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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현의 암산(巖山) 산수화 성립배경

이중희

이중희(李仲熙)는 1950년 경북 영천생으로 동경예술대학에서 동양미술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경예술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

직중이다.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한중일 회

화 비교론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한중일 초기서양화 도입 비교론》

(200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도서), 《한국근대미술사 심층연구》(2008. 문화체

육관광부지정 우수도서), 《일본근현대미술사》(2008.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도서)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조선후기 풍속화와 에도 우키요에, 그 근대성》(2012예정. 눈

빛)의 저서가 출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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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era saw three landscape painters, namely Yi Sangbeom, Byeon Gwansik, 
and Rho Suhyeon, emerge as the disciples of the late Joseon–era traditional landscape 
painters Jo Seokjin and An Jungsik. �ese individuals can be characterized as painters 
who despite having been born during the final period of feudal Joseon and having gone 
through periodic upheavals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d to adhere to the traditional paint-
ing style. While the other two painters had a proclivity for rendering realistic landscapes 
based on the free use of brush strokes, Roh Suhyeon (1899–1978) stands out for his 
non–realistic, idealized landscape paintings featuring rocky mountains that were rendered 
using only limited free brush strokes and detailed depictions with colored ink. 

Although he had painted idealized landscape paintings from the final period of 
Joseon onwards, Roh adopted a more realistic depiction style from the 1920s onwards. 
He also actively studied western painting styles during the 1920s. As a result, his paint-
ings exhibited the realistic depiction of objects. On the other hand, Roh consistently 
painted rocky mountains, while avoiding earthy ones. In this regard, the reason for Roh’s 
proclivity remains unknown.

When viewed from a superficial standpoint, Roh’s rocky mountain landscape 
paintings can be perceived as depicting idealized landscapes. However, each object is 
depicted in a manner that is meant to make it look as realistic as possible. Rocks are so 
voluminously depicted that one almost feels as if he or she were looking at a scenery 
painting. Meanwhile, the sense of space evident in the manner in which the mountains 
overlap creates the impression that it was rendered based on a painting style that is rooted 
in a Western view. Nevertheless, the painting as a whole creates an idealistic landscape 
which is impossible to find in reality. Roh’s persistent painting style was initially rooted in 
his strong awareness of tradition. Traditional Korean landscape paintings depicted ideal-
istic landscape in which man and nature achieved oneness in deep mountains and valleys 

Abstract

�e Background to Rho Suhyeon’s 
Rocky Mountain Landscape Paintings

Lee Jung–hee
(Kei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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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re free from the secular world. Roh’s choice of rocky mountains was also related 
to his personality. Roh, who possessed a rebellious spirit, exhibited a strong anti–Japanese 
conscious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was an upright–minded type that 
adhered to tradition and refused to negotiate with the outside world. Rocky mountains 
can be regarded as a good subject for a person possessing an upright, integral personal-
ity. In this regard, Roh’s landscape paintings featured the use of a painting style which 
helped to create an atmosphere of clearness filled with clean and transparent air. Roh 
depicted rocky mountains in a manner that left those who beheld his work to conclude 
that he desired to become like these rocks. Under the theme of dokyacheongcheong(獨
也靑靑, A lone evergreen as white snow covers the entire world), he also depicted a lofty 
pine tree standing alongside a rocky mountain. Roh always emphasized the following to 
his disciples, “Man is the most important being in the universe. �e mind (心) is of great 
importance to man, for it is only when his mind is clear that man’s paintings can also be 
clear.’

Key words:  Roh Suhyeon, modern landscape painting, rocky mountain landscape paint-
ing, idealized landscape painting, rebellious spirit, oneness of man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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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통적인 회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산수화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인류 역사상 대변혁기

인 근대를 맞이해도 전통회화의 중심은 역시 산수화였다. 그것은 조선 말기에 전통화

를 대표하는 조석진(趙錫晉, 1885–1920)·안중식(安中植, 1861–1919) 같은 산수화 대

가들이 존재했던 것에 연유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1920년까지 작고하고, 그 제

자들이 산수화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근대 산수화 3대가로 지칭되는 이상범(李象範, 

1897–1971)·변관식(卞寬植, 1899–1976)·노수현(盧壽鉉, 1899–1978)이 그 중심에 있

었다. 

전통화로서 한국 근대 인물화는 일본화의 절대적 세례를 받아 형성되었던 것에 

비해서 산수화는 우여곡절의 시대환경 속에서도 소수 정예작가에 의해 형성된 귀중한 

회화 장르라 할 수 있다.1 조선말 전통 산수화에서 비롯되어 일본강점기 때 일본화의 세

례, 서양화법의 범람, 획일화된 화풍의 국전 전성기 등 시대적 급변 속에서 탄생하였기

에 고난사를 가진 회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근대 산수화를 선도적으로 창출한 3대가는 공

통적으로 봉건 조선 말기 산수화의 맥을 이으면서 일본강점기 이후 현실적 시각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화풍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근대의 산수화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원래 산수화라고 하면 ‘산수’

라는 대상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고유의 이념성이 존재한다. 근대 산수화를 논할 경우, 

전통성과의 관련성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시각의 산수화로

서 그것이 서양화의 풍경화와의 차별성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산

수화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 핵심사항은 역시 작가이념 즉 그림의 주제성에 관한 것이

다. 근대 산수화 3대가들은 비록 현실시각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겉보기에는 풍경화

와 유사한 화풍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표현내용에는 서양적 시각에 의한 풍경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화풍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묵선묘를 고수하고 있는데, 작품

내용에서는 어떠할까? 이상범(李象範, 1897–1972)은 특정지역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

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주변 산야를 나타내었으며, 변

관식(卞寬植, 1899–1976)은 역동적인 구도의 금강산 풍경이나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는 

농촌풍경을 다소 이상경(理想景)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그림 주제에서 이상범은 염소

1 졸저, 『한국근대미술사 심층연구』예경. 2008. pp.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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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키우거나 지게를 맨 촌로(村老)가 땅에 밀착하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 즉 자연

과 합일된 삶을 나타내고, 변관식은 현실자연을 선경(仙境)으로 승화시켜 그곳에 귀의

하려 한 모습이었다. 곧 이들 두 화가는 이념성에서 산수화 본래의 전통성에 뿌리를 두

고 있다. 그리고 재료에서는 두 사람 모두 활기찬 수묵필치 구사로 가히 묵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산수화가 노수현은 이들과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다. 노

수현 산수화는 한 마디로 채묵(彩墨)에 의한 ‘청량감이 감도는 이상경(理想景)의 암산

(巖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근현대 회화임에도 비현실적인 관념산수화로 치부되

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의 산수화는 외형적으로는 이상산수 형태이지만, 그 속에 그

려진 경물 하나하나가 실경같은 현실감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가 이

런 산수화를 지향하게 된 연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탐색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 노수현의 화도(畵道)

심산(心汕) 노수현(盧壽鉉, 1899–1978)의 화도(畵道)는 비교적 단순하고 순탄한 길을 

걸은 편이었다. 황해도 곡산(谷山)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인 탓에 조부 노헌용

(盧憲容)의 슬하에서 자랐다. 조부 노헌용은 3·1운동 때에 48인의 한 분으로 천도교 총

부 금융관장을 지낸 이름난 애국지사였다. 노수현 또한 평생 조부를 존경했으며, 반일 

민족사상이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다. 그 후 그는 서울에 정착하여 보성소학교를 

거쳐, 보성고등보통학교에 다니다가 민족미술인들의 단체인 서화미술협회가 운영하는 

강습소 화과(畵科)에 입학하여 수학한다. 당시 화과 졸업생으로는 이용우(李用雨), 오

일영(吳一英), 김은호(金殷鎬)가 있을 정도였다. 동기로는 이상범, 최우석(崔禹錫)이 

있었다. 교수진은 안중식·조석진·이도영·강필주·정대유·김응원·강진희 등이었다. 심

산 노수현은 3년 과정을 마친 후에도 안중식의 화실 경묵당(耕墨堂)에서 스승이 1919

년 작고할 때까지 머무른다. 스승 안중식(安中植)은 자신의 아호 심전(心田)을 제자인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과 심산(心汕) 노수현에게 각각 한 자씩 물려줄 정도로 두 

사람은 안중식의 애제자였다. 그러한 사승관계로 인해 1920년에는 창덕궁의 위촉으로 

대조전(大造殿)의 내전 벽화를 그렸는데, 서화미술협회 출신들인 김은호, 오일영, 이용

우, 이상범과 함께 담당하였다. 



