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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본의 대중 미술로서의 판화는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의 우키요에 판화부터 시

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인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우키요에(浮世繪) 판화는 메이지시대(明治

時代, 1868~1912)이후 새로운 인쇄 기술의 발달과 서구적 예술의 도입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

였다. 그 이후 다이쇼시대(大正時代 1912~1926)가 되면서는 야마모토 카나에(山本 鼎)가《명

성》지에 발표 했던 <어부(漁夫)>라는 작품을 계기로 한 창작 판화 운동이 일어났다. 창작 판

화는 복제 우키요에 판화와는 달리 한 사람이 원화부터 인쇄까지를 스스로 제작하는 것으로, 

작가가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전까지의 복제 

판화에 대해 반성하고 판화의 예술성을 인식하고자 한 이 운동을 시작으로 점차 많은 작가들

이 판화 작품을 제작하였고 전시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사실 1900년대 전후만 해도 일본에서 

판화는 서양화나 조각 등에 비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부터 

다수의 일본 판화가들이 국제 전람회에서 수상한 사실들은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일본

에서도 1957년에 첫 국제 미술제인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점차 일본에서도 판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미술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로서의 판화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판화가 독

립된 장르가 아닌 현대 미술의 표현 양식의 하나로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어나

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판화가들과 대학 교육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위기를 뛰어넘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써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표현 방식을 접목하여 새롭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판화가들이 등장하여 일

본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활약 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해외 활동과 판화에 대한 

연구, 신진 판화가들의 양성을 통하여 일본의 현대 판화는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의 현대 판화가 발생되었던 역사적인 과정을 되짚어보고,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일본 현대 판화, 국제 판화 비엔날레, 일본 판화 예술, 일본 미술의 대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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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의 미술 장르 중에서도 판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

져 있다. 특히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에 제작되기 시작

한 우키요에(浮世繪)1) 목판화는 19세기 후반에 유럽에 전파되어 

자포니즘2)이라는 일본 문화 및 예술에 대한 붐을 일으켰고 예술

가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끼쳤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후 불모지 같았던 일본의 미술계에서 몇몇의 정통 판화가들이 제

작하기 시작한 판화는 이전의 우키요에와 다른 의미로 ‘창작’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판화의 예술로서의 의미를 모색하기 시작

했다. 또한 수많은 판화가들의 해외 진출과 자신들만의 작품세계

를 구축하여 지금의 현대 판화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외에서 다양

한 발자취를 남겨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판화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키며 일본 내의 미술계에서 두각을 드러냈

고 80년대는 기법과 표현에서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여 현재까

지 이르는 완성도 있는 판화 기법의 틀을 마련하였다. 수십 년 

간 일본의 현대 판화는 다양한 국제 전람회에서 수상을 거듭하여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위치에 이르렀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리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 예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왔다. 지금도 양국의 판화가 들은 국제 전람회, 국제 판화 워크

숍, 국제 판화가 협회전등을 통한 활발하게 교류해 오고 있다. 

일본에서 수년간 일본의 현대 판화를 배우고 지켜봤던 연구자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현대 판화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제적인 

전시에서 수상을 거듭했던 점과 현대의 주요한 예술 장르의 하나

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 이 논문은 2012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우키요에(:浮世絵) : 중세 불교 사상이 설파한 정사와 반대로 근심에 찬 꺼려

야 할 현세를 나타내는 우키요(憂世)라는 말이, 찰나적인 현실의 즐거움을 추

구하는 근세 서민의 인생관의 출현에 따라 우키요(浮世)라는 같은 발음이지만 

반대의 뜻의 언어로 변한 것이다. 주제로는 세속적인 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

으로, 유흥의 중심지인 유곽이나 극장의 배우들이 등장했다. (小林忠,『浮世

絵の歴史』, 美術出版社, 1998, p.24.)

2) 三井秀樹,『美のジャポニズム』, 文春新書, 1999,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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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대 판화의 역사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세계

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일본의 현대 판화의 역사적인 성공 사례들

과 해외에서의 반응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판화

가 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지속하고 나아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를 통하여 양

국의 판화계의 학술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술사적 측면에서 일본 판화의 변

천 과정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50년대 후반까지의 창작 판

화와, 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 판화의 시대로 나누어 

알아보고, 어떻게 일본의 현대 판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

는지, 또 그러한 판화가들의 사례를 들어 조명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 현대 판화의 역사

1. 일본의 근대 판화 

일본의 대중 미술로서의 판화(版畵)는 에도시대의 우키요에 목

판화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키요에는 원화를 제작하는 

사람(絵師), 판을 제작하는 사람(彫り師), 판을 인쇄하는 사람

(刷り師)의 분업으로 이루어진 복제 판화이다. 이러한 우키요에 

작품들은 19세기에 유럽에 전해져 인상파 화가들에게 자극을 주

고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적으로도 크게 알려졌었다.3) 그런데 사

실 일본에서의 우키요에는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서민 

문화의 일부, 또는 정보 전달의 매체로 사용되고 있었다.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사상과 기술이 

일본인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새로운 인쇄술이 도입 되었다. 사진

과 석판화의 사실성과 편리함에 비해 기능적으로 불리했던 우키

요에는 그 존재 가치를 점차 상실하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4) 

3) 하세가와 기미유키, 구자현 역, 『현대판화의 기초지식』, 시공사, 2002, 

p.13.

