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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기증‘이건희컬렉션’베일을 벗다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1,488점 세부 공개

  ◇ 회화 대다수, 조각, 공예, 드로잉, 판화 등 근현대미술사 총망라

   - 김환기, 박수근, 장욱진, 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 238명 1,369점

   -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 8명 119점

  ◇ 한국 근대미술 컬렉션의 질과 양 보강으로 근대미술사 연구 심층 강화

   - 유영국 187점, 이중섭 104점 및 이상범 <무릉도원도> 등 한국화가 대표작,

     나혜석 <화녕전작약>, 백남순 <낙원>, 김종태 희귀작 등 

  ◇ 2021년 8월 서울관 《이건희컬렉션 1부: 근대미술》(가제) 개최 
   - 서울관 총 3부에 걸쳐 하이라이트 전시, 덕수궁, 과천, 청주 등 다양하게 선보여

   - 2022년 9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미술관(LACMA) 한국 근대미술전 작품 보강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장 기증미

술품 1,488점(1,226건, 이하 이건희컬렉션)의 세부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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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컬렉션’은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이인성, 이중섭, 천경자 등 한국 근

현대미술 대표작가의 명작들이 두루 구성되어 있으며, 모네, 샤갈, 달리, 피카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화를 비롯한 회화가 대다수를 

이루며, 회화 이외에도 판화, 드로잉, 공예, 조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근현대미

술사를 망라한다. 특히, 1,000점 이상의 대량 기증은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기 소장품 8,782점에 더하여 소장품 1만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기의 기증, 그 과정

이번 기증은 총 4회의 작품실견, 수증심의회의 후 작품반입 및 기증확인서 발급 

등 미술관의 기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모든 기증 작품은 항온·항습 시설이 

완비된 과천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입고되었다. 기증 작품은 작품검수, 상태조사, 

등록, 촬영, 저작권협의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미술관 누리집에 공개

될 예정이다. 공식명칭은‘이건희컬렉션’으로, 향후 작품 기본정보에 포함되어 

누리집 공개는 물론 전시, 출판 등 활용시 표기돼 평생 수집한 미술품을 국민의 

품으로 보내준 고인과 유족의 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이건희컬렉션’의 구성

‘이건희컬렉션’ 총 1,488점은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 238명의 작품 1,369점, 외

국 근대작가 8명의 작품 119점이다. 회화 412점, 판화 371점, 한국화 296점, 드로

잉 161점, 공예 136점, 조각 104점 순으로 비교적 모든 장르를 고르게 포함한다. 

제작연대별로는 1950년대까지 제작된 작품이 320여점으로 전체 기증품의 약 22%

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가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1930년 이전에 출생한 이

른바 ‘근대작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가 작품 수는 약 860점에 이르러, 전체 

기증품의 약 58%를 차지한다. 작가별 작품 수를 보면, 유영국 187점(회화 20점, 

판화 167점)으로 가장 많고, 이중섭의 작품이 104점(회화 19점, 엽서화 43점, 은지

화 27점 포함), 유강열 68점, 장욱진 60점, 이응노 56점, 박수근 33점, 변관식 25

점, 권진규 24점 순이다.

‘이건희컬렉션’기증 의의

이번 기증의 가장 큰 의의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근대미술 컬렉션의 질과 

양을 비약적으로 도약시켰다는 점이다. 그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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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전까지 제작된 작품은 960여 점에 불과했다. 특히, 희소가치가 높고 

수집조차 어려웠던 근대기 소장품이 이번 기증으로 크게 보완되어 한국 근대미술

사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희컬렉션’ 중 특히 주목할 점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은호, 이상범, 변관식, 김기창, 박래현 등 한국화가의 ‘대표작’이 대거 

기증되어 미술관의 한국화 컬렉션 질을 현격히 높여 주었다. 이상범이 25세에 그

린 청록산수화 <무릉도원도>(1922), 노수현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계산정취>(1957), 

김은호의 초기 채색화 정수를 보여주는 <간성(看星)>(1927), 김기창의 5미터 대작 

<군마도>(1955)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수집예산이 적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좀처럼 구입하기 어려웠던 박수근, 장욱진, 권진규, 유영국 등 근대기 대표 작가

들의 작품이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 셋째, 근대미술 희귀작이 여러 점 기증되었다. 

