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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이자 교육자로서 김세중의 재평가

최태만

최태만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

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서울산업대학

교 조형예술과 조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술의 사회적 상상력』(국민대학교출판부, 2008), 『다섯 빛깔 
룽다와 흰색 까닥』(다할미디어, 2007), 『한국현대조각사연구』(아트북스, 2007), 『미술과 
혁명』(재원, 1997), 『미술과 도시』(열화당, 1996)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현

대미술과 도시문화 –198.90년대 미술에 표현된 서울의 도시풍경을 중심으로」(동악미

술사학회, 2010), 「1980년대 한국사회와 민중미술 – 대중소비사회의 시각이미지와 비판

적 리얼리즘」(한국미술이론학회,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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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Joong, sculptor and art educator, also contributed to the Korean art world with 
his significant leadership performed in his administrative career between the 1970s and 
the 1980s, which includes Dean of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person of Korean Art Association, Director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as well as serving on the executive committee of diverse art organizations. 
Kim entered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46 when the 
institution was founded. As an undergraduate student, he was awarded Special Prize with 
his work entitled ‹Young Male Figure› at the first Korean Fine Art Exhibition held in 
1949. Yet having converted to Catholicism under the influence of Professor Chang Bal, 
his spiritual mentor, most of his works dealt with religious themes. Although he produced 
almost one thousand sculptures, including the memorial statue of Admiral Yi Sun–sin, 
Kim has been regarded as a sculptor who mainly produced commemorative monuments.

�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ssess Kim Se–Joong’s administrative career 
and his practical efforts while he served as Dean of the College of Fine Arts, which 
helped the development of art educ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llege. Upon 
his graduation from the graduate school in 1954, Kim became professor of the Depart-
men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S.N.U, and taught until he passed away in 1986. 
After he took office in 1972 as Dean of the College, Kim made an effort for the Students 
Art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Arts to be held in Deoksugoong Palace. He 
also initiated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s with several universities outside of Kore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Moreover, he intended to 
initiate 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tudies and Public Art, which he believed to be 
in need in contemporary society, which, however, was not realized. 

�e second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valuate his artwork. It is important that 
Kim Se–Joong produced a large number of sculpture, although many of them were based 
on religious purpose and monument. Like the statue of Admiral Yi, his religious sc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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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also has monumentalit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culpture to show 
changing process from monumentality to aesthetic aspects, and aesthetic value to con-
cept, it is clear that he sought the artistic criteria from modern aestheticism. In particular, 
to evoke the memory with figurative image and to offer symbolic meanings to the image 
is related to a modern approach. Although religious themes are prevalent in his sculp-
tures, the aesthetic quality of his work should be considered the priority. 

In conclusion, although Kim Se–Joong produced a lot of religious sculpture that 
draws from Catholicism, he sought a form that would correspond to Korean sensibility 
and tradition beyond the norms of western religious sculpture. Even if he could not be 
free from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era when he lived, he made his contribution as an 
artist through the statue of Admiral Yi, which came to be an icon of Korean commemo-
rative monument. �ese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are the major reasons for us to 
continue to remember him.

 
Key words:  Kim Se–Joong, Religious Sculpture, Admiral Yi Sun–sin’s Statu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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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86년 6월 24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이자 국립현대미술관장인 김세중

(金世中)이 타계하자 중앙일보 이규일(李圭日) 기자는 그에 대해 ‘인화(人和) 앞세운 

미술계의 외교관’이라 부르며 그를 추모하는 기사를 남겼다.1 김세중의 후배이자 제자

이기도 했던 최종태(崔鍾泰) 역시 추모의 글을 통해 그에 대해 ‘엄격하신 예술가로서, 

자상하신 교육자로서, 탁월하신 행정가로서 매사에 원칙을 바로 세우시고 옳은 일이라 

판단되실 때는 물불을 마다치 않으셨으며 각계각층의 수많은 선배 후배들에 대해 고르

게 마음 쓰시는 참으로 큰 틀을 타고나신 드문 스승’2으로 기억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 타계했을 때 대체로 그의 인격과 행적을 예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앞

의 두 글을 통해 김세중은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였으며 또한 행정가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이라 부름)에서 특

선을 하며 데뷔하여 평생 조각가로서 작업에 매진했고, 195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타계할 때까지 교수로 재직한 교육가였다. 또한, 3대에 

걸쳐 서울미대 학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거쳐 국립현대미

술관장으로 재직하다 타계하였으므로 미술행정가로 부르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세중에 대한 평가는 예술가로서 그의 창작활동, 대학교수로서 교육발전

을 위해 벌인 노력과 그 성과, 미술행정가로서의 업적, 이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김세중의 삶과 예술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의 관계 속

에서 재조명하는 것에 있는 만큼 그의 수업시대를 출발로 그가 생전에 이룩한 업적을 

교육과 작품으로 나눠 고찰하고자 한다.

Ⅱ.  김세중의 수업시대

1928년 7월 14일 경기도 안성군에서 태어난 김세중의 어린 시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생전에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가 밝히고 있는 바로는 그는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시, 

1 이규일, 「인화 앞세운 미술계의 ‘외교관’」, 《중앙일보》, 1986년 6월 26일.
2 최종태, 「김세중 교수님 영전에」, 《가톨릭신문》, 198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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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시나리오를 쓰고, 학생연극에서 주연을 맡는가 하면 

무대미술을 하는 등 문학과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해

방 직후의 사회분위기에 따라 한때 조국재건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생각까지 품었다고 한다.3 그러나 그는 결국 조각을 

선택했다. 그가 조각을 전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생전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문학, 연극, 정치 중 어떤 것을 전

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던 때 우연하게 일본어로 번역된 

릴케(Rainer Maria Rilke)의 『로댕의 말』이란 책을 읽고 조각

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1946년 6월 안성공립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세중이 조각을 전공하기 위해서

는 미 군정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1946년 8월 22일 종합대학으

로 개편된 서울대학교로 진학하는 길밖에 없었다. 당시 여러 개의 국공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에는 예술대학 내에 미술학부와 음악학부를 두고 있었다. 

