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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는 1945년생으로 서울미대 회화과와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삼성미술관 리움Leeum의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설립과 운영
에 참여했다. 2009년 현재 객원연구원으로 ‹한국미술기록보존소›와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의 구술사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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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estic Art Archives establishment trial case
Kim Chulhyo
(Researcher, Leeum Archives of Korean Art)
Motives of ‹Archives of Korean Art› establishment: Now even in Korea’s cultural
spectrum, we have reached the stage where we discuss Art Archives. To materialize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the ‹Archives of Korean Art›, attached to Leeum
which attempted to establish Art Archives within Korea. This Art Archive has its prototype in the Archives & Library which is one of the departments for the Art Museum. It
started with the following missions: 1) collection, management and permanent storage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rchives’ that have historic value; 2) Use in Art
Museum activities such as research, exhibition, and education that improves the value of
Museum collection; and 3) to attribute to the academic advance in Korean art and Art
history. We opened the ‹Archives of Korean Art› November 1, 2001, after undertaking
commenter Ku–Yeol Lee’s 40,000–item archival collections that he accumulated over
numerous years.
Persistent Archive Collection gathering: From then on, the Archive has decided to
focus on the three collecting methods, which are receiving donations, purchase, and production. In receiving donations, there were 108 cases during 1998~2002, and 105 cases
from 2003 to 2006. Also, the Archives bought magazines, dailies, and exhibition catalogs
of Japan printed in the 1950s and the Japanese ruling era through old bookshops and
photographic edition publishing companies. The most time–consuming sector was the
Oral History Project that we induced as an active collecting method. For the first two
years (1998~1999) we arranged the theory and methodology, and by the end of 1999,
we defined the oral history project’s basis as a bilateral system between ‘Oral History
A (Artist’s personal life story)’ and ‘Oral History B (topic)’. From 2000, we planned to
make the program run in life story and topic dictation; oral history A will be an elder
artist, oral history B will pick main topics from the world of art starting from the Liberation era in regular sequence. In 2006~2007, we increased the budget and expanded
the interviewers to external researchers, increased the number of interviewees largely.
It was a period where the oral history project leaped anew. By 2007, more than 60 life
story interviewees including Byung–gi Kim, an elder in the art world, and seven small
and large topics were discussed. For instance, there are «Tokyo, Teikoku Art School
Alumni discussion»(2000.5), «Tokyo, Women’s School of Fine Arts, Korean foreign
students»(2001.11~2003.12), and «The art world trend of Korea after Liberation[Ⅲ] –
Sungbook Painting Academy (Kuidae Lee) students» .
The processing of Archive Collecitions and usage: After opening the Archiv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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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discussion and consolidation of the collection processing for user convenience
and effective management has continued. Six branches were covered including 1) Means
of acquisition, 2) Processing, 3) Storage, 4) Finding Aids framing/ registering on the
database, 5) ‘Processing Manual’ outlining, 6) ‘User policies on reading and use’ framing. The four functions of archive collections are: 1) public service of users, 2) publishing
journals and oral–history journals, 3) uploading contents online, 4) exhibition services.
Since 2003, we have published the Archives of Korean Art Journal that introduces the
oral history project that we have been working on and in January 2010, the sixth edition
will be published. On the other hand, in the Archives of Korean Art–Oral History Journal, 25 individuals including Jong–ha Kim, Sung–ja Lee, Hyung–goo Kim have been
covered and by the end of 2009, 16 more persons including Byung–gi Kim, Hyuk–lim
Jun will be covered. On the Leeum website’s ‘Archives of Korean Art’ tab, introduction
of the archives, the usage of the archives, and the list of 213 donators are uploaded with
pictures they donated, and also the first and second periodical of Archives of Korean Art
Journal are uploaded. In 2007 we planned an online search service for the Art Archive
but it was not realized.
Museum archives managing: Mr. Alan Bain, an archivist from the Smithsonian
Institution of Washington D.C, United States, visited Korea in 1997 and gave a lecture
on ‘Museum Archiv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ut at the time the idea of ‘Museum
archives’ were unfamiliar. Not long after the ‹Archives of Korean Art› system was
stabilized, we received the Leeum Museum archives and began its management. The
Smithsonian’s archivist pointed out that Museum archives have 1) Historical value, 2)
Informational value, and 3) Legal/administrative value, and for these reasons it must be
safely kept.
Achivements of Private Art Archives and its limitations: ‹Archives of Korean Art›
depends on the sponsorship of companies that put profit as its main goal but also has
a non–profit aspect. By this very reason it has a limitation on its publicity, however, we
should highly regard its choice to do a public operation that the government couldn’t
take action in. The nation’s first ‘Art Archives’ attempt has aided the discussion of ‘Art
Archives’ in the domestic art world and also can take responsibility of the academic sector by relating to research on art museums’ collection and exhibition that other organizations can not. The brand name of the company may also bring in positive effects on the
donation of archive collections. However, for its inborn limitations, it may be passive in
persistent development of the archive collection and providing public service, and moreover, it has an issue of keeping transparency in its business morals and being loyal to the
promise with the donator.
Conclusion, establishment of ‹College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If the Korean art research center of the College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s Visual Arts Institute pursues ‘Korea’s modern art recordings managing pr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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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we would like to advise that they should progress on the ‹College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in the same time. If all domestic art institutions manage
their recordings, the issue of lacking material will be improved mostly.
Keywords: Art Archives, Archives of Korean Art, Archive Collection, Processing, Finding Aids, Oral History Project, Ku–Yeol Lee, Byung–gi Kim, Kui–dae Lee,
Jong–ha Kim, Sung–ja Lee, Hyung–goo Kim, Hyuk–lim Jun, Teikoku Art
School, Women’s School of Fine Arts, Sungbook Painting Academy

