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

중국 영상 문학작품에서 쿵푸

표현의 특징과 시각적 재현 연구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nd Visual

Reproduction of Kung Fu Expression in

Chinese Film and Television Literature

2020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ZENG JIA



i



ii

국문초록

쿵푸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대명사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

명하다. 중국 역사가 전해진 기록의 탐사를 통해 수백 가지 쿵푸로 거슬

러 올라간다. 쿵푸 영상 문학작품은 중화 예원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서 민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중화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외 동

포의 혈육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것은 대중의 우러러보는 감정과 난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하는 협의적인 행동의 심리를 만족시킨다. 사회적 약자

가 공리성의 지향과 추구를 보여준다. 쿵푸와 관련된 영화, 소설 등은

독특한 무협 문화와 중국 전통문화의 내포로 세계의 예술 영상 문학 분

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쿵푸 자체

는 중국 문화의 전형적인 대표로서 영상 문학작품에 고찰한다. 이를 통

해 새로운 이론의 근거로 시각예술과 관련된 연구 돌파를 찾는다. 영상

문학작품은 쿵푸 요소를 이용하여 서사 구축을 완성하였다. 그러면서 독

특한 이야기와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러한 영상 문화 작품은 시각디자인

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는 쿵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여러 분야에서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지향은 중국

이 자국 전통문화의 기원과 발전의 곳으로서 쿵푸는 불교, 유교, 도교

문화, 건강 관리, 나아가 인체공학까지 결합하고 그의 내부적인 문화 원

천이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 문학작품을 통해 중국 쿵

푸를 대중적인 시야에 담아내고, 시가의 미와 문예의 숨결을 발산하는

방식으로 쿵푸만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쿵푸의 전통문화 정수를 해석

하고 있다. 중국에서 쿵푸 관련 연구는 문학작품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연구도 있고 쿵푸에 대한 인체 미학 연구 등 대부분 존재하지만, 쿵푸

자체 대상으로 삼아 예술적 관점에서 예술 특징과 예술 가치를 분석하는

이론은 거의 없다.

본문은 쿵푸라는 독특한 예술적 요소에 대해 연구한다. 주로 쿵푸

영화, 소설, 시가, 희곡, 애니메이션 등 각 분야에서 쿵푸와 관련된 전문

이론을 참고하여 거울로 삼는다. 쿵푸의 역사 문화적 맥락을 정리하여

쿵푸가 다양한 문화 매개체에 놓여 있는 형태를 탐구하고 시각디자인에

서 쿵푸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쿵푸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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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사회 배경

쿵푸는 중국 전통 요소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불교, 유교, 도교

문화, 심지어 건강 관리와 인체공학 등의 지식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쿵푸는 중국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전통문화다. 천년의 발전 속에서 점

차 성숙해져 사람들의 사상에 스며들고 있다. 우연히 그것은 많은 사람

의 눈에 신기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90

년대부터 쿵푸 장르의 영상 작품이 할리우드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쿵푸는 순식간에 중국의 대명사가 됐다. 예술

분야에 있는 중국 디자이너들이 서양의 다양한 예술 문화 장르를 애타

게 찾고 모방할 때 쿵푸의 열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디자이너들의

생각이 다시 바뀌었다. 중국 디자이너들이 역지사지를 시작했고 한순간

에 깨닫는다. 디자인이 중국 전통문화로 회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

국 문화 요소의 새로운 예술적 구성과 표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론과 실천을 통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순식간에 중국 요소에

관련된 이론 연구와 뒤따르는 작품이 많이 나왔다. 이론적으로도 다양

한 중국 요소에 관한 연구이 있다. 이때는 중국 스타일의 열풍이 불었다.

쿵푸는 전통적인 중국 요소의 한 구성으로 수십 년 만에 다시 한번 예술

혁신을 이뤄냈다.

중국 각 대학교의 논문 저작물을 검색한 웹사이트를 통해 저자가 쿵

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서 문학 유형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는 것을 발견했다. 예술 분야에 있는 연구는 영상 연구가 많다. 이것은

쿵푸 영화의 출현과 얻은 성취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영

상 작품은 시각디자인 중 3 차원 공간에서 한 디자인 유형이다. 쿵푸는

영화 문화의 긴 발전 속에 영화의 특수 효과와 기교 등 표현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쿵푸의 예술적 표현 형식도 풍부해졌다. 그런데 3 차원 예술

공간의 대량 연구로 인해 저자가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쿵푸에 대한 연구

의 부족한 점도 발견했다. 쿵푸에 대한 3 차원 공간에서 활용되는 예술

기법은 2 차원 디자인에서 잘 구현되지 않았다. 시각디자인 관련 연구에

서 나타난 쿵푸 요소에 대한 표현이 매우 적다. 2 차원 디자인에서 쿵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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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동적 요소의 운용은 여전히 충분히 중시되지 않으며 이론과 실제

창작에서도 탐구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리얼리티 영화

와 같은 시각디자인 작품만큼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대량 유형화된 작품

은 거의 없다.

제 2 절 문제의 제기

연구 배경에 관한 서술에 기초하여 저자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본 논문의 집필과 연구는 모두 세 가지 문

제에 의해 전개되었다.

1. 쿵푸 요소의 본질적인 예술 매력과 특징은 무엇이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핵심은 무엇인가?

2. 쿵푸 요소는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특징을 살려 표현하는가?

3. 쿵푸는 수천 년의 발전이지만 쿵푸 요소의 표현은 어떻게 일러스

트레이션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 저자는 주제 선정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했다. 첫째는 무협 소설에 있는 가상 쿵푸를 핵심

연구로 한다. 둘째는 쿵푸 리얼리티 영화를 대비하여 쿵푸 애니메이션을

핵심 연구로 한다. 셋째는 쿵푸를 한 특수한 요소로서 연구한다. 주로

영상 문학작품에 있는 쿵푸 요소의 예술적 표현 형식을 연구한다.

우선 소설에 있는 가상 쿵푸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는 제공할 수 있

는 역사적인 근거는 한정적이며,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시각 효과 측면에서 제공되는 근거도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는, 현재 리얼리티 영화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성숙하지만 비교적 우수한

애니메이션 쿵푸 이미지가 매우 적고 순수하게 쿵푸 장르로 정의된 작품

도 매우 적고, 기준의 통일이 어려워 설득력이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주제도 시각디자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세

한 분석과 많은 문헌의 열람을 통해 저자가 세 번째 방향을 선택했고 쿵

푸를 특수한 유형의 요소로 연구한다. 연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으며,

제공할 수 있는 배경 자료도 많고 구체적이다. 저자는 쿵푸 요소를 갖춘

리얼리티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부록 참조)을 대량 수집해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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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의미

연구의 의미는 우선 쿵푸라는 중국 전통문화를 중시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쿵푸는 중국 전통문화 수출의 명함이었다. 그것은 중국이 특유

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문화 기호다. 중국 쿵푸라고 하면 인상적인 쿵푸

이미지와 장면이 많이 떠오른다. 이 순간도 중국 전통문화의 힘이 있는

면을 보여준다. 민족적인 특징이 뚜렷하고 중국 문화의 큰 가치와 매력

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중국 문화 예술 분야에는 서재(書齋) 문화가 핵

심인 중국 문화, 즉 문화적 유연성에 대한 홍보에 더욱 중시하다. 이를

주류로 삼고 무협과 같은 힘이 있는 문화가 예술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간과했다. 쿵푸는 스포츠, 의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

고 있지만, 예술 분야에서의 위치는 간과하고 있다. 본문의 연구는 강력

한 문화적 배경 지원에 의존하고 예술 분야에서 쿵푸의 홍보에 대해 기

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각디자인에서 쿵푸 요소의 표현은 극도로 불균형하다.

리얼리티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쿵푸 요소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예술적

표현도 매우 우수하다. 반면, 교과서, 일러스트레이션, 광고와 같은 평면

디자인은 쿵푸 요소의 예술적 표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잠재력이 충

분히 발굴되지 않았다. 미국 영웅주의와 일본 무도사 정신의 영향을 받

아 중국은 미래에도 점차 무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시각디자인 작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본 연구는 영상 문학작품에서 쿵푸 요소의 예술적 표

현 특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2차원 세계에서도 쿵푸의 형태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하는 것이다. 또한, 평면디자인 분야의 관련 학

술적 이론도 보완한다. 평면디자인에서 쿵푸 요소의 표현에 이론적 근거

와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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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쿵푸의 문화 탐구

쿵푸라는 독특한 유형의 요소를 탐구하려면 먼저 쿵푸의 문화적 근

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저자는 쿵푸가 시각디자인의 문화적 근원에는

주로 중국 쿵푸 본질, 문학 창작에서의 쿵푸 형태, 중국 전통 희곡 예술

에서의 쿵푸 형태, 쿵푸 영화에서의 진인 쿵푸 형태, 애니메이션 작품에

서의 과장하게 변형된 쿵푸 형태까지 다섯 개 형태가 있다고 본다.

제 1 절 쿵푸의 주체적 함의와 개략

2.1.1 쿵푸의 의미 속성과 국제화 발전

쿵푸의 의미는 역사적 변화를 보면 쿵푸가 양한 시기(兩漢時期)에

가장 먼저 나타났고 위진남북조 시기(魏晉南北朝時)에 불교가 널리 보급

되고 성행하면서 쿵푸가 불교에 도입되었다. 그때 종교적 의미를 지닌

단어로 바뀌었고 새로운 의미와 내포를 부여받았다. 성불을 수련하는 궁

극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활동과 방법이고 그에 따른 취득한 성취와 수

평 능력을 말한다.

불교는 쿵푸라는 단어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 어휘 의미의 범위를 끊

임없이 확장된다. 쿵푸의 의미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기능에서 성취한 조예, 그리고 수평 능력과 들

인 정력과 시간, 지적 재능의 투입으로 바뀌었다. 이 함의로 송명 시기

(宋明時期)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 신(新)유교 사상은 중국의 주

요 철학 사상이 되었고, 이때부터 신유교 사상에 있는 쿵푸 사상이 널리

전파되었다. 청말(清末)까지 중국 사회가 격변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쿵푸라는 단어가 종교에 대한 의미가 약화됐지만 쿵푸가 의미

하는 대상은 더욱 확대되고 무술(武術)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민국 시

대(民國時期) 민간 무술(武術)과 무협(武俠) 문학작품의 성행으로 쿵푸

라는 단어가 민국 시대에는 최고의 유행을 이루며 국술(國術)이 되었다.

무술(武術), 무공(武功), 무협(武俠)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가리킨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대륙에서 쿵푸의 주류 언론 출현 횟수는 줄

어들고 있으며 무술은 중국 스포츠 사업의 건설과 발전에 확립된 공식

명칭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쿵푸의 주류 위치는 무술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 쿵푸라는 용어는 점차 민간의 무술 호칭으로 바뀌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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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권술이 더 많이 쓰인다.

2009 년에 중국 체육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무술이 중화 문화에 기초

한 이론으로 정의했다. 중국의 공격법과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방법, 격

투, 공법(公法)이 주된 운동 형태인 전통 스포츠이다. 무술의 내용은 동

작이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운동 형식은 방법

과 격투 그리고 공법 연습을 주된 운동 형식으로 한다.1 활동적인 특징

은 그 동작이 내외가 하나로 통일하고, 형태와 표정을 겸비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목적은 강신, 헬스, 호신의 역할이 있고 귀속성은 중국 전통

문화의 구성 부분이자 스포츠에 속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

술의 개념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중국 무술은 공격 동작을

둘러싸고, 방법, 격투, 연습하는 신체 운동이다. 겉보기의 형과 내재적인

신을 만드는 전통 스포츠를 말한다.

70년대에 이소룡(李小龍)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중국 홍콩 쿵푸

영화에서 독특한 연기를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영화 수는

많지 않고 4 편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으로 오래되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

다. 쿵푸라는 단어를 대중에게 심도 있게 심어주었고,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세계로 뻗어 나갔다. 따라서 쿵푸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는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무술의 의미도 포함되었다. 쿵푸

는 여러 언어로 번역돼 세계화됐고 세계 각국에서 중국 무술의 대명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영어의 번역은 KONGFU 가 있고, 그 의미는

WUSHU, WUXIA 와 모두 통용되고 있다. 모두 중국 무술이나 중국 무

술을 말한다. 따라서 쿵푸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주로 영상이라는 매체

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문학작품은 영상 발전의 문화적 기반으로 쿵푸

의 진수를 표현하고 있고 쿵푸가 세계에 전개되는 것에도 일정한 영향력

이 있다.

2.1.2 쿵푸의 기본 특징과 의미

(1). 민족 문화성 특징

중국 전통문화는 쿵푸의 생성에 깊은 문화적 기반을 제공한다. 중국

전통 철학은 쿵푸 문화 체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의학 이론에서 "정기신학설(精氣神學說)"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비교적

완전한 연습의 이론을 형성했다. 중국 역사에서 고대 군사 문화의 병법

이론은 쿵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되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미

1 齊貴春. 中國武術法無定法[J],《武當》, 2010 年 06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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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기운, 형, 신, 흥미, 의경 등의 추구도 쿵푸의 미학 심미에 매우 깊

은 영향을 주었으며, 주로 자세, 힘, 리듬, 구조 등 심미적인 측면에 대

한 추구를 나타낸다.

중국 전통문화에서 "중리상덕(崇禮尚德)"의 도덕적인 이상은 쿵푸의

도덕 사고 기초가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 쿵푸는 발전과 추진 과정

에서 계속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기법이든 사상이든, 도덕적

인 예절이든, 중국 전통문화의 심오한 의미와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표현

했다. 따라서 쿵푸는 중국 문화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민족의 문화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2

(2). 공격 및 방어 기술의 기본 속성 특징

공격과 방어 기술은 쿵푸의 기본 속성이다. 무협(武俠)은 겉으로는

무예로 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무"(武)는 사람들의 생산 요구에서 온다.

"격투 기술"은 무술의 본질이다. 방어 기능은 무술의 역사적 존재를 결

정한다.3 쿵푸는 원시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최초로 유래되었고, 중국 사

회 문명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쿵푸는 진(秦) 시대부터 삼국(三國) 시대

까지의 유파 형성하고 양송(兩宋) 시기에 점차 기본 체계가 형성되었고

명대까지 원숙한 논리 체계가 개발했고, 이 기나긴 발전 과정에서 기교

공격의 본질이 전말을 관통했다. 즉 쿵푸는 탄생부터 완전한 발전 성숙

까지 그 핵심은 실전에서의 공격과 수비, 그리고 기교적인 격투이다.

오늘날까지 세계는 쿵푸의 실전성을 계속 질의하며 쿵푸의 실전적인

가치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쿵푸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 때

문이다. 사실 중국 쿵푸의 연습은 단독 연습뿐만 아니라 2 인 연습도 쿵

푸의 기본 속성이다. 또 쿵푸 이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쿵푸 기교의

속성을 총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以快制慢", "避實擊虛", "後

發先制", "以柔克剛" 등을 사용해서 묘사할 수 있다.

(3). 지역성 특징

지역성은 쿵푸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근본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쿵

푸 문파(門派) 분류는 지리별 분류가 있다. 중국 학자 매항강(梅杭強)은

2 李毅. 動畫《大鬧天宮》角色表演與造型中的"民族化"構成[D]. 中國美術學院,

2015.
3 李印東. 武術釋義-武術本質及功能價值體系闡釋[D]. 北京體育大學. 2006: 第

17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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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공격 방법 형성의 인류 사회학에 관한 연구》4 라는 글에서 "남

권북족(南拳北腿)"이라는 사자성어는 중국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의 지

역적 차이를 요약했다. 즉 "남권북족"의 특징은 남북 지방의 지리와 환

경,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체질이 다르므로 생긴 것이다." 중국 북방은

지세가 평탄하고 자연환경이 열악하며, 사람의 체질이 상대적으로 강하

다. 동시에 북방 민족의 민풍이 용맹스럽다. 사람들은 용감하게 전투했

고, 위풍당당하다. 황하 지역과 그의 북향 지역의 무술은 다리의 기교가

뛰어나다. 진세가 크고, 박자가 빠르며, 도약 기교가 많다. 북파 권술은

이용할 때 필요한 장소가 매우 커서 주먹으로 사방의 모든 적수를 때릴

수 있다(拳打四方)는 말이 있다.5

위에서 서술한 대로, 북방 권법은 강건한 것을 위주로, 쪼개기(劈),

붕(崩), 드릴(鉆), 포(炮), 횡(橫) 다섯 개 기본 권법으로 한다. 동작이

깔끔하고 간결하며, 속도가 빠르고 날렵하다. 그리고 소림권(少林拳)은

쿵푸 비전문가의 종주라는 설법이 있다. 남방의 기후는 적합하고 지세가

다양하기 때문에 권법은 대부분 교묘하고 안정적이고 온유한 것을 위주

로 한다. 남권파(南拳派)가 바로 대표이다. 수법이 많고, 스텝이 안정적

이고, 주먹이 격렬하다. 그리고 항상 숨을 내쉬고 발성 도기(發聲吐氣)

를 사용하여 동작의 힘을 협조한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는 비교적 작다.

그래서 "남권북족, 동총서봉(南拳北腿, 東槍西棍)"이라는 무술 속담이 있

다.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무술도 각각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서부

지역 사람들은 곤봉을 잘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단두곤(單頭棍), 쌍두곤

(雙頭棍), 천제곤(天齊棍), 음바곤(陰把棍)과 같은 훌륭한 곤술은 민간

에 널리 퍼진다. 또한, 조기에 탄생한 우수한 총법은 대부분 동부 지역

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송나라의 "양씨이화총(楊氏梨花槍)", "

이씨단총(李家短槍)"6 이 중국 동부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수많은 무술 속담의 근거를 조회할 수 있다.

(4). 오락성 특징

쿵푸의 오락성은 대중이 쿵푸의 연습을 통해 심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사회나 민간 무술 연습을 통해 유리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쿵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 특성과 중국 전통 희곡, 문

4 梅杭強, 邱丕相. 《天津體育學院學報》[M]. 2005 , 20 (1) : 第 31-33 頁.
5 梁啟超. 中國之武士道序列[M]. 昆明雲南教育出版社， 2001：第 151-157 頁.
6 [明]何良臣. 《陣記 技用》[M]. 北京解放軍出版社, 1989:第 2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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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무용, 서커스, 문학 도서,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예 형식을

결합해 더욱 예술적 감염력의 특성이 있다. 현대 과학 기술, 문화의 진

보와 발전에 따라 사람은 오락하는 방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신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쿵푸 연습은 점점 줄고 있지만, 오락 관람을 목

적으로 한 쿵푸 공연은 빠르게 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현대적 생활

방식의 변화와 쿵푸 연습을 통해 신체를 강하게 하고 신체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점차 높아지고 있

기 때문이다. 중화 민족의 천백 년 역사 문화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쿵

푸는 독특하고 선명한 예술적 특징으로 중국 사회의 각 계층의 문화와

오락 생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채로운 예술 내용과 뛰어난 문화

기예, 박대한 중화(中華) 함의로 전 세계의 찬탄과 감상을 얻었다.

제 2 절 쿵푸와 무협 정신의 근원과 관계

세계 여러 곳에서 민족과 지역마다 자신만의 무협 문화가 있다. 가

장 대표적인 것은 유럽의 기사도 정신과 일본의 무사도 정신, 그리고 중

국의 무협 정신이다. 중국 고대 무협 정신은 중국 문화 정신의 매우 중

요한 구성 부분이다. 다른 나라의 상무 정신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근원

이 매우 깊고 방대하며, 독특한 문화와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

라서 더욱 깊은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 무협 문화는 실생활과 낭만적

인 환상 사이에 끼어 있고 전통문화와 강호 민속 사이에도 끼어 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서로 전파하는 재미와 이상이 되었다.

2.2.1 고대 "무巫" "무武" "무舞"의 연원

중국 쿵푸의 역사는 고대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원시사회에서 "무(巫)", "무(舞)", "무(武)"는 중국어로 말하면 병음,

음조가 완전히 같으며 문자의 의미는 같은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술도

있다. 고대 원시사회에서 "무(武)"는 인간 삶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야

외에서 사냥하거나, 야수와 싸우거나, 방어할 때 사용하는 실용적인 격

투기 방식이다. 끊임없는 경험의 축적과 개선을 거쳐 원시사회 인민들이

명절 제사, 축제, 사냥 전 반복 연습하는 기본 동작이 되었다. 고대 원시

사회의 "무(舞)"는 "무(武)"에서 비롯된 동작이었다. 일종의 발산 성질의

감정 표현이다. 이러한 "무(舞)"는 고대인이 무력과 생명력을 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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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상을 걸었던 수단이었다. 중국 고대에는 "무(舞)", "무(武)"

가 문자 기록을 보면 그대로 서로 통용되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로는

무(舞)와·무(武)가 같은 근원이란 말이 나온다.7

원고 시대 무(舞)와 무(武)는 무술(巫術), 제사 등 행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고문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巫, 巫祝也. 女能事無形以舞降神也, 像人兩

袖舞形 "8 고문 분석을 통해 토템 숭배를 목적으로 한 무(舞)와 무(武)

는 고대 원시 부족이 제사할 때 중요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무무(武

舞)"를 추는 방법으로 실제 삶에서 사냥, 방어, 공격의 동작을 재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만들어 적을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원

시 부족의 시조나 신령님께 비호를 빌었다. 원시 무술 행사일 때 무무

(武舞)라는 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대 종교의 무술과 토

템 숭배는 주로 원시 무무(武舞)로 표현되었다. 원시 사회의 무(舞), 무

(武), 무(巫)는 매우 중요한 내재적인 연계가 존재한다.9

2.2.2 무협(武俠)의 협(俠) 탄생

협(俠)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期)에 처음 나타났다. 전쟁이 잦

아지고 정세가 요동치는 역사적 배경에서 "협"은 인민을 위해 고민을 배

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로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 형애(荊軻), 예

양(豫讓) 등 유명한 협객이 모두 이 시기에 나타났다. 주왕조(周王朝)의

통치가 쇠락하면서 "예악(禮樂)"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제도가 쇠락했다.

사람들이 여러 범위의 세력을 뺏어가면서 각국 간의 전쟁은 빈번해졌

다.10 중국에는 "번화한 세속에서 영웅이 나온다."라는 옛말이 있다. 대

화와 변론에 능한 사람은 점차 사자가 되어 각국 사이에 배회한다. 모략

에 능한 사람이 제후의 권세를 위해 책략을 쓰는 대신으로 변해간다. 혁

신을 강력히 추천하여 국가 세력을 키운다. 충성스럽고 용감하며 무공에

능한 사람들 왕의 권세를 옹호하기 위해 황제 곁에서 충용한 장병이 되

었고 천천히 권력의 중심에 접근했다. 대부분 사람이 민간에서 호방하고

정을 중시하며 목숨을 돌보지 않는 협객이 됐다.11 매일 여러 곳에서 돌

아다니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농사를 짓지 않으며 국가 법기를 무시한

7 唐君毅. 中國文化之精神價值[M].臺灣: 臺北正中書局出版社, 1987.
8 董凱. 武舞傳奇的意象世界[D].西南大學, 2011.
9 賈磊磊. 舞之武-中國武俠電影的形態與神魂[M]. 鄭州河南人民出版社, 1998.
10 賈磊磊. 武舞神話：中國武俠電影及其文化精神[D].南京師範大學, 2000.
11 汪勇豪. 陳廣宏. 俠的人格和世界[M].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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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각종 갈등이 천천히 격화되었다. 황제, 권력자와

귀족이 세력을 확대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사를 영입하기 시작하

면서 협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국시대(戰國時期) "

협"은 보편적 사회 풍토가 됐고, 중국 사회의 역사적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12

2.2.3 무협에 대한 묵가사상(墨家思想)의 추진

협(俠)에 대한 문자 기재는 법가(法家)의 고전인 《한비자·오둔》

(韓非子·五蠢)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 "儒以文亂法, 俠以武犯禁"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법가의 관점에서 보면 협은 모두 기가 막힌 폭

민이다. "行劍攻殺, 暴檄之民也" 《한비자》(韓非子)에는 협의 존재와 그

행위의 폐해도 기록돼 있다. 유협(遊俠)은 지배자의 정치 질서를 파괴했

다. 이것은 왕의 권귀 전제 통치에 대한 극대한 반역이었다. 유협은 개

인 집단에 속하는 세력이다. 그러나 협에 대한 묵가(墨家)의 태도는 법

가와 완전히 대립한다. 묵가는 깊이 있는 관찰과 탐구를 통해 비교적 완

전한 "임(任)협" 관념과 이론 주장을 펴면서 처음으로 이론과 실천에서

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묵자·경상》(墨子·經上)은 "任, 士損己而

益所為也 ", "為身之所惡以成人之所急 " 여기서 묵자가 "임협" 관념을 세

웠다. 임협의 사회 계층적 속성을 명확했고 당시 고대 "사(士)"라는 계

층에 속한다. 그리고 임협 정신의 본질도 정확하게 요약했다. "為身之所

惡以成人之所急."는 임협의 행위 준칙을 말한다. 묵자는 협의 정신과 행

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술을 하였고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국가 정세의 대

환경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입증했다.13 이러한 사상은 그 시대의 과감

한 혁신을 돌파한 선진 사상이다.

진시황(秦始皇)이 통일된 후 봉건 전제의 집권화 통치가 확립되었다.

집권 통치를 공고하고 고대사회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협객에 대한 대

대적인 탄압과 교살을 했다. 그 비슷한 참극은 중국 역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에서 협객을 위해 "自秦以前, 匹

夫之俠, 湮滅不見, 余甚恨之"라는 다정한 감탄했다. 이때부터 협은 점차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 봉건 통치의 권력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동한

(東漢) 시기 이후 협객의 지위는 정통 사서에서 소외되어 협에 대한 기

록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협은 정통 사학 책에서 사라지면서 허구한

문학 세계에 서문인들의 협객의 꿈(俠客夢)으로 다시 나타났다. 중국의

12 梁啟超. 中國之武士道[M].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2006.
13 龔鵬程. 俠的精神文化史論[M]. 山東:山東畫報出版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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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들이 협에 대한 동경은 공정하고 자유롭고 완벽한 이상형 사회생활

을 추구할 때 한 정신적 위안으로 바뀌었다.

제 3 절 유교 도교 불교가 무협에 미친 영향

2.3.1 유교 사상이 무협에 미친 영향

무협에 대한 유교 사상의 영향은 주로 인의심(仁義心)에서 나타난다.

