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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의 전통과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것을 알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
한 줄 알면서도 우리 것에 대한 탐구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불행했던 지난 한 세기 민족사 흐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개화기 이후 근대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개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했으며 서구화는 우리 것은 낙후되었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탈피할
때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시절에 저들에 의해 우리 문화가 의도적으
로 비하되었던 것을 빨리 떨쳐버리지 못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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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도 그 동안 우리 것을 알려는 노력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아진다. 게다가 광복 후 우리 교육이 서구
사회의 제 이론을 그대로 맹종하고 모방하려는 경향에서 우리 것보다는 서구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으며 서구적
인 것을 따르는 것에서 남보다 앞서는 선민의식을 갖게 했던 것이다. 한 민족의 존재 가치는 독특한 그 문화로
써 확인되고 인정받게 되는 법이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민족 문화의 상실을 가져오고 곧 민족 자체의 소멸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풍부한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근대 우리
사회가 외래 문화의 각축장이 되었고 외래 문화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와 뒤섞임으로써 우리 것에 대한 의
식이 희박해 졌을 뿐 우리민족이 향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의식은 휴화산처럼 발현할 가능성을 지닌 채 내재되
어 있는 것이다. 우리만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의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것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구적인 조형이론과 표현 방법으로 우리 것을 이해하려 한
다면 우리다운 조형성을 찾지 못할 것이다. 희랍,로마,인도,중국 등의 웅대한 예술품에 비해 우리 것은 왜소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서구적인 조형이론으로는 우리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우리 것에 대한 이해는 무
의식 세계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의식을 찾아 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
다. 근원적인 어떤 의식은 바로 조형의식의 뿌리라고 여겨지며 이것은 우리의 문화 유산들에서 찾아내야 된다.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조형의식의 근저를 이해할 때 우리의 전통 조형물을 파악하고 향유할 수 있으며 우
리 시대에 있어야 될 조형물 창조의 잣대를 만들 수 있다. 조형물 창조의 잣대가 남의 것에서 모방한 것이 아니
라 우리의 독창적인 것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닥쳐올 문화 산업시대에 우리가 만든 조형물들의
최고의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문화적 가차가 경제적 가치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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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한다고 볼 때 문화 바탕을 이루는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사회 발전의 목표를 서
구 사회의 물질, 기술문명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서구의 제 이론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든다.
정신적인 가치를 따지는데 소홀했던 것이다. 한 민족에게서 창조는 결코 무에서 유라는 절대 창조가 있을 수 없
고 역사상의 전승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전승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이 더욱 중요하
다. 물질은 재현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한 번 잃으면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의 전
통문화를 후진국의 유산으로 볼 때도 있었고, 국수적인 입장에서 우리 문화는 무조건 훌륭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할 때도 있었다. 이 것은 전자 후자 모두 우리 것을 굴절된 시각으로 본 것이다. 우리 것에 대한 진정한 이
해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자연관,사회관이 어떤 예술가를 탄생시켰으며 우리에게 남겨준 조형물
들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조형물 들에는 어떠한 조형의식이 내포되어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한국 의 전 통 조 형물 에 나 타 난 조형 의 식
우리의 전통적인 조형물은 어떠한 조형의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내어 감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전통적인 조형물의 표현 방식과 조형 행위를 살펴보고 조형물에 내재되어 있는 미의식을 탐색해 보는데서
출발해야 될 것이다.
리라고 생각되어 진다.
르게 나타났다.

표현 방식과 조형행위를 나무 줄기에 비유한다면 조형의식은 나무 줄기를 키우는 뿌
표현 방식과 조형 행위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의 어느 시대 또는 국가에 따라 다

그러나 시대나 국가가 바뀌어도 한국인에게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된 의식이 조형 의식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그것을 우리의 조형물에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형의식을 찾는 대상인 조형물
의 선정은 국민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조형물과 관련있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가르치는 입

장에선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형의식 이해를 돕는 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수업현장에서 조형의식을 학생들
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초등 미술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조형물로는 조형의식을 찾는데 부족하다.
조형물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지도 교사에게 요구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또한 수업 현장에서 우리의 조형의식을 이해시키

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이론의 전개보다 조형물 자료를 매개로 했을 때 학습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조형물
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조형의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건축에 나타난 조형의식

“한 나라의 조형물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식의 응집체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건축이란

다른 조형물과는 달리 모든 조형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까지도 포함하는 영조물(營造物)로서 한 민족의 조형
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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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문화는 원시 시대의 미개하고 단순한 생활 양태로 삶을 영위하였을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로 인간의 생활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또는 종교적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 공간을 마련해 오는 가운데 건축 기술이 발달되고 그 내용이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한 지방의 기후, 지리 산출 재료 등은 건축형성의 고정적인 조건이되고 한 민족의 풍습, 신앙, 취미, 의욕들
은 건축형성의 유동적인 조건이 되는 것으로, 특히 인간의 의욕에 의한 문화전파(文化傳播)현상은 상호간에
1)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며, 변이하여 문화의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적인 조건과 유동적인 조건은 한국 건축의 형태 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한국의 건축 문화에서 중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자연적 환경 여건과 인문적 환경여건에 의하여 전통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
징들을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 여건과 관련지워 고찰해 보겠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려 했다는 점이다.

동양의 미술과

건축이 자연과 도(道)와 기(氣)에의 연결에 의한 상징적인(즉 물질적 기능적인 것보다) 정신적 미학적인 경
험의 설정에 관심을 두어 온 것이2) 사실이지만 우리는 동양 어느 나라 보다도 자연의 도(道)와 기(氣)에의
연결에 집착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설에 뿌리를 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건축관이 지배되어 왔
다.

그 예는 우2리나라 전통 건물중에 고층 건물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찰 건축에서의 탑파와 극히 희소

한 중층(重層) 또는 3층의 법당과 궁전 건축의 중층의 정2전(正殿), 중층의 성곽문 등 극히 제한된 종류의
건물 이외에는 거의 모든 건물이 단층 건물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토가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산

은 양(陽)이며 평지 또는 저지는 음(陰)으로서, 양이 강한 지세에 고층 건물 즉 양의 건물을 건립하면 두 양
이 서로 상극하여 지력(地力)이 쇠약해진다는 설에 따라 고층 건물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음양오행

설에 근거를 둔 건축 사상에 입각한 것이기는 하나, 그 근본은 역시 자연과의 조화가 강하게 요구되었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을 거슬리지 않으려는 생각은 집을 지을 때에 자연 경관을 침

해하지 않는 지세에 따른 입지 선정에서도 발견되지만, 우리의 건축에서 어떤 부분 보다도 중요한 조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전통 가옥에서 지붕이 낮은 이유는 필요 이상의 자연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려는 자연에의 겸허함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산의 형태를 닮은 지붕의 모습 즉 각

이 넓은 삼각형 형태의 뒷산과 맞배 지붕의 넓은 각이 서로 닮음을 볼 수 있고 초가 지붕과 뒷산의 봉우리
가 닮은 모습에서 자연에 동화 되려는 의지를 엿보게 된다.
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지붕의 처마 형태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삽도 1) 보듯이 동양 삼국 중 한국 전통 건축의 처마 형태는 중국 일본과

1)김정기, 한국목조건축, 서울:일지사,1982,p.1.
2) 공간사,공간 (1991.7월호),서울:공간사,1991,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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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삽도 1) 동양 삼국의 처마 형태3)

중국, 한국, 일본의 지붕 형태는 유사하면서도 처마의 처리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처마는 좌우의 끝, 추

녀나 사래가 있는 쪽이 상큼하게 솟아 올라 중심부가 둥그스름하게 쳐져서 유연한 곡선이 이룩되는 것이다.
중국의 지붕 형태에서 보여 주는 것은 대륙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일본의 지붕 형태에서는 섬나

라의 소극적인 일면을 보는 듯 하고 너무 경박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우리의 지붕 형태에서는 위압감이나 경박한 느낌이 들지 않고 어떤 대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3)송민구,한국의 옛 조형의 미,서울:기문당,1987,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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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하려는 느낌이 들게 하며, 우리의 전통 건축의 처마 선에서 건물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연결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는 우리의 전통적 조경에서도 나타난다.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색채를

가진 자연 풍경식 조경이 확립된 시기는 이조 시대라고 하는데4) 그 대표적인 예가 담양에 있는 소쇄원일
것이다.

이 정원의 조경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조경 양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첫째,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점, 둘째, 인공물이 적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인공을 가

하기 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5)
우리의 선조들은 정원이라는 개념을 집 밖의 자연에까지 확대하였다.

우리의 전통 가옥의 담이 얕고 유

연성이 있었던 것은 이웃과의 독립성 보다도 서로 개방과 공동체적 삶을 희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집 밖
의 자연과 동화되고 또 자연을 즐기려 했기 때문이다.

서양의 담이나 문은 자연을 차단 시키는 구실을 하

지만 우리의 담이나 문의 구조는 현상적인 구분 일뿐 언제나 자연을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우리의 건축을 자연 환경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더욱 돋보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전통 건축이 사이(間)의 개념을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서양의 과학 사고가 물체를 부분 (Parts,

Elements)으로 구성(Composition) 되었다고 보고 불변(不變)한 Elements를 분석하므로써 본질 파악을 추구
하였다면, 동양은 사이(間), 즉 Elements의 사이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의 원천을
찾았던 것이다.

서양의 건축이 내적구성,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Objoct의 형성, 즉 형태의 추구였다면 동양

의 건축은 자연 환경과의 사이의 연결의 추구를 통해 미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동양 건축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사이의 천이(遷移) 공간이 깊은 추녀, 디딤돌, 기단, 마루의 높이
등에 의해 밀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로에서 경복궁을 볼 때도 삼각산이 축을 살짝 비껴 여백을 메꾸

어 주고 있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닌 세밀한 風水에 의한 立地 설정이라고 생각된다.6)
우리의 전통 건축의 미는 건물 그
발견해야 된다.