미술학부는 발족 당시 회화, 조소, 도안과로 구성되었으며, 나중에 도안과의 명칭을 응

용미술과로 바꿔 1946년 9월 1일에야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했다. 당시 조소과 입학생

은 백문기(白文基), 성낙인(成樂寅), 장기은(張基殷), 유한원(劉漢元)이었다. 그러나 서

울대학교는 학생을 모집하자마자 이른바 ‘국대안 반대파동’을 겪었고, 좌익계열 학생들

을 중심으로 동맹휴학 등 소요가 계속되자 많은 학생을 제적했다. 미술학부에서도 회화

과의 김진항(金鎭恒) 등의 학생이 제적되자 편입시험을 치러 학생을 추가 모집했는데 

김세중은 이때 서세옥(徐世鈺)과 함께 미술학부로 진학하였다.4 당시 회화과 교수였던 

장우성(張遇聖)은 회고록에서 편입학시험을 치를 때 미술학부 실기실인 목조건물 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수험생 한 명이 죽을 떠먹고 있어서 이상해서 물어보니 학부모인 

듯한 중년남자가 “이 아이가 워낙 위가 나빠 밥을 먹지 못해 집에서 죽을 쑤어가지고 왔

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수험생이 김세중이었다.5 그가 고등학생 시절 어느 정도의 소조 

3 장명수, 「늙지 않는 예술청년, 그 분방한 내면」, 『계간미술』, 제29호, 1984년 봄호, 27쪽.
4 서울대 미술학부 창설 때부터 교수였던 장우성은 물론 조소과에 제1기로 입학한 

백문기(白文基)를 비롯하여 김서봉(金瑞鳳) 등의 회고를 종합해 볼 때 김세중은 제1차 모집이 
아니라 편입학시험을 통해 조소과로 진학한 것은 확실하다. 다만, 그는 먼저 입학한 학생들과 
함께 조소과를 다녔고, 1950년 제1회로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므로 그를 제1회 졸업생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5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136쪽.

그림1. 1949년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실기실 정경.



78

조형_아카이브

연습을 했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조소과에 입학한 김세중이 재학 중 남다른 실

력을 발휘했음을 1940년대 후반 어느 날 조소과 실기실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속에서 김종영(金鍾瑛)의 뒤편에 세워진 청년상은 제1회 국전에서 특선

을 한 김세중의 작품과 일치한다. 개교 당시 조소과의 전임교수는 윤승욱(尹承旭)과 김

종영이었지만 1946년 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상(喪)을 당한 김종영이 

1948년에야 부임했으므로 이 사진은 1948년 혹은 제1회 국전이 열리던 1949년에 촬영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세중이 입학한 후 미술학부장 장발(張勃) 교수와 명동성당의 수녀로서 미술대

학 회화과로 편입하여 동양화를 전공하고 있던 안혜택(安惠澤) 알렉산더와의 만남은 

그를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그의 세례명은 프란치스코였다. 김세중은 장발의 

깊은 신앙심과 안정된 인격에 감화 받아 그를 대부로 하여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평화

와 종교적 환희를 작품 주제로 즐겨 다루는 것도 장발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

다.6 장발의 권유로 가톨릭에 입교하기는 했으나 부모가 모두 불교신자였으므로 김세

중에게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에 대해 김세중은 생전에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나의 부모님은 오랜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나는 일치되지 않는 신앙이 괴로워서 

잠시 집을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명동성당 기숙사에 들어가 3년을 지냈지요. 새

벽 종소리가 울리면 먼저 일어나 미사에 갔고, 아침을 먹고는 누구보다 먼저 학교

로 달려가 저녁에 어두워질 때까지 작품에 몰두하는 구도자와 같은 나날이었습

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엔 프랑스로 가서 종교미술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유학 수

속을 밟던 도중 6·25가 터져서 좌절되었지요.”7 

이런 점은 그에게 조각을 전공하도록 동기를 유발한 로댕(Auguste Rodin)이 조각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경험과 어느 부분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시하는 바가 크다. 즉 로댕 역

시 가족부양에 헌신적이었던 누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은둔하

다시피 했는데 마침 이 수도원의 원장인 에이마르(Pierre–Julien Aymard) 신부의 도움

6 김세중, 「잊을 수 없는 사람, 스승이자 대부 장발선생」, 《한국경제신문》, 1984년 1월 19일.
7 장명수, 「늙지 않는 예술청년, 그 분방한 내면」, 『계간미술』 제29호, 1984년 봄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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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수도원 내에 조그만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에 전

념함으로써 훗날 조소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8 1950

년 2월 조소과를 졸업하고 3월에 곧장 대학원에 진학한 김세

중은 프랑스로 유학하여 종교미술을 공부하고자 했으나 한

국전쟁으로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

자 서울미대는 다시 한번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국대안 반대

파동’으로 제적된 후 북으로 갔던 김진항이 서울로 돌아오고  

장발 학부장과 학생과장이던 윤승욱 교수는 학생들의 습격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다. 

고향인 수원으로 피신했던 윤승욱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지만, 학생들에

게 발각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인민군의 서울점령,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1·4후

퇴 등의 급박한 전황 속에서 많은 미술가가 신분보장 등의 이유로 종군화가단에 가입했

다. 9·28수복 이후에는 김정열 공군 참모장과 친분이 있던 장발을 중심으로 공군본부 

소속 공군미술대를 결성하였으나 대장이던 장발이 1·4후퇴 때 미네소타대학 교환교수

로 미국으로 가자 백문기가 대장이 돼 대구로 내려갔다. 공군미술대에는 서울미대에 재

학 중인 많은 학생들도 가입했었지만 김세중은 이 단체의 명단에 없는 것으로 보아 고

향인 안성에서 피신했거나 먼저 부산으로 피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951년 6

월 이후 부산으로 옮긴 종군화가단의 명단에 김세중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때쯤 그가 종

군화가단에 가입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 임시정부가 설치되고 초기 열전(熱戰)이 소

강국면으로 접어들자 전쟁으로 흩어졌던 대학들이 부산에서 연합대학으로 다시 개교

했다. 서울미대도 송도의 음식점에 입주하여 다다미방을 서로 연결하여 낮에는 강의실

로, 밤에는 교수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미국으로 갔던 장

발이 부산으로 돌아온 후 서울미대는 송도 뒷산에 터를 마련하여 판잣집을 짓고 학생들

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조소 실기실에서 양복을 입은 김세중

이 김종영과 같이 학생들의 작품 속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에서 대학원생

이던 김세중이 윤승욱의 빈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듯 김종영을 도와 학생들을 지도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임교수조차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기거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

에서 김세중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는 장우성 등의 교수는 물론 권영우, 박세원, 

문학진, 장운상 등의 동료 학생들과 함께 영도에 있던 대한도자기회사에서 수출하는 도

8 Frederic V. Grunfeld, Rodin, A Biography, New York: Da Capo Press, 1987, p.39.

그림2. 부산 피난시절 송도 임시교사의 
조소과 실기교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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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난시절을 보내어야만 했다. 그러던 중 김세

중은 1952년 마산 성지여고의 미술교사로 부임했다. 이때 이 학교 국어교사였던 시인 

김남조를 만나 서울로 올라온 뒤인 1955년 중림동 성당에서 결혼하였다.9

Ⅲ.  서울미대와 김세중

김세중은 대학원을 졸업하던 1954년 조소과의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타계할 때까지 

32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후배인 송영수(宋榮洙)가 부임할 때까지 한동안 김종영

과 함께 조소과를 이끌었다. 그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기억하는 김세중의 모습은 다양하

다. 김세중이 전임강사로 부임하던 해 조소과에 입학한 최종태는 2학년 때 김종영과 김

세중으로부터 조각을 배웠다. 그는 ‘김종영 선생이 좋아 김종영 작품같이 만들어 놓으

면 김세중이 들어와 칼로 깎아버리기를 반복했다’고 회고하고 있다.10 반면에 최만린(崔
滿麟)은 그에 대해 ‘상당히 젊은 분이고 아주 조용하면서 착한 분’으로 기억한다.11 1970

년대 조소과를 다닌 신현중은 그를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가 전하는 

일화 중 하나를 보면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이 투정을 

부리듯 작업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의 반항을 하고 있을 때 김세중은 그 학생

을 나무라기는커녕 나가더니 빵과 우유를 들고 와서 “자네 이거 먹고 힘내서 작업하게”

하고 오히려 격려했다’는 것이다.12 1976년 조소과에 재학 중이던 장수영과의 대화에서

도 김세중의 교수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김세중이 학생에게 자신의 강

의가 어땠는지 묻자 그 학생은 “다른 선생님과는 달리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없어서 좋았

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격려하던 일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대답했다.13 

원래 제자들이 기억하는 선생의 모습에는 약간의 신화가 덧씌워지기 마련이지만 그에

게 배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상은 제자들을 배려하는 자상한 모습이다.

