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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전통「방위신상」에 담겨 있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재해석하여 현대생활에 효과적으로 응용하
기 위해 디자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은 한국 전통의 대표적인「방위신상」인「사신도」,「십이지
신상」,「사천왕상」등의 '지킴이'들의 형성 배경과 유래를 살펴보고. 한국 전통「방위신상」을 현대생활의 활용에 맞
게 디자인화 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서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킴이’ 시리즈의 제작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한국전통
「방위신상」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며 민족고유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을 시
사하였다. 그리고 재해석한 ‘지킴이’ 시리즈는 스마트환경 하에서의 활용가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방위신상, 사신도, 십이지신상, 사천왕상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the image on a Korean tradition known as Bang-wee-shin-sang
(an image of direction deity), and to revive the image into Jikimee (the guardian). In particular, this research
re-analyzed the image and the symbol of Bang-wee-shin-sang and effectively designed the tradition to fit the
modern living space. The theoretical study is to explore why it is necessary to redesign Bang-wee-shin-sang to
accommodate modern living after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origin of typical Korean traditions such as Four
Deity painting, Chinese Zodiac, and Four Kings' Painting. As a previous study, we examined the procedures of
making Jikimee which was based on artists' works that utilized historical artifacts. The study indicated that
Bang-wee-shin-sang is a vital resource to dissemina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its tradition which
played a role in linking the past and the present. Consequently, it is discussed that the utilization of modernized
Jikimee in smart environment must be supported by foundation of academic system, the effort of academic and
research link, and government funding policy.
Key Words : Bang-wee-shin-sang, Four Deity painting, Chinese Zodiac, Four Kings' Painting

1. 서론

이지신상, 사천왕상등의 ‘지킴이’ 들의 형성배경과 유래
를 살펴보고, 그리고 역사적 유물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

1.1 연구목적과 방법

품을 검토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 「방위신상」의 상징적 가

문헌 연구와 역사적 유물을 토대로 재해석하여 디자

치 및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생활공간에 활

인화 한 ‘지킴이’ 의 제작과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서술

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이론적 고찰

하였고, 이들 ‘지킴이’ 시리즈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방위신상」인 사신도, 십

션으로써 디자인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고, 이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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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환경하에서의 교육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산학·연 연

을 주었으며 각 사상적 계파에 따라 나름대로의 발전을

계, 정부지원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룩하였다. 이렇듯「방위신상」은 음양오행사상체계에

이론적배경은 「방위신상」과 관련한 단행본과 학술

의한 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선행연구 자료를 고찰하였

의 방위신상은 음양오행사상의 개념, 의미, 상징 등을 따

고, 또한 박물관, 사찰 그리고 분묘 등에서 「방위신

르고 있으며, 특히 방위 설정이 이치에 맞아야 생활이 길

상」직접 탁본 것을 배경으로 서술하였다.

상장수(吉相長壽)하고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언제나

제작과정은 주요「방위신상」인 사신도, 십이지신상,

중요한 자리에 방위신상을 설치했던 것이다[2]. 이러한

사천왕상 등을 중심으로 탁본한 것을 일러스트 작업으

사실을 기반으로 <표 2>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로 재구성하여 특별한 소재로 도안구성하고 그리고 점
<표 1> 오행원리 체계도

표제작 하였다, 재료는 오방색의 혼합물감과 금분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주요 「방위신상」인 사신도, 십이
지신상, 사천왕상 등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이미지
를 평면 작업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전통「방위신상」의 형성배경
「방위신상」은 동서남북의 각 방위를 지키는 방위신
또는 수호신의 의미를 가지는 신상으로 이는 음양오행사
<표 2> 음양오행 사상과 자연법칙의 상관관계 체계도

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음양오행사상은 중국의 상

오행(五行)

고시대부터 내려오는 원시 우주관의 하나이며 이는 춘추

색(色)

전국시대에 이르러 음양설과 습합되었다. 중국 한대(漢
代)에 와서는 당대의 민간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음양오행사상이란 일체 만물은 음(陰)과 양(陽)에 의
해 생장 ․ 소멸하고, 木․火․土․金․水 오행 상호간

목(木)

방위(方位)

동(東)

계절(季節)

봄(春)

반응(反應)

탄생

맛〔味〕

화(火)

토(土)

청색靑色 적색赤色 황색黃色
남(南)

중앙(中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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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수(水)

서(西)

북(北)

가을(秋)

겨울(冬)

수확

저장

변화
단맛(甘)

매운맛(辛) 짠맛(鹹)

