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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관중(堮喛刨, -)은 중국 근현대 화단에서 刨赺회화 조합으로 새로
운 중국현대회화의 길을 모색했던 인물중 하나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유
학하고 유화를 그리다가 중국화로 전환한 서비홍, 임풍면처럼 오관중도
프랑스 유학후 유화의 중국화를 시도하다가 중국 전통재료인 瀯岣으로
돌아온 장본인기도 하다.
오관중이 중국현대화단에서 주목받는 점은 중국회화의 전통주제인
恬瀯를 자신만의 추상적 방식으로 새로운 중국식 추상산수화를 성취하였

다는 것이다. 오관중산수화는 중국 현대화단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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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범위한 관심을 모았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전통적 주제인 恬瀯를 고
수하면서도 “추상”이라는 서구적 조형형식으로 歬赺화단 모두 이해가 가
능한 새로운 양식의 산수화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중국 근대화단에서 서구적인 조형방식을 차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중
국화를 창조하고자 한 노력은 오관중의 스승이었던 임풍면(殒鲣笛,)에 의해 이미 시도된바 있다. 오관중의 행보는 임풍면의 영향과 무

관하지 않다. 그러나 임풍면의 산수는 산수형상을 魝이라는 전체적 질량
감으로 탐구한 반면, 오관중의 산수화는 보다 臕 적인 瀞囝에 관심을 같
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중국의 전통회화는 중국근대화단에 유입된 서양화의 존재를 인식하
면서 부터 개혁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근대화단은 전통파
와 개혁파의 논쟁이 있었고 두 그룹 모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림을 그
려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새로움을 전통파는 옛것에
서 찾아 변화시키고자 했고, 개혁파는 서양화의 과학(해부학)과 조형의식
을 중국화에 접목시켜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개혁파로는 중국화 개량운동을 주장한 서비홍(掋播ꄶ, -)과
중서미술조화를 주장한 임풍면이 대표주자일 것이다. 임풍면은 서호국립
예술원 교장으로 있을때 중서미술조화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로 중국화
의 개혁을 교육하였다. 오관중은 이 학교 학생으로서 임풍면과 만나고 이
후 개혁파로서의 행보를 걷게된다.
본 눈문은 오관중이 중서미술 조화로 새로운 그림양식을 창조하고 “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 전통회화에서 목표로 하
였던 내용의 문제를 차 순위로 놓고 새로운 형식적 실험을 하였지만, 오
관중의 산수화를 보면 중국화의 유구한 전통의 맥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는 인식하에, 오관중 현대산수화에 관여한 중국화의 전통문제를 탐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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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였다.
오관중의 추상산수화는 자연(산수)에서 조형미를 추출하고 있다는 것
이, 자연물과 관계 없었던 몬드리안류의 서양추상화는 성격이 다른데, 이
런 추상관념부터 중국회화의 근본 출발점이었던, 그림은 자연과 만물의
遜에 대한 회화적 통찰이라는 사유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그가 새로움으

로 내세웠던 형식중심의 오관중의 추상산수화의 화면구성방식은, 대부분
중국 전통산수화 대가들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罁岣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것은 아니나 필묵의 표현기법은 배워야한다”고 역설한 것이
나, 그가 그림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礚囐搢”은 전통회화의 瀞鯶礚囐에서
세포분열된 것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오관중산수화가 의미있는 것은 생활속의 산수를 그려냈다는
점이다. 자연의 보이지 않는 遜(우주의 码)을 구체적 捝遜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전통산수화를, 실체있는 생활속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
는 추상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성의 현대산수화를 그려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런 발상은 전통산수라는 실체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오관
중 추상산수화를 전통의 재해석으로 보아야 공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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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관중(堮喛刨, -)1은 중국 근현대 화단에서 刨赺회화 조합으로 새로
운 중국현대회화의 길을 모색했던 인물중 하나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유
학하고 유화를 그리다가 중국화로 전환한 서비홍, 임풍면처럼 오관중도
프랑스 유학후2 유화의 중국화를 시도하다가 중국 전통재료인 瀯岣으로
돌아온 장본인기도 하다.
오관중이 중국현대화단에서 주목받는 점은 중국회화의 전통주제인
恬瀯를 자신만의 추상적 방식으로 새로운 중국식 추상산수화를 성취하였

다는 것이다. 오관중산수화는 중국 현대화단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도 광범위한 관심을 모았다3. 그 이유는 중국의 전통적 주제인 恬瀯를 고
수하면서도 “추상”이라는 서구적 조형형식으로 歬赺화단 모두 이해가 가
능한 새로운 양식의 산수화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중국 근대화단에서 서구적인 조형방식을 차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중

1 오관중-강소성 의흥출신으로 무석사범학교, 절강성고급공업학교, 항주예전을 졸업하
였다. 년 세때 전국하계 학생군사훈련중 항주예전 학생이었던 欬掲莟을 만나
면서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년 항주예전에 입학하여 임풍면에게 중국회
화의 개혁을 위해서는 중서회화의 조합을 해야한다는 사상을 이식받는다. 이후 프랑
스 유학후 청화대학 건축학부, 북경예술사범학교, 중앙공예미술학원, 청화대학미술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중서회화의 조합으로 유화의 중국화, 형식의 추상화등을
주장하였다. 菚岣 臣, 『堮喛刨祰軑』,炮坒劵瀌嗵癃紹 ,, 扯轗참조.

