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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기 만화 예술기법 연구

- 연환화 작품 <산향거변>과 <백모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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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환화(連環畵)는 중국 만화사 초기에 발생하여 회화와 서사가 결합한 중국의 

독특한 문예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중국 만화사에서 연환화와 만화는 한때 형

식이 융합되는 경향도 있어 1920년대에는 만화 스타일로 창작된 연환화가 매우 유

행하기도 했다. 이를 연쇄 만화라고도 부른다. 1950-1960년대에 중국 연환화는 

독립적으로 발전해 고유한 형식적 특징을 나타내기에 이르며 기법적으로도 성숙한 

‘황금시기’를 맞았다. 이 시기 연환화 작품은 서사의 극적 표현, 보다 현실적인 인

물 묘사를 보여주며 표현수법 및 예술양식 등은 매우 큰 발전을 거두었으며 작품

의 예술적인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 허유즈(賀友直)의『산향거변(山鄕巨變)』과 

화싼촨(華三川)의『백모녀(白毛女)』가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손꼽히는 이 시기

의 대표작이다. 

제2장에서는 중국 연환화의 기원 및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중국 

연환화가 매 시기 내용과 형식의 결합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연환화의 발전 과정에서 1950-1960년대의 작품들이 예술성

과 완성도 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3장에서

는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 대표작인 『산향거변』과『백모녀』의 구체적인 이미

지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서사의 극적 표현, 현실적인 인물 묘사 등이 

어떻게 구체적인 예술성을 획득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분석은 인물의 성격 묘사, 

화면 구도, 배경 및 기법의 활용, 연출 방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작품을 연구한 목적은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훌륭한 연환화의 조

건을 확인하고, 연환화의 회화 기법 및 연출 구도 등 예술적 성과가 중국의 초기 

만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 두 작품은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

는 데 주력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창조하고자 새로운 연

출과 기법을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동양과 서양 회화의 미학적인 장점

을 두루 흡수하여 작가 나름의 개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하였다는 점

에서 그 성과가 돋보인다. 두 작품은 표현 형식과 회화 기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중국적인 삶의 짙은 정취와 ‘민간(民間)’의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공통점을 지

닌다.

주제어: 중국 연환화, 황금시기,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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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환화(連環畵)1)는 중국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형식이다. 연환

화는 중국 초기 만화의 한 가지 양식으로 간주된다. 한때는 만화

와 연환화가 융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1920년대에 만화 스타일로 

창작하는 연환화가 매우 유행하였는데 이를 연쇄 만화라고 부르

기도 한다.2)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 연환화의 예술작품에 대해 이

해가 적은 편이며, 특히 ‘황금시기’ 중국 연환화에 대응되는 

한국적 예술 표현형식의 작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 연환화와 같은 전통적인 예

술형식이 점차 약화되었고, 연환화와 관련된 자료와 문헌도 극히 

드물어 수많은 우수한 연환화작품은 모두 박물관에 간직되었다. 

1925년, 상해세계서점에서『서유기(西遊記)』를 출간하면서 ‘연

환도화(連環圖畵)’라 명명하였다. 이는 연환화의 공식적인 탄생

을 의미한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는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이며, 이 

시기의 연환화 작품은 특정된 역사적 배경, 관련 단체, 스타일 

특징 등을 구비하고 있어 큰 연구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 그 중

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허유즈(賀友直)의『산향거변(山鄕巨

變)』과 화싼촨(華三川)의『백모녀(白毛女)』이다. 본 논문은 연

환화의 전통적인 예술적 형식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시기 

중국 연환화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형식을 얻어냈다. 

본 논문의 제1장은 서론으로, 중국 연환화의 연구배경과 연구

목적을 명백하게 논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중국 연환화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연환화 작품 

1) 연환화 또는 연환도화라 하며, 연속적인 그림으로 스토리를 서술하고 인물을 

묘사하였다. 

