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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향기 - 한국 근대회화의 재조명

「명품의 향기」 展을
개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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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갤러리는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중 미술사 개설서와 교과서 등에 소개되어 국민에게 친숙하면서도 미술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 명품 20점을 엄선하여 「명품의 향기-한국 근대회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조선왕조 마지막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소림 조석진을 비롯하여 소정 변관
식, 심향 박승무, 월전 장우성, 일주 김진우 등과 조선말기 남종산수화를 계승하여 호남화단을 이끌었던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도촌 신영복 등의 한국화 10점과 이마동, 박영선, 김인승, 박득순, 박상옥, 임직순, 김찬희, 김종하 등 한국 근대 서양화단을 이끌었
던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한국은행이 공공콜렉터로서 어려운 시절 예술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수집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
시회를 통해 한국 근대 미술계를 풍미했던 작가들의 숨결과 명품의 짙은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용회

명품의 향기 - 한국 근대회화의 재조명

전시를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은갤러리에서는 「명품의 향기-한국 근대회화의 재조명」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은행
이 공공 콜렉터로서 현재까지 수집한 미술품 중 국민에게 친숙하며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회화 명품 20점을 엄선하여 소개하
고자 합니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한국은행 소장 명품을 감상하면서 지나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유
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근대화단을 이끌었던 대가들의 작품이 두루 전시됩니다. 조선왕조 마지막 도화서 화원으로 고종황제의 어진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개화기 서화계의 대가 소림 조석진(小琳 趙錫晋)의 어해도(魚蟹圖)를 비롯하여 근대 동양화 6대가 중
소정 변관식(小亭 卞寬植)과 심향 박승무(深香 朴勝武), 의재 허백련(毅齋 許白鍊) 등 3명의 산수화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남종산수화의 맥을 이어온 남농 허건(南農 許健)이 1970년대 가장 즐겨 그렸던 화제 중 하나인 소나무 그림과 그의 제자 도촌 신
영복(稻村 辛永卜)의 산수화를 소개하고, 월전 장우성(月田 張遇聖)의 문기(文氣) 가득한 학 그림, 그리고 그의 문하에서 이당 김
은호(以堂 金殷鎬)의 인물화 양식을 전수받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완성시킨 목불 장운상(木佛 張雲祥)의 미인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마치 바람결이 느껴질 듯 떨림이 있는 잎과 현대적인 구성미가 돋보이는 일주 김진우(一洲 金振宇)의 묵죽화가
전시되고,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천경자풍의 채색화’라는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화가로서 대한민국 4
대 여류화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천경자(千鏡子)의 작품 등 한국화 10점이 전시됩니다.
한편 서양화 부문에서는 한국 근대 서양화단을 이끌었던 이마동(李馬銅,), 박득순(朴得錞), 박영선(朴泳善), 김인승(金仁承), 김
찬희(金 熙,), 박상옥(朴商玉), 황유엽(黃瑜燁), 김종하(金種夏), 임직순(任直淳) 등 제1세대 작가들의 1950-60년대 최전성기 농
익은 기량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 작가들은 모두 1930년대 일본에 유학하여 근대 동아시아 아카데미즘의 본산이었던 동경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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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비롯하여, 제국미술학교와 태평양미술학교,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 등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돌아온 신세대의
동경유학파들로서, 한국 근대미술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조선미술전람회(선전)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등 관전(官
展)을 통해 활약한 작가들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이들의 작품은 일본 유학시절 고전적 사실주의 또는 낭만적 자연주의와 인상
주의가 혼합된 정취(情趣)적 사생주의의 경향을 지닌 외광파(外光派)의 아카데미즘을 충실히 따른 작품들로서, 특히 이마동의 <
고궁>이나 박득순의 <수덕사>, 김인승의 <독서하는 여인> 등은 정확한 사실묘사력과 안정감 있는 구도 등 아카데미즘의 특징들을
잘 담고 있어 교과서적 전범이 되는 대표작품들입니다. 또한 박영선의 <향토>, 김종하의 <니스 풍경> 등은 작가의 화풍이 변화하는
과도기의 작품들이고, 김찬희의 <수수밭>은 현존하는 작가의 유일한 작품이어서 작가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미술사적 가치가 매
우 높은 작품들입니다. 이외에 한국 화단에 인상주의적인 자연화풍을 정착시킨 선친 오지호(吳之湖)에 이어 한국적 인상주의 화
풍을 국내화단에 계승, 정착시킨 오승우(吳承雨)의 정물화가 전시됩니다.
이처럼 이번 「명품의 향기」전에는 한국 근대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던 작가들의 작품이 두루 소개됩니다. 전시작품 중에는 작가의
활달한 필치와 탄탄하고 안정감있는 구도 등으로부터 압도 당하는 대작 외에도 작은 화폭 속에 작가의 혼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소품이 함께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작품 중에는 목불 장운상의 <실재한 미인-운>, 박상옥의 <향로봉>, 박영선의 <향토>, 김인승의 <
독서하는 여인> 등 국전에 심사위원 및 추천작가로서 출품한 작품이 4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작이 주는 짙은 감동을 느껴보시고, 한국 근대미술계를 이끌었던 거장들
의 붓 끝에 담긴 심오한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 인 석 (한국은행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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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죽(墨竹)
A Bamboo

