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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30

소송 김정현 <만장심추>

8

전시소개

32

소정 변관식 <비폭 앞의 암자>

12

임농 하철경 <유달산 소견>

34

옥산 김옥진 <산고수장>

14

의재 허백련 <하산초제>

36

벽하 송계일 <강변추색>

16

남농 허건 <하경>

38

월암 정영남 <폭포>

18

전정 박항환 <춘경>

40

의재 허백련 <선경>

20

태봉 최창길 <설후산가>

42

백포 곽남배 <도중>

22

벽하 송계일 <추경>

44

만청 권기윤 <무릉>

24

소송 김정현 <등산>

46

금봉 박행보 <취벽단애>

26

토림 김종현 <산수>

48

남강 김원 <한계령>

28

심산 노수현 <추강어옹>

「산세, 그 힘찬 움직임」展을 개최하며…

한은갤러리는 한국은행 창립 제62주년을 기념하여 선진 중앙은행으로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은
행의 의지를 담아 「산세, 그 힘찬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은행 소장품 중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산수화 19점을 소개합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고 자연에서 세상의 본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동양의 화가들은 산과 나무, 바위와 같은 자연물에 깃든 기운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약
동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걸작들에서는 심지어 붓질이
닿지 않은 여백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정적인 듯 보
이면서도 웅장한 기상과 힘찬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번 「산세, 그 힘찬 움직임」展이 반복된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힘찬 기운
과 충만한 생명력을 통해 삶의 원기를 되찾아 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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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시작하며...

신록의 향기가 푸름을 더하는 초여름, 한국은행은 역사적인 제8차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창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이

이밖에도 전통회화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전 이상범과 함

를 기념하여 한은갤러리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은행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한국은행의 의지를 담아 「산세, 그 힘찬 움직임」

께 안중식의 수제자로서 고매한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특유의 화풍을 개척한 심산 노수현, 전국의 명승지를 떠돌며 실경을 역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은행의 소장품 중 산수화로만 구성했습니다. 산수화는 회화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자연

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묘사한 소정 변관식과 그에게 사사받은 남강 김원이 대표적입니다. 그 후대에 속하는 만청 권기윤 역시

의 생동하는 기운을 화폭에 옮겨 담는 진정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화두가 오갔던 대표적 장르입니다. 이번 전시에

우리 산하 곳곳을 찾아다니며 꾸준히 사생을 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는 국내 한국화단의 명맥을 이끌어 온 대가들인 심산 노수현, 소정 변관식, 남농 허건, 의재 허백련 등 16인의 작품 19점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육중한 바위와 우람한 산세를 강렬하고 힘 있는 붓터치와 과감한 구도로 표현한 전통 산수화에서 ‘힘찬

동양의 산수화는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 보이는 대상의 겉모습을 옮겨 담는 것에 주력했던 서양의 풍경화와는 달리 넓은 산

움직임’을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천을 거닐고, 그곳에서 뿜어 나오는 정기를 느끼며 그곳에서부터 포착한 대상의 본질을 화폭에 생생하게 옮겨 담고자 했던
장르입니다. 화가가 집중력을 갖고 일필휘지로 그린 우직한 질감의 바위와 세차게 흘러넘치는 계곡물, 나무들이 내뿜는 생명

이번에 소개될 작품들 중 다수는 20세기 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도의 화맥을 이어 온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남도는 한

력과 원기는 감상자에게까지 이르는 듯합니다.

국화, 특히 그 중에서도 격조 높은 남종문인화풍을 이룩한 소치 허련의 법통을 이어온 ‘남종화’의 메카로 일컬어집니다. 남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시대적으로 서구적 기법과 사고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동양화 본연의 맥을 지키고자 꾸준히

도의 화가들은 온화하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소재로 전통 기법을 계승하거나 여기에 독창적인 기법을 조화시키면서 한국화

노력해 온 정신이 깃든 작품들입니다. 때문에 바위 위에서 꿋꿋이 자라난 소나무와 같은 장구하고도 원숙한 기운까지 느낄

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도 화단을 이야기할 때 소치 허련의 아들인 미산 허형, 손자인 남농 허건, 방계친족인 의재 허백련 등을 배출한 양천허씨
일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재 허백련은 전통 남종화의 정신과 그 기법을 철저히 계승한 대표적 인물로 손꼽힙니다.

한은갤러리는 지난 2002년 개관한 이후 한국은행 소장 작품 중에서 매년 명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관

그는 한시와 고전 화론에 통달하고 서법도 독특한 경지를 보여 시ㆍ서ㆍ화의 삼절(三絶)을 이루었습니다. 남농 허건은 현장

객들께서 근현대 우리 산수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품들

사생을 중심으로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미감을 구현했습니다.

