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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

는 ‘중앙유라시아’의 공간 범주는 중국 신강, 티베트, 몽골, 러시아 및 구소련 공화국, 인도 북부, 이란, 터키이며, 30년 이상 거쳐 온 이 

지역 미술사 연구의 지적 모색 과정을 크게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를 생각해보려 하였다.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학문적 연륜은 짧지만, 2015년 현재 인도서북부, 중국 신장, 돈황 등 몇몇 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발전의 뒤

에는 1990년 중앙유라시아로 현지답사가 가능해지면서 실견이 가능해진 환경도 있지만, 중앙아시아학회, 서울대 중앙유라시아연구

소와 같은 연구기관이 후학들에게 마련해 준 ‘학문의 장場’이 있었다. 두 학술단체는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관련 

연구로 학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연구자들을 배출해냈다.

2012년 이후로는 갑자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관이 주도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우후죽순처럼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를 

한반도로 연장하고, 궁극에는 ‘중앙유라시아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1980년 

이후 두 번째 열풍이 불고 있다. 물론 최근의 국제학술대회가 목표와 지향점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발표자가 자

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앙유라시아 미술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신진 연구자의 양성이다. 한

국문화와 세계 문화가 만나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개념 문화를 만들어 내려면 말이다. 위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유라

시아 미술사 연구는 자칫 오랫동안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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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최근 가장 뜨겁게 떠오른 연구 주제는 교류의 대명사

인 ‘실크로드’이다. NHK 다큐멘터리로 한창 열풍이 일었던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만이다.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하기 힘들었던 중앙유라시아의 오지를 무대로 한 이 다큐

멘터리 영상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실크로드

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실크

로드를 주제로 한 각종의 글들이 쏟아졌고, 관련 연구자들

도 늘어났으며, 필자 역시 그 열풍 속에 있었다. 그리고 지

금 그 두 번째 열풍이 불고 있다. 2012년, 경상북도가 중심

이 되어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실크로

드의 끝을 경주로 연장시킬 당위성을 확보하고, 新실크로드

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이

다. 이후 경주시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연구기관에서도 실

크로드 열풍에 동참했고,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실크로드는 일반인들에게는 낭만적인 주제일지도 모

르나 사실 그 연구는 결코 쉽지 않다. 우선 등장하는 지명

이나 인명이 너무 복잡하여 이를 익히는 데만도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술사 연구는 더욱 어려운

데, 반드시 작품을 실견해야 한다는 미술사라는 학문의 특

수성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실크로드의 유물은 전 세

계로 흩어져 있어 이 유물들을 모두 찾아보는 일은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려는 초입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어려움은 실크로드 미술사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

의 숫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만드는데, 물론 실크로드 역사

를 비롯한 언어·지리·환경 관련 학문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주는 ‘중앙유라시아’이다. 물론 

‘중앙유라시아’보다 ‘실크로드’라는 단어가 더욱 친숙하고 

훨씬 대중적지만, 이 글에서는 ‘중앙유라시아’라 칭한다.1 ‘실

크로드’라는 명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역사적 토대를 가진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갑자기 등장한 말이며, 교통로 혹은 

연결 통로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에서 사용

하는 ‘유라시아’나 ‘중앙유라시아’라는 범주도 최근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중앙유라시아는 ‘실크로드’에 비해 확대

된 중앙아시아의 개념으로, 좀 더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 성과들이 ‘실크로드’라는 이

름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는 ‘중앙유라시아’와 

‘실크로드’ 이 두 용어를 혼용하는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

혀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지칭하는 ‘유라시아’, 

‘중앙유라시아’의 공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2 ‘유라시아’

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이다. 시대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또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유라시아’는 잘 사용하지

는 않는다. 통상 아시아와 유럽의 접견지를 지칭하며, 이를 

좀 더 좁혀 말하면 ‘중앙유라시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

서 다루는 범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유라시아’이다. 이 

글에서의 중앙유라시아 공간은 물론 ‘공통의 역사와 기억

을 지닌 문화적 공간’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중국 신강, 

티베트, 몽골, 러시아 및 구소련 공화국들, 인도 서북부, 이

란, 터키에 해당한다. 과거 이곳을 ‘중앙아시아’라고 부르기

도 했지만 근래 ‘중앙아시아’라는 용어가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이 역

1   “실크로드는 그 자체로 유라시아 내 한 지역의 총체적인 정치, 경제, 문화 체계였다. 여기서는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상업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

으며, 열정적으로 상업 행위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크로드’와 ‘중앙유라시아’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두 개의 용어이다. 그 경제적

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짓자면, 실크로드는 곧 중앙유라시아의 경제를 의미한다(Beckwith, Christopher I, 2009, The Empires of Silkroad-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and Oxford, p.28).

