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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뚜렷한 민족성(民族性)은 보편적인 세계성(世界性)을 갖는다고 한다. 세계(世界)속의 

민족(民族)은 언제나 자주(自主)와 진보(進步)라는 개념(槪念)속에서만 그 참다운 뜻을 

갖는다. 따라서 민족(民族)의 구성원인 개인(個人)도 강한 개성(個性)에 의해서 존재하

는 의미를 갖게 된다.

창조적인 행위를 하며 민족문화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창작

가들은 남달리 개성(個性)이 강하고 전통과 체험을 객관화하는 창조력이 뚜렷해야 한다.

예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창성이 부족한 예술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가라

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그에게 역사의식(歷史意識)이 결여돼 있다면 그를 예술사(藝術

史)에 기록하고 빛나는 별이라고 높혀 말할 수는 없다.

창조성이 강한 예술가에게는 언제나 찬란한 전통, 뛰어난 개인적인 재능, 불굴의 역사

의식, 넓고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안에 들어있으면서 4천년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한국도 수 많

은 창조적 소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민족에의 헌신에 의해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남

아 왔다. 강한 중화문화(中華文化)의 향을 받고 소화하면서 한국문화를 꽃 피울 수 있

었던 것도 오로지 선각자들의 자주성과 진보성 때문이다.

역사(歷史)는 해석이다. 객관적으로 전개되어온 역사를 어떤 해석자가 언제 어디서 어

떤 주관(해석자가 객관적인 노력을 했다해도)에 의해 해석한 것이냐는 뜻이기도 하다.

주체의식(主體意識)과 역사의식(歷史意識)이 모자랐던 조선후기(朝鮮後期)의 한 산수

화가(山水畵家)와 자주성(自主性)과 진보성(進步性)이 뚜렷했던 중국(中國)(明)의 한 화

가(畵家)를 비교 고찰(考察)함으로써 한국미술의 민족성(民族性)과 조형방법(造形方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내 나름대로 한국의 한 화가(畵家)를 해석하여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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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심(沈)씨의 가계(家系)

7년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을 끝으로 조선왕조(朝鮮王朝)는 후기(後期)로 접어든다. 17, 

18 두 세기(世紀)의 조선중기는 서민경제발전에 눈을 돌리는 실학사상(實學思想)이라는 

새로운 물결속에서 보낸 시기이기도 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새로운 자각은 민족

의 새로운 뜻을 찾고 창조적인 슬기와 끈기로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깨우침이었다.

이러한 새 물결 속에서 살면서도 민족과 역사에 눈이 어두웠던 화가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도 그런 화가 가운데 하나다. 오로지 중국그림을 높이 

받들고 모방한 [註 1] 현재(玄齋)는 국적(國籍)을 의심할 만큼 중국그림 같은 그림을 그

렸다. 현재(玄齋)는 더욱 명(明) 4대화가(大畵家)의 하나이며 오파(吳派)의 우두머리인 

석전 심주(石田 沈周)를 배우고 따르면서 [註 2] 완전히 중국냄새가 나는 그림을 그렸

다.

두 심(沈)씨 즉 심현재(沈玄齋)와 심석전(沈石田)의 그림을 비교하기전에 그들의 가계

(家系)와 성장사(成長史)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심현재(沈玄齋)의 가계(家系)

청송 심씨(靑松 沈氏)인 심사정(沈師正)의 자(字)는 신숙(頣叔), 호(號)는 현재(玄齋)

으며 사대부화가(士大夫畵家) 던 죽창 심연위(竹窓 沈延胃)의 아들로 1707년(숙종

(肅宗) 33년, 정해(丁亥))에 났으며 62壽를 누리고 1769년( 조(英祖) 45년, 기축(己丑))

에 세상을 떠났다. [註 3]

현재(玄齋)의 증조(曾祖)는 의정(領議政)을 지낸 심지원(沈之源), 할아버지는 성천부

사(成川府使)를 지낸 심익창(沈益昌), 아버지는 익창(益昌)의 둘째 아들로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현감(縣監)을 지낸 사인화가 취은 정유승(士人畵家 醉隱 鄭維升)의 사위이기

도 하다. 아버지 연위(延胃)는 문인화가(文人畵家)로서 특히, 포도그림을 잘 그렸다. 당

시의 산수화가(山水畵家) 송계 심사하(松溪 沈師夏)는 현재(玄齋)의 재종(再從)으로 좋

은 그림을 남겼다.

현재(玄齋)의 모계(母系)는 부계(父系)보다 더 그림재주가 있는 집안이었다. 외할아버

지 정유승(鄭維升)은 포도와 인물을 잘 그렸으며 유승(維升)의 아우 유점(維漸)과 여동

생도 역시 그림을 잘 그렸다. 외가(外家)의 5부자녀(父子女)가 한결같이 그림에 능(能)

했다.

현재(玄齋)는 서너살 때 벌써 스스로 물상(物象)을 본따 그릴줄 알았으며 어릴적에 정

원백(鄭元伯)(겸재 정선(謙齋 鄭歚))에게 배워 수묵산수화(水墨山水畵)를 그리고 옛사람

의 화결(畵訣)을 연구하여 목도심해(目到心解)한 나머지 비로소 그때까지 하던 바를 한

번에 바꿔 유원(悠遠)하고 소산(蕭散)한데로 나아가 고체(固滯)한 누습(陋習)을 씻기에 

힘썼다……. 가난과 병으로 시달리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는 자식도 없었다. 죽은 

후 익운(翼雲)이 파주분수원(坡州分水院)에 묻어주었다. [註 4]는 기록이 있다.

