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 곽석손 만청 권기윤 운보 김기창
구산 김선두 옥산 김옥진 구룡산인 김용진
남강 김원 이당 김은호 소송 김정현
일주 김진우 벽천 나상목 심산 노수현
창원 노숙자 문봉선 유산 민경갑
남정 박노수 심향 박승무 송계 박영대
소정 변관식 산정 서세옥 우현 송영방
도촌 신영복 유석 오용길 금산 왕열
금추 이남호 청전 이상범 해옥 이준
호산 임효 월전 장우성 목불 장운상
소림 조석진 심원 조중현 운산 조평휘
차대영 천경자 정재 최우석 임농 하철경
남농 허건 의재 허백련 우청 황성하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Art Collection of the Bank of Korea

계삼정 고화흠 권옥연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Art Collection of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발간에 부쳐

1950~7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 사회의 혼란 등으로

작가들의 창작여건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공공 컬렉터의 역할이 절
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설립 당시부터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상 작가들 중심으로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약 1,000여점을 소장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의 미술품 컬렉션은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수집된 작품들을 2000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현대미술
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의 한 단면-한국은행 소장 미술품을 중심으로」
라는 전시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국민들의 많
은 관심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미술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reface to Publication of
“From the Bank of Korea
Art Collection: 100 Artworks
by 100 Artists”

Against the backdrop of economic poverty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that swept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1950s and the 1970s, there was a lack of
related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creative work of Korean artists. The role of public
art collectors was thus indispensable, and recognizing this the Bank of Korea has since
its inception in June 1950 been collecting works mainly of artists awarded prizes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day holds approximately
1,000 pieces of art by more than 700 artists. In view of this it seems safe to say that the
Bank of Korea’s art collection is closely aligned with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tself.
The Bank of Korea opened its collection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2000, in an
exhibition titled “Masterpieces of Korean Modern Painting-Collection of the Bank of
Korea”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Bank’s founding at the
Deoksugung Gallery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garnered much attention across the nation, and contributed to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art collections held by public institutions.

2002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80호)이기도 한 화폐박물관 내에 「한은갤러리」

라는 상설전시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0여 차례의 기획전을 개최하여 국민
들과 소장 미술품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신진작가 공모전」을 개최하여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
과 우리나라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n 2002 the Bank of Korea Gallery was set up as a permanent exhibition hall within the
Bank of Korea Money Museum, a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sset(historic site
no. 280). Through the holding of around 30 special exhibitions in the gallery since that
time, the Bank of Korea has sought to provide the public with opportunities to relish
fine art and culture. Since 2013 the Bank of Korea has been holding a Rising Artist
Awards Exhibition with a view to supporting young artists in their creative work and
contributing to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Korean art.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도록을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소장해온 700여 작가의 1,000여 작품 중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서 분명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 100인의 100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회화뿐
아니라 서예와 조각 작품도 포함함으로써 이 도록을 통해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의 진
수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장 미술품의 미술사
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컬렉터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
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한국은행 총재

As another part of these efforts the Bank of Korea is now publishing this book, entitled
“From the Bank of Korea Art Collection: 100 Artworks by 100 Artists.” From its large
collection the Bank has selected for this book 100 artworks, crafted and created by 100
artists who have left clear footprints in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hoped that readers will be able to enjoy the true essence
of the Bank ’s collection through this book, as it contains not only paintings but also
seoye(Korean calligraphy) and sculpture.
As one of the nation’s most prominent public art collectors, the Bank of Korea is
committed to continuing to meet our citizens’ demands for culture and art and to
sharing the value of its collection as a contribution to Korean art history, through the
holding of a wide range of exhibitions. I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April 2018
Lee Juyeol
Governor, Bank of Korea

한국화

서예

014 초정 곽석손 <축제>

054 우현 송영방 <경주 남산>

096 계삼정 <농가의 여인>

138 심형구 <수변>

016 만청 권기윤 <무릉>

056 도촌 신영복 <산수>

098 고화흠 <탁상>

140 안병석 <바람결>

018 운보 김기창 <목동>

058 유석 오용길 <성하>

100 권옥연 <신당동 풍경>

142 양인옥 <제주시 사라봉>

020 구산 김선두 <남도>

060 금산 왕열 <세상에 대한 관조>

102 김덕기 <가족-즐거운 정원>

144 오승우 <해바라기>

022 옥산 김옥진 <산고수장>

062 금추 이남호 <웅시사해>

104 김세용 <설악산>

146 오승윤 <풍수>

024 구룡산인 김용진 <괴석화훼>

064 청전 이상범 <야산귀로>

106 김원 <북악산 전망>

148 우제길 <희망 21세기>

026 남강 김원 <한계령>

066 해옥 이준 <묵란>

108 김인승 <봄의 가락>

150 유병훈 <숲-바람 85-1>

028 이당 김은호 <풍악추명>

068 호산 임효 <개천>

110 김종하 <자연의 조건>

152 윤중식 <가을 풍경>

030 소송 김정현 <고도춘색>

070 월전 장우성 <신황>

112 김찬희 <수수밭>

154 이마동 <고궁>

032 일주 김진우 <묵죽>

072 목불 장운상 <실재한 미인-운(韻)>

114 김태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156 이종구 <정안수-수선전도>

034 벽천 나상목 <하경>

074 소림 조석진 <어해도>

116 김형구 <해변 풍경>

158 임직순 <해바라기와 소녀>

036 심산 노수현 <추강어옹>

076 심원 조중현 <우중구압>

118 도상봉 <성균관 풍경>

160 정헌조 <The One is the All>

038 창원 노숙자 <능소화>

078 운산 조평휘 <청일>

120 문학진 <조춘>

162 조강훈 <풍경>

040 문봉선 <유수>

080 차대영 <CHAMOS-IRIS>

122 박득순 <수덕사>

164 주태석 <자연 lmage>

042 유산 민경갑 <배와 숲>

082 천경자 <어군>

124 박상옥 <향로봉>

166 천칠봉 <비원 애련정>

044 남정 박노수 <산과 학>

084 정재 최우석 <화조도>

126 박영선 <향토>

168 최덕휴 <서울 풍경>

046 심향 박승무 <청강어락>

086 임농 하철경 <송광사 소견>

128 박항섭 <포도원의 하루>

170 하반영 <천왕봉의 가을>

048 송계 박영대 <맥파>

088 남농 허건 <삼송도>

130 박희만 <부용정>

172 하인두 <혼불>

050 소정 변관식 <비폭 앞의 암자>

090 의재 허백련 <선경>

132 변종하 <사슴도>

174 홍범순 <풍경>

052 산정 서세옥 <춘정>

092 우청 황성하 <한림>

134 성백주 <산>

176 황염수 <설악 풍경>

136 신장식 <금강산 만물상>

178 황유엽 <석양유정>

182 원곡 김기승 <유묵>

서양화

조각

200 표천 김경승 <가족>

184 일중 김충현 <유묵>

202 김정숙 <TORSO>

186 소전 손재형 <유묵>

204 목암 김찬식 <정>

188 강암 송성용 <유묵>

206 문신 <봄>

190 검여 유희강 <유묵>

208 민복진 <환희>

192 청명 임창순 <유묵>

210 엄태정 <번영과 영광>

194 소천 조순 <유묵>

212 원인종 <천· 지· 인>

196 소암 현중화 <유묵>

214 윤명로 <훈륜-얼렛질>
216 석주 윤영자 <애-4>
218 최기원 <탄생>

한국은행과 한국미술 100선

The Bank of Korea and 100 Masterpieces of Korean Art

국의 산수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바 있다. 허백련, 박승무,
노수현 등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며 이들을 이어 김옥진,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미술평론가, 뮤지엄 산 관장

Oh Kwang-su
The Former Director of the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rt Critic, Director of Museum SAN

허건, 신영복 등이 이 계열에 속한다. 1970년대에 많이 기획
전시되었던 산수화 4대가전은 허백련, 노수현과 사경산수
의 대가인 이상범, 변관식을 포함한 것이었다.
관념산수에 대비된 사경산수의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이상

한국은행이 펴내는 도록 <100인 100선>은 한국은행이 소
장하고 있는 우리의 근현대미술의 명품들을 간추려 모은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소장한 컬렉션은 그
내용에 있어 뛰어난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터이다.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의 한 단면-한국은행 소장품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통해 일
반에게 처음 선보인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주요 근대기 명품
전에 부분적으로 소개된 바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근대 및 현대의 걸작들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어
이 시기의 작품들이 빈약한 상황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사
실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1950년대에
서 70년대에 이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미
술전람회의 특선작을 비롯해 여러 전시를 통한 주요 작품
들을 꾸준히 구입했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의 예술지원책의
모범을 보인 사례로써 높이 평가된 바 있다.
도록에 수록되어 있는 100선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장르별
로는 4개의 장르-한국화(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각 등 일
반적으로 분류되는 순수미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면으
로 볼 때 특히 회화(한국화, 서양화)에서는 추상계열보다
는 자연 내지 구상미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컬렉션의 성
격을 분명히 특징 지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회화 가운데
자연풍경과 산수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공공기관의
일반을 배려한 명분을 보여주는 면이라 생각된다. 지나치
게 전위적인 작품들, 시대적인 미의식에 이끌린 수집이란
일반인들에게 더없이 난해할 것이 분명하다. 일반에게 열
려있는 공공기관의 소장품으로는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 할
만하다.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영역이 한국화에서는 산수화, 서양
화에서는 풍경화이다. 산수화는 전통적 양식에 충실한 관
념산수와 이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현실경관을 모티브로
한 사경산수(실경산수)로 나눌 수 있다. 이상향을 추구한
관념산수는 그 연원을 따지면 고려시대까지로 소급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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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hibition catalogue for 100 Artists, 100 Works of Art
highlights masterpieces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ollected by the Bank of Korea. Ever since its introduction
at the exhibition entitled Masterpieces of Korean Modern
Painting — Collection of the Bank of Korea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Korea in 2000, the collection has enjoyed a
reputation for its monumental artworks. In the succeeding
years, selected works from the collection have been featured in
several major exhibitions of modern art. Some works were put
on public display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se exhibitions,
and such occasions evoked great responses in Korean art
circles at a time when works from the modern period were
scarce.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hardship spanning the
1950s to the 1970s, the Bank of Korea consistently purchased
major works at a range of exhibi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ecame highly
regarded as a role model for support of the arts by public
institutions.
A selection of one hundred works of art in this catalogue
are divided into four genres: Korean(East Asian) painting,
Western-style painting, calligraphy, and sculpture. Notably,
the paintings—both East Asian and Western-style—consist
mainly of nature painting or figurative art rather than
abstraction, a characteristic of the collection of the Bank
of Korea. Moreover, landscapes and natural scenery by far
outnumber other types, which appears to reflect the Bank of
Korea’s perceived obligation to serve the general public as a
public institution. It is certain that a typical audience would
find excessively avant-garde or trendy contemporary artworks
difficult to comprehend. Thus, paintings of landscapes or
natural scenery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choice for a
public institution’s collection open to the general populace.
Both Korean and Western-style landscape paintings comprise
the largest portion of the collection. Korean landscape
paintings can be divided between conventional ideal landscape
paintings and unconventional real-view landscapes based on
actual scenery. The introduction to Korea of ideal landscape
paintings pursuing utopian visions can be traced back to

범, 변관식을 비롯해 김정현, 김원, 박노수, 문봉선, 나상목,
송영방, 오용길, 조평휘 등을 꼽을 수 있다. 허백련의 <선
경>, 노수현의 <추강어옹>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관념산수
를 대표하는 걸작들로 속세를 벗어나 고고한 정신의 세계
에 자적(自適)하려는 전시대의 이념적 취향을 엿보게 한다.
이에 비해 변관식의 <비폭 앞의 암자>나 이상범의 <야산
귀로>는 우리 주변의 실재하는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서 스스럼없이 다가가게 한다. 특히 변관식, 이상범은 우리
고유한 산천경개를 전형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
다. 변관식은 30년대부터 금강산을 답사하면서 변화가 풍
부한 산수를 중심으로 자신의 고유한 양식을 완성시켜갔다.
웅대하고도 변화가 많은 산수의 전형은 산악지대가 많은 우
리의 동북부지역에 그대로 적응된 것이었다. 이상범은 펑
퍼짐한 야산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들녘의 산수경관을 주로
다루었다. 수평시(水平視)로 전개되는 산야의 아늑한 정경
은 언젠가 떠나온 고향의 정취를 자아내게 한다. 낮게 전개
되는 야산과 그 앞으로 펼쳐지는 들길에 소를 몰고 가는 농
부가 점경되는 정경은 평화로운 우리의 농촌풍경을 떠올리
게 한다. 사경산수는 1970년대를 통해 젊은 작가들에 의해
다시 추구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국화의 대
표적인 영역이라고 하겠다. 나상목, 송영방, 조평휘, 김원,
오용길 등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한국화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이 되면서 왜색을 탈피하
고 민족 고유의 양식을 확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
육기관과 개별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에 이르렀다. 일본화의 방법인 몰선채화(沒線彩畵)를 지양
하고 수묵과 필선을 중심으로 한 담백하고 격조 높은 세계
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의 모색은 새로 문을
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신진들에게 이수되었으며 그 전
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면하고 있다. 여기 출품된 장우
성의 <신황>은 그림과 시가 곁들여지는 전형적인 문인화
의 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려는 새 한국화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장우성의

the Goryeo Dynasty(918–1392) with the strong influence of
Chinese landscape painting. Huh Baek-ryeon, Park Seungmoo, and Noh Soo-hyun are among the representative artists
depicting ideal landscapes, and they were followed by the
generation of Kim Ok-jin, Heo Geon, and Shin Young-bok.
Exhibitions featuring paintings by four landscape masters
were often held in the 1970s: Huh Baek-ryeon and Noh Soohyun representing ideal landscape painting with two real-view
landscape masters, Lee Sang-beom and Byun Kwan-shik.
Representative real-view landscape painters include Lee Sangbeom, Byun Kwan-shik, Kim Jeong-hyeon, Kim Won, Pak
No-soo, Moon Bong-sun, Na Sang-mok, Song Young-bang,
Oh Yong-kil, and Cho Phyung-hwi. While Land of Immortals
by Huh Baek-ryeon and Fisherman on an Autumn River by
Noh Soo-hyun describe ideal landscapes seeking utopia and
symbolize the ideological preferences of past generations for
escaping reality and pursuing a leisurely life in a lofty, spiritual
world, A Small Temple by a Waterfall by Byun Kwan-shik
and Returning Home by Lee Sang-beom lead viewers to easily
understand that they depict real scenery. In particular, Byun
Kwan-shik and Lee Sang-beom have been highly esteemed for
presenting indigenous landscapes of Korea. Byun established
his own distinct style of depicting a rich variety of landscapes
starting in the 1930s, including through visits to Geumgangsan
Mountain where the magnificent varied landscape epitomizes
the mountainous northeast of Korea. In contrast, Lee
often illustrated landscapes of fields set against low hills. A
familiar scene of hills and fields at a level distance evokes the
hometowns that many Koreans left behind. A farmer driving
an ox along a field path as staffage in front of low hills reminds
viewers of the peaceful countryside. Some younger artists of
the 1970s revived real-view landscape painting as a genre of
Korean painting. They include Na Sang-mok, Song Youngbang, Cho Pyung-hwi, Kim Won, and Oh Yong-kil.
Following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Korean painting
began to break away from Japanese influences and established
a distinct style through experimental attempts by individual
artis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y endeavored to create
simple, refined paintings using ink lines, rejecting the Japanese
technique of coloring without outlines( 沒線彩畵 ). Young
artists from the newly founde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inued using ink outlines, a method still practiced today.
Jang Woo-seong’s Young Bamboo Grove included in this
catalogue provides an example of the new Korean paintings
that carry on the literati painting style of combining images
with poems while still actively embracing modern sensibilities.
The younger generation of artists influenced by Jang Wooseong include Jang Woon-sang, Suh Se-ok, Pak No-soo,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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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후진들로는 장운상, 서세옥, 박노수, 민경갑,
송영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담백한 수묵의 기조에 담
채를 곁들인 방법이 돋보인다. 이들에 비하면 과거의 문인
화풍을 고수하는 김용진, 이준, 김진우의 방법은 전통적인
양식이 지닌 고격함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
국화에서 특히 채색을 위주로 하면서 현실적 모티브에 충
실한 예로 조중현, 김은호, 천경자를 들 수 있다. 조중현의
<우중구압>은 상황을 실감케 하는 사실적 묘법이 뛰어난

경우이며 침잠된 채색기법도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몫을 하
고 있다. 근대기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김은호는 인물, 산
수 등에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풍악추명>은 짙은 가
을의 정취를 화사한 색채로 묘사한 그의 대표작의 하나이
다. 채색화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이룬 천경자는 두터운 색
층을 통해 깊이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
다. 여기 나온 <어군>은 채색기조이면서도 경쾌한 묘법을
보이고 있는 이채로운 작품으로 꼽힌다. 이외에 특히 한국
화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작가가 조석진이다. 그는 조
선의 최후의 화원(畵員)으로 안중식과 더불어 조선에서 근
대로의 전환기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의 득의(得意)의 화
제로는 어해도가 꼽힌다. 여기에 나온 <어해도>도 그 가운
데 하나다.
한국화의 작가의 경향은 전통에 대한 강박관념과 새로운
시대적 미의식에 공감하려는 갈등이 두드러지게 표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륜이 올라갈수록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륜이 내려올수록 과감한 시도가 발견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남호, 김기창, 황성하, 최우석 등이 전
자에 속하고 곽석손, 권기윤, 김선두, 노숙자, 문봉선, 박영
대, 왕열, 임효, 차대영, 하철경 등이 후자의 예이다.
서양화는 인물, 풍경, 정물 등 여러 내용으로 편재되는 데
그 가운데서도 풍경이 단연 많은 양을 차지한다. 한국화의
산수 대세와 일치된다. 풍경화는 상상에 의해 그려지는 작
품이 아니라 실재하는 정경을 그리는 것으로 먼저 대상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리얼리즘을 바탕으
로 한 그림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풍경화가 많
다는 것은 대상이 우리의 주변 자연경관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주변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다는 것
은 우리의 자연의 발견이 된다. 그 자연의 발견은 우리의 강
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애정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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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g-kap, and Song Young-bang. Their use of light colors
and simple ink is noteworthy. Such techniques contrast with
the conventional style of older literati painting maintained
by Kim Yong -jin, Yi Jun, and Kim Jin-woo. Some Korean
painters, such as Jo Jung-hyeon, Kim Eun-ho, and Chun
Kyung-ja, produced color-oriented works with realistic motifs.
For example, Jo Jung-hyeon exhibits in his Driving Ducks in
the Rain a remarkably realistic depiction of ducks walking in
a shower, but it is enhanced by subdued coloring. Kim Eun-ho,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ists of the modern era, produced
numerous figure and landscape paintings. Geumgangsan
Mountain in Autumn is Kim’ s masterpiece, evocatively
depicting an autumn mood using bright colors. Chun Kyungja, who established her own territory within color painting,
created a number of artworks profoundly constructed through
thick layers of colors. Her Fish is recognized as an unusual
work using a rhythmic painting technique. Another leading
Korean painter of the modern period is Cho Seok-jin. He was
one of the last Joseon court painters and, along with An Jungsik, he represented the transition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modern era. Cho was well-versed in depicting fish and
crabs, as shown in his Fish and Crab painting included in this
catalogue.
It is worth noting that Korean painters were engaged in a
struggle between an obsession with tradition and the embrace
of new periodic aesthetics. Older generations tended to be
more fixated on the past, whereas younger generations made
more bold attempts. The former includes Lee Nam-ho, Kim
Gi-chang, Hwang Seong-ha and Choi Woo-seok, while the
latter features Kwak Suk-son, Kwon Ki-yoon, Kim Sun-doo,
Rho Sook-ja, Moon Bong-sun, Park Young-dae, Wang Yeul,
Rim Hyo, Cha Dae-young, and Ha Chul-kyung.
Western-style paintings in the collection of the Bank of Korea
include figure, landscape, and still life paintings. Among them,
landscapes outnumber figure and still life paintings, just as
is true among the Korean-style landscape paintings. Since a
landscape painting is created not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but based on actual scenery, it should remain faithful to its
subject matter. In that sense, it can be said that a landscape
painting must be grounded in realism. The large number
of landscape paintings in the collection indicates that the
natural scenery surrounding us has become a major subject
matter. The use of surrounding nature as a motif in paintings
implies the discovery of Korean nature, which awakens a new
awareness and affection for the landscape of Korea.
This is in line with the indigenous themes that were popular

