 대구로 피난을 갔고, 거기에서 1952년 2월 
이순석을 중심으로 한 공군종군화가단으로 개정되었다가 1953년 국방부 정훈국 종군화가단 
대구 분단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이순석의 증언에 따르면, 조은정의 논문에 명시된 미술가들 
이외에도 박득순, 박영선, 손응성, 손일봉 등이 종군화가단의 일원이었다고 한다. 조은정, 
「6.25전쟁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인물과 사건』(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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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동숭동 교정에서 

서울대 미대 교수들

1954년 응용미술과 학생들과 

창경원 야외수업

1983년 석공예가 이순석

작했다.23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다음 해인 1953년 4월 예술대학 미술부는 미술

대학으로 독립 개편된다. 개편과정에서 제1, 제2회화과가 회화과로 통합되었고 
거기에 조각과, 응용미술과를 합쳐 3개 학과로 정비되었다. 같은 해 7월 휴전협

정이 맺어지고 9월부터 서울대학교도 서울로의 복귀를 시작했고, 다음 해 봄 미
술대학도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이순석은 응용미술과의 주임교수

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응용미술교육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후 60년대에 들어 
미국유학을 다녀온 권순형, 민철홍이 응용미술과 교수진으로 합류하면서부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응용미술교육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순석은 대학교

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1949년에 시작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와 1966년

에 출발한 상공미전의 심사위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50년대까지의 행적

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후의 이력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면, 1960
년대부터 이순석은 석공예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197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을 정년퇴직한 후 석공예가로서 작품활동에 전념하다 1986년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 사이 1974년 예술원 회원이 되었고, 1983년에는 하라 석미술원

을 설립하기도 했다. 

23 부산에 임시 서울대학교가 문을 열기 이전, 전시 상황에서 정부는 1951년 초 각 피난지에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였다. 이 대학은 각 대학들이 독자적인 임시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약 1년간 지속되었다. 이순석에 따르면 전시연합대학은 “전시의 혼란 중 모든 
학교교육이 중단상태에 빠졌는데 전시일수록 교육은 중시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각 지역별로 교수와 학생들의 소속 대학을 불문하고 각기 피난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던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적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연합대학으로 모여든 학생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민족윤리’, ‘소련 및 중공 정책’, ‘시대사상특징’, ‘맑스주의 비판’, ‘전쟁과 사상’, 
‘대한민국헌법’, ‘민주주의헌법’과 같은 과목의 수업을 들었으며, 전시에 적합한 훈련을 시키는 
수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순형에 따르면 부산 송도에 설치된 전시연합대학에는 
예술학부와 그 산하에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미학과가 각 80명씩 총 320명 정원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열악하기는 했지만 예술론 등의 전공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허보윤(2009),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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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초창기 응용미술교육의 특징:  

1946–1950년대까지

3–1 비어있는 기표

“한국 현대공예와 디자인의 효시가 되는 행사”로 일컬어지는,24 1931년 이순석

의 첫 전시회 제목은 ‹공예도안개인전›이었다. 당시 이순석이 이해하고 있던 
‘공예’, ‘도안’, 혹은 ‘공예도안’ 그리고 ‘개인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러한 
어휘들의 개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반면 18년 뒤 그의 제2회 개인전은 ‹
장식도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공예도안’과 ‘장식도안’은 어떤 차이

를 가진 것일까? 이순석이 ‘장식도안’이라는 이름을 통해 의도한 바는 무엇이었

을까? 제2회 개인전을 마친 후, 이순석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서울대학교 미
술대학 ‘도안과’의 학과명을 ‘응용미술과’로 변경한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러한 질문에 답을 구해보는 일은 초창기 응용미술교육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이러한 어휘가 가진 의미와 맥락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당대 
교육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1) ‘미술’=‘공예’
19세기 중엽부터 ‘서양의 근대’는 동아시아에 본격적인 침투를 감행했다. 서양

의 도발에 대항하던 조선은 1876년 일본에 문을 열지만, 당시 일본은 이미 ‘서양

의 근대’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일본과 그 너머 서양이라는 이른바 ‘이중의 식
민지’ 상태에서 ‘미술’, ‘도안’, ‘공예’, ‘디자인’, ‘응용미술’과 같은 새로운 번역어들

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된다. 그 같은 어휘들은 모두 근대기 서양문화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자문화권 내의 번역어들이다. 

근대 번역어의 첫 등장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서양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사전의 편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번역어가 동아시아의 근
대에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외세배척을 외친 중국보다 서양을 배우자고 덤
벼든 일본의 역할이 컸다. 특히 메이지 초기에는 ‘번역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

24 구경화(1999), 11쪽. 

큼 다종다양한 서적과 문서들이 번역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번역어

가 쏟아져 나왔다. 번역어는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기존에 존
재하는 한자어에 서양의 개념을 덮어씌우는 방식, 두 번째는 의미가 유사한 한
자를 조합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었다.25 
‘공예工藝’라는 용어는 첫 번째 방식으로 만들어진 번역어로, 원래 오래전

부터 중국에서 사용되어온 한자어였다. 독립적으로 사용되던 ‘공工’과 ‘예藝’자
가 합쳐져 ‘공예’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라

고 추정된다.26 이후 ‘공예’라는 말은 한자어권에서 기술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용
어로 쓰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공예’라는 말의 용례들을 찾
아볼 수 있는데, 모두 도공, 금공, 화공, 목공, 천문기술에 이르는 각종 기술을 총
괄하는 백공기예百工技藝의 의미였다.27 그렇게 이미 존재하던 한자어가 본래

의 뜻과 무관하게 ‘industry’에 해당하는 서양어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었다.28

‘미술’이라는 말 역시 같은 번역어지만, 조어의 방식은 ‘공예’와 달리 세 번
째 방법, 즉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 서양어에 대입시킨 경우로, 1873년 일본의 
빈Wien 만국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만들어진 용어이다.29 1854년 검은 배(구로

후네)를 타고 온 미국과 불평등조약을 맺으며 개항을 하고, 1867년 메이지 유신

을 단행한 일본은 산업화를 통한 부국강병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 서양인을 

25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2003), 49쪽과 허보윤(2008), 제2장 1절 참조. 일본인들이 
번역어를, 자신들의 고유어인 야마토 말로 만들지 않고 굳이 한자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한자가 
가진 계급적 위상과 서구문물이 가진 우월한 지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야나부 
아키라(2003) 참조. 

26 당나라 문헌 『염립덕전閻立德傳』에 나오는 “아버지 비가 수나라 전내소감이 되었는데 그는 
본래 공예에 능하여 벼슬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입덕과 아우인 입본 모두가 기교에 
뜻을 두었다.”라는 문장이 ‘공예’라는 어휘가 실린 최초의 사례라고 전해진다. 당시 ‘공예’는 ‘잘 
만드는 기술’의 의미였다. 또한 오늘날 ‘미술’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경성,「혼란과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길」좌담회,『계간미술』1987년 봄 제41호, 
55쪽과 김미정(1990), 11쪽 참조. 

27 허보윤(2008) 제2장 1절 참조.
28 ‘공예’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언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한 것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원어가 영어였는지 독어였는지, 또 정확히 무슨 단어를 옮긴 번역어인지는 모르지만, 초창기 
‘공예’라는 용어가 ‘산업’ 즉 ‘industry’의 의미로 사용된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9 사토 도신(1998), 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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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들여 산업 기술과 제도를 배우는 한편으로 식산흥업을 위한 박람회 사업

에 힘을 쏟았다. 빈 박람회는 메이지 정부가 참여한 최초의 만국박람회이자 사
활을 걸고 임한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다. 그 박람회에 출품되는 물품들의 분류

항목으로 적시되어 있던 ‘쿤스트게베르베kunstgewerbe’라는 독일어를 ‘미술’이
라 번역한 것이었다.30 그런데 이 관제 번역어인 ‘미술’이라는 용어 자체, 즉 기표

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인 기의가 무엇인지를 일본인들은 분명하게 알기 어려웠

다. 기의가 사회 안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기표가 제도적으로 먼저 던져진 상황

이었기 때문이다.31 그러한 난감함은 특히 추상어를 번역한 번역어인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사회’, ‘문화’, ‘연애’, ‘자유’ 등의 번역어가 생겨났지만, 어휘가 담고 
있는 역사와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32 

낯선 기표를 받아든 사람들은 비어있는 기표에 의미를 채우려고 한다. 넓
게는 동아시아의 근대, 좁게는 일본의 번역된 근대는 한마디로 ‘비어있는 기표

에 기의를 채우는 과정’이었다. 갑자기 뚝 떨어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추상

적 기표들의 의미를 재빨리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구체

적인 사례를 대입시켜 이해하는 것이다.33 ‘미술’이라는 아리송한 기표의 기의에 

30 독일어 kunstgewerbe는 공업미술 또는 공예미술을 뜻하는 단어이다. 
31 이러한 맥락에서 기타자와 노리아키는 서양의 미술 개념을 수입해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근대 

일본 미술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미술, 미술교육, 미술관, 미술학교, 미술사에 이르기까지 
미술을 구성하는 개념과 기관들이 정부 주도의 ‘제도’를 통해 확립되었다는 말이다. 北澤憲昭, 
『眼の神殿 –「美術」受容史ノート』, 美術出版社, 1989 참조. 