(나) 심석전(沈石田)의 가계(家系)

예술은 사상을 뼈로하고 감정을 혈육으로 하며 이 뼈와 살을 어떻게 쓰느냐에 성패가 

달린다. 기교의 단련은 그 다음의 문제다. 따라서 작품을 보기전에 그 작가를 보아야하

며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인품과 사상과 가정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명중엽(明中葉) 오파(吳派)화가의 대표 던 심주(沈周)는 자(字)를 계남(啓南), 호(號)

를 석전(石田)이라 했으며 장주상성인(長洲相城人)으로 명(明) 선종(宣宗)의 선덕(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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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2년(1427년)에 났으며 무종(武宗)의 정덕(正德)4년(1509년)에 타계(他界)했다. 졸년

(卒年)은 82歲다. [註 5]

석전(石田)의 증조(曾祖)인 양침(良琛)은 시(詩)와 화(畵)를 잘 했으며, 아버지 항길

(恒吉)과 큰아버지 정길(貞吉)은 시(詩)와 화(畵)로 이름을 떨친 문인(文人)이었다. 석전

(石田)의 집안엔 송(宋)․원(元)의 서화골동(書畵骨蕫)이 많았으며 드나드는 친구와 손

님 역시 당대의 석학(碩學)과 준재(俊才)들이었다.

어려서부터 시와 그림의 향기속에서 자란 석전(石田)은 11세때 유명한 문인화가(文人

畵家) 던 유각(劉珏)과 두경(杜瓊)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개성(個性)과 화기(畵技)를 길

다.

부모에게 효성도 지극했던 석전(石田)은 정감(情感)이 풍부하여 가난한 이웃도 잘 도

왔다.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편한 생활을 하며 창작에 몰두했던 석전(石田)은 시대의 

향을 받지 않고 독창적인 화풍(畵風)을 이룬 화가라 할 수 있다.

2. 두 심(沈)씨의 화사상(畵史上)의 지위(地位)

(가) 중국화사상(中國畵史上)에 있어서의 심석전(沈石田)의 지위(地位)

회화예술(繪畵藝術)의 창작(創作)이 자랑스러운 전통(傳統), 천재작가의 노력(努力), 

지역환경의 도야(陶冶)의 결과라면 석전(石田)은 이 세가지를 다 갖춘 화가다.

그는 수천년의 빛나는 중화문화(中華文化)의 전통(傳統)을 이어 받았으며 원대(元代)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의 정통(正統)을 계승․발전시킨 화가다. 

[註 6]

그는 또 부모로부터 받은 천재(天才)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노력한 화가다.

명중엽(明中葉)의 산수화단(山水畵壇)은 원파(院派), 절파(浙派), 오파(吳派)등 크게 3

파(派)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복고(復古)를 표방했다.

오파(吳派)는 원대(元代) 고도파(高蹈派)인 원(元)4대화가(大畵家) [註 7]의 화풍(畵

風)을 따랐으며 작가는 대부분이 오현(吳縣)사람이어서 오파(吳派)라고 불리우게 되었

다. 명대초엽(明代初葉)엔 오파(吳派)에 속한 화가가 적었는데 심주(沈周)와 문징명(文

徵明)이 나와 오파(吳派)의 대표대사(代表大師)가 된 후 그 제자와 제자가 늘어 커다란 

화파(畵派)를 이루게 된 것이다.

원대(元代)의 고도파(高蹈派)와 명대(明代)의 오파(吳派)는 사실상 한 파(派)라 할 수 

있으며 뒷날 동기창(董其昌)은 남종파(南宗派)의 개조(開祖)를 당대(唐代)의 왕유(王維)

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元)4대화가(大畵家)와 오파(吳派)가 본체(本體)인 것이다.[註 8]

오파(吳派)를 이끌고간 심석전(沈石田)은 예술상의 창조능력에 두터운 학예(學藝)배경

을 배합하여 고전화풍(古典畵風)(고도주의화풍(高蹈主義畵風))을 중건(重建)했으며 드디

어는 명대산수화(明代山水畵)의 대표적인 대가(大家)가 되었다.[註 9]

당시의 평론가 왕치등(王穉登)도 당대 제일(當代 第一)의 산수대가(山水大家)라고 했

으며 석전(石田)의 친구며 사대부(士大夫) 던 오관(吳寬)도 그를 오늘날의 독보적인 존

재라고 칭찬했다.

석전(石田)은 시(詩)․서(書)․화(畵), 삼절(三絶)이었는데 그의 고결한 인품은 묘합자

연(妙合自然)의 시(詩), 고박생동(古樸生動)의 화(畵), 심울창노(沈鬱蒼老)의 서(書)를 창

작할 수 있었으며 그의 시(詩)․서(書)․화(畵)는 강한 개성(個性)을 보여주고 있다.[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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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화사(中國畵史) 특히 산수화사(山水畵史)에 있어서의 심석전(沈石田)의 높은 지위

는 원히 지워질 수 없는 것임을 위에서 살펴봤다.

(나) 조선화사상(朝鮮畵史上)에 있어서의 심현재(沈玄齋)의 지위(地位)

석전(石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대우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비해 현

재(玄齋)에 대해서는 옛날과 오늘의 평이 다르다. 왜 다르며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자.

그는 산수화를 잘 그렸다.[註 11]

그는 산수화와 인물화를 잘 했으며 정선(鄭歚)에게 배웠다.[註 12]

그는 중년이후에는 공들여 그리지 않아도 잘못 그려진 것이 없었다. 중국 연경(燕京)

에 갔다온 사신(使臣)이 말하기를 그 곳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현재(玄齋)의 그림을 사

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림 그리기에 온몸과 힘을 다했으며 크게 이뤘다고 하겠다.[註 

13]

그는 못그리는 그림이 없었는데 화훼초충(花卉草虫)을 제일 잘 그렸고 령모(翎毛)는 

그 다음으로, 그리고 산수(山水)는 그 다음이었다.[註 14]

그는 오로지 중화(中華)를 숭상했으며 크고 자세함도 두루 다 갖췄다.[註 15]

그는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화격(畵格)이 기묘하고 종횡으로 분방했을 뿐 아니라 크

고 자세함도 두루 다 갖췄다.[註 16]

현재(玄齋)에 대한 옛사람들의 평가가 이처럼 박수뿐인데 비해 오늘의 미술사가나 비

평가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을 하고 있다.

