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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를 보는 눈 : 한국근 미술 - 유화&nbsp;(국립현 미술관, 과천)
한국의 누드미술 80년 전 (예술의전당 미술관)
서울 한미협전, 수채화전, 신기회전, 한일 국제전, 백우회전
국전, 선전(동경, 일본) 독립전, 이과전, 양전(동경, 일본)
백우회전, 양전(3회), 개인전(12회)
한미술원전 중앙상임위원장, 서양화 심사위원장

서울 덕수상고 ,강남 한강여중 외 교직활동, 후진양성
신기회, 백우회 회원 등

제 1회 국전 입선, 선전 연3회 입선 외 이과전,독립전 입선
경성 양정고보 졸. 일본 가와바타 졸,
일본 동경제국 미술학교 서양화과 졸
프랑스(파리국립미술 학) 런던, 로마 외 8개국 유학

月成 김 두 환
Kim Doo-Hwan

연구단지우체국

요 금 별 납

로마 l 과슈 l 55×75㎝ l 1984

겨울산 l 과슈 l 55×38㎝ l 1983



한국야수파의거장월성김두환展

“김두환은 본격적 채굴을 기다리는 광맥이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

한국 야수파의 거두 김두환 화백은 80여년을 작품 활동만 하신 분이다. 김두환 화백의 초기 작품은 정형화된 사실풍의 풍경과 정물 누드 등

이 주종을 이루고, 50년 는 40 의 왕성한 창작열을 바탕으로 독특한 화법과 주제의 전개로 완숙미를 더해가는 시기 으며 풍경의 경우 주

로 점묘법을 이용해 작품 활동을 하 다.

산과 나무 등 그리고자 했던 모든 상물을 붓을 이용해 찍은 점으로 완성해 갔으며 구도도 주제를 중앙에 확 시켜 배치해 웅장한 느낌을

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 단순화시켜 안정미를 연출하 으며 여백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60년 들어와서는 이전의 점묘화풍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과 선을 중첩시키는 방법을 시도 하 으며 자유분방한 붓놀림으로 때론 점을 찍고 때로는 선을 그어 특유의 미적 상승작용을

꾀하 다.

60년 후반부터 접어든 완숙기에는 이전에 시도했던 기법을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주제에 맞게 능숙한 필치로 활용해 나갔으며 원경은 사

실적으로 표현하고 근경은 과감히 생략하고 또는 초기의 사실 풍으로 회귀 하는 등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게 하 다. 기교보다는 개성과

독창성을 중요시 여겼던 서양화가 김두환 화백!

평생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생활 걱정 없이 작업을 하며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생을 살다간 거짓 그림이 없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며,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평화로운 사색의 생활을 더 좋아하는 순수작가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화폭에는 토속적이며 서정성이 짙으며, 꾸밈없는

붓놀림을 통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그림에 한 남다른 열정과 특유의 조형언어를 구사해 나름 로 독창적인 자

기 예술세계를 펼친 한국화단의 1세 서양화가이다.

- 최원규 -

모란 l 과슈 l 52×77㎝ l 1983

풍경 l Oil on Canvas l 90.9×72.7㎝ l 1957 경회루 l 과슈 l 75×55㎝ l 1984

집 l 과슈 l 55×36㎝ l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