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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미술
–서울대 미술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윤범모

윤범모는 충남 천안 출생으로 뉴욕대학교 대학원 예술행정학과에서 수학하고 동국대학교 대학

원 미술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우스플로리다 대학교 연구교수, 한국근

현대미술사학회 회장, 동악미술사학회 회장, 한국미술품감정가협회 회장, 문화재청 문

화재위원, 경기도미술관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호암갤러리(리움 전

신), 예술의 전당 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등의 개관 책임자로 일했고, [가나아트] 편집주

간, [월간미술] 이사 등을 지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분으로 등단하여 [미

술과 함께, 사회와 함께](1991), [미술본색](2002), [한국미술에 삼가 고함](2005) 등 평

론집을 상자했고, 연구저서로 [한국근대미술–시대정신과 정체성의 탐구](2000), [화가 
나혜석](2005), [김복진 연구](2010) 등을 출판했다. 현재는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장, 가

천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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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in Korea can be defined as the history of restriction. 
�e era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ended up with Korea’s liberation, but soon Korea 
was divided into two states. �e ideology struggle between North and South led to the 
Korean War, later causing the division. �e April Revolution in 1960, in the age of both 
Syngman Rhee’s Pro–American Liberal Party and Park Chung–hee’s authoritarian way 
of ruling the country caused the split of history. �e Liberal party, who had never solved 
Japanophile Korean matters, but giving special treatment to the Japanophile Koreans, at 
last collapsed in the name of revolution. �e historic meaning of the April Revolution, 
which was led by the students, is so important that it can never be stressed too much in 
Korean History. However, there’s a big problem in the Korean art field. Although the 
historic meaning of the April Revolution is damaged by the military 5.16 coup d’tat,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can never be harmed. �e traditional ideology of Joseon, which 
was based on Confucianism, stressed that art should be disrespected, and it considered 
art to be a primitive skill. Art reflecting real life(especially against society) was one of the 
taboos. �us, the virtue of the artist was escaping and turning away from reality rather 
than struggling in front of injustice and expanding his/her own art world. In these cir-
cumstances, the April Revolution became a huge shock in the Korean art field. However, 
Korean art in the 1960s wasn’t mature enough and the importance of the April Revolu-
tion was not reflected straight into the artists’ works.

Let’s see what was going on at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the April Revolution took apart. �e art students were very active in participat-
ing in protests, and there was even a sanctification of student Soonja Koh. Moreover, it 
is revolutionary that the Fine Art department professors attended the demonstration of 
anti–government professors. It is known that professor Kim Chong–yung and Park Kap–
sung attended the protest, but also Song Byung–don participated in the protest, which is 
rather notable. 

Abstract

April Revolution and Art–Focusing on the case 
of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y

Youn Bummo
(Ga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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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ssue of the April Revolution needed some time to be discussed in the case of the 
Fine Art depart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re was a response to the revolution 
after ten years had passed by “Reality Society”, where artists like Oh Yoon had worked. 
However, the exhibition of “Reality Society” was not able to be held because of the other 
Fine Art professors’ struggle to ban the exhibition. However, it turned into a realism 
movement after another ten years–by ‘Reality and Remark movement”. �is movement 
acted as the bridge of Minjung art. In other words, the April Revolution offered a huge 
opportunity to widen artistic perspective in Korean Art, but required some time to be 
considered and turned into art work. 

�ere’s still no masterpiece such as Choi In–hun’s book “�e Square” in visual art, and 
it is worth knowing what this implies. Some artists still tend to escape from reality–this 
tells us that they are required to have some reflection of the April Revolution spirit. It is 
fascinating to see the gap between the character of the revolution and the long–haired 
monument in the College of Fine Artsl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symbolizes 
today’s Korean Art. �e monument, the memorial of the one who was forced to resign by 
the students when the April Revolution was held, questions us a lot.

Key words:  April Revolution spirit, anti–government professors’ demonstration,  
Louis Pal Chang, Yoon Oh, Chiha kim, Reali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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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질곡의 역사였다. 전반부의 일제 강점

에 의한 식민지 시대는 해방으로 종식되었지만 이내 남북분단

으로 이어졌다. 남북의 이데올로기 쟁투는 6·25전쟁을 불러왔

고, 후반부의 분단시대로 이어졌다. 친미주의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정권과 박정희의 군사 독재정권 사이에 1960년 4·19혁명

이 역사의 갈래를 이루었다. 식민지 시대의 친일 문제조차 해결

하지 못한 자유당 정권, 아니 친일파를 대우하면서까지 유지했

던 자유당 정권은 끝내 혁명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서울 

남산에 건립되었던 이승만 동상(윤효중 제작)의 도괴는 상징

적 사건이었다.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4월 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한국사에서 빛나고 있다. 1961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4월 혁명의 역사성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4월 정신만큼은 훼손될 수 없었다. 그만큼 4월 혁명의 의의는 한국 

현대사를 빛내주는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록되고 있다.(도판1)

문제는 예술계이다. 이른바 예술 순수주의의 미망에 빠져 있던 예술계는 역사의 

현장과 무관한 채 ‘독야청청’ 아니, ‘단순 연명’에 존재 의의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의 유교 이데올로기는 예술을 천한 기술로 보는 예술천시 사상을 높은 기치로 내세

웠다. 현실 반영으로서의 (저항적) 예술활동은 하나의 금기사항이었다. 따라서 예술가는 

불의 앞에서 저항하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올곧게 펼치기보다는 현장 외면 혹은 현실도

피를 하나의 덕목으로 삼았다. 이 같은 사회환경 속에서 4월 혁명은 커다란 충격으로 미

술계에 다가왔다. 하지만 1960년대의 미술계는 4월 혁명의 의의를 예술세계로 즉각 반

영할 만큼 성숙한 단계에 있지 못했다. 그만큼 미술은 현실과 거리를 두는 유교적 전통성

이 강했고, 구체적으로 식민지 시대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시대라는 시대적 특수성

을 고려하게 한다. (하기야 문학에서조차 최인훈의 [광장]을 특별한 시대적 산물로 간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혁명과 미술은 완전히 무관한 관계는 아니었다.