장년기 이후의 현재작품(玄齋作品)들은 당시 연경화단(燕京畵壇)에 내놓아도 뒤질것

이 없을만큼 당당한 것이었다. 다만 현재(玄齋)의 작품에서 느끼는 우리의 욕구불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한국인으로서 좀 더 뚜렷한 개성을 발휘해 주었더라면 하는 점이

다.[註 17]

현재(玄齋)는 어렸을 때 겸재(謙齋)에게 사사(師事)하 으나 후에 송(宋)의 동원(董

源), 마원(馬遠)으로부터 원(元)4대화가(大畵家), 그리고 명(明)의 심주(沈周)(석전(石

田))등 광범하게 중국화법(中國畵法)을 자습(自習)하 으며, 남북화(南北畵)를 구사하는 

자신있는 화기(畵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구도(構圖)가 산만하고 그림에 힘이 부족하여 

중국거장(中國巨匠)들의 기격(氣格)에 미급하고, 겸재(謙齋), 단원(檀園) 또는 표암(豹

庵)같은 한국적인 강한 개성도 현저하지 못한 것이 그 이름에 비해 유감이다. 그의 이조

회화사상(李朝繪畵史上)의 위치는 결과적으로 자기동배(自己同輩)와 후배(後輩)들에게 

남화(南畵)에 대한 계몽적인 사업을 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註 18]

그러나 아마 진정으로 오파(吳派)이래의 전통 산수(山水)의 묘처를 얻은 것은 한국에

서는 심현재(沈玄齋)부터 시작한다고 할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파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중국화품에 때로 육박하 다.[註 19]

현재(玄齋)는 특히 명초(明初)(필자주(筆者註) : 명중엽(明中葉)이라고 해야 맞는다)의 

심석전(沈石田)에 몰두(沒頭)하 으나 그의 의욕은 남북종(南北宗)과 고금(古今)을 함께 

초월하여 무한한 고전(古典)의 세계를 독왕독래(獨往獨來)하다시피 하 다고 할 수 있

다.[註 20]

현재(玄齋)가 중국그림을 모방하는 것으로 화업(畵業)을 마친데 대한 솔직하고 엄격한 

평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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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후기 산수화단(朝鮮後期 山水畵壇)과 심현재(沈玄齋)

1707년에 탄생한 현재(玄齋)는 오세창(吳世昌)과 이동주(李東洲)의 연구방법과 김원룡

(金元龍)의 방법에 따르면 조선후기(朝鮮後期)에 드는 화가다.

조선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의 그림의 중기(中期)는 대체로 16세기 중엽 중종(中宗)의 

말년경으로부터 17세기말 숙종(肅宗)연간의 전반쯤에 끝난다.……이 중기의 특징은 수

묵산수에 명(明)나라초 원체(院體)의 화풍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출발로하여 이후 절

파(浙派)의 특색까지도 도입된다. 이러한 풍조는 숙종연간까지 계속 나타나기는 하나 이

미 숙종후반에 오면 청(淸)나라를 매개해서 명(明)나라때의 오파(吳派)와 그것을 남종산

수(南宗山水)의 정통으로 보는 명말(明末)․청초(淸初)의 화론이 도입되고 화단에는 정

겸재(鄭謙齋)가 나타나서 화풍(畵風)이 일변(一變)한다.[註 21]

후기(後期)는 대략 숙종연간의 후반으로부터 구한말(舊韓末)까지, 그러니까 18, 19세

기의 2백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회화사적 특징은 새로운 화법의 전개와 새로운 회화

관의 탄생에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화풍으로 남종의 산수와 문인의 화

관이 도입되고 새로 사경산수(寫景山水)와 속화(俗畵)가 유행하 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그림의 풍조는 조․정조연간에 있어서의 왕조의 중흥이

라는 사회환경과 대응한다. 먼저 화법인데 본시 중국에 있어서 심석전(沈石田)이래로 소

위 오파(吳派)와 남종(南宗)과 문인(文人)의 화관(畵觀)이 점차로 우세해 가다가 동기창

(董其昌)에 이르러 그림의 남북론(南北論)이 화론으로 정착되고 감상에 있어서도 동원

(董源)․거연(巨然)․원(元)4대화가(大畵家)․심석전(沈石田)․문징명(文徵明)의 산수(山

水)를 정통(正統)으로 보는 입장이 화단(畵壇)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청(淸)나라 초에 와

서도 소위 4왕(王)(왕시민(王時敏)․왕감(王鑑)․왕원기(王原祁)․왕휘(王翬))․오력(吳

歷)․탄수평(憚壽平)을 위시하여 거개가 이러한 남종화론(南宗畵論)을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남종화풍은 조선과 청나라 관계가 점차로 안정되는 숙종의 후반기에 소개

되기 시작하여 조에 들어서서는 결정적인 향을 주게 된다.[註 22]

현재(玄齋)는 국내에서 새로 시작된 사경산수(寫景山水)나 속화(俗畵)의 유행에는 눈

을 감고 오로지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 특히 오파(吳派)의 

스타일을 따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더구나 4왕(王)을 비롯한 청대(淸代)의 산수화(山水

畵)는 개성(個性)을 말살하는 형식적인 화풍(畵風)이어서 창조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현재(玄齋)는 이런 그림에 빠져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했다고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현재(玄齋)는 그보다 31년전에 탄생한 그의 선생인 정선(鄭歚)(자(字)는 원백(元伯), 

호(號)는 겸재(謙齋), 1676∼1759)이 벌인 한국적인 그림(소위 동국진경(東國眞景)의 그

림)의 성립에 바친 노력도 외면했으며 그보다 38세 아래인 김홍도(金弘道)(자(字)는 사

능(士能), 호(號)는 단원(檀園) 또는 단구(丹邱), 1745∼?)가 전개한 한국의 자연과 인물

을 그리는데 애쓴 개척자적인 운동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후기화단(後期畵壇)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조적회화(李朝的繪畵)의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은 화원(畵員) 정선(鄭歚)이었다. 그는 필법(筆法)이나 구도상(構圖上)에

서 중국(中國)에서 벗어나고 그 화제상(畵題上)으로도 중국(中國)으로부터 이탈하 으며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이조회화(李朝繪畵)를 그리는데 노력하 다. 그는 종래 화가들의 

화첩(畵帖)에 의한 상상적 산수도(山水圖)를 지양(止揚)학 각지(各地)를 여행하며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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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眞景)을 사생(寫生)하 고, 전통적인 구도(構圖)에 구애됨이 없이 눈앞에 전개되는 