97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설립 배경
Ⅲ. 설립 기반이 된 이구열컬렉션
Ⅳ. 지속적인 아카이브컬렉션 수집과 개발 정책
Ⅴ. 아카이브컬렉션 처리과정(processing) 재정비
Ⅵ. 아카이브컬렉션 활용방안
Ⅶ. 모母기관 미술관기록물 관리
Ⅷ. 사립 미술아카이브의 성과와 한계
Ⅸ. 맺음말: ‹서울미대아카이브› 설립 !

98

국내 미술아카이브Art Archives 설립 시도 사례

Ⅰ. 머리말
이제 바야흐로 한국 문화계에서도 예술아카이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
렀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에서는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술아카이
브 설립을 시도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아직 완료
되지 못한 프로젝트이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카이브의 개념, 아카이브컬렉션의 특
성과 종류, 그리고 예술아카이브컬렉션의 특수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다.
아카이브란 공공의 기록이나 역사적 기록물을 저장하는 장소, 혹은 그 대상이 되
는 기록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카이브기관의 임무는 사료적 가치를 갖는 기록물들을
영구보관하고 기록물들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저장대상이 되는 기록
물, 즉 아카이브컬렉션의 특성은 일반적인 도서와 달리 비非출판물이며 유일무이한 원
본이라는 점이다. 컬렉션의 품목은 개인이나 기관이 생성한 문서류(서신, 일기, 행사 관
련 서류, 스크랩북, 회의록 등), 사진류(사진, 네거티브필름, 슬라이드 등), 그래픽류(초
청장, 포스터, 도면, 프로그램, 스케치북 등), 오디오/비디오류, 사물류(상패, 기념품, 소
품 등)들이다. 특히 예술아카이브는 준準작품적 성격을 띄며, 작품과의 밀접한 연관성
및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컬렉션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1
국내에서 미술아카이브는 그 동안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미술관만
큼 주목받는 사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이제 미술관과 함께 예술 문화사 연구
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되려 하고 있다.

Ⅱ.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설립 배경
국내 미술아카이브의 한 사례로 소개할 곳은 L미술관 부설인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이다. 실상 동 기록보존소는 미술관의 한 부서인 자료실(Archives & Library) 소속이었
으나, 1999년 1월 종로구 송현동의 3층 건물에 현판을 달고 일을 시작할 때 꿈은 컸고
따라서 그 명칭에는 미래의 꿈의 크기가 반영된 것이었다.

