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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청

(丹 靑)

文化財委員會 第二分科委員  芮 庸 海

1

붉고 푸른 빛깔을 주로 한 몇 가지 색을 써서 무늬와 그림을 그린 것을 단청(丹靑)이라고 

한다.

단청(丹靑)은 목조건축물(木造建築物)에 입혀서 장엄(莊嚴)하는 경우와 조상(造像), 공예품

(工藝品) 등에 설채(設彩)하는 경우 및 석조건축(石造建築)과 고분(古墳)에 시채(施彩)하는 경

우에 쓰인 서(書), 회(繪), 화(畵)를 총칭(總稱)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또 흰바탕에 색(色)을 올리거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말하는 낱말이기도 하고 시채(施彩)

된 상태를 통털어서 말하는 넓은 뜻으로도 쓰인다.

단청(丹靑)은 주로 청(靑), 백(白), 주(朱), 흑(黑), 황(黃)의 다섯가지의 색(色)을 서로 얼러

서 화형(畵形)을 이루어 나가며 물감은 광물성(鑛物性)의 암채(岩彩)를 쓴다.

그러나 오랜 세월(歲月)에 걸쳐서 목조건물(木造建物)에 가장 많이 쓰여 왔으므로 단청(丹

靑)은 실재에 있어서나 일반의 인식에 있어서나 목조건물(木造建物)과의 상관(相關)에 치우치

게 되고 따라서 명칭(名稱)도 여러 가지다.

즉 단확(丹臒), 단벽(丹碧), 단녹(丹綠), 진채(眞彩), 당채(唐彩), 오채(五彩), 화채(畵彩), 단

칠(丹漆) 등이 단청(丹靑)의 또 다른 이름들이다.

단청(丹靑)일을 하는 사람들은 화사(畵師), 화원(畵員), 화공(畵工), 가칠장(假漆匠), 도채장

(塗彩匠)이라 부르며 승려(僧侶)로서 단청(丹靑)을 하면 금어(金魚), 화상(畵像)이라 불 다.

금어(金魚)나 화상(畵像)들은 불사(佛事)아닌 속사(俗事)에도 관여하는 수가 있었고 속인(俗

人)인 화사(畵師)나 화원(畵員)들이 불사(佛事)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우리 나라에서 문헌(文獻)에 보이는 단청(丹靑)관계와 기록(記錄)으로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

(三國史記) 솔거조(率居條)에서이다.

솔거(率居)를 착화자(着畵者)로 일컬었으며 그가 그린 황룡사벽(皇龍寺壁)의 소나무 그림을 

「화로송(畵老松)」이라고 하 다. 

마치 살아서 정정한 것같은 솔거(率居)의 벽화(壁畵)소나무 가지에 새들이 날아들고 하 다

는 것인데 「세구암색(歲久暗色) 사승이단청보지(寺僧以丹靑補之)」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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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화(畵)는 단청(丹靑)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솔

거(率居)를 착화자(着畵者)로 한 것이나 또 그의 노송(老松) 그림에 화자(畵字)를 놓은 것 등

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웃 중국(中國)의 보기를 살피더라도 그 나라의 으뜸가는 화가(畵家)로 꼽는 고개지(顧愷

之)도 와관사(瓦官寺)의 유마상(維摩像)을 그렸고 현무선사(玄武禪師)의 거실벽(居室壁)에 

주도(瀛州圖)의 벽화(壁畵)를 그려 두자미(杜子美)로 하여금

「何年顧虎頭 滿壁畵瀛州」라고 읊게 하 다.

단청(丹靑)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벽화(壁畵)를 그리던 사람을 화공(畵工)이라 불 다. 백제

인(百濟人) 백가(白加)가 사문사공(沙門寺工)들과 도왜(渡倭)하여 불사(佛事)의 회사(繪事)를 

전했다는 기록(記錄)에도 백가(白加)를 화공(畵工)이라 했고, 백제(百濟)때 도왜(渡倭)한 인사

나아(因斯羅我)도 화공(畵工)의 자격이었다.

이들 화공(畵工)이 단청(丹靑)의 일부라고 할 벽화(壁畵)를 그린 것이라면 벽화(壁畵)는 화

공(畵工)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벽화(壁畵)는 목조건물(木造建物)에서 뿐만 아니라 고분(古墳)

에서도 동굴(洞窟)에서도 그려졌다. 회화(繪畵)는 벽화(壁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듯하다.

고구려인(高句麗人) 담징(曇徵)이 일본(日本)으로 건너가 법륭사(法隆寺) 금당(金堂)의 벽화

(壁畵)를 그렸던 것으로 전(傳)한다.

담징(曇徵)이 백가(白加)와 같은 화공(畵工)이고 그의 벽화(壁畵)가 단청(丹靑)의 범주에 속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고구려(高句麗)의 고분벽화(古墳壁畵)들도 단청(丹靑)의 한 유형(類型)

이라 하여도 좋을 듯하다. 벽면(壁面)의 구성(構成)은 조 (造營)의 구성(構成)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벽면(壁面)도 조 물(造營物)이고 벽화(壁畵)는 거기에 덧해서 채화(彩畵)를 하는 것

이니 단청(丹靑)으로 보자는 것이다.

3

단청(丹靑)은 오채(五彩)를 기본(基本)으로 배색(配色)된다. 오채(五彩)란 다섯가지의 색채

(色彩)를 뜻한다.

고공기(考工記)에 따르면 오채(五彩)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金色白 金克木

木色靑 靑白間色碧

木克土 土色黃

靑黃間色綠

土克水 水色黑 

黃黑間色騮

水克火 火色赤

靑黑間色紫

火克金 赤白間色紅.

위의 고공기(考工記)에 대하여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부연한 것

이 보이고 있다.

이는 오행(五行)에 따른 색상(色相)과 중간색(中間色)의 생성(生成)을 해석한 것이다.

즉 오행(五行)에는 오색(五色)이 따르고 방위(方位)와 절계(節季)가 따른다. 그것은 색(色)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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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行(오 행) 節 季(계 절) 方 位(방 위) 色 相(색 상)

水 春 東 靑(청)

火 夏 南 赤(적)

木 土用(토용) 中央(중앙) 黃(황)

金 秋 西 白(백)

土 冬 北 黑(흑)

방위(方位)와 절계(節季)를 오행(五行)에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앙(中央)과 사방(四方)을 기본(基本)으로 삼아서 오방(五方)이 설정(設定)되고 거기에서 

팔방(八方)과 십육방(十六方)이 생성(生成)한다고 생각한다. 색상(色相) 또한 방위(方位)에 따

라 오색(五色)을 배정(配定)하고 오행(五行)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하여 중간색(中間色)이 

나오며, 중간색(中間色)에서 무한(無限)한 색조(色調)가 생성(生成)하는 것이라 보았다.

