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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2, the mural painting of Kuknakjon, which is National Treasure
No. 15, at Pongjongsa was taken to pieces. From 1999. 9. 8 to 1999. 9. 15,
we were precisely investigated with infrared vidicon television, video
camera and so forth.

The result of investigation shows that contents of the mural painting
consisted of paintings of flowers and birds, paintings of Taoist hermits with
supernatural powers and old historic figure paintings (In the investigated
mural paintings, there were paintings about pheasant or magpie on
splendid peony, figures such as Lee tae baek(李太白) and Baek lak
chon(白樂天) known as old chinese poets, Chang yang(張良) and Hwang
sok kong(黃石公) known as old historic figures and Paebok(白僕), and
Choksongja(赤松子) known as Taoist hermits.)

It is noted that the mural painting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ater
Choson culture included Taoistic and folk artistic than buddhistic contents
such as painting of Bodhisattva, Arhat and apsara.

Later, each mural painting will be more investigated in respect of
Buddhism art historic value, and we'll make conservative treatment plan
based on it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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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하는 봉정사 극락전은 지난 1972년부터 1975년까지 3년에

걸쳐 해체복원공사가이루어지면서 종도리 밑에 보관되었던 상량문과 묵서명을 통

하여 이 건물이고려 공민왕 12년(1363년)에 중수하였다는것을 알게되어 우리나라

에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임이 밝혀졌다.

1972년 극락전 해체공사 과정 중 훼손된 벽 교체공사가 실시될 당시 측벽 등 포벽

에 벽화가 잔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불벽에서는 덧칠의 흔적이 있어 파기시

키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보존처리 능력이미비하여 후대

에 정밀조사와안전한보존처리를 위해 남겨 두었을 것으로 본다.

1972년 해체 후 포장해 두었던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벽화를 1999년 9월 8

일부터 9월 15일까지적외선 TV촬영기, 비디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정밀조사하였

다. 조사한결과를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Ⅱ. 연 혁

鳳停寺는 慶北 安東郡 西後面 台庄洞에 있는 天燈山 南麓에 남향하여 伽藍이 배

치되었고 전방에는 같은 산줄기인 自白峰이 솟아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天燈山

을 옛적에는 대망산이라 불렀으며, 新羅 文武王 12년(672)에 能仁大德이 수도를 한

후 종이 鳳을 만들어서날렸더니 학가산을거쳐 봉정사자리에앉기에 그곳에 鳳이

머물렀다하여鳳停寺라 하였다 한다. 그러나 1972년 해체조사시 발견된〈上樑文〉에

의하면 寺則地勢가 有若鳳亭하여 鳳停寺라 이름하였다 한다. 봉정사 창건주에 대

하여 살펴보면『輿地圖書』에서만은 亭자를 써서 鳳亭寺라 하고‘新羅時古刹’이라

하였으며『永嘉誌』에서는 鳳停寺라 하고‘羅代爲名刹’이라 하였다. 『鳳停寺極樂殿

重修記』에서는‘鳳停卽福州巨刹 新羅文武王創建也’라 하여 상기 文獻 또는 기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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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新羅 또는 新羅 文武王때 創建되었음을보여주고 있다.

그러나『兩法堂重修記』에서는‘新羅義湘祖師所占築之’라 하여 義湘祖師의 창

건을가르키고있으며〈上樑文〉에서는‘能仁大德自新羅始創建’이라하여能仁大

德의창건임을밝히고있다. 따라서〈上樑文〉에기록된新羅文武王時能仁大德

의 창건설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上樑文〉에

의하면 봉정사 극락전은天啓 5年, 朝鮮 仁祖 3年(1625)에 중수되었으며그 이

전至正 23年, 高麗 恭愍王 12年(1363)에도屋蓋부분을 크게수리한사실이밝

혀졌다. 〈兩法堂重修記〉기록에의하면純祖 9年(1809)에 세 번째重修가있었던

것으로여겨진다. 또한 哲宗 14年(1863)에 補修가있었고, 高宗 19年(1882) 4月

에는極樂殿懸板의改彩가있었으며1972年解體補修하게되었다. 鳳停寺極樂

殿은 고려시대목조건물을 처음으로 해체조사하여韓國 最古의 목조건물로 밝

혀낸것이가장큰의의라고할수있겠다.1)

Ⅲ. 벽화 및 벽체의조사

1. 조사방법

1) 포장 해체

1972년해체후포장한벽체를안전하게해체하였다.

2) 전면 정밀조사

적외선 TV카메라를이용하여벽화의밑그림 및 문양을 정밀조사하였으며,

벽화의자료를위해 사진 및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이 때 이용된 적외선

TV촬영기는super eye c-284이다.