의 작용에 의해서 길흉․화복이 얽힌다는 설이다[1]. 음

오장(五臟) 간장肝臟 심장心臟 비장脾臟

폐장肺臟 신장腎臟

양오행사상 중 ‘음양’이란 우주간의 상생상극의 기본 원

오상(五常)

리 또는 기본 동력으로서 각종 현상의 변화 법칙이나 근

방위신
(方位神)

원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틀’이다. 이와 같이 오행은

신맛(酸) 쓴맛(若)

금(金)

백색白色 흑색黑色

인(仁)

예(禮)

신(信)

청룡靑龍 주작朱作 황룡黃龍

의(義)

지(知)

백호白虎 현무玄武

물리적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는데, 동,

2.2 한국 전통 주요「방위신상」의 유래

서, 남, 북, 그리고 중앙으로 구성되고 이들 각각은 서로
연결된다. 오행은 공간적인 방위뿐 아니라 사계(四季)의

2.2.1「사신도(四神圖)」의 유래

순서, 신체의 기관, 색깔, 냄새, 맛 등과 연결된다. 다음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사신도」는 동서남

오행의 원리에 따른 방위, 색, 계절, 五常 등과 연결된

북과 중앙의 오방(五方)을 관장하고 우주의 질서를 수호

<표 1>는 본 연구자가 다시 재구성하였다.

하는 상징적인 동물이고 사령(四靈), 사수(四獸)라고도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오행의 원

한다. 말하자면 사신은 사방을 지키는 방위신으로 동쪽

리를 거의 철저하게 적용하였고 오방색 또한 그런 의미

에 좌청용(左靑龍), 서쪽에 우백호(右白虎), 중앙황룡(中

로 사용했다. 음양오행사상은 불가(佛家)나 도가(道家)

央黃龍), 남쪽에 남주작(南朱雀), 북쪽에 북현무(北玄武)

그리고 유가(儒家)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

는 벽사적인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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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군사적으로 부대의 깃발, 포진에도 응용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건축물 · 목가구 · 동경(銅鏡) · 동전(銅
錢) 등에 방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신을 몸에 지니는
것을 유행하게 되었다.
2.2.2「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유래

「십이지신상」은 「사신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의 끈질긴 신앙과 사상의 산물이다. 십이지는 시간신과
방위신의 역할로서 그 시간과 방향에서 오는 사기를 막는
수호신 땅을 지키는 열두 신장으로 십이신장(十二神將),

[그림 1] 사신도「청룡·백호·주작·현무」

또는 십이신왕(十二神王)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사신도」는 백제에도 영향을 미쳐 공주의

「십이지신상」은 당(唐)나라의 묘(墓)에서 찾을 수 있으

송산리고분(宋山里古墳), 부여의 능산리고분(陵山里古

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쥐(子) · 소(丑) · 범(寅) · 토끼(卯)

墳)의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개풍의 수
락암동1호분(水落巖洞一號墳)에서

· 용(辰) · 뱀(巳) · 말(午) · 양(未) · 원숭이(申) · 닭(酉)

12지신상(十二支神

· 개(戌) · 돼지(亥) 등 열두 동물과 대응시킨「십이지신

像)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김호연[3]은『한국 민화』

상」은 통일신라시대의 능묘의 호석(護石)에서 찾을 수

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매우 발달된 수준의 회화로

있다. 예컨대 성덕대왕(聖德王陵) 주위에 배치된 입체형

나타난 사신의 모습은 조선조 궁궐의 사문(四門)에도 단

의 「십이지신상」은「사천왕상」처럼 무복(武服)을 갖

청되어 있고 또 용호(龍虎)로 줄여진 상태의 그림에서도

추어 입고 완전한 신장상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자용[4] 역시 「용호도」

최초의 것은 경주 괘릉(掛陵)과 김유신묘(金庾信墓)을

문배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생활을 지배해 온 「사신도」

양각을 한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성덕왕릉(聖德王

는 사신신앙에 기인한 그림이라고 말한다.

陵)도 환조(丸彫)로「십이지신상」을 세운 것이 특이한 사
례이다. 그리고 당시 절에서도 「십이지신상」을 사용했
는데, 절 큰 행사를 할 때 잡귀의 침범을 막는 벽사(辟邪)
의 뜻으로 불화로써 12방위에 걸었을 것으로 짐작된다[6].
「십이지신상」은 통일신라 이래 조선왕조에 이르기
까지 능묘(陵墓)에는 물론 불교건조물이나 회화, 공예품,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도구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성행
하여,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양식과
형식을 전개하여 왔다.