9 장명수, 앞의 글, 34쪽.
10 최종태(구술녹취), 「해방 이후 조각계 동향Ⅱ」,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5호), 

삼성미술관 리움, 2006, 44쪽.
11 최만린(구술녹취), 앞의 책, 69쪽.
12 신현중, 「신의 부름으로 조각의 짐을 진 김세중」, 『조각가 김세중』, 현암사, 2006, 159쪽.
13 1976년 주간조선 이상현 기자가 김세중과 서울미대 조소과 3학년 장수영과의 대화를 기록한 

「스승과 제자의 대화」의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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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의 소유자로 기억되고 있는 김세중의 교

육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학장으로 부임하던 해 가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미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다만 재주만을 갖는 기능인 즉 ‘쟁이’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

고, 학문적인 지성의 바탕 위에서 높은 차원의 사상과 표현력을 겸비한 현대교양인으로

서의 예술가를 기르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목표에서도 “사회와의 깊은 연

관 속에서 보다 본질적인 미를 추구하며 생활환경의 미화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예술가

를 교육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미술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미술이 시

대에 따라 이념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어떻게 참다운 미의식

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14이라고 말했다. 비록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그것을 실천하는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에서 인문학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예

술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김세중이 교수로 재직하던 시대는 제1공화국의 독재, 4·19혁명, 5·16군

사정변, 유신정권, 12·12쿠데타, 5·18민주항쟁 등 정치적 격변이 소용돌이치던 시기이

기도 했다. 그것은 젊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

가 겪은 수모 중 하나로 학교로 난입한 경찰에 의해 당한 폭행을 들 수 있다. 1964년 5

월 15일 문리대생과 미대생들이 연합하여 동숭동 마로니에 광장에 모여 경찰의 학원사

찰 종식과 민주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인 5월 20일 수십 명의 경찰

이 시위의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업 중이던 미대 조소과 실기실로 난입하여 

교내전에 출품할 작품을 준비 중이던 남학생 9명을 강제로 끌어내었다. 느닷없이 들이

닥친 경찰의 행동을 말리던 김세중에게 그들은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권을 유린한 이 사건이 일어나자 미술대학에서 긴급 교수회의가 

열려 사직당국의 공개사과와 관련자처벌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전

달했다. 사건이 사회문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급기야 문교부장관이 미술대학을 방

문하여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힘은 물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15 그러나 경찰의 학원난

입은 곧 문리대와 법대 학생들의 규탄대회를 불러일으켜 다시 학생들을 연행하는 사태

로 번졌다. 학생들의 시위는 단지 경찰의 학원사찰을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

은 아니었다. 1961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大

14 정경원, 「학장순례13–김세중 미대학장」, 《대학신문》, 서울대학교, 1972년 6월 26일.
15 김병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3,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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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正芳) 사이에 이루어진 한일협상을 위한 메모가 알려지자 한국사회는 술렁이기 시작

했다. 1964년 1월부터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3월에는 학생들이 협

정을 굴욕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벌여 마침내 ‘6·3한일협정반대

운동’으로 폭발했다. 경찰들의 서울미대 조소과 실기실 난입사건은 이런 정치적 움직임 

속에 일어난 것이었다.

김세중이 학생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의 교수였다고 할지라도 개인적 차원에

서 그에 대해 회고하는 것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김세중의 역할은 엄격하게 분리

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가에 대해 규명하는 것

도 의미 있겠지만, 미술대학의 교육제도를 위해 그가 기울인 노력과 역할은 물론 그 대

표적 성과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가 학장으로 부

임한 이후 추진했던 여러 사업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김세중은 1972년 2월 24일 김종영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미술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학장으로 집무를 시작하던 때는 미술대학이 연건동시대를 마감하고 현

재의 노원구 공릉동에 있던 교양과정부 건물로 이전을 앞둔 시기였다. 그러나 서울대학

교는 이미 캠퍼스종합화계획에 따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들을 관악캠퍼스

로 모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공릉동으로의 이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공릉동은 시내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한 변두리로 인식하

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록 교사(校舍) 규모는 커졌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불식

시키기 위해 그가 먼저 추진했던 것이 지금까지 교내에서 열리던 학생미전을 덕수궁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72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시내의 미술대학 중 유일하게 서울미대가 문교부 후원 아래 덕수궁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학생미전을 열게 되었다.

그림3. 1972년 5월 세종로에 세워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울미대 학생미전을 
홍보하는 아치

그림4. 학생미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종필 국무총리, 
민관식 문교부장관, 한심석 서울대학교 총장과 
김세중 서울미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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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중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1965년 11월에 열린 미국 대학생 미술전시회와 

함께 같은 해 열린 서울대학교와 자매학교인 미국 미네소타대학 교수 및 학생 작품 교

환전 이래 주춤했던 국제교류전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1973년 7월 31일

부터 8월 9일까지 열린 제23회 학생미전에 맞춰 미국 뉴욕의 프랫(Pratt)미술대학, 샌프

란시스코의 디아블로 밸리(Diablo Valley) 대학과의 교류전도 함께 개최했는데 개막식

에 민관식 문교부장관과 하비브(Harbiv) 주한 미국대사, 한심석 서울대 총장 등이 참여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전시를 알리기 위해 광화문 네거리에 큰 아치가 세워지고, 

시청 앞과 덕수궁 입구에도 선전탑이 들어서는 등 학생미전이 국전에 버금가는 미술행

사가 된 것도 이 시기였다. 김세중은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974년 1월에는 프랑스

를 방문, 프랑스 문화부와도 프랑스의 미술대학생과 서울미대 학생들의 작품교류를 위

한 합의를 이끌어내 1975년 12월에 서울미대와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Arts) 및 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Appliques et des Metiers d’Art)와의 교류전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그는 1975년 영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영국의 미술교육과 연구

기관을 시찰하고, 서울미대와 미국 버펄로(Buffalo)대학 및 프랫대학과의 교류전을 미

국에서 순회하며 개최했다. 1977년에는 서울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의 런

던에서 서울미대와 세인트 마틴스(Saint Martins) 미술대학과의 교류전을 성사시켰다. 