1

이 문단은 2009년 아르코예술정보관 전문가프로그램 «공연예술아키비스트 과정»의 교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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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미술관 자료실이 ‘한국미술 기록자료’를 특화해가는 과정은 모기관인 미술관의
성격에서 출발한다. 처음 자료실 소장도서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작가/미술관/전시별
로 별도 배치해보니 그 수가 전체 서고의 3분의 2가 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근
현대 작가의 자료가 너무 적은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 그 수준으로는 국내작가들의 정
확한 연보 작성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기왕에 출간된 도서만으로 연보작성은 전혀
해결될 수 없었다. 다음은 원原자료를 찾아가는 길이다. 몇 가지 경로로 원자료 수집의
길을 모색하다가 어렵사리 평론가 이구열의 수십 년 모은 컬렉션을 만났고 몇 달 간의
목록과 수량조사 끝에 1998년 12월, 4만 여 건의 자료를 일괄 인수하게 되었다. 다음 해
1월 기록보존소 현판을 달고 향후 3년에 걸친 이구열컬렉션의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한편으로 동 기록보존소의 임무(Mission Statement)를, 모기관인 L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근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내용으로 정
리하였다.
1) 사료적 가치를 갖는 ‘한국근현대미술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영구 보관
2) 미술관 소장작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전시, 교육 등 미술관 활동에
적극 활용
3) 한국미술과 미술사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
당시 동 기록보존소의 향후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수집에 주력하고, 차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기록보존소의 체계를 제대로 갖춘다는 것이었다.

Ⅲ. 설립 기반이 된 이구열컬렉션
✽

보관장소와 보관환경: 처음 자리잡은 송현동의 동 기록보존소는 건물의 구조상

항온항습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기가 어려워 통풍과 제습기에 의존하기로 하고 자외선
차단형광등을 달아 조명에서 오는 훼손을 줄였으며 연 2회 훈증작업으로 곤충 등의 생
물학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처하였다. 3층 중앙에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크고 작
은 6개의 서고에 컬렉션을 배가할 서가들을 들여 놓았다.
✽

입수와 정리작업: 그러나 당시 아카이브컬렉션의 입수절차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처리과정(processing)에 대한 개념, 배열원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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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학습해야 했으므로 실제 진행에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 전체 컬
렉션 4만여 건을 단행본, 정간물, 스크랩, 주제별 봉투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단행본은
DDC분류법에 따라, 스크랩북과 주제별 봉투는 작가와 주제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기록물의 보존용기는 수입품인 중성상자, 중성봉투, 중성지, 중성비닐 등
을 사용하고 희귀본 도서는 중성지로 제작한 책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마지막 난관
은 체계를 갖춘 ‘이용자 안내문서(Finding Aids)’ 작성과 DB등록이었는데 일단 뒤로 미
루기로 했다.
✽

정리기간 3년 안에 할 수 있었던 일은 각 낱개 품목의 제목을 입력하여 목록DB

를 구축하고 『이구열자료 목록집』 3권을 제작하는 일까지였다. 이구열컬렉션이 정리
완료된 2001년 11월 1일 ‹한국미술기록보존소›는 외부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개소되
었음을 공표하였고, 주요 일간지들은 이를 기사화하였다.
✽

이구열컬렉션 개요: 총 4만 여 건의 개요
1. 작가별 자료:

✽

총 1512인의 작가, 강국진(AA1)~김수자(AA1512)

전시팜플렛, 초대장, 서신, 사진, 작품도판, 신문/잡지 기사 등.
예: 장발이 이구열에게 보낸 서신, 백남순이 이구열에게 보낸 수십 통의 서신
2. 주제별 자료:
✽

총 235건의 미술관련 단체와 그 단체전

국전(700점), 피난시절의 기조전, 대한미협전, 문화자유초대전, 백양회전, 묵림회전, 백
우회전, 신사실파미술전, 앙가쥬망전, 연진회, 오리진, 한국청년작가연립전, 창작미협,
한국현대동양화대전, 후소회 팜플렛, 60년미술가협회, 현대작가초대전, AG팜플렛 등
✽

총 153건의 특수주제

1930년대의 문화계 170건, 해방 전후 미술자료, 1950년대 근대화단사 사진자료 100건,
총후미술전, 1984년 한국근대미술자료전 기록 200건, 문화재와 미술품 사건 1250건,
한국은행콜렉션, 미술시장, 기념동상 등
✽

귀중자료 8점

『조형예술』, 『미술』, 『예술부락』, 『현대예술』, 『민족문화』, 『3~5회 문부성미술전람회 진열
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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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자료들

✽

총 67건의 국내 박물관/미술관/화랑

✽

총 70권의 신문스크랩, 1960년대~1980년대

✽

총 30권의 북한관련 스크랩

✽

작가 20인의 사진 (문선호 촬영)
3. 단행본/정간물:

