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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미술이론 및 비평 전공 문학 석사(M.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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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roposal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College of Fine Arts:

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a College of Fine Arts 
through an Investigation of a Proposal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yungsoo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educational refor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 of the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
sity (SNU) and the College of Fine Arts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from 1945 to 1948. �is period is a seri-
ous topic for scholars who focus on th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aspects 
of the U.S. occupation. To investigate educational reforms of higher education 
at SNU,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an oral history archive as well as his-
torical literature regarding the plan of the establishment of SNU and education 
reform under the USAMGIK. Record Group 332, a pertinent collection housed 
at the National Archives in College Park, Maryland, U.S.A., provided valuable 
historical facts concerning education under the USAMGIK. Additionally, oral 
history archives consisting of artists’ memories and testimony on the topic of the 
art world and art education under the USAMGIK were assessed.

After securing liberation f 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 
USAMGIK embarked on higher education reforms in Korea. �e USAMGIK 
reorganized the dual higher education system of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into a single–track system. Due to this new single–track policy, a great number 
of new and existing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authorized by 
the Bureau of Education as four–year private colleges or universities. One of the 
notable reforms by the USAMGIK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was 
the proposal to rearrange and integrate schools in Seoul and to found a new uni-
versity, SNU. �is plan was the outcome of a revision of what was proposed by an 
American officer from the Bureau of Education in December of 1945.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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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USAMGIK, there were many observable changes in almost every 
aspect of higher education, including the curriculum, the management of school 
affairs, the composition of the faculty and the students, and the conditions and 
culture of college life. However, while a case can be made that this expanded 
the opportunity for more students to gain an education, it also brought about 
a lowering of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dditionally, during this period, 
art education as a part of higher education was added by many universities in 
Korea. SNU worked to achieve higher education in art within the context of 
the university, hiring professors and admitting students. However, the plan of 
the establishment of SNU was attacked by both professors and students because 
they considered the timing and situation to be inappropriate. Nonetheless, from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College of Fine Arts came to be established as a 
modern higher art education system. 

Key words: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Oral 
History Archive, Literary History Resources, Higher Art Education, 
�e Great School Plan, Single–Track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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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마침내 일본(日本)의 쇠사슬로부터 해방(解放)되었다. 
삼십육년간(三十六年間)이란 기나긴 세월, 갖은 굴욕(屈辱)과 폭학

(暴虐) 밑에서 신음(呻吟)하다가 드디어 또 한번 광명(光明)한 날을 
보게되고, 잃었던 자유(自由)를 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 이 아름다운 강산(江山)에 새 나라를 세울 기회(機會)를 가지게 
된 것이다. [중략] 현재(現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機會)는 어떤것

인가? 첫째로 우리는 이나라 건설에 천흥(天興)할 시민(市民)으로

서의 권리(權利)를 향유(享有)한 것이다. 린컨이 말한바 국민(國民)
의, 국민(國民)에 의(依)한, 국민(國民)을 위(爲)한 나라가 이제 바야

흐로 세워지랴고 하는 때이니만치 [중략] 사람의 가치(價値)를 무시

(無視)하는 전제주의(專制主義)에 대한 사람의 가치(價値)를 지상

가치(至上價値)로 하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개선이다. 이러한 민
주주의(民主主義)의 승리(勝利)에 의(依)하여 해방(解放)된 우리나

라는 필연적(必然的)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기초(基礎)를 둔 
국가(國家)로서 건설(建設)되어야 할 것은 물론(勿論)이다. 그러나 
진정(眞正)한 민주주의적 국가(民主主義的 國家)는 법령(法令)으
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그 국가(國家)를 구성(構成)한 인
민 전체(人民 全體)가 아무런 외적 구속(外的 拘束)도 받지 아니하

는 자유(自由)로운 이성(理性)으로써 그 국가(國家)의 온갖 정치적

(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문화적 활동(文化的 活
動)을 운전(運轉)하는데 천흥(天興)할 수 있는 사회(社會)를 일칼어 
말하는 것이다.1 

오천석은 위의 인용문에서 민주주의가 8·15 해방 이후 한국에서 국가 기본 이
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 사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1 오천석,『民主主義 敎育의 建設』, 서울: 국제문화공회, 1946, 1–2쪽. 맞춤법과 문장표현은 1946년 
출판된 저서에 실린 그대로 표기함.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내용들은 원전에 표기한 대로 따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진영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기본 이념을 형성하였다. 
미군정의 한국점령 및 지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통치 
권력을 3년 동안 미군정이 가지게 된 ‘미군정시기(美軍政時期)’로,2 한국미술교

육계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

기까지 대대적인 변화들은 한국 교육의 현대적 체제를 미술교육 분야에서 구축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변천과정을 바라볼 때, 현대성을 담
보하고 있는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 체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리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기에서 대학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립서울대학교설치안3과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4의 설립과정에 관한 고
찰을 비밀 해제된 미군정기 문헌사료와 미술인들의 구술사료에 기초하여 논의

한다. 좌·우 이념 대립이 팽팽하던 해방공간에서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미군정 
당국자들이 한국의 교육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등미술교육에 대한 변
화를 국대안을 통해서 어떻게 시도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미군정기 대학교육정책과 국대안, 그리고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가 현대

적 미술교육체제로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작
용한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알아보고, 한국 미술교육사에서 실종된 대학미술교

육의 설립과정을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미군정 통치기간은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포고령 제 
1호에 의해 미군정청이 남한에 설치된 이래 남한 단독정부 수립까지 3년간의 시기이다. 

3 이하 ‘국립서울대학교설치안’은 ‘국대안’으로 표기한다. 
4 미군정시대 서울대학교 내에는 예술대학 산하에 미술부와 음악부가 1946년에 설치되었으나, 

1953년도 부산 피난지에서 서울로 복귀한 미술대학은 동숭동에 자리 잡게 되어 미술대학으로 
독립되었다(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편), 『서울대학교50년사 1946–1996』, 서울대학교, 
1993, 267쪽).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구조의 명칭을 고려해서 미술대학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논의하는 시대에는 예술대학 미술부로 존재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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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연구의 검토

8·15 해방공간의 교육개혁에서 국대안은 미군정의 고등교육 정책과 이데올로

기,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서 교육사와 교육사회학에서 연구되었으나, 예술대학 
미술부와 관련해서는 논문으로 그 연구 성과가 나와 있지 않다.5 국대안과 미술

대학에 관한 논의가 해방공간의 미술교육에서 현대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가 부족한 것은 관련 자료의 부족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 본다. 특히 미
군정시기 국대안과 미술대학에 관한 연구는 1차 자료의 발굴과 수집에서 어려

움과 제약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자료 구축이라는 기본 과정

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국대안에 관한 1차 자료들이 
빠른 속도로 사회과학분야나 교육학 분야, 역사학 분야에서 발굴 및 소개되고 
있으나,6 국대안과 미술대학에 관한 1차 문헌사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정기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RG 332,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 U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으로 미국 국립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의 남한 점
령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집대성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은 미군정 3년사를 연
구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남한 주둔 미국 육군 제24군단 정보참모부

(G–2) 군사과(軍史課)가 1946년 초부터 수집·정리한 자료들이다. 주한미군사

령부 군사실은 남한주둔 3년 6개월에 걸쳐 『주한미군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편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확보하여 구

5 『한국근현대미술사학』에서 최열은 국대안 파동과 관련된 미술대학의 교육제도에 관해 
국대안의 좌·우익의 이념 논쟁 부분을 조명하였다. 이에 반해 『서울대학교 50년사』에서는 
국대안 사건을 기관사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최열,『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서울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편), 『서울대학교 50년사』, 
서울대출판부, 1993. 

6 1980년대 간행된 『미군정정보고서』(G–2보고서, 일월서각)나 『한국현대사 자료총서』(돌베개)에 
이어 이길상에 의해 몇 가지 자료들이 간행되었다.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가 『미군정 활동 보고서』로 영인 출판되었고, 『미군정청 관보』도 편집 
출판되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미군정시대 교육 관련 자료들도 『解放前後史資料集II: 

美軍政教育政策』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에서 간행한 『미군정기 정보자료 집성』 
또한 미군정시대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성한 것이다.7 대략 97개의 문서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Box 36’은 문교부를 
비롯한 국대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 자료, ‘Box 64’는 문교부사 초고, 원고 
및 각종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8 국립문서관 문서철 자료 『RG 332, 미육군 24
단 정보참모부 군사실 문서철』이외에 미군정을 연구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자료로는 미군정의 비군사적 활동을 월별로 정리한 「미군정 활동보고서

(Summation)」가 있는데 총 34권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미군정기의 개별 분야

를 연구하는 사료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9 
그러나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정책 전반과 함께 교육정책에 관한 문헌사

료들은 국대안과 미술대학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단서도 제공

하지 못한다. 국대안을 미군정시대 고등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미군정

청이 어떻게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작동하였는지를 파악할 수는 있어도 당시 예
술대학 미술부가 설립되는 과정이나 연관성에 관해서는 기록들을 찾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대안 관련 문헌사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구술채록을 통해 구술사료를 구축하고, 이를 문헌사료들과 비교 
분석하여 국대안과 미술대학 간의 역사서술에서 잊혀 온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
다. 본 연구가 구술사료(oral history archive)를 활용한 것은 구술사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주목한 것이다. 구술사료란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로 구술자(피면담자, 또는 話者)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을 통해 면담자

(연구자) 앞에서 구술하여 얻은 자료이다. 구술증언(oral testimony)은 한 개인이 
자신이 과거에 겪은 사건이나 경험을 기억을 통해 불러오는 작업을 서술한 것
이다. 구술자는 구술의 주체인 동시에 해석자이다. 그리고 구술자의 구술은 면

7 정용욱, 『미군정 자료 연구』, 서울: 선인, 2003, 34–35쪽. 
8 「남한의 문화 보고서와 초고 (Culture in South Korea Reports & Drafts)」,「남한의 문화 (Culture 

in South Korea)」,「서울의 궁전의 역사 (History of Palaces in Seoul)」 등의 폴더에 미술과 관련된 
문화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들로 미군정시기를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9 이 보고서의 원본은 미국육군사기록관(Center for Military History)에 소장되어 있으며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영인본은 다음과 같다. 이길상(편),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vol. 1–6)』, 원주문화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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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임하는 가에 따라 질과 내용이 달라지므로, 구술사료

는 구술자와 연구자의 공동 작업이자 성과물이다.10 8·15 해방 이후 격변의 시
기에 활동한 미술인들의 국대안 사건에 대한 기억과 회고는, 국대안 사건에 대
한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된 의미나 감정, 그리고 
정서의 요소까지도 전달해 준다. 여기서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 속에서 국대안

을 겪은 구술자의 기억에는 감정적 요소가 병존하지만, 이는 이성만큼이나 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술사료는 
국대안과 미술대학을 연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효용성을 가진다. 