2) 1920년대는 중국 만화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이 시기 풍자만화의 대표작으

로는 ‘왕 선생 시리즈(王先生系列)’와 ‘삼모 시리즈(三毛系列)’를 꼽는

데, 이 가운데 ‘삼모 시리즈’가 바로 만화 스타일로 창작된 연환화, 즉 연

쇄만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김리나, 「중국만화의 “황금시기”에 

관한 역사적 고찰: <왕 선생>, <삼모 유랑기>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34, 2014.,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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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예술적 표현형식이 어떻게 지속되고 발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장에서는 연환화의 ‘황금시기’ 대표

작인 『산향거변』과『백모녀』에 대해 연구하여 작품에서 인물

묘사, 화면구도, 배경 및 기법의 활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연환화와 중국 초기 만화의 예술 형식적 

유사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

중국 연환화는 여러 폭의 화면으로 한 가지 스토리나 사건의 

발전과정을 연속으로 서술하는 그림 형태를 말하며 연속성을 지

니고 있다. 일찍 20세기 초기에 상해에서 기원하였으며 문학작

품, 스토리 혹은 현실생황을 소재로 삼아 간결한 문자극본으로 

엮은 뒤에 다시 소형화폭으로 제도한 그림이다. 주요 구독자가 

청소년이므로 민간에서는‘소인서(小人書)’라고 한다. 중국의 

고대 이야기 벽화, 이야기 두루마리, 소설 희곡의 전상(全像)3) 

등은 모두 연환화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4)

중국 연환화는 1925년에 정식으로 탄생하여 1950년에 이르기까

지 발전의 초창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시기의 연환화는 한 장

의 그림에 두세 줄의 문장이 부연된 단순한 형식이 주류를 이루

었고 단순한 선화(線畵) 위주로 기법적인 미숙함을 보였다. 더욱

이 사회가 불안하고 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연환화의 지속적

인 창작을 저해하였으므로 연환화의 발전은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의 성립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

제적으로나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었으므로 연환화는 이후 

비로소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보였다. 1950년, 중국문화부예술청

은 대중 그림출판사를 설립하여 주로 연환화, 연화(年畵) 등 미

술서적을 출간하였다. 1952년, 상해에 화동인민출판사 및 연환화 

3) 옛날 통속 화본, 연극 등 인물 및 사건, 이야기의 내용을 그린 그림을 ‘전상

(全像)’이라 한다. 

4) 사해위원회,『사해(辭海)』, 상해사서출판사, 1999., p.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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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을 설립하였다. 1949년부터 1965년까지 정부에서는 연환화

의 발전을 정치적 임무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10000여 종류의 연

환화 작품을 출간하는 대규모 국가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연환화 작가들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963년에는 국가문

화부 및 중국미술학회가 공동으로  제1차 전국 연환화 대회를 거

행해 80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연환화

가 정부의 지지 아래 일종의 국가 예술로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0~60년대에 중국 연환화는‘황금시기’에 들

어섰으며, 그 시기 연환화의 예술적 형식은 전통적인 백묘(白描)

와 서양소묘를 제외하고 세밀화(工筆畵）, 전지(剪紙）, 수채(水

彩), 수묵(水墨) 등 예술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하였고, 국내외 문

학명작, 연극영화, 신화스토리, 과학보급형 스토리는 모두 화가

들의 활용소재로 사용해왔다. 연환화의 소재, 내용, 표현 기법, 

예술양식은 모두 전보다 풍부하고 발전하였다. 1966년부터 1976

년까지는‘문화대혁명’5)시기이며 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모두 기

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연환화는 창작 또한 부진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면서 중국 연환화는 점차 정상적인 

발전단계로 진입하였고, 화가들도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으

며, 예술적 창작환경도 점차 느슨해져 개화기에 들어섰으나, 

1985년 이후 TV, 영화 등 새로운 미디어가 보급됨에 따라 연환화

의 입지가 좁아졌다. 연환화는 기존의 우월한 발전 단계에서 발

전공간이 좁아져 사양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연환화의 몰락은 일

종 추세로 되었다. 