4월 혁명은 미술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아니 4월 혁명정신은 미술계에서 어

떻게 해석되고 수용되어 작가활동으로 이어졌는가.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본으

로 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 미술계 ‘중심세력의 하나’로 역할을 했던 서울

대학교 미술대학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철거중의 이승만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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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당 정권과 미술계의 문제점

자유당 정권에 의한 1950년대는 반공문화 시대의 고착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반

공이라는 가치 이상의 여지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반공이라는 절대개념은 자

유를 억압한 바, 이는 예술활동은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공문화는 독재권력의 정권유지에도 활용되어 그만큼 자유스런 예술활동을 제한하

는 역할도 했다. 분단과 전쟁은 미술계를 재편케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월남화가 혹은 

월북화가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1950년대는 미술계의 새로운 양상을 갖게 했다. 

서울대 교수였던 김용준을 비롯한 상당수의 미술가들은 월북했다. 현역작가의 월북은 

그만큼 남한 미술계의 공백을 초래하면서 미술계의 재편을 불러왔다. 자유당 정권 아

래서 상당수의 미술가들은 유미주의의 기치를 내걸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재권력의 편

에 서서 ‘순수성’을 방기하기도 했다. 자유당 정권에서 맹활약한 어용 미술인의 경우로 

윤효중과 고희동 같은 이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을 비롯한 상당수 미술인은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부역했다. 조소작가 차근호는 일본 강점기 때는 압제자들과 야합 서식하고 

해방 이후 지조 없이 전전긍긍하던 부류와 6·25 이후 집권당에 아첨하던 아류들은 예

술계의 암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정쟁에만 눈이 멀어 혁명완수를 소홀

히 한다면 4월 혁명으로 쓰러진 젊은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1 하

지만 차근호는 4·19학생 위령탑 건립과 관련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

다. 그는 4월 혁명의 대의와 비교하면 자신의 존재는 박명하다고 유서에서 언급했다.2 

시대는 바뀌어도 이권을 앞에 둔 미술계의 관행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4월 혁명 기념 

조형물과 관련된 이 같은 비극은 상징성이 큰 사건으로 기록할 만하다. 김세중은 이승

만정권 아래 어용작가들의 추태를 지적했다.3 한마디로 국전 심사위원을 선정한 당국과 

예술원은 비혁명 세력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어용작가의 자숙을 촉구했다.

이승만 정권의 태생적 약점은 친일파의 중용 등에 의한 일제잔재의 미청산이라

는 점이다. 자유당 정권 유지의 지지기반 상당수가 친일파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 이

는 정권의 출발부터 혁명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1946년 건국 후 

장성 진급자 74명 가운데 72명이 일본 군계 출신이었다는 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1 차근호, ‹새 공화국의 여명에 부치는 문화계의 소망›, 조선일보, 1960, 7, 31. 
2 차근호, ‹고 차근호씨 유서›, 조선일보, 1961, 2, 5. 
3 김세중, ‹뜻깊은 세계아동 교육미전›, 경향신문, 196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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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불어 경찰의 85%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는 점, 이는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이승

만 정권은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신, 즉 민족 정통성과 거리가 먼 취약한 구조였음을 

알게 한다. 때문에 이 같은 정권의 취약점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대체했음은 새삼 강조

할 필요조차 없다.4 미술계의 경우, 김영주의 진단은 이렇다.

“사실 한국화단은 너무나 오랫동안 후진성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공투쟁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미술인의 집결은 이념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세력권을 조성

하였고 그리하여 인위적인 층계와 보스가 생겼다. 보스의 존재는 섹트주의를 낳

게 하였고 드디어는 미술행정가란 괴상한 계급이 작품평가는 물론 심지어는 미술

인의 생활면까지 좌우하고 있는 형편이다. 감정의 노정 분열과 대립 속에서 우울

한 표정을 지탱해야 하는 화단을 올바른 궤도에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성의 세력권에 저항하는 작가의식의 확립, 둘째로 행동이념을 집결하게끔 공동

과제를 밝히는 일, 셋째로 서로 이념이 다른 작품실현을 통한 예술성의 추궁, 이러

한 문제를 자각한 일부 미술인에 의해서 그룹운동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5

미술계의 섹트주의와 미술행정가의 활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작가의식의 확

립으로부터 예술성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의식과 행동을 촉구하게 했다.

3.  4·19혁명과 서울대 미술대

자유당 독재정권의 난맥상은 드디어 혁명을 불러왔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4월 혁명은 젊은 혈기의 학생들에 의해 드디어 봉기되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획기적

인 사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4월 혁명의 현장에서 서울대 학생들은 무엇을 했는가. 당

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생생한 목소리부터 들어보기로 한다.