첫째, 미군정시대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국대안 사건과 미술

대학 간의 연결 고리를 찾는 문제는 문헌사료의 불균형 때문에 구술사료의 구
축이 중요하다. 미군정은 당시 교육개혁의 주체세력이었고, 현재 남아있는 문
헌사료들은 미군정이 비밀 해제한 자료들만 존재하므로, 실제 미술부 관련 문
헌사료들은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가진 미군

정에 관한 문헌사료 분석만으로 국대안과 미술대학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많
은 한계를 노정하기 때문에 구술사료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구술사료는 미군정시대에 관한 문헌사료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더
욱 촉진시킨다. 『국대안파동』구술자료11는 미군정시대에 관한 국립문서관 문서

철 자료 『RG 332, 미육군 24단 정보참모부 군사실 문서철』, 「미군정 활동보고

서」 등의 문헌사료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더욱 도와준다. 이는 구술사료가 문헌

사료의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술사료를 연구에 활용함으로

써, 문헌사료에 대한 이해가 보다 중층화된다. 
셋째, 미군정시대 국대안이 미술부 설립에 영향을 끼친 관계성을 고찰하

는 데 필요한 사료의 부족을 구술사료가 보완할 수 있다.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에서 한국근현대미술에 관한 구술사료의 내용을 담은 녹취문은 한국근현대 미
술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인들의 개인사를 간간

10 정혜경, 「한국현대사의 지평열기: 새로운 역사학 방법론」,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2호, 
삼성문화재단, 2003, 6–8쪽. 

11 서울대학교 대학기록관에서는 국대안 파동 관련 구술사료가 일련 번호 45까지 소장되어 있다. 
구술자는 이명직, 이숙행, 이원순, 이종복, 김원식, 이창욱, 장예준, 조한영, 양호민, 이철승, 
고병익, 변형윤, 언더우드(원일한)이다. 

히 회고록의 형태로 소개했던 예술사가 구술사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예술아카이브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국미술기록보존소가 한국미술사의 주요 
인물에 대해 증언채록사업의 결과물12을 2003년 자료집으로 발간한 사료들은 
국대안에 관한 직접적인 구술사료는 아니지만, 국대안과 미술대학의 설립과정

에 대해 구술자의 증언을 다양한 목소리로 접할 수 있도록 한 성과물이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한 기록관에 소장된 미군정시대 국대안 관련 구술사료들은 미술교

육에 대한 증언을 채록하고 있지 않아 국대안과 미술대학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정한다. 따라서 국대안과 미술대학간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1
차적 문헌사료의 부재는 구술사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극대화시켰고, 이 시
기에 예술대학 미술부를 다녔던 제 1회 입학생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본 연구를 
위하여 구술채록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료를 2010년도 구
술증언을 직접채록한 사료뿐만 아니라,13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국미

술기록보존소에서 실행한 구술사료도 해석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14

국대안과 미술대학의 관련성을 고찰하는데 미군정시대의 대학교육정책

과 국대안, 그리고 예술대학 미술부의 3자 관계를 정치, 사회적 맥락과 함께 고
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미군정에서 수집·정리한 문헌사료만

12 한국미술기록보존소가 한국미술사에서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증언채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2003년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이나 역사학계에서 문헌자료와 연구 성과에 비해 미술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 논문과 
저서를 앞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3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1회 입학생 산정 서세옥을 2010년 10월 7일, 10월 14일, 총 여섯 
시간 동안 국대안과 미술대학에 대해 심층 면담을 통해서 증언 채록하였다. 본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2회에 걸친 서세옥의 구술채록은 미군정시대를 체험한 과거의 기억을 증언해 주어 보다 
심층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서세옥과의 구술사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의 아카이브에 그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전체적인 구술내용을 논문에 
공개하는 것은 구술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구술사료를 본 논문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조형연구소와의 협의 하에 구술사료를 열람할 수 있다. 

14 권영우 인터뷰,『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백문기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4호, 삼성문화재단, 2005; 「월전 장우성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자료집』 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장우성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자료집』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해방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 
수묵담채화계열 1세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해방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 I」,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2호, 삼성문화재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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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미술인들의 시각으로 국대안에 관한 사건을 해
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구술사료를 본 연구의 주제를 논의하는데 인용

한다. 국대안 관련 구술사료는 개인의 감정과 경험의 궤적을 좇는 문헌사료의 
보조적 기능으로 아카이브에서만 소장된 제한적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구술사

료가 문헌사료와 동시에 인용되고 해석될 때, 미군정시대 대학교육정책과 국대

안, 예술대학 미술부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관해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술사료가 가지는 효용성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구술사료가 가

지고 있는 주관성(主觀性, subjectivity)과 서술성(敍述性, narrativity)은 종종 신
뢰성(信賴性, reliability)의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첫째, 구술은 구술자 개인의 
언어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술자의 언어적 행
위는 그의 계층, 성별, 직업, 세대 등을 나타내고, 구술 상황과 함께 동반되는 몸
짓, 표정, 음성의 고저와 떨림 등의 요소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행적

(performative)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구술사료는 주관적

이고 개인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적(史的) 자료로서의 신뢰성에 공격을 받
는 것이다. 특히 레오폴드 반 랑케(Leopold von Ranke) 등을 중심으로 문헌만을 
역사 연구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는 연구방법에서는 구술사료

는 공격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구술사료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서
술성을 함유한다는 측면에서 그 신뢰성이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서술성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될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구술자의 서술성은 세대, 젠더, 문화적 차이 등을 생산하는 변수들

이기 때문이다. 구술사료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구술사료 또한 완벽한 
자료가 아니라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술사료의 객관성 
부족이 곧 자료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구술사료는 다
른 차원의 신뢰성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그것은 연구자에게 과거 사건에 대
한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 보다는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을 전달해준

다.15 서사적 진실은 한 개인이 처함 경험의 파편적 나열이 아니라, 그/그녀가 처
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술사를 

15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6, 57쪽. 

통한 미군정시대 국대안은 ‘국가(미군정청)’가 주도 되어 거시적인 틀에서 그 역
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사적 역사연구에서 가려져버린 ‘개인(미술인)’
의 경험을 통해 그간 역사연구에서 망각된 역사의 흔적들을 발굴해 내는 장점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구술사료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 주관성, 서

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다음과 같
이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군정시대 발간된 신문기사, 미군정청에서 제
작한 서류 및 공문, 그리고 당시 서울대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학적부 등의 1
차적 문헌자료들을 추적·발굴한다. 그리하여 구술사료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 
서사성, 미시성의 측면들을 역사 해석하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그 의미를 재구

성하고 해석한다. 또한 이는 문헌사료 또한 역사의 주체가 기록에서 배제 및 누
락 할 수 있는 한계를 구술사료의 확보를 통해 보완한다는 의미다.16 과거를 재
구성하는 작업에서 문헌사료와 구술사료 모두 부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대안과 미술대학에 관한 본 연구는 문헌사료와 구술사료 사이를 끊임

없이 오가며 그 층위를 읽어내는 과정의 노정이라 하겠다. 

III. 미군정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미군정시대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논하기 전에, 미군정의 특성에 대해 논의

가 필요하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교육은 중립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오히려 한 시대의 교육정책은 당대 국가 권력의 성격과 형태에 의해 결

16 문헌사료가 역사 주체에 의해 선택, 배제된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도 간간히 증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총장 선임문제가 문헌자료 『동아일보』에서 기록된 내용과 실제 
구술 인터뷰한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국대안 반대 운동의 주동자 미술부 입학생 
김진항에 관해서는 관련 문헌사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학적부에 관해서도 김진항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고, 당시 생존했던 학우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헌사료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헌사료의 
한계를 구술사료가 보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사료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신뢰성을 가진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역사 연구에서 하나의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사료에 
대한 객관성, 절대성, 신뢰성의 문제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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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기에 국가권력의 성격을 역사적 조건 및 발전 단계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만 미군정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과 그와 관련된 고등교육정책, 그리고 국대안을 둘러싼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따라서 미군정시대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책 주체의 의도

와 수단, 권력행사의 담당자, 우리 민족의 반응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전개 양
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미군정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성격의 문제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17 
이 글에서 논의하는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미육

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의 포고령 제1
호에 의해 설치되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약 3년 간 남한에서의 
유일한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한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에 의해 실시되었던 교육정책을 의미한

다.18 1945년 8·15 해방은 일제식민지로부터 광복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파악되

기보다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보다 강하게 작동한

다.19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한반도에서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군사적 분할점령이 강행되었다.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총사령관 
맥아더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포고 제1호, 제2호, 제3호를 발표하여 미군정을 
국가권력기관으로 선포하였고, 1945년 10월 10일 미군정청의 아놀드(Arnold) 
군정장관은 “38도 이남의 조선 땅에는 미군 정부가 있을 뿐”20 인민공화국과 같
은 다른 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성명을 통해 주장하여 미군정이라는 국가 권
력의 탄생을 공식화하였다.21 미군정청은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8도 
이남의 한국지역을 통치, 지도, 지배하는 미군에 의해 설립된 임시정부로서의 

17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70쪽.
18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70–171쪽. 
19 국내에 소개된 미국 외교문서들이 한국의 해방 전후사 연구를 위해 수정주의적 시각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해방 전후사 관련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미군정청보고서(G–2 
Periodic Report)』, 서울: 일월서각, 1986; 『주한미군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서울: 돌베개, 1988; 이길상(편),『미군정활동보고서(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1990. 

