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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oject
Young Mok Chu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course of reconstructing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in 1945, the USA
tried to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aid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is was
because the USA considered that one of the roles of the university as an institution is
to produce highly educated and well–skilled professionals who can serve in establishing new standards for life in general. On September 28th, 1954 the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FOA) an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signed a three–year ‹Reconstruction Contract› which dues in September 30th, 1957. Following th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UM)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established a sister relationship. It
is certain that in a technical aspect there was much that UM could offer to SNU. However, when a project official made a point that there was a lot to learn from SNU in the
aspect of scholarship and scope of human thoughts, several other proposals were made
in addition to the official contract articles. One of the proposals was to have an exchange
with the Art College at SNU, and an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that showcased
each other’s art works was then planned and carried out.
From January 8th to February 4th 1957, at the University Gallery in the Minneapolis campus of UM, a total of 61 works of art were exhibited under the title of “Korean
Art–Faculty and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n the next year from May 23rd
to 31, 83 artworks by faculty and student at UM were exhibited at the SNU main hall
under the title of “American Art, Faculty & Students, University of Minnesota”.
This exhibition was an art exchange exhibition between two universities, but was
also the first official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held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UM was an institution that operated under US federal government’
aid, and SNU was an institution appoi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mission
of reconstructing the nation, the art exchange exhibition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was an exchange between two nations that has an official or at least symbolic representation. Some of the exhibited works were given as gifts to each university and rem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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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untry of exhibition. These gifts represents friendship and trust for their sister
university. Politically, UM effectively utilized this exchange exhibition to promote their
effort and achievement in Korea.
However,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NU has lost most of the artworks from
UM which could be more valuable as references than as art pieces, and only five of them
including professor John Rood’s ‹Growth› remain. SNU students’ works sent to UM
were selected from the 7th university exhibition in 1956, and it is certain that those
works are an important reference in understanding SNU’s practical education at the time.
However, the reality that even those works are currently not in Korea, and can only be
seen by travelling to another continent makes us think once again about the significance
of archiving artworks and references.
On the other hand, American pure abstract works, with such scale, that excludes
Abstract Expressionism and European ‘Abstraction Lyrique’ came as a shock to the
Korean art students at the time. It is presumed that these abstract works possibly opened
a door to pure abstraction for the art students in their junior and senior year at the time
of 1957–58. That was the course of Korean avant–garde; an introduction that preludes
the wave of ‘Korean Informel’ started to appear after 1958.
Key word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War,
Abstract Expressionism, Abstraction Lyrique, Korean Infor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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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 프로젝트

1945년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의 재건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경제 회복과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근대화와 계몽에 사명감을
가졌던 미국은 남한 내의 대학들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선진 교육 환
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했다. 전쟁으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진 것은, 미국 측이 나라가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훈련된
전문 인력이 지역 상황에 대한 특수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삶 전
반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대학이라는 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로 보고, 남한의 대학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1954년 48개의 미국 대학은 77개의 해외 대학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당시 서울
대학교 총장이었던 최규남은 이러한 미국의 대학 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접
하면서 미 원조당국(OEC: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에 서울대학
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 원조당국은 한국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지원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한국 정부와 문화교육부는 서울대학교에만 특혜를 줄 수 없
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규남은 균형배분보다는 집중투자가 시급
하다는 논리를 펼친 끝에 정부 및 문화교육부의 승낙을 얻어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자 미국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소속기관인 대외협조처(FOA,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1가 서울대학교를 도울 미국의 대학교로 미네소타대학교
(The University of Minnesota)를 지목하였고, 미네소타대학교가 이를 수락하면서 미네
소타 프로젝트(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oject)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공
식적인 협약에 앞서 대외협조처와 미네소타대학교 사이에 3개월간의 임시계약이 이
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네소타대학교의 보건대학원장이었던 게이로드 앤더슨
(Gaylord Anderson)이 서울대학교에 파견되어 지원사업 성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
전조사를 실시하였다.2
1

2

대외활동본부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기간인 1956년에 국제협조처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기구는 현재 국무부의 일부로,
국제개발처(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네소타대학교의
교수진이 주고받은 서신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서신들의 원본은 미네소타대학교 측이
소장하고 있으며, 그 복사본들이 서울대학교 기록관 및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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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비 활동 기간을 거쳐 1954년 9월 28일, 대외
협조처와 미네소타대학교는 1957년 9월 30일까지 3년을 기
한으로 한 ‹재건 협약(Reconstruction Contract)›에 서명하
였고, 이에 따라 미네소타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자매결연
(sister relationship)을 맺게 되었다. 이 ‹재건 협약›은 ‹미국
의 대학과 해외 대학 사이의 계약과 관련한 규제(Illustrative
Contract between a U.S. College and a Foreign College)›에
기초한 것으로, ‹재건 협약›에서 명시하는 계약 관계의 대상

(도. 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앞의 장발,
윌리(Willey), 슈나이더(Schneider),

미들브룩(Middlebrook), 윤일선

은 미국의 대외협조처와 미국의 대학교, 그리고 지원을 받는
해외의 정부, 또는 대학이었다.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미네소타대학교의 교
양 과정(general education)담당 교수 트레이시 타일러(Tracy F. Tyler)가 프로젝트 사업
조정관으로, 조림학과 교수 아서 슈나이더(Arthur E. Schneider)가 수석 자문관으로 위
임됨으로써 미네소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표. 1 참조)
표. 1.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사업 조직

대외협조처FOA

미네소타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캠퍼스

서울대학교 캠퍼스

프로젝트 사업 조정관

프로젝트 수석 자문관

Tracy F. Tyler

Arthur E. Schneider

한국 자문위원회

한국 파견 미국 자문관

(Korean Advisory Committee)

(Advisors/Representatives)

1954년 10월, 수석 자문관인 슈나이더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본
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은 미네소타 주의 세금
이 아닌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Federal Funds)으로 충당되었다. 참고로 1954년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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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계약기간이 연장된 1961년까지 소요된 미국과 한국 양측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3
표. 2. 미네소타 프로젝트 진행 비용(1954–1961)
연도
1954

