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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일요화가회 활동사, 언론이 본 JP의 예술활동

JP는 1968년 5월말 공화당 탈당과 함께 의원직부터 일체의 공직에서 은퇴를 선언한다.(당시 동아일보에서 이틀에 걸쳐 

호외를 찍어낼 정도로 국내외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음)

이후 JP는 화구畵具를 싸들고 서울 근교에서부터 제주도로, 설악산과 동해안으로, 경주 등지로 야외 스케치에 나선다. JP

는 학창 시절부터 이미 만약 미술계로 나간다면 성공할 것이라는미술선생의 평을 들을 정도의 재능을 타고 났었고, 1967

년에 당시 박광진 화백이 주도하는 일요화가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일요화가회 회원은 140여명 정도로 그동안 2

천여명이 이곳을 거쳐나갔으며 당시 도로공사 박기석사장, 유정회 김기형의원, 남해화학 李元燁사장 석탄공사 李根陽사

장등 저명한 인사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1980년 전두환에 의해 곤욕을 치루면서 붓을 놓기 전까지 야인 생활에서나 때로

는 공직에 있을 때나 일요화가회 회원들과 야외에서 혹은 홀로 화실에서, 해외 여행에서 틈틈이 화재畵材를 잡아 그림을 

그려왔다. 

당시 일요화가회 활동 등을 통해 언론에 비쳐진 JP의 미술 활동 일부를 소개한다. 일요화가회는 65년 3월 박광진 화백이 

중심이 되어 ‘멋과 풍류를 아는 이들’이란 취지로 발족한 일요화가회는 그림 동호인 모임으로 27년간 동호동락同好同樂

하고 있으며, 박 화백은 JP의 미술 스승으로 오랫동안 그림을 지도하는 한편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미술 정책 자문과 민족

기록화 사업과 부여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 

‘한재민돕기 김종필개인전’ 팜플렛.

1968년 9.21-25일 신문회관에서 서울일요화가회 주최로 열린 ‘한재민돕기 
김종필개인전’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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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모두 팔아 전남 한해구호금으로 보내기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김종필 씨는 13일 강릉 경포대에 

머무르면서 정치문제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일요화가회

원들과 함께 풍경화 그리기에만 열중했다. 김 씨는 이제

까지 그가 머물렀던 해운대와 불국사 및 경포대를 중심으

로 그림을 그려 완성한 작품만도 다섯 폭이나 되는데 “수

준을 훨씬 넘고 있다”는 편들. 일요화가 회원인 이원엽 十·

五구락부 총무와 처음부터 동행해온 김씨는 이번 일요화

가회에 가입, 앞으로도 틈틈이 화필을 잡기로 했다고. 그

는 상경 즉시 그가 그린 그림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연뒤 

이들 작품을 모두 팔아 전남 한해구호금으로 보내기로 했

다는데, “작품마다 3만원은 받을 터이니까 이것으로 상

당한 돈이 될 테니까 한해旱害구호금이 거뜬히 마련될 

수 있다”면서 정계 움직임에 대해선 일체 노코멘트였다 

<1968.8.14. 동아일보>

‘한재민돕기 김종필개인전’
정계에서 물러나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전공화당의

장 김종필씨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신문회관에서 ‘한

재민돕기 김종필개인전’을 열것이라고. 출품될 작품은 김

씨가 그동안 일요화가회의 한 회원으로 제주도와 동해안 

일대를 내유內遊하면서 그린 풍경화 경주의 ‘계림’ ‘석빙

고’를 비롯하여 ‘강릉해변’ ‘울산바위’ ‘돌섬과 설악’ ‘한강변’ 

‘제주도 풍경’ ‘서귀포’ 등 17점이며 그 대부분이 김씨가 즐

겨 그리는 풍경화와 정물들이라는 것. 김씨는 이번 작품

전에서 그림이 팔리면 전액을 한해의연금으로 내놓을 것

이라는데, 벌써 풍경화인 ‘울산바위’는 박대통령이 사가기

로 예약이 돼있다고.<1968.9.18. 동아일보>

제5회 회전會展에 김종필 전공화당의장 출품
여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는 미술애호가들의 모임인 

일요화가회의 제5회 회전이 김종필 전공화당의장이 출품

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신문회관 화랑에서 열

려 이채. 이 전람회에는 김씨외에 정우회 소속 의원인 李

元燁씨와 원호처장 朴基錫씨도 3, 4점씩 출품했는데, 작

년 정계 은퇴 후 지난 여름 개헌 추진에 앞장서 정계에 컴

백하는 듯 싶던 김종필씨는 계속 이선에 머무르며 지난번 

제주여행에서 그린 풍경화를 내놓았다는 것. 일요화가회

는 전시 작품중 팔린 금액은 자선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1969.12.11. 동아일보>

한국일요화가회 제8회전會展에 출품
25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일요화가회 제8회전이 25일 신세

계화랑에서 3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명예회장 김종필, 명예회원 朴鐘圭, 尹

冑榮의 그림과 59명의 회원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1972. 12.29. 매일경제>

‘한재민돕기 김종필개인전’에서 박종화 예총회장, 김인승 화백 등과 함께 전시 
작품을 감상.

