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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청 생 / 북경대학 예술학과 교수， 한화연구소 소장， 종국 

한화G훌훌)는 도상 자료도 풍족하고， 문헌자료도 풍부 

한 예술고고(훌術考古)의 대상이다. 한대 이전의 대상률 

은 비룩 상당한 물질적 도상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기록의 상대적 걸핍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들에 대 

해 고종할 방법자체가 아예 없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문헌 부족종.의 유감율 갖게 했다. 또한 한대 이후의 

도상틀은 만약 한대의 도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논종할 수 있능.도상학(圓志r적” 근원 자체를 걸핍하게 

된다. 한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사실 도상은 결코 

문헌의 도해가 아니며， 문헌은 더더욱 도상의 주해가 아 

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결코 형상채료와 문자 

재료률 이용해 서로률 설명해 낼 수 없으며(비록 기솔상 

이렇게 출발할 수 밖에 없지만) 도상과 문헌의 공동연 

구인 제 3자-연구문제롤 이용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연 

구 요소를 바탕으로 특히 고고학적 도상-물체재료에 대 

해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율 예솔 고고학 이라고 한다2l 

예솔고고학은 3단계가 있다. 첫째， 사실의 발견， 툴째， 

역사현상의 복원， 셋째. 인성 본래의 상태에 대해 탐구하 

여 인:CJ<게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 한화가 예술고고학 

의 충족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한화 및 관련도상一물질재 

료와 문헌이 결합되어. 우리에게 자료률 제공할 뿐 만이 

아니라， 예술고고학 3단계의 전개와 완성에 대한 가능성 

옳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화는 우리에게 예솔고고학의 

각 단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준다. 

그렇다면 한화는 왜 이와 같이 중시 되는가? 두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를 논해 볼 수 있다. 

첫째， 한화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시기의 도상 

자료와 문자문헌자료혈 충분흩| 갖고 있는 연구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상과 문헌 각자의 성질과 

공통점으로부터 제 3자의 가능성을 시도해 몰 수 있다. 

만약 도상과 문헌을 동시에 사용하여 사실， 현상. 그리고 

본성의 3단계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해볼 만한 일이겠지 

만. 단순히 도상 혹은 문헌을 단독으로 이용하여 앞서 

밀한 3단계에 대한 증명을 진행하려는 것은 물가능하고. 

적어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일일 것이다. 왜 이와 

같은지. 우리는 도상과 언어의 륙질을 새롭게 고잘해 보 

아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자. 

톨째， 어쩌면 도상 혹은 물체만 있어도 사실(훌훌) 등 

모종의 단계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솔 

고고학의 국부일 뿐이며 그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언 예 

술고고학은 하나의 주동적으로 잘못 차용된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Arch는 회랍어 종 ‘근본원인.이라는 뭇인데， 

arch와 logos(사유방법과 규범)는 공동으로 회랍 · 기독 

교리법의 토대를 이루며， 서앙운화와 과학사유의 근원이 

된다. Arch의 어원에서 파생된 archaios는 기원않휠쩨 

1) 충쐐기 상상을 주요 대상으로 &뼈 싱생재g훌훌OClCOOOgra야TV. 도상지 

圖톨$뀔 번역하기도 향 한국어로는 ’도상학}를 건립하였는데. 나이기 

각종 채재와 상징 도형월 면집하여 도싱부효 아이콘{월으로 발전하였다 

하나의 시전에 상당하며， 문혹(門짧톨 나누었고， 원류를 고첼뼈는 것이 

다. 그 줄. James Hall. αclìonary 이 su때9C:t5 & SY'ηα)/5 in M , 
Hap야lf & Row PubflSher, 1979가 대표적이디. 

a 우리는 연구 충에서 이것율 형상획에까빠)이라고 지칭효봐. 횡Ot~)g 도 
상-률채훌 2뼈?머. 생뼈}은 각종 ’도상-툴쳐r 상호 간의 관찌톨 7뻐긴 

디. 이러한 관제는 두 가지로 톨휴된다. 홀에는 명혜 자째의 의미충차 관 

께이고. 디른 하니는 형체 그 이외외의 상효관찌인데， 예를 톨어 기행a 

~). 도형. 풍젝훌빼의 배얼관계. 그리고 위치관객 지충관계 용이다. 유 

렁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써기 전의 연구가 .고고학으로 귀컬되고、 흥새기 

이후는 .예슐회’으로 귀결된디 미국 획과 흩류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대새 

로 이외 갈다. 또한 이것이 북경대회교 고고학과의 타방면 전문가툴 중애 

상당 수카 미술사학과 교수톨인 이유이다， 우리는 미슐사률 툴로 나누어 

생각~~는데， 즉， 여|슐 내부 현상훌 연구~f는 미슐사와 도상용체채료률 

이용하여 때슐묻째 바겉의 역사， 문화， 인성을 연구하는 형상학이디， 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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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래됨(古老)울 나타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탐색 

추구하는 학문 archaeology률 .소원학(湖原[源}學r 01 

라고 한다. 원(;때은 시간 상의 ‘고(古)’ 가 될 수도 있고. 

구조상의 ‘웹(原)’ 이 될 수도 있다 3) 이 때문에 만약 고 

대의 유전하는 사실만울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고 

학이지 소원학이 아니며， archaeology의 완전한 의미 

가 아니다. 사실도 벌견하고 역사현상을 복원하여 민간 

의 본성올 설명할 우 있는 학문만이 archaeology가 될 

수있다. 

당언히 중국의 역샤는 유구하고 문화문제도 복잡하여 

지속적으로 싱도있는 연구가 기다려지는 실정이다. 설령 

단순히， 사실의 발견， 물질재료 간의 관계규명， 혹은 과 

거 봉건왕조의 단절 문제 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전심전력으로 그곳에 달려가게 해야 할 실정이 

다. 사실 회립어핸의 archaeology어| 몇 단계의 의의가 

있는지 밝힐 필요도 없다. 하물며， 현대 영어의 

archae이ogy， 독어의 die archaeologie4)와 울어의 la 

archeologie5) 같은 것의 이해는 더욱 요구되지 않으며， 

매 사용자미디 소월학의 전체의 의미에 대한 이해할 것 

을 바랄 것도 없다. 우리는 소월(;뼈源)에 앞서 우선적으 

3) 그러므로 얻어회. 용획뻐치빼) 싱애서도 arch잃01며y의 개넘율 샤용 

힐 수 있으며. 걸E 어원(IA)뺑의 고1古}톨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작 

용의 원때흩 연구하는 것이다. 곁국 고괴考古l로 번역되는 것은 사람을 

알용윌앙하께민든디. 

4) 혹어의 die Archaeologie는 17)얘기 회랍어에서 들여론 외래어 
archalogíaOI디. 그 디론 하니의 의역(혹은 득어 어원의 동의어)은 

AI!e이umsl<unde. 언어훈획 외의 고대 룰건에 대혜 연구하는 학룬이라는 

뜻이디. 그러니 혹어 용의 .고대를건이 가리키는 것은 특별힌 의미가 있 

다는 것에 추외해야 하는데 킬코 모돈 고대의， 풍토된 물건이 ·고대의 물 

건·이 되는 것온 이니다. 민훨E뻐inckelmann) 시대(1꺼7-1768삐는 고 

대의 톨걷온 비로 고전의 물건으로 률 획랍 로마의 물건을 의미했다. 그 

의 저작 r고대 얘*시!J(Gesch앙，Ie der 싸j뼈 아~ 씨lertun빼 중의 고 

대(때le띠m)은 비로 획립로oKZf쭈 2훌 톨 것)톨 가리킨다 당연히 서로 

다론 자자는 서로 다른 용법 용 사용하는데. 최종적으로 

K.OMuelle끼1797 1840)애 의해 정의되기를 .고대 예솔과 건축올 연구 

하는 학몽.이라고 했다. 시대의 후이와 사림툴의 의식 개척때 따라 히나 

의 학슐과 회*용어에 새로훈 의미를 첩기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동의어 

는 풍국어의 .고고(를古)'애 가깝다 

5) 윌어의 녕 arc얘。|얘le도 획랍어에서 왔으며， 중간에 라틴어로 전힘된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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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고(考古)톨 진행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돌려 생각해서， 만약 서앙 사람이 중국 문화자원의 

특수성과 중국문화기 현재 처한 충톨긴장 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중국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바꾸어 말 

하면 한화연구는 하나의 좋은 기회를 만나 바로 이 기회 

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셜험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 

닌가? 이 갈은 한 가지 물음은 우리가 과거롤 돌이켜 보 

자연， 현재의 연구가 많건 적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 

든 그 탐색 중에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갚이 있는 

해결이 기다려 지는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 

리는 종 더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 두 번째 문제의 아래에는 더욱 기초적인 문제가 하 

나 더 있다. 즉. 한화 연구는 어떻게 형상 중에서 사실을 

발견하는가 하는 것이다. 비록 상당 논제들이 연구가 시 

작된 후 이 운제의 범위률 초월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한화 연구도 이 기초를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 

리는 최근의 연구률 이 기초문제 상으로 옮겨서 논의 해 

보아야한다. 