이처럼 그가 학장 임기가 끝나던 1977년까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을 방문하여 대학 간 

교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서울미대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학생들의 국제감각 향상에 

노력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업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김세중은 전통적인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술대학에 ‘환경미술과’를 신설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환경미술과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유엔환경선언’이 발표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는 추세입니다만 

현대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기능화, 기계화의 물결 속에 자연의 조화가 깨어지

고 인간환경이 오염되어가는 것은 깊이 우려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

른 후진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건설과 개발 속에서 환경에 대

한 문제가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환경의 불구화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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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환경문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정자들도 그 긴요성을 인식하여 환경

미술과의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16

그는 미술대학에 환경미술과를 신설하면 ‘내환(內環)디자인, 외환(外環)디자인, 시각디

자인전공으로 나눠 교육하되 기존의 회화, 조소, 응용미술과와의 유기적 협조 아래 한

국 실정에 맞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세중의 이러한 

구상은 미술대학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서울대학교에 환경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행정가로서 김세중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3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으로 취임한 그는 예산 부족으로 취소 위기에 처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관계

기관을 찾아가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인사를 만나 예산편성

을 요청하는 등 개인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김세중이 각계를 찾아다니며 국립현대

미술관의 이전, 신축을 설득한 결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축개관이 가능했다는 점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Ⅳ.  조각가로서 김세중, 기념조형물

김세중은 미술대학 재학 중이던 1949년에 개최된 제1회 국전에서 ‹청년›으로 특선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두 손을 허리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청

년의 모습을 소조한 이 작품은 하체를 강조한 근육질의 건강한 남성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서 균형 잡힌 비례와 풍부한 볼륨을 지닌 수작(秀作)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조는 

그로 하여금 조각을 전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로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즉 청년

을 소재로 했고, 몸을 뒤튼 자세, 사실주의적인 기법은 그가 로댕의 ‹청동시대›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실을 시사한다.17 제1회 국전에서는 조소과 동기였던 백문기도 ‹L여인

상›으로 특선을 했다. ‹청년›과 같이 출품한 김세중의 작품 중에서 ‹우인(友人)›에 대

해 김용준이 “클래식한 정신을 파고들어가는 태도와 관찰이 주도하여 피상적 형태미에 

16 정경원, 「학장순례13–김세중 미대학장」, 《대학신문》, 서울대학교, 1972년 6월 26일.
17 김정희, 「예술적 창작과 종교적 고백의 겹침–김세중의 여인 조각상들」, 『조각가 김세중』, 현암사, 

2006, 96쪽.



85

조각가이자 교육자로서 김세중의 재평가

취하지 않고 물체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야심이 있어 장래가 촉망된다”고 평가할 만큼 

그는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다.18 배운성 역시 김세중의 ‹친구의 얼굴›이 가장 근육

성이 좋았다고 평가했다.19

전쟁 중이던 1952년 김세중은 영국의 테이트갤러리가 주최한 ‘무명정치수를 위

한 기념비’ 국제공모에 김종영과 함께 출품하였다. 영국으로부터 공모요강을 접수한 문

교부는 애초에 윤효중(尹孝重)과 김경승(金景承)을 출품작가로 선정하였으나 나중에 

김종영과 김세중을 추가하였으며, ‹나상›을 출품한 김종영이 입상한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20 

김세중은 1958년 제7회 국전에서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1959년과 1960년에는 당

시 실험적인 현대미술의 발표장으로 평가받던 조선일보가 주최하던 ‘현대작가미술초

대전’에도 초대되었다. 김세중은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1962년 월남의 사

이공에서 열린 국제전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심사위원으로 활동

하였으며, 필리핀의 마닐라 국제전에도 참가했다. 뒤이어 1964년의 파리비엔날레에 출

품하였고, 1969년의 상파울로비엔날레에도 참가하는 등 당시 한국이 작품을 보냈던 대

부분의 국제미술전에 참가하거나 관여했다.

18 김용준, 「국전의 인상」, 《자유신문》, 1949년 11월 27일–30일, 최열,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한국미술사사전 1945–1961』, 열화당, 2006, 230쪽에서 재인용. 이 비평문에서 김용준은 
김세중의 작품 중 특선작인 ‹청년›이 아니라 ‹우인›을 주목하고 있어서 흥미로운데 김세중은 
‹청년›과 함께 다른 작품도 출품했음을 알 수 있다.

19 최열, 앞의 책, 236쪽에서 재인용. 배운성이 말한 ‹친구의 얼굴›은 김용준이 말한 ‹우인›과 동일 
작품임을 알 수 있다.

20 1953년 영국의 현대미술연구소(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의 후원 아래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와 헨리 무어(Henri Moore) 등의 발의와 지지를 받으며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테이트 갤러리에서 개최한 ‘무명 정치수를 위한 기념비’ 국제공모전에 김종영 
당시 서울미대 조소과 교수가 ‹나상›을 출품하여 입상한 것에 대해 수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것은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발행된 도록을 
보면 52개국에서 3,246명의 작가가 출품하였는데 정작 200명이 채 안 되는 작가들의 명단만 
발표하고 있어서 이 명단에 든 작가들이 모두 입선권에 든 것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영국작가 레그 버틀러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바바라 헤프워드(영국), 나움 가보(미국), 
앙트완 페프스너(프랑스), 미르코 바살델라(이탈리아) 등이 각각 775파운드의 상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린 체드윅(영국), 알렉산더 콜더(미국), 라챠드 립폴드(미국), 앙리 
조루쥬 아담(프랑스), 루치아노 밍구치(이탈리아), 막스 빌(스위스), 마겔 힌더(호주) 등이 
명예상(Honorable Mention)으로 각각 275파운드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으므로 
이들을 수상작가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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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때문인지 그를 기념조형

물을 제작한 조각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가 처음으로 제작한 대형 기념조형물

은 1963년 현재의 양화대교인 제2한강교에 설치하였으나 1981년 도로확장공사를 이유

로 철거된 ‹UN참전기념탑›이었다. 그 후로도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을 비롯하

여 탑골공원 ‹3·1운동 기념부조›(1968), 국립극장 분수조각 ‹군무›(1969), 장충동공원 

‹유관순열사 동상›(1970)21, 경기도 여주 영릉의 ‹세종대왕 동상›, ‹어린이대공원 분수

조각›(1971), 경기도 문산 ‹미국군 참전 기념비›(1973),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애국애

족의 상›(1977), ‹평화와 번영의 상›(1978), 부여 ‹계백 장군상›(1979), 행주산성 ‹충장

군 권율 장군상›(1986) 등 대체로 기념조형물 제작에 앞장섰다.