[그림 2] 조선시대 경복궁의 「사신상」

관화/민화에는 상서로운 길조가 보일 때 나타난다는
사령(四靈) 즉, 신령스러운 네 가지 짐승, 용(龍) · 기린
(麒麟) · 봉황(鳳凰) · 거북(龜)이 있는데 이 역시 고구려
고분벽화의「사신도」와 조선시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5].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면서 어떤 체계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 내
용을 담고 조선 시대로 이어져 왔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림 3] 십이지신상호석(十二支神像護石)탁본, 8세기,
김유신 묘

「사신도」는 사방의 수호신으로서 풍수지리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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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십이지신의 핵심은 개인의 운명, 심성을

다는 보탑은 부처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을 모시는 곳으

파악하는 잣대이며,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융화관계 또

로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는 상충관계를 밝히는 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천문,

우리나라에서 사천왕상이 만들어진 때는 사천왕 신앙

역법에서는 방위와 시간의 개념으로, 풍수, 점복, 해명(解

이 수용된 600년경을 전후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성행

名), 택일, 사주, 궁합 등에서는 길흉을 예지하는 비결(秘

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때부터로 보인다. 신라

訣)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덕여왕 때 양지(良志)라는 승려가 사천왕상을 조성하
였다는 기록이『삼국유사』에 있어 삼국통일을 전후한

2.2.3「사천왕상(四天王像)」의 유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일신라시대에

사찰에는 여러 門이 있는데, 입구는 산문(山門)이라고

크게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사천왕상은 분황사(芬

하며, 중간은 중문(中門)이라고 한다. 이들 문은 천왕문

皇寺: 신라 선덕여왕 3年, 634年) 목전 석탑에 처음으로

(天王門) 또는 금강문(金剛門)이라고 불러지고 있으며,

등장하고, 신라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된 녹

이들 문의 역할은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적 측면과 재액

유사천왕전(綠釉四天王塼 : 신라, 679年)이 출토되어 그

을 막아주는 종교적 의미의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재 사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찰문, 사찰 탑, 그리고 벽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며, 조형물
로 남아 있다[7]. 사천왕상은 우주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
신을 형상화 한 상(像)이다. 일찍이 인도에서는 사천왕상
에 대한 규범이 일정하지 않아 귀족의 형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으나 서역(西域)을 거쳐 중국에 이르러 갑옷
을 입은 무장의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그림 5] 운문사「사천왕상」 석주

[그림-5]는 본 연구자가 참고해 재해석한 보물 제318
호인 운문사 사천왕석주(四天王石柱)가 있다. 작압전(鵲
鴨殿)안에 모셔진 석조여래좌상(보물 제317호)의 좌우에
각각 2기씩 모두 4개가 돌기둥처럼 배치되어 있다. 원래
[그림 4] 불국사「사천왕상」

의 위치는 아니고, 이곳에 세워진 벽돌탑의 1층 탑신 몸
돌 4면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갑옷을 입고

사천왕은 불교에서 사방을 진호(鎭護)하며 국가를 수

무기를 들고 있으며, 머리 둿 쪽에서 둥근 광채를 띤 채

호하는 사(四) 신이 되었다. 수미산(須彌山)의 중턱에 있

악귀를 발로 밟고 있다.

는 사천왕의 주신(主神)으로 동방의 지국천왕(持國天王),

운문사 사천왕상은 양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체구도

서방 광목천왕(廣目天王왕), 남방 증장천왕(增長天王),

약해보이며 얼굴 생김새도 부드러운 것으로 보아 시대가

북방 다문천왕(多聞天王) 일컫는다.

내려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진평왕 13년(眞平

지국천왕은 수미산 동쪽을 수호하는 신으로 국토를 지

王 591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지만, 통일신라

켜준다는 뜻을 가지며,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

후기 또는 후삼국시대인 900년경을 전후해 만들어진 작

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남방의 증장천왕은 금강 검을

품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들고 있어 지혜를 증장한다는 뜻으로 만물을 소생시킨다

한편 사천왕상은 고려 불화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

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서방의 광목천왕은 혜안을 넓혀준

는데, 양산통도사의 천왕문(고려충숙왕 복위 6년, 1337년)

다는 뜻을 가지며, 향상 깨어있어 불선한 일은 하지 않고

으로 가람형태는 평지가람에서 산지가람의 형태로 변화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

볼 수 있고, 조선시대는 고려전통을 계승하였고, 가람의 특

으며, 북방의 다문천왕은 부처의 설법을 빠짐없이 듣는

징은 3-4m의 거대한 사천왕상의 형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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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 전통 유물을 재해석해 디자인화 한

적 기법과 미의식 그리고 정체성등과 같은 것들을 재해
석해 선보인다면 우리 문화를 보다 넓고 깊게 알리는 계

작품의 필요성

기가 될 것이다.