2   퍼듀가 제시한 “유라시아” 개념, 특히 그 개념의 새로운 역사서술 단위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서는 Peter C. Perdue, 2005, China Manches West :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 Havard University Press, pp.37~3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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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3

‘중앙유라시아’는 삶의 방식으로 보면 초원의 유목민

과 오아시스 정주민이 해당되지만, 이 글은 오아시스 정주

민의 미술이 중심이 된다. 초원 유목민의 경우 ‘고고학적 

성과’ 분야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서 발견된 유리, 교구와 같이 고고학의 범주에 속하는 유

물을 주제로 한 경우 역시 포함하여 다루지 않는다. 다만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불교 유적

지가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은 함께 서술한다. 또 실크로

드, 서역, 중앙아시아,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복식사, 언어 

관련 논고는 훨씬 더 많지만, 이 글에서는 미술사의 관점에

서 서술한 연구 성과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가운

데에서도 한국에서 출간된 성과만을 다루고 있음을 밝혀

둔다. 30여 년 이상 숙성기간을 거친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 성과를 짧은 지면에 모두 소개하기도 어렵지

만, 일일이 소개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간 거쳐 온 지적 모

색 과정을 크게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생각해보려 한다. 충분히 의미 있는, 필요한 작업

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으며, 자

칫 일부 좋은 논문의 소개나 자세한 논평이 생략되거나 누

락되었을지도 모른다. 다루는 기간과 범주가 넓은데다가, 

이 글의 목적이 21세기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

문이다.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세심히 분석하고 그 의미

를 밝히는 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

리 양해를 구한다.

 Ⅱ.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여명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권영필 교수로부

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 권교수는 1977년 한

국 최초로 중앙아시아 미술을 소재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

하고, 중앙아시아 미술사 관련 번역서도 출간하였다.5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홀로 고군분투하였다. 국립중앙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벽화와 불상, 공예품들 

가운데 전시할만한 것들을 선정하는 일을 비롯하여, 1986

년 이를 하나로 묶은 도록을 출간하면서 중앙아시아 미술 

개관을 책 뒤편에 싣는 일까지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미

술을 알리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특히 도록에 실린 「중앙

아시아 미술 개설」은 이후 중앙아시아 미술을 국내에 알리

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6 그 전후로도 권교수는 한국과 

연관된 중앙아시아 미술을 찾아 꾸준히 연구하였고, 80년

대에만도 여러 편의 연구 성과를 냈다.7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관련 연구자는 크

게 늘어나지 않았다. 미술사의 기본인 현상과 작품을 실견

하는 답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오타니가 수집

한 베제클릭 석굴 벽화의 ‘제 위치 찾기’에 나선 안병찬 교

수의 성과는 빼놓을 수 없다.8 중앙아시아 미술을 주제로 

3 고마츠 히사오 외, 이평래 옮김, 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p.19.

4   이 글에서 말하는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여명기는 대략 1970년대 후반부터 실크로드 여행이 대중화된 2000년까지 20여 년 간의 기간이다. 이 

기간의 연구 성과는 2001년 권영필 교수에 의해 잘 정리되었고(권영필, 2001a, pp.9~29; 권영필, 2011, 「한국 중앙아시아 연구의 과거와 현재」 『문명의 충돌

과 미술의 화해』, 두성북스, pp.337~357), 권교수의 글은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   권영필, 1977, 「중앙아시아 벽화고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벽화와 관련하여-」 『미술자료』 20. 물론 역사학자가 낸 미술사 영역의 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김원

룡, 1976,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사절도」 『고고미술』 129·130, pp.162~167), 권교수의 글은 본격적인 중앙아시아 미술사의 최초 연구 성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6   권영필, 1986, 「중앙아시아 미술(개설)」 『중앙아시아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pp.132~153. 이 글에서 필자 자신도 밝혔듯이 ‘한국의 고분 출토품을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유품에 귀속시킨 것’을 중요한 의미로 삼을 수 있다.

7 1980년대 「위지을승화법의 근원과 확산」(1987,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을 비롯하여 수편의 연구논문이 있다.

8 안병찬, 1989, 「베제크릭 석굴 벽화의 연구 –제4호굴 서원화의 복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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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초의 석사논문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베제클릭 석굴 

벽화가 원래 석굴의 어디에 있던 것인지 그 위치를 밝혔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전의 글들이 주로 한국과 중앙아

시아 미술과의 관계성에 치중하였던 점과는 차이가 있다.

