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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 이응노(1904~1989)의 회화 전개에서 1960년대의 파리 시절은 미술가로서 가장 전위적인 방식으로 매체의 

실험 및 혁신을 이룬 시기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파리로 건너가기 직전에 개최된 이응노의 《도불》전(1958. 3)은 이응노

가 앵포르멜 미술을 처음 수용할 때의 회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이를 주목한 이응노 관련 연

구는 1958년의 작품들을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관점과 이응노가 문인화로 처음 화업을 시작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인화의 사의(寫意) 정신의 발현으로 보는 관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고는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를 통칭할 수 있는 ‘추상회화’에 대한 이응노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응노의 회화론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응노가 회화를 처음 학습했던 해강 

김규진 문하와 일본 유학 시절의 회화론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응노는 매너리즘에 빠진 문인화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

연을 깊이 관조하는 것을 회화 제작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그의 이러한 사생론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리

고 그는 ‘추상(抽象)’을 서양 미술사조의 ‘추상회화’라는 고유 개념이 아니라 일본 유학 시절 이후 강화된 사생론에 따라 

‘(자연에서) 형상을 추출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응노 본인도 추상회화의 근간에는 자연의 

형태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즉 추상적인 회화와 ‘추상회화’는 다른 개념이기에 이를 구분하여 당시 이응노의 회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응노의 1950년대 추상회화를 문인화의 사의(寫意)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의문을 제

기하였다. 전통 문인화론을 현대의 이응노에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이응노 회화의 개성을 가리게 하고 전통서화

와 현대회화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응노는 회화 제작에서 사의를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대명제로서의 

언사(言辭)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작 1950년대에 제작한 작품들은 <자화상>(1956)처럼 이응노가 스스로 ‘북

화(북종화)’라고 규정했던 회화 양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문인화의 대명제로서의 ‘사의’와 ‘사의적 화

법’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당시 그의 회화는 사의의 발현, 전통 문인화의 계승이라

는 측면으로 보기보다 사의적 화법을 구사한 이응노식 추상회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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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암 이응노(1904~1989)의 회화 전개에서 1950년

대와 1960년대는 미술가로서 가장 전위적인 태도로 미

술 실험 및 혁신을 성취한 시기로 평가받는다.1 1962년에 

파리 파케티 갤러리에서 열린 《콜라주》전은 앵포르멜 작

업의 성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에 앞서 서울에서 열린 

《도불(渡佛)》전은 앵포르멜 미술 수용의 기점이라는 점

에서 주목받아왔다.

지금까지 1950년대의 이응노 회화에 대한 연구는 당

시 한국 미술계에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가 소개된 점

을 확인하고, 1958년 《도불》전에 출품한 <생맥>(사진 

1), <산촌>(사진 2) 등의 작품을 앵포르멜의 일본 전위

서 수용 및 한국 전파와 관련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2 앞선 시절 사군자와 일본 신남화풍 회화를 주

로 그렸던 이응노가 화풍의 변화를 가진 점에 대해 서구 

추상회화의 영향과 같은 외부 요인을 주목한 것이다.

이응노는 문인화로 화업을 시작한 화가로서 그의 회

화론의 기저에는 서화일치, 사의(寫意)로 대표되는 전통 

문인화론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화론은 자유자

재로 펼쳐지는 선에 의한 조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추상표

현주의·앵포르멜 등 서양의 추상회화와 융합할 수 있었

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그는 다시 <묵죽화>와 묵죽의 필선을 바탕으로 한 <인

1 지금까지 이응노 회화에 관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며 진행되어왔다. 이응노 회화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성격으로는 고암미술연구소 엮음, 

2000, 『고암 이응노, 삶과 예술』, 얼과알 참조. 현재 대전의 이응노미술관에서 간행하는 전시도록 및 『고암논총』의 논고가 이응노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대표적으로 다음의 전시도록을 꼽을 수 있다. 이응노미술관 편, 2000, 『42년 만에 다시 보는 이응노 도불전』,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편, 2001, 『60

년대 이응노 추상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편, 2002, 『이응노 대나무 그림전』,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편, 2008, 『기록의 조각 시간

의 퍼즐: 고암 이응노 자료전』,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편, 2014, 『파리 앵포르멜 미술을 만나다: 이응노, 한스 아르퉁, 피에르 술라주, 자오우키』, 대전

고암미술문화재단 참조. 마지막으로 미술사학과의 학위논문으로는 김학량, 1994, 「고암 이응로의 삶과 그림: 도불 이전의 전기 그림 세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정희, 2007, 「고암 이응노 대나무 그림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학량, 2014, 「이응노 회화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파랑, 2017, 「1950~60년대 한국 동양 화단의 추상미술 수용과 전개: 전후 일본 미술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

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을 꼽을 수 있다.

2 박파랑, 2018, 「1950년대 동양 화단의 앵포르멜 미술과 書」 『미술사학』 3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 271 참조. 1950년대 추상회화 유행에서 일본 전위서의 역할을 

지적한 연구는 정형민, 2011, 앞의 책, pp.102~104; 홍선표, 2017, 「한국화의 현대화 담론과 이응노」 『미술사논단』 44, 한국미술연구소; 문정희, 2018, 「모더니즘 

‘서체추상’과 이응노」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사진 1   이응노, <생맥>, 1950년대, 한지에 수묵담채, 133.0x60.0, 

이응노미술관. 

사진 2   이응노, <산촌>, 1956, 한지에 수묵담채, 31.0x33.0, 이

응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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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군상>을 주로 그리는 문인화 회귀의 면모를 보였다.3 

마침 1970년대는 유럽과 미국에서 추상미술의 유행이 끝

나고, 개념미술·미니멀리즘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으

로 나아간 시기이다. 이와 같은 미술계의 흐름을 생각한

다면 이응노가 문인화론을 중심으로 추상회화를 수용한 

것은 그 이상의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인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추상회화와 문인화의 핵심 요소

인 서예 필선이 조형 면에서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추상회화의 범주에서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

했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서양미술의 조류와는 합치되기 

어려운 우연적인 만남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응노는 “서예의 세계는 추상화와도 일맥상통하

는 점이 있습니다. 서예의 조형의 기본이 있어요. 선의 움

직임과 공간의 설정, 새하얀 평면에 쓴 먹의 형태와 여백

과의 관계, 그것은 현대회화가 추구하고 있는 조형의 기

본인 것이지요”라고 말할 정도로 서화를 기반으로 서양

의 추상회화를 받아들였다.4 첫 스승인 해강 김규진과 일

본 유학 시절 사사한 마쓰바야시 게이게쓰 문하에서 배

우고 발전시켜온 초기 회화론이 한국회화의 현대화 및 국

제화를 시도했던 195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은 전통의 배격을 주요 기치로 

발전한 서양의 모더니즘과 달리 전통과 민족성을 강조한 

‘한국적 모더니즘’에서 해석 가능하다.5 따라서 1950년대

부터 시작된 이응노의 추상적인 회화의 제작은 앵포르멜

과 추상표현주의가 한국에 소개된 1950년대 미술계의 상

황 못지않게 이응노가 서양의 ‘추상회화’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녔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추상회화에 대한 초기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선 문인화를 주로 제작하던 초기의 

회화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45년 일본에서 귀

국한 이후부터 《도불》전을 개최한 1958년까지 제작한 작

품을 중심으로 추상회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Ⅱ. 이응노의 사생론과 초기 회화

1. 화풍 변화의 모색과 사생론

이응노는 김규진 문하에서 묵죽화를 중심으로 한 

문인화가로서 화업을 처음 시작하였다. 주제 선택의 자

율성, 새로운 기법 연구에 제약을 받는 전통회화의 범주

에서 성장한 것이다. 김규진의 제자가 된 1922년부터 전

주로 내려가 ‘개척사’라는 이름의 간판 제작소를 운영한 

1930년경까지 이응노는 묵죽화를 주로 그렸으며 전통 문

인화론인 사의(寫意)를 그림의 핵심 요소로 여겼다.6 그

리고 1930년경 이후에는 전통적인 사의 개념에 사생의 

중요성도 감지한 것이 확인된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사군자가 1924년에 서예부로 

통합되고, 1933년에는 다시 동양화부로 재편되는 등의 

부침을 목격했던 이응노로서는 자신의 회화 혁신을 절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침 본인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7년간 줄곧 낙선하다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다시 입

선 혹은 특선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 당시의 경험에 대해 

이응노의 회고가 전해진다.

