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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지역
寺刹丹靑의비교연구01

해남美黃寺大雄殿단청을중심으로

국문초록

해남미황사대웅전단청은 18세기에조성되어근래까지이어오는전라도지역의단청양식을이끈대표작으로서우수

성과독창성이뛰어난작품이다. 건물 외부에는안료의박락과퇴색이심하게진행되어단청의흔적만확인될뿐이나내

부에는일반단청문양외에다른사찰에서는그실례가드문천불도(千佛圖)가 함께조성되어있으며, 독립적인회화작품

으로손색이없을만큼기량이뛰어난나한도를포함하고있다. 방법적인측면에서도종이에그려붙인첩부식(貼付式)으

로여타단청에서는볼수없는특징을지니고있다. 

현재 남아있는 내부 단청은「달마산미황사대법당중수상량문」의 기록과 충량에 남아있는‘무등산인 단확야(無等山人

丹 也)’, ‘건륭십구(乾隆十九)’라는묵서명, 단청문양과천불도에서엿보이는양식적특징등을통해 1754년에조성된것

으로추정된다. 재단청의흔적을찾아볼수없는점또한미황사대웅전단청의조성연대가 1754년이라는절대연대를뒷

받침하는근거가된다. 이 같은절대연대는단청문양의편년설정의기준이될것이며시대별특징과변화를유추하는데

있어서도도움이될것이다. 

단청은시대별, 지역별로일정한양식적특징이있다. 전라도지역단청또한일정한양식을형성하고있는데머리초를

먹당기없이 2중내지 3중의녹색대로마무리하는경향, 휘골의커다란항아리장식등은전라도단청양식이라할수있

을 것이다. 또한 금단청이든 모로단청이든 간에 모든 부재의 뱃바닥을 색긋기로 처리하는 점도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져온전라도단청양식중하나로볼수있을것이다.  

한편 전라도지역에 위치한 천은사 극락보전과 내소사 대웅보전의 단청에서 이러한 특징 외에 미황사 대웅전 단청과

유사한문양과기법을찾아볼수있어주목된다. ‘미황사양식’이라부를수있을만큼미황사단청이나머지두사찰단청

에영향을준것으로보이는데, 이는더넓은시각으로보았을때전라도지역단청의양식중하나로볼수있을것이다.

또한미황사와천은사, 내소사의단청에서볼수있는공통된도상과기법등은화사간의영향관계를짐작케하는부

분으로동일화파내지는미황사단청을조성했던화사들의영향을받은또다른화사들에의해조성되었을가능성을보여

준다고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단청, 미황사, 천은사, 내소사, 2중 쇠첩, 휘골항아리, 색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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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진왜란과정유재란을겪으며조선의국토는완전

히황폐화되었고사원도예외는아니었다. 오히려사원

은승병의본거지였던까닭에가장극심한피해를입었

다. 많은 사원들이 대부분 불타버리고 수많은 불상과

불화등이파괴되거나약탈되었다. 한편전란이지나간

이후불교계는전란당시승병의활약으로인해민족불

교·호국불교로 재인식되었고, 안정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전쟁복구과정에서대부분의사찰이중건·중

창될수있었다. 오늘날현전하는사찰건축물의단청

또한대부분양란이후, 즉조선후기에조성된것으로

그이전의단청은거의남아있지않다03. 그나마이시

대에조성된단청의경우에도외부에베풀어진단청은

대부분그의미를되새기기도전에세월의흐름을견디

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내부 단청이

현존하고있는사찰건축물이전국적으로남아있어단

청의시대별·지역별고유양식을어느정도는파악할

수있다.  

전라도지역 소재 사찰 전각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단청은대략 18점으로조선전기에조성된무위사극락

전과 송광사 국사전 내부 단청을 제외하고는 17세기

~19세기에걸쳐약 300년동안조성된것으로그중과

반수이상이 19세기이후조성된것이다.  

미황사대웅전에는일반단청문양외에다른사찰

에서는그실례가드문천불도(千佛圖)가함께조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인회화작품으로손색이없을만큼기량

이뛰어난나한도를포함하고있다. 방법적인측면에서

도종이에그려붙인첩부식(貼付式)으로여타단청에서

는볼수없는특징을지니고있다. 또한단청문양이나

천불도, 나한도에서엿볼수있는 18세기양식과더불

어내부남쪽충량윗부분에‘무등산인단확야(無等山人

丹 也)’, ‘건륭십구(乾隆十九)’04라는 묵서명이 남아있

어이를통해미황사대웅전단청의조성연대를 1754년

으로편년할수있다. 따라서미황사대웅전단청은조

성연대가확실한단청으로단청편년의기준작이될수

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05. 

이와같이미황사대웅전은단청뿐만아니라회화

사적인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자료를포함하고있지

만본논문에서는전라도지역단청의특색을도출해내

기위해서패턴화된장식문양인일반단청을중심으로

그현황과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해남미황사대웅전단청의현황과특징에서는먼

저박락과퇴색이심해그원형을알아볼수없는외부

단청은논의에서제외하고, 비교적원형이잘남아있는

내부단청을대상으로부재별단청현황을간략히살펴

보고자한다. 또한대웅전단청문양이지니고있는독

창성이나보편성을통해미황사단청의특징을고찰해

보고자한다. 

해남미황사대웅전단청과전라도지역단청의비

교에서는미황사대웅전단청과유사함을보이는인근

지역사찰의단청을비교·고찰함으로써조선후기전

라도지역단청의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해남미황사대웅전단청의학술적의의

에서는미황사단청이조선시대단청을연구하는데있

어차지하는위치와미술사적의의를밝혀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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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논문은필자의 2009학년도석사학위논문을토대로하였음을밝혀둔다.  

02 (사단법인)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소장, 동국대학교미술학부불교미술강사.

03 단청의시대적양식구분은임진왜란을기준으로임란이전을조선전기, 임란이후를조선후기로구분하였다. 

04‘無等山人 丹 也’부분은 탈락된 곳이 없이 완전한 한 문장으로 판독이 가능했으나‘乾隆十九’의 뒷부분은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그림 16, 그림 17 참조). 그러나
연대를파악하는데주요한‘乾隆’이라는연호와‘十九’라는해당연도부분이확실하여‘1754년에무등산인에의해단청이이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05 2008년해남에위치한미황사대웅전단청문양전체를대상으로전면적인조사가있었다. 이 조사를통해미황사단청을 18세기로편년할수있었다. 충량상부에건륭십구(乾隆
十九, 1754)라는묵서명이남아있고, 현존하는천불도의도상적특징, 반자초로쓰인모란·연화·범자 등의문양이주로 18세기불화에서나타나기때문이다. 현존하는미황사
대웅전단청문양의현상과양식및편년에관한보다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필자의논문인『미황사대웅전단청모사보고서』(문화재청·미황사, 2008, pp.138~143)와「미황
사대웅보전단청에관한연구」(동국대학교미술학과석사학위논문, 2009)를참조하기바란다.



