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세잔
Paul Cezanne

사과 하나로 당대 미술사를 평정한 화가!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와 더불어 회자되는 건
세잔의 사과입니다. 사과 한 알로 파리를 깜짝 놀라게 하
겠다고 공언한 세잔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고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Pommes et oranges)
1900년
74 x 93cm
오르세 미술관

앙리 루소
Henri Rousseau
섬세한 솜씨와 단순한 구성이 놀라운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집시가 잠자는 동안 사자는 그
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루소는 고향 라발시에 이 그림을 이삼백 프랑에
구입을 제안했지만 시는 구입을 거절했습니다.
그림이 유치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오늘날 이 그림은 뉴욕현대미술관이 자랑

하는 상징적인 그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집시(The Sleeping Gypsy)
18975년
129 x 210cm
뉴욕 현대미술관

조슈아 레이놀즈 경
Sir Joshau Reynolds

왕립 아카데미에서 전시된 이 작품은 세 딸에게 멋진
신랑감을 구해 주기 위해 중매 용 초상화로 주문한
그림입니다. 그림의 왼쪽부터 첫째, 둘째, 셋째 딸로
공동의 활동으로 세 자매를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의 균형 잡힌 숙녀, 부
드러우며 상냥한 얼굴에 맑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
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이미지를 간직하며 오늘날
에도 인기를 누리는 명화입니다.

월드그레이브 자매들(The Ladies Waldegrave)
1770~1780년
168 x 143cm
국립스코틀랜드 미술관

카라바조
Le Caravage

카라바조의 작품 <음악가들>과 <류트 연주자>는 음악

과 관련된 미술 작품 중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으로 꼽힙니다. 그림은 음악과 미술 애호가였던 델 몬테
추기경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카라바조뿐만
아니라 여성 소프라노의 음을 낼 수 있는 스페인의 카스
트라토에게도 거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림의 모델
은 카스트라토로 추정됩니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가 되기 전에 거세하여 소년의 목
소리를 유지하는 남자 가수를 말합니다.

류트 연주자
1595년경
94 x119cm
에르미타주 미술관

음악가들(The Musicians)
1597년
92.1 x 118.4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장 프랑수아 밀레
Jean-Francois Millet

이 그림은 <감자의 수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
다가 <만종>으로 변경했습니다. 밀레는 생전에 프랑스 최고 훈장
을 받을 정도로 존경받는 화가였지만 가난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만종>이 고급 화랑에서 거액에 팔리고 있을
때, 가난한 그의 가족들은 거리에서 꽃을 팔았습니다. 이 작품을
사기 위한 경매 경쟁이 계속되고 그림의 가치는 비싼 가격으로 매

겨졌지만 밀레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프랑스는 1920년부터 미술품이 재 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추급권을 도입하
였습니다.

만종(L’Angelus)
1857-1859년
55.5 x 66cm
오르세 미술관

밀레의 <이삭줍기>는 농촌 생활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
지만, 그 속에는 농민의 비참한 현실이 담
겨 있습니다.
추수 후 떨어진 이삭을 찾고 있는 세 명의
여인들과 뒤쪽 무리의 풍성한 추수 모습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이삭을 줍는 여
인들은 남의 밭에서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로 그들의 얼굴과 손은 고된

노동으로 검게 그을렸고 거칠고 투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삭줍기(The Gleaners)
1857년
83.8 x 111.7cm
오르세미술관

프란시스코 고야
Francisco Goya

1808년 5월 2일 프랑스의 스페인 점령에 대항해 스페
인 반란군이 봉기를 일으키자 다음날 프랑스가 보복 조치
로 마드리드의 양민 약 400명을 학살한 사건을 묘사하였

습니다.
고야는 그림을 통해 나폴레옹의 군대가 저지른 만행을 고
발하고, 생명을 바쳤던 스페인의 저항을 기념비적으로 묘
사하고자 했습니다. 30년 이상 수장고에 보관되었던 이

그림은 1872년 프라도 미술관에서 발행한 카탈로그에
처음 등재되었습니다.

1808년 5월 3일(Execution of the Defenders of Madrid, 3rd May, 1808)
1814년
266 x 345cm
프라도 미술관

구스타브 카유보트
Gustave Caillebotte

비가 내리면서 인도와 도로에 생긴 물의 표현, 오른
쪽 잘린 인물, 가까운 인물의 뚜렷함 마치 한 컷의 스
냅 사진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은 파리 북부에 있는 생 나자르역 동쪽 교차로입
니다. 그림에서 왼쪽 길과 가운데 길 사이의 건물 1
층에는 약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약국
이 있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의 구성과 공간 배치를
위해 수개월을 연구하였고 마침내 그는 우아하고 세
련된 도시를 고스란히 담아내었습니다.

비오는 파리 거리(Paris Street, Rainy Day)
1877년
212.2 x 276.2cm
시카고 미술원

존 컨스터블
John Constable
존 컨스터블을 유명 화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입
니다. 작품의 배경은 화가가 소년 시절을 노닐던 고향
서퍽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는 풍경을 온전히 담기
위해 책 한 권 분량의 스케치를 준비하며 스케치 뒷면
에 날짜, 시간, 장소, 대기의 상태 까지를 꼼꼼하게 기

록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런던에서 처음 전시되었을 때 표현과 완성
도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하지
만 3년 후 파리 살롱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고, 소박
한 주제와 느슨한 붓놀림은 프랑스 예술가들에게 많
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건초마차(The Haywain)
1821년
130.5 x 185.5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에 수록된 시 <여행으로
의 초대>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
역시 이 시의 한 구절을 응용한 것입니다. 1857년
발간된 시집은 감각적이고 에로틱한 미를 노래하여
풍기 문란 혐의로 벌금을 내야 했고, 몇 편의 시는 끝
내 삭제되었습니다.

사치, 평온, 쾌락(Luxe, calme et volupte)
1904년
98 x 111.8cm
오르세 미술관

제임스 휘슬러
James Whistler

그림 속 여인은 화가의 어머니 안나 휘슬러입니다. 미국 정부는
1934년 어머니의 날에 이 작품으로 기념 우표를 발행하며 ‘미국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도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가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초상화를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화
가는 인물의 모습을 담아내는 초상화가 아니라 선과 색과 형태의
조화에 집중했고 그것을 표현하는 화면의 분위기와 정서를 중요
시 했습니다. 화가의 조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사
람들이 본 것은 조형 너머의 어머니 였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의 편곡: 화가의 어머니(The Lady with the Ermine)
1871년
144 x 162cm
오르세 미술관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

<밤을 새는 사람들>은 내가 밤거리를 어떻
게 상상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별히 고독
한 장소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는

장면을 극도로 단순화했으며 레스토랑은
넓게 그렸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대도시
에서의 고독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다.
- 에드워드 호퍼 -

밤을 새는 사람들(Nighthawks)
1942년
64 x 152.5cm
미국 시카고 미술 협회

그랜트 우드
Grant Wood

우드가 아이오와 남부의 작은 마을 엘든에서 발견한 집을 배경으
로 자신의 여동생 낸과 전담 치과의사 맥키비 박사를 모델로 그
린 작품입니다. 그림 속 두 남녀는 흔히 부부로 오해되고 있는 것
과 달리 우드는 ‘ 그와 함께 있는 이는 그의 다 자란 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작품은 미국 회화사상 가장 많이 패러디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고딕(American Gothic)
1930년
174.5 x 62.5cm
미국 시카고 미술관

아메리칸 고딕의 실제 모델 우드의 여동생과 치과의사 모습

아이오와주의 문화재가 된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