축하 파티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내 머릿속은 온통 비

바람 속에서 물결치듯 술렁이던 그 광경뿐이었어요. 건성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까 보았던 대나무 숲의 

인상을 되살려 단숨에 석 장을 그렸고, 그중 한 장을 전람회에 

출품했습니다. … 그때서야 내가 왜 그동안 낙선만 하고 있었

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작품이 입선을 하기는 했지만, 그 

3 이응노의 <인간군상> 연작과 묵죽화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서정희, 2007, 앞의 논문 참조.

4 도미야마 다에코 정리, 이원혜 옮김, 1994, 『이응노 - 서울·파리·도쿄』, 삼성미술문화재단, pp.144~145.

5 정무정, 2011, 「한국미술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의미와 특징」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67.

6 이응노가 전주에서 개척사라는 간판 제작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1926년으로 김영기의 글을 통해 연도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학량, 2014, 앞의 논문,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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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내 그림은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선생님

의 그림을 모방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나무 가지 치는 것

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애쓰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좋아. 

입선감이다’ 하셨더라도 심사위원은 여러 사람이었으니까요. 

입선 작품들의 경향도 완전히 달라져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

나 자연 만물을 상대로 창조한다는 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틀만 지키며 선생님의 그림 그대로 따

라서 그렸으나, 모방에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 이것

을 계기로 그림이란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전통을 모방하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애써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

실하게 느끼게 되었답니다.7

이응노는 비바람에 흔들리며 다양한 모습을 내비치

는 대나무 숲을 보며 회화 전개의 새로운 기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 스승의 체본을 모사하며 이루어지는 학습에서 

벗어나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깨우친 이후에 그리

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은 것이다. 이응노는 김규진에

게 처음 회화를 배울 당시 서화일치를 꾀하고, 사의와 같

은 문인화론에 대해 배웠다. 그럼에도 첫 입선한 이후 7년 

만에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대상의 본질이 중요함을 깨달

았다고 한 것은 새삼스레 문인화의 본령에 다가선 것이 아

니라 다른 측면의 깨달음이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

이다. 이는 사생의 중요성으로 생각된다. 이응노가 ‘높은 

정신성의 표출’을 위한 전통 양식의 묵죽화를 주로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까 보았던 대나무 숲의 인상을 되살

려”, 즉 사생을 염두에 두어 생동감 넘치는 회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스승의 체본과 화보를 두고 모사하는 

전통 학습 방식에서 탈피한 것을 시사한다. ‘사생’을 중요

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이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남화(南畵) 형식은 모형(模形)을 떠나 사의, 주관에

만 치중한 점에서 한 가지 나무로서의 변화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천연 자연을 보면 한 나무, 한 계곡에도 변화

가 무쌍함을 발견할 수 있다. 화면을 구성하자면 사생을 주로 

함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8

이 글은 1956년에 발행된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 

있는 글이다. 1956년이라는 시기는 유럽에 건너가기 직

전으로 일본 유학의 성과가 작품 제작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끼쳤던 시기이다. 이응노는 1930년대 어느 날 대나무 

숲의 자유분방한 모습에 매료되어 사생의 중요성을 깨닫

게 되었고, 일본 유학 시절은 이러한 사생론을 심화시켰

던 기간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이응노의 회화 전개에서 1930년대 전반은 중

요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소

재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응노는 1933

년과 1934년 각각 조선미술전람회에 그동안 묵죽화 일변

도의 제작 경향에서 벗어나 <분란(盆蘭)>(사진 3)과 <

매(梅)>(사진 4)를 그려 출품했다. 두 작품은 이응노가 

전주에서 간판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화가로서 

여전히 당시의 회화 경향을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음

을 보여준다. 우선 <분란> 하단에 위치한 난은 노근란

으로 길고 짧은 난 잎이 섞여 있는 점, 난 잎의 끝이 뭉툭

하게 끝나는 점으로 보아 건란으로 생각된다. 세로로 긴 

화면에 대각선으로 대상을 나란히 배치하고 건란을 그렸

으며, 뿌리가 드러난 노근란의 형식은 <노근란도(露根蘭

圖)>(사진 5)를 그린 운미 민영익으로부터 유행한 대표

적인 화목이다.9 이응노의 <분란>은 현재 전해지지 않

아 ‘운미란’의 특징 중 하나인 화심(花心)을 어떻게 처리했

7 도미야마 다에코 정리, 이원혜 옮김, 1994, 앞의 책, pp.69~70.

8 이응노, 1956,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 문화교육출판사, p.29.

9 민영익의 운미란 양식은 근대 화단에 계승되며 유행하였는데, 특히 조선미술전람회의 동양화부에 출품된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미란의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서 석재 서병오(1862~1936)와 영운 김용진(1878~1968)이 대표적이며 이들을 통해 현대 화단까지 운미란 양식이 계승될 수 있었다. 강영주, 2017, 

「조선시대 묵란화 연구」,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318~328; 최경현, 2018, 「석재 서병오(1862~1936)의 1889년작 난죽석도 연구」 『문화

재』 51권 제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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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구도와 소재 선택 면에서 당시 

화단에서 널리 유행 중이던 운미란을 이응노도 수용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매(梅)>는 물기가 많은 농묵으로 거침없

이 화면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속도감이 느껴지도

록 그린 작품이다. 이응노의 스승인 김규진도 이 같은 방

식으로 <묵매도(墨梅圖)>(사진 6)를 그린 바가 있다. 그

러나 김규진은 매화나무의 기둥을 마치 대서(大書)를 쓰

듯이 한 번에 그리고 중간에 점들을 찍어 마무리했으나, 

이응노의 <매(梅)>는 나무 기둥의 가운데 부분이 하얗

게 드러나도록 바깥 부분만 칠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그리고 이응노는 발묵을 적절히 구사하여 나무 기둥

의 질감을 강조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

된 작품들과 유사한 양식이다.

대표적으로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1929년)에서 특

선을 수상한 정운면과 입선한 한규복의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동강 정운면(1906~1948)의 경우는 소정 변

관식에게 그림을 배우고 1938년에 광주에서 연진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호남 화단의 2세대 화가이다. 1945년에

는 이응노가 설립에 참여한 단구미술원 회원이 되기도 하

였다. 정운면은 전주에서 활동하던 이응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광주의 유지들이 작품을 사줄 수 

있도록 소개한 바가 있다.10 이 시기는 정운면의 <묵매

(墨梅)>(사진 7)가 인기가 높았던 시기였던 데다가 둘의 

직접적인 교유관계도 확인되는 만큼 이응노 역시 정운면

의 묵매 양식을 수용하여 <매(梅)>를 그렸던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이응노가 이와 같은 양식으로 <매(梅)>를 

그린 배경에는 전주에 있던 시절 사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산 이광열(1885~1966)의 영향도 함께 다뤄야 한다. 현

재 이응노에 관한 연구에서 전주 시절은 작품 및 자료의 

10 김소영, 2008, 「동강 정운면의 생애와 회화세계」 『호남문화연구』 43, 호남학연구원, p.145.

사진 3   이응노, <분란

(盆蘭)>, 1933, 

제12회 조선미

술전람회 입선.

사진 4   이응노, <매(梅)>, 

1934, 제13회 조선

미술전람회 입선

사진 5   민영익, <노근란도

(露根蘭圖)>, 20세

기 초반, 종이에 먹, 

123.5×55.0, 호림

박물관.

사진 6   김규진, <묵매도(墨梅圖)>, 

20세기 초반, 비단에 먹, 

155.0×38.0, 개인 소장.