해남미황사대웅전단청의현황과
특징

1. 현황

전라남도해남에위치한미황사는신라경덕왕 8년

의조화상(義照和尙)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확실

치않으며이후수차례의중창을거쳐최근의모습을

갖추었다. 대웅전은미황사의주불전(主佛殿)으로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형적인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며

서향(西向)을하고있다07. 

미황사대웅전단청문양은문양의구성과배치, 도

채위치, 적용부재에따라서크게머리초, 천장화, 별

화, 기타문양등으로나눌수있다. 머리초는다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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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기인·한석성공저, 『단청』(서울: 보성각, 1997), p. 127

07 미황사창건에관한기록은『新增東國輿地勝覽』권35, 靈巖郡山川條와 <美黃寺事蹟碑>에비교적상세히기술되어있다. 한편 미황사는정유재란때모든전각이불타버리자그
이듬해중창불사를시작하여이후두번에걸친대대적인중창불사가있었다. 중창에대한기록은 <達摩山美黃寺大法堂重修上樑文> 참조.

그림 1연화머리초각부명칭06

1 묶음

2 낙은동(버선본)

3 속녹화

4 딱지

5 연화

6 석류동

7 항아리

8 둘레주화

9 민주점

10 겉녹화

11 번엽

12 온바탕색

13 녹실

14 황실

15 질림

16 밑질림

17 반녹화

18 인휘

19 반녹황실

20반바탕색

21 휘골항아리

22쇠첩

23직휘녹황실

24쇠첩녹황실

25쇠첩먹당기

26계풍

27 장획먹긋기

28분선

29색붙임

9
7



병머리초와 겹녹화머리초로 나뉘며, 연화머리초<그림

1>는대량과창방, 평방에배치되었고겹녹화머리초는

종량, 충량, 기둥 상부, 첨차에 배치되었다. 천장화는

반자청판에그려진반자초와반자틀에도채된종다라

니초로나눌수있다. 범자, 연화, 모란, 학이반자초로

쓰였으며반자틀에는주화를가운데놓고십자로겹녹

화를그린종다리니초를배치하였다. 별화는일반단청

문양외에회화적으로표현한그림들로천불도와나한

도가대표적이다. 천불도는대량계풍과판벽에배치되

었으며나한도는포벽을장엄하고있다. 포벽에는나한

외에대나무, 매화등을그리기도하였다. 그밖에장여

에는 둘레방석초가, 동자주와 대공, 보아지, 살미에는

초각된부재면을따라당초문이, 소로에는녹화, 주두

에는 결련금이 적용되었다. 고주(高柱) 전면(全面)에는

기둥을에워싸고있는용을그려넣었다<표1 참조>. 

전체적으로밝고명랑한녹색과맑은석간주색이

주조를이루며, 단청조형양식은모로단청에가까우나

금박을사용하거나계풍등에별화를그려넣어주불전

으로서의격을잃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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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황사대웅전부재별단청현황

부재 문양의종류

체

목

부

대량 연화병머리초

휘 장단-삼청-석간주 3빛의인휘

계풍 천불도

뱃바닥 육색-주홍-석간주 3빛긋기에중앙먹·분째기

종량 겹녹화머리초

휘 X

계풍 가칠

뱃바닥 육색-주홍-석간주 3빛긋기에중앙먹·분째기

충량 겹녹화머리초

휘 장단-석간주 2빛의늘휘

계풍 가칠

뱃바닥 육색-주홍-석간주 3빛긋기에중앙먹·분째기

창·평방 연화병머리초

휘 장단-삼청-석간주 3빛의인휘

계풍 매화

뱃바닥 육색-주홍-석간주 3빛긋기에중앙먹·분째기

장혀 주화를주문양으로하는둘레방석초

기둥 먹띠를두르고위쪽으로겹녹화머리주의초, 용

동자주 당초를초틀임

대공 당초를초틀임

공

포

부

첨자 겹녹화머리초

휘 석간주빛의늘휘

계풍 단획긋기

뱃바닥 가칠

살미 당초문초틀임, 뱃바닥은동흘림

봉두

주두 결련금

소로 녹화

보아지 당초문초틀임, 뱃바닥은육색-주홍-석간주 3빛긋기

천

장

부

반자 범자, 학, 연화, 모란

반자틀 종다라니초

순각판 운문(雲紋)

기

타

포벽 나한도, 대나무, 매화

판벽 천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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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본글에서는미황사대웅전단청에서만볼수있는

독창성과, 시대양식또는지역양식의범주안에서미황

사단청에나타나는보편성을통해미황사대웅전단청

이지니는특징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독창성

(1) 도상의 독창성

①천불도

미황사단청의가장큰특징은단연천불도에서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천불도는 지본채색(紙本彩色)하여

대웅보전내부대량과닫집이있는부분을제외한내목

도리장여와내목도리사이의판벽에배치되어전각내

부를장엄하고있다. 남북측대량[대들보] 안쪽면에각

각좌상의 8불을크게묘사하고바깥면에그보다작

은크기로각각 30불과 32불의입상을, 동서남북면내

목도리장여와내목도리사이의판벽에는작은크기로

무수히많은입상의다불을배치하였는데그수(數)가

정확히천(千)이다08. 의도적으로종이를오려내기까지

하여정확히천(千)이라는숫자를맞추었는데, 이는미

황사천불도가전각을장엄·장식하기위한단청의일

부로그려졌다하더라도그조성배경안에특별한신앙

적목적이있음을추정케한다. 

대량안쪽면에배치된좌불(坐佛)이그크기와자

세, 봉안위치로볼때천불도의중심불상임을알수

있는데<그림 2>, 이와같이 8불이주불로등장하는예

는다른다불도(多佛圖)에서는보이지않는다. 다만다

불도에과거칠불이빈번하게등장(선암사53불도, 선운사

천불도, 봉황사53불도)하는 것으로 보아 미황사 대웅전

팔불또한과거칠불과미래불(미륵불)이결합된도상이

아닐까추정할수있다09. 

열과행으로구성된무수한입상의불상들은마치

구름을타고내영(來迎)하는듯정면을바라보거나측

면을바라보고있는모습으로표현하였다. 동일한모습

의반복으로자칫단조로워보일수있는부분을, 여래

의시선을한곳에고정시키지않고고개를돌려이쪽

저쪽을바라보게처리함으로써자유롭고지루해보이

지않도록구성하고있다<그림 3>. 

바깥쪽대의(大衣)의색은붉은색과흰색을번갈아

사용하고, 안쪽대의는하엽과청록을번갈아칠함으로

써변화를주었다. 후광또한녹색계열의색과황토색

등의색을번갈아칠함으로써전체적인색상이다양해

보이도록처리하였다. 