32 야나부 아키라(2003), 참조. 
33 비어있는 기표에 구체적 사례들로 기의를 채우는 과정에서 번역어의 의미가 전도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taste’의 번역어인 ‘취미’라는 말을 살펴보자. ‘취미’라는 한자어는 멋을 
뜻하는 ‘취趣(오모무키)’라는 한자에 ‘미味’자를 덧붙여 만든 번역어였다. (원래 ‘취미’라는 
한자어는 드물게나마 예전부터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어온 어휘로 성향을 뜻하는 말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아주 드물게 용례가 있다. 그러나 근대기 일본에서는 전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단어였다.) 번역어 ‘취미’ 역시 기의 없이 떠도는 기표의 신세였다. 그러다 ‘고전취미’, 
‘골동취미’, ‘음악취미’, ‘운동취미’와 같이 구체성을 띤 용례와 기표가 결합되면서, ‘취미’는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총칭하는 말로 의미가 전도되었다. 즉, taste보다 오히려 hobby의 뜻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 버린 것이다. 비어있는 기표에 기의를 채워 넣으면서 원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첨가되고 나아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의미가 
전도되어가는 과정에 있던 일본의 번역어 ‘취미’를 받아들인 한국에서도 근대 초기에는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사용되다가 점차 hobby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 ‘취미’라는 어휘는 
거의 대부분 hobby의 뜻으로 사용되며, taste는 ‘취미’가 아닌 ‘취향’이라는 말로 구별, 사용되고 
있다. 허보윤(2008), 제2장 참조.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찾던 일본인들에게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빈 박람회 준비를 위해 고문으로 모셔온 독
일인 고트프리트 바게너Gottfried Wagener가 박람회 출
품을 위해 선별한 수공제품들이었다. 바게너는 만국박람

회에 내보일만한 산업제품이 일본에 없으니, 본인을 비롯

한 서양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공제품(현재 용어

로는 공예품)의 출품을 제안했다. 일본 수공제품들이 ‘쿤
스트게베르베’=‘미술’로서 ‘산업’=‘공예’관에 전시되었고, 
그 과정을 지켜본 일본인들은 ‘미술’과 ‘공예’라는 기표에 
일차적으로 수공제품(수공예품)을 기의로 채워 넣었다.

바게너의 생각은 훌륭하게 들어맞았다. 막부 말기 
일본 문화가 유럽에 흘러들어가면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자포니즘Japonism이 빈 박람회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고
조되었다.34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서구의 자포니즘 유행

은 하늘이 준 선물과 같았고, 부국강병의 꿈을 이뤄줄 수
공제품=미술품=공예품 수출에 전력을 다했다. 사토 도신의 말대로, “서양에는 
‘일본미술’로 내보이면서, (일본) 국내적으로는 식산흥업을 위한 ‘산업제품’으로

서 진흥되고 수출되었던 것이다.”35 당시 미술은 곧 수공예품이었던 것이고, 그
러한 기의를 담은 기표를 확산시킨 주체는 바로 일본정부의 식산흥업 정책이었

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기표로 등장한 ‘미술’과 ‘공예’ 안에 정부가 힘을 실은 수
공제품이 기의로서 가장 먼저 들어앉은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수공품 생산방식으로는 수출물량을 대기가 어려웠고 또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일품 제작에 의한 미술=공예품 수출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일본은 유럽의 근대적 생산방식을 빌려 와 미술=공예품

의 양산체제를 시도한다. 생산체제를 분업화하고, 생산지 전체를 커다란 공장

34 “자포니즘은 19세기 후반 서구에서 크게 유행한 일본미술 열풍을 말한다. 1860년대 시작된 
자포니즘은 유럽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 전통 목판화인 우키요에에 심취하게 만들었고, 그 
영향력이 아르누보와 큐비즘에 이르렀다.” 허보윤(2009), 49쪽, 각주6. 

35 1880–1890년대 일본 수출 총액의 약 1/10을 이러한 수공제품들이 차지했다고 한다. 사토 
도신(2002), 62–63쪽. 

1800년대 후반, 대표적인 

수출공예품 제작회사였던 

기립공상起立工商회사가 

제작한 참새문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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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고, 생산체제와 물류체제의 효율화를 꾀했다. 그 과정에 ‘도안’의 개
념이 도입되었다. ‘도안’은 분업화한 단계 중 형태와 장식을 결정하여 미술=공

예품의 설계도면을 그리는 일이었다. ‘도안’이라는 말은, 빈 만국박람회에 정부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유럽의 도자기 공장들을 체험하고 근대적 생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토미 카이지로納富介次郞가 영어 ‘design’을 번역한 
말이었다. 그러므로 노토미에게 ‘도안’은 전적으로 산업생산과정의 일부로서 의
미가 있는 일이었으며, 개인의 창작이나 예술성을 강조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
었다.36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일본인들은 ‘도안’이라는 기표에 ‘미술=공예품

의 형태와 장식 도면’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다. 

1870년대 말 『온지도록溫知圖錄』에 실린

 도자화병 도면과 제작된 실물

『온지도록溫知圖錄』은 일본 메이지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수출공예품의 도안을 집대성한 도안첩이었다.

36 야마자키 다츠후미(2007), 357–368쪽. ‘도안’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77년 우에노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의 문서 중 “제3구 
미술, 제5종 백공 및 도안, 추형 및 장식”이라는 문구라고 알려져 있다. 竹原あき子, 林山明
子 『日本デザイン史일본디자인사』, 美術出版社, 2003, 24쪽, 노유니아(2009)에서 재인용. 
허보윤(2009), 49–50쪽, 각주9 내용을 참조. 

2) ‘미술공예’와 ‘응용미술’ 
‘미술’은 곧 ‘공예’였던 인식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890년을 전후 한 시기

였다. 약 20년간 지속되어 오던 ‘미술=공예’라는 공식에 금이 간 이유는, 일본이 
근대국가체제를 완성하면서 근대국가다운 면모를 내보여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의 발포, 1890년 제국의회의 성립 등의 변
화는 1889년 동경미술학교 개교, 1890년 제국박물관 개관을 동반했다. 이제 일
본은, 외화획득을 위한 국부론의 도구가 아닌, 문화적으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
는 ‘미술’이 필요했다. 서양과 같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는 동급의 문명국 이미

지를 구축해서 서구 각국과 맺은 조약의 불평등조항들을 무효화해야했기 때문

이다.37 그리고 문명국 일본의 이미지는 단순히 서양을 모방하는 것도, 그렇다고 
일본성만 내세우는 것도 아닌, 국제성과 일본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어 동경미술학교가 설립된다. 회화과, 조각과, 미술

공예과라는 서양미술 장르를 기본으로 한 학과의 설치와 근대식 고등교육기관

이라는 위상이 국제적 보편성을 지원했고, 각과의 교육내용을 일본화(회화과), 
목조(조각과), 조금彫金(미술공예과)이라는 전통미술류로 구성함으로써 ‘일본’
이라는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동경미술학교의 국수주의적 체제구성에는 미
국인 어네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와 그의 제자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의 영향이 컸다. 미국인 페놀로사는 ‘일본적’=민족적 미술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관철시킴으로써 동경미술학교의 설립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역설한 ‘일본 전통’은 서구의 ‘미술’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에게 ‘미술’은 과거 20년간 일본에서 소통되어온 ‘산업’ 혹은 ‘공예’라는 기의를 
담고 있는 기호가 아니었다. 산업과 경제의 논리에 결부된 ‘미술’이 아닌, 보다 
순수한 ‘예술’로서의 미술을 전제로 거기에 일본인의 혼(야마토타마시和魂)을 
담아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그 결과,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때부터 일본 ‘미
술’은 산업관이 아닌 미술관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미술’과 ‘산업’=‘공
예’의 분리는 1898년 오카쿠라 텐신이 실각하고 1896년에 신설된 서양화과 교

37 당시 일본 정부가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던 외교 정책이 바로 조약의 불평등조항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청일, 러일 전쟁을 통해 군사적 힘을 보여주었다면, 미술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899년 치외법권 조항이 철폐되고, 1911년 
관세자주권이 회복되었다. 사토 도신(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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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였던 구로다 세이키黑田淸輝가 미술행정의 중심인물이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산업으로서 ‘미술’=‘공예’는 식산흥업정책의 주무부처인 농상무성이 담
당했으나, 이제 회화와 조각 중심의 ‘예술’로서의 ‘미술’은 문부성이 담당하는 일
이 되었다.38

이제 ‘미술’이란 기표는 서양의 ‘순수미술fine art’에 해당하는 개념과 형식

을 기의로 갖게 되었다. 회화와 조각이 ‘미술’의 대표 장르가 되었으며, 산업에 
가까운 ‘공예’는 ‘미술’ 외적인 일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공예’와 ‘도안’이 완전히 
내쳐지지 않고 미술학교에 하나의 학과로 자리 잡게 되면서,39 ‘공예’라는 기표

에도 ‘예술’의 의미가 덧붙게 된다. 미술학교라는 근대고등교육기관의 학과로

서 ‘공예’는 ‘산업’=‘미술’=‘공예’가 아닌 ‘미술로서의 공예’ 즉 ‘미술공예’였다. 개
념은 새로워졌지만, 결과물인 미술공예품은 이전의 수출공예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미술공예품은, 외화획득의 공로로 최고 대접을 받던 수출

공예품과 달리, ‘미술’보다 낮은 하위의 장르로 인식되었다.40 한편, 미술의 개념 
전환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산업정책의 중심을 수출공예품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1890년대부터는 ‘산업’이 기계대량생산 분야를 
칭하는 ‘공업’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공예’라는 말의 기의는 ‘미술’
로부터도 ‘산업’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점점 더 협소해져 갔다. 

‘응용미술’이라는 어휘의 등장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영어 
‘applied art’의 번역어인 ‘응용미술’은 순수미술에 대응하는 말로 등장했다. 19
세기 영국의 산물인 ‘applied art’라는 말은 원래 기계제품의 조악한 질을 개선하

기 위해 미술을 적용시켜보자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었다. 그러므로 ‘applied art’
를 실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의 질 개선이었지, 결코 미술의 위상을 넘보

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applied art’의 번역어인 ‘응용미술’이라는 기표는 
당시 일본 미술공예계가 원하던 의미로 채워졌다. ‘미술=순수미술’이 더 우월한 
개념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공예 혹은 도안도 기술성이나 산업성보다 예술성

38 사토 도신(2002), 65쪽 참조. 
39 동경미술학교의 설립 시에 설치된 미술공예과는 ‘조금彫金’이라는 일본 전통 금속공예를 

중심으로 한 학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1896년 서양화과와 함께 도안과가 신설되면서, 
미술공예과는 도안과와 공예과 구조로 재편된다. 이 체제에서 도안과는 오늘날 디자인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었지만, 교육내용은 ‘미술로서의 도안’에 가까웠다. 

