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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 고 술의 이미지 서사와 시각문화에 한 연구로, 문학과 회화형식이 결합된 복합 인 

텍스트와 시각성을 연구 상으로 하 다. 특히 고 술의 시각  사유방식과 이시동도(異時同圖)  표 , 

고 의 도상 서사방식과 만화 술의 칸의 상호 해석을 통한 매체  합일성 그리고 도상서사의 만화  연원

과  수용방식이다. 국 고 의 시각에 한 인식은 통 인 양식  형상과 의미  상징을 포 한다. 

술의 서사  이미지로서 도상의 형상  사유와 시각  표상은 술 창작활동 가운데 요한 의의를 가지

며, 술  사유 한 시각  표상과 분리되어 질 수 없다. 시각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도상  서사방식은 

일종의 이성  사고를 지닌 창의  언어표 이다. 고 술의 이미지 사유방식과 이시동도  시공간표  

특징은 일종의 술  공간의 시간화로  만화 술의 사유공간으로서  다른 조형  수용방식이다. 이

러한 이미지의 서사방식은 새로운 조형미와 매체형식 그리고 문화가치가 결합된 인의  미 욕구

와 소통을 필요로 한다.

■ 중심어 :∣도상서사∣시각적 사유∣시각문화∣이시동도∣만화예술∣

Abstract

This study is to exhibit the iconographic narrative and visual culture of ancient Chinese art. 

The focus of the study is the composite integration of literature and graphic forms, in particular 

the heterochronous expression of different scenarios of scenes occurring in different time periods 

in pictures of ancient art. The unity of their origins with picture narration and comic art creation 

is the fusion of our modern times. The ancient Chinese understanding of visual art includes the 

traditional style of images and their symbolic meanings. Among artistic narrative expression, 

imagery contemplation and visual presentation have significance. Artistic thinking is inseparable 

from visual articulation. It is a rational thought process through creative language interpretation 

in visual media of imagery narratives.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imagery thinking and the 

way of presenting sequential incidents in the form pictures is a creative space of time. This is 

the spatial thinking of modern comic art, which is demonstrated through acceptance in artistic 

styles. Image narration needs new forms and media styles, including integrating with cultural 

values as aesthetic communication is necessary.

■ keyword :∣Image Narrative∣Visual Thinking∣Visual Cultural∣Expression of Different Scenarios of Scenes 
Occurring in Different Time Periods∣Com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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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술사 연구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지만 

술작품이 사회와 시 의 맥락과는  다른 독자 인 자

율성을 갖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서양의 술사연

구 방법론은 16세기 술가의 기 서술 주의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술학자의 활동 주

로 연구 역이 확  되었다. 19세기이후에 와서는 

련학과의 확산과 함께 여러 학문  시각과 연구범주로 

발 하 다. 그  간과 할 수 없는 한 역이 도상학

(圖像學) 혹은 도상언어의 연구이다. 순수한 시각분석

과 형식 주의 양식연구와 함께  다른 핵심  학술

역으로 성장하 다. 물론 최근에 들어 술사 연구에서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찰스 샌

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 연구방법

론을 빌려오기도 하지만, 본문은 도상학  시각연구 방

법론으로 만화의 연원이 되는 다양한 국 고  서사

심의 작품양식과 그 이미지에 함축된 도상의 서사  의

의를 함께 살펴보았다. 언어학 심의 기호학보다 도상

을 심으로 신화나 문학의 서사  사실들을 함께 확인

함은 통  도상이 갖고 있는 언어  역할을 탐구하는

데 유리하며,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매체이

론과도 무 하지 않다. 나아가 도상양식의 술사  다

원성과 통에 기 한  만화의 시각이미지의 연원

 이해와 도상  연구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 다. 

Ⅱ. 도상적 서사와 문학성

도상은 인간의 시각  체험을 통해 인식된 객  

상의 묘사나 재 이다. 이는 일종의 시각  부호 혹은 

상징이며, 합목 인 미 규율을 통해 창조된 도상은 하

나의 시각언어로서 역할은 물론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

를 이해하는 매체  수단이 된다. 동양의 도상개념은 

형상이나 그 형상의 모방을 의미하는 도(圖)와 형상 

에 내재된 의미를 일컫는 상(像)의 합성어로, 형상을 매

개로한 형이상학  문화개념으로 이해된다. 단순하게

는 도형이나 도안을 의미하지만 이성(理)과 구별되는 

시각성을 가진 형상(像)으로 문자로 표 할 수 없는 독

특한 가치를 지닌 매체이다. 서양의 시각 술연구의 

요한 실천  학문분야인 도상학의 범주에 따르면 통상 

image，icon，picture 혹은 그 단어들의 생어를 포함

한다. 이는 상에 한 형상이나 양식은 물론 심상, 인

상 등 형상의 인지  심리과정을 포함하며, 나아가 복

제와 같은 이미지의 성과 심상의 상에 한 표

도 포함한다.

도상은 체 문학의 여러 단면들의 정지된 서사  표

이다. 국 송  학자인 정 (鄭樵)는 그의 서 『통

지·도보록』(通志·圖譜略)에서 고 인의 학문에 한 

방법으로 “그림은 날씰이고 은 씨실이어서, 날씰과 

씨실이 서로 교차하여 문장이 이루어진다. 옛 학자들은 

그림을 왼쪽에 두고 을 오른쪽에 두었으며, 그림을 

통해 형상을 모색하고 을 통해 이치를 탐색하 다.” 