그가 제작한 기념조형물 중에서 1966년에 발족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가 발

주하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하여 1968년 제1차로 건립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은 상

징성에서나 예술성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세척과 보수를 한 후 원

래 위치에 여전히 그 위용을 잃지 않은 채 세워졌지만, 이 동상은 건립 직후부터 많은 논

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고증논란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22 

인물에 대한 고증 문제는 건립위원회는 물론 제작자에게도 큰 고민거리였다. 역사학

자를 비롯하여 학계로부터 자문을 받았지만, 고증의 논란은 이순신 동상에 그치지 않

고 건립위원회가 추진한 대부분의 동상들에게로도 파급되었다. 그러자 이순신 동상을 

헌납했던 박정희 대통령조차 “선현을 많이 닮은 것은 그 후손들일 것이므로 후손들에

게 갓을 씌우고 수염을 단 뒤 공통점을 발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지경이었다.23 당

시 철거를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는 첫째,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은 항장(降
將)을 의미한다. 둘째, 충무공이 입고 있는 치마모양의 긴 갑옷은 중국의 것이다. 셋째, 

모델이 된 김은호(金殷鎬)의 표준영정과 다르다 넷째, 좌대(座臺) 옆에 뉘어놓은 북(戰
鼓)이 전쟁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 거북선과 북의 규모가 잘못되었다 

21 유관순 동상은 원래 남대문 앞 녹지공간에 세웠으나 지하철 1호선 굴착공사를 이유로 불과 반 
년만에 현재의 장충단공원으로 이전되었다.

22 잘못된 고증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제기로 동상 제막 당일 투고한 최석남의 「고증부재, 이충무공 
동상과 거북선」, 《동아일보》(1968년 4월 27일자)을 들 수 있다.

23 《서울신문》(1970년 10월 20일자), 정호기, 「박정희시대의 ‘동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년 봄호, 34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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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24 철거논쟁이 일어나자 김세중 자신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예술은 하나의 거목에서 무한한 내면성을 찾으며, 그 시대의 이념과 요청을 여기

에 반영시켜 끊임없는 새 양심과 인격 그리고 정신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나 불타의 모습이 수만, 수백만 가지의 양상으로 그려지고 조각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작품의 생명은 형태의 정도보다 거기서 풍기는 강한 사상성에 있

다. 이런 점에서 역사를 후대에 미화내지 이상화시켜 전승시켜야 한다는, 국민교

육적 작가의 희망에서 동상을 제작한 것이다. 사진과 같은 영정을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충무공의 참모습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는 더욱 그렇다.25

철거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제시되었다. 동상이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기 때문

에 항장을 뜻한다는 것에 대해 당시 한양대 국학연구소장 이숭녕(李崇寧) 교수는 ‘장군

이 통수권의 상징으로 오른손에 칼을 잡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항장을 의미한다는 

고증은 나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건립 당시 애국선열조상

건립위원회26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서울대 고고학과 김원룡(金元龍) 교수 역시 ‘이 

동상이 기념물인 동시에 조각작품이란 점을 고려하여 절대 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동상의 관리를 위임받은 서울시는 

1977년 6월 문화공보부 산하의 선현동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동상철거를 전

제로 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28 그러나 철거 주장에 대해 역사학과 미술사를 전공하

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

24 이준우, 「광화문의 충무공동상 과연 헐어야 하나」, 《조선일보》, 1977년 6월 7일자.
25 앞의 기사.
26 1966년에 발족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종필(金鍾泌), 

위원: 김재원(金載元), 김상기(金庠基), 김원룡(金元龍), 류홍열(柳洪烈), 김인승(金仁承), 
김수근(金壽根), 임영방(林英芳), 김경승(金景承), 김종영(金鍾瑛), 송영수(宋榮洙), 
김정숙(金貞淑), 공무원, 기업가,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립위원회의 구성의 
변화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호기, 「박정희시대의 ‘동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제30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년 봄호, 335–363쪽 참고.

27 당시 철거에 반대하고 보존을 주장하는 학계의 의견은 이준우 기자의 앞의 기사 참고.
28 이준우,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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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자 서울시는 2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헐고 다

시 세우려던 계획을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철거를 주장하는 의견이 여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순신 동상은 대한민국

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 조각이 지닌 도상적 특징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동상에 대한 김영나의 해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 동상은 김세중의 주요 조각이 서양조각의 여러 모티브에 의존한 경우

가 많았던 것에 비해 좀 더 한국적인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다는 점이다. 서양

은 장군의 동상은 주로 기마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의 우뚝 선 자세는 오히려 조선 능묘의 무관석(武官石)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갑옷이나 단단한 기둥 형태를 통해 조용하면서도 강인함과 자신감을 보여

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은 민족 영웅을 매우 동양적으로 해석한 경우이다.29

29 김영나, 「한국 조각계의 거목 김세중」, 『조각가 김세중』, 현암사, 2006, 33–34쪽.

그림5.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건립 조감도

그림7. 김세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1968년, 서울 광화문

그림10. 중국 명십삼릉 
신도(神道)의 무인석

그림8. 윤효중, ‹충무공 
이순신상›, 1952년, 진해

그림11. 남양주 금곡 
유릉(裕陵)의 무인석, 1926년

그림9. 김경승, ‹충무공 이순신상›, 

1955년, 부산 용두산공원

그림6.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점토원형과 함께 기념촬영한 김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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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에서 조선의 능묘조각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시한 김영나의 관

점으로부터 더 나아간 조은정은 다른 조각가들에 의해 제작된 이순신동상과의 비교를 

통해 그 도상적 특징을 찾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은 머리에 순종황제릉인 남양주 금곡 홍유릉(洪裕陵)의 

석인(石人)이 쓰고 있는 두정갑(豆程甲)을 쓰고 있다. 성장(盛裝)한 채로 왼손은 

허리에 대고 오른손으로 지휘도를 잡고 두 다리를 벌리고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

데 갑주(甲冑) 아래에 긴 치마가 발목까지 내려온다. 이러한 형태는 고증에 들어

맞는 복장을 한 김경승의 ‹충무공 동상› 보다 전복(戰服)을 입은 윤효중의 ‹충무

공 동상›에 가깝다.30

 조은정이 비교 분석한 윤효중의 ‹충무공 이순신상›은 1952년 진해에 건립된 것으로 

이순신이 두 손으로 칼을 쥐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갑주 속의 치마가 발목까지 내

려오고 있으며, 김경승이 1953년 통영 남양만에 세운 ‹충무공 이순신상›과 1955년 부

산 용두산공원에 세운 ‹충무공 이순신상›은 왼손에 칼을 쥐고 똑바로 선 채 바다를 향

해 있다. 김세중의 이순신 동상과 다른 세 동상 모두 갑옷을 착용한 입상이지만 동세나 

기념비성에서 광화문의 동상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즉 조은정이 지적했던 것처럼 충

무공이 긴 치마를 입은 것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교정하는 효과 외에

도 고전적 아름다움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31 특히 갑옷의 도상적 근거는 남양주 금

곡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으로부터 1926년에 조영된 유릉의 무인석으

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복식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베

이징 근교의 명십삼릉 신도(神道)에 도열해 있는 무인석과 비교하더라도 어깨 부위를 

사자가 깨물고 있는 듯한 이른바 ‘사교(獅齩)’나 신수(神獸)로 장식된 흉배도 갖추고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상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적 핵심은 예술성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

