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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ごあいさつ

の解釈なしに見るだけでも楽しめたため、爆発的な人気を博し、円山派という一

Eighteenth century Kyoto saw the establishment of a wealth of diverse and rival painters and painting schools, each with their own specific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more and more Japanese were interested in Chinese culture, but they needed training in Chinese style
poetry (kanshi) and Chinese literature to understand Chinese-influenced art.
During this same period science-based, empirical learning in the fields of medicine, herbalism and natural sciences was flowing into Japan
from other countries. These advances led to demand for paintings that accurately depicted real objects, like those seen in anatomy book or
natural science text illustrations. Maruyama Ōkyo was acutely aware of these changes occurring during his lifetime, and he led the way to
Japan's creation of a realist painting genre based on the notion of sketching from life. Ōkyo's intricately rendered realistic paintings could be
simply appreciated by anyone without specific painting subject interpretation or knowledge, and this accessibility led to their explosive
popularity.
The founder of the Shijō school, Goshun, first studied under Yosa Buson, but then studied Ōkyo's painting style after Buson’ s death.
Goshun thus established a painting style that added Buson's witty sentiments to Ōkyo's realist paintings. Goshun and his pupils lived in
Kyoto's Shijō district, and hence the Shijō school name. Goshun's students Matsumura Keibun, Okamoto Toyohiko and others then
continued this style, becoming one of Kyoto's main painting styles.
The resulting Maruyama-Shijō school was continued by painters such as Shiokawa Bunrin, Mori Kansai and Kōno Bairei, and in turn, their
students included such leading modern era Kyoto painters as Takeuchi Seihō, Yamamoto Shunkyo, and Uemura Shōen. This exhibition
traces the lineages from Ōkyo and Goshun to the modern era as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ange of Maruyama-Shijō school styles,
clarifying the features of this school that became important to both Kyoto painting circles and Japanese art history in general.
Finally,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profound gratitude to Daijōji and the other collections and museums who have
graciously lent their precious works for display, and our heartfelt appreciation to all thos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se support and
cooperation have made this exhibition a reality.

流派を形成しました。

The Organizers

18世紀の京都では、さまざまな画家や流派が群雄割拠のごとく特色のある画風
を確立していました。当時は中国文化への憧れが強かったため、中国絵画や画譜
を写した作品が多く、内容を理解するには漢詩や漢文の教養が必要でした。
同じ頃、医学や本草学、博物学など海外からの実証主義的学問の流入により、
解剖図や博物図譜の図版のように、実物を正確に写し取る絵画が求められるよう
になりました。円山応挙はこうした時代の変化を敏感に察知し、実物写生の精神
に基づいた写生画というジャンルを切り開きました。応挙の精緻な写生画は画題

四条派の祖である呉春は、初め与謝蕪村に学び、蕪村没後は応挙の画風を学ん
だことで、応挙の写生画に蕪村の瀟洒な情趣を加味した画風を確立しました。

致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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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 18 世纪的京都，各种风格的画家和绘画流派群雄割据，确立了颇具特色的画风。因为当时日本对中国文化具有强烈的憧憬，临摹中国画
及其画谱的作品颇多，要理解这些作品的内容，需要具备对中国诗文的修养。
同一时期，医学、本草学、自然史等来自海外的实证主义学问传入日本，人们要求绘画像解剖图、自然图鉴的图版一样准确临摹实物。圆山应
举敏锐洞察这一时代的变化，开辟了基于实物写生精神的写生画新领域。应举精致的写生画，无须画作标题的解释，光是看画就是一种享受，
从而引发火爆人气，并形成圆山派这一绘画流派。
四条派的鼻祖吴春起先师从与谢芜村，芜村去世后，又学习了应举的画风，由此确立了在应举精确的写生风格中加入芜村潇洒情趣的画风。
由于吴春及其弟子们住在京都四条，因而被称为“四条派”。该流派由吴春之弟松村景文以及吴春弟子冈本丰彦等人传承，成为京都绘画界的
主要流派。
起始于应举、吴春的圆山 · 四条派源远流长，被盐川文麟、森宽斋、幸野楳岭等人传承，这些画家的弟子中也是人才辈出，其中包括引
领近代京都画坛的竹内栖凤、山元春举、上村松园等绘画名家。
本画展通过追踪从应举、吴春到近代的圆山 · 四条派谱系，逼近这两个流派的全貌，同时揭开在日本美术史中占有重要地位的京都画坛的真
实一端。
最后，谨向为本画展提供宝贵参展作品的大乘寺等收藏单位及个人，以及相关美术馆、博物馆的各位同仁深表感谢，并向为本画展提供协
助和合作的有关人士表示衷心的感谢。

呉春やその門弟たちの住まいが四条にあったため四条派と呼ばれたこの流派は、
弟の松村景文や岡本豊彦などの弟子たちに受け継がれ、京都の主流派となりました。
応挙、呉春を源泉とする円山・四条派の流れは、塩川文麟、森寛斎、幸野楳嶺等
へと受け継がれ、それぞれの門下から、近代京都画壇を牽引した竹内栖鳳、山元
春挙、上村松園等を輩出しました。
本展では、応挙、呉春から近代へいたる系譜を追うことで、円山・四条派の
全貌に迫るとともに、日本美術史の中で重要な位置を占める京都画壇の様相の

主办方

一端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本展の開催にあたり、貴重な作品をご出品いただきまし

인사말씀

た大乗寺をはじめとする所蔵者及び各美術館・博物館の皆様に深甚なる感謝の

ㅤ18세기 교토에서는 여러 화가들과 유파가 군웅할거의 양상을 띤 특색 있는 화풍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
회화나 화보를 베낀 작품이 많았고, 내용을 이해하려면 한시나 한문의 교양이 필요했습니다.
ㅤ비슷한 시기에 의학이나 본초학, 박물학 등 해외로부터 실증주의적 학문이 유입되면서, 해부도나 박물도감의 도판 등과 같이 실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그리는
그림이 필요해졌습니다. 마루야마 오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실물사생의 정신에 바탕을 둔 사생화라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오쿄의 정밀한
사생화는 그림의 테마를 잘 몰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마루야마파라는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ㅤ시조파의 개조 고슌은 처음에 요사 부손에게서 배웠고, 부손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오쿄의 화풍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고슌은 오쿄의 사생화에 부손의 맑고
깨끗한 정취를 가미한 화풍을 확립했습니다. 고슌과 그의 문하생들이 시조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조파로 불렸던 이 유파는 고슌의 동생 마쓰무라 게이분과 오카모토
도요히코 등의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 교토의 주류파가 되었습니다.
ㅤ오쿄와 고슌을 출발점으로 하는 마루야마ㆍ시조파의 흐름은 시오카와 분린, 모리 간사이, 고노 바이레이 등으로 이어졌으며, 각각의 문하에서 근대 교토 화단을
견인한 다케우치 세이호, 야마모토 슌쿄, 우에무라 쇼엔 등을 배출했습니다.
ㅤ본 전람회에서는 오쿄와 고슌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계보를 따라가보면서 마루야마ㆍ시조파의 전체상을 소개해 드림과 동시에 일본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토 화단에 대해서도 그 일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ㅤ마지막으로 본 전람회의 개최를 위해 귀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다이조지 절을 비롯한 소장자 및 각 미술관,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전람회를 위해 협찬,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意を表します。また、本展実現のためにご協賛、ご協力を賜りました関係各位に
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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