(圖，經也，書，緯也，一經一緯，相錯而成文。古之學

爲學有要，置圖于左，置書于右，索像于圖，索理于

書)라고 하 다. 『신당서·양 』(新唐書·楊绾傳)에

는 양 이 “혼자 방에 있을 때 왼쪽에는 그림을 두고 오

른쪽에는 역사서를”(獨處一室，左圖右史) 두었다고 한

다[1].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동양의 고  학자들은 학문

을 연구함에 을 기 로 하면서 도상을 과 같은 언

어  기록으로서 같이 활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도상 연구자인 체사  리 (Cesare Ripa)는 도상의 

개념을 일종의 그림언어로 악하기도 하 으며, 에르

빈 노 스키(Erwin Panofsky)는 시각부호를 문화  

상징으로, 존 버거(John Berger)는 술작품에 나타난 

도상의 미감과 특징에 해 주목하 는데, 특히 이미지 

해석방법을 역사  근을 통해 술작품의 시각이미

지와 문자언어체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 다.

사회에 있어 도상 이미지의 범 한 확 는  

다른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문학의 언어  기

능과 함께 문학성(文學性)까지 추구하는 흐름이다. 러

시아의 형식주의 비평가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

은 문학작품은 그 내용자체로서 존재하며, 형식이란 매

개체를 통해서만 표 되므로, 그것의 술  구체화와 

분리해서는 진정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 다. ‘무엇

을’ 표 하는가 보다 ‘어떻게’ 달하는가에 을 둔 

형식주의자들은 술이 아니라 술성이 요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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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작품이 아니라 문학성과 문학  사실의 구조와 차

를 요시했다. 그들의 주장은 내용이 형식에 융합되어 

하나의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형식을 

지나치게 요시한 면도 있지만 문학과 술의 구조와 

형식에 한 과학  분석을 가능  했으며 문학과 술

의 자율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 다[2].

문학성 한 문학 내의 범주가 아니라 술의 다

양한 형식에 까지 확 되고 있다. 시 의 발 과 사회

의 변화에 따라 도상 이미지는 사회생활의 범 한 

역까지 확 되어 응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고  술의 

도상  서사를 분석하는데 매우 의미 있다. 일반 인 

문학  서사는 시간  계기가 인과에 따라 일련의 사건

들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반해 고  회화작품

의 도상  서사의 구성은 이런 인과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  사유에 의거한 특수한 시간 혹은 공간의 

논리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 는데 이

는 결국 서사의 매개체나 표 양식 자체의 지각성에 주

목하 으며, 이를 통해 미 이상을 구 하려 하 다.

도상의 문학성은 즉, 도상  서사를 제로 하며, 이

는 언어  텍스트와 비언어  즉 시각  텍스트라는 모

순  개념이 함께 한다. 도상은 시각이미지로 재 한 

실재 에서도 회화나 조각과 같은 조형 인 상으로 

인식되며 서사는 언어  텍스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상의 창작과정  문학의 과장, 풍자, 비유, 강

조, 비 등 표 방법을 빌려와 도상 이미지의 효과를 

증 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도상 표  의 문학성의 존

재를 반증하는 것이다[3]. 하지만, 도상  문학성을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도상  이미지가 시

각을 통해 직 으로 인식되며 그 재 되는 이미지의 

서사성이 다원성을 내포한다는 이다.

컨 , 문학의 가치가 인의 심미  욕구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퇴색되고 있는 오늘날 도상의 가치

는 무엇보다 과학정보화의 산업사회로 변화에 따른 

들의 단순하며 민감하고 빠르며 리듬감 있는 미 취

향과 정신  쾌락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한 도상과 

련된 술은 이차원 공간의 술형식을 취하지만 선, 

면, 형, 색 등으로 생동감 있는 삼차원의 허구  공간을 

표 하기도 하고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담기도 한다. 

나아가 도상은 운동 의 물체의 존재형식 즉 연속된 시

간 속의 한 순간을 외재  형식을 빌려 표 하는 시간

술이기도 하다. 도상의 공간성은 시간성을 통해 표

되는 연속 인 화면의 환으로 시공간이 결합된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술형식으로 발 된다. 이러한 도상

술의 특징은 극사실 인 가상의 실을 창조한다. 넓

은 의미의 도상은 통 인 문학, 회화, 조각 등과 함께 

동태 인 다양한 이미지를 포함하며, 으로 하여  

실 인 감각을 공유하게 한다. 즉 문학성이 가지는 

상상의 공간은 도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 으로 도상이 바로 그 

가상의 실을 구 하여 으로 하여  직  체험하

게 하고 미 감흥을 향유  하기 때문이다. 를 들면, 

문학의 서사  복선은 만화애니메이션의 편집과정 

의 몽타주 기법과 유사하다[3].

그러므로 사회에 출 한 문자언어에서 시각문화

로의 환은 도상의 새로운 서사  언어로서의 재발견

과 문학성을 지닌 다양한 술형식과 함께 범 한 

술의 발 을 가져왔다. 이는 인의 심미  수용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Ⅲ. 중국 고대 시각적 사유와 예술표현

인간에게 있어 사유란 본질 으로 ‘시각  사유’이다. 