1990년대는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중

요한 전환점이다. 한국인에게 1994년 4월 1일부터 중국 여

행이 전면 개방되었지만, 이미 1990년부터 중앙아시아현지 

답사가 시작되었다. 유네스코가 주관한 “실크로드 국제학

술탐사”를 필두로 동국대학교, 조선일보에서 주관한 탐사가 

이어졌다. 1990년에 시작된 현지답사, 그리고 1991년 베를

린 인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독일 투르판 탐험대 수집

품의 국내 전시는 국내 중앙유라시아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9 이에 힘입어 몇몇 관련 연구자들이 생

겨났지만,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10 1995년 임영애

는 신강지역의 불교조각, 특히 흙으로 만든 소조상塑造像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박사학위로는 처음이

다. 신강지역 불교조각이 지닌 특수성을 밝혀내고자 한 연

구 성과로 단순한 통과지가 아니라는 점을 불교조각을 통

해 밝히려 하였다.11 임영애의 논문은 불교조각을 주제로 

하였지만, 유사한 관점은 1990년대 중앙유라시아 연구자

들이 ‘선線’이 아니라 ‘면面’으로서의 실크로드를 강조하면

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12 중앙아시아를 실크로드의 단순

한 ‘경유지’가 아니라 독자성을 지닌 하나의 ‘역사 공간’으

로 본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중앙아시아학회의 창립을 빼놓을 수 없다. 중앙아시아

학회는 1993년 연구회로 시작하여 1996년 학회로 결성되었

고,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중앙유라시아 연구단체이다. 언어, 역사, 미술사, 고고, 복식,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결성한 학술단체

로, 학술지 『중앙아시아연구』와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유라

시아의 다양한 시대와 분야의 복합학문의 연구 성과를 축

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Ⅲ.   연구시야의 확대(2000~2015년) : 

몇 가지 쟁점, 풍부한 각론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대략 2000년을 기점으

로 많이 달라졌다. 중앙유라시아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해

외여행이 훨씬 자유로워지면서 연구 시야가 확대되었기 때

문이다. 연구의 폭도 넓어지고, 다양한 시각의 글들이 쓰이

면서 연구자마다 하나의 주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이 

생겨났다. Ⅲ장에서는 2000년 이후 간행된 단행본의 경향

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밝히고, 각론으로는 어떠한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보려 한다.13 2000~2015년간의 

연구 논문의 경우 그 수량이 많아 일일이 세밀하게 분석하

기는 어렵고, 주로 2010년 이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

펴본다.

2000년 들어 중앙유라시아 관련 서적들이 쏟아졌지

9   1991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도록으로 출간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1, 『베를린 인도미술관소장 독일 투르판 탐험대 수집품 실

크로드 미술전』).

10   물론 이주형 교수나 김혜원 선생처럼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출간한 경우로 제한하여 서술한다. 

연구 논문도 마찬가지로 국내 출간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1991년 간다라불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주형 교수의 논문(Ju-hyung Rhi, 

1991, “Gandhāran Images of the ‘Śrāvastī Miracle’ : An Inconographic Reassessment”, Ph.D diss., Univ. of California)은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최초의 업적이기 때문이다.

11   임영애, 1995, 「서역 소조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듬해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수정, 가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

였다(임영애, 1996,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12   “실크로드는 결코 ‘선’이 아니라 ‘면’이다“(森安孝夫, 『シルクロ-ドと唐帝國』(東京: 講談社, 2007), p.64).

13 2000년 이전의 논고는 각주로, 2000~2015년의 연구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이들은 각각 분류하여 참고문헌 목록에 첨부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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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도록이나 개설서를 제외하면 정작 미술사 연구서는 많

지 않다(권영필 2002; 이주형 2003; 이주형 2004; 권영필 

2011; 민병훈 2015)14 15년간 출간된 것치고는 양적으로 많

이 부족하다. 하지만 위의 다섯 권의 저서는 그것만으로도 

15년 간의 기간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만큼 의미있는 저

작들이다. 이주형 교수의 두 권의 책은 간다라 및 아프가

니스탄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집필한 것이며, 나머지 책

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새롭게 엮은 것이다. 이교수의 

『간다라 미술』은 감상적이며 주관적인 서술을 피하고 간

다라 미술의 세계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 이 한권

의 책만으로도 ‘간다라 미술’의 맥락을 깊고 넓게 짚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논문을 엮은 3권의 책은 논문 모

음이지만 저자의 일관된 방법론과 논점이 뚜렷하게 반영되

어 있다(권영필 2002; 권영필 2011; 민병훈 2015). 위의 다

섯 권의 저작은 오랜 기간 동안 실크로드 혹은 간다라 미

술을 천착해온 저자의 학문적 깊이와 세심함이 곳곳에서 

잘 묻어나는 이 분야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이 외에도 간다

라 미술관련 논고들 22편을 묶어 둔 책(문명대 외 2009)이

라든지, 본격적인 연구서는 아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의 미술을 평이

하게 개관한 두 권의 책(민병훈 2005; 김혜원 2006)도 요

긴하다.