1930년대를 통해 풍미하는 향토적 소재 역시 이와 맥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질곡의 시대에 향토
적 소재의 그림들이 활발히 그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빼앗
긴 우리의 강토에 대한 애착과 연민의 감정을 동반한 것으
로 그것은 우리 땅을 되찾자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에 다
름아니기도 하다. 때를 같이하여 문학에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귀향소설, 농촌소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향토
적인 소재의 발견과 진작은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 아니라
1960년대, 1970년대로까지 이어지는 꾸준함을 보이기도 했

다. 향토적 소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실명의 산 풍경
과 고궁의 풍경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담은
목가적인 내용이 가장 돋보인다. 실명의 풍경으로는 김세
용의 <설악산>, 김원의 <북악산 전망>, 도상봉의 <성균관
풍경>, 박득순의 <수덕사>, 박상옥의 <향로봉>, 박희만의
<부용정>, 신장식의 <금강산 만물상>, 양인옥의 <제주시

사라봉>, 이마동의 <고궁>, 하반영의 <천왕봉의 가을>, 황
염수의 <설악 풍경> 등이다. 풍경 가운데 산이 많다는 것도
한국 풍경화의 한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름다운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명의 풍경
가운데는 도상봉의 <성균관 풍경>과 박상옥의 <향로봉>,
김원의 <북악산 전망>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도상봉은 자
신의 화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성균관 풍경을 일생을 통해
여러 점을 그렸다. 깊은 정적에 잠겨있는 성균관의 그윽한
정경은 만년에 많이 다룬 고궁의 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상옥은 향토적인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룬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향로봉>은 그 특유의 경쾌하고도 투명한 기
법이 두드러져 나온다. 우리나라 서양화가들 가운데는 유
독 산만을 그리는 작가들이 여럿 있다. 그래서 산의 작가란
별칭을 지니고 있는데 <북악산 전망>을 그린 김원도 그 가
운데 한 사람이다.
1970년대 한동안은 비원을 비롯한 여러 고궁 풍경을 집중적

으로 그린 화가들이 있다. 급속히 변모되어 가는 현대도시
에서 벗어나 순후한 자연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이들을 가리켜 비원파라고 불렀다.
박희만의 <부용정>, 천칠봉의 <비원 애련정>은 이 부류에
속한다. 향토적 소재 가운데는 우리의 풍속과 생활의 모습
을 담은 목가적인 내용이 단연 돋보인다. 단순히 보이는 자
연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꿈과 염원을 담은
서사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문학진의 <조춘>, 박영선의
<향토>, 박항섭의 <포도원의 하루>, 변종하의 <사슴도>

throughout the 1930s. The frequent depiction of local motifs
during this dark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s
associated with an attachment to and sympathy for the land
seized by Japanese, which leads in turn to an earnest longing
to recover this land. Local themes predominating in painting
coincided with the rise of novels on the themes such as
returning home or a rural farming village. This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indigenous motifs stimulated the production
of many paintings and continued to inspire painters into the
1960s and 1970s. Such motifs include landscapes of mountains
and palaces in Korea and pastoral scenes illustrating distinctive
Korean customs. Paintings here depicting actual landscapes
include Seoraksan Mountain by Kim Se- yong, View of
Bukaksan Mountain by Kim Won, A Sungkyunkwan Scenery
by To Sang- bong, Sudeoksa Temple by Park Deuk - soon,
Hyangrobong Peak by Park Sang-ok, Buyongjeong Pavilion
in the Secret Garden by Park Hi-man, Manmulsang in the
Geumgangsan Mountain by Shin Jang-sik, Sarabong Peak
in Jeju City by Yang In-ok, Ancient Palace by Lee Ma-dong,
Autumn in Cheonwangbong Peak by Ha Ban-young, and
Scenery of Seoraksan Mountain by Hwang Yeum-soo. Many of
these paintings present mountains, a characteristic of Korean
landscape painting likely stemming from Korea’s abundance of
beautiful mountains. Among the paintings mentioned above,
A Sungkyunkwan Scenery by To Sang -bong, Hyangrobong
Peak by Park Sang-ok, and View of Bukaksan Mountain by
Kim Won are notable. During his lifetime, To Sang-bong
produced several paintings of the grounds of Sungkyunkwan as
seen from his studio. In addition to silent and solitary views of
Sungkyunkwan, in his later days To depicted ancient palaces.
Park Sang -ok was one of the artists who focused on local
themes. He painted Hyangrobong Peak in his distinct brisk
but transparent manner. Several Korean artists working in
Western-style painting illustrated mountains alone. They were
often called “mountain artists,” and Kim Won, who painted
View of Bukaksan Mountain, was among them.
For a fairly long stretch in the 1970s, some artists intensively
painted the landscapes of palaces, such as the then-named
Biwon, or Secret Garden(present-day Huwon, or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It is clear that these works
stemmed from a desire to escape from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and find consolation in gentle nature. These
artists were referred to as the Biwon School. Park Hi-man,
who painted Buyongjeong Pavilion in the Secret Garden, and
Cheon Chil-bong, the creator of Aeryeonjeong Pavilion in
the Secret Garden, belonged to this group. Among indigenous
motifs, idyllic scenes of Korean customs and livelihoods are
notable since they narrate Korean dreams and desires rather
than simply depicting nature. Paintings in th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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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엽의 <석양유정>등이 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문학
진, 박영선, 박항섭의 작품들에서 풍겨나는 다감한 농가의
정취는 이제는 사라져 간 어제의 정경이기에 더욱 아련한
추억을 자아내게 한다. 변종하의 <사슴도>는 그가 자기양
식에 이르기 전의 사실적인 묘법이 두드러진 작품이지만 꿈
과 환상의 세계를 지향했던 그 독자의 세계가 이미 반영되
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황유엽의 <석양유정>은 횃
대에 올라있는 암수 한 쌍의 닭이 부리를 비비고 있는 사랑
의 정경으로 의인화의 뛰어난 한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인물화로는 김인승의 <봄의 가락>과 심형구의 <수변>이
가장 돋보인다. 김인승과 심형구는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활동했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흔히 김인승, 심형구, 이인
성의 3인을 가리켜 조선미술전람회의 삼대가라고 칭해졌을
만큼 인기를 독점했던 작가들이다. 김인승의 <봄의 가락>
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추천작가로 출품했던 그의 야심작 가
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첼로 연주자를 에워싸고 감상에 몰
두해있는 청춘남녀의 모습은 인물화가로서의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다. 봄의 기운이 첼로의 선율에 맞
추어 화면 가득히 넘쳐나는 듯한 분위기는 보는 이들을 스
스럼없이 빠져들게 한다. 심형구의 <수변>은 1938년 조선
미술전람회에서 특선한 작품으로 향토적인 정취를 자아낸
다. 붉은 댕기에 흰 저고리, 검은 치마에 흰 앞치마의 처녀
의 모습은 전형적인 전시대의 인물화의 한 예이다. 이 외 인
물화로는 임직순의 <해바라기와 소녀>, 김종하의 <자연의
조건>이 있다. 임직순의 <해바라기와 소녀>는 그가 대한
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던 무렵의 작품으
로 그가 많이 다루었던 여인좌상의 전형성을 드러내 보이
고 있다. 김종하의 <자연의 조건>은 그 명제에서와 같이 다
분히 초현실적인 정경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수직과 수
평의 구도 속에 석류를 들고 생각에 잠긴 여인과 액자 속 완
만하게 이어지는 모래사장은 어딘가 모르게 현실의 정경이
아닌 다분히 꿈꾸는 듯한 장면을 유추시킨다.
서양화가들 가운데서 아직 자기 스타일이 정착되기 이전의
몇 작품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고화흠의 <탁상>과 권옥연
의 <신당동 풍경>이 그것이다. 고화흠의 정물화는 그가 추
상의 세계로 진입되기 전의 작품으로 탄탄한 구도와 색채
의 조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작품의 기저가 추상의 양
식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자연스러운
전개과정을 읽게 해준다. 권옥연의 경우에서도 그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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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such idyllic scenes include A Early Spring by
Moon Hak-jin, A Hometown Utopia by Park Young-sun, A
Day in a Vineyard by Park Hang-sup, Deer by Byun Chongha, and Mood at Sunset by Hwang Yoo-yub. In particular, the
works of Moon Hak-jin, Park Young-sun, and Park Hang-sup
evoke distant memories through a sentimental agricultural
landscape reflecting a past that had already been lost. Byun
Chong-ha’s Deer was painted in the realistic manner that he
often employed before developing his own more unique style.
Nevertheless, this painting is intriguing in that it embodies the
world of an artist who aspired to dreams and fantasy. Hwang
Yoo-yub’s Mood at Sunset depicts a love scene between a
rooster and hen seated on a perch and rubbing beaks. Here,
Hwang’s personification of animals stands out.
Among figure painting, Melody of Spring by Kim In-seung and
Waterfront by Shim Hyung-goo are particularly worthy of note.
Both Kim In-seung and Shim Hyung-goo were committed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Joseon Art Exhibitions. Known
as the three masters of the Joseon Art Exhibition, Kim, Shim,
and Lee In-sung enjoyed particular popularity. Melody of
Spring was an ambitious work Kim submitted to the Joseon
Art Exhibition. The young men and women immersed in the
sound of a cello while surrounding the player shows Kim’s
mastery of figures. The overflowing feeling of spring and the
cello melody cause viewers to unreservedly lose themselves
in the painting. Waterfront, for which Shim Hyung-goo won
a special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in 1938, creates
a more vernacular atmosphere. A young female wearing a
white top, black skirt, white apron, and a red daenggi hair
ribbon is indicative of figure painting in the premodern era.
Additional figure paintings in this catalogue include A Girl
and Sunflowers by Yim Jik-soon and Conditions of Nature
by Kim Chong-ha. Painted around the time when he was
awarded a presidential prize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Yim Jik-soon’s A Girl and Sunflowers
presents the epitome of a seated image of a woman, one of
his favorite choice of subject matters. As its title suggests,
Kim Chong-ha’s Conditions of Nature exhibits a somewhat
surreal scenery. In this painting, a woman deep in holds a
pomegranate while standing against a window through which
stretches a view of a beach. Forming a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sition, the woman, window, beach, and sea recall a
rather dreamlike scene.

나 구성력이 이미 초기 작품 속에 잠재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윤중식의 <가을 풍경>은 그의 만년에까지 이어지는
구도의 기호와 색채에 대한 고유의 감성을 엿보게 한다. 이
외 서양화로는 김덕기, 김찬희, 김태, 김형구, 성백주, 안병
석, 오승우, 오승윤, 우제길, 이종구, 정헌조, 조강훈, 주태
석, 최덕휴, 하인두, 홍범순, 윤명로의 작품이 포함된다. 우
제길, 정헌조, 하인두의 추상작품이 구상계열 속에 있음으
로 해서 오히려 개성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하는 면모를 발
견할 수 있다.
서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예가들로 김기승, 김충현, 손
재형, 송성용, 유희강, 임창순, 현중화 등이다. 자칫 소외되
기 쉬운 서예가 당당히 회화와 조각 속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서예가 갖는 전통과 더불어 서예 고유의 창작

a solid composition and harmony of colors. These fundamental
features of Koh’s paintings are apparent in his later abstract
paintings and Desk helps viewers understand his transition
from figurative art to abstract art. In a similar vein, Kwon Okyon reveals his proficiency in composition and use of color in
his early works, such as Sindang-dong Scenery. Yoon Jung-sik’s
An Autumn Landscape presents his preference for composition
and the distinct color sensibility that he retained until his
final years. This catalogue contains works of other Westernstyle painters as well, such as Kim Duk-ki, Kim Chan-hee,
Kim Tae, Kim Hyung-koo, Sung Paik-joo, Ahn Byeong-seok,
Oh Syng-wo, O Syng-yoon, Woo Jae-gil, Lee Jong-gu, Jeong
Heon-jo, Cho Kang-hoon, Ju Tae-seok, Choi Duk-hyu, Ha Indoo, Hong Bum-soon, and Youn Myeong-ro. In particular, the
abstract paintings of Woo Jae-gil, Jeong Heon-jo, Ha In-doo
tend to be rather figurative, which in turn emphasizes their
individuality.

세계를 지켜나간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각 역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들이 망라된다. 김경승,
김정숙, 감찬식, 문신, 민복진, 엄태정, 원인종, 윤영자, 최
기원 등이 그들이다. 조각영역에서도 초기의 양상과 점차
적으로 원숙해져가는 조각의 역사를 읽게 한다. 인체 모델
링 조각에서 점차 반추상과 추상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파
악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 소장품 가운데 선별
된 100점의 작품은 우리 근현대미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단히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행의 소장미술품들이 우리 미술 연구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Bank of Korea housed works by leading Korean calligraphers
as well, including Kim Ki-seung, Kim Chung-hyun, Son Jaehyung, Song Seong-yong, Yu Hui-gang, Im Chang-soon, and
Hyeon Jung-hwa. The inclusion here of calligraphy, which
is often marginalized, alongside painting and sculpture
indicates the collectors’ resolve to preserve both tradition
and originality in calligraphy.
Prominent sculptors from Korea are also discussed in this
catalogue. They include Kim Kyung - soong, Kim Chung sook, Kim Chan-shik, Moon Shin, Min Bok-jin, Um Tai-jung,
Won In-jong, Yun Yeong-ja, and Choi Ki-won. The section
on sculpture narrates the progression of the art as it gradually
evolved from a basis in human modeling in its early stages into
semi-and full abstraction.
As discussed above, the one hundred selections from the
collections of the Bank of Korea bear great significance since
they reflect a facet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rt in the country.

Some of the paintings are notable examples produced by
Western-style painters before they established their own more
unique painting styles. These include Desk by Koh Wha-hum
and Sindang-dong Scenery by Kwon Ok-yon. Koh’s still life,
an early work preceding his shift to abstract art, demon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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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
Paintings
(Korean traditional style)

곽석손

송영방

권기윤

신영복

김기창

오용길

김선두

왕

김옥진

이남호

김용진

이상범

열

원

이

준

김은호

임

효

김정현

장우성

김진우

장운상

나상목

조석진

노수현

조중현

노숙자

조평휘

문봉선

차대영

민경갑

천경자

박노수

최우석

박승무

하철경

박영대

허

변관식

허백련

서세옥

황성하

김

건

초정 곽석손 1949艸汀 郭錫孫
Kwak Suk-son

축제
Festival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53 × 65 cm
2002

석손

郭錫孫印
곽석손인

014

2
0
0
2

015

만청 권기윤 1955晩靑 權奇允
Kwon Ki-yoon

무릉
武陵
The Mureung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44.5 × 59.5 cm
1999

晩靑 만청

晩靑
만청

016

017

운보 김기창 1913-2001
雲甫 金基昶
Kim Ki-chang

목동
A Herd Boy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42 × 55 cm
연도미상

雲甫 운보

金基蒼印
김기창인

雲甫
운보

018

019

구산 김선두 1958久山 金善斗
Kim Sun-doo

남도
Southern Provinces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35 × 58 cm
1996

020

021

옥산 김옥진 1927-2017
沃山 金玉振
Kim Ok-jin

金玉振印
김옥진인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60 × 120 cm

沃山
옥산

산고수장
山高水長
Lofty Mountain and Long Wave

山高水長
戊申仲春 沃州山人
산은 높고 물은 멀리 흐른다
무신년（1968 ) 2 월 옥주산인 그리다

1968

022

023

구룡산인 김용진 1878-1968
九龍山人 金容鎭
Kim Yong-jin

괴석화훼
怪石花卉
Bizarre Stones and Flowering Plants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10 × 64 cm

1959

爛斑秋色雁初飛 淺碧深紅映霽暉
絶似香山老居士 夕陽扶醉拂輕衣
九龍山人 金容鎭 時年八十又二
찬란히 빛나는 가을빛에 기러기는 처음 날개짓하고、
엷은 푸름과 깊은 붉음이 맑은 햇살에 비치네
저 향 산（香 山 ）의 늙 은 거 사 와 도 같 아
석양에 취한 몸 부축을 받으며 가벼운 옷을 털어내네
구룡산인 김용진 이때 나이가
세（
）이 다

024

김金
용容
진鎭
인印
구九
룡龍
산山
인人

8
2

1
9
5
9

남강 김원 1932-2003
南江 金垣
Kim Won

한계령
Hangyeryeong Mountai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67 × 135 cm
1984년 이전

南江 남강

金氏垣印
김씨원인

南江
남강

026

027

이당 김은호 1892-1979
以堂 金殷鎬
Kim Eun-ho

풍악추명
楓岳秋明
Geumgangsan Mountain in Autumn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103 × 205 cm
1958

楓岳秋明
戊戌仲春 以堂寫

금강산의 가을이 밝다
무 술 년（
） 월 이당그리다

金殷鎬印
김은호인

以堂
이당

1
9
5
8
2

028

029

소송 김정현 1915-1976
小松 金正炫
Kim Jeong-hyeon

고도춘색
古都春色
Spring in Old Capita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62 × 52 cm
1968

월 부여 낙화암을 본 느낌

1

030

古都春色
戊申新春 扶餘 落花岩所見
小松

옛 도읍지의 봄빛
무 신 년（
）
소송

小松
소송

金印
김인

1
9
6
8

031

일주 김진우 1883-1950
一洲 金振宇
Kim Jin-woo

묵죽
墨竹
The Bamboo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46 × 230 cm

1940

碧玉林深水一灣 煙橫月出海東山
却憑淡墨靑鸞尾 淨掃淸風五百間
金剛山人
벽옥같이 깊은 숲에 물 한 굽이
해동의 안개 낀 산 위로 달이 떠오르네
담묵으로 푸른 난새 꼬리를 그리니
청풍에 오백칸을 깨끗이 쓸리라
금강산인
金剛人
금강인
振宇之印
진우지인

033
032

벽천 나상목 1924-1999
碧川 羅相沐
Na Sang-mok

하경
夏景
Summer Landscape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68 × 140 cm
1970년대

벽천그리다

碧川 寫

羅相沐印
나상목인

碧川
벽천

034

035

심산 노수현 1899-1978
心汕 盧壽鉉
Noh Soo-hyun

추강어옹
秋江漁翁
Fisherman on an Autumn River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64 × 131 cm
1954-55년경

心汕 寫
심산그리다

盧壽鉉印
노수현인

心汕
심산

036

037

창원 노숙자 1943菖園 盧淑子
Rho Sook-ja

능소화
Trumpet Vine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00 × 80 cm
2004

盧淑子印
노숙자인

038

039

문봉선 1961文鳳宣
Moon Bong-sun

유수
流水
Flowing Water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90 × 90 cm
2007

鳳宣 봉선

鳳
봉

宣
선

040

041

유산 민경갑 1933酉山 閔庚甲
Min Kyoung-kap

배와 숲
A Boat in the Forest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66.7 × 120 cm
1960년대

閔庚甲印
민경갑인

042

043

남정 박노수 1927-2013
藍丁 朴魯壽
Pak No-soo

산과 학
A Crane in the Mountain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29 × 161 cm
1971

一九七一年 三月 藍丁寫
일구칠일년 삼월 남정그리다

玄同畵樓主
현동화루주

044

045

심향 박승무 1893-1980
深香 朴勝武
Park Seung-moo

청강어락
淸江漁樂
The Joys of Fishing in the Clear River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29.5 × 129.5 cm
1951

勝武
승무

深香
심향

淸江漁樂
辛卯春日 深香散人
맑은 강에서 고기잡이를 즐긴다
신묘년 (1951) 봄날에 심향산인

046

047

송계 박영대 1942松溪 朴永大
Park Young-dae

맥파
Barley Waves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67 × 130 cm
연도미상

松溪 송계

朴永大印
박영대인

松溪
송계

048

049

소정 변관식 1899-1976
小亭 卞寬植
Byun Kwan-shik

비폭 앞의 암자
A Small Temple by the Waterfa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79 × 65 cm
1950년대

小亭 소정

小亭
소정

卞寬植印
변관식인

050

051

산정 서세옥 1929山丁 徐世鈺
Suh Se-ok

춘정
春情
Scenery of Spring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38.5 × 51 cm
연도미상

驅牛赤脚漢 折得滿山花
殘陽歸路晩 叩角一長歌
寫應紛紛畵債
山丁
소를 모는 맨발의 사내들 온 산의 꽃을 꺾었네
석양도 스러져 돌아오는 길에 소뿔 두드리며 긴 노래 부르네
이 그림으로 많은 그림 빚을 갚는다
산정
山丁
산정

