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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청양식의 원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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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 언(前 言)

  일반적(一般的)으로 단청(丹靑)은 채화(彩畵)만이 그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

고, 또한 그 대상(對象)에 있어서도 주로 목조(木造) 건축(建築)에 각종 문양(文樣)을 도채

(塗彩)하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그러나 옛 단청(丹靑)의 개념(槪念)은 각종(各種)문양(文樣)

을 통(通)하여 볼 때 생(永生)을 구현(具顯)하고자 하는 깊은 신앙적(信仰的) 요소(要素)가 

내포(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單純)한 무늬로서가 아니라 현세(現世)와 

내세(來世)를 구별(區別)하여 사용(使用)하고자 하 고 무늬의 전개(展開)와 구성(構成)이 특

별(特別)한 규준(規準)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의장(意匠) 문양요소(文樣要素)는 각기(各己)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어서, 이

를 테면 「만세지상(萬歲之像)」, 「천추지상(千秋之像)」 또는 「천추만세(千秋萬歲)」를 

통하는 등의 무늬 또는 문자(文字)를 넣었던 것이다.1) 따라서 궁궐(宮闕), 보전(寶殿)의 장엄

(莊嚴)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길상적(吉祥的) 의미(意味)를 지닌 장식(裝飾)으로서 극

치(極致)를 다하고자 하 음을 볼 수 있다.

1) 德興里壁畵古墳을 비롯하여 몇 몇 壁畵古墳에서는 天井에 各種 祥瑞로운 動物, 禽鳥, 飛天仙人 등을 그리고 각

기 「萬歲之像」, 「千秋之像」, 「吉利之像」 등 銘文이 적혀 있어서 이들의 象徵的인 意味를 알아낼수 있다.

(李泰浩, 「德興里壁畵古墳」, 人物風俗圖□⑮. 「北韓」(80.9) 105號,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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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韓國)의 고대건축(古代建築)의 양상(樣相)은 현존(現存)하는 유구(遺構)나 기록(記錄)

이 없는 형편이어서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고분벽화(古墳壁畵)라든지 유적

(遺蹟)에서 발견(發見)된 소수(小數)의 자료(資料)를 통(通)하여, 또 고대(古代) 우리의 건축

문화(建築文化)에 향을 주었을 이웃 중국(中國)의 기록(記錄)이나 유구(遺構)를 살펴 보므

로서 어느정도의 윤곽을 밝혀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후한대(後漢代)의 건축(建築) 의장(意匠)의 양상(樣相)을 말하여주는 몇몇 기록(記錄)을 

보면, <준남자(準南子)>2)에 「대하(大廈)․궁궐(宮闕)에 방과 문이 줄을 이었고 도리(道

理)․처마, 서까래 끝 등에다 교목(喬木)의 가지, 능실(菱實)이 무성한 언덕, 연꽃과 기하

(芰荷) 등을 조각(彫刻)하고 각루(刻鏤)해서 오색(五色)이 서로 경쟁하는 듯 한데, 빛깔이 

서로 어울려 길게 펴지고 곱게 벌려 있으며 기이(奇異)하게도 층층이 휘며 날카롭게 무더

기로 솟기하고 어지러이 얽혀서 교차(交叉)되어 버티었다.」고 하 다. 또한 기록(記錄)하

기를, 「대대적으로 재목(材木)을 들여 궁실(宮室)을 짓는데, 고루잔도(高樓棧道), 겹집, 정

자(井字)집을 짓되 기둥, 상혀, 주두(柱頭)로 서서 서로 버티고 나무를 교묘하게 장식(裝

飾)하 는데, 서려있는 용(龍)․호(虎)의 머리를 갖가지로 조각(彫刻)하 으며, 기이(奇異)

한 무늬와 파도(波濤)같은 모양을 팔랑팔랑하듯이 새기고, 바름(능(菱))과 토도리나무가 

서로 엇반리게 겨루어 잎이 무성하고 빛이 어지럽도록 교묘(巧妙)하게 배합시켜 서로 조

하롭게 하 다.」고 당시(當時) 건축(建築)의 양상(樣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內容)으로 볼 때 후한대(後漢代)의 궁실건축(宮室建築)의 모습이 얼마나 화

려(華麗) 장엄(莊嚴) 하 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중국(中國)의 건축양식(建

築樣式)을 받아들 을 고구려(高句麗) 및 백제(百濟)․신라(新羅)의 궁궐(宮闕)이 그와 유

사하 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러한 것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에 나타나는 

각종(各種) 장식요소(裝飾要素) 와 삼국(三國)의 각고분(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금공장

신구류(金工裝身具類) 및 마구(馬具), 그리고 채화(彩畵)․칠기(漆器) 등에서 고대단청(古

代丹靑)의 성격(性格)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특(特)히 중국적(中國的) 향 외(外)에도 각시

대(各時代)에 걸쳐 중국(中國)을 통(通)하여 또는 서역(西域)과의 직접적인 교류(交流)로서 

전파(傳播)된 서방적(西方的) 요소(要素)와 불교미술(佛敎美術)의 의장요소(意匠要素)가 한

반도(韓半島)에서 뿌리를 내리고 각종(各種) 조형미술(造形美術)에 습합(習合) 변천(變遷)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현존(現存) 단청양식(丹靑樣式)의 원류(原流)를 어느정도 

충실(忠實)하게 규명(糾明)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Ⅱ. 단청(丹靑)의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

   A. 한국(韓國) 건축(建築) 의장(意匠)의 성격(性格)

  1. 중국적(中國的) 기원(起源) 요소(要素)

  동양(東洋) 건축문화(建築文化)의 유형(類形)을 지역적(地域的) 성격(性格)에 따라 대별

(大別)하여 보면 대체로 4가지 유형(類形)으로 나누어 진다.

2) <準南子> 卷8 本經訓. 「準南子」는 前漢准南王 劉韓(B.C 197∼122)의 作이라 하는데 在來 雜家리거 불를는 복

잡한 내용, 즉 天文․地理․時則등 自然科學的인 내용으로부터 神話傳說 등에 이르기가지 多樣한 내용을 記述한 

百科全書類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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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한민족(韓民族)에 의하여 시작된 중국계(中國系) 건축양식(建築樣式)은 중국본토

(中國本土)를 중심(中心)으로 남(南)으로는 인도지나반도(印度支那半島)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地域)에 전파(傳波)되었고, 동(東)으로는 한반도(韓半島)를 비롯하여 일본(日本)에까

지 이르 으며 북(北)으로는 몽고(蒙古)에, 서(西)쪽으로는 중앙(中央)아시아의 넓은 지역

에 까지 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韓國) 고대문화(古代文化)에 가장 지대(至大)한 향을 가져다 주게

된 요인(要因)은 지역적(地域的)으로 가깝다는 이유(理由)도 있지만, 한(漢)이 사군중(四郡

中)의 하나인 낙랑(樂浪)을 한반도(韓半島)에 두었던데에 있다. 

  당시(當時)에 인도계(印度系) 불교문화(佛敎文化)의 동전(東傳)과 더불어 서역계(西域系) 

건축양식(建築樣式)과 회교계(回敎系) 건축(建築)도 일찌기 동부(東部)아시아의 각지역(各

地域)에 적지 않은 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계(中國系) 건축(建築)의 특수성(特殊性)과 국력(國力)을 배경으로한 거대한 

뿌리는 지속적(持續的)으로 려오는 불교문화(佛敎文化)의 유입(流入), 또 그와 동방한 

서방문화(西方文化)의 전파(傳播)에도 불구하고 일귀성(一貴性)있게 발전(發展)을 거듭 하

므로서 고유(固有)한 건축양식(建築樣式)을 계속 보존(保存)하 다.

  한반도(韓半島)는 지역적(地域的)으로 대륙(大陸)의 동안(東岸)에 돌출되어 있는 까닭으

로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줄곧 외래문화(外來文化)의 향을 

입어왔다. 특히 삼국시대(三國時代) 이후(以後)로는 중국계(中國系), 서역계(西域系) 문화

적(文化的) 향을 깊숙히 받았으나 결국은 종래의 토착문화(土着文化) 와 조화있게 융합

시킴으로서 이른바 한국(韓國) 풍토(風土)에 맞고 고유성(固有性)있는 건축양식(建築樣式)

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중국(中國), 일본(日本), 한국(韓國)의 건축양식(建築樣式)은 본래 

중국계(中國系)의 동일계통(同一系統)을 수용하 으면서도 각기(各己) 특성(特性)있는 형

식(形式)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3)

  중국(中國)에서는 주대(周代)에 이미 수혈주택(竪穴住宅)과 노(爐)를 탈피하고 목주(木

柱)와 경사(傾斜) 지붕을 사용한 매우 발전(發展)된 목조건축(木造建築)의 양상(樣相)이 출

현(出現)하고 있으며4)(圖1) 진(秦)(B.C. 221∼210)시대(時代)에는 이미 목조양식(木造樣式)

의 궁궐(宮闕)이 대규모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이즈음에는 이미 완숙한 

단계로 진보(進步)된 목조건축기술(木造建築技術)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1975.1), p.7∼8.

4) 張文戶, 「東洋美術史」 博英社(197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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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청동용기편화상문(靑銅容器片畵像文) (주대(周代) B.C.6∼3. 북경국입고궁박물관

(北京國立古宮博物館))

  그러한 것을 실증(實證)하여 주는 자료(資料)로서 한묘(漢墓)에서 출토(出土)된 다양(多

樣)한 건물(建物) 모형(模形)과 고층(高層) 누각형식(樓閣形式)의 명기(明器) 도루(陶樓)를 

볼 수 있다.(圖 2)

<圖 2-a> 채조전편누각(彩彫磚片樓閣) (한대(漢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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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b> 거현빙환묘석궐(渠縣馮煥墓石闕) (한대(漢代), A.D.121)

  한편 한대(漢代)의 분묘(墳墓)는 목실묘(木室墓)가 쇠퇴하고 석(石)․전축묘(塼築墓)가 

구축되어서 그 벽면(壁面)에는 벽화(壁畵)를 그려 장식(裝飾)하거나 부조(浮彫)로 장엄(莊

嚴)하 다. 또 사묘(祠墓)에다 석(石)․전(塼)등을 화상석(畵像石)으로 꾸며 의장(意匠)하는 

풍속(風俗)이 시작하 다. 5)

  이 시기에는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비롯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

說) 등 도교적(道敎的)인 사조(思潮)가 사회(社會)를 지배하 던 시기로서 일월성신(日月

星辰)과 복의여왜(伏義女媧), 신선 괴(神仙靈怪), 사신 헌(四神靈獻), 상서금수(祥瑞禽獸) 

등 종교적(宗敎的) 이념(理念)이 다분히 나타나는 장식화(裝飾畵)가 유행되었다.6)

  한서(漢書)의 기록(記錄)에는 문제(文帝)(B.C.180∼157) 때에 미앙궁(未央宮) 승명전(承

明殿)에 벽화(壁畵)를 단청(丹靑)하 고,  무제(武帝)(B.C.141∼87)는 감천궁(甘泉宮)에 누

대(樓臺)를 건축(建築)하고 상면(上面)에 천지(天地), 태일(太一), 귀신(鬼神)등의 벽화(壁

畵)를 그렸으며 광명전(光明殿)벽에는 호분(胡粉)으로 고대(古代) 열사(烈士)들의 초상화

(肖像畵)를 그렸고, 또한 선제(宣帝)(B.C.74∼49)는 감로(甘露) 3年(B.C.51)에 기린각(麒麟

閣)에 신하(臣下)들의 초상화(肖像畵)를 11폭(幅) 그리고 매폭마다 관작(官爵)과 성명(姓

名)을 기록하 다고 하 다. 또한 성제(成帝)(B.C.33∼7)는 갑관화당(甲觀畵堂)에서 탄생하

5) 關野 貞, 「朝鮮美術史」, 東洋文化社(1977.4). pp.24∼31.

6) 金鍾太 「東洋畵論」 一志社,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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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감천궁(甘泉宮)에 신하조충국(臣下趙充國)의 초상화(肖像畵)를 그렸다고 하 다.7)

  또한 성도(成都)의 주공예전(周公禮殿) 삼황오제(三皇五帝)와 삼대(三代)(夏殷周)의 군신

(君臣)과 공자(孔子) 72제자(弟子)의 벽화(壁畵)를 그렸으며 노국(魯國)의 광전(靈光殿)

에는 천지품류(天地品類), 군생잡물(羣生雜物), 기괴신령(奇怪神靈)등의 벽화가 있었다고 

한다. 또 일반 백성들도 문전(門前)에 차신(茶神), 울누(鬱壘), 계(鷄) 등을 그리는 풍속(風

俗)이 있어서 이것으로 역귀(疫鬼)를 쫓고 복(福)을 구한다는 뜻을 지녔다.8)

  이 밖에도 중국(中國) 역대(歷代)의 제왕(帝王)들은 사전(祠殿)에 그림을 그려 권계(勸

戒)하는 사례가 유행되었음을 여려 기록(記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군현(郡縣)의 관청 벽에 벽화(壁畵)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산신(山神), 

해신(海神), 진금(珍禽), 이수(異獸) 등이며 이것은 지방인민(地方人民)을 교화(敎化)하는 

권계적(勸戒的)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 다.9)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제도적(制度的)으로 필요한 상방화공(尙方畵工)을 설치하

게 되었는데 이것은 화원제도(畵院制度)의 시초(始初)가 되었고, 제왕이 교체된 때마다 그 

명칭과 제도도 점차 변화 되었다.10)

  한반도(韓半島)에 이러한 풍속(風俗)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한(漢)의 사군(四郡)이 설

치 되므로서이다. 따라서 한대(漢代)의 건축(建築)과 분묘(墳墓) 제도(制度)도, 또 그에 따

른 풍속(風俗)도 이를 계기로 한반도(韓半島)에 전하여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것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에 나타나는 각종인물(各種人物) 풍속도

(風俗圖)와 신선 괴(神仙靈怪), 서조(瑞鳥), 서수(瑞獸) 그리고 전설상(傳說上)의 인물(人

物)들의 모습, 초상화(肖像畵)에서 똑같은 풍속(風俗)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한대(漢代)

의 의장요소(意匠要素)가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각종유물(各種遺物)에서 역역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시(當時) 한문화에는 다분히 서역적(西域的) 향을 받은 불교적(佛敎的) 요소(要所)

가 습합(習合)되어 있었고, 그 향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미술(美術)에도 적지 않게 나

타나고 있다.