최근 실크로드의 인기를 반영하듯 2000년 이후 중

앙유라시아 관련 도록은 9권이나 출간되었다. 국립중앙박

물관에서 발간한 것이 6권(2003, 2006, 2009, 2010, 2013a, 

2013b)이며, 나머지는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와 고려대 한

국사연구소(2013, 2014)가 펴낸 것이다. 9권의 도록 가운데 

6권은 중국 신장, 나머지 3권은 서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유적지와 유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2013, 2014년에만 전체

의 반이 넘는 5권의 도록이 제작된 것만 보아도 중앙유라

시아 미술의 실감하고도 남는다. 이들 5권의 도록은 모두 

기획전시를 위한 것이 아닌 도판을 포함한 연구서의 성격

도 함께 담고 있어 단순한 유물 나열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

다. 충실한 도판과 설명, 그리고 논고는 이 분야에 관심 있

는 독자들에게 중앙유라시아 미술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큰 

틀을 제공해준다. 특히 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우즈베

키스탄의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출

간된 『우즈베키스탄, 쿠샨왕조와 불교』(국립문화재연구소 

2013)은 초기불교의 전파경로에 해당하는 우즈베키스탄 테

르메즈 일대의 불교사원과 관련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도록의 뒷부분에는 두 편

(이주형 2013b; 고정은 2013)의 관련 논고가 실려 있다.

그동안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총설적인 연구로는 권영필 교수의 네 

편의 글을 꼽을 수 있다(권영필 2001a, 2001b, 2011, 2015). 

앞의 세 편은 한국의 실크로드 연구사이며, 2015년의 글은 

그 가운데에서도 돈황 미술만 선택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중앙유라시아 미술사를 아우르는 연구사의 집필은 40년 이

상 실크로드 미술에 천착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며, 글에는 

권 교수의 연륜이 그대로 묻어난다.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중앙유

라시아 미술의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는 한국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실크로드와 신라’ 

혹은 ‘실크로드와 고대 한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둘러싸

고 연구자들이 노정하고 있는 견해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유라시아 지역 미술에 등장하는 소위 ‘조

우관鳥羽冠을 쓴 한국인’에 관해서다(사진 1, 2). 새 깃털이 

뿔처럼 양쪽으로 솟아있는 ‘조우관’을 쓴 인물’은 너무나 잘 

14   단행본 가운데 권영필(2002)의 서평은 임영애, 「『렌투스 양식의 미술』 서평」 『중앙아시아연구』 8, pp.171~173; 민병훈(2015)의 서평은 권영필, 2015, 「한국 

실크로드 미술 연구의 새로운 시작 -『실크로드와 경주』를 읽고서-」 『중앙아시아연구』 20-1, pp.131~144이 있다. 언급한 다섯 권의 단행본 이외에도 단독의 

저작은 아니지만, 간다라 관련 논고들을 모아 둔 단행본도 있다(문명대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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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사마르칸드 아프로시압 별궁 벽화에도 있고, 돈황 

막고굴에도 그려져 있다.15 바로 이들 이국땅에 그려진 조

우관 인물을 두고 엇갈린 견해가 있다. 바로 그들의 국적 

문제인데, 조우관을 쓴 인물이 고구려인인지, 신라인인지이

다(권영필 2008; 정호섭 2013; 조윤재 2013; 서길수 2015). 

고구려인인지, 신라인지가 여전히 중요한 논의의 초점이기

는 하지만, 최근 미술사 학계의 논쟁점은 그들의 국적이 어

디인가보다는 그 그림이 과연 현재적 시점을 반영하는 것

인가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조

우관 인물은 그들의 국적이 어디이든지 간에 한국의 사절

단이 그곳에 방문했던 현재적 시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

하는 것 이상으로 긴밀했다고 보는 견해이다.16 다른 하나

는 이들 조우관 인물이 벽화가 그려진 현재적 시점을 반영

하지 않으며, 하나의 모본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한다. 돈황 막고굴 제103굴, 제220굴, 제61굴, 제146굴

에 등장하는 인물 의관의 모습이 동일하다거나, 당시 한반

도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국적의 사절이 돈황 막고

굴에 파견될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

를 통해 이들 조우관 인물이 돈황 지역에 한반도 사절단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 적

절한 해석일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7

15   아프로시압 궁전벽화를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는 김원룡 교수이다(김원룡, 1976, 「아프라시압 宮殿壁畵의 使節圖」 『미술사학연구』 129·130, 

pp.162~167). 이후 문명대, 1990, 「실크로드상의 신라사절상 고찰」 『李載昌博士還曆紀念 한국사학논총』; 김리나, 1994, 「당 미술에 보이는 조우관식의 고