을 감상하시면서 화폭에 되살아난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과 멋을 느끼시고, 도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탁 트인 자연의 공간에
서 맛볼 수 있는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허백련의 문하에서 화업의 기초를 닦은 대표적 화가로는 부드럽고 섬세한 습필을 주로 구사하며 현실적 친근감과 향토적 감
흥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그림을 그린 옥산 김옥진,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스승의 화풍과 정신세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흡
수해 나간 금봉 박행보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성을 중시하는 허건의 정신을 이어받은 화가들로 산천경개를 직접 찾아
다니며 사실주의적 실경산수를 그리는 임농 하철경과 관용과 여유가 돋보이는 한국적 서정을 잘 살린 백포 곽남배, 사람들이

장인석(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학예연구사)

포함된 일상적 풍경까지도 그려 주목 받았던 소송 김정현, 현실의 정수만을 말끔하게 그려 현대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전
정 박항환의 작품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화단에서 떠나 전주에 머물며 재야작가로서 활발한 작
품활동을 했던 토림 김종현은 이들과는 구분되는 작품세계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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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산 소견(儒達山 所見)
임농 하철경(林農 河喆鏡, 1953 ~ )
113 x 330 cm
종이에 수묵담채
1988

목포의 대표적인 산으로 호남지역의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이 되었던 유달산을 소
재로 한 이 작품은 8폭의 넓은 화폭에 갖가지 기암괴석과 병풍처럼 첩첩이 솟아
오른 암벽을 펼쳐 놓았다. 왼쪽 근경에서부터 오른쪽 원경에 이르기까지 산자락
과 능선이 자연스럽고 유연한 흐름을 형성하였고,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조작이
나 과장을 배제한 채 자연이 주는 고요와 억제된 강한 힘을 포착해 그려내었다. 스
승의 화풍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회화세계를 구축해 나가던 임농 하철경의 과도기
적 작품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하철경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임농(林農)이다. 남농 허건(南農 許楗)과 도
촌 신영복(稻村 辛永卜) 등에게 사사받았고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와 세종대학교
대학원(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박사)을 졸업하였다. 그는 남도 문인화의 전통
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주의 기법을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자신만의 미
술세계를 구축하였다. 처음 그림을 배울 때에는 도제식(徒弟式)으로 교육을 받았
으며, 이때에는 관념산수화를 주로 익혔다. 그 후 현장을 탐방하며 사생 위주의
실경화를 그렸다. 한국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로 재직 중이다.

儒達山所見 戊辰年之冬 三十六歲 林農學人作
유달산의 보이는 바를 무진년(1988) 겨울에 36세 임농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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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초제(夏山初霽)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
115 x 165 cm
종이에 수묵담채
1929

여름날 비가 그친 직후 맑고 깨끗한 산의 풍경을 압도적인 필치로 묘사한 이 작품

疏簾靑簟消白晝

은 의재 허백련의 초기 화풍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화폭 하단에 펼쳐진 계

惟有棋聲

곡물은 비가 와 불어나 있고, 나뭇잎은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하게 표현되어 있다.

幽逕柴門卽蒼苔

산등성이 사이사이에 심어진 소나무는 깨끗한 담채로 채색되어 생동적인 기운을

只客屐齒

더한다.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중첩되는 언덕들은 중앙의 산 정상까지 자연스럽게

宿雨初晴

연결되면서 동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가 훑고 지나간 산속의 조용하

小溪新漲

면서도 습윤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泛米家船

화면 좌측 상단에 남긴 제시(題詩)는 그림에 문인화적 풍모와 함께 서정성을 더

載揚州酒

한다. 그중 마지막 “泛米家船 載揚州酒 好浩歌一聲 好風吹送響” 즉, “미불(米芾)

好浩歌一聲

의 배 띄워 양주의 술을 싣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니, 마침 바람이 불어와 그 노랫

好風吹送響

소리를 실어 보내네”라는 부분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의 여유와 운치를 잘 표

己巳老炎於江戶旅舍飮暑而作

현하며, 북송의 화가 미불(1051~1107)의 정신을 잇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毅齋 許百鍊

허백련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소치 허련의 방손(傍孫)이다. 호는 의재(毅齋), 의도

성긴 발의 푸른 대자리로 한낮을 피하니

인(毅道人), 의재산인(毅齋散人) 등이고, 1914년부터 운림산방(雲林山房)에서 허

오직 들리는 건 바둑돌 소리 뿐

련의 아들인 미산 허형(米山 許瀅)에게 그림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한학과 전통산