40 허보윤(2009), 32쪽. 

의 문제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고, 예술성이 담긴 공예를 표현할 말이 필요해졌

다. 노토미 카이지로가 디자인을 ‘도안’으로 번역했을 당시의 도안이나 공예는 
창조성, 개성, 표현과 같은 말을 떠올리기 어려운 분야였으나, 이제 공예품의 생
산이나 도안이 창작성의 문제로 재편된 것이다. 공예품의 제작자들도 기술자나 
장인이 아닌 예술가의 위상을 추구하게 된다. ‘응용미술’은 ‘순수미술’의 타자로

서 그보다 하위의 위계였지만, ‘산업으로서의 공예’가 가진 뉘앙스를 떨치고 미
술에 가까운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용어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3) 여러 겹의 의미들: 새로운 위계의 형성 
한국에 번역어로서 ‘공예’는 1881년 일본 관리가 보낸 서신에 처음 등장한다.41 
그러나 조선이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들
어서의 일이었다. 메이지 초기 일본과 마찬가지로, 먼저 시도한 사업 중에 하나

가 바로 ‘공예’=‘산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꾀하는 일이었다. 조선왕조는 일본의 
선례를 따라 만국박람회에 수공품들을 출품했으며,42 산업정책으로서 공예를 
장려했다. 그러는 사이 일본에서 새로이 등장한 ‘미술로서의 공예’의 개념이 서
서히 스며들어 왔고, 1900년대에는 ‘미술=순수미술’도 문명개화의 담론으로서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1890년대를 거치며 ‘미술’, ‘공예’, ‘도안’에 새로운 기의를 부여했다

고 해서 예전의 산업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기의의 공
존은, 이미 한 차례 번역작업이 이루어진 기표들을 단기간에 받아들여 이중으

로 번역해야했던 조선의 경우에 더욱 농후했다. 그런데, 중층적으로 쌓여 알기 
어려운 의미와 달리, 그러한 번역어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상은 상대적으

로 분명했다. 근대는 신분제의 철폐와 함께 도래했고, 이는 예전의 위계질서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위계질서들이 속속 들어앉아 새로

41 “1881년(고종18)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쓴 견문록인 
『일사집략日槎集略』에 나카다 다케오中田武雄라는 일본 관리가 우리 측에 보내는 
서신에 실려있다.” 최공호(2008) 40쪽. ‘미술’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 역시 1881년 
『일사집략』이라고 한다. 홍선표(2009), 51쪽. 

42 처음 참가한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는 나전칠기, 제, 돗자리, 자수병풍, 가죽신, 도자기 
등을 출품했고,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는 앞서 출품한 종류 이외에 목기, 유기, 악기, 서책, 
종이 등을 더 내보냈다. 이구열(1992),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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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관념들을 형성해갔다. 앞서 살펴본 기표들은 그러한 새로운 위계를 구성하

는 매개이자 새로운 위계의 담지체였다. 어떠한 위계들이 어떻게 자리 잡아 갔
는지를 1950년대까지 이순석의 삶과 그가 행한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보자. 

가. 우월한 서양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양을 받아들여 번역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양은 
우월한 문명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서양은 배워야 할 대상이었고 다다라

야 할 목적지였다. 당시로서는 드문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순석은 아주 어
린 시절부터 서양에 대한 동경을 마음 깊이 품게 된다. 성당에서 만난 외국인 신
부들은 그가 신을 믿는 것만큼이나 서양을 믿게 만들어 주었다. 그가 미술 나아

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43 서양화를 배우고 그림 실력에 자신감을 심어

주어 화가가 되는 꿈을 갖게 된 것도,44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도45 모두 서양인 
신부들의 영향과 격려 덕분이었다. 

당시 직접 서양을 경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서양으로 유학을 가거

나 혹은 견학, 참관을 가서 서양을 직접 보고 배우는 일을 체험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순석처럼, 선교활동을 위해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

이 벌이는 활동을 통해 서양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실상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경험한 서양이란 제국 일본을 통해 번
역된 서양이었다. 

메이지기 ‘미술’ 개념의 성립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산업과 경제

논리로서 ‘미술’=‘공예’ 개념을 독일인 바게너에게 배우고, 또 다음으로 예술로

서의 미술이자 내셔널리즘과 이데올로기로서의 미술을 미국인 페놀로사에게 
배웠다.46 ‘design’을 ‘도안’으로 번역한 노토미 카이지로가 유럽에서 도자기 생

43 프랑스 외방선교회 소속의 에밀리오 데뷔스 신부는 충남 아산군 공세리 성당의 사제관에 
작업실을 만들어 공예 작업을 하며 음악과 미술에 대한 서구적 개념을 이순석에게 심어주었다. 

44 서울 중림동 성당의 프랑스인 빌모어 신부는 이제 막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이순석에게 성당의 
제단화를 맡겨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45 독일 베네딕토회 소속 안드레아 에카르트 신부는 이순석이 독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했고, 덕분에 이순석은 유학의 꿈을 품게 된다. 그러나 독일 유학은 성사되지 못했고, 대신 
이순석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46 사토 도신(2002), 66쪽. 

산 공정을 경험했듯이, 초창기 동경미술대학 도안과 교수진이었던 후쿠치 마타

이치福地復一가 서구의 아르누보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와 전파했듯이,47 데사

우의 바우하우스를 체험한 미츠타니 다케히코水谷武彦가 근대디자인운동에 
입각한 새로운 도안교육을 시도했듯이,48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유학생들은 일
본에 가서 일본이 서양인에게 배운 ‘미술’, ‘공예’, ‘도안’ 등의 개념들을 배워왔다. 

1930년대 초반 이순석이 경영했던 찻집 ‘낙랑파라’는 그의 (일본에서 경험

한) 서양에 대한 동경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건물 2층에는 “ATELIER”라고 
쓴 명판, 1층 벽에는 “PARLOUR NANGNANG, TEA ROOM”, “DESIGN, 
PORTRAIT, PAINTING”라고 쓰인 간판, 서양음악 연주, 커다란 포스터, 야수

파 스타일의 그림과 글씨 등으로 이순석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했다는 살롱” 
분위기를 내고 싶어했다. 이순석의 낙랑파라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드러내 보
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문인, 예술가들이 다방을 내는 것이 하나의 유행

이기도 했는데, 낙랑파라 이후에 유치진 역시 소공동에 프라타나스라는 찻집을 
냈고 시인 이상 씨도 후에 제비라는 다방을 냈었다”고 한다.49

이순석이 서양화 대신 도안을 전공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에서도 ‘번역

된 서양’을 읽어낼 수 있다. 이순석은 니와라는 일본 화가의 조언에 따라 도안

과 진학을 결심한다. “한국은 옛날부터 공예가 발달한 나라인데 양화보다는 도
안과에 들어가 공예미술이나 상업미술을 배워 이를 한국에서 발전시키는 게 

47 1890년대 유럽에서 아르누보가 새로운 유행양식으로 등장하면서 자포니즘이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아르누보를 배워와 수출공예품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침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석하여 아르누보를 경험하고 돌아온 후쿠치 
마타이치福地復一와 이마이즈미 유우사쿠今泉雄作가 1896년 설치된 동경미술학교의 
도안과를 이끌게 된다. 후쿠치 마타이치는 190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르누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에 아르누보 양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Felice Fisher, 「Japanese Design: 
From Meiji to Modern」, Katrine B. Hiesinger and Felice Fisher, 『Japanese Design: A Survey since 
1950』, Philadelphia Museum of Art, 1994, 10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48 일본에서 도안교육을 받은 미츠타니 다케히코水谷武彦는 1927년부터 1929년까지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수학했고, 일본으로 돌아와 1930년대부터 동경미술학교 도안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영향으로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도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Felice 
Fisher, 「Japanese Design: From Meiji to Modern」, Katrine B. Hiesinger and Felice Fisher, 『Japanese 
Design: A Survey since 1950』, Philadelphia Museum of Art, 1994, 11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49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 『하라 이순석』(1993),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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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겠다”고 했다는 니와의 말에서 바게너의 흔적과 서양의 시선을 느낄 수 있
다.50 니와는 바게너가 알려준 공예품이 가진 가치와 그것을 보는 눈을 그대로 
한국의 공예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순석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권순형, 김익영 등도 서양인 혹은 서양의 시선을 가진 일본인의 권유로 공
예작업을 하게 된다.51 일본이 바게너와 페놀로사를 통해 ‘일본미술’에 눈을 떴
듯이, 한국도 일본과 서양을 통해 ‘한국미술’을 인식했던 것이다.52

서양에 대한 동경과 그에 따른 서구적 시선의 체화는 번역어와 그 개념들

의 위상을 우월한 것으로 만들었다. 1908년 대한제국은 왕실의 기물제작소를 
세워 ‘미술품제작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산하에 ‘도안실’을 설치한다. 당시의 ‘미
술’이나 ‘도안’이라는 말은 단순 일반명사가 아니었다. 그 안에 ‘서양의 우월한 
위상’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실 기관명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
늘날 미술이나 도안이라는 말은 거의 일반명사가 되었지만, 서구 문화를 동경

의 대상으로 번역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나.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이순석이 제국 일본에서, 그것도 근대 고등교육기관인 동경미술학교에서 습득

한 기의들은 ‘미술로서의 공예’나 ‘미술로서의 도안’이었다. 이순석보다 조금 먼
저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임숙재는 ‹동아일보›에 「공예와 
도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임숙재는 “공업에 예술의 위대한 
힘이 가미된 것이 공예”이고 “예술의 색채를 공업제품에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도안”이라고 했다.53 이를 통해서도 1920년대 일본의 고등교육이 의도한, 예술

성 편향으로 변화한 공예와 도안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실상 일본은 1920년대가 되면서 정부가 추진한 산업근대화를 통

해 근대적 산물의 보급과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근대적 출판 · 인
쇄 기술에 힘입어 신문, 잡지, 서적 등의 매체가 일본인들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

50 이순석,「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정년퇴직한 석학들의 회고기」, 『하라 이순석』(1993), 192쪽. 
51 허보윤(2009), 85쪽. 권순형은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에서 만난 일본인 선생, 다카에즈 도시코의 

권유로 도자작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
52 번역된 서양을 체화하여 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은 야나기 무네요시이다. 
53 임숙재, 「공예와 도안」, 동아일보 1928년 8월 16일자를 노유니아(2009), 75쪽에서 재인용.  