출품작 중 ‘제주도 풍경’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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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제7회 일요화가회 전시회를 감상. 1979년 12월17일 제15회 한국일요화가회 연말자서전을 회원들과 함께 감상. 
JP 왼쪽으로 한옥신, 박광진, 김동년 씨.

색감이나 터치가 스케일이 커지고 대담해
3일부터 미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한국일요화가

전에 ‘어총의 석양’(20호), ‘松亭‘(12호) ’풍년‘(12호) 출품. 일

요화가회의 지도교수인 박광진씨는 김총리의 작품에 대

해 종전의 것은 꼼꼼하고 세밀한 화풍이었으나 올해에 내

놓은 것은 색감이나 터치가 스케일이 커지고 대담해졌다

고 평 <1974.12.4. 경향>

일요화가회, 이웃돕기에 130만원 본사에 맡겨
한국일요화가회(회장 김종필국무총리) 회장 이원엽씨(남

해화학 사장) 부회장 이근양(석공 사장) 총무 朴象基(한서

출판사장)와 회원 등은 양로원등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130만원을 18일 상오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

문에 기탁해왔다. 

이 성금은 일요화가들의 전시회에서 모은 것으로 김총리

도 바쁜 정무속에서 제작한 4작품중 3점을 출품했는데 1

백만원에 매각되었다.<1974.12.18. 경향>

한국일요화가회 회원전에 김종필 국무총리 출품
제11회 한국일요화가회회원전이 13일부터 19일까지 문예

진흥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명예회장 김종

필 국무총리의 ‘도봉산 가을’ ‘풍경a, b' 등 100여점이 전시

된다. <1975.12.12. 매일경제>

솜씨들이 국선 출품작보다 낫다
한국일요화가회 명예회장인 김종필 의원(유정)은 8일 오

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미술회관에서 제12회 한국일요화

가회전의 개막테이프를 회장인 한옥신 대검특별수사부

장과 명예고문인 具慈春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끓고 약 50

분간 출품작을 감상. 

연말 불우이웃돕기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회전에서 

회원인 閔寬植 전문교장관이 구 시장을 가리키며 “서울시

장도 앞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설득했다‘고 김 의원에게 말

했고 회장인 한옥신 대검특별수사부장은 ”구시장이 그림

을 그리면 서울시가 프랑스 파리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라

면서 일요화가 되기를 권하자 김 의원은 ”구시장의 그림 

솜씨로는 소를 그리라고 하면 개를 그릴 것“이라고 조크, 

웃음이 터지기도.

김 의원은 이 전시회에서 서산농장에서 그린 ‘설악풍경’ 

‘서해석양’(25호)과 ‘포풀러있는 신작로’(20호) 등 유화 3점

을 출품했는데 전시장을 돌아본 후 “솜씨들이 국선 출품

작보다 낫다”고 평. 이번 전시회 금상은 부인 변인숙여사

와 함께 출품한 한옥신회장에게 돌아가 이미 서울시장에

게 買約됐으며 김의원의 출품작도 모두 팔렸다고. 이밖에 

吳鐸根검찰총장 박기석도로공사 사장등도 2, 3점씩 출품

했다. <1976. 12.9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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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2월25일부터 31일까지 신세계화랑에서 개최된 한국일요화가회 제8회전. 
왼쪽부터 후나다 나까 일한의원연맹 회장, 김상영 의원,  JP, 이병희 의원, 김진봉 
의원이 출품된 ‘봉산탈춤’을 감상하고 있다. 

프랑스 방문시 현지 미술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총재, 캔버스 메고나오면 돼
김종필공화당총재는 17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회

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한국일요화가회(회

장 韓沃申의원) 연말자선전에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 작품들을 둘러보며 출품자들과 환담. 김총

재는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

림을 그리게되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되지 않겠느

냐”고 말하자 한회장은 ‘야당의원 2명이 참가절차

를 문의해 와서 캔버스 하나만 메고 나오면 된다

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해 웃음. 자선전에 ’설악설

경‘, ’석교와 가을‘이라는 유화 2점을 출품한 김총

재는 ”출품작들이 대가들처럼 뛰어나서 내 작품은 

부끄러워 내기가 어렵겠다“고 조크. 