2 프랑스유학-년 교육부가 실시한 해외파견 장학생에 선발되어 프랑스 파리국립고
등미술학교에서 소묘와 유화를 공부하였다. 이 학교는 그의 스승 임풍면이 공부한곳
이기도 하다 . 刅堇櫳 扯轗참조.

3 년에 프랑스 문화부에서 프랑스문화예술최고훈위를 받았고 년에는 영국 대
영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열였으며, 년에는 파리 체르누치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여
는등 유럽화단에서 그 명성을 인식시켰다. 刅堇櫳, 扯轗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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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를 창조하고자 한 노력은 오관중의 스승이었던 임풍면(殒鲣笛,)4에 의해 이미 시도된바 있다. 오관중의 행보는 임풍면의 영향과 무

관하지 않다. 그러나 임풍면의 산수는 산수형상을 魝이라는 전체적 질량
감으로 탐구한 반면, 오관중의 산수화는 보다 臕적인 瀞囝에 관심을 같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중국의 전통회화는 중국근대화단에 유입된 서양화의 존재를 인식하
면서 부터 개혁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근대화단은 전통파
와 개혁파의 논쟁이 있었고 두 그룹 모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림을 그
려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새로움을 전통파는 옛것에
서 찾아 변화시키고자 했고5, 개혁파는 서양화의 과학적 묘사와(해부학등)

4 임풍면(-)은 광동성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아버지는 지역화가였
다. 년 프랑스 유학을 떠나 년간 서양화를 공부하고 귀국하여 년 국립 서호
예술원(년 歨懙觘怃으로 개명)에 교수겸 교장으로 부임하여 근대적인 미술교육
을 실시하였다. 오관중은 -년까지 이곳에서 공부하였고 당시 교장이던 임풍
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시 항주예전에는 임풍면이 정한 네가지 구호가 있었는데
“ 서양미술소개, 중국예술정리. 중서예술조화, 시대예술창조” 였다, 歉軈 臣, 「殒鲣笛
祰軑」, 炮坒劵瀌嗵癃紹, , p. 참조.
* 임풍면은 프랑스 유학시절 피카소, 마티스, 루오, 모딜리아니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는
형상이 생략된 단순한 조형과 강렬한 색상을 중국회화에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임풍면
식의 화조화, 현대적인 청록산수화를 재창조 하였다(장정란, 『중국현대산수화대가 李
可染』, 미술문화, , p. )

5 園徆의 산수화와 唾勞의 문인화를 높이 평가하고 전통적인 岣烐인 繈岣을 평생 실험
한 ꊾ邢詴(-), 절강사범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으나 蚠彋嬍祰轗를 임모하
고 오창석에게 서예와 전각을 배우고, 중국회화의 서구화를 찬성하지 않으면서, 坒徆
의 鶧鑛과 崊知산수화를 본으로 삼아 새로운 반천수식 산수화를 이룩한 獓崤峸(-

), 일본제국미술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였으나 铙刑忢그림이 중국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것은 중국의 蹤를 이해하지 못해 蹤擀있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기 때
문이라며 蹤擀있는 근대산수화를 그리고자 했던 부포석(-)이 대표적 화가들
이다. 장정란, 『중국현대산수화대가 歉埪毎』, 미술문화, , p.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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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색채를 중국화에 접목시켜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개혁파로는 중국화 개량운동을 펼친 서비홍(掋播ꄶ, -)6과 刨
赺미술조화를 주장한 임풍면이 대표주자일 것이다. 임풍면은 赺牑국립예

술원 초대교장으로 부임하면서(년) 중서미술조화라는 새로운 캐치프
레이로 중국화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오관중은 이 학교 학생으로서 임풍
면과 만나고 이후 개혁파로서의 행보를 걷게된다.
본 눈문은 오관중이 중서미술 조화로 새로운 그림양식을 창조하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7 주장으로 중국현대화단에 논란을 일으키면
서, 중국 전통회화에서 목표로 하였던 내용의 문제를 차 순위로 놓고 새
로운 형식적 실험을 하였지만, 오관중의 산수화를 보면 중국화의 유구한
전통의 맥에서 벗어날수 없었다는 인식하에, 오관중 현대산수화에 관여
한 중국회화의 전통문제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6 서비홍-강소성 得蘃출신으로 어려서 지방화가인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우고 세부터
燳대 화가들의 작품을 임모하였다. 세에 상해로 가서 抲欄瘭(-)를 만나
고 스승으로 모시며 刨黏赺礣軑에 영향을 받아 이후 “刨嬆祰椴虪軑”을 펼치게 되었다.