ICA 원조(단위: $)

한국 측 부담(단위: 환)

735,600

0

1955

526,400

560,110,000 (1,120,200)

1956

3,290,193

781,349,000 (1,562,698)

1957

2,277,257

692,227,000 (1,384,454)

1958

700,261

854,309,000 (1,168,618)

1959

1,010,962

488,595,000 (977,190)

1960

868,101

400,000,000 (800,000)

1961

43,500

50,000,000 (1,000,000)

9,542,474

3,826,590,000 (7,653,180)

총계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농업, 의료, 기술 등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
고 있는 농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미네소타대
학교 측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그 당시의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을 방문했던
미네소타대학교의 교수들은 남한의 식량과 의사 인력의 부족을 당시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고, 사전조사 동안 미네소타 대학의 소식지였던 『미네소탄(The Minnesotan)』
에 소개되었다. 당시 그들이 본 한국과 한국인은 가난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거기
에다가 전쟁의 상처로 폐허의 잔흔이 즐비한 미개의 모습이었다. 두루마기를 입고 고무
신을 신은 마을의 촌로들이 조사관을 영접하고, 소로 밭을 갈고 낫으로 벼를 베는 원시
적인 농경작지, 옥수수 강냉이로 배고픔을 달래는 어린 소녀의 모습 등, 그들은 한국의
실상과 원조의 절실함을 미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4
3
4

「University of Minnesota Contracts with FOA to Help in Development of Korea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News Service』, October, 4, 1954.
이와 같은 예들로, 1955년 조사차 한국을 방문한 미네소타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농촌 진흥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도로시 시몬스(Dorothy Simons)는 “모든 지역에서 식량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진술했으며, 같은 대학교 의과대학의 부학장이었던 윌리엄 말로니(William F.

Maloney)는 “한국인구 6천 명 당 의사 한 명꼴”이라며 의사 인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걱정하기도
했다.
William L. Nunn, Director, Elizabeth Johnson, Editor, 「How the U Help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build after the Ravages of War」, 『The Minnesotan』 Vol. X, Number3, December,
1956, Department of University Relations, University of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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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구 선진사회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전 근대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던 미네소타대학은 우선 서울대학교의 도서관, 연구소, 체육관 등
의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시설의 서구화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서구적 개념 정립 역시 미네소타대학 측의 노력으로 가
능했다. 여기서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서구적 개념”이란 교수진들이 지식을 가르치
는 것뿐 아니라 연구와 학식을 겸함으로써 지식의 보고를 늘리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5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미네소타대학교 측의 제안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수업 커리큘럼, 교육 방식, 연구 프로그램, 문화적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서울대학교의 교수진과 행정 담당자들은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최규남 박사는 미네소타대학교를 방문하여 그곳의 교육시설과
현장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지원이 집중될 단과대학이 정해지자 미네소타대학교는 총 3
개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첫째, 미네소타대학교는 서울대학교에 필요한 장
비와 용품을 제안하고, 그것을 조달하며, 둘째, 미네소타대학교는 서울대학교에 상주하
는 팀을 파견하고, 서울대학교에 투입된 특별 컨설턴트들이 강의와 교육 방법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원, 조언하고, 마지막으로 각 영역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미래의 교육
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젊은 교수진을 선발하여 1년, 혹은 그 이상을 미네
소타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보낸다는 것이 세 번째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미네
소타대학교 총장 산하에 한국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교무부총장이었던 말콤 윌리
(Malcom. M. Willey)를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단과대학들의 학장과 대학원장으로 구
성되었다. 이들의 자문활동은 고문, 단과대학 책임자, 대표 사절단의 역할들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단과대학별 총괄자문역할을 맡았던 고문들은 한국에 파견되어 최소한 1년
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단과대학별 활동내용을 슈나이더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다. 또
한, 이 고문들 외에도 미네소타대학교의 각 단대 책임자들은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한 1
번 이상을 서울대학교에 다녀와야 했으며, 다녀온 뒤에는 타일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야 했다. 한국에 파견된 대표 사절단들은 건물을 짓는 일, 장비 검열, 도서관 재정비, 미

5

「Professor Schneider Gives U. Staff a Report from Korea」, 『The Minnesotan』, March, 1955,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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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소타 대학교에서 공부할 학과 교수들을 선발하는 일을 감독하였다.
프로젝트는 반년 단위로 결산이 이루어졌으며 1954년 9월 28일부터 연장 계
약 기간 만료일이었던 1961년 10월 31일까지 총 14회에 걸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6
최초에 계획한 계약 기간이 끝나가던 1956년 8월 초에 미네소타대학교의 미들브룩
(William T. Middlebrook)과 윌리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미네소타 대
학교의 학과 대표들과 당시 교육부장관 최규남, 서울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윤일선을 비
롯한 서울대학교 단과 대학의 학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미네소타
대학교 측에서 볼 때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음을 논하면서 계약 만료일인 1957년 가을
이후 2년의 재계약을 결정했다.
미들브룩과 윌리의 방문 이후 미네소타대학교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
화되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진들의 서울대학교 파견에 관해서는 교육방법의 근대
화, 새로운 책과 저널의 취득, 장비의 구매와 서울대학교의 교실, 실험실에서의 지도에
사용될 시각 자료의 마련, 손상되고 파괴된 빌딩들의 재건과 회생 등으로 세분화되었
다. 또한, 교환교수 프로그램의 경우 미네소타대학교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교수와 동등
한 수의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고급화된 지도 코스를 밟고, 연구에
참여하여 최신 지식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와 장비들에도 친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이러한 교환 교수 프로그램은 계약일 시점으로부
터 6개월이 지난 1955년 4월 2일 공대 교수 3명이 미네소타 대학교에 가면서 시작되었
는데, 지연된 이유는 언어 문제와 함께 당시 우리나라 사정상 외국 여행을 하는 데 제한
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1956년 겨울에 44명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네소타 대학교
로 보내졌고, 총 217명의 교수와 8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6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교육을 받았고, 이 중 15명이 박사학위를, 71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실무 집행과 예산 운용방식을 둘러싸고 의
견 대립이 있었다. 최초의 계약에서는 교육 문제와 관한 의사 결정에서 ICA와 한국 정
6