14

조형_아카이브

서화협회가 1921년부터 개설한 서화협회전에는 시종일관 줄기차게 출품하였지

만, 1922년 일제가 개설한 관설 공모전인 조선미술전람회(조선미전)에는 1932년을 마

지막으로 출품을 그만두게 된다. 한편, 1921년부터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도안과 삽화

를 맡아 신문만화의 효시를 이루었다. 1923년부터는 그 일을 이상범에게 물려주고 자

신은 조선일보사로 전직한다. 이 시기에 그린 만화 ‘멍텅구리’는 유명하며, 전술에서 언

급했듯이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말소시킨 

일을 맡은 시기였다. 그러니 1920–30년대는 생계수단으로 신문사의 일에 전념한 시기

이기도 하지만, 한편 작가로서 조선미전이나 서화협회전에서 새로운 현실적 화풍을 의

욕적으로 개척하고 있었던 시기로서, 근대라는 대변혁기에 맹렬히 적응하는 시기였다. 

조선말에서 태어나 일본강점기, 해방공간을 거쳐 현대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격변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삶이었다. 이 시대 다른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노수현도 그의 화업

에서 화풍상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기는 1920, 30년대였다. 즉 조선말 관념적인 

전통화풍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화풍으로 대전환을 이룬다. 1923년에는 노수현, 이상

범, 변관식, 이용우 등이 ‘신구화(新舊畵)를 연구한다’2는 취지로 ‘동연사(同硏舍)’ 라는 

근대 최초의 전통화 동인그룹을 조직하게 된다. 1948년부터는 서울대에 예술학부가 설

립되자 강사로 나가, 교수로서 정년까지 근무한다. 한편, 작품 발표장으로서는 1949년

부터 개설되는 국전을 주 무대로 하고, 제1회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거의 매년 지

속한다.

2.  후학들이 증언하는 노수현

노수현은 1948년 서울대에 예술학부가 설립되자 미술학부 강사로 나가 교수로서 1961

년 정년까지 근무했다. 말하자면 오늘날 서울대 동양화과의 기반을 조성한 인물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1949년부터 개설되는 국전에는 제1회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

하여 거의 매년 지속한다. 서울대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나서 박세원(작고)·박노수

(작고)·이열모·이인실·이영찬·송영방·정탁영·임송희·이종상 등, 기라성 같은 후진작

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산수화를 기반으로 하여 화풍을 발전시킨 화가들

2 『동아일보』, 19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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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필자는 이번 논고를 준비함에 노수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

고, 송영방· 임송희·신영상·유황 등 생존한 후학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았다. 후학들 

모두가 우선 그의 인성과 예술세계에 대한 흠모가 너무나 대단하여 놀라울 정도였다. 

그분이 어떠하기에 그렇게도 후학들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비쳤을까 하는 느낌마저 들

었다. 이들 후학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인품이고 

다음은 작화기법에 관한 내용이다. 

무엇보다 인품에서 노수현은 한마디로 고고(孤高)했다는 것이 정평이다. 세상과

의 타협을 싫어하는 조선시대 외곬 선비형이었다는 것이다. 즉 명예와 물욕에 대해 초

연한 선비다운 청렴결백형으로 엄격하고 비타협적이었으며 언제나 정통을 좇아가는 

자세를 견지했다고 한다. 실리를 좇아가는 세상과의 영합을 거부하고, 궁색할 정도로 

청렴한 생활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돈이 없어 자녀들을 학교에 제대로 보낼 

수 없을 만큼 청빈한 생활을 했으며, 궁색하고 비좁은 방안에서 작품제작에 몰두했다고 

한다. 거기에다 평소 말이 없었다고 한다. 후학들의 하나같은 일성은 바로 그가 반골(反
骨)정신의 소유자였다는 점에 모아진다. 비록 후학은 아니지만, 50년 이상이나 노수현

과 긴밀했던 시인 이은상(李殷相)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심산화숙을 거쳐 나온 문

하생들이 그에게서 그림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 뜻까지 배웠다는 것이 모두 다 그

의 원만한 인격과 아울러 예술가로서의 순결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고 반문할 정도이다.3

후술하듯이 노수현의 이러한 반골정신이야말로 청명한 암산산수를 낳게 한 주인

(主因)이었다고 간주된다. 바꿔 말하면 노수현의 인품이 그대로 속기 없는 암산산수 화

풍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후학들의 입을 모은 증언이었다. 화가의 자세에 대해서 후학

들에게 강조한 말은 이러했다. “우주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고, 인간에서 중

요한 것은 마음(心)이다. 그러니 마음이 맑으면 그림이 맑다.”(임송희 증언) 곧 화격(畵
格)은 인품에서 울어난다는 뜻이리라. 뿐만 아니라 노수현의 격조 있고 속기(俗氣) 없

는 화격은 다름 아닌 그의 인품에서 연유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노수현 하면 

반골정신의 소유자라는 이미지로 연결된다.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도 노수현의 반골정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권이 침탈

3 허영환, 「반골정신과 암골미의 추구」,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5, 노수현』, 금성출판사, 1990,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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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일제시기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그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경주에 임했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시상 장면 기사에서 손

기정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삭제하고 게재하였는데, 일장기를 삭제한 장본인은 엉뚱하

게도 당시 조선일보사에서 삽화와 만화를 담당하고 있었던 노수현이었다. 동아일보에 

삽화를 담당했던 사람은 청전 이상범이었지만 그가 마침 부재중이어서, 조선일보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수현에게 일장기 삭제가 가능하냐고 타진이 왔던 것인데, 노수현은 흔

쾌히 응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일장기를 말소한 장본인이 이상범으로 오

인하고 있다는 것을 노수현 자신이 후학들에게 증언하고 있었다고 한다. 스승 노수현 

자신이 일장기를 말소했다는 말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후학들 모두가 강조하

고 있다.(송영방, 임송희, 신영상 증언) 후학들의 증언과 더불어 노수현의 인품이나 다

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새롭게 밝혀진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한 것 같다. 노수현의 반

골정신이 거듭 확인된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국전 동양화부 심사를 줄곧 맡아왔는데, 

당시 국전심사에서는 정실과 관련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심사에 임하는 노수현의 

자세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여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는 청렴결백형의 존재라는 이미

지가 그러한 경우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한다. 

