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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ⅷ

A study on the Tea Culture and DA-SIK

-Development of New DA-SIK on Frame-

                                       Sung, Ae-sook

Advisor : Prof. Cho, Kyu-choon

Department of desig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This study has developed a sensual pattern of Dasik by reinterpreting the

existing patterns of dasik by modern perspective based on the Korean

traditional patterns including the tenor. Based on this research, we tri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dasik culture appropriate to the times.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interviews with

experts including Kim Kyu-seok, who is a master of the rice dumplings, as

well as a review of the literatures on the rice dumplings. Based on this, we

selected 16 patterns that a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people in traditional patterns. These modern complex and colorful patterns

are reinterpreted in a modern way, and finally, 20 simple and interesting

patterns of Dasik pattern are finally designe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pattern was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the analysis results, the meaning of Dasik was longevity,

wealthy movies, success, parental respect, friendship between friends, family

love, fertility and prosperity. The symbolic meaning of the pattern was

designed.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eaning of Dasik is longevity, wealthy movie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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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respect, friendship between friends, family love, fertility and

prosperity. Based on these symbolic meanings, MaeNanKookJook's two-string

version, KoSoMiHyang's one-row version, and BokHeeDaRock's one-row

version

Through this proces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Dasik culture will be formed based on the

traditional image of Korea by re-interpreting the Dasik pattern on a modern

basis and developing it into a Korean design that fits the world

competitiveness. Especially, the symbolic meaning of Dasik pattern will play a

useful role in resolving interpersonal problems, family problems, and social

problems that are easily faced in modern society.

Second, it is meaningful that we have developed nutritionally scientific and

excellent modern ceremonies. If it is popularized in connection with tea

cultures, economic benefits can be generated because the beauty of Dasik can

be emphasized and value can be given.

Third, we developed an opportunity to succeed and develop our unique

traditional culture in the fu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dern drapery.

In order to pass on our cultural heritage to our descendants, we need

constant attention, participation and effort. In particular,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and the spread of mass media, it is

urgent to develop a traditional culture that can be used in daily life rather

than a traditional culture that is only found on certain anniversaries or

holidays.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of the Dasik pattern, which is

approached from a modern perspec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veryday life connected with tea culture as well as popular

Dasik culture. Therefore, in order to popularize the tea ceremony culture and

the Tea Culture, the interest and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Keyword : DA-SIK , DA-SIK on Frame, Modern Patterns, Tea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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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차(茶)가 인간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인간과 신을 연결

해주는 매개체라고 여겨 중요한 의례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차를 올리는 다례행

사를 함께 했다. 차는 정갈하고 깨끗한 물질이기 때문에 “천선인귀(天仙人鬼)가

차를 다 좋아한다.”고 여겼으며, 왕실 내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모임 또는 행사에

서도 차를 올리는 의식을 실행했다. 차문화가 발달했던 사찰문화에서는 불전에

다례를 바치는 것 이외에 중요한 행사에 차를 올렸으며, 승려들의 모임이나 행사

에서도 차를 즐기는 다례를 진행했다. 이처럼 옛 조상들이 차를 즐겨 마시고 좋

아한 이유는 차가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

었다.

차문화는 차를 이용하면서 발현되는 다양한 현상을 이르는 말로, 다례(茶禮)와

다도(茶道), 행다법·제다법·음다법 그리고 차의 종류·다구·다식 등이 포함된다.1)

과거에 차생활을 통하여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던 풍속이 현대에 들어와 다양한

문화로 재창조되어 전승되고 있다.

차문화는 종합예술이 집약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들의 생활상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이는 차문화가 한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도덕과 종교, 예술과 같은 정신적인 문화와의 조화이자 문화의

가치성을 접목시킨 생활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라고 한다면 그 문화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을 통해 인간은 행복감과 극치를 느낄 수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미를 생활공간에 활용하

였으며, 자연을 즐기는 풍류정신의 한 부분으로 차문화와 다식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이루고자 했다.

따라서 우리의 선현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생활하였고, 절기에 따라 절식을 만

들어 즐겼으며,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창출하여 오늘날의 식문화에 큰 공헌을 하

1) 이경희(2008), 「한국 차문화전승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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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중 차(茶)와 다식(茶食)은 음. 양의 조화를 이루었다. 신농(神農)씨의 약

용으로 시작된 차의 역사만큼이나 다식의 역사도 오래된 것이다.2) 따라서 차생

활이 보편화되고 각광을 받으면서 찻자리에서의 다식 위치는 실과 바늘처럼 더

욱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완성된 찻자리 공간이란 차회의 목적이나 성격, 주제,

계절,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며 그 날에 사용할 차와 물․불을 선택하고 다식(茶

食), 다기(茶器), 다복(茶服), 다화(茶花) 등도 빠짐없이 준비하게 되는데,3) 그 구

성요소들이 조화로울 때 비로소 최고의 찻자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차문화는 현대인이 차를 즐기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칠석, 삼짇날,

단오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을 발전·계승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차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함으로써, 급속한 현대화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시 되살리고 새로운

창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

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다식제조 관련으로

손연숙(2016), 김자경(2015), 문정숙(2002)이며, 다식의 변천과 고찰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진수(2018), 최지안(2012), 홍금이, 김종선(2010) 등이다. 그리고 다식문

양 디자인 연구는 이봉규(2002)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통 다식문양을 현

대적 디자인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뿐 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선을 보여

세계인의 후식은 물론이며, 사랑받는 기호식품되리라 여긴다. 이에 본 연구가 기

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이 되며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십장생문양을 비롯하여 한국의 전통문양을 토대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다식문양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식떡살 전문가 면담을 통

해, 기존의 다식문양 디자인에 대한 보완점과 현대인의 기호와 선호에 적합한

흥미로운 형태의 20개의 문양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다식문양을 개발하여 다식문화와 차문화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식문화와 차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김완주(2008), 「차문화가 동아시아인의 공예문화관 및 조형성에 끼친 영향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3) Ibid.,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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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한국의 전통다식판 문양을 토대로 현대인의 감각과 취향에 맞는 다식문양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현대인에게 맞는

다식문양 개발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등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현대적 다식문양 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다식문양 개발을 위해 떡살 다식판 기능

전수자이며 명장인 김규석를 비롯하여 다식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심층면담

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16가지의 문양을 선별하였고,

기초문양 작업에서 1차, 2차, 3차, 4차 수정작업 이후 최종적으로 20가지의 다식

문양을 창작하였다.

연구의 범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는 차문화와 다식의 연관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본 연구

의 목적을 제시한다.

둘째, 이론적 배경으로 차문화의 개념과 다식의 유래 및 종류 그리고 다식문양

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셋째, 창의적인 현대적 다식문양을 개발하기 위해 십장생문양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십장생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제품사례들을 살펴본다.

넷째, 앞장의 이론적 배경과 십장생문양의 디자인 사례분석을 토대로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다식문양 디자인 제작을 한다. 그리고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

석한 다식문양에 대해 제언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한 다식판을 제시하

고 마무리한다.

본 연구자는 전통다식판 모양에 익숙한 현대인의 인식의 벽을 허물고 다양하

게 개발한 다식문양이 차문화와 다식문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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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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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제 1 절 차문화의 개념과 다식의 유래

1. 차문화의 개념

차4)의 어원은 현상,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식물로서의 차나무, 둘째는

물에 타거나 달여서 음료로 만드는 재료, 마지막으로 찻물을 의미한다. 첫 번째

정의는 보편적으로 차나무를 표현하며, 세 번째 정의는 일상적인 찻물을 의미한

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라고 할 경우 두 번째 정의를 지칭한다.5)

한편, 차문화의 경계는 차를 식용 또는 약용과 분리해서 현대인의 기호음료인

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차문화는 차인의 정신문화 향상

을 수행하는 여가생활 활동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6) 즉, 차라는 고유한

물질적인 속성을 넘어 일종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수행이나 수양 또는 인격적 역

량이나 경지라고 보았다.7)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차문화의 정의는

차생활을 통한 정신수양과 경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는 약 1400년

간 이어져 온 국가와 왕실의 의식, 사대부의 의례(儀禮)적 여가문화이자 종교인

의 구도생활이었다. 즉, 차문화는 우리민족의 미의식과 정서, 선비들의 고급 생활

문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 예로는 조선조 말기 다산 정약

용(1762-1836)과 차와 함께 예술의 꽃을 피운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차를 향

유하며 서로 교류를 하였다. 그 당시 차는 귀한 손님에게 음식의 하나로 여겨 대

접하거나 동년배 간의 차 선물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특히 차문화는 명상과 친

목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8)을 하였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귀례는 한국 차의 역사와 정신에 관해 『한국의 차문화』라는 책을

4) op.cit., p.9.

※순수한 우리말의 복합어일 때는 '차'로 발음하고 한자 복합어일 때는 '다'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5) 박준식(2005),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본 한국 차문화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

회 하계 학술발표회, pp.81-98.

6) 이진수(2010), 「차문화가 삶의 질적 향상에 미친 영향 연구」, 차문화・산업학, 16(1), pp.1-20.

7) 왕종인(2004), 『중국의 차문화』, 에디터, p.318.

8) 이귀례(2002), 『한국의 차문화』, 열화당, pp.34-98.



- 6 -

출간하였다. 그의 저서를 살펴보면, 동양 최초로 차를 칭송한 이목(1471-1498, 조

선)의『다부』에 관해 소개하였다. 이목이 예찬한 차의 오공·육덕·일곱 가지 효

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의 오공은 갈증과 기운을 풀어주고, 숙취해소와 소화가 잘되어 이로우며 특

히 서로의 정을 화목하게 나눌 수 있어 좋다.

차의 육덕은 병을 그치게 하여 장수할 수 있으며, 기운이 맑아 마음을 평온하

게 해주고, 덕이 있어 신령스럽고 예절을 갖추게 한다는 6가지의 덕을 찬미하고

있다.

차의 일곱 가지 효능은 한 주발 마시니 마른 창자가 깨끗해지고, 두 사발을 마

시니 마음과 혼이 상쾌해지고, 세 주발을 마시니 호연지기가 생기고, 네 주발을

마시니 울분이 없어지고 기운이 생기고, 다섯 주발을 마시니 탐욕이 사라지고,

여섯 주발을 마시니 하늘나라에 오르는 것 같고, 일곱 주발을 마시니 봉래산의

울창한 숲에 가까이 이른다는 일곱 가지의 효능을 예찬하였다. 이는 차문화의 풍

류와 멋스러운 경지를 노래했다.

위와 같이 차의 효능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차는 음료의 역할이나 차를

다루는 예능보다는 다사(茶事)와 공다(供茶)와 음다(飮茶) 등 자연과 삶의 진리를

찾는 실행적 공부였으며, 공경과 정성을 표현하는 행동방식이었다.9) 한국 다도의

관념적 바탕은 종교적이면서 종교를 초월하였으며, 한국 고유의 풍류도가 숨 쉬

고 있고 생활철학 자체를 포괄하는 차문화라는 것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파악하

였다.