나혜석의 진작으로 확실하여 진위평가의 기준이 되는 <화녕전작약>(1930년대), 여

성 화가이자 이중섭의 스승이기도 했던 백남순의 유일한 1930년대 작품 <낙

원>(1937), 총 4점밖에 전해지지 않는 김종태의 유화 중 1점인 <사내아이>(1929)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해외 거장들의 작품이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품이 되었다는 사실도 상징적이다. 모네, 고갱, 피카소,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마르크 샤갈 등 거장의 작품들을 국내에서도 만나보게 된 의미가 크다.  

‘이건희컬렉션’의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은 2021년 8월 서울관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과천, 청주 등에서 

특별 전시, 상설 전시, 보이는 수장고 등을 통해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서울관에서 열리는 《이건희컬렉션 1부: 근대명품》(가제)을 통해 한국 근현

대 작품 40여 점을, 12월《이건희컬렉션 2부: 해외거장》(가제)을 통해 모네, 르누

아르, 피카소 등의 작품을, 그리고 2022년 3월《이건희컬렉션 3부: 이중섭 특별

전》을 통해 이중섭의 회화, 드로잉, 엽서화 104점을 선보인다. ▲덕수궁관은 오

는 7월 개최되는 《한국미, 어제와 오늘》전에 일부 작품을 선보이고, 올해 11월 

《박수근》회고전에 이건희컬렉션을 대거 선보이게 된다. 2022년 9월 미국 로스앤

젤레스 카운티뮤지엄(LACMA)에서 열리는 한국 근대미술전에도 이건희컬렉션 중 

일부를 선보여 수준 높은 한국 근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

다. ▲과천관에서는 이건희컬렉션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및 아카이브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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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이미지)

 - 웹하드 주소: http://webhard.mmca.go.kr

 - 아이디: mmcapr1    

 - 암호: 0987

 - 상단아이콘 [전용탐색기/웹탐색기/백업] 중 [웹탐색기] 클릭→ [Guest 폴더] → [2021 보도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1,488점 세부 공개]

만남을 주제로 한 《새로운 만남》을 2022년 4월과 9월에 순차 개막한다. ▲청주

관에서는 수장과 전시를 융합한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 이건희컬렉션의 대표

작들을 심층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지역의 협력망

미술관과 연계한 특별 순회전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미술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희컬렉션’연구 및 공공프로그램

2022년까지 작가명, 작품명, 재료기법, 제작연도 등 작품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시기 및 성분분석 등의 조사연구도 병행할 예정이

다. 유족, 생존작가, 미술계 인사 등을 통해 작품관련 주요 정보 데이터도 구축한

다. 기초 조사연구 완료와 함께 ‘이건희컬렉션’ 소장품 도록 발간을 시작으로 

기증작의 시기별, 주제별 의미를 분석하는 학술행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연구 논문과 출판물로도 공유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증작의 미술사적 가치

를 집중조망함으로써 한국미술사 연구의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을 수집한 미술

품을 기증해주신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립현대미술관

은 이번 대량 기증을 통해 확보된 수준 높은 예술품으로 명실공히 미술소장품 일

만점 시대를 열고, 국민의 문화 향유 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주요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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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 이상범(1897~1972)이 불과 25세에 그린 청록산수화이다. 
안중식과 조석진의 문하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이미 창덕궁 대
조전에 벽화를 그린 이력을 가진 이상범이 이번에는 후원자 이
상필의 요청으로 처음부터 작품 제작을 의뢰받아 완성한 것이
다. 의뢰받은 작품인 만큼 최고급 재료를 써서, 최상의 작가 기
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안중식의 <도원문진도>의 전통을 잇는
다고 할 만한 과감하고 아름다운 색채와 구성이 눈길을 끈다. 
존재만이 알려진 작품이었는데 이건희컬렉션 중 하나로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이상범, <무릉도원도>, 1922, 