무한대(無限大)의 자연을 자기 마음에 드는대로 컷트하여 화면(畵面)으로 옮겼던 것이

다. 특히 그는 금강산(金剛山)의 돌올(突兀)한 산골(山骨)에 매혹되었으며, 그를 사생(寫

生)하기 위하여 그의 독특한 주(永柱)같은 수직선(垂直線)을 창시(創始)하 고, 중국

화(中國畵)에서 볼 수 없는 한국적(韓國的) 송림(松林)도 자기대로의 필치(筆致)로 대담

하게 표현하 다.[註 23]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화가 정선(鄭歚)에게서만 일어난 변화 다기보다는 한걸음 앞

서서 시대를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호흡할 수 있었던 몇몇 선구적인 각계 지식인들이 

시대에 적응하는 생태적인 변화 었다. 숙종말기(肅宗末期)부터 조조(英祖朝)에 걸쳐

서 이조(李朝)의 학문과 예술의 각 분야에 일어난 그러한 이상기류(異常氣流)의 하나가 

한 로 된 서민문학의 대두 으며 서민사회의 생태를 주로 한 풍속화(風俗畵)의 발생,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에 눈을 돌린 실학파(實學派) 학자들의 개안(開眼), 그리고 주거(住

居)와 그 생활 조도(調度)를 위한 일체의 공예미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는 대륙문화의 

외래양식을 가장 짙고도 적정한 민족양식으로 순화정착(醇化定着)시켰던 사실등 문화현

상(文化現狀)에 나타난 이러한 일련(一連)의 변화는 말하자면 멀리 근대사회의 먼동을 

향해 서서 발돋움하던 지식인들의 몸짓이었으며 이것은 맥맥한 민의(民意)의 반 이었

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註 24]

현재(玄齋)는 이러한 시대조류(時代潮流)에 눈을 감고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도 

않은 방관자 으며 배덕자(背德者) 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산수(山水)만이 지니고 있

는 독특한 정취(情趣)를 그리지 못했으며 그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동양화의 산수화(山水畵)정신에도 어긋난다.

산수화(山水畵)를 그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산천(山川)을 찾아가 산천(山川)이 지니고 

있는 신비로운 조화(造化)를 관찰하고 체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천(山川)의 참 모습을 

그릴 수 있고 자기나라의 진경산수(眞景山水)를 그릴수 있는 것이다. 북송초(北宋初) 거

비파(巨碑派)의 산수화가 범관(范寬)[註 25]은 늘 산에 살며 산을 그림으로써 중국 최고

(最高)의 명화(名畵)가운데 하나인 계산행려도(谿山行旅圖)와 같은 좋은 산수화를 그렸

다고 하지 않는가.

또 북송(北宋)시대에 산수화의 종합양식을 성립시킨 화가 곽희(郭熙)는 그의 산수화론

(山水畵論)의 명저(名著)인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의 산수훈(山水訓)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세상의 치 한 이론은 산수화에는 가볼만한 그림, 바라볼만한 그림, 놀만한 그림, 살

아볼만한 그림이 있는데 무릇 산수화란 이 정도가 되어야하며 이쯤되면 모두 묘품(妙

品)에 든다고 하겠다. 또 산수화를 배우는 자는 몸소 산천(山川)에 나아가 취해야 한다. 

즉 산수(山水)의 의도를 보아야 하며 참다운 산수(山水)의 개울과 골짜기를 보아야 한

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그 산세(山勢)를 취해야 하며 가까이서 보고 그 질(質)을 취하

고 참다운 산수(山水)의 운기(雲氣)를 얻어야한다.[註 26]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玄齋)는 한국에 앉아서 보지도 않은 중국의 산천을 그렸으

며 한국의 산천을 보면서도 그것을 중국의 산천으로 그렸으니 얼마나 모순이며 중화(中

華)사상에 사로잡힌 것이냐.

필자(筆者)가 현재(玄齋)의 산수화에 불만을 품고 심석전(沈石田)과 비교해 보고 고구

(考究)해 보는 것은 얼마전에 조선초기(朝鮮初期)(15세기(世紀))의 산수화가 이상좌(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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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佐)(자(字)는 공우(公祐), 호(號)는 학포(學圃))의 그림 송하보월도(松下步月圖)와 남

송초(南宋初)(12세기말(世紀末))화가 마원(馬遠)의 그림 대월도(對月圖)를 간략히 비교

해 본[註 27] 후 중국화(中國化)한 그림을 그린 한국의 화가들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데

서부터 출발한다.

4. 심석전(沈石田)의 산수화(山水畵)

현재(玄齋)의 산수화(山水畵)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스승이었으며 그의 그림의 교과서

던 중국의 심석전(沈石田)과 그의 산수화를 보다 더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

은 뜻있는 선후배(先後輩)(즉 겸재(謙齋)와 단원(檀園)등 한국적 산수화가들)가 한국적

인 풍토감각을 맑고 밝게 그리면서 신선한 조형미(造形美)를 추구할 때 무력(無力)하고 

답답한 화법(畵法)에만 매달렸던 현재(玄齋)를 더욱 잘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1천5백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중국산수화를 명말(明末)화가이며 평론가인 동기창

(董其昌)의 2분법(分法)에 따르며 북종화(北宗畵)화 남종화(南宗畵)로 나눌 수 있다.

남종화(南宗畵)는 당(唐)의 왕유(王維)를 개조(開祖)로 삼았다. 그는 수묵담채(水墨淡

彩)의 산수화(山水畵)를 창시(創始)했으며 그의 그림은 부드러움으로 운치를 삼았으며 

용필(用筆)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소동파(蘇東坡)의 말처럼 시(詩)에 그림이 있고 

그림가운데엔 시(詩)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철학적인 사상과 문학적인 정취가 넘

쳤다. 중국(中國) 문인화(文人畵)의 머리돌은 이때 놓여졌으며 남종산수화법(南宗山水畵

法)은 그의 화법(畵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그후 오대(五大)․송(宋)․원(

元)․명(明)․청(淸)등 왕조(王朝)와 함께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문인화(文人畵)또는 

수묵산수화(水墨山水畵)등으로 불리우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중국회화의 대종(大

宗)을 이뤘다.