2. 다식의 유래 및 재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다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음식이며, 그 기원은 조과류(造菓類)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음식 역사와 조리」에서는 다식을 ‘볶은 상태의 흑임자가루․미

숫가루․콩가루․삶은 밤 가루 그리고 송화가루 등을 꿀과 함께 반죽하여 다식

판에 눌러서 만든 것’10)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식의 재료에 따라 종류를 세분

9) 전종민(2009), 「차문화 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차문화・산업학, 10(1),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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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식의 주재료 다식 종류

곡물 율무, 쌀, 수수, 녹말, 진말, 좁쌀, 옥수수다식

한약 신검초, 갈분, 강분, 용안육, 산약, 칡, 생강, 당귀다식

견과 잡과, 황률, 대추, 상사, 잣다식

종실 흑임자다식, 진임다식, 콩다식

화분 송화다식

채근 연근, 감자, 고사리다식

동물성 광어, 건치, 포육다식

화하면 다음 <표 2-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1> 다식의 재료와 종류11)

그리고 오늘날 음식역사의 대표적 사전인『음식대관』에 따르면, 다식은 한약

재가루․견과류․곡물가루․종실 등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조리하지 않고 그

대로 이용하고, 날로 먹을 수 없는 재료는 불에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꿀이나 조

청을 넣고 만들어서 다식판에 찍어낸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12) 이러한 다식은

우리나라의 기후,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다식의 특성을 보

이는데, 이는 다식에 사용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특산물에 따라 곡

물다식, 한약재다식, 견과류다식, 동물성 다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곡물가루로 만든 다식

곡물가루로 만든 다식은 율무다식, 수수, 쌀, 좁쌀, 녹말, 진말, 옥수수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10) 윤서석(2002), 『역사와 조리법』, 서울: 수학사. p.423.

11) 김자경(2015), 「치아씨를 첨가한 현미다식 제조의 최적화 및 품질특성」,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p.9.

12) 강인희 외(2000), 『한국 음식대관 3』, 한림출판사,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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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식종류 주재료 부재료 다식 만드는 법

녹말다식 녹말

오미자

물

꿀

①오미자 ½컵을 물 ½-1컵에 하루쯤 담가 오미자국을

만듬. ②녹두녹말에 꿀+오미자국+가루설탕을 함께

섞어 고운체에 내림. ③체에 내린 녹말에 꿀을 넣고

되직하게 반죽. ④다식판에 기름을 엷게 바르고 반

죽을 밤톨 크기로 떼어내 찍어냄.

진말다식 밀가루
참기름

청주

①밀가루를 번철에 담아서 중간불로 누런색이 날 때

까지 볶음. ②볶은 밀가루에 꿀을 섞어 반죽한 후

덩어리로 만듬. ③다식판에 참기름을 엷게 바른 후

반죽을 밤톨 크기로 떼어내 찍어냄.

쌀 다식 찹쌀

소금

참기름

꿀

①찹쌀을 씻어 불려다가 쪄서 말린 다음 노릇노릇

하게 볶음. ②볶은 찹쌀에 소금을 약간 넣어 곱게

빻아서 체로 쳐놓음 ③찹쌀가루+꿀+조청을 넣고 반

죽. ④ 반죽한 것을 다식판에 참기름을 바르거나 또

는 랩을 씌워 찍어냄.

다식종류 주재료 부재료 다식 만드는 법

갈분다식 칡 꿀

①칡은 껍질을 벗겨 갈아서 베보자기에 넣고 칡물을

짜냄. ②칡물을 장시간 놓아두어 칡 앙금이 되도록

함. ③윗물은 버리고 남은 앙금은 백지를 깐 채반에

펴서 말림 ④갈분가루에 꿀과 생강즙을 넣어 섞은

후 반죽. ⑤다식판에 기름을 묻힌 후 반죽한 갈분가

루를 꼭꼭 눌러 찍어냄.

<표-2> 곡물가루로 만든 다식의 종류13)

2) 한약재 다식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다식은『옹희잡지』, 『원행을묘정리의궤』, 『임원십

육지』, 『조선요리제법』등에서 소개되고 있다.14)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3>

과 같다.

<표-3> 한약재로 만든 다식의 종류15)

13) 김혜영·홍금이(2009), 『다식의 맛과 멋』,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131.

14) 김종선(2010), 「문헌을 통해 본 전통다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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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분다식 생강 꿀

①생강은 껍찔을 벗겨 갈아서 생강물을 짜냄. ②생

강물을 장시간 놓아두어 앙금을 만듦. ③앙금의 윗

물은 버리고 남은 앙금은 백지를 깐 채반에 펴서 말

림. ④생강가루에 꿀을 넣고 반죽한 후 기름으로 닦

아낸 다식판에 찍어냄.

신감초

다식
당귀

잣

꿀

①신감초가루와 송홧가루를 섞어 체에 친다.② 꿀과

조청을 넣고 반죽의 정도가 알맞게 되도록 반죽 ③

다식판에 참기름을 바르고 반죽한 것을 찍어냄.

서여다식 마 꿀

① 연한 마를 골라 햇볕에 말린후 가루를 만듦. ②

마가루에 꿀을 넣고 반죽 ③ 다식판에 반죽한 마가

루를 넣고 눌러 찍어냄.

용안육

다식
용안육

꿀

①용안육은 씨를 빼고 손질하여 말린 후 가루로 빻

음. ②용안육가루와 준비한 분량의 꿀을 넣고 반죽.

③다식판은 기름으로 닦아낸 후 반죽한 용안육가루

를 넣고 찍어냄.

다식종류 주재료 부재료 다식 만드는 법

황률다식 밤
꿀

잣가루

①황률을 겉껍질과 속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림. ②

잘 마른 밤을 절구로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듦. ③

꿀과 밤가루를 섞어 반죽 ④ 다식판에 기름을 칠한

후 반죽한 밤가루를 꼼꼼히 넣고 찍어냄.

잣다식 잣 꿀 ①잣은 위의 고깔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어 준비한

3) 견과류로 만든 다식

견과류로 만든 다식은 황률다식을 비롯하여 잣다식, 상실다식, 잡과다식 등이

있으며, 이는 『증보산림경제』,『규합총서』,『임원십육지』,『음식법』,『시의전

서』 등에 소개되어 있다.16)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4>에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

<표-4> 견과류로 만든 다식의 종류17)

15) Ibid., p.33

16) 유은희(2006), 『다식과 차향기』, 서울: 프로방스,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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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기름이 생기지 않도록 도마 위에 종이를 깔

고 곱게 두드려 잣가루로 만든다. ③만들어진 잣가

루는 꿀로 반죽하고 이것을 다식판에 찍어낸다.

상실

다식

도토리

(상실)
꿀

①도토리는 겉의 껍질을 벗긴 후 이슬을 맞히며 말

림. ②잘 말린 도토리의 속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듦. ③꿀과 도토리가루를 섞어서 반

죽. ④다식판을 기름으로 닦은 후 반죽한 도토리가

루를 넣고 찍어낸다.

잡과다식

건시

밤

대추

생강즙

꿀

계피

잣가루

후추

①삶아진 밤껍질을 벗기고, 곳감과 대추는 씨를 제

거한다. ②대추, 밤, 곶감을 골고루 곱게 다진다. ③

모두 다진 후 밤, 곳감, 대추에 꿀과 생강즙을 넣어

섞는다. ④대추 빛깔이 검게 변하면 계피, 생강즙과

후추를 넣고 섞는다. ⑤다식판은 기름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⑥다식판에 먼저 잣가루를 뿌린 후

다식반죽을 넣고 이를 힘을 주어 찍어낸다.

대추

다식
대추

계피

설탕,

꿀

①대추씨는 뺀 후 곱게 짓이긴다. ②설탕과 계핏가

루를 넣어 섞는다. ③반죽이 되면 다식판에 찍어낸

다.

3. 다식의 색 및 효능에 따른 특징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은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를 이용하는 방식과 관념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색은 황색, 검은색, 붉은색, 청색, 백색으로 구성된

오방색이다.18)

한국인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 음양오행 사상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

고, 한국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의미 중심의 배색을 하였다. 예를 들면, 반상

차림의 음식에서 오미와 오방색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식에서도 음양오행

사상이 바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졌다.

17) Ibid., pp.135-139.

18) 서정향․홍금이(2007), 『우리예절과 차생활』, 도서출판영남,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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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궁궐에서는 여러 가지 다식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명칭만 다르게 붙였

는데, 여기에는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황률다식을 이용한 삼색다식, 송화다식, 흑

임자, 녹말다식, 황률다식을 이용한 사색다식,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청태다식,

녹말다식, 싱검초다식을 사용한 오색다식이 있다. 그리고 오색다식에 용안육다식

을 더해서 만들어진 각색다식이 있다.19) 이러한 다식을 색과 효능에 따라 분류하

면 다음과 같다.

1) 색에 따른 분류

다식의 색에 따라 분류하면 재료 자체의 색감을 활용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

면, 흰색을 나타내는 경우 녹말다식, 쌀다식, 진말다식 등을 이용하였고, 노란색

계열은 황률다식, 참깨다식, 송화다식 등으로 나타냈다. 청색과 녹색은 신검초다

식과 청태다식으로 나타냈고, 검은색은 흑임자다식으로 나타내었다.20)

음양오행설에 의해 색의 의미를 보자면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火)에 상응하며

만물이 무성한 남쪽에 해당된다. 적색 재료의 다식은 태양, 물, 피와 같이 생성과

창조, 적극성을 뜻하며 왕성하고 만물이 무성하여 생명을 낳고 지키는 힘을 상징

한다고 한다. 황색은 오행에서 토(土)에 상응하며 방위는 중앙을 상징한다. 모든

색의 근원으로 숭상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천자의 색으로 가장 존귀한 색으로 여

겼고, 우리나라도 황색은 임금을 상징하고 있다. 백색은 오행의 금(金)으로 방위

는 서쪽에 해당하고 폐와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백색은 청정과

순결, 광명과 도의(道義)의 표상이며,21) 청색은 오행 중 목(木)에 해당되며 간,

담, 근육에 연결되는 기운이다. 방위는 동 쪽에 해당한다.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水)에 해당하며,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고 방위는 북쪽이

다. 계절로는 겨울로 봄을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생을 상징함과 아울러 만

물의 변화와 흐름을 뜻한다.

한편 주재료를 2가지 이상 혼합하여 색깔을 맞추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녹

말다식 등에 신감초말을 섞어 연한 녹색의 다식을 만들기도 하고, 청태다식에 신

19) Ibid., p.103.

20) 이귀주․정현미(1999), 「다식의 유래와 조리과학적 특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

회, 14(4), 1-46.

