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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tudies a single blade of grass.”
This quote is from Vincent van Gogh, who was profoundly impressed by an Edo Period (1603-1868) Japanese painter’s depictions of 
plants. Plants are a familiar subject to which artists have turned again and again, producing an immense variety of works. In the 
colorful rendering in the collection Western Herbs and Flowers by the Nihonga (modern Japanese-style) painter Chigusa Soun, we 
can see the curiosity and enthusiasm of an artist keen to observe and study the rare flowers then being imported from the West. In 
his portfolio of prints Natural History (Histoire naturelle), Max Ernst transferred the patterns of leaf veins, wood grain, threads, wire 
nets and so forth with the technique of frottage, transforming abstract forms into images of natural phenomena and botanical and 
biological motifs. While taking a walk, the printmaker Hasegawa Kiyoshi once felt that an old tree was greeting him, saying “Bonjour!” 
and this experience led him to develop a unique view of nature in which divinity pervades the most ordinary scenery and humble 
flowers.
A very different view of nature can be seen in Kudo Tetsumi’s plastic artificial flowers, which ironically convey relationships between 
plants (and nature in general) and humans in modern society. Active in Europe beginning in the 1960s, Kudo consistently critiqued 
humanity’s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ivilized society, which pollute the environment and are underpinned by an 
anthropocentric view of the world. The work of Lothar Baumgarten also deals with relationships between nature and humanity (or the 
artificial), adopting an ethnographic approach, and pointing out that the systematized mindset of the museum and the very concepts 
of “nature” and “culture” are products of human thought. Looking back on their work now, these artists seem to have keenly foreseen 
the tribulations of the coming Anthropocene (the geological period in which human activity has come to affect the global environment 
drastically.)

Botanical Garden: From Plant Drawings to Kudo Tetsumi

“他研究的仅仅是一根草。”

　　著名画家梵高被江户时代画师的植物画深深打动，于是留下了上面这句话。植物是艺术家们熟悉的主题，并创造了各种各样的表现

方式。通过日本画画家千种扫云色彩鲜艳的图案集《洋草花谱》，我们可以看到画家对当时从西方传入日本的珍奇花卉进行了热心的观察

和研究，让我们感受到画家旺盛的好奇心。马克斯·恩斯特（Max Ernst）在版画集《自然史》中用拓印法将叶脉、地板木纹、丝线、金属丝

网等拓印下来，并将这些抽象的形状转换成自然现象及植物、生物图案。版画家长谷川洁说有一次散步时，他觉得一棵老树好像在对他

说“Bonjour！”，他达到了自己独特的自然观，从不经意的风景及花草中发现了各自“神”的存在。

　　同样是一枝花，工藤哲巳的塑料人造花展现的是现代社会中植物（自然）和人之间的讽刺性关系。上世纪60年代以后工藤主要活跃

于欧洲，他对引发环境污染的人类的高科技、文明社会，及其背后存在的人类中心主义一贯持批评态度。洛塔尔·鲍姆嘉通（Lothar 

Baumgarten）又以民族志的手法将自然和人类的关系作品化，他批评博物馆千篇一律的眼光，并指责“自然”、“文化”这些概念本身就

是由人创造出来的。现在回顾这些，让我们觉得艺术家们也许已经敏锐地发现，迟早将会到来的人类世（即：人类的活动将对地球环境造

成极大影响的地质时代）就在眼前。

植物园：从植物素描到工藤哲巳

“그가 연구하는 것은 오직 한 줄기의 풀이다.”

　일찍이 화가 반 고호가 에도 시대 화가의 식물화에 감명을 받고 남긴 말입니다. 식물은 예술가에게 친숙한 모티브이며 다양한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화가 지구사 소운이 만든 화려한 도안집 “양초화보”를 보면, 당시 서양에서 유입된 희귀한 꽃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화가의 호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스 에른스트는 판화집 “박물지”에서 잎맥이나 마루바닥의 나뭇결, 실, 철망 등을 프로타주로 베껴서 그 

추상적인 형태를 자연현상이나 식물, 생물 모티브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판화가 하세가와 기요시는 어느날 산책 중에 한 그루의 고목이 “봉주르!”