길은 멀고 아득한데 사립문엔 이끼만 끼고

수화를 배운 후 법률공부를 하러 일본유학을 갔다가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

다만 들리는 건 나그네의 나막신 발자국

이운(小室翠雲)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그림공부를 시작했다. 1922년부터

밤새 내린 비 비로소 그치니

1927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광주에 정착하여 독자적 화

작은 시내도 새 물로 가득 찼네

필생활과 문하생 지도에 전념하였다. 1938년에는 광주에 연진회(鍊眞會)를 발족

미불(米芾)의 배 띄워

시켜 제자를 양성하고 호남지역 서화계를 주도하였다. 해방 이후엔 무등산 아래

양주의 술을 싣고

에 춘설헌(春雪軒)을 짓고 차(茶) 문화를 진흥시키기도 하였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니
마침 바람이 불어와 그 노랫소리를 실어 보내네
기사년(1929) 늦더위에 강호의 객사에서 더위 먹고 짓다
의재 허백련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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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夏景)
남농 허건(南農 許楗, 1908~1987)
65 x 95 cm
종이에 수묵담채
1971

단단해진 필묵법을 바탕으로 작가가 왕성하게 작업하며 절정기를 이루던 시기의
작품으로, 전통 남종산수의 화법 위에 실경 사생의 기억을 가미한 신남화풍의 그
림이다. 털의 길이가 짧아 속도감을 내기에 적절한 몽당붓으로 화면 위를 쓸어내
듯 갈필의 거칠고 힘찬 붓놀림으로 산세를 표현하였고, 두터운 필선은 중후한 에
너지를 전달하며 현대적 감각에 맞는 섬세한 문기를 내뿜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왼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구성이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있는 나뭇잎, 부드럽
게 후경으로 연결되는 삼각 구도가 화면에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한국적 산이 가
진 역동성을 잘 표현한다.
허건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남농(南農)이다. 조선말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소치 허련(小癡 許鍊)의 직계 손자로서 3대째 화맥을 이으며 허련이 만년에 기거
한 진도의 화실 ‘운림산방’을 재건하는 등 한국 남종화의 기반을 단단히 하였다.
목포 북교보통학교 6학년 때 전국학생미술대회에서 동양화부 1등 입상을 계기로
화가의 길에 들어선 그는 1930년 23세의 나이로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
며 등단하였고, 1944년 마지막 선전에서는 조선총독상을 수상하였다. 1946년 ‘
남화연구원(南畵硏究院)’을 열어 후진을 양성하였고, 중앙 화단과의 연계와 자신
의 지위를 바탕으로 제자들의 국전 진출을 이끌어주었다. 초년기에는 아버지 허형
으로부터 직접 그림을 배웠고, 당시 유입된 근대 일본화풍을 수용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전통수묵화의 수련기(1930-1939), 일본화 영향기(1940-1944), 모색기
(1945-1950), 정립기 또는 정착기(1951-1987)의 네 시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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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歷歷樹重重		

푸른 산은 뚜렷하고 나무는 겹쳐있는데

寺在雲深茅幾峯		

절은 구름깊은 모기봉에 있구나

辛亥夏日 作文 南農

신해년(1971) 여름에 남농 그리다.

17

춘경(春景)
전정 박항환(田丁 朴亢煥, 1947 ~ )
41 x 60 cm
종이에 수묵담채
1974

전통적인 남종산수화의 화풍과 구도로 그려진 이 작품은 실재 경치가 아닌 생각
속의 풍경을 그린 관념산수화(觀念山水畵)이다. 붉은 꽃망울이 피어오르고 있는
봄의 생동감을 갈필의 거친 붓질을 통해 역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사
물의 생략과 응집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아내고 있어 과장이나 허세의 군더
더기를 말끔히 씻어내고자 한 작가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소나무 잎사귀는 적당
히 물기를 머금고 있는 붓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반면, 산은 메마른 갈필을 이용
해 변화를 주었다. 채색과 먹의 농담을 적절히 안배한 필법에서 문인화의 격조를
느낄 수 있다.
박항환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전정(田丁)이다. 남농 허건과 도촌 신영복에
게 사사받았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7년 국전에 등단한 후
입선 9회, 특선 2회를 차지하였으며, 전남 미술대전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우리의 것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주제,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산
을 다룬 일관된 작업을 하였고, 최근에는 40여 년 동안 함께 하였던 지필묵(紙筆
墨) 대신 아크릴과 캔버스 등 서양화의 재료를 활용하여 전통적 소재인 소나무, 매
화, 학 등을 그리는 등 전통화법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甲寅年 花春節 田丁		

갑인년(1974) 꽃피는 봄에 전정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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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후산가(雪後山家)
태봉 최창길(太峯 崔昌吉, 1958 ~ )
59 x 69 cm
종이에 수묵담채

