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사계  Four Seasens  (95×55cm)

40. 무지개 천사들의 소풍  The Picnic of Rainbow Angels  (55×55cm)



41. 강 건너  Across the River  (41×27cm)

42. 숲 속의 춤추는 공간  Dancing Space in the Forest  (72×72cm)



43. 향수  Homesick  (30×22cm)

44. 우리 사이  Between Us  (61×38cm)



45. 거울과 영상  Mirrors and Images  (50×50cm) 46. 유희준 저 “건축공간과 형태의 이해” 책안의 그림들  (56×40cm)



47. 잉태 1  Conception 1  (41×33cm) 

 미국 Artist’s magazine사가 주관하는  

 2004, 제21회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의 Finalist Winner(결승 출전자) 상을 수상한 작품

48. 미국 Artist’s magazine사에서 보내온 상장과 축하 편지

Artist’s Magazine사에서 보내온 편지

Dear Hi-Jun                                                                                                                 July 26. 2004

축하합니다.

귀하의 미술 작품 “잉태”가 제21회 Artist’s Magazine 미술현상경기의  실험부문에서 Finalist(결승 출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는 금년 12월호에 Finalist(결승 출전자)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 중략 -

귀하의 성취는 자랑할 만한 일로, 특별히 올해의 미술현상에는 13,000명 이상의 응모자들이 출품하였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리고 귀하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편집장    Tom Zeit

부편집장 Beth Derringer-Keith



49. 청와대 영빈관 내부디자인 투시도 -1  45세때 박정희대통령께 설명드렸던 손으로 직접 그린 투시도  (65×32cm)
50. 청와대 영빈관 2층 내부디자인 투시도 - 2  45세때 박정희대통령께 설명드렸던 손으로 직접 그린 투시도  (67×37cm)



51. 완공된 청와대 영빈관 내부 사진

52. 완공된 청와대 영빈관 내부에서 행사하는 장면을 TV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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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준의 지나온 길  

6.25 때 의용군에 끌려갔다 도망치다

나는 생일이 일러서 학교에 어려서부터 일찍 들어가서 6.25 전쟁이 난 열일곱살 때 중학교 5학년 (현 고2) 이었다. 6월28일 학교가 궁금해서 

학교에 가보았더니 나처럼 궁금해서 학교에 온 학생이 꽤 많았다. 

모두 강당에 들어가라고 해서 모두들 들어갔는데 2,3백 명은 되었다. 모두 강당바닥에 앉았는데 누가 나오더니 의용군에 나갈 사람 손을 

들라고 하는데 한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더니 박수치라고 해서 박수를 쳤다. 

그 후에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모두들 밖으로 나오라고했다. 그리고는 반장들은 따로 모이라고 했다. 나도 5학년 2반 반장을 했기에 멋모르고 

한쪽에 모였다. 일곱 여덟 명이 끌려서 근처 동사무소 2층 한 쪽방에 감금이 되었었다. 

내가 머리가 움직여서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얘 딸려 보내 !”하고 뒤에 시뻘건 소련 국기가 걸린 

책상의 험상 굳은 사람이 아래층 가는데 나를 딸려 보냈다.  아래층 문간 옆에 변소가 있어서 나는 조그만 문고리를 잠갔는데 오줌 마려운 생각

은 하나도 없고 유리창이 깨져있는 빈 창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놈이 “야!, 다 눴어?”하고 문을 두드

리는 순간 “조금 만요” 그러고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넘어 청파동 집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쳤다.

나는 내가 의용군에 나가서 총알받이가 되어 죽은 것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6.25로 행방불명된 아들을 평생 근심 걱정하시다가 돌아가

시게 하지 않은 효자노릇 한 게 너무도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강당에서 밖으로 나왔던 나머지 학생들은?