4) 「版畵藝術」, 159호, (2013년), p.54.



416

그리고 다이쇼시대(大正時代 1912~1926)가 되면서는 창작 판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04년 7월, 야마모토 카나

에(山本 鼎)가《명성》지에 발표 했던 <어부(漁夫)>라는 작품이

다. 

<그림1> 야마모토 카나에,<어부(漁夫)>,목판화, 16.3x11cm, 1904년

출처: 판화예술(版畵藝術), 2013(159호), p.169

이것은 한 사람이 원화를 그리고, 판을 제작 하고, 찍어서 완

성한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그 직전까지 범람했던 우키요에 복

제 판화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강하게 제시하였고, 오리지널 창

작 판화의 확립을 추구했다. 여기서의 ‘창작’은 이전까지의 

‘복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었는데, 이른바 판화의 

밑그림부터 인쇄까지를 판화가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야마모토 카나에와 이시이 하쿠테이(石井 柏亭)등의 동료 작

가들은 판화의 창작성에 대해 알리며 미술 장르로서 충분함을 주

장했다. 3년 뒤, 그들은 잡지 《방촌(方寸》을 발간했고 그 이후 

1918년, 《방촌》에 참여했던 야마모토 카나에, 오다 카즈마(織

田一磨)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일본 창작 판화 협회」를 설립

하고 이듬해부터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5) 이러한 운동을 통

5) 「版畵藝術」, 156호, (2012년 여름),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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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술로서의 판화에 대한 각성이 시작되었고, 점차 많은 작

가들이 판화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 하면서 각 전람회에서도 판

화 부문이 생겨났다. 1927년에 열린 제 8회 제전(帝展)6)의 공모

요강을 보면, 기존의 유화, 수채화 등에 창작 판화가 추가되어 

오다 카즈마, 온치 코시로(恩地孝四郞)등이 출품 하였다. 1931년 

1월에는,「일본 창작 판화 협회」와 「양화 판화회」의 회원들이 

연합하여 「일본 판화 협회」를 발족하였다. 이 협회는 1934년의 

프랑스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1936, 37년에는 스위스, 미국, 

영국, 독일에서 현대 일본 판화전을 개최하였고, 대외적으로 일

본의 판화를 알리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7) 이들은 자화(自畵), 

자각(自刻), 자접(自摺)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예술가들이 자

신만의 개성을 갖고 미에 대한 표현을 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창

출해 낸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2. 일본 현대 판화의 태동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19세기 이후부터 일본의 우키요에가 알

려졌었고, 그것을 따로 수집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

나 일본에서의 우키요에는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공예품이라는 

인식이 컸었고, 그 이후에 제작된 창작 판화에 대한 평가도 서양

화나 일본화의 가치보다 낮았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제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판화는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로 

침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화가 부흥

기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컸다. 당시 일본에 

주재했던 윌리엄 하트넷(William Hartnett), 올리버 스테틀러

(Oliver Statler), 제임스 미체너(Michener, James A)들은 주로 

우키요에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지만, 우키요에 이후의 신판화(新

6) 「제전(帝展) :「제국 미술원 전시회(帝国美術院展覧会)」의 줄임말. 제국 미

술원에서 주최한 관전으로, 문부성 미술 전람회 이후 1919년부터 매년 개최되

었다. 1937년, 제국 미술원이 폐지되면서 다시 문전文展으로, 1946년 부터는 

일본 미술 전시회(日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7) 関西現代版画史編集委員会,『関西現代版画史』, 美学出版, 2007,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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版畵)8), 특히 창작 판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판화 작품을 수집하

거나 자국에 판화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벌였던 미국인들

에 의해서도 일본의 판화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9) 메

이지 시대(1868년~1912년)전후 유럽으로 전파된 우키요에에 대한 

유럽인들의 선호와는 별개로, 1950년대의 다수의 국제 전람회에

서 일본의 창작 판화가 주목 받았던 것으로도 당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의 현대 판화는 국제 판화 전람회나 국제 비엔날레에서

도 다수 수상하며 그 가치를 평가 받기 시작했다. 1951년에 개최

된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사이토 키요시(斎藤 清)가 수상한 이

후 1955년, 무나가타 싯코(東方志功)가 그랑프리를 수상하였고, 

1957년에는 하마구치 요조(浜口陽三)가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베니스 비엔날레 전에서도 1956년 무나가타 싯코가 그랑프리를 

수상 했다. 또 루가노 국제판화전에선 1952년 무나가타 싯코가, 

1956년에 하마다 치메이(浜田知明), 1958년 야마구치 겐(山口 

源)이 모두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류블라냐 국제 판

화 비엔날레에서는 56년 사이토 키요시와 야마구치 겐이 수상 하

는 등 연속하여 유수한 국제 전시회에서 각광을 받았다.10) 일본 

내에서 다른 예술의 장르보다 그 가치를 낮게 평가 받았던 판화

가 해외에서 이토록 크게 인정받았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19세기 

유럽에 전파되었던 우키요에 판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서도 일본화나 회화, 조각품보다는 창작 판화 자체가 일본인만의 

독특한 시각을 평면적으로 잘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해외

에서 판화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자, 일본 내에서도 판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흐름을 따라 일본에서도 첫 국제 미

술 전람회인 1957년,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가 개막 되었다. 

