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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미술사의 서술은 동시기 학문과 사상의 경향뿐만 아니라 전통 해석을 통한 문화 
정체성 확립의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각 미술사 저자들의 시각에 대한 고찰
은 저자들 개인의 인식은 물론 그들 전체를 포괄하는 시대의 관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민국시기(民國時期, 1911-1949) 중국의 자국미술사(自國美術
史) 서술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중국 정신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민국시기의 주요 미술사 저자인 텅구(滕固, 原名은 滕成, 字
는 若渠, 1901-1941)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중국 초기 미술사학의 형성 과정과 
그 시각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민국시기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급변이 초래한 변화와 혼란 가운데 사회의 
개혁이 추진되었던 격동기였다. 즉 민국시기는 중국 사회의 각 방면에서 근대성
이 발아되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이 시기는 근대적 학
문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현대적 의미의 미술사 역시 
이 시기에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20세기 초반의 중국미술사를 살펴보는 
과정은 이 시기에 발아된 근대성이 미술사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성을 글을 통해 구현한 독보적인 학자가 바로 텅구
이다. 
 텅구는 1901년에 상하이(上海) 바오산(寶山)현에서 출생하여 1918년에 타이창성
립제사중학(太倉省立第四中學)을 졸업하였다. 이후 그는 1924년에 일본 토요대학
(東洋大學)의 문화학과를 졸업하고 1932년에는 베를린의 프리드리히빌헬름대학
(Friedrich Wilhelm University)에서 미술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따라서 
텅구의 미술사에 대한 검토는 종(縱)으로는 중국의 전통 화론(畵論)에서 현대적 
미술사로의 전환을, 횡(橫)으로는 근대기 서구와 일본 그리고 중국 미술사학의 성
격과 상호 전파의 상황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다. 
 텅구가 발표한 최초의 미술사 논저는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에 집필한 『중
국미술소사(中國美術小史)』(1926)이다. 텅구가 일본 유학 시기에 철학, 미학, 문학 
등 기초 인문학을 폭넓게 학습하였음은 이 시기에 발표한 다양한 주제의 논고들
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텅구에게 동시기 학문의 경향과 사상에 대
한 통찰력을 가지게 하였으며 『중국미술소사』 서술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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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미술소사』는 동시기 학문의 주류 사조였던 사회진화론, 신사학(新史學), 고
증학 등을 반영하는 한편 외래문화의 수용으로 중국 미술이 발전을 이룰 수 있었
다는 개방적 인식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고유하게 내려오는 전통이 새
로운 자양분과 자극을 받아 스스로의 선택과 단련을 거쳐야만 새로움을 이룬다는 
개방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의 시기 구분은 생장(生長), 혼교(混交), 창
성(昌盛), 침체(沈滯)시대라는 진화론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라는 근대기의 가치관을 반영한 인식이라 하겠다. 
 텅구의 선구적인 시도는 『당송회화사(唐宋繪畵史)』(1933)에서 가장 잘 표출되었
다. 이 책은 중국인 학자가 양식사를 적용하여 해석한 최초의 자국 미술사이다. 
이 책은 텅구가 서구의 연구 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중국 고유의 화
사(畵史)나 화론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동시기 여타 저자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텅구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 책의 초고를 집필하였으며 이는 
『당송회화사』의 양식사(樣式史)적 분석이 초보적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
는 또한 그의 적극적인 외래 학술에 대한 수용 태도와 학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다. 독일 유학에서의 성과는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대한 고찰(關于院體畵和
文人畵之史的考察)」(1931)과 귀국 후 고대 유적을 조사하고 발표한 여러 논고에
서 양식사적 방법론이 보다 정교해졌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텅구가 『당송회화사』를 집필한 이유는 그가 『중국미술소사』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송’을 중국미술사의 정점기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텅구는 이 시기에 ‘불교회
화가 외래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중국의 독자적 양식을 구축하였으며 산수화가 당
대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송대에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각으로 당송정점론
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동시기 사상가들이 송대의 회화를 중국 문명의 표
상으로 삼았던 정치적 관점과 차이를 갖는다. 민국시기의 개혁적 사상가들은 송
대의 회화가 국민국가의 기준인 발달된 문명, 즉 사실주의의 미술이라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텅구의 주장은 미술사학자로서의 객관적인 기준, 즉 자신이 중국 미
술의 정수라고 여긴 산수화의 발달에 기준을 둔 것이었다. 결국 텅구는 ‘자연과 
인생의 최고 이상이 산수화에서 드러난다’는 자신의 미술관에 의하여 당송정점론
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인 「당송시기의 중국 회화 이론(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에서도 그의 개방적이고 실험적
인 인식을 읽을 수 있다. 텅구는 이 글에서 중국의 역대 화론서들을 서구의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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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론과 용어로 해석함으로써 보편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
국 고유의 회화이론서들을 서구에 소개함으로써 중국 문화의 독자성을 부각시키
는 동시에 중국의 역대 회화 이론을 서구의 보편적인 미술사의 범주에 편입시키
려는 시도이다. 즉 텅구는 이 논문을 통하여 전통의 유지와 존숭 그리고 서구화
의 추구라는 근대기 동아시아 지식인의 양가적(兩價的) 가치관을 보여준다.
 텅구는 또한 ‘전통의 해체 및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근대적 관점을 자신의 여러 
논저를 통해 제시한 학자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회화의 남북종론(南北宗
論)에 대한 비판이다. 텅구는 남북종론이 가지는 모순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함
으로써 중국의 역대 화론에 내재된 전근대성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왕유
(王維, 699-759)와 이사훈(李思訓, 651-716)이 각각 남종과 북종의 시조라는 기
존 인식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텅구는 천재적 개인에 의하여 회화가 발전
되어 왔다는 오랜 관념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텅구는 원말사대가(元末四大家)와 
남송의 원체(院體)화가가 각각 남종과 북종의 실질적인 시조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는 그들의 양식에 주목한 관점으로 역시 그의 선구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텅구에게는 문인화와 원체화가 상하 층위로 나뉘어 우열을 가진다는 관념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나아가 그는 원체화가들도 사대부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
면서 문인화와 원체화 대신 ‘고답화(高踏畵)’와 ‘관각화(館閣畵)’라는 용어를 사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텅구는 ‘문인화’라는 용어 자체에 내포된 계층의식을 타파해
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인화를 극단적으로 옹호하거나 배격했
던 동시기 학자들과 달리 문인화와 원체화 모두를 소중한 중국 미술의 전통으로 
포용하였다. 
 한편 텅구의 독일어 논고들과 고대 유적에 관한 논고들은 그의 수평적이고 객관
적인 민족주의를 잘 제시해준다. 독일어로 집필된 텅구의 논고들은 문인화의 철
학과 조형원리를 서구에 소개함으로써 중국 미술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시키려
는 시도이다. 문인화에서 자국 미술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그 우월성을 주장하려
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도는 동시기 일본과 중국의 여타 미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텅구의 논지는 문인화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가 아니라 그 성격
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텅구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고대 유적을 조사하고 
발표한 논고들에서도 그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글들은 한대(漢
代)에 중국 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는 동시기 학계의 시각을 반영한다. 즉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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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글들에서 중국 미술의 성격을 한대를 기준으로 나누고 분석함으로써 한
(漢)나라가 가지는 민족주의적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더욱이 이 논고들은 동시기 
고고학에서 영향을 받은 유형학(類型學)과 서구 미술사의 양식사를 모두 반영한 
실물 중심의 연구 성과이다. 이로 인하여 텅구는 중국 ‘미술고고학(美術考古學)’의 
선구자로도 인정받고 있다. 
 민족주의와 실물 중심의 연구는 근대기에 세계적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던 사상
적 조류와 학술적 방법론이다. 근대기 미술사의 서술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일본의 초기 미술사는 실물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지나치게 국수적인 민족주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동시기 중국의 여타 미술사는 작품의 조사라는 
실물 중심의 인식이 없었으며 민족주의적 성격 역시 국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텅구의 글에서는 여타의 미술사에서와 같이 주변국들에 대한 자국 문화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는 인식과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에게 민족주의란 ‘각 민족은 
모두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수평적인 개념, 즉 시대를 앞선 탈근대성
까지 내포한 것이었다. 더불어 텅구는 작품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미술사를 서술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실물 중심의 연구 방법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텅구는 개방성, 객관성 그리고 전통에 대한 비판 의식 등 근대성
과 더불어 탈근대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진 학자였다. 또한 그는 저술뿐만 아
니라 정부의 문화부처와 교육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중국 최초의 미술
사학회를 설립하는 등 실천적인 업적을 남긴 학자였다. 이에 더하여 텅구는 서구
의 언어로 여러 논저를 발표함으로써 서방의 중국미술사 연구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텅구는 민국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중국에서 가장 선구적인 미
술사학자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제어: 텅구(滕固), 중국미술사, 근대 미술사학, 민국시기(民國時期), 남북종론(南  
       北宗論), 당송정점론(唐宋頂点論), 문화민족주의, 미술고고학, 중국미술소  
       사, 당송회화사 
학번: 2012-30031



일러두기

● 본고의 중국 인명 표기는 20세기 이후에 활동한 인물들의 경우 한어병음(漢語
倂音)으로 읽어 국립국어원이 제정한 중국어 표기법에 따랐다. 20세기 이전의 
중국 인물들은 한국식 한자음(漢字音)을 따라 표기하였다.

● 본고의 일본어 발음 표기는 일본어의 로마자 발음을 따랐다. 
   예) 東京(とうきょう, Tōkyō) → 토쿄, 京都(きょうと, Kyōto) → 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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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연구는 민국시기(民國時期, 1911-1949)에 시작된 중국의 자국미술사 서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1) 미술사의 서술은 한 국가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전
통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의 해석에는 당연히 동시대 사회의 
사상과 학술적 경향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 미술사학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중국의 정신사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다. 더욱이 민국시기는 중국의 학문 분과가 현대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
이므로 이 시기의 미술사 서술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중국 미술사학계를 이해하
는 단서가 된다. 이에 더해 민국시기 중국의 미술사 논저들은 서구에서 출발한 
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이 중국에 이식된 과정과 그 수용 양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중국의 초기 미술사학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작업은 이 시기 중국의 정
치사상과 문화 정책, 학술적 경향뿐 아니라 국경을 넘은 미술사학의 전파 과정을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민국시기 중국의 미술사 저자 가운데 텅구(滕固, 原名은 
滕成, 字는 若渠, 1901-1941)의 연구 업적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텅구는 
일본과 독일 유학으로 습득한 미술사 방법론을 중국미술사 연구에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시각으로 중국미술사를 해석하였다. 텅구는 서방 국가에서 미술
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중국인 학자로 미술사학이라는 신학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민국시기 여타의 중국미술사는 대체로 미술학교의 
교재용으로 집필되었으며 중국 전통의 회화 이론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1) 민국시기(民國時期)는 청(淸) 왕조가 멸망한 1911년부터 신중국(新中國)이 수립된 1949
년 이전까지를 말한다. 그 중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의 발발 전까지를 민국전기(民
國前期)라 하고 중일전쟁 이후부터 1949년까지를 민국후기(民國後期)라고 칭한다. 이 
시기는 여러 군벌과 국민당이 정권을 다투어 장악했던 정치적 혼란기였다. 1980년대 이
후 중국 사회가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민국시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촉발되었다. 많은 문화 비평가들은 1980년대와 민국시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문화적 세
계주의(cosmopoiltanism)로 보고 이에 의한 새로운 계몽에 주목하였다. 민국시기에 대
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저서들이 있다. Shu-mei Shih, The Lure of 
the Modern: Writing Modernism in Semicolonial China, 1917 –1937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Edmund S. K. Fu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ese Modernity: Cultural and Political Thought in the 
Republican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Kate 
Merkel-Hess, The Rural Modern: Reconstructing the Self and State in 
Republican China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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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행 저서를 차용하였다. 그러나 텅구의 논저들은 인문학적인 통찰력과 
시대정신을 내포함으로써 중국미술사가 서구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다. 그는 또한 격동기였던 20세기 초반 중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술사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텅구
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은 중국 자국미술사 서술의 정립 과정뿐 아니라 한 사
회의 사상적 조류와 미술사 연구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자국미술사는 민국전기(民國前期, 1911-1937)에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민국전기는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조가 멸망한 이후부터 중일전쟁(中日戰爭)
의 발발(1937) 이전까지로 중국의 근대기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다. 당시 중
국의 지식인들은 계몽주의적 신념으로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개혁
을 도모하였다. 그 변화의 물결은 정치, 사회, 경제의 각 분야는 물론 학문과 예
술계에서도 크게 일었다. 1910년대 초반에 시작된 신문화운동은 구태의 전통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신도덕과 신문화’ 그리고 ‘민주와 과학’을 기치로 내세워 사
회 각 분야의 개혁을 촉진하였다.2) 신문화운동의 주체 세력은 정치나 경제의 변
화보다는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더욱 근본적이며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의식 개혁의 대표적 일환으로 후스(胡適, 1891-1962)가 주도하였던 ‘백화문
(白話文)운동’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3) 미술계 역시 청대 이래 중국 미술
이 정체되어있다는 공감 하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탐색을 적극적으로 시
도하였다. 더욱이 차이위안페이(蔡元倍, 1868-1940) 등 이 시기 교육계의 핵심 
인사들은 미술을 통한 국민의 의식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

2) 신문화운동은 천두슈(陳獨秀, 1879-1942)가 1914년에 『신청년(新靑年)』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천두슈는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 정부가 몰
고 온 복고사조에 반대하며 봉건적 전통과 미신적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청년들에게 “자주적, 진보적, 진취적, 세계적, 실리적, 과학적인 청년이 되라”고 
하며 잡지 발간과 구어체 문학의 확산에 힘썼다. 이후 신문화운동은 중국 사회 전체의 
사상과 문화의 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신문화운동의 전통 비판에 대해서는 이주노, 
「新文化運動期 中國知識人의 思惟體系 연구-東西文化論戰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
학』 69(2014.6), pp. 119-124; 금장태·이용주, 「중국의 근대와 유교비판 그리고 전통의 
계승-신청년그룹과 梁潄溟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47(2002.8), pp. 127-153 참조. 

3) 백화문운동은 말하기와 쓰기를 일치시키는 언문일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근대적
인 사고로의 전환은 미술에서 보는 것과 그리는 것을 일치시키는 ‘사생’의 개념과 상통
한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백화문운동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보경, 『근대어의 
탄생: 중국의 백화문운동』(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陳平, 「白話文運動: 傳承還是摒
弃」, 『語言戰略研究』(2017.4), pp. 6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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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개혁과 교육이 신문화운동의 지도 세력에게 주목을 받게 되며 사회적 관심
사로 떠올랐다. 차이위안페이와 함께 신문화운동을 이끌었던 천두슈(陳獨秀, 
1879-1942)는 그가 발행하였던 잡지 『신청년(新靑年)』(1919년 5호)에서 “현재 중
국에는 위대하다고 할 만한 미술이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다. 미술이 없고 각종 물건에 미술적 흥취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시들어 있다. 어
떻게 사람들에게 최고의 정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중국이라는 장소에 만일 지
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서방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미술이 결여되
어 있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창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미술의 중요성을 역
설하였다.4) 그리고 이러한 미술 중시 풍조는 미술 교육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미
술 교육은 새로 도입된 서양식 학제(學制)에 따라 기존의 사숙(私塾) 제도에서 벗
어나 신식의 학교 미술 교육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교 중심의 새
로운 교육 과정은 이론 과목을 위한 중국미술사 교재를 필요로 하였다. 이와 같
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각 미술학교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중국미술사 교재를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편찬되기 시작한 미술사 서적들은 당연히 어떤 시각으로 중국미술사를 
관통해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각 저자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쓰였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는 “모든 
역사적 판단의 기초는 실천적 요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모든 역사에는 ‘현대
의 역사’라는 성격이 부여된다. 서술된 사건이 아무리 먼 시대의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가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현재의 요구 및 현재의 상황이며 사건이다”라고 말
하였다.5) 민국시기 중국의 자국미술사 역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는 크로
체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 저자들이 중국미술사를 파악했던 시각
은 동시대의 쟁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미술사의 해석을 통해 시대적 과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시대적 과제란 곧 중국을 ‘국민국가’의 대열에 편입시
키는 일이었다.6) 그리고 그 자격은 ‘보편적인 문명’이라는 원리를 다른 국민국가

4) 鄧牛頓, 양일모·염정삼 역, 『중국현대미학사상사』(일월서각, 1990), p. 64.
5) Benedetto Croce, A Croce Reader : Aesthetics, Philosophy, History, and 

Literary Criticism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 p. 41.

6) ‘국민국가(Nation-State)’란 왕조 체제나 신권 체제가 붕괴되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자치가 구현되는 국가를 말한다. 이 체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였으며 근대기의 세계 각국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Andreas 
Wimmer and Yuval Feinstein, “The Rise of the Nation-State acro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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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었다.7) 따라서 각 저자들은 중국의 전통 미술에서 
보편적인 문명을 찾으려 하였는데 그 방법은 서구 미술과의 비교를 통한 객관화
였다. 즉 이들이 찾아낸 ‘문인화의 주관성’이나 ‘송대(宋代) 회화의 사실주의’ 등
은 서구 미술의 기준으로 자신의 전통 미술을 재평가한 산물이었다. 결국 이 시
기의 미술사 서술은 ‘새로운 미술 교육’ 그리고 ‘전통 문화의 재발견을 통한 근대
국가의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 위에 성립된 중국미술사는 동시기 사상적 특성과 학술의 
경향에 의해 서술의 틀이 규정된다는 역사 서술의 보편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사상적 특성은 세계적인 조류였던 민족주의(Nationalism)였
다. 그리고 학술의 경향은 서구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흐름 즉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실물 중심 연구로의 전환이었다. 
 민족주의의 탄생과 발전은 근대기 사상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민족주의를 18세기 후반 서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근대적 운동이자 이데올로기
라고 정의하였다.8) 초기의 민족주의는 봉건제도와 억압적인 전제 정치에 반발하
여 국민의 자주권을 옹호하는 기제였다. 즉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까지의 민족
주의는 제국주의와 식민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상가들의 이념적 기반이었다. 따라
서 이 시기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유사하게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19
세기 말부터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주의에서 민주주의적 색채를 제거하기 시작하였
다. 결국 그들에 의하여 민족주의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파시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공인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는 제정 러시아, 오스만 제
국, 메이지(明治, 1868-1912) 일본 등에서 왜곡되어 발전하였다.9) 이들 근대화의 
후발국들은 서구 각국의 팽창 정책에 맞서 독립을 지켜내야 했으며 동시에 국민
국가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후발 국가들의 민족주의에는 외

World, 1816 to 200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 (2010.10), p. 765.
7) 20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문명’이란 위기에 처한 사회가 집단적 주체인 ‘국민’을 창출

함으로써 개혁을 통해 국민국가를 세우기 위한 목표이자 방편이었다. 즉 문명은 근대국
가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기준이었다.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
는다』(창작과비평사, 2000), pp. 16-18.

8) Anthony D. Smith,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p. 
1.

9)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New York: Virso, 2006), pp.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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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초적인 민족 감정이 부가되었다. 일본의 초기 자국미술
사가 야마토(大和)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색채를 가졌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 크게 발흥했던 민족주의에는 진화론적 패러다임이 있었
다. 일본 메이지시기의 사상계를 주도하였던 지식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입장과 무관하게 사회진화론에 몰두하였다. 이자와 슈지(伊澤修二, 
1851-1917)가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 1825-1896)의 『종의 기원에 관
한 강의(Lectures on Origin of Species)』(London, 1863)를 『생종기원론(生種
原始論)』(東京, 1879)으로 번역하여 출판한 이래 수많은 관련 번역서들이 간행되
었다. 또한 독일인 프란츠 힐겐도르프(Franz Hilgendorf, 1839-1904)는 토쿄의
과대학에서, 미국인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 1838-1925)는 토쿄제국대
학에서 각각 진화론을 강의하여 사회진화론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토쿄제
국대학의 2대 총장을 지낸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는 제국주의 사상
과 진화론을 결합시켰다. 그는 ‘적자생존, 우승열패’라는 진화론의 법칙으로 일본
의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시켰다. 사회학자 코토쿠 슈스이(辛德秋水, 
1897-1911)는 진화론을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근거로 삼았으며 불교학자 이노우
에 엔료는 쇠락한 일본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진화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일본 
근대 불교를 진흥시켰다.10) 이렇게 일본의 국수적(國粹的)인 민족주의는 사회진화
론과 결합하여 각 분야의 학문에 영향을 주었다. 
 미술사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근대 미술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
니스트 페놀로사(Ernst Fenollosa, 1853-1908) 역시 사회진화론의 신봉자였다. 
그는 토쿄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였는데 사회진화론의 창시자 허버트 스펜서
(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회학 연구(The Study of Sociology)』
(London, 1907)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페놀로사의 『중국과 일본 미술의 제 시대
(諸時代)(Epochs of Chinese and Japanese Art)』(New York, 1921)는 진화론
적인 시각으로 쓰인 미술사 저서이다. 이 책에서 페놀로사는 동아시아 각국의 미

10) 이노우에 엔료는 텅구가 유학을 하였던 토요대학(東洋大學)의 설립자이다. 토요대학은 
엔료 박사의 불교학을 전교생에게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였다. 따라서 엔료의 진화론적 
사상과 텅구의 학문 정립에는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엔료의 불교학에 대해서
는 김제란, 「일본 근대불교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두 시각: 이노우에 엔료와 키오자와 
만시」, 『선학』 25(2010), pp. 273-315; 원영상, 「근대 일본불교의 서양사상의 수용과 
전개-井上圓了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7(2011.8), pp. 341-371; 長谷川琢哉, 
「井上円了の「佛教改良」―その哲學的・思想史的背景の考察」, 『國際井上円了研究』 5(20 
17), pp. 218-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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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전체라고 보았다. 페놀로사의 
제자였던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본명은 岡倉覺三, 1863-1913) 역시 사회진화
론적 인식으로 일본미술사를 집필하였다.11) 텐신은 여러 저서에서 일본 미술이 
단계적으로 정신의 자각(自覺)을 향하여 발전해왔다는 진화론적 관점을 피력하였
다.12) 따라서 텐신의 일본미술사와 동양미술사는 강한 민족주의와 진화론에 입각
하여 집필되었으며 그의 지대한 영향력에 따라 그의 시각은 일본 학계에 널리 확
산되었다.
 이 시기의 많은 중국 학자들은 일본으로부터 민족주의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
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이다. 량치차오가 주창한 
‘신사학(新史學)’은 문명사적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중국사를 단선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한 시각을 담고 있다. 진화론에 기반을 둔 량치차오의 정치민족주
의는 중국 문화의 정통성을 강조한 문화민족주의와 더불어 이 시기 중국의 민족
주의 사조를 크게 진작시켰다.13) 텅구는 일본 유학 시기에 미학과 미술사를 비롯
한 제반 인문학을 학습하였으며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량치차오와 깊
은 친분이 있었다. 그의 초기 미술사 저서인 『중국미술소사』는 일본과 량치차오 
신사학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시각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텅구가 
당시 시대적 사상의 조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근대기 세계적인 학술의 경향이었던 실물 중심의 연구는 자연 과학과 소비
문화의 발달로 싹튼 ‘물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기본(Edward Gibbon, 1757-1794)은 문헌이 아닌 실물 자료를 사용한 연구로 역
사학은 물론 정치학, 경제학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14) 그리고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의 실증주의 철학은 인문학자들로 하여금 과학적 사고방식을 

11) 텐신의 『일본미술사(日本美術史)』는 그가 토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서 1890년부터 
3년간 강의했던 ‘미학 및 미술사(美學及美術史)’의 강의록을 정리한 것으로 그의 사후에 
출판된 『텐신전집(天心全集)』에 수록되었다. 日本美術院 編, 『天心全集』(東京: 日本美
術院, 1922).

12) 神林恒道, 「美學と美術史-ハルトマンとヘ―ゲルから」, 『美術フォ―ラム21』 28(2013), 
p. 38.

13) 문화민족주의는 독일의 ‘민족정신(Volksgeist)’이라는 낭만적 개념에 근거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각 민족이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민족의 문화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조성환, 「진화론과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 『정치사상연구』 16(2010.5), p. 
195.

14) Shana Brown, Pastimes: From Art and Antiquarianism to Modern Chinese 
Historiograph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20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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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하였다. 더욱이 19세기 이후 활발해진 그리스, 로마 유적의 발굴 조사와 
그로 인해 발달한 감식안은 물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싹튼 ‘물질’ 
중심의 연구 풍토는 사학에서는 문헌사학에서 실증사학으로의 변화를, 미술사에
서는 작가 중심에서 작품 중심 연구로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서구의 중국미술사 
연구도 문헌과 사료 위주의 ‘중국학’에서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중국미술사’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시기 크게 발달한 고고학도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였다. 고고
학은 국가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고취를 촉
진하였다. 더욱이 중국에서 19세기 말부터 흥기한 금석학은 세계적인 고고학의 
발달과 더불어 중국의 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텅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저자들은 이러한 학술 풍토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운 미술사를 서술하는데 실패하였다. 
 20세기 전반 대부분의 중국미술사는 여전히 문헌 중심의 서술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었다. ‘화사(畵史)’, ‘화론(畵論)’ 등 중국의 역대 회화 이론은 초기의 
중국미술사 저자들이 매우 중시하는 자료였다. 민국시기의 많은 미술사 저자들은 
이 문헌들을 참고하여 회화를 위주로 한 미술사를 저술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이 
‘서화’를 특히 중시하였음은 1925년 천스쩡(陳師曾, 1876-1923)의 글에서 잘 드
러난다. 그는 자신의 『중국회화사(中國繪畵史)』 서문에서 “우리나라의 미술은 고
래로 서화, 조소, 건축이 모두 발달하여 국민성의 장점을 대표한다. 그러나 조소
와 건축은 그 저록이 단편적이고 계통적이지 않으며 공장(工匠)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어서 후대가 고찰한 만한 것이 없다. 서(書)와 화(畵)만이 고대에서 지금까지 
계통이 분명하며 그 문체는 장관을 이루었다”라고 서술하여 서화를 중심으로 한 
미술사관을 제시하였다.15) 그런데 초기의 회화사는 실제의 작품보다도 작가에 관
한 기록을 중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당시의 저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
다. 텅구는 이러한 학술적 관행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텅구는 스스로가 
‘작가 본위에서 작품 본위로’ 전환된 미술사를 썼다고 평가했듯이 ‘실물’을 중시
하는 관점을 가진 학자였다. 텅구는 양식론과 고고학을 적용한 미술사를 서술함
으로써 실물 중심의 초국가적 학술 경향에 동참한 최초의 중국 학자이다. 그리고 
그의 일부 저서에는 동시기 사상의 주류였던 민족주의적 시각이 담겨있다. 그러
나 텅구는 국수적인 민족주의에 매몰되지도 않았으며 문헌사료를 외면하지도 않

15) 陳師曾, 『中國繪畵史』(北京: 中華書局, 201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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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써 학문의 객관성을 유지했던 학자였다. 

 텅구에 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민국시기 중국의 자국미술사
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민국시기의 미술사학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중국의 근대 미술에 관한 연구 즉 작품이나 작가 등에 대한 탐구
가 활발히 진행된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중국 근대 미술에 관한 연구의 관
점은 초기의 ‘서양 미술의 영향으로 인한 근대화’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점차 
‘내재적 발전을 통한 근대화’로 전환되었다.16) 이 ‘내재적 근대화’라는 시각에 의
한 연구는 일본 및 인접 국가들과의 교류와 상호 영향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
다.17) 그러나 일본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들도 여전히 중국의 수동적 근대라는 인
식을 수용하고 있다. 즉 중국의 근대를 이끌어낸 ‘타자(他者)’가 서구에서 일본으
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완칭리(萬靑力, 1945-2017)는 중국 미술의 ‘주

16) ‘타자에 의한 근대’라는 이론은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 1907-1991)와 덩쓰위
(Deng Siyu, 1906-1988)에 의해 제기된 이후 구미의 사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근대
에 관한 매우 지배적인 이론으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중국의 근대 미술 연구
에도 원용되었다. John K. Fairbank and Siyu Deng, China’s Response to the 
West-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마이클 설리반(Michael Sullivan, 1916-2013)과 카오 메이칭(Kao 
Mayching, 1942-)은 이 이론에 기반을 두어 ‘서양 미술의 영향에 의한 중국 미술의 
근대화’라는 논점의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중국의 주체성을 배제한 오
리엔탈리즘적 인식을 내포한 것으로 198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설리반과 카오의 대표적 연구서들은 다음과 같다. Michael Sullivan, Chines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Michael 
Sullivan, The Meeting of Eastern and Western Art: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London: Thames & Hudson, 1973); Mayching 
Kao, “China’s Responses to the West in 1898-1937”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72).  

17)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서들이 있다. Ralph Croizier, Art and Revolution in 
Modern China: The Lingnan School of Painting, 1906-195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Yoshida Chizuko, 「Ōmura Seigai and 
China」, 『Bulletin of the Faculty of Fine Arts』 29(1994), pp. 1-35; Aida Yuen 
Wong, “Inventing Eastern Art in Japan and China: ca. 1890s to ca.1930s”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9); 陳振濂, 『近代中日繪畫交流史比
較硏究』(合肥: 安徽美術出版社, 2000); Aida Yuen Wong, Parting the Mists: 
Discovering Japan and the Rise of National-Style Painting in Modern China 
(Honolulu: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06); Anita Chung, Chinese Art in 
an Age of Revolution: Fu Baoshi 1904-196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Joshua A. Fogel ed., The Role of Japan in Modern Chinese 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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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발전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19세기 이래의 중국 미술이 외래
의 영향과 무관하게 내재적 발전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논지의 글을 발표하였
다.18)

 한편 민국시기 중국의 미술사학사에 관한 분석은 중국 근대 미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 성과와는 달리 그다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줄리아 엔드루스(Julia F. 
Andrews, 1951-현재)와 션퀘이이(Kuiyi Shen, 1954-현재)의 공저는 20세기 초
반 중국의 미술 교육과 미술사 서술에서의 일본 영향을 고찰한 글이다.19) 두 저
자는 중국이 조급하게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도입하였던 일본의 중국미술사가 당
시는 물론 현재의 중국 학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1990년대 이후의 중국 근대에 관한 연구가 ‘일본과의 
교류’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반면에 궈훼이(Guo Hui)는 20세기 초반
의 중국미술사를 ‘중국의 내재적 근대’라는 관점에서 살피고자 시도한 연구자이
다.20) 궈훼이는 이 시기의 중국미술사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전통을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궈훼이는 중국의 미술
계가 고대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의도된 시각을 투영하는 전시 등을 통
해 전통을 재해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내부에서도 2000년 전후부터 근대기 자국미술사 서술의 전개와 성과에 대
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쉐융녠(薛永年, 1941-현재)은 중국에서 미술사가 처
음으로 서술되기 시작한 이래의 발전 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21) 이 글에

18) 완칭리는 중국미술사에서 쇠퇴기로 인식되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던 19세기의 미술
을 새로이 조명하였다. 그는 이 시기의 미술이 근대화를 향한 내재적 발전을 하고 있었
다고 주장하였다. 萬靑力, 『並非衰落的百年: 十九世紀中國繪畵史』(臺北: 雄獅美術, 
2005).

19) 두 저자는 천스쩡, 판톈서우(潘天壽, 1897-1971), 텅구, 정우창(鄭午昌, 1894-1952) 
등의 중국미술사 저서들과 그 모델이었던 일본의 중국미술사 저서들을 비교하여 이 시
기 중국 미술사 학계에 끼친 일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Julia Andrews and Kuiyi 
Shen, “The Japanese Impact on the Republican Art World: The Construction 
of Chinese Art History as a Modern Field,” Twentieth Century China 32 
(2006), pp. 4-35; 션퀘이이는 이 글의 논지를 텅구와 푸바오스(傅抱石, 1904-1965)의 
경우에 적용한 사례의 연구를 하였다. Kuiyi Shen, “The Japanese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Chinese Art History as a Modern Field-A Case Study of Teng 
Gu and Fu Baoshi,” ed. Joshua A. Fogel, 앞의 책, pp. 228-241.

20) 궈훼이는 박사학위논문에서 텅구의 미술사에도 주목하여 많은 분량을 그에 대한 서술
에 할애하였다. 그러나 텅구에 대한 궈훼이의 관점은 서구 방법론의 도입이라는 일면에
만 치우쳐있다. Guo Hui, “Writing Chinese Art History in Early Twentieth 
Century China” (Ph.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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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쉐융녠은 민국시기의 미술사는 중국의 전통 이론서들과 서방 미술사학의 전파
에 의한 새로운 방법의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고 서술하였다. 돤한우(段漢武)와 차
오궤이(曹貴)는 20세기 전반의 중국회화사 연구 방법론을 분석하였다.22) 돤한우는 
이 시기의 여러 회화사 저서들을 두 종류 즉 작품 분석을 시도한 연구 그리고 작
가론과 화론을 집약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돤한우는 텅구를 전자의 대표 저자로, 
천스쩡, 판톈서우(潘天壽, 1897-1971), 위졘화(兪劍華, 1895-1979), 정우창(鄭午
昌, 1894-1952) 등을 모두 후자의 저자로 구분하였다. 차오궤이는 민국시기 회화
사 연구서들을 그 사상과 체계의 모델이 된 네 국가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하
였다. 즉 차오궤이는 당시의 회화사 저서들을 일본, 독일, 소련의 방법론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 방법론에 의거한 연구서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민국시기 중국미술사를 서술 체계별로 분류하거나 그 체제
의 외국 모델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이 두 사람의 연구는 각 미
술사 저서들이 중국 사회의 근대화에서 가지는 의미나 그 저서들이 표상하는 시
대의 사상 등을 충분히 논구하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민국시기 미술사 저자들 개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천스
쩡, 텅구, 정우창, 위졘화, 푸바오스(傅抱石, 1904-1965) 등의 인물과 그들의 학
문적 성취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23)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대체로 각 저자
의 사상이나 업적, 저서의 특징 등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텅구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주로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는 중국의 학자들이 자국미술사의 서술 및 출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하면서 텅구에 주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중국의 학계가 서구의 미술사 
연구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면서 텅구에 대한 연구 역시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
다. 션닝(沈寧)은 텅구에 관한 기초 자료 즉 연대별 활동 상황과 저서 목록 등을 

21) 薛永年, 「20世紀中國美術史硏究的回顧和展望」, 『文藝硏究』(2001.2), pp. 112-127.
22) 段漢武, 「民國時期中國繪畫史敍述模式硏究」(浙江大學 中國古典文獻學科 博士學位論

文, 2006); 曹貴, 「20世紀上半葉中國美術史學理論與方法硏究」(清華大學 藝術學院 博士
學位論文, 2013).

23) 龍朝暘, 「陳師曾與中國畵的現代轉型」(中央美術學院 美術史系 碩士學位論文, 2005); 
賈麗敏, 「傅抱石美術史及理論研究」(清華大學 藝術與設計學系 碩士學位論文, 2007); 呂
潁梅, 「陳師曾繪畫理論研究」(江西科技師範學院 美術學系 碩士學位論文, 2011); 楊紅
紅, 「俞劍華美術理論研究及其它」(雲南師範大學 美術學系 碩士學位論文, 2011); 褚慶
立, 「轉型與守護-鄭午昌《中國畵學全史》硏究」(南京藝術學院 美術學系 博士學位論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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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발표한 최초의 학자이다. 션닝은 중국 학계에서 텅구에 대한 관심이 거
의 없었던 2001년에 텅구의 활동 연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3년에 텅구의 미술사 논저 가운데 15편을 묶어 출판함으로써 이후의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24) 또한 베이징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의 미술사학
과는 2001년 11월 30일에 텅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滕固 선생 탄신 100주
년 기념 및 현대미술사학 보고회(紀念滕固先生誕辰100周年暨現代美術史學報告
會)〉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회에서 쉐융녠과 천츠위(陳池瑜, 1956-현재)가 텅구의 
서구 미술사 방법론 수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25) 션위(沈玉) 역시 서구적 
방법론의 도입에 주목하여 텅구의 미술사에서 보이는 독일 학술의 영향을 조명하
였다.26) 이 밖에 션닝을 비롯하여 쟝졔(姜捷), 펑린샹(彭林祥), 웨이하오위(韋昊昱) 
등은 텅구의 생애를 다룬 글을 발표하였다.27) 이와 같이 텅구에 관한 초기의 연
구는 학자로서 텅구의 경력과 서구 학술을 도입한 그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소개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텅구의 미술사에서 드러나는 서구의 영
향이라는 일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는 민국시기 텅구 이외의 미술사 저자
들은 서구의 방법론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2010년 전후부터는 텅구에 대한 새로운 자료 소개, 인적 교류 및 상호 영향, 대
표 저서와 여러 논고의 특징 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물론 이 연구들
은 미술사뿐만 아니라 고고학, 미학, 문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있는 텅구의 업적
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텅구의 미술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눈에 띈다. 왕홍웨이(王洪偉, 1973-현재)는 텅구의 진화론
적 시대 구분 그리고 텅구와 량치차오의 교류 관계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여 소개
하였다.28) 천스챵(陳世强, 1950-현재)은 텅구의 대표작인 『당송회화사』의 초고를 

24) 沈寧, 「滕固藝術活動年表」, 『美術硏究』 103(2001), pp. 37-43; 同著, 『滕固藝術文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25) 薛永年, 「滕固與近代美術史學」, 『美術硏究』 105(2002.1), pp. 4-8; 陳池瑜, 「滕固美
術史硏究方法論之意義」, 『美術』(2002.3), pp. 102-105.

26) 沈玉, 「1912-1949年民國繪畫史學史視野下的滕固史學」(浙江大學 中國古典文獻學科 
博士學位論文, 2005); 同著, 「滕固史學對當代中國繪畵史學的啓示」, 『美術硏究』
(2009.1), pp. 17-25.

27) 姜捷, 「滕固其人的發現及意義」, 『考古與文物』(2003.6), pp. 75-79; 沈寧, 「滕固的家
世及其他」, 『上海滩』(2007.9), pp. 42-44; 彭林祥, 「滕固婚戀事迹考-兼與沈家騏先生商
榷」, 『博覽群書』(2009.2), pp. 104-107; 韋昊昱, 「滕固改名考」, 『美術研究』(2014.4), 
pp. 46-55.

28) 王洪偉, 「滕固繪畵史分期思想分析」, 『美苑』(2009.4), pp. 46-48; 同著, 「民國美術史
家滕固與梁啓超會面時間考及所涉問題討論」, 『解放軍藝術學院學報』(2013.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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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여 소개하고 기타 논고에서 드러나는 양식 분석적 관점을 설명하였다.29) 
탕산린(唐善林) 역시 텅구의 여러 논고에서 시도된 양식론적 해석에 관하여 분석
하였다.30) 이 밖에 치뤠이(戚蕊)는 당대(唐代) 예술의 양식에 관한 텅구의 인식, 
펑펑(彭鎽)은 ‘기운생동(氣韻生動)’에 대한 텅구의 시각, 탕웨이핑(唐衛萍)은 텅구
가 심취했던 유미주의에 대하여 각각 논고를 발표하였다.31) 그리고 리쉐타오(李
雪濤)는 텅구의 박사 논문에 관하여 훔볼트대학의 관련 서류 등 일차 자료를 모
아 소개하였다.32) 즉 이들 연구자 대부분은 텅구가 섭렵한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만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텅구가 중국의 
미술사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심층적인 의미까지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결
과적으로 이 연구자들은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미술사 서술
이 가지는 시대적 역할’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텅구의 고고학 관련 연구 성과를 분석한 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33) 장리원(姜
麗雯)은 육조 능묘(六朝陵墓)의 석조물에 관한 텅구의 논고를 분석하여 텅구가 고
고학자 오스카 몬텔리우스(Oscar Montelius, 1843-1921)의 유형학을 연구에 적
용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양샤오홍(楊孝鴻)은 한대(漢代) 화상석에 관한 텅구의 글
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날개 달린 신비로운 동물(有翼神獸)’ 도상의 유래
에 대한 고고학계의 두 가지 학설 즉 외래전파설과 중국본토설을 소개하면서 텅
구를 외래전파설의 대표 학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텅구에 대한 분석 역시 
미술사 분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서구 방법론’의 수용이라는 현상에 초점
을 두었다. 즉 이들의 연구는 서구의 방법론을 적용한 텅구의 연구 성과가 중국
의 고고학계에 어떤 공헌을 하였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
다. 더욱이 이들의 연구는 20세기 초반 중국의 고고학과 미술사학이 어떠한 상호 

19-23.
29) 陳世强, 「滕固著述中‘風格分析’的出現及其他-讀《唐宋繪畵史》作者自校本而述及」, 『美

術硏究』(2014.4), pp. 29-45.
30) 唐善林, 「‘風格進化’論-滕固美術史觀及其文化探源」, 『藝術論評』(2012.8), pp. 55-59.
31) 戚蕊, 「滕固對唐代藝術風格的考察」, 『美術大觀』(2016.7), p. 63; 彭鎽, 「滕固論氣韻生

動」, 『藝術設計硏究』(2017.3), pp. 101-104; 唐衛萍, 「文化科學與唯美主義: 滕固留日
時期的藝術觀念」, 『美術學報』(2017.5), pp. 82-88.

32) 李雪濤，「有關滕固博士論文的幾份原始文献(上)」, 『美術研究』(2017.3), pp. 78-82; 同
著, 「有關滕固博士論文的幾份原始文献(中)」, 『美術研究』(2017.4), pp. 47-52; 同著, 
「有關滕固博士論文的幾份原始文献(下)」, 『美術研究』(2017.5), pp. 76-81.

33) 姜麗雯, 「小議滕固現代美術考古學寫作的思維方式-以《六朝陵墓石迹述略》爲例」, 『文化
月刊』(2010.1), pp. 66-67; 楊孝鴻, 「滕固與漢代藝術研究-兼論漢石雕與畵像石的文化成
因」, 『藝術探索』 25(2011.2), p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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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면서 발전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텅구의 미학 이론과 문학 작품을 분석한 연구들도 눈에 띈다. 장쩌홍(張澤
鴻)은 텅구와 동시기 미학자 쭝바이화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였다.34) 이 글에서 
그는 텅구는 ‘과학적’, 쭝바이화는 ‘현학적’인 예술사관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왕졘잉(王建英)은 텅구와 미학자 덩이즈(鄧以蛰, 1892-1973)의 글에서 드러
나는 특징을 언급하고 두 인물이 중국의 미술사학과 예술 이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을 밝혔다.35) 그러나 이 연구자들은 비교 대상인 두 인물이 동시기에 신학
문을 구축하였음에도 그 시대성에 관해서는 깊이 고찰하지 않았다. 더욱이 두 저
자는 미학과 미술사학의 정의와 연계에 대한 고찰 없이 미학자와 미술사학자를 
비교함으로써 글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가 모호하다. 이밖에 텅구의 문학 
작품에 관한 연구는 중문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36) 이 
연구들은 텅구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유미주의에 주목한 논고가 대다수이다. 
 텅구에 관한 이 밖의 연구로는 그의 인적 교류나 교육 사상 등에 관한 글들이 
있다. 자오밍난(趙明楠)은 텅구의 중국내 인적 교류에 관심을 두고 텅구와 사학, 
문학, 예술계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췌이카이(崔凱)는 텅구
의 교육 사상에 주목하여 그의 교육 철학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37) 
 이와 같이 텅구에 관한 연구는 미술사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
었다. 그러나 각 논고들은 여전히 자료 소개의 성격이 강하며 각 연구자들은 텅
구의 연구 성과 가운데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관된 특정 부분만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텅구에 관한 연구가 그의 학문적 성취를 종합적, 다층적으로 

34) 張澤鴻, 「滕固與宗白華的藝術學思想比較」, 『貴州大學學報』(2013.2), pp. 49-54.
35) 王建英, 「滕固與鄧以蛰藝術學思想比較研究」, 『民族藝術研究』(2014.4), pp. 136-140.
36) 陳樹萍, 「滕固小說論」, 『淮陰師範學院學報』(2000.6), pp. 91-94; 蕭楓 編, 『中國現代

文學名著作品: 滕固作品集』(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 瑞峰 編, 『現代名家名作: 滕
固作品選』(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5); 夏麗華, 「唯美-頹廢潮流中的另類-淺論滕
固小說的創作特色」(河南大學 碩士學位論文, 2007); 柔石 編, 『中國現代小說經典文庫: 
滕固(上, 下)』(北京: 大衆文藝出版社, 2007); 蕭楓 编, 『迷宫: 滕固作品精選』(沈陽: 遼
海出版社, 2009); 王菲，「美術背景中的唯美主義文學觀照-以滕固, 倪貽德, 曄靈鳳三人
爲中心」(复旦大學 中國現當代文學系 碩士學位論文, 2013); 王嘉慧, 「金東仁和滕固的唯
美主義傾向作品比較」(山東大學 亞非語言文學系 碩士學位論文, 2013); 黄勇 編, 『中國
現代小說經典文庫: 滕固』(汕頭: 汕頭大學出版社, 2014); 房睿, 「金東仁的〈狂畵師〉和滕
固的〈壁畵〉比較研究」(吉林大學 亞非語言文學系 碩士學位論文, 2015).

37) 趙明楠, 「从滕固的交遊看其美術史學思想的淵源及形成」(廣西藝術學院 美術學院 碩士
學位論文, 2009); 崔凱, 「滕固藝術敎育思想硏究」(河北大學 藝術學院 碩士學位論文,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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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텅구에 관한 연구로는 토쿄대학의 츠카모토 마로미
츠(塚本磨充)의 논저를 유일하게 찾을 수 있다. 츠카모토는 텅구와 동시기 일본의 
미술사학자 야시로 유키오(矢代幸雄, 1890-1975)를 비교하였다.38) 야시로 유키오
는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며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귀국 후 동양미술을 세계적인 시각으로 재평
가한 학자이다. 츠카모토는 텅구와 야시로 유키오의 유사한 행적을 비교함으로써 
텅구가 근대 중국 미술계에서 가지는 독보적 위상을 부각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텅구에 관한 연구는 문학, 미학, 미술사, 
고고학 등 각 분야의 전공 학자들에 의한 단편적인 고찰이 대부분이다. 즉 대부
분의 연구자들이 텅구의 폭넓은 연구 성과를 개별적인 분야에 한정해서 바라봄으
로써 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텅구 
업적의 결과만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저변을 이루는 정신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텅구의 연구 성과는 민국시기 중국은 물
론 일본과 서구의 지적(知的) 동향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업적
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서구 학자들
의 연구 경향과 중국 미술에 대한 인식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더욱이 민국시기 
중국의 미술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20세기 초의 
시대적 과제와 그에 의해 촉진된 학문의 경향을 파악해야 한다. 즉 동시기 지성
사의 큰 틀에서 미술사 정립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술사의 서술과 동시기 사상과 학술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텅구를 재조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고찰 대상은 텅구 미술사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정립 과정과 서술 의도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텅구가 얼마나 시대를 선도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미술사를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중국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자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텅구 학술의 정립 과정에 맞추어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민국시기 미술
사 교재 편찬의 사회적 배경과 초기 중국미술사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것
이다. 그리고 텅구의 일본 유학 시기, 독일 유학 시기 그리고 귀국 후라는 시기별

38) 塚本磨充, 「滕固と矢代幸雄」, 『LOTUS』 27(2007), p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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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차적인 분석이 이어질 것이다.

 Ⅱ장 ‘프롤로그: 텅구의 생애와 교유 관계’는 텅구의 생애에 대한 개괄과 미술계
와 문학계에서의 그의 교유 관계에 관한 간략한 소개이다. 특히 텅구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이전에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관심 분야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추적은 이후 그의 학문적 토대가 형성된 과정을 파악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텅
구의 조기 생애를 통하여 텅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 중국 지식인의 교육 상황
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장 ‘민국시기의 중국미술사 - 畵史에서 美術史로’는 민국시기에 시작된 중국
미술사 출간의 사회적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한 개관이다. 이를 통한 초기 중국미
술사 서술의 전반적인 양상 파악은 이 시기 중국 사회의 사상과 학술적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동시기 텅구의 연구 성과가 가지
는 차별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1절 ‘미술학교의 설립과 미술사 교재의 수요’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민
국 초기 미술 전문학교 설립의 요인과 교육 상황이다. 신문화운동으로 촉발된 미
술 교육 중시 사조는 교육부의 주도 하에 미술 전문학교의 설립을 촉진하였을 뿐
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교과 과정까지 미술 교육을 확대하였다. 이에 각 학교의 
미술사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시급하게 요구됨에 따라 미술사의 편찬이 시작되었
다. 그러므로 이 시기 중국 지도층의 교육관(敎育觀)과 미술사 교육에 대한 검토
는 당시 미술사 저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2절 ‘민국시기 중국미술사 연구와 일본’에서 다룰 논지는 초기 중국미술사의 서
술에 끼친 일본의 영향이다. 이 시기 중국은 일본을 국가 근대화의 모델로 삼아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도입하고 있었다. 더욱이 급격한 교육 체계의 변화
와 그에 따른 교재의 시급한 수요는 이미 일본에서 출간된 중국미술사를 번역, 
차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미술사는 물론 동양 및 중국미술
사를 어떤 시각으로 편찬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중국의 초기 자국미
술사를 파악할 수 있다. 천스쩡과 판톈서우가 각각 집필한 『중국미술사(中國繪畵
史)』(濟南, 1925; 上海, 1926)는 일본의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
다. 이 두 권의 저서는 나카무라 후세츠(中村不折, 1866-1943)와 코지카 세이운
(小鹿靑雲, 생몰년 미상)의 『지나회화사(支那繪畵史)』(東京, 1913)를 모본으로 하



- 16 -

여 편집된 미술사 교재이다. 이 세 저서의 비교와 분석은 중국의 대표적 초기 미
술사 저자인 천스쩡와 판톈서우가 미술사라는 학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를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3절 ‘민국시기 중국미술사의 전통 계승’에서 고찰할 내용은 중국의 역대 회화 이
론서들이 새로운 미술사의 서술에 준 영향이다. 중국은 화사(畵史), 화론(畵論), 
화품(畵品) 등의 풍부한 전통 회화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론서들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천스쩡과 판톈서우의 뒤를 이은 
새로운 미술사의 저자들인 황빈훙(黃賓虹, 1865-1955), 정우창, 푸바오스의 저서
에서는 일본의 영향과 더불어 전통 회화 이론서의 영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시기 미술사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대 회화 이론서들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것이 새로운 미술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다. 이와 더불어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기존 학문 체계에서 
이들 회화 이론을 어떤 분야로 분류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류는 
그 자체가 분류의 대상을 보는 인식을 포함하므로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회화 이
론을 이해했던 개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토는 중국인들이 회화사를 바라보았
던 전통적 시각과 20세기 초기 미술사와의 연계성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Ⅳ장 ‘『中國美術小史』: 進化史觀의 미술사’는 텅구가 집필한 최초의 미술사인 
『중국미술소사』(1926)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고찰이다. 이 책은 텅구가 일본에
서 집필 준비를 하여 귀국 후 출판한 저서이다. 『중국미술소사』는 당시 초국가적 
사상이었던 민족주의, 사회진화론, 실물 중시의 인식을 토대로 집필되었다. 즉 텅
구가 동시기의 다양한 학술적 경향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미술사를 집필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Ⅲ장에서 살펴볼 사항은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텅구의 
학습 과정과 직접적인 집필 배경, 이 저서의 성격과 그에 내포된 당시 학술과 사
상의 특성 등이다. 이를 위해 이 시기 일본과 중국 사학계의 경향과 일본의 미술
사 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일(在日)시기 텅구의 단편 논고들에 
대한 분석은 일본과 그 근대화의 모델이었던 독일의 학술적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1절 ‘일본을 통한 서구 철학의 수용’에서 다룰 논지는 텅구가 일본에서 학습한 
구체적인 학문의 분야와 이 시기 그의 논고에 나타난 그 영향이다. 텅구는 토쿄
의 토요대학 문화학과(文化學科)를 졸업하였다. 이 학과는 토요대학이 상당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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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기울여 1921년에 설립한 신생학과였다. 이 학과는 철학, 문학, 외국어를 중
시한 교육을 하였으며 이곳에서의 교육은 이후 텅구 학문 정립의 기반이 되었다. 
즉 이 학교의 교육 체계는 텅구가 동시기 중국의 여타 미술사 저자들과 달리 폭
넓은 인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이 학교의 교육 과
정에 대한 검토는 텅구의 학문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더욱이 텅구가 
『중국미술소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집필 준비를 일본에서 했던 만큼 이 시기 일
본의 미술사 연구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텅구가 일본에서 발표한 십
여 편의 논고들은 그가 학습했던 내용의 구체화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들은 거의가 서구의 미술, 문화, 미학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텅
구가 일본의 학문이나 학자들보다는 일본을 통한 서구의 학문 수용에 더욱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고들에 대한 분석은 텅구의 학문 
정립 과정과 더불어 중국이 서구화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삼았던 일본의 역할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일본과 중국의 근대 사학’에서 살펴볼 대상은 『중국미술소사』의 집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량치차오의 사상과 그가 주창했던 신사학이다. 아울러 량
치차오의 학문에 영향을 주었던 이 시기 일본 근대 사학의 성격 또한 검토의 대
상이다. 량치차오의 신사학은 일본의 근대 사학과 사회진화론 그리고 실증을 중
시하는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신사학은 텅구의 초기 미술사학에 내
재된 진화론적 성격과 실물 중시 태도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일본
과 중국의 사학에 관한 고찰은 텅구의 초기 미술사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3절 ‘『中國美術小史』의 통합적 성격’은 이 저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이다. 텅구는 이 저서에서 중국미술사를 단선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여 
생장(生長)시대, 혼교(混交)시대, 창성(昌盛)시대, 침체(沈滯)시대로 나누었다. 이러
한 시기 구분은 그의 미술사가 기존의 왕조별 분기와 차별화된 새로운 방법론으
로 서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방법론은 일본의 근대 사학과 량치차오의 
신사학의 기반을 이룬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텅구가 이 저서
에서 보여준 관점은 신문화운동 등 당시 사조의 근저를 이룬 ‘과학’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중국미술소사』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이 저서가 가지는 학문적 통합성과 학술적 동시
대성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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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장 ‘『唐宋繪畵史』: 樣式史的 미술사’에서 다룰 내용은 텅구의 미술사가 사학의 
개념과 방법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인문학으로서의 미술사로 정립된 과정과 그 
의미이다. 『당송회화사』(1933)는 중국 최초의 양식사적 미술사라는 의미를 가지는 
저서이다. 그런데 이 책의 초고는 텅구가 독일로 가기 이전인 1929년에 이미 집
필되었다고 한다.39) 따라서 그가 독일에서 미술사를 학습하기 전부터 이미 양식
사를 습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유학 중에 발표된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1931)은 『당송회화
사』에 비하여 논리가 더욱 치밀하며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독일에서의 학습 성과가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텅구의 박사 학위 논문인 
「당송시기의 중국 회화 이론(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은 중국인이 집필한 최초의 중국회화이론사이다.40) 따라서 텅구의 미
술사 정립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에서 이 세 논저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
하다. 아울러 이 논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텅구가 유학했던 시기의 독일과 서구 
미술사 학계의 연구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절 ‘20세기 초 서구의 중국미술사 연구’에서 살펴볼 대상은 서구 학자들에 의
한 중국미술사 연구의 전개 상황과 그들의 인식이다. 서구 최초의 중국미술사 연
구는 문헌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 중국학 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이후 
미술관 종사자들과 미술사학과 교수 등에 의해 미술사적 인식이 도입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텅구가 유학 중이던 1930년대 초반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방법론의 저서들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1903년에 영국박물관
(The British Museum)에서 구입한 〈여사잠도권(女史箴圖卷)〉에 관한 분석은 이 
시기 서구의 중국미술사 학자들이 각자의 저서에서 빠짐없이 시도한 연구 사례이
다. 따라서 이 작품에 관한 여러 저서의 서술 비교는 초기의 중국학 연구자들과 
전문적 미술사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이 차이는 곧 미술사가 문헌 

39) 텅구는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초고를 약간 수정하여 이를 1933년에 간행하였다고 그 
서론에서 밝혔다. 滕固, 「唐宋繪畵史」, 沈寧 編, 『滕固美術史論著三種』(北京: 商務印書
館, 2011), p. 39.

40) 텅구보다 앞선 시기에 독일의 프리드리히 히르트(Friedrich Hirth, 1845-1927), 오토 
피셔(Otto Fischer, 생몰년 미상), 일본의 킨바라 세이고(金原省吾, 1888-1958) 등이 
중국의 회화이론사를 집필한 예가 있다. Otto Fischer, “Die Chinesische 
Kunsttheorie,” Sonderdruck aus dem Repertorium für Kunstwissenschaft 
(1905); Friedrich Hirth, Native Sources for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 (New York: Book on Demand, 1917); 金原省吾, 『支那上代畵論硏究』(東京: 岩
波書店,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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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연구에서 실물 중심의 연구로 전환된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텅구가 유학했던 훔볼트대학의 미술사학과 교수들과 그들의 연구 방법론 역
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다. 당시 이 대학의 미술사학과에는 알버트 브링크만
(Albert Brinckmann, 1881–1958)이 학과장으로 있었으며 베를린박물관에 재직
하고 있던 오토 큄멜(Otto Kümmel, 1874–1952)이 명예교수로 있었다. 따라서 
텅구는 뵐플린에서부터 브링크만으로 이어진 연구 방법론과 큄멜이 중국 회화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며 구축했던 실증적 방법론을 모두 익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 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들의 연구 업적에 대한 검토는 텅구의 미술사 
정립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절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과 在獨시기의 논고들: 민족주의의 발로’에서 분석할 
자료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당송 시기의 중국 회화 이론(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과 그가 독일의 미술사 학술지 
『동아시아 잡지(Ostasiatische Zeitschrift)』에 발표하였던 세 편의 논문이다. 우
선 학위 논문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의 회화이론사를 통해 그가 말하고
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텅구가 이 학술지에 발표했던 세 편의 
논문은 각각 소동파(蘇東坡, 1037-1101)와 그의 회화 이론, 묵희(墨戱), 산수화에
서 남종화의 의미에 관한 글이다. 즉 세 글 모두 문인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런데 중국의 학계에서 텅구는 혁신적인 성향으로 남북종론을 강하게 비판
하며 원체화를 옹호했던 인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그가 독일에서 유독 문인
화에 관한 글들을 발표했던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 의문은 위의 세 글에 대한 
분석과 이 시기 중국, 일본 학자들의 미술사 서술 의도 파악을 통해 해소될 것으
로 기대된다.
 3절 ‘『唐宋繪畵史』 및 중국회화사 관련 논고: 새로운 시도’는 텅구의 대표 저서
로 손꼽히는 『당송회화사』와 더불어 양식사적 방법론으로 중국회화사를 서술한 
세 편의 논고에 대한 분석이다. 『당송회화사』는 텅구가 중국회화사의 최고 전성
기로 규정한 당대(唐代)와 송대(宋代)의 회화사를 양식사를 적용해 서술한 저서이
다. 또한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은 청대(淸代)까지의 중국 회화 
발전사를 원체화와 문인화라는 두 갈래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한 논고이다. 이 두 
글은 텅구가 양식사를 수용하고 자신의 방법론을 정립하여 서술한 최초의 저서들
이다. 이 두 글이 독일 유학 시기에 발표된 논고임에 비하여 「당대 예술의 특징
(唐代藝術的特征)」(1935)과 「중국회화사개론(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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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rei Chinas)」(1935)은 귀국 후에 중국에서 집필된 논고들이다. 따라서 재독
시기와 귀국 후의 논고들에 관한 비교 분석은 귀국 후 그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텅구가 중국미술사를 어떤 방향으
로 구축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그 발전 과정은 어떠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Ⅵ장 ‘중국미술사의 새로운 해석과 미술계에의 공헌’에서 다룰 논지의 핵심은 텅
구의 미술사 연구 성과가 가지는 독자성과 그가 근대기 중국의 미술계에서 이룬 
실천적 학자로서의 공헌이다. 텅구는 일본에서의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 습득과 
독일에서의 전문적 미술사 학습으로 중국미술사를 새로이 해석하는 시각을 갖추
었다. 그의 인식은 당시 중국의 미술사 학계에서는 매우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것
이었다. 또한 텅구는 학계와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 성과를 이루며 중국 미술계의 
근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적을 남겼다. 따라서 이론의 독자성과 실천적 행적에 
관한 통합적 검토는 텅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1절 ‘1930년대 후반의 미술사 논고들: 실물 중심의 연구’에서 고찰할 자료는 텅
구가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 발표한 중국 고대 미술에 관련된 논고들과 세 편의 
번역서이다. 텅구는 정부의 문화부처에 소속되어 곽거병묘(霍去病墓), 연하도(燕下
都) 등 여러 유적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신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서술하
였다. 이 글들은 앞선 시기의 여러 논고들에 비하여 보다 정교한 어휘로 양식사
를 적용함으로써 진일보한 실물 중심의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아울러 텅구는 도
상학과 고고학의 지식을 이 시기의 논저에 응용하여 중국 학계에서 ‘미술고고학
(美術考古學)’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텅구의 논저들에 대한 고
찰은 중국 미술사 학계에서의 그의 영향과 업적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이 시기 텅구는 졸탄 타칵스(Zoltan de Takacs, 생몰년 미상)의 「북부 중국에서 
다뉴브까지(From Northern China to Danube)」(1935), 오스카 몬텔리우스의 
『동방과 유럽의 고대 문화 시기(Die älteren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Stockholm, 1903)의 일부인 「방법론(Methodology)」, 아돌프 골드슈미
츠(Adolph Goldschmidt, 1863-1944)의 「미술사(Art History)」(1937)를 중국어
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 세 글의 논지는 텅구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 일치하
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학문적 완성도를 이해하기 위해 이 번역 논저들에 대
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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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중국미술사의 唐宋정점론’에서 살펴볼 논지는 텅구가 일관되게 주장한 ‘당
송(唐宋)’시기의 중요성이다. 텅구는 최초의 저서 『중국미술소사』에서부터 줄곧 
당송을 중국미술사에서 최고의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이 
시기 일본과 서구 및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견해였다. 일본 메이
지 시기의 관동(關東)지역 학자들은 ‘당송’을, 타이쇼 초기의 관서(關西)지역 학자
들은 ‘송원(宋元)’을 각각 중국 미술의 정점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
은 모두 민족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학설이었다. 그리고 다수
의 서구 학자들은 일본이 만든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송(宋)을 최고의 전성기로 보
았는데 여기에는 『코카(Kokka)』(『國華』의 영문판) 등 당시 일본 출판물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개혁적 사상가와 미술계 종사자들 역시 송대
를 정점기로 보았다. 이는 그들이 ‘사실주의’를 중국이 근대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로 간주함에서 비롯되었다. 텅구를 비롯한 이 시기의 중국 지식인들은 국
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위해 송대의 미술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접
근법에서 텅구는 미술사학자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즉 텅구의 인식은 동시기 여
타의 사상가들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순수한 학문적인 시각이었다는 차별성을 갖
는다. 따라서 일본, 서구, 중국 학자들의 중국회화사의 정점기 규정에 대한 고찰
은 각국에서 중국미술사를 바라보았던 시각은 물론 텅구의 독자성을 이해하기 위
한 중요한 단서이다.
 3절 ‘滕固의 남북종론 비판’에서 살펴볼 내용은 텅구의 독자성을 찾아볼 수 있
는 핵심적인 관점, 즉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이다. 20세기 초 중국의 개혁을 이
끌었던 사상가들은 사실주의의 추구만이 중국 회화를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문인화를 시대에 뒤떨어진 회화이자 버려야 할 전통이라
고 폄하하였다. 텅구는 ‘남북종론’을 일관되게 비판하였으나 그의 비판 대상은 문
인화가 아닌 그가 ‘종파론자’라고 부르던 동기창(董其昌, 1555-1636)과 막시룡(莫
是龍, 1539-1587)의 이론이었다. 즉 텅구는 문인화와 원체화 모두를 중국의 소중
한 회화 전통으로 여겼으며 이를 남북종으로 이분하여 원체화를 폄하한 남북종론
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텅구의 독자적 인식에 대한 검토는 그의 학문이 
가지는 선구적인 가치를 가늠하게 할 것이다.
 4절 ‘텅구의 실천적인 공헌’에서 다룰 대상은 그가 중국미술계에서 이룬 여러 실
천적인 성과이다. 텅구는 중국의 미술사학을 인문학에서도 선두적인 학문으로 정
립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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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계와 미술행정계에서 그가 남긴 여러 행적에 대한 검토는 텅구라는 
학자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구를 통하여 텅구의 미술사 정립 과정에서 동시기 여러 학문의 
영향 그리고 그의 미술사 연구가 가지는 독자성과 선구적 업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20세기 초 미술사학의 초국가적 성격과 개별 국가의 특성, 민국
시기 중국미술사의 의의와 후대에의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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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롤로그: 滕固의 생애와 교유 관계

 텅구는 미술사학자이자 문학가, 교육자이자 문화행정가이다. 그는 1901년 10월 
13일에 장쑤성 바오산현(江蘇省 寶山縣, 현재 상하이 바오산현)의 웨푸진(月浦鎭)
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
으며 그의 조부 등풍명(滕風鳴, 생몰년 미상)와 부친 텅룬옌(滕潤岩, 생몰년 미상)은 
시문(詩文)과 서법(書法)을 애호하고 장서(藏書)에 힘을 쏟았다. 더욱이 텅구의 자
필 이력서에 의하면 부친 텅룬옌은 고등학교의 교사(高級敎師)였다고 한다.41) 따

라서 그의 집안은 높은 교육열을 가졌던 것으
로 생각된다. 모친 유씨(劉氏)는 텅룬옌의 측
실이었으나 글을 잘 알아서 어린 텅구에게 시
와 작문을 가르쳤다. 텅구의 모친은 그가 어
렸을 때 사망하여 텅구는 고모와 백부의 보살
핌을 받고 자랐다. 어린 시절 텅구는 같은 지
역 출신의 천관치(陳觀圻, 자는 鴻吉, 
1841-1917)와 사오쩡모(邵曾模, 자는 心箴, 
1864-1922)에게 학문을 배웠다.42) 천관치는 
텅구의 고향인 웨푸진 출신으로 1882년에 거
인(擧人)에 급제하여 여러 지역에서 관리로 
근무한 후 낙향하여 유학의 교육에 힘썼다. 
사오쩡모는 동향인 바오산 출신인 정치인 판

홍딩(潘鴻鼎, 1863-1915) 등과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으며 1911년부터는 바오산
의 시향교육회(市鄕敎育會)의 회장을 지냈다. 두 인물은 모두 ‘경사자집(經史子
集)’에 조예가 깊은 유학자이자 교육자였으며 텅구는 이들에게서 정통 한학(漢學)
을 배웠다. 
 텅구는 1906년부터 5년 과정의 국민소학(國民小學)을 거쳐 장쑤타이창성립제사
중학(江蘇太倉省立第四中學)에 입학하여 1918년에 졸업하였다.43) 텅구는 졸업을 

41) 李雪濤, 「有關滕固博士論文的幾份原始文献(中)」, 『美術硏究』(2017.4), p. 47.
42) 韋昊昱, 「滕固早年藝文活動初探」, 『藝術史硏究』 160(2016), p. 135; 同著, 「滕固改名

考」, 『美術硏究』(2014.4), p. 50.
43) 텅구가 독일 유학 중에 스스로 작성한 이력서를 보면 그가 1918년 7월에 장쑤타이창

성립제사중학(江蘇太倉省立第四中學)을 졸업하고 바로 일본 유학을 떠났음을 알 수 있

삽도 1. 텅구 (沈平子, 「滕固和他的中國美
術史論著」, 『中華兒女(海外版)·書畫名家』,
2011.6, p. 8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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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둔 1917년부터 1918년 7월까지 상하이의 원앙호접파(鴛鴦蝴蝶派) 문인 천디에
셴(陳蝶仙, 1879-1940)으로부터 고체(古體)의 시문을 배웠다.44) 원앙호접파는 청
말에서 민국초기에 주로 상하이에서 성행하였던 근대 소설의 한 유파를 일컫는
다. 천디에셴은 당시 상하이에서 가장 이름이 높았던 해파문인(海派文人)이며 통
속문학 작가였다. 텅구는 어린 시절의 고전문학 학습과 더불어 천디에셴으로부터 
고시문(古詩文)을 배운 결과 고체의 시사(詩詞) 창작에 매우 능하였다.45) 이러한 
조기의 한학 교육은 텅구가 이후 중국의 전통 학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에 
신학문의 시각으로 새로운 미술사를 서술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당시 18세이던 텅구는 장쑤성(江蘇省) 우장현(吳江
縣)의 문학 단체 동남사(同南社)에 가입하였다. 동남사는 1909년 11월 13일에 쑤
저우(蘇州)에서 설립된 남사(南社)를 모방하여 1911년 10월 30일에 설립된 단체
이다. 이들 강남 지역의 문학 단체들은 “국수를 보존하고 국학을 융성시킨다(保存
國粹 昌明國學)”라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청조에 대항하고 문화로 국가와 민족
을 구한다(反滿背淸 文化求亡)”는 의무감에 차 있었다. 이러한 정서는 동시기 상
하이의 국학보존회(國學保存會) 등 여러 단체들이 공유하던 것이었다. 즉 이들은 
서학동점의 시기에 자신들의 성장 토양인 유학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수파의 이념
을 가진 문인들이었다. 텅구는 이 시기에 『호강월(滬江月)』, 『문우사제이지부월간
(文友社第二支部月刊)』 등 동남사의 기간지에 시사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
다. 이처럼 텅구는 1910년대 말까지는 시사 등 고체(古體)의 글을 주로 썼으며 
1920년 전후부터 신문학 즉 백화체의 소설과 희곡 등을 집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일본 유학 이전의 텅구는 문학에 몰두하여 있었으며 
그의 작품은 동남사와 원앙호접파 등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 
시기 텅구의 작품은 일본 유학 이후의 유미주의 문학 그리고 소위 혁명적 성격의 
신문학(新文學)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작품의 소재와 심미적 경향은 일정 정도의 

다. 이 학교의 정확한 명칭은 타이창현(太倉縣)에 소재한 장쑤성립제사중학(江蘇省立第
四中學)이다. 李雪濤, 위의 글, p. 47. 그러나 텅구에 관한 여러 논저에는 그가 상하이
미술전과학교(上海美術專科學校)를 졸업하였다고 쓰여 있다. 이는 1936년에 발간된 『上
海美術專科學校25周年紀念一覽』의 1918년 6월 졸업생 명단에 ‘初級師範科 滕成 江蘇
寶山’이라는 기록이 있어서이다. 韋昊昱, 「滕固改名考」, 『美術硏究』(2014.4), pp. 
46-47.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텅구 본인의 자필 이력서 
기록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44) 韋昊昱, 「同南賢聚-滕固早年藝文思想再探」, 『中國美術』(2019.2), p. 62.
45) 沈寧, 「我記起你的一雙眼」, 『博覽群書』(2011.11),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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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있어 그의 문학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일본 유학 이전에 이미 기본적
인 성격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46) 
 텅구는 1919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토쿄(東京)의 독어불어어언학교(德法語
言學校)에서 2년간 독일어를 학습한 후 1921년에 토요대학의 문화학과에 입학하
여 1924년에 졸업하였다.47) 토요대학의 전신은 철학자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 
1858-1919) 박사가 1887년에 설립한 사립철학관(私立哲學館)이었다. 철학관으로 
시작하였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요대학은 여러 학문의 기초가 철학이라는 교육 
이념으로 철학 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학교이다. 이곳에서 텅구는 문학, 미
학, 인류학, 철학, 문화학 등 기초 인문학을 배웠을 뿐 아니라 일본을 통해 서구 
학문의 최신 동향도 접할 수 있었다.
 텅구는 1921년 1월에 문학연구회(文學硏究會)라는 문학 단체에 가입하여 소설과 
희곡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문학연구회는 1921년 1월 4일에 저우쭤런(周
作人, 1885-1967), 션옌빙(沈雁冰, 원명은 沈德鴻, 필명은 茅盾), 정전둬(鄭振鐸, 
1898-1958), 주시쭈(朱希祖, 1879-1944) 등 저명한 문학가와 학자들이 주요 발
기인으로 참여하여 베이징에서 설립된 단체로 1920년대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문학 단체였다.48) 문학연구회는 상무인서관 등 출판기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초기
에는 원앙호접파의 작품을 주로 발표하던 『소설월간(小說月刊)』을 기간지로 삼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문학연구회는 곧 문학을 유희로 삼았던 원앙호접파를 비판하
며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문학연구회의 설립 취지는 “세계 문학을 연구하고 중
국의 구문학(舊文學)을 정리하여 신문학을 창조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단체
는 문언문으로 작성된 전통적 시사(詩詞)를 배격하였으며 인생을 위한 예술, 사회
의 현실을 반영한 문학 즉 사실주의(寫實主義) 문학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관은 문학과 미술에서 사실주의를 주창한 신문화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간행물과 총서(叢書)의 간행, 외국 문학의 번역과 소개, 
세계 문학 사조의 전파, 사실주의의 추구 등의 활동으로 현대 문학의 발전에 깊

46) 韋昊昱, 앞의 글, p. 62.
47) 텅구는 토요대학의 문화학과를 졸업하였으나 1932년 훔볼트대학 박사학위 취득 자격

시험 시에 제출한 자필이력서에는 ‘예술학’을 공부하였다고 쓰여 있으며 1935년의 논문 
출판 시에 쓴 이력서에는 ‘예술학과 역사학’을 전공하였다고 쓰여 있다. 李雪濤, 앞의 
글(2017.4), p. 47.

48) Michel Hockx, “The Literary Association (Wenxue yanjiu hui, 1920-1947) and 
the Literary Field of Early Republican China,” The China Quarterly 153 
(1998),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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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주었다. 텅구는 이 단체의 가입으로 신문화운동 특히 문학개혁을 이끌
던 주체 세력들과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도 텅구는 창조사(創造社), 민중희극사(民衆戱劇社), 사후사(獅吼社) 등의 
재일(在日) 문학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창조사는 고고학자 궈모뤄(郭沫若, 
1892-1978), 작가 위다푸(郁達夫, 1896-1945) 등이 1921년에 토쿄에서 설립한 
단체로 낭만주의와 유미주의 문학을 추구하였다. 위의 문학연구회가 사회 현실의 
반영을 주장하며 창조사의 문학을 공격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텅구의 이런 행보
는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텅구는 이 단체에서의 활동으로 궈모뤄, 위다푸 뿐만 
아니라 시인 왕두칭(王獨清, 1898-1940), 소설가 장쯔핑(張資平, 1893-1959) 등
의 작가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텅구는 창조사의 기간지인 『창조계간(創造
季刊)』을 통해 자신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민중희극사는 역시 1921년에 
텅구가 문학연구회의 창립 주축이었던 정전둬, 션옌빙, 천다베이(陳大悲, 
1887-1944) 등 13인과 함께 발기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텅구는 이 단체의 기간
지인 『희극월간(戲劇月刊』의 편집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는 1921년 3월에 상하이
미전의 교간(校刊) 『미술(美術)』에 「희극혁명(戲劇革命)」을 발표하여 “민중극장을 
건설하고 예술로써 사회를 개조하자(建設民衆劇場. 以藝術改造社会)”는 주장을 
하였다.49) 사후사는 텅구가 1924년에 방광타오(方光燾, 1898-1964), 장커뱌오(章
克標, 1900-2007) 등과 함께 조직한 문학단체이며 기간지 『사후(獅吼)』를 편집, 
출간하였다. 이 단체는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였으며 텅구
는 이후 유미주의소설인 『벽화(壁畫)』(上海, 1924)를 상하이의 사후사에서 출간하
기도 하였다.50) 즉 이 시기 텅구는 유미주의문학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 개혁을 
위한 현실 참여의 문학 역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텅구는 이와 같이 문학 
사단에 가입하거나 직접 설립하여 문학 사조를 폭넓게 익히고 창작 활동을 하였
다. 특히 문학연구회는 ‘인생과 사회를 위한 예술’을, 창조사와 사후사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기치로 한 상반된 성향의 단체로 텅구는 극단적인 두 유파의 문학
을 모두 경험하며 시야를 넓혔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으로 텅구는 결국 하나의 
사조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텅구는 각 단체의 구성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으며 특히 궈모뤄와 소설가이
자 시인인 왕통자오(王統照, 1897-1957)는 텅구가 중편소설 『은행열매(銀杏之

49) 沈平子, 「滕固與文學硏究會」, 『新文學史料』(2002.3), p. 125.
50) 沈寧, 앞의 글(2001),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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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上海, 1925)를 집필할 때 토론과 연구를 함께 할 만큼 친밀하였다.51) 
 일본 유학 이전부터 문학에 몰두하고 있었던 텅구는 유학 시기에 철학과 미술로 
관심 영역을 넓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1921년 1월 6일에 왕통자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난다. 편지에서 텅구는 “현재 철학, 문학, 희극, 회화 등 다방
면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화에 관해서는 비평이라는 한 방면에
만 치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시기에 이미 텅구는 미술 특히 회
화를 이론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텅구는 편지에서 
국내에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서가 없음을 한탄하였다.52) 텅구는 재일시기와 
귀국 후 1930년까지 『벽화』(1924), 『은행열매』(1925)를 비롯하여 『죽은 자의 탄
식(死人之歎息』(1925), 『미로(迷宮)』(1926), 『평범한 죽음(平凡的死)』(1928), 『수련
(睡蓮)』(1929), 『외도(外遇)』(1930) 등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후 그는 1930년에 
독일에서 유학을 시작하면서 문필을 접고 미술사에 전념하게 되었다. 
 1924년에 토요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텅구는 상하이미술전과학교(上海美術專科
學校)를 시작으로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미술사를 가르쳤다. 이 학교에서 텅
구는 미술사와 예술론을 비롯하여 문학과 음악사의 강의도 담당하였으며 교장실 
비서로 근무하며 교무 행정도 맡았다. 따라서 텅구는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
이었던 류하이쑤(劉海束, 1896-1994)와 두터운 친분을 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925년 8월에 텅구는 장쑤성(江蘇省)교육회의 미술연구회에 참여하여 류하이쑤와 
함께 산시(山西) 타이위안(太原)에서 열린 중화교육개진사제사차연회(中華敎育改
進社第四次年會)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 중화교육개진사는 전국미술전람
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텅구는 ‘중화민국제일차미술전람회장정
(中華民國第一局美術展覽會章程)’을 기초하였으며 전국미술전람회위원 등의 직무
를 맡아 활동하였다.53) 류하이쑤는 민국초기 교육계의 중심인물이던 차이위안페
이와 친밀한 교유를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차이위안페이가 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중화교육개진사의 활동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텅구 역시 류

51) 趙明楠, 앞의 글, p. 8.
52) 沈寧, 앞의 글(2001), p. 37.
53) 沈平子, 「滕固和他的中國美術論論著」, 『中華兒女(海外版)·書畵名家』(2011.6), pp. 

84-85. 중화교육개진사는 신문화운동 시기에 성립된 민간교육단체이다. 이 단체는 민국
시기 중국 교육계의 혁신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차이위안페이, 황옌페이(黃炎培, 
1878-1965), 왕징웨이(汪精衛, 1883-1944) 등이 이사직을 맡았다. 중화교육개진사의 
활동에 대하여는 涂懷京, 「中華教育改進社對20年代教育科學化的貢獻」, 『福建師範大學
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9.3), pp. 138-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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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쑤와 함께 이 교육 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전
국미술전람회의 위원으로는 차이위안페이와 류하이쑤를 필두로, 화가 왕지위안(王
濟遠, 1893-1975), 리이스(李毅士, 1886-1942), 왕야천(汪亞塵, 1894-1983), 위
지판(兪奇凡, 1891-1968) 등이 참여하였다.54) 텅구는 이 단체에서의 활동으로 차
이이안페이는 물론 이사직을 맡고 있던 정치가 왕징웨이(汪精衛, 1883-1944)와도 
친분을 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텅구는 회화의 창작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1925년에 회화 창작 단체

54) 沈寧, 앞의 글(2001), p. 37.

삽도 2. 1920년 천마회 제2차 전람회 기사 (王中秀, 「海上雙英:天馬會
和晨光美術會之觀察與感言」, 『詩書畵』(2014.4),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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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마회(天馬會)에 가입하여 같은 해에 제7회 〈천마회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
기도 하였다.55) 천마회는 류하이쑤가 1919년에 화가 6인과 함께 발기하여 설립한 
단체로 지속적인 전람회를 개최하며 1920년대 상하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술 
단체로 성장하였다.56) 구성원으로는 유명 화가인 장다쳰(張大千, 1899-1983), 가
오젠푸(高劍父, 1879-1951), 판톈서우 등이 있었다. 천마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상하이에서 활동하며 상하이미술전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 학
교에 재임하고 있던 텅구는 자연스럽게 이 단체에 가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 시기에 텅구는 국민당(國民黨) 정부에 소속되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
다. 텅구가 국민당에 가입하게 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화교육개진사에서 
활동하며 만났던 왕징웨이와의 교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왕징웨이는 
쑨원(孫文, 1866-1925)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인물로 쑨원의 사망 이후 장제스
(蔣介石, 1887-1975)와 대립 관계에 있었다. 텅구는 1928년부터 국민당 장쑤성당
부집행위원(江蘇省黨部執行委員)을 역임하였으나 당 내부의 분란으로 당적(黨籍)
을 빼앗기고 수배를 당하게 되었다. 텅구의 국민당 당적 박탈은 그가 왕징웨이의 
조직인 국민당 개조파(改組派)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텅구는 1929년에 이 조직
에 가담하였으며 그 결과 왕징웨이의 정적 장제스에 의하여 ‘군경을 선동하고 토
비와 공비를 지휘하여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명으로 수배를 당하였다.57) 이
에 텅구는 상하이의 문필가 사오쉰메이(邵洵美, 1906-1968)의 집에 은닉하다가 
다음 해인 1930년에 일본을 거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58) 
 텅구는 프랑스에서 2개월, 이탈리아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였는데 이탈리아에서
는 폼페이유적을 조사하여 후에 관련 논고를 발표하기도 하였다.59) 그는 1930년 
봄에 독일의 프리드리히빌헬름대학(Friedrich Wilhelm University, 현재의 

55) 이 전람회에 출품한 텅구의 작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청일(淸逸)하고 비범하여 마치 
시인의 작품과 같다‘는 작품평이 있다. 텅구는 이 전람회를 소개한 『예술(藝術)』의 
1925년 8월 10일 호외특간(戶外特刊)에 「천마회의 신조(天馬會之信條)」, 「천마송(天馬
頌)」 두 편의 글을 실었다. 沈寧, 앞의 글(2001), p. 38.

56) 王中秀, 「海上雙英:天馬會和晨光美術會之觀察與感言」, 『詩書畵』(2014.4), p. 142. 
57) 션닝(沈寧)은 텅구가 이로 인하여 일본과 홍콩을 거쳐 유럽으로 도피성 유학을 간 것

으로 추정하였다. 沈寧, 『難忘帥府園-民國時期美術史料札記』(臺北: 新銳文創, 2015), 
p. 25.

58) 沈寧, 위의 글(2001), pp. 38-39. 사오쉰메이는 소설가, 시인, 번역가로 활동하던 문필
가로 텅구와 같이 유미주의문학을 추구하였다. 사오쉰메이의 문학에 관하여는 潘坤, 
「邵洵美唯美主義文藝觀及其實踐」(東北師範大學 文藝學 博士學位論文, 2018) 참조.

59) 滕固, 「意大利的死城澎湃」, 沈寧 編, 앞의 책(2003), pp. 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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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이하 훔볼트대학으로 칭함) 철학과의 박사과정
에 입학하여 미술사를 전공하였다. 이 대학의 미술사학과에는 저명한 미술사학자
인 하인리히 뵐플린(Heinrich Wölfflin, 1864–1945)이 1901년에서 1912년까지 
재직하여 학과의 발전을 이끌었다. 텅구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오토 큄멜과 알버
트 브링크만은 뵐플린의 제자였으므로 텅구가 그들을 통하여 뵐플린 이론의 영향
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일에 체류하는 기간에 텅구는 『원명원 유럽식 궁전의 잔해(圓明園歐式宫殿殘
迹)』(上海, 1932)를 출간하였다.60)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사진가 에른스트 올머
(Ernst Ohlmer, 1847-1927)가 1873년에 원명원(圓明園)의 유적을 촬영한 작품
으로 이 유적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올머가 사망한 후 그의 미망인은 이  

         삽도 3. 『원명원 유럽식 궁전의 잔해(圓明園歐式宫殿殘迹)』(上海, 1932) 

사진의 동판(銅版)들을 베를린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의 교수 
에른스트 보어슈만(Ernst Boerschmann, 1873-1949)에게 기증하였다. 텅구는 
훔볼트대학 내에 설립된 프로이센 왕립도서관에서 이 사진에 관한 자료를 보고 
그 수장가인 보어슈만 교수를 찾아갔다고 한다.61) 텅구는 보어슈만 교수에게 여
러 차례 책의 출판을 허락할 것을 부탁하여 결국 1932년 이 책이 상하이에서 출
판되었으며 이 책은 이후 원명원 건축 연구의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보어
슈만 교수는 건축학자이며 중국학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중국을 
탐방하여 건축물들을 촬영하였으며 『중국의 건축(Chinesische Architektur)』
(Berlin, 1925), 『탑파(Pagoden)』(Berlin, 1931) 등을 출판하였다. 이 가운데 『탑

60) 건축사의 시각으로 텅구의 학술을 분석한 예로는 陳彬彬, 「中西建築交互影響的早期考
證-滕固與〈圓明園歐式宮殿殘迹〉」, 『裝飾』(2013.6), pp. 79-81이 있다.

61) 滕固, 『圓明園歐式宫殿殘迹』(上海: 商務印書館, 193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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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중국 내에서도 판매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보어슈만과 친분이 깊던 텅구는 
이 중국어판의 서평을 썼다.62) 
 텅구는 1932년에 「당송시기의 중국 회화 이론(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이라는 제목의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철학박사 학
위를 취득하였다. 1932년에 귀국한 텅구는 장쑤성교육회미술연구회(江蘇省敎育會
美術硏究會)의 평의원, 중앙고물보관위원회(中央古物保管委員會) 위원, 베를린중
국미술전람회(1934년)의 준비위원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활약하였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당송회화사(唐宋繪畵史)』(上海, 1933)를 출판하였다. 또한 그
는 1934년에 국민당 정부로부터 고궁박물원(古宮博物院)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1937년에는 전국미술전람회 관리위원으로도 활약하였다. 
 『당송회화사』의 제명(題名)은 저명한 서예가 첸쥔타오(錢君陶, 1906-1998)의 글
씨이다. 첸쥔타오는 저장(浙江) 통샹(桐鄕) 출신으로 1925년에 상하이예술사범학
교(上海藝術師範學校)를 졸업하고 저장예술전과학교(浙江藝術專科學校)의 도안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션옌빙의 『소설월간(小說月刊)』, 저우위통(周予同, 
1898-1981)의 『교육잡지(敎育雜志)』 등 당시의 유명 기간지와 션옌빙의 『촉(燭)』
(上海, 1930), 바진(巴金, 1904-2005)의 『가(家)』(上海, 1933) 등 소설의 표지 도
안을 맡았다. 1933년에 그는 신주국광사(神州國光社)의 편집부 주임을 맡아 『미
술총서(美術叢書)』를 편집하기도 하였다. 텅구의 『당송회화사』도 신주국광사에서 
출판하였던 사실을 생각하면 텅구와 첸쥔타오의 친분이 매우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텅구는 1933년 3월 29일 상하이에서 설립된 중국고고회(中國考古會)에 참
여하였다. 이 단체는 텅구가 목록학자 구시에광(顧燮光, 1875-1949), 금석학자 
관바이이(關百益, 1882-1956), 관바이이의 부인이자 탁본가 티엔위즈(田玉芝, 
1908-1972)와 류하이쑤, 왕지위안(王濟遠, 1893-1975) 등과 함께 1933년 3월 
18일에 설립한 예술고고학회(藝術考古學會)의 후신이다.63) 이 단체는 “역대의 유

62) 보어슈만에 따르면 텅구는 베이징의 미술사 관련 잡지에 이 책의 서평을 쓰겠다는 약
속을 하였으며 베를린의 출판사는 텅구의 서평이 책의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였다고 한다. 결국 텅구는 1933년에 국립편역관(國立編譯館)의 기간지에 이 리뷰를 쓰
고 보어슈만에게도 편지로 보냈는데 현재 원본은 소실되었다. Eduard Kögel, The 
Grand Documentation: Ernst Boerschmann and Chinese Religious 
Architecture(1906-1931) (Berlin; Boston: De Gruyter, 2015), p. 494. 

63) 중국고고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李奕青, 「從關百益畵像論“中國考古會”的創立」, 『中國
國家博物館館刊』(2018.9), pp. 49-56 참조.



- 32 -

물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를 발양한다(搜考歷代遺物，發揚吾國文化)”라는 
종지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중국 최초의 전국 규모의 고고학회로 차이위안페
이가 주석으로 추대되었으며 예공춰(叶恭绰, 1881-1968), 왕이팅(王一亭, 
1867-1938), 우후판(吴湖帆, 1894-1968), 마헝(馬衡, 1881-1955), 리지(李济, 
1896-1979) 등 전국의 저명한 예술가와 고고학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텅구는 
1937년에 “중국예술사학을 연구하여 세계 학술계에 중국 문화의 전파와 선양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마헝, 주시쭈, 쭝바이화(宗白華, 1897-1986), 천즈포(陳之佛, 
1896-1962) 등과 중국예술사학회(中國藝術史學會)를 설립하였다. 
 1938년에 텅구는 교육부로부터 항저우(杭州) 국립예술전과학교(國立藝術專科學
校)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학교는 그해 전란을 피해 후난성 위안링(湖南省 
沅陵)으로 이전하였으며 곧이어 윈난성 쿤밍(云南省 昆明)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텅구는 학교의 이전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분투하
였다. 1940년에 그는 인사 분규의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교장직을 사임하고 충
칭(重慶)의 국립중앙대학(國立中央大學, 현재의 南京大學)에서 ‘고대예술’을 강의
하였다. 그즈음 텅구는 뇌막염으로 충칭의 중앙의원에 입원하였으나 1941년 5월 
20일에 끝내 사망하였다.
 텅구의 이러한 이력을 볼 때 그는 인생의 전반기에는 문학에 많은 열정을 쏟았
으며 독일 유학 이후 미술사의 연구에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문학
계와 예술계뿐만 아니라 고고학계에서도 폭넓은 교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교유관계는 그가 생의 후반기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반이 되
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텅구는 불과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여러 저작들은 중국 미술사
학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의 대표 저서인 『중국미술소사』와 『당송회
화사』는 동시기 여타 저자의 미술사와는 다른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서술된 역작
들이다. 『중국미술소사』는 역사발전론 즉 사회진화론을 중국미술사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저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당송회화사』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방법론
이던 양식 분석을 최초로 중국 미술에 적용한 저서이다. 아울러 텅구는 「원체화
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1931) 등의 논고
를 통하여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근대기 중국 미술사학의 변화를 주
도하였다. 텅구의 이른 사망으로 그가 염원하였던 심층적 중국미술사의 집필은 
실현에 옮겨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텅구는 동시기 여타의 미술사 저자들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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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되는 인문학적 시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20세기 초 중국 미술사학계
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텅구의 미술사를 중점적으로 분석, 탐구하는 작업은 민
국시기 중국은 물론 일본과 서구에서 구축된 중국미술사 그리고 20세기 초반 미
술사학 발전의 국가 간 상호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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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국시기의 중국미술사 – 畵史에서 美術史로

 민국시기(1911-1949)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던 왕정(王政)이 마감되고 공화정이
라는 새로운 체제가 도입된 변혁기였다. 이 시기에는 여러 이념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중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촉진하였다. 정치의 변혁에 따라 각종 제
도와 가치관에도 변화가 이어졌으며 그 방향의 큰 틀은 ‘서구화’였다. 개혁 세력
에 의한 변화의 시도는 1915년부터의 신문화운동과 1919년의 5·4운동으로 표출
되며 중국의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64) 중국에서 자국미술사가 최초로 
서술되기 시작한 시기는 이러한 사회 개혁으로 신식 학교가 설립되고 학술 체계 
역시 새로이 정립되어 가던 민국 초기(1911-1937)였다. 
 Ⅲ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 시기에 편찬되기 시작한 중국미술사의 성격과 그 전
개 양상이다. 중국의 자국미술사 편찬은 신식 학교의 미술사 교육이 가장 큰 동
인이었다. 따라서 중국미술사 서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 전문학교의 
설립과 교육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미술사 저자들로는 천스쩡, 판톈서우, 정우창, 텅구, 황빈훙, 푸바오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저서가 편찬된 배경과 그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초기의 중
국미술사가 어떤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의 추구와 전통의 계승’이라는 근대기의 쟁점이 이 저자들을 통해 중국

미술사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미술학교의 설립과 미술사 교재에 대한 수요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서양 문명을 새로이 바라보게 하였으
며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19세기 후반의 사회 지도층은 중국의 
전통 사상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이루자는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을 주장하며 여러 자강운동을 시도하였다. 이 가운데 양

64) 5·4운동을 보는 중국의 시각은 일련의 사건들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1969년의 문화대혁명, 1980년대의 개방 정책, 1989년의 천안문 사건 등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그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여전히 5·4운동이 근
대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고가 존재한다. 김수영, 「5·4 시기의 사상과 근대 
역사 이론」, 『중국근현대사연구』 7(1999), pp.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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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운동(洋務運動)은 서양의 선진 과학 문명과 군사기술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이루
려는 시도였다. 광서제(光緖帝, 재위 1875-1908)는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
의 건의를 받아들여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방안에는 ‘팔고를 폐지하고 학당
을 일으키는(廢八股 興學堂)’ 교육 개혁 즉 신식학교의 설립과 서구식 교육 체계
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65) 이에 따라 청(淸) 정부는 1904년에 ‘주정학당장정
(奏程學堂章程)’을 반포하여 근대적 학교 교육 체제에 대한 규정을 배포하였다. 
다음 해인 1905년에 팔고문(八股文)을 출제의 기본으로 하던 과거 제도가 폐지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중국의 근대적 미술 교육은 ‘주정학당장정’에 규정된 새로운 교육 과정에 의하여 
소학당의 교과에 ‘도화(圖畵)’ 과목이 포함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중
국인들은 미술을 산업화를 위한 기능의 하나로 그리고 신식 과학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이 시기 제도권의 도화 교육은 현대의 미술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공업용 제도의 기초를 위한 실업 미술 교육이었다. 그렇지만 이 시
기의 도화 교육은 정부가 주도하여 소학당부터 개설하였으므로 이후 중국의 미술 
교육 발전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교육부는 미술 교육의 확대로 증가된 교
사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범 교육 기관에 ‘도화과(圖畵科)’를 설립하
여 전문 인력 양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론 교육을 위한 미술사 교
재의 필요가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1) 미술 전문학교의 설립

 중국 최초의 미술 전문 교육 기관은 1864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상하이(上海)에 
세웠던 투산완화관(土山灣畵館)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성화(聖畵) 제작을 위한 
서양화 교육을 위주로 하였으며 빈곤층의 자녀와 고아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기관
이었으므로 중국의 제도권 미술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중국인에 의한 제도권
의 미술 교육은 1902년에 난징(南京)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사범학교 량장우급사
범학교(兩江優級師範學堂)에서 시작되었다. 1906년에 이 학교에 리뤠이칭(李瑞淸, 
1867-1920)이 교장으로 부임하여 도화수공과(圖畵手工科)를 설립하면서 미술 교
사 수급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작되었다.66) 그러나 이 학교는 1911년 신

65) 김백균, 「중국 근대 미술 교육 제도와 국가 정체성」, 『미술교육연구논총』 31(2012),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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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혁명으로 인하여 수년간 휴교 상태가 되었다. 이후 1912년에 항저우(抗州)의 
저장양급사범학교(浙江兩級師範學校)가 도화수공과를 설치하여 미술 인력 양성을 
지속하였다.67) 이 학교의 초기 미술 교사는 토쿄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
의 도화수공전과(圖畵手工專科)를 졸업한 요시카에 쇼지(吉加江宗二, 생몰년 미
상) 등 일본인 교사들이었다.68) 그러나 이 시기의 도화 교육은 전통적인 사숙(私
塾)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사가 작품 하나를 교탁에 제시하면 학생들은 그
것을 보고 임모하는 방식의 전통적 회화 수업이 지속되었다.69) 이후 사범학교에
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각 학당의 교사로 부임하여 일본인 교사들의 자리를 대체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에 의한 미술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들 사범학교 이외에 미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립 미술학교도 상하
이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조차지로 지정되어 서구 문물을 가장 먼
저 받아들인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상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대도시에는 

66) 리뤠이칭은 청말 민국초기의 학자, 서화가, 교육가였으며 화가 장다첸(張大千, 
1899-1983)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리뤠이칭의 예술과 업적에 대해서는 公丕普, 「李
瑞清的藝術世界-清末民初士人藝術與藝術教育的興變」(東南大學 藝術學理論系 博士學位
論文, 2016) 참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까지 중국 사회에서 ‘미술’이라는 용어
의 수용과 그 종개념인 ‘도화’, ‘수공’의 사용에 대해서는 김용철, 「근대 중국의 ‘美術’ 
개념과 1929년 전국미술전람회」, 『개념과 소통』 9(2012.6), pp. 186-194 참조.

67) 량장우급사범학당과 저장양급사범학교의 도화수공과 교육에 대하여는 周樂, 「兩江師範
與浙江兩級師範圖畵手工科之比較」, 『美育學刊』 34(2016), pp. 59-63 참조.

68) 吳夢非, 「“五四”運動前後的美術敎育回憶片斷」, 『美術硏究』(1959.3), p. 42.
69) 위와 같음.

삽도 5. 상하이미술전문학교 (王靭, 「上海洋畫
運動硏究(1913-1937)」, 上海大学 博士學位論
文, 2012, p. 70, 圖 2-1)

삽도 4. 투산완화관(土山灣畵館) (曹羽, 「土山
灣畵館的歷史意義探析」, 『美與時代』, 2019.2, 
p. 142 인용)



- 37 -

각종 출판물의 삽화, 달력, 광고 포스터, 극장의 무대 디자인 등 미술과 관련된 
상업적 수요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상업 미술을 전담할 미술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수요의 충족을 위해 사립 미술 전문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911년에
는 저우샹(周湘, 1870-1933)이 중서도화함수학당(中西圖畵函授學堂, 또는 布景畵
傳習所라고도 칭함, 1918년 中華美術專門學校로 개명)을, 1912년에는 장뤼광(張
聿光, 1884-1968)과 류하이쑤(劉海粟, 1896-1994)가 상하이도화미술원(上海圖畵
美術院, 1921년에 上海美術專門學校로 개명, 약칭 上海美專)을 설립하였다.70) 이 
상하이도화미술원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베이징의 국립베이징미술학교(國立北
京美術學校), 항저우의 국립예술원(國立藝術院)과 더불어 중국의 3대 미술 교육   

  기관으로 기능하며 전문 인력을 배  
  출하였다. 
   미술 교육을 전문으로 한 위의 사  
  범학교와 사립학교는 교원 양성과  
  상업적 수요 충족이라는 특정한 목  
  표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했던 미술 교  
  육의 이념을 실현하기에는 충분하  
  지 않았다. 당시 중국 지도층의 미  
  술관이 투영된 교육 기관은 1918

년에 설립된 국립베이징미술학교라고 할 수 있다.71) 이 학교는 차이위안페이가 
1917년 교육부에 미술 전문학교의 필요성을 건의함으로써 설립이 추진되어 1918
년 4월 15일에 개교하였다. ‘국립’이라는 의미는 그 학교가 교육부의 관할에 속해

70) 陳瑞林, 『20世紀中國美術敎育歷史硏究』(北京: 淸華大學出版社, 2006), pp. 77-79.
71) 1918년에 창설된 국립베이징미술학교는 현재 베이징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의 전

신이다. 이 학교는 설립 이후 정권의 교체와 학제의 변경에 따라 교명과 교과 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18년 설립 당시에는 국립베이징미술학교(國立北京美術學校)였
으나 1922년에는 베이징미술전문학교(北京美術專門學校)로, 1925년에는 음악과와 희곡
과가 증설되어 국립예술전문학교(國立藝術專門學校)로, 1927년에는 국립경사대학교 미
술전문부(國立京師大學校 美術專門部)로, 1928년에 국립베이핑예술전문학교(國立北平藝
術專門學校)로, 같은 해에 다시 국립베이핑대학 예술학원(國立北平大學 藝術學院)으로, 
1934년에는 국립베이핑예술전과학교(國立北平藝術專科學校)로, 1949년에 국립미술학원
(國立美術學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50년에 현재의 명칭인 중앙미술학원으로 바
뀌었다. 중앙미술학원의 연혁에 관하여는 李中華, 「中國早期國立專門美術敎育的學制演
變」, 『孝感學院學報』(2008.5), pp. 87-91; 祝捷, 「中央美術學院前身歷史沿革年表
(1918-1949)」, 『近現代美術』(2009.1), pp. 97-99 참조.

