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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1세기는 디자인의 시 다. 디자인은 세계 으로 다양하게 발 하고 있으며  변하고 있다. 그와 동시

에 각국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에 한 원형을 찾기 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디자인의 원형을 단청 분석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 단청은 우리 문화의 조형성을 

이해하는 요한 단서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라남도 해남 미황사의 단청을 분석하 다. 웅  

천정화에 시문된 천불도와 범자문양, 학문양, 모란문양, 연화문양을 디자인 인 측면에서 살펴본바 첫째, 

시각  차원뿐 만아니라 공간 , 상징 , 조형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  가치를 엿 볼 수 있었다. 둘째, 

미황사 단청은 디자인의 형상을 통해 당시의 미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각  표 의 결정체 다. 셋째, 

단청은 불교에서 유교로 환한 종교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디자인 원형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단청은 우리의 삶을 묻어나게 하는 미의 원형으로서 존재하

며 우리 민족의 의식을 연결하는 혼합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 중심어 :∣디자인 원형∣미황사∣단청∣

Abstract

The 21st century is an age of design. The design has been developed and changed globally. 

At the same time, each country tries to find the archetype of its own design which represents 

its own identity.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e identity of Korean design through 

the analysis of dancheong, Korean traditional decorative coloring on wooden buildings and 

artifacts for the purpose of style. Dancheong is an important clue through which alows us to 

understand Korean modelling. For the purpose, dancheong of Daewoong-jeon of Mihwang-sa, 

Haenam, Jeollanam-do,  was analyzed. This study shows that, first, dancheong has a cultural 

value in terms of visual as well as space, symbolic, and figurative aspect. Second, dancheong 

at Mihwang-sa is an essence of the visual expression which shows the aesthetics of the age. 

Third, dancheong does not belong to any specific religions or beliefs but shows Korean’s design 

archetype. This study shows that dancheong exists as an archetype of our beauty and it also 

links national identity.

■ keyword :∣Design Archetype∣Mihwang-sa∣Danchung∣

* 이 연구는 2009년도 충남 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수번호 : #110526-003

수일자 : 2011년 05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7월 21일

교신 자 : 오치규, e-mail : ohchigyu@hanmail.net



단청디자인 원형에 대한 연구 -미황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 143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많은 디자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디자인 

정체성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로 하는 시 가 되었

다. 서울시가 세계디자인도시로 지정되고, 우리디자인

은 더욱 한국다운 디자인창출을 요구받고 있다. 엔 

단순히 상업  측도로만 평가해온 디자인에 새로운 문

화  가치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통성이 지니고 있는 무수한 콘텐츠 

에서 시 인 재해석으로 다룰 수 있는 요소들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 이라고 생각되

며, 단지 통요소들에 한 복고성의 상이 아닌 학

문  연구와 해석이 필요한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수많은 통 요소들  민족의 철학  사상과 

불교문화의 핵심 내용인 단청원형을 조명함으로서 선

조들이 지녔던 디자인에 한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인 디자인원형을 모색하는 연구는  시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요구될 수 있는 한국다운 디자인 철

학과 표 요소를 표출하게 할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 는 라남도 해남군의 미황사 

웅  내부 천정에 그려진 단청을 토 로 단청에 한 

이론  고찰을 하 으며 미황사 웅  천정의 단청과 

배치정황을 심으로 디자인의 구성과 요소를 연구하

다. 

연구방법은 미황사 웅 의 천정화에 그려진 천불

도, 포벽화, 범자문양, 학문양 모란문양, 연화문양을 디

자인 으로 분석하 다. 구체 으로 단청의 개념, 역사, 

종류 등 문헌분석을 토 로 미황사 웅  천정에 시문

된 각 문양의 형태, 색채, 상징  의미, 배치구성 등을 

분석하 다. 웅 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공간에 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단청디자인의 원형을 조명하고 우

리의 문화원형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Ⅱ. 디자인의 원형과 단청디자인

한 인간, 한 집단, 한 민족의 가장 본질 인 창작의 욕

구는 자연을 개조하고 인 인 생산 활동을 반복하게 

하 다. 인간들의 이런 변형은 오랜 문화  삶 속에서 

나름의 독특한 원형을 형성시켜왔으며 이는 디자인원

형이 되었다.