  중국(中國)에 불교(佛敎)가 전파된 시기는 후한명제(後漢明帝)(재위(在位)57∼75)때로 추

정되는데, 당시(當時)의 기록(記錄)에 화공(畵工)을 시켜서 낙양관(洛陽官)의 청량대(淸

凉臺)와 현절릉(顯節陵) 전당벽(殿堂壁)에 불상(佛像)을 그리게 하 다 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에는 이미 중국(中國)에 불교(佛敎)가 정착하기 시작하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불교(佛敎)의 향이 한대(漢代) 건축구조(建築構造)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게 된 것은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220∼589)라 할 수 있다. 위대(魏代) 업성(業城)의 오층봉양문루

(五層鳳陽門樓)에는 16척(尺)에 이르는 동봉(銅鳳) 한쌍을 용마루에 올려놓았고 그 장엄하

기가 극치를 이루었다 하 고 또 동진(東晋)때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치미(鴟尾)가 있었다

고 한다.11) 

  문루(門樓)위에 봉황(鳳凰)이 얹혀지고 치미(鴟尾)의 형상(形像)이 장식되는 것은 서역

(西域)의 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는데, 산서간(山西看) 운강(雲岡) 第12 동굴(洞窟) 동벽 

건축도(5세기 북위시대)와 第9 동굴(洞窟) 후실(後室) 옥형감(屋形龕)12)(圖 3)에서 그 형상

7) 段拭 「漢書」 北京 中國古典藝術出版社(1958). 金鍾太 「東洋畵論」p.32 一志社, (1981.8.)

8) 金鍾太, 前偈書(1981.8) p.32

9) 李浴 「中國美術史綱」 香港 中華書局, (1973. )

10) 金鍾太, 前揭書, p.33.

11) 「世界考古學大界」7, 東アシア Ⅲ, 平凡社(昭和34年)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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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며 당대(唐代) 자은사대안탑순석선조불전도(慈恩寺大雁塔楯石線彫佛殿圖)에서도 

볼 수 있다.

<圖 3> 운강제(雲岡第)12동(洞) 굴옥형감(窟屋形龕)

  이렇듯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건축(建築) 의장요소(意匠要素)는 중국(中國) 고유(固

有)의 양식(樣式)을 계승(繼承)하 고 다시 서역풍(西域風)의 장식요소(裝飾要素)를 가미

(加味)시킨 형식(形式)이다. 그 가구형식(架構形式)에서는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

畵)에 표현(表現)된 건축도(建築圖)에 나타나는 「인(人)」자형(字形) 소슬 대공(臺工)등을 

볼 수 있어서 주목된다.(圖 3․4)

<圖 4> 자은사대안탑순석선조불전도(慈恩寺大雁塔楯石線彫佛殿圖)(당대(唐代) 8c)

12) 于希寧 羅末子編, 「北魏石窟浮雕拓片選」(195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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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역적(西域的) 요소(要素)

  이 즈음에 활발하게 조 (造營)된 석굴사원(石窟寺院)들의 의장요소(意匠要素)는 한국

(韓國) 고대(古代)의 조형미술(造形美術)에 줄곧 새로운 양상(樣相)을 가져다 주었다.

  원래 석굴사원건축(石窟寺院建築)은 인디아에서 시작하여 아프카니스탄의 Bamiyan 석

굴(石窟)을 낳고 그후 중앙(中央)아시아의 천산(天山), 곤륜(崑崙) 양대(兩大) 산맥(山脈)의 

산록협곡(山麓峽谷)에서 키질(Kizil) 천불동(千佛洞)같은 굴원(窟院)이 개착(開鑿)하기에 이

르 다.(圖 5)

<圖 5> Bamiyan 석굴(石窟)의 말각조정양식(抹角藻井樣式)

  키질 천불동은 이른바 까치불 천정(天井)(천장에 나무틀로 4각(角)으로 짜고 그 위에서 

45° 움직여서 나무틀을 차례로 포갠 형식)을 보여준 스탶대(帶) 특유의 건축구조(建築構

造)를 모방하고 있다. 그러한 형식(型式)은 고구려벽화고분(高句麗壁畵古墳)에서 나타나는 

말각소정양식(抹角蘇井樣式)의 선형(先形)으로 생각된다.(圖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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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 말각조정(抹角藻井)

  굽타 왕조(王朝)때에는 석굴사원(石窟寺院)과 그 벽화가 최성기(最盛期)를 맞는다. 

Ajanta를 비롯하여 나시크 석굴(石窟), 바자석굴(石窟), 에오라석굴(石窟)등 10여개소에서 

굴원이 개착하 는데 이 때 석굴에는 Stupa 예배(禮拜)를 위한 사당굴(祠堂窟)에는 목조

건축(木造建築)을 그대로 석굴(石窟)에 옮긴 흔적과 도움형(型)의 천정(天井)에는 조골지

주(助骨支柱)(rib)가 돌로 조출(彫出)된 형식(形式)이 나타난다. 그 형식(形式)은 스페인에 

아라브사원(寺院)(8c경(頃))에서 볼 수 있어 고구려(高句麗)의 건축(建築)과의 대외(對外)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13)(圖 7)

<圖 7> 천왕지신총내부(天王地神塚內部)의 늑골지주(肋骨支柱)의 천정구조(天井構造)

13) 李泰浩, 月刊 「北韓」, “人物風俗圖墓․四神圖”⑥-天王地神塚-北韓硏究所, 112號(1981.4).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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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천정(天井) 양식(樣式)은 중앙(中央)아시아를 거쳐 중국(中國) 감숙성(甘肅省)의 

돈황석굴(敦煌石窟)에 파급되면서 북중국(北中國) 각지(各地)에서 성행(盛行)되었는데, 돈

황석굴(敦煌石窟)은 일설(一說)에 전진(前秦) 건원(建元) 2年(366)에 중국(中國)의 승려(僧

侶) 낙전(樂傳)이 조 (造營)하 다고 하며, 다른 학설(學說)에서는 동진(東晋) 화(永和) 

9年(353)에 조성(造成)된 것으로 전(傳)한다. 그 시기(時期)를 볼때 고구려(高句麗)에서 안

악(安岳) 3호분(號墳)( 화(永和) 13年, 357)보다 4∼9年의 차이 밖에 나지 않으므로 거의 

비슷한 시기(時期)에 서역문화적(西域文化的) 요소(要素)가 한반도(韓半島)에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실증(實證)한다고 하겠다.14)

  이 안악(安岳) 3호분(號墳)의 주인공(主人公)인 「동수(冬壽)」라는 인물(人物)은 336年

에 고구려(高句麗)로 내투(來投)한 요동인(遼東人)으로 돈황석굴(敦煌石窟)이 조성(造成)되

던 시기에 요동(遼東)에서 살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에 중국식(中國式) 벽화고

분(壁畵古墳)의 묘제(墓制)가 고구려(高句麗)에 직접 유입(流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高句麗) 벽화고분(壁畵古墳)에서는 천정(天井) 구조상(構造上) 말각조정양식(抹角

藻井樣式)이라든가 평면(平面) 구조(構造), 또 중국식(中國式) 벽화(壁畵)의 성격(性格)과 

내용(內用) 등등에서 기남(沂南)의 석묘(石墓)와 혹사(酷似)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

다.15) 

  말각조정(抹角藻井)의 천정구조(天井構造)는 지중해(地中海)의 이탈리아와 그리이스, 아

프카니스탄 등 서(西)아시아 지역(地域)의 분묘(墳墓)와 사묘(祠墓) 등에 나타나고, 중국

(中國)에서는 산동성(山東省) 기남(沂南) 후한대(後漢代)의 석묘(石墓)에 쓰여졌으며 돈황

(敦煌)․운강(雲岡)등 석굴(石窟)에서 독특한 양상(樣相)을 보여준다. 이같은 천정(天井)구

조(構造)는 신전(神殿)․사원(寺院)․분묘(墳墓)등에 주로 쓰여지고 있어서 본래 기원(祈

願)의 의미구생(意味求生)의 의미(意味)를 내포(內包)한 종교적(宗敎的) 사상적(思想的) 차

원(次元)이 표현된 것이라 보고 있다.16)(圖 8)

<圖 8> 시바(Siva)사원(寺院)의  말각조정(抹角藻井), 카시미르(Kashmir)

14) 또한 永和 9年(353) 銘이 있는 古墳이 平壤驛前壁畵古墳에서 400여미터 떨어진 平壤驛 구내에서 發見된것도 주

목되는 일이다. 李泰浩, 「北韓」95號(1979.11) p.240∼241.

15) 金元龍 「高句麗壁畵古墳의 起源에 대한 硏究」, <震檀學報> 21輯, (1960) p.72∼73.

16) ① 金元龍, 「韓國美術史」 p.59.

    ② 金秉模, 「抹角藻井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歷史學報」 80 (1978.12) pp.1∼26.

    ③ 李泰浩, 壁畵古墳의 類型과 變遷過程(高句麗壁畵古墳) 北韓 90號 (1979)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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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高句麗) 벽화고분중(壁畵古墳中) 환문총(環文塚)의 주형도(柱形圖)에서와 같이 

역계단식(逆階段式)으로 표현(表現)한 유형(類型)의 일종(一種)으로서 그 원류(源流)는 역

시 그리이스계(系) 문화(文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아에올리스(Aiolos) 형주두(型柱頭)(라사출토(出土) B.C.600년경(年頃), 이스탐불 고고

학(考古學) 박물관(博物館))이나 에트루리아(Etruria) 고분(古墳)(B.C.700년경(年頃))의 벽

화(壁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圖 9)

<圖 9-a> Etruria 고분벽화(古墳壁畵)(B.C.700년경(年頃)

<圖 9-b> 이집트 식주두(式柱頭)와 이에올리스형(形) 주두(柱頭)

  에트루리아 분묘(墳墓) 양식(樣式)은 석재(石材)를 이용하여 실제의 주택(住宅) 내부(內

部)를 모방(模倣)한 것이라든가 또는 무덤위를 원추형(圓錐形)으로 흙둔덕을 쌓아 덮은 

것, 또 미케네의 <아르레우스의 보고(寶庫)>에서 처럼 석재(石材)를 수평(水平)의 층(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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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겹겹이 쌓아올려 궁룡(穹龍)(Vault)이나 dome 형식(型式)을 구성(構成)한 것 등등이 

고구려(高句麗) 벽화고분(壁畵古墳)의 구조상(構造上) 형식(形式)과 유사하다. 더우기 그 

내부(內部)벽화(壁畵)의 내용(內容)이나 채화기법(彩畵技法), 색채감(色彩感), 그리고 방의 

네모퉁이에 묘사한 주형도(柱形圖)등은 중국(中國), 한국(韓國)등의 목조(木造) 건축양식

(建築樣式)에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 에트루리아인(人)들은 분묘(墳墓)를 향연, 무용, 유희 등의 쾌락으로 충족시킴으로

서 혼(靈魂)이 저승에만 머물게 한다는 관념이 있었다. 또 분묘(墳墓)는 육체 뿐 아니라 

혼까지도 안주(安住)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中國)이나 한국(韓國)의 관념과 다

름없다. 

  또한 에트루리아인(人)들은 천체(天體)를 나침반의 방위(方位)에 따라 여러 지역(地域)

으로 구분(區分)하고 신전(神殿)을 남(南), 북(北)의 축(軸)에 따라 배치하는 종교적(宗敎

的) 신념(信念)이 작용하는 것도 동양(東洋) 사상(思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이때에는 홍예석(虹蜺石)이라는 쐐기 모양의 석재(石材)로 구축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석재(石材)와 벽돌을 수평의 층으로 쌓아올린 <아아치>도 또한 이 시대에 나타

난다.

  이와같은 궁륭식 건축은 고구려(高句麗) 벽화고분중(壁畵古墳中) 5세기초경(世紀初頃)부

터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황해도(黃海道) 안악(安岳) 복사리고분(伏獅里古墳)과 천왕

지신총(天王地神塚), 환문총(環文塚) 등등 10여개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5세기초엽

(世紀初葉)의 벽화고분(壁畵古墳)들은 궁륭식 구조를 가진 무덤이면서 또한 전형적(典型

的)이 인물풍속도(人物風俗圖)가 그려진 고분(古墳)들인 것이 또한 주목된다. 

3. 고분벽화(古墳壁畵)의 의장요소(意匠要素)

  주지(周知)하는 바와같이 우리 고대(古代)의 목조건축(木造建築)의 유구(遺構)나 실증(實

證)할만한 자료(資料)는 극히 미흡(未洽)하다. 때문에 벽화고분에 나타나는 건축도(建築圖)

라든가 고분(古墳)의 축조양식(築造樣式)을 통해서, 또 그 장식(裝飾) 의장요소(意匠要素)

를 통하여 고대(古代) 단청(丹靑)의 양상(樣相)을 고찰(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석재(石材)로서 목조건축(木造建築) 양식(樣式)을 모각(模刻)한 예는 쌍 총전실(雙楹塚

前室)과 주실(主室)사이 통로(通路) 좌우(左右)에 세워진 쌍주(雙柱)를 볼 수 있다. 이 석

주(石柱)의 형식(形式)은 상부(上部)가 좁고 하부(下部)가 넓어진 8각주(角柱)이며 연화(蓮

花)가 그려진 초석주좌각곡면(礎石柱座角曲面) 주신(柱身)을 감싸고 트림하는 반룡문(蟠龍

紋), 또 기둥 머리에 얹힌 8각주두(角柱斗)의 굽이 앙련(仰蓮)으로 된것, 주두(柱斗) 측면

에 그려진 환문(環文)과 격자문(格子文)등 기하학적(幾何學的)무늬, 또 굽받침 측면의 유

운문(流雲紋) 등은 고대(古代) 단청(丹靑)의 실례(實例)를 보여주는 것이다. (圖 10)

  이러한 8각석주(角石柱)는 한대(漢代) 기남화상석묘(沂南畵像石墓)의 팔각주(八角柱)와 

쌍두(雙斗)에서 선형(先形)이 나타나며, 고구려(高句麗)에서는 대성리(臺城里) 1호분(號墳)

과 팔청리벽화분(八淸里壁畵墳), 안악삼호분(安岳三號墳)등에서도 나타나며 또 석굴암(石

窟庵)(통일신라(統一新羅), 8세기(世紀))에 이어진다. 이러한 정(正) 8각면(各面)의 기둥형

식과는 다소 다르지만 네모 기둥의 네 모서리를 깍아 8각(角)을 이룬 형식은 운강석굴(雲

岡石窟)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더 오랜 예는 Bamiyan 석굴(石窟)의 열주중(列柱

中)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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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0> a. 쌍 총(雙楹塚) 전실(前室) 실측도(實測圖)

b. 쌍 총(雙楹塚)8각주(角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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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강석굴(雲岡石窟)에서의 기둥 모양을 보면 도리아식(式) 주두(柱頭)와 코린트식(式) 

주두(柱頭), 또 이오니아(式) 주두(柱頭)가 다같이 보인다.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의 두공형식(斗栱形式)을 크게 분류(分類)하면 이두식(二斗式)을 

볼 수 있다.