이는 미국의 술심리학자인 루돌  아른하임(Rudolph 

Arnheim) 이 그의 서 『시각  사유』 (visual thinking)

에서 언 하 는데, 시각  표상은 사유의 기본 인 도

구이며, 시각  사유의 특징은 직 인 시각 범주뿐만 

아니라 심리  표상  이와 직 으로 련된 감성  

계를 포 한다고 하 다[4]. 시각  사유는 인류의 인

식활동으로서 감성과 이성간의 내재  융합이다. 즉, 감

각 으로 ‘본다’(see)라는 개념을 넘어 느끼고 사유하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상상하거나 추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고  국의 시각  사유 련내용은 유가, 불가, 도

가 사상에서 그 흔 을 찾아 볼 수 있다. 논어나 맹자 

속에 등장하는 시각  논술이나 비유는 유가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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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며, 사물에 한 찰이라기보다 지인(知人), 지

사(知事)에 한 모종의 특수한 해석을 함유한다. 역경

(易經)에 반 된 성인지 (聖人之觀) 즉, 성인의 시각은 

사물의 세계를 월한 변하지 않는 윤리질서를 표한

다. 도가의 내 설(內觀說)이나 불가의 오식(五識)  

첫째로 안식(眼識)을 논하고 있으며, 각각 그 복잡한 내

재  구조를 가지고 있다[5]. 컨 , 국 술에 있어 

시각방식과 재 의 문제는 시와 그림에 있어 요한 화

두 다. 문인들은 형사(形似)를 통한 신사(神似)를 추구

하 다. 특히, 소식( 軾)은 시와 그림의 융합을 이론

으로 확립하 는데, 왕유의 시를 평가하면서 그의 “시

속에는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시와 그림은 

본래 하나인데 자연스럽고 참신해야한다.” (詩中有畵, 

畵中有詩, 詩畵本一律 天工 清新)라고 하 다. 옛 문

인들은 인격수양을 해 문학, 서 , 회화, 음악을 두루 

섭렵하 으며, 다양한 술장르로 자신의 감정과 정신

을 자유자재로 표 할 수 있었다. 산수화의 경우는 제

발의 형식으로 시를 쓰면서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

리면서 시를 썼다. 시 인 정취와 그림의 화의(詩情畵

意)를 함께 추구한 것이다. 더구나 시와 씨 그리고 그

림은 같은 재료인 붓과 먹에 의해 표 된다. 이러 연유

로 문인들은 시와 씨와 그림은 하나(詩書畵一體)로 

보았다. 당시 직업화가인 곽희(郭熙)도 “그림은 소리 없

는 시이고, 시는 형상이 없는 그림이다.”(畵是無聲詩 詩

是無形畵)라고 하 다. 이처럼 시의 회화  시각성 혹

은 그림의 시  문학성 때문에 술정신은 상호 공유되

며 시각을 통한 술  정취와 정신  사유가 다른 

술장르로 환될 수도 있다.

사실, 인 시각개념이 생긴 것은 명말 청  마

테오리치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서양의 과학기술, 즉, 

학이나 기하학 혹은 투시도법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

다. 특히 독일의 지리학자가 게오르그 라운(Georg 

Braun)이 펴낸 『세계의 도시』(Civitates Orbis 

Terrarum, 1572-1617）와 제롬 나달(Jerome Nadal)의 

『복음고사도상』 (Evangelicae Historiae Imagines, 

1593)이 국에 소개되면서 시각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국 고 에 있어 시각에 한 인식은 통 인 양식

 형상과 의미  상징이 포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었다. 양식  문제는 상의 형상에 한 재 의 문제

이며, 의미  문제는 도상의 해석의 문제이다. 즉, 상

에 한 재  표 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상의 완

한 사실  재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술가의 일상의 경험과 사유들이 실제  형상과 모종의 

계 속에서 공존한다[6].

그림 1. 중국 <성읍도> 화상전, 한대, 산동성 곡부 

이와 함께, 소통수단으로서 문자언어는 사물에 한 

인식과 의미 달의 매체  수단일 뿐 그 본질자체는 아

니었다. 그러므로 시각  모방과 재 을 통한 문자의 

언어  한계를 극복하려 하 다.   

통  시각개념의 술표 은 상을 사실 으로 

모방하는 기술  의미 으며, 재 된 형상은 그 상과

의 시각  유사성을 요시하 다. 주역(周易)에는 “

상을 보고 형상을 취하며”(觀物取象), “형상을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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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다한다.”(立象以盡意)라는 표 이 있다. 형상은 의

미를 달함에 있어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기능

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남북조시  고개지(顧愷

之)의 실제 상의 외형  묘사는 물론 그 상의 정신

과 내재  특징까지 표 해야한다는 신(傳神)의 개념

과 일치한다. 하지만 시각문화가 발 하면서 도상의 재

 의미기능이 표층 인 단계에서 심층 인 차원으

로 발 하 다. 즉 상의 재 에 있어 술가의 감정

이 이입되고 서로 상호작용이 포 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당  시품(詩品)에 등장한 의상(意象)의 범주로 

정경교융(情景交融)의 의미와 상통하며, 형상의 범주에

서 벗어나 차 자유로운 술가의 감정의 재 과 해석

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심층  단계 이상의 실  

상과 술가의 계를 월한 재 하기 어려운 사유  

역표 에는 반드시 은유나 알 고리  변형을 필요

로 하 다. 이는 실의 상과 완 히 분리된 자유

의 술경지 즉 의경(意境)의 세계이다. 이는 원  산수

화가 찬(倪瓚)의 일필 (逸筆草草)의 술  표

에서 찾을 수 있다.