심석전(沈石田)의 그림은 원(元)4대화가(大畵家)의 그림과 구도(構圖)는 비슷하나, 용

필(用筆)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도(構圖)는 남종적(南宗的)이고 용필

(用筆)은 북종적(北宗的)이다.[註 28] 그러니까 그는 원(元)4대가(大家)의 충실한 신종

(信從) 지 맹종(盲從)하지는 안했다는 말이다. 그는 원(元)4대가(大家)의 각법(各法)을 

따서 자기의 화격(畵格)을 창립하고 전능적(全能的)인 화가로 대성(大成)한 것이다. 그

는 그들보다 한결 더 대담했으며 독특한 화풍(畵風)을 이뤘다. 석전(石田)은 결코 복사

기(複寫機)가 아니었다.[註 29]

30代부터 80代까지 반세기(半世紀)동안 그림을 그린 석전(石田)의 화력(畵歷)은 대체

로 조(早)․중(中)․만기(晩期)등 3기(期)로 나누며 용필(用筆)에 따라 세필기(細筆期)와 

조필기(粗筆期)로 나누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세필(細筆)을 많이 써 세심(細沈), 늙어서는 조필(粗筆)을 많이 써 조심

(粗沈)이라고 화사(畵史)에서는 말한다. 

심석전(沈石田)의 그림에는 동원(董源)․거연(巨然)․미불(米芾)․조맹부(趙孟頫)․황

공망(黃公望)․오진(吳鎭)․예찬(倪瓚)․왕몽(王蒙)등은 화적(畵蹟)으로, 심정길(沈貞

吉)․유각(劉珏)․왕불(王紱)․주덕윤(朱德潤)․두경(杜瓊)등은 직접적인 지도로 향을 

주었으며 왕유(王維)․백거이(白居易)․이백(李白)․도연명(陶淵明)등은 시(詩)로 많은 

향을 주었다. 석전(石田)의 조(早)․중기(中期)작품 가운데서 우리는 황공망(黃公望)

과 왕몽(王蒙)의 향을 많이 받았음을 볼 수 있고, 중(中)․만기(晩期)의 작품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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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倪瓚)과 오진(吳鎭)의 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보면 조기(早期)(1461∼

1470, 35세∼44세의 10년간)는 아버지․큰아버지․당송(唐宋)화가들의 향을 받은 소

위 세심시기(細沈時期)이며, 중기(中期)(1471∼1490, 45∼64세의 20년간)는 황공망(黃公

望)등 원(元)4대화가(大畵家)의 향을 받은 소위 조심시기(粗沈時期)이며 만기(晩

期)(1491∼1509, 65∼83세의 19년간)는 소위 매화도인(梅花道人)(오진(吳鎭))에 심취(心

醉)했던 시기다.[註 30]

이처럼 많은 선배화가들의 향을 받은 석전(石田)이지만 그가 평생토록 존경한 화가

는 오진(吳鎭)이었으며 또한 그의 향도 가장 깊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석전(石田)의 이러한 화풍(畵風)의 변화와 현재(玄齋)그림의 변화를 몇장의 그들의 그

림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5. 현재(玄齋)와 석전(石田)의 그림들

우선 두 심(沈)씨의 작품년보(作品年譜)를 보면 다음과 같다.(기년(記年)한 즉 간지(干

支)를 쓴 산수화(山水畵)만 가렸다.)

   <현재(玄齋)의 그림들>

1740년 (경신(庚申)) (33세) 주유관폭도(舟游觀瀑圖)

1747년 (정묘(丁卯)) (40세) 강상야박도(江上夜泊圖)

1749년 (기이(己已)) (42세) 소림모형도(疎林茅亨圖)

1763년 (계미(癸未)) (56세) 주고인산수첩(做古人山水帖)(8面)

1766년 (병술(丙戌)) (59세)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

1768년 (무자(戊子)) (61세) 촉잔도(蜀棧圖)

   <석전(石田)의 그림들>

1464년 (갑신(甲申)) (37세) 유거도(幽居圖)

1466년 (병술(丙戌)) (39세) 채릉도(採菱圖)

1467년 (정해(丁亥)) (40세) 노산고도(盧山高圖)

1484년 (갑진(甲辰)) (57세) 한강독조도(寒江獨釣圖)

1492년 (임자(壬子)) (65세) 야좌도(夜坐圖)

1498년 (무자(戊子)) (71세) 동관추색도(銅官秋色圖)

1504년 (갑자(甲子)) (77세) 계운욕우도(溪雲欲雨圖)

물론 두 심(沈)씨는 이외의 그림들도 많이 남겼다. 

심현재(沈玄齋)의 전가락사도(田家樂事圖)․무릉도원도(武陵桃源圖)․하경산수도(夏景

山水圖)․계산고거도(溪山高居圖)․시문월색도(柴門月色圖)․화항관어도(花港觀漁圖)․

추포도(秋圃圖)․지법적각선도(指法赤脚仙圖)․기려심매도(騎驢尋梅圖)․지법절노도매

도(指法折蘆渡梅圖)․귀초도(歸樵圖)․하마선인도(蝦蟆仙人圖)․추경산수도(秋景山水

圖)․운용도(雲龍圖)․쌍치도(雙雉圖)․골치도(鶻雉圖)․황취포토도(荒鷲捕兎圖)․초충

도(草虫圖)․탁목조도(啄木鳥圖)․소채도(蔬菜圖)등은 세전(世傳)되고 있는 그림들이다.