공자 주체사상의 핵심은 바로 인(仁)이다. "克已復禮為仁" 이란 스스로

엄격히 요구하며 예의 법칙을 잘 지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유명한 미학

자 이택후(李澤厚)는 《중국 고대 사상 사론》에서 공자가 말하는 인(仁)

을 예(禮)로 해석했다. 공자는 여러 나라를 다녀와 여러 곳에서 공부했

고 인의(仁義)라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인의는 효도, 애인, 충성을 말한

다. 공자가 원래의 소망은 질서 있고, 조화롭고, 예의 바르고, 겸양하는

이상형 사회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 존재하는 협객들은

농지가 없고 생산 노동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무력을 숭상

하고, 용맹하고, 전투를 좋아하며, 일은 자기의 의리로 행하고 규범과 예

의를 지키지 않는다. 당시 유교의 "예"와 대립한 의미였고 인의는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따라 공자가 그가 있던 시대의 협과 행위에 대한 비판

과 반박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공자의 가장 의협심이 강한 제자의 이름은 자로(子路)다. 처음

에 자로는 호방하고 용감한 의협 정신은 군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과 수양이라고 생각했다. 공자는 유교의 인의로 학생들에게 "君子有

勇而無義為亂, 小人有勇而無義為盜" 이라고 가르쳤다. 이후 자로는 용무

(勇武)와 인의(仁義)를 겸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유협 개인

의 협의 정신과 유교의 인의 관념이 상호 결합한 구현이다. 공자가 주창

한 유교의 인의는 무협 정신의 중요한 구성이 되었다. 자로를 전형적으

로 대표하는 협객은 후세에 "유협(儒俠)"으로 추앙받는 동시에 후대 무

협 정신의 추구와 발전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2.3.2 불교 사상이 무협에 미친 영향

불교는 동한(東漢)에서 중국으로 전래하고 위진 시기(魏晉時期)의

빠른 전파와 널리 보급하기 경험했다. 수당 시기(隋唐時期)에 이르러 불

교는 중국에서 절정기에 이르렀다. 불교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와 융합 및

침투하여 중국 전통문화에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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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신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예로부터 "천하의 무공은 모두 소림

에서 나온다(天下武功出少林)"라는 말이 있는데, 소림사는 쿵푸의 성지

이자 불교의 성지이며, 나한권(羅漢拳) 같은 불교 내용이 많이 담겨 있

다. 일부 쿵푸의 속칭도 불교 용어로 쓰인다. 예를 들어 나한치종(羅漢

撞鐘), 베타현주(韋陀獻杵) 등 쿵푸가 있다. 이러한 쿵푸의 출현은 불교

의 쿵푸 문화를 완전했다. 불교의 고전적인 내용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

현하고 있다. 중국 불교의 호생(護生) 사상은 방생, 호생의 이념을 주로

표현하고 제멋대로의 살생(殺生)을 꺼리고 인자한 마음을 기르는 데 중

시하며 폭력을 거부한다. 특히 대승(大乘)불교는 모든 생명이 불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 중국 불교의 호생 사상은 살육을 꺼리고 열불함의 예의

와 긴밀히 연결된다. 불문의 첫 번째 금기는 살육이며, 불경에서도 붓다

와 제자들이 방생(放生), 생령(生靈)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남조제(南朝齊), 양의지(梁之際)와 같은 불교도들은 《릉가경》(楞

伽經) 권 4에 나오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不應食肉)" 등의 기록에

따라 고기를 먹기 금지를 시작한다. "자애로운 가슴으로 하고, 선심을 본

심으로 한다. (慈悲為懷, 善念為本)"라는 사상은 불문 수행 호생 사상의

핵심으로서 구불(求佛) 수행한 사람의 사상 이념을 엄격히 규범화했다.

중생에게 자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을 자(慈)이

라고 한다. 중생에게 연민의 마음을 생기고 사람들이 고난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배(悲)라고 한다. 즉 "진선미를 내세우는 것은 악한 시력

을 제거하는 것이다(揚善亦除惡)."라고 한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사상

을 펴는 동시에 악한 것을 보면 악을 없앨 수도 있다.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은 백성을 해치고, 나아가 나라를 해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

거하면 백성에게 좋지 않은 것을 없애주고, 백성에게 착한 일을 하였고,

자신을 위해 공덕도 닦는다. 김용(金庸)으로 대표하는 무협 소설과 호금

전(胡金銓)으로 대표하는 무협 영화는 불교 사상과 무협 정신을 서로 융

합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토론했다. 김용과 호금전은 불교의 대비

대민(大悲大悯) 사상으로 대중을 이끌며 많은 인상적인 불협(佛俠)과 승

려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소설과 영화의 사상적 깊이와 내포 철학을

더 했다. 김용은 중국 근대 고승인 태허법사(太虛法師)와 인순스님(印順

法師)이 모두 인간불교(人間佛教)를 주창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불교는

세속에 들어가야 하고 사회와 민중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

승불교가 제창한 보도중생(普度眾生)의 사상이다. 그는 이 사상이 시대

에 순응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불교사상에서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긍정적인 사상과 무협 정신이 서로 융합하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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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도교 사상이 무협에 미친 영향

무협에 대한 도교 사상의 영향은 주로 도의 사상에서 나타난다. 핵

심은 "이덕어검(以德禦劍)"과 "도덕도유도(盜亦有道)"의 도의 관념이다.

도교의 주요 인물인 장자(莊子)는 그의 주된 사상은 "청정무위(清靜無

為)"의 피세 사상(避世思想)과 강력입세(強力入世)의 무협 사상이다. 겉

으로 보기에 그들은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 같다. 도교 사상은 천명에 순

응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정신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를 같이 추

구한다. 그러나 무협 정신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구하고, 정의를 위해

희생해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호방한 마음이다.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정신적 경지에 이르렀다.

장자가 《설검》(說劍)에서 검을 든 협객을 매우 낭패스럽게 묘사했

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얕잡아 보이지만 실제는 협객을 칭송하고 있

다. 그리고 《설검》에서 장자가 "군자검(君子劍), 제후검(諸侯劍), 서인

검(庶人劍)"이라는 표현을 썼다. 첫 번째는 "以德禦劍, 寬諸侯, 服天下,

利蒼生 (좋은 품성으로 검을 사용하고, 제후들을 용서하며, 천하를 신복

하며, 창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다. )"이라는 생각이 가진 군자검(君子

劍)이고 두 번째는 "無異於鬥雞, 無所用國事 (닭이 싸움과 다름없고 나

라의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과 반대 사상을 담고 있는

서인검(庶人劍)이다. 장자의 본래 뜻은 비아냥거리지만, "이덕어검"의 사

상적 관점은 후대 무협 작품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다.14

《莊子·外篇·胠篋第十》에서는 매우 유명한 "盜亦有道 (도둑도 도

의가 있다)"라는 관점이 있다. (원문: "跖之徒問與跖曰: "盜亦有道乎?" 跖

曰: "何適而無有道耶? 夫妄意室中之藏, 聖也; 入先, 勇也; 出後, 義也; 知

可否, 智也; 分均, 仁也; 五者不備而能成大盜者, 天下未之有也") 이후

《여씨춘추》(呂氏春秋)를 통해 대대적 선전과 찬사로 도의 관점을 형성

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무협 정신과 융합하여 후대 협객이 지켜야 할 행

위의 준칙이 된다. 무협 작품에서 의협심을 발휘하고 부자를 약탈해 가

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줄거리에 윤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14 南懷瑾, 禪宗與道教[M]. 復旦大學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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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학작품에서 쿵푸 예술 형태의

출처와 분류

쿵푸 영상과 문학작품이 단기간에 급성장하고 시각 예술의 형태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중국 쿵푸는 고대의 일부에는

문자와 문양으로 기록하고 일부는 스승이 제자를 전수하는 것으로 대대

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20 세기에 중국 쿵푸 문학은 전

성기로 발전했다. 선배들은 쿵푸 문화에 대한 연구를 거쳐 전통적인 중

국 쿵푸의 형태를 뚫고 과장되고 변형된 수법을 사용해 전통적인 중국

쿵푸 문화보다 훨씬 관상성이 있고 읽기 쉽고 이해력이 있는 쿵푸류 작

품을 만들어 냈다. 중국 영화 작품이 일부는 중국의 문학 소설 작품을

리메이크되었다. 일부는 문학작품을 문화적 기반으로 사용하여 창작한다.

이로써 현대 중국 쿵푸의 예술 형태는 거의 전부 문학작품에서 변형과

출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제 1 절 쿵푸 형태의 분류

쿵푸를 언급하려면 쿵푸에 중대한 홍보 역할을 하는 쿵푸 소설가

양우생(梁羽生)을 언급해야 한다. 그 작품은 《백발마녀전》(白發魔女傳)

《칠검하천산》(七劍下天山) 등 35편의 무협 소설로 총 160권이다. 이

35 편 무협 소설은 7 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리즈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 인물, 줄거리는 모두 연관이 있으며, 각 같은 문

파와 인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쿵푸를 사용한다.

양우생 소설의 무공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파

명 또는 창시자의 이름을 딴 무공이다. 예를 들어 천산파(天山派)의 천

산검법(天山劍法), 무극파(無極派)의 무극검법(無極劍法), 매화문(梅花

門)의 매화법(梅花劍法)이다. 또 김세유(金世遺)가 창시한 김가검법(金

家劍法), 석경도(石驚濤)가 창시한 경도장법(驚濤掌法)과 같은 것이다.

둘째는 신마로 명명된 무공이다. 예를 들어 쿤룬파(昆侖派)의 신마법(神

魔抓法), 소림파의 미친 마장법(瘋魔杖法), 복마장법(伏魔杖法), 오양가

(歐陽家)의 레이신지(雷神指) 등이다. 세 번째는 동물 이름을 빌려서 붙

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파(崆峒派)의 표범은신법(龜藏豹隱身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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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신화에서 나올 용과 대붕(大鵬)과 같은 동물을 빌려 이름을

붙인 무공도 있다. 예를 들어 오양가(歐陽家)의 대붕박구천(大鵬搏九霄)

과 능운풍(淩雲風)의 용형팔장(龍形八掌)이다. 네 번째 자연 현상의 명

칭을 빌려서 명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풍뢰손력(風雷掌力), 억풍검법

(潑風劍法) 등이다. 또 현실에서 전해지는 무공을 빌려 태극권, 태조장

권과 같은 소설 속의 무공으로 삼았다.15

중국의 유명한 무협 소설가 김용은 그의 작품에서 거의 모든 쿵푸를

찾아볼 수 있다. 쿵푸의 원시적 형태와 원시적 쿵푸 형태에 기초한 가상

과 변형한 민간에서 매우 유명한 쿵푸를 모두 포함한다.16 김용은 소설

속 인물과 무공 파별에 따라 잘 어울리는 독특한 무공을 고안해 낸

다. 그리고 소설에서 무공 출처의 범위가 매우 넓다. 천문, 지리, 역사,

문학작품, 불교, 도교의 전고가 모두 직접적으로 또는 변형되어 소설

의 무공이 될 수 있다.17 소설 속 무공 명칭은 무공 동작을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무공의 원천, 특징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무공은 무공 사용

자의 성격, 내력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용의 소설에서 많은 무공

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소설 속 인물의 성격 변화와 이야기 전

개에 좋은 효과를 준다. 김용이 쓴 14 편18 소설에서 찾아낸 무공은 모

두 400 여 개 있다. 이 무공들은 또 비기기류와 기기류로 나뉜다. 비기

기류 무공은 내공, 경공, 장법, 권법, 운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기류

무공은 검법, 칼법, 채찍법, 곤봉(총)법, 암기로 나뉜다. 그중에서 기기류

무공은 검법 100 종, 칼법 33 종, 편법 12 종, 곤(총)법 23 종이 있다.

비기기류 무공은 장법과 권법 206 종, 경공 9 종, 기묘한 쿵푸와 내공

이 30 여 가지도 있다. 소설에는 몇 편 무학 전적도 있는데, 이 무학 전

적들은 무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무학 전적은 중국 무학

에 실재하는 것도 있고, 작가가 지어낸 것도 있다.19

15 宋巍. 中國古典武俠小說史論[D].陜西師範大學,2006.
16 陳中亮. 現代性視野下的 20 世紀武俠小說[D].浙江大學,2012.
17 曹布拉.金庸小說的文化意蘊[M].杭州浙江人民出版社, 2004.
18 是指《飛狐外傳》,《雪山飛狐》,《連城訣》,《天龍八部》,《射雕英雄傳》,《白

馬嘯西風》,《鹿鼎記》,《笑傲江湖》,《書劍恩仇錄》,《神雕俠侶》, 《俠客行》,

《倚天屠龍記》,《碧血劍》,《鴛鴦刀》
19 陳淑貞. 金庸武俠小說人物研究[D]. 蘇州大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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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무학 전적

소설 중에서 《아욱화보전》(葵花寶典), 《구음진경》(九陰真經),

《옥녀심경》(玉女心經), 《태현경》(太玄經)은 무공 종합 전적에 속한

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 "그때부터... 내공, 권법, 장법, 암기... 한 항목의

전수.... 수개월을 지내면서 두 사람은 이미 《옥녀심경》의 외공(外功)

을 연마하였다. (《신조협려》 제 6 회).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옥녀심경》은 무공의 집합이며, 검법 "옥녀소심검법"은 《옥녀심경》

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조영웅전》에서 주백통(周伯

通)은 곽정(郭靖)에게 《구음진경》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천하 각 문파의 무학을 생각

해냈는데... 그리하여 그가 생각했던 것을 두 권 책으로 썼다...."(《사조

영웅전》 제 16 회). 구음백골조(九陰白骨爪)는 《구음진경》(九陰真經)

의 무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적은 실제로 내공과 외공의 무공 집합임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설에 있는 《역근경》(易筋經), 《세수경》(洗髓經), 《신

조경》(神照經)은 경(經)으로 명명하지만, 소설의 기술은 외공이 없고

내공의 수행을 기록한 전적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소설 《천룡팔

부》(天龍八部) 속 인물 유탄지(遊坦之)는 《역근경》(易筋經)을 배울

때 빙잠(冰蠶)의 효능을 접목한 자작의 무공인 빙잠장(冰蠶掌)도 필요하

다. 이러한 무학 전적은 모두 무공 수련 방법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것들

은 소설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그것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소오강호》(笑傲江湖)에 있는 《아욱화보전》(葵花寶

典)은 이야기의 주요 단서이며, 전체 이야기가 그것을 둘러싸고 펼쳐진

다. 《아욱화보전》(葵花寶典)의 창립자에 관하여 《소오강호》(笑傲江

湖)에서 단 한 마디로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소림사 방장 방증대사(方

證大師)가 영호충(令狐沖)한테 말한 것이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천천

히 말했다 : "이 《아욱화보전》은 무림에서 사람들은 모두 전조 황궁

중의 한 환관이 쓴 것이라고 말한다. 영호충이: "환관? " 방증이: "환관이

바로 태감이다." 영호충이 "응"이라고 대답했다. 방증은 "이 선배의 성명

에 대해 이미 조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고수가 왜 황궁에서 환관이 되

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했다. (《소오상호》 30회)

《아욱화보전》이라는 무공은 확실히 중국 명나라의 환관과 관련이

있다.《명사·여복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바로 "禮部奏定, 內使監凡遇

朝會, 依品具朝服, 公服行禮其常服, 葵花胸背團領衫, 不拘顏色, 烏紗帽;



17

犀角帶. "이다.20 정뢰(鄭雷) 선생은 이것에 근거하여 "아욱화는 명대의

내감의 옷 장식 문양이며, 보전은 황궁 중의 한 환관에 의해 저술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욱화라고 명명되었다. 마치 문사가 재관명(齋館

名) 또는 별호를 자신의 문집으로 명명한 것과 같다.21 김용은 아욱화라

는 이름으로 《소오강호》에서 허구의 《아욱화보전》을 매우 음험하고

악랄하게 꾸며 역사적으로 명대의 환관이 빚어낸 잔인한 행위를 암묵적

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3.1.2 비기기류 무공

(1). 내공 심법

내공 심법은 문학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학이다. 소설 속의 무

공 고수가 반드시 깊은 내공을 가져야 한다. 내력은 바로 소설에서 내공

수련 정도의 기준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공 심법은 연습을 잘할수록

내력이 커진다. 소설에서 고찰할 수 있는 10가지 내공 심법이 10개 다

른 명칭이 있다. 예를 들어, 구양신공(九陽神功), 선천공공(紫霞神功),

자하신공(紫霞神功), 용상파약공(龍象波若功), 팔황육합유아독존공(八荒

六合唯我獨尊功) 등이다. 이러한 내공 심법이 서로 공통성도 있고 차이

도 있다. 공통성이 하나는 연습하는 사람이 모두 연습하는 과정에서 인

체의 경혈, 경맥, 그리고 기운에 관련된다. 다른 하나는 내공 심법을 잘

수련한 사람은 내력이 크고 강력한 내력은 소설 속 인물들의 각종 능력

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소설 《천룡팔부》(天龍八

部)에서 소요자(逍遙子)는 70년의 내공을 허죽(虛竹)에 전한 후 허죽이

위로 살짝 뛰어오르다니 지붕이 뚫렸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2). 경공(신법)

전통적인 무공은 경공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옛날에

무예를 연습하는 사람은 어느 문파의 쿵푸를 연습하든지 모두 몸놀림의

가뿐함을 중시하다. 동작이 흐리멍텅하면 무공의 융통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무술을 연습하는 사람은 항상 경공을 같이 연습한다. 경공은 현

대 스포츠의 높이뛰기, 멀리뛰기 형식과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르다.

바로 경공의 경(가벼움)과 온(안정함)의 특징이다.

소설에 두 가지 유형의 경공이 있다. 하나는 사람을 높이 뛰게 하는

경공이다. 예를 들어 티운종(梯雲縱), 쌍천티(上天梯)다. 원문은 이와 같

20 [清]張廷玉, 明史・誌［Ｚ］. 中華書局， 1999：第1100頁．
21 郑雷, 补白饕花宝典. 华侨大学学报（哲学社科版）, 2001：第2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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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공을 묘사했다. "몸은 십여 미터 높이로 뛰어오르고, 그다음에는 梯

雲縱이라는 묘기를 사용하며 오른발을 산의 벽에 받치고 있다가 힘을 빌

리자면 십여 미터 더 높이로 뛰어오른다."라고 했다. (《의천도룡기》 제

6 회) 다른 하나는 사람을 빨리 뛰게 하거나 빨리 피하게 하는 경공이

다. 예를 들면 능파미보(淩波微步), 신행백변(神行百變), 사상보(四象步)

다. 이러한 경공은 신기한 발걸음으로 지면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이동한

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 신행백변(神行白變)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

다. "...구난(九難)이 수여하는 신행백변이라는 경공을 펼치며 모래사장에

서 마구 돌아다닌다. 홍교주(洪教主)는 몇 차례나 손을 내밀 수 있지만,

그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했다."라고 했다. (《록정기》 제 44회)

(3). 장법

장법은 맨손 무공으로 이미 오래 전해졌다. 소설에서 장법 무공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쿵푸 중에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쿵푸가 있

다. 예를 들면, 철장(鐵掌), 백구설산장(白駝雪山掌), 심장파손장(摧心掌)

등이다. 어떤 무공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설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에서 현명이가(玄冥二老) 쓴 현명신장(玄冥神掌)에 나오는 현명(玄冥)이

라는 단어는 이미 현대 중국어에서 많이 볼 수 없지만, 고대 중국어에

는 북방, 겨울, 겨울 신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 소설 속의 묘사를 보면,

이 장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신이 오싹해지는 증상을 보면, 아마도 이

무공은 현명(玄冥)이라는 겨울이나 겨울 신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다.

(4). 권법

주먹으로 치는 기능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무공이다.

소설에서 말했듯이 "소림 제자는 입문을 배사하고 첫 무공은 나한권(羅

漢拳)이다. (《천룡팔부》 제 40회) 그러나 소설 속 권법 무공은 간단하

지 않다. 예를 들면,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에 있는 중위파(崆峒

派)의 칠상권(七傷拳)이다. 칠상은 원래 7 개 신체의 손상이나 질병을

가리킨다. 수나라 (隋代) 소원방(巢元方)의 《제병원후론》은 과식으로

속이 상한다; 크게 화가 내어 간을 상한다; 강한 역도와 습지대에 오래

앉아 신장을 상한다; 차가운 공기를 호흡하고 찬물을 마셔 폐를 상한다;

근심과 초조가 심장을 상한다; 비바람, 추위와 더위로 형체를 상하고, 두

려움으로 기운이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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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지법

운지법은 손가락이나 손가락을 발톱 모양으로 구부려 적을 공격하는

무공이다. 김용의 소설에는 이러한 무공이 50 여 가지나 있다. 이 중 잡

는 방법은 대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발톱이 있는 동물로 명명된다. 예

를 들면, 매발공, 닭발공, 호랑이발공, 용발공 등이 있다. 이러한 무공은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그 무공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준다. 소설

에도 운지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권술의 발톱 법은 용 발, 호랑

이 발, 매 발의 세 종류로 나뉜다. 용 발은 네 손가락을 모아 엄지손가

락을 펴고 손목을 손바닥으로 구부리는 것이다; 호랑이 발은 다섯 손가

락을 각각 분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의 뼈를 손바닥으로 구부

리는 것이다; 매 발은 네 손가락을 모으고, 엄지를 벌리고, 엄지의 두 번

째와 세 번째 손가락의 뼈를 손바닥으로 구부리는 것이다. 세 가지 종류

의 발톱은 각기 장점이 있는데, 용 발이 가장 심오하고 배우기 어렵다.

(《비호외전》 제 10회).

(6). 특수 무공

이러한 무공이 가장 재미있다. 이러한 무공은 대부분 작가가 쿵푸의

전통문화에 기초하여 창작했다. 그래서 무공의 위력이 더욱 발휘될 여지

가 생겼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무공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것들은 칠

현무형검(七弦無形劍), 화염도(火焰刀), 육맥신검(六脈神劍), 연목도법

(燃木刀法), 음풍도(陰風刀)다. 이 다섯 가지 무공은 각각 검이나 칼(도)

로 명명되었지만 우리는 칼법과 검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무공

의 사용은 사실 기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염도가 소설에

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의 이 손바닥의 힘은 화염도라고 한다. 비

록 허무하고 종잡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

다는 것은 매우 대단하다. (《천룡팔부》 제 10 회) 그러고 보니 화염

도라는 무공의 유래는 손바닥에서 나온 무형의 기운이 불을 난 칼 비슷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3.1.3 기기류 무공

(1). 검법

검은 중화 무술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국 전통 무술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병기 중의 신으로서 군자의 기품이 있다. 소

설 속의 검법이 가장 많아 모두 83종 무공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시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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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詩劍法)이다. 소설 원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당시검법은 모

든 동작이 당시에서 한 문장으로 옮겨져 나오는데..."(《연성결》(連城訣)

제 1 장) 또 신문 13 검(神門十三劍)이 모두 13 개 동작이 있다. 각 동

작은 서로 다르지만, 찌르는 곳은 모두 적의 손목에 있는 신문혈이다.

적이 검에 맞은 후 손바닥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

졌다.

(2). 칼(도)법

칼은 "백 병의 담력(膽量) "으로 중화 무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

중의 하나이다. 소설에서 칼법에 관한 무공은 30 개가 있다. 김용 소설

중 한 대목은 이렇게 쓰여 있다. "그가 방금 단도로 너를 옭아매고, 동쪽

에서 베는 칼은 소림사의 강마도법(降魔刀法)이다; 서쪽에서 베는 칼은

광서(廣西) 리산동(黎山洞) 장로의 18 번 땔나무칼법(柴刀十八路)이다;

돌아서 깎은 칼은 강남사가(江南史家)의 회퐁버들칼(回風拂柳刀)이다.

그 후 연속해 사용한 11 가지 칼법은 모두 11 가지 파별의 칼이다. 그

후 칼의 등을 반전시켜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닝보(寧波) 천동사

(天童寺)의 심관(心觀) 스님이 창안한 자비도(慈悲刀)이며 적을 제압하

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칼법이다. 그는 칼로 너의 목덜미에 대들었는데

그것은 금도(金刀) 양노령공(楊老令公)이 적을 사로잡는 칼법이다. 후산

의 세 가지 절수(後山三絕招)의 하나인데, 원래 긴 자루의 칼의 동작이

었는데 그는 단도로 바꾸었다."라고 했다. (《천룡팔부》 17회) 이 대목

에서 다섯 개 칼법의 무공이 나왔다. 그리고 모두 무공이 한 마디로 이

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3). 채법

채찍은 중국 전통 무술 기구 중의 하나이다.(《벽혈검》 16 회) 소

설에 부진쿵푸(拂塵功夫)라는 무공이 나타낸다. 부진(拂塵)은 짐승의 털,

마 등을 한 묶음으로 묶고, 긴 자루를 더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데 사용

된다. 도교에서 부진은 도장(道場)의 법기(法器)다. 그리고 도인(道人)

은 그것을 다시 병기로 만들었다. 무공 명칭은 간단하게 무공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또 사용자가 도사의 신분에도 부합하였다.

(4). 총, 곤법

총과 곤 모두 고대의 긴 병기다. 곤은 인류 최초의 도구 중 하나이

며 고대에 가장 흔한 병기였다. 소설에서 곤법 무공은 많지 않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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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항상 불교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경취곤법(取經棍法)이다.

원문에는 쿵푸의 유래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취경(取經)"이라는 명

칭은 필연적으로 불교와 관련이 있다. 또한 《서유기》 취경 이야기에서

손오공은 곤으로 무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 쿵푸의 유래일 것

이다.

(5). 암기

암기란 은밀하게 투척하고 방비할 수 없는 병기를 말한다. 예를 들

면 부메랑과 소매 화살이다. 그러나 소설 속의 암기는 이와 같은 게 간

단하지 않다. 기법은 서로 다르다. 대추 씨로 음기를 만드는 대추씨법

(棗核功)이 있고 은침으로 암기를 만드는 빙백은침(冰魄銀針)도 있다.