“계속적이고 협력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계약자는 대학 또는 그를 위임하는 대표자들을
독려하고 적절한 시간에 계약자의 시설 방문을 허용하며, 편의시설과 활동, 그리고 계약자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과 연관한 개인과 인터뷰하여 대학에 의해 계약
연장이 필요한지를 의논한다.”
Illustrative FOA Letter of Commitment/Guaranty, 「G. Inspection–Article IV. Financial
Provisions」, 『Illustrative Contract between a U.S College and a Foreign College』, January, 4, 1954,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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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의 간섭이 없을 것이며, 전적으로 서울대학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결정
될 것을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ICA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비 구입의 경우 슈나이더가 각 단과 대학별로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출받은 후
검토와 토론을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장비 목록은 미네소타
대학교의 타일러에게, 또 타일러는 다시 한국 자문위원회와 상의한 결과를 ICA에 보고
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구매와 선적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미네소
타 대학교 측은 ICA의 승인 절차 없이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필요에 따라 하위 프
로그램 간의 예산 전용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선사용 후 감사를 희망했으나 ICA는 더
엄격한 예산 운용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술 원조를 먼저 할 것인가, 교수 훈련을 먼저
할 것인가와 관련한 의견 대립, 파견된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들이 고문이나 행정가로
서만 기능할 것인가 아니면 지도 역할 역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의
견이 분분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결과 서울대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복구
되고 개선되었으며, 도서관, 실험실, 강의실, 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에 있어서 진전이 있
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결과 수원에 7개의 빌딩이 새로 건축되었고, 공대의 19개의
건물이 수리되고 6개의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 또한, 간호학과와 간호사 기숙사 수리,
대학 병원의 식당과 세탁소가 새로 지어졌으며, 수의학부의 경우 3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행정학부도 3층 건물로 증축되었다. 행정대학원 신설, 간호학과 설립 및 보건
대학원 설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판단되었던 것은 서울대 교수
들을 해외 연수시킨 결과 대학 교육이 현대화되고 향상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원은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
으나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대학교를 본으로 하여 한국 전체의 고

7

위에서 언급한 의견 대립 외에도 미네소타대학교와 ICA의 계약서에 명시된
미네소타대학교의 역할과 명칭에 관한 미네소타대학교 측의 불만 역시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미네소타대학교)는 서울대학교에 우리만의 지식과 충고를 전달하라는 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지, 교육 방식을 전달하는 대행사(recruiting agency)가 되거나 서울대학교를
보조(assist)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ICA가 계약서에서

미네소타대학교의 교수진들을 ‘기술자들(technicians)’이라 명시한 것에 대해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professionals)이지, ‘기술자’라는 용어로 지칭될 수 없다.”라는 불만을 표했다.

「Draft of Report on Examination of Contract with University of Minnesot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State」,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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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가 한국 내의 다른 대학과 교
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 공무원 연수원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59년 문화교육부가 한국의 고등교육 현황 파악을 ICA에 요청하였고,
ICA가 미네소타 대학교에 이 조사를 의뢰하여 한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
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60년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
고서(Report in Survey of National Highe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제출
되었다. 또 서울대학교 교수 요원을 양성하여 그 인력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그 교
수 요원들에 의해 양성되는 새로운 인력이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1961년 교수학당
(Professional Institute)이 설치되어 32명의 교수가 참여하였으나 1년 뒤 문을 닫았다.
한편, 서울대학교 50년사는 외국 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클수록 학문의 자주성과
과학 기술의 자립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었고, 지원의 편중성이 모든 학문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
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문 발전의 편중 현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8 물
론, 『서울대학교 50년사』는 예술분야의 지원도 없었음을 명기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 차
원에서 “국대안” 이후 모든 학문분야가 서울대학교에 편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 또한 서울대학교에 편중됨으로써 사실상 국립대학교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미 이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협약을 통해 맺어진 미네소
타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관계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공무원들과 교수진이 서울대학
교의 농학, 의학, 공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수립과 강화를 돕는 일종의 ‘교류–
협력 관계’를 표방했고, 첫해를 제외한 프로젝트 기간에는 한국 역시 재정적 부담을 가
졌으나, 실제로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미네소타대학교의 일방적인 원조 프로젝트였다.
여기에다 전반적인 교육구조나 연구시스템 등 서울대학교가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를
옮겨 놓은 것 같은 미국편향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갖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
네소타 프로젝트였다.
윌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네소타대학이 서울대학교에 제공할 것이 많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인간의 사고 영역과 학자로서의 면모에 있어서 서울대학교로부터 배운
것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라 정식 계약 조항 외의 여러 제안이 고안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의 교류였다. 이를 위해 미네소타 대학

8

서울대학교5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50년사: 1946–1996』, 서울대학교, 1996, pp. 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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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있는 교수와 학생,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과 교수, 서울시
민들에게 서로의 미술작품을 선보이는 상호 간의 국제교류전이 계획, 추진되었다.

2.