3) 전면 1차 경화처리

안료층고착및약화된벽체의보강을위하여초산비닐계수용성수지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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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鳳停寺極樂殿修理工事報告書』,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1992



리비닐아세테이트(P.V.Ac, 상품명 Caparol) 1∼2%를 3회 도포하였으며, 박락된

부분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동종의 합성수지를 주입한 후 고정하였다. 박락될

위험이있는 벽체는 황토를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4) 포장

벽화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한지와 발포 우레탄폼(두께 5mm)을 덮고 철사(지

름 10mm)로 묶은 후 후면 조사를위해 뒤집었다.

5) 후면조사 및 1차 경화처리

전면과같은 방법으로 후면 벽화를조사한후 경화처리하였다.

6) 재 포장

전면과 같은 방법으로 한지와 발포 우레탄폼(두께 5mm)을 덮고 철사 (지름

10mm)로 묶은 후 향후 보존처리전까지 보존을 위하여 견고하게포장하였다.

2. 조사결과

벽체의 벽화 조사결과 총 19점(38면) 중 15점은 벽화가남아 있었으나 4점에

서는벽화가전혀없었다. 대체로봉정사극락전벽화는包 中枋을경계로上下

에벽화가그려졌는데, 下枋에는覆花盤을중심으로左右로나누어져있다. 上

枋에는故事人物과神仙圖를, 下枋에는蓮華와 童子를중심으로좌우에 모란과

까투리와새를 묘사한 花鳥畵가그려졌다. 반면에內壁에는葡萄나 대나무, 梅

花 등을 비교적 소략하게 그리고있다. 각 부분 벽화의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後佛壁畵

회벽에전혀그림이남아있지않았다.

2) 全面 包壁畵

가. 外壁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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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는모두옅은뇌록색바탕에채색을한故事人物圖, 蓮華와童子, 花鳥

畵가그려져있다. 또한인물마다해당되는銘文을기록하고있어흥미롭다. 

(1) 上枋 上段 中央 壁畵 - 故事人物圖 (Photo 1)

긴 화면에 故事人物을 중심으로 그려졌는데, 왼편에는 먼저 張良과 黃石公

(Photo 1-1), 李太白, 赤松子, 天衣童子, 伯夷叔齊, 白僕등이다. 먼저‘張良’과

‘黃石公’의장면은소나무아래장량이진흙으로만든 橋에서황석공이다리

밑에 떨어뜨린 신을 주워다가 그에게 신게 하고 兵書를 받았다는 橋取履의

유명한고사이다. 황석공의모습은儒冠을쓰고얼굴에는수염과눈썹은가늘고

길게 묘사하였고가는 지팡이를쥐고 있다. 白衣는가슴을드러냈을뿐만아니

라 배꼽까지 드러내고 있으며, 진흙으로 만들어진 무지개형 다리 위에 한발은

책상다리를한 자세로 한 발 내밀고있다. 장량은 황석공의 발 아래서무릎을

꿇고두루마리를들고있는데, 이것이유명한태공의兵書이다. 장량은붉은색

의 옷을입고, 머리에는흰유건을쓰고 있다. 황석공은크고 상대적으로장량

은작게묘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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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외벽고사인물도

2) 장량은字는字房, 前韓의功臣으로蕭何·韓信과더불어韓나라의三傑이다. 집안은대대로韓의대신이었는데, 韓이망하자

그원수를갚고자博浪沙에서力士를시켜철퇴로진시황을쳤으나실패하였다고한다. 후에江蘇省下 의 橋에서황석공으

로부터太公의兵書를받고漢高祖劉邦의謨臣이되어秦을멸망시키고楚를平定하여漢業을세우고그공로로留侯로封侯되

었다고한다. (李相殷監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66)



두번째장면의‘李太白敎酒’의장면은두그루의소나무아래이태백3)(Photo 1-

2)이奇巖怪石위에 앉아 술항아리를끼고 있는 모습이다. 장면을 구획하는소

나무는두그루로앞의소나무는줄기가꼬은 형상으로나란히서 있고, 솔잎이

무성하게 달려 있다. 그 옆으로 유관을 쓰고 한 손은 수염을 만지면서 편하게

앉아있는이태백은술을한잔마시고詩想에잠겨있는듯한표정을짓고있다.

흰유건을쓰고 백의는 가슴에서배부분까지드러내고있다. 그 다음의장면을

연결하는나뭇잎모양의빈공간은아마도채석강을묘사한것으로추정된다.

