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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중국에서는 서양식 현대 건축물들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중국 건축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1840년에 

아편전쟁이 발발하고 대영제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자본주의가 침투한 이

후 중국의 고전적, 전통적 건축 양식은 점점 사라져 왔다. 그 이후 지속

적인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전통식 건축이 현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

다.

1979년 중국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고 건축 분야도 발전되었다. 세계화 

추세의 영향을 받아 많은 건축가들이 서양식 현대주의 건축을 열망하고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런 배경 가운데,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왕슈는 중

국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식 건축 요소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

다. 특히 왕슈의 산수화에 대한 철학과 산수화 특징을 가진 건축 작품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게도 주목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왕슈 건축에서 발현된 전통 문화인 산수화의 특징을 살

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왕슈의 구체적인 건축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건축에서 반영된 산수화의 행(行), 망(望), 유(遊), 거(居) 공간 체험을 중

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왕슈뿐만 아니라 I.M.페이, 동유

갠(董豫赣), 왕신(王欣) 등 다른 건축가들도 산수화의 특징을 연구하여 

건축에서 활용하였다. 다른 건축가들과 달리 왕슈는 산수화의 특징을 응

용할 뿐만 아니라 예술가인 산수화가의 철학도 건축에서 잘 표현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왕슈를 중심으로 그가 산수화가의 철학을 가지고 건

축에서 산수화의 특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

한 연구를 통해 중국 현대 건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통 산수화의 특

징을 활용하는지 밝히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 전통 요소를 현대화 

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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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산

수화와 관련된 글과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산수화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또한 중국 현대 건축가의 산수화 특징에 대한 철학도 살펴보았다. 다음

으로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와 건축 외관 형태에 드러난 산

수화적 공간 분위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왕슈의 세 가지 대표적인 

건축 작품을 사례로 산수화에 나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공

간 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건축에 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2장에서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과 산수화의 특징 그리고 

중국 현대 건축가의 산수화에 대한 철학을 고찰하였다. 산수화는 위·진

(魏·晋)나라 시대에 시작되었고 특히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시대에 널

리 유행하고 인기가 많아졌다. 그리고 산수화에 대한 책과 작품을 분석

함으로써 산수화는 크게 구성 요소, 산수화에 나타난 공간 분위기 그리

고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둘째, 논문의 3장에서 왕슈 건축에 드러난 산수화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먼저 왕슈는 산수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자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축을 디자인하였다. 왕슈는 산수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소인 나무, 

산, 물, 돌, 다리 등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텡토우관에는 돌과 나무 그리

고 다리라는 요소가 활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산수화적 요소를 썅산 캠

퍼스의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왕슈 건축의 외관 형태

에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안도

(谿岸圖)』와 기와 정원, 『오설산도(五泄山圖)』와 텡토우관, 『계산행여

도(谿山行旅圖)』와 닝보역사박물관 등 산수화 작품과 건축 사례를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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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논문의 4장에서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을 살펴보았다. 

산수화는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공간 체험이 있으며 만약 관광

객이 산수화의 사이즈와 등비하여 산수화 속에서 감상하면 산수화 공간

에 나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라는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왕슈 건축에서도 이러한 산수화적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왕슈의 닝보역사박물과, 텡토우관, 수안산거 교수회

관 건축물에서는 거닐 수 있고, 경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머물 수 있고, 

유람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주로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

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산수화 외 다른 전통 문화의 특징과 요소

를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에서 활용하는지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중국 전통 원림(園林)은 산수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

으나, 전통 원림(園林)에서 어떠한 산수화의 특징을 활용하는지, 산수화

와 전통 원림(園林) 그리고 중국 현대 건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

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왕슈 건축은 산수화 특징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왕슈의 저서와 글을 분석하면 그의 설계 영

감과 방식은 강남 지역 민가의 전통적 요소, 서예의 공간 조성 특징 그

리고 전통 원림(園林)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왕슈의 설계 영감과 그

의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려면 강남 본토 문화, 서예와 산수화 그리고 전

통 원림(園林)이라 세 가지 측면으로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향후 중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전통 원림(園林)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왕슈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현대 건축가들의 전통 원림(園林) 요소의 계승과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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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중국 건축의 역사적 맥락을 되돌아보면 화려한 황궁1), 정취가 넘치는 

전통 원림(傳統園林)2), 특별한 의미가 가진 능묘건축(陵墓建築)3), 신비한 

종교건축(宗教建築) 등이 대표적인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서양 고전 건축 

벽돌 구조와 달리, 중국 고전 건축은 목구조를 위주로 구성한다. 중국 고

전 건축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예술, 역사, 문화 등의 

여러 가치를 포함한 건물이다. 또한 이는 중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

이므로 연구와 문화 계승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1840년 6월 아편전쟁이 발발하고, 대영제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자본주의가 침투한 후 ‘고전’ 서양식 건축이 중국으로 들어왔고 유행하였

다. 그 반면 중국의 고전 건축 양식과 구성 방식은 점점 사라져 갔다. 예

컨대 상하이(上海) 외탄(外滩) 서안(西岸)에 있는 서양식 건축 단지 경관

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즉, 민국 시대에 중국 근대 건축

가들이 서양 건축 양식과 요소를 중국 전통 건축에 도입하여 ‘중서(中西)

융합’ 이라는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 특히 난징 이화로공관(南京颐和路公

1) 황궁이란 고대 제왕이 조례와 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중국에서 대표적인 황궁
은 자금성(紫禁城) 등이 있으며 이는 거대한 규모, 신중한 배치, 화려한 장식, 장
엄한 외관 등의 특징을 가진다.

2) 전통원림이란 자연경관이 주를 이루고 건축을 보조로 하는 정원을 이르는 말이
다. 원림은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연경관의 조성을 통해 자연과 인공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3) 능묘건축은 건축, 조각, 회화, 자연 등이 일체된 종합예술이다. 배치 방식은 주로 
3가지가 있으며, 산에 가까이 건축하고,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하는 축선배
치 방식이 있으며, 여러 건축 단지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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馆) 건축단지가 대표적이다. 이후 항일전쟁을 계기로 중국 건축의 발전

은 거의 정체되었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경제가 발전되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

라 문화,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하였다.  

당시에 서양 현대 건축은 복잡한 장식과 조각이 간소화되었고, 새로운 

주조와 재료, 순수한 공간 조형, 다양한 건축 외관, 건설 신기술 등의 특

별함으로 전 세계 건축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중국 건축가들이 서양 현대 건축양식을 열망하고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서구식 현대 건축물들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중국 건축가들이 무조건적으

로 서양식 현대 건축을 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 중국 전통 요소의 현대

화를 중심으로 노력을 시작하였다. 전통 요소를 현대화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있다. 하나는 국제적인 현대 건축 요소를 강조하여 중국 지방의 

문화에 융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본토(本土)의 특징을 중시하

여 역사적인 전통 문화를 현대 건축에 응용하는 것이다.4) 왕슈는 2012년 

중국인 중 유일하게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건

축가로서 중국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건축에 응용하였다. 그의 독특한  

건축 양식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번에 심사 위원회가 한 중국 건축가에게 상을 주기로 하였다... 

중국의 도시화는 세계 각 국가의 도시화처럼 지역의 요구와 전통 문화와 

이루어야 한다. 중국은 도시 계획과 발전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중국 현대 건축은 역사 깊고 독특한 전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

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수요와도 일치해야 한다.”5)

프리츠커상 심사위원장 팔룸보 경(Lord Palumbo)에 의해 왕슈의 건축 

4) 주링(周凌, 2015), 현대, 근대 또는 향토(鄕土) -- 장레이 건축의 네 가지 특징 
(Modern, Contemporary, or Venacular — the Four Characters of Zhang Lei’s 
Architecture), 도시환경디자인, p.96

5) 프리츠크커상의 창시자 프리츠크(Pritzker)가 왕슈에 대한 제시한 말이다. 
https://www.pritzkerprize.com/announcement-wang-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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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전통과 미래의 논쟁을 초월할 수 있고, 역사와 문화 배경에서 뿌

리내린 세계적 건축’이라 묘사되었다.6)

또한 왕슈는 전통, 문화적 특징이야말로 도시의 가장 가치 있는 점이

며, 중국 전통 문화의 배경에서 서양식 도시와 건축을 모방하는 것은 생

명력이 없다고 제시하였다. 왕슈 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현대 건축가도 

왕슈처럼 전통성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왕슈 외 I.M.

페이7), 동유갠8), 왕신9) 등 중국 현대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이 전통 문화

인 산수화의 특징을 가진 건축으로 잘 알려져 있다. I.M.페이는 모더니즘 

건축가로 유명하지만 그의 건축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전통 원림

과 산수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쑤저우박물관은 가장 대표적인 사

례이다. 동유갠은 전통 원림에 나타난 ‘장면식’ 공간 구조를 잘 활용

하고 있고 산수화의 행(行), 망(望), 유(遊), 거(居) 공간 체험도 건축 설계

에 응용하였다. 왕신은 산수화의 화면에 나타난 스토리에 집중하고 그 

스토리를 건축으로 표현한다. 또한 왕신은 실제 건축 프로젝트가 많지 

않고 도면에 시도한 정원 실험이 많다. 

왕슈는 건축에서 산수화와 전통 원림의 특징을 활용하지만 다른 건축

가들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왕슈는 산수화가의 철학을 매우 중시하여 

설계과정에서 항상 산수화가의 창작 철학을 가지고 있다. 산수화가는 산

수화를 통해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왕슈의 건

축 공간을 체험함으로써 그의 건축관, 세계관,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즉 

왕슈는 건축을 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과 가치

관을 표현하는 건축적 예술 작품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왕슈 건축에서 유람하면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다. 

6) https://www.pritzkerprize.com/announcement-wang-shu
7) I.M.페이는 광동성(廣東省) 광저우시(廣州市)에서 태어났고, 대학 진학 전까지 친

할아버지댁이 있는 장쑤성(江蘇省) 쑤저우시(蘇州市)에서 자랐다. 그는 세계적으
로 유명한 현대주의 건축가이며 1983년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I.M.페
이는 처음에는 중국 국적이었지만 1954년에 미국 국적으로 바꾸었다.

8) 동유갠은 중국 장안대학교(长安大学),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중국미술대학교(中国
美术学院)에 차례로 학습하였다. 현재 북경대학교 건축연구센터 부교수이다.

9) 중국미술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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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대 건축가들이 전통 문화를 건축에서 어떻게 활

용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왕슈는 현대 건축가 중 대표적인 건축가이고 

그는 중국 남쪽 즉, 강남(江南) 지방의 전통 요소를 현대 건축에 활용하

였으며, 전통 예술가의 철학을 가지고 중국 전통 서예와 산수화 문화의 

특징을 건축 창작에 융합시켰다. 특히 왕슈는 산수화의 특징 가운데, 특

히 산수화에 나타난 공간 체험을 살려서 건축에 즐겨 활용하였다. 그리

하여 본 연구는 산수화와 건축적 공간 체험을 중심으로 왕슈 건축에 나

타난 산수화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설계 측면에서 산수화 특징과 왕슈의 대표적인 

건축 작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왕슈 건축에서 발현된 전통 산수화의 특

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왕슈 건축에 반영된 산수화

의 행(行), 망(望), 유(遊), 거(居)라는 공간 체험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현대 건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통 산수화의 

특징을 활용하는지 밝히고, 이러한 건축설계 방식이 중국 전통 문화의 

계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수화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그리고 중국 현대 건축

가의 산수화 특징에 대한 철학을 다루고, 다음으로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와 건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를 분석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왕슈의 세 가지 대표적인 건축 작품을 사례로 산수

화에 나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공간 체험이 어떠한 방식으

로 그의 건축에서 응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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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1.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법 : 본 연구의 배경자료, 선행연구의 참조문헌 그리고 연구

방향과 관련된 학술문헌 등을 수집하고 위 참고한 자료와 문헌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와 실효적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산

수화의 특징과 왕슈 건축 두 가지 키워드가 있으며, 이러한 키워드와 관

련된 국내외 데이터와 문헌을 광범위하게 정리하여 학습하였다. 또한 왕

슈의 산수화 특징을 가진 건축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통 산수화

의 특징을 활용한 왕슈 외 다른 건축가들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수집하

였다. 다양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학습하여 본 논문의 전문성, 실효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2. 현지 답사법 : 건축에서 산수화의 특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지 자세히 밝히기 위해 현지 답사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왕슈 건축

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위해 중국 항저우(杭州), 상하이(上海), 쑤저우(蘇

州) 지역을 답사하였고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사례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 요소, 공간 분위기, 조형 등의 특징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

3. 다이어그램 분석법 : 산수화에 드러난 공간 분위기 및 행(行), 망(望), 

유(遊), 거(居) 공간 체험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수화 작품

을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산수화의 특징을 활용하여 구성한 

건축 공간을 다이어그램 분석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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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분석법 :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왕

슈의 건축물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산수화 작품을 비교 분석법으로 살

펴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과 산수화를 한 표로 비교하면 본 연구

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

1.2.2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산수화와 건축적 공간 체험을 중심으로 왕슈 건축에 나타난 

전통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로써 키워드는 산수화의 특징과 왕슈 건

축이다. 키워드에 대한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수화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송(宋)나라의 산수화는 역사적 맥락

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산수화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송나라

의 화가인 곽희(郭熙)의 산수화 작품과 그의 대표적인 저서『임천고치(林

泉高致)』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왕슈는 산수화의 특징을 가진 현대 건축분야에서 대표적인 건축

가이다. 왕슈의 생애를 면밀히 분석하면, 초기에 왕슈는 서예와 산수화

에서 얻은 건축 영감을 소규모 건물에서 현대 기술로 실천하였고, 중기

에는 초기에 실천한 다양한 건물 양식을 조합하여 대규모 건물에서 다시 

구성하였으며, 성숙기에는 서예와 산수화의 특징을 응용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건축 개념과 이론을 수립하였다.1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왕슈가 

산수화의 특징에 따라 완성한 대표적인 건축 작품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

는다. 선택한 건축 작품들은 다음 표1-2-1과 같다. 먼저 왕슈 건축에 나

타난 산수화적 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택한 건축 작품은 기와 정원, 

썅산 캠퍼스 건축물의 부분요소, 닝보미술박물관이다. 다음으로 왕슈 건

축의 외관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부춘산관 건축단지, 닝보역사박물관 등이 있다. 또한 왕슈의 건축 영감

