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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고객과 담 당 자  김준기 학예연구실장           TEL 02-3701-9507 
 박영란 소장품자료관리과장     TEL 02-2188-6154 

이건희컬렉션 발표자료 내 

작품 오류를 정정드립니다.

2021년 5월 7일 진행한 ‘이건희컬렉션 세부 공개’  언론공개회 발표자료의 이

중섭 작품 <황소> 관련 오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당일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언론사에 제공한 고화질 작품파일 

이미지는 맞으나, 발표자료와 보도자료 붙임에 들어간 이미지 및 설명 일부가 잘

못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증자로부터 1,488점을 기증받고 빠르게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발표자료 내 소개된 작품은 《이중섭, 백년의 신화》(2016) 전시에 출품된 동명의 

작품입니다(<황소>, 1953-54, 32.3×49.5cm). 미술관이 기존에 기록용으로 보유중인 

작품이미지 및 설명 일부가 잘못 삽입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입고된 기증작을 모두 점검하고 작품 이력 등을 상세 조

사·연구하고 있으며, 곧 개최되는 서울관 특별전에서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 언론 자료 제공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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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정정 후

이중섭, <황소>, 1950년대, 26.4x38.7cm 이중섭, <황소>, 1950년대, 26.4x38.7cm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작가 이중섭(1916~1956)
의 가장 유명한 작품 <황소>이다. 1954년 통영시절 제
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이제 한국전쟁이 끝
나고 그림만 열심히 그려 팔면 일본에 있는 가족을 만
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황소의 힘찬 울부짖음이 용맹스럽고 열정적이면서도, 
왠지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 효과로 인해 먹먹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1955년 1월 이중섭 개인전에 출품되었다가 시인 김광
균이 샀던 작품인데, 이건희 소장을 거쳐 이번에 국립
현대미술관으로 기증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겠
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작가 이중섭(1916~1956)
의 가장 유명한 작품 <황소>이다. 1954년 통영시절 제
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이제 한국전쟁이 끝
나고 그림만 열심히 그려 팔면 일본에 있는 가족을 만
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황소의 힘찬 울부짖음이 용맹스럽고 열정적이면서도, 
왠지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 효과로 인해 먹먹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붉은 황소의 머리’를 그린 이중섭의 작품은 지금까지 
총 4점이 알려져 있다. 이번에 기증된 <황소>는 1990
년 금성출판사에서 발간된 이중섭 도록을 비롯해 출판
물에는 실려 있었지만, 실물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초기의 소장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고, 이건희컬렉션으
로 들어간 후 오랫동안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기증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처음으로 이
중섭의 <황소>를 소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