삽도 6. 1918년 설립 당시 국립베이징미술학교 (中央美
術學院 웹사이트, http://www.cafa.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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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국가로부터 재정의 지원을 받는 관방의 교육 기관을 말한다. 국립베이징
미술학교는 당시 교육부의 교육 지침을 따르는 교육 기관으로 행정부의 미술교육
관(美術敎育觀)을 실천하는 곳이었다. 즉 이 학교는 신문화운동으로 촉발된 미술 
개혁의 이념과 차이위안페이의 미육(美育) 이념 등을 실천하고 교육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72) 
 차이위안페이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하여 1912
년에 초대 교육부 총장에 취임하였으며 1917년부터는 베이징대학의 교장을 역임
하였다. 그는 독일 라이프치히대학(University of Leipzig)에서 미학과 미술사 관
련 수업을 다수 들었으며 칸트의 미학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73) 그는 정치, 
철학,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교육개혁가로서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다. 차이위안페이가 주장한 ‘미육론(美育論)’은 “순수 미육은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순결한 습관을 가지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며 미의 보
편성은 결코 이타 차별이 없게 한다. 미육이란 미학의 이론을 교육에 응용한 것
으로서 감정의 도야를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이론이었다.74) 미육에 대한 그의 이
러한 신념은 1912년 9월 2일에 교육부가 공포한 ‘국가교육종지(國家敎育宗旨)’에 
그대로 담겨있다. 민국 정부가 발표한 그 공포문에는 “도덕 교육을 가장 중시한
다. 실리(實利) 교육과 군국민(軍國民) 교육으로 그를 보충하고 거기에 미감(美感) 
교육을 더하여 도덕을 완성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75) 즉 차이위안페이는 미육을 
계몽 구국의 실천적인 수단으로 보았으며 이를 베이징미술학교를 통해 실현하고
자 하였다. 즉 당시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미술 자체의 발전보다는 미
술과 미술 교육의 발전을 통한 국민 의식의 개혁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설립된 미술학교는 서구의 교육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72) 그러나 베이징미술학교의 실상은 정부의 빈약한 재정 지원, 교장 정진(鄭錦, 
1886-1956)의 중국화(中國畵) 위주의 학교 운영과 친일 경향, 당시 베이징의 유명 전통
파 화가들로 구성된 중국화과(中國畵科) 교수들의 보수적 교육과 배타적 학교 운영 등
으로 파행을 거듭하였다. 더욱이 북양정부(北洋政府) 교육부의 실용 미술 강조 등으로 
인해 신문화운동 주체 세력의 순수한 미육 이념을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연, 「중화민국 전기 미술 정책과 미술학교의 대응 발전(1912~1928)」, 『미술사논단』 
42(2016), pp. 233-237.

73) 차이위안페이의 미육 사상에 대하여는 강성현, 「채원배의 미육 사상과 실천 운동」, 
『교육문제연구』 7(1995.2), pp. 119-140 참조.

74) 차이위안페이는 이 주장을 『新靑年』 제3권 6호에도 발표하였다. 段漢武, 앞의 글, p. 
6.

75) 張援·章咸 編, 『中國近現代藝術敎育法規滙編』(上海: 上海敎育出版社, 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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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뿐 아니라 이론 교과도 개설되었는데 차이위안페이의 미육사상으로 미술사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미술 이론이나 서양미술사 과목은 번역서로 
교재를 충당할 수 있었음에 반하여 중국미술사 과목은 교재로 쓸 수 있는 서적이 
전무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미술사의 편찬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2) 미술사 교육: 서양미술사의 소개와 중국미술사 편찬에 대한 수요
 
 중국 근대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설 미술 전문학교에서의 미술 교육을 중심
으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미술사의 서술과 편찬 역시 이 미술
학교들의 수요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912년 9월에 교육부가 공포한 ‘사범교육대강(師範敎育大綱)’의 사범교육령에는 
도안과(圖案科)에 미술사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은 도화과(圖畵科) 교사가 담당한
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76) 그러나 미술사를 담당할 전문 교사 및 교재가 전무
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강의가 없다(‘得暂缺之’)는 첨언이 병
기되었다. 따라서 1912년 이후 수년간은 미술사 과목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77) 
 국립베이징미술학교의 교과 편제에는 설립 당시인 1918년부터 미술사 수업이 포
함되어 있었다. 이 학교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되었는데 중등부에는 회화과와 
도안과가 있으며 각각 예과(豫科) 1년과 본과(本科) 4년으로 구성되었다. 고등부
는 중국화과, 서양화과, 도안과, 도화수공사범과로 구성되었고 각각 예과 1년, 본
과 3년이었다. 1918년 7월 5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베이징미술학교 학칙(北京美
術學校學則)’에 의하면 각 학과의 미술 이론 수업은 <표 1>와 같다.78) 

76) 孫戊華·李超德, 「20世紀中國美術學現代性標志作品-讀“新國民”姜丹書的《美術史》」, 
『學術界』 217(2016.6), p. 233.

77) 강의가 개설될 수 없었던 중국미술사와는 달리 서양미술사 강의는 저장양급사범학교
(浙江兩級師範學校)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912년에서 1915년까지 이 학교에서 수
학했던 우멍페이(吳夢非, 1893-1979)의 회고에 의하면 쿄토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
공하고 귀국하여 이 학교에 미술 교사로 부임했던 리수통(李叔同, 1880-1942)이 1910
년에 서양회화사를 강의하였다고 한다. 훗날 제자들이 그 강의록을 출간할 것을 청했으
나 리수통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리수통은 1916년 출가하여 홍일법사(弘一
法師)라는 법명으로 불교도의 길을 걸었다. 吳夢非, 앞의 글, p. 44.

78) 張援·章咸 編, 앞의 책, pp.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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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이징미술학교의 이론 과목 배정표, ( )안은 주당 수업 시간

위의 과정표를 보면 이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서양미술사, 서양회화사 및 중국
회화사 등 미술사 과목을 수강하도록 되어있어 미술사 교육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학생이 ‘미학’을 수강하였음은 교육부가 차이위안페이
의 ‘미육론’을 이 학교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위의 미술
이론 수업 이외에도 모든 학과의 전 학년이 윤리학(倫理學)을 수강하였으며 중등
부는 국문(國文), 수신(修身), 습자(習字), 영어, 역사, 지리 및 수학을, 고등부의 
도화수공사범과는 서양윤리학사, 중국윤리학사와 교육사를 수강해야 하였다. 아울
러 고등부 전체는 영어와 불어 가운데 외국어를 선택하여 수강해야 하였다. 따라
서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은 단지 미술 실기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격(全人格)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27년에 군벌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국민당은 1928년 5월에 제일차전
국교육회의(第一次全國敎育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는 ‘중국 문화
에서 예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예술 감상의 지식을 전국 민중에게 보
급하여 미(美)의 감각과 창작 본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술 교육을 중시해야 한
다고 결론지었다.79)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예술 교육안이 발표되었는데 미
술 실기 수업과 더불어 중등 과정에는 ‘미술개론’과 ‘미술 상식’이, 고등 과정에는 
전 학년에 ‘중국미술사’와 ‘서양미술사’ 그리고 ‘미학개론’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미술 전문학교는 물론 일반 고등교육 과정에서도 미술사 과목이 필수로 지정됨으
로써 미술사 교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이 시기 서양미술사 관련 서적은 교재로서의 수요 이외에 일반인들에게도 

79) 張援·章咸 編, 앞의 책, pp. 238-240.

學科/學年 1 2 3 4
中等部 繪畫科 中國美術史(2) 西洋美術史(2) 美學(2)

高等部

中國畵科 中國繪畵史(1) 中國繪畵史/西洋繪畵史(2) 美學(2)
西洋畵科 中國繪畵史(2) 西洋繪畵史(2) 美學(2)

圖案科
工藝 東西繪畵史(2) 東西繪畵史/東西建築史(2) 美學(2)

建築裝飾 中國美術
工藝史(2) 美學(2) 美學(1)

圖畵手工師範科 中國繪畵史(2) 中國繪畵史/西洋繪畵史(2) 美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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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대상이었다. 5·4신문화운동으로 촉발된 ‘중국화 개혁론’은 서양 미술에 대
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다시 서양미술사 서적의 활발한 번역과 
출판으로 이어졌다. 민국전기에 출간된 서양미술사 관련 서적들은 60여 종에 이
르며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소개된 서양 미술 관련 기사만도 400여 건에 달한
다.80) 그러나 이 논저들은 서양의 서적을 번역하거나 이미 일본에서 번역해 놓은 
서양미술사를 재번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서양미술사를 소개한 서적은 장단수(姜丹書, 1885-1962)의 『미
술사(美術史)』(上海: 常務印書館, 1917)이다. 이 책은 장단수가 저장양급사범학교
에 재직할 당시 미술사 교과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집필한 저서이다. 장단수는 
교재가 전무한 상태에서 미술사 교과를 맡아 그때부터 5년간 자료를 수집, 정리
하여 1917년에 『미술사』를 펴냈다. 그러나 장단수는 이 책의 서문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논저들을 수집하였다. 기술(記述)하였을 뿐 저
작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저술 내용과 그 한계를 스스로 밝혔다.81) 그런데 
장단수는 책의 서문에서 그가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서술하였다. 
즉 그는 

무릇 한 나라의 문화, 국민성, 국민 사상이 어떠한지는 모두 미술에서 찾을 수 있다.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한 나라의 미술을 모두 볼 수 없으니 미술사를 보아야 한다. 
미술사라는 것은 미술의 원류, 변천, 성쇠와 그 성질을 연구하는 전문사(專門史)이며 
교육사, 문학사, 공업사 등과 동등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82) 즉 장단수는 미술사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이라는 확고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을 모두 미술에서 볼 수 있다
는 그의 인식은 동시기 개혁적 지식인들의 미술관을 대변한다. 이러한 관점은 바
꾸어 말하면 중국의 미술을 변화시켜 문화와 국민성을 제고(提高)시키겠다는 당시 
미술개혁론자들의 계몽적 사상과도 연관된다. 

80) 완칭리(萬靑力), 김민영 역, 「중국에서의 개혁의 요구와 서양미술사의 해석들: 
1917-1937(The Demands of Reform and Interpretations of Western Art History 
in China: 1917-1937)」,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3(2005), p. 147.

81) 孟艶, 「民國時期西方美術史譯介槪述」(浙江師範大學 美術學院 碩士學位論文, 2014), 
p. 10.

82) 孫戊華·李超德, 앞의 글,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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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수의 『미술사』는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상권은 중국미술사, 하권은 
서양미술사이다. 중국미술사는 다시 건축, 조각, 서화, 공예의 네 분야로 나뉘어 
시대별 개설과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서양미술사는 모두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
장부터 4장까지는 이집트와 그리스 · 로마의 미술, 5장과 6장에서는 기독교와 고
딕 위주의 중세 미술, 7장에서 9장까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을 소개하였
다.83) 그러나 이 책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간략한 자료 소개 정도에 그
치고 있어 학자로서의 분석적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이 학계에서 장단수
의 『미술사』를 진정한 의미의 미술사 저서로 간주하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도 주
목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된다.84) 그러나 이 책은 중화민국 교육부에 의해 일반 
학교의 공식 교재로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출간된 첫 번째 미술사 
서적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 밖의 서양미술사 관련 서적으로 1922년에 출간된 뤼정(呂徵, 1896-1989)의 
『서양미술사(西洋美術史)』가 있다. 당시 뤼정은 상하이미전(上海美專)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이 책은 존 반 다이크(John C. Van Dyke, 1807-1878), 알렌 마
퀀드(Allen Marquand, 1853-1924), 아더 프로싱햄(Arthur Frothingham, 
1859-1923), 알프에드 햄린(Alfred D. Hamlin, 1855-1926), 윌리엄 굳이어
(William H. Goodyear, 1846-1923) 등 서양 학자들의 글을 번역하여 편집한 저
서이다.85) 1926년에는 궈모뤄(郭末若, 1892-1978)가 『서양미술사제요(西洋美術
史提要)』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일본학자 이타가키 타카오(板垣鷹穂, 
1894-1966)의 『서양미술사(西洋美術史)』를 번역한 것이다. 1928년에 출간된 펑
쯔카이(豊子愷, 1898-1975)의 『서양미술사(西洋美術史)』 역시 일본학자 이치우지 
요시나가(一氏義良, 1888-1952)의 『마사노리의 서양화 강의 노트』를 모본으로 번
역, 편집하였다. 또한 1937년에는 리푸위안(李僕園, 1901-1956)이 프랑스 학자 
라이나흐(S. Reinach, 1858-1932)의 『아폴로: 시대에 따른 미술사의 삽화 설명
서(Apollo; an Illustrated Manual of the History of Art throughout the 
Ages)』(1917)를 번역하여 『아폴로예술사(阿波羅藝術史)』라는 서명으로 출간하였
다.86)   

83) 于曉芹, 「姜丹書<美術史>及其相關爭論的硏究」, 『美術大觀』(2008.3), p. 20.
84) 장단수의 미술사를 중국 최초의 미술사 서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위의 글, pp. 20-21 참조.
85) 완칭리(萬靑力), 앞의 글, p. 152.
86) 北京圖書館 編, 『民國時期總書目(1911-1949)』(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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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민국시기 대부분의 서양미술사 서적들은 서구의 연구서를 번역하거나 
일본의 번역서를 재번역하여 출판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으로서는 서양미술사를 
소개하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 역서 가운데 대다수가 일본 
번역서의 중역(重譯)본이라는 사실은 근대기 중국의 문화 수입 창구이자 서구화의 
모델로서 기능했던 일본의 역할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인들은 서양미술사 번역서
들을 접하면서 미술사라는 새로운 학문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미술계 종
사자들 역시 서양미술사를 학습하며 화사(畵史)나 화론(畵論)이 아닌 새로운 중국
미술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 국가의 미술사 집필
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의 학자들은 서양
미술사 교재를 기존 저서의 번역으로 마련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미술사 교
재 역시 일본의 저서들을 모본으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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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국시기 중국미술사 연구와 일본
 
 중국에서 최초로 서술된 자국미술사는 앞에서 소개한 장단수의 『미술사』(1917)
이다. 이후 베이징미술학교에서 미술사 강의를 담당했던 천스쩡과 상하이미전의 
미술사 교사였던 판톈서우는 『중국회화사(中國繪畵史)』를 각각 집필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다. 천스쩡의 『중국회화사』(1925)는 그가 1918년부터 실시했던 강의의 
기록을 그의 사후에 제자 위젠화(兪劍華, 1895-1979)가 정리하여 출판한 서적이
다. 판톈서우도 1926년에 『중국회화사』를 출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36년에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들의 저서는 통사로서의 회화사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국 미술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저서는 나카무라 
후세츠(中村不折, 1866-1943)와 코지카 세이운(小鹿靑雲, 생몰년 미상)의 공저 
『지나회화사(支那繪畫史)』(東京: 玄黃社, 1913)를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편집한 
책이다. 더욱이 이 두 서적이 각 학교에서 수년 동안 교재로 사용되었던 사실은 
민국시기 중국 미술사학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대하였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술사학 전개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근대화’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의 미술사가 가지는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이
다. 보편적인 근대 사회 발전의 이상적인 형태는 ‘민권(民權) 신장의 민주주의’와 
‘국권(國權) 확립의 민족주의’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민권이냐 국권이냐의 문제에서 국권의 확립이 우
선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동아시아에 위치한 근대화의 후발국이었다는 점
에 기인하였다.87) 이러한 근대기 일본의 강한 민족주의는 이후 일본의 미술사는 
물론 중국의 자국미술사에서도 사고의 틀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술사를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달시켰으며 자국
미술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미술사와 인도를 포함한 동양미술사도 연구하
였다. 더욱이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 일본에서 유학하며 미술사를 포함한 
신학문을 접하였다. 따라서 이 학자들이 이후 자국의 미술사를 서술하는 경우 일
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 자국미술사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미술사와 중국미술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87) 한단석, 「近代 日本에 있어서의 西歐 思想의 수용과 그 토착화에 관한 연구-계몽철학
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12(198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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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자국미술사와 중국미술사 서술

① 일본의 초기 자국미술사 서술
 역사 인식이란 가변적이어서 시대와 사회가 지닌 인식 체제에 의하여 좌우되며 
미술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근대기의 일본미술사는 역사 해석의 저변에 특
정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경우 연구의 결과물이 그 이데올로기 강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가 
지적하였듯이 문화나 예술처럼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분야도 실제는 제국주의적 
정치 원리 속에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근대기 일본미술사에서 확인할 수 있
다.88)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을 통하여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진해 
나아갔다. 미술계는 서양 미술 개념의 도입, 미술의 제도화, 독립적 인문학으로서
의 미술사 정립 등으로 그 과정에 동참하였다. 국민국가의 건설이 국가의 지도층
에 의해 기획되었듯이 미술의 제도화와 미술사의 정립 역시 국가에 의해 기획되
고 추진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미술 정책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미술을 통한 국
수주의(國粹主義)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미술사는 물론 동양미술사
와 중국미술사 역시 이러한 시각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메이지시기(1868-1912) 일본에서 서술된 자국미술사의 저변에 자리한 인식에는 
‘서구에의 대응’과 ‘민족주의와 황국사관의 강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 
 첫째 ‘서구에의 대응’이란 일본미술사가 서구인을 의식하여 일본 문화의 우수성
을 그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편찬되었던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의도는 서구의 ‘자포니즘(Japonism)’ 열기와 일본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사조에 
의하여 더욱 고무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문화의 여러 분야 가운데 미술을 특히 중시하여 1889년에 《콧카
(國華)》라는 관제(官制)의 미술 기간지를 창간하였다. ‘미술은 나라의 정화(精華)
이다’라는 창간사의 첫 문장은 당시 일본의 미술 중시 풍조를 대변한다.89) 이는 
‘박람회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에 미술이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19세기 후반부터 서구에서 

88)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도서출판 窓, 
1995), pp. 21-27.

89) 오윤정, 「메이지 미술과 일본의 근대 – 메이지미술회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9(2018.8),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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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였던 자포니즘이라는 일본 미술 애호 풍조는 일본인들에게 미술의 중요성
을 더욱 부각시켰다.90)

 일본의 초기 미술사 서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예는 토쿄 제실박물관
(帝室博物館)이 편찬하여 1900년의 《파리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internationale de 1900)》에 출품했던 『일본 미술의 역사(Histoire de L’Art du 
Japon)』이다. 이 책은 개최국인 프랑스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랑스어로 출
간되었으며 약 280부 정도가 호화 양장판으로 제작되어 서구 각국의 왕실과 박물
관장, 학자 등에게 증정되었다.91) 다음 해인 1901년에는 이 책이 일본인들을 위
하여 『고본일본제국미술약사(稿本日本帝國美術略史)』(東京: 隆文館圖書株式會社 
1901, 이하 『고본(稿本)』)라는 제목의 일본어판으로 출간되었다. 그 후 1902년 
‘영일(英日)동맹’이 체결된 이후 1910년에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일영박람회
(Japan-British Exhibition)》에는 두 번째의 관제미술사인 『특별보호건조물 및 국
보첩(特別保護建造物及國寶帖)』(東京: 審美書院, 1910)이 출품되었다.92) 이 책은 
정부가 전국의 불사(佛寺)와 신사(神社)에 소재한 고대 유물을 조사하여 정리한 
도판 해설집으로 건축, 조각, 회화와 공예품을 소개하였다.
 위의 저서들을 통하여 볼 때 일본의 초기 자국미술사는 국가의 주도 아래 서구
인들을 대상으로 편찬되었으며 자포니즘을 강하게 의식하여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서구인들의 일본 미술 수집은 주로 공예품과 우키요에 두 분야에 집
중되어 있었다. 서구의 미술 애호가들은 도자기, 금속공예, 염직물 등 공예품과 
우키요에를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로 여겼다.93) 그런데 이러한 서구의 취향은 일

90) 사토 도신(佐藤道信), 최재혁 역, 「근대의 초극」, 홍선표 편,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도서출판 학고재, 2009), p. 13.

91) 이 책에 대한 서평에는 황국사(皇國史)와 일체화한 역사적 산물로서 미술을 다룬 점이 
독창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평가는 회화와 건축 등 각 장르의 양식사적 전개를 서술
의 중심으로 하는 서양미술사와의 차이에 주목한 것이다. 후지하라 사다오(藤原貞郞), 
안재원 역, 「東洋美術史學의 형성과정에서 역사관 · 문화적 가치관 – 분석방법을 둘러
싼 日本과 歐美의　競合에 대하여」, 『미술사논단』 20(2005), pp. 353-358. 

92) 이 전시 이전에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1908년 불영(佛英)박람회와 1909년의 제국박람
회는 실론(Ceylon)과 세네갈(Senegal) 등 식민지 주민에 관한 ‘민속학적 전시’를 포함
하고 있었다. 일본이 모든 전시품을 준비하고 기획했던 1910년의 이 박람회에서도 한
국, 대만, 아이누 등의 식민지에 관한 전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에 관한 전시는 주
로 자료 위주였으나 대만과 아이누의 경우는 ‘대만촌(村)’, ‘아이누촌(村)’으로 현지민들
을 직접 데려가서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이러한 전시 기획은 서구의 열강들과 
나란히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林みちこ, 「1910年日英博覧會の兩義性: 「官製日本美術史」と「見世物興行」
のあいだで」, 『藝叢:筑波大學藝術學研究誌』 30(201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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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미술의 역사화를 통한 제국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미술사 서술 목적
과 상충되었다. 공예나 우키요에는 일본이 생각하는 자국 미술의 정수(精髓) 즉 
카노파(狩野派) 등 지배층의 회화나 고대 불교미술과는 거리가 먼 분야였기 때문
이다.94) 메이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본(稿本)』을 편찬할 때 ‘미
술적 공예(美術的工藝)’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예를 회화, 조각과 함께 미술사의 
세 분야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서민들의 오락 문화로 치부되던 우키요에
에 대하여는 매우 간략한 소개만을 하였다. 『고본』에서 우키요에의 대가 카츠시
카 호쿠사이(葛飾北斎, 1760-1849)의 서술에 할애한 분량은 단 13줄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은 식산흥업 정책과 직결된 공예품을 일본 미술의 일부로 적극 포함시
킨 반면 우키요에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은 이러한 새
로운 미술사의 서술을 통해 서구인들의 일본 미술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일본
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 하였다.
 『고본』은 많은 삽도를 포함하여 총 735쪽에 이르는 분량을 가졌다. 시기별로는 
국초(國初)부터 쇼무천황(聖武天皇, 재위 724-749)시대까지, 칸무천황(桓武, 재위 
781-806)시대부터 카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까지, 아시카가시대(足利時
代, 1335-1573)부터 토쿠가와시대(德川時代, 1603-1868)까지의 세 시기로 나누
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회화, 조각, 미술적 공예의 세 분야를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 분야에 할당된 각각의 분량이다. 도판을 제외한 본문에
서 전 시기를 통틀어 회화는 98쪽, 조각은 40쪽에 불과한 데에 비하여 미술적 공
예는 133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본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이 책이 일본 
공예품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서구를 분명하게 의식하여 쓰였음을 보여준
다. 즉 당시 일본의 식산흥업 정책에 의한 공예품 수출 진흥이라는 필요성이 미
술사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정부가 서구의 자포니즘을 담당하는 부
서로 농상무성(農商務省)을 지정한 점도 당시 일본의 자포니즘 인식이 경제적인 
시각이었음을 보여준다.95) 즉 자포니즘은 일본의 서구에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

93) 에드몽 공쿠르(Edmond de Goncourt, 1822-1896)의 『호쿠사이(Hokusai)』(1896)뿐 
아니라 루이 공스(Louis Gonse, 1846-1921)의 『일본의 미술(L’Art Japonais)』(1883)
에서도 카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1760-1849)를 일본의 대가로 칭송하였다. Inaga 
Shigemi, “A Critical Commentary from a Far Eastern Point of View,” in Is 
Art History Global?, ed. James Elkins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2007), p. 254.

94) 사토 도신(佐藤道信), 앞의 글(2009), p. 17.
95)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 近代日本の「ことば」と戦略』(東京: 講談社, 199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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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도 일본미술사 서술에서 하나의 중심축
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제의 미술사인 『고본』이 당시 일본 학계에 행사했던 영향력은 상당하였
다. 이 책이 나오기 이전인 1899년에 출판된 『일본미술사강의(日本美術史講義)』
는 1885년에 마츠모토 아이쥬(松本愛重, 생몰년 미상)가 철학관(哲學館)에서 강의
한 내용을 히로이케 치쿠로(廣池千九郞, 1866-1938)가 채록하여 출판한 서적이
다. 이 책에는 회화와 불교미술만이 포함되었고 조각이나 공예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96) 그러나 『고본』의 출간 이후인 1914년 하야시다 슌쵸(林田春潮, 1874－
1922)와 모리구치 타리(森口多里, 1892-1984)의 『일본미술사강화(日本美術史講
話)』와 1918년 와가츠마 에이키치(我妻栄吉, 생몰년 미상)의 『일본미술사개요(日
本美術史概要)』에는 회화, 불교조각과 더불어 미술공예가 포함되어 있다.97) 따라
서 대략 1910년대 이후에는 『고본』이 제시한 일본 미술의 범주가 통용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미술사는 서구의 자포니즘을 다분히 의식하여 그 
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여기에는 『고본』이라는 관제 미술사의 지침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서구에의 대응’이라는 이 시기 일본미술사의 방향에서 자포니즘 이외의 또 하나
의 인식은 ‘탈아입구(脫亞入歐)’였다. 이 이론은 일본이 1895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
吉, 1835-1901)가 주창했던 ‘탈아입구론’은 서양 오리엔탈리즘의 기본 인식인 ‘동
양의 타자화’라는 개념을 일본과 동아시아에 적용한 하부(下部) 오리엔탈리즘이
다.98) 일본에게 중국은 더이상 오랜 전통의 중화(中華)질서의 중심이 아니라 단지 
지리적 개념의 ‘지나(支那)’로 전락하였다.99)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

172.
96) 이 책은 일본 회화의 기원부터 메이지 연간의 유파들까지의 일본회화사를 총 13장에 

걸쳐 서술하였다. 松本愛重, 『日本美術史講義』(東京: 哲學館, 1899).
97) 이 두 책은 각 시대별로 회화, 조각, 미술공예를 서술하였다. 林田春潮·森口多里, 『日

本美術史講話』(東京: 文學普及會, 1914); 我妻栄吉, 『日本美術史概要』(東京: 岩田僊太
郎, 1918).

98) 강상중(姜尙中),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pp. 37-42.
99) ‘지나(支那, Shina)’는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인 중국의 호칭이다. 스

테판 타나카(Stefan Tanaka, 1952-현재)에 의하면 ‘지나’라는 호칭은 근대적 국가인 
일본과 비교하여 과거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본의 
국학자(國學者)들은 ‘중국(中國)’이라는 호칭이 함축하는 ‘문명과 야만’ 또는 ‘안과 밖’의 
개념으로부터 일본을 분리하기 위하여 ‘지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20세기 초 
중국의 혁명가들은 자신들을 만주족의 청조(淸朝)와 구별 짓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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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관념적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서구 열강과 대등한 제국이라 주장하였
다. 이와 더불어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을 일본보다 열등한 타자로 
설정하였다. 즉 일본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오리엔탈리즘적 계층구조를 ‘일본과 
동양’의 형태로 재생산하여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100) 일본
을 탈아시아화하여 서구의 열강들과 대등한 1등 국가로 만들려는 이러한 의도는 
고대 중심의 미술사 서술로 이어졌다. 『고본』의 고대 중심적 서술은 일본이 그리
스·로마에 필적할 만큼의 우수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음을 주장하려는 시도였다. 
  『고본』의 시기별 분량은 ‘국초(國初)부터 쇼무천황(聖武天皇)시대까지(593-748)’
의 고대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고대 부분에는 한반
도로부터의 영향이 보이는 스이코천황(推古天皇, 재위 593-628)시기의 호류지(法
隆寺) 금당 석가삼존상, ‘그리스-인도풍’이라는 텐지천황(天智天皇, 재위 
668-672)시기의 호류지 금당벽화, 중국 당대(唐代) 양식인 쇼무천황 시기의 야쿠
시지(藥師寺) 약사삼존불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고본』은 이외에도 여러 사
례를 들며 당시 서구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본의 고대 불교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고대 미술은 인도와 중국 고대 문명의 유
풍을 수용하여 자국화한 것임을 역설하였다.101) 이는 일본이 아시아 문화의 진수
(眞髓)인 고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불교, 유교, 예술을 모두 수용하여 재창조하
고 보존했으므로 일본은 ‘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실제 
『고본』의 서문에는 “일본 미술은 동양 미술의 진수(眞髓)를 집성(集成)하여 구성
한 것이다. 일본 제국은 세계의 공원(公園)이 됨은 물론 나아가 동양의 보고(寶庫)
라고 칭하는 것 또한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되어있다.102) 이러한 주장은 인도
와 중국에서는 이미 이들 문명이 사라지고 없으며 일본만이 그 유풍을 보존하고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103)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3-1913, 본명은 岡倉覺三)은 메이지시기의 미술 

하였다. 스테판 타나카(Stefan Tanaka),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등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문학과 지성사, 1995), p. 174.

100)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21-23.

101) 이나가 시게미(稲賀繁美), 이미림 역, 「日本美術像의 變遷: 印象主義 일본관에서 ‘東
洋美學’ 논쟁까지(1880-1940)」, 『미술사논단』 18(2004.6), p. 180.

102) 東京帝室博物館 編, 『稿本日本帝國美術略史』(東京: 隆文館圖書, 1916), p. 1.
103) 강희정, 「일본미술사 성립기의 인도 미술 인식-메이지기에서 다이쇼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60(2008), p. 178.



- 50 -

정책을 대변하는 인물로 초기 일본미술사의 서술과 『고본』의 편찬을 고찰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학자이다. 고대, 중세, 근세라는 세 단계의 시기 구분을 
비롯한 『고본』의 구성과 내용은 텐신이 1897년경에 작성한 초고 「일본미술사편
찬강요(日本美術史編纂綱要)」와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다.104) 텐신은 문부성에서 
미술 교육, 고미술품의 조사와 보존을 담당하였으며 제국박물관 이사를 역임하였
다. 또한 그는 1889년에 국립토쿄미술학교가 창설된 후 1890년에 교장으로 취임
하였다. 이 학교의 초기 일본미술사 강좌는 근대 일본 미술계의 핵심 인물이며 
텐신의 스승이었던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 1853-1908)가 담당하
였으며 텐신은 그의 후임으로 강좌를 맡았다. 
 텐신은 일본미술사와 함께 서양미술사의 강의도 담당하였다. 그는 서양미술사의 
시기 구분을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고 각각의 강의 분량을 5 : 1 : 4로 할당하
여 고대 그리스 · 로마 미술에 강의의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은 그의 
일본미술사에서의 시기별 분량과 유사하다. 그는 특히 고대의 나라(奈良)시대
(710-794) 미술이 일본 미술을 대표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서양
의 고대와 일본의 고대를 동등하게 서술하여 일본 고대 미술의 우수성을 그리스 
· 로마 미술만큼 부각시키려는 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단적으로 그는 강의에서

      저 그리스의 조각들은 서양인들이 자랑하여 내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에다 우리 나라
(奈良)시대 미술을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중략)산가츠도(三月堂)의 범천(梵
天), 제석(帝釋)과 소조상 등이 그저 합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듯
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한한 율동과 움직임이 내재하고 있다. 피디어스
(Phidias)가 제작한 올림포스의 주피터와 같은 작품 또한 마찬가지로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동세는 느껴지지 않는다.... (중략)그 품위와 미묘함에 있어 

도저히 우리 것에 미치지 못한다105)

라며 일본 고대 미술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텐신이 편찬의 초기 
단계에 깊이 개입했었던 『고본』에서도 드러난다.106) 『고본』에는 

104) 依田徹, 「岡倉天心の日本美術史時代区分に関する考察-‘近世’規定と‘円山応挙’論をめ
ぐって」, 『東京藝術大學美術學部論叢』 3(2007.3), p. 12.

105) 탄오 야스노리(丹尾安典), 이원혜 역, 「일본의 서양미술사-西洋化와 國粹主義」, 『미
술사논단』 1(1995.6), p. 23.

106) 당시 텐신은 토쿄미술학교 교장과 제국박물관 이사 및 미술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1897년 농상무성은 파리만국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일본미술사 개설서 출판을 제국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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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류지(法隆寺)의 기둥이 엔타시스식인 것은 마치 그리스와 같다... (중략)그 밖에 금
당(金堂) 안에는 벽화와 불상, 천개(天蓋)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인도 서역 내지는 

그리스 미술을 따른 것이다107)

라는 서술이 있어 그리스와 인도 그리고 인도와 일본 미술을 연결시키고자 하였
다. 즉 텐신은 서양미술사에서 그리스 미술을 강조하고 일본미술사에서 나라시대 
특히 텐표(天平)시기(729-749)를 비교 대상으로 거론하여 자국 미술의 우수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텐신의 의도는 동시기 일본의 미술사가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주었다.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1881-1938)는 1906년 『콧카』(199호)에 발표한 
글 「스이코(推古)시대의 조각」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엽의 일본조각에 대하
여

그리스 초기의 조각과 동일한 궤도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 직립적인 자태는 마치 
아테네에서 발견된 아폴로와 같고 옷주름선은 에기나(Aegina) 사원의 파풍(破風, 
pediment) 조각 등과도 동일하다108)

라고 서술하였다. 또 단 이노(團伊能, 1892-1973)의 『개관구주예술사(槪觀歐洲藝
術史)』(東京: 富山房, 1931)와 쿠로다 호신(黑田鵬心, 1885-1967)의 『일본미술사
독본(日本美術史讀本)』(東京: 趣味普及會, 1936)에서도 그리스와 일본의 미술을 
연계시킨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일본이 서구 열강들과 동등한 문화국임을 강변하려는 의도
에서 비롯되었다. 즉 ‘탈아입구’ 정책의 구체적인 방편으로 미술사가 이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초기 미술사를 지배한 ‘서구에의 대응’이라는 사조는 이상
과 같이 자포니즘과 탈아입구라는 두 개념을 축으로 형성되었다. 
 메이지시기 일본미술사의 근간이 된 두 번째 인식인 ‘민족주의와 황국사관의 강
화’는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근대기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제(機制)로서의 

물관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텐신이 편찬을 담당하고 후쿠치 후쿠이치(福地復一, 
1862-1909)를 편찬부주임으로 하여 일본미술사의 출판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1898년
의 소위 토쿄미술학교 사건으로 텐신은 편찬 담당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김용철, 「오카
쿠라 텐신과 일본미술사의 성립」, 『일본사상』 7(2004.10), p. 191. 

107) 탄오 야스노리(丹尾安典), 앞의 글, p. 25.
108)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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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를 의미한다. 이는 일본의 미술사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야마토(大和)민
족의 미술사이며 천황가(天皇家)와 귀족층의 미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에서 명
확하게 알 수 있다. 메이지유신이라는 개혁이 입헌군주제의 도입이며 천황을 일
본의 상징으로 확고히 하여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천황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
이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미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 정책은 민족국가
의 확립이라는 기획에 의해 천황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실례로 메이지 초기
의 미술 단체 용지회(龍池會)와 고서화감상회(古書畵鑑賞會)가 병합되어 1887년
에 발족한 일본미술협회(日本美術協會)는 그 규정에 천황의 일족인 황족의 일원
을 총재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미술협회뿐 아니라 메이지시기의 미술
계 전체가 천황의 아래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이다.109) 즉 ‘민족주의의 
강화’라는 일본미술사의 서술 방향은 뚜렷해진 국수주의와 황국사관에 의해 구체
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토 도신(佐藤道信, 1956-)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 일본에서 역사관의 지주
가 된 것은 황국사관(皇國史觀)이었다.110) 미술사 역시 황통(皇統)의 일관성을 보
증하기 위한 역사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111) 오카쿠라 텐신은 스이코천황 이전 
시기의 미술은 고고학적 유물이라고 말하며 스이코천황 시기 이후의 미술부터가 
진정한 야마토민족의 미술이라고 단정하였다.112) 따라서 그는 중국 육조(六朝)와 
당(唐)의 영향을 받은 7세기를 일본의 고대라고 강변하였는데 이는 이후 일본의 
동양 및 중국미술사 연구에서도 근간을 이루었던 사고의 틀이다. ‘일본의 미술은 
야마토민족의 미술’이라는 텐신의 이러한 관점은 이후 오무라 세이가이(大村西崖, 
1868-1927), 하야시다 슌쵸(林田春潮, 1874-1922), 모리구치 타리(森口多里, 
1892-1984) 등 많은 미술사가로 하여금 동일한 시각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민족주의적 정서는 쿠키 류이치(九鬼隆一, 1852-1931)가 쓴 『고본』의 서문에
도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일본 미술을 창출한 인민은 소위 야마토민족이다. 이 민족의 성격은 다른 민족과 마

109) 北澤憲昭, 『境界の美術史』(東京: 株式會社ブリユツケ, 2000), p. 81.
110) 사토 도신(佐藤道信), 이원혜 역, 「近代 日本美術史의 形成과 그 硏究 動向」, 『미술

사논단』 10(2008.8), p. 216.
111) 佐藤道信, 『明治國家と近代美術-美の政治學-』(東京: 吉川弘文館, 1999), p. 147.
112) 木下直之, 「日本美術の始まり」, 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 編, 『今,日本の美術史學をふ

りかえる』(東京: 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 1999), pp. 292-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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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인종적 유전자 혹은 지세풍토 등의 감화로 인해 복잡함의 극치에 이르렀다
고 할 수 있으나, 이천여 년 동안 만세일가(萬世一家)의 황통(皇統)을 모시고 이 나
라에 정주(定住)해왔기 때문에 나라를 통해서 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하나의 특이한 
성질이 현저하다. 따라서 이 성질은 제국 문명의 씨앗이 되고 문학 미술 등의 정화
(精華)가 될 수 있는 것이다....(중략)예로부터 철학, 문학, 미술, 공예 종류를 묻지 않
고 일단 일본인의 귀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두 일본화되어 별종의 취향을 지니게 되
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있다.113)

 
이처럼 『고본』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시각을 대변하는 관제(官制)의 미술사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초기 자국미술사 서술의 틀이 국가에 의하여 규정되었다는 사
실은 당시 활발히 미술사 저술에 참여했던 학자들 즉 오카쿠라 텐신, 쿠키 류이
치, 어니스트 페놀로사, 이마이즈미 유사쿠(今泉雄作, 1850-1931) 등이 모두 교
육부 관료이거나 국립토쿄미술학교의 교수였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국가 형성기에 시작되었던 일본미술사의 서술은 
서구를 향한 ‘서구에의 대응’과 일본 국민을 향한 ‘내셔널리즘과 황국사관의 강
화’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② 일본의 동양 및 중국미술사 서술
 일본의 초기 자국미술사는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성립된 현대적 의미의 미술사
이다. 더욱이 서양미술사는 한 국가만이 아닌 그리스 미술을 기원으로 유럽 전체
의 미술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보면 일본미술사는 한 국가의 미술사라는 관점에서
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일본미술사는 당시 일본에 유
학하고 있던 동아시아 각국의 미술 관련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
었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일본은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동양미술사와 중국과 한
국의 미술사 연구서도 최초로 출간하였으므로 그 성과는 동아시아 각국의 후발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동양미술사는 ‘아시아 동남부의 지역과 문명권을 아우르는 동양 
미술의 역사’라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114) 일본은 자국

113) 東京帝室博物館 編, 앞의 책, pp. 6-8.
114) ‘Orient’의 번역어로서의 ‘동양’은 서구에서는 터키로부터 동쪽 지역을, 근세까지의 

중국에서는 일본을, 일본에서는 아시아의 동부와 남부를 통칭하는 용어였다. 佐藤道信, 
앞의 책(1999),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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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의 원형을 먼저 확립한 이후에 동양 및 중국미술사를 연구하였기에 일본미
술사에 내재된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럽게 그 구축의 틀을 형성하였다. 즉 
일본에서 편찬된 동양미술사는 일본미술사와 마찬가지로 제국으로서 일본의 위상 
강화라는 시각으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115) 따라서 일본에서 편찬된 동양 
및 중국미술사의 이해는 앞서 언급한 근대기 일본의 미술사 서술 의도를 기반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이
후의 동양 및 중국미술사 연구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미술사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동양의 이상(Ideals of the 
East)』 등 동양 미술 관련 저서를 집필한 오카쿠라 텐신과 일본에서 최초로 중국
미술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오무라 세이가이의 저서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무라 세이가이는 일본 근대기의 동양 및 중국 미술 연구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
낸 연구자이다. 그는 1893년에 토쿄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조교수
로 활약하였다. 또한 그는 반관제(半官制)의 미술서적 출판사인 심미서원(審美書
院)에서 편집 업무를 보면서 일본과 중국 미술의 호화로운 도판과 해설서들을 다
수 간행하였다. 아울러 오무라는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중국을 다섯 차례 방문
하여 중국의 미술계 인사들과 교류하였으며 고궁박물원 소장품들을 조사, 촬영하
고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였다.116) 그 결과 그는 다수의 중국 미술 관련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하였다.
 메이지시기 일본은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서양과 일본을 세계의 두 
축으로 보는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전통
적 ‘천하(天下)’ 관념에서 벗어나 동양의 지배자라는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
다.117) 일본인들은 청일전쟁(1895)의 승리는 ‘탈아(脫亞)’를, 러일전쟁(1905)의 승
리는 ‘입구(入歐)’를 이루어낸 상징으로 여겼다. 즉 일본에서 동양 및 중국미술사
가 서술되었던 시점은 중국이 일본의 역사관과 세계관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
나고 있던 시기였다. 

115) Dōshin Satō, Modern Japanese Art and the Meiji State: The Politics of 
Beauty (Los Angeles: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2011), p. 154.

116) 오무라의 중국 방문과 중국 미술 연구에 대해서는 吉田千鶴子, 「大村西崖と中國」, 
『東京藝術大學美術學部紀要』 29(1994.3), pp. 1-35 참조. 

117) 이삼성,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근대 일본에서 ‘제국’ 개념의 정립 과정과 
그 기능」, 『국제정치논총』 51(2011), pp. 68-73.



- 55 -

 텐신과 오무라의 강의록이나 이 시기 출간된 이들의 동양미술사의 내용은 이러
한 변화를 방증하듯이 일본미술사가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
도의 미술사는 참고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인도나 
중국의 미술은 일본 미술과 친연성이 확인되는 사례들만 첨부됨으로써 일본을 중
심으로 한 ‘응집된 전체’의 일부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현재의 일본
에서도 종종 이 두 연구 영역이 ‘일본동양미술사’라는 단일화된 명칭으로 관습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더욱이 1897년부터 실시된 ‘고사사보존
법(古社寺保存法)’에 의해 ‘국보(國寶)’가 지정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본에 
소재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의 미술품들이 포함되어 있다.118) 이는 국가주의에 의
해서 ‘일본과 동양의 일체화’를 추구한 근대기 일본의 시대적 지향점을 보여준다. 
 텐신이 동양미술사나 중국미술사를 저술하지는 않았으나 ‘동양’에 대한 그의 인
식은 『동양의 이상』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1903년에 런던에서 초간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22년에 일본미술원(日本美術院)에서 펴낸 『텐신선생구문저서초역
(天心先生歐文著書抄譯)』에 포함되어 번역, 출간되었다.119) 이 책의 영문 전체 제
목이 『동양의 이상-일본 미술을 특별히 참조하여(Ideals of the East-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텐신의 일본과 
동양 미술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이 책을 완성
하였는데 원래 일본미술사만을 서술하였다가 인도 체류 중에 중국과 인도 부분을 
추가하였다.120) 이 책의 본문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때 주로 이용하였던 “아시아는 하나다(Asia is one)”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
한다. 본문의 첫 단락에서 텐신은 범아시아주의자와도 같이 아시아통합론을 이야
기하였다. 

118) 佐藤道信, 『美術史のアイデンティティ―』(東京: 吉川弘文館, 2008), p. 48.
119) 이 책이 일문으로 정식 번역되어 출간된 시기는 1922년이지만 1903년에 출간된 영문

서적이 곧바로 일본에 입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서구학
자들의 저서들을 바로 입수하였으며 스스로의 동양에 대한 연구가 서구에 비해 뒤늦었
음을 탄식하는 등 서구 학술계의 동시기 정보를 바로 습득하고 있었다. 후지하라 사다
오, 앞의 글, pp. 353-358. 한편 김용철은 영문 원본과 20년 가까운 시기적 차이를 보
이는 일문 번역본 사이에는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김
용철, 「중일 ·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텐신 재조명」, 『일본비평』 13(2015.8), 
pp. 176-178. 

120) 최유경, 「오카쿠라 텐신의 아시아통합론과 불교-‘동양의 이상’과 ‘일본의 각성’을 중
심으로」, 『종교와 문화』 14(2008),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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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일체(一體)이다. 히말라야산맥은 두 개의 강력한 문명 즉 공자(孔子)의 공동
사회주의를 가진 중국 문명과 베다의 개인주의를 가진 인도 문명을 그저 강조하기 위
해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눈 덮인 장벽조차도 모든 아시아 민족에 있어서의 공통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 대한 애정의 넓은 확장을 한순간이
라도 단절시킬 수 없다...(중략)아시아는 결국 하나이다. 아라비아의 무도(武道)도 페르
시아의 시(詩)도, 지나의 윤리도, 인도의 사상도 각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
기 때문에 구별은 할 수 있는데 결국 같은 아시아정신이기도 하다.121) 

 그러나 그는 곧 일본의 특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고본』보다도 더욱 강한 민
족주의적 정서를 드러내었다. 

일본 민족이 달단족(韃靼族, Indo-Tantric)이라는 것도 아시아 사상의 양 기원 모두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일본은 특권을 가진다. 지금 지나 문화는 그 
문학과 유적 이외에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없다. 또 지금 인도 문화에도 아쇼카왕 시
대나 아수르칸 시대의 것이 전하지 않고 겨우 아잔타, 엘로라, 오릿사 등에 그 잔해를 
떠올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야말로 이들의 문화를 탐색하는 유일한 장소이
다...(중략) 일본은 아시아 문명의 박물관이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이상이다. 말하자면 
일본 국민의 믿을 수 없는 천재성은 과거의 문화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즐기며 
옛것을 잊지 않고 있다.122) 

 
 그리고 텐신은 이어서 

당대(唐代)의 이상을 반영한 야마토의 시와 무악이 오늘날까지 영감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송대(宋代)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선종(禪宗)과 
노가쿠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집념으로 일본은 근대적 권력을 가지면서도 아시아의 
영혼에 충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미술의 역사는 동양의 이상의 역사이다123)

라고 말하였다. 텐신의 주장은 중국 문화의 뿌리인 당송(唐宋)의 문화가 일본 예
술의 원천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열악한 상황으로 당송 문화

121) Kakuzo Okakura, The Ideals of the East-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 (London: John Murray, 1904), pp. 3-4.

122) 위의 책, pp. 5-7.
123) 위의 책,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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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寶庫)는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동양의 이상’은 곧 일본의 미술이
라고 강변하였다. 
 텐신의 이러한 사상은 『고본』의 서문에서 “일본 미술은 동양 미술의 진수를 집
성하여 구성한 것이다”라고 했던 구키 류이치의 인식과 일치하며 이는 당시 대다
수 일본학자의 사고를 대변한다. 일본에서의 동양 및 중국미술사 서술은 이러한 
일본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오무라 세이가이의 『동
양미술소사(東洋美術小史)』(1906)에서도 이러한 민족주의적 서술은 이어지고 있
다. 그의 『동양미술소사』는 일본, 중국, 인도의 미술을 시대순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무라는 책의 범례에서 

이 책의 제목을 ‘동양미술소사(東洋美術小史)’라고는 하였지만 주로 하는 바는 일본
의 회화와 조소이다. 지나와 인도의 예술에서는 건축 및 공예를 생략하였고 인도는 
중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준 불교미술만을 다루었다. 이 책은 주로 우리나라의 예술 
작풍 변천의 대강에 의거하여 장을 나누었다124)

라고 설명하였다. 즉 오무라는 이 책의 주요 목적이 일본미술사의 서술이며 일본 
미술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인도 및 중국의 미술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책을 진정한 의미의 동양미술사라고 칭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자 스스
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그는 일본 미술에서 스이코천황 이전의 미술은 고고학적 유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텐신의 시기 구분을 따르고 있다. 오무라는 토쿄미술학교에서 
텐신에게 배웠으며 따라서 그의 일본미술사 개념은 텐신에 의해서 강화되었을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의 첫 장인 ‘육조 이전의 지나(六朝以前の支那)’는 중
국의 불교미술에 나타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 장인 ‘삼한과의 교류 및 불교의 도래(三韓との交通及佛敎の渡來)’에서 오무
라는 인도 고유의 예술이 중국의 육조를 거쳐 삼한에 이르고 곧이어 일본에 전해
져 스이코천황 시대의 찬란한 불교미술을 꽃 피웠다고 기술하였다. 이로써 오무
라는 동양미술사 서술의 목적이 일본의 고대 미술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
다. 이후의 ‘당풍(唐風)’부터는 일본 미술에 집중하면서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 미
술과의 접점을 갖는 중국 미술품에 대해 언급하였다.

124) 大村西崖, 『東洋美術小史』(東京: 審美書院, 190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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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오무라가 언급하고 있는 중국 회화는 대부분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 이
전에 외국으로부터 전래된 작품들을 ‘코와타리(古渡り)’라고 통칭하는데 그 가운
데 중국 회화 작품들을 ‘소겐가(宋元畵)’라고 하며 높이 평가해왔다. 즉 일본의 중
국회화사는 이 소겐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오무라가 편집하고 심미서원에서 펴낸 『동양미술대관(東洋美術大觀)』과 나카무라 
후세츠와 코지카 세이운의 『지나회화사』에서도 동일하다. 그리고 이들의 중국회
화사는 ‘소겐가’를 일본 미술의 영역으로 포괄하려는 인식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송말원초(宋末元初)의 승려화가였던 목계(牧谿, 생몰년 미상)의 작품 〈관음
원학도(觀音猿鶴圖)〉에 대한 이중적인 서술을 들 수 있다. 『동양미술대관』 제9책
에는 이 작품을 송대(宋代)의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1910년에 편찬된 두 번
째의 관제미술사 서적인 『특별보호건조물 및 국보첩』에는 일본에 전래되어 있던 
이 작품을 아시카가시대(足利時代, 1392-1573)의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분류는 일본에 전래되어 있던 중국의 작품을 그 제작국은 중국이지만 
일본 미술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였음을 시사한다.125) 즉 당시 일본의 중국미술사
는 일본미술사 안으로 흡수, 동화된 작품 즉 일본의 미적 취향에 의해 걸러지고 
수용되어 오랜 기간 보존되어 온 중국 작품들을 대상으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시각은 일본에 있는 중국의 작품들을 소위 ‘안에 있는 타자(內なる他
者)’로 보는 관점이었다.126) 이 문구는 일본이 중국 미술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우월감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러한 인식과 서술 방
식은 당시 일본인이 접할 수 있던 중국 미술품이 일본에 소재한 작품들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
계와 더불어 일본만이 동양 미술의 걸작을 보존하고 있는 ‘동양 미술의 보고이며 
박물관’이라는 믿음이 대상작 선정에 대한 고민을 생략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시 말해 일본에서 서술된 초기의 동양 및 중국미술사는 일본의 국수주의적 이데
올로기를 강화하는 기제 즉 동양의 맹주로서의 일본이 동양 역사를 재편하는 도
구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술사의 서술에서 대상 작품의 선정은 저자의 시각과 미술사 방법론에 대

125) Dōshin Satō, 앞의 책, p. 175.
126) 김용철, 「일본 미술사연구에 나타난 동아시아적 관점에 관한 검토- 일본 내 회화사 

연구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2(2003),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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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중국
미술사가 일본 소재의 중국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되었음은 국수주의 이외에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즉 ‘실재하는 작품의 조사와 작품 감정에 기초한’ 미술
사학의 방법론이 당시의 동아시아에서는 역시 일본에서 최초로 싹트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고본』은 제국박물관이 진행한 임시전국보물취조국(臨時全國寶物取調
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찬되었으며 『특별보호건조물 및 국보첩』은 내무성이 
추진한 고사사보존회(古寺社保存會)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1897년부터 ‘특별보호건조물’ 또는 ‘국보’를 지정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
시하였다. 수년에 걸친 이 작업에 페놀로사와 텐신이 참여하였는데 그들이 호류
지(法隆寺) 유메도노(夢殿)의 관음상을 조사하며 감격하였다는 기록은 유명하
다.127) 초기의 일본미술사를 대표하는 이 두 서적이 실존 작품의 조사를 바탕으
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학계가 서구로부터 도입한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두 서적과 1679년에 카노 에이노(狩野永納, 
1631-1697)가 저술한 『본조화사(本朝畵史)』 등 전통 화사(畵史)의 차이점은 국가 
의식과 통사로서의 역사 인식 이외에도 실증적인 작품 조사와 사료 비판성 등을 
꼽을 수 있다.128) 즉 일본의 미술사학은 이 두 서적에서부터 ‘사상(思想)에서 과
학(科學)으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9) 
 한편 이러한 ‘과학’이라는 가치관에 입각한 작품 본위의 미술사 방법론은 이후 
중국의 미술사 저자들 가운데 텅구의 저서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그를 제외한 중
국의 초기 미술사 저자들은 일본으로부터 미술사 서술의 틀을 수용하면서 민족주
의 고취라는 서술 의도는 받아들였으나 그 과학적인 방법론은 학습하지 못하였다
고 판단된다. 

2) 초기 중국미술사 연구와 일본: 천스쩡, 판톈서우

 일본은 중국 근대화 과정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중국
의 지식인들은 일본을 배우고자 보다 정확하게는 일본을 통해 서구를 배우고자 

127) 熊田由美子, 「岡倉天心の鎌倉彫刻論-仏像批評史の基礎的研究として」, 『五浦論叢』 
10(2003), p. 5.

128) 佐藤道信, 앞의 책(1999), p. 144.
129) 太田智己, 「日本美術史硏究の‘科學’化志向-1930年代お中心に」, 『美學』 243(2013. 

1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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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양한 서적들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는 중국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
을 근대화의 현실적인 모델 즉 궁극적인 근대화의 이상인 서구와의 중개자적 존
재로 인식함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한자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언어의 유사성

과 당시 중국인들의 일본 유학 열풍은 일본 서적 도입의 주요 배경이다.130) 청조

(淸朝) 말기인 1896년에서 1911년까지 중국에서 번역, 출판된 일본의 서적은 적
어도 1천 종(種) 이상이었다.131) 민국시기에는 일본 서적의 도입이 더욱 확대되었
으며 미술 관련 서적의 경우는 전체 번역서의 절반 이상이 일본의 서적이었
다.132)

 또한 중국 각지에 각종의 신식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준비된 교재는 대부분 부재
하였다. 이에 따른 시급한 교재의 수요는 일본 서적의 번역을 촉진시켰다. 심지어 
중국 역사 과목까지도 신교육에 적합한 교재가 없어 일본의 중국 역사서를 번역
하여 교과서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133) 미술사 과목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 
시기 베이징과 상하이의 미술학교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미술사 교재는 나카무라 
후세츠와 코지카 세이운의 공저 『지나회화사』(1913)의 번역본이었다. 베이징미술
학교의 천스쩡과 상하이미전의 판톈서우가 이 책을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으
며 이보다 앞서 출판된 장단수의 『미술사』 역시 송대 회화 부분의 내용은 『지나
회화사』와 동일하다. 이 책은 또한 국립지난대학(國立曁南大學)의 사학과 교수였

130) 일본에 유학한 중국 학생은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에 중국 정부가 파견한 13명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1937년까지 누적 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동시기 
구미로 유학을 떠났던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 이공계통을 전공하여 실업과 과학을 통한 
구국을 목표로 하였던 것에 비하여 일본 유학생들은 거의가 군사나 정치 등 사회 분야
를 전공하여 귀국 후 중국의 사회 변혁과 혁명의 주축이 되었다. 미술계 역시 서구보다
는 토쿄미술학교 등 일본의 유수 미술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월등하게 많았으며 이
들은 귀국 후 중국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즉 20세기 전반의 중국 
미술계는 일본과 서구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들에 의해서 개혁과 변화가 추진되었
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술 교육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중국미술사의 서술 역시 초기에는 
대부분이 이들 유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류샤오루(劉曉路), 이보연 역, 「20세기 중
국의 미술 유학생」, 『인물미술사학』 9(2013), p. 253.

131) 曹鐵錚·曹鐵娃, 「論民國時期美術史學研究中的“日本影響”」, 『藝術百家』(2008.5), p. 
100.

132) Guo Hui, 앞의 글, p. 15.
133) 한 예로 천구(陳穀, 생몰년 미상)가 번역하여 상하이의 광지서국(廣智書局)에서 1902

년에 출판한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瓒次郎, 1864-1947)의 『지나사요(支那史要)』는 저장
성 우싱현(吳興縣) 난쉰(南潯)의 난시공학(南溪公學)에서 제1학기 ‘내국사(內國史)’과목
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이 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가 좋아 점차 많은 학교
들이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胡逢祥, 「二十世紀初日本近代史學在中國的傳播和影響」, 
『學術月刊』(1984.9),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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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궈쉬중(郭虛中, 1912-1971)에 의해 1937년에 『중국회화사(中國繪畵史)』로 다
시 한 번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이는 곧 중국에서 이 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
음을 시사한다.
 베이징 화단의 대표적 전통주의 화가였던 천스쩡은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공저 
『지나회화사』를 가장 먼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인물이다. 천스쩡은 1902년에 
일본에 유학을 떠나 토쿄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에서 박물학을 공부하고 
1910년에 귀국하였다. 그는 교육부의 편심원(編審員)으로 활동하는 한편 1915년
부터 베이징고등사범학교 도화수공과의 국화과(國畵科) 교수, 국립베이징여자사범
학교(國立北京女子師範學校)의 박물관 교원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그는 1915년에 
전통파 화가이자 관료였던 위샤오쑹(余紹宋, 1882-1949)과 더불어 베이징 최초의 
미술 사단인 선남화사(宣南畵社)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134) 천스쩡
은 차이위안페이의 초빙으로 1918년부터 베이징미술학교 중국화과의 교수로 재직
하였으며 회화 실기와 중국미술사 강의를 담당하였다.135)

 천스쩡은 1923년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의 제자 위젠화(兪劍華, 1895-1979)가 
천스쩡의 사후인 1925년에 그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중국회화사(中國繪畫史)』(濟
南, 翰墨縁美術院, 1925)를 출간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 실린 위사오쑹의 추모글
에 의하면 천스쩡은 이 강의록을 베이징미술학교와 베이징고등사범학교 등에서도 
교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136) 그런데 이 『중국회화사』가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134) 천스쩡은 량치차오(梁啓初, 1873-1929), 탕딩즈(湯定之, 1878-1948), 야오화(姚華, 
1876-1930), 허량푸(賀良朴, 1861-1937), 천반딩(陳半丁, 1876-1970) 등과 교유하며 
베이징의 전통주의 화파를 이끌어가는 대표 화가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지영, 「중
국 근대화가 진사증 연구-회화 이론과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명지대학교 예술품감정학
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 12-16.

135) 베이징미술학교는 교재뿐 아니라 교육 체계도 일본을 모델로 하였다. 베이징미술학교
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차이위안페이는 정진(鄭錦, 1886-1956)을 초대 교장으로 초빙하
였는데 정진은 1897년부터 1915년까지 무려 18년간이나 일본에 유학했던 화가이다. 그
는 토쿄의 다이도학교(大同學校), 쿄토의 쿄토시립미술공예학교와 쿄토시립회화전문학교
에서 서양화와 일본화를 전공하였으며 1907년의 《제1회문부성미술전람회》에서 중국인
으로는 처음으로 입선하였다. 1915년에 귀국한 정진은 교육부의 총무청(總務廳) 편심처
(編審處)에서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베이징고등사범학교의 도화수공과 교
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정진을 교장으로 임명한 배경에는 일본의 미
술 교육에 정통한 그를 통해 일본의 미술 교육 체제를 참고하여 이 학교의 체제를 정립
하려는 교육부의 의지가 있었다. 정진과 베이징미술학교의 창립에 관하여는 陳繼春·袁
宝林, 「校史鉤沈：鄭錦與中國第一所國立美術院校的創立」, 『校史硏究』(2013.2), pp. 
73-88 참조.

136) Julia Andrews and Kuiyi Shen, 앞의 글, p. 23의 주석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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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회화사』를 목차부터 거의 그대로 번역한 책이라는 사실은 당시 교재 수요의 
시급성과 천스쩡 등 미술계 인사들의 높은 일본 의존도를 입증해준다. 
 한편 상하이의 대표적 미술학교인 상하이미전(上海美術專門學校)에도 미술사 강
의가 있었다. 1913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상업 미술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교과는 서양화와 도안(圖案) 위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학교는 
1923년에 교육부의 권고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중국화과를 설치하였으며 1924년
부터 중국회화사 강의를 개설하였다. 중국회화사 강의는 중국화과의 교수였던 판
톈서우가 맡았다.137) 그는 강의용 교재로 사용하고자 『중국회화사(中國繪畫史)』
(上海: 商務印書館, 1926)를 출판하였는데 이 역시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공저 
『지나회화사』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책이었다.138) 판톈서우가 『중국회화사』의 서
문에서 “상하이미전은 1924년에 중국미술사 과정을 신설하였으나 당시에는 미술
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교재도 전무했다”라고 밝혔듯이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지나회화사』가 중국 주요 미술학교의 교재로 선
택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시기에 일본에서 출판되었던 중국 미술 관련 연구서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출판된 중국미술사 관련 주요 저서

137) Jane Zheng, “The Shanghai Art College: 1913-1937”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ong Kong, 2005), pp. 38-41.

138) Julia Andrews and Kuiyi Shen, 앞의 글, pp. 18-20.

출판연도 저자 제목 출판사
1900 佐久間鐵園 支那歷代名畵論評 博文館
1906 大村西崖 東洋美術小史 審美書院
1908-
1918

大村西崖 東洋美術大觀 全15卷 審美書院

1908 大村西崖 東瀛珠光 審美書院
1910 大村西崖 支那繪畫小史 審美書院
1913 中村不折,小鹿靑雲 支那繪畫史 玄黃社
1915 大村西崖 支那美術史彫塑編 佛書刊行會圖像部
1917 窪田勘六 支那墨寶集 審美書院
1920 富永醉竹 支那歷朝墨竹名蹟譜 墨竹會
1921 Ernest Fenollosa 東亞美術史綱 フェノロサ氏紀念會
1921 大村西崖 文人畵選 丹靑社
1922 小野華堂 支那名畵集 1 東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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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교재에 적합한 통사로서의 미술사는 오무라 세이가이, 이세 센이치로
(伊勢專一郞, 1891-1948)의 저서 그리고 나카무라 후세츠와 코지카 세이운의 공
저 정도이다. 이 저자들의 저서 가운데 중국에서 번역되어 교재로 사용된 사례는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지나회화사』뿐이다. 이외의 서적들은 대게 도판을 모은 화
보집 또는 묵죽 등 특정 화목을 다룬 것이거나 화론 등이어서 미술사의 교재로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천스쩡의 경우는 미술사 강의를 시작한 시점이 1918년이다. 이 시기에는 나카무
라와 코지카의 공저 이외에도 오무라 세이가이의 『동양미술소사(東洋美術小史)』
(1906), 『지나회화소사(支那繪畵小史)』(1910)와 『동양미술대관(東洋美術大觀)』
(1910)이 출간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동양미술소사』는 인도, 중국, 일본의 미술
에 대하여 회화, 조각, 옥기(玉器), 동기(銅器), 석문(石文) 등 여러 분야를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은 중국 미술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으며 1928년에 천빈허
(陳彬龢, 1897-1945)가 이 중국 부분만 발췌, 번역하여 『중국미술사(中國美術
史)』라는 서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이 교재로 선정되지 않은 이
유는 첫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책의 내용은 일본 미술과 연관성을 가진 인도
와 중국 미술을 위주로 소개하였다는 점과 둘째 천스쩡이 가장 중시했던 중국 회
화 관련 분량이 전체 197쪽 가운데 22쪽에 불과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나회화소사』는 전체 분량이 26쪽에 불과한 말 그대로 ‘소사(小史)’이기에 한 
학기의 교재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동양미술대관』은 전체 15권 가운데 중국 미
술에 7권(회화 5권, 조소 2권)을 할애하였으나 도판해설 위주의 구성이었으므로 
역시 선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무라는 명망 있는 학자였으나 그의 
저서들은 미술사의 교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판톈서우가 중국회화사를 출판한 시기는 1926년으로 이 시기에는 오무라의 저서
를 제외하고도 이세 센이치로,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저서가 번역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판톈서우는 이미 천스쩡이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던 나카무라
와 코지카의 공저를 선택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정통으로 중국학을 공부한 이세 
센이치로의 명성이 화가 출신의 나카무라와 승려 출신인 코지카보다 높았던 사실
을 생각하면 의외의 선택으로 보인다. 이세 센이치로는 나이토 코난(內藤湖男, 

1922 伊勢專一郞 支那の繪畵 內外出版株式會社
1924 金原省吾 支那上代畵論硏究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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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1934)의 제자로 쿄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에서 나이토로부터 중국학과 중
국 미술을 배웠다. 이세의 『지나의 회화(支那の繪畵)』(1922)는 육조에서 원대(元
代)까지의 중국 회화를 주요 작가 위주로 편성한 통사(通史)로 본문만 173쪽의 
분량에 31개의 도판을 포함한 미술사 서적이었다. 이 저서는 출판 이후 일본 학
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이세는 촉망받는 젊은 학자로 떠오르
게 되었다. 이후 국립의 동양학 연구기관인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이 중국 
산수화에 관한 연구서를 편찬하기로 하였을 때 그에게 연구를 위임하여 『고개지
에서 형호까지 이르다: 지나 산수화사(顧愷之より荊浩に至る:支那山水畵史)』
(1934)를 간행하기도 하였다.139)

 그렇다면 이처럼 당시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던 이세의 『지나의 회화』가 중국에
서는 교재의 모본으로 선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판톈서우가 이 책을 번역
의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이 책이 원대(元代)까지만을 다루고 있어 
명청(明淸)의 회화 부분은 새로 집필해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이세와 나이토 코난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세의 스승이
자 중국학 연구의 권위자였던 나이토 코난은 쿄토학파(京都學派)의 기초를 만든 
학자였으며 쿄토제국대학에서 1922년과 1923년에 중국미술사 강의를 하였다. 그
의 강의록이 『지나회화사』로 출간된 것은 그의 사후인 1938년이었다. 그는 일본
에 망명해 있던 금석학자이자 미술품 수장가인 뤄전위(羅振玉, 1866-1940)와 친
밀한 교유를 하였으며 뤄전위의 대량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중국 미술을 연구하였
다.140) 쿄토제국대학에서의 그의 강의도 뤄전위의 소장품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나이토는 매우 완고한 국수주의자였으며 1914년에 초간된 『지나론(支那
論)』에서 

139) Aida Yuen Wong, “The East, Nationalism, and Taishô Democracy: Naitô 
Konan’s History of Chinese Painting,” Sino-Japanese Studies 11 (1999), p. 22
의 주석 56 참조. 

140) 뤄전위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왕유의 〈강산설재도(江山雪齋圖)〉 등 자신의 소장품을 
비롯한 중국 미술품을 대량으로 매각하였으며 권위 있는 중국 미술품 감정가로도 활약
하였다. 이러한 작품의 유통으로 뤄전위는 20세기 초반 일본의 중국미술사 발전에 기여
하였으나 현대의 학자들은 ‘시대양식’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의 감정에 많은 오류가 있
음을 밝혔다. Tamaki Maeda, “Luo Zhenyu and the ‘Legacy of the Southern 
School’ in Japan and the West,” in Lost Generation: Luo Zhenyu, Qing 
Loyalists and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Culture, ed. Yang Chia-Ling 
and Roderick Whitfield (London: Shaffron Books, 2012),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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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늘날에 이르러 동양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중략)일본과 지나가 정치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룬다면 문화의 중심이 일본으로 옮아가게 되고 그러면 일본
인들이 지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시 활약하는 것을 지나인들도 특별히 불가사의
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141) 이러한 나이토의 사상은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반감을 사 그
가 일본에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진 중국학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들은 
당시 중국에서는 전혀 출판되지 않았다.142) 이세는 중국 미술의 연구에서 코난의 
직계 제자로 손꼽히는 학자였다.143) 실제로 이세는 『지나의 회화』의 서문에서 그
의 스승인 나이토 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책이 출간될 수 있었음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언급하였다.144) 1924년부터 중국미술사 강의를 했던 판톈서우는 
강한 국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자였다. 따라서 그는 나이토의 제자이자 쿄토학
파의 일원인 이세의 저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판톈서우는 천스
쩡이 이미 수년간 교재로 사용하고 있던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저서 『지나회화사』
를 다시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두 주요 대학의 교재로 차용된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지
나회화사』는 앞에서 살펴본 텐신과 오무라 등이 가졌던 중국 미술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 책은 일본의 강한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서술되었으며 서
술의 대상 작품들은 대부분 일본에 유전되고 있던 중국 작품이었다. 나카무라가 
쓴 『지나회화사』의 서문에는 

중국의 회화는 일본 회화의 부모이며 이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일본 회화를 이해할 수 
없다145)

라고 쓰여 있어 마치 중국 미술을 찬양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현대의 지나는 그 국운이 기울면서 동시에 묵림예원(墨林藝苑) 역시 심하게 적막해졌

141) 內藤湖南, 『支那論 · 附支那新論』(東京: 博文堂, 1922), pp. 265-266.
142) Guo Hui, 앞의 글, p. 19.
143) 山根幸夫, 「日本人の中国観: 内藤湖南と吉野作造の場合」, 『東京女子大學論集』 19 

(1968), p. 5. 
144) 伊勢專一郞, 『支那の繪畵』(京都: 內外出版株式會社, 1922), pp. 1-4.
145) 中村不折·小鹿靑雲, 『支那繪畵史』(東京: 玄黃社, 191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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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명장들의 필적도 끊어지고 칭찬할 것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거슬러 올라
가 보면 뛰어난 예술가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애석하게도 왕조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그 명작들은 병란에 의해 소실되어서 지금은 
그 진적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중략)지나 회화의 명화는 일본에 남아 있을 뿐 지
나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146)

라고 하여 ‘동양의 보고’로서의 일본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당송의 문화가 일
본 예술의 근원이라는 텐신의 시각은 이 책에서도 이어진다. 나카무라와 코지카
는

남북조 시기부터 서도(書道)가 크게 발달해서 점차 서법운필의 묘취를 그림에 응용하
여 선의 비수(肥瘦)를 사용하고 장중한 화취(畵趣)를 발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어서 중당(中唐)에 이르면 선(線)에 일종의 기교를 추가하게 된다....(중략)산수
화도 당대(唐代)에 들어와서 시작되어 인물화의 배경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이사훈(李
思勳), 왕유(王維) 등에 의해서 그 격식이 대성(大成)되고 송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달
한다147)

라며 당송시기의 미술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게 당송의 미술을 높이고 원, 명, 
청의 미술을 쇠퇴기로 보는 시각은 당시 일본에서 일반적이었다. 일본의 학자들
은 일본미술사에서 이미 자신들의 고대를 정점으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였다. 따
라서 나라 및 헤이안 시대에 영향을 준 육조와 당의 미술을 상찬하였으며 셋슈
(雪舟, 1420-1506)나 카노파 회화에 영향을 주었던 송의 회화를 중국 미술의 최
고봉으로 보았다. 일본인들은 특히 청대의 미술을 쇠락하여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이러한 서술의 맥락에는 청의 국력이 쇠미해지고 문화가 낙후하였음
을 강조하여 일본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나아가 제국주의적인 침략 논리를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시기 일본미술사에서 보이는 『고본』의 영향은 이 책에서도 상당 부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호류지 벽화에 대한 서술은 『고본』에서의 텐신의 인식
과 동일하다. 텐신은 호류지 벽화의 화풍은 인도 아잔타석굴 벽화의 화풍이 중국
과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전래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지나회화사』에도 

146) 中村不折·小鹿靑雲, 앞의 책, p. 2.
147) 위의 책,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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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시대의 벽화를 설명하면서 이 시기 중국을 거쳐 인도 아잔타석굴 벽화의 
훈염법이 일본의 호류지 벽화에 전해졌다는 설명이 있다. 그리고 텐신의 『고본』
에 실린 호류지 벽화의 설명이 원문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그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실로 비범한 대작이고 천이삼백 년 전 동서교통의 사적(史蹟)을 증명하며 당시 예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불꽃과 같은 광채를 세계로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8)

라며 호류지 벽화를 극찬하였다. 이는 곧 중국회화사의 서술을 통하여 일본 미술
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시도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의 국수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는 『지나회화사』를 천스쩡과 
판톈서우는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천스쩡은 『중국회화사』에 『지나회화사』의 서론
은 싣지 않았다. 대신 “우리나라의 미술은 서화, 조소, 건축이 발달하여 국민성을 
대표한다. 그러나 오직 서화(書畵)만이 연원이 분명하고 자고로부터 계통적인 기
록이 분명하다”라며 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간략한 서문을 직접 썼다.149) 그
리고 본문에서는 위의 호류지 금당벽화 등 일본 미술품의 장황한 설명도 생략하
였다. 그러나 그 밖의 내용과 구성은 『지나회화사』와 거의 유사하다. 『지나회화
사』에서는 중국 역사의 시기 구분을 육조까지의 상세사(上世史), 당에서 원까지의 
중세사(中世史), 그리고 명청의 근세사(近世史) 세 단계로 하였다. 천스쩡은 이와 
동일하게 시기 구분을 하고 있으나 상고사(上古史), 중고사(中古史), 근세사(近世
史)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지나회화사』와 천스쩡의 『중
국회화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그 구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支那繪畵史』의 목차>                  <『中國繪畵史』의 목차>

第1編   上世史                             第1編   上古史
   第1章   上代の繪畵                         第1章   三代之繪畵
   第2章   漢代の繪畵                         第2章   漢代之繪畵
   第3章   六朝の繪畵                         第3章   六朝之繪畵
      第1節   六朝文化の槪論                  第4章   魏晉之繪畵

148) 中村不折·小鹿靑雲, 앞의 책, p. 40.
149) 陳師曾, 「中國繪畵史」, 李運亨 外 編, 『陳師曾畵論』(北京: 中國書店, 200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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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魏晉の時代                      第5章   南北朝之繪畵
      第3節   南北朝の時代                    第6章   隋朝之繪畵
      第4節   隋朝の時代

第2編   中世史                             第2編   中古史 
   第1章    唐朝の繪畵                        第1章    唐朝之繪畵 
      第1節    唐朝文化の槪論                    第1節    唐朝文化之槪論 
      第2節    唐朝前期の繪畵                    第2節    唐朝前期之繪畵
      第3節    唐朝後期の繪畵                    第3節    唐朝後期之繪畵
      第4節    唐朝の論畵                        第4節    李思訓一家
                                                 第5節    王維一家
                                                 第6節    鞍馬畵家
                                                 第7節    中唐及晩唐之繪畵
                                                 第8節    周昉與趙公祐一家
                                                 第9節    花鳥畵及論畵
   第2章    五代の繪畵                        第2章    五代之繪畵                
                                                 第1節    五代繪畵槪論 
                                                 第2節    南唐之繪畵
                                                 第3節    前後蜀之繪畵
                                                 第4節    五代之山水畵
   第3章    宋朝の繪畵                        第3章    宋朝之繪畵                 
       第1節    宋朝文化の槪論                   第1節    宋朝文化總論   
       第2節    宋朝の畵院                       第2節    宋朝之畵院
       第3節    宋朝畵風の沿革                   第3節    宋朝畵派之沿革
           (一) 山水畵の沿革
           (二) 道釋人物畵の變遷
           (三) 花鳥畵及び雜畵の變遷
       第4節    宋朝の論畵                       第4節    宋朝之論畵 
   第4章   元朝の繪畵                         第4章   元朝之繪畵
       第1節    元朝文化の槪論                   第1節    元朝文化之槪論
       第2節    元朝繪畵の變遷                   第2節    元代繪畵之變遷 
                                                 第3節    四大家   
                                                 第4節    題款及道釋畵

第3編   近世史                            第3編   近世史   
   第1章   明朝の繪畵                         第1章   明朝之繪畵
      第1節    明朝文化の槪論                    第1節    明朝文化之槪論
      第2節    明朝の畵院                        第2節    明朝之畵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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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山水畵の沿革                      第3節    山水畵之沿革
           (一) 浙派                              第4節    浙派
           (二) 院體畵の一派                      第5節    院體畵之一派
           (三) 吳派                              第6節    吳派
      第4節    道釋風俗畵の變遷                  第7節    道釋, 風俗畵之變遷
      第5節    花鳥及雜畵                        第8節    花鳥及雜畵
                                                 第 9節   閨秀, 妓女之繪畵
   第2章   淸朝の繪畵                       第2章   淸朝之繪畵
      第1節    淸朝文化の槪論                    第1節    淸朝文化槪論
      第2節    山水畵                            第2節    淸朝之山水畵
      第3節    人物畵                            第3節    人物畵之變遷
      第4節    花鳥及水墨畵                      第4節    花鳥及雜畵  

 위의 두 목차를 비교해보면 천스쩡은 『중국회화사』의 제1장에서 이사훈, 왕유, 
남당(南唐), 안마화(鞍馬畵) 등의 절을 따로 독립시켰으나 그 내용은 『지나회화
사』 제1장의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다. 차이점은 단지 ‘규수와 기녀의 회화
(閨秀, 妓女之繪畵)’라는 제9절을 첨가한 것인데 이는 아마도 당시 천스쩡이 베이
징여자사범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150) 이러한 내용의 
일치는 판톈서우의 『중국회화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판톈서우의 『중국
회화사』는 상세사, 중세사, 근세사라는 명칭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목
차도 오히려 『지나회화사』에 더욱 가깝다.151) 판톈서우는 서론에서 중국 회화의 
기원 소개, 일본 회화의 부모와 같다는 대목, 시기 구분에 대한 설명 등은 『지나
회화사』의 원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그 외의 부분은 생략하고 각 시대의 화가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즉 천스쩡과 판톈서우 모두 『지나회화사』의 내용 가운
데 일본 미술을 찬양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회화사를 정리하여 서술하는 작업이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 시급한 교재의 수요가 불러온 일본 연구서의 차용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편의 『중국회화사』를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점은 내용의 일치보다는 그 대상 작품이 대부분 일본에 소장된 자료

150) Julia Andrews and Kuiyi Shen, 앞의 글, p. 23.
151) 두 저서의 유사성에 대하여는 陸偉榮, 『中國近代美術史論』(東京: 明石書店, 2010), 

pp. 276-2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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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이다. 즉 두 저자가 서술의 흐름은 일본의 저서에서 차용하더라도 대상 
작품은 중국에서 본인이 실견한 작품으로 대체하여 서술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공저 『지나회화사』에서 도판으
로 소개한 작품은 모두 29점인데 그 가운데 고개지(顧愷之, 약 348-405)의 〈여사
잠도권(女史箴圖卷)〉이 대영박물관 소장이고 나머지 28점 가운데 3점만이 중국에 
소장된 작품이며 그 외의 25점이 모두 일본의 박물관이나 개인의 소장품이다. 3
점의 중국 작품 도판은 중국에서 5년여간 불교를 공부하고 귀국하였다는 코지카 
세이운이 가져온 사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판 이외에 본문에서 참고 작품
을 제시할 때에는 토쿄미술학교, 세이료지(淸凉寺), 쇼코쿠지(相國寺) 등의 소장 
작품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천스쩡은 본문에서 『지나회화사』의 일본 소재 중국 작품에 관한 서술을 
대부분 그대로 옮겼다. 단지 몇 점의 사례에서만 일본 소재 작품 대신 중국의 전
통 회화이론서에 등장하는 작품으로 대체하였다. 예를 들면 ‘송대의 회화’에서 쿄
토 타이토쿠지(大德寺) 소장의 〈오백나한도(五百羅漢圖)〉와 토쿄미술학교 소장의 
〈나한2폭(羅漢二幅)〉 대신에 장언원(張彦願, 약 815-907)의 『역대명화기(歷代名
畵記)』에 기록되어있는 미우인(米友仁, 1074-1151)의 〈초산청효도(楚山淸曉圖)〉
와 『고금도서회편(古今圖書匯編)』(1726)에 등장하는 휘종(徽宗, 재위 1100-1125)
의 〈묵죽황리도(墨竹黃鸝圖)〉를 예로 들었다. 이들 몇몇 문헌상의 작품들 이외에 
천스쩡이 본문에서 소개한 참고 작품들은 모두가 일본에 소재한 작품이다. 천스
쩡이 실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미술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최
소한 기록뿐인 〈초산청효도〉나 〈묵죽황리도〉를 언급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조사
한 중국 내의 실존 작품을 예로 들었을 것이다.
 천스쩡은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1921년 베이징 지역의 전통화파 화
가들과 함께 ‘중국화학연구회(中國畵學硏究會)’를 설립하여 활발한 미술 교육과 
전람 활동을 하였다. 그는 고물진열소(古物陳列所)의 설립을 담당하였던 진청(金
城, 1878-1926)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으며 학생들을 인솔하여 고물진열소를 방문
하고 작품들을 임모하기도 하였다.152) 따라서 천스쩡은 분명히 고물진열소에 소

152) 중국 최초의 현대식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고물진열소는 1914년 10월 11일에 개관
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며 이후 1925년에 개관한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의 전신이
라 할 수 있다. 고물진열소는 민국정부 수립 후 내무총장(內務總長)을 역임하고 있던 
주치링(朱啓鈴, 1872-1964)의 건의로 설립되었다. 1913년 12월 24일에 내무부가 반포
한 「고물진열소장정(古物陳列所章程)」에는 “고물진열소는 고물의 보관 사항에 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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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던 많은 서화 작품들을 실견하고 조사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베이
징과 상하이에는 서화 수장가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았으며 그들과 친밀하게 교류
했던 천스쩡은 역대의 명화를 감상할 기회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중국회화사』에서 중국 내의 실존 작품이 아닌 『역대명화기』 등에 기재된 문헌상
의 작품을 소개한 것은 그의 미술사 인식에 실증적인 방법론이 자리하지 않았다
는 증거이다. 즉 천스쩡은 일본의 연구 성과를 도입하였으나 작품의 실견에서부
터 시작되는 실증적인 학문의 태도는 수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일본 
최초의 미술사 저서라 할 수 있는 『고본일본제국미술약사』와 『특별보호건조물 및 
국보첩』이 ‘작품 조사와 감정에 기초한’ 미술사학의 연구 방법론에 의거하여 서술
된 사실과 비교된다. 즉 당시 중국의 저자들은 이러한 미술사의 방법론조차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화사
나 화론을 벗어난 실증적인 학문으로서의 미술사는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국시기 초기의 중국미술사는 미술 전문학교의 교
재로 편찬되었던 장단수의 『미술사』(1917)와 천스쩡과 판톈서우의 『중국회화사』
(1925, 1926)이다. 그러나 이들 서적은 작품의 나열과 소개에 그쳤거나 일본의 
중국미술사 연구서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중국인에 의한 
자국미술사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서적들의 의미는 중국미술사라는 학문을 학자
들과 학생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성과에 있다. 

내무부에 예속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청 황실은 신해혁명 이후 자금성(紫禁城)에서 이
화원(頤和園)으로 거처를 옮겼고 민국정부는 청더(承德)와 선양(沈陽)의 행궁(行宮)에 보
관되어 있던 청 황실의 보물들을 자금성의 문화전(文華殿)과 무영전(武英殿)으로 옮겨 
보관하는 한편 무영전을 개조하여 고물진열소를 설립하였다. 이 설립 과정에는 내무부 
국무원 비서를 역임하면서 전통화파의 화가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진청(金城, 
1878-1926)과 고고학자이자 미술품 수장가이며 중화민국 총통부(總統府)의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었던 미국인 퍼거슨(John C. Ferguson, 1866-1945, 중국명 福開森) 등이 
참여하였다. 段勇, 「古物陳列所的興衰及其歷史地位述評」, 『故宮博物院院刊』 115 
(2004), pp.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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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국시기 중국미술사의 전통 계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초기 미술사는 일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초기 미술사가 출간된 이후 중국의 학자들은 
자체적인 시각으로 중국회화사를 서술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텅구, 황빈훙, 
정우창과 푸바오스의 저서를 들 수 있다. 텅구는 일본에서 돌아와 상하이미전에 
재직하면서 미술사 과목의 교재로 『중국미술소사(中國美術小史)』(1926)를 집필하
였으며 정우창은 항저우부학당(杭州府學堂)을 졸업하고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미술부 주임을 담당하고 있던 시기에 『중국화학전사(中國畵學全史)』(1929)를 출간
하였다. 상무인서관에서 미술부 주임을 담당하던 황빈훙은 『고화미(古畵微)』
(1925)를,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푸바오스는 장시성립제일중학(江西省立第一中學)
에서 국화(國畵)를 가르치며 『중국회화변천사강(中國繪畵變遷史綱)』(1931)을 출판
하였다.153) 이 네 저서는 중국인 학자의 독자적 시각으로 서술된 자국미술사라는 
의의를 가진다. 텅구의 저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므로 여기에
서 분석할 대상은 황빈훙, 정우창, 푸바오스 세 저자의 미술사이다. 이들의 중국
미술사는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전통의 회화이론서들
을 풍부하게 인용하여 서술되었다. 즉 이들은 중국 회화이론서들의 전통을 계승
하면서 새로운 중국미술사를 서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미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고유의 회화이론서들의 성격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1) 중국 역대 회화이론서의 성격   

 중국의 회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이에 관한 각종 이론 또한 지
속적으로 축적되어왔다. 이 이론서들은 『사고총록예술편(四庫總錄藝術編)』에 
1500여 부가 수록되어 있으며 1931년 위샤오쑹이 펴낸 『서화서록해제(書畵書錄
解題)』에 소개된 전적만도 860여 종에 이른다.154) 이 이론서들은 화사, 화론, 화
가 전기, 화학(畵學), 화법(畫法), 품평(品評), 감상(鑑賞) 가운데 하나의 주제만을 
서술하였거나 또는 복수 이상의 주제를 다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당

153) 傅包石, 『中國繪畵變遷史綱』(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p. 1.
154) 大野修作, 「余紹宋『画法要録』と『書画書録解題』」, 『書學書道史硏究』(1993.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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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 장언원의 『역대명화기』, 송(宋) 곽약허(郭若虛, 1071년 전후 활동)의 『도화견
문지(圖畵見聞志)』, 등춘(鄧椿, 1167년 전후 활동)의 『화계(畵繼)』 등이 비교적 널
리 알려져 있다.
 이 이론서들의 성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회화를 교화와 
교육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회화관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초기의 문헌에
서 많이 드러나는 관점으로 회화의 사회적 공리성을 중시하였다. 한 예로 조식(曹
植, 192-232)은 「화설(畵說)」에서 “귀감과 권계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림이다(存乎
鑑戒者圖畵也)”라고 말하였다.155) 장언원은 『역대명화기』의 서두에 “무릇 그림이
라는 것은 교화를 이루고 인륜에 도움을 주며...(夫畵者, 成敎化, 助人倫...)”라고 
서술하였다.156) 이는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회화에서 구하려는 유교적 회화관이
라 하겠다. 둘째, 회화 양식의 발전 과정에서 창조자로서의 개인을 중시했다는 점
이다. 여러 문헌에서 등장하는 ‘창힐이 글자를 만들고 복희가 괘를 그렸다(蒼頡造
字 伏羲畵卦)’라는 구절이 이를 대표적으로 시사한다. 이는 신이나 영웅이 역사를 
창조한다는 관념과 유사한데 회화사에서 특정한 천재적 개인이 새로운 화풍을 창
조하여 미술의 발전을 주도하였다는 인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왕유를 수묵화의 
시조로 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소수의 천재들에 주목한 미술사관은 새
로운 양식의 구현과 사회 변화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회화사관에 의해서 중국의 회화이론서들은 역대의 유명 화가들
을 나열하여 소개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또한 중국의 회
화 이론이 다른 학문의 영역 즉, 사학의 이론이나 자연과학의 발달과는 무관하게 
고립된 영역으로 이어져온 배경으로 추측된다. 세 번째로 가장 주요한 특징은 품
평을 위주로 한 서술 방식이다. 사혁(謝赫, 479-?)의 『고화품록(古畫品錄)』은 이
러한 구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고화품록』은 화가의 우열을 여섯 품으로 나
누어 육탐미(陸探微, 약 450-490) 이하 27인의 화가를 평가하였다. 사혁이 제시
한 ‘기운생동(氣韻生動), 골법용필(骨法用筆),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隨類
賦彩), 경영위치(經營位置), 전이모사(傳移模寫)’라는 여섯 가지 평가 기준은 이후 
천오백여 년간 중국에서 회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배효원(裵孝源, 639년 
전후 활동)의 『정관공사화록(貞觀公私畵錄)』이나 주경현(朱景玄, 805-835 활동)의 
『당조명화록(唐朝名畫錄)』 역시 품평을 목적으로 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주경현

155) 丁晏 編, 『曹集詮評』(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p. 66.
156) 張彦遠, 황지원 역, 『歷代名畫記』(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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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책에서 124명의 화가를 열거하면서 그들을 ‘신(神), 묘(妙), 능(能), 일(逸)’
이라는 네 가지 품(品)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품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
며 각 시대가 보는 회화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저자들은 단지 그림의 질
적 문제만이 아니라 그림의 정신성과 작가의 품격을 연관시켜 등급을 나누었다. 
중국에서 이러한 화품 이론이 발달한 이유는 수장가의 감상과 화가의 창작을 돕
는다는 실질적인 저술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157) 즉 이 이론서들은 수장가들에
게는 감상과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화가들에게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 창
작을 돕는 기능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중국 대부분의 미술사학과는 이론 
교육을 주로 하는 일반 인문대학이 아닌 작품 창작 위주의 미술 전문대학에 설치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창작을 위한 기준 제시라는 회화 이론의 기능이 현대
의 중국 미술계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현대의 학자들은 중국의 전통 회화이론서들이 문헌사료로서의 가치는 높으
나 체계적인 이론을 이루지 못하여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다.158) 그
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인식은 현대적인 미술사의 시각으로 중국의 역대 회화이론
서들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평가 이전에 역대 회화이론서의 저자들이 과연 
현대적 미술사와 같은 ‘회화의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이 회화이론서
들을 고유의 학문 분류 체계 내에서 어느 영역으로 분류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류는 그 자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중국의 역대 목록류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서로는 『한서예문지
(漢書藝文志)』,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 『숭문총목(崇文總目)』, 『사고전서총목
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등이 있다. 이들 목록류는 단순하게 서목(書目)만을 기
록했을 뿐만 아니라 총서(總書), 소서(小序)가 있어 학술의 원류 등이 서술되어 있
다. 이 가운데 『사고전서총목제요』는 청대까지의 모든 전적류를 총망라한 『사고
전서(四庫全書)』의 목록 분류 지침서로 청 초기의 시대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사고전서』는 1772년 건륭제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어 300
여 명의 학자들이 22년에 걸쳐 완성한 방대한 총서이다. 이 학자들은 청대까지 
전해지던 10,680종의 책을 사부(四部), 즉 사고(四庫)로 나누고 그에 대한 해제를 

157) 陳平, 「從傳統畵史到現代藝術史學的轉變-張彦源, 鄭午昌與滕固的繪畵史寫作方法之
比較」, 『新美術』(2001.3), p. 45.

158) 沈玉, 앞의 글(2005),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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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목록과 그 중 3,593종 36,000여 책을 다시 필사하여 『사고전서』를 완성
하였다.159) 『사고전서』는 경전, 역사서, 철학서, 문학서 즉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사부학(四部學)’이라는 중국 전통 지식 체계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사
부학으로의 분류는 『수서·경적지』에서 확립된 이후 일반화된 개념으로 넓은 의미
의 학문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160) 서화(書畵)에 관한 중국의 역대 이론서들은 사
부(四部) 가운데 자부(子部)에 수록되어 있다. 자부는 ‘제자백가’로 총칭되는 모든 
학문 유파들에 대한 분류와 그 평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자부의 하위분류로는 
유가(儒家), 병가(兵家), 법가(法家), 농가(農家), 의가(醫家), 천문산법(天文算法), 
술수(術數), 예술(藝術), 보록(譜錄), 잡가(雜家), 유서(類書), 소설가(小說家), 석가
(釋家), 도가(道家)의 14류(類)가 있다. 이 가운데 유가를 필두로 병가, 법가, 농
가, 의가, 잡가, 소설가, 석가, 도가 등 학문적으로 일가(一家)를 이룬 영역에 대
하여는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가(家)’를 붙여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천문산법, 술수, 
예술, 보록, 유서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독립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161) 중국 
역대의 회화이론서들은 이 가운데 제 22류에서 24류인 예술류에 속하며 『고화품
록』, 『역대명화기』, 『선화화보(宣和畫譜)』, 『화사(畫史)』, 『도화견문지』 등 우리에
게 익숙한 문헌들이 여기에 소개되어있다. 회화이론서들은 『사고전서』 이외에도 
『삼국예문지(三國藝文志)』, 『송사예문지(宋史藝文志)』, 『원사예문지(元史藝文志)』 
등 예문지에 소개되어있는데 모두 자부의 잡(雜)예술류에 포함되어 있다. 
 사부 이외의 학문 분류 체계인 ‘칠록(七錄)’은 남당(南朝) 양(梁)의 완효서(阮孝
緖, 479-536)가 저술한 목록서로 당(唐) 도선(道宣, 596-667)의 저서인 『광홍명
집(廣弘明集)』에 그 분류 체계의 대강이 전해진다. 칠록은 경전록(經典錄), 기전록
(記傳錄), 자병록(子兵錄), 기술록(技術錄), 문집록(文集錄), 선도록(仙道錄), 불법
록(佛法錄)으로 구성된다. 이 분류법에서도 회화이론서들은 천문(天文), 역산(曆
算), 오행(五行) 등과 함께 기술록에 포함되어 있다.162) 

159) 켄트 가이(Kent Guy), 양휘웅 역, 『四庫全書』(생각의 나무, 2009), pp. 25-26.
160) 『隋書 · 經籍志』는 현존하는 중국의 도서목록 중에 『漢書 · 藝文志』 다음으로 오래된 

서목이며 위진남북조 시기에 편찬된 전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목록이
다. 『隋書 · 經籍志』는 당(唐) 정관(貞觀) 3년(629)에 태종의 명으로 시작된 오대사(五代
史) 편찬의 일환으로 위징(魏徵, 580-643)이 직접 사론을 썼다. 모두 총서(總序), 사부
(四部), 불도경부(佛道經部)로 구성되었다. 김광일, 「《隋書》 〈經籍志〉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中國文學』 56(2008), pp. 25-27.

161) 조장연,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部에 보이는 학파별 분류와 평가-儒家類를 중심으
로」, 『東洋哲學硏究』 67(2011), p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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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하여 볼 때 중국의 전통 학문 분류 체계 내에서의 회화이론서들의 위치
는 사부(史部)가 아닌 자부(子部)이며 천문, 술수 등과 함께 실용적인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전통 회화이론
서들의 저자들은 물론 그것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계층의 인식을 드러낸다. 즉 근
대 이전의 중국인들은 회화를 기술의 하나로 보았으며 따라서 역사라는 개념 틀
을 적용하여 전문사로서의 회화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많은 저서
의 제목이 ‘사(史)’가 아닌 ‘록(錄)’이라는 점 또한 이 전통 이론서들이 회화사가 
아닌 기록이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미술사 개념으로 이들 서적
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역대 회화이론서
들은 청대는 물론 20세기 초반까지도 회화사를 저술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전거
의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초기 회화사 서적들은 품평을 목적으로 하
는 고유의 이론과 미술사라는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회화사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
다.
 
2) 전통적 시각의 중국미술사: 황빈훙, 정우창, 푸바오스

 앞에서 살펴본 천스쩡과 판톈서우의 중국회화사가 일본의 저작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다면 곧이어 출판된 황빈훙의 『고화미(古畵微)』(1925), 텅구의 『중
국미술소사(中國美術小史)』(1926), 정우창의 『중국화학전사(中國畵學全史)』(1929), 
푸바오스의 『중국회화변천사강(中國繪畵變遷史綱)』(1931)은 한 단계 나아가 중국
인의 시각으로 자국의 회화사를 서술한 서적들이다.163) 이 가운데 황빈훙, 정우
창, 푸바오스의 저서는 모두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역대 회

162) 조영래, 「『四庫全書總目』 史部의 분류 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史志目錄의 사부를 중
심으로」, 『서지학연구』 44(2009), p. 500. 

163) 푸바오스의 『중국회화변천사강(中國繪畵變遷史綱)』은 1925년에 그가 최초로 집필하
여 출간했던 『국화원류술개(國畫源流述概)』를 편집한 책이다. 부포석은 이후 쉬베이훙
의 도움으로 1932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1934년 3월부터 1935년 
6월까지 토쿄제국미술학교(현재의 武蔵野美術大學)의 석사과정에 재학하였는데 이 시기
에 저명한 미술사학자 긴바라 세이고(金原省吾, 1888-1958)로부터 미술사를 배웠다. 따
라서 푸바오스의 후기 미술사 저서들은 『중국회화변천사강』과 비교하여 학술적으로 많
은 변화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로 푸바오스의 후기 저서들까지는 다루지 않으
며 일본 유학 이전의 저서인 『중국회화변천사강』만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푸바오스 
학문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는 이희정, 「부포석(傅抱石)의 근대 일본 체험과 중국 전통의 
재발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1(2016.7), pp. 175-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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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론서들의 체계를 답습하거나 그 내용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이 저자들은 일본의 ‘지나미술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국의 미술사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전통 회화 이론에 의존하는 문헌 중심적인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
다. 
 황빈훙은 신문화운동 시기에 대두되었던 ‘중국화개량론(中國畵改良論)’에 대항하
여 전통의 보존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필법(筆法)과 묵법(墨
法)의 새로운 창안을 통해 전통 내에서의 재창조를 시도한 화가였다. 그는 국수보
존회(國粹保存會)에 가입하여 그 산하의 출판사인 신주국광사(神州國光社)에서 편
집을 담당하면서 전통 서화, 자첩(字帖), 금석(金石), 인보(印譜) 등의 도록집인 
신주국광집(神州國光集)(1912)과 고도서(古圖書)의 모음집인 국학총서(國學叢書)
(1909) 등을 편찬하였다. 또한 덩시(鄧實, 1877-1951)와 함께 중국 예술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모은 미술총서(美術叢書)(전 40권)를 기획, 1911년에 출
간하기 시작하여 1913년에 완간하였다.164) 황빈훙은 자신이 편집을 담당하였던 
『국수학보(國粹學報)』에 1908년에 「황빈훙의 화론(賓虹論畵)」, 1913에 「상고 삼
대 도화의 본원을 논함(論上古三代圖畵之本原)」, 「양한의 석각도화를 논함(論兩漢
之石刻圖畵)」, 「위진육조시기에 기재된 명화를 논함(論魏晋六朝记載之名畵)」, 「당
을 계승한 화법을 논함(論畵法之宗唐)」 등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는 1923에서 
1924년의 『국학주간(國學周刊)』에 「상고 삼대 화가와 주송원군의 그림(上古三代
畵家周宋元君畵者)」, 「한의 화가 채읍, 장형(漢畵家蔡邕張衡」, 「남송 사대가 이
당, 유송년, 마원, 하규(南宋四大家李唐劉松年馬遠夏圭)」 등을 비롯한 여러 편의 
논고를 발표하여 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165) 이 논고들은 대부분 화가의 전기
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역대 화론과 화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인용하였다.
 황빈훙의 『고화미』는 1925년 『소설세계총간(小說世界叢刊)』 시리즈의 하나로 상
무인서관에서 출판되었다.166) 『고화미』는 위의 여러 논고를 바탕으로 중국회화사
를 통사로 구성한 책인데 신백화체(新白話體)로 집필된 이전의 글들과는 달리 문
언문(文言文)으로 서술되었다. 이 책의 각 항목은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고대의 
회화를 다룬 「상고 삼대 도화 실물의 형태(上古三代圖畵實物之形)」, 「양한 도화

164) 피키 소 코트웰(Pikyee So Kotewall), 김현임 역, 「황빈홍의 생애와 예술」, 『미술사
논단』 9(1999), pp. 273-274.

165) 閻安, 「黄賓虹《古畵微》及其在繪畵史學史上的地位」, 『新美術』(2017.9), pp. 37-38.
166) 위의 글, p. 37.