오행(五行)에 상응(相應)하는 오색(五色)은 고공기(考工記)에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이며 황(黃)을 예외(例外)로 하여 모두가 원색(原色)에 속한다. 원색(原色)으로는 서로를 

얼르면 무수(無數)한 중간색(中間色)을 얻을 수가 있다.

이와같이 오행(五行)은 방위(方位)와 색감(色感)과 깊이 연관(聯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근

세(近世)의 석학(碩學) 정다산(丁茶山)도 그의 저서(著書)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잡찬집

(雜纂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五色者 物采之辯也, 東方曰靑, 南方曰赤, 西方曰白, 北方曰墨, 中央曰黃, 正之謂五色也.

이러한 오행(五行)에 따른 색상(色相)과 방위(方位)와 절계(節季)를 표로 간추려 보면 다음

과 같다.

그러나 이밖에도 단청(丹靑)은 사신사상(四神思想)과도 상관(相關)한다. 동청(東靑)은 용(龍)

으로, 남적(南赤)은 작(雀)으로, 서백(西白)은 호(虎)로, 북현(北玄)은 무(武)로 형상화(形象化)

되는 것이다.

4

단청(丹靑)이 오행사상(五行思想)과 색상(色相)과 방위(方位)와 절계(節季) 및 사신도(四神

圖)와 관련(關聯)지어 지는 것으로 볼 때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 보는 사신도

(四神圖)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단청(丹靑)의 유례(遺例)라 생각된다.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

를 배치한 고구려(高句麗) 고분(古墳)의 벽화(壁畵)는 고분구조(古墳構造)가 갖는 국제적(國

際的)인 성격으로 미루어 동양삼국(東洋三國)은 말할것도 없고, 원근인접(遠近隣接)의 지역(地

域)과도 연관(聯關)되는 기법(技法)이라 생각된다.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가운데서 특히 두드러지는 유사점(類似點)을 찾자면 귀접이천정(天

井)을 들 수 있다.

방형평면(方形平面)에 세운 사벽(四壁)에 천장(天井)을 석조(石造)로 짜들어 가고자 하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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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石材)가 지니는 제약(制約)으로 하여 부득이 세모꼴의 귓돌을 올려 놓으면서 천장(天井)의 

중공(中空)을 체감(遞減)하여 가는 기법(技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목조가구(木造架構)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귀틀집 통나무 중첩식가구(重疊式架構)에서는 그 지붕을 모집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 귀접

이의 기법(技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귀접이천정(天井) 흑해(黑海) 연안(沿岸)의 서아세아지역(西亞細亞地域)으로부터 「파 」고

원(高原)과 토번(吐番), 고구려(高句麗)에 이르는 넓은 분포(分布)를 보이고 있다. 국제성(國際

性)을 띄기는 고분(古墳)의 벽화(壁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실크․로드」에 연(沿)한 서역지방(西域地方)의 「귀쟐」 동굴(洞窟)의 벽화(壁畵) 가운데 

한 화공(畵工)이 벽화(壁畵)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페르샤」계(系)로 보이는 이 화공(畵工)의 바른 손에는 자루가 긴 붓을 들었고 왼손에다 

조그마한 그릇을 들었다. 뒷발꿈치를 들고 바르게 서서 그림으 그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

에서 서방(西方)의 기법(技法) 「실크․로드」를 거쳐서 돈황(敦煌)이나 중국(中國)에 소개되

고, 요철면(凹凸面)의 색채법(色彩法)이 중국고유(中國固有)의 선묘법(線描法)에 향을 미치

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아마도 인도(印度),「페루샤」계통(系統)의 여러 요소(要素)가 중국화법(中國畵法)에 습합

(褶合)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그것이 벽화(壁畵)에도 향되어서 고구려(高句麗)

에까지 흘러들어 고구려(高句麗) 벽화고분(壁畵古墳)에 머물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래(傳來)의 기법(技法)에다 외래(外來)의 요인(要因)들을 받아 들여서 재창조(再創造)했을 

솜씨로 토산(土産)되지 못하는 안료(顔料)를 멀리 수입(輸入)하여 고구려(高句麗)의 벽화(壁

畵)는 그려졌을 것이다.

벽화(壁畵)에는 사신도(四神圖) 이외(以外)에 묘(墓)의 주인공(主人公)이 생전(生前)에 누렸

던 화(榮華)의 자취가 그려지기도 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 등 천문(天文)과 신선사상(神仙

思想)이나 불교신앙(佛敎信仰)의 향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건물(建物)를 그린 부분에서는 벽면(壁面)과 출목(出目)을 둔 귀접이 천

장(天井)에 기동, 공포, 창방 등을 그리고, 공포벽에는 비천상(飛天像), 기수(奇獸) 등을 묘사

(描寫)했고, 출목(出目)에 시문(施文)이 되었으며 귀접이 천장(天井) 중공(中空)의 개석(蓋石)

바탕에는 만개(滿開)한 연화문(蓮華文)을 그렸다.

또 기둥에는 용문(龍門)을 채화(彩畵)하여 여러 고건축(古建築)에서 보는 단청(丹靑)의 유례

(遺例)들과 엇비슷하여서 고구려(高句麗) 시대(時代)에 이미 목조건축물(木造建築物)에 단청

(丹靑)되었다는 사실(史實)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색조(色調)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단청(丹

靑)과 상사(相似)하여 단청(丹靑)의 조형(祖型)을 벽면(壁面)에서 찾을 수가 있다.

고문헌(古文獻)에서도 고구려(高句麗) 선인(先人)들이 「호치궁실(好治宮室)」했다고 보이

고, 벽화(壁畵)의 유례(遺例)에서도 단청(丹靑)의 자취를 볼 수 있는 이상, 고구려시대(高句麗

時代)에 이미 건축물(建築物)을 장엄(莊嚴)하는 방법(方法)에 단청(丹靑)이 있었고 그것이 단

청(丹靑)의 시원(始源)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토산(土産)되지 않는 안료(顔料)는 중국(中國)이나 서역(西域) 또는 멀리 「페루샤」 지방

(地方)에서 들여왔어야 했을 것이므로 삼국(三國) 가운데에서 지리적(地理的)인 조건(條件)으

로 하여 이들과 가장 교역(交易)이 빈번했을 고구려(高句麗)가 먼저 단청(丹靑)을 하게 되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妥當)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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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高句麗)가 받아들인 단청(丹靑)은 여늬 문화(文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제(百濟)

와 신라(新羅)에로 전파(傳播)되었을 것이다.

