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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한국화 명품 30選」 展을
개최하며…
한은갤러리는 「근현대 한국화 명품 30선」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중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한국화 작가 30명의 작품 30점을 엄선하였으며, 지난해 선보인
「근현대 유화 명품 30선」의 연장선에서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30명의 작가들은 대학 강단이나 화실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화의 지평을
확대하고 발전을 이끌어 온 작가들입니다. 특히 청전 이상범을 비롯하여 소정 변관식, 심산 노수현,
이당 김은호, 의재 허백련, 심향 박승무 등 ‘근대 한국화 6대가’의 작품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근현대 한국화단의 흐름을 미약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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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시작하며…

한은갤러리에서는 「근현대 한국화 명품 30選」

장운상에게 전승하였습니다.

展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개최하

한편 심전 안중식에게 ‘심(心)’자를 이어받은 심산 노수현은 서울대학교에서 심정 임송희, 우현 송영방, 유

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근현대

산 민경갑 등을 배출하였으며, ‘전(田)’자를 물려받은 청전 이상범은 홍익대학교와 ‘청전화숙(靑田畫塾)’에

유화 명품 30選」展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현대 서양화(유화)의 도입과 발전

서 운산 조평휘와 산동 오태학, 남정 박노수 등을 지도하였고, 남정 박노수는 나비화가 석운 정은영을 사

과정을 선보였던 것에 이어 금년에는 전통회화의 계승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나라 한국화의 새로운

사하였습니다. 이외에 소림 조석진의 문하에 심향 박승무와 소정 변관식이 있었으나 야인으로 활동하여

지평을 열고 발전을 이끌어온 작가들의 작품 30점을 소개합니다.

뚜렷한 후학을 양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남도의 화단에서는 소치 허련의 남종화풍이 아들 미산 허형을 거쳐 손자인 남농 허건과 방손인 의

한국은행은 지난 60여 년 동안 공공콜렉터로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자 다수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소

재 허백련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운림산방의 3대화가인 남농 허건의 새로운 감각의 남종화는 ‘남화연구원

장하여 왔습니다. 특히 1950-70년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 수상작을 비롯

‘을 통해 백포 곽남배 등 많은 제자에게 전승되었었고, 전통적인 남종화를 고수하면서 정신적 내면성을

한 다수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소장하여 왔고, 이 소장미술품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지난 2002년

중시한 허백련은 ‘연진회’에서 목재 허행면과 조카 치련 허의득 등을 지도하였으며 옥산 김옥진을 통해 옥

한은갤러리를 개관한 이래 매년 2-3차례씩 소장미술품 특별전을 개최하여 26회째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전 강지주에게 전수되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젊고 실력있는 작가를 발굴해 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고자 「한국은행

이들 이외에 구한말에 내무부 지방국장을 역임하였던 사대부화가 구룡산인 김용진과 개성이 낳은 4형제

신진작가 공모」를 진행하여 15명(2013년 5명, 2014년 10명)의 작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작가들은 한

화가 중 한명인 우청 황성하, 독학으로 동양화 기법을 익힌 벽천 나상목과 그의 제자 벽하 송계일 또한 만

국은행의 지원이 자양분이 되어 각종 공모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하게 활

나볼 수 있습니다.

동하고 있어 기획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이라는 본
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국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미약

이처럼 우리의 근현대 한국화단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사제관계 속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계

하나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승, 발전해 왔습니다. 소림 조석진과 심전 안중식으로부터 이어진 중앙화단 작가들의 작품과 ‘예향’ 남도
에서 소치 허련의 전통적인 남종산수화를 계승, 발전시킨 남도화단의 작품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19세기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가들은 대학 강단이나 화실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분들로, 이 들을 중심으로

전통회화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변화되는 우리나라 근현대 한국화의 맥과 발전과정을 엿볼 수

근현대 한국화의 계보와 화풍의 맥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선왕조 마지막 도화서 화원으로 ‘서화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한국화가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감으로써

미술회 강습소’를 이끌었던 소림 조석진과 심전 안중식의 지도를 받은 이당 김은호와 청전 이상범, 소정

위축되어 있던 한국화단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변관식, 심향 박승무가 있습니다. 조석진과 안중식을 모두 배워 남화와 북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던
장 인 석 (한국은행 학예연구사)

이당 김은호는 ‘낙청헌(絡靑軒)’ 화실에서 월전 장우성, 심원 조중현, 오당 안동숙, 수당 김종국, 금추 이남
호, 토림 김종현 등을 지도하였고, 이 가운데 월전 장우성은 스승으로부터 사사받은 인물화 기법을 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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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전 강지주
沃田 姜智周
1936-

색의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가 인상적이다. 높게 솟은 산과
養怡軒主人 沃田

잔잔하게 펼쳐진 하천의 모습 등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춘 전원을 힘찬 필획
으로 묘사하였다.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한 채 전체적으로 동일한 색감을 표현하여

양이헌주인 옥전

다소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하얀 물안개, 청록빛 산세,
엷게 물든 다홍빛 하늘이 강한 색의 대비를 이루며 세련미를 돋보이게 한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옥전(沃田)이다. 서라벌예술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
원을 졸업하였고, 문인산수화와 남종화의 계보를 잇는 옥산 김옥진에게 사사하였다.
선명한 ‘청록’과 힘찬 ‘필선’을 사용해 사실적 느낌이 강조된 산수화를 즐겨 그리며, 수
묵을 적절히 혼용해 기품 있는 청록색 화면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국전
에서 수차례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였고, 한국화 특장전 및 한국문화미술대상전, 목우
회 공모전 등의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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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靑山
비단에 채색
59.6×73.1cm

백포 곽남배
白浦 郭楠培
1929-2004

봄을 알려주는 매화가 화면 가득 만개하였다. 매화는 고매한 품격과 자태를 뽐내지만

時在丁未大寒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여 군자를 상징하여 왔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절개와 지조의

雪雅莊主人 白浦 寫

상징으로, 때로는 청순한 정절과 회춘의 상징으로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받아 수많은
문학작품과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비스듬한 사선의 구도 안에 묘사된 이 작품은 무수