“3.15 부정선거 이후 산발적으로 데모를 해오던 서울대 학생들은 4월 15일 문리

4 육일회 편, [4월민주혁명사], 제3세대, 1992, 23쪽. 
5 김영주, ‹화단과 그룹운동, 확립되어 가는 작가의식›, 세계일보, 195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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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학에서 신입생환영회라는 명목으로 대의원회

를 열고 거사에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은 정치학과 

3학년들을 중심으로 격문 4,000매와 리플렛 4,000

매를 프린트하는 등 19일의 거사를 준비하였다. 19

일 아침에 등교한 학생들은 18일 고대 학생들이 폭

행당한 사실에 더욱 흥분되어, ‹자유의 종을 난타

하는 타수의 일익을›이라는 제목의 「4·19선언문」

을 낭독하고 9시 20분 교문을 나섰다. 경찰의 곤봉

에 피를 흘리며 바리케이드 뚫은 시위대는 원남동 로터리를 지나 종로 2가 파고다 공원 

앞에서 다시 방독면을 쓴 경찰대의 제2저지선과 마주쳤다. 여기서 한 10분쯤 연좌한 학

생들은 뒤따라온 제2진과 합류, 고함과 함께 앞으로 내달렸다. 이 때 4·19의 첫 최루탄

이 발사되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최루탄을 뚫고 동국대, 성균관대생 등 1만여 명과 함께 

경무대 앞으로 나갔다. 이곳에서 앞서 말한 김치호 학생이 죽은 것이다. 피의 화요일이

라 불리는 이날, 경무대에서의 경찰의 실탄 발포로 시민, 학생 수십 명이 사망, 부상당했

고 전국적으로 124명이 사망, 558명이 부상당했다(정부 발표). 이에 4월 25일 전국 교수

단이 14개 항 시국선언문을 채택한 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했다. 이에 힘을 얻은 시민, 학생 1만여 명이 철야 시위를 벌였고 드

디어 4월 26일 10시 20분,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했다.(도판2)

이승만 하야 이후에도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

은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서울대 학생들의 경우, 4·19에서 61년 5·16 사이, 총학생회를 

새로 꾸리고 바로 뒤의 7·29선거를 대비하여 국민계몽대를 발족, 전국의 선거구에 나

아가 4월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선거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다. 또한, 새생활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2대 악법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통일 논의가 활발해져 문리대, 미대, 법대 등 전 대학의 발기인 263명이 11월 1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 민

통련은 이후 통일 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61년 5월 남북학생회담을 정식으로 제기하

기에 이른다. 한편, 4·19 당시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학교수들이 4·19에 의해 

크게 각성하여 사회 및 학원 민주적 구조개혁을 위한 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이 흐름은 

크게 당시 불법화되어 있던 교원노조운동과 대학의 자주화 내지 민주화 운동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특히 교수들은 학원의 자주성을 살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

2. 교수 시위단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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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들은 6월 19일 서울대교수친목회를 발족시키고 이를 교수협의회로 발전시

켜 교수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총장 인준투표권과 하강인준, 그리고 교수 인사투표권 

등 자율적인 권한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교수들은 사회 전반의 개혁, 특히 정

치적, 경제적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1960년 하반기 「대학신문」의 지면 대부

분이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하였다.”6

✽ 장발 학장 퇴진 운동과 미대 학생의 희생

4·19혁명 당시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가한 미술인은 없었다. 미술단체를 장악하고 권력

을 휘둘렀던 미술인들은 오히려 어용작가에 해당했기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물

론 개인자격으로 민중시위에 참여한 미술인의 사례는 없지 않다. 그들의 활동은 세월이 

흐른 다음 영웅적 후일담으로 전해오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대 미술대의 몇

몇 사례는 주목을 요한다. 무엇보다 미대생의 시위 참가와 고순자 학생의 희생은 상징

성을 강하게 제공한다. 더불어 4월 25일 교수시위 행렬에 미대 교수들의 참가는 획기적 

사례에 해당한다. 

4월 혁명 당시 미술대의 보직교수는 학장에 장발, 교무과장에 박갑성, 학생과장

에 장우성이었다. 장우성의 회고에 의하면, 김종영, 박갑성, 장우성은 미술대 삼총사로 

불릴 만큼 절친한 사이였고, 김종영과 박갑성은 휘문고보 출신으로 장발 학장의 제자였

고, 게다가 둘은 도쿄 유학시절 한방에서 하숙했던 사이였다.7 장우성과 김종영은 1960

년 봄 2인전을 개최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장발은 ‘몸 매무새도 깔끔할 뿐 아니라 매

사가 치밀해서 대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술자리에서만은 그렇게 호방할 수 없

는’8 인물이었다. 그같이 ‘평화로운 미술대’에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연

일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술대에서 고순자 학생이 희생되었고, 이승만이 하야하자 

학생들은 학내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학생들은 학장을 연금하고 학장과 교무과장 사퇴

를 요구하며 연좌데모를 벌였다. 결국, 장발 학장과 장우성 과장만 사표를 쓴 것이 아니

고, 교수회의를 거쳐 미대 교수 전원이 사표를 쓰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미대교수의 사

표는 윤일선 총장에게 제출되었으나 반려되어, 다시 이병도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되었

지만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미대의 절대 권력’이었던 장발 학장에의 도전은 시대상황

6 박연주, ‹4·19의 기억과 서울대›, [서울대 저널](52), 2002, 12.
7 장우성, [화단 풍상 70년], 미술문화, 2003, 235쪽. 
8 장우성, 앞의 책,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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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7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장면 국무총리의 동생이었던 

장발의 입지는 역전을 이루었다. 장발의 정치력은 서울대 미술대에 윤보선 대통령과 장

면 총리를 방문케 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했고, 미네소타대학과 국제 교류전도 개최했다. 