예슐고고회의 저11단계는 사실의 발견이다. 한 시대가 

지나간 후에. 설령 그것롤 그대로 고정시켜 박물관에 두 

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는 사설 그 자체가 아니다. 

일찍이 폼페이는 처참하게 회생되어 로마제국 번성시기 

하나의 큰 시가지훌 옹고시켜 놓은 상태가 되었지만， 그 

래 봤자 햇더미 속의 폐허일 뿐이다. 대다수의 고문화가 

모두 발굴되는 줄간에 조각 조각의 유적들이(특히 고대 

는 토지 속의 장묘 왕룡에 속한다) 출토되는데 .물체 및 

시각적 사실”이 서로 엮여 있다. 예솔고고학 중에 사실 

은 두 가지 방면을 포힘한다. 하나는 현존하는 도상-물 

체 및 그 위치 · 환경의 규명， 기록과 확인이고， 둘째는 

당시 이러한 도상-물체 상태의 가능한 최대의 복원이다. 

현존하는 도상-뿔체 및 그 위치. 환경의 기록과 이러 

한 도상-몰체의 월시싱태를 가능한 한 최대로 복원하는 

것은 예술고고학의 기초이다. 어떤 한대의 그림이든 월 

래 모두 일종의 특수한 위치와 환경 중에 놓여 있었던 



것률이다. 언어문자 현상을 차용해 도상-물체의 서로 다 

른 각 종차{걷次) 관계에 대한 비유를 할 수 있다. 이로 

부터 한화가 어떻게 대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 

낼수있훌것이다. 

가장 키본적인 것은 ‘부호(符調’와 .조형요소(설틀1f~因 

훌)’인데. 01는 ‘필획(훌톨Ij)"과 ‘부수{部롭)’에 해당한다. 

그것은 도형율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한화 연구 중 종종 

.뭄앙{없r으로 칭해지는 것인데， 예를 들먼 교차문(交又 

뼈. 십자문(+字없) 같은 것툴이다. 왕금생(王鏡生)의 사 

천(四)11) 애묘(훌훌)벽화의 앙상문(觸熾)에 대한 주목은 

이 단계의 문제훌 겨냥한 것이다 6) 이엉굉(李英宏)의 한 

대 화상전(훌像빼) 뒷면의 수인(手印)에 대한 논의도 부 

호 단계에서 연구률 전개한 것이다 7) 수인은 구석기시대 

벽화에서 훌현하는데. 손가락 개수의 부족 때문에 학자 

들의 수인 표현 의미에 대한 논의률 불러 일으킨다. 그 

시기 월시 생활상태에 대한 민족 인류학 조사에 비춰률 

때. 륙ðl . 수인올 사용한 것이 비교적 보펀적인 오스트레 

윌리아의 원주민에 관한 조사에서는 그 손가락을 구부리 

고 핀 것이 확싫히 부호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힌다. 

(그러나 체질[빼質]믿류학자는 구석기 시대의 난저병[爛 

훨病:종기가 나서 신체가 써는 병]과 동상이 야기한 손 

가락 걸핍현상이라는 견해훌 견지한다.) 그러나 벽톨 상 

의 수인온 01차월 평면 상의 부호적 의미 외에도， 찍은 

압력의 깊고 앞움과 운동과정의 흔적 때문에 자못 의미 

가있다. 

두 번째 단계는 .도형(흩Df~r인데. 이것은 .글자{字r에 

해당한다. 그것은 부호와 조형요소로 하나의 확실한 독 

립된 문앙올 구성하는데 어떤 때에는 도안이 규칙화 되 

어 수만문(훌r빼뼈). 슐문(勝救)같은 것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룩정한 형태률 모방하여 어문뼈放). 조문(鳥放). 운 

거문(뿔야없) 같은 것이 냐타난다. 한화 연구에서 ‘무늬 

(娘r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규칙화 경향 

때문에 .문앙(總횟.이라고 물려 그 특성을 더욱 명확히 

나타낸다. 부호와 조형요소 단계의 문앙인 .무닉(없r에 

서 도상(圓像) 단계인 ‘문앙(빼횡.까지， 그 사이에는 확 

연한 경계선을 긋기가 엉지 않다. 어떤 연파문健波없)은 

어쩌면 단지 곡선 장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의미 

톨 갖고 없는 침대 키튼의 간략화 일 수도 있다.1997년 

본인은 서주(徐州) 한화 판장품을 고찰하던 종， 수만문 

(훌~훌없)율 분별하는 요점은 화면의 아래 쪽 가장자리 

에 연파문(i훌波없)이 아래 방향으로 드리워져 배얼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화먼상 훌 

현하는 물결형태의 무늬가 만약 단지 화면의 방항에 따 

라 자유롭게 배얼(위쪽 원호는 아래를 항하고. 아래쪽 

원호는 위륨 항하는)되었으면， 저1 1단계의 부호 · 조형요 

소이고. 만약 물결형태와 원호의 방항이 일률적으로 아 

래률 향하면 수만문{혹은 그 Z받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것이다. 

도형은 어떤 때에는 의미를 강고 있지만. 어떤 때는 

갖고 있지 않다. 또 어떤 때에는 무(顆)의미에서 유(有)의 

미로의 생성과정 중에 있기도 한다. 장길(張浩)의 운수 

문(짤없없)에 관한 논문은 한 가지 도형울 대상으로 한 

전문적 언구이다. 운문{雲放)은 철기 문앙 속에 풍부응| 

남아 있는데. 그것과 r한서(漫홈)J중의 운거문(쯤없없)이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01것 

은 학계에서 비교적 많이 논쟁 되어왔던 문제이다 8) 그 

리하여 운문이 어떻게 단순한 장식애서 의미를 갖고 있 

는 단 폭 그림으로 전환되었는지. 이것은 이러한 도형언 

6) 용급~王흙生)선생의 권고로 이루어진 Oi 구상온 그의 논문 종에서도 가 

끔씩언급된다. 

n r，종국한화연구{中훌g톨빼젊IJAI: I권 이영꽁(좋훗딪힌의 논문 참￡ 

8) 않은 학자i이 딩대(톰代) 사림찰의 힌대빼t) 부g뻐l 대힌 추석에 의거 

해서 흥과힐합)대(톨)의 집8 조각윈 .거(훌 r 률 동물 혹은 호링이 형태 
로 해석했다. 송게뻐빼는 힌 벌 나아가 거(~)와 힌대 영뭔엎찌. 특히 

경명뼈엎) 종 .거게巨~r와 언결시켰다. 이 논틴에서는 r진서(훌톨)J의 

운거폼{.~n) 흥 온갖 동몰의 의미를 해석할 방법이 없으며. 게다기 

힘대 훈몽(훌훌잉 중에서도 딘지 동훌민 있는 몽양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 

물이니 기티 물상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거(야 ) 형상을 징송이라고 대학 

정작할 수 없으며.거게巨야r라는 전문 영사를 사용하여 그것율 질못 

민용. 홍명해서도 민 된다고 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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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새로이 취해야 할 방향이다. 

세 번째 단계는 형상(形훌)으로 ‘단어(詞)"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n리]는 현대 중국어로 비유를 하는 것 

이다. 고대 중국어의 자{字]는 바로 사[詞]로， 한 글자{字] 

는 하나의 륙정한 의미롤 갖지만. 현대 중국어의 사[詞， 

즉. 단어]는 대부룬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자가 짝을 

이루어 하나의 특정의미률 이룬다.) 비록 짝을 이룬 단 

어(詞)의 각 글자는 각자의 돗올 지니고 있지만. 하냐의 

단어(詞)종에 그 각깨 글자의 의미는 단독으로 해석 될 

수 없다. 형상은 바로 하나 이상의 도형으로 구성된다. 