  안악(安岳) 3호분(號墳)의 간성양단(間城兩端)의 사각(四角) 기둥 머리에 얹힌 이두(二

斗) 두공(斗栱) 이외에 다른 고분(古墳)의 두공형식(斗栱形式)은 모두 삼두(三斗) 두공(斗

栱)을 가졌다. 삼두(三斗) 형식은 중국(中國)에서느 육조시대(六朝時代)에 북위양식(北魏樣

式)에서 가장 이른 형식을 볼 수 있다. 17)

  그러나 2세기경(世紀頃) Gandara 불상(佛像)으로서 미륵보살(彌勒菩薩) 입상(立像)의 대

좌(臺座)에 새겨진 조상(彫像)에는 삼두(三斗) 두공(斗式)의 머리장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圖 11) 이 역시 서성(西城)에서의 그리이스 향을 입증(立證)한다. 이렇듯 고분벽화(古墳

壁畵)에 그려진 건축(建築), 구조형식(構造形式)이 Gandara 미술(美術)의 향을 받아 북

위(北魏)에서 정형(定型)을 이룬 불교적(佛敎的)요소(要素)임을 간파(看破)할 수 있다.

  이 밖에 5∼6세기경(頃)  벽화고분(壁畵古墳)인 안악삼호분(安岳三號墳), 덕흥리벽화분

(德興里壁畵墳), 용망대묘(龍罔大墓), 환문총(環文塚), 팔청리벽화분(八淸里壁畵墳)등에 나

타나는 주형도(柱型圖)는 (圖 12) 고대(古代) 단청양식(丹靑樣式)을 보여주는 드문 자료(資

料)이다. 이러한 의장형식(意匠形式)은 현존(現存) 목조건축(木造建築)에서도 상당히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형태(形態)가 다소 변화(變化)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원형(原形)은 뚜렷

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둥 머리장식은 그 선형(先形)을 역시 서역미술(西域美術)에 미친 

서방건축(西方建築)의 양상(樣相)을 찾아볼 수 있는데, Bamiyan 석굴(石窟)의 천정벽화(天

井壁畵)에서 원류(原流)하여 돈황석굴사원(敦煌石窟寺院)의 의장(意匠)에 나타나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 Bamiyan 석굴(石窟)의 둥근 천정벽화(天井壁畵)에는 도움의 둥근 벽면에 여

래좌상(如來坐像)을 그려 안치하고 그 좌우(左右)에 원주(圓柱)가 세워졌다. 기둥머리에는 

둥근 주두(柱頭)가 놓이고 그 위에 그리이스풍(風)의 심엽상(心葉狀)(하트형) Acanthus로 

도안(圖案)된 화반(花盤)모양의 초각(草刻)이 표현되고 있다. (圖 13) 그리고 주목되는 것

은 그 위에 조성(造成)된 “u"자형(字形)가구(架構)가 안악(安岳) 3호분(號墳) 전(前)․후실

(後室)에 보이는 이두(二斗) 두공(斗栱) 과 연결해 볼 수 있다. 그 여래좌상(如來坐像)의 

양옆에 “u"자형(字形)으로 올라간 옷자락과 어깨 위에 옷자락의 모습은  대성리(臺城里) 1

호분(號墳)의 묘주(墓主) 초상(肖像)의 형식(形式)과 유사하며 무용총(舞踊塚)의 취각선인

(吹角仙人), 탄금선인도(彈琴仙人圖)등의 날카로운 옷자락의 표현에서 볼 수 있다. 그 “u"

자형(字形) 두공(斗栱)의 대상(帶狀)에도 운형(雲形)의 Acanthus 당초(唐草)기 둘려졌다.

  이러한 심엽형(心葉形) 화각문형식(華刻文形式)은 기원전(紀元前) 510년경(年頃) 베이오

출토(出土) 테라코타 <아폴론>의 대장식(臺裝飾)에 보이고 미케네 도곤(陶壼)의 Bizantin 

식(式) Palmette 장식문양(裝式文樣), 또 카이로식(式) 이반, 사산승원(僧院)의 부초장식(浮

彫裝飾), 북서(北西) 인도(印度)에서는 Bamiyan 등에서 나타난다. (圖 14․15) 중국지역

(中國地域)에는 돈황석굴(敦煌石窟)(A.D. 538∼9)와 낙양(洛陽) 용문석굴(龍門石窟), 그리

고 북재시대(北齋時代)의 석각(石刻) 화상문(畵像文)(A.D. 5550∼77, 보스톤, Museum of 

Fine Arts)으로 연결되고 있다.

  삼국시대(三國時代) 고분출토(古墳出土) 유물(遺物)에서 살펴보면, 공주(公州)능산리고분

출토(陵山里古墳出土) 금동투조금구(金銅透彫金具)(백제(百濟), 6세기초(世紀初))을 비롯하

17) 金正基, 三國時代의 木造建築, 「考古美術」150, (三國時代의 美術特輯)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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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녕왕릉출토금제(武寧王陵出土金製)뒤꽂이(백제(百濟), 6세기(世紀))(圖 16)등과 신라

(新羅)의 투조공예(透彫工藝)에서는 금동투조행엽(金銅透彫杏葉)(금관총출토(金冠塚出土, 

5∼6세기(世紀)), 금공(金工) 용기(容器)에서는 금동초두(金銅鐎斗)(금관총출토(金冠塚出土, 

5∼6세기(世紀)) 등의 의장(意匠)에서 유사한 양식(樣式)이 보인다.(圖 17)

<圖 11> 미륵보살입상(彌勒菩薩立像)(A.D. 2c. 후(後))

<圖 12> 주형도(柱形圖)(환문총(環文塚) 현실(玄室) 서북우(西北偶) 5∼6c, 

중국(中國) 집안현(輯安縣))

72



- 16 -

<圖 13> Bamiyan 석굴(石窟) 천정벽화여래상(天井壁畵如來像)

<圖 14-a> Tumshng의 불전도(佛傳圖)(Paris, Guimet 박물관장(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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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4-b> 테라토타장식(<아폴론> 베이오출토 기원전 510년경)

<圖 14-c> 수장벽전(修粧壁傳) 신(新)바빌로니아<이시타르문(門)>

(바빌론발굴 B.C.575년경 동베르린 국립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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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이로 이븐․사산 승원(僧院)의 부조장식(浮彫裝飾)

b. 카이로의 아라베스크

c. 비잔틴계(系)의 아라베스크

<圖 15> 비잔틴계(系) 초화문(草花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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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 무녕왕릉출토(武寧王陵出土) 금제관식(金製冠飾)

(16-b) 부여출토(扶餘出土) 은제관식(銀製冠飾)

(16-c)  무녕왕릉출토(武寧王陵出土) 금제(金製)뒤꽂이

(16-d) 부여능산리출토(扶餘陵山里出土) 금동투조금구(金銅透彫金具)

<圖 16> 백제(百濟) 금공(金工) 초화(草花) 형식(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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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 경주출토(慶州出土) 금동투조행엽(金銅透彫杏葉)

(17-b) 경주(慶州) 금관총출토(金冠塚出土) 금동초두(金銅鐎斗)

(17-c) 경주(慶州) 금관총출토(金冠塚出土) 요패식(腰佩飾)

(17-d) 경주(慶州) 금관총출토(金冠塚出土) 과대금구(銙帶金具)

<圖 17> 신라(新羅) 금공(金工) 초화형식(草花形式)

  금관총출토(金冠塚出土) 초두(鐎斗)는 완전한 그리이스풍(風)(서역풍(西域風)의 선조(線

彫) Acanthus 당화문(唐華文)이 대상(帶狀)으로 새겨졌고, 이를 제외한 백제(百濟) 유물

(遺物)과 신라(新羅) 투작공예(透作工藝)는 환문총(環文塚) 등에서의 한대(漢代) 괴운문형

식(怪雲文形式)의 여운을 보여준다.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의 만경(蔓莖)을 최대한 와문

화(渦文化)한 알바니아(Albania) 발견(發見), 또는 헝거리 마델리(Martely) 발견의 과금구

(銙金具)(圖 18)는 그 선례(先例)로서 한대이전(漢代以前)에 이미 전국시대(戰國時代) 철기

(鐵器)․채화배(彩畵杯)라든가 동경(銅鏡)등에 향을 주었던 것이다.(圖 19․20)이 전국시

대(戰國時代)의 양식(樣式)은 일찌기 중앙(中央)아시아의 우랄-스키타이족(族)과의 왕래를 

통해 북방(北方)으로 전파(傳播)한 그리이스적(的) 의장요소(意匠要素)가 엿보인다.18)

a. Albania 발견(發見)

b. 헝거리, Sung 발견(發見)

c. 헝거리, Martely 발견(發見)

d. Albania 발견(發見)

<圖 18> 과대금구(銙帶金具)   

18) 孟仁在, 古新羅工藝의 透作무늬에 대하여, 「考古美術」150. 한국미술사학회(1979.8) (三國時代 美術特輯) p.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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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9> 전국시대(戰國時代) 운기문(雲氣文) 동경(銅鏡)

<圖 20> 낙랑(樂浪) 목관금구(木棺金具) 부분(部分) (평양오야리(平壤梧野里)19호분(號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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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대(古代) 의장문양(意匠文樣)의 시대적(時代的) 특성(特性)

  한국(韓國)의 문화(文化)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외래문화(外來文化)와의 교류관계(交流關

係)는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歷史的)상황(狀況)이 무시되고서는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올바른 성격(性格)을 이해할 수 가 없다.

  우리 민족(民族)의 창조성(創造性)은 적어도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부터 나타나고 있으

며 그 속에는 동북(東北)아시아 여러 민족(民族)의 문화(文化)와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청(丹靑) 의장요소(意匠要素)를 중점(中點)으로 고찰(考察)하고자 

하므로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제미술(諸美術)의 장식요소(裝飾要素)는 생략하기로 하고, 

삼국시대(三國時代)와 그 이래(以來)의 여러 조형미술품(造形美術品)의 양식(樣式)을 살펴 

보므로서 후대(後代) 단청(丹靑) 의장(意匠)의 원류(源流)에 접근하여 보고자 하 다.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공예(工藝)는 대체로 고분출토품(古墳出土品)과 유적전래품(遺蹟

傳來品)으로 크게 구분(區分)된다. 또 그것을 세분(細分)하여보면, 토도공예(土陶工藝), 금

속공예(金屬工藝), 채화(彩畵), 칠기공예(漆器工藝), 석조공예(石造工藝) 등으로 나뉘어진

다. 삼국시대(三國時代) 공예(工藝)에서 나타나는 문양(文樣) 소재(素材)는 각(各) 유물(遺

物)의 성격(性格)에 따라 양식(樣式)을 달리하지만, 그 속에서는 고분벽화(古墳壁畵)를 비

롯하여 제미술(諸美術)의 장식요소(裝飾要素)가 상호간에 공통적인 양식적 흐름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時代的)으로 공통적인 외래적(外來的) 향을 느낄수 있으며 시문

기법(施文技法)에 있어서 시대성(時代性)을 강하게 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그 양식(樣式)의 전래(傳來)되는 경로(經路)에 따라 문양(文樣)의 성격(性格)이 

달리 나타나는데, 첫째, 일찌기 중앙(中央)아시아의 우랄-스키타이계(系) 의장(意匠)등 북

방계(北方系) 문양요소(文樣要素), 둘째, 한족적(漢族的) 장식요소(裝飾要素), 셋째, 서역(西

域)에서 중앙(中央)아시아를 거쳐 중국(中國)을 통해 유입(流入)된 불교미술(佛敎美術) 장

식요소(裝飾要素), 네째, 서방문화적(西方文化的) 요소(要素), 등으로 구별(區別)하여 볼 수 

있으나 한계(漢系) 장식요소에는 전술(前述)한 바와같이 어느정도의 서역적(西域的) 향

이 포함되어 있고, 또 불교미술(佛敎美術)에서도 서역적(西域的) 요소(要素)와 한계요소(漢

系要素)가 혼합(混合)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삼국시대(三國時代) 및 그 이래(以來)에 계속 나타나는 의장문양(意匠文樣)의 기

본(基本) 유형(類形)을 성격(性格)에 따라 대별(大別)하여 분류(分類)하고 그 원류(源流)에 

접근하여 보기로 한다.

1. 운문(雲文) 양식(樣式)

  구름의 표현형식(表現形式)은 건축(建築)을 비롯하여 공예(工藝), 조각(彫刻), 회화(繪畵) 

등 조형미술(造形美術)에서 다종다양(多種多樣)하게 나타나며, 그 형성(形成)에 따라 각기 

다른 상징적(象徵的) 표현(表現)을 나타낸다. 구름은 장식적(裝飾的)인 운형(雲形)과 회화

적(繪畵的)인 운형(雲形), 그리고 변형(變形) 운문(雲文)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시대(時

代)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주요 원인은 각 시대(時代)의 종교적(宗敎

的) 배경(背景)을 생각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모든 미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운문(雲文)의 종류는 대체로 점운(點雲), 비운(飛雲), 유운(流雲), 용운(聳雲), 보운

(寶雲), 상운(祥雲) 등이 있으며 극히 도안화(圖案化)되어 기하학적(幾何學的)인 구성(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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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으로 나타나는 것(圖 21)과 그리이스풍(風)의 Acanthus나 Palmette엽(葉) 형태를 상징

적(象徵的)으로 나타낸것, 천상계(天上界)의 서상적(瑞祥的)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사실풍

(寫實風)으로 회화적(繪畵的)인 것이 보인다.