1961년 4월 장발은 미술대 주최로 회갑기념전을 개최했고, 이어 정부로부터 이탈리아 

특별전권대사로 임명받았다. 장발은 같은 해 5월 9일 서울대학교를 의원면직하고 이탈

리아 임지로 부임하려 했으나 5·16군사 쿠데타로 불발되고 말았다. 그는 1964년 미국으

로 이주했고 2001년 그곳에서 타계했다.9 1960년에 미술대를 사직한 장욱진의 경우, 그

는 ‘창작 전념형이지 교육체질이 아니어서’ 갈등을 느끼다가, 술을 좋아하다가, 4월 혁명

이 나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10 시국문제의 장우성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미학과가 미술대 안에 있던 4월 당시 미학과 재학생이었던 시인 김지하는 4월 혁

명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미술학교! 그곳에서의 데모! 장발 학장의 축출과 미학과를 문리과대학으로 돌려

보내 달라는 등의 이슈를 가진 미술학교 농성 데모! 그것이 구체적인 분기점이었

다. 혁명은 그 직접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내게 있어 새로운 문화혁명, 새로운 명

상–혁명에의 긴긴 모색을 시작하는 한 분기점이 되었다.(...) 미술학교의 그 농성

은 꽃밭이었다. 수많은 여학생, 가지각색 옷들로 자기 무늬를 개성적으로 드러내

는 여학생들의 군중행동은 그 농성을 꽃밭으로 만들었다. 당시 미술학교는 공업

연구소의 우중충한 시멘트 실험실을 강의실로 쓰고 있었다. 우리가 큰 글자의 구

호를 써 붙인 높은 굴뚝, 또한 지극히 우중충한 우울의 상징으로 미술학교의 이미

지를 변절시키고 있었다.(...) 미술학교 학생들은 너무나 예술적이었고 직원과 교

수들은 너무나 관료적이었다. 나는 이때 참된 예술과 아름다움과 상상력의 적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관료주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밤을 새워 토론했으며 그 

결론이 압축된 요구조건과 미학적 정치혁명의 새 냄새로 가득찬 기이한 성명서

를 이튿날 아침에 발표했고 강의실 벽에 연이어 대자보를 써 붙여 놓았다. 구호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굴뚝에 내리닫이로 붙여 놓기도 했다.(...) 몇몇 상급생들의 

멋진 연설과 날랜 행동들, 학장실을 점거하자 교묘한 잔꾀를 부려 도망치는 장발 

9 정영목, ‹장발 평전, 1946–1953›, [조형 아카이브](2), 서울대 미술대 조형연구소, 2010, 17쪽. 
10 김형국, [장욱진], 열화당, 200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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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의 자동차 트렁크에 올라타고 이화동 네거리까지 뒤쫓던 한 회화과 선배! 양

승권이라는 목포출신의 이 선배는 그 무렵 한 연설에서 ‘선생이니까 선생이냐, 선

생이래야 선생이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훗날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와 

나를 만난 술자리에서 그 무렵을 이렇게 회상했다. ‘시커먼 연탄 속에 붉은 만월

이 떠오르는 계절이었어!’(...) 미술학교 데모는 성공했다. 문제 교수 몇 사람을 사

퇴시켰고, 미학과를 문리대로 옮겼으며 학생과 업무와 커리큘럼 개혁을 시도한

다는 내용이었으나 장발 학장은 그대로 유임했고, 아! 그래 우리는 바보였다. 왜

냐하면 그 당시 정권이 장발 학장의 형인 장면의 정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주동

했던 선배들 여섯인지 일곱인지가 조건부로 퇴학처분을 되었다. 그러니 그 데모

는 결국 실패한 것이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 이것이 관료주의다. 그러

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만 빼버린다면 길게 보아 성공적일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문화혁명이다.”11

김지하의 회고는 4월 혁명의 미술대 현장을 증언해주는 문건으로서 의의가 깊다. 이 글

은 관료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혁명의 의의를 추스르는 모습을 실감하게 하기 때문

이다. 다만 학생의 요구사항으로 미학과의 문리대 이전 문제가 있으나, 이는 미술대보

다 문리대라는 실리를 선택한 결과인 듯하다.

✽ 김종영, 박갑성, 송병돈의 교수 시위 참가

4월 혁명 과정에서 학생들의 희생은 너무 컸다. 이에 대학교수들은 좌시만 할 수 없었

다. 총장단은 계엄사령관을 방문하고 구속학생의 석방을 요구했다. 4월 23일 서울문리

과대학 교수 전원은 구속학생 석방 요구 등 결의문을 발표했다. 4월 24일 대학교수단 

시국선언문이 작성된바, 참여 교수는 이희승, 정석해, 이종우, 조윤제, 김증한 등 9명이

었다. 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제1조를 비롯하여 14조까지 작성되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

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교수의 시국선언문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으며 자유당 정권의 정곡을 찌른 엄숙한 선언이었다. 선언문 낭독 후 

11 김지하, [흰 그늘의 길](1), 학고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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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시가행진을 단행하니 시민들의 열기 또한 거리를 가득 메웠다.12 이 같은 교수 

시위행렬에 미술대의 김종영, 박갑성, 그리고 송병돈의 참여는 주목을 요한다.

“4·19혁명 때 각백(*김종영)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데모를 해보았을 것이

다. 이른바 교수 데모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종로를 누비고 갔다. 

광화문에 접근하면서 약간씩 격해지고 혼란해졌다. ‘폭력으로 마지막 승리를 거

두지는 못할 것이니 이제 그만 여기를 떠나세’하며 각백은 눈짓을 했다. 공산당들

은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꿈꾸고 젊은 학생들은 데모로 자유가 얻어진다고 믿었

으니 각백의 통찰은 다른 데 있었다.”13

당시 미술대학 학생과장 보직을 맡고 있던 김종영은 꼿꼿하면서도 담담한 인상을 보였

다.14 불각의 조소예술을 펼친 김종영의 교수 시위 참여는 ‘이례적’이다. 김종영은 3·1기

념탑을 제작한 바 있지만, 선비의 분위기를 보였던 그의 행동, 이는 시사하는 바 적지 않

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생각하게 한다. 장우성의 회고에 의하면, 김종영, 

박갑성, 장우성은 미술대의 삼총사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시위 행렬에 왜 

장우성만 빠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정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장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 여기에 기록을 남긴다. 