21) 이효지(2005), 『한국음식의 맛과 멋』, 신광출판사,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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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초을 섞어 진한 녹색의 다식을 제조하였다.22)

색의 조화를 이룬 다식은 궁중연회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순조 28년

(1828년)에 삼색다식이 처음 등장하면서 그 뒤로 헌종, 고종까지 이어지고, 각색

다식, 각색소다식, 삼색다식, 오색다식으로 발전해 나갔다.23) 이러한 다식들의 기

록은 궁중 의궤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에서는 색의 조화를 이

루는 여러 종류의 다식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효능에 의한 분류

과거 우리 선조들은 민간요법으로 다식을 즐겨 먹었다. 쌀다식은 주재료로 사

용하는 것은 찹쌀이다. 『본초강목』에 의하면 찹쌀은 효능은 멥쌀보다 전도성이

좋고 성질이 따뜻해서 위벽을 보호하므로, 위궤양이나, 심하게 땀을 흘리거나 잦

은 소변,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

여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좋다.24) 쌀다식은 다른 다식들에 비해 늦게 개발 되었

지만 우리 생활 속에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 미숫가루, 미분 등을 첨가해 다식

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황률다식은『동의학사전』에 기록된 효능에 의하면 황률은 신경과 비경에 작

용한다. 신와 비위를 보호하고 원기를 돋운다. 몸이 허약하고, 비기가 약해서 설

사할 경우, 신이 약하고 무릎과 허리가 시큰거리고 아프며 연약할 경우 등에도

쓰인다. 또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이들의 기를 보충하는 보약으로 이용해

도 좋다. 이러한 효능을 토대로 황률다식은 일반적으로 수연상에 올리는 다식 중

하나였다.

그리고 비만방지에 효과가 있는 잣다식에 대해『동의보감』에 기록된 효능을

살펴보면, 성분은 체내에서 필수 영양소 물질을 양성하고, 풍기를 가라앉힌다. 또

한 호흡기의 기능을 부드럽게 하고, 장의 기능을 원활히 한다고 기록되었다.

흑임자의 약용효능을 『신농본초경』에서 살펴보면, 참깨는 허약한 신체의 오

장을 보강하고 기력을 북돋아준다. 특히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흑임자다식을 두었다가 식중독이나 토사곽란이 생겼을

22) Ibid., pp.45-51.

23) Ibid., p.51.

24) 복혜자(2016), 『약선음식』, 고양: 파워북,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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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복용하게 했다. 상자다식은『본초강목』에서 보면 ‘도토리는 곡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실도 아닌 것이 곡식과 과실의 좋은 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도토리

만 먹어도 보신이 필요 없는 좋은 식품이다.’라고 했다.25)

이외에도 다양한 효능에 의한 다식이 전래되었는데, 꽃가루 중에서는 유일하게

다식으로 조리하는 송화의 경우『본초강목』의 기록에 의하면, 송화의 효능은

‘맛이 온화하고 달며, 독이 없으며 폐와 심장을 부드럽게 하여 풍을 없애고 지혈

을 시킨다’고 기록 되었다. 그리고 송화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성이 강하여 오

랜 시간 동안 두어도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옛 선조들이 다식을 사용

하는 다양한 용도와 의미를 지닌 귀한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다식판의 재질 및 도구

우리나라에서 다식판을 만드는 기능전수자로 지정된 명장 김규석(1959- )은

전통 문양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선조들이 과거에 사용

했던 다식판의 재질은 주로 나무, 도기, 금속 등이었으나 보편적으로 나무로 만

든 다식판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림-1> 조선시대의 다식판26)

<그림-1>과 같이 조선시대 나무 다식판은 각 가정의 상비용구로 회갑연(回甲

宴)·혼례(婚禮)·제례(祭禮) 등의 행사에 다식이나 약과를 만들었다. 다식판은 몸

체가 위아래 두 짝으로 조각된 몸체와 양쪽의 버팀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식판 표면에는 일반적으로 원형 문양은 국화꽃, 새, 물고기, 문자 등이 있으며

25) 김영복(2008),『 한국음식의 뿌리를 찾아서』, 백산출판사, pp.89-101.

26) 국립중앙박물관(1993),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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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壽)’자와 ‘복(福)’자를 변형된 빗살형태의 조각이 음각으로 되어

있다.

다식판의 재료로 적합한 나무 목재는 박달나무, 회양목, 피나무, 대추나무 등이

며, 이와 관련된 문헌은 많지 않다. 선행연구 홍금이(2009)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기록에서 다식판이란 ‘단차(團茶), 즉 떡의 형태를 지닌 차과자인 다식을 만들어

내는 판’27)라는 내용으로 최초로 다식판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다식판의 경우, 수공예로 하나하나 문양을 파서 만든다. 과거에

이용된 다식판 제작도구는 <그림-2>와 같이 목재 조형작품을 조각하는 조각칼

들이다.

<그림-2> 전통적인 다식판 제작도구28)

일반적으로 다식판 제작도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근래

에는 제작자들이 수공예 작업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 드릴, 톱, 각종 도구 등

을 활용하여 작업을 한다.

그러나 명장 김규석은 아직까지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대식 도구가

시간을 단축하고 간편하게 작업하는데 유용하다고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김규

석 1차 인터뷰 중, 2018). 정보기술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표면조각 및 장식, 귀금

속 세공, 조각미술 등의 분야에서 조작기술은 각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각 시장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발달되어 있

는데, 이는 CADCAM S/W29)가 일찍 도입되어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품종 소량

27) 홍금이(2009), 「다식 발달 과정 연구: 문헌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3.

28) 김규석 명장이 소장하여 사용하는 제작도구.

29) CADCAM:설계도면의 3D 모델화 작업-윤곽 및 3D 모델의 가공 데이터 작성, S/W(설치 및 장애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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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위주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떡살, 다식판 작업에도 적용되어 이

봉규(2002)가 제안한 디자인처럼 다식문양 작업에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 설계와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다식

문양의 개발이 자유롭게 되었다. 전통문화를 개발하여 한국적 이미지로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현시점에서 설계전용프로그램인 CADCAM S/W

는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새로운 제작도구로 우리나라 다식

문양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 현대의 CADCAM을 활용한 다식판 제작도구30)

본 연구자는 차문화와 다식의 유래 및 재료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우

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차와 다식은 아주 조화롭다. 차

한잔 한 모금을 마시므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고, 빈 속에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다식으로 위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인체의 대사기능을

왕성하게 하려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다식의 재료는 차가 지닌 독특

한 떫고 쓴 맛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였으며, 자연스러운 단맛

과 은은한 향을 살려서 만드는 선조들의 깊은 다식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30) 이봉규(2002), 『(떡살, 다식판용)CNC MC 적용을 위한 문화상품 소재표면 장식디자인』, 광주대학

교 출판부,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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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고기무늬 매조(梅鳥)무늬 구름·용무늬 박쥐무늬

산수무늬 십장생무늬 봉황무늬 칠보무늬

연꽃당초무늬 매화가지무늬 대나무무늬 난초무늬

제 2 절 다식문양의 종류

차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다식문화 역시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다식문양이

등장하였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문양(紋樣)의 글자 중 문(紋)은 직물의 주름살이

나 문채를 나타내고, 양(樣)의 의미는 모양이나 문채, 형상, 법식, 형상, 상태 등

을 의미한다.31)

다식의 문양은 회화적이고 사실적인 무늬보다는 추상적이고 도안화된 무늬가

많다. 그 무늬 속에 담긴 기원의 의미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문양에 비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아름다움이 담겨있다.

<그림-4> 조선자기에 등장한 문양32)

31) 홍정숙(2006), 「차문화 공간에 어울리는 茶花 연구」, 목포대학교 국제차문화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p.38.

32) 국립중앙박물관(1993),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p.158; 홍금이(2010), 「다식 발전 과정 연

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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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자연에 친근하고 자연에 투철하고 자연 묘체를 선천적으로 체득하고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요사스럽거나 천하지 않고

점잖고 깊이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다식문양은 시대별 도자기에서 일부분 인용하여 다식판으로 만든 경우도 있는

데, 조선자기 문양은 다음 <그림-5>와 같이 산수 고기무늬, 매조무늬, 대나무무

늬, 난초무늬, 연꽃당초무늬, 매화가지무늬 등으로 다양한 동식물 문양으로 표현

되었다.

이러한 문양은 다식문양으로 변형되어 일부만 응용되거나 축소되거나 간결한

형상으로 표현된다. 다식문양은 원형, 마름모, 사각, 세모, 긴 직사각형의 형태에

동물이나 식물, 문자 등을 새겨 넣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원형이나 약간 변형된 둥근형태의 원형태의 바탕에 새, 나비, 비둘기, 사슴 등의

동물문양이나 대나무, 난초, 국화, 연꽃 등의 식물문양, 수복(壽福)을 기원하는 문

자문양 등을 새겨 넣은 것이다.33)

이들 다식문양은 문양의 대상에 따른 분류와 의미에 따른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상에 따른 분류는 식물문양, 동물문양, 기하문양, 글자문양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의미는 다식에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문양을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대상에 따른 분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에 따른 분류

1) 식물문양

다식판의 문양으로 가장 자주 이용되는 무늬로는 식물문이 있다. 식물문은 사

시사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많은 문양은 소

나무․대나무․국화․이화․매화․포도․난초․당초문․목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식물문양은 식물의 특성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김규석(2005)은 식물문양 중 포도와 석류문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고, 파

초는 화목과 번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식물문양이 의미하는 내용은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33) 김규석(2005), 『소중한 우리떡살』, 미술문화,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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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문 양 다식문양 상징과 의미

연잎문

연은 꽃 중의 군자라 하였

고, 연잎과 줄기가 어우러져

있는 모양이 장생, 생명의

자비, 군자의 기상으로 표현

됨.

소나무

문

소나무문양은 상록수이기 때문

에 사계절 푸르름을 잃지 않는

다하여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의미.

난초꽃

문

난초꽃은 사군자의 하나

로 군자의 기상을 비유

하고, 꽃이 핀 난초는 자

손을 의미.

모란꽃

문

화중왕(花中王)으로 천하제

일의 아름다움을 상징. 예전

에는 왕비나 공주의 옷에

모란꽃문을 수놓음.

당초문

당초문의 덩굴무늬는 단독

으로 쓰이기보다 다른 문양

과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장

수와 대(代)를 잇는 의미

대나무

문

대나무는 번식력이 강한 상

록수라는 점에서 소나무와

함께 영생과 불변을 상징.

매화문

매화는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

찾아주는 눈 속의 꽃.

매화를 대나무와 함께 도안하

여 부부를 상징.

<표-5> 식물문양의 상징과 의미34)

34) Ibid., pp.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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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문

국화는 늦서리에도 청초한

모습을 지키기 때문에 길상,

상서, 장수의 의미.

복숭아

문

복숭아문은 십장생과 어우러

져 장수의 의미. 장생과 복

을 상징하는데 복숭아를 먹

으면 장수한다는 유래.

포도

덩굴문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며, 장

수와 다복(多福), 다부(多夫),

다남(多男)의 의미.

연꽃문

연꽃은 탄행, 축복, 번영, 행운,

풍요, 장수, 명예 등을 상징하

고, 연밥에 촘촘히 박힌 연

실은 다남(多男)과 다산(多

産)을 상징.

석류문

석류는 붉은 주머니 속에 빛나

는 씨앗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다산을의미하여기하문과 병행하

여 결혼식에 많이 사용.

삼다문

삼다 신앙의 상징적인 식물문

양은 복숭아, 석류, 불수감으로,

장수와 다복을 누리며 아들을 많

이낳기를기원하는 의미.

불로초

문

불로초는 십장생의 하나로 무

병장수하는 신비의 풀로 전해

지고 있다. 떡살에서는 영지

버섯과 함께 도안하여 장수

의 의미.