예률 들어 정장t훌홉:o~올 혼장 보다 작은 지역사회의 

우투머래 형상은 하님에서 출토된 영문화상공심전엎文 

톨像空心앉)상에서 남자와 괜뒀). 현수되짧볼刀:교수 

형 하는 칼). 계극(많했:옛날 고관의 행차 때 쓰던 의장 

용 장) 혹은 빗자루〈훌) 등 많은 도형이 결합하여 상을 

이롭다. 단독의 도형도 형상율 이룰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삼족오(二足鳥) 같은 것은 그것의 의미가 이미 완전 

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족 

오(二足룹)가 있다면. 그것은 원형 도형과 함께 태양의 

까마귀 형상을 구성해야만 가능하다. 도형과 형상 간의 

구별도 점차 과도적이다. 임춘미(林春쫓)의 최근 연구는 

한대 식물문양 수유뭔架횟뼈율 용과 봉횡(즉. 조룬{鳥 

없J)의 전환 형식(빼훨)9)으로 붐석하는데， 아직 어떤 의 

미를 갖고 있는 도형이 무 륙정 의미의 도형 속으로 접 

차 매몰되는 과정인 것이다. 위 글은 어떤 때는 도형이 

이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형상은 이 도형이 

.특정 의미. 블 강기톨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한 

다. 어떻게 의미와 특정한 의미의 구별을 확정하는가? 

9) 임훈미의 미용퇴 1효 힌묘 흩토 잉추년 기멈 연구토론회 빌얻 져l요뺏 

훌}훌 톨 것 2004년 효님생;빼빼!i) 박물관면 

1이 유흙{(쩔빼.，선생온 {홍묵시빼中園史!’))저110핸:2000. 12, 동경)에서 
〈힌대몸희의 싱심의01(;.代몹렐뼈훌썼훌훌))륨 발표했는데. 유 선생의 

지없|공에 되벌til 감사의 옷올 표하고 싶다 

11) 당장수(홈용.)의 〈힌대 묘징훈웰 고번(il'代훌훌F했考~). (종월문롤{中 

原文빼) 1991.3훌 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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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족오(二足톰)를 예로 툴면. 그 형상은 검은 잠셰 

이지.두 개의 알의 형상에. 두 개의 선이 있는.것이 아 

니며， 이것이 바로 의미이다. 의미률 갖고 있는 하나의 

도형은 보는 사람(물론 작가일 수도 있다)이 자신의 지 

식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각단위인 것이다. 그 도 

형율 ‘인식.하기만 한다면， 도형은 바로 의미를 갖게 된 

다. 태앙의 까마귀(8 中‘톰)카 갖고 있는 특정 의미는 그 

것이 (까마귀로) 확인 될 수 있율 뿐만 아니라， 가리키는 

바틀 갓고 있다는떼 었다. 이 가리키는 바는 확민될 뿐 

만 아니라， 확정되기도 한다. 소위 확정이란 그것이 지식 

체계 중에 그 특정위치가 있고 기타 지식 요소와 상호 

ζH게 모종의 의미관계률 구성한다는 것이다. 만약 다시 

언어 상의 비유활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확실한 단어 

(詞)일 뿐 아니라. 이 단어(웹)와 기타 단어(詞) ζH게 논 

리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의 까마귀는 곧 

태양의 까마귀이지， 나무 위에 머물러 있는 까마귀가 아 

니며， 효도흩 상징하는 까마귀(전설 속에서 까마귀는 인 

자한 새이고， 자식 새는 연로한 부모 새를 먹여 살린다.) 

도 아닐 뿐더러. 화폭 상에 빈륨을 메꾸는 장식용 까마 

귀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까마귀(의미)이고， 태양(단순 

한 하나의 원은 기타 천체 혹은 기타 추상의미 원형의 

대표일 것이다)의 대리 부호 및 태앙의 형식과 운동. 그 

리고 효능에 대한 이해와 지식(특정 의미)을 표현한다. 

비룩 형상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것 

이 기타 도상과 함께 화면을 구성한다면 더욱 완전한 의 

미를표현하게 된다. 

형상의 연구는 계속 한화 연구의 중점 부분이다. 문궐 

(fl옛정) 형상은 여전히 하나의 중점인데， 조전종{趙짧增) 

과 원서광(훌웰ft)이 사천(四) 11)성 무샌포山) 동배훨뽑) 

와 간앙(聊1)귀두샌鬼짧山) 석괜E힘에 의거해 문궐은 

곰 .하늘 문.의 상징민 것을 논충해낸 후， 유종귀圍l增 

貴)는 한대 문컬의 상징 의미률 정리하여1이 천문{天門). 

신문(神門)의 일체와 .영저I(짧第)" 으| 관념을 제시했다. 당 

장수(홈長훌)는 문캘옳 비독립(非觸효)과 독립(獨효)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전자는 생활 풍경. 후자는 전문이라고 



했다 11) 종포천관t흩布川훌)은 문궐을 서왕모(西王母) 신 

선계(神仙界)의 입구라고 정의했다.‘2) 좌축정언(뾰竹靖 

彦)은 한발 나아가 문혈 · 정장(후長)과 차마 행렬 사이의 

관계에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의미툴 논중해냈으며， 문궐 

상징은 영생(永生)의 앙게陽빼의 문이라는 최초의 결론 

율 LH렸다 13) 조， 월씨의 논분은 사천 문궐의 형상재료에 

대해 진일보한 보충을 가하였다. 성뢰(盛훌}는 사전에 있 

는 서로 다른 채질과 (건축) 부위 상의 순서에 따른 배열 

이 사람의 주의톨 뿔러 일으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궐 

형상의 의미라고 하여 기존의 해석을 뛰어 넘었다. 이것 

은 우리가 1995년 제기한 문궐형상의 ‘네 가지 기능’ 

종합설에 대한 한 가지 지지이다 14) .전문.의 방제 문궐 

형상은 하나의 장묘 안에서 종복되어 여러 차례 나타난 

다. 20년대 Otto Rscher가 바로 이 상황을 주의하고 

기록했다 15) 어쨌든 그렇다면 문궐의 신학(神훌) .의미. 

는 그훨게 엄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체될 수 없 

는 모종의 의미훌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장 

식”이자 하나의 서행顆릅) 일 뽕일 수도 있다 16) 무흥 

(포폐)이 1992년 마왕퇴(馬王뼈 1호 한묘 백화(멈홉)의 

연구 중에서 얻어낸 결론은 상당히 뛰어나다. 즉， 묘장은 

다양한 종류의 기원(所關과 다양한 종류의 신앙의 종합 

체라는 것이다 1끼 문궐 형상의 새로운 보고와 연구는 무 

리로 하여금 무흥이 내린 결론의 기초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형상이 서로 다른 언원의 신념의 잡거지 

健居地)에서 흩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떤 형상이 사 

용될 때 그 자체가 이미 다중적. 심지어 내재적 모순 의 

미률 갖고 있다는 것올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문제 

는 장차 다용 단계에서 더욱 분영하게 나타난다. 

형상연구는 하지국(何志園의 전수{錢혐) 중의 여러 횡 

상에 대힌 고찰이 있는데. 황명린(黃明뼈은 고라니의 꼬 

리로 만둔 먼지휠이(반尾)에 대한 분벌에 대해， 앙지립 

(楊志효)은 전함도(뤘船圖)의 소개에 대해. 우천위(牛天 

{훌)는 상수리 나무의 개념 서술에 대해. 왕양전(王良田) 

은 상구{商묘j지구의 싱서로운 도상에 대해 탐색하였다. 

네째 단계는 그림(11}톨)인데 이것은 형상t形훌)으로 구 

성된 화연으로， 하나의 .문장t句子)"에 해당하며， 하나의 

완전한 의미훌 표현힐 수 있다. 하나 혹은 몇 개 특정 

의미의 형상이 어떤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여 

부는 이러한 형상률이 어떤 ‘형상 관계. 중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한화연구 중 이것은 형상 확인과 마찬가지로 

중시되는 것이다. 그림은 각 형상 단독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방제(樓題}가 있는 정장(훌長)， 그 

리고 무씨사 중 허다한 그림돌도 한 형상이 한 구획(分 

格}율 차지하여 하나의 완전한 그립을 이룬다. 예를 들 

언. 가회{훌힘. 연리G훌理) 같은 것들이다. 그림은 여러 

개의 형상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이야기률 진솔하기도 

하고， 어떤 관념을 표현하기도 한다. 연구에서는 그것을 

‘제재(짧찌r 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형， 형상 그리고 그림율 모두 두루뭉실하게 

12) ~포전관(~16)IJJφ〈한대 화싱석 중 용선도의 제보앉代톨홉石中7H1UIJ 
@짧))， (동방획보1뤘方關)) 65, 1993 

13) r종국힌회연귀中園I톨冊뼈」채 1권올 를 것. 
14) 훌지 r장군훌 신기웹 연듀오해와 성형빼훌F햄월홉R究냉앓웰觸成 
形)J， 1999, 북경대학훌판사 애서 뭄 위 형상의 네 가지 기능설율 제시 
댔는데. 첫째는 톨쭉 구역(빼훌) 휠동， 둘째는 신게輸!Ð， 셋째는 부록 

(符쏠)， 넷째는 징식이디. 네 기지 기능은 서로 엮여 점차적으로 문신 
뻔했맘 형성R백. 킴은 이치로 운궐의 묘씨도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겉 
온 &f나의 형상이 서로 다릎 다충직 의미흩 갖고 있으며. 킬은 의미도 

81니의 행싱만으로 요현되지는 않탠. 