8) 신판화(新版畵) : 메이지 30년 전후부터 쇼와 시대에 그려진 판화. 판의 원판

을 중심으로 하여 종래의 우키요에 판화와 비슷하게 에시(원화가), 호리시(판

을 제작하는 사람), 스리시(인쇄하는 사람)에 의한 분업에 의해 제작되어, 우

키요에의 근대화, 부흥을 목표로 하였다.

9) 「版畵藝術」, 110호, (2000년), pp.96~97.

10) 小野忠重,『日本版画美術全集』, 講談社, 1962, p.170.



419

이 전람회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1957년에서 1979년

까지 11회에 걸쳐 이어졌다.11)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작가들이 등

장했고 실험적이면서도 참신한 방식의 표현이 나타났다. 이 국제

적인 행사로 인해 일본의 현대 판화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

졌고, 일본의 일반인 관객들도 판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다양한 국제 전람회에서 일본인 판화가들이 

입상을 계속하면서 일본인 작가들의 판화 작품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3. 일본 현대 판화의 부흥기

일본의 현대 판화는 창작 판화가 탄생한 뒤인 1970년대 이후부

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 일본의 미술계는 변혁기

를 맞이하였는데, 그 시작은 1970년을 전후로 등장한 모노파(モ

ノ派)12)라고 명명된 작가들의 작품 발표에서 부터였다.

그들은 작품은 작가 자신의 주체 혹은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로서의 모노(モノ)라고 하는 그 이전

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13) 이와 함께 

1968년 노다 테츠야(野田哲也)가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 <일기 1968

년 8월 22일>을 볼 수 있다. 

11) 関西現代版画史編集委員会,『関西現代版画史』, 美学出版, 2007, p.17.

12) 1970년 미술 수첩의 좌담회인 「발언하는 신인들」에 등장한 이우환(李禹

煥), 세키네 노부오(関根伸夫), 스가 기시오(菅木志雄), 나리타 가쓰히코(成

田克彦), 요시다 가쓰로(吉田克朗)등을 중심으로한 1960-70년대의 일본 현대 

미술의 동향. 작가 자신의 세계관을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우연히 모

노(モノ)에 불과하다는 개념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物)로써의 모노

(物)가 아니라 선택된 모노(モノ)를 통해서 세계를 열어보인다는(開示, 

disclose) 점이다.

13) 사와라기 노이, 김정복 역, 『일본·현대·미술』, 두성북스, 2012 

pp.187~192에서 참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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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다　테츠야, <일기:1968년 8월 22일>, 1968년, 실크스크린, 

목판, 일본 종이, 81.5x81.5cm

출처 : 판화예술(版畵藝術), 1998(100호), p.88

이 작품은 일반적인 가족의 초상화와는 달리 각 사람의 머리, 

심지어 화분 위에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붙어있다.14) 

이로써 작가는 사람과 물건의 가치를 모노라는 각각의 존재들을 

나열시킴으로써 개념 미술적 성격을 드러냈다. 1970년대엔 다수

의 작가들이 판화의 기법이나 독창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판화

의 표현 매체로 활용 했었다. 70년대 초 사진 영상으로 실크 스

크린을 제작했던 키무라 히데키(木村 秀樹)를 포함한 관서(関
西)15)의 판화가 들은 맥시 그라피카 「MAXI GRAPHICA」라는 그룹

을 결성하여 대형 판화들을 발표 했었는데, 사진과 영상을 사용

하여 평면에 드러난 이미지들은 당시 개념 미술의 표현 방식과 

유사했다.16) 1972년 제 8회 동경 국제 비엔날레의 판화 부문에서 

국제 대상을 수상한 타카마츠 지로(高松次郎)의 <the story 1972

년>은 타자기로 인쇄된 알파벳들을 조합하고 복제한 것을 파일에 

넣은 것이었다.17) 이 작품은 복사기라는 기계를 사용했다는 점

14) 「版畵藝術」, 125호, (2004년), p.87.

15) 관서(關西) : 일본의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관서의 범위는 오사카, 교토, 

효고, 시가, 나라, 와카야마의 2부 4현을 말한다. 
16) 「版畵藝術」, 158호, (2012년), p.65.