<圖 21> 당초(唐草), 운문(雲文)형식(강서(江西) 우현리(遇賢里) 중묘(中墓) 현실(玄室)

             천정받침, 평남(平南) 강서군(江西郡) 삼묘리(三墓里)

  즉 고분벽화(古墳壁畵)나 화상석각(畵像石刻)등에는 풍경화적(風景畵的) 풍속도(風俗圖)

에서 사실화된 구름형상이 그려지고 있지만, 고분벽화(古墳壁畵)에 채화(彩畵)로 묘사된 

건축(建築) 가구(架構) 표현(表現)에서는 극히 상징화(象徵化)시킨 유운(流雲)이 여러 형상

으로 그려지는데, 창방부(椙枋部)나 평방부(平枋部)등에 묘사되어 천상계(天上界)와 현실

계(現實界), 즉 상징적(象徵的) 공간(空間)과 실용적(實用的) 공간(空間)을 구별(區別)해 주

는 역활을 한다. 그러한 장식의도(裝飾意圖)는 공예(工藝)에서도 유사하다. 예컨데 토기(土

器), 도자기(陶瓷器), 금속기(金屬器) 할 것 없이 운문(雲文) 형식은 대체로 그릇의 견부

(肩部) 이상(以上) 또는 저부(低部)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또 운학(雲鶴), 운봉(雲鳳)같이 길상적(吉祥的) 의장(意匠)은 그릇 동체(胴體)의 전면(全

面)에 시문(施文)하여 전체적으로 서상적(瑞祥的) 분위기를 나타내므로서 그릇 자체가 범

상(凡常)치 않은 물건임을 나타낸다. 비천상(飛天像)이나 보주(寶珠), 석불연대(石佛蓮臺)

의 하단중대(下段中臺)에 건축(建築)의 우경에는 옥개(屋蓋)밑에 구름이 표현되는 것은 상

천(上天)의 표현(表現)이라 할 수 있다.

a. 운기문(雲氣文) 형식(形式)

  운기문(雲氣文)은 시대적(時代的)으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상대(上代)에는 주로 와상

대(渦狀帶) 형식(形式)으로서 중국(中國) 은(殷), 주대(周代), 청동의기(靑銅儀器)의 도철문

(饕餮文) 양식(樣式)의 부분(部分)이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와서 와상(渦狀)의 만초(蔓草)

로 변모하면서 전면적으로 그리이스풍(風) 당초형식(唐草形式)이 가미(加味)되고 한대(漢

代)에는 S자(字)형식(形式)의 운기(雲氣)에 작은 잎파리 모양의 혹이 다닥다닥 붙은 모양

이다. (圖 21∼24) 그 형식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중(古墳壁畵中) 전기(前期)(5∼6세기

(世紀頃))에 해당하는 것에 특징적(特徵的)으로 나타난다. 19) 후한대(後漢代)의 화상석각문

(畵像石刻文)에는 운두(雲頭)가 새 모양 (조형(鳥形))으로 묘사된 이른바 조운문(鳥雲文)이 

보인다.20)(圖 24)

19) 金元龍, 「韓國壁畵古墳」 韓國文化藝術大界(1) 一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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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2-a> 한대동기(漢代銅器)

<圖 22-b> 타출문황금판식(打出文黃金板飾)(미케네)

<圖 23>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의 운문형식(雲文形式)

20) 金元龍, 傳偈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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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4> 한대(漢代) 조운문(鳥雲文)

  그 여상(餘像)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 전기(前期)에서, 또 신라(新羅)의 

금공투작공예(金工透作工藝)에서 특징적(特徵的)인 의장형식(意匠形式)이 되고 있다. 

  이 투작의장양식(透作意匠形式)은 물론 한문화(漢文化)의 금공기술(金工技術)에서 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더 멀리 그 원류(源流)를 찾을 것 같으면 스키타이 금공유물(金工

遺物)에서 찾아볼 수 있다.21)(圖 25)

<圖25> 스키타이 금공투작문양(金工透作文樣)

21) 孟仁在, (1979.8), 傳偈書,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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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금공(金工) 투작(透作)은 삼국(三國)이 다 같이 유행을 보았던 그 시대(時代)의 

독특한 기법(技法)이지만 그 소재(素材)나 형식면(型式面)에서 각기 다른 특성(特性)을 나

타낸다.

  즉 고구려(高句麗)의 경우는 한대(漢代) 특유한 운기문(雲氣文)의 여운이 있는 투작(透

作)무늬가 보이는데 마치 화염(火焰) 모양으로 위로 치솟는 유운(流雲)의 형상(形狀)을 호

(虎)․룡(龍)․봉(鳳)의 형태에 혼합(混合)되어 어울려 나타내고 있는 매우 환상적인 표현

이다.(圖 26) 그 예(例)로서는 진파리(眞坡里) 1호분석실선도(號墳石室羨道)에서 발견(發

見)되었다는 금동투각용봉문관형금구(金銅透刻龍鳳文冠形金具)(길이 약 24㎝, 높이 13

㎝)22)(圖 27)를 볼 수 있다. 그 형식(形式)은 평양(平壤) 채협총출토(彩篋塚出土) 낙랑유물

(樂浪遺物)인 채문칠갑편(彩文漆匣片)의 용운문(龍雲文)의 형식과 같다.23)(圖 28)

<圖 26-a> 안악(安岳) 삼호분(三號墳) 천정(天井) 받침 괴운문(怪雲文)

<圖 26-b>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천정(天井) 받침 괴운문(怪雲文)

22) 李浩官, 高句麗工藝-金銅透刻冠을 中心으로 「考古美術」150 <三國時代의 美術特輯> 韓國美術史學會(1981)

23) 「樂浪彩篋塚」朝鮮古墳硏究會, (1934) 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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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7> 금동투각용(金銅透刻龍)․봉문관형금구(鳳文冠形金具)(진파리(眞坡里 

第1호분(號墳), 고구려(高句麗))

<圖 28-a> 중국(中國) 요녕성(遼寧省) 성자고분(營城子古墳)(후한(後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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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8-b> 낙랑채협총출토(樂浪彩篋塚出土) 채문칠갑편(彩文漆匣片)

  이와 같은 괴운문형식(怪雲文形式)은 대개 4세기(世紀)에서 5세기(世紀) 초반(初半)으로 

추정되는 인물풍속도묘(人物風俗圖墓)에서 특징적(特徵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술(前

述)한 바와 같이 환문총(環文塚), 팔청리고분(八淸里古墳)등 주형도(柱形圖)의 주두(柱頭)

에서 나타나는 의장(意匠)은 그러한 운형(雲形)이 당초화(唐草化)되는, 즉 서역(西域)풍

(風) 양식(樣式)을 볼 수 있다. 이 고분벽화(古墳壁畵)들은 점차 인물풍속도(人物風俗圖)와 

사신도(四神圖)가 같이 나타나는 시기로서 5∼6세기경(世紀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고대(古代) 운기문(雲氣文)이 당초화(唐草化)된 운형(雲形)은 조선시대목조건축

(朝鮮時代木造建築)의 가구상(架構狀)에 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형식(形

式)의 실례(實例)는 우선 고구려(高句麗)고분벽화중(古墳壁畵中) 환문총(環文塚)의 주형도

(柱形圖)(圖 12)의 양상(樣相)과 비교해 볼 만한 현존(現存) 건축(建築)을 찾아볼 수 있다. 

  무위사(無爲寺) 금락전(金樂殿)(조선왕조초기(朝鮮王朝初期), 1476年 이전(以前))의 대공

(臺工)(圖 29)이라든가 개심사(開心寺) 대웅전(大雄殿) 파련대공(波蓮臺工)(圖 30) 전등사

(傳燈寺) 약사전(藥師殿)(조선왕조(朝鮮王朝), 18세기경(世紀頃), 국보(國寶)179호(號))와 봉

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 첨차의 구름당초(唐草)와 복화반(覆花盤)의 모습(圖 31)등은 

고식(古式)의 훼용문식(虺龍文式) 운당초문(雲唐草文)의 잔상이 보인다.

  특히 전등사(傳燈寺) 약사전(藥師殿) 등의 대공(臺工), 그리고 내부(內部)에는 제공의 뒷

부분이 구름당초무늬로 초각(初刻)하여 트림을 하 는데 그 형식(形式)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의 괴운문(怪雲文)에서와 연결되며 신라(新羅)의 각종(各種) 금공

투작(金工透作) 양식(樣式)에서의 양상(樣相)이 뚜렷하다(圖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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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9) 무위사극락전(無爲寺極樂殿) 대공(臺工)

<圖 30> 개심사(開心寺) 대웅전파(大雄殿波) 연대공(蓮臺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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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1-a> 전등사(傳燈寺) 약사전공아(藥師殿供牙)

<圖 31-b>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 첨차와 대공(臺工)의 운형(雲形)

<圖 32> 향당산(響堂山) 석굴(石窟) 남벽(남벽) 구름 당초문(북제시대(北齊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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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운문(雲文)의 당초화(唐草化)

  당초(唐草)라 하는 용어(用語)는 원래 「당풍(唐風)」의 「이국풍(異國風)」의 초화(草

花)하는 의미(意味)를 지닌 것으로 한국(韓國)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記錄)이 아직은 없으

나 일본(日本)의 평안문학(平安文學)〔「침초자(枕草子)」〕 등에서 「당초(唐草)」란 용

어가 나타난다고 한다.24)

  일반적(一般的)으로 당초문형식(唐草文形式)은 식물(植物)의 실재적(實在的)인 상태를 

본떠서 일정(一定)한 형식(形式)으로 도안화(圖案化)시킨 장식적(裝飾的) 무늬의 한 유형

(類形)으로 볼 수 있다. 당초문계(唐草文系) 장식요소(裝飾要素)는 그런 장식을 사용하

던 각민족(各民族)의 조형양식(造形樣式)의 특질(特質)을 제일 명백히 해주는 전형(典刑)

이라 할 수 있으며 당초문(唐草文) 형식(形式)이 변용(變容)하는 현상(現象)은 각(各) 민족

(民族)이 가진 기질(氣質)에 대응(對應)된다. 또한 각기(各己) 그 발생지역(發生地域)에 따

라 특성(特性)을 달리하며 그러한 특성은 지역적(地域的) 문화적(文化的) 성격(性格)을 가

늠하고 있다.

  대체로 스키타이 계(系)의 장식적(裝飾的) 성격(性格)으로서 동물문계(動物文系) 의장(意

匠)을 말할때 반면에 식물장식(植物裝飾) 의장(意匠)의 일종(一種)으로서 화문(花文) 또는 

덩굴무늬 형식은 주(主)로 그리이스 미술에서 원류(源流)하는 것을 볼 수 있다.(圖 33)

<圖 33-a> Acanthus 주두(柱頭)(아치카식(式) 데키도스의 彩畵)

24) 曺圭和, 唐草紋樣의 系譜, <古代韓國의 唐草文樣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第18號, 國立中央博物館(1975.12) 

P.54(註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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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3-b> 코린트주두(柱頭)의 Acanthus 장식(裝飾)

  당초문(唐草文) 형식(形式)은 고대(古代) 이집트에서 발생하여 그리이스에서 완성(完成)

을 보았으며, 그 형식은 다시 여러 지역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지

역(地域)의 특성(特性)에 따라 유형(類形)을 분류(分類)하여 보면, 그리이스의 전통적(傳統

的) 양식(樣式)인 Anthemion계(系)와 아라비아 지역(地域)에서의 발생(發生)된 Arabesque

계(系)로 구분(區分)되고 있다.25)

  그리이스풍(風) Anthemion계(系) 당초문(唐草文)은 다시 Lotus와 Palmette 그리고 

Acanthus로 세분(細分)할수 있는데, 이러한 그리이스계(系) 당초(唐草) 양식(樣式)의 한 

부류는 B.C.4세기(世紀)의 Alexander 동정(東征)과 더불어 동방(東方)에 전래(傳來)되어 

페르시아의 Sassan 왕조(王朝)에 와서 화려한 구성(構成)과 균형있는 Arabesque 형식(形

式)으로 발전(發展)을 보게 되었다. 또한 다른 한 줄기는 Scythai문화(文化)에 전파(傳播)

되어 그 지역의 의장적(意匠的) 특성(特性)인 새나 짐승을 도안화(圖案化)한 장식요소(裝

飾要素)에 혼성(混成)되어 그 문화(文化)는 유라시아 내륙지방(內陸地方)에 널리 퍼져 중

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 미술(美術)등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은 전술(前述)한 바

와 같다.

  한국고대(韓國古代)에 이러한 북방(北方) 전래(傳來)에서 비롯된 한계운문(漢系雲文)이 

이른바 소용돌이 꽃받침 위에 부채 모양으로 핀 꽃의 Palmette 당초형식(唐草形式)으로 

변모되는 것은 대개 5세기말(世紀末)로 추정할 수 있으니, 그 예로서 통구사신총(通溝四神

塚), 강서(江西) 우현리고분벽화(遇賢里古墳壁畵), 진파리(眞坡里) 1호분(號墳), 쌍 총(雙 

楹塚) 등(等)을 보게 된다.(圖 34) 그 양상(樣相)은 북제시대(北齊時代) 무안현석굴(武安縣

石窟)의 불상광배(佛像光背), 감숙성돈황천불동(甘肅省敦煌天佛洞), 第11동(洞)(북위대(北魏

代))과 용문석굴(龍門石窟)(북위대(北魏代))의 본존불상(本尊佛像)  광배(光背)등에서 유사

하게 나타난다.(圖 32․33․34․35․39)

25) 拙著 韓「國紋樣史」 美進社(1983.4) 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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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4-a> 쌍 총(雙楹塚)

<圖 34-b> 진파리(眞坡里) 1호분(號墳)

< 圖 35> 용문석굴불감(龍門石窟佛龕)의 인동문(忍冬文)

  현리대묘(賢里大墓)등에 나타나는 사실적인 연화(蓮花), 인동(忍冬)당초문(唐草文)은 6세

기경(世紀頃) 중국(中國) 감숙성(甘肅省) 맥적산석굴사원(麥積山石窟寺院)의 벽화(壁畵)와 

연결된다.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의 당초운문(唐草雲文) 형식(形式)은 특(特)히 백

제미술(百濟美術) 전반(全般)에서 특성(特性)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주반남면신촌리(羅州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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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面新村里) 9호분출토(號墳出土) 금동관(金銅冠)(圖 36)에서는 인동(忍冬) 형식(形式)이 

나타내고 무녕왕릉출토(武寧王陵出土) 인동문형식관식(忍冬文形式冠飾)들과 도검(刀劍)의 

손잡이 장식(裝飾)의 투작(透作)무늬, 금제(金製)뒤꽂이등의 인동문(忍冬文), (圖 16․37참

조) 일본(日本)․법륭사(法隆寺) 천개천인상(天蓋天人像)(7세기(世紀)), 그리고 중궁사(中宮

寺) 천수국(千壽國) 수장잔궐(繡帳殘闕)(6세기(世紀))(圖39)에 연결된다. 