자체의 미를 느낄 것만이 아니라 건물과 자연의 연결에서 오는 미를

건물의 입지가 명당인가를 파악하고 건물에 쓰이는 재료 까지도 자연과의 보완적 연결을

통해 그 미를 추구한 사실에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조형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순리의 미학은 우리가

대대로 살아왔던 초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초가에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4)윤평섭 외 2인 공저,조경학,서울:운문당,1985,p.18
5)이이화, 우리 겨레의 전통생활, 서울:려강 출판사,1990,pp237-238.
6)공간사,공간(1991.7월호),서울:공간사,1991.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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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붕 형태와 우리의 지붕 형

태를 비교해 보면 (삽도 2참조) 일본의 지붕은 중력장에 역행하는 방향이고
삽도 2) 한국, 일본의 초가지붕비교7)

우리의 초가지붕은 순응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긴장을 고조시
키는 형태들 보다는 안정감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고딕 양식 지붕

이나 일본의 지붕에 나타난 경사각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지만 우리의 초가 지붕은 경사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시각적 긴장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순리의 미학 즉 화(和)의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조형 원리를 형성시켰지만 순리는 복종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순리는 도리에 스스로를

맡기는 것이요 자발적으로 순조로운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8)
지금까지 한국의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우리 건축의 외부 형태

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조형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을 지각하는 이 땅의 선조들이나 우리들의 정신 세계를 만족시키기 때
문이다.

한국 건축의 형태 구성에서 자연과 연결시키는 조형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개념은 형태

를 결정한다’는 아른하임(Arnheim)의 말로써 이해될 것 같다.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에 순응하려는 의식이다.

그러한 예는 우리의 건축

에 쓰이는 재료를 다루는 태도나 건축 의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 건축에 쓰이는 주요 재료는 목재였고 수종은 육송이었다.

육송은 일본의 회목이나 삼목에

비하여 좋은 수종이 아니었고 또한 직재(直材)가 드물고 구부러지게 자라는 특성이 있을 뿐더러 치목(治木)
도 어려운 건축 재료이나 이 제약이 많은 육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우리의 목조 건축이 일본의 건축에 비해 가공 된 상태가 조잡하게 보인다고 하는 데 이는 우리가 양질의
목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갖는 조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육송이 갖는 재질의 특성에 순응하여 우리만이

우리의 고건축에서 볼 수 있는 구부러진 모습의 대들보나 서까래에서

7)김영기,한국인의 조형의식,서울:창지사,1991,p.5.
8)상게서,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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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약간 아치형의 곡선을 지닌 대들보는 직선재보다 마루 도리(宗道里)를 더 굳
건하게 받치는 느낌이 들게 한다.
또한 목재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건축의 내부공간을 구성한 서까래의 모습에서도 인위적 형태가 없는
자연에 순응한 조형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서까래와 일본의 서까래를 비교해 보면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조형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리의 서까래가 재목의 형태 그대로 사용 된 반면에 일본 것은 직선의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서까래에서는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지만 일본 것은 직선만이 존재하고 있다.

우

우리의

우리의 것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긴장이 감도는 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적인 구성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육송의 줄기에서 느껴지
는 성장의 생명감이 그대로 살아 꿈틀거리듯 지각된다.
우리 것은 하나의 나무로서 완전한 형태감을 잃지 않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은 나무를 톱으로 켜서 각목
(角木)으로 다시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에 의하여 가공되어진 느낌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것은 매우 중요한 조형의식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9) 즉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대상으로 삼은 반면
에 일본은 대상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려는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각각의 문화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첨단 제품에서 볼 수 있는

가공의 미는 바로 그들의 조형정신 즉 깎고 다듬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건축에서 인위적이고 긴장감이 드는
예는 건축의 마름질 수법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의상에는 정해진 치수가 없지만 일본의 ‘기모노’

는 빈틈없이 몸에 맞게 만들어진 것처럼 일본의 건축이나 가구는 한 치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장지문이라든지 장농의 서랍 같은 것이 모두 그렇다.

모든 목수 연장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들어온 것이

지만 유독 대패만이 일본인이 발명하게 된것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가 잘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 가옥의 장지문은 치수

이것은 기술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기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똑 같이 장

지문을 채용한 건축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가옥에만 문풍지라는 것이 있게 된 까닭도 이 때문
이다.10)
이처럼 우리는 항상 여유와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을 인위적

으로 끌어들여 정원을 만들고, 나무의 자람을 억제한 분재에서 자연을 느끼려고 했다.
마름질 하려는 그들의 조형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자연 조차도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속에 우리를

9)상게서,p.328.
10)이어령,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서울:기린원,1994.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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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시켰던 것이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 한다는 의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 행위에서도 발견하여 이해 되어야 한다.
에 순응한다는 의식은 우리의 건축 행위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

왜 우리 선조들은 건축 행위에서

복잡한 의례 행사를 치렀을까 ? 그것은 자연에 대한 일종의 신고식으로 생각하고 싶다.

인간이 집을 짓는

다는 것은 자연을 거슬리는 행위가 되어 혹시 자연이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자연 ( =신)에
순응 하겠다는 신고를 하여 재앙을 막으려는 주술적인 행위인 것이다.

건축 의례는 집을 짓는 한 개인의

행사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 행사이기도 했다.

집을 지을 때 땅을 파헤치게 되는

것 조차도 신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 두려워 했던 선조들의 생명 의식에서 자연에 거역하지 않으려는 의지
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찾을 수 있는 조형의식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과의

연결로 파악했을 때 헤아려 진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건축에서 자연과의 조화와 순응하려는 조형의식이 우

리 문화의 상징과 의미 체계에 연결되어 짐을 인식해야 한다.

2.

공예에 나타난 조형의식

우리가 우리들의 공예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조형품들에는 한국인들의 생활 감각이 잘 나타나 있다.
또 생활 감각은 하루 아침에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토와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오랫 동안
다듬어 지고 축척 되어온 조형의식이 나타난 감각인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공간이 바뀐 오늘 날에도 우리

의 전통 공예품들이 보여주는 의장(意匠)에서 조상들의 조형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조형의식은 하나의 공예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형태와 색채, 질
감으로 표현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형태와 색채, 질감 속에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조형의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공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생활 세계 안에서의 의의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대상이다.

또한 공예는 개인의 전기적(傳記的) 상황에 의하여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

기적 상황이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全) 인생을 통한 개인의 모든 경험을 총칭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공예는 이 세계가 나의 세계로 환원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나만이 갖게 되는 특정한 전기적

상황과의 상관성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생활 세계 속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예 속에

는 행위자로서의 공예가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공예가들 사이에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 정신 세계까지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의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11)
11)김영기,전게서,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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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예에서 조형의식을 찾는 것은 모든 공예품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전통 공예
의 흐름을 개관해 보면서 한국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겠다.
우리 공예의 흐름은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구석기시대 부터 출발한다.

역사 이전의 시대인 구석기, 신

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생활 환경과 신앙에 바탕을 두면서 온갖 기술을 동원하였다.

특히

청동기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다른 어느 지역의 작품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금속 제품을 제작하였다.
한국의 청동기는 중국의 청동기와는 달리 문양과 형태면에서 매우 섬세하고 광택 역시 훌륭하다, 청동기
시대가 지나면 제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은.동.철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장신구에는 유리.수정.각종 옥이
곁들여 사용되며 음각, 양각은 물론 투각의 기법을 구사할 뿐 아니라 이물질을 기표(器表)에 감입(嵌入)하는
기법을 발달시켰다. 또한 공예품의 용도에 따라 기능을 살렸음은 물론 형태나 비례의 조화는 세련된 심미안
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으니 삼국시대에는 이미 각국이 독특한 성격을
발휘하면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까지 도달하였음을 각종 유물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국가의 체제가 갖추어진 삼국시대에는 공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신라에서는 공장부(工匠俯)를 설치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고구려나 백제 등에도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품들은 대부분이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로 숭배되었다.

또 삼국시대에 창작한 공예

삼국시대의 종교는 불교가 지배적이었으므로 호국 신앙으

특히 신라는 삼국 중에서 불교에 관한 종교적인 공예품이 많이 만들어 졌다.

따라서 삼국

의 공예 정신은 불교의 바탕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삼국 중 고구려는 북방의 광대한 영토를 무대로 삼아 본래 국가 건립의 이념이 매우 강렬한 정신으로 출
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예술의 분위기는 실로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고 강렬하면서도 조용하며,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12)

“고구려 시대의 공예품은 백제, 신라에 비해서 현존하는

유품이 적으나 토기, 와당(瓦當), 금공(金工)의 유물에서 소박. 강경(强勁) 하면서도 또 세련된 고도의 기술
을 보여 주고 있다.”13)
“백제는 백제가 터를 잡고 있는 풍토의 영향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의식이 높았고 그들
의 철학의식은 불교와 유교 면에서 활동적이고 창조적이었다.
14)

의식에 많은 관계가 있다.”

“백제의 공예품이나 미술은 고도로 세련되면서 고구려의 강경미가 없고 고유

의 정신을 발산하면서 고신라의 소박한 보수성이 없다.
15)

문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2)김종태,
13)김원룡,
14)김종태,
15)김원룡,

백제인들의 예술 철학은 바로 불교적인 종교

백제는 말하자면 고대의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외래

그러나 백제는 외래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면서 백제식으로 토착

한국수공예미술, 서울 : 예경산업사, 1990, P. 19.
한국미술사연구, 서울 : 일지사, 1987, P. 487.
전게서, P. 23
전게서, P.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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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였다.
백제 공예품의 세련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1993년 12월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제 용봉 봉래
산(金銅製 龍鳳 蓬萊山) 향로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인물과 동물상이 조각된 데에서 신선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로 바깥은 연꽃으로 감싸 당시 백제 왕실에 도교와 불교 사상이 혼재했음을 짐작케
한다.16)
“신라의 공예미술은 신라인의 의식 구조와 자연환경 그리고 외교적인 문화 접촉과 신라인들의 종교의식
등에서 그 정신이 형성되었다.

신라는 고구려의 공예보다 풍부한 유물이 남아있다.

고구려가 벽화 유산을 남겼다면 신라는 금속공예, 토기공예 석공예 등에서 풍부한 유산을 남겼다.

