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잔타 석굴 재료 : 현무암

▣ 탈전통

▣ 저작권 개념 :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
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란 창작자에
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아잔타 석굴, 현무암, BC 2세기- AD 7세기
아잔타 19굴, 나가라자와 그의 왕후, 현무
암, 500-550년경

전통 수묵화(문인화) 현대에 수묵화의 탈전통
예시 : 묵림회 (민경갑/안동숙), 백양회(이응로)

영향 전통화법, 신사, 형사 화론 등 앵포르멜(뒤뷔페, 포트리에), 추상표현주의

형태
사실적 표현, 변형적 표현(단순화, 
과장, 생략)

비정형

구도 직립식 구도, 대각선 구도 등 전면회화(All over painting)로서의 구도

기법 필묵법, 준법, 점법, 묘법
오토마티즘, 뿌리기 기법
콜라주, 태피스트리

재료 물과 먹 수묵재질에 현대적 안료(유채)

주제
산수, 인물, 화훼, 사군자 등 다양
한 화목

무제, 환상Ⅰ, 생잔 등



▣ 문자도

화가를 알 수 있는 작품이자 궁중화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백수백복도는 임진왜란때 조
선에 전래었고, 삽입형(큰 수자 안에 작은 수자 
100개를 넣는법)과 나열형이 있다. 나열은 조선 
후기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형식이다. 이 
그림은 장수를 염원하는 수(壽)자 100여자, 행복
을 소망하는 복(福)자 100여자를 전서체로 표현
한 것으로 의미는 많은 복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형록, <백수백복도> 중 수(壽) 부분, 
19세기

 

효제충신예의염치
효(孝) : 잉어, 부채, 오현금으로 구성되어 왕상이란 효자의 이야기는 잉어, 맹종의 이야기

는 죽순, 황향의 이야기는 부채, 순임금의 이야기는 오현금으로 대체되어 효를 
상징.

제(悌) : 아가위꽃(산앵두꽃)과 할미새로 구성되며,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는 고전의 시가
『시경』 「상체」편이다. 상체는 아가위꽃으로 형제간 우애를 상징.

충(忠) : 굴원, 어변성룔의 잉어, 대합과 새우, 대나무로 어변성룡의 고사를 문자 전체의 
골격으로 삼는 것으로 출세하여 신하가 된다는 의미로 대하(새우)와 조개의 대합
으로 구성되어 화합을 뜻하여, 심(心)자의 3획인 잉어의 입에서 용이 튀어나와 세
로획을 감싸는 것으로, 임금과 신하의 화합을 염원.

신(信) : 파랑새와 흰 기러기가 편지를 입에 물고 있는데, 이 새들이 물고 있는 편지는 언
약과 믿음을 상징.

예(禮) : 낙서(洛書)를 등에 진 거북이, 행단의 살구꽃으로 구성되어 책을 등에 진 거북이 
예의 상징물로 표현.

의(義) : 물수리, 나비, 도원결의의 복숭아로 구성되어,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의롭
게 살기를 맹세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장소인 도원을 상징하며, 두 마리의 새는 
의로움을 상징.

염(廉) : 허유와 소부, 엄자릉, 장한, 귀거래사의 국화․소나무․수양버들, 육적의 돌을 실은 
배, 게, 봉황으로 구성되어 청렴과 절제를 상징하는 봉황과 세상에 나설 때와 물
러날 때를 알아 처신하는 현명함을 암시하는 게가 그려짐.

치(恥) : 수양산의 매화와 달, 백세청풍이제지비의 청절비로 구성되어 백이와 숙제가 주나
라의 폭정을 피해 수양산에서 절개를 지키며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고사와 관
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