문제는 교수 시위에 미대는 김종영과 박갑성 2인만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들 이외 추가로 송병돈 교수의 참가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송병돈의 교수 시위 참가 사

실은 2010년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건국포장 수여 명단에 의해 확인된다.15 명단에 의하

면, 송병돈은 ‘1960년 4월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 서울에서 부정선거 규탄 교

수 시위를 주도’라고 표현되어 있다. ‘부정선거 규탄 교수 시위 주도’라고 표현될 정도의 

역할을 한 송병돈에의 평가는 자못 흥미롭다. 송병돈(1902–1967)은 도쿄미술학교를 졸

업하고 1949년 서울대 미술대 교수로 부임했다. 그는 1962년 서울대에서 회갑연을 갖

고 이내 교수직을 사퇴했다. 그는 서울대 재직 1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을 만

12 정국로, [한국학생민주운동사], 한국현대사연구소, 1995, 506–509쪽. 
13 박갑성, ‹김종영의 인간›, [예술원보](27), 대한민국 예술원, 1983, 12.
14 유종민, ‹김종영선생님을 추모하는 글›, [선미술], 1982, 겨울호. 
15 ‹이승만 하야, 교수선언 명단 일부 확인›, [한겨레신문], 201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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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성실한 교수로 평가받았다.16 송병돈은 화단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교육

자로 성실했으며 특히 4월 혁명 당시 교수시위 행렬에 참가한 사실은 이채를 띤다.

✽ 장발과 장우성에 대한 평가

장발 학장은 미술대의 행정적 기초를 닦은 공로가 있을지 모르나 작가 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 미술행정가로서, 특히 미술계의 실력자로서 강력한 위력을 과시한 인물이

었다. 오죽하면 4월 혁명의 주역들은 ‘미대 권력’ 장발 학장의 퇴진을 요구했을까.17 이

에 대해 교수들은 전원 사표로 학장 퇴진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했고, 결국 4월 혁명 당시 

장발의 퇴진은 장면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오히려 이탈리아 대사 내정이라는 영전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장발은 미술대는 물론 미술계의 입장에서도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는 

인물이다. 문제는 미술대에서 장발에 대한 학문적 검증절차 없이 복권(?)시켰다는 점이

다. 현재 미술대 캠퍼스에는 장발 기념 동상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서울대

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사업을 펼쳤고, 이에 ‘미술대학 

교수들과 동문들은 선생의 공로와 학은을 기리기 위해’ 장발의 흉상을 건립했다.18 일반

적으로 기념 동상은 사회적 지표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동상의 주인공은 역사적 평가를 거친 인물을 선택한다. 서울대 미술대가 장발 

기념상을 건립하면서 객관적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장발 기념상과 4월 혁명 정신, 과연 조화를 이루는 풍경인가.(도판 3,4)

장우성의 경우, 4월 혁명 당시 학생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지만 신분상 변화

는 없었다. 그는 4월 혁명의 여파가 아니라 오히려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태풍

으로 사표를 내는 ‘이변’을 보였다. 그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6 송병돈 관련 자료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음. 조은정(목포대), ‹송병돈과 1950년대 대학교. 
미술교육›, 서울대 미술대 조형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인물과 사건›(2011, 10, 28) 발표. 

17 미술대 장발 학장의 위력은 종교생활까지 영향력을 미쳤는지 당시 미술대 교수 가운데 
특정종교(가톨릭) 신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18 서울대 미술대 캠퍼스에 건립된 장발 흉상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우석 장발선생께서는 
1901년에 나시어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설립에 이바지하셨고 초대 
미술학부장에 선임되어 재임하시는 동안 미술대학 학풍을 세우고 체제를 다지는 데 힘쓰셨다. 
선생께서는 1953년 대학의 개편에 따라 미술대학 초대학장에 취임하여 1961년까지 연임하시는 
동안 이 나라 화단의 동량이 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셨으며 미술대학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과 애정을 바치셨다. 선생의 공로를 기리고 후학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서울대학교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선생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하였다. 미술대학 교수들과 동문들은 
선생의 공로와 학은을 기리기 위해 뜻을 모아 선생의 상을 세운다. 박세원은 앞면 글씨를 쓰고 
최의순은 상을 제작했다. 1996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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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학장운동 사건’으로 정이 붙지 않고 장발 씨마저 난감한 입장이 되어 마음

이 뒤숭숭한 판에 신임학장이 공무원 신분상 사생활을 규제하는 군사정부의 공

문이 왔다며 떫은 표정을 보여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이때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당국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권위를 과시했고 공무원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기가 위축되어 몸을 사리는 판국이었다. 미술대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이다. 그때 장발 씨를 만나 사임한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그런 경우에 무슨 사표

냐고 하면서 신임학장이 경험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그 후 군사정부의 문교부장

관이던 문희석 씨와 감찰위원장 채명신 씨 등을 만나 사표를 낸 경위를 이야기했

더니 그들도 이구동성으로 사표를 내야 할 사유가 못된다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단념하고 이를 계기로 내 일에 전념해 보다 보람 있

는 일을 해 나가기로 결심했다.”19 

위의 증언은 각별한 해석을 요한다. 우선 쿠데타 이후 ‘공무원 사생활의 규제’ 조치에 의

해 장우성은 ‘즉각 사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생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

아 궁금증을 유발했다(물론 필자는 사석에서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

쳐 청취하기도 했다). 사생활 관련 공문 내용이야 어떻든 본인은 ‘저촉’ 사실이 있기에 

사표를 제출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우성은 주위 인사들에게 자신의 사표 

제출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미대 복귀를 타진했다. 이에 장발은 ‘신임 학장(박갑성)의 

경험 미숙’을 핑계로 들었고, 문교부 장관 등은 ‘재심 청구’를 권유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명쾌하지 않아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문제는 4월 혁명정신이다. 4월 정신이 민

족정기의 수립이라는 측면도 있다면, 장우성은 친일화가로 미대교수로서의 태생적 한

19 장우성, [화단풍상 70년], 245쪽.