사진 7   정운면, <묵매(墨梅)>, 1929, 제8회 조

선미술전람회 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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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면밀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응노가 1945

년에 이광열의 환갑을 기념하여 <묵죽도(墨竹圖)>(사

진 8)를 선물한 점, 둘의 연배 차이, 전주에서 이광열의 영

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교유관계보다는 사승관계

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광열 역시 정운면과 같은 

화풍의 <묵매>(사진 9)를 그린 바가 있어 이응노의 <매

(梅)>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첫 스승

이었던 김규진에게서 벗어나 호남 화단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회화를 실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회화 제작에서 사생을 중시한 관점은 일본으로 유학을 간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2. 일본 신남화풍의 수용

이응노는 전주 생활을 정리하고 1935년경에 일본으

로 유학을 떠났다. 그의 일본 유학 시절은 묵죽화와 같은 

전통 문인화에서 벗어나 그림의 소재를 현실에서 찾고, 

세필을 주로 사용하며 대상을 클로즈업하여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양식의 전환을 불러온 시기였다. 현재 

전해지는 <황량(荒凉)>(사진 10), <봉춘흥아(逢春興亞)

의 집>(사진 11)과 같은 1940년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일본 유학 시절과 그 직후의 작품들은 세필로 그

린 드로잉을 바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서양화

풍의 풍경화가 주를 이룬다.11 또한 당시 그의 드로잉 등

의 작품들을 보면 <경성 경운동 천도교 회당>(사진 12)

처럼 전통적인 관념산수화에서 탈피하여 시점을 대폭 낮

추고 선원근법을 사용한 서양화풍의 풍경화를 주로 그렸

다. 그리고 작품의 주요 소재를 클로즈업하여 일부만 화

폭에 포착되게끔 그림으로써 주제의식을 강화시켰다.

당시 이응노의 화풍 변화는 일본 유학 시절 사사한 

마쓰바야시 게이게쓰(松林桂月, 1876~1963)의 영향으로 

11 일본으로 건너간 이응노는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의 덴코화숙에 입문하기 전에 가와바타화학교(일본화과 야간반)와 혼고회화연구소(양화과)를 다니며 일본화와 

서양화를 학습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학교 모두 도쿄미술학교 입학을 위한 예비학교의 성격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쿄미술학교 교수진이 와서 지도하였다. 당시 

이응노는 유키 소메이(結城素明, 1875~1957)에게 배웠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 일본 유학 시절과 그 직후에 서양회화의 사실성이 드러난 사생 풍경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강민기, 2009, 「1930~1940년대 한국 동양화가의 일본화풍」 『미술사논단』 29, 한국미술연구소, pp.237~238.

사진 8   이응노, 효산 환갑 기념 <묵죽도

(墨竹圖)>, 1945, 전북도립미술관.

사진 9   이광열, <묵매도 가리개>, 연도 

미상, 한지에 먹, 각 133.0×33.0, 

개인 소장.

사진 10   이응노, <황량(荒涼)>, 1942, 종이에 수묵담채, 144.0×265.0, 이응노미술관.

사진 11   이응노, <봉춘흥아(逢

春興亞)의 집>, 1940

년대, 한지에 수묵담

채, 130.0×117.0, 고려

대학교박물관.

사진 12   이응노, <경성 경운동 천도교 회당>, 

드로잉, 1939.6.7, 종이에 잉크와 색

연필, 28.1x36.0, 가나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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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마쓰바야시 게이게쓰는 일본 도쿄 화단의 중

진화가로서 신남화풍 회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화

풍은 1929년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동양화부 심사위

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만큼 조선 화단에도 크게 영향

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12

이응노는 도쿄에서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에게 직접 

배웠는데 비단 화풍뿐만 아니라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의 

사생론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쓰

바야시 게이게쓰는 “어찌 알랴. 사생의 극치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사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음을”이라고 제발

에 적을 만큼 사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생과 사의를 개

별 개념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해한 당시 신남

화풍 화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13 그리고 정확한 대상 

묘사보다 관념의 현형을 목표로 묵죽화를 주로 그려온 이

응노에게 대나무 숲에 들어가 면밀하게 그 생태를 관조하

라는 지시를 내릴 만큼 이응노는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에

게 사생을 중심으로 회화 지도를 받았다. 이응노가 1956

년에 발행한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사생과 사의가 

일치한 반추상’이라고 한 것은 일본 유학의 학습 성과가 

지속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 유학은 신남화풍

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사의와 사생의 개념도 새롭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응노는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제4회 일본화

원전(1942년)에서 무감사 특선을 수상한 <황량>(사진 

10)에 대해 “먹 중심의 가는 선으로 남화풍의 양식으로 시

적 정서를 표현”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황량>은 시화일

치를 추구하며 서예적인 필묵법을 중시한 전통적인 문인

화풍과 다른 작품이다. 도쿄를 가로지르는 아라카와(荒

川)강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재로 하였으며, 산뜻한 색감

이 느껴지는 신남화풍의 작품이다. 신남화는 1910년대부

터 1930년대까지 일본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침체되었던 

남화가 다시 유행하면서 사생의 중시, 서양 인상주의 및 

표현주의적인 조형 요소의 수용, 청신한 채색, 그리고 세

필의 사용 등을 새로 결합한 화풍으로 정의된다.14 즉 남

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전통 남종화·문인화와 

다른 장르로 봐야 한다. 전통 문인화 학습과정을 거쳤던 

이응노가 이와 같은 화풍을 오히려 ‘시적 정서’, ‘남화풍의 

양식’이라고 정의내린 것은 일본 유학 시절 사생을 중시

한 회화론에 기반하여 문인화를 새롭게 바라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응노는 일본에서 유학한 시절부터 1950년경까지 

일본 신남화풍의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신남화풍 회화

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서양 인상주의 

회화를 수용한 결과로 일상의 소재를 과감하게 클로즈업

12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의 회화가 조선 화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그의 작품이 조선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된 사실과 이왕가미술관 덕수궁 석조전에서 일본 

미술품을 전시할 때 그의 1933년작 <쾌청한 가을날(秋晴)>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쓰바야시 게이게쓰가 조선 화단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

친 대표적인 사례로 김인숙이 1949년에 자수로 제작한 <다람쥐>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화면 구성부터 색감까지 <쾌청한 가을날(秋晴)>과 유사하다. 그리

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집중되어 있는 단풍잎에 가한 명암은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의 작품과 유사하며 일본의 다라시코미(たらし込み) 기법을 사용했을 때 나타

나는 번짐 효과를 의식하고 수를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왕직미술관이 1934년에 구입하고 일반에 공개한 <쾌청한 가을날(秋晴)>을 도안으

로 참고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의 작품이 당시 우리나라 경매에서 거래된 사실은 김상엽·황정수 편저, 2005, 『경매된 서화』, 

시공아트, pp.371~373 참조.

13 1932년작 <채소와 과일 소과>의 제발 참조. 김학량, 1995, 「고암 이응노(1904~89)의 前期 그림 세계(1923~58)」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 한국근현대미술

사학회, p.159. 각주 16 재인용.

14 근대 일본의 신남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남화(南畵)’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개념론부

터 일본 신남화를 대표하는 화가에 대한 작가론, 그리고 한국 근대 화단에 수용되는 과정과 유행에 이르기까지 신남화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김소연, 

2007, 「首雲 金龍洙와 한국 근대 신남화풍 도입」 『미술사논단』 25, 한국미술연구소; 박지혜, 2015, 「1910年代 日本 近代 畵壇의 新南畵 談論과 實際」, 홍익대

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지혜, 2017, 「‘新南畵’의 성립과 전개」 『미술사연구』 32, 미술사연구회; 황빛나, 2006, 「小室翠雲의 생애와 화풍」 『미술

사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황빛나, 2014, 「신문 매체를 통해 본 한국 근대 화단과 ‘南畵’」 『미술사논단』 38, 한국미술연구소; 황빛나, 2015, 「‘南畵' 탄생 - 용

어의 성립 시기 및 개념 변천에 관한 小考」 『미술사논단』 41, 한국미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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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도로 전체의 모습보다는 특정 시점을 강조한 작품

이다. <봉춘흥아의 집>이 대표적이다. 화면 가운데 위

치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내부의 평범한 일상을 무

심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내용은 서양 인상주의 회화에서 

‘플라뇌르(Flaneur)’ 개념으로 대표되는 일상성의 표현이

다. 더불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등나무는 나무 기둥을 

평면적으로 그린 후 잎들은 세필로 윤곽선을 그리고 채색

하였다. 이는 18세기 교토(京都) 사생화파에서 시작되어 

일본 신남화가들이 수용한 화법으로 이응노의 일본 유학

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 이응노의 1940년대 회화는 제17

회 조선미술전람회(1938년)에서 입선한 <동도하안(東都

河岸)>(사진 13), <동원춘사(東園春事)>(사진 14)를 시

작으로 이와 같은 일상적인 풍경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응노는 신남화풍 방식을 전통적인 실경산수에도 