158.6x390cm

운보 김기창(1913~2001)은 ‘군마도’라는 소재를 즐겨 그렸다. 
여러 마리의 말이 무리를 이룬 가운데, 서로 방향을 달리 하여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이 골고루 표현되어 있고, 운동감, 즉 ‘동
세(動勢)’를 표현한 방식이 매우 탁월하다. ‘역동감’을 표현하는 
한국화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라 할 만하다. 그의 여러 <군마
도> 작품 중에서도 특히 1955년작 <군마도>는 단연 최고로 손
꼽힐 만큼 압도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김기창은 한국전쟁
이 끝난 후 폐허를 딛고 재개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의 추
천위원 자격으로 1956년 이 작품을 출품했다. 전후(戰後) 새로
운 열정으로 충만했던 작가의 심정이 표출되는 듯 하다. 김기창, <군마도>, 1955, 205x408.2cm

소정 변관식(1899~1976)은 안중식과 함께 서화미술회를 열어 
근대기 1세대 한국화가들을 양성했던 조석진의 외손자이다. 일
제 말기 많은 한국화가들이 친일의 길에 들어섰을 때 홀로 금
강산에 은둔해 살면서 금강산의 풍경을 세세하게 스케치했는데, 
해방 후 분단이 되어 더 이상 금강산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변관식은 이 스케치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1960-70년대까지 금강산을 전문적으로 그린 화가가 되었다. 변
관식의 많은 금강산 그림 중에서도 <구룡폭>은 드문데다가 이 
작품은 그의 절정기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변관식, <금강산 구룡폭>, 1960년대, 
120.8x90.5cm

나혜석(1896~1948)은 일제강점기 1세대 유화가이자 첫 여성 서
양화가이며 문학인이기도 하다. 도쿄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으며, 파란만장한 생애 동안 많은 작품을 남겼으나, 대
부분 소실되어 현존하는 진위가 확실한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
하다. 
<화녕전작약>은 그녀가 ‘이혼고백서＇ 발표 후 엄청난 사회적 
스캔들을 일으킨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비교적 그녀의 말년작
에 속한다. 수원의 고향집 근처에 있는 화녕전 앞에 핀 ‘작약＇
을 소재로 하였다. 빠른 속도감으로 날아갈 듯한 필체와 강렬한 
색채 표현이 특징적이다나혜석, <화녕전작약(華寧殿芍藥)>, 

1930년대, 33x23.5cm

[붙 임] 주요 작품 소개

1. 한국화

2. 회화, 드로잉,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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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순(1904~1994)은 나혜석과 마찬가지로 도쿄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1세대 서양화가이다. 1920년대에 파리 유학을 가
서 미국 유학 출신의 임용련을 만나 결혼한 후 1930년에 귀국했
다. 이들이 함께 부부양화전을 개최한 것이 당시 엄청난 사회적 이
슈가 되었다. 그러나 고급 교육을 받았던 1세대 유화가들이 당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임용련과 백남순은 함께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고보에서 영어 및 
미술 교사로 재직하였고, 그곳에서 이중섭, 문학수 등 다음 세대 
서양화가들을 가르쳤다. 현존하는 사진 자료를 보면 백남순의 <낙
원>이 오산고보 미술반에 펼쳐져 있는데, 이와 같은 작품을 보면
서 후배화가들이 성장했던 것이다. 
한국의 무릉도원 전통과 서양의 아르카디아 전통이 묘하게 결합된 
독창적인 작품으로, 1930년대 백남순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전해지
는 만큼,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백남순, <낙원>, 1937, 166x367cm