2) 동물문양

과거로부터 전해져오는 다식문양 중에는 다양한 동물문양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끼, 비둘기, 사슴, 거북이, 까치 등이 있다. 이들은 인간에게 이로움과 두려움의

존재로써 다식과 떡살무늬 문양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문양으로 동물을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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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문 양 다식문양 상징과 의미

사슴문

사슴은 거북, 학과 더불어 십

장생의 하나로 수천 년을 사는

영물. 떡살에서 소나무와 함께

사용되어 장수의 의미.

봉황문

봉황은 새 중의 으뜸으로 고

상함과 성스러움을 상징. 다

식과 떡살무늬에서 봉황은 길상

의 의미.

학문

학은 자태가 청초하고 고귀

하여 신성한 새의 의미, 떡살

에서 학문은 상서로움과 장수

의 의미.

십장생

문

십장생은 불로장생을 상징하

는 열 가지의 사물을 가리키

며, 장수의 의미로 수연(壽

宴)에서 많이 사용됨.

거북문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

를 의미. 떡살에서 다양한 형

태로 도안되어 천수의 의미로

사용.

박쥐문

박쥐는 오복 생명력이 강한

여성을 상징하고, 탄생과 성장

을 상징하기도 함. 떡살무늬

에서는 다산의 의미와 벽사

의 의미를 지님.

때 단순히 동물의 외적인 형태만 취하는 것이 인간이 부여한 상징성도 함께 표

현하였다. 이러한 동물문양을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동물문양의 상징과 의미35)

35) Ibid., pp.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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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문

나비는 일반적으로 연인을

의미하고, 기쁨, 장수, 부부금

슬을 상징. 떡살무늬에서 꽃

과 함께 도안되어 만남을 의

미.

토끼문

토끼문은 장생불사를 의미하

고, 떡살이나 다식판에서는

풍요롭게 잘살게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

새문

새문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영적인 동물로 떡살무늬에서 꽃

이나 나비와 함께 만남, 부부금

술과 정토의 의미.

물고기

문

물고기문은 다복다산의 염원

이 담겨있다.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여 과거급제, 출세하게

해달라는 의미.

3) 기하문

기하문은 원, 사각형, 선 등을 이용하여 떡살무늬와 다식판에 응용한 문양으로,

과거에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문양이기도 하다(이경희, 2008). 기하

문은 하천, 산, 계곡을 비롯해 해, 구름, 달, 물, 바람, 바위 등의 여러 가지 대상

들과 대자연속에 있는 사물들에 각각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무늬이다. 그리고 앞

에서 언급한 요소들의 조형미를 얻기 위해 선, 원, 삼각, 사각, 격자모양의 추상

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무늬라고 볼 수 있다(김규석, 2005). 이러한 기하문을 ‘알’

무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알무늬는 장생과 더불어 도야의 의미를 포함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은 우리의 민속신앙에 많이 등장하는데 선사시대의 암각

벽화에서도 그 잔존신앙이 남아 있다. 다식판에 자주 등장하는 기하문은 다음

<표-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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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문 양 다식문양 상징과 의미

석쇠문

가로세로의 선이 얽혀 있는 무

늬로 육각형이나 사각형을 기본

으로 하고, 만남, 길상 상징.

수레차문

바퀴는반복함으로써영원에이르는

것으로, 인생유전의 의미. 인생은

돌고 도는 것으로 욕심내지 말고

최선을다하자는뜻.

창살문

창과 문은 집의 안과 밖을 의미

하고, 평화, 안식, 번영을 뜻함.

떡살무늬에서 창살은 수, 복, 강녕,

유호덕등의길상의의미.

고리문

고리는 여러 개의 고리가 반복적

으로 연결되어 영속과 지속의 의

미. 떡살에서 인연과 만남, 길상

과 정토를 상징.

돌림문

떡살에서 만자문, 아자문, 뇌문 등

을 돌림문의 형태로 본다. 떡살무

늬에서 돌림문은 영원과 장수를

상징.

영롱문

영롱은 구슬에 반사되는 맑고 아

름다운 모양으로 사내아이를

상징.

삼각문

삼각무늬는 여근 또는 재생의

의미. 삼각문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조화를 상징.

<표-7> 기하문의 상징과 의미36)

4) 문자와 길상문양

문자는 천지의 마음이며, 도문일치의 이념으로, �역경�에 따르면 “글은 세상을

36) Ibid., pp.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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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문 양 다식문양 상징과 의미

쌍희문

기쁠 희(喜)자가 두 개 나란히

붙어 있는 모양으로 부부가 즐거

움을 나눈다는 의미. 회갑이나

혼인식에서 사용

칠보문

칠보문은 후대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삶

을 살며, 재앙을 방지하기를 기

원함.

복 귀, 남, 수복강녕 등의 문자문양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김규석, 2005). 이는 문자가 우주의 원리를 재현

한 도문이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보았다. 옛 선조들은 문자에 액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주술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대표적인 사

례가 잡귀를 쫓기 위해 붉은 글을 써서 붙이고 무병장수를 위해 숫자를 새겨 넣

으며, 가구를 들여올 때 잡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네 귀퉁이에 ‘임금 왕(王)’자

를 써서 붙였다는 속설이 이를 설명해 준다(김규석, 2005).

이처럼 길상문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되기를 기원하는 길상의 의미가 내포되

어 있으며, 문자를 도안한 것으로 만(萬), 수(壽), 복(福), 강녕(康寧), 무강(無疆),

부귀(富貴), 다남(多男), 희(喜) 등이 있다. 문자문과 길상문양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표-8>와 같다.

<표-8> 문자문과 길상문의 상징과 의미37)

2. 의미에 따른 분류

옛 선조들은 식물, 동물, 기하문, 문자 등 다양한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여 다식

문양으로 찍어내고, 이를 차와 함께 여유를 즐겼다. 이러한 다식문양은 대상에

37) Ibid., pp.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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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나무문 불로문 대나무문

따라 식물문양, 동물문양, 기하문, 문자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식문양을 연

구한 김규석(2005)에 따르면 다식문양에 내포된 의미와 상징은 크게 장수, 부귀

와 다남, 음양의 조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수(長壽)의 의미

다식판에 내포된 기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들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부

(富), 다남(多男), 귀(貴), 장수(長壽) 등을 염원했던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직면

한 문제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편적인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38) 오늘날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중 장수(長壽)

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식판에 담은 것으로 식물문양, 동물문

양, 기하문양, 문자문양 등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식물문양 중 소나무문양은 십

장생의 하나로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교적 절

의와 지조 그리고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로초문은 십장

생의 하나로 무병장수하는 신비의 풀로 전해지고 있다. 떡살에서는 영지버섯과

함께 도안하여 장수의 의미로 사용한다. 대나무는 수를 상장하는 바위와 함께 도

안되어 축수(祝壽)를 나타내기도 하고, 번식력이 강한 상록수라는 점에서 소나무

와 함께 영생과 불변을 상징한다. 국화는 늦서리에도 청초한 모습을 지키기 때문

에 길상, 상서, 장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화에 기국연년(杞菊延年), 송

국연년(松菊延年)이라는 축수의 문구를 붙여 장수화로 잔칫상이나 수연 때 한화

로 많이 사용한다. 이를 정리하여 다음 <표-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9> 장수(長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식문양39)

38) 강수정(2003), 「한국의 다식문양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39) Ibid., pp.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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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문 사슴문 학문

십장생문 수복강녕 문자문 별문

거북문 햇살문 돌림문

동물문양에서 사슴문은 거북, 학과 더불어 십장생의 하나로 수천 년을 사는 영

물로 알려져 있고, 사슴은 불멸의 영생력을 갖고 있는 동물로서 떡살에서 소나무

와 함께 사용되어 장수의 의미한다. 학문은 자태가 청초하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

를 의미하고, 떡살에서는 상서로움과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십장생은 민간신앙 및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을 지칭

하는 것으로, 해, 달, 구름, 산, 바위, 물, 학, 거북, 사슴, 소나무, 불로초, 대나무,

복숭아 등으로 구성되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수연(壽宴)에서 많이 사용된

다.

문자문에서도 장수의 의미를 담은 문양들이 등장하는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글자와 글자 또는 글자와 기하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길상문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복강녕 문자문, 목숨수(壽) 문자문 등이 있다.

이중 수복강녕 문자문은 문자와 기하문양이 복합된 것으로 사면 장방형 떡살무

늬로 도안되어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외 문자문들도 글자의 뜻을 통해 장

수와 관련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하문의 대표적인 장수문양으로는 별문, 빗살문, 돌림문 등이 있다. 별문은 칠

성신에게 아기의 무병장수를 빌고, 떡살에서 길조와 장수, 정토의 의미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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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빗살문은 장수, 해로, 길상의 의미를 지니고, 돌림문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

원한 것으로 부귀장수, 만대(만만세)를 의미하고, 떡살에서 연속무늬로 영원과 장

수를 상징한다.

2) 풍요와 다산의 의미

다식판에서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지닌 문양은 인간의 기본 욕구와 생산 그리

고 남아를 출산하여 자손과 가문의 번창을 의미한다. 이들 문양에는 풍요, 다산,

남아선호에 따른 다남 안락함 안정 권세 권력 등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지니는 문양은 식물문양과 문자문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나리꽃문, 모란꽃문, 난초꽃, 당초문, 포도문, 연꽃, 삼다문, 동백꽃문, 금잔화문

등이 있다.

식물문양에서 나리꽃문은 풍요와 순결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나리꽃이 많이 피

면 그해는 풍작이 된다고 믿었다. 모란꽃문은 천하제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떡살무늬에서 화목 부귀영화 번영의 의미로 쓰인다. 배꽃문은 떡살에서 다섯 장

의 꽃잎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무늬이다. 금잔화문은 여러 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정감이 있고, 자연

스러운 조형미를 보여준다. 떡살이나 다식판에서는 다산의 의미로 사용된다. 연

꽃은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으나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세속화되어 종자가 많은

점을 들어 다산의 징표로 여겼다. 이외에도 탄생, 축복, 번영, 행운, 풍요, 장수,

명예 등을 상징하고, 연밥에 촘촘히 박힌 연실은 다남(多男)과 다산(多産)을 상징

한다. 동백꽃문은 빛깔이 유난히 붉어 정열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엄동설한에도

핀다하여 장수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동백꽃가지로 여자의 볼기를 치면 아

들을 낳는다는 설화가 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자다남(多子多

男)을 상징한다. 포도문은 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고,

다식에서 포도문양의 덩굴무늬는 장수의 의미와 다복(多福), 다부(多富), 다남(多

男)의 의미한다. 이외에 삼다 신앙의 상징적인 식물문양은 복숭아, 석류, 불수감

으로, 장수와 다복을 누리며 아들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동물문양에서 부귀와 다남의 의미를 지닌 문양은 박쥐문과 토끼문, 물고기문

등이 있다. 박쥐는 한자문화에서 오복과 생명력이 강한 여성을 상징하고, 탄생과

성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떡살무늬에서는 다산의 의미와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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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나리꽃문 모란꽃문 배꽃문

금잔화문 연꽃문 동백꽃문

포도문 물고기문 박쥐문

영롱문 창살문 칠보문 + 팔길상문

있다. 토끼문은 도교에서 장생불사를 의미하고, 떡살이나 다식판에서는 풍요롭게

잘살게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한다. 물고기문은 다복다산의 염원이 담겨있다. 건

강한 남아를 출산하여 과거급제, 출세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하문에서 영롱문, 창살문, 칠보문 등이 있다. 이중 영롱문은 구슬에 반사되는

맑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귀한 자식을 금지옥엽이라 하는데, 황금가지에 달린 구

슬잎이라는 뜻이다. 금자동, 옥동자라는 말도 자식을 황금과 구슬에 비유한 것으

로 흔히 사내아이를 상징한다. 칠보문과 팔길상문은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재앙 방지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에

서 여덟 가지 상서로운 물건을 팔보 또는 팔길상이라 하는데, 진주, 능형(菱形),

경, 물소 뿔, 거울, 돈, 책, 나뭇잎 등을 말한다. 부귀와 다남(多男)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식문양은 다음 <표-10>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10> 부귀와 다남(多男)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식문양40)

40) Ibid., pp.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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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 문 양

석쇠문+뇌문+연꽃문+국화문 삼각문 만자문 태극문

팔괘문+만자문+길상문 바둑판문 십자문 쌍희문

일반적으로 떡살에서 기하문과 문자문은 길상의 의미로 쓰인다. 창살문은 창과

문은 집의 안과 밖을 의미하고, 평화, 안식, 번영을 뜻하는 안쪽과 부정한 바깥쪽

이 맞닿은 곳으로 가옥 구조 중에서 가장 민간한 곳이다.