정미년(1967) 대한절
설아장주인 백포 그리다

히 뻗은 가지에 새하얀 매화가 온통 뒤덮고 있어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화면
왼쪽 아래에 짙은 농묵과 거친 필치로 오랜 세월 풍상을 겪으며 유지해 온 굵은 줄기
를 표현하였고, 가늘고 곧은 가지는 기운차게 뻗어 솟아 올라있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백포(白浦)이며,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로 그림 공부
를 시작했다가 한국화로 전공을 바꿨다. 남농 허건의 화풍을 계승했으나 점차 남도
전통의 문인화풍을 벗어나 독자적인 실경 산수화를 개척하였다. 국전을 통하여 데뷔
한 이후 다섯 차례 특선을 차지하면서 1960~70년대 화단에 널리 알려졌다. 일본에서

묵매 墨梅

는 전일전(全日展) 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일본 현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

종이에 수묵

았으며, 시작(詩作)을 병행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 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
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전남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60×36.5cm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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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金容鎭
1878-1968

괴석을 중심으로 안래홍(雁來紅)과 국화, 난초의 모습을 그린 그

爛斑秋色雁初飛 淺碧深紅映霽暉

림이다. 늦은 가을 기러기가 날아올 때까지 잎이 붉은 빛을 띤다하

絶似香山老居士 夕陽扶醉拂輕衣

여 이름 붙여진 안래홍(일명 색비름)의 붉은 빛이 매우 선명하여

九龍山人 金容鎭 時年八十又二

맑고 청신한 가을의 느낌을 더해준다. 김용진은 현대 현대 중국화

찬란히 빛나는 가을빛에 기러기는 처음 날개짓하고,

대가인 오창석(吳昌碩)의 신문인화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군자

엷은 푸름과 깊은 붉음이 맑은 햇살에 비치네.

를 비롯하여 괴석과 조합된 화훼류를 즐겨 그렸다.   

저 향산(香山)의 늙은 거사와도 같아
석양에 취한 몸 부축을 받으며 가벼운 옷을 털어내네.

서울 출신으로 호는 영운(穎雲), 구룡산인(九龍山人) 등이다. 한말

구룡산인 김용진 이때 나이가 82세(1959년)이다.

에 수원군수 및 내무부 지방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1905년 관직에
서 물러난 이후에는 주로 초야에 묻혀 서화에만 전념하였다. 어려
서 백련 지운영에게 한학과 서화를 배웠고, 민영익의 난죽법을 사
숙하였다. 광복 이후 국전에 참여하여 서예부 심사위원 및 고문으
로 활동하였고, 동방연서회(東方硏書會)의 명예회장과 한국서예가

괴석화훼 怪石花卉

협회의 고문을 역임하였다. 서화에 두루 능하였고 감식안이 뛰어

종이에 채색

났다. 사군자와 문인화를 즐겨 그린 그는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문
인화가로 평가받는다.

110×64cm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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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1892-1979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금강산인 풍악(楓岳)의 경관을 화려한 색의 대비로 묘사한 작
품이다.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만물상의 기암괴석과 계곡을 근경과 중경으로 화면의
중심에 배치하였고, 만물상 너머로 원산 연봉들을 푸른 색으로 묘사하여 청량한 공
간감과 함께 금강산의 웅장하고 무한함을 느끼게 하였다. 뾰족뾰족 솟은 기암숲 사이
로 황색과 녹황색, 붉은 색의 단풍들이 찬란하게 전개되어 있어 가을 풍악의 절경이
한 층 화사하게 다가온다. 단풍 든 나무들은 북종화의 대가답게 잎새 하나하나를 세
밀하게 묘사했으며, 그 사이로 쭉쭉 뻗은 초록빛의 상록수들은 기암들의 수직적 동세

楓岳秋明

(動勢)와 조응하며 수평적 구도와 조화를 이룬다.

戊戌仲春 以堂 寫

인천 출신으로 호는 이당(以堂), 초명은 양은(良殷)이며,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

금강산의 가을이 밝다.
무술년(1958) 2월 이당 그리다

이다. 사립인흥학교 측량과를 졸업하였고, 서화미술회 강습소에서 안중식, 조석진에게
사사하였다. 1925년 소정 변관식과 함께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청강생으로 유학하였
고, 조선미술전람회(鮮展), 제국미술전람회(帝展) 등에 출품하여 수차례 입상하였다.
고려미술원과 조선미술원에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1936년 후소회(後素會)를 설립하
여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며 도제(徒弟) 교육의 전통을 살렸다. 조선미술전람회 초대작
가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시문화상,
3・1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을 받았고, 1966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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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악추명 風岳秋明
비단에 채색
103×205cm
1958

수당 김종국
首堂 金鍾國
1940-

늦가을 달밤의 정취가 가득한 갈대밭으로 날아드는 기러기의 모습을 담은 노안도이다.
노안도는 조선말기 오원 장승업의 영향으로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하였던 화
목으로, 노안(蘆雁)과 노안(老安)의 발음이 같아 노후의 평안을 염원하는 의미로 많이
그려졌다. 우측 상단에 커다란 보름달을 푸른빛 담채로 은은하게 표현하였고, 좌측 하

萬里江湖一葉身

만리 강호에 한 잎 낙엽 같은 몸

단에는 갈대숲에 기러기들이 달빛을 받으며 평화롭게 노닐고 있는 모습을 담는 등 전통

來時逢雪又逢春

올 때 눈을 만났는데 다시 봄을 맞네.

적 노안도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 먹의 농담을 이용해 기러기의 양감과 깃털 등의 세부

天南地北年年客

천지에 남북으로 해마다 길손인데,

묘사를 했으며, 주황색 부리와 발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몰골(沒骨)의 색선으로 표현

只有蘆花如故人

다만 갈대꽃만이 옛 친구 같구나.

戊午仲夏 首堂 寫

무오년(1978) 5월 수당 그리다

하였다. 늦가을 달밤의 서정적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키는 작품이다.