구체 으로 원형[原型]의 본질은 성상[性相]이라는 

정신  측면과 형상[形狀]이라는 물리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성상 인 것은 조형원리로 제작의도와 같은 것이

며, 형상 인 조형원은 형상[形狀]체계로 제작물에 해

당된다. 즉 한민족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부분 공통[共通] 인 속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통[共通] 인 속성과 유사성에도 단서 타당[妥當]도

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은 항상 구체 이며 강하게 인식되어지

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과 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형은 집단의 공유성과 시  

연결성의 축척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는 사상, 문화, 문명, 통의 핵심이며 공 와 건축, 미

술의 제작의도와 작업행 에 여하고 있으며 문화

술 반의 시·공간에 내재한 공통분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원형의 속성은 주체성과 변질성이라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 끝없이 변화하면서도 본질을 유지

하려고 한다. 과거의 요소가 동시 으로 공존하며 새로

운 문화가 통합됨으로써 변용이 가해지고 공유된 원형

은 새로운 에 지원의 심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역사

 결과물로 나타난 문화유산 역시 당연히 이런 속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 모두의 조형 활동

에도 통  직 인 기억과 경험들이 그 로 투 되어

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형요소의 추

과 분석은 한국에 한 추상  개념의 원형  심상을 

찾을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있다.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민족 원형이 존재하며, 어떠한 

디자인에도 국 이 있어 모든 조형 활동에는 모태추

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화의 원형은 우월로 가름

할 수 있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문화

상은 원형여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  

보편성에 의해 응과 괴를 반복하고, 생성과 멸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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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책 한 문화 주체자의 몫인 것이다[1].  

한국의 단청디자인은 우리의 종교사상이라는 성상과 

패턴이라는 형상  이미지의 교차성을 그 로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단청에 관한 이론  
단청[丹靑]은 붉은색과 푸른색을 각각 나타내는 한자

어 “단[丹]”과 “청[靑]”의 합성어로서 목조건축물과 석

조 건축물, 그리고 고분 등에 장식  실용 목 으로 다

채롭게 채색하는 기법을 말한다. 그 어원에서 추측하게 

하는 기 단청은 색의 표 성이 무엇보다 강하게 반

된 조형성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디자인의 

원형에 색이 차지하는 가치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단청이란 청[靑]· [赤]·황[黃]·녹[綠]·백

[白]·흑[黑] 등의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벽

과 기둥, 천정 등 건축부재[部材]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리는 일을 말한다. 

부터 왕실이나 나라의 길흉에 한 의식이나 종교, 

신앙 인 의례[ 禮]를 행하는 건물과 의기[ 器]등을 

엄숙하게 꾸며서 일반 잡기[雜器]와 구분하기 해 의

장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2]. 도[圖]·서[書]·회

[繪]·화[畵]의 개념을 포함한다. 색채로 그린 모든 그림

을 단청이라 하던 고 로부터 차 목조 건축물에 그 

한계를 두면서 오늘날 단청이란 용어로 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청의 명칭은 단확[丹雘]·단벽[丹碧]·단록

[丹綠]·진채[眞彩]·당채[唐彩]·오채[五彩]·화채[花彩]·단

칠[丹漆]이라고 하 다. 한 단청에 종사하는 사람도 

화사[畵師], 화원[畵員], 화공[畵工], 가칠공[加漆工], 도

채장[塗彩匠] 등으로 불 으며, 승려로서 단청 일을 하

거나 단청 일에 능한 사람을 어[金魚], 화승[畵僧], 화

원[畵員] 등으로 불 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반 으로 말하고 있는 단청

이란 건축물의 벽과 천정  기둥 내·외부를 장식하는 

도안 인 무늬나 비천[飛天]·용[龍]·사자[獅子]·코끼리

[象]·보살상[菩薩像]·불상[佛像] 등을 그린 장식  그림 

같은 한정 인 내용을 의미한다. 우리의 단청의 상은 

힘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해 실의 동물이나 인물보

다는 설성과 상징성을 표 하고자하여 용과 사자, 코

끼리, 기린과 같은 타국의 동물을 차용하 고 샤머니즘

 효과를 강조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찰이나 궁궐 건축은 배의 상을 모시는 성

이자 제왕의 권 와 풍을 나타내는 건축물들인 만

큼,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 장엄하고자 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목조건축물의 

장엄에 사용되는 그림이나 무늬를 이른바 좁은 뜻의 단

청이라고 한다. 단청이란 결국 건축물을 화려하게 장식

하는 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히 비바람에 썩기 쉬

운 목조건축의 필수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목 으로 시

공되었다. 첫째 목재의 보호 보존을 함이며, 둘째 목

재의 조악한 면을 감추기 함이다. 셋째 권 를 나타

내기 함이며, 넷째 종교  분 기를 고양시키기 함

을 목 으로 한다[3]. 