그리고 경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금, 은, 동, 철, 납 다섯 개의 큰 둥

근 바퀴를 이용하여 암기를 만드는 오륜대전(五輪大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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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기류 무공
內功心法

(내공 심법)

八荒六合唯我獨尊功, 龍象波若功, 九陽神功, 小無相功, 先天功,
紫霞神功, 純陽無極功, 混元功, 混元氣, 炎炎功

身法（輕功）

(경공)

淩波微步, 上天梯, 泥鰍功,金雁功, 逍遙遊, 神行百變, 四象步,
雁行輕功, 飛天神行, 靈鰲步, 梯雲縱

掌法
(장법)

般若掌, 韋陀掌, 散花掌, 降魔掌, 大金剛掌, 神掌八打, 震天鐵
掌,八卦遊龍掌, 回風掌, 綿掌, 落英神劍掌, 劈空掌, 鐵掌, 降龍
十八掌, 三花聚頂掌法, 天羅地網勢, 截手九式, 金項綿掌, 飄雪
穿雲掌, 四象掌法, 天山六陽掌, 春蠶掌法, 天山掌法, 伏虎掌,
混元掌, 大嵩陽神掌, 化骨綿掌, 遊身八卦掌, 內八卦掌法, 摧心
掌, 八陣八卦掌, 蓮花掌, 白駝雪山掌, 黯然銷魂掌, 開山掌, 三
無三不手, 赤練神掌, 大風雲飛掌, 寒冰神掌, 金蛇遊身掌, 玄冥
神掌, 寒冰綿掌, 庖丁解牛掌, 陰山掌大九式, 碧針清掌, 五行六
合掌, 五羅輕煙掌, 冰蠶掌, 霹靂掌, 黑砂掌, 伏虎掌, 達摩掌, 南
山掌法, 寒陰箭, 九陰真經摧心掌, 翻天掌, 闖少林, 天山折梅手,
壹拍兩散, 分解掌, 千手如來掌, 須彌山掌, 黑煞掌, 抽髓掌, 碧
波掌法, 白虹掌力, 震天三十掌, 快活三十掌, 震山掌, 毒砂掌,
金剛般若掌, 鐵沙掌, 紅砂掌, 佛光普照, 風雷掌, 大陰陽手, 截
心掌, 大慈大悲千手式, 藍砂掌, 大韋陀掌, 丁氏掌法, 奇門五轉

指抓（手）法
(운지법)

虎爪手, 寂滅爪, 龍爪手, 少林擒拿十八打, 鷹爪功, 千葉手, 因
陀羅抓, 拈花擒拿手, 波羅密手, 大力金剛抓, 大擒拿手, 小擒拿
手, 虎爪絕戶手, 虎爪手 大摔碑手, 蘭花拂穴手, 飛鳳手, 龍爪擒
拿手, 鷹爪手, 鐵琵琶手, 分筋錯骨手, 凝血神抓, 鷹爪擒拿手,
九陰白骨爪, 蟹鉗功, 鎖喉擒拿, 纏絲擒拿手, 大力鷹爪功, 鷹爪
力, 九陰神抓, 丁家十八路擒拿手, 三陰蜈蚣爪, 雞爪功, 三陰手,
嶽家散手, 彈指神通, 拈花指, 無相劫指, 壹指禪, 摩訶指, 大力
金剛指, 多羅葉指, 大智無定指, 去煩惱指, 天竺佛指, 金剛指,
壹陽指, 奪魄指, 幻陰指, 透骨打穴, 千蛛萬毒手, 二指禪, 參合
指, 袖中指, 玄天指, 黑風指, 鐵指訣, 如來千手法

拳法

(권법)

醉拳, 羅漢拳, 韋陀杵, 五行連環拳, 查拳, 少林長拳, 伏虎拳, 大
金剛拳, 太極拳, 武當長拳, 無極玄功拳, 美女拳法, 長拳十段錦,
落雁拳, 七傷拳, 靈寶拳, 破玉拳, 上清拳, 太極拳, 沐家拳, 八
極拳, 壹十八路登堂拳, 壹十二路入室拳, 霹靂拳, 斬蛟拳, 僵屍
拳, 混天功, 銅錘手, 靈蛇拳, 空明拳, 金蛇擒鶴拳, 百花錯拳, 回
風拂柳拳, 太祖長拳, 魯智深醉跌, 空空拳, 鶴形拳, 孟家神拳,
通臂拳, 鴨形拳, 燕青拳, 遼東野狐拳法, 梅花拳, 地堂拳法, 二
郎拳法, 滄州大洪拳, 魯智深醉打山門拳, 伏魔拳法, 沾衣十八跌

腿（腳）法
(다리법)

豹尾腳, 如影隨形腿, 連環迷蹤腿, 彈腿, 掃葉腿法, 無影幻腿,
鐵帚腿法

特殊武功

(특수 무공)

閉穴功, 北冥神功, 吸星大法, 化功大法,鬥轉星移, 乾坤大挪移,
金剛護體神功, 金鐘罩, 移魂大法, 碧海潮生曲, 七弦無形劍, 火
焰刀, 六脈神劍, 燃木刀法, 擒龍功, 控鶴功, 狂風迅雷功, 釋迦
擲象功, 陰風刀, 摔跤, 破衲功, 金剮禪獅子吼, 獅子吼, 地火功,
五鬥米神功, 枯榮禪功,心意氣混元功

중국 문학 소설 무공 부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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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류 무공

劍法

칼(도)법

獨孤九劍, 太極劍, 辟邪劍法, 追魂奪命劍, 達摩劍法, 韋陀伏魔
劍, 段家劍法, 玉女素心劍法, 玉女劍法, 全真劍法, 玄鐵劍法,
神門十三劍, 迅雷劍, 繞指柔劍, 落英劍法, 兩儀劍法, 金蛇劍法,
天地同壽, 華山劍法, 松風劍法, 泰山十八盤, 玉蕭劍法, 狂風快

劍, 伏魔劍, 正兩儀劍法, 回風落雁劍法, 柔雲劍術, 百變千幻雲
霧十三式, 玉女劍十九式, 點蒼劍法, 芙蓉劍法, 紫蓋劍法, 石廩

劍法, 天山劍法, 祝融劍法, 衡山五神劍, 岱宗如何, 五大夫劍,
嵩山劍法, 上清劍, 沖靈劍法, 雷動於九天之上劍法, 太嶽三青峰,
周公劍, 無量劍法, 苗家劍法, 連城劍法, 雪山劍法, 唐詩劍法,

八仙劍法, 祁家劍, 越女劍法, 同歸劍法, 三分劍術, 羅漢劍法,
無雙無對， 寧氏壹劍, 沐家劍, 恒山劍法, 上清劍法, 哀牢山三
十六劍, 雷震劍法, 四言詩劍, 天龍門的劍法, 三才劍, 潑墨披麻
劍法, 萬花劍法, 淑女劍法, 慕容氏家傳劍法, 柳絮劍法, 養吾劍,
希夷劍, 壹字電劍, 吳鉤霜雪明, 十步殺壹人, 脫劍膝前橫, 救趙

揮金錘, 滅劍, 絕劍, 梅家劍法, 雨打飛花劍法, 奪命連環三仙劍,
玉簫劍法, 孔雀開屏劍法

刀法
(검법)

柴刀十八路, 玄虛刀法, 胡家刀法, 快刀, 八十壹路五虎刀, 反兩
儀刀法, 血刀刀法, 金烏刀法, 五虎斷門刀, 八卦刀, 回風拂柳刀,
羽衣刀, 雁行刀法, 降魔刀法, 獨臂刀法, 奇門三才刀, 金剛伏虎

刀法, 慈悲刀, 六合刀, 鴛鴦刀, 後山三絕招, 江南陸家刀法, 夫
妻刀法, 狂風刀法, 玄玄刀法, 地堂刀法, 羅漢刀法, 鐵門閂刀法,
四門刀法, 降魔刀法

鞭（軟兵器）法

(채법)

金龍鞭法, 百勝軟鞭, 回打軟鞭十三式, 八十壹路三節棍, 布袋功
夫, 軟紅蛛索功夫, 九龍鞭法, 童家流星錘法, 拂塵功夫, 黃沙萬
裏鞭法, 銀索金鈴索法, 毒龍鞭法

槍棍法

(총, 곤법)

伏魔杖法, 潑水杖法, 無上大力杵法, 普門杖法, 太祖棒, 六合槍,
降魔禪杖, 伏魔杖法, 楊家槍, 五臺山二十四路伏魔杖, 瘋魔杖法,
蛇杖杖法, 大夜叉棍, 小夜叉棍, 取經棍法, 緊羅那王棍, 大力金

剛杖法, 齊眉棒, 五郎棍, 齊眉棍法, 中平槍, 呼延槍法, 嶽家神
槍, 打狗棒法

暗器

(암기)

青字九打, 袖裏乾坤, 天王補心針, 四十九枚連珠鋼鏢, 子母鐵膽,
棗核功, 三百六十壹枚黑白棋子暗器手法, 生死符, 滿天花雨,

五輪大轉, 含沙射影, 霹靂彈, 冰魄銀針, 玉蜂針

其他兵器
(기타)

蜀道難牌法, 鷹蛇生死搏, 漁叟鉤法, 盤根錯節十八斧, 陰陽寶扇
打穴功夫, 城字十八破, 無上大力杵, 大剪刀刀法, 倚天屠龍筆法,
《八口山銘》 筆法, 鐵蜈鉤功夫, 《裴將軍詩》 筆法,《懷素自

敘帖》 筆法, 二十八招石鼓打穴筆法, 棋盤招式, 六十四路轟天
雷震擋法, 呼延十八鞭, 壹陽指書, 蛇八打, 陰陽倒亂刃法, 采燕
功

중국 문학 소설 무공 부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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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학작품에서 쿵푸의 진실성 고증

문학작품 속의 쿵푸가 매우 대단하고 신기하다. 중국 역사에 전해지

는 무공과 다르지만 아무런 연고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협 소설

의 많은 쿵푸는 작가가 상상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역사와

현실에 존재하는 무공도 있다. 예를 들면 태극권은 기본적으로 실제 기

록에 속한다.22

3.2.1 현실 속에 있는 무공

소설 속의 몇몇 무학 전적은 현실에서 존재한다. 《옥녀심경》(玉女

心經)은 무당(武當) 전진도교(全真道教) 곤도(武當)의 비밀리에 전수한

무공이다. 현재 무당 전진 도교 용문파(龍門派) 제 25 대 장문 신용대사

(信勇大師)가 저술하였다. 또 고증 결과에 따르면 《역근경》(易筋經)은

명말 청초에 천태산(天臺山) 자응도인(紫凝道人) 가토다모(假托達摩)가

저술하였다. 그것은 중국의 비교적 성숙하고 완전한 무술 기공 이론이자

쿵푸의 연습 방법이다. 소림에 전래하여 현재 소림 승인들이 연습하고

있는 《역근경》이 되었다. 그것은 《역근경》(易筋經)과 《내공도설》

(內功圖說)을 융합한 쿵푸의 연습하는 방법이다.

내공은 소설에서 신기하게 묘사되었지만 사실 중국 전통 쿵푸에도

내공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공은 민간에서 대부분 건강하기 위해서 연습

하는 무술 기공에 속한다. 그것은 무술과 고대의 건강 관리에 관련된 지

식을 따라 발전하여 명말 청초(明末清初)에 이르러 성숙하고 체계를 형

성하였다. 김용 소설의 많은 내공은 선천공(先天功), 순양무극공(純陽無

極功), 혼원공(混元功)과 같은 무공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전통 무공

에서나 소설에서 내공에 대한 묘사는 다음 두 가지 점에 근거한다. 첫

번째는 인체의 경혈과 경맥이다. 비록 해부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중의학에서 모두 경혈과 경맥에 근거하여 환자를 진단한다. 중의학을 공

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혈의 위치를 배웠고 동시에 구결이 하나 있다.

그 구결은 인체의 기혈이 작동하는 순서와 시간을 설명했다. 자시(子時)

는 어느 기관까지 운행하며, 오시(午時)에는 어느 기관까지 운행한다.

하루 24 시간 딱 한 번 운행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주천(周天)이다.

이 주천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멈추지 않고 운행한다. 두 번째는 기운

22 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武俠小說類型研究[M].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

社,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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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운이라는 것은 많은 중국인도 믿지 않는다. 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의학에서 기혈에 대한 이론이 많다. 이 두 개 개념

은 문학 소설 작품 중 내공 심법의 묘사와 매우 유사하다.

소설 속의 검법 무공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

무당검(武當劍), 팔선검(八仙劍), 쿤룬검(昆侖劍), 삼재검(三才劍), 매화

검(梅花劍), 다모검(達摩劍)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팔선검(八仙劍)은 현

실에서 이 검법의 의경이 8 명 선인의 동작과 형태로 구성되었다. 무공

의 특징을 결합하고 검법을 부여하여 강한 힘과 부드러운 느낌이 서로

결합하여 자세가 용과 같은 검술을 형성했다. (《비호외전》 제 6 회) 소

설 속의 유신팔괘장(遊身八卦掌)은 바로 현실의 무당팔괘장(武當八卦掌)

이라는 무공의 별명이다. 무당팔괘장은 원형으로 돌아다니면서 공격과

수비의 방법이 같이 융합한 권술이다. 후세에 전수된 연습하는 사람들이

보통 손바닥이 회전 방향에 따라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형성된 경로는

여덟 방위의 연줄이다. 그 기법은 종횡으로 교차하는 것과 가는 대로 변

한 것을 중시하다. 《주역》(周易)에서 "강유상마(剛柔相摩), 팔괘상탕

(八卦相蕩)"에 해당하고, 즉 운동이 멈추지 않고 변화도 멈추지 않는다

는 의미다. 그래서 팔괘장이라고 한다.

3.2.2 완전 허구의 무공

소설에서 허구한 콩푸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가전검법(家傳劍法),

기가검(祁家劍), 목가권(沐家拳), 후가칼법(胡家刀法)과 같은 무공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독자는 무공의 이름이 무공의 출처를 나타낸다는 것

을 안다. 문파 명칭이나 창시자의 이름을 따로 떼어 두 가지 무공 명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구양신공(九陽神功)과 독고구검(獨孤

九劍)이다. 허구의 무공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현대 어휘를 사용하든 시

어에서 따왔든 전고와 같은 고대 용어를 사용하든 모두 직간접적으로 무

공의 출처, 특징, 독한 정도 등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

었다.

3.2.3 현실과 허구가 결합한 무공

소설 속에는 《태현경》(太玄經)이라는 무학 전적이 있는데, 그것은

실재하지만 《역근경》(易筋經), 《세수경》(洗髓經)과 같은 무공 경서

와 다르다. 그것은 한나라의 양웅찬(揚雄撰)이 음양, 오행 사상 및 천문

역법 지식을 이용하여 점술 형식으로 세상을 묘사한 책이다. 그것은 소

설 속의 《태현경》(太玄經)과의 연계는 단지 시인 이백(李白)의 《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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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俠客行)에서 말미에 "자수태현경(自首太玄經)"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이 시가는 소설 《협객행》에서 바로 태현경이라는 무학

전적의 재체(載體)다.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무공의 명칭을 변형하여 새로운 무공을 창조

한다. 예를 들어 면장(綿掌)은 중국의 현존하는 권술 중의 하나이다. 중

국 하북(河北)에 있는 라(羅)성은 1919 년 북경에 전해져 왔다. 방법은

손바닥 위주로 작동하며, 작동할 때 매우 부드럽게 펴지고 동작이 연속

한다. 손놀림은 고리 모양으로 운영되며, 내적 힘은 강하지만 겉으로 보

이에는 오히려 부드럽다. 폭발할 때 매우 빠르다. 이에 따라 소설에는

금정면장(金頂綿掌), 화골면장(化骨綿掌), 한빙면장(寒冰綿掌) 등 세 가

지 특성을 가진 무공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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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통 영상 문학작품의 쿵푸 예술 형태

제 1 절 문학 예술의 쿵푸 형태

4.1.1 시가 예술의 쿵푸 형태

중국 시가 예술은 일찍부터 쿵푸 형태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최초

로 협객을 쓴 시가는 한시(漢詩)였고, 육조(六朝)는 쿵푸 시가의 절정기

였으며, 당나라 시인들도 협객을 묘사하는 시가를 즐겨 썼다." 이러한 시

가는 일반적으로 협객의 이미지와 쿵푸 형태에 대한 보통 긍정적인 묘사

이고, 또 역사적으로 민간에 전해진 협객에 대한 평론과 상상의 묘사로

두 중류가 나눌 수 있다. 둘 다 협객의 정신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동시

에 협객의 뛰어난 쿵푸 형태도 보여준다.

삼국시대(三國時代) 유명한 시인 조식(曹植)이 쓴《백마편》(白馬篇)

이다. 이 시는 변두리에 있는 협객들의 충성심과 용감한 정신을 묘사하

고 있다. 시구 "白馬飾金羈, 連翩西北馳. 借問誰家子, 幽並遊俠兒……控

弦破左的, 右發摧月支. 仰手接飛揉, 俯身散馬蹄" 는 협객들의 고강한 쿵

푸를 묘사하여 좌우로 활을 쏘고 과녁의 중심을 명중시킨다. 그리고 원

숭이를 쏘아 맞히고, 몸을 굽혀 말발굽을 쏘아 맞힌다는 장면도 묘사했

다. 이러한 사구는 모두 협객들의 무술 능력에 대한 묘사와 찬양이다.

당대의 유명한 시인 이백(李白)의 《협객행》(俠客行)은 협객에 대

한 묘사와 이해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 "趙客鰻胡纓, 吳鉤霜雪明. 銀鞍

照白馬, 颯沓如流星. 十步殺壹人, 千裏不留行. 事了拂衣去, 深藏身與

名. …… 三杯吐然諾, 五嶽倒為輕. 眼花耳熱後, 意氣素霓生. 救趙揮金褪,

邯鄲先震驚. 千秋二壯士, 恒赫大梁城. 縱死俠骨香, 不慚世上英. 誰能書閣

下, 白首太玄經." 이 문자의 묘사는 시가 전체가 매우 강한 화면 감각을

갖게 한다. 시가 속에 그림이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趙客鰻胡纓"

는 조객(趙客)에 대한 직관적인 표상 묘사이지만 장자(莊子)가 묘사한

청나라 시대의 협객 이미지에 대한 작가의 찬사가 담겨 있다.

《莊子 雜篇 說劍第三十》는 "太子曰:`然吾王所見劍士, 皆蓬頭突鬢,

垂冠, 曼胡之纓……"는 장자가 묘사한 검사(劍士)가 바로 이백(李白) 협

객의 원형이다. "十步殺壹人, 千裏不留行"은 직접 《莊子》："曰：臣之劍

十步壹人, 千裏不留行"에서 온다. 원문에는 검의 예리함이 묘사하고 있데,

시가에서 협객의 쿵푸가 고강한 묘사로 인용되었다. "事了拂衣去, 深藏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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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名"은 협객의 처세 태도에 대한 묘사이자 도교의 귀은태도(민간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거하는 생활 태도를 말한다.)와 일치한다. 장이머

우(張藝謀)의 영화 《영웅》(英雄)에서 무명(無名)이라는 자객(이연걸

李連傑 분)이 연마한 독보적인 십보일살(絕技十步)이라는 기예 영감과

원천이 바로 이 시구다. 당나라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의《觀公孫大娘

弟子舞劍器行》은 "昔有佳人公孫氏, 壹舞劍器動四方…… 來如雷霆收震怒,

罷如江海凝清光. 絳唇珠袖兩寂寞, 晚有弟子傳芬芳. 臨穎美人在白帝, 妙舞

此曲神揚揚. ……老夫不知其所往, 足繭荒山轉愁疾. " 이 시구에서 묘사한

검기무(劍器舞)는 여자들이 군복을 입고 추는 춤을 말한다. "耀如翼射九

日落, 矯如群帝駱龍翔. 來如雷霆收震怒, 罷如江海凝清光. " 여기서 "弈射

日落", "駱龍翔", "雷霆收怒", "江海凝光" 이 네 개 이미지를 사용해 칼춤

(舞劍)의 요(耀), 교(矯), 래(來), 바(罷)의 네 동작의 자세, 속도 및 리

듬의 미(美)를 형용한다.

4.1.2 당전기부터 명청 쿵푸 소설까지의 쿵푸 형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쿵푸 소설은 당전기(당나라)부터 시작되었다.

당전기의 등장은 쿵푸 소설과 역사에 기록된 쿵푸 사실이 분리되고 쿵푸

소설은 독립된 제재가 되면서 쿵푸 소설은 쿵푸 장면을 묘사하는 주류

방법이 되었다. 당전기 이전에는 중국 고대 신화와 사학 저작에 상대적

으로 간단한 쿵푸 전투의 묘사가 있었다. 당전기 이전의 무협 문헌은 "

여러 형태의 쿵푸를 기념하기 위해 쓴 글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쿵푸 소설의 어떤 역사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쿵푸 소

설을 구성하기 위해 역사 참조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가치"라고

말했다.

《사기》(史記)에 있는 《유협열전》(遊俠列傳)과 《자객열전》(刺

客列傳) 등의 내용 묘사는 모두 쿵푸 소설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즉

역사 기록 이외의 오락 기능이 분리됐을 때 진정한 쿵푸 소설이 나온다

는 얘기다. 쿵푸 소설은 문자 서술형 텍스트로 대중에게 오락과 소일하

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쿵푸 장면을 의식적인 창조로 변화시켰다. 동시

에 쿵푸 장면의 묘사는 무협 소설과 다른 장르의 소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배씨(裴铏)의 《레전

드》(傳奇)가 보여준 뛰어난 문학 수준, 풍부하고 기이한 상상력, 아름

다운 예술 구상이다. 책의 내용은 기괴하고 황당하지만, 역사의 진실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 당나라 이후 번진(藩鎮) 간에는 서로 살해하고 암

살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번진(藩鎮)의 통치자는 무예가 뛰어난 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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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량 모집하였다. 이 협객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지 번진의 세력에

빌붙어, 실제로 번진 통치자의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되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당나라 번진이 권력을 쟁탈하고 서로 학살한 추악한 진실을 심

각하게 폭로한다. 그중 《네은랑》(聶隱娘)과 《레드라인》(紅線) 두 편

은 모두 여성 협객으로 쓰여 있다. 나중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무협

소설의 원형이 되었다.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단편 소설의 발전이 비교적 성숙했다. 명나라

의 쿵푸 소설은 이미 뚜렷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쿵푸 장르가 존재한다.

하나는 기발한 쿵푸 유형이고 매우 뛰어난 재주와 법술을 나타낸다. 주

로《楊謙之客舫遇俠僧》등이 있는데, 《서유기》(西遊記)는 신화 소설로

서 많은 쿵푸 형태의 묘사도 있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진실한 쿵푸

다. 《검협전》(劍俠傳), 《수호전》(水滸傳)을 대표로 한다. 《수호전》

은 오랜 기간의 구두 문학(口頭文學)과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문자

에 기초를 두고 각색된 것이다. 그래서 《수호전》에 많은 디자이너의

인생 이상이 녹아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수호

전》은 각 성공한 인물 묘사는 창작자의 인생 이상과 심미적 정취를 담

아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호전》은 단순히 문자의 형태만을 드러내

는 것이 아니라 희곡, 도문, 영화로도 이어진다. 《수호전》의 쿵푸 장면

은 실용성을 중시하고 민간의 느낌이 강하며 쿵푸 장면은 감상성이 뛰어

나지 않지만, 효과가 매우 직설적이어서 독자들의 기분을 시원하게 한다.

농후한 일반 국민의 생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불안과 어둠은 쿵푸 소설이 생기고 소비되는 주요한 사회 환

경이다. 이러한 환경일수록 인민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이 강해졌고

명군(明君), 충신(忠臣), 신선, 무협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현실에서 탐

욕스러운 왕과 신하들은 야만스럽고 무례하다. 이런 상황은 쿵푸 소설에

서 만들어진 선량한 왕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백성을 위해 억울함을 풀어

주고 협객이 신선처럼 백성의 고난을 풀어주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의존한다. 글에서 위안을 찾아 사람들의 심미적 욕구도 만족시킨다.

4.1.3 민국시대 신파 쿵푸 소설과 현대 쿵푸 소설 쿵푸 형태

20세기 초부터 40년대 말까지, 즉 국민 시기(國民時期)이다. 국인

시기는 구파(舊派) 쿵푸 소설이 신파(新派) 쿵푸 소설로 변천하여 발전

한 시기이다. 민국 시기의 쿵푸 소설 창작은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타나

고 창작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국면을 출현했다. 쿵푸 소설의 수량이 빠

르게 증가하여 10 배의 속도로 대량 나타난다고 말했다. 사회에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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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존재하는 영웅들이 혁명을 위해 천하의 흥망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구국하는 의식을 깨우치고 쿵푸 소설에 실존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당대의 사회경제적 발전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쿵푸 소설의

상업성과 오락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창작자들은 더욱 자발적으로 쿵

푸 소설의 창작에 참여한다. 이것으로 시민의 소비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른 한편은 인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문과 간행물의 출현은 객관적인

의미로 쿵푸 소설의 전파를 보증했다. 민국 신파 무협 소설에서 쿵푸 장

면에 대한 묘사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액션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소박한 서법이다. 두 번째는 임의로 가상의 몽환적인 서법이다. 세 번째

는 가상과 현실을 결합한 서법이다. 이 세 가지 필법은 현대 무협 소설

의 창작에 영향을 주어 계속되고 있다.

민국 시대에는, 첫 번째 서법을 사용한 많은 쿵푸 소설가들이 무술

에 대한 매우 정통하였다. 예를 들어 소설가 정증인(鄭證因)은 태극권에

익숙하고 조직과 계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설가 궁백우(宮白羽)는

쿵푸를 잘 모르지만, 정증인을 고문으로 하여 쿵푸 장면을 묘사할 때마

다 정증인을 먼저 종이에 쿵푸 동작을 그려 궁백우는 그림에 따라 쿵푸

소설을 창작한다. 따라서 민국시기의 쿵푸 소설의 생생한 표현은 저자들

이 현실 쿵푸 동작을 이해하는 기초에서 비롯된다. 만약에 쿵푸를 모르

는 저자들이 쿵푸 소설을 쓴다면 무술에 대한 상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

다. 예를 들어 소설가 평강불초생(平江不肖生)은 국술관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쿵푸의 전형에 대해 잘 모른다. 특히 평강불초생의 소설 《강호

기협전》은 영화 《홍련사》로 리메이크돼 18 회 연속 촬영됐다. 그 당

시에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되었다. 소설에서 쿵푸의 위력에 관한 많은

묘사는 현대 전쟁의 무기를 많이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미사일, 대포와

같은 폭발 효과를 참고했다. 이것은 근대 중국의 국방과학이 낙후로 인

해 민족 생존의 위기의식을 폭발했다는 것을 구현했다. 이러한 의식은

문학작품의 환상에서 위안을 얻기 필요하다.

현대 쿵푸 소설의 번영은 주로 양우생(梁羽生), 김용(金庸), 고룡

(古龍)을 대표한다. 현대 쿵푸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락성이 넘친다

는 것이다. 대중 소비 시장으로 안내하고, 줄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변

화되고 민간 각 계층의 심미적 요구와 심미적 관습과 가치관에 부합한다.

현대 쿵푸 소설의 통속화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오락화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겨 읽게 한다. 특히 김용(金庸) 소

설에 있는 무공은 대부분 매우 신비롭고 다채롭다. 거문고, 바둑,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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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등 중국 전통문화적 요소와 무공을 서로 융합하고 무공 장면의 미

적 감각을 더 했다. 베이징대학교가 김용에게 명예교수를 수여했을 때

엄가염(嚴家炎)은 " 중국 오사시기(五四時期)일 때 한 문학 혁명으로 소

설 작품은 사람들이 경시되는 "한서(閑書)"를 문학의 신성한 전당에 오

른 작품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김용의 예술 창작은 근대 쿵푸 소설이 문

학의 신성한 전당에 처음 입성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김용의 쿵푸 소설

창작이 또 다른 문학 혁명이었고, 당시 중국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문학

혁명이었다."라고 했다.