서울 출신으로 호는 수당(首堂)이다. 국악사양성소(현 국립국악고교)에서 대금을 공부
하던 17세 때 우연히 만난 이당 김은호의 권유로 처음 붓을 들었다. 서라벌예술대 동양
화과에서 소정 변관식에게 산수와 어해 등을 배웠고,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에 편입하여
제당 배렴에게 지도를 받았다. 이외에도 심원 조중현에게 영모화와 동물화를 익혔고, 금
추 이남호에게 개성강한 풍속화를 사사하는 등 다양한 화목을 두루 섭렵하였다. 국전과
백양회 공모전 등에서 수 차례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였고, 인물화와 신선도로 이름을
날렸다. 군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강사 등을 지냈고, 인사동에 ‘수당화실’을 열어 후
학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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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도 蘆雁圖
종이에 수묵담채
69×131.5cm
1978

토림 김종현
土林 金鐘賢
1912-1999

웅장한 구름과 바위산의 산세를 4폭의 병풍 위에 담은 작품이다. 화면 좌측으로 흐르
는 개울물을 중심으로 전개한 수평구도 위에 뾰족뾰족 솟아오른 암산을 배치하여 시
선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수지법으로 근경에 소나무 등을 묘사하
였고, 계곡 뒤로 나무숲을 배치하여 대자연의 깊이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세 주변에
운무를 가득 표현하고 암산을 여러 층에 걸쳐 묘사함으로써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였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는 토림(土林)이다. 18세 때 이당 김은호에게 사사한 이래 줄곧
남화 계통의 한국화에 전념하였다. 1944년 선전에 입선하고 해방 후 국전에도 입상하
는 등 전업화가로서 등용문도 거쳤지만, 곧 전주에 내려가 후진 양성과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며 재야작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후소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북미전 심사위
원을 수차례 지냈고, 전북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자연을 벗 삼아 살면서 전원적이
고 목가적인 사계절의 풍경을 담은 실경산수를 즐겨 그렸고, 특히 ‘설경(雪景)’을 잘 그
려 심향 박승무의 뒤를 잇는 화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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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89×221.5cm
1972

벽천 나상목

넓게 펼쳐진 화면 안에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여름날의 정경을 담은 그림이다. 먹의
농담과 강약, 수목의 크기 등으로 원근감과 공간감을 주었고, 청색을 기조로 한 맑은
담채를 사용하여 여름 산하의 청아함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원경엔 산봉우리가

碧川 羅相沐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우리나라 산천의 온아한 정취를 자아낸다.

1924-1999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는 벽천(碧川)이다. 이리농림보통학교 재학 중 독학으로 동양화
기법을 익히고 광복 후 모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여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 전주에 피난내려 온 묵로 이용우에게 전통화법을 사사받았고, 1953년 국전에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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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이후 57년까지 4회 연속 특선을 받으며 추천작가가 되었

하경 夏景

고,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원광대학교 교수를 지내며 지방미술과 지역 발

종이에 수묵담채

전에 힘써 왔으며, 전북지방 특유의 실경산수화를 그리는 작가로 이름이 높다. 사후에
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고향 김제에 아호를 딴 벽천미술관이 개관되었다.

71×220cm
1988년경

심산 노수현
心汕 盧壽鉉
1899-1978

저 멀리 안개 너머엔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화면 가운데를 가로지른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강가의 바위나 산봉우리는 산곡(山谷)의 골격미를 드러내는 뚜렷한 필법
을 사용한 반면 수목과 갈대, 강물, 안개 등은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갈
대가 우거진 강변엔 돛을 내린 배 한척과 고기 잡는 일은 잊은 듯 피리를 불고 있는 어
부를 그려 넣어 가을 강변의 우수어린 정취를 신비롭게 묘사하고 있다. 더불어 화면 안
쪽으로 깊어지는 여백의 공간에는 대기의 기운을 머물게 하여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끝없
이 끌어들이고 있으며, 절제된 담묵을 사용한 정갈한 표현은 부드러우면서도 입체감을
주고 있다. 완벽에 가까운 고요를 통해 이상향에 접근한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 작품
은 제작년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노수현이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가던 195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도 곡산(谷山) 출신으로 호는 심산(心汕)이며,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다.
1914년 근대 한국화의 대가들을 배출한 서화미술회 강습소에 입학하여 안중식, 조석진
의 지도 아래 전통화법을 수학하였다. 1923년 서화미술회 동문인 이용우, 이상범, 변관
식과 함께 동연사(同硏社)를 조직하여 시대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전
통주의의 형식적인 답습에 반기를 들었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고문, 예술원 회원 등을 지냈
다. 정형적인 관념산수(觀念山水)의 구도 위에 현장에서 사생한 우리의 산천을 담으면서
특유의 화풍을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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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강어옹 秋江漁翁
종이에 수묵담채
64×131cm
1954-55년경

유산 민경갑
酉山 閔庚甲
1933-

배와 숲을 직감적이고 특징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제목은 ‘바다’이지만 짙은
먹으로 표현한 돛단배를 제외하고는 바다를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 화면
을 가득 메운 나무숲 역시 비현실적이지만, 먹선으로 표현한 나뭇가지와 회청색의 담
채로 면을 채운 나뭇잎의 묘사는 신선하기만 하다. 전통적 한국화를 벗어나 새로운
미술을 구현하고자 한 작가의 실험정신과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호는 유산(酉山)이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1961년
국전 한국화 부문 최초로 추상작품을 출품하여 특선을 수상하였고, 전위그룹인 묵
림회(墨林會)의 창립에 참여하며 한국화 영역에 추상을 도입, 한국화의 현대화를 주
도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단원미술대전 등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원광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였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은
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2012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
한 전시(「민경갑_자연에 길을 묻다」)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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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종이에 수묵담채
66.7×120cm
1970년대

남정 박노수
藍丁 朴魯壽
1927-2013

청회색의 산을 배경으로 한 마리 백학이 날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단순화된
구도와 색채, 넓은 여백을 통해 관념의 세계를 격조 높게 보여주고 있다. 화면 앞부분
에 배치된 청색의 소나무와 황토 빛 언덕은 선명하게 색의 대비를 이루면서 맑고 깨끗
한 느낌을 자아내며, 청산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한 마리 학의 여유로운 모습은 또 하
나의 신선경을 창출하고 있다. 박노수는 색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밝고 진한 청록색과
一九七一年 三月 藍丁 寫

초록색, 노란색을 화면 속에 적극 도입하였고, 청색은 주로 나무와 산에, 초록색은 산
과 풀, 노란색은 땅에 표현하였다.