따라서 단청의 디자인원형이 건축의 보존과 유지라

는 실용성과 종교  의미의 상징성이라는 비  본질

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청에 사용된 보

색 비와 다양한 색상은 디자인원형의 상징성이 집약

으로 표 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림 1. 송광사 대웅보전  

단청은 기본색으로 빨강· 랑·노랑·하양·검정을 쓰며 

이를 오채[五彩]라 한다. 이 다섯 색을 기본으로도 하여 

수많은 색깔을 만들어 낸다. 오채는 오행에 맞추어 칠

한다. 오행이란 동양 철학에서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

키는 다섯 원소를 이르는 말이다[4]. 

   표 1. 오방색과 동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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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사찰 단청
임진왜란 후 호국불교의 필요성을 느낀 왕실의 발원

으로 불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재건된 것으로 단청의 

유구가 풍부하게 해지고 있다. 이때에 사찰단청은 더

욱 화려해지며 오늘날 지극히 화려한 잔청양식이 바

로 이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에서 의미를 두

는 소재를 심으로 거의 모든 문양을 다양하게 이용하

고 있는 이고 궁궐이나 유교단청에서는 사용하지 않

는 비단무늬를 각양각색으로 도안해 장식하 으며, 기

둥의 윗부분부분도 화려하게 치장한 주의 로 장식한 

것이다. 한 포벽의 불상 와 보상화문, 창호의 녹색가

칠과 궁창의 연화문귀면문도 독특한 사찰단청의 특징

이다. 사찰단청에서는 장식  회화성 기법을 찾아볼 수 

있는 별지화가 많이 등장하며 내용은 건물에 따라 그 

성격이 조 씩 다르지만 주로 용·기린·천마· 황선·학·

반인반수 등 상서로운 동물과 함께 매화, 난 , 국화, 

나무 등 사군자나 불교경 에 나오는 장면 등으로 이루

어졌다[5].  

그림 2. 미황사 대웅전 

2.1.2 궁궐단청 
재 우리가 과 발로 확인할 수 있는 궁궐은 모두 

조선시 의 것들이다. 조선시 는 학의 성숙, 건축기

술의 완숙에 기반을 두어 궁궐 건축의 형식이 자리 잡

은 시기라 할 수 있다[6].

사료로 보아 조선시  궁궐단청은 조선 기이후 치

장양식이 차 검약한 양식으로 간소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인 유교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궁궐에는 정 , 편 , 침

, 각루, 문 등 다양한 건물이 존재하며, 이들 건물에

는 각기 그 등 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단청을 시도

하 다. 궁궐에서 국왕이 정사를 돌보는 가장 상징 이

고 웅장한 건물은 앙에 치한 정 으로 국왕의 권

와 엄을 상징하는 힘차고 장엄한 문양이 선택되었다. 

장식되어지는 문양의 종류를 살펴보면 머리 에는 

연화·주화·모란·국화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 

문양의 상징의미는 각각 군자(君子), 만사형통, 부귀, 장

수이다. 이  연화는 원래 연화화생[蓮華化生]을 상징

하는 불교의 상징화로 알려져 있지만 유교에서는 군자

[君子]를 상징하며, 동시에 아들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

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궁궐의 단청에 즐겨 사용되는 

문양이다.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련

화를 즐겨 사용하 는데, 련화란 연꽃잎에서 생된 

문양으로 버선볼 모양으로 변형된 것과 꽃잎이 오그라

든 상태를 오 곡선으로 표 한 것이다[7]. 

궁궐은 왕족의 무병장수, 국태민안을 한 모로 단

청으로 장식하여 원경 시 단청보다 명시성이 뛰어나다.