라 5·16정권에 의해 계획이 입안, 주문되었고 박정희가 헌납했다는 데 있다. 박정희가 

집권 내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강제하면서 내세운 위인은 

30 조은정, 「김세중 기념조형물의 이미지 형성요소」, 『조각가 김세중』, 현암사, 2006, 131쪽.
31 앞의 글,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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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과 세종대왕이었다. 박정희가 특히 이순신을 신격화하여 얻고자 했던 효과는 1)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반일 이미지로 자신의 친일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것, 2)이순신

의 구국 영웅적 이미지로 군인 출신 대통령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것, 3)이순신과 자신

을 동일시하는 논리로 야당 세력을 ‘분열과 당쟁을 일삼는 악’으로 내몰았다는 것32 등

이었다. 결국 ‘박정희는 이순신과 같은 자신을 통해 퇴영과 침체에서 벗어나 세종시대

와 같은 황금시대를 재현하겠다는 메시지를 이미지화하려고 했다’33는 주장은 설득력

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상을 세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명백하다 하더라

도 그것을 이유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기념조형물로서 갖추어야 할 예술성과 기념비성

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비록 설립 당시부터 고증시비를 불러일

으키고 박정희 정권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의 가치 자체에 대해 부정한 경우는 없다. 더욱이 김세중의 제작한 기념조형물이 

박정희와 제5공화국 시대에 집중적으로 제작, 조성된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근거

로 그를 권력에 기댄 어용예술가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판단의 오류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외에 그가 제작한 많은 기념조형물, 예컨대 

국회의사당 앞의 ‹애국애족의 상›과 ‹평화와 번영의 상›은 형식에 구태의연하고 메시

지 역시 직선적인 까닭에 예술성에 문제를 지닌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충무공 이순

신 장군상›이 형식과 내용이 통합돼 있어서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념비성

도 돋보이는 작품이란 사실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Ⅴ.  김세중의 종교조각

김세중의 종교조각 중에서 예술적 성과가 뚜렷한 작품으로 ‹성 골롬바와 아그네스›

를 들 수 있다. 1954년 성모 성년(聖年) 기념 제1회 성(聖)미술전이 10월 5일부터 12일

까지 가톨릭교회 주최로 미도파백화점에서 열렸는데, 김종영이 ‹마돈나›를, 장기은은 

32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15집 특별호),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5, 223쪽.

33 박계리, 「충무공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제12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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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상›을, 김세중은 ‹복녀 김골롬바와 아그네스›를 출품했다.34 그밖에도 장발의 ‹십

자고상›, 김병기(金秉驥)의 ‹십자가의 기독›, 장우성의 ‹성모자상›, 정창섭(丁昌燮)의 

‹삼왕래조(三王來朝)›, 배렴(裵濂)의 ‹성당 가는 길›, 서세옥의 ‹기구(祈求)›, 이순석

(李順石)의 ‹십자가와 촛대›, 백태원(白泰元)의 ‹성서대› 등이 출품되었다. 김세중이 

부조로 표현한 골롬바 김효임(金孝任)과 그 동생 아그네스 김효주(金孝珠)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후 복자(福者)의 지위에 올랐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한 1984년 성인으로 시성된 순교자들이다.35 이 두 성인을 주제로 한 작품은 조각

이 아니라 회화에서, 그의 스승이기도 했던 장발이 먼저 제작한 바 있다.36 1925년에 장

발이 제작한 성화에서 한복을 입은 두 여성 중 골롬바는 오른손에 깃털을 들고 왼손으

로 꽃을 만지고 있으며, 아그네스는 오른손을 다소곳이 가슴에 얹고 왼손에 긴 칼을 쥐

고 있는 형상을 보여준다. 장발은 동경미술학교 유학시절 서신 연락을 통해 독일 뮌헨

의 ‘그리스도교 미술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주위의 몇몇 가톨릭 성직자를 통해 독

일 성 베네딕트회 오틸리엔(Ottilien)의 보이론(Beuron)파 성미술연구를 위해 유학을 

권유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37 1922년 동경미술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간 장

발은 그 해 미국으로 가 뉴욕의 국립디자인학교(National Academy of Design)에서 실

기레슨을 받은 후 1923년 9월 컬럼비아대학의 사범대학(Teachers College)의 실용미술

학부(School of Practical Arts)에서 미술실기와 이론과목을 수강하다 1925년 6월 학교

를 그만두고 형인 장면과 함께 교황청이 거행할 예정이던 ‘순교복자 79위 시복식’에 한

국 신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으로 갔다.38 따라서 장발

이 그린 ‹김 골롬바와 아그네스 자매›는 한국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두 여성

이 나란히 서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화면 밑의 글자 부분의 장식성 등에서 보이

론 파의 영향이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39 장발의 회화와는 달리 김세중의 부조에서 골

롬바로 추정되는 성인이 왼손에 깃털을 쥐고 있으며, 아그네스는 오른손으로 십자가를 

34 유근준, 『한국현대미술사–조각』, 국립현대미술관, 1974, 48쪽.
35 Kim Chang–seok �addeus, Lives of 103 Martyr Saints of Korea, Seoul: Catholic Publishing 

House, 1984, p.64.(Agnes), pp.86–7.(Columba)
36 이 작품은 장발이 1920년에 제작한 ‹김대건 안드레아›와 함께 현재 절두산 순교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37 이구열, 「한국 가톨릭미술 2백년의 궤적」, 『계간미술』 제29호, 1984, 74쪽.
38 정영목, 「장발평전」, 『조형_아카이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10, 13–14쪽.
39 앞의 글,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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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 그들의 의복 또한 한복임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윤

곽을 통해 보여준다. 사실 종교미술은 도상의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김세중이 장발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의 작품을 주목하면 숭고한 종교적 주제를 형상이 아닌 형태, 질감, 구조, 상징

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세중의 작품은 구한말 쇄국정책의 과정에

서 단행된 천주교 박해와 신앙을 위해 순교를 받아들인 성인의 고귀한 희생을 단순하면

서 고졸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장식이 배제된 단아한 선과 하나의 덩어리로 완결

된 인체, 죽음을 초월하는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려는 듯 강직하게 처리된 얼굴과 마디

가 분명한 손, 최소한의 주름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해버린 의복의 표현 등은 십자

가나 나뭇잎 못지않게 이 작품의 상징성을 고양하는 요소이다. 전시장이 아니라 교회에 

전시되었을 때 이미지의 강렬함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대체로 관학적인 

인체조각의 수용에도 힘겨워하던 이 시기에 관습적 표현을 뛰어넘어 내용과 형식의 조

화를 추구한 작가의 근대성은 단연 돋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40 

1954년에 제작한 ‹골롬바와 아그네스›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 

여인›이란 작품에서 보다 부드러운 곡선과 우아한 형태의 환조로 다시 표현된 바 있다. 