일구칠일년 삼월 남정 그리다

충남 연기 출신으로 호는 남정(藍丁)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월전 장우성의 지
도를 받았고, 한국전쟁 중 부산 피난지에서 국방부 종군화가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제
2회 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데 이어 제4회 국전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지냈고, 이화여대,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
하였다. 대한민국 예술원상, 5·16민족상, 3·1문화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조망한 전시(「박노수, 봄을 기다리
는 소년」)를 개최하였다. 2013년에는 작가가 거주하였던 집과 작품, 수석, 고가구 등을
종로구에 기증하여 세워지게 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 개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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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산유곡 深山幽谷
종이에 채색
129×161cm
1971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1893-1980

노랗게 단풍든 강변의 가을 모습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담은 관념산수화이다. 근경에
는 가을색이 완연한 강 언덕을 배치하였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나룻배와 탐승객은 화
면을 균형있게 구성하고 있다. 멀리 원경에는 소상팔경(瀟湘八景) 중 평사낙안(平沙
落雁)의 모티브를 따르고 있는 등 남종산수화풍의 전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충북 옥천 출신으로 호는 심향(深香, 心香)이며,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다. 서
화미술회 강습소에서 조석진과 안중식에게 전통 화법을 익힌 후 상해에 유학하여 화
법을 연구하였다. 귀국 후 서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협회전람회(1921~36)와 선전
에 사실적인 기법의 향토풍경을 출품하며 전통화단에서 위치를 굳혔으나 국전에는 한
번도 출품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뒤 대전에 정착한 후 목포와 대전을 오가며 작품 생
활에만 매진하였다. 국전 추천작가나 초대작가 추대, 수상의 기회 등 어떠한 명예도 멀
리하고 화업에만 전념하다가 생애 말년 충청남도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전통적 남종
산수 화풍에 따른 부드럽고 소박한 겨울풍경과 우리 생활 주변 풍경을 주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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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秋景
종이에 수묵담채
33.8×44.6cm
1970년대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1899-1976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암자와 그 주변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물줄기,
암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갓을 쓴 노인을 한 화면에 담고 있다. 특히 다각적 시점을
한 화면에 결합한 역동적이고 대담한 구도, 먹을 농담의 순으로 짙게 쌓아 가듯이 표
현한 ‘적묵법(積墨法)’ 등에서 박진감과 입체감이 두드러지는 작가 특유의 화풍이 잘
드러난다. 물을 적게 사용하여 칼칼하고 강한 먹의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으며 바위
와 집, 폭포와 나뭇가지, 그리고 노인의 움직임이 하나의 동세로 연결되면서 밀도 있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54년 가을 화신화랑에서 개최한 「환도기념 소정
작품 감상회」에 출품하였던 것으로, 새로운 구도와 현대 풍경을 그림으로써 동양화에
새로운 시대성을 추구한다는 평을 받았던 작품이다.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호는 소정(小亭)이며, 조선왕조의 마지막 도화서 화원인 소림
조석진의 외손자이다.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며, 청전 이상범, 심산 노수현 등
과 함께 전통회화가 현대화되는 접점에서 활동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서화미술회 강
습소에서 그림 수업을 받았고, 이당 김은호와 함께 동경에 유학하여 일본 남화의 대
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에게 일본의 수묵화풍을 익혔다. 1937년부터 금강산 등
전국의 명승지를 떠돌며 실경을 사생하는 등 한국적 풍치를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화

비폭 앞의 암자

풍을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광복 후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강

종이에 수묵담채

직한 성격 탓에 여생의 대부분을 재야화가로서 화업에만 몰두하였다. 서라벌예대, 수
도여자사범대학 등에 출강하며 후진을 지도하였으며, 예총미술협회 회장을 지냈다.

79×65cm
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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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 송계일
碧河 宋桂一
1940-

원경에서 바라본 가을 산의 풍경을 그린 이 작품은 비교적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甲寅元旦 碧河 宋桂一畵

풍긴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는 자
연스러운 발묵 효과와 안정감 있는 채색 덕분이다. 산세를 아스라이 휘감는 안개와 화

갑인년(1974) 설날 아침
벽하 송계일 그리다

면 전반에 잔잔하게 깔려 있는 색채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를 인도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작품은 스승 벽천 나상목을 통해 습득한 전통적인 화법을 토대로 작업하던
시기에 그린 것이다.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는 벽하(碧河)이고, 1977년부터 벽경(碧耕)이라는 호를 사용하
였다. 고교 재학시절 국전에 입선할 정도로 높은 기량을 선보였던 송계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이상범, 김기창, 천경자 등으로부터 지도받으며 예술성을 심화시켰
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하였다. 백양회 최고상과 국전 국무총
리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전북문화상, 목정문화상, 대한민국근정포장 등
을 수상하였다. 한국미술대전과 동아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등 주요공모전의 운영위원
과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추경 秋景
종이에 수묵담채
187×123cm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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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송영방
牛玄 宋榮邦
1936-

경주 남산 냉곡(삼릉계)의 여름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남산의 모습을 원형의 구도 안
에 화면 가득 표현하였다. 송영방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그리고 싶은 대상에
慶州 南山 冷谷 佛敎史蹟地 牛玄

주목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생략하는 형태의 화풍을 고집하였다. 이 작품 또한 그의
화풍을 충실히 따라 표현한 것으로, 경물의 크기가 다소 맞지 않고 여백이 거의 없어

경주 남산 냉곡 불교사적지 우현

근경과 주산간의 원근감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평범, 무심하면서도 소담한 운치를 자
아낸다.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호는 우현(牛玄)이다.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던 1960년 국전
에서 특선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국전에서 9차례에 걸쳐 특선을 수상했으며,
1966년 추천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84년
49세의 늦은 나이에 첫 개인전을 가졌다. 동국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서울시문화상
을 수상하였다. 폭넓은 소재와 각종 장르의 작품을 통해 문인화적 정신성을 현대적으
로 조형화해 담박한 수묵의 세계를 이룩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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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종이에 수묵담채
70.3×89cm