심석전(沈石田)은 수 많은 그림을 그렸으며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것만도 2백점이 넘

는다. 그 가운데서 몇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춘산욕우도(春山欲雨圖)․하향향도(荷香享圖)․도화서옥도(挑花書屋圖)․공정추색도

(空亭秋色圖)․춘강송별도(春江送別圖)․호산도(湖山圖)․죽거도(竹居圖)․ 림도(密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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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매화도(梅花圖)․채연도(採蓮圖)․귀자석호도(歸自石湖圖)․중비상월도(中秘賞月

圖)․강촌어가락도(江村漁家樂圖)․책장도(策杖圖)․산장대객도(山莊待客圖)․청선도(聽

蟬圖)․송하관서도(松下觀書圖)․

현재(玄齋)가 남긴 몇 폭의 고원산수화(高遠山水畵) 가운데에서 강상야박도(江上夜泊

圖) (그림 1, 지본수묵담채화(紙本水墨淡彩畵), 61×153센티)는 그가 40세 때 그린 대작

(大作)이다. 조선(朝鮮)의 화가가 그렸다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중국적인 냄새가 짙은 그

림으로 구도(構圖)․용필(用筆)․자연경물(自然景物)이 한결같이 중국화(中國化)된 감각

이 넘치고 있다. 원산(遠山)의 처리는 미점법(米點法)과 피마준법(披麻皴法)으로 근산

(近山)은 약간의 소부벽준법(少斧劈皴法)으로 처리했다.[註 31]

복고조(復古調)의 이 작품엔 야경운구흑(野逕雲俱黑), 강선화독명(江船火獨明). (들녁

길은 구름과 함께 새까만데 강에 뜬 배는 불만 홀로 밝구나.)는 오언시(五言詩)가 그림

의 윗부분 여백(餘白)에 쓰여 있어 화의(畵意)를 돋궈 주고 있다.

석전(石田)이 39세때 그린 채릉도(採菱圖)(그림 2, 지본수묵담채화(紙本水墨淡彩畵))

에서 그가 산과 바위와 나무등을 그린 화법(畵法)이 현재(玄齋)의 강상야박도(江上夜泊

圖)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태호(太湖)에서 마름(릉(菱))을 따는 부녀자들을 그린 이 그

림은 그가 살던 시대와 향촌의 모습을 그린 가작(佳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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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재(玄齋)의 강상야박도(江上夜泊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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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석전(石田)의 채릉도(採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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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玄齋)의 소림모정도(疎林茅亭圖) (그림 3, 지본수묵농채화(紙本水墨濃彩畵), 

47×43센티)는 42세때 사천노인(槎川老人)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현재(玄齋)보다 36세 

위인 사천(槎川) 이승연(李乘淵)은 당시 78세의 노인이었다. 먹물을 짙게 찍어 소방(疎

放)한 필치(筆致)로 빨리 그린 이 그림은 예찬(倪瓚)의 공정도(空亭圖)처럼 스산하고 허

무한 느낌을 준다. 공교(工巧)보다 심의(心意)가 앞선 조필(粗筆)의 이 그림은 그가 2년 

전에 그린 세필(細筆)의 강상야박도(江上夜泊圖)보다 필치(筆致)가 대담하고 자재로워져 

그의 진보가 빠른 화기(畵技)를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도 석전(石田)의 반석(磐石)․

암준(岩皴)․수형(樹形)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모정(茅亭)앞의 널찍한 반석(磐石)은 그대

로 옮겨 그린 듯 하다.

설제화정도(雪霽和靜圖)(그림 4, 지본담채화(紙本淡彩畵), 61×37센티)는 현재(玄齋)가 

56세때 그린 8폭(幅)의 방고인산수첩(倣古人山水帖)에 있는 그림으로 곽희(郭熙)․이당

(李唐)․심주(沈周)등의 화풍(畵風)이 뒤섞인 중국적(中國的)인 설경도(雪景圖)다. 뾰쪽

뾰쪽한 원산(遠山), 웅적(英雄的)인 모습의 근산(近山), 전각(殿閣)과 사탑(寺塔)등이 

하나도 한국 것을 닮은 것이 없다. 이 그림은 현재(玄齋)가 중국(中國)의 고금명가(古今

名家)들의 각법(各法)에 두루 능(能)했다는 증거도 되면서 그가 얼마나 전상중화(專尙中

華)하고 거세구의(巨細俱宜)했던가도 보여주는 그림이다. 주체의식(主體意識)과 역사의

식(歷史意識)이 없는 작가에게 있어 능숙한 화기(畵技)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복사품

(複寫品)이지 창작품(創作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림이다. 이 화첩(畵帖)에 있는 나머

지 7폭(幅)도 한결같이 이런 꼴이다.

심석전(沈石田)의 노산고도(盧山高圖)(그림 5, 천설색화(淺設色畵))는 그가 40세때 그

린 박대정심(博大精深)한 대작(大作)이다. 중국화가가 중국의 산수를 전통적인 중국화법

으로 그렸음이 역연한 그림이어서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중국그림이란 말을 들을 그림

이다. 물론 석전(石田)이 왕몽(王蒙)의 필법(筆法)을 답습한 그림이라고 하지만 그의 독

창성이 보이기 시작한 걸작이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웅(英雄)을 듣는 듯한 맛이 나

는 그림으로 강렬한 해색준법(解索皴法), 호쾌하고 번잡한 파동식구도(波動式構圖), 극

단적으로 대조(對照)를 이룬 원근감(遠近感)등이 특출한 대작(大作)이다.

현재(玄齋)의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 (그림 6, 견본담채화(絹本淡彩畵), 51×115센티)

는 그가 59세때 그린 대폭(大幅)으로 전형적(典型的)인 고원산수화(高遠山水畵)다. 이 

그림은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있는 이보다 작은 그림 기려심매도(騎驢尋梅圖) (지본

담채화(紙本淡彩畵), 27×41센티)와 화의(畵意)는 같으나 구성(構成)이 대담하다. 이 그

림에 대한 최순우(崔淳雨)의 해설은 가장 적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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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재(玄齋)의 소림모형도(疎林茅亨圖)
 
 

 

그림 4. 현재(玄齋)의 설제화정도(雪霽和靜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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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석전(石田)의 노산고도(盧山高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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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현재(玄齋)의 파교심매도(파橋尋梅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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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玄齋)의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는 그의 작품중에서도 뛰어난 명작(名作)으로 이

미 해외에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화면(畵面)에 넘치는 유현(幽玄)한 계곡(溪谷)의 설경

(雪景)과 마상(馬上)에 초연한 고사(高士)의 높은 풍격(風格)묘사는 당시의 이조시대화

단(李朝詩代畵壇)이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경지(境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

의 중국일류대가(中國一流大家)의 작품들과 겨누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현재(玄齋) 만년(晩年)의 작품으로 보여지며, 비록 이조

시대(李朝時代) 5백년 화단(畵壇)이 독자적인 화풍(畵風)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화단(中

