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명화를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수익성 좋은 사업처럼 그려집니다.
실제로도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지 평범한 우리들은 알기 어렵지만, 그런 셈 치고 이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모던 아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랑의 운영자가 되어, 다섯 명의 근대 거장 화가들이 그려낸 작품들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게임입니다.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게임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가장 높이 부른 사람에게 자신이 소유한 그림을 팔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내놓은 그림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구매할 때는 나중에 가격이 오르게 될 작품을 골라서 신중히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시즌이 끝나면 각자 이번 시즌에 낙찰 받은 그림을 시세에 따라 판매합니다. 어떤 화가의 작품이 고가에 거래될 것인지, 여러분의 안목을 시험해 보세요.

게임 목표
이 게임은 네 번의 경매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자기 손에서 경매에 출품할 그림을 골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경매를 진행합
니다. 다섯 명의 화가 중에서 한 화가의 작품이 다섯 점 째 출품이 되면 한 번의 경매 시즌이 끝납니다.
경매 시즌이 끝나면 각자 낙찰받은 그림들을 판매하는데, 그 시즌 동안 어떤 화가의 그림이 얼마나 많이 출품되었는지에 따라 그림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경매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전 시즌에 누적된 순위에 따라 그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번의 경매 시즌이 끝났을 때,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게임 구성물
시세 보드 1개 (양면)

가림막 5개

시세 마커 12개

미니 이젤

경매봉과 받침판

x4
x4
x4
모던아트 카드 70장

주머니 1개

코인 6종 94개

x10

Gustav

Klimt

1908
the kiss

play

르네상스 카드 70장
참고하세요: 이 게임에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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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

버전의 작품 카드 세트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근대 화가의 작품 카드를

x12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원하는

x35

그 카드에 맞는 면으로 사용하세요.

카드 세트를 선택하고, 시세 보드를

x12

x15

게임 설명서 1부

게임 준비
2

1 시세 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3

2 카드를 잘 섞고, 게임 인원수에 따라 카드를 나눠 받습니다.
• 3인 게임: 각자 10장씩
• 4인 게임: 각자 9장씩
• 5인 게임: 각자 8장씩

4

3 남은 카드는 더미를 만들어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시세 보드 옆에 놓
습니다.

1

4 각자 시작 자금을 100씩 받습니다. 나머지 코인은 한 쪽에 쌓아 놓고,
공급처로 사용합니다.

5 각자 가림막 1개를 받습니다.

5

이 가림막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숨기는 데 사용합니다. 게임이 끝

6

날 때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6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경매 진행자가 되어, 경매봉과 받침판을 받

1

습니다.

게임 진행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부터 차례를 시작하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경매 진행자가 되어 그림 하나를 경매에 출품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
•
•
•

자신의 손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테이블 가운데에 내려놓습니다. 이 작품은 경매에 출품되었습니다.
내려놓은 카드의 경매 방식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례를 진행하는 사람이 경매 진행자이지만, 더블 경매는 예외입니다.
입찰할 때는 반드시 1 이상을 불러야 합니다. 자신이 가림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내에서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를 가장 높게 부른 사람은 경매 진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낙찰 받은 카드를 자기 앞에 펼쳐 놓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경매
진행자 본인이면 은행에 금액을 지불합니다. 만약 입찰자가 아무도 없으면, 경매 진행자가 해당 카드를 공짜로 가져갑니다.(정찰가 경매는 예외입니다.)

카드의 판매가 끝나면 경매 진행자의 왼쪽 사람이 다음 경매의 진행자가 되어, 경매봉과 받침판을 가져갑니다.
경매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며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방식
경매 방식은 다섯 가지 입니다. 작품 카드의 왼쪽 위에 5가지 경매 표식 중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Edvard Munch
the scream 1893

공개 경매

주먹 경매

정찰가 경매

더블 경매

공개 경매

한바퀴 경매

경매 진행자를 포함한 모두가 특정 순서 없이 원하는 대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를 금액을 크게 말하면서 입찰합니다. 정해진 순서가 없기 때문

24! 32!

3
25! 8!

20!

에, 경매 진행자는 입찰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높게 입찰할 사람이 없으면 경매가 끝납니다. 경매를 끝내기 전에 경매 진행자는 “하나,
둘, 셋, 낙찰되었습니다!” 등의 마감 멘트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매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주먹 경매

경매 진행자를 포함한 모두가 동시에 비공개로 한 번 입찰합니다.