세번째장면은‘李赤松子’의(Photo 1-3) 장면으로적송자4)는 기암괴석위에두

무릎 위에 두 손을 걸친 편한 자세이며항아리가옆에 배치되어 있다. 항아리

아래에는정병이놓여져있다. 적송자는속내의를입고그위에붉은겉옷을걸

쳤는데묵선으로윤곽선과주름을표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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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과황석공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Photo 1-2.

이태백

3) 李白은중국盛唐 때의大詩人으로 자는太白, 호는淸蓮이다. 이태백은채석강에서뱃놀이를 하다가물에비친달을건

지려다 익사하였다는것을미화시켜騎鯨上天했다고하여두보가그를酒仙이라고칭하였다고한다. 杜甫와 함께詩宗으

로존앙받았고『李太白詩集』30권이있다. (李相殷監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66)

4) 赤松子는고대신선의하나이다.

Photo 1-3. 

적송자



네번째장면은‘天衣童子’로(Photo 1-4) 머리에두 갈래로묶어雙 를 한동

자가복숭아를들고뒤를 돌아보는모습이다. 조선후기 신선도에나타나는인

물중에서東方朔5)과藍彩和6)의혼합된모습으로도볼수 있는데, 즉 仙桃를받

쳐든것은동방삭이고쌍계의머리를 하고 동자의 모습은남채화로추정하지만

확실치않다. 이천의동자는두손에각각仙桃를받쳐들고뒤를 돌아다보며천

의자락은바람에휘날리는모습으로요대를묶었고, 의습은흰색의내의와 붉

은색의겉옷의채색이서로조화를이루고있다. 

다섯번째 장면은‘伯夷叔齊’7)와‘白僕’8)(Photo 1-5)의 장면이다. 백이숙제는

수양산을의미하듯이깊은 산속을 표현한것 같으며, 그 다음으로백복이하얀

돛대가부착된배를타고 있는 모습이다. 壽星老人과같이 이마가 높은 노인이

파초선을들고배위에앉아있는데, 상징되는의미는잘알수없다. 

마지막은누각의장면으로마무리하고있다. 기암괴석위에 누각이연이어져

있는데, 뒷편의건물은高樓로높은건물을배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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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4. 

천의동자



이 벽화는다섯사람의고사를그림으로묘사하고있는데, 장면마다소나무와

호수, 기암괴석등으로화면을구분하고있다. 첫번째장면에서소나무한 그루

를시작으로이태백의장면은소나무두그루, 적송자의장면은빈공간을, 천의

동자 장면은수양산을, 백복의장면에는호수를, 그리고마지막 장면은누각을

묘사하여화면의변화를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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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東方朔은 前漢 厭次人으로 자은 曼 이다. 武帝 때 시중으로 벼슬을 지냈고 글을 잘하고 해학에 뛰어났다고 한다. 신비한 설

화의 주인공으로 왼손에는 복숭아를 들고 뒤를 돌아보며 황급히 달려가는 듯한 동작의 한 순간을 포착한 명대 吳偉(1459-1508)

의 작품이 있는데, 조선 후기의 우리나라 화가들은 특히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서는 양손에 仙桃를 받쳐들고 장수를 기원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조선미, 「조선시대 神仙圖의유형 및 圖像的 특징」, 『藝術과 自然』, 한국미학예술학회편, 미술문화, 1997.

291-293쪽 참조)

6) 藍彩和는 머리는 쌍계를 하고 떨어진 옷에 흑목요대를 둘렸고, 손에는 拍板을 들고 있는 도상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

미, 「조선시대 神仙圖의 유형 및 圖像的 특징」, 『藝術과 自然』, 한국미학예술학회편, 미술문화, 1997. 291-293쪽 참조) 

7) 伯夷叔齊는 형 백이와 아우 숙제로 殷나라 高竹君의 아들이다. 武王이 은나라를 치고 천하를 손 안에 넣자 周나라의 곡식 먹

기를 부끄러이 여겨 首陽山으로 도망가 采薇(고사리)하고 살다가 마침내 굶어 죽었다고 한다. 

8) 白僕은 고대 신선의 하나인지, 고사인물인지 확실치 않다

Photo 1-5. 

백복



(2) 上枋 上段 左壁 壁畵 - 故事人物圖 (Photo 2)

이 벽화는현재양쪽가장자리부분이박락되었는데, 주요장면은네부분즉 月

光童子, 白樂天, 日光老, 南? 童子등으로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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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고사인물도

Photo 2-1.

