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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동물물문문견견갑갑--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30cm, 경주부근출토) 77..  동동제제검검파파--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12.5cm)  88..  쌍쌍조조간간두두식식--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높이12.5cm, 경주출토추정)  99..  동동제제쌍쌍두두령령--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16.8cm, 출

토지미상)  1100..  청청동동팔팔두두령령동동구구--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지름12.3cm, 전남화순출토)  1111..  동동제제55령령구구--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후후기기(길이12.1cm, 경북고령출토)  1122..  청청동동칠칠주주령령--  가가야야55세세기기(높이10.9cm, 부산복천동22호분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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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광봉봉동동과과--  초초기기철철기기시시대대기기원원전전11세세기기(길이26.7cm)  22..  요요령령식식동동검검--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기기원원전전88~~77세세기기(길이34.8cm)  33..  청청도도간간두두식식((구구리리방방울울))  --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높이15.8cm, 출토지미상, 국보146호)  44..  방방패패

형형동동구구--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16.0cm, 대전괴정동출토)  55..  검검파파형형동동기기--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22.7×23.3cm, 대전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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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원원형형유유문문청청동동기기--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지름12cm, 출토지미상)   2200..동동제제마마형형검검파파두두식식--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12cm, 경남김해출토) 2211..  청청동동제제녹녹두두--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높이3.3cm, 경북영천출토)  2222..  동동제제검검파파두두식식--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11.5cm)  2233..  철철갑갑옷옷--  가가야야시시대대44세세기기경경(높이64.8cm, 김해퇴래리)  2244..말말방방울울馬馬鐸鐸--가가야야시시대대(지름7.2cm, 충남논산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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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마마형형대대구구--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18.4cm, 경북영천출토) 1144..  호호형형대대구구--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길이22.4cm, 경북영천출토)  1155..  유유자자이이기기有有刺刺利利器器 1166..  청청동동사사화화형형금금구구--  초초기기철철기기시시대대기기원원전전후후(지름7.2cm) 1177..

농농경경문문청청동동기기--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가로7.3cm×세로12.8cm, 대전서구입) 1188..  청청동동제제마마--  초초기기철철기기시시대대기기원원전전후후(높이3.2cm, 경북영천출토)  



P O T T E R Y

토 기



3311..  선선무무늬늬사사발발--  가가야야시시대대(높이11.5cm)  3322..  짚짚신신장장식식잔잔--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2.0cm)  3333..  탑탑모모양양뼈뼈항항아아리리--  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77세세기기(높이28.3cm)  3344..  바바퀴퀴장장식식토토기기--  가가야야시시대대(높이18.5cm, 길이24cm)

3355..  토토기기고고배배--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7.5cm)  3366..  받받침침있있는는각각형형배배토토기기--  가가야야시시대대55~~66세세기기(미추왕릉지구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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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빗빗살살무무늬늬토토기기--  신신석석기기시시대대(높이40.5cm, 서울암사동출토) 2266..  와와질질토토기기항항아아리리--  원원삼삼국국시시대대11~~33세세기기(높이30.7cm, 입지름25.3cm) 2277..  토토우우장장식식항항아아리리--  신신라라55~~66세세기기(국보195호)  2288..  등등잔잔--  고고

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8.8cm)  2299..  수수레레모모양양토토기기--  신신라라55~~66세세기기(높이13cm)  3300..  받받침침붙붙은은항항아아리리--  백백제제시시대대(높이28.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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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토토우우((말말탄탄사사람람))  --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5cm)  4444..  신신구구형형주주전전자자서서수수형형토토기기--  신신라라55~~66세세기기(높이14cm, 보물535호)  4455..  앞앞형형토토기기파파수수--  원원삼삼국국시시대대(높이5cm, 경남웅천출토)  4466..  오오리리모모양양토토기기--  가가야야

시시대대(높이19.8cm)  4477..  오오리리모모양양토토기기--  가가야야시시대대(높이14.5cm)  4488..  오오리리모모양양토토기기--  원원삼삼국국시시대대33세세기기(높이3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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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토토우우((악악사사상상))  --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2.0cm)  3388..  토토우우((부부부부상상))  --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8.2cm)  3399..  토토우우((악악사사상상))  --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2cm)  4400..  기기마마인인물물형형토토기기((주주인인상상))  --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23.4cm, 국보91

호)  4411..말말머머리리장장식식뿔뿔잔잔--  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길이17cm)  4422..  기기마마인인물물형형토토기기--  가가야야55세세기기(높이23.2cm, 국보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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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도도깨깨비비무무늬늬벽벽돌돌((부부분분))  --  백백제제시시대대(가로28×세로28cm)  5566..  녹녹유유귀귀면면와와--  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크기26.2×28.5cm)  5577..도도깨깨비비무무늬늬((반반방방))벽벽돌돌--  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가로15.7×세로35cm)  5588..  봉봉황황무무늬늬벽벽돌돌

--  백백제제시시대대(가로29×세로29cm)  5599..  가가라라빈빈가가무무늬늬수수막막새새기기와와--  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지름14cm) 6600..  얼얼굴굴무무늬늬수수막막새새기기와와--  신신라라77세세기기(지름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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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와와상상문문((渦渦狀狀紋紋))수수막막새새- 고려시대 5500..  완완자자무무늬늬수수막막새새기기와와--  백백제제시시대대 (지름16.5cm)  5511..  구구름름무무늬늬벽벽돌돌--  백백제제시시대대 (가로28.5×세로29.2cm)  5522..  보보상상화화무무늬늬벽벽돌돌--  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 (크기31.5×

31.7cm)  5533..  산산경경무무늬늬벽벽돌돌--  백백제제시시대대(가로29×세로29.5cm)  5544..  삼삼족족오오((三三足足烏烏))문문기기와와--  조조선선시시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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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I N T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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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통통구구44신신총총현현실실북북벽벽[[현현무무도도]](6~7세기경, 중국집안현)  6688..  쌍쌍영영총총연연도도동동벽벽[[기기마마상상]]  (5~6세기경, 평안남도용강) 6699..  무무용용총총주주실실서서벽벽[[수수렵렵도도]]  --  고고구구려려시시대대(6세기경, 중국집안현)  7700..  무무용용총총주주실실천천정정

받받침침[[태태권권도도]]  --  고고구구려려시시대대(6세기경, 중국집안현)   7711..  무무용용총총주주실실동동벽벽[[무무용용도도]]  --  고고구구려려시시대대(6세기경, 중국집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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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우우현현리리대대묘묘현현실실동동벽벽[[청청룡룡도도]]  (6~7세기경, 평안남도)   6622..  우우현현리리중중묘묘현현실실남남벽벽입입구구양양측측[[주주작작도도]]  (6~7세기, 평안남도강서)   6633..  우우현현리리중중묘묘현현실실서서벽벽[[백백호호도도]]  (6~7세기경, 평안남도강서)   6644..  우우현현리리대대

묘묘현현실실북북벽벽[[현현무무도도]]  (6~7세기경, 평안남도)  6655..  우우현현리리대대묘묘현현실실천천정정받받침침22층층[[비비천천상상]]  (6~7세기경, 평안남도)  6666..통통구구사사신신총총현현실실서서벽벽천천정정받받침침[[선선인인도도]]  (6~7세기경, 중국집안현)  



7788..  미미인인도도((美美人人圖圖))  --  작작자자미미상상(129.5×52.2cm, 견본담채)  7799..  기기방방무무사사((妓妓房房無無事事))  --  조조선선시시대대(28.2×35.2cm의부분, 지본담채)  8800..  연연소소답답청청((年年少少踏踏廳廳))  --  조조선선후후기기신신윤윤복복작작(28.2×35.2cm의부분) 8811..

단단원원김김홍홍도도((11774455~~11881144))의의씨씨름름(24×28cm, 지본담채)  8822..  무무동동((舞舞童童))  --  김김홍홍도도풍풍속속화화첩첩중중(27×22.7cm, 지본담채)  8833..  신신윤윤복복의의[[월월화화정정인인]]  --  조조선선후후기기(28.2×35.2cm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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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대대쾌쾌도도((大大快快圖圖))  --  傳傳劉劉叔叔((11882277~~11887733))작작(105×54cm의부분, 지본채색)  7733..  대대쾌쾌도도((大大快快圖圖))  --  傳傳劉劉叔叔((11882277~~11887733))작작(105×54cm의부분, 지본채색)  7744..  김김진진녀녀의의기기사사사사안안도도의의[[처처용용무무]](1720년, 견본

채색)   7755..  단단원원김김홍홍도도((11774455~~11881144))의의무무동동(높이28cm)  7766..  혜혜원원신신윤윤복복((11775588~~??))의의[[단단오오풍풍경경]]  (28.2×35.2cm, 지본담채)  7777..  혜혜원원신신윤윤복복의의[[쌍쌍검검대대무무]]--1188세세기기(28.2×3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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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문문자자도도((忠忠자자그그림림))  --  조조선선시시대대(30×90cm, 지본담채)  9911..  문문자자도도((忠忠자자그그림림))  - 조조선선시시대대(30×90cm, 지본담채)   9922..  떡떡방방아아찧찧는는토토끼끼그그림림- 조선시대민화 9933..  닭닭그그림림((鷄鷄圖圖))  --  조조선선후후기기민민화화(81.6×

53.8cm, 지본채색)  9944..  책책거거리리--  조조선선후후기기민민화화(62×37.5cm, 지본채색)  9955..  쌍쌍계계사사약약사사불불회회도도--  11778811년년(504×313cm, 견본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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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전전심심사사정정((11770077~~11776699))의의[[맹맹호호도도]]  (55.1×96.0cm, 견본담채)  8855..  담담배배피피우우는는호호랑랑이이(320×115cm, 수원팔달선원벽화) 8866..  까까치치호호랑랑이이((鵲鵲虎虎圖圖))  --  조조선선후후기기(56×99cm, 지본채색) 8877..  「「충충무무공공전전서서」」의의전전

라라좌좌수수영영거거북북선선그그림림- 1795년 8888..  문문배배도도((門門排排圖圖))  --  조조선선시시대대(45×34cm, 지본채색)  8899..  사사냥냥그그림림((胡胡獵獵圖圖))  --  1199세세기기전전기기(27×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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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D D H A

불상



110022..  금금동동미미륵륵입입상상--  88세세기기(높이18.2cm)  110033..  불불국국사사금금동동아아미미타타여여래래좌좌상상--  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높이166cm, 국보27호) 110044..  금금동동여여래래입입상상--  88세세기기(높이18.2cm)  110055..  금금동동관관음음보보살살좌좌상상--  고고려려시시대대(높이

38.5cm)  110066..  금금동동주주악악좌좌상상--  99세세기기(높이11.8cm)  110077..  금금동동보보살살상상--  고고려려시시대대1100세세기기(높이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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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금금동동미미륵륵보보살살반반가가사사유유상상--  77세세기기(높이93.5cm, 국보83호)  9977..  금금동동미미륵륵보보살살반반가가상상--77세세기기(높이83.2cm, 국보78호)  9988..  방방형형대대좌좌금금동동미미륵륵보보살살반반가가사사유유상상--  77세세기기(높이16.6cm, 보물331호)   9999..  백백

률률사사금금동동약약사사여여래래입입상상- 88세세기기(높이177cm, 국보28호) 110000..  금금동동여여래래좌좌상상((경경주주구구황황동동))  --  770000년년경경(높이12.1cm, 국보79호)  110011..  불불국국사사금금동동아아미미타타여여래래좌좌상상--  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높이166cm, 국보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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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8..  금금동동판판미미륵륵좌좌상상--  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88~~99세세기기(높이23.6cm)  110099..  금금동동삼삼존존입입상상--  고고구구려려66세세기기(높이11.5cm, 국보85호) 111100..  금금동동여여래래사사존존불불상상((안안압압지지출출토토))  --  88세세기기(높이27cm)  111111..  금금동동관관음음보보살살좌좌

상상--  1133~~1144세세기기(높이18.1cm)  111122..  석석굴굴암암십십일일면면관관음음보보살살상상(높이2.1m) 111133..  석석조조미미륵륵여여래래입입상상--  신신라라77세세기기(높이100cm) 

111144..  석석조조여여래래입입상상--  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초초(높이201cm) 111155..  석석굴굴암암본본존존상상--  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높이326cm, 국보24호) 111166..  석석조조약약사사여여래래좌좌상상--  88세세기기(높이339cm)  111177..  석석굴굴암암감감불불--  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높이

78cm)  111188..  석석굴굴암암십십일일면면관관음음보보살살상상((부부분분))  --  통일신라8세기 111199..  신신복복사사지지석석불불좌좌상상--  고고려려초초1100세세기기후후반반(높이1.21m, 강원강릉, 보물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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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0..  청청자자상상감감진진사사채채포포도도동동자자문문주주자자및및승승반반--1122세세기기후후반반(높이34.2cm)  112211..  청청자자상상감감운운학학문문매매병병--1122세세기기중중엽엽(높이30.3cm)  112222..  청청자자반반양양각각연연당당초초문문매매병병--1122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43.9cm, 국보97호)  112233..

청청자자상상감감운운학학문문매매병병--1122세세기기중중엽엽(높이41.2cm, 국보68호)  112244..  청청자자진진사사채채연연판판문문표표형형주주자자--1133세세기기초초(높이32.5cm, 국보133호) 112255..  청청자자상상감감운운학학문문매매병병--1144세세기기후후반반(높이29.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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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6..  청청자자비비룡룡형형주주전전자자--고고려려시시대대1122세세기기초초(높이24.4cm, 국보61호)  112277..  청청자자동동자자연연적적--1122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10.8cm, 일본안택컬렉션장)  112288..  청청자자사사자자향향로로--1122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21.2cm, 국보60호)

112299..  청청자자조조각각원원앙앙향향로로--1122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11.6cm)  113300..  청청자자오오리리형형연연적적--1122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8cm, 국보74호) 113311..  청청자자모모자자원원형형연연적적--1122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10.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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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22..  분분청청사사기기조조화화어어문문편편병병--1166세세기기(높이26.2cm, 국보178호)  113333..  분분청청사사기기상상감감목목단단문문항항아아리리--1155세세기기(높이32.6cm)  113344..  분분청청사사기기조조화화어어문문편편병병--1166세세기기(높이25.6cm)  113355..  분분청청사사기기상상감감파파

어어문문병병--1155세세기기후후반반(높이30.5cm)  113366..  분분청청사사기기철철화화당당초초문문항항아아리리--1166세세기기(높이15.3cm)  113377..  분분청청사사기기철철화화류류조조문문병병--1166세세기기(높이28.5cm, 일본문화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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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88..  분분청청사사기기박박지지철철채채목목단단문문편편병병--1155세세기기초초(높이20.4cm, 일본근율미술관장)  113399..  분분청청사사기기상상감감목목단단문문합합--1155세세기기(높이16cm, 보물348호)  114400..  분분청청사사기기상상감감용용문문항항아아리리--1155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49.7cm)

114411..  분분청청사사기기박박쥐쥐연연어어문문편편병병--1155세세기기(높이21.7cm, 국보179호)  114422..  분분청청사사기기박박쥐쥐조조하하모모란란어어문문장장군군--1155세세기기후후반반(높이17.6cm)  114433..  분분청청사사기기상상감감연연화화문문편편병병--1155세세기기(높이19.1cm, 보물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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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0..  백백자자철철화화매매죽죽문문항항아아리리--1166세세기기(높이40cm, 국보166호)  115511..  청청화화백백자자어어패패수수조조문문병병--1199세세기기(높이28.2cm)  115522..  청청화화백백자자어어패패수수조조문문병병--1199세세기기(높이28.2cm)  115533..  청청화화백백자자송송호호문문주주자자--조조선선시시대대

(폭11cm, 크기17×9.5cm)  115544..  청청화화백백자자해해태태연연적적--1199세세기기초초 115555..  청청화화백백자자진진사사채채수수탉탉연연적적--1199세세기기(높이7.5cm, 길이1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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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44..  백백자자반반합합--1155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22.5cm)  114455..  백백자자철철화화용용문문항항아아리리--1155세세기기(높이45.8cm)  114466..  백백자자항항아아리리--1177세세기기(높이42.9cm)  114477..  청청화화백백자자매매조조문문항항아아리리--1155세세기기(높이16.5cm, 국보170호)   114488..

청청화화백백자자진진사사채채장장생생문문항항아아리리--1199세세기기(높이39.9cm)  114499..  백백자자철철화화포포도도문문항항아아리리--조조선선중중기기1177세세기기(높이30.8cm, 국보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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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T A L C R A F T

금속



115566..  금금관관((금금령령총총))--신신라라66세세기기(높이27cm, 보물338호)  115577..  금금제제나나비비모모양양관관장장식식--신신라라55~~66세세기기(높이23.0cm, 보물617호)   115588..  금금제제태태환환귀귀걸걸이이--신신라라66세세기기(길이8.7cm, 국보90호)  115599..  금금관관--가가야야

55~~66세세기기(가로11.5cm)  116600..  왕왕의의금금제제관관장장식식--백백제제시시대대 116611..  은은제제관관식식--백백제제시시대대(길이17cm)

116622..  금금동동봉봉황황장장식식--고고구구려려시시대대(높이12.0cm)  116633..  백백제제금금동동용용봉봉봉봉래래산산향향로로((상상단단부부분분))--백백제제시시대대(높이64cm)  116644..  청청동동초초두두((솥솥))--백백제제시시대대 116655..  고고령령((高高靈靈))  지지산산동동((池池山山洞洞))  3322호호분분금금동동관관(지름33.6cm,

높이19.6cm)  116666..  금금동동문문고고리리장장식식((金金銅銅門門扉扉環環裝裝飾飾))(Gold-plated Door Handle)  116677..  금금동동문문고고리리장장식식((金金銅銅門門扉扉環環裝裝飾飾))-(Gold-plated Door Handle)

156

159

162 

165

166 167

163

164

160

161 

157

158



116688..  청청동동은은입입사사포포류류수수금금문문정정병병--고고려려시시대대1111세세기기(높이37.5cm, 국보92호) 116699..  납납석석제제사사자자형형향향로로개개--통통일일신신라라88~~99세세기기(높이16.5cm, 가로9.4cm, 경주안압지)  117700..  청청동동은은입입사사사사자자뚜뚜껑껑향향토토--고고려려전전

기기(높이29.8cm)  117711..  상상원원사사동동종종[[비비천천상상]]부부분분--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67cm , 국보36호)  117722..  감감은은사사서서33층층석석탑탑사사리리함함의의사사천천왕왕상상--77세세기기(높이21.6cm, 보물366호) 

117733..  금금동동용용두두--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88세세기기후후반반(높이65cm)  117744..  상상원원사사동동종종[[비비천천상상]]--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167cm, 국보36호)  117755..  성성덕덕대대왕왕신신종종의의세세부부--비비천천상상(높이333cm, 국보29호)  117766..  실실상상사사동동종종((비비천천

상상))--통통일일신신라라1100세세기기전전후후(높이28~99cm부분)  117777..천천흥흥사사동동종종--고고려려시시대대11001100년년(높이170cm)  117788..  금금제제과과대대와와요요패패--고고신신라라시시대대(전장162.6cm, 국보88호)  117799..  태태극극무무늬늬장장석석((NNiicckkeell  OOrrnnaammeenntt))--조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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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0..금금동동초초심심지지가가위위--통통일일신신라라88~~99세세기기(길이25.5cm)  118811..  해해시시계계((앙앙부부일일귀귀))--조조선선시시대대11888811년년(지름35.4cm, 높이36.7cm, 보물845호) 118822..  금금동동봉봉황황장장식식--통통일일신신라라88~~99세세기기(넓이10.6cm, 안압지)

118833..  삼삼족족오오((三三足足烏烏))고고분분벽벽화화-고구려 118844..  금금동동문문고고리리장장식식金金銅銅門門扉扉環環裝裝飾飾(Gold-plated Door Handle) 118855..  금금동동((金金銅銅))문문고고리리--통통일일신신라라88~~99세세기기(길이10.4cm) 

118866..  금금동동석석장장두두식식--고고려려시시대대(길이22cm)  118877..  청청동동금금강강저저--고고려려시시대대(길이22cm)  118888..  청청동동용용두두보보당당((靑靑銅銅龍龍頭頭寶寶幢幢))--고고려려시시대대(높이73.8cm, 국보136호) 118899..  쌍쌍어어문문동동경경((雙雙魚魚紋紋銅銅鏡鏡))--고려시대 119900..