신라

는 삼국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안정되고 평온
하며 개성이 짙은 예술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

신라인들의 공예 미술은 거국적이고 강렬한 통치력에 의하

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강렬한 도의적 정신과 도덕, 윤리사상이 초기에는 민주적으
로 발달하였고, 또 대 씨족제도(大氏族制度)가 오래도록 계속되어 상호 공동체적인 정신으로 변화되었다.”17)
삼국의 공예품에 나타난 미술의 특성을 고유섭은 와당(瓦當)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고구려에서 고딕적인 요소를 보고 백제에서 낭만적인 트집을 보고 신라에서 크라식적인 것을 보고 싶
다.’라고 지적하고 삼국의 와당을 중심으로 본 특색으로서는 고구려는 다양성에서 백제 신라에 비하여 월등
하나 예술적 가치에서는 한 풀 꺾인다고 하였고, 윤택하고 온아(溫雅)하고 명석하며 지혜가 백제 와당의 감
성이요, 표한(慓悍) 핍박(逼迫)과 기굴(奇堀)이 고구려 와당의 감성이며, 의력(意力)의 굳세임이 고구려의 성
격이요, 신라 와당에서 보이는 명석성은 외면의 엄연(嚴然)한 규격(規格)일 뿐이요 내면적으로는 순후한 맛
이 굳세게 바탕을 이루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18)
이렇듯 삼국 공예의 특징은 지역의 자연 환경과 외적인 문화접촉, 종교적인 사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일 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그 특징들이 서로 원융(圓融)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고려 청자는 서남한(西南韓), 옛 백제 영토의 산물이며, 그 전기(前期) 작품에 보이는 우아한 소박은 백제
미술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있으며,

19)

말하자면 고려청자는 역사적인 도작(稻作)지대의 미감(美感)을 바탕으로 하

도작 지대의 미감은 흙을 매개로 하여 발달 되었다고 본다 문화의 발달은 공예품의 종류와 사

용되는 재료의 다양화를 가져오나 흙이야 말로 지역이나 시대에 관계없이 가장 긴요하게 사용된 재료였다.
삼국시대에는 흙을 이용한 토기, 즉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용기의 제작이 본격화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건
16)한국일보 (1994. 3. 7)
17)김종태, 전게서, PP. 21 - 22
18)고유섭, 한국미술 문화사논총, 서울: 통문관, 1983.
19)김원룡, 전게서,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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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建造物)에 사용되는 와전의 성용(盛用)은 건축의 발달을 대변하는 것이니,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수
막새 서까래기와, 부고기와, 치미등의 기와, 방형전, 상형전 등 삼국시대에 제작, 사용하던 와전의 형태나 그
위에 장식된 각종 문양은 당시의 문화의 발달상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용기의 발달은 한층 진전하여 기표(器表)에 유약을 사용하게 되고 와전은 종류가 더욱 다양해질 뿐 아
니라 형태나 문양에서 정교하고 세련됨이 최고도에 달한다.
이와 같은 문화의 향상, 기술의 축척, 심미안의 발달 등은 연륜과 함께 진전되어 드디어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백자 같은 아름다운 작품을 생산하기에

이른다.20)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온 공예품 중에서 도자기는 우리 선조들의 조형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형물
이다.

도자기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감정이 가식없이 반영되고

21)

있기

때문이다.
흙을 구워서 만든 도자기는 그 태토(胎土)의 종류와 경도에 따라 토기(土器) 도기(陶器), 석기, 자기(磁器)
의 네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는 그릇을 굽는 불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사시대의 토기서 부터 조선시

대의 백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사람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용품이었기에 생활모습과 미적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가 제작된 고려 이전의 토기들에서 작가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순박한

고졸감(古拙感), 그리고 자유롭고 직선적인 형태, 그에 조화되는 소탈한 토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22)
토기들에서 느끼는 이러한 미감들이 뒤에 등장하는 고려나 조선 시대의 도자기들에 이어져 하나의 조형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의 공예 중에서 고려와 이조시대의 미술을 대표하는 청자와 백자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다
운 미감을 찾게 해주고 있다.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청자 이외에 백자, 철유, 철채(鐵彩), 흑유등 다양한 도자기를 생산하였으나 고려자
23)

기는 청자로서 대표된다.

고려 청자는 입체적인 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회화적인 성격이 두드러져 보이는

선적(線的)인 느낌이 강해보이는 경향은 선종(禪宗)의 직관적이고 주관적이며 내면적인 정신 세계의 추구와
무관하지 않다.ㅇ24)
25)

고려자기의 특징은 청자의 비색(翡色 또는 秘色)과 문양과 도자기의 형태에 있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 특유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20)진홍섭 편저, 국보 10(공예 II), 서울 : 예경산업사, 1986, P. 181
21)문명대, 세종시대의 미술, 서울:세종대왕 기념사업회,1986,P.125.
22)김원룡,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서울대 출판부,1990,P.219.
23)정양모 편저,국보 16(백자, 분청사기II) 서울:예경산업사, 1986,P.179.
24)김영주,신기론으로 본 한국미술사,서울:도서출판나남, 1992,PP.161-164
25)상게서,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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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자기가 중국의

즉 고려 청자의 색에서 속기

(俗氣)가 없는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오묘한 매력을 찾을 수 있고, 청자의 모양에서 다양하고 부드럽고 섬세
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선의 아름다움이 고려시대 청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이다.

청

자에 새겨진 무늬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포류수금(蒲柳水禽)무늬이다. 푸른 그릇 표면을 하
늘로 생각하고 그 공간에 구름이 있고 그 사이에 학이 날고 있는 무늬에서 소란스러운 속세를 떠난 정적만
이 있는 무한한 공간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불교에 의하여 정화된 정신 세계를 엿보게 되며, 탐미적인

귀족적 분위기, 공예의 세련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예의 기능의 최우선인 쓰임(用)과 미적 요소를 용해

시켜 표현한 고려 청자에서 자연을 옮겨 놓은 미를 발견하게 된다.

대나무의 이미지만 갖고

만들어 놓은

청자양각죽순형 주전자의 예에서 우리 선조들의 자연미에 대한 추구 정신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백자는 조선시대의 유교정신, 사상, 미의식을 가시적(可視的)형상으로 구현시킨 것이다.

전반적

으로 조선시대의 예술에는 추상이나 상징성이 배제되어 있고 여기에서 오는 안정성과 소박하고 담담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의 발견을 추구했고 유교적 생활 철학의 관조(觀照)에서 나올 수 있는 관조미가 있다.
선시대 예술의 성격은 주정적(主情的)이지 않고 주지적(主知的)이다.
의 도자기이기 보다는 하나의 사유(思惟)이기를 주장한다.
복의 강한 의지와 공간 인식에서 탁월함이 있다.

조

그런 뜻에서 조선 백자의 세계는 하나

조선시대의 공예 특히 백자의 세계에는 공간 극

중용의 미에 가장 핍진해간 예술, 이것이 유학자나 지식

층 엘리트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삶과 생활의 현장속에서 해석된 유교사상의 민중적 해석, 백성 속에서
실질적인 체험과 해석으로 태어난 예술인 것이다26)
한국적인 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조형물을 도자기라고 일컬어 왔다.

그 중에서도 조선 백자가 추구한 그

철저한 평범은 작위(作爲)를 거절하고 자연스러워지고자 한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도자기들이 완벽한 디자인보다 평범을 추구한 것은 도공들이 기술적인 표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
벽한 디자인은 계속적인 미감을 주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철저한 평범을 일본인 유종열(柳宗役)은

즉여(卽如)의 세계라 했고 고유섭은 무기교(無技巧)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의 백

자에서는 조선 왕조를 세우려는 당당함27)을 보게 되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간결 소박해지고 있다.

순백

의 기면(器面)위에 코발트계 청색안료로 화초, 산수, 어룡(魚龍) 시명(詩名)등을 수놓은 청화백자(靑華白磁)
에서도 그 예를 볼수있다. 순수한 백색의 추구는 우리의 조형물들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귀의하려는 한국인의 심성을 드러내는것이다. 조선시대의 공예 중에서 한국인의 미의식이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또한 분청사기라고 생각된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의 변형된 자기로 15세

기초 조선시대에 들어서 쇠퇴해져가던 상감청자에 대신하여 나타난 것이다.28) 고려청자에서 탐미적이고 귀

26)상게서, P. 220.
27) 유홍준 강연 내용 중에서 (1994. 3. 26.호암아트홀 주제 :문화유산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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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면 분청사기에서는 겸손하며 꾸미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눈으로 보고 손으

로 익혀온 솜씨를 터득하여 마음으로 그저 있는 그대로 만들었을 뿐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생각이 전
혀 없다.

소위‘덤벙 분청’이라는 것이 있다.

그릇의 굽을 잡고 백토 물감 속에 덤벙 담가서 꺼낼 뿐 아무

다른 장식이 없는 분청사기를 말한다. 백토는 비교적 두껍게 입혀져 그로해서 아무리 작은 형태의 그릇이라
도 포용력이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품안에 감싸주는 듯한 따사로움을 느끼게한다. 이 그릇은 처음
부터 그렇게 보일 것을 기대하고 만들지 않은 말하자면 어떤 뜻을 나타내고자 한 기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릇이다.
분청사기에 새겨진 추상 무늬나, 분청사기에 나타난 귀얄문에서 현대작가에 못지 않은 자유스러움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당시의 도공들이 작위적인 것보다는 자유스러운 표현을 즐겼음을 짐작케 한다.

한 예로

분청사기 추상문편병에서 보여 주는 선각 무늬는 신선한 현대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선각 추상 무늬의 아
름다움은 조선시대 공예 작품에 나타난 이색적인 특색이기도 하며 백자 떡살 무늬나 목각 떡살 무늬에서도
볼 수 있다29)

이러한 공예품들에서 꾸밈이 없고 가식을 모르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미를 엿보게된다.

우리의 미술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가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이려는데 특징이 있고
그 일례로써 조선조의 목공예품, 이를테면 목리문(木理文)을 최대한으로 살리려는 심정을 들고 있듯이 그러
한 유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예술품이 이 분청사기였던 것이다.30)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형의식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목공예이다.

유럽의 조형이 석조문화 계

열이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 토조문화라면 우리는 목조 문화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목재는 내구력이 적은 까닭으로 고대의 목공예품은 매우 희귀하나 18세기 이후의 제품이 상당수 전하고 있
어31)우리 목공예품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목공품은 일반 가구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을 발휘

하였으니 그런 것들에서 순직하고 성실 간소한 기능미를 보게 된다.