년 개월간 일본유학을 하면서 중국화의 개혁을 인식하였고 이후 프랑스에 유학
하고 년에 귀국하여 坒嬆觘豎驝교수, 刨崩崢彳교수, 園扮莉怃교장들을 역임하면
서 중국화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서비홍기념관臣, 『예단거장서비홍』, 서비홍연보참
조, 중국화평출판사, 
* 서비홍이 주장한 중국화개량은 소묘로 훈련된 과학적인 사실성을 중국전통회화에 대
입시키자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서비홍은 소묘를 중시하였으며 세잔이나 마티스처
럼 사실성을 벗어난 그림은 좋아하지 않았다.서양화의 상징성보다는 捝의 사실성에 더
욱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후학으로는 褞啁墇, 堮南劵, 嚄嚾蘍등이 있다(장정란, 『중국
현대산수화대가 이가염』, 미술문화, , p. )

7 堮喛刨, 『艥祦穿 捝挊莉』G「莉豎」 ,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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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전통산수화의 내용과 형식

오관중은 “그림의 형식은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전통 산수화는 형식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중국산수화의 역
사는 내용의 역사라고 볼수 있으며, 산수자연 형상에 대한 조형적 표현이
아니라 우주자연에 대한 인식의 역사였다. 그것은 회화라기 보다는 철학
이었으며 과학이라기 보다는 문학이었다.
고개지가 그림을 “咮絙(絙을 전하는것)”, 이라고 명명 하면서부터, 동
양화의 역사는 철학이 되었다. 絙은 자연사물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양화에서 그림은 자연사물의 본질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것 이었다.
오관중은 “나는 중국의 전통을 좋아하지만 전통을 보관하는 효자가
되길 원치않는다”8 “진정한 戦智은 전통의 결점을 비판하고 서방의 발달
된 형식을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화론에서 밝힌바 있다.
오관중이 전통의 결점으로 생각한것은 중국전통회화의 氷烐이 있는
형식일 것이다. 전통산수화의 화면형식은 園徆의 铨疔가 刄鑛烐을 제시
하면서 세가지 방식이 기본 구도법이 되었다. 삼원법은 산수의 비례적 형
태를 관찰하기 보다는 ,작가가 어느 위치에서 恬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점이었다.
산아래서 산위를 바라보는 黓鑛, 산중턱에서 깊고깊은 산속을 바라
보는 燬鑛, 산앞에서 먼산을 바라보는 扮鑛의 기본도식은 이후 다수의 산
수화가들에게 산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형태가 다를수 있음을 인식
시켜주었다.

8 菚岣 臣, 『堮喛刨祰軑』SG炮坒劵瀌嗵癃紹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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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恬瀯를 보았는가 라는 문제는 보는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할수
있다는 것으로 풍경자체의 형상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산수는 고정된 풍경
의 대상이 아니며 화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 형상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통회화의 형식은 기본법식이 있으면서도 그 형상을 만들
어 내는 산수자연의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전통산수화의 형식
과 내용은 명확하게 이분화 할수 없다
예를 들어 곽희가 그린 〈槤樠嬑〉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른봄날을 그린
정경이지만 웅장한 화북지역의 산세를 묘사하기위한 黓鑛烐과 동적인 髭
鰨窯의 崢趻양식은 그러나 이 그림의 메인은 아니다. 곽희는 이런 형식속

에 우주만물이 막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이제 녹기 시
작하는 계곡물소리나, 嗵狼를 준비하는 어부들을 통하여 이른봄날의 상
징을 숨기고있다. 鱢攲剆가 언급한 그림은 신(絙-만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전할뿐이라는 메시지를 곽희식으로 전할뿐이다.

이후 唾勞의 醔彚鰦는 〈ꅭ蟪緆虭嬑〉에서 산수의 絙을 曔欯으로 표현
했고 樉勞의 衞啱樇은 扮燜을 산수의 최고 격조로 보았다. 이들이 선택한
산수화의 형식은 예컨대 조맹부가 〈작화추색도〉에서 선택한 화면중앙에
일렬로 평이하게 배치한 작산과 화산의 구성방식은 그가 曔欯이라는 산
수의 絙 을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였을 뿐이다. 또한 동기창 그림에 등장
하는 수분을 최대한 절제한 건조한 罁藯와 담담한 岣虭으로 그려낸, 일렬
로 나란히 정렬하듯 배치한 바위산들은, 그가 산수의 絙으로 인식한 扮燜
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형식일 뿐이었다.
이렇듯 중국 전통산수화에서 형식은 내용의 보조물이었으며 그러므
로 천년이상 그 형식의 변화를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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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오관중 산수화에 보이는 전통산수화 형식

오관중은 “ 나는 서방의 심미의식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숭배
하는 추종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 나는 歬赺사이를 오갈것이다.”9라고 말
한바 있다. 그리고 동양화는 의경미(攊屾莉)가 있고 서양화는 형식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오관중은 서양화의 형식미와 동양화의 의경미
를 합하고 그 사이를 오갈 것 이라고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오관중산수화의 추상적 단계를 추적해 보면 그의 추상적 형
상도 중국 전통산수화에서 상당부분 영감을 얻었음을 알수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그의 작품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
자 한다
우선 오관중의 추상적 산수화는 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문화혁명(-)기간중 작품제작이 어려웠고 년이후 중국
미술계에 개방적인 다양한 논의가 비로서 시작되었음과 관계가 깊다