국내외 단행본, 국내외 작가 개인도록, 국내외 미술관 도록 및 전시도록, 학회지, 논문,
국내외 정간물 등으로 구성
『朝鮮美展圖錄』, 『김주경/오지호 2人 畵集』, 『國展 초기의 目錄』, 『槿域書畵徵』, 『近園

隨筆』, 『朝鮮美術史硏究』 등

Ⅳ. 지속적인 아카이브컬렉션의 수집과 개발 정책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컬렉션의 수집은 수증, 구입, 생산, 교환, 이관의 5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설립을 준비하던 1998년, 이구열컬렉션 입수를 결
정하는 한편으로 향후의 지속적인 ‘아카이브컬렉션 수집과 개발 정책’을 세워야했다. 3
가지 방향의 수집, 즉 첫째는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외부인/기관으로부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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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더욱 확대하고, 둘째는 기록보존소의 수집목표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구입하고,
셋째는 보다 적극적인 기록물 생산방식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타 기관과 기록자
료를 교환하는 방식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모기관인 미술관의 기록물 이관은
동 아카이브 체제가 안정된 이후로 미루었다.

✽

수증: 기록물을 소장한 외부인/기관으로부터 수증

1998년~2002년 기증자 총 108건, 2003년~2006년 총 105건
① 작가, 평론가, 연구자, 미술애호가 등의 유족 직접 접촉 19건: 도상봉의 일제시기 사
진 백여 점, 작고 후 자료일체가 입수된 이세득, 평론가 방근택, 김영주, 안상철, 미술애
호가 김원돈, 부산의 자료수장가 이용길, 공예가 박성삼, 송영수, 이철이, 목공예연구자
이종석, 이남규, 최욱경 등
② 김정헌 기증 민중미술기록물, 이영욱 기증 미비연 자료
③ 구술사프로그램 진행 80건: 우신출 아카이브컬렉션(1930년대 부산미술 기록) 118
점, 김병기, 전혁림, 이경성 등

수증자료들: 홈페이지의 기증자명단과 함께 제공되던 도판 (2007년 현재)

✽

교환: 상호 기록자료 교환

① 동경의 무사시노미술대학이 기증한 『일제강점기 제국미술학교 수학자 학적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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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우지 사본』 등
② 동경의 여자미술대학이 기증한 『일제강점기 여자미술전문학교 수학자 학적부사본』 등

✽

구입: 수집목표에 부합하는 기록물 구입

고서점 또는 영인본 출판사를 통하여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출간된 잡지, 일간지, 일
본지역 전시기록물 등 구입
① 『開闢』, 『建築硏究』, 『大朝鮮獨立協會報』, 『東光』, 『東明』, 『文章』, 『白民』, 『別乾坤』,
『批判』, 『四海公論』, 『思想界』, 『三千里』, 『少年』, 『新東亞』, 『新民』, 『新女性』, 『新人間』,
『戰線文學』, 『朝光』, 『學之光』, 『現代文學』, 『彗星』 등
② 일본에서 영인본사업으로 계속 출간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전시도록: 『日展史(일
본 제전 등)』, 『이과회전』, 『독립미술협회전』 등

✽

생산–적극적인 수집: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사업

① 1998년, 1999년: 구술사 방법론 정립 시기
1998년부터 기존의 문서기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무조건 작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였고, 그 해에 현초 이유태 등 4인, 1999년에 월전 장우성 등 5인
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구술사프로그램의 개념과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1999년 말에는 구술사 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술사A(작가별)와 구술사B(주제
별) 2원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비하였다.
구술사는 문헌사에 대비되는 역사쓰기 방법론으로, 구술사의 특성은 아래의 3가
지로 요약된다.
1. 구술성: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 주관성 및 개인성: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지극히 개인
적 작업이다.
3. 쌍방향 공동작업: 면담자와 구술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구술자가 자신의 과거경험을
해석해내며 생산한다.
② 2000년부터 작가개인 구술과 주제별 구술로 진행, 구술사A는 원로작가 순으로, 구
술사B는 해방 전후 시기부터 주제를 정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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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3~2004년은 녹취문 작성 등 정리기간을 가지며 자료집 Ⅰ,Ⅱ,Ⅲ호를 발간하였다.
④ 2005년부터 구술사 사업에 별도예산을 책정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녹
음 위주로 진행했던 인터뷰를 녹화방식으로 전환하여 구술자별 각 4회 이상, 1회 3시
간 기준의 생애사 방식으로 계획하였고, 초벌녹취문 작성 인력도 투입하였다. 구술사A
와 B를 통합하여 먼저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고 큰 틀에 속하는 구술자를 선정하여 생
애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⑤ 2006~2007년은 구술사 사업이 재도약하는 시기였다. 인터뷰 진행인력을 외부연구
자로 확대하여 구술대상자 수를 대폭 늘이고, 면담보조와 초벌녹취문 작성을 위한 인력
을 활용하고, 그리고 영상카메라는 HD급으로 교체하였다. 향후 3년간 “해방이후 한국
서양화화단”을 큰 틀로 하되 그 동안 구술사 사업에서 누락된 타 분야의 작가까지, 또한
시대상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론가급 1~2인을 포함시키도록 계획하였다.
⑥ 2008~2009년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구술사 사업의 녹취문 작성 등 미정리 부분을
정리하여 열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구술사 사업 진행현황: 생애사 구술, 2000~2007›
연도