일주 김진우 一洲 金振宇
Kim, Jin-Woo 1883-1950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46×230cm

화면의 반을 차지한 통죽의 굵은 몸체가 화면의 위와 아래를 뚫고 나가며 기운차게 뻗
어있는 이 작품은 근대 묵죽화의 길을 활짝 연 화가로 평가받는 김진우의 작품이다. 세파에
시달렸는지 대나무 마디마디에선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고, 새로 자란 세죽의 가지 끝엔 짙고
옅은 먹빛의 댓잎들이 마치 바람결이 느껴지듯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다.

김진우는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호는 일주(一洲), 또는 금강산인(金剛山人)이며, 1918
년 해강 김규진이 개설한 서화연구회에서 서화공부를 하였다. 사군자를 두루 잘했으나 특히
대나무를 잘 그렸고 서화 감식에도 밝았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수상하였고,
상해 임시정부 의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항일광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을 사후에 인
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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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覃>*

<담계 옹방강(覃溪 翁方綱, 1733-1818)을 보배롭게 여기다>*
    ✽귤산 이유원(橘山 李裕元, 1814-1888)이 자하 신위(紫霞 申緯, 1769-1845)의 묵죽도에 쓴 시

碧玉林深水一灣, 煙橫月出海東山

푸른 대숲 깊숙한데 물 한 굽이, 연기 비끼는 해동(조선)의 산에 달 떠오른다.

却憑淡墨靑鸞尾, 淨掃淸風五百間

맑은 먹과 난새 꼬리 붓으로, 맑은 바람 오백 칸을 깨끗이 쓸어냈다.

金剛山人

금강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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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A Landscape

도촌 신영복 稻村 辛永卜
Shin, Young-Bok 1933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88.3×126.4cm

깊은 숲 속에 자리잡은 산사(山寺)를 표현한 이 작품은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어지
러울 정도의 나무줄기와 가지들로 인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작가는 실경에 바
탕을 둔 산수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에 의해 재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전
통에 대한 탄력적인 수용태도와 새로움을 위한 노력들은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
는데, 유연한 붓놀림으로 수목의 줄기를 표현한 점과 미세한 미점(米點)의 잎새 표현 등이 그
러하다.