그림 2대량계풍천불도출처 : 필자

08 현존 998구이며, 결실된것으로보이는 2구를포함하여정확히 1000구이다. 

09 과거칠불과미륵불이함께나타나는예는이미 2세기에서 3세기경간다라불교조각에등장하기시작하여아잔타석굴의벽화에서도볼수있다. 조선시대에는『상교정본자비도
량참법』, 『예념미타도량참법』등의경변상도에서이러한도상을찾아볼수있는데『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책첫머리에는과거칠불과미륵불의명호와모습이묘사되어있고,
『예념미타도량참법』에서는과거칠불의마지막불(佛)인석가모니불옆에미륵불과아미타불이추가되어삼세불을표현하고있다. 



불상의두상표현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높이솟은정상계주가묘사된여래상은중간계주를표

현하지않고, 반대로중간계주가있는여래상은정상

계주를표현하지않았다. 또한전자는소발(素髮)로후

자는 나발(螺髮)로 묘사하였다. 입상의 불상에서는 이

러한형식이철저히지켜지나좌불상은중간계주가있

는경우라도정상계주를표현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이

2가지형식의두상표현이교차되어나타나는예로는

송광사 오십삼불도(1725년), 선암사 괘불도(1753년), 흥

국사대웅전석가모니후불도(1693년), 천은사극락보전

아미타후불도(1776년)가있다. 

다음으로상호표현을보면둥근얼굴에코를중심

으로눈과입술을작게묘사하였으며, 상호는먹선으로

처리하고입술만선위에홍색을덧칠하였다. 눈의세

부묘사를살펴보면윗선만묘사한것과아랫선까지그

려준두가지경우가있어두화원(畵員)에의해상호가

그려진것으로추정된다. 

구름은흰색바탕에먹으로뜨고여래상상부의배

경은 먹칠하였다. 구름은 종이를 붙인 다음에 종이와

벽체의경계를무시하고부재끝까지그렸으며구름의

모양이각기다르다. 

살펴본바와같이천불이입상으로표현된점은조

선시대의다른천불도상과는다른특징이다. 또한돈황

이나아잔타석굴등인도나서역, 중국의석굴사원에

서도천불(다불)로사원을장엄하는예를볼수있으나

석굴사원을가득메운천불을대부분좌상으로표현한

반면미황사대웅전의경우이례적으로입상으로표현

하고있다. 

화면하단에구름을표현함으로써마치부처가내

영하고있는듯한느낌을불러일으키는점이나정면을

바라보고있는여래와측면을바라보고있는여래를함

께표현한점등은오히려 18세기감로왕도의 7불도상

과유사함을볼수있다. 불화의성격이다르더라도도

상의차용은가능한일임으로미황사천불도는주로좌

불로표현되는천불도가아니라감로왕도에표현된칠

여래의도상으로부터영향을받은것이라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천불을 모시기 위한 천불전이 따로

지어질정도로천불신앙이유행하였는데다른시기에

비해천불신앙과관련한기록이나작례가비교적다수

전한다. 그중미황사천불도와같이단청의일부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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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내목도리장여와내목도리사이판벽의천불도부분 출처 : 필자



작된 별화(別畵) 형식의 예로는 다불회도의 일종인 창

녕觀龍寺약사전의 53불도와鳳凰寺대웅전 53불도가

있다10. 

②천장화

미황사대웅전의천장에는연화, 모란, 학, 범자문

양이베풀어져있다. 모두종이에그려붙인것으로필

선이나채색이매우섬세하고회화적이다. 

3종류의연화문중평연화는꾸밈없이단순하게표

현되었으나오히려다른화문(花紋)들과조화를이루며

주된화문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그림 4>. 평연화

를제외한나머지연화문은다양한도상으로표현하였

다<그림 5>. 모란문의경우에도초마다조금씩변화를

주며다양하게표현하였는데<그림 6>, 갑사괘불도

(1650)의광배, 신원사괘불도(1664)등 17세기불화에서

도보이고있으나미황사반자에서와같이몇송이의

꽃봉오리와함께조합되어표현된모란문의경우栗谷

寺괘불도(1684)의바탕면에서처음보이기시작하여,

多寶寺괘불도(1745)본존대의의띠문양, 銀海寺괘불

도(1750)의바탕면, 鷲棲寺괘불도(1768)의신광, 통도사

대광명전비로자나후불도(1759), 아미타후불도의본존

대좌등주로 18세기불화에서볼수있다. 

중앙의석간주색

원안에배치한범자

문은 금박으로 처리

하였다<그림 7>. 범

자문이쓰인원밖으

로하엽, 양록, 흰색,

주홍색 띠를 둘러 5

겹의 원모양을 이룬

다. 조선시대대부분

의반자를살펴보면범자는연화나보상화등의꽃잎에

둥근구획을만들고그안에써넣는예가보편적인데

반해, 미황사의경우는범자만을독립적으로그려배치

하고있다11.

이상살펴본바와같이천장에사용된문양들은 17

세기괘불도에서보이기시작하여주로 18세기괘불도

나불화등에집중적으로나타난다. 그러나단청에사

용한경우는미황사대웅전에서처음확인되며뒤에언

급할천은사극락보전과내소사대웅보전천장에서유

사한문양들이확인되나미황사천장화보다장식적이

고도식화되는등모두미황사대웅전단청이후조성된

것들로미황사단청의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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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외에천불또는다불을소재로한조선시대회화작품으로는 53불을그린仙巖寺佛祖殿오십삼불도(1702년), 松廣寺五十殿오십삼불도(1725년)가있으며, 천불도로龍門寺천
불도(1709년), 禪雲寺 東雲庵 천불도(1754년), 선암사 천불도(조선 후기), 선암사 천불도(1907년), 威鳳寺 太祖庵 구천오백불도(1879년)가 있다. 한편 兪拓基(1691~1767)가 지은
『知守齋集』권15에 1712년해인사와쌍계사를유람하고지은내용의기행문이실려있는데, 해인사眞常殿塑佛뒤에천불도가걸려있다는기록이있으나현재작품이전하지않
는다.

11 이와 거의동일한 도상이 포항시 보경사 괘불도(1708년) 족자 윗단과 옆단의흰색 바탕에 그려져 있다. 이외에도 용문사 괘불도(1705년), 부석사 괘불도(1745년), 법주사 괘불도
(1766년), 통도사괘불도(1767년), 축서사괘불도(1768년), 쌍계사괘불도(1799년)의족자윗단이나옆단에범자를그려넣은예가확인되는것으로보아괘불도외곽에범자를배
치하는형식이 18세기에유행한것으로보인다. 괘불도이외의작품으로는직지사삼세불도(1744년), 장육사석가모니후불도(1764년), 천은사아미타후불도(1776)가있다.