종종((鐘鐘))모모양양동동경경((銅銅鏡鏡))--고고려려시시대대(길이16.8cm)  119911..  불불국국사사33층층석석탑탑사사리리기기금금동동외외함함--88세세기기(높이18cm, 국보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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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22..  주주칠칠머머릿릿장장--1188세세기기(53×32, 높이60.2cm)  119933..  33층층책책장장--조조선선말말기기(123×44.7, 높이135cm)  119944..  조조각각책책장장((bbooookksshheellff))-조선시대 119955..  삼삼층층책책장장((三層冊欌))-조선시대 119966..  44층층장장--1199세세기기(가로112,

세로54, 높이185cm) 119977..  고고비비--1199세세기기(가로23.8cm, 두게7.4cm, 높이51cm)  

119999..  반반닫닫이이--조조선선말말기기(51.5×28.7, 높이45cm)  220000..  44층층사사방방탁탁자자--1199세세기기(높이149cm) 220011..  지지장장책책상상((BBooookkSShheellff))-조선시대 220022..  소소반반--1188~~1199세세기기(가로42 , 세로33.6, 높이30.4cm)  220033..  해해주주반반--1199세세

기기(46.8×36, 높이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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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4..  나나전전국국복복단단당당초초문문방방함함--조조선선1177~~1188세세기기(29.1×29.1cm, 높이10.5cm, 일본내량대화문화관) 220055..  필필통통((筆筆筒筒))--1199세세기기(입지름13.8×밑지름10.5cm, 높이15.7cm)  220066..  초초롱롱--1199세세기기(가로12.7, 세로

12.7, 높이28cm)  220077..  은은평평탈탈포포도도당당초초문문66각각함함--통통일일신신라라(11.2×7.5cm, 높이7cm, 일본동경국립박물관)  220088..  자자개개목목침침--1199세세기기(길이24.6cm, 높이13.3cm)  220099..  채채화화금금박박구구갑갑문문두두침침((왕왕비비..무무령령왕왕릉릉))--66

세세기기초초(높이42.7cm, 봉황두포함, 국보164호) 

221100..  나나전전사사자자목목단단문문의의함함--조조선선시시대대(31.8×59.5cm, 높이10.5cm, 일본동경개인장)  221111..  주주칠칠빗빗((안안압압지지))--통통일일신신라라(길이9.7cm)  221122..  나나전전목목단단당당초초문문능능화화형형반반--조조선선1155~~1166세세기기(47×34.5cm, 높이4cm,

일본동경국립박물관)  221133..  구구족족반반--조조선선말말기기(지름43cm, 높이28.7cm)  221144..  외외다다리리소소반반((單單脚脚盤盤))--1199세세기기(입지름34.8cm, 높이26.5cm)  221155..  호호접접((蝴蝴蝶蝶))무무늬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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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6..  마곡사대광보전(大光寶殿)어칸꽃문안팎(소슬민꽃문)  217. 범어사팔상전(捌相殿)어칸꽃문(우물살꽃문)  218. 범어사독성전(獨聖殿)어칸꽃문(소슬꽃문)  219. 기림사대적광전

(大寂光殿)어칸꽃문(소슬모란과소슬금강저꽃문)  220. 불갑사대웅전(大雄殿)측문꽃문(소슬금강저꽃문)  221. 대승사대웅전(大雄殿)왼쪽측면꽃문(소슬모란꽃문)  

222. 신흥사극락보전(極樂寶殿)어칸꽃문(소슬모란꽃문)  223.갑장자문(甲障子門)  224. 통도사적멸보궁(寂滅寶宮)어칸꽃문(소슬연국모란꽃문)  225. 갑장자문(甲障子門)  226.

금산사대장전(大藏殿)어칸꽃문(소슬모란꽃문)  227. 갑장자문(甲障子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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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O N E W O R K

석 조



222288..불불국국사사33층층석석탑탑((석석가가탑탑))--88세세기기중중엽엽(높이8.2m, 국보21호)  222299..  불불국국사사다다보보탑탑--88세세기기중중엽엽(높이10.4m, 국보20호)  223300..  남남계계원원77층층석석탑탑--고고려려시시대대(높이7.5m, 국보100호)  223311..  정정림림사사지지55층층석석탑탑--77세세

기기(높이8.33m, 국보9호)  223322..  미미륵륵사사지지석석탑탑--77세세기기(높이14.24m, 국보11호)  223333..  법법천천사사지지광광국국사사현현묘묘탑탑--고고려려시시대대(높이6.1m, 경복궁) 

223344..  원원각각사사지지1100층층석석탑탑--조조선선초초기기(높이12m, 탑골공원, 국보2호)  223355..  탑탑평평리리77층층석석탑탑--88세세기기(높이14.5m, 국보6호)   223366..  분분황황사사석석탑탑--77세세기기전전반반(높이9.3m, 국보30호)  223377..  화화엄엄사사44사사자자33층층석석탑탑--통통일일

신신라라시시대대(높이5.5m, 국보35호)   223388..  현현화화사사지지석석등등--고고려려11002200년년(높이4.2m, 화강암)  223399..  나나주주서서문문석석등등--고고려려11009933년년(높이3.27m, 보물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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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00..  법법주주사사쌍쌍사사자자석석등등--통통일일신신라라(높이3.3m, 국보5호)  224411..  부부석석사사무무량량수수전전석석등등--통통일일신신라라(높이2.97m, 국보17호)  224422..  고고달달사사지지부부도도((경경기기여여주주))--고고려려시시대대(높이3.4m, 국보4호)  224433..  실실상상사사부부도도--고고

려려시시대대(높이3.2m, 보물36호)  224444..  정정토토사사흥흥법법국국사사실실상상탑탑--고고려려11001177년년(높이2.55m, 국보102호) 224455..  봉봉암암사사지지등등대대사사숙숙조조탑탑비비--통통일일신신라라992233년년경경(높이2.73m, 보물138호)

224466..  봉봉선선홍홍경경사사비비갈갈((碑碑碣碣))--고고려려시시대대,,11002266년년(높이280cm, 국보7호)  224477..  석석굴굴암암금금강강역역사사상상--통통일일신신라라88세세기기(높이좌2.03m, 우2.13m 국보24호)  224488..  첨첨성성대대-신라선덕여왕(632-647)시대 224499..  신신라라

태태종종무무열열왕왕능능비비--통통일일신신라라666611년년경경(높이2.1m, 국보25호)  225500..  박박쥐쥐--경경복복궁궁자자경경전전꽃꽃당당의의박박쥐쥐문문전전 225511..  도도깨깨비비--경경복복궁궁자자경경전전꽃꽃당당의의도도깨깨비비문문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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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C H I T E C T U R E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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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22..  남남대대문문((崇崇禮禮門門))--조선세종30년(1448), 서울중구, 국보1호 225533..  동동대대문문((興興仁仁之之門門))--조선고종6년(1869), 서울종로구, 보물1호 225544..  경경회회루루((慶慶會會樓樓))--조선태종12년(1412), 서울경복궁, 국보224호 225555..

근근정정전전((勤勤政政殿殿))--조선태조3년(1394), 서울경복궁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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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66..  광광화화문문((光光化化門門))--서울경복궁정문 225577..  수수원원화화성성팔팔달달문문((八八澾澾門門))(「화성성역의궤」에나타난외곽도면)-조선정조20년(1796),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수원성곽의남문, 보물402호 225588..  종종묘묘((宗宗廟廟))--조선

태조3년(1394)-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225599..  법법주주사사팔팔상상전전((法法住住寺寺捌捌相相殿殿))--조선인조2년(1624), 충북보은, 국보55호



C O S T U M E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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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00..  십십이이장장복복(十二章服)   226611..  적적의의(翟衣)   226622..  중중치치막막(中致莫)   226633..  도도포포(道袍)   226644..  홍홍원원삼삼(紅圓衫)   226655..  제제복복(祭服)  226666..  녹녹원원삼삼(綠圓杉)   226677..  청청천천익익(靑天翼)  226688..  흑흑룡룡포포(黑龍袍)  226699..혼혼례례복복(婚禮服)   227700..  초초록록당당의의(草綠唐衣)   227711..  학학창창의의(鶴丈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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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22..  금금사사쌍쌍학학흉흉배배(金紗雙鶴胸背)  227733..  왕왕비비의의봉봉황황방방보보-18세기 227744..  쌍쌍호호흉흉배배((雙雙虎虎胸胸背背))-19세기 227755..  떨떨잠잠TTttoolljjaamm,,  FFlluutttteerriinngg  HHaaiirrppiinn (10.3×8.5cm)  227766..  떨떨잠잠TTttoolljjaamm,,  FFlluutttteerriinngg  HHaaiirrppiinn  (11.5×6.0cm)

227777..  머머리리꽂꽂이이HHaaiirrppiinn(16.5×13.5cm)  

227788..  삼삼작작((三三作作))노노리리개개SSaammjjaakk  NNoorriiggaaee,,  PPeennddaannttss  wwiitthh  TTrriippllee  OOrrnnaammeennttss    227799..  대대삼삼작작((大大三三作作))노노리리개개DDaaeessaammjjaakk  NNoorriiggaaee,,  PPeennddaannttss  wwiitthh  TTrriippllee  OOrrnnaammeennttss    228800..  누누비비버버선선 228811..  머머리리꽂꽂이이(5.8×8.2cm)  228822..  머머리리

꽂꽂이이HHaaiirrppiinn  (4.2×8.8cm)  228833..  무무당당머머리리꽂꽂이이SShhaammaann’’ss  HHaaiirrppiinnss  (19×8cm)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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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44..  용용그그림림--창덕궁인정전내부의벽화 228855..  곤곤룡룡포포의의황황제제오오조조룡룡보보 228866..  족족두두리리((簇簇頭頭里里))  JJookkdduurrii,,  BBllaacckk  SSaattiinn  CCrroowwnn  ooff  BBrriiddee    228877..  사사모모SSaammoo,,  BBllaacckk  SSiillkk  HHaatt  ooff  CCiivviill  aanndd  MMiilliittaarryy  FFuunnccttiioonnaarriieess  228888..  흑흑립립,,  또또는는

추추DDaanncchhuu,,  CCoollllaarr  BBuuttttoonn    228899..  남남바바위위NNaammbbaawwii,,  HHooooddeedd  CCaapp  

229900..  나나비비단단추추NNaabbiiddaanncchhuu,,  CCoollllaarr  BBuuttttoonn    229911..  오오방방낭낭자자FFiivvee  DDiirreeccttiioonn  PPoouucchh 229922..  귀귀주주머머니니AAnngguullaarr  PPoouucchh 229933..  십십장장생생그그림림자자수수안안경경집집SSppeeccttaacclleess  CCaassee 229944..  목목화화((木木靴靴))--가가죽죽신신(길이25.5cm, 높이28.5cm)

229955..  목목극극--나나막막신신WWooooddeenn  CCllooggss    



F O L K L O R E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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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66..  양양반반((하하회회탈탈))--고고려려시시대대((1111세세기기))  (높이23cm, 넓이17cm) 229977..  부부네네((하하회회탈탈))--고고려려시시대대((1111세세기기))(높이24cm, 넓이17cm)  229988..  각각시시((하하회회탈탈))--고고려려시시대대1111세세기기(높이39.2cm, 넓이20cm) 229999..  말말뚝뚝이이

((가가락락오오광광대대탈탈)) 330000..  목목중중((봉봉산산탈탈))(높이29cm, 넓이21cm)  330011..  선선비비((하하회회탈탈))--고고려려시시대대((1111세세기기))(높이20cm, 넓이16cm)  

330022..  취취발발이이((봉봉산산탈탈))  (높이34cm, 넓이25cm)  330033..  소소무무((송송파파탈탈))(높이22cm, 넓이19.5cm)  330044..  말말뚝뚝이이((동동래래들들놀놀음음))(높이36cm, 넓이36cm)   330055..  노노장장((양양주주탈탈))(높이26.5cm, 넓이22.5cm)  330066..  망망상상시시

((망망상상시시탈탈))(높이72cm, 넓이74cm)  330077..  초초랭랭이이((하하회회탈탈))--고고려려시시대대1111세세기기(높이20cm, 넓이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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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88..  박박쥐쥐자자수수장장침침마마구구리리BBaatt..  CChhiinneessee  CChhaarraacctteerr  330099..  태태극극선선-19세기 331100..  태태극극부부채채 331111..  연연두두항항라라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50×50cm)  331122..  삼삼원원색색조조각각보보--상상보보(55×55cm)  331133..  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69×46cm)

331144..  청청홍홍모모시시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41×41cm)  331155..  오오방방색색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56×56cm)  331166..  상상보보(55×55cm)  331177..  천천조조각각실실패패 331188..  쌍쌍호호퇴퇴침침모모-19세기 331199..  자자라라무무늬늬자자리리(Rush Mattress, 지름105cm)

330088..  박박쥐쥐자자수수장장침침마마구구리리BBaatt..  CChhiinneessee  CChhaarraacctteerr  330099..  태태극극선선-19세기 331100..  태태극극부부채채 331111..  연연두두항항라라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50×50cm)  331122..  삼삼원원색색조조각각보보--상상보보(55×55cm)  331133..  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69×46cm)

331144..  청청홍홍모모시시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41×41cm)  331155..  오오방방색색조조각각보보--옷옷감감보보(56×56cm)  331166..  상상보보(55×55cm)  331177..  천천조조각각실실패패 331188..  쌍쌍호호퇴퇴침침모모-19세기 331199..  자자라라무무늬늬자자리리(Rush Mattress, 지름1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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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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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00..  나나무무기기러러기기(奠雁)  332211..  북북DDrruumm 332222..  장장구구HHoouurr--GGllaassss  DDrruumm 332233..  유유제제어어형형쇄쇄자자(鍮製漁形鎖子)  332244..  필필통통--1199세세기기(입지름20, 밑지름16.8, 높이15.2cm)  332255..  곱곱돌돌약약탕탕기기--1199세세기기TTaallcc  mmeeddiicciinnee

bbooiilleerr  (지름17×높이11cm) 

332266..  가가마마((紅紅輦輦))--1199세세기기PPaallaaqquuiinn(가로109×세로109×높이246cm)  332277..  납납석석수수복복문문방방형형수수로로(蠟石壽福文方形手爐)  332288..  목목흑흑통통((木木黑黑筒筒))--조조선선시시대대(높이13, 폭20cm)  332299..  촛촛대대--조조선선말말기기(높이64cm)

333300..투투호호((投投壺壺))--조조선선시시대대(높이56cm)333311..    쌍쌍용용설설화화문문일일월월벼벼루루IInnkkssttoonnee--1155~~1177세세기기



332 333 334 

335 336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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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342 343 

333322..  전전남남영영암암군군금금정정면면남남송송리리쌍쌍계계사사터터불불법법수수호호장장승승(높이3m)  333333..  전전북북남남원원군군내내산산면면실실상상사사입입구구--상상원원주주장장군군 333344..  경경남남하하동동군군화화계계면면운운수수리리쌍쌍계계사사----가가람람선선신신 333355..  전전남남승승주주군군승승주주읍읍죽죽학학리리

선선암암사사입입구구--벅벅수수 333366..  전전남남나나주주군군다다도도면면마마산산리리불불회회사사입입구구--하하원원당당장장군군(높이1.7m) 333377..  전전북북곡곡성성군군오오산산면면가가곡곡리리--장장승승

333388..  경경기기도도광광주주군군무무갑갑리리--남남방방적적제제장장군군 333399..  전전북북남남원원군군운운봉봉면면서서천천리리--벅벅수수 334400..  경경남남함함양양군군마마천천면면벽벽송송사사장장승승--호호법법대대신신(높이2m)  334411..  경경기기도도광광주주군군중중부부면면암암미미리리--장장승승 334422..  경경남남충충무무시시문문화화

동동벅벅수수--토토지지대대장장군군((광광무무1100년년11990066년년))      334433..  제제주주시시삼삼성성혈혈입입구구--돌돌하하루루방방



A P P L I C A T I O N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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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00..  가가락락오오광광탈탈춤춤--  말뚝이 335511..  봉봉산산탈탈춤춤--  목중 335522..  구구파파발발산산대대놀놀이이--  노장 335533..  동동래래들들놀놀음음탈탈춤춤--말뚝이 335544..  양양주주별별산산대대놀놀이이--  소무 335555..  화화회회탈탈춤춤--  선비

344 
345 

346 347 

348 
349 

334444..  화화회회탈탈춤춤--  양반 334455..  산산대대놀놀이이--  옴중 334466..  송송파파탈탈춤춤--  소무 334477..  봉봉산산탈탈춤춤--  미얄할미 334488..처처용용탈탈춤춤--  처용 334499..  양양주주탈탈춤춤--  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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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66..  자자((子子))--쥐 335577..  축축((丑丑))--소 335588..  인인((寅寅))--호랑이 335599..  묘묘((卯卯))--토끼 336600..  진진((辰辰))--용 336611..  사사((巳巳))--뱀 336622..  오오((午午))--말 336633..  미미((未未))--양 336644..  신신((申申))--원숭이 336655..  유유((酉酉))--닭 336666..  술술((戌戌))--개 336677..  해해((亥亥))--돼지 335566..  자자((子子))--쥐 335577..  축축((丑丑))--소 335588..  인인((寅寅))--호랑이 335599..  묘묘((卯卯))--토끼 336600..  진진((辰辰))--용 336611..  사사((巳巳))--뱀 336622..  오오((午午))--말 336633..  미미((未未))--양 336644..  신신((申申))--원숭이 336655..  유유((酉酉))--닭 336666..  술술((戌戌))--개 336677..  해해((亥亥))--돼지





캐릭터화디자인

캐릭터화디자인

본 연구는「한국 전통문화 요소의 시각적 상징화」이며, 우리나라 유형문화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상징화

(Symbolization)하여한국적캐릭터디자인(Character Design)을개발하는것이다. 캐릭터는인간의심층에잠재되

어있는아름다움에대한추구와휴머니즘에대한동경을어떠한대상물에친근감있게표현한상징물을말한다.

따라서캐릭터에는그나라의문화와정서가담겨지게된다. ‘한국적캐릭터’란한국적특성을나타내는성향으로

민족적개성이나이미지를극대화하고강력한소구력을부여한비쥬얼엘리먼트(Visual Element)로서선과형태,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과색채(Color)등의여러조형가치를의미한다. 그러므로독특한아이덴티티를개발하

여전통과현대의이미지를접목하여, 참신하고세련된감각과흥미를유발할수있는요소에대한표현연구가필

요하다. 캐릭터화디자인물의활용은문화를전파하는의미외에도국가이미지를홍보하는상징물로서의역할을

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기본형에서완성된「상징화디자인」을우리의문화적, 정서적특징을더욱살리고, 보다

생명력있고국적이뚜렷한스타일(Style)로현대적메카니즘에알맞도록각색하면서, 문화산업에서의효과적인비

쥬얼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의역할까지수행할수있는현대적표현의‘한국적이미지’의창출에

주력했다. 