- 78 -

의 명확하지 않은 형태(兩漢圖畵難顯之形)」로부터 청대의 회화에 관한 「금석가의 
그림(金石家之畵)」, 「탕대가 배향한 사왕의 그림(湯戴配享四王之畵)」, 「상하이 명
류의 그림(沪上名流之畵)」까지 모두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황빈훙은 역대의 유명 화파를 소개하고 그들의 화풍을 서술하였으며 자신의 평가
를 덧붙였다. 황빈훙은 각 항목의 제목에서 이미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여 「양진
육조시기에 창시된 산수화에서의 정신 중시(兩晉六朝創始山水畵以神爲重)」에서는 
산수화가 진(晉)대에 창시되었으며 ‘사신(寫神)’ 즉 ‘사의(寫意)’를 중시하였다는 
점을, 「원을 개국한 사람들이 흠모한 송화(開元人尙意之宋畵)」에서는 원대 회화의 
주요 특징은 송대 회화의 계승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송대에 이르러 중국 
회화의 화법이 모두 구비되었으며 원대에 그 수준이 정점에 달하였다고 평가하는 
등 자신의 문인적인 심미관을 피력하였다. 즉 황빈훙은 문인화가 중국 전통 회화
의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책의 육조시대 이후부터는 회화 
발달에서 사대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그는 화법의 원류와 변화, 역
대 화파의 화풍에 대하여 논평하였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화가의 사상이 고상한
가, 그가 명리를 추구하였는가 등 문인화로서의 가치에 있었다. 즉 이 책은 저자
의 기준에 의한 품평 위주의 전통적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은 
고식의 문언문으로 쓰였으며 작품의 도판이나 삽도 등이 전혀 없이 함축적인 서
술로 쓰였다는 점에서 역대 회화이론서들의 형식을 답습하였다.
 정우창은 항저우부학당(杭州府學堂)을 졸업하고 상하이에서 화가로 활발한 활동
을 하는 한편 중화서국(中華書局)의 미술부 주임과 상하이미전, 중국예전(中國藝
專), 국립예전(國立藝專) 등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전통주의 화가의 시각으로 
『중국화학전사』를 집필하여 1929년 출판 당시에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중국화
학전사』는 독특한 시기 구분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인데 ‘실용시기(實用時期, 회화
의 기원)’, ‘예교시기(禮敎時期, 三代에서 秦漢)’, ‘종교화시기(宗敎化時期, 魏晉南
北朝에서 唐宋)’, ‘문학화시기(文學化時期, 元明淸)’의 네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문화사적인 접근법으로 회화사를 바라본 결과이다. 즉 정우창의 이 저서
는 회화사를 정치와 종교라는 사회 환경과 연관시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정우창의 이러한 분기법은 텅구의 『중국미술소사』(1926)가 
가지는 진화론적 분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167) 실제로 정우창이 

167) 陳平, 앞의 글(200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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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에 출판한 『중국미술사(中國美術史)』에는 텅구의 진화론적인 역사관이 그
대로 적용되어 있어 이 저서의 분기법과 그의 미술사학 정립에 있어서 텅구의 영
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중국화학전사』는 민국시기에 편찬된 중국미술사 저서 가운데 역대 회
화 이론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저작이다. 이 점은 책의 구성에서 이미 드러
난다. 즉 제1장과 2장은 고대 화학의 기원과 회화의 성립, 회화의 기능 등 화학
(畵學)에 해당하는 서술이다. 제3장부터 이후의 각 장은 모두 각 왕조별의 개황
(槪況), 화적(畵迹), 화가(畵家), 화론(畵論)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황’은 
그 시대 회화의 전체적인 성격 서술이다. ‘화적’은 도석, 인물, 궁실, 산수, 동물, 
화조, 벽화로 나누어 각 분야 대표 화가의 작품 제목을 열거하였다. ‘화가’는 유
명 화가의 가문이나 사승 관계, 그림의 특징 등을 서술하였으며 ‘화론’은 각 시대
에 편찬된 유명 회화이론서들을 소개하였다. 이렇게 초반부에 화학에 대하여 서
술하고 그 후부터 왕조별의 서술을 하는 구성의 원형은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
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에 대하여 차이위안페이는 “중국에 화사(畵史)가 있은 이
래의 집대성이다”라고 하였으며 황빈훙은 “화학 통사의 효시를 열었다”라는 높은 
평가를 하였다.168) 그러나 이 책은 ‘집대성’이라는 어휘가 상징하듯이 수집, 정리
와 나열식의 구성에 그치고 있으며 화론을 이용한 회화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이
나 저자의 관점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화학전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한 민족주의 정서이다. 정우창은 이 책의 
서문에서 “세계의 회화는 동방화와 서양화의 두 종류가 있다. 서양화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되어 주변국으로 전파되었으며 동방화는 중국이 연원으로 서아시아
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조선과 일본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므로 서화사(西畵史)를 
말하려면 이태리를 모국으로 삼고 동화사(東畵史)를 말하려면 중국을 조상으로 삼
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화(國畵)의 세계미술사상의 지위이다”라고 서술하
였다.169) 즉 정우창은 서문의 첫 문장에서 중국의 회화를 세계 회화사의 양대 주
류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한 무제(武帝, 재위 
기원전 141-87)의 서역 정벌로 일어난 페르시아 문명의 수용을 설명하면서 이 때 
중국으로 ‘천마(天馬)’와 ‘포도’라는 소재만 들어왔을 뿐이라고 단언하였다. 즉 서

168) 周博, 「國畵復興與民族主義活語實踐-以鄭午昌的畵學實踐位中心的探討」, 『美術硏究』 
3(2014), p. 54.

169) 鄭午昌, 『中國畵學全史』(上海: 中華書局, 192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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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의 접촉 이후에도 중국의 화풍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여 외래 문명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더욱이 ‘위진시기의 화학’에는 “제갈량이 남이(南夷)에게 천
지일월신룡(天地日月神龍) 등의 그림을 하사하여 그들을 깨우쳤다”라고 써서 중
국 중심의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 문화의 원류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반도에 중원의 문화를 전파하여 그 영향으로 고려와 백제에서 모든 사물이 일신
(一新)하였다.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백제 역시 중국에서 불교를 전해 받았으므로 일
본의 불교회화는 중국화된 것이다. 일본과 조공 관계를 맺은 후에는 사마달(司馬達, 
생몰년 미상)이 일본에 건너가는 등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였다. 
그에 따라 호류지의 금당벽화는 그 화법이 장승요(張僧繇, 479-?)가 그렸던 일승사(一
乘寺)의 벽화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중국의 문화가 주변국으로 전파된 증거이다170) 

라고 하여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정우창은 조선과 일본에
는 송과 명대 회화의 수집 열풍이 있었다며 송 나한도의 일본 수장 현황이나 명
대 화가들의 나가사키 지역에서의 활동 기록 등을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이처럼 
정우창은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준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지
면을 할애하였다. 이 점에서 『중국화학전사』는 일본의 초기 미술사와 같이 강한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서술되었다는 성격을 가진다. 
 푸바오스는 1933년부터 토쿄의 제국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현재 武蔵野美術大
學)에서 유학 하였으며 귀국 후 중앙대학(中央大學) 등에 재임하였다. 그의 『중국
회화변천사강』(1931)은 그가 유학을 떠나기 전 장시성립제일중학(江西省立第一中
學)의 예술과(藝術科)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미술사 교재로 편찬한 
책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당시 이미 출판되었던 천스쩡, 판톈서우, 정우창 
등의 미술사 저서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체(畵體), 화법(畫法), 화학(畵學), 화평(畵評), 화전(畵
傳) 등이 모두 섞여 있어 일관된 이론을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중국회화사에 과
연 단대사(斷代史)의 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 기장식(記帳式)과 제강식(提綱式) 
가운데 어느 것이 독자들의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번째 중국 회화의 
정도(正途)를 결정해야 할 것인가. 푸바오스는 곧이어 이 문제에 대하여 화법, 화

170) 鄭午昌, 앞의 책,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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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화체, 화전, 화평의 순서로 중요성을 가지고 미술사를 써야 하며, 단대사는 
너무나 단편적이며, 기장식은 단조롭기 그지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의 
질문에 대하여는 중국회화사는 ‘남종(南宗)’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
를 피력하였다.171)

 푸바오스는 자신의 주장대로 이 저서에서 문인화를 서술의 핵심에 놓고 “중국회
화사는 남종 회화 변천의 역사이다”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푸바오스는 자신이 
규정한 ‘삼대(三大)요소’를 회화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 회화사를 서술하였다. ‘삼
대 요소’란 ‘인품(人品), 학문(學問), 천재(天才)’로 이는 천스쩡이 「문인화의 가치
(文人畵之價値)」(1922)에서 주장한 문인화의 네 가지 요소인 ‘인품, 학문, 재정(才
情), 사상(思想)’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172) 푸바오스는 자신의 신념을 가장 
선명하게 주장한 「남종전성시대(南宗全盛時代)」에서 곽희(郭熙, 약 1000-1087)의 
『산수결(山水訓)』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에서 문인화와 관련된 구절들을 32차례나 
인용하였다.173) 또한 청대 회화에 대한 서술에서는 모두 58종의 이론서들을 열거
하며 이 가운데 북종을 추종한 이론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남종화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한편 푸바오스의 미술사 역시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담고 있다. 그는 『중국회화
변천사강』에서 중국 미술의 연구를 일본에서 선도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
과 같이 비판하였다. 

비유하자면 침대 아래의 지폐 뭉치에 대해서 이웃집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것과 같
다...(중략)이웃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가운데 일본이 가장 무서운 이웃이다! 우리는 
중화민국의 큰형님이다. 이웃에게 머리를 숙이고 묻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마치 
자살과도 같다!174) 

171) 傅抱石, 『中國繪畫變遷史綱』(上海: 上海古籍出版社，1998), pp. 3-5.
172) 천스쩡의 문인화 인식에 대해서는 정수진, 「문인화의 가치(文人畵之價値): 천스쩡(陳

師曾)의 문인화론」, 『미술사와 시각문화』 21(2018), pp. 72-103 참조. 
173) 푸바오스는 곽희(郭熙, 약 1000-1087)의 『산수결(山水訓)』, 『화결(畵訣)』, 『화의(畵

意)』, 한졸(韓拙, 1119-1126년경 활약)의 『산수순전론(山水純全論)』, 이징수(李澄叟, 약 
1150-1221)의 『화설(畵說)』,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논감화(論鑒畵)』, 『반차도
시(盤車圖詩)』,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논화(論畵)』, 미불(米芾, 1051-1107)의 
『논화(論畵)』, 심괄(沈括, 1031-1095)의 『논화(論畵)』, 동유(董逌, 12세기 초반 활약)의 
『광천화발(廣川畵跋)』, 등춘(鄧椿)의 『화계(畵繼)』, 정강중(鄭剛中, 1088-1154)의 『화설
(畵說)』, 유학기(劉學箕, 1192년 전후 활약)의 『논화(論畵)』, 진선(陳善, 1147년 전후 활
약)의 『논화(論畵)』 등의 다양한 문헌에서 원문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傅抱石, 위의 
책, pp.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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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푸바오스는 하대(夏代)에 문자화(文字畵)로부터 분화된 중국 회화는 민족 고
유의 웅장한 기개와 위대한 격조를 갈수록 갖추게 되었다며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175) 더욱이 그는 “중국 회화는 이미 위대한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 회화가 손가락을 펴서 세계의 화단을 가리키며 헤쳐나간다면 무인지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며 중국 회화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강조하였다.176) 
 지금까지 살펴본 민국전기 주요 중국미술사 서적들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선행된 미술사 연구 성과를 차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한 민족
주의적 색채를 내포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술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서구 학문
을 이미 수용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중국은 신속한 근대화를 위해 
일본의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하였다. 미술사도 마찬가지여서 초기의 서적
인 천스쩡과 판톈서우의 중국미술사는 일본의 서적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어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한 정우창, 푸바오스의 저서들도 강한 민
족주의적 정서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일본미술사의 영향이 엿보인다. 
정우창과 푸바오스는 탁월한 중국의 미술이 주변국 미술의 발전을 주도하였다는 
중화중심(中華中心)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텐신 
등 일본의 관제 미술사 저자들의 국수주의적 관점이 간취된다. 이 시기 일본과 
중국미술사의 민족주의적 색채는 동아시아 각국의 미술사가 ‘민족의 동일성을 확
보하여 민족국가 건설에 종사하기 위하여’ 서술되었음을 시사한다. 19세기 말 이
래 대부분의 학문은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실천적 영역으로 기능하였으며 미술사
는 민족의 주체성 과시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 일본의 
미술사는 서구 제국주의의 세력에 편입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국의 미술사는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전통 회화이론서의 성격을 이어받았다. 
황빈훙, 정우창, 푸바오스의 저서들은 모두 중국 고유의 회화이론서들을 대량으로 
인용하여 작품을 설명하였으며 정우창의 경우 서술의 체계에서도 그 방법을 답습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저자들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미술사에서 기본이 된 ‘실물 관
찰을 토대로 한 서술’이라는 방법론을 수용하지 못하였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174) 傅抱石, 앞의 책, p. 4.
175) 위의 책, p. 24.
176) 위의 책,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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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로 인하여 중화중심적 사상과 고유의 학술에 더
욱 천착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급격한 개혁 추진에 대한 반동으로 크게 
고조된 ‘국수보존(國粹保存) 운동’은 이러한 전통 중시의 정서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 저자들이 미술사가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
었음은 ‘창힐이 글자를 만들고 복희가 괘를 그렸다(倉詰製字 伏羲畵卦)’라는 전설
을 신봉하여 ‘서화동원설(書畵同源說)’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다.177) 즉 이들의 미술사는 신념의 범주 내에서 성립되었으며 문헌 의존적인 전
통 회화이론서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여겨진다.
 셋째, 이 저자들은 모두 중국회화사에서 문인화의 특수하고 우월한 지위를 강조
하였다. 특히 천스쩡, 황빈훙, 푸바오스가 대표적인데 이들의 문인화 중시는 동기
창의 이론에서 비롯된 인식 위에 타이쇼시기 일본에서 일었던 문인화 열풍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짐작된다. 메이지 말기부터 시작된 일본 학자들의 문인화 즉 
남화(南畵) 찬양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오무라 세
이가이, 타키 세이치, 타나카 토요죠(田中豊藏, 1881-1948) 등의 학자들은 남화
야말로 일본의 회화를 대표하는 분야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의도는 남화를 서
구의 최신 미술 사조와 공통점을 갖는 일본의 대표 회화로 내세움으로써 일본 미
술의 우수성을 서구에 과시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문화적 동일성을 앞세워 침
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178) 20세기 초반 중국 저자들의 문인화 중시에 일본
의 영향이 있었음은 중국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사부화(士夫畵)’라는 용어가 
이 시기에 일본에서 통용되던 ‘문인화(文人畵)’로 대체되었음에서도 짐작할 수 있
다.179) 
 마지막으로는 이들의 미술사는 미술 전문학교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필되
었다는 점이다. 중국 대학에서의 미술사 교육은 일반 종합대학이 아닌 미술 전문

177) 陳師曾, 앞의 글, p. 3; 鄭午昌, 앞의 책, p. 2; 兪劍華, 『中國繪畵史』(上海: 上海書
店, 1992), p. 4.

178) 근대기 일본의 문인화 담론에 대해서는 Aida-Yuen Wong, “A New Life for 
Literati Paint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astern Art and Modernity, 
A Transcultural Narrative?,” Artibus Asiae 62 (2000), pp. 297-326; 千葉慶, 「日
本美術思想の帝國主義化-1910∼20年代の新南畵評價をめぐる一考察」, 『美學』 213(200 
3), pp. 56-68; 박은수, 「근대기 동아시아의 문인화 담론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2009), pp. 29-51; 孫淼, 「20世紀上半曄日本的“新南畵”-對南畵的重新審視和評槪」, 
『中華兒女·書畵名家』 6(2014), pp. 82-84 참조.

179) 중국에서 ‘문인화’라는 용어의 대두에 대해서는 李趙雪, 「近代日本における文人畵槪
念の生成」, 『近代畵說』 25(2016), pp. 140-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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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교과목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은 
주목을 끈다. 베이징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의 경우 1957년에 최초의 미술
사학과가 개설되었으나 곧 폐지되었다가 1960년에 다시 개설되어 오늘날까지 이
어지고 있다.180) 또한 항저우의 중국미술학원(中國美術學院), 광저우의 광저우미
술학원(廣州美術學院) 등의 미술 전문학교에서는 개교와 동시에 미술사 강의가 
개설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 독립적인 미술사학과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미술 
전문학교들은 설립 초기부터 미술사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
술사학과를 설치하였다. 이에 비하여 여타 종합대학의 경우 미술사학과가 설립된 
시기는 2000년 이후에 이르러서이며 대부분의 경우 실기를 전공으로 하는 예술대
학에 소속되어 있다. 베이징대학의 경우 인문학부 내에 예술학원(藝術學院)이 설
립된 시기는 광고학과가 설립된 1993년이다. 이후 2001년에 이 학과에 개설되었
던 예술사론(藝術史論)이 문류(門類)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사학과가 학생
을 모집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현재의 베이징대학에는 미술, 음악, 영화의 실기
를 전공하는 예술학원 내에 예술학이론과(藝術學理論系)가 설치되어 있다. 칭화
(靑華)대학의 경우는 2001년에 예술설계학과(藝術設計學系)가 예술사론과(藝術史
論系)로 변경되면서 독립적인 미술사학과가 개설되었다. 이는 1956년에 설립되었
던 중앙공예미술학원(中央工藝美術學院)이 1999년에 칭화대학과 합병된 결과였
다. 현재 이 대학에는 베이징대학과 마찬가지로 미술 실기를 전공하는 미술학원
(美術學院) 내에 예술사론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저장(浙江)대학, 쑤저우(蘇
州)대학, 쓰촨(四川)대학 등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역시 예술학과(藝術學系)는 예
술학원이나 미술학원에 소속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미술사학과는 20세기 말
까지는 미술 전문학교에만 설치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며 현재의 주요 종합대학에
도 창작 위주의 교육을 하는 예술학원 내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미술사 관련 학
과가 인문학부에 설치된 주요 대학으로는 난징(南京)대학 역사학부의 고고문물과
(考古文物系) 정도여서 미술사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짐작하게 한다. 즉 중
국에서 미술사학은 최근까지도 독립적인 인문학이라기보다는 미술 창작을 보조하
기 위한 학문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대 학문 분류 체계
에서 회화이론서들을 자부(子部)의 실천적 학문인 예술류로 분류한 인식과 상통한

180) 중국의 미술사학과는 1957년 극단적인 반우파(反右派)투쟁과 1966년 이후의 문화혁
명으로 학과가 폐지되고 교수들이 수난을 겪는 부침을 겪었다. 薛永年, 「存立·發展·開拓
-美術史系三十年」, 『美術硏究』 3(198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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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황빈훙, 정우창, 푸바오스의 중국미술사는 중국의 전통 회
화이론서에 의존하여 문헌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은 곧 민국시기 중국 미술사학 서술의 시대적인 한계를 시사한다. 이 
시기의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미술사를 서술한 학자는 텅구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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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中國美術小史』: 進化史觀의 미술사 

 『중국미술소사(中國美術小史)』는 텅구의 첫 번째 미술사 저서이다. 텅구는 이 책
의 서문에서 중국미술사의 집필을 위하여 일본에서 4-5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
으나 칸토(關東)대지진으로 모두 소실되었음을 밝혔다.181) 비록 활용하지는 못하
였으나 일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귀국 후 바로 이 책을 집필한 사실은 텅구
의 일본에서의 학습과 『중국미술소사』의 깊은 연계성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제3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재일시기 텅구의 수학(受學) 과정과 이 시기 일본과 중
국 학술계의 동향 그리고 이 저서의 독창성이다. 텅구는 일본에서 인문학을 폭넓
게 접하며 미술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텅구의 
수학 상황에 대한 파악은 그의 연구 성과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이다. 아울러 이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 고조되었던 사학(史學)혁명과 신사학(新史
學) 열풍에 대한 고찰은 『중국미술소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
각된다. 

1. 일본을 통한 서구 철학의 수용

 텅구는 1919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20년에 토요(東洋)대학에 입학하였다. 
텅구는 1921년 토요대학에 신설된 문화학과(文化學科)에 진학하여 1924년에 졸
업하였다. 그는 이 학교에서 폭넓은 인문학의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재학기간 동
안 활발한 문예 창작 활동도 하였다. 이 시기에 쌓은 철학, 문학과 외국어 지식은 
텅구로 하여금 학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하였으며 이후 독일 유학의 기
반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집필된 텅구의 여러 논고로 볼 때 당시 그의 관
심은 일본이 아닌 일본을 통하여 습득한 서구의 학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텅
구가 일본에 도착하여 독일어부터 학습하였음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 대학의 서구 학문 수용과 교육의 상황을 토요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일시기에 텅구가 집필한 다양한 논고들에 대한 분석은 그
의 서구 사상 수용과 학문의 축적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된다. 

181) 滕固, 「中國美術小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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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대학의 미술사 교육과 東洋大學의 교육 과정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사회 체제는 물론 사상과 문화 그리고 교육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신정부(新政府)는 국가 운영에 필
요한 관료 양성을 위하여 왕정복고 선언 직후부터 대학 설립에 나섰다. 일본 근
대 대학의 출발은 현재의 토쿄대학(東京大學)에서부터였다. 토쿄대학은 신정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며 그 체제는 여타의 대학에 기준을 제공하였다. 
 토쿄대학은 1877년 기존의 토쿄카이세이학교(東京開成學校)와 토쿄의학교(東京
醫學校)가 병합되어 설립되었다.182) 그리고 1886년에 이 학교는 공부성(工部省)의 
공부대학(工部大學)과 병합되어 ‘제국대학(帝國大學)’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제국
대학은 일본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관립의 종합대학이 되었으며 그 
성격은 ‘국가를 위한 대학’ 즉 국가주의적 대학으로 굳어졌다.183) 1897년 쿄토(京
都)에 두 번째 제국대학인 쿄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이 설립되면서 이를 계기로 
토쿄의 제국대학은 ‘토쿄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다.
 1890년 제국대학의 문학부에는 철학과, 화문학과(和文學科), 한문학과(漢文學科), 
박언학과(博言學科), 사학과(史學科), 영문학과, 독일문학과의 일곱 개 학과가 있
었다. 이 학교는 1899년에 국사과(國史科)와 프랑스문학과를 추가로 신설하고 화
문학과를 국문학과로, 한문학과를 한학과로 개칭하였으며 1900년에는 박언학과를 
언어학과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학과 체제와 명칭은 이후 일본 대학들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이 학교의 ‘국사과’ 설치는 일본 학계가 자국 역사의 연구 체계를 
정립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184) 이 시기 ‘국사학과’와 ‘국문학과’의 설치는 전반
적 서구화 추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학(國學)’ 연구라는 전통 중시 풍조 역시 
고조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다양한 외국어학과의 설치는 서구 학문의 

182) 토쿄카이세이학교(東京開成學校)의 전신은 서양학 중심의 ‘카이세이소(開成所)’였으며 
토쿄의학교(東京醫學校)의 전신은 서양 의학을 교육하던 ‘의학소(醫學所)’였다. 1877년 
4월에 두 학교가 병합되어 토쿄대학이 설립되었다. 토쿄대학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마 타케시(飯山武), 「일본 근대 대학의 성립과 발전과정-명치유신부터 2차대전 종
료까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1996), pp. 248-253 참조.

183) 위의 글, p. 262.
184) 토쿄제국대학 문과대학의 ‘사학과’와 ‘국사과’는 1904년에 ‘사학과’로 통합되었으며 

1910년 사학과에 ‘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세 전수과(專修科)가 설치되었다. 이규수, 
「근대 일본의 학제 형성과 역사 지식의 제도화」, 『한국사학사학보』 27(2013.6),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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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전력을 기울였던 메이지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80년대 후반부터는 사립법률학교(私立法律學校)를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인가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다. 이후 1903년의 ‘전문학교령(專門學校領)’에 의해 
여러 사립학교가 ‘대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대
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타이쇼(大正)시기(1912-1926)의 토쿄에는 18개의 사립
대학이 존립하게 되었다. 이 시기 사립대학의 설립은 사학(私學) 의식이 생겨나 
제국대학 즉 관립의 교육 이념과 더불어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해나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85)

 이와 같이 메이지시기 후반부터는 대학교의 학제(學制)가 점차 체계적으로 정립
되어갔다. 그렇다면 미술사의 교육은 이러한 초기 학제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
을까? 일본 최초의 미술사 관련 강의는 1881년 토쿄대학에 개설된 ‘심미학(審美
學)’ 강의였다. 이 강의는 미국 미시간대학(Th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철
학과 과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토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 1848-1900)가 담당하였
다. 그의 강의는 스펜서의 ‘미적유희론(美的遊戱論)’과 칸트의 ‘미적판단론(美的判
斷論)’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해인 1882년부터는 페놀로사가 이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그가 구미 시찰을 떠난 후에는 미국인 로널드 녹스(Ronald Knox, 
1888-1957), 독일인 루드비히 부쎄(Ludwig Busse, 1862-1907), 러시아인 라파
엘 쾨베르(Raphael von Koeber, 1848-1923)가 차례로 담당하였다. 과목의 명칭
도 초기의 ‘심미학’에서 1889년에는 ‘심미학미술사’로, 1891년에는 ‘미학미술사’
로 변경되었다.186)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강의 명칭에 미술사라는 어휘가 추가되
면서 외국인 교사들이 미학미술사 강의에서 서양미술사를 언급하게 되었다는 점
이다. 그러나 이들 강의는 주로 고대의 유물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의 미술사는 말하자면 작품 제작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
는 보조학의 단계에 머물러있었다.187) 따라서 이 시기 제국대학에서 강의된 미술
사는 후에 전문분야로 독립해간 미술사학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달랐다. 
 1893년 제국대학에는 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좌제’에 의하여 전문적인 
미학 강좌가 개설되었다.188) 이와 더불어 미학과 내에서 미술사를 하나의 독립된 

185) 김동기, 「일본의 근대와 번역」, 『시대와 철학』 14(2003), p. 268.
186) 加藤哲弘, 「近代日本における美學と美術史學」, 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 編, 『語る現

在, 語られる過去』(東京: 平凡社, 1999), pp. 33-34.
187) 위의 글, p. 34.
188) 강좌제란 각 대학교수의 전공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존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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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인정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1914년에
는 미학부의 제2강좌로 ‘미술사’가 개설되어 이를 타키 세이치(瀧精一, 
1873-1945)가 담당하였으며 1917년에는 학과의 명칭이 ‘미학미술사학과’로 개칭
되었다.189) 이후 1963년에 토쿄대학은 미술사학을 ‘사상(思想)유형’에서 ‘역사(歷
史)유형’으로 이동, 분류하였다. 현재 토쿄대학에는 문학부(文學部) 내의 사상문화
학과에 미학예술사학이, 역사문화학과에 미술사학이 개설되어있다.
 한편 1889년에 개교한 토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는 설립 초기부터 ‘미학 및 
미술사’라는 명칭의 과목이 개설되어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3-1913)이 담
당하였다. 강의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학교의 초기 미술사학은 제국대학에서
와 마찬가지로 미학의 한 분야로 강설되었다. 이 학교에 이론 중심의 예술학과가 
설립된 시기는 1949년이었으며 현재에도 이 학과의 규정에는 미학과 미술사를 병
립하여 교육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초기 미술사학은 미학과 동일한 분과로 분류되어왔으며 미술
사보다는 미학의 강의가 먼저 단일 강좌로 개설되었다. 그런데 이는 일본이 서구
의 미학을 수용하는 원천이었던 독일과는 다른 양상이다. 독일에서도 미술사학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의미의 미학이라는 틀 속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독
일 대학의 경우 독립적 강좌로의 존립은 미술사학이 미학보다 빨랐다.190) 독일 
관념론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던 미학은 19세기 후반 학계에 확산되었던 실증주
의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즉 철학이나 일반교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추상
적인 사변을 반복하거나 과거의 예술을 예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
하여 이 시기 독일 학계의 미학은 학과로서 독립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독일 초기의 미술사는 고고학, 고전문헌학, 미학, 소묘 교육 등의 
강의에서 보조적인 지식으로 활용되어왔다. 이후 왕실 컬렉션의 공개가 잦아지면
서 미술사학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주요 대학들은 미술사 강좌를 적
극적으로 개설하였다. 독일 최초의 미술사 교수직은 1813년 괴팅겐대학(The 
University of Göttingen)에 설치되었다. 최초로 미술사학을 강의한 교수는 도미
닉 피오릴로(Johann Dominik Fiorillo, 1748-1821)이다. 그는 화가이자 소묘 교

그를 위한 재원(財源)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일의 대학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일본은 독일을 모델로 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關正夫, 「世界の大學教育の
歴史と國際比較-工學教育の改革課題を考える」, 『工學敎育』 43(1995.11), p. 7, p. 11.

189) 加藤哲弘, 앞의 글, p. 35.
190)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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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또한 도서관의 판화컬렉션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에 의해 독일에서
는 고고학이나 고대미술사, 미학 혹은 일반 사학으로부터 독립한 미술사학 강좌
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다.191)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과는 달리 19세기 말의 일본에서는 미학과 미술사가 분
리되지 않은 양상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미학미술사학과’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192) 메이지 25년(1892)에 개설되었던 기타 대학의 미
학 관련 강의로는 모리 오가이(森鷗外, 1862-1922)가 담당했던 케이오대학(慶應
義塾)의 심미학, 오츠카 야스지(大塚保治, 1868-1931)가 맡았던 토쿄전문학교의 
미학미술사, 타치바나 센자부로(立花銑三郞, 1867-1901)가 담당했던 학습원(學習
院) 고등과(高等科)의 심미학 등이 있었다.193) 그리고 텅구가 일본에 유학하였던 
타이쇼시기에는 그가 수학했던 토요대학에도 미학과 예술론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다.
 토요대학은 1887년에 ‘철학관(哲學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자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1919)는 정토진종(淨土眞宗) 오타니파(大
谷派)의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주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한학(漢學)을 수학
하고 토쿄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하여 서양철학을 전공하였는데 페놀로사에게
서 서양 사상을 교육받았다.194) 졸업 후 이노우에는 불교 진흥을 위하여 독자적
인 불교사상 체계와 논리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교육 활동에 투신하
였다. 이후 그는 1887년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에 있다’라는 이념으로 철학관
을 설립하였다. 초기의 철학관에는 정신주의의 주창자이자 정토진종 교단의 개혁
을 주장했던 키요자와 만시(清沢満之, 1863-1901), 토쿄제국대학 인도철학과의 
초대 교수였던 무라카미 센쇼(村上専精, 1851-1929), 일본 최초의 불교대사전을 

191) 加藤哲弘, 앞의 글, p. 36.
192) 1965년 토쿄의 아토미학원여자대학(跡見學園女子大學), 1973년 오이타(大分)의 벳부

대학(別府大學), 1985년 토쿄의 짓센여자대학(實踐女子大學)에 각각 개설된 학과의 명
칭도 ‘미학미술사학과’이다. 紀井利臣, 「美學美術史學科における實技の思索」, 『美學・
美術史學科報』 27(1999.3), pp. 7-8; 仲嶺真信, 「年譜: 學科三五周年の歩み」, 『藝術學
論叢(別府大學文學部藝術文化學科35周年記念)』 18(2009.3), pp. 5-11; 武笠朗, 「美學
美術史學科の三十年」, 『實踐女子大學美學美術史學』 30(2016.3), pp. 63-65. 

193) 加藤哲弘, 위의 글, p. 41.
194) 학창 시절 엔료는 ‘진리는 철학에 있다’는 확신으로 근대 서구 철학을 공부하는 여러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 가운데 ‘철학회’의 모임은 ‘philosophy’를 ‘철학(哲學)’이라 번
역한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원영상, 「근대 일본 불교
의 서양 사상의 수용과 전개-井上円了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7(2011), pp. 
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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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한 오다 토쿠노(織田得能, 1860-1911) 등 저명한 학자들이 교직에 있었으며 
이곳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많은 철학자, 종교가, 정치인, 사회운동가 등이 
배출되었다. 철학관은 1903에 사립 철학관대학(哲學館大學)으로, 1906년에는 사
립 토요(東洋)대학으로 개칭되었다.
 토요대학은 대학부와 전문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대학부에는 인도철학윤리학과, 
지나철학동양문학과 및 소속 연구소가, 전문부에는 윤리학교육학과, 윤리학동양문
학과 및 각 소속 전공과가 있었다. 대학부는 4년제이고 소속 연구소는 2년간 수
학하며 전문부는 3년제이고 소속 전공과에서 1년을 더 수학할 수 있었다.195) 
 1921년 토요대학은 ‘학칙 개정과 정원 변경의 사항(學則中改正幷定員變更の件)’
을 문부성에 제출하여 ‘문화학과’와 ‘사회사업과’를 신설하였다. 문화학과 신설의 
취지는 “현재의 사상과 사회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그 철저한 근거가 없음이 유
감이다. 동시에 현대의 교육에는 철학적 상식의 보급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에 문
화학과를 창설하고 문예 및 사회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신문화의 의의를 깨
닫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196)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시대와 함께 하
는 인간을 양성한다는 이 취지는 한자와 불교 철학을 중심으로 하던 토요대학으
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토요대학은 두 학과의 신설을 축하하는 피로연
을 1921년 6월 8일 토쿄의 테이코쿠(帝國)호텔에서 진행하였다. 이 연회는 문부
대신(文部大臣) 이하 116명의 관리와 14개 신문사의 통신기자들 그리고 대학 관
련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물질문명과 형이
상학의 종합에 의거하여 장래 교육과 학문의 방침을 세워야만 한다’는 엔료 박사
의 탁견을 칭송하였다.197) 
 문화학과의 창설 시 입학생이었으며 토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의 기자였던 
이시카와 교세이(石川曉星, 생몰년 미상)는 당시 와세다(早稻田)대학의 문과학생
이었는데 이 학과에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였다. 그는 「문화학과를 회고한다」는 
글에서 “토쿄의 일반 학생들에게는 거의 존재가 미미했던 토요대학이 우리나라 
서양철학계의 권위자 토쿠노(得能) 박사를 과장으로 하고 와츠지(和辻), 이데(出), 
오니시(大西), 타나베(田邊), 야나기(柳), 이타가키(板垣), 타시로(田代) 등의 저명

195) 1918년에 공포된 ‘대학령’에 의하면 학부에 3년 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學士)’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이야마 타케시, 앞의 글, p. 268.

196) 東洋大學創立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東洋大學百年史-通史編 Ⅰ』(東京: 學校法人東洋
大學, 1993), p. 787.

197) 위의 책, p.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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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들을 진용으로 한 것은 당시 교육계의 이채롭고 희유한 현상이었다. 토쿄
의 모든 문화학생이 매력을 느꼈다”라고 회고하였다.198) 토쿠노 분(得能文, 
1866-1945), 이데 타카시(出隆, 1892-1980), 오니시 요시노리(大西克禮, 
1888-1959) 등 위에 언급된 학자들은 대부분 토쿄제국대학 출신으로 모교에서도 
강의하고 있던 저명 학자들이었다. 이처럼 이 학과의 개설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았으며 많은 학생이 입학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텅구는 문화학과가 창설된 1921년에 이 학과에 진  
  학 하였다. 텅구가 토요대학에 입학한 연도가 1920  
  년이었으므로 먼저 다른 학과에 입학하였다가 1921  
  년에 문화학과로 재입학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텅  
  구가 이 학교에 재학하였다는 사실은 『동양대학교백  
  년사-자료편(東洋大學百年史-資料編)Ⅰ,하(下)』에 실  
  려 있는 ‘중화유학생동창회성립기(中華留學生同窓會  
  成立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199) 이 글은 1923년 5  
  월 13일 토요대학의 중국 유학생 6명 가운데 텅구를  
  포함한 5명이 모여 동창회를 결성하며 작성한 글이  
  다. 이 글에는 “단결 정신으로 학문을 구하고, 국내  
  의 본교 선배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사립학교에 유학  
  중인 대다수의 중국 학생이 학문 연구에 충실하지 못  
  한 폐단을 타파하기 위하여 열심히 면학에 임한다”는 

이들의 취지와 참여자의 명단이 실려 있다. 텅구는 이 동창회에서 문서를 담당하
는 ‘문독(文牘)’의 직책을 맡았다.
 문화학과의 과정 편성은 철학, 문학과 어학의 기본 인문학을 위주로 하면서 거
기에 법학, 경제학, 신문학 등 사회과학 과목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기본 인문학 위에 실천적인 교육을 강화한 수업 과정은 다른 학과와는 차
별성을 갖는 새로운 시도였다. 또한 매 학년 수강해야 하는 영어와 독일어 강좌 
역시 이 학과만의 특징이자 강점이었다. 이러한 과정 편성은 당시 학교 측에서 
이 신생 학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3> 참조)

198) 東洋大學創立百年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p. 789.
199) 東洋大學創立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東洋大學百年史-資料編 Ⅰ(下)』(東京: 學校法人

東洋大學, 1998), p. 453.

삽도 7. 토요대학 졸업 시의 텅
구 (曹貴, 「20世紀上半葉中國美
術史學理論與方法硏究」, 清華大
學 博士學位論文, 20 13, p. 55 
圖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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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24년 토요대학 문화학과의 강의 개설표200)

 위의 과정표를 보면 전체 교육 과정 가운데 철학의 비중이 가장 커서 설립 초기 
철학관의 교육 이념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서양철학사’는 인도철
학윤리학과와 지나철학동양문학과에서도 3년 동안 계속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어
서 이 학교가 서양철학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시사한다. 교과목에는 서양철학, 서
양철학사, 구주문화사를 비롯하여 영어와 독일어가 포함되어있어 이 학과의 교육
이 국제화를 목표로 하였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보다도 많은 독일어 수업 시
간은 이 학과가 근대화의 모델이었던 독일의 제도와 학문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

200) 東洋大學 編, 『東洋大學一覽』(東京: 觀想發行所, 1924), pp. 7-8.

제1년 제2년 제3년

實踐道德 1 實踐道德 1 實踐道德 1 實踐道德

哲學 12

心理學
倫理學

哲學槪論
儒學槪論
佛敎槪論

西洋哲學史
演習

9

敎育學
美學

西洋哲學史
倫理學
演習

10

西洋哲學
宗敎哲學
歷史哲學

西洋哲學史
演習

文學 4
文學槪論

日本文化史
創作

2

日本文學
文藝思潮

歐州文化史
創作

3
藝術論

文藝思潮
創作

法學 及 經濟學 2 法學通論 2
民法 及 
刑法原理
經濟學

4
經濟學
國家學

社會學 及 
社會問題

2 社會學 2 近世社會問題

新聞學 及 
司書學

2 司書學 2 新聞學

英語, 英文學
獨語, 獨文學
(佛語隨意)

8
英語 7時間
獨語 8時間

8
英語 7時間
獨語 8時間

8
英語 8時間
獨語 8時間

學科槪論(隨意科)

計 29 3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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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철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학과의 
수업 과정은 텅구가 재일시기에 집필했던 여러 논고가 베네데토 크로체
(Benedetto Croce, 1866-1952), 하인리히 리케르트(Heinrich Rickert, 
1863-1936), 콘라드 랑에(Konrad Lange, 1855-1921), 에른스트 그로스(Ernst 
Grosse, 1862-1927),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 1832-1920), 헤르만 파울
(Hermann Paul, 1846-1921),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 리차드 발라셱(Richard Wallaschek, 1860-1917) 등 서구 철학자
들의 이론을 주요 대상으로 하게 된 학습 배경이었다. 
 한편 1899년에 출판된 『일본미술사강의(日本美術史講義)』는 사학자 마츠모토 아
이쥬(松本愛重, 생몰년 미상)가 1885년에 토요대학의 전신인 철학관에서 강의했
던 내용을 기반으로 편찬된 적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토요대학의 미술사 관련 
강의는 1880년대에 개설되어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텅구가 재학하였던 
1920년대에는 미술사 과정의 개설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단지 오니시 요
시노리가 미학 강의를 담당했다는 기록만이 있다.201) 오니시는 토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도 강의하고 있던 일본 미학계의 저명 학자였다. 그는 신칸트
학파와 현상학이 주류였던 당시 독일어권의 미학 이론을 연구, 번역하여 일본에 
소개한 인물이었다.202) 당시 문화학과의 학생들도 오니시의 미학 수업을 수강하
였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그의 수업을 통해 텅구는 독일의 미학을 학습하였을 것
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미학과 미술사학이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
의 초기 교과 체제로 볼 때 텅구가 미학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미술사 교육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텅구는 이 학교에서 철학, 미학, 문학 등 기본 인문학과 외국어를 익혔으며 서구 
근대 사상의 조류 역시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습의 결과는 재일시기 텅구
가 발표한 여러 편의 논고에서 드러난다. 텅구가 이 논고들에서 다룬 대상은 주
로 서구 학자들의 이론이지만 이 시기 텅구의 학문 정립에는 일본 학자들의 영향
이 지대하였음이 명확하다.

2) 在日시기 滕固의 논고들

201) 東洋大學 編, 앞의 책, p. 17.
202) 小田部胤久, 「‘日本的なもの’とアプリオリ主義のはざま - 大西克禮と‘東洋的’藝術精

神」, 『美學』 196(199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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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구는 토요대학에서 수학 중이던 1920년대 초반에 철학, 문학, 예술 등의 다양
한 주제로 여러 단편 논고들을 써서 발표하였으며 희곡이나 단편 소설 등의 문학 
작품도 집필하였다. 이 시기에 텅구가 쓴 논고들은 토요대학에서 수강하였던 서
양철학, 문예창작, 예술론, 문화사 등 여러 강좌의 주제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4> 참조) 또한 이 논고들이 중국어로 쓰여 주로 중국 잡지에 발표
되었던 사실은 텅구가 일본에서 학습한 서구의 학문을 자기화하여 고국에 소개하
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1920년대 초반 텅구가 발표한 논저들의 주제는 크게 ‘문학’, ‘학문의 체계’, ‘예
술’이라는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분야의 논고들에 대한 분석은 텅구의 
학문 정립을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 재일 기간과 귀국 직후에 발표된 텅구의 주요 논저들

    

① 문학 관련 논고
 텅구는 재일시기에 문학과 회화 두 분야 모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그는 문예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어서 1921년에 ‘민중희극사(民衆戱劇社)’의 

출판일자 제목 출판 매체
1920.12.12 詩歌與繪畵 美術, 2卷 4號
1921.4 柯洛斯美學上的新學說 東方雜誌 18卷 8號
1921.6 對于藝術上最新的感想 美育 6期
1922.8.25 文化之曙 時事新報
1922.11.03 何謂文化科學 時事新報
1923 威爾士的文化救濟論 東方雜誌 21卷 11號 
1923 藝術學上所見的文化之起源 學藝雜誌 4卷 10號
1923.5.04 藝術家的藝術論 時事新報
1923.7.21 體驗與藝術 中華新報
1923.12.25 詩畵家 Dante G. Rossetti 創造週刊
1924.2.30 藝術與科學 創造週刊
1925.4.12 洋畫家與國民藝術復興 時事新報
1926.4.30 偉大的藝術 新藝術全集
1926 在茶寮裏說書 新藝術全集
1926 藝術之質與形 新藝術全集
1926.5.01 氣韻生動略辯 新藝術
1926.6 中國美術小史 商務印書館
1926.7.04 詩人乎?畵家乎? 新藝術全集
1927 唯美派的文學 光華書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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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에 참여하였다. 텅구는 이 단체의 월간지 『희극(戱劇)』에 자신의 글 「최근 연
극계의 추세(最近劇界的趨勢)」를 싣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203) 이글에서 텅
구는 서구 근대 희곡의 발전 상황 그리고 자연주의와 신낭만주의 문예 사조를 자
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1924년에 단편 소설집 『벽화(壁畵)』, 중편 소설 『은
행 열매(銀行之果)』, 시문집 『죽은 자의 탄식(死人之歎息)』을 출판하는 등 여러 
문학 작품을 발표하였다. 
 「시가와 회화(詩歌與繪畵)」(1920)는 텅구가 시와 회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한 글이다. 여기에서 텅구는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와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0882)의 시에 나
타난 회화적인 표현들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그는 세가티니(Giovanni Segantini, 
1858-1899)의 〈귀향(歸鄕)〉이나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의 〈만
종(晩鐘)〉, 〈소치는 여인(荒村牧女)〉과 같은 회화가 불러일으키는 시사(詩思)를 언
급하며 그들의 회화를 ‘시적 회화(詩的繪畵)’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동파의 
‘화중유시 시중유화(畵中有詩 詩中有畵)’라는 구절을 소개하며 “우리가 시가나 회
화를 접할 때에는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여기에서 텅구의 방점은 소동파의 문인 취향이 아니라 시와 회화의 감상에서 동
일하게 얻을 수 있는 ‘미감(美感)’에 있다. 그리고 텅구는 이 글로 인하여 문학과 
미술 두 분야를 동시에 연구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23년에 발표한 「시화가 로세티(詩畵家 Dante G. Rossetti)」는 시인이자 화가
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Dante G. Rossetti, 1828-1882)의 유미주의적 예술 세
계를 소개한 글이다.204) 로세티에 대한 텅구의 관심은 문학과 미술이라는 두 영
역에 대한 그의 애정과 두 영역을 접목하여 연구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위의 두 논고는 텅구가 일본 유학 시기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학과 미
술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다. 그는 시와 철학, 시와 미학, 시와 회화를 이야기하면
서 문학과 미술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려 하였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시가와 회
화」에서 보여주었던 다음과 같은 도표에서 드러난다.205) 

203) 沈寧, 앞의 글(2001), p. 37.
204) 텅구는 로세티의 시 ‘The House of Life’를 영국 문학사에서 매우 공고한 지위를 가

진 수작이라고 소개하는 등 그의 회화와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滕固, 「詩畵家 Dante 
G. Rossetti」, 沈寧 編, 앞의 책(2003), pp. 47-52.

205) 滕固, 「詩歌與繪畵」, 위의 책,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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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性靈現狀        哲學的     
          詩歌
                          自然現狀        科學的       美
          繪畵 
                          社會現狀        人生的  

 텅구는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가와 회화의 묘사, 내용, 결과는 모두 같다”
라며 ‘시가와 회화는 미계(美界)의 자매화(姉妹花)’라고 정의하였다. 즉 당시 텅구
의 궁극적인 관심은 문학과 미술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였던 ‘미(美)’에 있었다. 
‘미’를 가장 지고한 가치로 보고 모든 것을 ‘미’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이러한 태
도는 19세기에 유행하였던 유미주의의 세계관과 상통한다. 텅구의 초기 문학 작
품들에는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1867)의 유미주의 문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로써 당시 텅구가 유미주의에 심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6)

 민국시기 일련의 개혁주의자들은 봉건적인 사회 관념에 대한 반발로 유미주의를 
통해 개성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문학계에도 1920년대를 전후하여 유
미주의가 크게 유행하였다. 여기에는 궈모뤄, 위다푸 등 저명 작가들이 1921년 
일본에서 설립한 문학 단체 ‘창조사(創造社)’의 역할이 지대하였는데 텅구 역시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207) 이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며 작가
의 내적 요구에 의한 창작과 유미적이고 낭만적인 천재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실의와 반감 위에 일본에서 타이쇼시기에 유행했던 
낭만주의의 영향이 더해져 한층 증폭되었다.208) 텅구는 『벽화』(1924) 등 유미적 
성격이 강한 소설을 발표하는 이외에도 낭만파 시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과 보들레르를 소개하는 글인 「프랑스 두 시인의 기념제-바이

206) 텅구 문학 작품의 유미주의 경향에 관하여는 郭莉芝, 「論滕固文學創作中的唯美主義
傾向」, 『湖南科技學院學報』 32(2011.11), pp. 59-61 참조.

207) 1920년대에 중국에서 유행하였던 유미주의 문학은 1930년대 상하이에서 발달한 ‘해
파문학(海派文學)’의 기저를 이루었다. 해파문학 형성에서 창조사의 역할에 관하여는 姚
玳玫, 「1924-1926:生存夾纏與中期創造社的海派變異」, 『文學評論』(2009.4), pp. 120- 
127 참조. 텅구와 해파문학에 관하여는 彭宏, 「滕固,一個不應忽略的獨特存在」, 『孝感學
院學報』 23(2003.1), pp. 50-53 참조.

208) 서의영, 「郁達夫 文藝의 時代 背景과 理論」, 『경희대학교 논문집』 21(1992),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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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과 보들레르(法國兩個詩人的記念祭-凡尔倫與鮑桃來尔)」를 『학등(學燈)』(1921년 
11월 14일)에,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1865-1939)를 소개하는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愛尔蘭詩人夏芝)」를 『문학순간(文學旬刊)』(1921년 11월 21일)에 게
재하여 중국에 유미주의 문학을 전파하는데 일조하였다.209) 
 텅구는 귀국 후인 1927년에 위의 논고들을 바탕으로 중국 최초의 유미주의 미
학 서적이라 할 수 있는 『유미파의 문학(唯美派的文學)』을 상하이 광화서국(光華
書局)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유미운동(唯美運動)은 멀리는 낭만파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가까이는 상징파의 외침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유미주의의 기원 그리고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상징주의와의 연관성을 소개
하였다.210) 이 책은 ‘근대 유미운동의 선봉’, ‘라파엘전파’, ‘세기말의 향락주의자’
라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유미운동의 선봉’에서 텅구는 영국 낭만
파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와 존 키이츠(John Keats, 
1795-1821)의 사상과 시를 소개하였다. ‘라파엘전파’에서는 그 유래 그리고 중심
인물인 로세티의 시와 그림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라파엘전파의 지향점은 자연주의 이외에도 그 독창적 정신에 있다며 그 예로 ‘옥
스포드 라파엘전파(Oxonian Pre-Raphaelies)’를 소개하였다. ‘향락주의자’에서는 
월터 페이터(Walter Pater, 1839-1894),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 
1854-1900), 아서 사이몬스(Arthur Symons, 1865-1945)의 예술 세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211)

 『유미파의 문학』은 텅구의 유미주의에 대한 태도와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다. 즉 텅구는 문예 창작을 통하여 유미주의를 체현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이 사
조를 객관적으로 관찰, 분석하는 학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책에
서 19세기 이후 낭만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향락주의 등의 다양한 서구 문예 
사상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텅구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
였던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 1872-1898)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
애하며 설명함으로써 문학과 미술의 접점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다시 한번 피력

209) 彭建華, 「現代中國的蘭波評述」,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159(2014.3), pp. 
36-37.

210) 解志熙, 『美的偏至:中國現代唯美-頹廢主義文學思潮』(上海: 上洚文藝出版社, 1997), 
p. 81.

211) 滕固, 「唯美派的文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 第四編 56(上海: 上海
書店, 1992), pp.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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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텅구는 비어즐리, 로세티와 같은 화가이자 문학가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미감(美感)’을 추구했던 이 시기 자신의 지향점을 드러
낸 것이다.
 이러한 유미주의적인 경향은 창조사 성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다.212) 창조사의 주요 구성원들은 귀국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점차 본격적인 유미-퇴폐주의 소설가 또는 좌파적 경향의 작가로 정체성을 확립
해 나아갔다. 그러나 텅구는 자신이 한때 심취했던 유미주의를 분석한 『유미파의 
문학』이라는 저서를 남겨 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는 그가 한때 그림을 그
려 1925년 ‘천마회(天馬會)’의 제7회 전람회에 출품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미술사 
연구자로 입지를 굳힌 행보와도 상통한다. 귀국 후에도 단편 소설 『미궁(迷宮)』
(1926)을 발표하는 등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외도(外遇)』
(1930)를 마지막으로 문필을 접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미술사 연구에 전념하였다. 
텅구가 다수의 문학 작품을 발표한 작가라는 사실은 그가 뛰어난 필력을 가졌음
을 시사한다. 아울러 그의 이러한 창작 능력은 미술사 관련 저작의 집필에도 긍
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학문 체계 정립에 관한 논고
 재일시기 텅구의 관심은 ‘문학과 미술’ 이외에도 일본을 통하여 새로 접한 서구
의 학설과 학문을 탐구하고 그 체계를 정리하는 데에 있었다. 
 「크로체 미학상의 신학설(柯洛斯美學上的新學說)」(1921)은 텅구가 이탈리아의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의 대표작 『표현의 과학
과 일반 언어학으로서의 미학(Estetica come scienza dell'espressione e 
linguistica generale, 약칭 Estetica)』(1902)을 읽고 크로체의 학설을 소개한 글
이다.213) 

212) 초기의 창조사 구성원들은 개인의 불행을 국가, 민족의 불행과 굴욕으로 연결시키고 
성(性)의 억압을 민족의 억압으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그럼으로써 낭만적 
애국주의를 발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劉婉明, 「民族國家思想的譯介與創造社作家的
民族國家意識」, 『아시아연구』 20(2014), p. 4.

213) 크로체의 이 저서는 1909년에 스코트랜드 출신의 문학가 더글라스 엔슬리(Douglas 
Ainslie, 1865-1948)에 의해 Aesthetics as Science of Expression and General 
Linguistics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런던에서 출판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
다. 엔슬리는 또한 크로체의 『역사학의 이론과 역사(Teoria e storia della 
storiografia)』 (1920)를 Theory and History of Historiography (1921)로 번역하기
도 하였다. Douglas Ainslie, “The "Æsthetic" of Benedetto Croc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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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체는 20세기 초반 미학, 역사, 철학, 문학 비평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
다.214) 그의 역사철학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는 유명한 정의로 대변된
다.215) 크로체는 철학과 사학의 접점에 주목하였으며 따라서 역사란 현재의 눈으
로 과거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철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신의 본질을 강조
하여 역사는 곧 정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며 20세기 초반 서양 사학계의 흐름을 이
끌었다. 그 흐름은 곧 역사상의 사실을 해석하는 사학에서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해석하는 사학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과 중국의 사학
계는 ‘사건에 대한 서술이 역사 연구의 본질적 임무’라는 기존의 사학 관념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신사학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텅구의 크로체에 대한 관심은 텅구가 당시 중국과 일본 학술계의 이러한 경향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텅구의 이 논고는 크로체의 미학을 중국에 최초로 소개한 글이다. 텅구는 이 글
에서 크로체 미학의 본질을 소개하였으며 크로체의 지식 분류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크로체는 인간의 지식 체계를 직관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 두 가지로 
분류하고 직관적 지식이란 ‘미(美)의 활동’이며 이것이 곧 논리적 지식의 기초라
고 정의하였다. 즉 크로체는 직관적 지식이란 각 개체 사물에 관한 지식이며 논
리적 지식은 개체 사물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라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크로체의 
이 정의에서 좀 더 나아가 직관적 지식은 상상의 산물이며 논리적 지식은 개념의 
산물이라고 규정하였다. 텅구가 이 글을 통해 크로체에 주목한 이유는 ‘직관이란 
미적 활동이며 그것은 곧 표현’이라는 그의 이론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
된다. 텅구는 크로체를 철학가이자 시인(Philosopher-poet)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미학은 심리학적 정밀함과 더불어 시인의 통찰력과 서정성을 가진다고 서술하였
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크로체 미학을 연구하는 즐거움이라고 밝혔다.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5 (1914-1915), pp. 164-198. 
214) 크로체는 『개략적 개념과학으로서의 논리(Logica come Scienza del concetto 

ruro)』(1908), 『실증철학(Filosofia della Pratica)』(1908) 등 80여 권의 저서들을 출간
하였으며 격월간의 문학비평지 《평론(La Critica)》을 40년간 발행한 것으로도 유명하
다. 크로체의 미학에 관하여는 이해완, 「크로체의 초기 미학 사상 연구: 《미학》에서의 
직관 및 표현 개념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크로체의 역사
철학에 관하여는 장문석, 「크로체의 역사주의와 자유주의-19세기 역사 서술을 중심으
로」, 『대구사학』 95(2009.5), pp. 235-262 참조.

215) Douglas Ainslie, “Benedetto Croce’s "Historiograph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22 (1921-1922),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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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구가 크로체에 주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일본 학계에서 고조되었던 
크로체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된다. 크로체의 『미학(Estetica)』은 출간 이후 세
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일본에서도 우누마 타다시(鵜沼直, 생몰년 미상)가 이를 
『미의 철학(美の哲学)』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1921년 6월 11일에 출간하였다. 
우누마에 앞서 카네코 우마지(金子馬治, 1870-1937)도 1915년에 크로체의 『실증
철학(Filosofia della Pratica)』(1908)을 『실제의 철학(実際の哲学)』이라는 제목으
로 출간한 바 있어 당시 일본에서 크로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텅구가 크로체에 관한 이 논고를 발표한 시기는 우누마의 번역서가 나오
기 이전인 1921년 4월이어서 그는 일문(日文) 번역본이 아닌 크로체의 원서를 읽
고 이 글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텅구의 뛰어난 어학 실력과 더불어 
그의 서구 학술 수용에 대한 적극성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과학이란 무엇인가(何謂文化科學)」(1922)에서 텅구는 19세기 말부터 서구
에서 이루어진 지식 체계의 분류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표출하였다. 텅구는 
글의 서두에서 쿄토학파의 일원이며 철학자이자 토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의 
교수였던 타나베 하지메(田邊元, 1885-1962)의 『과학개론(科學槪論)』(1918)을 인
용하였다. 텅구에 의하면 타나베는 지식의 체계가 19세기 이전까지는 베이컨
(Francis Bacon, 1561-1626)이 정립한 ‘사학(史學), 시학(詩學), 이학(理學)’이라
는 분류가 이어지다가 19세기 이후에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이분되었다고 개괄
하였다. 텅구는 이어 현대 심리학의 기초자로 알려진 독일의 빌헬름 분트
(Wilhelm Wundt, 1832-1920)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학문 분류 체계를 
이분하였음을 역시 타나베의 글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이어서 텅구는 서남(西
南)독일학파라고도 불리는 바덴(Baden)학파의 학자 가운데 빌헬름 빈델발트
(Wilhelm Windelband, 1848-1915)와 하인리히 리케르트(Heinrich Rickert, 
1863-1936)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빈델발트는 모든 현실적인 과학은 
경험과학이며 경험과학은 다시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으로 이분된다며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결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텅구는 리케르트가 그의 저서 『자연과학적 개념의 한계(Die Grenzen der 
Naturwissenschaftlichen Begriffsbildung)』(1896),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Kulturwissenschaft und Naturwissenschaft)』(1899), 『역사철학
(Geschichtsphilosophie)』(1899) 등에서 역사학 등 문화과학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연과학의 특색을 서술하여 두 학문이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영역임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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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하였다. 리케르트는 자연과학이란 몰가치적(沒價値的)이므로 가치를 떠
난 일반화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반면 문화과학은 가치관계적이므로 개별화
의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논지를 피력하였다. 그는 가치를 타당성보다 우위
에 둠으로써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의 분리를 주장하였으며 역사과학은 문화과학이
라고 정의하였다.216) 리케르트의 사상은 베버(Max Weber, 1864-1920)나 하이데
거(Martin Heidegger, 1889-1976)에 영향을 주는 등 독일 철학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였으며 독일 학술계에 민감했던 일본에 곧 수용되었다. 일본의 학
자들은 리케르트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저서들을 다수 번역하였다. 여기
에는 타나베 하지메가 번역한 『과학개론(科學槪論)』(1918), 나카가와 토쿠리츠(中
川得立, 1890-1982)의 『인식의 대상(認識の対象)』(1916), 사카자키 칸(坂崎侃, 
1984-165)의 『철학의 개념(哲学の概念)』(1922), 사타케 테츠오(佐竹哲雄, 
1890-?)의 『문화과학과 자연과학(文化科学と自然科学)』(1922), 타나베 주조(田邊
重三, 1895-1975)의 『리케르트의 역사철학(リッケルト歴史哲学)』(1922), 오가와 
요시아키(小川義章, 1891-1969)의 『리케르트 전집(リツケルト全集)』(1923) 등이 
있다. 텅구는 리케르트의 학문 분류에 동의하면서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으로의 
분류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라는 분류보다 한층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텅구는 일본학자 타나베 하지메, 수주키 마네타다(鈴木宗忠, 1881-1963)의 학문 
분류도 소개하였다. 이 학자들 역시 과학을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으로 나누고 역
사학은 문화과학의 일부라고 규정하였는데 텅구는 본인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견
해를 밝혔다. 텅구는 이와 같은 서구와 일본 학자들의 관점과 연구방법론의 탐구
를 통해 학문 분류 체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형성해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학에서 보이는 문화의 기원(藝術學上所見的文化之起源)」(1923)에서 텅구는 
학문 분류 체계 내에서 예술학(Kunstwissenschaft)의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모색을 하였다. 텅구는 콘라드 랑에(Konrad Lange)의 『예술의 본질(Das Wesen 
der Kunst)』(1907)을 인용하여 미학은 자연미를, 예술학은 인공미를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학문임을 분명히 하였다. 텅구는 예술학이란 미학과는 다
른 학문이며 예술철학(Kunstphilosophie)과 예술사(Kunstgeschichte)로 구성된
다고 설명하였다. 텅구는 예술철학은 예술론(Kunsttheorie)과도 유사한데 이는 
예술의 본질이나 가치 등을 시대적, 국부적, 단편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며 예술사

216) Georg G. Iggers, “The Historicism and Meaning of the Ter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56 (1995.1), pp.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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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시대정신과 종교, 사상 등의 변천을 예술의 역사를 연구하여 정의하는 학문이
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그는 예술학이란 역사적 사실을 철학적 고찰과 병합시
킬 때 비로소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텅구는 다른 분야의 과학적 방법론을 예술 연구에 적용하는 접
근법도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텅구가 제시한 다른 분야란 민족
학을 말하며 그 방법론은 원시 민족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지칭하는 것이
다. 텅구는 이러한 방법론은 이미 독일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원시 민족의 음악을 연구한 리차드 발라셱(Richard Wallaschek, 
1860-1917)과 칼 스텀프(Karl Stumpf, 1848-1936), 시가와 민요를 연구한 오토 
뵈켈(Otto Böckel, 생몰년 미상), 어법과 묘사에 대한 연구를 한 칼 벨텐(Carl 
Velten, 1862-1935) 등의 연구를 언급하였다.217) 텅구의 논지는 음악, 시가 등의 
예술이 모두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이들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도 문화의 기
원을 추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텅구는 “문화사 연구는 항상 예술 활동
(Kunst trieb)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종교, 법률, 풍속, 언어 등 문화의 여러 영
역 가운데 예술이 가장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였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텅구가 이 글에서 헨리 버클(Henry Thomas 
Buckle, 1821-1862), 프랑소와 기조(Francois Guizot, 1787-1874), 량치차오 등
의 저서를 인용한 점은 당시 일본과 중국에서 성행하던 문명사학(文明史學)의 영
향으로 짐작된다. 또한 그가 예술사를 정의하면서 언급한 ‘시대정신(Zeitgeist)’은 
헤겔 철학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세 글은 텅구가 서구의 최신 철학과 학문의 연구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있었으며 자신의 관심 분야인 ‘예술’이 학문의 체계에서 어떤 위치로 정립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의 최종 관심이 ‘예술’
에 있었음은 「예술학에서 보이는 문화의 기원」을 비롯하여 다음의 글들을 통해서

217) 독일 음악에 관한 텅구의 지식은 동시기 독일에서 음악사를 공부하고 있던 왕광치(王
光祈, 1892-1936)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왕광치는 1934년에 본대학(University of 
Bonn)에서 중국음악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1년에 상하이의 중화서국(中華書
局)이 『중화백과총서(中華百科叢書)』를 기획하면서 당시 독일에 유학 중이던 왕광치에
게 중국음악사와 중국미술사의 집필을 의뢰하였으나 왕광치는 자신보다는 텅구가 미술
사 집필의 적임자라고 추천하였다. 그러나 당시 텅구는 학위 과정에 전념하느라 원고를 
기일 내에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집필 의뢰는 상하이에 있던 정우창에게로 돌아갔다. 텅
구와 왕광치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趙明楠, 앞의 글, p. 57, p. 71 참조. 왕광치와 
그의 음악사 연구에 대해서는 趙崇華, 「藝術史語境下的人物研究-以王光祈研究爲例」, 
『中國國家博物館館刊』(2017.6), pp. 134-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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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엿볼 수 있다.

③ 예술학과 예술에 관한 논고
 「문화의 새벽(文化之曙)」(1922)은 텅구가 1922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상하이미전
(上海美專)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요약한 논고이다. 이 글은 학문 체계 내에서 문
화와 예술의 위치를 규정하고 그 실천적인 가치를 역설하는 내용으로 예술에 대
한 텅구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텅구는 독일의 미학자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가 말한 “문화의 여명, 즉 문화의 최초의 
빛은 예술력에 있다. 예술이란 최초의 문화이다”라는 구절에서 이 글의 제목을 
빌려왔음을 설명하였다. 텅구는 문화란 곧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그 근저를 이루
는 것은 ‘예술 활동(Kunsttrieb)’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미학자들이 이 
예술 활동을 규정하는 두 가지 학설 즉 기존의 주정설(主情說)과 크로체의 주지설
(主智說)을 소개하였다. 텅구는 이 두 학설이 모두 한 면에만 치우친 해석이라며 
예술가가 체험한 내경험(內經驗) 즉 ‘인생의 제상(諸相)에 대한 직관’이야말로 이 
두 학설에 모두 적용되는 예술의 근본 재료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지는 예술가
가 자신의 내경험을 통해 인생의 제상을 새로 창조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술의 본
령이므로 창조는 예술의 생명이며 예술 활동은 곧 창조라는 것이다. 예술에서 ‘직
관’을 중시한 텅구의 이러한 인식은 그의 예술관 정립에 크로체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론적 서술에 이은 결론에서 텅구는 중국 문화 개혁의 실천 그리고 상
하이미전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하여 역설하였다. 텅구는 “우리 민족은 일종의 신
운(神韻)을 가진 예술적 직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깊은 직관적 학술이 후대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동방문화사(東方文化史)상에 독특함을 지닌다”라고 서술하였
다. 그는 민중 예술이나 예술 교육과 같은 문화 사업이야말로 중국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텅구는 “예술 교육은 민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희망과 유쾌한 욕구를 예술로 창조하게 한다. 그런데 미(美)를 애호하는 
관념과 창조의 본능은 어려서부터 배양되는 소질이다. 그리고 대중의 이러한 소
질이 장래의 문화 수준을 증진시키므로 예술 교육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였
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하이미전 학생들에게 “제군들의 예술가 및 예술교육가로
서의 책임이 크다”라고 고무하였다. 결국 이 글에서 텅구가 피력하고자 하였던 
견해는 예술이 곧 문화의 핵심이며 따라서 예술 교육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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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지이다. 텅구의 이러한 인식은 당시 신문화운동을 이끌
었던 차이위안페이의 미육(美育)운동과 상통하는 관점이어서 그의 개혁적인 성향
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과 예술(體驗與藝術)」(1923)은 예술 창작과 감상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
한 글이다. 이 글에서 텅구는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설서가(設書家) 유경정(柳敬
亭, 1587-1670)을 사례로 들어 자신의 논지를 폈다.218) 텅구는 유경정이 나라
(明)를 잃은 슬픔을 소설 속의 주인공에 이입시켜 주인공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테오도르 립스
(Theodor Lipps, 1851-1914)의 예술에서의 ‘감정이입설(感情移入說)’이 있다. 감
정이입설은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1871-1918)에 의해 일본에 소개되었다. 
그는 이 학설을 자신의 신자연주의 문학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는데 이후 이 학설
은 일본의 문학, 철학, 미술계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219) 특히 이세 센이치로는 
『지나의 회화(支那の絵画)』(1922)에서 감정이입설의 ‘주체와 객체의 융합론’을 동
양화론의 ‘기운생동’과 비교하여 ‘기운생동’의 우위를 역설하였다. 텅구가 이세 센
이치로의 연구를 접하였음은 1926년에 발표한 「기운생동약변(氣韻生動略辯)」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220) 즉 「체험과 예술」은 텅구가 당시 일본 사상계에서 유행하
던 ‘감정이입설’을 수용하며 이를 중국 문화의 해석에 적용하였음을 명확하게 보
여준다. 텅구는 이 글에서 체험 즉 감정이입을 통하여 자아나 주관이 예술에 대
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이는 「문화의 새벽」에서의 예술가의 
‘내경험’ 강조와 동일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텅구는 이 글을 통하여 
1920년대 중국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글의 결론에서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술은 어떤 유파, 어떤 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아’를 예술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텅구의 예술관 즉 작

218) 유경정은 황종희(黃宗羲, 1610-1695)의 저서 『이주집(梨洲集)』에 소개되었다. ‘설서
(設書)’는 ‘평서(評書)’라고도 하며 화자(話者)가 자신의 설명을 곁들여 고사(古事)나 책
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표현 예술이다. 유경정은 명말청초의 설서대가(設書大家)로 꼽
힌다. 설서사(設書史)에서 유경정의 위치에 대하여는 汪俊明·汪维寅, 「柳敬亭的英雄情
結與設書藝術淺析」, 『曲藝』(2011.12), pp. 38-42 참조.

219) 権藤愛順, 「明治期における感情移入美学の受容と展開 - ‘新自然主義’から象徴主義ま
で」, 『日本研究』 43(2011), pp. 143-190. 

220) 텅구의 「기운생동약변(氣韻生動略辯)」은 이세의 『지나의 회화(支那の繪畵)』의 서설(序
說) 제1절 ‘기운생동’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 「기운생동약변」은 1926년 5월 1일 
『신예술(新藝術)』 창간호에 실렸다. 滕固, 「氣韻生動略辯」, 彭萊 編, 『滕固論藝』(上海: 
上海書畫出版社, 2012), pp.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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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시대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지켜야한다는 신념과 중국인으로
서의 주체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예술가의 예술론(藝術家的藝術論)」(1923)에서 텅구는 예술가들의 이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예술가와 학자는 각각의 책무가 있다며 그들의 이론
을 비교하였다. 텅구는 학자의 ‘론(論)’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증이지만 예술의 
진수(眞髓)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예술가의 ‘론’은 보다 직
관적, 도취적, 체험적인 작가의 직관이 들어간 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악기(樂記)』에 수록된 중국 고유의 음악론, 오귀스트 로뎅(François–
Auguste-René Rodin, 1840-1917)의 자연론(自然論),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독존
론(藝術獨存論) 등 예술가들의 학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예술가들의 이론은 
모두 영감과 체험 그리고 직관에서 비롯되었다며 다시 한번 예술에서의 체험과 
직관을 강조하였다. 
 「예술과 과학(藝術與科學)」(1924)은 텅구가 학문 체계 내에서 예술학의 위치를 
정의하고 예술 비평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 글이다. 그런데 텅구가 이 글
을 쓴 이유는 량치차오의 예술론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정된다. 192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과현논쟁(科學과 玄學의 논쟁)’이라는 유명한 논쟁이 있었다. 이
는 개혁론자인 ‘과학파(科學派)’와 전통옹호론자인 ‘현학파(玄學派)’가 서구의 과학
과 중국의 철학을 두고 서로 치열한 논전을 벌인 사건을 이른다.221) 이 논쟁에서 
량치차오는 “미(美)는 초과학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심리학
자 탕웨(唐鉞, 1891-1987)가 「인생관의 논전(人生觀之論戰)」(1923)에 “자연과학
의 방법으로 미와 미술품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글을 실었다.222) 텅구
는 두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며 미와 예술품은 자연과학이 아닌 문화과학의 분석 
대상이라는 논지로 량치차오의 견해를 옹호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리케르트를 다
시 인용하여 모든 경험과학을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으로 분류하고 자연과학은 보

221) 1923년 2월 독일에서 귀국한 장쥔마이(張君勱, 1887-1969)는 「인생관(人生觀)」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주
장을 하였다. 그 내용이 『청화주간(淸華週刊)』에 발표되자 지질학자 딩원장(丁文江, 
1887-1936)이 『노력주보(努力週報)』 에 「현학과 과학(玄學與科學)」이라는 글을 써서 장
쥔마이의 몸에 “현학이라는 귀신이 붙었다”고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에 장쥔마이
가 딩원장의 견해를 재반박하면서 전체 학술계의 논쟁으로 번졌다. 이를 가리켜 ‘과학
과 현학’ 혹은 ‘과학과 인생관’의 논쟁이라 한다. 김창규, 「1920년대 중국에서 ‘玄學’과 
‘科學’ 論爭」, 『중국사연구』 78(2012.6), p. 130.

222) 郝海燕·朱耀垠, 「科學的精神價值: 20世紀初中國思想家之間的爭論」, 『哲學研究』
(2003.3), pp. 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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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화의 방법을, 문화과학은 개별화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이어
서 텅구는 미학과 예술학은 철학적인 과학이며 철학은 다시 문화과학에 속하므로 
미학과 예술학은 문화과학의 방법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탕
웨의 논지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 1861-1934)의 
『유전: 실제의 이론(Genetic: Theory of Reality)』(1915), 콘라드 랑에의 『예술의 
본질(Das Wesen der Kunst)』(1907), 에른스트 그로스의 『예술의 시작(Die 
Anfänge der Kunst)』(1894) 그리고 막스 데쏴르(Max Dessoir, 1867-1947)의 
『미학 및 일반 예술학 잡지(Zeitschrift für Ästhetik und Allgemeine 
Kunstwissenschaft)』(1906) 등을 인용하여 ‘미(美)는 초논리적, 초추론적, 초과학
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텅구는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959-1941)의 『웃음: 코믹의 의미에 대한 시험(Le Rire: Essai sur la 
Signification du Comique)』(1900)을 인용하여 예술 비평의 표준은 각 예술품의 
개성과 특질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보편적 법칙인 과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과학적인 방법
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이
는 예술이란 본질적으로 독창성과 자유를 추구하므로 감상자들은 보편적인 법칙
이 아닌 다양성을 비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텅구는 리케르트
를 비롯한 여러 서구 학자의 이론을 활용하여 탕웨의 과학적 예술론을 비판하고 
량치차오의 논지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예술관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위의 여러 논고를 통하여 재일시기에 텅구가 천착했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 시기 텅구의 관심은 유미주의 문학, 서구 학문 체계의 정리 그리고 그 안
에서의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에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탐구를 통하여 텅구
는 인문학 전반에 대한 그의 인식을 정립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텅구의 관심은 
문학, 철학, 문화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각 분야와 ‘예술’
이 갖는 접점에 있었다. 텅구의 이러한 지적(知的) 탐구는 이 시기 중국의 학계에 
미학이나 미술사학이 독립적으로 존립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선구적
이며 독보적인 것이었다. 아울러 이 논고들의 집필 과정은 미술사학자로서의 치
열한 자아 확립 과정이기도 하다. 텅구의 “예술학은 역사적 사실을 철학적 고찰
과 병합시킬 때 비로소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이 된다”라는 인식과 “예술은 
문화과학에 속하며 문화를 선도하는 근간이다”라는 사고는 귀국 후 바로 집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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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술소사(中國美術小史)』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었다. 
 또한 이러한 텅구의 학문 정립에는 일본에서의 학습이 기초가 되었음이 자명하
다. 텅구가 글에서 자주 사용한 ‘문화’, ‘문화학’, ‘문화과학’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그가 토요대학의 문화학과에서 수학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문화학과의 과정 개설
표(<표 3>)에 의하면 ‘일본문화사’와 ‘구주문화사’가 개설되어있음이 확인된다. 이
는 당시 독일로부터 수용된 ‘문화사’가 일본의 사학계를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며 문화학과의 창설도 이러한 학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재일
시기 텅구의 문화사 수용은 그의 저서 『중국미술소사』가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문화사관에 의한 저술이라고 평가받는 배경이다.223) 후술하겠지만 『중국미술소
사』에서 텅구는 ‘문화’, ‘중국문화’라는 어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예술
이 곧 문화의 핵심이며 미술의 발전이 문화 성숙의 원동력이라는 재일시기 논고
들의 주제와 연관된다. 
 또한 텅구의 여러 글에는 독일어권 학자들의 독일어 원서가 다수 인용되어 있는
데 그가 이렇게 폭넓은 독일어 저서들을 인용한 배경에도 일본 학계의 교육 환경
이 있었다. 이 시기 일본 대학에서 사용한 교재의 주류는 독일어 원서였으며 텅
구가 수학했던 토요대학은 당시 독일학 과정을 개설한 유일한 대학이었다.224) 따
라서 텅구는 일본을 통해 독일 학계의 첨단 사조를 바로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우누마 타다시가 『미의 철학』으로 번역한 크로체의 미학
을 비롯하여 사타케 테츠오가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에서 다룬 리케르트의 학설, 
마츠네 소이치(松根宗一, 1897-1987)가 『문명의 구제(文明の救濟)』(1922)로 소개
한 허버트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의 『문명의 구조(The 
Salvaging of Civilization)』(1921), 타나베 주지(田部重治, 1884-1972)가 『문예
부흥(文藝復興)』(1915)으로 번역한 월터 페이터(Walter Pater, 1839-1894)의 『르
네상스(The Renaissance)』(1873), 소노 라이조(園賴三, 1891-1973)가 『예술창작
의 심리(藝術創作の心理)』(1923)에서 다룬 립스의 감정이입설 등 다양한 서구의 
이론서들이 번역, 출간되었다. 텅구는 이러한 번역서뿐 아니라 해당 학자들의 원

223) 『중국미술소사(中國美術小史)』의 학술적 배경이 문화사라고 보는 학자로는 대표적으
로 션위(沈玉)와 정궁(鄭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사의 뚜렷한 정의나 문명사와의 
차별성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沈玉, 앞의 글(2009), p. 19; 鄭工, 「論滕固的
藝術科學觀及其思想來源」, 『中國文化』(2011.1), p. 157.

224) 邵宏, 「中日における六人の著作家と中國畵論の西洋への傳播-謝赫の六法を例にして」, 
『美術フォ―ラム 21』 32(2015), p. 41의 주석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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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직접 읽고 학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서구의 사조가 텅구
에게 소개된 과정은 일본의 학계를 통해서였다. 즉 텅구의 서구 학문 수용은 일
본의 학자들이 추구하였던 양상과 같은 경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텅구가 이 시기에 일본을 통해 흡수한 서구의 미술사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1840년대에 독일에서 미술사학과가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설
치된 이래 많은 학자에 의해서 미술사학이 발전하였다. 그 미술사학의 기본 전제
는 도널드 프레지오시(Donald Anthony Preziosi, 1941-현재)가 지적했듯이 미
술 작품이 가지는 증거성과 인과율에 있다.225) 이 전제란 모든 미술 작품은 다음
의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의 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첫째 각 작품은 그 시대, 국가
와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증거물이며 둘째 각 미술 작품
이 가지는 외관은 역사적인 인과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서구의 미술사학은 미
술 작품이 해당 시기, 장소와 환경을 반영하며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는 가정에 의해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헤겔의 ‘시대정신(Zeitgeist)’
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미술 작품이 해당 시기와 장소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이러한 관념은 일본
의 미술사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고본일본제국미술약사』나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지나회화사』 등의 미술사 저서들은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개관(槪觀)을 설명하
는 도입부가 포함되어있다. 이는 미술 작품이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조건이라는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라는 사고에서 기인한 서술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삶이란 각각의 한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과의 관
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 예술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헤겔 철학에
서 비롯되었다.226) 즉 메이지시기의 일본 지식인들은 헤겔의 ‘시대정신’이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일본의 역사를 정립하였다. 철학자이자 교육사상가였던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 1855–1944)와 미야케 세츠레이(三宅雪嶺, 1860-1945) 그
리고 오카쿠라 텐신과 같은 학자들은 페놀로사를 통해서 헤겔의 사상을 수용하여 
국가의 표상을 미학에서 발견하였다.227) 이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미술사학자들
은 그들의 저서에서 시기별 작품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시기의 사회적, 문화

225) Donald Preziosi, Art of Art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7. 

226) Stefan Tanaka, “Imaging History: Inscribing Belief in the N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3 (1994.1), p. 29.

227) 위의 글, 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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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 등 시대의 개관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일본에서 미술사의 기초 개념을 학습했던 텅구의 중국미술사에도 
나타난다. 텅구가 귀국하여 집필한 『중국미술소사』의 구성은 그가 ‘시대정신’을 
기본으로 한 서구 미술사학의 인식을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또한 텅구가 
그의 글 「문화의 새벽」에서 정의한 ‘예술은 최초의 문화’이며 ‘문화는 시대정신의 
표현’이라는 구절에서도 드러난다.228) 즉 이 시기 일본과 중국의 자국미술사에 포
함된 각 시대의 개관은 헤겔 철학의 영향으로 예술을 통해 ‘시대정신’을 기록하려
는 시도였다. 그리고 텅구는 중국미술사의 서술에 이러한 관념을 적용했던 선구
적 학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텅구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였지만 이 시기 그의 논고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의 문화나 예술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텅구 뿐만 아니라 당시 일
본에 유학하였던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중국에서 번역된 미술사 관련 서적 가운데 일본인의 저
서는 17종에 지나지 않는다.229) 더구나 그 가운데 일본의 미술을 다룬 서적은 단 
한권도 없으며 모두 중국이나 서양 미술에 관한 서적뿐이다. 또한 동시기 일본 
미술에 관한 중국인의 저서는 류하이쑤(劉海粟)의 『일본 신미술의 새로운 인상(日
本新美術的新印象)』(上海, 1921)과 천단야(陳丹崖, 생몰년 미상)의 『일본 미술 발
전 소사(日本美術演進小史)』(南京, 1934) 두 권뿐이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근대
화에 관한 서적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번역, 출간했던 현상과 매우 대조적이다. 즉 
이 시기 중국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발 빠른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에 있었을 
뿐 일본 고유의 문화나 예술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텅구의 논고들 
역시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듯 모두 일본이 수용한 서구의 사상과 학
문에 관한 내용이며 일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통
하여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일본을 보았던 시각은 여전히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28) 滕固, 「文化之曙」, 彭萊 編, 앞의 책, P. 17.
229) Guo Hui, 앞의 글, Appendix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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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과 중국의 근대 사학

 텅구의 『중국미술소사』는 그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집필되었
다. 그 서술의 배경에는 그가 일본에서 수학하며 추구하였던 역사와 예술, 철학과 
예술의 접목이라는 관념이 있었다. 그리고 텅구가 이 책의 서문에서 량치차오의 
제안으로 중국미술사를 구상하였다고 밝혔듯이 구체적으로는 량치차오 역사학의 
영향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따라서 량치차오를 대표로 하는 당시의 신사학(新史
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 책에서 드러나는 텅구의 미술사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량치차오는 ‘역사란 진화의 현상을 서술하는 것’이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가 일본을 통해 흡수한 서구의 진화론에 바탕을 둔 인식
이다.230) 그러므로 량치차오의 역사관과 텅구의 미술사관은 일본과 중국 근대 사
학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 일본의 근대 사학과 사회진화론

 근대기의 역사학은 19세기에 대두된 ‘국민국가’라는 특별한 국가 형태의 이념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다. 역사학자들은 자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함으로
써 국민국가의 역사적 기반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역사 서술은 1870년 이후 일본을 거쳐 아시아로 전파되었다.231) 
 한편 오귀스트 콩트(Auguste François Xavier Comte, 1798-1857)는 ‘경험적 
확인’에 의거한 실증주의 철학을 주창하여 19세기 이후 서양의 학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서구의 학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역사학에 도입하려
는 시도를 하였으며 19세기 중반부터 실증주의적 ‘문명사’가 역사학 연구의 주류
를 차지하였다.

230) 정지호, 「근대 중국 사학의 형성과 변용」, 『중국지식네트워크』 1(2011), p. 46.
231) 프랑스 혁명 이전의 권력과 정치적 주권이 왕정 국가나 일부 엘리트의 손에 있었다면 

계몽 시대의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학자들은 ‘Nation’의 
역사를 주권을 갖는 국민의 역사로 서술하기 위해서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하나의 민족이란 영토, 언어, 종교 등의 공동체를 통해 확립된 존재임을 전제로 한 것
이다. 이러한 ‘국민화’의 과정은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이진일,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국사’-동아시아로
의 학문적 전이를 중심으로」, 이신철 편,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선
인, 201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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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역사학자 쥘 미슐레(Jules Michelet, 
1798-1874),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 1787-1874), 아돌프 티에르
(Adolphe Thiers, 178-1877) 등이 프랑스라는 국가가 가진 특별한 정신을 자국
의 문명과 혁명을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1830년에 초간(初刊)된 기조의 
『프랑스문명사: 로마의 몰락 이후(Histoire de la Civilisation en France: 
Depuis La Chute De L'empire Romain)』는 1886년까지 14판을 거듭하여 출간
되었다. 여기서 기조는 “문명의 일반사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이
다. 이는 그 자체로서 다른 모든 역사를 포괄한다”라고 하며 보편사로서의 문명
사 개념을 구축하였다.232) 
 영국에서는 토마스 매컬레이(Thomas Macaulay, 1800-1859)와 헨리 버클
(Henry Thomas Buckle, 1821-1862) 등이 문명사를 저술하였다. 이들은 자연과
학의 연구 방법과 성과를 사용하여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들
은 경험적 증거에서 시작하여 그 분석을 통해 보편적인 역사의 법칙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버클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 행위 역시 집단 현상의 일부이며 이
는 통계학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졌다.233) 버클의 이론은 영국의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일본의 역사학자들
에게 수용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독일의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의 접근법은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학문을 ‘역사적 과학(Geschichtswissenschaft)’이라고 명명하였다.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의 교수였던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는 역사학자란 과
거를 평가해서는 안 되며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사료(史料)에 대한 비판적 분석방법론을 역사 연구의 모
델로 사용하였다. 그의 학설은 콩트나 버클이 추구하였던 보편사가 아닌 사건의 
객관적 재구축이라는 제한적인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반면에 요한 드로이젠
(Johann Gustav Droysen, 1808-1884)은 버클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그는 전체적 결정론을 상정하는 자연과학으로는 특별한 사건, 개인의 성격,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드로이젠은 보편적 법
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도’를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232) 이진일, 앞의 글, pp. 25-26.
233) G. Iggers and E. Wang, A Global History of Modern Historiography (Harlow; 

New York: Pearson Longman, 2008),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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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차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자의 이론을 주장하던 독일의 역사학자들은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 이후 급격히 체제 옹호론자로 바뀌었다. 이들은 민족주의 담론을 제
국 성립에 따른 필연적인 논리적 부산물 또는 민족 통합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만들어갔다. 독일의 역사학자들은 서유럽의 보편적 역사 연구 방법론을 거의 무
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독일의 민족주의는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민족국가를 초
월하는 보편성을 갖지 못하였다. 이들은 학문과 정치적 당파성의 동반을 모순으
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열강으로서의 독일의 역할을 위해 역사학의 정치 
개입을 필연으로 여겼다. 이 학자들은 사료 비판에 기반을 둔 랑케의 객관적 연
구 대신 랑케의 권력국가 이상론이나 세력 균형을 토대로 한 대외 정책 우위의 
역사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234) 이에 의해 랑케의 가치중립적 사료 비판의 
방법론은 제국주의의 확산에 기여하는 변용을 겪게 되었다.
 한편 메이지시기 일본은 서구 특히 독일의 학문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학습, 수
용하였다. 당시 일본의 사학계는 서구로부터 도입한 콩트의 실증주의 철학과 후
쿠자와 유키치의 문명사학(文明史學)이 선도하고 있었다. 후쿠자와는 서구의 문명
사학을 도입하여 1875년에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槪略)』을 발표하였다. 그에게 
‘문명’의 개념은 세계 각지의 문화와 문물이라는 기본 개념과 더불어 근대 서구의 
발달된 문명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수용되었다. 그의 문명사학은 기조의 『유럽문
명사(Th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urope)』(1838)와 버클의 『영국문명사(Th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1857)의 영향을 받았다.235) 이 두 서적의 
공통적 핵심은 ‘모든 문명은 진보의 과정에 있으며 그 차이에 따라 문명과 야만, 
개화와 미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개념에 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은 번역본의 
출간으로 일본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236) 

234) 이진일, 앞의 글, pp. 30-39.
235) 王晴佳, 「中國近代‘新史學’的日本背景-淸末的‘史界革命’和日本的‘文明史學’」, 『臺大

歷史學報』 32(2003.12), p. 207. 
236) 기조의 저서는 나가미네 히데키(永峰秀樹, 1848-1927)가 번역한 『구라파문명사(歐羅

巴文明史)』(1874), 아라키 타쿠지(荒木卓爾, 생몰년 미상)와 시라이 마사오(白井正夫, 생
몰년 미상)가 공역한 『태서개화사(泰西開化史)』(1874)로 출판되었다. 버클의 저서는 오
시마 사다마수(大島貞益, 1845-1914)의 『버클의 영국개화사 총론 권1(伯克爾氏英國開
化史總論 卷一)』(1875)과 도이 코카(土居光華, 1847-1918), 카요 호조(萱生奉三, 
1853-1882) 공역의 『영국문명사(英國文明史)』(1879)가 출판되었다. 함동주, 「19세기 후
반 일본의 서양사 수용과 근대적 교양의 성립」,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학
술제』 15(2007),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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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자와는 문명의 표지(標識)란 통치자의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지(民智)
의 개발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도덕사관(道德史觀)을 비판하
였다. 후쿠자와의 주장은 사학자들이 왕조의 흥망이나 통치자의 도덕 수준이 아
닌 전체 사회의 발달과 민지의 개발 그리고 경제의 발전으로 시야를 돌려야 한다
는 것이었다. 즉 당시 일본에서의 역사학은 종래의 인물 포폄과 도덕 훈계에서 
벗어나 역사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하는 서술사학으로 전환되고 있었
다.237) 후쿠자와는 기조와 버클의 문명사를 응용하여 종교개혁 이후 줄곧 발달한 
서양문명을 진정한 ‘문명’으로 보고 일본, 지나, 조선을 ‘반개(半開)’, 기타 제3국
들을 ‘야만(野蠻)’으로 보았다. 그는 야만과 반개의 차이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
다고 보았다. 즉 그는 반개에서 문명사회로 가려면 민지를 부단히 개발하여 ‘문명
의 정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문명개화’ 주장은 
당시 일본의 정계와 학계가 추구했던 전반서화(全般西化)라는 개혁의 지향점이 되
었다. 
 후쿠자와는 아시아 각국을 모두 ‘반개’로 분류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일본이 그 
‘반개’ 국가 가운데 상대적인 ‘문명개화국’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문명 개념
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해석은 일본을 문명화된 반개로, 지나와 조선을 야만적
인 반개로 규정함으로써 ‘탈아론(脫亞論)’을 뒷받침하는 원리로 발전하였다.238) 그
는 1885년에 「탈아론」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점은 일본은 이미 근대국가의 단계
로 들어섰으므로 아시아의 주변국과 함께하기를 거부한다는 논지였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일본 고유의 전통을 존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대다수
의 일본인이 그러하였듯이 후쿠자와도 ‘만세일계’라는 황통(皇統)에 대해서 자부
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본 고유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서양과는 다른 노선을 갈 
것을 주장하였다. 즉 메이지 후기의 일본에서는 ‘국체(國體)’를 보존하자는 ‘국수
(國粹)’적 발상이 확산되면서 ‘전반서화’의 흐름과 동시에 반서화(反西化)의 경향 
역시 짙어지기 시작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제국대학의 국어학과와 국사학과의 
설치 역시 이러한 사조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수주의적 역사관
은 1875년에 정부가 국사편집국(國史編輯局)을 수사국(修史局)으로 개칭하여 천황 
통치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 편집에 착수한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토쿄대학 

237) 王晴佳, 앞의 글, p. 224.
238) 김효순, 「’반개’의 번역과 아시아 민족의 주체 형성-후쿠자와 유키치의 『文明論之槪

略』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8(2010), pp.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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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학과의 구성원들은 이 수사국의 인사들과 함께 ‘일본사학회(日本史學會)’를 
만들어 관학(官學)의 성격을 가진 역사학을 구축하였다.239) 결국 당시 문명사학이 
주도하고 있던 일본의 사학은 서구화 그리고 민족주의의 발흥에 모두 기여하였
다. 
 한편 1887년에 토쿄제국대학은 독일의 역사학자 루드비히 리스(Ludwig Riess, 
1861-1928)를 사학과의 교수로 초빙하였다. 그의 부임은 일본 문부성의 의뢰를 
받은 훔볼트대학 역사학과의 한스 델브뤼크(Hans Delbrück, 1848-1929)가 자신
의 제자 리스를 추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리스는 랑케에게서 직접 배우지는 않
았지만 랑케학파의 일원이었으며 그에 의해 랑케의 역사학 방법론이 일본에 소개
되었다. 리스는 랑케의 방법론 즉 권력국가이상론 등이 일본 역사의 서술,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과 더 나아가 제국의 구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였
다.240) 즉 일본은 랑케의 변용된 사료 비판 방법론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이후 객
관주의를 표방한 실증사학은 일본 관방 사학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이 역시 근
본적으로는 황국사관을 선양하는 기제였다.241) 즉 실증사학은 봉건적인 구사학(舊
史學)을 개조한다는 명분으로 메이지 정부의 사상적 도구가 되었다. 리스는 시라
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등 자신의 제자들을 독일로 유학 보냈으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메이지 정부의 사상 도구였던 실증사학의 수호자가 
되었다. 리스에게서 배운 첫 졸업생 시라토리는 토쿄학파의 창시자로 일본 동양
사학의 개척자 가운데 대표적 학자였다. 이로써 일본에서 후쿠자와에 의해 크게 
발흥했던 문명사학은 토쿄학파에 의해 실증사학으로 대체되어갔다.
 그런데 20세기 초 독일에서는 랑케사학을 비판하는 ‘문화사학’이 대두되었다. 랑
케의 제자였던 야코프 부르크하르트(Carl Jacob Christoph Burckhardt, 
1818-1897)와 칼 람프레히트(Karl Gotthard Lamprecht, 1856-1915)가 문화사
학을 주창하면서 독일의 역사학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람프레히트가 역
설한 정치사는 역사 연구의 영역에서 문화사관의 확장을 초래하였다. 람프레히트

239) 이규수, 「일본의 근대 학문과 국사 편찬 - 수사(修史) 작업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
구』 50(2014.5), pp. 116-117.

240) G. Iggers and E. Wang, 앞의 책, p. 144. 리스의 고용은 일본의 역사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사료 비판이라는 기반 위에 진행된 그의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를 추구
하는 외교사 중심의 엄격한 실증주의의 학문적 경향은 당시 일본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이진일, 앞의 글, pp. 46-47.

241) 정현백, 「일본 근대 역사학의 형성과 서구 역사학의 영향 그리고 개화기 조선-트랜스
내셔널 전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27(2013.6), p.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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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학 역시 철저하게 국가 중심적이었는데 단 그는 국가의 핵심은 그 정치 
기구가 아닌 문화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도 람프레히트의 문화사관과 신
칸트학파의 역사철학의 영향으로 문화사학이 흥기하기 시작하였다.242) 중국 역사
의 연구자로 유명한 나이토 코난(內藤湖南, 1866-1934)은 문화사학의 관점에서 
동양사학을 연구한 일본 문화사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243) 
 한편 이 시기 서구 역사학의 기저에는 진화론이라는 자연과학적 관념이 있었다. 
특히 문명사학은 역사란 진보한다는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수립된 학문이다. 사
회진화론은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목표였던 ‘부국강병에 의한 근대화와 자주독립’
을 동시에 달성하게 하는 최신 사회과학 이론으로 인식되어 크게 환영받았다.244) 
사회진화론은 사회의 장기적 변화를 진화 혹은 진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다양
한 이론의 총칭이다. 대표적으로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
의 개인주의적 사회진화론과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 1809-1882)의 생물
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다위니즘이 있다.
 일본에 진화론을 처음 전파한 학자는 1877년에 토쿄대학에 동물학 교수로 초빙
된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 1838-1925)였다. 일본인들은 진화론을 과
학으로 보강한 새로운 사회 인식 즉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이라는 사상을 정당화
시키는 이론으로 받아들였다.245) 더욱이 ‘사회의 진화’는 ‘국가’라든가 ‘민족’ 등 
진화의 주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진화론이 국민국가를 형성해 나아가던 동아
시아의 근대기 민족주의와 서로 조응하는 관계를 이루었음은 자명하다. 일본의 
경우 역시 사회진화론의 유행은 호적법 제정이 공포된 1871년 이후 ‘국민’이라는 
용어의 사용, ‘일본 국가’, ‘일본 국민’ 나아가 ‘일본 민족’이라는 개념의 형성 과
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메이지 정부의 지도층은 사회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천황을 정점으로 하
는 국민국가의 건설에 이용하였다.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가 그 대
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우월성을 지향하는 독일의 사상을 일

242) 일본 역사학의 칸트 철학 수용 상황에 대해서는 한서석, 「일본 근대화에서의 칸트 철
학 수용과 그 토착화」, 『일본학보』 25(1990.11), pp. 49-115 참조.

243) 신현승, 「일본의 동양사학자 內藤湖南의 歷史認識-支那認識과 文化史關을 중심으
로」, 『동아시아고대학』 19(2009.6), pp. 338-343.

244) 우남숙, 「사회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에 관한 연구: 역사적 경로와 이론적 원형을 중
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2011.9), p. 117.

245) 윤건차,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 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 『역사비
평』 32(1996.2),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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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들여온 관료형 사상가였다. 그는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설 특히 국가유기체
설을 수용하여 사회와 개인의 이해관계란 ‘전체와 세포의 관계’이며 ‘개인은 전체
에 종속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세포로서의 개인은 전체로서의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체제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심의 발
로와 실천이라는 논지이다. 이렇게 정당화된 애국심은 곧 일본이 ‘만세일계의 황
통’을 가진 천황제 국가임을 자부하고 이에 충성을 다한다는 열망으로 표출되었
다.246)  
 한편 이 시기에 발생한 우생학(優生學, Eugenics)은 사회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킨 학문이었다. ‘우생학’은 영국의 프
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 1822-1911)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유전
적 재능과 성격(Hereditary Talent and Character)』(1865)이란 저서에서 우생
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를 ‘인간을 개조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후 우생학은 인위적인 인간 개선이 문명화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라는 신념을 제공하여 20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메이지 일
본에서는 ‘인종개량론’, ‘인종개량학’, ‘인종개조론’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수용되
었다.247)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였던 타카하시 요시오(高橋義雄, 
1861-1937)는 1885년의 『일본인종개량론(日本人種改良論)』에서 일본인의 개량을 
위해 서양인과의 결혼을 권유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우생학의 실천적 이론이 
대두할 만큼 이 시기 일본에서는 사회진화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근대 사학은 문명사학, 객관주의적 실증사학 
그리고 문화사학이 차례로 발전하였으며 그 기저에는 사회진화론적 인식이 있었
다. 일본은 독일의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일본의 사학을 민족주의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근대 사학은 일본미술사 연
구의 관념과 방법의 틀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술사 연구는 
독일어권 국가들의 학술적 영향으로 ‘사실의 고증과 사료 이용의 확대’라는 방법

246) 메이지 유신 초기에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내면적 정체성을 표상하기 위해
서 ‘황국(皇國)’이라는 개념이 뚜렷해졌으며 이른바 ‘황국사관’이 정립되었다. 이삼성, 
「‘제국’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근대 일본에서 ‘제국’ 개념과 정립 과정과 그 기능」, 
『국제정치논총』 51(2011.3), pp. 68-73.

247) 독일의 에른스트 핵켈(Ernst Haeckel, 1834-1919)은 스펜서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우생학과 사회유기체설로 발전시켰다. 일본은 핵켈 등의 독일 우생학을 변형된 논리로 
수용하였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카토 슈이치(加藤周一), 임성모 역, 『번역과 일
본의 근대』(이산, 2000), pp.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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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의 근대 사학과 미술사학은 중국
의 신사학과 미술사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2) 중국의 사학 혁명과 량치차오의 진화론적 역사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와 청(淸) 왕조의 붕괴는 중국에 전통 가치관의 단절과 전환
을 가져왔다. 아울러 ‘중화(中華)’를 기본으로 하던 동아시아의 세계관과 질서도 
흔들렸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현실적인 서구열강의 힘을 경험하며 전통적 
절대 가치였던 중화주의에 대해서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인식 아래 중국인들은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근대화의 표
본으로 삼았으며 사학을 비롯한 일본의 학문과 학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
다.248) 더욱이 청말 중국학계의 실증주의적 성격은 이 시기 일본의 근대사학, 사
회진화론과 결합하여 중국 ‘신사학(新史學)’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신사학의 발흥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 말기 이후 중국 학술의 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학문의 핵심은 사실을 탐구하고 객관적 검증을 중시하
는 과학이 대두하여 모든 사유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으로 이어지
던 문헌 위주의 연구에서 점차 시야를 넓혀 실물과 실증을 담보로 하는 과학적 
연구 풍토가 학문의 각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학에는 단선적
으로 파악하면 ‘문헌사학에서 실물사학으로’의 전환이 있었으며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론이 가장 각광을 받았다. 중국의 학술계 역시 서구로부터 도입된 과학적 사
고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이 진전되었다. 더욱이 서구 사학의 실증적 연구 풍토는 
청대의 ‘건가(乾嘉) 고증학’과 친연성을 가짐으로써 청 말기의 학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수용되었다. 
 신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문학가이자 사상가 후스(胡適, 1891-1961)
는 청대 학술의 성과로 ‘고적(古籍)의 체계적인 정리’, ‘고서(古書)의 발견과 번각
(飜刻)’, ‘고고(考古) 즉 고물(古物)의 발견’이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249) 여기에서 

248) 근대기 중국 사학계에 끼친 일본의 영향을 신사학의 발흥에만 제한할 수는 없으나 본
고에서는 신사학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중국의 근대 사학에 끼친 일본의 영향에 
관해서는 Yang Peng, “Analysis of Japanese Influence on the Three Major 
Historiographical Trends in Early Modern China,” Chinese Studies in History 
49 (2016), pp. 28-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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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고물의 발견’은 사학 연구 방법의 근대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
리고 이 세 항목은 송대(宋代) 이후 발전해온 고증학과 금석학이 고고학과 고기물
학(古器物學)으로 변천해온 흐름을 반영한다. 
 고증학은 고대의 청동기나 비석의 명문(銘文)을 읽어내어 어원과 고대 음성을 연
구하는 학문이다. 즉 고증학은 문헌학과 언어학 중심의 학문으로 건륭·가경연간
(乾隆·嘉慶, 1735-1820)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고증학의 한 갈래였던 금석학은 
청 중기 이후 고물 수집 열풍과 유적 발굴로 인해 고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899년의 갑골문 발견은 이러한 발전에 획기적인 촉매제가 되었다.250) 금석학의 
‘금(金)’은 ‘기(器)’를, ‘석(石)’은 ‘문(文)’을 상징하는데 전근대기의 금석학은 진지
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주로 은퇴한 학자들의 취미거리였다. 갑골문을 최초로 발견
하였다고 알려진 왕이룽(王懿榮, 1845-1900)과 그의 동료 쑨이랑(孫詒讓, 
1848-1908) 등 학자들은 고증학에서 금석학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그리고 20
세기 초반에는 뤄전위(羅振玉, 1866-1940)와 그의 제자 왕궈웨이(王國維, 
1877-1927)에 의해 금석학이 더욱 발전하였다. 이들은 고대의 정치와 사회 규명
에 갑골문이나 청동기가 어떻게 문자 기록을 보완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즉 이들
은 금석학을 역사기록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251)

 한편 청말(淸末)에 발달한 사진이나 콜로타입 등 시각 재현 기술이 갑골문 연구
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금석학은 ‘고기물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고기물’이라는 용어는 뤄전위에 의해 널리 유포되었다. 뤄전위는 1906년부터 갑
골(甲骨)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1911년 무렵에는 갑골과 복사(卜辭), 한간(漢簡) 등
의 고대 유물을 2만 점 이상 수장하였다.252) 그는 1919년의 『고기물학연구의(古
器物學硏究議)』에서 ‘고기물’이라는 명칭이 송대(宋代)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혔으
며 “고기물학은 금석학을 포함하나 금석학은 고기물학을 포괄하지 못한다”라며 

249) 홍석표, 『중국 근대 학문의 형성과 학술 문화 담론』(북코리아, 2012), pp. 180-181.
250) 갑골문의 발견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자감(國子監) 제주(祭酒)였던 왕이룽(王懿榮, 

1845-1900)이 본인의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자택 인근의 약제상에서 처방받은 약제에
서 처음 발견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갑골은 그 이전에도 널리 알려져 있던 유물이고 
왕이룽이 최초로 발견하였다기 보다는 그 학술적 가치를 인지하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갑골문의 발견과 그 학술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Shana Brown, 앞
의 책, pp. 87-102.