Ⅲ. 중국 연환화『산향거변』과『백모녀』분석

중국의 50~60년대 연환화 창작은 과거 연환화에 대한 정돈과 

개선과정에서 발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후 문화

5) 총칭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중국은 모

택동의 잘목된 영도하에 림표(林彪)와 강청(江青)의 반혁명집단의 이용을 당

해 중국에 심각한 정치적 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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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술은 통일된 의식형태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국가에서는 대

대적으로 민족주의와 인민주의 문화예술형태를 발전시켰고, 그림

과 문자를 결합한 연환화를 신문화예술의 수요와 서로 부합되게 

하였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돈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연환화는 새로운 사상과 예술양식을 나타냈다. 연환화의 다양한 

예술양식과 고유한 사상적 성질은 수많은 훌륭한 연환화작품을 

창작해냈다. 그 중에서 허유즈의 『산향거변』과 화싼촨의『백모

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 『산향거변』

『산향거변』은 저우리보(周立波)의 원작인 장편소설 『산향거

변』을 개편하여 제작한 백묘(白描) 연환화이며, 화가는 중국의 

유명한 연환화가 허유즈6)이다(<그림 1>). 1959년, 출판사에서는 

허유즈를 파견하여 농업협력운동에 관한 작품『산향거변』을 그

리도록 하여 건국 40주년 선물로 바치게 하였다.『산향거변』은 

총 4부로 나뉘며 강남농촌의 풍습, 인정, 정신상태 및 신중국 농

민단체의 새로운 사상과 삶을 묘사하였다(<그림 2>).7)

      

그림 1. 연환화가 허유즈 그림 2. 『산향거변』 

                             

1) 작품양식

연환화『산향거변』(제1책)은 1959년 말기에 창작하였지만 두 

차례 기고는 모두 부정판정을 받았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정식

6) 1922년 출생, 절강 진해(镇海) 사람.

7) 贺友直,『山乡巨变』第二册，上海人民美术出版社，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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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고를 완성하였다.『산향거변』은 농민이 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였다. 

허유즈는 처음부터 테마내용을 확정하여 전통적인 표현수법으

로 화면효과를 해결하였다. 중국 민족그림에 대한 이해가 낮은 

관계로 화가는 여전히 과거의 오랜 수법(흑백형식의 화법)을 사

용하였다. 이 같은‘서양’화법은 화면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

다.‘서양’화법으로 강남농촌의 풍토와 인심을 표현할 수 없었

다. 또한 윤곽을 사용함에 있어 빛과 색채의 원리에 제한되어 화

면으로 하여금 라인이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실상 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화면에 정시각도를 사용하여 특정인물로 하여

금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 같은 배경은 대다수 인물에 

가리워 화면이 매우 공허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 번

째 기고는 부정적인 판정을 받았다. 1960년, 두 번째 기고에서 

허유즈는 부시구도를 통해 교묘하게 인물을 작게 만들었다. 과도

하게 빛과 색의 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라인작업은 여전히 이상적

이지 않아 다시 한번 부정적인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 실패한 경험을 통해 허유즈는 전통적인 표현수법을 학

습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연구과정을 겸해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터득하였다. 허유즈는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수호엽

자(水滸葉子)> 및 명나라 때의 <명산도(名山圖)>와 같은 중국화

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 중에서 인물모형, 라인의 밀도, 리듬

감, 산과 물의 그림기법은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적합한 창작방

법 즉, 백묘법(白描法)8)을 터득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박한 라인

이 남방농촌의 수려하고 산뜻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동시에 농민의 의상을 중점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민족특

색과 농민의 소박한 성미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였다(<표 1> 

참조)9).