본연구에서한국적이미지의정립은우리문화유산의독특한특성을시각적인형상화작업으로출발한다. 한국적

이미지는오랜세월한민족의미적감각에의해다듬어지면서타문화와쉽게구분되어지는특징적인양식을갖고

있다. 다시말해한국인의전통적인가치체계와정서, 문화적배경을반영하는요소들중다분히시각적상징성을

갖고양식화된형태이다. 따라서캐릭터화디자인은우리문화유산의소재에대한바람직한이해를토대로현대적

해석과시대적감각을바탕으로창조적인발상과표현기법으로이루어진다. 특히스타일(Style)의차별화에초점

을맞추어우리만의고유한문화적특성이배어나도록해야한다. 지나친규격화나기하학적모듈화는자칫특성없

는무국적화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정보와문화가지배하는21세기에는한나라의독창적인문화와정체성이그나라의모든것을대변한다고해도과

언은아닐것이다. 우리문화유산의형태는우리민족의문화적실체를뚜렷하게반영하며의도적으로표상된상징

적의미를가지고있다. 우리의유형문화에서때로는정리가덜된듯한선과형태를느끼기도하는데여기에서우

리의것만이갖고있는「여유와해학」이라는중요한특성을놓쳐서는안된다.   이와같은요소들은「캐릭터화디자

인」으로정리할때그요소가어떤용도에쓰였던것인가를고려하고그이미지에적합하도록디자인되어야한다.

단순히옛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넘어디자인적차원의개념과현대적시각으로전통과의조화를꾀하여야한

다.  이는전통과의단절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전통속에서오히려더현대적인요소를찾아내어재창조하는것

이라할수있다. 한국적인것에서세계적인것을발견하며, 이를현대화하고국제화된오늘의시각에맞게적용하

고발전시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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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티브이름—토우(악사상)

모티브출저—고신라시대토우

2.  모티브이름—토우(부부상)

모티브출저—고신라시대토우

3.  모티브이름—말(午/오)

모티브출저—김유신묘의십이지시상

4.  모티브이름—녹유귀면와

모티브출저—통일신라8세기기와

5.  모티브이름—얼굴무늬수막새

모티브출저—신라시대7세기기와

6.  모티브이름—양반

모티브출저—고려시대11세기하회탈

7.  모티브이름—목중

모티브출저—봉산탈

8.  모티브이름—무동

모티브출저—단원김홍도작

9.  모티브이름—기마인물형토기

모티브출저—가야시대5세기

10.  모티브이름—현무도

모티브출저—고구려고분벽화강서큰무덤

11.  모티브이름—기마인물형토기

모티브출저—고신라시대

12.  모티브이름—상원사동종비천상

모티브출저—통일신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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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티브이름—목중

모티브출저—봉산탈

14.  모티브이름—청홍모시조각보

모티브출저—조선시대보자기

15.  모티브이름—천마도

모티브출저—신라고분출토6세기경

16.  모티브이름—청화백자어패수조문병

모티브출저—조선시대19세기

17.  모티브이름—천하대장군

모티브출저—경기도광주군중부면암미리

18.  모티브이름—녹유귀면와

모티브출저—통일신라8세기기와

19.  모티브이름—금동문고리장식

모티브출저—조선시대

20.  모티브이름—구름무늬벽돌

모티브출저—백제시대

21.  모티브이름—용그림

모티브출저—창덕궁인정전내부의벽화

22.  모티브이름—수렵도

모티브출저—고구려무용총주실서벽

23.  모티브이름—물고기무늬

모티브출저—손잡이동경(고려시대)

24.  모티브이름—조각보

모티브출저—조선시대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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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티브이름—금관(금령총)

모티브출저—신라시대6세기

26.  모티브이름—소무

모티브출저—송파탈

27.  모티브이름—구름무늬

모티브출저—법천사지광국사현묘타

28.  모티브이름—사천왕상

모티브출저—감은사삼층석탑사리함

29.  모티브이름—금동용두

모티브출저—통일신라8세기후반

30.  모티브이름—물고기·구름무늬

모티브출저—고려시대동경

31.  모티브이름—호접무늬

모티브출저—조선시대

32.  모티브이름—무동

모티브출저—단원김홍도작

33.  모티브이름—목어

모티브출저—부석사무량수전

34.  모티브이름—약사불회도

모티브출저—쌍계사(1781년)

35.  모티브이름—법주사쌍사자석등

모티브출저—통일신라시대

36.  모티브이름—청동팔두령동구

모티브출저—청동기시대



41
42

43

44

45
46

47

48

37

38

39 40

37.  모티브이름—떡방아찧는토끼그림

모티브출저—조선시대민화

38.  모티브이름—완자무늬구름

모티브출저—조선시대직물·책판

39.  모티브이름—청자비룡형주전자

모티브출저—고려시대11세기초

40.  모티브이름—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모티브출저—삼국시대7세기

41.  모티브이름—석굴암금강역사상

모티브출저—통일신라 8세기

42.  모티브이름—석굴암본존불

모티브출저—통일신라 8세기

43.  모티브이름—남대문(숭례문)

모티브출저—조선시대세종30년(1448)

44.  모티브이름—오방색조각보

모티브출저—조선시대보자기

45.  모티브이름—물고기무늬

모티브출저—분청사기상감어련문단형묘지

46.  모티브이름—소대

모티브출저—강원도

47.  모티브이름—고려청자

모티브출저—고려시대12세기후반

46.  모티브이름—맹호도

모티브출저—조선시대전심사정



49
50

51 52

53
55 56

54

49.  모티브이름—소면와당

모티브출저—신라시대기와

50.  모티브이름—동제5령구

모티브출저—청동기시대후기

51.  모티브이름—청자반양각연당초문매병

모티브출저—고려시대12세기중엽

52.  모티브이름—장승

모티브출저—경기도광주군무갑리

53.  모티브이름—부네

모티브출저—하회탈

54.  모티브이름—한글

모티브출저—훈민정음(1443년)

55.  모티브이름—수렵도

모티브출저—고구려벽화

56.  모티브이름—쥐

모티브출저—12지신상



상품화디자인

본연구에서는시각적으로상징화된「한국적디자인」물을활용하여실질적인방법론을제시하고우리문화의우수

성을살려국적있는고유디자인개발을위한상품화기술의모델을제시하는데주요목적이있다. 우리나라상품의

국제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우리의문화와얼이깃든문화상품의개발로그활로를찾아야할것이다. 문화

상품이란문화적부가가치가높은아이디어집약적, 기술집약적상품으로서한나라의문화적창조력의결정체라

고할수있으며, 다중성·다양성·비유사성및고부가가치성등의특징을갖고있다.  문화상품은제품에문화적요

소를가미하여고부가가치상품을창출하는것으로새로운상품개발과정에서과학기술로대표되는기능과조형예

술의미적형태와유기적인조화를꾀하는문화와기술의산물이며, 한국가의문화적인무게를가늠하는척도이다.

따라서문화상품은문화와상품을접목시킨개념이며문화없이는가능치못한것이고문화적배경, 행동양식그리

고문화적사고가선행되어야한다. 이의근본목적은문화적삶을지향하고자하는노력으로볼수있다.

본연구에서의전통문화요소를모티브로한「상품화디자인」작업은우리문화유산에담긴지혜를삶의주변으로

끌어들여조상들의얼을동시대인이공유토록하는문화적가치에대한탐구이다.  문화적가치가상품에생명력을

불어넣으므로써 경제적인가치와문화적인가치를증진시킬뿐더러국적이뚜렷한우리‘고유디자인’의개발방

향을제시하고, 한국문화의정체성확립과나아가국가이미지홍보의역할을톡톡히담당할수있을것이다. 「상품

화디자인」에서의디자인품목의선정은특별히시각효과를창출할수있는일상생활용품과관광용품, 기념품류등

을주대상으로제한하여디자인을전개하였다. 

상품의경쟁력은기획력·기술력·디자인의세요소에의해좌우된다고볼수있으며, 무한경쟁의세계시장은우

리의고유디자인개발을절실히요구하고있다. 한국적문화상품디자인의연구가그핵심이될수있다고본다.우

리고유의독창적인문화요소를모티브로한한국적디자인이활용됨으로써 전통에서참신한이미지를전달

하는커뮤니케이션의역할을다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새롭게창출된상징물들을적용할때에는상징화

된디자인이적절하고효과적으로표현될수있도록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적용하는상품의특성과상징

물의이미지가적절하게부합되고 완전한조화를이루며, 우리고유의독창적인아름다움이느껴질수있도

록하여야한다. 특히「상품화디자인」은다른연구와달리다양한가능성과응용성을가질수있는데모티브의상

징적이미지와상품의기능적특징을파악하고, 상징물의선정을비롯하여적절한형태와크기를결정하는

일까지중요하다. 상징물디자인의전체형태를적용하는것과부분적으로적용하는것은레이아웃(Layout)

의상황과특성에맞게활용할수있다. 또한디자인의선택, 크기와색상, 배열방법등은상황에따라변화있

게표현할수있으나, 예시된사항을참조하여본연구의뜻에맞게제작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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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호랑랑이이」」등등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LL  aa  bb  ee  ll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호호랑랑이이-한국사람은예로부터누구나호랑

이옛이야기를들으며자랐고, 호랑이를내

세워이야기하기를좋아했다. 그리고까치와

함께한호랑이그림을즐겨붙이고, 그것으

로사(邪)를막아왔다. 그래서이제한국은세

계에서단연특출한호랑이그림과호랑이이

야기를가진나라가되었다. 육당최남선선

생은호랑이이야기가많은나라라하여한국

을호담국(虎談國)또는호랑이이상은없다

하여‘유호독존(唯虎獨尊)의나라’라고명칭

했고, ‘호랑이나라’‘호랑이민족’이라고이

름한사람들도있다. 백수(百獸)의왕으로서

호랑이를산군으로부르며산신님과함께그

려높여온‘호랑이’의이미지는한국인의마

음속에크게자리하고있다. 참고문헌: 김호근, 윤

열수「한국호랑이」열화당, 1996

상상원원사사동동종종「「비비천천상상」」-한국의종중에서가

장오래되고, 가장아름다운동종에조각된

비천상으로무늬는매우정교하고, 조각기법

이세련된조형미와환상의세계를보여준다.

두천인(天人)은머리에보관을쓰고하늘을

날면서주악에심취한듯슬며시눈을감고,

악기를연주하고있다. 동그란얼굴에높지

않은코, 작은입, 뚜렷한눈매와눈섭등신라

의미인을그린듯하다. 두여인의주악상(奏

樂像)이악기를타고있는몸이나손의모양

이사실적이고섬세하며, 특히하늘에서날리

는옷자락끈이다리사이를휘감고돌아가는

표현은아름답고부드럽기그지없다. 

(신라성덕왕24년-725년에주성되었다.)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독창적이고훌륭한브랜드디자인의 모티브

발굴은고유한민족문화를바탕으로할때더

욱가치가있고, 차별화를가질것이다. 아름

다운브랜드를만드는것은치열한국제경쟁

에서살아남을수있는길이다. 문화적배경

을바탕으로한국인의정서에맞고국적있는

브랜드만이생명력을가질것이라는데초점

을맞추었다. 

적적용용분분야야

프린트및영상물·찻잔등테이블류·각종직

물류·문구류등.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구구름름무무늬늬벽벽돌돌」」-부여에서출토된방형문양

전으로크기가한변이29cm, 두께4cm로네

귀의안에홈이파져있고표면에와운문(渦雲

文)이섬세하면서도활기차게양각으로세겨

져있다. 이무늬는네귀의4화문(四花文)의

4분의1씩이표현되어네장을맞추어대었을

때하나의완성형을이루며 8송이의구름이

같은방향으로의움직임을나타내고있다. 부

드러운표현과고도로세련된기술과감각은

백제의유물에서만볼수있는특징이라하겠

다. 

「「왕왕의의금금관관식식」」-이관식은한쌍으로서무령

왕능의왕의머리위치에서발견되었다. 불꽃

과같은인상을주는인동당초문을주문으로

하여중앙에꽃송이와꽃봉오리같은부분을

두고그양편에잎줄기들을배치하였다. 윗부

분에는여덟잎의꽃모양을두고그위에세개

의꽃술이올라가서연꽃을나타낸듯하다.

금판관식의표면에꽃·줄기·잎각부에120

여개의금보요(金步搖)를금사로꼬아매달

아화려함을더해주고있다. 이관식주의에

서발견된화형금장식, 거치형금장식등도

관에부착되었던것으로생각된다.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백제시대구름무늬벽돌의문양을우산디자

인에접목하면서문양의전체적인형태와부

분적인형태로적용하여, 같은문양의변화된

장식적효과를실험하였다. 또한백제시대왕

의관식문양을부분적으로우산절반의면적

에배치하여, 관식의형태에서나오는불꽃처

럼 보이는아름답고화려한곡선의이미지

(Image)극대화를 시도했다. 구름과 관식에

나타난화려하고우아한선을현대감있게상

징화시키고, 오늘의캐릭터상품에조화있게

적용함으로서우리고유의독창적인상품을

개발할수있을것이다. 

적적용용분분야야

주방용품·전통공예품의표면장식·섬유디

자인·장식용품등.

22..  「「구구름름무무늬늬벽벽돌돌」」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우우 산산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사사냥냥그그림림((胡胡獵獵圖圖))-원래북방의강족인흉노

족의용맹한모습을그린‘삼국지’그림과함

께조선조때흥했다. 호발에호복차림으로그

려지는이몽고풍의사냥그림은신라시대의

화공솔거의작품에서고려공민왕의‘음산

대렵도’를거쳐조선시대의가정에서벽사

(檗邪)의상징병풍으로폭넓게이용되었다.

흉노족은용맹한족속으로전쟁이없을때는

호랑이사냥을해서라도전쟁기분을냈다고

한다. 참고문헌: 조자용, 「민화」, 온양민속박물관, 1981

「「흉흉배배」」는조선왕조의관료와왕및왕족의신

분과지위를나타냈던표장(表章)일뿐아니

라심리적관점에서독립된자수작품이다.

왕과왕비및왕세자의옷에는용문양을수

놓았고, 왕비와세자비는봉황문을겸용했다.

문관은문(文)을상징하는날짐승을, 무관은

무(武)을 상징하는달리는짐승으로서각기

직급을나타냈다. 대군에는기린, 도통사에는

사자, 제군에는백택, 문관1품에는공작, 2품

에는구름과기러기, 3품에는백한, 무관1,2

품에호랑이와표범, 3품에는곰과표범, 대사

헌에는해태등을수놓은흉배를착용하였

다. 

효효제제도도((孝孝悌悌圖圖))-우리나라는신라때부터한

국 전통사회의 기둥과 대들보는 효(孝)·제

(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의여덟글자와인(仁)으로요약되는사랑에

있었다. 이미선사시대로부터한국사회를

지켜온사회윤리의기본강녕을재확인한작

품이다.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흉배에나타난봉황, 호랑이를비롯하여「호

렵도」, 「효제도」의상징화디자인을테마로

쿠션제품에적용하여한국적이미지를새롭

게하였다. 실용적상품에현대적으로상징화

된디자인을접목, 우리고유의미적가치를

부여하여세련되고독특한디자인을창출함

으로써부가가치를높이도록하였다.  

적적용용분분야야

직물디자인·침구류·전통공예품등.

33..  「「흉흉배배」」등등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쿠쿠 션션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구구름름무무늬늬-구름은고구려의벽화를비롯하

여각시대의공예품등에흔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용이나기린, 봉황등의신령스러

운상징물과함께쓰여그상서러움을더해주

었고인간의염원인장수를상징하는학·소

나무등과함께불로불사를상징하기도하였

다. 우리나라의개국신화에천재인환인의아

들환웅이인간세상을구하기위하여태백산

의신당수에내려올때비의신, 바람의신, 구

름의신을거느리고내려왔다는것을볼때구

름이우리선조들의생활에얼마나깊이사랑

받았던자연물인가를말해주고있다. 한국에

서는낙랑시대출토품에서섬세하고세련미

가넘치는구름무늬를볼수있고, 고구려시

대는귀족적이면서도정교한아름다움을보

여주고있다. 단정하면서도화려한신라의구

름무늬, 단순한선수형으로담백한미를보여

주는백제의구름무늬등시대에따라변천하

고시대의특유한문화적개성을나타내고있

다. 그중에서도조선인들은특히풍유를즐

겨구름을가장즐겨썼다. 구름은금속공예,

목공예, 화각공예, 단청, 자수공예등에두루

썼으며, 그 오묘한조화로동물이나식물과

어울려신비감과상서러움을더하였다.   

참고문헌:임영주,「한국문양전집4」안그라픽스,1989

나나비비장장식식무무늬늬-목가구장식, 장신구, 병풍그

림, 혼례의상이나제례복의장식으로두드러

지게나타나는데, 나비는기쁨과행복, 금슬

좋은부부를상징하기도한다. 나비는대개

꽃과어우러진형태나수(壽)·복(福)자와함

께표현하였다. 선조들의미술품에장식적인

창안이무수하게나타나는데곤충의무늬소

재가운데대표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구름무늬와나비무늬의형태적, 의미적, 색채

적미려함을찾아내어상징화시키고, 상품에

의활용성이높게패턴(Pattern)화하고현대

디자인물에적용하여우리문화유산의예술

적가치를찾고자하였다. 

적적용용분분야야

찻잔·장식용타일·섬유제품·전통공예품. 

44..  「「구구름름」」등등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접접 시시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십십이이지지상상((十十二二支支像像))이 한국미술에처음으로

나타나기시작하는시기는약 8세기를전후

한통일신라시대로볼수있다. 우리나라고

대미술품중에서불교사상을바탕으로이루

어지지않은것이거의없지만,불교문화가우

리나라에처음으로수용되면서시작한불교

미술품은그간의전통위에새로운활력을불

어넣어주었다. 십이지는자(子·쥐)·축(丑·

소)·인(寅·호랑이)·묘(卯·토끼)·진(辰·용)·

사(巳·뱀)·오(午·말)·미(未·양)·신(申·원숭

이)·유(酉·닭)·술(戌·개)·해(亥·돼지)등12종

의짐승을의인화또는신격화시킨영혼을

수호하는수호신으로불교적인상징물이다.

이들은각각보살의화신으로서1년의12월

에걸처서로교대하면서밤낮으로인계(人

界)와 천계(天界)를 두루 돌아다니며, 교화

(敎化)한다고한다. 통일신라시대능묘의호

석에새겨진십이지상과불교건축물에부조

된형상과불탑(佛塔)·불구(佛具)등의조상(造

像)이있고, 고려시대에와서벽화에그려진

십이지상, 조선시대에는탱화에나타나는형

상등으로대별하여볼수있으며 시대적으로

특징있게나타나는세계미술사에도그유래

를찾아볼수없는독창적인미술양식을보

여줄수있는가장한국적인소재이다. 