창살문의 무늬는 하얀 창호지에 비치는 달빛 그림자와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

를 이룬다. 떡살과 다식문양에서 창살은 수, 복, 강녕, 유호덕 등의 길상의 의미

를 지닌다.

3) 음양의 조화

다식문양에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문양은 문자문, 기하문 등에서 많이 등장

하고, 만남 인연 반복 연속성 인생무상 등의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들 문

양들은 한 가지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 부귀, 다산, 사랑, 부부

금슬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길상의 의미가 포

함되어 있다.

문자문에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문양은 만자문, 쌍희문 등이 있다. 만자문

은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가슴에 있었던 무늬로 길상의 표시로 인식되었으며, 존

재의 시작 또는 윤회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만자의 연속체로 시작도 끝

도 없는 지속과 생명의 무한한 소생 및 영원함을 뜻한다. 만자문은 태극문과 함

께 구성되어 구한말에는 독립을 기원하는 팔괘문과 조화를 이룬 태극기로 독립

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떡살이나 다식판에서도 쓰였다.

<표-11> 음양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식문양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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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11>를 살펴보면 쌍희문은 기쁠 희(喜)자가 두 개 나란히 붙어 있

는 모양으로 부부가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회갑이나 혼인

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기하문에서 바둑판문, 삼각문, 태극문, 팔괘문, 석쇠문, 격자문 등이 있다. 먼저

바둑판문에서 바둑돌은 음양의 이치를 바둑판에서는 천문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음양사상을 비롯하여 제왕의 다스림, 고금의 득실 등이 담겨져 있다. 바둑은 천

지를 포함한 우주의 질서와 세계의 움직임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하는 기

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떡살에서 바둑판은 친구간의 우애와 정토의 의미로 사용

된다. 삼각문에서 모는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근 또는 재생을 의미하며, 삼각문의 배열에는 다산을 바라는 마음도 표현되어

있다. 한편, 정삼각형은 영적인 의미, 정사각형은 땅을 나타내며, 삼각형은 인간

의 의미이고, 원은 하늘을 상징한다. 따라서 삼각문은 천지인(天地人)과 삼재(三

才)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팔괘문은 건(乾), 곤(坤), 진(震),

감(坎), 간(艮), 손(巽), 이(離), 태(兌)를 의미한다. 자연계, 인사계의 모든 현상을

음양으로 겹쳐서 팔괘상으로 나타내는데, 팔괘문은 벽사의 의미를 지니며 행복을

상징하고 복록(福祿)을 추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위의 <그림-11>에 제시된 석쇠문은 가로세로의 선이 성글게 얽혀 있는 것을

말하며, 격자문이란 가로세로의 선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무늬를 지칭한다. 천공

에 걸쳐진 석쇠문은 성글고 관대하지만 어떠한 것도 이러한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석쇠문은 완벽한 질서, 완벽한 법제와 구조 등을

상징한다. 십자문은 동서를 나타내는 ‘ㅡ’과 남북을 잇는 ‘l'이 합쳐진 것으로 사

방과 중앙을 갖춘 상서로 운수를 의미하고, 음양오행 간의 십간 등 여러 가지 복

합적인 관념들을 내포한다.

본 연구자는 다식문양의 종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길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

기가 되었다. 옛 선조들이 다식문양을 자연에서 혹은 추상적 개념과 철학적 개념

에서 풀어냈으며, 문양 하나하나에 의미와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다식문화를 즐

기며 누렸다. 또한 그들의 삶의 소망과 철학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탐색할 수 있

었다.

41)  Ibid., pp.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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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십장생문양의 이해

제 1 절 십장생문양의 기원과 상징

1. 십장생문양의 기원

십장생이란 오래 산다고 여겨지는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물의 열 가지 정도

의 소재를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삼은 것으로 이것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십장생

도라고 한다. 이들 장생)의 상징물은 열 가지로만 구성되어 그림에 표현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장생의 소재만으로 그려지기도 하기에 장생도라고도 한다.

인간의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림인 장생도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으

나, 전통화 중에서 장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 가지의 제재(製材)를 모아 그

린 십장생도는 한국 고유의 것이다.42)

장생에 대한 소재의 형성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장생도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길상화(吉祥畵)43)의 소재이고, 한

국을 포함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장생도와 같은 그림이나 미술품이 있지만 장

수의 소재가 십여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몇 개의 조합

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십장생이라는 용어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

다.44)

십장생의 소재가 하나의 그림 안에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할 때 중국의 길상을

나타내는 축수(祝壽)의 그림과 유사하다. 즉, 사람의 축수의 뜻을 표현한 명조시

대의 도자기 그림 문양에서 십장생도와 비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표현

된 것은 한국의 십장생 소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구름·해·바위·복숭아·물·박쥐·

42) 박본수(2002), 『十長生圖』, 美術史論壇 통권15호, 한국미술연구소, pp.385-400.

43) 길상화(吉祥畵): 현생의 부귀(富貴)와 행복(幸福) 등의 염원(念願)을 형태에 대입하여 그려낸 그림을

말한다.

44) 박정혜(2012), 『조선궁궐의 그림』, 파주: 돌베개,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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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45) 등 비슷한 구성의 소재가 등장하고 있다.46) 이러한 길상적인 표현과 의미

를 통해 중국을 비롯해 경제, 정치, 문화적인 교류가 오랜 시간 지속된 고려시대

와 조선시대에 나타난 십장생의 도상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47)

최근에 중국학자도 조선 특유의 길상화의 표현이라 한 것과 조선 정조 18년

(1794)에 대마도의 조선어통사(朝鮮語通事)였던 오다이 쿠고로(小田幾五郞:

1754-1831)가 쓴 <상서기문(象胥奇聞)>48)에서 ‘십장생이란 해, 달, 산, 물, 학, 거

북, 소나무, 대나무, 사슴, 영지’라는 설명을 통해 당시 일본 문화에서는 십장생이

라는 개념이 생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십장생도는 요지연회도에 나타난 연회장면 중 인물들만을

빼고 그린 그림이다. 병풍의 형태로 만들어서 십장생의 분위기에 의해 웅장하고

숙연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도는 옛 조상들이 요지연의 불사약을

바라는 동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5> 요지연회도49)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들이며, 불로장생을 바

45) 박쥐: 한자로 편복(蝙蝠)이라 하는데 한자음이 복(福)과 같아 복(福)을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한

국전통문양에서도 많은 쓰임이 있었으나, 한국의 십장생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6) 궁중유물전시관(2004). 『병풍에 그린 송학이 날아 나올 때까지-십장생전』, 서울: 시월, pp.254-255.

47) 홍선표(1999), 『조선시대회화사론』, 서울 : 문예출판사. pp.126-159.

48) 상서기문(象胥奇聞): 18세기후반, 일본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

다.; 임영주(2000), 『전통문양자료집』, 서울: 미진사, p.21.

49) 박본수(2016), 「조선 요지연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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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들어 있는 십장생도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의 상징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상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대표적인 그림

이다.

조선시대 십장생문양이 대중화된 원인으로는 크게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선시대 국내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특권계급의 지속

적인 권력 투쟁의 문제와 신분의 세습제도에 의한 사회 불평등, 경제적인 불안,

유교문화, 전제주의 및 권위주의 사상 등의 문제점 등이 내포되어 있었다.50) 국

외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민중들이 시달리면서 억압되고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민중들에게 사회에서 벗어나 세속의 욕망과 고통을 이

탈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하였다. 즉, 사회의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삶과 희망을 담아 자연숭배사상과 원시신앙의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2. 십장생문양의 상징성

십장생도에 표현된 불로장생의 상징물은 물·해·학·바위·구름·거북·소나무·대나

무·불로초·사슴이다. 그러나 달과 천도 복숭아 등의 소재가 첨가되어지기도 한

다.51) 장생에 대한 소재의 구성은 실제로는 열 가지가 넘는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십장생에서 ‘십’의 의미는 그 숫자를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다.52)

십장생도는 선조들이 즐겨 그렸던 그림으로 불로장생의 상징을 나타내는 열

가지 대상물인 해와 물, 구름, 돌, 소나무, 산, 학, 사슴, 거북, 불로초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던 그림이다. 선행연구 김선애(2004)에 의

하면 십장생도는 일반적으로 정월 초하루에 새해를 축하하며, 복을 받기를 염원

50) 김진은(2014), 「십장생 문양에 나타난 조형성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 네오 팝을 응용한 패턴디자인

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51) 권지희(2004), 「조선 후기 십장생도의 상징성과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p.3.

52) 임영주(2000), 『전통문양자료집』, 서울: 미진사,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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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분 류

장 생 물
의 미 상 징 속 성

종 류 형 태

자연물

해 생명의 근원 국가

항 상 성

(恒常性)

산 음양의 조화 영생

돌 영원성 영원불멸

물 깨끗함과 영 원 한

하던 세화 또는 회갑 등에서 자주 등장하였고, 도식적인 형태로 채색은 짙고 화

려하며 장식적인 성격을 매우 강조하였다.53)

십장생은 주로 가구와 생활 장식품, 궁궐의 담벼락, 부녀자의 장신구와 시문과

속담에도 등장하는 소재였다. 그리고 십장생도의 소재는 생태학적으로 오래 산다

고 인식되어 장수와 관련된 상징을 갖게 되었는데 연상법(聯想法)을 통해 장생물

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한자의 발음으로 인한 유사성으

로 십장생의 소재가 가지는 상징을 설명하는 해음우의법(諧音寓意法)54)으로 의미

를 분석하고, 십장생도의 바탕에는 도교·유교·불교·무속신앙 등의 사상이 결합되

어 있어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십장생도의 색채에 담긴 의미

는 주로 오방색55)을 통해 벽사(辟邪)의 뜻과 상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56)

십장생문양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세분화57)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6> 십장생도 장생물의 의미와 속성58)

53) 김선애(2004). 「조선후기 민화에 대한 연구 : 십장생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p.10.