10) 왕슈 건축 작품은 세 가지 시기가 있다. 이 내용은 필자가 본인의 학회논문 
『왕슈(王澍) 건축에 나타난 중국 전통 서예와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논문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20년 4월 30일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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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수화 작품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예컨대 표

1-2-2의 『계안도(谿岸圖)』, 『오설산도(五泄山圖)』, 『계산행여도(谿山

行旅圖)』 등이 있다. 그리고 왕슈 건축에 반영된 산수화의 행(行), 망

(望), 유(遊), 거(居) 공간 체험을 밝히기 위하여 닝보역사박물관, 텡토우

관, 수안산거 교수회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1-2-1 왕슈의 대표적인 건축 작품 

순번 건축 작품(한글) 건축 작품(한자) 완성연대

1 닝보미술관 寧波美术館 2005

2 기와 정원 瓦園 2006

3
중국미술대학교 썅산 제2 캠

퍼스

中國美術學院象山校區第

二期
2007

4 닝보역사박물관 寧波歷史博物館 2008

5 텡토우관 滕頭館 2010

6 수안산거 교수회관 水岸山居教授会馆 2014

7 부춘산관 건축단지 富春山館建築群 2017

표1-2-2 왕슈 건축과 관련된 산수화 작품 

순번 산수화 작품(한글) 산수화 작품(한자) 작가

1 계안도 谿岸圖 董源

2 오설산도 五泄山圖 陈洪绶
3 계산행여도 谿山行旅圖 范寬

4 부춘산거도 富春山居圖 黃公望

5 방황학산초산수도 仿黃鶴山樵山水圖 王原祁

6 천리강산도 千里江山圖 王希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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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현황 및 구조

1.3.1 연구의 현황

표1-3-1 한국에서 발표된 ‘왕슈 건축’에 대한 학위논문 문헌

순법 적자 논문 제목 논문 주제 출처
발표

시간

유

형

1 장성우

왕수(王澍)의 건축 리모

델링 중에 나타난 특징 

기호 연구

건축 기호학과 

리모델링

고려대

학교

2019.

12

석

사

2 리금강

‘분산(分散)’다(多)중

‘복합형 제2구성’

공간 연구 

-왕수(王澍), 녕파(寧波)

역사박물관(2008)과 르 

꼬 르뷔지에 ,빌라스 뗑 

Villa Stein 공간구성 비

교분석을 중심으로-

건축 공간 구성
서울대

학교

2019.

02

석

사

3 오정

왕수(王澍) 건축에서 나

타난 중국 전통 건축 요

소 활용 연구

전통 요소 분석 건국대

학교

2018.

08

석

사

4 정강

왕수(王澍)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중국 강남(江

南) 전통민가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연구

전중국 강남(江

南) 전통민가의 

건축 요소

대국대

학교

2014.

06

석

사

5 옹로

픽쳐레스크(Picturesque) 

담론을 바탕으로 왕슈(王

澍)의 건축에 대한 연구

픽쳐레스크
중앙대

학교

2014.

02

석

사

6 이영재

왕쑤(王澍) 건축에 나타

난 지역성의 표현에 관

한 연구

지역성
서울대

학교

2013.

01

석

사



- 9 -

표1-3-2 한국에서 발표된 ‘왕슈 건축’에 대한 학술논문 문헌

순법 적자 논문 제목 논문 주제 출처
발표

시간
유형

1
장명월

조항만

왕슈(王澍) 건축에 나타

난 서예와 산수화의 특

징에 대한 연구

- 서예와 산수화의 공간 

조성 기법을 중심으로-

서예와 산수화의 

특징

대한건

축학회

2020.

04

K C I

등재

2
왕흔요

박부미

왕슈(王澍) 건축에 나타

난 맥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수안산거(水岸山居)’ 

호텔을 중심으로

‘수안산거(水岸

山居)’의 공간 

분석

인제대

학 교 

디자인

연구소

2019.

06

K C I

등재

3 리금강

중국 고대회화, 사가원림

의 “산(山)，수(水)” 조

형 요소 차용을

통해 본 문화건축공간구

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왕수(王澍)의 대표작품

의 건축공간 위계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산 ( 山 ) ， 수

(水)” 조형 요소

의 차용

한국문

화공간

건축학

회논문

집

2018.

05

K C I

등재

4 정강

왕슈(王澍)의 건축에 나

타난 중국 강남(江南) 전

통민가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연구

중국 강남(江南) 

전통민가의 건축 

요소

대한건

축학회

2015.

11

K C I

등재

5 이민

왕슈(王澍)의 전통문화 

해석을 통해 나타난 작

품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전통 문화,

공간 특성

한국문

화공간

건축학

회

2015
K C 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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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3 중국에서 발표된 ‘왕슈 건축’에 대한 학위논문 문헌

순법 적자 논문 제목 논문 주제 출처
발표

시간

유

형

1
탕원징

(唐文靜)

도가철학 왕슈 설계철학

과 작품에 미치는 영향

분석

(道家思想對王澍設計思

想和作品的影響分析)

도가철학과 왕슈 

건축

하남농

업대학

교

(河南農

業大學)

2019.

06 

석

사

2
왕하오

(王浩)

'수안산거' 공간원형과 

왕슈 건축 철학

(“水岸山居”空間原型

與王澍建築哲學)

'수안산거'의 공

간 분석

시안건

축대학

교

(西安建

築大學)

2016.

06

석

사

3
고소우

(高小宇)

신과 구 : 왕슈 건축에 

나타난 전통 재료의 증

용에 관한 연구

(既新又舊：王澍建築創

作中對舊材料的運用研
究)

건축 재료

난징공

업대학

교

(南京工

業大學)

2016.

06

석

사

4
신산팅

(諶珊婷)

왕슈 건축 작품에 나타

난 구조연구—항주 상산

캠퍼스를 예로 들자

(王澍建築作品中的建構

研究—以杭州象山校區爲

例)

상산캠퍼스의 공

간 분석

호남사

범대학

교

(湖南師

範大學)

2016.

05 

석

사

5
백설정

(白雪靜)

재료 의지—왕슈 공간디

자인과 관한 연구

(材料意志—王澍的空間

設計觀研究)

재료

창춘공

업대학

교

(長春工

業大學)

2015.

04 

석

사

6
조한대

(趙漢臺)

왕슈 건축에 나타난 기

초한 건축 언어를 바탕

으로 중식 호텔 설계의 

탐색에 연구

(基於王澍的建築語言探

索中式酒店設計研究)

전통식 호텔 공

간 분석

노던공

업대학

교

(北方工

業大學)

2015.

03 

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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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법 적자 논문 제목 논문 주제 출처
발표

시간

유

형

7
장양

(張揚)

왕슈 문인의 품격에 의

한 건축 창작 해석

(王澍批判文人品格下的

建築創作解析)

건축 창작 해석

하얼빈

공업대

학교

(哈爾濱

工業大

學)

2013.

11

석

사

8
왕린린

(王苒琳)

왕슈 수상함으로 중국 

근대 건축 창작에 대한 

이야기

(從王澍獲獎談中國當代

建築創作)

건축 창작

쿤밍공

과대학

교

(昆明理

工大學)

2013.

11

석

사

9
리쉬안

(李璇)

현대 중국건축에 전통문

화 정신의 회귀 - 겸론

왕澍의 프리즈커상 수상

에 대한 사고

(論當代中國建築中傳統

文化精神的迴歸—兼論王

澍獲普利茲克獎的思考)

전통 요소와 수

상

하남대

학교

(河南大

學)

2013.

05

석

사

10

저 우 순

유

(周順裕)

왕슈 건축 작품에서 전

통 요소의 응용에 관한 

연구

(王澍建築作品中傳統元

素運用研究)

전통 요소

중남대

학교

(中南大

學)

2012.

05 

석

사

표1-3-4 중국에서 발표된 ‘왕슈 건축’에 대한 학술논문(2015~현재) 문헌

순법 적자 논문 제목 논문 주제 출처
발표

시간

페이

지

1

런 즈 웨

이

(任思瑋)

왕슈과 마암송 건축작품

의 공성과 건축언어를 

변증분석 (辯證分析王澍

與馬巖鬆建築作品的共性

與建築語言)

왕슈와 마암송의 

건축 공간 비교

중외건

축

(中外建

築)

2019.

10

p.39

-40 

2

시 이 페

이

(石伊佩)

왕슈 건축사상의 이해와 

응용(王澍建築思想的理

解與應用)

건축 사상

건재와 

장식

(建材與

裝飾)

2019.

07 

p.

195-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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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법 적자 논문 제목 논문 주제 출처
발표

시간

페이

지

3
장예우

(張睿宇)

부춘산관의 공간표현

(富春山館的空間表現)
공간 표현

예해

(藝海)

2019.

06 

p.10

6-10

8 

4
류퉁

(劉彤)

‘재지성’건축과 조성 

수업에 대한 연구 — 왕
슈 썅산캠퍼스를 중심으

로

(論“在地性”建築與其

營造手法——以王澍作品

中國美院象山校區爲例)

지역성

미 와 

시대

(美與時

代)

2019.

05

p.8-

9 

5
후이핑

(胡二平)

왕슈 건축에 나타난 중

국 서예와 회화 언어에 

대한 응용 -- 중국 미술

대학교 썅산캠퍼스를 중

심으로

(淺談中國書法繪畫語言

在王澍作品上的應用——
以中國美術學院象山校區

爲例)

서예와 회화 언

어

거사

居舍

2019.

04

p.2-

3 

6
황원원

(黃媛媛)

기하학 요소 건축에서의 

응용 -- I.M.페이와 왕슈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淺析幾何元素在建築設

計中的運用――以貝聿銘

和王澍的設計作品爲例) 

가하학 요소

공업설

계

工業設

計

2019.

03 

p.90

-91 

7
덩팡

(鄧芳)

본토건축의 탐석 -- 와

슈 자연 미학의 조형 예

술

(探析本土建築——王澍自

然美學的營造藝術) 

조형 예술

미 와 

시대

美與時

代

2019.

02 
p6-7 

8

우침,장

진,왕싸

(於闖,張

珍,王颯)

반복과 적층 -- 왕슈 건

축 작품에서의 본토 요

소의 응용에 대한 연구

(反覆與疊加—王澍建築

作品中本土建築元素的呈

現研究)

본토 요소
건축사

建築師

2017.

06 

67-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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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5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건축과 산수화’에 대한 문헌

본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어는 산수화의 특징과 왕슈 건축 두 가지이

다. 이 주제어에 대하여 주로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발표된 주제어 ‘왕슈 건축’과 ‘왕슈 건축과 산수화의 특

징’에 대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표1-3-1과 표1-3-2와 같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왕슈 건축에 나타난 전통 요소, 지역성 그리고 기호

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많지만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

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1-3-3과 표1-3-4

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에서 게재된 주제어 ‘왕슈 건축’과 ‘왕슈 건축

과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도 또한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3-2에서 학회논문 중 『왕슈(王澍) 건축에 나타난 중국 전통 서예

와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 - 전통 서예와 산수화의 공간 조성 기법

을 중심으로』11)라는 학회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주로 왕슈의 설계 

영감 측면에서 그의 건축 작품에서 발현된 중국 전통 서예와 산수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산수화 부분에서 왕슈의 어떠한 설계 영

감이 어느 산수화 화면이나 작품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구체

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관광객의 건축적 공간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공간 체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지 못했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수화와 건축적 공간 체험을 

중심으로 왕슈 건축에 나타난 전통 산수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본 논문은 이 학회논문에서 산수화
의 특징을 분석하지만 더 나아가,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학회논문인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 부분을 다소 참고하고 인용할 것이다.

순법 적자 논문 제목 논문 주제 출처
발표

시간

1
리 앙 

첸

산수화 ‘삼원’ 공간의

경의 이론을 기반으로 

중국 현대 건축에서의

응용 연구

산수화 삼원 공

간의경이 건축에

서의 응용

국민대

학교

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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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의 구조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 5장으로 구성된다.

1.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대상 그리고 연구의 

현황 및 구조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중국 건축의 발전 배경을 고찰

하고 건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목적과 의의도 함께 검증한다. 또한 연구현황에 언급한 선행연구들

을 분석하여 본 논문의 필요성과 독특성을 논의한다.

2. 2장에서는 산수화에 대한 배경과 특징 그리고 중국 현대 건축가의 산

수화 특징에 대한 철학을 고찰한다. 먼저 산수화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

해 각 시대 산수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송(宋)대 산수

화에 대한 저서와 글 그리고 구체적인 산수화 작품을 분석한다. 또한 위 

분석을 통해 송(宋)대 산수화의 구성 요소, 산수화에 나타난 공간 분위

기,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한다.

3. 3장에서는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을 연구한다. 본 장은 

크게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와 건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왕슈가 건축에서 빈번하게 

활용하는 산수화적 요소를 밝히고 텡토우관, 썅산 캠퍼스의 어느 부분, 

닝보미술박물관의 사례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왕슈 건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를 밝히기 위하여 여섯 사례의 왕슈 건축과 구체적

인 산수화 작품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4. 4장은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이다. 4장에서는 산수화에 나

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 공간 체험이 왕슈 건축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왕슈의 대표적인 건

축물인 닝보역사박물관, 텡토우관, 수안산거 교수회관이라는 세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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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작품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건축에서 거닐 수 있고, 경치를 바라

볼 수 있으며, 유람할 수 있고 또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

다.

