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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rtrait Master: Yousuf Karsh

 "My chief joy is to photograph the great in heart, in 

mind, and in spirit, whether they are famous or 

modest."The definition of 'photography' in the 

dictionary says it is "the process of writing a subject 

using light." 

It sounds simple and everyone takes pictures 

nowadays; however, there is a man who took 

photography to the level of art - Yousuf Karsh, the 

portrait master.

 Karsh was Armenian, but he had to leave his home 

country at the age of 14 to avoid the Armenian 

Genocide. 

During the Genocide, he witnessed many deaths 

including the deaths of his own sister and other 

relatives. At 17, he moved to Canada to live with his 

uncle, George Nakash, who was a photographer. 

Nakash saw great gift in young Karsh, and in 1928 

arranged for Karsh to study under a portrait 

photographer, John Garo, in the United States. Karsh 

learned quickly and was soon recognized as a 

master.

The Portrait Master: Yousuf Karsh

“나의 주된 기쁨은 그들이 유명하든지 보통이든지,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가장 위대한 것을 사

진으로 찍는 것이다.” 사전에서 사진의 정의는 그것

이“빛을 이용하여 물체를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말

한다. 

그것은 단순하게 들리고, 요즈음은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사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린 사람이 있다 - 바로 인물 사진의 대가인 

Yousuf Karsh이다. 

Karsh는 아르메니아인이었지만, 14살 때 아르메

니아 학살을 피해 모국을 떠나야만 했다. 

학살동안, 그는 자신의 누이와 친척들을 포함해서 

많은 죽음을 목격하였다. 17살 때, 그는 그의 삼촌

인 George Nakash와 살려고 캐나다로 이주했는

데, 그는 사진사였다. 

Nakash는 젊은 Karsh에게서 위대한 재능을 보았

고, 1928년에 Karsh가 미국에서 John Garo라는 

인물사진가 밑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Karsh는 빨

리 배웠고 곧 인정받는 대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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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rtrait Master: Yousuf Karsh

Karsh had a gift for capturing the soul of his 

subjects in his portraits. He once said, "Within every 

man and woman a secret is hidden, and it is my task 

to reveal it."
드러내다 . . .

To reveal the hidden secret, Karsh communicated 

with and studied all his subjects before taking their 

photographs. 

In fact, when he took a picture of a musician, he 

listened to all his or her music. When he 

photographed a novelist, he read all the writer's 

books. 

As a result, viewers feel as if they have truly seen a 

moment in a famous person's life. His work includes 

portraits of politicians, artists, musicians, authors, 

scientists, and men and women of accomplishment. 

Of the 100 most notable people of the twentieth 

century, Karsh photographed 51.

The Portrait Master: Yousuf Karsh

Karsh는 그의 인물 사진들 속에서 피사체들의 영

혼을 담아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번은

“모든 남자와 여자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고, 그것

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그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Karsh는 사진을 

찍기 전에 모든 그의 피사체들과 의사소통하고 연

구했다. 

사실은, 그가 한 음악가의 사진을 찍을 때, 그는 그 

음악가의 모든 음악을 들었다. 소설가를 찍을 때, 

그는 그 작가의 모든 책을 읽었다. 

결과적으로, 관람객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의 일생의 한 순간을 본 것처럼 느낀다. 그의 

작품은 정치가, 화가, 음악가, 작가, 과학자, 그리고 

업적을 이룬 남녀들의 인물 사진을 포함한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Karsh는 51명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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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rtrait Master: Yousuf Karsh

The story of how Karsh created his most famous 

portrait of Winston Churchill, The Roaring Lion, is 

well known. 

Churchill, the British Prime Minister during the early 

years of World War II, had just addressed the 

Canadian Parliament, and Karsh was there to record 

one of the century's great leaders. 

Churchill was on the go; therefore, Karsh had only a 

couple of minutes to take the photograph. Not 

having heard about the photoshoot, Churchill was 

not in a good mood. 