5

고구려(高句麗)에서 발달한 기법(技法)은 백제(百濟)에서도 개화(開花)하 다.

뛰어난 화공(畵工)들이 뒤를 이어 배출(輩出)하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日本)으로 건너

가 그나라 회화(繪畵)의 조종(祖宗)이 되기도 하 고, 사공(寺工)과 더불어 사사건축물(寺社建

築物)의 장엄(莊嚴)을 맡았을 것이다.

백제(百濟)의 화공(畵工) 가운데 백가(白加), 인사나의(因斯羅義)와 성덕태자상(聖德太子像)

을 그렸다는 아좌태자(阿佐太子)는 사서(史書)에 이름을 남겼다.

백제(百濟)는 성왕 19년(聖王十九年)(541年)에 양(梁)으로부터 건너온 모시박사(毛詩博士) 

일행(一行)과 같이 온 화사(畵師) 등에 의하여 전통화법(傳統畵法)에 새로운 외래수법(外來手

法)이 도입(導入)되어 화업(畵業)은 창조적(創造的)인 발달(發達)을 이룩하게 되어 이능화씨

(李能和氏)의 소설(所說)처럼

工術發達 至奪天造 疑其淵源 出於百濟

로 공술(工術)과 아울러 회화(繪畵)의 발전(發展)도 세인(世人)이 당목(瞠目)할 경지에 이르

던 것이다.

오늘날 유품(遺品)으로 전래(傳來)되어 오는 산경문전(山景文塼) 연화(蓮華), 반룡(蟠龍), 와

운문전(渦雲文塼) 등의 빼어난 도안(圖案)도 화공(畵工)들의 기법(技法)을 짐작케 하는 것으로

서 주목(注目)할만하다.

그러나 백제단청(百濟丹靑)의 유례(遺例)로는 호분(胡紛)을 바르고 벽화(壁畵)를 그린 것을 

부소산(扶蘇山) 사지(寺趾)에서 발견(發見)된 것이 있었다. 워낙 작은 쪽이어서 화제(畵題)는 

알 수 없으나 청(靑), 적(赤), 백(白), 흑(黑) 등의 색채(色彩)로 그려졌던 조형(鳥形)이 확인되

었다.

6

신라(新羅)에 있어서도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에서 고도(高度)의 세련(洗鍊)과 발달

(發達)을 보 듯 단청(丹靑)은 크게 성행(盛行)하 다.

사사전각(寺社殿閣)이 아닌 사제(私第)에서조차 오채(五彩)로 치장을 하려는 경향(傾向)을 

보이게 되 이를 누르고자 옥사조(屋舍條)에 금제(禁制)로서 단청(丹靑)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인다.

단청(丹靑)의 성행(盛行)은 양택(陽宅)에서 뿐만 아니라 음택(陰宅)에게까지 미쳐서 신무왕

릉(神武王陵)으로 전하는 경주(慶州) 삼릉(三陵) 석실고분(石室古墳)에서도 단청(丹靑)된 벽화

(壁畵)를 볼 수가 있다.

조사(調査)당시 가장 주목(注目)되었던 벽화(壁畵)는 석실(石室) 북(北)쪽의 동서(東西) 양벽

면(兩壁面) 일부에 마치 병풍(屛風)을 둘러친 것처럼 보이는 부분(部分)이었다.

즉 입구(入口)에서 정면(正面)인 북벽(北壁)에 육폭(六幅), 좌우(左右)로 연(連)하여 동서벽

(東西壁)에 각(各) 삼폭(三幅)씩 모두 십이폭(十二幅)으로 되어 시상(屍床)을 가리는 것과 같

이 그렸는데, 그 윤곽은 굵은 단선(單線)으로 똑바로 잡았으며, 좌우(左右) 동서벽면(東西壁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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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각(直角)으로 꺽이는 부분(部分)만은 가로와 세로의 윤곽이 겹으로 중복되어 있다.

그 높이는 1.4m인데 이를 폭(幅)마다 반분(半分)하 으므로 2등분(二等分)된 면(面)은 모두 

24면(二十四面)이 된다.

채색(彩色)은 위와같이 구획(區劃)된 24면(二十四面)에 주(朱), 황(黃), 백(白), 군청(群靑), 

감청(紺靑)의 5색(五色)을 이렇다 할 순위(順位)가 없이 배색(配色)하 으나 그 속에 그림이나 

문양(文樣)은 전혀 그리지 않았다.

배색(配色)의 면수(面數)는 주색(朱色) 7면(七面), 군청색(群靑色) 2면(二面), 감청색(紺靑色) 

2면(二面), 백색(白色) 2면(二面), 황토색(黃土色) 11면(十一面)면으로 그 가운데 감청색(紺靑

色)은 흑색(黑色)에 가까운 색조(色調)이다.

채색(彩色)의 배열순서(配列順序)에 대하여서는 아직 해석(解釋)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색(色)의 수(數)가 주(朱)[남(南)], 군청(群靑)[동(東)], 흑(黑)[북(北)], 백(白)[서(西)], 황(黃)

[중앙(中央)]의 오색(五色)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은 오행설(五行說)이나 방위신사상(方位神思

想)과의 연관(聯關) 위에서 고찰(考察)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병풍(屛風)모양의 폭수(幅數)가 12폭(十二幅)으로 되어 있어서 12지신상(十二支神像)의 

수(數)와 일치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의 탓으로만 보아 넘기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벽면(壁面)의 지닌 바 뜻이 장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닌 고구려(高句麗) 고분(古

墳)의 4신도벽화(四神圖壁畵)나 또는 신라왕릉(新羅王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2지신상(十二

支神像) 호석(護石)과 같은 수호관념(守護觀念)과도 맥락(脈絡)이 닿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 조사관계자(調査關係者)의 생각이다.

이렇다할 문양(文樣)이 없이 배색(配色)만으로 어떤 사상(思想)을 상징(象徵)하려고 했던 채

색(彩色)의 시도(試圖)는 오늘날 단청(丹靑)무늬에서 색실을 배색(配色)하는 것과 부합(符合)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행(五行)이나 4신(四神) 또는 12지신상(十二支神像)등의 배치에서 기대

하려던 효과(効果)를 지니는 것이라 한다면 앞에서 보아온 단청(丹靑)의 개념(槪念)과도 공통

(共通)하는 것이다.