17) 「版畵藝術」, 125호, (2004년),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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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속 인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판화의 간접성과 복수성

을 충족 시켰다. 1970년대부터 활약해 온 이다 쇼이치(井田照一)

는 “surface is the between(표면은 사이이다)”, 즉 “표면이

란 수직과 수평의 에너지가 만나는 장소이다.”18)라고 하는 개념

으로 제작을 전개 시켰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작업실에서 우연

히 종이 위에 남겨진 누름돌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로 인해 사물

과 사물이 우연히 만나는 접점과 판화의 과정에 대한 개념을 생

각해낸 것이었다. 그는 그 개념을 통해 제작한 <돌과 종이와 돌

(石と紙と石)>이라는 작품으로 제 10회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

에서 문부대신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전시의 제 11회, 한국 출신

의 작가 이우환(李禹煥)은 목판화 작품 <項 B>로 교토 국립 근대 

미술관상을 수상하였다. 작가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

심이었던 근대 미술과 달리 모노파의 작품은 사물 자체 혹은 사

물의 형상을 풀어 놓은 것이었다. 70년대 이래 모노파의 이론적 

이념을 이끌어왔던 이우환은 판화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 

의식하며 작가 주체에서 벗어나면서도 사물에도 거리를 가진 '모

노'로써 있을 수 있게 하는 점에 대하여 말했다.19) 그는 판화로 

무엇인가를 그려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판을 파내는 것, 판을 찍

는 것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실로 위의 작품도 목판을 

파낸 그 흔적을 드러낸 것이었다. 

18) 「版畵藝術」, 158호, (2012년), p.34에서 재인용.

19) 위의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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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다 쇼이치, <돌과 종이와 돌(石と紙と石)>, 1976년, 

94x62.5cm, 석판화

출처: 東京新聞, 2004, p.181

이처럼 70년대의 판화는 미술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로 사용 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판화 개념의 확대가 가져온 경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판화라는 독립된 장르가 

아닌 현대 미술의 표현 양식의 하나로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우려가 생겨났던 것이다.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도 개

념 미술적인 판화 작품들이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논란은 

더 심해졌고, 결국 1979년 제 11회로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는 

막을 내렸다. 

4. 일본 현대 판화의 성숙기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80년대가 되자 일본의 

판화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1970년대를 전후로 각 미술 대학에 판화과가 설립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에서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 실크스크린의 네 

종류의 판의 기법들을 기본으로 한 교육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프

레스 기와 각종 판화 도구들도 발전 되었다. 그리고 판화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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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롭고 독

특한 판화가 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예로는 목판을 사용하여 

석판화의 기법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목판 리도그라피

(woodcut lithography), 서양의 인그레이빙(engraving)기법20)을 

독자적인 기법으로 재탄생시킨 목구 목판화21), 우키요에에서 사

용되었던 전통적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성 목판화  등이 

있다. 특히 목판화의 경우 일본의 전통 종이나 물감 혹은 판목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작가들이 다수 생겨났다. 

그림4. 고바야시 케이세이, <소생의 시간(蘇生の刻>, 

1988년, 90x158cm, 목구목판화

출처 : 판화예술(版畵藝術), 2012(158호), p.63

히와사키 다카오(日和崎尊夫)는 메이지 시대부터 삽화나 도안 

제작을 위하여 사용 되었던 목구목판을 판화의 기법으로 사용하

였다. 목구목판은 일반적으로 안피지(雁皮紙)라는 얇은 전통 종

이(和紙)를 덧대어서 인쇄한 것으로, 종이에 검은 잉크가 배어 

나오게 된다. 즉 하나의 판으로 제대로 된 형체와 거꾸로 된 형

체의 두 종류가 인쇄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고바야시 케이세이(小林敬生)는 반

전, 역전된 부분의 판을 연결하여 큰 화면의 목구 목판화를 만들

20) 인그레이빙(engraving) : 뷰린(burin)이라는 금속 조각도를 사용하여 요판

(凹版)을 제작하는 기법. 

21) 목구목판화(Wood engraving) : 나무를 가로로 잘랐을 때의 판면(版面)을 판

각하여 찍은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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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냈다.22) 그는 작은 화면에 응축된 치밀한 표현이라고 알려진 

목구목판화의 제한된 틀을 깨고, 대형 목구 목판화의 발표를 계

속해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현대 일본 사회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찰을 작품에 드러내며, "2차원(평면)을 다차원화하는 회화 공

간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23) 

쿠로사키 아키라(黑崎 彰)는 우키요에의 전통적 기법을 배운 

뒤,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법을 개발하여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그는 제 7회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문부대신상을 

수상한 <어둠의 콤포지션(闇のコンポジション)>을 통하여, 판을 

인쇄할 때의 색상과 판의 조합, 그리고 인쇄 순서의 변경을 통한 

변화를 선보였다. 또 그는 1980년에 방문한 한국에서 처음 접한 

한지와 일본 종이를 함께 사용하여 목판화 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작가의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작품

의 크기와 설치 장소에 대한 제한에서도 점차 자유로워 졌다. 그

런 이유로 90년대에는 많은 미술 전람회에서 회화에 견줄 수 있

는 크기의 대형 판화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각 판화

가 들과 대학 교육 차원에서의 기법의 연구는 계속 되어 폴리에

스터 수지를 이용한 판화, 환경 친화적인 잉크나 판재를 사용한 

판화, 종이 조형, 새로운 형태와 재료를 사용한 판화에 대한 연

구 등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Ⅲ. 세계에 알려진 현대 일본 판화 - 일본 판화가들의 활약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에서의 비

엔날레로 일본인 판화가들이 속속 큰 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의 판

화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인으로서 해외 국제 미술전에서 최초로 수상한 것은 1951