김종태(1906~1935)는 거의 독학으로 서양화를 공부하여, 최초로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 추천작가가 된 인물이다. 한때 높은 명성
을 누리며 많은 야사를 남겼으나, 29세의 나이에 요절하였다.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총 4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2점이 국
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미술관 소장품으로 유명한 <노
란 저고리>(1929)와 쌍을 이루는 <사내아이>가 이번 이건희컬렉
션에 포함되어 있다가 기증됨으로써, 김종태 작품을 총 3점 소장하
게 되었다. 
일본인 화가들에게도 늘 큰소리를 치며 당당했던 김종태는 본인의 
사인을 늘 한자로 세로쓰기 했으며, 유화를 그리면서도 마치 동양
화의 ‘일필휘지’를 구사하듯 특유의 붓놀림을 선보였다. 빠른 속도
로 몇 번의 붓질만으로 대상의 순간을 포착하는 탁월한 묘사력으
로 유명하다.김종태, <사내아이,> 1929, 

53x45.4cm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작가 이중섭(1916~1956)의 가장 유명
한 작품 <황소>이다. 1954년 통영시절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림만 열심히 그려 팔면 일본
에 있는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시기에 제작
되었다. 황소의 힘찬 울부짖음이 용맹스럽고 열정적이면서도, 왠지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 효과로 인해 먹먹한 느낌을 주기도 한
다.   
1955년 1월 이중섭 개인전에 출품되었다가 시인 김광균이 샀던 작
품인데, 이건희 소장을 거쳐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기증된 것
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겠다.이중섭, <황소>, 1950년대, 

26.4x38.7cm

이중섭(1916~1956)은 자신의 정체성을 종종 ‘소’에 빗대어 표현하
곤 했다. 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인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특히 흰색은 조선인의 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흰소’가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중섭은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시절부터 소를 자주 그렸고, 해방 
후에는 특히 여러 점의 소 그림을 남겼다.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 5점의 ‘흰소’ 중에서 이 작품은 1972년 개인전과 1975년 출판
물에 등장했다가 행방이 묘연했는데, 이번 기회에 알려져 의미가 
각별하다.
힘겹게 앞을 향해 나아가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처절한 인상을 
주는, 자조적인 느낌의 ‘흰소’다. 

이중섭, <흰소>, 1953~54, 
30.7x4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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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진(1917~1990)은 충청남도 연기군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중고등학교 시기는 서울에서 보냈다. 명문 경성제2고보에 입학
했으나 자퇴하고 양정고보에 편입했는데, 양정고보 재학 중 
1937년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제2회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 
<공기놀이>를 출품하여 최고상을 받았다. 이 작품이 상을 받게 
되면서, 집안사람들로부터 화가가 되어도 좋다는 암묵적 허가를 
받게 된다.
장욱진이 불과 20세에 그린 작품으로 그의 초기작을 대표한다. 
화가 박상옥이 소장하다가 이건희컬렉션을 거쳐 이번에 기증되
었다장욱진, <공기놀이>, 1937, 65.5x80.5cm

장욱진(1917~1990)은 한국전쟁 중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
시 고향인 충남 연기군으로 돌아와, 그 곳에서 전쟁 시기를 보
내며 여러 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나룻배>로 알려진 이 작품도 1951년 고향 근처 강변에서 시
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담고 있다. 전쟁통
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일상은 어떻게든 지속된다. 소품이지
만 전쟁 시기 제작된 한국 근대작품이 많지 않은 만큼 매우 희
귀할 뿐 아니라, 장욱진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작품 뒷면에
는 그가 1939년에 그린 <소녀>가 그려져 있다. 재료가 부족했
던 시기여서 양면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장욱진, <소녀/나룻배>, 1939/1951, 

14x29cm

박수근(1914~1965)의 <절구질하는 여인>은 그의 대표작 중에
서도 대표작으로 꼽힌다. 1954년 한국전쟁 직후에 대단히 야심
차게 그린 대작으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했다.
박수근은 일본에서 유학한 적 없는 국내파 화가로, 해방 후 상
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국전을 통해 화단에 이름을 알렸다. 가난
한 가운데에도 국전에 출품하기 위해 대단한 열정으로 작업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박수근이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고, 화가
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던 특별한 의미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한국인의 단순한 일상에서 소재를 취하되, 마치 화
강암의 재질을 연상시키는 두터운 질감으로 견고한 물질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외국에는 없는 형식의 서양화이다 보니, 
해방 후 서울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어 명성을 갖
게 되었다.박수근, <절구질하는 여인>, 1954, 