그림제작에서 제자들에게 노수현이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기본에의 충실이다. 기본의 강조는 나무, 식물, 바위 등 사물 하나하나를 제대로 

정확히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현장 사생의 강조이다. 실제 산수를 많

이 답사해보고 현장에서 직접 경물을 대하여 사생하는 자세를 중시했다. 이런 점은 역

시 노수현 산수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일이다. 작화기법에서는 노수현의 정법(定法)

이 있었다. 심산정법이란 것이다. 즉 고도의 수련을 쌓은 수묵 구사법으로 숙묵(宿墨)과 

배묵(背墨)의 이용을 들 수 있다. ①진한 먹을 접시에 찍어 발라 말린다(숙묵). ②붓을 

물에다 전체를 촉촉하게 적신다. ③잠든(건조된) 진한 먹을 젖은 붓으로 살살 살려내어

(녹여내어), ④종이에 그릴 때는 붓을 뒤집어서 붓의 등 뒤의 허리부분(배묵)으로 종이

에 그려낸다. 그렇게 하면 먹 한 가지 색으로 오채(五彩)를 살려내고, 맑은 농담효과로

서 바위의 골기(骨氣)와 입체감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고도의 사실기법을 구사할 수 있

다. 이것이 심산 정법이다. 붓으로 먹을 찍는 순간 먹의 농도와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직

감으로 터득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심산 정법은 심산의 바위표현에서 그 진가를 발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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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수현 회화의 발전과정

노수현은 후학들의 증언이나 기록을 보아도 자신의 그림에 대하여 그다지 말이 없었던 

화가였다. 남긴 언설도 지극히 단순하고, 간명한 것뿐이다. “한국산은 금강산과 같이 바

위산이 제일” 이라던가, “자신은 그림에 대해서 특별히 이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언

설정도이니 그의 입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만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1920년대는 전통화가들에게 관념적 화풍을 떠나 새로운 현실적 화풍으로 선택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그것이 바로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 개설의 영향이다. 

일제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거국적으로 설치한 관설 공모전인 조선미전은 한·일 양국 

미술인이 공동출품하는 성격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일본작가들의 현

실적 화풍과 동반 출품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4 뿐만 아니라 1920년경에는 조선말 

전통화가로서는 거명될 수 있는 작가로서는 조석진과 안중식 정도였는데, 이들은 청대 

사왕오운(四王吳惲) 화풍을 근간으로 한 정통 문인산수화의 대가로 관념산수화를 본

령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19년에는 안중식이 1920년에는 조석진이 각각 작고하

여 결국 1920년 이후에는 그들의 문하생으로서 근대 제1세대 전통화가들인 이상범·변

관식·노수현·김은호·오일영·이용우 등에게 근대화풍의 개발이 맡겨진 판도였다. 그것

도 그럴 것이 1922년 제1회 조선미전에서는 한국 화가들은 산수화에서 하나같이 스승 

조석진·안중식의 화풍으로 관념적 거대산수였는데 비해 일본화가들은 모두 주변 경물

에 밀착한 시각으로 그린 화풍이어서 양국 화가들 사이의 화풍상 괴리감은 현격했던 것

이다. 

그런 상황에서 1920, 30년대는 근대 1세대 작가들 모두가 조선미전에서 하루가 

다르게 근대적인 신 화풍 개발에 매진했던 시기였다. 조선미전 제2회 때부터는 근대 산

수화 3대가들의 화풍이 하나같이 현실감 표현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 제목에서도 이상범은 ‹해진 뒤›, 변관식은 ‹어느 골목›, 노수현은 ‹春日饁歸(봄날 

들판에 점심을 나르고 돌아오는 모습)›과 같은 한글표제가 그림제목으로 등장하고 있

었다.5 노수현 역시 1920년대는 극단적으로 현실감 묘사로 나아가 20년대부터 서양화

의 기법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6 그렇다면 노수현의 근대적 산수화는 전통산수

4 졸저, 『한국근대미술사 심층연구』, 예경, 2008, pp.87–91.
5 『개벽』, 1923년 5월호.
6 이흥우, 「온아한 정취와 소쇄한 일기」, 『한국의 회화 심산 노수현』, 예경산업사, 19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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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어떻게 다르며, 또한 서양식 풍경화와도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일까? 우선 연대별

로 화풍변화를 추적해 본다. 지금까지 석사논문 등에서 노수현의 화풍변화에 대해 언급

이 많지만 여기서는 시대별로 화풍의 발전방향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7

1) 1920년대: 현실적 화풍의 개척시대

노수현에게서 스승의 화풍 계승에 충실했던 마지막 작품은 아마도 1922년 창덕궁의 경

훈각 벽화 ‹조일선관(朝日仙觀)› 그림일 것이다. 1920년대 초두, 스승의 작품경향을 계

승한 역작으로 청록산수에 속하지만 묵기는 전혀 없고 놀랄 만큼 극단적인 치밀 섬세함

으로 어느 곳 하나 기분적인 요소를 찾기 어렵다. 전경의 현실적인 장면에다 후경의 원

산을 접합시킨 구도이다. 

신 화풍 개발에 몰두했던 노수현의 1920, 30년대는 신시대에 맞는 화풍시도로서 

한 마디로 현실적 화풍의 개척시기였다. 크게 보면 사경적인 요소와 관념적인 화풍의 

융합이 가능하냐의 시도이며, 대상의 정확한 묘사에 대한 집착이 보인다. 그리하여 서

양화법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인다. 노수현의 50년대 후반 이후 완성기 작품 대부분이 

암산표현인 점을 고려할 때, 20년대의 특징적인 화풍은 조선미전에 출품된 화풍에서 하

7 최근 논문으로는 아래 두 편이 있다.  
정준화, 『심산 노수현의 산수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박빛나, 『심산 노수현과 청전 이상범의 산수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6.

(도1) ‹귀초(歸樵)›(1923), 
제2회 조선미전 출품작

(도2) ‹우후(雨後)›(1930), 제9회 조선미전 출품작 (도4) ‹봉래천거도›, 1927, 견본채색, 개인소장

(도3) ‹추교(秋郊)›(1932), 제11회 조선미전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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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부드러운 토산 표현만으로 되어 있다.(도1,2,3) 그러한 점은 20년대의 대작이라

고 할 수 있는 1927년의 ‹봉래천거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도4) 주목되는 것

은 암산표현은 현실적 화풍의 개척시기인 20년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 시기에서는 솔직히 아직 경물의 표현이 서투르다. 밭이랑이나 수목의 형태에 그 

사물다운 특성이 약하다. 그리고 근경과 원경의 조합도 서툴러 그 사이의 공간을 대부

분 운무처리로서 메우고 있다. 그러니 20년대는 현실시각에 의한 산수를 지향하되 한편 

경물표현과 공간처리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산수는 바위가 전혀 없는 

토산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또 하나는 평단에서의 반응이다. 20년대에 조선미전이나 협

전을 통해 추진한 화풍은 평단에서 노골적으로 비평을 받다가 결국 1932년 ‹추교(秋
郊)› 작품을 끝으로 출품을 그만두게 된다. 당시 평단에 대두한 그에 대한 언설을 주워 

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 김복진의 평문,“이 분의 작품은 人種比較에 힘을 들인 것 같다. 朝鮮女
子에 朝鮮 옷을 입은 西洋兒孩(骨格 血色 顔面)를 그려 놓았으니 洋鮮融和를 

주창함인지 이다음부터 난 이런 것은 그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보다는 解剖學冊 

페이지라도 뒤적거리는 것이 훨씬 工夫가 될 듯싶다.”8

1926년: 동아일보 雲派生의 평문, “今回 동양화부는 참으로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었다. 기가 막혀 평도 하기 싫었다. …(특선한 노수현의 ‹古舍迎春›에 대해서) 

君도 달필은 달필이다. 그러나 古舍의 迎春이란 기분은 조금도 없다. 古木山川 

단지 수공품과 같이 필선과 손으로 그린 것이다. 두뇌로 그린 것이 아니다.”9

1927년: 안석주,“화폭 전체의 조화는커녕, 먼저 ‘데생’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1928년: 이승만, “…나무가 무자연한 것 같고, 저편 山 뿌다구니가 불쑥 튀어나온

다. 대체 點景人物은 언제까지 이따위를 그리고 있을 셈인지 寒心한 일이다.”10 

1929년: 안석영, “노수현 씨는 미전초기 보다가 최고 速度의 墜落임에 놀라지 아

니치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것은 이상범 씨의 필치에 近似함에 한 겹 더 놀랐다. 