053
052

우현 송영방 1936牛玄 宋榮邦
Song Young-bang

경주 남산
Namsan Mountain in Gyeongju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70.3 × 89 cm
연도미상

慶州 南山 冷谷 佛敎史蹟地 牛玄
경주 남산 냉곡 불교사적지 우현

宋榮邦
송영방

054

055

도촌 신영복 1933-2013
稻村 辛永卜
Shin Young-bok

산수
Scenery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188.3 × 126.4 cm
연도미상

稻村 도촌

辛永卜印
신영복인

稻村
도촌

056

유석 오용길 1946裕石 吳龍吉
Oh Yong-kil

성하
盛夏
Midsummer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64 × 126 cm
1989

기 사 년（

己巳 龍吉

吳龍吉印
오용길인

）용 길

1
9
8
9

058

059

금산 왕열 1961錦山 王烈
Wang Yeul

세상에 대한 관조
Contemplating the World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27 × 170 cm
2002

王亨烈
왕형열

060

061

금추 이남호 1908-2001
錦秋 李南浩
Lee Nam-ho

062

李印
이인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60.5 × 125 cm
연도미상

錦秋
금추

웅시사해
雄視四海
Look at the World with a Magnanimous Spirit

雄視四海
碧荷堂人 錦秋 寫
위세 있게 사해를 보다
벽하당인 금추 그리다

063

청전 이상범 1897-1972
靑田 李象範
Lee Sang-beom

야산귀로
野山歸路
Returning Home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88 × 179 cm
1950년대 말에서 1960대 초

靑田 청전

李象範印
이상범인

靑田
청전

064

065

해옥 이준 1859-1907
海玉 李儁
Yi Jun

묵란
墨蘭
The Orchid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51 × 35 cm
19세기 말

李璿在印
이선재인

海玉
해옥

066

067

호산 임효 1955湖山 林涍
Rim Hyo

개천
開天
The Opening of Heaven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24 × 239 cm
1980년대 후반

林涍 임효

林涍 画
임효화

068

069

월전 장우성 1912-2005
月田 張遇聖
Jang Woo-seong

신황
新篁
Young Bamboo Grove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65 × 60.1 cm

1969

客夏遊南海 寄統營閑山島
制勝堂下叢林中看新篁數株
蔚然而秀其奇偉勃勃之姿 彷佛英傑特立之
槪憮然有感因留寫製此
一九六九年 己酉暮秋 白水老石室主人
月田幷記
지난 여름에 남쪽 바닷가를 유람가서 통영 한산도에서 기숙했는데、
제승당 아래 빽빽한 숲속에서 새로 난 대나무 몇 그루를 보았다
무성하게 빼어나 그 기이하고 무성한 모습이 흡사 영웅호걸이 우뚝 서있는 것
같아 멍하니 놀란 감회가 있으므로 인하여 머물며 사생하여 이 그림을 그렸다
년
월 백수노석실주인 월전이 아울러 쓰다
月田
월전
張遇聖印
장우성인
何丁
하정
白水老石室
백 수 노석 실

9

071
070

1
9
6
9

1969년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출품작

목불 장운상 1926-1982
木佛 張雲祥
Jang Woon-sang

실재한 미인-운(韻)
Portrait of a Beauty–An Elegantly Flowing Rhyme(韻)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75 × 105 cm
1969

雲祥 운상

木佛
목불

張雲祥
장운상

1969년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출품작
072

073

소림 조석진 1853-1920
小琳 趙錫晋
Cho Seok-jin

어해도
魚蟹圖
Fish and Crab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6 × 53 cm
1910

趙錫晋印
조석 진 인

小琳
소림

074

桃花流水 鱖 魚肥
小琳
복사꽃은 물위에 떠 흐르고 , 쏘가리는 살이 찐다
소림

075

심원 조중현 1917-1982
心園 趙重顯
Jo Jung-hyeon

우중구압
雨中驅鴨
Driving Ducks in the Rain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40 × 186 cm
1958

丹皐 단 고

重顯畵印
중현화 인

076

077

운산 조평휘 1932雲山 趙平彙
Cho Pyung-hwi

청일
晴日
Sunny Day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90.5 × 69.5 cm
1997

丁丑 雲山
정 축 년（

趙平彙
조평 휘

雲山
운산

운
) 산

1
9
9
7

078

079

차대영 1957車大榮
Cha Dae-young

CHAMOS-IRIS

캔버스에 아크릴릭
acrilic on canvas
53 × 65.1 cm(15F)
2002

080

081

천경자 1924-2015
千鏡子
Chun Kyung-ja

어군
魚群
Fish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48 × 33 cm
1971

鏡子 경자

鏡子
경자

082

083

정재 최우석 1899-1964
鼎齋 崔禹錫
Choi Woo-seok

화조도
花鳥圖
Flowers and Birds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32 × 126 cm
1950년대

鼎齋崔禹錫印
정재최우석인

鼎齋
정재

輕煙細雨重陽節 曲濫疏簾五柳家
五重塔洞室 鼎齋散人寫
가벼운 연기와 가랑비 내리는 중양절 *이요
굽은 난간과 성긴 울타리 오류가 **라네
오중탑동실 정재산인그리다
*
**

084

중양절 ( 重陽節) 은 음력 9 월 9 일을 가리킴
오류가 ( 五柳家) 는 진 ( 晉) 나라의 은자 ( 隱者) 도연명 ( 陶淵明) 을 말하며 ,
그는 동쪽 울타리에 국화를 심어 두었다가 중양절 ( 重陽節 : 음력 9 월 9 일 ) 이
되면 국화주를 즐겼다고 함

085

임농 하철경 1953林農 河喆鏡
Ha Chul-kyung

송광사 소견
松廣寺 所見
Songgwangsa Temple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94.5 × 128 cm
1982

林農 임농

河喆鏡印
하철경인

086

087

許氏楗
허씨건

삼송도
三松圖
Three Pines

南農
남농

남농 허건 1908-1987
南農 許楗
Heo Geon

三松圖
辛亥夏日作也
雲林山房 南農
세그루 소나무
신해년 ( 1971) 여름
운림산방 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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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

089

의재 허백련 1891-1977
毅齋 許百鍊
Huh Baek-ryeon

선경
Land of Immortals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180 × 95 cm

1935

千尺飛流落半空 散爲煙雨晝蒙蒙
草 堂 留 在 匡 廬 曲 頭 白 歸 來 晻靄 中
乙亥端陽之節 毅齋 許百鍊
천척을 날아 허공에 떨어져 흩어져 이슬비로
내리니 낮에도 어둠침침하다
초 당 에 는 광* 려 곡 이 울 리 는 데 백 발 노 인 이
침침한 중에 집으로 돌어온다
을 해 년（
단
) 오날에 의재 허백련 그리다
「*중 국 여 산 을 읊 는 악 곡 이 름 」
許百鍊印
허백련인
毅齋
의재

091
090

1
9
3
5

우청 황성하 1891-1965
又淸 黃成河
Hwang Seong-ha

한림
寒林
Winter Forest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water color on paper
31 × 103.7 cm
1940년대

黃成河印
황성하인

又淸
우청

092

烏鵲將棲處 邨煙欲上時
寒聲何地起 風在最高枝
又淸
까마귀 깃들려고 하는 곳에 시골의 연기 피어오를 무렵
차가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가 바람은 가장 높은 가지에 있다네
우청

093

서양화
Paintings
(Western style)

계삼정

심형구

고화흠

안병석

권옥연

양인옥

김덕기

오승우

김세용

오승윤

김

원

우제길

김 인승

유병훈

김종하

윤중식

김찬희

이마동

김

태

이종구

김형구

임직순

도상봉

정헌조

문학진

조강훈

박득순

주태석

박상옥

천칠봉

박영선

최덕휴

박항섭

하반영

박희만

하인두

변종하

홍범순

성백주

황염수

신장 식

황유엽

계삼정 1910-1993
桂三正
Gye Sam-jung

농가의 여인
Woman in a Farm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72.7 × 90.9 cm(30F)
연도미상

096

097

고화흠 1923-1999
高和欽
Koh Wha-hum

탁상
Desk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80.3 × 116.8 cm(50P)
1957

098

099

권옥연 1923-2011
權玉淵
Kwon Ok-yon

신당동 풍경
Sindang-dong Scenery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45.5 × 53 cm(10F)
1947

100

101

김덕기 1969金悳冀
Kim Duk-ki

가족-즐거운 정원
Family-Pleasant Garden
캔버스에 아크릴릭
acrilic on canvas
53 × 72.7 cm(20P)
2013

102

103

김세용 1920-1992
金世湧
Kim Se-yong

설악산
Seoraksan Mountain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60.6 × 72.7 cm(20F)
1969

104

105

김원 1912-1994
金源
Kim Won

북악산 전망
View of Bukaksan Mountain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65.1 × 100 cm(40M)
1949

106

107

김인승 1911-2001
金仁承
Kim In-seung

봄의 가락
春調
Melody of Spring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207 × 147 cm, 2점

1942

1942년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출품작
108

109

김종하 1918-2011
金種夏
Kim Chong-ha

자연의 조건
Conditions of Natur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16.8 × 91 cm(50F)
1968

110

111

김찬희 1914-1979
金燦熙
Kim Chan-hee

수수밭
The Millet Field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00 × 80.3 cm(40F)
1951

112

113

김태 1931金泰
Kim Tae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The First Meeting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220 × 330 cm
1987

②

①
⑫

⑬

⑦

⑤

③

⑨
⑪

④

⑥
⑩

⑧

① 최순주–재무부장관(당연직), 정위원
② 구용서–한국은행 총재(당연직), 정위원
③ 장봉호–금융기관 선출, 정위원
④ 하상용–금융기관 선출, 정위원
⑤ 이정재–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정위원
⑥ 윤보선–농림부장관 추천, 정위원
⑦ 홍성하–기획처 경제위원회 추천, 정위원
⑧ 김교철–금융기관 선출, 대리위원
⑨ 임문환–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대리위원
⑩ 이종현–농림부장관 추천, 대리위원
⑪ 김도연–기획처 경제위원회 추천, 대리위원
⑫ 송인상–재무부 이재국장, 배석
⑬ 장기영–한국은행 조사부장, 배석

114

115

김형구 1922-2015
金亨球
Kim Hyung-koo

해변 풍경
Seascap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45.5 × 53 cm(10F)
1970

116

117

도상봉 1902-1977
都相鳳
To Sang-bong

성균관 풍경
The Sungkyunkwan Scenery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60.6 × 72.7 cm(20F)
1953

118

119

문학진 1924文學晋
Moon Hak-jin

조춘
早春
A Early Spring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7 × 145.5 cm(80P)
1963

120

121

박득순 1910-1990
朴得錞
Park Deuk-soon

수덕사
Sudeoksa Templ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45.5 × 53 cm(10F)
1965

122

123

박상옥 1915-1968
朴商玉
Park Sang-ok

향로봉
Hyangrobong Peak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7 × 162.2 cm(100M)
1958

1958년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출품작

124

125

박영선 1910-1994
朴泳善
Park Young-sun

향토
A Hometown Utopia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93.9 × 130.3 cm(120F)
1953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출품작
126

127

박항섭 1923-1979
朴恒燮
Park Hang-sup

포도원의 하루
A Day in a Vineyard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26.5 × 188 cm
1955

1955년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128

129

박희만 1930-2005
朴喜滿
Park Hi-man

부용정
Buyongjeong Pavilion in the Secret Garden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62.2 × 130.3 cm(100F)
1967

1967년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130

131

변종하 1926-2000
卞鍾夏
Byun Chong-ha

사슴도
Deer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82 × 145 cm
1954

1954년 제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132

133

성백주 1927成百胄
Sung Paik-joo

산
Mountain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37.9 × 45.5 cm(8F)
1975

134

135

신장식 1959申璋湜
Shin Jang-sik

금강산 만물상
Manmulsang in the Geumgangsan Mountain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릭
acrilic & korean paper on canvas
45 × 91 cm
2002

136

137

심형구 1908-1962
沈亨求
Shim Hyung-goo

수변
水邊
Waterfront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62.2 × 130.3 cm(100F)
1937

1937년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

138

139

안병석 1946安炳奭
Ahn Byeong-seok

바람결
Wind Wav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7 × 145.5 cm(80P)
1988

140

141

양인옥 1926-1999
梁寅玉
Yang In-ok

제주시 사라봉
Sarabong Peak in Jeju City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53 × 65.1 cm(15F)
1978

142

143

오승우 1930吳承雨
Oh Syng-wo

해바라기
Sunflower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53 × 45.5 cm(10F)
연도미상

144

145

오승윤 1939-2006
吳承潤
O Syng-yoon

풍수
Wind and Water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90 × 190 cm
1999

146

147

우제길 1942禹濟吉
Woo Jae-gil

희망 21세기
21st Century of Hop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0.3 × 162.2 cm(100F)
1999

148

149

유병훈 1949兪炳勛
Yoo Byeong-hoon

숲-바람 85-1
Forest-Wind 85-1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62.2 × 97 cm(100M)
1985

150

151

윤중식 1913-2012
尹仲植
Yoon Jung-sik

가을 풍경
An Autumn Scenery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65.1 × 90.9 cm(30P)
1953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152

153

이마동 1906-1981
李馬銅
Lee M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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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155

이종구 1955李鍾九
Lee Jong-gu

정안수-수선전도
Freshly Drawn Water–Map of Seoul
종이에 유채
oil on paper
90 × 70 cm
2003

156

157

임직순 1921-1996
任直淳
Yim Jik-soon

해바라기와 소녀
A Girl and Sunflowers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45.5 × 97 cm(80P)
1959

1959년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158

159

정헌조 1971鄭憲祚
Jeong Heon-jo

The One is the All

종이에 부조, 흑연
embossment, graphite on paper
82 × 140 cm
2014

160

161

조강훈 1961趙康勳
Cho Kang-hoon

풍경
Landscap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72.7 × 90.9 cm(30F)
1989

162

163

주태석 1954朱泰石
Ju Tae-seok

자연 lmage
Nature, Imag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53 × 65.1 cm(15F)
2002

164

165

천칠봉 1920-1984
千七峰
Cheon Chil-bong

비원 애련정
Aeryeonjeong Pavilion in the Secret Garden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0.9 × 72.7 cm(30F)
1966

166

167

최덕휴 1922-1998
崔德休
Choi Duk-hyu

서울 풍경
Seoul Scenery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2 × 333.3 cm
1987

168

169

하반영 1922-2015
河畔影
Ha Ban-young

천왕봉의 가을
Autumn in Cheonwangbong Peak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45.5 × 53 cm(10F)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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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두 1930-1989
河麟斗
Ha In-doo

혼불
Spirit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33 × 41 cm
연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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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순 1938-1972
洪凡順
Hong Bum-soon

풍경
Scenery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80.3 × 116.8 cm(50P)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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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염수 1917-2008
黃廉秀
Hwang Yeum-soo

설악 풍경
Scenery of the Seoraksan Mountains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45.5 × 53 cm(10F)
연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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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엽 1916-2010
黃瑜燁
Hwang Yoo-yub

석양유정
夕陽有情
Mood at Sunset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60.6 × 45.5 cm(12P)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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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

김기승
김충현

Calligraphis

손재형
송성용
유희강
임창순
조

순

현중화

원곡 김기승 1909-2000
原谷 金基昇
Kim Ki-seung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33 × 130 cm

1975

天下爲公
開羅起祝
一日二日
惟人所召
乙卯陽月

一人有慶
援琴命詩
念玆在玆
自天祐之
原谷道人

천하를 공유물로 한다면、
천자 한 사람으로써 경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나라 탕왕과 같이 사방의 한 면을 터서 축원하고、
순임금과 같이 거문고를 타며 바램을 시로 읊으십시오
하 루 이 틀 날 을 보 내 면 서 、이 것 을 마 음 에 새 기 십 시 오
화복은 오직 사람이 부르는 대로 오는 것이고、
스스로 선을 행하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을 묘 년（
）
월 원곡도인
1
0

金基昇信印大利長壽
김기승신인대리장수
原谷生于扶餘長于漢陽
원곡생우부여장우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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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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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김충현 1921-2006
一中 金忠顯
Kim Chung-hyun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32 × 130 cm
연도미상

金忠顯印
김충현인

一中
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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脩德隆文
一中 金忠顯
덕을 닦아 문을 융성하게 하다
일중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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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 손재형 1903-1981
素筌 孫在馨
Son Jae-hyung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32 × 212 cm
1969

孫在馨印
손재형인

素筌
소전

駿馬食草聲 美人彈琴聲
聲雖好 不如兒童讀書聲
己丑黃花節 書於蓬萊仙館東窓下
時鳥在樹 雲在天 日未午
준마가 풀을 먹는 소리와 미인이 거문고 타는 소리가 비록 좋게 들리나
집안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만 못하다
기축년 ( 1949 ) 9 월 봉래선관 동쪽 창 아래에서 쓰다
그 때 새는 나무에 있고 , 구름은 하늘에 있는데 , 해는 뜨지 않았다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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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 송성용 1913-1999
剛菴 宋成鏞
Song Seong-yong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35 × 138 cm
1989

剛菴
강암

宋成鏞印
송성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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棋琴聲雖好 不如兒孫讀書聲
己巳夏 爲韓國銀行 光州支店長 公館補壁 剛菴 書
바둑 두는 소리와 거문고 타는 소리가 비록 좋아도 ,
아들과 손자의 책 읽는 소리만 못하다
을사년 ( 1989 ) 여름
한국은행 광주지점장 공관의 빈 벽에 걸도록 강암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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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여 유희강 1911-1976
劍如 柳熙綱
Yu Hui-gang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43 × 160 cm
1959

柳熙綱印
유희강인

柴溪外史
시계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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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化治齊
己亥之立冬節 劍如 柳熙綱
법으로 교화하고 다스려 가지런히 한다
기해년 ( 1959 ) 입동 검여 유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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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임창순 1914-1999
靑溟 任昌淳
Im Chang-soon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39 × 130 cm
1995

任昌淳印
임창순인

靑溟八十後作
청명팔십후작

192

韓國銀行囑
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道
一九九五年秋 靑溟 題
한국은행을 위해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1995 년 가을 청명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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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 조순 1928少泉 趙淳
Cho Soon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133.5 × 32.5 cm
1992

人能弘道 非道弘人
壬申秋日 少泉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임 신 년（
）가 을 소 천

趙淳之印
조순지인

少泉
소천

194

1
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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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암 현중화 1907-1997
素庵 玄中和
Hyun Joong-hwa

유묵
遺墨
Calligraphy
종이에 먹
ink on paper
27 × 118 cm
1974

玄中和印
현중화인

素盦
소암

無信不立
甲寅 菊秋 素庵迂人
신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갑인년 ( 1974 ) 9 월 소암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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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論語 ) 』 ‘안연편 ( 顔淵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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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김경승
김정숙

Sculptures

김찬식
문

신

민복진
엄태정
원인종
윤명로
윤영자
최기원

표천 김경승 1915-1992
瓢泉 金景承
Kim Kyung-soong

가족
Family
청동
bronze
182 × 157 × 220 cm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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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1917-1991
金貞淑
Kim Chung-sook

TORSO

대리석
marble sculpture
30 × 25 × 78 cm
연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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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 김찬식 1932-1997
木巖 金燦植
Kim Chan-shik

정
情
Affection
화강암
granite sculpture
163 × 88 × 265 cm
1987

204

205

문신 1923-1995
文信
Moon Shin

봄
Spring
청동
bronze
74 × 26 × 66 c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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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진 1927-2016
閔福鎭
Min Bok-jin

환희
Joy
청동
bronze
305 × 98 × 245 cm
1987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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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정 1938嚴泰丁
Um Tai-jung

번영과 영광
Prosperity and Glory
대리석
marble sculpture
700 × 450 cm
198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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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종 1956元仁鍾
Won In-jong

천·지 ·인
天 · 地 ·人
Heaven, Earth, and Man
청동
bronze
800 × 400 × 400 cm
1991

212

213

윤명로 1936尹明老
Youn Myeung-ro

훈륜–얼렛질
Hunryun-Ollejit
세라믹타일
ceramic tiles
500 × 400 cm
1987

214

215

석주 윤영자 1924-2016
石洲 尹英子
Youn Young-ja

애-4
Love-4
청동
bronze
105 × 51 × 200
연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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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1935崔起源
Choi Ki-won

탄생
Birth
청동
bronze
150 × 60 × 200 cm
1987

218

219

작가약력

초정 곽석손 1949艸汀 郭錫孫
Kwak Suk-son

p. 014

대구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
였다. 천경자, 박생광 등 전통 채색화의 맥을 잇는 대표작가로 손꼽히며,
꽃과 나비를 주제로 한 ‘축제’ 시리즈를 20년 넘게 그려오고 있다. 군산대

운보 김기창 1913-2001
雲甫 金基昶
Kim Ki-chang

p. 018

서울 출신으로 호는 운보(雲甫)이며 동양화가 우향 박래현과 결혼하였다.
어릴 때 청각을 상실한 후 언어 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나 재능을 알아본 어
머니의 소개로 이당 김은호에게 동양화를 배웠고, 이당 문하생들의 모임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19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과 대한민국미술대

인 후소회를 이끌었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창덕궁상과 총독상을 수상하

전, 대한민국서예대전, 서울미술대전 등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국립현

며 추천작가가 되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과 운영

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청와대 미술품 설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위원을 지냈다. 홍익대와 수도여자사범대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1979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년 한국농아복지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에 취임하였다. 1984년 충북 청

Kwak Suk-son, a native of Daegu, studied East Asia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Dongguk University. Known for carrying on the legacy of traditional
Korean color painting, Kwak has painted his “festival” series of flowers
and butterflies for more than twenty years. He served as a professor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nd a judg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Grand Calligraphy Exhibition of Korea. He also won the grand art prize
from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원으로 세종대왕, 이순신 초상 등 다수의 역사인물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원군에 ‘운보의 집’을 열고 작업과 전시에 전념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회

축제

만청 권기윤 1955晩靑 權奇允
Kwon Ki-yoon

무릉

222

p. 016

경북 안동 출신으로 호는 만청(晩靑)이다. 서울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
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 주변의
산하를 현장 사생을 바탕으로 독자적 수묵화의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로

Born in Seoul, Kim Ki - chang was known by his sobriquet Unbo,
meaning cloud. He was married to the Eastern-style painter Pak Raehyeon(pen name Uhyang). Kim learned Eastern painting from Kim
Eun-ho(pen name Yidang) and led the Huso Society, an association
of Yidang’s disciples. He won the Changdeokgung Palace Prize and
the Governor-General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which in
turn led him to be selected as a recommended artist there. He also
joined the judging panel and organiz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taught at Hongik University
and Sudo Women’s Normal College, and established the “House of
Unbo ” in Cheongwon - gun, Chungcheongbuk - do Province.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created portraits of several historical figures, including King Sejong and
General Yi Sun-sin.