국 고 의 도상 련 술은 이와 같은 시각  사유

를 통한 이성의 외 발 이다. 도상  표 은 형상  

사유(形象的 思惟, 시각  사유의 다른 표 )와 련이 

깊다. 형상  사유는 일종의 시각  표상을 매개로 하

며, 이성  기능의 시지각을 내포한다. 형상  사유의 

자각과 발 은 술  표 역의 공간  확 를 가져

왔으며, 단순한 재 의 의미를 넘어 사고의 확장이며 

심상의 외재  표 이다. 이러한 시각  심상은 실제  

형상과 완 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문자  표상과 동일

한 언어  기능을 한다. 시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도

상  언어는 문자에 비해 시각  표 이나 지각이 용이

하며 직 인 진술과 해석이 가능하다. 국 고 술

에 있어 이러한 형상  사유와 시각  표 이 보편 이

었던 것은 당시 감성과 이성, 지각과 사유, 술과 과학

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 혹은 공유되었던 시  

환경과도 련이 있다. 고 인의 시각  술체계는 인

지와 사고를 포함하며, 동시 이며 통합 이었다. 시각

을 통해 외부의 지식정보를 심상화하거나 보지 않고 표

할 수 있었으며 공간을 심  표상으로 이해하 다.

표상을 매개로하는 시각  사유는 일종의 언어  사

유나 논리  사유와 다른 창조  사유가 풍부하다. 언

어는 사유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유 

활동에 있어 주요 매개체인 표상의 보조자일 뿐이다. 

시각  사유는 탐구  성격의 직 인 지각에서 비롯

된다. 시각  사유는 주체와 객체의 직 인 교류활동

가운데 진행되기에 주체의 이성  인식은 객체에 한 

직 인 감흥이나 체험 가운데 함께하며 모종의 지각

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 지각은 엄격한 논증을 거쳐 진

실성을 지닌 실  인식으로 환한다[7]. 

 국에서 이와 같은 시각에 한 연구는 1960년

 말부터 학계의 언어분석  연구의 한계에서 시작되

었다. 문자언어 심의 연구에서 도상 심의 연구로 

환하게 된 것은 도상의 의미기능에 한 념이 시

마다 변하고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Ⅳ. 중국 고대 도상서사와 만화예술의 연원

도상  서사의 표 인 술장르인 만화는 이미 

 인문학연구의 새로운 추세이다.  아이스 (Will 

Eisner)는 ‘그림과 단어를 배치하여 이야기를 만들거나 

생각을 각색한 연속성의 술’로 정의 했으며, 스콧 맥

클라우드 (Scott McCloud)는 ‘정보를 달하거나 보는 

이에게 미 인 반응을 일으킬 목 으로, 그림과 그 밖

의 형상들을 의도한 순서로 나란히 늘어놓은 도상’이라 

정의 하 다. 만화는 도상 심 인 형상  사고의 

술  산물이며, 하나의 작품에서 도상과 문자  서사구

조를 지닌 텍스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만

화 속의 이미지는 상을 다시 보여주는 재 이 아니라 

실재를 이끌어내는 매개 역할을 한다. 그 서사방식은 

텍스트에 제한된 통방식의 이미지 표  즉, 객  

실재의 외형  이미지의 재 이 아니라 실재보다 생생

하게 보여주는 미  체험과 정취의 형상  을 추구

한다[8]. 

이와 같은 이미지 심의 서사방식은, 국 고 의 

문학성을 바탕으로 한 회화 술에서 만화와 동일한 조

형  표 특성이 쉽게 발견된다. 를 들면, 진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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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나 벽돌에 그림을 새겨 사당과 무덤 등 건축물의 

부재로 사용한 화상 (畵像磚)이나 화상석(畵像石) 혹

은 <이도살삼사도>(二桃殺三士圖)와 같은 인물 주의 

묘실벽화, 진남북조시  옛 고사의 내용을 단락구분

하고 원문과 이미지를 함께 구성한 <낙신부도>(洛柛

賦圖)같은 연환화(連環畵) 형식의 권축화(卷軸畵, 두루

마리 그림), 당 의 불교의 석가모니 생의 설화와 사

상  내용을 표 한 돈황 석굴 벽화 의 변상도(變相

圖), 송원  서민들의 삶을 표 한 풍속화나 목각 화, 

명청  삼국지나 서유기 등 문학소설의 삽화본 등이 

표 이다. 여기에 표 된 도상은 국의 신화나 문학, 

역사  사실, 인물고사, 일상생활 등 매우 다양한 주제

를 텍스트로 하고 있으며, 만화의 분 식 조형표 이 

나타난다.

그림 2. 중국 <형가자진왕도>화상석, 약 BC2C중기, 산동
성 무량사

특히, 주목할 것은 국 산동성 가상(嘉祥) 무씨사당

(武氏祠 )에 새겨진 한  화상석 <형가자진왕도>(荊

柯刺秦王圖)이다. 네모난 화면 속에 앙의 기둥을 이

용하여 공간을 둘로 분할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 다. 

춘추 국시  연나라의 태자 단(丹)이 자객 형가를 함

양에 보내 진시왕을 암살하도록 하 는데, 화면의 좌측

에는 공포에 질린 진무양과 형가가 진시왕을 죽이려 비

수를 던진 찰나의 장면, 거사가 실패를 의미하는 앙

기둥에 꽂힌 비수, 진시왕이 놀라 황 히 자리를 피하

는 장면, 화면 아래에는 환  노애가 놀라 넘어져 있으

며, 화면 우측에서 신하가 하게 달려오는 박하고 

긴장된 장면이 재치있게 잘 표 되어 있다. 물론 서사

나 인물의 구분을 한 필요에 의해 그림과 함께 이름

과 같은 간단한 문자를 기도 하 다.  