5. 5장은 위 연구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와 의의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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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6 연구흐름도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대상 연구의 현황 및 구조

결론

산수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 산수화에 대한 분석 산수화의 특징

1. 산수화의 구성 요소

2. 산수화에 나타난 공간 분위

기

3.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 

1. 글 분석

2. 작품 분석

위진(魏晉)

송(宋)

원(元)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

건축에서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 건축 형태에서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구성 분위기

1. 『계안도(谿岸圖)』와 기와 정원

2. 『오설산도(五泄山圖)』와 텡토우관

3. 『계산행여도(谿山行旅圖)』와 닝보역사박물관 

4.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와 부춘산관 건축단지

5. 『방황학산초산수도(仿黃鶴山樵山水圖)』와 수안산거 교수회관

6.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와 썅산 캠퍼스 19동 건축물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 

닝보역사박물관 텡토우관 수안산거 교수회관

1. 행(行) : 거닐 수 있음

2. 망(望) :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음

3. 유(遊) : 유람할 수 있음

4. 거(居) : 머물 수 있음

1. 행(行) : 거닐 수 있음

2. 망(望) :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음

3. 유(遊) : 유람할 수 있음

4. 거(居) : 머물 수 있음

1. 행(行) : 거닐 수 있음

2. 망(望) :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음

3. 유(遊) : 유람할 수 있음

4. 거(居) : 머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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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수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

산수화는 중국 미술의 일종이며 전통 화가가 산천(山川)이라는 자연 

경관을 주제로 그리는 회화를 말한다. 산수화는 위·진(魏·晉) 시대에 

시작되었지만, 이 시대의 산수화는 주로 인물화로 많이 나타났다.12) 

수·당(隋唐) 시대에는 산수화가 단독적인 회화 방식으로 발전되었으며, 

오대(五代)와 북송(北宋) 시대에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성행하였다. 북송

(北宋) 시대의 산수화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묵산수(水墨山

水)’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희화방식이며, 산수 요소를 흑백 색상으로 

표현한다. ‘수묵산수(水墨山水)’ 화화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는 

동원(董源), 범관(范寬), 미구(米芾)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청산녹수(青
山綠水)’를 묘사하는 희화방식이며, 산과 수 요소를 청색이나 녹색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화가는 왕희맹(王希孟), 조백마(趙伯駒)가 있다. 다음

으로 남송(南宋) 시대에는 산수화가 보편적이며 인기가 많은 회화방식이 

되었다. 원(元) 시대에는 산수화가가 산수화의 빈 공간에 ‘시(詩)’를 

보편적으로 창작하였다.13)

산수화는 북송(北宋), 남송(南宋), 원(元) 세 나라를 거치면서 세 가지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특징이 나타났다.14)

기운생동(氣韻生動)15)은 북송(北宋) 시대 산수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다. ‘기(氣)’는 북송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품격과 내재적인 

12) 위·진(魏·晉) 시대에는 인물화가 가장 유명하다. 대표적인 화가인 고개지(顧愷

之)는 인물화에 뛰어나며, 그의 회화 작품인 『낙신부도(洛神賦圖)』에 나오는 산
수 요소는 단지 인물화 중심에서 부가적인 배경으로만 사용된다.

13)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은 필자가 https://baike.baidu.com/item/山水画/201884에서 
발췌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14) 이택후(李澤厚)의 『미의 역정(美的歷程)』
15) 기운생동(氣韻生動)은 사혁(謝赫)의 『고화품록(古畫品錄)』에서 언급한 회화의 6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6가지 방법도 최고의 미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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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기질에 대한 표현이다. ‘품(韻)’은 음악과 비슷한 리듬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생동(生動)’은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송(北宋) 시대의 산수화는 자연 산천을 묘사하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화가의 생명력과 품격도 표현한다. 아래는 산수화의 표현에 대한 글이

다.

  “山朝看如此，暮看又如此，陰晴看又如此，所謂朝暮之變態不同也.”

『임천고치(林泉高致)』

위 글은 곽희(郭熙)16)가 산수화 희화 방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화가

는 산수화를 그릴 때 묘사 대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자연 산천은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가는 산천을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하여야만 

그것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송(北宋) 시대에서는 산천 등

의 자연 경관을 잘 관찰하기 위하여 많은 화가들이 산 속에서 은거했다. 

또한 그 시대의 산수화는 산수화가가 자연 경관을 실제로 그리지만 세부

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 즉 산수화는 개괄적이라는 특징

이 있다.

남송(南宋) 시대의 산수화는 자연 산수 경관의 세부특징을 집중하고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남송 시대에는 북송(北宋) 산수화에 나타난 

큰 산의 형태와 달리 산수화가는 산의 세부특징에 집중하여 창작한다. 

또한 남송 산수화의 다른 미학적 특징은 시(詩)적 표현이다. 원(元) 시대

에는 산수화의 ‘유백(留白)’17) 부분에 시(詩)를 창작하여 작성한다. 그

리하여 원 시대의 산수화는 자연을 묘사하는 희화뿐만 아니라 산수화가

의 기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부터 산수화에 나타난 

시(詩)적 분위기가 산수화 표현의 중요한 특징으로 발전되었다. 

16) 곽희(郭熙)는 북송(北宋) 시대의 대표적인 산수화가이면서 동시에 유명한 산수화 
이론가이다. 그의 산수화의 이론적 저서인 『임천고치(林泉高致)』는 중국 고대 
회화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또한 이 책은 산수화의 창작에 대한 저서
이다.

17) 산수화 화면의 빈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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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1 시대별 산수화와 그 특징

위·진

(魏·晉)

수·당

(隋·唐)
오대(五代) 북송(北宋) 남송(南宋) 원(元)

인물화 중심

으로 풍경은 

부가적으로 

사용됨

단독적인 회

화 방식으로 

발전됨

유행하기 시

작함

널리 성행하

고 수목산수

와 청산녹수 

2가지 종류

산의 세부 

특징을 표현

함

산수화 화면

의 빈 공간

에 시를 창

작함

 洛神賦圖

江干雪霽圖卷

匡廬圖

夏山高隱圖

臨溪獨坐圖

溪山行旅图

关山行旅图

千里江山圖

春山

万松金阙图

疏林远山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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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수화에 대한 분석

2.2.1 산수화에 대한 텍스트 분석

산수화의 특징을 밝히려면 산수화에 대한 이론적 책과 글을 자세히 분

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곽희(郭熙)의 『임천고치(林泉高致)』, 이성(李

成)의 『산수결(山水訣)』, 한둔(韓拙) 『산수순전집(山水純全集)』등을 참

고하여 분석하였다.

1) 산수화에 나타난 건축요소

山以水爲血脈，以草木爲毛髮，以煙云爲神彩. 故山得水而活，得草木而華，得煙

雲而秀媚. 水以山爲面，以亭榭爲眉目，以漁釣爲精知神. 故水得山而媚，得亭榭而

明快，得漁釣而曠落. 此山道水之佈置也.

『임천고치(林泉高致)』

위 글은 산수화에서 건축 요소의 배치, 형식, 크기, 건축 세부 상황 등

에 대한 설명이다. 산은 물을 자신의 핏줄로, 초목을 자신의 털로, 연기

구름을 자신의 신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산에 물이 있으면 그 안에 신선

이 살고, 초목이 있으면 번성하여 보이고, 연기구름이 있으면 더욱 아름

답게 된다. 물은 산을 제 얼굴처럼 생각하고, 정자를 자신의 눈썹과 눈

으로 삼고, 낚시를 정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물은 산을 얻고 얼굴은 더

욱 여성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자가 있으면 더욱 명쾌해 보이고, 낚

시꾼이 있으면 더 텅텅 비고 쓸쓸하다. 이는 산수화의 공간 구성 원칙이

다. 즉 위 글에 의해 산수화의 공간 구성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자연 

요소가 조합되어 완성되는 회화이다. 그리고 정자를 보면 알 수 있듯 산

수화에 나타난 건축이라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산수화 화면의 중

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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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庵不在常施，楼观仍须间作. 人物转换多般，野舍犹防相似.

『산수결(山水訣)』

  

위 글은 산수화의 건축 요소에 대한 글이다. 화가는 산수화를 그릴 때 

건축물 수를 적당히 그려야 한다. 특히 정자라는 포인트 건물을 빈번하

게 나타내면 안 된다.

野橋寂寞,遙通竹塢人家;古寺蕭條,掩映松林佛塔.

『임천고치(林泉高致)』

위 글은 건축 요소의 배치에 대한 설명이다. 건축 요소의 배치는 산, 

수와 관련이 있고, 화가가 산수화에 건축의 분위기를 중시한다. 사찰, 다

리, 불탑(佛塔) 등 요소는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산수

화 건축 요소는 일반적으로 산 숲에 배치된다.

雉堞相映，樓屋相望，須當映帶於, 山崦林木之間，不可一一出露.

『산수순전집(山水純全集)』

여기에서도 산수화 건축 요소는 산 숲에 배치되어야 한다. 멀리서 관

찰하면 산 속에 있으므로 건축물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산수화에 나타난 건축 유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궁전이라

는 대 규모 건축이다. 두 번째는 시골의 민가 건축이다. 세 번째는 사찰

인 불교 건축이다. 마지막은 정자, 다리, 플랫폼 등의 풍경 건축이다.   

2) 산수화의 창작 철학

注精以一之，不精則神不專.

『임천고치(林泉高致)』

산수화를 그릴 때,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서 곽희는 그림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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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야 하며, 다른 일에 방해받아서 안 된다고 한다. 주의력이 떨어지면 

산수화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다. 이는 곽희가 산수화의 창작 태도에 

대해 제시하는 말이다.

必神與俱成之，神不與俱成，則精不明.

『임천고치(林泉高致)』

회화의 수양과 태도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좋은 산

수화 작품을 그릴 수 있다.

必嚴重以肅之，不嚴則思不深.

『임천고치(林泉高致)』

곽희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결코 단번에 휘두른 것이 아니라, 중

대한 사명을 짊어진 것처럼 조금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엄숙하고 

무거운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凡落筆之日，必窗明几淨，焚香左右，精筆妙墨，盥手洗硯，如見大賓. 必神閒意

定，然後爲之，豈非不敢以輕心挑之者乎？

已營之，又撤之；已增之，又潤之；一之可矣，又再之；再之可矣，又復之. 每一

圖必重複終始，如戒嚴敵，然後畢.

必恪勤以周之，不恪則景不完.

『임천고치(林泉高致)』

위 글은 화가의 창작 태도, 작업 태도 등 철학적 수양이 예술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한다.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부지런하고 주

도면밀해야 한다. 이를 통틀어 말하자면 정신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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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산수화 작품 분석

1) 산수화의 삼원법(三远法)

山有三遠，自山下面仰山巔，謂之高遠. 自山前而窺山谷，謂之深遠. 自近山而望

遠山，謂之平遠. 高遠之色清明，深遠之色重晦，平遠之色有明有晦. 高遠之勢突

兀，深遠之意重疊，平遠之意衝融而縹縹緲緲. 其人物之在三遠也. 高遠者明瞭，深

遠者細碎，平遠者沖淡.

『임천고치(林泉高致)』

위 글은 고원(高遠), 심원(深遠), 평원(平遠)이라는 산수화에서 그리고자 

하는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시선의 3가지 각도인 투시법에 대한 설명이

다. 또한 삼원법(三远法)은 북송(北宋)의 산수화가인 곽희(郭熙)가 정립하

고 완성한 산수화의 회화 이론이다. 전통 산수화는 서양화의 과학적인 

투시 원근법과 달리 다원적 시점인‘삼원(三遠)’ 투시법을 중시한다.

곽희(郭熙)의 삼원법(三远法)에 따르면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앙시(仰

視)로 올려다보는 것을 고원(高遠), 산 앞에서 산 뒤를 굽어서 부감시(俯

瞰視)로 넘겨다보는 것을 심원(深遠), 마지막으로 평원(平遠)은 가까운 산

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수평시(水平視)로 하는 것이다.18) 산수화 작품 중

에 곽희(郭熙)의 『조춘도(早春圖)』는 삼원법을 잘 병용한 가장 대표적

인 산수화이다. 아래 표2-1-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춘도(早春圖)』의 화

면 중 고원, 심원, 평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산수화가인 곽희(郭熙)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원의 시각으로 본 경

우 산세가 높이 솟아 있어 산색이 청명하고, 심원은 층층이 중첩되어 무

겁고 어두우며, 평원으로 바라보면 나직하기 그지없어 밝게도 보이고 어

둡게도 보인다. 또한 고원 산수에서 인물은 크고 뚜렷하게, 심원에서는 

작고 세세하게, 평원에서는 크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려야 한다.19)

18) 삼원법(三远法)의 개념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3299&cid=46660
&categoryId=46660를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19) 이 부분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3299&cid=46660&categoryId=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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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은 중국 전통 산수화가가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고원(高遠), 심원(深遠), 평원(平遠)의 역할은 모두 사람의 시선을 멀리까

지 끌어 세상과 동떨어진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산수화의 분위기는 

‘원(遠)’이라는 측면에 그친다면 산수화의 공간을 잘 표현할 수 없다. 

삼원법(三远法)으로 산수화 공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으며, 전통 산수

화에서 평원(平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원(高遠) 마지막이 심원(深

遠)이다. 

표2-2-1 산수화의 고원, 평원, 심원 분석도 

분석도 산수화 작품

고원

『조춘도(早春圖)』의 고원

평원

『조춘도(早春圖)』의 평원

심원

『조춘도(早春圖)』의 심원 

60를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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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수화의 공간 체험

“世之篤論，謂山水有可行者，有可望者，有可遊者，有可居者. 畫凡至此，皆入妙

品.但可行可望不如可居可遊之為得，何者？觀今山川，地占數百裏，可遊可居之處

十無三四，而必取可居可遊之品. 君子之所以渴慕林泉者，正謂此佳處故也,故畫者

當以此意造，而鑒者又當以此意窮之，此之謂不失其本意.”

『임천고치(林泉高致)』

위 글은 곽희(郭熙)가 주장한 산수화의 공간 체험에 대한 진술이다. 당

대 사람들은 산수를 논하며 가볼 만한 곳, 구경할 만한 곳, 노닐 만한 

곳, 머물며 살 만한 곳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산수화에서 “다만 가볼 만하고 구경할 만한 곳을 그리는 것이 

노닐 만하고 머물며 살 만한 곳을 그려 얻음보다 못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노닐고 머물며 사는 산수를 더 우위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체험은 실제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한 바에 따라 이끌어낸 결론이다. 그 

이유는 지금의 산천을 보면 몇 백리에 걸쳐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노

닐고 살 만한 곳은 열에 서넛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20)

그리하여 좋은 산수화 작품은 행(行), 망(望), 유(遊), 거(居)라는 공간 

체험이 있어야 한다. 즉 산수화 공간에서 거닐 수 있고, 경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유람할 수 있고 또한 머물며 살 수 있어야 한다.