년대의 그림들은 炴祰로 그린 산수작품이 주류인데 년대 이후는
수묵산수가 주류이다.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온 오관중은 처음은 유화작
품을 하였다.
“유화의 민족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국각지의 堈恬이나 도시풍경
들을 유화로 그렸다. 이 시대 대표적인 유화작품 년작 〈부춘강〉도 1
을 보면 唾勞 산수화가 ꊾ啧欖의 〈忇樠恬恀嬑〉도 2가 금방 연상된다. 扮鑛
으로 바라본 부춘강의 시점이나 일렬로 나란히 늘어선 나무들이 그것이
다. 황공망이 부춘강의 다양한 모습중 잔잔하고 평온함을 부춘강의 신
(絙)으로 인식하고 나무들을 수직선상에 일렬로 나열하듯 그려, 정적인

9 刅堇櫳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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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오관중, <부춘강>, 1963

평이함을 연출하려 했던 방식을 오관중이 채택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붓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치 수묵으로 그린듯 玾燜적 감흥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것은 오관중이 서양붓은 테크닉에 한계가 있어 본인의 붓
질은 수묵적 휘사(柩忦)로 그 단점을 보완한다고 언급한바 있듯이10 동양
화 붓질의 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오관중이 유화의
중국화를 시도하였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수있으며, 풍경의 사실성 표
현에 적합한 유화재료로 현실성을 강화 하였으나, 붓의 테크닉은 瀯岣적

10 刅堇櫳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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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황공망, <부춘산거도>, 대북고궁박물관

기법으로 운용하여, 독특한 그만의 산수화를 구현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년대 들어서면서 오관중 산수화의 다수의 작품들이 瀯岣이나 捤岣
으로 그려진다. 이후 부터는 서양의 추상형식과 중국적 정취의 조합으로
변해감을 알수있다.

년작 〈功炮楀寉〉도 3은 투르판지역의 黓樇고성을 그린 것이다. 화
면전경을 거의 꽉채운 교하고성은 전체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인다. 그 속에 臕과 魝으로 규칙적으로 나누어 투르판지역의 건조한 기
후생태를 단순하게 형상화 하고 있다. 고성의 창문들을 단순한 점으로 묘
사 한다든가 상단부 작은 공백 부분마저 작은 ꋙ들로 ,날리는 먼지를 표
현한것은 오관중이 의도적으로 점,선,면의 세가지 조형요소로 중국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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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오관중, <교하고성>, 1981

풍경을 단순화 시킨것을 알수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적 형식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북송시대
歉夋의 산수화가 연상된다. 〈蠧峌歹鲣嬑〉도 4가 그것으로, 부벽준(榢嚃窯)

으로 날카로운 산세를 웅장하게 그려낸 이당의 산수화를 참고 했음을 알
수있다. 이당의 그림이 화북지역의 웅장한 산수를 그리고, 오관중의 교하
고성은 옛날의 고성을 그린것이지만 이당이 산 하나하나를 거대한 중량
감의 덩어리로 관찰한것과 같이, 교하고성은 네모진 덩어리들의 조합으
로 풍경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오관중은 현실의 풍경을 그렸지만
그 그림의 도식은 園徆양식에서 도입하고 있다.
북송시대 양식의 도입으로 보이는 그림은 여러점 있다. 년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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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이당, <만학송풍도>, 대북고궁박물원

〈饲寉〉도 5과 〈怊懲〉도 6이 대표적 예라 할수 있겠다. 이 두점은 모두 铨疔
의 〈槤樠嬑〉도 7를 연상시킨다. 〈饲寉〉은 臕으로만 그린 추상산수화인데
강한 묵색으로 아우트라인을 그리고 가늘고 작은 臕들로 산수의 형상을
상징하였다. 활달하고 진하게 그려진 아우트라인을 따라가 보면 북송산
수화의 웅장한 산세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수있다. 〈조춘도〉에 등장하는
웅장한 화북지역의 산수가 왼쪽에 치우저 배치되고 있는 반면 오관중의
〈장성〉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리이동을 하였을 뿐이다.
〈怊懲〉은 날카로운 脫罁로 윤곽선으로만 그린 작은 도시의 뒷골목 풍
경이다. 강남의 집들로 보이는 늘어선 집들은 윤곽선으로만 단순하게 그
렸고 커다란 덩어리들로 삼등분 되어있다. 그 아래 작은 골목길은 점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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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오관중, <장성>, 1986