기의 문학과 도상의 결합형식은 주로 인물이나 서

화를 찬미하는 인 찬(贊)의 형태 지만, 진남북조

시 이후 고개지의 <여사잠도>(女史箴圖), <낙신부

도>, 경거시도(輕車詩圖) 등처럼 문학과 도상의 결합이 

구체화되기도 하 다. 한 부터 시작된 두루마리형식

은 불경이나 문학, 역사  사건들을 기록하기 해 사

용되었는데, 동일한 인물을 이야기의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등장시키는 연속 이고, 시 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

을 자유롭게 구성하면서, 사건이나 시간의 개에 따라 

장면과 장면이 겹치면서 분리되고 이어지는 연환화 형

식의 서사  개를 보인다. 

고개지의 <낙신부도>는 조식(曹植)이 사랑했던 여

인이 형 조비(曹丕)의 아내가 되자 몹시 괴로워하 는

데, 낙양에서 임지인 성으로 돌아가던  낙신의 환

을 보고 읊은 장시 형식의 부(賦)를 회화  형식을 빌

려 표 한 두루마리 그림이다. 그림에는 조비의 진황후

에 한 열렬한 연정을 담고 있는데, 화면 곳곳에 문학

 정취가 넘쳐난다. 

서사 개방식은 572.8cm의 긴 화면 에 산 투시  

시각으로 산을 배경으로 넘나들며, 공간과 시간을 구분

하여 처리하 고, 문학의 소재를 형상화하여 표 하

기에 만화의 문학과 회화의 결합인 기본 인 장르  특

징을 갖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섯 장면으로 구성되

어있는데, 첫 번째는 조식이 낙수의 여신을 만나 그 아

름다움에 놀라는 장면(邂 ), 두 번째는 조식과 낙신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 는 장면(定情), 세 번

째는 서로 사랑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장면(變情), 네 

번째는 이별의 장면(離別), 마지막은 임지로 다시 길을 

떠나지만 슬픔을 참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장면(悵歸)이

다. 특히 요녕성 박물  소장본 <낙신부도>는 북경 고

궁박물원 소장본과는 달리 간략화된 그림과 시의 내용

을 한 화면에 같이 표 하고 있다. 

이러한 술  통은 당  돈황 석굴의 벽화 술로 

이어졌다. 벽화에는 불교사상의 선양과  교화를 목

으로 한 변상도나 석가모니 설화인 본생담도 등 조형

인 시각성과 문학 인 서사성 그리고 교리의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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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고굉중 <한희재야연도> 오대, 북경고궁박물원

한 언어로서의 매체성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 시각

술로서 도상의 구체  표 은 당 에 발 한 인물화와 

동물화의 사실  표  그리고 북송 기에 이르러 자연

사물에 한 직  표 인 산수화의 변 과 함께 성장

하 다.

문학  서사와 회화  이미지가 결합된 술형식으

로서 가장 표 인 작품은 고굉 (顧闳中)의 <한희재

야연도>(韓熙載夜宴圖)라 할 수 있다. 335cm의 긴 두

루마리 형식의 비단 에, 남당의 신 한희재 집의 방

탕한 연회 장면을, 시간 흐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섬세한 선과 화려한 색채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사실 으로 재 하 다. 

서사내용은 사 부들의 향락  삶과 문화를 담고 있

는데, 모두 병풍을 사이에 두고 다섯 장면으로 나뉘어 

묘사하 다. 첫 번째는 한희재가 연회의 시작되면서 손

님들과 함께 비 를 뜯으며 노래하는 여인의 모습을 감

상하는 장면(聽 ), 두 번째는 한희재가 춤추는 여인과 

함께 직  북을 치고 손님들이 흥겨워하는 장면( 舞), 

세 번째는 연회  한희재가 침상에 앉아서 손을 씻으

며 여인들과 휴식을 나 는 장면(歇息), 네 번째는 한희

재가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 며 여인들의 피리연주를 

즐기는 장면(清吹), 마지막은 한희재가 일어서서 손님

들과 아쉬운 이별을 나 는 장면(散宴)이다. 한희재는 

서사의 심에 놓여있고 장면마다 다양한 표정과 동작

의 움직임으로 등장한다. 두루마리의 끝자락에는 련

된 서사내용과 등장인물에 해 서술하고 있으며, 그림

에 한 비평과 감상도 함께 고 있다. 

이와 같은 두루마리 형식의 표 기법은 국 이외 다

른 나라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한국의 안견(安 )의 <몽

유도원도>(夢遊桃園圖), 일본의 <겐지 모노가타리>

(源氏物語)나 <조수인물희화도>(鳥獸人物戱畵圖) 그

리고 <신귀산연기도>(信貴山縁起圖) 등이 유명하며, 

랑스의 <바이외 태피스트리>(Bayeux Tapestry)는 

긴 천에 자수로 노르만 족의 국 정복 이야기를 표

하고 있다. 물론 두루마리형식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장

식을 해 기둥이나 벽면에, 로마의 <트라야 스 제

의 기념주>(Trajan's Column)처럼 부조로 황제의 

투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 한 사례도 있다. 