산수화를 감상할 때, 관광객이 자신의 등비를 그림에 담아야 산수화의 

공간 분위기와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흥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2-2-1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행(行)은 산수화 화면에서 항상 

기본적인 등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망(望)은 산수화의 여러 곳에서 멀리 있는 경치를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관광객의 등산길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遊)는 산수화 공간에서 재미있게 노닐며 유람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거(居)는 산수화 화면에 있는 정자, 사찰 등의 소규모 건축물에

서 머물며 휴식과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 체험이다. 그 건축물은 항상 

주변에 나무, 돌 등의 자연 식물로 둘러싸여 있다.

20) 곽희(郭熙)의 산수화 공간 체험에 대한 글의 해석은 http://blog.daum.net/windada11
/8770332를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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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行)                  망(望) 

 유(遊)                  거(居)

그림2-2-1 산수화 화면에 나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 공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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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수화의 특징

2.3.1 산수화의 구성 요소

산수화는 산수화 화가가 산, 수, 나무, 폭포, 돌 등 자연 요소들을 그림

에 넣고 조합하여 자연경관 묘사를 통해 마음이 담긴 정신적인 정원을 

만든다. 즉, 산수화는 중국 고대 화가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토

로하는 그림에서 비롯되었다.

그림2-3-1 송(宋)대 산수화적 요소 분석

위 산수화를 살펴보면 소규모 건물, 나무, 산, 수, 다리 등 자연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전통 정원도 자연 요소들이 조합된 인

공적인 자연 경관을 보여준다. 정원은 산수화처럼 천인합일(天人合一)21)

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특별한 건축이며, 나무와 돌은 산수화의 기본 

요소로서 중국 전통 정원의 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22) 또한 전통 

21) 천인합일(天人合一)은 전국시대 맹자(孟子)가 제시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철학적 관점이다. 중국 전통 서예가와 산수화가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영
향을 받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교류, 자연의 법칙 등을 중시한다. 

22) Wang, S. (2016). To Build a House, Hunan Art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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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들은 산수화의 정원 조성에 따라 원림을 디자인하였다는 것을 고

전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근대 건축가 동준(童寯)의 『강남원

림지(江南園林誌)』23)에 의하면 중국 전통 원림은 원래 산수화 예술에 

속한다. 즉 전통 정원은 산수화에 나타난 정원 조성을 그대로 재현한 것

이다. 정원 조성은 회화와 같은 자연 요소의 배치, 소밀대비(疏密對比), 

고저참차(高低參次), 곡절변화(曲折變化)라는 원리를 지켜야 한다. 다만 

산수화는 2차원 조형 공간이지만 원림은 입체적이며 자연 경관을 3차원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3.2 산수화에 나타난 공간 분위기

중국 전통 산수화의 공간서술방식은 화면배치에서 종종 하나의 시점 

제한을 벗어나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 묘사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렇게 드러난 예술적 이미지는 화가의 시점을 통해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될 수 있으며, 감상자는 그에 따라 시간 리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24) 산수화의 공간 조성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의

향적인 공간 표현과 동적인 공간 표현이다. 의향적인 공간은 공간의 허

실 대비, 가상화, 중첩 강조 및 대립과 통일의 변증적 관계를 나타낸다. 

산수화의 동적인 표현은 시점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한정된 공간 범주에

서 무한한 경치를 깊게 표현한다.

산수화의 공간 조성은 일견의 상대적인 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이다.25) 이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을 자연에 

녹이고 화면에 녹여 내어, 일련의 동적 관찰을 통해 보는 곳을 하나씩 

기록한 다음에 다시 2차원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 리드미컬한 화면은 단

23)『강남원림지(江南園林誌)』는 건축가 동준(童寯)이 1937년에 서술한 전문 저서이
다. 쑤저우(苏州), 항저우(杭州),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등 강남 지역에서의 전
통 정원을 주로 원림의 특징과 정원 조성 원칙에 대해 논술하였다.

24) 이 개념은 필자가 중국 산수화의 공간조성기법을 https://baike.baidu.com/item/中
国山水画/4814752에서 발췌한 것이다. 

25) Wang, S. (2016). To Build a House, Hunan Art Publishing,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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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2차원적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의 경관 요소가 움직임

을 지니며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2.3.3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

산수화는 행(行), 망(望), 유(遊), 거(居)라는 공간 체험이 있다. 만약 관

광객이 산수화의 사이즈와 등비하고 산수화 속에서 감상하면 산수화 공

간에 나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

다. 이러한 산수화 공간 체험은 건축에도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산수화 

특징을 가진 건축물은 다양한 관광 동선이 있고 건축물의 창과 문을 통

해 멀리 있는 도시 경관을 볼 수 있다. 또한 산수화 특징을 가진 건축은 

일반적으로 자연 산과 물(水) 경관에 가까이 배치되어 즐겁게 유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그리고 건축물 안에서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거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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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

첫째, 산수화는 위·진(魏·晋)나라 시대에 시작되었고 그림의 배경을 

위주로 나타났으며 수·당(隋·唐)나라 시대에 단독적인 회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그 이후 특히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시대에 산수화는 널리 

유행하고 인기가 많아졌다. 북송(北宋) 때 산수화 화면의 색채를 살펴보

면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흑백 색상으로 표현하는 수묵산수(水

墨山水)이고, 다른 하나는 청색이나 녹색으로 표현하는 청산녹수(青山綠

水)이다. 그리고 송(宋)나라 이후 원(元)나라에서는 산수화가가 산수화의 

빈 공간에 시(诗)를 함께 창작하였다.

2) 산수화에 대한 분석

둘째, 송(宋)나라에서 곽희는 가장 대표적인 산수화가이자 산수화이론

가이다. 그가 집필한 저서인 『임천고치(林泉高致)』와 이와 관련된 구체

적인 산수화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산수화의 특징을 이끌어낸다.

3) 산수화의 특징

셋째, 산수화의 특징은 크게 산수화의 구성 요소, 산수화에 나타난 공

간 분위기 그리고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산수화는 행(行), 망(望), 유(遊), 거(居)라는 공간 

체험이 있다. 만약 산수화의 사이즈와 등비한 자신을 산수화 속에 투영

한 후 그 속에서 산수화를 감상하면 산수화의 공간에서 거닐 수 있고, 

경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유람할 수 있고 또한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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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

3.1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26)

산수화가는 산수화에 나타난 다양한 자연 요소들을 묘사함으로써 마음

속 정신 정원을 만들었다. 왕슈는 고대 산수화가처럼 산수화의 구성 요

소를 활용하여 산수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왕슈

는 산수화적 구성 요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원은 전통 예술가들이 만드는 것으로 정원을 짓는 것은 자신만

의 작은 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한다.27) 이에 왕슈는 일반적인 건축

가처럼 설계하지 않고 전통 예술가로서 건물을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을 

설계한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산수화에 대한 그의 연구와 독특한 이해

에서 유래한다.

그림3-1-1 『용슬재도(容膝齋圖)』 조각

26)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라는 분석 내용은 필자가 본인의 학회논문인 

『왕슈(王澍) 건축에 나타난 중국 전통 서예와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 중 

‘산수화에 나타난 정원 조성의 특징’내용을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27) Wang shu(2007). Building Garden and Creating man, Architect, 126(04),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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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산수화 에찬(倪瓚)의 『용슬재도(容膝齋圖)』가 보여주듯 원대(遠代) 

산수화는 상부에 멀리 산이 있고, 중간에는 물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으

며, 하부에는 몇 그루의 나무와 4개의 기둥으로 된 소박한 집으로 구성

된다. 왕슈는 이 산수화에서 독특한 회화 철학에 주목한다. 그림의 건물

은 아주 작고 단순하지만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아름다운 분

위기를 조성한다. 중국 전통 예술가의 공간 조성 개념에서는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원이다.2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왕슈도 자신의 건

축을 정원처럼 조성하고자 한다.

  

   

그림3-1-2 텡토우관의 구성 요소 분석도

왕슈는 산수화에 나타난 정원 요소들을 자신의 건축에 적절히 활용하

였다. 예를 들어 산수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소는 나무, 산, 물, 돌, 

다리 등이 있는데, 텡토우관에는 돌과 나무 그리고 다리라는 요소가 활

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태호석이라는 돌이 건축물 내부의 창문과 문으

로 활용되었고, 나무는 정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다리는 다양

한 형태의 창문과 문 그리고 나무 중심으로 구성된 정원이라는 경관을 

연결하고 산책할 수 있게 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중심적 요소이다. 

28) Wang shu(2007). Building Garden and Creating man, Architect, 126(04),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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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view of Building NO. 4            b) the view of Building NO. 19

그림3-1-3 썅산캠퍼스의 구성 요소 분석도

그의 또 다른 건축인 썅산 제2 캠퍼스는 썅산이라는 산을 거스르지 않

고 건설되었다. 여기에서 자연 요소인 썅산은 왕슈의 건축물에 융합된

다. 왕슈의 썅산 제2 캠퍼스 건축 단지는 산수화의 요소로 해석하자면 

상부는 썅산이 멀리 있는 자연 경관이고, 중간은 긴 다리가 산으로 뻗어 

있는 배경을 이루고, 하부는 바로 건축물이다(그림3-1-3 a). 또한 각 건

축물 자체도 산수화처럼 설계되었다. 왕슈는 산수화에서 멀리 있는 산의 

형태를 건물의 지붕 형태로 활용하였고 산으로 연결되는 길을 건물 외관

에 걸려 있는 계단으로 디자인하였다. 건물 앞에는 파빌리온(pavilion), 

플랫폼(platform), 나무, 연못 등이 중국 전통 산수화에서 보이는 요소처

럼 배치되었다(그림3-1-3 b).

그림3-1-4 닝보미술박물관의 구성 요소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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썅산 제2 캠퍼스뿐만 아니라 왕슈의 다른 건축물에서도 산수화의 구성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닝보미술박물관은 왕슈가 20세기 70년대에 폐기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 것이다. 왕슈는 산수화 구성 요소를 활용하

여 이 건축물을 디자인하였다. 먼저 그는 건물 옆에 자연 물(水) 요소를 

사용하고, 물 경관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다리를 설계하였다. 그 

다리는 산수화의 등산길처럼 건물의 전체를 가로지르고 반대쪽으로 다시 

나온다. 여기서 이 건물 요소는 산수화의 산 형태처럼 나타났다. 산수화

의 산 요소는 산수화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산 안의 등산길은 볼 

수 없다. 이 건물을 넘어가면 다른 경치를 볼 수 있다. 건물 앞의 나무, 

소규모 건축물, 다리, 플랫폼이라는 산수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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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29)

 왕슈는 한 폭의 산수화나 그림의 한 부분을 해석하고 건물을 그에 따

라 설계하였다. 다시 말해 왕슈는 산수화에서 드러나는 2차원 공간 조성 

요소와 분위기를 3차원으로 변환하였다. 아래 사례들은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에 따라 설계된 왕슈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3.2.1 『계안도(谿岸圖)』와 기와 정원

 

 a)『계안도(谿岸圖)』                      b) 기와 정원

그림3-2-1 『계안도(谿岸圖)』와 기와 정원

사례1은 산수화 『계안도(谿岸圖)』의 일부와 기와 정원이다. 기와 정

원을 설계할 때 계안도의 분위기를 떠올렸다.30) 계안도의 부분을 보면 

나무와 물이 융합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왕슈는 이 분위기를 살

려 기와 정원을 설계하였다. 기와들이 깔린 넓은 바닥은 거울 같이 비치

는 물처럼 건물, 나무, 하늘 등 경관을 비추고 있다. 기와 정원에 있는 

마당의 다리를 산책하면 전통 산수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9) ‘건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의 사례 분석은 필자가 본인의 학
회논문인 『왕슈(王澍) 건축에 나타난 중국 전통 서예와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로 참고하였다.

30) Wang shu(2008b). Create Trivia. Architectural Journal, 07,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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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오설산도(五泄山圖)』와 텡토우관

 

a)『오설산도(五泄山圖)』                   b) 텡토우관

그림3-2-2『오설산도(五泄山圖)』와 텡토우관

사례2는 산수화 『오설산도(五泄山圖)』와 텡토우관이다. 왕슈에 의하

면 『오설산도』는 텡토우관의 모든 건축적 요소들을 제공한다.31) 그리

고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입방체 부분은 왕슈가 직접 그린 것

으로, 여기에서 텡토우관 공간 구성의 영감을 얻었다. 이 그림에서 나무

로 된 동굴은 공간 차원을 드러내고 내부 공간 변화를 구현한다. 이런 

공간 분위기에 따라 왕슈는 텡토우관의 단면을 9가지로 다양하게 설계하

였고, 관광객의 산책 동선에 따라 다양한 내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31) Wang shu(2010b). Sectional View: Ningbo Tengtou Pavilion, Time + Architecture, 
03, 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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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계산행여도(谿山行旅圖)』와 닝보역사박물관

 

 a)『계산행여도(谿山行旅圖)』    b) 닝보역사박물관

그림3-2-3 『계산행여도(谿山行旅圖)』와 닝보역사박물관

사례3은 산수화 『계산행여도(谿山行旅圖)』와 닝보역사박물관이다. 태

호방이 태호석이라는 작은 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닝보역사박물관

의 설계 영감은 큰 산의 형태를 가진 계산행여도에서 유래한다.32) 계산

행여도에 나타나는 경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멀

리 있는 산과 나무, 다른 하나는 가까이 있는 경관인 나무와 물 그리고 

돌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른 산수화에서 가까운 경관이 강조되는 것

과 달리 멀리 있는 산, 나무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공간 분위기가 닝보역사박물관 외관에서 충분히 구현된다. 닝보역

사박물관을 멀리서 관찰하면 외관의 전체적인 무늬가 또렷하고 형태가 

산처럼 장관인 반면에, 가까이서 보면 외관에 사용한 재료는 알 수 있지

만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왕슈는 박물관 

32) Wang shu(2009). The Narrative and Geometry of Natural Appearance - Notes on the 
Design of Ningbo History Museum, Time + Architecture, 05, 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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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을 끊임없이 기복하는 산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도시 형태의 단면 

구조에 드러나는 높낮이가 어긋난 경관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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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와 부춘산관 건축단지 

 

a)『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               b) 부춘산관 건축단지

그림3-2-4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와 부춘산관 건축단지

사례4는 산수화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와 부춘산관 건축단지이다. 