라며 말을 걸어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일상적인 풍경이나 화초 속에서 각각의 ‘신’을 발견하는 독자적인 자연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 송이 꽃이라 해도 구도 데쓰미의 플라스틱제 조화가 나타내는 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식물(자연)과 인간의 아이러니컬한 관계입니다. 

1960년대 이후 유럽을 거점으로 활약한 구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인간의 고도 테크놀로지와 문명사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시종일관 비판해 왔습니다. 로터 바움가르텐도 역시 자연과 인간(인공물)의 관계를 민족지 수법으로 작품화해, 박물관에 있어서의 제도화된 

시선이나 ‘자연’과 ‘문화’ 등과 같은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임을 지적합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아티스트들은 언젠가 오게 될 인류세(=인간의 

활동이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지질시대)의 도래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타니컬 가든: 식물 스케치에서 구도 데쓰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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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has been produced since ancient tim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Rome and Egypt, and its transparency and vivid 
colors have enchanted people throughout the ages. While in the modern era glass is manufactured as an industrial product, the 
studio glass movement, which began in the 1950s with freewheeling, highly original practices in the Czech Republic and the United 
States, has gained increasing popularity over the years. Here we can see relevance to the ideals of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such as a return to work by hand,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reaction against the alienation of advanced industrialized society. Over 
a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the range of works produced with glass has expanded dramatically.
A primary feature of glass work, like other types of crafts, is the manifestation of specific material properties. These properties of 
transparency, brilliance, and versatility of color are rendered visible with a variety of shaping techniques such as cutting, polishing 
and engraving. Artists have looked at the world around them in terms of these properties, and used glass to express various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held the glass-themed exhibitions Contemporary Glass: Europe & Japan and 
Contemporary Glass: Australia, Canada, USA & Japan in 1980 and 1981 respectively. Works from these exhibitions form the core of 
the museum’s collection of glass works, but since then we have continuously worked to enhance the collection through exhibitions 
introducing contemporary crafts from around the world. Here, we have carefully selected 15 pieces from the collection to present 
glass works from around the world to viewers in a distinctive light.

Glass Works of the World

　　玻璃自古就在罗马、埃及等世界各国生产，其透明及闪光的色彩令人痴迷，而现在虽然玻璃在产业结构中制造生产，但自上世纪50

年代起，在捷克及美国从自由且具有高度造型性的创作活动开始的玻璃艺术工作室运动也更趋繁盛。这项运动和艺术与工艺运动的思

想有关，包括“回归手工”、“尊重个性”、“反省高度工业化社会对人文的疏忽”等内容，从而使玻璃工艺表现领域在至今为止的短时期内得

到了飞跃发展。

　　和其他工艺领域一样，玻璃工艺表现的第一个特征可以说还是其明显的材料特性。这里所说的特性除了透明、闪光、着色自由以外，

还源于切割、磨光、雕刻等造型手法的多样性。可以说创作者们以玻璃的这些特性为线索，关注世界，用玻璃造型体现现代社会多样的侧

面。

　　我们京都国立近代美术馆曾在1980年和1981年举办过以玻璃为主题的展览会，1980年举办的是“现代玻璃之美——欧洲和日

本”，1981年举办的是“现代玻璃之美——澳大利亚、加拿大、美国和日本”。本馆收藏的玻璃作品主要是这些展览会的出展作品，但之后

通过介绍各国现代工艺的展览会，我们也致力于继续充实收藏。这次，我们从本馆收藏中精选了15件藏品，向大家介绍世界玻璃工艺表

现的一个侧面。

世界玻璃工艺

　유리는 고대부터 로마나 이집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었고, 그 투명감과 빛나는 듯한 색채가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리는 산업 구조 하에서 제조되는 한편, 1950년대부터 체코와 미국에서는 자유롭고 조형성이 높은 창작 활동에서 시작된 스튜디오 글라스 운동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작업의 복권’, ‘개성의 존중’, ‘고도 공업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소외에 대한 반성’ 등 아트 앤 크래프트 