54) 해음우의법(諧音寓意法): 예시를 든다면 박쥐가 복(福)을 상징하게 된 것은 박쥐의 한자인 편복(蝙

蝠)의 복(蝠)이 복(福)과 동음동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55) 오방색: 동양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적색(赤色)·청색(靑色)·황색(黃色)·백색(白色)·흑색(黑色)을 뜻

한다.

56) 김용권(2012), 『관화·민화 백한 가지 뜻풀이』, 서울: 예서원, pp.22-37.

57) 권지희(2004), 「조선후기 십장생도의 상징성과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1-45.

58) 박정민(2014), 「십장생도를 활용한 패션소품디자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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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유지 생명력

구름
속세를 벗어난 풍

류, 신계

초 월 의

경지

식 물

소나무 굳은 절개
정 의 와

지조

불변성

(不變性)

신령성

(神靈性)
불로초 불로의 영약 상서로움

동물

거북 수호, 복

장수,

신 선 의

영물 장수성

(長壽性)

신령성

(神靈性)

학 일품의 벼슬 선계

사슴
장수

선과 평화의 상징

장 수 , 재

생,영생

※박정민(201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1) 해

일반적으로 해는 영원히 빛나는 것을 감안하여 불로(不老)의 상징을 나타낸다.

예로부터 해는 만물을 자라게 하고 생성하는 에너지이자, 소생의 근원으로 여겼

다. 그 뿐만 아니라 해는 영원무궁하다는 의미를 지녀 국가를 상징하거나 왕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태양은 생명의 시작과 영속성을 상징해 만물생

성의 근원이라 믿었고 동양미술사에서는 태양 속에 삼족오가 표현되는 등 이를

상징하는 의미는 영생을 나타내며, 외부의 변화로부터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상들은 해를 보는 꿈은 좋은 일

이 있음을 예고하는 길조로 믿기도 했으며, 해가 홀로 표현되는 것보다 달과의

결합을 더욱 길하다고 생각하였다. 일월이 하늘에게서 밝은 빛을 띤다는 꿈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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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길에 입문하고, 일월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꿈속에서 접하면 집안이 크게 번성

한다고 여겼다.

2) 산

산의 소재는 예로부터 많은 그림과 시문 등에서 표현되었다. 산이 지닌 의미가

나타내는 항상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도교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사

상을 바탕으로 산이란 신선의 나라 또는 이상향 등으로 간주하였다. 산속에 사는

신선들은 평생 영생을 누리며 여유롭게 인생을 노니는 동경체로 인식하였기 때

문이다. 그래서 산의 상징은 영원성이다. 이러한 상징의 좋은 예시로는 단군이

산에 오르면서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영주

산·봉래산·방장산 등의 삼신산에 대한 관념도 이러한 영생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한문제와 진시황이 영생을 위한 불로불사약을 구하고자 수천 명의 신하

를 삼신산에 보낸 것이다.

3) 돌

바위나 돌은 영원한 불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 천 년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

도 변하지 않는 군자의 기백을 지녔다고 여겨 불변성을 나타내는 장생물로 분류

하였다.

신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선풍도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선은 바위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선비들은 수석도라는 바위와 괴석

을 대상으로 한 그림을 즐기며 그렸고, 십장생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 돌을 포함

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4) 물

물은 오행의 원천이며 모든 생명의 근간이자 바탕이기 때문에 생명수이다. 장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물은 이러한 의미에서 항상성을 지니는 장

생물로 손꼽힌다. 아울러 물은 죽은 사람도 되살아나게 한다는 재생의 기능도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국의 설화 중 무교의 바리공주 신화를 보면, 바리공주

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서천지역 서역국에서 생명의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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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가져와서 죽은 부모를 되살려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물은 재생의 상징성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은 산

과 더불어 일상생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요소이다. 이는 ‘배산임수’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우리 조상들은 산을 뒤로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

는 지역에 마을을 이루었다. 여기서 물은 영원한 생명력과 풍요로운 생산성, 비

옥함을 상징한다.

5) 구름

십장생 중 구름의 상징성에 대해 권지희(2004)는 구름 또한 항상성을 지닌 장

생물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구름은 작은 바람에도 있었다가 없어지는 제자리

가 없는 장생물인데 어떻게 항상성을 지닐 수 있었을까? 이는 그것이 한자리에

오래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불변으로 장생이

된 것이 아니라 변함으로써 장생이 생기게 된 것이다.59) 이러한 구름은 도교적인

관념에서 이상향의 징표이자 세속을 멀리 떠난 초월의 경지를 상징한다. 구름 중

에서 오색영롱한 구름은 채운이라 하여 거룩한 것의 출현을 알리는 징조로 여겨

졌다. 초기 우리나라 문학작품에 나타난 채색구름이나 오색구름은 신령스러우며

하늘의 권능을 상징하는 긍정적 의미로 나타난다.

6) 소나무

이색의 <목은집>에 의하면, 소나무는 유교적인 윤리에 적합한 상징물로 지조

의 상징이며, 정의, 탈속 그리고 풍류를 상징한다. 또한, 정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불변한다는 불변성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소나무는 추위에도 잘 이겨내고 추운

엄동설한에서도 솔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생을 상징한다. 따라서 소나무는

학과 더불어 노인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고대풍

속에 의해 묘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행위도 이와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 등장

한 민화, 청화백자와 화각공예에서도 십장생물로 소나무가 자주 표현되었다.

7) 불로초(영지버섯)

59) op.cit.,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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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초 또한 신령성을 띤 장생물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색의 시에서 불로초는

아름다우면서도 상서로운 상징물로 간주되었다. <장화홍련전>과 박인로의 <선

상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로초는 상서롭고 신비한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불

로초는 버섯과의 한 부류로 일 년에 세 번에 걸쳐 꽃이 피기 때문에 삼수(三秀)

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불로초를 서초 또는 선초라고 불렀으

며,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불로장생 할 수 있다고 믿었다.

8) 거북

십장생 중 거북은 장수의 상징물뿐만 아니라 신선의 영물로도 인식되고 있다.

거북은 실재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동물로 상징되었다.60) 거북은 장생과 길상을 상징하여 예로부터 신수로 일컬어져

왔고, 만 년을 사는 고령 동물로 알려져 용·봉황·기린과 함께 사령으로 불렸다.

거북은 십장생 중의 하나로 조선시대에 문방구류·자수·민화 등 각종 생활 공예품

과 건축 등의 의장문양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특히 문방구류에서는 벼루·연적·필

통·지통· 먹에 거북을 포함한 십장생문양이 자주 시문되었으며, 문갑·서안·책장

등의 가구에서도 나타났다.

9) 학

학이 등장하는 것은 <열녀춘향수절가>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양정가>, 정철

의 <성산별곡> 등으로 주로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에서 잘 표현되었다. 학은 관직

과 벼슬에 연관된 입신출세를 의미하는 그림에서 자주 나타난다. 아울러 학은 선

계를 상징하는 장생물로 인식되어왔다. 이때 학은 천년 이상 영생하고 도교 신화

에서 신선이 타고 다니는 장생동물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상서롭고 신

비로운 동물로 인식되어져 왔다. 더불어 선조들은 학을 모든 새들의 우두머리로

서 품위와 기품을 지닌 일품조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옛 선조들은 장수를 기원하

는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학 문양을 자주 넣어서 표현하였다. 학 문양을 기물에

표현하면 장수를 비롯한 행복, 풍요 그리고 귀인의 운이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60) 박영수(2005), 『유물속의 동물상징 이야기』, 서울: 내일아침,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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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슴

사슴은 뿔을 지닌 동물로 뿔이 봄에 생겨나서 점점 굳어지면서 떨어지고, 다시

이듬해 봄에 생겨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재생, 영생,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옛 선조들은 사슴의 그림을 벽에 붙여 놓기도 하고, 베개 위

에 수를 놓아서 베고 자거나 주머니 위에도 수를 놓아서 차고 다녔다.61) 이러한

사슴은 장생물 중에 학과 더불어 신선의 시종이자 벗으로 생각하였다.

사슴이 재생이나 영생을 상징하는 주된 원인은 대지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

과 봄에 자라면서 딱딱하게 각질이 된 후 떨어지고 봄이 되면 또다시 뿔이 생겨

나는 순환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 선조들에게 사슴은 대지

의 원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동물로 인식 되었다.

11) 기타 십장생물

이 밖에도 대나무, 연꽃, 포도 등의 식물문양, 동물문양, 자연문양 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다식문양 개발을 위한 장생문양을 자세히 전개하고자 한다.

61) op.cit.,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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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십장생문양을 응용한 디자인사례

1. 십장생문양이 응용된 고대유물

현존하는 전통유물 중에서 십장생문양이 응용된 사례를 보면, 시대별로 다양한

문화유적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십장생문양은 고려시대의 유물에서도 발견되었

는데, 일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향로, 두침, 거울 등에 거북이, 바위, 용, 학

등의 십장생문양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7> 철제은입사고리 소재의 자루칼62)

그리고 <그림-9>은 목제 두침과 족좌이다. 백제 무령왕릉은 부부 합장묘에서

발견된 왕의 유물인 두침은 흑칠을 한 뒤 얇은 금박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

이문양을 장식하였고, 왕비의 두침은 표면에 붉은색 안료인 진사로 채색하여 금

박으로 육각문을 장식한 후 천인, 어룡, 봉황, 연꽃 등을 그려 넣었다. 이러한 문

양은 왕비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불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을

토대로 백제시대의 사상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62) 국립중앙박물관: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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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백제 무녕왕릉의 두침63)

십장생문양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경복궁 자경

전에 위치한 십장생 굴뚝을 들 수 있는데, 이 유물의 위치는 자경전의 자경전 뒷

담의 한 면을 돌출시켜 만든 것으로, 벽면의 크기는 너비 381㎝, 높이 236㎝, 두

께 65㎝로 건축되었다. 굴뚝은 네모 형태로, 가운데는 동식물 무늬인 십장생을

새겨져 있는데, 해·산·대나무·불로초·백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건축하면서 고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만

수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식물의 십장생문양을 넣어 제작하였다.

<그림-9> 경복궁 자경전에 위치한 십장생 굴뚝64)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화백자 팔각접시는 안쪽 바닥은 매월

문이 그려져 있고 바깥쪽 전체는 십장생문양이 그려져 있다.

63) 진홍섭(1975), 「백제연구」, 6(1), pp.169-177.