부춘산거도는 왕슈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익숙한 산수화이며 부춘산관 

건축단지의 설계는 부춘산거도에서 영감을 얻었다.33) 부춘산거도는 화가 

황공망(黄公望)이 살았던 곳과 여행했던 부춘강 및 주변 산의 경치를 모

사한 것으로, 화가는 이 산수화에 자연과 시(詩)적 장소를 반영하려고 했

다. 왕슈는 이 산수화에서 나타나는 산, 물, 돌 등 자연 요소의 구성과 

공간 창조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건축적 언어로 번역하였다. 예를 들어 

산수화에 드러나는 산의 형태는 건물의 전체적 형태로 활용되었고, 등산 

경로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산책할 수 있는 다리로 활용되었

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은 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건물 내부 

정원의 경관에 나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건물 지붕에서 멀리 내다보면 

부춘산거도에 드러나는 여러 자연 요소가 조성된 공간을 떠올릴 수 있으

며, 지붕 위에 있는 다리를 따라 걸으면 산수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

다.

33) 집의 디자인 – 조원기 “부춘산관”, 왕슈의 인터뷰 https://v.qq.com/x/page/g08067
qcpy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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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방황학산초산수도(仿黃鶴山樵山水圖)』와 수안

산거 교수회관

 

a)『방황학산초산수도(仿黃鶴山樵山水圖)』 b) 수안산거 교수회관

그림3-2-5『방황학산초산수도(仿黃鶴山樵山水圖)』와 수안산거 교수회관

사례5는 『방황학산초산수도(仿黃鶴山樵山水圖)』와 수안산거 교수회

관이다. 산수화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시점이 있다. 왕슈는 건축 

설계과정에서 이러한 시점에 따른 설계를 시도하였다. 썅산 제2 캠퍼스

의 교수회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왕슈는 설계 초기에 많은 산

수화를 해석했는데 명대(明代) 산수화인 사시신(謝時臣)의 『방황학산초

산수도(仿黃鶴山樵山水圖)』에 가장 흥미가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각 

언어의 텍스트이다. 왕슈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산수화에는 세 가지 시점

이 있는데 하부는 산 밖에 서서 산을 관찰하는 것이고, 중간은 산 안쪽

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관찰하는 시점으로 풍부한 내부공간을 체험하는 

것이며, 상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의 경관을 돌아보는 시점이

다. 그런데 세 가지 시점에 따라 나타나는 세 가지 위치, 세 가지 시간

이 하나의 그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건축에서도 그것이 가능해질 것

이다. 교수회관에서 이런 관법이 적용되었다. 교수회관은 동쪽의 입구에

서 서쪽까지 크게 세 가지 유람 동선이 있다. 첫 번째는 건물 앞에서 강

을 따라 건물 전체를 건널 수 있는 동선이고, 두 번째는 산수화의 산골

짜기와 언덕 등의 형태와 같이 건물 볼륨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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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동선이며, 마지막은 끊임없이 기복하는 산의 

형태에 따라 설계된 건물 지붕에서 산책할 수 있는 동선이다. 관광객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로를 걸어 건물의 끝에 이른 후 문밖으로 나와 

건물을 뒤돌아보면 산속을 걷는 것처럼 산수화의 분위기를 몸소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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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와 썅산 캠퍼스 19동 

건축물

a)『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

b) 썅산 캠퍼스 19동 건축물

그림3-2-6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와 썅산 캠퍼스 19동 건축물

사례6은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와 썅산 캠퍼스 19동 건축물이다.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는 긴 두루마리 형식을 차용하여 화면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강과 첩첩이 우뚝 선 산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묘사된다. 

위 그림3-2-6의 산수화 a에서 산의 첩첩이 기복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슈는 본인의 건축 이론 해석에 대한 강연에서 거의 매번 중국 

전통 산수화의 해석부터 시작하였다. 그 산수화 중 『천리강산도(千里江

山圖)』는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이며 또한 이 작품은 왕슈의 건축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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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설계 영감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 산수화를 보면 썅산 제2 캠퍼

스의 건축 설계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

다. 특히 19동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에 있는 계단의 건축적 형태는 산의 

리듬과 같이 끊임없이 기복하고 또한 이 건물과 건물 뒤의 자연 산 그리

고 하늘이 함께 조합되어 나타난 화면에서 산수화인『천리강산도(千里江

山圖)』와 같은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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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본 장에서는 왕슈의 건축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건축에 나타난 산

수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논의할 수 

있으며, 첫 번째는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이고 두 번째는 건

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이다.

1)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

왕슈에 의하면 중국 전통 예술가의 공간 조성 개념에서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원이다. 왕슈도 자신의 건축을 정원처럼 조성하고자 한

다. 또한 왕슈는 산수화에 나타난 정원 요소들을 자신의 건축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예컨대 산수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소는 나무, 산, 물, 돌, 다리 

등이 있는데, 텡토우관에는 돌과 나무 그리고 다라라는 요소를 활용하였

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 사례인 썅산 제2 캠퍼스의 여러 부분에서

는 자연 요소인 썅산(山), 나무, 연못과 다른 건축적 요소인 다리, 소규모 

건물 등을 산수화적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닝보미술관의 사이

트 배치는 산수화의 원칙에 따라 다리, 나무, 물(水) 경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 등이 산수화적 요소로 구성되었다.

2) 건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

왕슈는 한 폭의 산수화나 산수화의 어느 부분을 해석하고 건물을 그에 

따라 설계하였다. 본 장에서는 산수화 작품과 이 작품에 따라 설계된 왕

슈의 건축물인 여섯 그룹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산수화 『계안도(谿岸圖)』의 일부분에 따라 왕슈는 기와 정원을 

설계하였다. 기와들이 깔린 넓은 바닥과 바닥 위에 있는 다리 그리고 자

연의 나무와 조합하여 구성되는 공간에서 산수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

다.

둘째, 왕슈는 산수화 『오설산도(五泄山圖)』에서 직접 빨간색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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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입방체 부분에 따라 텡토우관을 설계하였다. 이 그림은 나무로 된 

동굴 안에서 풍부한 공간 변화를 암시한다. 이러한 공간 분위기를 살려 

텡토우관 내부에 활용하여, 세로 방향의 9개의 벽에 다양한 모양의 문구

멍을 내고 구불구불한 램프와 같이 산속에서 산책하는 체험을 하도록 설

계하였다.

셋째, 산수화 『계산행여도(谿山行旅圖)』에 나타난 대산(大山)의 형태

가 닝보역사박물관의 외벽에서 충분히 구현한다. 가까운 경관이 강조되

는 다른 산수화와는 달리 멀리 있는 산, 나무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분위기가 닝보역사박물관 외관에서 충분

히 구현된다. 닝보역사박물관을 멀리서 관찰하면 외관의 전체적인 무늬

가 또렷하고 형태가 산처럼 장관인 반면에, 가까이서 보면 외관에 사용

한 재료는 알 수 있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넷째,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는 왕슈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익숙

한 산수화로서 부춘산관 건축단지의 설계 영감에 영향을 미친다. 왕슈는 

이 산수화에 나타나는 산, 물, 돌 등의 자연 요소 구성과 공간 창조 방

식을 활용하여 이를 건축적 언어로 번역하였다. 산수화에 드러나는 산의 

형태는 건물의 전체적 형태로 활용되었고, 등산 경로는 건물 내부와 외

부를 연결하고 산책할 수 있는 다리로 활용되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은 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건물 내부 정원의 경관에 나무가 사

용되었다.

다섯째, 『방황학산초산수도(仿黃鶴山樵山水圖)』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으며, 왕슈가 이러한 세 가지 시점에 따라 수안산거 교수회관을 설계

하였다. 그래서 교수회관은 동쪽의 입구에서 서쪽까지 크게 세 가지 유

람 동선이 있다. 관광객이 이 세 가지 경로를 걸어 건물의 끝에 이른 후 

문밖으로 나와 건물을 뒤돌아보면 산속을 걷는 것처럼 산수화의 분위기

를 몸소 경험할 수 있다.

여섯째, 왕슈는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에 나타난 첩첩이 기복하는 

산의 형태를 활용하여 썅산 제2 컴퍼스의 여러 건물을 디자인하였다. 예

를 들어 9동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에 있는 계단이 산의 형태와 같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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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기복하고 건물 뒤의 자연의 산과 하늘이 『천리강산도(千里江山

圖)』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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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

4.1 닝보역사박물관

닝보역사박물관은 왕슈가 직접 설계한 건축 작품이고 닝보시(寧波市) 

은주구(鄞州區) 수남중로(首南中路)에 위치하고 있다. 닝보시는 긴 역사

를 가지고 있는데, 닝보역사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닝보시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교차하는 곳이다. 왕슈는 닝보역사박물관을 도시의 전통을 

되찾기 위해 설계하였다고 설명하였다.34) 이 건축물은 전통적 건축 재료

와 독특한 외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통 문화를 건축 설계에 응용한 점

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왕슈는 전통 문화인 산수화를 즐겨 연구하였

고 특히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을 여러 건축 작품에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산수화에 나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라는 네 가지 공

간 체험을 닝보역사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4-1-1 닝보역사박물관의 건축 개요를 보면 닝보역사박물관은 총 건

축 면적이 3만 여 평방미터이고 건물의 전체가 3층이지만 내부 부분은 5

층이다. 또한 건물의 길이는 144미터이고 폭이 65미터, 높이가 24미터이

다.

표4-1-1 닝보역사박물관의 건축 개요

34) Wang shu & Lu wenyu(2009), Ningbo History Museum, Domus China, 32(05), p47.

닝보역사박물관 면적 층 수 길이 폭 높이

3만 여 m²
전체 3층

내부 부분 5층
144m 65m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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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행(行) : 거닐 수 있음

닝보역사박물관의 내부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광객들이 거닐 수 

있는 동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동선이 있어서 산

수화적 행(行) 공간 체험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닝보역사박물관에 나타

난 건축적 행(行) 공간 체험을 밝히기 위해 건물의 각 평면도를 찾아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림4-1-1 닝보역사박물관 1층 평면 동선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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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닝보역사박물관 1층 공간에 나타난 동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

경에서 관찰하면 닝보역사박물관은 큰 산의 형태와 같다. 이 건축물의 

일부는 수(水) 경관에 떠 있다. 그리고 수(水) 경관은 건물 하부 동굴에

서 흘러나온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동선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건물 옆 A 입구로 들어간다. 관광객이 동선 A로 따라가면 먼

저 로비 공간을 지나고 다음으로 2층 전시공간과 연결되는 계단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수 경관 위의 다리 B가 건물 하부의 동굴을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간다. B 동선으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 가지 동

선이 있다. 위 1층 평면 분석도와 같이 B1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공간으로 가며, B2는 1층 전시관을 구경하는 동선이 된다. 그리고 B3은 

실내의 큰 계단으로 위 공간으로 가는 동선이다. 산수화적 행(行) 공간 

체험과 같이 닝보역사박물관 1층 공간에서 관광객이 거닐 수 있는 동선

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관광객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볼 수 있

다.

그림4-1-2 닝보역사박물관 2층 평면 동선 분석도

다음으로 닝보역사박물관의 2층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2층 평

면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박물관의 주요 전시 공간이고, 노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위와 아래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보행공간이다. 본 

층의 유람 동선은 크게 5가지가 있다. C1은 전시 공간을 유람하는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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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2, C3, C4와 C5는 건물 내부의 정원 공간을 유람하는 동선이다. 

노란색 공간을 살펴보면 여기서 관광객이 위와 아래 동선 그리고 평행 

동선을 선택할 수 있다. 즉 2층에서도 다양한 동선을 통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공간 체험을 느낄 수 있다.

 

그림4-1-3 닝보역사박물관 3층 평면 동선 분석도

마지막으로 닝보역사박물관의 3층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3층 평

면도를 분석하면 빨간색 부분은 박물관 3층의 주요한 전시공간이며, 노

란색 부분이 아래 공간으로 가는 계단실 공간이다. 2층의 에스컬레이터

를 타고 3층에 도착해서 만나게 되는 D1은 세 개의 전시 공간들을 한 

번에 유람하는 동선이다. 각 전시 공간의 출구에 아래 2층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다. 또한 각 전시 공간을 연결하는 부분은 실외 

플랫폼이다. 전시 공간을 다 보고 나가면 앞에 아래로 가는 동선 D2가 

있다. 또한 3층에서는 다목적 홀에 가는 동선 D3이 있으며 식당으로 가

는 동선 D4가 있다. 산수화적 행(行) 공간 체험과 같이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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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망(望) :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음

표4-1-2 닝보역사박물관에 나타난 산수화적 망(望) 공간 체험에 대한 분석

모델 사진

위 : 왕슈 핸드 스케치도

아래 : 지붕 전망 - 5 방향

3

1

2

4

5

(사진 출처 : Wangshu, Ningbo Museum, Museum & Architect Special Feature, P140-145) 

산수화적 망(望)은 산에서 멀리 있는 경관을 바라보는 공간 체험을 의

미한다. 이러한 공간 체험은 왕슈의 닝보역사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닝보역사박물관은 일견 한 매스가 큰 산 형태로 나타나지만 전체적

으로 볼 때 이는 다섯 개 작은 매스가 한 압도적인 매스의 위에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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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치되어 있는 볼륨이다. 이 다섯 개 매스의 각 사이에서 닝보시의 

도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닝보역사박물관은 번영한 새 도시와 철거

한 마을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다섯 사이

로 번영한 도시 경관을 볼 수 있고, 비교적 덜 발전된 마을 경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인 차이는 사람들도 하여금 덜 발전된 도시의 발

전될 미래의 모습을 필연적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닝보역사박

물관은 닝보시의 산 경관처럼 사람들이 박물관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

볼 수 있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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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유(遊) : 유람할 수 있음

유(遊)는 산수화의 네 가지 공간 체험 중에 하나이다. 왕슈 건축에서 

유(遊)라는 산수화적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遊)는 

산수화 화면의 개울, 강, 폭포 등 물 경관의 옆에서 휴식하는 공간 체험

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왕슈의 닝보역사박물관에서 휴식할 수 있고 

유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설계하였다. 특히 닝보역사박물관의 내부와 

옥상에는 사람들이 유람할 수 있는 정원이 있다.