참고문헌: 임영주, 「한국문양사」미진사, 1983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십이지신상을현대적인캐릭터디자인기법

으로새롭게이미지를창출하고현대디자인

물에친근하게활용할수있게하였다. 특히

외국관광객을대상으로상품화하여한국문

화에대한흥미와관심을높이는데주안점을

두었다. 

적적용용분분야야

Promotional Material(영상물)·관광상품·

팬시상품등.

55..  「「십십이이지지신신상상」」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TT  셔셔츠츠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탈탈춤춤-탈춤은한마디로평소에농사짓던서

민들이 양반, 파계승, 무당, 못생긴 아내와

첩, 하인등으로변해슬프고화나는현실을

살풀이하며탈을쓰고노는춤놀이이다. 우

리나라의탈춤으로는중부지방의양주별산

대놀이·송파산대놀이·황해도의봉산·강

령·은율탈춤, 영남지방의가산·통영·고

성오광대와수영·동래야유그리고서낭제

탈놀이인 하회별신굿·관노가면극·북청사

자놀이등이있다. 탈춤은현대의무대연극처

럼첫막에서끝막까지일관된드라마가아니

고주제별로몇개의에피소드를옴니버스식

으로구성한다. 주제별로이야기몇개가펼쳐

지는데, 대체로특권계급과사회악습, 가난

한생활, 타락한종교를날카롭게비판하며

고발한다.  탈춤의춤사위는2개인데, 기본동

작이있는‘춤사위’와즉흥적인‘허튼춤’으

로나뉘어진다. 대부분이뚜렷한기본동작이

없이허튼춤을추는데매듭이확실한타령장

단에맞추어추기때문에동작도맺고끊음이

분명하고재미가있다. 탈의모양도희화화되

고, 그속에있는한, 고통, 눈물, 체념이숨어

있다. 양반의탈은허세와비리, 거드름을표

출시켰고, 민중의탈은천연덕스럽고공격적

이다. 색깔은나이든사람은검정색, 젊은남

자는붉은색, 젊은여자는흰색을주로써구

별했다. 

참고문헌: 이주현,「한국가면극」한국가면극연구회,1973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탈춤의여러가지동작중에서의미와이미지

(Image)가 가장극적이고이름답게나타난

자세를상징화디자인하였다. 형태는단순하

게, 색상은화려하게처리하여전통적요소와

현대적표현이잘조화를이룰수있도록새롭

고, 친근한이미지를컨셉화하였다.

적적용용분분야야

팬시캐릭터상품·행사기념품·우리문화를

상징화할수있는제품등.

66..  「「탈탈춤춤」」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머머그그컵컵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보보자자기기는물건을싸거나, 덮어가리던우리고

유의생활용품으로그중조각보는수많은조

각천들을자유롭게결합하여, 기하학적조형

과독특한색채를만들어내고있다. 쓰고남

은천조각을활용한우리선조들의생활속의

지혜가엿보인다. 조각천들의면과색의구성

이라는관점에서볼때현대의추상회화에서

나타나는고도의기하학적인추상공간이나

타난다. 지극히한국적이면서도현대적인예

술성을갖추고있다. 색채와형태의단순화는

자칫하면단조로움과딱딱함으로흐르기쉽

지만여기에생명적통일의리듬을주고, 단순

한형태와 소수의제한된색을선택하여아름

다움을표현한마티스와통한다. 보자기의미

적수준이높은이유는‘공적세계로부터차단

된여인들의미적감흥과꿈을쏟을수있는거

의유일한세계’란점을들수있으며, 담담한

전통살림살이에서화려하고고운색조와돋

보이는문양으로삶에활력을주어왔고, 보자

기에나타난미학은고스란히삶의철학으로

반영하고있다. 보자기의구성미는극단적인

기하추상주의의몬드리안(Mondrian)의 회화

에서볼수있는기하학적공간을보는듯하

다. 따라서조각보는현대미술이싹트기전이

름없는조선조여인들의신선하고독창적인

작품으로오늘날새로이주목받고있다. 따라

서예술적가치를바탕으로한조각보의조형

은현대상품디자인의훌륭한모티브가될수

있다. 참고문헌: 허동화, 「우리규방문화」현암사, 1998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조각보에나타난뛰어난조형성에서면과색

채등의요소를현대감있게재구성하고, 조합

하여현대디자인제품에적용할수있도록새

롭게디자인하였다. 따라서우리문화유산의

예술적가치를높이고현대적으로재창출하

여문화계승의새로운미디어로개발하였다. 

적적용용분분야야

손수건·방석·스카프·티셔츠·넥타이등의

직물디자인, 타일·찻잔·프린트물 등.

77..  「「보보자자기기」」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손손수수건건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물물고고기기의의무무늬늬는선사시대에풍요를기원하

는주술적인의미를비롯하여, 회화나도자

기, 결혼용품에많이표현된친숙한무늬이

다. 이는알을많이낳는물고기의속성으로

인하여자손번창을상징하는것등에서찾을

수있다. 물고기는항상인내의문장으로사

용하였고, 특히한쌍의물고기는환희를상

징하였으니성적(性的)인의미로도표현하였

다. 따라서입신출세, 부귀와행운을상징하

는모티브로서민화나공예품등에많이사용

되었다. 물고기는용문(龍門)의급류를통과

하면용으로변신한다고하여학문적인명성

이나시험에합격하여등용됨을상징하기도

한것이다. 우리나라의석기시대에어류(魚

類)의 형상을새기고, 조각하여생활주변에

그려넣기시작한것은풍요를기원하는주술

적(呪術的)인의미를지닌것으로볼수있다.

청동기시대에는암벽에선각으로새겨그렸

고, 삼국시대에는금공(金工)장신구를비롯

하여토우에는물고기를장식했다. 고려시대

의영관(令官)은옥대의물고기형상을패용

했고, 서민들도동경(銅鏡)이나그릇에어문

을시문하여사용하였다. 따라서물고기무늬

로도자기나회화를비롯하여각종기물의의

장에 쓰여지는 의미는 부귀·길경(吉慶)을

나타내고또는다손(多孫)및번영을의미하

였다. 특히결혼용품등혼수의복에는물고기

를수놓는풍습이있었다.  참고문헌: 임영주「한

국문양사」미진사, 1983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물고기무늬는우리에게아주친숙하고, 생동

감과활력을주는모티브이다. 따라서노트라

는아이템에그이미지(Image)가잘맞는다.

색상은경제성을고려단색과사원색등의처

리방법으로하고, 형태는기본형에서풍부한

응용형이가능함을보여주어전통문화요소

의현대적표현과활용에중점을두었다. 

적적용용분분야야

문구·팬시상품·Symbol & Brand Mark·악

세서리·주방용품의시각요소등. 

88..  「「물물고고기기무무늬늬」」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노노 트트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석석굴굴암암-신라가통일후최고의융성을이루던

경덕왕10년(751)에완성된석굴암은신라인들

의호국정신과종교신앙의결정체이다. 화강암

으로한치의오차도없이인공으로쌓아올린인

공석굴사원으로자연의암벽을뚫어불상을모

신인도나중국의천연석굴과는차원이다르다.

내부주실에는본존불상을중심으로보살상들

이있고, 전실에는사천왕상과인왕상이있어안

정감과균형을이루고있다. 아름다운선을이룬

눈썹, 반쯤뜬눈, 사랑스런입과코, 다복스러

이긴귀, 미와위엄이하나로융화된여래상은

그깊은자비로움으로사람을압도시킨다. 석굴

암은신라불교문화의꽃이다.  참고문헌: 정영호,

「한국불교미술」-한국의미10, 중앙일보, 1979 

「「현현무무도도」」는강서큰무덤이있는고구려고분벽

화중사신도(四神圖)중에서도가장뛰어난그림

이다. 거북과뱀이뒤엉켜있는데뱀은거북의몸

을감싸고있고, 목과꼬리를갈고리로엮듯탄

력있게당기고있으며거북은머리를뒤로돌려

등뒤에서서로싸우는듯, 서로사랑하는듯뱀

과마주보고있다. 고구려는오직강서큰무덤의

「현무도」하나만으로도그찬란했던문화와강

성했던국가적기상을증명하고있는것이다. 현

무도가있는강서큰무덤은자랑스런우리문화

유산으로고구려고분벽화의최고명작이며, 고

구려의영광을느끼게한다. 신라의석굴암이있

다면고구려에는강서큰무덤이있다.   참고문헌:

유홍준, 「강서큰무덤」-북한문화유산답사기, 중앙일보, 1998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우리나라역사중가장찬란했던신라와고구려

문화를대표하는최고의문화유산이다. 국가이

미지를일류화할수있는모티브를발굴하여현

대디자인상품화에활용하고민족의자긍심을

높이는중요한작업이다. 석굴암디자인의극적

효과를높이기위하여광배연꽃을단청의연꽃

으로바꾸어문양의화려함을강조하였다. 

적적용용분분야야

영상및출판물의이미지(Image)상징물등.

99..  「「석석굴굴암암」」등등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가가 방방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탈은「가면·광대·탈바가지」등으로부르며

얼굴전면을가리는용도에그치지않고, 본

래의얼굴과다른인물등을표현하는조형성

과가장성을갖고있다. 우리나라에서현존

하는탈은대략300여종으로전하며, 대표적

인탈은하회탈과병산탈이다.(국보 121호)

탈의조형성의특성은어떤것일까? 우리의

탈을대하면서누구나세번놀란다. 첫째는

강렬한원색의색채를사용한점이다. 둘째

는울퉁불퉁한요철이심하다. 세째는모든

우리탈은웃음에앞서괴기스럽게보인다.

그러나궁극적으로우리의탈은매우인간적

이다. 심지어사자·원숭이까지도사람모습

을하고있을정도이다. 인간적이라는말은

매우사실적이라는이야기도된다. 그런데

그사실에다가희화와과장을덧붙이기는했

지만작위적이지않아서인간감정을솔직담

백하게표현해주고또단순하다. 양반탈은

우그러지고넓죽한코와넓은얼굴에서지도

자적인의지가나타나고, 그호방한웃음속

에는세상을달관하고초월한듯한이미지를

풍긴다. 백정탈은표정을읽을수가없다. 웃

는것인지, 우는것인지, 분노하는것인지, 비

겁한웃음같기도하고, 복잡미묘한표정이

다. 부네의탈은계란형의미인으로요염하

다. 야릇한입술의미소는성적매력을풍기

며웃음띤눈은매혹적이다. 하회탈을보면

각시·중·양반·부네탈등은 실눈으로 반

개(半開)이며 중·양반·이매(선비의 하

인)·백정·선비탈은턱을움직일수있는

절악으로표정의변화와효과를더해준다.

참고문헌: 유민영, 「한국가면의아름다움」-한국전통문

양집9, 안그라픽스, 1989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한국의민속적분위기를잘보여주는탈을

상품화하여관광기념품으로개발하고, 우리

의고유한전통성을표현하는데촛점을맞추

며, 상징화의디자인은실제제작을고려하

여탈의형태를단순화시키고 색채의효과

에주안점을두었다. 

적적용용분분야야

관광상품·한국소개영상물·프린트물등.

키키홀홀더더

1100..  「「탈탈」」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소소면면와와당당((笑笑面面瓦瓦當當))-7세기경의신라와당으

로무늬없는테두리속에꾸밈도과장도없는

이얼굴에서당시의조각기술과신라여인의

소박한웃음이풍긴다. 빙긋웃는이기와조

각의웃음이대표적인「한국의웃음」이된지

오래다. 이얼굴에서어머니의소박한웃음이

풍긴다.  빛의밝고어두움에따라웃는모양

이천태만상으로변한다. 빙긋웃다가, 환하

게웃다가, 이내슬픈얼굴이된다. 아침붉은

햇살에는수줍음을타는새색시마냥두뺨이

홍당무가된다. 부끄럼을타는것같은웃음

은활짝피다가해가기울수록삶에달관한듯

너그럽고부드러워진다. 해거름이지면금새

울음을터트릴것같고미련이남은회환의

아련한미소로변한다. 7세기경의신라와당

수막새웃음의변화는바로빛과그림자로빚

어내는예술이다. 상현달처럼휘어오른입술

양가, 두뺨은살짝부풀어언덕을이루었다.

가느스름한두눈가를주름잡으며, 화사한웃

음이가득넘친다. 미인같지도않은이얼굴

이어찌이렇게도다정한가. 있는그대로의

자연만을사랑하던조상들의마음씨가담겨

있기때문일것이다. 죽은후에도명랑하고

쾌활하게세상을위해좋은일을하고있다는

겨례의밝은감정이이막새에새겨져있는

것이다. 상냥한미소와그윽한미소는신라

천년문화를상징하는「한국인의미소」이다.

(지름14cm)  참고문헌: 김대성, 「우리문화유산에담

긴한국의미소」대한교과서, 1998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한국여인의은은한미소로상징되어진신라

시대의막새기와를호감과흥미가있는모티

브로상징화하고넥타이란아이템(Item)에적

용할수있도록패턴(Pattern)화 하였다. 「한

국의인상」을친근하게하고우리문화유산

의가치를높일수있을것이다. 

적적용용분분야야

Promotional Material(프린트물)·Symbol &

Brand mark·Event 상징물등.

1111..  「「소소면면와와당당」」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넥넥타타이이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비비천천상상((飛飛天天像像))-비천은천상(天上)을날으

는선인(仙人)으로즉, 천인(天人)을 지칭하

며하늘을날으는모습을묘사한것이다. 천

인의모습은여러민족에따라다양한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문화의독특한상징적자연

신앙을통하여, 극히소박하고의식적으로이

상화된신격인(神格人)으로묘사되고있다.

상원사동종에는2인의주악천인상(奏樂天人

像)이부조되어있는데한명은비파를연주

하고, 또한명을생황을불고있다. 통일신라

시대특유의보운(寶雲)위에비상하는모습

이다. 두천인(天人)은머리에보관을쓰고하

늘을날면서주악에심취한듯슬며시눈을

감고, 악기를연주하고있다. 동그란얼굴에

높지않은코, 작은입, 뚜렷한눈매와눈섭등

신라의미인을그린듯하다. 

참고문헌: 임영주, 「한국문양사」미진사, 1983

기기마마인인물물형형토토기기-마구(馬具)가갖추어진말

을타고있는인물상인데말에는운주·행

엽·등자·장니등을충실히표시했고, 말의

몸은비었고, 엉덩이위에는잔같은것이달

려서귓대의역할을하게되며, 꼬리는손잡

이로, 앞가슴에는긴주구(注口)가붙어있어

배구(杯口)로 물을부으면주구로나오도록

되어있다. 인물은삼각모를쓰고사슴가죽

을바지에덮은신라의귀족이다. 이인물상

은당시의공예기술은물론장신구·복식·

생활상을엿볼수있는귀중한자료이다. 표

현의묘가뛰어나며, 실용화하였던것이아니

고, 명기(明器)로만들었음이분명하다. 신라

인의늠름한기상을느끼게하는작품이다.   

참고문헌: 진홍섭, 「토기·토우·와전」-한국미술전집3,

동화출판사, 1974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우리전통문화유산에서보다세련되고흥미

로우며, 전통성과독창성을표현할수있는

모티브의발굴은중요한일이다. 상징화디자

인은비천상과기마상에서핵심적인이미지

만으로형태와선의요소를정리하고상징성

과단순성을높이므로서활용의범위를넓혔

다. 

적적용용분분야야

Symbol & Brand Mark·Event 상징물·CD-

ROM Title 등.

1122..  「「비비천천상상」」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화화장장품품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토토우우((土土偶偶))는 흙으로만든인물상을비롯하

여동물이나생활용구·물건등을본따만든

특이한형태등을통틀어토우라고일컷는다.

토우는이형토기(異形土器)라불리워온상

형토기와독립된형태의토용(土俑), 장식용

의작은토우등으로나뉜다. 상형토기는인

물형·동물형·기물형으로나뉜다. 인물형

은기물이나동물과함께어떤행동을취하거

나, 말을타거나배를젓거나악기를연주하

거나노래하는주악상을비롯하여독특한몸

짓으로감정을나타내고있다. 특히이들인

물상의의복·관모·수례바퀴·여인들이들

고있는병, 동물에장식하고있는장신구등

당시의복식, 생활상을엿볼수있게한다. 동

물형토기에는말, 돼지, 사슴, 토끼, 호랑이

를비롯하여거북·새·오리·닭·개구리·

뱀과갖가지물고기등이있다. 특히오리형

토기는너무나사실적이고애교가넘쳐보는

이로하여금저절로미소짓게한다. 기물형

으로는수레·집·배·신발을본뜬것등이

있어당시의생활상이나조형예술의수준을

알게해주는중요한자료이다. 신라의토우

가운데가장독특하고재미있는것들은바로

장식용토우이다. 이들토우는그릇모양의뚜

껑이나항아리의어깨부위등에장식으로붙

인것으로인간의감정을나타낸것이많다.

사냥군이개와몰이꾼을대동하고짐승을쫓

는장면, 임신한여인이가야금을뜯는모습,

남녀의 성행위 장면,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새·오리·거북등이표현되어있다.   참

고문헌: 이난영「신라토우」Morning Calm, 1995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훌륭한건축물과독창적인문화유산에서뿐

만아니라, 흥미와호기심을유발할수있는

문화요소의발굴은새로운가치와의미가있

는일이다. 외국관광객에게호감과즐거움을

줄수있는한국토우들의명품들을포장지에

적용할수있도록패턴(Pattern)화하여새로

운시각스타일로개발하였다. 

적적용용분분야야

직물디자인·관광상품(입체및평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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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장장지지



동동전전지지갑갑

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한국은고유한말과글자를가지고있는나라

이다. 조선시대의세종대왕은학문을좋아하

고, 백성을위하는어진임금으로, 궁궐안에

‘집현전’이라는연구기관을세우고여러학

자를불러모아천문학·과학·언어학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꾸준히 연구했다.

1443년세종대왕은집현전학자들과함께예

로부터한국인이써온한국말을쉽게기록할

글자를만들어냈는데이글이바로한글이다.

처음에는백성을가르치는바른소리라하여

‘훈민정음’이라불렀으며그뜻처럼누구나

쉽게배워쓸수있도록언어구조가간단하고

단순하다. 훈민정음은그뒤에언문·반글로

불리다가 20세기초한글학자주시경이‘한

글’이라는이름을쓰기시작했다. 한글은닿

소리 14개와홀소리 10개로만들어졌는데,

닿소리와홀소리를조합하면어떤말도글로

나타낼수있다. 닿소리는음목과혀의움직

임을살핀다음그모양을본떠서만들었고,

홀소리는하늘·땅·사람의모양을바탕으

로만들었다. 한글이지닌독창적이고과학적

인구조는정보사회인현재에이르러더욱뚜

렷해졌다. 요즈음은세계각지에서한국어를

배우려는사람들이늘어간다. 한글은한국사

람뿐만아니라배우기를원하는사람이면

어떤나라사람이든지누구나쉽게배울수

있는자랑스런우리글이다.  참고문헌:「한국문화

C.I대상선정및활용방안연구」문화체육부, 1996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한글은‘국보1호’로하자는의견이나올만큼

우리나라를상징하는가장대표적인상징물

이다. 이러한우리글의독창성을세계에알리

고문화민족의자긍심을갖게하는데의미를

두었다. 닿소리14개, 홀소리10개의기본‘활

자꼴’을디자인모티브로그상징성을강조

하는데중점을두었다. 현대감있고아름답고

기능적인서체개발과한글의세계화를도모

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적적용용분분야야

Promotional Material(프린트물및영상물)웹-

홈페이지디자인·Internet(컴퓨터통신)- ID

Form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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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티티브브배배경경

용용무무늬늬((龍龍紋紋))는우리나라의건축, 회화, 조각

및공예품등에시대를초월해서광범위하게

나타나는대표적인문양이다. 그것은용에대

한믿음, 사상, 상징적인의미때문일것이다.