오당 안동숙
吾堂 安東淑
1922-

아무런 배경이 없는 하얀 바탕 위에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가지와 열매만 그려 넣
은 화훼절지도(花卉折枝圖)이다.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채색의 농담 조절로 열매를
표현하였으며, 간결한 필획으로 나뭇가지를 그려 넣었다. 불로장수를 상징하는 신선계
의 열매 복숭아는 문학, 예술, 민속 등에 많은 영감을 주었고 예로부터 도자기, 공예,
민화 등의 소재로 많이 그려졌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호는 오당(吾堂)이다. 창경궁 근처에서 사과 행상을 하던 중 이당
김은호를 만난 것을 계기로 이당의 도제교육장인 낙청헌(絡靑軒)에 입소해 지도를 받
았다. 김은호의 문하에 있던 1940년 선전에서 첫 입선을 수상하며 화단에 등단하였
고, 해방 이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진학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마치지는 못
하였다. 국전에서 2차례 특선과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추천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화여대 미술대학에서 교직생활을 하며 후학
을 양성하였고, 의재 허백련 미술상, 대한민국 미술인상 대상, 이동훈 미술상, 국민훈
장과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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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 天桃
종이에 수묵담채
33×63cm

산동 오태학
山童 吳泰鶴
1938-

癸丑春日 樂園東樓主人 山童 寫

먹과 담채를 적절히 혼용하여 작은 어촌마을의 부둣가를 표현하였다. 화면 중심에
는 이제 막 포구에 배가 정박했는지 한 짐을 진채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어민

계축년(1973)봄날 낙원동루주인 산동 그리다

들의 분주한 모습을 정감있게 묘사하였다. 담백하고 시원한 화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
작품은 서정적인 향토풍경과 서사적인 생활상을 한 화면 속에 결합시킨 것으로, 기존
의 화풍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무렵에 제작한 작품이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호는 산동(山童)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동 대학
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동덕여고 미술교사, 경희대, 단국대, 서라벌예대 강사를 거쳐
중앙대학교 교수와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홍익대 3학년 재학 중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였고, 이듬해 최연소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국전 사상 첫 20대 추천작가의
기록을 갖게 되었다. 일찍부터 화단의 주목을 받으며 일랑 이종상과 함께 한국화단의
양대 산맥으로 꼽혔다. 중앙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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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둣가
종이에 수묵담채
62.5×125cm
1973

금추 이남호
錦秋 李南浩
1908-2001

바닷가 절벽 위에서 날카롭게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독수리를 표현한 그림이다. 날개
를 접고 잔뜩 웅크린 채 금방이라도 목표물을 향해 날기 직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천하를 노려보는 날카로운 눈빛은 독수리가 갖고 있는 강한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세차게 넘실대는 파도와 바위에 부딪쳐 생긴 포말은 이러한 독수리의
상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사해를 바라보는 독수리의 웅지를 느낄 수 있도
록 넓게 펼쳐지는 공간감을 더욱 강조하였다. 강한 채색과 세밀한 묘사로 그림의 구성
이 느슨하지 않고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경북 달성 출신으로 호는 금추(錦秋)이며, 중국 북평대 중국화과를 졸업하였다. 이당
김은호에게 사사하였고, 선전과 반도총후미술전 등에서 수상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전주에 내려와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도 지역 명사들과
교유하며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당 김종국, 담원 김창배 등을
지도하였고, 대한미협 중앙위원을 역임하였다. 후소회와 백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
고, 산수, 화조, 영모도, 사군자, 인물,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화하였으나 특
히 영모도와 화조도, 인물화에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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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시사해 雄視四海
종이에 채색
60.5×125cm

雄視四海

위세 있게 사해를 보다.

碧荷堂人 錦秋 寫

벽하당인 금추 그리다

청전 이상범
靑田 李象範
1897-1972

향토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경을 청전 특유의 깔끔한 필선으로 정겹게 표현한 작품
이다. 산줄기를 대각선 구도로 겹치게 전개하였고, 먹의 농담을 조절해 근경과 원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계곡 사이에는 안개가 낀 듯 몽롱한 환상경이 펼쳐져 있으
며, 화면의 오른쪽 끝자락에는 가파른 절벽 위에 자생하는 나무를 짧고 빠른 필선으
로 중첩해 담아냈다. 아련히 묘사한 원산은 윤곽선 없이 점으로만 표현하였고, 화면의
정중앙에는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농부의 모습이 소박하고 정겹게 그려져 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호는 청전(靑田)이며,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다. 서화미술
회 강습소에서 안중식과 조석진에게 사사하였고, 서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동
아일보 미술기자로 활동하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하여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1925년부터 10회 연속 특선을 차지하였고,
1931년 선전에서는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였다. 청전화숙(靑田畵塾)을 설립하

산길

여 후진 양성에 힘썼고, 광복 후 홍익대학교 교수를 지내며 한국화단에 많은 영향을

종이에 수묵담채

미쳤다. 국전 추천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
었다. 대한민국 예술원상, 문화훈장, 3·1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133.5×66.6cm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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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임송희
以石 林頌羲
1938-

토속적 실경산수를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임송희의 작품으로, 작가 특유의 깔
끔한 세필과 점묘법을 바탕으로 붉게 물든 남설악 계곡의 가을 절경을 표현하였다. 전
통과 현대, 관념산수와 실경산수의 세계를 넘나들며 산수자연의 웅장한 기상과 정감
어린 운치를 조형적으로 재현하고 한국적 풍경으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맑고 청아한
가을날의 정취가 묻어난다.