20 송남헌, 『해방 삼년사 I, 1945–1948』, 서울: 까치, 1985, 54쪽. 
21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71쪽. 

성격을 지닌다.(도판1) 따라서 미군정은 피지배 국민을 단
순히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군정이라는 국가권

력의 행사는 군사작전상의 필요나 지배국가의 이익과 대외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전개되는 것으로, 피지배지역 국민의 
동의나 합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배타적이고 강압적 제국

주의적 형태를 가졌다. 또한 미군정은 영속적인 국가권력의 
속성보다는 잠정적인 통치체제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거시

적 발전과 전망을 갖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

게 되었다.22

따라서 미군정시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
제는 미군정시대에 대한 성격과 특성에 따라 대략 두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첫 번째 견해는, 미군정시대 교육정책이 
한국에서 일본 식민지하의 군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새로운 현대 교육을 미국

의 교육제도를 모델로 마련하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미군정시대 교육정책에 대
한 긍정적 시각은 당시 교육개혁에 직접 참여했던 한국의 교육계 지도자들의 
역할과 미국의 선의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기초가 형성된 의미 
있는 3년으로 보는 입장이다.23 이와는 상반된 견해로, 미군정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미군정 교육정책은 한국민에게 비민주주의적 교육의 
유산을 남겨놓은 근거가 되어, 오늘날 우리 교육을 서구자본주의 세계에 종속

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날 선 시선이다.24 

22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적이고 
충실한 우방의 성채”를 쌓는 것이 목표였다고 브루스커밍스(Bruce Cummings)는 보고 있다. 
그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한국인들이 그간 설립하여 운영해 온 ‘인민위원회’나 
‘건국준비위원회’와 같은 자치 기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정 당국은 남한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를 자신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가졌고, 이는 미군정과 한국민 간의 충돌을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야기했다. 브루스커밍스,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 『분단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129쪽; 안진이,「미군정의 
문화정책과 미술, 1945–1948」, 『미술이론과 현장』제 4호, 2006, 9쪽;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72–173쪽. 

23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18쪽. 
24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79쪽.

[도판1] Summation of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May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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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남한에서 교육정책이 현대성을 담보한 교육제도를 제시했다고 보는 시
각은 사실상 한국의 현대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아울

러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이 지적하는 측
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8·15 해방 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교육

정책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 것으로, 미국 행
정부는 한국민이 군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노와 불만을 교육을 통해 유화하

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갈망하고 그 힘과 가치에 대한 신뢰가 강하였기 때문에, 교육은 미국

이 한국민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이었다.25 미군정장관 러치

(Archer L. Lerch)가 한국에서 교육이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마음을 조절하는 수단(a measure for conditioning the minds of the Koreans to 
receive the shocks)”이라 표현한 것만 보아도, 교육이 미군정의 군사적 통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수단임을 보여준다. 해방을 맞이한 한국민들에게 교
육을 통한 유화정책이 미군정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이다.26 

미군정 초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군정청 학무국이었는데, 미군

장교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1946년 초에 문교부로 확대·승격되어 미군정

시기 3년간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국인 자문기관으로는 조
선교육위원회(�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와 교육심의회(�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가 친미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결

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1945년 11월에 조직된 교
육심의회는 교육이념, 학제, 교육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육재건정책

에 관계했다. 군정청은 이 단체들의 건의를 기초로 새교육 이념의 채택, 교육과

25 오욱환 · 최정실,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서울: 지식산업사, 1993, 166쪽. 
26 미군정청이 교육을 통해 성취하려는 정책 목표를 이길상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내고 있다. 첫째, 

교육을 통해 미국의 선의를 보여줌으로써 미군정의 군사적 지배를 합리화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식 교육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미군정 교육정책의 두 번째 목표라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은 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과정을 이해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소련과의 
이념전쟁에서 오는 불만을 소련의 방해로 인해 미국의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한국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군정청은 일제 식민주의 교육의 잔재를 
일소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74–177쪽.

정의 개편, 학제의 정비, 교육공무원 임용 등 당면과제들을 처리하였으며, 이들 
자문기구의 구성원들은 한국 현대교육의 각 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

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27

또한 미군정청은 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여론 동향을 분
석하여 한반도 내에서 미군정의 군사적 분할 점령을 정당화하였다. 미군정은 
여론 담당 군정요원을 군정청 내의 교육담당 군정요원들과 사무실 공간을 같
이 사용하게 하여 업무를 보게 하였다. 이는 교육정책과 여론 형성이라는 두 
기능을 독립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이

다.28 여론 조사를 담당했던 공보국(Bureau of Public Information)은 1946년부

터 1,500명에서 8,000여명에 이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들의 미군인, 
미군정, 미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 그리고 미군정청 정책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였다.29 미군정청은 해방 이후 혼란에 휩쓸렸던 남한의 정
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좌·우익 정치 세력들간의 이념 전쟁 

27 吳天錫, 『韓國新敎育史(下)』, 서울: 광명출판사, 1975;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78–179쪽. 

28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62–163쪽. 
29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주한미군정보일지(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90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1945년 9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G–2)에서 편집하여 
내놓았던 기밀취급 간행물 『정보보고서(G–2 Periodic Report)』는 해방 후의 미군정시대를 
연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미국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에 보관되어 있다가 기밀 해제된 것이다. 

[도판2] HEADQUARTERS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eoul, Korea, Opinion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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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이에 대한 미군정의 태도, 민심의 동향,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간의 권력 
경쟁에 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논평까지도 『주한미군정보일지(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에 자세하게 포함하고 있다.30(도판2)

미군정이 교육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주한미군정보일지』에서 살펴보

면, 국대안과 관련된 주제는 정치나 경제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설문조사 응답자 685명 중 49%가 긍정적 평가, 51%가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거의 비슷했다. 국
대안에 관해 긍정적 답변을 한 이유는, 효율적 교육재원 활용, 최고 학부의 권위 
상승, 상이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교사들 간의 이해 증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대안에 관해 부정적 평가를 한 근거로는, 국대안을 발표하여 시행하는 것을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 진보 정신과 각 대학의 전
통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 좌·우익 이념 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개개 대학

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31 그러나 1946년 7월 3일 국대안

이 발표되면서 일기 시작한 반대운동은 미군정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
한 여론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 1946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대안 반대운동으

로 점화된 학교의 동맹휴학 사태들로 인해 사회 혼란이 초래되어, 미군정의 교
육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하게 되었다. 1946년 8월 2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군정하의 한국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6%인데 반해 부정적인 평
가는 51%를 차지하고 있다.32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국가권력기관의 교육정

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이 당면한 냉전 이데올로

기를 교육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해석 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군정은 교육제도나 패러다임

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미국의 선의를 보다 
강조하였다. 교육정책은 한국인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나 교육의 질적 향상이 
그 목적이 아니라, 여론 형성과 분석을 통해서 미군정 점령의 정당성 확보를 위

3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주한미군정보일지(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 1990, iii쪽.

31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62쪽. 
32 Opinion Trends #21, 2 August 1946, pp.194–196.

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입안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교육정책은 미
군정청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으며, 국가권력기관이 한국민을 통치하기 위
한 수단으로 작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IV. 고등교육의 일원화과정과 국립서울대학교설치안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일제 식민주의 교육 정책을 청산하고 국제 사회 속
에서 민족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
성되면서,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해방 당
시 한국에 있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일제 식민지 고급 관리 양성과 식민지 경
영에 참여할 고등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성제국대학33과 직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립·사립 전문학교가 전부였다.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은 
기존의 사립 전문대학을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국공립 대학을 통합해 하나의 종
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군정청은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1945년 10월 16일자로 서울대학교로 
변경하고 현역 해군대위 알프레드 크로프츠(Alfred Crofts)를 총장으로 임명하

였다.34 서울대학교 총장을 맡은 크로프츠는 서울대학을 개편을 시도하였으며, 
국대안 파문 이후 한국인 총장이 임명되는 1947년 10월까지 서울대학교는 미
군에 의해 운영되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 「물색난의 대학총장」에서는 한국인 
김준연을 총장 후보로 선임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 자료에 의하면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조선교육심의회(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 등의 추천에 따라 김씨를 총장후보로 결
정한 것에 대해 군정장관이 총장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조선교육심의회는 미군정시대 고등교육 정책을 주로 심의한 가장 영향

33 경성제국대학은 270명 교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교수진을 한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09쪽.