김용의 소설은 단순하고 순수한 쿵푸 소설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회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실감이 있고 유교, 불교, 도교의 전통문화

사상을 융합한다. 이야기 자체가 대중의 미적 심리에 영합하고 대중의

미적 관습에 부합하며 중국 소설의 미학 전통 심미관을 이어간다. 김용

의 소설은 진정한 쿵푸 장면을 표상(表象)화, 무용화, 예술화, 철학화하

여 운치와 의미가 있고 감정과 장면이 어우러진 환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많은 무공의 명칭, 동작, 쿵푸 장면은 사람들이 한가로이 생활할 때 흥

미진진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어 몇 세대에 걸친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인터넷 무협 소설, 애니메이션, 리

얼리티 영화, 시각디자인에 있는 쿵푸 장면의 표현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 2 절 희곡 예술의 쿵푸 형태

중국 영화의 황금기에 중국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일러스트에서

나타난 쿵푸 형태는 희곡이 무술 표현에 대한 전승과 거울에 의한 것이

매우 많다. 그래서 시각디자인의 쿵푸 예술 형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희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 희곡 예술의 무술은 완전히 중국에

서 생기고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쿵푸 표현 형태이다. 이후 쿵푸

애니메이션이든 무협 영화든 모든 쿵푸 형태 표현은 희곡의 표현 방식을

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4.2.1 무술극(武戲)과 무술극행당(武戲行當)의 형성

중국 희곡 예술에서 쿵푸의 표현 형태는 무술극(武戲)이라고 불리며,

외면적으로 보면 "희(戏)"자의 번체자 쓰기인 "희戱"가 왼쪽에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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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 오른쪽에는 "고(戈)"로 이해된다. 가짜로 때린다는(假打) 뜻이다.

쉽게 말해 무술극은 무대 공연과 관전성을 목적으로 무술로 사용해 전투

하는 장면을 위주로 희곡 종류다. 희곡 무술극의 형성은 많은 대 희곡

공연 예술가의 축적과 창조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실생활에 있는 쿵푸

장면을 고도 예술적 정제에 덧붙여 무용, 무술, 곡예 등 표현 방식의 심

미적 특성과 기교적인 방법을 함께 융합시켰다. 빠른 속도를 중시하지만

당황하지 않는다. 동작이 또렷하고 느리지만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

한다.

중국에는 "무대에서 1 분 공연하면 무대 밑에서 10 년간 연습한다."

라는 말이 있다. 무술극은 진정한 쿵푸 기술을 추구한다. 그 기본기는

담요공(毯子功)과 손잡이공(把子功)을 포함한다. 담요공은 주로 뒤집기,

힘차게 달리기, 뛰기, 뒹굴기, 내던지기 등 많은 기술을 포함한 일련의

표현 기법이다. 대자공(把子功)은 표적공(靶子功)이라고도 불리며 희곡

무대에서 고대 칼, 총, 검 등 병기를 같이 사용한다. 대자공이든 담요공

이든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대자공(把子功) 만 해도 소오(小五), 구전

총(九轉槍), 십인봉(十人棍), 삼십이도(三十二刀) 등 100 가지 기술이

넘고, 담요공은 곡예와 같은 다양한 기예가 융합되었다.

무술극(武戲)의 발전은 매우 오랜 역사가 있다. 중국 진한(秦韓) 시

기에 이미 등장한 백희(百戲)에는 무술극(武戲)의 원형이 있다. 진정한

희곡의 개념이 형성된 시점은 송원(宋元) 시기였다. 남송 시대(南宋時期)

에는 극단과 희곡에서의 다양한 캐릭터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또한, 실

제 공연 과정에서 투칼로리(搏刀趕棒), 사마금고(士馬金鼓) 등 쿵푸 장

면이 담겼다. 원나라에 이르고 원나라 통치자가 과거 제도를 폐지함으로

써 많은 문인이 원나라의 잡극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때 우수한 무술극

이 무더기로 출현했다. 대부분은 민족 갈등과 전란으로 인한 고난을 반

영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특히 관한경(關漢卿)을 대표하여 정광조(鄭

光祖) 같은 작가들이 《관대왕단도회》(關大王單刀會), 《삼전여포》(三

戰呂布), 《양산박이순패형》 (梁山泊李逵負荊), 《악비파로동창기》

(嶽飛破虜東窗記), 《방연야행마능도》 (龐涓夜走馬陵道) 등 모두 영웅

을 표현한 무술극이다. 명나라의 경제 발전으로 문화 산업이 극도로 번

창했다. 특히 소설이나 평서(評書) 등 예술 형식의 영향을 받아 쿵푸 작

품이 더욱 풍부해졌다. 《연쇄기》(連環記), 《천금기》(千金記), 《영웅

개》(英雄概), 《보검기》(寶劍記), 《의협기》(義俠記), 《수유기》(水

遊記) 같은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 명나라의 쿵푸 기술은 원나라의 잡극

에 비해 눈에 띄게 향상되어 많은 레퍼토리 명칭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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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청건륭년(清乾隆年)에 사대휘반(四大徽班)이 베이징에 오면서 경극

의 호황이 시작됐다. 사대휘반은 각 장점이 있는데 "三慶的軸子, 四喜的

曲子, 和春的把子, 春臺的孩子"이 있다. "把子"는 쿵푸 희곡을 가리킨다.

화춘(和春)이라는 쿵푸 표현이 돋보인 셈이다. 경극 예술이 "노래하기

(唱), 읽기(念), 만들기(做), 때리기(打)"의 네 가지 기본기를 중시한다.

때리기(打)란 주로 무술의 기본기를 가리켰고 무술극의 레퍼토리도 포함

했다. 현대적 의미가 있는 무술극은 경극이 생긴 후에 나타났다. 국민

시기 초반에 경극 무술극은 점차 흥성해졌고 매우 섬세한 역할 분류를

연기했다. 주로 잘생긴 무생(武生), 씩씩하고 여성스러운 무탄(武旦), 강

건하고 위엄이 있는 무정(武凈), 재치 있는 무희(武醜) 등이 있다.

무생은 더욱 세분되어 장탁무생(長靠武生), 단타무생(短打武生), 화

살무생(箭衣武生)으로 나뉜다. 장탁무생(長靠武生)은 바로 대무생(大武

生)이며, 분장한 모습은 주로 갑옷을 입은 장군이다. 단타무생은 날렵한

강호 영웅이 많은 편이다. 활살무생은 둘 사이에 있다. 무희는 속칭 開

口跳이다. 무예가 있고 우스꽝스러운 성격인 인물이다. 무희는 무공이

뛰어나고 동작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재미있어야 한다. 분위기

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관객을 직접 웃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경극 《삼거리》(三岔口)의 유리화(劉利華), 곤극 《막대마》

(擋馬)의 조광보(焦光) 등 캐릭터가 바로 대표적인 무희(武醜)다. 무탄

은 대부분 여장(女將), 여협객(女俠), 강호인물(江湖人物) 등 용감하고

늠름한 여성을 연기한다. 표현에서는 무술과 절기의 운용을 중시하여 두

종류로 나뉜다. 바로 단타무단(短打武旦)과 장타무단(長打武旦)(일명 칼

말단刀馬旦)이다. 단타무단이 짧은 옷을 입고 일반적으로 말을 타지 않

는다. 예를 들어 《다초찬》(打焦贊)의 양배풍(楊排風)이다. 칼마단(刀

馬旦)은 무탄(武旦)과 화산(花衫)을 결합한 업종으로 큰 기대를 걸고 갑

옷을 입고, 일반적으로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있다. 《무코지》(穆柯寨),

《무천왕》(穆天王)에 있는 무계영(穆桂英) 등 예가 있다.

4.2.2 정시화(程式化)와 가상화

정시화 공연은 중국 희곡에서 가무 수단을 활용해 실생활을 표현하

는 독특한 방식이다. 정시화의 뜻은 법식, 규정이며 일정한 표준을 확립

하는 것이 법칙이다. 1920~1930년 조태식(趙太侔), 여상원(余上沅) 등

일부 연극 학자들의 이론 저서에 처음 등장하여 연극의 사실적 표현 방

법과 대조하고 정시화로 희극 공연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이후 정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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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이론에 이어 중국 희곡 공연의 단골 용어가 됐다. 희곡 공연 예술

의 정시화는 주로 기율성과 규범성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기율성

은 희곡 공연에서 모든 언어 성조와 심리, 형체 동작의 표현은 모두 일

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형태에서 추출되고 요약된다. 또한, 형식 예술 미

학의 원칙에 따라 개조하여 희곡의 특색이 있고 풍격이 뚜렷하며 엄밀한

기술 양식이 되었다. 가창력부터 염백(念白)까지 신체 형태부터 무술까

지, 감정 표현부터 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하는 작용까지 모두 정시화의

표준 특징이 있다.

규범성이란 희곡 공연의 양식을 이루면 보편적인 공연 양식으로 변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종류의 레퍼토리나 캐릭터에 널리 사용되

어 예술인들이 서로 배우거나 개선과 창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중국 전통 경극 무술 공연의 경우는 기패（起霸）, 주변（走

邊）, 경마（趟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표현 방식이다. 문

인이든 무자（武者）든 이러한 공연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연습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러한 정시화 동작은 삶의 진실 장면을 추출하고 요약한 것이다.

기패（起霸）는 원래 매우 유명한 무술극이다. 항우(項羽)가 출정하기

전에 갑옷을 입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지 보고 확인하는

공연에서 유래됐다. 이후 희곡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으로 거듭났다.

비슷한 레퍼토리에도 사용되고 무장과 장군들의 기백과 위용을 표현한

다. 그리고 경마（趟馬）는 신분에 따라 인물들이 다른 방식으로 조합되

어 모든 쿵푸 형태, 표현, 상태는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물싸움

때의 수영, 야외 작전 때의 등산, 그리고 각종 무술 동작은 고도 규범과

개괄적인 무술극의 연기 양식이다.

유명한 희곡 《삼거리》(三岔口)의 무대는 소리 없는 몸짓으로 극과

인물 표현을 완성했다. 기교와 무대 연기가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예술의

미를 중시한다. 희곡의 무술 기교 사용을 통해 캐릭터의 생명을 나타내

는 예술 언어가 된다. 뛰어난 무예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거

나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선명하고 볼 수 있는 무대

이미지로 바꿔놓는다. 희곡에서 임당혜(任堂惠)의 주변（走邊）이라는

쿵푸 기교에는 소당회전(掃蹚旋子)이라는 동작이 있다. 이는 연기자가

기교의 "우아함(飄)", "명쾌함(脆)", "멋짐(帥)"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

고 희곡 줄거리의 리듬감과 완전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여기에는 많

은 쿵푸 동작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빨리 오르락내리락함(快速上桌下

桌), 회전자(旋子), 쌍비연(雙飛燕), 잔즈소반(踺子小翻), 환자삼백육(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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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三百六), 호도자(虎跳叉) 등 쿵푸 기교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

작이 단순히 관중의 찬사를 구하기 위해 기교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법은 그 자체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희곡 줄거리를 밀접하게 연결

될 필연성과 연관성이 있다.

가상성은 중국 희곡 독점한 심미적인 특징이다. 희곡 공연은 한정된

시간 동안 무대에서 더 많은 삶의 장면과 연극 줄거리를 보여 달라고 요

구한다. 그러나 쿵푸의 예술 형태를 다루는데도 가상의 예술 서법을 취

하고 있다. 무대가 보여주는 공간을 현실 생활 공간에 엄격하게 맞추도

록 요구하지도 않고 공연 시간과 줄거리의 일치성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희곡 공연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독특한 무대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23

가상화와 과장화인 시공간에서 사실적인 예술 미감이 생긴다.

경극《삼거리》수목 일러스트(그림 1) 경극 《삼거리》 일러스트(그림 2)

그림 1 http://exhibit.artron.net/zlbig.php?zlid=17696&p=1

그림 2 www.xuehuile.com

모든 예술 표현은 결국 희곡 내용의 표현에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상성은 주로 쿵푸 희곡에서 공간, 도구, 시간의 초월을 통해 나타난다.

즉 진실한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대상에 구속받지 않는다.24 공간적 측

면에서 희곡 공연의 초탈성(超脫性)은 인물이 전투한 행위가 무대의 환

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희곡 무대에서 대부분 도구가 실제를

가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경국 《삼거리》(그

림 1, 2)에서 탁자는 높은 산일 수도 있고, 들보일 수도 있고, 스탠드일

수도 있고, 침대일 수도 있다. 채찍을 들면 말을 타는 뜻이고 깃발을 두

개 들고 가마나 전차를 타는 뜻이다.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희곡 공연

의 무대 시간과 실제 줄거리의 시간은 일치하지 않으며, 무대에서 시간

의 연장과 압축은 내용 표현의 수요에 달려 있으며, 인물의 묘사와 줄거

23 黃佐臨.我與寫意戲劇觀[M].中國戲劇出版社,1990.
24 倪駿. 中國武俠電影的歷史與審美研究[D].中央戲劇學院,2005.

http://exhibit.artron.net/zlbig.php?zlid=17696&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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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발전에 복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연의 무대 시간은 융통성과 자유성이 있어 낭만주의적

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희곡 배우는 쿵푸 공연의 기교를 통해 관중들에

게 암시를 준다. 관객의 상상력을 십분 활용했고 이는 관객과 예술 공연

자 사이의 인지적 호흡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삼거리》에서 무생 임

당혜(任堂慧)가 등장할 때 몇 개의 소당희전(掃蹚旋子)을 사용했는데 이

동작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넌 뜻(跋山涉水)이고, 몸에는 별을 두르고 머

리에는 달을 쓴(披星戴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시간이 빠른 흐

름과 공간의 변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는 배우의 가

상적 암시에 대한 관객의 인정과 이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무대 위의 예술 공연과 무대 아래의 관람자들이 수백 년에 걸친 희곡을

통해 이룬 묵계다. 뒤쪽에는 중국 희곡 예술과 심지어 중국 전통 쿵푸

예술까지 민족의 피에 녹아드는 심미적 습성이다. 이것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 없는 문화적 공감대다.

4.2.3 무예를 무용으로 바꾸고 무용을 미로 바꿈

희곡 무대에서 무술극은 전통적인 심미 사상의 영향으로 한 세트 미

학 체계를 형성하였다. 개인 무술극의 뒤집기, 치기, 덮치기 등의 동작이

든 일대일 및 집단전이든 모두 "무예를 무용으로 바꾸고, 무용을 미로

바꾼다. (變武為舞與, 化武為美)"라는 예술 사상을 따른다. 무술극은 쿵

푸 공격과 수비 동작을 바탕으로 하고 쿵푸 동작의 소재와 영감을 받아

들여 무술극의 연기 양식을 풍부하게 한다.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실

제 전투 장면을 희곡 무대의 미적 특질을 갖춘 예술 형식으로 전환되었

다. 쿵푸의 전통 미학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 전통 무술은 그 자체

의 형식미, 시스템, 동작, 병기 등이 무술극의 예술적 표현에 영향을 미

쳐 어느 정도 촉진 작용도 한다. 무술극은 전통 무술인 격투기 형식보다

형식과 내용이 더 풍부하고 예술적 효과가 강하다. 중국 경극 예술가들

은 예술적 표현 형식의 혁신을 위해 무생(武生), 무축(武醜), 무단(武

旦), 무정(武凈)의 다양한 파별의 전통 무술 동작을 연구하기 좋아하고

그 속에서 정수를 받아들어 희곡 무술 동작으로 전환하고 무술극 공연의

예술적 효과를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쿵푸 기본기의 공중제비는 처음에 정욕종(正六宗)이라는

동작밖에 없다. 나중에 무술과 다른 장르의 연극을 받아들여 동작을 풍

부하게 했다. 단발(單提), 단전박(單前撲), 단소박(單小翻), 가관안두(加

官案頭) 등 수십 가지의 동작 기법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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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영화 《정군산》토막, 경극 배우 담신배 황충(오른쪽) 시연(그림 3)

https://m.ifeng.com/shareNews?aid=cmpp_086230005713772

기록에 따르면 경극 대가 담신배(譚鑫培)(그림 3)는 송산 소림사를

도와 송산 소림사가 돈을 많이 얻고 대웅보전을 다시 중수했다. 스님은

감사하기 위해 육합도(六合刀)와 사순건(撒手鐧)이라는 두 가지 소림 쿵

푸를 담긴배에게 전수했다. 담신배는 이 두 가지 소림 쿵푸는 《취병

산》(翠屏山)과 《당수완마》(當鐧賣馬)에 교묘하게 융합했다. 그래서

딤긴배는 《취병산》(翠屏山)에서 석수(石秀)역을 해 육합도(六合刀) 공

연했다. 《매마》(賣馬)에서 진경(秦瓊)역을 해 무잔(舞鐧) 공연했고 동

작은 모두 멋지고 관중의 탄성을 자아낸다. 경극 대가 양소루(楊小樓)는

평소에도 팔괘장(八卦掌), 통팔권(通臂拳), 육합총(六合槍) 등 여러 가

지 파별의 무술을 연마하기 좋아한다. 팔괘장의 스파이크(扣步), 스텝

(擺步), 스퍼트(跨步) 등 실전적인 효과를 내는 쿵푸를 무술극에 융합했

고 육합도는 총기로 전투한 장면에서 사용했다. 무대에서 한 동작이 모

두 근거가 있게 된고, 정확하고, 질서 있게 한다. 쿵푸 전문가이든, 문외

한이든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감탄하고 사랑하게 했다.

제 3 절 리얼리티 쿵푸 영화 예술의 쿵푸 형태

쿵푸 영화는 중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명함으

로 중국 영화에서 가장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장르 영화다. 제묵은

《도광협영몽타주》에서 "쿵푸 무협 영화란 무예와 협객이 있는 영화다.

쿵푸와 쿵푸만 있는 전투 형식으로 중국만의 의협심을 구현해 예술적 형

https://m.ifeng.com/shareNews?aid=cmpp_0862300057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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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표현한 영화다."라고 했다.25 마찬가지로 시각디자인, 특히 일러스

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디자인은 그 발전과정에서 쿵푸 영화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쿵푸 형태의 예술적 표현은 무협 영화의 귀중

한 경험을 참고하여 거울로 삼는다. 그래서 무협 영화에서 쿵푸 형태의

분석은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쿵푸 형태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

미가 있다.

4.3.1 쿵푸가 핵심 요소로 형성

중국 무협 영화는 "20 세기의 새로운 것"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중

국 쿵푸 문화의 한 현대 분파다. 또한, 무협 영화는 중국 특유의 영화

장르다. 무협 영화는 1920 년대 신괴 무협 영화의 전성기를 거쳐 민국

정부에 의해 국내 상영이 금지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홍콩과 대만에서

이어졌다. 1960 년, 제 2 차 무협 영화의 전성기가 되면서 장르가 이전보

다 성숙해졌고 호금전(胡金銓) 장철(張徹)처럼 도검류 무협 영화의 예술

성취를 했고 개인적인 스타일을 정립하는 중요한 인물이 탄생했다.

1970 년 이후 김용, 고룡 소설을 리메이크한 무협 영화가 한 시대를 풍

미했다. 쿵푸 톱스타 이소룡(李小龍), 성룡(成龍)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유행 추세는 도검 무협 영화에서 권법 무협 영화로 바뀌었다.26 1990 년

에는 홍콩과 대만에서 "뉴웨이브 영화"라는 열풍을 일으켰다. 쉬크(徐克)

감독의 신파 무협 영화를 대표로 신파 무협 영화의 가작을 대량 나타난

다.27

《와호장룡》(臥虎藏龍) 포스터(그림 4)

https://ent.163.com/edit/030107/030107_148023.html

25 沈國芳.觀念與範式——類型電影研究[M].中國電影出版社，2005.
26 賈磊磊.中國武俠電影史[M].北京:文化藝術出版社,2005.
27 肖顯惠. 傳媒視閾下的"大陸新武俠"[D].蘭州大學,2011.

https://ent.163.com/edit/030107/030107_148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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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980년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정착되면서 중국

대륙의 무협 영화도 전례 없이 빠르게 발전했다. 2000 년에 이안(李安)

감독의 《와호장룡》(臥虎藏龍)(그림 4)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 등 수

많은 상을 받으면서 중국 대륙에는 무협 영화의 광풍이 불고 있다.

2016 년, 국제 쿵푸 스타 성룡이 미국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에서 시

상한 "오스카 명예 회장상/ 평생 성취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중국 무협

영화가 전 세계의 주목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28

의심할 여지없이 무협 영화는 거의 중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영화 장르가 되었다. 사실 일반 관객에게 호기심을 끄는 가

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스릴 넘치는 시각 예술 감각이다. 할리우드 영화

에서는 추격차, 총격전, 폭발, 공상 과학 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필요할 수도 있다.29 그러나 무협 영화의 경우는 쿵푸 동작만 잘하고 장

면이 신나면 관객의 흥미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영화 줄거리가

논리에 맞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저자는 중국 무협 영화가 관객을 사로잡는 근본적인 핵심 요소는 바

로 쿵푸 동작을 주제로 한 캐릭터 이미지, 쿵푸 다이내믹 디자인, 환경

설정, 장면 분위기 등 요소의 합리적인 사용을 꼽았다. 본문은 이 핵심

을 무협 영화의 "쿵푸 요소"로 정의하고, 쿵푸 요소가 나타내는 구체적

인 형태, 스타일 양식, 줄여서 "쿵푸 형태"라고 한다. 여러 세대에 걸친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쿵푸 영화는 점차 네 가지의 성숙한 쿵푸 형태를

이루었다. 바로 기이한 신괴 투법(光怪陸離的神怪鬥法), 날렵한 도건 무

협(淩厲飄逸的刀劍武俠), 진실한 권법 쿵푸(真實打鬥的拳腳功夫), 익살

스럽고 교묘한 쿵푸 코미디(諧趣巧妙的功夫喜劇)다. 이 네 가지 쿵푸 형

태의 구분은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독립은 아니며, 네 가지 쿵푸 유형

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받았다. 이를 통해 무협 영화 속 쿵

푸 형태의 체인을 형성한다.

4.3.2 신괴투법(神怪鬥法) 영화 속 기이한 매력

신괴 무협 쿵푸 형태의 기본 특징은 쿵푸 장면과 환상적인 장면을

서로 결합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쿵푸 동작의 진실성과 신기한 낭만

성을 서로 결합해 상상력이 넘치는 쿵푸 시각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

이다. 이 장르의 영화에서 아무리 기발한 동작 장면이라도 쿵푸 기본 동

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무협 쿵푸와 신기한 환상은

28 陳墨.中國武俠電影史[M].中國電影出版社,2005.
29 孫立.影視動畫視聽語言[M].北京:海洋出版社,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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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립하는 두 방향으로 멀어져 가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특별

한 관계가 있다.

《홍련사》 스틸, 인물 희곡 무대화 (그림 5)

http://big5.cri.cn/gate/big5/news.cri.cn/gb/6851/2005/11/23/1325@79245

2_2.htm

1920 년에 상하이에서 신괴 무협 영화가 《홍련사》(火燒紅蓮寺)를

대표하며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1930 년 초에 영화의 부정적인 내용

은 사회 각 분야와 계층의 비판을 받기 때문에 민국 정부에 의해 영화를

금지되고 사라질 때까지 쇠약해진다. 초기의 신괴 무협 영화는 예술적

효과의 표현 측면에서 볼 때 표현 효과가 약간 거친다. 《레드맨》(紅

俠)(1929 년)(그림 5)의 영상 자료에서 신괴 무협 영화가 탄생 초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쿵푸 장면은 흔히 강한 "희곡 무대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투 쌍방은 희곡 무술극처럼 먼저 전투를 하고 나서

각자 병기를 걷어들고 두 개의 모서리에 서서 작법(做法) 자세를 취했다.

비검(飛劍), 백광(白光)은 손바닥에서 나와 공중을 맴돌며 부딪치며 만

약 한쪽의 비검이나 백광이 격추되면 진다. (그림 6, 7)

《홍련사》(火燒紅蓮寺) 토막, 기이한 쿵푸 표현 수법 (그림 6, 7)

http://www.kaimalo.com/img/832393130b3d7e5b2cbcba1cceab5d9c0f

bb.html

1960 년까지만 해도 홍콩의 신괴 무협 영화는 쿵푸 형태에서 아무

http://big5.cri.cn/gate/big5/news.cri.cn/gb/6851/2005/11/23/1325@792452_2.htm
http://big5.cri.cn/gate/big5/news.cri.cn/gb/6851/2005/11/23/1325@792452_2.htm
http://www.kaimalo.com/img/832393130b3d7e5b2cbcba1cceab5d9c0fbb.html
http://www.kaimalo.com/img/832393130b3d7e5b2cbcba1cceab5d9c0fb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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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실질적인 돌파를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영화 《여래신장》 (如來神

掌, 1965)은 40 년 전 영화 《홍련사》에 나오는 쿵푸의 형태와 거의

같다. 쉬크의 《신촉산검협》(火燒紅蓮寺, 1983)에 이르기까지 신괴 무

협 영화의 쿵푸 형태는 시각디자인에 혁명적인 도약을 했다. 쿵푸 장면

은 더욱 신기하고 환상하다. 관객의 주의력은 거의 쿵푸 동작 자체에서

다양한 보조 환경으로 바뀌었고 장면의 시각적 효과에 매료된다. 풍신뒤

(風神腿), 배운장(排雲掌), 천상권(天霜拳)이 보여주는 시각 효과는 이

전 무협 영화에서 볼 수 없었다. 동시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00 년대 들어서는 2001 년의 《촉산전》(蜀山傳), 2008 년의 《화

피》(畫皮), 2009 년의 《풍운 2》(風雲 2), 그리고 거의 매년 한 편씩

펼쳐지는 《서유기》(西遊記) 등의 영화가 모두 이러한 장면의 시각 효

과를 사용해 신괴 무협 영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4.3.3 도검(刀劍) 무협 영화 속 아름답과 우아함

아름답고 우아함은 도검 무협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주로 무술 동작의 무용화와 유연화의 추구를 나타낸다. 초기(1920

년부터 1960 년까지)에는 도검 무협 영화의 형태는 희곡 무대화라는 특

징이 매우 뚜렷하다. 신파 무협 영화의 발흥은 1960 년 중반 호금전(胡

金銓), 장철(張徹) 감독으로 대표되는 신파 무협 영화의 열풍이 일기 시

작했다. 쿵푸 형태는 이 시기에 큰 전환을 일으켜 후세 무협 영화의 발

전에 거대하고 오랜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무협 영화의 쿵푸 형태는

이전의 무협 영화보다 훨씬 높은 시각 예술 수준을 보여준다. 주로 표현

은 동작 디자인이 더욱 다양해지고, 캐릭터 형태가 더욱 풍부해지고, 장

면 설정이 더욱 유연하고 다양해진다. 호금전은 이 시기 최고의 대표주

자로 무협 소재와 중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쿵푸 형태를 표현하는 데 더욱 능하다. 무협 이야기에 담긴 박대한 중화

문화의 전통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지

닌 표현으로 무협 영화의 예술적 품위(品味)를 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다.30

대표 작품은 《대취협》(大醉俠, 1966), 《용문객잔》(龍門客棧,

1967), 《협녀》(俠女, 1969) 등이 있다. 장철(張徹)의 영화가 가장 큰

특징은 강건한 폭력 미학을 추구한다. 호방하고 거친 개인적인 스타일을

구현하는 동시에, 슬픈 영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장철의 무협 세

30 索亞斌.香港動作片的美學風格[M].北京:中國傳媒大學出版社,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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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다. 바로 인물 이미지를 폭력화의 극단으로

몰아가다. 피로 물든 흰색 옷, 대전, 거친 동작과 같은 전투 디자인은 이

러한 요소가 거의 반복적으로 장철의 각 무협 영화에 나오고 그의 명확

한 개인 표지가 된다.31

1990 년에 호금전(胡金銓)이 감독을 맡은 영화 《소오강호》 (笑傲

江湖)는 무협 영화의 새로운 세기를 열었고 역동적인 디자인 언어와 더

욱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 디자인을 이용해 무협 영화의 쿵푸 형태의 발

전을 또 한 번 추진했다. 이 영화부터 쿵푸 영화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도검류 무협 영화의 동작 형태는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신룡문 여인숙》(新龍門客棧) 영화 토막, 부드러운 시각 효과와 낭만주의 색

채 (그림 8, 9)

그림 8 https://movie.xunlei.com/reviews/106745

그림 9 https://kknews.cc/zh-sg/entertainment/xqlvp38.html

1990 년에 《소오강호》(笑傲江湖) 이후 누구나 아는 도검 무협 영

화 가작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 《신룡문 여인숙》(新龍門客棧)(그림

8, 9), 《방세옥》(方世玉), 《태극 장삼풍》(太極張三豐), 《소년 황비

홍》(少年黃飛鴻) 등이다. 이러한 영화는 낭만주의 색채가 강하며 자연

스럽고 품위(品味)가 있는 인물 이미지와 쿵푸 형태를 추구한다. 또한,

환경적인 디테일에 대한 표현과 분위기 띄우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으

며, 쿵푸 동작의 독특한 디테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디

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무협 영화는 동작의 완전성과 진

정성을 극명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쿵푸 동작의 속도감과 파워

감각을 표현하기에 더 신경을 쓴다. 한 동작은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고

보여주는 리듬도 점점 빨라져다. 특별한 시각디자인 표현 방법을 사용해

쿵푸의 예술미를 중점적으로 표현한다. 2000 년에 이안(李安) 감독의

《와호장룡》(臥虎藏龍)은 아카데미 최고의 외국어 영화의 영예를 얻었

31 張哲溢.中國功夫藝術[M].中國青年出版社, 2013.

https://movie.xunlei.com/reviews/106745
https://kknews.cc/zh-sg/entertainment/xqlvp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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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중화권 영화의 북미 흥행 기록도 세웠다. 이로써 중국 대륙에

서 "21세기 중국식 무협 영화 "의 열풍이 불었다. 장이머우(張藝謀), 천

카이거(陳凱歌), 펑샤오강(馮小剛) 등 유명한 감독은 《영웅》(英雄,

2002 년), 《십면매복》(十面埋伏, 2004 년), 《무극》(無極, 2005 년),

《야연》(夜宴, 2006 년), 《만성금대 황금갑》（滿城盡帶黃金甲, 2006

년） 등 영화가 촬영됐다. 이러한 영화의 쿵푸 형태는 무용과 같은 동작

의 미적 감각을 추구하며 낭만주의 색채의 표현은 절정에 이른다. 이로

인해 쿵푸 장면 자체의 폭력성이 최소화되면서 쿵푸는 영화라는 매체에

서 중국 색채가 짙은 문예적 기질을 보여준다.