역사학자나 민속학자 그리고 미술사학자들은 한국인
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전통
과 현대를 접목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절대적이
다. 그 관심의 대상은 전통적인 주요 조형물인 「방위신

3. 한국 전통 유물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상」에까지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방

사례와 전통「방위신상」을 재해석한

위신상」은 주술성과 생활상 그리고 조형적인 장식성을

작품 분석

결합한 예술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방위신

3.1 전통 유물과「방위신상」의 현대적 활용

상」은 종교적, 민속적 의미 및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례

의미와 가치를 갖은 까닭에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방위신상」은 전통문양 자체로, 과거와 현대

전통미술에 담겨 있는 미의식이나 사상 그리고 기법은

를 잇는 매우 중요한 문양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이른바 전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통 속

통미술이 회화, 건축, 공예 등의 작품으로 재해석되면서 새

의 조형물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의 하나였지만, 현대

로운 형식과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에는 디자인이 중시되면서 사회적인 전달매체의 하나로,

한국화단에는 서구의 여러 양식의 유입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나 창조성의 표현수단으로 중시되

사고와 전통회화 형식의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전통미술

면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의 접목을 시도한 작가들이 많아졌다. 장옥진, 박생광,

사실「방위신상」의 조형성은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김정, 김기창, 권옥연, 이만익, 백남준 등은 자신만의 독

인습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특한 조형세계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전통

즉, 「방위신상」은 일상생활양식과 관습 등의 항상성

미술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들의 의도에 따라 새롭게

(恒常性)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창의성보다

각색함으로써 원작의 원래 의미를 변형하고 확장시켜 재

는 반복적인 유형의 인습으로 계승되어왔다. 그러나 오

해석 해왔다. 특히 이들은 관화/민화적 소재를 현대적인

늘날은 이와 같은 전통성과 인습성이 현대적으로 재창조

안목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으로 끌어 들이려고 했던 화가

되어 회화적인 느낌이 첨가되면서 감상되고 있다. 물론

들로 주목되고 있다.

전통 속의 조형물이 실생활에 사용했듯이, 여전히 현대

한국적 이미지의 전통색을 사용한 현대의 화가로서 박

공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생광은, 불교적, 무속적, 음양오행적, 설화적인 주제로 강

오늘날은「방위신상」이 전통에 대한 관심과 함께 깊

렬한 색채와 독특한 형태로 신비스러움과 생동감 넘치는

은 영감을 주고 있다. 한국 전통「방위신상」을 재해석

화면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8].

디자인화 하는 것은 현대의 물질만능과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게 한다. 그리고 동․서양
간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이뤄지면서 국가 간의 문화
의 정체성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할 수
없음으로 다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질수록 국가전통에 대
한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문화를 새롭게
[그림 6] 박생광 작
「무녀巫女」

복구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통을 강조하고 주체적 창의성을 기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방위신상」과 같은

[그림-7] 김기창 작
「화조도」

김기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신에 말년에는 ‘바보산수’

청자, 백자, 풍속화, 석굴암, 불국사, 분황사, 관화/민화,

라 부르는 관화/민화적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

석가탑, 다보탑, 범종 등의 전통미술품에 서려 있는 창의

석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 그는 한국 정서의 소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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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목걸이, 열쇠고리, 핸드폰 줄, 안경집 등이 있다.

표현하였으며, 민화에서 보이는 단순한 형태와 색채 그
리고 무시된 원근법 등을 소박성을 원천으로 그의 그림
에 나타내고 있다[9]. 특히 조선 관화/민화의「십장생

3.2 전통「방위신상」을 재해석한 작품

도」를 소재로, 1980년대에 제작한 구름, 해, 달, 산, 사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사신(四神)

학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여백과 함께 현대적으로 표현한

이나 십이지신(十二支神) 그리고 사천왕(四天王) 등의

것이 주목할 만하다[10]. 이렇듯 그는 꾸미지 않은 소박

제작 과정과 도판을 함께 서술했다.

하고 익살스러운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여 소박하

본 연구에서는 전통미술 가운데「방위신상」을 선택

게 표현했다.