우리의 목공예품에서 순직하고 성실

간소한 기능미를 보게 되는 것은 질이 좋은 목재나 목재에 따른 다종 다양한 성질의 나무를 구할 수가 없
었던 자연 환경에 말미암은 탓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목재를 다루는 우리 민족의 마음에 연유된
까닭으로 풀이된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너무 인공적이란 지적에 비해 우리 것은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특성
을 살리고자 애쓴 흔적이 보인다.
않는다.

28)
29)
30)
31)
32)

작위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기교나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려 들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지와 정직이 다침이 없이 성실하게 드러난다.32) 이러한 예는 조선시대

김영주, 전게서, PP. 213 - 216.
최순우, 전게서, P. 193.
중앙일보사,한국의미 3(분청사기),서울:중앙일보사,1983,PP.182 - 184
진홍섭 편저, 전게서, P. 181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서울 : 열화당, 1988, P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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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공예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며 바로 한국인의 성향을 잘 나타낸 조형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형미를 뒷받침해 주는 한국 목공예의 감추어진 공정은 이음새와 짜임새 등 보이지 않는
구조의 신실성(信實性)과 그 창의가 뒷받침하고 있다.
의장적인 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즉 재질과 역학적인 부위에 따라서 구조적인 면과

또한 목공 가구에 쓰이는 재료도 우리의 풍토에서 자라고 있는

다양한 수종을 잘 이용하여 의장에 도용(導用)하였다33)

나무결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의장에 사용한 예

(例)는 나무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솜씨로 보기 보다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
의 형태를 허용해 주는 자유로움이라고 볼 수 있다.
순한 색조와 형태,

즉 나무 스스로

따라서 우리 공예품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스러움, 단

대범함, 가식이 없는것 - 목공가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목을 숨겨

쓰지 않은 점-등에서 우리의 조형적 특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우리
의 공예품이 자유스러움을 추구하여 치밀하고 세련된 맛이 덜하다고 생각되기 쉬우나, 치밀하고 세련된(소
목장들이 만든 목공예품의 예)공예품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화려하고 치밀한 전통 공예품에서 우리 민족이
지닌 아름다움이 결집된 창조력을, 자유스러움과 대범함, 소박함을 지닌 공예품에서는 우리 민족의 절제와
슬기를 발견할 수 있다.

3.

회화에 나타난 조형의식

우리의 전통회화에서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고찰해 보기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리의 조형의식을 발견해 보기 위하여 어느 시대의 회화를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우

왜냐하면 선사 시대

에 나타난 벽화(예:경남 울주군 암각화)라든지 그릇에 나타난 문양에서 우리의 진정한 조형의식을 발견해
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간단한 선의 표현에서도 예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회화라

기 보다는 일종의 ‘그림 행위34)라고 보고 있다.
작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회화에 나타난 조형의식의 고찰은 삼국시대의 회화

회화가 제작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회화상의 전통이 형성되게 된 시기가

대체로 삼국시대35)라고 보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미술에서도 조각, 건축, 공예 부분은 유물이 남아있어 그
때의 조형의식을 간파할 수 있지만 회화 부분은 무덤의 벽면이나 사찰의 벽에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작품은 당시의 우주관, 종교관, 사상등을 표현하거나 공예품을 장식하는 실용적인 그림이고 진정한 회
33) 진홍섭 편저, 전게서, P. 197.
34) 김종태, 한국화론, 서울 : 일지사, 1989, P.1
35) 안휘준, 한국회화의 전통, 서울 : 문예출판사, 1988,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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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품은 남아있는것이 없어36) 조형의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1993년도에 조

선일보 주최로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전시된 고구려의 고분 벽화(사진 및 모형물)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 민
족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미를 재삼 느낄 수 있었음은 조형의식 고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통일 신라나 고려시대의 회화도 다른 미술 부분과는 달리 남아 있는 작품이, 일반회화는 대개가 산일 되
었고 불교회화 작품들이 남아 있으며37) 조선시대에 들어 와서야 회화가 폭 넓게 전개되었다.
역의 조형의식이 회화에 적용될 수도 있다.
문제이다.

따라서 타 영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우리 전통회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동양화는 그 발생이 우리의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태는 한국화론 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그래서

즉 한국화는 중국권의 그림을 그리

는 것이 근대에까지 계속되어, 한국화라고 내놓을 만한 그림은 민화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였다.

또

한국은 화단은 있으면서도 화론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천기사상으로 인하여 지식인들이 그림을 체
계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또 화가들의 화론적 정신 지주가 확립되지 못하였
기 때문에 한국화적인 특징적 화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안휘준은 한국 회화의 전통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의 전통회화를 긍
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그것은 세가지로 말 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는 선조들은 회화를 포함한 중

국 미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둘째, 중국의 회화 중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의 기호에 맞는 것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수용의 단계에서도 우

리의 미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세째, 수용한 것은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것으

로 새롭게 창출했을 뿐 아니라 중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고 보았으며 그 예로 고려시대의
불교 탱화와 변상도(變相圖), 조선시대의 산수화, 초상화, 풍속화 민화등을 들고 있다.

아무튼 우리의 전통

회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에 대하여 종속적인 생각으로
우리 것을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전통과 특징을 찾아 낼 때 조형의식이 발견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회화에 담겨진 조형의식도 앞의 건축이나 공예부분에서 고찰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연과 분
리하여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을 선결로 한다.

“미술은 아무리 관념적 양식이라 하더라도 ‘본다’라는 시각 작용

시각적 대상이 되는 환경을 눈으로 보고 인지함으로써 대뇌로부터 미적 가치 경험과 판단

을 일으키게 되어 미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미적 체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미술 작품의 양
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38)
36) 안휘준, 한국회화사, 서울 : 일지사, 1989, P.12
37) 안휘준, 전게서, PP.71 - 74
38) 김병종, 중국회화의 조형의식 연구,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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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우리의 전통회화가 조형의식이나 회화 이론의 측면에서 중국의 수용적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중국화(中國化)하지 않은 것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높은 문화적 독자성에 기인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중
국의 자연 조건과 한국의 자연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미술의 현저한 사조를

공간적 접촉에 의해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착적 미감 속에서 한화(韓化)함으로써 중국을 둘러싼 다른
민족들의 경우처럼 한화(漢化)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의적인 어떠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자연조건
이나 환경과 일체화, 동화(同化)하려는 한국 미술의 자연순리적 자연주의 때문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회화

에서 나타난 부감시(俯橄視)나 3원법(三遠法)의 발생은 중국의 자연에서 올려다 볼 산의 높이와 길게 내려
다 볼 유원한 거리 및 공간이 시지각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나 조선회화의 어디에서고 3원 특히 고원
과 심원을 보기 어려운 것은 회화적 재구성 이전의 공간 설정이 중국보다 훨씬 축소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
할 수 없다39) 이렇듯 회화에 나타난 양식도 실존하는 자연 환경과 결코 유리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의

국토는 그대로 조선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40)이라고 예술과 철학의 환경인자설을 이야기한 육
당 최남선의 언급이 앞의 말에 충분한 해석을 주는 것 같다.
중국의 회화와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조선의 초상인물화를 들 수 있다.
는 중국의 그 것처럼 후육(厚肉)형태가
(線立像) 이 대부분이다.

주로 공신도상인 조선의 초상화

아닌 골상(骨相)위주의 형태로 되어 있고 건필(乾筆)에 의한 선입상

전신(傳神)위주로서 안구(眼球)중심의 묘사이며 광학적(光學的)작용의 입체감에 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약간 초췌하고 마른듯한 성품인물화(性品人物畵)를 이룸으로서 살집이 두

꺼운 중국 초상인물의 전형과 많은 차이가 난다.41) 이러한 예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면서도 우리
의 독창적인 미감이 전통회화에 담겨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화가 등장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회화가 갖고
있는 조형 의식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고구려는 한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확보했던 나라이며, 북방 민족과의 끊임없는 대결, 중국의 불
교 문화를 수용하여 자체의 발전을 기했던 나라이며, 또 비교적 거친 지리적 환경 속에 있었다.

이러한 환

경 속에서 탄생한 고구려 미술은 고분 미술과 불교 미술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부분에서 고구려의 독자
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미술은 대체로 힘차고 동적이며 긴장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무용총의 수렵도나 강서대묘의 현무도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벽화에 나타난 조

형성을 따지기에 앞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도록 한 그들의 벽화는 재료나 기법, 제작과정등이 그 시대의 모든
39) 상게서, PP. 2 - 9.
40) 최광열, 한국자연론, 서울 : 집문당, 1981, P. 100.
41) 김병종, 전게서,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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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총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고구려인들이 자신의 하는일을 장악한데서 오는 여유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분 벽화들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사신(四神)이나 각종 생활 풍속등의 구체적인 형상을 담은 그
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근하는 중요한 키이다.

그러나 그림들 사이에 있는 상징 문양들 또한 고구려인들의 신앙과 미의식에 접

이 문양들은 삼국시대 이래 기와와 구리거울, 범종, 도자기 단청, 나전칠기, 떡살, 민

화에서 심지어 창호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생활 용구 속에 연연히 이어져 내려온 각종 문양과 장식
의 원형들이다.42)
고분 벽화에 표현된 소재나 주제에 있어서도 대담한 스케일과 여성적 섬세함이 적절히 구사된 것이나 화
면 전체가 긴장감있게 장악된 것은 회화적인 완성도를 지상의 목표로 삼은 것이었음을 엿보게 한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수렵도에서 말을 달리는 모습은 중국에도 표현되어 있
었지만 우리 것이 뛰어났다)또한 표현 방법에서 중국과는 다른 창의성을 보여 주었다.