8) 중국화 기법명이란 단일하게 먹색 라인으로 그린 채색을 잃지 않은 화법을 말

한다.

9) 贺友直,『山乡巨变』附录和第一册，上海人民美术出版社，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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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고 완성고

인물 

캐릭터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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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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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물 

대조

표 4. 흑백성고와 백묘형식의 원고 대조
                    

2) 표현방법

화가는 원작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대신 작품에 줄거리를 삽입

하였다. 이것이 허유즈가 늘 얘기하는‘연극’의 형식으로 단순

한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아냈다. 삶의 진실, 스토

리 및 인물 성격이 발전하는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창조적으로 

인물의 행동 줄거리를 구상하고 묘사하였고, 줄거리를 통해 인물

의 사상과 성격을 나타냈다.10) 허유즈는 문학원작과 극본을 단단

히 잡고 생동하게 인물을 형상화 하였다. 외적형태를 통해 인물

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이 허유즈의 중요한 창작 방법이다.

『산향거변』(제1책)에서 덩슈메이(鄧秀梅)의 이미지는 농촌계

급투쟁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이미지 중의 하나이다. 소설은 덩슈

메이의 외모를 묘사하지 않았지만 내적인 성격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그녀의 친절하고 순박한 성격 특징을 한

꺼번에 살려냈다. 화가는 이러한 덩슈메이의 성격을 성공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덩슈메이의 성격과 일처리 태도는 군중 속의 

모습을 통해 차차 두드러지게 된다(<그림 3>). <그림 4>중에서 

10) 沈其旺,『从'形者融灵' 到 '贵适天真'-连环画<山乡巨变_>的创作艺术再探

索』，艺术理论，2009.，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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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웨휘와 

덩슈메이

그림 4. 덩슈메이와 

성수쥔

그림 5. 덩슈메이의 

표정 

그림 6. 톈몐후(왼쪽)

슈메이는 성수쥔(盛淑君)을 처음 만난다. 슈메이는 자발적으로 

그녀를 도와 물을 긷고 입단에 관한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림 

속 슈메이의 표정은 친절하고 열정적이다. 대회에서 휴식을 취할 

때 슈메이는 추쓰과(秋絲瓜)과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다춘(大春)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화가는 

중점적으로 슈메이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녀의 표정이 엄숙하고 

눈빛이 확고부동한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녀가 생각이 깊고 

정치적으로 성숙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그림 5>). 

작품에서 팅몐후(亭麵糊)는 해당 작품에서 제일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비록 원작에서 이미 해당 인물에 대해 묘사하였지만 

문자를 제외한 그림을 통해, 특히 외적인 이미지로 인물의 내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화가는 천훙서우(陳

洪綬）가 그린 <수호엽자>에서 계발을 받아 맑고 원활하며 섬세

하고 힘 있는 라인으로 과장된 변형수법을 통해 인물의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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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표현하였다. <그림 6>에서 화가는 과장된 수법으로 팅몐

후와 궁쯔위안(龔子元)의 사회적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두 

인물이 밥상 앞에서의 다른 모습을 뚜렷하고 생동하게 묘사하였

다. 

화가는 인물형체의 움직임과 관계가 제일 밀접한 부위에 사용

한 라인의 조합밀도가 집중되었고, 기타 부분적 라인은 적거나 

심지어 그리지 않았으며, 라인배열이 매우 간결하고 정연했다. 

인물의 의복무늬11)는 대칭적인 수법으로 굵기가 다른 묘법을 사

용하여 강한 데코레이션 효과를 나타냈다. 부동한 인물특점에 따

라 부동한 윤곽을 사용하여 인물이 지니고 있는 정신상태를 보여

주었고, 라인을 맞대는 배열방법과 움직임을 통해 대상의 질감과 

데코레이션 효과를 나타냈다. 