氏에게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미전黨에서도 몰락에 

8 김복진, 『매일신보』, 1925. 6. 6.[3]
9 운파생, 「第五回 美展을 보고」, 『동아일보』, 1926. 5. 28.
10 이승만, 「제7회 美展 漫感」, 『매일신보』, 1928. 5. 18.



20

조형_아카이브

이르리라고 하지 않을까.”11

1932년: 火歌生, “一向不振하는 것이 氏의 작품이다. 隋氣滿滿한데서 억지로 출

품한 것 같으니, 이것이 氏의 力作이라면 氏의 在來의 명성은 挽回할 도리가 없

지 않을까?”12

노수현이 추진한 20년대의 현실적 화풍에 대해서 당시 평단에서의 논평은 시종일관 처

참할 정도라 할 것이다. 당시 최고 권위의 공식 공모전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조선미

전에서 결국 사실적이면서 현실감 나는 화풍발표는 중단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

러나 노수현 일생의 전체 화업에서 바라본 20년대의 화풍은 여타 작가와 마찬가지로 

현실감을 과감히 시도한 시기에 해당하고, 그것이 단지 부드러운 토산위주 묘사로 시작

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이다.13

2) 노수현의 서양화법 연구

노수현의 20년대 화풍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양화법에 대한 관심이다. 그것이 1920

년부터 확인된다. 노수현은 우리나라 신문 삽화나 만화제작의 제1호로 간주될 만큼, 

1920, 30년대는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신문 삽화나 만화제작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

다. 그뿐만 아니라 1920년에 창간한 민족문화 잡지인 『개벽(開闢)』에도 삽화를 그렸다. 

여기에 그려진 노수현의 삽화를 보면 서양화법이 이미 1920년에 등장하고 있다. ‹개

척도›나 ‹농가의 아침› 삽화에는 인물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 음영법이 사용되고 있

다.(도5,6) 그리고 ‹세모› 삽화에는 현실적 시각에 의한 원근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도7) 그러므로 1920년에 이미 서양화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

의 서양화법 사용은 말할 것도 없이 대상을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나타내려는 의지의 소

산이다. 그리하여 실제 작품에도 일찍부터 활용되고 있는데, 1925년 조선미전에 출품한 

생활화 성격의 ‹일난(日暖)›이 그것이다.14(도8) 이 그림은 산수화가 노수현에게 있어

11 안석영, 「미전인상」, 『조선일보』, 1929. 9. 8.
12 火歌生, 「제11회 조선미전평」, 『第一線』, 1932. 7. 9. p.6.
13 졸저, 『한국근대미술사 심층연구』, 예경, 2008, pp.87–91. 근대 산수화풍 시도가 토산위주 묘사로 

시작되는 것은 이상범과 동일하여, 노수현만이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 
14 윤범모, 「심산 노수현의 현실의식과 관념세계,–1920년의 ‹日暖›을 중심으로–」, 『조형』 23호, 

서울대 조형연구소, 2000,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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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이질적인 것인데, 비스듬히 누운 아이를 저시점에서 치켜 올려다보는 시각으로 

포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사진적인 느낌이 든다. 아이나 뒤의 나무둥치가 서양화적인 

양감처리로 되어 있다. 

노수현의 서양화법 연구는 그의 작화기법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기에 연대를 초월

하여 좀 더 살펴보자. 그의 화풍은 이상산수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몸 가까이 있는 친

근한 현실경처럼 느껴진다. 현실경으로 착각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화풍이 현실적인 

시각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물이 전통화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입체감이 강

하고 투시원근법이 잘 살려져 있다. 예를 들어 말년에 해당하는 1978년의 ‹조춘도›(도

9)를 보면 유난히 돋보이는 바위의 괴량감, 산속으로 깊숙이 멀어지는 강물의 원근 표현

으로 말미암아 마치 서양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그리고 50년대 초반의 작품으로 

(도5) 『개벽(開闢)』삽화, ‹개척도›(1920) (도7) 『개벽(開闢)』삽화, ‹세모›(1920) 

(도6) 『개벽(開闢)』삽화, 

‹농가의 아침›(1920)

(도8) ‹일난(日暖)›(1925), 
제4회 조선미전 출품작

(도9) ‹조춘도›, 1978, 
지본 수묵담채, 

67.5×69.5㎝, 개인소장

(도10) ‹섭우(涉牛)›, 1954, 지본 수묵담채, 65×131㎝

(도11) ‹산수사계도›12곡 
병풍 중 두폭, 1932, 견본담채, 

120×30㎝, 개인소장 

(도12) ‹봉래춘색도›, 1936, 
견본담채, 129.5×52.5㎝,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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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되는 ‹섭우(涉牛)›(도10) 그림도 마치 서양화의 풍경화 같은 인상을 받는다. 너무

나 저시점의 현실적인 원근감으로 포착된 경관이기 때문이다. 서양화법 응용은 그의 회

화 전체에 걸쳐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노수현이 풍경화처럼 느껴지는 현실경을 그

리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작례라 할 수 있다. 

3) 1930년대: 암산표현 시도

1930년대의 노수현은 어떤 화풍을 추구했을까? 20년대에 추구했던 현실시각의 서정적

인 토산화풍은 1932년 시점에서 조선미전을 떠나면서 중단하게 된다. 그의 유존작은 

대부분 제작연도가 불명하지만, 기년 작 2점 즉 ‹산수사계도›12곡 병풍(1932년), ‹봉래

춘색도›(1936년)를 근거로 하여 화풍을 보면 이렇다.(도11,12) 우선 두 점 모두 종축으

로 된 고전적인 정형산수이긴 하지만 바위산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두 그림의 산형 모두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이들 산은 

토산일 수는 없다. 분명 암산(巖山)을 그리려고 한 것인데, 바위산을 실감나게 표출시키

는 표현법이 미숙한 탓에 마치 뭉글뭉글하게 토산으로 느껴지고 있을 따름이다. 즉 20

년대의 토산 표현법에서 크게 성숙되지 못한 탓이다. 그런데 그보다 4년 후의 36년 작

품에는 미묘하지만 표현법의 성숙도가 감지된다. 36년 작품이 바위산다운 표현에 분명 

다가서고 있다. 근산에서도 원산에서도 마찬가지로서 단단한 바위결의 표현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32년 작품에서는 감지되지 못한 점으로서 그의 표현의욕이 분

명 바위산다운 표현으로 향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30년대에 확인되는 바위산 표현

욕구는 그의 산수화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1940년대: 암산표현에 대한 의욕

그의 암산표현에 대한 의욕은 30년대 후반부터 명승지 탐사나 금강산 유람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진다.