<1979.12.18. 경향신문>

진천리 부락 운정마을로 이름져, 30년만에 초청 JP 환영
1999년 2월25일 김총리는 이날 저녁 나주군 동강면 진천

리 ’운정마을‘ 방문, 주민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운정이란 마을 이름은 ‘68년의 한해 때김 총리가 자선회

화전을 열어 얻은 수익금 450만원을 이 마을에 기탁한 데 

대해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붙인 것이다.당시 주민들

은 김 총리의 지원금을 토대로 논 1만평을 새로 사들이고, 

164가구의 농가 지붕을 기와로 개량했으며, 나중에 도정

공장까지 마련, 수익을 증대시켜 왔다고 한다. ‘68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마을을 방문한 김 총리 일행을 주민

들은 소 1마리, 돼지 3마리를 잡아 축하연을 베풀며 환영

했다.당시 쌀 2천여 가마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던 이 

돈으로 마을 주민은 가뭄 피해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마

을 전체의 지붕을 개량하고 창고와 마을회관까지 지었다. 

‘80년 ’서울의 봄’ 이후 연락이 끓겼으나, 지난 해 마을 주

민들이 공적비까지 세우고 초청했다. 

<1999.2.25. 연합뉴스>

학비를 지원해 온 미술 학도 박경숙 양(가운데)과 함께 총리 공관에서 기념 촬영. 
박양 왼쪽에 이원엽 전 의원과 박양 부모, JP 오른쪽으로 이창정 장군, 심연섭 칼럼니스트.

JP 일요화가회 활동사, 언론이 본 JP의 예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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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화가회 자선 전시장에서 회원들과 담소. 왼쪽 앞부터 김동권, 박기석, 한옥신과 JP, 박광진, 
이원엽, 이창정.

1979.12.17 일요화가회 연말 자선전시회.

밀착탐구 ‘대통령 후보의 문화취향’  

‘예술가’ 김종필 서예, 그림, 솜씨 아마추어 넘어서  
김종필 총재는 문화예술의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직접 창

작의 세계에 동참하는 스타일이다. 틈날 때마다 해온 서

예 솜씨는 보통을 넘고 집무실에서도 가끔 붓을 잡는다. 

대가들과의 친분도 상당하다. 김 총재의 집무실에는 ‘79

년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 씨 등 5명의 서예가와 한국화

가들이 하나의 화폭에 각각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작

품이 걸려있다. 서화작가들과의 교분이 어느 정도인지 짐

작할 만하다. 공주고보 시절 문학전집류를 독파했던 그는 

홍성유洪性裕, 구 상具 常, 조병화趙炳華 씨 등 

문필가들이 참여하는 수요회 회원이며 펜클럽 

평생회원, 소설가협회 명예회원이기도 하다. 

‘단 한번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라는 브라우닝

의 시를 편지에 담아 박영옥朴榮玉 씨에게 청

혼했던 이야기도 유명하다.

‘68년 3선 개헌 파동으로 일체의 공직을 사퇴한 

뒤 제주도에 내려 갔을 때 그리기 시작한 서양

화도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섰다. *’74년부터 일

요화가회를 만들어 작품 활동을 해 온 그는 그

간 ‘JP화첩’ 2권을 펴냈다. 일요화가회 명예회

장 자격으로 연말이면 자선전시회에 작품을 낸

다. (*’74년부터 일요화가회를 만들어 -> 오류. 

일요화가회는 이미 ‘65년에 만들어 졌고, JP는 ’67년도에 

가입)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클래식에서 대중가요까지 폭넓게 

즐긴다. 공주고보 시절부터 만돌린 연주로 유명했고 전자

오르간, 피아노도 연주한다. ‘62년에 예그린악단을 창단

한 주역이며 김자경오페라단의 고정 후원자이기도 하다. 

’고향무정‘ ’미워도 한세상‘ 등의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는 

그는 가수 이미자, 패티김, 영화배우 최무룡, 김희라, 탤

런트 김을동 씨 등 연예인들과도 절친하다. 문화계 인사

들과의 친분으로 인해 김총재는 이들의 결혼식 주례도 

자주 선다. 작고한 음악인 길옥윤 씨와 패티김의 주례를 

선 일은 잘 알려져 있고 ‘92년에는 자신보다 연상인 김흥

수金興洙 화백의 주례를 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일각에

선 JP의 이런 문화적 취향은 유약하다는 인상을 심어줘 

정치지도자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심는데 걸림돌이 된다

고 보는 사람이 없지 않다. 朴正熙 전 대통령도 JP의 문화

적 취향에 대해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나”라며 탐탁찮게 여

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총재는 ‘문화란 삶을 

보다 인간답게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며 ‘문화를 아는 정

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7.8.25.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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