251) 위의 책, p. 2.
252) 陳其泰, 「王國維‘二重證據法’的形成及其意義(下)」, 『北京行政學院學報』(2005.5),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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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물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하려 노력하였다.253) 그러나 뤄전위는 민국시기 
이후 정치적으로 급격하게 보수파로 회귀함으로써 대학 중심의 진보적 학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254) 결국 그의 제자 왕궈웨이에 의해서 금석학과 고기물학이 각
각 역사기록학의 방법으로 확립되었다. 
 왕궈웨이는 20세기 초반 중국의 사학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학자로 ‘신역
사고증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그는 1912년부터 뤄전위의 대량의 수장품을 
정리하면서 고대 유물을 이용한 연구방법론인 ‘이중증거법(二重證據法)’을 창안하
였다. 이중증거법이란 근대 과학을 이용하여 새로 발굴된 유물을 고증하고 문헌
상에 기재된 수천 년 전의 사실(史實)을 확증하여 고대 문헌의 사료 가치를 증명
하는 방법이다.255) 1925년 왕궈웨이는 칭화연구원(淸華硏究院)에 개설된 고사신
증과(古史新證課)에서 학생들에게 이중증거법을 가르쳤다.256) 그는 “오늘날 태어
난 우리는 종이 위의 재료뿐만 아니라 땅 밑의 새로운 재료를 얻었다. 이것으로 
종이 위의 재료를 보충함으로써 오히려 고서(古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논지를 역설하였다.257) 
 이와 같이 이 시기 중국의 학계는 ‘실물의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였다. 민국초기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의 교수였던 장메이성(張梅笙, 생
몰년 미상)은 1934년에 출간한 『국학입문(國學入門)』에서 당시의 갑골문 연구에 
대하여 “최근 은허(殷墟)의 서계(書契)가 나오고 뤄전위, 왕궈웨이 두 사람이 고증
하고 해석하니 갑골고문(龜甲古文)의 학(學)이 드디어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덮
고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해 고례(古禮)와 고문(古文)을 고증하니 
경전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며 당

253) 王正華, 「羅振玉的收藏與出版:‘器物’,‘器物學’在民國初年的成立」, 『美術史硏究集刊』 
31(2012), p. 296.

254) 뤄전위는 청조에 충성을 했던 ‘청유민(淸遺民)’이었다. 청유민들은 전통적 문인문화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 중 하나가 고유물의 수집이었다. 이들의 수집 열풍이 
중국 근대 금석학의 발달을 이끌었으나 이들 사상의 기본은 ‘문화보수주의’였다. 위의 
글, pp. 280-286.

255) 陳其泰, 「王國維‘二重證據法’的形成及其意義(上)」, 『北京行政學院學報』(2005.4), p. 
85.

256) 중국 사학계에서 왕궈웨이의 이중증거법의 영향은 매우 커서 근대기 걸출한 역사학자
로 손꼽히는 천인커(陳寅恪, 1890-1969)의 ‘시문사호증법(詩文史互證法)’이나 푸쓰녠(傅
斯年, 1896-1950)과 천위안(陳垣, 1880-1971)의 ‘사료비교법(史料比較法)’ 등의 연구방
법론으로 계승되었다. 吳曉明·李占堅, 「淺論王國維‘二重證據法’的應用與價値」, 『文化硏
究』(2009.9), p. 229.

257) 張海丹, 「王國維的“二重證據法”及其例證」, 『信陽師範學院學報』 33(2013.9),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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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술 연구 경향의 변화를 기술하였다.258) 
 한편 량치차오와 그의 스승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는 1898년의 무술변법
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들은 광서제(光緖帝, 재위 1874-1908)를 설득하여 변법
을 일으켰으나 서태후(西太后, 1835-1908)를 비롯한 수구세력의 쿠데타로 백일 
만에 실패하여 망명길에 올랐다. 이 무술변법의 과정에서 캉유웨이는 일본의 메
이지유신과 헌법 제정을 소개하는 『일본변정고(日本變政考)』(1897)를 편찬하여 광
서제에게 올렸다. 즉 청 말의 지도층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개혁을 추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 관한 연구서와 일본 서적의 번역서가 대량으로 출판
되었다.259)  
 일본을 소개하는 서적으로는 황쭌셴(黃遵憲, 1848-1905)이 저술한 『일본국지(日
本國志)』(1895)가 대표적인데 이 전집은 전체 40권에 달한다. 이 40권 가운데 메
이지유신 관련 부분이 3권을 차지하여 당시 중국인들이 일본의 근대화에 커다란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260) 사학 관련 서적의 번역도 매우 활발하여 1911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번역된 일본의 역사 관련 서적은 약 240종에 달한다. 그 가운
데 1903년 이전의 번역서가 절반에 이르며 세계사, 중국사, 일본사, 전기(傳記), 
전사(專史), 사학 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번역되었다.261) 대표적으로는 이
시무라 테이치(石村貞一, 1839-1919)의 『동양신사람요(東洋新史覽要)』(1901), 시
게노 야스츠구(重野安繹, 1827-1910)의 『대일본유신사(大日本維新史)』(1899), 나
카무라 나오마사(中村直正, 1832-1891)의 『일본전사(日本全史)』(1902) 등이 있다. 
캉유웨이도 1897년에 저술한 『일본서목지(日本書目志)』에서 모두 204종의 일본사
(日本史) 관련 서적들을 열거하며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을 만큼 일본 망명 
이전부터 이미 일본의 연구서들을 대량으로 접하고 있었다.262) 그런데 캉유웨이
가 소개한 서적들 가운데는 다수의 문명사학 관련 도서가 포함되어있다. 그 가운

258) 홍석표, 앞의 책, p. 107.
259) 이 시기 일본 서적의 대량 번역은 학술적인 영향 이외에도 인쇄술과 장정(裝幀) 기법

의 발전, 일본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어휘의 대량 수입과 이로 인한 중국어 문체의 변
화라는 점에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王曉秋, 『近代中日文化交流史』(北京: 
中華書局, 1992), pp. 430-435.

260) 캉유웨이의 『일본변정고(日本變政考)』와 황쭌센의 『일본국지(日本國志)』에 대해서는 
조병한, 「淸末 중국의 變革 사조와 근대 日本 인식-黃遵憲과 康有爲를 중심으로」, 『史
學硏究』 88(2007.12), pp. 93-149 참조.

261) 譚汝謙, 『中國譯日本書綜合目錄』(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80), p. 59.
262) 胡逢祥, 앞의 글,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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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타쿠치 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의 『일본개화소사(日本開化小史)』, 
후쿠다 히사마츠(福田久松, 1849-1922)의 『일본문명약사(日本文明略史)』, 모즈메 
타카미(物集高見, 1847-1928)의 『일본문명사략(日本文明史略)』 등이 있다. 중국
에서는 타쿠치 우키치의 『지나개화소사(支那開化小史)』(1888)가 『중국문명소사(中
國文明小史)』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는 등 다수의 서적들이 번역, 출간되었다. 이 
『중국문명소사』는 1902년에 초간된 이후 1905년까지 제4판이 출간되어 이 시기 
중국 학계의 문명사학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보여준다.263) 
 또한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각지에 설립된 신식학교의 교과서 부재로 인
하여 역사과목까지도 일본의 중국 역사 서적을 그대로 번역하여 교과서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瓒次郎, 1864-1947)의 『지나사요(支那史
要)』 이외에도 쿠와바라 지츠조(桑原隲藏, 1871-1931)의 『동양사요(東洋史要)』와 
처음부터 중국어로 집필된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의 『지나통사(支那
通史)』(1888) 등 일본 사학자들의 저서들이 다수의 중국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
었다.264) 
 위와 같은 일본 서적의 도입을 통하여 명확한 시기 구분, 문명사학의 관점, 역사
적 사건들의 인과를 설명하는 서사성 등 일본 근대 사학의 특징이 중국에 전파되
었다. 또한 이러한 학술계의 상황과 교육에서의 수요에 더하여 1896년 이후 해마
다 급속하게 증가한 일본 유학생은 일본의 근대 사학을 중국에 전파시킨 주요 요
인이 되었다.265) 유학생들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던 인사들도 일
본의 근대 학문을 빠르게 흡수하여 중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 
사학계의 변화와 청말 학술계의 실증주의적 성격은 신사학 발흥의 배경이 되었으
며 그 중심에는 량치차오가 있었다.266) 

263) 胡逢祥, 앞의 글, p. 59.
264) G. Iggers and E. Wang, 앞의 책, pp. 211-212.
265) 중국인들의 일본 유학은 청일전쟁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06년에는 그 숫자가 1

만 명을 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급증한 유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코
분학원(宏文學院), 케이이학당(經緯學堂), 와세다대학청국유학생부(早稻田大學淸國留學
生部) 등 속성과정을 설치하여 유학생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그 졸업생들의 학력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는 1907년에 위의 학교들을 
폐지하였다. 그 후 중국 유학생들의 수는 급감하였으나 속성부가 아닌 정규 대학에 진
학하여 본격적으로 일본 학생들과 함께 수학하는 유학생이 증가하였다. 東洋大學創立百
年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1998), pp. 736-741.

266) 량치차오는 동시기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구에서도 명성을 얻었던 학자이다. 한 예로 
1930년대 미국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의 중국학 학자였던 싸이러스 픽
(Cyrus H. Peake, 1901-?)은 중국의 근대 과학 수용 과정에 관한 1934년의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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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치차오는 일본에 의해 국가주의적으로 해석된 사회진화론과 민족국가의 개념
을 문명의 표상으로 또한 강한 국가경쟁력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 그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신사학’을 주창하며 중국의 ‘사계혁명(史界革命)’을 촉
발하였다.267)

 량치차오는 1897년의 「속역열국세계정요서(續譯列國歲計政要敍)」(『時務報』, 第
33冊)에서 봉건적 사학 개념인 ‘군사(君史)’에 반대하면서 서구 근대 사학을 따른 
‘국사(國史)’와 ‘민사(民史)’를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 체재 기간에 진화론이나 지
리환경결정론 등의 영향을 받아 1901년 「중국사서론(中國史序論)」(『淸議報』, 第
90, 91冊)을, 이듬해인 1902년에 「신사학(新史學)」(『新民叢報』, 第1, 3, 11, 13, 
16, 20冊)을 발표하였다.268) 
 「중국사서론」에서 량치차오는 개별 왕조를 초월해 중국의 전체 역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국’, ‘중국사’의 개념을 창출하였다. 그는 중국사의 서술 체계를 개별 
왕조가 아닌 상세, 중세, 근세로 구분하여 단선적이고 진보적인 역사 서술을 하였
다. 여기서 그는 전설적 인물인 황제(皇帝)를 실존 인물화 하여 중국의 시조(始祖)
로 설정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269) 그리고 「중국사서론」에 이어서 
발표한 「요순을 중국 중앙왕권의 시조로 보는 글(堯舜爲中國中央君權濫觴考)」에
서 황제 이전의 시대를 야만자유(野蠻自由)시대로, 황제에서 진시황(秦始皇, 재위 
기원전 246-210)까지를 귀족정치(貴族政治)시대로, 진시황에서 청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1796)까지를 군권극성(君權極盛)시대로 그리고 건륭제에서 현재까지를 

량치차오의 공헌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Cyrus H. Peake, “Some A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Modern Science into China,” Isis 22 (1934.12), pp. 175, 191, 
194, 215. 

267) 현대의 중국 역사학계에서 중국 근대 사학의 기점에 관한 학설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중국 근대 사학도 중국근대사와 마찬가지로 아편전쟁 이후부터로 보는 학설
이다. 이 이론은 구제강(顧詰剛, 1893-1980)이 『당대중국사학(當代中國史學)』(1945)에
서 주장하였으며 우쩌(吳澤, 1913-2005)의 『중국근대사학사(中國近代史學史)』(1989)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량치차오가 「신사학」을 발표한 1902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 역시 1940년대부터 대두되었는데 저우위통(周予同, 1898-1981)의 「오십년 이
래 중국의 신사학(五十年來中國之新史學)」(1941)에서 최초로 거론되었다. 이 학설은 쉬
관싼(許冠三, 1924-2011)의 『신사학구십년(新史學九十年)』(1986)으로 이어지며 중서(中
西)의 많은 학자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다. 王晴佳, 앞의 글, pp. 192-193.

268) 川上哲正, 「辛亥革命期における國粹主義と近代史學-日本近代との交錯の視點から」, 
『東洋文化硏究』 3(2001), p. 3.

269) 「중국사서론」에서 량치차오는 상세를 황제로부터 진(秦)의 통일까지, 중세를 진의 통
일부터 청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1796) 말기까지, 근세를 건륭제 말부터 현재까지
로 나누었다. 위의 글,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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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자유(文明自由)시대로 구분하였다.270) 이는 중국사의 흐름을 ‘야만’에서 ‘문
명’으로 파악한 문명사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이다. 이로써 량치차오의 이론 형성
에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사학’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량치차오는 사학의 혁명을 통해서 민족의 진화와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사학」의 제1절에서 “서구에서 민족주의가 발
달하고 문명이 날로 진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학의 공이 절반을 차지한다. 
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학이 발전했음에도 유럽에서와 같은 기능은 하지 못하
였다”라며 중국의 전통 사학을 비판하였다.271) 즉 그는 서구의 역사학은 민족이 
단결하여 대외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중국의 전통 사학은 단지 
군주 중심의 일개인(一個人), 일가족(一家族)의 역사 서술에 그침으로써 현실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량치차오의 신사학은 전통 사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그 위에 진화론과 민족
주의 이념이 융합되어 정립된 이론이다. 그는 신사학의 정립 초기에 사학의 역할
에 대하여 “첫째 진화의 현상을 서술하는 것이며, 둘째 인류 진화의 현상을 서술
하는 것이며, 셋째 인류 진화의 현상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의 보편적 법칙을 찾아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역사진화론을 역설하였다.272) 량치차오의 사상을 종합
하면 캉유웨이의 삼세설(三世說), 다윈의 진화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사, 블룬칠리(Johann Kasper Bluntschli, 1808-1881)와 카토 히로
유키의 국가유기체설이 임의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계몽주의사상이었다.273) 그
리고 이러한 량치차오의 연구 성과는 20세기 초반 중국 사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20세기 초반 중국 학술계의 성격은 미술사에 대한 인식 형
성에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1898년 현재 베이징대학의 전신인 경사대학당(京師大
學堂)이 설립되면서 근대적인 학문 체제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는데 금석학이나 고
기물학은 점차 고고학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1905년 국학보존회(國學保存會)가 

270) 川上哲正, 앞의 글, pp. 9-10.
271) 정지호, 「양계초의 근대적 역사 서술과 국민국가」, 『이화사학연구』 32(2005), p. 8.
272) 허증, 「양계초의 ‘신사학’과 근대국가론」, 『역사와 경계』 54(2005), p. 78.
273) 캉유웨이의 ‘삼세설’은 중국사의 발전과정을 거란(据亂), 승평(升平), 태평(太平)의 발

전적 세 단계로 보는 진화론적 역사관이다. 량치차오는 이 삼세설과 옌푸(嚴复, 
1854-1921)의 『천연론(天演論)』의 진화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신사학을 정립하였다. 
김종윤, 「梁啓超의 進化思想에 대한 考察(1895-1911)」, 『교육논총』 6(1991), pp.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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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국수학당(國粹學堂)의 개설과목에는 고고학이 있었으며 그 강의 내용은 종
정학(鐘鼎學), 석각학(石刻學), 금석학사(金石學史), 미술사(美術史) 그리고 연구법
(硏究法)의 다섯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74) 이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고고학
이 중국 고유의 금석학을 포괄하였으며 미술사가 고고학의 일부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13년에 교육부가 반포한 <대학규정>에 의하면 문과(文科)의 
문류(門流)에는 철학문, 문학문, 역사학문, 지리학문의 네 종류가 있었다. 이 시기 
고고학은 역사학문에, 미술사는 철학문과 역사학문 두 문류에 모두 소속되었다. 
따라서 종래에 금석학이 담당하던 미술사 연구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되면
서 고고학에 잠시 종속되었다가 1913년 이후 차츰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연구되
기 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량치차오는 『중국역사연구법(中國歷史研究法)』(1921)에서 “오늘날 필요한 
역사는 마땅히 전문사와 보편사의 두 갈래로 나뉘어야 한다. 전문사란 법제사(法
制史), 문학사, 철학사, 미술사 등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미술사를 사학의 전문 
분야 중 하나로 보았던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량치차오의 이러한 인식은 
동시기 중국의 학계에서 일반화되었던 시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1917년 6월 26일 교육부는 기존의 국사관(國史館)을 베이징대학 소속의 국
사편찬처(國史編纂處)로 개편하여 당시의 교장 차이위안페이로 하여금 처장을 겸
임하게 하였다. 1928년 2월 28일에 교육부는 국사편찬처의 ‘국사편찬약례(國史編
纂略例)’를 비준하였는데 그 약례에는 “사학문은 통사(通史)와 민국사(民國史)의 
양대(兩大) 류(類)로 나눈다. 통사는 장편(長編) 및 사전(辭典)부터 시작하고 장편
은 다시 정치사 및 문명사 양부(兩部)로 나눈다...(중략) 문명사는 과학, 철학, 문
학, 미술, 종교 등의 부로 나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275) 즉 이 시기의 학술계는 
미술사를 문명사의 한 갈래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사학이라는 틀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할 전문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근대기 중국 학술 체계의 정립 과정에서 미술사의 위치는 신사학의 형성
과 확산에 따라 입지가 달라졌다. 즉 중국에서 미술사는 금속학이나 고물학의 일
부에서 고고학으로의 분류를 거쳐 1920년대부터는 사학문의 하나인 문명사로 분

274) ‘고고학(考古學)’이라는 명칭은 ‘archaeology’를 일본에서 번역한 어휘로 송(宋) 여대
임(呂大臨, 1044-1091)의 『고고도(考古圖)』에 근거하여 만든 어휘이다. 查曉英, 「從“古
物學”到“考古學”:1917~1925年北京大學的考古活動」, 『考古』(2017.3), p. 113.

275) 劉俐娜, 「蔡元培的史學思想」, 『史學史研究』(1993.2),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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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었다. 따라서 신사학의 중요한 개념인 실물 중시라는 연구 방법론이 미술사
에서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사학이 텅구에게 영
향을 주어 그의 진화론적 미술사인 『중국미술소사』 서술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
다. 즉 텅구는 동시기 신사학의 개념을 미술사에서 구체화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
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 127 -

3. 『中國美術小史』의 통합적 성격

 『중국미술소사』는 텅구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상하이미전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1925년에 집필한 서적이다. 이 책은 1926년에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이 펴낸 『백과소총서(百科小叢書)』에 포함되어있다.276) 『백과소총서』는 상무인서
관의 편역소장을 맡고 있던 왕윈우(王雲五, 1888-1979)가 기획하여 편찬한 총 
85책의 총서로 1923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다.277) 왕윈우는 후스의 소개로 상무인
서관에 입사하였는데 ‘신학과(新學科)의 개조에 따라 신지식을 대중에게 제공한다
는 신념으로 이 총서를 펴낸다’고 밝혔다. 즉 이 총서의 출판은 당시 고조되었던 
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후스 등 개혁적 인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던 사업이었
다. 그리고 이 총서는 1923년에 초간된 이후 증보판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었으며 
1000여 곳이 넘는 중국 각지의 도서관과 학교에서 구입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장
단수, 천스쩡과 판톈서우의 미술사 저서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미술학교의 교재
로만 사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텅구의 『중국미술소사』는 신문화운동의 주도층에 
의하여 신지식의 미술사로 선정되어 중국 각지에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수용층에
서부터 차별성을 갖는다. 『백과소총서』는 민국 시기에만 1923년의 초판 인쇄 이
래 1926년, 1929년, 1933년, 1935년, 1945년에 꾸준히 재간행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미술소사』 역시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텅구가 이 책을 집필한 계기에는 량치차오의 권유와 미술사 교재의 수요가 있었
다. 텅구는 1923년에 쓴 「예술학에서 보이는 문화의 기원(藝術學上所見的文化之
起源)」에서 차이위안페이의 「미술의 기원(美術之起源)」과 량치차오의 「중국역사연
구법(中國歷史硏究法)」 두 글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중국미술소사』의 서문에서도 량치차오의 권유에 의해 중국미술사의 집필을 

276) 상무인서관은 근대기 중국의 언론을 선도하며 개혁적 사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
다. 근대기 상무인서관의 활약에 관하여는 黄一遷, 「近代商務印書館的美術傳播研究
(1897-1937)」(上海大學 美術史論系 博士學位論文, 2016); 員蒙蒙, 「商務印書館與新文
化運動」(華中師範大學 現當代文學系 碩士學位論文, 2016) 참조.

277) 상무인서관은 『백과소총서』를 1923년에 초간한 이래 『과학소총서(科學小叢書)』, 『국
학소총서(國學小叢書)』 등 여러 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였으며 이를 모아 1929년부터 
1937년까지 『만유문고(萬有文庫)』 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백과소총서』에는 인류진화론, 
교육사조개설, 진화천설, 사회주의사, 공채, 무선전화원리, 사학요설, 미학약사, 만근(輓
近)미학사조, 조형미술, 신생명론, 유전과 우생, 중국상업소사, 미학천설, 근시국제정치
소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郭晶, 「王雲五與《萬有文庫》考論」, 『台州學院學報』 
33(2011.10), pp.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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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분야는 자료의 부족함이 가장 어려운 점
이며 현재의 자료로 연혁을 추론하여 가설을 세워야 한다”라는 량치차오의 조언
이 이 책의 서문에 수록되어있다.278) 또한 서문에서 텅구는 중국미술사의 집필을 
위해 4-5년 동안 자료를 모았으나 칸토대지진과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의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연혁을 추론하고 가설을 세울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문에서 자신이 상하이미전의 교직을 맡고 있는데 “중국미술사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이가 많아 이 책을 썼다”라고 밝혔다.279) 즉 텅구는 모았던 
자료의 소실로 본래 의도하였던 심층적인 미술사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사(小  

  史)’라는 제목의 간략한 교재용 서적을 펴냈던 것이다. 
  『중국미술소사』에 대한 현재 미술사 학계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진핑(陳平, 1960-)은 “1926년에 텅구  
  의 『중국미술소사』가 상무인서관의 『백과소총서』에 수  
  록되어있는데 85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저작이 다시   
  경전(經典)이 되어 같은 출판사의 『중화현대학술명    
  저총서(中華現代學術名著叢書)』에도 수록되니 운명의  
  윤회인가 아니면 역사의 필연인가?”라고 하며 이 저서  
  가 현대에는 이미 미술사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280) 쉐융녠(薛永年, 1941-)은 이 책에 대  
  하여 “백 년 이래 새로 시작된 첫 번째 중국미술사”라  
  고 하며 중국 미술사학사에서 이 저서가 가지는 의미  
  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281) 왕정화(王正華)는 “송화(宋

畵)에서 원화(元畵)로의 이행에 관한 보다 정교하고 사색적인 분석은 중국의 첫 
번째 프로페셔널 미술사가인 텅구의 이 저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정통 미
술사가로서의 텅구와 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82) 황후밍(黃厚明)과 항춘샤
오(杭春曉)는 “이 책에서 텅구는 전통적인 미술사에서 볼 수 있는 화가의 전기와 

278) 滕固, 「中國美術小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 3.
279) 위와 같음.
280) 陳平, 「再讀滕固」, 沈寧 編, 위의 책, p. 248. 
281) 薛永年, 앞의 글(2002), p. 4.
282) Cheng-hua Wang, “Rediscovering Song Painting for the National Artistic 

Discursive Practices in Early Twentieth Century China,” Artibus Asiae 71 
(2011), p. 238.

삽도 8. 『중국미술소사』 (沈
平子, 앞의 글, p. 8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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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록, 서화 감상과 품평이라는 틀을 깨고 석기, 목기, 건축, 벽화, 조소 등 인공의 
제품을 연구 범위에 넣어 미술의 의의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라고 평가하였
다.283) 이와 같이 『중국미술소사』는 현재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이 조명되
며 중국의 미술사 발전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 진화론적 시각의 시기 구분

 미술사에서 분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미술사학자는 통사로서의 미술사에서 
분기를 통해 자신의 역사관을 체현하고 연구의 지향점을 드러내며 미술사 발전의 
논리와 그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기 때문이다. 텅구 역시 『중국미술소사』에서 시
기 구분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와 미술사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텅구는 『중국미술소사』에서 중국미술사의 시기를 유기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는 
네 단계로 나누었다. 즉 그는 생장(生長)시대, 혼교(混交)시대, 창성(昌盛)시대, 침
체(沈滯)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별로 건축, 조각, 회화의 세 분야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생장시대는 고대부터 한(漢)까지, 혼교시대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
기, 창성시대는 수(隋), 당(唐), 오대(五代)와 송(宋) 그리고 침체시대는 원(元), 명
(明), 청대(淸代)를 말한다. 텅구에 의하면 생장시대는 예술의 관념이 확립되고 중
국 미술의 독자성이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혼교시대는 불교라는 외래의 문
화가 유입되어 기존의 특수한 민족정신과 결합한 시기이다. 텅구는 문화의 내재
적 발달이란 단조로움으로 향하기 마련이므로 보다 나은 결과가 있으려면 외래의 
영양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혼교시대는 중국 문화와 불교문화
가 습합되어 역사적 기운과 문화의 생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창성시대는 앞선 혼교시대에서 형성된 혼혈 예술이 점차 독특한 국민 예
술로 발전하여 중국미술사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시기이다. 텅구는 창성시대인 당
송(唐宋)시기에는 산문, 시가, 회화 등의 순수 예술이 후대인이 따라가지 못할 만
큼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 산수화의 발달이 가장 경이롭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침체시대에 대하여 텅구는 이 시기의 예술이 발달하지는 못
하였으나 결코 퇴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 시기 예술의 정체(停
滯)는 당송 예술의 경이로움을 금과옥조로 삼아 고인(古人)의 모사에만 치중함으

283) 黃厚明·杭春曉, 「滕固與中國美術考古學的現代轉形」, 『美術觀察』(2005.2),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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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텅구의 분기 개념에는 이 시기 일본과 중국 사학계를 선도하던 신사학의 
영향이 엿보인다. 후쿠자와 유키치와 량치차오는 사학의 역할이 군주 중심의 역
사 서술이 아닌 문명 발전의 역사 서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왕조별의 
시기 구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텅구의 분기는 이러한 인식에서 비
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시대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텅구의 분기는 정형화된 생물의 성장 양식인 
‘맹아, 성립, 성숙, 쇠퇴’라는 공식을 미술사에 대입시킨 결과이다. 그런데 텅구는 
침체시대의 미술이 퇴화 즉 쇠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순환론에서 탈피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진일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문화의 진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휘몰아치기도 하고 느리기도 빠르기도 하다”
라고 하여 문화란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유동하며 전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밝
혔다.284) 즉 텅구는 중국의 미술을 성장하고 발전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로 
보고 그 진화의 과정을 인과율로 설명하였다. 그의 “인류의 사상과 재력(心思才
力)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끊임없이 진전한다”라는 문장은 진화론적 사고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285)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19세기 서구의 미술사와 이를 수용
한 일본의 미술사도 그 바탕에는 진화론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미술의 
발전을 생명체의 유기적 발달에 직접 비유한 서술은 텅구의 『중국미술소사』뿐이
다. 
 한편 텅구에게 중국미술사의 집필을 직접 권유하였던 량치차오도 그의 저서 『중
국역사연구법 보충편(中國歷史硏究法補編)』(1926)에서 중국회화사의 시기 구분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량치차오는 “중국의 회화는 대체적으로 중당(中唐) 이전의 시
기, 개원·천보(開元·天寶, 713-756)연간 이후의 시기, 송원(宋元) 그리고 명(明) 이
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서술하였다.286) 이는 텅구의 분기와는 상당히 다

284) 滕固, 앞의 글, p. 28.
285) 위와 같음.
286) 이 책은 량치차오가 1921년에 출간한 『중국역사연구법(中國歷史硏究法)』의 보충 자

료집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역사연구법』은 량치차오가 난카이(南開)대학과 칭화(淸華)대
학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묶어서 펴낸 것으로 제3장인 ‘사학의 개조(史之改造)’에서 보편
사 이외의 전문사로 법제사, 문학사, 철학사, 미술사가 소개되어있다. 梁啓超, 「中國歷
史硏究法」,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 第一 73(上海: 上海書店, 1989), p. 
52. 량치차오는 『中國歷史硏究法補編』에서 이와 같은 중국미술사의 시기 구분을 시도
하였다. 梁啓超, 「中國歷史硏究法補編」,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앞의 책,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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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따라서 텅구와 량치차오는 사학의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는 동일한 입장을 
가졌으나 미술사를 보는 시각은 상이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텅구는 량치차오의 
영향을 받았으나 미술사를 해석하는 시각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다. 텅구의 이러한 독창적 시기 구분은 동시기 학자들에게 상당히 주목 받았으
며 이후 친중원(秦仲文, 1896-1974)의 『중국회화학사(中國繪畫學史)』(1934)와 류
쓰쉰(劉思訓, 1906-?)의 『중국미술발달사(中國美術發達史)』(1946)의 분기에도 영
향을 주었다.287) 친중원은 중국회화사의 분기를 ‘맹아(萌芽), 성립(成立), 발전(發
展), 변화(變化), 쇠미(衰微)’라는 5단계로 나누었으며 류쓰쉰은 각 시기의 명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텅구의 분기와 동일한 시기 구분을 하였다. 
 이러한 텅구의 분기가 가지는 독창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기 여타 
학자들의 중국미술사 시기 구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텅구는 『중국미술
소사』에서 시도했던 시기 구분에 대하여 8년 후에 출간한 저서인 『당송회화사(唐
宋繪畵史)』(1933)의 서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288) 이는 『당송회화사』가 『중국
미술소사』의 세 번째 시기인 ‘창성시대(昌盛時代)’의 회화를 확장하여 서술한 서
적이기 때문이다. 『당송회화사』의 서문에서 텅구는 프리드리히 히르트(Friedrich 
Hirth, 1845-1927), 모리스 팔레올로그(Maurice Paléologue, 1859-1944), 스티
븐 부쉘( Stephen W. Bushell, 1844-1908)과 이세 센이치로의 중국미술사 시기 
구분을 소개하며 자신의 분기를 설명하였다. 이 학자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에 의
한 시기 구분을 시도하였는데 모두 시대에 따른 ‘미술의 발전’이라는 인식을 전제
로 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왕조별로 중국미술사의 시기 구분을 시도했던 학자로
는 존 퍼거슨(John C. Ferguson, 1866-1945)과 오무라 세이가이 등이 있다. 따
라서 텅구와 그가 언급했던 위의 학자들 그리고 퍼거슨, 오무라의 시기 구분에 
대한 비교, 고찰은 이 시기 학자들의 미술사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더불어 동시기 중국의 학자 가운데 정우창의 분기 인식 역시 텅구의 독창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히르트는 1896년의 저서 『중국 미술에 대한 외래의 영향(Über Fremde Einflü
sse in der Chinesischen Kunst)』에서 3세기까지의 청동기, 동경(銅鏡), 옥 등
의 문양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 문양들의 도상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미술사의 발

287) 陳池瑜, 「劉思訓對中國美術史學科建設的學術貢獻」, 『民族藝術硏究』(2018.7), p. 
107; 喬志强, 「民國時期中國美術史研究的回顧與反思」, 『齊魯藝苑』(2009.5), p. 7.

288) 滕固, 「唐宋繪畵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p.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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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289) 첫 번째인 ‘자생적 발전 시기(Period of 
spontaneous development)’는 태고부터 기원전 115년까지로 중국 미술이 독자
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이다. 두 번째 ‘그레코-박트리안의 영향을 받은 시기(Period 
of Greco-Bactrian influence)’는 기원전 115년에서 기원후 67년까지로 서역의 
문화가 유입된 시기이다. 히르트는 한(漢)나라 동경에 나타난 해마(海馬)와 포도송
이 문양이 그리스-박트리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문화
의 유입으로 중국 미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불교
의 유입(Introduction of Buddhism into China)’은 기원후 67년 이후로 중국에 
불교가 도입된 시기이다. 히르트는 이 시기부터 중국의 미술이 인도 문화의 영향
을 받아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여기서 히르트는 분기의 기준으로 기원전 115년과 
기원후 67년을 설정하였다. 기원전 115년은 장건(張騫, 기원전 ?-113)이 흉노 서
쪽에 있는 대원국(大苑國, 현재의 Ferghana)까지의 교통로를 발견한 해이며 67
년은 한(漢) 명제(明帝, 57-75 재위)의 사절단이 인도에서 경전과 불상 등을 가지
고 돌아온 해이다. 그러나 히르트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서술은 전혀 없
이 연도만을 제시하고 있어 분류의 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히
르트의 이러한 분류는 ‘외래문화의 영향’이라는 요인을 중국미술사 분기의 기준으
로 삼은 비교문화사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 하나의 고유한 문화가 외래문화의 유
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시각은 텅구의 관점과 일정 부분 유사성을 갖는
다. 
 팔레올로그는 그의 저서 『중국의 미술(L’art Chinois)』(1887)에서 중국회화사의 
발전을 모두 일곱 시기로 분류하였다.290) 중국 회화의 시원에서부터 불교의 도입 
이전까지, 불교 도입 이후부터 당 말기까지, 당 말기부터 송 이전까지 그리고 송, 
원, 명, 청의 분류로 당 이전까지의 시기는 불교의 도입 전후로 나누고 당 이후부
터는 왕조별로 나누었다.291) 이 분류 방법은 불교의 도입이라는 외래문화의 영향
과 왕조별의 시기 구분을 혼용한 것으로 그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부쉘은 『중국 미술(Chinese Art』(1909)에서 중국회화사의 시기를 세 단계로 구

289) Friedrich Hirth, Über Fremde Einflüsse in der chinesischen Kunst (Mü
nchen; Leipzig: G. Hirth’s Verlag, 1896), p. 1.

290) Maurice Paléologue, L’art Chinois (Paris: Maison Quantin, 1887), pp. 
251-285.

291) Stephen W. Bushell, Chinese Art Ⅱ (London: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09),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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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첫째는 ‘태고시기(Primitive Period)’로 태고부터 서진(西晉)이 삼국을 
통일하기 전 해인 기원후 264년까지이고 두 번째 ‘고전시기(Classical Period)’는 
진(晉)부터 오대십국(五代十國)의 960년까지이며 세 번째 단계는 ‘발전과 쇠퇴의 
시기(Period of Development and Decline)’로 송(宋)부터 명(明) 말기인 1643년
까지이다.292) 그는 당(唐)을 중국미술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로 설정하고 송 이후부
터는 당의 미술을 답습하며 쇠퇴해간 시기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쉘
은 두 번째 시기의 시점을 265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가 두 번째 시기에 대한 설명을 동진(東晋)의 화가 위협(衛協, 생
몰년 미상)과 고개지(顧愷之, 약 344-405)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어 회화의 
발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여전히 세 단계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 텅구 역시 『당송회화사』에서 부쉘의 시기 구분을 소개하면서 지나치게 
막연하며 각 시대의 양식적 특색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을 하였다. 
 한편 이세 센이치로는 『지나의 회화』(1922)에서 고대, 중세, 근세라는 시기 구분
을 하였다. 이러한 분기는 나카무라 후세츠와 코지카 세이운의 공저 『지나회화
사』의 시기 구분과 유사하다. 이렇게 미술사의 시기를 고대, 중세, 근세로 삼분하
는 인식은 오카쿠라 텐신의 저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서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다. 즉 서양의 역사 서술 방법론이 일본으로 전파되어 그것이 다시 『지나
회화사』의 번역을 통해 중국에도 전해졌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세는 고대를 태
고부터 당 현종(玄宗, 재위 713-756)이 즉위한 712년까지, 중세를 713년부터 원
(元) 인종(仁宗, 재위 1311-1320) 시기까지인 1320년까지, 근세는 1321년부터 현
재까지로 명시하여 보다 상세한 분류를 시도하였다.293) 즉 이세의 분류법은 다른 
일본 학자들의 삼분법과 유사하나 그 분기의 기준은 왕조의 교체기와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는다. 이세도 역시 특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하여 명
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남북조시
기에 서역의 미술과 불교미술의 도래를 소개하고 당대(唐代)에 왕유에 의한 산수
화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어 미술 발전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류법에 대해 텅구는 많은 부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텅구는 이세의 분
기가 조대(朝代)의 개념을 타파하고 양식의 발전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여
타 학자들의 분기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텅구는 본인이 『중국미술

292) Stephen W. Bushell, 앞의 책, p. 116.
293) 伊勢專一郞, 앞의 책,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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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를 집필했을 때에는 이세의 저작을 알지 못하였으며 후에 그의 글을 보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294) 그는 자신의 분
기는 이세의 것과 대체로 유사하나 고대 부분을 세분하였다는 차이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퍼거슨의 여러 중국미술사 저서들 가운데 그의 분기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통
사로서의 서적은 『중국의 회화(Chinese Painting)』(1927)가 있다.295) 이 책은 각 
시대 별로 유명 화가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 작품의 품평, 소장 상황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시기 구분은 왕조에 따랐다. 따라서 그 목차는 당(唐) 이전, 당(唐), 
오대(五代), 북송(北宋), 남송(南宋), 원(元), 명(明), 청(淸)의 각 왕조별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송대(宋代)를 북송과 남송으로 이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
을 할애함으로써 그가 송대를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왕조별의 
시기 구분은 일본의 오무라 세이가이도 사용한 방법이다. 오무라는 그의 『지나회
화소사(支那繪畵小史)』(1910)에서 중국미술사를 태고에서 육조(太古乃至六朝), 당 
및 오대, 송, 원, 명, 청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왕조별의 시기 구분은 정치의 
변동에 의해 미술도 변화한다는 정치사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정치란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여서 미술뿐 아니라 문화의 각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즉 
왕조의 전환이 미술 변화의 요인이라는 시각이 이러한 분기법이 가지는 내재적 
관점이다. 현재의 미술사학계에서도 왕조별의 시기 구분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데 이 역시 정치사적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텅구 이외의 동시기 중국의 학자 가운데 독자적인 시기 구분을 시도한 미
술사 저자로는 정우창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우창은 그의 『중국화학전
사(中國畵學全史)』(1929)에서 ‘실용(實用)시기’, ‘예교(禮敎)시기’, ‘종교화(宗敎化)
시기’, ‘문학화(文學化)시기’라는 분기를 하였다. 즉 그는 각 시대 회화의 두드러
진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실용시기에서는 복희의 팔괘와 같이 어떤 사상이나 사실

294) 滕固, 앞의 글, p. 43.
295) 퍼거슨은 1887년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된 이후 모두 57년간 중국에 거주한 중국 미

술 학자였다. 그는 중국 미술품의 컬렉터로 활동하였으며 고궁박물관의 개관을 준비할 
때에 청궁(淸宮) 예술품 감정위원으로 활약한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그는 미국 프리어갤
러리(Freer Gallery of Art)와 메트로폴리탄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중국 미술품 수집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퍼거슨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중국 
미술 연구자로서의 업적에 대한 연구로는 Lara Jaishree Netting, A Perpetual Fire: 
John C. Ferguson and His Quest for Chinese Art and Culture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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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하기 위한 도안화, 예교시기에서는 예기(禮器)의 장식이나 교화(敎化)용 그
림, 종교화시기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발달한 불교회화, 문학화시기에서는 문인
화의 흥기에 대하여 각각 서술하였다. 정우창의 이러한 시기 구분은 각 시기별 
회화의 현저한 특징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각 시기 예술 작품의 성격에 
의한 분기는 중국에서는 텅구가 최초로 시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정우창의 분
기는 각 시기 회화의 성격을 결과론적으로 추론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시대를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기간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정우창의 분
기 개념은 텅구의 시기 구분 인식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텅구의 관점은 유
기적인 시대 변화에 따른 미술의 발전 즉 미술의 변화를 초래한 사회의 근원적 
동력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더욱이 정우창이 1933년에 출간한 
『중국미술사(中國美術史)』의 서론에는 텅구의 『중국미술소사』의 여러 구절이 원
문 그대로 삽입되어가 있다.296) 따라서 정우창의 미술사 정립에서 텅구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중국화학전사』의 내용과 체계는 앞서 언급
했듯이 중국의 전통 화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결과
적으로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전통 화사의 집대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
이다.297) 그러나 정우창이 이러한 집대성 과정을 거쳐 중국의 고유한 회화 이론
과 현대적 미술사의 접목을 시도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298) 
 서구와 중국의 위 학자들에 비하여 텅구는 ‘혼교’나 ‘창성’ 등으로 각 시기를 명
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분기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
다. 이러한 그의 시기 구분은 정우창, 진중원, 류쓰쉰 등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
었으며 현재의 학계에서 『중국미술소사』를 높이 평가하는 바탕이다.

2) 학술적 통합성과 동시대성

 『중국미술소사』는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의 다양한 이념과 학술, 사상 등을 통합
적으로 반영하여 서술되었다. 이러한 학술적인 통합성과 동시대성은 이 시기의 

296) 朱劍, 「鄭午昌《中國美術史》硏究」, 『南京藝術學院學報(美術與設計版)』(2011.11), p. 
36.

297) 陳平, 앞의 글(2001.3), p. 51.
298) 우쩌펑(吳澤鋒)은 정우창이 『중국화학전사』에서 자신의 국수주의적 신념에 의해 의도

적으로 『역대명화기』 등 고유 회화 이론의 체제를 답습하였고 해석하였다. 吳澤鋒, 「傳
統畵學的現代表述-以鄭午昌的美術思想爲中心」, 『美術學報』(2012.4), pp.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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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매우 선구적인 연구 성과였다. 이 책이 반영하고 있는 동시기 학문의 
경향은 대표적으로 신사학의 기본 인식인 사회진화론,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
증적인 연구 방법 그리고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중국미술소사』 서술의 기반을 이룬 동시기 사상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볼 이론
은 사회진화론이다. 진화론의 연구는 18세기 프랑스의 생물학자인 조르주 루이 
뷔퐁(Georges 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1788)과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Jean Baptiste Pierre Antoine de Monet, chevalier de Lamarck, 
1744-1829)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이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1859)을 발표한 
이후 가속화되었다.299) 이후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타학문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
을 끼쳐 과학뿐 아니라 철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
다. 
 미술사를 진화론적 시각으로 해석한 사례는 일찍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빈켈
만(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의 연구 성과가 19세기 이후의 
미술사학 정립에 기초가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빈켈만은 미술 작품의 
역사성을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즉 그는 미술사란 각 작품의 시기성을 단선적이
고 발전적인 역사의 체계 내에서 추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
사적 체계란 예술 양식의 발전적인 순서를 탄생, 성숙과 쇠퇴라는 유기성에 비유
한 것이었다.300) 빈켈만은 문화의 핵심이 시각 예술품에 의해 표현되고 소통된다
고 생각하였으며 헤겔은 이를 이어받았다.301) 헤겔은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진화
론적 역사로서의 미학으로 예술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겼다.302) 헤겔에게 
한 국가의 예술은 종교, 법, 풍습, 과학, 기술 등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정신’의 
진화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헤겔에게 미술사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299) 최준열, 「진화론적 사고에서 바라본 헤겔의 자연관과 인간 이해」, 『철학논집』 
30(2012.8), p. 68.

300) Donald Preziosi, 앞의 책, p. 14.
301) 헤겔은 다윈 이전의 철학자이지만 그의 자연철학에서 이미 진화론적인 사유를 시도하

고 있으며 동시에 진화론적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최준열, 위의 글, p. 69.
302) 헤겔의 인식론적 체계는 그가 문화의 핵심 가운데서도 최고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신성(神性)’에 주목한 사상이었다. 헤겔은 역사적인 단계를 원시적인 ‘신성’에서 복잡한 
‘신성’으로 발전하는 순서로 나누었으며 이 기준으로 사람들과 각 문화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1820년대에 그가 강의를 통하여 분명하게 역설한 예술 이론은 진화론적이면서도 
목적론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예술성(artistry)이 ‘신성’이라는 사상의 진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Donald Preziosi, 위의 책,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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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변화를 개인 또는 집단정신 변화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학문이었다. 따라
서 그에 의해서 미술사는 ‘시대정신(Zeitgeist)’을 구현할 수 있는 학문으로 정립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의 사학자들은 한 시대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심 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기반 위에 19세기의 미술사는 작품에 구현
된 역사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어 작품들의 시기적 차이점에 주목한 진화론적 관
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뵐플린의 학설은 두 ‘역사적 시기’의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여 예술 작품, 취향, 제작법, 정신성의 진화론적 발전을 설명하는 이
론이다.303) 
 19세기 말엽부터는 동아시아의 각국에도 사회진화론이 확산되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메이지 시기 일본은 1870년대부터 미국의 동물학자 에드워드 모스, 영
국의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 등을 통해 진화론과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다. 1880
년대에 들어서는 카토 히로유키가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독일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사회진화론은 일본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
용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텅구가 유학했던 토요대학의 설립자 이노우에 엔
료 역시 진화사관에 입각하여 일본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노우에의 이러
한 사상은 텅구의 진화론적 미술사 구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중국에 사회진화론을 도입한 학자는 옌푸(嚴复, 1854-1921)였다. 옌푸는 
1877년부터 1879년까지 영국의 왕립해군학교(Royal Naval Academy)에서 유학
하였으며 이 시기에 스펜서의 사회학에 심취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톈진(天津)의 
북양수사학당(北洋水師學堂, 해군사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서구 서적들의 번역
과 소개에 몰두하였다. 그는 토마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1825-1895)
와 스펜서의 진화론 관련 저작들을 번역하여 출판함으로써 중국 사회에 진화론을 
확산시켰다.304) 옌푸가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1893)를 
번역한 『천연론(天演論)』(1898)은 출간되기도 전에 초고가 비공식적으로 간행될 
만큼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얻었다.305) 량치차오는 옌푸의 영향으로 사회진
화론을 학습하였으며 무술변법의 실패 후에는 일본으로 망명하여 메이지 일본의 
사상적 풍토 속에서 가공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다. 량치차오는 기존의 구사학

303) Donald Preziosi, 앞의 책, p. 151.
304) 옌푸의 진화론 번역에 관해서는 惠萍, 「‘天演’的進化-基于傳播學視角的嚴复思想再考

察」,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52(2012.5), pp. 108-117 참조.
305) 양일모, 「옌푸(嚴复)의 근대성 인식」, 『동양철학연구』 25(2007), pp.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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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史學)과 자신의 신사학을 비교하는 1902년의 글에서 

역사라는 것은 진화의 현상을 서술하는 것이다. 현상이란 무엇인가? 사물의 변화이다. 
우주의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화이다. 순환이
란 무엇인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계절의 변천, 
천체(天體)의 운행과 같다. 진화란 무엇인가? 그 변화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어 생장하
고 발달하는 생물계 및 인간계와 같다

라고 주장하였다.306) 즉 그에게 역사란 성쇠(盛衰)를 되풀이하는 순환이 아닌 일
정한 질서를 가지고 인과율에 의해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량치차오를 비
롯한 이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을 약육강식에 입각한 새로
운 국제질서를 해석하는 이론으로 수용하였다.307) 이에 따라 그들은 사회진화론
의 수용을 통해 자국민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근대적 민족국가
의 수립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 수용되었던 사회진화론은 미술사학
에도 적용되었다. 19세기 말 이후부터 서구의 미술사는 미술의 발전을 생물학적
으로 비유하는 서술에서 멀어졌으나 일본과 중국의 미술사에는 20세기 초반까지
도 이 개념이 응용되었다.308) 일본의 미술사학자 오카쿠라 텐신과 그의 스승 어
니스트 페놀로사의 관점 역시 사회진화론을 미술사의 해석에 적용한 것이었
다.309) 그들은 진화론의 용어들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미술을 단선
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헤겔의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진

306) 梁啓超, 『梁啓超全集』 3(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739.
307) 이 시기 진화론의 전파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은 1880년대

부터 유길준(1856-1914), 박영효(1861-1939) 등 개화파 지식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
용되기 시작하여 1890년대에는 서재필(1864-1951), 윤치호(1865-1945) 등과 같이 미
국에 유학했던 지식인들을 통하여 전파되었다. 20세기 초에는 박은식(1859-1925), 장지
연(1864-1920), 신채호(1880-1936) 등을 비롯하여 국내의 유교적 지식인들이 주로 중
국의 저작을 통해 수용하였다.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대하여는 우남숙, 앞의 
글, pp. 117-141; 유봉희,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계보-신소설 작가들의 사
회진화론 인식론에 대한 序說」, 『한국학연구』 32(2014.3), pp. 177-207 참조.

308) Lothar Ledderose, “Aesthetic Appropriation of Ancient Calligraphy in 
Modern China,” in Chinese Art: Modern Expressions, ed. Maxwell K. Hearn 
and Judith G. Smith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1), p. 
231.

309) 神林恒道, 앞의 글,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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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과 미술사학의 실제적인 접목은 중국에서는 텅구에 의해서 유일하게 시도되
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텅구는 『중국미술소사』의 시기 구분을 통하여 진화론
적 역사 인식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 책에서 미술사로 구현된 사회진화론적 인식
은 시기 구분 이외에도 본문의 여러 구절을 통해 드러난다. 텅구는 침체시대를 
설명하며

역사에서 일성일쇠(一盛一衰)의 순환율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음은 일찍이 현대의 사학
자들이 증명하였다. 문화가 전진하는 노정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급하게 회전하
기도 하며 느리기도 빠르기도 하다. 한 시기에 급진을 겪은 후 다음의 시기에는 얼마
간 느리게 변한다. 왜 그러한가? 인류의 심사(心思)와 재능(才力)은 끊임없이 증가하
며 끊임없이 전진하는데 이는 지식, 도덕, 예술적인 소양의 풍부함에 근원이 있다. 일
단 원숙해진 이후에는 새로운 소양이 필요하게 되며 새로운 소양이 없으면 침체된 상
태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량치차오의 진화론적 역사관을 지지하는 한편 문화란 부단
히 진화하고 변화하는 유기체임을 주장하였다.310) 문화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혼
교시대’를 설명한 다음의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화의 생명은 그 조직이 지극히 복잡하다. 그 성장의 조건이 자발적으로 내면에서만 
발달한 것이라면 왕왕 단조롭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래의 영양과 자극이 필
요하다...(중략) 한(漢) 명제(明帝) 시에 불교가 수입된 이후 문화 생명의 갈증은 마치 
청량제를 얻은 것과 같아 이 시기 문화가 변화한 자취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위, 
진, 남북조시기에 이르면 불교문화와 중국문화가 공공연히 혼교를 이루어 소위 역사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문화의 생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되었다.311)

  
위의 인용문으로 텅구가 진화론과 문화사를 통합한 인식으로 중국미술사를 해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텅구는 재일시기의 여러 논고에서 주장하였듯이 예술이 
곧 문화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미술사를 문화사로 해석하고
자 하였다. 위와 같이 그는 본문의 서술에서 줄곧 ‘문화’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

310) 滕固, 「中國美術小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 28.
311) 위의 글,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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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명’, ‘성장’, ‘영양’, ‘갈증’, ‘운명’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문화를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상정하였다. 즉 텅구는 진화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사로서의 
중국미술사를 서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는 혼교시대를 설명하면서 

외래의 영양과 자극이 있어야만 문화의 생명은 성장하며 지체됨이 없이 향상된다. 우
생학적으로 갑국인(甲國人)과 을국인(乙國人)이 결혼하여 태어난 혼혈아가 가장 우수
하다는 점이 그 예이다

라는 예문으로 중국 고유의 문화와 불교라는 외래문화의 습합에 따른 결과를 비
유적으로 설명하였다.312) 이는 진화론의 실천적 이론인 우생학(優生學)의 개념이
다. 진화론이 사회 발전의 원리를 제시하였다면 우생학은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
의 이론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일본에서는 타카하시 요시오가 『일본
인종개량론』(1885)에서 주장한 우생학이 사회 전반에 수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캉유웨이, 량치차오, 탄쓰통(譚嗣同, 1865-1898) 등 일본에 체류하였던 중국의 
계몽사상가들은 우생학을 근대화의 실천적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는 우생학이 옌푸에 의해서 사회진화론과 함께 전파되었다. 옌푸는 『천연론』에서 
‘적자생존, 자연도태’라는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우생학을 ‘종의 우
수성을 선택하는 기술(擇種留良之術)’이라고 번역하여 소개하였다.313) 옌푸는 사
회진화론의 도입으로 중국을 개혁하려 하였으며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량
치차오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서로의 노력을 지지하였
다.314) 즉 이 시기 진화론과 우생학은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근대화를 위
한 사회과학 이론으로 널리 수용되었으며 텅구는 이를 자신의 미술사 이론에 적
용하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본문에서 그의 진화론적 해석은 일관되게 드러난다. 수당(隋唐) 이후의 
불교 조소에 대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소조(塑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312) 滕固, 앞의 글, p. 13.
313) 이보경, 「중국 문화의 근대성과 우생학-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중국현

대문학』 47(2008.12), pp. 1-2
314) Xiaobing Tang, Global Space and the Nationalist Discourse of Modernity – 

Historical Thinking of Liang Qicha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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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이후, 소상(塑像)이라는 예술의 종류가 출현하였다. 불상을 잘 빚은 후에 채색으

로 장식하는 것을 ‘회소(繪塐)’라고 한다....(중략)돌을 쪼고 쇠를 녹이는 것으로부터 
회소(繪塑)로의 일변(一變)이다. 한 방면에서 보면 당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약해진 
이후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정신으로 작업하는 일에 즐겁게 종사하지 못하고 
수월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보
면 또 하나의 예술의 종류가 증가한 것으로 인지(人智)가 더욱 개척되었다는 일면이
다.315) 

이 인용 문구는 석상이나 금동상을 주로 제조하던 불상 제작의 전통이 제작이 쉬
운 소조상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인지가 개척
되었다’는 구절 역시 진화론의 인식을 담고 있는데 이는 ‘문명사회로 가려면 민지
(民智)를 부단히 개발하여 문명의 정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후쿠자와의 문명사학
을 상기시킨다. 즉 이는 역사의 발전은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지며 역사와 
인지는 끊임없이 향상한다는 진화론적 문명사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미술소사』를 서술한 텅구의 시각은 진화론과 문화사학, 문명사학 
등 근대 학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에 내재된 또 하
나의 동시기 학술 경향은 실증 위주의 고고학적 방법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중국은 고기물학과 고고학이 사학계의 새로운 연구 풍토를 선도하고 
있었다. 또한 텅구와 이 시기 중국의 저명 고고학자 리지(李濟, 1896-1979), 량
쓰융(梁思永, 1904—1954), 동쭤빈(董作宾, 1895—1963) 등과의 깊은 교유는 텅
구의 고고학에 관한 관심과 조예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316) 
텅구는 『중국미술소사』에서 주(周)나라의 신전(神殿) 건축인 명당(明堂)을 소개하
면서 왕궈웨이가 고증했던 〈명당도(明堂圖)〉를 소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왕
궈웨이는 ‘이중증거법’이라는 방법론으로 근대기 역사고증학을 선도했던 학자이
다. 그는 1913년의 저서 『명당묘침통고(明堂廟寢通考)』에서 청동기의 명문을 이
용하여 종묘, 노침(路寢, 궁궐의 정전), 연침(燕寢, 궁궐의 내실) 등의 고대 궁실 
제도를 고증하였다.317) 텅구는 왕궈웨이가 ‘이중증거법’으로 고증한 〈명당도〉를 

315) 滕固, 앞의 글, p. 23.
316) 趙明楠, 앞의 글, pp. 22-33.
317) 后曉榮·楊燚鋒, 「背景與動機: ‘二重證据法’提出的學術反思」, 『南都學壇』 37(2017), 

p. 20. 왕궈웨이가 제작한 명당의 단면도는 王靑, 「西漢國家功能的演變」, 『古代宗敎硏
究』(1996.3), p.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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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함으로써 당시 중국 고고학의 실증적 연구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보
여주었다. 또한 텅구가 건축이나 석각 등을 서술하며 대상물의 크기, 위치, 명문
(銘文) 및 보존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은 이전의 미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
었던 새로운 시도이다. 즉 이 시기 중국의 학계에서 고고학은 실증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미술사학보다 앞서가고 있었으며 텅구는 이러한 방법론을 미술사에 접목
하려 시도하였다. 그의 고고학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37년에 『선사
고고학방법론(先史考古學方法論)』을 출판한 배경이 되었다. 이 서적은 텅구가 스
웨덴의 고고학자 오스카 몬텔리우스(Oscar Montelius, 1843-1921)의 『동양과 
유럽의 고대 문화시기(Ancient Cultural Periods in the Orient and Europe)』
(1903)의 일부를 번역한 책이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텅구가 시도했던 미술
사학의 고고학적 방법론 수용은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중국 학계에서 주목
받는 연구 방법론으로 떠올랐다.318) 
 한편 『중국미술소사』에는 동시기에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던 민족주의 정서도 표
출되어있다. 텅구는 이 책의 본문에서 ‘국민 예술(國民藝術)’, ‘민족정신(民族精
神)’, ‘중국 민족(中國民族)’, ‘중국 민족 미술(中國民族美術)’, ‘민족의 고유한 정
신(民族固有精神)’, ‘우리나라 민족(我國民族)’ 등의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이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당시의 사상계에서 가졌던 파급력을 보여준다. 텅구는 
이 책에서 ‘민족정신’을 역사 발전의 주체로 설정하여 그것의 발전과 쇠퇴를 진화
론적 미술사로 해석하였다. 그가 사용한 이 어휘는 일본에서 습득한 ‘국민정신’과 
같은 개념이며 일본은 역시 독일의 역사학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역사학의 탄생이 ‘민족(nation)’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잘 알
려진 바이다.319) 독일에서는 베를린이 프랑스의 지배 하에 있던 1807년에 피히테
(Johann G. Fichte, 1762-1814)가 ‘독일국민에게 고함(Addresses to the 
German Nation)’이라는 연설을 통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민족주
의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이후 중세 유럽의 역사를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
한 《모뉴멘타 게르마니아 히스토리카(Monumenta Germaniae Historica)》가 
1819년부터 꾸준히 간행되면서 민족주의적 역사학 연구가 크게 성장하였다.320) 

318) 劉允東, 「美術考古學與美術史-兼論美術史邊界的泛化」, 『南京藝術學院學報(美術與設
計版)』(2010.1), pp. 24-27.

319) G. Iggers and E. Wang, 앞의 책, pp. 69-75. 
320) 위의 책,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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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독일의 대학 소속 역사학자들 역시 19세기 중엽 이후 민족 통일과 독일적 
전통에 충실한 민족국가 이념을 구축하였다. 뮌헨대학(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의 역사학 교수였던 빌헬름 기제브레흐트(Wilhelm 
Giesebrecht, 1814-1889)는 1859년 독일 역사학보에 기고한 글에서 “역사학이 
전력을 다해 민족적 원칙을 수립해야만 비로소 역사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독립
된 연구 분야가 되며 우리 역사학자들도 완전히 자유로운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며 독일 역사학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다.321) 또한 독일 통일 이후 랑케에 의
해 이론적 토대가 갖추어진 독일 역사주의는 점차 민족적, 민족국가적인 이론으
로 수렴되었다. 즉 독일이 적극적으로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역사학
은 현실에 입각한 정치 실현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일본과 
매우 친연성을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독일의 역사학을 모
델로 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짙은 민족주의적 정서의 역사학과 미술사학을 발전
시켰다.
 이와 같은 당시의 사조를 반영하듯 텅구의 『중국미술소사』는 ‘민족정신’, ‘중국 
민족’ 등의 용어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동시기 여타의 일
본이나 중국미술사와 같은 배타적인 국수주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텅구의 
이 저서에서 민족주의적 정서가 가장 강하게 표현된 부분은 윈강(雲岡)석굴과 룽
먼(龍門)석굴을 설명하는 대목 정도이다. 

중국 불상 예술의 장엄한 외관(偉觀)은 그 공교한 결실이 없어질 수 없다. 이는 이러
한 예술이 잉태된 시기에는 인도와 중아시아의 성분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 생산은 중
국 민족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근본적인 가치는 여전히 중국의 민족정
신 위에 있다. 비록 고졸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굽타, 간다라 계통의 예
술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중국 민족의 창작에서의 특이한 정

신이 더욱 현저히 드러난다.322)

 
즉 텅구는 윈강과 룽먼석굴의 불상이 인도의 양식을 수용하였으나 이를 소화하여 
자국화(自國化)하였으므로 중국의 민족정신을 내포한다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그
는 이 두 석굴이 중국의 민족 미술에서뿐 아니라 세계의 미술사에서도 거작(巨作)

321) 이진일, 앞의 글, pp. 33-34.
322) 滕固, 앞의 글,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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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서술하였다. 즉 텅구는 혼교시대의 특징이 외래문화와의 습합에 있지만 
그 주체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 
 텅구는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그 색채가 더욱 농후했던 일
본에서 학문의 기본을 닦았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 일본의 미술사학자들이나 정
우창 등 중국의 여타 미술사학자들과 같이 이를 극단적인 국수주의로 발전시키지
는 않았다. 오카쿠라 텐신이나 하마다 코사쿠 등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 고대의 
조각과 사찰의 기둥을 그리스의 유적과 비교하며 자국의 미술이 서구나 여타 동
아시아 국가의 미술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정우창도 중국의 미술이 
주변국의 문화를 일깨워 발전시킨 우수한 것임을 강변하였다. 그러나 텅구의 민
족주의적 시각은 역사 발전의 주체를 ‘민족정신’으로 상정한 미술사 해석으로 발
현되었다. 즉 그는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자국 미술의 비교 우위
를 주장하거나 타국가로의 영향을 강조하는 등의 국수적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
았다. 그에게 민족주의는 ‘모든 민족의 예술은 그 민족의 독특한 정신에 있다’는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관점의 사조였다. 이 점에서 그는 동시기 국제적인 학술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국수주의의 폐단에 빠지지 않고 학문의 객
관성을 유지했던 학자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의 인용문들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에서 텅구는 외래문화라는 새
로운 자극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였다. 이는 화이지변(華夷之辨)이라는 중국의 
오랜 관념을 고려할 때 매우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식이다. 텅구는 명대와 청대
에 들어선 이후 중국의 문화가 침체기에 빠져 새로운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를 
새로운 외래의 자극이 없어서라고 해석하였다. 즉 텅구는 국수적 민족주의에 매
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개방성이라는 근대적 인식을 명확하게 자
각하고 있던 학자였다. 이 점에서 그의 독창적인 시각이 확인된다.
 『중국미술소사』는 여전히 중국의 역대 회화이론서들을 많은 부분에서 인용하는 
등 완벽한 실물 위주의 연구서가 아니며 ‘소사(小史)’에 불과한 분량을 가지고 있
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텅구의 학문이 일본의 토요대학에서 광범위한 인문
학을 흡수하여 정립되었듯이 이 서적은 동시기의 다양한 인문학적 방법론을 적용
하여 서술되었다. 즉 텅구는 진화론뿐만 아니라 서구의 근대 철학, 중국의 고증
학, 량치차오의 신사학 그리고 그 바탕인 일본의 문명사학과 문화사학 등을 모두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립된 자신의 시각으로 『중국미술소사』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중국미술소사』는 이들 사조의 근저를 이루었던 ‘과학’이라는 근대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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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미술사가 아니라 철학에 가깝
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323) 더욱이 이 책은 황빈훙
의 『고화미(古畵微)』(1925), 천스쩡의 『중국회화사』(1925), 정우창의 『중국화학전
사』(1929) 등 동시기 미술사 서적이 여전히 고식의 문어체로 쓰였음에 비하여 읽
기 쉬운 구어체로 집필되었다. 이 서적을 포함하여 『백과소총서』에 실린 모든 글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화운동의 기치였던 구어체 사용을 실천하였다. 이는 텅구가 
신문화운동의 가치와 지향점에 발맞추어 중국의 미술사를 근대화시키려는 인식 
즉 선구적인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미술소사』는 학
술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며 중국의 미술사학사(美術史學史)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서적이다. 

323) Julia F. Andrews and Kuiyi Shen, 앞의 글, p. 23의 주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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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唐宋繪畵史』 : 樣式史的 미술사

 텅구는 1924년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상하이미전(上海美專)과 난징(南京)의 진링
(金陵)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임하였다. 텅구는 1928년부터 국민당 장쑤성당부집
행위원(江蘇省黨部執行委員)을 역임하였으나 당 내부의 분란으로 1929년에 일본
으로 도피하여 1930년 봄에는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텅구는 그해 가을
부터 베를린에 정착하여 입학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1931년 4월 29일
에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철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다.324) 그는 이 대학에서 
오토 큄멜, 알버트 브링크만, 게하르트 로덴발트(Gerhart Rodenwaldt, 
1886-1945), 쿠르트 브라이직(Kurt Breysig, 1866-1940), 막스 데쏴르(Max 
Dessoir, 1867-1947) 등의 수업을 들었다.325) 텅구는 일본의 토요대학에서 취득
한 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아 박사 과정을 세 학기 만에 수료할 수 있었다.326) 이
후 그는 1932년 6월 17일 박사학위 취득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당송(唐宋)시기의 
중국 회화 이론(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텅구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1932년에 귀국하였으
며 이 논문은 『동아시아 잡지(Ostasiatische Zeitschrift)』에 1934년과 1935년 2
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훔볼트대학이 텅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날짜가 1935년 
10월 16일이어서 기간지에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이 대학
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33년에 출판된 텅구의 『당송회화사(唐宋繪畵史)』는 그가 독일에서 학습한 연
구 방법론을 중국 회화에 적용하여 중국미술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저서이
다. 앞 장에서 살펴본 『중국미술소사』가 동시기 학술의 경향을 통합적으로 미술

324) 이 학교는 1810년에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에 의해 
베를린대학교(Universität zu Berlin)라는 교명(校名)으로 설립되었으며 1826년에는 프
리드리히 빌헬름 3세(Friedrich Wilhelm III, 재위 1797-1840)의 이름을 따서 프리드
리히-빌헬름대학으로 개칭되었다. 전후(戰後)인 1949년에는 프로이센 국왕 호칭의 사용
이 논쟁이 되어 창립자인 빌헬름 훔볼트와 그의 동생 알렉산더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를 기념하는 취지로 훔볼트대학으로 개칭되었다. 임상우, 「베를
린 훔볼트대학 – 근대 대학의 어머니」, 『서강인문논총』 42(2015), p. 361. 

325) 沈寧, 앞의 책(2015), pp. 39-40. 
326) 텅구의 유학은 진링(金陵)대학의 지원으로 가능하였는데 지원금이 넉넉하지 않아 유

학 기간에 잡지 기고 등으로 체재비를 마련해야 하였다. 그가 학위 과정을 서둘러 마친 
이유 역시 한정된 유학 자금으로 인해서였다고 한다. 沈寧, 「滕固博士學位考」, 『新美
術』(2003.3),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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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반영한 저서라면 『당송회화사』는 미술사학자로서 텅구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과 『당송회화사』 등 독일 유학
을 기점으로 집필된 회화사 관련 논고들은 중국인 학자에 의해 서구의 미술사 방
법론이 최초로 적용된 중국미술사이다. 동시에 이 논고들은 중국 근대기의 선구
적 지식인이 서구에 내보이고자 했던 최초의 중국미술사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텅구의 노력과 시도는 서구의 앞선 미술사 연구 상황 그리고 서구 학
자들의 중국미술사 연구 성과라는 기초 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4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20세기 초반 서구 미술사 학계의 중국미술사 연구 상황 그리고 텅구의 박
사학위 논문과 『당송회화사』 및 양식사를 적용한 중국회화사 관련 논고들이다. 
이를 통해 텅구의 미술사가 『중국미술소사』에서 보였던 사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미술사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1. 20세기 초 서구의 중국미술사 연구

 텅구는 독일 유학시기와 귀국 후에 양식사를 반영한 논고를 다수 발표하여 중국
미술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발표된 텅구의 여러 논
저에는 서구 학자들의 중국미술사 연구서들이 풍부하게 인용되어있다. 서구의 학
자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꾸준히 중국미술사를 연구하여 관련 서적을 출판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초반 서구와 독일의 중국미술사 연구 상황과 그것이 

  삽도 9. 『당송회화사』 초간본 (沈平子, 앞의 글, p. 8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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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구의 미술사학에 제공한 학문적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서구의 
중국미술사 연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박물관 소장의 
〈여사잠도권(女史箴圖卷)〉에 대한 여러 학자의 서술 비교가 적합할 것으로 여겨
진다. 이 작품은 1903년 영국박물관이 구입하면서 중국 회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동시기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이 이 작품에 관한 서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훔볼트대학의 당시 미술사학과 교수진과 그들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고찰 역시 텅구의 학문 정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20세기 초반 서구 학계의 중국미술사 연구 성과

 서구의 중국 미술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인류학적이며 고동 취미적이었다. 서구 
최초의 ‘중국 물건’의 전시는 1842년 런던의 하이드 파크(Hyde Park)에서 열린 
《만물(Ten Thousand Things) 전람회》였다. 무려 1300여 점에 달하는 물건들이 
중국풍으로 꾸며진 전시장에 진열되었다. 이 전시품들은 미국의 상인 네이선 던
(Nathan Dunn, 1782-1844)이 중국에서 12년간 상업을 하면서 모은 물건들이었
다.327) 그런데 이 전시회를 묘사한 언론의 보도는 ‘기이한(curious)’이나 ‘진기한
(curiosities)’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며 여전히 팽배하였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드러냈다.328) 이후 서구인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런던과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중국 물건’의 전시가 지속적으로 열렸다. ‘중국 물건’이 
‘중국 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된 시점은 1861년 프랑스의 튈르리궁에서 
열렸던 《튈르리궁의 원명원(圓明園) 전시(Yuanming Yuan Exhibition in 
Tuileries Palace)》에서부터였다. 이때 『르 몽드 일뤼스트레(Le Monde Illustr
é)』에 실린 전람회 논평에 ‘중국 미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서구인들의 인
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329) 이처럼 서구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327) 근대기 유럽에서의 중국 미술 전시에 대해서는 스테이시 피어슨(Stacey Pierson), 이
승혜 역, 「중국 물건에서 중국 미술로: 1842-1936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중국 미술’의 
개념 발달과 전시」, 『아시아 미술 전시의 회고와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1), pp. 
47-64 참조.

328) 19세기 중반부터 서구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문질문화’는 서구 우위의 위계질서를 전
제로 비서구의 물질 즉 물건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사회진화론과 문화전파론의 
시각에 입각한 연구였다. 조인수, 「물질문화연구와 동양미술」, 『미술사와 시각문화』 
7(2008), p. 12. 

329) 이 전시는 프랑스의 군인들이 원명원(圓明園)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전시하는 행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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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으며 그 관심의 대상은 주로 도자기, 청
동기나 종교 유물이었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중국에 장기 체류하
는 서구인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미술 수집이 성행하였으며 관련 전문 서적의 출
판이 증가하였다. 
 중국 미술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중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중국학은 전근대기의 중국 문명을 문자 기록을 통하여 연구하는 인문주의
적 학문으로 간주되어왔다. 1838년경에 만들어진 ‘중국학 전문가(sinologist)’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문헌학자(philologist)’와 유사하게 인식되었다.330) 19세기 초
반에는 프랑스가 중국학의 연구를 선도하였으며 그 성격은 어학과 번역 작업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331) 프랑스에서는 1813년에 최초의 중국어 사전인 『중국어, 
프랑스어와 라틴어 사전(Le Dictionnaire chinois, français et latin)』이 출판되
었으며 1814년에는 꼴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 ‘중국어와 달단(韃
靼)-만주어 문학 강좌(Chaire de langues et littératures chinoises et 
tartares-mandchoues)’가 개설되는 등 중국학 연구가 추진되었다.332) 중국학 
전문가들은 중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여러 문헌을 해석
하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중국 미술에 대한 그들의 접근 역시 중국의 문헌들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서구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중국 미술 연구서들
을 간추리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다. 관련 기사는 『가제 드 보자르(Gazette des beaux-arts)』 소속의 중국학 학자 기욤 
포티에르(Guillaume Pauthier, 1801-0873)가 기고한 글이다. Greg M. Thomas, 
“The Looting of Yuan Ming and the Translation of Chinese Art in Europe,” 
Nineteenth-Century Art Worldwide 7 (2008), pp. 17-18.

330) 데이비드 허니(David Honey), 최정섭·안재원 역, 『위대한 중국학자-중국의 전통을 
탐구한 서양 고전문헌학의 역사』(글항아리, 2018), p. 12.

331) 黃長著·孫越生·王祖望 編, 『歐洲中國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p. 4.
332) 이 사전은 나폴레옹 Ⅰ세의 명으로 귀뉴(Chrétien-Louis De Guignes, 1759–1845)

가 편찬하였다. 귀뉴는 프란체스코회의 선교사 브롤로(Basilio Brollo, 1648–1704)가 
난징(南京)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필사본으로 엮었던 『漢字西譯(Hanzi xiyi)』
(1694-1699)을 수정하여 이 사전을 펴냈다. 『漢字西譯(Hanzi xiyi)』은 ‘중국어-라틴어 
사전’으로 그 필사본이 중국과 아시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Isabelle Landry-Deron, 
“Le Dictionnaire chinois, français et latin de 1813,” T’oung Pao 101 (2015.12),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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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세기 말-20세기 초반 서구의 대표적 중국 미술 연구 논저

연도 저자 제목 출판사항
1887 Paléologue 중국의 미술(L’art Chinois) Paris: 

Maison Quantin

1888 Hirth
고대 도자기: 중국의 중세 산업과 무역 연구
(Ancient Porcelain: A Study in Chinese 
Mediæval Industry and Trade)

Leipsic & Munich: 
F. Hirth

1893 Chavannes 중국 양한 시기의 석조(La sculpture sur pierre 
en Chine au temps des deux dynasties Han)

Paris:
Ernest Lenoux

1896 Hirth 중국 미술에 대한 외래의 영향(Über Fremde 
Einflüsse in der Chinesischen Kunst) München: G. Hirth

1897 Hirth

고대부터 14세기까지 중국회화사에 관한 현지의 자
료(Über die einheimischen Quellen zur 
Geschichte der Chinesischen Malerei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zum 14. Jahrhundert) 

Munich und Leipzig: 
G. Hirth's Verlag

1904 Bushell 중국의 미술 Ⅰ(Chinese Art Ⅰ) London: H. M. 
Stationery Office

1905

Hirth

수장가 수첩의 단편 기록들: 중국 당대 왕조의 화
가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옛 거장들과 미술사가들
(Scraps from a Collector＇s Note Book: Being 
Notes on Some Chinese Painters of the 
Present Dynasty, with Appendices on Some 
Old Masters and Art Historians)

New York: G. E. 
Stechert

Giles
중국회화사개론(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

Shanghai: Kelly & 
Walsh

1906 Bushell 증국의 미술 Ⅱ(Chinese Art Ⅱ) London: H. M. 
Stationery Office

1908

Bushell 중국 도자기(Chinese Porcelain) Oxford : Clarendon 
press

Binyon

극동의 회화: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회화사개
론(Painting in the Far East: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ictorial Art in Asia, 
especially China and Japan)

 London: Edward 
Arnold & Co.

1910 Münsterberg 중국미술사 Ⅰ(Chinesische Kunstgeschichte Ⅰ) Esslingen: Paul Neff

1911
Binyon

용의 비행: 원전 자료에 기초한 중국과 일본의 미
술 이론과 실기(The Flight of the Dragon: An 
Essay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Art in 
China and Japan, based on Original Sources)

London: J. Murray

Petrucci 극동 미술의 자연 철학(La Philosophie de la 
Nature dans L'art d'Extrême Orient)

Paris: Henri 
Laurens

1912 Fenollosa 중국과 일본 미술의 제 시대(Epochs in Chinese 
and Japanese Art)

London: William 
Hein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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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Frederick A Stocks 
Company

Laufer 옥: 중국 고고학과 종교 연구(Jade: A Study in 
Chinese Archaeology and Religion)

Chicago: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Münsterberg 중국미술사 Ⅱ(Chinesische Kunstgeschichte Ⅱ) Esslingen: Paul Neff

1913
Chavannes 중국 북부의 고고학적 조사(Mission 

Archéologique dans la Chine Septentrionale)
Paris: Ernest 
Leroux

Petrucci 중국의 회화: 비평적 연구(Les Peintres Chinois:  
étude critique)

Paris: Henri 
Laurens

1914
Chavannes, 
Petrucci

세르누치박물관의 중국 회화 1912년 4월-6월(La 
Peinture Chinoise Au Musée Cernuschi 
Avril-Juin 1912)

Bruxelles; Paris: 
G. Van Oest & Cie

1921 Fischer 중국의 산수화(Chinesische Landschaftsmalerei) München: Kurt 
Wolff

1922

Kümmel 동아시아의 미술(Die Kunst Ostasiens) Berlin: Bruno 
Cassirer

Waley

영국박물관 동양 판화와 소묘 부문의 중국 작가 색
인(An Index of Chinese Artists Represented in 
the Sub-Department of Oriental Prints and 
Drawing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1923 Waley 중국 회화 연구개론(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

London: Ernest 
Benn

1925 Sirén
5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중국 조각(Chinese 
Sculpture from the Fifth to the Fourteenth 
Century)

London: Ernest 
Benn

1927 Sirén 미국 소장의 중국 회화(Chinese Paintings in 
American Collection)

Paris and Brussels: 
Les Editions G. Van 
Oest

1929

Sirén
중국 초기 미술의 역사: 선사와 전한시기(A 
History of Early Chinese Art: the Prehistoric 
and Pre-Han Periods)

London: E. Benn

Binyon 영국 소장의 중국 회화(Chinese Paintings in 
English Collection)

Paris & Brussels: G. 
Vanoest

Kümmel 중국, 일본과 한국의 미술(Die Kunst Chinas, 
Japans und Koreas)

Wildpark-Potsdam: 
A k a d e m i s c h 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Kümmel ed. 중국 미술 전시(Austellung Chineisischer Kunst) Berlin: Würfel

1933 Sirén 중국 전기 회화사(History of Early Chinese 
Painting)

London: Medici 
Society

1936 Sirén 회화 예술에 관한 중국 문헌: 번역과 논평(The Beijing: Henri V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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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팔레올로그와 샤반(Édouard Chavannes, 1865-1918) 
등 초기의 프랑스 학자들은 고동 취미와 고고학적인 관심이 많았으며 빈욘
(Robert Laurence Binyon, 1869-1943), 부쉘(Stephen W. Bushell, 
1844-1908), 웨일리(Arthur David Waley, 1889-1966), 자일스(Herbert A. 
Giles, 1845-1935) 등 영국의 학자들은 도자기나 회화 위주의 저서들을 남겼다. 
그리고 히르트, 뮌스터베르크(Oskar Münsterberg, 1865-1920) 등 독일 학자들
은 비교문화사적 관심에서 중국 회화를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웨덴 
학자 시렌은 고고학에서 시작하여 회화사로 관심 분야를 옮겨갔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나누어 보면 각 학자들은 아마추어 미술학자, 중국학 전문가 그리
고 미술사학자의 세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서구 최초의 중국 미술 관련 저서는 3장에서도 언급하였던 프랑스의 중국학 학
자 팔레올로그의 『중국의 미술(L’art Chinois)』(1887)이다. 팔레올로그는 외교관 
출신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였으며 여러 편의 수필과 소설을   

  발표한 프랑스 학술원의 회원이었다. 이   
  책의 서술 대상 작품들은 미술평론지 『가  
  제 드 보자르(Gazette des Beaux-Arts)』  
  의 편집자 루이 공스(Louis Gonse,      
  1846-1921)의 수장품들이었다. 이 책에는  
  손으로 정밀하게 그린 삽도들이 다수 포  
  함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은 각 작품에 대  
  한 표면적인 서술에 지나지 않는다. 팔레  
  올로그는 책의 구성을 청동기, 건축, 조각  
  (석조, 상아), 옥기, 도자기, 유리, 칠    

보, 회화로 나누었다. 그런데 전체 280쪽의 분량 가운데 단 11쪽만이 회화에 할
애된 반면 청동기는 70쪽, 도자기는 50쪽이어서 공스의 수장이 공예품 위주로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수장가를 위한 안내 책자
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을 위하여 집필하였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Chinese on the Art of Painting: Translations 
and Comments)

1938 Sirén 중국 후기 회화사(History of Later Chinese 
Painting)

London: Medici 
Society

삽도 10. Paléologue, L’art Chinois,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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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구인들의 관심 대상인 청동기와 도자기 등 공예품의 외형 묘사를 중심으
로 한 평면적인 것이었다. 
 스티븐 부쉘은 영국의 의사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의 영국 영사관에서 무려 32
년간 재임하였다. 그는 아마추어 중국학 전문가로 중국 미술뿐 아니라 중국의 지
리, 화폐 등에 관한 저서를 다수 집필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 미술(Chinese 
Art)』(1904)은 영국 교육부(Board of Education)의 요청으로 영국의 일반 대중
에게 중국 미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집필된 책이다.333)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은 건립 이후부터 중국의 고대 문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대
영제국과 세계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으며 영국 교육부도 이러한 목적으로 
집필을 의뢰하였다.334) 더욱이 이 책에 삽도가 실린 238점의 작품은 거의가 런던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소장품이다. 따라
서 이 책은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안내서(Victoria and Albert Museum 
Handbook)』라고도 불리며 1904년 초판 이후 1928년까지 7차례나 재간행 되었
다. 책의 구성은 도자기, 유리, 칠기, 직물, 조각과 회화 등 12개의 분야로 나뉘
어 있으며 그 가운데 도자기의 분량이 가장 많다. 이러한 구성과 내용은 팔레올
로그의 『중국의 미술』과 거의 동일한데 부쉘 자신도 이 점을 서문에서 밝혔
다.335) 
 팔레올로그와 부쉘의 중국 미술 관련 저서는 중국의 미술품이라는 이국적 문물
을 서구의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에 적합한 소개서였다. 팔레올
로그와 부쉘은 각각 외교관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아마추어 중국학 전문가였
다. 이에 비하여 샤반, 자일스, 히르트 등은 진지하게 중국학 연구에 매진한 학자
들이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전문적인 중국 미술 서적들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에두아르 샤반은 프랑스 중국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1889년에서 1893년까지 중
국에 체류하며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연구하였다. 샤반의 연구는 역사 문헌, 종교 
문헌, 지리학, 전기와 동시기 중국 정치에 관한 논평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이
루어졌다. 그는 사마천(司馬遷, 약 기원전 145-?)의 『사기(史記)』를 번역하는 방

333) 이 책은 1923년에 중국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Bushell 著, 戴岳 譯, 『中國美
術』(上海: 商務印書館, 1923).

334) 汪燕翎,「漢學視閾中的中國美術:卜士禮與他的“Chinese Art”」, 『美術與設計』(2015. 
5), p. 12.

335) Stephen W. Bushell, Chinese Art Ⅰ(London: His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04), p.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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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작업을 완수하였을 만큼 중국의 역사와 문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
다.336) 그의 번역에 대하여 베르톨트 라우퍼(Berthold Laufer, 1874-1934)는 ‘프
랑스 학문이 생산한 가장 화려하고 지속적인 기념비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윌리
엄 닌하우저(William H. Nienhauser, Jr., 1945-현재)가 이끈 현대의 『사기』 번
역 팀도 ‘여러 면에서 여전히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다.337) 샤반은 52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음에도 75편에 달하는 중국 관련 저서와 논문들을 남겼는데 한대
(漢代)의 석각화(石刻畵)를 연구한 『중국 양한 시기의 석조(La sculpture sur 
pierre en Chine au temps des deux dynasties Han)』(1893)와 중국 북부와 
중앙아시아의 유적지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한 『중국 북부의 고고학적 조사
(Mission Archéologique dans la Chine Septentrionale)』(1913)가 대표적이다.
 허버트 자일스는 영국의 외교관으로 1867년에서 1892년까지 25년간 중국에 재
임하였으며 귀국 후 케임브리지대학(Cambridge University)에서 중국어를 가르
쳤다. 그는 ‘웨이드-자일스(Wade-Giles) 중국어 표기법’을 개발한 학자로도 유명
한데 이는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 1818-1895)의 중국어 표기법을 보완하
여 완성한 체계이다. 자일스는 『논어(論語)』, 『도덕경(道德經)』, 『삼자경(三字經)』 
등의 중국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1892년에는 중국어-영어 사전과 중국 인
물 사전을 펴내기도 하였다.338) 중국 미술에 관한 저서로는 1905년 상하이와 
1918년 런던에서 출판된 『중국회화사개론(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이 있다. 자일스는 1905년의 첫 번째 판본 서문에서 “이 
책은 유럽의 언어로 쓰인 최초의 중국회화사 저서이다”라고 밝혔는데 실재로 이
전의 중국 미술 관련 저서들 가운데는 회화만을 다룬 전문 서적은 없었다. 또한 
자일스는 서문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권위 있는 서적들에서 인용하여 중
국인들의 시각을 번역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즉 자일스는 중국학 전
문가답게 다양한 중국 고문서의 기록에 의존하여 중국의 화가와 그들의 대표 작

336) 『사기(史記)』의 번역 및 출판 작업은 1895년부터 10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샤반은 
자신의 비평을 첨가하여 전체 9권의 『사마천의 역사 기록에 대한 번역과 주석(Les 
Mémoires historiques de Se-ma Ts'ien traduits et annotés)』을 출판하였다. 샤반
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Henri Cordier, “Édouard Chavannes,” T'oung Pao 
Second Series 18 (1917, 3-5), pp. 114-147 참조. 

337) 윌리엄 닌하우저가 이끈 『사기』 번역 팀은 1994년부터 전체 10권의 The Grand 
Scribe’s Records를 출판하였다. 데이비드 허니, 앞의 책, p. 83.

338) Herbert A. Giles, A Chinese-English Dictionary (London: B. Quaritch, 1892); 
동저, A Chinese Biographical Dictionary (London: B. Quaritch,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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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을 설명하였다. 더욱이 이 책에 실린 도판 12점은 모두 영국박물관의 로렌스 
빈욘이 제공하였으며 해설 역시 빈욘의 글을 그대로 실었다. 따라서 이 책은 작
품의 실견과 분석이라는 미술사적 인식과 절차 없이 문헌 해석에 충실한 중국학 
전문가의 시각으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히르트는 독일의 그라이스발트대학(University of Greifswald)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870년에서 1897년까지 중국의 해관(海關)에서 근무하
였으며 1902년부터는 미국 콜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의 교수를 지낸 
중국학 학자이다. 히르트는 한자에 매우 능통하였으며 비교사학적인 관점으로 중
국 문화를 분석하였다.339) 텅구가 『중국미술소사』를 집필하였을 때 히르트의 중
국미술사 시기 구분을 참고하였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히르트의 관련 저서로는 
『중국과 로마의 동양(China and the Roman Orient)』(1885)과 『중국 미술에 대
한 외래의 영향(Über Fremde Einflüsse in der Chinesischen Kunst)』(1896)
이 있다. 또한 히르트는 『고대부터 14세기까지 중국회화사에 관한 현지의 자료
(Über die einheimischen Quellen zur Geschichte der Chinesischen 
Malerei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zum 14. Jahrhundert)』에서 중국 고유
의 회화이론서들을 소개하였다.340) 히르트의 중국 미술에 대한 관심은 주로 4세
기 이전의 중국 고대 문화와 14세기까지의 중국 회화이론서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의 저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서적은 1905년의 『수장가 수첩의 단편 기록들
(Scraps from a Collector’s Note Book)』이다. 이 책은 그가 중국의 양저우(楊
州)와 진장(晉江)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모은 자신의 청(淸)대 회화 수장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히르트는 자일스가 『중국회화사개론』에서 청대의 회화
를 다루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히르트는 이 책
에서 67명의 청대 화가들을 소개함으로써 서구 학자들에게 청의 회화에 관한 지
식을 보급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히르트의 이 저서 역시 문헌 자료를 위주로 
하여 화가들의 전기적 소개에 치중하고 있다. 몇몇 작품의 도판이 실려 있기는 

339) 히르트는 중국의 고대사 및 진(秦), 흉노에 관한 연구서도 출간하였다. 히르트의 중국
학 연구 성과에 대하여는 程龍, 「德裔美國漢學家夏德學術述論」, 『漢學研究通訊』 
31(2012.2), pp. 38-46 참조. 

340) 본 논문은 1917년 미국에서 아그네스 메이어(Agnes E. Meyer, 1887-1970)가 영역
(英譯)하여 출간한 판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Friedrich Hirth, Native Sources 
for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 trans. Agnes E. Meyer (New York: 
HathiTrust,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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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미술사적인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즉 히르트의 
중국 회화 연구 역시 문헌 기록을 위주로 한 중국학적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중국학 전문가였던 샤반, 자일스, 히르트 등의 연구는 문헌학이나 비교문
화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빈욘, 시렌, 뮌스터베르크와 큄멜 
등은 미술사학자의 관점에서 중국 미술을 연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로렌스 빈욘은 옥스퍼드의 트리니티칼리지(Trinity College, Oxford)에서 문학을 
공부한 시인, 극작가이자 미술사학자였다. 빈욘은 1893년부터 1933년까지 40여 
년 동안 영국박물관에서 중국과 일본 미술을 담당한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그
는 민속학적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전의 박물관 소장 중국 미술품들을 미술사학적
인 관점으로 새로 분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의 『극동의 회화(Painting in the 
Far East)』(1908)는 일본과 중국의 회화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흥미를 일깨운 서적이다.341) 또한 빈욘은 영국박물관 소장 작품들
의 도판 해설을 대부분 직접 작성하였는데 시각적인 정보에 의거하여 관찰한 결
과를 간결한 문장으로 기록하였다. 그는 서양 미술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미술
에서는 색채보다 선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중국 미술 자체가 지닌 고유한 성
격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2) 그러나 빈욘은 1920년대 후반까지 직접 중
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의 중국 미술에 
관한 지식은 서구와 일본의 출판물과 컬렉션을 통하여 얻은 간접 지식이다. 그의 
논저에 실린 적지 않은 오류는 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343) 
 오스카 뮌스터베르크는 프라이부르크의 알버트-루드빅스대학(Albert-Ludwig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술사학자이다.344) 뮌스터베르크는 독학으로 

341) 빈욘의 『극동의 회화(Painting in the Far East)』는 1913년, 1923년에 이어 1934년
에 4번째 판본이 런던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판본이 1959년 뉴욕에서 재간행되었다. 알
렉산더 소퍼(Alexander Soper, 1904-1993)는 서평에서 이 책에 여전히 많은 오류가 
있다며 1908년의 첫 번째 판본에 비하여 발전한 점이 거의 없다는 혹평을 하였다. 
Alexander Soper, “Reviewed Work(s): Painting in the Far East,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ictorial Art in Asia, Especially China and 
Japan by Lawrence Binyon,” Artibus Asiae 24 (1961), pp. 60-61.

342) 조인수, 「20세기 구미 학계의 중국회화사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1(2002), p. 
104.

343) Michelle Ying-Ling Huang, “Laurence Binyon: A Pioneering and 
Authoritative Curator of Chinese Painting in Early Twentieth-Century Britain,” 
Museum History Journal 8 (2015.1), p. 43.

344) 뮌스터베르크는 미술사뿐 아니라 경제학도 전공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의 
귀금속 무역과 경제 발전을 다룬 「일본의 대외 무역, 1542-1854 (Japans auswar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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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를 익혔으나 그의 작품에 대한 분석과 기술은 매우 탁월하다. 그는 중국과 
일본 미술에 관한 상당한 분량의 논저를 집필하였음에도 현재의 학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345) 이는 그가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큄멜 등의 동시기 학자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
다. 그의 대표 저서로 1910년과 1912년에 각각 출간한 『중국미술사(Chinesische 
Kunstgeschichte)』Ⅰ, Ⅱ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중국미술사를 양식 발전의 맥락
으로 분석한 저서이다. 양식에 집중한 그의 시각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1519)의 작품과 중국 송대(宋代) 산수
화의 양식적 연관성을 주장한 흥미로운 논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346) 
 스웨덴의 오스발트 시렌(Osvald Sirén, 1879-1966)은 스웨덴 국립미술관
(National Museum of Fine Arts)의 회화와 조각 담당 큐레이터였으며 스톡홀름
대학(Stockholm University)에서 동양 미술 교수를 역임한 학자였다. 그는 1914
년부터 중국 미술 연구에 몰두하여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그는 1925년에 
윈강(雲崗)과 룽먼(龍門)석굴을 조사하여 『5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중국 조각
(Chinese Sculpture from the Fifth to the Fourteenth Century)』을 출판하였
다. 이 저서는 중국의 조각을 양식적 진화론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서이다.347) 시
렌은 이후 중국 회화의 연구에 집중하여 고대부터 원대(元代)까지의 회화를 다룬 
『중국 전기 회화사(History of Early Chinese Painting)』(1933)와 명(明)과 청
(淸)의 회화를 다룬 『중국 후기 회화사(History of Later Chinese Painting)』
(1938)를 발표하였다. 이 두 서적은 각 시대별 유명 작가에 대한 문헌 기록, 동시

Handel, 1542-1854)」이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권영필, 
「19세기 말, 20세기 전후기 유럽의 동양미술사연구-전환기 미술사학사를 위한 기초」, 
『미술사학보』 3(1990), p. 62의 주석 19 참조. 

345) 권영필은 뮌스터베르크가 학계에서 거의 잊혔으나 그는 리글(A. Riegl, 1858-1905)의 
양식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개개에 대하여 탁월한 분석과 서술을 시도한 
미술사학자라고 소개하였다. 위의 글, pp. 62-65

346) 뮌스터베르크는 이 글에서 다빈치 작품의 배경에 등장하는 산과 암석의 표현이 송대
의 산수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Oskar Münsterberg, “Leonardo da 
Vinci und die chinesische Landschaftsmalerei,” Orientalisches Archiv 1 
(1910.11), pp. 92—100. 그러나 샤반 등 동시기 학자들과 후대의 학자들은 이 주장이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하였다. Edouard Chavannes, “Reviewed Work(s): 
Leonardo da Vinci und die chinesische Landschaftsmalerei by Oscar 
Münsterberg,” T'oung Pao 12 (1911.1), p. 102.

347) 김혜원·송은석, 「양식, 무엇이 문제인가?-중국 불교조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36(2012.2),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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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후대의 평가, 작품들의 소개와 작가의 예술론 등을 싣고 있다. 또한 
1936년에 발표된 그의 저서 『회화 예술에 관한 중국 문헌: 번역과 논평(The 
Chinese on the Art of Painting: Translations and Comments)』은 한(漢)대
부터 청(淸)대까지의 중국의 회화이론서들을 번역하여 소개한 책이다. 그의 이러
한 연구 성과들로 보면 시렌은 양식사라는 미술사의 방법론과 문헌 중시의 중국
학적 방법론에 모두 익숙한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구의 중국미술사 연구는 중국학의 범주 내에서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문물을 물건에서 미술로 보는 시각의 전환에 따라 점차 미술사학자들이 참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학을 모르는 미술사학자나 미술사를 모르는 중국학 
전문가들은 각각의 한계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미술 연구의 
방법론을 둘러싼 중국학과 미술사학 양측 학자들의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이 논쟁
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348) 
 

2) 〈女史箴圖卷〉의 해석: 중국학(Sinology)과 미술사(Art History)의 차이

 미술 작품이 한 시대의 전범(典範, canon)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그 시기의 지식
과 권력, 그리고 사유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34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80년대와 1890년대의 서구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문물을 ‘물건에서 미술’로 보
는 시각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청동기와 도자기 등 공예품에 집중되었
던 서구인들의 관심은 차츰 회화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던 시기에 영국박물관이 구입한 〈여사잠도권〉은 중국 미술의 전범으로 정
립되었다. 대부분의 중국 미술 관련 학자들은 이 작품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연구서에서 이 작품을 언급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의 학계에는 ‘문헌’에서 
‘실물’로의 전환이라는 연구 방법론의 변화가 있었다. 미술사에서는 마침 대두된 

348) 20세기 초기의 예로는 오토 큄멜과 오스카 뮌스터베르크의 공방을 들 수 있다. 권영
필, 앞의 글, pp. 62-65. 또한 양식사학자였던 루드비히 바흐호퍼(Ludwig Bachhofer, 
1894-1976)의 연구에 대한 중국학 학자 존 포프(John Alexander Pope, 1906-1982)
의 비판도 널리 알려져 있다. John A. Pope, “Sinology or Art History: Notes on 
Method in the Study of Chinese Art,”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0 
(1947.12), pp. 388-417.

349) Roger Covey, “Canon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stern Chinese 
Art History,” in Original Intentions: Essays on Production, Reproduction, and 
Interpretation in the Arts of China, ed. Nick Pearce and Jason Steuber 
(Gainesville, FL: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12),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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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사’가 이를 더욱 촉진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여사잠
도권〉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중국미술사 연구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적합한 자료
라고 생각된다. 
 영국박물관은 1903년 4월 8일에 〈여사잠도권〉을 구입하였다.350) 당시 이 박물
관의 판화와 소묘 부문(Department of Prints and Drawings)의 책임자와 부책
임자였던 콜빈(Sir Sidney Colvin, 1845-1927)과 빈욘은 이 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음에도 높은 작품성을 알아보고 구입을 결정하였다.351) 영국박물관의 
구입 이후 이 작품은 서구의 학자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이후 수년간 
이 작품에 대한 연구 논고들이 발표되었다.
 로렌스 빈욘은 이 작품의 구입 이후 가장 먼저 관련 논고를 발표한 학자이다. 
그는 1904년 1월에 〈여사잠도권〉을 다룬 「4세기의 중국 회화 작품(A Chinese 
Painting of the Fourth Century)」을 발표하여 이 작품의 주제, 작가, 보존 상
태와 수장 내력 등을 소개하였다.352) 이 글은 〈여사잠도권〉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성과를 가진다. 빈욘이 이 논고를 발표하기 이전까지 서구 학자들
의 중국 회화에 대한 인식은 ‘지방화된 인도 미술’이나 ‘일본 회화의 발전에 기초
를 제공한 회화’로서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빈욘의 이 논고는 서
구의 학자들에게 〈여사잠도권〉뿐 아니라 중국의 회화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빈욘은 이 글에서 작품의 주제인 ‘여사잠(女史箴)’의 작가를 장화
(張華, 약 232-300)가 아닌 반소(班昭, 약 45-120)라고 보았으며 항원변(項元汴, 
1525-1590)의 인장을 송경(宋卿)의 것으로 오판하는 등의 오류를 남겼다.353) 이

350) 이 작품은 의화단 사건 때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영국 장교 존슨(Clarence Johnson, 
1870-1937)이 구입하여 영국으로 반출하였다. 존슨이 직접 영국박물관으로 찾아가 매
매 교섭을 하였으며 판매가는 25파운드였다고 한다. Charles Mason, “The 
Admonitions Scroll in the Twentieth Century,” in Gu Kaizhi and the 
Admonitions Scroll, ed. Shane McCausland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2003), p. 288. 이 작품의 구입가 25파운드의 화폐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 청년 예술가가 동시기에 런던에서 30파운드로 3개월간 생활할 
수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는 상당히 저렴한 구입 가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Keiko Itoh, The Japanese Community in Pre-war Britain: from Integration to 
Disintegr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 111.

351)  이 작품의 수장 내력에 관해서는 Zhang Hongxing, “The Nineteenth-Century 
Provenance of the Admonitions Scroll: A Hypothesis,” ed., Shane 
MacCausland, 위의 책, pp. 277-287.

352) Laurence Binyon, “A Chinese Painting of the Fourth Century,”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10 (1904.1), pp. 39-49.

353) Charles Mason, 위의 글,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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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욘이 중국 역사와 문헌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작품의 ‘시각적 분
석’에만 의존한 연구를 하였다는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허버트 자일스는 영국박물관이 〈여사잠도권〉을 구입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던 학
자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일스는 고개지에 대
한 전기적 자료를 빈욘에게 제공하며 그의 연구를 도왔다.354) 자일스는 『중국회
화사개론』(1905)에서 역대 화론서에 실린 고개지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3쪽에 걸
쳐 자세히 소개하였다.355) 이 책에서 자일스는 이 작품의 제목을 〈황실 여교사의 
훈계(The Admonitions of the Imperial Preceptress)〉라고 소개하였으며 『선화
화보(宣和畵譜)』, 미불의 『화사(畵史)』, 탕후(湯垕, 약 1293-1358)의 『화감(畵鑒)』 
등에 실린 관련 기록을 번역하여 실었다. 또한 그는 이 작품에 건륭제의 제문이 
적혀있으며 송(宋) 휘종, 명(明) 항원변(項元汴, 1525-1590), 청(淸) 추일계(鄒一
桂, 1686-1772)의 인장이 찍혀있음을 판명하였다. 그러나 자일스는 이러한 문헌 
자료의 제시 이외에 양식이나 표현 기법 등 작품 자체에 관한 설명이나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으며 빈욘의 도판 해설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그의 연구는 
여전히 중국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두아르 샤반은 「영국박물관 소장의 고개지 회화에 관한 기록(Notes sur la 
Peinture de Ku K’ai-tche Conservee en British Museum)」(1909)에서 이 작
품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356) 영국박물관이 〈여사잠도권〉을 구입한 
이후에도 수년간은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샤반은 당(唐) 유지기(劉知幾, 661-721)의 『사통(史通)』을 근거로 이 작품의 주제
가 장화의 시 ‘여사잠’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학자이다.357) 이는 그가 『사기』를 
번역할 정도의 중국어 실력과 중국 문헌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음으로 가능
하였다. 〈여사잠도권〉의 문헌 출처에 대한 샤반의 발견은 서구의 학자들이 이 작
품을 역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샤반은 손
승택(孫承澤, 1592-1676)의 『경자소하기(庚子銷夏記)』에 수록된 고개지의 〈열녀
전인지도(列女傳仁智圖)〉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358) 샤반은 이 『경자소하기』

354) Charles Mason, 앞의 글, p. 290.
355) Herbert Gile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 

(London: Bernard Quaritch, 1918), pp. 18-20.
356) Edouard Chavannes, “Notes sur la Peinture de Ku K’ai-tche Conservee en 

British Museum,” T’oung Pao Second Series 10 (1909), pp. 76-86.
357) 위의 글,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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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말(淸末)의 판본이므로 여기에 수록된 〈열녀전인지도〉 역시 동시기까지 실존
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아래 고개지의 원본 〈여사잠도
권〉 역시 청말(淸末)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더욱이 샤반은 
영국박물관 소장 작품이 복제본이라면 현 상태와 같이 불완전하게 남아있지는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작품이 고개지의 원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성의 편년 시도는 샤반의 연구가 여전히 양식이나 표현 기법의 분석 
등 실증적인 미술사적 인식의 바탕이 없는 중국학적인 연구였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여사잠도권〉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자일스나 샤반과 같은 중국학 전
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고개지의 기록을 찾
아 소개하였으며 그림의 주제를 밝히는 등 작품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표현 기법이나 양식 분석 등의 미술사적인 접근은 시도하지 못하
였으며 때로는 양식에 대한 피상적인 개념으로 작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라파엘 페트루치(Raphaël Petrucci, 1872-1917)는 이탈리아 출신의 학자로 
1896년부터 벨지움 브뤼셀대학(The New University of Brussels, 현재 The 
Free University of Brussels)의 교수를 지냈다. 그는 샤반에게서 중국의 비학
(碑學)을 배웠으며 오렐 스타인(Sir Marc Aurel Stein, 1862-1943)이나 폴 펠리
오(Paul Pelliot, 1878-1945)가 발굴한 중국의 고대 문서와 조각의 비문 등을 연
구하였다.359) 또한 그는 최초로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학자로도 유명하다.360) 페트루치는 『중국의 화가들: 비평적 연구(Les 
Peintres Chinois : Étude Critique)』(1913)에서 〈여사잠도권〉을 고개지의 다른 
전칭작인 〈낙신부도(洛神賦圖)〉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361) 페트루치는 돤팡(端

358) 샤반이 참고한 『경자소하기(庚子銷夏記)』는 『지부족재총서(知不足齋叢書)』에 수록된 
1878년의 판본이다. Edouard Chavannes, 앞의 글, pp. 83-84.