들게 된다. 따라서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비롯한 근대산업제품에 필요한 디자인

이 ‘상업도안’이라는 이름으로 한 분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임숙재와 이순석

이 동경미술학교를 다닐 당시 도안과의 주임교수였던 시마다 요시나리島田佳
矣는 ‘미술공예도안’과 ‘보통공예도안’을 분명하게 구분했다.54 그가 말하는 ‘미
술공예도안’이란 한마디로 ‘미술’화된 ‘공예’품을 위한 ‘도안’이었고, ‘보통공예도

안’은 다름 아닌 ‘상업도안’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교육자이자 작가로서 시마다

는 철저하게 창작을 강조하고 개인의 감성과 표현에 의지하는 미술공예도안을 
추구했다. 임숙재의 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은 시마다의 가르침과 ‘미술로서의 
공예도안’ 개념이 매우 잘 적용된 결과물이었다. 반면 3년 늦게 도안과에 들어

간 이순석은 ‘미술공예도안’보다 ‘상업도안’에 더 관심이 많았던 듯, 졸업작품으

로 책표지 도안 시리즈를 제출했다. 
‘미술공예도안’을 중시한 시마다 요시나리의 교육 내용에 불만을 품은 학

생들이 192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는 했지만, 동경미술학교의 실제 교육프로

54 그에 따르면, ‘미술공예도안’이란 1)일본의 국풍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 2)도안가의 독특한 
특성이 잘 발휘된 것, 3)지식인 계급이나 감식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행이나 신기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 4)시대의 문화를 대표할 만한 권위를 지닌 것이었다. 
반면 ‘보통공예도안’은 1)일반인의 구매심을 일으킬만한 것, 2)형, 모양, 색채 등이 새롭고 
유행을 야기하는 것, 3)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제작법을 갖춘 것, 그리고 4)손이 덜 들어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것을 계획하는 일이었다. 시미다 요시나리, 「공예도안의 장래」 
강연록, 1919. 요시다 치즈코吉田千鶴子, 「東京美術學校デザイン敎育略史도쿄미술학교 
디자인교육 약사」, 長田謙一, 樋田豊郞, 森仁史 편, 『近代日本デザイン史근대일본디자인사』, 

美術出版, 2006, 312–313쪽을 노유니아(2009)에서 재인용. 

1928년 임숙재의 

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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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데사우의 바우하우스에서 공부한 미츠타니 다케

히코가 선생으로 들어오고, 와다 에이사쿠和田英作가 새로운 교장으로 취임한 
1932년부터였다. 그렇지만 이순석의 졸업작품은 벌써 그러한 변화의 전조를 보
여주는 것들이었고,55 이순석보다 4년 뒤에 졸업한 강창규(강창원으로 활동)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도안과를 설치했을 당시, ‘도안’이라는 기
표가 가진 기의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중 번역으로 이루

어진 한국의 근대는 애매모호하게 또 각자 다르게 그 의미를 상상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순석이 중심에 두고 있었던 기의는 ‘미술공예도안’ 즉 ‘미술로서의 디
자인’이었다. 그의 첫 전시회 제목이 ‹공예도안개인전›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해준다. ‘공예도안’이라는 말은 ‘디자인’을 그리고 ‘개인전’이라는 말은 
그것이 ‘미술화’된 것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자신도 그것이 ‘미술공예도안’이
나 ‘도안’이라는 기표의 분명한 기의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 ‘도안’이라는 기
표 안에는 박람회를 통한 수출산업품의 이미지와 정신문화예술의 이미지가 함
께 있었고, 수공품의 이미지와 대량생산을 위한 계획이라는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있었으며, 국가와 민족을 내보이는 것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유럽의 신사조

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맥락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러한 기표

는 상업도안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한 기의의 상충과 갈등이 ‘도안’
이라는 말을 기피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학과명을 도안과에서 단 3년 만에 응용미술과로 바꾼 이
유이기도 했다. 도안보다 응용미술이라는 용어가 더 확장된 디자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거나, 도안이라는 말이 일제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거나, 도안이 단순

히 공예품의 표면장식을 지칭하기 때문에 ‘도안’을 버리고 ‘응용미술’로 전환했

55 그러나 이순석의 졸업작품을 근대디자인운동이 추구한 기능주의나 환원주의를 이해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교보다 훨씬 빠르게 그러한 흐름을 흡수한 
상업매체들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상업매체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근대 출판물의 대표격인 잡지 표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는 설명은 그 어느 것도 충분치 않다.56 ‘도안’이라는 말이, 혼란스럽게 복잡해

서 오히려 완전히 비어있는 기표였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
에 비하면 ‘응용미술’이라는 말은 비교적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번역어 ‘응
용미술’은 ‘순수미술’(회화와 조각)의 대척점에서 ‘순수미술’이 아닌 것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어휘였다. 더구나 ‘응용미술’은 ‘미술’로서의 위
상을 보장해 주듯 ‘미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용어였다. 이순석을 비롯한 당대 
사람들은 ‘도안’이라는 말이 가진 일본 냄새와 상업적 성격보다, ‘미술’이 가진 
고결한 이미지를 더 선호했다. 그래서 이순석은 “예술적 의의를 가진” 응용미술 
작품 제작을 강조했고, 학생들에게 ‘응용’의 개념과 ‘그림’의 개념이 뒤섞인 장식

화를 권했다. 

다. 근대교육의 수혜

1940–50년대 응용미술계 엘리트들은 대개 어린 시절 ‘미술’에 꿈을 품고 ‘화가’
라는 근대인이 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다. 이순석도 서양신부들의 영향으로 
‘미술’을 동경했고,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하려고 했었다. 한국 근대기에 ‘미술’에 
대한 동경은 일반적으로 근대교육기관인 소학교 시절에서부터 싹텄다. 1895년 
고종이 교육조서와 소학교령을 내리면서 시작된 한국의 근대교육에는 근대식 
미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화과’가 하나의 교과로 설치되고 도화과의 교
수 방법도 ‹소학교교칙대강›에 명시되었다.57 이는 조선의 도화서를 통한 도제

식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천기로 취급되던 기술을 근대적 국민 만들기를 위한 
기초교육과정에 편입시킨다는 커다란 의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부터 미술은, 백공기예의 기술이 지닌 지위를 벗어난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게 

56 1963년 당시 미술대학 학장이었던 박갑성은 “도안과에서 분야가 확대되고 내용이 다양해져서 
더욱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응용미술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으나, 
학과명을 바꾼 1949년 말–1950년대 초반 교과의 편성이나 수업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예/디자인분야의 사회적 상황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감안하면 그의 
설명은 타당치 않다. 『서울대학교 요람』,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63, 163–173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한편 정시화는 당시 “디자인교육에서 강조해야할 내용을 단순한 
도안개념에서 훨씬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해서 학과명을 개칭했다고 추정하나,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정시화, 「한국 디자인교육의 창시자 이순석」, 『하라 
이순석』(1993), 18쪽. 

57 하은미(2001),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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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개념을 근대교육을 통해 전달받았다. 
근대교육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미술’의 근대적 예술성을 수용하는 것

은, 곧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위상을 내보이는 일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술’
이라는 기표에는 근대교육의 수혜자이자 사회의 엘리트 지식인이라는 우월함

의 이미지가 담겨있었다. 더구나 이순석은 일본에서 정식 근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도안교육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58 이미 일제 식민지시

대 때부터 새롭게 편성된 근대적 학제를 통해 획득한 학력에 따라 출세가 좌우

되었고, 미군정기에도 학력에 따른 고위직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면서, 해방 후 
교육열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의 근대교육을 받은 수
혜자로서 이순석이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응용미술교육’은 그에 상
응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쟁이’의 신분에서 벗
어나 교육받은 예술가로서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다.59 그리고 그와 같은 우월함

의 이미지가 대학교육으로서 ‘응용미술교육’에 녹아들어 있었다. 
한편, ‘미술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의미는 대학이라는 제도 그리고 국전과 같은 
관전 제도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60 1949년에 시작된 국전에서 이순석을 비

58 “일제시기에 도안이나 공예 전공의 일본유학생으로 장선희(동경 여자미술학교 자수과), 
임숙재(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이순석(동경미술학교 도안과), 강창규(동경미술학교 칠공과), 
이병현(동경미술학교 도안과), 한홍택(동경 제국미술학교 공예도안과), 박을복(동경 
여자미술학교 자수과), 유강렬(일본미술학교 공예도안과), 김정환(일본미술학교 응용미술과) 
등이 있다. 해방 후 장선희는 이화여대에서, 박을복은 수도여사대에서 자수를 가르쳤고, 
한홍택은 그래픽을 홍익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다. 김정환은 서울대학에서 
무대미술을, 유강렬은 홍익대학에서 염색을 가르쳤다. 임숙재와 이병현은 일찍 작고했고, 
강창규는 강창원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로서 활동하였다.” 최옥수(1999), 245쪽 각주2. 

59 이순석, 「현대의 공예」, 『한국예술총람, 개관편』, 1964. 이순석은 자신이 전통적인 장인과는 다른 
차별화된 예술가임을 강조하는 글을 다양한 매체에 여러 차례 쓴 바 있다. 

60 최공호(2008)의 사례처럼, 한국에서 ‘미술로서의 공예’ 개념이 선전(조선미술전람회)에 
공예부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술로서의 공예’ 개념은 
‘공예’라는 수입번역어가 가진 맥락과 함께 이미 190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다만 
초등과 중등 근대교육제도와 관전제도 등을 통해 그러한 개념이 보다 공공해졌을 뿐이다. 