해 새롭게 제작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소재로

이만익은 옛날의 민담, 설화, 탈춤, 판소리 등 ‘우리’의

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대생활과 매우 친숙하기 때문이

해학과 정서를 강한 선과 화려한 색채를 이용한 관화/민

다. 예컨대 새해가 밝아 오면, 그 해가 무슨 띠의 해인지

화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표현했다. 그는

궁금해 하며, 그 해의 띠 동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

우리의 민담이나 설화의 숨결 속에 살아온 고구려 건국신

미를 궁금해 하며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곤 하기 때문이

화의 주몽, 심청의 효심, 흥부일가의 단란한 행복 등 친근

다. 본 연구자가 「방위신상」을 평면작업으로 제작했을

한 인물들을 그려 냈다. 그는 이러한 인물들을 강렬하면

때, 현대적 관화/민화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손색

서도 모나지 않은 형태와 움직이면서 정지된 선, 그림 속

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방위신상」속에

의 인물들은 말하고 웃고 사색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화려

내재되어 있는 상징성과 표현방식이 우리조상의 정서와

하지 않고 슬픔도 그리 슬프지 않게 그려내고 있다[11].

미의식을 그대로 표출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다른 어떤 전통 유물보다도 전통미를 이해하기 쉽고 또
한 이를 현대미술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2.1 전통「사신도」
를 접목한 작품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사신도」는 「방위신상」의 대표적인 제재중 하나로,
[그림 8] 이만익 작
[그림 9] 김지혜 작
「뿌리 깊은 나무」
「책가도」

방위를 맡은 신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다시「사신도」
는 음양오행사상을 도안으로 표현해 놓은 벽화로, 동쪽
의 좌청룡(靑龍), 서쪽의 우백호(白虎), 남쪽의 남주작(朱

백남준은 앞선 작가들과 다른 첨단영상매체를 사용하

雀), 북쪽의 북현무(玄武) 등의 방위신이다.

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역시 우리 전통적 제재를 현대적 감
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그 밖에도 장옥진, 김정, 이종
상, 이화자 등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제재를 선택
하여 새롭게 현대적으로 구사하였다. 그들은 전통이 간
직한 상징성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기법으로 재해
석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양상은 젊은
작가들인 김지혜, 서희화, 홍지연 등의 작품에서 쉽게 찾
을 수 있다.
위의 회화 장르 외에도 디자인, 공예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전통적 제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생활용품
을 디자인화 하여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소재가 화려하
게 변신해 캐릭터, 상품도안 및 포장지로도 응용되고 있
다. 특히 민화(관화/민화)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활용

[그림 10] 조봉석 작「사신도」70X70.2012

품들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한 예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부채, 접시, 방석, 우표, 달력, 책갈피, T셔츠, 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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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성이나 민족혼을 각인
시키거나 일깨우고자 했다. 말하자면 잠자고 있는「사신
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현실생활과 현실공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사신도」작
품은 과거 고분의 무서운 귀기(鬼氣)가 흐르는 전통속의
[그림 12] 조봉석작
「사신도」.2011

「사신도」를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화 하였고, 그리고 벽사 및 기복신앙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림 13] 조봉석작
「사신도」.2011

3.2.2 전통「십이지신상」
을 접목한 작품

「사신도」가 방위신이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또 음양

전통과 호흡하면서, 「십이지신상」을 현대적으로 재

오행사상에 오방색을 적용하면서, 동쪽방향에는 청룡(청

해석하여 새로운 옷을 입혔다.

색), 서쪽방향에는 백호(흰색), 남쪽방향에는 봉황(적색).
북쪽방향에는 거북이(흑색) 중앙에는 황룡(황색)을 새로
운 형태로 즉, 현대적으로 디자인화 하여 고구려정신과
기상까지 작품에 반영시켰다.

[그림 14 ]「십이신 밑그림과 십이지신도」

삼국시대 왕릉이나 김유신 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십이지신상」을 탁본으로 제작하고, 통도사에 소장되
어 있는 조선후기의「십이지신상」을 초본으로 만들어
단순히 나열하기도 하거나 크게 확대 축소하였다.

[그림 11] 조봉석 작「사신도」84X72.2012
[그림 15] 김유신 묘「십이지신상탁본 」

[그림-11]은 2008년에 출간한 온양민속발물관 도록가
운데,「민화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글에는 "화가와 수
요자의 자유로운 교감은 텃밭으로 살아나온 민화정신은

또한 상징성을 충분히 돋보이게 십이지신 중 하나를

현대에 와서도 고루한 형식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 형식

변화를 주면서 방위위치와 오방색에 의미를 색채로 강조

을 보인다. 이 정신이 옛 민화의 복제품이 아닌 새로운

하거나 패턴화 시키고 색채의 강약으로 처리된 십이지신

민화의 길을 연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12].