미네소타대학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류전

교류전의 아이디어를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최규남 박사에게 처음 제안한 사람
은 미네소타대학 교무부총장인 윌리였다.9 윌리와 미들브룩 경영부총장이 서울대학교
를 공식방문한 1956년 교류전의 아이디어가 갑자기 발의된 것으로 추정된다.10 이 아이
디어를 당시의 윤일선 부총장은 적극 권장했고, 장발학장에게 교류전의 성사를 위한 실
질적인 책임을 맡겼다. 한편, 교류전과 상관없이 미네소타대학교의 방문교수단 일행이
미술대학을 처음 방문한 시기는 1955년 11월이었다.11 추측하건대 이들의 방문으로 교
류전의 가능성을 교무부총장인 윌리에게 건의했고, 1956년 5월 미네소타대학의 두 부
총장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윌리와 미들부룩, 그리고 슈나이더가 교류전의 성사
를 좀 더 확신하기 위해 미술대학을 방문했다. 장발 학장은 답례 차원으로 칠보자기 화
병을 선물하기도 했다.
당시 미술대학 교수회의록에 미네소타대학과의 교류전이 안건으로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56년 5월 18일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미네소타대학과의 교류미술전과 서울
대학교 10주년 기념미술전이 추진 중인데 미네소타와의 교류작품은 교내전 진열작품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고, “교내전 작품반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반환치 않
기로” 결정했다.12 이어서 같은 해 7월 10일의 회의에서는 미네소타대학으로부터 연락
이 왔는데, “개전기일開展期日을 10월 중순경으로 예정하며, 되도록 중작정도中作程
9

10

Malcolm Willey, “Introduction,” 『Korean Art–Faculty and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dea of an exchange of student work instant acceptance when it was first broached to Dr.
Kyu–Nam Choi…”

1956년 6월 최규남 총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발탁되어, 이어서 윤일선부총장이 7월에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때문에 교류전의 실질적인 준비와 개막은 윤일선 총장의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

1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회의록』, 1955년 11월 11일 자; “11월 12일 11시부터 11시30분까지

1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회의록, 4288년도 제2학기 이후』,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기록관리실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단이 (미술대학을) 내방하리라”고 학장회의에서의 결정을 통보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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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를 요구”했다.13 1956년 9월 3일자의 회의록에는 미네소타대학 전시작품들이 선편船
便으로 발송되었음을 기록했다.14 미네소타대학에서 작품전이 열리고 있던 1957년 2월

2일 자의 회의록에는 총장으로부터 그곳에서의 전시소식을 회람했다.
두 대학간의 미술교류전이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규모의 공식적인
국가 간의 현대미술교류전이라 말할 수 있다.15 왜냐하면, 미네소타대학은 미국 연방정
부의 원조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었고 서울대학교 역시 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정부로
부터 지정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두 기관의 미술교류전은 공식적인 혹은 적어도 상징적
인 국가 간의 대표성을 갖는 교류라 말할 수 있다.
두 대학에서 개최된 교류전의 공식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57년 1월 8일
부터 2월 4일까지 미네아폴리스(Mineapolis) 캠퍼스의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미술관(The University Gallery)에서 “Korean Art–Faculty and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타이틀로 총 61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16(도. 2) 이 전시
는 곧 미네소타대학의 또 다른 캠퍼스에서 같은 타이틀로 계속 열렸다. 그곳은 미네아
폴리스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정도 떨어진 덜루스(Duluth) 캠퍼스로, 이곳의 대학미
술관인 ‘트위드갤러리(Tweed Gallery)’에서 총 51점의 작품을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
지 전시했다.17 이어서 1958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49번지
13

14

15

위의 회의록, 1956년 7월 10일 자.

위의 회의록, 1956년 9월 3일 자.

예를 들어, 1950년대에 한국현대미술을 미국에 소개하는 국가 차원의 첫 전시로서, 1958년 미국

뉴욕의 World house Gallery에서 개최된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가 있으나, 이것은

상호 간의 교류전이 아니었다. 시기적으로도 1957년 1–2월 미국 미네아폴리스(Mineapolis)의

미네소타대학 갤러리에서 열린, 총 63점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학생들의 작품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첫 번째 해외진출이라 할 수 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수집, 개최한
16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진출–전개와 위상전,” (2011년 5월 26일–7월 23일)에는 이 자료가 빠졌음.
미네소타대학 아카이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기록관리실이 당시의 원본 도록을
소장하고 있음. 서울대학교에 원본 도록을 기증하신 고 장발 교수의 유족, 장흔 신부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17

덜루스 캠퍼스에서의 전시 후에도 “한국미술” 전시는 이 전시에 관심을 가진 미국 내의 다른
도시의 갤러리나 대학미술관에 순회, 대여 형식으로 계속 이어졌으며, 미네소타대학 미술관은
1957년 12월 13일부터 이 전시를 다시 개최하는 성의를 보였다. 예컨대, 미네소타대학 당국은
한국전쟁 이후 그들이 한국에서 펼치는 원조사업의 성과를 미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부수적인
차원에서 이 “한국미술” 전시를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The University Gallery. 「Minnesota–Korea Art Exchange」, 『Korean Art–Faculty and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1957;「Minnesota ‘U’ offers Exhibit of Korean Art」,
『University of Minnesota News Service』, January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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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1957년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미네소타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도. 3) 1958년 5월23일–31일 동숭동 서울대학교
정문에 걸린 ‹미국 미네소타대학교미술전, American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 도록 표지

Art› 전시회의 현수막

의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미네소타대학의 교수와 학생 작품, 총 83점을 “미국미네소
타대학교교환미술전–American Art, Faculty & Students, University of Minnesota”의 타
이틀로 매우 성대하게 개최했다.(도. 3)
한 가지의 특별한 측면에서 이 교류전은 두 대학 간의 평범한 국제교류전이 아니
었다. 그것은 양측이 상대방의 전시 작품을 모두 기증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교류
전을 위해 제작한 각국의 영문과 국한문의 도록에는 이 기증조항을 서로 명기했다. 가
령,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주최한 “미국미네소타대학교교환미술전” 작품목록의 도록

마지막 쪽에는 부기附記로서 “작품 73–82는 동 대학 미술관의 수장품 중에서 본 전시
회를 위하여 빌려준 작품들이므로 다시 반환될 것이며, 나머지는 전부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에 증여된 것임”을 명기했다.18 이것은 과학과 기술 등의 물질적인 원조에 치우친
미국의 입장과 그 혜택을 수혜 받는 입장으로서의 한국의 자존심을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복안이 아니었을까 싶다. 물론, 서로의 기증은 자매학교로서의 우의와
신뢰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1 미네소타대학
그렇다면, 과연 당시에 어떠한 작품들이 교환되었을까? 노수현, 장우성, 박득순, 장욱
진 등 4명의 교수와 36명의 학생 작품, 총 61점을 출품한 미네소타대학교 미술관에서의