그림4-1-4 실외 정원 분석도

위 그림4-1-5를 살펴보면 건물에 정원이 6개가 있다. 먼저 1, 2, 3, 4번 

정원은 건축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의 갤러리 공간과 연결된다. 관

광객들이 갤러리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정원에서 유람할 수 있다. 정원

은 모두 대나무로 장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하나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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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 대나무를 심었다. 다른 하나는 가상의 대나무 그림자 정원이다. 

대나무 그림자 정원은 정원을 둘러싼 외벽에 대나무 그림을 시멘트 콘크

리트에 새기는 것이라서 사람에게 대나무 그림자와 같은 분위기를 준다.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 강남 지역의 대나무 분위기와 같고, 따라서 이 정

원에서 농후한 강남 민가의 분위기가 넘쳐흐르고 있다. 위 그림4-1-5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압도적 볼륨은 높이가 4미터, 경간이 약 30미터로 건

물 내부를 가로지른다. 이 볼륨의 가운데 부분이 박물관의 입구이다. 사

람들이 이 볼륨을 통해 건물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림4-1-5에서 보

여주듯이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볼륨은 건물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가 

뚫려 있는 정원이다. 이 정원은 위가 열려 있어서 빛이 정원을 가로질러 

바닥으로 투사 될 수 있다. 건물 밑 초록색으로 표시한 볼륨인 공간은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지만, 투과한 빛이 중심에 있는 정원을 통해 위압

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a : 외부에서 본 중앙 정원                  b : 내부에서 본 중앙 정원

그림4-1-5 중앙 정원35)

그림4-1-5와 같이 건물 가운데인 중앙 정원에서 하늘을 볼 수 있다. 

정원은 반투명 유리 재료를 사용한다. 외부에서 건물의 내부 공간을 바

라볼 수 없으며 건물의 내부에서 정원 경치도 볼 수 없다. 옥상에 올라

가서 위에서 보면 이 정원은 건물의 중심 부분으로 아래 공간으로부터 

시선을 교류할 수 있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외부 경치를 볼 수 없지만 

35) 사진 출처 : https://www.zhihu.com/question/20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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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있어 조명 효과가 있다.

그림4-1-6 옥상 정원 분석도

왕슈는 닝보역사박물관에 옥상 정원을 디자인하였다. 사람들이 3층 갤

러리 공간에서 나오면 바로 옥상 정원이다. 사람들이 여기서 유람할 수 

있고 다양한 도시 경관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아래 2층 공

간으로 갈 수 있는 큰 계단이 있다. 큰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옆의 다양

한 건축 외관 경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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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거(居) : 머물 수 있음

그림4-1-7 닝보역사박물관 내부 거(居) 공간 분석

박물관 내부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로비, 보행 공간, 옥상 정원 등의 공간에 휴식을 제공하는 벤치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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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텡토우관

텡토우관은 중국 강남 지역의 철거한 마을인 '텡토우(滕頭) 마을'을 원

형으로 왕슈가 디자인한 건물이며 2010년에 완공되었다. 이는 상하이 세

계박람회 E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2015년에 이 건물은 철거되었다.

텡토우관의 외관은 전통 강남(江南) 민가 형식을 차용하여 흑백 색상

으로 구성되었다. 텡토우관의 외벽은 강남(江南) 지역에 철거된 마을에서 

수집한 50만여 개의 폐기한 기와 조각으로 쌓은 것이다. 이 기와 조각들

은 원보벽돌(元寶磚), 용골벽골(龍骨磚), 용마루벽돌(屋脊磚) 등의 종류를 

포함하며 그것들 중에는 100년이 넘은 기와도 많다. 텡토우관은 두꺼운 

시멘트벽을 적용하였으며 시멘트벽의 줄무늬는 대나무 처럼 디자인 하였

다. 텡토우관에서 사람들이 텡토우(滕頭) 마을의 생태 환경과 향토(鄉土)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텡토우관의 건축적 공간은 크게 1층, 2층, 옥상 세 가지 부분이 있다. 

1층은 휴게실, 작은 무대, 설비실, 화장실 등 작은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고 2층은 주요 전시관이 있으며, 옥상은 10미터 높이의 나무로 구성

되었다. 왕슈에 의해 1층부터 2층까지 램프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이러한 설계 아이디어는 산수화적 장면과 공간 체험에서 얻었으며 

관광객들이 이 건축물에서 산수화처럼 거닐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며, 

유람할 수 있고 또한 머물 수 있다.36)

표4-2-1 텡토우관의 건축 개요

36) Wangshu(2012), Expo 2010 Ningbo Tengtou Pavilion, Shanghai, China, 2010, World 
Architecture, 2012(05), 108-113

텡토우관 면적 층 수 길이 폭 높이 설명

1500m² 2층 53m 20m 13m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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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행(行) : 거닐 수 있음

텡토우관은 산수화『오설산도(五泄山圖)』의 어느 부분적 화면에 따라  

왕슈가 설계한 건축물이다.37) 이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을 자세하게 살

펴보면 관광객들이 거닐 수 있는 동선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동선이 구성되어 있어서 산수화적 행(行)이라는 공간 체험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에 나타난 산수화적 행 공간 체험을 밝히기 위

해 건축의 평면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4-2-1 텡토우관의 출입구 배치도38)

먼저 텡토우관의 외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4-2-1 텡토우관의 출입

구 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을 통행하는 

출입구는 4가지가 있다. 텡토우관은 직육면체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직

육면체의 인접한 면에 각각 두 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었다. 위 그림4-2-1

를 보면 건축물의 왼쪽 입면에 동선 A1과 A2와 통하는 출입구가 있고 

앞쪽 입면에 동선 A3과 A4와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그림의 오른쪽 사

37) 본 논문의 3장 p.36 에 언급하였다.
38) 왼쪽 분석도 직접 그림. 오른쪽 사진 출처 : http://collection.sina.com.cn/qtcp/20120

229/12215778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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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보면 건축물의 입구가 자연 돌인 태호석의 형태를 활용하여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 외부에 입구와 연결하는 램프가 있고 램프 

옆에 식물이나 물(水) 경관이 있다.

 

그림4-2-2 텡토우관 1층 평면 동선 분석도

다음으로 텡토우관의 1층 평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그림4-2-2에

서 볼 수 있듯이 동선 A2로 거닐면 먼저 로비 공간을 지나 2층 공간으

로 가는 우회하는 램프가 있다. A2는 2층 공간으로 직접 연결하는 동선

이다. A2 동선을 따라가면 2층에서 유람한 다음에 내려와서 오른쪽 A4 

출입구로 나간다. A1과 A3는 주로 1층 공간을 거니는 동선이다. 동선 

A3에서 보여주듯이 실외 램프를 따라가면 태호석 형태의 문을 지나서 

로비 공간에 도달한다. 여기서 2가지 동선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작은 무대 공간을 통하는 동선이다.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직진한 

후 오른쪽으로 가서 1층의 중앙 갤러리 공간으로 가는 동선이다. 다음으

로 직진으로만 가면 1층의 로비 공간으로 이어지며 이 위치에서는 밖으

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이 있고 건물 내부로 가는 동선도 있다. 건물 내부

로 가면 로비 뒤 작은 전시 공간을 만난다. 이 공간을 지나서 1층의 중

앙 갤러리 공간을 볼 수 있다. 갤러리 공간을 관람한 다음 또 다른 로비 

공간에서도 2가지 동선이 있으며,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2층 공간으로 올라가는 동선이다. 마찬가지로 동선 A1도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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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체험을 느낄 수 있다.

그림4-2-3 텡토우관 1-2층 동선 분석도

그림4-2-4 텡토우관 2층 평면 동선 분석도

텡토우관에서는 거닐 수 있는 동선을 많이 찾을 수 있다. 특히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동선은 이 박물관의 가장 주요한 체험 동선이다. 위 그

림4-2-3에서 보여주듯이 이 동선을 따라가면 먼저 꼬불꼬불한 램프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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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고, 2층 공간에서 갤러리 공간과 회의실 그리고 실외 ‘논밭 실험

지’ 정원을 관람한 다음에 또 같은 꼬불꼬불한 램프로 내려가면서 1층 

공간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림4-2-4 텡토우관 2층 평면도를 살펴보

면 아래 1층 위치인 T1부터 2층 T2까지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 램프를 

거닐 수 있다. 이러한 램프와 다양한 문과 창 모양의 외벽이 유람할 수 

있는 야외 정원으로 구성되었다. T2 위치에서부터 크게 2가지가 동선이 

있는데 하나는 실외 논밭 실험지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로 따라가면 

2층의 갤러리 공간과 그의 반대쪽 위치인 회의실을 돌아다닐 수 있다. 

갤러리7과 갤러리8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광객들은 이 2가지 갤러리 

공간을 다 함께 구경할 수 있다. 또한 각 갤러리에 실외 논밭 실험지로 

연결되는 문이 배치되어 있다. T3, T4, T5 위치에서 실외 논밭 실험지와 

실내 갤러리로 가는 두 가지 동선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T5 위치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선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꼬불꼬불하게 내려가는 

램프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T7 위치에서 엘리베이터

를 타고 내려가는 동선이다.

마지막으로 1층과 2층 평면 공간을 보면, 다양한 동선을 거닐 수 있음

으로 하여 풍부한 내부 공간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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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망(望) :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음

텡토우관의 단면 공간은 상당히 풍부하다. 텡토우관은 거닐 수 있는 

동선이 많아서 머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아래 

그림4-3-1에서 볼 수 있듯이 텡토우관의 문에서 건물 외부 경치를 바라

보면 상하이의 고층 건물 단지를 볼 수 있다.

그림4-2-5 텡토우관의 내부에서 본 경치39)

그림4-2-6 외부에서 본 텡토우관의 내부 공간

그림4-2-5는 텡토우관의 내부 공간에서 외부를 바라본 경치이고, 그림

4-2-6은 외부에서 본 텡토우관의 내부공간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선으

로 바라볼 때 공간 체험도 사뭇 다르다. 텡토우관은 산수화 화면의 어느 

부분을 따라서 왕슈가 설계한 건물이다. 그리하여 외부에서 관찰하면 텡

39) Wangshu(2012), Expo 2010 Ningbo Tengtou Pavilion, Shanghai, China, 2010, World 
Architecture, 2012(05), 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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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관은 산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건물의 외벽에서 문과 창문을 

통해 ‘산’형태와 같은 내부 공간을 볼 수 있으며 건물 내부의 꼬불꼬

불한 램프가 등산로와 같고, 건물 내부 공간이 어떻게 나타날지 상상력

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외부의 멀리 있는 활발한 도시 모

습을 보는 공간 체험은 사람이 산 속에서 원경을 바라보는 듯하다.

그림4-2-7 텡토우관의 9가지 단면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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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4-2-7에서 보여주듯이 텡토우관의 내부는 9개의 벽이 있어 

공간을 8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이 9개의 벽 중앙에 모두 크고 불규칙한 

모양의 문이 있다. 이것들은 태호석의 형태를 활용하여 왕슈가 다자인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 건물 안을 거닐면, 다양한 모양의 문을 통해 다양

한 각도의 도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벽 1번부터 9번까지 램프에 

따라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공간 체험은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

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밖으로 건물의 외부 도시 모습을 바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이 액자처럼 아름다운 내부 풍경이 구

성되어 건물 안에서도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 65 -

4.2.3 유(遊) : 유람할 수 있음

산수화적 유(遊)는 산수화 화면에서 즐겨 유람할 수 있는 공간 체험이

며, 일반적으로 이 화면에서 개울, 연못 등을 유람할 수 있고 놀 수 있

는 공간이 배치되었다. 또한 거닐 수 있는 행(遊) 공간 체험보다는 유

(遊)는 돌아다니며 감상하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즉 행(遊)은 기본적인 

보행공간이며 유(遊)는 즐기면서 유람하고 놀 수 있는 공간 체험이다.

그림4-2-8 건물 외부 공간 분석도40)

사람들은 텡토우관의 내부와 외부에서 산수화적 유(遊)라는 공간 체험

40) 사진 출처 : http://www.ikuku.cn/post/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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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텡토우관의 1층 평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림4-2-8에서 볼 수 있듯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물(水) 경관이

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잔디를 심었다.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무

대 공간은 물 경관과 가까이 있다. 게다가 건물의 외관에 불규칙한 모양

의 창문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건물 주변에서 유람할 수 있다. 즉 관광객

의 걸음에 따라 건물외벽과 물 경관 그리고 건물외벽과 잔디의 다양한 

풍경을 바라볼 수 있기에 여기는 사람들이 유람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다.

그림4-2-9 건물 내부 정원 공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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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10 정원 공간의 동선과 시선 액소노메트리 분석도

텡토우관은 지붕이 약 반 정도가 열려 있으며, 지붕 위에 약 10미터 

높이의 나무를 심었다. 건축 공간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정원이 있다. 

위 그림4-2-8을 보면 정원1은 올라가는 램프와 벽이 구성되어 있다. 정

원2는 논밭실험지의 주변에서 거닐 수 있는 동선이 있고, 지붕에 심은 

나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정원3는 정원1과 비슷한데 내려가는 램프

와 벽이 구성되어 있다. 이 3가지 정원에서 사람들은 유람할 수 있고 다

양한 경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공간 체험 또한 풍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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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거(居) : 머물 수 있음

산수화 화면에는 건축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居)라는 공간 체

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산수화의 건축 요소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그 곳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 볼 수 있으며 물

(水) 경관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또는 멀리 있는 경치를 바라볼 수 있

다. 왕슈는 거(居) 공간 체험을 건축에 활용하여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건물의 평면 배치에서 갤러리와 같은 전시 공간은 사

람들이 자주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관광객들이 갤러리에 전시품을 보

고 이 공간에 머문다. 또한 건물의 휴식 공간에서 휴식하면서 걸음을 멈

춘다. 갤러리나 휴식 공간은 건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머물 수 있는 공

간이다. 하지만 왕슈의 텡토우관에서는 갤러리와 휴식 공간을 제외하고

도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왕슈의 산수화적 철학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4-2-11 텡토우관 외부의 5개 지점

텡토우관의 4가지 입면은 모두 왕슈가 수집한 기와를 쌓은 것이며 무

늬가 사뭇 다르다. 이 4개의 입면 중에 하나는 창과 문이 없는 벽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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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개는 모두 다양한 모양의 창과 문을 가진다. 외입면의 문과 창

의 위치에 따라 다섯 위치에서 건물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4-2-10을 보

면 위치 1, 2, 4와 5는 문과 창을 통해 풍부한 내부 공간을 볼 수 있고 

위치 3 앞에서는 건물의 작은 무대가 있어서 공연을 볼 수 있다. 관광객

들을 위에서 언급한 5개의 위치에서 머물도록 하여 호기심과 내부 공간

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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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안산거 교수회관

수안산거 교수회관은 중국 미술대학교 썅산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왕슈가 설계한 건축물이다. 또한 

이 건축물은 왕슈가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후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다. 