인원

구술자 명

1998

9

이유태, 장우성, 유영국, 박성환, 이대원 등 9인
(현장실습 및 방법론 정립기간. 구술사A 작가별/ 구술사B 주제별 2원적 실행계획 정비)

1999
2000

3

김병기, 이세득, 김종하

2001

11

전혁림, 김영기, 이종무, 윤재우, 이준, 문학진, 김창열, 안동숙, 박노수, 서세옥, 황염수

2002

6

이경성, 윤영자, 백문기, 전뢰진, 김영중, 권영우

2003

3

백영수, 장리석, 이규호
(자료집 I,Ⅱ,III호 발간, 녹취문 정리기간)

2004
2005

7

최의순, 이승택, 최만린, 최종태, 정관모, 신석필, 강태성
(1930년대 출생 조각가)

2006

10

권옥연, 김옥진, 김정자, 김종하, 김태, 김학수, 김훈, 윤형근, 최경한, 황유엽

2007

15

김숙진, 김형구, 김흥종, 박석환, 유준상, 이구열, 이한우, 정상화, 조병현, 한봉호,
황규백, 황용엽 / 이성자, 박인경, 방혜자, (한묵, 백영수, 김창열, 오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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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사 사업 진행현황: 주제사 구술, 2000~2007›
연도

주제 명

구술자 명

2000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Ⅰ)

권옥연, 김종하, 김형구, 송혜수, 이충근, 홍종명

동경 帝國美術學校 동문좌담회

2001

2000 해방이후(~1960년 전후) 미술계의

장우성, 권영우, 박노수, 서세옥, 안동숙

동향(Ⅰ)

개별면담/ 묵림회전 참여작가 4인(민경갑,

水墨淡彩畵계열 1세대를 중심으로 한

송영방, 전영화, 정탁영)은 좌담형식

한국화 화단의 변화

(2000.9~2001.2 진행)

해방이후 미술계의 동향(Ⅱ)

해방공간에 대학입학한 1세대 5인 조각가,

1세대 조각가들

백문기, 윤영자, 전뢰진, 강태성, 김영중 개별
면담

2001 해방이후 미술계의 동향(Ⅲ)

성북회화연구소 연구생 9인(김서봉, 김숙진,

성북회화(이쾌대)연구소 연구생들

남경숙, 심죽자, 이영은, 이용환, 장성순, 전뢰진,
정정희) 좌담회 형식

2002

해방이후 미술계의 동향(Ⅳ)

6·25전쟁 종군화가 참여작가(김병기, 이준,

2003

6·25전쟁 종군화가들

권영우, 정점식, 문학진, 김성환, 권옥연, 백문기
등) 좌담회 형식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Ⅱ)

평균 85세 이상 10인(이장봉, 류충희, 나상윤,

동경 女子美術專門學校 수학자들

박을복, 나사균, 이인복, 이산옥, 윤정자, 박순경,

(2001.11~2003말 진행)

이복임) 각1~2회 면담/ 장선희 제자 2인, 유족
4인(전명자, 김분남, 김임년, 변호숙) 각 1회 만남

2007

7인 (이성자, 박인경, 방혜자, 한묵, 백영수,

파리 거주 원로화가들

김창열, 오천룡)

‹구술사 사업의 몇몇 사례›
✽

김병기(1916~ ) 구술생애사: 화가 김병기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과 6·25