신영복은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호는 도촌(稻村)이다. 강진의 서예가 이백련의 문하
에서 한학 수업을 받았고, 스승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서화수업을 병행하였다. 1947년 스승의
소개로 남농 허건의 문하에서 정식 회화수업에 입문하였다.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
전) 입선을 시작으로 제9회 국전까지 연이어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초대작가, 심사위
원 등을 역임하였고, 옥관문화훈장을 서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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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A Landscape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Byun, Kwan-Shik 1899-1976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1×126cm
1960

가을비 내리는 어느 날 한적한 향촌의 풍경을 먹의 농담과 분방한 붓질로 표현한 이 작
품은 비오는 날의 습윤함을 묘사하기 위해 물을 가득 머금은 짙은 먹으로 우측의 산과 나무
를 표현하였고, 강변엔 비를 가리기 위해 도롱이를 걸친 인물이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변관식은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호는 소정(小亭)이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도화서 화원
인 외조부 소림 조석진 아래서 7년간 서화를 배웠고,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에게 일본의 수묵화풍을 익혔다. 1937년부터 금강산 등 전국의 명
승지를 떠돌며 실경을 사생하는 등 한국적 풍치를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화풍을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광복 후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강직한 성격 탓에 여생의
대부분을 재야화가로서 화업에만 몰두하였다.

17

王右丞 作詩爲無形畵, 作畵爲不語詩, 大都品格超絶, 思致高遠也, 庚子秋日小亭
왕유에 따르면, 시를 지으면 형태 없는 그림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말없는 시가 된다. 이는 모두 품격이
매우 뛰어나고 생각이 높고 원대하기 때문이다. 경자년(1960) 가을 소정이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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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Mandarin Fish

소림 조석진 小琳 趙錫晋
Cho, Seok-Jin 1853-1920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6×53cm
1910

한 마리 쏘가리가 수초 사이를 유유히 헤엄쳐 다닐 즈음, 다른 한 마리가 수면 위로 튀
어 올라 복숭아꽃잎을 따먹는 순간의 움직임을 시적으로 포착해 내고 있는 이 작품은 작은
그림이지만, 능숙한 먹의 사용과 공간을 잘 활용한 짜임새있는 배치를 보여준다. 화면 좌측에
작품의 중심이 되는 쏘가리 두 마리를 배치하였고, 우측에는 바위 틈에서 나와 유유자적 돌
아다니는 참게 두 마리를 짙은 먹으로 재치있게 묘사하였다. 예부터 쏘가리와 게는 입신출세
의 상징으로 여겨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화제였다.

조석진은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자는 응삼(應三), 호는 소림(小琳)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도화서 화원으로 산수화와 어해도를 잘 그렸던 할아버지 임전 조정규(琳田 趙廷奎)
밑에서 자랐다. 조선왕조 마지막 도화서 화원으로 활약했고, 화가로서의 명성과 지반을 확고
히 다져 심전 안중식과 함께 쌍벽으로 군림하였다. 산수, 인물, 화조, 어해 등 모든 분야에 풍
부한 기량을 발휘하였고, 산수화는 장승업과 같이 전통을 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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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花流水鱖魚肥
복사꽃은 물위에 떠 흐르고, 쏘가리는 살이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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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도(三松圖)
Three Pines

남농 허건 南農 許健
Huh, Geon 1908-1987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65×120cm
1971

노송의 위아래를 자르고 중간 줄기와 한 두 가닥 뻗어 내린 솔잎 가지를 독특하게 구성
해 놓은 이 작품은 남농 허건의 열정적 몸짓과 왕성한 기세를 느끼게 해준다. 세 그루의 소나
무를 화면의 왼쪽에 배치하고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의 한 가지만을 화면의 오른쪽 아
래로 향하게 하여 여백의 미를 살렸고, 담채로 맑게 처리한 줄기와 가지의 청아한 기품은 오
랜 세월의 풍상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기상을 잃지 않는 노송의 기품을 부각시켰다.

허건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남농(南農)이다. 조선말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소치 허
련(小癡 許鍊)의 직계 손자로서 3대째 화맥을 이으며 허련이 만년에 기거한 진도의 화실 ‘운
림산방’을 재건하는 등 한국 남종화의 기반을 단단히 하였다.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선전)에 입선하며 등단하였고, 1944년 마지막 선전에서는 조선총독상을 수상하였다. 1946
년 ‘남화연구원(南畵硏究院)’을 열어 후진을 양성하였고, 중앙 화단과의 연계와 자신의 지위
를 바탕으로 제자들의 국전 진출을 이끌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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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松圖 辛亥夏日作也 雲林山房 南農
세그루 소나무 신해년(1971)여름 운림산방에서 남농이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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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한 미인-운(韻)
Portrait of a Beauty-An Elegantly Flowing Rhyme

