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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2월 국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중요 소장품을 부산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재원 

관장의 기민한 조치로 미군의 차량과 철도 등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은 소

장품 수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박물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쟁 중에 국립박물관이 진행한 학술강연회와 연구발표회는 전쟁 중인 한국의 임시수도에서 학술 연구와 대중 강연

이 재개되었음을 알려준다. 국립박물관은 이러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전쟁 중에도 국립박물관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1953년 국립박물관이 개최한 <현대미술작가초대전>과 <이조회화전>은 국립박물관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피란

민의 도시” 부산에 “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전쟁으로 위축되어 있던 

국립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립박물관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등 외국 

외교사절과 공공재단 등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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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수난 속에서도 국립

박물관이 국보 문화재 수호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수도 부산에 안전한 피란처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수도 부산은 민족상

잔의 비극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

루였다. 서울의 재함락으로 이어진 1·4 후퇴를 앞둔 

1950년 12월부터 국립박물관은 19,000여 점의 중요 문

화재를 부산으로 전격 소개했다. 

이후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정부가 서

울로 돌아갈 때까지, 부산시 중구 광복동에 있던, 관재

청 산하 경상남도관재국의 한 창고 건물이 위기에 처

한 국립박물관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국립박물관은 이

곳에서 소장품을 수호하면서 재건을 향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를 맞은 국립박물관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보 문화재

를 수호하면서 또한 전시와 교육 등 박물관의 기능을 

복구하면서 재건의 씨앗을 살려내고자 펼친 일들의 내

용과 맥락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먼저 1950년 12월부터 전개된 국립박물관의 문화

재 부산 소개에 대해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지만,1 정작 당시 대

한민국 문교부와 국립박물관이 작성한 자료와 관계자

의 회고를 분석하여 당시 문화재 소개의 구체적인 일

정과 과정을 재구성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또한 서울

대학교 도서관 소장 귀중본 등 같은 시기에 소개된 다

른 중요 문화재 관련 기록과의 대조도 필요하다.

둘째로 국립박물관이 부산에서 관재청(管財廳) 소

관의 건물을 확보하여 소개품 수장은 물론 전시 및 교

육 등 국립박물관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국립박물관이 피란 시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펼친 조

사연구, 강연, 전시 등의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

한 사업들이 피란 수도 부산에서 어떤 의미를 띠었는

지를 살피기 위해 국립박물관의 문서와 함께 당시 언

론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립박물관이 중요 

소장품의 수호를 위해 부산으로 피란하는 과정을 구체

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국립박물관이 임시수도에서 만

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립박물관의 역할 복원

과 임시수도 부산의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여러 사업의 성과를 살피고자 한다. 

Ⅱ.   한국전쟁의 발발과   
국립박물관의 시련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은 미

군정 아래에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일제가 1915년 경복궁 안에 설립하여 운영하

던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을 접수하여 발족

한 국립박물관은 식민지 박물관의 잔재를 없애고 독립국

가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초대 김재원(金載元, 1909-1990) 관장은 과거 조

선총독부박물관이 일제 식민 통치 기구인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딸린 부속 기관으로 관장 직위나 소속 직제

도 갖추지 못했던 점을 비판하고, 개관할 때부터 관장 

아래 총무과(總務課), 학예과(學藝課), 진열과(陳列課)

의 3개 과를 갖추어 박물관의 행정, 연구, 전시 기능을 

1 김리나, 「한국전쟁 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86, 2014. 이 밖에 미국의 공공재단이 한국전쟁 시기에 문화재 보존에 관여한 것에 주목하여, 록펠러재

단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를 분석한 정무정의 연구(「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0, 2020)가 있다. 

이 밖에 한국전쟁 시기 국립박물관의 제반 활동에 주목한 장상훈의 연구가 있다(장상훈,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15~20호, 『박물관신문』 571~576, 국

립중앙박물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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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조선총독

부박물관의 분관이었던 경주분관과 부여분관을 비롯

하여, 공주박물관과 개성부립박물관을 새로 분관으로 

흡수하여 38선 이남의 전국을 아우르는 국립박물관으

로서 진용을 갖추었다.2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광복 

이후 국립박물관이 기울인 노력은 일시에 무위로 돌아

갔다. 김재원 관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발발 직후 김재

원 관장은 미술연구회의 돈을 은행에서 찾아 직원들에

게 배분했으며, 진열장에 있던 진열품을 모두 창고에 

격납하도록 했다고 한다.3 개전 넷째 날인 6월 28일 아

침 무렵 서울 시내에 북한군이 진입했다. 6월 29일경에

는 이른바 북한 내각(內閣) 직속 ‘조선 물질문화 유물조

사보존위원회’에서 왔다는 김용태가 국립박물관을 장

악했다. 이후 모든 지시가 그로부터 나왔으며, 박물관

에도 소위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생겨났다.4 

9·28 수복 이후 김재원 관장이 1950년 10월 5일

자로 경무대(景武臺)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문건에 따

르면, 상기 보존위원회는 7월 5일 박물관을 서류상으

로 접수하고 7월 중순부터 ‘제1위’에 속하는 진열품을 

전부 소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외로 소개하라는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총 1,228점의 유물(포

장 상자 총 69개 분량)을 덕수궁미술관 지하 창고로 옮

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또한 국립박물

관의 잔여 유물 중 제2, 3위 급에 해당하는 유물의 포

장 지시에 대해서도 ‘태업적으로 작업을 지연케’ 했다.5 

북한으로 운반할 계획 하에 이 중 최상품을 몇 상

자라도 분산하여 소개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시내 안

전 지대로 인정되는 종묘(宗廟) 안에 방공(防空) 지하실

을 구축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덕수궁에 보관 중인 유물

을 옮겨 보관할 것을 주장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물리칠 

수 있었다. 실제로 ‘지하실 구축을 착수하도록 해서 시일

을 지연’하면서 서울 수복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을 빼앗기면서 국립박물관 서울 본관의 

모든 소장품을 잃은 이승만 정부가 취한 조치로 주목

할 만한 것은 경주분관에 있던 금관총 출토 금관 등 중

요 문화재를 한국은행의 금괴와 함께 미국으로 소개

(疏開)한 일이었다.6 1950년 7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제3국장이던 김일환(金一煥) 대령이 경주

분관에 있던 금관총 금관 등 139건의 중요 소장품을 미

국으로 소개하기 위해 경주분관 최순봉(崔順鳳) 분관

장으로부터 인수할 당시의 문서가 남아 당시의 상황을 

전한다.7 이들 문화재는 대구로 옮겨져 한국은행의 금

괴와 함께 미국으로 소개되었다.8

국립박물관 서울 본관을 비롯해, 개성분관, 부여

분관, 공주분관을 모두 북한군의 손아귀에 빼앗긴 대

한민국 정부가 마지막 남은 경주분관의 중요 소장품

에 주목한 것은 낙동강 전투의 전개 상황에 따라 경주

를 빼앗길 경우 국립박물관의 모든 문화재를 북한군에

게 내어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9 국립

2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자취」,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안내』, 국립중앙박물관, 2016.