그림 3. 창덕궁 대조전 

2.1.3 유교 단청
유교건물의 단청에는 선비정신을 잘 표 하여 제

의 미의식, 고상한 장식, 성 의 기품을 보여주기 하

여 모로(머리)단청을 첨가하여 유교사상을 강조하 다.

유교건축물의 단청에는 연화주화여의두 등으로 조합

된 간단한 머리 를 장식하 으며 불교를 상징하는 연

꽃이 유교단청에 사용된 이유는 연꽃이 불교의  

상징화이기도 하지만 유교에서는 군자를 상징하는 동

시에 속세를 떠나 유유자 하게 살아가는 은일지사의 

의미 한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화문은 감

꼭지를 도식화한 문양으로 만사형통을 의미하며, 여의

두(쇠코)무늬는 평안하며 일이 뜻 로 잘 풀이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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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의미로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따라서 불교와 

련된 문양들도 유교의 향교나 서원 단청에 많이 사용되

어졌다[8].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단청의 상과 내용

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단청디자인의 원형과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도산서원[陶山書院] 전교당[典敎堂]

2.2 건축디자인으로서의 단청 
단청 그자체가 완결성을 가진 술의 독자  상은 

아니지만 건축디자인의 요소와 요인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통목조 건축에서는 단

청이 필수조건이었다. 단청은 건축물이나 기물 등을 장

기 으로 보존하고 재질의 조악성[粗惡性]을 은폐하는 

기능성과 경제성외에, 그 건축 상물이 지닌 특수성과 

계성을 강조하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주는 구실을함

으로서 디자인원형이며 동시에 건축문화 원형으로서의 

가치도 발 하고 있다. 우리의 불교건축물은 회화와 공

의 한부분이며 단청은 종교  상징성을 명료하게 보

여주는 시각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문화

의 단청의 색채와 조형은 색채와 장식의 그 이상의 의

미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Ⅲ. 미황사대웅전의 단청

3.1 미황사대웅전 
미황사 웅  단청은 1754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

정되기 때문에 조선시  단청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유교사상이 주를 이루었던 조선시 에는 토속 인 신

앙이나 무속 인 요소들이 단청에 융합되어 고요하고 

경건한 색감으로 문양이 보다 복잡하고 화려한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건물 내·외부 단청을 

다른 색조로 하 으며, 외부는 밝고 감도가 높은 등황

색조[橙黃調]를 많이 사용하고 건축물내부는 비교  온

화하고 차분한 녹청색조가 많이 사용하여 장식의 명도

를 높여, 내·외부 단청모두가 선명하게 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 다. 

미황사 웅  단청은 비교  편년이 확실한 단청이

며 부재 부에 직  단청한 것이 아니라 문양을 종이

에 그린 뒤 부재에 붙이는 방법을 부분 으로 사용하여 

각 내부를 장식하 다. 화려하면서도 회화성이 강한 

미황사의 웅  단청은 오행설에 따라 그려져 있으며 

그 아름다움에는 우주만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좋

은 기운을 자아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9].

미황사 웅 내부에 그려진 단청은 체 으로 천불

도·천정화·포벽화 3부분으로 나 어져 장엄한 모습을 

보인다. 

미황사 웅  천정화에 그려진 단청은 크게 건축물 

구조별로 평반자, 빗반자에 시문된 단청 2가지로 나  

수 있다. 구체 으로 평반자에는 3종류의 단청문양, 범

자문단청 30 , 백학문[白鶴文]단청 12 , 모란단청 12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빗반자에는 연화문단청 107 , 

학문[金鶴文]단청 12 , 모란문단청 9 으로 구성되

었다. 에서 알 수 있는바 천정화 단청  연화문단청

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부처님이 상주하는 공간

인 웅 은 연화화생의 불국토에 을 맞추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5. 미황사대웅전 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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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황사대웅전 천불도
천불도는 천불을 묘사한 불화로 재의 천불만 그리

는 경우와 과거, 재, 미래의 천불을 각각 그려 삼천불

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미황사 웅  천불도는 세

의 천불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황사 천불도는 종

이에 채색하여 웅  내부 량과 닫집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목도리 장여와 내목도리사이의 벽 에 그

려 붙 다[10]. 미황사의 천불도가 다른 사찰의 천불도

와 다른 은 좌상뿐만 아닌 입상으로도 되어 있으며 

포벽 쪽이나 량 등 상부에 배치되어 법당을 가득 

메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같은 크기의 부처를 규칙

으로 반복 배치하고 단순함을 피하기 해 구도와 색

상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천불도의 다양한 시선처리와 

군의의 색변화로 지루함을 피하고 있다.