사상과의 연관성을 지적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유리 표현의 영역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유리 표현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공예 분야와 마찬가지로 역시 소재가 지닌 특질의 표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질이란 

투명감과 반짝임, 착색의 자유에 더해, 절삭, 연마, 새김 등의 다양한 조형 수법에서 유래합니다. 작가들은 이러한 특질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유리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은 과거 1980년과 1981년에 유리를 테마로 한 전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자는 “현대 유리의 미 - 유럽과 일본”, 후자는 “현대 

유리의 미 - 호주, 캐나다, 미국과 일본”입니다. 우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 작품은 이러한 전람회 출품작들이 중심이지만, 그 후에도 각국의 

현대 공예를 소개하는 전람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컬렉션을 키워 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미술관 컬렉션 중에서 15점을 엄선해 세계 유리 표현의 한 

측면을 소개합니다.

세계의 유리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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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ーナー解説パネル［英中韓］（1枚）
世界のガラス工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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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wakatsu Collection, which includes a grand-prize winning piece from the 1937 Paris International Exposition, constitutes the 
most substantial public collection of Kawai Kanjiro’s works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 collection was donated to the museum by the businessman Kawakatsu Kenichi in 1968. When a museum curator went to see 
Kawakatsu’s huge collection of Kawai’s works, which placed an entire space of his house, he said, “Choose as many as you like.” In 
the end, 415 items were selected. Along with three pieces that Kawakatsu had previously donated to the museum and seven others 
that were subsequently added to address a lack of Kawai’s early works, the collection eventually totaled 425 works. Made up of 
important works by the artist, stretching from his first efforts, which were modeled on Chinese porcelain, to his final pieces, made 
after his involvement with the Mingei movement, the collection is truly a chronological encyclopedia of Kawai’s ceramics that spans 
his entire career.
Kawakatsu (1892-1979), who assembled the collection, worked as the advertising manager at the Tokyo branch of Takashimaya 
Department Store as well as serving as the store’s general manager, and the senior managing director of the Yokohama branch. In 
his role as a member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s craft examination committee, he also strove to foster craft designs.
Kawai’s long friendship with Kawakatsu began when he went to meet the artist at the station when Kawai traveled to Tokyo for a 
meeting regarding the 1st Creative Ceramics Exhibition, which was held at Takashimaya in 1921. Immediately sensing that they were 
kindred spirits, Kawakatsu began collecting Kawai’s works. Reminiscing about the collection, Kawakatsu said, “It wasn’t merely 
based on my personal taste. Sometimes Kawai would make works for the collection and he also chose lots of pieces for it.” He 
added, “It was the crystallization of our friendship.”

