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 작품 모음

JP가 그린 작품들을 모아 게재합니다. JP는 1968년 5월30일 돌연 당의장 사퇴를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당시 4

인체제의 반김 정치, 총선 후유증, 국민복지회 사건 등으로 정계 은퇴를 결심하고, 의원 직을 비롯 일체의 공직과 사

회단체장 직을 내려 놓는다. 이 후부터 붓을 들고 혼자, 혹은 일요화가회 회원들과 서울 근교를 비롯 설악산과 강릉 

등 해변과 경주, 제주도 등 전국을 돌며 그림을 그렸다. 1968년에 가장 많은 그림을 그렸고 붓을 놓을 때까지 약 60

여 작품을 그렸으며, 1987년 ‘고향길’이 마지막 작품이다. JP의 작품은 첫 작품부터 1968년 9월에 개최한 ‘한재민돕

기 김종필 개인전’에 출품되어 일반에 팔렸고 이후에도 일요화가자선전 출품과 미국 웨스터민스터대학(‘봉산탈춤’, 

현재도 처칠 수상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작품과 함께 대학 전시실에 전시중)과 콜롬비아대학 ‘주먹’에 기증하기도 했

으며 일본 나카소네 수상 등과 주한 미군사령관 등에게 선물로 주는 등 공, 사적으로 모두 이용하여 현재 한 작품도 

소장하지 못했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원두막’ <F10, 1968. 7월>
공직公職을 내놓고 두 달. 화구畵具를 챙겨, 서울 근교로 차를 몰았다. 뽀얗게 먼지가 이는 비포장 한길가에 원두막이 서있었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꼈다. 그것이 화심畵心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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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江邊A’ <F12, 1968. 8월>
일요화가 회원들과 워커힐 언덕을 찾았다. 붓을 놀리다가도 문득문득 한강이 나일강으로 오버랩된다. 우리 민족의 젖줄인 저 한강에서, 나일강처럼 민족중흥의 기적을 이룩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림에 열중하기 보다는 상념想念이 많았던 하루였다.

‘漢江邊B’ <F12, 1968. 8월>
워커힐 에메랄드에서 본 한강.

‘北岳을 바라본 가을’ <F12, 1968.9월>
지금은 어린이대공원으로 변신했지만 옛 서울 컨트리클럽과 나 사이에는 기연奇緣이 있
다. 5.16직후, 최고회의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해 골프장을 갈아엎어 콩밭으로 만들자”는 
서슬 퍼런 주장이 있었다. 나는 장래를 내다보고 보존해야 한다고 반대를 했다.골프장이 
콩밭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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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蔚山바위’ <P10, 1968. 8월>
새벽 여섯시. 일행보다 일찍 일어난 덕분에,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울산바위를 화폭에 담을 수 있었다. “J.P의 생각이 가장 잘 표출된 그림”이라고 박 교수가 평가해 주기도 하여, 
박 대통령에게 기증, 청와대의 벽면 한 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10.26 이후 이 그림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숲속의 다리’ <P10, 1968. 8월>
정면으로 다리를 바라보는 자리에 화가畵架를 세워 놓을 때, 다른 프로급 화가들은 나를 
외면하고 다른 지점으로 옮겨 가버렸다. 화재畵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혼자
서 고집스럽게 붓을 놀렸다. 이 다리는 그 당시 설악 계곡을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다. “다
리가 있기에 발길은 이어진다. 다리가 있기에 마을과 마을은 이어진다. 다리가 있기에 마
음과 정은 이어진다” 이러한 감상感傷이 나를 그토록 고집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波濤’ <F10, 1968. 8월>左上
구름, 바위, 파도는 내가 좋아하는 화재畵材들이다. 그러나 막상 그려보면 번번이 좌절
감을 느끼곤 한다. 에디슨은 “발명은 99%의 땀과 1%의 영감에서 탄생한다“고 말했지
만, 창작은 과연 몇 %의 땀과 몇 %의 영감에서 탄생하는 것인지...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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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海邊’ <F10, 1968. 8월>  左下
당시의 경포대 해수욕장은 이렇다 할 시설이 없었다. 우리들 일행은 언덕에 천막을 치고 기거
起居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일행은 천막 안에서 술자리를 벌였다. 박광진 교수가 난생 처음으
로 술을 마시게 된 것도 바로 이 날이다. “박 교수는 JP에게 그림을 지도하고, JP는 박 교수에게 
주도酒道를 전수傳授했으니, 서로가 스승이요, 제자가 된 셈”이라고 너털웃음을 웃던 이창정 
씨의 모습이 눈 앞에 선하다.