다른 사찰의 경우 천불 을 지어 회화  표 으로 해

석한 반면, 미황사는 문양을 종이에 그린 뒤 붙이는 첩

부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를 오려내면서까지 정

확성을 가한 것은 단순한 장식성을 넘어 특별한 신앙  

의미와 목 성을 강조함을 짐작하게 한다. 천불을 웅

의 단청으로 그 장엄함을 드러내게 한 것도 같은 맥

락으로 해석된다.

그림 6. 미황사 대웅전 천불도(일부)

3.3 미황사대웅전 단청 포벽화
이어서 미황사 웅 의 포벽화를 살펴보면 포벽에

는 나한도가 그려져 있다. 나한은 깨달음을 얻은 자를 

일컫는 말로 응공[應供]·응진[應眞]으로 불린다. 웅  

내부 포벽의 수는 총 30면인데, 16면에만 나한도가 남

아있으며 모두 수묵만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11]. 

석가모니불을 심으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로 좌우

부처로 한 나한도는 회화  성격이긴 하지만 간결한 구

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단청과 달리 벽면에 

직  그렸으므로 회화와 단청의 간지 에 놓이게 되

었다. 즉 기능은 단청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회화  표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이 과감하고 활발한 필

서로 사물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보여주게 되었다. 

3.4 미황사대웅전단청 천정화
미황사 웅  천정화 즉 반자 는 범자, 학, 모란, 연

화의 문양이 사용되었으며 부재에 직  단청하지 않고 

종이 에 그려 반자 청 에 배 하 다. 그 때문에 선

이 섬세하며 문양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자의 배치는 평반자와 빗반자로 나  수 있는데 평반

자는 앙 어칸에 번자문, 칸 좌우에 한 씩 학문[白

鶴]과 모란문을 배치하 다. 빗반자는 서측 앙에 학

문[金鶴]과 모란문, 양끝으로 연화문을 배치하고 빗반

자의 남·북·동측에는 세 종류의 연화문을 배치하 다

[12]. 즉 연화문은 6엽연화·연화당 문·연화하엽문 3종

류를 사용하 으며, 6엽연화는 주로 남·북측 빗반자에, 

연화당 문은 모두 서측 빗반자에, 연화하엽문은 모두 

동측 빗반자에 배치되었다[13].

3.4.1 범자[梵字]문 단청
범자문은 앙 어칸 도리 사이의 평반자에 쓰여 있

고, 범자문이 쓰여 있는 평반자 부분에만 조각된 소란

가 있다. 앙의 석간주색 원 안에 배치된 범자문은 

박으로 처리하 다. 범자문이 쓰인 원 밖으로 하엽, 

양록(분선), 흰색, 주홍색 띠를 둘 다. 범자문이 쓰인 

원형을 따라 종이를 오려 붙 는데 원형의 가장 바깥쪽 

띠 외곽선 밖에 있는 종이 여백은 반자 청 의 바탕칠

과 같은 색인 석간주로 마무리하 다. 각 띠의 빛과 빛 

사이는 먹선으로 마무리하고 양록색 띠에는 먹선과 나

란히 하여 분선을 둘 다[14].

먼  평반자에 그려진 단청을 살펴보면 체 으로 

칭성을 지니고 있으며, 앙[中央]은 30개의 범자[梵

字]단청으로 이루어져있고 에는  각각 6개의 학문[白

鶴]단청이 양측에 칭 으로 자리 잡고, 범자문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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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白鶴]단청을 심으로 가각6개의 모란문[牧丹文] 단