도 6 오관중, <소항>, 1986

우점준(髣ꋙ窯)으로 묘사하고 있다. 곽희의 〈槤樠嬑〉에서 활용했던 崢怊
형식의 화면경영이 오관중식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볼수있다. 〈조춘도〉에
서는 웅장한 산속에 가느다란 폭포를 배치함으로서 거대한 산의 기세를
강조하였는데 오관중의 怊懲에서는 가느다란 폭포가 좁은 뒷골목으로,
거대한 산이 도시의 집들로 대치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년작 〈憒恬歹篮〉도 8도는 挓劼의 〈歹峌燳烄嬑〉도 9의 변형임을 알
수있다. 홍인의 그림에서 산수경물은 왼쪽에 치우처 있고 화면 상단부에
약간의 繵穸을 배치한 반면 오관중의 산수화에서는 산수경물이 화면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산중턱이나 刅分에 소나무를 배치한 것은
동일한 도식이며 윤곽선 만으로 산을 그린방식도 같다 특히 그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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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곽희, <조춘도>, 대북고궁박물관

(屾祇)가 맑고 깨끗한 것이 홍인이 산수에서 추구한 絙의 경계와도 같다.

년대의 오관중 추상산수의 대표적 그림이라 할수있는 〈ꊾ嬚黓垚〉
도 10

도 ꎏ郝의 〈圾懑蠧峌嬑〉도 11가 그 본임을 알수있다. 황토고원의 건

조함을 점, 선, 면으로 추상적으로 그려냈으나, 화면가득 약간의 繵穸도
없이 꽉차게 그린 산수경물을 배치한 것이나, 부감시(只箫趑)로 본 시
점, 원을 그으며 돌아가는 橪癤들의 囐穿인 흐름으로 罁臕을 운용한 것
들은, 공현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확인 할수 있다.
최근작(년) 〈嵏焼〉도 12는 빠르게 흐르는 계곡물을 ꋙ과 臕만으로
그린 추상화이다. 흐르는 계곡물은 전통산수화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물
은 언제나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므로 겸손한 堖彋의 掲을 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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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오관중, <로산송석도>, 1987

도 9 홍인, <송학청천도>, 광동성박물관

였다. 계곡물은 모이면 강물로 가고, 강물이 모이면 바다로 가는 물의 근
원적 출발점이었다.
전통산수화의 제목중 많이 채용되었던 “犥”라는 概归는 그런 내용이
함축된 상징적 용어였다. 이 작품은 빠르게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을 그린
것이다. 점, 선, 면의 추상형식으로 그려냈으나 이 그림의 인상은 오히려
전통산수화의 계곡의 상징으로 읽혀진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때 오관중 추상산수화의 기본양식은 다수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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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오관중, <황토고원>, 1987

도 11 공현, <천암만학도>, museum RietbergZu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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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의 화면방식에서 채택되고 변형 되었음을 알수있다. 오관중은 “형
식이 내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산수가 중시했던 내용중심의
산수화를 형식중심의 새로운 산수화로 바꾸고자 서구의 추상형식을 도입
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오관중 추상산수화의 형식도 전통산수화의 기
본적 양식에서 출발하고 연구 되었음을 볼수있다.

IV. 오관중산수화의 추상형식

오관중은 추상을 “ 나의 추상관념은 怈遜에서 조형미를 추출하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것”11이라고 말한바 있듯이 자연에서 추상미를 추출하였
다. 이런 관념은 오관중이 마이클 설리반과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설리반
이 말한 暸遜과 甜捝遜의 논조에 동의하고 있는 것 인데 설리반은 오관중
에게 보낸 편지에서 “추상과 무형상은 다르다. 추상은 자연물에서 어떤
형식을 추출하는 것이며 啦崢恬劵이나 醔甜浰의 작품이 그것이고, 무형
상은 자연물과 어떤 관련도 없이 기하학적인 순형식으로 몬드리안 작품
이 그것이다”12 라고 추상과 무형상을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몬드리안처럼 추상을 자연과 관련없는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추상을 자연에서 그 형상을 추출하는 것으로 인식한 오관중의 태도는 중
국 전통회화의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 이라 할수있다.
오관중은 상술한바와 같이 추상미의 핵심은 형식이다 라고 믿으면서
“형식미의 기본요소는 捝,虭, 鯶이다. 나는 동방의 운(鯶)으로 서방의 捝

11 오관중, 「駗劉暸遜莉」, 『莉豎』G, 월호.
12 菚岣 臣, 「堮喛刨祰軑」炮坒劵瀌嗵癃紹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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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오관중, <분류>, 2005

과 虭을 삼키겠다(내식으로 흡수하겠다)”13고 주장하는데, 결국 이 의미는
형식미도 동방의 鯶 으로 성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관중이 인식
한 오관중 회화의 형식의 근본은, 鯶이라는 것이다. 鯶은 중국 전통문예
작품의 擀醞로서 중국문예의 蹤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
분이다. 그렇다면 오관중은 서양의 기하학적 추상형태나 색을 鯶 으로 표
현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오관중 회화의 捝挊莉임을 알수있다.
오관중이 鯶 을 구사하기 위해서 택한 기술적 방법은 중국식 櫳黏인

13 상동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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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의 그림들에서 목격되는 자유분방한 직선이나 곡선의 선들은 櫳黏
의 다양한 양식을 연상시킨다. 그 스스로도 “ 중국의 서법은 捝遜, 攊遜,
暸遜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저 있다”14라고 말한 바있다. 그러므로 그