‘大成里의 가을’ <F12, 1968.10월> 팔당댐이 생기기 전의 대성리 모습을 담아 보았다. ‘한재민旱災民 돕기 전시회’를 눈앞에 두고 시간에 쫓겨 강행군으로 그림을 그리
다보니, 없는 재주가 더욱 한스러웠다. 

‘돌섬과 雪嶽’  <F10, 1968. 8월>
배를 띄우고 속초 앞바다의 돌섬을 찾았다. 오랜 세월 거친 파도에 씻기어 돌은 모(角)를 잃
고 둥글다.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이치도 저러한가...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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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鷄林’  <F10, 1968.8월>
중학시절, 은사 엄대섭 선생이 “그림에 정진하면 대성大成”할 거라고 늘 후한 점수를 주셨지만, 나는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지금 어설픈 이 그림을 보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는지.... 낙제점이나 면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雨後’ <P10, 1968.8월>
빗소리에 위압당했는지 매미 울음소리도 뜨음했다. 신라 천년사직千年社稷의 옛
터는 정적靜寂속에서 오수午睡를 즐기는 듯 고요했다.

'제주에서'  <F10, 1968.9월>
한라산은 여간해서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속세에 대한 역겨움 때문인가, 하
늘의 시샘인가?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고, 바람막이 돌담을 쌓는 등 감귤농장
을 일구는 작업이 한창인 무렵의 그림이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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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歸浦風景’ <P10, 1968. 9월>
당시만 해도, 제주의 거의 모든 길은 비포장도로였다. 내가 운전하는, 덜컹거리는 차에 동승한 박 교수가 몇 번이고 차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큼직한 혹을 만들었던 일
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습고, 한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다. 

‘서귀포의 오후’  <P10, 1968. 9월>
종전과는 다른 화풍畵風의 그림. 종전의 것이 다분히 박 교수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라면, 
이것은 때마침 현지를 여행중이던 김인승(金仁承)화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림이다. 영
향에 따라 화풍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그림이 개성을 지니지 못한 미숙未熟한 것
임을 말해준다.

‘雪山’  <F12, 1968. 10월>
스페인 ‘국립아카데미 종신 명예회원증’ 수여식에 참석한 뒤 유럽 여행을 하면서 눈 덮인 
알프스를 볼 수 있었다. 그때 얻은 화상畵像을 귀국 후 화폭에 옮겨 담은 것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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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獄谷’  <F12, 1968.12월>
귀국길, 일본 북해도를 찾았을 때 얻은 화상畵像을 귀국 후 재현한 것. 이때 일본의 나까소네씨(당시 통산성 대신), 이원엽 씨, 그리고 본인의 3인 합작으로 풍경화를 한 폭 그렸는데 그 그림은 
지금 나까소네 수상이 소장하고 있다. 

‘꽃’ <F10, 1968. 9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객사客舍에 갇혀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린 정물. 나로서는 
처음으로 그려본 정물화다. 움직임이 없는 소재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정물’  <F12, 1968. 9월>
이날도 비. 별수 없이 두 번째로 그려본 정물. 당시만 해도 제주에서는 파인애플이 생산되
지 않아, 누군가가 수입품을 구해다 주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아
열대성 과일을 생산하는 제주도를 생각하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인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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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人 座像’ <F10, 1968.9월> 서귀포에서, 일요화가 회원들과 함께. 

‘仁壽峰을 바라보며’ <F12, 1969.6월>

칩거생활 2개월여 만에 바깥 나들이를 했더니 교외엔 여름 빛이 완연했고, 신록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晩秋’ <P12, 1969.11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횡단도로에는 가을이 한참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옮기기에는 역力부족이다. 차라리 붓을 놓고, 가을빛(秋色) 속에 묻혀버리고 싶었다.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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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혼 산봉'<F30, 1969.4월> 
알프스 마타혼 산봉과 호수. 