 이는 일본의 관전 공예부 설치과정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의 관전에 공예분과가 
설치된 이유는, 공예보다 미술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고 미술가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급등하자 공예가들이 미술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예가들은 
당시 대표적 관전이었던 문부성미술전람회에 공예부 신설을 요청하였고, 1927년에 이르러 
제국미술원전람회로 이름이 바뀐 관전의 제4부로 미술공예부가 신설되었다. 出原榮一, 
『日本のデザイン運動』, ぺりかん社, 1992, 79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또한 森仁史 
『日本‘工藝’の近代』, 吉川弘文館, 2009, 70–72쪽의 내용을 홍선표(2009)에서 재인용. 

롯하여 공예부의 심사와 운영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순수미술 성향의 
아카데믹한 작품들을 선호하고 기능과 제작을 중시한 공예품을 경시하는 경향

이 있었다.61 이로 인해 1954년 제3회 국전에서 공예부가 응용미술부로 개칭되

었다가 공예인들의 반발로 1년 후 다시 공예부로 환원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

도 했다. 

3–2 절충적 제도 

해방 후 한국의 공예/디자인 교육은 1945년 10월에 설립된 이화여대 예림원 미
술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을 모태로 한 이화여자대학

은 1945년 한림원, 예림원, 행림원 3원 안에 8개 학과를 둔 종합대학이 되었고, 
1946년 예림원 내 미술과에 도안전공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까

지도 도안전공생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그러

한 측면에서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에 설치된 도안과와 함께 시
작된 본격적인 응용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독보적이었고 할만하다. 이후 서울대

와 이화여대를 본 따, 1948년 숙명여대 문학부 미술학과, 1949년 홍익대학교 미
술과, 조선대학교 문리학부 예술학과 등이 신설되었으나, 도안 혹은 응용미술 
전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1952년에 이르러 홍대에 공예도안과가 
설치된다.6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창설에 관여한 바 있는 이순석은 도안과의 주임

교수가 되고, 초창기 응용미술교육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순석이 틀을 잡은 초창기 응용미술 교과과정과 수업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61 1953년 제2회 개인전에 이순석의 제자 권순형은 십장생을 양식화하여 제작한 장식도裝飾圖를 
출품하여 특선을 받는다. ‘그림’으로 보이는 것을 공예부에 출품하여 수상한 것이 당시 
논란거리가 되었으나, 학교에서 이순석은 그와 같은 장식화의 출품을 학생들에게 권유했다고 
한다. 권순형과 인터뷰, 2009년 시행. 

62 허보윤(2009),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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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과정의 특징

예술대학 미술부 도안과로 시작된 서울대학교의 공예/디자인 교육의 초기 교과

과정은 다른 전공 즉 회화과나 조각과와 다르지 않았다.63 ‘미술’이나 ‘실기’ 혹은 
‘미술실기’라는 과목명으로 각 전공실기수업이 이루어졌고, 그 외 공통기초실기

과목으로 ‘구성’, ‘조소’, ‘서예’, ‘해부학’, ‘도학’, ‘사진’, ‘문인화(사군자)’와 같은 과
목들이 있었으며, 거기에 ‘동서양미술사’, ‘미학’와 같은 미술계통의 이론과목들 
그리고 ‘철학개론’, ‘과학개론’, ‘국사’, ‘국어’, ‘한문’,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체육’ 
등의 교양과목이 덧붙어 있었다. 즉, 전공실기과목, 공통기초실기과목, 미술이

론과목, 교양과목으로 크게 분류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술학부 내의 각 전공은 이와 같은 공통의 교과과정을 공유하면서, 전공실기과

목만 수업내용을 분리해서 진행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실기과목의 시수

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과목의 비율이 줄어들 뿐 그 기본틀은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64  

초창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과과정

전공실기 공통기초실기 전공이론 교양 

미술

실기

미술실기

구성

조소 
서예 
해부학 
도학 
사진 
문인화 

동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미학

조선(한국)미술사

철학개론 
과학개론 
국사 
국어 
한문 
영어 
체육

그와 같은 교과과정의 기본틀은 일본 동경미술학교의 기초과정 체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동경미술학교는 보통과(기초과정) 2년, 전수과(전
공과정) 3년의 체제 아래, 기초과정에서 회화, 조각, 도안을 조금씩 경험하고, 그 
외 동서양미술사, 미학, 공예사, 풍속사, 외국어, 체조 등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각 전공별로 전공단계로 넘어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초기 서울

대학교 미술학부의 교과과정은 동경미술학교의 기초과정 체계를 4년 과정으로 

63 김근배, 18쪽과 서울대학교 학적부 기록. 
64 교과과정에 관한 내용은 당시 학적부 자료를 참조하였다. 서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1940–

50년대의 학적부는 당시의 원본이 아니라, ‘1963년 11월 23일’ 재작성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늘인 후, 각 학년에 전공교과를 집어넣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과정 체제를 단순히 동경미술학교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경미술학교의 기초과정 체계는 서양 종합대학들의 교양교

육 체계를 본 딴 것인데, 그렇게 ‘번역된’ 제도를 그대로 수입하거나 ‘중역’했다

고 보기에는, 서양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눈
에 띄기 때문이다. 우선, 근본적으로 전공과정을 상위에 두지 않고 학년별로 분
산배치하여 비중을 줄인 점이 그러하다. 그 결과 실기교과보다 미술이론이나 
교양교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미술부의 수장이었던 장발이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미술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술이론의 할당비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도 하지만, 실상 그보다 더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 
종합대학의 교양교육 중심 체제, 그 자체였을 것이다.65  

또한 ‘구성’과 같은 당대 서양 미술교육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과목

이 설치되었다는 점도 서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추정하게 만드는 부분

이다. ‘구성’ 과목의 설치는 장발의 제안이었는데, 김민수에 따르면 장발의 컬럼

비아대학 유학 당시 교수였던 아더 웨슬리 도우Arthur Wesley Dow는 조형원리

에 따른 구성composi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66 구성 중심의 미술교육이란, 구성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구체

적인 장식이나 구상적인 형태보다 형상의 근원이 되는 기하학적 추상형을 가지

고 조형의 기초원리들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장
발의 영향으로 ‘구성’이라는 과목이 설치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와 같은 ‘구성’과목의 취지와 일본식 도안교육을 도입한 이순석의 교육

방향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증언이 종종 있었으나,67 교과과정 상으로는 충돌의 
여지가 없었다. ‘구성’ 교과는 도안과에 해당하는 전공교과가 아니라 저학년의 

65 정영목(1996), 46–58쪽.
66 김민수(1996), 36쪽. 
67 “이순석과의 교육방식의 차이로 장발 학장은 응용미술과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반추상계열의 

유영국이나 김환기, 장욱진을 ‘구성’이라는 과목의 강사로 교육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학생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으며 백태호는 이순석교수보다는 장발과 유영국교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또한 그의 기억에 따르면 서양화과에서도 실시되지 
않던 추상적인 모던아트가 당시 응용미술과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김영기(1990), 9쪽. 그리고 
김민수(1996), 36–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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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초실기 교과였고, 해부학이나 도학과 마찬가지로 미술의 기초를 가르치

고 배운다는 취지로 이해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도안과의 전공교육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일본제도의 모방만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도안과 전공수업에 무대미술이 들어있었다거나, 건축설계에 바탕을 둔 작
도법을 배우는 고등도학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초기 교과과정은 일본의 
모방이라기보다 오히려 맥락 없는 절충이었다고 하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 즉, 
서양 특히 미국의 종합대학 교육 체제와 그것을 번역한 일본의 제도를 당시 한
국의 교육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절충한 모양새였던 것이다. 

2) 응용미술과 실기수업의 특징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응용미술과 전공실기 수업 내용과 이순석이 가르친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자. 1950년대까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미술’ 혹은 ‘실기’라
는 통합교과명 아래, 전공실기과목들이 교과과정에는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속
해 있었다. 5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저학년과 고학년 대상 ‘실기’ 교과명을 나눠 
적용한 ‘보통실기’, ‘고등실기’, ‘고등도학’과 같은 과목명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수업의 수준을 구분한 것일 뿐, 수업내용의 성격을 구분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1952년에 ‘미술감상’ 과목과 함께 등장한 ‘입체의장’이라는 과목만이 유일하게 
특화된 전공실기교과로 존재하고 있었다. 세부실기과목명이 교과과정표에 등
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부터로 그 때부터 응용미술과의 실기과목은 ‘공예미

술’, ‘건축미술’, ‘실내장치’, ‘상업미술’, ‘의장’으로 나뉘게 된다.68  
40–50년대 응용미술과의 실기과목은 세부적으로 공예미술, 선전미술, 상

업미술, 무대미술, 고등도학으로 나뉘어 있었다. 주로 이순석과 백태원69이 담당

한 공예미술 시간에는 넥타이, 담배함, 조명기구, 테이블보, 책표지와 같은 작은 
생활용품류를 위한 도안(디자인)을 배웠고, 일명 ‘장식화’라는 장식그림을 그리

기도 했다. 현재의 시각디자인에 해당하는 선전미술과 상업미술은 한홍택이, 무

68 1960년에는 공통기초과목도 판화, 수채화, 소묘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항목들이 신설되었다.
69 “백태원은 일제시대 관립 공예학교과 중앙시험소를 거치며 칠기 기술을 익혔고 선전과 국전을 

통해 엘리트 자격을 부여받은 인물로, 해방 후 한국현대공예계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그의 장인이자 유명한 칠기장이었던 김진갑이 운영하던 공예사(신성공예사)를 통해, 당시의 
응용미술 교육이 산출한 도안을 실물로 제작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허보윤(2009), 
69–70쪽.