“한국미술”전展에는 동양화, 유화, 조각, 디자인, 서예, 사진 등의 작품이 비교적 골고루
18

『美國미네소타大學校交換美術展 作品目錄』, (時日: 4291년 5월 23일–31일, 場所: 서울대학교
대강당), 主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2쪽. 미네소타대학교의 교수, 학생 출품작 중 작품번호

73–82의 10작품은 동대학의 대학원생들 유화작품들로서 미네소타대학미술관이 이미 소장한
작품들을 본 전시를 위해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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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되어 전시되었지만, 동양화와 서예 작품이 20점으로 전체 전시의 중심을 형성했다.
유화는 9점이었고, 조각도 9점이었으나 운송상의 경비와 훼손의 염려 때문이었는지 모
두 작품을 찍은 사진으로 대체했다. 한 예로, 당시 4학년이었던 최의순은 유일하게 ‹청
춘(Youth)›(도. 4)과 ‹여인좌상(Etude)›의 두 작품을 사진으로 출품했다.19 또한, 성낙
인과 이용정 등의 사진작품들은 모두 학교와 실기실, 수업광경 등을 보여주고자 촬영한
것이므로 작품이라 할 수 없다.
현재의 미네소타대학 미술관(F. R. Weisman Art Museum)은 위의 사진들을 제외

한 모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심산心山 노수현은 족자 형태의 수묵산수 3점을 출품,

기증했다. 심전心田 안중식에게 사사하고 한국 전통 문인산수의 맥락을 이어받은 심산

의 3 작품, ‹가을(Autumn)›(도. 5), ‹폭포(Cascade)›, ‹물소리(Sound of Water)›는 단연
전시의 핵심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심산은 194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위촉되었다. 월전月田 장우성 역시 3 작품을 출품, 기증했다. 이당以堂 김은호의 맥락
을 이은 인물화의 대가답게 ‹여인(Woman in White)›(도. 6)과, 선과 색의 운용이 섬세
하면서도 부드럽게 활달한 ‹국화(Chrysanthemum)›와 ‹포도(Grapes)›도 심산의 작품
과 함께 전시의 중심축이었을 것이다. 월전은 심산에 앞서 1946년부터 미술대학 교수
로 재직했다.20
박득순과 장욱진은 유화 1점씩을 출품, 기증했다. 당시 미술대학의 대우조교수였
던 박득순은 풍경화, ‹흰 구름(White Cloud)›(도. 7)을, 강사였던 장욱진은 간결, 생략의

아이 같은 특유의 스타일로 그린 ‹수하樹下(Under the Tree)›(도. 8)를 선보였다.21 박
득순은 “사실적인 재현의 재능이 뛰어난” 교수로, 장욱진은 “독창적인 원시적 스타일로
19

미네소타대학의 현재 미술관에는 이 사진작품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행히 최의순
교수께서 자신의 이 두 작품사진을 보관해왔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기록관리실에
기증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선생의 ‹청춘›은 1956년 교내전에서 총장상을 수상했고,
작품사진은 성낙인이 찍었다.

20

전시와 함께 미네소타대학 미술관이 제작한 영문도록에는 심산과 월전을 비롯한 네 교수진의
간단한 약력과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다. The University Gallery, 『Korean Art–Faculty and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anuary 8–February 4, 1957), University of Minnesota,

Mineapolis and St. Paul. 당시 미네소타대학교의 미술사 교수인 힐튼 토마스(Hilton Thomas)는

도록의 첫 부분에 “한국미술에 관한 해설”의 글을 썼다. 그에 의하면 당시의 전시 작품 중에서

동양화는 과거 중국의 전통과 비교하여, 구도는 간략화되었고 느슨해졌으며, 선의 운용도 “less
brilliant, more unassuming” 하다고 평했다. 유화는 유럽에 뿌리를 둔 서양의 영향이 강하게

21

보이면서 비교할 정도의 ‘modesty’를 가졌다고 평했다.

특유의 아이들 그림 같은 스타일 때문인지 현재의 미네소타대학 미술관의 관장과 큐레이터도
장욱진 작품의 평가와 가치에 대해 매우 궁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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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박득순, ‹흰 구름(White
Cloud)›, 1956
(도. 4) 최의순,
‹청춘(Youth)›

(도. 5) 노수현,
‹가을(Autumn)›

(도. 6) 장우성, ‹여인

(도. 8) 장욱진, ‹수하樹下

(Woman in White)›,

(Under the Tree)›, 1955

1956

해방 이후 새로운 진취적 스타일을 주도하는” 아방가르드 교수로, 당시 미네소타대학
미술관이 제작한 영문도록은 소개했다.
영문도록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전체의 규모와 교육과정의 면모를 소개하는 일
종의 지침서 같은 역할의 성격으로 제작되었다. 미술대학은 1951년과 1952년을 제외하
고 매년 교내전을 개최하였는데, 1956년에 제7회 교내전을 1학기에 개최했고, 미네소
타대학에 보낸 학생들의 작품은 이때의 출품작 중에서 각 과의 교수들이 선발한 것들이
었다. 미네소타대학에 소개한 당시의 교수진은 장발 학장을 위시한 송병돈, 박의현, 노
수현, 이순석 등 5명의 교수와 장우성 부교수, 박갑성, 김종영, 김정환, 박득순, 김병기 등
5명의 조교수, 김세중, 박세원 등 2명의 전임강사, 그리고 22명의 시간강사가 재직했었
다. 총 재학생 수(1956년 기준)는 남학생이 262명, 여학생이 68명, 대학원생은 7명의 남
학생이었다. 이 중에서 회화과의 남학생이 114명, 여학생이 35명, 대학원생 4명으로 다
른 과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미학과의 남학생이 58명으로 응용미술학과의 57명과
비슷한 숫자로 2번째로 많았다. 한편, 여학생 수는 회화과에 이어 응용미술학과가 17명
으로 2번째였다. 이러한 통계는 당시 남녀학생들이 어떠한 전공을 선호했고, 각 학과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동·서양화과를 통합 운영했던 이유 때문에 회
화과의 학생숫자가 많았으며, 미학과의 비중이 생각보다 컸었다.
현재, 미네소타대학 미술관이 소장한 학생들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들을
통하여 당시 각 전공들의 실기교육과 학생들의 작업경향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당시의 전시작품번호순으로 모두 소개하겠다.
9. 정영조(동양화, 2학년), ‹난초›, 1956
10. 강영봉(동양화, 2학년), ‹매화나무›, 1956, 50.4×12.7˝(도. 9)
11. 정금희(동양화, 2학년), ‹배추›, 1956,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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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방혜자, ‹長無相忘›, 1956, 54×12˝