앞의 부조가 종교적 숭고미를 드러내는 한편 기념비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뒤의 

환조는 디테일이 좀더 섬세하면서 부드러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세중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김세중은 모교의 전임강사로 부임하던 1954년 벨기

40 최태만, 「김세중의 종교조각–미와 진리를 향한 조형 언어」, 『조각가 김세중』, 현암사, 2006, 
85쪽. 김세중의 종교조각 부분은 필자가 이미 발표했던 이 글의 상당 부분을 참고로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림12. 김세중, ‹김 
골롬바와 아그네스›, 

1954년, 청동, 

177×103×3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그림13. 혜화동성당 전면부조 ‹최후의 
심판도› 점토원형 앞에서 왼쪽부터: 최만린, 
장발, 김세중, 송영수

그림14. 생 트로핌성당 팀파눔 최후의 심판, 

11세기, 프랑스 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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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엑스포에 ‹마돈나›를 출품했다고 한다.41 같은 해 명수대성당의 외부에 ‹예수 성심

상›을, 내부에 ‹성모상›42을 제작했다. 

김세중의 종교조각 중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다른 작품으로 혜화동성당의 정면부

조를 들 수 있다. 이 성당건축은 그 양식부터 전형적인 교회건축의 틀을 벗어나고 있는

데 이러한 건축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 정면의 큰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대

형부조이다. 고대 로마시대에 공회당으로 사용되던 바실리카로부터 비롯한 서양의 교

회건축은 로마네스크에 이르러 건축의 정면(façade)에 있는 아치형 문의 윗부분인 이른

바 팀파눔(tympanum)에 주로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한 부조를 새기기 시작했다. 이 혜

화동성당의 정면에도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한 대형부조가 장식돼 있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이 벽면으로부터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반원형 공간에 조각을 새겼다면 혜화동성당

의 정면부조는 수평으로 넓게 개방된 건축의 특징에 따라 마치 두루마리 그림을 펼쳐놓

은 듯 표현돼 있다. 이 정면부조는 장발의 감수로 김세중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교회미술을 정리한 한 신부의 기록에 따르면 ‘초기 설계 때는 정면의 부조가 기획되

지 않았으나 설계를 확정하는 최종단계에서 추가하기로 결정되었는데 180여 개의 화

강암 조각에 새겨진 이 부조는 1961년 김세중이 원도(原圖)를 작성하였고, 송영수, 최

만린 등의 협력에 힘입어 흙으로 만든 뒤 김세중과 장기은이 직접 조각하였다’는 것이

다.43 먼저 이 부조의 형식을 보면 벽면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그 좌우로 

네 복음사가를 상징하는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도상은 12세기 말에 건축된 남

프랑스 아를(Arles)의 생 트로핌(Saint Tropime) 대성당 정면현관의 부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44 다만, 트로핌 성당 팀파눔 부조가 반원형 공간 속에 각 도상을 빼곡하게 채워 

41 『한국예술지』 1권(대한민국예술원, 1966)의 「미술자료」에 의하면 1957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에 보낼 작품을 먼저 명동성당 문화회관에서 공개전시를 하고 1958년 3월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 장발, 장우성, 박득순, 김종영, 김세중, 송영수, 장기은, 차근호, 
장욱진이 출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최열, 앞의 책, 504쪽) 그렇다면 1954년에도 한국 쪽에서 
벨기에 엑스포에 출품했는지, 아니면 기념사업회가 1958년을 54년으로 잘못 기록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김세중의 스승이자 동료교수였던 김종영의 연보에도 1957년 벨기에에 출품할 
작품으로 ‹동정녀›를 출품했다고 기록돼 있으므로 1957년 국내에서 전시를 거친 후 1958년 
벨기에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42 이 ‹성모상›은 백시멘트로 제작되어 명수대 성당에 세웠으나 작가가 생전에 원본을 브론즈로 
주조한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43 정웅모, 「한국성미술박물관, 혜화동성당을 찾아서」, 『Art in Culture』, 2002년 12월호, 83쪽.
44 E. H. 곰브리치, 백승길·이종숭 옮김, 『서양미술사』, 도서출판 예경, 1994, 12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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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중세미술에  전형적인  여백공포

(horror vacuum)를 드러내며 높은 돋을새

김으로 제작하였다면 김세중의 ‹최후의 

심판›은 낮은 돋을새김으로 각 도상을 병

렬시킨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혜화동성당

의 정면부조는 중세 건축조각에 비해 공간

이 옹색하지 않으나 훨씬 도해적이기도 하

다. 기독교미술의 도상학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옥좌에 앉은 그리스도가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부터 사자, 독수리, 그리스도, 천사, 황

소를 표현하였다. 물론 사자는 마르코, 독수리는 요한, 천사는 마태오, 황소는 루까를 상

징한다. 이 정면부조가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에 도상해석은 중요하다. 구체적

으로 ‘예수가 들고 있는 지구의는 인간세상을 뜻하고 그 위에 있는 작은 십자가는 세상

을 위한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예수는 권위를 상징하는 망토를 입고 정면으로 천상

의 옥좌에 앉아 있으면서 고개만 돌리고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는 광

채에 둘러싸여 선인과 악인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최후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45 

비록 이 부조가 낮은 돋을새김으로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빛을 받아 음영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화강석 특유의 질감이 돋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부조가 

새겨진 벽면으로부터 약간 후진하여 솟은 종탑의 붉은 벽돌로 마감한 벽에는 이 성당의 

주보성인(主保聖人)인 베네딕트(분도) 성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이 부조 역시 김

세중의 작품이다.46 한 손에 성서를 쥐고 다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도상은 유족

이 소장하고 있는 동일한 형식의 브론즈의 제작연대를 1955년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당의 설계와 동시에 소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47 즉, 소조로 제작한 원형

을 화강석 부조로 크게 확대하여 종탑의 벽면에 설치한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나 ‹성 

베네딕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형적 특징은 김세중의 부조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45 정웅모, 앞의 글, 83쪽.
46 혜화동성당이 밝힌 교회사에 따르면 현재 혜화동성당의 부지는 혜화동의 옛 지명을 딴 

백동(柏洞) 본당이 설립되기 이전에 성 베네딕트수도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 이러한 유래에 
의해 성당의 주보성인으로 성 베네딕트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47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한 ‘근대를 보는 눈’ 도록에는 이 작품의 제작연대를 1955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근대미술: 조소, 근대를 보는 눈』, 도서출판 삶과꿈, 1999, 
206쪽 참고)

그림15. 김세중, ‹최후의 심판도›, 1960년, 화강석, 
서울 혜화동성당 전면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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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단순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세부묘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작품의 내용을 암

시하는 최소한의 형태만 표현함으로써 선적이면서 동시에 회화적 특징이 강조된 김세

중의 조형언어가 이미 1950년대 구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김세중은 195·60년대에 많은 종교조각을 제작했다.48 이중 병인박해

(1866–7) 때 수많은 천주교인이 참수 당함으로써 한국천주교 순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절두산 성지의 순교박물관은 병인박해 백 주년을 맞은 1966년에 착공하여 이듬해 완

공되었다. 이 성지에 세워놓은 안내판에 따르면 혜화동성당을 설계한 이희태가 설계하

고 김세중이 미술을 담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세중은 이 성당의 종탑에 순교자상

과 함께 성당 내부의 대리석 제대와 감실을 제작했다. 종탑 부조는 1955년 등신대 크기

로 제작한 ‹순교자›를 화강석으로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49 그 후에도 그가 제작한 

종교조각으로 춘천 죽림동성당의 ‹성모자상›(1970)50,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하

던 때 제작한 불광동성당의 ‹김대건 신부상›, ‹예수상›, ‹십사처›(1984), 절두산 성당의 

‹요한 바오로 2세 상›(1984) 등이 있다.