359) 페트루치의 연구는 중국의 봉황과 용의 이미지 형성에 끼친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영
향, 인도 불상의 일본으로의 전파와 변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페트루치
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는 국립미술사연구소(The 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
의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s://www.inha.fr/fr/ressources/publications/publications-numeriques/dictionn
aire-critique-des-historiens-de-l-art/petrucci-raphael.html

360) Raphaël Petrucci, Le Kiai Tseu Yuan Houa Tchouan (Paris: H. Laurens, 
1918).

361) 『중국의 화가들: 비평적 연구(Les Peintres Chinois : Étude Critique)』의 내용은 
시버(Frances Seaver, 생몰년 미상)가 번역한 다음의 영역(英譯)본을 참고하였다. 이 
책의 〈여사잠도권〉에 관한 서술은 Raphaël Petrucci, Chinese Painters: A Critical 
Study, trans. Frances Seaver (New York: Brentano’s, 1920), pp. 50-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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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 1861-1911)의 소장품이던 〈낙신부도〉는 한(漢) 화상석의 부조를 연상시키며 
〈여사잠도권〉의 화풍은 샤반의 저서 『중국 북부의 고고학적 조사』(1913)에 실린 
룽먼(龍門)석굴의 부조와 연계된다고 서술하였다.362) 그는 룽먼이 7세기부터 조성
되었으므로 고개지의 화풍이 7세기까지도 전해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페트루치가 비교작으로 제시한 룽먼의 부조는 1095년과 1118년
의 ‘공자상(孔子像)’이어서 두 작품 양식의 연계성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363) 페트루치는 또한 고개지의 화풍이 투르키스탄에서 전파된 헬레니즘 불교
회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스타인과 펠리오가 돈황에서 
가져온 불화들과 고개지의 작품을 비교하여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서술하였
다.364) 그는 고개지 선묘의 율동감과 비례의 조화는 동투르키스탄의 벽화와 유사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페트루치는 구체적으로 투르키스탄의 어떤 작품과 비
교 분석을 하였는지 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페트루치의 이러한 
시각은 극동 불교미술이 헬레니즘 조각 전통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다는 오리엔탈
리즘적 관점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미술사적 인식이 없는 중국학 
전문가의 서투른 양식 분석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오스카 뮌스터베르크는 양식사를 적용하여 〈여사잠도권〉에 대한 세밀한 분
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중국미술사 Ⅰ』(1910)에서 이 작품에 대하여

서예가의 솜씨로 가냘픈 육체가 매우 생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그림들은 고대 
부조(浮彫)를 연상시키면서 강한 악센트의 윤곽으로 공중에서 자유롭게 떠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들은 한(漢) 화상석 보다 더 부드럽고 유연하다. 화상석의 둥근 형태
를 피하고 계란형으로 바꾸었다. 땅딸막한 육체에서부터 가냘프고 우아하고 하늘거

362) Raphaël Petrucci, 앞의 책(1920), p. 50. 돤팡은 청말 직예총독(直隷總督)과 북양대
신(北洋大臣)을 지냈던 고위관리이자 금석학자였다. 그는 중국의 고미술품과 근대기 작
품을 대량으로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집트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등 수장가
로도 유명하다. 돤팡의 미술품 수장에 대해서는 Thomas Lawton, A Time of 
Transition: Two Collectors of Chinese Art (Kansas:  Spenc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Kansas, 1991); 潘崇, 「清末端方的古物收藏及藏品著述」, 『中國國家博
物館館刊』(2011.7), pp. 128-134 참조.

363) 페트루치는 샤반의 저서 『중국 북부의 고고 조사(Mission Archéologique dans la 
Chine Septentrionale)』에 수록된 부조 〈제자들 가운데 앉아있는 공자(Confucius 
Sitting amidst His Disciples)〉와 〈걷고 있는 공자와 그를 따르는 제자(Confucius 
Walking, Followed by One of His Disciples)〉의 도판(No. 869, 871)을 근거로 이러
한 주장을 하였다. Raphaël Petrucci, 위의 책, p. 50.

364) 위의 책,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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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몸매가 되었다. 가볍게 율동하는 파상선 속에서 글 쓰는 사녀(仕女)의 치맛자락
은 확고한 지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날아가는 듯한 비단옷을 입은 우아한 여상(女像)
은 그 지반에서부터 마치 바람에 흔들리며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솟아오른다

라고 서술하였다.365) 즉 뮌스터베르크는 대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 적절한 비유, 
형태에 대한 표현, 서법(書法)과의 관계 언급, 전(前)시대 작품과의 비교 등 짧은 
글 속에 함축적인 내용을 담았다. 더욱이 그는 화상석의 인물과 이 작품의 인물 
표현을 비교하면서 인체 표현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지적하였다. 이는 인체 표현
에서 시대 양식을 찾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뮌스터베르크는 동시기 여타 
학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양식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회화사를 서술한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텅구의 지도 교수였던 오토 큄멜(Otto Kümmel, 1874-1952)은 1929년의 저서
에서 〈여사잠도권〉이 진(晉)을 대표하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이 
작품을 오래 전에 제작된 모사본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세련된 그림이라고 서술하
였다. 큄멜은 동양 미술이 ‘원시적이다(primitive)’라는 서구 학자들의 편견은 모
든 예술이 고대 로마에서 유래되었다는 도그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작품의 비어있는 배경에 대하여 산수 등으로 배경을 채우는 구성은 당시 
중국에는 없었다고 설명하였다.366) 즉 큄멜은 중국 회화의 발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서구 미술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객관적인 사
고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큄멜은 상당한 정도의 중국어와 일본어 실력을 갖추
고 있었으며 동양 미술에 대하여 모두 30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학자
이다. 그는 중국 미술의 연구를 위해서는 어학 실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뮌스터베르크와 같이 중국어 지식이 없는 학자
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67) 즉 큄멜은 중국 미술을 올바로 연구

365) 권영필, 앞의 글, pp. 62-63. 
366) Otto Kümmel, Die Kunst Chinas und Japans, Koreas (Wildpark-Potsdam: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1929), pp. 26-27.
367) 권영필, 위의 글, p. 62. 큄멜과 뮌스터베르크는 일본미술사에 대한 시각도 상이하였

다. 큄멜은 텐표(天平)시대(729-749)를 일본 미술의 정점기라고 보았는데 뮌스터베르크
는 이에 대하여 이 시기의 미술은 중국의 영향이 커서 일본의 독자적인 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뮌스터베르크는 큄멜이 담당하던 베를린동양미술관의 전시
와 소장에 대하여도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하였다. 安松みゆき, 「ドイツ近代における日
本美術観―東洋美術史家ミュンスターベルクのキュンメル批判を基にして―」, 『別府大学
紀要』 53(2012), pp.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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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중국학의 지식과 미술사학의 시각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발트 시렌은 『중국 전기 회화사』(1933)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며 『서화보(書
畵譜)』, 『논화(論畵)』, 『역대명화기(歷代名畵記)』 등에 실린 고개지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시렌은 9폭의 각 장면을 해설하였으며 양식적으로는 육조
(六朝)에 속한다고 생각되나 넓게 보아 한(漢)에서 당(唐) 이전의 시기로 보는 것
이 안전하다고 서술하였다. 즉 시렌 역시 양식 분석을 통하여 이 작품의 편년을 
시도함으로써 실증적인 미술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시렌은 이 작품의 각 
장면들이 감탄스러울 만큼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인물들은 상당이 표현적이며 매
우 섬세하고 세련되게 그려졌다고 평가하였다.368)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 서구의 〈여사잠도권〉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 
서구에서 이루어진 중국 미술 연구의 추이를 알 수 있다. 즉 중국학의 범주에서 
문헌 분석에 의존한 기초 정보의 파악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양식 분석 등 미
술사의 방법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중국학 전문가들은 중국어와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에의 접근을 ‘문자’의 범주 내에서 추진하였다. 
그들은 작품의 문헌 근거 등 기초적 자료를 파악하고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등
의 성과를 올렸다. 이에 이어 시각적 정보 즉 양식사에 중점을 둔 미술사학자들
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19세기 이래 학문의 전반적인 추이였던 문헌에서 실
물 연구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과 맞물린다. 더욱이 서구의 학자 가운데 양식
사를 적용한 미술사적 연구가 뮌스터베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이루어졌음은 독일
이 양식사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문헌 정보의 접근에서 서구의 학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인 학자들의 연구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중국의 초기 미술사 서적인 
천스쩡의 『중국회화사』(1925)에는 이 작품이 언급되지 않았다. 판톈서우는 『중국
회화사(1926)에서 이 작품이 중국의 가장 오래된 회화 작품이며 ‘용필(用筆)은 긴
장감이 있는 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간략한 서술만을 하였다. 그리고 ‘병자(丙子)의 
난(亂)’ 때 영국인에 의해 강탈되어 영국박물관에 수장되어있다고만 언급하였
다.369) 정우창은 『중국화학전사』(1929)에서 “인물은 삼촌(三寸)이 조금 넘고, 필

368) Osvald Sirén, History of Early Chinese Painting (London: The Medici 
Society, 1933), pp. 16-20. 

369) 潘天壽, 앞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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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筆彩)가 생동(生動)하며 수염과 모발에 윤기가 있다”라는 『화사(畵史)』의 기록
만을 인용하여 소개하였을 뿐이다.370) 푸바오스는 『중국회화변천사강』(1931)에서 
고개지를 소개하며 작품에 대한 언급 없이 『화론(論畵)』, 『위진승류화찬(魏晉勝流
畵讚)』, 『화운대산기(畵雲臺山記)』 등 고개지의 회화이론서만을 소개하였다. 위젠
화도 『중국회화사』(1937)에서 고개지가 중국의 인물화와 불교화의 시초라고 하면
서 〈여사잠도권〉은 “아취가 빛나고 필묵이 고고(高古)하다”라는 짧은 언급만을 하
였다.371)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중국의 학자들은 〈여사잠도권〉을 실견할 기회가 
없이 주로 문헌으로만 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여사잠도권〉에 대한 미술사적 분석을 시도한 학자는 텅구
였다. 텅구는 『당송회화사』에서 다른 어떤 작품보다 〈여사잠도권〉의 서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텅구는 우선 중국의 회화사에서 당(唐) 이전의 작품으로는 고
개지의 전칭작이 유일하게 남아있으므로 고개지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 작품이 고개지 작품의 모본(模本)이든 아니면 진작
의 수선본(修繕本)이든 고개지 시대의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설
명하였다.372) 그는 또한 이 작품에 대한 빈욘, 자일스, 샤반의 관련 글을 주석을 
통해 소개하였다. 중국의 문헌 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텅구는 
『진서(晉書)』, 『세설신어(世說新語)』, 『역대명화기』, 『양서외역전(梁書外域傳)』, 
『정관공사화사(貞觀公私畵史)』 등의 사료를 인용하여 고개지뿐만 아니라 조불흥
(曹不興, 생몰년 미상)과 위협(衛協, 생몰년 미상)에서부터 이어지는 불교회화의   

370) 鄭午昌, 앞의 책, p. 51.
371) 兪劍華, 앞의 책, p. 35.
372) 텅구는 주석에서 〈여사잠도권〉이 의화단 사건 때 외국으로 반출되었음을 밝혔다. 그

가 영국박물관에서 작품을 실견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滕固, 「唐宋繪畵

삽도 11. ‘Two court 
ladies admire 
themselves’ (Shane 
McCausland ed., Gu 
kaizhe and the 
Admonitions Scroll, 
The British Museum 
press, 2003, Plate 6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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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풍 전승에 대한 서술을 하였다. 그리고 〈여사잠도권〉에 대하여는 『선화화보』, 
미불의 『화사』, 진계유(陳繼儒, 1558-1639)의 『니고록(妮古錄)』, 주이존(朱彛尊, 
1629-1709)의 『폭서정서화발(曝書亭書畵跋)』 그리고 『석거보급(石渠寶笈)』 등의 
다양한 문헌에 수록된 기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출기언선(出其言善)〉의 반희(班姬)와 시녀는 신체의 자세와 묘선(描線)이 부합하며 
안면이 엄숙하고 경건하여 후대 관음(觀音)의 의의(意義)가 엿보인다. 전체적으로 가
장 돋보이는 특징은 옷주름 등에서 보이는 선조(線條)의 묘사이다. 바로 고개지 특유
의 ‘철선묘(鐵線描)’이다. 이러한 선조들의 흐르는 듯한 움직임은 화면에 음악적인 조
화를 부여한다. 그리고 땅에 끌리는 긴 옷자락은 화면에 경중(輕重)의 균형을 잡아준
다. 기물의 표현은 〈출기언선〉의 예를 보면 위치가 산만하고 어색하며 그 형상도 세
밀하지 못하다. 〈부언지미(夫言知微)〉에서는 침상이 화면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인

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 51.

삽도 12. ‘A man and 
a woman in bed 
regard pne another 
with suspicion’ 
(Shane McCausland 
ed., 위의 책, Plate 6 
left) 

삽도 13. ‘Lady Feng 
protects the Han 
emperor Yuandi 
from the advance of 
a wild bear’ (Shane 
McCausland, 위의 책, 
Pla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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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크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당시의 회화는 인물을 위주
로 하고 그 배경은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도강륭이불살(道岡隆而不殺)〉에서
는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산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그 후경(後景)이 돋보이지
도 않고 전경(前景)에 여유가 없다. 산의 형상이 엉성하여 마치 커다란 한 덩어리 같
아 후대의 산수화와 차이가 크다. 이로써 당시에는 산수화가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고개지보다 조금 후대의 왕미(王微), 종병(宗炳) 등의 산수(山水) 
역시 아마도 후대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작품의 특징
은 율동감 있는 인물 표현에 있다. 그러나 인물 주변의 기물에는 관심이 없었다...(중
략)따라서 우리는 인물 방면의 관찰을 통해서만 회화의 효과가 이미 놀라울 만큼의 
수준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물 이외의 다른 방면에서는 완전히 흩어
져서 종속감이 없고 유치한 구도가 드러난다.373)

 

 텅구는 위와 같이 필선과 율동감, 인물과 경물의 관계 등 화풍의 다양한 면모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텅구는 하량준(何良俊, 1505-1573)의 
『서화명심록(書畫銘心錄)』을 인용하여 고개지의 필법을 ‘철선묘’라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이 작품의 인물 표현이 이전의 그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지만 전체적인 비례와 구도는 개념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후대의 그림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사혁이 고개지보다 육탐미를 더욱 높게 평가
한 이유는 육탐미가 고개지의 부족한 부분인 ‘경영위치(經營位置)’를 보충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텅구는 탕후가 『화감(畵鑒)』에서 이 작품
이 ‘육법(六法)’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평가한 기록을 소개하며 이와 다른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텅구는 인물화가 산수화보다 훨씬 먼저 발달하였으며 
산수화는 고개지 시대는 물론 그 약간 후대까지도 발달하지 못하였다며 회화의 
발달사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텅구는 이 작품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회
화사의 흐름 내에서 이 작품의 위치를 규정하였다. 텅구가 중국의 여러 회화이론
서를 인용하며 풍부한 문헌 정보를 수록한 내용은 서구의 여타 학자들보다 확연
히 탁월하다. 그리고 그의 양식 분석은 초보적이기는 하나 중국의 학자로서는 최
초의 시도라는 의의를 가진다. 

3) 훔볼트대학 미술사학과와 미술사 방법론

373) 滕固, 앞의 글, pp.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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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년에 설립된 훔볼트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합한 종합기관이라는 점에서 
19세기 이래 전 세계 대학의 모델이었다.374) 이 대학은 유럽의 여타 유서 깊은 
대학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역사는 짧으나 자연과학의 제 분과는 물론 역사학 
등을 최초로 신설한 선구적인 종합대학이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의 대학들
이 신학 교육을 목표로 설립되었던 것에 반하여 훔볼트대학은 계몽주의의 이념으
로 이성의 확대를 위하여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였다. 이 대학의 설립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는 대학을 독일의 여러 작은 왕
국들을 포괄하기 위한 문화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였다.375) 그의 궁극적 
지향점은 연구와 교육의 결합, 학문을 통한 교육의 발전 그리고 대학과 국가의 
결합이었다.376) 이 가운데 ‘대학과 국가의 결합’이라는 이념의 실천은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자마자 대학 부설 도서관으로 프로이센 왕립도서관을 설립한 
예에서도 드러난다.377) 즉 훔볼트대학은 독일 제국의 성장과 발맞추어 발전하였
으며 국가지상주의를 옹호했던 ‘독일 국가이성(Staatsräson)’의 산실 역할을 하였
다. 이로써 훔볼트대학은 제국주의적 대학의 전 세계적 모델이 되었는데 일본의 
제국대학(帝國大學) 역시 이 대학을 본보기로 삼아 설립되었다. 
 훔볼트대학에는 1872년에 미술사학과가 설립되었다. 학과 설립 1년 전인 1871
년은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가 이끌던 프로이센이 프로이
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독일 제국의 탄생을 선포한 해였다. ‘제2제국’
이라고도 칭해지는 이 제국은 1871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까지 존
속되었으며 이 제국의 등장으로 독일은 근대적 국민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시기적
으로 훔볼트대학의 미술사학과는 곧 독일 제국의 탄생과 발맞추어 설립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이후 독일 미술사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훔볼트대학 미술사학과의 역대 교수들은 연구의 방법론은 각자 달랐지만 모두가 
베를린을 미술사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공헌을 하였다. 이 학과 최초의 미

374) 임상우, 앞의 글, p. 361.
375)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독일의 예술가, 작가와 사상가들은 ‘독일(Germany)’이

라는 관념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독일제국’의 정체성은 문화에서부
터 형성되어야 했다고 믿었다. Matthew Jefferies, Imperial Culture in Germany, 
1871-1918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 3, p. 42.

376) 한스 마이어(Hans Meyer), 이원우 역, 「독일에 있어서 대학의 자치와 경쟁력」, 『서
울대학교 法學』 46(2005), p. 349.

377) 임상우, 위의 글,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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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 교수는 헤르만 그림(Herman Grimm, 1828-1901)이었는데 그는 1872년부
터 1901년의 사망 시까지 재임하였다.378) 그림은 1873년 겨울부터 ‘근대미술사
(History of Modern Art)’, ‘근대미술사와 태초부터 현재까지의 문화(History of 
Modern Art and Culture from the Beginning to our Times)’, ‘유럽미술사
와 단테에서 셰익스피어까지의 문화(History of European Art and Culture 
from Dante to Shakespeare)’ 등의 강의를 하였다. 그림의 미술사 연구는 라파
엘(Raffaello Sanzio da Urbino, 1483-1520),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 등 대가들의 업적에 집중된 것이었다. 그
는 ‘미술사의 목표는 조형 미술을 통해 정신적 자아를 표출한 사람들의 생애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가들의 연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그림의 미술사 방법론은 바자리(Giorgio Vasari, 1511-1574)
로 회귀한 일면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의 연구는 사료 비평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바자리식의 전기적 미술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그림의 연구 방법론은 독일 실증주의 역사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미
술사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은 미술사가 역사와 문
헌 자료를 끊임없이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신념과 그의 후임
자 뵐플린의 미술사관은 대립적인 것이었다. 뵐플린(Heinrich Wölfflin, 
1864-1945)은 그림에 대하여 “그는 대가들 이외의 작가들에게는 완전히 무관심
했다. 그는 문화적 거장들의 그늘에서만 사는 것처럼 보였으며 영웅들에 의해서
만 영감을 받았다”라고 평가하였다.379)

 뵐플린은 1901년 그림의 사망 이후 그를 이어 훔볼트대학 미술사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이후 1912년에 뮌헨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이 학교에 재임하였다. 뵐플린은 동시기에도 그
가 미술사 자체를 의미할 만큼 주목을 받았던 학자였다. 전임자인 그림이 문헌 
자료의 ‘설명’적인 힘에 의존하였다면 뵐플린을 포함한 형식주의자(Formalist)들

378) Johannes Rößler, “Erlebnisbegriff und Skioptikon. Hermann Grimm und die 
Geisteswissenschaf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in In Der Mitte Berlins: 
200 Jahre Kunstgeschichte an der Humboldt-Universität, ed. Horst Bredekamp 
and Adam S. Labuda (Berlin: Gebr. Mann Verlag, 2010), pp. 70-71.

379) Udor Kultermann, The History of Art History (New York: Abaris Books Inc., 
1993),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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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예술 작품의 ‘이해’를 중시하였다.380) 뵐플린은 『미술
사의 기초 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1915)을 발표하기 이전부
터 강의실에서 이 책에서 주장한 자신의 미술사 개념들을 피력하였다.381) 뵐플린
은 미술사란 한 작가의 개인 의지가 창작에서 작용하는 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인 형상의 분석으로 시대의 양식을 실증하고 양식의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의 이론은 미술사란 작가가 아닌 작품의 연구라는 
점에 기반을 두었다. 뵐플린은 동시기 학자 리글(Alois Riegl, 1858-1905)과 더불
어 미술 작품의 시각 경험을 기초로 예술과 사회, 예술과 시대의 관계를 고찰하
는 미술사를 주창하였다. 다만 양식 분석에 있어서 리글은 철학과 미학의 시각으
로, 뵐플린은 실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여 시대의 양식을 규명하
려고 하였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의 양식 분석 방법론은 ‘형식주의
(Formalism)’라고 통칭되며 곧 획기적인 미술사 연구 방법으로 떠올랐다. 
 한편 뵐플린은 ‘바로크’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저변에는 민족주의
적 인식이 내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870년대부터 바로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었으며 미술사학자들은 바로크의 건축과 회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
작하였다. 그런데 바로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고대와 중세에 이은 자연스러운 
연구 대상의 전이가 아니라 당시 독일의 정치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었다. 학자들
은 정치 ·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시대와 바로크를 비교하기 시작하였
다.382) 
 19세기 말 이전까지의 바로크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다. 빈켈만
은 바로크의 건축, 회화, 조각 등에 대하여 ‘망쳐버린 취향(spoiled taste)’이라고 
폄하하였으며 크로체는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퇴폐’라고 단정하였다.383) 바로크
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변화를 시도한 최초의 학자는 부르크하르트(Jacob 
Christoph Burckhardt, 1818-1897)였다. 부르크하르트의 초기 저작에서는 볼 

380) Daniel Adler, “Painterly Politics: Wölfflin, Formalism and German Academic 
Culture, 1885-1915,” Art History 27 (2004.6), p. 441.

381) Elke Schulze, “Ich werde Mode! Heinrich Wölffli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ed., Horst  Bredekamp and Adam S. Labuda, 앞의 책, p. 95.

382) Evonne Levy, Baroque and the Political Language of Formalism(1845-1945): 
Burckhardt, Wölfflin, Gurlitt, Brinckmann, Sedlmayr (Basel: Schwabe Verlag, 
2015), p. 15.

383) Helen Hills, “The Baroque: Beads in a Rosary or Folds of Time,” 
Fabrications 17(2) (2007.12),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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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바로크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는 187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다. 그는 
바로크를 하나의 ‘양식’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존하는 유럽 건축물들의 양
식이 고딕과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크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
다.384) 또한 고트프리드 젬퍼(Gottfried Semper, 1803-1879)는 바로크의 건축과 
역사를 정치적 양상과 연결시켰다. 건축학자였던 젬퍼는 건축물의 형태와 정치 
조직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바로크 건축물을 구성하는 벽돌들이 조직
(coordination)과 종속(subordination)이라는 정치적 개념에 따라서 구축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건축물과 벽돌의 구성을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비유하였
다. 이로써 젬퍼는 건축물의 구성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 그리고 조직의 정치적 
형태와의 관계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를 시도하였다.385)

 또한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페르가몬(Pergamon) 유적의 발굴과 전시는 바로

크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다. 페르가몬 제단(祭壇)은 기원전 2세기에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이었던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아크로폴리스에 
건축되었다. 이 제단은 1871년에 발굴되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독일로 운반된 
후 1880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독일인들은 페르가몬 제단에 고부조로 제작된 
프리즈(frieze)에 매혹되었으며 학자들은 그 특질을 생동감, 에너지 등 바로크적인 

384) Lionel Gossman, “Imperial Icon: The Pergamon Altar in Wilhelminian 
Germany,”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8 (2006.9), p. 559.

385) Evonne Levy, 앞의 책, p. 17.

삽도 14. 페르가몬 제단 프리즈의 국부 (Lionel Gossman, “Imperial 
Icon: The Pergamon Altar in Wilhelminian Germany,”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8, 2006,  p. 557,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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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묘사하였다.386) 이 유적은 페르가몬의 황제 유메네스 Ⅱ세(Eumenes Ⅱ, 
재위 기원전 197-159)가 갈리아(Galli 또는 Gaul)족과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건축물이다. 즉 강력한 군주제 아래에서 건조된 이 유적
은 켈트(Celt)나 갈리아족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전통을 지켜낸 상징물이었다. 
그런데 이 상징물은 프러시아의 빌헬름 I세(Wilhelm I, 재위 1861-1888)가 오랜 
숙적인 갈리아족 즉 프랑스를 진압하고 이루어낸 독일 제국의 통일과 결부되어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았다. 베를린의 프러시아 정권은 이 유적과 그 역사를 새로
이 통합된 독일 제국의 고대 모델로 삼았다. 1888년에 발행된 메달에는 프리드리
히 III세(Friedrich Wilhelm III, 재위 1797-1840)와 유메네스 Ⅱ세의 안면이 각
각 양면에 새겨져 있어 당시 프러시아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다.387) 페르가몬 유적이라는 ‘헬레니즘 바로크’의 재발견은 유럽 ‘근대 바로크’의 
복권으로 이어졌으며 독일이 유럽의 바로크를 주도하였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19세기 후기의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이 두 양식은 전 시대의 고전주의와 관련은 
있으나 새롭고 다르게 창조된 양식으로 해석되었다.388) 즉 바로크의 재조명은 신
생 제국이었던 독일에서 민족주의적 정서와 동반되어 더욱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라이프치히대학의 미술사 교수였던 요한 오베르벡(Johann Overbeck, 
1826-1895)은 페르가몬의 조각들을 루벤스의 회화와 비교하여 양식적 친연성을 
강조하였다. 건축가이자 미술사학자였던 코넬리우스 굴릿(Cornelius Gurlitt, 
1850-1938)은 독일과 바로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 시도하였다. 굴릿은 바로크
의 풍부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국가도 독일과 비교할 수 없으며 학자들의 지속적
인 평가 절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독일 대중은 바로크양식을 잊지 않고 있었
다고 주장하였다. 굴릿은 “바로크에 대한 증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감상의 시
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하였다.389) 이처럼 1880년대와 1890년대의 독일 학계에서
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로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한편 부르크하르트와 젬퍼에 의해 새로이 대두된 바로크에 대한 시각은 뵐플린
에 의하여 세밀하게 이론화되었다.390) 뵐플린은 『르네상스와 바로크(Renaiss- 

386) Lionel Gossman, 앞의 글, p. 556.
387) Evonne Levy, 앞의 책, p. 103.
388) Lionel Gossman, 위의 글, p. 561.
389) Albert Narath, “The Baroque Effect: Architecture and Art History in Berlin, 

1886-1900,”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11),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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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 und Barock)』(1888)에서 “현시대가 이탈리아 바로크와 특별한 친연성을 
갖는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확신하였다.391) 그는 르네상스를 ‘인간 자
유와 해방의 시대’로, 그와 대조적으로 바로크는 ‘정복의 시대’라고 특징지었다. 
그는 르네상스 건축의 기둥머리와 기둥들이 각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
로크의 건축은 모든 부분이 전체에 종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뵐플린은 바로크
의 특질을 독일 국가 형태의 표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뵐플린이 르네상스 
미술의 ‘선적(zeichnerisch)’ 특징에 대립시켜 바로크를 ‘회화적(malerisch)’이라
고 정의한 것은 학생들에게 ‘독일의 정신’을 이식하려는 목표로 만들어진 개념이
었다.392) 뵐플린은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기계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청년
들의 ‘정신이 결여된(spiritless)’ 상태는 렘브란트나 루벤스 등 바로크 거장들의 
작품을 경험하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여겼다.393) 뵐플린뿐만 아니라 알로이스 리
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1858-1918) 등 당대의 저명 학자들 역시 바로크의 특질과 근대성을 연결시키려
고 시도하였다.394) 이와 같이 바로크에 주목한 당시 독일 미술사학의 이론에는 
국수적인 민족주의 정서가 내재되어 있었다.
 골드슈미츠(Adolph Goldschmidt, 1863-1944)는 독일계 유태인으로 뵐플린에 
이어 1912년 훔볼트대학 미술사학과의 학과장에 취임하였다.395)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안톤 스프링거(Anton Springer, 1825-1891)에게 미술사를 배웠으며 
1889년에 ‘뤼벡 지역의 중세 미술’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

390) 뵐플린의 이론 형성에 기초를 제공한 19세기 독일의 철학과 미학에 대해서는 Harry 
F. Mallgrave and Eleftherios Ikonomou ed., Empathy, form and Space: 
Problems in German Aesthetics, 1873-1893 (Santa Monica: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1994), pp. 39-56 참조.

391) Heinrich Wölfflin, Renaissance and Baroque, trans. Kathrin Simo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 87.

392) Daniel Adler, 앞의 글, p. 433.
393) 위와 같음.
394) Mathew Rampley, “Subjectivity and Modernism: Riegl and the Rediscovery 

of the Broque,” in Framing Formalism: Riegl’s Work, ed. Richard Woodfield 
(Amsterdam: G+B Arts International, 2001), p. 266.

395) 골드슈미츠는 할레대학(The Martin Luther University of Halle-Wittenberg)에서 
42명, 훔볼트대학에서 56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비트코버
(Rudolf Wittkower, 1901-1971), 바이츠만(Kurt Weitzmann, 1904-1993), 제켈
(Dietrich Seckel, 1910-2007) 등 유명 미술사학자들이 있다. Claudia Rückert, 
“Adolph Goldschmidt im Jahre 1912- Lehrer, Organisator, Netzwerker,” ed., 
Horst Bredekamp and Adam S. Labuda, 앞의 책,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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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화질의 커다란 사진들을 대량으로 사용한 독일 최초의 출판물에 속하며 그
가 시각 자료에 기반을 둔 연구를 하였음을 보여준다.396) 그의 연구 방법론은 정
확한 형식 분석과 세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서 미술 작품의 역사적 위치를 규정하
는 ’과학적인’ 것이었다. 그는 양식 분석을 방법론으로 사용하였으나 순수 형식 
분석으로서의 양식사는 아니었다. 골드슈미츠의 방법론은 미술 작품과 여러 사회 
조건과의 관계 하에서의 양식 연구였으며 뵐플린과 리글의 예술 발전의 동력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뵐플린이 형태의 전체적인 구조라는 맥락
을 중시하였다면 골드슈미츠는 미세한 세부에 주목한 양식 분석을 시도하였
다.397)

 골드슈미츠의 방법론은 전임자인 뵐플린의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기
존의 미술사를 재구성하여 객관적인 과학의 수준으로 높이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
지고 있었다. 뵐플린과 골드슈미츠 모두 강의에서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두 작품
의 사진을 보여주며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그들이 ‘시각’이라는 
매체를 연구의 기본적 도구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동
시기의 미술사학뿐 아니라 교육학에도 확산되고 있었다. 1912년에 로마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미술사 회의(Te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History of 
Art)’의 회장을 맡았던 아돌포 벤츄리(Adolfo Venturi, 1856-1941)는 ‘미술사란 
관찰의 과학’이라고 단언하였다.398) 그리고 이 회의의 참가자들은 미술사의 새로
운 방법론인 ‘시각적 분석’을 교육학에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은 ‘모든 대학의 미술사학과와 과학기술학교, 중등학교에서 형태의 지도(formal 

396) Kathryn Brush, The Shaping of Art History: Wilhelm Vöge, Adolph 
Goldschmidt, and the Study of Medieval Ar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51.

397) 골드슈미츠의 방법론은 ‘비평적 보기(critical seeing)’와 ‘고도의 식별력을 갖춘 양식 
분석(highly discriminating style analysis)’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비평
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대량의 일차적인 지식을 갖추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과학이
란 독립적 유기체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미술사란 한 작가의 초기와 성숙기
의 여러 작품을 묶어서 보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그는 한 작가의 작품들이 가
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알아내고 변화의 과정을 규정하는 ‘분별력 있는 눈’으로 미술사
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lizabeth Sears, “Eye Training: 
Goldschmidt/Wölfflin,” in Adolph Goldschmidt (1863-1944) : Normal Art 
History im 20. Jahrhundert, ed. Gunnar Brands and Heinrich Dilly (Weimar: 
VDG, 2007), p. 278.

398) 위의 글, pp. 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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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시각적 분석’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던 시대적 공감대를 보여준다. 
 한편 바로크만큼 커다란 관심을 받지는 않았으나 골드슈미츠가 주목하였던 중세 
시기는 유럽의 국민국가, 구체적으로는 독일 제국의 태동이 준비되었던 시기라는 
가치를 부여받았다.399) 특히 케롤리니언(Carolingian Renaissance, 대략 8세기 
말에서 9세기)시기와 오토니언(Ottonian Renaissance, 951-1024)시기는 ‘독일’
의 탄생기로 재조명되었다. 그러나 골드슈미츠는 마그데부르크(magdeburg) 지역
의 조각이 프랑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의 논고를 발표함으로써 당시 팽
배하였던 독일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난 연구도 시도하였다.400) 
 골드슈미츠는 1929년에 훔볼트대학을 사직하였으며 이후 정치적 보수주의자인 
알버트 브링크만(Albert Erich Brinckmann, 1881-1958)이 그의 뒤를 이었다. 
브링크만은 훔볼트대학에서 뵐플린에게 미술사를 배웠으며 1906년에 「중세 회화
에서 나무의 양식화(Baumstilisierung in der mittelalterlichen Malerei)」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 브링크만은 여러 인종의 특징을 규정
하면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401) 브링크만은 1908년에 『광장
과 기념물(Platz und Monument)』을 출판하여 명성을 얻었으며 이 책을 뵐플린
에게 헌정하였다. 이 책은 뵐플린의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범주를 광장, 기념물
과 도로에 적용한 것으로 바로크는 부조화를 해소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최고의 
통합을 이루어내었다는 논지를 가졌다.402) 브링크만은 1926년 쾰른대학에서 ‘바
로크와 보편적인 미술사(Baroque and Universal Art History)’라는 제목의 연
설을 하였으며 1933년에는 CHIA(Comité International d’Histoire de l’Art)가 
주최한 학회에서 ‘18세기 독일 미술의 민족적인 특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
다.403) 이 두 강연에서 브링크만은 미술에서 유럽 국가들 간의 상호 영향과 그 
안에서 독일 미술이 가지는 특별한 성격을 부각시켰다. 특히 CHIA 강연에서 브
링크만은 유럽 바로크의 형성에서 독일의 공헌을 강조하였으며 프랑스의 역할을 

399) Kathryn Brush, 앞의 책, p. 4.
400) 위의 책, p. 95.
401) 위의 책, p. 251.
402) Ulrich Reinisch, “Brinckmanns ≫Platz und Monument≪ von 1908 und die 

ideals Stadtform des Sozialismus, Forschung und Lehre zur >Stadtbaukunst< 
an der Friedrich-Wilhelms und Humboldt-Universität,” ed., Horst Bredekamp 
and Adam S. Labuda, 앞의 책, pp. 257-259.

403) Kathryn Brush, 위의 책, pp.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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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브링크만은 굴릿과 뵐플린에 이어 바로크에 대
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더욱 심화한 학자였다. 굴릿이 신생 독일 제국의 자율적인 
바로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면 브링크만은 서부 유럽 바로크 미술과 건축의 역사 
내에서 독일의 특질과 우수성을 규명하려 하였다. 나아가 브링크만은 뵐플린의 
형식주의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정치사회적 질서와 용어를 공개적으
로 자신의 미술사 이론의 중심에 넣었다. 즉 브링크만은 형식주의의 언어가 문화 
선전의 기술에 능숙한 미술사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방편화되는지를 
보여주었다.404) 브링크만은 1931년부터 1935년까지 홈볼트대학에 재임하였으나 
이후 나치에 가입했던 사실로 인하여 베를린에서 축출되어 프랑크프루트대학
(Frankfurt University)으로 이직하였다. 
 이와 같은 훔볼트대학 교수들의 연구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의 수립으로 
촉발된 독일의 정치성 강화는 대학을 통하여 미술사학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즉 이 시기의 미술사는 ‘국민정신’ 또는 ‘시대정신’이라는 개념을 꾸준히 환기함
으로써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던 것이다. 또한 신설된 박물관들은 국가 문
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텅구가 수학하였던 1930년에서 1932년의 훔볼트대학 미술사학과에는 브링크만
이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텅구는 뵐플린이 확립하고 골드슈미츠가 
구체화한 형식 분석과 양식사 그리고 브링크만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미술사를 접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텅구는 골드슈미츠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으나 귀국 
후인 1937년에 골드슈미츠의 글 “Kunstgeschichte”를 「미술사(美術史)」라는 제
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따라서 텅구가 골드슈미츠의 연구 성과를 학습하였
을 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05) 골드슈미츠의 이 글은 
독일 미술사 연구 방법론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논고이다. 텅구는 이 글의 

404) Kathryn Brush, 앞의 책, p. 290.
405) Adolph Goldschumidt, “Kunstgeschichte” in Aus fünfzig Jahren deutscher 

Wissenschaft: die Entwicklung ihrer Fachgebiete in Einzeldarstellungen, ed. 
Gustav Abb (Berlin: W. de Gruyter & Co., 1930). 중국에서 독일 유학생들이 주축
이 되어 조직된 중덕학회(中德學會)는 1937년에 독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적을 소개하는 『오십 년 이래의 독일 학술(五十年來的德國學術)』을 총 4책으로 
펴냈으며 여기에 텅구가 번역한 골드슈미츠의 글이 실렸다. 滕固, 「美術史」, 中德學會 
編, 『五十年來的德國學術』 2(上海: 商務印書館, 1937), pp. 485-497. 텅구는 이 번역
문을 이보다 앞선 1936년에 「최근 독일의 미술사 과학(晩近德國的美術史科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滕固, 「晩近德國的美術史科學」, 『時事類編』(1936), pp.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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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에 주석을 달아 에른스트 하이드리히(Ernst Heidrich, 1880-1914)의 『미술
사의 역사와 방법 소론(Beiträge zur Geschichte und Methode der 
Kunstgeschichte)』(1917)과 발터 파사르게(Walter Passarge, 1898-1958)의 『현
대 미술사의 철학(Die Philosophie der Kunstgesch ehle in der Gegenwart)』
(1930)을 이 글과 더불어 읽어 볼 만한 글이라고 추천하였다. 이는 텅구가 당대 
독일 미술사학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텅구가 독일의 여러 대학 가운데 홈볼트대학에 진학한 배경에는 이 대학의 
명성과 더불어 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오토 큄멜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
다. 큄멜은 1893년에 프라이부르크대학(University of Freiburg)에 입학하여 고
고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190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406) 그는 1896년부터 1897
년까지 파리의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소(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학습하였다. 이후 그는 1906년
에 베를린국립박물관(Berlin State Museum)의 관장이었던 빌헬름 보드(Wilhelm 
Von Bode, 1845-1929)에 의해 발탁되어 베를린민족학박물관(Berlin Museum 
für Völkerkunde)에 새로 설립된 동아시아 부문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후 큄
멜은 보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일본에 체류하면서 
동아시아의 미술품을 구입하였다.407) 독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는 파리에 체류
하던 일본인 미술상 하야시 타다마사(林忠正, 1853-1906)를 통해 일본과 중국 미
술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408) 큄멜은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의 수장품을 중심으
로 1911년에 『일본 미술 안내서(Handbuch Das Kunstgewerbe in Japan)』를 
출판하였다 그는 또한 1912년에는 동아시아 부문의 연구원이었던 빌헬름 콘
(William Cohn, 1880-1961)과 더불어 유럽 최초의 동아시아 미술 전문 간행물
인 『동아시아 잡지(Ostasiatische Zeitschrift)』를 창간하여 1944년까지 발행하였
다. 그는 중국의 회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수집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동

406) 큄멜의 박사학위논문은 「이집트와 미케도니아의 식물 문양 장식(Ägyptisch und 
Mykenische Pflanzenornamentik)」이다. 권영필, 앞의 글, pp. 65-66.

407) 유럽에서 동아시아미술사학부를 설치한 최초의 대학은 1912년의 빈대학(University 
of Vienna)이었고 1925년에 쾰른대학(University of Koeln)이 뒤를 이었다. 훔볼트대
학은 큄멜을 초청하여 1927년에 첫 아시아미술 관련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유
준영, 「Köln 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미술사학부 설치 50년사」, 『考古美術』 135(1977), 
p. 26.

408) 일본과 서구의 미술 교류에서 하야시 타다마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山梨絵美子, 「林忠
正が明治美術界に示した指針」, 『Museum』 604(2006.10), pp. 6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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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미술 전시를 기획하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지역에서 개최하였다.409) 
이와 같이 큄멜은 동아시아 미술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1927년부터 훔볼트대학
에서 명예 교수로서 동아시아 미술을 강의하였다. 큄멜의 영향으로 그의 제자들
은 중국 회화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410) 더우기 큄멜은 일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당시의 유일한 미술사학자로 중국학적 문헌 기반의 연구와 미술사적 작
품 기반의 연구를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동시기 독일의 미술사 학계에서 
동아시아 미술 전문가로 영향력을 가장 인정받는 학자였다.411) 따라서 큄멜의 재
임은 텅구가 훔볼트대학에 입학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리
고 그곳에서 텅구는 뵐플린과 그의 제자들이 발전시켜온 양식사에 의한 미술사를 

본격적으로 학습하였다. 

409) 큄멜의 중국 회화 수집에 관하여는 Lothar Ledderose, “Collecting Chinese 
Painting in Berlin,” in Europe Studies China: Papers fro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European Sinology, ed. Ming Wilson and John 
Cayley (London: Han-Shan Tang Books, 1995), pp. 175-201 참조.

410) 중국 미술을 전공한 그의 제자로는 텅구 이외에도 스파이저(Werner Speiser, 
1908-1965)와 콘택(Victoria Contag, 1906-1973)이 있다. 스파이저는 원대(元代)의 회
화사를, 콘택은 명대(明代)의 회화사를 전공하였다. 스파이저는 고전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였으며 1951년부터 쾰른(Köln)의 동아시아박물관(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의 책임자, 쾰른대학(University of Köln)의 미술사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의 제
자로 하이델베르크대학(Heidelberg University)의 동아시아미술사 교수인 로더 레더로
스(Lothar Ledderose, 1942-)가 있다. Burglind Jungmann ed., Shifting 
Paradigms in East Asian Visual Culture: A Festschrift in Honour of Lothar 
Ledderose (Berlin: Dietrich Reimer Verlag GmbH, 2012), pp. 26-27. 콘택은 
1920년대에 상하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명청대의 회화를 연구하였다. 이후 그는 왕지
쳰(王季遷, C.C. Wang, 1907-2003)과 함께 명청대 화가 및 수장가들과 그들의 인장을 
연구한 다음의 저서를 편찬하였다. Victoria Contag and Chi-chi’en Wang, Seals of 
Chinese Painters and Collectors of the Ming and Ch’ing Period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1966).

411) Julia Orell, “The Emergence of East Asian Art History in the 1920s: Karl 
With (1891-1980) and the Problem of Gandhara,” in The Making of the 
Humanities 3, The Modern Humanities, ed. Rens Bod et al.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4),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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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滕固의 박사학위 논문과 在獨시기의 논고들: 민족주의의 발로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은 『동아시아 잡지』에 실린 이외에 『당송(唐宋)시기의 회화 
이론: 사적(史的) 고찰의 시도(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 versuch einer gechichtlichen bertrachtung)』라는 제목의 단행본  

  으로 1935년에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다.412) 또한  
  텅구는 재독(在獨)시기에 세 편의 독일어 논문을  
  집필하여 역시 『동아시아 잡지』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은 「중국 산수화에서 남종화의 의미에  
  대하여(Zur Bedeutung der Südschule in     
  der chinesischen Landschaftsmalerei)」      
  (1931), 「묵희(墨戱, Tuschespiele)」(1932), 「미  
  술 평론가 소동파(Su Tung P’o als           
  Kunstkritiker)」(1932)로 모두 문인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세 편의 논문은 문인화의 주창자  
  인 소동파, 문인화의 대표적 화목(畵目)인 산수  
  화 그리고 문인화의 주요 표현 기법인 묵법(墨  
  法)을 다루었다. 그런데 중국 미술에 관한 텅구  
  의 여러 논고 가운데 문인화를 단독의 주제로   

다룬 글은 이 세 편뿐이다. 그리고 학위 논문의 주제인 중국의 회화 이론은 텅구
가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의 학자로는 처음 시도한 연구이다. 
 문인화와 회화 이론이라는 이 주제들은 중국에서 독보적으로 발달한 분야이다. 
따라서 텅구가 이 주제들을 선택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텅구의 집필 의도를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미술사의 역할에 대한 근대기 중국 지식
인의 인식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
 
 레더로제(Lothar Ledderose, 1942-현재)는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텅

412) Ku Teng, 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 versuch 
einer gechichtlichen bertrachtung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35).

삽도 15. 텅구의 박사학위 증서 (李雪
渡, 「有關滕固博士論文的幾份原始文献
(下)」, 『美術硏究』, 2017.5, p. 76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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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논문은 그 시기의 중국 미술 연구에 있어서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는 독일 
동료들의 시야를 크게 확장시켰다”라고 평가하였다.413) 이 평가는 텅구의 논문이 
당시 독일에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텅구의 논문 지도교수 큄
멜도 이 논문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다. 큄멜은 

이 박사학위 논문은 흥미로운 제목의 성실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중국인이 중국의 회
화 이론과 그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한 사례가 없었다. 유럽에는 회화에 관한 지식이 
없는 중국학 학자의 체계적이지 않은 시도와 중국어를 모르는 미술사가의 무가치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저자는 그 어떤 유럽인도 파악하지 못하는 문헌 자료를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만일 내가 그의 번역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지나친 욕심
일 것이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인에게 이 논문의 90퍼센트는 완전히 새로
운 내용이며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의 번역과 해석은 지금까지의 것들과 비
교하여 본질적으로 훨씬 훌륭하다는 점이다. 킨바라(金原省吾, 1888-1958)의 연구를 
제외한다면 비판적이며 역사적인 사고방식으로 회화 이론의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다....(중략)이 논문은 인간 지위의 역사와 조형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거
의 천년을 뛰어넘은 서술을 하였다. 이러한 예술 이론은 유럽 전체에서는 고전시기의 
우연한 시도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중략)나는 이 논문이 동아시아 예술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강한 흥미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평가하였다.414) 큄멜은 중국인으로서 텅구의 강점 즉 문헌 자료에 대한 해
박한 지식과 그에 더하여 텅구의 비판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을 높이 평가했던 것
이다. 
 이 논문이 발표된 직후인 1936년에 이 글에 대한 논평이 두 편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의 삐에르 듀퐁(Pierre Dupont, 1908-1955)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서 활동하던 일본인 학자 사카니시 시오(板西志保, 1896-1976)의 글이다.415) 두 

413) 范景中은 레더로제를 만나서 텅구의 독일어 논저에 대하여 논의를 할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 어떤 계기로 이러한 담화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
았다. 范景中은 다음의 글에서 텅구의 독일어 논고 4편의 영인본을 실었다. 范景中, 
「滕固德語藝術史論文四篇的影印說明」, 范景中·曹意强 主编, 『美術史與觀念史』 IV(南
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2005), p. 251. 

414) 李雪濤, 앞의 글(2017.4), pp. 49-50에서 재인용.
415) 듀퐁은 동남아시아 유적을 연구한 고고학자로 드바라바티(Dvaravati) 유적을 연구하

였으며 기메박물관(Musée Guimet)에 재임하면서 여러 미술 관련 잡지의 편집장을 지
냈다. Pierre Dupont, “Ku Teng, chinesische Malkunsttheôrie in der Tang und 
Sungzeit,” Bulletin de L'Ecole françise d'Extrême-Orient Tome 36 (193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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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논평은 매우 간략하지만 모두 텅구의 논문이 상당한 가치를 가진 글이라
고 입을 모았다. 독일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프랑스와 미국에서 각각 논평이 
기고되었다는 사실은 텅구의 글이 매우 폭넓게 읽혔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오히
려 중국에서는 이 박사학위 논문이 오랜 기간 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가 2011
년에서야 「당송화론: 일차적 체험성의 사학 고찰(唐宋畵論:一次嘗式性的史學考
察)」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416) 
 한편 중국 고유의 회화 이론에 관한 연구는 텅구의 이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부
터 이미 서구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서구의 중국학 전문가들
은 일찍이 중국의 역대 회화이론서들을 탐독하여 관련 연구서들을 출판하였다. 
히르트의 『고대부터 14세기까지의 중국회화사에 관한 현지의 자료』(1897)가 대표
적이다. 뿐만 아니라 오토 피셔(Eduard Jakob Otto Fischer, 1886-1948)도 「중
국의 미술 이론(Die chinesische Kunstteorie)」(1912)이라는 글을 발표하였
다.417) 아더 웨일리(Arthur Waley, 1889-1966)는 『영국박물관 동양 판화와 소묘 
부문의 중국 화가 색인(An Index of Chinese Artist Represented in the 
Sub-Department of Oriental Prints and Drawings in the British Museu
m)』(1922)에서 여러 문헌에 기록된 중국의 화가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폴 
펠리오의 「육조와 당의 예술가에 관한 기록(Notes sur Quelques Artistes des 
Six Dynasties et des T'ang)」(1923)은 육조와 당의 유명 화가들에 대한 문헌 

531-532. 사카니시는 곽희(郭熙)의 『임천고치(林泉高致)』 가운데 「산수훈(山水訓)」을 영
어로 번역하여 An Essay on Chinese Painting (London: Murray, 1935)이란 제명으
로 출판하였다. 이 책이 출판된 시기가 텅구의 학위 논문이 발표된 1935년이었으므로 
사카니시는 텅구의 글에 흥미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Shio Sakanishi, 
“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 Versuch einer 
geschichtlichen Betrachtung by Ku Te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4 (1936.12), pp. 530-531. 사카니시는 홋카이도 출신으로 미시건대학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녀는 미국 국회도서관의 사
서로 재직하며 일본의 고서적, 인쇄술, 제지(製紙)술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Hisao 
Matsumoto, “Shio Sakanishi and the Japanese Collection in the Library of 
Congres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77 (1985), pp. 10-15.

416) 滕固, 張映雪 譯, 「唐宋畵論:一次嘗式性的史學考察」, 沈寧 編, 앞의 책(2011), pp. 
153-237.

417) 오토 피셔는 1907년 빈대학교(Universität Wien)에서 “On Old German Painting 
in Salzburg”라는 논문으로 뵐플린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동아시아 미술로 
관심 분야를 바꾼 학자이다. 이 글은 중국 미술에 관한 피셔의 두 번째 논문이다. Otto 
Fischer, “Die chinesische Kunstteorie,” Repertorium für Kunstwissenschaft 35 
(1912),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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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을 소개한 글이다.418) 이 글에서 펠리오는 『역대명화기』의 기록을 문헌학
적으로 검증하여 몇몇의 오류를 밝혀내고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419) 시렌의 
저서 『회화 예술에 관한 중국 문헌: 번역과 논평(The Chinese on the Art of 
Painting: Translations and Comments)』(1936)도 중국 회화이론서들의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논저들은 대부분 저자의 풍부한 중국어 실력과 문헌학적 지
식을 바탕으로 중국 원서들을 번역하여 서구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
루어져 있다.
 회화이론서를 주제로 한 이상의 연구서들 이외에도 이 시기 서구의 중국 미술 
관련 서적 가운데 상당수가 주로 문헌의 기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자일스의 저서 『중국회화사개론』(1917)은 전체 217쪽의 분량 가운데 대부분
이 중국의 회화이론서들에서 인용한 작가에 관한 내용이며 도판을 제시하며 서술
한 작품은 단 12점에 지나지 않는다. 웨일리도 『중국 회화 연구개론(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1923)에서 “이 책의 목적은 
현존하는 그림에 대한 설명보다는 미술 전통의 역사 연구이다. 따라서 히르트나 
자일스 저서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여 자신의 저서 역시 전통 이론서의 내용 
소개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420) 시렌은 1933년에 출간한 『중국 전기 회화사
(History of Early Chinese Painting)』의 서문에서 “중국회화사에 관한 글을 처
음 쓰기 시작했을 때 나의 의도는 이 예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역
사적 전통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소한만 언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으
로는 중국 회화에 관한 지식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 역사와 미학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나는 이 문
헌들이 특히 초기 회화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음

418) Paul Pelliot, “Notes sur quelques artistes des six dynasties et des T'ang,” 
T'oung Pao Second Series 22 (1923.10), pp. 215-291. 이 글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1936년 상하이에서 다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馮承鈞, 『西域南海史地考証譯叢三
編』(上海: 商務印書館, 1936).

419) 펠리오는 『역대명화기』의 권7에 ‘僧吉底俱’, ‘僧摩羅菩提’, ‘僧迦佛陀’라고 수록된 세 
화가의 이름이 서역(西域) 인명(人名)의 독음 착오로 인한 오기(誤記)라는 주장을 하였
다. 펠리오는 이들의 이름을 ‘佛陀吉底(Buddhakirti)’, ‘俱摩羅菩提(Kumarabodhi)’, 
‘釋迦佛陀(Sakyabuddha)’로 정정하였다. 이 밖에도 펠리오는 장언원이 『속고승전(續高
僧傳)』의 기록을 오독(誤讀)함으로써 비롯된 몇몇의 착오를 지적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였
다. 羅世平, 「回望張彦遠-張彦遠《歷代名畵記》的整理與研究(下)」, 『中國美術』(2010.3), 
p. 91.

420) Arther Wale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 (New York: 
Grove Press, 195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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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 하였다”라고 밝혔다.421) 시렌 뿐만 아니라 중국 미술을 연구했던 동시기 
서구의 학자들은 회화이론서들을 통해 중국 미술 전통의 역사와 정보를 파악함으
로써 먼 이국의 예술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의 학계에 중국학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텅구의 학위 논문 역시 서구의 중
국미술사 연구에 중국학이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작성될 수 있었다.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 「당송시기의 회화 이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422) 

   서론(Vorwort)
Ⅰ. 선사시대(Vorgeschichte)
Ⅱ. 미술사학자의 회화이론(Die Malkunsttheorie der Kunsthistoriker)
Ⅲ. 화가의 미학(Malerästhetik)
Ⅳ. 사대부의 이론(Die Theorie der Gentlemen)
Ⅴ. 화원화가와 사대부의 논쟁(Auseinandersetzung zwischen akademischen 
Manieristen und Gentleman)

 텅구는 서론에서 ‘중국 미술 이론’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으며 서구에서는 히르트나 자일스 등의 연구서가 있지만 그들은 미술사학자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텅구는 오토 피셔가 중국 미술 이론
에 미학적 의의를 부여하려는 연구를 시도였으나 간접적인 문헌에만 의존함으로
써 결정적인 논점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오토 피셔가 중국 문
헌을 직접 읽을 수 없어 번역본에만 의지하였음을 지적한 것으로 여겨진다.423) 

421) 시렌은 이 책의 서문에서 역사 문헌의 내용과 현존하는 회화 작품들을 연결시키는 것
이 자신의 저술 목적이라고 밝혔다. Osvald Sirén, History of Early Chinese 
Painting (London: Medici Society, 1933), p. ⅸ.

422) 텅구가 이 논문을 저술할 때 필요한 자료들은 당시 난징(南京)의 국학도서관(國學圖
書館)에서 근무하고 있던 텅구의 친구 탄정비(譚正璧, 1901-1991)가 독일로 보내주었다
고 한다. 탄정비는 문학가이자 개혁주의자로 『중국문학진화사(中國文學進化史)』(上海: 
上海光明書局, 1929) 등을 집필한 학자이다. 陳世强 編, 『唐宋繪畵史-滕固《唐宋繪畵
史》自校本及其硏究』(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15), p. 11. 

423) 옛츠(Walter Perceval Yetts, 1878-1957)는 한(漢)의 회화를 다룬 피셔의 책 『한대
의 중국 회화(Die chinesische Malerei der Han-Dynastie)』 (Berlin: Paul Neff, 
1931)에 대한 서평에서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한 앞 시기의 문헌을 대량 암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서구의 자료에 제한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피셔는 중
국어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Walter Perceval Yetts, 
“Reviewed Work(s): Die chinesische Malerei der Han-Dynastie by Otto 
Fischer,”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340 (1931.7),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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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텅구는 서구에 비하여 일본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풍부하며 킨바라 세이
고의 『지나상대화론연구(支那上代畵論硏究)』를 비교적 완전한 연구서라고 언급하
였다.424) 텅구는 킨바라의 저서가 일부 오류도 가지고 있으나 조기(早期)의 이론
에 관한 연구서로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당(唐) 
이후의 문헌은 수집과 교정이 그 이전 시기의 문헌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므로 본
인의 논문이 킨바라의 글에 비하여 결코 쉽게 집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
였다. 즉 텅구는 서론에서 서구의 중국 회화 이론 연구는 미술사적인 것이 아니
며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당 이후의 화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는 점
을 밝혔다. 
 목차에서 드러나듯이 텅구는 중국의 회화 이론을 미술사학자, 화가, 사대부의 학
설로 분류하여 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여타의 관련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텅구의 독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서구와 일본의 관련 연구서
들은 여러 이론가와 그들의 학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텅구의 학위 논문 역시 시대순의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텅구는 각 시대
의 이론이 가지는 특성을 이론가들의 신분과 연결시킴으로써 시대의 성격을 부각
시킴과 더불어 자신의 사회사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선사시대’에서 텅구는 왕이(王廙, 276-322), 고개지(顧愷之, 346-407), 
종병(宗炳, 375-443), 왕미(王微, 415-443)와 사혁(謝赫, 479-502)의 화론을 다
루었다. 텅구는 이 시기 회화 이론의 발전은 미술 창작의 발달 위에서 이루어졌
으며 그 이유는 이론 창작 실천의 총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텅구는 
회화의 창작과 그 이론의 발달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발달한다는 자신
의 관점을 피력하였다. 
 제2장 ‘미술사학자의 회화 이론’에서 텅구는 성당(盛唐)시기를 중국 회화 창작과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기원을 이룩한 시기라고 서술하였다. 텅구

424) 텅구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이 영문으로 출판한 미술잡지 『코카(Kokka)』에 중
국 화론에 관한 글이 다수 실려 서구의 독자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특히 타키 세이치
(瀧精一, 1873-1945)의 관련 논고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 「문인화설(文人
畵說)」(214호), 「기운과 전신(氣韻と傳神)」(244호), 「고화품록과 속화품(古畵品錄と續畵
品)(上,下)」(338, 339호) 등이 있다. 邵宏, 施燕 譯, 「中日における六人の著作家と中國
畵論の西洋への傳播-謝赫の六法を例にして」, 『美術フォ―ラム21』 32(2015), p. 36. 아
울러 타키는 자신의 글들을 모아 1910년에 『동양 회화에 관한 세 에세이(Three 
Essays on Oriental painting)』라는 제목으로 런던에서 출판하였다. Seiichi Taki, 
Three Essays on Oriental painting (London: Bernard Quarich,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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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당 이전 시기의 회화는 역사와 불교를 반영하였으므로 실제 생활의 도덕 표
준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회화의 발전 여력은 매우 작
았으며 표현 형식도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텅구는 이에 비하여 성당시기에 발
전한 산수화는 이 시기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성을 내포한다고 
서술하였다. 텅구는 주경현(朱景玄, 9세기 초중반 활동)과 장언원(張彦遠, 
847-874년경 활동)을 이 시기의 뛰어난 미술사학자로 소개하였다. 텅구는 역사학
자란 반드시 역사의 발전 규율에 대하여 논해야 하며 적어도 한 시대의 특징을 
표현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텅구는 주경현의 『당조명화록(唐朝名畵錄)』이 이러
한 역사관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텅구는 장언원을 위대한 
예술이론가로, 그의 『역대명화기(歷代名畵記)』를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회화이론서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시인 두보(杜甫, 712-770)를 당(唐)대의 
미술비평가로 꼽았는데 그 이유는 두보가 시가(詩歌)의 창조를 통해 회화의 본질
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문학과 회화의 본질은 상통한다는 텅구의 신념
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제3장 ‘화가의 미학’에서 텅구는 성당 이후 만당(晩唐), 오대(五代)와 송(宋)에 이
르는 시기에 산수화가 다른 화목(畵目)보다 크게 중요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수
화가의 이론이 대두되었다고 서술하였다. 텅구는 이 시기의 화가이자 이론가로 
형호(荊浩, 9세기 말-10세기 초 활동), 곽희(郭熙, 1023-1085), 소동파(蘇東坡, 
1037-1101), 한졸(韓拙, 1119-1126 활동), 등춘(鄧椿, 12세기 중후반 활동)을 들
고 그들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가운데 텅구는 형호를 후대에 가장 커다란 영
향을 끼친 이론가로 평가하였다. 텅구에 의하면 사혁의 ‘육법(六法)’은 인물화의 
기준이며 인물화가 갖추어야 할 풍격은 ‘골법용필(骨法用筆)’이라는 것이다. 텅구
는 이에 비하여 형호의 ‘육요(六要: 氣, 韻, 思, 景, 筆, 墨)’ 가운데 필과 묵은 산
수화의 흥성 시기에 출현한 기준이라고 서술하였다. 즉 텅구는 두 시기의 다른 
가치관이 회화에서 다른 요구로 표현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원체화 
이론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곽희를 언급함으로써 원체화의 이론이 이 시기에 성
립되기 시작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제4장 ‘사대부의 이론’에서 텅구는 소동파(蘇東坡, 1037-1101)를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의 회화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텅구는 이 시기에 절정을 이룬 
‘사대부화(士大夫畵)’와 그 이론의 발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텅구는 ‘사대부화’
란 두 가지의 개념을 갖는데 첫째 화가가 사대부 계층에 속하며 둘째 전업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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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대부가 단지 회화에 대한 애호로 그린 그림이라고 정의하였다. 텅구는 소
동파 이전의 이론가로는 황휴복(黃休复, 생몰년 미상), 유도순(劉道醇, 생몰년 미
상), 곽약허(郭若虛, 생몰년 미상)를, 소동파 이후에는 황정견(黃庭堅, 1045-1105)
과 미불(米芾, 1051-1107)을 들었다. 텅구는 ‘일격(逸格)’을 가장 중시한 황휴복
의 이론과 ‘기운생동’을 최상의 가치로 본 곽약허의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사대부
화 이론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또한 텅구는 이 시기에 선종(禪宗)이 회화에 영향
을 주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아무런 근심 없이 내재한 평형에 이를 수 있는 상
태인 삼매(三昧)라는 선종의 교의(敎義)가 사대부화가들의 무심한 회화 유희 태도
와 상통한다는 관점이다. 텅구가 ‘선종과 회화’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재일시
기의 논고 「체험과 예술」(1923)에서 피력했던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서 체험의 중
요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텅구는 선종의 이론이 발달하면서 사대부화 즉 문인화
의 이론 또한 절정을 이루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 텅구는 원체화와 문인화의 대표적 이론가를 소개하였다. 그는 
송대 이후 화원화가(畵院畫家)가 자아(自我)의식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여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화(院畵)의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
였다. 그리고 텅구는 화원화가의 대표적 이론가로 한졸(韓拙, 1119-1126년 활동)
을 꼽았다. 한졸은 『산수순전집(山水純全集)』에서 곽희가 기초를 닦은 원체화의 
이론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한졸은 예술의 성취란 각고의 학습으로 얻는 것이며 
‘기운’이란 것도 후천적 학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텅구
는 원체화 기법의 이론은 그 파급이 한림도화원 내부로 한정되어 후대에 크게 발
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텅구는 이와 대조되는 문인화의 이론가로 등춘을 
소개하였으며 그의 『화계(畵繼)』는 예술을 영혼의 표출로 보는 이상주의를 기본 
관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텅구는 회화의 창작과 이론의 발달을 연계시켜 각 시대별 회화 이론
을 고찰하였다. 즉 이 논문은 회화 이론의 발달이란 각 시대마다 가장 발전했던 
회화의 분야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주체와 관련지어 고찰해야 한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식과 논문의 구성은 다른 학자들의 논
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또한 텅구의 독자성은 중국 회화 이론의 발달사를 사실주의와 이상주의로 양분
하여 파악한 인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으로 고개지, 오도자, 
주경현, 요최, 언종, 곽약허, 황휴복, 등춘 등을 필법과 묵희(墨戱)를 중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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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자로, 사혁, 장언원, 곽희, 한졸 등을 사실(寫實)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자로 
분류하였다. 텅구의 이러한 분류는 그의 차후 논고들에서 화가와 이론가들을 이
상주의적 문인화파와 사실주의적 원체화파로 이분하는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
하다. 
 이와 같은 특징들로 볼 때 이 논문은 동시기 중국 회화 이론에 관한 어느 연구
서보다 뛰어난 글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자성 이외에 텅구의 논문
이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일까? 이는 서구에서 이미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던 
이 주제에 대하여 텅구가 논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였던 바가 무엇일지를 추론
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텅구의 집필 의도는 중국의 회화 이론을 ‘보편적인’ 미술사 이론으로 정립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즉 텅구는 이 논문으로 중국의 역대 회화 이론이란 서구의 
미술사와는 거리가 먼 중국만의 독자적인 전통에 불과하다는 서구 연구자들의 시
각에 반론을 제기하였다고 생각된다. 텅구의 이러한 시도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드러난 다양한 인문학 서적의 인용, 동시기 서구 인문학의 개념을 사용한 중국 
회화의 해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 논문의 참고문헌(<표 6>)은 텅구가 서구의 미술사를 비롯하여 역사학, 
철학 등의 서적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6> 텅구 박사학위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순서는 원문에 의거)

저자 제목 출판연도

Bernheim, Ernst
역사학 방법론과 역사 철학 교본 5, 6(Lehrbuch der 
historischen Methode und die Geschichtsphilosophie 5, 
6)

1908

Bauer, Wilhelm 역사 연구 입문 2(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Geschichte 2) 1928

Erslev, Kristian 역사적인 기법, E. Brandt의 덴마크어 번역(Historische 
Technik, Aus dem dänischen übersetzt von E. Brandt) 1928

Bosanquet, Bernard 미학의 역사(History of Aesthetics 2) 1904

Dessoir, Max 미학과 일반 미술학 연구(Ästhetik und allgemeine 
Kunstwissenschaft) 1923

Utitz, Emil 일반 미술학 기초 2(Grundlegung der allgemeinen 
Kunstwissenschaft 2) 1914

Bergson, Henry 웃음: 만화의 의미에 대한 에세이(Le Rire: Essai sur la 
significtion du comique) 1930

Croce, Benedetto 표현과 일반 언어학의 과학으로서의 미학(Ästhetik als 
Wissenschaft der Ausdruck und allegemeine Lingustik)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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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ce, Benedetto 미학의 평면도(Grundriß der Ästhetik) 1913
Kümmel, Otto 중국과 일본의 미술(Die Kunst Chinas und Japans) 1929

Hirth, Friedrich 
고대부터 14세기까지 중국 현지의 회화사 자료(Über die 
einheimischen Quellen zur Geschichte der chinesischen 
Malerei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zum 14. Jahrhundert)

1897

Hirth, Friedrich 수장가 수첩의 단편 기록들(Scraps from a Collector’s Note 
Book) 1905

Giles, Herbert A.
중국회화사개론(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

1918

Petrucci, Raphaël 개자원화전(Le Kiai Tseu Yuan Houa Tchouan) 1918
Fischer, Otto 중국 산수화(Chinesische Landschaftmalerei) 1921

Fischer, Otto
“중국의 미술 이론(Die chinesische Kunsttheorie)”, 
Sonderdruck aus dem Repertorium für 
Kunstwissenschaft

1905

Waley, Arthur 중국 화가 색인(An Index of Chinese Artists) 1922
Eitel, Ernest J. 중국 불교 안내서(Handbook of Chinese Buddhism 2) 1888

Edkins, Joseph
중국 불교, 그림, 역사적 묘사 그리고 비평(Chinese Buddhism, 
a Volume of Sketches, Historical Descriptive and 
Critical)

1880

Schlosser, Julius
미술 문학: 새로운 미술사의 문헌학 안내서(Die Kunstliteratur:  
ein Handbuch zur Quellenkunde der neueren 
Kunstgeschichte)

1924

Waetzoldt, Wilhelm 독일의 미술사학자(Deutsche Kunsthistoriker) 1921
Dresdner, Albert 미술 비평(Die Kunstkritik) 1915

Fontaine, André 푸생과 디데로의 프랑스 미술 교습(Les Doctrines d’art en 
France de Poussin á Diderot) 1909

Thoré-Bürger, T. 19세기 프랑스 미술(Französische Kunst im 19. 
Jahrhundert) 1908

Panofsky, Erwin “이데아”: 미술 이론의 개념(“Idea”: ein Beitrag zur 
Begriffsgeschichte der älteren Kunsttheorie) 1924

Tietze, Hans 미술사 방법론(Die Methode der Kunstgeschichte) 1913
Wölfflin, Heinrich 미술사의 기초 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1915
Wölfflin, Heinrich 고전 미술(Die Klassiche Kunst) 1924

Passarge, Walter
현대 미술사의 철학(Die Philosophie der Kunstgeschichte in 
der Gegenwart)

1930

Heidrich, Ernst 
미술사의 역사와 방법 소론(Beiträge zur Geschichte und 
Methode der Kunstgeschichte)

1917

Rolland, Romain 밀레(Millet) 1920

Pater, Walter 르네상스: 예술과 시에 관한 연구(The Renaissance: Studies 
in Art and Poetry) 1877

Nietsche, Friedrich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 1883
胡適 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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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고문헌들은 크게 보아 역사학, 미학, 미술사학의 세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이 가운데 역사학의 문헌들은 주로 입문서와 연구 방법론을 다룬 저서들이다. 베

른하임(Ernst Bernheim, 1850-1942)의 『역사학 방법론과 역사 철학 교본』은 

1889년에 처음 출판되어 서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역사학의 입문서로 널
리 읽혔다. 더욱이 이 책은 량치차오가 『중국역사연구법(中國歷史硏究法)』(1921)
을 집필할 때 상당 부분을 참고한 서적이다.425) 앞서 언급하였듯이 량치차오와 
텅구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면 텅구가 독일로 유학 가기 이전부터 이미 이 책을 
접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미학 관련 문헌들로는 앙리 베르그송, 베네데
토 크로체, 막스 데쏴르, 버나드 보산퀘트(Bernard Bosanquet, 1848-1923) 등
의 저서들이 있다. 텅구는 이 가운데 베르그송, 크로체, 데쏴르의 철학에 대해서 
재일(在日)시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논고를 집필한 바 있다. 또한 이 저자들
의 학설은 일본의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론들이어서 텅구가 일본에서 
익혔던 학문적 바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술사학에 
관한 참고문헌들은 뵐플린, 파노프스키, 슐롯서(Julius von Schlosser, 
1866-1938) 등의 서양미술사 연구서와 히르트, 피셔 등의 중국미술사 연구서가 
있다. 아울러 텅구가 참고문헌 목록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
인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과 「중국 산수화에서 남종화파의 의미
에 대하여」도 인용하였다. 텅구는 중국의 역대 회화이론서들은 이 목록에 싣지 
않았다.
 이 참고문헌 목록은 텅구가 중국의 회화이론사를 해석하는데 서구의 인문학 지
식을 폭넓게 참고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목록은 히르트, 웨일스, 시렌 등 
동시기 서구 학자들의 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진다. 서구 학자들의 참고문
헌은 대부분이 중국의 역대 문헌들이며 거기에 동시기 중국 회화 이론에 관한 서
구의 동종 연구서 몇 편이 추가된 정도이다. 이러한 차이는 텅구와 서구 학자들
이 중국의 회화 이론을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텅구는 중국의 회화 이론을 보편적 인문학인 미술사와 미학의 범주로 해석하였으
나 서구의 학자들은 먼 이국의 특수한 문명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서구 학자들
의 이러한 인식은 웨일리가 자신의 저서 서문에서 “이 연구는 중국 문명에 대한 

425) 량치차오의 역사 연구에서 베른하임의 영향에 대하여는 박찬승, 「1920년대 申采浩와 
梁啓超의 역사연구방법론 비교–E. 베른하임을 참고하여」, 『韓國史學史學報』 9(2004.3), 
pp. 73-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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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윤곽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라고 쓴 연구 목적에서도 드러난다.426) 또한 
시렌은 “작품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드러날수록 그것을 서양미술사의 원칙에 입
각하여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여 중국의 미술을 
보편적 미술사의 해석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밝혔다.427) 이들뿐
만 아니라 히르트, 자일스 등의 연구서들 역시 중국 회화 이론의 번역과 소개에 
집중하였을 뿐 그것을 미술사적으로 해석하거나 서구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
도는 전혀 없었다. 유일하게 서구와 중국 미술의 유사성을 언급한 학자는 히르트
였다. 그러나 이는 히르트가 장권(江灌, 생몰년 미상)의 〈이아도(尒兒圖)〉가 『세계 
도해(Orbis Pictus)』의 삽도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한 줄의 문장이었을 뿐이었
다.428)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 서구의 학자들은 중국의 회화 이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 시각은 이른바 ‘타자’에 대한 관심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이 중국의 회화와 이론에 대하여 가졌던 관념은 서구
의 미술사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진 먼 이국의 문명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텅구의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려는 
의도로 집필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곧 중국의 회화 이론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텅구의 시도는 서구 인문학의 용어와 개념들을 적용한 중국 화론의 분석
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용어는 ‘감정이입(Einfühlung)’이란 
어휘이다. 이 용어는 20세기 서구의 미학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감정이입설
(Empathy Theory)’의 핵심 어휘로 독일의 철학자 로베르트 피셔(Robert 
Vischer, 1847-1933)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형태의 시각적 감각에 대하여: 
미학에의 공헌(On the Optical Sense of Form: A Contribution to 
Aesthetics)」(1872, University of Tübingen)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독일의 
심리학자 테오도르 립스(Theodore Lipps, 1851-1914)가 그의 『미학: 미와 예술
의 심리학(Ästhetik: Psychologie des Schönen und der Kunst)』(1906)에서 

426) Arther Waley, 앞의 책, p. 3.
427) Osvald Sirén, 앞의 책, p. ⅸ.
428) 히르트는 『역대명화기』의 권3 ‘귀중한 옛 그림을 기술하다(述古之秘畵眞圖)’의 회화 

목록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언급을 하였다. 『세계 도해(Orbis Pictus)』는 체코의 존 코
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가 1658년에 출판한 아동용 도서로 다양
한 도해가 삽입된 책이다. Friedrich Hirth, Native Sources for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 trans. Agnes E. Meyer (New York: Book on Demand, 
19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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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설을 체계화하였다. 이 학설은 190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비롯한 서구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철학은 물론 미학과 미술사학에도 폭넓게 적용되었다.429) 감
정이입이란 관찰자가 자신의 감정을 관찰 대상인 예술 작품에 이입하여 대상과 
자신이 융합하는 과정을 인식함을 말한다. 이 학설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연구의 
초점이 관찰의 대상으로부터 관찰자라는 주체와 그의 정서적 상태로 옮겨졌다는 
점이다.430) 
 텅구는 고개지의 화론을 소개하면서 이 ‘감정이입’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고개
지는 자신의 『논화(論畵)』에서 “무릇 그림은 사람이 가장 어렵고 다음이 산수이며 
그 다음이 개와 말이다. 망루와 누각은 일정한 기물일 뿐으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보고 좋아하기는 쉬운데 ‘천상묘득(遷想妙得)’을 기대하지 않는다. 공교함만으로는 
등급에 차이를 둘 수가 없다”라고 서술하였다.431) 텅구는 고개지의 이 구절을 
“계화는 기술로 이룰 수 있으나 그와 다르게 산수, 인물, 동물화의 경우는 내적인 
체험이 먼저 있어야 한다. 즉 사물이나 인물의 핵심을 공감해야 하고 그것들이 
느낀 것을 마음속으로 파악하거나 비슷하게 느껴야 한다”라고 해석하였다. 텅구
는 이 구절에서 ‘천상묘득’을 설명하기 위하여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외에도 ‘감정 반응(gefühlsmäßige Reaktion)’, 
‘내적 체험(inners Erlebnis)’ 등의 심리학적 용어도 사용하였다.432)

 텅구의 이러한 해석은 현대 학자들의 ‘천상묘득’에 대한 설명과도 친연성을 가진
다. 베이징대학의 교수 거루(葛路, 1926-)는 “천상묘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화가와 묘사 대상 사이의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
을 그리기 전에 먼저 묘사할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대상의 사상과 감정을 깊
이 이해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을 옮기는 것(遷想)’이다. 그리고 
화가는 대상의 정신적인 특징을 점차 이해하고 파악하는 가운데 이를 분석하고 
정연(精煉)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적인 구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묘를 
얻는 것(妙得)’이다. 천상묘득의 과정은 곧 사유 활동을 형상화하는 과정이다”라

429) 뵐플린의 초기 미술사가 감정이입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로는 Helen Bridge, 
“Empathy Theory and Heinrich Wölfflin: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European Studies 41 (2010), pp. 3-22 참조. 

430) Joseph Imorde and Richard George Elliott, “‘Empathy’ in Art History,” Art 
in Translation 4 (2014), p. 378.

431) “凡畵, 人最難, 次山水, 次狗馬. 臺榭一定器耳, 難成而易好, 不待遷想妙得也, 此以巧
力, 不能差其品也”, 거루(葛路), 강관식 역, 『中國繪畵理論史』(미진사, 1989), p. 89.

432) 范景中, 앞의 글, p. 2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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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였다.433) 이로써 거루가 직접적으로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는 않았으나 ‘천상(遷想)’의 의미를 ‘감정이입’과 동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
대 중국 학계에서 이러한 해석이 통용되고 있음을 볼 때 텅구의 ‘감정이입
(Einfühlung)’이라는 번역은 현대적 시각으로 보아도 정확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텅구는 이와 같이 서구 학술계에서 일반화된 학술 용어를 사용하여 일찍이 
서구의 독자들에게 다가갔던 것이다. 
 다음으로 텅구가 사용한 서구의 개념은 뵐플린의 양식 이론이다. 장언원은 『역
대명화기』에서 “지금의 화가는 대략 모양만 그리기를 잘하여 그 형태의 같음은 
얻었으나 기운이 없고, 색채를 칠하는 것만 갖추고 있어 그 필법을 잃었다”라고 
기록하였다.434) 장언원은 이 문장으로 회화에서 기운과 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텅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장언원은 붓과 형태, 필법과 채색을 상대적
인 것으로 보았다... (중략) 그는 필법을 ‘선묘적’으로 그리고 채색을 ‘회화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설명하였다.435) 논문에서 텅구가 ‘선묘적’과 ‘회화적’에 사용한 독
일어 어휘는 ‘zeichnerisch’와 ‘malerisch’이다. 그런데 이 ‘zeichnerisch–
malerisch’라는 용어는 뵐플린의 『미술사의 기초개념』(1915)에서 양식의 전개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 대립 개념 가운데 첫 번째의 용어이다. 장언원이 여기에서 
말한 필법이나 채색이란 회화의 기법에 가까운 것으로 뵐플린의 시대 양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텅구는 색채와 필법을 자구(字句) 그대로 해석하여 이 개념
을 적용하였다. 이는 텅구가 서구의 이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국 회화 이론에 
적용하려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텅구는 이 논문 이외에도 『당송회화사』 등 다른 
논저에서도 뵐플린의 이 개념을 이용하여 이사훈과 오도자의 화법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텅구는 이처럼 당시 서구 학계에 널리 알려진 미술사의 양식 개념을 사
용함으로써 중국의 회화 이론을 보편적 미술사로 정립하려 시도하였다. 
 텅구가 사용한 또 하나의 서구 개념은 ‘자아(自我)’이다. 텅구는 곽희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 ‘자아(Ich, Ego)’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아’라는 개념은 서구 
근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이 용어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가 ‘나는 생각한다(Ego cogito)’라는 문장에서 사용한 이후 칸트, 헤

433) 거루(葛路), 앞의 책, pp. 88-89.
434) “然今之畵人, 粗善寫貌, 得其形似, 則無其氣韻, 具其彩色, 則失其筆法”, 張彦遠, 앞

의 책, p. 87.
435) 范景中, 앞의 글, p. 3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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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과 프로이드를 거치면서 근대적 사유의 기초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텅
구는 곽희의 회화 이론 해석에 이 ‘자아’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곽희는 『임천고
치(林泉高致)』의 「화결(畵訣)」에서 “하나의 붓을 사용할 때에 도리어 붓에 의해 
부려져서는 안 되며 하나의 먹을 사용할 때 도리어 먹에 의해 쓰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였다.436) 그리고 이 구절에 이은 내용은 “붓과 먹은 사람에게 가장 기
본적인 것인데 이 두 가지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면 다시 어떻게 절묘
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 그리고 벼루, 붓, 먹의 다양한 종류와 
사용법이다.437) 그런데 텅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곽희는 체험형 이론가이며 
비록 객관적인 관찰을 중시하였지만 결코 ‘자아’를 잊지 않았다....(중략) 그는 회
화에서 ‘자아’의 작용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후대의 개성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
다”라고 분석하였다.438) 그러나 곽희의 원문을 보면 그 의미는 뛰어난 화가라면 
붓과 먹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사용법에 숙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곽
희의 원문에는 ‘자아’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텅구의 해석과는 거리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텅구의 이 해석 역시 서구 근대 철학의 개념을 적극적
으로 원용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텅구는 또한 형호의 『필법기(筆法記)』를 해석하면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
렇게 말했다』를 인용하기도 하였다.439) 『필법기』에는 “용필에는 근(筋), 육(肉), 
골(骨), 기(氣)의 사세(四勢)가 있다. 필적이 떨어져 있으나 끊어지지 않는 것을 근
이라 하고, 굵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여 실체감을 이룬 것을 육이라 하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굳세고 곧은 것을 골이라 하고, 획의 자취에 잘못됨이 없는 것
을 기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440) 텅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형호가 말한 

436) “一種使筆, 不可反爲筆使, 一種用墨, 不可反爲墨用”, 곽희(郭熙), 신영주 역, 『林泉高
致』(문자향, 2003), p. 63.

437) “벼루는 돌, 기와, 동이, 옹기 조각 등을 쓴다. 먹은 고운 먹을 쓸 따름이요 굳이 동
천(東川)이나 서산(西山)에서 나는 먹을 쓸 필요는 없다. 붓은 뾰족한 것, 뭉툭한 것, 굵
은 것, 가는 것, 바늘 같은 것, 솔 같은 것 등을 쓴다. 먹의 운용은 때로는 농묵(濃墨)을 
쓰고, 때로는 초묵(焦墨)을 쓰고, 때로는 숙묵(宿墨)을 쓰고, 때로는 퇴묵(退墨)을 쓰고, 
때로는 부엌의 애묵(埃墨)을 쓰고, 때로는 청대(靑黛)를 먹물에 섞어서 쓴다. 그리고 담
묵으로 예닐곱 번 덧칠하여 깊은 색을 이루기도 하니 그러면 먹색이 풍부하고 윤택하여 
메마르지 않게 된다(硯, 用石, 用瓦, 用盆, 用甕片. 墨, 用精墨而已, 不必用東川與西山. 
筆, 用尖者, 圓者, 粗者, 細者, 如針者, 如刷者. 運墨, 有時而用濃墨, 有時而用焦墨, 有
時而用宿墨, 有時而用退墨, 有時而用廚中埃墨, 有時而取靑黛, 襍墨水而用之. 用淡墨, 
六七加而成深, 卽墨色滋潤而不枯燥)”, 위의 책, pp. 63-64.

438) 范景中, 앞의 글, p. 322에서 재인용.
439) 滕固, 「唐宋畫論: 一次嘗式性的史學考察」, 沈寧 編, 앞의 책(2011),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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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나 골 등은 니체가 역설한 ‘피(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형호는 정
신을 주요 인소(因素)라고 보았다. 정신이 필과 묵에 들어가면 곧 근, 육, 골, 기
가 생겨난다. 니체는 작가가 자신의 ‘피’로 창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인은 
자신의 피를 시구에 넣고 화가는 필묵에 넣는 것이다...(중략)예술가는 모든 생명
을 자신의 작품에 넣어야한다”라고 하여 형호와 니체의 예술관을 동일시하였
다.441)

 이외에도 텅구는 본문에서 ‘사실주의(Realismus)’, ‘개인주의(Individualismus)’, 
‘주관주의(Subjektivismus)’, ‘의식(Bewußtsein)’, “무의식(Unbewußstein)’ 등 서
구의 근대적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 화론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텅구의 시도는 중국의 회화 이론을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진 이론으로 
서구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텅구의 이러한 노
력은 당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체화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시렌이 말했듯이 동시기 서구 학자들은 중국의 미술을 
서구의 미술사로 해석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 즉 ‘타자의 문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텅구와 같은 동아시아의 지식인은 자국의 전통 문화를 서구의 이론으로 해
석함으로써 서구 문화와 동등한 대열에 합류시키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텅구의 이 학위 논문에서는 일본 학계의 영향도 엿보인다. 이는 텅구가 ‘기
운생동(氣韻生動)’에 관한 이론의 전개를 중국 회화 이론 발달의 일관된 축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엿 볼 수 있다.442) 텅구는 육조(六朝)의 고개지부터 송(宋)의 
등춘까지 주요 이론가들을 소개하면서 저자들이 ‘기운’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정리하였다. 텅구는 고개지의 ‘전신(傳神)’, 종병의 ‘응회감신(應會感神)’, 왕미의 
‘역(易)’, 요최(姚最, 535-602)의 ‘진선(眞仙)’ 등의 개념이 모두 기운생동과 상통
하는 관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혁이 ‘기운생동’을 주장한 이후 언종
(彦悰, 627-649년경 활동), 장언원, 형호, 황휴복, 미불, 등춘 등이 모두 기운생동
을 회화의 최고 가치로 여겼다고 서술하였다. 
 본래 『고화품록(古畵品錄)』에 실린 사혁의 ‘육법’은 문인화만이 아닌 모든 회화

440) “凡筆有四勢 謂筋肉骨氣 筆絶而不斷 謂之筋 起伏成實 謂之肉 生死剛正 謂之骨 跡畵
不敗 謂之氣”, 거루(葛路), 앞의 책, p. 168.

441) 范景中, 앞의 글, p. 316에서 재인용.
442) 텅구는 사혁의 육법을 말하며 ‘기운생동’을 ‘Rhythmisierende Lebensaktivität’라고 

설명한 이후에는 논문 전체에서 ‘Ch’i Yün Sheng Tung’으로 표기하였다. 위의 글, 
pp. 27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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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송대 이후 문인화와 문인화론의 출현은 화론에 획기적
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육법 가운데 ‘기운생동’이 ‘화가(畫家)’와 ‘화
공(畫工)’의 판별 기준으로 떠올랐다. 특히 곽약허가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에
서 제시한 ‘기운’의 중요성은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기운’이라는 모호
한 개념의 중요성만 중시되었을 뿐 그것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제
시된 사례가 없다. 그런데 근대기 일본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운’이라는 개념
을 20세기 초에 다시 한 번 크게 부각시켰다. 당시 일본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를 
대립적 범주로 개념화하여 동양 문화의 고유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만들
었는데 미술은 그러한 논의가 구체화된 대표적 분야였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미
술 정책은 문인화를 일본을 대표하는 회화로 설정하여 서구 미술과 경쟁할 수 있
는 분야로 내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여러 학자들은 ‘문인화’를 일본
의 회화로 만들기 위하여 ‘기운’을 문인화만의 특질로 부각시켰다. 그들은 중국의 
문인화와 달리 여러 계층의 화가가 그린 일본의 ‘남화(南畵)’도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인화라고 주장하였다.443) 타키 세이치는 1902년부터 5년에 걸쳐 『오
사카아시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 연재한 「예술잡설(藝術雑話)」에서 문인화를 동
양을 대표하는 회화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타키는 그의 『문인화개
론(文人畵槪論)』(1922)에서 문인화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성은 ‘기운’에 있으며 ‘기
운’을 갖춘 그림은 작가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타키는 이러한 
문인화가 주관주의와 표현주의 예술의 원칙에 의거한 미술이라고 주장하였다.444) 
타나카 토요조(田中豊蔵, 1881-1948)는 1912년에서 1913년에 걸쳐 『국화(國華)』
에 게재한 「남화신론(南畵新論)」에서 ‘기운생동’을 남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445) 오무라 세이가이도 『문인화의 부흥(文人畵の復興)』(1921)에서 ‘기운’을 
문인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역설하였다.446) 토카손(挑花村, 생몰년 미상)이

443) ‘문인화’와 ‘남종화’ 또는 ‘남화’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혼용되는 개념이다. 문인화
와 남화라는 용어 정립에 대해서는 사사키 조헤이(佐佐木丞平), 이원혜 역, 「일본의 문
인화」, 『미술사논단』 4(1996), pp. 65-76; 황빛나, 「‘南畵’탄생 – 용어의 성립 시기 및 
개념 변천에 관한 小考」, 『미술사논단』 41(2015.12), pp. 191-211 참조.

444) 타키는 이 글에서 ‘사실(事實) 중심의 가깝고 좁은 풍경’인 서양의 풍경화보다 ‘주관
적 사의(寫意)를 중시하는’ 원대한 뜻을 가진 동양의 산수화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서술
함으로써 문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藤原貞郞, 「日本の東洋美術史と瀧精一 
- 中國美術史編纂國際的·學際的競合」, 稲賀繁美 編, 『東洋意識: 夢想と現實のあいだ
1887-1953』(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12), pp. 312-316.

445) 千葉慶, 「日本美術思想の帝國主義化: 1910〜20年代の南畵再平價をめぐる一考察」, 
『美學』 213(2003.6),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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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필명의 저자는 1922년 10월에 「동양화와 기운(東洋畵と氣韻)」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동일하게 ‘기운’을 숭배해왔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아
라키 지포(荒木十畝, 1872-1944)는 「일본화와 기운(日本畵と氣韻)」에서 ‘기운’은 
일본화의 필수요소이며 이는 도덕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447) ‘기운’을 문인
화의 정수로 보는 이러한 주장들은 다이쇼기 일본 미술계에서 문인화 즉 남화의 
유행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당시 일본의 학자들은 ‘기운’이라는 관념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문인화의 
특질로 규정함으로써 ‘기운’을 가진 일본과 중국의 회화가 동일한 범주의 ‘문인
화’라는 논리를 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
다. 첫째는 일본의 대표 미술을 문인화로 설정하고 문인화의 주관성과 표현성을 
서구의 근대 회화와 필적하는 특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서구 미술에 대한 자국 미술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지역을 문인화라는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군국주의적 침탈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의도였
다. 이러한 의도에 의하여 일본의 미술 정책은 ‘기운’을 중시하는 이론을 양산하
였는데 근대기 중국의 학자들도 그 영향으로 ‘기운생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텅구
를 비롯한 초기 미술사 정립기의 중국 학자들은 일본의 숨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운’을 최고의 가치로 부각시킨 일본 미술계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중국의 
일본 문인화론 수용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사부화(士夫畵)’ 또는 ‘사대
부화(士大夫畵)’라는 용어가 ‘문인화’로 대체된 현상에서도 드러난다.448) 텅구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 1926년에 「기운생동약변(氣韻生動略辯)」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텅구는 이 글에서 ‘기운’이 중국 선현들의 최고의 예술관이라고 말하였
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글은 이세 센이치로의 『지나의 회화(支那の
絵画)』(1922)의 제1절인 ‘기운생동’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세는 감정이입
설의 ‘주체와 객체의 융합론’을 ‘기운생동’ 이론과 비교하여 일본의 회화와 이론
이 서양보다 일찍 발달한 우수성을 가진다고 역설하였다. 소노 라이조(園頼三, 

446) 大村西崖, 『文人畵の復興』(東京: 巧藝社, 1921), pp. 27-30.
447) Aida-Yuen Wong, “A New Life for Literati Paint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astern Art and Modernity, A Transcultural Narrative?,” Artibus 
Asiae 60 (2000), p. 304.

448) 근대기 중국의 ‘문인화’라는 용어 사용은 리지오쉐(李趙雪), 박보나 역, 「근대 일본에 
있어 ‘문인화’ 개념의 생성」, 『미술사논단』 46(2018), pp. 79-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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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1973) 또한 『예술창작의 심리(藝術創作の心理)』(1922)에서 ‘기운생동’을 ‘감
정이입설’과 비교하는 논리를 폈다.449) 따라서 텅구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기운’의 이론 전개를 중시한 배경에는 이러한 일본 학계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텅구의 지도교수인 큄멜이 이 논문에 대한 평가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역대 화론
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에서 독보적으로 발전해온 분야이다. 텅구가 이를 논문
의 주제로 선택한 배경에도 이러한 중국의 화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이 시기 사상계 전반의 저변에 놓여있던 민족주의의 영향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텅구의 글은 국수주의에 경도된 여타의 미술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즉 이 글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중국 화론의 특성을 부각시
켜 중국 미술 문화의 우수성을 서구의 독자들에게 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독일
의 미술사학자들이 바로크라는 시대를 부각시킨 민족주의적 연구를 하였다면 텅
구의 민족주의는 회화이론사라는 분야를 조명함으로써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기타 在獨시기의 논고들

 텅구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세 편의 독일어 논문을 『동아시아 잡지』
에 게재하였다. 이는 「중국 산수화에서 남종화의 의미에 대하여」(1931), 「미술 평
론가 소동파」(1932), 「묵희(墨戱)」(1932)의 세 편이다.450) 텅구는 이 세 글에서 
각각 문인화의 역사, 이론가, 표현 기법을 다루었다.
 「중국 산수화에서 남종화의 의미에 대하여」에서 텅구는 서구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남종화와 북종화라는 개념과 남종화 즉 문인화가 중국회화사 내에서 이룬 
공헌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글머리에서 텅구는 남북 이종(二種)으로의 모호한 분
류는 당대(唐代)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실은 명말(明末) 예술비평가들의 이
론이며 자신은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명말의 예술비평가란 남종화
를 중국 회화의 정종(正宗)으로 정립시키고 북종화를 폄하하였던 막시룡(莫是龍, 
약 1539-1589), 동기창(董其昌, 1555-1636), 진계유(陳繼儒, 1558-1639) 등을 

449) 園頼三, 『藝術創作の心理』(東京: 警醒社書店, 1922), pp. 117-140.
450) Ku Teng, “Zur Bedeutung der Südschule in der chinesischen 

Landschaftsmalerei,” Ostasiatische Zeitschrift Neue Folge 7 (1931), pp. 
156-163; 동저, “Su Tung P’o als Kunstkritiker,” Ostasiatische Zeitschrift Neue 
Folge 8 (1932), pp. 104-110; 동저, “Tuschespiele,” 같은 책, pp. 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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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텅구는 이사훈(李思訓, 651-716)과 왕유(王維, 약 692-761)를 남북종의 
시조로 삼은 이들의 이론이 원사대가(元四大家)를 정형화하고 그 이후의 화가들을 
그 틀 안에 넣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였다. 텅구는 당송(唐宋) 시기를 거치며 
산수화의 여러 유파들이 형성되었으며 중국의 회화는 문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발전을 이루었다고 서술하였다. 
 이 글에서 텅구가 말하고자 한 논지의 핵심은 “화가의 양식 차이는 시대 양식이 
가지는 다양성일 뿐 상하의 층위나 반대 개념으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관점이
다. 즉 텅구는 남종과 북종의 이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분
류가 양식의 다양한 유형일 뿐 우월성의 평가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이 글뿐만 아니라 『당송회화사』에서도 명말의 예술비평가들을 ‘종
파론자(宗派論子)’들이라고 칭하고 그들의 이론을 ‘남종 운동’이라고 비판하였
다.451) 그리고 그는 이 종파론자들이 폄하하고 지양했던 유파는 유송년(劉松年, 
?- 약 1225), 마원(馬遠, 1160-1225), 하규(夏珪, 1195-1224) 등 남송의 원체화
가들이 아니라 명대(明代)의 절파(浙派)였다고 설명하였다. 텅구에 의하면 원사대
가 역시 남송의 위대한 화원(畵院)화가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남송의 대가들
이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화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종파론자들이 
원사대가를 추종한 이유도 그들이 남송 대가들의 화의(畫意)를 따랐을 뿐 형식을 
답습하지는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텅구는 명대의 절파 화가들은 
원사대가처럼 독자적인 개성을 창조하지 못하고 남송의 원체화가들을 모방하는 
데 그쳤으므로 종파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텅구는 남종화에서는 작가의 개성(Persönlichkeit)이 가장 중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는 당대(唐代) 이래 비평가들이 개성을 중시하기 시작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텅구는 이러한 풍토 가운데 제3의 유파 
즉 석도(石濤, 1642-1707)와 팔대산인(八大山人, 약 1626-1705) 등 청대(淸代)의 
개인주의적인(Individualịstisch) 화파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텅구
는 이들 개인주의화파의 탄생이야말로 회화사의 일대 비약이며 남종 최후의 발전
단계라고 파악하였다. 
 텅구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여러 기록을 근거로 남북종론을 반박
하였다. 텅구에 의하면 막시룡은 미불이 왕유를 배웠다고 하였으나 미불은 왕유

451) 滕固, 「唐宋繪畫史」, 沈寧 編(2011), 앞의 책, p. 134, p. 46; 同著, 「關于院體畵和
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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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손승택의 『경자소하기(庚子銷夏記)』에 따르면 오히려 
당대의 소계화(小界畫)를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텅구는 조간(趙幹, 10세기 
후반 활동), 조백구(趙伯駒, 1120-1182), 마원, 하규 등이 이사훈을 배웠다고 여
겨지나 여악(厲鶚, 1692-1752)의 『남송원화록(南宋院畵錄)』에 의하면 실제로 그
들은 미불의 화법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텅구는 이렇게 회화이론서들
의 기록을 토대로 남북종론의 허구를 객관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텅구는 이 글에서 간략하게나마 미술사의 사회사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산수화가 당대(唐代)에 발전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하여 이 시기에 사회를 통
일한 주도적 종교가 없었으므로 문인들이 회화를 장악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하였
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원사대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에 은거
하여 단순한 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생활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글에서는 화가가 소속된 사회 환경과 그의 작품을 연계시킨 텅구의 
사회사적 인식이 개략적으로나마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텅구는 석도와 팔대산인 등 개성주의화파의 탄생을 남종화의 역사적 성과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석도는 19세기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20세기에는 ‘유민(遺民)
화가’라는 정체성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편승하여 크게 부상되었다.452) 텅구 이외
에도 천스쩡, 진청, 우창숴(吳昌碩, 1844-927), 정우창 등이 석도를 다양성과 개
성을 추구했던 중국의 대표적 화가로 간주하였다. 이 학자들은 청대 이래 창조성
을 잃어버린 중국 화단에서 석도와 팔대산인이야말로 주관성과 개성을 갖춘 중국 
근대 미술의 선구자라고 여겼다. 또한 장다치엔, 샤오순(蕭遜, 1883-1944) 등의 
화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수장하고 임모하기를 즐겼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서 
석도와 팔대산인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일본의 선도적 연구가 있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의 남화(南畫)를 중국의 문인화로 편입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타키 세이치 등 일본의 학자들은 석도와 팔대산인을 표현주의
와 신인상주의 등 서구 근대 미술의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문인화가로 내세웠다. 즉 20세기 초반 일본과 중국은 이 개성주의 화가들을 서구
의 아방가르드 정서에 필적하는 동아시아 근대성의 상징으로 여겼다. 텅구는 여

452) 근대기 중국 미술계에서는 석도를 비롯한 명말청초 유민(遺民)화가들에 대한 재평가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텅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이 개성주의화가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민국시기 중국에서의 석도에 대한 평가는 이주현, 「20세기 중국 화단
의 석도(石濤)(1642-1707) 인식」, 『중국사연구』 35(2005), pp. 381-4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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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 개성주의화파의 탄생이 중국 남종화 계보의 미술사적 업
적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남종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미술 평론가 소동파」에서 텅구는 소동파의 예술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
다.453) 텅구는 『동파제발(東坡題跋)』, 『동파지림(東坡志林)』 등의 문헌에서 발췌한 
소동파의 원문을 직접 필사하여 논문에 실었다. 텅구에 의하면 소동파는 공장(工
匠) 또는 직업화가 그리고 일체의 인공적인 기법을 부정하였다. 텅구는 소동파가 
‘추동력(Schwung)’을 시가(詩歌)와 회화의 기본 원소로 보아 이를 갖추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시인이나 화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
동파는 문인화가만이 순간적 긴장을 포착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인화가(詩人畵家)만이 진정한 화가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텅구는 소
동파가 오도자와 왕유를 모두 높이 평가하면서도 왕유를 더 우위에 둔 이유는 그
가 시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텅구는 왕유가 당대(唐代)에는 높은 평
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소동파로 인하여 송대 이후 최고로 존숭(尊崇) 받게 되었다
고 설명하였다. 텅구는 남종화파의 창시자가 왕유라는 ‘오해’가 소동파에서 비롯
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 글에서도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텅구는 소동파의 예술관이 가지는 시대적 의의는 그가 예술을 예술 그 자체로 
본 관점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소동파 이전에는 회화가 유교나 불교 등 종교
의 도덕성을 전파하는 수단이었으며 회화는 그 파급 효과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이글을 통하여 텅구가 소동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였던 취지는 그로 인한 예술
의 지위 확립이다. 즉 텅구는 소동파가 예술에서 종교적 역할을 부차적인 요소로 
제한하였으며 이로써 예술의 지위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하였다. 텅구는 예술비평
가로서 소동파의 기여는 문인화의 위상 정립이 아닌 종교성을 배제한 순수 예술
관에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나아가 텅구는 이 글에서 소동파가 문인화에 대하여 
남긴 여러 문장을 소개함으로써 소동파가 생각한 문인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독
자들에게 설명하였다.