구려인 - 둔황벽화와 서안 출토 은함을 중심으로」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상), pp.507~513; 노태돈, 2004,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

교 출판부, pp.9~15 등의 중요한 연구 성과가 있다. 아프로시압 사절도의 노선에 관한 최근 논고로는 이재성, 2013, 「아프라시압 宮殿址 벽화의 “鳥羽冠使

節”에 관한 고찰 -고구려에서 사마르칸드(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중앙아시아연구』 18-2, pp.1~34)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권영필, 2002a, 232~239; 권영필, 2008, pp.58~59; 李新, 2013, 「敦煌石窟古代朝鲜半岛人物图像调查研究」 『敦煌和丝绸之路国际学术研讨会』(高丽大

学民族文化硏究院IDP首尔·兰州大学敦煌学硏究所 主管), pp.69~91; 조윤재, 2013, pp.121~146.

17   박근칠, 2015, 「한국의 돈황 역사학 연구」 『한국 돈황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 돈황학 학술회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돈황학센터, p.39; 

임영애, 2015, 「『유마경』의 유마거사상과 문수보살상 : 不二인 세속과 탈속」 『미술사학연구』, p.10의 각주 15; 돈황 막고굴의 유마경변에 등장하는 세속인 

청중의 도상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김혜원 선생의 글에 잘 기술되어 있다(김혜원, 2006a, pp.350~365).

사진 1.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한국인 사절도 
 (문화재디지털복원전문가 박진호의 복원도)

사진 2.    돈황 제335굴 북벽 유마경변상도, 初唐 
 (『돈황막고굴』 3, 1981, 圖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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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제38대 원성왕元聖王(785~799)의 능역에 조성

된 이국적인 얼굴의 석인상에 관한 것이다(사진 3). 원성왕

릉 무인상은 튀어나올 것처럼 커다란 눈, 큰 코와 불거진 

광대뼈, 덥수룩한 수염, 주먹을 불끈 쥐어 가슴에 대고 있

는 오른손, 긴 방망이를 쥐고 있는 왼손의 표현에서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미술에서 유례가 없

었던 왕릉 앞의 이 이국적인 모습의 무인상을 두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이토록 사실적인 모습

으로 재현되려면 서역인이 이 땅에 왔고, 그들을 직접 보

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18 좀 더 구체적

으로는 중앙아시아 종족의 성향을 둘로 나누어, 그 가운데

에 무인 성향을 가진 종족을 이란인으로, 문인 성향을 가

진 종족을 위그루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성왕릉 석인

상 가운데 앞서 언급한 손에 방망이를 쥔 무인상은 이란인

으로, 그 뒤에 칼을 쥐고 서있는 석인상을 위구르인으로 판

단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라 왕릉을 지키는 석인상이 굳

이 서역인, 즉 실크로드인의 재현이어야 할 당위성이 없다

고 보고, 오히려 이 석인상을 금강역사상과 같은 불교미술

의 신장상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본 견해이다.19 원성왕의 

능이 위치한 자리가 원래 사찰이었으며, 유체의 화장을 희

망할 만큼 불심이 돈독했기 때문이다.20 만약 원성왕릉 무

인상이 ‘서역인’을 재현한 것이라면, 신라에 산재해 있는 불

교의 금강역사상이나 사천왕상도 모두 ‘서역인’을 모델로 그

들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되묻는

다. 한편 서역과 고대 한반도의 교섭을 신라에만 집중할 것

이 아니라 백제와의 교섭도 중요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

도 있어 흥미롭다.21

21세기 들어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시야는 크

게 확대되었다. 물리적인 범주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소재

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 시기에 어림잡아 80여 편을 헤아리

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15년간 출간된 숫자라는 점을 생각

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이는 필자가 순수하게 미

술사 범주 안에 둘 수 있는 논문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좀 더 유연하게 계산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나 100여 편 

가량 된다. 80여 편의 관련 논문 가운데 대략 30여 편만이 

2000~2010년에, 나머지 50편에 달하는 논문은 모두 2010

18   권영필, 1992, 「경주 괘릉 인물석상재고 - 이란계 무인·위구르계 문인석상」 『미술자료』 30(권영필, 1997, 『실크로드 미술 :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pp.164~180 재수록).

19   임영애, 2002, pp.45~67; 임영애, 2013b, pp.1~34.

20   임영애, 2012, 「신라하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왕릉 조영과 왕릉 조각의 시기 불일치 문제-」 『불교미술사학』 14, pp.10~12.

21   권오영, 2012, pp.205~224.