3 김재원, 『경복궁야화』, 탐구당, 1991, p.62.

4 김재원, 앞의 책, 1991, pp.62~64.

5 국립박물관, ‘경위서’, 『雜綴 1946-1955』, 1950.10.5., 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6 김리나, 앞의 글, 2014, p.173. 

7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박물관 100년사, 1909-2009, 자료편』, 2009, pp.553~554 참조. 김일환 대령은 훗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대구

로 옮겨와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은 경주 시내의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이 보유한 국보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전쟁이 계속 불리해진다면 경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경황없는 전쟁 중에 국보가 소실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김일환, 『김일환 회고록』, 홍성사, 2014. p.126).

8 김재원, 앞의 책, 1991, p.77.

9 같은 맥락에서 1950년 7월 28일 미국 국무부에서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문서를 보내, 신라시대의 고대 수도이며 수많은 유적과 보물이 있는 경주 지역

을 보호하도록 권고했다(김리나, 앞의 글, pp.171~172에서 재인용).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009, p.5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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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소장품은 단순히 귀중한 문화재나 재산의 의

미를 넘어 한 국가나 정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정부가 중요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50년 9월 15일에 전격적으로 전개된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낙동강 전선까지 내몰렸

던 유엔군은 모든 전선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을 제압하고 마침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립박물관의 여러 건물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소장품 손실이 적지 

않았으며, 이를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9월 24일 서울 수복을 위한 전투 과정에서 경복궁

에 날아든 폭탄이 진열 본관, 만춘전, 사정전, 자경전, 

신창고(新倉庫) 등 국립박물관의 핵심 건물에 큰 피해

를 입혔다.10 특히 만춘전(萬春殿)은 전파되었고 인근의 

사정전(思政殿)과 회랑 창고가 대파되었다. 국립박물

관의 핵심 소장품이 덕수궁미술관에 보관되고 있었던 

점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또한 북한군 치하의 

서울에서 국립박물관을 장악하고 있던 “괴뢰(傀儡) 기

관(機關)이 격렬한 포성에 경악(驚愕) 도주”한 것도 9월 

24일 이른 아침이었다.11 

이처럼 피격된 여러 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

이던 소장품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만춘전은 완전

히 무너져 내렸고, 사정전과 주변 회랑 내부는 아수라

장이 되었다. 당시의 보고서에는 “9·28 수복 이후 다시 

모인 관원들은 전원이 동원되어 도괴(倒壞) 또는 대파

된 창고들을 파헤치고 파괴된 유물의 파편들을 모았지

만 사실상 원상을 식별하기 힘든 정도의 것이 다수였으

며 그 태반이 세편화(細片化) 혹은 멸실되었다”는 내용

이 기술되어 있다.12 이처럼 전쟁이 초래한 참화는 국립

박물관을 비껴가지 않았으며, 광복 후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국립박물관에 크나큰 피해와 시련을 주었다.

Ⅲ.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부산   
피란 작전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출

한 유엔군은 압록강을 넘은 중공군과 10월 25일 첫 전

투를 벌여야 했고,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13 11월 말 

김재원 관장은 중앙청에 주둔한 미군 포병 중위로부

터, 그리고 부산의 미국 공보원(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원장 유진 크네즈(Eugene Knez, 

1916-2010)로부터 중공군 개입과 미군의 퇴각 소식을 

들었다. 또한 서대문 로터리에서는 독립문 쪽으로부터 

후퇴해 온 미군 탱크 부대를 목격하기도 했다.14 한국 

정부와 미 대사관은 서울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적군

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다. 김재원 관

장은 크네즈와 “북한군에게 입을지도 모를 전화나 약

탈로부터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조치”

에 대해 논의했고,15 이어서 김 관장은 백낙준(白樂濬, 

10 국립박물관, ‘첩보 조사 보고 지시’, 1963.7.11., 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1986년 8월 21일자 『박물관신문』 제180호에 당시 고고부 이준구 학

예연구관이 실은 글(‘국립중앙박물관의 발자취’)에는 피격 시간이 당일 오후 5시경으로 특정되어 있다. 다만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11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소장 진열품 수호에 관한 건’, 『雜綴 1946-1955』, 1950.10.5., 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12 휴전 이후 두 차례나 청사를 이전해야 했던 국립박물관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9·28 수복 직전에 입은 피해와 이후 전쟁 기간 중의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정리 작업을 1962년 4월까지 일단락하고, 전쟁으로 망실된 소장품의 총 수량을 7,109점으로 최종 집계했다(국립박물관, ‘첩보 조사 

보고 지시’, 1963.7.11., 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13 국방부, 『6·25 전쟁사』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2010, p.9.

14 김재원, 『나의 인생관- 동서를 넘나들며』, 휘문출판사, 1979, pp.81~82.