그림 4평연화문 출처 : 필자 그림 5연화문 출처 : 필자 그림 6모란문 출처 : 필자

그림 7범자문 출처 : 필자



(2) 단청방법의 독창성

미황사대웅전단청에서볼수있는특징중하나는

방법적인측면에서부재에직접단청한것외에종이에

그려붙이는방법을채택한점이다. 앞서살펴본천장

의 반자초, 내목도리 장여와 내목도리 사이의 판벽과

대량계풍에위치한천불도가이에해당된다. 

종이에그려붙이는방법은작업면에서훨씬수월

하고기법적측면에서도더욱섬세하고회화적인표현

을가능케하는장점이있다. 그래서인지필선도섬세

하며문양도더욱다양하고회화적으로묘사되어있다.

또한종이에그려붙인경우는부재에직접도채한단

청문양보다단청의보존상태가더양호하여색채부

분에있어서도비교적퇴색및변색이적게나타나고

있다. 

단청조성방법으로종이에그려벽에붙이는방식

은현재까지미황사단청이최초의예로확인되며, 미

황사응진당내부포벽에도사용한것으로추정되는데

포벽화중 5점이지금은벽에서분리되어전하고있다

<그림 8>. 미황사응진전의포벽화는좌상의여래도로

5점중 4점에표현된여래는설법인을취하고있고나

머지 1여래는지권인을결하고있다. 건장하면서도원

만한 어깨선, 작은 눈·코·입 등의 표현에서 18세기

불화양식을엿볼수있다. 이와같은양식적특징과더불

어종이에그려붙이는방법이대웅전과응진당두전

각모두에사용되었다는것은두전각의단청이유사한

시기에조성되었다는사실을뒷받침해주는부분이다. 

한편 19세기작으로추정되는창녕관룡사약사전

창방<그림 9>과대웅전고주(高柱)<그림 10>에서도종

이에그려붙인예를볼수있다. 그러나창방에배치된

종이아랫면에서벽면에직접그린불좌상이확인되고

있으며고주에도부분적으로사용된것을볼때, 이두

전각의경우처음부터이러한방법을염두에두고조성

했다기보다는부분적인보수방법의일환으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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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미황사응진당포벽화부분 출처 : 필자

그림 10관룡사대웅전고주 출처 : 필자

그림 9창녕관룡사약사전창방 출처 : 필자



진것으로보인다. 미황사의경우종이아래다른단청

의흔적을찾아볼수없고내부단청전체에서이러한

방법으로처리한부분이차지하는비율이높아처음부

터계획적으로시행된것으로차이가있다. 

이외에양산신흥사관음보살삼존벽화(조선후기),

여수흥국사백의관음벽화(1725년경)등후불벽뒷면의

불화에서종이에그려붙인예를찾아볼수있다. 

2) 보편성

(1) 도상의 보편성

① 2중쇠첩으로마무리

미황사대웅전내부에도채한머리초는 2종류로연

화병머리초와 겹녹화머리초이다. 머리초에서 보이는

가장큰특징은머리초의시작과끝부분에먹당기가보

이지않는다는점이다. 먹당기는머리초가시작하는곳

과끝부분, 즉직휘와쇠첩의가장자리에넣는굵은먹

선으로보통녹실과먹당기, 또는녹실과황실을두고

먹당기를하는예가보편적이다12. 그러나미황사대웅

전내부에도채한머리초에서는먹당기가없이늘휘모

양의 2중내지 3중의녹색대로마무리하고있다. 이렇

듯머리초의시작과끝에먹당기를사용하지않는형식

은 19세기전반까지전국적으로이어졌던것으로보인

다. 이후 <표2>에서볼수있듯이경상도지역을중심으

로충남, 경기지방에서먹당기가나타나는데전라도지

역에서는여전히보이지않는다. 대신미황사대웅보전

의예처럼쇠첩을나란히반복사용하여마무리짓는

예가많다. 

②주화와녹색연화

주화(朱花)는문자그대로붉은색의꽃을뜻하며그

래서인지단청에서는주로육색-장단-주홍 3빛으로도

채된다. 4엽주화를기본으로하며꽃심으로는황색원

을놓는예가보편적이다.

주화는부재곳곳에도채되었는데모두육색-장단-

주홍 3빛으로칠하고머리초의석류동을에워싸고있

는둘레주화까지육색으로칠하였다. 한편주화한가운

데놓인꽃심은먹으로처리하였다14. 전라도지역에서

주화의꽃심을먹으로처리한예는 18세기전반에조성

된화엄사각황전과송광사영산전에서부터보이기시

작하여대부분의사찰단청에적용되었다. 반면개암사

대웅전과위봉사보광명전단청에사용된주화의꽃심

은 녹색으로 처리하고 있다. 둘레주화 또한 녹색으로

처리하고있어녹색의꽃심과둘레주화는 17세기단청

의특징으로볼수있다15. 

이외에도대량머리초주문양에묘사된입면연화는

녹색연화인데, 이렇듯연화를녹색으로도채하는예는

조선전기부터 18세기까지지속되다가대흥사천불전,

선운사대웅전에서볼수있듯이 19세기에오면장단,

육색등으로칠해지기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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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쇠첩은최종휘와휘골장식이끝나는부분의바탕을가리키는것으로쇠첩다음쇠첩실과쇠첩먹당기로마무리하는예가보편적이다. 

13 육색-장단-주홍 3빛또는육색-주홍-석간주, 장단-주홍-석간주등으로도채되기도한다.

14 근래에는평연화, 주화등의복판에위치한꽃심은대부분황색또는금으로칠한뒤외곽을먹선으로정리하는데이를황방울이라고도한다.

15 이와같이전라도지역단청에표현된둘레주화는 17세기까지녹색으로칠해지다가화엄사각황전단청에서부터육색초빛의붉은색계열로도채되기시작한다. 이후줄곧붉은색
계열로칠해지다 대흥사 천불전에서부터 삼청초빛의둘레주화가 보이기 시작하여 선암사 대웅전, 선운사 대웅전, 불갑사 대웅전 등 19세기에 오면 삼청초빛의푸른색계열로칠
하는경우가다수를이룬다.  

표 2 먹당기를사용한예

번호 시기 전각명 지역

제물

1 19세기후반 도리사극락전 경북

2 19세기후반 신원사중악단 충남

3 · 안정사대웅전 경남

4 19세기후반 쌍계사대웅전 경남

5 19세기후반 범어사독성각 부산

6 20세기초 보광사보광전 경기

7 20세기초 범어사팔상전 부산

8 20세기초 청암사대웅전 경북

9 20세기초 흥국사대웅전 경기

10 20세기초 김용사대웅전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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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휘골의항아리장식

휘의골진자리에놓이는휘골장식16으로커다란항

아리를묘사하였다. 커다란항아리의묘사는 17세기후

반에서 20세기까지전라도지역의사찰에서줄곧보이

는것으로전라도지역단청의양식적특징으로볼수

있다.