자신이 입찰한 금액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을 손에
들고 주먹을 쥡니다. 입찰을 원하지 않으면 빈 주먹을 쥐면 됩니다. 모두 준비되
면 동시에 주먹 쥔 손을 공개합니다. 빈 주먹이더라도 공개해야 하며, 입찰한 금액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바닥을 천장을 향해서 펼칩니다. 입찰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경매 진행자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 받습니다. 최고 입
찰가를 제시한 사람 중에 경매 진행자가 있으면, 경매 진행자가 낙찰 받습니다.

한바퀴 경매

각자 한 번씩 입찰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자의 왼쪽 사람부터

입찰을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패스 또는 입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

20!

패스!

24!

패스!

패스!

패스!

구입!

니다. 입찰을 원하면 앞서 나온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부르고, 원하지 않으면 패스
합니다. 경매 진행자는 제일 마지막에 입찰 기회를 얻습니다. 경매 진행자가 입찰하거나 패스
하면 경매가 끝납니다.

정찰가 경매

경매 진행자가 해당 그림의 가격을 책정하고, 정찰 가격을 큰

소리로 알립니다.
왼쪽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정찰가에 카드를 살 기회가 있습니다. 아
무도 낙찰받지 않으면 경매 진행자 본인이 정찰가에 카드를 사야 합니다. 경매 진행자가 현
재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정찰가를 높게 불러서는 안됩니다.

2

25!

더블 경매

자기 차례에 더블 경매 카드를 내려놓으면, 두 번째 카드를 내려놓을 수

Gustav Klimt

Gustav Klimt

schubert at the piano II 1899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1907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처음 내려놓은 카드와 같은 화가의 그림이어야 하고, 경매 방
식이 더블 경매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내려놓으면 두 장의 카드를 묶어서
한 번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카드의 경매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두 장의 카
드를 모두 가져갑니다.
경매 진행자가 두 번째 카드를 내지 않거나 낼 수 없으면, 그 왼쪽 사람이 두 번째 카드를 낼 기회
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카드와 같은 화가의 카드 중에서 더블 경매가 아닌 카드만 낼 수

Gustav Klimt

Edvard Munch

schubert at the piano II 1899

the scream 1893

Gustav Klimt

Gustav Klimt

schubert at the piano II 1899

apple tree I 1912

있습니다. 왼쪽 사람이 카드를 내지 않거나 낼 수 없으면 시계방향 순서로 다음 사람이 두 번째 카
드를 낼 기회를 가집니다. 아무도 두 번째 카드를 내지 않고 처음 카드를 내려놓은 사람까지 차례가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해당 카드를 공짜로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카드를 냈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경매 진행자가 되어 카드 두 장의 경매를 진
행합니다. 경매 방식은 두 번째 카드의 표식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규칙대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
이 두 장의 카드를 모두 가져갑니다. 낙찰 금액은 새로운 경매 진행자(두 번째 카드를 낸 사람)가 모
두 가져갑니다. 첫 번째 더블 경매 카드를 냈던 사람과 낙찰 금액을 나눠 가지지 않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두 번째 카드를 냈던 경매 진행자의 왼쪽 사람의 차례가 됩니다. 따라서, 원 경매 진행자와
새 경매 진행자의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잃게 됩니다.

경매 시즌 종료
경매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 화가들의 작품이 얼마나

예시.

팔렸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화가의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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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면, 더블 경매에 추가될 두 번째 카드를 내리지 않

사용합니다.

Vincent van Gogh

이번 시즌동안 고흐 4장, 뭉크 3장, 세잔 2장, 마네과 클림트의 작품이

paul gauguin’s armchair 1888

각각 1장씩 팔렸습니다.

고흐의 카드가 다섯 장이 되었기 때문에,

Vincent van Gogh

Edvard Munch

Paul Cezanne

Edouard Manet

Gustav Klimt

the potato eaters 1885

man and woman 1905

mont saint victoire 1890

the spanish singer 1860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1907

Vincent van Gogh

Edvard Munch

Paul Cezanne

wheat field with cypresses at the
haude galline near eygalieres 1889

the scream 1893

promenade 1866

이 카드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Vincent van Gogh
vincent’s bedroom in arles
1889

Vincent van Gogh

Edvard Munch

the novel reader 1888

anxiety 1894

다음 경매 카드가 고흐의 카드 중, 정찰가 경매라면:

다음 경매 카드가 고흐의 카드 중, 더블 경매라면:
고흐의 카드가 다섯 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카드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Vincent van Gogh

따라서, 더블 경매의 두 번째 카드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starry night over the rhone
1888

Edvard Munch
the storm 1893

다음 경매 카드가 뭉크의 카드 중, 더블 경매라면:
더블 경매의 두 번째 카드가 나오면
뭉크의 카드가 다섯 장이 됩니다.
이 경우, 두 장 모두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매 카드에 따라 시즌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3

낙찰 그림 판매 정산
우선, 화가마다 이번 경매 시즌에 출품된 카드의 장수를 셉니다. 시즌이 끝날 때 등
주의하세요: 어떤 화가는 시세 보드에서의 위치 때문에 항상 동률일 때 우선이

장한 카드는 팔리지 않았지만, 출품된 카드의 수에 포함합니다.

라서, 다른 화가들에 비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세 보드에서 왼쪽에 가까운 화가일수록 카드 장수가 적습니

이번 경매 시즌에 많이 팔린 순서대로 1위, 2위, 3위까지 화가의 순서를 정합니다.

다. 카드가 12장으로 제일 적은 에두아르 마네는 항상 동률일 때 우위에 있게

이 순위가 각 화가의 작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번 시즌에 출품된 카드가 전부

됩니다. 그 다음 차례로 폴 세잔은 13장, 빈센트 반 고흐는 14장, 에드바르트 뭉

두 명 이하의 화가의 작품이라면, 그 둘만 1, 2위 순위를 가립니다.

크는 15장, 구스타프 클림트는 16장이 있습니다. 카드 장수가 많은 오른쪽 화가

두 명 이상의 화가가 같은 순위면 시세 보드에서 왼쪽에 있는 화가일수록 높은 순

들은 동률 우위에서 밀리는 대신, 카드가 경매에 출품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위를 차지합니다.

예시.
첫 번째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 12장의 카드가 출품되었습니다. 뭉크의 작품이 5장 나와서 1위를 차지합니다. 마네와 클림트의 작품이 각각 3장씩 팔렸
는데, 마네가 시세 보드의 왼쪽에 가까운 화가여서 2위, 클림트는 3위가 됩니다. 세잔의 작품은 한 장만 팔렸습니다. 상위 세 명의 화가가 정해졌고,
이번 시즌에서 세잔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2
Edvard Munch

Edouard Manet

Gustav Klimt

Paul Cezanne

the sick child 1886

the fifer 1866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1907

mont saint victoire 1890

Edvard Munch

Edouard Manet

Gustav Klimt

the scream 1893

the luncheon on the grass 1863

expectation 1909

Edvard Munch

Edouard Manet

Gustav Klimt

evening on karl johan street
1892

the spanish singer 1860

the kiss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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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vard Munch
vampire 1895

Edvard Munch
dance of life 1900

화가의 순위는 그 화가의 작품 가치를 결정합니다. 시세 보드에서 해당

1위: 30

화가의 첫 번째 칸에 오른쪽 그림처럼 시세 마커를 놓습니다.

그 외의 화가들: 아무것도 놓지 않습니다.

2위: 20

3위: 10

시세 보드에는 화가마다 세로로 4개의 빈 칸이 그려져 있는데, 한 칸은 한 시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시즌에는 제일 윗 줄에 시세 마커를 놓고, 두 번째
시즌에는 그 아래 줄에 놓습니다. 시세 마커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시세 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후반 시즌에는 화가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세 보드에 마커를 놓은 다음, 이번 시즌 동안 구입했던 카드를 모두 판매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카드여도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시세 보드의 가치에 따라 판매하는 카드의 금액을 정산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즌에 클림트의 그림이 가장 많이 팔렸다면, 시세 보드에서 클림트 칸의
제일 윗 칸에 30짜리 시세 마커가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구입한 카드 중에 클림트 카드가 전부 두 장이라면, 두 장 모두 팔고 공급처에서 60을 받습니다.
이번 시즌에 경매로 낙찰 받은 카드를 다음 시즌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구입했던 카드의 수익금을 모두 정산한 뒤, 카드를 모두 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서 정산 받지 못한 카드도 버립니다. 단, 손에 남은 카드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경매 시즌 준비
낙찰 받은 카드를 팔고 카드를 버린 다음, 새 경매 시즌을 시작합니다.