22) 「版畵藝術」, 100호, (1998년), pp.86~88

23) 「版畵藝術」, 158호, (2012년), p.6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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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1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재(在)브라질 일본인 상을 받았

던 사이토 키요시(斎藤 清)였다. 이는 브라질에 사는 일본인에게 

주어진 상이었지만, 일본화나 서양화, 조각 등의 다른 출품작들 

속에서 일본의 목판화가 높게 평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7년에 

개막한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는 이즈미 시게루(泉　茂)、

이케다 마스오(池田満寿夫)、카노 미츠오(加納光於)등의 작가들

이 데뷔하였고, 60년대의 일본 판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60년대에는 소학교의 미술 교과에 판화가 도입되면서 점차적으로 

판화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인 70년대 초에는 

제 1차 판화 붐이 일어났었다.24) 그것은 1964년의 동경 올림픽 

개최의 해부터 70년의 오사카 만국 박람회까지가, 일본에 방문하

는 외국인 여행객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외국

인들에 의한 수집과 홍보 및 국제 판화 비엔날레와 전시에서 수

상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명성을 높인 일본의 판화는 현재에 이르

기까지 미술의 한 장르로써 입지를 굳혀 왔고, 그 기법의 다양

함, 표현의 완성도와 독특함을 강점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일구어 

왔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본 현대 판화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일본의 판

화가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몇 명 들

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쿠니요시 야스오 (國吉 康雄　Yasuo KUNIYOSHI, 1889~1953)

일본의 오카야마에서 출생한 쿠니요시 야스오는 1906년, 17세

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일본에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아버지의 조언도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는 로스엔젤레스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 그의 미술적 재능

을 발견한 교사의 추천에 의해 미술 디자인 학교에 통학하며 화

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4) 「版畵藝術」, 110호, (2000년),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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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요시 야스오는 1916년, 아트 스튜던트 리그(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에 입학한 뒤 케네스 헤이스 밀러(Kenneth 

Hayes Miller)의 지도를 받았고, 재학 중 쥘 파스킨(Jules 

Pascin) 과 같은 후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더욱 미술적 재능을 진보시켜간 그는 1917년 새로운 독립 미술 

협회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했고, 1920년에 반 아카데미적인 성

향의「펭귄 클럽」의 전시에 초대받게 된 것을 계기로 1922년에

는 뉴욕에서도 개인전을 개관하였다. 쿠니요시의 초기 작품은 인

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었다. 그러한 그의 대표작으로 

<자화상>(1918), <테이블 앞의 여자>(1917) 등이 있다. 그는 이

후 1925년, 쥘 파스킨의 초대를 받고 유럽에 건너가 체재하였

다.25)

 

그림 6. 쿠니요시 야스오, <줄 타기의 여자(綱渡りの女)>, 

1938년, 석판화, 39.5x30cm

출처: 長谷川公之, 1996, p.160

그는 유럽에서 작품을 제작하면서, 초기의 인상파와 큐비즘에 

영향을 받았던 화풍에서 벗어나 차츰 상상에서 현실로 촛점을 바

꾸었고, 사회적인 주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작품 세계를 확립했다. 1930년대 이후의 쿠니요시 야스오의 작품

25) 長谷川公之,『現代版畵世界の100人』, 英光,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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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커스단이나 술집의 여인들을 주요 모티브로 삼았는데, 작

고 약한 존재인듯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에 

스며들어 있는 고독함과 생명력을 그려내고자 했다.  

그는 1929년에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19 명의 현대 미국 

화가 전시회'의 1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26) 1933년부터 모교인 

아트 스튜던트 리그의 교수가 되어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도 했

던 쿠니요시는 템플 골드 메달, 골든 게이트 국제전 일등상등 을 

수상하였고 1944년에는 카네기 인스티튜트전 일등상도 수상했다. 

1948년, 쿠니요시 야스오의 회고전이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렸던 

것은 그가 예술가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다는 증거였다. 인종 

차별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던 시대에, 그가 미국에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았던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의 판화 작품에 관한 카탈로그 레조네27)인 <Yasuo Kuniyoshi: 

The Complete Graphic Work>는 1991년 리차드 드뷔스(Richard A. 

Davis)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의 알랜 워프시 파인 아트(Alan 

Wofsy Fine Arts)에서 간행 되었다.28)

2. 하마구치 요조 (浜口　陽三 Yozo HAMAGUCHI 1909~2000) 

하마구치 요조는 흑백의 농담 차이를 이용한 표현 기법이었던 

메조틴트 기법을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으로 처음 

완성 시킨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판화 작가이다. 그는 동

경 미술 학교의 조각과에 입학하였지만, 도중 학업을 중단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다. 하마구치 요조의 동판화는 파리에서 체

류할 당시, 드라이 포인트를 제작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

나 1939년, 제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그는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수년 간 작품 제작에 몰두할 수 없게 되었다. 하마구치 

26) 山口泰二,『アメリカ美術と国吉康雄－開拓者の軌跡』, NHK出版, 2004年, 

pp.82-84.

27) 카탈로그 레조네 : 작가의 작품들, 재료나 기법, 제작시기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소장이력, 전시이력, 참고자료 리스트, 작가의 생애, 제작 당시의 개인

사, 신체조건, 정신상태 등을 집대성한 작품 총서이다. 