4.3.4 권법 쿵푸 영화 속 리얼 재현

권법 쿵푸 영화는 무협 영화의 장르 중 하나로서 진실한 쿵푸 재현

을 추구한다. 1949 년에 홍콩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쿵푸 이미지

가 탄생했고 바로 황비홍(黃飛鴻)이다. 총 77 편의 황비홍이 출연한 영

화가 있는데 이 중 59 편은 후펑(胡鵬)이 감독을 맡는다. 이로써 무협

영화는 권법 쿵푸 영화처럼 진실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미디어가 보편화하지 않은 시대에 이러한 무협 영화는 사람들이 오락 소

비의 핵심이 되었다. 이때의 권법 쿵푸 영화는 대부분 남파(南派) 무술

동작 디자인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쿵푸 동작은 진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쿵푸의 묘수와 특수한 재주의 표현에

중점을 둔다. 이후 수많은 쿵푸 작품의 디자인은 이러한 사실적인 스타

일을 고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장면 디자인에서는 쿵푸

동작의 완전한 연속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동작이 진실의 쿵푸

임을 보증한다. 대중에게 연속적이고 명확한 쿵푸 전투 과정을 보여 준

다.

1971 년부터 이소룡(李小龍) 주연한 《당산대형》(唐山大兄, 1971

년), 《정무문》(精武門, 1972 년), 《맹룡과강》(猛龍過江, 1972 년)과

《용쟁호투》(龍爭虎鬥, 1973 년) 등 영화가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영화는 중국 무협 영화의 발전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당산

대형》(唐山大兄)에서 이소룡의 독특한 쿵푸 동작을 처음 선보였다. 날

렵한 몸매와 보폭, 빠르고 정확하고 독한 동작 그리고 기괴한 고함친 소

리는 개인적인 매력을 지닌 쿵푸 캐릭터를 많이 만들었다. (그림 10) 또

이소룡의 표시가 있는 이삼발(李三腳) (지차기, 옆 차기, 뒷발차기)가 있

고 빠르고 힘이 세며 발차기 자세가 늠름하고 소탈한 것이 특징이다. 일

대 수백 명이든 일대일 결투든 모두 리듬감 넘치는 열정과 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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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 형태를 보여준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춤을 좋아했던 것과 관련이

있고 1957 년에 홍콩 댄스 오픈 대회의 우승을 획득했다.) 디자인 언어

운용에서는 쿵푸의 놀라운 속도와 힘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

다. 이소룡의 짧은 인생은 총 4편 영화를 찍었지만, 무협 영화사 나아가

중국 영화사에 빛나는 명주가 됐다.

《맹룡과강》(猛龍過江) 영화 토막 (그림 10, 11)

https://movie.xunlei.com/reviews/129667

이소룡의 성공은 독보적이다. 배우로서 그는 중국 사실적인 스타일

의 쿵푸 영화를 극치로 밀어냈다. 무술가로서 그는 절권도(截拳道)를 창

조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소룡의 이미지는 너무 지나치게 신격

화됐다. 이소룡 영화의 영향으로 홍콩 영화에 진실적인 권법 쿵푸 영화

가 대량 등장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영화는 류자양(劉家良) 감독의 영화

였다. 유가양은 홍문정종(洪門正宗) 출신으로 황비홍의 제자다. 그의 영

화에서 "진쿵푸(진정한 쿵푸)"를 기본 동작 형태로 하며 환경과 분위기

가 약화되고 무술 동작의 힘과 기교를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은 주된 목

적이다. (그림 11) 쿵푸 동작 자체의 매력을 깊이 있고 충분히 발굴하는

것을 기본 추구와 목표로 한다.

《맹룡과강》 일러스트 포스터 (그림 12)

http://kuaibao.qq.com/s/20181112A10GMY00?refer=spider

https://movie.xunlei.com/reviews/129667
http://kuaibao.qq.com/s/20181112A10GMY00?refer=sp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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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량(劉家良)의 쿵푸 영화는 쿵푸 동작 문파의 독특성을 표현하기

중시하다. 영화 《소림 36 방》(少林三十六房, 1978), 《소림장성대사》

(少林搭棚大師, 1980), 《오랑팔괘봉》(五郎八卦棍, 1984)에서, 혹은 이

소룡 영화 《맹룡과강》(猛龍過江)의 해외 포스터(그림 12)를 통해 관객

들에게 교과서처럼 멋진 동작과 연습 장면의 매력은 영화 자체의 이야기

와 주제를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양의 영화 관념에

서 무협 영화는 쿵푸의 일종인 표현과 전파 수단이므로 그의 영화에서는

쿵푸 동작의 정통성, 기교성, 진정성을 더욱 추구한다.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개혁 개방에 따라 영화 시장에서 쿵푸 영화의 열풍을

일으켰다. 1982 년에, 홍콩의 감독 장신옌(張鑫炎)은 중국 대륙에 가서

영화사에 남을 만한 고전 영화 《소림사》를 촬영했다. 영화 전체의 배

우는 모두 전문 무술 선수다. 관상성과 연기를 중시하는 무술 공연은 북

파 무술 또는 신파 무술로 불린다. 이 때문에 《소림사》가 보여주는 쿵

푸 동작은 중국 홍콩과 대만의 쿵푸 영화보다 스타일 차이가 매우 크다.

주로 동작 형태는 더욱 편하고, 춤과 유사한 감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녔

다. 관객에게 쿵푸 형태의 신선함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쿵푸 형태는

우리가 운동 대회에서 본 무술 경기와 거의 같지만, 중국 대륙에서 전례

없는 쿵푸의 열풍을 일으켰다. 몇 세대 사람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소림사》의 영향으로 20세기 80 년대와 90 년대의 대륙 쿵푸 영화는

쿵푸 동작과 형태는 대부분 사실적인 스타일로 디자인하고 인간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쿵푸 형태와 동작 디자인이 드물게 나타난다. 21 세기

들어 《사보랑》 (殺破狼, 2005 년), 《도화선》(導火線, 2007 년) 등

권법 쿵푸 영화는 동작 디자인에는 브라질 유술과 같은 기술 공격 권술

이 결합한다. 폭력에 대한 직설적인 과시를 추구하고 "주먹마다 치명적

이다. "라는 진실감이다. 육탄전의 폭력성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면서

쿵푸가 원래 있었던 기교성과 형체 미의 특징을 약화했다.32 쿵푸 장면

은 적나라하게 폭력을 드러내 죽음을 직시하는 위기감을 준다. 저자가

보기에 이런 발전은 쿵푸 영화 역사 발전의 중심에서 벗어난 순수한 상

업적 작동의 시도다.

32 張力.功夫片的秘密-動作導演藝術[M].青島出版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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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종사》 (壹代宗師) 영화 토막 (그림 13-16)

https://www.youtube.com/watch?v=e9P2_OLTLU0

그나마 《엽문》(葉問, 2008), 《일대종사》(壹代宗師, 2013) (그림

13-16), 《사부》(師傅, 2015) 등의 권법 쿵푸 영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 《엽문》 시리즈 영화는 영춘권(詠春拳)에 대한 창조적인 시각 효

과를 보여주며 권법 쿵푸 영화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 《일대종사》

는 강한 문예적인 시각 효과를 보여준다. 영화에 있는 쿵푸 동작이 고전

무용의 느린 동작과 같다. 또한 서호봉(徐浩峰)의 《스님》(師傅)은 민

국시기 무술의 다양한 표현 형태를 개척하며 무협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

을 열어놓았다.

4.3.5 쿵푸 코미디 영화 속 기지와 유머

쿵푸 코미디 영화는 권법 쿵푸 영화에서 변형된 영화 종류인데, 그

쿵푸 형태는 무술 동작의 익살성, 잡기성, 사실성 등 특징이 나타났다.

쿵푸 코미디의 대표주자는 바로 아카데미 평생 성취상을 수상한 성룡(成

龍)이다. 성룡 영화의 쿵푸 형태는 미국 묵상 시대 코미디 액션 영화의

원조인 바스터 키튼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아마도 성룡 영화가 할리

우드는 물론 전 세계 관객들에게 빠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1978 년에 유원보(由袁部)의 영화에서 성룡의 쿵푸 이

미지는 반 영웅적 특징이 있다. 동작 디자인도 이소룡 쿵푸의 깔끔함,

주먹마다 진실한 통증을 느끼는 정의로운 영웅 쿵푸 형태를 완전히 뒤집

었다. 스타일이 섞이고,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쿵푸 형태를 개척했다. 이

https://www.youtube.com/watch?v=e9P2_OLTL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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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권괴수》(笑拳怪招, 1979 년), 《사제출마》(師弟出馬, 1980 년)

도 이러한 스타일을 이어갔다. 이후 성룡 영화에서는 장난과 박명 모험

적 동작이 많아졌고 《A 프로젝트》(A 計劃), 《경찰 이야기》(警察故

事), 《피크 프로젝트》(飛鷹計劃) 등 영화는 각종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물은 쿵푸 도구로 교묘하게 활용돼 "무기"로 쓰인다. 책상과 의

자, 사다리, 자전거, 오토바이, 쓰레기통은 공격과 수비의 무기로 사용된

다.

그의 유연한 쿵푸 기교와 초인과 같은 신체 자질을 보여준다. 고도

점프와 같은 곡예적인 모험성도 성룡 영화의 한 대표 쿵푸 요소다. 성룡

을 비롯한 쿵푸 영화 외에도 주성치(周星馳)로 대표되는 영화도 코믹 양

식의 쿵후 형태가 융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슴정기》(鹿鼎記,

1992), 《돈백호점추향》(唐伯虎點秋香, 1993), 《대화서유》(大話西遊,

1995), 《소림축구》(少林足球, 2001), 《쿵푸》(功夫, 2004) 등 영화

는 쿵푸 동작에 희극적 요소를 교묘하게 융합했다.

그러나 주성치(周星馳)의 영화 속 코미디 효과는 허황한 줄거리와

발칙한 연기를 통해 주로 나타난다. 쿵푸 전투할 때 매우 정직하고, 동

작 자체는 코미디 분위기가 부족하다. 쿵푸 형태에서 성룡의 영화처럼

쿵푸 동작 자체의 특성을 적용하여 익살성과 곡예성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무협 영화에서 코미디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성이

됐지만 성룡과 같은 쿵푸 코미디만이 진정한 쿵푸 코미디의 마개를 열었

고 쿵푸 코미디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33 동시에 무협 영화의 쿵

푸 형태가 예술 표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33 中國港臺電影研究會.成龍的電影世界[M].中國電影出版社,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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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각디자인에서 쿵푸의 예술 표현

형식과 특징

앞서 4장에 따르면 저자는 쿵푸 본질의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 중

국 쿵푸 요소는 쿵푸 작품 속 출처와 근원을 정리하며 중국 쿵푸가 전통

문학, 영화, 희곡 등 예술 작품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탐구

했다. 다음으로 시각디자인에서 중국 쿵푸가 예술적 표현 형식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주로 리얼리티 영화, 애니메이션, 희곡 등

쿵푸 요소의 예술적 표현 방법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본문 내용의

핵심이다.

쿵푸의 예술적 표현을 보면 리얼리티 영화는 객관적이고 진실한 고

도의 환원을 추구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달성한다. 애니메이션은 무한

한 과장과 변형을 추구하며 예술적 디자인 기법을 융합한 것으로 쿵푸

원형에 대한 일종의 확장과 상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법은 시각적 충

격이 더 강한 쿵푸 표현 수법이다. 소설과 같은 텍스트보다 예술적 특징

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 반면 시각디자인은 동적 시각 효과의 다양한

특징을 조합해 정적인 디자인한다. 예술적 특징에 대한 표현 요구가 더

높고 쿵푸의 예술적 표현을 농축하는 작업이다.

제 1 절 영상 작품에서 쿵푸의 특징

5.1.1 만물유령(萬物有靈)의 역동적 사유

시각디자인에서는 특히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만물유령(萬物有靈)의

역동적 사유는 쿵푸의 두드러지는 본질 특징 중 하나이다.34 쿵푸 장르

의 애니메이션은 리얼리디 영화보다 관람 평균 연령이 낮다. 쿵푸의 동

작은 원래 폭력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특별한 예술 수법

을 통해 쿵푸의 원형을 보장하고 폭력적인 시각 감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연령대가 낮은 수준으로 쿵푸를 살펴야

한다. 따라서 역동적인 사고와 도약성도 돋보였다. 리얼리티 영화에서도

허황한 변형이 항상 나오는데, 이는 모두 쿵푸 장르 애니메이션 작품의

영향을 받고 싸우는 분위기와 광경을 더욱 날렵한 효과를 만들어 준

34 孟軍.動畫視聽語言[M].武漢:湖北美術出版社,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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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

《미식 대모험》(美食大冒險) 영화 토막, 식물의 의인화 (그림 17, 18)

https://www.linkeddb.com/document/oPELrtmQZN/

만약 디자이너들이 만물유령(萬物有靈)의 역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애

니메이션 작품을 만든다면,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뿐

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차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애니메이션 《쿵푸 판다》의 다양한 의인화된 동

물 캐릭터가 있다. 《미식 대모험》(美食大冒險, 원제 식 쿵푸)(그림 17,

18)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의인화하고, 자신의 특징을 결합해 그에 맞는

쿵푸 동작과 무기를 부여했다. 프랑스인 자크리나·나카시가 전작에서 "

예술에 한 나무나 한 물건, 한 풍경이라도 모든 것은 영혼이 있다."라고

했다.36 쿵푸 형태에 대한 좋은 전환, 쿵푸와 인물하고 환경 간의 독특한

접근 방식 등도 쿵푸가 시각디자인에서 보여주는 예술적 형태의 특징이

다.

애니메이션이 표현하는 세계관은 인간의 상상력을 물화한 표현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쿵푸 이미지의 날렵한 효과는 환상적인 예술이다.

그중에서 환상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구현은 바로 의인화 수법인데, 창

작자는 어떤 비생물에게 생명력의 율동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교묘한 쿵

푸 동작 디자인을 통해 개성과 감정을 표현한다.37 가장 흔한 것은 동물

이 인간의 생활 방식과 감정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상의 논리성

을 따르게 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다. 비생물이든, 식물이든, 혹은 낮은 동물이든, 모든 이

미지는 예술 세계에서 그것들은 철저히 "인간화"되어 인간의 사상, 인간

의 감정, 인간의 행동을 가지게 된다. 손과 발의 분화는 더 인간의 특허

35 方明星, 對話與融合—動畫藝術成人思維與兒童思維的對接研究[D].浙江大

學, 2012.
36 [法] 雅克琳娜·納卡什:《電影演員》，李銳、王迪譯，南京：江蘇教育出版社

2007 年版：第 17 頁.
37 孫立軍, 馬華.影視動畫影片分析[M].北京:海洋出版社,2005.

https://www.linkeddb.com/document/oPELrtmQ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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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며, 옷과 바지의 착용도 인간의 라벨이 아니다. 모든 예술적 이

미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정, 사랑, 우정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은 예

술 세계가 교류하는 언어가 되었다.38 예술 세계에서 모든 것이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영성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쿵푸 요소의 사용이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으

로 만들었다.

5.1.2 비생리적인 골격 운동

리얼리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예술 회화 형식으로 역할,

형태, 동작을 보여줄 때 특별한 예술 효과를 위해 캐릭터 골격 운동을

과장하고 변형하는 비 생리적인 운동 처리를 할 수 있다. 주로 반관절

(反關節) 운동과 무(無)골 운동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실제 쿵푸 표현보다 훨씬 환상적이고 과장된 특질이 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실제 쿵푸 표현보다 훨씬 환상적이고 과장된 특질이다. 이

것은 예술 회화와 디자인만의 독특한 예술 수법이며, 쿵푸 형태가 예술

회화 작품에서 본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일반적인 반관절 운동은 쿵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흔한 회화 기법

이다. 그 목적은 주로 운동의 범위, 강도, 탄력성을 시각적으로 증가시키

기 위한 것이다. 그림에서 표정이나 몸짓은 실제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넘을 수 있고 과장된 변형을 보여준다. 쿵푸 애니메이션의 과장은 캐릭

터의 감정 세계, 환경 변화를 더 깊이 있게 표현해 관람자들의 풍부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반관절 운동은 쿵푸에 적용되면 더 장력이 있는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을 생길 것이다. 캐릭터의 개성과 특징을 부각하는

데 더욱 유리해지며 심미적 즐거움도 생긴다. 그래야만 애니메이션을 통

해 쿵푸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줄 수 있다.

《철선공주》 (鐵扇公主) 애니메이션 토막, 비생리적인 골격 운동(그림 19)

https://www.youtube.com/watch?v=gw-SSOSSEIg

38 黃玉珊, 余為政.動畫電影探索[M].臺北:臺灣遠流出版公司,1997.

https://www.youtube.com/watch?v=gw-SSOSS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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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골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인간 운동의 생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지, 몸통, 목 등을 뼈 없는 호스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탄력적인

재미있는 운동을 만든다. 이런 운동은 뼈의 생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극도의 과장과 변형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쿵푸 애니메이션 《철선공

주》(鐵扇公主)(그림 19)에서 손오공(孫悟空)이 목을 밧줄처럼 가늘게

뻗고 철선공주(鐵扇公主)의 보검 위에 감은 장면이 매우 좋은 예인데,

실제 인간의 연기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술 회화에서는 일반적인 수법이

다.

5.1.3 극진히 과장된 형체 변화

애니메이션 디자인에서 쿵푸 동작과 형체 변화에 대한 과장이 극치

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다른 예술 디자인 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렵

다. 변형은 애니메이션 표현의 하나의 독특한 언어다. 한 물건은 다른

물건으로 변형하는 과정의 본질은 조형 관련성의 일종 주관적 의식 표현

이다. 바로 이 때문에 변형은 쿵푸 형태의 사용에 대한 쿵푸 전투일 때

의 시각 효과를 더 했다. 쿵푸의 동작 장력과 예술미가 더욱 돋보였다.

왼쪽 《대소천궁》애니메이션 토막 (그림 20)

https://zh.wikipedia.org/wiki/%E5%A4%A7%E9%97%B9%E5%A4%A9%E

5%AE%AB

오른쪽 《느자노하이》애니메이션 토막(그림 21)

https://zh.moegirl.org/%E5%93%AA%E5%90%92%E9%97%B9%E6%B5%

B7

주로 신괴 투법(神怪鬥法)과 정서적 변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

난다. 특히 신괴 투법(神怪鬥法)을 표현하는 쿵푸 장면에서 다양한 환상

의 전투 장면과 신비한 마술의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은 《대소천궁》(大鬧天宮)(그림 20), 《느자노하이》(哪咤鬧

海)(그림 21), 《천서기담》 (天書奇譚) 등 애니메이션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72 번 변형할 수 있는 손오공, 세 마리와 여섯 팔이 있

https://zh.wikipedia.org/wiki/%E5%A4%A7%E9%97%B9%E5%A4%A9%E5%AE%AB
https://zh.wikipedia.org/wiki/%E5%A4%A7%E9%97%B9%E5%A4%A9%E5%AE%AB
https://zh.moegirl.org/%E5%93%AA%E5%90%92%E9%97%B9%E6%B5%B7
https://zh.moegirl.org/%E5%93%AA%E5%90%92%E9%97%B9%E6%B5%B7


52

는 느자, 법술이 뛰어난 단생(蛋生) 등 이러한 수법을 통해 멋진 모습을

만들어 낸다. 정서적 변형은 전투 과정에서 분위기와 감정 표현을 필요

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형태를 매우 장력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중이 이를 통해 캐릭터들이 쿵푸 전투를 할 때 심리 활동을 직관적으

로 느낄 수 있게 하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장난치며 캐릭터를 귀엽게

처리할 수 있고 인물들이 매우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울 때, 심지어 생사

의 경계에 가까워질 때 매우 사실적인 스타일링으로 어두운 주변 환경에

매치할 수 있다. 또한, 연인 사이의 쿵푸 동작을 표현할 때 운율이 있는

아름다운 조형을 활용해 애매한 감정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39

하지만 "사리에 맞지만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술적 환상 세

계의 창의 원칙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환상은 공감할 수 없고, 시각

적으로 충격을 줘도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쿵푸류 시각

예술 디자인에 이러한 지극히 과장된 형체 변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

떤 형식보다도 충분하고 자유롭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쿵푸 요소가 시

각디자인에서 더 현저한 예술 효과를 얻었다.

5.1.4 자연의 역학에 반하는 표현

리얼리티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역학적 표현은 자연의 법

칙에 반할 수 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자연의 섭리에 대한 자유로운

장악이다. 예술 작품 속 쿵푸 이미지는 로켓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연

처럼 공중에서 흔들릴 수 있고 나뭇잎처럼 가볍게 떨어질 수도 있다. 줄

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역학적 규율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회화적 정체성은 쿵푸 요소 중 신기한 힘을 보

여주는 장르와 못 하는 것이 없는 장르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고 땅으

로 들어갈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화와 무협 장르를 표

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선, 시각 디자이너는 자연법칙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가 독자와 관

자의 객관적 물리학 법칙에 대한 심리적인 연출에 부합해야 한다. 물리

학 법칙에 대한 임의의 변화는 캐릭터 동작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심지

어 너무 거짓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리얼리티 영화에서 보이

는 경공(輕功) 형태는 역학의 정상적인 법칙 특징에 반하여 거짓처럼 보

이고 퇴고를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성에 대해 쉽게 피할

수 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무게감에 대한 구현이다. 여기에 쿵

39 張松林.《美術電影藝術規律的探索》, 見《美術電影創作研究》,北京:中國電影

出版社 1984 年版,第 1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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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동작을 접목하고 예술 형태를 적당히 과장해 대중의 심리에 맞는 역

학적 규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역학 법칙을 위반하는 다른 표현은 쿵푸 이미지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치환과 유용이다. 다시 말해, 쿵푸를 표현할 때는 깃털처럼

가볍고, 때로는 구리 솥처럼 무겁고, 때로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강철처럼 단단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리얼리티 쿵푸 표현할 때 형용

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애니메이션과 예술 그림을 디자인할 때는 자

주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쿵푸 판다 1》 홍보 포스터 (그림 22)

bbs.banma.com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쿵푸 판다 1》(그림 22)에서 판다 아보와

설표 타로의 결전 때 타로는 아보의 배를 전력으로 때렸지만 아보의 몸

은 스프링처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손으로 옮겨 결국 타로를

날려 보냈다. 쿵푸의 전투 장면에서는 물리적 속성의 치환과 유용이 사

용된다.

《쿵푸》 사자호공의 영화 토막 (그림 23, 24)

https://zhuanlan.zhihu.com/p/29863936

또한, 주성치(周星馳)의 영화《쿵푸》에서 태극권, 사자호공(獅吼

功)(그림 23, 24)을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그대로 적용됐

다. 주인공이 태극권을 이용해 전투할 때 태극권의 유연함으로 강건함을

이기는 고도 기예를 표현할 때 물리 속성을 이용한 치환을 썼다. 주인공

https://zhuanlan.zhihu.com/p/298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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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킬러에게 당했을 때 탄력이 볼처럼 다른 킬러에게 힘을 실어준다. 동

시에 몸이 밧줄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킬러의 공격을 피했다. 주인공이

사자호공(獅吼功)을 펼치면, 몸이 성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러한

변형은 쿵푸 형태의 구현에 적절한 추진 작용을 한다. 이런 방법은 시각

디자인이 2차원 공간에서 쿵푸에 대한 좋은 예술 표현의 한 수법이다.

5.1.5 극도 시각화의 운동 과정

이러한 표현 형식은 진실에 대한 객관적인 재현이 아니라 초감각성

과 환상성이 있는 주관적인 재현이다. 이 시각화 방법이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된다.