한 차례 눈이 쏟아지고 난 뒤 높은 산과 인가가 산재한 낮은 평지 할 것 없이 하얗
게 눈으로 뒤덮여져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눈이 쌓인 흰 여백의 공간과는 대조
적으로 중앙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삼림(森林)을 짙은 먹색으로 강하게 묘사
하였다. 이 삼림은 뒤에 물기가득 머금은 먹으로 엷게 칠해진 낮은 구릉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또 그 뒤로 거친 갈필로 빠르게 그려진 높은 산이 자리하고 있어
중첩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먹색 구름에 뒤덮인 하늘은 겨울의 스산한 분위기
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로운 필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상을 묘사하기보다는 추
운 겨울날 자연이 주는 ‘인상’을 중심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최창길의 호는 태봉(太峯), 초민(樵民)이다. 국전 사군자 부문에서 7회 입선, 2회
특선을 했으며 동양화 부문에서도 두 차례 입선하였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
작가, 경기도 서예대전 및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예
가로서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문인화,
전각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서예인구 저
변확대와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雪後山家 墨能軒主人 太峯寫
눈온 뒤 산집 묵능헌주인 태봉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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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秋景)
벽하 송계일 (碧河 宋桂一, 1940 ~ )
187 x 123 cm
종이에 수묵담채
1974

원경에서 바라본 가을 산의 풍경을 그린 이 작품은 비교적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
기를 풍긴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발묵 효과와 안정감 있는 채색 덕분이다. 산세를 아스라이 휘
감는 안개와 화면 전반에 잔잔하게 깔려 있는 색채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보
는 이를 인도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작품은 전통 산수화의 화풍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함께 출품된 <강변추색>이 한국화를 새로운 현대적 개념으로 새롭게 표현
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송계일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는 벽하(碧河)이고, 1977년부터 벽경(碧耕)이
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고교 재학시절 국전에 입선할 정도로 높은 기량을 선보였
던 송계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이상범, 김기창, 천경자 등으로부
터 지도받으며 예술성을 심화시켰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하였다.
백양회 최고상과 국전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받았고,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甲寅元旦 碧河 宋桂一畵
갑인년(1974) 설날 아침 벽하 송계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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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소송 김정현(小松 金正炫, 1915~1976)
64 x 79 cm
종이에 수묵담채

소송 김정현은 자연과 인간이 화폭 속에 함께 어울리는 주제를 표현하며, 동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을 한 화면 속에 그려 넣었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현
실 아래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산수화에 심취하며 이상향을 화폭 속에 표현함으로
써 현실 도피적 성향을 나타냈던 다른 작가들과 달리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측면
을 보여주는 실경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이 작품은 평소 작가의 취미이던 ‘등산’을 통해 몸소 체험한 자연에 대한 작가만
의 감상을 담고 있다. 전경 중앙의 암벽이 원경으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구조를 취
하고 있는데, 특히 원경에 아련하게 보이는 뾰족 산봉우리와 그 사이에서 살짝 모
습을 드러내고 있는 산사(山寺)의 신비로운 풍취가 물씬 풍겨온다. 이와 대조적
으로 근경의 소나무와 기암괴석은 짙은 먹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동적으로 묘사
하였다. 강한 암벽의 동세와 사이사이에 배치된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나무,
구불구불한 오솔길 등은 산을 오르고 있는 등산객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그
려내고 있다.
김정현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호는 소송(小松)이다. 16세 때 고향을 떠나 광주
에서 약 7년간 독학으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1942년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
에 처음 입선하였으며, 이듬해 일본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 일본화과에
서 약 1년 정도 기초과정을 집중적으로 유학한 뒤 귀국하여 조선미술전람회 등
에 입선하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실경을 토대로 한
실험적인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호남의 남화 산수에 현대적인 수
채화 기법을 도입하여 서양화의 분석적이며 체험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24

25

산수(山水)
토림 김종현(土林 金鍾賢, 1912~1999)
86 x 217 cm
종이에 수묵담채
1959

토림 김종현 특유의 질박한 표현과 문기 어린 운치가 잘 드러나는 이 작품은 화면
가득 펼쳐진 구름과 그 위로 솟아오른 산봉우리들을 마치 강물 위에 뜬 섬과 같이
표현하였다. 웅장한 암산의 산세를 4폭의 병풍 위에 넓게 펼쳐 그렸는데, 상단 부
분만 드러난 전경의 소나무와 고목은 바위산의 웅장함과 강인함을 돋보이게 한다.
원경의 산은 다른 요소들을 감싸 안듯 화폭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어 화면에 깊
은 공간감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매우 멀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
경을 그림으로써 탈속적 경지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관록을 형상화하고 있다.
김종현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는 토림(土林)이고, 18세 때 이당 김은호에게 사
사받은 이래 줄곧 남화 계통의 한국화에 전념했다. 1944년 선전에 입선하고 해방
후 국전에도 입상하는 등 전업화가로서 등용문도 거쳤지만, 곧 전주에 내려가 후
진 양성과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며 재야작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자연을 벗
삼아 살면서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사계절의 풍경을 담은 실경산수를 즐겨 그렸고,
그 중에서도 ‘설경(雪景)’을 잘 그리는 화가로 평가받는다.