수안산거 교수회관은 2014년에 완성되었으며 건물 뒤에 자연 산인 썅산

을 등지고 앞은 작은 개울을 접하고 있다. 앞으로부터 멀리서 보면 썅산 

제 2캠퍼스의 건축 단지를 볼 수 있다. 건축적 기능 측면에서 수안산거 

교수회관은 호텔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실, 식당, 회의실, 플랫폼 등 

다른 기능적 공간도 동시에 있다.

원경에서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지붕 형태는 끝없이 기복이 이어지는 

산맥과 같고 동시에 뒤편의 썅산과 함께 하나의 경관이 구성된다. 검정

색 기와지붕과 노란색 흙벽은 이 건물의 뚜렷한 특징이다. 수안산거 교

수회관은 중국 강남 지역의 민가와 산지의 마을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

다. 수안산거 교수회관은 왕슈가 현대 건축에서 전통적인 항토(夯土)41) 

건설 기술을 응용하고 시도한 연구이다. 건축 형태 측면에서 이는 전체

적으로 볼 때 한 건축적 볼륨이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 공간에 중국 전통 

마을의 배치방식과 같이 많은 작은 건축적 매스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건물에서 관람하면 전통 산수화의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다.

표4-3-1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건축 개요

41) 항토(夯土)는 일종의 전통적인 건설 기술이다. 이는 붉은 흙, 굵은 모래, 석회 덩
어리 등의 재료를 섞어 다지는 건설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항토(夯土)는 흙 재료 
중 비교적 튼튼한 것으로 전통 건축의 성벽, 궁실에서 많이 사용되던 재료이다.

수안산거 교수회관 면적 층 수 길이 폭 높이

7500 m² 3 층 130 m 30 m 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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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행(行) : 거닐 수 있음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수화가인 

항공망(黃公望)은 자신의 저서인『산수화론(山水畫論)』에서 가장 강조하

는 것은 산수화의 이름이라고 하였다.42) 즉 산수화는 좋은 이름이 있어

야 산수화에 나타난 공간 분위기와 공간 체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왕슈도 이 건물에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다. 먼저 수안산

거라는 이름 중 ‘수안’은 건축물이 두가포(杜家浦)라는 작은 개울에 

인접해 있어 물(水) 경관의 기슭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안’

은 좋은 자연 환경에 위치함을 암시한다. ‘산거’는 한자 뜻의 측면에

서 산속에 거주한다는 말이며, 여기에서 이 건축물을 체험함으로써 산에

서 거닐 수 있고, 유람할 수 있고, 경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머물 

수 있는 공간 체험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4-3-1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출입구 분석도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외관을 살펴보면 외부에서 이 건물 내부로 들어

가는 출입구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 먼저 그림4-3-1과 같이 작은 강물이 

42) Wangshu(2014), Inquiring the Hills from Beyond the Bank - An Aggregation of 
Diversified Architectural Typology, Architectural Journal, 01,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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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앞에 흐르고 강의 반대쪽에 썅산 제2 캠퍼스의 건

축 단지가 있다. 강 위에 수안산거 교수회관과 썅산 제2 캠퍼스 건축 단

지를 연결하는 다리인 A1과 A2가 있다. 위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A1 동

선을 따라가면 수안산거의 1층에 들어갈 수 있으며, A2 동선은 건물 외

부의 연못 경관과 연결된다. 건물의 뒤쪽에 한 경사길이 건물의 오른쪽 

공간과 2층의 뒤쪽 공간을 연결시킨다. 이 경사길을 따라가면 오르막길 

시작점의 A3 동선은 건물 1층의 차실로 가는 동선이다. 다음으로 건물의 

2층 공간에 직접 들어가는 동선인 B1, B2, B3, B4, B5가 있다. 그 중에 

B5는 건물의 주 공간인 즉, 호텔로 가는 동선이다. 다시 요약하면 이 건

물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거닐 수 있는 산수화적 공간 체

험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4-3-2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세로 방향 벽

전체적으로 볼 때 수안산거 교수회관은 한 건물의 볼륨으로 나타나지

만 지붕이 열려 건물의 내부를 볼 때에는 수많은 세로 방향의 벽이 공간

을 여러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복잡한 형태가 드러난다. 여기서 이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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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벽은 길이와 높이가 동일하지 않고 가장 긴 것은 약 30미터이다. 

이것들은 서로 평행하지 않고, 벽의 각도도 약간 차이가 있다. 위 그림

4-3-2와 같이 세로 방향의 벽은 약 19개가 있으며, 건축 내부 공간을 세

로 방향으로 나눈다. 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구멍을 문과 창 기능으로 

사용한다. 각 벽은 문의 수와 위치가 달라서 다양한 동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건물의 공간 내부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동선으

로 거닐 수 있다. 이러한 건축적 형태는 강남지역의 전통 민가 마을을 

연상케 한다. 왕슈에 의하면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내부 공간 구성 영감

은 상서원강(湘西沅江)의 동정계(洞庭溪)라는 마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

다.43) 원경에서 보면 동정계(洞庭溪) 마을은 다른 마을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마을 내부에 들어가서 체험하면 다른 골목 경치가 나타난다. 이 

마을은 수가 백 개가 넘은 집, 도로와 골목길 등 건축적 요소가 마을의 

내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조감의 시점으로 보면 기복한 기

와지붕이 마을 내부에 있는 모두 요소를 덮어 한가지 건축적 볼륨으로 

보인다. 즉 동정계(洞庭溪) 마을은 골목길이 많고 복잡해서 깊은 산의 속

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험은 송(宋)나라 산수화 화면에 나타

난 행(行) 공간 체험에 비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안산거 교수회관은 

직접 들어가서 거닐어야 진정한 재미있는 행(行) 공간 체험을 감상할 수 

있다.

43) Wangshu(2014), Inquiring the Hills from Beyond the Bank - An Aggregation of 
Diversified Architectural Typology, Architectural Journal, 01,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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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3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1층 동선 분석도와 내부 투시도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1층 평면도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동선이 많이 있다. 위 그림4-3-3과 같이 A3은 1층의 주요한 유람 동선이

며 이 동선을 따라가면 다른 동선도 찾을 수 있다. 건물의 오른쪽부터 

왼쪽까지의 기능적 공간은 각각 차실, 식당, 호텔이다. 수안산거 교수회

관은 동정계(洞庭溪) 마을의 구성 방식과 같이 한 건축적 볼륨이지만 내

부에 여러 매스가 조합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매스의 사이에 다양한 

동선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 그림4-3-3에서 보여주듯이 A3 동선에 표

시한 a, b, c, d 위치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위치 a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치 a에서 두 가지 동선이 있으며 하나는 

앞에 벽의 문으로 건물 내부에 가는 동선이며 또한 이 위치에서는 벽 뒤

의 공간을 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위치 a 옆의 벽을 따라가면 계단을 

만나고 직접 2층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이 있다. A3동선으로 여러 벽의 문

을 지나면 다음으로 큰 플랫폼인 위치 b이며, 2층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이 있다. 또한 위치 b에 대응하는 투시도를 보면, 2층과 3층에 

허공에 뜬 램프를 볼 수 있어서 건물 내부의 풍부한 동선 체험을 암시한

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치 c는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A1동선과 만

나는 위치이며 이 위치에서도 2층 공간으로 갈 수 있고 또는 A3 동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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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진하여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치 d에 대응하는 투시도를 보면 

2가지 동선을 선택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A3 동선 뿐만 아니라 1층의 

내부 공간에서도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동선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

그림4-3-4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2층 동선 분석도

위 그림4-3-4에서 보여주듯이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A4 동선은 2층의 

주요한 유람 동선이다. A4 동선을 따라가면 먼저 작은 한 정원을 지나고 

위치 a에 도착한다. 위치 a에는 두 가지가 동선이 있는데, 직진으로 가

면 위치 b에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과 옆의 벽으로 향하면 건

물 외부로 가는 동선이다. 다음으로 A4 동선에 따라 계속 나아가 벽의 

문구멍으로 지나면 위치 e의 큰 관람 플랫폼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3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배치되어 있다. 위치 f는 두 개의 세로 

방향의 벽이 구성된 ‘V’형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위치에서 1층

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거닐 수 있다. 위치 f부터 램프로 따라가면 위치 

g에 도착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삼각형 계단과 다음 2층 정원으로 가는 

동선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거닐 수 있다. 또한 위치 h에서도 삼각형 계

단으로 3층 공간과 다른 높이의 2층 호텔에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동선의 끝에 1층 공간과 연결하는 계단이 있다. 다시 요약하자면 A4 동

선은 매우 복잡하고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동선을 거닐고 다양한 내부 공간을 구경할 수 있다. 즉 이 건물은 세로 

방향의 벽이 공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또한 각 공간의 높이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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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동선 A4를 따라가면 반복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는 체험을 한다. 게다가 이 동선을 따라 거닐면서 계속해

서 가는 방향을 변화함으로써 이는 곧 산 속에서 거니는 듯 한 느낌을 

준다. 

그림4-3-5 수안산거 교수회관 2층의 내부 투시도

위 그림4-3-5는 2층의 위치 c, e, f, h, k, L에 대응하는 투시도이다. 

위 투시도를 살펴보면 내려가는 램프, 올라가는 계단과 같은 기본적 보

행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각 위치에서 원하는 동선에 따라 구

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내부 공간은 복잡하

고 다양하게 거닐 수 있는 동선이 많이 있어서 풍부한 내부 공간에 따라 

다양한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림4-3-6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옥상 동선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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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 내부 공간에서 거닐 수 있는 동선을 많이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그림4-3-6과 같이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옥상에서도 거닐 

수 있는 보행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 동선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외부 

자연 산인 썅산과 썅산 제2 캠퍼스의 11가지 건축물을 바라볼 수 있고 

내부 정원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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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망(望) :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음

수안산거 교수회관은 ‘배산임수(背山依水)’로 배치되어 건물의 뒤에 

썅산을 등지고 앞은 작은 두가포(杜家浦) 강을 인접한다. 왕슈는 건물의 

수(水) 경관에 인접한 쪽에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을 배치하였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A3 동선에 따라 형성된 긴 띠 모양의 플랫폼을 내부

의 세로 방향 벽으로 여러 개의 작은 관람 야외 데크로 나누었다. 특히 

건물의 중간에 높낮이가 어긋나는 연못이 앞의 두가포(杜家浦) 강과 연

결됨으로써 사람들에게 강의 물이 건축 내부로 흐르는 느낌을 주게끔 의

도한다.

 

 

그림4-3-7 수안산거 교수회관 1층에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의 위치도

위 그림4-3-7에서 볼 수 있듯이 A3 동선을 따라가면 11개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에서 강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썅산 제2 캠퍼스의 건축 단지도 시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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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8 수안산거 교수회관 2층에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의 위치도

그림4-3-9 수안산거 교수회관 3층에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의 위치도

위 그림4-3-8과 그림4-3-9를 살펴보면 수안산거 교수회관 2층과 3층에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건물 앞의 강 경

관을 볼 수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썅산 제2 캠퍼스 건축단지도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더 멀리의 도시 모습도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체험

이 산 속에 경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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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10 옥상에서 바라본 경치44)

또한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옥상에는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동선이 있

으며 이 동선을 따라가면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동선은 계단과 플

랫폼이 구성되어 지붕의 기복한 형태에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

라간다. 그래서 동선의 리듬에 따라 다양한 각도의 썅산, 썅산 캠퍼스 

그리고 원경의 도시 모습을 전망할 수 있다. 옥상의 플랫폼에서 머물며 

주변의 경치를 볼 수 있다. 또한 건물 내부 마당에서도 위의 옥상 유람 

동선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체험은 산수화 화면에 나타난 산꼭대기

에서 한눈에 경치를 전망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위 그림

4-3-10에서 옥상에서 바라본 경치를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4) 사진 출처 : http://www.ikuku.cn/project/zhongguomeiyuan-shuianshanju-wang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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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유(遊) : 유람할 수 있음

네 가지 시선이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내부 공간 구성을 결정한다.45) 

왕슈는 이 건물에서 크게 두 가지 시선과 두 가지 동선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 시선은 강을 사이에 두고 원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 시

선은 건물 내부의 머물 수 있는 장소에 밖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동선는 남쪽과 북쪽을 한가로이 횡단하며 유람할 수 있는 동선

이고, 두 번째 동선은 동쪽부터 서쪽으로 따라 거니는 동선이다. 이 4가

지 종류의 시선과 동선이 서로 교차 조직되어 건물 내부에서 더 많은 유

람 동선을 만들어냈다.

그림4-3-11 옥상 플랫폼으로 가는 유람 동선

위 그림4-3-11에서 보여주듯이 수안산거 교수회관 서쪽 호텔의 2층 입

구에부터 옥상 플랫폼까지 동선을 따라가면 또한 한가로이 유람할 수 있

다. 이 호텔 2F 입구는 캠퍼스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입구 앞에 

45) Wangshu(2014), Inquiring the Hills from Beyond the Bank - An Aggregation of 
Diversified Architectural Typology, Architectural Journal, 01,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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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산인 썅산이 있다. 이 동선은 먼저 건물 내부에 들어 갔다가 다시 

외부로 나가서 계단을 따라가면 옥상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이 동선의 끝에 있는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가면 건물 내부로 다시 

들어간다.