목동

구산 김선두 1958久山 金善斗
Kim Sun-doo

p. 020

전남 장흥 출신으로 호는 구산(久山)이며 중앙대학교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문인화가 소천 김천두의 아들이며, 동생은 한국화가 김선일
이다. 수묵과 채색이라는 분류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질료의 선택으로 한

작가의 삶의 터전인 안동 일대의 풍경이 담겨 있다. 조선 후기 겸재 정선

국화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제7회 중앙미술대

과 단원 김홍도로 대표되는 진경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석남미술상, 부산일보 미술대상 등을 수

있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과 입선하였다.

상하였고,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Born in Andong, Gyeongsangbuk-do Province, Kwon Ki-yoon earned
both BFA and MFA degrees in pain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formed his own oeuvre of ink-and-wash painting on the basis of
sketches from nature. For this, he has been celebrated for sustaining the
legacy of late-Joseon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ne of his paintings
was accepted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where he won a
special prize. Currently, he teaches art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A native of Jangheung in Jeollanam-do Province, Kim Sun-doo used the
pen name Gusan, meaning a long hill. He earned a BFA and an MFA in
painting at Chung-ang University. His father was the literary artist Kim
Cheon-du(pen name Socheon), and his brother is the Korean artist Kim
Seon-il. He received the grand prize from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a special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he Seoknam Arts
Prize, and the Busan Ilbo Grand Fine Art Exhibition. Celebrated for
advancing the boundaries of Korean painting,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Arts at Chung-ang University.

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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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 김옥진 1927-2017
沃山 金玉振
Kim Ok-jin

p. 022

州道人), 옥도인(沃道人)이다. 의재 허백련으로부터 배운 전통산수화 기

법에 현실적 친근감과 향토적 감흥을 넣어 원숙하고 치밀한 화격을 이루

산고수장

구룡산인 김용진 1878-1968
九龍山人 金容鎭
Kim Yong-jin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옥산(沃山), 옥주산인(沃州山人), 옥주도인(沃

p. 024

남강 김원 1932-2003
南江 金垣
Kim Won

p. 026

경북 의성 출신으로, 호는 남강(南江)이다.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와 한
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소정 변관식의 수제자로 알려졌다. 대
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11차례 수상하였으며, 백양회, 창

었다. 그의 화면은 비교적 단순한 구도에 담백한 수묵담채의 효과를 살리

림회 회원전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자연을 사생한 실경산수

고 있으며, 점차 관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경미를 강조해 주는 경향을

를 주로 그렸다. 한국미술협회 고문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을

보여준다. 허백련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역임하였고, 경남대 교수, 대구대 교수 및 미술대학장을 지냈다. 2002년

로 성장하였고, 의재의 화풍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화풍을

작고한 뒤 유가족이 그가 소장했던 유작과 전문서적 등을 대구대에 기증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였고, 대구대는 그 뜻을 기려 매년 특별전을 열고 있다.

Kim Ok -jin, a native of Jindo in Jeollanam -do Province, was best
known by his pen name Oksan, meaning fertile mountain. He studied
under Heo Baek - ryeon(pen name Uijae). While following Uijae ’ s
painting style taking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and adding light
colors to rather simple configurations, Kim sought to create his own
distinctive oeuvre. Among Heo Baek-ryeon’s disciples, he was the only
one who was selected as an invited artist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Won, a native of Uiseong in Gyeongsangbuk-do Province, used the
pen name Namgang, meaning southern river. After studying painting at
Seorabeol Art University, he completed graduate school at Hangyang
University. The artist was known to be a favorite disciple of Byeon
Gwan-sik(pen name Sojeong). He won a prize and a special prize eleven
time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is
landscape paintings based on sketches of nature. He was a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and Daugu University, and he served as an advisor
to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nd an organizing committee
member of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Every year, he held a
special exhibition at Daegu University.

서울 출신으로, 호는 영운(穎雲), 구룡산인(九龍山人) 등이다. 구한말에
수원군수 및 내무부 지방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1905년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주로 초야에 묻혀 서화에만 전념하였다. 어려서 백련 지운영에

한계령

이당 김은호 1892-1979
以堂 金殷鎬
Kim Eun-ho

p. 028

인천 출신으로 호는 이당(以堂), 초명은 양은(良殷)이며, 근대 한국화 6대
가 중 한 명이다. 사립인흥학교 측량과를 졸업하였고, 서화미술회 강습소
에서 안중식, 조석진에게 사사했다.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청강

게 한학과 서화를 배웠고, 민영익의 난죽법을 사숙하였다. 해방 이후 대

생으로 유학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 일본 제국미술전람회 등에 출품하

한민국미술전람회에 참여하여 서예부 심사위원 및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여 수차례 입상하였다. 고려미술원과 조선미술원에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동방연서회의 명예회장과 한국서예가협회의 고문을 역임하였다. 서화에

1936년 후소회를 설립하여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며 도제 교육의 전통을

두루 능하였고 감식안이 뛰어났다. 사군자와 문인화를 즐겨 그린 그는 진

살렸다. 조선미술전람회 초대작가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및 심

정한 의미의 마지막 문인화가로 평가받는다.

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시문화상, 3.1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
상 등을 받았고, 1966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괴석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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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jin, a native of Seoul, used different sobriquets, including
Yeongun, meaning bright cloud, and Guryongsanin, meaning a person
of Guryongsan Mountain. In the final days of the Korean Empire, Kim
served as the governor of Suwon and a regional director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He studied Chinese classics, calligraphy, and painting
under Ji Un-yeong(pen name Baekryeon), and emulated Min Yeongik’s painting technique of depicting orchids and bamboo. Moreover, he
worked as a judge and advisor in the calligraphy division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an advisor to the Korea
Calligrapher Association. Kim was skilled in both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showed a highly discerning eye for artistic quality.

풍악추명

Born in Incheon, Kim Eun-ho took the pen name Yidang and the
original name Yangeun. He has been celebrated as one of the six modern
masters of Korean painting. After learning painting from An Jung-sik
and Cho Seok-jin at the School of the Arts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Kim went on to Japan and audited classes at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He won a prize at several exhibitions, such as the Joseon Art
Exhibition of the Imperial Academy of Fine Arts in Japan. He also led a
number of disciples by establishing the Huso Society in 1936. Moreover,
Kim participated in the Joseon Art Exhibition as an invited artist an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vited artist
and judge. He was appointe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award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an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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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김정현 1915-1976
小松 金正炫
Kim Jeong-hyeon

p. 030

전남 영암 출신으로 호는 소송(小松)이며 16세 부터 광주에서 약 7년간 독
학으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서 거듭 입선하였으며, 1943년 일본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에

벽천 나상목 1924-1999
碧川 羅相沐
Na Sang-mok

p. 034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는 벽천(碧川)이다. 이리농림보통학교 재학 중 독
학으로 동양화 기법을 익히고 광복 후 모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여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 전주에 피난하여 묵로 이용우에게 전통화

서 유학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실경을 토대로 한 실험적인 산수화

법을 사사받았고, 1953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며 등단하였다.

를 그리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호남의 남화산수에 현대적인 수채화 기법

이후 1957년까지 4회 연속 특선을 받으며 추천작가가 되었고, 초대작가와

을 도입하여 서양화의 분석적이며 체험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작품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원광대 교수를 지내며 지역미술 발전에 힘써 왔

많이 남겼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로 활약하며 심사

으며, 전북지방 특유의 실경산수화를 그리는 작가로 이름이 높다. 사후에

위원을 역임했다.

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고향 김제에 그의 아호를 딴 벽천미술
관이 개관되었다.

Kim Jeong-hyeon was born in Yeongam, Jeollanam-do Province, and is
known by the sobriquet Sosong, meaning a small pine. After studying
Western painting by himself, Kim graduated from Kawabata Painting
School in Japan. He created a number of new and experimental
landscape paintings based on Korean scenery by combining the
traditional style of the Southern School of Chinese painting, which was
popular in the Jeolla-do area, with modern watercolor techniques. Kim
Won a prize several times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he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고도춘색

일주 김진우 1883-1950
一洲 金振宇
Kim Jin-woo

p. 032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호는 일주(一州), 금강산인(金剛山人)이며, 1918년
해강 김규진이 개설한 서화연구회에서 서화공부를 하였다. 대나무를 잘
그렸으며 서화 감식에도 밝았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수

Born in Gimje, Jeollabuk-do Province, Na Sang-mok is known by his
sobriquet Byeokcheon, meaning blue river. After studying East Asian
painting on his own, Na returned to his alma mater to teach art and set
out on his artistic path.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he studied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 under Yi Yong-wu(pen name Mukro).
He won a special prize four time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He also served as a professor at Wonkwang
University. Byeokcheon Museum of Art, which is named after his
sobriquet, is located in Gimje.

하경

심산 노수현 1899-1978
心汕 盧壽鉉
Noh Soo-hyun

p. 036

황해도 곡산 출신으로 호는 심산(心汕)이며,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
이다. 보성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중퇴하고 서화미술회 강습소에 입
학하여 안중식, 조석진의 지도 아래 전통화법을 익혔다. 동아일보와 조선

상하였고, 상해 임시정부 의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적으

일보에 삽화와 풍자만화를 그렸고, 1926년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

로 참여한 공을 사후에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상하였다. 1923년 서화미술회 동문인 이용우, 이상범, 변관식과 함께 동연
사를 조직하여 시대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전통주의의

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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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Yeongwol, Gangwon-do Province, Kim Jin-woo used several
pen names, including Ilju and Geumgangsanin. He studied calligraphy
and painting at the Research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established by Kim Gyu-jin(pen name Haegang) in 1918. Kim Jinwoo was well versed in painting bamboo and appraising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He won a prize and another special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Moreover, he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National Medal)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s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ncluded
his activity as a memb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형식적인 답습에 반기를 들었다. 해방 이후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고문, 대한민
국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시문화상과 대한민국예술원상 등
을 수상하였다.
추강어옹

A native of Goksan in Hwanghae-do Province, North Korea, Noh
Soo-hyun, whose pen name was Simsan, is considered one of the six
modern masters of Korean painting. He studied traditional painting
under An Jung-sik and Cho Seok-jin at the School of the Arts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drew illustrations and satirical cartoons
for the newspapers Dong-A Ilbo and Chosun Ilbo.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Noh taught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as a judge
and advisor to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an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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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노숙자 1943菖園 盧淑子
Rho Sook-ja

p. 038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하였다. 미대 시절 수묵산수화를 전공하였으나 결혼 후 생활 주변에
서 그림 소재를 찾다가 꽃을 그리는 전문화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식물의

유산 민경갑 1933酉山 閔庚甲
Min Kyoung-kap

p. 042

충남 논산 출신으로 호는 유산(酉山)이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
였다. 1961년 국전 한국화 부문 최초로 추상작품을 출품하여 특선을 수상
하였고, 전위그룹인 묵림회의 창립에 참여하며 한국화 영역에 추상을 도

생태와 특성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하여 많은 야생화를 직접 기르기도 하

입, 한국화의 현대화를 주도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단

였다. 일상에서 흔히 보는 꽃이라는 대상을 세밀한 관찰과 사실적으로 표

원미술대전 등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대

현하고 있다. 덕성여대와 경희대에 출강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새천

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원광대에서 후학을 지도하였으며,

년 대한민국 희망전」 등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등
을 수상하였다.

Rho Sook-ja, a native of Seoul,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ainting of hers was accepted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lthough she majored in ink landscape painting, Rho has
been known for specializing in closely observing and naturally depicting
flowers commonly found around urban neighborhoods. She also served
as a lecturer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and Kyunghee University.

Born in Nonsan, Chungcheongnam-do, Min Kyoung-kap, whose pen
name is Yusan,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 led the modernization of Korean painting after being
awarded a special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61, a first for an abstract
painting. He served as a judge and organizing committee member of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and was
electe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Min not only fostered younger students at Wonkwang University,
but also received the Korean Culture and Art Awar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and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among others.

바다

능소화

문봉선 1961文鳳宣
Moon Bong-sun

p. 040

제주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중국 남경
예술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기에는 현대적인 수묵풍경화를 선
보였으나 1990년대 초부터 산, 물, 바람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을

남정 박노수 1927-2013
藍丁 朴魯壽
Pak No-soo

이어왔다. 고향인 제주도의 일상적인 풍경을 주로 그렸으며 ‘유수(流水)’,

p. 044

충남 연기 출신으로 호는 남정(藍丁)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월전
장우성의 지도를 받았고, 한국전쟁 중 부산 피난지에서 국방부 종군화가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
은데 이어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

‘해풍(海風)’, ‘매난국죽(梅蘭菊竹)’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연작을 발표하였

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지냈고, 이화여대, 서울대 교수를

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중앙미술대전 대상, 동아미술상, 선미술상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상, 5·16민족상, 3·1문화상,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하였으며 현재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을 수상하였고, 2013년에는 작가가 거주하였던 집과 작품, 수석, 고가구
등을 종로구에 기증하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을 개관하였다.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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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Bong-sun, a native of Jeju Island, earned both a BFA and MFA
in Eastern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and went on to graduate
with a Ph.D. degree from Nanjing Arts University in China. He often
presented ordinary scenes of his birthplace Jeju Island, and created nature
painting series including Flowing Water, Sea Breeze, and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He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he grand prize at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the Dong-A Fine Art Prize, and the Sun Art award. Currently, Moon i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Fine Arts at Hongik University.

산과 학

Pak No-soo, a native of Yeongi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s
known by his pen name Namjeong, meaning a blue rake. He studied
under Jang Wu-seong(pen name Woljeon) at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he
worked as a war painter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 was
awarded the Prime Minister’s Award and the Presidential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taught art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Pak also won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the Samil Prize,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and other awards. In 2013 , the Pak No Soo Art
Museum opened in Jongro-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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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향 박승무 1893-1980
深香 朴勝武
Park Seung-moo

p. 046

충북 옥천 출신으로 호는 심향(深香, 心香)이며,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다. 서화미술회 강습소에서 조석진과 안중식에게 전통 화법을 익힌
후 상해에 유학하여 화법을 연구하였다. 귀국 후 서화협회 회원으로 활동

소정 변관식 1899-1976
小亭 卞寬植
Byun Kwan-shik

p. 050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호는 소정(小亭)이며, 소림 조석진의 외손자이다. 청
전 이상범, 심산 노수현 등과 함께 전통 회화가 현대화되는 시기에 활동한
작가다. 서화미술회 강습소에서 그림을 배웠고, 이당 김은호와 함께 동경
에 유학하여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에게 일본의 수묵

하며, 서화협회전람회(1921-36)와 조선미술전람회에 사실적인 기법의 향
토 풍경을 출품하며 전통화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으나 해방 이후 대

화풍을 익혔다. 1937년부터 금강산 등 전국 명승지의 실경을 사생하는 등

한민국미술전람회에는 한 번도 출품하지 않았다. 국전 추천작가나 초대

한국적 풍치를 새로운 화풍으로 담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해방 후 대한

작가 추대, 수상의 기회 등 어떠한 명예도 멀리하고 화업에만 전념하다가

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강직한 성격 탓에 여생의
대부분을 재야에서 화업에만 몰두하였다. 서라벌예대, 수도여자사범대학

생애 말년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등에 출강하였으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미술협회 회장을 지냈다.
Born in Okcheon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Park Seung-moo,
whose pen name was Simhyang, is one of the six masters of modern
Korean painting. After studying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s from
Cho Seok-jin and An Jung-sik at the School of the Arts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Park further studied painting in Shanghai,
China. As a member of the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he
participated in the society’s exhibition and the Joseon Art Exhibition.
However, he never submitted works to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stead, he simply
devoted himself to creating paintings. In his later years, Park won the
South Chungcheong-do Cultural Award.

청강어락

송계 박영대 1942松溪 朴永大
Park Young-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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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였으며, 모교인
청주상고 미술교사로 근무하였다. 고향의 보리밭과 보리를 주제로 독특
한 조형작업을 펼쳐와 “보리작가”로 불리며 백양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

비폭 앞의 암자

산정 서세옥 1929山丁 徐世鈺
Suh Se-ok

상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한국미술대상전, 중앙미술대전, 동아미

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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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Ongjin, Hwanghae-do Province, North Korea, Byun Kwan-shik,
whose pen name is Sojeong, meaning a small pavilion, is one of the six
modern masters of Korean painting. As a grandson of Cho Seok-jin(pen
name Sorim),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the Arts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Byun went to Tokyo with Kim Eun-ho(pen name Yidang)
to study Japanese ink-and-wash painting under Komuro Suiun(小室翠雲),
a prominent Nanga(Southern painting) painter.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e joined the judging panel of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However, for personal ethical reasons, Byun spent the rest of his life
painting outside of institutional art circles. He was a lecturer at Seorabeol
Art University and Sudo Women’s Normal College, and 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Art Association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p. 052

대구 출신으로 호는 산정(山丁)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대
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월전 장우성에게 배웠다. 동 세대의 동양화가 중에
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로 부각되었고 ‘수묵 추상’, ‘인간’ 시리즈 등 정통 동
양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화풍을 시도하였다. 1949년 초대 대

술제 등 주요 공모전에서 입선하였고, 충북도전 초대작가상, 청주문화지

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1960년에는 묵림회 결

킴이상 등을 받았다. 2017년 천안 백석대에 작품을 기증하여 보리생명미

성을 주도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며,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술관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백석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Park Young-dae was born in Cheongwon, Chungcheongbuk-do Province,
and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with an MFA degree in painting.
He worked as an art teacher at his alma mater Cheongju Commercial
High School. Park is often called the “barley artist” for his distinctive
depiction of barley fields and barley.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Baekyang Society Arts Contest, and his works have been accepted
at major art exhibi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oongang Fine Arts Prize. In 2017, Park donated
his paintings to Baekseok University in Cheonan, which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Barley Life Museum. He is a chaired professor at
Baekseok University.