(도. 13) 강수화, ‹정물›, 1956

(도. 10) 정금희, ‹목단›,
1956, 55×31˝
(도. 12) 정금희의 ‹목단›과 강영봉의
‹매화나무› 앞에서 화집을 펼쳐 보고 있는

(도. 9) 강영봉,

미들브룩(Midlebrook), 윌리(Willey)와
타일러(Tyler) 교수

‹매화나무›, 1956,
50.4×12.7˝

(도. 16) 현병진,

(도. 15) 성옥희, ‹반상기›, 1956

‹한국여행 포스터›, 1956

(도. 14) 이연구, ‹여인›, 1956

(도. 17) 응용미술과 학생들, ‹크리스마스
카드›, 1956

12. 정금희(동양화, 2학년), ‹목단›, 1956, 55×31˝(도. 10)
14. 정영조(동양화, 2학년), ‹손자›, 1956
15. 유효식(동양화, 2학년), ‹여름산수›, 1956
16. 남궁훈(동양화, 4학년), ‹비 온 후의 산수›, 1956
17. 이태식(동양화, 1학년), ‹산수›, 1956

42. 방혜자(서예, 1학년), ‹長無相忘)›, 1956, 54×12˝(도. 11)
44. 최선동(서예, 2학년), ‹山上白雲›, 1956, 50×12

이상의 동양화와 서예 작품들은 족자형태이므로 지금도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No. 13은 최경님(동양화, 2학년)의 작품, ‹Camellia›인데 분실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1,
2학년의 작품이었으며, 당시의 교과 과정에 의하여 “서예”와 동양화의 “실기” 과목에서
행해진 작품들로서 월전과 심산의 지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네소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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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미술관에서의 전시광경을 담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1956년 12
월 미네소타대학교의 경영부총장인 미들브룩과 교무부총장인 윌리), 그리고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타일러 교수가 찍은 사진(도. 12)의 배경에 두 작품의 동양화
가 등장하는데, 그 두 작품이 정금희의 ‹목단›과 강영봉의 ‹매화나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22
학생들의 유화 작품은 총 7점으로 다음과 같다.
18. 민병목(유화, 2학년), ‹흰 꽃›, 1956년
19. 강수화(유화, 2학년), ‹정물›, 1956년(도. 13)
20. 이연구(유화, 3학년), ‹여인›, 1956년(도. 14)
21. 고승중(유화, 3학년), ‹화병›, 1956년
22. 표승현(유화, 3학년), ‹꽃›, 1956년
23. 박석환(유화, 4학년), ‹정물›, 1956년
24. 박석환(유화, 4학년), ‹풍경›, 1956년
유화 작품들은 정물화가 대부분이고, 인물화와 풍경화를 각각 1점씩 출품했다. 당시,
모델을 앉혀놓고 인물화를 그리는 수업광경(사진)의 사진에서 보듯, 이연구의 ‹여인›,
또는 강수화, 박석환의 ‹정물› 등은 세잔 풍의 서양화의 전통이 일본강점기 때를 넘어
1950년대에도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각 작품들은 그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시했기 때문에 전혀 파악할 수가 없
었다. 그 사진 이미지들이 미네소타대학에는 없었는데, 다행히 퇴임하신 최의순 교수께
서 자신의 출품작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서 어떤 작품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출품작으로는 홍정희의 ‹여인›, 심봉섭의 ‹자매›, 최일단의 ‹두상›, 이정갑의
‹가을›, 유경복의 ‹모성›, 송영수의 ‹평화›, 송원용의 ‹여인› 등이 영문도록에 기재되
어 있었다.
응용미술과의 작품은 총 8점 가운데 6점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22