이런 주술적(呪術的)인 색상(色想)의 표징(表徵)은 후대(後代)에 이르러 목조건축(木造建築)

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색감(色感)과도 상통(相通)하는 것으로서, 짐짓 신라(新羅) 지상건물

(地上建物)의 오채(五彩)로 불린 단청(丹靑)도 이와 같은 계통(系統) 이었으리라는 추정(推定)

이 가능해진다.

신라(新羅)의 단청(丹靑)은 솔거(率居)의 소전(所傳)에서나 아니면 불화(佛畵)의 많은 제작

(制作)에서 언급(言及)한 사전(史傳)에서 자못 일세(一世)에 행(行)해졌음을 알만하다.

7

고려(高麗)에서도 신라(新羅)의 유풍(遺風)을 이어 단청(丹靑)은 성행(盛行)하 다. 불교(佛

敎)를 국교(國敎)로 삼았던 만큼 규모가 큰 조사활동(造寺活動)은 끊일 사이가 없었고 따라서 

단청(丹靑)도 수요(需要)가 확대일로(擴大一路)에 있었을 것이다.

목조건물(木造建物)에는 말할 나위가 없고 석조물(石造物)에도 단청(丹靑)을 하 다는 기록

(記錄)이 있으니 고려대(高麗代)가 얼마나 단청(丹靑)을 즐겨 하 던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즉 송(宋)에서 사신(使臣)으로 왔던 서경(徐競)은 그의 「선화봉사 고려도경(宣和奉使 高麗

圖經)」에서

會慶殿 在閭闓門內 別有殿門 規模甚壯, 臺址高五丈與 東西兩階 丹漆欄欖 飾以銅花 文彩雄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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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동서양계(東西兩階)의 단청(丹靑)이 웅려(雄麗)한 것에 놀라움을 보이고 있다.

또 왕비(王妃)가 거처하는 만령전(萬齡殿)은 건덕전(乾德殿) 뒷편에 자리잡았는데 그 건물

(建物)은 조식화려(藻飾華麗)하 다고 했다. 이 또한 단청(丹靑)의 아름다움을 말한 언급(言

及)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고려(高麗)의 단청(丹靑)으로서 지상(地上)에 남아있는 가장 오랜 것

이 있다며 주(榮州) 부석사(浮石寺) 조사당(祖師堂)의 벽화(壁畵)라 할 수가 있다.

이 벽화(壁畵)는 후세(後世)에 여러번 개채(改彩)되었을 것이 

전개채(前開彩) 승안(承安) 6年 임자(壬子) 6月  日 

후개채(後開彩) 홍치(弘治) 6年 계축(癸丑) 4月  日의 흑서명(黑書銘)으로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원작(原作)을 크게 변개(變改)하지는 않았던 듯 하여 비교적(比較的) 고격(古格)을 

잘 지키고 있다.

조사당(祖師堂)의 벽화(壁畵)는 건물(建物)로 들어서는 맞은쪽 벽(壁)의 안으로 문짝과 벽면

(壁面)을 어울려 사천왕상(四天王像)과 보살상(菩薩像)을 그렸고 조사(祖師)의 정(影幀)을 

후벽(後壁)에 그렸다.

고려(高麗)에서도 고분(古墳)의 단청례(丹靑例)가 전(傳)한다.  개성(開城) 법당방고분(法堂

坊古墳)의 벽화(壁畵)가 그것이다. 이 또한 지상건물(地上建物)에 단청(丹靑)이 성행(盛行)했던 

것의 반증(反證)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대(麗代)에 있어서는 외국(外國)과의 회화(繪畵)관계 교류(交流)가 빈번했던 것이 여러 사

서(史書)에 보인다.

태조(太祖) 6年 후량(後粱)의 사신(使臣) 윤질(尹質)이 오면나한(五面羅漢) 화상(畵像)을 바

치니 해주(海州) 숭산사(嵩山寺)에 두게 하 고, 성종(成宗) 2年에 송(宋)에서 대묘당도(大廟堂

圖), 사직당도(社稷堂圖), 제기도(祭器圖) 등이 들어 왔으며, 문종(文宗) 30年에는 최사훈(崔思

訓)을 송(宋)에 보내어 상국사(相國寺)의 벽화(壁畵)를 모사(模寫)시켜 개성(開城) 흥왕사벽(興

王寺壁)에 그리게 하 다.

이밖에도 무수(無數)한 화축(畵軸)이 전래(傳來)되었고 밖으로 충선왕(忠宣王)이 재연시(在

燕時)에는 만권당(萬卷堂)에 허다(許多)한 수장(收藏)이 있었으니 사신(使臣)에 수행(隨行)한 

화공(畵工)들의 빈번한 내왕(來往)과 곁들어 단청(丹靑)에도 많은 자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런 고려단청(高麗丹靑)의 모습은 그 말기(末期)에 병건(郱建)된 수덕사(修德寺)의 대웅전

(大雄殿)이나 심원사(心源寺) 보광전(普光殿) 등에서 오늘날도 볼 수가 있다. 

수덕사(修德寺)의 경우, 대웅전(大雄殿) 목부(木部)에는 시문(施文)이 되고 벽면(壁面)에는 

채화(彩畵)되었다.

채화(彩畵)된 내부벽면(內部壁面)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東面

水生花圖(수생화도)

靑極樂鳥圖(청극락조도)

蓮華唐草圖(연화당초도)

小佛三體圖(소불삼체도)

羅漢圖(나한도)

小佛三體圖(소불삼체도)

   西面

野生花圖(야생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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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極樂鳥圖(백극락조도)

牧丹唐草圖(모란당초도)

小佛三體圖(소불삼체도)

羅漢圖(나한도)

小佛三體圖(소불삼체도)

    南面

小佛五體圖(소불오체도)

樂天圖(낙천도)

     北面

小佛五體圖(소불오체도)

樂天圖(낙천도)

이 벽화(壁畵)를 통하여 주목(注目)되는 것은 동벽(東壁)의 청극낙조(靑極樂鳥)와 서벽(西

壁)의 백극낙조(白極樂鳥)이다.

이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동청(東靑), 서백(西白)의 오행(五行)의 방위(方位)와 배색(配

色)의 부합(符合)을 뜻하여 고대(古代)의 유습(遺習)을 여말(麗末)에서도 볼 수가 있어서이다.