Suh Se-ok, a native of Daegu, used the pen name Sanjeong. He earned
both BFA and MFA degrees in Oriental painting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tudied under Jang Wooseong(pen name Woljeon). Suh developed his unique painting style by
experimenting with modern 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East Asian
painting. He won the Prime Minister ’s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serv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 judge and
an organizing committee member fo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nd the dean of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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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송영방 1936牛玄 宋榮邦
Song Young-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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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1960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국전에서 9차례에 걸쳐 특선을 수상했으며, 1966년 추천작가의 반열에 올

경주 남산

도촌 신영복 1933-2013
稻村 辛永卜
Shin Young-bok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호는 우현(牛玄)이다.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p. 056

유석 오용길 1946裕石 吳龍吉
Oh Yong-k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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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73년 대한민
국미술전람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두 번의 특선과 7회
의 입선 경력이 있다. 전통 회화의 현대적인 계승으로 조선시대의 수묵산

랐다. 이후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84년 49세의 늦은 나

수화, 특히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의 정신을 현대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는

이에 첫 개인전을 가졌다. 동국대 교수를 지냈으며, 서울시문화상을 수상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선미술상, 월전미술상 등

하였다. 폭넓은 소재와 각종 장르의 작품을 통해 문인화적 정신성을 현대

을 수상하였으며, 추계예술대, 중앙대, 세종대 강사를 거쳐 이화여자대학

적으로 조형화하여 담박한 수묵의 세계를 이룩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Born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Song Young-bang is known
by the pen name Wuhyeon. He emerged on the art scene by winning
a special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60 when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ent on to receive a special prize nine times,
and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Song held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advanced age of forty-nine. He worked as
a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and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Born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Oh Yong-kil graduated from
Seoul Arts High School and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the Minister of Culture and Information Award
from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ong-A
Fine Art Prize at the Dong-A Art Festival, the Sun Art award, and the
Woljeon Art Prize. Oh was a lecturer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Chung-ang University, and Sejong University, and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ly, he serves as an emeritus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였고, 전남 강진에서 서예가이자 한학자였던 이
백련에게 한학을 배우다가 14세에 남농 허건의 문하에서 회화에 입문하
였다. 고교 재학 중 전국미술전람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재능을 세

성하

금산 왕열 1961錦山 王烈
Wang Yeul

상에 알렸고,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부터 9회까지 연속해서 입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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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
였다. 전통적인 표현을 동시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새를 현대인
으로 의인화하여 작품에 반영하는 독특한 작업을 하였다. 대한민국미술
대전에서 3차례 특선하였고,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한국미술평론가협

특선을 수상하며 추천작가가 되었다. 2011년 자신의 작품 45점을 광주시

회작가상, 한국미술작가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과 충남

립미술관에 기증하여 「‘현대 남종화 태두’ 도촌 신영복展」이 개최되었으

미술대전 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단국대 동양화과 교수로

며, 전남도전, 광주시전, 전국무등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

재직 중이다.

을 역임하였고,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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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Osaka, Japan, Shin Young-bok was a disciple of Heo Geon(pen
name Namnong). While still in high school, he won the Prime Minister’
s Award at the National Exhibition of Fine Art. He was awarded a prize
and a special prize several time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led him to be selected as a recommended artist.
Shin not only served as a judge and organizing committee member at the
Annual Jeonnam Province Art Exhibition, the Annual Gwangju City
Art Exhibition, and the National Mudeung Art Prize Exhibition, but also
receiv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Okgwan).

세상에 대한 관조

Born in Jinan, Jeollabuk-do, Wang Yeul earned both BFA and MFA
degrees in Oriental painting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of Hongik
University. He won a special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he Dong-A Fine Art Prize at the Dong-A Art Festival, the Artist Prize
from the Korean Art Critic Association, the Korean Artist Grand
Prize, and other awards. Wang also served as a judg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Chungnam Grand Art Exhibition. He currently
teaches East Asian painting at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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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추 이남호 1908-2001
錦秋 李南浩
Lee Na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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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였다. 이당 김은호에게 사사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와 반도총후미
술전 등에서 수상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지

웅시사해

청전 이상범 1897-1972
靑田 李象範
Lee Sang-beom

경북 달성 출신으로 호는 금추(錦秋)이며, 중국 북평대학교 중국화과를

p. 064

해옥 이준 1859-1907
海玉 李儁
Yi Jun

p. 068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와세다대 법과를 졸업하였다. 호는 일성(一醒) ·
해사(海史) · 청하(靑霞) · 해옥(海玉)이며 본명은 순칠(舜七)이다. 한말의
항일애국지사로 독립협회에 참여하고, 개혁당, 대한보안회, 공진회, 헌정

역 출신이 아니면서도 지역 명사들과 교유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많

연구회 등을 조직하였으며 보광학교와 오성학교를 세웠다. 1907년 헤이

은 영향을 끼쳤다. 수당 김종국, 담원 김창배 등을 지도하였고, 대한미술

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밀령을 전달하기 위해 이상설 · 이위종 등과 합

협회 중앙위원을 역임하였다. 후소회와 백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산

류했으나, 일본 측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1962년 대한민

수, 화조, 영모도, 사군자, 인물,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화하였

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으며, 1963년 헤이그에 묻혀 있던 유

으나 특히 영모도와 화조도, 인물화에 뛰어났다.

해를 서울 수유리 묘지로 이장하였다.

Lee Nam-ho, a native of Dalseong in Gyeongsangbuk -do Province,
used the sobriquet Geumchu, meaning beautiful autumn. He studied
Chinese painting at Beijing University in China. He was a disciple of
Kim Eun-ho(pen name Yidang), and was awarded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Art Exhibition on the Home Front of the Joseon
Peninsula. He was a member of the Huso Society and Baekyang Society,
as well as a central committee member for the Daehan Fine Arts
Association. Lee produced many calligraphic works along with landscape,
bird and flower, bird and animal, Four Gentlemen, and figure paintings.
In particular, he was versed in bird and animal, bird and flower, and figure
painting.

Born in Bukcheong, Hamgyeongnam-do Province, North Korea, Yi Jun
studied law at Waseda University. He used several sobriquets, including
Ilseong and Haeok, and his birth name was Sunchil. In the final days
of the Korean Empire, he joined the Independence Club as an antiJapanese patriot, organized the Reform Party and the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established the Bogwang School and
Oseong School. In 1907, Yi Jun was dispatched to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along with Yi Sang-seol and Yi Wi-jong as Emperor
Gojong’s secret emissaries. However, a Japanese intersession barred the
three from taking part in the conference. In the end, Yi Jun died for his
country. He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Republic of Korea Medal). His body was relocated from the
Hague to a cemetery in Suyuri, Seoul in 1963.

충남 공주 출신으로 호는 청전(靑田)이며,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
다. 서화미술회 강습소에서 안중식, 조석진에게 사사하고, 서화협회 회원
으로 활동하였다. 동아일보 미술기자로 활동하던 1936년 베를린올림픽 손

묵란

호산 임효 1955湖山 林涍
Rim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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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과 선미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자연주의적 세계관
을 바탕으로 수묵과 채색, 추상과 구상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변화
무쌍하고 시각적인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년작가초

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하여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1925년부터
10회 연속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을 차지하였고, 1931년에는 창덕궁상을 수

대전’,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독일과 헝가리의 ‘동방의 빛Ⅰ’전,

상하였다. 청전화숙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고, 광복 후 홍익대 교수,

러시아의 ‘동방의 빛Ⅱ’전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전 추천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Born in Jeongeup, Jeollabuk-do Province, Rim Hyo earned a BFA in East
Asian painting and an MA in education from Hongik University. He
won the Dong-A Fine Art Prize at the Dong-A Art Festival, the Sun Art
award, and other awards. Rim creates ever-shifting visual artworks based
on a naturalistic worldview,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ink and
color and between the figurative and the abstract.

추대되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문화훈장, 3·1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야산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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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Gongju, Chungcheongnam - do Province, Lee Sang - beom,
whose pen name is Cheongjeon, is one of the six masters of modern
Korean painting. He studied under Cho Seok-jin and An Jung-sik at
the School of the Arts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was
a member of the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1936, when
he worked as an art reporter for the Dong -A Ilbo Newspaper, Lee
deleted the national flag of Japan from a photo of Sohn Kee-chung,
who won the gold medal in the marathon at the 1936 Berlin Olympics
as a member of the Japanese delegation. This cost him great suffering.
He was awarded the Changdeokgung Palace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He also endeavored to foster younger students by
establishing a private art school named Cheongjeon Hwasuk. Moreover,
he served as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and as an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was select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e won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the Samil Prize, and others.

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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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전 장우성 1912-2005
月田 張遇聖
Jang Woo-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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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 출신으로 호는 월전(月田)이다. 이당 김은호의 문하에서
한국화에 입문한지 2년 만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며 등단하
였고, 연속 4회 특선으로 1944년에는 선전 추천작가가 되었다. 광복 후 서

소림 조석진 1853-1920
小琳 趙錫晋
Cho Seo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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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자는 응삼(應三), 호는 소림(小琳)이다. 어려서 부
모를 여의고 도화서 화원으로 산수화와 어해도를 잘 그렸던 할아버지 임
전 조정규 밑에서 자랐다. 조선의 마지막 도화서 화원으로 활약했으며 심

울대와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사후

전 안중식과 함께 화가로서의 명성과 기반을 확고히 다져 쌍벽을 이루었

사회환원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 수집한 고미술품과 작품을 경기도 이천

다. 산수, 인물, 화조, 어해 등 여러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하였다. 1911년부

시에 기증하여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터 서화미술원 교수로 이용우, 오일영, 김은호, 이상범, 노수현, 박승무, 변

으로,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금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관식 등 근대의 전통 회화를 주도하는 화가들을 가르쳤으며, 1919년 민족
서화가들을 중심으로 서화협회를 결성하였다.

Born in Chungju, Chungcheongbuk -do Province, Jang Woo -seong,
whose pen name was Woljeon, studied under Kim Eun-ho(pen name
Yidang). He won a special prize four times in a row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where he was selected as a recommended artist. Jang not only
trained many students as an art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but also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Geumgwan), and others. 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Jang’s
will, his collections of antiques and artworks were donated to the city of
Icheon, and the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was established there.

A native of Ongjin in Hwanghae-do Province, North Korea, Cho Seokjin used the pen name Sorim, meaning a small jade. His grandfather was
Jo Jeong-gyu(pen name Imjeon), a court painter of Dohwaseo during the
Joseon Dynasty(1392-1910). Along with An Jung-sik(pen name Simjeon),
he was one of the last court painters at the Joseon Dohwaseo. Starting in
1911 as a professor at the Seoul Arts Institute of Painting and Calligraphy,
Cho taught painters who would become leaders of traditional painting
in modern Korea, including Yi Yong-wu, Kim Eun-ho, Lee Sang-beom,
No Su-hyeon, Pak Seung-mu, and Byun Kwan-shik. In 1919, he formed
the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consisting of calligraphers and
painters from across the country.

어해도

신황

목불 장운상 1926-1982
木佛 張雲祥
Jang Wo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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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호는 목불(木佛)이며, 섬유예술가 이신자와 결혼
하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회 입학생으로 월전 장우성 문하에서 이당
김은호의 인물화 양식을 배웠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49년 제1회 대한민

심원 조중현 1917-1982
心園 趙重顯
Jo Jung-hyeon

국미술대전에 응모하여 특선을 수상하였고, 그 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p. 078

충남 연기 출신으로, 호는 심원(心園), 기산(岐山), 단고(丹皐) 등이다. 독학
으로 그림에 열중하다가 19세 때 서울로 올라와 이당 김은호의 문하생이
되었다. 이당의 채색화 기법의 작품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차례 입선
과 특선을 수상하며 전통화단의 신진으로 부상하였다. 1939년 도쿄 데이

등으로 참여하는 등 국전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하였다. 전통적인 옷차

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에서 공부하였으며, 해방 후 대한민국미술전

림과 우아한 얼굴 표정의 전형적인 한국 여성상을 섬세한 필선과 맑고 선

람회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지냈고,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

려한 채색으로 묘사하여 “미인화가” 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였다. 새, 동물, 물고기, 꽃 등을 소재로 수묵화와 세필채색화를 즐겨 그렸
고, 스승 이당 김은호로부터 ‘내가 길러본 제자 가운데 제일가는 재주’라는

Jang Woon-sang, whose pen name is Mokbul, meaning wooden Buddha,
was born in Chuncheon, Gangwon-do Province and was married to
the textile artist Lee Sin-ja. A member of the first graduating class
of the College of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Jang studied the
figure painting style of Kim Eun -ho(pen name Yidang) under Jang
Woo-seong(pen name Woljeon). He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vited artist and judge. He
has been celebrated as the “artist of beauty” for using delicate lines and
vivid colors to depict typical Korean woman in traditional clothing with
elegant facial expressions.
실재한 미인-운(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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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충청남도문화상,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우중구압

Jo Jung-hyeon was born in Yeongi,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used several sobriquets, including Simwon and Dango. He first studied
painting on his own but then later became a disciple of Kim Eun-ho(pen
name Yidang). He won several prizes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graduated from Teikoku Art School in Tokyo. Jo not only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but also worked as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He received the Chungcheongnam-do Cultural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Okgwan), and other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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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 조평휘 1932雲山 趙平彙
Cho Pyung-hwi

p. 080

하였고, 청전 이상범과 운보 김기창의 지도를 받았다. 1958년 제7회 국전
에서 인물화로 입선하며 화단에 등단한 이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예

청일

차대영 1957車大榮
Cha Dae-young

황해도 연안 출신으로, 호는 운산(雲山)이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p. 082

천경자 1924-2015
千鏡子
Chun Kyung-ja

p. 084

전남 고흥 출신으로, 본명은 옥자(玉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이며, “꽃과 여인의 화가”라고 불린다.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
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2회 입선하였으며, 1955년 대한미협전에서

술세계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목우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베트남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전하였고, 홍익대

회 공모전, 충남도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제2회 겸재미술상, 한

교수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대

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인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

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시문화상, 3.1문화상, 대한민국

한국미술협회 고문이며 목원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Cho Pyung-hwi, a native of Yeonan in Hwanghae-do Province, North
Korea, uses the pen name Unsan, meaning a cloudy mountain.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he
studied under Lee Sang-beom(pen name Cheongcheon) and Kim Gichang(pen name Unbo). Cho is known to have broken new artistic
ground by integrating traditional and modern approaches. He served as
a judge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Annual Chungnam
Province Art Exhibition, and worked as a professor at Mokwon
University. He won the second Gyeomjae Art Award, the Korean
Artist Award from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the Order of Civil
Merit(Dongbaek Medal), and other awards.

Chun Kyung-ja was born in Goheung, Jeollanam-do Province with
the birth name of Okja. A leading female Korean artist, Chun is often
called the “flowers and women artist.” She graduated from the Women’
s Academy of Fine Arts in Tokyo. Her works were twice accepted for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she won a presidential prize at the
Daehan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 in 1955. Chun worked as a
war correspondent during the Vietnam War. She also served as an art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judge, and organizing committee member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she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Samil Prize,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and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제
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과 제5회 MANIF 서울 국제아트페어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OSAKA 아트페어 우수작가상, 제8회 한국미술작가상

어군

정재 최우석 1899-1964
鼎齋 崔禹錫
Choi Woo-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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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신으로 서화미술회강습소에서 심전 안중식과 소림 조석진 밑에서
노수현, 이상범 등과 함께 전통화법을 익혔다. 서화협회전람회에 정회원
으로 협회전에 출품하는 한편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

등을 받았다. 대담하고 화려한 채색화와 절제된 단순미가 돋보이는 ‘흰꽃’

였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심사 위

연작을 그려왔다. 제22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수원대 미

원 등을 역임하였다.

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CHAMOS-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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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Pyeongtaek, Gyeonggi-do Province, Cha Dae-young earned both
BFA and MFA degrees in East Asia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He
was awarded a grand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MANIF Seoul International Art Fair and the Korean Artist Prize as well.
Cha’s “white flower” painting series emphasizes restrained simplicity
within boldly colored works. He served as the 22nd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Currently, he teaches art at the
University of Suwon.

화조도(花鳥圖)

Choi Woo-seok, a native of Seoul, studied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s
under An Jung -sik(pen name Simjeon) and Cho Seok-jin(pen name
Sorim) at the School of the Arts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alongside other prominent figures such as Noh Soo-hyun and Lee Sangbeom. He was awarded both a prize and a special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Choi actively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the
one held by the Socie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latter, he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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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 하철경 1953林農 河喆鏡
Ha Chul-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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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임농(林農)이다. 남농 허건, 도촌 신영복, 전정
박항환을 사사하였고, 목포대학교, 세종대학교 대학원, 단국대학교 대학
원을 졸업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연4회 특선 및 6회 입선하였고, 1990

의재 허백련 1891-1977
毅齋 許百鍊
Huh Baek-r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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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출신으로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다. 소치 허련의 방손(傍
孫)으로, 호는 의재(毅齋), 의도인(毅道人), 의재산인(毅齋散人) 등이고,
1914년부터 운림산방에서 미산 허형에게 그림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한

년 전국무등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목포시민상과 전남문화상, 남

학과 전통산수화를 배운 후 법률공부를 하러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일본 남

농예술문화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전남예총 회장,

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림공부에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및 심사위원장, 남농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전념하였다.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1938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제26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

년에는 광주에 연진회를 발족시켜 제자를 양성하고 호남지역 서화계를 주

연합회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호남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하였으며, 해방 이후엔 무등산 아래에 춘설헌을 짓고 차 문화를 진흥시
키기도 하였다. 국전 심사위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으며,

Born in Jindo, Jeollanam-do Province, Ha Chul-kyung, whose penname
is Imnong, was a disciple of Heo Geon(pen name Namnong), Shin
Young - bok(pen name Dochon), and Pak Hang - hwan(pen name
Jeonjeong). He graduated from Mokpo National University,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was awarded a special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he grand prize at the National Mudeung Art Prize Exhibition, and
the Namnong Art Prize. He also served as the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the president of the Jeollanam-do Branch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and the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head of the judging panel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Moreover, he was appointed the 26th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Ha currently teaches at Honam University.

송광사 소견(松廣寺 所見)

남농 허건 1908-1987
南農 許楗
Heo Geon

p. 090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남농(南農)이다. 조선말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소치 허련(小癡 許鍊)의 직계 손자로서 3대째 화맥을 이으며 허련이 만년
에 기거한 진도의 화실 ‘운림산방’을 재건하는 등 한국 남종화의 기반을

대한민국예술원상, 전남도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상하였다.

선경

우청 황성하 1891-1965
又淸 黃成河
Hwang Seong-ha

다졌다.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며 등단하였고, 1944년 마

개성 출신으로 호는 우청(又淸)이다. 형제(宗河 · 成河 · 敬河 · 庸河) 4명이
모두 서화에 소질이 있어 개성이 낳은 4형제 서화가로 유명하였다. 이들
은 1923년 서울미술구락부에서 개최한 황씨4형제전을 시작으로 형제전

지막 선전에서는 조선총독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및 백양

했으나 중국에서 유입된 화보나 선배 대가들의 작품을 보며 독학으로 그

회, 전남도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올

림 공부를 하였다. 형제들은 각자 선호하는 기법과 잘 그리는 소재가 달

랐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

라 황종하는 호랑이 그림을, 황성하는 손가락 끝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두

하였고, 1976년에는 자신의 아호를 딴 남농상을 제정하여 후배화가와 서

화(指頭畵)를, 황경하는 인삼도를, 황용하는 사군자를 잘 그렸다. 특히 황
성하는 산수, 인물, 화훼, 영모, 사군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화하고,
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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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개최하거나 합작도를 제작하였다. 전문적인 그림 공부는 받지 못

예가들을 후원하였다.

삼송도

Huh Baek-ryeon, a native of Jindo, Jeollanam-do Province, is one of
the six masters of modern Korean painting. A collateral grandson of
Heo Ryeon(pen name Sochi), he was known by different sobriquets,
including Uijae and Uidoin. He learned painting from Heo Hyeong(pen
name Misan) at the Ullimsanbang Villa and Garden in Jindo Island,
Jeollanam-do. He then went to Japan to study law, where he met Komuro
Suiun(小室翠雲), a prominent Nanga(Southern painting) painter. The
encounter with Komuro stimulated Huh to study painting in greater
depth. He trained disciples by launching the Yeonjin Society in Gwangju,
Jeollanam-do and became a leader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the
region. He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award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the Jeonnam Province Cultural Award, the Order of Civil
Merit(Mugunghwa Medal), and others.

Born in Jindo, Jeollanam-do Province, Heo Geon used the pen name
Namnong, meaning a farmer in the south. As the grandson of Heo
Ryeon(pen name Sochi), a master painter of the Southern School literati
style from the late Joseon period, he carried on a three-generation legacy
of literati painting in the style of the Chinese Southern School. In
doing so, Heo Geon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outhern School style painting. He was awarded the Joseon GovernorGeneral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he joined the judges
panel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nnual Jeonnam Province Art Exhibition. Heo not only serv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received the Korean Culture and Art Awar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and other awards
as well. In 1976, he established the Namnong Prize, named after his
sobriquet, to support younger artists and calligraphers.