④첨차부리의먹바탕

첨차부리에는마름모꼴로웅련을도채하고가운데

를먹으로칠하였는데, 매화점이보이지않는다. 매화

점은솜방망이등을이용하여먹바탕가운데중심점을

찍고주변에 5∼6개의분(粉)점을찍어마치매화꽃모

양을이룬다해서불리는이름이다. 주로먹직휘나먹

으로처리한각종부리에사용된다. 전라도지역에서매

화점은 1821년단청보수기록을가지고있는여수흥국

사대웅전에서부터보이기시작한다17. 첨차부리외곽

을따라색긋기하고가운데를먹으로칠한뒤먹바탕에

범자를쓰거나곳곳에매화점을찍어주었다. 이외에선

운사대웅전에서사용된예를볼수있다. 

⑤뱃바닥색긋기처리

대웅전모든부재의밑면, 즉뱃바닥은육색가칠하

고양끝에주홍-석간주로색긋기하였다. 중앙에굵은

먹선을긋고먹선의양옆으로나란히분선을넣은기법

으로뱃바닥중간째기를하였는데이러한기법은대부

분부재의뱃바닥에적용되었다. 대부분의주불전(主佛

殿)은그격에맞는금단청으로도채하기때문에부재

전체를문양으로가득채운다. 뱃바닥에도금문을그려

넣는경우가많은데송광사국사전이나무위사극락전

의조선전기단청에서부터개암사대웅전, 위봉사보

광명전등 17세기전라도지역단청의뱃바닥은대부분

금문으로처리하고있다18. 반면에흥국사대웅전을제

외하고는미황사를비롯한천은사극락전, 대흥사천불

전, 선암사대웅전등 18세기이후전라도지역의대부

분의단청은색긋기로만처리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와는달리경상도지역에서는봉정사대웅전과극락

전, 부석사조사당등조선전기건물에서색긋기가보

이고이후줄곧금문이도채되다가기림사약사전, 도

리사극락전등 19세기에와서다시색긋기로처리하는

예가많아지는차이를보인다. 

미황사대웅전단청과전라도 지역
단청의비교

현전하는조선시대단청은시대별·지역별로다른

양식을나타낸다. 예를들면봉정사대웅전에서보이는

띠고리문19은 18세기후반까지경상도지역에서만유행

했을뿐다른지역에서는그예를확인할수없으며, 반

주화20를 휘골장식으로 쓰는 것 또한 경상도지역에서

만볼수있는경상도단청양식이라할수있다.   

전라도지방의단청또한특징적인지역양식을형

성하여왔다. 머리초의마무리를먹당기없이 2∼3중의

쇠첩으로마무리하는점이나, 휘골장식으로커다란항

아리를고수하고있는점등은 20세기까지이어져온전

라도지역의단청양식이라할수있다. 앞서살펴보았듯

이미황사대웅전단청또한전라도단청양식을잘반

영하고있는작품중하나이다. 

한편전라남도에위치한천은사극락보전과전라북

도에위치한내소사대웅보전단청에서전라도지역단

청양식외에미황사대웅전단청에서만볼수있는독

창적인문양과유사한문양이나타나고있어주목된다.

16 휘골장식은인휘·바자휘등의끝휘가만나는골진자리에넣는문양으로각종색항아리가가장많이쓰이고주화·연화·파련화·여의두문·녹화등을놓기도한다.  

17 화엄사각황전에서도첨차부리의먹바탕에 6매화점을찍어준부분이보이나하층에서만확인되는것으로보아여러번있었던보수과정에서추가된것으로보인다.

18 17세기단청으로추정되고있는숭림사보광전에서는뱃바닥을색긋기로처리하고있으나 1628년, 1682년, 1819년이라는세차례의중수기록이있으며, 장여등의뱃바닥은금
문으로도채하는등색긋기와금문이혼재되어나타나고있으므로본논문에서는제외하고자한다.   

19 띠고리문은가운데십(十)자모양의문양을중심으로일정두께의색대고리를연결한문양으로마치매듭을짓듯꼬아놓은문양이다.  

20 주화(朱花)는가운데꽃심을중심으로 4엽~8엽으로구성된화문(花紋)으로꽃잎의갓변은둥글며오금이표현되어있다. 반주화는주화의반(半)만표현한것을말한다. 



문양외에색채도비슷하여서로영향관계를짐작케

하는데그중미황사단청이가장이른시기에조성된

것으로나머지두사찰이미황사대웅전단청의영향을

받은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천은사, 내소사의 단청현황과

특징을살펴보고, 특히대량과천장에베풀어진단청문

양을대상으로양식및특징을비교고찰토록하겠다.

1. 천은사극락보전단청

전라남도구례군에위치한천은사(泉隱寺)는화엄사

의 말사로 신라 흥덕왕 3년(828) 덕운선사(德雲禪師)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甘露寺)라 불리우다 숙종 5년

(1679)단유선사(袒裕禪師)에의해중창되면서천은사로

개칭하였다. 극락보전은 영조 50년(1774)에 세워진 건

물로아미타불을주불로하는정면 3칸, 측면 3칸규모

의다포계팔작지붕건물이다. 

미황사대웅전과마찬가지로머리초로연화병머리

초와겹녹화머리초가도채되어있다. 대량, 종량, 창·

평방, 충량에는 연화병머리초를 배치하였는데 머리초

주문양을이루는화문(花紋)으로는입면연화와웅련을

사용하였다21. 웅련은곱팽이대신파련화가에워싸고

있으며, 겹녹화머리초는기둥상부와첨차에배치하였

다. 천장의 반자청판에는 범자(梵字), 연화, 모란, 학을

그려넣었는데반자에서보이는연화또한웅련이다<

그림 11>. 반자틀에는주화를가운데놓고십자로녹화

를그린다음육색초빛의띠를두르고 2중쇠첩으로

완성한종다리니초를배치하였다. 별화는다양하게나

타나는편으로포벽과판벽에는나한도를그렸으며계

풍에는악기를연주하며춤을추는듯한모습의동자상

을그렸는데자세가매우역동적이다. 이외에용, 물고

기, 까치등을그리거나안상(眼象)을만들어그안에봉

황, 학, 용등을그리기도하였다. 이밖에장여에는질

림으로연결한겹녹화를겹겹이그리고중심에원으로

구획을만들어범자를써넣었다. 보아지와살미는초

각된부재면을따라당초문을도채하고소로와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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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측면에서바라본모양의연화를입면연화라고하며위에서바라본모양을평연화라고한다. 웅련은연꽃잎의오그린상태를평면형으로그린것을말한다.  