<圖 36-a> 삼국시대(三國時代) 관식비교(冠飾比較)

<圖 36-b> 금관(金冠) (전(傳) 경북(慶北) 고령(高靈) 출토(出土), 

                        가야(伽倻),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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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6-c> 투조화염형금관(透彫火焰形金冠) 

                     (평양(平壤) 청암리(淸岩里) 토성(土城), 고구려(高句麗))

<圖 37> 금제(金製) 관식(冠飾) (왕비용(王妃用), 공주(公州) 

 무녕왕릉(武寧王陵) 출토(出土), 백제(百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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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8> 강당산석굴(堂山石窟) 천정(天井) 병화도(甁花圖)(북제시대(北齊時代))

<圖 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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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9-b> 일본(日本) 중궁사(中宮寺) 천수국수장잔궐(天壽國繡帳殘闕)

  고구려(高句麗)의 운기문(雲氣文)과 유사한 형식(形式)이면서도 또 다른 의장적(意匠的) 

소재(素材)로써 도안화(圖案化) 시키고 있는 것이 백제(百濟) 금공투조공예(金工透彫工藝)

의 특징(特徵)이라 할 수 있다. 예(例)컨데 공주(公州) 무녕왕릉출토(武寧王陵出土) 왕비

(王妃)의 금제관식(金製冠飾)을 볼때 고구려(高句麗)의 투조간식(透彫冠飾)과 같은 형식(型

式)인 화염(火焰)모양의 외형(外形)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高句麗)의 특성(特

性)과 아주 다른 것은 고구려(高句麗)의 것이 소위 훼룡문식(虺龍文式) 운기문(雲氣文)을 

표현한데 비해서 백제(百濟)의 경우는 그리이스풍(風)의 Palmette 엽(葉)과 연화(蓮花)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신라의 경우와 같이 경적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연하고 자연(自然)스러운 의장(意匠)을 보여주는 것이 백제적(百濟的) 특성(特性)을 나

타낸다.(圖 36․37) 이러한 초화문형식(草花文形式)은 역시 상징화(象徵化)된 구름이라고 

보아진다. 이렇듯 Palmette와 연화(蓮花)가 화병(花甁)속에 있는 정물화적(靜物畵的)인 도

안(圖案)은 향당산석굴천정(響堂山石窟天井) 병화도(甁花圖), (圖 38) 또 용문석굴(龍文石

窟)등 북위(北魏)때 사원(寺院)의 장식요소(裝飾要素)로 성행되고 있다.

  또 돈황석굴(敦煌石窟)(A.D. 538∼9)의 불감(佛龕)등에서 유사한 형식이 보인다.26)

  또 북제시대(北齊時代)(A.D. 550∼77)의 향당산석굴석조(響堂山石窟石彫) 병화(甁花)는 

백제(百濟) 관식(冠飾)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먼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

畵) 천정화(天井畵)에 나타나고 다시 고려(高麗)․조선시대(朝鮮時代) 건축양식(建築樣式)

에 계속 전하여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문(花文) 형식(形式)이 북제(北齊)등 중국(中國) 건축의장(建築意匠)에 나타나

기 이전(以前)에는 인도계(印度系) 조상(彫像)들, Sanchi 탑(塔)(B.C. 70∼25) Muttra 강원

(講院)의 조각(彫刻), 그리고 Gupta 기(期)(A.D. 320∼600)의 Ajanta 동굴벽화(洞窟壁畵)등

에 이어진다.27)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 강서(江西) 우현리중묘(遇賢里中墓)를 비롯하여 쌍

총(雙楹塚) 천정(天井), 진파리(眞坡里) 1호분(號墳), 통구사신총(通溝四神塚), 통구(通溝) 

십칠호분(十七號墳) 등등의 6세기경벽화(世紀頃壁畵)에서 많이 나타난다.(圖 41)

26) 「北魏石窟浮彫拓片選」 中國古典藝術出版社, 圖版 49.

27) Laurence Sickman, Alexander Soper, 「The Pelican History of Art」(The Art and Architechure of China」, 

(1967.7), Kansas City,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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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동당초분(忍冬唐草文) 형식(型式)의 구름표현은 그리이스적(的)인 요소(要素)가 습

합(習合)된 스키타이계(系) 양식(樣式)이 기원전후(紀元前後)로 북방(北方)을 거쳐 중국(中

國) 문화(文化)에 흡수되는 것을 운기문(雲氣文)형식(形式)에서 볼 수 있었으나, 그리이스 

및 서역문화(西域文化) 향이 직접 나타나는 것은 결국 6세기(世紀)무렵의 각종(各種) 고

분미술(古墳美術)과 불교미술(佛敎美術)인 것으로 추정된다.

  스키타이계(系) 문화요소(文化要素)가 신라(新羅) 고분출토(古墳出土)의 장신구류(裝身具

類)를 비롯하여 마구(馬具) 및 앙금구(鞅金具), 또 칠기(漆器)․채화(彩畵)에서 엿볼수 있

고, 그 양상(樣相)은 역시 고구려(高句麗)의 초기(初期) 고분벽화중(古墳壁畵中)에 천왕지

신총(天王地神塚), 환문총(環文塚)등에서의 창방이나 천정 받침석의 괴운문형식(怪雲文形

式)과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28) 그러나 신라(新羅)처럼 그 주변에 둘러진 

초화(草花)덩굴무늬는 세기이후(世紀以後)의 서역적(西域的) 의장요소(意匠要素)임이 틀림

없는 금문(錦文)의 일종(一種)이다. (圖 40)

<圖 40> 천마총(天馬塚)(부분(部分)) 당초문(唐草文) 백화수피채화판(白樺樹皮彩畵板) 

         (신라(新羅))

a. 통구사신총현실천정(通溝四神塚玄室天井)(고구려(高句麗))

b. 운강석굴(雲岡石窟) (북위(北魏))

<圖 41> 인동문형식(忍冬文形式)

28) 孟仁在(1981.6) 傳偈書, p.p.144∼151.

    拙著, (1983.4) 傳偈書,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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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가야계(伽倻系) 금동관(金銅冠)으로 알려진 경북(慶北) 고령지산동(高靈池山洞) 

32호분(號墳) 금동관(金銅冠)(계명대학교소장(啓明大學校所藏))과 전고령출토(傳高靈出土) 

금관(金冠)(호암미술관장(湖巖美術館藏)은 인동초화문계(忍冬草花文系) 양식(樣式)으로 특

징적인 형태를 이루었다.(圖 36)

  또한 경주(慶州) 금관총출토(金冠塚出土) 금동초두(金銅鐎斗)의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인동문(忍冬文)(圖 17-B 참조)은 Tumshug 불전도(佛傳圖)(빠리, 기메박물관(博物館))(圖 

14)등의 서역미술(西域美術)의 향이 보이고 있어서 그 고분(古墳) 자체도 6세기(世紀) 

후반경(後半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특(特)히 통일신라(統一新羅)기(期)에는 와(瓦)․전

(塼)을 비롯하여 불교조형물(佛敎造形物)에서 서역적(西域的)인 문양요소(文樣要素)가 두

드러지는데,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구름당초형식은 포도당초(葡萄唐草), 파초(芭蕉) 등등의 

새로운 식물(植物) 장식(裝飾)이 다채(多彩)롭게 나타난다. 또 당초(唐草)덩굴과 함께 서금

(瑞禽)․서수(瑞獸)가 좌우대칭형식(左右對稱形式)으로 구성(構成)되는 것은 점차 

Arabesque 적(的)인 요소(要素)가 유행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그러한 무늬의 양상은 「페

리오」가 서역(西域) Tutfan(토로번(吐魯番))에서 장래(將來)하 다는 상봉문금문(翔鳳文

錦文)(기메박물관(博物館), 7세기경(世紀頃))에서와 유사하다.29)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의 많은 사지(寺址)에서 발견(發見)된 암기와 와당(瓦當)에서는 

이러한 보상당초문형식(寶相唐草文形式)과 서역적(西域的) 향이 짙은 서금(瑞禽), 또는 

봉황(鳳凰)등의 조류(鳥類)가 자연(自然)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구성(構成)된다.(圖 42)

<圖 42> 청동도두(靑銅刀斗)(식복총출토(飾覆塚出土), 신라(新羅))

  상징화된 구름과 서상적(瑞祥的)인 새를 조화(調和)시켜 건축물(建築物)의 옥개(屋蓋)를 

꾸며 장식(裝飾)하는 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 상징적(象徵的)인 

구름무늬에 조형(鳥形)을 결합(結合)시킨 의도(意圖)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양상(樣相)은 모든 기물(器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통일신라시대(統一新

羅時代) 인화문골곤(印花文骨壼)에서는 운두(韻頭)가 여의(如意)모양이고 운미(韻尾)가 두

가닥으로 길게뻗은 보운문(寶雲文)이 나타나고 이 운문형식(雲文形式)은 중국(中國) 당대

(唐代) 그리고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특징적(特徵的)인 장식요소중(裝飾要素中)에 

하나라 할 수 있다.(圖 43) 이 역시  인동(忍冬)의 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려(高麗) 중

기(中期) 운학문(雲鶴文) 형식(形式)의 선형(先形)이 된다.(圖 43)

29) 曺圭和(1975.5), 傳偈書.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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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3-a> 은제원형금구(銀製圓形金具)의 망고화문(花紋)

(황룡사지(皇龍寺址) 목탑(木塔) 심초석내(心礎石內)

<圖 43-b> 통일신라기보운문형식(統一新羅期寶雲文形式)

<圖 43-c> 고려시대(高麗時代) 운문형식(雲文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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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3-d> 일본소재(日本所在) 아미타(阿彌陀) 8보살도(菩薩圖) 의문(衣文)(고려(高麗))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古代)에 상징적(象徵的)으로 의도화(意圖化)된 구름 무

늬는 원시민족(原始民族)들의 경천사상(敬天思想)에서 비롯된 여러 신앙요소(信仰要素)에

서 비롯한다고 생각되며, 점차 하나의 종교적(宗敎的)인 관념에 따라 그 양식(樣式)에 변

천을 가져오고 또한 시대적(時代的) 상황에 따라 다양(多樣), 다종(多種)한 표현양식(表現

樣式)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탑상조(塔像條)에 보면 「제석신(帝釋神)이 흥륜사(興輪寺)의 

경루(經樓)에 강림하여 머무르니 나무와 풀들이 이상한 향기를 내고 오색구름〔오채운(五

彩雲)〕이 절을 덮었다」고 하 다.

  여기서 말하듯 천신(天神)의 자손(子孫)이라 일컫는 제왕(帝王)이 거처하는 궁전(宮殿)

이나 제석(帝釋)이 거처하는 금당(金堂)은 오색운(五色雲)으로 둘러 싸인 것 같이 화엄미

려(華嚴美麗)하게 꾸며 천궁(天宮)과 같이 장엄(莊嚴)하고자 하 던 것이다. 그 잔상(殘像)

은 목조건축(木造建築)의 각부(各部) 머리초를 둘러싼 휘(暉)의 유형(類型)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의식(意識)은 후대(後代)의 조형장식(造形裝飾)에도 계속되는 것이며 특(特)히 

건축의장(建築意匠)에 있어서는 그 잔상(殘像)이 계속 유전(流轉)되고 있음을 여러 유구

(遺構)를 통하여 볼 수 있다. 현존(現存) 목조건축(木造建築)에 있어서 다양(多樣)한 초문

(草文) 형식(形式)은 고대(古代) 운문(雲文)에서 변형된  형식이 대부분이며 대개 통일신

라기(統一新羅期)의 보상화문식(寶相華文式) 운형(雲形)이 고려시대(高麗時代)와당(瓦當)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급속히 도안화(圖案化)된 와운문형식(渦雲文形式)에서 이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 형식은 점차 포벽초(包壁草)등의 초트림, 첨차의 운초각(雲草刻)무늬, 낙양의 파련각

(波蓮刻) 등은 예컨데 조선시대(朝鮮時代) 목공가구(木工家具)의 장식(裝飾)에서도 볼 수 

있지만, (圖 44) 이러한 것은 구름위에 떠있는 천상계(天上系)의 보전(寶殿)을 묘사(描寫)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것은 한대(漢代) 이래(以來)의 건축장식(建築裝飾)에서 비

롯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한서(漢書)」의 기록(記錄)에 보면, 「건물(建物)에는 상면(上

面)에 천지(天地), 태일(太一), 귀신(鬼神), 천신(天神)등을 그려 장식 되었다.」하 던 것으

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의도(意圖)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출현(出現)과 성립(成立)의 근

원을 말해주며 천지(天地)의 조화(調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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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천(天)과 지(地)를 구별(區別)하여 주는 역활이 운기문(雲氣文)이라 할 수 있다.

2. 초화문(草花文) 형식(形式)

  미술사(美術史) 전반(全般)을 통하여 볼때 종교적(宗敎的) 조형의장(造形意匠)에 있어서 

가장 다양(多樣)한 형식(形式)과 광범위하게 쓰여졌던 것이 초화문계(草花文系) 문양요소

(文樣要素) 형식(形式)은 상대(上代) 이집트를 비롯하여 인도(印度), 서역(西域), 그리고 중

앙(中央)아시아를 거쳐 중국(中國) 등 동부문화권(東部文化圈)에 이르기까지 종교적(宗敎

的)인 의장요소(意匠要素)로서 필연의 관계를 지니고 발전되어 왔다.30) 화문(花文)의 유형

(類形)은 대개 3가지로 대별(大別)해 볼 수 있는데, 그 형식(形式)에 따라 정면형(正面

形)(en face), 측면형(側面形)(en profile), 반측면형(半側面形)(en demi□□ace), 그리고 화

뢰형(花蕾形)(꽃봉오리)로 구분된다.31)(圖 45)

  정면형(正面形)은 일반적으로 원형화(圓形花)라 하는 것으로 평면적(平面的)으로 펼쳐진 

꽃 모양을 위에서 내려다 본것이며 측면형(側面形)은 옆에서 본 형태로서 이른바 부채형

(선형(扇形))의 형태이다. 또한 반측면형(半側面形)이란 약간 사각(斜角)으로 내려다 본 화

형(花形)이다.

  

<圖 44> 무량사(無量寺) 극락전(極樂殿) 공포

30) 拙著, (1983). 傳偈書, p.p.63∼68.

31) Alois Rigle 著, 長廣敏雄 譯「リ-グル 美術樣式論」 美術名著選書 11, 岩崎美術社(1975.5), 東京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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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형(正面形)             측면형(側面形)

반측면형(半側面形)                   화뢰형(花蕾形)

<圖 45-a> 연화문(蓮花文)의 유형(類形)

a. 성총(星塚) 현실(玄室) 동벽(東壁)

b. 성총(星塚) 현실(玄室) 북벽(北壁)

c. 통구사신총(通衢四神塚) 현실(玄室) 남벽(南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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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5-b> 복련화좌(覆蓮花座)

  화문(花文)과 초문(草文)은 다같이 지역(地域)에 따라 특성(特性)을 나타내며 시대(時代)

에 따라 다소(多少) 다른 표현(表現)을 나타낸다. 또 장식(裝飾)되는 대상에 따라 화형(花

形)의 형태로 달리하여 쓰여진다. 고대(古代)의 화문(花文)은 거의 도안적(圖案的)인 형태

가 쓰여졌으나 점차 중세(中世)에 내려 오면서 사실적(寫實的)인 경향(京鄕)이 나타나며 

근세(近世)에 와서 여러 유형(類形)을 합성(合成)하여 추상적(抽象的)인 형태를 보여준다.