453) 루드비히 바흐호퍼는 자신의 저서 『중국미술약사(A Short History of Chinese Ar
t)』에서 텅구의 이 글을 언급하였다. 바흐호퍼는 1935년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시카고대
학(University of Chicago)에 재임하였으며 양식사를 적용한 중국미술사를 연구하였다. 
바흐호퍼는 『중국미술약사』에서 소동파와 송대의 회화 사상을 논하면서 텅구의 이 글과 
박사학위 논문인 「당송 시기 회화이론사」를 소개하였다. 바흐호퍼는 “이 논문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글들이다”라고 하며 텅구의 업적을 높이 평
가하였다. Ludwig Bachhofer, A Short History of Chinese Art (London: B. T. 
BAtsford, Ltd., 1946), p. 131의 주석 98 참조.



- 201 -

 「묵희(墨戱)」(1932)에서 텅구는 문인화의 성격 중 하나인 ‘묵희’를 소개하였다. 

‘묵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은 송의 황정견이다.454) 그는 「제동파수석
(題東坡水石)」에서 소동파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소식이 먹으로 유희하여(墨戱) 
그려내니 물과 바위의 생동하며 윤택한 모습이 ‘초서삼매(草書三昧)’에 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다.455) 현대 중국의 학자들은 송대에 ‘묵희’에 관한 이론이 조
성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조건들을 제시하였다.456) 첫째 문관(文官)제도
로 인하여 유생(儒生)들의 관직 진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동시에 신흥 중
소 지주(地主)계층이 흥기하여 학술과 사상의 번영이 촉진되었다. 구양수(歐陽脩, 
1007-1072), 소식, 황정견, 이공린(李公麟, 1049-1106) 등이 모두 이러한 계층에 
속한다. 둘째 경제의 발전으로 사회생활이 보다 윤택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미
술 역시 변화가 촉진되었는데 이전 시기의 공능성(功能性) 미술에서 관상성(觀賞
性) 미술로의 변화 그리고 광대한 외부세계를 향한 미술에서 내면의 성정(性情)을 
표현하는 미술로의 변화이다. 셋째는 인쇄업과 제지업의 발전으로 인한 문예 사
상의 발전과 전파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 변화의 요인들이 모여 서재문
화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방아완(書房雅玩)’이 문인들
의 중요한 생활과 교유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인예술이 독립적인 공간과 
가치를 확보하면서 예술의 창신(昌新)과 개성화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의 해석은 ‘묵희’만이 아니라 ‘문인화’의 발달 요인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아도 무
방하다. 즉 묵희는 문인화와 동등한 의미는 아니지만 문인화의 가장 주요한 성격
으로 그를 대변한다. 
 텅구는 ‘묵희’에 대한 기존의 통념 즉 묵희란 문인화의 한 유형이며 ‘묵희화(墨
戱畵)’는 문인화가 창시된 당대(唐代)에 이미 제작되었다는 가설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텅구는 묵희화의 시원이 당대에 있다는 인식은 송대(宋代)의 이론가
들이 제기한 주장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텅구는 문인화가 오대와 북송 시기
에 크게 발전하였으며 ‘묵희화’는 그 조류 가운데 정점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 설명하였다. 텅구에 의하면 묵희는 특정한 시대양식이 아니고 문인화의 발전

454) 張榮國, 「‘戱墨’與‘墨戱’-宋代繪畫的另種形態-以宋代王詵的‘戱墨’爲例」, 『榮寶齋』
(2014.8), p. 133.

455) “東坡墨戱水活石潤, 與予草書三昧, 所謂閉戶造車, 出門合轍”, 동기창(董其昌), 변영
섭 외 역, 『畵眼』(시공사, 2003), p. 37.

456) 張學峰, 「中國畵“墨戱”論的文化心理學詮釋」, 『貴州大學學報·藝術版』, 30(2016.2),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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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한 하나의 추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텅구는 묵희의 주요한 특징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과 창작의 
다양한 수단을 거부하여 묵만으로 흑백의 효과에 집중한다는 점을 들었다. 텅구
는 ‘묵희 화가’들이 외재형식을 진실한 예술 표현을 가로막는 굴레로 여겼으며 이
에 따라 전통적인 형식을 타파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묵희 화가들이 정신으로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내면의 충동을 
질박하게 표현하여 창작에서 최고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희(戱)’라는 글자로 인하여 묵희 화가들의 창조성이 엄숙하지 않
게 여겨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변론을 하였다. 그는 선불교의 수행자들
이 고도의 정신 집중 상태를 ‘유희삼매(遊戱三昧)’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며 ‘묵희’
도 이와 유사한 정신작용의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형태와 관습
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법을 추구하는 이 방향은 현대 서구의 예술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묵희의 본질이 빛의 반사를 추상적으로 표현
한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의 회화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보들레르의 문학과 상통한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이처럼 문인화의 성격을 대변하는 묵희에 관한 글을 발표함으로써 서구
의 독자들에게 문인화를 이해시키려 하였다. 이는 묵희의 특성인 즉흥성과 주관
성 등이 근대 서구의 미술과 상통점이 있음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또한 
문인화가 서구 근대 회화와 친연성을 가지지만 훨씬 오랜 역사를 가졌음을 과시
하려는 문화적 자부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기 동아시아의 지
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인식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근대화 추진의 과정에서 
파생된 문화민족주의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중국과 문화적 통합을 이루려는 제국
주의적 의도에 의하여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텅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묵희 화가들은 서구의 세기말 예술가들처럼 퇴폐적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전통 문화의 상대적 우수성을 제시하였다.
 위의 세 글에서 텅구는 남종화 즉 문인화의 역사와 의미, 문인화의 본질을 다룬 
소동파의 이론, 문인화의 주요 성격인 묵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 가운데 「중
국 산수화에서 남종화의 의미에 대하여」의 논지 즉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은 텅구
가 이후의 여러 글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한 관점이다. 이 논지는 「미술 평론가 소
동파」에서도 이어진다. 소동파에 의하여 확고해진 남종화의 우위가 ‘오해’라는 주
장과 남종화와 북종화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서로 다른 양식이라는 주장은 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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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사에서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묵희(墨戱)」를 통해서는 텅구가 종파론자
들의 이론에는 반대하였으나 결코 문인화의 가치를 폄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명
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글들은 문인화라는 중국의 독자적인 회화를 조명함으로써 서구인들에게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의도 즉 문화민족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
도는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중국의 회화 이론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과도 연계된다. 그런데 텅구의 논고 가운데 중국어로 발표된 글에서
는 문인화의 성격 등 문인화만을 단독으로 다루거나 회화 이론을 주제로 한 사례
를 찾을 수 없다. 서구의 독자들을 향하여 독일어로 쓰인 논고들의 주제가 이 두 
분야였다는 사실은 텅구의 미술사가 독자층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고 구현되었음
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텅구의 미술사 역시 미술이 자
국 문화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던 근대기의 학문적 흐름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음이다. 텅구는 한편으로는 문화민족주의적 인식으로 이 두 주제를 
다루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보편적 미술사라는 범주에 중국미술사를 
이입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전통의 수호와 서구화의 추진이라는 근대기 
동아시아 지식인의 양가적(兩價的)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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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唐宋繪畵史』 및 중국회화사 관련 논고: 새로운 시도

 독일 유학을 기점으로 텅구의 대표적 회화사 관련 논저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
저들은 텅구가 중국회화사를 새롭게 해석한 결과물이다. 이는 뵐플린의 양식사적 
방법론으로 중국회화사를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텅구를 중국에
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근대기의 미술사학자로 만들었다. 대표적 논저로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1931), 『당송회화
사』(1933), 「당대 예술의 특징(唐代藝術的特征)」(1935) 그리고 「중국회화사개론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Malerei Chinas)」(1935)이 있다. 앞의 세 
논저는 중국어로 쓰여 중국에서 발간되었으며 「중국회화사개론」은 독일어로 집필
되어 1935년 『시니카(Sinica)』에 발표된 후 같은 해에 프랑크프루트에서 단행본
으로 출판되었다.457) 이 논저들의 분석을 통하여 텅구가 중국회화사 해석에 양식
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회화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서술이 독일 유학시기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唐宋繪畵史』와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당송회화사』(1933)는 텅구의 여러 학술적 성과 가운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저서이다. 이 책은 그가 독일에서 정통 양식사를 학
습하고 귀국하여 중국회화사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해석한 저서로 평가받는다. 그
런데 텅구가 이 책을 출간한 배경에는 차이위안페이의 중국미술사 편찬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1933년 3월에 창립된 중산문화교육관(中山文化教育館)은 발기인
들에게 교육관의 사업에 관한 의견을 모집하였다.458) 이에 차이위안페이가 “중국 

457) Ku Teng,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Malerei Chinas,” in Sinica X 
(1935, 5,6), pp. 199-243; 동저,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Malerei 
Chinas (Frankfurt am Main: J. W. Goethe-Universität, 1935). 이 글의 독일어 원
서를 구할 수 없어 본고에서는 Chi Wun Chat(翟梓宏)이 번역한 다음의 중국어 번역본
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Chi Wun Chat은 현재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있다. 滕固, 「中國繪畵史槪論」, 畢斐 編, 『墨戱』(北京: 常務印書館, 2017), 
pp. 1-87. 

458) 중산문화교육관(中山文化教育館)은 쑨원(孫文, 1866-1925)의 아들 쑨커(孫科, 
1891-1973)가 1933년 3월 12일 난징(南京)의 중산(中山)공원 내에 설립한 문화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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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지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장편의 중국미술사 기
초와 미술관 조직이다. 국립미술학교가 이를 담당해야 마땅하나 한정된 경비로 
인하여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미술의 연구는 외국의 저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히 치욕적이다. 그러므로 본 교육관에서 이 점에 주의를 기울
이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459) 이 당시 중산문화교육관의 미술부 주임
을 맡고 있던 인물이 바로 텅구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텅구는 이미 수년 
전에 집필하였던 『당송회화사』를 다시 수정하여 출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은 텅구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던 1931년
에 발표된 논고이다. 이 글은 『당송회화사』보다 앞서 발표된 글이지만 양식사적 
방법론이 적용되었으며 다루고 있는 작가도 청대(淸代)의 왕휘(王翬, 1632-1717)
까지로 훨씬 광범위하다. 『당송회화사』가 작가와 그들의 작품 서술을 기초로 구
성되었다면 이 글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문헌 기록과 사회사적 통찰을 기반으로 
중국회화사의 흐름을 고찰하고 있다. 그 흐름의 큰 줄기는 문인화와 원체화라는 
두 종류의 회화인데 텅구의 회화사관은 이 두 회화의 상호 영향과 발전이라는 인
식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당송회화사』는 1933년에 초간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텅구가 서론에서 “이 책의 
초고를 4년 전에 모종의 수요에 의해 썼다”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
의 초고는 텅구가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인 1929년에 거의 완성되었으며 귀국 
후에 이를 정식으로 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460) 이는 텅구가 양식사적 미술사
를 1920년대 후반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또한 이 저서에서 시도된 
양식 분석이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더불어 독일에서 양식사를 
본격적으로 학습한 이후인 1931년에 발표된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
찰」이 1933년에 출간된 『당송회화사』에 비하여 양식사적 분석이 보다 정교한 이
유 역시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서구의 미술사를 학습한 텅구는 ‘작품 본위의 연구’와 ‘양식 분석의 방

다. 그 건립의 취지는 ‘쑨원의 학설과 사상을 천명하고 중국 고유의 문화를 회복하여 
민족정신을 발양함’이었다. 高萍萍, 「孙科創建中山文化教育館」, 『黨案與建設』(2012.5), 
pp. 50-52. 

459) 沈平子, 앞의 글(2011.6), pp. 87-88에서 재인용.
460) 천스창(陳世强)은 텅구가 친필로 교정을 한 초간본을 자신이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텅구가 1926년에 이 저서를 쓰기 시작하여 1930년에 완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
다. 陳世强, 앞의 글,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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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이야말로 중국의 미술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
은 『당송회화사』 서론의 다음 구절에 잘 드러나 있다.

회화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관점에 서 있는지를 막론하고–실증론도 좋고, 관념
론도 좋으나 그 유일한 조건은 반드시 광범위하게 각 시대의 작품 안에서 결론을 이
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중략)지금까지 전해지는 모든 저작은 대부분이 수필이나 
감상기이다. 귀중한 사료(史料)이기는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역사’라고는 할 수 없다. 
회화–회화만이 아닌–예술의 역사는 작품 자체의 ‘풍격 발전(Stilentwicklung)’에 착안
해야 한다. 하나의 풍격(風格)의 발전, 성장과 완성은 다른 풍격을 개척함으로써 출발
하며 횡으로 보면 그 저변의 근원적인 동력에 의해 결정된다. 제왕의 성(姓)이 바뀌는 
왕조의 일대(一代)는 풍격의 경계가 되기에 부족하며 각 종류의 분문(分門)이 또한 풍
격을 달리한다. 우리가 응당 채용해야 하는 방법은 최소한 풍격에 근거하여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461) 

즉 텅구는 양식의 발전 과정을 밝혀 시대 양식을 규명하는 연구가 미술사의 과제
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텅구가 이해한 ‘양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에서 그는 빌헬름 하우젠스타인(Wilhelm 
Hausenstein, 1882-1957)의 정의를 인용하여 “풍격(‘체제’ 또는 ‘양식’)이란 다
른 것과 구별되는 응집된 형식의 종합이며 개인과 연관될 뿐 아니라 크게는 사회
의 풍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텅구는 ‘Stilentwicklung’을 ‘풍
격 발전’이라고 번역하였으며 작품들의 양식 변화에 대한 설명이야말로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양식이 등장하고 발전하
여 변화하는 과정은 내적인 동력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것은 또한 사회적인 상황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확신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텅구는 왕조의 
전환이 곧 양식 변환의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텅구의 이러한 인
식 형성에는 뵐플린의 이론에서 받은 영향이 지대하였다. 
 텅구는 미술사란 작품의 실견을 통한 연구이므로 미술사학자에게는 시각적인 경
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당송회화사』에서 작품의 삽도와 더불어 
소장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동시기 중국의 회화사 서적 가운데 드문 사례이

461) 滕固, 「唐宋繪畵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 40. 텅구는 ‘양식’을 뜻하는 ‘풍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문의 인용에서는 ‘풍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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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왕유의 〈강산설재도권(江山雪齋圖卷)〉은 일본 오사카(大阪)의 오가
와 타메지로(小川爲次郞, 1851-1926)가, 곽희의 〈고백도(古柏圖)〉는 쉬스창(徐世
昌, 1855-1939)이, 황전(黃筌, 903-965)의 〈촉강추정도(蜀江秋凈圖)〉는 관몐쥔(關
冕鈞, 1871- 1933)이 소장자임을 명시하는 등 여러 작품의 소장처를 밝혔다. 더
욱이 위지을승(尉遲乙僧, 초당시기 활동)의 〈천왕도(天王圖)〉의 경우 한때 돤팡(端
方, 1861- 1911)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미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제적인 소장 현황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5세기에서 7세기의 회화처럼 작품이나 그 도판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문헌에 의존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텅구는 여러 문헌 자료의 기록들을 그대로 신봉하지는 않았으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전자건(展子虔, 6세기 중후반 활동)에 대한 서술에서 
텅구는 그에 관한 문헌 기록을 비평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텅구는 당(唐) 배
효원(裵孝源, 생몰년 미상)의 『정관공사화사(貞觀公私畵史)』의 기록으로 보아 그
가 차마(車馬)와 인물 그림을 많이 그림으로써 회화의 소재를 확장시켰다고 평가
하였다. 그러나 청(淸) 진조영(秦祖永, 1825-1884)이 『동음논화(桐陰論畫)』에서 
전자건에 대하여 “붓칠에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가득하며 절묘한 아름다움을 모
두 갖추었다”라고 한 기록에 대하여는 전자건의 작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러
한 실마리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실증적인 비평을 하였다. 텅구는 왕유의 경우 
역시 그의 전칭작인 〈강산설재도권〉이나 〈복생수경도(伏生授經圖)〉 등의 작품으
로 미루어 볼 때 문헌 기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동기창의 『화안(畵
眼)』, 왕시민(王時敏, 1592-1680)의 『서려화발(西廬畵跋)』 등 여러 문헌에 실린 
‘왕유가 준법(皴法)과 선염법(渲染法)의 창시자’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이다. 텅구는 왕유가 산수화의 커다란 발전을 이끌었던 뛰어난 화가라는 점은 인
정하였으나 그의 전칭작에는 선염법이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구륵법이 구사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이 『예원치언(藝苑卮言)』에
서 왕유에 대하여 ‘부족함(缺)’과 ‘미진함(未盡)’을 말한 이유도 그의 작품이 구륵
법을 위주로 하여 후대의 산수화만큼 원만함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
하였다.462) 이와 같이 텅구는 시각에 의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을 하였으
며 이는 동시기 중국에서는 매우 선구적인 방법이었다. 

462) 滕固, 앞의 글,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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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논저에서 텅구는 ‘성당(盛唐)’시기가 중국미술사에
서 가장 찬란한 시대라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그 요인에 대하여 여러 논저를 통
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그것은 ‘산수화가 독립적인 화목(畵目)으로 정립되
었다’는 점과 ‘불교회화가 외래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적 화풍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부터 산수화가 인물화의 배경에서 벗어나 중국의 회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었으며 중국의 미술이 간다라나 굽타 등의 영향에서 벗어
나 독자적인 양식을 성립시켰다는 논점이 그 핵심이다. 텅구는 성당시기의 이 두 
가지 측면이 후대 중국 회화가 휘황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관점
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글들을 통하여 텅구가 뵐플린의 양식사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
려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텅구는 뵐플린의 다섯 가지 대립 개념 
중 하나인 ‘zeichnerisch(소묘적)-malerisch(회화적)’를 당대(唐代) 회화의 양식 
분석에 적용하였다. 텅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장언원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비유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텅구는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
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대립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뵐플린이 
『미술사의 기초 개념』에서 독일의 화가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양
식을 ‘zeichnerisch(소묘적)’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양식을 ‘malerisch
(회화적)’로 정의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이를 적용하여 오도자(吳道
子, 700-760년경)의 양식을 ‘zeichnerisch’ 즉 ‘그리는(寫的)’으로, 이사훈(李思
訓, 651-718)의 양식을 ‘malerisch’ 즉 ‘칠하는(畵的)’이라고 규정하였다. 텅구는 
왕유(王維, 699-759)의 양식 또한 ‘그리는(寫的)’으로 파악하였다.463) 
 텅구는 오도자에 대하여 산수화와 불화에 모두 능통한 성당시기를 대표하는 화
가라고 평가하였다. 『당송회화사』에서 텅구는 오도자의 진작은 전하지 않지만 
『당조명화록』, 『화감(畵鑒)』, 『동관여론(東觀余論)』 등 여러 기록으로 보아 그의 
불화와 산수화가 이전의 화풍에서 벗어나 고유한 독립적 화풍을 이루었다고 판단
하였다. 텅구는 오도자가 고개지의 ‘철선묘’에 변화를 준 ‘난엽묘(蘭葉描)’ 혹은 
‘순채조(蒓菜條)’라는 힘이 있는 필법을 창안하였음을 소개하였다.464) 아울러 텅구
는 고개지와 오도자의 산수를 비교하자면 ‘개념적’인 회화에서 ‘현실적’인 회화로

463)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70.
464) ‘난엽묘(蘭葉描)’와 ‘순채조(蒓菜條)’라는 용어는 텅구가 미불의 『畵史』에서 인용한 어

휘이다. 滕固, 「唐宋繪畵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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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라고 분석하였다. 텅구는 이사훈에 관해서도 여러 화론서의 기록을 소개
하며 그의 작품의 특질은 ‘핍진(逼眞)’, ‘공세(工細)’, ‘장식적인 아름다움(裝飾美)’
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오도자 회화의 특성인 ‘호쾌한 아름다
움(豪爽美)’과는 상대적임을 강조하였다. 왕유에 관하여 텅구는 그가 수묵을 잘 
썼으며 후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화가라고 소개하였다. 텅구는 왕유를 선염
법(渲染法)을 창안한 인물로는 보지 않았으나 왕유는 뛰어난 시인이었으므로 그의 
작품에는 시취가 엿보인다고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텅구는 성당 시기의 산수화 
양식은 왕유의 ‘서정적(抒情的)’ 화풍, 오도자의 ‘호쾌한(豪爽的)’ 화풍과 이사훈의 
‘장식적(裝飾的)’ 화풍의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서술하였다.465) 여기서 그
가 강조한 점은 이 세 양식이 우열이나 서열을 따질 수 없으며 각각 동등한 중요
성과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이었다.466) 
 한편 텅구의 논지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성당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산수화의 
화풍이 후대 즉 만당(晩唐)시기의 작가들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분석이다. 즉 만당
과 오대(五代)의 작가들이 성당시기에 초보적으로 이루어진 산수화 화풍의 결함을 
보완하여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텅구는 필굉(畢宏, 8세기 중엽 활동)의 ‘기괴한 필
세(筆勢)’, 장조(張璪, 생몰년 미상)의 ‘독필(禿筆)’, 왕흡(王洽, ?-805)의 ‘발묵(潑
墨)’, 형호(荊浩, 9세기 말-10세기 초 활동)의 ‘세필(細筆)과 담묵(淡墨)의 원숙한 
혼용’이라는 기법의 발달이 화풍 완성의 배경이라고 분석하였다.467) 텅구는 만당
시기에 출현한 이와 같은 다양한 회화 기법이 산수화의 정점기인 송대(宋代)의 산
수화 화풍을 이끌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그는 양식의 변화란 기법에서부
터 비롯된다고 봄으로써 양식과 기법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텅구의 인식과 연구 방법론은 작가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하던 당시 중국 미술사 
학계의 연구 풍토를 고려하면 상당히 선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텅구는 원체화의 성립을 중국회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선화화원(宣和畵院)과 소흥화원(紹興畵院)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 두 화원
이 유지되었던 50여 년이 궁정회화의 융성기였으며 이 두 화원으로 대표되는 한
림도화원(翰林圖畫院)의 과거제도로 인하여 ‘원체화풍’이 공고해졌다고 설명하였
다. 이는 원체화가 제작된 곳이 궁정이라는 특정한 장소였으며 그에 따른 제도적

465) 滕固, 앞의 글, p. 73.
466) 위와 같음.
467) 위의 글, p. 76; 滕固, 「中國繪畵史槪論」, 畢斐 編, 앞의 책,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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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약이 있었으므로 그 화풍의 특질은 ‘형사(形似)’와 ‘격법(格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화풍이 가장 잘 발휘된 화목으로 ‘궁실
누각화(宮室樓閣畵)’를 소개하였다. 텅구는 스스로 ‘궁실누각화’라고 명명한 그림 
즉 ‘계화(界畫)’가 수당(隋唐)대에 이미 그려졌으며 오대(五代)와 송대 초기에 크
게 발전하였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양식 발전의 일면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468) 텅구는 궁실누각화를 통해 송대 후기의 양식 변화를 설명하면서 뵐플린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에서 텅구는 뵐플린의 
『고전 미술(Die klassische Kunst)』(1924)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하였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양식이 출현할 때에 사람들은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그 
변화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배경이 되는 건축물이
나 복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물 신체의 자태 등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게 된다. 
인체의 자태나 동작의 묘사에서 보이는 새로운 감각이 바로 새로운 양식의 핵심인 
것이다.469)

텅구는 뵐플린의 이러한 이론을 송대 궁실누각화의 인물 표현에 적용하였다. 궁
실누각화에는 자를 이용하여 그리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산수와 수목 그리고 인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텅구에 의하면 송대 후기의 궁실누각화에 묘사된 궁정 내 
사녀(仕女)들의 자태와 동작이 양식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라는 것
이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역대 비평가들이 궁실누각화 즉 원체화를 중시하지 않
았기 때문에 궁중회화의 이러한 발전 과정이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텅구는 중국회화사에서 간과되었던 이러한 변화야말로 양식 변화를 설명할 수 있
는 핵심적 사례라고 주장하였다.470)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에서 텅구는 양식사적 시각으로 중국 산
수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성당 이전의 시기, 성당에서 송말원초(宋末元初)의 시기 
그리고 원말사대가(元末四大家)와 그 이후의 시기로 크게 삼분하였다.471) 텅구에 
의하면 산수화는 당송(唐宋)시기에 회화의 본류가 되면서 이전의 단순화

468) 텅구는 ‘계화’보다는 ‘궁실누각화’가 보다 적합한 명칭이라고 주장하였다. 滕固, 「唐
宋繪畵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 87; 동저,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76.

469) 滕固, 위의 글, 彭萊 編, 앞의 책, p. 78.
470) 위의 글, pp. 77-78; 동저, 「唐宋繪畵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p. 128-129.
471) 滕固, 위의 글, 彭萊 編, 앞의 책,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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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einfachung)에서 풍부화(Bereicherung)로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원말
사대가에 이르면 풍부화에서 벗어나 다시 단순화로의 변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 우선 텅구는 당송시기의 풍부화는 화원화가들이 원화(院畵)의 풍부함을 산수
화에 이식시킴으로써 성립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그는 원초(元初) 전선(錢選, 
1235-1305) 등의 작품은 여전히 찬란한 시기인 송대(宋代)의 테두리에 속하지만 
조맹부(趙孟頫, 1254-0322), 고극공(高克恭, 1248-1310) 등의 작품에서 시작된 
변화의 징후는 원말사대가에 이르러 결정적인 전환을 이끌었다고 분석하였다. 원
대에 들어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텅구는 첫째, 한림도화원이 폐
지되면서 회화에 대한 궁정의 제한이 느슨해졌으며 둘째, 이민족이 주권을 가지
면서 사대부들이 은둔하는 풍조가 확산되어 회화는 문인들의 ‘고답(高踏)형식’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원말사대가들이 산수화에 남아있던 원체
화적인 특질을 모두 없앰으로써 산수화의 단순화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
고 텅구는 이러한 단순화가 심주(沈周, 1427-1509)와 문징명(文徵明, 1470- 
1559)의 출현과 명말청초(明末淸初)의 ‘문인화운동’을 겪으며 공고해졌다는 시각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텅구는 이 시기의 단순화는 단지 원말사대가의 화풍을 답
습한 것이 아니라 송원(宋元) 이래의 장점을 모두 결합하여 정형화(定型化)를 이
루어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 두 글에서 텅구는 중국 회화의 양식 변화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
한 시도를 하였다. 텅구는 하나의 양식이 생성되고 발전하여 변화하는 과정은 내
재적인 동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동력은 사회적인 맥락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었다. 이는 텅구의 미술사가 뵐플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형성되
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뵐플린이 르네상스와 바로크양식의 차이를 5가지의 구
조(structure)로 파악하여 무엇이 구조의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듯
이 텅구 역시 양식 발전의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2) 「唐代藝術的特征」과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Malerei Chinas

 텅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중국의 미술계에서 활동하던 1935년에 발표
한 「당대 예술의 특징」과 『중국회화사개론』은 중국 회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부
각시켰다는 점에서 앞의 두 글과 차별성을 갖는다. 
 「당대 예술의 특징」(1935)은 텅구가 중국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라고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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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唐代)의 예술이 가지는 성격을 규정한 글이다. 즉 이글은 회화뿐 아니라 조
각과 벽화 등을 통합하여 ‘당대(唐代)의 양식’을 규정하려 시도한 글이다. 아울러 
이 글은 앞의 두 글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양식사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텅구의 미술사가 귀국 이후 더욱 성숙하였음을 보여준다. 
 「당대 예술의 특징」에서 텅구는 무명작가의 석굴조각이나 벽화까지 시야를 확장
시켰다. 텅구는 당대 예술의 조성 조건을 두 가지로 파악하였는데 ‘실생활에 대한 
감각의 증진’과 ‘외래 기법의 수입’이라는 요소이다. 첫째 실생활 감각의 증진은 
남북조시대의 ‘개념 묘사’라는 특질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표현’으로의 발전을 말
한다. 텅구는 초당(初唐)의 대표작 염립본의 〈제왕도(帝王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면서 당대 인물화의 특질을 설명하였다.

염립본의 〈제왕도〉는 다행히도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역대 제왕과 그 시종들을 보면, 
인물의 얼굴은 특별한 무게감(威重)과 장엄함(莊嚴)이 있으며 인물의 성격을 깊이 있
게 포착하였다. 이는 실생활의 감각이 작가를 압도하여 이러한 장중함을 표현하게 한 
것이다. 염립본은 세상을 압도하는 권력을 가졌던 당 태종(太宗, 626-639 재위)의 신
하로 그의 곁에서 저절로 느낀 숭고한 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제왕도〉는 시
대의 분위기(Atmosphare)가 충만한 작품인 것이다.472)

아울러 텅구는 〈제왕도〉를 고개지의 〈여사잠도〉와 비교하며 인물의 안면과 복식, 
구조와 기교 등의 면에서 ‘개념 묘사’에서 ‘감각적 서술’로의 현저한 변화가 있었
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텅구는 당대의 사람들이 ‘시야’를 확장시켜 실생활을 깊이 
있게 관찰하였을 뿐 아니라 위대한 자연으로도 눈을 돌림으로써 감각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텅구는 성당의 산수화가 이전의 개념
적 모사에서 벗어나 사실성을 획득하였다고 서술하였다.
 텅구는 만당(晩唐)시기가 되면 인물화는 향락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게 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예술에서 하나의 완성된 형식은 정치의 통일이 붕괴됨에 따라 중심적 역량을 잃게 되
어 그 발전은 하나의 요소만을 고수하거나 몇몇의 요소를 윤색하게 된다. 회화에서 
장훤(張萱, 약 755년)은 궁정귀족의 향락적 모습을 제재로 삼았다. 휘종이 모사한 〈도

472) 滕固, 「唐代藝術的特征」, 彭萊 編, 앞의 책, p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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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도(搗鍊圖)〉의 부녀자의 표정은 어여쁘나 나른하다. 이미 이후의 발전 방향의 징조
를 가지고 있다. 주방(周昉, 약 790년)의 작품도 시대의 농염한 육감을 드러낸다.473)

 텅구의 이러한 주장은 발달된 경제와 안정된 정치라는 사회적 조건에 주목한 결
과이다. 이는 즉 여러 조건에서 비롯된 현실의 자각이 당대 회화의 특징을 규정
하였다는 텅구의 사회 · 정치사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로써 텅구는 『당송회화사』
와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에서 언급했던 양식 변화의 사회적 동
력이 무엇인지를 이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텅구는 
만당시기의 산수화는 과장과 생략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즉 
이미 확립된 자연 표현의 형식을 윤색(潤色)한 ‘정수화(精髓化)’와 이를 변형시킨 
‘기형화(畸形化)’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산수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텅
구는 준법의 확립과 필묵 운용의 다양한 연구가 ‘정수화’이며 나무와 돌 사이의 
공백으로 우주의 한 단면을 표현한 점 등이 ‘기형화’라고 설명하였다. 텅구는 이
러한 추세가 퇴폐 또는 난숙(爛熟)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보았다. 여기
에서도 텅구의 사회 · 정치사적 해석 즉 이러한 현상은 통일된 정치가 붕괴되어 
중심 역량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외래의 기법이란 텅구가 ‘명암법(明暗法)’이라고 명명한 고대 인도로부
터 도입된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를 말한다. 텅구는 이 표현 기법의 도입으
로 당대의 회화가 새로운 양식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미
술소사』에서 텅구가 강조한 ‘외래 요소가 문화의 발달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확장된 설명이다. 또한 기법 발달과 양식 변화의 연계성에 주목한 그의 인식도 
다시 확인된다. 
 이 글에서도 텅구는 여전히 ‘zeichnerisch-malerisch’이라는 뵐플린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선묘적(線描的)’ 그리고 ‘선염적(渲染的)’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사
용하였다. 이는 선행 논고에서의 ‘그리는(寫的)’과 ‘칠하는(畵的)’이라는 어휘에 비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학술적으로 중국 회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텅구는 글의 말미에 추가한 ‘비고(備考)’에서 다음과 같이 뵐플린의 
이론을 인용하였다. 

‘선묘적’과 ‘선염적’이라는 두 개의 범주는 미술사에서 특수한 함의를 가진다. 독일의 

473) 滕固, 앞의 글,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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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학자 뵐플린은 16세기와 17세기 예술의 차이를 가리켜 ‘선묘적’에서 ‘선염적’
으로의 발전이라고 지적하였다. ‘선묘적’은 분명한 형태의 경계를 추구하며 ‘선염적’
은 경계를 생략하여 모호하게 만든 상태를 말한다(『미술사의 기본개념
(Kunstgeschichtiche Grundbegriffe)』, München, 1915). 그러나 내가 여기서 차
용한 두 용어는 그만큼 엄격하지는 않다. 선조(線條)를 주로 사용하여 형체의 명확함
을 표현한 것을 ‘선묘적’으로, 색채를 주로 사용하고 명암법을 운용하여 물상의 깊이
를 표현한 것을 ‘선염적’이라고 하였다.474)

 ‘malerisch’의 번역을 ‘칠하는(畵的)’에서 ‘선염적’으로 대체한 텅구의 인식 변화
는 곧 중국 회화의 특질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먹이나 안료를 물에 개어 종이에 
번지게 하는 ‘발묵’이나 ‘파묵’ 등의 기법이 발달한 중국 회화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즉 이전의 글들이 서구의 개념으로 중국회화사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면 이 글은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보다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텅구는 또한 ‘선염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회화에서의 명암과 입체
감을 말하려 하였다.
 오도자에 대한 서술에서도 텅구는 이전의 글들에 비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그는 오도자의 회화가 ‘선묘적(linear)’에서 ‘선염적(malerisch)’으로의 
발전 과정을 초보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오도자의 전칭작인 〈송
자천왕도(送子天王圖)〉의 필법은 단지 형태의 경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
복과 신체에 힘과 긴장을 부여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보이는 오도
자의 선세(線勢)가 형체의 윤곽 표현에서 더 나아가 강렬한 운동을 암시한다고 서
술하였다. 그리고 『화사(畫史)』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오도자의 인물은 마치 조각
과 같은 삼차원적 표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붉은색 안료의 
적절한 사용으로 인물의 신체와 의복에 자연스러운 요철(凹凸)의 감각을 부여함으
로써 사실(寫實)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텅구는 오도자의 작품이 염립본
의 〈제왕도〉에서 보이는 장중한 기운은 약하나 활발함과 사실성은 훨씬 뛰어나다
고 서술하였다. 이렇게 텅구는 오도자의 화풍이 ‘선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선
염’으로의 발전을 내재적으로 함유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당송회화사』 등 이전
의 논고들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양식사적 시각에 의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
다. 텅구가 이처럼 이 시기에 싹튼 ‘사실성’을 중시한 이유는 이를 이후 송대(宋

474) 滕固, 앞의 글,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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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 회화의 사실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텅구는 중국 회화에서는 ‘선(線)의 미감(美感)’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
요하므로 ‘선묘적’에서 ‘선염적’으로의 완벽한 변화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인
정하였다. 텅구는 요동치며 회전하는 선묘를 중국 회화의 구성미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필법의 제거’를 의미하는 선묘에서 선염으로의 
완벽한 발전은 중국 회화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텅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암법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초래한 선세(線勢)의 변화와 색채의 휘황함
이 당대 회화 양식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텅구는 조소(彫塑)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시안(西安) 흥선사(興善寺) 본존불
의 협시와 사천왕상(四天王像), 천룡산(天龍山) 제14굴 서벽(西壁)의 보살상, 둔황 
수불동(睡佛洞)의 조상(彫像) 등에서 동시기 회화와 유사한 양식을 찾을 수 있다
고 서술하였다. 텅구는 표정의 묘미와 자태의 균형감, 사실적인 복식 표현 등에서 
당대 조각 양식의 특성을 찾았다. 즉 텅구는 당대의 조각 역시 거듭된 훈련을 거
쳐 이루어진 ‘시야’의 확장으로 더욱 섬세하게 발달하였으며 그 결과 인물의 ‘움
직임’과 ‘힘’의 정수(精髓)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텅구는 초보적인 
‘사실성’이 회화와 조각에서 동일하게 이 시기에 발현되기 시작하였음에 주목하였
다. 이는 회화와 조각 양식의 공통적인 특질을 추출함으로써 당대의 시대 양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텅구의 새로운 시도였다.
 텅구는 결론적으로 당대의 예술을 총괄해본다면 ‘위대함’, ‘명징함’, ‘우아함’을 
갖춘 ‘고전적(klassizistisch) 형식미(形式美)’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
식미는 조형예술에서뿐 아니라 시가(詩歌)와 음악 등에서도 표출되며 이는 종교, 
정치 및 법률 등 기타 문화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문화를 
전반적으로 통찰하여 예술이 가지는 지위와 기능을 회고한다면 이 시대의 예술 
형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결말을 맺었다.
 즉 「당대 예술의 특징」은 당대 예술에 대한 텅구의 양식사적 연구 성과를 종합
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텅구는 ‘당대’의 예술이 이전 시기의 ‘개념성’에서 ‘사실
성’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텅구가 귀국한 후 둔황, 천룡산 
등 각지의 당대(唐代) 조형예술을 조사한 후 얻게 된 확장된 시각과 자료를 토대
로 고찰한 결과이다. 아울러 이글은 텅구가 뵐플린의 양식사적 방법론을 적용하
면서도 중국 미술의 고유한 성격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한층 깊어진 그의 통찰
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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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회화사개론』(1935)은 서구 독자들을 위한 중국회화사 입문서라고 할 수 있
는데 고대부터 신해혁명 이전까지의 중국회화사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소개한 글
이다. 이 글은 1934년에 열렸던 《베를린중국미술전람회(柏林中國美術展覽會)》의 
준비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성한 논고이다.475) 이 전람회는 민국 정부와 베
를린의 동아시아협회(Gesellschaft für Ostasiatische Kunst, Berlin)가 주최한 
당대(當代)의 중국 회화 전시로 1934년 1월 20일에 베를린의 프러시아 예술 학교
(Prussian Academy of Arts)에서 개최되었다. 베를린에서의 이 전시는 매우 성
공적이었으며 이후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제네바, 파리 등을 비롯한 유럽의 10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되었다.476) 베를린의 동아시아협회는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중국 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대중을 위하여 텅구에게 이 논고를 의뢰했
던 것으로 생각된다. 텅구의 이 논고는 1935년 『시니카(Sinica)』에 발표된 직후 
프랑크푸르트대학(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중국에 이 글이 번역되어 소개된 시기
는 2017년으로 그동안 중국의 학자들로부터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텅구가 중국의 회화사를 개론 형식으로 서술한 유일한 
논고일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도를 글에 투영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청대(淸代) 이후
의 회화사에 관한 텅구의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논고라는 점이다.477) 두 
번째로 이글은 앞의 세 회화사 관련 논고들과는 다른 서술의 의도와 방향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명대와 청대(淸代) 회화사에 관한 텅구의 인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명대 문인화의 성격을 절충주의(折衷主義)로 규정하였으며 청대의 회화는 사

475) 沈寧, 「滕固-中國現代藝術史學的尊基者」, 葉雋 主編, 『中國美術小史 · 唐宋繪畵史
(上)』(長春: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社, 2010), p. 23.

476) 이 전시의 출품작들은 독일로 운송되기 전 사흘간 상하이의 상하이세계학사(上海世界
學社)에서 국내 전시회를 가졌다. Pedith Pui Chan, The Making of a Modern Art 
World: Institutionalization and Legitimization of Guohwa in Republican 
Shanghai (Leiden; Boston: Brill, 2017), pp. 179-183.

477) 이 글 이외에도 텅구는 건축, 조각, 회화를 모두 다룬 『중국미술소사』에서 명·청대의 
회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룬 바 있다. 『중국미술소사』에서 텅구는 주요 화가들과 화파
를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 명청대 회화사의 기본 골격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견해
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滕固, 「中國美術小史」, 沈寧 編, 앞의 책(2003),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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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四王)화파와 금석(金石)화파의 두 줄기로 발전하였다고 요약하였다.
 명대의 회화에 대하여 텅구는 송원대와 마찬가지로 문인화와 원체화라는 이분법
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텅구는 이 시기의 원화(院畵)가 마원(馬原), 하규(夏珪)와 
황전(黃筌)의 화풍을 따르는 매너리즘에 빠졌으며 대표적 화원화가인 대진(戴進, 
1388-1462)을 위시한 절파(浙派)는 창조력이 매우 결핍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텅
구는 이에 비하여 명대의 문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다. 그
는 명대의 문인화가 원화(院畵)의 정밀함과 문인의 사의적(寫意的) 특질을 모두 
갖춘 절충(折衷)의 경향을 가진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심주(沈周, 1427-1509)에 
대하여는 그가 북송의 대가들과 원사대가의 작품을 모두 연마하여 ‘화공(畫工)의 
공교(工巧)함과 문인의 천부(天賦)를 융합한 혁명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
다. 그리고 텅구는 당인(唐寅, 1470-1524)과 문징명(文徵明, 1470-1559) 역시 
‘천부와 수양’ 즉 문인과 화공(畫工)의 특질을 두루 갖추었다고 서술하였다. 텅구
는 남종운동을 촉발한 막시룡과 동기창 등 명대의 문인들이 고인(古人)의 학문에 
경도되어 결국 중국의 회화는 매너리즘으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
고 텅구는 석도, 팔대산인(八大山人, 1626-1705), 장풍(張風, ?-1661), 석계(石
溪, 생몰년 미상) 등 개성주의화파의 탄생은 중국 회화도 서구의 예술과 마찬가지
로 모방과 평범함을 경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명말청조의 사왕 가운데 왕휘(王翬, 1632-1717)에 대한 텅구의 평가 역시 절충
주의라는 시각에 의한 것이다.478) 텅구는 장경(張庚, 1685-1760)의 왕휘에 대한 
기록 즉 “지극히 능(能)하지만 결국 작가의 습기(習氣)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과 “그림에는 남북종이 있는데 석곡(石谷)이 이를 통합하였다”라는 두 기록을 
소개하며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도 왕휘는 절충주의자라고 평가하였다. 
 청대의 회화에 대하여 텅구는 이 시기가 금석학의 황금기이며 금석학의 발달로 
서법, 전각과 회화에 변혁이 발생한 시기라고 설명하였다. 이 시기에는 고기물(古
器物)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여 정신과 기법에서 모두 그 영향을 받았으며 대표적
으로 고기패(高其佩, 1672-1734), 이선(李鱓, 1686-?), 정섭(鄭燮, 1693-1749), 
금농(金農, 1687-1763), 화암(華嵒, 1682-1756),  나빙(羅聘, 1733-1799), 이병
수(伊秉綬, 1754-1815) 등의 작품에서 드러난다고 소개하였다. 텅구는 고기물이 
예술가로 하여금 새로운 풍격을 형성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매너리즘과 절충주의

478) 텅구는 「원체와와 문인화의 사적 고찰」에서도 왕휘에 대하여 동일한 서술을 하였다.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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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유파가 사왕의 남종을 대
체하여 청대의 문인화단을 형성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텅구는 근대기의 회화는 상하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이 일어났다고 소개하
였다. 그는 당시 상하이에서의 중국과 서구의 접촉은 정치와 경제 방면 위주였으
며 문화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하였다. 텅구는 1911년 혁명 이후 청조
의 유로(遺老) 등 황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이 상하
이로 모여들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신시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이 문인들은 
여전히 보수적이었으며 산수화의 발전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
다. 반면 임웅(任熊, 1823-1857), 임훈(任薰, 1835-1893), 임이(任頤, 
1840-1896) 등이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화와 화조화는 상하이 회화를 대표한다고 
소개되었다. 텅구는 조지겸(趙之謙, 1829-1884)이 금석풍의 서법과 회화를 창안
한 이래 우창숴(吳昌碩, 1842-1927)가 이 방면으로 성공한 최후의 화가이며 근대 
중국 회화의 종결자라고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텅구는 중국의 회화사를 여전히 
원체화와 문인화라는 두 줄기로 분석하고 있다. 두 분야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는 그의 확고한 인식은 이 두 분야를 결합시킨 절충주의를 명청(明淸)의 회화 가
운데 최상으로 평가한 점에서 드러난다. 
 한편 텅구는 서구의 독자들을 상대로 쓴 이 글에서 다른 글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중국 미술의 기원을 훨씬 이른 시기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중국미술소사』에서 텅구는 고대 의관(衣冠)과 청동기의 문
양에서 중국 회화의 시원을 찾았으나 이 글에서는 요한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son, 1874-1960)이 발굴한 신석기시대의 채도(彩陶) 문양에서부터 서술을 
시작하였다. 물론 그는 이 문양이 엄밀한 의미의 회화사보다는 광의(廣義)의 예술
사에 속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스발트 시렌(Osvald Sirén)의 방법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신석기 채도를 중국회화사의 시원으
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 텅구의 이러한 의도는 수대(隋代)의 화가 
전자건(展子虔)에 대한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텅구는 『당송회화사』에서는 그의 진
작이 남아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문헌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더욱이 텅구는 당(唐) 이전의 시기를 ‘전사(前
史)’라고 통칭하며 전자건이 이 시기에 속한다고 명시하며 그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수나라가 남북조시기에서 당
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이며 대사(大師) 전자건이 대표적 화가라고 소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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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는 전자건의 걸작 〈북제후주행진양궁도(北齊後主幸晉陽宮圖)〉의 인물
은 당대 회화의 전범(典範)이 되었으며 그의 산수화는 이사훈(李思勳) 부자의 극
찬을 받았다고 서술하였다. 텅구는 전자건을 설명하면서 『당송회화사』에서는 배
효원의 『정관공사화사(貞觀公私畵史)』와 진조영의 『동음논화(桐陰論畫)』를, 이 글
에서는 탕후의 『화감(畵鑒)』을 참고하였다. 그의 이러한 참고문헌 선별의 차이는 
미술사의 서술 방향에 따른 자료 선택의 자의성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텅구의 
서술에는 중국 회화의 시원을 이른 시기로 올리고 전자건 등 당(唐) 이전 시기의 
화가를 대가로 추켜세움으로써 중국회화사의 오랜 전통과 풍부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앞의 글들에서 적용하였던 뵐플린의 ‘zeichnerisch 
-malerisch’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의 글들에서 텅구는 뵐플
린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리는(寫的)’, ‘칠하는(畵的반)’, ‘선묘적(線描的)’, ‘선염적
(渲染的)’ 등으로 오도자, 이사훈, 왕유의 화풍을 분류하였다. 그에 반하여 이 글
에서 그는 오도자는 산수화의 개척자이며 이사훈 부자와 왕유는 산수화를 완전하
게 만들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동원(董源)은 ‘피마준(披麻皴)’을, 이당(李唐, 
1050-1130)은 ‘대부벽준(大斧劈皴)’을 사용하였다며 중국 회화의 특징인 준법(皴
法)의 명칭들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집필 의도
가 중국 회화의 고유성을 강조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텅구가 이 글에서 문인화와 문인의 전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왕유에 대한 전에 없는 찬사에서 잘 드러난다. 텅구는 왕유가 성당
시기 일류(一流)의 시인이었으며 그의 작품에서는 임목구학(林木丘壑)이 모두 생
명을 부여받았다고 서술하였다. 더욱이 〈복생수경도(伏生授經圖)〉에서 볼 수 있듯
이 왕유의 작품에는 고귀하고 숙연한 문인의 성격이 있으므로 후대에 끼친 그의 
영향은 다른 어느 대사(大師)보다 크다고 강조하였다. 텅구는 더 나아가 왕유의 
작품에는 오도자의 격정(激情)과 이사훈의 세밀(細密)은 없으나 평화롭고 고요하
며 숭고한 기질이 드러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왕유에 대한 높은 평가는 텅구
의 다른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상당히 주목을 끈다. 또한 텅구는 묵
희(墨戱)를 산수화의 정수(精髓)라고 정의하며 그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
다. 텅구는 석각(石恪, 오대 말-북송 초 활동)과 미불(米芾)의 회화에서 ‘묵희 정
신’을 찾을 수 있다며 그들의 작품을 ‘문인 예술’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왕유와 
문인화에 대한 이러한 높은 평가에서 서구의 회화와 견주어 중국 회화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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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랜 역사를 부각시키려는 텅구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문인화를 서구 근대회화에 필적하는 회화로 정립하려는 이 시기 중국인 
학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중국회화사개론」에서는 텅구가 재독시기에 발표했던 
기타 독일어 논고들과 상통하는 문화민족주의적 관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런
데 이러한 관점은 이 글이 집필된 배경인 《베를린중국미술전람회》에 임하는 중국 
측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는 인식이었다. 당시 민국정부는 이 전람회에 45,000위
안(元)을 보조금으로 지불하였을 만큼 커다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479) 그런데 
이는 일본의 연이은 해외 전시로 초래된 서구의 인식 즉 일본 미술을 동아시아 
미술의 대표로 보는 서구인들의 시각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즉 중국은 이 전시를 
통해 동아시아 미술의 선구자라는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전시를 준비하며 중국은 서구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일본의 실수를 참
고하였다. 그 실수란 일본이 서구화된 일본 회화 위주의 전시로 국가적 정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평을 받았던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전시의 출품작 선정은 ‘작
품이 중국적 특질을 내포하는가’라는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은 ‘중국 회화란 과연 어떠한 작품인가?’라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중국 내에서 ‘궈화(guohua, 國畵)’의 부흥으로도 이어졌다. 결국 이 전람회의 출
품작 선정 기준은 ‘서구나 일본 회화와의 차별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48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30년대에 고조되어 있던 민족주의 정서
와도 부합하여 전시의 출품작은 ‘궈화’ 위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텅구의 「중국
회화사개론」에 문화민족주의가 내포되었음은 이 전람회에 임하였던 중국 측의 취
지와 연계성을 가진다. 그런데 이 논고의 취지가 이미 독일에서 텅구가 발표했던 
독일어 논고들의 취지와 유사함은 흥미롭다. 즉 텅구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어떻
게 다가가는 것이 중국 미술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텅구의 재독시기와 귀국 후의 여러 논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대기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가졌던 양면적 가치관을 보여준다. 즉 이 시기 텅구
의 미술사는 민족주의에 기인한 전통의 수호와 발양 그리고 서구 학술계로의 편
입을 위한 보편성 확보라는 두 방향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동시기 여타 중국의 

479) Pedith Pui Chan, 앞의 책, p. 179.
480) 위의 책,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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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정서에만 의존한 논저들을 집필하였음을 생각하면 
텅구의 이러한 면모는 상당히 독보적이다. 더욱이 텅구의 논저들이 독일어로 쓰
여 서구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실 또한 그를 근대기 중국의 대표적 미
술사학자로 부르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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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국미술사의 새로운 해석과 미술계에의 공헌
 
 텅구는 현재 중국의 학계에서 ‘중국 최초의 진정한 미술사학자’라고 평가받고 있
다.481) 이러한 높은 평가는 새로운 미술사 방법론의 도입과 중국미술사의 독자적
인 해석이라는 성과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5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중국미술사
에 대한 텅구의 독자적인 해석과 그 인식이 가지는 시대성 그리고 그 의미이다. 
더불어 텅구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에 이룬 미술계에서의 활동과 성과도 고찰해
야 할 대상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대상은 텅구가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 발표했던 논고들이다. 
귀국 후 텅구는 정부의 문화부처에 소속되어 여러 고대 유적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의 분석에 새로 습득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 글들은 앞선 시기의 논
고들에 비하여 보다 정교한 어휘로 양식사가 적용되었다. 아울러 텅구는 이 시기
의 논저에 도상학과 고고학의 지식을 적용하였는데 이 연구 성과는 중국 학계에
서 ‘미술고고학(美術考古學)’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텅구의 논
저들에 대한 고찰은 그의 학문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텅구가 
번역하여 출간한 서구 학자들의 미술사 관련 글에 대한 검토 역시 그의 미술사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찰할 내용은 텅구가 ‘당송(唐宋)’시기에 대하여 가졌던 인식이다. 텅
구는 그의 첫 미술사 저서 『중국미술소사』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송’을 중국 미술
의 정점기로 보았다. 왜 ‘당송’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텅구를 비롯한 당시의 지식인들이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근대기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행하였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텅구의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이다. 텅구는 여러 논고
를 통해 남북종론의 추종은 마땅히 버려야 할 폐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시기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텅구뿐 아니라 다수의 개혁적인 학자들
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텅구의 접근 방법은 순수한 미술사적 방법론인 양식
사의 시각이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점이 텅구를 중국의 첫 번째 전
문적 미술사학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독자성이라고 생각된다.
 네 번째의 고찰 대상은 텅구가 미술 행정가이자 교육자로서 이룬 여러 업적이

481) 邵宏, 「西學‘美術史’東漸一百年」, 『文藝硏究』 4(2004),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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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텅구의 실천적인 공헌에 대한 평가는 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민국시기의 중국 미술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
게 할 것이다. 

1. 1930년대 후반의 미술사 논고들: 실물 중심의 연구

 독일에서 귀국한 후 텅구의 주목할 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서구 논고들의 번
역이다. 이 시기 텅구는 세 편의 서구 논고들을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 번역문
들의 원저자는 헝가리 출신의 미술사학자 졸탄 타칵스(Zoltán Felvinczi Takács, 
1880-1964), 스웨덴의 고고학자 오스카 몬텔리우스(Oscar Montelius, 
1843-1921) 그리고 독일의 미술사학자 아돌프 골드슈미츠(Adolph Goldschmidt, 
1863-1944)이다. 타칵스와 몬텔리우스의 논고는 중국 고대의 미술을 다루고 있어 
이 시기 국민당정부가 주도했던 고대 유적의 발굴, 조사와 연계되어 관심을 받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이 논고들의 논지는 동시기 텅구의 중국 고대 미술 
연구에 이론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골드슈미츠의 논고
는 서구의 미술사를 소개하는 글로 미술사라는 학문을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적합하였을 것이다. 
 국민당(國民黨)은 1927년 4월 18일 난징(南京)에서 국민정부(國民政府)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새로 성립된 난징의 국민정부는 국민당 내부와 국내외에 스스로의 
정통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482) 이 정권이 정통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최선
의 선택은 쑨원(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정부의 문화정책 역시 삼민주의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삼
민주의는 민족, 민권, 민생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 이념이며 난징의 국민정부는 이 
가운데 ‘민족이라는 이념’ 즉 민족주의를 문화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정부는 공
산당을 ‘고유한 문화를 잊어버리고 민족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집단’이라고 매

482) 장제스(蔣介石, 1887-1975)가 이끌었던 난징의 국민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성
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당시 국제적으로 베이징정부가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국민당 내부에서도 우한(武漢)정부를 국민당의 정식 정부로 생각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산당 등 군사적으로 국민당에 적대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구축(驅逐)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난징 국민정부는 국민당 내부와 국내, 
국제적으로 스스로의 정통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袁荷, 「南京國民政府文化政策硏
究(1927-1949)」(中國藝術硏究院 藝術學理論 博士學位論文, 201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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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며 자신들을 전통의 수호자로 각인시키고자 하였다.483) 이에 따라 공자의 사
상 등 전통 문화의 부흥을 표방하는 ‘삼민주의 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정책
에 의하여 1930년에는 ‘고물보호법(古物保護法)’이 제정되었으며 1934년에는 당
시 교육행정위원이었던 차이위안페이의 주도 하에 ‘중앙고물보관위원회(中央古物
保管委員會)’가 설립되었다.484) 이 기구는 전국의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고 연구,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텅구는 리지(李濟, 1986-1979), 예공춰(葉恭綽, 
1881-1968) 등과 함께 상무위원의 직책을 맡았다.485) 텅구는 이 기구의 위원으
로서 여러 유적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시
기 그가 발표한 논고들은 「당대 양식의 벽화 고략(唐代式壁畵考略)」(1934), 「곽거
병묘의 석재 유물 및 한대 조각의 시험적 고찰(霍去病墓上石跡及漢代彫刻之試
察)」(1934), 「육조 능묘 석조유물 약술(六朝陵墓石迹述略)」(1935), 「당대 예술의 
특징(唐代藝術的特徵)」(1935), 「연하도 반규와당의 동물형 문양(燕下都半規瓦當上
的獸形文飾)」(1936), 「서쪽 변경의 예술(西陲的藝術)」(1936), 「시서화 삼종 예술
의 연대 관계(詩書畵三種藝術的聯帶關係)」(1937), 「난양 한대 화상석각의 역사와 
양식에 관한 고찰(南陽漢畵像石刻之歷史的及風格的考察)」(1937) 등이다. 이 글들
은 이전의 글들에 비하여 ‘실물 중심의 미술사’라는 미술사관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글들은 텅구가 중국 문화의 연원을 고대의 어느 시기에서 찾고자 
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가진다.
 
1) 서구 저서들의 번역과 소개
 
 귀국 후 텅구는 서구의 미술사 관련 논저 몇 편을 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중국
에 미술사의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의 번역 논고는 1935년
에 발표한 「한대 북방예술의 서방 전파에 대한 소고찰(漢代北方藝術西漸的小考
察)」로 이 글은 졸탄 타칵스의 「북부 중국에서 다뉴브까지(From Northern 
China to the Danube)」를 번역한 글이다. 졸탄 타칵스는 헝가리 출신의 미술사

483) 袁荷, 앞의 글, p. 45.
484) 국민당 정부는 1928년에 ‘대학원고물보관위원회(大學院古物保管委員會)’를 설립하였

는데 1929년에 대학원 제도가 폐지되어 교육부 산하의 ‘고물보관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 기구는 1934년에 ‘중앙고물보관위원회’로 개칭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馬樹華, 「中央古物保管委員會小考」, 『文博』(2007.5), p. 72.

485) 위의 글,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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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 뒤러의 회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부다페스트의 호프동아시아박물관
(Ferenc Hopp Museum of Eastern Asiatic Arts) 설립 후 동아시아 미술의 담
당자로 재임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1930년에 『동아시아 잡지』
에 실린 논고였으므로 텅구가 재독시기에 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글의 내용
은 호프동아시아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북부 출토의 청동기 여섯 점에 관한 고찰
이다. 저자는 이 작품들과 헝가리의 다뉴브강 유역에서 발견된 아바시기(Avar 
periods, 375-720) 작품들의 유사성을 도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타칵스는 이 
작품들이 훈족에 의해 동유럽에 전파되었던 중국 미술의 영향을 보여준다고 주장
하였다. 텅구는 이 글의 번역을 마치고 「연하도 반규와당의 동물형 문양(燕下都
半規瓦當上的獸形文飾)」(1936)을 발표하였는데 연하도의 와당 문양 분석에 타칵
스의 문양 분석 방법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타칵스가 이 글에
서 시도한 자세한 문양 분석은 텅구가 당(唐) 이전의 화상석과 조각 등의 장식 문
양을 분석했던 방법론에 매우 가까운 것이어서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텅구는 1937년에 고고학자 몬텔리우스의 「방법론(Methodology)」을 번역
한 『선사고고학방법론(先史考古學方法論)』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하
였다. 몬텔리우스의 원고는 『동방과 유럽의 고대 문화 시기(Die älteren kultur 
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Stockholm, 1903)의 일부이다. 이 책은 
일본과 중국에서 모두 번역본이 출간되었을 만큼 동시기 고고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하마다 코사쿠는 1932년에 『고고학연
구법(考古学研究法)』라는 제명의 번역본을 펴내었다. 중국에서는 정스쉬(鄭師許, 
1897-1952)와 후자오춘(胡肇椿, 1904-1961)이 하마다의 일역본을 토대로 중역
(重譯)한 번역서 『고고학연구법』(1936)을 출간하였다. 이들과 달리 텅구는 몬텔리
우스의 원저를 토대로 번역을 하였으며 그의 역서는 여러 번역서 가운데 원문의 
취지를 가장 잘 전달한 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486)

 몬텔리우스는 스웨덴의 고고학자이자 고기물 수집가로 유럽 선사시대 연구의 대
표자였다. 그의 관심 분야는 유형학과 연대학이었다. 그는 스칸디나비아 남부에서 
발견된 고대의 유물들을 유형학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편년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
과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을 여섯 단계로 시기별 분류를 하였다. 이 방법은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유물들을 상대적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형태의 점진적 발

486) 陳洪波, 「蒙特柳斯考古類型學思想在中國的譯介」, 『考古』(2011.1),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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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에 따라 연대를 추정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시기의 연구자들
은 유물들이 문화 발전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몬텔리
우스의 유형학은 ‘인류 문화의 진화’라는 사상의 기반 위에 성립된 방법론이다. 
이 글에서 몬텔리우스는 유물의 제작 연대를 밝히기 위하여 문양의 변화를 어떻
게 분석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텅구는 역자 서문에서 “선사 유물의 조형과 문양 연구에서 몬텔리우스의 ‘방법
론’은 하나의 지침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근년에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고대 제기
를 연구하는데 명문 이외에 문양도 같이 본다. 그런데 이런 기풍은 최근에 시작
된 것이어서 참고가 필요하다. 이 책을 기쁘게 번역하여 이 방면의 종사자들에게 
참고로 드린다”라고 서술하였다.487) 이로써 중국에서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청
동기 연구에서 문양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텅구는 몬텔리우스의 
이론이 고대 유물의 문양 분석과 편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의 학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믿었다. 또한 텅구의 이 서문은 이 시기 중국의 고고학이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실물 중심의 연구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한다. 텅구는 
때맞춘 번역으로 중국의 고고학계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텅구가 이 글을 번역하면서 얻은 지식은 그의 「육조 능묘 석조유물 약술(六朝陵
墓石迹述略)」(1935) 등 이 시기 연구의 기초적 방법론이 되었다. 즉 텅구는 몬텔
리우스의 연대 추정을 위한 유형학을 미술사의 양식 변천과 전파의 연구에 도입
하였다. 즉 텅구는 몬텔리우스의 고고학 방법론을 미술사학에 적용하여 중국미술
사의 연구 방법 확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이다. 
 한편 텅구의 번역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글은 아돌프 골드슈미츠의 「최근 
독일의 미술사학」를 번역한 「미술사(美術史)」이다. 베이징의 중덕학회(中德學會)
는 독일과의 교류 50주년을 기념하여 1930년에 베를린에서 출간된 『최근 오십 
년간의 독일 과학(Aus fünfzig Jahren deutscher Wissenschaft)』을 『오십 년 
이래의 독일 학술(五十年來的德國學術)』(1937)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488) 텅구는 

487) 滕固, 「先史考古學方法論譯者序言」, 沈寧 編, 앞의 책(2003), pp. 252-253. 
488) 『최근 오십년간의 독일 과학(Aus fünfzig Jahren deutscher Wissenschaft)』은 

1930년 당시 독일의 학술기관 ‘독일 과학을 위한 비상조치 기구(Notgemeinschaft der 
Deutschen Wissenschaft)’의 회장을 맡고 있던 프리드리히 슈미트-오트(Friedrich 
Schmidt-Ott, 1860-1956)의 70세 생일을 기념하여 출판된 책이다. 출판의 취지는 최
근 50년간 과학의 각 분야별 발전을 개괄하기 위한 것이었다. Maria Georgiadou, 
Constantin Carathéodory: Mathematics and Politics in Turbulent Times 
(Berlin; New York: Springer, 2004),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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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린 논고 가운데 「과거 독일의 과학 수호(德國過去對于科學維護)」와 골
드슈미츠의 「최근 독일의 미술사학」 두 편을 번역하였다.489) 
 골드슈미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세 미술 전문가이며 1912년부터 1929년까
지 훔볼트대학 미술사학과의 학과장이었다. 「최근 독일의 미술사학」은 19세기 중
반부터 1920년대까지의 독일 미술사학을 소개한 글이다. 글의 첫머리에서 골드슈
미츠는 미술사의 접근법 세 가지를 명시하였다. 이는 미술을 사학의 방법론과 일
치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다루는 방법, 미술품이 형태(form)의 독자적인 발전을 
가진 것으로 보는 방법, 미술사가 대중들의 감상을 돕기 위한 설명의 기능을 가
지기 위한 방법이다. 아울러 저자는 미술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모든 분야의 작품과 그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
식, 여러 종류의 작품을 다루며 훈련된 기술적인 통찰력, 그리고 작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이다. 골드슈미츠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들 필요조건을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미술사학의 제도적인 발전을 환영하
였는데 특히 프로젝터를 사용한 강의나 고품질의 도판에 의한 미술품 정보의 확
산 등 기술적인 진보를 강조하였다. 골드슈미츠는 미술사학이 이룬 지난 50년간
의 발전을 개관하면서 사학으로부터 미술사학으로의 변환을 중요시하였다. 그리
고 그는 독일어권의 미술사학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대표적 학자들
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안톤 스프링거(Anton Springer, 
1825-1891), 헤르만 그림, 제이콥 부르크하르트 그리고 헨리 토드(Henry 
Thode, 1857-1920)를 꼽았다. 골드슈미츠는 이들이 개별 작가나 화파들을 역사
적 사건을 축으로 설명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차 세계대전의 시
작에서 종결까지로 하인리히 뵐플린, 알로이스 리글, 프란츠 휘코프(Franz 
Wickhoff, 1853-1909)를 대표 학자로 소개하였다. 1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당
시까지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맥스 드보르작(Max Dvorak, 1874-1921)을 대표 
학자로 들었다. 골드슈미츠는 이 단계의 미술사가 문학, 종교와 사회 관습을 포함
한 문화적 분석으로 기울어 정신사의 고찰로 발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
러한 변화는 두 번째 단계의 ‘형식 분석’에 대한 반발로 형성되었는데 결국은 첫 
번째 단계인 역사적 고찰 방법을 보다 정세화(精細化)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

489) 『오십년 이래의 독일 학술(五十年來的德國學術)』은 총 4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沈寧, 「滕固-中國現代藝術史學的尊基
者」, 葉雋 主編, 앞의 책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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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울러 골드슈미츠는 미래의 미술사는 반드시 ‘형식 분석’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럴 때만이 미술사가 역사학 등 다른 학문과 구별되
는 규율과 법칙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는 미
술사학자들이 다른 인문학의 지식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창안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텅구는 위의 세 번역 논고를 통해 중국의 독자들에게 서구의 선구적인 미술사 
연구 방법론을 전파하려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카탁스와 몬텔리우스는 작품들
의 문양과 형태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골드슈미츠는 양식사를 기반으로 미술사를 연구한 학자이며 그의 이 논고는 미술
사의 방법론에서 ‘형식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텅구가 이 세 글을 번역
하여 출간한 이유도 중국의 미술사학계에 ‘시각적인 형식 분석’을 기본으로 한 방
법론 도입이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골드슈미츠는 형식
분석 이외에도 미술사의 제도적 발전, 사학으로부터 독립한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미술사 나아가 여타의 인문학을 선도하는 학문으로서의 미술사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텅구 관점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텅구는 골드슈미츠의 이 글을 
빌어 중국의 미술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텅구가 카탁스, 몬텔리우스 등의 논고를 번역한 일은 그가 독일에서 귀
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학습하고 중국미술사에 적
용하려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2) 중국 고대 유적에 관한 논고들 

 텅구가 1934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한 중국 고대 미술에 관한 논고들은 주로 한
대(漢代)와 육조(六朝)시기의 미술을 다루고 있다. 1934년 7월 ‘중앙고물보관위원
회’가 성립되고 텅구는 상무위원을 담당하였다. 그 업무 가운데 하나로 텅구는 그
해 12월에 산시성(陜西省)의 고적(古跡)을 조사하였다. 또한 1935년 1월에 텅구는 
난징고적조사위원회(南京古跡調査委員會)를 조직하여 난징(南京)과 단양(丹陽) 지
역의 남조(南朝) 왕릉과 윈강석굴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텅구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허난성 산현의 고적 시찰기(視察豫陜古迹記)」와 「윈강석굴 방문 조사
기(訪査雲岡石窟所記)」 두 편의 글이 실린 『원정길의 고적 방문기(征途訪古述記)』
(1936.6)를 출간하였으며 「뤄양의 백마사 기록(記洛陽白馬寺)」(1936.12) 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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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 텅구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조사를 진행하며 곽거병묘의 석조물, 연하
도의 와당, 난양의 화상석 등 고대의 유물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글들은 양식사를 적용한 그의 미  
  술사 방법론이 이전의 논고들에 비하여 한층  
  정교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 글들이 실물  
  조사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미술사에 대한 텅구의 인식과 서술이 진일보  
  하였음에 기인한다. 더욱이 이시기 텅구의 논  
  고들은 양식 분석과 더불어 각 유물들의 도상  
  을 규명하고 그 연원을 밝히는 작업에도 초점  
  을 두었다. 이로 인하여 텅구는 이후 중국의   
  학계에서 ‘미술고고학(美術考古學)’의 기초를  
  닦은 학자로도 인정받고 있다.490)

    「당대식의 벽화 고략(唐代式壁畵考略)」     
  (1934)은 텅구가 귀국한 직후 난징에서 10여  
  폭의 당대(唐代) 벽화를 조사하고 쓴 글이다.  
  이 벽화들은 텅구의 지인 원쉬저우(文虛舟, 생

몰년 미상)가 새로 수장하게 된 그림들이었다. 텅구는 양식사의 방법론으로 출처
와 제작 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벽화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선세(線勢), 
색채, 인물 표현에서의 양식적 특징 그리고 ‘말을 탄 귀부인’의 도상이라는 네 가
지 요소를 분석하여 제작 연대를 추정하였다. 텅구는 이 벽화의 위 네 가지 요소
들을 취푸(曲阜)의 석각 공자상(孔子像), 허난(河南)의 석각 관음상, 장훤(張萱, 8
세기 전반 활동)의 〈도련도(搗練圖)〉, 주방(周昉, 8세기 말-9세기 초 활동)의 〈청
금도(聽琴圖)〉 등과 비교하여 양식적 유사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 작품보다 후
대인 토쿄미술학교 소장의 나한상(羅漢像)과의 차이점을 언급함으로써 벽화의 제
작 시기를 당대로 추정하였다. 즉 텅구는 작품들 간의 비교와 분석이라는 양식사
의 기본 방법을 충실히 적용하였으며 나아가 당대(唐代) 회화의 특징을 ‘장중하고 

490) 텅구와 미술고고학에 대하여는 姜捷, 앞의 글, pp. 75-83; 黃厚明·杭春曉, 앞의 글, 
pp. 94-96; 單戰戰, 「滕固及其美術考古硏究」(蘭州大學 考古學及博物館學系 碩士學位
論文, 2013); 齊宏艶, 「滕固美術考古學理論與實踐硏究」(上海大學 美術學院 碩士學位論
文, 2013) 참조. 

삽도 16. 안락태수묘(安樂太守墓) 조사 
시의 텅구 (趙明楠, 「從滕固的交游看其美
術史學思想的渊源及形成」, 廣西藝術學院 
美術學科 碩士學位論文, p. 31, 圖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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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율(庄重嚴律)’이라 규정하였다. 이글에서 텅구는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미술품 수장가였던 에두아르 퍼크(Eduard Fuchs, 1870-1940)의 『당대 조각: 7
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중국 명기(冥器)(Tang-Plastik: chinesische Grabkera 
mik des Ⅶ. bis Ⅹ. Jahrhunderts)』(1924), 에른스트 발트슈미트(Ernst Wald 
schmidt, 1897-1985)의 『간다라, 쿠차, 투르판(Gandhara, Kutscha, Turfan)』
(Leipzig, 1925) 등을 참고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풍부한 서구 학술의 지식을 과
시하였다. 
 「곽거병묘의 석조 및 한대 조각의 시험적 고찰(霍去病墓上石跡及漢代彫刻之試
察)」은 텅구가 1934년에 산시성(陝西省) 싱핑(興平)의 곽거병묘를 조사하고 쓴 글
이다.491) 곽거병묘는 서한(西漢)의 무장 곽거병(霍去病, 기원전 140-117)을 위해 
무제(武帝, 재위 기원전 141-87)가 세운 묘이며 그 부속 석물들로 유명하다. 이 
유적은 20세기 초반부터 다수의 일본과 서구 학자들에 의하여 조사, 연구되었으
며 그 이후에 차츰 중국의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492) 그리고 텅구는 중국
에서는 최초로 곽거병묘의 석조물을 연구하여 논고를 발표한 학자이다. 
 이 논고에 텅구는 자신이 촬영한 6장의 사진을 비롯한 12장의 도판을 실었다. 
그는 남북조시대의 지리서인 『수경주(水經注)』를 인용하여 이미 주대(周代)부터 
분묘에 석조물을 조성하는 전통이 있었다며 능묘 석물의 연원을 설명하였다.
 텅구는 11점의 석조물들을 독립된 환조와 부조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조성된 부
조의 세 종류로 나누고 그 양식과 도상을 고찰하였다. 그는 환조로 된 석마(石馬) 

491) 滕固, 「霍去病墓上石跡及漢代彫刻之試察」, 彭萊 編, 앞의 책, pp. 121-128.
492) 쿠와바라 지츠조(桑原隲蔵, 1871-1931)는 1907년에서 1909년까지 뤄양(洛陽)과 창안

(長安)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1908년 3월부터 일본 잡지 『歷史地理』에 여행기를 발표하
였다. 후에 이 글들은 『考史遊記』(東京: 弘文堂書房, 1942)로 편집, 출간되었다. 沈琍, 
「霍去病墓及其石雕研究的回顧及思考」, 『考古與文物』(2010.6), pp. 60-66. 기타 일본 
학자의 연구로는 足立喜六, 『長安史迹の研究』(東京: 東洋文庫, 1933); 水野淸一, 「前漢
代における墓飾石彫の一群に就て—霍去病の坟墓」, 『東方學報』(1933.3), pp. 324-350 
등이 있다. 서구 학자들의 관련 연구로는 Otto Burchard, Chinesische Kleinplastik 
(Berlin: E. Wasmuth, 1922); Carl  Philipp Hentze, “Les Influences etrangeres 
dans le monument de Houo K’iu-ping,” Artibus Asiae 1 (1925), pp. 31-36; 
Jacques Henri Lartigue, “Au Tombeau de Houo K’iu-ping,” Artibus Asiae 2 
(1927), pp. 85-94; Carl W. Bishop, “Notice on the Tomb of Ho Ch’u-ping,” 
Artibus Asiae 1 (1928), pp. 34-46; John C. Ferguson, “Tomb of Ho Ch’u 
Ping,” Artibus Asiae 3 (1928-1929), pp. 228-232; Victor Segalen, 馮承釣 譯, 
『中國西部考古記』(上海: 商務印書館, 1930); Henri d'Ardenne de Tizac, La 
Sculpture Chinoise (Paris: G. Van Oest, 193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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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구의 양식은 그 두부(頭部)가 한대 명기(冥器)에 조각된 마두(馬頭)와 유사함을 
근거로 한대에 유행하던 양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석조물들의 양식
에서 보이는 외래의 영향에 대하여 서구의 두 가지 기존 가설을 소개하였다. 첫
째는 조각의 동물이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 서식하는 말이나 물소 등이므로 조
각의 양식에도 그 지역의 양식이 반영되었다는 가설이다. 이는 곽거병묘 석조의 
조성자가 대상 동물을 실견한 것이 아니라 전래된 유물을 보고 만들었을 것이라
는 추론에 의한 가정이다. 텅구는 특히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있는 동물상들과 
스키타이-시베리아(Scythe-Siberian) 지역의 고대 인물상(Kamennaya Baby)의 
양식적 유사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동물상들이 남시베리아 및 스키타
이 양식이며 보다 고대로 간다면 메소포타미아 양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하였
다. 이 가설은 미국의 고고학자 칼 비숍(Carl Whiting Bishop, 1881-1942) 등 
서구의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다.493) 두 번째는 이 석조물의 양식이 바빌론의 
나부코도노소어(Nabuchodonosor)시대(B.C. 604-561)의 ‘바살트사자상(Lion de 
Basalte)’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이다. 호인(胡人)을 밟고 있는 곽거병묘 
석마의 경우 이 사자상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바빌론이 그 양식적 기
원이라는 추론이다. 이 두 번째의 견해는 독일의 중국학 학자 칼 헨츠(Carl  
Philipp Hentze, 1883-1975)가 제시한 가설이다. 텅구는 이에 대하여 바빌론과 
곽거병묘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논하기에는 그 시간과 거리상 차이가 크다고 가능

493) Carl W. Bishop, 앞의 글, p. 40.

삽도 17. 1914년의 곽거병묘 (沈琍, 「霍去病墓及其石雕
研究的回顧及思考」, 『考古與文物』, 2010.6, p. 60, 圖 1) 삽도 18. 흉노를 밟고 있는 말(馬踏匈奴

像) (孙琳, 「霍去病墓石雕藝術風格的再探
討」, 『藝術史與藝術考古』, 2016.5, p. 
101, 圖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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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배제하였다. 또한 텅구는 이 유적은 곽거병이 흉노를 물리칠 때 활약했던 
장소인 기련산(祁連山)의 형상을 본 떠 전체적 구조가 구상되었다는 『전한서(前漢
書)』의 기록을 소개하였다. 이를 근거로 텅구는 분묘의 구조가 조각의 조성에 공
간적인 제한을 주었으며 그 형상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
다. 즉 그는 이 석각들의 양식에는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적인 요소와 함께 분묘
의 형태를 살리기 위한 중국 조각가의 창의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주장하였다. 
 곽거병묘 석조의 양식에 관하여 텅구는 대체로 서구 연구자들의 견해를 받아들
였다. 이 외에 텅구가 이 논고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던 점은 서한(西漢)
을 대표하는 곽거병묘 석조의 양식과 이후 동한(東漢) 조각의 양식에 관한 비교 
분석이다. 이를 통해 텅구는 한대(漢代) 조각의 전체적 양식 전개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텅구는 동한(東漢)을 대표하는 조각으로 ‘천록(天祿)’과 ‘벽사
(辟邪)’를 꼽고 그 연원을 추적하였다. 천록과 벽사는 주로 능묘 앞에 놓인 한 쌍
의 석수(石獸)로 뿔이 하나인 것은 천록, 두 개인 것은 벽사이다. 텅구는 『전한서
(前漢書)·서역전(西域傳)』의 “오익산(烏弋山) 이국(離國)에는 도발(桃拔), 사자, 코
뿔소가 있다”는 기록과 “도발은 부발(付拔)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슴과 유사하다. 
꼬리가 길고 뿔이 하나인 것은 천록, 두 개인 것은 벽사라고 한다”는 맹강(孟康, 
삼국시대 활동)의 주석을 소개하였다.494) 즉 텅구는 천록과 벽사에 관한 한대 이
전의 문헌 기록을 들어 그 도상의 연원과 서역(西域)의 관련성을 제기하였다. 또
한 그는 ‘벽사(辟邪)’의 어원(語源)이 ‘페르시아(Persia)’의 음역(音譯)에서 유래하
였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천록과 벽사의 현존하는 가장 오랜 예는 허난(河南) 난양(南陽)의 동한(東漢)시기 
종자묘(宗資墓) 앞 한 쌍이다. 텅구는 이 종자묘 상(像)과 같이 날개가 있는 석수
는 그 원류가 페르시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이 두 구의 조각을 ‘육조(六
朝)시기 날개 달린 석수(石獸)의 선구(先驅)’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 석상들의 
강한 동감(動感), 유려한 선조(線條), 복잡한 기법에 주목하였다. 텅구는 

서한(西漢) 곽거병묘의 조상은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가운데 감출 수 없는 힘이 있어
서 일종의 당당함이 드러난다. 한(漢)민족의 외부로 향한 발전 정신과 강렬한 의지가 
소박한 사실로 표현되었다. 그에 비해 동한(東漢)의 조상은 생활상의 부(富)가 축적된 

494) “安『前漢書·西域傳』:烏弋山離國有桃拔,獅子,犀牛. 孟康注:桃拔一名字符拔,似鹿,長尾
一角者或爲天鹿,兩角者或爲辟邪”, 滕固, 앞의 글,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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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화려함을 숭상하였다. 따라서 서한과 비교하면 섬세하고 세밀하며 우아함을 가
지고 있다. 조각에는 휘감는 선조가 두드러지며 그 문양으로 실물을 윤색하여 찬란한 
이상을 추구하였다

라고 서술하였다.495) 즉 그는 한대의 조각 양식이 단순하고 소박한 초기의 서한 
양식에서 화려하고 유려한 후기의 동한 양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서술하였다. 그리
고 텅구는 동한의 조각 양식이 이렇게 화려해진 이유는 축적된 부에 의해 사묘
(祠墓) 건축이 사치스럽게 변화하였음에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건축물과 그 
부속 조각물의 양식이 동일한 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동인(動因)은 경제적인 
배경이라는 인식인데 이는 텅구가 가진 ‘시대양식’ 개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텅구는 중국 고대 조각을 양식사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미술사적 인
식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미술품의 양식이 사회 ·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는 텅구의 이러한 해석은 원체화와 문인화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도 드러나는 점
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서한의 조각 양식에 ‘한(漢)민족의 외부로 향한 발전 정
신과 강렬한 의지’라는 민족 정서를 부여한 서술도 주목된다. 
 「난양 한대 화상석각의 역사와 양식에 관한 고찰(南陽漢畵像石刻之歷史的及風格
的考察)」(1937)은 허난성(河南省) 난양현(南陽縣)의 교육국(敎育局)이 보관하던 
150여 점의 한대 화상석을 분석한 글이다. 이 글은 연대 문제, 석실 구조와 화상, 
야수(野獸)의 도상, 무악(舞樂) 도상과 석각(石刻) 화상(畫像)의 예술상의 지위라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중국에서 최초로 화상석의 연구에 양식사를 
적용한 미술사 논고이다. 텅구는 이글에서 석실의 구조와 화상의 도상, 각 화상간
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한대 화상석 연구에서 선구적 업적을 이루었다.
 텅구는 난양의 화상석을 인근의 초점묘(草店墓), 산동(山東) 무량사(武梁祠)와 효
당산(孝堂山) 등의 화상석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난양 화상석의 ‘인면용신(人
面龍身)’의 괴수상을 ‘복희와 여와’로 보았던 기존의 통설에 이의를 제시하였다. 
텅구는 무량사 등의 화상석에 있는 한 쌍의 인면용신상은 복희와 여와가 틀림없
지만 단구(單軀)인 난양의 예는 그렇게 확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그
는 『산해경(山海經)』에 기록된 30여 건의 관련 기사로 보아 이곳의 인면용신상은 
산신(山神)이나 야수(野獸)의 신(神)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화상들은 
잡귀와 짐승들을 몰아내는 ‘벽사’의 기능을 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나아가 텅구는 

495) 滕固, 앞의 글,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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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무악(舞樂)화상의 도상을 밝혀냈다. 그는 『동관한기(東觀漢記)』, 『한서(漢
書) ·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그 도상이 ‘투호(投壺)’, ‘파
투무(巴渝舞)’ 등임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사람과 동물의 격투’ 장면은 한
대에 지방에서 성행했던 수렵 행사를 반영한 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삽도 19. 난양(南陽) 한화관(漢畫館)에 소장된 종자묘의 천록상과 벽사상
                           (南陽漢畫館 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www.nyhhg.com/)

 또한 텅구는 여러 분묘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석재에는 대부분 동일한 제재의 
화상(畵像)이 조각되었음을 밝혔다. 즉 묘실의 구조와 석재의 배치가 화상의 내용
과 형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텅구가 화상석과 그것이 사용된 건축물을 연
계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입체적 시각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곽거병묘와 동한 종자묘의 석조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다. 이러한 여
러 시도로 텅구는 난양 화상석 연구를 한 단계 진보시켰다.
 「연하도 반규와당의 동물형 문양(燕下都半規瓦當上的獸形文飾)」(1936)은 허베이
성(河北省) 이현(易縣) 연하도(燕下都)의 고성(古城)에서 출토된 ‘반규와당(半規瓦
當, 반원형의 와당)’에 관한 논고이다. 연하도는 전국시대 연(燕)나라의 별도(別都)
로 기원전 4세기경에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다수의 
연대(燕代) 건축 자재와 당(唐)의 화폐, 대유도기(帶釉陶器), 청(淸)의 화폐, 근대
의 도자기 파편 등이 있다. 이 글은 연하도 유물의 발견과 제작 연대, 반규와당의 
문양, 연와(燕瓦)의 동물 문양과 스키타이-시베리아 동물 문양의 관계, 도철문의 
의의와 기원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텅구는 문헌 기록과 실물의 
조사를 바탕으로 와당의 제작 연대를 기원전 3세기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수백 점의 와당 가운데 문양을 온전히 식별할 수 있는 50여 건의 사례를 토대로 
그 문양을 모티프에 따라서 7개의 유형에 속한 16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유형은 

http://www.nyhh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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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는 구름과 겹 철자(旋雲套凸式), 회전하는 구름과 도철(旋雲饕餮式), 회전하
는 구름과 겹 철자와 도철(旋雲套凸饕餮式), 회전하는 구름과 홑 철자와 도철(旋
雲單凸饕餮式), 머리를 마주한 두 마리 동물(雙獸對首式), 뿔을 마주한 두 마리 
동물(雙獸對角式), 도철에 맞선 두 마리 동물(雙獸對項饕餮式)의 7가지이다. 즉 
이들은 구름이 시문된 네 가지 유형과 두 마리 동물이 시문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텅구는 연하도의 이 와당이 중국에서 출토된 기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문양 분석을 위하여 이전 시기 청동기 문양과의 비교를 제안
하였다. 텅구는 ‘회전하는 구름무늬(旋雲)’는 청동기에서도 발견되는 문양이며 ‘철
(凸)자’ 문양은 변형된 ‘번개무늬’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두 마리 동
물의 목에 보이는 세 개의 날개(三出翅)는 고대 청동기의 용이나 동물에도 보이는
데 와당의 문양은 이미 격식화(格式化)되어 청동기 문양의 사실성은 나타나지 않
는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텅구는 도철 문양의 기원을 상(商) · 주(周)의 청동기 
문양에서 찾고 그 발전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는 초기의 도철 문양은 여전히 종
교적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후기의 도철 문양은 순수한 장식의 범주
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텅구는 ‘도철(饕餮)’이라는 어휘의 연원에 대하여 
고대의 중국인이 이민족이나 이민족의 동물을 칭하는 용어였다는 견해를 제시하
였다.496) 
 한편 텅구는 이 연대(燕代)의 동물문양과 스키타이-시베리아 동물문양의 관련에 
관하여는 그 연계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미누신스크
(Minusinsk)에서 출토된 띠고리의 문양과 연와의 동물문양이 가지는 유사성은 우
연한 결과일 뿐 상이함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스키타이유목민이 중국
의 서북쪽 변방에서 활동하며 그 문화를 중국에 전파한 것은 한대(漢代) 이후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텅구는 자신이 참석
했던 1931년 5월 12일의 훔볼트대학 특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특강에서 헝
가리의 고고학자 안드레아스 알푈디(András Ede Zsigmond Alföldi, 1895 
-1981)는 ‘고원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高原亞細亞的文化和藝術)’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그 내용은 한대(漢代)에 이르러 흉노족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서남아시아와 시베리아에 분포된 스키타이의 유산(遺産)과 접촉할 수 있었다는 주

496) 이에 대하여 현대의 학자들은 ‘도철(饕餮)’과 ‘도등(圖腾)’이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되
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趙憲章·朱存明, 『美術考古與藝術美學』(上海: 上海大
學出版社, 2008),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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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497) 텅구는 이에 따라 한나라보다 이전 시기인 전국시대의 반규와당 동물
문양은 중국 본토에서 출현한 문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육조 능묘 석조 유물 약술(六朝陵墓石迹述略)」(1935)에서 텅구는 육조시기 능
묘의 석조물 즉 신도(神道)의 석주(石柱), 석수(石獸), 비석(碑石)들을 고찰하여 그 
양식적 연원을 규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 글에서도 텅구는 아난다 쿠마라스와
미(Ananda Coomaraswamy, 1877-1947), 르네 그루세(René Grousset, 1885- 
1952), 오스발트 시렌 등 국제적인 학자들의 연구서를 인용하였다.498)

 신도(神道)의 석주는 신도를 따라 양측에 나열된 돌기둥을 말한다. 육조의 석주
로는 양(梁) 문제릉(文帝陵) 등 남조의 양대(梁代) 능묘에 다수가 남아있다. 텅구
는 이들 석주를 주신(柱身), 주두(柱頭), 주초(柱礎)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
였다. 텅구는 석신(石身) 하부의 과릉식(瓜稜式)은 중국 고유의 양식이며 상부의 
직릉문(直稜文)은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에서 전래된 양식일 것으로 추정하였
다. 또한 텅구는 석두의 둥근 상부에 시문된 연화문(蓮花文)에 주목하였다. 텅구
는 윈강과 룽먼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연화문은 남북조시기에 성행했던 
문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대(梁代)에는 이러한 연화문이 보편적이었으며 그 연
원은 ‘아육왕(阿育王) 석주’의 영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텅구는 남조의 석주
에 대하여 “한(漢)의 제도를 이었으며 페르시아와 인도의 양식을 참조하였다”라는 
총평을 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현대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받고 있다.499)

 일반적으로 왕릉의 석수는 기린(麒麟), 왕후묘의 석수는 벽사(辟邪)로 통칭되는데 
텅구는 이들을 ‘도발(桃拔)’ 또는 ‘부발(付拔)’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텅구는 이 
석수들을 수신(獸身), 두부(頭部), 익부(翼部)로 나누어 각각의 표현 방식을 고찰
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석수의 시기를 판별할 때 그 선조(線

497) 텅구는 이 강연이 ‘베를린고고학회’가 주최한 행사였다고 주석에서 밝혔다. 그리고 텅
구는 알푈디가 이 주장을 같은 해에 『德意志國家考古學院年報』에 발표하였으나 그 논
고를 구할 수 없어 당시 자신의 필기를 참고하였음을 밝혔다. 滕固, 「燕下都半規瓦當上
的獸形文飾」, 彭萊 編, 앞의 책, p. 104의 주석 5 참조.

498) Ananda Coomaraswamy, History of Indian and Indonesian Art (New York: 
E. Wayhe, 1927); René Grousset, The Civilization of the East: the Near and 
Middle East (London: Hamish Hamilton, 1931-1934); Osvald Siren, "Winged 
Chimeras in Early Chinese Art," Eastern Art: An Annual 1 (1928), pp. 86-96.

499) 양샤오춘(楊曉春)은 남조의 초기 석주는 한대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동한 중기부
터 서방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楊曉春, 「南朝陵墓神道石刻渊源
研究」, 『考古』(2006.8), p. 80; 邵磊, 「對南朝陵墓神道石刻研究的回顧與反思」, 『南京曉
庄學院學報』(2010.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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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와 입체감뿐 아니라 사용된 장식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텅
구는 두부와 익부의 형태 모두 시기가 이를수록 한대(漢代)의 석물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텅구는 중국의 유익수(有翼獸)가 어느 시기부터 제작되었는지 구체
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육조시대의 유익수는 그 양식적 연원이 한대에 있다고 결
론지었다. 즉 텅구는 유익수라는 도상이 페르시아, 그리스, 스키타이, 박트리아 
등 세계 각지에 분포하였으며 중국에 그 도상이 전래된 경로는 다양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텅구는 한대부터 유익수가 중국화(中國化)되기 시작하여 육조
시기에는 이미 상당한 중국화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양대(梁代) 유
익수의 정교함과 화려함은 남조(南朝)의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비석(碑石)은 남북조 석물 가운데 남아있는 수가 가장 적다. 텅구는 비석을 비수
(碑首), 비측(碑側)과 귀부(龜趺)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는 비수는 동한(東漢)양
식을 따랐으며 비측을 여덟 개의 칸으로 나누어 각각 부조를 조각하는 방법은 남
북조시기부터 성행한 양식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귀부의 형상 또한 간소하고 
소박하며 머리를 위로 들고 엎드려있는 모습 역시 한대(漢代)부터 시작되어 이후 
줄곧 같은 형상을 유지하며 전승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글들은 모두 중국 고대 미술의 양식과 도상을 고찰하여 그 발
전 양상과 연원 파악을 시도한 논고이다. 텅구의 이 논고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
론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양식사를 적용하여 유물을 관찰하였다. 텅구는 각 유물
의 시기별 특징 비교를 통해 시대 양식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시각적 
관찰을 토대로 양식의 연원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양식 변천 가운데 해당 유물
의 위치를 밝히려 하였다. 둘째 ‘유형학(Typology)’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물들을 
분류하였다. 이 방법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텅구가 1935년에 몬텔리우스 저서의 
일부인 「방법론」을 번역하면서 중국에 소개했던 이론이다. 텅구는 이 논고들을 
작성하며 유형학을 중국 미술 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셋째 장식 문양의 
연구에 집중하였다. ‘연하도 반규와당’에서 텅구는 50여 개 와당의 문양을 유형 
분류하여 그 구성 요소의 주제가 미술 발전에서 담당한 역할을 밝히고 문양 형식
의 자율적인 발전 규율을 규명하였다. 그는 육조 능묘 석물의 연구에서도 문양의 
양식은 유물 편년의 기준이 되며 문양의 발전은 그 양식 변화의 규율성을 시사한
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도상학의 방법론을 미술품 분석에 도입하였다. 그는 여러 
문헌들의 기록을 토대로 다양한 유물의 도상을 추정하였다. 텅구는 곽거병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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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 연구에서 바위에 부조된 한 쌍의 물고기를 고대의 지리서인 『삼보황도(三輔
黃圖)』의 기록에 의거하여 ‘석경(石鯨)’이라고 규정하였다. 육조 능묘의 석조 연구
에서는 주초(柱礎)에 조각되어 있는 한 쌍의 동물을 『사기(史記)』의 「구책전(龜策
傳)」과 『한서(漢書』의 「무제기(武帝記)」에 의거하여 두꺼비로 판단하였다. 또한 
난양 화상석의 괴수석과 무악도상 등의 도상적 근거도 유추하였다. 당대식 벽화
의 연구에서는 도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까지 분석하였다. 즉 텅구는 말을 타고 
있는 귀부인의 도상이 〈양비상마도(楊妃上馬圖)〉나 〈괵국부인야유도(虢國夫人夜游
圖)〉 등의 주제와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 텅구는 이 도상이 양귀비의 언니인 괵
국부인이 말을 타고 있는 도상으로 이렇게 귀부인이 말을 타고 있는 도상이 당대
(唐代)에 크게 유행한 사실은 그 시대의 풍속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텅구는 동시기 서구에서 미술사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부상한 도상학에 대하여 숙
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중국 미술의 분석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텅구는 중국의 학자로서는 최초로 위와 같은 미술사의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중
국의 고대 유물들을 고찰하였다. 텅구는 이 논고들에서 중국 미술을 서역, 이집
트, 인도 등의 미술과 비교하며 중국과 기타 국가의 예술 교류 그리고 중국 미술 
양식의 독자적 발전 등을 여러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간과 그 
공간을 구성하는 개별 작품의 연계성을 고찰하여 기본적인 조형 관념을 밝히고자 
노력함으로써 중국미술사 연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텅구의 이러한 연
구 성과는 서구에서 탄생한 미술사가 중국에서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중국 전통의 문헌사, 서구의 양식사와 도상학 그리고 유형
학의 방법론이 융합된 20세기 초반 중국의 자국미술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텅구의 고대 미술 연구와 미술고고학

 텅구의 위 논고들이 고대 유적이라는 실물을 대상으로 서술되었음은 중국 고고
학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시기의 고고학은 근대기 국민국가의 부상과 
연계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서구인들은 식민지와 반식민지 상태의 여러 
국가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그 지역의 1세대 학자들을 훈련시켰다. 
중국에서도 현대적 고고학은 20세기 초반 서구로부터의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에
서 발전이 시작되었다. 
 서구와 일본의 학자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활발하게 발굴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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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역설적이지만 이는 중국 고고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오렐 스타인
(Aurel Stein, 1862-1943) 등 서구의 학자들과 이토 츄타(伊東忠太, 1867-1854) 
등 일본의 학자들은 중국의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에 이후부터는 푸스녠(傅斯年, 1896-1950), 리지(李濟, 1896- 
1979), 량스잉(梁思永, 1904-1954) 등 유학파 중국인 학자들이 중국의 고고학을 
이끌었다. 리지가 이끈 조사단은 1926년에 산시(山西) 랴오샤현(了夏縣) 앙소문화
(仰韶文化) 유적을, 1928년에는 허난(河南) 안양(安陽) 샤오둔촌(小頓村)을 발굴하
였다. 1929년에는 페이원종(裵文中, 1904-1983)이 이끄는 신생대연구실(新生代硏
究室) 조사단이 저우코우뎬(周口店) 유적을 발굴하여 북경인의 두개골을 발견하였
다. 또한 중앙연구원(中央硏究院)의 역사어언연구소(歷史語言硏究所)는 1928년부
터 1937년까지 은허(殷墟)의 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중국 고고학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베이핑연구원(北平硏究院)은 1934년에 산시(陝西)의 터우
지타이(斗鷄臺)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500) 
 그런데 이 시기의 중국 고고학은 서구의 영향뿐 아니라 송대(宋代)와 청대(淸代)
에 발전했던 금석학, 고기물학과 고동수집열이라는 전통도 내포하고 있었다.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고기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는 전통과 고대 
청동기나 비석 등의 명문(銘文)을 해석하는 금석학은 20세기 초반의 고고학 발전
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적 측면 이외에도 이들 전통 학
문은 관념적인 측면에서 중국 고고학에 내면화되었다. 즉 이들 학문은 물질문화
의 복합적 분석이 아닌 개별 유물에만 제한된 관심, 자료 분석에서의 민족주의적 
시각 특히 다른 문화에는 무관심한 한족(漢族) 중심의 사고방식 등의 측면에서 중
국 고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501) 
 한편 이 시기 고고학 발전의 성과인 대량의 발굴품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우
선순위와 우월성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였다. 또한 여러 전체주의적 국가들은 
고고학적 자료의 해석을 장악하려 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의 일본의 예이다. 당시 일본은 천황가의 신성한 역사와 기원에 의심
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선사시대 고고학 자료의 언급을 제한하였다.502) 이러한 사

500) 喬志强, 「考古學之勃興與民國時期的中國美術史硏究」, 『美術學報』(2016.3), p. 75.
501) Chiara Visconti, “The Influence of Song and Qing Antiquarianism on 

Modern Chinese Archaeology,” MingQing Yanjiu 19 (2015.2), pp. 60-61. 
502) Bruce G. Trigger, “Alternative Archaeologies: Nationalist, Colonialist, 

Imperialist,” Man New Series 19 (1984.9),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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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은 고고학이 사회적 맥락 내에서 기능함을 보여주며 근대기 고고학이 민족주
의적 정서를 토대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고고학도 전통 학문이 가지는 역사관과 서구로부터 도입된 고고학이 융
합하여 민족주의적으로 발전하였다.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민
족주의적 역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의 자부심과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이었
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고고학은 구석기시대보다는 그 후대의 고대 문명이나 복
합적 사회형태의 문화적 · 정치적 성취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민족의 선조’가 
가졌다고 추정되는 창조성과 원초적 활력(primitive vigour)에 ‘영광을 부여하려
는’ 경향에 의한 것이다.503) 중국인들은 화하(華夏)민족을 그들의 선조로 인식하
였으며 황하와 양자강 유역의 중원(中原)지역이 화하민족의 발상지라고 믿었
다.504) 그리고 통일된 진(秦)의 기반 위에 세워진 ‘한(漢)나라’는 현재 ‘한족(漢族)’
의 정체성을 제공한 왕조로 인식되고 있다.505) 이전 시기 중국인의 호칭이던 진
인(秦人), 초인(楚人), 제인(齊人) 등의 명칭은 점차 사라지고 ‘한인(漢人)’ 또는 
‘한민(漢民)’이라는 호칭으로 통일되어 현재 한족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전
한(前漢)과 후한(後漢)에 걸친 이 400여 년은 중국 문명의 기초를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정립된 한예체(漢隷體)는 현대까지 통용되는 한자(漢字)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 문자를 바탕으로 세계사적인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이 
형성되었다. 또한 제철(製鐵), 제지(製紙), 자기(瓷器) 등의 문명이 이 시기에 발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무제의 유학(儒學)장려책 실시로 크게 발전한 유학은 이후 
중국 정신사의 근간을 이루었다.506) 따라서 중국인들은 한(漢)나라를 중국 문명의 

503) 이러한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나 민족에 의하여 억압받거
나 정치적인 협박을 받는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위의 글 p. 360.