충북 증평 출신으로 호는 이석(以石), 심정(心井)이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를 졸업하였다. 심전(心田) 안중식, 심산(心汕) 노수현, 심경(心耕) 박세원을 잇는 산수
화가로 평가받으며, 스승 박세원에게 심정(心井)이라는 아호를 내려받았다. 사실성(事
實性)과 사의성(寫意性)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토속적인 정취의 실경산수화를 개척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2014년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氣韻生動
의 美學-이석 임송희의 예술세계」)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

남설악계곡

사위원, 동아미술제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고문 등을 지냈고, 덕성여대 동양화과 교

종이에 수묵담채

수를 역임하였고, 제1회 겸재미술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중국 남경박물원 고문 및 덕
성여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88.5×67cm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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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전 장우성

客夏遊南海 寄統營閑山島 制勝堂下叢林中
看新篁數株 蔚然而秀 其奇偉勃勃之姿
彷佛英傑特立之槪 憮然有感 因留寫製此

月田 張遇聖

一九六九年 己酉暮秋 白水老石室主人
月田幷記

1912-2005

지난여름에 남쪽 바닷가를 유람가서 통영
한산도에서 기숙했는데, 제승당 아래
빽빽한 숲속에서 새로 난 대나무 몇 그루를
보았다. 무성하게 빼어나 그 기이하고
무성한 모습이 흡사 영웅호걸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아 멍하니 놀란 감회가 있으므로
인하여 머물며 사생하여 이 그림을 그렸다.
1969년 기유 늦가을에 백수노석실 주인
월전이 아울러 쓰다.

대나무의 죽순이 새롭게 돋은 모습을 본 후 그 감흥을 표현한 것으로, 1969년 제18회
국전에 초대작가로 출품했던 작품이다. 전통문인화에 서양화의 기법을 접목시킨 ‘신문
인화풍’으로 표현한 죽순들은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솟아올라 있고, 껍질 마디 마디에
짙게 강조한 먹선은 생동감을 더해준다. 죽순의 담황색이 암시적으로 부분만 묘사한
댓잎과 성근 풀잎에 구사된 묵청색이 대비를 이루며 한층 더 맑고 풍성하게 해준다.

충청북도 충주 출신으로, 호는 월전(月田)이다. 이당 김은호의 문하에서 한국화에 입
문한 지 2년 만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여 등단하였고, 연속 4회 특
선으로 1944년에는 선전 추천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
교 미술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한국화단에 큰 영향을 미쳤
다. 시, 서, 화에 모두 능하여 격조 높은 전통 문인화의 세계를 내적, 외적으로 일치시
킨 현대화단의 마지막 문인화가로 평가받는다. 2005년 서거 이후에는 사회환원의 유
지를 받들어 평생 수집한 고미술품과 작품을 경기도 이천시에 기증하여 이천시립월
전미술관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금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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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황 新篁
종이에 채색
165×60.1cm
1969

목불 장운상
木佛 張雲祥
1926-1982

누정(樓亭)에 모여 봄을 만끽하고 있는 여인과 아이들을 담은 풍속화풍의 미인도이
다. 시원하고 긴 눈매와 맑은 눈, 반듯하게 쪽진 머리, 백옥같이 하얀 피부, 은근하면서
도 환한 미소 등 여인의 모습을 짜임새있는 구도와 섬세하고 정교한 묘사를 통해 감
미롭게 표현하였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호는 목불(木佛)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회 입학생으로
월전 장우성 문하에서 이당 김은호식 인물화 양식을 계승받았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49년 제1회 국전에 응모하여 특선을 수상하였고,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하는 등 국전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하였다. 전통적인 옷차림과 우아한 얼굴표정의
전형적인 한국여성상을 섬세한 필선과 맑고 선려한 채색으로 묘사하여 세칭 “미인화
가”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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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美人圖

歲甲辰年初夏 雲祥 寫於佛光山莊南窓下

종이에 채색
155×153cm
1964

갑진년(1964) 4월 불광산장 남창 아래에서 운상 그리다

석운 정은영
石雲 鄭恩泳
1930-1990

나비 작가로 이름을 남긴 정은영의 화접도이다. 세로로 긴 화면을 셋으로 나눠 꽃과
나뭇가지, 나비를 배치하였다.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물감의 농담 조절만으로 꽃과 나
뭇잎을 경쾌하게 그려냈으며, 세심한 필치로 꽃을 찾아 날아든 나비를 묘사하였다. 가
운데 단으로부터 하단에는 여백을 두고 작은 나비들이 꽃에서 날아가는 장면을 담아
내어 자연스럽게 시선을 화면 밖으로 유도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호는 석운(石雲)이며, 나비를 잘 그려 ‘정나비’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며
한국 근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석하 정진철의 아들이다. 미술에 대한 열정이 깊었으
나 부친의 반대로 중앙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였
다. 남정 박노수에게 사사하였고, 화조도와 초충도에 일가를 이루었다. 1960년 국전에
서 입선하며 등단하였고, 이후 2차례 특선과 14회의 입선을 수상하며 1979년 추천작
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경희대학교 교수
및 덕성여대 교수를 지내며 한국채색화의 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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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접도 花蝶圖
종이에 채색
89×35.5cm
1965

심원 조중현
心園 趙重顯
1917-1982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를 헤치며 오리떼를 몰고 가는 소년을 그린 작품이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려는 듯 급하게 막대기를 내저으며 오리떼를 몰고 가는 소년
의 표정과 동작 모두 생동감을 준다. 갑자기 어둑해진 날씨와 비바람에 나부끼는 버
들잎, 사선을 그으며 쏟아지는 빗줄기, 그리고 오리들의 움직임과 구릿빛 피부의 소년
등을 통해 엮어진 향토색 짙은 여름날의 정경이 세밀한 관찰력과 묘사력에 의해 생생
하게 표현되어 있다.