사진 3.  원성왕릉 석인상 (사진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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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에 쓰였다. 산출된 수치만으로도 2010년 이후의 유

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 이 시기 

논고들은 중앙유라시아 미술의 본질 연구로 접어들었다는 

점이 크게 고무적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돈황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특기할만하다.22

중앙유라시아를 크게 세 범주, 즉 첫째, 인도 서북부

와 러시아·구소련 공화국, 몽골, 둘째, 중국 신강, 셋째 돈황

과 그 인근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 지역 미술사 연

구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간다라 미술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간다라뿐만 아니라 아프가

니스탄의 금속공예(주경미 2012, 2014)나 유리용기(이송란 

2014), 쿠샨시대의 물질문화(이주형 2013b)와 우즈베키스탄

과 인도 불교유적의 비교검토(고정은 2013b), 그리고 7세기 

몽골 벽화(박아림 2014)까지 지역이 넓어지고, 분야도 다양

해졌다. 인도에서 시작된 범천 도상이 서역과 중국을 지나

면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를 살펴본 연구(김정희 2011)

도 있었다.

중국 신강지역 미술사 연구는 호탄과 쿠차의 미술보

다는 역시 물질과 문헌 자료가 풍부한 투르판 지역이 더 많

이 조명되었다. 물론 신진 연구자에 의한 호탄 단단 윌릭 회

화에 관한 연구(강수현 2011)가 있었고, 쿠차 키질 벽화의 

금강역사상(임영애 2006b)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투르판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투르판 복희여와도(승재희 2003), 베

제클릭 제38굴의 마니교벽화(김남윤 2005)를 비롯하여, 베

를린 아시안 아트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투르판 출토 불화

의 소의경전이 『佛說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이라고 본 논

고라든지(조성금 2010), 위구르 불교 사원지인 北庭 傳 西

大寺 벽화(조성금 2011)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최근 위구

르시기의 베제클릭 석굴의 벽화를 중심으로 다룬 세 편의 

연구 성과(조성금 2012; 김혜원 2013a, 2013b)는 이전과 달

리 개별 주제로 접근하여 베제클릭 서원화의 성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진 분야는 돈황과 그 인근 지역

의 미술사였다. 2002년부터 김혜원 선생에 의해 꾸준히 연

구되어 왔는데, 돈황 막고굴 제220굴 서방정토변의 분석을 

통해 ‘당대 기록에 보이는 그림의 명칭에서는 정토 경전 가

운데 특정 경전과의 연관 속에서 이러한 그림을 인식했다

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제220굴의 서방정토

변이 하나의 경전에 의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적

절하다(김혜원 2010). 이후 2010년부터 돈황 및 그 인근 지

역 미술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 성과가 부쩍 많아졌는데, 

이는 2013년 ‘돈황석굴의 불교미술과 한국 고대 불교미술

과의 교류 연구’란 주제로 6편의 돈황석굴 관련 연구가 진

행되었기 때문이다. 5편의 발표 가운데 5편이 학술지에 게

재되었다(김현정 2014; 문명대 2014; 유경희 2014; 유근자 

2014; 주수완 2014). 양주 번화현番禾縣 서상瑞像의 형성과 

복제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도상 판명의 문제를 재검토

한 연구라든지(김혜원 2011), 돈황막고굴 유마힐경변維摩詰

經變 도상의 시기적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

리고 치밀하게 고찰한 박근칠 교수의 글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박근칠 2013).

끝으로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특수 학문분야

인 만큼 신진 연구자의 등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시기 모두 5편의 석·박사학위 청구 논문이 있었다. 천

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를 주제로 한 조성금의 박사학위 

논문은 “9세기 중엽부터 13세기까지 왕국을 건설하고 불교

미술을 발전시킨 투르판의 위그루 왕국의 불교회화에 대한 

미술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조성금 

2013). 석사학위 논문은 네 편 나왔다(강민정 2000; 김남윤 

2004; 강수현 2011; 권영우 2014). 이 가운데 강수현의 논

문은 옛 호탄국에 위치한 단단 - 윌릭 유적의 회화를 문화

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했다(강수현 2011). 대승불

교의 도상 외에도 인도의 밀교 도상, 소그드의 신 도상 등 

다채로운 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단단 - 윌릭의 

22   2009년~2012년 중앙유라시아 연구에 관해서는 임영애, 2013a, pp.397~418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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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영우의 논문은 돈황 막

고굴 제285굴의 본래 지닌 조영 의도와 기능을 살펴보려한 

연구이다(권영우 2014). 이 제285굴이 선정 수행 외에도 수

계와 참회라는 공적인 의례를 거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

소로 파악하고, 이를 ‘다목적 선굴’로 파악하였다. 여러 가

지 연구의 어려움으로 중앙아시아 미술사 연구자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신진 연구자의 등장은 매우 고무적이

