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박물관  (Harn Museum of Art) 은 미국 남동부에서 

가장 크고 종합적인 아시아 미술 소장품을 갖고 있다. 

2000여 작품으로 이루어진 소장품은 서력 기원전 3000

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들을 아우르며, 아시아 지역의 

모든 회화, 판화, 조각, 도자기, 청동기, 옥, 그리고 칠기

를 포괄한다. 

 

“한국 미술: 소장품 보물 전”은 도자기, 가구, 회화, 

판화, 그리고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품은 1988

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기증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두 한 박물관 소장품으로 구성되었다. 밴 

플리트 장군 기증품 중에서 김홍도 (1745–1806년경) , 

장승업(1843–1897), 그리고 김은호(1892–1979) 가 그린 

커다란 족자 그림들은 구미의 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한국 회화 작품들이다. 

한 박물관의 도자기와 청화백자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밴 플리트 기증 작품들은 존 락커펠러 2

세 (1874–1960) 소장품이었던 목조보살좌상, 그리고 

1950–1960년대에 세워진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최근 

20년간 박물관으로 들어온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아울러 박물관이 현재와 미래의 관람자들을 위해서 

소장 작품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연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전시한다. 

 

이 갤러리를 짓고 조직된 이번 첫 전시는 한국의 국제

교류재단과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phone 352.392.9826
fax 352.392.3892
www.harn.ufl.edu
3259 Hull Road
Gainesville, FL 32611-2700
 
Museum Hours
Tuesday - Friday, 11 a.m. – 5 p.m.
Saturday, 10 a.m. – 5 p.m.
Sunday, 1 – 5 p.m.
Second Thursday of every month,  
open 6 – 9 p.m. for Museum Nights
Closed Mondays and state holidays

한국, 보살좌상, 조선(1392-1910), 17세기, 

나무에 도금, 채색, 칠, 구입품, 마이클 싱어와 

도나 싱어 기증 (2008.20)

한국, 매, 19세기 말-20세기 초, 목판화, 

윌리엄 헤지스와 로비 헤지스 기증

(2008.78.18)

한   국

소장품 보물 전

한 국 미술



한국, 기대, 
삼국시대,  
5-6세기, 구입품, 
캐슬린 엠 액슬린 
구입품 기부 기금
(2009.23.4)

한국, 사자모양  연적, 
조선  (1392-1910), 
19세기, 청화백자, 로이 
헌트 기증 (2004.36.5)

김은호(1892-
1979), 승무, 
1922 년, 비단에  
채색, 제임스 
에이 밴 플리트 
장군 기증
(1988.1.28)

김홍도(1745-1806년경), 매사냥,  조선(1392-
1910), 18 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제임스 에이 밴 
플리트 장군 기증(1988.1.25)

한국, 불패, 조선
(1392-1910), 1738년 
추정, 나무에 채색과 
도금, 구입품, 캐슬린 
엠 액슬린 구입품 
기부 기금(2009.23.1)

한국, 탑, 조선
(1392-1910), 
나무에 채색, 
구입품, 캐슬린 
엠 액슬린 
구입품 기부 기금 
(2009.40.2)

한국, 팔각병, 조선
(1392-1910), 19세기, 
청화백자, 제임스 에이 
밴 플리트 장군 기증 
(1988.1.13)

한국, 접시, 조선 (1392-1910), 
19세기, 청화백자, 제임스 
에이 밴 플리트 장군 기증 
(1988.1.16)

한국, (수복문)병, 조선
(1392-1910), 19세기, 
청화백자, 제임스 에이 
밴 플리트 장군 기증
(1988.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