國畵壇)의 아류(亞流)에서 저회(低廻)한 것이 사실이라해도 현재(玄齋)같은 이는 중국화

단에서도 애호되던 귀한 작가 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러한 작품의 

풍격(風格)을 통해서 느껴진다.[註 22]

 

그림 7. 현재(玄齋)의 촉잔도(蜀棧圖)
 

또하나의 현재(玄齋)그림 촉잔도(蜀棧圖) (그림 7, 지본수묵담채화(紙本水墨淡彩畵), 

58×818센티)는 그가 죽기 1년전인 61세때 그린 드물게보는 장권(長卷)이다. 원제목은 

방사이당촉잔(倣寫李唐蜀棧)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당(李唐)의 촉잔도(蜀棧圖)는 이 

그림처럼 평원산수화(平遠山水畵)가 아닌 고원산수화(高遠山水畵)로 화폭(畵幅) 전체에 

대산대수(大山大水)가 가득찬 그림이다. 현재(玄齋)의 이 그림은 화법(畵法)도 이당(李

唐)것만이 아닌 곽희(郭熙)․마원(馬遠)과 하규(夏珪)․황공망(黃公望)․심주풍(沈周風)

을 뒤섞은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玄齋)의 촉잔도(蜀棧圖)는 이당(李唐)의 촉잔도(蜀棧

圖)와는 크기, 구도(構圖), 화법(畵法), 화제(畵題)등이 거리가 먼 그림이라 하겠다. 그러

나 한국화가로는 아주 드문 장권대작(長卷大作)으로 산수화가(山水畵家)로서의 심현재

(沈玄齋)의 실력이 충분히 담긴 그림이다. 이 그림에 대한 이동주(李東洲)의 평은 다음

과 같다.

다음 또 하나의 북종화(北宗畵), 곧 명(明)나라 원체(院體)나 절파(浙派)를 넘어 남송

(南宋)시대 화원(畵院)의 마원(馬遠)․하규(夏珪)․유송년(劉松年)․이당(李唐)의 북종풍

(北宗風)을 방작(倣作)하는 예(例)인데, 그 대표는 심사정(沈師正)의 만년작품(晩年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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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심현재(沈玄齋)는 일찍부터 남종산수(南宗山水)의 대가(大家)로서 명명(命

名)이 있었는데, 그의 말년(末年)에 이르러 열심히 마원(馬遠)․이당(李唐)의 화법(畵法)

을 익혀 여러개의 명품(名品)과 걸작을 제작하 다. 현재(玄齋)의 북화(北畵)의 대표작

은 최말년에 그린 방이당(倣李唐)의 촉잔도(蜀棧圖)횡폭으로 북종(北宗)의 진수를 체득

하여 전개한 대작(大作)으로 기억한다.[註 33]

이 그림은 현재(玄齋)보다 한 세대(世代) 늦게 난 산수화가 이인문(李寅文) (1745∼

1821, 고송류수도인(古松流水道人))이 그린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 (44×856센티의 장

권(長卷))와 비슷한 크기로 당대(當代)에 쌍벽(雙璧)을 이룬 대작(大作)이다. 사실 이당

(李唐)냄새가 짙은 그림은 현재(玄齋)의 촉잔도(蜀棧圖)보다는 이인문(李寅文)의 강산무

진도(江山無盡圖)라 하겠다.

환갑(還甲)을 넘긴 석전(石田)이 65세때 그린 야좌도(夜坐圖)(그림 8, 지본담채화(紙

本淡彩畵), 85×22센티)는 문인화(文人畵)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명작(名作)이며 북

종화(北宗畵)와 남종화(南宗畵)에 두루 능숙했던 석전(石田)의 천재적인 화기(畵技)도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석전(石田)의 고결한 인품(人品), 노련한 천재(天才), 우수한 

시문(詩文), 잘 쓴 서체(書體)를 볼 수 있어 그의 그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림임을 알 

수 있다. 무려 448자(字)에 이르는 야좌기(夜坐記)에는 아름다운 자연(自然), 고독한 인

생(人生), 심오한 철학(哲學)이 들어 있어 더욱 더 친근감을 갖게 한다. 참으로 이 그림

은 문인(文人)의 시(詩)․서(書)․화(畵)가 일체(一體)가 된 명화(名畵)이며 서권(書卷)

의 기(氣)와 문자(文字)의 향(香)이 짙은 그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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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석전(石田)의 야좌도(夜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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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8점의 두 심(沈)씨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역대명화가(歷代名畵家)의 화

법(畵法)에 능(能)해서 남(南)․북종화(北宗畵)를 마음대로 그리고 연구한 대가(大家)임

을 보았다. 물론 현재(玄齋)가 한국의 화가이긴 했지만 중국적(中國的) 산수화가(山水畵

家) 음도 똑똑히 보았다.

  맺  는  말

심현재(沈玄齋)를 심석전(沈石田)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중국화(中國畵)에 

기울었었으며 중국적(中國的)인 산수화가(山水畵家) 음을 살펴 보았다.

또 그가 진재계(秦再溪)․김두량(金斗樑)․최북(崔北)․이인문(李寅文)․이명기(李命

基)등과 함께 중국적 산수화파(中國的 山水畵派)에 드는 화가 으며 정선(鄭歚)․김홍도

(金弘道)․신윤복(申潤福)․김득신(金得臣)등의 한국적 산수인물 화파(韓國的 山水人物 

畵派)와는 그림을 배우고(학화(學畵)) 그리는(작화(作畵)) 자세가 얼마나 다른가도 보았

다. 그것은 또한 현재(玄齋)가 얼마나 중국적(中國的)이기를 평생토록 애썼음도 알게 되

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중국적(中國的)이었으니까 말이다. 물론 그때 얘기로는 대

국성(大國性)과 국제성(國際性)을 띈 명화(名畵)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오늘 우리의 눈으

로는 그렇게만은 평(評)할 수 없는 결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재(玄齋)의 산수

화(山水畵)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작품세계(作品世界)를 너무 낮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과찬(過讚)할 것은 조금도 없다. 다만 교량적(橋梁的)인 역할과 계몽적인 화업

(畵業)을 열심히 했다는 점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화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식(歷史意識)과 주체의식(主體意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玄齋)의 이

러한 비극성(悲劇性)은 우리들의 비극성(悲劇性)이기도 하며 오늘의 화가들(특히 동양화

가(東洋畵家)들)이 꼭 거울로 삼아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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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1) 松泉筆談이라는 에「沈玄齋, 專尙中華․巨細俱宜」라고 쓰여 있음.