3. 장발 흉상 4. 장발 흉상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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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에 유족의 강력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장우성은 재

판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인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친일 잔

재 청산 문제로 연결되어 장우성의 경우, 본격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20

4. 4·19혁명 관련 작품의 사례

4·19혁명은 예술작품 소재로 반영되었다. 그렇게 활발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게다가 예

술성이 뛰어난 작품은 별로 없었지만, 혁명이라는 소재는 미술작품으로 수용되어 새로

운 경지를 개척하게 했다. 4·19는 작가 개인별 입장과 취향에 따라 선택되는 층 차를 보

였다. 형식적 단순 소재로부터 내면적 주제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었

다. 우선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4·19 주제의 기념조형물이 대거 등장하였다. 대학 중심

20 월전 장우성의 유족이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하고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전제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해방 이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화단을 사실상 이끌어온 
장우성은 대표적인 친일화가인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서 ‘총후미술전’ 출품 시도와 ‘결전미술전’ 
입선, 그 외 침략전쟁 미화 발언 등의 행적을 근거로, (...)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후손들은 주로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 피신청인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문제 
삼으며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것은 당사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가치판단에 기초한 의견 표명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이 학문과 언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충실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는 만큼, 후손들도 편찬 작업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공인의 책임을 다시 새겨보는 계기로 삼고 민족사 정립의 길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과 8월 장우성, 엄상섭의 유족이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뒤, 사회적 파장을 
감안 숙고를 거듭해온 재판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사전편찬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민족사랑], 민족문제연구소,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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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념비는 10여 군데에서 건립되었다. 동료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비는 1960

년 후반부를 비롯하여 이듬 해 혁명 1주년을 맞아 서울대 문리대 등 단과대학별 추모비

를 본격적으로 건립하기 시작했다.21 현재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는 4·19 관련 기념조형

물이 한자리에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바, 중앙의 문리과대학 기념비를 비롯한 상

과대, 미술대 등의 조형물이 있다. (도판5–10)

서울대의 4·19혁명 관련 기념조형물의 대표적 작품은 문리대에서 건립한 ‹4월 

혁명 기념탑›이다. 이 작품의 설계 및 제작자는 미대 출신 이정갑이고, 글쓴이는 박세원

이다. 혁명 1주년(1961)을 맞아 문리대에서 건립한 것으로 기념탑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다. 기념탑은 하늘로 치솟는 석주와 전면의 부조 인물상 그리고 관련 부속 상징물 등

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석주형 기념탑으로 전형성을 따른 조형물이다. 전면 하단 부조

는 시위에 참가한 남녀 학생 3인으로 혁명의 상징성을 역동적으로 집약시켰다. 이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남녀학생의 표현은 좌우로 길게 중첩적으

로 처리하여 군중을 암시했다. 특기할 것은 돌기둥의 후면에 문리대 희생자인 김치호의 

일기에서 인용한 ‘오늘도 나는 정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련다’라는 어록을 

새겼다는 점이다. 필자가 작가 이정갑에게 작품 제작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문의하

자,22 기념탑의 제작 의도는 젊은이의 정의감에 입각한 4·19혁명정신의 고양을 염두에 

21 김미정, [1960–70년대 한국의 공공미술],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2010, 20쪽. 
22 이정갑과 필자의 전화 인터뷰, 2011, 10, 28.

5. 4월 혁명 기념 조형물 구역

7. 4월 혁명 기념탑 명문

8. 4월 혁명 기념조형물 명문 9. 4월 혁명 기념탑 부조 10. 4월 혁명 학생탑 
제막식

6. 4월 혁명 기념 조형물 구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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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고 증언했다. 하여 중앙의 높은 탑신은 정의의 칼을 의미하며, 이를 젊은이들이 

높이 받드는 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기념탑의 중심을 이루는 석주는 바로 정의

의 칼이었던 것, 혁명 기념탑의 상징성을 강하게 함축한 것이다. 이 석주의 하단 양측 지

지대는 마치 두 손을 모아 중심을 떠받드는 형상이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이 담긴 

것이다. 이 같은 수직 구조의 중앙 탑신 아래 수평 구조의 사각형 구획에 인물 부조상을 

두었고, 더불어 기단부는 좌우로 확장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바닥 부분의 12개 표지

는 4·19 당시 서울대의 단과대학 숫자를 의미하며 그 속에 대학의 마크를 새겼다. 후면 

하단에는 비문을 새겼는 바, “우리 문리대 학우여! 오라 그리고 보라! 그리하여 그대들 

가슴에 이 끓는 脈動을 영원히 새기라”로 시작하는 감동적 문장을 담고 있다. 기념탑은 

4월 혁명의 의의를 안정감 있는 형상과 상징성으로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1960년 10월 서울대 사범대 교정에 건립한 ‹4·19 기념탑›(현재 관악 캠퍼스 소

재)은 젊은 나신의 청년상이다. 오른손은 횃불을 들어 시대의 선도자임을 상징하고 왼

손은 아래로 뻗어 호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원래 콘크리트 작품이었으나 현재는 

청동상으로 제작되어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다. 인체 표현에 역동성을 염두에 두고 제

작한 듯하나 조형성은 그렇게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를 주저케 하는 작품이다. 특히 오