컨 , 두루마리의 사용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상의 이미지를 실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시공간의 

속에 재 한 매체  명이라 할 수 있다. 즉, 감상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노라마식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가

상화된 환경을 실  실재와 조화롭게 혹은 상호소통

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만화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림 4. 일본 <신귀산연기도> 평안시대 말, 나라국립박물관

Ⅴ. 도상의 시공간 표현과 만화의 매체적 합일성

문자와 도상 모두 정보를 달하는 매체로서 고유의 

특징을 가지지만, 문자언어가 상에 한 상상력을 통

한 구체 인 추상  인식이라면 도상언어는 실제 상

에 한 시각  찰력을 통한 상  인식이다. 사물

에 한 인식과 달에 있어 문자와 도상이 함께 연

되어 서로 보완  계일 때 더욱 정확한 커뮤니 이션

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 고 의 도상  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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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흐름에 따른 함축 이고 선택되어진 순간 장면

의 심층  시각화이며, 실과의 소통을 한 매개이다.

인도 불교의 국 래와 고사화의 등장은 고  시각

술의 제재, 구도, 도상 등 커다란 향을 주었다. 이국

 문학  서사와 조형  표 은 차츰 국식 도상언어

로 환하 으며, 국 충식 술풍격을 탄생시켰다. 

국화의 과정  불교  주제는 차 유교의 ‘효’와 

‘인’으로 환하 으며, 처음 래된 불교 제신의 도상

은 도교의 선인과 함께 한 공간에 출 하기 시작하

다. 도상양식도 차 국식의 건축물과 산수배경 그리

고 국  인물형상과 복식이 등장하 다. 이러한 불교

의 과정  당시 들의 교화를 한 교리의 서

사  이해와 시각  만족을 해 제작된 불교회화 특히 

본생담 벽화에서는 연환식 구도가 다량으로 채용되었

다. 이는 교화의 서사내용과 종교  가치 을 들로 

하여  쉽게 이해시키기 한 매체로서 구성내용을 다

른 시간과 공간 안에 여러 장면으로 연속 으로 나 어 

시각 으로 상세하게 설명하 다. 이러한 연속식 구도

를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이라 한다.

이시동도법은 고  국 술의 주제와 구도 그리고 

공간을 표 하는 일종의 통  시각표  방법이며 도

상언어의 한 표 이다. 이는 술가가 자신의 창작구상

(立意)에 따라 다른 시간과 장소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

경을 설정하여, 연속 으로 공간을 환하는 구도방식

이다. 를 들면, 신화나 설 혹은 종교  이야기 등의 

그림에서 서사 개에 따라 주요 인물은 다른 시간과 장

소에서 다른 사건을 배경으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

러한 시각  요소의 처리 방식은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 

새로운 심리  공간을 창조하며, 각각의 서사  장면은 

서로 새로운 공간구조 속에서 내용에 맞는 시각  조형

요소와 결합하여 특정한 주제를 드러낸다.

시각  사유 에서 보면, 이시동도법은 술가의 

생활  미 체험을 기 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술  

과장과 허구 혹은 공간  변형을 통해 창조해낸 화면구

조로, 실  시각 인식과 낭만  서사의 환상  결합

이다. 이는 다층차의 공간구조방식으로 서사, 상징, 함

의 그리고 형상의 다양한 교차를 통해 표 하며, 공간

의 허구성과 조형표 의 구체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미

정취를 만들어낸다. 이시동도법과 같은 술  공간

사유의 시간화는 시각형상의 통일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며, 술창작과정  풍부한 술  상상력과 심리  

공간의식의 이해를 작품 속에 재 한 것이다[9].

연환식 구도는 일반 으로 화면의 공간의 크기나 형

태의 제한 혹은 창작자의 개인  미 취향에 따라 다양

한 양식으로 표 된다. 창작공간의 제한  요소 때문에 

체 내용을 간략하게 혹은 요 장면을 선택하여 함축

으로 메시지를 달한다. 하지만 화면이 비교  넓은 

경우는 구체 인 여러 장면을 병렬식으로 배열하여 표

하기도 한다. 개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이

시동경(異時同景)식 구도법은 일반 으로 인물이 작게 

표 되며, 주요 인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배

경에 서로 다른 움직임의 형태로 복 으로 표 된다. 

한  화상석 <형가자진왕도> 나 돈황 254굴 북 벽화 

<습비왕본생도>(濕毗王本生圖)가 그 표 인 이다.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곡 식(曲折式) 구도법은 

선택된 여러 장면을 간략화하여 타원형 혹은 지그재그 

형식으로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방식이다. 그 로 돈

황 285굴 북 벽화 <바라문본생도>(婆羅門本生圖)가 

있다.