적용하였다. 1941년에 그린 <외금강>(사진 15)은 사생

적인 수법으로 그린 실경산수로서 마치 펜으로 드로잉하

듯이 짧은 선들로 이루어진 산의 윤곽선에 암갈색과 암녹

색을 옅게 칠하였다. 그리고 입체감을 드러내기 위해 산

의 정상 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안쪽은 하이라이트를 가하

듯이 하얗게 드러냈다. 사생화의 느낌을 더해주는 세필

의 사용, 산뜻한 느낌의 채색법, 그리고 입체감을 부여하

는 방식 역시 신남화풍 회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신남화풍의 다른 양상은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의 

<천산모색(千山暮色>(사진 16)과 <선협청천(仙峡聴

泉)>(사진 17)처럼 가는 필선을 어지럽게 펼치듯 중첩

시킴으로써 풍경의 인상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주의적

인 성격의 화풍이다. 일본의 신남화는 남화를 근대회화

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서양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

의, 표현주의의 속성을 모두 수용하여 전통 남화에 접목

하였는데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지에 따라 화풍이 

제각각이라고 할 만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천산모

사진 13   이응노, <동도하안(東都河岸)>, 

1938,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

사진 14   이응노, <동원춘사(東園

春事)>, 1938,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

사진 15   이응노, <외금강(外金剛)>, 1941, 비단에 수묵담채, 54.0×65.0, 유족 소장.

사진 16   마쓰바야시 게이게쓰(松林桂月), <천산

모색(千山暮色)>, 1929, 종이에 먹, 다

카오카시립미술관(高岡市立美術館).

사진 17   마쓰바야시 게이

게쓰(松林桂月), 

<선협청천(仙峡
聴泉)>, 1929, 종

이에 먹, 야마구

치현립미술관(山

口県立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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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선협청천>은 선과 색을 강렬하게 함으로써 화가

의 감정과 주관을 표출한 후기인상주의 혹은 표현주의

적 신남화라고 할 수 있다.15 이응노의 <홍성월산하>(사

진 18)를 보면 그도 이러한 화풍을 수용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이 작품은 근경에 위치한 나무들에 비해 강 건너

에 어렴풋이 보이는 가옥들을 극단적으로 작게 그려 감

상자의 시선을 나무들로 집중시킨다. 원경에 있는 산들

은 전통적인 준법으로 그렸지만 근경의 나무들은 세필로 

마치 그물망을 짜듯 어지럽게 중첩시켰는데, 이러한 표

현에서 오는 풍경의 인상이 강렬해짐을 볼 수 있다. 피에

트 몬드리안(1872~1944)이 기하학적 추상회화로 화풍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후기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의 영향을 받아 그린 <저녁: 붉은 나무>(사

진 19)와 유사하다. 이처럼 당시 이응노에게 일본 신남화

풍은 서구 회화를 받아들이는 프레임으로 작용했던 것으

로 여겨진다.16

이와 같은 표현주의적인 화풍은 대나무를 그릴 때에

도 적용되었다. 1941년 6월 24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죽춘>(사진 20)은 대나무 줄기는 단정하게 형태를 묘

사했지만 상단의 댓잎들은 뭉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지럽게 중첩시켜서 대숲의 인상을 한층 강렬하게 표현

하였다. 이처럼 일본으로 유학가기 전의 회화와 다녀온 

후의 회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대상을 대하고 그림으로 풀

어내는 방식의 차이, 즉 사생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1950년대 이응노의 앵포르멜 
 미술에 대한 인식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응노의 1950년대 회

화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요약하자

면 하나는 프랑스의 앵포르멜 미술과 미국 추상표현주의

의 영향으로 보는 외부 요인에 집중한 관점이고 다른 하나

는 문인화가로서 사의(寫意)의 발현으로 보는 내재적 발

15 당시 일본에서는 다이쇼시대(大正時代, 1912~1926) 이래 서양의 화법으로 그린 사실적인 작품이어도 표현성이 짙은 수묵화를 신남화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중희, 2010, 『일본 근현대 미술사』, 예경, p.109.

16 피에트 몬드리안의 <저녁: 붉은 나무>(1908)는 사실주의 경향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추상회화로 점차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김

병기의 회고에 따르면 1930년대에 일본으로 유학간 김환기, 이중섭, 문학수, 유영국, 이규상 등의 화가들은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서구 전위미술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며,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회화도 이중 하나였다. 김병기는 이후 1953년에 『사상계』에 기고한 「추상회화의 문제」라는 글에서 “비형상회화의 대표

자 몬드리안(Mondrian)의 작품을 보아도 그 초기에 있어서는 입체파에서 출발했으며 한 개의 수목이 사실적인 수목에서부터 점차로 추상적인 형체로 변화하

는 작화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추상회화의 이론의 수립에 가장 공헌이 큰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아도 반 고흐의 최후의 작품인 검은 까마귀가 날고 있는 작

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언급하였다. 이 글에 제시된 ‘추상적인 형체로 변화하는’ 수목 중 하나는 <저녁: 붉은 나무>(1908)이며 이응노도 훗날 

“추상회화는 몬드리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1930년대 이후 한국의 서양 화단뿐만 아니라 동양 화단에 몬드리안의 회화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도 자료의 발굴과 함께 추후 논의가 더 깊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30년대 일본에 간 화가들이 몬드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김병기의 회고는 

「1930년대 일본 화단과 전위미술」 『한겨레』 2017.5.25 참조. 이응노의 몬드리안에 대한 언급은 도미야마 다에코 정리, 이원혜 옮김, 1994, 앞의 책, p.166 참조.

사진 18   이응노, <홍성월산하(洪城

月山下)>, 1944, 한지에 

수묵담채, 131.0×166.4, 

이응노기념관.

사진 19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저녁: 붉은 나무(Red Tree)>, 

1908, 캔버스에 유채, 70.0×

99.0, Gemeentemuseum Den 

Haag, Haag.

사진 20   이응노, <홍성월산하(洪城月山下)>, 1944, 한지에 수묵담채, 131.0

×166.4, 이응노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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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혹은 전통의 계승에 주목한 관점이다.17 이러한 관점 모

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 문인화

가로서 강한 필묵법을 중시하는 회화를 제작했다는 점과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서구 앵포르멜·추상표현주의가 유

입되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18 

1958년 3월에 개최된 이응노의 《도불》전은 <생맥> 

(사진 1), <산촌>(사진 2), <해저>(사진 21) 등 추상적인 

화면 구성의 작품들과 당시 화단에서 앵포르멜에 대한 언

급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동양 화단 최초의 앵포르멜 전

시로 평가받는다. 《도불》전은 이응노가 같은 해 파리에서 

개인전을 갖기로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전시로 그

동안의 회화 성과를 일단락 짓는 의미가 강했다. 전시에 출

품된 61점의 작품들은 이응노가 1955년 이후 제작한 작품

들 중에서 선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1940년대 

신남화풍 회화에 이어 1950년대의 회화 경향을 잘 보여준

다. 당시 화단의 인사들은 몇 점의 추상적인 작품들을 두고 

프랑스의 앵포르멜 미술과 연결지어 바라봤다.19 이와 같

은 관점은 현재의 연구에도 수용되었고, 더 나아가 당시 미

국 추상표현주의가 『타임(TIME)』, 『라이프(LIFE)』 등의 미

국 잡지와 순회전을 통해 전해진 점을 근거로 잭슨 폴록

(1912~1956)의 작품과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20 또한 최근

에는 잭슨 폴록, 마크 토비의 작품에서 보이는 동양 서법을 

차용한 회화 경향이 일본 전위서 출현에 영향을 끼쳤고, 『서

도강좌(書道講座) (7) - 현대문(現代文)·전위서편(前衛書

篇)』 등의 전위서 관련 간행물이 한국 화단에서 참고됐다는 

점을 근거로 전후(戰後) 추상미술의 한국 전파에서 일본 전

위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도 발표된 바 있다.21

이 장에서는 ‘추상’과 서양 미술사조로서 ‘추상회화’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며 이응노의 ‘추상회화’에 대한 인식

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이응노가 추상회

화를 문인화가로서 바라본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지만 그

17 이응노와 관련된 선행 연구와 《도불》전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김학량, 2014, 앞의 논문, pp.6~11; 박파랑, 2017, 앞의 논문, pp.86~94 참조.