화면구도에 있어 화가는 명나라 소설 삽화 속 인물을 본보기로 

삼았으며, 초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벽하였다. 설사 상반신이라

도 다른 물체를 통해 가려주어 완벽한 느낌을 주었다. 화가는 이

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구도에 <청명상하도>의 산점투시

(散點透視）12)를 서양의 초점투시（焦點透視）13)와 결합한 방식

을 활용해 인물을 최대한 화면의 하단에, 상단에 많은 부분을 남

겨 배경을 그리도록 하였다. 화면은 다양한 처리방법을 거쳐 심

원한 느낌을 주었다(<표 2> 참조).14) 

                                                           

      

11) 기물 위 데코레이션 무늬 총칭이다. 보편적으로 단일패턴, 적합패턴, 데코레

이션패턴, 산점패턴, 연속패턴(이방 연속, 사방 연속) 등이 포함한다. 

12) 또는 다점투시라 하며 중국화 중 한 가지 투시방법에 속한다. 즉, 부동한 물

체에 서로 다른 소실점이 있다. 

13) 서양그림의 투시법의 기본원리는 유리를 사이에 둔 물상을 필로 유리판에 그

림을 그려 한폭의 초점투시원리에 적합한 그림을 말한다.

14) 贺友直,『山乡巨变』第一册和第三册，上海人民美术出版社，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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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면효과

화

면

구

도

  

천홍서우 그림 

<서상기비본(西廂記秘本)>

 

물체로 인물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구도

 

장쩌돤(張擇端)

<청명상하도>

 

산점+초점투시

배

경

처

리         

명청 판화중에서 산의 기법

- 준법(皴法)

 

준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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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명산도>

 

산점투시

표 6. 화면표현 형식 

『산향거변』은 표현성과 구도성을 강조하며 줄거리에 있어 

‘연극’을 강조하여 원작에 없는 스토리를 묘사한다. 기법에서

는 중국 고대의 전통적인 그림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학습하고 터

득하는 동시에 혁신하였다. 인물을 형상화함에 있어 모든 역할마

다 기본관념이 존재하며, 화가는 기본관념에 따라 인물의 외모와 

움직임을 설계하였다. 협력화운동(合作化 運動)15)이 바로 전체 

스토리의 큰 기본관념이다. 허유즈는 예술적 형식에 있어 주제내

용과 예술양식을 조화롭게 통일하여 참신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는 문학원작에 대한 이해, 연환화 스토리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삶에 대한 이해와 느낌을 생동한 예술적 지각으로 교묘한 방법으

로 그려냈으며, 전통적인 미학사상을 대창조하여『산향거변』을 

중국 연환화 역사상 새로운 획기적인 그림으로 만들었다. 

                                  

2.『백모녀』

1964년, 채색판 연환화『백모녀』는 동명가극 <백모녀>를 개편

하여 그린 그림이다(<그림 7>). 화가는 유명한 연환화 화가이자 

세밀화 인물 화가인 화싼촨16)이다. 그는 15살에 극장에서 배경을 

그리는 것을 배웠고, 일찍 무대미술 전공사업에 뛰어 들었다(<그

림 8>). 『백모녀』는 농민의 딸인 시얼(喜兒）이 괴로움을 실컷 

15) 중국 사회주의 농업개조 운동.

16) 화싼촨(华三川）, 1930년-2004년, 절강 진해(镇海) 사람, 상해에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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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백모녀』 그림 8. 연환화가 

화싼촨

당한 뒤 깊은 산 속의 밀림에 숨어 살면서 백발이 되고, 중일 전

쟁이 폭발한 뒤 다시 광명을 되찾은 이야기를 다루었다.『백모

녀』는 시얼의 운명를 통해 중국 노동인민이 추악한 봉건제도 아

래 핍박에 의한 비참한 삶을 제시한 동시에 중국 노동인민이 봉

건세력에 맞서는 의연하고 굴복하지 않는 투쟁정신을 반영하였

다. 