34 교수에 대한 인사는 의학계통 교수 58명, 예과교수 16명을 임명하였다. 
35 「물색난의 대학총장」, 『동아일보』, 1946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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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기구로 ‘고등교육제도 임시 조치’의 심의 및 결정을 하였다.36 또한 미군

정청은 남한에서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한

다는 목적 아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청법령 제102호, 1946
년 8월 22일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대안을 둘러싼 갈등은 대규모의 교수 
해직 및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사회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으며, 결국은 좌·우

익간의 이념적 대결로 확대되는 등 1947년 말 한국인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지
속되었다.  국대안 문제에 대해 당시 미군정청 정치 고문 윌리엄 랭던(William 
Langdon)은 한국인들의 저항에 대해 “한국인들에 의한 독립정부가 수립되

어 그들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을 하기까지는 현재대로 유지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랭던의 주장과는 무관

하게 국대안은 강행되었고 교수들의 집단 사퇴와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이어

졌다.37

1946년 문교부는 7월 13일 경성대학과 9개 관립 전문학교 및 사립 경성치

과의학전문학교를 일괄 통합해 종합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

안’을 미군정의 문교부장 유억겸과 차장 오천석에 의해 발표하였다. 그 후 약 1개
월 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

되었다. 당시 종합대학교 설립의 장점을 각 학교의 기존 건물 및 설비의 활용, 적
은 수의 교수 및 전문 기술자의 최대 활용, 국가 재정상의 합리성, 단과대학에서 
벗어나 종합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의 문화적 혜택, 대학원을 통한 학자 
양성을 들었다. 이 안을 발표한 학무당국은 설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36 고등교육제도 대학령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주로 다룬다. 1)수업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한다. 2)국어 문화사, 자연과학 개론, 체육은 필수과목으로 한다. 3)대학은 국립, 공립, 
사립의 3동으로 구분한다. 4)국립종합대학의 학부 종류는 국가 원수의 명령으로 정하며 각 
대학에는 참의원회를 두어 내부규정을 정한다. 5)공립대학은 도와 시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6)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이라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조선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에 
관한 임시조치가 1946년 6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6·8 임시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립 전문학교 중 신제도의 대학으로 승격함에 있어서 전문학교는 동대학의 
전문부로 개편한다. 둘째, 현행 일반 국립 의학전문학교로서 신제도의 의과대학으로 승격함에 
관하여 다룬다. 셋째, 현행 경성대학에 관하여 다룬다. 넷째, 기타 사립 전문학교 중 신제도에 
의해 대학으로 승격하는 학교에 관하여 다룬다.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15–318쪽 참고. 

37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83쪽.

일제시대로부터의 유물인 기존 교육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
으므로, 우리가 이상하는 신국가에 적합한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고

자 힘써 왔다. 이러한 정신과 원칙 아래서 신중히 연구한 결과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그 부근에 있는 관립 고등교육기관을 전부 폐지하

고, 새 이상과 새 구상 아래 우리 국가의 전학계(全學界)를 대표할만

한 거대한 종합대학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38

오천석39은 국대안 발상에 관한 이유를 첫째, 국가의 재원으로 동일한 성질의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이중으로 있을 필요가 없으며, 둘째, 부족한 교원의 활용

을 위해 학교의 통합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교원의 자질이 없거나 좌경색이 
짙은 교수를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40 이러한 복합적 이유가 국대안 
발상의 기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교부는 서울 종합대학 설치계획안

을 발표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존의 학교 건물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이 안은 9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38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77쪽.
39 오천석은 1946년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에서 8·15 광복 후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교육을 지향한 교육혁신 운동인 새교육 운동에 가담했다. 새교육 운동은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전문 월간지 『새교육』지가 발간되면서 새교육의 사상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 판형은 A5판으로 격월간 발간하였으며, 조선교육연합회의 사업홍보기능도 
수행하였다. 1953년 피난지에서 마지막 호인 7· 8 월호를 내고 서울로 환도하여 1955년부터는 
월간으로 발돋움하였다. 오천석은 새교육협회를 주도하면서 “새교육 운동은 전통적 교육을 
지양하고 민주주의 이념 위에 교육을 세우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안호상을 회장으로 한 
민주교육연구회(조선교육연구회, 비미국계)에 대해 스파르타식 훈련이라 공격하였다. 당시 
새교육 운동은 초등학교 교육에 파급하였지만,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오천석이 국대안을 구상할 수 있는 기조를 형성했다. 그는 새교육협회를 1948년 
9월에 창립하여 한국교육을 혁신하고 민주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미군정시대 교육계에서는 미국교육을 수용하려는 입장과 미국교육의 수용과정을 
비판하면서 민족교육의 방향을 찾으려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존재했었다. 미군정 이후 
한국교육계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미국 유학을 경험한 학자들은 한국교육체제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교육을 그대로 수용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오천석, 『民主敎育을 

志向하여』, 乙酉文化史刊, 1960, 54–55쪽;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35–337쪽, 349–350, 359쪽; 『동아일보』, 1948년 9월 29일자 참조; 이종태, 「분단시대 교육이념의 
비판적 인식」,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푸른 나무, 1990, 43쪽. 

40 최규남, 「해방교육 40년」, 『교원복지신보』, 198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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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리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과계통과 이공학부 이과계통의 통합개편, 
• 법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과계통과 경성법학 전문학교의 통합개편, 
• 공과대학: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과계통과 경성 공업전문학교 및 경성광산 

전문학교의 통합개편,
• 의과 대학: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 전문학교의 통합개편,
• 농과대학: 수원농립전문학교의 개편,
• 상과대학: 경성경제전문학교의 개편,
• 치과대학: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사립)의 개편,
• 사범대학: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통합개편,
• 예술대학: 미술부와 음악부의 신설41

1946년 7월 13일 국대안 발표가 있자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판적인 태도가 상당히 강했다. 조선인민보, 독립신보, 동아일보 등
에서도 국대안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42 언론이 국대안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싣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교육대책위원회, 문화단체총연맹, 
전문대학교수연합회, 과학자동맹, 조선교육자협회 등에서는 국대안 반대 및 철
회를 주장했다.43 언론과 문화운동 단체의 국대안 반대 움직임이 있은 후 며칠

이 경과된 뒤 학생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되어 경성대학 의학부, 경성대학 전체 
학생회, 이공학부 학생회, 서울대학 법문학부 학생회, 경성광산전문학교 학생회 
등에서 국대안 반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도판3) 7월 27일에는 국립서울대학

교 반대 학생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서울대학 이공학부 교수단 국대안 
반대 성명에 이어 교수, 조교수, 강사 80여명이 국대안 반대 성명을 7월 29일 발
표하였다.44 반대운동 대표자들은 러치 군정 장관을 면담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
구하였다. 국대안 취지에 대해 당시 유억겸과 피텐져 중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45

41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78쪽.
42 『조선인민보』, 1946년 7월 14일; 『독립신보』, 1946년 7월 16일; 『동아일보』, 1946년 7월 17일. 
43 최규남, 「해방교육 40년」, 『교원복지신보』, 1987년 9월 28일. 
44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26–327쪽. 
45 유동희, 「미군정기의 대학 설립과정 연구」, 『영동문화』제8집, 2001, 201쪽.

[도판3]  『동아일보』, 1946년 7월 17일. 

『독립신보』, 1946년 7월 16일.

현하 조선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 교육의 건설이다. 이번에 국립서울

대학교의 설치는 신국가건설에 요청되는 대량의 인물을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부족한 설비와 일교(一校)에만 보존된 설비품을 여
러 학교의 학생이 서로 교류하여 연구하여야 될 것이다. 현하 가장 
부족을 느끼고 있는 교수문제에 있어서도 유능한 교수로 하여금 최
대한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단과목 일괄 교수방

법을 취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국립서울대학교

는 9개의 단과대학과 1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는데 관립전문학교

는 대다수가 이에 포함되게 된다. [중략] 완전한 종합대학의 설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학구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46

46 『대동신문』, 1946년 7월 14일; 서울대학교 40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 출판부, 1986, 13쪽; 유동희, 「미군정기의 대학 설립과정 연구」, 『영동문화』제8집, 2001,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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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가 언급했듯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은 해방 이후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물을 양성

하는 것과 열악한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대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입장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주
요 이유로 꼽았다. 첫째, 통합으로 인한 학생 수
의 증가와 교수 수의 감소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 둘째, 경비가 절감될 지에 대한 확신 부족, 
셋째, 6명의 관선 소수 이사회에 운영 전권을 주
는 것은 관료 독재화의 우려와 학원의 민주화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강행하려

는 비민주적 태도와 탁상공론적 성격 등이 국대안을 반대하는 이유들이었다.47 
교육계 일부에서도 종합대학의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

고, 종합대학의 제도와 이사제도 등이 일본의 학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낯선 제도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국식 제도의 식민지적 도입이

라는 견해도 존재했다. 국대안을 둘러싼 시각 차이에서 빚어진 문교당국과 교
육계 간의 갈등은 좌·우익의 대결이라는 정치적 성격으로 확산되어 국대안 파
동이라는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인영은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교수로서 다음과 같이 국대안 파동에 대해 피력하였다.48 (도판4)

조선의 대학교육은 조선의 역사적 현실을 토대로 건설할 것이다. 외
국의 대학제도를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전혀 인정치 않는다. 소위 
국대안을 실시한 지 벌써 수개월을 경과하였다. 현재의 상태는 혼란

뿐이다. [중략] 대학의 문제로서 경비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은 국가재력이 허용되는 한에 있어서 수립할 것이며, 그 비용은 
당국의 사무계통에서 통괄할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는 문교당

47 『조선인민보』, 1946년 7월 26일;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80–381쪽;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26–327쪽.

48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81쪽.

[도판4] 『조선일보』, 1946년 12월 10일.