은 경쾌한 음악적 리듬을 형성하였으며, 전통적인 「십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사신

이지신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디자인화하거나 친밀감

도」 제작 과정과 표현기법 등은 다르지만, 본 작품을 통

을 갖고 다가설 수 있게 하였다.

해 당시의 생활 풍속 · 신앙 · 종교 · 사상 등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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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했다.
「사천왕상」을 배경으로 선녀상을 접목시켜 배치하
고 그리고 이들 작품에서 기원하는 바가 더욱 강조하였
다. 이렇게 운문사의「사천왕상」작게 축소하거나 크게
확대해 배치 형상이나 이미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색다른
방식으로 겹쳐놓거나 분리하고「음양오행사상도」를 응

[그림 16] 조봉석작
[그림 17] 조봉석작
「십이지신」.2012
「십이지신」.2012

용하여 동쪽에 ‘지국천왕’은 청색 서쪽에 ‘광묵천왕’은 백
색 남쪽에 ‘증창천왕’은 적색 북쪽에 ‘다문천왕’은 흑색

십이지신은 음행오행사상을 응용하여「방위신상」속

문(門)자는 황색으로 표현하고 오상을 응용해 문자도 제

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성과 표현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화

시하였다.

한 것이다. 즉, 동쪽방향은 ‘묘(토끼) 청색’, 서쪽방향은
‘유(닭) 백색’, 남쪽방향은 ‘오(말) 적색’, 북쪽방향에는 ‘子
(쥐) 흑의 의미를 두고, 작품의 위치와 색채를 맞춰 제작
하였고 시각적 및 상징적 의미를 살렸다.
또한 「십이지신상」의 이미지에 선녀상의 모습을 대
입시킴으로써 현대인들의 삶의 기원을 더욱 강조했으며
시각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뤄 회화성을 살렸다. 십이지

[그림 22] 「운주사
[그림 23] 조봉석작
사천왕」석주탁본
「사천왕상」.2012

신 이미지를 현대화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호감
가는 캐릭터로 만들어 십이지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의미를 살리고 현대생활에 응용될 수 있도록 했다.

「사천왕상」의 방향에 통도사「십이지신상」을 즉,
동쪽에는 ‘인(호랑이), 묘(토끼), 진(용)’ 서쪽에는 ‘신(원
숭이), 유(닭), 술(개)’ 남쪽에는 ‘사(뱀), 오(말), 미(양)’
북쪽에는 ‘해(돼지), 자(쥐), 축(소)’를 재해석한 이미지
를 디자인하였고 잊혀져가는 전통적 도상들을 잘 들여다
보면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문양이나 무늬 등에 그 형
상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림 18] 조봉석작
[그림 19] 조봉석작
「십이지신」.2012
「십이지신」.2012

사찰 문을 들어서는 순간 만나게 되는 사천왕상은 매
우 섬뜩한 모습이다. 잡귀의 범접을 막고 중생들의 마음
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찰 지킴이기에 「사천왕상」이 무
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 생활공간
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되길 바란다.
본 작품인 「사천왕상」의 형상성은 매우 간결한 형상
으로 환원하였고, 김유신묘의 십이지신을 디자인으로 패

[그림 20] 조봉석작
[그림 21] 조봉석작
「십이지신」.2012
「십이지신」.2012

턴화하였고, 도안으로 화면공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단
순화시켜 강렬하면서도 소박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전통

3.23 전통「사천왕상」
을 접목한 작품

적 정감을 충분히 살렸다.「방위신상」을 재해석 제작과

「사천왕상」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정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전통의미를 최대한 살려 작
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앞서 언급한 청도운문사의「사
천왕상(각 60×160cm)」을 탁본해 이를 밑그림으로 하고,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무신도」속에
봉양하고 있는 여인을 접목해 현대적 원근감에 맞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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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과거의 작품
을 인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사례는 고대부
터 현대에 걸쳐 다양한 예술 작품에 사용되어져 왔다.
「방위신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차용해 사라져가는
전통적 미학의 가치와 현실생활 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망을 담아내고자 했다. 작품화면은 시각적으로 중첩된