대미술은 김정환이, 고등도학은 이희태가 지도했다.70 이러한 세부과목의 구성

에 매우 분명한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교수 인력 수
급이 가능한대로 분야를 나눠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1950년대 말까지 대학

의 도안/응용미술 관련 학과의 교수진은 대개 일제시대 일본 유학생들이었다.71 
그런데 회화나 조각을 전공하고 돌아온 유학생에 비해 응용미술 분야의 유학생 
수는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학과의 개설이나 교과목의 설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 어려웠다. 더불어 분야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세
부 전공실기 교과목의 구성은 그러한 현실에 맞춘 절충적인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절충된 교과 편성 안에서 이순석이 ‘공예미술’이라

는 세부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친 수업 내용은 그가 일본에서 교육받았

던 것과 거의 흡사했다. 앞 장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이순석이 동경미술학교

에서 받은 도안 교육은 미술공예도안이었다. 그의 졸업작품과 같은 상업도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술적 도안’을 강조했던 당시 주임교수 시마다 요시나

리의 성향 때문에 미술공예도안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동서

양 각 시대의 공예 및 장식도안의 양식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안

을 만드는 코스”와 “사생을 모양화하여 각종 도안을 창작하는 코스”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었으며,72 실행방법은 임모臨模(일본의 우수한 전통 작품 
모사), 사생寫生(동식물, 골동품, 장식품 등을 일본화법으로 묘사), 신안新案(사
생한 것을 양식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안 제작)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

70 “한홍택은 일본 제국미술학교 출신으로, 양식화나 편화그리기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선전포스터, 관광포스터 작업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의 선구적 인물이 되었고, 
홍익대와 덕성여대 교수를 역임했다. 1939년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한 김정환은 무대미술가로 
활양하다가 서울대에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어 응용미술교육에 공간디자인 개념을 도입했고, 
건축가였던 이희태는 주로 투시작도법을 가르쳤다.” 허보윤(2009), 70쪽. 

71 “임숙재, 강창규(강창원), 이순석, 이병현, 한홍택, 유강열, 김재석 등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도안/공예 공부를 하고 귀국했는데, 해방 전에 사망한 임숙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해방 후 
대학교육을 담당했다.” 허보윤(2009), 65쪽. 

72 吉田千鶴子요시다 치즈코, 「東京美術學校デザイン敎育略史도쿄미술학교 디자인교육 약사」, 

長田謙一, 樋田豊郞, 森仁史 편, 『近代日本デザイン史근대 일본 디자인사』, 美術出版, 2006, 
305–307쪽, 노유니아(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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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요컨대 자연물이나 과거의 도안을 그대로 모사한 후 그것을 양식화하는 
것, 즉 “실제 사물의 형상에서 복잡한 부분을 생략하여 단순화하는 것”74인 편화

의 과정이 주요 교육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순

석이 자신의 교육에 적용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였다. 

가. 미술로서의 도안

첫째는 ‘미술로서의 도안’ 개념이었다. 앞장의 내용을 통해, 서구의 ‘순수미술’ 
개념이 일본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의 일이었고, 그와 함께 공
예품보다 미술품이 우위에 있다는 관념이 동반되었으며, 그 결과 ‘미술공예’라
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경미술학교 도안과의 
교수진은 이러한 미술공예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한 미술공예가의 육성이 
교육의 목표였다.75 이순석 역시 그러한 개념을 체화하여 ‘미술로서의 도안’을 
교육했다. 

이순석이 ‘미술로서의 도안’ 개념을 구현한 방식은 ‘장식 편화’였다. 물론 
응용미술과 교과과정에 상업미술, 선전미술, 무대미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순석이 담당한 수업의 내용은 대개 편화작업을 기반으로 한 장식 도안이 주
를 이루었다. 당시 학생들의 회고에 따르면, 십장생 편화를 이용한 담배갑 장식

도안, 방석이나 베게무늬도안, 장식편화에 의존한 책표지 도안 그리고 장식화

(장식도)라고 부르던 편화를 이용한 장식그림을 그리기 등을 주로 배웠다고 한

73 허보윤(2009), 41쪽. 그리고 “국수주의적 성향이 짙었던 교장 오카쿠라 텐신은 임모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텐신이 물러난 1901년부터 약 30년간 도안과의 주임교수였던 
시마다 요시나리는 임모보다 사생의 비중을 늘렸다. 사생–신안의 교육방식은, 영국의 
미술공예운동이나 유럽의 아르누보 미술가들이 자주 이용했던 사생으로부터 편화에 이르는 
양식화 과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유니아(2009), 20쪽의 내용을 허보윤(2009), 53쪽 
각주45에서 재인용. 

74 岡田三郞助, 丹羽禮介, 『應用大圖案畵集と基創作描法』, 館書店, 昭和20년, 3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75 1929년의 동경미술학교 요람에 따르면, 동경미술학교는 “미술과 미술공예에 종사하는 
전문기술가와 보통교육에 종사할 도화교원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미술연감』, 쇼와3년, 23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다.76 이러한 경향은 1949년 이순석의 제2회 개인전

인 ‹장식도안전›의 출품작, 그리고 매년 개최된 학
생미술전람회의 출품작들에 매우 잘 드러난다. 그
의 제2회 개인전 작품들은 벽지나 양탄자의 도안, 
장생팔도, 병풍 등 모두 평면적인 ‘그림’이었다. 게다

가 실용적인 물건의 제작을 위한 계획도면이라기보

다는, 예술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장
식미술이었다. 

1948년 5월 동화화랑에서 개최된 제1회 서울

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학생작품전의 출품작은 봉
황문양과 공작문양을 이용한 양단洋緞 도안, 십장

생문양과 비운飛雲문양의 양탄자 도안, 방석 문양 
도안, 소반과 나전반螺鈿盤 도안, 십장생문양 색유

리 도안 등이었다. 1949년 제3회 학생작품전 출품작 
중 낙엽문, 학문, 공작문, 장생문 등의 방석 문양 도
안과 화초문, 석류문, 국화문, 단풍문 등의 옷감 도안 
및 양산, 유기 촛대, 여름 반상기, 부채, 색유리 도안, 나전칠화 병풍 도안, 장식도 
등은 이순석이 지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축 설계도, 기념탑 설계도, 구성, 관광

포스터, 무대장치도 등은 김정환을 비롯한 다른 선생들이 담당한 수업의 결과

물로 추정된다.77 양탄자나 색유리 등 당시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
었던 사물의 도안을 제작했던 이유는, 이순석이 그와 같은 품목들이 평면적이

고 장식적인 표현에 유리하다는 것을 일본에서의 경험과 교육으로 익히 알고 

76 그 외에 외부에서 주문 받은 일감인 차트를 그리는 일을 수업시간에 진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홍진원(1993), 이순석의 제자인 박대순, 권순형과의 인터뷰 내용. 

77 이경성, 『한국현대미술사: 공예』, 국립현대미술관 편, 1975, 41쪽을 김근배(1976), 20쪽에서 
재인용. 

1949년 이순석 제2회 개인전 

‹장식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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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5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78  

나. 문양 중심의 전통

이순석이 실행한 초창기 응용미술교육의 두 번째 특징은 편화의 소재로 ‘전통

적’ 문양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 이순석과 그의 학생들 작품 중에

는 십장생문, 봉황문, 상서祥瑞문, 무학舞鶴문, 석류문, 공작문 등의 동양의 고
전적인 문양을 주제로 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흔히 ‘한
국 전통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평가를 받고, 이순석 스스로도 이를 ‘전통’에 대
한 애정의 발현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1960년대 쓴 글에서 그는 “전통

의 계승 발전이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말했으며,79 수
업시간에도 늘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역설했고, 특히나 십장생 모티브를 좋아해

서 학생들이 ‘십장생선생님’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한다.80 

78 6.25 이후 1954년 제5회 서울미대전의 응용미술부에 출품된 학생들의 주요 작품은, 나전칠기 
연초함, 반상기, 촛대, 회초자繪硝子, 과자그릇, 유기도안을 비롯하여 포스터, 벽지도안, 
화장품포장도안, 옷감문도안 등과 핸드백, 파라솔도안 및 구성, 무대장치 도안과 기타 
평화기념탑, 미술대학 설계안 등이었다.

 1955년 제6회 서울미대전 응용미술부에 출품된 주요 학생작품은 장식, 관광포스터, 구성작품을 
비롯하여 왕골방석, 담배함, 촛대, 책장 및 테이블 등과 색유리 도안, 부채도안, 모자이크, 
부대장치, 기념탑과 기타 경대, 과자그릇, 분수, 면막(무대막)의장, 건축설계도 등이었다. 

 1956년 제7회 서울미대전에는 전에 없이 많은 응용미술과 학생작품들이 출품되었고 작품의 
질도 새로운 디자인 방식이 도입되는 등, 크게 향상되었다. 기초구성, 옷감무늬를 비롯하여 
장정裝幀, 관광포스터, 포장지, 왕골방석, 과자그릇, 전기스탠드, 편지꽂이, 재떨이, 담배함, 책상, 
촛대, 반상기, 화병도안과 무대장치 및 해변별장 설계도 등이 출품되었다. 기타 염색, 화로, 유리, 
수반 도안 등의 작품도 출품되었다. 

 1957년 제8회 서울미대전 응용미술부에 출품된 학생작품은 기초구성과 크리스마스카드 
도안, 옷감무늬, 넥타이 및 스카프 문양도안을 비롯하여 장정, 포스터, 과자그릇, 책장, 색유리, 
모자이크, 모뉴멘트, 무대장치 등의 도안 작품이 출품되었다. 

 1958년 제9회에는 반상기, 과자그릇, 화병, 담배함, 커피세트 도안과 포스터, 장정, 모자이크, 
색유리 도안 및 스카프, 가리개, 무대장치 등의 도안 작품이 출품되었다.

 1959년 제10회에는 포장지, 장정, 포스터 도안, 구성, 입체구성작품 및 스카프, 모자이크, 
양단무늬 도안과 부채 도안, 반상기, 화병, 촛대, 담배함, 핸드백, 문갑 도안, 기타 무대장치, 
의상도안 등이 출품되었다. 이경성, 『한국현대미술사: 공예』, 국립현대미술관 편, 1975, 48–
62쪽을 김근배(1976), 21–22쪽에서 재인용.

79 이순석, 「권두언」, 『계간디자인』, 1969년 8월호. 
80 정시화, 「한국 디자인교육의 창시자 이순석」, 『하라 이순석』(1993), 20쪽.