1히 0110 FISChef, 0Ie α찌훌S엉-.e M킹!;?(ei der Han 야na혀y. 8ef'hn : 
Paul N앙IVQ!'빼.1931 

1히 고대 종교도상에 대힌 의미해석애는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상징 

의미라고 하교 디른 하나는 신획 이생Iogic) 의미라고 힌다. 소위 흥교 

의미라고 하는 것온 부효 혹온 도상의 의메그러나 때로는 디충복휩적 

인)이고 소위 신학의미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의미 있는 부활} 토상이 
공동으로 구성힌 과왜논리관게가 있는 관념)이디. 한화의 도상에서 운 

궐온 용교의미기 있는 것이나. 반드시 신학의미흩 강는 것은 아니다 상 
징의미가 있다고 혹 이성의미가 있는 것은 아나디. 

17)Wu 얘뼈， ïvl in RJIt빼 Conle치 'f，뿔’뻐째k껑 Maw.뼈뼈. 않1y 
China, 1잃2(종몸본 「여l의의 미슐{홈훌훌術):마왕퇴의 채괴.홈王많再 

웰IJ， r.고고회의 역시 . 01론 · 실천(혐뿔的廳휠염展J. 중추고적훌판 

새中써솜11出版뻐， 1996， 진성찬(빼훌뼈 역 한대회회의 의미률 해석하 

는대 Mlcheal 냉00'하1973)괴 Jerome Silbeg잉d{1앓3) 모두 그 의미 

의 혼잡힘괴 해석체계톨 엄격하게 구성하지 말이야 힐 것울 제시했다. 

그러나 누 회자 스스로 모종의 해석훌 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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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題M')라고 부기도 한다. 사실 .제題r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圖훌)이어야 

비로소 저|재(題材)가 되는 것이다. 도형이나 형상은 단지 

소재일 뿐인 것이다. 성뢰(盛훌)는 일찍이 사천지역 한화 

제재로 전문적민 연구훌 했는데 일단의 제재들과 연구 

성과률 제한적으로 종합서슐 평가하고. 서로 다른 학설 

간에 충돌이 있늠 부분과 이러한 충돌 및 차이를 발생시 

키는 월인율 제시하였다. 게다가 슷자 통계와 도표를 첨 

부함으로써 전반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여 진일보된 연구 

검종올 제공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의의를 갖는 작업 

은 부단한 보충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한화 전체범위 

내의 총체적 룡계 자료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문 

제를 제시해 낼 수 있울 것이다 18) 이것은 국부애서 전 

체로 황하는 방법이고， 전체에서 국부로 항하는 도상 의 

미 (圖 志 ) 배 열 에 관 해 서 는 독 일 의 Kaete 

Finsterbuschl9)와 고심(顧森)2이의 비중 있는 두꺼운 저 

서가 있다. 저|재 연구에서 최근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 

는데， 그 중 하나는 어떤 제재률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 

이며. 다른 δ|나는 한 가지 주제의 형상 관계를 고찰하 

여 이로부터 역으로 이 제재에 대힌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아래 부분에서 논하고자 하 

18) 이것은 성뢰〔훌ß)의 2002년 획경대혁 한화연구소에서 완성힌 석사학위 

논문이다， r，중국힌학연구J1! 1권애 실려있다. 

19) Kaele Fínsterbusch. Verzeichnis und Molivindex der Han

Dars’ellur쟁en 'lV1여 Wte양laden : Otto Harrélé월SO'Mtz. 1996 

2이 고삶삐흉). r.종국 힌회 그립시젠中짧흥톨훌훌)J， 절강섭엉출판시G振댐 

~~파1)(항쭈)， 1997 

21) 한회의 이러한 획인 요구 때문에 몬인은 여슐;'1， 빼슐고고학-형상획. 그 

리고 인문과학의 ·의부현싱@짧쩌훌r과 .슐론현상않훌훌훌tr올 제시 힌 

것이다. 의부현상온 도상011서 보는 시립 심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읽어 

내는 것인데. 이 의미는 직재f홉) 혹에서 완전하게 존재하지도 않았l 

그 어떤 방식으로틀 도상빼 이러힌 의미롤 부여했었던 적도 없었던 것 

이디. 의미는 왼전81 보는 시링의 ’다른 사람이 도끼톨 홈쳤을 것이라고 

의싱하는{앓A1t.l홉)보는 사람의 임의적인 생각대로l역자 주r것일 뿐이 

다. 용를헌싱온 도샘온 획실히 표현하는 모종의 의미 요소훌 갖고 있는 

대， 보는 시힘이 월딘 밥견하고 해석옳 갖고 있으언， 곰 이 의미률 확대 

하고 기타 부몸의 의미는 갑줘버리게 되니， 기침1紀昌)이 워비(衛꽤때게 

화실 쏘는 것훌 배루디가. 이카 칭문 암에 있는 것올 상 년 간 바라보다 

그것이 비귀만큼 쿄게 보이는 것괴 겉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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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 광범한 범위에 대해 이미 언글을 하고 있다. 즉. 

제재는 부분， 전체 작품. 직풀과 묘장의 구조관계 및 묘 

장 사용과 당시 일상 용도 사이의 관계 동의 형상관계 

단계 상에서 만이 정확한 견해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는 어찌하든 계속 이렇게 앙쪽으로 곤란한 

상황을 대언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화면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연 어떻게 그것과 기타 화면의 관계에 대 

한 의미 관계톨 세울 수 있는가? (서로 다른 제재가 나 

타내는 의미는 서로 다르므로 그것과 기타 확면 · 제재 

의 배치관계 역시 다훌 수 밖에 없으며. 그 두 가지가 

이루는 의미 또한 서로 차이가 큰 것이다.) 반대로， 만약 

하나의 형상 관계 중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의 제재(그것이 방제[총題J 혹은 매우 전형 

적인 특징적 화면이 아니고서는)률 확정하겠는가. 그러 

므로 우리는 비록 연구에서 구조의 층충 형상관계 종 제 

재를 확정하는 것을 견지해 냐가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으로 직접 화연과 화연을 구성하는 조형요소， 도형. 형상 

율 대면하여 확민하는 방법 또한 매우 주목할 수밖에 없 

다.그림을 보고 말융 한다는 것은 비록 상당히 논쟁 

이 되는 방법이지만， 한화의 보존 상황은 이미 대부붐 

당시의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어슴프레 해서 분명하지 

않으며， 마치 하놀의 구롬 같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 속 

에 무엇이 있으면 바로 그림 상에서 무엇을 보아낼 수 

있는 것이다 21) 결국 한화연구의 기초 및 주도적인 부분 

모두 여전히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한 발굴지나 보관자의 임시적 영영(命名)(화상 혹은 제재 

에 대한 확정)이 바로 한화 연구 중 진일보하여 문제를 

논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힌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근년 

(lli年)에 이루어낸 보고서와 원시재료에 대한 하나하나 

의 대조 검토톨 진행힐 때 .최초의 명영.이 반드시 확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밭견한다. 따라서， 분류， 분형(分 

型)， 화면 구분， 의미 해석에 있어서 진일보한 종합서술 

과 신종한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22) 이 때문에 종국 

한화 합효|는 북경대학교에 한화연구소의 ‘정보자료 센 

터·훨 셜치하고， 효| 원과 학계에 학술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 전문적으로 새롭게 전면적 차원에서 

한화 자료 전체톨 검토하고， 한화 연구의 기초에 대한 

철저한 정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매 회원과 

학자가 참여하고 담당해야 할 일이며. 모든 한화 언구자 

의 공동 발판이자 기초석이다. 고삼(顧森) 선생은 「중국 

한회도안사전(中園훌률圖典)J올 새롭게 수정하여 출판할 

계획에 있으니 경의톨 표활만한 일이다. 