게임 인원수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던 카드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게임 인원 수와 몇 번째 시즌인지에 따

3인

10장

6장

6장

0장

라 새로 보충 받을 카드 장수가 다릅니다.

4인

9장

4장

4장

0장

원래 손에 가지고 있던 카드에 새로 받은 카드를 추가합니다.

5인

8장

3장

3장

0장

사용하지 않은 카드 더미에서 각자 새 카드를 받습니다. 이전 시즌에서 정산했

그런 다음, 새 경매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의 마지막 그림을 냈던 사람의 왼쪽 사람이 경매 진행자가 되어, 경매봉과 받침판을 받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림의 가치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3위 안에 든 화가의 작품당 가치는 그 화가의 시세 마커 총합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
난 시즌에 시세 마커가 누적됐던 화가여도 이번 시즌에 3위 안에 들지 못하면, 이번 시즌에는 그 화가의 작품이 가치가 없습니다.
경매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카드가 다 떨어져도 새로 보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가 돌아와도 경매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손에 카드가 없더라
도 다른 사람들이 출품하는 카드에 입찰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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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시즌이 끝나기 전에 모두의 손에서 카드가 다 떨어지면, 마지막 카드가 출품된 순간 그대로 시즌을 끝내고 최종 정산을 합니다. 마지막 카드의 경매는
진행하지 않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포함해서 경매에 나온 화가의 카드 장수에 따라 화가의 순위를 정하고, 각자 낙찰 받은 카드를 판
매해서 수익금을 받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예시.

첫 번째 시즌에 클림트는 3위를 해서, 작품당 가치가 10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인기가 떨어져서 세 번째 시즌에서는 3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클림트는 두 번째 시즌에서 1위를 했습니다. 시세 마커 30이 추가되어,

이전 시즌 칸에 시세 마커가 총 40이 놓여있지만, 이번 시즌에 클림트

클림트의 작품당 가치는 40이 되었습니다. 마네와 뭉크의 작품은 두 번

의 작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시즌에 다시 클림트는 2위가 되었

째 시즌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전 시즌에 놓인 시세 마커가 있지만, 두

습니다. 시세 20이 더 추가되어, 네 번째 시즌에 클림트의 작품은 하나

번째 시즌에 3위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즌에는 작품의 수

당 60에 판매됩니다.

익금을 받지 못합니다.

게임 종료
네 번째 시즌을 마치고 모든 그림을 판매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손에 남은 카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각자 소지한 돈을 공개하여,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이 승리합니다.

3인 게임 변형 규칙
다음의 변형 규칙을 적용해서 3인 게임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배할 때, 네 번째 가상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나눕니다. 가상 인물이 가진 카드들은 아무도 보지 않은 채, 보드 옆에 따로 놓습니다. 경매를 진
행하면서, 카드를 낙찰 받은 사람은 원한다면 가상 인물의 맨 위 카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카드는 경매에 부쳐지거나, 누군가 가져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단, 출품된 작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는 조건인 한 화가의 5번째 그림이 될 수도 있고, 화가의 순위를 정하는 카드 장수에도 들어갑
니다. 가상 인물의 카드가 더블 경매여도 두 번째 카드를 내지 않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수익금을 정산한 후, 공개된 가상 인물의 카드도 모두 함께 버립니다.

비공식 2인 게임 규칙

by Mark Mayer

2인 게임 규칙은 비공식 규칙이지만, 모던아트를 2인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게임 규칙은 3인 게임과 비슷합니다. 카드를 분배할 때, 2명의 가상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나눕니다. 가상 인물이 가진 카드들은 아무도 보지 않은 채, 각
각 플레이어 사이에 놓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마칠 때, 자기 왼쪽에 있는 가상 인물의 카드 더미에서 위 카드를 펼칩니다. 이렇게 공개된 카드는 경매에 부쳐지거
나, 누군가 가져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단, 출품된 작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는 조건인 한 화가의 5번째 그림이 될 수도 있고, 화가의 순위를 정하는
카드 장수에도 들어갑니다. 가상 인물의 카드가 더블 경매여도 두 번째 카드를 내지 않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수익금을 정산한 후, 공개된 가상 인물의 카드도 모두
함께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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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ng & Graphic design: DiceTreegames
www.dicetreegames.com
www.boardpia.co.kr
© Boardpia Co.,Ltd., 2017. © Dr. Reiner Knizia, 2017.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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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소개
모던 아트: 대략 18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두된 예술 양식입니다. 특히, 미술가들이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부활과 인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미술 경향입니다.