이순석의 이러한 성향은 야나기 무네요시를 비롯하여 고전미에 심취한 일본 지
식인들에게 받은 영향에다가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합쳐진 결과물이었다. 그 같
은 경향은 이순석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다수 한국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다.81 그런데, ‘한국의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는 이 
경향은, 기실 매우 다른 여러 흐름들이 식민지 조선으로 흘러들어 ‘중역’되면서 
유사 현상으로 결합된 것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한국에 들어온 일본의 골동상과 도굴꾼들이 고분

을 파헤치고 유물들을 훔쳐가거나 수집해가는 일을 필두로, 일본의 이른바 ‘골
동취미’가 한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10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일
본의 ‘고려청자 애호열풍’은 한국인 스스로가 전통에 대한 관념을 구성하는 데
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러한 골동취미가 20년대 말부터는 한국에서

도 불기 시작해서 지식인들 사이에 골동품 수집이 크게 유행했다. 이순석도 찻

81 1949년 제1회 국전 공예부의 평에서 강창원은 “공예는 어디까지나 단조한 우리 생활과 담담한 
조선풍경에서 우러나는 신비한 선이 공예미로 화하여야 하며 한국공예가 무의식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의 미를 담은 민예의 이상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1961년 
국전 공예부를 평한 한일자寒逸子라는 필명의 논자는 모더니즘의 아류들에게 관심을 쏟기 
전에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고전적인 매력의 재이입과 재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전통의 계승을 지적하고 있다. 한일자, 「제10회국전평」, 경향신문 1961년 11월 7일자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1954년 제5회 서울미대전 풍경

1953년 이순석의 제자 권순형은 

십장생을 소재로 한 ‹장생도›를 

국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받았다.



조형_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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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낙랑파라를 운영하던 시기에 골동품 수집에 빠져들었고,82 ‘골동품에 신들

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중했다고 한다.83 그런데 알고 보면 골동

취미란 서양인들이 일본에 이식한 문화였고, 번역과정을 거쳐 그것을 받아들인 
일본이 서양인의 시선을 그대로 한국의 유물, 특히 고려청자에 대입시켰던 것
이다. 요컨대 골동취미에 빠져 한국의 유물을 수집한 일본 지식인의 행위가 한
국 전통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한 한국 지식인들은 서구의 시선을 
체화하여 스스로의 과거를 이국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골동취미에서 비롯된 한국 전통에 대한 열기는 1930년대 초의 이른바 ‘조
선적인 것’의 탐색으로 이어졌다. 이는 일본이 서양 근대를 초극하기 위해 구축

한 이데올로기인 ‘일본적인 것’에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적인 것’에서 ‘조
선’은 한 나라나 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제국의 
한 지방이었고, 따라서 ‘조선적인 것’의 탐구는 고유한 ‘지방색’을 내보이는 일
로, 풍토, 전원, 시골, 고향, 풍물 등을 내세운 ‘향토색’의 강조나, 전통, 문화적 유
산, 과거 역사를 보여주는 ‘고전색’의 추구로 귀결되었다.84 조선적 ‘지방색’의 강
조는 선전鮮展의 일본 심사위원들에 의해 적극 권장되었고, 입선을 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조선적인 것’을 잘 드러내야만 했다. 따라서 공예 분야에서도 전통

82 낙랑파라 근처에 화가 구본웅이 운영하던 골동품점이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 친분을 맺은 
후부터 이순석은 본격적으로 골동품과 수석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래서 1932년 낙랑파라를 
시작하던 무렵의 사진과 달리, 1935년 낙랑파라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그가 특히나 열중했던 
조선 백자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경화(1999) 도판 참조. 

83 권순형에 따르면, 1930년대 이순석은 골동품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일본인 수집가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敎를 알게 되는데, 
그는 시라카바파였던 야나기 무네요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일찍이 서울에 와서 1924년 
경복궁 연경당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고 조선의 각종 미술품을 보존, 일제의 무지한 
수탈을 막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다. 또한 해방 후 설치된 국립박물관에 조선민족미술관의 
국보급 문화재를 고스란히 인수인계한 고결한 양심과 인격의 소유자였다. 아사카와는 해방 
후 1946년 5월 15일 이순석을 찾아와 자신은 곧 일본으로 돌아간다며, 야나기가 서명한 
『도자기의 미』라는 책을 기념으로 전하고 한국고미술의 보존과 전승을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그가 소장하고 있던 구룡문부조백자九龍紋浮彫白磁 등 한국의 보물급 공예품을 이순석에게 
희사했는데, 이는 후에 박병래씨를 통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었다. 

84 홍선표(2009), 215–233쪽 참조. 

을 살린 청자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85 
서양 근대의 시선은 해방 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해방 후 한국

에 주둔한 미군들은 이국풍의 토속적인 분위기를 가진 한국의 민예품을 기념품

으로 다수 구입했다. 그들의 이국취미에 영합한 조악한 공예품들, 예를 들어 자
수제품, 상보, 인형, 왕골핸드백, 나전칠기 등이 크게 성행했고, 미국은 이를 차
별화된 산업제품으로 인식하여 원조기관을 동원해 진흥하기도 했다.86 그러나 
그러한 사물들은 값싼 관광기념품류로 치부되어 제대로 ‘전통’의 아우라를 수
여받지 못했다. 그것은 “특산품을 가장한 각종 영리제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쏟
아져” 나온 것에 불과했으며 “민족 고유의 전통을 망각한 사이비 공예가들”이 
만든 몹쓸 것이었다.87 그렇다면 ‘전통’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전통

의 계승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에 관해 이순석은 다소 모호한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를 고답적으로 모

방한 것이나 상업적인 것은 진정한 전통이 아니며, “재래의 형식에서 벗어나 양
식의 현대화를 시도하는 것”, 형태의 “데자인이나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 시대

에 어울리는 “모던한 것” 그러면서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전통미”를 담고 있
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라고 이야기한다.88 인용된 그의 발언을 정리하면, 우선 
전통은 ‘미술’이어야 한다. 그러니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창의성이 발현된 무엇이

어야 하며, 동시에 상업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정신세계여야 한다. 둘째, 형식이

나 양식적으로 현대성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그 표현수단이나 표현방법에 

85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자를 출품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청자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인이었다. 허보윤(2009), 44쪽 참조. 또한 선전에 출품한 일본인들 중 일부는, 조선에서 살고 
조선에서 생활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향토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주연 「일제시대의 재조선 일본인 화가연구–조선전람회 입선 작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38–39쪽을 홍선표(2009), 326쪽 각주69에서 재인용.

86 1955년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세워진 ‘한국조형문화연구소(일명 성북동요)’나 미 국무부 산하 
국제협력처(ICA)의 기술원조기금을 바탕으로 1958년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가 대표적인 
전통공예품 진흥기관이었다. 한국조형문화연구소는 전통 도자기를 부흥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공예시범소는 전통공예품이나 가내수공업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서구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원조기관이었다. 허보윤(2009) 71–80쪽 참조. 

87 이순석, 「공예」, 『예술총람』, 예술원, 1965, 193–194쪽을 김미정(1990)에서 재인용. 
88 이순석, 「사진으로 본 제5회 국전: 제4부 공예」, 서울신문 1956년 11월 16일자와 이순석,「제4부 

공예」, 동아일보 1958년 10월 2일자를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180

미술로서의 디자인: 이순석의 1946 – 1959년 응용미술교육

181

1933년 낙랑파라의 봉산탈 

전시회 풍경. 이순석이 골동품 

수집에 한창 몰두했을 무렵의 

행사였다.

1954년 제자 권순형이 졸업작품을 

그리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의 그림을 

통해 평면적 장식화를 강조했던 

응용미술교육과 식민지기 ‘조선적인 

것’으로 등장한 소재들의 영향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순석의 동경미술학교 

스승이었던 시마다 요시나리의 

작품으로, 시마다 역시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1954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실기실 풍경

있어서는 전통이 아닌 현대성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거기에다가 셋째, 전통

미를 가진 무언가가 담겨있어야 한다. 
이순석의 작품과 그가 가르친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그 ‘전통미’가 바로 

문양의 소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소재를 과거에서 차용하여 현대적인 형태

로 형상화한 것이 이순석이 구현한 ‘전통’이었다.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
른 문제가 하나 더 떠오른다. 그가 한국 전통의 계승을 주장하며 사용한 문양들

이 과연 한국만의 고유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순석은 “서양문명과 실리만을 
추구하는 산업사회로 치닫는 바람에 자신의 고유한 멋과 우리의 양속良俗을 
잃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와 더불어 동양의 뿌리가 모두 중국에 있
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고유한 “곡선의 미”=“조화의 미”=“순환의 귀결이자 새
로운 출발로 이어지는 영원”성을 내포한 전통이 있음을 강력하게 호소한다.89 
하지만 그가 구현한 ‘전통’의 소재들은 결코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었다. 십장생

은 중국 신선神仙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며, 봉황은 고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
상의 새이고, 상서문은 중국 명대에서 청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유행한 도자기

의 무늬 양식이었다. 그가 구사한 문양의 소재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래하여 
동아시아권에 널리 퍼져 사용되던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소재를 통해 
‘역사’나 ‘고전미’, 혹은 동양의 전통을 언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 전통의 계
승이라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전통’과 ‘풍속’으로 대변되는 고전색과 향토색의 표상체계는 서구가 규정

한 타자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내면화한 일본이 조선을 
타자로 규정하기 위해 ‘조선적인 것’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문명에 대비되는 
전근대의 열등함을 원시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현대에 대비되는 과거의 
진부함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씌워, 오히려 문명과 현대성을 가진 서양 
혹은 일본의 우위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담론은 식민

지기에 제국의 주도 하에 더 공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 제작실습의 결여 
이순석이 재학 당시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5년 과정의 실기과목은, 1학년은 ‘용

