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산 박대성(1945-)은 1979년 제2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상림>으로 대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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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국외에서 개인전과 초대전을
잇따라 개최하며 신작들을 선보여 왔으며, 1987년에는 서독 쾰른의 파리나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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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초대전을 가졌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작품으로 35년만에 다시 독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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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다. 5살 때부터 붓을 잡았으니 어언 70년의 작업 중 전통산수화에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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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법과 시점으로 완성한 의경산수화로 나아가며 한국화의 모더니즘을 이룩했
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에는 특유의 서(書)를 더한 정물화도 시도하며 산수(傘壽)
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예술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소산이 평생 일궈온 화업

주독일한국문화원 박대성 개인전 개최
<眞景時代 : The Eternal(진경시대:영원한)>
- 한국산수화 독일 베를린에서 선보이다 -

의 바탕에는 끝도 없는 독학과 “하루 25시간”을 그림에 매진하는 인내가 있
다.
주독일한국문화원과 가나아트가 공동주관하는 <眞景時代 : The Eternal>은 소
산의 대표작들을 망라한 개인전으로서, 산수화부터 최근의 정물 연작까지 한자
리에서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길이 5m에 육박하는 <구룡폭포>에선 화백의

주독일한국문화원(원장 이봉기)은 오는 3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박대성 화

무르익은 필치와 기백을 엿볼 수 있다. 작게 솟은 지리산 봉우리로부터 시원하

백의 개인전 “眞景時代 : The Eternal(진경시대:영원한)”을 개최한다. 2022년

게 깎아지른 바위산을 타고 흐르는 장대한 물줄기는 마치 그 아래 선 듯 소리마

베를린 갤러리 위크엔드 기간 중(4.29~5.1)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전통

저 느끼게 한다. 소산 특유의 다시점으로 완성한 <금강>과 <금강화개>는 장선과

을 새롭게 이어가는 박 화백의 수묵산수화를 독일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단선의 조화, 절묘한 먹의 농담 변화로 한반도의 명산을 묘사한다. 소박한 담채

위해 기획되었다. 1988년부터 일명 ‘삼성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로 불리우며

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먹 풍경에 생동감을 주는 한편, 파랗고 동그란 형태의

최근에는 1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을 훼손한 어린아이를 용서해준 사건과 방탄소

물줄기가 운율감을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신라몽유도>는 소산 예술의 중요한

년단 RM이 화백의 전시를 관람하여 많은 언론에 회자된 바 있다. 올해부터

거점인 경주 천년고도를 파노라마의 형태로 압축해 보여준다.

2023년까지 미국 순회전을 앞두고 작가가 직접 독일을 방문하여 개최되는 동 전
시는 주식회사 가나아트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한다.

<眞景時代 : The Eternal>이라는 전시 제목대로 소산이 붓끝에서 붓끝으로 이
어온 진경의 정신은 화폭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가 새롭게 해석될 예정이다. 화

본 전시의 개막식은 3월 25일(금) 오후 6시이며, 현지 코로나 규정에 준수하여

백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만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로스앤젤레스 카운

개최될 계획이다. 작가의 참석 하에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조현옥 주독일한국

티 미술관,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센터, 다트머스대학교 후드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대사가 전시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메리 워싱턴 대학교 등지에
서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시작점인 주독일한국문화원에서의 이번 전시

眞景時代 : The Eternal(진경시대:영원한)

를 통해 많은 관객이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길 바란다.

'진경'이라 불리는 한국산수화의 장르를 주제로 박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우리

붙임 박대성 개인전 개최 개요

나라 고유의 영감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담은 작품들을 공개한다. 19세기 초에
조선시대 후기 문화가 크게 발전하면서 고유한 성격의 우리만의 문화예술 전성
시대를 일컫는 진경시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전시의 정체성
을 나타낸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담당자 노아 (☎ +49-30-26952-17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박대성 개인전 개최 개요

□ 작가 사진
ㅇ 박대성 화백 (출처: 가나아트센터)

□ 행사개요
ㅇ 전시명 : 眞景時代 : The Eternal(진경시대:영원한)
ㅇ 전시작가 : 박대성
ㅇ 전시기간 : 3. 25. ~ 5. 27.
ㅇ 개막식 : 2022. 3. 25, 오후 6시
ㅇ 장소 : 주독일한국문화원
ㅇ 주최/주관 : 주독일한국문화원, 가나아트,
ㅇ 주제 : 주독일한국문화원에서는 올해의 첫 전시로 박대성 화백을 초청하여
한국화의 전통을 새롭게 이어가는 박 화백의 수묵산수화를 독일에 소개하
고, 한국 미술을 향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 홍보 포스터

□ 작품사진
ㅇ 박대성 (출처: 가나아트센터)

인왕산(Inwang Mountain), 2022, 순지에 먹, 183 x 174 cm

금강산 설경 2(Snow Scene of Geumgang Mountain 2),
유루(Willow Pavilion), 2022, Ink on paper, 140
2022, 순지에 먹, 145 x 112 cm
x 80 cm

고미(Archaic Beauty), 2021, Ink on paper, 60 x 72.5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