504) 한족(漢族)과 그 문화의 중원(中原)기원설에 대해서는 중국과 서구의 학자들이 대조적
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칼 비숍(Carl Bishop) 등의 학자는 양사오(仰韶)유적에서 중
앙아시아 문물과 유사성을 가진 유물들을 발굴하여 중국문명서래설(中國文明西來說)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중국 고고학계의 학자들은 초기에는 이 서래설의 영향을 받았으나 
북경원인(北京原人, Beijin Man)의 발굴과 상대(商代) 갑골문의 발견으로 이 서구의 학
설에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Tamara T. Chin, “Antiquarian as Ethnographer: Han 
Ethnicity in Early China Studies,” in ed. Thomas S. Mullaney et al., Critical 
han Studies: The History, Representation, and Identity of China’s Major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p. 141. 

505)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B.C. 202-195 재위)은 자신의 근거지였던 한수(漢水, 또는 
漢江) 유역의 한중(漢中)의 이름을 따라 국호를 한(漢)이라고 정했다. 兪水生, 「漢族名
稱的由來」, 『尋根』(2018.1), pp. 10-11.

506) 臧嶸·張潁, 「縱論漢文明的重要歷史地位」, 『南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7(2008. 
11),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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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이룬 찬란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근대기 중국의 고고학자 가운데는 한(漢)이라는 왕조와 민족으로서의 한족(漢族)
을 구별하려는 신중한 학자들도 있었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서 두 관념을 통합하고자 하였다.507) 더욱이 19세기 말에는 민족이
자 국가로서의 ‘한(漢)’이라는 관념이 만주족의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도구로 
부각되었다. 또한 청조(淸朝)의 지배에서 탈피한지 오래되지 않은 20세기 초반에
는 한족(漢族)의 권위를 다시금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508) 이민족의 통
치가 종식된 이 시기에 남은 문제는 청나라가 크게 확장한 중국의 영토를 한족이 
지배하는 국가의 영토로 공고화(鞏固化)하는 것이었다.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한(漢)민족’이라는 개념의 창출로 청나라가 흡수했던 여러 민족과 지역을 통합하
는 방안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중국 변방의 여러 유적이 
그 지역 토착민이 아닌 보다 고도의 문화를 가졌던 중앙의 한족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09) 즉 이 시기의 고고학은 발굴품이라는 증거물로 문헌의 
빈자리를 채우며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역사의 이론을 제공하였다.510) 
이와 같이 이 시기의 고고학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 구축에 이용되었다.511) 더
욱이 3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일본의 침략은 이 시기 중국의 민족주의를 더욱 강
화하였다. 
 1934년부터 국민당정부가 추진한 고적(古跡)의 조사는 이러한 시대의 기류와 무
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텅구는 이 국책 사업에 참여하여 여러 유적을 
조사한 후 위의 여러 논고들을 집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텅구가 위의 여러 글
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한 점은 유물의 도상이나 양식의 기원 문제였다. 그리고 그

507) Jeff Kyong-McClain, “Babarian Caves or Han Tombs? Republican-Era 
Archaeology and the Reassertion of Han in Ancient Sichuan,” 
Twentieth-Century China 35 (2010.4), p. 5.

508) 근대기 중국 사회에서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 시도에 대하여는 Thomas S. Mullaney 
et al. ed., 앞의 책; Kai-wing Chow, “Narrating Nation, Race, and National 
Culture: Imagining the Hanzu Identity in Modern China,” in Constructing 
Nationhood in Modern East Asia, ed., Kai-wing Chow, Kevin M. Doak, and 
Poshek Fu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pp. 47-83 참조.

509) Tamara T. Chin, 앞의 글, pp. 140-143; 중화중심주의와 사회진화론에 대해서는 
James Pusey, China and Charles Darwi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 64 참조.

510) Jeff Kyong-McClain, 위의 글, pp. 5-6.
511) Lothar von Falkenhausen, “On the Historiographical Orientations of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67 (1993), p.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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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논고들에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가 조사한 다수의 중국 고대 유물들
은 그 양식과 형식적 연원이 한대(漢代)에 있다는 점이다. 텅구는 「곽거병묘의 석
조 및 한대 조각의 시험적 고찰」, 「난양 한대 화상석의 역사와 양식에 관한 고
찰」에서 한대의 유적을 고찰하였으며 이 양식이 후대 양식의 기원이 되었음을 말
하였다. 「연하도 반규와당의 동물형 문양」과 「육조 능묘 석조 유물 약술」에서는 
연(燕)과 육조(六朝)의 유물에 대하여 각각 한(漢) 이전 중국의 고유성과 한(漢) 
이후 외래 문명과의 융합을 주장하여 한나라의 미술사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 시기 중국 사회에서의 ‘한민족(漢民族)’ 개념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더욱이 텅구가 1936년에 발표한 「무릉과 소릉의 위대한 사적(武陵和昭陵的
偉大史迹)」과 「서쪽 변방의 예술(西陲的藝術)」은 이 시기 중국 사회의 민족주의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텅구는 한 무제(武帝)의 무릉과 당(唐) 고종
(高宗, 재위 649-683)의 소릉을 소개한 「무릉과 소릉의 위대한 사적」에서 이 두 
유적이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함과 선민정신(先民精神)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준
다”라고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유적을 직접 보아야만 ‘한민족(漢民族)의 위
대한 정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쪽 변방의 예술」에서 텅구는 바미
얀, 코탄, 쿠차, 투르판 등 서수(西陲) 즉 서역(西域)의 불교미술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텅구는 글머리에서 이 지역은 한(漢)이후부터 중국이 관할하였다는 점을 
밝혀 역시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서는 19세기 말부터 사오십 년간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여러 차
례 파견대를 보내 이 지역의 유물들을 약탈하고 있음을 한탄하였다. 텅구는 중국
의 영토에서 서구 열강들의 각축을 용인한 점과 중국이 그들보다 먼저 조사를 시
작하지 못한 점이 치욕스러움을 토로하였다. 이는 아마도 이 시기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이 공감하던 사항일 것이다. 그리고 텅구는 1927년에 중국의 시베이과학
고찰단(西北科學考察團)이 조직되어 서역을 조사하고 여러 유품을 획득한 사실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는 이 단체가 획득한 서역의 예술품들을 일반 대중에
게 공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야를 확장하고 우울한 기운을 쏟아내게 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텅구의 중국 고대 미술에 관한 연구는 당시 고조되었던 민족주의적 
고고학과 관련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고고학의 발전 양상은 민국시기의 
중국미술사 특히 고대 미술의 연구와 서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고대미술사와 고고학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학문이나 공동의 연구 대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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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구체적인 연구에서 서로의 연구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안양(安陽)의 은허
(殷墟)를 발굴했던 고고학자 리지는 출토된 도기와 동기(銅器) 등의 제형(制型)과 
장식 문양의 변천을 연구하였다.512) 은허 발굴을 여러 차례 주도하였던 고고학자 
동줘빈(董作賓, 1895-1963)은 갑골문의 서법 양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513) 
그는 서법의 양식 변화를 갑골문의 시대를 판별하는 주요 표준으로 삼았다. 미술
사학자들 역시 고대 유적의 발굴과 조사에 참여하며 새로 발견된 유물의 연대 추
정 등에 미술사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층위학 등 고고학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텅구를 비롯하여 스옌(史巖, 1904-1994), 왕쯔윈(王子云, 원명은 王
靑路, 1897-1990) 등이 신발굴품 연구를 통해 확장된 중국미술사를 서술하였
다.514) 이처럼 20세기 초반 중국의 고고학과 미술사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다. 
 이 시기 고고학자와 미술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고대 미술의 연구는 현
재까지도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술고고학(美術考古學)’이라는 용어를 탄생시
켰다. 중국에서 ‘미술고고’라는 어휘는 1929년 궈모뤄(郭沫若, 1892-1978)의 번
역서 『미술고고발현사(美術考古發現史)』(上海, 1929)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책
의 원본은 독일의 고고학자 아돌프 미카엘리스(Adolf Michaelis, 1835-1910)의 
『19세기의 고고학적 발굴(Die archäologischen Entdeckungen des neunze 
hnten Jahrhunderts)』(Leipzig, 1906)이다.515) 미카엘리스는 1908년에 책의 개

512) 喬志强, 앞의 글, pp. 76-77. 리지의 민족주의적 고고학에 관해서는 徐新建, 「科學與
國史: 李濟先生民族考古的開創意義」, 『思想戰線』 41(2015.6), pp. 1-9; 查曉英, 「“正
當的歷史觀”:論李濟的考古學研究與民族主義」, 『考古』(2012.6), pp. 82-92 참조.

513) 동줘빈의 갑골문과 갑골문 서법 연구에 관해서는 張道森, 「董作賓甲骨文書法探論」, 
『中國書畫』(2006.3), pp. 51-52; 陳則威, 「確立甲骨文書法風格的路徑初探」, 『安陽師範
學院學報』(2017.6), pp. 154-156 참조.

514) 스옌은 상하이대학(上海大學) 미술과를 졸업하고 이후 중국미술사 학자로 활동하며 
중국의 조소(彫塑)를 연구하였다. 그는 1943년부터 둔황예술연구소(燉煌藝術硏究所)의 
연구원으로 재임하면서 『敦煌石室畫像題識』(1947) 등을 출판하여 돈황학(敦煌學)의 발
전에 기여하였다. 張雨婷, 「蜗步螢光以補鴻旨-史巖的學術研究及貢獻」, 『美術觀察』
(2012.7), p. 118. 왕쯔윈은 베이징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에 유학하여 조소(彫塑)를 전공하였
다. 그는 1937년에 귀국하여 당시 텅구가 교장으로 있던 국립예술전과학교(國立藝術專
科學校)의 교수로 재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1940년 국민정부가 조직한 시베이예술문물
고찰단(西北藝術文物考察團)의 일원으로 중국의 서북지역 각지의 유적을 조사하여 
1945년에 『漢唐陵墓藝術』, 『秦漢瓦當』 등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王篟, 「王子云年表」, 
『西北美術』(1995.4), pp. 41-42.

515) 궈모뤄의 이 저서는 일본의 하마다 코사쿠가 번역한 『미하에리스씨의 미술고고학 발
견사(ミハエリス氏美術考古學發見史)』(東京, 1927)를 중역(重譯)한 서적이다. 邵學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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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을 『미술고고학적 발견의 한 세기(Ein Jahrhundert kunstarchäologischer 
Entdeckungen)』라는 제명으로 출판하였다. ‘미술고고’라는 용어는 이 책에서 사
용된 ‘kunstarchäologischer’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독일이나 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미술고고’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여전히 ‘미술사’와 혼용되거나 또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516) 중국의 대학에서도 현재 ‘미술사학(또는 예술사학)’과 ‘미술고
고학(또는 예술고고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동대학(山東大
學)에는 인문사회연구원 내에 미술고고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상하이대학
(上海大學)의 상하이미술학원(上海美術學院)에는 미술사와 미술고고가 별도의 강
좌로 개설되어있다. 또한 쓰촨대학(四川大學), 쑤저우대학(蘇州大學), 난징예술학
원(南京藝術學院), 중국예술연구원(中國藝術研究院) 등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미
술고고학 전공생을 모집하고 있다. 시안미술학원(西安美術學院)에서는 2006년에 
‘중국예술고고연구소(中國藝術考古硏究所)’를 설치하여 『예술고고(藝術考古)』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미술고고’라는 용어를 사용한 
저서들을 출판하고 있다.517) 이는 서양이나 한국에서 ‘고고와 미술사학과’를 개설
하여 두 학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결합과 소통을 추구하는 현상과 차이
를 가진다. 
 이처럼 유일하게 중국에만 존재하는 ‘미술고고학’에 대하여 완롱춘(阮榮春)과 황
후밍(黄厚明)은 “미술고고학의 연구 목적은 고대 인류가 만든 인공작품의 문화적 

「‘美術考古學’之名辨」, 『美術硏究』(2008.1), p. 68. 궈모뤄의 역서는 초간 이후 1931년, 
1948년, 1954년과 1998년에 재간행되었으며 1948년 판본부터는 『고고발현일세기(考古
發現一世紀)』라는 제명으로 출간되었다. 정옌(鄭岩), 「‘미술고고학’의 유래에 관하여」, 
홍선표 편,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학고재, 2009), p. 292, 주 2 참조.

516) 샤나이(夏鼐, 1910-1985)와 왕중수(王仲殊, 1925-2015)가 편찬한 『중국대백과전서(中國
大百科全書)』(1986)의 「고고학권(考古学卷)」에는 “미술고고학은 역사학과의 입장에서 출발하
여 각종 미술품을 실물 표본으로 삼아 고대의 사회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미술사학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미술사학은 일종의 의식형태인 심미적 관념
에서 출발하여 각종 미술품을 연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미술고고학’을 정의하고 미술사학과
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한편 양홍(楊泓)은 『중국대백과전서』의 「미술권(美術卷)」에서 “미술고
고학은 고고학의 분기 학과이며 유적의 발굴과 조사로 획득한 미술 유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학문은 역사학과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층위학, 유형학 등 고고학 연구 방법에 의존
하여 고대 문헌 및 유관 유물을 결합하여 미술의 생산, 발전 과정을 밝히고 물질문화 발전과
의 연계로 인류문화사 연구에 신뢰성 있는 실례를 제공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고고학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미술고고학을 정의하였다. 이에 반하여 천츠위(陳池瑜)와 판멍
(范夢) 등의 학자는 미술고고학을 미술학의 한 분기 학문으로 분류하였다. 單戰戰, 앞의 글
(2013), p. 12.

517) 1950년대 이후 2007년까지의 주요 저서 목록은 정옌, 위의 글, pp. 304-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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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탐구하여 그 정신성을 도출하고 고대 인류의 정신문화에 내재된 발전 규
율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술고고학은 고고학, 미술사학과 다르다. 고고
학은 인류문화와 사회 발전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여 고대 인류 사회를 체계적으
로 복원하는 학문이다. 미술사학은 미술 작품의 양식과 예술 의의를 탐구하여 인
류의 심미(審美)문화와 심미행위를 해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였다.518) 현재 
중국의 학계가 미술사학을 미학의 영역에 보다 가깝게 해석하는 경향은 이 정의
에서도 드러난다. 이 정의에서는 미술고고학이 고대 미술사학과 다른 점을 발견
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술고고학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중국의 이러한 
독자적인 현상은 민국시기에 고고학과 미술사학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
하였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텅구가 있었던 것
이다. 텅구 자신이 ‘미술고고’라는 어휘를 사용한 바는 없으나 현재 중국의 학계
에서는 그를 중국 미술고고학의 초기 연구자로 인정하고 있다.519)

518) 阮榮春·黄厚明, 「美術考古學的學術定位和學科建設」, 『南京藝術學院學報(美術與設計
版)』(2003.4), p. 5.

519) 본 논문의 주 4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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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미술사의 ‘唐宋’ 정점론
  
 한 국가가 어느 시대의 미술을 자국의 대표적 미술로 내세울 것인가는 근대기 
각국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는 곧 그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
므로 일본이나 중국 등 근대화의 후발국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텅구는 
그의 초기 저서 『중국미술소사』에서 ‘당송(唐宋)’을 중국 미술의 발전이 최고조에 
이른 ‘창성시대(昌盛時代)’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송 이후의 원(元), 명
(明), 청(淸)을 ‘침체시대(沈滯時代)’라는 하나의 시기로 묶었다. 텅구의 후기 저서
에서는 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점기는 당송이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20세기 중반 서구 미술사학자들의 ‘원대의 혁명(Yuan 
Revolution)’이라는 논점에 초점을 둔 연구와 비교된다.520) 그렇다면 텅구의 이
러한 인식은 그만의 독자적인 시각이었을까? 동시기 다른 학자들의 관점은 어떠
하였을까?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논점은 텅구를 비롯한 이 시기 각국의 학자
들이 중국의 어느 시대를 미술사적인 정점기로 보았는가라는 문제이다. 정점기를 
규정하는 시각은 곧 학자 자신의 역사관을 대변하며 각 학자들의 역사관은 그 시
대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당송 정점론’에 대한 검토는 
텅구를 비롯한 20세기 초반 연구자들의 인식을 형성한 사상과 그들의 미술사 서
술 의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520) 중국회화사에서 ‘원대의 혁명(Yuan Revolution)’을 중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James Cahill, Chinese Painting (Geneva: Skira, 1960); Michael Sullivan, An 
Introduction to Chinese 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Max Loehr, "Some Fundamental Issues in the History of Chinese Painting," 
Journal of Asian Studies 23 (1964), pp. 185-193; Wen Fong, "Why Chinese 
Painting is History," Art Bulletin 85 (2003.6), pp. 258-280; James Cahill, "Some 
Thoughts on the History and Post-History of Chinese Painting," Archives of 
Asian Art 60 (2005), pp. 17-33 등이 있다. 이 학자들은 13세기 말을 기준으로 중국
회화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 회화를 재현(representation)과 객관성, 후기의 
회화를 표현(expression)과 주관성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후기 회화의 출발점인 원대의 회화를 송대의 회화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이 이론은 20
세기 후반 서구의 중국미술사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굳어졌는데 제롬 실버겔드(Jerome 
Silbergeld, 1944-현재)는 원대 회화를 ‘변혁’으로 보는 이러한 인식이 과연 타당한가라
는 질문을 던졌다. Jerome Silbergeld, “The Yuan ‘Revolutionary’ Picnic: 
Feasting on the Fruits of Song (A Historiographical Menu),” Ars Orientalis 37 
(2009), pp.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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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학자들의 정치적 시각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미술사는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편찬되었으며 
그들의 연구는 중국 및 서구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일
본의 시각으로 본 중국미술사의 시기 구분과 그들이 어느 시대를 중국 미술의 정
점기로 보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대기 일본의 중국미술사 연구는 일
본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그 연구의 시기적 전
개 상황을 보면 메이지 초기, 청일전쟁과 신해혁명의 발발기, 타이쇼시기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기별 일본의 정치 · 사회적 상황은 서구와의 
각축,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장악, 자유주의적 사조의 개화와 군국주의의 강화라는 
순서로 전개되었다. 이 세 시기에 각각 해당하는 대표적인 중국미술사 학자로는 
첫 시기의 어니스트 페놀로사와 오카쿠라 텐신, 두 번째 시기의 오무라 세이가이, 
타키 세이치, 나카무라 후세츠 그리고 세 번째의 시기의 나이토 코난을 들 수 있
다. 아울러 일본의 중국미술사 연구는 위 학자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 칸토오(關
東)와 칸사이(關西)로 분류되는 지역적 특징 또한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미술사 연구의 중심축이 메이지시기의 칸토오에서 타이쇼시기 이후의 칸사이
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페놀로사는 중국 미술에서 당대(唐代)의 조각과 송대(宋代)의 회화가 가장 뛰어
나다는 시각을 가졌다. 그는 일본 고대의 불교 조각에 영향을 주었던 당(唐)의 불
교조각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화가 가운데 이공린(李公
麟, 1049-1106), 휘종, 목계, 하규를 최고의 화가로 보았으며 그 밖에 오도자, 마
원(馬遠, 남송시기 활동), 안휘(顔輝, 남송 말 활동) 등도 높이 평가하였다.521) 페
놀로사는 1894년 보스턴과 뉴욕에서 개최된 다이도쿠지(大德寺) 소장 〈오백나한
도(五百羅漢圖)〉 44폭의 순회 전시를 주관하였다. 이때 페놀로사는 자신이 이 작
품의 작가로 상정한 이공린을 서양의 홀바인이나 뒤러에 필적한다고 할 만큼 그
를 뛰어난 화가라고 평가하였다.522) 페놀로사의 말년 저작 『중국과 일본 미술의 
제 시대(諸時代)(Epochs of Chinese and Japanese Art)』(1907)의 시대별 목차

521) 宮崎法子, 「日本近代のなかの中國繪畵史硏究」, 東京文化財硏究所 編, 『語る現在, 語
られる過去』(東京: 平凡社, 1999), pp. 140-141.

522) Ernst Fenollosa, A Special Exhibition of Ancient Chinese Buddhist Paintings, 
Lent by the Temple Daitokuji of Kioto, Japan: Catalog (1894) (Boston: Museum 
of Fine Art, 189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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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페놀로사는 송대를 북송과 남송으로 분류하여 
각각 ‘중국의 이상적인 미술, 북송(Idealistic Art in China, Northern Sung)’, 
‘중국의 이상적인 미술, 남송(Idealistic Art in China, Southern Sung)’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내용은 ‘일본의 이상적인 미술, 아시카가
(Idealistic Art in Japan, Ashikaga)’와 ‘일본의 이상적인 미술, 카노 전기
(Idealistic Art in Japan, The Early Kano)’이다. 이 제목만 보아도 당송을 중
국 미술의 정점으로 여긴 페놀로사의 인식과 일본 미술의 우수성 부각이라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페놀로사는 카노파(狩野派) 회화를 일본 회화의 이상(理想)으
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는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 이전에 일본에 전래
되어 카노파 회화 형성의 바탕이 되었던 송대(宋代) 회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페
놀로사가 동기창의 남북종론을 비판하고 정통의 남종화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고 문인화를 폄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페놀로사는 자신의 주관적 시각에 
치우쳐서 중국미술사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이 『중국과 일본 미술의 제 시대』는 
제임스 케힐 등 후대 학자들에 의해 전문적이지 못하며 단지 역사적 가치만을 가
진 저서라고 평가받는다.523)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일본에서 페놀로사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으며 일본 학계에 끼친 그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페놀로사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오카쿠라 텐신은 스승의 관점과 동일한 시각을 
가졌다. 텐신은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the East)』에서 “당대(唐代)의 이상
을 반영한 야마토의 시와 무악은 오늘날까지 영감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이 점
은 송대(宋代)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선종(禪宗)과 노가쿠
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서술하였다.524) 즉 텐신은 페놀로사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
대 불교조각의 바탕이 된 당(唐)의 조각과 무로마치시대의 회화에 영향을 준 남송
(南宋)의 원체화(院體畵)와 선종화(禪宗畵)를 중국 미술의 최고로 보았다. 텐신은 
송대 이후의 중국 미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당(唐)과 송
(宋)의 미술에 초점을 둔 첫 세대 학자들의 연구는 이들을 이은 후대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나카무라 후세츠는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코지카 세이운과의 공저 『지나회화사

523) 케힐은 이 책이 잘못된 정보와 19세기 후반의 학문적인 편견들로 차있다고 평가하였
다. James Cahill, “Reviewed Work: Epochs of Chinese and Japanese Art by 
Ernest F. Fenolossa,” Art Education 3 (1966.3), p. 29.

524) Kakuzo Okakura, 앞의 책(190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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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繪畵史)』(1913)로 유명하다. 그는 텐신의 논지를 그대로 수용하였는데 이는 
『지나회화사』의 서론에 실린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드러난다. 

   지나(支那)는 일찍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아가 인
도 문명과도 접촉해서 당(唐), 송(宋) 시대의 문화를 개발하고 이것을 동방의 각국에 
파급시켜 동양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별개의 계통을 이루어낸 원천을 만들었다....
(중략)산수화도 당대(唐代)에 들어와서 시작되어 인물화의 배경에서 독립하였고 이사
훈, 왕유 등에 의해서 그 격식이 대성되고 송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달하였다. 특히 
송대의 화풍과 선문(禪門)의 융성이 서로 인연을 맺어 수묵화의 발전을 촉진시켜 감
상 회화다운 것이 생기고 회화 감상의 형식에 일대 변화를 가져와 그 결과 산수, 화
조화의 유행을 이루게 되었다. 화조화에는 황씨체(黃氏體), 서씨체(徐氏體)의 화풍이 
생겨났다. 이렇게 본다면 지나의 회화는 당 이래 훈융대성의 시기이고 지나회화사 
상에서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원대(元代)의 화풍은 대체로 당, 송의 여파에 속
하는 정도이며 또 명(明), 청(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세사(中世史) 
속에 넣을 수 있다.525)

나카무라와 코지카의 이 저서는 텐신의 관념적인 중국미술사에서 실증적인 미술
사로 진일보한 회화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고대에서 남북조(南北朝)까지의 
상세(上世), 당(唐)에서 원(元)까지의 중세(中世)와 명(明)과 청(淸)의 근세(近世)로 
시기 구분을 하였다. 나카무라와 코지카는 텐신이나 페놀로사와 마찬가지로 중세
의 미술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송 중심의 시각이었으며 원에 
대하여는 중세나 근세 어디에 넣어도 무방하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오무라 세이가이는 타이쇼시기 일본의 미술사학자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학
자로 통사로서의 중국미술사를 최초로 집필한 인물이다. 그는 토쿄미술학교에 재
직 중이던 1906년부터 관제(官制)의 출판사인 심미서원(審美書院)의 창립에 참여
하여 일본과 중국 미술의 호화로운 도판과 해설서들을 다수 간행하였다. 이는 전
쟁의 승리 이후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서 동양의 미술 문화를 일본 중심으로 재
편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526) 오무라는 일본 미술을 연구하는 한편 중국 회화
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국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서와 도
록을 출판하였다.527) 그 가운데 『동양미술대관(東洋美術大観)』은 일본과 중국의 

525) 中村不折·小鹿靑雲, 앞의 책, pp. 2-6.
526) 宮崎法子, 앞의 글,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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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와 조각을 다룬 전체 15권의 도록으로 심미서원 출판서들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집의 중국화(中國畵) 부문은 1911년에 출판되었는데 서론에서 오
무라는 “당송(唐宋)의 미술은 세계적으로도 평가될 만한 훌륭한 것인데 중국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일본에만 우품(優品)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즉 
오무라 역시 중국의 미술에서 당송시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이는 역시 
일본 미술을 중심으로 본 시각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관점은 페놀로사와 텐신의 
미술사관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한편 신해혁명 이후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된 다양한 시기의 회화가 일본 
미술계 종사자들의 시각을 확장시켰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메이지시기의 일본학
자들은 무로마치시대 이전에 유입되어 일본에서 ‘소겐가(宋元畵)’라고 통칭되었던 
중국 회화를 중국미술사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연구 대상작의 수량도 
부족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남송(南宋)의 원체화와 송원(宋元)의 선종화라는 한계 
곧 일본의 취향에 의해 걸러져서 수용된 작품들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비해 
청조(淸朝)의 멸망에 따라 타이쇼시기에 대량으로 유입된 중국 회화는 당(唐)에서 
청말(淸末)까지 모든 시기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명청(明
淸)의 작품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의 학자들은 새로운 작품들을 통하여 보다 폭넓
은 시각과 확대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남화(南畵)에 
대한 재평가와 문인화의 부상 그리고 더 나아가 신남화(新南畫)의 출현이라는 커
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528) 또한 일본은 동시기 서양 미술계에서 흥기한 후기인
상주의를 비롯한 추상미술의 영향으로 문인화에 ‘주관주의’ 등 새로운 가치를 부
여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남화가 서구 추상미술의 주관성과 탈사생(脫寫
生)을 이미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특질이 서구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에 
출현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오무라는 이러한 주장을 앞장서서 역설한 학자였다. 당송을 정점기로 보는 중국 
미술에 대한 오무라의 인식이 타이쇼시기 이후에 현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던 

527) 대표적으로 『眞美大觀』(東京: 日本佛敎眞美協會, 1899), 『東洋美術小史』(東京: 審美
書院, 1906), 『東瀛珠光』(東京: 審美書院, 1908), 『東洋美術大観』(東京: 審美書院, 
1908-1918), 『支那繪畵小史』(東京: 審美書院, 1910), 『支那美術史雕塑篇』(東京: 佛書
刊行會圖像部, 1915), 『文人畵選』(東京: 丹靑社, 1921), 『圖文叢刊』(東京: 大塚巧藝社, 
1923), 『東洋美術史』(東京: 東洋堂書店, 1925) 등이 있다. 

528) 타이쇼시기 중국 회화의 유입과 일본에서의 문인화 담론 형성에 대하여는 김용철, 
「근대 일본의 문인화 담론과 중국 회화의 유입」, 『일본연구』 32(2019), pp. 388-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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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는 문인화 관련 연구를 지속하면서 1918년에는 ‘우현화사(又玄畵社)’를 
조직하여 문인화의 연구는 물론 창작에도 힘을 쏟았다.529) 오무라는 『문인화의 
부흥(文人畵の復興)』(1920), 『문인화선(文人畵選)』(1921) 등 문인화 관련 저서도 
다수 출간하였으며 만년인 1925년에 자신의 연구를 총결하는 『동양미술사(東洋美
術史)』를 출간하였다. 『문인화의 부흥』은 문인의 심사를 표현한 문인화의 높은 가
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530) 『문인화선』은 일본 ‘남종문인화’의 발달을 이끌었던 
중국의 문인화를 소개하는 책이다. 『동양미술사(東洋美術史)』의 내용은 제목과는 
달리 고대의 인도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조각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
의 미술만을 다루고 있다. 중국 미술의 경우 고대부터 청대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각 시대의 회화 부분에서 문인화에 관한 서술이 원체화 등을 서술한 기타 
내용보다 2-3배 가량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가 텐신의 논지에 공감
하여 문인화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던 초기의 전력을 생각하면 상당한 변화이다. 
즉 당송의 미술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원, 명, 청의 미술로 옮겨간 듯한 인상이
며 당송을 찬양하던 초기의 주장은 후기의 저서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다.531)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의 문인화 열풍은 중국과 일본의 문인화
가 동일하다는 논리를 낳음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 즉 군사적 중국 
침탈에 합리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비약적인 논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학자가 
오무라 세이가이였다. 그는 문인화의 뿌리는 중국에 있으나 그 본질은 일본의 미
학과 상통하며 일본에 의해 발전되었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공
고히 한 학자는 나이토 코난이었다. 
 나이토 코난은 이 시기 일본의 대표적 동양사(東洋史) 학자로 칸사이(關西) 지역 
중국 문물 컬렉션의 형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쿄토제국대학에서 동양사학

529) 吉田千鶴子, 「大村西崖と中國」, 『東京藝術大學美術學部紀要』 29(1994), pp. 1-2.
530) 중국의 천스쩡(陳師曾, 1876-1923은 오무라의 이 글과 자신의 「문인화의 가치(文人

畵之價値)」를 엮어 『중국문인화의 연구(中國文人畵之硏究)』(北京: 中華書局, 1922)를 
출간하였다. 천스쩡과 오무라의 교류에 관하여는 吉田千鶴子, 위의 글, pp. 1-36; 吉川
健一, 「中国美術一陳師曾と大村西崖」, 『アジア遊学』 15(2000.4), pp. 100-113; 

531) 일본에서의 남화의 위상 변화는 곧 중국 문화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다. 쿠수모토 
에리카(楠本衣里佳)는 남화 부흥의 이면에는 서양 미술에 대한 일본 미술 우위의 주장
과 중국 문화의 긍정을 통해 행하는 일본 미술의 자기 긍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楠
本衣里佳, 「南画再評価からみる日本に於ける中国評価の変遷」, 『京都精華大学紀要』 50 
(2017),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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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미술사를 강의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역사, 문학사, 문화사 관련 저서를 
다수 출간하였다.532) 코난의 사학 이론 가운데 ‘송대근세설(宋代近世設)’ 즉 ‘당송
변혁론(唐宋變革論)’과 ‘문화중심이동설(文化中心移動設)’은 그의 학문적 독창성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주도한 ‘쿄토학파’의 연구 지향점이 되었다.533) 즉 코난
은 당에서 송으로의 교체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동양사 연구는 근대기 일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
정에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학문적으로 보여주는 절차였다. 이러한 목적
론적인 연구는 그의 미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코난은 1922년과 1923년
에 쿄토제국대학에서 ‘중국의 회화’와 ‘중국회화사’를 강의하였다. 그의 사후인 
1938년에 장남 나이토 켄이치(內藤乾吉, 1899-1978)가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지나회화사(支那繪畵史)』를 출판하였다.534) 이 책의 서술 맥락은 남종화의 발전 
과정이었으며 코난은 이 책에서 원(元)을 중국 회화의 정점기로 서술하였다. 그는 
당말오대(唐末五代)에 시작된 중국 회화의 변화를 귀족 취향의 채색화와 평민 취
향의 수묵화의 대립이라는 정치 · 사회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코난은 화원화
가들의 회화가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문인화는 지방의 문화와 민중의 
성장을 대변하는 공화제를 표현하는 회화로 보았다.535) 즉 그는 자신의 이론인 
‘송대근세설’에 근거하여 당과 송을 분리하고 송대에 시작되어 원대에 정점을 이
룬 문인화를 찬양하였다. 코난의 제자인 이세 센이치로(伊勢專一郎) 역시 송원을 
정점으로 본 『송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회화사(以宋元爲中心之中國繪畫史)』(1931)

532) 대표적 저서로는 『支那論』(東京: 文會堂書店, 1914); 『新支那論』(東京: 博文堂, 
1924); 『日本文化史硏究』(東京: 弘文堂書房, 1925); 『近世文學史論』(大阪: 創元社, 
1939); 『支那史學史』(東京: 弘文堂, 1949); 『清朝史通論』(東京: 弘文堂書房, 1944) 등
이 있다.

533) 李圭之, 「在傳統中發現近代: 京都學派學者內藤湖南的東洋意識」, 『國家發展研究』 
7(2007), p. 130.

534) 코난은 이 책의 대상 작품을 선정하면서 일본에 오래전에 유입된 宋元畵는 완전히 
배제하고 타이쇼시기에 새로이 유입된 회화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그는 작품을 평가하
는 안목이 부족하여 다수의 안작들을 저서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고하라 히로
노부(古原廣伸, 1929-)는 코난에 대하여 “전통을 전복시키려는 그의 이러한 시도는 회
화사에 있어서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는 일본 수장가들의 기호를 전혀 이해하
지 못하였다...(중략) 이 책에 실린 작품의 절반 가까이가 가짜이다. 나이토가 뛰어난 東
洋史 학자이기는 하지만 위조품의 식별에는 완전히 무능했다”라고 비판하였다. Aida 
Yuen Wong, 앞의 글(1999), p. 5.

535) 이러한 회화사 해석의 정치적 시각은 코난이 『지나론(支那論)』(1914)에서 주장한 중
국의 공화제로의 진입과 연결된다. 타이쇼시기의 정치적 환경과 나이토 코난의 국수주
의적 미술사관에 대해서는 위의 글, pp. 46-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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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간하여 스승의 논지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기 일본이 중국미술사를 보는 시각은 자국의 정
치적 이익에의 부합이라는 의도에 의해 형성되었다. 일본의 미술사학자들은 일본 
미술을 서양 미술에 필적하는 예술로 만들려는 의지 그리고 텐신이 말한 바와 같
이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이상(理想)’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로 중국미술사를 서
술하였으며 정점기를 규정하였다. 결국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중국미술사의 
정점기에 대한 의견도 메이지시기의 당송에서 타이쇼시기의 송원으로 변화하였다
고 볼 수 있다. 

2) 서구 학자들의 시각 형성과 일본의 영향

 19세기 말에서 1910년 이전까지 서구의 중국 미술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자기 등 공예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회화에 관한 관심은 1910년 전후부터 점
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동양과 중국 미술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일종의 골동 취향에서 시작되어 점차 회화를 중심으로 보는 미술의 개
념으로 전이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서구인들의 인식 변화에는 일본 
미술계의 영향, 서구 회화의 추상화 경향 그리고 미술사라는 학문의 발달 등 여
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서구 회화의 추상화는 사실주의적 전통이 약한 동양의 회화를 서양의 근대적 시
각으로 다시 보는 재평가의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중국 회화에 대한 관심과 
수집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재평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보다 더욱 확실하
게 서구의 초기 중국미술사에 영향을 준 요인은 일본 미술계의 연구 성과이다. 
일본의 영향은 주로 출판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서구의 연구자들은 일본에 체
류하면서 또는 자국에서 입수한 일본의 여러 미술 관련 출판물들을 통해 일본은 
물론 중국과 한국의 미술품을 접하였다. 이 출판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주목할 
저서는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불어로 출판된 『일본 미술의 역사
(Histoire de l’art du Japon)』이다. 이 책의 유통은 20세기 이전까지 도자기 등 
공예품과 우키요에에 집중되어 있던 서구인의 일본 미술에 대한 지식을 일본의 
회화와 고대 조각, 건축 등의 분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확대는 
일본 미술의 연원으로 부각된 중국 미술에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서
구 학자들의 중국 미술 연구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된 출판물은 188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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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되기 시작한 고미술 연구지 『콧카(國華)』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집은 아사
히(朝日)신문사에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미술사학 전문지로서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콧카』는 오카쿠라 텐신과 타카하시 켄조
(高橋健三, 1855-1898)에 의해 창간되었다. 이 논문집은 콜로타입을 사용하여 정
교하게 인쇄한 도판과 전문적인 미술 관련 논문들을 실어 동양 미술 연구자들에
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콧카』는 1905년 7월에 출간된 제182호부터 
1918년 6월의 제337호까지 영문판으로도 출간되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은 일문판
과 동일하였다.536) 그러나 영문 『코카(Kokka)』는 일본어판보다 콜로타입의 도판
을 더 많이 실었으며 논문 역시 일본어판과 달리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
작되었다.537) 이 영문판의 출간은 일어를 모르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매우 효과적
으로 일본과 동아시아의 미술을 소개하였다. 영문판의 간행으로 『코카』에 익숙해
진 서구의 연구자들은 영문판의 제작이 중단된 이후에도 일본어판을 지속적으로 
구독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서구의 여러 연구자들은 일본어와 한자에 익숙하였
으므로 도판을 참고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1899년부터 
1908년까지 총 20권이 출판된 대형 도록 『진미대관(眞美大觀, Selected Relics 
of Japanese Art)』도 서구의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한 출판물이다. 이 전집은 심
미서원에서 출판한 도록으로 작품 선정과 집필에 제국박물관, 토쿄미술학교, 고사
사보존회(古寺社保存會) 등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538) 따라서 『진미대관』
은 『코카』나 『일본 미술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일본 관제 미술사의 시각으로 편
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미대관』은 영문판을 따로 출판하지는 않았으나 페놀
로사가 쓴 서문과 각 도판의 설명에 일문과 영문을 병기하였다. 이 세 출판물이 
이 시기 서구의 연구자들에게 동아시아 미술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통
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의 서구 중국미술사 연구서 가운데 자일스, 부
쉘, 빈욘, 페트루치, 큄멜 등의 저서들에서는 일본 출판물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간취된다. 
 자일스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에 20년 이상 체재했던 영국의 학자로 상하
이에서 1905년에 『중국회화사개론(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536) 邵宏, 施燕 譯, 「中日における六人の著作家と中國畵論の西洋への傳播-謝赫の六法を
例にして」,  『美術フォ―ラム 21』 32(2015), p. 36.

537) 森理慧, 「美術誌『國華』と戰爭-日露戰爭期から米軍占領期まで日本美術史硏究を支え
た思想」,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 「人間環境學-農學」』 58(2006), p. 21.

538) 강희정, 「『眞美大觀』과 일본 고대 불교조각」, 『미술사논단』 28(2009.6), p.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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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orial Art)』을 출판하였다. 각 장은 왕조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시대의 유
명 화가들을 시대순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일스는 송대의 도입부
에 “960년부터 300년간 지속된 송 왕조는 정치, 문학과 예술적 영광의 시대이다”
라고 서술하였다.539) 다른 시기를 다룬 장에서 바로 화가들의 소개로 들어가는 
구성과 비교하면 예외적인 내용이다. 더욱이 책의 구성을 보면 전체 203쪽의 분
량 가운데 고대에서 송대까지가 158쪽에 이르고 나머지 지면에서 원과 명을 간략
하게 소개한 이후 청대의 미술은 역시 생략되어 있다. 이로써 자일스는 송을 정
점기로 보았으며 중국의 고대를 중시하고 근세를 폄하하는 일본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자일스는 총 12개의 도판 가운데 4개의 
출처가 『코카』라고 밝히며 도판을 제공해준 『코카』의 편집자에게 감사를 표했
다.540) 나머지 도판 가운데 하나는 자일스의 지인인 문학가 모리슨(Arthur 
Morrison, 1863-1945), 7개는 영국박물관의 소장품이었다. 이는 자일스가 장기
간에 걸쳐 중국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중국에서는 회화의 도판을 구할 수 없었음을 
알려준다.541) 또한 이 책은 중국 화가들의 이름을 일본어 발음으로도 소개하고 
있어 일본의 연구 성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부쉘의 『중국의 미술(Chinese Art)』 Ⅰ, Ⅱ(1906)은 조각, 건축, 청동기, 공예, 
회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그 가운데 회화는 가장 마지막 부문으로 여기
에서 부쉘은 “앞서의 장(章)들은 최후로 가장 중요한 부문인 시각 예술의 서곡이
었다”라고 서술하였다.542) 이로써 이 시기 서구인들이 중국 미술에 ‘예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화 부문의 시기 구분에서 부쉘은 
진(晉)에서 당(唐)까지를 ‘고전시기(Classical Period)’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당대
를 언급하면서 “당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권력의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으며 문
학과 시가 융성하고 회화가 최고조의 완성도에 이른 시기였다”라고 서술하였
다.543) 그리고 부쉘은 송에서 명까지를 ‘발전과 쇠퇴의 시기(Period of 

539) Herbert A. Giles, 앞의 책(1918), p. 94.
540) 위의 책, p. 7. 
541) 미국의 미술사학자이자 미술품 컬렉터였던 퍼거슨(John C. Ferguson)은 자일스가 

중국에서 미술품의 실견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단지 몇 개의 도판
만을 제공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퍼거슨은 자일스와 히르트가 유럽이나 미국에 이미 있
는 작품만을 위주로 중국미술사를 집필하였다며 그들은 좀 더 가치있는 작업을 했어야
만 했다고 지적하였다. Lara Jaishree Netting, 앞의 책, pp. 168-169.

542) Stephen W. Bushell, 앞의 책, p. 104.
543) 위의 책,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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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Decline)’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송에 대하여 

송대는 문학과 예술의 영광이 지속된 삼백여 년이다. 송대는 전쟁보다는 문학과 예술
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중국의 지성이 구체화되면서 그와 함께 중국 미술은 선적(線
的)으로 발달하여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팔레올로그가 보여주었듯이 송대에 가장 
발달한 회화는 산수화였다. 시인들은 시를 쓰던 붓으로 그 영감을 얻은 경치를 그렸
다. 화가가 아닌 시인은 거의 없었으며 그림은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문화적 소양을 
가진 작가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도구였다

라고 서술하여 송의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언급하였다.544) 이어서 원에 대하여 부
쉘은 조맹부의 그림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서술하여 송대에 발전했던 문화가 원대
에 쇠퇴하였음을 시사하였다. 명에 대하여는 작가들이 고대 회화의 전통을 따른 
결과 창조력이 결핍되었다고 언급하였다.545) 결국 부쉘은 당대와 송대를 중국 미
술의 정점기로 보는 시각을 가졌던 것이다. 
 부쉘의 이 『중국의 미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의 소장품
을 대상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깊이 있는 회화사를 저술하기에는 극히 일부의 
대상 작품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책의 전체 도판 239점 가운데 회화
는 11점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2점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묘족(苗族)의 생활 
풍속도이다.546) 더욱이 부쉘은 참고도서도 기록하지 않아 그가 어떤 자료를 바탕
으로 이 책을 서술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저자는 본문에서 팔레올로그
나 빈욘, 자일스 등의 글과 도판 설명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그 논지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부쉘은 이들 초기의 중국미술사 저자들의 시각을 공유한 것으로 짐
작된다. 
 빈욘의 『극동의 회화: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회화사개론(Painting in the 
Far East: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ictorial Art in Asia, 
especially China and Japan)』(1908)은 일본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저서이다. 빈
욘의 중국 미술을 보는 시각이 일본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은 이미 목차에서 드러
난다. 이 책은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동양과 서양 미술

544) Stephen W. Bushell, 앞의 책, p. 133.
545) 위의 책, p. 141.
546) 부쉘은 이 그림들을 예술과는 거리가 있는 토착민들의 민족학적인 자료로 간주하였

다. 위의 책, Figs. 13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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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서 비롯된 집필 동기를, 2장에서는 아시아 고대 예술의 특징을 개괄하
였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가 중국의 고대에서 당대까지의 서술이다. 빈욘은 
당대에 대하여 ‘중국의 외적인 힘, 시와 예술이 가장 위대하고 완벽했던 시기’라
고 서술하였다.547) 이어 7장과 8장은 일본의 나라와 가마쿠라시대의 미술을 다루
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고대 미술이 당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이후 독자적
으로 발전하여 가마쿠라시대에 정점을 이루었다는 당시 일본 학계의 인식과 동일
하다. 아울러 빈욘은 송대를 예술과 문학이 찬란했던 시기이며 산수화는 물론 화
조화에서도 특별한 천재성이 발견되는 시대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원대(元
代)에서는 조맹부, 목계, 안휘를 대표 화가로 소개하였을 뿐 나머지 지면은 티벳
과 페르시아의 미술에 할애하였다. 명(明)의 미술은 중국 미술의 절정기인 송대보
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청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
다. 
 빈욘은 이 책의 서문에서 “19세기의 사사분기 이래 일본의 미술은 서구 사회를 
사로잡았고 학생들과 수집가들이 일본의 회화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것과 중국 회
화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며 중국 회화에 대한 관심이 일본 
미술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는 “『코카』와 『진미대관』은 
개인과 사찰에 소장되어 있어 여행자들이 결코 친견할 수 없는 일본과 중국의 회
화를 복제하여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출판물이다. 이들이 없었으면 이 책은 시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두 출판물은 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일본의 출판물에 대한 경탄과 감사를 숨기지 않았다.548) 빈욘은 이 책에서 일본
의 회화는 물론 중국 회화 부분에서도 『코카』와 『진미대관』의 도판을 다수 사용
하였다. 당에서 원대까지의 도판 및 본문에서 언급된 작품의 출처는 영국박물관 
소장품이 13건, 『진미대관』이 4건 그리고 『코카』가 22건이다. 반면 명대 회화에
서 언급된 작품과 도판의 출처는 영국박물관 소장품 18점이 전부이다. 이는 이 
책이 집필되었던 시기의 일본 출판물에서는 명대 작품의 소개가 매우 적거나 없
었으며 영국의 컬렉션에 명대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빈욘은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에 영국박물관의 일본인 직원 코히츠 로닌(Kohitsu 

547) Lawrence Binyon, Painting in the Far East: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ictorial Art in Asia, especially China and Japan (London: Edward Arnold 
& Co., 1908), p. 67.

548) 위의 책,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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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in, 일본 인명, 생몰년 미상)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도움을 받았다
고 밝혔다.549) 더욱이 빈욘 역시 자일스와 같이 중국 화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일
본식 발음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 당시 서구인들이 일본의 연구서에 크게 의존하
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이탈리아의 학자 라파엘 페트루치의 『중국의 회화: 비평적 연구(Les 
Peintres chinois: étude critique)』(1913)도 송대를 정점기로 보는 시각으로 집
필되었다. 그는 당대를 시와 불교문화가 최고의 황금기에 이르렀던 시기라고 규
정하였다. 그리고 송대는 정치적으로는 불안했으나 문화 전체가 절정기에 이르렀
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송의 화가들은 후대의 화가들이 절대로 뛰어넘지 못할 수
준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작품에는 실재 세계보다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 안에서 
존재와 사물들이 표현되었다고 서술하였다.550) 이에 반하여 그는 원대에 대하여 
“원은 송대의 13세기와 명대의 15세기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였을 뿐이
다. 이 시기의 미술은 12세기와 13세기의 미술을 지속적으로 추종하였다”는 서술
로 원대 회화의 독자성을 부정하였다.551) 페트루치 역시 원의 회화에 대하여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토 큄멜이 1922년에 출간한 『동아시아의 미술(Die Kunst Ostasiens)』은 일본
의 시각을 수용한 또 하나의 연구 성과이다. 이 책은 일본과 중국의 회화를 개괄
하여 모두 166개의 도판과 그에 관한 해설을 한 저서이다. 이 166개의 도판 가운
데 47개의 도판이 중국 회화인데 이 가운데 베를린박물관 소장의 13점과 프라이
부르크의 1점 그리고 중국인 소장가 돤팡(端方, 1861-1911) 소장 작품 1점을 제
외하면 나머지 32점의 작품이 모두 일본 토쿄나 쿄토 등지의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이다. 이 수록 작품 47점 가운데 편년이 확실한 경우만 살펴보면 
송대의 회화는 11점, 원대는 21점, 명대는 5점, 청대는 2점뿐이다. 큄멜이 위의 

549) 코히츠 로닌은 일본인 가운데 최초로 1902년에 영국박물관에 고용되었다. David 
Ewick, “Japanese Subjects in British Art History and Literature Bibliographical 
Notes about Laurence Binyon,” 『綜合政策硏究』(1996.1), p. 182. 코히츠 이외에도 
이 시기 영국박물관에는 시인이자 번역가인 와카메다 타케지(若目田武次, 생몰년 미상), 
우키요에 전문가이자 미술상 이나다 호기타로(稲田賀太郎, 생몰년 미상) 등의 일본인이 
일본과 중국 미술을 감정하고 목록화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Keiko Itoh, 앞의 책, 
p. 115.

550) Raphael Petrucci, Chinese Painters: A Critical Study, Frances Seaver trans. 
(New York: Brentano's, 1920), pp. 72—75. 

551) 위의 책,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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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원대의 회화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큄멜은 오대(五代)를 중국 회화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시기로, 송대를 중국 회
화가 가장 세련되게 발전한 시기로 규정하였다.552) 아울러 그는 이공린을 오도자 
이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화가라고 서술함으로써 여타의 서구 학자들과 마찬가지
로 송대를 정점으로 보는 시각을 표출하였다. 그가 1929년에 출판한 『중국, 일본
과 한국의 미술(Die Kunst Chinas, Japans und Koreas)』은 앞서 출간한 『동아
시아의 미술』에 비해 명대의 회화를 좀 더 많이 실었으나 역시 청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학자들 이외에도 영국의 아서 웨일리(Arthur Waley, 1889-1966), 
독일의 알프레드 잘모니(Alfred Salmony, 1890-1958), 루드비히 바흐호퍼
(Ludwig Bachhofer, 1894-1976) 등 동시기 학자들은 송대를 중국 미술의 정점
이라 여겼으며 원대 이후의 문인화를 중국 회화의 퇴보로 보았다.553) 이들은 초
기의 문헌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양식사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회화사를 엮으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작품을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
며 이를 일본의 출판물로 극복하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송을 중국 예술
의 정점기로 보는 일본 초기 연구 성과의 시각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짐작된
다.554) 
 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고 생각되는 출판물은 『코카』이다. 1901년
에서 1930년까지 30년간 일본어판 『콧카』에 게재된 중국 회화는 그 이전의 10년
간보다 2-3배가 많았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게재된 중국 회화는 신해혁명의 발
발 직후인 1912년을 제외하고 코와타리(高度り)라고 통칭되는 송원화가 압도적으
로 많았다.555) 영문판도 예외가 아니어서 1905년에서 1918년까지 이 논문집에 

552) Otto Kümmel, Die Kunst Ostasiens (Berlin: William Cohn, 1922), p. 60.
553) Jerome Silbergeld, 앞의 글, p. 14.
554) 제임스 케힐(James Cahill, 1926-2014)은 『중국회화사』에서 동양 미술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서구인들의 중국미술관은 일본적 사고와 태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케힐은 서구인들이 점차 이 점을 깨닫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일본적 시각
은 고도로 발전된 중국의 철학적 사고와 서양의 독자적 사고로 바뀌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구의 일본 취미는 점차 퇴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제임스 케힐
(James Cahill), 조선미 역, 『중국회화사』(열화당, 1988), pp. 1-2.

555) 일본에 전래된 중국 미술품을 유입 시기별로 나누어 무로마치시대(1336-1573) 이전
에 건너온 작품들을 ‘코와타리(高度り)’, 에도시대(1603-1868)에 건너온 작품들은 ‘나카
와타리(中度り)’, 메이지시대(1868-1912) 이후의 작품들은 ‘신와타리(新度り)’라고 칭한
다. 김륜용, 「칸사이 지역 중국 회화 컬렉션의 형성과 나이토 코난(內藤湖南, 
1866-1934)」,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 1. 



- 260 -

실린 중국 회화에는 송원화(宋元畵)가 가장 많았다.556) 1930년대 이후 일본에서 
문인화에 대한 재평가가 고조되면서부터는 『콧카』에 게재된 중국 회화는 명청의 
작품들이 대부분인 신와타리(新度り)가 훨씬 많아지는 현상을 보인다.557) 이는 새
로운 작품의 유입과 일본 미술사학계의 시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송의 회화를 
중심으로 보는 서구 학자들의 위와 같은 시각은 1920년대 이전의 『코카』 등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타이쇼시기 이후 등장한 원을 중시하는 일본의 새로운 시각이 서구의 학
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았음은 흥미롭다. 여기에는 서양미술사의 영향이 있었을 것
으로 여겨진다. 서구의 초기 연구자들은 초보적이고 직감적인 양식 비교를 통해 
중국의 미술을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즉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르네상
스 미술과 당송 미술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미술을 해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공린을 뒤러에 비교한 페놀로사를 필두로 로저 프라이(Roger Fry, 1866-1934)
는 북위(北魏)와 당(唐)의 조각에서 지오토(Giotto di Bondone, 1267-1337)와의 
유사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558) 페트루치는 “이사훈과 왕유의 시대는 피사넬로, 
베로키오, 기를란다요, 마사초가 등장한 15세기의 피렌체에 필적한다”라며 당대의 
화가를 초기 르네상스에 비유하였다.559) 이는 당을 초기 르네상스, 송을 성기(盛
期) 르네상스로 설정한 시각이다. 초기의 이러한 직감적인 연구가 이후 양식사를 
적용한 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가진다는 점은 흥미롭다. 뵐플린의 제자이며 1935
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술사를 연구한 바흐호퍼 역시 송대의 회화를 형태적으
로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하였다. 바흐호퍼는 양식사에 충실한 미술사가로 유명한
데 그는 송대 회화가 가지는 형태의 견고함과 탄탄한 공간감이 원대에 들어서 해
체되었다고 분석하였다.560) 그러면서 그는 이 해체 자체가 원대의 혁신으로 이어
졌다고 보았다. 바흐호퍼는 남송의 선종화에 대해서도 바로크적 회화일 뿐이라며 
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바흐호퍼가 말한 ‘형태의 견고함과 탄탄한 공간감’은 
르네상스의 자연주의(naturalism)를 연상시킨다. 즉 서구의 학자들은 서양미술사

556) 久世夏奈子, 「『國華』にみる高度の中國繪畵-近代日本における‘宋元畵’と文人畵評價の
成立」, 『日本硏究』 47(2013.3), p. 53.

557) 위의 글, 〈表 1, 『國華』における中國繪畵の揭載點數の推移〉 참조. 
558) Roger Fry, “Chinese Art,” Burlington Magazine, A special Number Devoted 

Entirely to Chinese Art (London: Burlington Magazine, 1925), p. 1.
559) Raphael Petrucci, 앞의 책(1920), p. 143.
560) Ludwig Bachhofer, 앞의 책(1946), p. 116.



- 261 -

의 기준으로 중국의 미술을 평가하였으며 여기에 일본의 영향이 더하여져 당송, 
특히 송대를 중국 미술의 정점기로 파악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키 세이치 
등의 학자들이 문인화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코카』에 게재하였음에도 문인화와 
원대를 정점으로 보는 인식은 동시기 서구에 파급되지 못하였다.561) 서구에서 원
대의 문인화에 주목하여 송과 원의 교체기를 중국 미술의 혁신적인 변환기로 파
악한 시선은 1950년대 이후에야 등장한다.562)

 한편 서구 초기 연구자들이 가졌던 일본 출판물에의 높은 의존도는 그들 박물관
의 빈약한 중국 회화 소장에도 기인하였다. 런던의 영국박물관과 사우스켄싱턴박
물관(South Kensington Museum, 현재 Victoria and Albert Museum), 파리
의 기메박물관(Musèe Guimet)과 세르누치박물관(Musèe Cernuschi), 뮌헨의 민
족박물관(Museum für Völkerkunde) 등의 대형 박물관들은 청동기 등 공예품과 
도자기 그리고 서역과 돈황의 고고학적 발굴품을 위주로 중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 그들은 중국의 회화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소장품이 많다고 
할 수 없었다. 중국의 회화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형성한 박물관은 베를린민족박
물관(Berlin Museum für Völkerkunde)이었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은 동아시아 
부문(East Asian department)에 관리자였던 오토 큄멜이었다. 1906년부터 중국 
회화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 미술관은 1985년에는 73점의 중국 회화를 소장하기
에 이르렀는데 이는 서구 어느 미술관의 소장품들보다 회화사적 가치가 높은 작
품들로 평가받는다.563) 그리고 이 컬렉션의 형성에는 큄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
다. 큄멜은 일본 미술 전문가인 페놀로사, 파리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미술상 하야
시 타다마사(林忠正, 1853-1906), 프라이브루크(Freiburg)의 수장가이자 미술사
학자 에른스트 그로스(Ernst Grosse, 1862-1927) 등 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회화의 컬렉션을 구성해갔다.564) 하야시 타다마사는 1878년에 통역사로 파
리로 간 이후 그곳에서 체재하며 일본과 동양 미술을 거래하는 가장 유명한 미술
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정부의 대표로 일했
으며 서구 여러 미술관의 동아시아 미술품 구입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65) 큄멜은 그로스의 소개로 하야시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중국, 일본과 

561) 타키 세이치의 관련 논고들에 관하여는 본 논문의 주석 424 참조.
562) Jerome Silbergeld, 앞의 글, pp. 11-12. 
563) Lothar Ledderose, “Collecting Chinese Painting in Berlin,” Europe Studies 

China (London: Han-Shan Tang Book, 1995), p. 175.
564) 위의 글, pp. 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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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술품을 다수 구매하였다. 베를린민족박물관에서 1906년에 중국 회화를 
구입하기 시작한 계기도 하야시와 프러시아왕립박물관(Royal Prussian 
Museums)의 총책임자 윌리엄 보드(Wilhelm von Bode, 1845-1930)의 관계에 
기인하였다. 하야시는 임종을 앞두고 생전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 보드에게 
자신의 컬렉션에서 작품을 선택 구매할 우선권을 주었다고 한다.566)

 이와 같이 영국박물관의 코히츠 로닌, 파리의 미술상 하야시 타다마사 등 일본
인 매개자들은 서구 여러 박물관의 중국 회화 수장의 주요 경로였다. 이들 일본
인 매개자들은 일본의 출판물과 더불어 서구인들의 중국 회화관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중국 사상계에서의 ‘唐宋’의 위치와 텅구의 독창성-국민국가 건설과 미술사

 근대기 중국의 사상가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모두 문화의 여러 영역 가운데 미술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세
계 각국이 각종 박람회에 자국의 미술품을 출품하여 각축을 겨루었으며 미술관과 
박물관의 설립으로 미술품이 공공에 개방된 시각 문화의 시대였음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는 미술이 한 국가의 정신이나 문명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효과적으로 대변함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중국의 지도
층은 중국을 대표할 미술 분야를 선정하여 중국 미술을 세계의 무대에 올려놓으
려 하였다. 이 과정은 그 자체가 역대의 미술품들을 어떻게 맥락화할 것인지 그 
시각의 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중
국에서 이 맥락화의 기준은 중국의 근대화 즉 국민국가의 설립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미술에 요구된 가치는 서구의 앞선 과학과 기술의 기반으로 여겨진 ‘시
각 정보의 정확한 재현’이었다. 즉 중국은 국민국가의 기본 조건인 발달된 ‘문명’
을 미술을 통하여 충족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중국의 지
식인들은 서구의 사실주의를 도입하여 중국 미술과 나아가 사회를 혁신시켜야 한
다고 여겼다. 나아가 사실주의 미술의 추구는 송대를 중국 미술의 황금기로, 송대 
회화를 전 세계 미술사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미술로 부각시켰다.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는 무술변법을 통해 정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입

565) 하야시 타다마사에 관해서는 山梨絵美子, 앞의 글, pp. 69-78 참조. 
566) Lothar Ledderose, 앞의 글,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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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군주제를 고수하면서 다른 개혁사상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전통 회화에 대한 인식은 당시 신문화운동의 주체 세력들과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는 “옛 것을 배워 더욱 새롭게 하고 당송(唐宋)회화를 정통으로 삼으며 유럽의 
화법(畫法)을 분별 있게 선택하여 중서(中西)를 융합하고 회화의 신기원을 이룩해
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567) 캉유웨이는 문인화의 거칠고 단순한 스타일과 비교
되는 정교하고 사실적인 송대(宋代)의 회화가 기품과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고 여
겼다. 그는 1917년에 자신의 수장품 회화 목록인 『만목초당장화목(萬目草堂藏畵
目)』을 작성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론에서 송화(宋畵)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
계의 회화사에서 사실주의 양식의 원조였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서구
의 르네상스 회화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가지고 간 송화의 영향으로 그 사실
성이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568) 그의 이러한 시각은 미술을 국제적 경쟁 관계
에서 파악하는 문화민족주의적 인식이었다. 
 신문화운동의 주도자였으며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의 총장이었던 차이위안페이 역
시 송화(宋畵)가 중국 회화의 발전을 완성시켰다고 보았다. 차이위안페이는 베이
징대학에 취임한 후 1918년에 대학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미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펼치고자 ‘베이징대학화법연구회(北京大學畵法硏究會)’를 조직하는 등 미
술 교육에 앞장섰다. 그는 개혁적인 미술 이론가였으며 ‘실물 사생’을 기본으로 
하는 서구의 사실주의 화법을 도입하여 중국 회화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굳
게 믿고 있었다. 차이위안페이의 송대 회화 예찬도 캉유웨이와 유사하였다. 그는 
르네상스 회화가 송대 회화의 산수 표현을 도입하였으며 프랑스 루이 10세(Louis 
X, 재위 1305-1316) 때의 화려한 로코코 양식도 중국의 회화적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69) 
 캉유웨이와 차이위안페이가 주장한 송화(宋畵)의 르네상스 회화에의 영향설은 서
구와 일본의 문화 침투에 대응한 근대기 중국 지식인들의 과도한 국수적(國粹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단지 중국인에 의해서만 제기된 것
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보다 앞서 독일의 오스카 뮌스터베르크가 그의 논문 
「다빈치와 중국 산수화(Leonardo da Vinci und die chinesische 

567) 쉐이톈중, 앞의 글(2008, 12), p. 271.
568) 姜有爲, 「萬目草堂藏畵目」, 郎紹君·水天中 編, 『二十世紀中國美術文選』 上(上海: 上

海書畵出版社, 1999), p. 23.
569) 蔡元培, 「在北大畵法硏究會講演詞」, 高平叔 編, 『蔡元培全集』 3(北京: 中華書局, 

1984),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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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haftsmalerei)」(1910)에서 주장한 바 있다.570) 이 글이 실린 『동양 문서
고(Orientalisches Archiv)』는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되던 잡지였으며 중국과 일본 
미술에 관한 글들이 많이 실렸다. 그런데 차이위안페이는 1907년부터 1912년까
지 라이프치히대학에서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하였다. 따라서 그가 1910년에 발표
된 뮌스터베르크의 이 글을 읽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에서 발표된 차이위
안페이의 글에 이 논문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그는 이 논문을 접하며 송화(宋畵)
와 사실주의 회화에 대한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천두슈(陳獨秀, 1879-1942)는 1917년부터 베이징대학의 학장을 지냈으며 『신청
년(新靑年)』 잡지의 편집인이었다. 신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그는 ‘현재의 
중국화는 송대의 회화에 반영되었던 사실주의 정신을 되살려야만 한다’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왕휘(王翚)의 그림을 “자유로운 창작의 정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
쁜 그림의 총결집”이라고 비난하였다. 즉 그는 당송(唐宋) 문화와 사실주의를 추
앙하고 명청(明淸) 회화와 ‘사의(寫意)’를 비하하였다.571) 천두슈가 중국 공산당의 
설립과 그 이론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임을 생각하면 그의 사실주의 
지향이 이후 중국 미술계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추구의 기반이 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캉유웨이, 천두슈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상반된 성향을 가졌던 인물들이 미술에 
대하여는 사실주의 추구라는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미술

570) 1910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모나리자〉를 비롯한 다빈치의 그림과 그의 추종자들의 
그림에서 송대 산수화의 요소가 발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뮌스터베르크는 〈모나리자〉
의 배경이 그 시기에 거의 쓰이지 않았던 단색의 산수로 높고 뾰족한 봉우리, 옆으로 
튀어나온 바위, 안개에 쌓인 산 중턱 등 송대 산수화의 전형적인 모티프들과 그에 의한 
환상적인 깊이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동양 
문서고(Orientalisches Archiv)』에 실렸는데 이 잡지는 ‘동방 국가들의 예술, 문화, 민
족학의 도해 잡지(Illustrated Magazine for Art, Cultural and Ethnological the 
Countries of the East)’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뮌스터베르크는 이 글에서 13세기 
몽골정권으로 인해 아시아와의 무역이 크게 번성하였으며 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이 동에
서 서쪽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실크로드의 부유한 무역도시들은 여러 민
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기에 송대의 회화나 그 모사본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
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뮌스터베르크가 이 논문을 
쓰며 인용한 중국과 일본의 회화 도판은 모두 6개인데 『코카(Kokka)』와 『진미대관』에
서 각각 하나씩을, 『일본의 산수화(Japanische Landscaftsmalereien)』(출판사, 출판연
도 미상)에서 4개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본의 중국 회화 관련 출판물이 서구에서 활용
되어 그 결과가 다시 중국으로 수입된 현상을 보여준다. Oscar Münsterberg, 
“Leonardo da Vinci und die chinesische Landschaftsmalerei,” Orientalisches 
Archiv Ⅻ (1910), pp. 92-100. 

571) 陳獨秀, 「美術革命」, 郎紹君·水天中 編, 앞의 책,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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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캉유웨이는 자신이 
추진했던 무술변법의 가치인 ‘중체서용(中體西用)’의 관점에서 개량주의적 미술관
을 주장하였다. 반면 급진적 개혁주의자였던 천두슈는 미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
의 ‘혁명’을 역설하였다. ‘왕화(王畵)’를 비롯한 문인화에 대한 그의 비난은 문인
화가 부패하고 몰락했던 전제(專制)시대의 산물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572) 
즉 정치적 온건파였던 캉유웨이와는 달리 천두슈에게 미술의 혁명은 곧 정치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비롯하여 여징, 후스 등 개혁적 성향의 학자들도 근대기 서구와 중국이 
모두 추구하던 물질주의와 실재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송대 회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 즉 당시 중국의 지도층은 송대 회화에 미학적 가치보다는 ‘발달된 
중국 문명의 구현체’라는 정신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이들에게 발달된 문명의 척도는 곧 사실주의였으며 이는 
이 시기 미술에 앞서 문학에서 사실주의를 크게 진작시켰던 ‘문학혁명’의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573)

 이 이론가들의 신념은 쉬베이훙(徐悲鴻, 1895-1953), 류하이쑤 등 화가들에 의
해서 미술 교육과 창작으로 실천되었다. 쉬베이훙은 1920년부터 파리국립고등미
술학교(École des Beaux-Arts)에서 프랑스 아카데미즘 화풍인 사실주의를 익혔
다. 그에 의해 중국 근대기의 아카데미즘 화풍은 서구의 사실주의를 도입한 중국
화(中國畵)로 정착되었으며 공산정권의 수립 이후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화풍
으로 굳어졌다. 그의 배타적인 사실주의 수용은 동시기 파리에 유학하였던 일본
의 화가들이 포비즘, 큐비즘 등 다양한 유파를 고루 습득했던 상황과 비교된다. 
그런데 쉬베이훙의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유교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쉬베이훙은 미술을 교훈적이고 실용적인 매체로 보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환
경에서 자랐다. 이로 인하여 그가 경험한 모험적인 아방가르드 미술은 그에게는 
공허하고 관념적인 미술로 여겨졌을 것이다. 더욱이 그를 비롯한 이 시기 중국의 

572) 천두슈가 지칭한 ‘왕화(王畵)’란 청말의 사왕(四王) 가운데에서도 왕휘(王翬)의 그림을 
말한다. 위와 같음.

573) 신문화운동의 주도적 인사였던 후스와 천두슈 등은 사실주의를 도입하여 중국 문학의 
표현론, 주정론(主情論), 도덕주의 등을 타파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신문화운동과 문학
혁명에 대해서는 楊春時, 「五四文學革命的歷史經驗」, 『琼州大學學報』(1999.3), pp. 
49-63; 朱德發, 「文學革命的核心理念—解讀胡适文學進化觀」, 『山東師範大學學寶(人文
社會科學版)』(2007.5), pp. 3-10; 宋聲泉, 「民初作爲方法—本土視域中的文學革命」(南開
大學 中國現當代文學系 博士學位論文,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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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은 서구의 사실주의적 기법을 배워서 중국의 회화를 개량시켜야 한다는 유
학자적인 의무감에 가득 차 있었다.574) 1918년 그는 베이징대학화법연구회(北大
畫法硏究會)의 학생들을 인솔하여 1914년에 문을 연 중국 최초의 박물관 고물진
열소(古物陳列所)를 찾았다. 그곳에서의 연설에서 쉬베이훙은 “우리나라는 오래된 
국가이다. 고대의 문명을 가진 국가이며 15세기 이전에는 우리가 전 세계 회화의 
제일국(第一國)이었다”라고 역설하였다.575) 이 언설은 원대(元代)를 기점으로 중국 
회화가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여긴 그의 관점을 짐작하게 한다. 그에게 원의 미
술은 송대의 찬란한 미술적 성취를 이어받아 중국회화사에서 마지막 꽃을 피웠던 
시기였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초반 중국의 개혁주의자들은 송대의 회화를 중국 미술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은 송대 이후 소멸된 사실주의적 전통을 서구 기법의 
도입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인식 형성
에는 서양과 일본이라는 외부의 영향도 있었다. 위의 이론가들은 송대의 문화적 
성취를 서구의 르네상스 시기와 비견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르네상스를 문화의 
정점으로 보는 서구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한 여기에 근대 일본의 ‘니혼가
(日本畵)’ 개념도 추가적인 작용을 하였다.576) 근대기 일본은 세계적 규모의 박람
회에 미술품을 활발히 출품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을 대표하는 회화로 ‘니혼가’
라는 개념을 19세기 말부터 정립하였다. 메이지시기에 정립된 이 니혼가라는 개
념은 후대에 그 의미가 바뀌기는 하였으나 일관되게 ‘카노파’의 회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카노파 회화는 문인화에 비해 사실적이면서도 일본적 전통을 유지하
고 있다는 이유로 페놀로사와 텐신에 의해 일본을 대표하는 회화로 규정되었
다.577)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카노파 회화에서 중국 원체화의 전통을 발견한 중

574) Wen C. Fong, Between Two Cultures: Lat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Chinese Paintings from the Robert H. Ellsworth Collection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1), 
pp. 4-6.

575) 徐悲鴻, 「評文華殿所藏書畵」, 徐伯陽·金山 編, 『徐悲鴻藝術文集』(臺北: 藝術家出版
社, 1987), pp. 31-38. 쉬베이훙은 이 연설 이후 1920년 『繪學雜志』에 사실주의의 도
입을 주장하는 논고를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중국화의 개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였는데 ‘산수’와 ‘인물’ 등 각 화목에서의 창작 방법을 논하였다. 徐悲鴻, 「中國
畵改良論」, 郎紹君·水天中 編, 앞의 책, pp. 38-42. 

576) Cheng-hua Wang, 앞의 글, p. 232.
577) 근대기 일본에서 카노파의 위상 정립에 관해서는 佐藤道信, 앞의 책, pp. 277-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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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이 자국의 회화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였던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외부적 요인은 이 시기 중국의 근대화 열기와 상응하여 결과적으
로 송화(宋畵)를 중국 미술의 대표로 만들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서구 표
현주의의 개념을 적용한 중국 문인화의 중흥 움직임이 있었으나 사실주의는 여러 
사회 운동 특히 30년대 초반부터 싹튼 목판화운동과 함께 이후의 중국 미술계를 
이끌었다.578) 

 위 사례들의 ‘송대 정점론’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근대기 지도층의 정치적 입장
에서 비롯된 인식이었다. 즉 이 시기 정치가들은 송대를 서구보다도 일찍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던 시기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소멸된 송대의 전통을 사실
주의 도입으로 부흥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비하여 텅구는 미술사학자의 입
장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과 미술사적 인식으로 송대 회화를 재평가하였다. 
텅구는 그의 여러 논저에서 일관되게 ‘당송’을 중국미술사의 정점기라고 주장하였
다. 결과적으로 텅구의 견해는 위 정치가들의 입장과 일정 부분 일치된 것이지만 
그 주장의 배경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의 일관된 논지는 ‘불교미술이 외래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산수화가 독립적 분야로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당송이 정점기라는 것이다. 즉 텅구는 중국의 불교미술이 인
도와 서역의 양식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중국 양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그리고 산수화가 인물화의 배경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화목으로 그려지기 시작하
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텅구의 인식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순수하게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산수화의 태동과 발전’을 정점기의 요인으로 든 텅구의 
인식이다. 텅구는 이 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산수화가 성당(盛唐) 이후 중국 회
화의 본류가 되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텅구는 중국의 미술 가운데 
산수화를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산수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당송시기를 중국 미술의 정점기라고 규정하였다. 텅구는 『중국미술소사』에서 다
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당송 이대(二代)의 ‘순수예술(純粹藝術)’ 발달은 진실로 후대인들이 경이롭게 보고 추

578) 20세기 초 중국의 문인화 부흥에 대해서는 Julia Andrews and Kuiyi Shen, 앞의 
글, pp. 9-16; Aida Yuen Wong, 앞의 글, pp. 297-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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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 마지않게 한다. 산문(散文), 시가(詩歌), 회화 모두 매우 깊은 조예를 이루었다...
(중략)이 시기의 사람들은 시가와 회화의 일치를 당연히 여겼으며 그 미묘한 결합 가
운데 예술의 최고 원리를 얻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회화는 천년에 한 번 나타날(千載
一時) 위대한 업적이다...(중략)이 시기의 작가들은 산수화 예술에 정신을 집중하여(聚
精會神) 각자가 독특한 정신을 발휘하였다...(중략)당송 이대의 산수화는 창성시대(昌
盛時代)의 예술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579)

즉 텅구가 당송시기에서 주목한 것은 ‘순수예술’로서의 산수화이다. 더욱이 텅구
는 ‘시가와 회화’ 즉 ‘문학과 미술’의 결합이야말로 최상의 예술이라는 견해를 드
러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일찍이 재일(在日)시기에 발표한 「시가와 회화」
(1920)를 비롯하여 「시서화 세 가지 예술의 연대 관계」(1938)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즉 텅구는 ‘시화합일(詩畫合一)’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겼
으며 이를 당대와 송대 산수화의 특질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텅구가 
이러한 특질을 문인화라는 분야에만 한정시켜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텅구는 왕유나 이사훈 등 당대 대가들이 모두 학식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특시 이
사훈은 높은 관직에 있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송대의 화원화가들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이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텅구는 궁정에서 활동했던 화원화
가들도 거의가 높은 학식을 가진 사대부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텅
구는 ‘시가와 회화’의 일치를 문인화의 전유물이 아닌 산수화의 전반적인 특질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텅구는 산수화가 이러한 특질을 가졌으므로 중국 
미술을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텅구는 당송시기를 지칭하는 ‘창성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당송 이대(二代)의 예술은 어떤 종류, 어떤 부분도 모두 스스로의 발전 역량(進展力)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산수화의 발달은 가장 경이롭다. 당송인은 자연과 인생의 최고 
이상을 모두 산수화에서 드러내었다. 송대 곽희의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에 실린 
산수화론은 지극히 정교하다. 곽희는 본래 화가인데 자신의 체험으로 산수의 미관(美
觀)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첫째는 수양한 것을 확충함(所養
欲擴充)이며, 둘째는 본 것을 충분히 익히며(所覧欲淳熟), 셋째는 여러 곳을 많이 경
험함이며(所經之衆多) 넷째는 정수를 취하는 것(所取之精粹)이다. 이 네 단계는 형이
상학의 실재, 종교상의 신(神) 및 모든 인문(人文)의 종극(終極)을 추구하는 것이다.580)

579) 滕固, 「中國美術小史」, 沈寧 編, 앞의 책(2011),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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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의 ‘자연과 인생의 최고 이상이 모두 산수화에서 드러난다’라는 인식은 
텅구의 산수화관을 보여준다. 텅구는 화가가 생각하는 이상, 인생의 이상뿐 아니
라 자연의 이상까지도 모두 산수화에 담을 수 있으므로 산수화를 가장 중요한 그
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텅구는 산수화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텅구의 인식은 서구 학자들의 분석을 통하
여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이클 설리반은 산수화에 
대하여 “화가가 거의 자유를 취할 수 없는 대나무라든가 꽃, 인물화와 달리 중국
의 산수화는 가장 강렬한 정서적, 시적 감정과 가장 심원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관념을 아울러 구체화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풍부하고 폭이 넓은 언어이다”라고 
규정하였다.581) 제임스 케힐 역시 “산수는 문인화가들이 가장 애호하는 제재로 
이상화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설명하였다.582) 즉 중국인의 철학과 관념을 이
상화한 그림이 산수화라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생의 최고 이상이 산수화’라는 
텅구의 위 정의와 상통한다. 텅구는 중국인의 정서와 철학이 이상적으로 표현된 
산수화야말로 중국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여겼던 것이다. 
 인용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텅구는 곽희가 『임천고치』에서 말한 네 단계에 대하
여 각각 ‘충실한 전인격(全人格), 순수한 감각, 다양한 경험, 초점의 포착’이라는 
자신의 해석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이 네 단계에서 드러나는 곽희의 산수
화 창작론이 ‘형이상학의 실재, 종교상의 신 및 모든 인문의 종극을 추구하는 것’
이라며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문장이야말로 텅구의 산수화에 대한 인식 
나아가 그가 생각한 회화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드러낸다. 텅구가 인용한 곽희
의 네 단계는 『임천고치』의 「산수훈(山水訓)」에 실린 내용이다. 곽희의 『임천고
치』는 송대에 흥기한 신유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집필되었다.583) 곽희가 활동하던 
11세기 후반부터는 신유학 사상과 사대부의 산수화관이 산수화의 창작에 영향을 

580) 滕固, 앞의 글, p. 27.
581) 마이클 설리반(Michael Sullivan), 김기주 역, 『중국의 산수화』(문예출판사, 1992), 

p. 20.
582) James Cahill, 楊振國 譯, 「中國山水畵的意義和功能(上)」, 『藝術探索』 74(2006), p. 

14.
583) 『임천고치』와 송대 성리학의 관계에 대하여는 허영환, 「임천고치의 미술사학적 고

찰」, 『미술사학』 1(1989.3), pp. 35-60; 許鋒, 「山水畵的崛起與宋明理學」(中國美術學院 
博士學位論文, 2006); 장완석, 「性理學과 山水畵의 발전에 관한 연구-송대를 중심으
로」, 『한국철학논집』 32(2011), pp. 309-336; 박현숙, 「郭熙의 『林泉高致』에 나타난 
신유학 예술관」, 『동양예술』 31(2016.5), pp. 157-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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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시작하였다.584) 따라서 『임천고치』에는 곽희의 회화 창작에 관한 사실주의
적 산수화관과 당시의 신유학 사상을 보여주는 이상주의적 산수화관이 동시에 내
포되어 있다. 『임천고치』는 산수훈(山水訓), 화의(畫意), 화결(畵訣), 화격습유(畫
格拾遺), 화제(畫題), 화기(畵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산수훈’의 내
용이 가장 풍부하여 화가로서 그림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자연을 관찰하는 구체
적인 방법, 관찰한 대상을 그림으로 옮기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위에서 텅구가 소개한 곽희의 네 단계는 창작의 실천적인 방법이 아닌 유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이념을 산수화의 창작에 응용한 내용이다. 이 네 단계는 
객관적 관찰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정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화가의 태도를 말한다. 이는 신유학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신유학의 ‘격물’이란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의 이치
에서부터 보편적 천리를 알아나가는 방법이다. 화가는 격물의 이치로 하나하나의 
산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탐구하지만 결국 그 개개의 산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
기서 발견한 산수의 정수를 파악하여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585) 이러한 『임천고
치』의 철학적 회화관을 산수화로 구현함이 텅구에게는 곧 ‘형이상학의 실재’, ‘인
문의 종극’이었던 것이다. 
 즉 텅구는 산수화가 중국 인문학의 ‘이상’을 구현한 회화라고 여겼으며 이에 따
라 산수화가 출현하고 발전한 당송시기를 중국 회화의 정점기라고 규정하였다. 
만일 텅구가 동시기 여타의 사상가들과 같이 사실주의 추구만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다면 ‘산수훈’에서 위의 네 단계가 아닌 자연을 관찰하고 화폭에 옮기는 실천 
방안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텅구의 미술사관은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인 
시각이 아닌 철학적이며 미술사적인 시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텅구의 당송에 대한 일관된 인식에 비하여 원(元)의 회화를 보는 관점은 그의 연
구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그는 초기 저서인 『중국미술소사』에서는 원대 이
후를 회화의 침체기로 보았다. 그는 원명(元明) 이후의 화가들은 고인(古人)을 흠
모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서 독창적인 정신이 없으며 오직 그들에게 정복당했다
고 주장하였다.586) 이 책에서 텅구는 원대에 탁월한 성취를 이룬 화가는 조맹부
이며 황공망(黃公望, 1269-1624)은 이성(李成, 919-967)을, 왕몽(王蒙, ?-1385)

584) 허영환, 앞의 글, p. 45.
585) 박현숙, 앞의 글, p. 168.
586) 滕固, 앞의 글,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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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맹부와 왕유를, 예찬(倪瓚, 1301-1374)과 오진(吳鎭, 1280-1354)은 미불의 
필법을 따랐다고 평가하였다.587) 이는 원대의 회화는 송대 화풍을 전승하였다는 
그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텅구의 초기 인식은 양식학이라는 방법론으로 중국회화사를 
해석하면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가 1931년 9월에 발표한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황공망의 회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는 난숙한 시기에 대한 하나의 반동
이다. 따라서 성당(盛唐)시기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획을 그었다는 의미가 있다. 성당
시기에 산수화는 독립된 지위를 얻어 회화의 본류가 되었고 송대에는 간순화(簡純化)
로부터 풍부화(豊富化)로 발달하게 된다. 원사대가에 이르면 풍부화를 뒤로하고 다시 
단순화(單純化)로 복귀하여 회화사에 일대 전기를 이룬다. 중국회화사의 시기를 구분
한다면 성당 이전의 한 시기, 성당 이후에서 송말원초의 한 시기, 원사대가와 그 이후
의 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최후의 시기에 확산된 명말청초의 문인화 운동이 최근까
지 이어지고 있다.588)

텅구는 초기의 저서인 『중국미술소사』에서는 수, 오대, 당, 송까지를 ‘창성시대’
로, 원대 이후를 ‘침체시대’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당 이전, 성당에서 
원초, 원말 이후로 시기구분이 변하였다. 즉 텅구가 초기의 관념적 시각에서 벗어
나 미술사적 인식으로 ‘원대’의 양식 변화에 주목하여 시기를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도 그는 여전히 산수화의 발전을 이룬 당송을 가장 찬란한 시기
로 보았다. 그러나 원대 역시 중국 회화의 전환을 이룬 변혁기이며 그것은 원말
(元末)사대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당송의 산
수화 발달과 원말의 문인화 흥기를 중국회화사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건으
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원대의 양식 변화에 주목한 이러한 인식은 독일 
유학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시각이다. 양식사의 습득과 응용으로 인하여 
송에서 원으로의 변천이 ‘사실적’인 회화에서 ‘표현적’인 회화로의 변혁이라는 인
식이 텅구에게 나타난 것이다. 원대의 문인화 흥기를 중국회화사의 변혁으로 보
는 관점은 20세기 중반 구미의 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텅구의 인식이 시대
를 크게 앞서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그가 민족주의나 제국주의 등 정치적인 

587) 滕固, 앞의 글, p. 33.
588)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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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 아닌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순수예술이라는 관점으로 중국 미술을 연구한 
학자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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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滕固의 南北宗論 비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텅구는 여러 논저에서 중국미술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
각들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텅구의 독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남
북종론에 대한 비판이다. 남북종론은 근대기 중국 미술계에서 가장 열띤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학자들은 양 극단으로 나뉘어 이 이론을 옹호하거나 배격하였다. 
텅구는 초기의 논고에서부터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표출함
으로써 미술사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남북종론이 논쟁
의 대상이 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이 뿌리 깊게 전승되어 온 역사
적 배경과 20세기 중국 사회의 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동시기 학자들의 남북종론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텅구의 선구적 시각을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북종론 전승의 배경과 20세기 초 개혁적 사상가들의 인식

 중국에서 ‘회화의 남북분종론(畵南北分宗論)’은 명말청초에 제기된 이래 근 300
년 가까이 신봉되던 이론이다. 더욱이 이 이론이 제기된 초기부터 크게 확산되고 
수용되었던 사실은 이 이론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회화 발전의 추이에 부합한 것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공고하게 유지되던 이론이 20세기 초에 비판의 대
상이 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근대기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심대하였음을 시사한다. 
 남북종론은 명대의 막시룡(莫是龍, 1537-1587), 동기창(董其昌, 1555-1637), 진
계유(陳繼儒, 1558-1639) 등이 주장한 이후 중국 사회에서 회화에 대한 기본 인
식으로 자리 잡았다.589) 동기창은 역대의 화가들을 문인화가와 직업화가로 나누
고 그 작품들을 남종화와 북종화로 분류하여 ‘상남폄북론(尙南貶北論)’을 주장하
였다. 동기창의 『화선실수필』에는 남북종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589) 막시룡, 동기창, 진계유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남북종론을 주장하였는지는 근대 이
래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동수예(童書業)는 막시룡이 최초로 주장하였다는 논지를 
주장하였다. 童書業, 「中國山水畵南北分宗辨僞」, 『童書業繪畵史論集』(下)(北京: 中華書
局, 2008), pp. 393-404; 푸션(傅申)은 동기창을 최초의 주창자로 보았다. Fu Shen, 
“A Study of the Authorship of the Hua-shuo,”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nese Painting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1970), pp. 
85-142. 최근에는 동기창이 『화설(畵說)』에서 가장 먼저 제기하였다는 주장이 유력하
다. 김백균, 「남북종론의 역사적 인식」, 『미술사학보』 19(2003),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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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에 남종과 북종 두 종파가 있으니 당나라 때 처음 나뉘었다. 그리고 남북 두 종
파도 당나라 때 나뉘었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남북이라는 것은 아니다. 북종은 이사
훈 부자의 착색산수가 전해 내려와 송의 조간 · 조백구 · 조백숙이 되었고 마원 · 하
규의 무리에 이르렀다. 남종은 왕유가 처음으로 선담(渲淡)을 사용하여 구연(拘硏)의 
법을 일변시켰는데 그것이 전하여 장조 · 형호 · 관동 · 동원 · 거연 · 곽충서 · 미가 
부자(의 화법)이 되었으며 원의 사대가에 이르렀다.590)

 
동기창은 불교의 선(禪)에 심취해 있었으며 그의 선에 대한 조예가 이러한 통찰을 
낳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기창은 문인화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문인의 그림은 왕유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로 동원 · 거연 · 이성 · 범관이 적자가 되
었고 이공린 · 왕선 · 미불 및 미우인은 모두 동원 · 거연으로부터 배웠다. 곧바로 원
의 사대가인 황공망 · 왕몽 · 예찬 · 오진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정통이며 우리 왕조
(明)의 문징명과 심주는 또 멀리서 의발을 접했다. 마원 · 하규 및 이당 · 유송년과 같
은 사람은 이사훈의 화파이니 우리들이 배워서는 안 된다.591)

동기창은 위와 같이 역대의 유명 화가들을 남종과 북종으로 분류하고 북종은 배
워서는 안 될 화법으로 규정하였다. 문인들의 작품만이 회화의 이상(理想)을 담고 
있다는 이 이론은 명말 이후의 문화계에서 정설로 작용하였다. 이 이론의 영향은 
청대에 더욱 확고해져 부유한 상인계층과 중인계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관직을 
지니거나 지녔던 문인의 작품들을 수집하였다. 즉 문인문화의 상업화가 진행되었
던 것이다.592) 
 이 이론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식적이며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청대 말기까지도 중국 사회에서 신봉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590) “禪家有南北二宗,唐時始分。畫之南北二宗,亦唐時分也,但其人非南北耳。北宗則李思訓
父子著色山水,流傳而為宋之趙幹趙伯駒伯驌至馬夏輩。南宗則王摩頡始用渲淡,一變鈎斫
之法,其傳爲張璪荊關郭忠恕董巨米家父子,以至元之四大家.”, 동기창, 앞의 책, p. 83.

591) “文人之畵自王右丞始,其后董源僧巨然李成范寬爲嫡子,李龍眠王晋卿米南宫及虎兒,皆從
董巨得来,直至元四家黄子久王叔明倪云镇吴仲圭皆其正傳,吾朝文沈則又遥接衣钵。若馬
夏及李唐劉松年,又是李大將軍之派,非吾曹易学也.”, 위의 책, p. 76.

592) James Cahill, The Painter’s Practice: How Artists Lived and Worked in 
Traditional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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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종론이 중국 전통의 통치 철학과 상통하는 맥락을 가짐으로써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남북종론은 불교의 ‘남선(南禪)’과 ‘북선(北禪)’개념 그리고 유학의 ‘도통(道統)’ 
관념에서 비롯된 ‘정사(正邪)’분별이라는 사상 위에 성립되었다. 즉 불교에서 참선
을 중심으로 하는 남종을 정맥(正脈)인 도통으로 삼고 교학(敎學)을 중심으로 하
는 북종을 사학(邪學)으로 보는 인식이 그 사상적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남북종론
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을 통합하여 회화에 대입시킨 이론이다. 불교에서의 남종
과 북종의 차이는 깨닫기 위한 수행의 방법에 의해 나뉜다. 즉 남종의 방법은 오
랜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최고의 경지까지 깨닫는다는 돈오(頓悟)이
며 북종의 방법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수행으로 점차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수
(漸修)이다. 회화에서의 남북종론은 이 남종선(南宗禪)과 북종선(北宗禪)의 방법론
을 회화의 창작에 대입한 이론이다. 불교의 이론을 차용한 이 개념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유교의 도통과 정사 개념이다. 
 20세기 이전의 중국 사회에서 권위는 두 가지 요소에 기반을 두어 성립되었다. 
하나는 정치적 권력으로서 이른바 ‘치통(治統)’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이고 이념
적인 합법성 즉 ‘도통(道統)’이다.593) 고대 이래 중국의 군주제 하에서는 치도합일
(治道合一)이 이상적인 통치 형태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송대(宋代)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통에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 유교의 도통과 정사 개념이 부각되었다. 이
는 송대에 보편화된 과거제를 통해 학문과 통치에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
인 계층인 사인(士人)들의 출현과 연관된다. 사대부 계층이 점차 두터워지면서 
‘도통’과 ‘치통’이 분리되어 군주는 치통을 보유하는 반면 사대부들은 도통의 수
호를 자임하였다. 그들은 공자를 도통의 근본이자 권위의 토대로 삼아 정통성을 
확립하였으며 그 상징적 의미인 공묘(孔廟)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도통’이라
는 용어의 기록은 사학자 류쯔졘(劉子健, 1919-1993)에 의하면 남송 이심전(李心
傳, 1167-1244)의 『건염이래계년요록(建炎以來繫年要錄)』에 최초로 등장한다.594) 
이 문헌은 남송의 초대 황제 고종(高宗, 재위 1162-1187)의 치세를 기록한 사서
(史書)이다. 이 문헌에 ‘도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은 금(金)의 압박으로 남
으로 천도한 이후 송의 왕실이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스스로가 여

593) 차태근, 「중국 근대 지식권력과 ‘학계’의 형성」, 『중국학논총』 40(2013.5), p. 124.
594) 이 문헌은 건염(建炎)원년(1127)에서 소흥(紹興)32년(1162)까지의 사사(史事)를 기록

한 사서이다. 劉子健, 「宋末所謂道統的成立」, 『文史』 7(1979), pp. 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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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정통’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남송의 이종(理宗, 재위 1224-1264)
은 1241년에 『도통십삼찬(道統十三贊)』을 공포하여 도통의 개념을 크게 부흥시켰
다.595) 이종은 이 『도통십삼찬』을 국자감(國子監)에 보내며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
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도통이라는 개념은 송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통치
의 방편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통 개념의 배후에는 ‘화이지변(華夷之辨)’ 
즉 한족과 이민족을 ‘정사(正邪)’로 구분하는 사고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통 개념은 원대(元代)에도 이민족 압박 하의 한족(漢族) 사회에서 확대
되었다. 또한 원의 조정 역시 문화 권력을 장악하여 한족 사대부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이를 크게 진작시켰다. 이렇게 송원시기에 크게 확대된 도통 사상은 중국
의 확고한 전통으로 정립되어 이후 모든 사상에 굴레를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 사회에서는 보존과 보수가 늘 우선이 되었으며 봉건적 전통의 속박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사상의 경직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송원 이후 강화된 ‘정학(正學)
과 사학(邪學)의 엄격한 구별’이라는 보수주의적 풍조는 명대(明代)에도 각계의 학
술 영역에 만연하게 되었다. 회화에서 정사(正邪)를 구별하는 동기창의 남북종론
은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널리 수용될 수 있었다.
 이민족 왕조였던 청(淸) 역시 한족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공자를 더욱 숭상하
였다. 만주족 청조(淸朝)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이념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조는 치도합일(治道合一)이라는 
유가의 이상을 오히려 강화하며 군주 스스로 도통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자임하였
다. 이에 따라 청대에는 동기창 이론의 영향력이 명말에 비하여 한층 확대되었다. 
화가 당대(唐岱, 1673-1752)는 만주 정백기인(正白旗人) 출신으로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시기에 내무부 총관(總管)까지 지냈다. 그는 화단의 정사(正邪) 
논쟁을 적극 고취한 인물로 『회사발미(繪事發微)』에서 

도통이 공맹(孔孟) 이후에 왕양명(王陽明)까지 이어졌듯이 화학(畵學)도 마찬가지이다. 
복희가 괘(卦)를 그린 것에서 시작하여 당의 이사훈, 왕유가 종파를 나누었고 마힐(摩
詰)은 선염(渲染)을 이용하여 후세에 법문(法門)을 열었다. 모두가 그를 그림의 성현
(聖賢)이라고 칭한다. 남송의 원화(院畵), 명의 대문진(戴文進)과 오위(吳偉)는 산수의 

595) 『도통십삼찬』은 마린(馬麟, 1180-1256)이 복희(伏羲),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안회(顏回),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
자(孟子)를 그린 13폭의 그림에 이종이 쓴 제찬이다. 孔令偉, 『風向與思潮:淸末民國初
中國美術史的流行觀念』(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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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正派)가 아니다. 원의 제가들은 동원(董源)과 거연(巨然)의 의발(衣鉢)을 이어받았
고 명의 동기창이 그 법맥을 이었다

라고 서술하였다.596) 즉 당대(唐岱)는 도통의 개념과 불교의 남북종 이론을 바탕
으로 남종화파를 정맥으로, 북종화파 즉 남송의 원체화와 명의 절파를 사학으로 
규정하였다. 당대의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청조의 지배층이었던 만주족이 남북종
론의 고착화에 더욱 앞장섰던 것이다.
 한편 청대에 동기창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배경에는 청초(淸初) 통치자들의 취향
과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민족으로서 중원을 통치하게 된 만주족의 통치자들
은 명 왕조가 추구했던 ‘문민(文敏)’의 문화를 이어나가고자 하였으며 그 상징인 
동기창을 경모(敬慕)하였다. 특히 청 초기의 황제들이 동기창을 상당히 높이 평가
하였다. 청의 3대 황제였던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3-1661)는 ‘동기창의 서화를 
모아서 사림을 만들고자(索詞林以董玄宰書畵)’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597) 또한 강
희제는 동기창의 서법을 매우 애호하여 그의 필법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강희제
는 1707년에 있었던 네 번째의 남순(南巡)시에 쑹장(松江)에 머물면서 동기창의 
사당에 ‘지영운기(芝英雲氣)’라는 편액을 써서 하사하였으며 동기창의 손자인 동
건중(董建中, 생몰년 미상)에게 형문지주(荊門知州)의 관직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
리고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1796)는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동기창의 화풍인 
‘평원소경(平遠小景)’을 즐겨 〈방동기창추림서옥도(仿董其昌秋林書屋圖)〉 등을 그
렸다. 건륭제는 또한 베이징의 자금성 내에 동기창의 『화선실수필(畫禪室隨筆)』에
서 이름을 딴 ‘화선실(畵禪室)’을 마련하는 등 동기창을 공경하는 면모를 보였
다.598) 이와 같은 황제들의 애호는 조정의 고위관료와 사대부들에도 이어졌으며 
동기창을 추종하는 열기는 점차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동기창의 남북종론이 중국인들에게 저항 없이 널리 수용된 바탕에는 
송대 이후 중국 사상계의 근본이 되었던 ‘도통’과 ‘정사(正邪)’ 개념이 있었다. 그
리고 동기창과 남북종론의 지위가 청대에 들어 더욱 공고해져 청 말까지 흔들림 

596) “如道統自孔孟後王陽明皆嫡嗣也. 畵學亦然. 派始于伏羲畵卦以通天地之德...唐李思訓
王維始分宗派 摩詰用渲染開後世法門皆稱畵中聖賢. 至南宋院畵至明戴文進吳小仙謝時臣
皆宗之非山水中正派. 元時諸子遙接董巨衣鉢明董思白衍其法派.”, 楊家駱 編, 『淸人畵學
論著』(臺北, 世界書局, 1977), pp. 24-25.

597) 王東聲, 「‘穿鑿附会’抑或‘别具只眼’?-庄禪美學映照下的董其昌繪畵理論」, 『中國書畵』
(2011.9), p. 57.

598) 任道斌, 「董其昌及其藝術」, 『新美術』(1990.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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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어졌던 배경에는 청초 통치자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세기를 전후하여 중국 사회의 근대화가 진전되면서 회화의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이 개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 도통 관념의 쇠퇴이다.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서학(西學)수용의 범위가 이전
의 과학과 실용지식 위주에서 인문,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면서 학문 연구의 패러
다임이 차츰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초 역사와 정치학을 비
롯한 서구의 근대 인문학이 번역을 통해 소개됨으로써 급속하게 촉진되었다. 또
한 과거제의 폐지와 해외 유학생의 급증으로 새로운 지식계층이 등장하면서 한학
(漢學)을 기반으로 하던 청대의 학통은 전체 학술 담론에서 주변화되어갔다. 더욱
이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5·4운동이 전개되면서 청 말기까지 지속되었던 도통 개
념의 지위는 크게 흔들렸다. 이는 과거제도의 폐지로 과거 합격자와 퇴직한 관리
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던 향촌 사회의 조직이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도통 의식 역시 그 입지를 상실하였으며 19세기 말 이후의 출판물에서 ‘도통’
이란 어휘는 점차 사라져갔다.59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 말은 정치적 권위인 
치통과 더불어 도통이라는 학통의 권위까지 미약해져 권력과 권위의 해체가 급속
히 진행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도통 개념에 입각하여 회화의 
정사(正邪)를 구분하던 남북종론의 기반이 와해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정리국고(整理國故)’운동의 발흥이다. ‘중국 역
사상의 일체 학문을 정리한다’는 의미의 이 운동은 동시대 지식인들에게 전통 문
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였다.600) 신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끈 
후스는 쳰셴통(錢玄同, 1887-1939), 구제강(顧頡剛, 1893-1980) 등과 함께 이 운
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구제강의 ‘고사변(古史辨)’이라는 실천적 방법론으로 전

599) 孔令偉, 앞의 책, p. 118.
600) 사학자이자 언어학자였던 푸쓰녠(傅斯年, 1896-1950)은 1919년 5월 1일에 출간된 

『신조(新潮)』에서 ‘중국 역사상의 일체 학문을 정리한다’라는 ‘정리국고’의 개념을 명확
하게 제기하였다. 후스는 이 운동을 신사조(新思潮)의 틀에 적용시켜 크게 진작시켰으며 
루쉰(魯迅, 1881-1936), 정전둬(鄭振鐸, 1898-1958) 등의 문학가들도 적극 동참하였다. 
이 운동은 ‘경사지학(經史之學)’을 중심으로 한 전통 국학(國學) 이외에도 명청대의 당
안(檔案), 야사(野史), 방지(方志), 금석(金石) 등의 광범위한 영역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
였다. 또한 이 운동은 고대문헌 뿐만 아니라 구전문학과 민간의 통속문학 등까지 모두 
국학의 범위로 삼아 정리 작업을 함으로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학술의 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秦弓, 「整理國故的動因、視野與方法」, 『天津社會科學』(2007.3), 
pp.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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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문헌의 재검토를 추진하였다.601) 이 학자들은 육경(六經)을 포함한 선진(先秦) 
문헌들을 일일이 검증하여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문헌은 비판의 대상으
로 삼았다.602) 이 운동이 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고문헌들을 새로운 시
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화사(畵史), 화론(畵論) 등 전통 
회화이론서들은 물론 뿌리 깊은 남북종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확대되었
다. 
 이와 같은 ‘도통 개념의 쇠퇴’와 ‘정리국고운동’으로 인한 전통 가치관의 와해는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문인화의 폄하로 이어졌다. 그
런데 이렇게 확산된 비판적인 시각은 오히려 남북종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
러일으켰다. 더욱이 이러한 전통 가치에 대한 도전은 역으로 전통의 수호라는 국
수주의적 사조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사상가들과 미술계 종사자들은 남북종
론과 문인화라는 전통에 대하여 전승과 개혁이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나뉘어 각자
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지식인들 가운데 캉유웨이나 천두슈 등의 사상가들은 문인화와 남북종론을 동일
시하여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캉유웨이는 이 시기 문인
화 비판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만목초당장화목』에서 

정신을 취하지 않으면 곧 형상을 포기함이 되고 더욱이 사의(寫意)가 아니면 형상을 
잊게 된다. 여러 나라의 작화(作畵)가 모두 동일하여 고금의 서구 회화는 육조(六朝), 
당송(唐宋)과 그 법이 같다. 오직 중국의 근세에 그림에 선(禪)을 도입하여 왕유의 〈설
리파초(雪里芭蕉)〉로부터 시작하여 후대가 이를 잘못 존중하였다. 소동파와 미불은 형
사(形似)를 폐기하고 사기(士氣)를 주장하였다. 원명시기에는 계화(界畵)를 장인(匠人)
의 그림이라고 크게 공격하여 배척하였다...(중략)중국은 이미 화장(畵匠)을 버렸으니 
이것으로 중국의 근세 회화가 쇠패하였다

라고 문인화를 비판하였다.603) 그의 주장은 문인화가 말하는 ‘사의(寫意)’란 형상

601) 王洪偉, 「顧詰剛“古史辨”思路对中國美術史研究的影响」, 『石家莊學院學報』 20(2018. 
7), p. 50.