Selected Works of KAWAI Kanjiro from the KAWAKATSU Collection

　　川胜收藏内含昭和12年（1937）年巴黎世博会的大赛作品。在质与量两方面都是河井宽次郎作品最为丰富的公共收藏。

　　川胜收藏是于昭和43年（1968）捐赠给本馆的。在捐赠给本馆的当时，房间的一整面都放满了大量的作品。川胜先生说：“请在其中

任意选取中意的作品吧。”，而本馆承蒙厚意，从中选择了415件作品。包括之前获捐的3件作品，以及因初期作品太少而在之后追加的7

件作品在内，本馆现共计有425件河井宽次郎的作品。从以中国陶艺为参考的初期作品到参加民艺运动后的晚年作品，藏品中包含了所

有河井宽次郎的代表作品，从其构成的“年代作品辞典”中可一窥河井宽次郎先生的创作历程。

　　汇集这一藏品的川胜坚一（已故）先生曾任高岛屋东京分店的宣传部长、高岛屋总经理、横滨高岛屋专务董事等职，还曾历任商工省

工艺审查委员等职，在培养工艺设计方面倾注了莫大的心力。

　　河井先生和川胜先生的绵长友谊始于大正10年（1921），为了在高岛屋举办的个人首届创作陶瓷展相关事宜，河井先生前来东京开

会，而去车站迎接河井先生的正是川胜先生。两位先生意气相投，川胜先生从此开始收集河井先生的作品。川胜先生回忆道：“这些藏品

不仅仅是我的喜好，其中有些是河井先生专为川胜收藏而创作的作品，还有很多是河井先生亲自挑选的”，他还说道：“这是河井与川胜

两人的友情结晶”。

从川胜收藏观河井宽次郎之陶艺

　가와카쓰 컬렉션은 1937년의 파리 만국박람회 그랑프리 작품을 포함해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알차게 구성된 가와이 간지로 작품의 퍼블릭 

컬렉션입니다.

　가와카쓰 컬렉션이 우리 미술관에 기증된 것은 1968년의 일입니다. 컬렉션을 미술관에 기증하는 과정에서 가와카쓰 씨는 방에 가득 모아 둔 

방대한 작품군 중에서 “원하는 거라면 얼마든지”라고 제의해 주셨으며, 그 결과 415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기증받은 3점 및 

초기작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나중에 추가된 7점을 합쳐서 컬렉션은 총 425점에 달합니다. 이 컬렉션은 중국 도자기를 본보기로 삼았던 초기부터 

민예운동에 참가한 후의 가장 만년에 이르기까지 가와이의 대표적인 작품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전체적인 작품세계를 말해주는 “연대기적 

작품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만든 고 가와카쓰 겐이치 씨는 다카시마야 도쿄지점의 선전부장, 다카시마야의 총지배인, 요코하마 다카시마야 전무이사 등을 지냈고, 

또 상공성 공예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예 디자인 육성에도 주력했습니다.

　가와이와 가와카쓰의 오랜 우정은, 1921년에 다카시마야가 개최한 가와이의 제1회 창작도자기전 사전협의를 위해 상경한 가와이를 위해 

가와카쓰가 역까지 마중나갔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 생각이 통했고, 가와카쓰는 가와이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컬렉션에 대해 가와카쓰는 “내 마음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와이 스스로가 가와카쓰 컬렉션을 위해 만들거나 골라 준 것도 많다”라고 

회상했으며, 더 나아가 “이 컬렉션은 가와이와 가와카쓰 두 사람의 우정의 결정체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가와카쓰 컬렉션으로 보는 가와이 간지로의 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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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ーナー解説パネル［英中韓］（1枚）
川勝コレクションにみる河井寬次郎の陶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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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字＝原寸大（A3で出力した場合）

The special exhibition T 在本年度企划展“土耳其 금년도 기획전 ‘터키 보물전’

令和元年度 第3回 コレクション展京都国立近代美術館
02-2Scale Date TOTAL DISPLAYTitlePlace

2019・06／06再校S=1：2（A3） FUSHIMI KOHGEI

［仕様］
※サイズ＝［A2］W420×H594mm
※インクジェット出力（断ち切り）
※t5mmハレパネ

The special exhibition The Treasures and the Traditon of “Lale” in the Ottoman Empire, held this year, presented many artworks of the 
Ottoman era featuring tulip patterns. In art of much of the Islamic world, roses and similar flowers were the preferred motifs for 
botanical patterns, but the tulip was particularly beloved in the Ottoman Empire. Tulips were thought to symbolize Allah, as well as to 
represent the Ottoman ancestors.
Plants have been a favored subject not only in the Ottoman Empire, but in every region of the world. In every nation and era of 
history, loving the beauty of flowers and entrusting them with our wishes and prayers has been a universal human practice. In Japan, 
as well, since ancient times people have created diverse works of art and decorated various spaces with floral and botanical motifs 
and patterns. Influenced by Chinese tradition, in which various plants allegorically represent happiness and prosperity, many sorts of 
plants have been viewed as “auspicious” in Japan. Flowers also gave visual form to memory in waka and haiku poetry and stories 
which describe the emotions flowers evoke, and took on rich significa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Edo Period (1603-1868), Western art and natural sciences came to be an influence, and precise depicitions of 
plant and animal morphology gained popularity. Since the Meiji Era (1868-1912), when appreciation and adoption of Western painting 
began in earnest, flowers came to be rendered in purely visual terms in still life and landscape oil paintings. Still, when some flowers 
such as plum blossoms, cherry blossoms, morning glories, and chrysanthemums appear, memories of the flower and bird paintings 
and classical literature of an earlier era seem to persist.
Here we are pleased to present a wide range of works featuring flowers from the museum’s collection of modern Japanese 
Western-style painting.