청이 양측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림 7. 미황사대웅전 범자문단청 

주를 이루고 있는 범자[梵字]는 붓 자로 쓰여 있으

며 원형의 틀 안에 배치되어있다. 붓 씨체로 쓰인 범

자[梵字]와 원형[圓形]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청 디자

인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불교경문 원문[原文] 범문에 

한 토속신앙화와 원[圓]이 불교에서 지니는 상징성 

즉 원[圓]은 크기의 소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서 완

성을 지니고 있으며, 원만[圓滿], 원각[圓覺],원통[圓通],

원공[圓空]둥의 상징으로 피아[彼我] 구별 없는 원융[圓

融]의 개념으로서 일체불이의 완 한 평등과 거리낌 없

고 부족함이 없는 원만[圓滿]의 경지에 한 상징인 동

시에 우주와 인간 본성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색상

측면에서는 색[赤色]을 주로하며 박을 보조로 사용

함으로서 공덕이 높은 승려들이 몸에 두르는 법의[法

衣]를 연상  한다. 따라서 범자문 단청디자인이 웅

 천정 앙에 배치됨으로서 불교의 심 인 지 를 

시각 으로 장엄하고 있으며 웅 에 모셔있는 부처

님이 면하고 있는 방향과 남․북측 량에 시문된 천불

도와 함께 범자문 단청을 감싸 안으므로 부처님이 생

에 한 가르침을 시각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4.2 학문[鶴文] 단청
학문은 먹 바탕에 비상하는 모습으로 표 되었는데 

학의 동세가 다양하다. 정수리와 부리, 다리는 주홍색으

로 채색하고 볼부터 목덜미 앞쪽 부분과 날개깃 끝부분

은 양록색으로 채색하 다. 몸통이 빛인 학의 배는 

희게, 백학의 배는 황색으로 표 하 으며 가는 먹선으

로 학의 윤곽과 깃털을 섬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어칸 

빗천장의 반자에는 박을 사용하여 학을 묘사하 는

데 박 의 먹선은 부재에 직  베풀어져서인지 몸통

의 깃털 표 이 생략되고 선이 굵어지는 등 백학에서 

보이는 선에 비해 섬세함이 떨어지나 활달한 필력을 엿

볼 수 있다[15].

미황사 웅 에 시문된 학문단청[그림 8][그림 9]을 

살펴보면 백학문[白鶴文][그림 8] 12 과 학문[金鶴

文][그림 9] 12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 으로 학

문[鶴文] 24 은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학이 동 이고 율동 인 형상을 반복 으로 배치함으

로서 비상[飛翔]을 강조하는 시각 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림 8. 미황사대웅전 학문[白鶴](일부)

그림 9. 미황사대웅전 학문[金鶴]단청(일부)  

학은 십장생을 상징하는 동물  하나이며 은하수까

지 날아오를 수 있고, 1600년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으

며 천년이상의 수명을 지닌 학을 옛사람들은 장수의 상

징으로 간주한 동시에 도교의 신선사상의 향으로 학

문양은 조선시  사찰단청에 등장한 것으로 토속 인 

신앙, 유교  신앙과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 다. 

색상측면에서 볼 때 백학문[白鶴文]은 백색을 주로사

용하고 날개 측에 녹청색조와 아울러 총체 으로 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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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색채인상을 주며, 학문[金鶴文]은 박이 주를 

이루어 등황색조의 색채인상을 주고 있다. 학문[金鶴

文] 12 은 화살표와 흡사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웅

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면하는 방향으로 진 으

로 개수가 어드는 배치로 되어있어 서쪽에 시문되어

있는 천불도에 시선을 유도해 다. 따라서 이러한 배치

로 부처님이 상주하는 불국토를 연상  하며 속세의 번

뇌에서 해탈된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단청을 배치

하고 있다.

3.4.3 모란문[牧丹文] 단청 
모란문단청은 모란[牧丹]꽃을 문양화한 것으로 

에는 낙양화[洛陽花]라 불렸던 것으로 번화한 당나라도

성 낙양[洛陽]의 부귀와 번 을 연상  하는 꽃이며, 무

리를 지어 꽃을 피워 왔기 때문에 로부터 부귀와 화

목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이유로 민화에서도 많

이 보여진다. 

그림 10. 미황사대웅전 모란문단청 

미황사 웅 에 시문된 모란문단청[그림 10]은 총21

으로 각각 서로 다른 형상으로 시문되어있다. 색채상

에서는 색과 녹청색의 보색조합을 형성하고 있다. 