15 유진 크네즈, 『한 이방인의 한국 사랑』, 국립중앙박물관, 1997,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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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1985) 문교부 장관을 세 번 찾아가서 서울을 떠

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16

박물관 소장품이 피란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시민들

을 혼란과 공포 속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기에, 김 관

장은 대통령의 허락을 얻은 문교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소장품 반출을 진행해야했다. 심지어 문교부 차관도 모

르는 채 승인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승인 문서도 통상

의 품의 절차를 거친 문서가 아니라 장관이 김 관장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 형식이었다(그림 1). 이 1950년 11월 30

일자 편지의 내용은 “대통령의 명으로 소장품의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국내 안전한 곳으로의 반출을 포함해

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었다.17

백 장관의 허가를 받은 김 관장은 크네즈에게 교

통편의 확보를 부탁했고, 크네즈는 국립박물관 소장품

을 부산으로 옮길 철도편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도

움을 주었다.18 크네즈는 서울에 군수품을 실어다 놓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화물열차가 대개 비어 있음을 떠올

리고, 담당 미군 장교에게 부산행 열차편을 요청했으

며 덕수궁미술관에서 서울역까지 소장품을 옮길 트럭

도 마련해 주었다.19 크네즈는 “한국의 문화재가 북한

군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더 나쁜 경우 손상되거나 분

실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의 여러 관리들과 학자들

로부터 그가 받을 혹독한 비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

고 있었다.20 미소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의 남

침으로 발발한 전쟁에서,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북한에 

빼앗기거나 손상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김 관장과 크네즈, 나아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21

12월 4일 오후 7시를 지나 덕수궁미술관 창고로

부터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중요 소장품 상자

를 서울역으로 옮기기 시작했고,22 12월 7일 아침 김 관

16 김재원 관장은 백낙준 장관에게 가서 “이번에는 박물관이 서울에 남게 되면 우리 문화재는 건질 수 없다”고 말했다(김재원, 앞의 책, 1991, p.69). 김재원, 

앞의 책, 1979, p.82; 김재원, 앞의 책, 1992, p.122; 크네즈, 앞의 책, 1997, p.41 참조.

17 국립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자료(발신: 문교부장관 백낙준, 수신: 국립박물관장 김재원, 1950.11.30.자)

18 크네즈, 앞의 책, 1997, p.42. 당시 철도는 전적으로 미군이 관리하고 있었다(김재원, 앞의 책, 1992, p.122). 

19 크네즈, 위의 책, 1997, p.42. 김재원 관장은 이때의 차량을 미국 대사관 소유의 것으로 회고했다(『경복궁야화』, p.72). 당시 문화재 소개에 대한 미국 국립아

카이브기록관리청의 소장 자료에 대한 분석은 김리나의 선행 연구에 상세히 이루어져 있다(김리나, 앞의 글, 2014, pp.169~196).

20 크네즈, 위의 책, 1997, p.42. 

21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무렵 한국의 언론에 북한 정권을 ‘역도(逆徒)’라 

부르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대체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민족의 발전과 통일에 역행하는 역적 무리임을 의미했다. 한국전쟁이 발발

한 1950년부터는 ‘共産逆徒’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조선일보』 1950.10.31.자, 1면, ‘국제연합의 권위 발동, 장 주미대사 공표문’). 이러한 맥락에서, 전

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은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되었으며 이들에게 문화재를 빼앗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22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의 소개는 김재원 관장의 권유에 이규필 덕수궁미술관 관장이 동의하면서 가능했다고 한다(김재원, 앞의 책, 1979, p.82). 

그림 1   백낙준 문교부 장관이 김재원 국립박물관 관장에게 보낸 1950년 11월 30
일자 편지(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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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출발을 위한 보고를 백 장관에게 했다.23 이때 덕

수궁미술관의 유물 목록을 제대로 갖추어 제출할 것을 

지시 받은 김 관장은 종일 목록을 만들어 제출한 뒤 출

발할 수 있었다. 국립박물관 소장품 83상자와 덕수궁

미술관 소장품 155상자를 실은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

한 것은 출발 나흘째인 12월 10일이었다.24 

이 열차 편에는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소

장품 외에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중요 도서인 『승정원

일기』 3,045책 등 규장각 도서가 함께 실려 있었으며,25 

이를 호송할 이병도(李丙燾, 1896-1989) 도서관장과 도

서관 직원들도 동승했다. 백린(白麟) 사서의 회고에 따

르면, 열차는 출발 셋째 날 삼랑진역에 도착해 멈춰 섰

고, 이때 김재원 관장과 이병도 관장은 유물과 도서의 

보관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먼저 부산으로 향했다.26 

출발 넷째 날 아침 마침내 부산역에 도착한 뒤, 소

장품을 임시로 보관한 곳은 부산의 미국 공보원(현재

의 부산근대역사관 청사) 앞뜰에 있는 창고였다.27 중

앙부처인 재무부(財務部)의 외청(外廳)으로, 귀속재산

(歸屬財産), 이른바 적산(敵産)의 처리를 위해 정부가 

1949년 12월에 설립한 관재청(管財廳)의 지방 조직인 

경상남도관재국(慶尙南道管財局)의 허가를 얻어 12월 

12일에는 부산시 광복동에 있는 경상남도관재국 소관

의 4층짜리 서양식 내화(耐火) 건물 안에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었다(그림 2).28 

이후 서울에 남아 있던 김상익(金商翊) 등의 직

원이 1·4 후퇴 직전인 12월 15일 제2차 소개 작업

을 진행한 데 이어서,29 1951년 3월 16일 유엔군이 서

울을 재탈환한 이후 국립박물관은 최순우(崔淳雨, 

1916~1984)와 덕수궁미술관장 이규필(李揆弼)을 3월 

29일 비행기 편으로 서울로 들여보내,30 오타니(大谷光

瑞) 컬렉션으로 일컬어지는 중앙아시아 출토품을 부산

으로 소개하는 작업을 약 4주간 진행했다. 지난 1947년 

도쿄의 연합군총사령부가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을 지

시했고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 진열본관으로 옮겨 두었

던 이 중요 유물들은 김재원 관장의 표현에 따르면 “만

사를 제치고” 가져와야 할 것들이었다.31  

23 김재원, 앞의 책, 1992, pp.122~123. 단, 앞의 책(1979, p.84)과 앞의 책(1991, p.70)에는 출발일이 12월 6일로 되어 있다. 앞의 책(1991)에는 4일이 걸렸

으며 12월 10일에 부산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다. 앞의 책(1979, p.84)에 출발 ‘나흘째 되는 날’에 부산에 도착했다는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8년 10

월 국립박물관이 작성한 「國立博物館槪覽」에는 출발 일자를 12월 5일로 기록하고 있다. 