130x97cm

유영국(1916~2002)은 경상북도 울진 출생의 화가로, 평생 고향
의 지형을 연상시키는 깊은 ‘산’과 ‘바다’를 그린 화가로 유명하
다. 경성제2고보를 자퇴하고 도쿄 문화학원에서 수학하며, 김환
기와 함께 한국 최초로 추상을 시도한 화가이다. 일제 말에는 
어부와 양조장 주인으로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끝나자 온가족을 
이끌고 ‘화가＇가 되기 위해 상경했다.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작
품을 제작하며,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던 시기, 1960년에 일련의 
‘산’ 그림들이 완성된다. 
이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깊은 산속에 들어간 듯, 숭엄한 자
연을 경외로운 마음으로 체험하게 한다. 멀리 원경에는 하늘에
서 내려다 본 시점의 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유영국의 
독창적인 양식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 제작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유영국, <산>, 1960, 136x21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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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1916~1956)이 한국전쟁 중 피난지에서 맞이한 첫 눈의 
인상을 그린 작품이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원산폭격을 피해 입
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남하했다고 전해진다. 거제를 거쳐 제주도
로 왔는데 첫눈은 내리고, 이들은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 외양
간 신세를 지기도 했다.
눈은 펑펑 내리고, 거리로 나앉은 피난민들은 그저 새와 물고기 
등 동물들과 어울려 나뒹굴고 있다. 슬프고 아련한 인상을 주는
데, 왠지 동물들이 건네는 인사가 일종의 위안을 주는 것 같기
도 하다. 이중섭, <바닷가의 추억/피난민과 첫눈>, 

1950년대, 32.3x49.5cm

김환기(1913~1974)는 일제강점기 도쿄에서 유학하며 전위적인 
미술양식을 흡수했고 해방 후에는 파리와 뉴욕에서 활동하며 
서구의 화풍을 섭렵했으나, 평생 가장 한국적인 서양화를 그렸
던 화가이다. 
1950년대 제작된 <여인들과 항아리>는 그가 한국전쟁 시기부
터 즐겨 그렸던 소재로, 평생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조선 백
자를 들거나 머리에 이고 있는 여인들이 여러 명 등장한다. 한
국전쟁이 끝나고 환도한 후 자주 등장하는 ‘광화문’으로 상징되
는 조선 건축과 길거리의 노점상, 꽃과 새 등 그가 즐겨 그린 
1950년대의 소재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특히 화면 한가운데에서 의기양양한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슴의 형상은 화가 자신의 모습을 표상하는 듯하다. 주문자의 
의뢰에 의해 제작된 ‘벽화＇크기의 대작으로, 한때 중앙일보사
에 걸려 있었던 작품이나 1980년대 이후 실견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미술관에 기증되어 다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
련되었다.

김환기, <여인들과 항아리>, 1950년대, 
281x568cm

김환기(1913~1974)는 1963년 브라질 상파울로를 거쳐 뉴욕으
로 들어간 후 1974년 작고할 때까지 뉴욕의 화실에서 작업하
며, 흔히 ‘점화’로 불리우는 자신의 독창적인 화풍을 완성했다. 
보통 점화는 작품이 완성된 날짜(연월일)와 일련번호가 부가되
어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 1973년 2월 19일에 완성된 307번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가끔 그의 점화에 부제처럼 ‘산울림’, ‘우
주‘ 등의 제목이 덧붙여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작가 자신이 붙
이기도 하고, 후대에 별칭처럼 생기기도 한 것이다.
<산울림>은 점들의 움직임이 마치 산속의 메아리가 퍼져 나가
듯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프레임
이 형성되어 두 개의 풍경(혹은 거리감)이 겹쳐 있는 느낌을 준
다. 보이지 않는 ‘소리’의 공기 속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으로써, ‘공감각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다.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 김환기의 절정기 점화는 한 점도 
없었다. 이번 기증품을 통해 컬렉션의 공백을 메워준 중요한 작
품이 되었다. 