회면제재 연구의 근거들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되어 버렸다 관심의 초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 무의 

식적으로 오래된 금석학에 다시 눈율 돌리게 하는데， 즉， 

명문(銘文)과 방제(홈짧}훌 중시하는 것이다. 방제에 대 

해서는 왕형(王훌)의 종합적 언구가 있다. 형의전(細養 

田)은 .일곱 여자의 복수(t女짧{九r률 이용하여 다리 위 

의 전쟁올 해석했는떼. 이는 거현(훌縣)의 방제(총題l에 

서 빌어온 것이다 23) 디리 위의 전쟁은 60년대부터 

Bulling, Sprio 그리고 P.Berger 등이 해석을 시도해왔 

다 24) 현재의 문제는 만악 다리 위의 전쟁에 일곱 여자 

의 형상이 없다면， 모든 해석에 대한 의심이 또 다시 새 

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형의전(뼈義 

田)의 각 이론률온 상당히 계몽성을 갖는다‘ 하나의 분 

본(써本) 앙식(각 세트)은 서로 다른 이야기와 제재를 진 

술할 수 있는데. 거기에 형상을 차감하기만 하면 된다. 

왕얼진(王脫進)이 행한 서한(西;훌) 동경새뚫鏡史) 의미 

감정에 대한 논종은 .오자서(ffi子옵r와 .오왕(吳王)， 옥 

녀 (玉女r 익 명문{銘文〕 획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5) 원 

가원년(元훌元年) 묘의 장편(長훌) 영문은 이미 제채문제 

뜰 해결하는 경전이 되어 버렸다. 이어진 산동(山東) 학 

자들의 많은 연구 후에. 무홍(포뼈. 조초밟超)， 좌축정 

언(뾰竹靖彦) 그리고 앙애국{楊愛홈짧은 명문에 대해 한걸 

옹 나아간 해독과 도상에 대한 해석을 이루어 냈다26) 

섬서(映西) 슴읍현(뼈물ß) 빈왕(했王)묘 벽화 상의 방 

제(쫓題)에 대해서는 윤신평(尹申Zfl)과 Susanne Greifl 

기 보고서관 발표힌 후에27) 정암(鄭岩)이 그것에 대해 

심도 있는 재연구톨 진행하였다 28) 모든 사람이 묘주의 

몹 뒤에 있는 흥색 글자의 염문 해독과 발표에 대해 관 

심을 기울이는 것은 ·금석학.에 대한 생ζ뻐l서 연유하는 

것이다. 무씨사{武R쩌) 석각(;0刻)에 대한 새로운 한 바 

탕의 쟁론， 그리고 M.Nylan과 L8rown의 방제 및 영문 

에 대한 질의는 진랑(陣亮)으로 하여금 장영구{ 함英뚫)， 

이발림(李發:f*)의 상세한 연구 후에 재차 무씨사에 대한 

새로운 괴제훌 세우도록 했다. 

화면제재는 필경 i몬자 각온{斷本)’(방제와 명문)이 없 

는 것이 절대다수다. 어떻게든 문자를 이용해서 제재를 

확정하고. 나아가 이것으로부터 하나의 .도상 표춘 (圖

像標후 件r올 세워 문자가 없는 그림울 추정하는 것도. 

대부분 제재에 대한 의미 해석을 완전하게 추친시키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한화연구는 영원히 이 난점 상에서 

그 테두리률 똘고 있다. 화면 상 문장(句子) 의미의 확정 

은 조형요소(필획부수)， 도형(글J.:U， 형상t단어)에 의거한 

의미의 확정에 의지한다. 그러나 형상 연구 중 언어와 

22) 북경대학교 한회연구소 건엉 전 1996년 종합서슐 연구흩 시작했는데. 
모틀 연구생괴 연구원온 추재옐 선정하기 전때 모두 판계연구 방행0 
대해 자세힌 종합서슐 과정율 가졌는데. 제재에 대힌 총힘서슐은 우리 

기 잉t견힌 몽제관건이다 

23) 형의전빼훌田)， r세트. 빙제， 몸헌괴 화싱해석-일전힌 ·알곱 여자의 아 

버지톨 위한 t싹톨 예로(體.陽짧文빼짧톨轉흉l-;.I.-介失빼的 't女
엽父~Vl' m'0oJ.';t;'ft 3회 국제 한학회의 논문집흩훌훌훌훌훌뚫文훌)J， 

중앙연구원 역시팀(中央뻐혔院R史뼈>， 2002 

24) Partncla Ann 많rger， ηJe t밟'Ie 81 the Bndge at Wu 벼ng Tzu 
: A Problem m Melhod, Early China. 1976 : Audrey Splro. 
α'Xllemr;뻐Isng lhe Ancienls . A~장'helic and SocJ81 /SSUeS m 
Earfy Chinese Portrailure, 8erke’ey Un1verslty 이 Calilornlfl 
Press" l990 

25) Euger훌 Yuepn War멍. MIπα:D잃1h ar잉 R힘'oric Readlng 
Later f렐1 Chinese Bronze ArttfaclS, The M Bulleψ\ Vd.76 
Il10.3.199<1 

26) 앵뻐(~톨흩圖. (신동 장신성전촌 화상석g의 두 1찌 문빼山훌훌t!J域 

fol셔.흩.sa二빼))， (회하고고(훌훌홍古))， 2004.1 : Wu Hung. 
Beyond Ihe 'great boundary' : lunerary narrallve In the 
ca때잉'\Bn tαnb. Cambrid양 : Harvard UnlVefsi!y, 1991. 

2끼 Susanr-,e Grelfl, Das Grab des Binwang . Wandn핑!erelen der 
Ös/lichen Hal)-Zell in Chir녕r고고벌굴 출토 된 중국 동한돼빈힌돼 

빽회{考古짧않ili土的中뼈liur~;J훌않톨)J)， Meinz : Wlesbaden, 

2002 
28) 정임야뼈). r묘장벽회 김상지 몸제에 대한 초보적 사고훌훌활훌훌홈뼈 
a的m햇~)J. r.종국힌화연구J 제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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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점은， 설렁 형태요소， 도헝 그리고 형상의 의 

미를 확정했다 하더라도 아직 반드시 그림의 제재를 확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것은 한화 연구 

의 난제 증 하나이다. 또 다른 난제는 상솔한 두 가지 

어려움인데. 더욱 큰 범위의 형상관계촬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개멸 그립 제재의 의미률 확정할 수 없고. 반 

대로 개별 그림 제재의 의미률 확정하지 않고서는 또 더 

욱 큰 범위의 의미 관계를 건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다. 심지어 일부봄에 방제가 있는.차마 행렬. 같은 화면 

에 대해서도. 신립상(信효詳)의 논점은 또 좌축정얻(뾰竹 

靖彦)의 추궁올 당하였다. 그러나 확실한 문제는 유위초 

(兪偉超)의 차마뺑렬에 대한 종결성 있는 연구에서 추짙 

되고 있는데， 차마 뺑렬은 생전， 사후의 기원(新關과 묘 

종의식(훌中홉式)의 3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러나 .차마 행렬’은 더 광범한 제재훌 포함하고 있는 것 

은 아닐지. 보고서 중에서 제재에 대한 정론(定論) 외에 

도. 제재 연구는 최근 발표된 것이 10건(도헝. 형상에 대 

한 연구까지 포함하여)이 있는데， 대부분 방제와 영문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문 과제 연구， 술속{쩔 

혐) 연구와 시상 연구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채확인율 

친행하거나. 혹은 하나의 제재에 대해 갚이 있는 고증을 

진행한 것인데. 조초(趙超)의 효자(孝子) 제재연구. 종람 

형(홈藍훌， 시걸(施杰) 그리고 손이흰孫샘村)의 전문도 

회{夫文圖톨)에 대한 연구， 정암(椰岩)의 묘주민 연구， 장 

문정(張文靖)의 형카자진(뼈뼈刺훌) 및 이도살삼사c-.挑 

29) 연구방법혼용 빼가지 방연이 있는대 첫쩨는 연구 시고의 갈따 이것은 

연구 종에 몸회시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연구뭄재의 각도 안목괴 지횡 

점훌 결정õl고 있다， 둡째는 연구 방법믿데. 연구 종 학슐빙항의 운용， 

예툴 툴어 시회회， 싱리학， 문헌학. 형상회， 계보학， 도상학. 부효학 툴 

연구 성격을 구성흔!Ct. 셋째는 연구 수단민대， 연구 중애 전공기용이 시 

용되는 것으로. 예톨 를연 수리륭채. 도상 추정비교 사회조사 심리태스 

트 용둥이다. 연구 현상여 대힌 각기 디를 관심 때문01 또 디시 셰부연 

구{국부적 딘솥시셜과 현상입수부터훌 밀힌다J. 중E번째 연귀하나 이 

상의 딘솥ÁI생과 현상 긴의 관계 입수)와 선체 연귀전책현상으로부터의 

왼전한 형태 입수， 왼전힌 형태는 톡쩌의 Gestal뻐|시 유래하는데， 여기 

서 전체는 몸힘휠 수 없는 것이고 각개 부롤의 간단힌 용화 역시도 아 

니다.l로 나헌다. 