綠水靑山幾萬重 		

파란물과 푸른산이 거의 만겹인데

雲烟埯靄有無中		

구름과 연기가 잔뜩 끼어있어 산과 물이 있는 듯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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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강어옹(秋江漁翁)
심산 노수현(心汕 盧壽鉉, 1899~1978)
64.5 x 131 cm
종이에 수묵담채
1954-55년경

저 멀리 안개 너머엔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화면 가운데를 가로지른 강물은 잔잔
하게 흐르고 있다. 강가의 바위나 산봉우리는 산곡(山谷)의 골격미를 드러내는 뚜
렷한 필법을 사용한 반면 수목과 갈대, 강물, 안개 등은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
게 묘사하였다. 갈대가 우거진 강변엔 돛을 내린 배 한척과 고기 잡는 일은 잊은
듯 피리만 불고 있는 어부를 그려 넣어 가을 강변의 우수어린 정취를 신비롭게 묘
사하고 있다. 더불어 화면 안쪽으로 깊어지는 여백의 공간에는 대기의 기운을 머
물게 하여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끝없이 끌어들이고 있으며, 절제된 담묵을 사용한
정갈한 표현은 부드러우면서도 입체감을 주고 있다. 완벽에 가까운 고요를 통해
이상향에 접근한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 작품은 제작년대를 밝히고 있지 않지
만, 노수현이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가던 195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수현은 황해도 곡산(谷山) 출신으로 호는 심산(心汕)이다. 1914년 근대 한국화
의 대가들을 배출한 서화미술회 강습소 미술과에 입학하여 안중식, 조석진의 지도
아래 전통화법을 수학하였다. 1923년 서화미술회 동문인 이용우, 이상범, 변관식
과 함께 동연사(同硏社)를 조직하여 시대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전통주의의 형식적인 답습에 반기를 들었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
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고문, 예술원
회원 등을 지냈다. 정형적인 관념산수(觀念山水)의 구도 위에 현장에서 사생한 우
리의 산천을 담으면서 특유의 화풍을 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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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심추(萬丈深秋)
소송 김정현(小松 金正炫, 1915~1976)
88 x 63.5 cm
종이에 수묵담채
1970

‘높디 높은 산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도봉산 만장봉의 깊어진 가을을 묘사한 이 작

萬丈深秋

품은 산행을 즐겼던 소송 김정현이 몸소 체험하였던 도봉산 만장대의 아름다움을

庚戌日 道峯山萬丈峰 所見 小松畵

화폭 속에 담아낸 것이다. 동양화의 전통 구도법인 삼원법(三遠法)에 따라 닭벼
슬처럼 날카로운 형상의 만장봉은 고원(高遠)구도를 사용하여 밑에서 올려다 본

만장봉의 깊은 가을

모습으로 그려 웅장함을 극대화시켰고, 그 밑으로 거친 붓터치로 묘사한 소나무

경술년(1970) 어느날 도봉산 만장봉에서

와 울긋불긋한 단풍이 우거진 암벽을 배치하여 중경(中景)을 설정하였다. 근경(近

보이는 바를 소송이 그리다.