                                 

1) 작품양식

『백모녀』는 세밀화 진채(眞彩) 인물17) 연환화이자 화싼촨 채

색 연환화의 대표작품이다.『백모녀』의 스토리는 허베이(河北) 

타이싱산 지역(太行山區）에서 일어난 일로 화싼촨이 익히 알고 

있는 강남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창작 초기

에 화싼촨은 신체질병도 마다하고 혼자 허베이 성의 혁명 기지에

서 생활하면서 창작소재를 수집하였다. 화가는 농민에게서 연환

화 주요인물의 본 모습을 포착하고 그들의 기질과 혁명기지의 인

정을 민속민심을 관찰하여 작품의 진실하고 생동하며 시대적인 

특점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닦아 주었다. 

17) 중국 전통그림의 일종 형태로, 깔끔하고 세밀하며 쨈빛을 부설한 중국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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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방법

작품을 반복적으로 수정하여 스토리 줄거리에서 주제와 어울리

지 않고 긍정적인 인물에 영향을 미치는 화면과 줄거리를 없앴

다. 동시에 고전적인 화면에 대해 수차례 수정하여 화면을 생동

하게 만들었다. 모든 수정된 내용은 보다 작품을 완화하기 위해

서며, 작품의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여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대대적으로 높였다. 화가는 인물에 대한  정교하고 세밀한 묘사

를 통해 측면에서 인물의 뚜렷한 성격특징을 보여주었다. 화가는 

모든 역할의 외모와 인물의 움직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나타냈

으며 교묘하게 시얼이 지니고 있는 농촌빈곤가정의 젊은 부녀의 

성질을 예술적 가공과 과장된 묘사를 통해 표현하였고, 생동하게 

농촌부녀의 전형적인 성격을 묘사하였다. 

화싼촨은 선명한 대조방법으로 화면에 계급적 대립과 복잡한 

사회관계를 나타냈다. <그림 9>에서 양바이로(楊白老)가 애걸복

걸하며 황스런(黃世人)에게 빌 때 화가는 계급을 착취하는 추악

한 현실과 양바이로의 순박한 진선미를 동일한 화면에 그려냄으

로써 강렬한 대조인 수법을 통해 현실주의 심리묘사 상태의 절정

을 이루었다. 화가는 전형적인 줄거리의 부각과 분위기에 대한 

선염에 관심을 두고 인물의 감정발전과 변화를 부각시켰다. 

화면구도에서 화가는 힘껏 평면위에 공간의 너비와 심도를 보

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10>에서 시얼이 굴속에 숨는 화면은 공

간과 거리의 차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허실과 명암, 밀도의 대

조에 의한 화면의 심도가 구체화되었다. <그림 11>에서 연기는 

화가에 의해 화면의 ‘허구’적인 배경으로 처리되었으며, <그림 

12>에서 화면 하단의 경물을 생략하여 화면에서 ‘허구’적인 배

경과 상단의 ‘실제’ 경치를 대조를 이루어 전체 화면을 두툼하

지만 갑갑한 느낌을 없앴다. 배경에 있어 화가는 늘 변화하는 관

점에서 수평적으로 바라보기, 또는 앙시(仰視), 부시(俯視) 등을 

통해 화면에 움직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클로즈업 장면을 

통해 배경을 골라 화면 전체를 통일하였다. 단순한 배경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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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움직임 장소에 대한 묘사도 무대느낌을 주었다. 이는 화가

가 일찍 무대미술에 종사한 것과 관련이 있다(<표 3> 참조).18) 

18) 华三川,『白毛女』，少年儿童出版社，1964. <표 3>의 이미지 10(p.38), 

11(p.46), 12(p.9)는 모두 앞의 책에서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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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임백년

(任伯年)의

인물화

천홍서우의 

<수호엽자>

시얼와 아버지 그림 9. 