조선왕조(朝鮮王朝) 초(初)에 접어 들면서 단청(丹靑)은 다포(多包)집계(系)의 건축양식(建

築樣式)과 상응(相應)해서 한층 발전(發展)을 보이게 된다. 

이 시대(時代)는 지상(地上)에 많은 유구(遺構)가 남았고 기명(記銘)도 흔히 볼 수가 있어서 

단청(丹靑)의 기법(技法)과 양식(樣式)을 아울러 볼 수가 있다.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단청(丹靑)은 후술(後術)의 양식분류(樣式分類)를 통하여 알아보게 될 

것이다.

8

단청(丹靑)일을 맡아하던 화원(畵員) 또는 화사(畵師)들은 중앙(中央)과 지방관아(地方官衙)

에 예속(隷屬)된 속인(俗人)도 있었고 승적(僧籍)을 가진 금어(金魚)도 있었다.

신라시대(新羅時代)에 화공(畵工)들이 예속(隷屬)되었던 관서(官署)로는 채전서(彩典署)가 

있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도서원(圖書院) 화국(畵局)이 있으며 조선조(朝鮮朝)에는 도서

원(圖書院) 도화서(圖畵署)가 있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문종(文宗) 원년조(元年條)에 문하성(門下省)에서 상주(上奏)한  

가운데 궁전(宮殿)이나 대묘문(大廟門)에 귀면(鬼面)을 그리는 것은 소거(所據)가 없는 일이므

로 하□두(蝦□頭)를 그리게 하므로써 옛 제도(制度)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보인다.

이는 여대(麗代)에서 뿐만 아니라 나대(羅代)나 조선조(朝鮮朝)에 있어서도 단청(丹靑)은 소

거(所據)가 명백(明白)하고 따라서 법식(法式)이 갖추어진 정연(整然)한 전승(傳承)의 규범(規

範) 속에서 시공(施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개인(個人) 내지는 시대(時代)의 요구(要求)에 따른 창작(創作)의 여지(餘地)가 없

이 오랜 기법(技法)의 세습(世襲) 아니면 사자상전(師資相傳)되어왔던 사실(事實)을 말하는 것

이라 하겠다. 

여대이전(麗代以前)의 단청(丹靑)관계 관아(官衙)의 기구(機構)는 상고(詳考)할 길이 없으나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그것은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提調 一員 (從六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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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繪 一員 (從七品)

書史 一員 (從八品)

繪史 二員 (從九品)

篆字官 二員

畵員 三十員

또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연소(年少)하고 총민(聰敏)한 사람을 택(擇)하여 매삭(每

朔)에 본조(本曹)[예조(禮曹)] 당상관(堂上官)이 제목(題目)을 내어 고시(考試)하고 연말(年末)

에 화수(畵數)를 합(合)하여 많은 자(者)는 병조(兵曹)에 상(狀)하고 1年을 한정(限定)하여 녹

(祿)을 주도록 한다고 했다. 

그래서 병조(兵曹)에 파견된 화원(畵員)은 정3품(正三品) 아문(衙門)인 오아(五衙)에 예속

(隷屬)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副司果 183人(從六品) 中 圖畵署 畵員 2人

副司正 250인(從七品) 中 圖畵署 畵員 1人

副司猛 208인(從八品) 中 圖畵署 畵員 1人

(兵典 京官職條)

또 이들은 다음과 같은 급료(給料)를 받는다.

圖畵署 畵員 五員

四員 米九斗 田米三斗 太三斗

一員 米五斗 田米一斗

圖畵署

善畵 一員 (六品) 米十三斗 太三斗

善繪 一員 (七品) 米九斗 太三斗 田米二斗

畵史 一員 (八品) 米九斗 太三斗

繪畵 二員 (九品) 各米八斗 田米 二斗

                [度支志 外篇 經費司條(도지지 외편 경비사조)]

도화서(圖畵署)에 예속(隷屬)되었던 화원(畵員)이 병조(兵曹)로 파견되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남대문(南大門)에서 발견(發見)된 묵서(墨書)에 의하면 성화(成化)15年[성종(成宗)10

年, 西紀 1479年] 중수시(重修時) 화원(畵員) 김여문(金汝文)(?) 등이 단청(丹靑)을 하 다.

그 때 김여문(金汝文)의 직함(職啣)은

화원(畵員) 적순부위행호분아부사맹령(迪順副尉行虎賁衙副司猛令)이었다.

부사맹(副司猛)은 도화서(圖畵署)에서 파견된 화원(畵員) 가운데 3급(級)으로 종8품(從八品)

에 속하는 낮은 지위(地位)이다. 이 중수공사(重修工事)에 종사(從事)했던 도대목(都大木)은 

의흥아(義興衙)에 메웠던 정3품(正三品) 어모장군(禦侮將軍)이고 도석수(都石手)는 종6품(從六

品)의 여절교위(勵節校尉)이었다. 그런데 화원(畵員)은 말위(末位)의 정7품(正七品)인 적순부

위(迪順副尉)이었다.

이런 순위(順位)는 고려대(高麗代)에도 같았다. 高麗史(고려사) 卷八十志 第三十四 食貨(식

화) 三, 祿峰條(녹봉조)에

米二十石

都校署米 木業指諭 一人

         石業指諭 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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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十五石

中尙署未 畵業指諭 一人

米十石

中尙署米 小木匠指諭 一人

都校署米 木業行首校尉 一人

으로서 대목(大木)과의 차(差)를 알 수가 있다.

화원(畵員)은 토목(土木)에서도 최고(最高)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공장(工匠)에 지나지 않았

으며, 따라서 사류(士類)들은 이를 꺼려했고 중인(中人)들이 그것을 업(業)으로 삼게 되었다.

문헌(文獻)이나 기록(記錄) 등에서도 그들의 신분(身分)을 업신이 여기는 것들을 산견(散見)

할 수 있으며 특히 단청(丹靑)에는 속인(俗人)보다는 조선왕조(朝鮮王朝)에서는 8천(賤)가운데 

하나로 꼽던 승려(僧侶) 등이 다수(多數)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원(水原)의 화성역(華城役)만 보아도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기록(記錄)된 화토(畵

土) 46名 가운데 40名의 절대다수(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9

단청(丹靑)의 안료(顔料)는 진채(眞彩)라고도 하고 암채(岩彩)라고도한다. 지금까지 쓰 거

나 쓰고있는 단청(丹靑)의 안료(顔料)와 기록(記錄)에 쓰이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順).