24 국립박물관, 「國立博物館槪覽」, 1958년 10월(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도착 일자에 대해서는 주28 참조. 

25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도서관 50년사』, 1996, pp.23~25 및 박종근, 「백린 선생님」, 『圖友會報』 3, 2000, pp.6~7. 

26 백린, 「한국전쟁과 규장각 도서의 수난 6」, 『보스톤코리아』, 2013.5.27.자). 김재원 관장은 그의 여러 회고록에 이러한 상황은 기록하지 않았다. 

27 김재원, 앞의 책, 1991, p.84.

28 국립박물관, ‘국보 문화재 보존창고 사용 신청에 관한 건’, 1952.7.14.,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참조. 오늘날 부산시 남구 

광복동 1가 52-1번지에 있는 이 건물은 원래 대흑남해당(大黑南海堂)이라는 의약품 업체를 운영하는 일본인이 1933년에 건립한 것이었다(장상훈, ‘국립박

물관 아카이브 기행 18: 임시수도 부산과 국립박물관 임시 청사’, 『박물관신문』 제574호, 2019. 6월).

29 국립박물관, 「國立博物館槪覽」(1958년 10월) 및 「김상익 선생님 인터뷰 요지 및 녹취 전문」, 『한국박물관 100년사』, 사회평론, 2009, pp.379~380.

30 김재원, 앞의 책(1992, p.125)와 앞의 책(1991)에는 3월 27일로 되어 있지만, 최순우의 수필(「바둑이와 나」)에는 『박물관과 한평생』의 기록과 같이 3월 29일

로 되어 있다(최순우, 『최순우전집』 제5권, 1992, p.256). 모두 4차에 걸친 문화재 소개 작업이 추진된 구체적인 일자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이 1958년 10

월에 작성한 “국립박물관개람”(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을 주로 참고했다. 

31 김재원, 위의 책, 1991, p.73.

그림 2   국립박물관 부산 임시청사 4층 약도(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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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후퇴로 모두가 박물관을 떠난 뒤에도 서울

에 남아 국립박물관을 돌아봤던 수위 문억석(文億石)

은 최순우를 도와 매우 무거운 서역 벽화 등의 포장을 

도왔다.32 당시 부산으로 옮겨야 할 대상 중에는 박물관

의 중요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포장된 소장

품과 문서에 더해 덕수궁미술관과 남산분관(구 국립민

족박물관)의 일부 소장품이 4월 25일 미군 트럭 세 대

에 실려 서울역으로 갔고 여기서 기차 편으로 부산으

로 수송되었다.33  

5월 12일 시작된 제4차 소개 작업에는 김재원 관

장을 비롯해 최순우, 이영락(李永樂), 김상익, 임헌진

(林憲鎭, 덕수궁미술관 직원) 등 5명이 참여했다.34 작

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포격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는 공산군의 제2차 춘계공세 때문이었다. 소장품과 

도서 자료 등을 서둘러 포장하여 5월 17일 기차 편으로 

소개 작업을 진행했다.35

Ⅳ.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립박물관이 펼친 활동

1.   박물관 기능 유지 모색과 문화재 미국  

소개 사업 추진(1951~1952년)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1951년에도 국

립박물관에는 관람객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후방에 

있던 국립박물관의 경주, 부여, 공주 분관의 이야기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5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들 분

관을 찾은 관객은 15,400명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까지 1950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립박물관의 전체 관람

객이 169,700명이었음에 비하면,36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치였지만, 전쟁 중에 박물관 관람객이 있었다

는 사실만도 놀라운 일이다. 

또한 1951년 5월 21일자 『부산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문교부가 국립박물관과 그 분관의 

관람료를 6월 1일부터 개정한다는 것이다.37 이는 국립

박물관의 1951년 관람객 통계가 6월부터 집계된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쟁 중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국

립박물관의 전시 기능을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한 

본관의 경우, 1951년에는 보관 유물의 미국 소개(疏開)

를 염두에 둔 재포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 치중했던 것

으로 보인다.

1951년 3월 호놀룰루미술관(Honolulu Academy 

of Arts)의 로버트 그리핑(Robert P. Griffing, Jr.) 관장

은 한국 문화재를 필요한 시점까지 보관하는 데 필요

한 시설과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승만 대통

령은 이에 화답하여 호놀룰루로 문화재를 옮기라는 지

시를 국립박물관에 내렸다.38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은 정부로부터 예비비 3,400

만 원을 교부 받아 상자를 새로 만들고 이 속에 유물을 

다시 격납하는 일을 1951년 12월까지 마쳤다.39 이 과

32 김재원, 「잊지 못할 수위장」, 『박물관신문』 제40호, 1974.6.1. 및 김재원, 앞의 책, 1991, p.74. 

33 국립박물관, 「國立博物館槪覽」, 1958년 10월(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34 김재원, 앞의 책, 1992, pp.125~126. 「국립박물관개람」(1958.11.)에는 5월 11일, 김재원의 앞의 책(1991)에는 5월 12일 또는 13일로 되어 있다. 

35 국립박물관은 미군이 1·4 후퇴 이전에 국립박물관에 가져다 둔 서울대학교도서관 도서를 부산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제4차 소개 작업 시에 국립박물관 

소개품과 함께 부산에 소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박물관이 이 도서들을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측에 인계했음을 국립박물관이 문교부장관에게 보낸 문서

(국립박물관, ‘疏開圖書引繼에 關한 件’, 1951.6.16.,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를 통해 알 수 있다.

36 국립박물관, ‘政府樹立後 5個年間 報告書’, 1953,,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37 『釜山日報』 1951.5.21. 제2면, ‘박물관 관람료 개정’, “문교부에서는 5월 16일자로 국립박물관 및 동 분관의 관람료를 6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한다. 일반 100원, 학생 50원...” 이러한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보』 제471호(1951.5.16.)에 게재된 것이다.