[그림 24] 조봉석작
[그림 25] 조봉석작
「사천왕상」.2012
「사천왕상」.2012

이미지가 본래 간직하고 있는 방위신의 상징보다도 더욱
강한 화복을 불러들이는 벽사수호의 의미를 담았다.
본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관화/민화 제작기법에서 볼

4. 전통「방위신상」을 디자인화 한

수 있는 초본(밑그림) 대신 현대 문명의 상징인 컴퓨터

작품의 가치와 향후 발전방안

프린트를 이용해 「방위신상」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
였고, 문자나 문양을 자연스럽게 배치해 새로운 「방위

4.1 전통「방위신상」을 디자인화 한 작품의

신상」을 연출해냈다. 사실 운문사 사천왕상과 김유신묘

가치

십이지신상은 입체적인 조형물이다. 그래서 본 작품은

「방위신상」의 전통적인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이와 같은「방위신상」을 회화의 평면성이 갖는 특성으

한 제작 작품들을 서술했다. 「사신도」,「십이지신상」,

로서의 장식적 효과를 적절히 높이면서 한국고유의 이미

「사천왕상」을 새로운 형태로 배치시키거나 원래의 형

지를 높이고자 했다.

상을 단순화시켜 회화성 짙게 펼쳐 놓았다.「방위신상」

본 작품은 입체적인 조형물을 평면적인 작품으로 제작

형상들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전통적 리듬과 정서가 면

해 벽에 걸어놓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법상의

면히 흐르게 하고 현대적 회화성을 충분히 느끼게 하였

모색에서의 두 가지 사실은 현대적인 감성으로 평면화를

다.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대다수「방위신상」전반에 흐

통한 회화자체의 인식과 색채자체의 의미화이다. 본 작

르는 분위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품은 평면적 구조와 반복적 구조, 대칭형 구도는 현대적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을 발산하게 했다. 매우 전통적인

감각의 표현이다. 이 중에서 방위 신을 반복적으로 그린

것과 매우 현대적인 것이 융화, 오랜 세월에서 풍겨 나오

화면구성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방위 신

는 역사적 향기와 현대의 기능화 된 삶의 체취가 어울러

을 대칭적으로 배치한 구성은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이

조화를 이루게 했다.

와 같은 반복적 구조와 대칭형 구도는 현대인들의 심리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재구성된
화면상에 모든 이미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길상(吉
相)적 의미로써 부귀, 공명, 풍요, 생명력 등을 나타낸다.
본 작품은 「방위신상」을 현대적 감각의 화려한 구
성과 색채가 특히 관심을 끌게 하였다. 그리고 관화/민
화의 색채구성 방식을 따랐으나 좀 더 강렬한 원색들 간
의 대비효과와 색·면의 평면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식효
과를 높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했던 음양오행사상을 토대로
청·적·황·백·흑의 다섯 가지 색채가 중심이 되었다. 이렇

[그림 26] 조봉석작「구름‧ 탑 ‧ 마상」2012

게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오방색의 조화를 구사하면
「방위신상」은 전적으로 전통적이거나 또는 현대적

서 그 색 자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따라

새로움만으로 제작하지 않았다. 현대적 및 전통적 감각

서 강한 원색적인 색채마다 자신의 독립성, 상징성, 생

의 복합체가 작품에서 매우 단순화된 형상으로 그 향기

명감을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작품재료는

를 발산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전통미술은 지속적 재해

순지, 분채, 아교, 호분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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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적으로 첨가해 원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재창조하였다. 작품 제작방식은 현대 관화/민화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에게 하나의 나침반
이 될 수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은 전통이라는 고전의 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밝고 명랑하면서도 깊이와 품
위를 잃지 않은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시대 사람들
이 전통을 향유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역사의 현대화는
중요하며, 또한 찬란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소개된 작품
들은 단순히 전통의 도상을 일회적으로 변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

[그림 27] 조봉석작 비천도의 염원」2012

에 맞추어 새롭게 창조해 내고자 한다.
끝으로, 전통「방위신상」을 본 작품연구에 적용하여 새

전통적 유물들이 새롭게 현대적 감각을 결합시킨 매

로운 한국적인 전통미로 재창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 평범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이러한 제작기
법은 단순한 디자인적 재구성이나 표현기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즉, 원작을 차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그 의미

5. 결론

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전통「방위
전통 「방위신상」은 현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충