《대소천궁》 속도선 사용의 애니메이션 토막(그림 25)

http://ah.ifeng.com/a/20160803/4830572_0.shtml

한편, 물체 운동 궤적의 강화 효과에 대한 사용이다. 가장 흔한 것

은 운동 궤적에 대한 보조 표현인데, 예를 들면 "속도선", "영상이 겹친

효과" (그림 25) 등이다. 이러한 특수한 효과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예를

들어, 《대소천궁》(大鬧天宮)에서 손오공은 여의봉(如意棒)을 쓸 때 선

풍과 같은 속도선을 사용했다. 무기 충돌을 표현할 때도 타격의 강도와

파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유사한 보조 효과가 사용된다. 이러한 보조

회화의 효과 사용은 시각 기호화 표현에 대한 예술인의 경험과 축적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관객 사이에 일중 표현과 관람의 묵계가 이루어진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운동을 표현할 때는 상형화된 전투 방식을 사용

하여 다른 보조 기법과 조합하여 바람직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은, 쿵푸 전투의 디테일에 대한 과장과 강화다. 주로 동작

의 궤적화 구현과 화면의 디테일을 확대에 구현한다. 이러한 화면의 정

석은 쿵푸 동작과 같은 빠른 운동을 필요한 과정과 궤적을 표현할 수 있

다. 그 표현은 실제 생활에서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내용

http://ah.ifeng.com/a/20160803/4830572_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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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고속 운동한 물체의 표현과 미시 물체의 표현

이다. 상상력에 기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속도 궤적선과 영상이 겹친 효과의 사용은 쿵푸 요소 중 특유의

예술적 형태 질감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제 2 절 쿵푸 동작 디자인의 예술적 특징

시각디자인 작품에서 쿵푸의 동작 디자인은 쿵푸가 전체적으로 표현

하는 주체 핵심이자 관객을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이자 쿵푸 장르의 독특

한 근원이다. 실생활에서 쿵푸는 신체 건강과 인체 미학을 보여주는 역

할 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기와 호신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기

도 있고 관상성과 기본기 훈련을 중시하는 프로그램 연습도 있다. 경기

력을 중시하는 쿵푸의 핵심 목적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꺾기 위해 빠른,

정확함, 독함을 필요하다. 실제로 실용적인 쿵푸를 갖출수록 관상성이

떨어진다. 실용성과 관상성이 어느 정도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소룡(李小龍)의 이삼각(李三腳) 처럼 세 번 연속 하이

킥은 실생활에서 매우 비실용적이며 연속적으로 다리를 높이 올리는 동

작이 자신의 급소를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공격 동작이다. 그러나 일부

영화 작품에서는 과장된 동작으로 훌륭한 관상성을 보였다. 그리고 견자

단(甄子丹)의 영화《엽문》(葉問)에 있는 권법은 실생활에서 전투의 살

상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시각적으로는 독특한 리듬감과 경쾌한 시각적

느낌을 준다. 그래서 시각디자인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쿵푸는 예술적으

로 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테일 확대, 빠른 속도를 느린 속도로

변경, 복잡을 간단한 것으로 변경 등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관객

에게 쿵푸 동작 과정과 중점적인 세부 사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인체의

미학을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심미적인 효과를 달성한다. 저자는 연구

를 통해 시각디자인 작품 중 중국 쿵푸 동작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구분

했다. 허황한 신괴의 투법(神鬼鬥法), 재미있는 코미디 연결, 무용화된

폭력의 소해, 형상화된 가상의 전투, 감정화된 예의의 미다.

5.2.1 허황된 신괴의 투법(神怪鬥法)

중국 애니메이션《대소천궁》(大鬧天宮)에는 이러한 고전적인 쿵푸

동작의 변형이 매우 많다. 대표적인 잔명은 손오공(孫悟空)과 이랑신(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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郎神)의 허황한 전투 장면이다. 이 장면 그리기는 전체적인 기세가 매우

웅장하다. 한쪽은 검은 구름이 뒤덮인 듯한 어두운 분위기였고, 신장(神

將)은 화과산(花果山)의 유연한 새끼 원숭이들과 싸웠다. 다른 한쪽은

여의봉을 든 손오공과 방천화극(方天畫戟)을 든 이랑신(二郎神)의 전투

장면이다. 신장들은 화과산을 둘러싸고 큰불로 쓸어버리는데 원숭이들은

막아내지 못해 뿔뿔이 달아나 동굴로 숨어든다. 손오공은 이 상황을 보

고 매우 마음이 급하여 계속 이랑신과 전투하는 것을 원치 않아 여의봉

을 커다란 돌판으로 만들어 이랑신을 제압하였다. 이랑신은 거대한 바위

를 밀어내고 뒤에 바짝 붙어 쫓는다. 손오공은 신장을 끌어내기 위해 사

방으로 도망쳤고 수많은 신장의 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후 참새

가 되어 가지에 멈춰 서서 피한다.

이랑신은 손오공의 변신을 발견했고 독수리로 변신해 추격하기 시작

했다. 손오공은 또한 물고기, 스컹크, 두루미, 표범, 사자와 같은 동물로

변신하여 도망친다. 이랑신은 다시 백로, 뱀, 늑대, 호랑이 등 동물을 바

꾸고 손오공의 뒤를 따라다니며 치고받는다. 그사이에는 사람의 형태로

바꿔가며 싸움 장면도 있다. 변화된 동물 순서를 보면, 손오공의 목적이

전술적인 철수이며 화과산의 원숭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줄거리의

논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할 때 이랑신은 따라붙어 처음

에는 필승으로 보였다. 하자인 손오공은 도망가서 이길 수 있고 점점 강

해지고 심지어 약해 보이는 상황으로 강한 상대를 이겼다. 예를 들어 손

오공이 변상한 참새가 이랑신이 변신한 독수리의 깃털을 잡아떼고 손오

공이 변신한 두루미가 이랑신이 변신한 늑대를 때렸다. 그리고 이랑신을

차게 알리게 하는 동작 등 다양한 의인화 쿵푸 동작이 굉장히 놀라웠다.

애니메이션 《서유기》 편집한 토막,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이랑신과 싸

우는 과정에서 이랑신의 일부가 변형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상이

동시에 변화, 가려서 변화, 접히면서 동시에 변화, 시차가 있는 변화다.

(그림 26)

변형 기법의 사용은 만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가장 유명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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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변신술의 시각디자인은 매우 수준이 있다. (그림 26) 처음에 손오공

은 이랑신과 일대일 기기 전투를 시작할 때 손오공은 몸이 작아지면서

참새로 변신한다. 이랑신은 몸을 돌려 독수리로 변신할 때 몸의 각 부분

이 동시에 변화하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신체 일부가 먼저 변화되고 다

른 부분은 원래 상태로 유지된다. 구름과 물 등을 이용해 물체를 가리는

차폐 변형도 있다.40 이 투법은 가장 강조해야 할 점은 환변(幻變)에 대

한 흥미로운 접근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애니메이

션의 디자이너인 부가상(浦稼祥)은 이러한 시각적으로 매우 강한 쿵푸

표현에 대한 싸움할 때의 재미를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쿵푸의 유

연한 민첩성, 캐릭터의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그래야 줄거리의 흐름을 이

끌 수 있다.41 이 점은 항전 시기의 《철선공주》(鐵扇公主)에서도 보이

는데 이러한 쿵푸류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은 쿵푸류 시각 예술

작품의 발전에서 제시와 귀중한 경험을 쌓는다.

5.2.2 재미있는 코미디 연결

쿵푸 장면의 디자인은 재미있는 코미디 연결 방식을 통한 경우가 많

고 강렬한 아름다움과 오락성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많은 리얼리티 영

화나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쿵푸 표현 장면은 음식 조리, 악기 연주, 서

화 창작, 중국 전통 댄서, 희곡 등과 상호 통합되어 있다. 기묘한 생각으

로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냈다. 리얼리티가 출연하는 영화 속 이

러한 수법의 표현은 여러 예가 있다.

《식신》 쿵푸와 요리 융합한 영화 토막(그림 27)

https://www.youtube.com/watch?v=GA_KC9G0mv0

예를 들어, 《식신》(食神)(그림 27)에서 쿵푸는 음식 조리와 융합

했다. 주성치(周星馳)의 영화《당백호 점추향》(唐伯虎點秋香)에서 쿵푸

40 别样的"表演"-动画表演基础研究[D].上海大学, 2015.
41 李三強. "變相"之美-動畫藝術的審美闡述[D]. 華中師範大學, 2011.

https://www.youtube.com/watch?v=GA_KC9G0m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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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화 창작이 융합했다. 《쿵푸》에서는 고금 연주와 기공을 결합했다.

애니메이션과 도서 작품 《쿵푸 판다 2》에서는 항상 쿵푸를 전투하는

장면과 악기 연주 장면을 동시에 표현해 매우 시각적인 충격이 있는 쿵

푸 전시를 만든다.

판다 아보는 적을 치고, 강도 승냥이는 징에 머리를 부딪치고 징의

소리와 함께 연주회 시작을 알렸다. 원숭이는 징으로 적을 어지럽히고

영사는 적을 차서 날아가게 한 후 북을 맞혔다. 토끼는 시작부터 끝까지

비파를 연주하며 쿵푸의 타격 리듬과 악기의 타격 리듬을 교묘하게 결합

했다. 비파, 당고 등 중국 전통 악기가 병기로 사용되면서 상상력이 넘

치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쿵푸 연주회로 구성했다. 반면 시각디자인의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쿵푸의 구현 형식이 더욱 흥미로워지며

생동감이 있게 그릴 수 있다. 정적인 회화 기법으로 쿵푸의 동태적인 미

를 표현한다.

5.2.3 무용화 폭력 소해

많은 문학예술과 영화,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쿵푸 장면 디자인은 처

음부터 무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강하다. 피비린내와 폭력 동작 형태

를 고도 스타일화를 해 무용 예술적인 운치를 돋운다.42 폭력적인 요소

를 부각한 일부분의 작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쿵푸 장르의 작품은 다양한

연령대를 지향한다. 여기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됐다. 그래서 특히

쿵푸 책이나 쿵푸 애니메이션의 폭력은 실제 영화보다 폭력성의 정도가

크게 줄었다. 회화 감각, 무용 감각, 운율이 매우 강한 예술적 쿵푸 형태

를 드러나고 때로는 맹렬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부드럽고 아름답다.

연구에서 쿵푸 형태의 무용화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43

우선 쿵푸 자체는 오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일찍부터 무용성을 지닌 예

술적 특징을 형성했다. 중국 전통 영상 문학작품에서 쿵푸 형태는 다양

한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다채롭고 다양한 예술적 시각 장면을 만들어

낸다. 빠르게 펼쳐지는 장권(長拳), 맹렬한 남권(南拳), 유연하고 날렵한

태극권 등 전통문화의 세례를 거치며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전통적

인 미적 감각이 가지고 있는 권법이 중국 각 분야의 쿵푸 장르에서 다양

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42 宋東紅. 中國動畫暴力元素分析[D].哈爾濱工業大學,2008.
43 張興龍.傳統美學精神對武俠文化的影響[J].世界華文文學論壇,2007,(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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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자노하이》 애니메이션 토막, 전투할 때 무용화된 동작(그림 28-31)

http://www.xlysauc.com/auction5_det.php?id=106746&ccid=806&n=1979

또한, 중국 전통 희곡은 쿵푸 홍보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다. 희

곡에서 쿵푸에 대한 추구는 무용화(舞蹈化)된 지체의 미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감각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희곡 무대에서 축

적하여 얻은 것이다. 《대소천궁》, 《느자노하이》 (그림 28-31) 등

영상 문학작품 속 쿵푸 동작은 기본적으로 희곡 무대에서 비롯되며, 춤

의 미적 감각과 희곡의 미적 감각을 강하게 보여준다.44

마지막으로 쿵푸류 시각디자인 작품에서 폭력 표현도 시각적 미화를

거쳤다. 무용화된 심미 추구는 높은 성취를 하고 있다. 중국 만화《쿵푸

판다》(功夫熊貓), 《대성귀환》(大聖歸來)에서 몇 가지 중요한 쿵푸 장

면은 주로 무협을 가이드로 한다. 작가들은 치밀한 추측과 기묘한 혁신

을 통해 쿵푸 기교는 만화의 줄거리, 인물, 주제와 완벽하게 조화시켜

쿵푸의 폭력성을 없애면서 쿵푸 기술은 그대로 뒀다. 쿵푸 장면의 예술

적 심미 특성을 한층 높였다.45

5.2.4 형상화 가상 전투

쿵푸 동작 디자인은 동작, 자세, 동작 명칭, 또는 쿵푸 속담에 자연

스러운 상형화 처리가 존재하고 있다. 상형화는 쿵푸가 다양한 작품에서

특유의 상상력과 시각적 표현력이 있는 방법이고 두 가지로 나뉜다. 하

나는 상형권(象形拳)으로 대표되는 쿵푸로서 상형권의 권종, 동작에 대

한 상형화 처리다. 다른 하나는 쿵푸의 위력이나 살상력을 나타내는 구

상화 표현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결합하여 사용된다.

44 陳雪梅.中國動畫中的戲曲表演研究[D]. 重慶大學, 2013.
45 肖路. 國產動畫電影的傳統美學風格及其文化探源[D].華東師範大學,2006.

http://www.xlysauc.com/auction5_det.php?id=106746&ccid=806&n=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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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는 바

로 상형권이다. 이러한 권법은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만화 작품에서

동물이나 특정 인물 또는 자연 현상을 쿵푸 형태 개량의 기초로 삼아 쿵

푸의 동작 형태를 취하거나 쿵푸의 깊은 의미를 취한다. 정의를 취한 대

상이 다르므로 각종 권법의 속성 특성도 완전히 같을 수 없다.

《쿵푸 판다》애니메이션 토막, 기공이 신룡 형태의 형상화(그림 32)

https://www.aboluowang.com/2016/0227/699238.html

예를 들어, 뱀권법(蛇拳)의 동작은 기민하고 민첩하며, 모든 동작이

적의 급소를 공격한다. 표권범(豹拳)은 사납고 신속하며 민첩하다. 용권

법(龍拳)의 기세가 방대하고 적을 먼저 공격하여 제압하다. 원숭이권법

(猴拳)은 동작이 날렵하고 수비가 주를 이룬다. 학권법(鶴拳)의 자태가

경쾌하여 왕래가 자유롭다. 호권법(虎拳)이 기세가 위풍당당하다. 그리

고 닭권, 사마귀권, 독수리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권법에는 상형

지정의 수식이 있다. 예를 들어, "餓虎撲食"(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덮

친다), "黑虎掏心"(흑호가 심장을 후빈다), "白猿獻果"(흰 원숭이가 열매

를 맺는다), "猴子摘桃"(원숭이가 복숭아를 딴다.)], "白鶴亮翅"(백학은

날개를 밝힌다.), "鷂子翻身"(매가 몸을 뒤집는다.) 등이 있다. 이것은 모

두 쿵푸가 가지고 있는 상형 속성이다. 이들 권법 자체는 상상력과 오락

성이 뛰어나다. 문학작품에 널리 쓰이고 작품 서적의 주제 이름으로 직

접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북두신권》(北鬥神拳)은

북두칠성이라는 동양적 신비를 지닌 권법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쿵푸

판다》에서(그림 32) 아보는 기공을 사용할 때 용의 이미지가 나왔다.

용의 이미지는 매우 강력하며, 신수의 상징이다.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환상적인 시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상형화된 표현은 기공의 위력

도 부각시킬 수 있다.

https://www.aboluowang.com/2016/0227/699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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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 음파공(音波功)의 영화 토막 (그림 33)

https://zhuanlan.zhihu.com/p/29863936

리얼리티 쿵푸 영화에서 종종 이러한 상형권의 속성을 적용하여 각

캐릭터의 성격 특성을 표현한다. 《서유복마전》(西遊伏魔傳)에서 호형

권(虎形拳)을 사용한 악사의 등장과 전투할 때는 호랑이의 환상이 묻어

난다. 《쿵푸》의 한 장면에서 시각장애인 거문고 킬러가 거문고를 연주

하며 풀어낸 음파공(音波功)(그림 33)의 살상력은 구상적 표현을 위해

긴 칼로 그려졌다. 결국, 방출되는 에너지는 대량 해골병 이미지로 형상

화됐다. 그 후 주인공의 사자호공에 밀려 해골병은 전멸했다. 쿵푸의 위

력을 잘 시각화해 독자와 관자의 시선을 끈다.

5.2.5 감정화 쿵푸 예의

중국은 예로부터 의례의 나라라고 불렸다. 전통 쿵푸의 예의는 중국

무협 문화에서 형성된다. 무술을 연습하는 사람의 도덕, 수예, 학예, 용

무 등의 예의범절에 연관한다. 쿵푸 예의는 무술을 연습하는 사람의 정

신과 품격의 구현이다. "권법 쿵푸는 기예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

를 배워야 한다.", "선례후병 (먼저 통상적인 예의범절에 따라 상대방과

교섭한 후에 전투한다.)" 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무협 강호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본 예의로 대하는 것이 협객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요구이며

협객이 강호에서 갖춰야 할 기량이기도 하다. 영상 문학작품에서 쿵푸

예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인물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객의 내면적 감정 상태도 잘 보여줄 수 있다. 쿵푸 예절은 쿵

푸의 독특한 문화 표지이기도 하다.46

리얼리티 쿵푸 영화 《와호장룡》(臥虎藏龍)에서 이모백(李慕白)과

옥순룡(玉蛟龍)은 대나무 숲에서 고전적인 전투가 있었다. 격투를 시작

하기 전에 매우 특수한 동작이 하나 있다. 그 바로 이모백은 오른손 집

46 動畫創作中"中國風"的"變"與"不變"-《花木蘭》與《功夫熊貓》給中國動畫創作

的啟示[J]. 北京電影學院學報, 2009, 03:42-47

https://zhuanlan.zhihu.com/p/298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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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손가락과 중지로 옥순룡의 미심 자리를 가리켰다. 《칼과 성진》(刀與

星辰)이란 책에 따르면 이 동작은 도교 수련의 한 기본적인 방식이었으

나 이후 도교 제자를 받은 의식에서 표지 동작이 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쿵푸 예의 표현 방식이다. 옥송룡을 제자로 삼으려는 이모백의 강한 소

망을 표현했다. 중국 예술 디자인에서 가장 흔한 쿵푸 예절은 주먹예(抱

拳禮),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예(鞠躬禮), 기계예(器械禮) 등이다. 주먹

예(抱拳禮)는 쿵푸 장면에서 가장 흔한 예의다. 왼쪽 손은 문으로, 오른

쪽 주먹은 무로, 왼쪽 손은 오른손 주먹으로 덮어 "용기가 있지만 안 좋

은 일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무공이 강하지만 금기를 범하지 않는다"라

는 뜻이다. 두 팔을 둥글게 감는 것은 무공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우호

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쿵푸 판다》 아보의 주먹예(抱拳禮)의 영화 편집한 토막
(그림 34)

《쿵푸 판다》(功夫熊貓)의 장면에서 너구리 스님은 거북이 스님을

만나러 달려갔을 때 걸음을 멈추고 우선 심호흡을 하고 숨결을 가다듬는

다. 그리고 주먹예(抱拳禮)(그림 34)를 사용해 존중의 뜻을 표현한다.

동시에 둘의 사제관계도 표현했다. 기계예(器械禮)는 주로 무기예(持械

禮), 제기예(遞械禮), 접기예(接械禮)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칼, 총, 곤

봉 등의 동작은 기기별로 다르지만, 핵심 원칙은 일치한다. 칼끝과 같은

살상력이 있는 한쪽 끝을 자신에게 향하고 화합과 우호의 의미를 표현한

다.47

47 從《功夫熊貓》談動畫創作中"中國元素"的系統性應用[J]. 南京藝術學院學報(美

術與設計 版), 2009, 02: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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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격투 분위기 조성의 예술 특징

쿵푸 전투의 환경과 분위기는 쿵푸의 시각 표현에도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쿵푸 예술미의 아주 특별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쿵푸 작

품에서 전투의 장소는 매우 탐구할 만한 것이다. 애니메이션과 리얼리티

영화, 문자 묘사가 모두 그렇다. 쿵푸 장면에서 상징적이고 주제와 맞는

쿵푸 전투 환경을 디자인한다. 분위기를 띄우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큰 환경은 자연 산수와 인문 건축으로 구성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전체적인 경관이 있다. 작은 환경은 비, 눈, 바람, 번개, 나뭇잎, 낙

화, 연기 빛 그림자 등 상상력이 풍부한 시각 효과가 있고 전투 분위기

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의 사용이 강화한다. 쿵푸 전투 분위기 조성에

대한 직관적인 심미와 내면의 상징적인 함의를 통해 환경적인 감정 표현

을 함께 구성했다.

5.3.1 놀라운 초현실적 경관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들의 회화적 속성은 시각 효과 조성에 매우 유

리하다. 예를 들어 천궁 선경, 봉림 현교, 폭포 비애 등 초 현실감을 지

닌 환경이다. 그것들은 시각디자인 때문에 멋진 모습을 얻을 수 있고 사

람을 놀라게 하는 독특한 감상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중국 《대소천

궁》 작품에서는 화과산(花果山)(그림 35), 천정(天庭)(그림 36, 37), 용

궁(龍宮)(그림 38), 도원(桃園), 요지(瑤池), 도솔궁(兜率宮) 등의 기묘

한 장면이 있다. 그것들은 원작에서 서술한 장면을 고도로 환원하였다.

과장되고 현란한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각적 충격

을 주었다. 또한, 캐릭터가 무공을 할 때 정서와 주변 분위기가 잘 어우

러져 더 나은 시각적 표현으로 이어진다.

《대소천궁》화과산(花果山)(그림 35) 《대소천궁》천정(天庭)(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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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천궁》천정(天庭)(그림 37) 《대소천궁》용궁(龍宮)(그림 38)

(그림 35-38) https://m.bizhizu.cn/photoview/3358/1.html

중국 대표 쿵푸 애니메이션 《쿵푸 판다 1》에서 시각적인 기관 조

성은 매우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쿵푸 동작 표현을 위

해 한 환경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이번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됐다.

《쿵푸 판다 1》 전편의 가장 놀라운 장면은 설표 타로의 탈옥한 장면

과 타로와 개세오협(蓋世五俠)의 다리에서 전투한 장면이다. 타로가 탈

옥하는 장면은 타로가 악역으로 처음 등장했고 이 장면은 디자인에 큰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 장면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이

되었다는 쿵푸 장면이다. 설표 타로가 강해질수록 그 후 판다 아보가 설

표 타로를 꺾을 수 있다는 근심은 더욱 커져 작품 전체의 장력을 보강했

다. 감옥의 설정은 절벽에서 파낸 것으로 중국 장성 토치카의 디자인과

유사하다. 비디오 게임처럼 감옥에도 여러 개 관문이 있다. 타로의 성공

적인 탈옥은 간수들이 설계한 기관과 조치를 교묘히 빌렸다. 옥졸이 쏜

화살을 이용하여 손발의 쇠사슬을 끊고, 옥졸이 쏜 엄청난 화살을 사용

해 계단을 구축하고 간수대로 뛰어올랐다.

전교장(典獄長)은 종유석 천장판이 있는 다이너마이트로 타로를 가

두고 싶었는데 오히려 타로의 놀라운 경공에 의해 파헤쳤다. 타로는 고

속으로 떨어지는 종유석 사이에서 점프와 기어오르기를 계속한다. 마지

막으로 교도장의 폭약을 이용해 감옥 문을 폭파해 탈옥에 성공했다. 설

범은 마침내 감옥을 탈출했고 바로 위험한 다리에서 타로와 개세오협(蓋

世五俠)의 전투가 이어졌다. 이 쿵푸의 장면은 운무가 감도는 대나무 숲

속에 설정되어 있다. 대나무 숲속에 다리는 한쪽 끝이 중국식 간판이고

다른 쪽 끝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신비로운 선경을

만들고 위험을 넘친 시각 감각을 조성했다. 이 전투에서 개세오협은 다

양한 쿵푸를 사용했다. 다리의 물리적 속성을 매우 활용했고 다리의 불

안정성, 쉽게 끊어지는 성질 등을 포함한다. 다리 절단 후 타로를 바닥

https://m.bizhizu.cn/photoview/335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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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밀어 넣었을 때 모두가 전투에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타로

가 밧줄의 탄력을 이용하여 교묘히 심연을 넘어 돌아왔다. 마지막 점혈

신공(點穴神功)이라는 묘수를 사용해서 한 수만에 이겼다.

이에 따라 리얼리티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초현실적 경관의 묘사

표현은 놀라운 효과를 주면서 관객의 호기심과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캐릭터의 독특한 쿵푸와 개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쿵

푸 동작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쿵푸 장면에서 자주 사

용하는 예술적 수법이다.

5.3.2 아름답고 날렵한 시각적 표현

이러한 쿵푸 장면에서 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함과 처리에 대한 아름

답고 날렵한 시의 경지를 표현에 중점을 둔다. "시성"은 중국 전통문화

예술이 추구하는 최고의 기준이었다. 중국 회화는 연상, 재구성, 유백,

상징, 은유 등의 기법을 통해 시의 경지의 표현을 창조한다. 중국 80 년

대의 수묵 회화 스타일은 중국의 대표 스타일로서 그 핵심은 전통 미술

스타일의 시의 기질에 대한 표현이다. 한편, 쿵푸 장면의 디자인에서 보

통 연기, 안개를 많이 사용해 가상과 진실이 결합한 여백 효과를 만들어

낸다. 대나무 숲, 버드나무 등 중국 전통의 상징성을 지닌 식물로 환경

을 조성해 독특하고 날렵한 효과를 조성한다. 유백은 중국 회화 예술 특

유의 예술 수법이다. 필묵의 사의와 배치의 공백임을 강조하고 가상과

진실이 결합한 구도로 기발한 상상 세계를 구성했다. 대중의 상상력까지

화면의 상상 표현에 참여 시켜 쿵푸 장면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내적 함

의를 끌어올렸다.

《쿵푸 판다 1》 애니메이션 토막, 거북이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복숭아꽃이 되

어 흩어졌다. (그림 39)

http://www.zuoren.net/daoli/32684.html

다른 한편은, 고전적인 자연 요소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비, 물, 눈,

낙엽 등 요소가 종합하게 운용한다. 화면의 미적 감각을 부각하는 역할

http://www.zuoren.net/daoli/326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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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작의 힘과 속도를 직

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요소들은 정

교하고 변함없는 환경을 통해 상징적인 쿵푸 장면과 분위기를 구성했다.

이러한 자연 요소는 무용화 쿵푸 동작의 표현력을 강화했다. 쿵푸 장면

전체가 더 형식적인 미적 감각과 의식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쿵푸

판다 1》(그림 39)에서 거북이 마스터가 돌아가셨을 때 환경 디자인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복숭아 꽃잎의 운용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고

거북이는 복숭아 꽃잎에 파묻혀 사라졌다. 천천히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거북이 대가 세상을 떠나 승천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48

《쿵푸 판다 3》에서 판다 아보가 천살과 싸울 때 주술지(巫師指)

라는 무공의 엄청난 위력을 표현하기 위해 복숭아 꽃잎이 실물의 운반체

가 되고 복숭아 꽃잎으로 태극 문양을 만들어 범계와 영계의 분기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거북이 스님과 천살이 명부에서 대결하는 장면, 마지막

아보가 하늘을 꺾고 거북 스님을 만나는 장면의 디자인이 모두 복숭아꽃

이 만발한 태극 모양이었다.49 중국 고대 시인 도연명(陶淵明)이 《도화

원기》(桃花源記)라는 글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선경을 창조한 후 도화원

의 이미지는 중국 전통에서 안녕, 평화, 자유와 아름다움의 함의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시각적으로 독특한 미적 감각을 지녔고 이미 시

가의 성질 연장을 갖추었다. 또한, 거북이 대사가 세상을 떠난 후 평화

로움, 소요, 소탈한 개성 특징도 은유하고 있다.50

5.3.3 갈등이 집중된 밀폐한 공간

미스터리 탐정 소설처럼 살인 사건의 발생 장소는 황야 별장, 굴레,

불칸 등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밀폐한 공간에 두곤 했다. 쿵푸류 예술 작

품도 자신만의 독특한 밀폐한 공간을 가지고 쿵푸 표현 장면을 설치한다.