수렵도에서 반 추상

된 산의 역할은 복합 도상이 산재해 있으면서도 조형적 효과를 주고 있다43) 이러한 고구려의 고분 벽화들
에서 고구려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림의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중
국으로부터 불교, 도교 사상등을 섭취하면서 자신감있게 한민족 고유의 미를 형성했다고 본다.
백제는 고구려와 중국 육조시대, 남조 특히 양(梁)과의 회화 교섭을 토대로 독자적인 화풍을 발전시켰던
것으로 믿어지나 화적(畵跡)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산경문전에서 백제 회화 양식의 일말을 볼 수

있고 공주의 송산리 6호분 벽화와 부여의 능산리 고분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벽화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의 빠르고 격렬한 율동감이나 동세를 훨씬 누그러뜨리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이것은 백제가 삼국 중 가장 비옥한 땅과 비교적 온화한 기후 등의 자연적 환경으로 백제인들의 성품이
부드럽고 낙천적인 데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도 화적은 오직 천마총(天馬塚)과 98호 분에서 출토된

공예화들 뿐이다.
신라의 작품은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를 비롯한 약간의 벽화밖에 없지만 기록과 현재 유존하는 유물
들의 내용에서 약간의 회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44)
신라의 지형조건은 삼국 중 안전지대에 속하였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에서 쾌활하고 원기있고 명랑한 국
민성을 지니게 됨으로 활달하고 개성적이며 선 흐름이 독특한 미술 형태를 지니고 있다

85)

신라의 천마도 작

품에서는 고구려의 동감, 백제의 부드러운 미감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 대신 고요와 신비로움이 감돌고

42) 조선일보, 1993. 9. 14, 제9면‘고구려를 가다’의 내용중에서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미술의 미의식,서울:고려원1991,PP.154-161
44) 김종태, 전게서,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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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으며 의도적으로

통제된

침묵이

감도는 느낌을

받게

되므로 추상화된 반가사유상이나 토기가 보여주

는 것 같은 세계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45)
통일신라 시기의 회화는 불교의 조각이나 공예의 경우처럼 삼국시대의 성격의 다른 화풍들을 서로 통합
하고 조화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통일신라 시대의 그림은 남아있어

46)

불교회화의 화풍을 볼 수 있으나

통일 신라시대의 회화에 나타난 조형의식은 다른 공예품이나 불상에서 보이는 것에 미루어 짐작하여 풍요
롭고 화려하며 정교하고 극히 세련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한국 회화에 있어서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47)

왜냐하면 고려시대부터 한국의 회화로 일반 산

수화나 화조화, 인물화 등이 성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 초기의 불교의 영향과 고려 중기 이후부터 유입
된 송나라 성리학의 영향으로 고려 중엽. 이후부터 고려의 사회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때의 회화부터 삼국시대의 벽화의 범위나 종교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작가의 이념이나 사상, 또는 구
도에 의하여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

고려의 회화는 불화,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불화에서는 고려의 위정자나 귀족 사대부들이 불교를 국가나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이익된 종교로

생각하는 의식이 들어 있음으로 귀족적 아취를 보여준다.
불교 미술이 성행하고 난 뒤에 성행한 인물화는 숭불정책을 실행하는 가운데에도 유교의 사회도덕을 무
시할 수 없는 동양전통의 사상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권계화 (勸戒畵)의 성격을 띤 초상화가 등

장하게 되는 데 안향의 초상화와 이재현의 초상화로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 중의 하나이다.
48)

에 많은 어진들이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작품이 한 두 점에 불과하다.

그 외

그나마 두 사람의 초상화

는 중국인이 그렸기 때문에 우리다운 미의식을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고려시대의 산수화 역시 남아 있는 작품이 거의 없으나 예성강도(禮成江圖_나 천수사남무도(天壽寺南門
圖)등에서 우리나라의 실재하는 소재를 다루어 실경산수를 개척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이제현의 기
마도강도(騎馬渡江圖)의
는 작품일 뿐이다.

그림에서도 한국적인 정취가 보이지만 구도나 화법은 중국적인 수용 태도가 보이

그러므로 고려의 회화적 의미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회화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불화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묘선(描線)과 탐미주의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작한 회화는 조선시대에 접어 들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45)
46)
47)
48)
49)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전게서, P. 161.
안휘준, 전게서, P. 46.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전게서 P. 162.
김종태, 전게서, PP. 95 - 105.
상게서, PP. 127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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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삼국시대부터 발전하기 시

특히 이 시대에는 억불 숭유 정책의 실시

에 따라 유교 문화가 꽃피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하에서 발전된 대표적 유교 문화의 하나가 회화라고 할
수 있다.”

50)

“유교문화는 그 동안 전(前)시대를 이끌었던 불교 사상의 바탕과 샤머니즘 사상의 바탕위에 겹

쳐지는 데 유교적 이데올로기, 중용성(中庸性)의 강조가 조선시대 미의식의 하나의 개성이며 동시에 보편성
51)

이다”

“조선 시대의 회화 사상은 억불 숭유(抑佛 崇儒) 정책에 의하여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

는 선비들에 의하여 문인화가 성행하였으며 하나는 화가의 천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미술 이론서 한 권도 남긴 없이 없다.
으나 모든 사대부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회화관은 겉으로는 천기 사상을 드러냈
다소라도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던 사대부들은 반대로 회

화를 즐기고 수집하며 혹은 직접 그리기도 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회화는 진보적 성향을

지녔던 사대부 화가들과 그들의 감화를 받은 화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0볼 수 있다.“52)
조선시대의 회화는 고려 때부터 쌓여진 회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송(宋), 원(元), 명(明), 청(淸)등 중
국 역대의 회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적 화풍, 즉 한국인의 미의식이 두드러지게 구현되는데 이는
안견파의 산수화 이암, 김식등의 동물화, 정선을 중심으로 한 진경 산수화, 김홍도와 신윤복 등의 풍속화 등
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고 믿어진다.

고려의 회화가 불교적 색채를 띠면서 예배나 기원의 뜻을 담고

있는 데 비해 조선의 회화는 양반 사대부들의 감상을 위주로 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림의 소재가 훨씬 다
양해 졌기 때문에 한국적인 미 의식이 전(前)시대 보다도 많이 구현 되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사대부의 산수화 중 유명한

소재를 중국의 무릉 도원에서 빌어온 것으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시대 선비

들의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다.

또 안견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작자 미상의 소상 팔경도(瀟湘 八景圖)

중의 어촌 석조(漁村夕照)의 작품에서 한국인들의 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즉 막힌 것을 싫어하고 확

트인 것을 좋아하며 답답한 것을 혐오하고 시원한 것을 즐겨하는 심성이며, 과장이나 허세가 없이 한국적
야산의 느낌인 다정하고 평화롭고 소박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子圖)의

이암의 화조구자도 (花鳥狗

작품에서도 조선시대 한국인들이 늘 추구하던 자연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속박 받지 않는 자유로

움, 꾸밈이나 허세를 초탈한 천연스러움등이 담겨있다.53)
조선 중기의 겸제 정선(1667- 1759)은 화원 화풍의 과거 관념적이고 전통적 기법에 얽매인 고답적인 화풍
을 타파하고 한국적인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실경산수를 그렸으나 그의 사상적 바탕으로 인하여 진
54)

경이 가미된 실경산수라고 말한다.

정선이 개척한 진경 산수는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리되 한국적인 화풍

50) 안휘준, 전게서, p. 75.
51) 김영주, 전게서, P. 30.
52)안휘준, 전게서, p. 80.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게서, pp. 173 - 176
54) 김영주, 전게서,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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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종래의 관념화된 중국적 양식의 산수화풍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조선 산수화로서, 조선 산천의 서정성을 우려내는 예술적 전형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진경 산수화 발달은 주자가 꿈꾸었던 무이구곡을 중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를 개척한 화가는 김홍도이다.

진경 산수의 문을 연 사람은 정선이지만 진경 산수의 새로운 경지

그는 우리 자연이 지닌 서정과 밀착하여 그 분위기를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풍토적 공감대로 풀어내었다.

정선이나 그 일파가 사경의 대상을 금강산과 같은 절경 명승에 국한시
55)

켰으나 김홍도는 대상을 평범한 풍경에까지 확대시켜 우리의 미적 정서를 담아 낸 것이다.
복과 더불어 풍속화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김홍도는 신윤

풍속화는 조선후기에 실학사상 및 민본 사상의 대두로

성장된 민중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서민 생활을 묘사한 그의 그림에서 구수하고 소박한 평민적인
정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배층의 의식을 표현해 내던 회화가 서민의 의식이 표현되면서 한
조선시대에서 한국적인 미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정통 회화만이 아니라

국적 해학과 정감을 표출해 내었다.
민화에서도 볼 수 있다.

아무런 꾸밈없는 마음 가짐, 산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허영도 없는 마음가짐, 그
56)

것이 한국 민화에 구현된 의식인 것이다.

“사실 민화는 느닷없이 18세기 한반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쌓아 올린 독자적이며 독창적인 문화예술의 전통 속에는 바로 민화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
다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다. 아무튼 민화는 한국 그림 중에서 정통화의 원화를 제외한 장인(匠人)들의 그
57)

림으로서 한국사람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아무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린 그림이다.”

민화에

서 보여지는 완벽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표현, 어수룩하고 바보스럽고 어딘지 빈틈이 있는 듯한 표현에서 아
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어수룩한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

민화를 그린 장인들은 정말 심미의식과 조형감각이 모자랐기 때문에

자연처럼 자연스러워지고자 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하나가 되어 스스로 우러나오지 않고는 어떠한 예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었다.

한국

의 전통 미술에서 발견되는 자연주의 또한 민화에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전통 회화도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종교 등에 의하여 특성을 키우며 조형
의식이 표출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회화에 나타난 조형의식을 한 마디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회화 역시 다른 미술품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 선조들이 감각적이고 재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어리숙하게 보일 정도로 순박하고 우직한 심성
으로 표현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딘가 모자라고 더 채워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우리의 전통회화 속에서

55) 전국역사교사모임, 미술로 보는 우리역사, 서울 : 도서출판 푸른 나무, pp. 144 - 146
56) 박용숙, 한국화의 세계, 서울 : 일지사, 1975, p.70
57) 김철순,공간,(장인의 예술⑧,1977년 12월호),서울:공간사,1977,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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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여유를 느끼게 하는 것은 자연을 다듬고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관조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조각에 나타난 조형의식

우리의 전통 조각은 조각사 측면에서 선사시대의 작품에서부터 언급되어야 하지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에서는 앞서의 회화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통적인 조형의식을 논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

뼈나 돌 등에 선을 긋거나 어떤 모습처럼 보이게 한 작품이나 울산의 반구대에서 발견된 암각부조에

서 조형 활동의 근거는 찾을 수 있지만 어떤 예술성보다는 그 시대의 생활상의 기록이라는 점에 더 큰 의
미를 두어야 될 것 같다.
한국 조각사에 있어서 조각다운 조각이 등장한 것은 불교 수용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조각

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부분 불상이 그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능묘의 주위에 둘려지는 호석(護石) 중 십이지상(十二支像)이나 문무석인상(文武石人像) 혹은 석수상(石獸
像)들과 같이 비교적 큰 부조상이나 원형 조각의 형태를 보여주는 예도 있고 또는 분묘 속에 넣은 부장품들
중에는 진묘수(鎭墓獸)나 토우들과 같이 소형의 조각적 형태를 지니는 예들이 있기는 하나 양적으로나 조각
58)

표현의 우수성으로 보아 역시 불교 조각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런 것들과는 다른 민간의 조형물

인 장승도 전통 조각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할 지 모르나 한국인의 조형 감각을 표현하고 있어 조형의식을
찾는 데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승은 샤머니즘적 요소와 실 생활의 편의 시설로서의

구실이 교묘히 융합한 가장 토속적인 유산이기 때문이다.59)
그러면 우리의 전통 조각들에서 먼저 불상에 표현된 조형의식을 고찰해 보겠다.
불상들은 삼국시대에 들어와 조각활동이 획기적으로 일어난 불교 도입 시기

60)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부터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살펴 보겠다.
불상은 부처를 조각한 것이다.