용은신적위력을지닌영수(靈獸)로서, 민족

의수호신, 왕권의상징과민간신앙의대상

으로서그형태의변모와함께다양한한국적

조형을이루었다. 용의형상은낙타머리에사

슴뿔, 토끼의눈, 암소의귀, 뱀의목, 개구리

의배, 잉어의비늘, 매의발톱, 호랑이의발바

닥을갖고있다고묘사되고있다. 단군시대

를거쳐삼국시대에들어서면서건국신화속

의제왕(帝王)과연관되면서고려시대, 조선

왕조시대권력의상징이되었다. 참고문헌: 변진

의「한국전통문양집7」, 안그라픽스, 1989

무무용용도도((舞舞踊踊圖圖))-무용총의주실북벽에있는

그림으로무용대(舞踊隊)는 2녀 3남으로구

성되었으며음악에따라춤추고있는장면으

로여겨진다. 이춤추는모습은현재까지내

려오는전형적인한국의율동감을나타낸작

품이다. 이벽화는안정된암조(暗調)의색조

이며, 필치가숙달되어자연스러운생기와힘

이있다. 화면은매우장식적인구성감을주

며, 얼굴에는그런대로표정조차나타나있는

듯하다. 

참고문헌: 김용원, 「벽화」, 한국미술전집3, 1974

문문배배도도((門門排排圖圖))-명절날대문밖이나광문에

는벽사진경의뜻을담은닭·개·사자·호

랑이그림을붙였었다. 닭은주작(朱雀)으로

도그렸고, 사자는해태로도그렸다. 이런짐

승들이모두나쁜귀신을쫓아버리며, 경사스

러운일을맞아들이기위한믿음이담겨있으

나장식적으로도쓰였다. 

참고문헌: 김철순, 「한국민화」, 한국의미8, 1978

디디자자인인의의도도

시계의숫자판에흉배의용·무용도·문배

도를적절히배치하고, 금속제품의차가운이

미지에한국적이미지가창출된, 전통소재의

아름다움을표현하여, 패션성을강조한디자

인이다. 우리문화요소의문화적가치는물론

한국의미를피부로느낄수있게하였다. 

적적용용분분야야

Textile제품,Promotional Material(프린트물)

1155..  「「용용무무늬늬」」등등의의상상품품화화디디자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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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

동동

한한국국의의 청청동동기기문문화화((靑靑銅銅器器文文化化))

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는대개기원전10세기경중국동북지방에서청동기로도구와무기
를만들어쓰며, 쌀농사를짓고민무늬(無文)토기를사용하는주민이한반도로
들어와 선주민(先住民)과 동화되면서 한반도에 청동기시대문화가 시작된다.
이시대에는청동제품·간석기(磨製石器)·다양한종류의민무늬토기를섰으
며 , 고인돌(支石墓)·돌널무덤(石棺墓)·독무덤(甕棺墓) 등 새로운 양식의 무
덤을만들었다. 청동기는제작기술의어려움으로일반주민의실용품이라기보
다는강력한권력을가진사람들만이지닐수있었던특수품이나신분을나타
내는권위적인상징물로만들어지게되었으며일상용으로는돌이나나무로만
든도구들이주로사용되었다. 한국식청동기문화가가장발전되고그제작기
술이 뛰어났던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이며 동검, 잔무늬거울, 가지방
울·도끼·조각칼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 때에는 특히 정교해지고 질(質)·형
(形) 모두 아름답고 대구에서 출토된 조두식(鳥頭飾) 자루의 동검같은 것은 우
리나라 청동기의 대표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청동은 구리(銅)를 기본으로
하는구리합금(合金)의한종류로서인류가발견한최초의합금이다. 일반적으
로구리와주석을섞어만드나주조할때용융점(熔融點)을내리고주조후표
면처리와마감처리를편하게하기위해서아연(亞鉛)·납등을섞기도한다. 특
히아연을섞은것은우리나라특유의합금술로서주조시유동성(流動性)에도
움을주며잘부식되지않게하는효과가있다. 주석이나아연을많이섞을수록
단단한청동이되는데만들고자하는청동기의용도와기능에따라합금의성
분비율을 조절하여 주조하였다. 한반도의 청동기는 요령지방에서 그 전통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후대에 유행하는 한국식동검이나 청동의기에는 요령
지방에서발견되는청동기의형태나무늬와는뚜렷하게구별되는한국적특성
을 갖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를 통해 청동기의 발전과정을 시기적으로 2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요령지방에서 청동기가 유입되기 시작한 때 부터 철기가
등장하는때까지요령지방에서수입된청동기또는한반도에서제작했더라도
요령지방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청동기를 사용한 시기이고, 2기는 비록 철
기가사용되기시작했으나한국적청동기가제작되면서한반도청동기의특징
이 확립되고 나아가 일본에 그 문화를 전해준 시기를 말한다. 1기의 청동제품
은극히빈약하다. 집터에서의출토예는거의없고고인돌을비롯한무덤에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의 종류로는 요령식동검·요령식투겁창·부채
도끼·화살촉·손칼·끌·밀개·거친무늬거울·단추 등이 있다.  요령식동

검은 후대에 나타나는 한국식동검의 조형(祖型)으로 초기에는 요령지방에서
수입되었으며, 중국요령·길림·장춘지역을비롯하여동북지방을제외한한반
도전역에서출토되고있다.  2기는순수한한국식청동기가제작, 사용된시기
로서청동기의제작이증가하며재질은백동질(白銅質)인점이특징이다. 청동
기에는칼날이직선을이루며좁아지는한국식동검·꺽창·투겁창등의무기
류와잔무늬거울(精文鏡)을비롯한방울달린청동기및검파형(劍把形)·방패
형(防牌形)·원개형(圓蓋形) 등의 청동의기류가 대부분이며 도끼·끌·밀개
등의 공구류도 있다.  이 가운데 무기류가 숫적으로 가장 많은데 동검은 한국
청동기문화의대표적인유물로서한반도청동기문화를동검문화라고도한다.
기원전4세기이후에제작되어형태가세부적으로변화하면서전국으로확산
되었다. 거울·곱은옥과 세트(Set)를 이루며 출토되는 예가 많고, 투겁창·껍
창과더불어일본으로전파되어일본청동기문화의성립에많은영향을미쳤
다. 거울은한국청동기의특징을잘보여주며, 창은중국의영향을받아제작되
었으나형태는한국식동검의요소가많은한국화된유물이다. 
초초기기철철기기문문화화는 기원전 3세기경에 한반도에는 중국 북방지역과의 문화적 접
촉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에‘철기(鐵器)’라는 새로운 금속물질이 들어오게
된다. 처음에는중국에서가까운북부에서시작되고남부지역에서는기원전1
세기경에야 정착하게 된다. 처음 북한지역에 들어온 철기들은 중국제품이었
으나곧이주민들이한반도내에서현지생산을하게된다. 철기가보급되면서
단단하고예리한철제도구를이용하여농경이대규모로이루어지면서농업에
혁명적인변화가일어나생산력이급격히증가하게된다. 이시대의유물로는
한국식동검, 칼자루끝장식, 잔무늬거울등의청동기를비롯하여도끼, 검, 투겁
창등의철기가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는기원전후부터서기300년경까지로,
고구려·백제·신라의삼국(三國)이집권국가로발전하기전에마한(馬韓)·진
한(辰韓)·변한(弁韓)의 삼한(三韓)이 있던시기를 말한다. 이 시대에는 청동기
의생산이줄어들고, 철기생산은 활발해져철기가일상생활에본격적으로사
용되므로서농경문화의꽃을피우는시기이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도록「청동기문화」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1997.    김원용, 「한국의원시미술」- 한국미술전집1, 동화출판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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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끼-청동기시대
(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동과-청동기시대
( 길이26.5cm, 경북월성출토) 

청동의기-청동기시대
( 높이17.5cm ) 

반월형석도-청동기시대
( 석도길이14.2cm, 경주지방출토) 

동제조형검파두식-청동기시대
( 길이12.5cm, 대구비산동출토) 

검파형동기-청동기시대
( 길이22.7×23.3cm, 대전출토) 

동물문견각-청동기시대
( 길이30cm, 경주부근출토) 

동제마형검파두식-청동기시대
( 길이12cm, 경남김해출토) 

마형·호형대구-청동기시대
( 길이15.6cm×19.0cm, 경북영천출토) 



쌍조간두식-청동기시대
( 높이12.5cm, 경주출토추정) 

청동세발솥-원삼국시대
( 높이17.5cm, 김해양동리출토) 

동제쌍두령-청동기시대
( 길이16.8cm, 출토지미상)

농경문청동기-청동기시대
( 크기7.3×12.8cm, 대전서구입)

청도간두식(구리방울)-청동기시대
( 높이15.8cm, 출토지미상, 국보146호) 

청동팔두령동구-청동기시대
( 지름12.3cm, 전남화순출토)

동제5령구-청동기시대후기
( 길이12.1cm, 경북고령출토) 

방패형동구-청동기시대
( 길이16.0cm, 대전괴정동출토) 

청동칠주령-가야5세기
( 높이10.9cm, 부산복천동22호분출토) 



토토기기((土土器器))··토토우우((土土偶偶))··와와전전((瓦瓦塼塼))

인류가사용하던생활도구(生活道具) 가운데서가장오랜기간을사용하던
것이흙을재료로하여만든용기이다. 흙을개서형태를만들고그것을다
시불에구워내서그릇을만드는기본작업은같으나고려시대에자기(磁器)
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저화도(低火度)에서 한번 구워낸 그릇을 토기(土器)
라고부르고있다. 토기는신석기시대(新石器侍代)부터만들기시작하여차
츰제작기술의발달을보여왔으니원시사회(原始社會)에서만들어지던즐
문, 무문등의 토기는 단순했으나 김해패총에서 발견된 김해토기에 이르면
기종(器種)도 다양해지고 제작기술도 발달하였으며, 1천도를 넘는 높은 화
도(火度)에서 구워낸다. 토기는 항아리와 단지를 비롯해서 바리·잔·접
시·합·등잔등매우다양한종류가있다. 신라토기는연질토기와와질토
기에서 토기제작기술의 발전에 의해 경질토기로 바뀌어 물레를 이용하여
빚고, 굴가마속에서1000℃이상의높은온도로구운것이다. 고구려의토기
는아가리가크게벌어지고손잡이가네개달린항아리·배부른단지·시
루가 대표적이다. 백제토기는 이전의 전통적인 제작기법을 바탕으로 낙랑
과고구려의토기제작기술을받아들여만들어졌다. 삼국시대에는3국이모
두 용기(容器)로서 토기(土器)를 사용하였고, 그들의 생활기명(生活器皿)의
대부분을차지하였다. 다만3국은각각흙의선택에차이를보이고표현감
각에 있어서도 3국시대에는 각종 장식무늬가 하나하나 손으로 시문(施文)
되지만통일신라시대에는틀로무늬를찍어나가는소위찍은무늬(印化文)
의유행을보게된다. 토기(土器)는고려시대초기까지도사용되었다.  이시
기의 토기는 곧 자기(磁器)와 대체되지만 신라토기(新羅土器)를 계승한 이
시기의토기기형(土器器形)은벌써청자(靑磁)와같은것이된다. 
토토우우((土土偶偶))는 흙으로 만든 인물상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
의형상뿐만아니라동물이나생활용구·집등을본떠만든것을총괄해서
일컫기도 한다. 토우는 신라의 토우가 대표적이며, 고려시대에는 그 예가
거의알려져있지않으나조선시대에오면백자로무덤에인물·동물·생
활용기등을만들어명기라하여껴묻기한것이있다. 한국에서토우라하면
대개신라의그것을가리킨다. 신라의토우는좁은의미로는독립된상으로

표현된 인물상이나 동물상을 가리킨다. 토우는 크게 인물형·동물형·기물
형으로 나뉜다. 동물형에는 오리·상,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 하는 인물상
등을비롯하여독특한몸짓으로감정을나타내고있는10~20cm의작은토우
들이 알려져 있다. 특히 남자나 여자상 가운데에는 성기를 과장해서 표현한
경우가 눈에 띄는데, 이는 고대인들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신앙
의하나인성기숭배사상에서연유한것으로해석되나불행하게도출토지가
불명하다.
와와전전((瓦瓦塼塼))  --  한국에서는 3국시대에 벌써 본격적인 목조(木造)의 건물(建物)
을 건립하고 지붕에 기와를 덮는 형식이 유행하였다.  중국에서는 고구려시
대 고분벽화(古墳壁畵)의 건축도(健築圖)를 보아도 기와의 사용이 상당히 오
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한국 건축에 사용되던 기와는 암키와와 수
키와로크게나누어지며이밖에도도깨비기와(鬼面瓦)·서까래기와가있다.
암키와와수키와로지붕을입히면기와골이생기게마련이고, 기와골이나기
와등의마지막기와를막새기와라고하여그마구리에는무늬를조각하는것
이 통례로 되어 있고, 막새마구리에 무늬를 조각한 부분을 와당(瓦當)이라고
부른다. 도깨비기와에는 도깨비 얼굴(鬼面)이 조각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명
칭이붙었고, 서까래기와는서까래끝에고정시키기위한못구멍이있고그
것을중심으로역시무늬가조각되었으며그자체가하나의조각작품(彫刻作
品)인 것이다. 기와 표면(表面)에 조각된 이러한 여러가지 무늬는 곧 공예품
(工藝品)으로서 美術史硏究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막새와당은 먼저 막새
기와를 보면 연꽃무늬가, 암막새에는 당초(當初)무늬가 가장 보편적으로 조
각되어있다. 수막새는면(面)이원형이므로중앙에씨방(子房)을두고주위에
4잎(葉), 6잎, 8입혹은더많은꽃잎(蓮辨)을짝맞추어조각하였다. 연꽃의표
현양식은시대나지역에따라조금씩다른바가있으며,  삼국시대의고구려
와백제의연변이한쪽은날카롭고한쪽은부드러운뚜렷한대조를이루었음
은가장현저한예의하나이다. 
참고문헌: 진홍섭, 「한국의토제미술」- 한국미술전집, 동화출판, 1974.   이난영, 「신라토우」Morning Calm March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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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장식항아리-신라5~6세기
( 국보195호) 

등잔-고신라시대
( 높이18.8cm ) 

짚신장식잔-고신라시대
( 높이12.0cm ) 

토우장식뚜껑의고배-고신라시대
( 높이20.0cm ) 

그릇받침-고신라시대
( 높이46.0cm ) 

차륜형토기-가야시대
( 높이16.7cm ) 

선무늬사발-가야시대
( 높이11.5cm ) 탑모양뼈항아리-통일신라시대7세기

( 높이 28.3cm )

즐문토기대발-신석기시대
( 높이46.5cm, 서울암사동출토) 



기마인물형토기(주인상)-고신라시대
( 국보91호, 높이23.4cm ) 

토우(부부상)-고신라시대
( 높이8.2cm ) 

신구형주전자/서수형토기-신라5~6세기
( 높이14.0cm, 보물535호) 

토우(악사상)-고신라시대
( 높이12.0cm ) 토우(악사상)-고신라시대

( 높이12.0cm ) 

오리모양토기-가야시대
( 높이14.5cm ) 

오리모양토기-원삼국시대3세기
( 높이34.4cm ) 

말머리장식뿔잔-고신라시대
( 길이17cm ) 

기마인물형토기-가야5세기
( 국보275호, 높이23.2cm ) 



얼굴무늬수막새기와-신라7세기
( 지름14.0cm ) 도깨비무늬기와-고구려시대

( 지름18.2cm ) 

연꽃무늬수막새기와-통일신라7~8세기
( 지름15.5cm ) 

도깨비기와-통일신라시대
( 높이25.5cm ) 

연화귀형문전-백제시대
가라빈가무늬수막새기와-통일신라시대

( 지름14.0cm ) 

산경무늬벽돌-백제시대
( 가로29cm×세로29.5cm ) 

완자무늬수막새기와-백제시대
( 지름16.5cm ) 

도깨비무늬(반방)벽돌-통일신라8세기
( 크기15.7×35cm ) 



한한국국의의 회회화화((繪繪畵畵))

우리나라의옛그림중현재남아있는것은4세기로부터7세기전반의고구
려의 고분벽화와 일본에 전해 오는 백여점의 고려불화(不和)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의작품이대부분이다. 그러나조선시대의그림도1592년에일어난
임진왜란으로 많이 없어져 17세기 이후의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실정이다.
이그림들은문인이나사대부등의지식층인문인화가와그림을관장하는국
가기관인도화서에소속된화원과같은직업화가에의해제작되었다. 불화를
제외한조선시대일일반반회회화화의역사는작품의내용과화풍의변화에따라서네
시기로나뉜다. 제1기는15세기에서16세기중엽까지로, 이시기의화단은세
종조의문예부흥에힘입어크게발전하였던것으로짐작된다. 그러나임진왜
란으로인해전해내려오는작품은매우드문데, 이들은대체로중국북송(北
宋)이래의 원체(院體)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제2기는 16세기 추반에서 17세
기 말까지로, 이 때에는 중국 명대의 절파화풍과 비슷한 산수화가 유행하였
다. 화면구성이 다소 산만하고 동적인 것이 이 시기 화풍의 특징이다.  한편
묵죽(墨竹)의이정, 묵매(墨梅)의어몽룡, 묵포도의황집중과같은문인화가들
이각기한가지소재에뛰어난솜씨를보여분야별로정형을이루기도하였
다. 제3기는18세기초부터19세기중엽까지로조선시대회화사에있어서가
장고유색이두드러지는시기이다. 제4기는19세기후반의60년남짓한시기
로, 이전의진경산수화와풍속화가쇠퇴하고남종문인화가주류를이루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서양의 수채화와 비슷한 수법으로 산수와 꽃을 그린 김수
철과같은화가에의해참신한감각의화풍이창조되기도하였다. 
풍풍속속화화((風風俗俗畵畵))  - 인간의 풍속을 그린 그림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풍속
화는인간의여러가지행사, 습관, 그밖에생활속에나타나는현상과실태를
표현한것즉왕실의각종행사, 사대부들의여러가지취향의행위, 일반백성
들의생활상이나전승놀이, 민간신앙, 관혼상제와세시풍속같은것들을묘사
한그림들이다. 좁은의미로는서민의잡사, 양반의유한, 여색이풍기는춘의
도등‘속된 것’을 묘사한 그림을 뜻한다. 회화사에서 가장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풍속화의 대표적 화가는 김홍도와 신윤복이다. 산수뿐만 아니라 도
석인물, 화조등에도뛰어났던김홍도는서민층의생활모습을담은풍속화를
그렸다. 그는대장간·추수장면·서당·씨름등토속적인한국의정취를간
결하면서도익살스럽게표현하였다. 이에반하여신윤복은대담하게여인풍