예를 들어 경기장, 역참과 같은 곳이다. 그것들의 목적은 모두 서사 표

현과 갈등 충돌을 만들 때 더 나은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1). 역참(驛站)

역참은 중국의 전통적인 인문 공간으로 쿵푸 장면 중 가장 고전적인

48 陳忠怡. 《功夫熊貓》中中國元素缺席的在場[D].四川外語學院,2011.
49 劉敏賢. 解讀《功夫熊貓》的"中國性"[J]. 青海民族大學學報(教育科學

版),2010,01:41-44.
50 王晶怡. 論《功夫熊貓》中中國元素的運用[D].南京師範大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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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중 하나이다. 희곡이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책이든 모두 멋진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희곡《십자파타점》(十字坡打店), 《삼거리》

등이 있고 영화에는 《신룡문 여인숙》(新龍門客棧), 《대취협》 (大醉

俠) 등이 있고 애니메이션에는 《대성귀환》(大聖歸來), 《진시명월》

(秦時明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소설 《설산비호》(雪山飛狐)는 정글

황야에 있는 역참이 가장 극적인 장소다. 역참처럼 시간과 공간을 상대

적으로 고도 집중하고 독립적인 환경이 있는 곳은 드물다. 각기 다른 배

경 내력, 서로 다른 성격의 캐릭터들이 순서대로 등장하고 모든 갈등과

충돌이 이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와호장룡》(臥虎藏龍) 영화 토막, 역참에서 한 전투 (그림 40)

https://107cine.com/m/mstream/26784

역참의 유일무이한 공간 특성은 갈등과 충돌이 인과 관계나 우발성

을 무시함으로써 전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쿵푸

를 표현할 때 공간의 유창성과 관상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설

명하자면, 역참은 밀폐성이 매우 강한 독립된 공간의 한 전형적인 대표

다. 예를 들어 《대성귀환》(大聖歸來)은 역참에서 전투한 줄거리의 설

정은 《십자파타점》(十字坡打店)에 있는 줄거리를 참고했다. 역참의 공

간 구조는 2 층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수평 방향도 있고 수직 방향도

있어 쿵푸 장면의 표현에 더욱 넓은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 영화 《와호

장룡》(臥虎藏龍)도 역참에서 전투했다. 중국 전통적인 건물 내부 디테

일은 잘 보여 주고 두 사람이 쿵푸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했고 밀폐하고 긴장한 전투 분위기도 두드러지게 했다. 《와호장룡》의

장면은(그림 40) 주인공이 밀폐된 역참에서 한 전투다. 주인공은 닫힌

공간의 다양한 도구를 빌려 쿵푸의 유연성을 표현한다. 폐쇄된 공간이

보여주는 분위기가 매우 억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가 있기 때문에

쿵푸의 가벼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https://107cine.com/m/mstream/2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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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장

경기장은 중국 무협 세계에서 가장 전통적인 경기 무대다. 무술을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경기장은 무공으로 친구를 사귀고 서로 교류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매우 아슬아슬하고 기관이 많고 위험한 학살장일 수도

있다. 관객에게는 매력적이고 스릴이 있고 짜릿한 쿵푸 경기 공연 무대

였다. 경기장은 권투 링처럼 실존하는 붙박이 장소일 수도 있고 무형적

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양측이 결투를 위한 약속 장소이며 그 특정한

지점을 링이라고 한다. 리얼리티 무협 영화에 아주 멋진 영화가 많이 나

온다. 예를 들어 쿵푸 영화 《방세옥》(方世玉)에서는 경기장을 짓고 처

녀들이 용사들의 출전을 통해 혼담을 주고받는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다. 1 부 극의 클라이맥스인 형장에서 아버지를 구하고 2 부가 어머니

를 구해주는 쿵푸 장면이 실제는 모두 링의 양식에서 변천했다.

왼쪽 《호원갑》 영화 포스터 (그림 41)

https://www.flickr.com/photos/caii/88961251/

오른쪽 《호원갑》영화 토막, 경기장 (그림 42)

https://www.rxgl.net/html/wuxiayingyin/2009-08/1461.html

또 영화 《호원갑》(霍元甲)(그림 41, 42)에서 여러 차례 무술을 전

투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주제가 흉포한 동작에서 점차 국가 민족의

대의를 위해 전투하는 것으로 변한다. 주인공의 내면적인 성장 과정도

보여준다. 장이머우(張藝謀)의 《영웅》(英雄) 은 주자이거우(九寨溝)

호심정에서 한 전투가 링 양식의 변형이기도 하다. 다채로운 요지옥분

(瑤池玉盆)은 훌륭한 예술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링이라는 전투 방식은

근대 영화의 발전 속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애니메이션 《신사》의 전투

도 링의 전투 모텔의 변형이다. 전투 과정에 희롱한 의미를 담은 무용화

(舞蹈化) 쿵푸 동작을 교차하게 사용한다. 이 전투는 사랑의 주제를 표

현하는 무용으로 바뀌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caii/88961251/
https://www.rxgl.net/html/wuxiayingyin/2009-08/14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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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 판다》 애니메이션 편집한 토막, 경기장 (그림 43)

《쿵푸 판다》 (그림 43) 중에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전투도 있다.

그림을 보면 사방의 폐쇄된 건물로 둘러싸인 장소의 중심에서 이 전투의

무대가 되었다. 이 장소는 양측이 약속한 장소이기도 하고 무대를 세우

지 않고 공간의 구성으로 은밀하게 존재하는 곳이다. 쿵푸 전투할 때 주

위의 건물은 양쪽이 쿵푸를 하는 보조 도구로 바뀌었다. 점프, 도약 등

은 건물 간에 잘 구현될 수 있다.

5.3.4 재미 넘치는 시정 거리

재미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정 거리도 쿵푸 동작 장면 디자인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투 환경이다. 한편, 시정 거리는 사람들이 친숙한

생활 환경이다. 다른 한편, 복잡한 공간 지형과 언제라도 주울 수 있는

도구는 동작 디자인에 큰 가능성을 준다.51 이 점은 성룡(成龍)의 쿵푸

영화에서 매우 걸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성룡만의 특색이 있는

스타일을 형성하여 할리우드에서 JACKEYSTYLE 이라고 불리게 되었

다. 쿵푸류 애니메이션, 만화는 성룡 쿵푸 영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쿵푸 전투 장면에서는 언제라도 습득할 수 있는 생활 기물, 도구를 그렸

다. 임기응변의 운용은 더욱 흥미가 있고 랜덤하게 보인다.

《쿵푸 판다》 (그림 44) 1, 2 편에서 매우 많은 쿵푸 전투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환경 디자인은 성룡의 쿵푸 영화의 효과

를 충분히 거울로 삼는다. 탁자, 의자, 벤치, 냄비, 그릇, 바가지, 대야,

차, 사다리, 끈, 모자 등 모든 이용을 가능한 것이 전투의 과정에 교묘하

게 편입되었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쿵푸 동작은 배경 환경과 서로 융합

된다. 실내 격투기나 시가지를 쫓아다니는 장면은 실내 장식, 랜덤한 골

목 건물, 왕래하는 차량의 배합이 있고 분위기는 매우 사실적이다. 이러

한 상상력과 생활화된 쿵푸 표현의 디자인은 쿵푸에 대한 대중의 신선감

과 호기심의 체험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캐릭터에게 영웅의 친근감을 더

51 李艷英. 中國動畫系列片喜劇性研究[D].華東師範大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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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52 이러한 장면의 설정은 강한 압박감이 없이 언제나 관람자에게

유머러스하고, 교묘하고, 무작위적이고 직관적인 체험을 선사한다.

《쿵푸 판다 1》영화 토막, 시정 거리 (그림 44)

https://photo.xuite.net/uip.movie/4755786/5.jpg

52 張哲溢.中國功夫藝術[M].中國青年出版社, 2013.

https://photo.xuite.net/uip.movie/475578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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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무림비적》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분석과

연구

제 1 절 쿵푸와 유사한 무술의 사례 분석

6.1.1 한국 태권도

태권도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무술이다. 격투기를 핵심으로 하고, 수

신양성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의 의지를 연마하고 사람의 정신을 진작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생존 의식을 몸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정신적 욕구를 구체화하는 스포츠다. 태권도 세 글자는 각기 뜻이 있다.

태는 발로 차고, 뛰고, 찬다. 권은 주먹과 손바닥의 타격, 공격 그리고

방어다. 도는 한 방법, 한 결합이다. 태권도는 도대의 색깔을 봐야 하고

태권도는 10 급 9 단으로 나뉜다. 흑대는 태권도 고수의 상징으로 태권

도 수준과 도덕 수양이 매우 높다. 그것은 이 명예와 책임을 대표하며

태권도 고수들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준다. 1~3 단까

지는 흑대 신참급, 4~6 단까지는 고수급, 4 단 이상은 사범(師範), 7~9

단은 명예급, 고학식만을 주고 태권도에 기여한 사람에게 8 단을 수여하

고, 9단이 사성(師聖)이라고 한다.

태권도의 품세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동양의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

다. 태권도의 품세에는 8 벌의 품세가 있다. 태극 1 장부터 태극 8 장까

지는 역경의 음양 문화와 팔괘 문화에서 유래한다. 문화적 내포, 노선,

권법에서 태극과 팔괘를 핵심으로 하는 이념체계를 확립했다. 품세 태극

이라는 여덟 가지 동작은 하늘, 택(澤), 불, 천둥, 바람, 물, 산, 땅 등

여덟 가지 자연 현상의 이념과 내포에 따라 연습한 것이다. 우선 그들의

연무 코스는 팔괘의 여덟 가지 등기다. 결국, 모든 연무 노선이 만들어

진 것은 "왕"자였다. 이것은 왕도의 함축된 의미도 반영한다.

(1). 태권도 미학 구현

신체 소양의 미

신체 소양 미의 증가는 청소년의 육체를 향상하고 보완하게 한다.

첫 번째는 형태미의 표시다. 태권도는 신체 연습 위주의 운동 프로그램

을 통해 서로 다른 기술적 동작 내용을 결합하여 연습하는 것이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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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체형을 더 낫고 표준적인 것으로 만든다. 두 번째는 힘의 미의 상

징이다. 대중 태권도가 시작하기부터 천만 면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특

히 매년 세계 대중 태권도 경기에서 많은 사람이 태권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중 태권도 경기에서 격파라고 불리는 한 종목이 있다. 주로

나무판과 대리석을 격파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태권도는 외부로 보급될

때 대부분 이러한 격파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위용을 과시한다. 이러

한 방법은 주먹, 손바닥 또는 발로 나무판자와 기와를 부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습자의 공력 정도를 점검하고 테스트한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은 현재 태권도 훈련, 진급 업그레이드, 연기, 경기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옷의 미

옷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산뜻하고 순결한 느낌을 준다. 태권도

의 복장은 흰색 옷을 주된 색조로 하고,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을 부조

로 한다. 코치와 운동선수들은 주로 흰색 옷을 입고 코치는 때때로 검은

색 옷을 입는다. 태권도에는 특정한 도복과 도화, 허리띠가 있는데, 정규

경기는 일반적으로 흰색의 복장으로 태권도 선수들의 순결한 내면을 대

표한다. 태권도는 10급 9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대 색에 따라 다른

우의가 있다. 벨트를 매면 몸매가 드러나고, 태권도를 하면서 편안하고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색상별 벨트는 훈련 수준이 다르고, 검은색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강직한 미

강직한 미는 집요한 신념과 비범한 끈기를 만들어 낸다. 태권도는

무자의 겸손한 기개와 겸손한 예의가 있다. 바로 이런 겸손함은 고통과

고난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아마 좌절을 겪어야만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매번 고통을 겪을 때마다 태권도 진정한 본질의

도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태권도의 학습 과정에서 먼저 겸손한

태도를 습득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만 진정한 왕자의 풍모가 전승될

수 있다. 경기에서 3m 높이의 나무판과 대리석을 격파하는 것은 태권도

의 파워 미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태권도의 훈련과 경시대회를 자세히

살펴볼 때 강직한 미의 구현이 매우 현저하다. 태권도는 무산소와 유산

소가 하나로 결합한 종목으로,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체력뿐만 아니라 좋

은 반응 속도와 기술 속도도 요구한다.



73

(2). 태권도에 대한 시각디자인

태권도 일러스트 《더 높이, 더 활짝》 (그림 45)

https://notefolio.net/KGalleryKWang/163114

저자는 태권도를 꽃술에 비유한다. 긴 시간 동안 서서히 피어나며

세상의 무대로 향했다. 그동안 태권도 우수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태권

도의 등급은 초급에서 흑대 고수로 바뀌었다. 꽃술은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긍정적이고 강해지고 희망찬 의미를 담고 있다. 일러

스트의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 요소를 사용하였다. 태권도의 정

신 미, 복식 미, 몸매 미, 문화 미를 산, 꽃 등 자연과 결합했다. 아름다

운 희망을 표현하다. 태권도의 스포츠 이념, 신체 미학, 문화적 함의에

대한 좋은 표현을 했다. (그림 45)

일러스트 《The 12 Animal Signs TAEKWONDO》(그림 46-49)

https://notefolio.net/KGalleryKWang/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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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interest.co.uk/pin/528258231294364740/

저자는 태권도를 한국 전통의 산수화에 담아 십이생초(十二生肖) 요

소를 녹여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다. 태권도의 등급, 동작, 복식, 문화, 배

경을 정교하고 직설적으로 그려낸다.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 (그림 46-

49)

MOOTO 브랜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그림 50, 51)

http://www.mooto.com/

MOOTO(그림 50, 51)는 세계적인 무도 브랜드다. 브랜드는 한국에

서 유래했으며, MOOTO 는 2002 년 글로벌 시장에 처음 도입된 세계

태권도 협회 WTF 인증 브랜드 제품이다. 현재 MOOTO 제품은 18 개

국가를 커버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에 있는 많은 온라인 번역기에서

MOOTO는 태권도로 직접 번역된다. MOOTO 는 주로 태권도의 도복과

보조도구, 책, 주변 제품의 디자인을 한다. 한국 태권도가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MOOTO가 경기장에서 각 국가가 인정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이것은 브랜드를 인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태권도의 세

계적 위상도 인정한 것이다.

6.1.2 일본 가라테

가라테는 일본의 전통 무술이다. 고대 일본 류큐에서 오랫동안의 정

책 때문에 무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생존하는 자위 방법

을 얻기 위해서 맨손으로 싸우는 기술을 창조했다. 특히 17세기 초에는

https://www.pinterest.co.uk/pin/528258231294364740/
http://www.mo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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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휴대와 보존을 엄금한다. 그래서 류큐의 상층계급 사이에서 중국

권법을 참고해 독특한 격투기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바로 최초의 가라

테이고 당수라고 불렀다. 본의는 중국에서 전래한 권법이다. 금세기 초

에는 "당수"를 "빈손"으로 바꾸었다. 가라테는 사람들이 아는 일본 무술

아니라 그것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에서 기원하고 일본의 무도 유포자가

일본으로 전파해 개선했다. 그것은 원래 "당수"라고 불렸는데, 일본어 독

음은 가라테와 비슷해 1935년에 가라테로 개명했다.

일본의 가라데는 한국의 태권도와 비슷하다. 태권도처럼 등급이 있

다. 하지만 가라테는 손 위주, 태권도는 발 위주라는 점이 다르다. 가라

테는 "형 "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므로 탄탄한 기본기를 통해 단련해

야 한다. 연습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힘의 강약(Power); 둘

째, 몸의 신축(Speed); 셋째, 기술의 완급(Timing)이다. 힘의 강약은 "

느슨함(松弛)→폭발(爆發)→잔심(殘心)"이라는 기술 원리를 적용해 힘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몸의 신축은 각종 방어와 공격

의 상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신의 몸자세를 조정하고 변화시킨다는 뜻

이다. 기량의 완급은 타이밍을 잡아 리듬을 조절하고 호흡을 맞춰 적절

한 시기에 적절한 기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일본과 같은 정신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에서 가라테가 국가의 가장

성행하는 무술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가

라테는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무기가 없는 전투이고 맨손으로 싸우는 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 육체, 기술을 연마하고 진, 선,

미를 탐구하는 선도 전신이다. 가라테가 전하는 것은 비로 이런 기개와

개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 "도"자는 성도 정신이 일본인에게 준 영향

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가라테의 진수다.

(1). 가라테의 시각디자인

가라테 수목 일러스트 (그림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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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hcn.facebook.com/pg/aikidocosenza/photos/?tab=album&album_id

=432994023765182

저자가 가라테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의 재료 조사에서 수묵 요소를

사용해 그린 일러스트를 대량으로 발견했다. (그림 52-54) 이러한 종류

의 일러스트는 가장 직관적인 느낌으로 "기운"을 띠고 있는데, 형태 파

악이 매우 치밀하고 선도 정신적인 의미가 짙다. 화면의 동작 표현은 매

우 깨끗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화면은 매우 부드러워 보인다. 이 역시

일본의 수묵 요소와 일본 전신과 완벽하게 결합한 것이다. 또한, 힘과

기운의 완벽한 결합한 것이다. 대중에게 전하는 것도 이러한 강하고 용

감하며 평화로운 선도의 정신이다.

가라테 만화책의 표지 일러스트 《極真空手道》 (그림 55-57)

https://comicvine.gamespot.com/karate-shoukoushi-kohinata-

minoru/4050-44291/

다음으로 만화 작품이 많고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55-57) 가라테

에서 전달하는 정신은 일본 국민이 매우 강건하고 자신이 있게 했다. 가

라테는 한국 태권도처럼 일상이 되어 생활 속으로 삼투했다. 가라테 이

야기는 만화책으로 편집되어 오락적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느끼고 열

렬하고 긍정적인 선도 정신을 갖게 한다. 가라테가 일본에서 매우 보편

화해 있다. 홍보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라테에 대한 인지가 일

정한 차원에 도달하면서 생기는 결합이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자기 나라만의 무술이 있다. 무술은 운

동뿐만 아니라 정신도 상징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항상 정의롭고 긍정

적이며 아름다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태권도는 한국 최초의 인기 스

https://zh-cn.facebook.com/pg/aikidocosenza/photos/?tab=album&album_id=432994023765182
https://zh-cn.facebook.com/pg/aikidocosenza/photos/?tab=album&album_id=432994023765182
https://comicvine.gamespot.com/karate-shoukoushi-kohinata-minoru/4050-44291/
https://comicvine.gamespot.com/karate-shoukoushi-kohinata-minoru/4050-4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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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로서 900만 명이 넘는 태권도를 연습하는 사람을 배출했다. 태권도

는 대한민국이라는 강한 민족이 사람들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사람이 정의, 자신감, 강인한 민족의 품격을 세웠다. 일본의 가

라테가 전한 성도 전신은 평화롭고 냉정하며 강하다. 일본인에게 좋은

신체 소질과 책임감, 강한 심리적 소질과 용맹하고 정의한 품격이 갖게

한다. 이러한 운동은 스포츠 분야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로 삼투했다. 경제, 교육, 미술 등 각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쿵

푸도 마찬가지다. 중국 문화의 한 가지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중국인

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

가지다. 일본과 한국의 분석을 통해 무술은 각 국가에 있는 위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무술에도 매우 큰 영

향을 끼쳤다. 다만 중국 쿵푸는 위상이 높고 문파(門派)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지만, 중국에서 보급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제 2 절 작품 연구

6.2.1 작품 창작 배경

쿵푸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중국의 각종 무협 소설을 통해

수백 가지 무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협 소설은 중화 예원의 한 중요

한 부분으로 민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중화 문화를 전파하고

국내외 동포의 혈육 관계를 유지한다. 그것은 사회적 대중의 경앙하는

정서와 위험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협의적인 행동 심리를 만족시키며 사

회적 약자가 공리와 정의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보여준다. 쿵푸는 중국

의 다양한 문화 전통을 담고 있고 현재 쿵푸에 대한 홍보는 대부분 중국

송산 소림사에서 시작하지만, 소림 무당은 쿵푸의 한 분파에 불과하다.

쿵푸는 소림 72파만이 아니다. 무협 소설의 쿵푸는 일부는 허구지만 출

처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불교, 유교, 도교 문화, 건강

관리, 심지어 인체공학까지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중국 쿵푸

의 예술적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중국 독특한 쿵푸 문화, 환경

적 장면의 부각, 쿵푸가 독립적인 해석을 결합해 다시 시각디자인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지금은 외국인에게도 중국인에게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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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 쿵푸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은 소림사에서 배우거나 인터넷에서 배

운다. 하지만 중국 쿵푸 파별은 수십 가지가 있고 소림사만 쿵푸 동작은

700개 넘어 있다. 쿵푸에 대한 중국인이라도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해가 안 된다. 쿵푸의 유래와 파벌, 연습 방법을 모르는 것도 예사이고,

단지 호기심의 단계에 있다. 국가의 한계로 인해 많은 뉴미디어 수단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쿵푸에 대한 이해가 중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안다는 등의 문제가 중국 현대 젊은 사람 사이에서 나타낸다. 따라서 이

런저런 문제 때문에 쿵푸의 열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쿵푸의 예술 창

작 연구 대상은 현재 대부분 실존한 쿵푸에 관한 연구다. 반면 무협 소

설 중 허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무시됐다. 무협 소설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소설 자체의 문화와 내포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데 무협 소설에

서 간과된 쿵푸를 겨냥한 예술적 연구 창작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쿵

푸의 출현도 공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쿵푸가 자신의 이름, 파벌,

독특한 유래, 배경, 그리고 연습 방식이 모두 있다. 가상이지만 전통 쿵

푸를 바탕으로 가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허구하다고 할 수는 없

다. 그래서 이 독특하고 신비로운 쿵푸는 매우 독립적으로 연구할 가치

가 있다.

쿵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쿵푸 내용의 보급성이 낮다. 시각적

영역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 쿵푸에 대한 이해는 쿵푸 영화 관람, 무협

소설 읽기, 소림사 강의, 책, 시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러나 쿵푸

에 대한 전체적인 예술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부족하다. 대부분 교과

서 수준에 머물며 지식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 예술적 기법에 대한 사용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 책에서 단일 동작 해설도는 영화 속

쿵푸를 하는 환경과 같은 보조 표현이 부족하다. 일부 일러스트 디자인

은 쿵푸 동작이 지나치게 독립하고 쿵푸 예술적 요소의 융합이 부족하다

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자는 연구 작품이 중국의 저명한 소설가 김용

의 무협 소설에서 나온 가상 쿵푸를 이용해 본문 연구의 주체적 내용(영

상 문학 속 쿵푸에 대한 언어 묘사, 다양한 상황의 도입, 쿵푸 형태에

대한 변형, 각 동작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와 배경과 환경 설정)이

서로 결합하고 한 세트 쿵푸 작품을 디자인한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예

술 차원에서 중국 쿵푸의 미(美)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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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작품 연구

(1). 작품 연구의 1단계- 쿵푸 동작의 디자인

디자인 초기에는 중국의 유명한 무협 소설에 나온 쿵푸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육맥신검(六脈神劍), 능파미보(淩波微步), 합마공(蛤蟆功) 등

전통 쿵푸 동작(그림 58)이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쿵푸와 쿵푸만

있는 쿵푸 문화를 표현한다. 그리고 중국 쿵푸를 강조하는 점은 단지 쿵

푸 동작 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쿵푸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 배경

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쿵푸를 배우면서 더 깊은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 쿵푸에 관심이 있는 젊은 세대에게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 쿵푸 문

화를 알리고 이해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쿵푸 자체다. 영상의 보기로 각각의 쿵푸 동

작을 분해했다. 전통적인 리얼리티 표현 방식을 재미있는 회화 방식으로

바꾸고 중국 고대 전통 의상의 모란디라는 색채 체계의 매칭을 통해 인

체 전시보다 훨씬 과장되고 흥미로운 쿵푸 동작을 디자인했다.

개인 작품 연구 초기 쿵푸 인물 디자인(그림 58)

순서: 합마공(蛤蟆功)-육맥신검 (六脈神劍)-능파미보(淩波微步)-

북명신공(北冥神功)-안양수혼장(黯然銷魂掌)-강룡십팔장(降龍十八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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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연구의 2단계- 쿵푸 요소의 융합

연구 2 단계 인물과 쿵푸 요소 융합 예시(그림 59-61)

순서: 북명신공(北冥神功)-능파미보(淩波微步)-합마공(蛤蟆功)

둘째, 쿵푸가 지닌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쿵푸 시연 과정을 융합해

쿵푸의 문화적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그림 59 는 김용

의 소설에 나오는 북명신공(그림 59)이다. 이 쿵푸의 원형은 불교 승려

들의 명상이다. 그래서 몇몇 종교적인 요소를 쿵푸 디자인에 융합했다.

그림 60은 능파미보(그림 60)다. 이 쿵푸는 주로 속도를 나타내려고 하

고 쿵푸의 행위가 《이경육십사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팔괘도를 그 안에 넣는다. 그림 61 은 합마공(그림 61)이다. 이 쿵

푸를 사용하면 사람이 개구리처럼 전체 동작을 작동하기 때문에 상형화

된 방식으로 사람과 개구리의 이미지를 같이 사용했다.

쿵푸 동작과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서로 결합해 논문으로 연구한 표

현 기법을 일러스트에 적용해 문자적인 문화적 배경을 시각화하고, 쿵푸

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러스트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디자인 초기의 포인트다.

(3). 작품 연구의 3단계- 환경과 의향(意向)의 융합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디자인은 주로 쿵푸와 쿵푸가 가지고 있

는 몇몇 고유 요소를 서로 융합했다. 그러나 디자인은 단순했고 중국 전

통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도 깊지 않았다. 논문 연구에서도 쿵푸 영상 문

학작품에서 우수한 쿵푸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쿵

푸 장면 설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쿵푸는 자신만의 환경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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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 정원, 죽림, 낙화, 높은 산, 호수

등이 있다. 이러한 장면은 쿵푸의 무학적 위력과 예술적 감각을 더욱 돋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

다. 전통문화에서도 이 장면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탐구할 만

하다. 그래서 디자인의 3단계에서 환경에 대해 융합했다.

(4). 작품 연구의 4 단계- 무(武)의 멋있음과 무(舞)의 우아함을

강조

논문 문화 배경의 연구 부분에서 무술과 춤은 밀접한 연관성이 발견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단순한 무술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디자인을 통해

무술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표현을 디자인에 담고자 한다.