122 ft ~구쩍 긍. 

殺三土) 연구， 진횡f陣銀)과 하서림(뿔西林)의 마왕퇴 백 

화{멈훌) 종 여러 제재의 확인과 해석 등에 대한 연구가 

그예들이다. 

제 다섯 번째 단계는 토믹t段塊)의 연구(즉， 하나의 완 

전환 도상-물건 작품의 나누어진 조각둘)민데， 문자언어 

의 단락(段휩에 해당한다. 한 토막의 석각{-E刻)이든， 문 

양벽돌{故빼)이든. 한 폭의 백화{멈톨)이든， 하나의 벽화 

이든， 하나의 기물이든 간에， 표면의 도상은 기형(뚫 

形) . 위치의 서로 다륨 때문에 작은 조각 혹은 토막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때에는 몇 개의 물건이 병합하여 하나 

의 덩어리 토막으로 나타난다. 이런 토막의 나법은 두 

가지 종류의 상황에서 나온다. 하냐는 채질의 한계 때문 

인데， 예를 툴면 벽톨. 톨 같은 것들은 크기에 일정한 한 

계가 있고， 비단은 폭의 한계가 있으며， 기물은 기형(器 

形)의 제한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화연구에서는 

병렬도상의 총체적인 고찰이 요구되는데， 요점은 형상연 

구의 대상이 되는 각 토막과 고고학적 지층， 구조， 기물 

조합과 기형(용짧) 샤이에 여러 토막으로 된 하나의 작 

품 혹은 한 토막으로 된 여러 작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빌리 수집(微 

集n원시 싱태률 벗어난)된 화상(훌像)에 대해， 우선 그 

것의 조합관계훌 찾는 것 곧 그것 자체가 기타 .그 현 

장에 었지 않은. 부분과 공동으로 히나의 덩어리를 이룬 

것은 아닌지 연구해야 하며 또 하냐의 의미상의 토막 

구조를 찾아 바로 한 펀의 글이 완전한 의미의 문장툴로 

찌 그 의미률 완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각 조각률 

이 하나의 단락율 형성시켜 그 의미가 기승전결을 가진 

하나의 단락률 이루도록 구성언구 해내야 하는 것이디. 

한화 연구 중의 토막에 대한 연구는 세부에 대한 연구 

와 중간 단계의 연구 그 과도단계에 해당하는 부붐이다. 

이 단계까지는 모두 기솔상의 세부연구라고 힐 수 있 

다 29) 만일 한 작품 종의 토막이라면 그것은 세부연구에 

속하고. 몇 가지 물체 간에 의미상의 토막을 연구하는 

것이라댄 곧 중간 단계의 연구에 속한다. 가령 이 다융 



단계민 화면 · 작품 연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세부 연구 

톨 진행할 수 있는데. 마치 근대의 회화작품을 연구할 

때 작품 자체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세부이고， 

작품과 기타 요소간의 관계툴 연구하는 것이어야 비로소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왕퇴 1호 한 

묘백회{훌훌뽑홉)는 바로 토막 구획에 있어 상당히 논쟁 

을 일으키는 하나의 실례이다. 역대 연구는 모두 제재의 

확인 후 곧장 토막 연구로 옳겨갔는데， 2단론， 3단론， 4 

단론 등이 있다 하서림(ii西林)의 논문은 기존의 설들율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새로운 연구의 종결은 

하개균[何介흙]이 마왕퇴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서 발표한 연구이다3이 한 차례 전면적인 해석울 시도 

한 것인데， 중간 부분에 있는 사람 몸에 뱀 꼬리 형상과 

해. 달 사이에 구성된 토막을 가지고 중간의 형상이 태 

일(太-)이라고 논설하였다. 진횡{陣짧)의 연구는 또 다 

른 종류의 해독방흥k을 사용하여 화연을 구획하였고， 중 

간 부분의 두 사람이 있는 화먼 부위훌 합하여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합음앙(승헬陽r의례(짧빼의 단락을 만들 

었다. 

토막의 완전한 의미의 건립은 떼에 따라 어떻게 구획 

올 나누고 이어 붙이는 가메 달려있다. Lukas Nickel은 

복천추묘사千秋훌 천정의 전상(天훌)으로 하나의 전체 

덩어리를 나누어 냈울 뿐 아니라， 앙쪽 끝을 고리형태로 

언결시켜서 묘 중의 천상(天象)의 숨환의미률 설명하였 

다31) 앙건동(陽建東j은 전체 묘의 도상을 한 사람이 응 

시{陰해)에 톨어가는 것과 조상과 선인(仙人)이 회합(會 

슴)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Kim Dramer의 박사논문 
은 묘 문쪽의 도상 토막과 장례 예식과정을 결합 고려하 

여 생사의 관념율 해석하였다3낀 양왕묘(梁王훌)의 천정 

그링은 결코 다른 일반적인 도상의 방위와 같지 않다. 

즉， 용， 주작의 위치가 서로 교차하고 있어 우리는 부득 

물 관찰자의 .이동히는 시점(移했R角)’에 대해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왕 우리가 마왕퇴에서 출토 

된 지도(예률 돌어 r주군도(앓軍圖)J) 에서 반드시 지도 

의 사변을 돌면서 봐야 하는(그리고 창작해야 하는) .이 

동 시점.올 발견한 바에야 그렇다면 그링의 토막들도 

때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새롭게 구획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각기 다른 때의 관찰에서 그립 

올 중복 사용활 수 있으며 그것이 서로 다른 조합에서 

반복적으로 토막을 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게 

도할수있는것이다. 

물론 이상의 미묘한 문제률 해결하기 이전에， 한화에 

대한 기본구조 건립 모식은 토막에 대한 더욱 기본적민 

작업이다. 2003년 장혼(張欣)의 논문은 바로 섬북유립 

(陳北倫:U)지구의 한화재료를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한 

화 토막의 구조 연구이다. 왜냐하면 이 곳의 한화는 문 

쪽 구역이 많이 출토되었고 제작 시간도 상대적으로 집 

중 되어 있으며， 모식에도 상대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도상 토막의 구조훌 연구하고， 그 중에서 

규칙율 발견해낼 수 있으며 물규칙적인 보충도상에 대 

해서도 감벌을 해낼 수 있다.정) ζ반영(康뼈英)이 주도가 

된 조사 프로젝트는 모든 ‘불규칙.적인 섬북(陳北) 한화 

재료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한 지역의 한화 토막과 그림， 

형상， 도형， 조형요소의 문제를 진일보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제 여섯 번째 단계는 전처I .작품(作品r 즉 하나의 도 

상-물건 전체로 .한 편의 글(篇훌r에 해당한다. 한 펀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주제가 

있율 수도 있듯， 도상 작품도 이와 같다. 하나의 작품은 

3O} 하개뀐何介험)， r마왕퇴 힌묘연구어| 대한 종합서슐(.~王ii훌훌縣宗 

섭다iJ/of왕퇴한묘앓굴 30추년기녕 국져l회용대회 부분논문요약 모움면 

(앓훌용헬훌훌앓三+1훌年흩옳톨劃웰훌分월文훌훌}훌Jl)J. 호님 

성박웅관 효님성 문물 고고연구소 면.2004 

31) Lukas는 1997년에 묵경대획 본윈의 .형상학얻구. 강의때서 객좌보고(훌 

座짧농}톨 했다. 

3낀 or원g의 벅시회위 논문 않1Weefl 1，뼈 뼈l{} ard the dead : f쉰n 

dynasty slone carved 10mb d，∞rs(Chma)， Ph.D Columbia 

Univer:잉Iy. 이 논문에 대한 ζ념에~ 소개는 r중국한회연구J저11권어L 

33) 장흔밟뼈온 2003년 한회연구소에서 석시학위논문 r규빼i 언이쉽믹룩 

한대 회상석 흥월짧혈융‘’!짜내잊j찮代톨1l~양훤」를 완성혔다. 