38 大秘指文 제6호, ‘박물관 소장 귀중품 疏開 포장에 관한 건’, 1951.7.9.(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39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개람”,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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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소개품목록(疏開品目錄)』이 작성되었고, 부산

에 소개된 문화재의 수량은 국립박물관 소장품 256상

자 10,021점, 덕수궁미술관 소장품 174상자 8,862점으

로, 총 420상자 18,883점으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국립박물관은 1951년 12월 18일 ‘한국정

부와 호노루루예술원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보관에 관

한 약정안’을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데 이르렀다.40 

미국정부와의 쟁점이었던 운송비는 호놀룰루미술관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1951년 7

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고, 이는 양측이 무력

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없음을 서로 인정했다는 뜻이었

기 때문이다. 비록 전선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지언정 부산에 있는 문화재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호놀룰루미

술관의 제안을 수용하고 한국 문화재의 미국 소개를 추

진한 것은 휴전에 반대하는 그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952년 10월 국

회에 한국 문화재 미국 소개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지

만,41 국회로부터 자료 보충 요구를 받았고,42 다시 제출

된 동의안도 1953년 5월 결국 부결되었다.43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된 준비 작업과 논의를 바탕

으로 국립박물관은 휴전 이후 <한국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을 기획하여 한국의 중요 문화재를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1957

년 12월부터 1959년 6월까지 워싱턴 등 미국의 8개 주

요 도시를 순회한 이 전시는 국제무대에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또한 한

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

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국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면

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안간힘을 쏟고 있던 그 시

절, 한국의 문화재를 미국에 선보임으로써, 중국이나 

일본과는 뚜렷이 다른 문화를 가진 문화국가로서 대

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발전이 정당하고 필요한 일임

을 미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노력이 바로  

<한국국보전>이었다.44 

1952년부터는 제한적이나마 국립박물관이 활동

을 재개할 수 있었음을 당시 국립박물관이 작성한 여

러 보고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수립 후 

4개년 간 보고서>(1952.6.), <국립박물관 4285년도 사

업 보고서>(1952.12.8.), <국립박물관 4286년도 사업 

계획서>(1952.12.8.), <정부 수립 후 5개년간 보고서> 

(1953.8.),<국립박물관 현황 조사 보고서>(1955.2.) 등 일

련의 보고서에는 1950년 12월부터 1953년 8월 환도할 때

까지 피란지 부산에서 국립박물관이 펼친 활동이 정리

되어 있다.45

앞서 살핀 대로 국립박물관은 건물의 제4층만을 

쓸 수 있었고, 이를 유물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

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건물 전체를 쓸 수 있

게 된 1953년 이전에는 소장품을 전시하는 일은 가능

40 국립박물관, ‘한국정부와 호노루루예술원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보관에 관한 약정안’, 1951.12.18., 『전시관계철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41 『부산일보』 1952.10.11.자, 2면, ‘국보를 외국에 전시, 정부 측서 국회에 제의’.

42 국회사무처, 『제15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2호, 1952, pp.1~7. 

43 국회사무처, 『제15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77호, 1953, pp.12~18. 동의안 제출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백낙준은 회고록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 “누구

나가 반대하였다.... 해외로 피란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나, 우리의 얼이 담긴 문화재가 이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패전의 전조 같아

서 민심의 동요를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문화재는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회고했다.” 백낙준, 『백낙준전집』 

제9권 회고록·종강록, 1995, p.412. 

44 Jang, Sang-hoon, ‘Cultural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Museum: South Korea’s First Overseas Exhibition in the US, 1957 

to 1959‘, Museum and Society 14(3), 2016, pp.459~460.

45 이러한 보고서들은 모두 국립박물관이 엮은 서류철인 『잡철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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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대신 1952년에는 임시 청사의 도서실에

서 여섯 차례의 학술 강연회를 열었고,46 『한국고고학미

술용어사휘(韓國考古學美術用語辭彙)』라는 일종의 학

술 용어집도 편찬해 냈다.47 아쉽게도 이 용어집은 확인

되지 않지만, 광복 후의 박물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고고학과 미술 연구 상의 핵심 용어들을 정리한 

의미 있는 성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용어집

은 당시 통용되고 있던 ‘일본색(日本色) 용어’를 정리하

는 목적도 겸한 것이었다.48

이 해에는 경주에서 두 차례의 구제 발굴 조사

도 진행했다. 이해 3월 대구에서 경주로 오는 길을 확

장하는 과정에서 건천읍 금척리(金尺里)의 신라 고분

이 파괴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발굴이 진행되었고, 6

월에는 경주 시내 황오리(皇吾里)의 고분을 긴급 조사

했다.49 이 밖에도 이충무공 유적, 김해패총, 여수 지

구 유적, 울릉도 유적의 조사와 안동·영주 지구 국보 

실태 조사 등이 진행되었다.50 이러한 조사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추진한, 전국 각지의 주요 유적과 유물에 대

한 일련의 조사 사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51 이 

중 조선산악회(朝鮮山岳會)와 함께 진행한 울릉도 조사에

서는 김원용(金元龍) 연구과장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립박물관이 펼친 사업은 제

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부산 도착 시점부터 1952

년 말까지 전시실이나 강당 등 박물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의 직

원들은 소개된 문화재의 재포장 작업 등 유물 관리 업

무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미술용어사휘』와 같은 소

규모 연구 작업을 진행하거나 구제 발굴에 참여하는 

것으로 박물관 기능을 이어가고자 했다(그림 3). 

한편 국립박물관의 ‘195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경주, 부여, 공주에 있는 분관들은 평상의 기능을 회복

하는 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52 실제로 “1951년 후반

기부터 평상 운영을 재개하고... 이 활동 복구 강화에 

노력해 온 바... 진열실의 정비와 그 선전이 주효하여 

금년 초두부터는 관람 인원에 있어서 전전 수준에 도

달했음은 물론”이라는 기술을 증명하듯이 1951년 12월

부터 1952년 11월까지 1년간 3개 분관의 총 관람객이 

46 국립박물관의 ‘4285년도 사업 보고서’(『잡철 1946-1955』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에 따르면 ‘신라 금귀고리에 대하여’(4.26., 金元龍), ‘한

국 인형에 대하여’(5.10., 尹京烈), ‘미국회화에 대하여’(5.20., 부르노[미 공보원]) ‘한국장식문양에 대하여’(10.25., 朴敬源), ‘한국 근대회화에 대하여’(11.1., 

高羲東), ‘한국고대문화의 제문제’(11.29., 李弘稙) 등의 강연이 있었다. 이러한 강연회의 개최 소식은 『부산일보』 등의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부산일보』 

1952.11.30.자 2면 등).