속을주제로삼아 사대부, 기녀들을비롯한남녀의애정과당시의풍류모습을
실감나게묘사하였다. 
민민화화((民民畵畵))- 민화란한국회화사에서벗어난비전문적인장인들이대중의그
림에대한욕구를채워주기위해 소박하고, 꾸밈없는허드레그림, 그리대단치
않은그림을기리킨다. 민화의‘민’은사회제도상의민중, 민간, 서민의민이며,
따라서실용을주목적으로하고양산된공예품적인그림, 화장(畵匠)들이만들
어낸이름없는그림, 세속적인화제를바탕으로한민속적인그림등으로민화
를규정해왔다. 우리나라에서그동안민화의개념은정통화대가들의문인화
작품을제외한세속적인그림을멸시하는용어로무당의무신도, 절의탱화, 장
식용 병풍, 부적화따위 등 모두를 포함했다.  한국의 공예품에는 민화와 같은
그림이도안화된무늬가많다. 즉민화는청자·백자의도화·장농·함·실패상
자·반닫이·베갯모·함지·필통·문통·고비등 수많은 공예품에 새기고, 그
리고수놓은그림들이단순한장식이아니라작품의생명과같은중요한부분
이다. 민화는 한국민족의 미의식과 조형감각이 가장 뚜렸하게 나타난 종합예
술로서민가·궁궐·사찰을불문하고집을장식하는중요한요소였다. 주거공
간의안밖에서건조물과사람을하나로맺어주는매체이며생명체였다.
고고구구려려의의 벽벽화화((壁壁畵畵))- 현재연대가확실한가장오래된고구려계벽화고분은
황해도안악에있는동수묘즉안악3호분이다. 괴석을쌓고천정석을얹어석
실을 만든 다음 그 위에 흙으로 봉토를 씌운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민
화적인요소가많다. 죽은사람의무덤의벽과천정을그림으로채웠다는사실
자체가 전통사회에서 집안과 대문밖에 그림을 그려 붙였던 생각과 비슷한 것
이다. 뿐만아니라 고분벽화의 내용과 양식이 민화적이다. 일상생활 풍속과 산
수, 동서남북중앙을나타내는용·호랑이·닭·거북이·황제등방위를나타
내는 짐승과 신·무속에 나오는 천왕·지신·무덤의 주인공 부부 초상 등 무
교의산물이라고할수 있는민화의내용과같다. 양식을보아도 십장생계통의
해·달·구름·사슴·거북이등이서툴고, 투박하며이치에맞지않는민화양
식으로그려져있다. 
참고문헌: 안휘준, 「한국풍속화의발달」, 한국의미19, 중앙일보, 1985.   김철순, 「민화란무엇인가」- 한국의미8, 중앙일보,

1985.  김원용, 「한국의고분벽화」- 한국미술전집4, 동화출판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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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총주실서벽[수렵도]-고구려시대
( 6세기경중국집안현)

우현리중묘현실서벽[백호도]
( 6~7세기경, 평안남도강서) 

우현리중묘현실남벽입구양측[주작도]
( 6~7세기, 평안남도강서) 

무용총주실동벽[무용도]-고구려시대
( 6세기경, 중국집안현)

우현리대묘현실북벽[현무도] 
( 6~7세기경, 평안남도) 

무용총주실천정받침[태권도]-고구려시대
( 6세기경, 중국집안현)

우현리대묘현실동벽[청룡도]
( 6~7세기경, 평안남도)

쌍영총연도서벽[기마상]-고구려시대
( 5~6세기경, 평안남도) 



단원김홍도(1745~1814)의무동
( 높이28cm )

단원김홍도(1745~1814)의씨름
( 24×28cm, 지본담채)

연담김명국의[달마도]-17세기경
( 57×83cm, 지본수묵)

혜원신윤복(1758~?)의[미인도]
( 45.2×114cm, 견본채색)

혜원신윤복(1758~?)의[단오풍경]
( 28.2×35.2cm, 지본담채)

혜원신윤복의[쌍검대무]-18세기
( 28.2×35.2cm, 지본담채)

변상벽의[고양이와참새]-17세기말
( 42.9×93.7cm ) 

하늘에사는닭그림(天鷄圖)
조선말기민화

천마도- 신라고분출토, 6세기경
( 50×72cm, 자작나무껍질에채색)  



문자도(忠자그림)-조선시대
( 30×90cm, 지본담채)

김진녀의기사사안도의[처용무]
( 1720년, 견본채색) 사냥그림(胡獵圖)-19세기전기

( 33×64.5cm, 명주) 

미륵하생경변상-1350년
( 178.0×90.3cm, 일본친왕원장) 

아미타9존-고려시대
( 152.1×88.7cm, 미국장) 

영국사영산회상도-1709년
( 316×264cm, 마본채색) 

까치호랑이(鵲虎圖)-조선후기
( 59.8×99.3cm, 지본담채) 

까치호랑이(鵲虎圖)-조선후기
( 56×99cm, 지본채색)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중닭
( 조선민화, 지본채색) 



한한국국의의 불불상상조조각각((佛佛像像彫彫刻刻))

우리나라에 중국 전진(前秦)으로부터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4세기 후반인
고구려소수림왕2년(372년) 때이다. 이때불경과함께불상이전해졌지만불
교가 삼국에 뿌리내리기 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려 6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
적으로불상이만들어졌다. 불상이란좁은의미로부처상을말하지만넓은의
미로는보살상(菩薩像)·나한상(羅漢像)·천왕상(天王像) 등불교의예배대상
전체를 일컫는다. 고구려와 백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성격과 모양의
불상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차례로 중국 북위(北緯)·동위(東魏)·북제(北
齊)·수(隧)의불상을충실히모방하여다듬어오다가삼국시대말기에이르러
온화한얼굴과부드러운신체표현등이특징인한국적불상이만들어지게되
었다. 신라는처음에고구려와백제의영향을받았으나, 고신라말기부터인도
의 굽타(Cupta)양식의 영향을 받은 중국 당나라의 조각수법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인수용태세를갖추어삼국통일기인8세기에는불교조각미술의황금
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8세기 중엽에는 백제에서 이루어진 화감암을 재료로
한석조미술전통이불교사상과어우러져석굴암(石窟庵)과같은세계적인미
술품이창조되었다. 9세기이후한국불상은중국의영향을받지않고독자적
인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유행하지 않던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상과약사여래상이크게유행하였다.  또한불교의진리자체를상징
하는 비로자나불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보살의 모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래의모습을한독특한형태였다. 9세기후반에는동(銅)이부족한때문인지
철불(鐵佛)이많이만들어졌는데, 이것은재료면에서새롭게시도되는것이다.
고려는신라의양식을이어받는한편중국의송(宋)·요(遙)·원(元)과의활발
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고려초에는 새 왕조의 활
력을 반영한 10m이상의 거대한 불사이마애불이나 석상으로서 많이 만들어
졌다. 관촉사의 석조관음보살입상과 광주 춘궁리 절터의 철조석가여래좌상
이그대표적인예이다. 그러나조선시대에이르러불교억압정책으로말미암
아불교조각은더이상발전되지못하고쇠퇴하였다. 대부분의불상은일시적
으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초기의 세조(世祖) 일대를 중심으로
약간의조상(造像)을제외하고는특기할것이매우드물며단순하고신체비례
도맞지않고있다. 
불불상상의의 종종류류에는석가여래상·아미타여래상·약사여래상·비로자나불·관
세음보살상·반가사유상등이있다. 

석석가가여여래래상상--  부처는지금으로부터2500년전인도마가다국(國)의왕자로태
어났지만부귀영화와인연을끊고출가하여성불(成佛)한석가모니(싯달타태
자)를가리킨다. 불상이숭배의대상이된것은부처가열반에든지약500년
후인기원후1세기무렵부터이다. 이때부처가되기전의모습인보살상과부
처가된후모습인여래상이만들어지기시작하였다. 여래상은여러가지자세
로 표현되었다. 입상으로는 성도(城道)의 순간을 표현한 항마촉지인, 두려움
을 없애주는 시무외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여원인이 있으며, 좌상으로
는삼매에든선정인상, 최초의설법을표현한초전법륜인상이있다. 이밖에
도탄생불과열반상의여래상이있다. 아아미미타타여여래래상상은모든중생을구제하는
부처이다. 석가여래가과거불이고, 미륵불이미래불인반면아미타여래는현
세불(現世佛)이다. 혼자 있는 불상의 경우에는 석가여래와 구별하기 어렵지
만, 관세음보살과대세지보살을양옆에거느린삼존불일경우에는구별이쉽
다. 약약사사여여래래상상은모든질병과무지의병까지도고쳐주는부처로서대의왕불
이라고도 불린다. 좌상인경우에는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역시 왼손에 약단지
를들고있다. 특히통일신라시대에항마인좌상의약사여래가많이만들어졌
다. 비비로로자자나나불불은 태양의 빛처럼 불교의 진리가 우주 가득히 비추는 형상을
하고 있는 불상이다. 원래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불상이어서 형상화되기
어려운것이었으나7세기경으로부터중국에서만들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의경우가슴에올린왼주먹에서둘째손가락만을세우고그손가락을오른손
으로 감싸 쥔 지권인(智拳印)을 맺은 여래상이 대부분이다. 관관세세음음보보살살상상은
보살중가장대표적인것으로부처의자비심을상징한다. 관세음이란중생의
고통소리를듣고구제한다는뜻이다. 특히통일신라중엽에는열개의작은얼
굴을 더 가진 십일면 관음상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반반가가사사유유상상은 왼쪽 무
릎위에오른쪽다리를걸치고고개숙인얼굴의뺨에오른손가락을살짝대어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은, 싯달타 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인생의 허무함
을 생각하던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에서 통일신라
초기에걸쳐그형식이완성되어많은작품이남아있다.  특히국보제83호와
78호금동미륵반가보살사유상은우리나라불교조각을대표하는명품이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전시유물이야기」통천문화사, 1997.    황수영, 「한국의불교조각」- 한국미술전집5, 동화출판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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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7세기
( 높이93.5cm, 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7세기

( 높이83.2cm, 국보78호) 

방형대좌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7세기
( 높이16.6cm, 보물331호) 

금동주악좌상-9세기
( 높이11.8cm ) 

금동관음미륵입상-6~7세기
( 높이20.7cm, 국보127호)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8세기
( 높이117cm, 국보28호) 

금동삼존입상-고구려6세기
( 높이11.5cm, 국보85호) 

금동여래좌상(경주구황동)-700년경
( 높이12.1cm, 국보79호) 

금동관음보살좌상-고려시대
( 높이38.5cm ) 



석조여래입상-통일신라8세기초
( 높이201.0cm ) 

석조미륵여래입상-신라7세기
( 높이100cm ) 

신복사지석불좌상-고려초10세기후반
( 높이1.21m, 강원강릉, 보물84호) 

석조약사여래좌상-8세기
( 높이339cm ) 

석굴암본존상-통일신라8세기
( 높이326cm, 국보24호) 

석조여레입상-통일신라8세기
( 높이2.01m, 경주장항리절터) 

파주용머리석불입상-고려시대
( 높이17.4m, 보물93호) 

석굴암감불-통일신라8세기
( 높이78cm ) 

석굴암11면간음보살상-통일신라8세기
( 높이2.1m의부분) 



한한국국의의 도도자자((陶陶磁磁))

고고려려청청자자((高高麗麗靑靑磁磁))  -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에는 청자·백자·철유
자·흑유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푸른 비취색을 내는 청자는 질적으로도 뛰어
나고려시대자기를대표한다. 청자는자기태토(胎土)에유약을입힌뒤가마에
넣고1,250。C이상의높은온도에서구워낸것이다.청자유약에는적은양의제
2산화철이들어있어이것이가마에서높은온도로구워질때제1산화철로화학
반응을 일으켜 비색(翡色)이라고 극찬하는 청자 특유의 푸른빛을 낸다. 청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청자기술에 자
극을받아통일신라말기에만들어지기시작하였다. 이후청자는고려시대에와
서더욱세련되어지고발전하였다. 초기의고려청자는모양과문양에서중국적
인요소가엿보이나, 고려적으로변모한것은11세기말부터이다. 이때에각종
동물과식물·인물의모양을본떠서만든상형청자(象形靑磁)가많이만들어졌
다. 12세기에 접어들면 순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에 좀 더 독창적이고 고려화된
문양과기법으로상감청자가만들어지게된다. 상감기법은빚어낸그릇표면에
문양을새긴후그자리에다흰흙과붉은흙을메꾸는것으로, 이시대에발달한
나전(螺鈿)기법이나 금속기의 입사(入絲)기법과 같은 기술이다. 도자기에 이러
한기법을사용한것은세계도자기역사상매우획기적인일이며, 이것은은은
하고도 맑은 비색과 더불어 고려청자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이 독특한 양
상을 보이며 발전을 거듭해온 청자는 1,231년 몽고의 침입으로 사회가 불안정
하게 되자 급격히 퇴보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고려 말에 이르러 새로운 형식
의분청사기를낳게된다. 
분분청청사사기기((粉粉靑靑沙沙器器))란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줄임말로, 회색또는회흑
색의태토위에백토로분장하여회청색유약을발라서구운자기이다. 힘이넘
치는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의 분청사기는 퇴락해 가던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고려말과조선초에걸쳐전국각지에서만들어졌다. 분청사기의특징을가장잘
나타내주는것은무엇보다도분장기법과자유분방한무늬이다. 분장기법은백
토분장의 방법과 분장 후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상감(象嵌)·인화(印
化)·조화(彫花)·박지(剝地)·철화(鐵畵)·귀얄 덤벙기법으로 나뉜다. 상감기
법은고려시대의상감기법을이어받아15세기전반에유행하였다. 무늬로는연
당초, 연꽃, 버드나무, 모란당초, 물고기, 갈대, 어룡, 파도문 등이 있다. 「분청사
기상감용무늬항아리」는문양이나크기에서중국의영향을보여주고있으나당

시의 상감분청을 대표하는 작품중의 하나이다. 고려 말 청자에서 출발한 분청
사기는왕족과귀족계층의애호품이었던청자와는달리왕실에서일반인에이
르기까지보편화되어관청용의고급그릇은물론서민들이사용하는막그릇으
로 대량 생산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초기의 분청사기는 문양과 구도에 있어
서같은시기에만들어지기시작한백자에도영향을주었다. 그러나백자가본
격적으로 생산되자 차츰 수가 줄어들더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16
세기중엽에완전히소멸하게된다. .
조조선선백백자자((朝朝鮮鮮白白磁磁))  --  조선시대 도자기는 크게 분청사기와 백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분청사기가 임진왜란 전후한 시기에 소멸된 반면 백자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걸쳐만들어졌다. 백자는고려초기부터만들어졌으나당시는태도도거
칠고, 유약도 쉽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고려백자의 전통을
이어받은연질백자가계속만들어졌지만, 이후중국원(元)·명(明)백자의영향
을 받아 만들어진 단단한 경질백자가 새롭게 조선백자의 주류를 이루었다. 백
자의 종류에는 순백자(純百磁)·상감백자(象嵌白磁)·철화백자(鐵畵白磁)·청
화백자(靑華白磁)·진사백자(辰砂白磁) 등이있다. 또한백자의색과질은제작
시기와지방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어설백색, 회백색, 청백색, 유백색등을띠
며 정교하며 다양하다. 조선시대의 백자는 조선말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관요였던분원에서생산된백자의양식적특징과변천에따라전기·중기·후
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백자(1392~1649)의 특징으로 항아리는 주둥이가 밖으
로말린형태와안으로숙여세워진형태, 몸체의선이부드럽고유약은약간의
푸르름을 머금은 백색으로 깊은 맛이 우러난다. 또한 굽은 안정되고 단정하게
처리하여 가는 모래를 받쳐구웠다. 중기백자(1650~1751)는 전시기에 밖으로
벌어졌던 주둥이가 안으로 오므라들고 굽의 직경도 좁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전반부에는청화백자의생산이줄어들고, 문양에도한국적인익살스러움이나
타난다. 후기백자(1752~1884)는 차츰 병력이 없어지면서 모깎기를 한 백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화·진사·진사체·청화채·양각 등 여러가
지장식기법이다양하게활용되었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전시유물이야기」통천문화사, 1997.    최순우, 「고려시대의도자」- 한국미술전집9, 동화출

판사, 1973.   정양모, 「조선왕조의도자문화」- 한국미술전집10, 동화출판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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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모란문항아리-12세기중엽
( 높이20.1cm, 국보98호) 

청자양각포류수금문정병-12세기전반
( 높이34.2cm, 보물344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12세기중엽
( 높이41.2cm, 국보68호) 

청자과형화병-12세기전반
( 높이22.8cm, 국보94호) 

청자비룡형주전자-고려시대12세기초
( 높이24.3cm ) 

청자압형연적-12세기전반
( 높이8cm, 국보74호) 

청자사자향로-12세기전반
( 높이21.2cm, 국보60호) 

청자조각구형주자(물병)-12세기전반
( 높이17.2cm, 국보96호) 

청자투각칠보향로-12세기전반
( 높이15.5cm, 국보95호) 



분청사기철화연화어문병-15세기후반
( 높이30.3cm )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16세기
( 높이25.6cm ) 

분청사기물고기꽃무늬병-16세기경
( 높이22.6cm, 국보178호 )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15세기초
( 높이21.7cm ) 

분청사기상감목단문합-15세기
( 높이16cm, 보물348호) 

분청사기상감모란문항아리-15세기
( 높이32.6cm, 일본일광미술관장) 

분청사기상감어문매병-15세기
( 높이25.7cm ) 

분청주자형어문연적-15세기

분청사기귀얄문주발-16세기
( 높이14.8cm ) 



청화백자매조문항아리-15세기
(높이16.5cm, 국보170호) 

백자철화포도문항아리-17세기
( 높이53.8cm, 국보107호)  

백자철화매죽문항아리-16세기
( 높이40cm, 국보166호) 

청화백자운룡문병-15세기
( 높이25.0cm 보물786호) 

청화백자어패수조문병-19세기
( 높이28.2cm ) 

청화백자진사채장생문항아리-19세기
( 높이39.9cm ) 

청화백자목단문주전자-19세기
( 높이17.5cm )

청화백자산수문각병-18세기전반
( 높이18.6cm )

청화백자진사채수탉연적-19세기
( 높이7.5cm, 길이10.3cm ) 



한한국국의의 금금속속공공예예((金金屬屬工工藝藝))

금속공예란 금·은·동·철등 각종 금속성의 재료로 만들어진 조형미술품을
만한다. 여기서공예는곧공예품, 조형미술품인데금속으로이루어진조형물은
목조나석조의건축물처럼공간위주의웅대한건조물이아니기때문에금속으
로서의조각과공예등을총괄하여금속공예라일컫게된것이다. 이러한금속공
예품들은일찌기금속문화가중국으로부터전래되면서부터제작되었던것이니
당시금속문화를전수한나라들은그지역마다의독특한문화를발전시켜나갔
다. 삼국시대의고고구구려려와와백백제제의고분은구조가거의석실분또는전추실분이었
으므로외적의약탈이나도굴이어렵지않았기때문에오늘에까지남아있는유
물은극히적지만고신라의경우는고분이대부분적석총이라는특이한구조였
으므로도굴이어려운편이어서비교적부장된공예품이안전하게고분속에보
존될수있었다. 따라서오늘에까지가장많은유물을전하고있는것이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황금보관을 비롯한 일련의 찬란한 금·은제장신구들은 동아
시아에 있어서 가장 특색있는 금속공예품으로서 주목되는 유물들이다. 그리고
고구려와백제의금속공예품도현재남아있는수는극히적지만몇몇장신구류
에서그면모를볼수있으므로결국삼국시대의금속공예는귀금속제의장신구
로서 대표된다고 하겠다. 특히 통통일일신신라라시시대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시대의 장신구
와는대조적으로동(銅)으로커다란동종들을제작하여, 신라통일기의금속공예
를대표하는유물로서남겨졌으며불교적사리장치유물중에미술적가치를지
니고있는것이많다. 그리하여신라동종의뛰어난조형성과독자적인양식은
통일신라공예미술의높은수준을보여주는것이되었을뿐만아니라동양범종
사에서도가장뛰어난존재가되었다. 고고려려시시대대의금속공예는불교의융성함과
더불어질과양으로급격하게발전되어동으로조성한불구와불기류의세련된
작품이주목된다. 한편조선시대의금속공예는고려와통일신라시대등각시대
에보였던금속공예술을계승하고는있으나그뛰어난제작기술과미감(美感)까
지는 계승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부녀자용의 귀금속 장신구류, 특히 패물류에
서 특색있는발전을보였으나일반적으로는금속공예가크게발전하지못했던
것으로생각된다. 불교금속공예품중대표되는것으로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와 범종(梵鍾)을 들 수 있다.  사리를 모시는 곳을 탑(塔) 또는 부도(浮屠)라고 하
는데대개 부처의사리인불사리(佛舍俚)는탑에, 승려들의사리인승사리는부
도에 모신다. 사리장엄의 전통은 인도나 중국의 형식을 받아 발전시켰는데, 우