18 김영주가 1956년 3월 13~14일 이틀에 걸쳐서 『조선일보』에 기고한 「현대미술의 향방 - 신표현주의의 대두와 그 이념」(上, 下)에서 “정적의 고백자, 앙훨메(비

정형), 로ㄹ 마지ㅋ, 추상표현, 야성감”이라고 쓴 것을 근거로 한국 미술계의 앵포르멜 미술에 대한 최초 인식은 1956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무정, 

2014, 「파리의 앵포르멜 미술과 아시아」 『파리 앵포르멜 미술을 만나다』(도록), 이응노미술관, pp.118~120.

19 김영기는 《도불》전에 출품된 61점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금번 발표한 그의 작품은 대개 4종의 양식, 즉 1. 재래남화풍(인상적)의 현대화한 것, 2. 

문인화풍(포비즘적)의 현대화한 것, 3. 입체파적 양식, 4. 소위 앵포르멜 양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러나 금번의 작품은 작가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동양화의 현대

화하는 시도인 만큼 뚜렷이 어떠어떠한 양식에 부합시켜 구별하기는 힘든 것이다.” 김영기, 「고암의 인간과 그 예술: 그의 도불전에 즈음하여」 『서울신문』 1958.3.19.

20 <생맥>, <산촌> 등의 작품을 잭슨 폴록의 작품과 비교하며 추상표현주의와 조형적 유사성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연, 1993, 「1950년대 한국 수

묵화의 추상적 경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46; 정형민, 2011, 『근현대 한국미술과 동양 개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02~104. 

한편 <생맥>, <산촌> 등의 작품을 추상표현주의의 범주 속에서 연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대표적으로 박정욱은 이응노의 《도불》전의 작품들과 잭슨 

폴록, 아쉴 고르키 등의 작품을 비교하며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하지만, 형식의 유사함만을 가지고 이응노의 작품을 추상표현주

의로 분류하는 것은 이응노 작품의 개성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정욱, 2001, 「만남과 화해의 미학, 이응노의 작품세계」 『고암논총』 

1, 얼과알, pp.91~123 참조.

21 각주 2번 참조.

사진 21   이응노, <해저(海底)>, 1950년대, 한지에 수묵담채, 133.0×68.0,  

이응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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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화를 단순히 사의(寫意) 정신의 발현, 전통 문인화의 

계승으로 규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1. ‘추상(抽象)’에 대한 인식

이응노의 <생맥>(사진 1)과 <산촌>(사진 2)은 필

선들로 화면을 가득 메워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올 오버 페인팅(all over painting)’, 즉 전면 균

질한 화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잭슨 폴록 회화의 영향 속

에서 동양 화단 최초의 추상표현주의 작품으로도 평가받

는다. 그러나 작품의 형식이 일부 일치하고 영향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응노의 작품을 추상표현주의 혹은 앵

포르멜의 범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우선 앵포르멜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후 전쟁에 대한 경험을 담

고, 그동안 유행해온 이성적인 기하학적 추상회화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미술이기 때문에 역사성의 측면에서 이

응노의 작품과 맞지 않다. 그리고 이응노의 작품에서는 

앵포르멜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아르 브뤼(Art Brut)’를 

표현하기 위한 그라타주, 마티에르 기법을 찾아볼 수 없

다.22 잭슨 폴록 등의 추상표현주의 역시 이응노의 작품과 

직접 연결짓기에는 서로 양식적 차이가 크다. 완성된 작

품의 화면만 놓고 볼 때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필선들과 

전면 균질한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그

러나 잭슨 폴록의 추상표현주의는 드리핑 기법(사진 22)

으로 대표할 수 있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미술인 데 

반해 이응노의 <생맥>(사진 1)과 <산촌>(사진 2)은 이

와 거리가 먼 작품들이다. 무엇보다 앵포르멜·추상표현

주의 모두 구성적인 화면을 거부하고 자발적이며 주관성

을 강조하기 위해 비형상의 화면을 추구했지만 이응노의 

1950년대 작품들은 대부분 주제와 내용에서 그린 대상

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저>(사진 21)와  

<숲>(사진 23)의 경우도 화면 전반에서 서예적인 필선

으로 가득하여 추상회화처럼 보이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

듯이 바다 속 물고기들과 나무에 앉아 있는 새들의 형상

을 찾을 수 있다. 즉 추상적인 회화이지만 서양 미술사조

로서의 ‘추상회화’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1950년대 중

반에 유입된 앵포르멜·추상표현주의는 이응노의 1950년

대 회화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크지만 동양 화

단 최초의 앵포르멜이자 추상표현주의라 보는 관점은 지

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응노는 서구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

가 유입된 1950년대에 이를 통칭하는 추상회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 당시 한국 화단에서는 추상회화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이는 이항성의 제안으로 이

응노가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1956)을 쓸 때 서양화 파

트를 담당했던 김병기가 1953년에 『사상계』에 기고한 「추

상회화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3 이 글에

서 김병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2 ‘아르 브뤼(Art Brut)’ 개념은 앵포르멜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장 뒤뷔페(1901~1985)가 창안한 것으로 원생(原生)미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미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 뒤뷔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미술에 관심을 갖고 가장 순수한 형태를 보여주는 작품, 원시적인 작품들의 회화·낙서를 ‘아르 브뤼’라고 명명하였다.

23 김병기와 이응노가 함께 미술 교과서를 저술했다는 내용은 김병기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 첫 한국인 심사위원」 『한겨레』 2017.10.20.

사진 22   한스 나무스(Hans Namuth) 촬영,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50,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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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年前) 읍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미술평론가회의에서

의 의제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추상회화의 문제였던 모양인데 이

것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는 상세하지 않으나 우리들이 추상회

화에 관심을 갖는 중점은 추상회화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면서 추

상회화의 비형상성이 얼마나 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

을 것이다. 논의의 첨단은 형상이냐 비형상이냐 하는 문제에까

지 도달되어있으며 … 자연의 재현이라고 하는 인간의 오랜 전통

이 과연 전복될 수 있는가라는 좀 더 엄숙한 관점에서 이를 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오늘의 미술이 자연을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까지 도달되었다는 것은 흥미 있는 현실이다.24

미술평론가회의의 의제로 추상회화가 거론된 점, 형

상과 비형상성을 둘러싼 추상회화의 정체성 문제가 당시 

논쟁거리였다는 점은 추상회화가 1950년대 초반 화단의 

주요 회화 경향으로 등장해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

리고 “자연을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까지 도달

되었다”는 말은 당시 화단에서 추상회화의 개념이 정립

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서구 추상회화는 점차 자연 재

현에서 멀어지려는 욕구가 핵심인데 추상회화를 한국 화

단에서 수용할 때 아직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55년에 『서울신문』

에 기고한 김기창의 글을 통해서는 동양 화단의 추상회화

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지금 추상미술의 성행이 세계적인 풍조로 되어 있는 이상 

비단 우리만이 케케묵은 상아탑에 깊숙이 앉아 있기만 할 수는 

없을 때이며 후락되어가는 우리 동양화도 때에는 그 누구보다

도 시대성과 발맞추어 전진해야 할 것이다.25

당시 이응노 역시 이러한 화단의 분위기 속에서 회

화 제작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26 이응노는 생애 전반에 

걸쳐 추상회화를 전통 서화가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그의 추상회화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서예와 문인화를 그려왔기 때문에 그 경험

으로 말한다면, 서예의 세계는 추상화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

습니다. 서예의 조형의 기본이 있어요. 선의 움직임과 공간의 설

정, 새하얀 평면에 쓴 먹의 형태와 여백과의 관계, 그것은 현대회

화가 추구하고 있는 조형의 기본인 것이지요. 한자의 원류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이며 그것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인도로 들어갔

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27

24 김병기, 1953, 「추상회화의 문제」 『사상계』 6, pp.175~176.