의 작품에 등장하는 추상적 臕들은 중국서법의 다양한 테크닉을 차용한
것이다.
오관중은 중서회화조합의 길을 걸으면서 상술한 바와 같이 그림의
양식은 전통회화의 많은 작가들에게서 그 영감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는
특히 篮珟에 경도되었다.
스스로 석도의 화론를 주석하였고 “석도화론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체
험이다. 이것은 세기 서양 표현주의 선언과도 같다”15라고 역설하였다.
석도는 “그림이란 천지만물을 捝遜圑한 것 이다”16라고 하여 그 이전
의 絙으로만 보았던 천지자연을 형상으로 볼것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혹
자는 석도를 중국 근대회화의 시조로 보기도 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
고 하겠다. 석도에 와서 비로서 중국전통산수화는 絙을 구현하는 통로가
아닌 捝遜표현이라는 화화적 독립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석도는 그의 화론에서 “옛것은 지식의 도구일 뿐이다. 변화란 그 도
구를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17 “堖彋는 옛것을 빌려서
현재를 개척하는 것이다”18 라고 주장 하였다.
즉 석도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림으로 변화할 것을 제기 하면서도
옛것을 빌리라고 하고 있다. 오관중산수화에 등장하는 전통산수양식은 석

14 상동서, p. 
15 상동서, p, 
16 篮珟. 「蛡磗墇怔祰躙雿」, 劁烐绛 “ 崦祰萀,捝崤嬫蠧癤萀剚”
17 상동서, 辅圑绛 “域萀, 轓剆啲剚, 圑萀,轓啱啲萇挒瘭剚”
18 상동서, 辅圑绛 “ 堖彋據擗域勠馆勅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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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 주장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도는 그림은 평범한 것이 아
닌 독특하고 기발한 것 이어야 한다고 인식 하였는데, 그가 주로 머물고 탐
구했던 ꊾ恬을 그릴때 “기이한 봉우리를 다 찾아내어 초고를 그린다”19고
말했듯이, 새로운 형상을 그리는 것 을 그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였다.
오관중의 추상은 물론 그가 프랑스 유학시절 세례받은 서양의 추상
화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중국화된 추상형식으로 나아
가게 되는데 이것은 篮珟에서 받은 정신적 감화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관중의 추상형식은 성격상 대단히 중국적인 것이다. 그
가 추상형식을 선택한것은 석도가 주장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
이었다. 산수의 사실적 형태를 묘사하지 않을 뿐이지, 중국전통회화가 중
시했던 필법의 鯶이나 정취는 버리지 않았다.

V. 결론

오관중의 추상산수화는 자연(恬瀯)에서 조형미를 추출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물과 관계 없었던 몬드리안류의 서양추상화는 성격이 다른데, 이런
추상관념부터 중국회화의 근본 출발점이었던, 그림은 자연과 만물의 遜
에 대한 통찰의 표현이라는 사유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그가 새로움으로
내세웠던, 형식중심의 오관중의 추상산수화의 대부분의 화면구성방식은,
상술한 바와같이 중국 전통산수화의 대가들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罁岣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것은 아니나 罁岣의 표현기법은

19 상동서, 恬懘绛 “栗竜嵂惫, 晎蝄縺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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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림에서 중요한것은 礚囐搢이다”라고 말하
였는데, 이런 태도는 전통회화의 啨烐중 가장 중요했던 기운생동(瀞鯶礚
囐)을 여전히 유효한 가치로 인정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관중산수화가 중국현대화단에서 의미있는 것은 생활속의
산수를 그려냈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 전통산수화는 자연의 보이지 않는
遜(藥由의 码)을 구체적 捝遜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세계였다. 그러나 오

관중은 우리가 살고있는 실체로서의 풍경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그가 그린 풍경이 중국이고 추상산수화의 제목이 중국嬫堈 이라는 것 으
로 증명된다.
오관중은 그림을 현실의 승화라고 인식하였다. 추상의 형식을 채용
하지만 소재는 생활속에서 찾고자했고 그림은 언제나 대중과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대중과의 소통방법은 작가가 좀더 높은곳
에서 대중을 끌고가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연날리기와 비교한 글
이있어 흥미롭다20
오관중은 연은 하늘로 날으려면 반드시 땅을 떠나야 하고 높이 날수
록 좋은 것이나 줄이 끊어지면 안된다고 피력하였다. 이것은 오관중이 그
림은 대중이 높이 바라볼수있는 지점에서 존재해야 되지만 반드시 대중
이 볼수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더 높이 날으려 줄이 끊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회화관이 서양의 추상형식을 중국산수화에 도입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그림이 있어야하고 이것의 실천으로 새로운 형식
을 추구하였다. 즉 이것은 구체적 형상을 묘사하지 않는 추상방식으로

20 堮喛刨S 「鲣羊刈榲臕」 『堮駗刨概髁』, 참조 ,嫖懘莉豎嗵癃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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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연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중국 현대산수화를
그려내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전통산수화라는 실체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서 오관중 추상산수화를 전통의 재해석으로 보아야 공정할 것이다.