  단청(丹靑) 양식(樣式)에 주(主)로 나타나는 화문(花文)형태는 연화(蓮花), 보상화(寶相

華), 국화(菊花), 매화(梅花), 이화(梨花)등이 있으며 그 밖에 연봉형(形), 3판화(辦化)∼10

판화(辦化) 그리고 다판화(多辦化)등의 형식(形式)이 있다. (圖 46) 건조물(建造物)을 비롯

하여 각종(各種) 조형의장(造形意匠)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화문(花文)은 단청(丹靑)의 양

상(樣相)과 같다. 단청(丹靑)에서의 화문(花文)은 주화(朱花), 석류(石榴), 천도(天桃), 하엽

(荷葉)등으로 구분하여 진다.(圖 47)32)

32) 張起仁, 韓奭成, 「丹靑」韓國建築大系 Ⅲ, 普成文化社,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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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6-a>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각종(各種) 연화문형식(蓮花文形式)

      인동연화문(忍冬蓮花文)                           

(중국(中國) 공현(鞏縣) 석굴사(石窟寺)                   강서우현리중묘(江西遇賢里中墓)

      第3굴(窟), 북위(北魏))                                   (고구려(高句麗))

 

<圖 46-b> 북위(北魏)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의 

인동연화문비교(忍冬蓮花文比較) 

<圖 46-c>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보상화문형식(寶相花文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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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6-c> 중흥사금고(重興寺金鼓)(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

「정우육년명(貞祐六年銘)」금고(金鼓).(북선원사(北禪院寺))

<圖 46-d> 고려시대(高麗時代) 연화문(蓮花文) 형식(形式)

<圖 47-a> 조선시대(朝鮮時代) 단청(丹靑)의 연화형식(蓮花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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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암범종(三仙庵梵鐘)           강경사종(金剛頃事鐘)(일본소재(日本所在)

<圖 47-b> 고려범종(高麗梵鐘) 당무(幢巫)의 화문형식(花文形式)

  a. 화문(花文)

  고대(古代)의 화문(花文)은 그 형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거의 연화(蓮花)를 상

징적(象徵的)으로 표현(表現)하고 있다. 

  즉 단청(丹靑)에서의 주화(朱花), 태평화(太平花), 보상화(寶相華), 파련화(波蓮花), 녹화

(綠花) 등은 모두 연화(蓮花)의 변화형(變化形)이다. 그 가운데 주화(朱花)는 B.C.5∼6세기

경(世紀頃) 간다라 초기(初期) 불상대좌(佛像臺座)를 비롯하여 조상(彫像)의 장식(裝飾)무

늬로 나타나며, 4판화(辦化)․6판화(辦化)․8판화(辦化)등 다양(多樣)한 형식(形式)이 있다. 

본래 보상화(寶相華)의 일종(一種)으로서 그 둘레의 주연(周緣)이 둥그런 오금(화판(花瓣)

의 테두리가 오그라진 모양)이 표현된 화형(花形)이다. 단청(丹靑)에서는 이러한 화문(花

文)을 육색(育色)․장단 주홍(朱紅)으로 도채(塗彩)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名稱)이지만, 

청색(靑色) 또는 녹화(綠花)로 그려지기도 한다. 본래 고화(考花)가 정형(定型)이며 그 모

양도 방형(方形)․능형(菱形)․원형(圓形)으로서 연화(蓮花)를 단순화(單純化)시킨 것이다. 

이러한 화문(花文)은 고대(古代)로 부터 조각(彫刻)․공예(工藝)․건축(建築)을 비롯하여 

각종(各種) 회화적(繪畵的) 장식(裝飾)그림에서 주연문양(周緣文樣)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정면형(正面形)(원형(圓形)) 연화(蓮花)는 4․6․8판(瓣)이 일반적(一般的)이고 그 밖에 

10∼16판(辦),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판화문(多瓣花文)도 있다. 그러나 예외(例外)로 3․

5․7․9……등 홀수로 된 연화(蓮花)의 경우도 간혹 보인다.

  고대(古代) 식물장식법(植物裝飾法)의 발전(發展)관계를 설명한 바 있는 W.G.Goodyear 

는 「로터스의 수법(手法)(Grammar of the lotus)」에서, 고대(古代) 이집트의 lotus33) 장 

식법(裝飾法)의 기원을 동양(東洋)에 두고 있으며 장식문양(裝飾文樣)으로 발전(發展)시킨 

33) 그리이스神話와 忘憂樹로서 그 열매를 먹으면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한다. 一種에 蓮花이며, 建築 意匠에서 蓮

꽃무늬를 lotus라 한다.  그 모양은 일찌기 이집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리이스 裝飾무늬의 主種을 이루었

고 다시 印度를 비롯하여 中央아시아, 中國 일원에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高句麗 古墳壁畵에도 그 形式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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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고대(古代) 이집트에서 태양숭배신앙(太陽崇拜信仰)을 원동력(源動力)으로 하 다고 

주장한 바 있다.34)

  이집트의 벽화(壁畵), 목관(木棺), 건축(建築)등 장식에서의 연화문형식(蓮花文形式) 은 

신화적(神話的)인 요소(要素)와 함께 바빌로니아․앗시리아에 전래되었고 그것은 다시 

Sasan 왕조(王朝)(A.D. 226)의 금속공예(金屬工藝)에 까지 전(傳)하여진다.

  특(特)히 연화(蓮花)와 일찍부터 인연을 맺은 인도(印度)에서는 B.C.1000年 이전(以前)부

터 리그․베다의 종교의 성립과 더불어 태양신(太陽神)인 Surya, Visnu등이 손에 연꽃을 

들거나 연꽃에 안주(安住)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연화의 중심부(中心部), 즉 자방

(子房)에 안주(安住)한 인물(人物)의 모습은 고구려 벽화중 성총현실(星塚玄室) 북벽(北壁)

에 그려지고 있어서 주목되며 또 통구벽화고분(通衢壁畵古墳)에도 보인다.(圖 48) 또한 힌

두 사상(思想)에서도 연화(蓮花)와 창조신(創造神) Branma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화엄

경(華嚴經)에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형상을 말하고 있고,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의하면, 극락세계(極樂世界)에 태어난다는 것은 곧 연화 속에서 화생(化生)하는 것을 뜻하

고 있다. 또한 , <아미타경(阿彌陀經)>에도 극락(極樂)의 장엄(莊嚴)이 연화(蓮花)로 이루

어졌다고 하 다.36)

  Barhut(Sunga 왕조(王朝)), Andhra 왕조(王祖)의 Sanchi등의 탑문(塔門) 문주(門柱)의 

형식(形式)에서 향을 받은 Maurya 왕조(王祖)의 Aoska 왕(王) 석주(石柱)(B.C. 3세기경

(世紀頃)), 또 Andhra 후기(後期)(A.D 2∼3세기경(世紀頃))의 Amaravati의 조각(彫刻)등에

는 연화좌(蓮花座)의 형태가 전해 내려오고, 또한 Gandhara의 향이 나타난다.(圖 49)

  중국(中國)에서도 4세기경(世紀頃)에는 금동보살상(金銅菩薩像)등에서 간다라 불상(佛

像)과 유사한 연화좌(蓮花座)가 출현하고, 북위시대(北魏時代)에는 「태평진군삼년명(太平

眞君三年銘)」(442年) 석조보살반가상(石造菩薩半跏像)과 「황흥오년명(皇興五年銘)」(471

年) 금동불입상(金銅佛立像) 등에서 8엽연화(葉蓮花)가 나타난다. 북위불상(北魏佛像)의 연

화(蓮花)는 처음에는 16엽(葉)등 다판(多瓣)이 보 으나 점차 Gandara식(式)에서 탈피하여 

8엽(葉)으로 변천하면서 판단(瓣端)이 첨형(尖形)이며 단엽중판(單葉重辦)에서 복엽(復葉)

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대체로 고구려(高句麗) 와당(瓦當)이나 고분벽화(古墳壁畵)에 그려진 연화문(蓮花文)은 

북위계(北魏系) 형식(形式)에서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모양은 이미 고구려(高

句麗)의 특성(特性)있게 변모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圖 50)

34) Alois Rigle 著, 長廣敏雄譯. 「リ-グル 美術樣式論」, 美術名著選書 11 岩崎美術社(1975.5), p.11∼12.

35) 朴世仁, 「蓮花의 象徵的 意味의 硏究-印度의 神話와 佛敎를 中心하여-」 東國大學校大學院, 1975.

36) 「大正新修大藏」 第12卷 <佛說無量壽經>, p.272. <阿彌陀經>,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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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8> 연화(蓮花)속의 신상(神像)(인도(印度))

<圖 49> Asaka 왕(王) 석주(石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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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화문(蓮花紋)(평양(平壤) 내리(內) 1호분(號墳) 현실(玄室) 

   남북벽(南北壁) 천정받침 고구려(高句麗), 7C.)

b. 연화문와당(蓮花紋瓦當) (고구려(高句麗), 평양(平壤) 토성리(土城里) 출토(出土))

c. 수산리벽화고분(修山里古墳壁畵)

<圖 50> 고구려(高句麗) 연화문비교(蓮花文比較)

  평양(平壤) 토성리출토(土城里出土) 와당(瓦當)과 평양(平壤) 내리(內里) 1호분(號墳) 현

실(玄室) 천정(天井)에서의 연화문(蓮花文)은 고구려(高句麗)의 특성(特性)이 두드러지며 

그 향은 부여(扶餘) 능산리벽화분(陵山里壁畵墳)(백제(百濟), 6세기초(世紀初))에 까지 

이른다. 반면에 경주(慶州) 식리총출토(飾履塚出土) 금동식리(金銅飾履)의 연화문(蓮花文), 

또 주(榮州) 순흥(順興) 벽화고분(壁畵古墳)등에서 보이는 고신라(古新羅)의 연화문(蓮花

文)은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우선 판엽(瓣葉)의 수(數)가 9․7판(瓣)의 홀수로 이루

어진 것이 특이하다. 

  신라(新羅)의 와당(瓦當)은 아프가니스탄의 원시(原始) 불교조각상(佛敎彫刻像)인 대지

모신(大地母神)의 삼보륜(三寶輪)과 (圖 51) 유사하며, 그러한 양상(樣相)을 통하여 볼때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의 연화문(蓮花文)과 다른 소통(素統)이 신라(新羅) 연화문(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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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文)에 유입(流入)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37)

<圖 51> 대지모신(大地母神)이 떠받들고 있는 삼보륜(三寶輪)

(아프가니스탄 2∼7세기)

  근대(近代) 단청문양(丹靑文樣)의 연화문(蓮花文)은 이러한 고대(古代) 연화문형식(蓮花

文形式)을 이어받은 것이 대부분이나,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이후(以後)로 다양(多

樣)하게 나타나는 보상화문(寶相花文), 보상당초문(報償唐草文), 포도당초문(葡萄唐草文), 

석류문(石榴文), 모란문(牡丹文), 국화문(菊花文)등 화문(花文)의 부분적(部分的)인 요소(要

素)가 변형(變形)된 모양도 보인다.

  측면형(側面形), 즉 선면화(扇面花)와 연(蓮)봉(연뢰(蓮雷))모양의 화문(花文)도 고구려

(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를 비롯하여 백제(百濟)․신라(新羅)의 각종(各種) 고분미술

(古墳美術)에서 나타난다.(圖 52) 그 가운데에는 삼엽(三葉)․사엽(四葉)․화문(花文), 또 

고대(古代) 그리이스의 Athenae Parthenon 신전(神殿)(B.C.432년경(年頃))의 선형(扇形) 

Palmette화(花)와 같은 형태(形態)가 통구(通溝)17호분(號墳), 강서(江西) 우현리중묘(遇賢

里中墓) 또 그와 유사한 형식(形式)을 다수(多數) 찾아볼 수 있다.

  주(主)로 앙앙(仰仰)인 선면(扇面) 화문(花文)은 다소간 변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근대

(近代) 단청(丹靑)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것이다. 그 화문(花文)도 역시 고대(古代) 이집트

에서 비롯되어 그리이스, 인도(印度), 서역(西域), 돈황(敦煌)과 운강(雲岡), 용문석굴사원

(龍門石窟寺院)에 연결되고 있다. 

  근대(近代) 단청(丹靑)의 머리초 문양(文樣)에서는 선면형(扇面形) 연화(蓮花)에 「석류

동」이라는 장식(裝飾)을 얹고 있는데, 그러한 화문형식(花文形式)은 Sàsàn 조(朝) 스토코 

부조(浮彫), 또 수대(隋代)의 금수석류문경(禽獸石榴文鏡), 갈유첩화곤(褐釉貼花壼)등에서 

그 先形을 볼 수 있다. (圖 53) 그러나 석류형(石榴形) 화문(花文)의 가장 오랜 예(例)는 

역시 앗시리아식(式) 식물문(植物文)에서 비롯되고 있다.38) 우리 미술(美術)에서는 통일신

37) 「大正新修大藏」 第12卷 <佛說無量壽經>, p.272.<阿彌陀經>, p.347.

38) Alois Rigle 著, 長廣敏雄譯, (1975.5) 傳偈書,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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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서 고려시대(高麗時代) 초기(初期)에 많이 나타나며 와당(瓦當)․

전(傳), 청동은입사향로(靑銅銀入絲香爐)(금산사(金山寺) 13세기(世紀))에서 그러한 보상당

초문(寶相唐草文)을 찾아볼 수 있다.

  

 a. 상원사종(上院寺鐘)

 b. 통화(統和)28年 명종(銘鐘)(신라(新羅))

 c. 용주사종(龍珠寺鐘)(고려(高麗))

<圖 52> 종유(鍾乳)의 연화형식(蓮花形式)

<圖 53> Lotus 화문(花文) 비교(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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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청(丹靑)의 화문형식(花文形式) 의 하나로서 「쇠코」라고 불리우는 화문장식(花

文裝飾)이 있다. 이 「쇠코」무늬는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의 보상화문(寶相花文) 형태

(形態)와 보운문형식(寶雲文形式)에서 단순화(單純化)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고려시대(高麗

時代)에는 도자(陶磁) 및 금공기물(金工器物)의 의장(意匠)에 독특하게 시문(施文)된 여의

두문(如意頭文)이나 운형(雲形)의 부분을 따서 도안화(圖案化)시킨 것이다.

  결국 근래(近來)에 와서 속칭(俗稱)으로 불려지는 명칭인데 그것은 「C」자형이 쇠코를 

닮았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화문(花文)의 명칭은 「보화(寶花)」

또는 「운화(雲花)」, 「여의화(如意花)」등으로 형태를 맞추어 구별(區別)하여 불리워져

야 할 것이다.

b. 병화(甁花)

  병화(甁花)는 연화(蓮花)와 화엽(花葉)의 석기(析技)를 화병(花甁) 또는 항아리에 꽂은 

모양의 장식(裝飾)으로서, 예(例)컨대 개심사(開心事)의 무량수각(無量壽閣)이나 함월산(含

月山) 저림사(袛林寺)의 진남루(鎭南樓)등 조선시대(朝鮮時代) 중기(中期) 이후(以後)의 익

공식(翼工式)에서 볼 수 있는 연화(蓮花)새김한 화반(花盤)을 말한다.