국일지라도 이것을 간섭할 바 못되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자치를 절대로 요구한다. [중
략]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은 교수의 자치, 학생의 자치를 필요로 하
며, 자치이념은 또한 조선인 총장의 취임을 필연화할 것이다.49

1946년 7월 31일 ‘국대안반대교육자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서울대

학교 4학부, 11개 전문학교, 초중등학교 관련자 및 원로들을 중심으로 결성되면

서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교육자 대회가 끝난 후 대표들뿐만 아니라 경성사범

학교 교수회에서도 8월 5일 군정당국에 국대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대안 법령

이 발표된 8월 22일에는 경성경제전문학교 교수단이 국립서울대학교 교수로 
취임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학생, 교수, 사회단체들의 반대운

동과 국대안 강행정책은 신학기인 1946년 1학기를 혼란의 상태로 빠뜨렸다.50 
대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제1차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1946년 12월 18
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했다. 서울대학교 9개 단
과대학에서 국대안 반대운동을 일으키자 미군정당국은 서울대학 문리대, 법대, 
상대에 3개월간 휴교처분을 내리고, 전학생에게는 정학 처분을 내리는 강경정

책을 폈다.51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이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퇴학이나 제명 처분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 해서 1947년 2월 상과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문
리과대학, 예과 등에서 동맹휴학을 하였다.52 당시 문교부장으로 있던 오천석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53 이어 경복중학과 휘문중학에서도 국대안 반대 동맹휴

학을 시작하여, 인천, 개성, 춘천, 대구 등 지방에까지 동맹휴학 선풍이 전국적으

로 파급되어 교육계는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고등교육 체제에서 동맹

휴학에 참여한 교수만 하여도 57개교, 동맹휴학 인원은 연 4만여 명에 달하였

고, 이후 동맹휴학운동은 전국에 걸쳐 400여교에 이르는 대사건으로 확대되었

49 『조선일보』, 1946년 12월 10일;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81–382쪽.
50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27쪽. 
51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82–383쪽. 
52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27–328쪽. 
53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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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국대안 관련 자료들은 기록하고 있다.54 ‹표1›은 동맹휴학이 극심할 당시

의 고등교육 실태를 보여준다.

‹표 1› 해방 직후 고등교육의 실태(1947. 1. 15)55

학교명 총장(교장) 학교 성격 학생 수 교수 수

서울대학교 앤스테드 국립 3,500 397

연희전문대학 백낙준 사립(기독교) 1,105 64

고려대학 현 사립 1,311 62

이화여자대학 김활란 사립(기독교) 1,131 96

동국대학 허 사립(불교) 1,081 83

성균관대학 김 사립(유교) 700 42

세브란스의과대학 최 사립(기독교) 394 68

서울여자의과대학 정 사립 363 62

서울약학대학 도 사립 437 52

숙명여자대학 임숙재 사립 396 38

중앙여자대학 임영신 사립 325 46

국민대학관 심 사립 300 35

서울카톨릭신학대학 김 사립(카톨릭) 171 26

국학대학 정 사립 650 25

건국공과대학 김 사립 430 29

서울신학대학 이 사립(장로교) 96 13

감리교신학대학 변 사립(감리교) 91 16

청주상업대학 최 사립 100 17

대구약학대학 고 공립 240 32

대구농업대학 이 국립 193 29

대구사범대학 송 국립 361 24

부산대학 베커 국립 458 45

광주의과대학 최 공립 189 45

총계 — — 13,417 1,335

그러나 국대안 반대로 여러 학교들이 동맹휴학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지

만, 이것은 각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국대안 반대 운동에 편승하여 표출

54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89–390쪽;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27–328쪽. 

55 “Report of Activities in Korea,” 20 June 1947;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20–321쪽.

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국대안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동맹

휴학에 들어간 것은 국대안 반대의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학내문제에 많은 관심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
다.56 그러나 국대안 반대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동맹휴학 
반대에 관한 입장 표명이 우익학생단체인 전국학생연맹, 국립대학건설학생회, 
맹휴진상폭로대회 등에서 발표됨으로 해서 학생들 간에서도 좌·우익 간의 이
념 투쟁으로 국대안 사건이 변질되었다.57 

국대안 반대 동맹휴학이 확산됨에 따라, 1947년 3월 개학 후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동맹휴학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9
개 대학장 회의가 1947년 5월 24일에 개최되고 국대안 반대로 제적당한 학생의 
복교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6월 13일 국립대학교 이사회에서 제적 학생들

의 무조건 복교를 결정하고 복교원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정상화되는 
기초가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교수와 학생이 학교를 떠났는

데 추정치로는 교수가 380명, 그리고 학생이 4,956명이 해직되거나 퇴학되었다

고 전해진다. 해직 교수 중 일부는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을 구성하

게 되었다.58 국대안반대학생공동투쟁위원에서는 학생을 무조건 복교시킬 것, 
학생의 자치권을 승인할 것, 구 교수를 복직시킬 것, 학원에 대한 경찰의 간섭을 
중지할 것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복교투쟁을 하였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복적이 이루어졌다.59

또한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 바꾸라는 국대안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
라 1947년 미군정청은 앤스테드(H. B. Ansted)를 해임하고 국립서울대학교 설
치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947년 10월 25일자로 이춘호(李春昊)를 제2대 총
장으로 임명하였다.60 이를 계기로 1년 동안 계속되었던 국대안 파동이 일단락

되었다. 이춘호는 1948년 5월 12일까지 서울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재직하는 

56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93쪽. 
57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28쪽. 
58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95쪽;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30–331쪽. 
59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96쪽;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330–331쪽.
60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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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등록파동 등을 해결하면서 서울대 발전의 기초를 다
지는데 공헌하였지만, 선임과정에서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

는 인식 때문에 학사 행정에서 많은 반대여론에 부딪쳤다. 이렇게 문교부안대

로 국대안이 설치되어 반대와 혼란 상황을 극복하여 정상화되기까지 거의 1년
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6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대안은 해방 이후 일제식민지 교육이 낳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체제의 종합 국립대학교를 무리하게 만들

려고 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인 부적절성과 현실적 타당성이 미흡했다는 점이 제
기된다. 국대안 반대를 야기한 요인의 하나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을 정부 수
립 이후로 연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점이다.62 국대안 반대

운동이 시작된 초기는 국립서울대학교를 건립하려는 좌·우익을 초월한 교육운

동의 성격이 뚜렷하였다가, 학원 문제를 넘어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좌·우익 학생들이 국대안 문제에 대해 동맹휴학하는 사태로까지 확
산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대안 사건은 미군정시대의 한국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을 반영한 사건으로, 좌·우익 간의 이념적 대결을 첨예화시킨 계기가 되었다.63 

61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99쪽.
62 이희수, 『미 군정기의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과정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손인수, 앞의 책 , 1992, 400쪽에서 재인용. 
63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86쪽; 한국교육10년사 간행회, 『한국교육 

10년사』, 서울: 풍문사, 1960, 89쪽. 국대안 사건은 미군정이 한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진 혼란과 갈등이지만, 국대안 반대에 
대한 주도세력에 대한 해석에는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적 해석이 가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서울대학교 초대 교무처장으로 발령되었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한국명 원일한)는 국대안 파동을 “남한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북쪽으로부터 유입된 피난민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섞여 내려와 남한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 하였다고 말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예과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이숭녕 교수도 국대안 사건을 
“좌익이 내린 지령의 수법인데 참으로 참혹한 짓이다”라고 술회한 것으로 보면 좌익계열이 
주동이 되어 진행된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국대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단지 좌익 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좌익 세력이 
아닌 교수들과 학생들도 국대안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대안이 관계자들의 협의 없이 
문교부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83–384쪽; 이숭녕, 『국대안 반대 맹휴 전환기의 내막』, 서울: 조선일보사, 1982, 109쪽. 

V. 미군정시기 대학미술교육: 현대성과 민족 주체성

앞 절에서 고등교육의 일원화과정과 함께 실시

된 국대안은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제도에 근본

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교육 변혁은 미군정청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었으며, 고등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중요한 변화가 미술대학의 설립을 통해서 시도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조선대학

교, 홍익대학교를 설립하여 미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마련하였다. 이
화여자대학교의 미술과(1945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의 미술부(1946년), 조선대학교 예술

과(1946년), 홍익대학교 미술과(1948년)가 설립

됨으로 해서 현대적 고등미술교육이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틀이 세워졌다.64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설립은 1946년 8월 22일 군정장관 러치 명
의로 발표된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것으로,65 
예술대학의 설치는 이 법령의 제6조 ‘바’항에 명시되어 있었다. 일제하 식민지

시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하였다. 하
지만 교육주권을 상실했던 일제 식민지시대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경성제국대

학은 민족의 대학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8·15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의 설립안 
발표와 함께 건립된 예술대학은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구상된 것이지만, 민족의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당시의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이다.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문헌사료와 구술사료 상에서 가장 큰 차이

가 보인다. 『중외신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도판5)

64 김형숙, 「해방공간의 한국미술: 서구문화 수용과 민족문화 구현의 문제」, 『조형』제24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01, 13–25쪽. 

65 군정청법령 제 102호, 「국립서울대 설립에 관한 법령」, 1946. 8. 22. 

[도판5] 「예술대학개교」,『중외신보』, 

194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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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종합대학교(國立서울綜合大學校)설치에 따라 오래동안 
화제에 올랐던 예술대학(藝術大學)의 실현이 구체화했는데 우리나

라 처음으로 신설되는 예술대학은 일천만(一天萬) 원 예산에 구일

(九日) 개교예정으로 음악(音樂)부와 미술부를 두기로 되있는데 음
악부 교사는 미정이나 미술부교사는 덕수궁으로 결정되었다.66 

위의 문헌사료에서는 1946년 미군정청이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을 6월 19
일에 발표하고 7월에 이르러서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대학 산하에 음악

부와 미술부를 설치하기 위해 미술교사를 경운궁(덕수궁)으로 할 것을 계획하

였다고 설명한다.67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최열에게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기술

되고 있다.68 최열은 미군정청이 국대안을 8월 22일 미국윤국사령부군정령 제
102호로 공포하여 확정한 후, 예술대학 미술부 설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

고 있다.