602) 후스는 1921년 7월 31일 난징(南京) 동난대학(東南大學)에서의 연설에서 정리국고의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동시에 그가 이 강연에서 제시한 정리 방법은 ‘역사 관념의 강
조’, ‘의고(擬古) 태도의 운용’, ‘연구의 계통성(系統性) 강화’, ‘고서와 고적의 내용과 형
식에 대한 새로운 고증’ 등이다. 謝桃坊, 「回顧梁啓超與胡适在東南大學的國學講演」, 
『古典文學知識』(2011.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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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사(形寫)를 배척해서는 그리는 대상의 정신을 포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캉유웨이는 이렇게 ‘형사’와 ‘사의’를 이분하여 바라보던 통
상의 시각을 반박함으로써 문인화의 정체성과 남북종론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졌
다. 
 또한 천두슈는 1918년의 「미술혁명(美術革命)」에서 

남북송(南北宋)과 원초(元初)의 중국화는 사실주의에 가까웠다. 학사파(學士派)가 원화
(院畵)를 경시하면서 사의(寫意)를 존중하고 초물(肖物)을 중시하지 않았다. 이런 기풍
은 원말(元末)의 예찬, 황공망이 일으켰고 명의 문징명, 심주가 다시 주장하여 청의 
삼왕(三王)이 더욱 크게 일으켰다. 사람들은 왕석곡(王石谷)의 그림이 중국화의 집대성
이라고 하는데 왕석곡이야말로 중국 악화(惡畵)의 총집결이다... (중략)왕화(王畵)를 추
종한 그림들은 스스로의 창작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왕파(王派)가 화계
(畵界)에 끼친 최대의 악영향이다...(중략)이러한 화학(畵學)에서의 정종(正宗) 그리고 
사회의 맹목적인 우상숭배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사실주의를 도입하여 중국화를 개량
하는 데에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604) 이처럼 천두슈는 남북종론을 우상숭배라며 격렬하게 비판하
였다. 그는 송대와 원초의 회화를 ‘묘사의 기능’에 충실한 우수한 사실주의 회화
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인식에서 그의 미술관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미술의 기
능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정확한 묘사라고 여겼으며 이에 따라 부국강병을 
위한 사실주의의 도입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위의 사상가들은 사회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종론을 배격해야 할 낡은 이
론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아래 화가, 미술사학자, 고고학자 등은 이 
이론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2) 동시기 화가 · 학자들의 남북종론 인식
 
 20세기 초 천스쩡, 정우창, 황빈훙 등 전통주의화파의 화가들은 대부분 남북종
론과 문인화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며 위젠화와 푸바오스 등은 자신만의 독자적
인 개념과 용어로 남북종론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쉬베이훙과 같은 개혁적인 화

603) 康有爲, 「萬目草堂藏畵目」 , 郎紹君·水天中 編, 앞의 책, p. 21.
604) 陳獨秀, 「美術革命」, 위의 책,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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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텅구를 비롯한 동수예(童書業, 1908-1968), 치궁(啓功, 1912-2005) 등의 학
자들은 남북종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천스쩡은 남북종론에 대하여 뚜렷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글에서 남북종론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문인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 이론에 동조하였음을 시사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중국회화사』(1925)는 나카무라 후세츠와 코지카 세이운의 공저 『지나회화사』
(1913)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저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천스쩡의 주관적인 
견해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음의 구절을 원본 그대로 옮김으로써 그가 남북종론
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징명은 문인화의 표방을 근본으로 삼았다. 동기창 등이 필묵의 정미(精微)를 분석하
여 송원(宋元) 화가들의 같고 다름을 궁구함으로써 사대부화(士大夫畵)의 대성(大成)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 남북양종(南北兩宗)의 구별을 만들어 ‘상남폄북(尙南貶北)’의 
이론을 정연히 하니 일세(一世)에 경도(傾倒)하여 시대의 풍향이 일변(一變)하고 북종

은 점차 쇠하였다.605) 

더욱이 천스쩡은 그의 대표적 논고인 「문인화의 가치」(1921)에서 다음과 같이 문
인화를 옹호하였다.

문인의 취미와 문인의 사상은 다른 사람은 배워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중략)우리 
중국의 회화는 글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그림도 역시 잘 그
린다. 그림의 필법은 늘 글자를 쓰는 것과 같다.606)

즉 천스쩡은 학식이 높은 문인만이 좋은 그림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인의 
경지는 다른 사람 곧 직업화가는 넘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문
인화 옹호는 그의 글 「청대 산수화의 파별(淸代山水之派別)」(1920)에서 사왕(四
王)과 그 추종자들을 소개한 다음의 구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청대의 화가들을 살펴보면(縱觀), 왕파(王派)가 세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사왕’의 그림은 기백이 깊고 웅장하며 풍류와 운치가 가득하고 역

605) 陳師曾, 앞의 글, 李運亨 外 編, 앞의 책, p. 96.
606) 陳師曾, 「文人畵的價値」, 위의 책, pp. 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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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유구하여 한 시대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둘째, 당시에 서법(書法)을 안다
고 말하는 자는 모두 송설(松雪, 趙孟頫)과 향광(香光, 董其昌)을 따랐다. 그리고 시를 
말하는 자는 매촌(梅村, 吳偉業, 1609-1672), 어양(漁洋, 王士禎, 1634-1711), 목재
(牧齋, 錢謙益, 1582-1664), 죽택(竹垞, 朱彝尊, 1629-1709)을 숭상했다. ‘사왕’의 그
림은 이들과 연결하는 세력(聯絡之勢)을 이루었으며 문학과 미술의 관계를 알기에 화
풍이 그렇게 되었다.607)

 
이 인용문에서 천스쩡은 청대 문인화가를 대표하는 ‘사왕’의 회화가 시대의 본보
기가 될 만큼 뛰어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이 조맹부, 동기창 
등의 서체와 오위업, 왕사정 등 문필가들의 시를 이해하여 이를 회화와 연결시키
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즉 천스쩡은 높은 학식과 문학적 경지
를 가진 문인의 그림이 가장 우수하다는 동기창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
이다. 이처럼 천스쩡은 남북종론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쓰지는 않았으나 
문인화와 문인화가들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었다.
 정우창의 대표 저서 『중국화학전사』(1929)는 역대의 화가, 화론, 화학(畫學), 화
적(畵蹟)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책이다. 정우창은 이 책의 화학과 화론 부분에
서 역대 이론서들의 많은 구절을 소개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거의 밝
히지 않았다. 단지 당(唐)대 회화의 개황을 소개하는 이 책의 다음 구절에서 남북
종론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그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안사(安史)의 난 이후부터의 중당시기에 왕유라는 화가가 일종의 수묵담채 산수화법을 
창안하여 ‘파묵산수’라고 칭하였다. 이사훈의 청록산수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며 그 세
력이 커져 우리나라 산수화가 이로부터 종파가 나뉘었다. 이사훈은 청록산수로 북종의 
시조가 되었으며 왕유는 파묵산수로 남종의 시조가 되었다...(중략)왕유의 파묵은 당시 

사대부들이 중하게 여겨 우리나라 문인화의 시조가 되었다.608) 

더욱이 정우창은 왕유가 수묵준염(水墨皴染)의 법을 창안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그 역시 실증적인 인식과 양식에 대한 개념 없이 기존의 남북종론을 추종하였음
을 알 수 있다.609) 

607) 陳師曾, 「淸代山水之派別」, 李運亨 外 編, 앞의 책, p. 142.
608) 鄭午昌, 앞의 책, pp. 124-125.
609) 위의 책,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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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스쩡과 정우창은 전통 문화의 수호와 유지를 주장하는 문화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기존의 남북종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이들과 달리 푸바오스
와 위젠화는 다른 각도에서 이 이론을 해석하였다.
 푸바오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극적
인 문인화 옹호론자였다. 그의 초기 저서 『중국회화변천사강(中國繪畫變遷史綱)』
(1933)은 문인화 전개의 역사를 맥락으로 서술되었다. 그는 이글에서 북종화와 남
종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뚜렷하게 대비시켜 정리하였다.

재조(在朝)의 회화란 곧 북종이다. 1. 채색과 골법(骨法) 중시, 2. 완전한 객관성, 3. 
복잡하고 어려운 제작, 4. 개성이 드러나지 않음, 5.귀족적. 재야(在野)의 회화는 곧 
남종이며 문인화이다. 1. 수묵과 선염 중시, 2. 주관이 객관보다 중요, 3. 용이한 제
작, 4. 자아의 표현이 있음, 5. 평민적.610)

그리고 부포석은 “예술에 젖는 것이야말로 인민(人民) 정신생활의 유일한 출구이
다. 위대한 대중(大衆)이 수요로 하는 회화예술이 급선무이다”라고 주장하였
다.611) 이는 제작 기법이 어렵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북종화는 인민의 예술이 되
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가 남북종의 차이를 평민과 귀족의 대립과 연계
시킨 점 그리고 대중과 인민의 회화를 역설한 점 등은 20세기 초반 중국에서 급
속하게 확산된 사회주의 이념을 연상시킨다. 5·4운동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아라
사(俄羅斯)연구회, 사회주의연구회, 마르크스학설연구회 등이 설립되어 사회주의
를 전파하였다. 이들 단체는 ‘소수의 귀족이 독점한 예술을 타도하자’, ‘모방만을 
일삼는 전통예술을 타도하자’, ‘민중을 떠난 비민간(非民間) 예술을 타도하자’, ‘전 
국민의 각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을 제창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예술의 
개혁을 주장하였다.612) 푸바오스의 이 책은 그가 19세였을 때 처음 집필하여 25
세에 출간되었는데 당시 그가 이와 같은 사회주의 예술관에 경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즉 푸바오스는 동시기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 사회적 인식을 바
탕으로 중국미술사를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푸바오스
는 위의 개혁적 사상가들과는 반대로 문인화와 남북종론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

610) 傅抱石, 앞의 책, p. 43.
611) 위의 책, p. 38.
612) 武紅麗, 「傅抱石早期美術史書寫的局限性-以《中國繪畫變遷史綱》为中心的考察」, 『藝

術廣角』(2018.4),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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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이다.
 위젠화(兪劍華, 1895-1979)는 천스쩡의 제자이며 화가이자 미술사학자로 다수의 
논저를 남긴 학자이다. 그는 비교적 초기의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중국회화사(中
國繪畵史)』(1937)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였다. 

오도자의 산수는 위진(魏晉) 산수화로부터의 해방이며 그 화법은 ‘소체(疏體)’라고 할 
수 있다. 이사훈의 산수는 진수(晉隋) 산수화에서 진화한 것이며 화법은 ‘밀체(密體)’
로 금벽산수를 창안하였다. 왕유는 소체와 밀체를 겸비하였으며 파묵산수를 창안하였
다. 소체는 사의화(寫意畵), 밀체는 공필화(功筆畵), 겸비는 반은 공필, 반은 사의이
다.613)

즉 위젠화는 ‘소(疏)’, ‘밀(密)’이라는 자신만의 용어로 세 화가의 화법을 양식적으
로 분류하였다. 이 용어는 사의화와 공필화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
나 매우 개념적이며 오도자와 이사훈의 양식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 위젠화의 남북종론에 대한 인식은 ‘명대의 화론(畫論)’에서 동기창과 그 이론
을 비판한 다음의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명대의 문인들은 저술을 좋아하여 ‘화도(畫道)’에 관한 책은 전대까지의 수량을 훨씬 
초과한다. 그러나 그 가치를 평가하자면 우리를 실망시킨다....(중략) 동기창은 비록 일
대의 화종(畵宗)이라고 지칭되나 그의 『화지(畵旨)』와 『화안(畵眼)』은 역시 수필의 체
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일정한 계통도 없으며 비록 그 세력이 지대하지만 
다른 책들과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다.614) 

이어서 위젠화는 명대의 화론 가운데 당지계(唐志契, 1579-1651)의 『회사미언(繪
事微言)』, 석도의 『고과화상화어록(苦瓜和尙畵語錄)』과 공현(龔賢, 1618-1689)의 
『화결(畵訣)』 정도가 읽을 만 하다고 밝혔다.615) 이어서 위젠화는 동기창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서술을 하였다.

동씨(董氏)는 오파(吳派) 최후의 영수로 문인화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다. 남북분종
을 제창하였으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남종이라 받들고 자기가 싫어하는 자들을 

613) 兪劍華, 앞의 책, p. 107.
614) 위의 책, pp. 127-128.
615) 위의 책,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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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종이라 배척하였다. 사실상의 근거 없이 좋아하고 싫어함에 의거하여 나누었으니 과
학적인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왕유는 수묵을 사용하였으나 청록에도 능
하여서 이사훈과 절대적인 구별을 할 수 없으며, 마원과 하규는 수묵에 능하지 않았
다고 할 수 없어 유송년, 이당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곽충서의 계화가 어찌하여 조
백구의 청록과 같은 유파가 아니며 미불의 운산(雲山)과 동종(同宗)이 아닌가? 그러나 
동씨가 제창한 남북분종론은 화단(畫壇)에서 정해진 이론이 되어 수백 년간 금과옥조
로 신봉되어 누구도 감히 배척하지 못하였으니 심히 괴이하다 하겠다.616)

즉 위젠화는 동기창의 이론이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종파를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위젠화는 여러 화가들의 화풍이 동기창의 분류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음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에서 살펴볼 텅구의 
논고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동시기에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위젠화는 이 글에서 구체
적인 작품의 사례를 제시하지도, 각 화가들의 화풍을 세밀하게 분석하지도 않았
다. 예를 들어 곽충서와 조백구의 화풍을 미불의 운산과 같이 볼 수 있다는 서술
은 자료의 예시 없이는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러한 서술로 볼 때 위젠화
는 분명히 시대의 사조를 이해하고는 있었으나 그의 『중국회화사』는 여전히 관념
적이며 실물 위주의 실증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쉬베이훙은 조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남북종론을 분석, 비판하
였다. 쉬베이훙은 1944년의 글 「중국 예술의 공헌과 그 방향(中國藝術的貢獻及其
趨向)」에서

우리나라의 회화는 한대(漢代)부터 흥기하여 수당 이후 점차로 쇠락하였다. 그 원인은 
왕유가 문인화라는 우상을 만든 이후 수많은 산수화가가 모두 회화의 의경(意境)과 신
운(神韻)만을 중시하여 기본적인 조형을 망각한 데에 있다

라고 남북종론의 만연이 불러온 조형의식의 고착화를 비판하였다.617) 즉 그는 문
인화로 인하여 중국의 회화가 구체적인 형상의 구현이라는 창작의 정신을 발전시
키지 못하였다고 여겼다. 그는 구체적으로 

616) 兪劍華, 앞의 책, p. 132.
617) 徐悲鴻, 「中國藝術的貢獻及其趨向」, 『當代藝術』(1944.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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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술 몰락의 원인은 문인화로의 편중에 있다.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
有詩)를 보여주는 왕유의 고상한 작품에 사람들이 심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말류(末流)들이 나무를 그리나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산을 그리나 원근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라며 실천적인 각도에서 청대 화단의 폐단을 비판하였다.618) 뿐만 아니라 쉬베이
훙은 동기창의 그림에 다음과 같은 제(題)를 썼다. 

동기창과 진계유는 재능과 예술이 평범하다. 나는 동기창과 진계유가 중국화 200년을 
망친 것을 한스러워한다. 그들이 남긴 죄는 끝이 없다.619)

즉 쉬베이훙은 중국의 회화가 조형의식을 망각하고 쇠퇴하게 된 원인이 남북종론
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쉬베이훙은 사실주의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화
가였으므로 그에게 관념적인 문인화는 타도해야할 대상이었다. 
 동수예는 실증주의 역사학자 구제강의 제자이다. 구제강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민국시기 의고학파(擬古學派)의 주창자로 후스와 함께 정리국고운동을 주도하
였다. 그의 제자 동수예는 선진사상사(先秦思想史), 고대경제사, 고대지리연구 등
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역사학자였다. 그는 스승 구제강의 ‘고사변(古史辨)’이라는 
연구방법을 회화사에 도입하였으며 남북종론을 다룬 다수의 논고를 발표하였
다.620) 이 ‘고사변’이라는 연구 방법은 훈고학(訓詁學)의 ‘문자 비교’ 방법으로 국
사(國史), 경전(經典) 등의 고적(古籍)을 검증하는 방법론이다.621) 의고학파의 학

618) 徐悲鴻, 「世界藝術之沒落與中國藝術之復興」, 王震 編, 『徐悲鴻文集』(上海: 上海畫報
出版社, 2005), p. 136.

619) 쉬베이훙이 이 제발을 쓴 동기창의 작품은 베이징 쉬베이훙기념관의 소장 작품이다. 
이광수, 「선(禪)과 화(畵)의 남북종론」, 『종교교육학연구』 28(2008.12), p. 194 에서 재
인용.

620) 동수예는 1939년에 발표된 치공의 글 「산수화남북종설고(山水畵南北宗說考)」를 읽고
서야 텅구가 일찍이 이 문제를 연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童書業, 「中國山水
畵南北分宗說新考」, 『童書業繪畵史論集』(下)(北京: 中華書局, 2008), p. 442. 

621) 구제강은 1926년에 초간된 『고사변(古史辨)』(北京: 朴社印行, 1926)을 통해 이 새로
운 연구 방법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학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의고(擬古)’라는 그의 방법론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
휘하였던 민족주의에 반하는 반전통주의적 사고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주형
은 구제강의 학술 역시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
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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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현존하는 고적들이 오랜 기간의 첨삭을 거쳐 원본이 왜곡되었다고 보고 
전적들의 각 시기별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즉 정리국고운동이 민국시기 역사 
연구에서 비판의식과 연구 방향을 제공하였다면 ‘고사변’의 개념은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수예의 회화사 관련 논저로는 「중국 산수화 남북분종설의 
진위 분별(中國山水畵南北分宗說辨僞)」(1936), 「중국 산수화 남북분종설의 새로운 
고찰(中國山水畵南北分宗說新考)」(1941), 「소위 ‘남북종’설의 비판(所謂‘南北宗’說
的批判)」(1958), 「산수화 ‘남북종’설 및 그 반향(山水畵“南北宗”說及其反響)」
(1961), 『남화연구(南畵研究)』(1961) 등 다수가 있다. 
 동수예는 고사변 즉 ‘문헌으로 문헌을 증명(以文獻證文獻)’하는 방법으로 중국미
술사를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동수예는 왕유의 역사적 지위 변화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여러 화사(畫史)에 등장한 왕유의 기록이 시대 순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왕유는 오도자와 이사훈의 화풍을 겸비하였으나 자신의 특수한 면모도 갖추어 당시 
문인화가 가운데 특출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당송시기 그에 대한 화품(畫品)은 그
다지 높지 않았다. 『역대명화기』는 오도자와 이사훈 및 위언(韋鶠, 혹은 韋偃, 생몰년 
미상)과 장통(張通, 생몰년 미상)을 지극히 중시한 반면 왕유는 후대가 잘 알지 못하
는 양복사(楊僕射, 생몰년 미상), 주심(朱審, 8세기 후반), 유상(劉商, 생몰년 미상) 등
과 같은 대열에 놓았다...(중략)『당조명화록』은 오도자, 이사훈, 장조의 회화를 신품(神
品)으로 분류하였음에 비하여 왕유의 회화는 그 아래 단계인 묘품(妙品)에 포함시켰
다...(중략)형호의 『필법기(筆法記)』에 이르면 왕유는 비교적 높은 지위에 오르지만 여
전히 장조보다 낮다. 그러나 왕유의 화풍은 아름답고(婉麗) 높고 청아하다(高淸)라는 
찬사를 얻었으나 오도자와 이사훈은 그보다 낮게 평가되었다...(중략)『선화화보』에서도 
왕유는 오도자, 이사훈, 장조와 동일하게 평가되었다..(중략)원대에 이르러서야 왕유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여 명말 남북종설이 출현한 이후에야 비로소 왕유는 ‘남
종의 시조’라는 지위에 오른다.622)

 동수예는 이와같이 의고학파의 문헌 분석 방법으로 남북종론이 왕유의 평가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동기창과 산수화 ‘남북종’설(董其昌等與山水畵‘南
北宗’說)」에서 명말(明末) 이전에는 ‘남북종론’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막시룡, 

622) 童書業, 「王維的畵格和他在唐宋時的地位」, 『童書業繪畵史論集』(上)(北京: 中華書局, 
2008),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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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창 등이 동시기의 절파(浙派)를 비하하기 위하여 절파가 속한 북종 전체를 폄
하한 것임을 지적하였다.623) 이러한 그의 견해는 텅구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것
이어서 주목을 끈다. 즉 텅구, 동수예와 같은 각 학계의 대표적 학자들은 남북종
론의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24) 더욱이 
동수예는 남북종론에 대하여 텅구보다 한층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동
수예는 남북종론으로 인하여 회화의 기술이 점차 퇴화하여 화가들이 ‘사기(士氣)’, 
‘신운(神韻)’ 등의 어휘로 자신의 노력 부족을 정당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이로써 중국회화가 완전히 침체되어 자연스러운 발달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625)

 또한 동수예는 텅구가 동기창 이론 비판의 근거로 삼았던 ‘왕유(王維)의 선염법 
사용설’에 대해서도 여러 문헌 기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그는 동기창의 
이론 가운데 상호 모순적인 부분을 찾아 검증하는 고사변의 방법론을 사용하였
다. 동수예는 「왕유 준법의 판별과 분석(王維皴法辨析)」에서 동기창의 문헌 가운
데에서 왕유에 대한 기록 중 서로 상반되는 기록들을 찾아내었다. 즉 그는 동기
창의 논저들에서 “왕유로부터 준법과 선염법 사용이 시작되었다(自右丞始用皴法 
用渲染法)”, “왕유의 〈설강도(雪江圖)〉는 준법과 선염법이 전혀 없고 윤곽만이 있
을 뿐이다... 모든 대가의 신품(神品)에는 반드시 준법에 기이함이 있어야 한다(王
維雪江圖 都不皴染 但有輪廓耳...蓋大家神品必于皴法有寄)” 그리고 “왕유의 그림 
중 추이정(檇李頂, 생몰년 미상)이 가지고 있는 한 자 남짓의 〈조설도(釣雪圖)〉를 
보니 준법이 전혀 없다(王右丞畵 余從檇李頂氏見釣雪圖 盈尺而已 絶無皴法)” 등
서로 다른 기록을 찾아 그 이론의 모순을 지적하였다.626)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전의 여러 논고에서 보이지 않던 작품의 분석이 등장한다. 동수예는 고궁박물원 
소장의 왕유 전칭작인 〈설계도(雪溪圖)〉에는 준법의 주름이 비교적 적어 원대 화

623) 童書業, 「董其昌等與山水畵‘南北宗’說」, 앞의 책(上), p. 180.
624) 저명한 서예가이자 문헌학자인 치궁(啓功, 1912-2005)은 1954년의 논고에서 “근 30

여 년간 이 이론을 고증하고 오류를 밝힌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주석에서 “텅구
의 「당송회화사」,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과 동수예의 「중국 산수화 남
북분종설의 진위 분별(中國山水畵南北分宗說辨僞)」, 「산수화 남북종설에 대한 새로운 
고찰(山水畵南北宗說新考)」은 모두 비교적 상세하게 이 문제를 논하였으나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를 볼 때 텅구와 동수예가 20세기 초반 남북종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啓功, 「山水畵南北宗問題的批判」, 『美術』
(1954.10), pp. 47-50.

625) 童書業, 위의 글, p. 180.
626) 童書業, 「王維皴法辨析」, 앞의 책(下), pp. 823–824. 



- 289 -

가의 그림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왕유 준법의 판별과 분석」은 동수예의 논
저 가운데 비교적 후기에 집필된 것으로 생각되는 글이다.627) 이는 동수예가 초
기의 고사변의 방법론에서 시야를 확장하여 후기에는 미술사의 양식사적 방법론
을 연구에 적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수예의 이러한 변화는 텅구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텅구는 왕유의 
작품을 양식사적으로 분석하여 동기창의 이론이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
다. 동수예는 1940년 1월에 쓴 『당송회화담총(唐宋繪畵談叢)』의 서문에서 

이 책의 초고를 집필한 1937년에는 텅구의 논고를 읽지 못하여 한 구절도 인용하지 
못하였다. 그의 저사(著史) 방법은 나와 다른 부분도 있으나 그 견해는 나와 같은 부
분이 있다

라고 밝혔다.628) 즉 동수예는 자신의 남북종론에 대한 문헌 비판과 그 시각이 텅
구와 같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가 1937년 이후에는 텅구의 논고들을 읽었음
이 확실한데 그 결과 「왕유 준법의 판별과 분석」 등 후기의 글에서는 양식사적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텅구와 동수예 두 학자 모두 문헌
비판과 양식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이 시기 고고
학과 미술사학의 상호 영향을 보여준다. 

3) 滕固의 남북종론 비판-미술사학자의 관점

 텅구는 남북종론을 학술적인 시각으로 분석, 비판했던 민국시기 최초의 학자이
다.629) 그의 남북종론 인식은 캉유웨이, 천두슈 등의 정치적인 비판과는 달리 객
관적이고 학술적인 관점이었다. 텅구의 남북종론에 대한 비판은 위에서 살펴본 
동수예, 치공 등 역사학자들과 류졘화, 리푸위안(李樸園, 1901-1956) 등 미술사
학자들의 공감과 담론을 이끌어내었다.630) 텅구는 초기의 저서인 『중국미술소사』

627) 동수예의 「왕유 준법의 판별과 분석(王維皴法辨析)」이 발표된 연도는 확인할 수 없었
다. 동수예의 딸 동자오잉(童敎英)이 정리한 『童書業繪畵史論集』(上·下)은 동수예의 많
은 논고들이 출판 시기 순으로 편집되어 있으나 각각의 출판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
다. 「왕유 준법의 판별과 분석」은 이 책의 가장 후반부에 편집되어있어 후기의 논고로 
생각된다. 童書業, 앞의 글, pp. 823–824. 

628) 童書業, 「唐宋繪畵談叢-自序」, 앞의 책(上), p. 15.
629) 王洪偉, 『民國時期山水畵南北宗問題學術史』(北京: 淸華大學出版社, 201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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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에서 이미

동기창 등이 당송(唐宋) 이래의 화가들을 남북으로 나누어 남종을 문인화라 하여 
은연중에 스스로가 이 유파의 정통을 계승한다고 자처하였다. 남북이종(南北二宗)으
로의 분류는 사실상 커다란 의미가 없으며 스스로를 옹호한 것뿐이다

라고 하여 남북종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분명히 밝혔다.631) 텅구는 동기창 
등이 문인화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이 이론을 제기하였음을 간파하
였던 것이다. 텅구는 또한 『당송회화사』(1933)에서는 

남북종설이 생겨난 이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종의 기치 아래 덮어놓고 이치에도 
맞지 않게 원체화를 말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원체화의 역사적 가치를 찾지 않게 
하였다. 청대 이후 지금까지의 회화사 관련 저작을 펴기만 하면 자신을 ‘문인’이 아
니라고 한 작가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가 이 이론에 마취되었다...(중략)원체화
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필요는 없으나 남종운동가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 성장, 교류, 대치 등의 상황을 모두 역사의 법칙에 넣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라며 객관적인 관점으로 남북종론을 재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632) 즉 텅구는 남
종이나 북종 회화 가운데 어느 쪽의 우월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공평하고 객관적
인 시각으로 두 유파를 평가하였다. 
 텅구는 『당송회화사』에서 남북종론의 기본 인식인 ‘사대부화(士大夫畵)’ 즉 문인
화라는 개념이 통례적으로 인식되어온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비판하였다.633) 첫째 사대부 작가와 화공(畫工)을 분별한다. 텅구는 이 개념이 당
송시기 이후에 들어서야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텅구는 진(晉)의 왕
이(王廙, 276-322)가 「공자십제자찬(孔子十弟子贊)」에서 “글씨를 배워 곧 배움을 
쌓아야 멀리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림을 배워 스승과 제자의 처신하는 도
리를 알 수 있다”라고 쓴 기록과 진(陳)의 요최(姚最)가 양(梁) 원제(元帝, 재위 

630) 치공의 남북종론 비판은 啓功, 앞의 글, pp. 47-50; 리푸위안의 비판은 李樸園, 『中
國藝術史槪論』(上海: 良友圖書, 1931), p. 177 참조.

631) 滕固, 「中國美術小史」, 沈寧 編, 앞의 책(2011), p. 34.
632) 滕固, 「唐宋繪畵史」, 위의 책, p. 46.
633) 滕固, 위의 글, p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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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54)의 그림에 대하여 ‘심사가 조화를 이루었다(心師造化)’고 평가한 기록을 
소개하였다.634) 텅구는 이 기록으로 볼 때 고대에는 회화가 유교의 가치를 수용
하였으며 고대의 화가들은 반드시 재능과 학식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장언원의 “예로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고
관, 귀족, 일사(逸士), 고인(高人) 아닌 사람이 없다”는 기록 그리고 곽약허의 “예
로부터 내려오는 기이한 작품들을 감상해보면 대부분이 높은 관직에 있는 재사
(才士)나 현인(賢人), 재야에 은둔한 명사들이 인(仁)에 의거하고 예(藝)에 노닐며 
심오한 도리를 찾고 깊은 뜻을 캐며 고상하고 우아한 감정을 한결같이 그림에 의
탁하였다”는 기록을 소개하였다.635) 이로써 텅구는 그림을 그리는 자의 지위와 
품격에 대한 고대의 인식을 제시하였다. 즉 당대(唐代)까지도 그림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리는 것으로 인지되었음을 언급함으로써 사대부 작가와 화공의 이분
법이 가지는 허점을 비판하였다. 둘째, 그림을 그림으로 여기지 않고 사대부의 여
흥이나 소일거리로 여긴다. 텅구는 ‘묵희(墨戱)’가 사대부의 여흥이라는 이러한 개
념은 송대에 소식과 문동이 강하게 주장한 이후에야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송(宋) 진여의(陳與義, 1090-1138)와 원(元) 오진(吳鎭, 
1280-1354)의 ‘묵희 작품은 모두 사대부가 여가에 일시적인 흥으로 그린 것이다’
라는 기록을 소개하였다. 즉 텅구는 송대 중기 이후에 들어서야 묵희라는 개념이 
확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사대부작가와 화원화가는 그림의 체제에서 차이
가 있다. 텅구는 이 관념이 명말의 막시룡, 동기창 등 종파론자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여러 사대부화가와 화원화가들의 작품은 화격의 차
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텅구는 당대까지는 그림을 학식이 높은 인물이 그리는 것으로 인식하였
으며, 송대 이후에서야 묵희가 사대부화의 특질로 여겨졌으며, 명말의 ‘종파론자’
들에 의해 사대부화와 원체화에 우열이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졌음을 지적하였
다.636) 즉 텅구는 남북종론이 고대부터 존재하던 부동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634) 요최의 ‘심사조화론’은 그림을 그릴 때 마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
이다. 즉 마음으로(心) 자연의 법칙을 배우고(師) 자연의 기운을 ‘형사(形似)’라는 방법으
로 표현하여 조화(造化)를 이룬다는 이론이다. 孫海平·李楊, 「姚最“心師造化”論的繪畵
美學意義辦析」, 『西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2.10), p. 64.

635) 滕固, 앞의 글, p. 109.
636) 수잔 부시(Susan Bush)는 사대부화에 대한 이 세 가지 정의를 텅구의 견해인 것으

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텅구가 사대부화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정리하고 그에 반
박한 내용이다. 수잔 부시(Susan Bush), 김기주 역, 『중국의 문인화-소식에서 동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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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밝혔던 것이다.
 텅구는 『당송회화사』를 비롯한 여러 논저에서 남북종론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였
는데 이는 동시기 여타의 학자들과는 차별화된 시도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송회화사』에서 텅구는 남북종론이란 이른바 ‘종파론자(宗派論子)’들이 일으킨 
하나의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텅구의 남북종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다음의 
네 가지 관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텅구는 사대부화의 성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중국의 화사(畫史)를 펼쳐보면 고대에서 현재까지의 이름난 작가는 사대부가 아닌 자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사대부화라는 언사(言辭)가 중국 회화 발전의 특
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는 중국 회화가 특정 시기에는 
종교나 제왕의 영향 아래에 있었으며 따라서 작가의 신분이 사대부든 아니든 모두 
종교와 제왕(帝王)의 견제 아래 있었다. 성당 이래 사대부들이 종교와 제왕의 속박에
서 벗어나 회화를 점유한 이후 사대부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대부 사회의 화표

(華表)를 이루었다.637)

이어서 텅구는 회화에서의 사대부 정신이란 사대부들이 특정한 사회와 역사의 조
건 아래 세계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즉 그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창작 의지’
라고 규정하였다. 더욱이 텅구는 이 사대부 정신은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의 정신이며 불변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텅구의 주장은 사대부화란 사대부들이 각 시대의 조건에 
맞는 사대부 정신을 발휘하여 그린 그림이며 이들이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였다는 
견해이다. 텅구가 당송시기 특히 성당(盛唐)을 중국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로 규정한 이유 역시 이 사대부 정신이 이루어낸 산수화의 발달에 가장 큰 의미
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텅구는 원체화 역시 사대부화라고 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이어갔다. 텅구는 원체화의 성립에 대하여 자신의 독자
적인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모든 제도의 성립은 그 사회의 풍향과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다. 제도란 바꾸어 말하
면 하나의 약속이다. 성당시기에 이르러 회화는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까지』(학연문화사, 2008), p. 16.
637) 滕固, 앞의 글,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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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여 사대부의 전유물이 되었다. 동시에 사대부 사회는 여러 다른 생활 형식을 
포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생활 형식은 각기 회화에 대한 나름의 취향을 만들었다. 이
에 따라 회화의 작풍(作風)이 달라졌다. 궁정은 사대부 사회의 첨탑이다. 궁정은 궁
정의 취미가 있고 그 취미에 맞는 예술에 집중하였다. 원체화는 궁정 취미와 부합하
는 예술이다. 이러한 정황은 곧 한림도화원의 과거제도를 만들었으며 소위 원체화의 
작풍을 배양하였다.638)

 
즉 텅구는 궁정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가지는 특수한 취향에 따라 원체화가 제작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제도와 화풍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궁정이라는 제한으로 인하여 제도도 함부로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화풍 역시 
마음껏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어서 텅구는 사대부화와 원체화는 
화가가 처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각각 달리 발전한 회화라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회화는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화가들에 의해 두 종류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생활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화가이다. 염립본에 관한 장언원의 기록이나 이성에 
관한 유도순의 기록을 보면 염립본과 이성 모두 제실(帝室)에 의탁하여 시종의 의무
를 하는 것을 공장(工匠)의 기술과 같이 보아 막대한 치욕으로 여겼다고 한다. 즉 이 
화가들은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으며 그것이 그림에 반영되었다. 이들은 형사(形寫)
가 아닌 천연의 풍취를 지향하였으며 격법(格法)을 따르지 않고 참신함을 즐겼다. 또 
다른 하나는 한림도화원의 설립 이후 회화가 과거제도에 구속되고 생활이 법도 내에 
머무르게 된 화가들이다. 법도의 틀 안에 있었던 이들의 생활 역시 그림에 반영되었
다. 따라서 형사를 받들고 공교함을 겨루어 상급자의 선택을 받으려 하였다.639) 

텅구는 원체화의 특질인 ‘형사(形寫)’와 ‘격법(格法)’은 궁정이라는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종파론자들의 이론 즉 이러한 
특질로 인하여 원체화가 사대부화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고 비판하였다. 즉 텅구는 동기창 등이 화원에 소속된 화가들을 일률적으로 장인
(匠人)으로, 화원에 속하지 않고 유희로 그림을 그린 자들을 사대부 화가로 나눈 
분류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텅구는 화원에 속한 사대부는 궁정 취향에 맞

638) 滕固, 앞의 글, p. 125.
639)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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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을, 그렇지 않은 사대부는 각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
고 주장하였다.
 텅구가 원체화와 사대부화에 대한 위의 두 정의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한 요점은 
곧 고대 이래 회화는 학식과 지위가 높은 자들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넓
게 보아 모두 사대부화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견해이다. 텅구는 따라서 송대에 크
게 발달한 원체화 역시 사대부화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의 역대 이
름난 화가 가운데 열에 아홉이 사대부이며 화원화가들 역시 교양을 갖춘 인물들
이어서 그들이 사대부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텅구는 ‘사대부’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한림도화원의 체계와 소속 화원
들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화원화가의 신분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였다.640) 
 텅구에 의하면 송이 통일국가를 이룬 후 휘종 정화연간(政和年間, 1111-1118)에 
화학(畵學)이 정립되어 화원의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 교육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되었다. 입학은 태학법(太學法)에 따라 고인의 시구(詩句)를 제(題)로 삼아 그림을 
그리는 시험을 통해서였는데 시의 해석은 창의적이어야만 하였다. 수업은 여러 
과목과 보조학과를 수학하였으며 실기뿐 아니라 ‘설문(說文)’과목을 통한 경전 수
업도 이수해야만 하였다. 화원의 평가와 진급도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입학 
고시와 마찬가지로 시구를 이용한 시험이었으며 역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텅구는 따라서 화원에 소속된 화가들은 여타의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학식과 교양을 겸비한 인재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중국에서 ‘사대부’라는 개념은 그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 가장 광범위하
게 인정받고 있는 개념은 하층 관료를 지칭하는 ‘사(士)’와 귀족계층을 뜻하는 ‘대
부(大夫)’를 아우르는 명칭이라는 정의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대부는 서인(庶
人)으로서 하급관리에 등용된 계층부터 귀족 출신이 대부분인 고위관료들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이다.641) 또한 사대부의 기본 요건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대부의 또 다른 정의는 지식을 갖춘 ‘사인(士人)’이면서 관료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642)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보면 화원화가들은 기본 지식
을 갖추고 궁정에서 관료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대부라고 하여도 무방할 

640) 滕固, 「唐宋繪畵史」, 沈寧 編, 앞의 책(2011), pp. 121-125.
641) 張濤, 「“知識分子”與“士大夫”辨析」, 『武漢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18(2005.10), 

p. 760.
642) 王樂, 「士人, 士紳, 士大夫異同辨」, 『東岳論叢』 27(2006.3),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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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원체화도 사대부화의 일종이라는 텅구의 파격적인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 
기반을 두고 성립되었다고 여겨진다. 화원화가 역시 사대부라는 텅구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남북종론 비판의 기본 인식을 이룬다.
 둘째 텅구는 이사훈과 왕유를 각각 북종화와 남종화의 시조로 규정한 동기창 등
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텅구에 의하면 문인화의 본격적인 발달은 이
들이 주장하는 성당의 왕유부터가 아니고 원말사대가(元末四大家)로부터 시작되었
다는 것이다. 아울러 텅구는 원체화 특히 산수화로서의 원체화는 남송의 유송년, 
이당, 마원과 하규가 시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형호, 동원 등의 
화풍이 왕유와 다르고 미씨 부자(米巿, 米友仁)의 화풍 또한 왕유와 다르므로 동
기창의 남종화파 분류는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조백구(趙伯驅, 
1120-1170), 조백숙(趙伯驌, 1124-1182) 형제의 화풍 역시 이사훈과 다르고 마
원, 하규와는 더욱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텅구는 이 화가들이 이사훈과 왕
유를 이어 두 유파를 형성하였다는 남북종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텅구는 탕후의 『화감(畫鑒)』 등 이사훈과 왕유를 두 유파의 시조라고 규정한 여
러 화론들은 대부분 종파론자들의 논지를 검증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비판
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산수화의 발달을 서술한 문헌 가운데 명(明) 왕세정(王世
貞, 1526-1590)의 『예원치언(藝苑巵言)』이 비교적 합당하다고 밝혔다. 텅구는 
『예원치언』의 “산수는 이사훈과 이소도에 이르러 일변(一變)하였다. 형관동거(荊
湖, 關仝, 董原, 居然)에 이르러 다시 일변하였으며 이성범관(李成, 范寬)에 이르
러 다시 일변하였다. 유이마하(劉松年, 李唐, 馬遠, 夏珪)에서 일변한 후 황공망
(黃公望)에 이르러 다시 일변하였다”라는 기록을 소개하였다.643) 이어서 텅구는 
이 산수화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최후의 일변이라고 주장하였
다. 즉 그는 ‘유이마하(劉李馬夏)’의 일변은 소위 원체화적 산수화를 탄생시켰으며 
‘황공망’의 일변 이후에야 소위 종파론자들이 말하는 문인화가 탄생되었다고 설명
하였다.644) 즉 텅구는 남송 이전의 산수화가들은 착색과 묵희를 모두 사용하였으
며 따라서 남송의 원체화가들과 원사대가야말로 진정한 북종화와 남종화의 시조
라고 주장하였다. 
 북종화 즉 원체화의 발달에 대하여 텅구는 오대와 북송시기의 궁실누각화, 화조
화 등 화려한 화풍이 남송에 이르러 산수화에도 파급되어 이른바 원체화적인 산

643) 滕固, 앞의 글, p. 149.
644)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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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가 성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텅구에 의하면 황씨 부자(黄筌, 약 903-965, 
黄居寀, 933-993)와 고문진(高文進, 오대와 송초 활동) 등의 정교하고 화려한 화
풍이 남송 이후 궁정의 취향에 부합하여 이 시기 원체화의 기본이 되었다. 그리
고 점차 산수화에까지 전파되어 원체화의 특수한 화풍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유
이마하’의 산수화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즉 ‘유이마하’에 이르러서 비로
소 원체화의 풍부함이 산수화에 이식되어 산수화는 간순화(簡純化)에서 풍부화로
의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다는 해석이다. 텅구는 따라서 산수화의 발달 과정을 살
펴볼 때 이사훈이 아닌 남송의 ‘유이마하’가 원체화적 산수화의 시조라고 주장하
였다. 더욱이 텅구는 남송 원체화가들의 작품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텅구는 마
원의 화풍에 대하여 ‘대부벽준으로 직립의 봉우리를 그렸으며 한 곳에 초점을 두
는 소위 마일각(馬一角)으로 공간의 크기를 표현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텅구는 
자신이 직접 보았던 마원의 작품들에 대하여 ‘절벽의 아래쪽은 보이지 않으며 가
까운 산은 높고 먼 산은 낮게 표현하는 기지(機智)를 가지고 있다’고 회고하였
다.645) 그리고 텅구는 마원의 화풍은 모두 ‘매우 정연(嚴整)하면서 고아하고 힘이 
있다(蒼勁)’고 서술하였다. 텅구는 마원과 하규가 원체화의 영리한 정신을 산수화
에 잘 표현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화가 모두 사대부의 준엄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남종화 즉 문인화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텅구는 원사대가에 이르러 산수화가 풍
부화에서 단순화로 전환되었기에 이들이 남종의 시조라고 설명하였다.646) 원사대
가를 중시한 텅구의 이러한 인식은 원말 이후부터 근대까지를 회화사의 마지막 
시기로 분류한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텅구는 황공망 등 원사대가의 ‘일변(一
變)’은 결코 갑자기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647) 텅구는 원대에 들어
서서 궁정의 회화에 대한 제약이 느슨해지고 이민족에 반발하여 은거하는 사대부
들이 많아지면서 산수화의 화풍이 다시 전환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텅구는 
원사대가들이 규제를 멀리한 고답적(高踏的)인 생활을 하였기에 그들의 화풍은 원
체화의 특질인 형사와 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후의 일변을 이루었다고 주장하

645) 텅구는 일본인 쿠로다 나가시게(黑田長成, 1867-1939) 소장의 〈산수도(山水圖)〉, 이
와사키 야노스케(岸崎彌之助, 1851-1908) 소장의 〈우중산수도(雨中山水圖)〉 등의 마원 
작품을 언급하였다. 아마도 텅구가 일본에 유학하던 시기에 실견하였던 작품들로 짐작
된다. 滕固, 「唐宋繪畵史」, 沈寧 編, 앞의 책(2011), p. 145.

646)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80.
647)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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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원사대가의 화풍이 형호, 관동, 동원 등을 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텅구는 이들의 화풍은 고인(古人)에게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화풍이었다고 강조하
였다. 따라서 원사대가의 일변은 회화사의 시대를 가르는 의의를 가지며 이들이 
문인화 화풍을 정립하였기에 명말청초의 문인화운동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 분석
하였다. 따라서 텅구는 남종화의 시조는 종파론자들이 말하는 왕유가 아니라 황
공망 등 원말사대가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텅구가 왕유를 남종의 시조라고 보지 않은 이유는 화풍 즉 양식이라는 관
점도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텅구는 왕유가 성당시기 산수화를 독립적 화목으로 
발전시킨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텅구는 동기창 등이 주장
한 ‘왕유가 구륵법에서 선염법으로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
다고 단언하였다. 텅구는 왕유의 〈강산설재도(江山雪齋圖)〉로 볼 때 그의 작품에 
시취(詩趣)가 있기는 하지만 선염법의 사용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648) 따
라서 텅구는 왕유가 준법과 선염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화풍이 동원, 거
연이나 형호, 이성, 범관 등에 이어졌다는 남북종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
다. 예를 들어 텅구는 형호의 작품에 나타나는 독필(禿筆)의 세밀한 묘사는 마치 
고대의 전서와 예서를 상기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교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텅구는 형호가 유기적인 단선(短線)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화면의 구성도 깊
이감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649) 그러나 이러한 화풍의 특성은 왕유의 작품에
서는 그 단서조차 찾아볼 수 없기에 왕유와 형호의 연관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왕유는 뛰어난 시인이자 화가이지만 남종화의 시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텅구는 동원, 거연, 이성 등의 화가 역시 그 화풍이 문인화의 특
징인 일격(逸格)이나 무심(無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그러므로 
명말의 종파론자들이 주장하는 문인화란 원사대가의 작품부터 해당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텅구의 이 주장은 중국회화사를 양식에 기초하여 다시 해석
하였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즉 동기창 등은 화가의 신분을 기준으로 두 유파를 
분류한 반면에 텅구는 새로운 양식의 창조를 기준으로 남송의 원체화가와 원말사
대가를 각 유파의 시조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텅구의 관점은 ‘화가가 자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

648) 텅구는 〈강산설재도(江山雪齋圖)〉가 후대의 임모본일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滕固, 
「唐宋繪畵史」, 沈寧 編, 앞의 책(2011), p. 71.

649) 위의 글,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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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준으로 산수화의 발달을 파악한 시각이기도 하다. 텅구는 산수화의 전개
시기를 성당 이전, 성당 이후부터 원초, 원말 이후라고 나누고 각 시기의 산수화
는 작가가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변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650) 텅구
에 의하면 염립본이나 왕유는 자연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림을 그렸으며 이들은 
자연의 생명을 훼손할까 두려워 작가 자신의 의지를 팽창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
다. 텅구는 성당 이후 오대부터 송대 중기까지는 자연에 대해 익숙히 알게 됨에 
따라 놀라운 진보가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자연에 순종함에서 자연을 재
단(裁斷)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동원, 곽희 등의 그림에는 이러한 관점이 명백하게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텅구는 그러나 자연을 재단하는 행위에는 이미 작가의 의
지가 들어가 있지만 자연은 어디까지나 자연이며 이 시기의 화가들은 자연을 객
체로 보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남송의 작가들은 이미 획득한 
화풍의 풍부함과 화려함을 화면에 옮기고 이 위에 영리하게 자연을 표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원숙한 기법 즉 준법과 묘법으로 자신과 사대부 일반이 추구
하는 자연을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텅구는 그들 또한 자연에 순종하는 한편 자연
을 재단하였으나 그들의 구성 의지가 매우 강렬하였으므로 자연이 그들에 순종하
게 되는 일변을 이루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텅구는 원의 사대가는 담백한 자
연으로 즉 사대부의 청아한 정신으로 돌아감으로써 회화사의 일변을 이루었다고 
설명하였다. 텅구가 남송 원체화가와 원말사대가를 북종과 남종 산수화의 시조라
고 주장하였던 관점에는 이러한 자연관도 있었던 것이다. 
 셋째 텅구는 동기창이 남종화파와 북종화파로 분류한 각 화가들의 화풍에 대한 
여러 문헌의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남북종론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텅구는 특히 
송대 사대부화가들의 화풍이 착색산수와 공필을 포함한 다양한 것이었다는 점과 
화원화가들의 화풍도 문인화의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텅구
는 송대 중기까지는 한 화가가 묵희와 착색산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
였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651)

 텅구는 손승택(孫承澤, 1592-1676)이 『경자소하기(更子消夏記)』에서 미불에 대
하여 “산봉우리는 원만하고 수려하며 점법(点法)은 하나하나가 생기와 윤기가 있
고 숲과 나무에는 그림자가 있어 조밀하면서도 난잡하지 않다. 인물, 누각, 다리, 
고깃배에 이르면 그 지극한 섬세함이 마치 당대(唐代) 화가들의 소계화(小界畵)와 

650) 滕固, 앞의 글, p. 149.
651) 위의 글,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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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라는 기록을 소개하였다. 텅구는 이 기록을 빌어 대표적 문인화가로 알려진 
미불이 계화에 비견될 정도의 정교한 그림도 그렸음을 밝혔다. 또한 텅구는 남송
의 종실인 조백구, 조백숙 형제의 작품에 대한 동기창의 기록을 소개하였다. 동기
창은 『화선실수필』에서 “이소도 일파인 조백구, 백숙은 정밀하고 공교하기가 지
극하면서도 또한 사기(士氣)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텅구는 동기창이 왕실의 일
원인 이 형제를 북종으로 분류하였으면서도 감히 화장(畵匠)이라 매도할 수 없었
던 것이라며 동기창 이론의 모순을 제시하였다.652) 텅구는 또한 계화로 유명한 
곽충서(郭忠恕, ?-977)에 대하여 이공린은 그가 이소도의 화풍을 따랐다고 하였
으며 등춘 역시 그의 산수는 이사훈과 유사하다고 언급하였음을 소개하였다. 텅
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충서를 남종화가로 분류한 동기창의 오류를 지적하였
다.653) 또한 텅구는 방훈(方薰, 1736-1799)의 『산정거논화(山靜居論畵)』에서 ‘당
인(唐寅)은 원래 마원과 하규를 본받았다’는 기록을, 동기창의 『화선실수필』에서 
‘구영(九英)은 이소도 일파를 따랐다’는 기록을 언급하였다. 텅구는 따라서 당인과 
구영은 당연히 북종이어야 함에도 왕시민(王時敏, 1592-1680)은 이 둘을 남종으
로 분류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텅구는 동기창이 곽희와 이성을 나란히 놓아 ‘곽
희는 이성의 그림을 좌표로 삼았다’라고 한 기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르
면 곽희는 당연히 남종화가여야 하는데 진계유(陳繼儒, 1558-1639)는 『언폭여담
(偃曝余談)』에서 곽희를 북종으로 분류하였음을 지적하였다.654) 
 또한 텅구는 사대부화가들이 북종화파의 화가들을 폄하하였다는 인식에도 이견
을 제기하였다. 텅구는 북송의 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사마광(司馬光, 1019- 
1086)은 이사훈의 착색산수를 즐겨 모방하였으며 개혁적 정치가였던 왕안석(王安
石, 1021-1086)도 지극히 정교한 그림을 즐겨 그렸음을 소개하였다.655) 텅구는 
이로써 당시의 사대부화가들은 다양한 여러 화풍을 즐겼으며 그림에 관한 편파적
인 견해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텅구는 이당과 마화지(馬和之, 12세기에 활
동) 등 남송의 화원화가들을 후대의 이름난 사대부화가들이 상당히 흠모하였다는 
기록을 언급하였다. 즉 텅구는 장태계(張泰階, 17세기 초반 활동)의 『보회록(寶繪
錄)』에서 원사대가 중 하나였던 오진(吳眞, 1280-1354)과 명의 대표적 문인화가

652) 滕固, 앞의 글, p. 134.
653)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84.
654) 위의 글, p. 85.
655) 위의 글,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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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문징명(文徵明, 1479-1550)이 화원화가 이당과 마화지를 숭상하며 따르고자 
하였다는 기록을 소개하였다.656) 『보회록』에 의하면 문징명은 이당에 대하여 “내
가 만일 그림을 처음 배우는 자라면 전력을 다하여 그를 닮고자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마화지에 대하여는 “황공망은 마화지가 왕유의 법을 완전하게 따
랐다고 말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즉 텅구는 이당과 마화지의 그림이 이들 사대
부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을 역설함으로써 원체화와 사대부화의 구분이 뚜
렷하지 않았음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여러 기록을 통하여 텅구는 남북종론이 일
률적으로 통용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허점이 많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넷째 텅구는 ‘원체화’와 ‘문인화’라는 용어를 ‘관각화(館閣畵)’와 ‘고답화(高踏畵)’
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텅구는 문인화와 원체화의 분별은 사대부와 공장(工
匠)이라는 작가의 분별이 아닌 동일한 신분의 사대부가 두 가지의 다른 경향의 
생활을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텅구는 이 두 가지의 유형을 하나는 
규제와 법규를 멀리하고 유유자적한 ‘고답적’ 생활을 즐기는 사대부의 ‘고답형식
(高踏型式)’으로, 다른 하나는 과거제도의 속박을 받아 규제와 법도 내에서 생활
하는 사대부의 ‘관각형식(館閣型式)’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657) 이에 따라 두 
유파의 화풍은 고답체(高踏體)와 관각체(館閣體), 그 화가는 관각작가(館閣作家)와 
고답작가(高踏作家)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관각(館閣)’이라는 용어
는 북송시기 소문관(昭文館), 사관(史館), 집현원(集賢院) 및 비각(祕閣), 용도각(龍
圖閣), 천장각(天章閣) 등의 통칭이다.658) 따라서 관각제도는 관각을 중심으로 모
든 관직계통을 갖추고 문헌을 관리하는 제도였다. 
 텅구는 ‘관각작가’라는 용어를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였
다. 첫째, 그들은 화원(畵院)에 직책을 가지고 화예(畵藝)로써 ‘관각’의 신하가 되
었기 때문이다. 둘째, 시시때때로 황제의 명으로 그림을 그린 화원들은 궁정 취향
의 관각형식(館閣形式)에 적합한 그림에 전념하였기 때문이다. 텅구는 한림원(翰
林院)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시문을 지을 때 사용한 서체를 관각체 또는 관각기
(館閣氣)라고 하였음을 소개하였다. 텅구는 그러므로 지나치게 치우친 의미 즉 폄
하의 의미를 가진 ‘원체’라는 용어를 ‘관각’으로 대체함으로써 관점을 바꿀 필요

656) 滕固, 「唐宋繪畵史」, 沈寧 編, 앞의 책(2011), pp. 136-137.
657) 滕固, 「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的考察」, 彭萊 編, 앞의 책, p. 81.
658) 曾主陶, 「唐宋時期的館閣制度」, 『文獻』(1991.2),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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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주장하였다.659) 즉 텅구는 남북종론에서 굳어진 원체화와 문인화라는 
용어는 상하 우열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즉 텅구는 문인화라는 용어로 인하여 회화에서 사대부와 비사대부의 구
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는 새로운 용어인 ‘관각화’와 ‘고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북종론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텅구는 남북종론에 대하여 네 가지의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첫째 
사대부화와 원체화의 분화 과정과 정의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제시
하였다. 즉 문인화가뿐 아니라 원체화가도 사대부였으며 이들 화풍의 차이는 사
회적 제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해석이다. 둘째 텅구는 남종과 북종의 시조가 
왕유와 이사훈이라는 주장에 반박하였다. 즉 텅구는 중국회화 양식의 발전을 ‘간
순화’와 ‘풍부화’라는 대립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두 화풍을 극명하게 발전시킨 원
말사대가와 남송 원체화가가 진정한 두 유파의 시조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텅구
는 동기창이 남종화파와 북종화파로 분류한 각 화가들에 대하여 그들의 화풍과 
관련 기록들을 분석함으로써 남북종론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텅구의 이러한 시도
는 동수예 등 동시기 의고학파의 방법론과 상통한다. 그러나 텅구는 동수예의 글
보다 훨씬 풍부한 문헌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역대 회화이론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넷째 텅구는 원체화와 문인화라는 용어를 ‘관각
화(館閣畵)’와 ‘고답화(高踏畵)’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텅구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자로서의 임무
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텅구는 동기창 등의 남북종론을 비판하였으나 결코 문인화나 원체화 
중 하나를 폄하하거나 숭상하지 않았다. 이로써 그가 두 유파 모두 중국 산수화
의 발전에 공헌을 한 소중한 전통임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시도는 민국시기 사상가들은 물론 여타의 미술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었다. 텅구의 이러한 독자성은 그가 ‘미술사’가 무엇인
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점은 왕유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다. 천스쩡이나 정우창 등 남북종론을 그대로 수용하였
던 학자들은 왕유를 당대(唐代)부터 수묵산수를 크게 일으킨 인물로 서술하였다. 

659) 滕固, 「唐宋繪畵史」, 沈寧 編, 앞의 책(2011),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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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창은 『중국화학전사』에서 왕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유는 개원연간에 진사를 지내고 우승(右丞)의 관직에 올랐다. 만년에는 망천(輞川)에 
은거하여 불교를 믿고 수목(水木)과 거문고와 책을 벗 삼아 흉금이 높고 고요하여 필
(筆)이 속세와 매우 달랐다. 오도자의 날카로움을 거두고 이사훈의 습(習)을 씻어내어 
수묵준염(水墨皴染)의 법을 만드니 그 용필(用筆)은 누에가 실을 토하고 벌레가 나무
를 좀먹는 것과 같았으며 그의 산수는 평원(平遠)이 특히 정교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 남종의 시조로 삼았다. 또한 중당(中唐) 이후 불교의 선종이 홀
로 성행하여 모두가 그 초연함과 높고 담백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부(士夫)의 문아(文
雅)한 사상이 크게 일어나 초당, 성당시기와는 매우 달랐다. 그러므로 왕유의 파묵은 
당시 사부의 존중을 받아 돌연히 우리나라 문인화의 시조가 되었다.660)

즉 정우창은 왕유가 당대에 이미 문인화의 시조로 세간의 추앙을 받았다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그의 왕유의 화풍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개념적일 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텅구는 왕유의 전칭작 어디에서도 선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실증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정우창은 기존의 남북종론에서 말하는 왕
유의 ‘준염’ 창안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즉 정우창은 왕유의 높은 학식
과 수행의 결과 그가 문인화라는 수준 높은 회화를 창안하였다는 기존의 인식을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정우창에 비하여 위젠화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종론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하였던 학자이다. 그런데 그는 『중국회화사』에서 왕유에 대하여 

왕유는 본래 청록산수에 능하였으나 안록산의 변을 겪은 후 망천(輞川)에 은거하여 거
문고와 시부(詩賦)를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의 그림도 일체의 화려함을 버
리고 수묵만을 사용하여 그 용필은 구륵에서 선염으로 변하게 되었다...(중략)왕유는 
시경(詩境)으로 그림을 그려 중국화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종교화(宗敎化)에
서 문학화(文學化)로 진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학화의 회화가 점차 확산되어 예술계
의 전체를 점령하여 중당 이후의 풍조뿐만 아니라 일천(一千) 여년 문인화의 기초를 
세웠으니 세계에 없는 동방의 특유한 예술을 형성하였다.661)

660) 鄭午昌, 앞의 책, pp. 124-125.
661) 兪劍華, 앞의 책,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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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위젠화가 사용한 ‘종교화’, ‘문학화’라는 용어는 정우창이 『중국화학전
사』에서 이미 남북조에서 오대까지와 송대 회화의 특성을 정의했던 용어이다. 즉 
남북종론에 긍정적인 정우창과 부정적인 위젠화 모두 중국회화사에서 ‘문학’의 역
할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회화의 문학화를 처음 이루었
다고 생각되는 왕유를 위에서와 같이 지극하게 존숭하였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저서에서 소식이 왕유를 서술한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有詩)’라는 구
절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들 학자들은 비록 남북종론에 관한 견해는 달랐으나 왕유를 보는 관점은 같았다. 
위젠화는 동기창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주관적으로 남북종의 화가를 분류하였다
고 날선 비판을 하였으나 왕유가 문인화의 시조라는 오랜 정의에는 동조하였던 
것이다. 즉 위젠화와 같은 비판적 학자 역시 왕유가 시경으로 그림을 그려 당대
에 이미 문인화의 시조로 떠올랐다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동수예와 텅구는 왕유의 지위가 높아진 시점은 당대(唐代)
가 아니라 원대 이후 특히 명말(明末) 이후였다는 점을 문헌고증의 방법으로 실증
한 바 있다. 텅구의 왕유에 대한 평가는 산수화를 독립적인 화목으로 만들었다는 
그의 업적에 주목한 것이다. 텅구는 『당송회화사』에서 

왕유가 산수화에서 시기를 갈랐다는 의의는 바로 성당시기에 산수화를 독립하게 하여 
발전시켰다는 의의이다.662)

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텅구는 왕유의 회화가 시의(詩意)를 지녔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왕유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는 동기창 등의 감정적인 찬양을 믿으면 안 된다. 동기창은 왕유가 구륵
법을 일변시켜 선염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그림
에 시의(詩意)가 있었음을 우리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대가 말하는 준법
과 선염법은 실재로는 찾을 수 없다. 그의 작품은 구륵법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그는 
완벽하게 아름다운(十全十美) 화가가 아니다

662) 滕固, 앞의 글,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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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평가를 하였다.663) 텅구는 왕유를 오도자, 이사훈과 함께 당대 산수화의 발
전을 이끈 삼대(三大)화가로 규정하였다. 즉 텅구는 왕유가 문인화의 시조여서가 
아니라 산수화의 독립과 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기에 그를 높이 평가한 것이
다. 이는 중국 회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산수화의 발달에 있다는 그의 학자로
서의 신념과 상통하는 인식이다. 이러한 학문적 독자성과 일관성이야말로 텅구를 
뛰어난 미술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663) 滕固, 앞의 글,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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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滕固의 실천적인 공헌

 텅구는 위에서 살펴본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미술행정가와 
교육가로서도 여러 성과를 남겼다. 그는 전국미술전람회의 주최에 참여하고 중국 
최초의 현대적 미술사학회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미술교육자로서도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중국 미술계에서 이룬 텅구의 실천적인 업적을 살펴보는 
일은 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텅구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1933년부터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
는 한편 국민당 정부의 행정원참사(行政院參事)에 임명되어 문화예술 업무를 담
당하였다. 그는 1935년 2월에 행정원에 신설된 당안정리처(檔案整理處)의 부처장
(副處長)에 임명되어 ‘당안’의 개혁업무 즉 ‘문서당안개혁운동(文書檔案改革運動)’
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 결과 텅구는 중국 초기 당안학(檔案學, 문서학)의 형성
을 주도한 인물로도 인정받고 있다.664) 1936년 12월에 교육부는 상무회를 소집하
여 《제이차전국미술전람회(第二次全國美術展覽會)》의 준비위원으로 텅구 등 40인
을 위촉하였다. 텅구는 전람회의 ‘서법, 조각 그리고 고화(古畫)’ 부문을 담당하였
다. 이 전람회는 1927년에 성립된 국민당 난징(南京)정부의 수립 10주년을 기념
한 것으로 1937년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난징의 국립미술진열관(國立美術陳列
館)과 음악원(音樂院)에서 거행되었다.665) 이 전시기간 동안 교육부는 모두 네 차
례에 걸쳐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텅구가 이를 주관하였다. 교육부가 이 전람회 
관련 강연회를 개최한 취지는 “중국 예술의 특징과 가치를 선양하고 전람품 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 일반의 감상 능력을 제고(提高)하기 위함”이었다. 즉 이 강
연회의 목표는 미술 감상과 이론의 대중화였다. 텅구는 역사학자 쉬중수(徐中舒, 
1898-1991), 미학자 덩이즈(鄧以蟄, 1892-1973), 법률가이자 화가 위샤오쑹(余紹
宋, 1883-1949 ), 고고학자 량쓰잉(梁思永, 1904-0954)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한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초빙하였다. 이후 텅구는 이들의 강연 원고와 자신의 글

664) 李福君·曾永仁, 「熟悉的名字 陌生的經歷-重識滕固」, 『蘭臺世界』(2008.5), pp. 
63-64.

665) 이 《제이차전국미술전람회》는 당시 일본의 도발로 인한 사회의 불안과 짧은 준비 기
간에서 비롯된 불완전성으로 여론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전람회에 대한 동시기의 
평가는 陳國輝, 「展覽與批評-一九三七年第二屆全國美展分析」, 『榮寶齋』(2014.3), pp. 
134-141 참조. 『중국예술논총』이 상하이가 아닌 창샤(長沙)에서 발행된 배경 역시 전쟁
으로 인하여 출판사 상무인서관(常務印書館)이 창샤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澄田正一, 
「<批評・紹介>中國藝術論叢-勝固編」, 『東洋史研究』(1938.4(2)),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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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아 『교육부제이차전국미술전람회전간(教育部第二次全國美術展覽會專刊)』을 
편찬하였으며 이 간행물은 곧 『중국예술논총(中國藝術論叢)』(長沙, 1938)으로 출
판되었다. 
 텅구는 『중국예술논총』의 서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화 감상 열기는 다른 어떤 예술 감상보다 뜨겁다. 그러나 서화
의 진가(眞價)는 어디에 있는가? 그 역사적인 발전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소위 사대
부들은 혹은 이기적인 태도로 그 뜻을 알아도 말로 전하지 않거나 혹은 늘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말들만 되풀이하였다. 이는 일반인의 교양에도 무익할 뿐 아니라 전문가
라고 자처하는 이들까지도 방향을 잃고 미로에 빠지게 한다. 이에 본인은 특별히 이 
책의 서두에 실린 덩이즈(鄧以蟄), 종바이화(宗白華), 친셴푸(秦宣夫, 1906-1998) 세 
선생의 서화에 관한 논고를 읽기를 추천한다. 이들은 모두 현대 학문의 분명하고 상
세함을 발휘하여 광범위한 인사(人士)들의 가치에 지표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666) 즉 텅구는 전시를 통한 미술의 대중화뿐만 아니
라 서화에 대한 기존의 모호한 이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회화이론을 근대적 학술
로 정립시켜야 함을 역설하였다.
 『중국예술논총』에 실린 덩이즈의 「서법의 감상(書法之欣賞)」은 미술로서의 서예
를 서술한 글이다. 덩이즈는 새로운 서체의 출현은 결코 개인의 창조가 아닌 점
진적인 진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덩이즈는 ‘전예행초
(篆隷行草)’의 서체가 발전한 사회적 배경과 중국의 서예가 미술의 영역으로 포함
된 역사를 설명하였다. 종바이화는 「중국과 서양의 서법이 표현하는 공간 의식(中
西書法所表現之空間意識)」에서 서양 회화의 투시법에 의한 공간 창조에 비하여 
중국 회화에서는 서법에 의해 공간이 창조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양은 주로 기하
학, 광선, 공기에 의한 투시법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데에 비하여 중국은 글자 자
체가 용필에 따라 생명감과 공간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바이화는 
중국화에서는 이러한 서체에서의 경계(書境)가 그림에서의 경계(畵境)로 옮겨진다
고 주장하였다. 친셴푸는 「우리는 서양화가 필요한가?(我們需要西洋畵嗎?)」에서 
중국의 쇄국적인 국가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중국인이 고아(高雅)한 수묵만을 
고집하고 색채의 사용을 ‘형이상(形而上)’하지 않다고 비하하는 습관이 잘못이라

666) 滕固 編, 『中國藝術論叢』(長沙: 常務印書館, 1938),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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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는 서양화의 창조성에 비하여 중국화는 보수적이며 현
대 중국은 서양화를 수용하여 중국화를 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덩이즈와 종바이화는 서예와 회화가 융합하여 발전해온 중국 예술의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회화가 가지는 독자성과 우수성을 역설하였다. 텅구가 이 두 
학자의 글을 책의 서두에 배치하고 적극 홍보한 이유도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여 
세계미술사에서 가지는 중국 미술의 고유성을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이
처럼 텅구는 중국인들에게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친셴푸의 
글을 통하여 국수주의적 인식에 빠지게 됨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비판의식을 가지
게 하였다. 즉 텅구는 이 시기 대중들이 자국 미술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
져야 할 것인지 그들의 문화의식이 지향할 바를 제시한 것이다. 
 전시를 통한 미술의 대중화는 근대의 조류였다. 텅구는 이처럼 전시 관련 직무
를 담당하며 중국 사회의 근대화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위의 인용
문에서 드러나듯이 텅구는 미술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이론의 정립
이 필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텅구의 노력은 1937년 5월 18일에 
그가 주도하여 설립한 ‘중국예술사학회(中國藝術史學會)’를 통해서 알 수 있
다.667)

 텅구는 ‘중국예술사학회’의 회장을 맡아 다음과 같은 「중국예술사학회연기(中國
藝術史學會緣起)」를 발표하였다.

 최근 예술사는 인문과학의 한 분야로 성립되었으며 독자적인 영역과 방법을 가지므
로 이전과 같은 문화사나 미학의 부속 학문이 아니다. 현재 각국의 학부(學府)는 미술
사 과목의 설치로 관련 문헌이 날로 증가하고 전문가가 배출되어 민족 예술을 창제하
고 있다...(중략)그러나 우리나라 학자들의 감상과 연구는 서화, 금석, 문자에 편중되어 
조소, 건축 등은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들에 대한 예술사의 학문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여행과 탐색을 기획하여 자료를 모으고 예술고고
(藝術考古)에 종사하여 중국예술의 전문서적을 편찬하였으니 중국예술에 관한 현대적 

667) 츠카모토 마로미츠(塚本磨充)는 텅구의 중국예술사학회 설립이 1935년에 있었던 런던
의 《중국예술전람회》에 의한 자극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 전람회에 중국
의 역대 문물 1022건이 출품되었으나 관련 강연회에서는 중국인 학자들이 제외되고 야
시로 유키오(矢代幸雄, 1890-1975) 및 서구의 학자들이 중국의 예술에 관한 강연을 하
였다. 츠카모토는 텅구가 이에 자극받아 ‘문화재보호’라는 의식이 싹터 이 학회를 설립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塚本磨充, 앞의 글,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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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서구인들이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그들
의 출판본을 구하여 참고하거나 멀리 바다를 건너 친견을 해야만 하니 심히 수치스럽
다.
 이제 국운(國運)이 새로워져서 학술이 바로 서고 현격한 진보가 있다...(중략)그러나 
환경의 한계와 물력(物力)의 결핍으로 범위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이제부터는 연구와 
토론을 지속하여 여러 분야가 힘을 모아 각 시대 각 부분의 연구가 보편적으로 탁월
한 성적을 얻어 각고의 발전을 이룰 것을 바란다. 동인(同人)들이 생각을 모아 중국예
술사학회를 특별히 발기하니 조직의 역량을 쌓아 예술사라는 학문이 중국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인식을 얻어 우리 민족 예술의 업적이 세계문화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668) 

  
즉 이글에서 텅구는 미술사의 학문으로서의 독립, 문화재보호의 필요성, 중국 미
술 연구의 자국화와 세계화, 제반 인문학과 동반한 미술사의 발전 등을 역설하였
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텅구가 근대적인 미술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텅구는 역사학, 고고학, 미학 등의 여타 인문학과의 협조를 
통하여 ‘환경의 한계와 물력의 결핍’이라는 연구의 시대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
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중국 인문학의 보편적인 발전을 희망했던 것으로 여겨
진다. 이는 이 학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주시쭈(朱希祖, 1879-1944)와 마헝(馬衡, 1881-1955)은 학회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다. 금석학자인 마헝은 1925년에 설립된 고궁박물원에서 1934년 
이래 원장을 맡고 있었다. 역사학자인 주시쭈는 당시 중앙(中央)대학 역사학과의 
교수였으며 텅구와 함께 『육조능묘조사보고』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민국의 문물
사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석학은 텅구와 함께 중앙고물보관위원회의 위원이었
다. 이들 외에도 중앙고물보관위원이었던 학회 구성원은 중앙박물원의 황원비(黃
文弼, 1893-1966)와 동쭤빈(董作賓, 1895-1963)이 있다. 고고학자 황원비는 서
역의 유적조사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역시 고고학자인 동쭤빈은 11차례에 걸쳐 
안양의 은허(殷墟)를 발굴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연구
원(中央硏究院)의 역사어언연구소(歷史語言硏究所) 연구원이었던 쉬중수(徐中舒, 
1898-1991), 상청쭤(商承祚, 1902-1991), 화가이자 중앙대학 예술과 교수였던 천
즈풔(陳之佛, 1896-1962), 같은 학교 강사 푸바오스가 참가하였다. 또한 시인이

668) 沈平子, 「中國藝術史學會-不應被遺忘的學術研究團體」, 『中華兒女(海外版)·書畫名家』
(2011.2),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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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고학자 창런샤(常任俠, 1904-1996), 독일 유학 후 중앙대학에서 교편을 잡
고 있던 미학자 종바이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고고학자 량쓰잉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가 다수 참가하였다. 

 이러한 참가자들의 면모로 보아 중국예술사학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유학 경험이 있는 새로운 지식인층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는 점이다. 구미나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들은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앙대학이나 중앙연구원 등 중국 최고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들의 전공 분야는 역사, 철학, 미학, 미술사, 고고학, 문자학, 도서관학, 박물학, 
미술 실기, 희곡 등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조합은 작품전시, 고화 
감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화가들의 동호회적 성격을 가졌던 기존의 여러 화회(畫
會)나 미술연구회 등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텅구는 신지식으로 무장한 이 연
구자들을 통하여 미술사를 ‘사대부들의 모호하고 무용한 화론’에서 탈피시켜 구체
적이고 명확한 현대 학술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즉 이 학회는 문화의 각 영역에
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의 학술적인 모임이었으며 이들은 텅구의 주도 
아래 세계적인 학술단체를 이루고자 모였던 것이다.
 두 번째의 특징은 연구 대상과 시각의 다양성이다. 이 학회의 연구 대상은 서예
와 회화, 공예와 청동기 등의 고고유물 그리고 건축까지를 포함하였다. 더욱이 텅
구는 각 분야의 연구가 미학, 고고학, 금석학 등 다양한 학문의 시각으로 다각도
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텅구가 미술사를 독립적 학

삽도 20. 예술사학회 창립 기념사진(1937년 5월 18일) (趙明
楠, 「從滕固的交游看其美術史學思想的渊源及形成」, 廣西藝術
學院 美術學科 碩士學位論文, p. 36, 圖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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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구축함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 인문학 전체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학문
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텅구가 주도했던 중국예술사학회는 미술사 연구를 위해 설립된 중국 
최초의 학술단체였다. 더욱이 이 학회의 설립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을 
수 있었던 텅구의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학회는 일본의 침략으
로 인한 학계의 고난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지 못하다가 1940년 텅구의 사망으
로 활동이 위축되었다.669) 이후 창런샤가 회장을 맡았으나 이어지는 전화(戰禍)로 
구성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결국 난징에 남아있던 일부의 학자들만이 모
임을 이어오다가 1945년을 끝으로 해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설립 자체
만으로도 텅구의 학자로서의 탁월한 식견과 미술계 종사자로서의 실천적인 노력
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텅구는 학회의 설립뿐 아니라 미술 교육에도 이룬 공헌이 적지 않다. 텅구
는 상하이미전, 중산(中山)대학, 진링(金陵)대학, 중앙(中央)대학 등에서 미술사, 
미술이론은 물론 음악사까지 강의하였다. 아울러 1937년에는 항저우(杭州)의 국
립예술원(國立藝術院, 현재의 中國美術學院)의 교장에 임명되었다. 
 1938년에 국립베이징미술학교(당시의 명칭은 國立北平藝術專科學校, 현재의 中
央美術學院)는 전란을 피하여 남하하여 항저우의 국립예술원과 합병되어 국립예
술전과학교(國立藝術專科學校)로 개칭되었다. 텅구는 교육부에 의하여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텅구 이전의 국립예술원 교장은 린펑몐(林風眠, 1900- 
1991)이었다.670) 린펑몐은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중국화의 개혁 즉 서양
화와의 통합을 주장하던 개혁주의자였다.671) 1928년 이 학교의 설립 시에는 중국

669) 텅구는 뇌막염으로 병상에 있으면서 사망하기 몇일 전까지도 창런샤 등에게 편지를 
보내 이 학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학회의 존속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沈
平子, 앞의 글, p. 88.

670) 린펑몐은 1925년부터 국립베이핑미술전과학교에서 교수를 지내고 있었으나 기존의 
보수적인 중국화과(中國畵科) 교수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중국화의 개혁을 시도
하기 위해 “전통을 모방하는 예술을 타도하자!”, “소수의 부르주아 예술을 타도하자!”라
는 구호 아래 ‘베이징예술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중국화과 교수들의 저항으
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린펑미엔은 베이징을 떠나 항저우(抗州) 국립예술원(國立
藝術院)의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과 린펑몐의 교장 취임은 중국 미
술의 개혁을 주장하던 차이위안페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쉐이톈중(水天中), 「중국화 
논쟁 50년(1900-1950)」, 조민주 옮김, 『인물미술사학』 4 (2008), p. 285.

671) 1928년 2월에 출간된 「대학원공보(大學院公報)」 제2기에 등재된 ‘국립예술대학 창설
에 관한 제안 적요(創辦國立藝術大壑之提案摘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학
의 예정 조직은 국화원(國畵院), 서화원(西畵院), 도안원(圖案院), 조소원(彫塑院),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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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中國畵系)와 서화과(西畵系)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입학을 지원한 학생
들의 인원이 적어 ‘회화과(繪畵系)’로 병합되었다. 이로써 결국 임풍면의 ‘중서화
합병(中西畵合倂)’이라는 의지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었다.672) 즉 설립 이후 10년간 
이 학교의 회화 교육은 중국화와 서양화의 구분이 없이 ‘회화’로 통합되어 실시되
었으며 린펑몐의 영향으로 서양화의 입지가 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텅구는 부임 이후 1939년 봄학기부터 기존의 회화과를 서화조
(西畵組)와 국화조(國畵組)의 두 부문으로 분리하였다. 텅구는 1938년에 교육부에 
「교육 상황의 개선 및 국화 예술 발전과 중소학교 예술 교사 배양에 관한 의견
(改進校務情况及關于發展國畵藝術培養中小學藝術師資的意見)」을 제출함으로써 
국화과의 독립을 추진하였다.673) 이어서 텅구는 국화조의 주임교수로 기존의 회
화과에서 중국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판톈서우를 임명하였다. 텅구는 또한 우
풔즈(吳茀之, 1900-1977), 장전둬(張振鐸, 1908-1989), 가오관화(高冠華, 1915–
1999) 등을 영입하여 기존에 판톈서우 혼자 담당하던 중국화의 교수진을 강화하
였다.674) 텅구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평소 주장해온 민족예술의 보존과 발전이라

원(建築院)의 다섯 원(院)으로 구성된다. 혹은 중서화(中西畵)를 합병하여 회화원(繪畵
院), 조소원(彫塑院), 건축원(建築院), 공예미술원(工藝美術院)의 사대원(四大院)으로 한
다.” 이 제안을 기초한 인물이 린펑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彭飛, 「從杭州藝專學生
鄭祖緯談中西畵幷系-林風眠硏究之十四」, 『榮寶齋』(2008.6), p. 264.

672) 위의 글, p. 265.
673) 텅구의 제안은 1937년 일본과의 전쟁 발발로 고조된 민족주의 사조로 인하여 바로 

인가되었다. 劉元璽, 「西遷時期(1937-1946)國立藝專國畵專業敎育史證」(中國美術學院 
美術學系 碩士學位論文), pp. 17-18.

674) 劉元璽, 앞의 글, p. 24. 1939년 이전의 교수진 분포를 보면 서양화 교수 및 강사가 
모두 5명, 조소는 3명이었음에 비하여 중국화는 판톈서우가 혼자 담당하고 있어 서양화 

삽도 21. 1940년 쿤밍시기 국립예술전과학교 (趙明楠, 앞의 
글, p. 51, 圖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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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는 당시 중국의 미술학교 가운데 중국화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기관이 없던 상황에서 이후 중국화 교육의 정상화를 알리는 
업적이었다. 중국의 첫 번째 국립미술학교인 베이징미술학교는 베이징 특유의 보
수적이고 폐쇄적인 화단의 특성으로 전통의 답습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
립학교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하이미전은 상업미술과 서양미
술에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등의 미술 전문학교에서의 중국화 교
육은 파행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판톈서우를 중심으로 한 이 중국화과 교수들은 ‘중국화에 내재된 예술 언어와 
규범을 이어가면서 전통의 문인화, 양주화파(楊州畫派), 해상화파(海上畫派), 원체
화 등은 물론 서양화의 특질을 흡수하여 새로운 중국화를 창조한다’는 이념을 가
지고 있었다. 즉 이들은 중국화의 본질을 이어가며 그 내부에서의 변화를 추구하
고자 하였다.675)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 학교는 중국화 교육의 독보적 전통을 
현재까지 어어 오고 있는 것이다. 텅구의 판단이 옳았음은 국립예술원의 후신인 
현재의 항저우 중국미술학원 회화 창작 학과가 ‘중국화와 서법 예술 학원(中國畵
與書法藝術學院)’과 ‘회화 예술 학원(繪畵藝術學院)’으로 분류되어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676) 
 또한 텅구는 미술사, 미술이론, 미학 등 이론의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텅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니체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한 쉬판청(徐梵澄, 
1909-2000), 고고학자이자 민속학자 천자우(岑家梧, 1912-1966) 등을 초빙하여 
학생들의 기초 인문학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텅구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미술 행정의 전
문화, 전시의 기획, 학회의 설립, 교육의 혁신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 근대기 미

교육에 편중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范景中, 「國立藝專時期(1928—1949)」, 『新美術』
(1998.1), p. 6.

675) 우풔즈와 장전둬는 판텐서우의 제자였으며 판톈서우가 설립을 제안한 ‘백사국화연구
회(白社國畵硏究會)’의 창단 발기인이었다. 가고관화 역시 판텐서우의 제자였다. ‘백사’
는 상하이, 항저우, 난징에서 5년여 동안 활동을 이어갔으며 구성원들은 대부분 ‘대사의
화조화(大寫意花鳥畵)’를 그린 화가였다. 이들이 국립예술원의 중국화과 교수로 임용되
었던 사실은 판톈서우가 이 지역의 중국화 교육에서 가졌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백사’의 활동과 의의에 대해서는 呂明翠, 「民國時期江南地區畵家結社現象研究—以上海
“白社”爲例」(湖北美術學院 藝術學理論科 碩士學位論文, 2019) 참조.

676) 현재 ‘중국화와 서법 예술 학원’은 ‘중국화과(中國畵系)’와 ‘서법과(書法系)’로 다시 나
뉘어 있으며 ‘회화 예술 학원’은 ‘유화과(油畫系)’, ‘판화과(版畫系’, ‘벽화과(壁畫系)’와 
‘종합회화과(綜合繪畵系)’로 세분되어 있다. 중국미술학원 홈페이지 www.caa.edu.cn 
참조.

http://www.caa.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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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계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그의 다방면에서의 성과를 볼 때 텅구는 
중국 최초의 미술사학자일 뿐 아니라 중국 미술계 전체의 근대화에도 커다란 기
여를 한 실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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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미술사학자 텅구(滕固, 1901-1941)의 업적을 통하여 민국시기(民國時
期, 1911-1949)에 시작된 중국의 초기 미술사학 형성 과정과 그 시각을 분석하
려는 시도이다. 민국시기는 청조(淸朝)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 사회가 모든 측면에
서 격변을 겪으며 근대화를 추구했던 격동기이다. 미술사학은 이 시기에 서학동
점(西學東漸)의 조류를 타고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시각의 자
국미술사(自國美術史)가 출간되었다. 이 시기의 미술사 저자들 가운데 텅구는 독
보적인 학자로 주목된다.
 19세기 말 이래 중국의 학문은 민족주의라는 시대사조의 틀을 가지는 동시에 과
학이라는 서구 학문의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성격이 짙었다. 이는 외세에 대항하
는 한편 근대화를 이루려는 이 시기 지식인들의 분투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상호 충돌을 일으키며 많은 경우에 국수적 민족주의의 강화 또는 극
렬한 전통 비판을 통한 서구화 추구라는 양극단으로 표출되었다. 중국의 초기 미
술사 역시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체현하며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회화는 
경우에 따라 꾸준히 보존해야만 하는 소중한 전통 또는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규
정되었다. 차이위안페이와 천두슈는 신문화운동을 이끈 급진적 정치가로 전통 회
화를 격렬하게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비하여 천스쩡(陳師曾, 
1876-1923) 황빈훙(黃賓虹, 1865-1955), 정우창(鄭午昌, 1894-1952), 판톈서우
(潘天壽, 1897-1971), 푸바오스(傅包石, 1904-1965) 등 대다수의 중국미술사 저
자들은 문화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전통 회화의 수호와 유지
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이름난 화가이기도 하였는데 천스쩡과 정우창은 회
화 창작에서도 전통을 고수하였으며 황빈훙, 판톈서우, 푸바오스는 전통 회화의 
기본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이들이 지
향한 변화는 필법(筆法)과 묵법(墨法)이라는 기법의 창신(創新)일 뿐 중국화 자체
의 변혁은 아니었다. 이 미술사 저자들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배경은 ‘고
화(古畫)의 임모(臨慕)’라는 중국의 작화(作畵)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평생 닦아온 고화 임모를 통한 작화 기법의 습득이라는 방법은 이들에게 
전통의 존숭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다. 화가와 학자라는 기준에서 볼 
때 화가에 보다 가까웠던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신념에 갇혀 전근대적 인식에서 



- 315 -

벗어나지 못하였다.
 위 저자들의 미술사에 비하여 텅구의 미술사는 전통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근대성을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시대를 선도한 미술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텅구의 미술사는 세계를 향한 개방성, 전통의 해체 및 구습(舊習)과의 단절
이라는 근대적인 인식을 가진다. 아울러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국가주의
와 결합된 국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평적이며 개별적이었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
서가는 탈근대성까지 내포한다. 
 텅구의 학문이 가지는 개방성은 그의 초기 저작인 『중국미술소사(中國美術小
史)』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텅구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 
서역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문화와의 융합으로 중국 미술이 새로운 생명력을 가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텅구의 주장은 ‘화이지변(華夷之辨)’이라는 오
랜 사상에서 비롯된 중국인들의 배타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선하고 개방적이라 
할 수있다. 더욱이 텅구는 『중국미술소사』에서 동시기 사조 가운데 사회진화론과 
신사학(新史學) 등의 이론을 미술사 해석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사회진화론이 
발전론적 사회관 즉 ‘진보에 대한 믿음’이라는 근대의 가치관이었다는 점을 생각
하면 텅구의 진화론적 미술사 해석은 그 자체로서 근대성을 내포한다. 학제 간의 
경계를 넘는 이러한 시도는 매우 선구적이며 실험적이다. 이러한 텅구의 개방적 
시야는 폭넓게 인문학의 기초를 닦았던 일본에서의 수학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미술소사』는 동시기 일본의 국수적인 미술사와도 차별성
을 갖는다. 즉 텅구의 글이 내포한 민족주의적 성격은 일본의 경우와 같은 배타
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은 각각 고유의 문화를 갖는다는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
다. 
 텅구의 실험적인 시도는 그의 대표작인 『당송회화사(唐宋繪畵史)』의 집필로 이
어졌다. 이 글은 중국인 학자로는 최초로 양식사(樣式史)를 적용한 중국회화사이
며 이 역시 그의 학문적 개방성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이 글의 초고는 텅구가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미 집필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그의 새로운 방법론
에 대한 의지와 학자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알 수 있다. 즉 텅구는 1920년대 후반
에 이미 양식사를 기반으로 한 중국회화사를 서술하였으며 독일 유학 이후인 
1930년대부터는 「원체화와 문인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關于院體畵和文人畵之史
的考察)」 등 보다 정교하게 양식사를 적용한 글들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는 독
일에서 귀국한 이후에는 고대 유적의 조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신념인 ‘작품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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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분석’이라는 방법론에 더욱 충실해진 논고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더욱이 이 
글들은 동시기 고고학에서 영향을 받은 유형학(類型學)과 양식사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였다. 
 더 나아가 텅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중국의 역대 회화이론서들을 서구의 이론
으로 해석함으로써 근대적 보편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따라서 텅구의 박사학위 
논문은 보편성을 가지는 동아시아적 근대성이 존재하는가라는 논의가 현재에도 
진행형임을 고려할 때 그 성과를 떠나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중국의 여타 미술사 서적들이 화론(畫論), 화사(畫史) 등 전통 이론서의 
체제와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텅구의 이러한 시도는 
그의 진보적이며 개방적 성향과 학술적 깊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텅구는 전통의 극복과 단절이라는 근대성을 미술사로 구현한 학자이다. 그
의 이러한 근대적 시각은 중국회화사의 남북종론(南北宗論) 비판에서 가장 잘 드
러난다. 텅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남북종론이 가지는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역대 화론에 내재된 전근대성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왕유(王維, 
699-759)와 이사훈(李思訓, 651-716)이 각각 남종과 북종의 시조라는 기존 인식
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즉 텅구는 천재적 개인에 의하여 회화가 발전되어 왔다는 
오랜 관념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문인화와 원체화가 상하 층위로 나뉘
어 우열을 가진다는 관념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여겼다. 나아가 그는 문인화가와 
원체화가가 모두 사대부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면서 각각을 ‘고답화가’와 ‘관
각화가’라고 칭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텅구는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무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문인화
를 극단적으로 옹호하거나 배격했던 동시기 학자들과 달리 문인화와 원체화 모두
를 소중한 중국 미술의 전통으로 포용하였다. 
 텅구가 귀국 후 독일어로 집필한 『중국회화사개론(中國繪畵史槪論)』은 재독(在
獨) 시기의 논고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미술의 특수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글들을 통하여 텅구는 문인화의 근본적인 조형원리를 서구에 소개함으로써 중국 
미술의 개별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문인화에서 자국 
미술의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동시기 일본과 중국의 여타 미술사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텅구의 논지는 문인화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가 아
니라 그 성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객관성은 또한 그가 ‘당
송’시기를 정점기로 파악한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텅구는 산수화를 중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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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회화로 여겨 이것이 시작되고 발달한 당송을 중국미술사의 정점기로 규정하
였다. 텅구의 이러한 당송정점론은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여타 사상가들의 정치
적 인식과 달리 예술을 예술로 보았던 학자로서의 순수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텅구는 동시기의 정치적 풍향에 휩쓸리지 않고 학자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한 
미술사학자였다. 
 현재의 중국 미술사학계는 이처럼 민국시기 미술사의 발전을 이끌었던 텅구에 
대하여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의 텅구에 대한 평가는 시기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 즉 텅구에 대한 중국학계의 평가는 중국 사회의 근대화 그
리고 탈근대화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근대기 중국의 지배층은 서구로
부터의 압력과 충돌하며 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순탄하지 않았다. 여러 전
란과 내전을 겪으며 중국 사회에는 사회주의 이념이 저변에 확산되었다. 이에 따
라 미술사학에도 마르크시즘 유물사관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었다. 민국시기에 유
물사관을 바탕으로 서술된 중국미술사는 리푸위안(李卜園, 1901-1956)의 『중국예
술사개론(中國藝術史槪論)』(1931)과 후만(胡蠻, 1904-1986)의 『중국미술사(中國
美術史)』(1942)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관점은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인민의 필요
와 창조에 의하여 미술의 발전이 좌우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시각의 미술사학은 1949년의 신중국(新中國) 건설 이후에는 학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텅구의 미술사 저서들은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텅구는 국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사회였던 중국에서는 존재마저 배
제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야 중국의 학계는 텅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학계는 텅구 뿐만 아니라 민국시기의 여러 미술사 저자들과 미술
사학의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이후 1980년대에 대두된 민국시기에 대한 
관심이다. 체제의 개혁과 대외 개방 정책은 80년대의 중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세
계화 의식을 싹트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철학과 문학서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었
으며 중국 사회는 당시와 민국시기의 공통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국
시기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둘째, 중국의 대학 내에서 미술사학과
가 설립되면서 그로 인하여 촉발된 미술사학사에 대한 관심이다. 미술전문학교를 
제외한 일반 대학에 미술사학과가 설치된 시기는 2000년대 이후부터이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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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부 내에 설립된 학과이지만 독립된 학과로서의 미술사학과의 설립은 인문
학으로서의 미술사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술사학사
의 연구로 이어졌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중국의 정치와 학계가 탈근대적인 시각
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텅구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의 텅구에 
대한 평가는 주로 서구 방법론의 도입이라는 측면에 치우쳐있다. 이는 현재 미술
사학계의 인식이 아직도 텅구의 선구적인 안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다.
 현재의 중국 사회는 발달된 경제력에 힘입어 중화중심주의와 문화민족주의가 다
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텅구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주시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텅구가 개방적이며 근대적인 시각과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을 지닌 20세기 초반 중국을 대표하는 미술사학자라는 평가
는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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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f Teng Gu’s Art Historical Research

                                                               Jung, Soojin

                                    Department of Arch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historical writing shows not only the trends of academics and the thoughts of 

the contemporary period but also the perspectives of establishing cultural identity by 

interpreting tradition. Therefore, by investigating the perspectives of art historians we 

can investigate the comprehensive ideas of the times as well as individual 

awareness. Consequently, examination of Chinese art history written by Chinese 

historians during the Republican period (1911-1941) is a method to explore the 

various dimensions of Chinese intellectual history of early 20th-century Chin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perspective of China’s early art history 

through the scholarly achievements of Teng Gu (1901-1941), the primary art 

historian during the Republican period. The Republican period was a time of drastic 

change marked by social reform while China experienced disorder caused by 

transformation from an imperial dynasty to a republic. In other words, the 

Republican period draws the attention from scholars in a sense that modernity 

emerged from various aspects of Chinese society. Moreover, it is important that this 

period noticed the beginning of Chinese modern academics. Chinese art history in 

the contemporary sense also has its roots in this period. Therefore, looking into the 

early 20th-century Chinese art history allows one to observe how modernity emerged 

in this period and was incorporated into art history. It is Teng Gu, who is 

outstanding among those who put Chinese art history in writing in this historically 

important period. 

Teng Gu was born in Shanghai Baosan prefecture in 1901 and graduated from 

Taichang Fourth Middle School in 1918. In 1924, he graduated from Tōyō 

University in Japan, with a degree in cultural studies, and, in 1932, obtained a 

doctoral degree in art history from Friedrich Wilhelm University in Berlin. 

Consequently, his research in art history can be seen as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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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n the one hand, a transition from studies of Chinese traditional 

painting to modern art history, and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Western, Japanese, and Chinese art histories as well as the status of mutual 

influence. Teng Gu’s first thesis in art history is A Short History of Chinese Art 

(1926), which was written shortly after he returned from studying in Japan. One 

can observe from the various topics published around this period that Teng Gu 

extensively studied basic humanities including philosophy, aesthetics, and literature in 

Japan. The eclectic learning gave him an insight into the trends and ideas in 

contemporary academics and served as the basis of his thesis. While A Short 

History of Chinese Art reflects the major trends of contemporary theories such as 

social evolution, new-history, and philology, it also embodies a perspective which 

acknowledges that the acceptance of foreign culture allowed Chinese art to make 

progress.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open perception that intrinsic tradition can 

be renewed only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influence and stimuli from the outside. 

The book’s chronology is based on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that is, touching 

upon the concepts of growth, amalgamation, prosperity, and decline. This perception 

reflects the ‘belief in progress,’ a viewpoint of the modern period.

Teng Gu’s pioneering attempt is best demonstrated in the A History of Tang and 

Song Painting (1933). This book is the first one to present Chinese art history 

interpreted through Western methodology by a Chinese scholar. It is the result of 

Teng Gu’s recognition of stylistic analysis, which differentiates his study from other 

contemporary art historians who were unable to escape from China’s traditional 

narrative or discourse on painting. Teng Gu completed the first draft of this book 

prior to his studies in Germany, which gives explanation for his rudimentary 

analysis using Western methodologies. Yet, at the same time, the book demonstrates 

his embracing attitude towards Western methods and perspectives in art history as a 

scholar. His achievement from studying in Germany can be observed from the fact 

that his use of stylistic analysis is much more elaborate in “A Historical Study of 

Chinese Literati and Academic Painting” (1931) and many other theses based on the 

research of ancient ruins, published after his return to China. 

The reason behind Teng Gu’s writing the A History of Tang and Song Paint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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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e consistently defined the Tang and Song dynasties as the heyday of Chinese 

art history since he wrote A Short History of Chinese Art. He argued that Buddhist 

paintings have established the unique Chinese style independently from foreign 

influence during this period, and that landscape paintings developed in the Tang 

dynasty reached its peak during the Song dynasty. Thus, his argu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s of the contemporary historians who 

depicted Song painting as the symbol of Chinese civilization. The reformist thinkers 

of the Republican period argued that Song painting was realist art, namely, the art 

of developed civilization and the standard of a nation-state. However, Teng Gu’s 

evaluation was based on an objective, art historical standard: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painting, which he believed was the essence of Chinese art. In other 

words, he strongly believed that Chinese art culminated in the Tang and Song 

dynasties through his perspective that ‘the highest ideal of nature and life is 

manifested in landscape paintings.’ At the same time, Teng Gu’s open and 

experimental perception is revealed in his doctoral dissertation, “Chinesische 

Malkunsttheorie in der T’ang und Sungzeit.” In this dissertation, Teng Gu 

interpreted China’s historical writings on art using Western modern theories and 

terminologies in order to give them universality and objectivity. This was an attempt 

to highlight the originality of Chinese culture by introducing China’s own painting 

theory books to the West, and simultaneously to include them within the boundaries 

of Western universal art history. Hence, this dissertation demonstrates the two-fold 

values upheld by modern East Asian intellectuals: the maintenance and continuation 

of respectful tradition and the pursuit of Westernization.

Moreover, Teng Gu is a scholar who presented the modern perspectives of 

‘deconstruction of tradition and disconnection from tradition’ in through numerous 

writings. The most representative piece is his criticism of the theory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schools of painting in China. In many texts, he points out the 

pre-modern way of thinking intrinsic in the theory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schools and criticizes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within the theory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example, he claimed that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at Wang Wei 

(699-759) and Li Sixun (651-716) are the respective founders of the Southe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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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schools should be corrected. With this, Teng Gu intended to break down 

the long-held notion that paintings had been developed by a genius. Teng Gu 

asserted that the Four Great Masters of the Late Yuan Period and the academic 

painters of the Southern Song period were the actual founders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schools. This viewpoint once again represents Teng Gu’s pioneering 

insights, for it focuses on the stylistic differences of the schools. Furthermore, Teng 

Gu also denounced the idea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drawn between literati and 

academic paintings. In addition, he argued that academic painters were literati. He 

also suggested that the terms ‘transcendent or highbrow painting’ and ‘court 

painting’ must be used in place of literati painting and academic painting. He 

believed that the class consciousness inherent in the term ‘literati painting’ should 

be broken down. Different from the contemporary scholars who extremely supported 

or attacked ‘literati painting,’ Teng Gu embraced both literati painting and academic 

painting as both sides of the valuable tradition of Chinese art.

At the same time, his theses written in German and theses about ancient remains 

present his horizontal and objective nationalism. His German theses introduced the 

philosophy and formative principle of literati painting to the West. It was an 

attempt to present the unique identity of Chinese traditional art. The attempt to find 

unique national identity and argue for its superiority from literati paintings was 

common in the art historical studies of Japan and China. The value of literati 

painting was highly celebrated in both countries. However, Teng Gu’s emphasis was 

to objective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ti painting instead of giving it 

unconditional priority. Teng Gu's nationalist approach can also be found in his 

research and theses on ancient ruins that he conducted according to governmental 

policies and published after his return from Germany. These writings reflect the 

academic view of the time that Chinese cultural identity was established during the 

Han dynasty. Particularly, Teng Gu emphasized the nationalistic importance of the 

Han dynasty by characterizing and analyzing the art of the period. Moreover, these 

writings are based on object-oriented research that reflects both the typology 

influenced by the archeology of the time and the stylistic analyses of Western art 

history. For this reason, Teng Gu is also recognized as the pioneer of Chinese art 



- 356 -

and archeology.

Nationalism and object-oriented research are the foundation of academic disciplines 

in global modernism. Modern art historical writing also reflects this general trend. 

Early Japanese art history was also based on object-oriented research. However, it 

could not escape the extreme nationalism of the time. The Chinese art history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lacked the understanding of object-oriented research and 

also held extremely nationalistic bents. In contrast, the writings of Teng Gu do not 

contain arguments or narratives that claim superiority of Chinese art over that of 

neighboring countries. For him, nationalism is based on the belief that ‘each nation 

has its own unique cultural identity,’ a horizontal, democratic, and even post-modern 

concept. Additionally, Teng’s methodology is based on his firm belief in 

object-oriented research, which starts from close analyses of actual art objects. In 

other words, Teng Gu was a scholar of modern mind and insight including 

openness, objectivity, and critique of tradition, as well as post-modern liberalism. In 

addition, he was also a scholar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Chinese government’s 

cultural offices and educational fields. He established China’s first art history 

society. Furthermore, Teng Gu contributed to fostering the study of Chinese art in 

the West by presenting Chinese art history in Western languages. Therefore,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call Teng Gu the pioneer of Chinese art history 

not only of the Republican period but also of the periods follow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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