전쟁, 그리고 1965년 도미하기까지 한국근현대미술사의 주역으로 활약하던 분이다.
2000년 처음 면담을 시작하여 2006년 미국LA로 떠나기 전까지 10여 회에 걸쳐 유년
기부터 파란만장한 생애를 구술하셨다. 사진 좌(左)는 그가 해방 전 평양에서 그렸던

잡지 『단층』의 표지화를 보면서 감개무량하게 당시를 회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 우(右)
는 그가 기증한 사진자료로 1930년대 중반에서 다녔던 ‹아방가르드미술연구소›의 모
습이다. 뒷벽에 ‘초현실주의’풍의 그림이 보이고 그 앞에 모자 쓴 인물이 젊은 시절의
김병기이다.

106

국내 미술아카이브Art Archives 설립 시도 사례

기록보존소에서 인터뷰 중인 김병기 (2002.12.28)

1930년대 중반 동경의 ‹아방가르드미술연구소›
(사진제공: 2000년 김병기)

✽

주제사 «동경 帝國美術學校 동문좌담회»: 2000년 5월, 일제강점기에 동경의 제

국미술학교에 유학했던 6인의 동문들, 권옥연, 김종하, 김형구, 송혜수, 이충근, 홍종명
이 오랜 세월 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이세득, 황염수는 개별 면담
으로 진행하였다. 이 좌담회를 계기로 제국미술학교의 후신인 동경 무사시노미술대학
과의 자료교환이 이루어졌고, 여자미술대학과도 연결되었다.2

기록보존소에서 그룹좌담형식으로 만난 해방 전

1938년 재동경유학생 모임, 백우회 회원들

제국미술학교 동문들, 좌로부터 송혜수, 홍종명,

(사진제공: 2000년 김종하)

김형구, 이충근, 김종하 (2000.5)

2

「武蔵野の七月物語 – 동경 제국미술학교와 근현대미술의 발자취, 다시 그려보는 나의 유학시절:
좌담 동경 제국미술학교 출신 원로작가 6인의 만남, 살아있는 자유정신 무사시노미술대학」,
『월간미술』(2000.7), 58–87쪽.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Ⅰ) – 동경 제국미술학교
좌담회, 수학자 명단, 백우회전, 작가자료」,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1호(2003),
삼성문화재단, 1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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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사 «동경 女子美術專門學校 유학생들»: 근현대미술사의 대표적인 여성화

가 3인,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는 해방 이전 동경의 여자미술전문학교 출신들이다. 위
백우회 사진이 무사시노미술대학을 통해 여자미술대학으로 전해지면서 사진 속 5인의
여학생 신원을 밝힐 단서가 마련되었다. 약 2년간(2001.11~2003.12) 평균 85세가 넘는
여미전 출신 10인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학한 여성의 숫자를
확인하고 ‘자수미술’이 강세였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혜석에서 시작된 한
국근대미술사의 여성선구자들을 역사 속으로 끌어오는 순간이었다.3

좌로부터 박순경, 나사균, 이장봉

당시 학생들이 기숙사창문에서
내려다보는 모습 (사진제공: 류충희)

사범과 자수부 졸업 작품들
(사진제공: 일본 女子美歷史資料整備委員會)

✽

주제사 «해방이후 미술계의 동향[Ⅲ]–성북회화(이쾌대)연구소 연구생들»
3

「동경 여자미술학교 동창생: 한국 근대미술사의 여성 선구자들 – 한국미술의 선구자 나혜석에서
천경자까지, 잊혀진 근대여성미술사의 복원, 초기 여성미술가들의 꿈과 삶」, 『월간미술』(2003.4),
115–125쪽.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Ⅱ) – 동경 여자미술학교 수학자들, 수학자명단, 여자미술학교

약사, 소장자료목록, 참고자료 원문」,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2호(2003.12), 삼성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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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해방공간 하의 이쾌대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공부했던 당시의 연구생 9
인(김서봉, 김숙진, 남경숙, 심죽자, 이영은, 이용환, 장성순, 전뢰진, 정정희)을 한 자리
에 모시고 좌담회 형식의 구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김창열 등은 별도
진행하였다. 해방공간에 소규모 사설 미술교육기관이 상당수 존재했으나 이곳은 그 가
운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곳이었다고 한다. 좌담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계 분위기,
스승 이쾌대의 예술과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 그리고 일본의 미술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단면을 알 수 있었다.4

한국미술기록보존소에서 만난 해방공간의

1947년 무렵 ‹성북회화연구소› 개소기념으로 기억되는

‹성북회화연구소› 연구생들. 뒷줄 좌로부터 전뢰진,

사진. 스승 이쾌대와 면담에 참여한 얼굴들이 보인다.