그림 5. 중국 <바라문본생도> 벽화, 538-539년, 감숙성 
돈황 285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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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녹왕본생도>벽화, 북위, 감숙성 돈황 257굴 

동일한 공간에서 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면 간에 

연속성과 련성이 어, 감상자가 서사내용을 모르면 

도상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 시간의 흐름

과 상 없이 횡렬식(橫列式) 구도법은 도상과 서사의 

흐름이 순서없이 서로 상충된다. 돈황 257굴 북 벽화 

<녹왕본생도>(鹿王本生圖)가 그 표 인 이다. 창

작자는 화면을 하나의 무 공간으로 인식하여 서사의 

시간  흐름과 달리 사건의 발생지 을 심으로 좌우 

끝에서 시작하여 앙에서 마무리된다. 네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횡렬식 구도법이다. 서사의 흐름과 화면의 

진행순서가 일치한다. 서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화면의 

좌우 끝에서 단일 방향으로 표 되기에 감상자가 내용

을 이해하기 쉽다. 돈황 257굴 북 벽화 <사미수계자살

인연도>(沙彌守戒自殺因緣圖)나 고굉 의 <한희재야

연도>가 그 표 인 이다. 이 네 번째 구도법이 

국 고  6세기 말 이후 석굴벽화나 두루마리 그림에서 

흔히 보이는 정형화된 구도법이다. 이러한 연속 인 구

도법의 공간표 은 산수나 건축물을 이용한 울타리식 

공간구성이다. 통로형(通道形), 상자형(函形), 둥근형

(圓圈形)이 표  형식이며, 이는 당시 인간과 산수자

연간의 호응 계를 간 으로 반 하 다[10].

이와 같은 이시동도법은 15세기 서양의 화가 마사치

오(Masaccio)의 작품 <성 세 > (Tribute Money)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마태복음(Matthew 

17:24-27)의 성 세와 련한 논란의 내용을 세 장면으

로 나 어 표 하 는데, 화면 앙에는 수가 제자들

과 함께 세리와 화하는 장면이며, 왼쪽에는 수의 

명령으로 베드로가 호수가의 물고기 아가미에서 동

을 꺼내는 장면이고,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세 을 내고 

있는 장면이다. 

컨 , 스콧 맥클라우드는 만화를 “정보를 달하거

나 보는 이에게 미 인 반응을 일으킬 목 으로, 그림

과 그 밖의 형상들을 의도한 순서 로 나란히 늘어놓은 

것[11]”이라고 정의 하 는데, 이는 앞에서 언 한 고  

국 회화의 문학  서사방식의 개념과 많이 흡사하다. 

특히, 고  회화의 조형  구도법은 마리오 사라체니

(Mario Saraceni)가 언 한 만화의 서사방식에서 형식

 특징 즉, 칸, 홈통, 말풍선 그리고 자막 등의 조형요

소와 련이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도상과 언어라

는 측면에서 만화는 이미지의 공간으로 표되는 칸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루어진 

칸은 서사의 요한 축약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 

칸의 구성과 배열에 따라 특정 인물의 등장과 사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서사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는 서사의 요한 한 축약으로서 이미지와 함께 시공

간의 개념을 포함한다[12]. 이는 스콧 맥클라우드가 만

화의 칸은 “시간과 공간을 나 는 일종의 일반 인 지

표의 역할을 하는 가변 인 아이콘[11]” 이라고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고  국 회화에서 요한 조형요소  하나는 여백

이다. 동양화의 여백이란  다른 하나의 사색  공간

이고 술  의미를 함축한다. 이는 만화의 요한 요

소인 홈통의 기능과 비교된다. 이는 칸과 칸 사이의 여

백으로 작가에 의해 생략된 서사  일부이며, 칸과 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의 경과와 사건의 흐름을 포함

하는 서사 공간이다. 이것은 감상자의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된 새로운 창작의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즉, 여백

은 창작자의 생각과 정취가 투 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감상자가 상상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칸이기도 

하다. 여백은 창작자의 생각과 감상자의 시선이 소통하

는 공간으로서  다른 미학  의미를 지닌다. 동양화

의 여백처럼 칸의 실제 크기는 매우 요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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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탈리아, 마사치오, <성전세금>벽화, 1425년,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
 

칸 사이의 화면의 물리  구분과 사유로서의 시공간의 

 다른 구분이다. 특히 일본의 다쓰미 요시히로(辰巳

ヨシヒロ)는 극화창작에 있어 만화의 칸의 흐름과 감상

자의 시선을 요시하 다. 이처럼 고  회화의 도상  

서사는 이미지와 문자를 통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담아내는  만화의 시각 술로서 매체  성격과 동

일하게 작용한다.

이와 련하여, 이순구는 시간의 흐름을 형상으로 나

타내는데 분 (만화의 칸)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

으며, 그 시공간의 장면 환의 분 형태를 주로 서양 

고  술의 사례를 들어 자연물의 형태로 인한 구획, 

실용물에 의한 구획, 건축구조에 의한 구획, 텍스트에 

의한 구획 등으로 나 었다[13]. 그가 언 한 텍스트에 

의한 구획은 국 고 술에서 나타나는 이시동도에 

의한 시공간의 환과 유사한 개념이며, 감상자의 서사

 이해 혹은 시선처리에 따른 방향에 따른 차이를 언

하 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환에 따른 만화 

술에서의 조형  표 에서, 스콧 맥클라우드는 시공간

의 흐름에 따른 구획으로서 만화의 칸과 칸 사이의 

련성을 요시하 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순간과 순간사이, 동작과 동작사이, 주제와 주제사이, 

장면과 장면사이, 과 사이 그리고 비연속성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 는데[11], 이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일반 인 단순 동작(장면) 환이나 몽타주 기법에 의

해 표 되기도 한다. 스토리만화에서 연속된 칸의 구성

은 서사의 진행과 일치하며 감상자의 시선의 방향과 거

의 동일하다. 즉, 색채, 구도, 내용(문자)은 도상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그 동선의 방향에 따라 서사의 진행 혹은 

내용 달이 이루어진다. 