충남 연기 출신으로, 호는 심원(心園), 기산(岐山), 단고(丹皐) 등이다. 독학으로 그림에
열중하다가 19세 때 서울로 올라와 이당 김은호의 문하생이 되어 정식으로 전통화법
을 공부하였다. 이당의 채색화 기법을 따른 그림으로 선전에서 수차례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며 전통화단의 신진으로 부상하였다. 1939년 동경의 제국미술학교에서 공부하
였고, 광복 후에는 천안, 홍성, 대전 등지에서 미술교사를 지내며 작품활동을 하였다.
국전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지냈고,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새, 동물,
물고기, 꽃 등을 소재로 수묵화와 세필채색화를 즐겨 그렸고, 스승 이당 김은호로부
터 '내가 길러본 제자 가운데 제일가는 재주'라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충청남도문
화상,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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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구압 雨中驅鴨
종이에 채색
140×186cm
1958

운산 조평휘
雲山 趙平彙
1932-

평생 사생여행을 통한 수묵산수화를 고집해온 조평휘의 작품이다. 실사(實寫)에 의한
산과 바위, 계곡, 소나무 등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전통적인 삼원법(三遠法)의 독특
한 구도로 경관을 재해석하였다. 거친 갈필의 산세는 입체감을 더했고, 강한 발묵의
대비는 환상적인 산세를 연출하고 있다. 빠르고 세찬 폭포줄기를 대담하게 표현하였
으며 멀리 보이는 옥청색의 산들은 마치 수채화로 그려넣은 듯 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맑고 청아한 산세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황해도 연안 출신으로, 호는 운산(雲山)이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고, 청전
이상범과 운보 김기창의 지도를 받았다. 1958년 제7회 국전에서 인물화로 입선하며
화단에 등단한 이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예술세계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구름과 산-조평휘 展」)을 개

청일 晴日

최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목우회 공모전, 충남도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종이에 수묵담채

제2회 겸재미술상,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인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하였
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이며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90.5×69.5c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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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농 허건
南農 許楗
1908-1987

松韻  
壬子新春 雲林山房長  南農

세 그루의 노송을 표현한 것으로, 농담의 강약을 조절해 원근감을 조성하면서 맑고 강
건한 기품과 함께 그 울림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소나무의 골격 묘사와 포치도 뛰어나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소리  

지만 사선을 그으며 좌우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며 뻗은 가는 쇠바늘 모양의 솔잎 덩이

임자년(1972) 새봄 운림산방 주인 남농

들이 유발하는 화면의 균형감과 변화감도 탁월하기만 하다. 갈필기와 맑은 먹색의 조화
가 남농식 소나무 특징을 짙게 반영하며 오랜 세월의 풍상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기상
을 잃지 않는 노송의 기품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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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한 진도의 화실 ‘운림산
방’을 재건하는 등 한국 남종화의 기반을 단단히 하였다.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에 입선하며 등단하였고, 1944년 마지막 선전에서는 조선총독상을 수상하였다. 1946
년 ‘남화연구원(南畵硏究院)’을 열어 후진을 양성하였고, 중앙 화단과의 연계와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 제자들의 국전 진출을 이끌어주었다. 국전 및 백양회, 전남도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예술원 회원에 올랐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한민국예술원
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1976년에는 자신의 아호를 딴 남농상을 제정하여
후배화가와 서예가들을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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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 松韻
종이에 수묵담채
31×104cm
1972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1891-1977

여름날 비가 그친 직후 맑고 깨끗한 산의 풍경을 압도적인 필치로 묘사한 이 작품은 의
재 허백련의 초기 화풍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화폭 하단에 펼쳐진 계곡물은 비가
와 불어나 있고, 나뭇잎은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하게 표현되어 있다. 산등성이 사이사
이에 심어진 소나무는 깨끗한 담채로 채색되어 생동적인 기운을 더한다. 오른쪽 하단에
서부터 중첩되는 언덕들은 중앙의 산 정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동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가 훑고 지나간 산속의 조용하면서도 습윤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
한다.
화면 좌측 상단에 남긴 제시(題詩)는 그림에 문인화적 풍모와 함께 서정성을 더한다. 그
중 마지막 “泛米家船 載揚州酒 好浩歌一聲 好風吹送響” 즉, “미불(米芾)의 배 띄워 양
주의 술을 싣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니, 마침 바람이 불어와 그 노랫소리를 실어 보내네”
라는 부분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의 여유와 운치를 잘 표현하며, 북송의 화가 미불
(1051~1107)의 정신을 잇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다. 소치 허련의 방손(傍孫)으로, 호
는 의재(毅齋), 의도인(毅道人), 의재산인(毅齋散人) 등이고, 1914년부터 운림산방에서
허련의 아들인 미산 허형에게 그림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한학과 전통산수화를 배운 후

疏簾靑簟消白晝

성긴 발의 푸른 대자리로 한낮을 피하니

惟有棋聲

오직 들리는 건 바둑돌 소리 뿐

幽逕柴門卽蒼苔

길은 멀고 아득한데 사립문엔 이끼만 끼고

只客屐齒

다만 들리는 건 나그네의 나막신 발자국

宿雨初晴

밤새 내린 비 비로소 그치니

小溪新漲

작은 시내도 새 물로 가득 찼네

泛米家船

미불(米芾)의 배 띄워

법률공부를 하러 일본유학을 갔다가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을 만

載揚州酒

양주의 술을 싣고

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림공부에 전념하였다.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

好浩歌一聲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니

에 입선하였고, 광주에 정착하여 독자적 화필생활과 문하생 지도에 전념하였다. 1938년

好風吹送響

마침 바람이 불어와 그 노랫소리를 실어 보내네

己巳老炎於江戶旅舍飮暑而作

기사년 늦더위에 강호의 객사에서 더위 먹고 짓다.

毅齋 許百鍊

의재 허백련 그리다.

에는 광주에 연진회(鍊眞會)를 발족시켜 제자를 양성하고 호남지역 서화계를 주도하였
으며, 해방 이후엔 무등산 아래에 춘설헌(春雪軒)을 짓고 차(茶) 문화를 진흥시키기도
하였다. 국전 심사위원, 예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대한민국예술원상, 전남도문화
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상하였다.

하산초제 夏山初霽
종이에 수묵담채
115×165cm
1929

62

63

치련 허의득
穉蓮 許義得
1934-1997

스승 의재 허백련의 화풍을 따라 제작한 두 폭의 산수 병풍이다. 우측에는 여름의 정취
를, 좌측에는 가을을 담았다. 비록 서로 다른 계절을 그리고 있지만 각각의 화폭 중앙으
로 강물을 모이게 하여 자연스러운 시선의 흐름을 유도하였고, 주봉의 산자락을 연결되
도록 포치하여 계절과 구도를 뛰어넘는 묘한 여운을 남긴다. 적묵의 유연함을 강조한 하
경의 강가에는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중경의 폭포와 연운(煙雲)은 시원함을 더해준
다. 추경에서는 소쇄한 두 그루의 나무와 대나무밭을 배경으로 초가집을 그려 은거하며

密葉參差漏夕陽

빽빽한 나무 어긋난 사이 노을이 스며들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경을 표현하였다.