주제어
刨赺회화조합, 추상산수화, 개혁파, 전통,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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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USBDU

"4UVEZPOUIF-BOETDBQFPG8V
(VBO[IPOH
3FMBUJPOCFUXFFO"CTUSBDU/BUVSFBOE5SBEJUJPO
+BOH  +FOHMBO %BOLPPL6OJWFSTJUZ

8V(VBO[IPOH ㇇ー⿰ JTPOFPGUIFQFSTPOTXIPHSPQFE
GPS UIF XBZ PG OFX $IJOFTF NPEFSO QBJOUJOH XJUI UIF NJYJOH
PG &BTU8FTU QBJOUJOH JO $IJOFTF NPEFSO QBJOUJOH DJSDMFT  *O
BEEJUJPO 8V(VBO[IPOHJTBSJOHMFBEFSXIPSFUVSOFEUP$IJOFTF
JOL 㞤㊕ UP CF $IJOFTF USBEJUJPOBM NBUFSJBM XIJMF USZJOH NBLJOH
PJM QBJOUJOH JOUP $IJOFTF QBJOUJOH BGUFS TUVEZJOH JO 'SBODF MJLF
4VFCBJIPOH 㑚㒦䆭 BOE-JOQFOHNJBO 䋠䄪㪉 XIPDPOWFSUFE
UP $IJOFTF QBJOUJOH XIJMF ESBXJOH PJM QBJOUJOH BGUFS TUVEZJOH JO
'SBODF
5IBU 8V (VBO[IPOH JT OPUJDFE JO $IJOFTF NPEFSO QBJOUJOH
DJSDMFT JT UIBU IF BDIJFWFE OFX BCTUSBDU MBOETDBQF PG $IJOFTF
TUZMFXJUIIJTPXOBCTUSBDUNFUIPEBCPVUUIFMBOETDBQFUPCFUIF
USBEJUJPOTVCKFDUPG$IJOFTFQBJOU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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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TDBQFPG8V(VBO[IPOHBSPVTFEXJEFJOUFSFTUJO&VSPQF
BTXFMMBT$IJOFTFNPEFSOQBJOUJOHDJSDMFT5IFSFBTPOJTCFDBVTF
IF DSFBUFE UIF MBOETDBQF PG OFX TUZMF XIJDI JT DPNQSFIFOTJCMF
JOBMMUIFQBJOUJOHDJSDMFTPGUIF&BTUBOEUIF8FTUXJUI8FTUFSO
NPEFMJOHGPSNUPCFBCTUSBDUJPO XIJMFTUJDLJOHUPMBOETDBQFUPCF
UIFUSBEJUJPOBMTVCKFDUPG$IJOB
&GGPSUTUIBU$IJOFTFNPEFSOQBJOUJOHDJSDMFTUSJFEUPDSFBUFUIF
$IJOFTFQBJOUJOHPGOFXQFSJPECZCPSSPXJOH8FTUFSONPEFMJOH
NFUIPEIBTCFFOUSFJECZ-JOQFOHNJBO  XIPXBTB
UFBDIFSPG8V (VBO[IPOH
8BMLJOHPG8V(VBO[IPOHJTOPUJSSFMFWBOUUPUIFJOGMVFODF
PG -JO QFOH NJBO  #VU  JU JT EJGGFSFOU UIBU UIF MBOETDBQF PG -JN
QFOHNJBOJOWFTUJHBUFEMBOETDBQFGPSNXJUIXIPMFNBTTTFOTFUP
CFTVSGBDF XIFSFBTUIFMBOTDBQFPG8V(VBO[IPOHIBTJOUFSFTU
BCPVUNPSFMJOFBSTQJSJU
5SBEJUJPOBM QBJOUJOH PG $IJOB DBNF UP SFBMJ[F SFGPSN TJODF JU
SFDPHOJ[FE UIF FYJTUFODF PG 8FTUFSO QBJOUJOH GMPXFE JO $IJOFTF
NPEFSO QBJOUJOH DJSDMFT  "GUFS UIJT  UIFSF XBT EJTQVUF CFUXFFO
USBEJUJPOBMTDIPPMBOESFGPSNTDIPPMJO$IJOFTFNPEFSOQBJOUJOH
DJSDMFT  BOE BMM UIF UXP HSPVQT NPWFE UIF SFDPHOJUJPO UP IBWF
UP ESBX OFX ESBXJOH UP CF TVJUBCMF GPS QFSJPE  #VU  BCPVU UIF
OFXOFTT  USBEJUJPOBM TDIPPM USJFE UP DIBOHF CZ GJOEJOH GSPN PME
UIJOH  BOE SFGPSN TDIPPM USJFE UP DSFBUF OFXOFTT CZ HSBGUJOH
TDJFODFBOEDPMPSPG8FTUFSOQBJOUJOHUP$IJOFTFQBJOUJOH
"T GPS SFGPSN TDIPPM  4VF CBJ IPOH   XIP JOTJTU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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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UIF JNQSPWFNFOU NPWFNFOU PG $IJOFTF QBJOUJOH BOE -JO
QFOH NJBO XIP JOTJTUFE PO &BTU8FTU GJOF BSU IBSNPOZ NBZ CF
SFQSFTFOUBUJWFT  -JO QFOH NJBO FEVDBUFE UIF SFGPSN PG $IJOFTF
QBJOUJOHXJUIOFXDBUDIQSBJTFUPCF&BTU8FTUGJOFBSUIBSNPOZ 
XIFOIFXBTBTBQSJODJQBMPG4FPIP/BUJPOBM"SU*OTUJUVUF8V
(VBO[IPOH NFU -JO QFOH NJBO BT B TUVEFOU PG UIJT TDIPPM BOE
DBNFUPXBMLBTBSFGPSNTDIPPMBGUFSUIBU
*O UIJT TUVEZ  8V (VBO[IPOH EJE OFX GPSNBM FYQFSJNFOU
CZ QBMJOH UIF JTTVF PG DPOUFOUT UIBU $IJOFTF USBEJUJPOBM QBJOUJOH
BJNFE BU JO TFDPOEBSZ PSEFS XIJMF DSFBUJOH OFX ESBXJOH TUZMF
XJUI &BTU8FTU GJOF BSU IBSNPOZ BOE JOTJTUJOH UIBU GPSN EFDJEFT
DPOUFOUT  #VU  UIJT SFTFBSDIFS USJFE UP TFBSDI GPS UIF USBEJUJPOBM
JTTVFPG$IJOFTFQBJOUJOHUPCFJOWPMWFEJONPEFSOMBOETDBQFPG
8V(VBO[IPOHVOEFSUIFSFDPHOJUJPOUIBUUIFMBOETDBQFPG8V
(VBO[IPOH DPVME OPU HFU PVU PG UIF WFJO PG FUFSOBM USBEJUJPO PG
$IJOFTFQBJOUJOH
5IBUBCTUSBDUMBOETDBQFPG8V(VBO[IPOHJTFYUSBDUJOHQMBTUJD
CFBVUZGSPNOBUVSF MBOETDBQF IBTDIBSBDUFSUPCFEJGGFSFOUGSPN
8FTUFSO BCTUSBDU QBJOUJOH PG .POESJBO LJOE XIJDI EJEOⲱU IBWF
SFMBUJPOXJUIOBUVSBMNBUFSJBM5IFO ESBXJOHXIJDIXBTUIFCBTJD
TUBSUJOHQPJOUPG$IJOFTFQBJOUJOHGSPNUIJTBCTUSBDUJEFBJTTBNF
BT UIF TQFDVMBUJPO UP CF UIF XPSME PG QJDUPSJBM QFOFUSBUJPO GPS
UIF JNBHF PG OBUVSF BOE BMM UIJOHT  *O BEEJUJPO  NPTU NFUIPET
PG QJDUVSF DPNQPTJUJPO PG BCTUSBDU MBOETDBQF PG 8V (VBO[IPOH
DFOUFSJOH BSPVOE GPSN UIBU IF TUPPE BT OFXOFTT BSF BEPQUJOH



