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카 우키요에미술관에 관해서

한국어

이번에 오사카서 강호시대의 풍속화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강호시대의 풍속화는 16 세기 후반에 교토의 서민의
생활을 그린 그림부터 시작되어, 에도에서 문화로 발전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세 일본미술사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가쓰시카 호쿠사이, 우타가와 히로시게, 기타가와 우타마로 등의
인기 화가 작품을 비롯하여 오사카나 교토와 연고가 있는
강호시대의 풍속화 작품 등을 저희 미술관에서 다수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내에서의 사진·비데오 촬영, 모사 및 연필이외의 필기용구 사용은 금지입니다.

■ 뮤지엄 샵
강호시대의 풍속화에 관련 상품을 다수 준비했습니다. 목판화
(복각판)을 비롯하여 당관 오리지널 아트 잡화, 미술관계도서,
여러 미술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문 기념 상품,
선물로 추천입니다. 편하게 들어 오십시오.

■ 이용 안내
●개관 시간
10:00 - 17:00 (최종 입관16:30)
●휴관일
월요일 , 연말연시
● 관람 요금
관람 요금

포스트카드 딸린 전시 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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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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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쓰시카 호쿠사이
760 년 (호레키 10 년) 에도의 혼조와리게수이 (현·도쿄도 스미다구 가메자와)에서 태어났다.
1849 년 (카에이2년) 호쿠사이는 90 세에 평생을 끝낼 때까지 약 3 만개 이상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말년에은 스스로 "가쿄노인"이라고 자칭할 정도 평생을 업적에 바친 화가였습니다.
대표작은 「부악삼십육경」이나 「호쿠사이 만화」등이 있으며, 대자연의 절경, 대담한 구도의 풍경화,
사람들의 생계,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1999 년 미국 잡지 「라이프」에서 「이 1000 년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을 남긴 세계의 인물 100 인」에
일본인속에서 유일하게 뽑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 후타가와 히로시게
1797 년 (칸세이 9 년)에 에도바푸후부의 소방인 안도가에서 태어나 13
세에 가독을 이으지만 어릴 적부터의 그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서 그
이후에 우키요에시가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 정치가 안정되여 쿄호연간 (1716-36) 경부터 민중의 여행이
활발하게 되고 문화 · 분세이시대 (1804-30)에는 여행 붐이 일어나 영향을
받아 발표 한 풍경화 「도카이도 오십 세 차」로 인기 화가되었습니다.
' 「도카이도 오십 삼차」시리즈는 그 토지의 명소, 명물 등이 그려짐으로서
당시의 가이드 북의 역할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로시게 작품은 남색을 사용한 작품이 인상적이여서 「히로시게 블루」 「재팬
블루」이라고도 사랑 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구도와 독특한 색채 표현은 19
세기에 「재포니즘」으로 인기를 얻고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