치상 학문단청과 인 해 있으며 학문[鶴文]단청을 감싸 

안고 있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부귀와 화목의 상징인 

모란문 단청은 장수를 상징하는 학문단청이 서로 해

있는 것으로 장생과 부귀를 함께 지니기를 바라는 이상

세계를 시각 으로 표 하 으리라 생각되며, 감싸 안

고 있는 학문과 어우러져 부처님이 상주하는 세계로 

향하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란문은 주홍빛의 활짝 핀 모란꽃을 먹바탕의 앙

에 커다랗게 묘사한 뒤, 그 주 에 잎사귀와 2～6송이

의 꽃 오리를 배치하 다. 잎은 하엽색, 잎맥과 기는 

양록색으로 채색하 다. 외곽선을 먹으로 뜨고 꽃잎의 

끝부분은 분으로 바림을 주었다. 문양은 하나의 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반자마다 차이가 많고 다양하다

[16].

3.4.4 연화문[蓮華文] 단청
연화문은 세 종류로 나  수 있는데 6엽연화문, 연화

당 문, 연화하엽문이 그것이다. 세 종류 모두 먹 바탕

에 그려졌다. 6엽연화문으로 주홍육색, 주홍, 다자의 3

빛이며 배주기는 록, 하엽의 2빛이다. 가운데 황방울

은 먹선을 두르고 꽃잎의 외곽은 분선을 둘 다. 연화

당 문은 앙 부분에 주홍육색, 주홍의 2빛 연꽃을 배

치하고 둘 에 양록, 하엽색의 당 를 묘사하 다. 연꽃 

안에 연밥을 표 한 형식과 연꽃 앞으로 하엽이 드리워

진 형식, 연꽃의 측면이 아닌 정면이 그려진 형식 등 다

양하게 표 되었다. 그러나 같은 형식이라도 조 씩 변

화를  것으로 보아 가 일률 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17].

연화하엽문은 연꽃과 하엽이 도식화 되어 있지 않고 

회화 이다. 1～3 송이의 연꽃과 하엽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각 반자마다 다양하게 표 하 다. 연꽃은 빛을 

넣지 않은 주홍육색에 주홍색으로 바림을 주고 외곽은 

분선으로 처리하 다. 하엽은 잎의 윗변은 하엽색, 잎의 

뒷면과 기는 양록색으로 도채 하 다. 몇 기가 함

께 배치되었다[18]. 

미황사 웅 에는 6엽연화문단청, 연화당 문단청, 

연화하엽문단청 3종류의 연화문 단청이 시문되어있다. 

6엽연화문은 미황사 웅 평반자 동․서 심선을 기

으로 남․북 양측 빗반자에는 칭 으로 각각 22개

의 6엽연화문단청 44 이 시문되어 있다. 

6엽연화문단청[그림 11]은 다른 연화문단청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보다 기하학 이고 단순화 되어있으며, 

색채상에서는 색[赤色]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활짝 피

어난 연화 꽃의 양상을 에서 내려다보는 시 으로 묘

사된 6엽연화문단청을 바라볼 때 천상[天上]세계라는 

시각  느낌을 강조하며 남․북 양측에 시문되어있는 

천불도와 어울려 연화장생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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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황사대웅전 6엽연화문단청

그림 12. 미황사대웅전 연화당초문단청

연화당 문단청[그림 12]은 서쪽 빗반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북 칭구조로 각각 13개의 연화당 문단청

이 총 26 이 시문되어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형태로 

묘사되어있다. 

연화당 문단청은 6엽연화문단청보다 복잡한 문양으

로 이루어진 동시에 더욱 다채로운 색상을 지니고 있으

며 색[赤色]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웅  외부와 가까

운 천정에 연화당 문단청을 시문함으로서 조선시  

단청의 특징을 표출하고 있다. 

연화하엽문단청[그림 13]은 동쪽 빗반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북 칭구조로 각각 16 , 총 32 의 연화

하엽문단청이 시문되어 있다. 

그림 13. 미황사대웅전 연화하엽문

연화하엽문단청은 6엽연화문단청, 연화당 문단청 

보다 사실 이고 회화 으로 표 되었다. 색채상에서

는 하엽과 기가 큰 면 을 차지함으로서 녹청색조를 

띄고 있다.