문교차관 오천석, 교화국 국장 최승만, 교화국 예술과 고문 이순석이 
예술학부 미술부 창설을 서울시 학무과장 장발에게 위임했다. 이에 
장발은 조선미술협회 고희동, 문교부 고문관 이순석을 만나 미술부 
창설을 논의했다.69

그렇다면 예술대학 미술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여한 미술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문헌사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추진위원

장에 고희동, 위원에 이순석, 손재형, 길진섭, 이종우, 이쾌대, 정현웅, 이인성, 도
상봉, 임용련, 백남순이다.70 이와 같이 미술부 설립에 참여한 미술인들은 문헌

사료나 구술사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서세옥의 구술사료는 좀 더 다
르게 이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해방 이후 미술인 스스로 현대적 

66 「예술대학개교」, 『중외신보』, 1946년 7월 14일. 
67 「예술대학개교」, 『중외신보』, 1946년 7월 14일. 
68 최열,『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790쪽. 
69 최열,『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790쪽.
7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편집발행),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서울대출판부, 1993, 2쪽. 

미술교육기관을 만들고자 춘곡 고희동을 중심으로 덕수궁에서 첫 모임을 가졌

다고 회고하고 있다.71 이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일제식민교육으로부터 탈피한 
우리 민족의 미술교육학교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경제적 문제에 봉착

하게 되어 그 지원을 마련하고자 미군정청과 교섭하여 대표위원을 형성해 접촉

하였다는 것이다. 미술인들이 미군정청에 찾아가 민족의 미술교육기관을 만들

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미군정청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
고 국가예산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안을 만들어 미술부, 음악부를 넣어 
발족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72 

문헌사료의 대부분이 국대안이 발의되어 발표된 이후 미군정청이 예술대

학을 만들었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 서세옥의 구술은 한국미술교육의 역사에서 
또 다른 시각과 단서를 제공한다. 그의 증언은 예술대학 미술부가 만들어진 것
이 단순히 국대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군정시대를 살았던 미술인들이 일제 식민지 미술교육으로부터 탈피

하여 새로운 미술교육제도를 만들고자 한 염원의 발로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는 점에서다. 그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설립에 관해서 보다 주
체적이고 민족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
국의 현대미술교육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문헌사료와 구술사료와의 지속적인 
발굴작업과 검증 작업을 통해 명료화하여야 할 아직까지 빈 부분으로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미군정청이 8월 미국육군사령부 군정령 제102호를 공포하여 국립종합대

학안을 확정하면서, 예술대학 미술부의 설립은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

데, 문교차관 오천석, 교화국국장 최승만, 교화국 예술과 고문 이순석 등이 예술

대학 미술부 창설을 도모했다. 당시 서울시 학무과장 장발은 미국유학을 하여 
국외 미술교육기관의 체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미술협회 고희동, 문교

71 서세옥의 이 증언은 구술자의 개인적 주관성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해서, 구술자의 
회고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구술자의 직접체험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도 당시 이순석으로부터 이 부분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서세옥 구술채록, 2010. 10. 14. ).  
또한 덕수궁에서의 미술인들의 회동에 관해서는 시각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1945년 10월 
조선미술건설본부 주최의 ‹‹해방기념미술전람회›› 기념 사진만 확인할 수 있어서, 춘곡을 
중심으로 한 덕수궁 모임에 관한 사안은 구술사료에만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72 서세옥 구술채록,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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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문관 이순석을 만나 미술부 창설을 논의했고,73 동숭동 경성제국대학 법문

학부 본관 건물 옆에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산하 미술부를 설치하였다. 
미군정 초기 서울시 학무과장을 역임했던 장발은 예술대학 미술부장이 

되었고, 제1회화과(동양화)에 김용준, 장우성, 제2회화과(서양화)에 길진섭, 김
환기, 조각과에 윤승욱 그리고 도안과에 이순석, 이병현을 교수로 정해 미술부

를 출발시켰다.74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의 회화과, 조각과, 도안과 3개 학
과는 1946년 9월에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첫 입학생이 90명임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에서는 밝히고 있다.75 1회 신입생의 입학자격은 대학예과·고등학

교 수료, 4·5년제 중학 졸업자,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있다. 수험과목은 
국어, 외국어, 수학, 실기, 구술, 체격검사 등이었다.76 아폴로라는 석고 소묘가 

73 최열,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790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편집발행),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서울대출판부, 1993, 2쪽. 

7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편집발행),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1993, 2쪽; 「월전 
장우성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68쪽; 최열,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790쪽. 초창기 예술대학 미술부 
교수진의 구성은 미술부장 장발이 총책임을 맡게 되었고, 근원 김용준을 서울대 교수로 
영입하였다. 장우성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미술부가 탄생했을 1946년, 근원이 찾아와 장발을 
만나게 되었다. “장발은 국립서울대학교 안에 예술대학을 만드는데 미술부 조직책임을 맡게 
되었다면서 최초의 스텝을 구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하였다. 다른 단과대학들은 1946년 6월, 
7월에 학생모집을 끝냈는데 새로 생긴 예술대학은 9월에 학생을 뽑았다.”고 회고하였다. 장우성, 
「서울대 미술부 탄생」, 『월전 회고록: 화단 풍상 70년』, 미술문화, 2003, 132–134쪽. 

75 예술대학 미술부의 개강과 모집인원에 관해서는 구술과 언론에서 밝히는 계량적 데이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술부 개강 날짜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추정된다. 구술과 언론에서 
밝히는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권영우는 “1946년 미술대학(예술대학)이 생기면서 첫 
입학을 했는데 그때 1학기가 요즘에 말하는 2학기쯤에 시작”했다고 구술했다. 「해방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 수묵담채화계열 1세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 1호, 삼성미술관, 
2003, 82쪽; 동아일보에서도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의 미술부 입학시험기일을 9월 18일로 
잡고 있다. 「새로된 예대 미술[학]부부터 개설」,『동아일보』, 1946년 9월 6일. 그러나 10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는 10월 7일로 미술부 개강으로 논평했다. 「오늘 예대 개강식 거행」, 『동아일보』, 
1946년 10월 6일. 한편 예술대학 미술부 모집과목을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의 4과로 
명시하고 각과 모집정원을 40명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오늘 예대 개강식 거행」,『동아일보』, 
1946년 10월 6일. 

76 장우성, 「서울대 미술부 탄생」, 『월전 회고록: 화단 풍상 70년』, 미술문화, 2003, 134쪽. 

입학시험이었다고 장우성과 권영우는 회고하고 있다.77 당시 서울대학교 예술

대학 미술부를 입학한 학생들은 “연령층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
력 면에서도 일본 가서 무슨 미술학교 다니다 온 사람”78들이 대부분이었고 조
소과에 13명, 회화과에 대략 30명이 입학했다고 전했다.79 

당시 1회 입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은 학사과에 소장된 성적표를 조회한 
결과, 영어, 교련, 미술, 동양미술사, 도학, 조각, 불어, 국어, 영어, 서예, 철학개론, 
천문학, 서양미술사, 구성, 미학개론, 예술론, 미술 감상, 사회학, 조선미술, 사진, 
동양미술사, 과학개론, 소묘 등으로 파악된다.80 또한, 당시 학적부를 검토해보

면, 1946년 예술대학 미술부에서 미술교육은 미술 실기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
양한 이론 및 교양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 구성은 종
합대학 체제 내에서 전문 미술인으로서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울대학교 예술대

학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다. 실기교육 중심의 장인적 전문인이 아니라 교양

인과 지식인으로서 미술인을 키우고자 한 교육철학은 김용준 등이 수학한 동경

미술학교보다는 미술부장 장발이 수학한 컬럼비아 대학의 학제에서 그 유사성

이 발견된다. 특히 도학, 미술 감상, 사진 등의 교과목은 컬럼비아대학의 교과과

정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81 또한 백문기는 구술증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때 커리큐럼은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미국식이예요, 완전히. 장발 
선생이 미국의 콜롬비아대학 미술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작가를 
키운다 하는 거보다는 미술대학 4년 동안에 미술교양인을 키운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전공은 대학원에서 시킨다. 그런 모토가 아주 확

77 장우성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68쪽; 85쪽.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의 산실은 경성제대 법문학부 건물 제1, 제2강의실로 
현재 문예진흥원자리이다.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석고상이 없어서 장발 학부장의 주선으로 
휘문중학교와 중앙학교에서 빌려다 썼다고 한다. 

78 권영우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82쪽. 
79 백문기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4호, 삼성문화재단, 2005, 25쪽. 
80 『서울대학교 학적부』, 서울대학교 학적과, 1950–56. 
81 정영목, 「한국현대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45–1960: 조각교육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조형』 19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6, 4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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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에 들어가면 철학개론, 문학개론, 뭐 이런 
개론을 있는대로 다 배웠다고요. 그리구 해부학, 조각과 다녀도 동양

화도 그리고 서양화도 그리구 디자인도 하는. 하여간 교육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선택 과목이 많았어요.82 

백문기의 증언에서 유추해 보면,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가 개교하고 시행

한 교과과정은 일본 동경미술학교를 그 모델로 했다기보다는, 미술부장 장발이 
공부하고 돌아온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서양 지향

적 미술교육은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하는 해방 
이후의 우리의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모색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는다. 

국대안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미술부가 개교식을 가지던 9월 상과, 공
과, 사범대학, 대학예과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였고 예술학부 미술부에서도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0월 4일 문리과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가면서 
예술학부도 동맹휴학에 가담하게 되었고 대학은 미술부 학생을 제적하게 되었

다.83 당시 국대안 반대 운동이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1947년 2월 22일 독립신보 
기사는 보여준다. 