아마도 전시 개막일인 1957년 1월 8일 이전에, 한국으로부터 미리 도착한 작품들을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을 위하여 걸어놓은 것 같다.
Department of University Relations, University of Minnesota, “How the U Helps Seoul
University Rebuild after the Ravages of War,” 『The Minnesotan』, December, 1956, Vol., X, No., 3,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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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성옥희(디자인, 3학년), ‹반상기›, 1956년(도. 15)
36. 성옥희(디자인, 3학년), ‹한국여행 포스터›, 1956년
37. 고영배(디자인, 3학년), ‹한국여행 포스터›, 1956년
38. 현병진(디자인, 3학년), ‹한국여행 포스터›, 1956년(도. 16)
39. 응용미술과 학생들(디자인, 1학년), ‹텍스타일 디자인›, 1956년
41. 응용미술과 학생들(디자인, 2학년), ‹크리스마스 카드›, 1956년(도. 17)
매우 추상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적용한 성옥희의 ‹반상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작품
들은 모두 재현적인 대상의 이미지들을 추상화하여 간결, 압축, 생략하여, 즉 재현의 이
미지를 추상화하는 것은 곧 응용하는 것이며, 그 응용한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어떠한 사
회적, 산업적 기능의 필요에 부응하는 단계의 미술이 곧 디자인이자 응용미술이었다. 때
문에 다른 전공의 작품보다 훨씬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러한 측면을 감지했기 때문인지 영문도록에 한국미술에 관한 작품 소감을 쓴 미네소타
대학의 미술사 교수 힐튼 토마스(Hilton Thomas)는 유독 디자인의 작품들이 의외로 성
공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23 한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도자나 제품의 평면
디자인은 있는데, 실제의 작품은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도자기나 제품의 모형
등 실제의 작품을 제작하기에 당시의 교육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미네소타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모두 13점의 도자작품을 한국에 출품했다.
2–2 서울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는 도자, 드로잉, 도안, 조각, 판화, 유화, 수채화, 사진 등 총 83점의 작품
을 서울대학교로 보냈다. 미네소타대학교 측의 전시 주무자는 캐서린 내쉬(Catherine
Nash)로, 동 대학교 미술관의 큐레이터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보낸 작품들 보다
도자, 조각, 판화 등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별해서 보냈다. 교수들의 작품수
도 서로 비슷하게 맞춰, 헬렌 다운즈(Helen Downs) 교수의 사진을 제외하면 도자 2점,
조각 1점, 판화 1점, 유화 3점, 수채화 1점, 등 모두 8점의 교수 작품이 출품, 기증되었다.

23

Hilton Thomas, 「Korean Art–An Interpretation」, 『Korean Art–Faculty and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 4: “The design patterns which represent unusually successful fusion of East
and West, are extraordinary in their ability to combine Western directness and Eastern sensibility
to create a series of very beautifu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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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인 미술대학은 미술대학 구내뿐만 아니라, 대강당을 주 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
고, 당시로써는 매우 세련된 기하학적 추상의 수제手製 전시포스터도 제작했다.24(도.
18) 동숭동 캠퍼스의 정문 입구에는 플래카드가 설치되었고, 전시 오프닝 당일에는 장
발 학장을 비롯한 윤일선 서울대학교 총장과 슈나이더 주한미네소타대학교연락관 등
이 참석하여 매우 성대한 개막식을 가졌다.25(도. 19)
교환, 기증된 미네소타대학교 측의 작품 중에서 미술대학을 거쳐서 현재 서울대
학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모두 5점뿐이다. 총 83점의 작품 중에서 미네소타
대학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작품 11점을 제외한 나머지 72점의 작품
이 미술대학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현재 남아 있는 5점을 제외하고
는 그 행방을 알 길이 없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5점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작품의 번
호는 당시에 제작한 국문, 영문 도록의 일련번호이다.
5. 고–든 딩검Gordon Dingham(도자, 학생), ‹주발Ceramic Bowl›
9. 루이스 켈러Louis Keller(도자, 학생), ‹화병Ceramic Vase›
13. 멜빈 제이콥슨Melvin Jacobson(도자, 학생), ‹병Ceramic Bottle›
36. W. S. 로우더W. S. Roeder(조각, 학생), ‹남편이 그의 아내를 집에서 쫓아냄
Man Kicking His Wife out of the House›(도. 20)
37. 존 루–드John Rood(조각, 교수), ‹성장Growth›(도. 21)
이상의 소장품 중에서 추상 용접조각인 ‹성장›만이 유일한 교수의 작품이다. 오프닝 당
일의 사진을 보면 조각 작품이 귀해서인지 루드 교수의 ‹성장›과 학생인 로우더의 작
품(도. 63)이 작지만, 추상적인 형태에 따른 위트 있는 제목 때문에 인기를 끈 것 같다.
24

이 포스터에는 전시 일정이 1958년 5월 1일–6일로, 장소도 미술대학(구내)로 되어 있어, 이것이
공식적인 포스터인지, 아니면 전시를 기념한 학생이나 교수의 디자인 작품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

25

미네소타와는 달리 서울대학교에서의 개막식 행사 사진은 장발 학장의 지시로 성낙인이
찍었다. 장발 학장은 이 사진들을 슈나이더에게 전달했고, 슈나이더는 다시 미네소타대학의
교무부총장 윌리에게 보냈다. 미네소타대학의 아카이브에 이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또한 장발 학장이 보관해오던 이 사진들을 장흔 신부께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기록관리실에 기증해주었다. 「Letter from Schneider to Willey」, Minnesota Files, June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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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W. S. Roeder, ‹남편이 그의
아내를 집에서 쫓아냄(Man Kicking His

(도. 19) 전시회 전경
(도. 18) 교류전시회의
포스터

Wife out of the House)›

(도. 21) John Rood,
‹성장(Growth)›

(도. 22) Tod Dockstader,
‹좌상(Seated Figures)›,

(도. 23) Forbes Whiteside,
‹회화(Painting)›, 1951,

1951, 30×25˝

22×18˝

(도. 25) Jean–Paul Darriau,
(도. 24) Harvey Retzolf, ‹역도가(Lifter)›, ‹추상(Abstraction)›, 1952, 40×30˝
1951, 30×36˝