‘제주의 갈대’ <P12, 1969.11월>
제주의 갈대는 화심畵心을 부추기기에 족하다. 그러나 붓은 마음을 따라주지 못한다. ‘草家와 冠岳’ <F12, 1969.6월>

3선 개헌 찬, 반 논의의 와중渦中에서 본인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이 괴로웠지만, 이것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인 것을... 당시, 나에게 위안과 마음의 평온을 갖게 해 준 것은 그림이었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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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落照’ <F12, 1969. 8월> 성패成敗는 차치하고, 나로서는 대담한 시도였다. 구름은 본래 좋아하는 화재畵材지만, 석양에 물들어가는 구름을 표현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서울 近郊’ <P12, 1969.11월 뉴코리아C.C에서>
국민투포로 개헌 문제가 마무리되고, 한유閑遊를 틈타 붓을 들었
다. 화폭 왼쪽으로 산등성 너머 벽제 화장장에서는 이날도 하얀 연
기가 파란 하늘로 피어 오르고 있었다. “인생일편부운人生一片浮
雲”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미움도 사랑도, 영화도 부귀도, 결코 영
겁永劫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에 매달려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수 
없이 반추反芻한다.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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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물’<F12, 1970.10월> 꼬냑과 과일. 

‘麗朝末 靑銅’ <F8, 1969. 8월>
칩거생활에서 얻은 소산물의 하나. 붓을 멈추고, 옛 장인匠人의 뛰어난 솜씨를 생각하게 해 준 좋은 기회였다. 

'海雲臺에서'(해운대 해수욕장 연필 스케치, 1970.8.5.)

‘菊花’ <P12, 1969.11월>
일요화가회 회원들과 교외로 나갈 참이었는데 가을비가 발길을 막았
다. 그대로 흩어지기도 무엇하여 박 교수가 마련해 준 대학 미술실에서 
그려 본 정물.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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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牧’ <F12, 1972.8월>
소띠라고 해서가 아니다. 내가 소를 좋아하는 까닭이 따로 있다. 소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힘든 일을 다 해 내지만, 죽어서도 사람을 위해 살과 뼈, 가죽, 뿔, 발톱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충여우공忠如牛公’은 내가 즐겨 쓰는 글귀의 하나다. 소처럼 일하다가, 소처럼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한餘恨도 없을 거라
고 생각해 본다. 

‘벽제 秋景’  <F12, 1971.12월> 
국무총리직을 맡으면서 화구畵具가 한동안 내곁에서 멀리 밀려나 있었다. 그런데 일요화가
회‘연말 자선 전시회’에 꼭 출품해 달라는 독촉으로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계절적으로 화
재畵材 선택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붓을 놓을 때도 불만이 많았던 그림이다.

‘閑村’ <P12, 1970.10월 서산 해미에서>
서산 해미 근처의 마을. 농번기를 벗어난 마을은 한적했다. 동행한 이원엽, 이근양 씨와 더
불어 농촌에서 농한기農閑期에 얻을 수 있는 농외소득農外所得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던 기억이 새롭다.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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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豊年’  <M12, 1974.12월>
일요화가회에서는 해마다 연말에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 전시회를 갖는다. 돈의 다과多寡는 차치하고, 회원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다. 이 그림 역시 
자선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그린 것.

‘도봉산의 가을’  <M30 변형, 1975.11월> 
총리직을 맡은 지 4년 반. 하중荷重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다. 그 중압감에 대항하듯 난생 처음으로 큰 화폭에 도봉산의 가을을 담아 보았다. 화폭이 커진 만큼 표현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케 
해준 그림.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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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풀라가 있는 신작로’<F20, 1976.10월>
총리직을 내놓은 지 근 1년 만에 처음으로 붓을 들었다.

‘漁村의 夕陽’ <F20, 1974.12월> 
세밑을 얼마 앞두고 자선 전시회를 위해 붓을 들었다. 구름을 좋아만 했지, 그림
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예술은 영원한 미완성”이라고 개탄하던 어느 대가大家
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JP 작품 모음

‘설악 溪谷’ <F25, 1977. 10월> 10월 초, 설악 계곡의 물은 손이 시리다. 이른 봄, 눈이 
녹아 흐르는 물보다, 단풍에 물든 물이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역시 봄
은 여름의 이웃이고 가을은 겨울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실감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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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松과 설악’ <M25 변형 85.1x53.0, 1978. 11월>
내설악 휴게소에서 만물상을 바라보면서 설악의 가을을 화폭에 담았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인가. 세찬 바람 속에 우뚝 선 노송老松의 가지 마디는 만져보면 보기보다 훨씬 
다부지다. 산은 의연한 모습으로 요지부동이지만, 그 표정만은 시간 따라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산은 싫증이 나지 않는다. 

‘아침’ <P25, 1975.11월>
동해의 해돋이는 장엄한 심포니다. 억겁億劫의 세월
을, 해는 그렇게 변함없이 솟아 올랐으련만, 그 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회는 한결같을 수 없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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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出峰의 봄’ <F15, 1978.11월>
제주의 봄은 유채화의 노란빛으로 무
르익기 시작한다. 성산포 일출봉은 멀
리서 바라볼 때 바위가 예각銳角을 이
루고 있는 듯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
면, 바위 밑둥은 파도에 씻기어 모가 없
다.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자연을 거역
할 수 없다는 이치일 게다. 