橫黃(횡황)

群靑(군청)

綠靑(녹청)

磊綠(뇌록)

多紫(다자)

唐銅錄(당동록)

唐朱紅(당주홍)

代赭石(대자석)

銅綠(동록)

銅靑(동청)

同黃(동황)

明油(명유)

墨(묵)

密陀僧( 타승)

燔朱紅(번주홍)

白堊(백악)[白土粉(백토분), 畵粉(화분)]

法油(법유)

粉唐紙(분당지)[顔料(안료)는 아니나 毛面紙(모면지)와 함께 畵本紙(화본지)로 쓰임]

三綠(삼록)

三靑(삼청)

石間朱(석간주)[石間硃, 대자석(代赭石),  紫石膏(자석고), 紫土(자토), 赭土(자토), 朱土(주

토), 赤土(적토), 土朱(토주) 등의 별칭(別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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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綠(석록)[공작석(孔雀石)]

石靑(석청)

石黃(석황)[石雄黃(석웅황), 石中黃(석중황)]

松烟(송연)

阿膠(아요)

燕脂(연지)

倭朱(왜주)

二靑(삼청)

紫粉(자분)

比黃(비황)

丁粉(정분)

朱[(朱砂(주사), 朱土(주토)]

朱紅(주홍)

眞粉(진분)

眞靑(진청)

靑花(청화)

荷葉(하엽)

黃丹(황단)

胡粉(호분)

앞의 안료(顔料) 가운데 거의가 중국(中國)에서 수입(輸入)되거나 아니면 중국(中國)을 통하

여 수입(輸入)된 것이다. 그러나 근자(近者)에 는 화학약품(化學藥品)이나 기타(其他)이 현대

안료(現代顔料)로 대체(代替)되고 있다. 

10

단청(丹靑)은 단청(丹靑)을 올릴 바탕을 닦아내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바탕에 먼지가 남거나 

곰팡이 등이 끼었으면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에 아교나 부레풀을 끓인 물에 엷게 타서 고루 바르고 거기에 가칠(假漆)을 한다. 그것

이 마르면 또 아교를 칠하고 가칠(假漆)을 하기를 번갈아 다섯 번을 거듭하여 초지(草地)를 

마련한다.

다섯겹의 가칠(假漆)이 마르면 초상(草像)을 하여 문양(文樣)이나 형상(形象)을 계화(堺畵)

하고 거기에 시채(施彩)하거나 채화(彩畵)한다.

채색(彩色)은 저필(猪筆)로 하되 진한 색(色)은 안쪽에 엷은 색(色)은 밖으로 가도록 하고 

바자희에는 고분(高粉)하고 희의 윤곽에 묵선(墨線)으로 끌채하거나 호분(胡粉)으로 물걷기(기

화(起畵),계화(堺畵)한다.

머리초와의 거풍(開風)에는 별화(別畵)를 하기도 한다.

벽화(壁畵)도 같은 방법으로 가칠(假漆)한다. 목부(木部)의 가칠(假漆)은 일반적으로 뇌녹색

(磊綠色)이고 벽화(壁畵)의 바탕색(假漆)은 정분(丁粉)으로 한다.

가칠(假漆)한 다음에 초상(草像)하고 채화(彩畵)하면 단청(丹靑)은 끝이 난다.

시채(施彩)나 채화(彩畵)가 끝났을 때 목부(木部)에는 동실유(桐實油)를 인두로 지지면서 바

른다. 때로 명유(明油)나 법유(法油)를 붓으로 바르기도 하나 그것은 차선(次善)의 방법(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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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의 작업(作業)은 분업(分業)으로 이루어 진다. 조색(調色), 닦기, 가칠(假漆)은 가칠장(假

漆匠)이 하고, 화공(畵工)들은 주(朱), 녹(綠), 청(靑), 묵(墨), 분(粉), 황(黃)을 각자(各自)가 

한 색(色)씩 맡아 초상(草像)에 시채(施彩)하여 나간다.

화공(畵工)은 운필(運筆)에 있어서 목척(木尺)과 같은 보조용구(補助用具)를 이용(利用)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작업(作業)의 과정은 순서를 좇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칠(假漆)을 기둥, 주두, 공포, 대들보, 서까래 등 목부(木部)와 공포벽, 후불벽(後佛

壁) 등 단청(丹靑)을 할 부분에 한다. 이때 금니(金泥)나 금박(金箔)을 올린 바탕에는 부레풀

만을 발라야 한다.

가칠(假漆)을 맡은 사람을 가칠장(假漆匠) 또는 「개칠쟁이」라고 하며 그 우두머리를 가칠

변수(假漆邊首)라 한다. 이들은 가칠(假漆)뿐만 아니라 닦기, 탕교(湯膠), 조색(調色), 타분(打

粉)등의 허드렛일도 도맡아 한다.

금박(金箔)바탕이나 금니(金泥)바탕일 경우 부레풀과 정분(丁粉)으로 번갈아 다섯 번을 칠한 

다음 그 위에 부레풀과 토주연분(土朱鉛粉)을 또다시 번갈아 다섯 번을 덧한다.

이는 나무에 생긴 틈이나 옹이흠 등을 메우고 바탕을 고르게 하기 위함이다.

금박(金箔)을 입힐 때는 부레풀을 아주 묽게 칠하면서 금박(金箔)을 선(線)으로 눌러 붙여 

나간다. 그것이 마르면 옥(玉), 마노(瑪瑙), 구아(狗牙) 등으로 문질러 골고루 붙게 하는 한편 

광택도 나게 한다.

목부(木部)바탕과 벽면(壁面)에는 아교를 끓인 물을 고르게 바른 다음 정분(丁粉)을 두루 칠

하여 그것이 마르면 타승(密陀僧)를 바른다. 오채(五彩)의 바탕도 이와 같다. 이 위에 뇌록

(磊綠)을 초색(草色)으로 가칠(假漆)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정분(丁粉)과 타승(密陀僧)을 다섯 번 바르는 공정(工程)을 생략(省略)하기가 일

쑤다. 바탕에 바로 뇌록(磊綠)으로 초색(草色)만 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 뇌록(磊綠)바탕에 푸

른 기가 승하게 되거나 얼룩져 칙칙하기 마련이요, 거칠고 쉽게 들고 일어나기가 쉽고 퇴색

(褪色)도 빠르다.