서예에도 능하여 조선미술전람회 서예부문에서 입선하였다.
Hwang Seong-ha, born in Kaesong, North Korea, used the pen name
Wucheong. Hwang and his three brothers(Hwang Jong -ha, Hwang
Gyeong-ha, and Hwang Yong-ha) were celebrated as the four brothercalligraphers and painters of Kaesong, since all of them were well versed
in both painting and calligraphy. Hwang Seong-ha was not trained at
any official art institution, but studied painting on his own while viewing
illustrated books imported from China or the works of the master painters
of the past. He created paintings on various subjects, such as landscapes,
figures, flowering plants, birds and animals, and the Four Gentlemen.
His calligraphic work was accepted for the Joseon Art Exhibition, which
shows his proficiency in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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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삼정 1910-1993
桂三正
Gye Sam-jung

p. 096

평양 출신으로 일본대학 예술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평양 광성중학교 교
사와 평남 중등교육미술연맹 이사를 지냈다. 해방 후 경상북도 영주의 금
계에 머물면서 후학 양성과 작품 활동을 하였다. 금계고등공민학교를 설

권옥연 1923-2011
權玉淵
Kwon Ok-yon

p. 100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1937년 제2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선만(鮮滿)
전람회」에서 가작과 입선을 했고, 졸업 무렵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
하여 신진화가로 이름을 알렸다. 일본 도쿄의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

립하고 금계학원 초대이사장을 지냈다. 역사, 인물, 풍경, 정물 등 다양한

術學校)에서 유화를 공부하였고, 1957년부터 60년까지 프랑스 파리의 아

화풍과 한국적 색채를 대담하게 사용하여 “한국의 밀레”라고 불리기도 하

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ére)에서

였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하였고, 일본종합예술전 우등상, 국민훈

공부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2차례 입선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

장 동백상 등을 수상하였다.

회에서 연이어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과 이화
여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고, 1986년

Born in Pyongyang, North Korea, Gye Sam-jung studied fine arts at
the College of Art, Nihon University in Japan. He served as a teacher
at Gwangseong Middle School in Pyongyang, where he had graduated,
and as a director of the Secondary Art Education Alliance in South
Pyongan-do Province. While living in Geumgye in Gyeongsangbuk-do
Province, he trained students and produced a number of paintings. Gye
was known as the “Millet of Korea” for creating historical, figurative,
landscape, and still-life paintings in different styles, and for boldly using
Korean colors. He won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the
Comprehensive Art Exhibition of Japan, and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Dongbaek Medal).

농가의 여인

고화흠 1923-1999
高和欽
Koh Wha-hum

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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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출신으로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도쿄의 료쿠인샤미
술학교(綠陰社畵學校) 회화과에서 수학하였다. 1938년 15세의 나이로 조
선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었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에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하였다. 보관문화훈장, 3.1문화상, 한국예
술평론가협의회 98 공로예술인상 등을 수상하였다.
A native of Hamheung, Hamgyongnam-do Province, North Korea, Kwon
Ok-yon studied oil painting at the Teikoku Art School in Tokyo, Japan
and continued his studies at the 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ére
in Paris, France. He won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ceiv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Bogwan), the Samil Prize,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and many others. Kwon also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신당동 풍경

김덕기 1969金悳冀
Kim Duk-ki

p. 102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보성고등학교 미
술교사로 10여 년간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고향 여주에서 전업작가로 활
동하고 있다. 가족의 일상적인 행복을 소재로 한 원색적인 그림을 주로 그

입선하였다.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창작미술협회 및 수채신작파전

려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불리우며, 2014년 작가의 작품세계를 로드무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배재고 교사, 원광대 미술대학 교수와 학장으

비 형식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아티스트(The Artist)’가 이탈리아 로마오

로도 재직하였다. 구상, 반추상, 추상 등 다양한 조형실험을 섭렵한 작가

버룩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감독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조

로서 토속적인 향수와 서정의 세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추상표

명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MBC미술대전에서 특선하였고,

현주의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198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중앙미술대전, 대한민국진경공모대상전 등에서 입상하였다.

Born in Gurye, Jeollanam-do Province, Koh Wha-hum studied painting
at the Ryokuinsha Painting School in Tokyo, Japan. He won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vited artist and judge, he
was also a founding member of the Chang Jark Fine Arts Association
and the Exhibition of Watercolor Painting by the SinJacPa Group. Koh
was a teacher at Paichai High School and a professor at Wonkwang
University. He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Moran Medal).

A native of Yeoju in Gyeonggi-do Province, Kim Duk-ki earned his B.F.A.
in East Asia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aught art at
Posung High School for ten years. Currently, he works as a professional
artist in his hometown of Yeoju. Kim has been called “an artist who
paints happiness” since he mainly depicts the ordinary happiness of a
family using primary colors. He received special award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BC Grand Art
Exhibition, and was a prizewinner at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and
Jingyeong Arts Contest of the Republic of Korea.

가족-즐거운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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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1920-1992
金世湧
Kim Se-yong

p. 104

신의주 출신으로 신의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데이코쿠미술학교(帝
國美術學校)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그만두었다. 일제의 학병 강요를 거

부하고 만주를 떠돌다가 해방 이후 잠시 고향에 머물렀다가 단신 월남하

김인승 1911-2001
金仁承
Kim In-seung

p. 108

개성 출신으로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유화과 재학 중 일본의 문부
성전람회와 광풍회전에 입상하였고, 1937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창덕궁
상을 수상하면서 조선의 천재화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어 4회 연속 특선

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일제의 유물”이라고 혹평하였으며, 일체의

을 수상한 뒤, 1940년 조선인 화가로서 심형구, 이인성과 함께 서양화 분야

미술협회나 단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등 제도권 화단을 철저히 거부하고

의 추천작가로 활동하였다. 개성여자중학교 미술교사와 이화여자대 미술

일생동안 작품 활동에만 전념한 작가였다. 국내 화단보다는 프랑스와 미

대학 교수 및 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194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개설

국 등 해외 화단에서 더욱 알려졌으며, 하숙방에 430여 점의 유작을 남기

된 이후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57년 대한민국예술원

고 행려병자로 영면하였다.

회원으로 추대되었고, 대한민국예술원상, 3.1문화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
을 수상하였다.

Born in Sinuiju, North Korea, Kim Se-yong graduated from Sinuiju
Public School and entered the Teikoku Art School in Tokyo, Japan. He
was forced to drop out of school when he refused to serve as a student
soldier. Kim devoted his life to painting, harshly criticize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legacy of Japan,” and
completely rejected all institutional painting circles, art associations or
groups. He was better known in international painting circles in France
and America than he was in Korea. He passed away as an ill itinerant,
leaving behind about 430 artworks in his boarding house room.

설악산

김원 1912-1994
金源
Kim Won

p. 106

평양 출신으로 호는 일립(一粒)이고, 본명은 김원진(金源珍)이다. 월남하
면서 삼팔선에 ‘진’자를 두고 통일이 되면 다시 ‘원진’으로 돌아가겠다고
통일을 염원하며 개명하였다. 일본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서

A native of Kaesong, North Korea, Kim In-seung won a prize at the
Ministry of Education’s Fine Arts Exhibition and at the K f kai Art
Exhibition in Japan while a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Oil Painting
at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After receiving the Changdeokgung
Palace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Kim was celebrated as a genius
painter. He taught art at Kaesong Girls Middle School and served as
a professor and later the dean of the College of Art at Ewha Womans
University. He was also a recommend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eceiv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the Samil Prize, the
Order of Civil Merit(Dongbaek Medal), and many other awards.

봄의 가락

김종하 1918-2011
金種夏
Kim Chong-ha

p. 110

부산에서 출생하여 유년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 1932년 조선미술전람
회에서 최연소인 14세에 입선하였고, 일본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
校)와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에 유학하였다. 1956년 파리로 유

양화과를 졸업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수차

학을 떠난 후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동양적 감수성과 초현실주의 기법을

례 입상하였으며, 1990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화여

결합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

대와 홍익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였고, 국민훈장 동백장, 은관문화

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프랑스

훈장, 3.1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을 수상하였다.

에서의 활동으로 국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면서 1982년 프랑스 루벤스
(RUBENS) 훈장과 보자르 드 파리전(Beaxuarts de Paris) 금상을 받았으

북악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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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Pyongyang, North Korea, Kim Won(whose birth name is Kim
Won-jin, is also known by his pen name Illip. He studied Western
painting at the Teikoku Art School in Tokyo, Japan and won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several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and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Dongbaek Medal),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the
Samil Prize,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and many other awards.

며, 프랑스 예술가협회회원이 되었다.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상, 은관문화
훈장, 서울시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자연의 조건

Kim Chong-ha was born in Busan but spent his childhood in Seoul. He
studied at the Kawabata Painting School and the Teikoku Art School in
Japan. In 1956, he left for Paris and remained there for a number of years,
creating paintings that infused surrealism with an East Asian sensibility.
Kim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In 1982, he was
awarded a Rubens medal from the French government and a gold prize
at the Beaxuarts de Paris, and became a member of the Society of French
Artists(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 He received an art award from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ilver Crown
Order of Cultural Merit,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and other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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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1914-1979
金燦熙
Kim Chan-hee

p. 112

1947년 일본 다이헤이요미술학교(太平洋美術學校) 출신으로 동문인 박득

순, 손응성, 이규호 등과 제작양화협회(制作洋畵協會)를 결성하여 작품을
발표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종군화가로도 활동하였다. 숭문고와 덕수

김형구 1922-2015
金亨球
Kim Hyung-koo

p. 116

학하여 1년간 데생공부를 한 후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서양학
과에 입학하여 수학하였으나 강제 징집되어 졸업은 하지 못하였다. 함흥

상고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으며, 사실적 묘사보다 표현주의의 일단

사범학교 교사시절 함흥에 주둔하던 수도사단 종군화가로 입단하여 월남

을 엿볼 수 있는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해방 후 인천 화단의 모체

하였다.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부터 1981년 제30회까지 한 번

인 인천미술인동호회와 인천미술인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인천 현대

도 빠짐없이 29년간 출품하여 특선 3회, 추천작가,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화단의 초석을 놓은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등을 역임할 정도로 작품 활동에 매진하였다.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였고,

Kim Chan-hee graduated from the Taiheiyō Art School in Japan in 1947
and served as a war painter during the Korean War. He also taught at
Soongmoon High School and Deoksu Commercial High School. Kim
painted in an Expressionist style rather than in a realistic mod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e was known to have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contemporary painting in Incheon by serving as a founding member
of the Incheon Artists’ Club and Incheon Artists Association, which
evolved into Incheon’s modern painting scene.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문화상 공로상, 옥관문
화훈장, 이동훈미술상 본상 등을 수상하였다.
A native of Hamheung, North Korea, Kim Hyung-koo graduated from
the Kawabata Painting School in, Tokyo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the Teikoku Art School. However, due to conscription, he was unable
to graduate. While teaching at Hamheung Normal School, he joined
the Capital Mechanized Infantry Division located in Hamheung as a
war painter, but then defected to South Korea. He served as a professor
at Sejong University and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an invited artist, and
a judge. Kim also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Dongbaek Medal),
the Art Achievement Award from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and the Order of Cultural Merit(Okgwan),
among others.

해변풍경

수수밭

김태 1931金泰
Kim Tae

p. 114

함흥 출신으로 1940년 일본 도쿄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에 입

함경남도 홍원 출신으로 평양미술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월
남하여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에서 4차례 입선하였고 제12회 가톨릭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국립

도상봉 1902-1977
都相鳳
To Sang-bong

현대미술관 현대미술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미술대전 초대전, 예술

p. 118

함경남도 홍원 출신으로 함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1916
년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고희동으로부터 유화를 배웠다. 1921년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에 들어갔으나, 그림에 뜻을 두고 도쿄의 가와
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에서 일 년을 수학한 뒤 도쿄미술학교(東京美

의 전당 개관기념전 초대 출품 등을 하였다. 구조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術學校)를 졸업하였다. 1928년 귀국 후 경신고보, 보성고보, 배화여고 등

화풍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구상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앙가쥬망 동

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후진 교육에 힘써왔다. 해방 이후 대한미술

인회, 한국수채화작가회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울대 서양화과

협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과 운영

교수로 재직하였다.

위원을 지내면서 운영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대한미술협회 위원장,

Kim Tae was born in Hongwon, Hamgyeongnam-do Province, North
Korea. The Korean War(1950–1953) broke out while he was attending
Pyongyang Art School. He defected to South Korea and earned his BFA
and MFA i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won prizes on
four occasion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ceived a special prize at the 12th Catholic Arts Award. Since Kim
pursues structural stability in his paintings, he has been called the last
figurative painter of his era. He w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민국예술원상, 대통령표창,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을 지냈고 3.1문화상, 대한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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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였다.

성균관 풍경

Born in Hongwon, Hamgyeongnam-do Province, North Korea, To Sangbong learned oil painting from Go Hui-dong at Posung Higher Common
School. He entered the law department of Meiji University, but chose to
follow his passion for painting and studied art at the Kawabata Painting
School in Tokyo for a year. He then graduated from the Tokyo Fine Arts
School. He endeavored to foster younger students as an art teacher at
Gyeongsin Higher Common School, Posung High School, and Paiwha
Girls High School.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o joined the Daehan
Fine Arts Association as a founding member. He served as a chair of
the Daehan Fine Arts Association, a chief director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receiv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the Order of Civil Merit(Moran Medal), the
Korean Culture and Art Award, and other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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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1924文學晋
Moon Hak-jin

p. 120

전쟁 당시 종군화가단에서 활동하였으며, 1954년 당시에는 혁신적인 입
체파 성향의 작품으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한 이후 7회의 특선

조춘

박득순 1910-1990
朴得錞
Park Deuk-soon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해방 1세대 화가이다. 한국

p. 122

박상옥 1915-1968
朴商玉
Park Sang-ok

p. 124

서울 출신으로 1936년 경성제일고보 졸업 후 이듬해 전주사범학교를 수
료하였다. 고교 재학 중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하였으
며, 일본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사범과에 유학하였다. 제3회

을 수상하였다. 그 후에는 색채의 통일과 조화에 중점을 두고 회화적 공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 겸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한 이래

을 구성하는 독창적인 반구상으로 주로 정물과 인물을 그렸다. 국전 추천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사실주의 작가들의 단체

작가와 심사위원, 중앙미술대전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지냈

인 목우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다. 경기고등학교 미술교사 및 서울교

다.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고,

대 교수로 재직하였고, 일요화가회를 이끌면서 미술 문화의 저변을 넓히

대한민국예술원상 및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는 데도 기여했다. 1960년 녹조소성훈장을 서훈받았다.

Born in Seoul, Moon Hak-jin belongs to the first generation of painters
that emerge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e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Korean
War, he served as a war painter. In 1954, he won a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cubist painting, which
was considered revolutionary at the time. Afterward, Moon was awarded
a special prize on seven occasions. He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a judge for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an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Moreover, Moon w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receiv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and the Order of Cultural Merit(Bogwan), among others.

A native of Seoul, Park Sang-ok graduated from Gyeongseong First
High School, Jeonju Teacher- training School, and the Education
Department of the Teikoku Art School in Japan. A painting of his
was accepted for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after receiving the
Presidential Award an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he participate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Park also taught art at Kyunggi High School and Seoul National
Univer sity of Education. For leading the Sunday Artist Club and
contributing to the enrichment of arts and culture, Park was awarded
the Order of Service Merit(Green Stripes).

함경남도 문천 출신으로 호는 소성(素城), 소리(素里)이다. 일본 도쿄의
다이헤이요미술학교(太平洋美術學校)에서 유화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
경성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며 미술품을 관리하였다. 1941년부터 1944년

향로봉

박영선 1910-1994
朴泳善
Park Young-sun

p. 126

평양 출신으로 평양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인 17세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
선하며 재능을 나타냈다. 김관호, 김찬영 등이 개설한 평양의 삭성회 회화
연구소에서 수학하였고, 도쿄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에 유학하
였다. 일본의 문부성전람회에서 입선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 및

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소녀상 주제의 작품들이 계속 입선하였으며 1943
년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가 신작전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방 후에는 대

창덕궁상을 차지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고, 추

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천작가,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지냈다. 한국전쟁

천작가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화여대, 홍익대, 서라벌예술대, 중

중 국방부 종군화가단 단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서울대, 수도여자사범대,

앙대 미술대학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을 역임하

영남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며, 대한민국예술원상,

였다. 국민훈장, 문화훈장, 3.1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을 수상하였다.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수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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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Munchon, Hamgyeongnam-do Province, North Korea, Park
Deuk-soon majored in oil painting at the Taiheiyō Art School in Tokyo,
Japan. After graduation, he worked in the Urban Planning Section
of Keij ō Prefecture as an art collection manager. Park won several
prizes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e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During the Korean
War, he was in charge of war painters at the Ministry of Defense. He
also taugh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do Women ’ s Normal
College, and Yeungnam University. 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award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Bogwan), and other awards.

향토

Born in Pyongyang, North Korea, Park Young-sun studied at Sakseonghoe,
a research institute of painting in Pyongyang, and the Kawabata Painting
School in Tokyo. He received an award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s Fine Arts Exhibition in Japan, and won a special prize and the
Changdeokgung Palace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Park not only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trained students at Ewha Woman’s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Seorabeol Art University, and Chungang University. 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 the Order
of Cultural Merit, the Samil Prize,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ward, and other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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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섭 1923-1979
朴恒燮
Park Hang-sup

p. 128

황해도 장연에서 출생하여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해주고등보통학
교 3학년 때 조선일보 중등미술전에 수채화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1943
년 일본 도쿄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를 졸업하였고, 해주미술

변종하 1926-2000
卞鍾夏
Byun Chong-ha

p. 135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중학교에서 서진달에게 서양화의 기초를 배웠
고 만주 신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2회
부터 5회까지 연이어 특선을 수상하였고, 1956년 국전에서는 대통령상을

학교 교사로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가족을 남겨둔 채 부인과 남하하였다.

수상하였다. 홍익대와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인 1960년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였으며, 1955년에는 포도

프랑스로 가서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Academie de la Grande

원의 하루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이후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참

chaumièe)에서 공부했다. 독일 · 프랑스 교류전에 프랑스 대표작가로 선

여하였고,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정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귀국 후에는 한국사회에 대한 풍자적인

앙포르멜 경향이 강하던 화단에서 창작미술가협회, 신상회, 구상전 등에

작업을 했다.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시문화상, 은

참가하여 아카데믹한 구상화를 고수하면서 대상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추상성을 띤 구상미술을 보여 주었다.
Born in Jangyeon, Hwanghae-do Province, North Korea, Park Hangsup graduated from Kawabata Painting School in Tokyo. The Korean
War(1950-1953) broke out while Park was teaching at Haeju Art School,
which caused him to move to South Korea. He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vited artist
and as a judge, and he also served as a judge of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and the Grand Art Exhibition of Dong-A. While still following
the academic tradition of figurative painting, Park dismantled and
restructured his subjects, manifesting an abstracted figurative art.

포도원의 하루

박희만 1930-2005
朴喜滿
Park Hi-man

p.130

부산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목우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고 사실주의 화가들의 모임인 청파회와 신미술회 등을 통해 화단
활동을 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두 차례 특선과 13차례 입선하

Born in Daegu, Byun Chong-ha learned the fundamentals of Western
painting from Seo Jin-dal at Keisung Middle School in Daegu and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at the Xinjing Art
School in Manchuria. He won a special prize and a presidential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un left for
France in 1960 and studied at the 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
After returning to Korea, he created works satirizing Korean society. He
served as an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award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and other awards.

사슴도

성백주 1927成百胄
Sung Paik-joo

p. 134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상주농잠전문학교 사범과를 수료하였다. 향도중
학교 교사를 지내고 동아대, 부산여대, 마산대에 출강하였다. 경북미술대
전 및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영남수채화작가회와 한국미술협회 고문,

였다. 1981년 국전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

이인성미술상 심사위원장 등 역임하였다. 꽃병에 담긴 장미를 수십년 동

임하였다. 상명대 교수로 재직하였고, 1995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안 그려오고 있어 황염수와 함께 “장미의 작가”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다.