김환기, <산울림 19-II-73#307>, 1973, 
264x2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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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
풍의 창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레 등과 교류했으며, 
1873년에는 이들과 함께 무명예술가협회를 결성했다. 협회의 
첫 번째 전시에 출품했던 <인상, 해돋이>(1872)를 두고 비평가 
루이 르로이(Louis Leroy)가 조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한 ‘인상주
의’라는 말이 그룹의 이름이 되었다. 모네는 1886년까지 총 5회
에 걸쳐 인상파 전시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1890년 이후부터는 
<건초더미>, <포플러 나무>, <루앙 대성당>, <수련> 등의 연
작을 제작했다. 그는 이 연작들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
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했다. 모네는 말년에 백내장으로 시
력을 거의 잃게 되었으나 끝까지 인상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며 
작업을 지속했다.  
모네는 지베르니의 자택에서 연못에 핀 수련을 주제로 250여 
점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수련>은 이 연작 중 하나이다. 작가
는 가로로 긴 화폭에 흰색, 초록색, 보라색을 겹쳐 바르는 방식
으로 화면 가득 연못의 수면과 수련만을 묘사했다. 수평선을 드
러내지 않은 평면적 구성을 통해 수면에 반사된 빛만을 표현하
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작품 제작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 작품은 
작가가 백내장으로 시력을 점차 잃게 된 후기 작업의 추상화된 
경향을 보여준다.

클로드 모네, <수련>, 1919-1920, 
100x200cm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 Auguste Renoir, 1841-1919)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중 한 명으로, 빛과 색채를 
조합하여 일상의 풍경과 여성, 아이들을 주로 그렸다. 1862년에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꼴 데 보자르에 입학하여 클로드 모
네 등의 화가들과 교유하며 센강 주변 풍경을 그림으로 옮겼다. 
1874년부터 1882년까지 총 4회의 인상주의 전시회에 참여했으
며, 1879년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1881년에 이탈리아 여행 중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과 폼페이 벽화에서 감명을 받
았으며, 이후 작품에서는 원색 대비와 명확한 형태감이 돋보이
는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등 화풍에 변화를 보였다.
<책 읽는 여인>은 르누아르가 즐겨 그린 소재인 독서를 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화면에는 작가 특유의 부드러운 
붓 자국과 화사한 색채감이 드러나며 자연광의 색감을 눈에 보
이는 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밝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여
인의 모습에서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
다.”라는 르누아르의 예술관이 드러난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책 읽는 
여인>, 1890년대, 44x55cm

프랑스 화가인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1830-1903)
는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후기 인상주의
의 대표적인 작가인 세잔과 고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서인도 제도에서 태어난 그는 1855년에 그림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여 공부를 시작했다. 1870년에는 프로
이센-프랑스 전쟁을 피해 런던으로 피신했으며 모네와 교류
하며 영국의 풍경화를 연구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파리 퐁
투아즈에 정착하여 풍경화를 제작했다. 1874년에 제1회 인상파
그룹전에 참가한 이후로 매회 지속적으로 출품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퐁투아즈 시장>은 퐁투아즈의 시장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짧
은 붓터치로 대상을 표현한 방식은 이후 쇠라가 사용한 점묘법
과 유사하다. 피사로는 루브시엔느에 있던 집이 전쟁 때 파괴
된 후 파리 북서쪽의 퐁투아즈로 거처를 옮겼는데, 퐁투아즈의 
전원 풍경이나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즐겨 그렸다. 이 작
품은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구경하는 사람들을 빼곡히 묘
사하고 있어, 혼잡한 시장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카미유 피사로, <퐁투아즈 시장>, 1893, 
59x52cm