황스런

화

면 

구

도

공간감

그림 10. 시얼

배

경

처

리

동세 무대감

    

그림 11. 시얼

   

그림 12. 시얼

표 8. 화면의 표현 형식 

                                                           

화싼촨은 농후한 회화적 기반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기법인 

‘십팔묘’（十八描）19)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천홍서우의 

19) 중국화 기법명, 고대 인물의 의류패턴의 다양한 묘법으로 총 18가지로 나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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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엽자>와 임백년의 선묘필치를 학습하고 터득하여 채묵 선염 

기법을 통해 그의 작품을 부각시켰다. 선묘의 굵기가 짙고 옅으

며 무게감이 있다. 역할에서는 주로 균등한 색칠과 선염을 위주

로 사용하였고, 화려하고 밝으며 우아하다. 색채의 차가움과 따

뜻함의 대조는 화면의 효과를 강화하였다. 구도에 있어 힘껏 정

서적인 표현방법으로 환경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돋보이게 하였

고 화면으로 하여금 일종 동세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단순히 기

계적인 ‘경영위치’20)가 아닌 움직임과 조용함 사이 대조는 강

한 예술적 효과를 나타냈다. 그의 작품에서 모든 기본관념도 소

재와 이미지가 다름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과장된 수법을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대범

하였다. 화싼촨의 작품은 전통 소재를 표현하든 현실생활을 반영

하든 모두 미적 감각을 선사했다. 

Ⅳ. 결론

본 논문은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 1950-1960년대의 두 작품

을 중심으로 미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연구

하였다. 역사적인 분석 방법으로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에 대해 

결론을 내린 동시에 그 시기 중국 연환화의 대표작품에 대해 집

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예술적 표현형식을 

종합하였다. 

  1950-1960년대는 중국 연환화가 고도로 발전했던 황금시기로

서 다양한 예술 형식이 완성되어 화가들이 제각기 자신만의 예술

풍격을 지니고 있었다. 작품은 흔히 생활소재를 위주로 짙은 삶

의 정취와 ‘민간’ 분위기를 환기했다. 우리는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그 발전 초기부터 ‘문화

20) 사혁(谢赫)의 육법론(六法论）에서 비롯되었으며, ‘육법’에는 그림의 기품

ㆍ품격ㆍ정취가 생생하게 약동하고, 힘찬 필 놀림, 상형문자, 종류에 따른 도

색, 경영위치, 전이만사(传移摸写)가 포함되어 있다. 



468

대혁명’시기를 거쳐 황금시기에 이르렀다가 다시 몰락하기까지 

언제나 해당 시기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화가들은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에 수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

작하였다. 본 논문은 그 시기의 대표작품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하였다.『산향거변』과『백모녀』는 작품의 창작과 소재에 있어

서 그 시기 국가문화정책에 성공적으로 부합하였다. 1950년대 초

기에는 일부 연환화의 그림 창작에서 현지 인터뷰를 강화하여 화

가가 직접 기층민의 생활에 파고들어 삶을 체험해야 한다는 입장

이 대두되었다. 이전까지 연환화가의 창작패턴은 먼저 극단과 영

화관에서 줄거리를 익힌 뒤 스케치를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로는 평소의 생활경험과 상상을 통해 소재를 수집하게 되었다. 

허유즈의『산향거변』과 화싼촨의『백모녀』는 모두 창작 초기의 

하향을 통해 농촌 생활의 체험이 반영되었으며 생활 과정에서 창

작 소재를 수집하여 성공적인 예술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따라서 1950-1960년대 이후 창작을 위한 이러한 선행 체험은 연

환화가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허유즈와 화싼촨은 서로 다른 풍격의 작품을 대표한다. 전자는 

서사를 위주로 그림기법이 스토리의 표현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

하며 후자는 그림에 대한 표현으로 무대느낌을 강조한다. 허유즈

는 ‘그림에서 연극’에 능하며 디자인,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성격과 심리활동을 나타냈으며, 인물의 ‘줄거

리’가 증가하면서 역할의 묘사도 더욱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되었다. 허유즈는 서사의 필요에 따라 라인을 변화시키고 선택하

였으며 있는 그대로의 묘사와 데코레이션 수법을 완벽하게 결합

하여 2D 방식으로도 최대한 깊이 있는 화면 효과를 만들어냈다. 