景)에는 큼지막한 노란 은행나무 단풍을 흐드러지게 묘사하였고, 단풍이 물든 암
벽 사이로 힘차게 산을 오르고 있는 두 명의 등산객이 화폭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
져 대자연의 너그럽고도 생동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김정현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호는 소송(小松)이다. 16세 때 고향을 떠나 광주
에서 약 7년간 독학으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1942년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
에 처음 입선하였으며, 이듬해 일본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 일본화과에
서 약 1년 정도 기초과정을 집중적으로 유학한 뒤 귀국하여 조선미술전람회 등
에 입선하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실경을 토대로 한
실험적인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호남의 남화 산수에 현대적인 수
채화 기법을 도입하여 서양화의 분석적이며 체험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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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 앞의 암자
소정 변관식(小亭 卞寬植, 1899~1976)
79 x 66 cm
종이에 수묵담채
1950년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암자와 그 주변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물줄
기, 암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갓을 쓴 노인을 한 화면에 담고 있다. 특히 다각적
시점을 한 화면에 결합한 역동적이고 대담한 구도, 먹을 농담의 순으로 순차적으
로 짙게 쌓아 가듯이 표현한 ‘적묵법(積墨法)’ 등에서 박진감과 입체감이 두드러
지는 작가 특유의 화풍이 잘 드러난다. 물을 적게 사용하여 칼칼하고 강한 먹의 느
낌을 잘 살려내고 있으며 바위와 집, 폭포와 나뭇가지, 그리고 노인의 움직임이 하
나의 동세로 연결되면서 밀도 있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변관식은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호는 소정(小亭)이며, 청전 이상범, 심산 노수현
과 함께 전통회화가 현대화되는 접점에서 활동한 작가로 평가 받는다. 조선왕조
의 마지막 도화서 화원인 외조부 소림 조석진 아래서 7년간 서화를 배웠다. 이후
이당 김은호와 함께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
에게 일본의 수묵화풍을 익혔고, 귀국 후에는 서화협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1937
년부터는 금강산 등 전국의 명승지를 떠돌며 실경을 사생하는 등 한국적 풍치를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화풍을 형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광복 후 국전 심사위
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강직한 성격 탓에 여생의 대부분을 재야화가로서 화
업에만 몰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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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수장(山高水長)
옥산 김옥진(沃山 金玉振, 1927 ~ )
58.5 x 119 cm
종이에 수묵담채
1968

호남의 산수화 전통과 그 맥을 계승하고 있는 옥산 김옥진은 철저한 옛법의 계승
위에 자신의 화취(畵趣)와 뜻을 펼쳐가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화가이다. 그는 스
승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의 전형적인 화풍 위에 부드럽고 섬세한 습필(濕筆)
의 수묵담채를 구사하여 현실적 친근감과 향토적 감흥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1968년작 <산고수장>은 산세와 암벽의 준법(峻法), 소나무와 산사(山寺)의 표현
등이 의재의 전형적인 화법과 매우 유사하여 그의 초기 화풍을 파악할 수 있는 역
작이다. ‘산이 높고 물은 멀리 흐른다‘라는 뜻을 가진 ‘산고수장(山高水長)’은 군
자의 덕이 높고 끝없음을 산의 우뚝 솟음과 냇물의 부드러우며 끊임없는 흐름에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화제(畵題)에 걸맞게 작가는 넓은 화폭 위에 원숙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산수를 안정된 구도로 담고 있다. 가까운 계곡엔 물소
리가 들릴 듯이 활발한 기운이 넘치고 그 주변으로 키 작은 소나무와 단풍이 각각
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원경에 보이는 장엄한 고산은 이를 지그시 내려다보
고 있는 듯 호젓한 모습이다.
김옥진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옥산(沃山), 옥주산인(沃州山人), 옥주도인(
沃州道人), 옥도인(沃道人)이다. 의재 허백련으로부터 배운 전통산수화 기법에 현
실적 친근감과 향토적 감흥을 넣어 원숙하고 치밀한 화격(畵格)을 이루었다. 그
의 화면은 비교적 단순한 구도에 담백한 수묵 담채의 효과를 살리고 있으며, 점차
관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실재하는 경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화풍으로 변화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허백련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전 초대작가로 활동하
였고, 의재의 화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화풍
을 모색하고 있다.

山高水長 甲寅仲春 沃州山人
산은 높고 물은 멀리 흐른다. 갑인년(1968) 봄 옥주산인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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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추색(江邊秋色)
벽하 송계일(碧河 宋桂一, 1940 ~ )
43 x 56 cm
종이에 수묵담채
1974

가을 강변엔 붉은 빛이 가득하다. 윤곽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색으로만 자연을
그려내고 있다. 커다란 붓으로 시원스레 그린 농묵(濃墨)의 산과 선명한 담홍빛
단풍은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며 투명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 안개 자욱한 강
물 위를 유유히 지나고 있는 돛단배가 재치 있게 묘사되어 화면의 감성을 더욱 풍
요롭게 한다.
송계일은 한국화를 새로운 현대적 개념에 접목하고자 하는 실험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작가는 아교와 분무기, 평붓으로 먹의 번짐을 조절하여 정교한 여백을 만들
어냄으로써 깊은 공간감과 힘을 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
를 가미하여 회화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한국화의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송계일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는 벽하(碧河)이고, 1977년부터 벽경(碧耕)이라
는 호를 사용하였다. 고교 재학시절 국전에 입선할 정도로 높은 기량을 선보였던
송계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이상범, 김기창, 천경자 등으로부터
지도받으며 예술성을 심화시켰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을 전
공하였다.
백양회 최고상과 국전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받았고,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江邊秋色 甲寅初春畵 璧河
강변추색 갑인년(1974) 이른봄에 벽하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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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
월암 정영남(月俺 鄭永男, 1946 ~ )
105 x 123 cm
종이에 수묵담채
1974