64) http://www.doopedia.co.kr/photo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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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밑 면 정 면

Size : 5.2(높이)×13.6(전)×4.3(굽)cm, 조선 후기

<그림-10> 청화백자의 매월십장생문 팔각접시(靑華白磁梅月十長生紋八角)65)

이처럼 십장생의 문양과 사상은 미술작품, 도자기, 식기, 병풍, 일상생활용품

등의 전통공예품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다식은 상류사회

문화인 차문화, 제례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십장생문양은 다식문양이나

상류사회 사교문화에도 많이 응용되었다. 다음은 다식과 관련된 시의 내용을 보

면, 다식이 당시 제례의식의 제물로 사용되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팔관회의 성대한 의식 동짓달마다 여는지라 八關盛禮應黃鍾

해마다 상서를 내려 해동을 보우해 주시도다 歲降禎祥保海東

음식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풍속을 준수하고 肴膳今猶守夷俗

의관은 고풍을 따랐나니 역시 중국의 풍도로세 衣冠古亦重華風

하늘의 마음과 합한지라 기도하면 보응이 있고 有祈有報天心裕

세상의 도가 성한지라 효도와 충성을 보겠도다 惟孝惟忠世道豊

오물오물 씹다보니 입안에 달작지근한 맛이 細嚼微甘生齒舌

예전에 제공을 따르던 일 어렴풋이 떠 오르네 依俙當日逐諸公66)

한편, 십장생도는 진찬(進饌)67)과 같은 궁중잔치에 병풍(屛風)으로 쓰임은 물론

이고 옷장, 한옥의 벽이나 장지문 등을 장식하는데 쓰였기에 대중(大衆)의 생활

65)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

66) 문학작품속에 등장한 최초의 자료는 고려말 목은 이색이 쓴 <목은집>에 ‘종덕부추 팔

관개복다식(種德副樞八關 改服茶食)을 보내와’라는 제목의 시(詩).; 김혜영・홍금이(2009),

『다식의 맛과 멋』,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15. 재인용.

67) 진찬: 궁중에서 국가에서 경사를 맞이하여 여는 궁중잔치를 말하는데 화원에 의해 행사에 대한 내

용을 기록화로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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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학십장생무늬서류함 십장생 수저집 십장생 병풍

과 연관되어 조선시대의 생활습성과 사상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11> 일상생활에 응용된 십장생문양68)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일상생활에서 십장생 문양이 많이

쓰였다. 이러한 문양은 궁중의 십장생 병풍에서 부터 민간의 부녀자 노리개까지

그리고 베갯머리, 혼례용품의 소품인 수저 주머니와 선비들의 서류함에 이른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물건에 그리거나 수놓아진 십장생문양은 사용하는 이들에게

상징으로 인한 소망과 의미가 담긴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

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십장생문양이 응용된 선행연구 및 현대문물

십장생문양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행연구 손아란

(2005)은 테셀레이션(Tessellation)을 적용한 십장생 패턴디자인 연구에서 해, 산,

불로초, 물 등의 십장생문양을 활용한 새로운 현대적 패턴디자인 개발을 위해 테

셀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문양은 두 가지 테셀레이션 방식으로 패턴 방식과 타일

방식을 활용하여 테셀레이션 성질에 맞게끔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캐릭터화 하

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문양의 경우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으나, 손아란(2005)의 십장생문양은 자연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유동적인 성향

을 띠고 있다. 즉, 소나무, 불로초, 사슴, 해, 구름, 산, 학, 물, 돌, 거북, 소나무

68)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un7757&logNo=22032221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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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연적인 소재는 유동적인 성질로 인해 디자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

셀레이션 방법을 활용한 문양개발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림-12> 테셀레이션 문양사례와 가방 디자인 개발사례69)

박정민(2013)은 패션소품인 넥타이 디자인에 십장생문양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에서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장생의 상징성을 분

석하고, 십장생의 소재를 표현하는 조형적 특성으로 평면성, 다시점성, 색상대비

성과 반복성을 텍스타일 디자인에 접목하였다.

69) 손아란(2005), 「테셀레이션(Tessellation)을 적용한 십장생 패턴디자인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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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생 단일문양화

단일 문양 조합

텍스타일 디자인

넥타이

스카프

가 방

<그림-13> 십장생문양을 적용한 패션 소품 디자인 개발사례70)

이와 같이 선행연구자 박정민(2014)은 현대문화에 맞는 형태와 패션소품에 접

근하여 십장생도의 길상적인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그 외에도 <그림-12>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십장생문양은 옛 조상들이 무병장

70) op.cit., pp.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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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8G 명함집 마우스패드

나전칠기 거울보석함 십장생도 시계

남자아동 한복 조각보 컵받침

수와 부귀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용품에 접목하여 활용했던 것처럼 의복, 사무

용품, 핸드폰, 건축, 패션소모품, 우산, 컵, 스카프, 시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14> 십장생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제품 사례71)

본 연구자는 2장에서 차문화와 다식문양의 종류를 이론적 고찰 한 후, 연계하

여 3장에서 전통문양인 십장생문양에 대한 기원과 상징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그

리고 선행연구 손아란(2005)의 십장생을 응용하여 패턴디자인 연구와 박정민

71) https://www.google.co.kr/sear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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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패션소품 개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십장생을 응용하여 디자인

한 패턴은 근본적으로 십장생이 자연관과 미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응용

한 패턴이 ‘네오 팝(neo pop)’적으로 느껴졌다.

한국의 다식은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식품으로 차와 함께 차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다. 또한 십장생문양 역시 각각 상징성과 의미가 담겨 있어 특

히, 십장생은 공예가, 화가들에게 작품의 주요한 소재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와 의례를 느낄 수 있다. 다식문양과 십장생문양이 상징하는

의미는 ‘문양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언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다식문양에서 범위를 확장시켜 십장생문양을 다식문양에 활용한

다면, 디자인 표현 요소로도 훌륭하며 다식을 통한 효과적인 의미전달 및 상업화

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다식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연구자는 대중들에게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로 극히 한국적인 십장생문

양을 현대와 접목시켜 차별화된 다식문양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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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식문양 디자인 제작

제 1 절 다식문양 제작 절차

1. 개발 필요성

우리의 유산인 다식판을 후대에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확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식문양 개발을 우리전통 문화를 일상생활에 접목시

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식판에 나타난 문양은 유사한 형태

가 없기 때문에 독특한 개성과 다채로움을 선보일 수 있고, 현대적 감각, 섬세함,

화려함을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다식문양에 내포되어 있는 다산, 풍요, 장수 등

의 상징과 의미를 통해 옛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철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다식문양은 과거에는 민간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체계적인 기술이나 연구가 전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떡살 다식판 명장인

김규석은 앞으로 다식문양의 계승이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원래 떡살은 민예품처럼 필요에 의해 민간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지만 전

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이 없었다. 떡살을 연구하는 사람이 드문, 미개척 분

야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목공예와 떡살, 다식판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은 게

벌써 40년이 넘었다. 전통 떡살에 대해 익히고, 깎을수록 그 세계가 넓고 깊

었다.72)

이에 본 연구자는 다식전문가인 김규식(2005)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통 다식

문양 자료를 토대로 현대사회에 맞는 다식문양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문

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시점에서 다식문양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향후 후손들

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승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72) 김규석 인터뷰 중에서, 담양목산공예관,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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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식문양의 조형적 특성

전통문양과 십장생도를 디자인개발의 소재로 하여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갖는 문양의 모티브로 선정하였다. 모티브 선정 기준은 첫째, 다식문양

에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의미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의 다식문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전통의 미를 부각시킬 수 있

다. 넷째, 길상의 의미를 내포함으로 기호나 문양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십장생도의 조형 형태에서 다식문양의 조형성을 발견하

여 각 문양별로 현대인의 선호에 맞는 다식문양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림-15> 다식문양 개발을 위한 십장생 모티브73)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해온 다식판은 유사한 형태가 없어 독특한 개성미와

조형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식판의 특성은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용하고, 디자인에 대한 의미부여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현대적인 다식문양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형화 작업을 진행하

고자 한다.

첫째, 십장생문양의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현

대적으로 재해석한다.

둘째,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다식문양을 개발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가

능성을 파악한다.

73) 궁중유물전시관(2004), 『병풍에 그린 송학이 날아 나올 때까지-십장생전』, 서울: 시월,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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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십장생문양을 입체적, 사실적 표현을 시도하여 조형적인 형태를 부각시

켜 디자인하고자 한다.

3. 개발절차

다식문양을 개발하기 위해 앞 2장에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식

의 종류, 다식판의 재질 및 종류, 다식문양의 상징과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인에게 가장 친밀한 십장생문양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

련하였다.

첫째, 다식문양과 십장생문양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한 문헌고찰

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를 위해 1차 작품제작을 진행하였고, 1차 작업은 십장

생도의 조형적 특성인 평면성을 나타내는 장생물을 개별적인 문양디자인을 하였

다. 문양디자인은 Adobe Photoshop CS6을 이용하여 흑백의 색만을 활용하여 전

체적인 도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1차 디자인 작업을 마친 후 다식문양의 디자인

에 대해 다식떡살 전문가 4인74)과 전문적인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협의과정

은 다식떡살 전문가와 지도교수님과 다식문양의 디자인에 대한 보완점과 현대인

의 기호와 선호에 적합한 20개의 문양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20개의 문양 선정

기준은 전통문양과 십장생문양 그리고 문자문문양에서 읽혀지는 의미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다. 즉, ‘문양의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중점

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다식문양에 대한 보완점을 수정한 후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된 다식판 문양의 디자인은 다음에서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식문양 개발을 위한 개발절차는 다음 <그림-14>와 같

다.

74) 다식떡살 전문가 4인: 1.최영자(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음식의례장)

                         2.황기록(『남도전통음식 』저자, 차인 및 요차회 회원, 전)명우당 운영) 

                         3.이혜자(사)한국차문화협회 부회장)

                         4.고대희(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전) 서영대 조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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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십장생도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다식판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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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양 문양의 의미와 상징

학

학은 자태가 청초하고 아름다운 선계(仙界)

의 동물로 신선처럼 오래 산다는 장수의 의

미와 벼슬 또는 관직 등의 입신양명을 상징.

거북

거북은 장수, 힘, 인내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

물로 거북의 등은 둥근 돔 모양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이러한 거북의 등은 귀갑무늬로

표현한다.

토끼
토끼문은 도교에서 장생불사를 의미하고, 떡

살이나 다식판에서는 풍요롭게 잘살게 해달

라는 기원의 의미한다.

제 2 절 다식문양 디자인

1. 작품제작을 위한 이미지 전개

전통문양의 유래는 인류 문화의 탄생과 함께 사물에 상징성을 부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문양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물의 모양을 모방하여 그

림을 새겨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

였다. 그리고 인간의 염원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하는 본능은 어떤 주술적인 효력

을 비는 방법으로 쓰이기 위한 일종의 부적이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기호와 상형문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문양과 십장생도의 장생문양을 기반으로 현대인들

의 기호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식문양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도출한 디자인 요인들에 관한 다식문양의 의미와 상징은 다음<표-12>와 같다.

<표-12> 문양의 의미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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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물고기는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여유, 즐거움,

부귀, 다산(多産)과 자손의 번창, 부부금술,

부모를 봉양하는 효행 등을 상징함.

매화

매화는 혹독한 엄동설한을 견디고 이른 봄에

홀로 꽃을 피우고, 메마른 고목나무에서 꽃

망울을 터트리기 때문에 봄의 시작, 회춘과

장수, 지조 및 절개, 강한 인내력 등을 상징.

난초꽃

난초꽃은 바쁜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건강 증

진과 여유로운 군자기상을 의미. 특히, 꽃이

핀 난초는 다식에서 자손번창 및 번영을 의

미.

국화

국화문은 사군자 중 길상과 절개, 절조, 충

의, 장수 등을 상징. 다식문양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문양형태로 여유와 조화, 장수의 의

미로 이용됨.