25 『서울신문』 1955.5.18.

26 박파랑은 이응노의 《도불》전 작품들과 김기창의 <문자도>(1950년대 作)를 근거로 동양 화단에서 앵포르멜 · 추상표현주의와 같은 추상회화가 1950년대 중반

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서양 화단의 1958년 제3회 현대미술가협회 전시를 최초의 앵포르멜 운동으로 여기는 시각에 수정을 주장

하였다. 박파랑, 2018, 앞의 논문, pp.257~258.

27 도미야마 다에코 정리, 이원혜 옮김, 1994, 앞의 책, p.144.

사진 23   이응노, <외금강(外金剛)>, 1941, 비단에 수묵담채, 54.0×65.0,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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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미술사조로서 추상회화는 20세기 초반 칸딘

스키와 몬드리안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전위 화가들을 중

심으로 시작되어 서양미술의 전통이었던 구상·재현에서 

벗어나 화가의 주관·정신성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결과이다. 따라서 추상회화는 재현의 대상이었던 자연으

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혹은 자연에서 독립된 미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추상(抽象)’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형상을 

추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응노가 말한 것처럼 

자연에서 형태를 상징적으로 추출하여 만든 고대 상형문

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처럼 이응노는 서양 미술사

조의 ‘추상회화’로 ‘추상’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조

형을 근간으로 하고 서예와 지필묵의 운용까지 연결되는 

사전적 개념으로서 ‘추상’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서양미술사 속 하나의 미술사조로서의 ‘추상회화’는 

이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세기 초반 뉴욕현대미

술관(MoMA)의 초대 관장으로 재직하며 최초로 현대 미

술의 흐름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고 추상표현주의가 유행

하는 데 일조한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는 추상회화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용어의 어휘적 해석만 가지고는 추상회화의 정확한 개념

을 설정하기가 애매하다. 미술에서 ‘추상’이라는 용어는 자연

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의 극단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다.28

이처럼 ‘추상(抽象)’에는 자연을 근간으로 삼은 1차적 

개념과 자연에서 독립된 고유명사로서의 개념이 모두 담

겨 있다. 만약 추상회화를 1차적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무

엇을 그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 구상미술도 포함된다. 이

응노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처음 추상회화를 그렸기 때

문에 그의 추상회화 제작 초기에 해당하는 1950년대의 작

품들은 <취야>(사진 24), <영차영차>(사진 25)처럼 대

부분 그림의 주제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50

년대 이응노의 회화에 대한 분석은 서양미술사의 추상회

화 개념을 직접 대입시키는 것보다 이응노가 ‘추상’을 인식

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추상적인 회화’와 ‘추상회

화’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응노는 1950년대에 

회화 제작의 기본으로 사생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사생은 자연스러운 기법으로 자연 그대로의 표현이다. 먹

빛을 기본으로 전체를 사용한 것이다. 동양화의 기초 공부도 

조형으로 들어가기 전의 구성과 생태를 이해하여야 한다.29

28 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p.9 재인용.

29 이응노, 1956, 앞의 책, p.14.

사진 24   이응노, <취야(醉夜)>, 1955, 한지에 수묵담채, 40.3×55.3, 이응노

미술관.

사진 25   이응노, <영차영차>, 1950년, 한지에 수묵담채, 24.5×44.0,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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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응노는 1950년대에 그린 작품들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955년에 그린 <취야>는 자화상 같은 그림이었지요. 그 무

렵 자포자기한 생활을 하는 동안 보았던 밤시장의 풍경과 생존경

쟁을 해야만 하는 서민 생활의 체취가 정말로 따뜻하게 느껴졌답

니다. 1954년 그린 <영차영차>도 마찬가지입니다. … 역시 나는 

권력자보다는 약한 사람들,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 움직이

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쪽에 관심이 

갔고, 그들 속에 나도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30

<취야>와 <영차영차> 모두 1940년대의 신남화풍 

풍경화에서 볼 수 있는 원근법을 배제하고 평면적인 배경

에 거칠고 표현적인 필묵법으로 인간의 형태를 왜곡시킨 

작품들이다. 과감한 왜곡과 강한 필묵법의 구사를 통해 

이응노가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 생존에 대한 투쟁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확인된다. 또한 이응노는 『동양

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농묵과 발묵을 혼용하며 먹의 다

채로운 변화로써 대상의 본질을 취하고, 세부 묘사는 생

략한 <방화 수류정의 월야>(사진 26)에 대해 “자연에서 

오는 형태를 그대로 먹색을 중심으로 표현해본 것이다”라

고 설명하였다.31 작가는 화제의 대상을 바라보고 본질을 

추출하여 강한 필묵법으로 대상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인

데 이는 ‘추상’의 사전적 개념과 연결된다. <취야>, <영

차영차>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응노가 

훗날 1950년대를 회고하며 이때를 ‘반추상’이라고 명명했

던 것도 서양회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상태인 현재 시

점으로 볼 때 1950년대 회화를 온전하게 추상회화로 보

기 어려운 탓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1950년대 

당시 인식의 기반에는 앞 장에서 살펴본 사생론이 위치하

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통 서화가의 서구 미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양회화의 특징을 동양회화론에 입각하여 해석하

는 방식은 당시 미술계의 주된 관점이기도 하였다.32 대표

적으로 1955년 2월 『현대문학』에 「동양문화의 현대성 - 현

대 동양화의 방향」을 발표한 장우성은 서양 추상주의가 

동양예술의 유심주의적 이념, 즉 정신성을 실체로 인정하

며 모든 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입장에 

접근한 것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33 그리고 그에 앞선 1931

년에 김용준은 「서화협전의 인상」이라는 글을 통해 서와 

사군자에 대해 “음악 예술이 대상의 서술을 기대하지 않

고 …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을 여지없이 구사하는 것 같

이 서와 사군자 또한 하등 사물의 사실을 요하지 않고 직

관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심전심하는 것이다”라며 정신

성의 표현임을 강조하였다.34 회화와 음악을 서로 연결짓

는 관점은 당시 일본에서 논의되던 칸딘스키 회화이론과 

서화이론의 결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35

일제강점기에 입체파·야수파 등 서구 모더니즘 회화

의 여러 양식들은 서양 화단에서 주로 수용되었고, 동양 

화단은 여전히 전통 회화 계승이 더 부각되는 방식으로 

양분된 상태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동양 화단에서

도 서양 모더니즘 회화 양식을 지필묵의 전통화 기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1950년대의 이응노도 이와 같은 흐

름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36

30 도미야마 다에코 정리, 이원혜 옮김, 1994, 앞의 책, pp.143~144.

31 이응노, 1956, 앞의 책, p.35.

32 박파랑은 이에 대해 서양미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화가들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보았다. 박파랑, 2017, 앞의 논문, p.121.

33 박파랑, 2018, 앞의 논문, p.275.

34 김용준, 1931, 「서화협전의 인상」 『삼천리』 3권 11호.

35 박은수, 2009, 「근대기 동아시아의 문인화 담론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42.

36 정형민, 1994, 「서구 모더니즘 수용과 전개에 따른 한국 전통회화의 변모」 『조형』 17, 조형연구소,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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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의와 사의적 화법의 구분

이응노의 1950년대 회화를 사의(寫意) 정신과 연결

지어 바라보는 오늘날의 관점은 당시 화단의 흐름, 이응

노 본인이 “사의를 중심으로 현대회화로서 동양화가 개척

해 나가야 할 길을 탐구 중”이라고 언급한 점, 그리고 그

의 작품에서 보이는 표현적인 필묵법을 근거로 두고 있

다.37 특히 이응노가 1956년에 간행한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사의를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주장의 주요 근

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응노는 “작품은 엄

격한 의미에서 북화이니 남화이니의 입각점을 떠나서 자

연 그대로를 회화화한 것이다”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문인화를 특별히 회화 제작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아

니었다. 책 전반에 걸쳐 이응노가 강조한 것은 자연을 사

생함으로써 어떻게 ‘추상’하느냐였다.