 

그림4-3-12 유람 동선의 각 위치에 대응한 투시도

위 그림4-3-12를 보면 이 동선은 올라가는 계단과 램프가 함께 구성되

어 있다. 이 동선에 따라 사람들의 위치가 변화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경

치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 동선에는 경치를 관찰하는 7개의 위치가 있

다. 먼저 a 위치에 대응한 투시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옥

상으로 가는 동선이며, a 위치 앞에는 태호석 형태로 형성된 문이 보인

다. 빨간색 길로 따라가 위치 b에서는 사각형 문이 액자처럼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뒷 모습과 주변 자연 경치를 하나로 조합한다. 이 문을 지나

면 앞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벽에 붙어 있다(위치 c). 그 다음 위치 d에서 

직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산꼭대기에 곧 온 듯 한 느낌을 준다. 

위치 e에서는 건물 내부 정원을 볼 수 있다.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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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플랫폼에 도착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잠깐 머물 수 있고 뒤편의 썅

산과 앞의 작은 강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서는 다

시 건물 내부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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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거(居) : 머물 수 있음

그림4-3-13 수안산거 교수회관에서 머물 수 있는 위치

수안산거 교수회관에서 사람들이 잠깐 머물러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건물 내부 동선이 복잡하고 가는 곳마다 경

치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벽과 벽의 사이에서 액자와 같이 경치를 그

림처럼 구성한다. 또한 위 그림4-3-13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야외 데크 공간이다.

그림4-3-14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내부 정원

경치를 바라보면서 머물 수 있는 야외 데크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정원에서도 머물 수 있다. 그림4-3-14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내부에는 

정원이 3가지가 있다. 이 정원은 모두 1층부터 옥상까지 열려 있어 사람

들이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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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15 수안산거 교수회관 내부의 머물 수 있는 공간

또한 이 건축물에서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다음 4가지 위치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건물 2층에 큰 오픈 플랫폼이 있다. 이 플랫

폼 위에 지붕이 덮혀있지만 양쪽에 창문이나 벽이 없이 뚫려 있다. 그래

서 이 위치에서 머물며 북쪽의 산의 경치 또한 남쪽으로는 강의 경치를 

모두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먼 곳을 보면 캠퍼스 외부의 도시 모습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4-3-15의 두 번째 사진을 살펴보면 호텔의 3

층 오픈 옥상 정원은 여러 개의 벽이 있고 이 벽에 다양한 모양의 문을 

만들었다. 여기서 머물고 여러 모양의 문을 통해 다양한 공간 체험을 쌓

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건물의 중간에 연못이

라는 물(水) 경관이 설계되어 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못 옆에 머물

고 휴식하며 놀 수 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건물 3층 정원에서 옥상의 

계단을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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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에서는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을 살펴보았다. 산수화는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공간 체험이 있으며, 왕슈 건축에서도 이

러한 산수화적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장은 왕슈의 닝보역사박

물관, 텡토우관, 수안산거 교수회관 세 가지 건축물의 동선, 내부 공간, 

외관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건축물에서 산수화적 공간 

체험을 통해 거닐 수 있고, 경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머물 수 있고 또

한 유람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1) 닝보역사박물관

먼저 닝보역사박물관의 외관과 평면도를 살펴보면 건물 외부에서 내부

로 들어가는 동선이 많고 건물의 각 층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동선이 배

치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동선이 있어서 산수화적 행(行) 공간 체

험을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닝보역사박물관의 옥상에서 산수화적 망

(望)라는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다. 옥상에 다섯 가지 단독적 매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매스와 매스의 각 사이에서 닝보시의 발전된 도시 모습

과 비교적 덜 발전된 마을의 다양한 도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

고 박물관의 내부 정원과 옥상에는 사람들이 유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

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내부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비, 보행 공간, 옥상 정원 등의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

하는 벤치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2) 텡토우관

텡토우관의 내·외부 공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관광객들이 거닐 수 

있는 동선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동선이 구성되어 있어서 산수

화적 행(行)이라는 공간 체험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텡토우관의 양쪽

에는 사람이 유람할 수 있는 램프가 배치되었다. 건물은 9개의 세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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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벽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벽에 문의 모양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사람

의 위치에 따라 문으로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이 

램프에 따라 사람들이 유람할 수 있으며, 옥상의 정원에서도 유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텡토우관의 갤러리와 휴식 공간을 제외하고도 관광객

들이 자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3) 수안산거 교수회관

수안산거 교수회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외부에서 이 건물 내부로 들어

가는 출입구가 많이 있다. 그리고 건물의 각 층 평면도를 분석하면 사람

이 거닐 수 있는 동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산 속에 거니는 것 과 같

이 이 건물에서 산수화적 행(行) 공간 체험을 느낄 수 있다. 건물 지붕에 

거닐 수 있는 계단과 머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원경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도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이 배치되어 

있다. 왕슈는 이 건물에서 크게 네 가지의 시선이 있으며, 이러한 네 가

지 종류의 시선과 동선이 서로 교차 조직되어 건물 내부에 더 많은 유람 

동선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수안산거 교수회관에서는 경치를 바라보기 

위하여 사람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건물 내부 

동선이 복잡하고 가는 곳마다 모두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벽과 

벽 사이가 액자처럼 경치가 그림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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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의 결론과 한계

현재 중국에서 서양식 건축은 인기가 많고 인정받아 보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통성을 가진 건축 양식은 비교적으로 인기가 없고 외면을 받

고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 현대 건축의 전통성이 사라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왕슈 건축을 중심으로 그의 산수화에 대한 철학과 건축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

에서는 산수화와 건축적 공간 체험을 중심으로 왕슈 건축에 반영된 산수

화의 행(行), 망(望), 유(遊), 거(居)라는 공간 체험을 그의 대표적인 건축 

작품을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산수화와 관련된 글과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산수화의 특징을 요약하였

다. 또한 중국 현대 건축가의 산수화 특징에 대한 철학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적 요소와 건축 외관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왕슈의 세 가지 대표적

인 건축 작품을 사례로 산수화에 나타난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공간 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건축에 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수화의 이론적 고찰:

첫째, 논문의 2장에서 산수화의 역사적 배경과 산수화의 특징 그리고 

중국 현대 건축가의 산수화에 대한 철학을 고찰하였다. 산수화는 위·진

(魏·晋)나라 시대에 시작되었고 특히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시대에 널

리 유행하고 인기가 많아졌다. 그리고 산수화에 대한 책과 작품을 분석

함으로써 산수화는 크게 구성 요소, 공간 분위기 그리고 산수화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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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 체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현대 건축

에서 I.M.페이, 동유갠, 왕신, 왕슈 등 건축가들의 건축이 산수화 특징을 

가진 건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른 건축가와 달리 왕슈는 산수화가의 

철학을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2)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응용

둘째, 논문의 3장에서 왕슈 건축에 드러난 산수화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먼저 왕슈는 산수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자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축을 디자인하였다. 왕슈는 산수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소인 나무, 

산, 물, 돌, 다리 등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텡토우관에는 돌과 나무 그리

고 다리라는 요소가 활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산수화적 요소를 썅산 캠

퍼스의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왕슈 건축의 외관 형태

에서 산수화적 공간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안도

(谿岸圖)』와 기와 정원, 『오설산도(五泄山圖)』와 텡토우관, 『계산행여

도(谿山行旅圖)』와 닝보역사박물관 등 산수화 작품과 건축 사례를 함께 

분석하였다.

3)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

셋째, 논문의 4장에서 산수화와 왕슈 건축의 공간 체험을 살펴보았다. 

산수화는 행(行), 망(望), 유(遊), 거(居)의 공간 체험이 있으며, 왕슈 건축

에서도 이러한 산수화적 공간 체험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왕슈의 

닝보역사박물과, 텡토우관, 수안산거 교수회관 건축물에서는 거닐 수 있

고, 경치를 바라볼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유람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주로 중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에 대

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산수화 외 다른 전통 문화의 특징과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에서 활용하는지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하였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중국 전통 원림(園林)은 산수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전통 원림(園林)에서 어떠한 산수화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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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지, 산수화와 전통 원림(園林) 그리고 중국 현대 건축은 어떠한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차후, 중국 전통 산수화와 전통 원림(園林)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와 현

대 건축에 나타난 전통 원림(園林)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왕슈의 집필한 저서와 글에 따르면 그의 건축 개념과 설계 방식

은 중국 강남 지역의 본토 문화, 서예와 산수화, 전통 원림(園林)에서 유

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의 특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중국 강남 지역의 본토 문화, 서예 그리고 전

통 원림(園林)에 대한 연구가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왕슈 건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다른 전

통 문화에 대한 응용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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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왕슈 건축 사례 분석의 종합 개요

표5-2-1 왕슈 건축 사례 분석의 종합 개요

산 수 화

의 특징

구성 요소

산

왕슈 

건축에 

나타난 

산수화

적 요

소

자 연 

요소의 

활용

수

나무

돌

건축물

폭포

다리

...

산수화에 나타

난 공간 분위

기

허 ( 虛 )

와 실

(實) ,예

술 적 

분위기

왕슈 

건 축 

형태에 

드러난 

산수화

의 공

간 분

위기

산수화 작품 건축물

산수화

에 서 

드러나

는 2차

원 공

간 조

성 요

소 와 

분위기

를 3차

원 공

간으로 

변환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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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수 화

의 특징

산수화적 장

명과 공간 체

험

행(行)

산수화

와 왕

슈 

건축의 

공 간 

체험

닝

보

역

사

박

물

관

거 닐 

수 있

음

망(望)

경 치

를 바

라 볼 

수 있

음

1
2 3

4
5

2
1 3

4

5

유(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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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eatures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in 

Wang Shu's Architecture 

ZHANG MINGYUE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adays, western modern architecture is much more popular than 

Chinese traditional way.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can be partly 

found in the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After the outbreak of the 

Opium War in 1840, the Western culture represented by the British Empire 

invaded to China and influenced people’s life in many aspects. Due to the 

continuous war, Chinese classical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was not well 

developed in that time and gradually disappeared.

     However, the Chinese architecture has been developed since 1979 with 

the recovery and rapid development of China economy. Many architects 

have been studying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some of them are also 

aspire to the style of western modernism architecture under the trend of 

globalization.  

     Wang Shu, who won the Pritzker Prize, is a famous and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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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He insistently shows his respect to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has been working on modernization of the element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n particular, his architectures with the features of landscape 

painting, have drawn attention not only from China but also from all over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painting expressed in Wang Shu’s architecture. Especially, by 

analyzing the specific architectural works of Wang Shu, the study focus on 

how the experiences of 'walk(行), look out(望), travel(遊), and stay(居)'  of 

landscape painting be reflected and used in architecture. Unlike other 

architects who also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painting and 

utilized it in architecture like I.M.Pei, Dong Yugan, Wang Xin, Wang Shu 

applies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painting to the architecture and 

expresses the philosophy of the landscape artist in his works. Through these 

studies, it was revealed how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utilize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and how it is modernized 

with Chinese traditional elements.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andscape 

painting was first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painting 

were summarized by analyzing the relative texts and works. The research on 

the philosophy of Chinese modern architects' landscape painting is also 

included in this part. Next, the landscape elements in Wang Shu’s 

architecture and the landscape atmosphere revealed in the architectural 

appearance are analyzed. Finally, the study on Wang Shu's three 

representative architectural works i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he 'walk

(行), look out(望), travel(遊), and stay(居)' space experiences of landscape 

painting be used in those architectural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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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hapter 2 of the thesis, background knowledge about landscape are  

reviewed, such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andscape painting,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painting, and the philosophy of landscape 

painting of Chinese modern architects. Landscape painting began in the era 

of the Wei(魏) and Jin(晉) dynasty, and it became particularly popular in 

the North Song(北宋) and Nan Song(南宋) dynasty. it has three 

characteristics: composition elements, spatial atmosphere, and spatial 

experience which could be seen in the texts and works of landscape 

painting.

     In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painting revealed in 

Wang Shu’s architecture were analyzed. First of all, Wang Shu designed an 

architecture by using landscape elements. Then Wang Shu is fond of using 

trees, mountains, water, stones, and bridges, which are frequently found in 

landscape painting. For example, the elements of stones, trees, and bridges 

were used in the tengtou architectural project. In addition, these landscape 

elements can be found in various places on the buildings in Xiangshan 

campus. Next, we can also find the landscape painting in the exterior spatial 

form of Wang Shu’s architecture. In connection with this, landscape painting 

works such as "water bank painting" and tile garden, "Figure of Wuxie 

Mountain painting" and Tengtou building, "Xishan Traveling painting" and 

Ningbo History Museum, the case of construction were analyzed together.

     In Chapter 4 of the thesis, we examined how the 'walk(行), look out

(望), travel(遊), and stay(居)' spatial experience of landscape painting be 

used in Wang Shu's architecture. By analyzing his architecture such as 

Ningbo History Museum, the Tengtou Pavilion, and the Shuianshanju Faculty 

Building, you can find various architectural spaces where you can walk, 

look at the scenery, stay for a while, and enjoy the tour.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is that we neglect the way how 

the features and elements of other traditional culture are utiliz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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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For example, the traditional Chinese classic gardens are closely 

related to landscape paintings, but they were not abl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paintings in classic garden, the way how 

landscape paintings and traditional classic garden are related to modern 

Chinese architecture. By the way, Wang Shu's architecture also has other 

traditional features expect landscape features. Therefore though Wang Shu's 

books and writings, we can know that his design inspiration and style can 

be found in the traditional elements of the traditional residence in Jiangnan 

area,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alligraphy and the traditional Chinese 

classic garden. So, in order to analyze Wang Shu's design inspiration and 

his architectural features, it would be necessary to study more deeply in 

three aspects: Jiangnan residence lifestyle, calligraphy and landscape painting, 

and traditional classic garde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e the study on the 

elements of traditional classic garden and how to use them in modern 

Chinese architectur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the 

succession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garden elements in other Chinese 

contemporary architects as well.

Keyword: Wang Shu's Architecture, landscape painting's features, elements of 

landscape painting, spatial atmosphere, architectural form, spatial experience

Student number: 2018-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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