He lit his cigar, bit it on as usual, and unwillingly 

posed for the camera with the cigar in his mouth. 

Karsh, thinking that the cigar ruined the photo, 

plucked it out of Churchill's mouth, saying, "Forgive 
뽑 다 . . .

me, sir." 

The look on Churchill's face and his hand on his hip 

showed how he was unhappy with his cigar being 

taken away. The Roaring Lion was chosen to be on 

the cover of Life magazine, and earned Karsh 

worldwide fame. 

People thought / the image captured Churchill and 

the Britain of the time perfectly- unconquerable.

The Portrait Master: Yousuf Karsh

Karsh가 그의 가장 유명한 인물 사진인 포효하는 

사자, 윈스턴 처칠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

야기는 유명하다. 

2차 세계대전의 초반부 동안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캐나다 국회에서 막 연설을 했고, Karsh는 

그 세기의 위인들 중의 한 명을 기록하기 위해 그곳

에 있었다. 

처칠은 정신없이 바빴고, 그래서, Karsh는 사진을 

찍는데 겨우 2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다. 사진 촬

영에 대해 미리 듣지 못해서, 처칠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시가에 불을 붙였고, 보통때처럼 그것을 씹으

며, 그의 입에 시가를 물고서 마지못해 카메라를 향

해 포즈를 취했다. Karsh는 그 시가가 사진을 망친

다고 생각해서, “용서해주십시오, 수상님.”이라고 

말하며, 처칠의 입에서 그것을 잡아 뽑았다. 

처칠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과 그의 엉덩이에 올려

진 손은 그의 시가가 뽑혀지면서 그가 얼마나 불쾌

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포효하는 사자는 라이프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뽑혔고, Karsh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처칠과 그 시대의 영국  정복

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포착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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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impressive portrait by Karsh is of Martha 
인 물 사 진

Graham taken in 1948. Martha Graham was an 
taking (X)

American modern dancer whose influence on dance 
w h o m ( X )

has been compared to Picasso's influence on 

modern visual arts. 

Her portrait looks as if it were taken on a grand 
was (X) 큰 무대에서

stage; however, it was actually taken in her small 

apartment. Karsh later confessed, "I was quite 
고 백 했 다

surprised when I went into her apartment. 
s u r p r i s i n g ( X )

It was so small and so low." At first, he worried that 

Graham would not be able to move freely, and that 

he could not get a good photograph. 

But then he had an idea. He asked her to sit on a 

low chair and pose as if she were dancing. 
posed (X) was (X)

"Amazingly," Karsh recalled, "this restricted posture 

presented no problem because she had such perfect 

control over her body." 

Thanks to Karsh's gift for drawing out the true 
끄 집 어 내 다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eople who see his 

pictures today can still not only guess the subjects' 

careers but can also see their emotions and passion 

in every portrait. This is why  Karsh is recognized 
because (X)

as a portrait master for all time, and not just a 

photographer.

The Portrait Master: Yousuf Karsh

또 하나의 인상적인 Karsh의 인물 사진은 1948년

에 찍은 Martha Graham의 사진이다. Martha 

Graham이 춤에 영향을 미친 것은 현대 시각예술

에 대한 피카소의 영향력에 비교되는 미국의 현대 

무용가였다.  

그녀의 인물 사진은 큰 무대에서 찍힌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촬영되었다. Karsh는 나중에 고백했다, “나는 그녀

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놀랐다. 

그것은 너무 작고 너무 낮았다.”처음에, 그는 

Graham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

에게 낮은 의자에 앉아 춤추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

라고 요청했다. “놀랍게도,”Karsh는 회상했다. “이 

제한된 자세는 그녀가 그녀의 몸에 대하여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드

러나지 않았다.” 

피사체의 진정한 특징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Karsh의 재능 덕택에, 오늘날 이 사진을 보는 사람

들은 여전히 그 피사체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모든 인물 사진에서 그들의 감정과 열정

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Karsh가 단순한 사진가

가 아니라 모든 시대 동안 인물 사진의 대가로 인정

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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