濺濺塞玉漱回塘

출렁이는 새옥을 못 둑에서 씻네.

玄言消盡人間事

도가의 현언으로 인간사를 다 없애려는데,

一壑松風滿鬓涼

골짜기 솔바람은 귀밑머리 서늘하게 하네.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치련(穉蓮)이며, 의재 허백련의 조카이다. 27세 때 허백련의 권
유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의재 문하생들의 모임인 연진회(鍊眞會)에서 활동하였으
며, 전남 지역에서의 화단 활동 이외에는 낚시를 즐기면서 야인생활을 하였다. 1963~65
년 국전에서 입선하였고, 전남도전 특선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남교육연구원, 전남
예고 강사 등을 지냈고, 전통 기법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의재
의 필법을 그대로 계승한 전통화풍을 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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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54.5×102cm

誰家林麓近溪滂

숲 기슭 시냇가 가까운 건 누구의 집인가?  

高樹扶疏出石間

높은 나뭇가지는 바위 사이에 얽혔네

落葉盡隨溪雨去

낙엽은 시내 비 따라 흘러가고,

只留秋色滿空山

가을빛만 빈 산에 가득 남았네.

목재 허행면
木齋 許行冕
1906-1966

四季群芳圖 甲辰新正 釜關旅次 木齋外史 作

1964년 부산에서 그린 화훼화이다. 화면 상단 좌측에 ‘사계군방도’라고 화제를 적어 넣
사철 피는 아름다운 꽃들   갑진년(1964) 신정 부산 여행에서 목재외사 그리다

었듯이 사계절의 꽃들을 한 화면에 가득담아 그린 그림으로, 인격수양을 위해 늘 노력
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중왕(花中王)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모란을 화폭의 중앙에 배치
하고 좌우에 매화와 동백, 수선화, 목련, 봉선화, 장미, 국화 등 4계절의 각종 꽃을 배열
하여 마치 정원에서 한꺼번에 만발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경쾌하면서 운치 넘치는 필치
와 맑고 투명한 담채의 효과를 통해 화사함과 문인화적인 정취를 곁들여 나타냈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목재(木齋)이다. 의재 허백련의 동생이며 아들 연사 허대득
(蓮史 許大得)이 화맥을 이었다. 미산 허형에게 서예와 사군자 등을 배웠고, 의재 문하
생들의 모임인 연진회(鍊眞會)의 창립 때 정회원으로 참여하며 주요멤버로 활동하였다.
1939년과 42년에 선전에서 입선하였고, 1957년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진도
군청과 전남도청에 재직하였고 전남도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광산업과 화선지공장
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66

67

사계군방도 四季群芳圖
종이에 채색
65×186.5cm
1964

미산 허형
米山 許瀅
1862-1938

훤칠한 소나무가 강 언덕 위에 우두커니 자리 잡았고,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물가에
정자가 배치되어 있다. 세속을 떠나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했을 선비가 정자 기둥
에 기대어 쉬고 있는 모습 등 전형적인 남종산수화의 구도를 띄고 있다. 이 작품은 조
선말기 남종산수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자주 그렸던 구도와 화풍으로, 운림산방에
서 부친에게 서화를 배우던 수련기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필치의 구사가 조심스
럽고 특히 잔잔한 물결을 규칙적인 선으로 처리한 수파묘는 수련기의 수준을 반영하
고 있는 듯 하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미산(米山)이다. 조선말기 남종산수화의 대가 소치 허련(小
癡 許鍊)의 아들이며, 남농 허건(南農 許楗)이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화풍을 이어
받아 산수화, 사군자, 괴석 등을 잘 그렸으나, 아버지의 화격(畵格)에는 이르지 못하였
다. 소질은 타고났으나 아버지에게 사사를 받은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이었다. 허형
은 작품이나 활동보다는 아들 남농 허건과 허림, 족손 의재 허백련에게 그림을 지도하
여 호남화단과 근현대 한국화단에 큰 족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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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모정 松下茅亭

長松倒影罨虛亭 無限風光屬遠汀

비단에 수묵담채
22×22cm
1890년대

헌출한 소나무 그림자 빈 정자를 덮고, 끝 없는 경치는 먼 물가에 이어졌네.

우청 황성하
又淸 黃成河
1891-1965

황성하는 1930년대 무렵부터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근경을 강조하는

烏鵲將棲處 邨煙欲上時 寒聲何地起 風在最高枝

화풍이 심화된 1940년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잎이 떨어진 고목들의 풍경과 연무 뒤
까마귀 깃들려고 하는 곳에, 시골의 연기 피어오를 무렵.

에 옆으로 길게 드리워진 대나무 숲의 대비가 겨울 운치를 자아내며, 화면 좌측에 적

차가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가? 바람은 가장 높은 가지에 있다네.

어 넣은 제시로 보아 멀리 까마귀 날아오는 연무 낀 마을 언덕의 겨울 한림을 그린 것
으로 보인다.

황해도 개성 출신으로 호는 우청(又淸)이다. 형제(宗河·成河·敬河·庸河) 4명이 모두
서화에 소질이 있어 개성이 낳은 4형제 서화가로 유명하였다. 이들 4형제는 1923년 서
울미술구락부에서 개최한 〈황씨4형제전〉을 시작으로 4형제전을 함께 개최하거나 합
작도를 제작하면서 형제간의 우의를 쌓아 나갔다. 이들은 전문적인 그림 공부는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 유입된 화보나 선배 대가들의 작품을 보며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
였지만 각자 선호하는 기법과 잘 그리는 소재가 달랐다. 큰형 황종하는 호랑이 그림
을, 황성하는 손가락 끝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두화(指頭畫)를, 황경하는 인삼도를, 황
용하는 사군자화를 잘 그렸다. 특히 황성하는 산수, 인물, 화훼, 영모, 사군자 등 다양
한 장르의 작품을 소화하였고, 서예에도 능하여 선전 서예부문에서 입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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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寒林
종이에 수묵담채
31×103.7cm
19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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