그림 11천은사극락보전내부천장 출처 : 필자



는겹녹화를도채하였는데녹화모양을따라육색-석간

주초빛의휘를배치하였다. 부재에베풀어진문양들은

미황사단청에비해더욱복잡하고장식적이기는하나

전체적인색감이나문양에서공통점을엿볼수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은사 극락보전 반자에 사용된

문양은 범자, 연화, 모란, 학으로 이는 미황사 대웅전

천장에배치된문양의종류와일치한다. 범자는미황사

와마찬가지로어칸중앙에집중적으로배치되었으나

미황사의경우처럼범자만을독립적으로표현한것이

아니라웅련을그리고그안에범자를묘사하고있다.

오히려내목도리장여에서더유사한도상을찾을수

있다. 그러나연화문(연화하엽문)과모란문의경우에는

미황사보다 장식적이고 도식화되기는 하였지만 상호

유사함을찾을수있다<그림 12>. 연화문은다양한크

기와모양의입면연화와하엽(荷葉)으로구성되었는데

꽃과잎은다발모양으로줄기의아래부분을끈으로묶

어주었다. 모란문은만개한꽃과몇송이의봉오리, 잎

으로구성되어있는데꽃의모양이나색상은미황사보

다장식성이가미되화려해보인다. 이외에반자청판

에그려진학문양에서도모란의표현을볼수있는데

독립된소재로그린것이아니라서인지꾸밈이덜하다.

학이물고있는꽃중하나로, 전체적인모양이미황사

모란과 비슷하다<그림 13>. 연화의 꽃잎은 흰색으로

칠하고붉은색으로바림하였으며모란의꽃잎은붉은

색으로칠하고흰색으로바림하였다. 전자와후자모두

바탕은먹으로칠하였다. 전체적으로미황사보다장식

적이고도식화되기는하였지만천장에사용된문양의

종류나배치법은거의동일함을볼수있다22. 

이외에도 대량머리초에서도 바자휘가 사용되었을

뿐장단-삼청-석간주초빛의 3휘를배치하고 2중의녹

색대로마무리한점, 마지막녹실에금실을나란히붙

여 표현한 점, 주문양의 입면연화와 둘레주화를 각각

녹색과육색초빛으로도채하고연화와둘레주화의외

곽에황실을두른점, 평연화의가운데에놓인주화중앙

에먹심을표현한점등에서유사함을발견할수있다. 

한편휘골장식의항아리에서작은크기의민주점을

확인할수있다23. 항아리위에찍어준민주점은천은

사극락보전단청에서처음보이는표현으로이후 19세

기에조성된단청

에서는 빠짐없이

표현되고있다.

병머리초의사

용과휘골의커다

란항아리표현, 3

휘의사용등이보

편적인전라도지

165 Lee, Su Yea 전라도지역寺刹丹靑의비교연구

22 미황사대웅보전반자에사용된연화문은평연화문과연화당초문, 연화하엽문 3종류이다. 이 세가지도상중 1~3송이의연꽃과하엽으로구성된연화하엽문은연꽃과하엽을회
화적으로표현한문양으로연꽃은빛을넣지않은주홍육색에주홍으로바림을주고외곽에분선을그어주었다. 하엽은잎의윗면은하엽색, 잎의뒷면과줄기는양록색으로도채
하였으며몇줄기의토황색줄기가함께배치되었다. 천은사반자에서볼수있는연화문은이연화하엽문을말한다. 

23 솜방망이등을이용하여항아리위에찍은둥근분점.

그림 12미황사대웅전·천은사극락보전반자문양비교 출처 : 필자

미황사

연화하엽문 모란문

천은사

연화하엽문 모란문

그림 13천은사반자학문 출처 : 필자



역의단청양식이라해도세부적인표현에서나타나는

이러한공통점들은미황사대웅전단청과천은사극락

보전단청이영향관계에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미

황사단청보다전체적으로장식적요소가가미되어약

간은번잡스럽고도식화되어있으며, 바자휘의사용과

휘골장식의항아리에민주점이보이는것으로보아단

청의 조성연대는 극락보전이 세워진 영조 50년(1774)

이후인 18세기후반에서 19세기전반으로편년할수있

다. 따라서미황사의단청이천은사단청에영향을준

것으로볼수있다. 

2. 내소사대웅보전단청

백제 무왕 33년(633) 혜구두타(惠丘頭陀)에 의해 창

건되었다고전하는내소사는선운사의말사로전라북

도부안군에위치하고있다. 대웅보전은조선인조 11

년(1633)에중건되어고종 6년(1865)관해선사(觀海禪師)

에의해중수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다포계팔작

지붕불전이다.

내소사에사용된머리초또한연화병머리초와겹녹

화머리초로 나눌 수 있다. 대량, 종량, 창방, 평방에는

연화병머리초를도채하고충량에는간단한연화머리초

를배치하였다. 주문양을이루는화문으로는입면연화

와웅련이사용되었다. 입면연화는삼청초빛의여의두

문과곱팽이가 2중으로에워싸고있으며, 웅련은곱팽

이대신겹녹화가에워싸고있다. 겹녹화머리초는기둥

상부와첨차에배치하였다. 

어칸반자청판에는연화, 모란, 학을그려넣었는데

연화는평연화와연화하엽문두종류이며학의경우 2

마리를반자청판하나에함께배치하였는데백학(白鶴)

과금학(金鶴)이다<그림 14>. 협칸반자에는장고나북

등의악기를묘사하였으며, 빗반자에는조각된연봉과

게등을채색하고바탕을흰색으로칠한뒤먹으로운

문(雲文)을 가득 묘사하였다. 반자틀에는 주화를 가운

데놓고십자로겹녹화를그린다음육색-석간주초빛

의휘를넣고 2중쇠첩으로마무리한종다리니초를배

치하였다. 대량 계풍에는 용을 그리고 나머지 부재의

계풍에는금문(錦文)을가득채워넣거나안상으로구

획을만들어비천, 용, 꿩등을그리기도하였다. 

포벽에는불좌상을, 판벽에는나한도를그렸다. 주

심도리장혀에는둘레방석초를배치하고보아지와살

미에는초각된부재면을따라당초문을도채하였다. 소

로중심에는겹녹화를놓고결련금을도채하였으며주

두에는중앙에주화를놓고사방에겹녹화를배치하였

다. 체목부모든부재와주두와첨차등에도녹실과함

께황실을함께사용하였다. 