47 국립박물관, ‘政府樹立後 4個年間 報告書’, 1952, 『잡철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48 국립박물관, ‘4285년도 사업 보고서’ 참조.

49 김재원, 앞의 책, 1991, pp.82~83.; 국가기록원 소장 『(국립박물관) 고적조사관계철(1952)』[BA0136362] ‘금척리’, ‘황오리 고분 긴급조사’ 참조.

50 국립박물관, ‘정부수립후 5개년간 보고서’.

51 국립박물관, 위의 글.

52 국립박물관, ‘4285년도 사업보고서’.

그림 3   1952년 6월 국립박물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 장면(국립중앙
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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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3명에 달했다. 이 중 경주분관이 76%에 해당하는 

48,476명으로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고, 4~5월, 

10~11월에 관객이 집중되었다. 1952년 11월 경주분관

은 11,308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53

이처럼 전쟁 이전의 수만큼 관객을 소속 분관에 

유치하면서, 전쟁 중의 국립박물관이 사회교육 기관으

로서 ‘보급계몽(普及啓蒙)’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을 강조했다.54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중심에 있었던 것

이 바로 환등기(幻燈機)였다. 국립박물관은 기존의 ‘전

등용 환등기 3대’에 더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기증한 

‘개솔린용 환등기 2대’를 분관에 배치하고, 기존의 환등

기용 슬라이드 500매에 더해 록펠러 재단이 기증한 자

재로 슬라이드 확충에 나섰다. 10월~11월에 부여, 공

주, 경주, 안동, 영주 등 지방 소재 중요 문화재의 촬영

에 나섰던 것도 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공공재단인 록펠러 재단의 지원

은 신생 국립박물관이 자리를 잡고 또 전쟁을 헤쳐 나

가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1947년 봄 이 재단의 인문

학부 부장 파스(Charles B. Fahs)가 방한해서 김재원 관

장과 김원용의 미국 박물관 연수를 성사시킨 데 이어, 

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5월에도 방한해서 국립박물

관의 운영과 ‘한국사’의 편찬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을 협의했다.55 이때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열악한 보수

에 보태도록 3년간 매년 지원 받기로 했던 2,000달러의 

돈은 전쟁 중의 국립박물관 직원들이 어려움을 헤쳐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56 

1952년 4월에도 방한하여 부산에서 백낙준 문교

부 장관을 접견하고 기자들과 회견한 그는 “약 2년에 

달한 전쟁 속에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시설이 얼마나 

파괴된 것인지? 그 실정을 시찰”했다. 그의 방한을 보

도한 한 신문사는 문화 부문 원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표명했고, 이는 국립박물관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었

다. 실제로 그가 다녀간 뒤 앞서 언급한 개솔린용 환등

기가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음을 당시 신문 보도로 확인

할 수 있다.57 

2. 특별전 개최와 학술발굴 추진(1953년)

1953년부터 국립박물관은 이전에 비해 비교적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가장 본격적인 계기는 

임시 청사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시실 

및 강당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일이었다. 김재원 관

장의 회고에 따르면, 1952년 12월 22일 국립박물관이 

쓰고 있던 건물의 1~3층에 있던 대동산업주식회사와 

대한의약상사주식회사를 감독하는 미군 장교가58 쓰는 

석유난로가 고장 나 발생한 연기를 화재로 몰아세워 소

방차를 출동시키는 기지를 발휘하였다.59 곧바로 언론의 

53 국립박물관, 위의 글.

54 국립박물관, 위의 글.

55 김재원, 앞의 책, 1991, pp.167~174.

56 김재원, 앞의 책, 1991, p.169. 국립박물관은 이 자금을 이용해 1951년 4월 서울 재수복 시 최순우 보급과장을 서울로 보내 유물과 참고 서적을 부산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매년 2,000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 사실을 파스가 김재원 관장에게 알린 편지도 록펠러재단의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Letter from 

Charles B. Fahs to Chewon Kim, Nov. 16, 1950 Folder 24.).

57 『부산일보』 1952.12.11.자, 제2면 ‘박물관에 환등 록크펠러 기증’.

58 한국전쟁 중 민간인의 질병, 기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한 駐韓 유엔 民事援助處[UNCACK] 소속으로 추정된다.

59 김재원, 앞의 책, 1992, p.127. 다만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화재’ 표현을 2009년에 발간된 『한국박물관 100년사』 본문편(p.282)에서 실제 화재로 표현한 것

은 오류이며,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부를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바로잡아 둔다. 특히 1954년 12월 26일 부산에서 있었던 문화재 소실 사건은 1951년 4월 

10일 부산시 동광동 2가 20번지 옛 釜山府立圖書館 건물에서 개원한 국립국악원의 창고(본관에 인접한 별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조선 역대 임금의 御眞 

등 문화재가 용두산 일대를 휩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일로, 광복동에 보관되어 있던 국립박물관 소장품과는 관련이 없다. 당시의 화재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1954.12.31.자,[‘국보등을 소실?’] 및 1955.1.6.자,[‘재로 화한 국보’])과 『동아일보』(1955.1.8.자,[‘국보의 소실 여부 치안국에서 조사 착수’]) 참조. 임시 수도 부

산에서 발족한 국립국악원의 위치는 1953년에 발간된 『全國官公署·團體·商工 職業別要覽簿』(釜山市內版 제1집, p.21)에 상기 주소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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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60 국무총리실(총리 장택상

