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미술산책 작품 위치
지도에 <작품명·작가명·병원 내 위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품 설명>과 번호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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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01 Bronze form(1985-86)
헨리 무어 | 브론즈 | 442×240×80cm  
헨리 무어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추상조각을 선도한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자신의
유기적인 스타일을 대형화한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였다. 생애의 말년에 제작
된 이 작품은 돌과 바위, 뼈와 같은 자연의 대상에서 작품의 형태를 발견하는 작가의
조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형상 속에 원초적인 힘을 보유하고 자연
과 조화를 이루는 대작이다.

02 Working Model for Reclining Figure(1988)
페르난도 보테로 | 브론즈 | 152.2×230×116.8cm
콜롬비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보테로는 고전 조각의 이상미와 차
별화되는 둥글둥글하게 살진 인물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전 세계적
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특유의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을 한 여인
상의 시선과 팔다리의 동작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한 활력을
전달하며, 전체의 풍만한 볼륨은 매끄러운 금속의 표면 광택에 의해
더욱 돋보인다.

03 생의 오케스트라(1994)
송번수 | 두랄루민에 채색 | 500×1200×500cm
강렬한 색채와 짜임새 있는 구성의 송번수 작품은 자유롭게 공간을
가로지르는 유동성과 예상치 못한 에너지를 공간에 부여하였다. 녹
색과 청색, 적색 등 원색의 타원형 판들이 각기 다른 높이로 설치된
모빌은 리듬감과 발랄함, 나아가 활력을 선사한다. 수직공간의 자연
광 속에 떠있는 작품의 역동적인 힘은 광대한 로비에 인간적인 감성
을 깃들이게 한다.

04 얼굴(1994)

06 Dialogue(2013)
이우환 | 캔버스에 안료
| 194×130cm(4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미술가
이우환은 현상학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 화두인 ‘만남’과
‘무한성’의 미학을 구체화한 작
업을 선보여왔다. 최소한의 붓
자국 간에 긴장감 있는 대립과
조화가 동시에 느껴지는 이 그림에서 여백과 그려진 이미지 사이에 소리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며, 화면을
마주한 관객은 은연중 작품과 상호 교감을 이룰 수 있다.

08 SMC 행복의 벽
문화와 예술의 관람과 참여를 통해 행복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별관 통로의 벽에 상설 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최고의 명화 도판을 활용한 SMC도판미술관과 계절과 테마에
따라 환자와 직원이 참여하는 전시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09 작품(1978)

최종태 | 대리석 | 102×31×150cm
고대 조각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최종태의 소녀상 연작은 티 없이 맑고 천진한
인물 속에서 자연의 절대성을 모색한다. 얼굴 측면의 윤곽을 평면적으로 재현한
작품은 세부를 배제하는 전통미술의 엄격함을 이어받고 있다. 간결하지만 섬세한
묘사와 매끄러운 돌의 마감은 얼굴의 추상화된 형태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인간미
를 담보한다.

한국 현대추상 조각의 1세대인 박석원은 석조에 집중하면서 단
순하고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조각의 기본개념인 매스에 탐닉
했다. 받침대가 없는 덩어리 조각은 간결한 구조 속에서 다양
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배열되는데, 이는 관계의 미학에 근본을
두고 있다. 작가가 추구해온 조각의 매스들은 기본 형태 속에
서 상호 간의 관계에 작품의 토대를 가진다.

정창섭 | 캔버스에 닥종이 | 3700×400cm
한국 앵포르멜(Informel, 유럽추상미술)미술의 선구자인 정창섭은
전통회화의 재료인 닥종이를 다루는 행위를 통해 작품과 하나가 되
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합일의 과정을 거쳐 서구와 차별화되는 한
국 고유의 전통과 미를 찾아 예술로 승화하였다. 자기 수양에 가까
운 창작행위를 추구한 작가는 ‘묵고’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회화가 갖
는 명상적 의미를 재고하고 있다.

엄정순 | 캔버스에 아크릴 | 260×150cm

김인겸은 존재론적 사유와 우리 것에 대한 문화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세계를
구축해갔다. 한 장의 잎사귀가 영롱한 물방울 모양으로 솟아오르는 추상적인 형상
으로, 새잎의 성장과 무한한 생명력을 함께 표현한다. 단순한 형태는 생명의 정신과
의지, 그리고 앞날의 희망을 나타내며 너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잡아 끈다.

엄정순의 작업은 신체적 그리기의 특성이 강하며 그가 쓰
는 다양한 선들은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가 생각의 길이며 에너지이다. 이 그림에서 모란은 현
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다채로운 색과 활달한 선으로 묘
사되어, 전통문화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표상하는 기복적
상징에 가깝다.