내소사대웅보전반자에도먹바탕에미황사반자문

양과 유사한 연화, 모란, 학 등을 그려 넣었는데<그림

14> 연화하엽문은앞서살펴본미황사와천은사단청

에사용된도상과거의유사하지만, 연잎에명도차이

를보이는빛의단계를주어표현한점에서는차이가

있다. 미황사 반자문양에 비해 회화적인 느낌은 다소

떨어지나하엽이드리워지거나몇송이의연봉우리가

함께표현된점등은비슷하다. 모란문의경우에도꽃

심을금박으로처리한것을제외하고는거의같으며학

문또한미황사의경우백학과금학을독립적으로조성

한것과는달리 2마리를하나의반자청판에배치하고

있으나학의다양한자세나백학과금학이모두배치

된점등은유사점으로볼수있다. 

또한대량머리초의경우에도미황사나천은사와같

이장단-삼청-석간주초빛의 3휘를배치하고 2중의녹

색대로마무리하였다. 마지막녹실에금실을나란히붙

여표현한점, 주문양에배치된입면연화를녹색과둘

레주화를붉은색으로도채하고연화와둘레주화의외

곽에황실을두른점, 웅련중앙에꽃심을먹으로표현

한점등공통된특징을보인다. 

1865년의중수기록을갖고있는내소사대웅보전

의단청은머리초를도채하고남은부분에갖은금문을

도채한 금단청으로, 첨차부리에도 녹화를 주문양으로

하는 결련금이 도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첨차부리를

금문으로처리한예는내소사에서만보이는특징이다.

내소사와달리 19세기까지전라도지역단청에서볼수

있는첨차부리는외곽에네모나마름모꼴로색긋기하

고 가운데를 먹으로 칠해 마무리한 예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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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내소사대웅보전의단청은중수연대인 1865년

이후, 즉 19세기후반경에조성된것으로추정된다.

세사찰모두전대(前代)부터이어져내려온양식을

따르고있는부분도있으나이와같이세부적인표현에

서나타나는공통점들은미황사대웅전단청양식이천

은사극락보전에이어내소사대웅보전단청에까지이

어지고있음을확실히보여준다고하겠다. 특히반자에

사용된문양은나머지두사찰이미황사의영향을받은

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해남미황사대웅전단청의학술적
의의

일반적으로단청은불화와달리화기(畵記)를남기

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정확한조성연대를파악하

기가쉽지않다. 간혹건물의중수연대에의존하여단

청의조성연대를추정하는경우가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청의수명은건물의수명보다짧아새로개채된경우

가많기때문에이러한편년은오류를범하기쉽다. 따

라서단청의경우기본적으로관련사료나기록, 건물

의중수연대를참고하는것과더불어양식적특징을

정확히파악하여조성연대를추정하는것이바람직하

다고생각한다. 이러한점에서‘건륭십구’라는묵서명

이남아있어보다정확한조성시기를알수있는미황

사대웅전내부의단청은단청편년의기준작이될수

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그림 16>. 이는미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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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내소사어칸반자배치도 출처 : 필자

그림 15내소사대웅보전반자문양 출처 : 필자

내소사
학 연화하엽문 모란문



단청관련문헌기록인「달마산미황사대법당중수상량

문」에보이는‘건륭 19년(1754)단청’24이라는기록과도

일치하는내용으로미황사대웅전단청의조성연대가

1754년이라는것을입증한다고할수있다. 또한종이

에그려붙인내부단청의지면아래부재면조사와적

외선촬영결과현재남아있는단청외의다른흔적을

찾아볼수없다는점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또한화사를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지만

‘무등산인’이단청을했다는단서를남기고있는점도

주목할점이다<그림 17>. 무등산은전라도광주에소

재한산으로이를근거로미황사단청을조성한화사가

1754년을전후하여전라도무등산지역을중심으로활

동한화사임을추정할수있다. 불화의경우화기(畵記)

에간략하나마화사의이름을남기는경우가있으나단

청은이름을남기는경우가극히드물다. 이러한점에

서화사에대한단서를남기고있는미황사대웅전의

단청은 단청문양, 천불도, 나한도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과더불어단청화사에보다근접할수있는기회를

제공하고있다는데그의미가있다25.  

마지막으로미황사대웅전단청은 18세기전라도지

역단청양식을따르면서도독창적인도상을차용하고

있는데이러한도상들은‘미황사양식’이라할수있을

만큼주변사찰에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 18세기

전라도지역단청양식을살펴보는데있어중요한작품

이라는데의의가크다고하겠다. 

결론

이상에서살펴본것과같이미황사대웅전단청과

유사한문양과기법을전라도지역에위치한천은사극

락보전과내소사대웅보전의단청에서찾아볼수있었

다. 이를통해전라도지역단청은강한전통지향적성

격아래다음과같이일정한양식을형성하고있음을

알수있다.  

첫째, 무위사 극락전을 제외하고는 대량에 병머리

초를채택하고있다. 머리초주문양의화문으로는입면

연화, 평연화, 주화, 웅련등도나타나지만주로입면연

화가사용되었다. 입면연화는녹색으로칠한녹연화가

대부분이고대흥사천불전이나선암사대웅전에서볼

수있듯이 19세기에이르러장단연화가사용된것을알

수있다. 전체적으로병모양을이루는실또한녹실과

나란히하여황실을함께사용하고있으며주문양에도

채된둘레주화는육색초빛으로도채한경우가다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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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達摩山美黃寺大法堂重修上樑文」‘…崇禎紀元後三甲戌乾隆之十九年上之三十年四月十一日蘇凝天撰’.

25 필자는미황사대웅전의단청문양, 천불도, 나한도에서보이는양식적특징들을통해대웅전단청이 18세기전라도지역에서왕성한활동을했던의겸화파나이와영향관계가있
는화사들에의해조성되었을가능성을제시한바있다. 천불도에나타난상호와인물형태, 대의(大衣)의 의습선처리등에서의겸화풍이감지되고있으며천장에배치된모란문
의경우 이와 거의유사한도상이의겸작청곡사 괘불도(1722), 운흥사 괘불도(1730), 다보사 괘불도(1745), 개암사 괘불도(1749)의본존 대의에 집중적으로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필자의논문, 「미황사대웅보전단청에관한연구」(동국대학교미술학과석사학위논문, 2009), pp. 68-79

그림 16충량명문‘건륭십구’출처 : 필자 그림 17충량명문‘무등산인단확야’출처 : 필자



다. 대흥사 천불전이나 선운사 대웅전 대량 주문양의

둘레주화는삼청초빛으로도채하였는데이를통해근

래에삼청초빛으로도채하는방법은 19세기부터시작

된것으로보인다. 

둘째, 머리초의휘가끝나는지점에 2중내지 3중의

쇠첩을두고먹당기없이녹실또는금실로만마무리하

였다. 머리초의 시작과 끝에 먹당기를 사용하지 않는

형식은 19세기전반까지전국적으로이어졌던것으로

보이며 19세기이후경상도지역을중심으로충남, 경기

지방에나타난다. 그러나전라도지역에서는여전히보

이지않는것을볼때이또한전라도지역단청양식으

로볼수있다.