61)

즉 여래(如來)를 형상화한 것이고 ‘깨달은 자’를 형상화 한 것이다.

나 같은 불교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불상이면서도 그 모습은 다르게 표현되었다.
있는 조형의식의 다름 때문이다.

그러

각각 갖고

우리의 종교와 예술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58) 한국정신 문화 연구원, 전게서, pp. 60 - 61.
59) 신중신, 한국인의 마음, 서울 : 도서출판 윤문, 1990, p. 219.
60) 문명대, 한국조각사, 서울 : 열화당, 1989, p. 62.
61)강우방, 원융과 조화, 서울 : 열화당, 1990,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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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언어에 의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것을 이루어 왔다.
형언어로 파악하여 우리다움을 체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타국과의 비교보다는 우리의 조

더구나 서구적인 조각 개념으로 우리 것을 파악해서는 우

리 조각의 특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민족의 미술이건 그 특성은 말로 표현되자 마자 늘 부분적이며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고려청자의 특성은 그 시대의 중국의 것과 비교했을 때의 특성이며, 백제 미술의 특색도 고구려와 신라와
비교할 때 드러나는 것이지 한국미술 전반에 걸친 것이 될 수 없다.

미술의 속성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

하여 늘 변하기 때문에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정된 개념으로 규정되어 버릴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62)
그러나 변하는 특성 중에도 불변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며 그 것은 각자의 풍토와 삶의 궤적에서 우
러나온 조형의식일 것이다.

한국의 불상 조각도 불교가 도입된 이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외형적인 형체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기에 가능한 표현들
을 발견하면서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된 것은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 즉 서기 372년으로 알려져 있고, 백
제는 12년 늦은 384년에, 신라의 불교는 눌지왕(訥祗王, 417 - 458)때 전래되었지만 527년에 이차돈의 순교
로 정식 공인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3)

이러한 불교의 전래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삼국이 중앙 집

권적인 고대 왕국으로 발전해 나갈 때이다.

부족 국가 단계의 폐쇄적이고 자기 부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

어나 확대된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념체계가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사상 체계가 불교였다.

사실 불교의 수용과 융성하게 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왕과 그 측근들이었는 데 불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즉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과 왕실은 절대자인 부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 줌으로서
64)

왕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를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지배 계급과는 달리 불상은 일

반 백성들에게 예배의 대상이었기에 불상의 얼굴은 그들의 바램을 들어주는 권능자로서 또 다정한 이웃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졌다.
초기의 불상에서 온화하고 친근감 있는 미감이 나타나 보는 이로 하여금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삼
국이 서로 영토 확장을 위한 와중에서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처를 예배 대상인 불상에서 구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의 불상들에서는 단순히 예배대상을 떠나서 그 시대의 상과 시

62) 상게서, p. 39
63) 문명대, 전게서, p, 87, 118, 132.
64)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전게서, p. 73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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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정신이 그대로 불상의 얼굴에 반영되어 우리다운 미감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그러면 불상 조각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조형의식은 어떤 것인지 삼국시대의 초기 불상에서 부터 특징
적인 것을 골라 고찰해 보겠다.
불상이란 불교의 가르침과 신앙의 내용이 조각이라는 조형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된 종교적인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크게는 32상이 있고 작게는 80종호로 설명된
다.

이러한 상징적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는 인도 불상이나 중국 및 한국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형식 이외에 다른 조형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를 찾아보는 데서 우리의 조
형의식이 규명될 것이다.
“삼국 중 제일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고구려는 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가 융성하였다.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불상이 연가 7년명 금동불 입상이 아닐까 싶다.
나타내고 있는 데 신체 형태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불상은 고구려의 활달한 기상을

두터운 옷 속에 감추어진 장대한 골격의 체구를 암시

하며 힘차게 뻗친 옷자락이든가 세찬 파도처럼 물결진 옷 주름에서 이 불상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불상은 손, 발, 얼굴이 신체에 비해서 유난히 커지고 있는 데 특히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輿願印)을 동
시에 짓고 있는 큼직한 손, 여기에 왼손의 새끼 손가락과 무명지를 굽힌 시무외인은 힘차고 절도 있는 손짓
을 취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체에서 풍기는 이런 격렬함은 좁고 날카로운 대좌의 연꽃과 광배의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불꽃 무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거칠고 격렬한 작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북방

양식의 직모 이겠지만, 고구려 역시 동일한 북방적 기질인 점에서 고구려적인 양식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
을 것이다.65) “삼국시대의 불상들에서 한국적인 얼굴의 표정을 담고 있는 불상들은 서산 마애 삼존 불상,
군수리 금동 보살 입상, 삼화령 석조 미륵 여래 입상, 경주 배리석불 입상, 군수리 납석 불좌상, 황룡사 출
토 불두로 볼 수 있다.
서산 마애 삼존 불상은 본존이나 좌우 협시 보살 모두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다. 본존의 살이 많이 오른
얼굴의 미소는 눈, 코, 입이 모두 큼으로 해서 시원함을 느끼게 하며 우협시 보살 역시 눈과 입으로 웃음을
짓고 있다.
군수리 금동 보살 입상은 긴 머리와 입가의 미소가 하회 각시탈을 연상케 한다. 삼화령 석조 미륵 여래
입상 역시 작은 입에 잔잔히 미소를 머금고 있다.

경주 배리석불도 반개(半開)한 눈과 입가에서 미소를 발

견할 수 있다.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출토된 납석 불좌상은 돌의 부드러운 질감과 유연한 조각 수법이 조화된 불상이
65) 문명대, 전게서,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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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6)

이 불상의 형태는 얼굴을 숙인 것이 아니라 번쩍 들었고, 두 뺨이 적당하게 팽창하여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 흡사 현실적인 백제 사람의 구김살 없는 소박한 얼굴을 대하는 것 같다.67)
황룡사 출토 불두는 높은 예술성이 발휘된 걸작으로 어린애를 보는 듯 천진 스럽다.
퉁하고 반개하였으며 작은 입은 귀여운 미소를 풍기고 있다.
의 얼굴 표정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눈은 부운 듯이 퉁

지금 까지 예로 든 불상에서 실존하는 한국인

눈꺼풀은 두꺼운 모양과 반개하였으며 우리의 미술에서 인물상에

나타난 작품에서는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내재된 독특한 인체 해석과 표현 방법을 발
견하게 되는데 대개의 불상에서 두부(頭部)를 강조하고 인상(人像)에 신격을 부여하려는 표현은 대상에 내
재하는 힘이나 정신을 표현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불상은 불교 신앙의 예배 대상이므로 인체미 뿐만 아니라 종교미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의 불상에
서 두 가지가 가장 적절하게 조화된 작품이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국보 83호)이다.이 작품을 예
로 든 것은 인도의 조각과 일본의 조각과의 차이를 말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

상에 조금만 더 인체미를 가하면 인도의 조각에서 느끼는 에로틱한 면을 보이게 되며 종교미를 가하면 일
본의 조각에서 느끼는 차고, 엄하고, 무서운 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고신라의 불상 중에서 인간적인 친

근미를 느끼게 하는 불상의 예를 하나 더 들면 선덕 여왕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불곡
석불좌상(감실부처)이 있다.

7세기 전 반기 진평왕과 선덕여왕 시절의 신라의 문화상은 모든 것이 남이 아

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창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신감에 충만한 것이었다.
적극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한 이 시대의 문화적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백제, 고구려, 중국의 문화를

따라서 이 시대에 제작된 불상 또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중도에 포기한 문화적 자신감으

로 불교를 주체적으로 소화하여 대중화 작업을 펼쳤던 그 위대한 족적에 비견되는 감실 부처는 고 신라 불
상의 한 백미라 할 것이다.

경주 남산의 남쪽 기슭의 자연 암석을 파서 감실 속의 부처상을 만든 감실 부

처는 넉넉한 인상의 현세적 자비심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68)

이러한 삼국의 불상들에서 우리 조형

의식으로 파악되는 특성은 고구려의 활달한 기상의 표현도 있지만 보다 친밀감 도는 인간성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불상이 좌상보다는 입상이 많은 이유도 불교 장려를 위한 친절성에 있고 큰 불상보다 작은 불상이 많은
이유도 개인이 소장하기 편하고 신앙의 보편화를 위한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66)진홍섭, 불상, 서울 : 대원사, 1991. p. 89.
67) 문명대, 전게서, pp 122 -123
68)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서울:창작과 비평사,1993,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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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상 표현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불상의 표현 기술상의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체로 우

리의 불상은 조각 기법이나 주조 기술에서 볼 때 끝 마무리나 세부 표현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
한 특징을 고유섭은 완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표현상의 기술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서는 안되고 우리 선조들의 완벽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선호 의식 때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인의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천성이 그대로 반영된 표현은 한국의 전통 미술에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조형 의식인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에서는 신라가 고구려 및 백제의 병합에 따라 그 조각 전통을 흡수하고 또 그 유민
들의 다양한 조각 양식의 유합을 이루는 문화 수용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불교 수용의 단계에서 벗어나

불교 미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어 통일 신라 시대는 사실주의 조각의 극치를 보여주는 때로서 질과 양 어
69)

느 면에서나 한국 조각사의 절정기였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삼국시대 불상에서 강조되던 정면성(正面性)

이라든가 도상적인 상징성, 또 불신(佛身)의 비 사실적인 표현에 흐르던 경향에서 점차 탈피하여 갔다는 것
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주 구황동(九黃洞)의 삼층 석탑에서 나온 순금제 아미타여래좌상을

들 수 있다.