Busan native Park Hi-man studied art at Hongik University. He joined
several painting circles, including the Mokwoohoe Fine Art Association
as a founding member and the Cheongpahoe of realist painters and
Shinmisool Artists Group. After winning several prize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as a recommended artist. He was also a judge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Park served as a professor and a dean of the
College of Art at Sangmyung University, and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Seoknyu Medal).

산

Born in Sangju, Gyeongsangbuk-do Province, Sung Paik-joo completed
courses in education at the Sangju Agriculture and Sericulture College.
He was a lecturer at Dong-A University, Busan Women’s College, and
Masan University. Sung served as an advisor to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nd as a judge of the Gyeongbuk Grand Art Exhibition,
Busan Grand Art Exhibition, and Leeinsung Art Prize. For his decades
of painting roses in vases, Sung is often called a “rose artist,” like Hwang
Yeom-su. He also won the Korean Culture and Art Award.

부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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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1959申璋湜
Shin Jang-sik

p. 136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미술 조감독으로 참여하였다. 금강산을 소재로 한 작업
에 집중하여 “금강산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판화작가 기명진이 부

안병석 1946安炳奭
Ahn Byeong-seok

p.140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예술대학교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
였다. 80년대부터 ‘바람결’ 연작을 그려오고 있어 “바람결의 화가”로 불린
다. 프랑스 까뉴 국제회화제 금상, 동아미술상 등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인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삿포로 국제 판화비엔

미술대전, 동아미술제, MBC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날레, 와카야마 국제판화비엔날레 등 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많은 수상을

중앙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였고, 현재 국민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Shin Jang-sik, a native of Daegu, earned his BFA and MFA i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articipated in the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as an assistant art director. With his focus on
painting Mt. Geumgangsan, he is known as the “artist of Geumgangsan.”
His wife is print artist Kee Myoung-jin. Shin was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He also won prizes at several
international print biennales, such as the Sapporo International Print
Biennale and Wakayama International Print Biennale. He currently
teaches painting at Kookmin University.

금강산 만물상

심형구 1908-1962
沈亨求
Shim Hyung-goo

p. 138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총독부 관리를 지낸 심종협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제일고등보통학교를 다녔고 같은 반이었던 정현웅과 교유하며 그림 공부
를 하였다. 졸업 후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응시했으나 낙방하자

After earning a BFA in painting at Seorabeol Art University, Seoul native
Ahn Byeong -seok continued to study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Based on the Wind Wave series he has painted since the 1980s, Ahn is
called the “wind wave artist.” He has been awarded the gold prize at the
International Festival of Painting Cagnes-sur-Mer and the Dong-A Fine
Art Prize. Ahn also served as a judge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ong-A Fine Art Competition, and MBC Art Exhibition. He is
currently an emeritus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바람결

양인옥 1926-1999
梁寅玉
Yang In-ok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에서 1년간 수학 후 재응시하여 입학하였

p. 142

제주 출신으로 1938년 보통학교를 마치고 부친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시
나노바시미술연구소(信濃橋洋畵研究所)에서 그림공부를 하였고, 도쿄미
술학교 입시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한 후 오사카미술학교(大阪美術學校)
서양화부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하다가 전

고 김인승을 만나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1936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

남 진도에 정착하면서 평생을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1963년 제1회 목

선을 수상하며 등단하였고 이후 연속 특선하며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이

우회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

되었다. 해방 후 김인승과 함께 이화여대에 미술과를 창설하고 학장 및 박

과 문교부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열두 차례의 입선과 네 차례의 특선을

물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차지하였다. 진도 서중 교사, 광주 제일고 교사, 목포교대 교수, 호남대 학

Born in Yongin, Gyeonggi-do Province, Shim Hyung-goo learned painting
through Jeong Hyeon-ung, his classmate at Gyeongseong First High
School. Shim studied at Kawabata Painting Schoo and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Receiving a special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marked his debut as a painter, and he also became an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even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Shim founded the art
department at Ewha Womans University along with Kim In-seung. He
also served as the dean of the university’s College of Art and the director
of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국민훈장 목련장, 오지호미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장 및 총장을 역임하였고, 대통령 포상, UN 세계예술평화상, 금호문화상,

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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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라봉

Born on Jeju Island, Yang In - ok studied Western painting at the
Shinanobashi Western Painting Research Institute and Osaka School
of Fine Arts in Japan. He received first prize at the First Arts Contest of
the Mokwoohoe Fine Art Association and the Prime Minister Award
and Minister of Education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a teacher at Gwangju Jeil High School, a
professor at the Mokpo College of Education, and a departmental dean
and chancellor at Honam University. Among other awards, he received
the Presidential Prize, the United Nations Peace Medal, the Order of
Civil Merit(Mokryeon Medal), and the Ohjiho Ar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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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우 1930吳承雨
Oh Syng-wo

p. 144

선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4회 연속 특선
하여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회

해바라기

오승윤 1939-2006
吳承潤
O Syng-yoon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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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양화가 오지호의 장남이고 오승윤의 형이다. 조

p. 146

우제길 1942禹濟吉
Woo Jae-gil

p.148

일본 교토에서 출생하였고 해방 이후 귀국하여 광주사범대학과 광주
대 산업디자인과,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광주시전과 전남도
전, 무등미술대전의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전남도전 우수상과 최고

원이며 목우회 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전남도전

상, 한국미협전 이사장상, 제1회 광주비엔날레 최고인기상, 한국예술문

심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대한

화단체총연합회 예술문화상 대상, 광주시민대상 예술부문, 옥관문화훈장

민국문화예술상, 5.16 민족상,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등을 수상하였다. 빛을 소재로 추상작업을 하여 “빛의 작가”라 불리우며

2011년에 전남 무안군에 오승우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1년 광주광역시에 우제길미술관을 개관하였다.

Born in Hwasun, Jeollanam-do Province, Oh Syng-wo is the eldest
son of the Western-style painter Oh Ji-ho. He studied art at Chosun
University. He was awarded a special prize four times consecutively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Oh
served as the chair of the Mokwoohoe Fine Art Association, a judge and
committee member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the head
of the jury members at the Annual Jeonnam Province Art Exhibition. He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ward, the Korean Culture and Art Award, the 5.16 National Medal,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and others. In 2011, the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opened in Muan-gun, South Jeolla-do
Province.

Woo Jae-gil was born in Kyoto, Japan, but returned to Korea after its
liberation. Following graduation from the Gwangju College of Education,
he studied industrial design at Gwangju University and entere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oo
took part in the judging panel for the Annual Jeonnam Province Art
Exhibition and National Mudeung Art Exhibition. He also won the
excellence award and first prize at the Annual Jeonnam Province Art
Exhibition, the director’s award at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 the popular artist award at the first edition of the Gwangju
Biennale, the grand art prize from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the Order of Cultural Merit(Okgwan), and other
awards. Woo is often called the “artist of light” for his abstract works
focused on light. In 2001, the Woo Jaeghil Art Museum opened in the
city of Gwangju.

개성 출신으로 해방 후 전남 화순으로 이사하였다. 서양화가 오지호의 차
남이고 오승우의 동생이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고 프랑스 아
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Academie de la Grande Chaumiere)에서

희망 21세기

유병훈 1949兪炳勛
Yoo Byeong-hoon

p. 150

강원 춘천 출신으로 홍익대학교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1971년
춘천 시립문화관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방글라
데시 등 국내외에서 많은 전시를 하였다. 자연의 일부인 점들의 조합을 통

공부하였다. 전남대 예술대학 창설에 참여하여 1982년까지 교수를 지냈

해 무한의 질서와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대

고 프랑스 유학 이후 전업 작가 생활을 하였다. 제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

미술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였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으며 박수근미

회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와

술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강원문화예술인대상과 MBC 강원문화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대예술부문 등을 수상했으며 부인 김아영도 한국화가로 활동 중이다.

O Syng-yoon was born in Kaesong, North Korea, but following the
liberation of Korea he moved to Hwasun in South Jeolla-do Province. He
is the second son of the Western-style painter Oh Ji-ho. After earning a
BFA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Oh continued to study art at the
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 in France. H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College of Art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as
a professor there until 1982. After returning from studying abroad, he
worked as a professional artist. He received the Minister of Culture and
Public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as a recommended artist and an
invited artist. He was also a member of the jury members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 native of Chuncheon, Gangwon -do Province, Yoo Byeong-hoon
earned a BFA and an MFA in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In his works, Yoo pursues infinite order and variations through a
combination of dots that originate in nature. He trained students a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Art & Cultur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also served as a committee member for the Park Soo Keun
Museum. Woo was awarded the Gangwon Cultural Artist Grand Prize
and the MBC Gangwon Culture Grand Prize for contemporary art. His
wife, Kim A-yeong, is a painter as well.

숲바람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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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식 1913-2012
尹仲植
Yoon Jung-sik

p. 152

평양 출신으로 숭실중학교에 재학하던 1931년 녹향회(綠鄕會) 공모전과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며 화단에 진출하였다. 일본 데이코쿠미술학교
(帝國美術學校)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의 국화회전과 도쿄유학생

이종구 1955李鍾九
Lee Jong-gu

p. 156

충남 서산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회화학과를 졸업하였다. 인천문화재단
우현예술상,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가나미술상, 중앙미술대전
장려상과 특선을 수상하였다. 30년 이상 우리나라의 농민과 농촌을 그려

으로 구성된 재동경미술협회의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해방 후 제2회 대한

온 대표적인 화가이다. 농촌의 척박한 현실을 소재로 하여 ‘아버지 연작’,

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하였고,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오지리 연작’, ‘대지 연작’을 화폭에 담았으며, 중앙대 서양화학과 교수로

등을 역임하였다. 홍익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였고 서울시문화상, 은관

재직 중이다

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In 1931, when Pyongyang native Yoon Jung-sik was attending Soongsil
Middle School, his paintings were accepted for an art contest organized
by the Green County Association and for the Joseon Art Exhibition,
which led to his debut as a painter. Yoon studied Western painting at
the Teikoku Art School in Japan. While there he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Painting Exhibition and an exhibition organized by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in Tokyo. Yoon was awarded a special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e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exhibition. He taught
at Hongik University and won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and other awards.

가을 풍경

이마동 1906-1981
李馬銅
Lee Ma-dong

p. 154

충남 아산 출신으로 호는 청구(靑駒)이다.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한국 최
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에게 그림 지도를 받았고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
校)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1회의 특선과 3회의 입

Born in Seosan, Chungcheongnam-do Province, Lee Jong-gu studied
painting at Chung-ang University. He won the Woohyeon Award of
the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the Korean Artist Priz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Gana Art Award, and a participation prize and special prize at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Having painted Korean farmers and farming
villages for more than thirty years, Lee teaches Western painting at
Chung-ang University.
정안수-수선전도

임직순 1921-1996
任直淳
Yim Jik-soon

p. 160

충북 괴산 출신으로 일본미술학교 유화과를 졸업하였다. 1940년 조선미
술전람회에서 입선하였고 1957년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하며 일약 화단의 대표작가로 부상하였다. 국전 추천작가, 초대

선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

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대표적인 국전 작가로 활동하였고 서울여

원 등을 지냈다. 목우회 회장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홍익대 교수를 역임

상, 숙명여고 등에서 미술교사로 교직생활을 하였다. 대한민국문예상 미

하였다. 서울시문화상, 국민훈장모란장, 문화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하였다.

술본상 대통령상, 전라남도문화상, 서울시문화상, 오지호미술상, 보관문
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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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Asan, Chungcheongnam-do Province, Lee Ma-dong is best
known by his pen name Cheonggu. He learned to paint from Ko Huidong, the first Korean Western -style painter, at Whimoon Higher
Common School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In addition to winning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he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vited artist, judge, and committee member. He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Mokwoohoe Fine Art Association, the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nd as an art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Moreover, Lee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Order of Civil Merit(Moran Medal), the Order of Civil
Merit(Dongbaek Medal), and other awards.

해바라기와 소녀

Born in Goesan, Chungcheongbuk-do Province, Yim Jik-soon studied
oil painting at Japanese Art School. A painting of his was accepted for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he was awarded a presidential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won a
special art prize from the Korean Literature Award, the South Jeollado Cultural Award, the Ohjiho Art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Bogwan), and others. Yim was an art teacher at Seoul Girls ’
Commercial High School and Sookmyung Girl’s High School, and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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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조 1971鄭憲祚
Jeong Heon-jo

p. 162

광주 출신으로 추계예술대 판화과와 미국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
인(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을 졸업하였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종이, 연필, 아크릴 물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재

주태석 1954朱泰石
Ju Tae-seok

p. 166

대구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사
실주의 화풍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4학년 때 극사실주의 화풍의 기찻길
그림으로 대학미전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영훈, 지석철, 이석주와 함께 국

료와 조형의 기본 형태인 점, 선, 면으로 시간에 대한 다양한 풍경의 작품

내 하이퍼리얼리즘(극사실주의회화) 4인방으로 손꼽힌다. ‘자연-이미지’

을 선보이고 있다. 제9회 공간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았고, 대

연작 시리즈를 통해 “나무 숲 작가”로도 불리우며,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

한민국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에서 특선

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을 수상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 등의 창작활동지원
Ju Tae-seok, a native of Daegu, earned a BFA in painting and a MFA in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He was awarded a presidential
prize at the University Art Exhibition. Along with Go Yeong-hun, Ji
Seok-cheol, and Lee Seok-ju, Ju is one of the “four Korean masters of
hyperrealism.” He is often called the “tree and forest artist” for his “Nature,
Image” series. Currently, he serves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the College of Fine Arts of Hongik University.

기금을 수여받았고 미국의 Caldera Foundation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다. 현재 추계예술대 판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 native of Gwangju, Jeong Heon-jo studied printmaking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graduated from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in the US, and completed a doctoral course in Eastern Philosophy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Space
International Print Biennale and a special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Mudeung Art Exhibition, and the Korean
Contemporary Printmakers Association Competition. Currently, he
teaches printmaking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The One is the All

조강훈 1961趙康勳
Cho Kang-hoon

p. 164

전남 순천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서양화과와 스페인 소피아 국립예술대학
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2년 한국현대미술대상전 대상을 수상하였으
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목우회 공모전, 동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에

자연, lmage

천칠봉 1920-1984
千七峰
Cheon Chil-bong

서 입상하였다. 단원미술제 상임위원,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장, 대한

p. 168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
고 전북 최초의 사설 미술학당인 동광미술연구소에서 유화를 공부하며 화
가의 길을 걸었다. 1963년 제1회 목우회 공모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
하면서 본격적으로 화단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출품

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조선대 미술대학 강사, 아트광주 2013 조직위원

하여 입선과 특선을 거듭 수상하였다. 이어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

장, 제23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하였으며 민족기록화를 다수 제작하기도 하였다. 1977년 일본 오사카의 고
려현대미술관 개관 초대전에 출품하는 등 일생을 구상화가로 일관하였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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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tudying Western painting at Chosun University, Cho Kang-hoon,
a native of Suncheon, Jeollanam-do Province, completed a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ía in
Spain.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Modern Art Contest and a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he First Arts Contest of the
Mokwoohoe Fine Art Association, Grand Art Exhibition of Dong-A,
and National Mudeung Art Prize Exhibition. He also served as the 23rd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 judge with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the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Art Gwangju 2013.

비원 애련정

Born in Jeonju, Jeollabuk-do Province, Cheon Chil-bong graduated
from Jeonjubuk Middle School. He was not trained at any academic
art institutions, but he studied oil painting at the Donggwang Art
Institute, the first private art school in Jeolla-do. He won the Minister of
Education Award at the Mokwoohoe Fine Art Association Arts Contest
and a special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served as an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is exhibition. A
celebrated figurative artist during his lifetime, Cheon created a number of
national documentary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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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휴 1922-1998
崔德休
Choi Duk-hyu

p. 170

화가의 꿈을 갖게 되었고 이후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 도쿄의 데이
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일본군 학도병에

서울풍경

하반영 1922-2015
河畔影
Ha Ban-young

충남 홍성 출신으로 휘문중학교 2학년 때 미술교사였던 장발의 영향으로

p. 172

하인두 1930-1989
河麟斗
Ha In-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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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제1세대 서양화가로 한국추상미
술의 영역을 열어준 화가로 평가받는다. 부산의 동주여중과 경남여중에

서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항일전에 참전하였고, 한국전쟁 중 육군에 재입

서 교편을 잡았고 홍익대, 성신여대, 건국대 등에 출강하였으며 한성대 미

대하여 소령으로 예편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술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50년대 후반 비정형 미술양식인 앙포르멜 운

3회의 특선을 수상하며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경희대에

동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추상미술에 전념하였다. 1957년 박서보, 김창렬

서 후학을 양성하며 미술교육자로 여생을 보냈다. 금성무공훈장 화랑장,

등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를 창립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 서울시문화상, 건국훈장 애족장, 3.1문화상 등을

가 및 심사위원, 미술가협회 서양화 분과위원장, 아시아 현대미술 대표단

수상하였다.

장, 영토회 회장 등을 지냈다.

Born in Hongseong, Chungcheongnam-do Province, Choi Duk-hyu
majored in Western painting at the Teikoku Art School. He was forced
to join the Japanese army as a student conscript, but escaped and fought
against Japan as a Korean Liberation soldier. During the Korean War,
Choi reenlisted in the army and was eventually discharged as a major. He
was awarded a special prize three time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lected as a recommended artist and
invited artist. Choi spent the rest of his life training students as an art
educator at Kyunghee University. He also received the Geumseong Order
of Military Merit(Hwarang), a Presidential Citation for Independence
Patriots,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National Medal), the Samil Prize, and other awards.

Born in Changnyeong, Gyeongsangnam - do Province, Ha In - do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achelor’s degree in
Western painting. As a member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Westernstyle painters who studied in Korea after its liberation, Ha has been
celebrated as a pioneer of Korean abstract art. In the late 1950s, he joined
Art Informel, a movement emphasizing the use of free forms. Afterward,
he pursed abstract art. He also served as an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air of the
Western Painting subdivision at the Modern Artist Association, the leader
of Asian Contemporary Art, and an art professor at Hansung University.

경북 김천 출신으로 13세 되던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았
다. 일본 동광미술학원을 졸업하였고 프랑스 파리 제8대학교 미술학부를
수료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3차례 입선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

혼불

홍범순 1938-1972
洪凡順
Hong Bum-soon

회 입선 7회, 목우회 공모전 특선 3회, 전라북도 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천왕봉의 가을

p. 174

p. 176

충북 영동 출신으로 숙명여고에서 이종무에게 지도를 받았고, 고교 재학
중 이화여대 주최 「전국중고등부 미술실기대회」에서 특선과 장려상을 수
상하며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고교 3학년 때 임직순에게 사사하
였으며 이화여대 회화과에 진학하여 김인승과 심형구의 지도를 받았다.

1994년부터 사재로 반영미술상을 제정해 후배화가들을 지원하였고 한국

1961년 제1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한국미술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이화여대와 서강대 강사를 역임하였다.

Ha Ban-young, a native of Gimcheon, Gyeongsangbuk-do Province, won
first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in 1931 when he was only thirteen.
He graduated from the Tokyo Art Academy in Japan and completed the
art course at Université Paris-VII(Paris Diderot University) in France. Ha
won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okwoohoe Fine Art Association
Arts Contest, and received the Jeollabuk-do Cultural Award. From 1994
onward, he devoted his personal funds to establishing the Ban-Young Art
Prize in support of the younger generation of painters. Ha also served as a
vice-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and as an advisor to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Born in Yeongdong, Chungcheongbuk-do Province, Hong Bum-soon
studied art with Yi Jong-mu at Sookmyung Girl’s High School. While
in high school, she won a special prize and a participation prize at the
National Fine Arts Con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sted
by Ewha Woman’s University. During her senior year of high school,
Hong became a pupil of Yim Jik-soon, and she studied painting under
Kim In-seung and Shim Hyung-goo at Ewha Woman’s Univesity. In
1961, she received the Minister of Education Award at the 10th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e was also a lecturer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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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염수 1917-2008
黃廉秀
Hwang Yeum-soo

p. 178

평양 출신으로 1934년과 1935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이중섭과 함께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서양화과에서
공부하였다. 일본 독립전에서 입상하였으며, 도쿄의 미술대학 유학생과

원곡 김기승 1909-2000
原谷 金基昇
Kim Ki-seung

p. 182

충남 부여 출신으로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공학대학
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소전 손재형에게 사사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
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 특선 등을 연달아 수상하며 추천작가, 심사위원

졸업생들이 결성한 재동경미술협회에 참여하여, 1940년 제3회와 1941년

이 되었다. 서울대 강사, 문교부 문화재보존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위원, 한

제4회 재동경미협전에 출품했다. 한국전쟁 때 월남하였고, 1957년 박고

국미술협회 이사와 고문 등을 지냈고, 1978년 원곡서예상을 제정하였으

석, 한묵, 유영국, 황유엽 등과 함께 추상적 경향의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며, 찬송가 표지 글씨를 쓰는 등 한글 서예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모던아트협회를 창립하여 활동하였다. 교직을 갖지 않고 그림에만 몰두
Born in Buyeo, Chungcheongnam-do Province, Kim Ki-seung graduated
from Whimoon Normal High School and majored in economics at the
Shanghai Industrial College of the Ministry of Posts and Telegraphs
in China. He studied under Son Jae-hyung(pen name Sojeon), and
was invited as a recommended artist and a jury membe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winning the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Prize there. He contributed to the popularization
of Korean calligraphy by establishing the Wongok Calligraphy Prize in
1978 and creating calligraphy for the cover of a Christian hymn book.