힌. 연구외 근톨 123 



작게는 하나의 거는 장식에서 크게는 묘장 전체까지일 

수 있으며， 크기가 작고 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도상의 

원래 기능에 일치하는가가 중요하다. 원래 기능에 일치 

할 수 있으면 더 큰 구조라도 하나의 주제에 의거하여 

각 부분으로 조직될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부위와 서 

로 다른 도상이 원래 기능에 부합하지 못한 채 힘쩨 있 

는 것은 단지 몇 가지 토막툴이 같이 있는 것일 뿐이다. 

만일 원래의 사용 기능이 복잡하고 다중적일 경우는， 하 

나의 규칙 문앙 정동거율도 각 부분적으로 점을 치는 기 

능， 벽시{짧耶)의 기능， 키록의 기능， 장식의 키능 동을 

동시에 다종적으로 구비하는 것이다. 장군문신빼훌F혐$) 

의 형성과정 고찰 중에서 우리는 이미 다중 기능 전체가 

주동적 선택 착오 중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상. 새로운 제재로 결합되었음율 실증했다. 하나의 완 

34) 각추 1훌 잠고휠 것. 

35) Olavannes EéNard. La Sculpture sur Plerre en aψ'18 8u 1，때lPS 

des deux dynaslies Han. Parls : Ernsl Leroux. 1893 
Chavannes Edward. M/sslon archéologlque dans fa Chlne 
septenlrfonale. Parìs : E.LerαJ)(， 1913 . Wtlma Falrbanl、 The 
Offenr밍 Shnr용 of Wu LJang Tz'u. Harvard Joumal 이 Asiahc 
Studles. 1941. PP.43- 86. . 이 골온 또 Wilma Faìrbank. 
Advenlures in Re/ne빼 · 벼n 싸Jf8IS and shang /3riαlZe Mofds. 
Harvard Yenching Instllule 01 Sludles. Harvard Unlv. Press. 
1972 . 흥몽 번역은 톨짧빼흉j 王世I멈톨Q. (힌대 무랑시 건축원형 고월 

ùl화했햄양훌關챙)). <중국영조학사회앤中뼈휠훌훌土避깨 > 제 7 
권 짧7 ，. 1없5 . Doris crαssan~ Funct，α1 뼈 Wélf'ld(쩌α)(10 

der Opferschreine von Wu- Liang- Tzu . Typoll맹Ische und 
fconographische Unlersuchungen. Monumenl8 Serica, 1964. 
PP.88-I62 ' 위월엠，센(역[빼J). r.무량사헌져|식싫의 기능과 장식 ;유형 

학과 형상획직 연구없梁~흉E훌的功홉뼈훌fi:했갱생훌細μg웰빼돼 

;잉'J(J;;rIPl). 1964 . 장광인용{표톨빼회. f!!빼회상의 연구J. 률정. 중앙 

공롤미*훌핀AKCÞ央公월를뼈出厭쇠 1965 : 장엉뀌흉흥행 오몸게윷 
文뼈). (무씨시 화상석 건혹배치 고찰(itrt휠흩톨石않흉훌훌考)). <고고 

회보>. 1981(2). PP.I65-t83. : 장영구{짧훌뼈 · 오문기(吳文뼈 f한대 
무씨묘문 석각연구(;'Æ代훌R훌양E윗뼈3나'J. 채님1짜뼈， 선동미술훌판사. 

1명5， pp.34동O. : Wu Hung. The ~ uang shrine : Ihe αmα7y 

d 않까I Chlnese Pîcl，αialAπ 얹anf'αd 배rver형Y Press, 1얹39. 

pp.낀-24. 

36) Lydla Du야미 Thomp∞n. The yí때n 10mb ' r법rralive 800 rll，얘l 

fn plCl，α'ial 811 of I빼 Easlem Hi때'25-22α:.딩t PhD New y，여‘ 
lJniverSlty. Graduate SChOOI 01 Arls and Sctene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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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작품 그 사이에 포함된 요소돌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또한 하나의 작풀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그 

것은 작폼 그 차체라는 한계34)가 있으므로 위 글에서 

논굽한 이 단계는 또한 세부연구 범주로 귀결될 수 있다. 

한화 작품연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가상(홉陣) 

무씨시{武民쩌)인데， 그 성과에 대한 종합적민 서솔은 진 

량(陣훌)의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원(沙廳)， 비 

위매(톨혔빼)， Croíssanl, 장광민웅{훌톨혔雄>， 장영구{훌 

英~ê). 무홍(포鴻)이 발표한 논문35)도 모두 무씨사의 석 

각을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삼아. 엄청난 역량으로 이 

작품을 사당 원시 상태로 복원하였다. 그 후 한충 한충 

분석을 가하고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무씨사 전체 

작품이 이미 완전히 정확하게 복원된 것인지. 학자률은 

아직 쟁론올 벌이고 있다. 가상 지방의 관리인도 그 조 

합시킨 바에 대해 나홈대로의 견해톨 갖고 있다. 매룡 

(梅隆) 기금회의 지지 하에 내년 프린스턴 대학이 탁본 

전시률 얼고， 그 조합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제공하려고 

한다. 위 글에서 언급한 미국학자의 무씨사 명문들에 대 

한 의문은 장차 연구토론획가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도 

록 할 것이다. 중국 쪽에서는 이미 무씨 묘지에 대한 새 

로운 탐색과 부분적 정리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 하복훈 

(쩔i휩圓은 현전(現빼)하는 담장 외에 매몰된 부봄이 더 

있율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조건국(뿜建國)은 무씨 영 

문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장영구는 화상 

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률 이룩하였다. 또한 이 외에도 

사당을 하나의 설치작품{도상 외에 당시의 장식과 공물， 

기구툴)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장묘 제샤를 하나의 ‘행위 

예술.로 보는 우리의 생각 모두가 무씨사의 작품 및 그 

작품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진일보된 조사 연구톨 촉 

진시키고 있다. 종국 힌확 종 도상이 가장 풍부하고 방 

제가 가장 많은 무씨사가 지속적으로 연구와 관심의 대 

상이 될 수 있는지는 새로운 관련 소식의 조사와 발표. 

그리고 작품자체에 대한 자세하고 왼전한 측량， 조합과 

복원에 달려있다. 

이어친 종소율{曾昭짧) 등의 기남(빠南) 북채(北훌) 묘 



보고서 발표 이후， 당기(홈짧)가 1998년 새로운 조사와 

해설36)율 완성하였고， 안구{安표) 동가장(훌家또)에 대해 

서는 정암(廠岩)의 보고서 발표 이후. 종람형(曾훌漫) 역 

시 새로운 연구를 이루어냈는데37) 그의 연구는 이미 작 

품 자체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지 않았다. 기타 중요한 

화상작품. 예를 들어 서주백집(쩌4’|白훌)， 사천양자산(四 

川후子버)， 밀현타호정(않짧T虎훌) 등도 모두 새롭고 김 

이 있는 연구롤 기다리고 있다. 섬서(映西) 운읍현(句물 

힘엠과 서인시(西安市) 두 개의 새로운 벽화묘의 빌견 역 

시 한화계의 주의틀 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백장1白또) 

에 대한 보고서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데， 더욱 전면 

적이고 세밀한 보고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되기률 희 

망한다. 맹산(훌Z山) 애묘(뿔훌)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는 

흥멜전쟁 이래의 길게 이어져온 프로젝트다. 남경 박물 

관〈이전의 중앙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재료는 최초의 

발표 후에， 현지와 외지 학자들이 계속 작업율 하고 있 

는데， 아직 확언히 짚전된 것은 없다. 오히려 석괜石혐) 

연구가 고문{홈文)， 나이호(훌二虎) 등의 연구 후에， 최근 

새로운 발견들에 의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어 왕금생 

(王없生) 같은 사람은 논문 중에서 관(뺨)의 문앙과 시체 

의 성멸(性別)에 대한 관계까지 언급하게 되었다. 이 문 

제는 사실상 한회 전체의 한 가지 근본문제에 연관되는 

데. 바로 시람의 성멸과 묘장의 음앙 배치 문제이다. 그 

중 성멸에 대해 논급하는 연구는 장차 한화 해석에 새로 

운 각도톨 제공해줄 것이다 381 석관이 하나의 작품이듯， 

백획{멈톨) 역시 하나의 작품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었 

던 두 편의 백화 관련 논문 그리고 본인이 마왕퇴 발굴 

30추년 기념 학솔대회에서 발표한 보고서39)에서 관심 

초점은 백화 작뭉의 전체 해석 상으로 귀결된다. 