리나라사리장엄구는유리나수정으로된사리병을금·은·동의순서로만든
여러개의합이나함속에넣어겹겹이보호하고, 이를다시흙이나돌로만든외
함(外涵)안에 넣어 4~5겹으로 꾸며 탑 속에 안치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감은사석탑에서나온금동사리구와같은화려한집모양의전각형사리기가유
행하였다. 그리고고려시대에는도자기로만든사리기가, 조선시대에는청동이
나놋쇠로만든합형사리기가유행하였다.  범범종종은절에서시간을알리거나의
식을행하는데쓰이는동종(銅鍾)을가리킨다. 우리나라의종은그기본형태면
에서는중국종을모방하였으나중국이나일본과는구별되는독특한양식을지
니고있다. 즉종을매다는종뉴는한마리용으로되어있고, 그옆에는종소리
의울림을돕는음관이라는대롱이장치되어있다. 또한종의몸체위아래에는
문양띠가 돌려지고, 윗문양띠 아래에 사면으로 네모난 유곽을 만들어 그 안을
각각9개의연꽃봉오리형태의종유(鐘乳)로장식하였다. 이러한양식의한국종
중 가장 오래 된 것이 상원사종이며, 가장 크고 아름답기로는 성덕대왕신종을
꼽을 수 있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계속된 한국종 형식은 조선시대
까지도이어지고있으나, 한편으로는중국종의양식을새롭게받아들여형태나
무늬에변화가생기기도하였다. 이밖에법당예배때향을피우는향완과절에
서시간을알리거나사람들을불러모을때사용된금고, 그리고부처앞에바치
는깨끗한물을담았던정병등도뛰어난금속공예술로만들어진불교용품들이
다. 고려시대에들어오면서일상생활용구로널리쓰인동경은구리로만든거
울로서당시의세련된금속공예술을잘보여주고있다. 금속공예술이돋보이는
불교용품과 일반생활용품이 활발히 제작되었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조선선시시대대에
는불교억압정책으로인해불교공예가빛을잃게되었다. 그대신은그릇에칠
이나 검은 구리를 상감하여 색채미를 살리거나, 촛대와 담배합등에 가는 선을
서로엇갈리게그어은입사하는등일반생활용품이더욱발전하였다. 또한조
선후기에는일반서민을위한단순하고소박한형태와문양의일상용품이많이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전시유물이야기」통천문화사, 1997.    진홍섭, 「한국의금속공예」- 한국미술전집8, 동화출

판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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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금령총)-신라6세기
( 높이27cm, 보물338호) 

금제나비모양관장식-신라5~6세기
( 높이23.0cm, 보물617호) 

금제태환귀걸이-신라6세기
( 길이8.7cm, 국보90호) 

금제관모-신라5~6세기
( 국보189호, 17.6×17.2cm ) 

금관-가야5~6세기
( 가로11.5cm ) 

금제고베-고신라시대5~6세기
( 높이10cm, 구경10cm, 경주98호분출토)  

금동투각일상문장식-고구려7세기
( 길이24.7cm )

금동봉황장식-고구려시대
( 높이12.0cm ) 

은제관식-백제시대
( 길이17cm ) 



불국사3층석탑사리기금동외함-8세기
( 높이18cm, 국보126호) 

좌의부분

금동초심지가위-통일신라8~9세기
( 길이25.5cm ) 

손잡이동경-고려시대
( 길이22.5cm ) 

천흥사동종-고려시대1010년
( 높이170cm ) 상원사동종-725년

( 높이167cm, 국보36호) 

청동초두(솥)-백제시대
금동대탑-10~11세기
( 높이155cm, 국보213호) 

무령왕능신수문동경-백제6세기
( 지름17.8cm, 국보161호) 



한한국국의의 목목칠칠공공예예((木木漆漆工工藝藝))

한국목칠공예의특질은첫째로그특이한주택양식, 즉온냉반구조를중심으
로한평좌생활(平坐生活)에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말하자면한국주택이
지니는비교적좁고낮은온돌방과온돌방에부속된대청등제한된공간에있
어서의평좌생활은, 자연가구장식물에이르기까지중국이나서구주택의의
자생활과는 매우 다른 규격과 형식차를 낳게 했다. 둘째는 4계절과 한서의 차
가매우분명한한국의풍토, 그리고민족의성정과그표현애가자연스럽게반
영된너그럽고억지가없는솔직한조형기질이다. 즉꾸밈새나잔재주가적으
며은근한감정이스며있는순직(純直), 성실(誠實), 간소(簡素)의기능미를으뜸
으로삼고있다. 
목목공공가가구구((木木工工家家具具)) - 이조 목공가구에 발휘된 적정한 비례와 간결한 면분할
에서보여준독창적인조형은전체한국미술에서이례라고할수있는정연한
질서미를이루고있다. 더우기이조문방가구의공간구성에서나타난기능과
질서와 조형의 조화는 모두 실내의장 전반에 걸쳐서 계획된 것으로서 하나의
한국적인미의질서라고할만하다. 특히사방탁자와문갑류들이보여주는간
명한공간구성과쾌적한면의분할은거의독보적세계라고하겠다. 이러한조
형미를뒷받침해서한국목공예는감추어진공정, 이음새와짜임새등이보이
지않는구조에기울인신실성과그창의가장점의하나였다. 즉재질과역학적
인부위에따라서구조적인면과의장적인면을적절하게조화시키고있다. 따
라서 한국 목공가구에 있어서 칠공품이나 화각장을 제하고는 목재의 재질이
보여주는 자연미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을 숭상했다. 간혹 오동나무
나소나무에인두질(絡法)을해서지지는예가있으나칠없이잣기름·호도기
름·오동기름·참기름·콩기름 등 행주질로만 길들이는 것을 순리로 생각해
왔다. 소반을 비롯한 일부 가구에는 생칠을 바르기도 했으나, 자개장·자개그
릇이외에주칠·흑칠등불투명도료를쓴예는일반적인것이아니다. 반드시
있어야하는금속장식의경우, 이조시대에는백동·놋쇠·구리등동석계금속
과시우쇠·무쇠등철계금속이많이쓰여졌다. 그중에서도가장즐겨서쓴금
속은 놋쇠와 철이었으며, 특히 거멍쇠라고 불리는 시우쇠장식은 문방가구와
귀목반다지, 오동장등 장식으로 매우 품위있는 조화를 이루어 왔는데 이것은
이조목공가구장식의한특색이기도하다. 
나나전전칠칠기기((螺螺鈿鈿漆漆器器))  - 과거한국목칠공예중에서가장이체로운발달을보인
다른하나의부문은나전칠기였다. 고려의나전칠기는그기법이매우세밀하
고정교해서귀히여겨왔다. 지금까지알려진고대한국의칠공예품으로서가

장뚜렷한예는1946년경주곤가총에서출토된목심칠가면이었으며, 1973년
경주 황남동 155호고분에서 출토된 목심과 협저로 된 채화칠이배등 일련의
칠공예품은모두삼국시대신라칠공예의양상을전해주는유물들이었다. 이
들삼국시대칠공예품이보여준기법은그기명제식과더불어중국의한6조
시대의칠공양식의짙은영향을보여주고있다. 통일신라시대이래의바탕을
고려가이어받아한층국풍화시키고민족양식으로정착화시켰다. 현존유물
들이실증하듯이11~12세기무렵의고려나전기술은절정에이르고고려청
자상감기법개발에도큰영향을주었다고본다. 13세기후반부터는고려왕조
의 비운과 더불어 고려의 모든 공예가 그러했듯이 의장(意匠)과 기법(技法)이
성글고거칠어지면서조선기의나전으로계승된다.  따라서조선의나전문양
은 정연한 대칭(對稱)이 흐트러지고 매우 자유스러운 도안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화화각각장장공공예예((華華角角張張工工藝藝))  --  나전공예와더불어동양공예사에서또다른매력
을풍겨주는것은화각장공예이다. 오늘날이러한한국화각장공예의기원을
밝힐 자료는 없지만 이미 고대로 부터 전승해 온 풍토색 짙은 한국의 독자적
인공예의장으로서주목을끌기에족하다. 한국의공예, 특히목칠공예가지니
는담소한색채호상(色彩好尙)과는동떨어지게유독화각장공예만이매우밝
고도순정적인고운색채를받아들이고있음은놀라움의하나이다. 지금남겨
진이조화각장공예의유품들을살펴보면거의부녀자의신변잡품과소품가
구들이며이것은아마도고대로부터의자수와더불어개발된풍토색짙은민
속공예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자·실패·침통·가구소품·실놈·
베갯모 기타 애기농·버선장·실함·예물함 및 화장도구로 경대·얼레빗·
참빗기타벼루집·필통·부채살·장도칼등에나타난도안이자수도안에서
전화(轉化)된 듯 싶은 것이 많은 점으로도 짐작이 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
각베갯모의 의장 중에서는 거의 잣베갯모나 수베갯모의 도안을 그대로 전용
한 예가 많다. 말하자면 한국민족은 담소한 중간색이나 백색에 대한 집념이
강하면서도 부녀자들의 생활공간을 위해서는 대담하게 그 균형을 깨뜨렸음
을보여주고있다. 
참고문헌:  최순우, 「한국의목칠공예」한국미술전집13, 동화출판사, 1974.    박영규, 「한국의목가구」문화와나29, 삼성문화

재단, 1996.

목목
칠칠

7



서안-조선말기
( 60×25, 높이26cm ) 

공고상-조선말기
( 지름50.3, 높이23.3cm ) 

나전국복단당초문방함-조선17~18세기
( 29.1×29.1, 높이10.5cm, 일본내량대화문화관) 

황칠나전목단당초문서류갑-조선18~19세기
( 35×25, 높이8cm, 서독함부르크공예미술관) 

흑칠나전3층장-조선말기
( 93.3×29.6, 높이182cm ) 

반닫이-조선말기
( 51.5×28.7, 높이45cm ) 

2층농-조선말기
( 97×42, 높이126cm ) 

4층장-19세기
( 가로112, 세로54, 높이185cm )

주칠머릿장-18세기
(  53×32, 높이60.2cm ) 



지장책상(bookshelf)-조선시대

자개목침-19세기
( 길이24.6, 높이13.3cm ) 

필통-조선말기
( 입지름9.7cm, 높이12.6cm ) 

나전목단당초문능화형반-조선15~16세기
( 47×34.5cm, 높이4cm, 일본동경국립박물관) 

지태주칠하문자5합-고려시대
( 길이12.5, 높이3cm, 일본동경국립박물관)

주칠(朱漆)갓집-19세기
( 두경16.3cm, 저경39cm, 높이23.5cm )

뒤주-19세기
( 가로33.5cm, 세로23.8cm, 높이33.5cm )

주칠(朱漆)경대-18세기
( 가로24.5cm, 세로34.5cm, 높이30cm )

고비-19세기
( 가로23.8cm, 두게7.4cm, 높이51cm ) 



한한국국의의 석석조조미미술술((石石造造美美術術))

오늘날남아있는석조물은석탑이나석불을비롯하여부도·석등·석비·당
간지주등불교적인미술품등석제로이루어진조형물은실로다양하고다체
롭다. 우리나라의석조물은천태만상그형태를달리하면서도저마다그나름
의아름다움을보이고있다. 회화가색감으로아름다운빛을보인다면석조물
은움직이지않는무거운조형으로아름다움을자랑하는것이다. 예컨대경주
의 <불국사다보탑>의 가구(架構)는 다시 꾸밀 수 없이 기묘하고, 신라 <태종
무열왕능비>의 거북머리는 철갑이라도 꿰뚫을 듯이 억세게 내밀고 있다. 경
주<첨성대>에서보는축조수법과곡선은비할데없이유려하고, 전남구례의
화엄사<4사자3층석탑>의건조의장은세계의어디에비하여도기발하다. 조
각품에잇어서토암산<석굴암>의제불미륵조형미는절세에수려하고경주
<분황사모전석탑>의 두 인왕상은 온 세상의 악귀를 다 몰아낼 듯 험상굿은
표정인데이렇듯풍려한조각, 웅대한건축물이모두석조물들이니실로무궁
한그조화와아름다움에예찬을금할수없는것이다. 
석석탑탑((石石塔塔))  - 우리나라는일찍부터석탑의나라로널리알려져왔다. 이는우
리나라 도처에서 생산되는 희고, 견고한 화강암이 주는 천년의 혜택을 받아
불교에서숭배의대상으로탑(塔)과불상(佛像)을조형(造形)하면서일것이다.
삼국시대말기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초엽에 한반도 이남의 백제와 신라에서
석제를이용하여석탑을조성하고특히7~9세기에우수한작품을많이남겼
다. 7세기초경주월성의황룡사에건립된9층목탑은우리나라에세워진최고
최대의 탑일뿐만 아니라 동양불교국을 통해서도 유수한 대탑이었다. 8세기
중엽에세워진불국사다보탑은천하의으뜸으로서동양의불교국에서이에
비할것을 찾을 수 없다. 이 탑은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2층 기단위에
사리탑을 올려놓은 형태로 기묘한 변화와 장식을 하고 있다. 이같은 전통의
여세는고려로계승되면서가일층지방적토착화의특색을보이고조선초기
까지미치면서약1천여년동안1천수백여기의석탑을남기면서한국고대미
술의변천상과뛰여난조형미를찾아볼수있게하고있다.  
석석조조부부도도((石石造造浮浮屠屠))는 부도탑이라고 하여 고승의 묘탑(墓塔)을 말한다. 석탑
이나부도는그어원에있어서는같은것인데일반적으로석탑이라고할때는
예배대상인불탑을가리키며, 부도는승려의묘탑만을일컫는다. 부도의형식
은조형의세부형식이나각부의조각수법에있어시기적으로다소의차이를
보일 뿐 기본형태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같은 팔각원당(八角圓堂)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팔각원당형이란 8각형을 기본으로하여 하석대·중석대·상석
대 등의 기단부는 물론 그 위에 놓이는 탑신받침대·탑신부·옥개석(屋蓋
石)·상륜부재(相輪部材)가 8각으로 조성되어 층층이 쌓인 것으로 이들의 평
면은곧8각이다. 그리하여각시대를통해보더라도이8각의기본형은신라
는물론고려시대에이르기까지크게유행되어서대부분의부도가이형식을
따랐고 조선왕조에 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어 상당한 유례(遺例)를 보이고 있
다. 
석석등등((石石燈燈))은불(火)을밝히기위하여만든석조등기(石造燈器)이다. 석등은일
찌기삼국시대부터법당앞에건립하였던것이니그일례를전북익산미륵사
지에서볼수있다. 통일신라시대에이르러각사찰에많은석등이건조되었
는데그기본형은하대석(下臺石) 위에간주(中臺石)를세우고, 그위에하대석
을 놓아 화사석(火舍石)을 받치고 그 위에 옥개석을 덮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형태는평면이8각으로조성되었는바이전형적인8각의시원은현재로서
는 국립부여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미륵사지석등>의 팔각화사석을 역시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석등의 주류적인 양식은 통일신라시대에 성행된
팔각의기본형인데, 이러한형태는이후시대와지역에따라변하여져서시대
적또는지역적인특징을보이게되겠다. 
석석비비((石石碑碑))는삼국시대부터세워진것으로서고구려의광개토왕비와백제사
택지적비(舍宅智積碑),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등이 남아 있으나 이들은
귀중한 사료로서 주목되는 것이지 조형적인 미술품으로서는 특기할 만한 유
물이못된다. 그러나통일신라시대에이르러서는초기부터삼국시대의고태
(古態)에서벗어나비신(碑身)을중심하여밑에는신석(身石)을받치는비좌(碑
座)와그위에는비신을덮는진석이구비되어이것이곧귀부와이수로나타
나게되었다. 이러한형태의비석은어떠한사실을발생당초또는그와머지
않은시기에상세하게밝혀놓았기때문에그비문의내용은역사적으로기록
될 대상이 되겠고 세체는 금석학(金石學)의 입장에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뿐만아니라귀부와이수의제조각은미술사연구에귀중한자료가되며, 더
우기그석비의건립연대가명기된점에서더가치가있는것이다. 
참고문헌: 정영호, 「한국의석조미술」한국미술전집7 , 동화출판사, 1973.    황수영, 「한국의석탑」- 한국미술전집6, 동화출판

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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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다보탑-8세기중엽
( 높이10.4m, 국보20호) 

불국사3층석탑(석가탑)-8세기중엽
( 높이8.2m, 국보21호) 

미륵사지석탑-7세기
( 높이14.24m, 국보11호) 

탑평리7층석탑-8세기
( 높이14.5m, 국보6호) 

정림사지5층석탑-7세기
( 높이8.33m, 국보9호) 

분황사석탑-7세기전반
( 높이9.3m, 국보30호) 

원각사지10층석탑-조선초기
( 높이12m, 탑골공원, 국보2호)  

화엄사4사자3층석탑-통일신라시대
( 높이5.5m, 국보35호)

남계원7층석탑-고려시대
( 높이7.5m, 국보100호) 



정토사흥법국사실상탑-고려1017년
( 높이2.55m, 국보102호) 

고달사지부도(경기여주)-고려시대
( 높이3.4m, 국보4호) 

실상사부도-고려시대
( 높이3.2m, 보물36호)  

법주사쌍사자석등-통일신라
( 높이3.3m, 국보5호) 

부석사무량수전석등-통일신라
( 높이2.97m, 국보17호) 

보림사대숙광전석등-통일신라870
( 높이3.12m, 국보44호) 

봉선홍경사비갈-고려1026년
( 높이2.8m, 국보7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고신라진흥왕29년경(568) 
( 높이1.54m, 화강암, 국보3호) 

신라태종무열왕능비-통일신라661년경
( 높이2.1m, 국보25호)



한한국국의의 건건축축문문화화((建建築築文文化化))