목불 장운상 木佛 張雲祥
Jang, Woon-Sang 1926-1982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75×105cm
1969

왼손에 부채를 쥔 채 살짝 뒤돌아선 소복 차림의 여인은 무척이나 매혹적이다. 부드럽
고 섬세한 선묘로 표현한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릿결이나 초승달 모양의 눈썹, 아담한 어
깨선 등에서 여인의 부드러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여인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이 작품은 장운상이 1969년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동양화부의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 자격으로 출품했던 것으로, 그의 대표작 중 한 점이다.

장운상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호는 목불(木佛)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회 입학
생으로 월전 장우성 문하에서 이당 김은호식의 인물화 양식을 계승받았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49년 제1회 국전에 응모하여 특선을 수상하였고,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등 국전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하였다. 전통적인 옷차림과 우아한 얼굴표정의 전형적인 한
국여성상을 섬세한 필선과 맑고 선려한 채색으로 묘사하여 세칭 “미인화가”라는 평을 받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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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군(魚群)
Fishes

천경자 千鏡子
Chun, Kyung-Ja 1924-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48×33cm

화면 가득 선홍색 금붕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세부적인
묘사를 배제한 최소한의 붓터치로 금붕어의 빠른 움직임을 포착하여 담고 있다. 붉은색의 농
담변화와 번짐, 먹의 선명한 색상대비를 통해 유연성 넘치는 금붕어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예부터 물고기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고 있고, 돈이나 생활의 여유를 뜻하기
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처럼 여러마리의 금붕어를 그려 넣은 것은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하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천경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배정례, 박래향, 이현옥과 함께 한국4대 여류화가로 꼽힌
다.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시간을
초월하여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을 많이 그렸고, 전통 채색화를 넘어서
서 현대적 표현을 추구하여 왔다.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서훈
받았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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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어락(淸江漁樂)
The Joys of Fishing in a Clear River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Park, Seung-Moo 1893-1980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9.5×129.5cm
1951

“맑은 강물에서 고기잡이를 즐긴다”라는 화제의 이 작품은 강물을 따라 좌우로 길게 펼
쳐져 있는 전통 관념산수화이다. 삼원법(三遠法)에 충실하여 근경에는 강가에 면한 언덕을,
중경에는 강 한가운데에 떠 있는 섬을, 그리고 원경에는 부드러운 산세(山勢)의 연봉들을 그
려 넣고 곳곳에 돛단배와 강물 위를 날고 있는 갈매기 등을 그려 넣어 화면을 균형 있게 구
성하였다. 산과 언덕의 골격을 강조하는 주름의 표현이나 수목 등의 묘사에 사용되는 자잘한
태점(苔點)과 반복적인 필선을 통해 산세의 형태를 표현하였고, 부드럽고 온화한 풍정을 자
아낸다.

박승무는 서울 출생으로 호는 심향(深香)이며, 근대 한국화 대가들을 배출한 서화미술
회 강습소에 입학하여 조석진과 안중식에게 전통 화법을 배웠다. 협회전람회(1921~1936)와
초기 조선미술전람회에 사실적인 수법의 향토적 풍경을 출품하며 전통화단에서 위치를 굳혔
으나 국전에는 한 번도 출품하지 않았다. 그 후 6·25 전쟁 뒤 정착한 대전에서 외롭고 곤궁
한 화필 생활을 보냈으나 ‘적극적 허무와 회의의 미술가’로 알려진 그는 고유 양식을 창출하
였다는 점에서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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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江漁樂 辛卯春日 深香散人
맑은 강에서 고기잡이를 즐긴다. 신묘년(1951) 봄날에 심향산인

28

학
A Crane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Jang, Woo-Seong 1912-2005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86.2×33.1cm

깃털 사이에 부리를 파묻고 한쪽 다리를 들고 서있는 한 마리 학의 모습을 빠른 붓질로
단번에 그려 넣은 이 작품은 학의 몸을 물기를 많이 머금은 흐린 먹선으로 구획하고, 다리와
꼬리 깃털, 학의 머리부분만을 짙은 먹으로 표현함으로써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옛부터 학은 고매한 인격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고고한 학의 자태에서 문인
화가로서 ‘시서화삼절(詩書畵三絶)’이라 일컬어졌던 작가의 모습이 연상된다.