하나의 작품에 대흰 총괄적인 헤석은 상솔한 형상관계 

에 대한 한충 한충의 확정 위에 건립되는데. 작품과 작 

품 외의 기타관계에서 규정되기도 한다. 바로 그림을 논 

할 때 모든 그림， 토막을 확정했다고 해도. 토막의 형식 

적 병합은 전체와 동동할 수 없으므로， 아직 반드시 작 

품 전체에 대한 해석올 완성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 

다. 그러므로 작풍 전체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른 관념 

체계 중에서 서로 다른 의미률 나타낼 것이다. 시컬(施 

杰)은 참위(違뽑)의 사상을 이용해서 감응(感짧)과 수명 

(풀옮) 두 가지 요점으로부터 해석올 해 들어갔는데， 하 

나의 셜혐이라고 힐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작품올 해석 

하는 시스탱을 세우고 있는데 참위(짧績)는 그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이다. 앙효군(楊孝훌}은 재이(잊異)의 각 

도에서. 중헌파{홉훌波)와 안개명願開明)은 도교의 각도 

에서， 김계련(金桂풀)은 자연관계의 각도에서， 이진옥(李 

톨玉)은 효도의 각도에서 작풍을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 

해내고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인식론 중의 슬론{훌 

論)현상이 한화연구 중에서 더욱 농후하게 나타나는 것 

이다. 

이하에서는 중간 단계의 연구로 들어가는데. 일곱 번 

째 딘계는 작품 · 기물이 하나의 형상구조(形훌*힘빠)(고고 

지접 종의 위체에 있는 것이고 편(뼈이나 권(卷)에 해 

당한다. 편집된 문집은 의미 완전한 여러 종류의 논문으 

로 구성된다. 한 권의 서적도 서로 다른 주제의 문장을 

모은 것이고， 편(編과 권(卷)은 하나의 공통된 취지월 나 

타낼 수 있어서 상당히 광범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편(빼은 하나의 권(卷)에 있을 이유가 있을 것이 

다. 그 이유는. 바로 한화연구가 형상 구조 중에서 선행 

적으로 획정된 환경이 생기면 조합 설치에 대한 이유를 

분영히 하여. 바로 구체적인 하나의 작품에 대한 해석의 

3끼 ’seng, Lan-yir멍， Aψ'unιp 뾰aven : In월'}e and ~핵'}eÎfl 

Han α1~ Ph.D 벼rvard Universdy, 2001. 
38) M.NylanOI Pftlsburgh 회의때서 발표한 The lcα'1OIogy of I매 Wu 

Family Allars : 녀1， Chuhui Judy가 Martln J.P'。얘r의 지도 8f에 
The Universily 이 Michlgan때서 완성힌 박사논분 The Han 
Representalion 01 Exemplary Women . Conlext And 
InlerprelatÍ(쩌Wαnen， Chlna볕 블 것 

39) 추정생(朱홉生). r포진 시잉 후의 전인힘얼(111혔死cz짧?天A응-)J， 

r미월퇴한묘발굴 30주년기념 국쩌l희용대획 부톨논문요악 모용쁜뻐念 

，쩌왕t훌I훌훌앓르十!힘훌훌훌톨찮혐홈톨짧分월文훨훌;度뼈'J， 호남성벅물 

관 호남성 문물 고고연구소 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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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생겨날 때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관념체계의 사 

용은 모두 이 형상 환경의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 

로 우리는 현대민(도교 발생 이후의 만71[~期] 한대[漢 

代J. 그리고 물교툴 접수한 후의 한대 민까지 포함하여) 

이 생사와 우주훌 해석하는 방법율 한화 형상관계의 해 

석에 견강부획 하게 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연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신앙집단의 형상 설치를 두루뭉실 

하게 하나로 이야기 할 수 없고 더욱이 이른 시기 예의 

슐속에 대한 기록과 문사(文土)틀의 장식적인 문학으로 

해석의 증거로 상을 수도 없다. 종거는 직접적으로 우선 

고고학적 야외 발굴과 그 후의 여|솔사〈건축연구와 형상학) 

의 정밀한 조사와 분석 중에서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한화 형상에 대한 환경 건립은 대맨톨빼)의 중앙연구 

월(中央冊究院)이 한묘(훌훌) 숫자 용계률 내었고. 01집 

트학 출신인 포모주G훌훌I洲)가 고고 · 예슐사의 방법을 

써서 이천 여 개의 한묘톨 통계분석 하였는데. 이 작업 

은 한묘의 발굴자돌이 연합하여 해낸다면 더욱 추도먼밀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 방요뻐| 있 

어서， 무홍(포꽤의 마왕퇴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 정암흉岩). 하서립(뿔西林). 임이내부<*+ 

E奈夫). 종포천괜曾布川훌) 적은종(~銀鍾). 앙건동{楊 

흉훌)， Berger. Dramer. 종람형(홉릎흘). Thompson 

그러고 북경대학교 한화연구소의 성뢰(盛훌， 장혼(張欣)， 

시걸(施웠， 진량(陣흉}. 장문정(張文빼)도 모두 방법 상에 

서 도상의 형상환경에 대한 고찰율 매우 종시하고 었다. 

한화 작업 종 다년간 우리의 노력은 건립될 가능성이 있 

는 어떤 한화 형상관계롤 가능한 한 모든 연구자에게 제 

시， 보존하여 그들 연구의 의거로 삼게 하려는 것이었는 

데， 이 어려운 작업은 사람의 전심과 인내롤 필요로 하 

때) 유경추뽑빼힘 r고대도시와 횡륭 고고학연뀌iSft훌빼與힘빠훌솜훌vjf 

젊J， 과혁훌핀시.2000 을 톨 것.' 초남용추X빠鷹i主흉)의 E멍륭앉 

빼훌)발굴과 잉홈빼엉잉빅물판 및 그 관련화집. 

41) 진소강聊小劉의 2004년에 완성한 석사논문 r판흥지역 진한 와당 훌합 

연구빼中i뼈훌훌illi1홉짧힘」 흥외 묘 와당 엉문 및 도살에 관한 징t훌) 

흩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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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형상관계 중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층이 있는데. 도상과 근처의 묘장， 제사 구조. 

수장품과 기타 배설폼 사이의 관계 이외에도， .도상과 

g의 구조적 관계.가 있다. 완벽한 묘의 구조를 유전G톨 

빼)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이나. 한제륭(훌帝홉)의 조 

사는 막 새로운 가능성올 드러내고 있다 4이 진소강(陣小 

꿇)의 묘 와당에 대한 연구 역시 이 단계롤 어느 정도 

건드리고 있다 41) 그 밖에는 묘장 도상과 생전의 주거지 

그리고 생활환경 사이의 대립상응 관계이다. 한7Ki훌家) 

궁궐은 이미 당시(홈詩)의 의경(훌境)이었고. 후인률의 

회고(慣古) 의항(흉向)일 뿐이었다. 장안(長安) 낙양(洛陽) 

의 고고(考古)는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또 자주 사 

람을 실망시키기도 한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고문헌과 

도상의 각종 정밀한 조합 중에서 자춰률 찾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형상관계률 이용하여 한화 연구에 탈훌구 

와 도로를 개척하고， 한대 문화를 복월하여 중국 문명의 

연원과 곡절율 도출해내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회답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지도 모른다. 

역사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도상-물체의 원래 

위치와 환경을 충붐히 이해하고 기룩해낼 수 없으며， 심 

지어 복원의 자취조차 찾아내기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의식적으로 찾고 기록한다먼 곧 더 많은 사 

실에 관한 정보훌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의 발 

견은 단지 예슐고고의 저I 1단계일 뿐이다. 전문 주제의 

연구， 풍격과 기솔에 대한 연구， 융속 연구， 사상 언구 

동은 모두 주로 제 2단겨1-역사 현상율 복원하는 것에서 

전개된다. 적지 않은 연구가 아적 역사연구이면서 동시 

에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의 본질에 대한 탐구롤 언급하게 

된다. 이러한 본질은 한화 중에 이미 게시되어 있어， 오 

늘날 고금의 모슐을 톨이격 롤 수 있게 하며， 인간의 문 

제가 예슐고고학 중에서 지혀|와 광망(jlt흔)을 드러내고 

있용을 발견하게 한다. 바로 한화에 대한 연구 중에 객 

관적 역사가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절박 

하게 형상 중에서 사실을 발견하는 과제에 주의휠 기울 

이도록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