대나무

대나무(竹)는 예로부터 선비의 절개와 기백

을 나타내며, 친구들 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어려운 난간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를 지

님.

복(福)/

희(喜)/

다(茶)/

락(樂)

길상문양 중 복(福), 희(喜), 다(茶), 락(樂)

등의 문자문양들은 상서로운 동물, 식물, 추

상문양들과 어우러져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

인 다산(多産), 자손번창, 장수, 기쁨 등의 길

상의 의미를 상징함.

잣,

은행,

호두

밤

황률과 잣다식 등의 재료인 잣, 밤, 호두, 은

행은 건강을 상징하는 재료.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 소재로 여러 모양을 함께

디자인함으로써 풍요로움과 번영을 의미함.

문양 출처 : https://www.google.co.kr/sear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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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식문양 제작과정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다식문양의 개발을 위해 십장생문양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문양에서 16가지 문양을 추출하였다. 다식문양은 다식 위에

문양을 찍어내기 때문에 전통문양을 복잡하게 디자인하기보다는 단조로운 형태

로 제작하고자 한다.

다식문양을 제작하기 위해 먼저 박달나무 위에 다식 디자인 문양을 놓은 다음

전체적인 디자인을 진행한다. 이후 밑그림이 그려지면 박달나무 위에 다식판을

새겨 넣은 후 마무리한다.

다식문양의 제작과정을 학문양의 사례를 통해 도식화한 것은 다음 <그림-14>

와 같다.

<그림-17> 학문양의 제작과정 사례

학의 날개의 부드러운 곡선을 염두 해 두고 반구상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다식 접시에 담긴 모양을 상상하고 다시 재수정에 들어갔다. 추상파의 칸딘스키

나 몬드리안, 폴 클레의 작품들을 연상하면서 표현하였다. 최종 디자인의 형태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고고한 선비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눈빛을 학의 몸체에 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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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다식판 한줄다식판

다식판의 디자인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다식판이 윗판과 아래판

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식판의 디자인을 윗판과 아래

판으로 분리하여 설계하였다.

첫째, 윗판은 장방형의 나무 관에 다식의 크기로 도안을 그린 다음 다식의 두

께만큼 홈을 파내고 그 홈의 바닥과 가장자리에 꽃문이나 동물문 등 기타모양과

무늬를 입체적으로 조각하였다.

<그림-17> 쌍줄 다식판의 제작과정 사례

둘째, 아래판의 디자인은 아래판의 도안과 더불어 받침대 역시 함께 작업하였

다. 아래판과 윗판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는 공간이 뚫려있고, 상하의 판 사이에

받침대가 있다. 이는 다식을 찍어낼 때 두 판 사이에 받침대를 끼워 넣고, 판 사

이의 뚫린 구멍에 반죽을 넣어 눌러찍기 위함이다. 쌍줄다식판 크기는 48×7cm,

한줄다식판 크기는 44.6×7cm로 박달나무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식판을 제작할

재료는 장기간 건조시킨 박달나무 다듬이목을 켜서 만든다. 그 외에도 대추나무

로도 하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단단하여 제작한 후에 변형(틀어짐, 벌어짐)이 없

어서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셋째, 기존에 사용해 왔던 다식판의 형태는 긴 사각

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식판의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각진 모서리

부분에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다음은 최종 개발된 20가지 문양의 제작과정을 순서를 전개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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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디자인 스케치 박달나무에 도안을 붙여 조각 완성 후 다식판을 한지에 탁본

<표-13> 다식판 제작과정

디자인 협의에서 결정된 20가지의 디자인을 스케치하여 다식판으로 조각할 박

달나무 위에 디자인 모형을 붙여서 조각을 세부적으로 한 다음 동백기름을 손으

로 문지르면서 손질을 하였다. 동백기름이 어느 정도 스며든 후에 시간을 두고

손으로 문지르면서 나무결에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손질을 반복한다. 그 다음

한지로 탁본하였다.

다식문양은 십장생문양을 비롯하여 전통문양을 참조하여 1차 디자인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 후 3번의 수정 과정을 통해 총 4

차례의 디자인 과정을 거쳐 최종 다식판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

식문양으로 개발 다식판 문양은 다음과 같다.

<표-14> 다식판 디자인 완성된 문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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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디자인 랜더링 다식문양 완성

                          매난국죽 다식판

  학, 매화, 난. 국화, 대나무에 관한 디자인을 현대화시켜 다식문양을 개발하였

다. 매난국죽학다식문양은 이미지를 최소화 하여 양각으로 조각함으로 부드러운

볼륨의 문양으로 차별화했다. 그리고 다식판을 만들 때 나무의 형태를 잘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중앙 중심에 학을 배치하여 상호 균형을 잡

고 나무의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대칭형 디자인을 하였다.

학, 매, 난, 국, 죽 : 단호박다식

<표-15> 다식문양의 제작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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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디자인 랜더링 다식문양 완성

                     매난국죽 문자문 다식판

매난국죽 문자문양은 문자를 회화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래서 한문을 모르는 사

람이나 한문권 이외의 관광객에게 의미전달이 쉬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트를 자

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는 해안지방에서 주로 쓰이는 문양이나, 잉어

에 수염을 묘사해서 등용을 의미한다.

물고기, 대나무 : 송화다식, 매, 난, 국 : 백련다식

<표-16> 다식문양의 제작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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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디자인 랜더링 다식문양 완성

                     고소미향, 복희다락 쌍줄다식판

  쌍줄다식판으로 고소미향은 고소한 맛을 견과류에서 3겹의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제사상에 오르는 잣, 호두, 은행, 밤은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견과

류들이다. 토끼의 문양은 주로 산간지방에서 많이 쓰며, 용궁에 다녀온 토끼의 스

토리 이미지가 근래에 엽기 토끼로 이미지 변신하면서 사랑을 받았다.

토끼, 잣, 은행, 호두, 밤 : 콩다식

<표-17> 다식문양의 제작과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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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디자인 랜더링 다식문양 완성

                     고소미향, 복희다락 쌍줄다식판

거북문양은 일반적으로 6각의 기하학문양을 쓰는 것이 통례적이기는 하나 거북

문양이 내포한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인사와 예의를 표할 때는 하

나의 기호언어로 소통한다. 복희다락 한자모양은 상징성과 장식성을 감안하여 유

희적으로 표현하였다.

거북이: 녹말다식, 복, 희, 다, 락 : 말차다식

<표-18> 다식문양의 제작과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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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다식문양의 시사점

현대사회는 바쁜 일상생활만큼 사람들의 정신도 여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과거를 되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바쁘다. 이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전

통문화와 유산은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와 문물들로 인해 잊혀져 가고 있는 실

정이다.

경제발전으로 사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반면에 전통문화는 점

점 퇴색되어 간다면 향후 수 십 년 후에는 우리 자신의 문화가 어떤 특성을 지

녔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리 고유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전통문양을 기반으로

하여 다식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를 연구

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대중화된 십장생문양을 비롯한 전통문양의 상징적 의미

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대인의 정체성을 증진시키고, 공통된 미

의식과 기원, 바램 등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전통문화가 계속해서 승계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만을 고수

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75) 과거에 이용된

전통문양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다소 복잡하고 기교, 색채, 디자인의 구성 등이

현대인들의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떡살 다식판 기능전수자이자 떡살 다식판 명장인 김규석씨는 전통문

화가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를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다양한 분야

와 접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전통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6) 따라서

다식판의 경우도 제작방법이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시도되어야 하며,

현대인의 특성이나 선호도를 고려해서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다식문화는 일반 농가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양반이나 생활에 여

75) op.cit., p.206.

76) op.cit.,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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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는 사람들이 차문화와 함께 즐겼던 문화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생활의 어

려움으로 대중화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규식(2005)은 우리가 쓰는

도구는 그 시대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떡살과 다식판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식판 제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하기도 편

하고 조형적이며 미적 감각과 장식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식문양은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

여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모를 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유

산인 다식판을 후대에 전승 계승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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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전통문화 개발을 통한 국가 이미지 증진을 위해

학계와 여러 분야의 산업체들과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적 전통문

화를 기반으로 대중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문화의 세계 경

쟁력은 물론 경제적 가치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십장생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양을 기반으로 기존이 다식문양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감각적인 다식문양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시대에

맞는 다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탐색하여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다식문양에 관한 문헌고찰과 떡살 다식판 명장인 김규석를 비롯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기존의 다식문양과

십장생문양를 토대로 현대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16개의 다식문양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전통 다식문양은 1차 기초문양에서부터 2차, 3차, 4차 수정과 보

완작업을 통해 기존의 복잡하고 화려한 다식문양을 재해석하여 단순하면서도 흥

미로운 형태의 현대적 감각을 살려 다식문양 20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2장에서는 차문화의 개념과 다식의 유래, 다식문양의 종

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즉, 현대인에게 맞는 다식문

양 개발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등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다식문

양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다식문양에 들어있는 장수, 부귀영화, 성공,

부모공경, 친구간의 우애, 가족사랑, 다산과 자손번영 등의 의미를 파악하여 현대

인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흥미로운 기호음식으로써의 다식문화를 이해하였다.

3장에서는 전통문양과 십장생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적 다식문양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십장생문양

과 전통문양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였고, 과거와 현재에 응용된 전통문

양과 십장생문양의 디자인 사례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다식문양 디자인 개발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

4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전통문양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식문양을 개발하였다. 이 장에서는 다식문양의 개발 필요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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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다식문양의 조형적 특성, 작품제작을 위한 이미지 전개 등을 기술하여 디

자인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식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 경쟁력에 맞는 한국적 디자인으

로 개발함으로써, 한국 전통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다식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다식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직면하는

대인관계 문제, 가족문제, 사교문제 등을 해결하는데도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현대적 다식을 개발하고, 이를 차문화

와 연계하여 대중화를 한다면 다식의 미를 부각시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으로

경제적인 이득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대적인 다식판 개발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후대에 계승발

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노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사회의 급

속한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특정기념일이나 명절에만 찾는 전통문

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다식문양의 개발은 대중적인 다식문

화는 물론 차문화와 연계한 일상생활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다식문화와 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담, 사

례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후학들과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업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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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문양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다식문화

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다식문양은 장수,

부귀영화, 성공, 부모공경, 친구간의 우애, 가족사랑, 다산과 자손번영 등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차와 다식의 조화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다. 다식문양은 음양의 조화와 복록을 추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다식문양에 관한 문헌을 통하여 선조들의 철학적 · 추상적 개념을 이해한 후

현대인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흥미로운 기호음식으로써의 다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현대화 된 다식문양을 개발하기 위해 떡

살 다식판 기능전수자와 이에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20가지의 다식문양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식 문화를 현대적 다식문양으로 재해석하여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

고 이를 기반으로 다식문양과 다식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다

식은 사상적, 과학적,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간식이다. 다식의 재료는 철 따라 구

하기 쉬운 재료로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부모의 공경과 손님에게 예

의를 갖출 수 있으며, 대중화와 상업화를 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현대적인 다식문양 개발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후대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연구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사

회의 급속한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특정기념일이나 명절에만 찾는

전통문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개발이 시급한 실

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다식문양의 개발은 대중적인

다식문화는 물론 차문화와 연계한 일상생활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따라서 다식문화와 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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