지만, 이들 가운데 몇몇을 제외하고는 현재 학계에서 활발

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

한편,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중앙유라시아의 유적지

와 벽화의 디지털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박진호 선생도 

있다. 그는 파괴된 바미얀 대불을 6개월 걸려 디지털 작업

을 하였고(2007년), 2014년 서용 교수와 함께 역시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아프로시압 벽화를 3D 디지털로 복원하

였다. 결과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2D벽화를 전시하고, 사

마르칸드 아프로시압 박물관 현지에 3D디지털복원 작업 

결과물을 설치하여 그 성과를 알렸다(사진 1).23

Ⅳ.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국제화 : 뜨거운 관심에의 이면異面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실크로드 열풍을 일어난 때

는 2012년부터이다. 물론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한 2008년 “실크로드와 신라문화” 국제학술대회가 그

에 앞서 실크로드와 신라와의 관계를 조명하기는 하였지

만, 본격적인 시작은 2012년이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실크

로드를 통한 신라와 세계의 만남(2012. 12. 8~9)’이라는 주

제의 제1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가 그것이다. 이후 

한 해 적게는 3회, 많게는 6회의 실크로드 관련 국제학술

대회가 열렸다. 6회나 개최된 것은 2014년의 일이다.24 2012

년부터 개최된 국제학술대회가 무려 16회이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의 총 8회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25

2011년까지 중앙유라시아 관련 학술대회는 중앙아시

아학회 혹은 서울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연구소가 중심이 되

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의 경우 1996년 처음 학회가 결성된 이후 2005년부터 거

르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실크로드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2005)”, “세계의 

돈황학 -석굴보존과 해외컬렉션의 현황-(2007)”, “아프가니

스탄 : 문명사적 의의와 전망(2009)”, “Silk Road, Turks and 

Religion(2011)”, “동서 문화교류에서 이란의 영향(2013)”과 

같이 중앙유라시아 역사와 미술사의 본질 연구에 집중하

고 있다. 

2007년 8월에 김호동 교수가 발족한 서울대학교 중앙

유라시아연구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사 속의 중앙유라

시아(2008)”, “실크로드의 교역과 상인(2009)”, “유라시아 역

사상 민족 이동, 정복, 문명의 만남(2010)”의 주제로 국제학

술대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중앙유라시아 연구소는 일찍이 동서 문명이 만난 “길”이자 

문명 형성과 교류의 “장” 그리고 세계사 전개의 한 “축”으로

서의 역할을 해온 중앙유라시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과 시각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한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2011년 국제둔황

프로젝트(IDP)와 연구기관 협력파트너로 IDP 서울센터를 

발족하였고, 이어 2014년에는 돈황학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이를 기념하는 ‘돈황의 불교 미술과 문헌’ 학술대회를 열었

다. 같은 고려대의 한국사연구소 또한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연구소는 사진이 풍부하게 실린 

23   2015,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3D디지털 복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책임연구자 서용), pp.1~115.

24   2014년의 6회는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만 계산한 것이며, 작은 집담회까지 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

25   2015년 올해 하반기에도 경주대학교 실크로드연구원의 ‘실크로드의 고대 도시’,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황금의 나라, 신라’ 등 몇 차례의 국제학술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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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의 책(2013, 2014)을 출간하였으며,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중요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고려대 민

족문화연구원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공동 번역하는 

『돈황학대사전』이 출간 예정인데, 이 사전의 번역은 한국의 

돈황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다.26

위의 학술 단체들이 중앙유라시아 그 자체를 대상으

로 하여 역사 및 미술사 연구에 치중했다면, 최근 경상북도

가 주관 혹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한국과의 관계에 

주력한다.27 설령 대주제로 ‘신라’ 혹은 ‘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묻는다.28 대회의 목표는 지금까지 중국 

서안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기존 통념을 타파하

고, 실크로드를 한반도 경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실크로드 육로의 오아시스로와 초원로, 그리고 해로가 

중국 서안이 아니라 7~8세기 통일기 신라까지 연결되었다

는 주장이다. 2015년 현재 경상북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슬로건 아래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9일간 ‘실크로드 경주 2015’ 대축전을 벌일 예정

이다. 잘 알려진 대로 행사의 방향은 “실크로드 국가 간의 

문화접변과 문화유산의 성과를 전시하고, 단절과 고립, 긴

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번영을 이끌어내어 창조적 

대륙으로서 희망과 행복 제고”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국제학술대회는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와 미술사 연

구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적어도 일반 대중들에게 실크로드, 중앙유라시아 미