월암 정영남은 전통 회화를 계승함에 있어 전통의 필법과 시대적 감각을 적절히
융화시키면서 자연이 지닌 진의를 표현해왔다. 그는 풍부한 먹색의 농담 변화와
자유로운 필선의 운용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야산이나 향수어린 시골의 정경, 아
침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도시 근교의 풍경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정경을 표현하고 있다. 우뚝 솟아있는 산봉우리가 화면 중앙을 차지
하고 있는데, 위압감을 주기보다는 의젓하고 호방하게 묘사되어 있다. 근경의 작
은 나무들이나 평원도 수수한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초기 화
풍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힘찬 작품이다. 아직 자신만의 화풍이 정립되지 않아 선
배들의 화풍을 계승하여 자기화해 나가고 있는 작가의 노력과 고민이 엿보인다.
정영남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호는 월암(月俺)이고, 호남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대
학원을 졸업하였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작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작가
로서 자수성가하였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동아미술제 등에서 입상하였고, 20여
회 개인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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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仙境)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
180 x 95 cm
종이에 수묵담채
1935

계곡물이 흐르는 깊은 산속을 세로로 긴 화폭에 펼쳐 놓고 있는 이 작품은 의재 허
백련의 초기 화풍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역작이다. 전경의 나무와 부피감 있
는 바위를 제각기 다양한 필법으로 묘사하면서 변화를 주었다. 완만하고 부드러
운 언덕을 전경에 먼저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가파른 산을 중첩하여 등장시킴으
로써 화면의 공간감이 점차 확장되도록 조성하였다. 구불구불 길게 이어지는 계

千尺飛流落半空

곡 역시 원근의 대조를 강조한다. 먼 산의 주변에 둘러쳐진 구름이 ‘선경(仙境)’의

散爲煙雨晝蒙蒙

신비로운 흥취를 더하며 관념적인 이상향을 화폭 속에 담고자 하였던 의재 허백

草堂留在匡廬曲

련의 정신을 잘 대변하고 있다.

頭白歸來晻靄中
乙亥端陽之節 毅齋 許百鍊

허백련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소치 허련의 방손(傍孫)이다. 호는 의재(毅齋), 의도

천척을 날아 허공에 떨어져

인(毅道人), 의재산인(毅齋散人) 등이고, 1914년부터 운림산방(雲林山房)에서 허

흩어져 이슬비로 내리니 낮에도 어둠침침하다.

련의 아들인 미산 허형(米山 許瀅)에게 그림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한학과 전통산

초당에는 광려곡*이 울리는데

수화를 배운 후 법률공부를 하러 일본유학을 갔다가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

백발노인이 침침한 중에 집으로 돌어온다.

이운(小室翠雲)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그림공부를 시작했다. 1922년부터

을해년(1935) 단오날에 의재 허백련 그리다.

1927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광주에 정착하여 독자적 화
필생활과 문하생 지도에 전념하였다. 1938년에는 광주에 연진회(鍊眞會)를 발족

* 중국 여산을 읊는 악곡 이름

시켜 제자를 양성하고 호남지역 서화계를 주도하였다. 해방 이후엔 무등산 아래
에 춘설헌(春雪軒)을 짓고 차(茶) 문화를 진흥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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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途中, 길가는 중)
백포 곽남배(白浦 郭楠培, 1929~2004)
77 x 61 cm
종이에 수묵담채
1964

풍류와 멋, 관용과 여유, 해학과 기지를 바탕으로 한 특유의 서정성이 잘 드러나
는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전경에는 낮게 개울물이 흐르고 있고, 중
경에는 완만한 바위 위에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나 있으며, 후경
에는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는 산이 솟아나 있다. 안정된 구도를 바탕으로 중경과
후경을 연결하는 부분에 잔잔하게 깔린 안개와 산세를 물들인 먹과 청아한 담채
가 화면의 품격을 더하고 있다.
곽남배는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백포(白浦)이며,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
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가 한국화로 전공을 바꿨다. 남농 허건의 화풍을 계승했
으나 점차 남도 전통의 문인화풍을 벗어나 독자적인 실경 산수화를 개척했다. 국
전을 통하여 데뷔한 이후 다섯 차례 특선을 차지하면서 1960~70년대 화단에 널
리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전일전 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일본 현지에서
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작(詩作)을 병행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

重巒疊嶂盡堪伝

중첩한 봉우리들 그림으로나 전할까

絶谷飛來百道泉*

절벽이 다가오매 길마다 샘물이네

甲辰新春 雪雅山莊主人 白浦寫

갑진년(1964) 정월에 설아산장 주인 백포가 그리다.