࠺ᦥᦥྙ⪵᪡ᩩᚁ✚Ḳ

UIFTUZMFPGHSFBUNBTUFSTPG$IJOFTFUSBEJUJPOBMMBOETDBQF"OE 
IF FNQIBTJ[FE UIBU CSVTI BOE $IJOFTF JOL JT OPU XIBU NVTU CF
MFBSOFE CVU UIF FYQSFTTJPO UFDIOJRVF PG CSVTI BOE $IJOFTF JOL
NVTUCFMFBSOFE CVUJUDBOCFTBJEUIBUBOJNBUJPOOBUVSFUIBUIF
UIPVHIUJNQPSUBOUMZJOESBXJOHJTUIBUDFMMEJWJTJPOJTNBEFGSPN
BUNPTQIFSFBOJNBUJPOPGUSBEJUJPOBMQBJOUJOH
)PXFWFS  UIBU MBOETDBQF PG 8V (VBO[IPOH JT TJHOJGJDBOU
JT UIBU IF ESFX UIF MBOETDBQF JO MJGF  *U JT UIBU IF ESFX UIF
NPEFSOMBOETDBQFPGOFXTJHIUOBUVSFXJUIUIFBCTUSBDUNFUIPE
XIJDIEPFTOⲱUEFTDSJCFWJTJCMFMBOETDBQFJOMJGFDPODSFUFMZBCPVU
USBEJUJPOBM MBOETDBQF XIJDI USJFE UP SFWFBM UIF JOWJTJCMF JNBHF
PG OBUVSF XJUI DPODSFUF GPSN  #VU  JU XJMM CF GBJS UP SFHBSE UIF
BCTUSBDU MBOETDBQF PG 8V (VBO[IPOH BT SFJOUFSQSFUBUJPO PG
USBEJUJPOJOUIBUUIJTDPODFQUJPOXBTQPTTJCMFBTUIFSFXBTFOUJUZUP
CFUSBEJUJPOBMMBOETDB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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