건축(建築)은 벽·천장·바닥·창으로 구성되어 인간을 외부환경으로 부터 보
호하고, 안락한 내외부(內外部) 공간을 창조하는 구조물이다. 인간은 추위와 더
위, 비바람,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집을 짖기 시작하였다. 사회가
복잡해지고문화가발달하면서이전에비해구조와기술, 공간개념에있어변화
를가져왔다. 건축은일반적으로그지역의속하는자연환경(自然環境)인지형·
기후등과문화적요소(要素)인종교, 사상, 생활양식등이결합되어특성이나타나
는데한국건축도그러한특성을잘반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산과완만한구름
이많은지형이기때문에이에적절한건축배치와형태를통해자연과의조화를
추구하고있다. 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는목재를주재료로흙·짚·돌등으로
자연을숭배(崇拜)하고적응하는건축을지음으로쉽게자연과어울리게된다. 우
리 건축은 이러한 자연을 바탕으로 하여 이웃나라의 건축문화와 사상이 유입되
어풍토와민족성에적응된새로운건축문화가형성되었다. 서양건축이자연에
대해독립적이고건물중심인반면, 우리건축은자연과동화하면서외부공간과
의관계가중요시된다. 한국건축의외부형태는기본적으로기단(基壇)·벽체(壁
體)·지붕의세가지요소로이루어져있다. 이안에서각요소들이갖는선(線)의
통일성과 지붕과 처마의 선이 아름답게 조화된다. 맨 끝 기둥(隔柱)을 높게 하거
나 안으로 쏠리게 하여 건물이 처져 보이는 착시 현상(錯視現象)을 교정하는 합
리적인방법도볼수있다. 한국·중국·일본의동양삼국의건축은구조와형태
에서많은공통점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중국의건축이장대하여웅장하고, 일
본의것이인공적인기교를보여준다면한국의건축은자연속의재료를사용하
여인간과자연의조화(調和)를중요시하는 중용(中庸)의소박한맛을보여주는
것이라하겠다. 이러한한국건축의특성은근대와현대를지나면서무너지는듯
하지만, 우리전통건축의우수성을살리면서현대화(現代化)시키는노력은끊임
없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은 퍽
오래 전의 일이다.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한 성과로는 수만년전인 구석기시대부
터한반도에는사람이살고있었던뚜렷한흔적이발견되고있으나, 아직은주거
(住居) 또는 건물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뒤에
오는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는 확실한 건축물, 그것도 목조건축(木造建築)이라
고할수있는구조물이당시사람들이기거하던주거로서나타난다. 물론당시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집터 즉 주거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며, 이주거지에의하여당내건물의모습을거의정확하게짐작할수있는것
이다. 신석기시대의 주거는 대부분이 소위 수혈주거(竪穴住居)라고 말하는「움집」
이었다. 이러한 수혈주거는 내부 설계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 고구려시대까지
계속된다. 삼국시대에우리나라는비로소중국으로부터불교문화가전래된다. 이
불교문화와전후하여발달된가구수법의목조건축기술이전해지면서우리나라의
건축상(建築相)을 일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시적 수법으로 된 이들 건물이 이 신
기술로인하여완전히소멸된것은결고아니며, 오늘날까지도어떤종류의주택건
물이나주택의부속건물등에는그수법이남겨져있다. 다만그시대를대표하는주
요건물 즉 궁전·성곽·관아·사찰건축(寺刹建築)이나 규모가 큰 주택건물 등이
새로도입된건축기술에의하여세워지게된것이다. 그러나삼국시대에우리나라
에 도입된 진보된 건축기술에 의하여 세워진 목조건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에
와서정확하게알수는없다. 불행하게도우리나라에는그당시의건물은하나도남
아있지않기때문이다. 다만당대의건물지(建物址)와석조건물에남겨진목조건물
의요소등으로그건물상을고찰할수있으며, 고구려벽화고분(高句麗璧畵古墳)에
그려진 건물도(建物圖) 등과 중국 또는 일본에 유존(遺存)하는 해당년대의 건물들
이 역시 이 시대의 한국건축을 고찰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고건물 가운데는 주택건물을 제외하면 사찰건물이 가장 많고, 그밖에 궁전·관
아·향교및서원건물등이있다. 이들가운데중요한유구의몇몇을살펴보면주심
포양식의건물로는봉정사극락전·부석사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 및조사당·
수덕사대웅전·은해사거조암영산전등의법당과강릉객사문등이고려시대에건
립된것이며, 무위사극락전과관용사약사전등은이조초기의대표적인것들이다.
이들중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믿어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이다. 다포양식의 건물로서는 심원사 보광전 석왕사 웅
진전이고려말에세워진것인데모두북한에소재하며서울남대문과개심사대웅
전등은이조초기에건립된대표적인건물들이다.      
참고문헌: 김정기, 「한국의 목조건축」한국미술전집14, 동화출판사, 1975.   국립민속박물관엮음, 「한국의 건축문화」- 국립민속박물

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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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중화전-이조고종광무10년(1906년) 경복궁근정전-이조고종4년(1867년)

경복궁경회루-이조말기(1867년) 창덕궁인정전-이조순조4년(1804년)

서울동대문-이조고종6년(1869년, 보물1호)

쌍봉사대웅전-이조시대(1690년) 전남화순, 보물163호

창덕궁인정전-이조시대(1804년) 풍남문-이조영조44년(1768년) 전북전주, 보물308호

팔달문-이조정조20년(1796년) 경기수원, 보물402호

화서문과공심돈이조정조20년(1796년)

서울남대문-이조세종30년(1448년), 국보1호

법주사팔상전-이조시대(1642년) 
( 충북보은군속리면, 국보55호) 



한한국국의의 복복식식문문화화((服服飾飾文文化化))

한나라의의의류류문문화화는그나라의풍토·관습·문화등을잘나타내주는것으로
우리민족에게도고유복식이상고시대부터있었으며그원류는한대기후에적
합한북방호복계통이다. 그기본적인복식의구조로는 둔부까지오는긴저고리,
폭쫍은바지, 길게주름이잡힌치마등남녀가서로비슷하였다. 삼국시대중기
에 이르러 품이 넉넉하고 여밈이 우임인 중국복식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과더불어상류층에서입기시작했고, 특히통일신라때당나라의공복(公服)
을들여와입는것을시초로고려를거쳐조선왕조까지관복양식은중국과흡사
한 모양이 되었다. 이렇듯 양반사회 복식중에는 옷감은 물론 관모·신발·장신
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았으나 서민사회의 복식일수록 엄
격한신분제도에묶이어옷의종류는물론옷입는방법까지제한을받았다. 후대
에 와서 서민들은 백의를 즐겨 입었고 주로 담백한 색조를 써 왔으며 소박한 토
산직물인 명주·삼배·모시·목면을 이용한 저고리·바지·치마를 기본으로
하는민족고유양식을지니게되었다. 이와같은의생활양식으로남복에있어서는
바지와저고리, 그위의등걸이형의배자, 겉옷으로입는도포·중치막·창의·
두루마기와같은웃옷으로되어있고, 여복은저고리와치마를겉옷으로하고그
속에 여러겹으로 껴입는 속곳류가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 위에 내외용 장옷,
쓰개치마와 예복용의 활옷, 원삼을 들 수 있다. 관관모모((冠冠帽帽))에는 두식으로 동곳·
관·풍잠을비롯하여망건·탕건·상투관이있으며흑립과갓끈류, 천업인이당
시착용했던패랭이, 하인배들이쓰는벙거지, 궁중별감내외사복의견마배들이
착용했던초립, 선비들이평상시쓰던정좌관,  제주도에서농부가쓰던정당벌입
이나우장용으로가두에쓰는갈모등이있다. 의대관념이업격한조선조유교사
회에서는 관원과 선비사이에 의관을 정제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번거로운흡립대신에관을쓰기를즐겨하여종류가더욱다양화하였다. 성별신
분에따른관모가구별되고유년의관모, 의례관모가있고계절에따른방한과피
서내지는우장용의관모가각각의특색을지녔다. 특히사모와흑립은각시대에
따라 형태에 많은 변모를 보였다. 화화관관((花花冠冠))과과 족족두두리리는 모두 여자의 예장용(禮
裝用)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조선조 영조이후 양반의 처첩들의「얹은머리」대신
에「쪽진머리」를하게되므로널리착용하게되었다. 족두리는몽고사부녀외출
모의 변형으로 신부혼례시 의식용 정장의 화관과 더불어 사용했다. 남바위·풍
차·굴레는남녀공용이며성별로다소형태의차이가있다. 아얌과조바위는여

인전용의방한모이다. 도투락댕기는활옷뒤에드리우는뒷댕기로검은색비단이
나사(紗)로만들고금박을박은위에석웅황·칠보·색실등으로장식한큰댕기이
다. 비녀는쪽진머리를풀어지지않게하는제구로계절, 신분, 목적에따라가려서
사용했다. 뒤꽂이는 쪽진머리를 장식하는 것으로 비녀의 보조장식도 되며 실용적
인 면도 겸했다. 떨잠은 의식 때 궁중이나 상류 계급에 한해서 큰머리나 어여머리
중심과 양편에 꽂았던 수식품으로 원형, 접형의 옥판위에 새·벌·나비의 떨새가
붙은떠는잠(簪)이다. 큰머리는의식때에대례복에하던예장용머리치장이다. 「어
여머리」는 어염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다래로 된 머리를 얹고 비녀와 매개댕기로
고정시킨 후 떨잠으로 장식하는데 큰머리 다음가는 머리치장으로 지체높은 상궁
이나반가부녀만이할수있으며벼슬있는부인이나혼례를제외하고는일체법으
로 금했던 머리치장이다. 장장신신구구인 노리개는 대삼작을 비롯하여 자마노편복노리
개삼작, 각종 형태의 은·도금·칠보노리개와 부채고리에 달아매는 향·마미편
추·홍백녹황의4색으로염주비슷한모양에상궁들이치마속에찼던줄향·가락
지와단추·은귀걸이·장도등이있다. 노리개는여자저고리길이가짧아지고고
름이생기면서패용하기시작한조선조여인의대표적인장신구로궁중의식이나
집안에대사가있을때원채띠, 당의또는저고리의고름, 치마허리에패용하며자
손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침낭·향낭·향갑·장도는 실용적인 면도 겸해 단작
으로도 패용했으나 의식용은 반드시 삼작을 패용했다. 주주머머니니에는 금박과 자수로
된 귀주머니·두루주머니와 사향낭·쌈지주머니등이 있다. 주머니는 삼국시대이
래애용되어온실용적인장신구로돈이나소지품을넣기위해비단이나사(紗)로만
들고 끈목에 끈을 꿰어 매듭을 맺거나 술을 달기도 하여 허리띠에 차게 만들어진
것으로선물로주고받는풍습이있으며, 사향낭은무뉘가없는소형으로평상시에
도몸에지니었다. 흉배는백관복상복에만있으며, 관대(官帶)의 장식이백관의품
위를구별하는것과마찬가지로직품에따라차이가있다. 문관당상관은쌍학, 당
하관은단학(單鶴)으로, 무관당상관은쌍호, 당하관은단호(單虎)로규정되었다. 
참고문헌: 석주선, 「한국복식의변천」- 한국의아름다움, 국립중앙박물관, 1988.   국립민속박물관, 「복식실」, 국립민속박물관, 통천

문화사, 1986.

복복
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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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룡포(袞龍袍)

까치두루마기(綠圓杉Gachidurumagi)

녹원삼(綠圓杉)

적의(翟依)
조복(朝服)

활옷(hwalot)

활옷(hwalot)

활옷의뒷면(hwalot)

금직녹원삼(金識綠圓杉)



홍룡포(紅龍袍) 

적의(翟衣) 금관조복(金冠朝服) 

학창의(鶴창衣)  아얌쓴女人 기녀복(技女服) 

녹원삼(綠圓杉) 

홍룡포(紅龍袍) 활옷(闊衣)  



금관(金冠) 
Gumgwan, Crown of Minister

원유관(遠遊冠) 
Wonyugwan, Crown with Rolled Cap of the King Uichin

화관(花冠) 
Hwagwan, Ceremonial Crown of Noblewomen

사모(紗帽) 
Samo, Black Silk Hat of Civil and Military Functionaries

정자관(程子冠) 
Jongjagwan, Three-storied Hat and Horsehairat of

전모(氈帽) 
Jonmo, Outlng Hat of Women

남바위
Nambawi, Hooded Cap

흑립(黑笠) 
Hukrip, Black Hat of Horsehair

도투락댕기
Doturak Daenggi, Hair Ribbons of Noble Women



무당머리꽂이
Shaman’s  Hairpins

떨잠
Ttoljam, Fluttering Hairpin

머리꽂이
Hairpin

안경집
Angyongjip, Spectacles Case

대삼작(大三作) 노리개
Samjak Norigae, Pendants with Triple Ornaments

떨잠
Ttoljam, Fluttering Hairpin

삼작(三作) 노리개
Samjak Norigae, Pendants with Triple Ornaments

머리꽂이
Hairpin

나막신
wooden rain shoe



한한국국의의 민민속속예예술술((民民俗俗藝藝術術))

민민예예란민속공예(民俗工藝)의준말로민중적인예술을일컫는다. 서민사회에서
이름없는장인의손으로아첨없이만들어져서서민의일상생활에쓰여지는민
구(民具)들을 말한다. 따라서 민예미술(民藝美術)이라는 뜻은 민중예술속의 조
형미술이다. 우리의민예미술은매우대견한특색을지니고있어서한국민족의
조형기질이 더할 나위없이 나타나 있다. 그 속에는 아첨도 잔재주도 아닌 익살
의아름다움은착하고무던한맵시와더불어한국미가지니는본질적인높은차
원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는삼국시대에이미칠기, 와당, 청동기, 금관을비
롯한우수한공예품이있었으며통일신라시대에는불교의융성으로범종을위
시한각종불교공예품이양산되었다. 고려는통일신라의문물을계승받아불교
공예품외에도상감을이용한청자와나전칠기가특히유명하였다. 조선시대의
배불숭유의 정책으로 인한 유교의 보급은 사실주의와 숭문천기사상을 낳게되
고이러한사상의흐름은공예활동에반영되어섬세한제작기법의퇴화를가져
오면서 점차 단순화와 소박성을 띠게 되어 도자기·목기·칠기·초고제품등
에 조선 특유의 미를 창안하게 되었다. 유교는 서민에게도 미의식을 싹트게 하
였으며, 미술공예품이귀족과승려들의전유물에서서민대중에게도널리보급
되기에이르렀다. 탈탈은[가면·광대·탈바가지] 등으로부르며얼굴전면을가
리우도록만들어진것을말하나단순히얼굴을가리는용도에그치지않고본래
의얼굴과는다른인물등을표현하는조형성(造形性)과가장성(假裝性)을갖는
것을의미한다. 이러한탈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의여러나라에있고, 원
시의 주술종교적인 신앙가면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예능가면으로 발달한 것으
로보고있다. 우리나라의민속놀이는그내용, 성격으로보면힘과기를겨루는
놀이·지능을겨루는놀이·예술적이고향락적인놀이등을들수있으나, 이들
중탈놀이는탈을쓰고공연하는민속극이다. 이는연극으로서의성격이분명하
고형식과내용이발전되어있는희극이다. 기층민의생활을해학적으로표현하
고봉건사회로부터벗어나고자하는욕구를나타내고있다. 한국의탈놀이로는
대표적인양주별산대놀이·봉산탈춤·강녕탈춤·통영오광대등이있다. 우리
나라의전전통통악악기기로는북·장구·징·자바라등의타악기와가야금·거문고·
아쟁·해금등의현악기와피리·대금등의관악기를대표로들수있고삼현육
각(三絃六角)은대금·해금·장구·북으로구성된다.  옛문방구에는학문을하
거나 일상문자에 필요한 종이·붓·먹·벼루의 문방사우를 비롯하여 연적·

필통·붓걸이·서안·문갑·사방탁자·책장·고비 등의 선비가 학문을 익히
는데필요한기구들과문방가구등이있다. 보보자자기기는우리나라의고유한생활용
품으로서, 천으로 제작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밥상이나 목판을 덮는 식
지보와같은경우기름종이를재료로하고사각형의형태로만들어사용되었다.
보자기는물건을덮어가리고싸서물건을보호하는물건이되수를놓거나조각
천들을구성지게이어붙여서실용성과장식성을겸하였다. 보자기의사용범위
는밥상보·이불보·횃대보등일상용도와기우제를지낼때제단에치거나조
상의영정을싸두는등의특수한용도로도사용되었다. 초초고고제제품품(草藁製品)으로
는 옛부터 각 지방마다 토착재료에 의한 토산물이 생산되어 사용되어 왔다. 함
경도에선귀리짚을이용한자리를만들었고, 평안도에선수수대껍질을이용한
자리, 황해도에선창포로서자리를만들어사용하였으나일반적으로널리알려
진 것은 왕골 껍질로서 짠 화문석이다. 화문석은 왕골을 자리틀에 걸어 손으로
엮어짜아날줄이표면에드러나게한것으로청·홍·흑·록·백색으로염색
한 왕골껍질을 겹쳐 문양을 넣었으며 주산지는 강화도이다. 화각(畵角)이란 소
뿔에 채색화를 그려 목재기물에 붙여 만든 화려한 공예 기법으로, 공정이 까다
롭고잔손질이많이들므로소형기물을주로제작하였고, 여기에는베겟모·반
짓그릇·실패·자·빗·빗접·패물함·소형장등의 여성들의 생활용품이 있
다. 장장승승은마을입구에서잡귀를막는일종의수호상(守護像)의기능을하며, 이
정표와경계표의구실도했다. 우리의선사시대부터이어지는민속으로서의수
호상은여러가지가있었다. 토속적인탈이나도깨비, 불교적인사천왕과금강역
사, 그리고능묘에세워지는석인상등이다. 장승의기본형은나무나돌에사람
의얼굴을변형하여수호신상으로상징적인표현을하고몸체에이름을적어놓
는것이다. 여기서중요한것은얼굴의표현인데, 보통툭불거진퉁방울눈·주
먹코·삐져나온송곳니나앞니·그리고전립형의모자나관모형의모자가기
본이다. 즉 사람의 모습을 빌어 만들면서 의도적인 왜곡으로 장승의 이미지를
만든것이다. 그이미지의하나는도깨비나사천왕같은수호신상이고하나는민
중의자화상적이미지로나타나고있다.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엮음, 「공예실」통천문화사, 1986.   국립민속박물관엮음, 「한국의탈」통천문화사, 1982.

민민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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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중(봉산탈) 
( 높이29cm, 넓이21cm )

말뚝이(강영탈) 
( 높이27cm, 넓이20cm )  

처용(처용탈) 
( 높이47cm, 넓이27cm )  

소무(송파탈) 
( 높이22cm, 넓이19.2cm )

노장(양주탈) 
( 높이26.5cm, 넓이22.5cm ) 

부네(하회탈)-고려시대(11세기)
( 높이24cm, 넓이17cm ) 

양반((하회탈)-고려시대(11세기) 
( 높이23cm, 넓이17cm, 국보121호)   

각시(하회탈)-고려시대(11세기)
( 높이39.2cm, 넓이20cm )   

취발이(봉산탈) 
( 높이34cm, 넓이25cm )  



오방색조각보-옷감보
( 56×56cm )

삼원색조각보-상보
( 55×55cm )

모시조각보-옷감보
( 58×59cm )

진주낭
( Pearl Pouch)

오방낭자
( Five-Direcdion Pouch )

장구
(Hour-glass drum)

북
(Drum)

날나리
(Shawm)

귀주머니
( Angular Pouch )



지승화약(紙繩火藥)쌈지

나무기러기

촛대-조선말기
( 높이64cm )

유제학촉대(鍮製鶴燭臺)

쌍학흉배(雙鶴胸背), 쌍호흉배(雙虎胸背)

목흑통(木黑筒)

유제어형쇄자(鍮製魚形鎖子) 고비(考備)보판(褓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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