이

불상은 알맞은 비례와 균형을 이룬 불신의 단정한 자세, 얼굴의 미소, 자연스럽게 늘어진 법의의 주름 표현
에서 삼국시대의 불상들과는 다른 새로운 조형의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70)
새로운 조형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아미타불은 통일 초기에 많이 만들어졌다.

아미타불은 종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토종의 주불이지만 화엄종, 법상종에서도 선호했던 부처이다.

그

이유는 아미타불이 쉽게 정토로 인도해 주므로 통일이 되면서 전쟁에서 나오는 부작용 즉 사람의 죽음과
극락을 연결시켜 누구나 쉽게 극락으로 가보자는 사상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71)

에는 주불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화엄종에서도 8세기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잘 부합되는 불상은 앞서 이야기한 구황동의 아미타 여

래좌상 뿐만 아니라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삼존판불’의 예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통일신라 시
대의 불상들은 비 사실적인 경향에서 점차 탈피해 간다고 하였는데, 사실주의 양식을 꾀 많이 신라화시킨
불상이 감산사 불상들이다.

삼곡자세로 유연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세라든가 더욱 부드러워진 굴곡,

풍만하고 육감적인 형태미 등은 물론이고 당 미인을 연상케 하는 풍만한 얼굴은 그 동안 꾸준히 추구해 오
던 사실 주의가 화려하게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더구나 딱딱한 화강암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

드러우면서도 세련되고, 유연하면서도 날렵한 선을 만들어 낸 것에서 사실주의 조각임을 입증해 준다
신라 시대 사람들의 이상향은 극락정토였다.
69)
70)
71)
72)

72)

통일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미타 여래상을 많이 만들어냈

문명대, 전게서, p. 62
한국정신 문화 연구원, 전게서, p. 78
중앙일보사, 월간미술(1989년 9월호), 1989, p. 98
문명대, 전게서, pp. 194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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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한편 신라 귀족들은 삼국 통일후 부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이상향인 극락정토는 신라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신라 귀족들
의 이러한 관념은

의상의 화엄사상에 잘 드러난다.

땅이 바로 극락이라는 자신감으로 받아드리게 되었다.
73)

이는 현실적으로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라
의상의 화엄사상은 귀족들에게는 신라가 불국토라는

자신감을 갖게 했지만 동시에, 민중들에게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경제적.신분적인 차별을 은폐하고 망각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신라 불국토설에 입각한 신라인들의 생각을 구현한 것이 석굴암 본존불이다.

석굴암 본존불은 통

일 이전의 부처들이 주로 입상으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우아한 모습으로 높은 단 위에 앉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석굴암 불상의 근엄한 자세와 원만한 인상은 인간(귀족)과 부
74)

처의 절묘한 합일을 보여주는 조화로운 이상미의 극치이다.

통일 신라의 시대의 불상들에서 사실주의를 추

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지만 그리스 조각처럼 완전한 인체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존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점은 석굴암 본

불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념상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

리 불상들은 인도 불상처럼 관능적이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불상에 비하여 정신성을 강조했다고 생각되며
그 정신성을 표현함은 바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나타내려 한 것이고 그 예 또한 석굴암 본존불 옆의 문수(文
殊)와 보현(寶賢)보살상에서 찾게 된다. 통일 신라 시대에 불국토의 구현을 바라는 생각에서 석굴암 본존불
을 만들었지만, 3세기 동안 걸쳐서 조성되었던 경주 남산(南山)의 불상들 역시 불국토 구현을 위하여 조성
된 것이다.

7세기 초 고신라 말부터 시작하여 10세기초 통일 신라 말기까지의 3세기에 걸쳐 조성된 경주

남산(南山)의 석불들에서 부처와 자연과의 신묘한 조화를 볼 수 있다.
요소이기에 새겨진 불상도 산의 한 요소로 되어 버린다.
없다.

바위들이 남산과 떼어놓을 수 없는

따라서 산,바위와, 불상 사이에는 조금도 이질감이

남산 불상은 주위 자연 환경에 합일되어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전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애불

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바위면을 인위적으로 정방형으로 다듬지 않고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작업
을 하였던것 같다.

이러한 태도는 조성되어지는 조형물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기교면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쩌면 대충 다듬어 마무리를 짓는 듯한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한국 미술에 있어 전체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75)
이러한 성격이 잘 나타난 예 중의 하나가 앞서의 공예 부분에서 논의한 분청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를 중요시 하는 것에서 대범성이 나타나며 전체의 조화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
73) 일연, 삼국유사 上(皇龍寺丈六) 이민수 역,(서울:삼성미술문화재단,1987,pp.213-215.삼국유사‘皇龍寺丈六’에는
신라가 불국토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74)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전게서 pp. 91 - 93.
75) 이성도,신라 조형의 특성,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2,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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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다.
순응하는 조화의 미를,

남산의 불상들에서 바위와 이질적인 요소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는 자연에

불상의 표현에서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대범하게 처리한 것에서는 한국 미술의

보편성을 발견하게 된다. 통일 신라 말기에 오면서 등장하는 불상들은 석굴암 본존불로 대표되는 완벽성에
서 점차 멀어져 간다.

석굴암의 본존불과 같은 이상화된 아름다운 불상은 보이지 않고 목을 곧게 세운 권

위적인 표정을 한 불상이 만들어진다.

이는 몰락해 가는 특권 귀족들의 자화상이다.

통일 신라가 기울면

서 지방의 호족들은 선종 사찰을 세워 호족들의 도전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을 닮은 불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76)

데

이는 불상의 표현에 비례의 불균형으로 위축된 조형이 되었고 의문(衣紋)은 평면적이고 도식적이 되어

퇴화의 길을 걷게 된다

77)

고려 시대에도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에 이어 여전히 불교를 국교로 하였고 그

것을 토대로 문화를 발전시켰다.

고려의 문화 창달에 앞장섰던 문인 지식인들은 유교 뿐 아니라 불교와 노

장 사상과도 밀착되었던 유.불.선 3교의 통합적 사유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 시대 미술에는 이러한 사상적
분위기가 배여 있을 것이다.
향을 끼쳤다고 보아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장 사상의 친자연적, 탈속적 성향이 조형의식 형성에 영

고려 초기에는 거대한 규모의 야외 돌 불상이 세워졌다.

이 미륵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서북쪽의 중부 일대에 비교적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불상은 대부분

이 곳은 고려시대에 새로 개척

된 지역이며 외적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지역이라78) 현세구복적인 미륵 신앙의 형상인 미륵불을 세워 평화
를 기원하려 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석불이 관촉사의 석조관음보살입상이다.

김원룡은 한국미의 탐구라는 그의 저서에서 석조관음보살입상을 신라의 전통이 완전히 없어진 한국 최악의
졸작79)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상에서는 조형적인 면보다는 불상이 갖고 있는 정신성과 그 시대성을 반영
한 강대한 불상이라는 점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
관촉사의 석불과 같은 성격을 지닌 불상의 예를 하나 더 들면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다.

이 불상 역

시 비례를 무시한 석주형(石柱形)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입체감이 없고 의문과 팔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
다.

이러한 이유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많은 사원이 건립되어 현세적인 욕구로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

기는 하였으나 정신성만 강조하려고 했지 조형 능력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은 부석사의 소조여래좌상,한송사 석조 보살좌상,철제 불두, 충주 철불 좌상,
장곡사 금동 약사여래를 들 수 있다.
부석사 소조 여래좌상은 신라의 조형을 따르고는 있으나 법의(法衣)의 주름에서 도식화로 흐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신라불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의 새로운 양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

76) 전국역사 교사모임, 전게서, p. 99
77)118) 진홍섭, 전게서, p. 174
78) 전국역사 교사모임, 전게서, p. 105.
79)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서울: 열화당, 1978,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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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송사 석조 보살 좌상은 정돈된 불신과 더불어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철제 불두에

서는 볼에 살이 빠진 상호(相好) 튀어나온 광대 뼈, 미소 짓는 얼굴 등을 볼 수 있는데 고려 철불의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나타난다.

충주 철불 좌상도 상호의 표현, 결가부한 자세, 옷 주름의 표현 등에서 고려 불상의 특징

장곡사 금동 약사 여래에서는 인체의 비례가 알맞고 이목구비의 표현이 정돈되고 안정되어

있어 고려 불상으로서는 사실적인 표현에 성공하였다.80)
위에 예로 든 고려 불상들을 일반적인 불상 조성상의 의미에서 보면 고려 이전의 불상들에 비해 뒤 떨어
진다고 할 수 있다.고려 이전의 불상들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화된 얼굴(佛顔)과 종교적으로 승화된 아름다
움에 비해서 고려의 불상들은 토속적인 분위기와 세련되지 못한 세부, 특히 하체 조각의 생략이라는 수법,
도식적인 추상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토속적인 미는 이를 원류로 해서 조선조 시대의
81)

무덤 조각과 그림에까지 표현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려 시대의 불상이 이전에 비해 조

형상의 비례나 양감에서는 뒤떨어진다 해도 고려시대의 힘과 정신을 강조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사가 당시의 정치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다.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 정책을 실천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유교 국가였다.
멸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교가 완전히 소

그 동안 불교는 약 천여년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생활을 지배했던 만큼 호불의 군왕

이 있었고 전 시대까지 이어져왔던 숭불의 분위기가 민중 속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특징
있는 불상을 찾을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불상들은 고려의 양식을 계승하고 때로는 신라 불상의 양식을 모

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불상이 조형상 부족한 표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조선시대 불상은 그

시대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삼국, 통일신라의 불상이 너무도 우수하였기에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
82)

뿐이지 한국 불교 조각사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장륙사 건칠 보살좌상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불상의 예를 들면

조선적인 독특한 미를 지닌 우수한 불상으로 조선 초기의 양식

을 예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울인 체구, 침잠한 얼굴,

그 외의 군의(裙衣)의 띠 매듭 가슴부터 무릎까지 장식한 번잡한 영락(瓔珞) 표현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 유행되던 보살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들어졌다.