28) 위의 책,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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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조가 동판화의 제작에 본격적으로 전념하게 된 것은 1948년부

터였다. 1953년, 다시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파리에서 동판화를 

제작하는 한편 하마다 치메이(浜田知明)、세키네 준이치로(関根

準一郎)등과 일본 동판화 협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1955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컬러 메조틴트 작품 <수박西瓜>으로 1957년에는 

상파울로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판화 대상을 수상하였다. 더불

어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국립 근대 미술관상을 각각 수

상했다. 

그림 7. 하마구치 요조, <파리의지붕(パリの屋根)>,

1956년, 19.5x19cm, 메조틴트 

출처 : 판화예술(版畵藝術), 2013(160호), p.22

그가 1956년에 제작하여 자유 미술전에 출품한 <파리의 지붕

(パリの屋根)>은 컬러 메조틴트의 기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작품

이었다. 이후, 루가노 국제 판화 비엔날레(1958년), 류블라냐 국

제 판화전(1961년), 클라코우 국제 판화 비엔날레(1966년) 등, 

수많은 국제 판화전에서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다. 

1981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제작을 지속했다. 그

의 작품인 <체리와 푸른 그릇(さくらと靑い鉢)>은 1984년의 사라

예보 동계 올림픽의 기념 포스터로 발탁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선

보였으며, 이듬해인 1985년에는 벨기에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기도 하였다. 1988년에는 상파울루 미술관과 콜롬비아의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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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 미술관에서 개인 회고전을 개최 했다.29) 하마구치 요조의 

판화 작품들은 독특한 분위기와 이미지로 예술적으로 훌륭한 것

은 물론이고, 그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 내고 완

성해냈다는 점에서 세계 판화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한 그

의 판화작품을 수록한 화집으로는 1973년에 발간된 『하마구치 

요조 판화 작품집(글 =土方定一, Vieira da Silva 도판/컬러 메

조틴트 38점, 컬러 석판화 8점, 모노크롬 메조틴트 61점)』과 

1976년에 이본느 하겐(Yvonne. Hagen)이 편집한 『Hamaguchi's 

color mezzotints(도판53점 게재)』이 있다. 그리고 그의 판화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카탈로그 레조네인 하마구치 요조 

전 판화(松村定育, 편집, 1985년 M 갤러리에서 발행)』가 발행되

었다. 

4. 나카야마 타다시 (中山 正 Tadashi NAKAYAMA, 1927~1964)

타마 미술대학에서 유화를 배운 나카야마 타다시가 목판화의 

제작을 시작한 것은 1950년경의 일이었다. 그는 그 이전에 석판

화도 다수 제작 하여, 석판화 화집인『라파손(1959년, 자가 출

판)』과『기사가 없는 말(1963년, 파가니 화랑)』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바렌을 사용하여 겹쳐 찍어 내는 전통적

인 기법의 다색 목판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그

가 2회에 걸쳐 해외에서 체재한 이후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동판

화나 석판화 작품들을 감상한 뒤, 전통적인 우키요에의 기법이 

자신의 작품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카야

마 타다시는 샤라쿠(寫樂)30)의 작품을 보고나서, 그의 작품에 사

용되었던 키라즈리(雲母刷り)기법31)에 영향을 받았다. 전통적인 

29)"하마구치 요조에 대하여(浜口陽三について)", ヤマサコレクション, 2014, 

(http://www.yamasa.com/musee/about/hamaguchi/)

30) 도슈샤이 샤라쿠(東洲斎写楽) :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 화가이다. 1794년 5월

부터 1795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약 145여 점의 작품을 출판 한 뒤, 사라진 

의문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31) 키라즈리(雲母刷り) : 우키요에 판화 기법의 하나이다. 목판 면에 풀과 아교

를 붙인 뒤 종이를 인쇄하고 그 위에 운모가루를 뿌린다. 건조 된 후에 남은 

가루를 털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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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요에의 기법을 배우고, 점차 은박과 금박을 붙이거나 한번 

붙이고 비비거나 벗기는 등의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나카야마 타다시는 자신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비잔

틴 미술관에서 성상을 감상하며 그 작품에서 반사된 빛과 종교적 

분위기에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32) 그러한 그의 작품들

에서는 금박과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진 빛의 표현이 아름다운 작

품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의 작품 카탈로그인 『나카야마 타다시 목판화 작품집(1985년, 

KATO갤러리ㅡ간행)』은 44점의 원색 복제 판화와 1958~89년의 전 

작품 상세 리스트를 수록하며, 일본의 긴자(銀座)와 와코(和光)

에서의 개인전의 개관에 맞춰 간행 되었다. 그의 카탈로그 레조

네인 『T.Nakayama His Life and Works(Irongate Editions 

Limited)』는 1982년 카피 헨드릭스(Kappy Hendricks)의 편집으

로 미국에서 간행되었다.33) 나카야마 타다시의 카탈로그 레조네

가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출판된 것은 그만큼 그가 미국에서 크

게 인정받은 작가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 이케다 마스오 (池田　満寿夫 Masuo IKEDA, 1934~1997) 