한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1960년대 중반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장미원
에서 장미에 매혹된 뒤로 40여 년 동안 장미를 주로 그려 “장미의 화가”라
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A native of Pyongyang, North Korea, Hwang Yeom-soo studied Western
painting at the Teikoku Art School. He joined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a group of young people who studied at and graduated from
art schools in Tokyo. In 1957, he established the Modern Art Society
with Pak Go-seok, Yu Yeong-guk, and Hwang Yoo-yub to pursue abstract
modern art. He never trained students at school, but immersed himself in
his painting. Hwang was known by his nickname, “the rose artist” since
he often painted roses.

설악풍경

황유엽 1916-2010
黃瑜燁
Hwang Yoo-yub

유묵

p. 180

평안남도 대동 출신으로 일본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서 수학하였
다. 실향민 화가로 소나 닭 등의 가축을 화면 속에 자주 표현하는 등 향토
색 짙은 작품세계를 지향하였다. 1940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였고

일중 김충현 1921-2006
一中 金忠顯
Kim Chung-hyun

p. 184

서울 출신으로 호는 일중(一中)이다. 서화가 구룡산인 김용진으로부터 서
예를 익혔으며, 중동학교를 졸업하였다. 중동학교 졸업 당시 한글 서예 학
습서인 국문서법연구서를 완성하였고, 궁에서 쓰던 궁체를 연구하여 한

1953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부 종

글 서예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동방연서회를 창립하여 1천5백여 회원들

군화가로 활동하였고 1957년 창작미술협회의 창립회원이며 1963년부터

에게 서예를 지도하였으며, 문교부 예술위원, 한국서예가협회장, 대한민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지냈다. 서울시

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 오산학교 이

문화상, 세종문화상,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중앙대 예술대학 교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수를 지냈다.

석양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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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Daedong, Pyongannam-do Province, North Korea, Hwang Yooyub graduated from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in Japan. As a refugee
artist, he created an oeuvre of rich local color by depicting domestic
animals, such as cows and chickens. He won a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Sejong Cultural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Bogwan), and other awards.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Hwang worked as a war painter f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e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dg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Arts of Chung-ang University.

유묵

Born in Seoul, Kim Chung-hyun assumed the pen name Iljung. He
studied under Kim Yongjin(pen name Guryongsanin), a painter and
calligrapher, and graduated from Joongdong School. He established the
Dongbang Calligraphy Research Society, where he taught calligraphy for
more than 1500 members. Kim also worked to spread Korean calligraphy
by studying gungche, the royal script. 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rved in various posts,
including president of the Korea Calligrapher Association, chair of Osan
School,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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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 손재형 1903-1981
素筌 孫在馨
Son Jae-hyung

p. 186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소전(素荃)이며, ‘서예’라는 말을 창안하여 서예
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였고,
선전에서 분리해 독립한 조선서도전에서 특선 후 심사위원이 되었다. 광

p. 190

인천 출신으로 호는 검여(劍如), 소완재주인(蘇阮齋主人), 시계외사(柴
溪外史) 등이다. 명륜전문학교 졸업 후 북경의 동방문화학회에서 중국의

서화와 금석학을 배웠고 상하이 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복 직후 조선서화동연회를 조직하여 초대회장이 되었고, 대한민국미술전

1946년 귀국하여 인천시립박물관장, 인천시립도서관장, 인천교육대학 강

람회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사로 활동하다가 서울 관훈동에 검여서원을 열어 후학지도에 힘썼다. 대

일본에서 찾아 왔으며, 한국전쟁 때에는 최순우와 함께 간송미술관의 문

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 특선 등을 수차례 받고 추천작가,

화재를 지켜내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도여자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한국서예가협회장을 역임하였다.

사범대학 교수, 대한민국예술원회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유묵

Born in Incheon, Yu Hui-gang studied calligraphy, painting and epigraphy
at the Eastern Culture Society in Beijing and Western painting at the
Shanghai Institute of Art. He worked as the director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and Incheon Metropolitan Jungang Library,
as a lecturer at Incheon College of Education, and as president of the
Korea Calligrapher Association. In addition, he took part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ry member.

을 역임하였고,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모란장을 받았다.
Born in Jindo, Jeollanam-do Province, Son Jae-hyung’s pen name was
Sojeon. He greatly influenced Korean calligraphy by originating the term
seoye, which corresponds in Korean to the word “calligraphy” in English.
He won an honorable mention and a special prize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jury fo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n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nservatio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by returning Sehando, a
masterpiece by Kim Jeonghui(pen name Chusa), from Japan. 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ofessor at Soodo Women’s Teachers College. He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at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and received the Mugunghwa Medal and Moran Met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강암 송성용 1913-1999
剛菴 宋成鏞
Song Seong-yong

검여 유희강 1911-1976
劍如 柳熙綱
Yu Hui-gang

p. 188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는 강암(剛菴), 유재(裕齋)이다. 선친으로부터 한학
과 서예를 익혔고, 한평생을 선비로서 강직함을 지키며 상투에 한복차림
으로 지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초대

유묵

청명 임창순 1914-1999
靑溟 任昌淳
Im Chang-soon

작가, 심사위원이 되었고, 보관문화훈장, 전북문화상, 전주시문화상, 허백

p. 192

충북 옥천 출신으로 호는 청명(靑溟)이다. 경북중, 대구사범 동양의약대
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인민혁명단’사건에 연
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63년 종로에 한문교육기관인 태동고전연구소
를 창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문강좌를 개설하였다. 1985년에는 태

련미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1993년 사재와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여 서예

동고전연구소 부지와 서적 등 일체를 한림대학교에 기증하여 한림대학교

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암서예학술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995년 그의

부설 태동고전연구소로 발족해 많은 국학 인재를 양성하였다. 문화부 문

유지를 받들어 전북 전주에 강암서예관을 개관하였다.

화재위원 및 문화재위원장, 한국서지학회 회장,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1998년 전통문화를

유묵

264

Born in Gimje City, Jeollabuk -do Province, Song Seong -yong took
the pen name Gangam. He lived according to the model of an upright
gentleman and wore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topknot throughout
his life. After receiving the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appointed
as a jury member for the exhibition. He received the Bogwan Order of
Cultural Merit, Jeonbuk Culture Prize, Huhbaekryun Art Prize, and more.
In 1995 he established the Gangam Calligraphy Foundation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calligraphy, and the Gangam Calligraphy Museum
in Jeonju, North Jeolla-do Province.

계승 발전을 위해 사재를 모두 출연해 청명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유묵

Born in Okcheon, Chungcheongbuk - do Province, he established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and fostered many students
in Korean Studies. He was a professor of the History Department at
Sungkyunkwan University, member and chairpers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Korea Bibliography, and head of the jury for the National
Calligraphy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eceiv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Bogwan), and in 1998 donated his private fortune to
establishing the Chungmyung Cultural Foundation, which is dedicated
to the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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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 조순 1928少泉 趙淳
Cho Soon

p. 194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
교 버클리캠퍼스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은 후 뉴햄프셔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였다. 제18대 한국은행 총재와 제

표천 김경승 1915-1992
瓢泉 金景承
Kim Kyung-soong

p. 200

개성 출신으로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
學校)를 거쳐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조소과를 나왔다. 조선미술전

람회에서 이왕가상과 총독상 등 최고상을 수상하고 추천작가가 된 우리나

15대 국회의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초대 민선 서울특별시장, 한

라 근대조각의 1세대 작가로 서양화가 김인승의 동생이다. 제1회 대한민

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 학계와 정계, 경제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

국미술전람회 때부터 제30회까지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 등으로 출품하였

다.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끼친 지대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고, 안중근 의사상, 김구 선생상, 맥아더 장군상 등 다수의 역사인물 동상

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제1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을 제작하였다. 홍익대와 이화여대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
하였으며, 서울시문화상, 3·1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 공로상, 은관문화훈

A native of Gangneung, Gangwon - do Province, Cho majored in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there as a professor
in economics after receiving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successively filled a range of major posts in academia as well
a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Strategy, Mayor of Seoul(the first elected by popular
vote), and the Chairma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e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won the first Dasan
Economics Prize.

장 등을 받았다.
Born in Kaesong, North Korea, Kim Kyung-soong studied at Kawabata
Art School and majored in sculpture at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The younger brother of painter Kim In-seung, he was a first-generation
practitioner of modern Korean sculpture and became a recommended
artist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after winning the Yi Royal House Prize
and the Governor-General’s Prize, among others. He also took part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and jury member. He produced numerous bronze statues of historical
figures, including a statue of General Douglas MacArthur. He taught at
Hongik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and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eceived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and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가족

유묵

소암 현중화 1907-1997
素庵 玄中和
Hyun Joong-hwa

p. 196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호는 소암(素菴), 조범산방주인(眺帆山房主人)이며
한국근현대서단을 이끈 거장으로 평가받는다. 부친에게 한학과 서예를
익혔으며 와세다대학 정경학과 졸업 후 1937년 일본의 서예대가 마쯔모

김정숙 1917-1991
金貞淑
Kim Chung-sook

서울 출신으로 1950 년대 한국 초기 추상조각의 개척자 중 한사람이
다. 홍익대학교 조각과를 졸업하고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Cranbrook Academy of Art) 대학원에서 추상조각과 용접을 배운 후 귀

토(松本芳翠)와 쓰지모토(辻本史邑)에게 사사하였다. 귀국 후 제주사범대

국하여 홍익대 교수로 취임해 국내 최초로 ‘용접조각실’과 ‘철사조각실’을

학 부속중학교와 서귀포중학교 등에서 재직했으며 1957년 대한민국미술

개설하여 새로운 조각기법을 지도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초대작

전람회에서 입선 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제주

가, 심사위원, 조각분과 심사위원장 등으로 참여하였고, 이율곡 동상, 아

도문화상, 서귀포시민상 예술부문, 의재허백련미술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펜젤러 동상, 이승만 동상 등을 많은 역사인물 동상을 제작하였다. 한국칠

2008년 소암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기리기 위해 그가 거주했던 제주 서

보작가협회장, 한국여류조각가회장, 서울시문화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

귀포 부지에 소암기념관을 개관하였다.

하였으며, 중앙문화대상 예술상, 신사임당상,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

유묵

하였다.
Born in Seogwipo, Jeju-Island, Soam pursued Chinese studies and
calligraphy under his father and studied with Japanese calligraphy masters
Matsumoto Hosui( 松本芳翠) and Tsujimoto Shiyu(辻本史邑) in 1937
after graduating from the Waseda University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He taught at Jeju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and Seogwipo Middle School, among others, and also took part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ry member. He won the Jejudo Culture Award
and Huhbaekryun Art Prize, and established the Soam Museum in
Seogwipo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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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2

TORSO

A native of Seoul, in the 1950s Kim Chung-sook became one of the
pioneers of early Korean abstract sculpture. After majoring in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graduating from the Cranbrook Academy of Art
Graduate School in the US, she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She took part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vited artist, jury member, and the head of the jury for the
sculpture committee. She produced numerous bronze statues of historical
figures, including Yi I(also known as Yi Yulgok). She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culptress Association and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Seongnyu M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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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 김찬식 1932-1997
木巖 金燦植
Kim Chan-shik

p. 204

평양 출신으로 평양미술학교 재학 중 월남해 홍익대학교 조각과를 졸업
한 현대 추상조각의 1세대 작가이다. 인체의 형태를 단순하게 추상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1979년 이후 「정(情)」이라는 단일 명제의 연작을 내놓았

민복진 1927-2016
閔福鎭
Min Bok-jin

p. 208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현대 추상조각의 1세
대 작가이다.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주로 작업하였으며 김경승
과 합작한 김구 선생상과 윤봉길 의사상, 신채호 동상 등 다수의 역사 위

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수상하며 추천작가와 심사위

인 동상을 조각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울미술대전 등 주

원 등을 지냈으며,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청동작품 희(囍)를 제작하였다.

요 공모전의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지냈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독립기념관, 마산 3·15의거탑, 부산 유엔참전기념탑 등 전국 각처에 기념

회 이사, 미술협회 부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조각계의 발전을 위해 노

탑 조각을 많이 남겼다. 홍익대 교수 및 학장을 지냈고, 1993년 경기도 고

력하였다. 1979년 프랑스에서 가장 전통적인 미술전람회인 르-살롱(le
salon)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상을 수상하였고 옥관문화훈장, 대한민국

양시 벽제에 목암미술관을 설립하였다.

미술인의 날 명예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Born in Pyongyang, North Korea, Kim Chan-shik defected to South
Korea while a student at Pyongyang Fine Art School. He is a member
of the first generation of contemporary Korean abstract sculptors.
Beginning in 1979, he created a series of works under the single title of
Jeong(Affection). He was appointed as a recommended artist and jury
member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oduced the bronze work Hui(Joy) installed at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His monumental sculptures stand all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ar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Busan. He was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and established the Mokam Museum of Art in Byeokje, Goyang City,
Gyeonggi-do Province in 1993.

정

문신 1923-1995
文信
Moon Shin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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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6

일본에서 출생하여 경남 마산에서 유년생활을 보냈으며 본명은 문안신
(文安信)이다. 일본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하였고 1961년 프

랑스 파리로 유학길을 떠나 추상회화와 조각에 심취하였다. 1970년 프랑

Born in Yangju, Gyeonggi-do Province, Min Bok-jin studied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became one of the first Korean artists working
in contemporary abstract sculpture. He produced a statue of Kim Gu(also
known as Kim Koo) in collaboration with Kim Kyung- soong, and
numerous likenesses of other historical figures as well. He served as a jury
member and committee member fo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culpture,
he became a board member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He won the Order of Cultural Merit(Okgwan)
and the Korea Artist’s Day Lifetime Achievement Award.

환희

엄태정 1938嚴泰丁
Um Tai-jung

p.210

경북 문경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현대 추상조각 1세대 작가이다.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국무총
리상을 수상하고, 제12회와 제13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하였으며,

스 포르 발카레스 국제 조각심포지움 출품을 통해 세계적 조각가로 명성

한국미술대상전 최우수상, 제3회 김세중조각상, 제8회 대한민국 미술의

을 얻었으며 1980년 고향 마산에 영구 귀국하였다. 1991년 프랑스 정부는

날 본상 등을 받았다. 청주교대 및 서울대 조소과 교수, 독일 베를린예술

문신의 한 · 불 문화 교류의 큰 공로를 높이 여겨 ‘예술문학기사’ 훈장을 수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였고 서울대 명예교수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

여하였으며, 대한민국 문화부문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사후에는 대한

로 활동 중이다. 독립기념관, 대법원, 베를린 독일총리공관 등이 그의 작

민국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고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고자 경남 창원과

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2016년 경기도 화성의 작업공간에 엄미술관을 개

숙명여대에 문신미술관을 개관하였다.

관하였다.

Born in Japan, Moon Shin later lived in Masan, Gyeongsangnam do Province. His birth name was Moon An-shin. He graduated from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in Japan and gained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fter exhibiting his works at the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n the French village of Le Barcarès in 1970 . In 1991 ,
the French government named him Chevalier of the Order of Arts
and Letters(l ’Ordre des Arts et des Letres). After his death, he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Eungwa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celebrate his art, the Moonshin Museum
was established in Changwon, South Gyeongsang-do, and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Seoul.

A native of Mungyeong, Gyeongsangbuk-do Province, Um Tai-jung
majored in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tudied art
education at its graduate school. As a member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rtists working in contemporary abstract sculpture, he won
the Prime Minister’s Prize at the 16th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msechoong Sculpture Prize, among others.
He has worked as professor of sculpture at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He opened Um Museum at his atelier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in 2016.

번영과 영광

269

원인종 1956元仁鍾
Won In-jong

p. 212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자연
의 생태와 생명력을 바탕으로 땅에 담겨져 있는 시간과 역사 그리고 인간
의 삶을 주제로 작품세계를 구축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3차례,

석주 윤영자 1924-2016
石洲 尹英子
Youn Young-ja

p.216

서울 출신으로 호는 석주(石洲)이다. 홍익대학교에 조소과가 창설되던 해
인 1949년에 입학한 미술 정규교육 1세대이자 한국여성 조각가의 원조로
서 모성애에 주목한 창작에 몰두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교부장관

중앙미술대전에서 2차례 특선하였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아시아프

상, 대한미술협회 위원장상, 문교부 5월 문예상 미술부문, 예술문화대상,

(ASYAAF) 등의 집행위원장과 총감독 등을 역임하였고, 제1회 김세중 청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미술인의날

년조각상과 토탈미술상, 선미술상, 제16회 문신미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특별공로상, 보관문화훈장, 김세중조각상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다. 대한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일본 기후미술관, 대전 정부종합청사 등에

민국예술원 회원, 목원대 미술대학 교수, 한국여류조각회 회장, 한국조각

그의 작품이 있으며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였고 석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1990년 여성미술
인을 대상으로 하는 석주미술상을 제정하였다.

Born in Wonju, Gangwon-do Province, Won In-jong majored in sculpture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n
special prizes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numerous times, and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ASYAAF
and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He also won the Kimsechoong Young
Sculptor Award, Total Fine Arts Prize, Moonshin Art Award, and more.
Won is currently the Dean of the College of Art and Design at Ewha
Womans University.

천·지·인

윤명로 1936尹明老
Youn Myeung-ro

p. 214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뉴욕프레트
그래픽센터에서 판화를 전공하였다. 196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전위미술
을 주도해 온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대학 재학 중 대한민국미술전람회

Seoul native Youn Young-ja was one of the first Korean female sculptors
to receive a formal education, and focused on the theme of maternal
love. She won numerous major prize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Prize,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the
Order of Cultural Merit(Bogwan), and the Kimsechoong Sculpture Prize.
S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Professor of Fine
Arts at Mokwon University,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culptress
Associ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eokju Art Foundation,
Youn founded the Seokju Art Prize to support female artists in 1990.

애-4

최기원 1935崔起源
Choi Ki-won

p. 218

서울 출신으로 아호는 초계(草溪)이며, 홍익대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현대
추상조각의 1세대 작가이다. 생명과 탄생이라는 일관된 주제의 작품세계
를 일구어 왔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4회 연속 특선하였고, 대한미

에서 특선을 받으며 주목받았으나 국전의 수상 등급에 따라 작품을 서열

술협회전 미협위원장상, 반공미술전 반공연맹상, 대한민국미술인상 등을

화하는 미술계의 풍토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반(反)국전운동에 참여하였다.

수상하였다. 1963년 제3회 파리비엔날레 국제전에 출품한 작품은 현재 프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본상,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서울대 미술대학

랑스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을지문덕 장군상, 국립묘지 현충탑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등 역사인물 동상과 기념조형물을 제작하였고 홍익대학교에서 후학을 양
성하였다. 한국조각가협회장(초대~8대), 한국미술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

훈륜-얼렛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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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Jeongeup, Jeollabuk-do Province, Youn Myeung-ro majored i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then studied printmaking
at the Pratt Graphics Center in New York. As one of the leaders of
the Korean avant-garde since the 1960s, Youn also took part in the
movement agains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eceived the Main Prize of Korea Artist’s Day and the Order of
Service Merit(Aquamarine Stripes). He is currently Emeritus Professor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였고, 2010년 제주에 초계미술관을 개관하고 지역 작가를 위한 초계미술
상을 제정하였다.

탄생

Born in Seoul, Choi Ki-won is one of the pioneers of Korean contemporary
abstract sculpture. After majoring in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he
won the Korea Artist’s Prize and the Special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ur times in row. He produced
monumental sculptures such as the Hyeonchungtap Memorial Tower at
the Seoul National Cemetery. He also taught at Hongik University, and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culptor’s Association. In 2010, he
established the Chogye Art Museum in Jeju City along with the Chogye
Art Award to support local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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