신상」이 지닌 고정된 의미들이 새롭게 재탄생되면서
현대에 와서 간과되어버릴 수 있는 방위신의 상징이나

분히 활용될 수 있다. 현대는 감수성, 독창성, 재해석력,

음양오행사상 등의 전통적인 것들을 흥미롭게 다시 생

구성하고 추상하며 종합하는 능력 등이 과거와는 전혀

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통 미

다르기 때문에 그저 「방위신상」을 모방하거나 답습에

술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정신과 조형적 특성을 찾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창

고 조형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 전통 미술품

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통 「방위신상」의 현

을 다양하게 재해석해 디자인해 표현해 봄으로써 더욱

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더 전통미술에 대해 공감하고 그 향유도 지속될 수 있다

한국전통의 대표적인 「방위신상」인 사신도, 십이지

는 것을 세삼 이해하게 된다. 이른바 전통유물이 그대로

신상, 사천왕상 등의 ‘지킴이’들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문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를 환기시키면서 현

화상품, 실용장식물, 고부가가치의 현대 인테리어, 오락

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나 컴퓨터게임의 컨텐츠, 미술교육자료 및 아트상품의

본 작품은 전통 속 「방위신상」에서 탁본하여 응용

원천자료로서 활용하고 스마트 폰케이스․열쇠고리 등

한 것이며 기법이나 색상은 관화/민화에서 차용한 것이

유행문화에 인식을 광고하여 스마트시대에 접목하는 한

다. 전체작품기조는 전통적 관화/민화에서 풍겨 나오는

국적이 문화상품화 전략을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시스템

도상감각이나 색채, 분위기 등이 그 주조를 이룬다. 그

을 갖추어 국가차원에 홍보, 정부, 산학연계지원시스템도

러나 본 작품은 「방위신상」을 전통 관화/민화에서 요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구되는 방식과 현대미술의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는 새

본 연구는 전통「방위신상」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것

로운 표현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작가

으로, 그 유래와 현대적 감각으로 접목한 작품사례 그리

들이 도전해 보지 못한 고전과 현대의 접목이라는 새로

고 「방위신상」제작과정과 평가를 서술하였다. 동시에

운 시도로 이들 작가들과는 또 다른 조형세계를 펼쳤다.

전통 「방위신상」을 현대적으로 제작과정과 평가를 활

본 작품은 한국 전통의 대표적인 「방위신상」을 원

용될 수 있도록 그 효과와 제작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

천으로 단순히 반복되는 무비판적인 소재주의를 답습하

으며 전통 「방위신상」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모색까지

거나 모방에 그치지 않고「방위신상」에 현대적인 의미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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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했듯이, 「방위신상」에는 우리민족의 이상

[5] 임영주(2004),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서울, 91.

과 미의식이 담겨 있었으며 독특한 조형미도 담겨 있다.

[6] 중앙일보, 동양방송(1973) 저 “한국의 미-박용숙; 회
화로서의 민화”, 고려서적주식회사, 219.

즉 「방위신상」은 역사적인 계속성을 유지해 오면서,

[7] 정병모(2006), “한국 민화와 중국 민간연화의 비교”

종교적, 문화적, 미술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민속학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19, 188.

그리하여 전통 「방위신상」은 전통을 이해시키고 그 가
치를 명료화시키는 문화 첨병 역할에 잘 맞는 것으로 판

[8] 김영학(1993), “민화”, 대원사. 서울, 104.

단된다.

[9] 김영학(1996), “전통 채색화의 복권을 위하여”, 창비
사, 서울, 101.

「방위신상」은 전통이라는 기준을 정립해 주는 역할

[10] 최병식(1996), “金基昶의 雲甫畵風 硏究”, 교육문제

과 이를 재해석 해 공유하거나 현대문화공간에 어울리게
재창조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전통유물이다. 나아가 교

연구소논문집 경희대학교부설교육문제연구소, 2, 141.

육적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통 「방위신상」

[11] 이세기(2001), “화가 이만익” 《文化藝術》263호. 6
월호, 109-110.

은 전통 유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승 발전시

[12] 온양민속박물관(2008), “민화의 현대적 수용-겨레그

키기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육현장으로 끌어낼 필요

림-꿈과 현실의 아름다운 동행”, 온양민속박물관, 온

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 「방위신상」

양, 136.

을 감상하거나 모방하는 학습 아닌 현대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개발까지 추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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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문화 정보디자인학과
졸업(학사)
․2013년 8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원정보경영과 석사과정중
․2007년 9월 : 초충도 병풍 및 다기장
세트 大賞 수상-대한민국 한지대전
문화부장관상
․관심분야 : 한지공예, 관화, 민화, 문화예술, 컴퓨터그래픽
․E-Mail : cbs8288@hanmail.net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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