[張澤相])에도 가서 열악한 상황을 호소할 수 있었다.61 

1952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마침내 

같은 해 12월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박물관이 

이 건물 전체를 쓸 수 있도록, 상기 두 회사가 12월 말

일까지 명도(明渡)할 것을 결정했다.62 실제로 1953년 5

월 9일 국립박물관 ‘강당’에서 미술연구회의 정례 연구 

발표회(연사: 임천[林泉], 연제: 수덕사 대웅전)가 열린

다는 기사가 확인되며,63 김재원 관장은 회고록에 “건

물 1층은 수위실과 창고, 2층은 강당 또는 전시실, 3층

은 학예실과 서무과, 4층은 관장실이 있었다.”는 기록

을 남겼다.64 

2층에 새로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현대미술과 전

통미술을 소재로 각각 전시회도 열었다. 먼저 5월 16일

부터 5월 25일까지 열린 <현대미술작가초대전>은 부

산에서 피란 중이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장이었

다.65 당시의 전시 안내서를 살펴보면,66 이 전시는 동양

화, 서양화, 서예, 조각 등 모두 4부로 구성되었고, 동

양화부에 고희동, 김은호, 노수현, 배렴, 변관식, 이상

범, 장우성, 허백련, 서양화부에 김인승, 김환기, 도상

봉, 박고석, 박득순, 박영선, 이마동, 이종우, 임완규, 

손응성, 서예부에 배길기, 손재형, 조각부에 김경승, 

윤효중 등 22명의 유명 작가들이 출품하여 총 38점이 

전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67

피란지에서 연 전시회였지만 국립박물관은 포스

터와 초청장을 만들어 전시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고, 

초청장과 전시 리플렛을 영문으로도 작성해서 부산에 

있는 미국인 등 외국인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도 노력

했던 것을 알 수 있다.68 개막일인 5월 16일에는 내외국

인 명사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개최했다.69 당시의 문건

을 살펴보면, 국립박물관이 초청하고자 했던 대상에는 

신문 및 통신사 사장, 대학총장 및 미술학부장, 국무총

리 및 각부 장관, 문교부·재무부·기획처 유관 국장 

등 국내 인사에 더해, 미국공보원, 미국·중국 대사, 

프랑스·영국 공사, 스웨덴 병원, 덴마크 병원선, 유엔

한국위원회 등의 외국 인사들이 비중 있게 포함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피란 중의 상황임에도 국립박물관

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지

원을 도출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같은 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김환

기와 유영국이 이끌던 신사실파의 제3회 미술전람회

가 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70 이 전시는 비록 국립박물

관이 기획한 사업이 아니라 전시 장소를 제공한 것이

기는 했지만 피란 시기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다. 이 전시회에는 김환기, 유영국, 장욱

진, 백영수, 이중섭 등 5명의 화가가 모두 27점의 작품

을 출품했는데, 이 전시를 본 정규(1923-1971)는 “금

년 개최된 신사실파전은 그대로 신사실파의 초라한 분

60 『경향신문』 1952.12.25.자, ‘問題의 國寶 二萬點 倉庫, 火魔 直前에 防止’; 『국제신보』 1952.12.27.자, ‘사설: 국보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61 김재원, 앞의 책, 1991, p.79.

62 『동아일보』 1952.12.28.자 2면, ‘천대 받던 국보 이만 점 단독건물로 완전 보관키로 결정’.

63 『부산일보』 1953.5.10.자, 제2면, ‘문화’.

64 김재원, 앞의 책, 1991, p.71. 이는 국립박물관이 건물 전체를 쓸 수 있게 된 1953년부터의 상황으로 보인다.

65 국립박물관, ‘현대미술작가전 개최의 건 보고’, 1953.4.30.,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66 국립박물관, ‘현대미술작가초대전’(리플렛), 1953(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67 원래 총 4부로 기획된 이 전시에 더해 제5부로 공예 부문이 기획되어 1953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립박물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립박물관, ‘현대미술작가초대전 제5부(공예)전 개최에 관한 건’, 1953.5.20.,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68 <현대미술작가전>은 2,975명, <이조회화특별전>은 2,430명의 관객을 유치했다(국립박물관, “정부수립후 5개년간 보고서”). 

69 국립박물관, ‘현대미술작가전 초대의 건’, 1953.5.11.,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70 국립박물관, ‘新事實派(第3會展)展 會場 貸與에 關한 件’, 1953.5.20.,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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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밖에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다만 김환기씨의 노력만

이 홀로 뛰어나 허물어지는 신사실파를 부축하고 있음

이 안타까웠다.”는 평을 했다.71

김재원 관장의 회고에 따르면, 출품작의 판매도 

이 전시의 목적 중 하나였지만 실제로 판매된 작품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72 당시 이상범과 김환기의 전시 작

품 앞에 놓였던 설명카드가 다행스럽게 현존하는데, 

판매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뜻의 ‘매약(賣約)’이라는 

글씨를 적은 종이가 붙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이때 전시되었던 작품 중 김환기의 <돌>은 전시 후 국

립박물관에 기증되어 오늘에 이른다(신수214). 

한편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열린 <이조

회화전(李朝繪畵展)>은 임시 청사에 보관 중인 전통 회

화 작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작업의 부산물이었다. 서

화를 오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

으로 일정 기간마다 서화를 바람에 쏘여 습기를 제거

함으로써 부식과 충해를 막는 포쇄(暴曬) 작업을 진행

하면서 이 기회에 회화 작품을 전시하게 된 것이다.73 

이 전시회에는 김명국(金明國)의 <달마도(達摩圖)>를 

비롯해서, 심사정(沈師正), 김홍도(金弘道), 장승업(張

承業) 등의 작품 등 30여 건이 전시되었고, 부산에 피

란 중이던 문화재 소장가 전형필(全鎣弼), 손재형(孫在

馨), 유복렬(劉復烈) 등의 소장품도 출품되었다.74

국립박물관은 휴전 후 펴낸 한 발굴보고서의 머

리말에 피란지에서 연 두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

다. “부산에서의 수년간의 생활은 우리 동포가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은 고난의 생활이었으나, 원래 평화시대에

만 번영할 수 있는 박물관 사업에 관계한 사람들의 생

활은 비참한 것이었었다. 그래도 4286년(1953)의 봄에

는 진열장(陳列場)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수차

의 전시회를 열어 피란민의 도시 부산에 일종의 문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외빈까지도 방문하여 주

어 국립박물관은 피란지에 있어서도 그 기능의 몇 부분

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75

이처럼 피란지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은 휴전 

협상이 장기화되어 그 끝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전선 

이외의 후방 지역이 안정된 상황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발굴 보고서에 실린 영문 초록에 따르면,76 

국립박물관은 1946년 경주 호우총(壺杅塚) 발굴 이후 

개성과 경주 지역에서 펼친 소규모 발굴 조사로 관원

의 훈련을 진행했고, 1953년 여름에는 정국의 안정으

로 고고학 조사를 재개할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52년 12월에 작성된 ‘1953년도 사업계획서’