세조 때에는 흥불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불상 조각이 만

그 대표적인 예가 원각사탑 부조 불상이다. 이 원각사 탑에 새겨진 부조상들은 국가적인 최우수

기술과 정성을 들인 당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 고려 시대의 전통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

80) 진홍섭, 전게서, pp. 291 - 323.
81)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전게서, pp. 113 - 116.
82) 진홍섭, 전게서, pp. 324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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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각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불상이 있는데 바로 강원도 상원사에 봉안된 목문수동자상이다.

이 불상

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동자형 보살상으로 온화한 미소와 볼륨있는 천진스러운 얼굴 표정, 안정감 있는 신체
의 표현을 보여 준다.
원각사탑 부조 불상이나, 목문수 동자상은 왕실 발원의 불상이다.

이들 궁정 양식 조각에 자극을 받은

지방적인 불교 조각 역시 질적으로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위사 목아미타 삼존불좌상, 고산사 소
불좌상, 천주사 목불좌상, 대승사 불보살좌상, 무량사탑 출토 금동 아미타 삼존불상등이다.

지금까지 제시

한 조선 초기의 불상들에서 고려 불상과 마찬가지로 화려. 장중한 궁정적 미의식을 바탕으로한 다양한 표현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국가 내지 왕실의 분위기와는 단절된 채 지방 사찰과 일반 대중
의 주도 아래 지방 장인들의 손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순박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불상의 미의식을 창조하였
다.

83)

15세기 말부터 등장한 불상 조각을 특징지울 수 있는 몇 가지 미의식의 예를 들면 조형의 평면성, 방

형(方形)의 구성미, 비 사실성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평면성의 예를 보여주는 불상은 무량사소조 아미타

불 좌상이나 경북 용문사 목각불탱(木刻佛幀) 본존 불상, 상주 북장사 목(木) 아미타 불 좌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방형의 구성미를 보여주는 예는 불상의 둥근 미가 사라지고 평면성에 집착하게 되면서 인체의 부피감
이나 탄력을 배제시켜 버린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비 사실성의 예는 평면이나 방형의 추구에서 오는
결과로 인체의 사실성이나 다시 이를 이상화시킨 불의 이상적 사실성과는 거리가 먼 것에서 찾게 되는 것
이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불상 조각을 삼국시대나 통일 신라 시대에 비해 쇠퇴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려는 고려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개성있는 양식을 보여주었다.

즉 고려시대는 국가 불교의 배경아래 조성

되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장중함이 조형미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는 초기에 고려의 미의식을 바
탕으로 한 불상이 많았으나 15세기 말부터는 그 시대의 양식을 특징지울 수 있는 불상이 등장한 것이다.
즉 통일 신라나 고려시대의 조각이 보여준 창의력이나 조형적인 우수성은 부족하지만 단순하고 순박한 미
는 조선조 성리학의 절제된 미의식과 조화를 이루어 나름대로의 불상미를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전통조각에서 한국적인 미감은 장승에서도 발견 된다.

장승에게서 미적요소나 우수한 조형성을

찾아 볼 수 없고 더구나 불상의 얼굴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민중의 투박한 모습을 형상화 한데서 한국적인
미감을 발견할 수 있다.
장승은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실생활의 편의시설로서의 구실이 교묘히 융합한 가장 토속적인 유산인 것이
다

84)

개인의 필요보다는 부락 공동체의 안녕과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 이정표로서,

83)문명대,세종시대의 미술,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처, 1986,pp.90-109

84) 신중신, 전게서,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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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나타내는 구실을 하였다.
민속 문화란 왕족이나 양반 계층의 일시적인 문화가 아니라 서민이나 평민 계층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진 문화 현상을 말하는 데 장승 신앙 역시 당산, 산신각, 당산나무, 돌 무더기, 선돌, 솟대 등 무속 신앙
과 함께 우리나라 고유 민속 문화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온 것이다. 장승은 불교 미술품이나 공공의 건축
미술품과는 달리 한국인의 가장 원초적인 조형 감각을 드러내고 있는 민간의 조형물이다. 그것은 어떠한 모
델이나 규범없이 마을 공동체의 공동작업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역단위의 전형성을 형성해 옴으로써 한국적
85)

인 미감의 원형에 가장 근접한 전통 조각이라고 할만하다.

사실 장승에서는 조각으로서의 예술성 보다는

장승에 담겨 있는 우리 선조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농경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

또한 돌이나 나무의 본성을 거스리지 않는 최소한의 표현에서 순박하고 형식에 얽

매이지 않는 자연주의적인 의식이 나타나 있다.
우리의 전통조각에 나타난 조형의식을 찾을 때 우리 전통 조각 낱낱에서 조형의식을 찾기보다는 전체적
인 것을 조감하면서 우리다운 특징을 찾는 것이 조형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조각에서도 우리 특유의 조형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 회화에 나타나는 조형의식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

이 조형의식은 우리의 전통 조형물인 건축, 도

예배의 대상인 불상조차도 도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런 인간미를 표현한 것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엄숙하고 경건함까지도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정 속으로 스며들게 한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 즉

언제나 평화스럽고 원만하고 다정한 성품이 그러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II.결

론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조형의식을 전통 조형물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조형물에 표현된 조형의식은 자연스러움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하며 자연에 순응하려는 것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축, 공예, 회화, 조각의

자연스러움의 추구는 자연과의 조화를 원

이러한 조형의식이 전통 조형물들에 구체화 되어 표현된 예는 건축에서

즉 건물의 입지선정부터 자연 경관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건물 지붕 형태가

주위에 있는 산의 형태와 닮은 모습에서, 건축에 쓰이는 재료의 치목 정신과 건축의례에서, 우리의 조형의
식이 발견되어 지는 것이다.
수 있다.

공예 영역에서 우리의 조형의식이 잘 나타난 예는 도자기와 목 공예라고 볼

특히 이조 시대의 자기와 목 공예품에서 자연스러움의 추구에 대한 극치를 엿보게 된다.

우리나

라의 전통 조형물에서 자연스러움이 가장 많이 나타난 시기를 조선시대라고 본다면 바로 이 시대의 자기와
목공예품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백자에서 보는 평범함은 작위(作爲)를 거절하고 자연스러워지고자 한

85)중앙일보사 계간미술(1987, 여름 42호), p. 69.
- 31 -

것이다.
속에서

분청사기 또한 자연스러움을 대표하는 공예품이다. 청징(淸澄)하고도 가냘픈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86)

분청사기가 태어났지만 꾸밈 없는 표현과 잔 재주를 부리지 않은 대범함에서 조선시대의 서민 감

정을 보게 된다.

조선시대의 목 공예품에서도 꾸밈새나 잔 재주가 없고 순직하고 간소한 기능미, 재료의

쓰임에서 우리의 조형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회화 영역에서 우리의 조형의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삼국시대

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대표적인 작품을 예로 들었지만 공예품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보다도 조선시대의
작품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표현의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산수화에 표현된 과장이나 허

세가 없는 소박함, 대범하고 거친 듯 한 붓 놀림에서 잔재주를 볼 수 없는 시원함이야말로 작가 자신이 자
연스러워지고자 한 의지를 보게 된다.

조각 영역에서 우리의 전통 조각은 불상이 중심으로 되어있다.

불

상은 종교적인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고 있음으로 불교 문화권인 다른 나라의 불상들과 공통적
인 조형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불상에서도 다른 영역에서 표현된 자연스러움에 대한 추

구라는 조형의식이 나타났다. 그 예를 불상의 조각 기법이나 주조 기술에서 끝 마무리나 세부 표현을 소홀
히 한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표현상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선호의식
의 발로인 것이다.

또한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인 불상의 얼굴에서도 인간적인 친근미를 느끼게 하는 미소

의 표현에서 과장과 꾸밈이 있는 근엄한 종교미에서 벗어나려한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천성을 볼 수
있다.

경주 남산의 불상들을 비롯한 통일신라 이후의 마애불상 들에서 주위의 바위나 산과 이질감이 없도

록 조성한 것은 주위 자연 환경에 거슬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알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전통 문화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 것을 잃
지 않기 위해서 이다. 또, 국제화 시대에 민족적 자궁심을 갖지 못한 채 세계인이 되려 한다면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는 경고도 하고 있다. 민족적 자궁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전통 문화를 알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조형의식의 탐색은
우리의 전통이 어떤것인지 이해하려는 활동이다.

전통적인 조형의식은 우리 것을 비화와 열등감을 버리고

보았을 때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 조형물들을 우리의 척도로 재었을 때 평범하고 부족한 듯한 표
현에서 자연스러움을 철저하게 추구한 조형의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러움의 추구라는 조형의식은
한국미의 본질을 논할 때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한국미의 본질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
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의 역사를 비애의 역사로 보아 선의 특질로서 한국미의 본질을 정의하였고,고

86) 최순우,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서울:학고제, 1994,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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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섭은 무기교의 기교로,최순우는 자연과의 조화로 오는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미의 본질을 어떻
게 정의하든 그것은 자연스러움의 추구라는 조형의식을 뿌리로 두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조형의식이 추
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것에 대한 끝없는 탐구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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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ppreciating of the Formative Consciousness in

Korean Traditional Art
Ahn,June cheol

Nowadays, concern about our traditional things and desire to know about them are increasing.
in our educational world, the education of our tradtional culture is being gradually inten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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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In the presnt study, it was intended to help our understanding what is traditionally ours in the aspect
of the consciosness of our traditinal formativeness.
Our consciousness of tradtional formativeness has been studied through some traditional formative
objects.

What appears to be most prominent in our tradtional formative objects is the pursuit of what

is natural as it is.

This characteristic has been produced and reared in our climate.

what is natural is well expressed in the formative objects in ways of
nature", "going with nature", "harmonizing with nature", etc..

Such pursuit of

"following the pure reason of

And in order to feel our consciousness of

formativeness and understand it soundly, we should see what is ours affirmatively.
So far in our country, being an advanced country has been thought to be westernized,
orienting toward what is western not only in the logic of art but also in our way of thinking.

thereby
Such

orientation has been a cause of our negative prejudice and loss of confidence in what is ours.
Therefore, it is deemed that understanding the consciousness of our traditional formativeness will make
us see what is ours in an affirmative prespective and it is also a method to help our succession of
trad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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