“젊었을 때, 나는 전국의 명산을 다 돌아보았는데, 역시 산은 금강산이야. 그보다 

더 좋은 산은 없더군. 그것은 온통 바위산이야. 묘향산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으

나 나로선 그렇지 않아.”15

15 이흥우, 「온아한 정취와 소쇄한 일기」, 『한국의 회화 심산 노수현』, 예경산업사, 197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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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바위산으로 된 금강산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노수현에게 산수표현의 길은 금강산 

같은 바위산을 제대로 표현해야겠다는 의지가 자연히 우러났을 것이다. 40년대 중엽이 

되면 금강산 사생그림도 많이 등장한다.(도13,14) 그러한 결과 바위산 표현에 크게 변

화가 나타난다. 1941년 작품 ‹추강독조도(秋江獨釣圖)›와 1945년 작품 ‹사계산수도› 

6곡 병풍을 비교해보면 선명해진다.(도15,16) 41년 작품은 확실히 바위산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본 36년 작품 ‹봉래춘색도›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바위표현이다. 

그런데 45년 작품 ‹추강독조도›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표현이 등장한다. 산이란 산은 

온통 예각의 봉우리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이전과 다르게 한결 바위산의 형체미를 나타

내고 있다. 바위 특유의 날카롭고 예각 진 산형이 마치 금강산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

다. 기법적으로 이 정도의 암산표현에 다가서면 바위산 표현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30년대에 들어서 바위산 표현의욕이 확실히 감지되고 그 이

후 40년대에서도 줄곧 바위산다운 표현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 기법적으로

도 발전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1950년대: 암산표현의 성숙

암산표현의 지향은 50년대에 이르러 자유로운 전개를 보인다. 50년대의 기년작은 모

두 바위산으로 된 산뿐이다. 예를 들면 56년의 ‹무림(霧林)›, 57년의 ‹계산정취(谿山情
趣)›는 모두 바위산을 자유롭게 응용한 정취있는 그림이다.(도17,18) 화면 형식도 자유

로운 변화를 보이고 구도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속의 산들은 모두 바위산

인데다 그 형태도 자유롭게 전개된다. 그러므로 암산표현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기법적 추구가 5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암산표현의 응용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읽

을 수 있다.

6) 1960년대 이후: 암산표현의 완성기

1960년대 무렵부터는 심산의 독자적 양식이 확립된 시기이다. 즉 심산산수가 완성경에 

이른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20년대 이후 연도별 화풍을 검토한 결과 노수현은 암산표현을 지향하고 있

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심산산수는 무엇보다 전체가 암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최대 특징이다. 토산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암산에 대한 대단한 집착이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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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런 사실은 암산산수화가 그의 화업의 목표였음을 말해준다. 

둘째, 외형적으로는 이상산수로 꾸며져 있지만, 경물 하나하나에는 피부에 와 닿

는 현실감이 느껴진다. 그러한 강한 현실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앞서도 지적했듯이 

그는 1920년경부터 서양화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경물의 묘사에서는 서양화법의 

원근표현이나 양감표현을 철저히 소화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물론 수묵기법에서는 앞

서 서술했듯이 고도로 훈련된 숙묵(宿墨)과 배묵(背墨) 기법과 같은 기법적 수련을 통

하여 그것의 자유자재 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1977년 작 ‹유곡춘색신›(도

(도13) ‹금강산무봉폭›, 1945, 
견본채색, 27×25.5㎝, 개인소장

(도14) ‹화양동계곡›, 1943, 지본담채, 

48×62㎝, 개인소장
(도15) ‹추강독조도(秋江獨釣圖)›, 1941, 지본수묵담채, 

68.5×138㎝, 개인소장

(도17) ‹무림(霧林)›, 1956, 지본담채, 64×128㎝, 개인소장 (도19) ‹유곡춘색›, 1977, 지본담채, 

69×97㎝, 개인소장 

(도20) 안중식, 

‹추경산수도›, 

1909, 견본채색, 

155×62.5㎝, 
개인소장

(도16) ‹사계산수도› 

6곡 병풍 중 두폭, 

1945, 지본담채, 

134×33.5㎝, 개인소장

(도18) ‹계산정취(谿山情趣)›, 

1957, 지본담채, 210×150㎝,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도21) 왕휘 (王翬, 

1632–1717), ‹倣李
營丘古木奇峰圖›, 

1703년, 지본채색, 

124.6×42㎝, 
남경박물원 소장

(도22) 곽희, ‹조춘도(早春圖)›, 

1072, 견본수묵, 

108.1×158.3㎝, 
대만고궁박물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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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에서 보듯이 바위 하나하나가 마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양감표현으로 되어 있

고, 산이 중첩된 공간감 표현에는 서양화적인 시각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림 전체로서는 현실에서 도저히 찾기 어려운 이상향적 절경으로 환원되어 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의문으로, 그가 어떠한 이유로 하필이면 굳이 암산을 고집하

면서 이상경 산수를 자신의 예술의 본령으로 삼고자 했을까 이다. 즉 근대 산수화가 3대

가 중에서 이상범이나 변관식은 현실적인 경관표현으로 나아간 데 비해서 유독 심산만

이 암산을 고집한 이유도, 최종적으로 비현실적인 이상산수로 환원시킨 배경도 아직 규

명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심

산양식을 이상산수로 마무리 짓는 데는 무엇보다도 전통계승이라는 의식이 크게 작용

했으리라 생각되며, 암산 고집에는 그의 남다른 반골(反骨)정신의 소유자였던 것이 최

대의 이유가 아닌가 한다. 우선 전통산수화의 이념이 어떠했을까 하는 점부터 확인해보

기로 한다. 

4. 전통 산수화의 이념

근대 산수화의 3대 거장들은 모두 조선말 산수화의 대가 조석진(趙錫晋,1885–1920)·

안중식(安中植,1861–1919)과 사승관계에 있으므로, 자연히 이들의 근대화풍은 조선

말 전통 산수화풍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고 있다. 조선말 화풍은 고원경(高遠景) 중심

의 대관적 산수화풍인데, 이와 같은 관념적인 거대화풍은 조선시대에서도 말기에 한정

하여 나타난 특이한 화풍이다. 그것은 중국 청대 정통 문인화풍인 사왕오운(四王吳惲) 

화풍과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중식의 일반적 화풍이라고 할 수 있

는 ‹추경산수도›(1909년작, 견본채색, 155×62.5cm, 개인소장)(도20)는 험난한 산이 뭉

게구름처럼 하늘높이 치솟아 있는 관념적 화풍으로 고원경의 대관적 산수화이다. 이와 

같은 화풍은 또한 청대초기의 정통 문인화가들의 일반적 화풍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왕휘(王翬,1632–1717)가 북송시대 이성(李成)의 작품을 모방한 ‹방이영구고목기봉도

(倣李營丘古木奇峰圖)›(1703년, 지본채색, 124.6×42cm, 남경박물원 소장)(도21)는 비

틀어진 산괴가 높이 치솟아 있는 모습으로 대관적 시각의 관념산수화이다. 청 초기의 

정통 문인화풍은 대관적 산수화풍을 특색으로 하는 북송 산수화풍의 회귀현상이라고

도 볼 수 있다. 이점은 화론상에서도 지적할 수 있으며 사왕오운의 산수화론은 북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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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16 따라서 이들 청대 문인화가들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받은 조

선말 조석진, 안중식 산수화도 역시 심산유곡이라는 대관적 산수화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국 산수화의 전통적 대상인 심산유곡의 자연은 어떤 이념을 함유

하고 있는가? 그 이념이 밝혀지면 근대 산수화에서의 의미 탐색에 중요한 실마리를 찾

을 수 있기에, 중국산수화의 중심이념 탐색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산수를 완미(玩味)하는 것은 곧 도(道)에 노니는 것이었으며, 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산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와 같은 중국적 

개념은, 자연이 인간생활 터전의 확대공간으로서 간주하는 서양 풍경화라는 것과는 크

게 구별된다. 중국에서 자연 곧 ‘산수’는 그들 의식 속의 최고 이상경(理想景)임과 동시

에 귀의처(歸依處)로서, 그것은 일단 인간 속세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신령스런 심산유

곡을 의미하게 된다. 그들이 갈구하는 최고 경지인 도에 대한 추구 열이 높으면 높을수

록 산수시(山水詩), 산수화의 발전은 필연적인 귀결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산수가 도의 상징이라면 산수시, 산수화도 동시에 도를 표출하려 한 것이 당연하지 않

을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노자가 말한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의미인데, 중국 

최초의 산수화론인 종병(宗炳, 375–443)의 『화산수서(畵山水序)』에 있어서도 노자의 

개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몇 군데 추려보자.