른손에 든 횃불은 뉴욕 자유의 여신상 형태처럼 서양식 횃불을 들게 했다. (뒤에 김세중

은 유관순 동상을 제작하면서 횃불을 서양식으로 대체한 바 있다.) 4월 혁명 기념탑은 

상과대와 미술대 등에서도 건립되었다. 전자는 단순한 구조의 순국 기념비이고, 후자는 

작은 규모의 자연석 상태를 활용한 구조물이다. 희생자(고순자)를 낳은 미대의 경우, 기

념탑을 인공 조형물이 아닌 자연석으로 대체한 사실은 흥미롭다. 조소과 교수와 학생들 

11. 문리대 4월 혁명 기념탑 12. 미술대 고순자 추모 13. 사범대 4·19기념 청년상

15. 서울대 민주화의 길 안내도14. 미술대 4월 혁명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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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으로,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탑 제작에 용이했을 미술대의 경우, 문리대처럼 

작가를 동원한 조형물 대신 평범한 자연석으로 기념탑을 삼았다는 것, 특기사항이지 않

을 수 없다. 미술대의 기념탑은 “4·19의 넋 우리의 고순자양 여기 잠들다. 꽃은 졌어도 

그 뿌리는 역사와 함께 길이 존영하리라.”(1962년)고 새겨져 있다. 반면 법대의 기념탑

은 수직적 구성의 조형성을 강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4월 기념탑의 관악 캠퍼스 이전 관련 사항이다. 동숭동 캠퍼스에 건

립되었던 문리대의 4월 혁명 기념탑의 경우, 1975년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유신독재시절을 반영하는 듯 기념탑의 이전 건립위치는 

공대의 폭포 부근으로 외진 장소였기 때문이다. 문리대 기념탑은 2002년에서야 대학 

정문 부근의 4·19 희생자 추모공원으로 이전했다. 4월 기념탑의 위치 선정은 시국과 4

월 정신의 사회적 영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반영한다. 이 기념탑의 비문은 “상아탑은 진

리의 탐구자요, 정의의 수호자다. 비분 속에 폭발된 4월의 궐기는 엄숙한 대의의 절규였

다.”고 선언했지만, 한국의 현대사는 이 기념탑의 자리매김에도 정권의 동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았다. 이는 4월 혁명 정신을 바라보는 군부 독재정권의 시각을 확인시킨

다는 점에서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23 (도판11–15)

4월 혁명 당시의 미술계는 활동무대가 매우 협소했다. 미술관이나 화랑이 아직 

부재했기 때문에 관전인 국전이 과도할 정도의 위력을 과시했다. 1960년 전후의 국전 

도록을 살펴보아도 커다란 변화상은 찾을 수 없게 한다. 소재주의로서 풍경이나 정물 

혹은 인물 등을 단순 취재했기 때문이다. 아니, 60년대 국전의 회화부문에서 눈길을 끄

는 것은 역시 인물좌상인 바, 여인좌상의 범람 현상을 확인하게 한다. 현실주의의 작품

이나 파격적인 실험작품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도록을 통해 무작위로 출품

작들을 선정해 봐도 대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정도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미술

계의 유미주의 혹은 탈속주의와 관련 있다. 이는 4월 혁명의 와중에 미술가의 체계적 참

여 혹은 혁명 이후 본격적 작품의 사례를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국전 

23 현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민주화의 길’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두어 4·19혁명 희생자를 
비롯하여 군사독재시절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제단에 헌신한 동문’ 박종철, 김상진 등을 
기리는 추모비를 안내하고 있다. 비문의 모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서울대인들은 ‘진리는 
나의 빛’을 가슴에 새기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왔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절, 서울대인들은 
진리와 양심의 부름에 따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많은 동문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고, 고문과 
옥살이의 고난을 치러야 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기억을 통해서만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200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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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작 가운데 4월 소재의 작품 몇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림의 ‹4·19›, 이형재의 ‹4월

을 위한 모뉴멘트›, 장선백의 ‹대열›, 최만린의 ‹이름 없는 수인›, 강은엽의 ‹기지를 든 

여인›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을 4월 혁명정신의 조형적 반영이라기에는 평

가하기에는 주저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1960년 5월에 금동원은 ‘4·19의 흥분’을 안고 

4·19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11월에 김세용 역시 4·19 소재의 작품

을 포함하여 개인전을 개최했다. 변영원, 김창억, 김기창, 박래현, 한봉덕, 박서보, 하인

두, 김병기, 정영렬, 문우식 등은 4·19 소재의 작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들 작가의 후속 활동과 견주어 본다면, 4월 혁명정신을 작품세계의 기저에 깔고 활동했

다고 평가할 수 없다. 4월 혁명정신은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했어도 미술계는 이 같은 현

실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5. 4월 혁명정신의 구현–현실 동인

4월 혁명정신은 즉자적으로 미술작품과 미술운동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그만큼 숙성되

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대에서 현실의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현한 예는 

1969년의 현실동인이다. 오윤, 임세택, 오경환이 참여하여 전시회를 추진했지만 교수들

의 만류로 불발되었다. 당시 발표한 선언문은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빛나는 문건으로 남

게 되었다. 선언문은 김지하가 기초한 것이었다.

시인 김지하는 서울대 미술대학을 1959년 입학했고, 그가 입학했던 미학과는 

1960년 문리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오윤의 누나 오숙희는 1962년 서울대 미술대에 

입학했고, 오윤은 1964년 회화과 낙방 이후 1965년 조소과에 입학했다. 그러니까 김지

하와 오윤의 교류는 1960년 4·19 무렵이라기보다 아마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있던 무렵일 것이다. (년대에 대한 불확실한 기억을 감안하고) 김지하의 기억에 오윤과

의 만남은 4·19혁명 무렵으로 남아 있고, 뒤에 1969년 ‹현실동인 제1선언›으로 이어지

는 ‘역사적 사건’과 동승하게 된다. 현실동인 가운데 오윤의 존재는 주목을 요한다. 다음

은 오윤에 대한 김지하의 회고이다.