그래서 일러스트의 사이즈와 전체적인 색상, 표현 방식, 선의 표현을 바

꿨다. 처음에는 현대 포스터 형식의 치수 규격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전

통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긴 두루마리 서화 방법으로

바꿨다. 이 같은 긴 두루마리 서화 방법은 중국 전통 인물 벽화 및 풍경

산수화에서도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그림 62） 장면 묘

사가 더 강하다. 다음으로 회화 스타일의 변화다. 선이 더욱 부드러워

지고 색상의 명도와 순도가 조정되어 첫 번째 단계의 현대적인 방법에

비해 시대적이고 우아하다. 무술의 강직하기보다 춤의 부드러움을 더 강

하게 표현한다.

회화 형식 예시, 북명신공(北冥神功)(그림 62)

6.2.3 최종 작품

(1). 핵심과 중점

작품 《무림비적》은 중국 고전 김용 무협 소설《천룡팔부》(天龍八

部)와 《신조협려》(神雕俠侶) 속 가상 쿵푸를 선택해 주체적으로 디자

인했다. 쿵푸 동작, 쿵푸 자체의 중국 요소, 중국 문화 장면 설정이 서로

결합을 통해 본 논문에서 연구한 영상 문학작품 속 쿵푸 표현 수법을 사

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성인(주 20~30 대 젊은 세대)을 겨냥한



82

쿵푸를 홍보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디자인한다. 교과서의 쿵푸 수업용

일러스트레이션보다 표현 형식이 훨씬 다양하다. 문자적인 전통문화를

회화 형식으로 표현하고 쿵푸를 배울 때 배우는 것은 쿵푸 동작뿐만 아

니라 쿵푸 뒤에 숨어 있는 다양한 중국 전통문화를 배우는 것임을 깨닫

게 한다. 일러스트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쿵푸에 대한 더 새롭고 포괄

적인 이해를 하게 한다.

(2). 선택한 대상

작품은 중국 고전 김용 무협 소설《천룡팔부》와 《신조협려》 중

6개 쿵푸를 중심으로 디자인했다. 즉 강룡십팔장(降龍十八掌), 북명신공

(北冥神功), 능파미보(淩波微步), 육맥신검(六脈神劍), 합마공(蛤蟆功),

안양수혼장(黯然銷魂掌)이다. 이 여섯 가지 무공은 진실과 가상의 결합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적인 부분은 그것들은 모두 진실의 기초적인 쿵

푸 동작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전통 쿵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 동작 분류는 골법(骨法), 명상(冥想), 다리법(腿法), 운지

법(指法), 허리법(腰法), 장법(掌法)이다. 문화 근원도 진실한 무공을 통

해 출처를 찾을 수 있다. 각각의 무공은 각각의 종류의 대표다. 가상의

부분은 실제 무공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위력이 더 강해졌

고 표현 효과가 더 화려하다. 완전히 진실한 무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는 소설 속 일부 가상의 무공이 먼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부분의 무공은 사실적인 문화적 근원을 가

지고 있지만, 디자이너들에 의해 더욱 심층적으로 발굴되지 않았으며 현

재 디자인도 대부분 실존하는 무공을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저자가 표현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더욱 두드러지

게 표현하여 더 나은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명신공

복명신공(그림 63)은 김용 무협 소설 속의 도교 무공이다. 원형은

불교 승려들의 명상이다. 《천룡팔부》(天龍八部)에서 나오고 소요파(逍

遙派)의 실전(失傳)된 쿵푸 중 하나로 내력을 쌓은 무공이자 명상 분류

에 속하는 무공이다.

무공의 원리는 "引世人之內力為我有"다. 바로 엄지 소상혈이 다른

사람의 내력을 스스로 흡수해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도

교 입문할 때 꼭 배워야 한다. 쿵푸가 앉은 자세로 진행된다. 명상을 통

해 내력과 정력을 축적하여 힘을 낸다. 그중에서 수련 방식은 세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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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에 반하여 내력이 발산되는 순서는 인체의 혈맥이다. 바로 소상→어

간→대연→경거→열결→공최→척택→협백→천부→중부→운문(少商→魚際

→大淵→經渠→列缺→孔最→尺澤→俠白→天府→中府→雲門) 순이었다.

최종 작품 복명신공의 인물 디자인(그림 63)

강룡십팔장

강룡십팔장(그림 64)은 김용 무협 소설 《천룡팔부》(天龍八部)에서

가장 뛰어난 무공 중의 하나이다. 주로 용맹한 역도로 강호로 알려져 있

다. "고무강룡, 천하무적(古武降龍, 天下無敵)"이라는 명성이 있고 세상

에서 제일 대단한 골법 쿵푸다. 동작은 간단하지만, 위력은 대단하다. 중

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고 온몸에 힘을 주고 강한 힘으로 이긴다. 동작마

다 산을 오르고 바다를 뒤집기 같은 역도가 있다. 강룡십팔장은 대부분

의 수식이 《이경》에서 온다. 또한, 쿵푸는 한 부위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모든 부위가 서로 잘 맞아야 한다. 그래서 골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쿵푸를 사용할 때 온몸은 사람이 내재한 기운에 따라 흔들

릴 수 있고 행위는 용이 흔들릴 때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용의 의향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쿵푸는 열여덟 개 동

작이 있기 때문에 강룡십팔장이라고 하게 된다.

최종 작품 강룡십팔장의 인물 디자인(그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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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파미보

능파미보(그림 65)는 김용이 그의 작품 《천룡팔부》(天龍八部)에서

허구로 만든 일종의 경공(輕功)이다. 능파미보는 온몸의 움직임과 내력

과 관련이 있고 단지 걸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다. 조식(曹植) 《낙신

부》(洛神賦)에서 나온다. "休迅飛鳧, 飄忽若神. 淩波微步, 羅襪生塵. 動

無常則, 若危若安. 進止難期, 若往若還. 轉眄流精, 光潤玉顏. 含辭未吐,

氣若幽蘭. 華容婀娜, 令我忘餐." 원래의 뜻은 낙신(洛神)의 자태가 가볍

고 물결 위에 떠서 천천히 걷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능파미보는 한

다리법이다.

능파미보는 《이경육십사괘》의 방위에 따라 변천하는 무공이다. 걸

음걸이가 매우 기이하다. 적을 상대할 때 《이경육십사괘》의 행위로 걸

으면 상대의 존재를 의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가 있는 쿵푸

다. 또 능파미보는 빠른 움직임으로 내공을 수련하고 이경육십사괘도를

밟으면 한 주천(周天)이 되고, 몸속의 기운도 자연히 다음 주천으로 넘

어가게 된다. 그래서 한번 걸을 때마다 내력이 조금씩 강해졌다. 예를

들면, 방위는 명이→贲→기제→가족...→중부→기제→태고...→정→송→

고...→예→관...→무망에 따라 한다. 쿵푸의 특징은 걸음이 빠르고 그림

자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몸매가 매우 가볍다.

최종 작품 능파미보의 인물 디자인(그림 65)

육맥신검

육맥신검(그림 66)은 김용의 무협 소설 《천룡팔부》(天龍八部)에서

나온다. 대리 단씨(段氏)의 최고 무학으로 대리(大理) 개국 황제 단사평

(段思平)이 창시했다. 육맥신검이란 이름은 검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법이 아니라 검법과 유사한 것으로 손끝에 담긴 내력이 공중으로 빠져

나가고 극 고속으로 공중에서 움직이게 하는 쿵푸를 말한다. 이 쿵푸는

한 운지법이다.

사람의 몸은 주로 정십이맥과 기경팔맥으로 구성되었다. 손과 발에

각각 육맥이 있다. 손의 육맥은 좌우대칭, 오른손 다섯 손가락과 왼손

새끼손가락이 육맥이 되고, 다섯 손가락과 오른손 새끼손가락도 육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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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오른손 엄지손가락-손태음폐경-소상검이다. 오른손 검지-손

양명 대장경-상양검이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수궐음심포경-중충검이

다. 오른손 약지-손소양삼조경-관충검이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손소음

심경-소충검이다. 왼손 새끼손가락-손태양소장경-소택검이다.) 각 경

맥을 통해 내력을 검처럼 적을 공격한다. 이것은 매우 영리하고 종잡을

수 없는 무공이다.

최종 작품 육맥신검의 인물 디자인(그림 66)

합마공

합마공(그림 67)은 김용 무협 소설《신조협려》(神雕俠侶)속 무공으

로 서독 어양봉(西毒歐陽鋒)이 명성을 얻은 묘기다. 후는 의자 양과(楊

過)에게 전했다. 《사조영웅전》(射雕英雄傳)에서는 제1 차 화산 논검에

서 황약사(黃藥師)의 피공장(劈空掌), 홍칠공(洪七公)의 강룡십팔장과

단지흥(段智興)의 일양지(壹陽指)를 비겼다.

쿵푸가 시작되었을 때, 웅크리고 앉아 양손을 어깨와 나란히 구부리

고 입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개구리처럼 양손을 반반히 밀면서 위력

이 대단하다. 조용히 내력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둔다. 온몸에 힘을 모아

적이 공격을 시작하면 즉시 맹렬한 반격을 가한다. 주로 허리를 쓰는 무

공이기 때문에 허리법으로 분류했다.

최종 작품 합마공의 인물 디자인(그림 67)

안양수혼장

안양수혼장(그림 68)은 가장 절체절명의 무공 중 하나로 김용 소설

《신조협려》(神雕俠侶)에서 나왔는데, 창조자는 한쪽 팔을 잃기 때문에

고의로 전통 무학의 원리와 반대로 이 창법을 만들었다. 대단한 점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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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무공이 마음, 내력과 기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차분하고 강한

마음이 있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장법은 강몰(江淹)의 《별

부》 " 黯然銷魂(안양수혼)者， 唯別而已矣"에서 따온 이름이고 한 가지

장법이다.

최종 작품 안양수혼장의 인물 디자인(그림 68)

(3). 선택한 쿵푸 요소와 전통적인 환경 의향

죽림

중국 전통에서 대나무(그림 69)는 생명의 탄력, 장수, 행복, 그리고

정신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중국어에서 대나무와 축하는 단어의 발음이

같다. 그래서 대나무는 민간에서 상서롭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리고 귀신을 쫓는 식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통 시와 산문에서 대나무

는 허심, 소탈함, 확고함을 상징하며 고아함과 영웅의 기개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 고대 쿵푸 영화에서는 죽림에서 싸우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쿵푸의 기백과 쿵푸 사용자의 위세를 보여준다. 쿵푸 예의 행사에도 죽

림에 자주 나타나 무사들의 고결하고 겸손한 쿵푸 정조를 표현한다.

그래서 강룡십팔장은 주로 상형화된 방식으로 표현된다. 쿵푸와 용

(그림 70)의 의향을 서로 호응하고 죽림과 융합했다. 용의 흔들거림은

쿵푸의 상하 작동과 매우 비슷하다. 주위 환경도 정숙하고 강한 느낌을

줬다. 무사의 위풍과 쿵푸 환경의 기운을 보여줬다.

+ ->

죽림 용 작품 강룡십팔장 환경 설정 디자인

(그림 69-71)

그림 69 https://j.17qq.com/article/ckdnmdndv.html

그림 70 https://www.leesharing.com/festival-123213/

https://j.17qq.com/article/ckdnmdndv.html
https://www.leesharing.com/festival-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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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

중국의 전통적인 문학작품에서 산(그림 71)은 작가들에게 풍부한 창

작 영감을 준다. 산의 의미는 신비롭고 동경에 찬 의미를 준다. 공명과

관록을 구하지 않는 자유롭고 고상한 도덕적 정조가 있어 세속과 대조를

이룬다. "영원불변, 왕조교체"라는 인간과 사물의 변환을 상징하기도 한

다. 또는 차단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불교의 장소는 항상 산속에 숨겨

져 있다. 많은 사람이 노후에 산속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자연스럽고

평온한 삶으로 회귀하고 싶다.

산속의 분위기는 매우 안이하고 차분하며 선의가 짙다. 그래서 회화

에서 종교와 서로 결합해 표현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다음으로 북명

신공의 원형은 불교 명상(그림 72)이다. 산속의 조용한 환경과 쿵푸 사

용 시 내력의 기운 표현은 매우 적합하다. 북명신공은 내력을 보여주는

무공으로 전체적인 환경 설정은 쿵푸의 표현력이 매우 높고 화면이 침착

하며 냉정하다.

+ ->

황산 불교 명상 작품 북명신공 환경 설정 디자인

(그림 72-74)

그림 72 https://www.huangshan.com.cn/

그림 73 https://www.sohu.com/a/239908546_100012755

사막

사막(그림 75)은 중국 고대 문학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하나의 환

경 의향이다. 특히 시에서 사막은 광활함을 상징하며, 변방에 있는 전사

들의 강건한 기개도 상징한다. 그리고 쓸쓸함, 슬픔과 외로움, 생사의 이

별에 이용되는 의향이기도 하다.

능파미보는 걸을 때《이경육십사괘》에 따른다. 고대에는 "선풍도골

(仙風道骨)"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괘도(그림 76)와 음양은 고대에 두

루미(그림 77)와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그래서 작품은 이경육십사괘도

를 두루미의 의향과 함께 사용했다. 다음으로 드넓은 사막은 쿵푸의 움

직임 속도를 잘 표현할 수 있다. 마치 천군만마가 뒤를 쫓는 듯하지만,

쿵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강한 속도감의

대비를 이룬다.

https://www.huangshan.com.cn/
https://www.sohu.com/a/239908546_1000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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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막 이경육십사괘도 두루미 작품 능파미보 환경 설정 디자인

(그림 75-78)

그림 75 https://www.sohu.com/a/287591744_691135

그림 76 https://zh.wikipedia.org/wiki/

%E5%85%AD%E5%8D%81%E5%9B%9B%E5%8D%A6

그림 77 https://www.sohu.com/a/120660720_426488

역참

역참(그림 79)은 무협 장르의 작품 중 없으면 안 될 부분이다. 또

한, 쿵푸 요소가 매우 특징적인 환경 설정이기도 하다. 무협 작품에서

역참은 보통 술안주와 객실을 파는 2 층 공간이 있다. 이곳은 강호에 다

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역참은 강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대의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역참은 외부와 차

단되고 폐쇄된 공간이다. 역참에서 친구나 원수가 만날 때 싸움과 실랑

이가 벌어지곤 한다. 주변의 가구와 기물은 싸움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

가 될 수 있다. 낮은 환경 분위기도 쿵푸 싸움에 긴장감을 더했다.

육맥신검은 내력을 모아야 하고 손의 경맥(그림 80)을 통해 검처럼

내력이 발산되는 쿵푸다. 사람이 내력과 기운이 작동할 때는 안정적이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에서 육맥신검을

표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쿵푸 동작과 힘을 주는 경맥과 손의

자세를 서로 결합해 쿵푸에 필요한 힘을 내는 부위를 잘 보여줄 수 있

다. 육맥신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표현할 수 있다.

+ ->

역참 인체 12 혈맥 작품 육맥신검 환경 설정 디자인

(그림 79-81)

그림 79 https://107cine.com/m/mstream/26784

그림 80 http://tushuo.jk51.com/tushuo/49692_p2.html

전통 정원

정원(그림 82)은 중국 전통 문학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환

https://www.sohu.com/a/287591744_691135
https://zh.wikipedia.org/wiki/%E5%85%AD%E5%8D%81%E5%9B%9B%E5%8D%A6
https://zh.wikipedia.org/wiki/%E5%85%AD%E5%8D%81%E5%9B%9B%E5%8D%A6
https://www.sohu.com/a/120660720_426488
https://107cine.com/m/mstream/26784
http://tushuo.jk51.com/tushuo/49692_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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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요소다. 작은 공간에는 다양한 세대의 독특한 삶과 시대의 정신적 면

모가 담겨 있다. 정원은 사실적인 공간으로서 고대의 건물, 식물, 배치

등을 보여준다. 가상의 의향은, 사람의 마음속의 세계와 정신 상태를 반

영한다. 정원 환경은 항상 고요하다. 보통 정원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완전히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정원에 아늑하고 고요한

감정의 의미를 갖게 한다.

합마공은 무공을 사용할 때 개구리처럼 한다. 이 쿵푸는 도약력이

뛰어나지만, 쿵푸를 사용에 한계가 있다. 합마공은 대부분 국역이 상대

적으로 작은 환경에 사용된다. 그래서 합마공의 표현에 대한 작가는 밀

폐된 정원과 서로 결합했다. 그리고 정원의 스타일을 연못 정원(그림

83)의 느낌으로 그려냈다. 쿵푸가 사용할 때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처럼

인물과 정경을 서로 융합시킨다.

+ ->

정원 연못 작품 합마공 환경 설정 디자인

(그림 82-84)

그림 82 https://kknews.cc/culture/6zqbpmp.html

그림 83 http://www.dashangu.com/postimg_5902853_2.html

낙화, 강물

낙화(그림 85)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며 중국 고대

문학작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의향이자 소재다. 《초사》(楚

辭)에서는 낙화의 의향에 관한 명확한 묘사가 있다. 이후 지루한 문학의

흐름 속에서 낙화의 의미는 점차 전형화하고 기호화되어 중국 문화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문학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낙화의 의향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곧 떨어질 것이다(將落)", "떨어지

고 있다(正落)", "떨어졌다(已落)" 3 단계가 있다. 종류로는 매화, 복숭아

꽃, 연꽃 등 다양한 품종의 꽃이 있다. 또한, 낙화는 종종 다른 문학적

의향과 함께 나타나며 특정한 의미를 가진 고전적인 의향의 조합을 구성

한다. 예를 들면 "낙화유수(落花流水)", "낙화풍우(落花風雨)"다.(그림

86) 시간이 흐르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낙화의 의미는

풍부한 감정의 함의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백매화의 떨어지는

것을 흐르는 물과 함께 사용했다. 백매화는 중국에서 고결함의 상징이

다. 그것은 허명을 부러워하지 않고 추위를 경시한다. 그러나 안양수혼

https://kknews.cc/culture/6zqbpmp.html
http://www.dashangu.com/postimg_5902853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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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강한 마음을 필요한 무공이다. 강한 마음과 기운을 손바닥의 힘으

로 바꾸어 단손으로 적을 격파한다. 안양수혼장을 백매화를 떨어진 의향

과 어우러져 쿵푸의 기운을 잘 살릴 수 있다. 강한 정신과 힘을 모으는

동안 꽃이 만발했다. 쿵푸가 터지는 순간 백매화라도 지고 마른 나뭇가

지만 남게 된다. 안양수혼장은 현실의 삶에도 반영할 수 있다. 강한 마

음과 정신만 있다면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격파하고 자신을 점점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 ->

낙화 강물 작품 안양수혼장 환경 설정 디자인

(그림 85-87)

그림 85 http://www.zwboshi.com/11151.html

그림 86 http://www.cqzyx.net/zmy/20160919/1295.html

(4). 마지막 시각 효과

작품은 중국 전통의 긴 두루마리 서화 방식을 사용했다. 전통적인

회화 색채 기조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회화 방식을 조화시켜 독특한 재미

를 주었다. 선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우며 쿵푸의 폭력성을 최대화

하고 무공의 "무"와 무용의 "무"를 서로 조화시킴으로써 양강의 미를 제

외하고 쿵푸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쿵푸 자체의 의미와 동

작 사용의 형태를 중국 전통문화에서의 특수한 의향과 조화시켜 전통 교

과서에서의 단독 인물 시연의 무취(無趣)성을 최소화하고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쿵푸와 관련 전통문화도 많이 선보였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중

국 쿵푸의 홍보에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http://www.zwboshi.com/11151.html
http://www.cqzyx.net/zmy/20160919/12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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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작품《무림 비적》(그림 88-93)

순서: 합마공(蛤蟆功)-육맥신검 (六脈神劍)-능파미보(淩波微步)-

북명신공(北冥神功)-안양수혼장(黯然銷魂掌)-강룡십팔장(降龍十八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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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 제품 디자인

완전한 쿵푸 홍보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 주변 제품의 디자인은 관람

자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형식이 주를 이룬다. 엽서, 핸

드폰 케이스, 자수 패치, 쿵푸 인물 카드, 스티커가 있다. 엽서는 주로

쿵푸 인물과 특별한 환경 장면 설정으로 디자인된다. 뒷면은 쿵푸의 출

처와 분류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핸드폰 케이스는 주로 독자적인 쿵

푸 인물로 디자인된다. 케이스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어

홍보하기 좋은 방식이다. 또한, 자수 패치는 한국 태권도의 패치에서 영

감을 받았다. 원래는 중국 쿵푸는 완장이 없는데 자수 패치를 통해 일종

의 쿵푸 로고를 형성할 수 있다. 인물 카드는 주로 쿵푸 수업을 위주로

한다. 중국에서는 90년대 말에 아주 미니멀한 만화책이 유행이었다. 몇

개의 간단한 패턴만 있지만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쿵

푸 동작 스텝의 설명 방식은 이러한 방식을 시뮬레이션하여 간단하고 이

해하기 쉽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다. 스

티커는 지금 매우 유행하는 기념품 방식이다. 여기저기 붙일 수 있어 보

기 좋을 뿐만 아니라 쿵푸에도 좋은 홍보 역할을 한다.

주변 제품 진열 이미지 (그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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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작품 전시의 분석과 토론

《무림비적》은 전시를 통해 대중을 만나게 된다. (그림 95-98) 디

자인의 수법과 표현 형식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젊은 사

람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쿵푸를 이해하고 선전하는 수단에 도달한다.

전시할 때 이 작품을 찾아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 관객 연령층은 최소 6

세 전후의 어린이이고 최대 70 세 전후의 노인이다. 모두가 이 주제에

대한 매우 흥미가 있다. 직업도 학생뿐 아니라 공무원, 운전기사 등 다

양하다. 관람객과 교류 과정에서 중국 쿵푸에 대한 별로 알지 못하는 사

람이 많았다. 중국 쿵푸라고 하면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밖에 모른다. 유명한 영화 몇 편과 몇 명 스타만 생각난다. 그러나 쿵푸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액션, 장르와 문화에 대한 개념은 모호하다. 하지

만 외국인이 한국에 오듯 한국 태권도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한다. 이 전시를 보는 한국인과 일부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에 가면 중국 쿵푸를 배우고 익힐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국의 풍부한

역사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전시를 통해 현장 관람객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작품을 통해 바

로 쿵푸 동작을 할 수 있어 일관성은 없지만 쿵푸 동작을 끝까지 할 수

있다. 설명을 통해 쿵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 배경을 알려드리고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교묘한 결합과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이로

써 홍보의 목적을 달성한다. 기념성이 있는 엽서를 누구나 갖고 싶어 하

는 마음으로 가져가 소장한다. 휴대폰 케이스와 자수 등 주변 제품을 조

사할 때 대부분 관람객은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지만 새로

운 요소가 신선함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중한 의견을 남긴 창의

적인 관람객도 많았다. 예를 들면 쿵푸 캐릭터를 시계와 결합해 시계로

작동시켜 인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아이디어다. 전체적으로 작품 디자인

이 예상했던 효과를 거뒀다. 영상 문학작품 속의 쿵푸 표현 수법을 재현

하고 다양한 쿵푸만의 문화를 결합해 쿵푸 홍보를 목적으로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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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비적》전시 사진(그림 95-98)

제 2 절 미래 작업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중국 쿵푸가 예술 디자인과 창작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젊은 사람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국가 문화 홍

보에 대한 마음가짐이 같을 것이다. 100 명이 100 가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라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참여

하길 바란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 쿵푸가 선전하는 연령 단계와 직업 범

위 등을 다양한 디자인과 효과로 차별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겨냥한다.

쿵푸의 홍보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세계의 구석구석까지다. 쿵푸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한다. 중국 쿵푸에 속하는 예술 디자인 체계를 세운다. 이 전시를 통



95

해 젊은 사람들에게도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전통문화가 머지않아 사

라지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 문화 학습과 전승에 힘을 써야 한다는 조언

이 주어졌다.

제 3 절 결론

본문의 연구와 작품 디자인을 통해 저자는 당대의 디자인이 무한한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저자는 멋진 디자인 효과만을 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역사, 전통, 저력을 더 중시하는 디자인을 원

했다. 이러한 강하고 중후한 문화 기반에서 디자인해야 디자인의 본질

취지와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연구를 통해 논문 연구가 기대되는 효과

를 얻었고 중국 쿵푸의 예술 디자인에도 설득력이 있는 연구 배경을 제

공했다. 이와 함께 관련 예술 디자인의 실행 가능 방안과 성과를 제시했

다. 미래의 쿵푸 홍보에서 더 다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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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Aesthetic

Features and Visual Reproduction

of Kung Fu Expression in Chinese

Film and Television Literature

ZENG JIA

Department of Crafts and Design

Visual Communi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ese Kungfu has been famous and popular around the world

as one of the most popular pronouns in China. Hundreds of martial

arts could be found from the record handed down from Chinese

history. The film and television literature of Kungfu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Chinese art garden and it is rooted in the folk.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ressing Chinese cultivation and maintaining

the flesh and blood relationship of compatriots at home and abroad.

It satisfies the public admiration. The chivalrous behavior

psychology of saving people from water and fire shows the

yearning and pursuit of justice and justice for the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The movies and novels related to Chinese Kungfu takes

up a critical position in the field of art and literature in the world for

the unique martial art culture and connotation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Under the current social environment, Kungfu is observed

in the film and television literature as a typical representative of

Chinese culture. Based on it, the study breakthrough could be found

with the new theoretical basis, and the film and television literature



128

completes the narration construction with the help of Kungfu

elements, and unique plots and style have been formed. Such

literature works make great impact and reference for the visual

design.

In the present, with rapid developmen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uld refer to and simulate the Kungfu elements. However, in

the cultural orientation, China is a source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country, and Chinese Kungfu is integrated

with Buddhism, Confucianism, Taoist culture and even health

preservation culture. The mass should know the internal cultural

source. Chinese Kungfu comes to the vision of the mass through

film literature, to express the unique sprite of Kungfu in the form of

sending out poetic beauty and literary atmosphere. And it also

interprets the traditional cultural essence of Chinese Kungfu. In

China, most of the studies related with Chinese Kungfu are the

research on the cultural value connotation of literary works and the

human body of Kung Fu moves; however, there is few of theoretical

monograph on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 of

Kung Fu from the perspective of art.

Therefore, the paper makes Chinese Kungfu such a unique art

element as a study center, and it is mainly referred to monograph

theories in Kungfu movies, literary works, poems, operas, animation

and other fields to sort ou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Chinese Kungfu. Besides, there is an exploration of the forms of

Chinese Kungfu in various cultural carriers, and there are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Kungfu in visual design. Finally, it is suggested with a

feasible proposal to apply Chinese Kungfu more aesthetically in the

field of visual communication through analysis and discussion. It

would provide a reliabl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art creation

of Chinese Kungfu elements.

Keywords : Chinese Kungfu, Kungfu aesthetics, Martial art, Art

characteristics

Student Number : 2018-2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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