단청(丹靑)의 기법(技法)은 날이 갈수록 공정(工程)을 생략(省略)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바탕마름질의 기법(技法)을 모르고 있는 경우조차 많다. 예대로의 솜씨로 되돌아 가는 길이 무

엇보다도 아쉽다하지 않을 수 없다.

연왕장(碾王裝)과 청녹핵(靑綠核) 간(間)바탕은 아교풀은 골고루 칠한 다음, 마르면 청정화

다토(靑淀和茶土)를 두루 바른다.

이때 청정(靑淀)과 다토(茶土)의 조합비례(調合比例)는 매분(每分) 중 청정(靑淀) 일분(一分) 

다토(茶土) 이분(二分)으로 한다.

사벽(沙壁)과 화벽(畵壁)바탕에는 아교만을 골고루 칠한 다음에 그것이 건득건득 마르면 정

분(丁粉)을 가로와 세로 고르게 칠한다.

이때 운필(運筆)은 세로 먼저하고 다음으로 가로 해야 한다. 

조색법(調色法)은 백토(白土)의 경우 백토(白土)를 먼저 간택해 놓은 다음에 아교물은 깨끗

하고 묽게 끓인다. 백토(白土)는 물에 조금씩 풀어 저어 가면서 수비하면 세화(細華)하게 된

다.

수비한 백토(白土)위로 뜬 맑은 물은 그릇을 기울여 거울어 버리고 거기에 아교물을 부어서 

잘 개어 쓴다. 묽게 개어야 붓이 잘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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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鉛粉)의 경우는 연분(鉛粉)을 잘 갈아서 정농수(精濃水)에 타서 화성제(和成劑)를 만든

다. 금박(金箔)바탕일 때는 부레풀에 섞어 만들어야 한다.

화성제(和成劑)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녹히고 또 다시 부어 덥히면서 잘 익히고 갈아서 질거

나 묽지 않게 간을 맞춰야 한다. 진하면 트거나 갈라지기가 쉽다.

탕교(湯膠)는 무엇보다도 아교의 질이 좋아야 한다. 질(質)이 좋지 않으면 붙는 힘이 약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칙칙하다.

아교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거기에 질그릇을 넣은 다음 맑은 물을 그 속에 붓는다.

불을 때어 중탕(中湯)이 되면 아교를 넣어서 잘 젓는다. 탕(湯)이 너무 과하게 끓거나 설끓

으면 아교가 제구실을 못한다.

가칠색법(假漆色法)에 있어서 유옥채법(油屋彩法)의 경우 채화(彩畵)를 하지 않은 집에는 도

유(塗油)만을 한다.

먼저 송유(松油)를 고루 나무에 칠한다. 두세 번 거듭한 다음 마르면 잘 문질러 광택이 나게 

한다. 도유전(塗油前)에는 목재(木材)가 충분(充分)히 말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으로 곰삭아서 목재(木材)가 상한다.

청․녹가칠초색(靑․綠假漆草色)의 바탕색(色)은 타승(密陀僧)으로 해야 하고 홍색가칠 

초색(紅色假漆 草色)의 바탕색(色)에는 황단(黃丹)이나 자분(紫粉)과 황단(黃丹)을 섞은 중간

색(中間色)을 발라야 한다.

근래 가칠(假漆)의 바탕색(色)을 바르는 공정(工程)을 빼는 수가 흔한데, 그로하여 단청(丹

靑)의 색감(色感)이 열악(劣惡)해지고 있다.

가칠(假漆)이 끝나면 곧 초상(草像)을 하게 된다. 초상(草像)이란 「초칠한다」고도 하며 시

문(施文)과 채화(彩畵)의 화안(畵案)을 단청(丹靑)할 자리에 마련하는 것을 일른다.

화안(畵案)은 화본지(畵本紙)라고 하는 모면지(毛面紙)나 분당지(粉唐紙) 또는 저(楮)로 만

든 장지(壯紙)에 묵선(墨線)으로 문양(文樣)을 그려 넣는다.

그것이 끝나면 묵선(墨線)을 따라 돋바늘이나 가는 송곳으로 촘촘히 구멍을  뚫어 그것을 

종류별(種類別)로 나눈다.

이를 가칠(假漆)한 초지(草地)에 대고 백색(白色)의 가루를 삼베나 모수 자루에 넣은 것을 

두들겨 타분(打粉)을 하면 종이의 문양(文樣)이 단청(丹靑)할 자리에 찍히게 되는 것이다. 

이 공정(工程)을 초상(草像) 또는 초질이라고 하는데 그 화안(畵案)은

긋기단청

모루단청

錦(금)단청

금모루단청

갖은 錦(금)단청

의 여섯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다.

긋기단청은 가장 간소(簡素)한 문양(文樣)과 색조(色調)로 이루어지고 금모루단청은 아주 화

려(華麗)한 것이다.

모루긋기단청은 긋기단청에 모루단청의 요소(要素)가 덧한 것이고 금모루단청은 모루단청에 

금단청의 요소(要素)가 절충된 것이며 갖은 금단청은 문양(文樣)과 채색(彩色)이 가장 화려한 

것이다.

금단청이나 갖은 금단청은 목부(木部)에도 거의 여백(餘白)을 두지 않으며 기동에도 주의

(柱衣) 등의 시문(施文)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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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畵案)의 문양(文樣)은 단청(丹靑)의 유형(類型)에 따라 다른 형상을 갖는다. 초상(草像)

되는 문양(文樣)은 축부(軸部)를 중심(中心)으로 기화(奇花)되어 좌우(左右)로 전개(展開)되어 

나간다. 기둥을 중심(中心)으로 축부(軸部)에서 전개(展開)되어 나가는 것을 오구(五區)로 나

누어 볼 수가 있다.

기둥에는 공포와 가구(架構)가 연결된다. 또 축부(軸部)가 구성(構成)된다. 그 구성(構成)되

는 부재(部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청(丹靑)의 문양(文樣)과 구획(區劃)이 마련된다.

1구(一區) 기동과 주두와 공포를 한구역으로 잡는다. 주두. 소로, 첨자, 제공, 살미 등은 다   

          른 장재(長材)와 다른 문양(文樣)으로 정리된다.

2구(二區) 창방, 평방, 장혀, 도리, 순각판 등을 또 한구역으로 잡는다. 이들 장재(長材)는    

         기동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문양(文樣)으로서 가꾸어지는데 그 문양(文樣)       

      들은 기동쪽에서 극간의 공간(空間)을 향하여 펼쳐진다.              