김숙진, 이용환, 장성순. 앞줄 좌부터 정정희, 심죽자,

(사진제공: 김서봉)

김서봉, 남경숙, 이영은

Ⅴ. 아카이브컬렉션 처리과정(processing) 재정비
2001년 기록보존소를 개소하고 나서도 이용자 편리성 및 관리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컬렉션 처리과정에 대한 고민과 재정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 입수과정
· 평가 및 결정
· 계약서(서약서), 권리양도

4

「해방이후 미술계 동향(Ⅲ) – 해방공간 성북회화연구소」,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3호(2004), 삼성문화재단, 118–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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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확인, 보관장소 확보
2) 처리과정(processing)
· 컬렉션 개요 파악
· 처리계획서 작성
· 배열(‘출처’와 ‘원질서’ 보전 원칙에 따라 집합적 배열, Collection/Series/Folder/Item)
3) 보존처리
· 매체별 보존방식에 따라 보존처리
· 훼손자료 복원

1933년 제6회

「부산미술전람회
출품자일람」
보존수리과정

4) «이용자안내문서(Finding Aid)» 작성/ DB등록
· 제목, 생성자, 연도, 내용요약, 폴더목록, 주제어
5) «처리과정 매뉴얼» 작성
· 처리과정 개요, 배열과 분류지침, 이용자안내문서 작성지침, 제반 서류양식 포함
6) «열람과 활용에 관한 이용자 정책» 작성
· 열람(전시 대여)지침, 이용범위 제한/ 이용자 관리, 복제 및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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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카이브컬렉션 활용방안
아카이브컬렉션의 활용방안은 1)이용자 봉사 2)자료집 발간과 녹취문집 제작 3)홈페
이지 콘텐츠 업로드 4)전시 대여까지 4개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1) 이용자 봉사 (열람 기타)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의 열람공간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의 서고 (2007년 현재)

2) 자료집 발간/녹취문집 제본
✽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발간

1호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 (Ⅰ): 동경 帝國美術學校 동문좌담회

2003

해방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 (Ⅰ): 수묵담채화계열 1세대

2호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 (Ⅱ): 동경 여자미술전문학교 수학자들

2003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 (Ⅲ): 동경 文化學院(유영국, 김병기, 박성환) /

3호

오사카大阪미술학교(윤재우, 백영수)

2004

해방이후 미술계 동향 (Ⅲ): 해방공간의 ‹성북회화연구소›
해방이후 조각계 동향 (Ⅰ): 해방공간의 미술대학에 입학한 조각가들

4호
2005
5호

해방이후 조각계 동향 (Ⅱ): 조각가 5인의 다섯 가지 이야기

2006
6호

작고 구술자 10인 구술녹취문 편집 합본 예정: 김서봉, 김영중, 김영기, 유영국, 윤재우, 이대원,

2010.1

이세득, 이유태, 이종무, 장우성

✽

『녹취문집』 제본

총 25인 완료: 김옥진, 김정자, 김태, 김학수, 김훈, 윤형근, 황유엽, 권옥연, 김종하, 최경
한, 김형구, 유준상, 이한우, 정상화, 조병현, 한봉호, 황규백, 김숙진, 김흥종, 박석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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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 방혜자, 이구열, 이성자
2009년 말까지 16인의 『녹취문집』 추가 예정: 권영우, 김병기, 박노수, 안동숙, 백문
기, 정관모, 최종태, 최의순, 전혁림, 이경성, 한묵, 김창열, 이준, 장리석, 문학진, 전뢰진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녹취문집』

3) 홈페이지 콘텐츠 업로드
2007년까지 L미술관 홈페이지 ‹한국미술기록보존소›방에는 동 기록보존소 소개와 이
용안내, 1999년~2006년까지 자료기증자 213인의 명단과 기증내용이 이미지를 곁들여
업로드되었고,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1호와 2호 업로드가 완료되었다. 2007년 현
재 향후 계획으로 동 기록보존소 소장 아카이브컬렉션의 인터넷 검색을 준비하고 있다.
4) 전시 대여 (내외부)
자료들은 모기관의 작품전시 또는 타 미술관에 대여하여 전시되었다. 대표적인 대여사
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미술 100년전»5 등