물론  만화의 단칸 화면에서의 동작의 움직임 혹

은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보조선에 의한 시간성 표

이 가능하지만, 스토리만화 심의 문학  서사 표  

에서 칸과 칸 사이 혹은 칸과 체화면 간의 구성

을 심으로 살펴보면, 도상  서술의 분  단 인 칸

의 연속 즉, 칸의 수량과 그 안에 표 된 형상  조형요

소의 크기, 치, 색채 간의 의미있는 순차  배열은 감

상자의 시선과 의식의 흐름을 통해 시간성과 공간성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며 순간과 순간의 개념이 서로 연속

된 통일체로서 연상  한다. 여기에 도상과 련된 감

상자의 시선 흐름은 잠재  시간의 선후 계 즉, 시각

의 경험  시간을 통해 서사의 시간  흐름과 공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

험  시간은 감상자의 심리  시간과 련된다.

정리하자면, 국 고 술의 도상과  만화의 서

사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의 표  혹은 시간의 공간화의 

문제이다. 즉, 도상언어를 시간 흐름의 공간 속에 작가

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여 감상자로 하여  서사  재

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원래의 시각  정보 

혹은 서사내용을 완 하게 달하는 사진과 같은 매체

 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화  이미지를 

주로 하는 창작  도상은 특정한 공간가운데 표 된 특

정한 순간의 재  시간(혹은 사건)이다. 이는 일정 정

도 창작자의 능동 인 체 이며, 도상의 상징성과 미  

정취 그리고 술사상을 포함한다. 회화의 분 공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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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화의 칸은 원성을 담은 재이며, 그 찰나  시

간의 공간  표 이다. 공간화된 사건의 찰나  형상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재구성되면서 비로소 원래의 메시지 

정보 즉, 사건에 한 서사의 모방 혹은 달이 이루어

지며, 도상 본연의 언어  역할도 함께 달성하게 된다

[14]. 이러한 칸과 같은 공간의 일정  조합방식은 고  

시각 술의 경우 다른 시간의 순간을 동일한 한 공간

(화면)에서 표 되는 공시성(共時性)의 원리가 용된 

사례가 많다. 하지만 매체성이 발 하면서 순환식 혹은 

연환화 인 도상이 감상자의 논리  재인식을 통해 완

한 서사  구조를 이루게 된다. 

Ⅵ. 결 론

도상은 사물 본연 혹은 표 하려는 상의 그 실체는 

아니며, 표 하려는 상의 이미지일 뿐이다. 시각  이

미지를 매개로 하는 도상  서사는 일종의 이성  사고

를 지닌 형상  표 이다. 이러한 이미지에 의한 도상

표 은 언어화된 서사의 단편이지만 상호 소통  특성

을 지닌다. 도상  표 은 일종의 완 한 서사  사실

에 한 모방이다. 공간성의 도상은 시간 인 흐름의 

과정 속에 재구성되지만 도상공간 속의 이미지의 시간

은 감상자의 의식과정  완 한 서사과정이 정리되어

지게 되고, 실재 사건의 시간과 부합되게 된다. 국 고

의 불교 변상도나 역사 고사화와 같은 부분 조형

술의 표 은 동일한 텍스트  사유이다.  

컨 , 사회의 텍스트  서사는 독창 인 창작

자의 내용이 아니라 출처가 불투명한 정보들이 혼재된 

다원  공간으로서 다양한 이질  문화의 수많은 핵심 

범주들을 빌려 만들어진 유기체  성격을 지닌 구조이

다. 의 술들은 이러한 텍스트  특성을 시각

 이미지로 환하여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 으로 노출된다. 하지만 텍스트의 도상  표

은 그 형상성과 장감 그리고 표 의 자율성으로 인해 

문자의 텍스트  서술보다 더 진실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것이 고 의 도상  텍스트 방식이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소비되는 배경이다. 

만화는 시각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조형 술로 일

종의 이성  사유를 바탕으로 한 도상  서사방식을 취

한다. 만화의 도상 이미지 가운데 이미 형상  사유와 

감성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에 감상자의 인식활동은 

이미지의 연속을 보편  하나의 텍스트  개념으로 사

유하거나 종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만화와 같은  

시각 술의 도상  서사의 요한 가치는 문학의 특성

인 문학성 즉, 허구, 상상, 상징, 서사 등의 수사  표

기법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 문학이 가지고 있지 않

은 도상 이미지 본연의 빠른 서사  리듬감과 시공간의 

종합  술성 그리고 허구 인 진실성이 충분히 

인들의 심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데 있

다. 즉, 도상  표 의 최종 목 은 술  조형성도 포

함하지만, 텍스트  언어로서의 소통이 가장 요하다. 

이처럼 만화라는 새로운 매체의 반복  등장에도 불구

하고, 기존 회화 심의 도상  서사형식이 지속 으로 

수용되고 재해석됨은 새로운 매체로의 단편 인 체

가 아니라 기존 매체형식의 기 에  술규율

과 문화가치에 부합하는 미 정취와의 상호 텍스트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상 술의 서사  표 방식은 들의 

일반  시각경험과 수용방식에 부합해야 한다. 아무리 

도상이 시각 으로 아름답고 술 인 표 이라 하더

라도 들에 의해 텍스트가 읽 지고 유되지 못한

다면 의미가 없다. 나아가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은 이러

한 인의 시각  공감이 들의 생활환경 즉, 심

미  체험  문화  소통가운데 형성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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