에도 드러나는데, 국립박물관은 1952년 말 경주 시내의 

신라 고분을 발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77 실

제로 1953년 6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국립박물관

이 처음 발굴 조사를 했던 호우총에서 가까운 137호분

(두 개의 시상(屍床)이 있다고 해서 ‘쌍상총: 雙床塚’으

로 명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인근의 133호분(마

총: 馬塚)과 138호분도 함께 조사되었다. 한편 1946년

의 호우총 발굴 시와 마찬가지로 촬영기사 이용민(李庸

民)이 ‘시종(始終) 발굴대원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발굴 

조사 모습을 영화로 촬영했음을 김재원 관장의 글에서 

71 정규, ‘화단뢰론: 금년도 상반기의 개관’, 『문화세계』 1953년 8월호(오광수, ‘신사실파 연구’, 『오달수 미술칼럼』, Seoul Art Guide 누리집에서 재인용).

72 김재원, 앞의 책, 1991, p.84. 

73 국립박물관, ‘所藏 繪畵 保存 管理에 關한 件’, 1953.6.2., 『雜綴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74 국립박물관, ‘李朝繪畵 特別展에 關한 件’, 1953.6.14., 『잡철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국립박물관이 각 언론사에 보낸 이 문건의 

전시 홍보 문안이 거의 그대로 신문에 보도되었다(『부산일보』 1953.6.17.자, 제2면, ‘이조회화전 개최’). 

75 국립박물관, 『4286年 發掘報告 慶州 路西里 雙床塚, 馬塚, 138號墳』,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집, 을유문화사, 1955, pp.2~3, 1955.

76 국립박물관, 『慶州 路西里 雙床塚, 馬塚, 138號墳』,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집, 을유문화사, 1955.

77 국립박물관, ‘1953년도 사업계획서’, 『잡철 1946-1955』(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아카이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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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78 전쟁 중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 

같은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독립 학술 재단인 

하버드 옌칭 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로부터 

발굴 비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79

이처럼 피란지에서도 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립박물관은 1953년 7월 27일의 

휴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3년이 넘도록 지

속된 전쟁이 끝나고 정부가 환도하자, 국립박물관도 2

년 반이 넘는 부산 피란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가서 

서울 본관의 전쟁 피해를 수습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80

Ⅴ. 맺음말 

한국전쟁 시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립박물

관이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중요 소장품을 부

산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재원 국립박물관 관

장의 기민한 조치로 미군의 차량과 철도 등 가용한 자

원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과의 협력 속에서 진행된 문화재의 소개와 운송 

과정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숨 막히는 ‘작전’이었다. 

또한 1950년 12월 국립박물관 중요 소장품의 소개 

시점부터 1953년 7월 휴전이 조인되어 같은 해 8월 국립

박물관이 서울로 복귀할 때까지 국립박물관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소장품 수호 임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 

국립박물관은 울릉도 학술조사, 경주 황오리, 금척리, 

노서리 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어집 발간 등 조사연구 사

업을 진행하면서 1946년 호우총 발굴 이래 시작된 자주

적인 한국고고학 연구의 기반 구축 작업을 이어나갔다.

1952년부터 국립박물관에서 진행된 학술강연회와 

1953년에 진행된 연구발표회는 전쟁 중인 한국의 임

시수도 부산에 학술 연구와 대중 강연이 재개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대중 강연 소식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임시수도의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비록 곤궁

하던 전시의 혼란기에 국립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사

람은 적었지만, 전쟁 중에도 국립박물관이 본연의 기

능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분명했다.

1953년 국립박물관은 광복동의 임시 청사 안에 추

가로 확보한 공간에서 현대미술과 전통미술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 수 있었다. 국립박물관은 이해 5월과 6월 

<현대미술작가초대전>과 <이조회화전>을 각각 개최함

으로써 국립박물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피란민의 도

시” 부산에 “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전쟁으로 위축되어 있던 국립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

가 국립박물관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등 외국 외교사절과 공공재단 등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78 김재원 관장은 호우총 발굴 시 촬영한 ‘먼젓번의 <新羅의 古墳>보다 더 완전한 記錄文化映畵를 만들어 不遠 해외까지 진출시킬 것’이라고 머리말에 적었는

데, 그 실현 여부와 영화 필름의 현존 여부는 향후 확인을 요한다(『4286년도 발굴보고 경주 노서리 쌍상총, 마총, 138호분』, p.2). 

79 김재원, 앞의 책, 1991, pp.174~175. 1955년에 간행된 ‘4286년도 발굴보고 경주 노서리 쌍상총, 마총, 138호분’ 보고서의 발간 비용도 하버드 옌칭 연구

소에서 제공 받았다.

80 국립박물관의 ‘1953년도 사업계획서’와 ‘1955년도 사업계획서’를 비교하면 그 내용이 대체로 비슷한데, 이는 1953년에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사업을 이 해에 

진행하지 못하고 1955년에 다시 시도했음을 짐작케 한다. 대표적으로 공주 송산리 고분벽화 모사, 고적조사보고서 제2책 발간, 국립박물관과 경주분관의 안내

서 발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환도와 그 이후 예기치 않은 여러 사안으로 인해 국립박물관이 사업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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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2006.

  •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사회평론, 2009.

  • 국립중앙박물관,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 지키고 이어가다』, 2020.

  • 김리나, 「한국전쟁 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86, 2014.

  • 김원용, 『나의 인생, 나의 학문』, 학고재, 1996.

  • 김재원, 『여당수필집』, 탐구당,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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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vacuation of the National Treasures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Activities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Securing a safe place to keep its collections in Busan, the interim capital during the Korean Wa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ould fulfill its mission to protect the national treasures. 

Right before Seoul was recaptured by the Communist forces, the museum managed to evacuate its collections to 

Busan in December of  1950. 

Until the armistice in 1953, a Korean government warehouse in Busan had to function as a temporary museum 

building. Protecting the national treasures in this small build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d to maintain its 

role as a national museum and contribute in revitalizing cultural functions of  Busan, the interim capital. 

The efforts led to hope for reconstructing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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