Ⅶ. 모母기관 미술관기록물 관리
✽

1997년 미국 워싱턴DC 스미소니언연구소의 아키비스트 앨런 베인(Alan Bain)

이 세계박물관대회 일정에 맞춰 내한, 국내 처음으로 ‘미술관 아카이브(Museum

5

«한국미술 100년: 광복 60주년 기념» 전시에 1950년대와 1960년대, 1980년대 자료 다수 대여
출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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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s)’를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이때 국내에서는 아직 ‘미술관 아카이브’ 개념이
생소하여, 강연을 듣고서도 이 낯선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당시 그에게, 한국에
서는 미술관기록물보다 한국근현대미술 기록자료 수집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먼
저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체제가 얼마간
안정되고 드디어 미술관자체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미술관 기록물
을 이관받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

관리 대상은 미술관 활동 가운데 영구보존의 중요성을 갖는 기록물들이다. 매 전

시 기획단계의 개념설정, 출품작 결정, 회의록, 서신교환, 관련 제반 서류들, 전시장 디
자인, 포스터와 전시도록, 전시오픈행사, 전시장 촬영기록, 전시에 대한 외부평가 등까
지 모든 기록물을 보관 관리한다. 전시 외에도 미술관의 교육활동 등 많은 행사들에서
발생하는 기록물, 미술관 설립자 기록, 큐레이터의 연구기록들, 기타 미술관을 관리 운
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기록물들이 평가대상이 된다.
✽

미술관 기록물은 1)사료적 가치 2)정보적 가치 3)법적, 행정적 가치를 갖기 때문

에 반드시 이관되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스미소니언의 아키비스트가 지적한 점이
었다. 예컨대 먼 훗날 미술관이 한국미술계에 끼친 영향관계를 심층고찰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기록자료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20여 년의 역사와 주요 전시만 수십 건 이상
을 치룬 대표적인 사립미술관의 하나인 이곳에서도 온전히 남아 있는 전시기록을 찾
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

어쨌든 기관의 활동기록물을 이관 받아 ‘기관아카이브 컬렉션’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 이관기록물 처리과정(processing)을 문서화해야 했다.
① 기관 내 기록물, 입수대상 기록물 조사
② 입수결정 (보존연한 확인, 생산부서와 협의)
③ 입수절차 (이관 및 입수규정 제정)
④ 입수관리 (이관, 보관장소 확보, 처리계획 수립)
⑤ 컬렉션 관리 (등록, 보존처리, 이용자문서 작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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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립 미술아카이브의 성과와 한계
✽

‹한국미술기록보존소›는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비영리적 성격을 특성으로 한다. 영리와 비영리 두 성격의 공존은 공공성에 한
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가 하지 않은 공공성의 사업을
선택한 것은 환영할만 한 사례이다.
✽

국내 최초의 ‘미술아카이브’ 시도는 국내 미술계에 ‘미술아카이브’ 담론을 구체화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소장 아카이브컬렉션은 미술관의 소장작품 연구 또는 작품전시와 연계하여 타기

관에서 할 수 없는 학문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다면 미술계에서 아카이브컬렉션의 기증을 유도하

기에 좋은 위치에 서게 되고 따라서 업무진행이 용이할 수 있다.
✽

그러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아카이브컬렉션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자

서비스 등에 소극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료기증자와의 약속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을 명확히 담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Ⅸ. 맺음말: ‹서울미대아카이브› 설립!
✽

예술계 한국학 발전의 기틀

국내 모든 국공사립 예술기관들이 자체의 활동기록을 관리하는 부속 아카이브를 갖는
다면, 그리고 그 모두를 총괄하여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할 국립예술아카이브가
설립된다면 예술에서의 한국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한 가지 질문

한국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홍익대, 이화여대의 미술대
학 초기의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당시 혼돈스런 해방공간에서 어떤 배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미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가하는 것은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의
미있는 주제일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미대 교수나 학장들
의 인적사항과 배경, 그들의 수업기록, 주요 졸업생들의 재학시 학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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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결론

서울미대 조형연구소의 한국미술연구센터에서 ‘한국근현대미술 기록물관리사업’을 추
진한다면 ‹서울미대아카이브›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국내 모든 기관들
에서 자체 기록물을 확보하여 관리해간다면 기록자료 부족사태의 고민은 크게 개선될 것
이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기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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