* 조선 전기의 문신 성임(成任, 1421~1484)의 칠언율시 「途中(길가는 중)」의 일부를 화제로 하였음

42

43

무릉(武陵)
만청 권기윤(晩靑 權奇允, 1954 ~ )
44.5 x 59.5 cm
종이에 수묵담채
1999

우리 산하 곳곳을 직접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꾸준히 사생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만청 권기윤의 작품이다. 그의 그림은 대상의 외면 뿐 아니라 살아 있는 기
운을 옮겨 담는다는 전통 산수화의 ‘사실정신’을 계승한다. <무릉>은 무수한 단층
을 가진 절벽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으로, 맑은 담채와 먹의 조화로 만들
어진 숲이 절벽으로 가득 찬 화면에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간략하면서도
오밀조밀한 짜임새와 표현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안동 무릉유원지의 실경을 담고
있는데, 절벽 아래 기울어진 버드나무와 토담집이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보면 볼
수록 다양한 맛이 우러나는 한국적 미감을 엿볼 수 있다.
권기윤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호는 만청(晩靑)이다. 서울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
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국을 발로 뛰며 그
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는 진경산수의 대가였던 조선후기의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가 표현하고자 했던 참된 우리 땅의 모습을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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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벽단애(翠壁丹崖)
금봉 박행보(金峰 朴幸甫, 1935 ~ )
41 × 63 cm
종이에 수묵담채

남종산수화의 전형적인 구도와 화풍으로 깎아지른 절벽을 묘사한 이 작품은 산과
나무가 오른쪽으로 휩쓸리는 역동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울긋불긋 변화하고
있는 가을 바위산의 절경을 물기없는 거친 갈필로 윤곽을 형상화하였고, 짙은 먹
점을 찍어 수목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화면 우측에는 운무에 가려진 산봉우리
를 거친 갈필로 간략하게 묘사하였고, 중앙에는 돛단배를 그려 넣어 화면의 단조
로움을 깨뜨리며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하였다. 일필휘지로 단숨에 그려나간 필법
에서 전통 문인화에서 엿볼 수 있는 고매한 맛과 향기가 감지된다.
박행보는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금봉(金峰)이다. 의재 허백련에게 사사받으면
서 스승의 화풍과 정신적 태도에 많은 감화와 영향을 받았다. 1968년부터 77년까
지 국전 서예부 사군자 부분에서 4회 입선과 6회 특선을 차지하였고, 문화공보부
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호남대 미술학과 교수,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8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
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翠壁丹崖初過雨

푸른 벽, 붉은 절벽에 비 지나가니

白雲紅樹變秋時*

흰 구름, 붉은 단풍 가을로 변하는 때이구나

金峰

금봉 박행보 그리다.

* 조선 후기의 서화가 신위(申緯, 1769~1845)가 무명화가의 작품에 남긴 칠언절구의 일부를 화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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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령(寒溪嶺)
남강 김원(南江 金垣, 1932~2002)
67 x 135 cm
종이에 수묵담채
1984년 이전

험준한 산세와 굽이굽이 이어진 한계령의 절경을 화면 중앙의 좁은 오솔길을 중심
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중앙의 오솔길 주변에 짙은 먹을 중첩하여 묘사한 기암괴
석들이 병풍처럼 감싸 안듯 둘러싸면서 독특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굴곡진 외
길 바로 옆에는 천 길 낭떠러지가 붙어 있어 긴장감을 조성하는 반면, 곳곳에 붉게
물든 단풍은 온화한 느낌을 준다. 한국화단에서 진경산수(眞景山水)의 일맥을 지
켜온 작가는 70년대 들녘시리즈에서 출발해 80년대에는 필묵을 중심으로 한 계
곡 소재의 산수를, 90년대에는 주로 암석, 바위산, 계곡의 골격 표현에 주력하였
다. 이 작품은 1980년대에 많이 그렸던 계곡산수의 화풍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바
위의 표현은 전통적인 기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김원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호는 남강(南江)이다.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와 한양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소정 변관식의 수제자로 알려진 한국화가이다. 대
한민국 미술전람회와 백양회, 창림회 회원전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한
국미술협회 고문, 대구대 미술대학장을 지냈다. 2002년 작고한 뒤 유가족이 그가
소장했던 유작과 전문서적 등을 대구대에 기증하였고, 대구대는 그 뜻을 기려 매
년 그의 특별전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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