“산수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도를 아름답게 발현시킨 것이므로, 仁者가 이것을 

즐기니 이 또한 理想景이라 하지 않겠는가? 〔山水以形媚道 而仁者樂, 不亦幾
呼.〕”17

“산수화폭을 그윽이 마주하면, 앉은 채로 우주 끝까지를 궁구할 수 있고, 속세를 

떠나지 않고서도 홀로 무위자연의 세계에서 노닐 수 있다. 〔披圖幽對, 坐究四荒, 

不偉天勵之 , 獨應無人之野〕”18 

산수화는 도의 구체적인 발현처로서 무위자연을 나타낸 것이란 의미이다. 천지만물을 

생성하고 운동 변화케 하는 지고(至高)의 원리인 도를 체현하기 위해서 산수에 귀의하

16 中田勇次郞, 「四王吳惲の畵論文人畵粹編 7. 惲壽平·王翬』, 도쿄 中央公論社, 1985, p.134. 
17 兪劍華 편, 『中國畵論類編』, 人民美術出版社, 1986, p.583.
18 兪劍華 편, 앞의 책, p.5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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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산수귀의의 갈망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산수화’

라는 예술형식이다.

그런데 노장사상의 최고 경지인 도적 생활 즉 도를 체득하는 경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인 서복관 씨의 논증이 시사적이라

고 여겨지는데, 씨는 장자가 설명하고 있는 성인지도(聖人之道)는 심재(心齋)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9 『장자』의 「대종사(大宗師)」항목에서 도에 대해서 설명

하기를, 우선 세계의 존재를 잊고 우주만물의 존재를 잊으며 종국에는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서 무아의 상태에서 아무런 대립이 없는 초월의 절대경지에 도달함을 말하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리적 욕망이나 지식의 속박에서 모두 해방되어, 자신의 존재마저 

잊은 상태, 즉 무기(無己), 망욕(忘慾), 망지(忘知)라 일컬을 수 있는 이런 경지가 바로 

심재(心齋)인데, 이 심재의 경지가 되면 환한 깨달음이 오고 정신적 자유의 상태에서 우

주 만물의 본질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우

며, 나이를 잊어 생사문제를 초월하게 되고, 지식을 잊어 시비판단에 구애되지 않게 되

는 심재는 다름 아닌 허(虛)이며, 정(靜)인 것으로, 이런 허정(虛靜)한 정신상태가 도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미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관조할 때에 주

객합일로부터 비롯된다. 세속을 초월한 허정의 상태가 되면 주객합일이 이루어져, 음미

하는 대상은 저절로 미적관조 속으로 들어와 미적 대상이 된다. 따라서 허정의 상태가 

예술정신의 주체로 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중국산수화는 노장사상의 자연스러운 귀결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산수와 인간이 합일된 경지를 이루게 되며 도의 조형적 표

현으로서의 산수화가 인격성이나 신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산수화의 작례를 통하여 그 이념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산수화의 고전적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북송말 곽희의 ‹조춘도(早春
圖)›(1072, 견본수묵, 108.1×158.3cm, 대만고궁박물원 소장)(도22)는 화면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관산수인데, 이것은 자연의 일각을 현실적 시점에서 포착하

고 있는 서양의 풍경화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생활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태고의 맛이 나는 심산유곡이다. 그 속에 인간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

습이 표현되어 있다. 인가(人家)가 많은 세속의 생활 모습과는 판이하다.

이런 산수화풍은 솔직히 도가적 삶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

19 서복관 저, 권덕주 外 옮김,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문예신서 10, 1991, pp.7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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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곽희의 산수화 이론서인 『임천고치(林泉高致)』에 잘 나타나 있

는데, 곽희가 산수화를 그리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임천(林泉)을 동경하는 마음이나 연하(煙霞)와 벗 삼으려는 생각은 꿈

속에서나 있을 뿐이요, 생생한 이목(耳目)의 현실에서는 단절되어 있다. 이제 묘

수를 얻어서 생생하게 이를 표현하면 집과 뜰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앉아서 산봉

우리와 골짜기를 오르내릴 수 있고. 원숭이와 새들이 우짖는 소리를 마치 귀에 들

리는 듯 듣고, 산수의 경관을 눈에 홀리듯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뜻

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진실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세

상에서 그림 속의 산수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의 본의(本意)라 하겠다.”20

곽희는 언제나 산수 속에 묻혀 지내고 싶은 갈망을 화폭에 담으려 했던 것이다. 그려진 

산수화는 마치 자신이 동화되어 살고 싶은 이상적 산수의 심산유곡이다. 즉 산수화의 

목적은 산수와 동화되는 도적(道的) 삶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그의 산수화의 주제가 되

는 도적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임천고치』의 「산수훈(山水訓)」 모두(冒頭)에서도 

길게 언급하고 있듯이 고기 잡고 땔나무하며 숨어사는〔漁樵隱逸〕것이 그의 소원으로, 

산수와 혼연일체가 된 마음 즉 ‘임천지심(林泉之心)’의 삶이다. 임천지심은 임천에 동

화된 마음 곧 ‘인격의 자연화’ 됨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산수화의 핵심이념이라

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우주만물의 본체인 자연(산수)에 귀의하여 인격을 수양하는 도적 

삶은, 인간의 정신과 산수의 정신이 하나로 혼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임천고치』 전

체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설명이 돋보이는데, 이는 ‘자연의 인격화’ 내지는 ‘인격의 자연화’ 

한 천인합일(天人合一) 정신임이 틀림없다. 즉 인간정신이 산수의 정신에 의거해서 초

월됨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21 그것이 도의 경지이다.