89 권순형, 「하라 이순석의 예술과 생애」,『하라 이순석』(1993). 1972년 이순석의 전시회장에서 
‘한국의 특출한 예술관’을 묻는 기자에게 대답한 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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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법’과 ‘회화 및 조각실습’, 2학년부터는 ‘도안실습’, ‘회화실습’, ‘공예제작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기화법은 입체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도면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초과정으로, 평면기하화平面幾何化, 정사투상正寫投象, 원근투상遠
近投象 등을 가르쳤다.90 나머지 실기시간의 총 배당학점은 회화 및 조각실습 
18학점, 회화실습 54학점, 도안실습 54학점, 공예제작법 16학점 이상이었다.91 
그같은 교과과정을 통해, 미술공예품의 형태, 문양, 장식을 결정하는 계획단계 
즉 디자인단계로서 ‘도안’과, 도안물의 실제 제작하는 과정인 ‘공예제작’이 분리,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칠공漆工, 금공金工, 주금鑄金, 도자기, 염직, 인
쇄 등의 제작기술을 직접 배우는 과목이 도안과에서도 비교적 큰 비중을 지니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92

그러나 이순석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이식했다는 응용미술과의 초기 
교육프로그램에는 공예품의 제작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과정이 전무했

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은 포스터칼라를 이용하여 양식화된 그림을 그리는 평
면작업이었다. 학생들도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작업했고, 다만 캔버스가 
아니라 켄트지에 그리는 것이 순수회화와 다를 뿐이었다.93 이순석이 1950년대

까지 가지고 있던 도안, 응용미술 혹은 장식의 개념은 평면적이고 회화적인 ‘장
식화’로 대변되는 ‘미술로서의 디자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구축한 초창기 응
용미술교육은 사물을 제작하는 기술습득이나 재료에 대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
각지 않았다.94 

물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초창기 교육시설 여건은 제작실습을 상상

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웠다. 시설이라고는 고작 책상과 화판뿐이었고, 재료 역

90 『東京工業學校一覽』1900–1901, 15–16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91 『東京美術學校一覽』, 東京美術學校, 大正15–16년, 41–42쪽을 최옥수(1999)에서 재인용. 
92 이순석이 공부하던 1928년의 『일본미술연감』에 따르면, 당시 동경미술학교는 일본화, 서양화, 

조각, 건축, 도안, 금공, 주조, 칠공의 8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날 공예에 해당하는 금공, 주조, 
칠공이 독립학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도안과에서도 여러 가지 제작기법을 배우는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쳤다. 

93 김영기(1990), 11쪽. 
94 1950년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서 제작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은 백태원이 지도한 

목공예가 전부였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된 제작실습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학생들은 국전 등에 출품하기 위해 작품을 도안=디자인한 뒤, 공예사와 같은 외부의 제작소에 
주문제작했다고 한다.

시 켄트지, 제도기, 포스터칼라가 전부였다. 제작실습교육을 위한 설비의 부족

과 더불어, 제작기술을 갖춘 교수진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작실습교육은 엄두를 내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작교육이 꼭 필
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에 들어 실행했던 
것처럼 시설을 갖춘 공방, 공장, 제작소 등으로 외부실습을 나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실습 교육이 없었던 응용미술과의 교육프로그램을 ‘공예’ 교육이라

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예품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예’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5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
용미술과의 교육은 디자인교육, 보다 정확히는 ‘미술로서의 디자인’ 교육이었던 
것이다.95 

4. 결론: 미술로서의 디자인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자와 권순형, 민철

홍이 각각 1959년, 61년, 63년에 부임하면서 1960년대부터 새로운 응용미술교

육 시대를 열게 된다.96 미국에서 그들이 보고 배운 디자인교육과 공예교육이 
실시되었고, 더불어 공예와 디자인에 관한 이전과는 다른 개념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공예,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으로 구분되는 응용미술교육의 현대

95 1960년부터 실기과목들이 분화되어 세부 과목명이 교과과정에 명기되기 시작했고, 양단도안, 
방석도안, 나전칠기도안 그리고 무대장치와 같은 교과과정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권순형과 민철홍 등 이순석의 제자 세대가 교육을 주도하게 되면서 
달라진 변화였다. 한편으로 한국공예시범소가 문을 닫으면서 서울대에 기증한 설비들을 활용한 
제작실습과 이천, 여주의 도자공방을 직접 찾아가는 실습교육이 시작된 것도 60년대 들어서의 
일이다. 한편 이순석은 60년대부터 도안가가 아닌 공예가(석공예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까지 관련 용어들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혼돈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 사례로, 이경성이 1964년에 쓴 『공예개론』과 1967년에 쓴 『공예통론』에서 
‘공예’는 여전히 오늘날 ‘디자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96 김정자는 미국 오클라호마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한국공예시범소의 
주선으로 유학길에 오른 권순형과 민철홍은 각각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미술대학과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1년간의 연수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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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틀이 구축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97 그에 따라 응용미술과에서 이순석의 영
향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스스로도 석공예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의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교육은 학과의 유일한 전임교수였던 이
순석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그가 가진 ‘도안’, ‘미술’, ‘공예’, ‘장식’, ‘응용미술’ 등
의 개념이 초창기 교육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서구에서 이식된 개념들은, 번역어로서 기표가 먼저 당도하고 그 안에 기
의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근대 동아시아의 기호체계 안에 삽입되었다. ‘미술’과 
‘공예’라는 기표의 의미를 먼저 선취한 것은 서구를 향한 수출공예품이었다. 당
시 수출공예품은 부국강병을 위한 중요한 ‘산업’이었고, 그것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도안’이 도입되었다. 그 시기에 ‘미술’, ‘공예’, ‘도안’은 모두 산업

의 맥락 속에 들어있었다. 그러다 점차 서양의 예술 개념을 이해하고 또 동경하

게 되고, 더불어 일본 정부가 부국강병보다 문명국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기 
시작하면서 미술은 산업을 떠나 예술의 품에 안기게 된다. 도안 분야도 ‘생산제

품을 위한 디자인’에서 ‘미술로서의 디자인’으로 의미가 전환되어 근대 고등교

육체제로 편입된다. 산업으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미술로서의 디
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도안’ 대신 ‘응용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에는 그와 같은 다층적 기의들이 거의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의미

의 중첩과 공존으로 오히려 기표는 의미가 희박한 채 비어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의미가 아닌 새로운 위계가 들어앉았다. 서양의 우월함, 순수미술

의 우위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가 부여한 높은 사회적 위상이 기표를 채웠다. 
어린 시절에 서양 신부님들과 교류하고 유학시절 동경미술학교에서 쌓은 경험

을 통해 이순석이 체화한, 응용미술을 둘러싼 위와 같은 맥락의 중첩이 서울대학

교의 초창기 응용미술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그것은 이순석이라는 개인 차
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시의 엘리트층, 아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 전반이 공유하고 있던 번역된 혹은 중역된 근대가 발생시킨 상황 자체였다. 

97 1960년대까지는 교과명과 수업내용을 중심으로 분야의 구분이 이루어졌으나, 1970년 이순석이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1972년에 이르러 공예와 디자인으로 전공이 분리되었다. 1983년부터는 
공예와 디자인이 독립 학과가 되었고, 공예과 산하에 금속공예와 도예 전공을, 디자인과 산하에 
시각디자인과 공업디자인 전공을 설치하였다. 현재는 학부제를 도입하여 디자인학부 아래 
공예전공과 디자인전공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초창기에 분명한 개념과 철학을 가진 
응용미술교육이 어려웠던 이유를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1940–50년대 응용미술과의 교과과정은 일본 동경미술학교의 교과과정과 미국 
종합대학식 교과과정을 상황에 맞춰 절충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교수진의 거
의 대부분이 일본의 미술학교 출신이었지만, 일본식 제도가 그대로 도입되었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우선 미군정기였기 때문에 미국식 종합대학 체제

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또한 미국식 미술교육에 감화 받은 장발 학
장이 끼친 영향이나, 초창기 시설 및 교수인력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점 등
이 작용하여 초창기의 응용미술교육 체계는 절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순석이 담당한 응용미술과 전공실기수업의 세부내용은 그가 일
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상당수 적용한 형태였다. 당시 전공실기수업의 특징

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평면적 ‘그림’에 가까운 장식도안 작
업을 권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예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되었던 ‘미술’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었고, 평면적 장식을 디자인의 요체로 보았던 이순석

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였다. 두 번째는 이순석이 중시한 한국전통의 계승이 주
로 고전적 문양을 소재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순석은 십장생을 비롯한 고
전적 문양을 현대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전통의 계승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자신의 작품은 물론 학생들의 작업 결과물 대부분도 전통문양을 소재로 삼은 
장식도안이었다. 세 번째는 전공실기수업에 제작실습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았다는 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은 이순석이 공부할 당시의 동경미술학

교 도안과 실기수업의 방향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목공, 칠공, 도자, 
금공, 직조 등의 제작실습교과의 비중이 상당했던 동경미술학교 도안과의 수업 
구성과 달리, 초창기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육 프로그램은 책상 위에서 켄
트지에 포스터칼라 물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다. 제작실습 시설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능한 일이지만, 
그 때문에 실제 제작에 기반을 둔 ‘공예교육’이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없었다

는 점이 아쉽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1940–50년대 초

창기 응용미술교육은 한마디로 ‘미술로서의 디자인’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의 위상에 기대고 미술의 양식을 빌은, 장식에 치중한 디자인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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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실제 제작과 거리를 두어 오늘날의 공예보다는 디자인에 가까운 결과

물들을 산출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초창기 서울대학

교 응용미술교육은, 앞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 신입 교수진과 함께 새로운 국
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조형연습을 중시하는 기초디자인 개념, 장식보다는 기
능에 중점을 둔 모던디자인의 개념, 실물 제작을 기본으로 하는 공예 개념 등이 
도입되어 오늘날 공예/디자인 교육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초창기 이순석이 강
조했던 장식편화류의 도안 작업은 현재 공예/디자인 교육에서 거의 자취를 감
추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응용미술교육의 도약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응용미술 분야를 독립학과로서 미술대학 체제 안에 튼튼하게 구축한 이순석의 
앞선 노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응용미술교육과 이순석을 둘러싸고 있
던, 번역된 근대성의 특징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순석이 주도

한 초창기의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교육을 살펴본 이 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는 작업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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