“오윤은 화가 오숙희 선배의 동생이고 오숙희 선배와는 1960년 4·19 직후 미술

대학의 농성시위 때 친해졌다. 오 선배의 집에 처음 놀러 간 날, 그 어느 여름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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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리창으로 길고 붉은 석양이 비쳐들 때 그 노을빛 

속에서 빛을 뿜는 한 자그마한 기름그림을 보았다. 그

것은 얼른 보아 똑 적탱(赤幀)이었다. 몇 개의 낮은 구

릉이 노을발에 붉고 둥그스름하게 누워 있었다. 그것

은 젖가슴이었고 농염한, 우주적인 육욕이었다. 그것

은 살아 생동하는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시퍼

런 하늘은 잔혹한 금기요, 죽음을 선고하는 신의 무서

운 눈초리요, 가차 없는 파멸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자그마한 

그림이 미소짓고 있었다. 앙드레 말로의 저 ‘침묵의 소

리’ 가운데서도 절정으로 평가되는 반항의 아름다움

들, 희랍 흉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최초의 미소, 신에 

대한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불륜한 ‘육욕의 상징’이었

던 그 엷은 미소, 불그스름한 살의 웃음! 나는 소스라

쳐 놀라 오 선배에게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고 다급하

게 물었다. 오 선배는 대답 대신 이미 문 안에 들어서

고 있는 동생 오윤을 손으로 가리켰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가. “윤입니더.” 나

는 정신 잃은 사람처럼 웃어댔고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 대었다. 탱화를 비롯한 돈

황 불교미술과 고려미술을 잘 보라고, 단원과 혜원을 잘 보라고, 프랑수와 라블레

를 가능한 한 영어로라도 읽으라고, 브뢰헬을 재평가하라고, 그리고 멕시코의 시

케이로스와 디에고 리베라를 깊이 공부하라고 쉼 없이 주문한 것 같다. 그 뒤로 

자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오윤과 친해진 그 집,–그 뒤 오윤은 미술대에 입학하였

고 내 영역에 자주 드나들었다.”24

김지하는 오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오윤은 저승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승에서 살아있는 ‘초월적 중력의 길’을 걸어갔다고 본다. 여기서 초월적 중력은 마술적 

리얼리즘이나 환상적 사실 또는 추상적 구상쯤이 된단다. 구체적으로 붉은 우주의 춤을 

축약, 바로 그 춤의 예감한 바, 1969년의 일이었다. 바로 ‘현실’ 동인시절 오윤의 큰 그림

24 김지하, [흰 그늘의 길](2), 학고재, 2003, 110–111쪽.

16. 오윤, 애비

17. 작업 중인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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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시무시할 정도의 역동성을 보았다는 것. 오윤의 ‹도깨비›나 ‹원귀도› 같은 작품

에서 김지하는 중력적 초월이라는 생명과 그것을 벗어난 큰 평화를 읽는다. 그것은 韓
流의 진정한 선구, 혹은 흰 그늘이다.25 1960년대의 미술계에서 4월 혁명정신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혁명정신은 60년대 말 ‘김지하–오윤’의 연결고리를 매개로 하여 

승계되었다. 오윤은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핵심적 작가로 활동했고, 민중미술 운동

의 횃불을 든 ‘현실과 발언’ 동인의 대부분은 서울대 미술대 출신이었다.(도판16–17) 

6. 마무리

한국현대미술의 ‘찬란한 전통’, 그것은 시대정신과의 거리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조선왕조시대의 유교 이데올로기는 예술 천시사상을 공론화했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

와 6·25전쟁 그리고 자유당 독재정권 등 사회환경은 미술가로 하여금 현실의식과 외면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유당 정권을 무너트린 4·19혁명을 맞이했으면서도 대

다수 미술가들은 예술 순수주의라는 허상에 빠져 예술의 시대적 소임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지 못했다. 혁명 당시 서울대 미술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고순자 학생

의 희생을 맞는 비극도 겪었다. 더불어 교수 시위 대열에 김종영, 박갑성, 송병돈 교수의 

참가는 새삼스런 주목을 요하고 있다. 혁명 이후 서울대는 교정에 각종 혁명기념 조형

물을 건립한바, 이정갑의 문리대 기념탑 제작은 이들 조형물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적 창작으로서 서울대 미술대의 경우, 4·19혁명 이후 현실의식이나 사회현

상에 대한 부분적 혹은 소극적 대응을 보인 사례는 있다. 하지만 본격적 대응은 혁명 이

후 10년의 세월이 경과한 이후 오윤 등에 의한 현실동인 선언에 이르러서이다. 그만큼 

성숙을 향한 시간이 필요했던 사안이기도 했다. 현실동인의 의식은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현실과 발언 운동으로 이어진 바, 이 동인의 주동 세력은 서울대 미술대 출신

이었다. 현실과 발언 동인 활동은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마

디로 4월 혁명은 새로운 미술운동의 지평을 여는 데 커다란 자양분을 제공했다고 판단

된다. 거기에 서울대 미술대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한다. 다만 시차가 있

었을 뿐이다.

25 김지하, ‹중력적 초월이라는 생명과 그 마저 벗어난 큰 평화–오윤과 나›, [오윤–낮도깨비 신명 
마당],(국립현대미술관 편), 컬처북스, 2006, 298–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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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서 최인훈의 [광장]과 같은 걸작이 미술계에서는 아직도 출현되지 않았다

는 사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술가의 현실 도피의식은 아직도 4월 정신의 반추를 

요구하고 있다. 4월 혁명정신 계승과 서울대 미술대 교정에 건립된 장발 기념조형물, 이

들의 간극은 오늘의 미술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주제어:  4월 혁명정신, 장발 학장, (부정선거 규탄) 교수 시위, 혁명기념 조형물,  

현실 동인, 김지하, 오윤, 현실과 발언 동인, 민중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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