이렇게 보면 전통산수화는 세속과 동떨어진 탈속의 경지로서 이상경으로 그리고 

있고, 인격의 자연화를 통한 인간정신이 임천지심에 의거해서 초월하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20 兪劍華 편, 앞의 책, p.632. “然則林泉之志, 煙霞之侶, 夢寐在焉, 耳目斷絶, 今得妙手, 鬱然出
之, 不下堂筵, 坐窮泉壑, 猿聲鳥啼, 依約在耳 ; 山光水色, 滉漾奪目 ; 此豈不快人意, 實獲我心
哉, 此世之所以貴夫畵山水之本意也”

21 서복관, 앞의 책,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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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산에 의한 이상산수를 지향한 배경

근대 산수화에서 노수현의 회화만큼 암산에 의한 이상산수를 일관되게 지향한 화가도 

없다. 그의 예술세계는 확고하다. 양식적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 후반 무렵에 이르면 

그 나름의 고유화풍이 정착되고 있다. 그 무렵이 되어 나타나는 특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①대상, ②화풍, ③시각, ④이념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① 대상에서는 특이하리만큼 바위산이라는 단일 소재이다.22 가끔 극히 현실적 

시각으로 그린 서양화의 풍경화 같은 ‹섭우(涉牛)›(1954, 수묵담채, 65×131cm, 호암미

술관 소장)(도10)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작품은 그에게는 주류가 아닌 예외적인 

것이다. 노수현의 바위산은 단순한 바위산이 아니라 높고도 그윽하고 유현한 이상적 암

산이다. 첩첩이 싸인 바위산에 골골마다 그윽한 안개가 있고 그 아래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이상적 절경, 이것이 그의 단골 소재이다. 치솟아 있는 높은 산은 외줄기 폭포가 

천 길 낭떠러지로 흐르고 있다. 바위산을 이상화시킨 단일소재를 주된 화업으로 취했다

는 것은 거기에는 작가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② 화풍면에서 보면 그의 바위산은 변관식의 금강산 표현법과 크게 다르다. 이상

범과 변관식은 그 필치가 기분성이 진하고 분위기 위주의 필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노수현은 일체의 기분성이 배제된 정성들인 정갈하고 면밀한 묘사로 일관되어 있다. 작

은 바위 덩어리 하나하나의 개체를 완전 입체로 파악하고 그 작은 바위 덩어리가 모여 

큰 덩어리의 바위산이 되도록 하는 구축적인 화풍을 이룬다. 따라서 그의 시각은 매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것으로서 냉엄하여 서양적 대상 파악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노

수현은 대상묘사의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후학들의 증언과 같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묘사에도 대상의 정확한 표현에 철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화풍에 

대해서는 동양화적인 준법이나 필치는 기본으로 철저히 수련이 되고 이미 초월 된 것이

어서, 그것에 대한 새삼스런 논의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다.23 다시 말하면 그의 붓놀림

22 『서울신문』, 1971. 11. 25. 이구열과의 인터뷰 기사. 
“흙산보다는 바위산이 좋고, 내 화의(畵意)에 맞아. 젊었을 때 나는 전국의 명산을 다 
둘러보았는데 역시 산은 금강산이야. 그 보다 더 좋은 산이 없더군. 그것이 온통 바위산이야.”

23 노수현 회화에서 동양화적인 준법 터득에는 눈여겨 볼 만하다는 지적은 여러 논자들이 이미 
지적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이흥우, 「온아한 정취와 소쇄한 일기」 앞의 논고,  
허영환, 「반골정신과 암골미의 추구」 앞의 논문, pp.81–93.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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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소재 하나하나가 독립된 형

태로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묘사는 모든 소재가 등가로 가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산만한 화풍이 되기 쉽지만, 노수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이상화

된 경관이면서도 사물 상호 간의 연계성이 분명하고 매우 논리적인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대상을 3차원의 현실적인 장면으로 다가오게 하고 있다. 

③ 시각에서는 크게 다른 두 가지가 융합을 이룬다. 가끔 전통적인 고원법 위주의 

시각으로 된 그림이 있기는 하지만, 산수화로서는 놀랍게도 저시점의 극히 현실적인 시

각으로 포착된 경관이 대부분이다. 저시점에 의한 경관도 노수현 산수화의 주요특징 중

의 하나이다. 현실적인 시각일 경우는 대체로 근경과 원경의 2단 구도법으로 되는데, 근

경에는 넓은 수면이 있고 원경에는 큰 바위산이 병풍처럼 후경을 막고 있어서 이상적 

절경을 이룬다. 고원법의 경우는 바위산이 하늘높이 치솟아 오른 구도인데 거기서는 보

통 3단으로 산세가 층을 이루는 구도법을 가지며 거대한 산세가 인간을 압도하고 있다. 

④ 심산 산수화에서는 암산에 의한 이상산수라는 점 외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점이 있다. 화풍에서 오는 골기(骨氣)와 청량감, 그리고 정갈함이라는 정신성이 그것이

다. 강고하게 구축된 바위의 덩어리에는 한없는 단단함, 그리고 수많은 바위가 삐죽삐

죽 치솟아 있어 원천적인 어떤 힘을 쏟아내는 골격미가 돋보인다. 거기에다 속기가 완

전히 배제된 한없이 맑고 청량감이 감도는 공기감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담갈색의 바

위와 맑고 따뜻한 공기는 신선하고, 어느 그림 없이 선경(仙境)을 방불케 할 만큼 항상 

청량감을 주는 일기(逸氣)로 가득 차 있다.(도23) 거기에다 정갈함이다. 화폭마다 기분

적인 필치는 찾아 볼 수 없고, 매우 정제된 소재들로 엮어져 접근조차 거북스러울 정도

로 품격성을 가진, 정성어린 화풍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 만큼 탈속경지로서 신선이 기

거할 듯한 깨끗한 선경, 이것이 심산이 구축한 바위산이다. 한 예로 50년대의 대작으로 

추측되는 ‹청산무진도(靑山無盡圖)›(견본채색, 148×492cm, 개인소장)(도24)는 그러

한 면모를 잘 말해준다. 바위산으로 된 장대한 산악들이 병풍처럼 수평으로 전개되는 

이 그림은 웅대한 선경을 방불케 한다. 청록이 주조되어 온 천지가 짙고 연한 갖가지 녹

색과 청록색들로 아로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바위산의 골기(骨氣)와 청량감, 그리고 사

물 하나하나가 품격을 갖춘 정갈함이 느껴진다.

이상과 같은 비현실적이며 이상화된 절경의 바위산, 그 산수화 이념은 과연 무엇

일까? 그의 바위산 그림을 보면 명대의 당인(唐寅)이나 청대의 사왕오운(四王吳惲)의 

화가 등 기암절벽을 그린 중국정통 산수화의 화풍을 연상케 한다. 노수현의 화풍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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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고전화풍과 연결된 내용이지만, 바위산 표현에서는 오히려 조선

후기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이 본령으로 삼았던 금강산도나 ‹인왕제색도

(仁旺霽色圖)›와 같은 화풍과 맥이 닿아 있다. 다만, 노수현의 경우는 과거 어느 전통화

가들 화풍보다도 한결 유연한 깊이감과 정갈함이 돋보이는 화취를 자아낸다. 그는 ‘임

천지심(林泉之心)’ 이라기보다는 ‘암산지심(巖山之心)’으로서, 인간이 언제나 꿋꿋한 

불변의 바위산처럼 되고자 하는 화의(畵意)를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정신과 암산의 

정신이 하나로 되어 초월의 경지에 이르고자 함이리라. 이것은 ‘자연화 된 인격’의 표출

이라고 간주된다.

맺음말

근대시기 전통화풍이 어떠한 양상을 보였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수화풍에서 그 양상이 잘 나타나 있고, 그 대표적 화가인 3대가 즉 이상범·변

관식·노수현의 화풍을 통해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근대 산수화 발

전과정을 보면 적어도 일제시기, 1920년 초엽부터 화풍이 급변하기 시작하고, 대체로 

1950년대 말경에 가서야 비로소 일정한 화풍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신시대의 새로운 화풍이 탄생하는 데는 약 40년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

던 것으로, 이 기간이 근대화풍의 배태기이며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50

년대 후반이라는 현대의 초입단계에서 비로소 각자의 독자적인 화풍을 드러내어 ‘근대 

산수화의 양상’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노수현 산수화는 시기별로 추적해보면 암산지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

로는 비현실적인 이상경으로 환원되어 있긴 해도, 여타 화가들보다도 나무나 바위 등 

경물 하나하나는 손에 잡힐 듯하여 매우 현실적이고 정갈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실묘사가 만연되어 있는 근대시기임에도 암산을 통한 이상경으로 향한 것은 어떤 이

유에서 일까?