3구(三區) 대들보, 보아지, 그에 따른 동자주, 대공, 화반 등이 또 한구역을 형성한다. 기동   

          과 연하는 부분에서 역시 문양(文樣)은 시작된다. 대들보는 장재(長材)이고 내관     

        (內觀)의 중추(中樞)이므려 특별히 공을 들여 가꾼다.

           그래서 타구(他區)와 다른 문양(文樣)을 갖게 된다.

4구(四區) 서까래, 부연, 평고대, 연골 등이 또 다른 구(區)를 이룬다. 서까래, 부연, 평고대  

           의 문양(文樣)은 딴 부재(部材)의 문양(文樣)과 다르다. 개판의 문양(文樣)도 마    

         찬가지여서 특색(特色)을 지닌다.

5구(五區) 천장과 문짝, 창문 등도 특색(特色)이 있어서 한 구(區)을 이룬다. 천장과 문짝    

         은 기본구조(基本構造)라기보다는 양식적(樣式的)인 요소가 짙으므로 다른 부분      

       보다 화려하고 치 한 단청(丹靑)을 베푼다.

11

단청(丹靑)의 문양(文樣)은 그 생김새에 따라 화문(華文),  쇄문(瑣文), 비선문(飛仙文), 비금

문(飛禽文), 주수문(走獸文), 운문(雲文), 첩훈문(疊暈文)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분(細分)된다.

華文類(화문류)

  海石榴華(해석유화)[寶牙華(보아화), 太平華(태평화)]

  寶相華(보상화)[모란화(牧丹花) 등]

  蓮華(연화)

  團科寶照(단과보조)

  圈頭合子(권두합자)

  貌脚合暈(모각합훈)[校身合暈(교신합훈), 蓮珠合暈(연주합훈) 등]

  瑀瑙地(우노지)[玻璃地(파리지) 등]

  魚鱗旗脚(어린기각)

  圈頭柿蔕(권두시대)[胡瑪瑙(호마노) 등]

ꝯ文類(쇄문류)

  ꝯ子(쇄자)[瑪環ꝯ(마환쇄), 瑪瑙ꝯ(마노쇄), 疊暈(첩훈)]

  簟文(점문)[金鋌文, 銀鋌文, 方環 등]

  羅地龜文(나지귀문)[六出龜文(육출귀문), 交脚龜文(교각귀문) 등]

36



- 15 -

  四出文(사출문)[六出文(육출문)]

  劍環文(검환문)

  曲水(곡수)[王字(왕자), 卍字(만자) 등]

飛仙文類(비선문류)

  飛天文(비천문)

  飛仙文(비선문)

  嬪伽(빈가)

飛禽文類(비금문류)

  鳳鳳文(봉황문)[鸞鶴(난학), 孔雀(공작) 등]

  鸚鵡文(앵무문)[山鷓(산자) 錦鷄(금계) 등]

  鴛鴦文(원앙문)[谿鵡(계무), 鳶鴨(연압) 등]

走獸文類(주수문류)

  獅子文(사자문)[麒麟(기린) 등]

  天馬文(천마문)[海馬(해마), 仙鹿(선록) 등]

  羚羊( 양)[山羊(산양), 華羊(화양) 등]

  白象(백상)[馴犀(순서), 黑熊(흑웅) 등]

雲文類(운문류)

  吳雲(오운)

  曹雲(조운)[□草雲(□초운), 蠻雲(만운) 등]

疊暈文類(첩훈문류)

위의 여러 가지 유(類)의 문양(文樣)을 중심권(中心圈)에 두고, 그 둘레에 첩훈문(疊暈文)을 

그려 윤곽을 잡게 한다. 이런 윤곽의 문양(文樣)과 첩훈문(疊暈文)을 하나로 그리는 수도 있

고, 그것이 둘 또는 셋으로 반복되면서 이루어져 나가기도 한다. 이를 총칭(總稱)하여 우리말

로 「머리초」라고 한다.

머리초가 둘이 서로 가지런하게 놓이는 문양(文樣)을 「장구머리초」라고 하며, 중심권문양

(中心圈文樣)의 사이에 놓인 문양(文樣)이 중심권문양(中心圈文樣)과 더불어 한 쌍씩 병렬(並

列)한 것을 「겹장구머리초」하고 한다.

머리초에 그려지는 중심권문양(中心圈文樣) 형태에 따라 「방석머리초」「병머리초」「녹화

머리초」「겹녹화머리초」「반바탕머리초」「온바탕머리초」「반머리초」등으로 부른다.

중심권문양(中心圈文樣)과 간지문양(間地文樣)을 연결하는 오색(五色)의 띠가 있어서, 이도 

그 생긴 문양(文樣)에 따라 다르고, 중심권문양(中心圈文樣) 밖으로 간지(間地)를 향하여 전개

(展開)되는 희가 있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바지희」「인희」「늘희」「홑희」「二희」「三희」「四희」「五희」「六희」「녹三희」

「금희」「직희」등이다. 

따라 희 끝에 돌여 그리는 문양(文樣)이 있는데 이를 「쇠첩」이라고 한다.

우리의 문양(文樣)은 앞의 중국식(中國式) 문양(文樣)의 분류(分類)와 달라서 당초문(唐草

文), 인동문(忍冬文), 인동당초문지문(忍冬唐草文芝文)  등의 초문(草文)과 수엽(樹葉), 하엽문

(荷葉文) 등이 중심(中心)이 되고, 특히 연화문(蓮華文)이 가장 흔히 쓰인다.

이밖에 구름무늬로는

點雲(점운)

流雲(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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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雲(기운)

卍字雲(만자운)

風雲(풍운)

飛雲(비운)

絲雲(사운)

彩雲(채운)

등이 있다. 

운문(雲文)에는 또 나는 학(鶴)을 결들이던가 하여 같이 얼러서 쓰는 문양(文樣)의 가짓수도 

많다. 

또 박쥐무늬도 길상(吉祥)의 뜻을 곁들여 널리 쓰 고, 매화(梅花), 태평화(太平花) 등의 화

문(花文)과 기하학적(幾何學的)인 무늬도 즐겨 쓰 다. 

위의 적은 문양(文樣)들을 유구(遺構)에서 살펴보면 시대(時代)와 계보(系譜)에 따라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다.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 조선왕조(朝鮮王朝) 말(末)에 이르는 일천수백년간(一千數百年間)

의 자료(資料)를 망라하여 그것을 조사(調査), 분절(分折)하여 재종합(再綜合)하는 정리작업(整

理作業)이 시급하다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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