3. 해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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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은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 
중 한 명이다. 파리에서 증권거래원으로 일하던 그는 회화에 흥미를 
느껴 일요일마다 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이후 인상파 전시
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업화가의 길로 들어섰으나, 1880
년대 중반부터는 인상주의 화풍에서 벗어나 현실과 상상을 접목한 종
합주의를 창안했다. 또한, 원시적인 것에 관한 관심으로 남태평양의 타
히티 섬에서 머무르며 소박하고 순수한 예술을 추구했다. 그의 작품은 
원주민의 천진함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며, 그 안
에 표현된 상징성과 비(非)자연주의적 경향이 야수주의, 독일 표현주의 
등 20세기 현대 회화가 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제>는 고갱이 전업 화가로 활동하기 전, 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
우던 시기에 제작한 작품이다. 이 시기에 작가는 주로 풍경화를 그렸
는데, 특히 센강 주변의 공장, 항구, 다리 등을 안정적인 구도로 묘사
한 작품이 많다. 이 작품은 센강의 강둑을 걸어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화면 중앙의 크레인과 배 두 척이 전체적인 균형
을 잡아주며 안정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 고갱이 자신의 독자적 화
풍을 형성하기 이전의 초기작으로 사실적인 묘사에 바탕을 둔 인상주
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폴 고갱, <무제 (센강 풍경)>, 
1875, 114.5x157.5cm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은 러시아의 유대인계 가정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주로 프랑
스에서 활동했다. 그는 1910년부터 파리에서 지내면서 초기에는 입체
주의와 야수주의의 영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1914년 베를린에서 첫 개
인전을 열었으며, 이후 고향인 러시아의 비테프스크로 돌아가 미술학
교 교장을 맡기도 했으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의 갈등으로 1922년에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태인 학살
을 피해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1948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샤갈은 사랑과 동경, 그리움과 같은 주제를 환상적이
고 낭만적인 분위기와 눈비신 색채로 표현했으며, 색채의 마법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에는 붉은색의 꽃들이 꽂혀 있
는 화병이 화면의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고 양옆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연인 한 쌍과 마을의 풍경, 과일바구니와 와인병 등의 정물이 작게 묘
사되어 있다. 연인과 꽃이 함께 묘사된 도상은 샤갈의 작품에 자주 등
장한다. 전체적으로 푸른 색조의 배경과 빨간 꽃의 색채 대비가 강조
되며, 몽환적인 분위기와 밝고 강렬한 색채의 사용 등에서 샤갈 작품 
특유의 스타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르크 샤갈,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 1975, 92x73cm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는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출생
하여 마드리드의 왕립미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초기에는 큐비즘 
등 당시의 전위적 미술운동에 심취했으며 1929년에는 초현실주의 그
룹에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1948년에 
스페인으로 귀국했다. 그는 회화와 조각, 사진뿐만 아니라 비평과 시, 
영화 등을 제작했으며 꿈과 무의식, 성(性), 종교, 과학 등을 창작의 주
된 주제로 삼았다. 달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분석학자 오토 랑크
(Otto Rank, 1884-1939)에게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밝혔
다. 랑크는 출생 자체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일 수 있다는 이론을 제
기했으며, 정신분석학을 전설과 신화, 예술과 창조성의 영역으로 확장
한 학자이다. 달리는 랑크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스스로 출생 
전 기억이 있다고 믿었다. 작품에는 신화 속 존재인 켄타우로스들이 
출산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복부에 난 둥근 구멍에서 차례로 아
기들을 꺼내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하여, 달리는 자서전에서 “엄마의 자
궁이라는 낙원에서 나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있는 켄타우로스가 부럽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에서 그린 작품이지만 배경의 바다는 작가
의 고향인 카탈루냐의 해안의 모습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정교한 테크
닉과 균형감 있는 구도가 돋보이는 이 작품에 대해 달리는 스스로 고
전주의 양식으로의 회귀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밝혔다.

살바도르 달리, <켄타우로스 
가족>, 1940, 35x30.5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