문교부장 유억겸씨는 3월 3일의 제2학기 개학을 앞두고 21일 학생

들이 학원에 돌아오기를 종용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지난 동기 방학을 전후로 하여 국립서울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몇 
개의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그 선풍

이 다른 학교, 심지어 중등학교에까지 불게 된 것은 조국 건국도상

에 일대통한사이다. 국립서울대학교는 고매한 이상과 원대한 계획 
하에 발전한 것이다. 국대안을 식민지 교육기관이라 함은 종합대학

의 진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2. 건설적인 비평은 민주주의 국
가의 건전한 발달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본분

을 지켜가면서 국대운영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82 백문기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삼성문화재단, 2005, 27쪽.
83 이 당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학생 제적자 명단은 서울대 학사과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할 수 있겠다. 3. 학도들의 동맹휴학이란 일본적 잔재의 태도를 버리

고 대학당국과 문교당국을 신뢰하고 학업에 임한다면 대학교 운영

에 차차 큰 광명이 있을 줄 믿는다.84

위의 『독립신보』에서 묘사하고 있는 국대안 반대운동은 당시 미술인들에게 개
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되고 있다. 개개 미술인들은 국대안을 
미군정 시대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한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다. 다소 길지만 당시 예술대학 미술부를 다니던 세 학생들의 기억을 인용함

으로 해서 국대안 사건에 대한 상황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구술사료①: 그 당시엔 군정시대거든요. 육군대위를 서울대학 총장

으로 갖다 앉혀 놨다고요. 그러니까 인제 한국사람들이 ‘야, 한국을 
뭘로 알기에 서울대학을 맨들고, 또 총장은 뭣 때문에 육군대위 같
은 하급장교를 갖다 놨냐!’ 이것을 씹기 시작한 거예요 [중략] 그 한
국 실정에 안 맞는다, 그리고 식민지 교육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것을 
내세워서 반대를 했죠. 그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이 김진항이라고, 
우리 중학교 1년 선배 그 양반이예요. 그 선배가 나를 문화부장을 시
키고, [중략] 나도 그래 처음에는 국대안이라는 게 참 나쁜 걸로 생
각했죠. 미군대위를 잡아다 놓고 한국사람들을 더 단일체제로 묶으

고 하는 거는 역시 식민지교육을 시킬라고 하는 그런 시초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반대했

죠. 지금 회현동에 친구 집에 모여서 투쟁방법 이런 거 검토하고 행
동으로 옮기고 그랬죠. 또 서울대학전체투쟁위원회에도 참석을 하
구요. 근데 날이 갈수록 좌익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작기

금이라고 할까 뒤를 봐주는 저쪽 조직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중략]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도록 미술대학 생기길 바랐는데,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중간에는 그 투쟁에 적극적으

로 참열 안 했어요.85

84 『독립신보』, 1947년 2월 22일.
85 백문기 인터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4호, 삼성문화재단, 2005, 8–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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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사료②: 아무튼 46년에 처음 개교해가지고 우리가 첫 입학생으

로 들어갔거든요. [중략]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 그 ‘국대안반대사건’
이라고 하는 그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사보타주’ 등교 거부. 그 
이슈는 뭐냐면은 그 해방 직후에 군정이 실시되면서 그 뭐 미국 군
정장관의 방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니깐, 이건 아니다. 근데 거
기에 이제 깔린 것은 뭐냐 하면은 사상적인 면, 뭐 공산주의적인 그
런 색채라든가 이런 것도 깔리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확산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중략]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
치에 대해선 아예 관심도 없고… 학급에서 좀더 머리가 있고 좀 나
이가 먹은 사람들이 주동이 됐겠죠. 어느 날부터 학교 가니까 ‘야 인
제 학교 오지 마라, 오늘부터’ 우린 문전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

시피 된 형편이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끌어진 거지요. 근데 그것

이 소위 정치적인 색채하고 사회적인 이것이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

에 그것이 확산이 됐어요. 국대안반대사건이 서울대학에서 발단인

데 소위 파급효과를 이루어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초등학교까지

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86

구술사료③: 김진항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서 도와주던 몇몇 학생들

의 움직임이 극렬 세력으로 비춰진 것으로, 대다수의 미술부 학생들

이 참여하지 않았다.87

국대안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①백문기, ②권영우, ③서세옥의 증언은 국
대안 사건을 회고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
해서도 구술자의 체험과 경험의 강도에 따라 그 서술성에 있어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술사료①은 국대안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백문기의 증언으로 국대

안사건이 예술대학 미술부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백
문기는 김진항과 함께 미술부에서 국대안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했

던 인물로 미술부 내에서 국대안 반대운동이 극심했음을 증언한다. 구술사료②

는 국대안과 미술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권영우의 증언은 구술사료①과 비

86 권영우 인터뷰,『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1호, 삼성문화재단, 2003, 82–103쪽.
87 서세옥, 구술채록, 2010. 10. 14.

교했을 때, 그리 사실적이지 못하다. 국대안 반대운동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인
물의 증언이다. 한편 구술사료③은 서세옥의 증언으로 앞에서 논의한 구술사료 
①과 ②의 입장과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술사료③은 국대안 반대 
운동이 예술대학 미술부에서 김진항이 핵심적으로 주동하였고 그 주위의 몇몇

은 사건의 본질이나 이해 없이 그저 동조해주는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파악하

고 있다. 이 세 가지 구술사료는 각 구술자가 처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개인적 
서술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추측해 보건대, 미술부

에서 국대안 반대운동은 남로당 활동을 했던 김진항88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

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김진항과 가장 가까운 교분을 가졌던 백문기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 김진항이래는 사람은 어, 이상한 게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자주 그 양반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양반 집에 가서 그림 그린 것도 
구경하고, 그림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1
년 선배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벌써 그 사회주의 사상이 철저했던 
분이예요. 원래는 그 용인인가 그 쪽에 천석군이니깐 굉장한 부자죠. 
근데 노비 문서니 뭐 옛날에 그 할아버지 때 그 노비 문서 같은 것도 
전부 다 어, 빼돌려서 노비를 풀어 줬다고 하는 성향의 집안이거든

요. [중략] 그러니까 음, 철저한 그 좌익사상을 가지고 미술대학 들어

오기 전부터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에요.89 

88 김진항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1회 입학생으로 국대안 반대 사건과 관련해 구술자들이 
회고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이다. 성북회화연구소 연구생 좌담회와 권영우 그리고 
서세옥의 증언에 의하면, 김진항은 휘문중학교에서 장발에게서 미술을 배웠으며, 사람들에게 
소묘 실력이 뛰어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국대안 사건 당시 기성 작가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국대안 주동세력으로 제적되었고, 월북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해방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 I」,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2호, 삼성문화재단, 2003; 해방공간 
사설 미술교육기관[성북회화연구소],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3호, 삼성문화재단, 2004, 
145쪽; 김진항, 「제 6차 세계 청년 학생축전에서」,『조선미술』, 조선미술사, 1957, 10, 54쪽; 권영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제1호, 2003년, 85쪽; 서세옥, 구술채록, 2010. 10. 14.

89 백문기 인터뷰, 『삼성문화재단 구술사 원로작가프로젝트(~2005) 녹취문집』, 
한국미술기록보존소, 2009, 29쪽.



조형_아카이브

250 251

[도판6] 「공고, 국립서울대학교 신입전입생모집」,

『대동신문』, 1947년 5월 30일.

김진항은 국대안 반대운동을 예술대학 미술부 내에서 주도하는 인물로, 사회주

의 사상이 철저했으며 주위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국대안 반대운동을 위원장의 
역할로 진행하였다. 이때 백문기는 문화부장으로서 국대안 반대운동을 주도했

으나, 이후 국대안 반대운동이 사회주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
면서 동조하지 않게 된다.90 대학전체 차원에서 국대안 반대운동에 가담한 동맹

휴학 가담자를 제적시키는 사안에 관해서 미술부 교수회의는 장발을 중심으로 
해서 제적생을 결정하였다. 국대안 반대와 관련해서 제적생 처리에 관해 김용

준, 김환기, 길진섭은 국대안 반대 미술부 학생들 중 주동자 1, 2명만 제적하자

는 의견을 냈지만, 그들의 의견이 교수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실망

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끝내 김용준과 길진섭이 학교를 떠
나게 되었다.91 

국대안과 관련하여 학내·외 진통을 겪은 미술부는 1947년 2월 서서히 진
정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은 2월 10일 학생회를 열고 동맹휴

학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전원이 등교하여 합법적 요구조건을 관철하기로 결의

하였고 12일 등교 수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문교당국이 
2월 16일 이사회에 대한 개정된 조항을 발표하기 약 일주일 전으로 당시 2월 15
일 경의 언론에서는 국대안 반대에 대한 움직임이 차차 가라앉고 사태가 수습

됨을 보도하였다.

국립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에서는 맹휴에 대한 재검토를 한 결과 
12(十二)일부터 전부 등교하야 합법적으로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한다.92

 국립대학교에서는 국대안 반대를 에워싸고 동맹휴학을 단행하

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중 14(十四)일은 상오부터 문교부에는 

90 백문기 인터뷰, 『삼성문화재단 구술사 원로작가프로젝트(~2005) 녹취문집』, 
한국미술기록보존소, 2009, 59–60쪽. 

91 서세옥, 구술채록, 2010. 10. 14; 최열,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790쪽, 백문기 인터뷰, 『삼성문화재단 구술사 원로작가프로젝트(~2005) 녹취문집』, 
한국미술기록보존소, 2009, 73쪽.

92 『조선일보』, 1947년 2월 12일, 『동아일보』, 1947년 2월 13일. 맞춤법은 신문기사 내용 그대로 
표기함. 