이케다 마스오는 23세인 1957년, 제 1회 동경 국제 판화 비엔

날레에서 입선으로 데뷔하였다. 그 이후 1960년, 제 2회 동경 국

제 판화 비엔날레에서는 <여자, 동물들(女、動物だち)>등의 세 

작품이 문부대신상을 수상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1962년 제

3회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는 동경 도지사상을 수상, 또 

64년의 같은 전시에서 국립 근대 미술관상을 수상하며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의 스타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 지평을 국외까지 

넓힌 그는, 이듬해 65년의 류블라냐 국제 판화전에서 4등상을 수

상하였고, 이듬해엔 클라코우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수상 했

다. 이케다 마스오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판화용 니들

32) 「版畵藝術」, 158호, (2013년), p.56.

33) 長谷川公之,『現代版畵世界の100人, 英光,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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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판면을 지울 때 사용하는 스크래퍼로 세게 긁어서 묘사

하는 것으로, 굵고 얇은 선의 자유로운 변화가 특징이다. 또 바

탕을 이루는 색 판면도 아쿼틴트 기법34)을 사용하지 않고 룰렛을 

이용하여 순수한 색감을 표현했다.35) 

제 2회 동경 국제 판화 비엔날레의 심사위원 이었던 빌 그로먼

은 심사평에서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간결한 아름다움"과 "동

양의 그림자"를 칭찬했다.36) 이러한 평가를 계기로 1966년의 제 

33회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일본의 대표 작가로 선정되어 판화 부

문 국제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전인 1965년에는 동경 국제 판

화 비엔날레의 심사위원 이기도 했던 윌리엄 S. 리버맨의 기획으

로,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이케

다 마스오 판화전>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 미국의 브루

클린에서 열린 미국 국내 판화전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일본과 

미국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연이은 국제 판화전에서의 수상으로 

인해 이케다 마스오는 세계적인 작가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 또 

그의 작품은 아름다운 색채와 선묘, 개성적인 이미지로 인해 수

집가 및 두터운 팬 층을 확보했다. 1967년에는 젊은 작가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작품 카탈로그인『이케다 마스오 판화집』을 미

술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였다. 이것은 이케다 마스오가 1956년부

터 66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 172점을 게재한 것이었다. 그 이후, 

같은 미술 출판사에서 1972년에 『이케다 마스오 전 판화집』이, 

또 1991년에 달하여 『이케다 마스오 전판화』가 각각 간행되었

다.37) 이케다 마스오는 세계적인 판화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였다. 동경과 뉴욕을 오가며 일본

을 대표하는 판화가로서 제작 활동을 계속 해 나아갔던 그는 소

설가로 활동하기도 했고, 이후 도예에도 관심을 기울여 입체 조

34) 아쿼틴트(Aquatint) : 동판을 부식시켜 판을 제작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판

면에 송진 등의 가루를 이용하여 요철을 만든 뒤 판각하고, 그 후 부식을 통

해 명암의 농담을 표현 한다. 

35)「版畵藝術」, 160호, (2013년), p.39.

36) 堀元彰,『池田満寿夫知られざる全貌』, 展図録作品解説, 2008.에서 인용.

37) 長谷川公之,『現代版畵世界の100人』, 英光, 1996,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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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 나아갔다.

Ⅳ. 맺는말

앞서 살펴보았듯, 20세기 초반 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 예술

로 인정받지 못했었던 판화는, 일본화, 서양화, 조각 등의 다른 

예술 장르보다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지고 높이 평가 받아왔다. 

1950년대 이후에 이미 일본의 주요한 판화가들 다수가 국제적인 

전시회에 작품을 발표하여, 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그들의 

작품이 각지의 미술관에 소장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개최되어 온 

공간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도 참가자와 수상자의 다수가 일본

인 작가이며, 폴란드의 클라코우 국제 판화 트리엔날레, 류블라

냐 국제 판화 비엔날레 등 국제 전람회에서도 일본 현대 판화에 

관련된 기획 전시는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일본 판

화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우선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키요에가 19세기 서

양에 전달되어 인기를 끌었었던 점이 일본의 판화가 쉽게 세계에

서 인정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우키요에의 제작 형태에 반대하는 성격을 띈 창작 판화 운

동이 일본에서 인정받는 현대 예술로서의 판화의 흐름을 이끌어

냈고, 그 계보를 잇는 작가들의 다수가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난다. 이에 대하여 야

마다 치사부로38)는 현대 일본 판화가 가진 국제적 매력의 요인에 

대하여 첫째, "프랑스풍을 답습한 일본의 서양화나 독특한 일본

의 미를 깊게 파고들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화와 달

리, 판화는 작가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판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풀어냈다"는 점을 들었다.39) 그리고 둘째, "일본인의 사물을 보

38) 야마다 치사부로(山田智三郞, 1908년 10월 11일 - 1984년 4월 11일)는 동경 

출신의 미술 사가이다. 베를린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의 공립 여자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하이퍼 일본 미술관 초대 관장과 1968년 국립 서양 미술

관장을 맡았다.