3.5 미황사대웅전 단청의 디자인적 특성
에서 살펴본바 천정화를 구성하고 있는 단청들을 

배치와 상징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웅  심부에 

치한 평반자에는 부처님 말 의 상징인 범자문 단청이 

시문되어있다. 평반자 양측 남․북 빗반자에 활짝 피어

난 연화꽃의 양상을 에서 보는 형태로 묘사된 6엽연

화문단청을 시문하여, 남․북 양측 량에 시문된 천불

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량 쪽에 치한 평반

자에 시문된 백학문[白鶴文]은 량과 평반자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비상하는 학의 모습을 웅 이란 공

간속에서 생동하게 재 하고 있다. 웅 의 천정에 새

겨진 단청은 단순히 벽에 그린 단청과는  다른 의미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정 단청은 단순히 건물

의 쪽이라는 개념보다 더 높고 숭고한 정신세계의 반

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원형에서도 요한 의미

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천정단청의 디자인  배치는 

천상[天上]세계라는 시각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미황사 웅 의 단청은 사실  기법과 기하학  기

법이 함께 표 되어 있다. 천불도와 포벽화, 학문양, 마

치 회화와 같은 사실성이 두드러지며 범자문양과 부분

인 연화당 문향은 기하학  표 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범자문양은 형태가 매우 간결하며 색은 과 녹의 

보색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앙에 문

자를 박의 색으로 강조하 다. 범자를 심으로 색과 

크기가 다른 원을 여러 겹 배치하고 그라데이션 느낌의 

색을 사용함으로서 종교  울림을 시각 으로 표 하

려고 하 다.

동쪽 웅  입구 측에는 모란문[牧丹文]단청에 둘러

싸인 학문[金鶴]단청이 그려져 있고 그 에는  화려한 

등황조[橙黃調]의 연화당 문단청이 시문되어있다. 학

문양은 여러 자태를 사실 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배경

의 색을 어둡게 하여 흰 학을 더욱 돋보이게 하 다. 모

란문양은 꽃의 형태에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배경

을 어둡게 처리하여 화려함을 강조하 다. 각 문양의 

배경 틀은 각각의 문양을 살리기 해 일정 거리를 두

고 있으며 채도가 낮은 녹색을 사용한 튀어나온 입체 

격자나무가 마치 액자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공간  배치와 단청의 색상배열은 웅 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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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을 때 빛으로 빛나는 황 불상과 더불어 실내를 더

욱 화려함을 느끼게 한다. 

불교의 추  철학은 윤회이며 윤회는 새로운 환생

으로 사물에 한 리인커네이션  세계 을 의미하며 

핵심철학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윤회사상은 이승과 

승,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

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서로의 필연  연결성 속에서 존

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19].

그러므로 미황사 웅  천정화에 시문된 단청은 부

처님이 상주하는 웅 이란 특수 공간에 화려함과 장

엄함으로 독특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한 석의 역할로 디자인의 원형을 단청으로부터 찾아

보았다.

우리나라의 단청은 목조건축문화와 깊은 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건축에서의 단청은 무엇보다 요

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청은 색과 형태, 그 상징성

으로 나  수 있으며 색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지만 

녹색과 색의 보색을 사용하고 부분 으로 색과 검

정을 사용해 화려함과 종교  엄을 표 하고 있다. 

형태는 사실  문양과 기하학  문양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황사의 경우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라남도 해남의 미황사 웅 에 그려진 단청은 

성을 지니도록 융합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디자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와 유교라는 종교  단

이 디자인 원형에서는 크게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종교를 떠나 생활 속의 디자인  표 들은 

일상 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우리의 디자인 원형의 특

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단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찰건축 외에 궁궐, 서원에서도 자연

스럽게 단청이 도입되었다. 

단청의 문양에서 그 의미성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하는 것은 천정에 화려한 문양을 배치한 것으로, 실

성보다는 종교  이상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 한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소재에서도 나타나며 천정이

라는 특수공간을 선택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황

사 단청문양은 천정의 독특한 녹청색조와 차분한 색

의 비 에 불상의 조화가 돋보이며, 공간  배치로 

인한 심미성이 독창 인 상징성으로 인 디자인

을 창출해내고 있다.

미황사 웅  단청에 한 연구가 사찰 단청디자인

의 의 인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고유의 디자인

원형의 어느 한 부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디자인 원형의 발견으로 향후 문화발 의 새

로운 디자인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콘텐츠이며 우리 고유의 디자인이 

되는 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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