화싼촨의 작품에서 인물의 움직임, 모형과 장소에 대한 묘사는 

모두 무대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는 그가 일찍 무대미술에 종사

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근경과 클로즈업 장면이 많고 배경이 간단

하며 인물모형의 윤곽이 힘이 있다. 그가 그린 인물의 이미지는 

마치 무대에서 강한 조명을 받은 것 마냥 시각적인 효과가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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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뚜렷하다. 

중국 연환화는 그만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화가들은 전통 중국화를 학습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자

신만의 고유한 예술풍격을 형성하였다. 중국 연환화가 몰락한 현

재, 연환화라는 중국적인 예술 양식 뿐 아니라 이로부터 분화한 

중국 만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전통 문예의 기법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굴하여 발전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연환화는 오늘날의 현

실과 실재에 맞게 참신한 모습을 재창조되어 문화 산업과 시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환화는 매체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

라지는 문예 장르가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재창조의 수단으로 삼

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국적인 문예 양식이기 때문이

다. 우리가 계승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고민하는 가운데 중국 연

환화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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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rtistic Techniques of the Chinese Early Cartoons 

-Focusing on Lian Huan Hua(連環畵) <Great Changed in the 

Mountain Village(山鄕巨變)> and <White-haired Girl(白毛女)>- 

Lurenjing

Lian Huan Hua(連環畵) has occurred in the history of China 

Cartoon was initially developed as a unique literary style of 

Chinese painting and narrative combined. Also Lian Huan Hua are also 

tend to form once the fusion 1920s was also a very creative fashion 

cartoon style. This is also referred to as chain cartoon. In 

1950-1960, China 's Lian Huan Hua also mature a 'golden age' legal 

group reaches to indicate the unique formal features developed 

independently. This work is a dramatic expression of Lian Huan Hua 

narrative, shows a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techniques and art 

forms such as portraiture is a very big breakthrough was achieved 

artistic maturity of the work increased significantly. <Great 

Changed in the Mountain Village(山鄕巨變)> by He You Zhi(賀友直) and 

<White-haired Girl(白毛女)> by Hau San Chuan(華三川) is a 

masterpiece of artistry and maturity in the period leading side.

Chapter 2 looked a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hinese Lian 

Huan Hua, it was seen by the fact that China achieved new progress 

in Lian Huan Hua upset every time the combination of content and 

form, In addition, the work of 1950-1960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Lian Huan Hua confirmed the fact that they won the 

biggest achievement in artistry and maturity surface. Therefore, 

Chapter 3 how 'golden age' masterpiece of <Great Changed in the 

Mountain Village> and the dramatic narrative of expression by 

analyzing a specific angle in the multifaceted image of the 

<White-haired Girl>, realistic portraiture, such as the acquisition 

of Chinese concrete artistry Lian Huan Hua I want to show. Analysis 

of the figures depicting nature, landscape screens. consisted of 

highlights and background and techniques of utilization, production 

metho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ork is to identify two conditions of 

great Lian Huan Hua through analysis of concrete work and painting 

techniques such as framing and directing the Lian Huan H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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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achievements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na in 

the early comics . These two works are focused on a realistic view 

of life and put out was to create a more effective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it attempts to pass a new production techniques and will 

have the significance. Also completed was a new style absorbed 

throughout the aesthetic advantages are compelling own personality 

writers of Eastern and Western paintings are remarkable in that its 

performance. But the difference in the two works represent all types 

and painting techniques has a the mood of common China's lives.

Key Word : Lian Huan Hua(連環畵), Golden Age,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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