‘p.t. 艇’  <p25, 1977.1월>
‘코리아 타코마’에서 한국 최초의 쾌속정을 건조, 진수시켰다. 그
때의 모습을 잡은 사진을 보고, 선수가 가르는 흰 물살에 매료되
어 화폭에 옮겨 보았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
지만, 아마추어이니까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JP 작품 모음

 37재단법인



‘江邊’ <M12, 1979.7월>
여름이 한창일 때. 합천 가야산을 찾았다. 구름, 산, 그리고 물이 한데 어울려 화심畵心을 자
극한다. 

‘黑山島’  <F25, 1980.5월>
5월 초순, 정국政局을 뒤덮은 안개가 더욱 짙어간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미8군 페레
스터 장군의 이임離任 기념으로 이 그림을 서둘러 완성, 선물로 주었다.

‘동트는 새벽’ <P25, 1977.10월> 동이 터오는 하늘의 구름도 마음을 사로 잡는다. 그러나 마음뿐, 붓은 무디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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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日沒’ <F15, 1979.7월>
1978년도 저물어 가는 세밑. 그렇지 않아
도 세모歲暮는 감상을 자아내는 것인데 일
몰日沒 풍경이 그것을 더욱 부추긴다. 

‘동해 日出’ <P25, 1977.10월>
화폭을 넓히면서, 화재畵材도 
정적靜的인 것에서 동적動的인 
것으로, 오밀조밀한 것으로부
터 웅장한 것으로 변화를 시도
해 보았지만, 평가는 보는 사람
에게 맡기는 수밖에... 결국 이 
그림이 총리 재직중 마지막 것
이 되었다.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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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橋와 가을’ <P25, 1979.7월>
부곡 온천 부근, 이름 모를 동구洞口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이 그림은 
1980년 1월 한미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하고, 위컴 주
한미군사령관에게 기증하였다. 

 ‘초겨울’ <P12, 1977.10월>
나이를 먹을수록 계절에 민감해지는 것일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문
득, “해마다 꽃은 같은 모양으로 피어나는데, 해마다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같지 않구나(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 초당初唐의 시
인 유정지(劉廷芝)의 시구詩句가 떠 올랐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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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子’  <P25, 1983.5월>
금시 시조 가락이라도 들려옴직한 정자였다. 저 정자를 거쳐 간 풍류객은 그 얼마이며 저 정자에서 읊어진 노래는 그 얼마일까...

‘巨木’<P6, 1983.5월>
수령樹齡 천 년은 되었음직한 은행나무였다. 온갖 풍상風霜을 
이겨내고 우람하게 살아온 생명력에 그저 경건해질 뿐이다. 사
랑스러운 외손녀에게 할아버지의 뜻을 담아 이 그림을 주었다.

‘綠陰’ <P10, 1987.5월>
오래간만에 일요화가회 회원들과 북한산 계곡을 찾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은 때 묻은 세속世俗을 잊을 수 있다.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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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嶽의 초겨울’ <F15, 1980. 12월> 
‘5.17’로 몇 달 동안 바깥 세상과 차단되어 살아야만 했었다. 첫 나들이에 화구를 챙겨 들고 설악산을 찾았다. 흰 눈이 봉우리를 뒤덮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산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의연했다.

‘濟州의 봄’ <F10, 1987.5월>
다시 또 정국政局이 어수선하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거
늘, 그 누구도 힘으로 가로 막고 누를 수는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대로, 순리順理대로 풀어가
야 한다는 생각으로 붓이 여러 차례 머뭇거렸다. 

JP의 문화예술 활동사 1부-그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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瀉甁(1983.6월 뉴욕에서)
*사병瀉甁 : ‘한 병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다른 병에 쏟아붓는다’는 뜻으
로, 불교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교법을 조금
도 남김없이 전해 주는 것을 이르는 말.

'구름'(F10, 1996) 1996년 운정이 지도교수 박광진 화백에게 선물한 작품.

‘고향길’ <F10, 1987.5월> 마지막 작품
개구쟁이 시절의 향수가 어린 고향길. 얼음지치기를 하다가 논둑에 쥐불을 놓고 연을 날리
고...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라지만 어린 시절은 언제 생각해도 즐거운 추억 뿐이다. 

JP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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