그는 1980년 위 수술을 받고 여러 달 입원해 있던 동안 1962년에 제작한 ‹그리스

도의 얼굴›을 옆에 두고 늘 어루만지면서 병마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51 이 일화는 그의 작업이 단지 심미적인 것의 추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종교적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구도적 과정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리스도의 얼

굴›은 그의 종교조각 중에서도 비교적 사실성이 두드러지는데 예수의 길쭉한 얼굴과 

48 김세중이 195·60년대에 제작한 대표적인 종교조각으로 1955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평화의 모후›, ‹성모상›, 명수대교회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세종로교회의 ‹동정 마리아›, 원효로교회의 ‹영광의 마돈나›(1958), ‹순교기념탑›(1965), 
절두산 성지의 ‹순교기념상›, 성 라자로마을의 ‹새 삶의 예수상›, ‹성 라자로마을 성당 십자가›, 
‹피에타상›, ‹다미안 신부와 이와시다 신부 흉상›, ‹토마스 알레인 신부 흉상›, 아론의 집 
성당의 ‹십자가›와 ‹성모상›(모두 1968) 등을 들 수 있다.

49 소조로 제작하여 브론즈로 주조한 ‹순교자상›에 대해서는 계간미술29호의 24쪽의 도판설명을 
참고할 것.

50 현재 성당 마당에 있는 이 조각은 김세중의 원작을 이춘만이 복원한 것이다.
51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예수상›은 그 동일한 형태와 규격에 있어서 1962년에 

제작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원작으로 한 브론즈임에 분명하다. 이 작품은 서울미대가 
소장하고 있는 ‹습작›과 유사한데 이목구비의 세부묘사를 더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며, 크기도 
앞의 두 작품보다 크다.(김병종(집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3, 303쪽 도판 참고) 따라서 김세중은 생전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원형으로 하여 
비슷한 형태의 예수 두상을 여러 점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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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시 감고 있는 눈에서 묵상, 종교적 초월, 신비 등을 느낄 수 있다. 김세중이 남긴 수

많은 종교조각은 따라서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삶

이 짧은 까닭에 종교를 통해 영원을 희구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불교의 해

탈도 결국 생명의 유한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염원의 표현인 것이다.

김세중은 1984년에 한국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바티칸 미술관, 프랑스 외

무성과 문화성, 독일 쾰른 대교구의 협조를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제 종교미술

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한국 가톨릭미술가협회장으로서 이 협회를 국제기

독교미술인협회(SIAC)에 가입시켰고, 로마에서 열린 ‘국제 종교미술전’을 통하여 한국

의 가톨릭미술작품을 유럽에 소개하는데 앞장섰다.

Ⅵ.  결론

1984년 봄의 한 인터뷰에서 김세중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작업경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지만,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면 나의 예술, 나의 조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내 

작품은 초기의 극단적인 사실을 거쳐 조형적으로 요약되고 단순화하는 과정을 

지나왔지요. 예술의 흐름에 대한 나의 해석과 수용에는 후회가 없었지만, 좀 더 

정돈되고 결론적인 작품을 남기고 싶었어요.” … “앞으로는 거의 종교작품만을 

만들 생각인데, 이 작품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삶을 결산해 보고 싶습니다.”52

김세중은 평생 주로 기념조형물과 종교조각에 집중했으며, 후기에는 예술행정가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순을 앞두고 타계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품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비록 생전에 한 번의 개인

전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는 국전, 한국미술가회, 종교미술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작품

52 장명수, 앞의 글,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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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였고, 대학시절부터 제작한 작품을 포함하면 천 점에 이른다53는 그 자신의 증

언을 볼 때 과작의 작가가 아니라 다작의 작가였음을 알 수 있다. 

조각가 김세중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박용숙은 그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동시

에 모더니스트 같은 애매함을 지니고 있는 현대 속의 보수주의자’로 규정하였다.54 김세

중 역시 생전에 자신이 ‘변화와 실험에는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이

러한 평가를 수긍하는 것으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경성은 그에 대해 ‘모뉴멘탈한 

장미(壯美)의 작가’로 규정하였다.55 장미에 대해 ‘남성적인 미로서 (우미의) 미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달음박질하는 힘의 상태’로 정의한 이경성의 논

리는 김세중의 작품 중에서 종교조각보다 기념조형물에 더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가로서 김세중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가 제작한 작품 중에서 상당수가 종교

적인 목적을 지닌 까닭에 전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발표했던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종로에 세워진 이순신 기념동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조각 역시 기념비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현대조각의 전개가 기념비성으로부터 심미성으로, 심미성으로부터 개념으로 진

행된 추이로 볼 때 그는 여전히 근대적 미의식으로부터 작업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특히 형상을 통해 대상에 대한 추억을 상기하고 그것에 상징을 부여하는 방

식은 현대적이라기보다 근대적 속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종

교적인 주제를 표현한 조형작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작품으로 평가할 때에는 예술적 

특징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형예술의 역사가 직선으로 

발전하는 진보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에야 근대적이란 표현을 현대적인 것에 

역행하는 것이거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위계를 만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그 근대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했는가 하는 태도와 의식에 따라 그 예

술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세중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많은 종교조각을 제작하였으나 서구 

종교조각의 규범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정서와 미의식에 부응하는 형태를 찾기 위해 노

53 “대학시절부터 만들어온 작품을 모두 꼽는다면 1천 점은 될 것이고, 종교작품이 그중 절반 조금 
못 될 것입니다.” (장명수, 앞의 글, 31쪽.)

54 박용숙, 「근대조각의 도입과 정착」, 『한국현대미술전집18』, 정한출판사, 1975, 95쪽.
55 이경성, 「오늘의 한국조각2001–4인의 시각」(모란미술관, 2001), 『되돌아보는 한국 현대조각의 

위상, ‘오늘의 한국조각’을 중심으로』에 재수록, 모란미술관 전시도록, 2004, 161쪽.



98

조형_아카이브

력한 조각가였다. 아울러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한국 기념조형물의 아이콘이라 할 수 이순신 장군상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

는 조형의식을 실천하였다. 또한, 교육자로서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발전에 헌신했다. 이런 사실이 오늘날까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다.

주제어: 김세중, 종교조각, 충무공 이순신장군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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