2) 玄齋畵帖의 姜世晃題跋에「玄齋學畵). 從石田入手……」라는 귀가 보임.

3) 이家系에 관한 부분은 거의 모두吳世昌의 槿域書畵徵을 참고 했음.

4) 沈翼雲撰玄齋居士墓誌에 쓰여 있음. 並世集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玄齋居士. 旣葬之明年庚寅 翼雲刻石以志其墓. 文曰 沈氏藉靑松. 世著勳德. 至我晩沙府君. 遂大昌顯. 居士

其曾孫也. 居士生數歲輒自知象物畵. 作方圓狀. 少時師鄭元伯. 爲水墨山水. 旣究觀古人畵訣. 目到心解. 始乃

一變其所爲. 爲悠遠蕭散之態. 以力洗其陋. 及夫中歲以來. 融化天成. 不期於工. 而無所不工. 嘗畵觀音大師及

關聖帝君像. 皆獲夢感. 有使燕還者云. 燕市中. 多貸居士畵者. 惟其自小至老五十年間. 憂患佚樂. 無日不操筆. 

遺落形骸. 咀吮丹靑. 殆不省窮賤之爲可苦. 汚辱之爲可恥. 故能幽通神明. 遠播殊俗. 知與不知. 無不慕悅者. 

居士之於畵. 可謂終身用力. 能大有成者矣. 居士旣卒. 貧無以殮. 翼雲合諸賵賻.以相厥具. 某月日其弧郁鎭. 葬

之干坡州分水院某坐原. 在晩沙府君墓東某里. 系之以銘曰. 居士諱師正. 頣叙其字. 考諱廷胃. 妣河東鄭氏. 有

室無育. 子從兄子. 壽六十三. 死葬干此. 嗟後之人. 其勿傷毁.

5) 沈石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許英桓이 쓴 沈石田山水畵蹟硏究 (1973年․臺北․中國語)이나 沈石田이 

지은 石田先生集 (1968年․臺北)을 보면 됨.

6) Osvald Siérn의 Chinese Painting-Leading Masters and Principles(The Ronald Press Co., N.Y., 

1958) Vol. Ⅳ p.124참고.

7) 元4(大畵家는 黃公望(號는 大癡道人, 1269-1354), 吳鎭號는 梅花道人, 1280-1354), 倪瓚(號는 雲林,  

1301-1374), 王蒙(號는 黃鶴山樵, 1309-1385)으로 더욱 자세히 알려면 許英桓이 쓴 책中國繪畵小史(1974

년, 서울 瑞文堂발행)를 보면 됨.

8) 高準이 쓴 復古主義與高蹈主義를 볼 것. 이 은 大陸雜誌 第44卷 第2期(1972年 2月․臺北)에 실려 있음. 

9) 兪劍方이 지은 中國繪畵史下冊 (1970年․臺北) 80페이지를 볼 것.

10) 唐國楨이 쓴  畵家高士沈石田(1966年 6月․臺北의 古今談 第16卷 24페이지)을 볼 것.

11) 善畵山水(海東號譜)

12) 赤工山水人物. 學干鄭歚(燃藜室別集).

13) 並世集에 있는 玄齋墓誌.

14) 姜世晃의 題跋가운데에 있는 玄齋於繪事. 無所不能. 而最善花卉草蟲. 其次翎毛. 其次山水. 而尤用工於山

水. 至於人物非其所長.

15) 專尙中華. 巨細俱宜. (松泉筆談).

16)善畵山水. 畵格奇妙. 縱橫奔放. 巨細俱宜. (震彙續考).

17) 韓國美術全集12 繪畵 149페이지에 있는 崔淳雨의 . (1973년 서울 同和出版公社 발행)

18) 金元龍의 책 韓國美術史 (1968년 4월․서울 汎文社발행) 353∼354페이지에 있는 .

19) 李東洲의 책 韓國繪畵小史 (1972년 4월․서울 瑞文堂발행) 174페이지에 있는 .

20) 孟仁在의  玄齋沈師正 이 은 澗松文華 7(1974년 10월․서울 韓國民族美術硏究所간행) 31페이지에 

있음.

21) 李東洲의 책 韓國繪畵小史 127페이지.

22) 위의 책 159-160페이지.

23) 金元龍의 책 韓國美術史 350페이지. 

24) 崔淳雨의  謙齋鄭歚 이 은 澗松文華 1 (1971년 10월․서울 韓國民族美術硏究所) 23페이지.

25) 巨碑派등 中國繪畵의 12個流派에 관한 은 許英桓의 책 中國繪畵小史를 보면 됨.

26) 이 林泉高致集은 中國畵論彙編 (1972年11月 臺北 京華書局발행)에 실려 있으며 여기에 引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世之篤論․謂山水有可行者․有可望者․有可游者․有可居者․畵凡至此․皆入妙品

  學畵山水者. 何以異此. 蓋身卽山川而取之. 則山水之意度見矣. 眞山水之川谷. 遠望之. 以取其勢. 近看之. 以

取其質. 眞山水之雲氣.

27) 박물관신문 제47호 (1975년 3월․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실린 許英桓의  松下步月圖와 對月圖.

28) 江兆申의  六如居士之友師與遭遇. 이 은 故宮季刊 제第三卷第一期 (1968年 7月․臺北 故宮博物院

간행) 33페이지에 있음.

29) Sherman E. Lee의 책 A History of Far Eastern Art(1964, New York) 434페이지

30) Osvald Sirén의 Chinese Painting Vol.Ⅳ 152페이지와 Richard Edwards의 책 The Field of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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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Art of Shen Chou (1962, Washington) xix 페이지.

31)皴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許英桓이 쓴 山水畵의 皴法을 볼 것. 이 은 미술계간지 畵廊(1975년 여

름․가을․겨울 3권, 서울 現代畵廊발행)에 실려 있음.

32) 이 대목은 [註 17]과 같음.

33) 李東洲의 韓國繪畵小史 17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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