Flowers in Japanese Western-Style Painting

　　在本年度企划展“土耳其至宝展”中，展出多件带郁金香纹样装饰的奥斯曼帝国时代的工艺品。在伊斯兰世界的美术中，喜欢使用玫

瑰等植物纹样，但在奥斯曼帝国却特别喜爱郁金香纹样，因为人们认为郁金香是安拉之神的象征，同时也代表奥斯曼王朝的祖先。

　　不仅奥斯曼帝国，所有时代、所有地域的美术都喜欢描绘植物的外形。钟爱美丽的鲜花，将自己的愿望和祈祷寄托于花形应该是跨

越时空的普遍行为。自古以来，日本人在各种作品及空间中也用花卉纹样及绘画进行装饰。在中国传统中植物形状含有幸福和繁荣的寓

意，受中国传统的影响，在日本也有人认为植物多彩的外形代表着“喜庆”。吟诵对花之情的和歌、俳句、故事记忆也与花的视觉重叠，更丰

富了“花”的内涵。

　　在江户时代后半期，日本受西方绘画和自然史的影响，流行对花卉鸟兽的精确描绘。在日本全面接受西方绘画的明治时代以后，可以

说在静物画、风景画等油画中，画家们开始纯粹地探索“花”这个绘画对象的造型性。尽管如此，他们在画梅花、樱花、牵牛花、菊花等时，

眼神中也许还是融入了花鸟画及古典文学的某些记忆。

　　在这里，您可以从本馆藏品中欣赏近代日本西洋画对花的多彩表现。

日本西洋画中的花

　금년도 기획전 ‘터키 보물전’에는 튤립 문양으로 장식된 오스만 제국 시대의 공예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미술에서는 

장미와 같은 식물 문양이 선호되었지만, 오스만 제국에서는 특히 튤립 문양이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튤립은 알라 신을 상징함과 동시에 오스만 

왕조의 선조도 의미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뿐만 아니라 식물의 모습을 그리는 행위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미술에서 즐겨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고, 그 모습에 

소망이나 기원을 담는 행동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예로부터 다양한 작품과 공간을 화초 문양과 그림으로 

장식해 왔습니다. 식물의 형태에 행복이나 번영의 우의를 내포시키는 중국 전통의 영향하에서 일본에서도 식물의 다채로운 모습은 ‘경사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꽃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는 일본 고유 형식의 시 와카나 하이카이, 이야기의 기억도 꽃에 대한 시각과 겹쳐지면서 꽃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도 시대 후반에는 서양의 회화나 박물학의 영향을 받아 화초나 새, 동물의 형태를 정밀하게 묘사하는 작품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양화가 수용되기 시작한 메이지 시대 이후 유화 정물화나 풍경화 등에서는 꽃이라는 대상의 조형성이 순수하게 탐구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화나 벚꽃, 나팔꽃, 국화와 같은 꽃이 그려질 때, 화조화나 고전 문학의 기억은 그 시선에 녹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우리 미술관의 컬렉션을 통해 근대 일본 서양화 속의 다채로운 꽃 표현을 보시겠습니다.

일본 서양화 속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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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ーナー解説パネル［英中韓］（1枚）
日本洋画にみる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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