그 첫째는 전통산수화 이념의 계승이다. 전통산수화는 탈속적인 심산유곡의 이

상경 표현을 화의(畵意)로 하고 있었다. 비록 근대시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상경을 벗

어나게 되면, 결국 산수화 본래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리라.

다음으로는 그가 그렇게 암산을 고집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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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 대한 매료일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사유보다 그의 바위산 집착은 그 자신의 

내면성과 연관성이 있다. 바로 그의 반골정신 내지는 인품의 표출이라고 간주된다. “세

상에 대한 울분을 푸는 데는 산수만한 것이 없어.”24라고 한 그 자신의 말처럼, 세속과의 

비타협적인 강직한 성품으로 언제나 정통을 좇았던 그의 성향으로 봐서는 암산 산수화

가 체질에 맞았을 것이고, 내면과 상통했을 것이다. 외곬의 선비다운 고고함으로 살았

던 그의 반골정신은 일차적으로 반일의식에서 나타난다.25 그 사례를 찾아보면 이렇다.

✽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인 노헌용(盧憲容)의 슬하에서 자랐는데, 조부 노헌용은 

3·1운동 때에 48인의 한 분으로 천도교 총부 금융관장을 지낸 애국지사였다. 교

육사업 독립운동으로 많은 자산을 탕진할 정도였다고 한다. 심산은 그런 조부를 

끝까지 존경했다고 한다.26

✽ 1938년 4월에는,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변절해 친일파가 된 최린(崔

24 이흥우, 앞의 글, p.12.
25 노수현이 친일행위를 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윤범모, 「항일미술과 친일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제7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9.) 윤범모 교수가 인용한 원전자료는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격동기의 문화계 비화』(조용만 저, 범양사 발간, 1988.)라는 책의 
일부 내용인데, 제목은 「의리깊은 心汕 盧壽鉉」으로 되어 있고 노수현의 과거 경력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간단한 일화를 소개한 것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원전 문맥으로 보아 
자진해서 친일적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인용한 원문은 이렇다. 
“일제 말에 총독부에서는 皇軍將兵을 위문한다고 부채 그림을 수백 장씩 그려오라고 해 心汕도 
온 여름 동안 부채 그림만 그렸다. 이 때문에 엉덩이에 땀띠가 나 고생을 몹시 하고 나서는 누가 
무어래도 扇面 그림은 그려주지 않았다.”

26 이흥우, 앞의 글, p.15.

(도26) ‹산수도›, 지본수묵담채, 

162×123㎝, 개인소장

(도23) ‹강상어락(江上漁樂)›, 

1973, 지본수묵담채, 67×96cm, 
개인소장

(도25) ‹독야청청(獨也靑靑)›, 1972, 지본수묵담채, 205×65㎝, 개인소장

(도24) ‹청산무진도(靑山無盡圖)›, 견본채색, 148×492㎝,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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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이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사장이 되어 함께 일하자는 권유가 있자,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바로 괴나리봇짐을 싸서 백두산 무전여행을 떠났다는 

일화가 있다. 다시 훨씬 후에 『매일신보』 부사장이었던 이상협(李相協)에게서 또 

입사권유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훌쩍 팔도유람을 떠났다는 일화도 전해 온다. 한

국산수를 찾은 유람길은 일제에 대한 반발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27

✽ 민족잡지 『개벽』에 삽화를 담당. 그 가운데 ‹개척도› 가 유명하다.

✽ 조선미전에는 1932년부터 출품을 중단했지만, 민족미술단체가 설립한 서화협회

전에는 끝까지 출품을 계속하였다.

✽ 서예가 김충현의 증언이다. “선생의 성격은 한 마디로 대쪽같은 분이라 사리에 틀

리기만 하면 일언(一言)에 잘라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는 접언(接言)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다만 옳은 것만 알았다. …나는 주석(酒席)에서 자리를 같이 한 적

이 많았다. 본래 두주(斗酒)를 불사하는 분이라 즐겨 마시면 춘풍(春風) 화기(和
氣)가 돈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라도 농담조로 일어(日語)를 한다든가 취흥

에 겨워 왜곡(倭曲)을 부르는 일이 있으면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호령

호령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28 

이상의 사례 외에도, 해방 후 국전심사위원으로서 청렴결백했던 심사자세, 비록 서울대 

교수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찢어질 듯이 빈한했던 생활자세,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

에게 들려준 후학들의 증언에서도 모두 한목소리로 들려준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수현

은 보기 드문 대쪽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 모두가 그

의 인품에서 반골정신에 귀결된다.29 그러한 반골정신의 소유자에게 암산 산수는 적격

이었을 것이고, 그는 오로지 그 표현의 길을 택하고 있었다. 그는 인품이 곧 화격(畵格)

이라는 신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후학들의 전언에 의하면 “우주만물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인간이고, 인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心)이다. 그러니 마음이 맑으면 그림이 

맑다.” 고 강조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수현의 격조 있고 속기(俗氣) 없는 화격은 다름 아

27 이흥우, 앞의 글, p.12.
28 김충현, 「심산선생을 곡함일간스포츠』, 1978. 9.
29 허영환, 「반골정신과 암골미의 추구」, 앞의 책, p.81. 

허영환 교수가 직접 노수현 댁을 방문했을 때 인상을 적은 글이다. “씻은 듯이 가난한 살림이 
방문자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 난 세상에 대한 울분을 풀기 위해서 산수를 그렸지.…’” 



34

조형_아카이브

닌 그의 인품에서 연유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노수현 하면 반골정신의 소유자

라는 이미지로 연결된다. 그의 반골정신을 작품상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산수화에는 암산 속에서 비록 잎이 말라있으나 올곧게 꼿꼿이 자란 소나무

를 한가운데에 배치한 그림이 있다.(도25) 제목이 ‹독야청청(獨也靑靑)›(1972)이다. 암

시성이 짙은 그림이다. 즉 70대 중반에 접어든 노 화가가 자신을 회고해 볼 때, 그와 같

은 삶을 동경하고 지금껏 살아 왔노라 하는 일종의 자화상과 같은 화의를 나타낸 것이

라 여겨진다. 특히 말년에는 바위산의 바위가 마치 조각하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

된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산수도›(도26)는 바위가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있다. 즉 자신이 바위처럼 되고자 했다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리라. 더욱이 의

인화된 바위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란 소나무가 독야청청하게 근경에 서 있다. 화풍 전

체에 강직함이 흐르는 분위기는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그의 산수화풍은 ‘임천지심(林泉之心)’이라기보다는 ‘암산지심(巖
山之心)’으로, 인간이 언제나 꿋꿋한 불변의 바위산처럼 되고자 하는 화의(畵意)를 갖

고 있다. 그는 그만큼 하나의 바위처럼 되어 청량한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

현하고 있는 것이리라. 농도 짙은 합자연(合自然)의 표현 자체가 전통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 현대에서 진정 ‘산수화’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답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한

다. 그의 격조 있는 암산 산수는 그만큼 노수현 자신의 인품 형상화인 것이다. 

주제어: 노수현, 근대 산수화, 암산 산수화, 이상 산수화, 반골정신, 자연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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