  그러한 병화(甁花)는 수덕사(手德寺) 대웅전(大雄殿)의 벽화(壁畵)에서 그 선례(先例)를 

볼 수 있다. 이 벽화(壁畵)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례(作例)로 밝혀진 것으로, 39)(圖 

54) 벽화중(壁畵中)에 동(東)쪽 벽화의 수생화도(水生花圖)와 서(西)쪽의 야생화도(野生花

圖)는 고대(古代)의 정물화(情物畵)의 일례(一例)를 보여주는 또한 조선중기이후건물(朝鮮

中期以後建物)의 화반양식(花盤樣式)에 그러한 화문장식(花文裝飾)이 유행된 것이라 생각

된다.(圖 55)

<圖 54> 수덕사(手德寺) 대웅전(大雄殿)의 병화도(甁花圖)(야생화도(野生花圖)

39) 修德寺 大雄殿 壁畵는 1933年에 發見된 木造建物로서 1937年에 解體 修理가 시작되었는데 當時 壁畵 및 丹靑

의 模寫 및 調査中 東쪽 平道里에서 白色紛으로 쓴 丹靑改漆記가 發見되었다. 그에 의하면 이 건물의 丹靑은 

「嘉靖 7年」즉 朝鮮王朝 中宗 23年(1528年)에 改漆되었음이 밝혀졌고, 또한 이 改漆로 말미아마 그 속에 감추

어진 建立當時의 丹靑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건물은 長舌바닥에서 「至大元年戊甲四月十七日立柱」라는 高麗時

代(1308年)의 墨書銘이 發見되어 建物年代가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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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5> 인동연화문(忍冬蓮花文)(산서성(山西省) 운강(雲岡) 8굴(窟),

북위(北魏))[「북위석굴부조탁편선(北魏石窟浮雕拓片選)」 도판 49, 

중국고전예술출판사(中國古典藝術出版社)

  그러나 그 장식화(裝飾畵)의 형식(形式)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고구려(高句麗)고분벽

화(古墳壁畵) 에서 또 금공장신구(金工裝身具)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쌍 총(雙楹塚) 전실내부(前室內部)의 창방(昌枋)위 인자형(人字形) 소슬대공(臺工) 

좌우 포벽(包壁)에 그려진 화병화(畵甁畵)가 있고 또 현실천정(玄室天井)받침에서도 이와 

유사한 초화(草花)가 보인다.

  또 안성동(安城洞) 대총(大塚)의 벽화(壁畵), 무용총(舞踊塚), 삼실총(三室塚)등의 천정벽

화도(天井壁畵圖)(圖 56)와 대성리이호분(大城里二號墳), 쌍 총(雙楹塚) 등에서 볼 수 있

는데 그 모양은 중국(中國) 산서성(山西省) 운강(雲岡) 8굴(窟)(북위(北魏))40) 인동연화석

기(忍冬蓮花析技)의 병화(甁花)에서 연관해 보인다.(圖 54)

  圖또인동연화(忍冬蓮花)로 이루어진 병화(甁花)의 형식은 백제무녕왕릉출토(百濟武寧王

陵出土) 금제관식(金製冠飾)(왕비용(王妃用))와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중앙부(中央部)에 인

동엽(忍冬葉)(Palmette)이 솟아오르고 아래로는 와상(渦狀)의 꽃받침(악(萼))이 있다.

  이러한 정물화적(情物畵的)인 장식은 이집트에서 기원전(紀元前) 2500년경 <카프라왕

(王)> 초상조각(肖像彫刻) 왕좌(王座)의 양(兩)옆에 새겨진 파피루tm 석기병화(析技甁花)

에서 보이며, 그 후(後)에 그리이스 Rhodos 도곤(陶壼)의 장식문양(裝飾文樣)에서 그 유형

(類形)이 보인다.(圖 57)

  이 벽화에서의 장식화적(裝飾畵的)인 것이 건축(建築)의 포벽(包壁)사이에 그려지는 것

은 오랜 동안에 걸친 의장적(意匠的)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벽체(壁體) 상부

(上部)에 그려지는 것은 그곳의 엄숙함과 신성함등 장엄(莊嚴)을 위한 장식적(裝飾的) 목

적(目的)에서라 하겠다.

40) 「北魏石窟浮□拓片選」中國古典藝術出版社.圖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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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6-a> 쌍 총(雙楹塚) 현실천정(玄室天井) 병화도(甁花圖)

<圖 56-b> 쌍 총(雙楹塚) 주인공부부(主人公夫婦)

<圖 57> Rhodos 도곤(陶壼)의 병화(甁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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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단청(金丹靑)과 금문양식(錦文樣式)

  금문(錦文)이란 문자(文字)그대로 「비단의 무늬」를 의미(意味)한다. 그러한 비단무늬

가 건축(建築) 조형(造形)이나 각종(各種) 기물(器物)의 표면의장(表面意匠)으로 널리 쓰여

진 것은 매우 오래 동안에 걸친 관습이라 할 수 있다.

  즉 금문형식(錦文形式)의 가장 오래된 양식(樣式)은 고식(古式)의 기하학적(幾何學的) 

대상(帶狀)무늬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즉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토기(土器) 의장문양

중(意匠文樣中)에서 거치상(鋸齒狀)(톱니모양)의 무늬, 뢰문형식(雷文形式)(돌림무늬), 삼각

형(三角形), 사각형상(四角形狀)이나 「전(田)」자(字)무늬 능형(菱形)(마름모형(形))등을 

들수 있다. 그러한 무늬 요소(要素)는 원시(原始) 인류(人類)의 직물(織物) 창조(創造)와 

연관하여 볼 수 있으니, 그것은 원시토기(原始土器)․청동기(靑銅器)등의 장식(裝飾)무늬

에서 직조(織造)와 관련해 볼 수 있는 여러 기하학적(幾何學的) 양상(樣相)에서 그 원류

(源流)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고대(古代)에 보전(寶殿)이나 특수(特殊)한 기물(器物), 즉 의기(儀器)․부장품(副葬品)등

에 화엄(華嚴) 장려(壯麗)하고자 하는것은 그 주인공(主人公)의 권위와 신격화(神格化) 하

고자 하는 상징적(象徵的) 표현(表現)으로, 또한 그에 따른 상징적(象徵的) 색채관(色彩觀)

이 곁들여 진다.

  신성(神聲)스러움 색상(色相)으로 도채(塗彩)하여 마치 비단으로 감싼 듯이 나타내고, 

묘실(墓室)이나 궁궐(宮闕), 사원(寺院)의 금문양(金文樣)이 둘려져서 장식(裝飾)되는 것은 

고대(古代) 건축(建築)에서 벽체(壁體) 대신에 비단 장막(帳幕)을 둘러치던 관례에서 비롯

되는 것이라 하겠다. 41)

  고대(古代) 회화(繪畵)나 장식예술(裝飾藝術)의 기원설(起源設)을 뒷받침하는 신화(神話)

의 한 예(例)를 보면, 복의씨(伏義氏)거 팔괘(八卦)를 그려 문자(文字)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만물을 추상적(抽象的)으로 표현(表現)한 것으로 후세(後世)에 이르러 부호

(符號)로 나타내어 「팔괘도(八卦圖)」가 되었다고 하 다. 또 황제시대(皇帝時代)의 대신

(大臣)인 사황(四皇)이 의관제도(衣冠制度)의 채색(彩色花文)을 정하 다고 하 다. 42) 김

종태(金鍾太)는 이러한 회(繪)의 발생적(發生的) 개념은 고대인(古代人)들의 혼불멸설(靈

魂不滅設)과 또 선사인류(先史人類)의 totem시대(時代)의 토템물(物)과 관계가 있다고 보

고 있다.43)

  고대(古代) 미술(美術)에 직물문화(織物文化)의 양상(樣相)은 고대(古代) 분묘장식(墳墓

裝飾)이나 벽화(壁畵)의 인물상(人物像)에서의 의상(衣裳), 또 각종(各種) 기물(器物), 즉 

장신구류(裝身具類)와 채화(彩畵)․칠기(漆器)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圖 58․59․60․61)

41) 申榮勳, 「寺院建築의 무늬」, 國寶, <寺院建築>(1983.11)

42) 鄭昶, 「中國畵學全史」 臺灣 中華書局印行, 1966.(金種太, 東洋畵論. 一志社, 1981.8. p.26∼27 재인용)

43) 金鍾太, 1981.8. 傳偈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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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8> 보상화문(寶相華文) 채화칠기편(彩畵漆器片)

(안압지(鴈鴨池), 8C, 통일신라(統一新羅))

<圖 59> Kizil 벽화(壁畵)의 금문(錦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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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0-a> 북위(北魏) 자수남녀공양인(刺繡男女供養人)

<圖 60-b> 1. 북위자수공양인복장(北魏刺繡供養人服裝)

                           2. 돈황(敦煌) 251굴(窟)

                           3. 돈황(敦煌) 260굴(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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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1> 통구미편호분(通溝未編號墳)의 능엽상문(菱葉狀文)(고구려(高句麗))

  중국(中國)이나 한국(韓國) 고대(古代)의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도 생활풍속도(生活風俗

圖)의 배경(背景), 즉 거실(居室)의 벽면 등에 장막(帳幕)이 쳐져있는 것을 비롯하여 건축

(建築) 구조(構造)를 표현(表現)한 벽화에서 금문(錦文)이 장식되고 있다.

  금문(錦文)의 기본(基本) 패턴은 삼각(三角)․사각(四角)․육각(六角)․팔각(八角) 또는 

10∼12각형(角形)과 성상(星狀) 그리고 십자형(十字形)․만자형(卍字形) 동심원상(同心圓

狀)을 비롯하여, 타원형, 련주형(連珠形)등이다.

  그러한 무늬들은 각기 다양한 띠무늬(대상문(帶狀文))들은 군주(君主)의 권위적(權威的)

인 관념(觀念)을 반 (反映)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대(古代) 의장적(意匠的) 성격(性格)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記錄)에

서도 나타나는데, 「오색(五色)의 채금(採金)으로 사(營寺)하 다.」44)이러한 내용(內容)

으로 미루어 보아서 신성(神聲)힌 보전(寶殿)에 오색(五色) 채금(彩錦)을 둘러서 장엄(莊

嚴)하게 하 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고대미술(古代美術)에 직물문화(織物文化)의 양상(樣相)은 고분벽화(古墳壁畵)를 

비롯하여 각종(各種)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 인물(人物) 풍속도(風俗圖)에 나타나는 의상

(衣裳)의 문양(文樣)과 장막(帳幕) 주위의 금문(錦文), 그리고 각종(各種) 금공(金工)․채화

(彩畵)에 나타나는 귀갑문(龜甲文), 사격자문(斜格子文), 련속화문대(連續花文帶)등이다.

격자동심원문(格子同心圓文)(쌍 총(雙楹塚))

투각귀갑봉문(透刻龜甲鳳文)(무녕왕릉(武寧王陵) 백제(百濟))        

태환이식귀갑문(太環耳飾龜甲文)(경주보문리고분(慶州普門里古墳, 신라(新羅))

              

44) <三國遺事> 卷第二 文虎王法敏條, 「……彩帛營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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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2-a> 고대금문형식(古代錦文形式)

ｏ 금동투조식리(金銅透彫飾履)(금관(金冠塚))의 아자문형식(亞字文形式)

ｏ 채화족좌(彩畵足座)(무녕왕릉(武寧王陵))

ｏ 백제무녕왕릉출토식리(百濟武寧王陵出土飾履)(부분(部分))

ｏ 마안금구(馬鞍金具) 전□륜(前□輪)(경북(慶北) 달성군(達成郡) 달서면(達西面) 第55호분

   (號墳)출토(出土), 신라(新羅))

ｏ 마안금구(馬鞍金具) (경북(慶北) 달성군(達成郡) 달서면(達西面) 第55호분(號墳) 출토(出土))

<圖 62-b> 고대미술(古代美術)의 각종(各種) 금문(錦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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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a.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일본(日本) 대덕(大德)사장(社長))

ｏ b. 소슬 금문(錦文) 제바달다도(提婆達多圖)

   (일본(日本) 천기총지사장(川崎摠持寺藏) 고구려(高句麗) 13세기(世紀))

ｏ c. 주화문(朱花文) 지장십오국(地藏十王國)(019×56.5㎝, 서독 베르린 동양미술관(東洋美  

   術館), 고려(高麗) 13세기)

ｏ d.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서구방필(徐九方筆), 일본(日本) 소재(所在) 고려(高麗) 12∼13C)

ｏ e. 보상당초금문(寶相唐草錦文)<제파달다상도(提婆達多像圖)의 부분(部分)>

   (일본(日本) 천기총지사(川崎總持寺)

ｏ f. 지장십왕도(地藏十王圖)(일본(日本) 일광사장(日光寺藏) 고려(高麗) 13C)

ｏ g. 지장보살상도(地藏菩薩像圖)(일본(日本) 동경(東京) 은진미술관장(根津美術館藏), 고  

   려(高麗)12∼13C)

<圖 63> 고려불화(高麗佛畵)에 나타나는 각종(各種) 금문(錦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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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문(錦文) 형식(形式)은 십자금(十字錦)․갈모금(錦)․소슬금(錦)․고리금(錦)․수파금

(水波錦)․어린금(魚鱗錦)․귀갑금(龜甲錦)․파자금(把子錦)․만자금(卍字錦)등을 기본적

(基本的)인 형식(形式)으로 다채(多彩)롭게 구성(構成)되고 있다. 그 구성(構成)은 이러한 

기본적(基本的)인 패턴을 단위형식(單位形式)으로 하여 다양(多樣)하게 전개(展開)시켜 기

하학적(幾何學的)인 화문(花文)을 이룬다.

  그 가운데 동심원상(同心圓狀)이나 귀갑형상(龜甲形狀), 또는 사격자문대(斜格子文帶), 

원권문대(圓圈文帶), 거치문대(鋸齒文帶)등은 고대(古代) 유물(遺物)에서 쓰여지던 금문(錦

文)의 일종(一種)이다.