의식적으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표현 방식과 결별한 회화 양식을 나타냅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6세기 유럽 전역을 풍미했습니다.

Edouard Mane

Jan van Eyck

국적 프랑스

국적 네덜란드

인상주의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

북유럽 회화의 아버지 "얀 반 에이크"

오늘날 현대미술을 창시한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는 에

플랑드르 화파의 창시자이며, 유화 기법을 사용한 최초의

두아르 마네는 <기타 연주자>, <풀밭 위의 점심>, <올래

미술가로도 칭송받는 "얀 반 에이크". 그의 작품들은 조

피아>,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의 걸작들을 그려냈습

화로운 구성, 빛과 그림자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관찰에

니다. 이처럼 그의 작품들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

기반한 극도로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 완벽한 마감으로

던 주제들로 활기 있는 현실속의 이야기들을 세련된 도

그가 선구적이고 독보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대

시적 감각으로 표현하며 전통과 혁신을 연결한 유례없

표작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오늘날까지도 끊임

는 화가였습니다.

없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Paul Cezanne

Giuseppe Arcimboldo

국적 프랑스

국적 이탈리아

근대회화의 아버지 폴 세잔

'이중그림' 창시자 아르침볼도

그는 당시의 인상파에서 주목했던 광선에 관심을 가지면

아르침볼도는 16세기 후반, 비엔나와 프라하의 신성로마

서도 빛과 명암의 표면적인 분석을 넘어 기본이 되는 사

제국 궁정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와 왕족

물의 형태에 주목하였고 인상파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화

의 공식적인 초상화 제작을 주 업무로 하던 일반적인 궁

풍을 개척하며 야수파와 입체파에 큰 영향을 주었고 고

정 화가들과 달리 자신만의 예술적인 창조력을 발휘하며

전주의 회화와 당대의 발전된 미술 사이의 연결점을 제시

계절, 원소, 직업과 관련된 사물을 조합해 구성한 알레고

했으며, 피카소,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리적 새로운 회화 장르를 창안함으로 "모더니티의 선구

영향을 주어 '근대회화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불리게 되었습니다.

Vincent van Gogh

Leonardo da Vinci

국적 네덜란드

국적 이탈리아

"빛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의 작품성에 불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그에 의해 완벽한 완성에 이르

렸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 특유의 선명

렀다고 평가받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어려서부터 호

하고 강렬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20세기 예술의 인상

기심이 많고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근법과 자연에

파, 야수파, 초기 추상화,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

의 과학적인 접근, 인간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 이에 따

다. 살아 있던 동안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후에

른 수학적 비율 등이 그에 의해 완벽한 완성에 이르게 되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세계에

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건축, 토

서 가장 비싼 작품들로 각종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목, 수학, 과학, 음악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Edvard Munch

Raffaello Sanzio

국적 노르웨이

국적 이탈리아

절망에서 피어난 "영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

르네상스 "거장". 라파엘로 산치오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이자 판화 작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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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

대 화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화가이자 건축가 "라파

하고 누이동생까지 잃은 그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

엘로 산치오". 그의 작품 속 빛과 그늘을 양괴적(量塊的)

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죽음은 뭉크의 전 생애에 걸친

으로 대치시킨 명암효과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기를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물화를 통해 생과 죽

띠었고 화면구성에 있어서 선의 율동적인 조화라든지 인

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근원에 존재하는 고독, 질투,

물 태도의 고요함, 용모의 청순함 등을 통해 특유의 독자

불안 등을 응시하는 인물을 표현했습니다.

성을 빛냅니다.

Gustav Klimt

Sandro Botticelli

국적 오스트리아

국적 이탈리아

"황금빛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봄을 담은 "작은 술통" 보티첼리

클림트는 보수적인 미술 단체의 일원이었지만 낡고 판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에 박힌 사상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순수와 응용이라

적인 화가입니다. 본명은 알레산드로 디 마리아노 필리페

는 이분법을 넘어선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했습니다. 관능

피(Alessandro di Mariano Fillipepi)이지만, "작은 술통"

적인 여성 이미지와 찬란한 황금빛, 화려한 색채가 특징

이라는 뜻을 가진 보티첼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입니다. 그는 성(性)과 사랑, 죽음에 대한 풍성하고도 수

있습니다. 그는 특유의 시적(詩的) 정신과 우아한 선의 대

수께끼 같은 알레고리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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