12 하늘에 그려본 풍경(1994) | 박영남 | 캔버스에 아크릴릭 | 750×200cm
한국 추상회화의 계보를 잇고 있는 박영남은 사각형과 원, 수직선과 대각선 등의 기하학적 형태들로 자연의
풍경을 구현한다. 인간의 생명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순수 조형언어로 표현하는 그의 작품은 손가락으로
물감을 바르는 직접적 방법을 통해 색채의 순도를 고조시키며 즉흥적이고 음악적인 리듬감을 보여준다.

10 묵시공간-우주(1995)

17 PINE TREE(2007)
배병우 | C-print mounted on aluminum,
Diasec | 260×135cm
소나무, 바다, 산과 같은 한국의 정서를 사진
에 담아 온 배병우는 평범한 소재를 탁월한
심도로 표현해내는 작가이다. 특히 〈소나무〉
연작에는 고고한 절개와 정신적인 지조를 상
징하는 소나무와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가 함
께 투영되어 있다. 자연에 대한 관조적인 자
세를 바탕으로 한 그의 사진들은 한국 수묵화
의 연장선에 서 있다.

이기봉 | plexiglass, acrylic, medium
| 145×145cm(2점)  
이기봉은 인간과 사물, 세계의 본질을 이루는 구조
와 흐름, 그리고 그것이 파생하는 다양한 의미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안개에 둘러싸인 수목을 그린 풍
경화 작품에서 화면은 물기를 가득 머금은 듯 촉
촉하며, 나무가 서 있는 평범한 정경은 존재와 소
멸의 모호한 중간 영역이자 작가가 추구하는 지점
인 사라짐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16 모란도(2007)

김인겸 | 스텐레스 스틸, 우레탄페인트, 마천석 | 640×240×100cm

07 Surface to Air(2007)

박석원 | 화강암 | 40×225×35cm

05 묵고 93697(1994)

11 생성21(2007)

13 무제(2007) | 김홍주 | 캔버스에 유채 | 170×190cm
김홍주는 회화의 기본 전제인 재현에 대한 역설적인 비판을 통해 회화의 본질을 탐
구한다.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고 하나의 대상만을 화폭 가득 채운 그림은 이차원적
인 평면성과 이미지의 관계에 집중한다. 세필의 무수한 붓질로 그리는 과정에 중점
을 두고 있는 그림의 대상을 넘어서,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14 햇살이 비치는 사과(2007)
한운성 | 캔버스에 유채 | 330×150cm
작가는 ‘과일채집’ 시리즈에서 친숙한 과일들을
거대하게 그려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보여주었다.
소재의 비현실적 규모와 세세한 묘사는 평범한 현
실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관객들은 햇살이 밝게
드리워진 사과에서 관념적이고 조형적 성질을 인
식할 뿐 아니라, 자연광과 과일이 상징하는 희망
과 생명을 동시에 떠올리게 된다.

15 농원(1994)

김인겸 | 알루미늄 | 230×500×200cm

이대원 | 캔버스에 아크릴 | 300×150cm

한국 전통건축의 문 구조에서 빌린 연결 판 형상을 한 김인겸
의 작품은 우주적 질서를 반영하는 긴장된 침묵의 무게를 전달
하며 서 있다. 단순하고 평면적인 형태로 금속판을 엮은 조각
은 ‘묵시’라는 제목에 맞게 그 자체로 무엇을 표상하기 보다 평
면들 사이의 공간에 풍부한 울림을 담아내고 고대의 신비를 암
시하는 아득한 깊이를 담고 있다.

만학으로 화가의 길에 접에든 이대원은 자연의 모
습을 따뜻하고 밝은 원색의 점묘법으로 그리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햇빛이 쏟아지는 농원을 화려한 색점과 강렬한 터
치로 구성하여 작가의 감흥과 자유로운 필치에서
나오는 눈부신 감각을 담아내었다.

18 적79-9(1979)
전국광 | 화강암 | 164×185×65cm
전국광은 타고난 재능과 형식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지로 한국 현대 조각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작가이다. 그는 사물을 모방한다든가 조형적인 구성으로 변주
하는 것이 아닌，매스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각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
했다. 묵직한 석재를 여러 겹 겹쳐 출렁대는 수면을 표현한 ‘적(積)’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9 메세지(1980)
조성묵 | 화강암 | 220×125×70cm
조성묵은 조각면의 해석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조각의 볼륨과 구조를 모두
배제한 평면화된 조각 작품을 제작해 왔다. 이 작품 역시 두께를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전면이 평평한데, 부서진 석판의 일부처럼 남은 표면에 저부조로 조각한 섬
세한 문양들이 잊힌 문명의 잔해처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 적79.9(1979)
박석원 | 화강암 | 188×155.5×54cm
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중 하나인 박석원의 석조는 거대한 스케일과 단순한 형태
로 추상미술의 환원적 특성을 구현한다. 꼭짓점이 열린 삼각형 형태는 기하도형의
간결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돌 표면의 질감과 미묘한 절단면이 조화를 이뤄 기존
미니멀 조각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친근감과 생명력을 풍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