  중국(中國)에서는 지금의 산동(山東), 안휘(安徽), 강소(江蘇)등 서주(徐州)에서 흑(黑)의 

세회(細繪)와 백색(白色) 생견(生絹)이 생산(生産)되었고, 또 산동성서북(山東省西北)과 하

북성(河北省)의 서남(西南)등 연주(兗州)에서는 칠사(漆絲)와 금기(錦綺)가 생산(生産)되어 

헌상품(獻上品)으로 이름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한대(漢代)의 세공(細工) 및 직물기술(織物

技術)은 낙랑(樂浪)을 통하여 한반도(韓半島)에 적지 않은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平壤) 낙랑(樂浪) 채협총출토(彩篋塚出土) 「효자전도(孝子傳圖)」가 그려

진 채협(彩篋)(0∼100 A.D.)의 장식(裝飾)무늬는 당시(當時)의 금문(錦文)의 형식(形式)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 장식(裝飾)무늬는 「XX」자상(字狀)으로 구성(構成)된 기하학적 

연속 무늬이며 그것을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 장식요소(裝飾要素)와 연결해 

볼 수 있다.

 

a. 귀갑문(龜甲文)

  평양(平壤) 낙랑고분출토(樂浪古墳出土) 칠기(漆器)(4세기경(世紀頃))에서는 외면(外面)

의 둘레에 귀갑상(龜甲狀)의 대문(帶文)에 그려지고 그 귀갑문(龜甲文)안에 조문(鳥文)을 

대칭(對稱)으로 구성하 는데 그 무늬는 전국시대(戰國時代)에서 한대(漢代)에 이르는 스

키타이계(系) 요소(要素)라 할 수 있다.

  귀갑문(龜甲文)은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중(古墳壁畵中)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귀갑

총(龜甲塚), 산연화총(散蓮花塚)등에서 나타난다. 귀갑총(龜甲塚) 현실벽면(玄室壁面)에는 

귀갑문(龜甲文)이 구성(構成)되었는데 그 내부(內部)에는 측면(側面)의 연화문(蓮花文)(선

면(扇面花))이 들어 있다. 또 무녕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出土)된 목제(木製) 세화(細畵) 

두침(頭枕)과 족좌(足座)(백제(百濟), 5∼6세기(世紀))에는 각기 귀갑문(龜甲文)이 장식되었

다. 왕(王)의 족좌(足座)에는 금박판(金箔板) 띠를 6각형(角形)의 귀갑상(龜甲狀)으로 장식

하고 그 내부(內部)와 각(各) 변각(邊角)마다 6판(瓣) 연화(蓮花)를 1개(個)씩 붙여서 장식

(裝飾)하 으며 왕비용(王妃用) 두침(頭枕)에도 역시 금박판(金箔板) 띠로 장육각형(長六角

形)의 귀갑문(龜甲文) 안에 3․4판화(瓣花), 인동연화(忍冬蓮花) 등 산연화문(散蓮花文)이 

그려지고 비천상(飛天像)과 봉황문(鳳凰文)이 그려져서 서신(瑞神)스러운 천상계(天上界)

를 표현(表現)한 것은 고대인(古代人)의 우주관(宇宙觀)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구려(高句

麗) 고분벽화(古墳壁畵)의 성격(性格)과 상통한다.

  특히 진파리(眞波里) 1호분(號墳)의 천정(天井)벽화는 불교(佛敎)의 세계관(世界觀)을 펼

쳐 나타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무녕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出土)된 금동투조장식리(金銅透彫裝飾履)에서는 봉황(鳳

凰) 또는 연화(蓮花)가 들어있는 귀갑문(龜甲文)을 투조하 는데 그러한 장식은 환두대도

(環頭大刀)의 손잡이 장식무늬에서도 볼 수 있다. 신라(新羅)의 금공(金工) 투작유물(透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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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物)에서는 신라(新羅)의 독특한 투작기법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에는 귀갑문(龜甲文)을 

비롯하여 금문형식(錦文形式)이 많다.

  경북달성군달서(慶北達城郡達西) 第55호분(號墳)출토(出土) 안교(鞍橋)의 전(前)․후륜

(後輪) 투작(透作)무늬에서는 귀갑문(龜甲文)안에 운기형(雲氣形) 용문(龍文)이 투조(透彫)

되고 있고 경주보문리(慶州普門里) 고분출토(古墳出土) 태환이식(太環耳飾)(5세기(世紀), 

국박(國博)), 그리고 식리총출토(飾履塚出土) 금동식리(金銅飾履), 경주(慶州)98호분출토(號

墳出土) 타출문은배(打出文銀杯)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도검(刀劍) 손잡이에서 나

타난다. 특(特)히 식리총(飾履塚) 식리(飾履)의 귀갑문(龜甲文)은 그안에 화문(花文) 또는 

귀형(龜形), 대향(對向)한 쌍금문(雙禽文), 조수문(鳥獸文)이 배치되고 있어서 약간의 한소

(寒素) 문양(文樣) 양식(樣式)의 성격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페르샤 Sasan미술(美術)의 

특색(特色)이 강렬하게 풍기며 또 98호분(號墳)의 타출문(打出文) 은배(銀拜)의 경우는 타

출기법(打出技法) 등에서나 그 귀갑형(龜甲形)이 그속에 장식된 조수문(鳥獸文)이 페르샤

적(的) 요소(要素)가 짙어서 이 유물(遺物)들이 서역미술(西域美術)을 반 (反映)하는 신라

제품(新羅製品)으로서 주목된다. 또한 그러한 무늬는 금관총(金冠塚)․천마총(天馬塚)․서

봉총출토(瑞鳳塚出土) 강상(綱狀)무늬 유리배(杯)에서 볼 수 있는 끈무늬 방법(方

法)(Thread Trailing)의 귀갑형식(龜甲形式)과 유사하며 그 양식(樣式)의 유리제품은 남부

(南部)독일이나 시리아방지(方地)에서 서기(西紀) 5세기(世紀) 이전(以前)에 만들어진 로마 

유리제품(Roman glass)의 특징(特徵)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유리그릇은 분명(分明)히 서

방제품(西方製品)일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45)

  이러한 무늬는 고려(高麗)․조선시대(朝鮮時代) 각종(各種) 조형(造形)에 널리 쓰이며 

특히 단청(丹靑) 무늬와 일치(一致)한다.

b. 갈모 결연문(結連文)

  금문(錦文)에서는 다양(多樣)한 외래적(外來的) 성격(性格)이 내포(內包)되어 있다. 쌍

총(雙楹塚) 현실천정(玄室天井)받침에 그려진 사격자문(斜格子文), 즉 「XX」자상(字狀)의 

내부(內部)에 동심원(同心圓)이 1개씩 배치된 결연(結連)무늬, 또 연화총(蓮花塚) 전실(前

室) 서벽(西壁)에 장방(帳房)의 그림의 장막(帳幕)의 주련무늬, 안악(安岳)2호분(號墳)의 장

방(帳房)기둥과 주두장식(柱頭裝飾)에서 보이는 황색(黃色)바탕에 「V」자형(字形) 흑선

(黑線)무늬와 천정(天井)받침 측면(側面)에서의 「XX」상(狀) 격자문(格子門)이 연화문(蓮

花文)이 배치된 대문형식(帶文形式)이 있고, 그리고 진파리(眞波里) 4호분(號墳) 천정(天

井) 2층(層)받침석에 녹색(綠色)과 백색(白色)을 등간격으로 반복하여 마치 병풍을 두르듯

한 장식무늬가 보인다. 또 「갈모」형(形)의 연속무늬가 돌출 장식된 대문장식(帶文裝飾)

이 있다. 이러한 장식(裝飾)은 역시 비단을 휘감은 모양의 표현(表現)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내(室內)에 비단 장막(帳幕)을 쳐서 장식하는 것은 서역미술(西域美術)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중(古墳壁畵中)감신총(龕神冢) 서역(西域) 감내(龕內)의 

인물상(人物像) 뒷배경에는 주색(朱色)과 흑색(黑色)으로 「왕(王)」자(字)와 당초형식(唐

草形式)의 구름무늬가 연속무늬로 꾸며진 장막(帳幕)이 드리워졌다.

  그러한 것은 한대(漢代)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채색토도(彩色土陶)나 문양전(文樣塼), 채

화칠기(彩畵漆器), 평와당(平瓦當)등에서 다양하게 보이며 우리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와(瓦)․전(塼)을 비롯하여 토기(土器), 채화공예(彩畵工藝), 금공장식(金工裝飾)에서 보인

45) 金元龍, 古代 韓國과 西域, 「美術資料」 34號, 國立中央博物館(1984.6).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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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제(百濟)의 건축양식(建築樣式)은 주로 중국(中國) 남조계(南朝系) 요소(要素)에서 

향을 받은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형식은 한대(漢代)에 이미 성행되고 있었다. 중국(中國) 

서천성(西天省) 소화현(昭化縣)의 포삼낭묘(鮑三娘墓) 전축(塼築)(100∼200年, 한(漢))에서

는 그러한 전분(塼墳)의 조형(祖形)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벽전문양(壁錢文樣)은 주로 격

자상(格子狀)에 원권형(圓圈形)무늬가 특징적(特徵的)이다.

  무녕왕릉(武寧王陵) 벽전(壁塼)은 그러한 한소(漢素)요소와 더불어 그 후(後)에 육조시

대(六朝時代)의 불교적(佛敎的) 양상(樣相)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격자형대문(格子形

帶文)에 배치된 6판연화문(瓣蓮花文)은 운강(雲岡)이나 돈황석굴(敦煌石窟)의 요소(要素)와 

유사하다.

  건축(建築) 구조물(構造物)에 이러한 금문(錦文)이 자연(自然)스럽게 옮겨질 수 있는 것

은 고대(古代) 건축(建築)의 의장적(意匠的) 성격(性格)을 말하여 준다. 고려(高麗) 불화(佛

畵)에서는 다양(多樣)한 의문(衣文)이 나타난다. 그 무늬들은 다분히 단청(丹靑)문양(文樣)

과 동일(同一)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시(當時)의 단청(丹靑)을 짐작체 한다.(圖 63)

c. 주의(柱衣)의 양식(樣式)

  주의(柱衣)란 기둥 머리부분이 무늬를 그리고 도채(塗彩)한 단청(丹靑)의 한 유형(類形)

이다. 즉 건축의 기둥 상하부(上下部)에 마치 치마를 둘른듯이 무늬를 그려넣는데 그 무늬

도 각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도리․보․창방등의 머리초 문양을 기둥 주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가지 색대

(色帶)를 늘어뜨린것 같은 이른바 드림주의, 그리고 사찰건축(寺刹建築)의 금단청(金丹靑)

에 주로 쓰이는 탁의주의(卓衣柱衣)가 있다. 그 밖에 락(瓔珞)을 늘어뜨려서 장식(裝飾)

한 락주의(瓔珞柱衣)라든가 끝 자락을 주름처럼 접어 늘어뜨린 치전주의 등이 있다. 이 

기둥머리에 락(瓔珞)이나 괘불 또는 주렴(珠簾) 등을 늘어뜨려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은, 우선 기둥 상(上)․하단(下段)의 허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目的)이기도 하지만 금

수(錦繡)가 화려한 불의(佛衣)의 자락을 드리워서 보전(寶殿)의 숭고하고 장엄(莊嚴)한 면

모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탁의(卓衣)의 끝단 즉 금단(錦段)에는 불의(佛衣)에서와 같이 보

화당초(寶花唐草)가 둘려지거나 보화(寶花)로서 둘려져서 화려함을 가미(加味)하고 겉자락 

내부(內部)에는 구름무늬를 바탕에 깔거나 귀갑문(龜甲文), 연화문(蓮花文), 보상당초문(寶

相唐草文)을 깔아서 비단무늬의 양상(樣相)을 두드러지게 한다.

  이러한 탁의(卓衣)자락 형식(形式)은 고대불상(古代佛像)의 옷자락 모습에서, 또 불화(佛

畵)의 경우에는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의 화려(華麗)한 옷자락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

다.(圖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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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4> 인화문(印花文) 골곤(骨壼)의 금문(錦文)(통일신라(統一新羅))

<圖 65> 환두태도(換頭太刀) (경남(慶南) 창녕출토(昌寧出土) 가야(伽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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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리총출토(飾履塚出土) 식리(飾履)

b.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c. 귀갑총(龜甲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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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황복사지(皇福寺址) (통일신라(統一新羅))

e.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통일신라(統一新羅))

f. 혜덕왕사비(慧德王師碑)(고려(高麗))

g. 거돈사지원단공국사비(居頓寺址圓丹空國師碑)(고려(高麗))

h. 법경대사비(法鏡大師碑)(고려(高麗))

<圖 66> 석비(石碑) 귀질(龜跌)의 귀갑문형식(龜甲文形式)

<圖 67> 귀갑문라세함(龜甲文螺鈿涵)(조선시대(朝鮮時代))

<圖 68> 수월관음도부분(水月觀音圖部分) (일본(日本) 대덕사장(大德寺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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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9> 일본(日本) 법륭사헌납유물(法隆寺獻納遺物)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의 옷주름

Ⅲ. 결 어(結 語)

  

  미술양식(美術樣式)은 끊이지 않는 흐름과 같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特定)한 시대(時

代)에 완성(完成)되거나 퇴폐(頹廢)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어느 한 시대(時代)에 어떤 

형식(形式)이 생성(生成)되었다가 급작이 소멸(消滅)되어 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러

한 역사적 뒷받침은 모든 문화(文化)의 전파(傳播)와 발전(發展)과정을 통하여 실증(實證)

하게 된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건축양식(建築樣式) 및 의장(意匠)은 대체로 고려(高麗)의 전통양

식(傳統樣式)을 계승하 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려(高麗)의 미술양식(美術樣式)도 그 이

전(以前)의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의장적(意匠的) 성격(性格)을 어느정도 계승하

다고 생각되며 또한 그 줄기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여러 조형미술(造形美術)의 특성

(特性)이나 상징성(象徵性)에서 이어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各) 시대(時代)를 통하여 받

아들인 외래문화적(外來文化的) 성격(性格)은 그 양식(樣式)을 크게 가늠하여 주며 많은 

형식적(形式的)인 변화(變化)를 주었음을 여러 시대(時代)의 유구(遺構)를 비교(比較)함으

로써 알 수 있다. 

  이상(以上) 고찰(考察)하여 본 바와같이  현존(現存) 단청의장(丹靑意匠)의 원류(源流)는 

우리 건축양식(建築樣式)의 여러 줄기의 뿌리는 밟아 봄으로써 어느 정도 추정(推定)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뿌리의 하나는 북방미술(北方美術)을 추적하는 길이며, 또 한 줄기

는 중국대륙(中國大陸)을 통해서 서역(西域)으로, 또 인도(印度)와 더 나아가서 서방(西方)

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만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문화요소(文化要素)와 우

리 민족(民族)의 의식(意識)에 맞추어 이른바 한국적(韓國的)인 풍토(風土)에 걸맞게 다듬

어지고 가꾸어져서 사용(使用)되었음도 상기(想起)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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