39) 小野忠重,『日本版画美術全集』, 講談社, 1962,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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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평면적이라는 것과 판화는 그런 일본인에게 안성맞춤

인 표현 매체로써 일본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새로운 표현이 가

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그는 "비교적 가볍고 운반하

기 편리하다는 점에서도 판화는 세계로 진출하기 용이했다."는 

점을 들었다. 시기적으로 70년대 이후의 일본의 현대 판화는 당

시의 경제 호황기와 함께 더욱 성장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것

은 일본 내에 판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화랑과 판화를 수집하

려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대학에서의 

판화 교육 시스템이 구축 된 이후 양성된 젊은 작가들이 활약하

면서 판화가들의 층이 두터워졌다. 경제적 호황으로 인해 일반인 

관객들의 미술품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판화 콜렉터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판화가들 또한 활동의 의욕을 높여왔다. 하지

만, 일본의 거품 경제기가 끝난 이후 미술 시장과 함께 판화 시

장도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거품 경

제기40)에는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작품을 구매하

고, 해외의 옥션에도 직접 참가하여 고가의 미술품을 낙찰해 오

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작품 가격이 하락하며 그 

전에 비하여 작품이 팔리지 않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일본의 경제 흐름이 현대 판화 뿐 아니라 현대 예술 전반에 

영향을 크게 끼쳤다. 하지만 20세기 초반부터 견고하게 쌓아올려

진 일본의 현대 판화는 국내의 경제 상황과 별도로 국제적인 명

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판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갤러리나 박물관에서 세계적인 판화가의 회고전을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활약한 판화가들의 개인 회고전은 신인 

작가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일반 관객들에

게는 판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신진 일본 

판화가들의 초대전이나 그룹 기획전이 다수 열리고 있다. 이를 

40) 거품 경제기 : 1986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의 51개월동안 일본에서 일어

났다. 이 당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며 사회적 전반으로 영향을 끼쳤

다. 거품 경제가 종결된 뒤엔 극심한 장기침체가 도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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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진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통해 판화의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 판화가들이 지

금도 국제적인 전람회나 새로운 공모전에 문을 두드리고 수상하

고 있는 것이다.41) 일본의 판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

가 되었던 해외 전람회에서 끊임없이 일본인 판화가들이 상을 수

상하고 있는 점은 일본의 판화가 국제적인 위치를 굳건하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덧붙여 일본 국내에 판화를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화랑과 판화를 중심으로 한 전문 잡지가 존재하는 

점도 판화가들과 판화 애호가들이 판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앞

으로의 갈 길을 모색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화가들은 국제 전람회와 양국

의 교류전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교류해오고 있으며, 예술의 영

역에서 양국의 장벽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양국의 판화가 더욱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판화가들이 판화의 독자성과 

예술성에 대한 연구와 지식적 교류를 지속해 나아가면서도, 국가

를 초월하여 현대 판화 작품들을 향유하고자 하는 관객층을 확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척박한 환경에서

도 몇 명의 열정을 가진 작가들이 시작한 창작 판화가 현대 판화

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본 판화가 서양화나 

기타 예술 장르로 종속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화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판화 본연의 정체성을 견고하

게 정립했다. 현대 판화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에도 그

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좋은 기량을 가진 신인 작가들이 다수 배

출 되고, 다양한 형식의 판화 작품들이 제작되어 국제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국제 현대 판화의 중심에 서

서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현대 판화의 위상 확립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41)「版畵藝術」, 124호, (2012년),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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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Internationality of Japanese Modern Print in the World Print

Kim,Seung-Yeon ․ Shin, Ji-Yeon 

As the public Japanese art, print can be said to have started from 

Ukiyo-e print of Edo period(江戶時代, 1603~1867). Ukiyo-e(浮世繪) 

print, which 3 persons jointly produce, henceforth has gradually 

declined since the meiji period(明治時代, 1868~1912)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print technique and introduction of western art. 

Since then, during the daiso period(大正時代 1912~1926), creative 

print movement grew up. Creative print is, differently from Ukiyo-e 

print, to be produced by one person, from the original picture to 

print, focusing on creating the artist's own work by being the main 

agent of the work. During before and after 1900s, print was 

evaluated low in Japan, compared to western painting, sculpture, 

etc. Nevertheless, the facts that several Japanese print artists 

received awards from international exhibits since 1950s became a big 

topic internationally, which became an opportunity to hold Tokyo 

International Print Biennale in 1957 in Japan, the first 

international art festival. From then on, print was recognized as an 

art genre while new recognition on it was gradually accepted also in 

Japan. In 1970, a controversy on it arose, while the characteristic 

of print as a medium of modern art became strong, accordingly, a 

controversy on it arose. However, in 1980, it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n art genre by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various 

efforts in the dimension of print artists and university education. 

Since then, print artists who produce new works with completeness by 

applying traditional technique and modern expression mode emerged, 

and until now Japanese modern print art is highly recognized by the 

world through the continuous overseas activities, research on print 

art, and cultivation of young print artists. This research looked 

back on the historical process when Japanese modern print art was 

created, which represents Asia, and investigated the cause that it 

could have win an international fame.

Key Word : Modern Japanese Prints, The International Prints 

Biennale, Japanese Art Prints, The popularity of Japanes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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