예를 들어 <황량>(사진 10)에 대해 남화풍 양식이

라며 “가는 선으로 남화풍의 양식으로 시적 정서를 표현”

했다고 하였고, <방화 수류정의 월야>(사진 26)에 대해

서는 북화 양식으로 규정한 후 “자연에서 오는 형태를 그

대로 먹색을 중심으로 표현해본 것이다”며 서로 비교하

였다.38 이응노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1950년대에 후자 양

식의 그림을 주로 제작하였다. 만약 이응노가 1950년대

에 사의 정신을 중심에 두고 제작했다면 시적 정서를 표

현했다고 한 신남화풍의 <황량> 같은 작품을 주로 제작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응노는 1950년경에 이르러 앞선 

신남화풍에서 벗어나 표현적인 필묵법으로 화풍이 변모

되었다. 1951년에 그린 <대숲>(사진 27)은 이를 잘 보

여주는 작품이다. <대숲>은 1941년에 신남화풍으로 그

린 <죽춘>(사진 20)에 비해 필선의 속도감은 더욱 빨라

지고 상단 댓잎들의 비형상성이 더욱 강화된 작품이다.  

<죽춘>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신남화풍 회화는 세필로 

촘촘하게 그리긴 했지만 형태의 명료함까지 없애는 수준

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숲>은 <죽춘>의 단정하고 또렷

한 대나무 줄기와 달리 강한 먹선으로 빠르게 그렸고, 상단

에 위치한 댓잎들의 중첩은 더욱 강화되었다. <죽춘>에

서 <대숲>으로 필묵법의 변화가 나타난 점은 훗날 이응

노가 ‘반추상’이라 명명하고 북화풍이라고 한 표현주의적 

화면 구성으로의 전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응노가 

당시에 “사의를 중심으로 현대회화로서 동양화가 개척해 

나가야 할 길을 탐구 중”이라고 한 것은 동양화가로서 의

례적으로 한 언사(言辭)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1950년대 작품을 문인화의 

사의 정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사의와 사의적 화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회화를 사의 정신이 

담긴 문인화의 하나로 보는 것은 전통회화를 계승한 측면

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시대 문인화 전통

37 이응노, 1956, 앞의 책, p.10.

38 이응노, 1956, 앞의 책, p.35.

사진 26   이응노, <방화 수류정의 월야>, 이응노,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 p.35.

사진 27 이응노, <대숲>, 1951, 128.5×367.0, 종이에 먹, 대전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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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질과 근현대회화의 현대성의 구분을 오히려 모호하

게 하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39 사의는 시화일치를 행하

고자 했던 사대부라는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전통 문인

화 개념이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대상의 명료함·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명암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의 회화를 르

네상스 시기의 스푸마토 기법과 직접 연결지어 굳이 설명

하지 않듯이 이응노의 회화를 문인화로 규정짓는 것은 오

히려 이응노라는 화가의 미술사적 의의를 모호하게 하고 

그만의 개성을 가리게 된다. 그만큼 사의 개념은 오랜 시간

에 걸쳐 형성된 전통 서화의 보편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 화

가의 개성을 설명하기에는 범주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의에서 ‘의(意)’는 단순히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 

뜻, 마음이 아니다. ‘의(意)’는 ‘독만권서(讀萬卷書)·행만리

로(行萬里路)’가 학습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인

품의 고양까지 추구했던 근대 이전 시기에 소요유와 와유 

정신을 지향하며 근본적으로 도와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뜻을 의미한다. 이러한 뜻을 사물에 의탁하여 그리는 행

위를 사의라 하며 대개 학자이자 관료였던 사대부들 그림

의 특징을 지칭하는 전통 문인화 개념으로 ‘심수상응(心

手相應)’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의적 화법은 이러한 사

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을 의미하며, 서화용필동법론

(書畵用筆同法論)을 추구한 사대부 계층의 이론에 따라 

서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사의와 사의적 화법은 본

질과 형식이라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처럼 여겨지나 항

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40

일반적으로 사의적 화법이라고 하면 대상의 정확한 

묘사보다는 표현적인 필선으로 그린 간략한 화면 구성을 

떠올리곤 한다. 실제 조선시대 후기 이후 유행한 문인화

는 중국 명·청대에 필묵법을 인품의 발현으로까지 확장

시켜 중시하였던 문인화론에 기반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치(精緻)한 필묵법보다 ‘대교약졸(大巧若拙)’을 명분으

로 삼아 의도적으로 졸하게 그리거나 일필(一筆)의 속도

감이 느껴지는 필묵법에 여백까지 고려한 한가로운 화면 

구성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사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치한 필

묵법은 대개 전문 화가들의 사생, 즉 자연과 같은 대상을 

정밀하게 그리는 것에 적합한 화법으로 문인화가들은 이

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의적 화법 자체는 누구나 익혀 사용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직업화가, 전문 화원들이 대표적이다.41 이런 

경우에는 흔히 사의성을 띠기보다는 필묵의 감각적인 사

용으로 인해 화면에 장식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문인화도 능숙하게 구사했던 단원 김홍도(1745~1809 

이전)나 오원 장승업(1843~1897)의 작품처럼 사의적 화법

을 구사했을 때 그 작품을 문인화풍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사의에 의한 문인화로 평가하지는 않듯이 이응노의 1950

년대 회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1950년대 당시 화단에서는 일본 신남화와 전

통 문인화를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절

친이었던 화가 김영기는 이응노의 《도불》전의 작품

들을 양식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두 가지가 ‘재

래 남화풍(인상적)의 현대화’와 ‘문인화풍(포비즘적)

의 현대화’한 것이었다.42 앞 장에서 살펴본 <황량>,  

<봉춘흥아의 집> 같은 인상주의적 시각이 들어간 일

본 신남화풍의 작품을 ‘재래 남화풍’의 회화로 평가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포비즘(야수파)’적

39 이러한 문제 제기는 최근의 연구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응노의 1950년대 작품을 사의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으로 투영함으로써 문인화가 출신인 이응노

의 ‘내재적 발전 양식’으로 보는 관점은 불충분하다는 게 요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이응노 회화의 전체적인 조형적 맥락 안에서 작품을 면밀

하게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박파랑, 2017, 앞의 논문, p.116.

40 사의 개념이 지닌 보편적 성격과 사의를 목표로 한 사의적 화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영섭, 2013, 『문인화, 그 이상과 보편성』, 북성재, pp.65~74 참조.

41 사의적 화법이 기법으로만 발휘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림의 성격에 대해서는 변영섭, 2013, 앞의 책, pp.70~74 참조.

42 각주 17 참조. 김영기, 「고암의 인간과 그 예술: 그의 도불전에 즈음하여」 『서울신문』 195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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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문인화풍으로 규정한 것을 볼 때 <자화상> 

(사진 28), <서강(西江)>(사진 29), <산정(山亭)>(사진 

30) 등과 같이 표현적인 필묵법을 강조한 작품은 문인화

풍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응노의 표현적인 필

묵법의 작품을 ‘포비즘(야수파)’적인 것으로 봤던 다른 사

례도 전해진다. 

이응노 씨는 동양 및 서양화의 종합을 위해 애쓰고 있고 그

의 묵화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그의 철학적·예술적인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유럽회화에 있어서 이응노가 전형으로 

삼는 작가는 반 고흐와 조르주 루오이다.43

조르주 루오(Georges Henri Rouault, 1871~1958)

는 야수파 화가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를 비롯한 후기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굵고 

진한 선과 어두운 색으로 내면의 심연을 표현한 화가이다. 

<그리스도의 얼굴(Head of Christ)>(1937)(사진 31)처럼 

깊은 종교심을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한데 유럽인의 시각

에서 강한 먹색과 선이 눈에 띄는 이응노의 <자화상>이

나 <산정> 같은 작품은 조르주 루오가 연상되었을 것이

다. 이응노의 이러한 ‘포비즘’적, 즉 필묵의 다양한 변화를 

강조한 문인화풍은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응노는 1950년대 작품을 ‘반추상의 시대’라고 스

스로 정의내렸다. 이에 대해 “반추상이란 사생과 사의가 

일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보태어 말하자

면 사생적인 이념을 약화(略化)한 미의 표현이되, 거기 

지적 의도를 암시하는 것이다”며 사의와 사생의 관계로

써 설명하였다. 대상의 세부적인 표현보다 과감한 생략

43 C. V. Helmholt, 「(번역) 한국에서 온 예술가 - 학생관에서의 전람회에 대하여」 『Neue Presse』 1959.2.19; 이응노미술관 편, 2000, 「도불기념전 관련 신문

자료」 『42년 만에 다시 보는 이응노 도불전』(도록),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재인용. 이응노, 1956, 앞의 책, p.43.