술사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지 알리고, 그에 대

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나아가 한반도가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만큼 알렸다. 그러고 보면 유라시아에 한반도의 위상

을 확립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한다는 기획의도는 어느 정

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계 일각에서 내는 우

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29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 반

이라는 기간 동안 총 16회 이상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양

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였지만, 질적 수준도 함께 성장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칫 일회성으로 끝나버

리거나, 단지 경주의 위상을 확인시키는데 그치고 마는 것

은 아닌가 하는 단순한 걱정에서부터 원론적인 의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인식을 넓히기는 하였지만 그것

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실크로드가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연장된다는 것이 과연 당시, 그리고 지금의 한반

도 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되짚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출발점과 종착역

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확고하게 ‘길’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인지, 아울러 실크로드를 경주로 연장한다고 해서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의 당위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과 해답은 결국 앞으로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Ⅵ.   맺음말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학문적 연륜은 

짧지만, 2015년 현재 인도서북부, 중국 신장, 돈황 등 몇몇 

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발전의 뒤에는 1990년 

중앙유라시아로 현지답사가 가능해지면서 실견이 가능해

진 환경도 있지만, 권영필 교수를 주축으로 한 중앙아시아

26   『敦煌學大辭典』은 중국돈황투르판학회, 돈황연구원, 上海辭書出版社版社이 13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집필을 거쳐 1999년 출판한 돈황학 관련 가장 신뢰할 

만한 사전이다.

27   물론 중요한 주관기관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는 ‘한국사’ 연구소인 만큼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연구에 주력한다.

28   보다 구제적인 주제는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제시해 둔 2000~2015년간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정재훈, 「초원 실크로드 유목민들의 역할과 실크로드에 대한 새로운 전망」 『실크로드 문화창조 융합전략 포럼 발표 요지문』(2015.8.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최,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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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라든지, 서울대 중앙유라시아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

이 후학들에게 마련해 준 ‘학문의 장場’이 있었다. 1~2년에 

한 번씩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외 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류할 수 있었다. 두 학술단체는 비록 느리지만 꾸준

히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관련 연구로 학자들의 관심을 유

도하고 연구자들을 배출해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는 갑

자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관이 주도하는 국제학술대회

가 우후죽순처럼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를 한반도

로 연장하고, 궁극에는 ‘중앙유라시아의 이니셔티브’를 확보

하려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1980년 이

후 두 번째 열풍이 불고 있다. 물론 최근의 국제학술대회가 

목표와 지향점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거

나 발표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

기는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발전 가

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 철학, 불교학, 복식사 

등 타 분야 연구자들이 미술사 관련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

면서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해주기도 하고, 정치,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현재적 시점에서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앙유라시아 미술사를 체계적

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신진 연구자의 양성이다. 한국 문

화와 세계 문화가 만나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개념 문

화를 만들어 내려면 말이다. 위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면 한국 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자칫 오랫동안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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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both the outcome and future task of the art history research on Central 

Eurasia, better known under the name of “Silk Road”. The term Central Eurasia encompasses Xinjiang Uygur, 

Tibet, Mongolia, former Soviet Republics, the northwest region of India, Iran and Turkey. The article analyzes 

the 30-year history of the region's art history research and further presents a desirable direction that the study 

should move towards. Though short in its research period, the ROK's art history study on Central Eurasia has 

shown eye-catching achievement in several areas such as the northwest region of India and the Xinjiang Uygur, 

Dunhwang of China. Two factors allowed for this accomplishment. First was the actual improvement of the 

work environment, where the scholars were finally able to travel to Central Eurasia and explore the historic 

sites for themselves since 1990. More important was the ‘arena of study’ for the next-generation scholars made 

possible by institutions lik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entral Asian Studies and the Center for Central Eurasian 

Studies. Slowly but consistently, the two academic societies induced scholars' attention towards the field and 

fostered new experts.

Circumstances changed, marking 2012 as the starting point. International academic forums held by the 

government branches surged in number. The intention behind it was to link the ROK with the Silk Road and 

ultimately to obtain the “Eurasia initiative”. As of now, the public has shown heightened interest in the issue. 

The academia is subsequently riding on this second “wave of interest” following the first wave in the 1980s. 

However, increased popularity comes with some negative consequences, and this art history research on 

Central Eurasia is no exception. There are criticisms regarding the objectivity of recent academic forums. Some 

argue that the aim of the forums are sternly set most of the times, prohibiting the presenters to voice their own 

perspectives. Still, this heated attention will definitely play its role as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development. 

The academia should commit to fostering rising researchers who will systemically and professionally study the 

field. This is imperative in order for the Korean culture to successfully communicate with the world and take 

itself to a new level. Without completing this task, the ROK's art history research on Central Eurasia is likely to 

remain i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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