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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한자, 예명) 김영자 지역 목포

사 진

분 야 미술 출생
~사망 1922~2015

개요 호남 최초여성서양화가, 

연보
§ 1922년 목포 출생
§ 1935년 일본 도쿄로 유학 우에노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
§ 1938년 제17회 선전(조선미술전)에서 ‘반찬의 재료’로 입선
§ 1980년 목포로 귀향
§ 2013년 전남여성플라자에 ‘김영자미술 기념관’ 개관

생애 
및 

활동

김영자 화백은 대한민국 화단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한다. 그가 걸어온 길은 
‘호남 최초 여성화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역사
로 통한다. 여성화가가 드물던 시절 일본 동경 우에노 미술전문학교에서 공부, 
근대미술을 국내에 소개했다. 한국 최초 여성화가인 나혜석 선생에 이어 동경 
우에노 미술학교에 입학한 두 번째 한국인이라는 이력만으로도 그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고교생으로 1938년 화가들의 등용문이었던 17회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작품 ‘반찬의 재료’로 입선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당시 출품자들이 호남을 
대표하는 화가인 남농 허건(동양화), 박수근(서양화)씨 등 쟁쟁한 인물들이었다.
목포 갑부이자 목포시의원을 지낸 김용문 선생의 외동딸이었던 김 화백은 지난 
1943년 일본 동경 우에노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자녀 출산 때문에 중퇴한 뒤 
귀국길에 올랐으나 남편이 한국전쟁 때 숨지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김 화백은 이때부터 전국을 떠돌면서 무려 60여 차례 전시회를 여는 등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붓을 잡았다.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풍경과 풍속화를 주로 그렸던 그는 70·80년대 ‘서양화를 배웠지만 서양을 따르지 
않고 한국적인 것을 찾겠다’는 평소 다짐을 실천에 옮겼다. 장터와 산사 등 
토속적인 소재를 찾아 헤맸다. 김영자를 대변하는 ,농악시리즈 등 풍속화는 



이런 고민의 결실이다. 
그는 오지호, 가용운, 양수아, 배등신 선생 등 광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교분이 깊었다. 이들의 사랑방은 광주 수기동에 있던 미술연구소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생긴 미술학원이었다. 김 화백과 천경자 화백은 경쟁자이자 동지였다. 
김영자 화풍‘을 이룬 대가였지만 김 화백의 인생은 곡절 그 자체였다. 남편 
박문석씨가 한국전쟁 때 숨진 뒤 또 한사람과 인연이 됐지만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 화백의 예술을 귀하게 여겼다. 1977년 제주 KAL 호텔에서 
전시중인 김 화백의 그림을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이 본게 인연이 
됐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김 화백을 종종 찾았고 자연스럽게 후견인이 됐다.
김 화백은 1980년대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목포로 귀향한 뒤 화단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유달산 꽃 축제 대회장을 8년 동안 맡았고 예향 목포인 
연합회장을 지냈다. 후진양성을 우한 김영자 장학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김 화백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아끼던 작품들을 목포에 기증했다. 전남여성플라자에 
있는 김영자 미술 기념관은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는 1922년 생으로 여느 화가 같으면 노화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 작업을 할 수 
없을 초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에 목포 현대호텔에 있는 현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서는 최근 20여년 동안 유화 크로키 
작업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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