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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기증한 운정의 그림들 

내가 미국 대학에 보낸 그림이 두 점 있다. 하나는 1984

년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에 보낸 ‘주먹(Fist·1984)’이

라는 유화다. 2호(25.8×17.9㎝)짜리 조그만 화폭에 가득 

내 주먹을 그려 넣었다. ‘힘을 수반하지 못한 정의는 무

기력하고, 정의를 수반하지 못한 힘은 폭력일 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사람이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온다. 갓난아기의 손을 펴보면 손바닥에 손금을 따라 

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다. 그 정도로 주먹을 꼭 쥐고 나

온 거다. 이건 바로 아기가 엄마 배 속을 힘겹게 빠져나

오면서 살아야겠다는 본능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사

람은 슬플 때 주먹을 쥐고서 울고, 결의를 표명할 때에도 

주먹을 쥔다. 이 주먹이 인생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하나

의 상징이 된다.

또 다른 그림은 미주리주 풀턴의 웨스트민스터대 전시

관에 있는 ‘봉산탈춤’(116.8×91㎝·1977)이다. 

웨스트민스터대에서 나에게 “그림을 그린다고 들었으

니 한 작품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보내 준 게 ‘봉산탈춤’이다. 나는 그 그림에 대해 

‘과거 한국 사람들은 맨 얼굴로는 못하니 이런 탈을 쓰

고 권세를 비판했다. 그림 속에는 권력을 향한 조용한 

반항과 해학諧謔,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뉘우침을 요구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줬다. 

지금 이 그림은 대학 전시실에 처칠 및 드와이트 아이

젠하워(1890~1969) 전 미국 대통령의 그림과 나란히 

전시돼 있다.

1980년 1월 17일 한미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장

병들을 격려했다. 이자리에서 김종필 총재는  위컴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석교의 가을'을 전달했다.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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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對미국 외교활동 주요 연보

1951.9.28       제1차 국군장교단 유학생으로 미국 포트베닝 육군보병학교에 입교(6개월)

1954.9.29       미국 동성훈장 수여

1961.3월말    미8군 매그루더 사령관에게 ‘정군과 중견장교들’ 제목으로 공개장 발송

1961.5.19       미8군 매그루드 사령관과 ‘혁명’ 관련 담판

1962.10.23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공식 방문 (행정부, 의회, 언론계, 각계 지도자 면담, 본문 참조)

1962.10.26    케네디대통령 면담 계획 변경, 로버트 법무장관 면담

                       (5·16혁명 당위성 설득, 미국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 전폭 지원 요청)

1962.11.8       하와이에서 정양 중인 이승만 전 대통령 문병, 위문금을 전달

1963.2.25~10.23    ‘자의반 타의반’ 1차 외유 (미국, 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 등 순방)

1963.9.20      미국 페어리디킨슨 대학 ‘후진국가의 리더십’ 강연

1964.6.18~12.29    ‘자의반 타의반’ 2차 외유 (미국 등 순방)

1964.7.8~8.18     미 하버드대학 헨리 키신저 교수 ‘정치경제 세미나’ 수강

1964.9.16      미 상원 도드 외교위원장 등 정부, 의회에 한국군 월남파병 제의

1964.9.24      트루먼 전 미대통령 면담

1964.10.9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 명예법학박사 수여

1966.10.6       미국 웨스트민스트 대학 명예정치학박사 수여  ‘자유를 향한 아시아의 길’ 강연

1968.11.15      미국 페어리디킨슨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수여, ‘민족적 민주주의’  강연

1973.1.5         고 트루먼 미대통령 추도식 참석 

1973.1.5         백악관에서 닉슨 미대통령 면담

1983.4.21       미국 컬럼비아 대학 객원연구원(2개월) 

1984.7.15,16  미국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참관 

1985.2.21       도날드 레이건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1986.2.25      미국 체류 1년 7개월 만에 귀국

1989.6.17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월드포럼’ 주제 강연 

1992.6.14       미국 유타대학 명예과학박사 학위 수여  

1995.1.22       오레곤 대학 명예과학박사학위 수여, 기념 강연

1999.12.7~21    미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순방

2001.1.20       조지 부시 2세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

# 운정의 미국 외교활동과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
은 내용, 사진, 자료 등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운
정재단에 기증(복사본, 진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증하여 주시는 자료는 국가기록원 기록사
업과 연계하여 우리 현대사의 정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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