(도. 26) Wayne Russell, ‹테이블을
보며(Look on the Table)›, 1952,

(도. 28) David Snead,

(도. 29) Bertil Dahlman,

‹회화(Painting)›, 1951, 29×48˝

‹회화(Painting)›, 1951, 30×48˝

28×44˝
(도. 27) Donald Weydt,
‹회화(Painting)›, 1950, 30×23˝

(도. 30) Orval Dillingham,
‹분노(Provocation)›,
1951, 40×48˝

당시 미네소타대학교의 미술학과(Department of Art)에는 5명의 미술사 교수와 9명의
각 전공 실기 교수가 재직 중이었고, 4명의 강사와 12명의 조교가 있었다. 이 학과는 석
(MA)·박사(Ph.D)의 미술사와 석사(MFA)의 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학부에서는
교양교육의 일원으로서 모든 대학생에게 실기와 미술사를 가르치는 미국의 보편적인
주립대학교들의 미술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학교의 실기교육 중에서는 특히 회화분야가 강세였다. 1960년 이후부터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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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로 이름을 떨친 제임스 로젠퀴스트( James Rosenquist)를 배출했으며, 회화분야를
담당한 교수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작품 50. ‹초목Vegetation›
을 출품한 카메론 부스(Cameron Booth)의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지
금도 회자된다. 1950년대 미국의 회화는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의 후폭
풍이 미국 전 지역에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미네아폴리스의 미네소타대학교도 그 열풍
의 예외일 수는 없었다. 서울대학교에 출품한 미네소타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의 작품들
은 그 현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추상의 강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현재 미
네소타대학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시의 출품작들이다.
73. 토드 독스타더Tod Dockstader, ‹좌상Seated Figures›, 1951년, 30×25˝(도. 22)
74. 포브 화이트사이드Forbes Whiteside, ‹회화Painting›, 1951년, 22×18˝(도. 23)
76. 하비 레졸프Harvey Retzolf, ‹역도가Lifter›, 1951년, 30×36˝(도. 24)
77. 장–폴 대리오Jean–Paul Darriau, ‹추상Abstraction›, 1952년, 40×30˝(도. 25)
78. 웨인 러셀Wayne Russell, ‹테이블을 보며Look on the Table›, 1952년, 28×44˝(도. 26)
79. 도날드 웨이트Donald Weydt, ‹회화Painting›, 1950년, 30×23˝(도. 27)
81. 데이브 스니드David Snead, ‹회화Painting›, 1951년, 29×48˝(도. 28)
82. 베르틸 달맨Bertil Dahlman, ‹회화Painting›, 1951년, 30×48˝(도. 29)
83. 오발 딜링햄Orval Dillingham, ‹분노Provocation›, 1951년, 40×48˝(도. 30)
총 11점이 출품되었으나 현재 미술관이 소장한 이상의 9작품들에서 마치 추상표현주
의의 현장을 미국의 한 전시장에서 보는듯한, 전시의 하이라이트였을 것이다. 그들의
제작연대 또한 모두 1950년에서 1952년 사이였으므로 6·25전쟁이 한창이었던 한국과
달리, 미국 중서부의 한 변방의 도시에서도 추상표현주의의 물결은 대단히 거세었다.
드 쿠닝(Willem de Kooning)의 여인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독스타더와 화이트사이드
의 인물처리 방식, 고르키(Ashile Gorky)를 닮은 러셀과 딜링햄, 유럽 서정추상의 맥락
과도 통하는 형상성이 배제된 순수추상의 작품들은 그 스케일과 함께 당시의 미술학도
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상작품들은 1957–8년 당시 3–4학년이었
던 미술대학 재학생들에게 순수추상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
정하며, 이것은 곧 한국의 아방가르드 형식으로서 1958년 이후 도래하기 시작한 ‘서정
추상’의 물결을 예고하는 전주곡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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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으며

두 교환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모두 재현해내는 것은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 같다. 미네
소타대학의 한국 작품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 전시의 성격상, 원조와 관련한 정
치적, 경제적 입김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양국의 입장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규모와 작
품의 질에 관한 절충안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미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이 또한 미네소타대학 측도 원했던 것이므로 노수현과 장우성의 6작

품이 그곳 전시의 하이라이트였다. 소장所藏의 차원에서도 그렇다. 역설적이지만 당시

조각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치적인 차원
에서 미네소타대학은 이 교환전을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업적과 노고를 선전하는 방편
으로 적극 활용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서울대학교는 그렇지 못했다. 공대, 농대, 의대의 실질적인 지
원에 미대는 들러리만 선 형국이다. 특히, 미술대학은 미네소타대학이 준 작품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남은 5작품 중에서도 루드 교수의 ‹성장› 하나가 소장할만하다. 도
대체 나머지 교수들의 8작품과 학생들의 작품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들의 작품은 작품
으로서의 가치보다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들의 작품은 당시의 미국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미술실기 교육의 현장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일 수 있었다. 미네소타대학이 소장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학생작품들은 1956년의
제7회 교내전에서 선발한 작품들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미술실기 교육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단서가 정작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현실은 작품과 자료의 보존에 대한 역사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
목이다.

주제어: 미네소타 프로젝트, 대학교육 원조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국제교류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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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정금희의 ‹목단›과 강영봉의 ‹매화나무› 앞에서 화집을 펼쳐 보고 있는 미들브룩(Midlebrook),
윌리(Willey)와 타일러(Tyler) 교수
(도. 13) 강수화, ‹정물›, 1956

(도. 14) 이연구, ‹여인›, 1956

(도. 15) 성옥희, ‹반상기›, 1956

(도. 16) 현병진, ‹한국여행 포스터›, 1956

(도. 17) 응용미술과 학생들, ‹크리스마스 카드›, 1956
(도. 18) 교류전시회의 포스터
(도. 19) 전시회 전경

(도. 20) W. S. Roeder, ‹남편이 그의 아내를 집에서 쫓아냄(Man Kicking His Wife out of the House)›

(도. 21) John Rood, ‹성장(Growth)›

(도. 22) Tod Dockstader, ‹좌상(Seated Figures)›, 1951, 30×25˝
(도. 23) Forbes Whiteside, ‹회화(Painting)›, 1951, 22×18˝
(도. 24) Harvey Retzolf, ‹역도가(Lifter)›, 1951, 30×36˝

(도. 25) Jean–Paul Darriau, ‹추상(Abstraction)›, 1952, 40×30˝

(도. 26) Wayne Russell, ‹테이블을 보며(Look on the Table)›, 1952, 28×44˝

(도. 27) Donald Weydt, ‹회화(Painting)›, 1950, 30×23˝
(도. 28) David Snead, ‹회화(Painting)›, 1951, 29×48˝

(도. 29) Bertil Dahlman, ‹회화(Painting)›, 1951, 30×48˝

(도. 30) Orval Dillingham, ‹분노(Provocation)›, 1951,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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