대학학장과 문교부수뇌부가 모이어, 여러모로 이 문제해결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그 회동한 결과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략] 서광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93

국대안 반대 동맹휴학에 대한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에서 휴학을 중지하기

로 결의하게 됨으로 해서 예술대학 미술부도 제적당한 학생들의 복교 대책을 
수립하였다. 예술대학 미술부는 신입생 모집과 더불어 제적했던 학생들이 재
입학을 지원하면서 심사를 거쳐 무시험 입학을 허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

다.(도판6) 예술대학 미술부에서 「공고, 국립서울대학교 신입전입생모집」를 통
해서 신입생뿐만 아니라, 전입생들을 수용하게 되어 제1회 입학생들이 미술부

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당시 신입생과 전입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

사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몇몇의 구술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94 
또한 미국인 총장이 국대안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라 해임되고 1947년 10

월부터 한국인 총장 이춘호로 임명됨으로 해서,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끌었던 
국대안 파동은 일단락되었다. 국대안 사태를 수습한 예술대학 미술부는 1948년 
5월 제1회 서울대학 예술대학 학생미술전을 대학 구내와 미국문화연구소에서 

93 『동아일보』, 1947년 2월 15일. 
94 「공고, 국립서울대학교 신입전입생모집」, 『대동신문』, 1947년 5월 30일. 신입전입생에 

대한 문헌사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러 정치적 이유때문이라 추측하고 있으며, 관련된 
구술사료들은 한국미술기록보존소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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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95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국대안을 둘러싼 갈등이 학내에서 일
단락되었음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96 

이상에서 논의한 미군정시대 국대안 사건은 한국의 미술교육 역사에 전
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근대적 고등교육기

관으로서 경성제국대학이 더 이상 민족의 대학이 될 수 없었던 한계를 인식했

던 미술인들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민주 국가의 건설에 부응하는 교육

이념을 정립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였

던 것이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민주주의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현대적 국
립대학을 세우려는 구상이 움텄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국대안 반대 운동, 그리

고 예술대학 미술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고등교육일원화과정과 함께 실시된 
국대안은 해방 이후 한국교육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가져왔다. 

첫째, 일제 식민하에서 교육을 청산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민족주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하나의 종
합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의 설
립되게 이르렀다. 이러한 현대적 미술교육체제는 미술부의 교원을 새롭게 확보

하였으며 학생들을 충원하여 현대적 미술교육기관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둘째, 
좌익 성향이라 평가되는 교수가 예술대학 미술부 교수직에서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김진항의 제적으로 인해 길진섭과 김용준 등의 교수들은 미술부에

서 사퇴하고 이후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고등미술교

육뿐만 아니라, 해방 후 한국화단 구조에 미친 파장 또한 크다고 본다. 셋째, 해
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예술대학 미술

부는 종합대학 설치 안의 일환이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대학이 예
술대학 미술부의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제
도가 서구 지향적 교육제도 및 커리큘럼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대안 사건 이후 설립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는 
이후, 조선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의 미술대학이 설립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5 이종우, 「제1회 예술대학생 작품전을 보고」, 『경향신문』, 1948년 4월 25일; 「예술대학 작품전」, 
『조선일보』, 1948년 5월 14일; 최열,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790쪽 재인용. 

96 최열,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최열 미술사전서』, 서울: 청년사, 2010, 790쪽.

VI. 나오며: 문헌사료와 구술사료 사이의 틈새 읽기 

국대안과 미술대학에 관한 논의는 다층적인 대립구조를 지닌다. 좌익과 우익, 
미군정과 한국인, 동경미술학교 출신과 서양의 대학 출신 교수들 간의 의견 대
립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국대안과 미술대학에 관한 논의는 미군정시대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체제의 종합국립대학교를 
만드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문헌사료와 구술

사료의 다층적 읽기가 필요하다. 수정주의 관점에 의한 문헌사료에 의하면, 국
대안이 발표된 당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이념적 갈등이나 혼란 등으로 인해 우리민족이 전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미군정이 한반도 분할 점령을 둘러싼 사
회·정치적 문제들이 국대안을 둘러싼 대학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
장한다. 미국은 한반도를 정당하지 못하게 분할 점령함으로 해서 대중적 지지

를 획득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동원하였다는 것
이다. 미군정 이후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권 독점과 이를 통한 강압적 동의의 창
출과정은 고등교육에서 국대안 파동으로 표출되었고,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를 
교육을 통해 미국지향적인 인물들이 한국의 교육 지배계층으로 형성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놓게 되었다는 것이다.97 

그러나 문헌사료를 통해 국대안을 해석하는 이러한 관점은 국대안과 예
술대학 미술부의 설립에 관해 적절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미 앞서 고
찰하였듯이, 과연 국대안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설립과정에서 미군정

이 남한을 통치하기 위해 교육의 국가 도구화와 정치 예속화로 볼 수 있는가는 
다시 논의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본다. 국대안에 관해서는 비밀 해제된 미군정 
문서와 이를 기반한 기존 연구성과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헌사료들을 통
해서 예술대학 미술부가 설립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미술인들의 개인적 경험

들의 부재, 국대안 반대운동을 했던 김진항에 대한 기록부재, 서울대 초대 총장 
선임과정에 대한 문헌사료의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군정시대 국
대안과 미술대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문헌사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

97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서울: 집문당, 2007,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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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대안 반대 운동이 일던 미군정시기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이 설립된 

계기는 문헌사료와 구술사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데, 좌·우익의 이념 논쟁

의 차원에서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대안 파동이 일던 시기에 
예술대학 미술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일고 미술대학으로 그 체제를 갖출 수 있
었던 것은, 오히려 이념전쟁의 층위에서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발
굴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미술인들은 해방을 맞
이하여 새로운 국가건설과 미술교육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염원에 차있었다. 비
록 좌·우익의 이념적 배경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족의 미술대학을 세
우고자 하는 이들의 바램은 그 이상적 모델이 서양의 종합대학이라는 구상과 
일치했다. 국대안이 발표되고 종합대학 내에서 미술부의 설립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은 고등미술교육기관이 전문미술인을 양성하는 동경미술학교의 모델보

다는, 미국의 종합대학 체제 내에서 전문미술교육과 교양교육의 균형을 꾀하

는 구상과 보다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을 구술자의 증언과 교과과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대안 파동이 심각해지는 1947년 2월에는 김진항을 
비롯한 학생들이 제적되어 미술부 내에서도 좌·우익의 이념 논쟁으로 번진 것
을 역사적 사실들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국대안과 미술대학의 문제는 다음의 후속연구의 과제

를 제기한다. 해방 이후 진보적 미술인들은 경성제국대학이 더 이상 민족의 대
학이 될 수 없었던 한계를 인식하고 일제잔재의 청산과 민족, 민주국가 건설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현대적 미술교육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국대안 발표와 파동사건이라는 역사적 수레바퀴 
속에서 민족 미술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다는 미술인들의 발
의와 의견 수렴과정에 대한 해석과 고찰에 관한 것이다. 국제사회 속에서 활동

할 세계적 미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민족 미술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발의와 의
견 수렴과정이 당시 국대안 발표나 파동과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았다는 서
세옥의 구술 증언과 2차적 문헌사료는 해방 이후 한국의 미술인들이 직면한 시
대적 요구에 대한 염원과 입장을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1차적 
문헌사료가 발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은 해석과 판단이 
보류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국대안 사건과 미술대학 설립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해석은 문헌사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술사료를 통해서 
가능하였다. 구술사료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적 사실들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구술채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구술자가 일제 식민지시대

와 해방을 맞이하여 겪으면서 형성된 좌·우익 이념 전쟁에 대한 기억, 그에 대
한 구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스처와 언성, 침묵 등은 미군정시대라는 이념 전
쟁의 시대를 살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민족의 대학을 설립하여 미술교육을 시작

하고자 원했던 미술인의 트라우마(trauma)와 경험의 잔해들이 고스란히 연구

자에게 전달되었다. 비록 해방 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술자의 증언이 문헌

에 기록된 사실과 다를지라도, 이 경우 구술사료는 구술자가 처했던 정치적·역
사적 상황을 드러낸다. 일제식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뒤로 한 
채, 미군정시대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를 입학생으로서 다니면서 겪고 
보고 듣고 느낀 사건들에 대한 구술은 국대안을 둘러싼 여러 사상적 논쟁이나 
혼란, 그리고 의지를 구술자의 증언을 통해 전달해주었다.

또한 미군정시대 대학미술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문헌사료와 구술기록

에서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이나 역사학계에서 등장하

고 있는 수정주의 시각이 미군정시대의 교육이 미국이 그들의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을 이데올로기의 도구화 하였다는 관점인데 반해, 구술사

료를 통해 본 미술인의 증언은 자서전적 서사이면서 동시에 당대를 살았던 미
술인들의 집합적 이야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술인의 증언에는 주권을 상실한 
국가에 대한 아픔, 내 조국에서 민족의 미술대학을 건립하여야 하겠다는 염원

과 의지가 함유된 주체의 복합성이 드러난다. 구술자에게는 존재하는 이런 역
동성과 자기 언어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 언어는 바로 면접자(연구자)를 포함

하여 우리의 미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언어이다. 문헌사료에서 보이

는 교육의 정치 이데올로기 도구화와 구술사료에서 보이는 이러한 정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대안과 미술대학에 관해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간극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 대학교육과 서울대학

교 미술대학에 대한 연구가 우리사회에 팽배한 좌·우익의 이념적 논쟁을 넘어

서, 당시 미술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경험과 기억을 복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
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미술교육 역사 서술에서 표면에 떠오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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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과 결핍의 영역에 침잠되었던 국대안과 미술대학 설립과정은 현재에서 다
시 서술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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