장우성은 충청북도 충주 출신으로, 호는 월전(月田)이다. 이당 김은호의 문하에서 한국
화에 입문한 지 2년 만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여 등단하였고, 1944년에는
선전 추천작가가 되었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한국화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을 역임했고, 은관 문
화훈장과 금관 문화훈장을 서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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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A Landscape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白鍊
Huh, Baek-Ryun 1891-1977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90×150cm
1971

높이 솟은 산과 푸른 바다, 네모 반듯하게 구획 지어진 논을 먹과 담채를 적절히 사용하
여 표현한 이 작품은 1971년 한국은행 대구지점 신축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다. 대각선으로
화면을 나누어 산과 마을, 논이 펼쳐지며, 바다에서는 노 젓는 어부의 손길이 바쁘기만 하다.
얼핏 보기에 이상적인 산수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농기구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
오는 농부의 모습이나 고기잡이하고 있는 어부의 모습 등 작가가 고향 진도에서 늘 마주쳤던
정경을 표현한 것으로 느껴진다.

허백련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소치 허련의 방손(傍孫)이다. 호는 의재(毅齋), 의도인(毅
道人) 등이고, 1914년부터 운림산방(雲林山房)에서 허련의 아들인 미산 허형에게 그림을 배
웠다. 1910년 메이지대학 법과 3년을 수료하였으나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
雲)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 그림공부에 전념하였다. 1922-23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하였으며, 1938년 호남지방의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연진회를 창설해 호남화단을 이끌
었고,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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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暮抵竹淵>*

<저물 때 죽연에 이르다>*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의 시

漫漫野路荳花中, 樹樹漁村早枾紅

아득한 들길 콩꽃 가운데, 어촌의 나무마다 올감이 붉다.

頭白農人筠笠亞, 手牽黃犢溯江風  

머리 센 농부는 대갓을 쓰고, 강바람 거슬러 누렁소 끌고 간다.  

辛亥淸秋 因大邱金融團之囑

신해년(1971) 맑은 가을, 대구금융단의 부탁으로

奉祝韓國銀行大邱支店新築記念

한국은행 대구지점 신축기념을 봉축하다.

毅道人寫

의도인이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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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밭
The Millet Field

김찬희 金 熙
Kim, Chan-Hee 1914-197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00.0×80.3cm(40F)
1951

화면 가득 메운 붉은 수수밭에 지게를 지고 가을걷이를 나온 인물을 그려넣은 이 작품
은 사실적 묘사보다는 표현적 묘사에 중점을 두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전체적으로 청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여 차가운 느낌을 주면서도 황갈색을 적절히 혼용해 가을 들녘의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김찬희는 1946년 12월 임직순, 류희강 등과 함께 최초의 순수미술인 단체인 “인천미술
인동인회”를 조직하였고, 1947년에는 태평양미술학교 동문인 박득순, 손응성, 이규호 등 조
형미술동맹에서 탈퇴한 일부미술가들과 제작양화협회(制作洋畵協會)를 결성하여 작품을 발
표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인천문총구국대>라는 명칭으로 종군화가로 화동하였고, 숭문고
등학교, 덕수상업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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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유정(夕陽有情)
Mood at Sunset

황유엽 黃瑜燁
Hwang, Yoo-Yub 1916-2010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60.6×45.5cm(12P)