사진 28   이응노, <자화상>, 1956, 한지에 

수묵담채, 69.0×35.0, 이응노미술관.

사진 29   이응노, <서강(西江)>, 1956, 한지에 수묵담채, 68.5×67.5, 이응노미술관. 사진 30   이응노, <외금

강(外金剛)>, 

1941, 비단에 

수묵담채, 54.0×

65.0,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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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응노·이항성 대담, 「이응노 ‘도불전’에 즈음하여」 『신미술』 9, 1958.6, pp.45~47.

과 붓놀림을 통해 ‘지적 의도’라고 명명한 주관을 담아 그

리는 것을 추구했다는 의미이다.44 1950년대의 이응노는 

앞서 살펴봤듯이 일본 유학 시절부터 유지해온 사생론을 

바탕으로 그림의 소재 선택은 사생을 통해 취하되, 제작 

방식은 사의적 화법의 일환으로서 필묵법을 대상의 형

태가 왜곡될 정도로 강하게 구사하였다. 실존적 인물상

을 표현한 <자화상>(사진 28), <취야>(사진 24), <영

차영차>(사진 25)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자연 풍경

을 그린 작품으로는 <생맥>(사진 1), <해저>(사진 21) 

등이 이에 속한다. 이응노는 강한 필묵법으로 대상을 대

담하게 생략 혹은 왜곡시키고 농묵과 발묵의 효과를 적

절하게 섞음으로써 추상적인 화면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작화 방식은 1950년대 이응노의 회화 전반에서 발견되

며, 추상적인 화면을 위한 사의적 화법의 현대화로 평가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1958년 3월에 개최된 이응노의 《도불》전은 앵포르

멜·추상표현주의 미술 수용과 동양 화단의 서구미술에 

대한 반응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이

응노의 회화 전개에 있어서 1950년대는 전통 서화 중심

에서 본격적으로 서구 추상회화로 나아가는 기점이자 전

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어왔다. 이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프랑스 

앵포르멜 미술과 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이 유입되어 한

국 화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외부 요인에 주목한 관점이

고, 다른 하나는 문인화가 출신인 이응노가 문인화의 핵

심 개념인 ‘사의(寫意)’를 근간으로 화풍에 변화를 시도했

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 이응노 본인이 ‘전통 

서화, 사실주의, 반추상, 사의적 추상, 서예적 추상’이라고 

규정한 화풍 전개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

다. 그러나 1950년대의 이응노가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

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되

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 추상회화의 영향을 단선적으로 보

는 것은 부족한 감이 있다. 또한 동아시아 문인화의 보편

적 특질이자 관념 체계를 지칭하는 ‘사의’ 개념을 1950년

대의 이응노 회화 분석에 대입해서 보는 것은 오히려 조

형적 특징을 모호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응노가 1950년대에 유입되기 시작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를 바라보며 ‘추상’에 대해 어

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

과, 이응노는 일본 유학 시절 이후 자연을 바탕으로 한 사

생론을 회화론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추상’ 역

시 서양 미술사조의 고유 개념으로서가 아닌 ‘(자연에서) 
사진 31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 t ) , <그리스도의 얼굴(Head of 

Christ)>, 1937년경, The Cleveland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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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추출하다’는 사전적 개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응노의 이러한 태도는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강

조한 ‘한국적 모더니즘’이 유행한 시대의 흐름과도 일치

한다. 그리고 그가 1956년에 출간한 『동양화의 감상과 기

법』에서 ‘북화(북종화)’로 규정한 강한 필묵법에 의해 형

태를 과감하게 왜곡하거나 생략하는 화법을 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그의 작품을 문인화의 보편성에 해

당하는 ‘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였

다. 이응노가 전통 서화가의 정체성을 생애 전반에 걸쳐 

유지했기에 ‘사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회화를 분석하고 미술사적 의의를 도출하는 

입장에서는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사의’ 개념보다 ‘사의적 

화법’을 구사한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50년경부터 《도불》전을 개최한 1958년

까지의 회화에 대해 ‘반추상의 시대’라는 작가 본인의 정

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추상회화 학습기’로 보고자 한

다. 1958년 12월 출국하기 직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미

술에 있어 용구의 혁명이 근대에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

니다”고 한 그의 말은 지필묵의 전통 매체에서 벗어나 서

구 추상회화를 의식하고 고민한 시기라는 점을 상징한

다.45 이듬해인 1959년 독일에 도착하여 《카셀 도쿠멘타

(Kassel Documenta)》에서 직접 앵포르멜·추상표현주의 

미술을 목격한 뒤에 이응노의 미술은 완전한 앵포르멜 

양식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함께 갔던 이응노의 부인 박

인경이 “1959년 1년간 여행 중에 그의 그림은 변하기 시

작했다. 1960년 파리에서의 발표는 도불전의 작품이 아

니다. 새로운 것을 발표하고 있다”고 한 회고는 이응노의 

앵포르멜 미술이 1960년에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시사한

다.46 1962년 파리 파케티 갤러리에서 열린 그의 《콜라주》

전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필묵의 전통 매체와 회

화 형식에서 벗어나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와 같은 매

체의 혁신을 이룬 첫 번째 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응노의 1950년대 회화는 앵포르멜 미술의 전조를 보이

되, 자연을 중시한 사생론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의 전통 

서화에 입각한 회화론이 지속되던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

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45 박인경, 2014, 「서문」 『서독으로 간 에트랑제, 이응노』(이응노미술관 도록),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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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paintings of  Goam Lee Ungno (1904-1989), his works of  the 1960s in Paris have been evaluated as 

his most avant-garde works of  experimenting with and innovating objects as an artist. At that time, his works, such 

as Papier Colle and Abstract Letter, were influenced by abstract expressionism and Western Art Informel, illustrating 

his transformation from a traditional artist into a contemporary artist. An exhibition, which was held prior to his 

going to Paris in March 1958,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exhibited the painting style of  his early Informel ar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interpreting his work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at 

his works of  1958 were influenced by abstract expressionism and Art Informel, and, second, that he expressed Xieyi (寫

意) as literati painting, focusing on the fact that Lee Ungno first started his career adopting this style.

In this paper, I aimed to confirm Lee Ungno's recognition of  Art Informel and abstract painting, which can be 

called abstract expressionism. To achieve this, it was necessary to study Lee's painting theory at that time, so I first 

considered Hae-gang Kim Gyu-jin whom Lee Ungno began studying painting under, and his paintings during his 

time in Japan.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escape from stereotypical paintings, deep contemplation of  nature 

while painting was his first important principle. This principle, also known as Xieyi (寫意), lasted until the 1950s. In 

addition, it is highly probable that he understood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bstract painting, i.e., the meaning of  

extracting shapes from nature according to the ideas which became important to him after studying in Japan, rather 

than the theory of  abstract painting realized in Western paintings. Lee Ungno himself  also stated that the shape 

of  nature was the basis of  abstract painting. In other words, abstractive painting and abstract painting are different 

concepts and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aintings of  Lee Ungno.

Finally, I questioned the view that Lee Ungno's abstract paintings of  the 1950s were painted as representative of  

the Xieyi (寫意) mind of  literary art painting. Linking traditional literary art painting theory directly to Lee Ungno, 

who had been active in other worlds in space and time , may minimize Lee Ungno's individuality and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traditional paintings and contemporary paintings obscure. Lee Ungno emphasized Xieyi (寫意) 

in his paintings; however, this might have been an emphasis signifying a great proposition. This is actually because 

his works produced in the 1950s, such as Self-Portrait (1956), featured painting styles with boldly distorted forms 

achieved by strong ink brushwork, a style which Lee Ungno defined as 'North Painting.' This is based on the view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Xieyi (寫意) and 'the way of  Xieyi (寫意) painting' as an important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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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terary art painting. Therefore, his paintings need a new interpret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viewpoint that 

he represented abstract paintings according to his own Xieyi (寫意) way, rather than the view that his paintings were 

representations of  Xieyi (寫意), or rather a succession of  traditional paintings in the literary artist’s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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