셋째, 휘골장식으로커다란항아리를묘사하였다.

다른지역의경우항아리외에주화등다양한장식이

나타나는 반면 전라도지역에서는 커다란 항아리만을

고수하고있다. 

이외에도앞서언급했듯이 17세기전라도지역단

청의뱃바닥은대부분금문으로처리하고있는반면에

18세기부터줄곧색긋기로처리하는것을볼수있다. 

한편미황사와천은사, 내소사의단청에서볼수있

는이러한공통점들은화사간의영향관계를짐작케하

는부분으로동일화파내지는미황사단청을조성했던

화사들의영향을받은또다른화사들에의해조성되었

을가능성을보여준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해

서는천불도나나한도와관련한해석등보다구체적인

논의가필요하나다음기회로미루고자한다.

지금까지미황사와천은사, 내소사의단청현황, 도

상의특징, 상관관계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연구

를진행하면서아쉬운점은단청안료에대한비교가이

루어졌다면한층구체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지않았

을까하는점이다. 단청안료에대한정밀한분석과이

에대한자료가구축되어미술사뿐만아니라보존과학

적인관점에서의접근이병행된다면단청에대한연구

는지금보다한층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연구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이를바탕으로전라도지역단청의특징을살필

수있었다는데의의가있겠다고할수있겠으며, 장차단

청연구에작은디딤돌이나마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169 Lee, Su Yea 전라도지역寺刹丹靑의비교연구

표 3 전라도지역대량머리초 *시기구분은건물의중수연대를참고한것임.

시기 전각명
머리초모양 주문양

(입면연화)
둘레
주화 휘골장식 마루리둘레실 휘

대량머리초
뱃바닥

조선
전기

1476 단청 무위사극락전 장구 녹색연화 녹색 녹 인휘 1휘 X 쇠첩 금문

1558 중건 송광사국사전 병 녹색연화 녹·황 금문

17C

1636 중건 개암사대웅전 병 녹색연화 녹색육색 녹·황 인휘 2휘 X 휘시작전
항아리표현 2중쇠첩 금문

1673 중수 위봉사보광명전 병 녹색연화 녹색 녹·황 늘휘 1휘 X 쇠첩+황실 금문

1699~1702 
중건 화엄사각황전 병 ? 육색 녹·황 인휘 1휘 항아리 3중쇠첩+황실 금문

18C

1737 중수 송광사영산전 연화 녹색연화 육색 녹 ? ? ? 색긋기

1754 단청 미황사대웅전 병 녹색연화 장단 녹·황·색 인휘 3휘 항아리 3중쇠첩+황실 색긋기

1774 중건 천은사극락보전 병 녹색연화 육색 녹·황 바자휘 항아리+민주점 2중쇠첩+황실 색긋기

19C

1813 중건 대흥사천불전 병 장단영화 삼청 녹·황 인휘 3휘 항아리+민주점 쇠첩+황실 색긋기

1821 단청보수 흥국사대웅전 병 육색연화 육색 녹·황 인휘 1휘 항아리+민주점 2중쇠첩+황실 금문

1824 중건 선암사대웅전 병 장단연화 삼청 녹·황 인휘 3휘 X 쇠첩+황실 색긋기

1840 단청 선운사대웅전 장구
삼청, 육색

평연화, 육색입
면연화등다양

삼청 녹·황 바자휘 항아리+민주점 3중쇠첩+황실 색긋기

1865 중수 내소사대웅보전 병 녹색연화 육색 녹·황 인휘 3휘 항아리+민주점 2중쇠첩+황실 색긋기

1870 중창 불갑사대웅전 병 육색연화 삼청 녹·황 늘휘 2휘 항아리+민주점 2중쇠첩+황실 색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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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Dancheong(丹靑)
of Buddhist Temples in Jeolla Region 
focused on the Dancheong of the main building of Mihwangsa
Buddhist Temple at Haenam(海南)

Abstract
The Dancheong(丹靑) of the main building of Mihwangsa Buddhist Temple(美黃寺) in Haenam(海南) is the leading

work of the Jeolla Dancheong style, which was created in the 18th century and has been passed down to the early

modern days, and boasts its excellence and originality. On the outside, one can only see the traces of the Dancheong

due to the colors that fell off and deteriorated severely. On the inside, however, the general Dancheong pattern is

accompanied by the painting of 1,000 Buddhas(千佛圖), which is hardly found in other Buddhist temples, and the

Arahan painting, which is truly magnificent in technique and can pass as an independent painting. The Dancheong

also has uniqu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can’t be found in other Dancheong works such as the painting and

attaching technique.

The Dancheong inside is estimated to have been created in 1754 considering the records of 「Dalmasan

Mihwangsasa Daebeopdang Jungsusangryangmun(達摩山美黃寺大法堂重修上樑文)」, the calligraphical writings of

“Mudeungsanindanhwakya(無等山人丹 也)”and “Geonryungshipgu(乾隆十九)”left in the Jungryang, and the style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Dancheong patterns and the painting of 1,000 Buddhas. The fact that there are no

traces of re-Dancheong also supports the estimation that the Dancheong was created in the absolute age of 1754. The

absolute age will be the reference of deciding the chronological years of Dancheong patterns and be helpful in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by the periods.

There were certain style characteristics in Dancheong by the periods and regions. The Dancheong of Jeolla region

also had its own style, which includes the tendency of finishing with two- or three-fold green belts without giving

meokdanggi to the meoricho and the huge jar decoration of huigol. Treating the baetbadak of all materials, whether

it’s Geumdancheong or morodancheong, with lines of certain thickness and colors is another style of Jeolla

Dancheong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The Dancheong of the Geukrakbojeon(極樂寶殿) of Cheoneunsa Buddhist Temple and Daewoongbojeon(大雄寶殿)
of Naesosa Buddhist Temple in Jeolla is especially noteworthy in that it bears similar patterns and techniques to that

of the main building of Mihwangsa Buddhist Temple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The

Dancheong of Mihwangsa Buddhist Temple must have exerted so great influences on that of the two temples that it’s

called “the style of Mihwangsa Buddhist Temple.”When adopting a broader point of view, it can be classified as one

of the Dancheong styles of Jeolla.

The common icons and techniques found in the Dancheong of Mihwangsa, Cheoneunsa, and Naesosa Buddhist

Temple provide some clues about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among painters of the days. They may have been

created by the painters of the same school or the painters affected by those who created the Dancheong of Mihwangsa

Buddhist Temple.

Keywords | Dancheong (a picture[pattern] of many colors), painting of 1,000 Buddhas Dancheong style of
Jeolla, green belts, drawing lines of certain thickness and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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