저녁노을을 한껏 받은 두 마리의 닭이 마치 사랑을 나누듯 다정하게 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화면 왼편에는 커다란 태양을 주황색으로 비스듬하게 그려넣어 석양을 표현하였고, 하
단에는 이들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수탉 한 마리를 묘사하였다. 둔중하고 질박한 굵은 검정
윤곽선으로 형상지어진 대상들은 다분히 표현적이며 단순화되어 있다. 겹겹이 칠한 물감의
질감은 다소 거친듯하지만 구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황유엽은 평안남도 대동 출신의 실향민 화가로, 소나 닭 등의 가축을 화면 속에 자주 표
현하는 등 향토색 짙은 작품세계를 지향하였다. 6.25때 월남한 이후 국방부 종군화가로 활동
하였고, 창작미협전, 신상회전 등에 참여하였다. 6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출품
을 계기로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지냈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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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Sudok Temple

박득순 朴得錞
Park, Deuk-Soon 1910-1990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45.5×53.0cm(10F)
1965

충남 예산 수덕사 경내에 위치한 3층 석탑을 그린 이 작품은 철두철미한 자연주의 화
가였던 박득순 특유의 유연함과 풍성함을 엿볼 수 있는 수작이다. 작가는 극명한 명암처리와
생동감 넘치는 채색, 빠른 붓터치 등을 통해 초가을 산사의 평화로움을 표현하였고, 3층 석탑
주변에는 두루마기를 두르고 탑돌이를 하고 있는 듯한 노인을 배치하여 현장감을 더욱 증폭
시켰다.

박득순은 함경남도 문천 출신으로, 호는 소성(素城), 소리(素里)이다. 일본 동경의 태평
양미술학교에서 유화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 경성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며 미술품을 담당
하였다.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가신작전에서 주목을 받으며 각광을 받았다. 한국전
쟁 중 국방부 종군화가단 단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수도여자사범대학, 영남대학
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대한민국예술원상, 보관문화
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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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古宮)
Ancient Palace

이마동 李馬銅
Lee, Ma-Dong 1906-1981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53.0×65.1cm(15F)
1968

나뭇잎도 다 떨어진 늦은 가을날 인적없는 어느 고궁의 한적한 뒷길을 고즈넉하게 표현
한 이 작품은 아카데믹한 사실주의 화풍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마동의 1968년 작품이다. 지
금은 찾아보기 힘든 비포장 황톳길과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토담은 잦은 붓질로
입체감을 주었고, 나무줄기와 가지 등에 사용된 점묘적 시도는 작가의 이전 작품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이마동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호는 청구(靑駒)이다.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에게 그림 지도를 받았고,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조선미술전
람회에서 1회의 특선과 3회의 입선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초대작가, 심
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목우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홍익대 미
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울시 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문화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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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Mt.Mudeung – A Snowy Scene

임직순 任直淳
Yim, Jik-Soon 1919-1996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37×30cm

눈덮인 겨울 흰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풍경을 그린 이 작품은 무등산 아래 초옥의 정취
를 담고 있다. 작은 캔버스 위에 즉흥적이고 활달한 필치로 무등산과 그 아래 펼쳐진 정경을
포착하였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차가운 청색 계열이지만 간간히 덧칠해진 난색 계열의 붓터
치는 소박하면서도 정감있는 겨울날의 서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직순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일본의 동경미술학교 유화과를 졸업하였다. 1940년 조
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였고, 1943년 귀국 후 일관된 작품경향을 보여주며 국전을 통해 위
상을 정립해 나갔다. 광주 조선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곳곳을
직접 사생하며 다수의 풍경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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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A Hometown Utopia

박영선 朴泳善
Park, Young-Sun 1910-1994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93.9×130.3cm(120F)
1953

목가적인 농촌의 풍경을 표현한 이 작품은 박영선이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에 추천작가로서 출품했던 작품이다. 다양한 인물들을 3단구도로 배치한 작품으로, 하단에서
위쪽으로 전개되는 화면에 따라 등장인물의 크기를 달리하고 있다. 화면 속 등장인물 대부분
은 여자와 어린 소년들로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종전 후 피폐해진 나라
를 재건하려는 작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부드러운 붓놀림과 청회색조의 색
상, 서양인과 흡사한 여인상의 모습에서 작가 특유의 화풍이 잘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은 평양 출신으로,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등단한 뒤 일본으로 유학하여
가와바타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55년 프랑스 유학 후 사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성향이 환상
적이고 추상적인 화풍으로 변화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 중앙
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를 지냈고,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을 역임하였으며, 국민훈장 문화장을
서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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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하는 여인
A Lady Reading a Book