나중에 정택이란 친구에게 “너는 그때 어떻게 도망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끌려가고 난 후에 그 당시 총천연색 소련영화인 “석화”란 

영화를 보여준다고 트럭에 모두 타라고 해서 좋아서들 타고 명동에 있는 시공관에서 영화를 보게 한 후 의용군으로 끌고 갔는데, 자기는 

빵모자를 입구에 맡기면서 담배 사러 갔다 온다고 그러고 도망쳤다고 했다.

● 한양대학교 건축과 졸업

 1954-1958
● Iowa State University 건축과 대학원 졸업

 1961-1963
● 미국 LA 설계회사 Luckman Group 근무

 1963-1965
● 한양대학교 건축과 교수

 1965-1999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Interior Design 강의

 1965-1977
● 제28회 국전 대통령상 수상

 1978

● Univ. of Califonia Berkeley 건축과 연구교수

 1980-1981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1982-1986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1986-1988
●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예술문화대상

 1992
● 대한민국 옥관 문화훈장 

 1995
● 한양대학교 건축과 명예교수 

 1999-현재

9.28 서울 수복까지 석달 동안의 공포와 배고픔

청파동 집의 뒤꼍으로 난 조그만 문으로 드나들면서 석달을 인민군 치하에서 지내던 시절은, 안 살아 본 사람은 못 느끼는 인생의 악몽 가운데 

악몽이다. 가끔 가다 의용군 갈 만한 사람 있나 잡으러 올 때는 지옥 가운데 지옥이다.

나는 사람이 배고플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6.25 석달 전까지 종로 운현궁 뒤의 익선동에 살 때는 가을에 동네에서 우리 집에 고사떡

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물론 우리 집에서도 그만치 보냈겠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세어보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기억한 것이지만 마흔

두 집에서 팥으로 된 고사떡이 들어왔었다.

배가 고프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계속 팥 시루떡이 눈앞에 맴도는데 잠 잘 때까지 한시도 눈앞에서 맴돌지 않을 때가 없도록 배가 고팠었다. 

그 당시 몇일에 한번 씩은 묽은 죽이라도 먹게 해주신 부모님께 고마웠다. 그렇게 내가 배가 고팠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얼마나 배가 고프

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행복한지도 모르겠다.

일본소설 책으로 일본어로 된 “나쓰메소오세키 전집”이 나를 시간 보내게 해 살려주었다. “봇짱”, “와가하이와 네꼬데아루”, “쿠사마꾸라”등 

여러 편을 보고 또 보면서 지루한 석 달을 보낼 수 있었다.

낙제한 중학교 친구를 끌어 올려주다

중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올 때 반의 한 친구가 낙제를 하여 못 올라온 친구가 있었다. 나는 교무실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친구를 

가르쳐서 따라갈 수 있게 하겠으니 5학년으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마” 해서 낙제를 

면한 친구가 있었다. 담임선생님은 미술선생님이셨고 나는 반장이면서 미술부 부부장이라 가까웠었다. 그때 그 친구는 김정택인데, 키도 

크고 남자다웠고 성격도 좋았다.

한양대학교 건축과에 올바르지 않게 합격한 것을 고백한다

중학교 5학년때 6.25전쟁이 나서 졸업을 못해서 대학교에 갈 수 없었다.

하루는 정택이가 찾아와서 “너 건축과에 다니고 싶다고 그랬지?” 하길래,“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 때

문에 학교를 못 다녀서 졸업장이 없지 않느냐?”했더니, “그건 걱정 말고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나한테 

영어시험 볼 때 보여만 주면 된다.”고 해서 염려는 되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 

말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날 한양대학교 건축과 입학시험을 위해서 그 친구가 수험표 89번, 90번을 

가지고와서 한 장은 나에게 주었다.

창가에 앉은 내가 그 친구에게 약속대로 시험 중 두근두근 떨면서 영어 답안지를 보여주었다.

발표 난 걸보니 그 친구는 떨어지고, 나만 붙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내가 

그리던 건축과에 턱걸이를 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게 합격한 나를 후일 

환경대학원 원장을 하게하고,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내 양심과 사회에 너무 

송구스러운 생각이 나서 고해를 하고 싶다. 대학입학 직전 유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