김인승 金仁承
Kim, In-Seung 1911-2001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16.8×91.0cm(50F)
1953

의자에 앉아 오른손에 책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여인의 단아한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1953년 김인승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출품했던 작품이
다. 발그레하게 홍조 띤 여인의 얼굴, 붉은색 스웨터와 검은색 스커트의 색상 대비가 매우 안
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고, 은은한 배경처리 등은 이후 구상작가들이 즐겨 채택한 소
재와 기법의 전형이 되었다.

김인승은 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였고 그해 조선미술전람회에
〈나부(裸婦)〉를 출품하여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였다. 1940년 선전 추천작가가 되었고,
1949년 국전이 개설된 이후 추천작가 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카데미즘 화풍의 정착
에 큰 역할을 하였다. 목우회 창립멤버로 참여하였고,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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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A Sunflower

오승우 吳承雨
Oh, Syung-Wu 1930-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53.0×45.5cm(10F)

화면 중앙에 놓인 꽃병에 노란 해바라기 다섯 송이와 붉은색 꽃 두 송이가 가득 꽂혀 있
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해바라기 두 송이가 유난히 황금빛으로 빛난다. 꽃과
화병이 비슷한 색상으로 칠해져 있어 자칫하다가는 매우 지루하고 느슨한 화면을 만들어 낼
수도 있었지만 짙은 색과 순백에 가까운 밝은 색의 적절한 면 분할을 통해 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빛이 반사된 화병의 어깨 부분을 두 번의 붓질로 툭툭 처냄으
로써 화면 전체에 미치는 빛의 영항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승우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하였다. 제6~9회 대한민국미
술전람회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지냈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선친 오지호의 영향을 받아 한
국적 인상주의 화풍을 계승하여 자연을 관찰하고 그 곳에서 받은 인상을 화사한 빛과 색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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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풍경
Nice

김종하 金種夏
Kim, Jong-Ha 1918-2011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53.0×45.5cm(10F)
1958

물가에 접한 도시의 인상을 차분하게 가라 앉은 회색톤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작품은
김종하가 프랑스 유학시절 니스의 도시풍경을 그린 것이다. 붉은색 지붕들이 연이어 있는 물
가의 주택가는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고, 수면 위에는 건물의 잔영이 어려 있다.
간간이 떠있는 조각배의 모습에서 한적하고 조용한 유럽 소도시의 오후 한때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김종하는 서울 출생으로, 최연소로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수상하였다. 일본 가와바타
미술학교와 동경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오랜기간
파리에 체류하면서 동양적 감수성과 초현실주의 기법을 결합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대한
민국 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프랑스 보자르 드 파리전에
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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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봉
Hyangro Peak

박상옥 朴商玉
Park, Sang-Ok 1915-1968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7.0×162.2cm(100M)
1958

운해(雲海)에 둘러싸인 북한산 향로봉의 경관을 그린 이 작품은 박상옥이 1958년 제7
회 국전에 초대작가로 출품한 작품이다. 새해 아침 북한산의 일출을 표현한 듯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짜기를 아침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어 강한 역동감과 희망이 느껴
지는데, 피폐해진 민족의 상처를 언제나 변함없는 대자연의 웅비(雄飛) 속에서 치유받고자
한 작가의 염원이 담긴 듯하다.

박상옥은 서울 출신으로 일본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선전)와 대
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구상화가들의 모임인 목우회 창립회원이었
으며, 제3회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서울교대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로 서민들의 일상 풍경이나 풍물 등 소박하고 토속적인 소재를 통
해 한국적인 미감이 살아 있는 작품활동을 하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서울 곳곳의 풍경을
다양하게 화폭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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