산(원근법처리)



첫번째는 깊은 산 속의 장면으로원근법에의한 산이(Photo 2-1)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아주깊은계곡을보여주는데, 나무의표현은산 위에서있어상대적

으로산이작아보인다. 산은백분으로그위에나무의표현은갈색으로표현하

였다. 조사할당시이부분은박락되어조사하지못하였다.

두번째는‘月光童子(월광동자)’(Photo 2-2)의 장면으로깊은산속에나무가묘

사되어있고, 큰나무로장면을구획하고있다. 우거진나뭇잎아래에월광동자

가두손으로흰보주을들고가는장면을묘사하고있다. 동자의머리에는쌍계

를 하였고, 얼굴은 눈의 속눈썹이길고 입이작으며, 콧수염도아주작게묘사

되어전체적으로귀여운인상이다. 의습은요대를묶었고, 띠묶음이옆으로길

게내려뜨리고있다. 나무가지에는주병이매달려있다.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Photo 2-2. 

월광동자



세번째 장면은‘白樂天(백낙천)’(Photo 2-3)9)으로 기암괴석를 기대고 편하게

앉은모습이다. 백낙천은머리에유건을 쓰고상체에는옷을반쯤 걸치고가슴

과복부를드러내놓고있다. 얼굴표정을보면두눈은지그시감고수염이길며

아주편안한표정으로마치詩想에잠긴 듯하다. 백낙천을중심으로좌우로 마

치잎사귀형상으로빈공간을만들고있다. 

네번째장면은‘日光老(일광노)’로(Photo 2-4) 앞의월광동자와대비된모습으

로표현하였다. 크고오래된고목아래노인이편하게기대어앉아있는데, 거의

누운자세이다.

다섯번째는‘男? 童子(남○동자)’로(Photo 2-5) 깊은 산속에 동자가 서 있는

장면이다. 쌍계의머리에옷은요대를묶었고, 지팡이를집고앞으로나가는모

습이다. 조사할당시이 부분도박락되어조사하지못하였다.

이 벽화도긴 화면에 네 장면은공간을 이용하여장면과장면을 연결하고있

다. 또한특이한것은몰골법으로처리한나뭇잎을화면위에마치인장을찍은

듯이처리한수법이다. 그리고빈 공간의처리도나뭇잎모양으로만들었다. 일

광과월광의대비와동자와노인과의대비가흥미롭다.

보존과학연구 20집┃186·187

Photo 2-3. 

백낙천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9) 白居易는 당나라 때 시인으로, 字는 樂天, 號는 香山居士이다. 太原사람으로 벼슬은 形部尙書에 이르렀고, 문장은 精切하

고시는平易하다고한다. 대표적 작품은長恨歌·琵琶行, 시문집으로는白氏長慶集이있다. 

Photo 2-4. 

일광노

Photo 2-5.

남? 동자



(3) 上枋 上段 右壁 壁畵 - 故事人物圖 (Photo 3)

벽화의장면은네부분으로구분된다.

첫번째는‘張騫’10)의(Photo 3-1) 장면으로바위 위에 기대어앉아 있고, 그 앞에 동

자가 차를 받치고 있다. 장건은머리에는 유건을쓰고 가슴과 복부를드러낸편안한

옷을입고 있고, 동자는쌍계머리에무릎을꿇고 두손으로찻잔을받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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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1.

장건

Photo 3.

고사인물도

10) 장건은前漢의河內사람으로자는子文이다. 武帝때 大月氏와의동맹을촉진하고자 서역으로가다가, 도중에 匈奴에게잡

히어 10여 년간의 포로 생활 후 목적지에 도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이로부터 漢나라가 西城帝國에

알려져즉동서의교통이크게열려元朔六年에그공으로博望侯로封侯되었다. 



두번째장면은‘商山四湖(白告)’(Photo 3-2)11)희고 깨끗하다는‘白告’를 여기서는

호수라는의미의‘湖’로 표현하였는데, 새로운 장면을시작하는공간으로호수

를표현한것으로보인다. 상산에사는네신선東園公·綺里季·河黃公· 里

先生을모두 묘사하였는데, 도상적인특징은알 수 없다. 두 신선이바둑을두

고 있고 또 한 신선은기암괴석 위에 편하게 누워 있고, 또 한 신선은 바둑을

두는 신선과등을 대고 앉아 있다. 모두들가슴과 복부를 드러낸옷을 걸치고

편안자세로편안한얼굴에관대한표정을짓고있다.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Photo 3-2. 

상산사호

11) 商山四皓는秦나라말년에전란을피하여陝西省商山에은거한백발노인4사람즉東園公·綺里季·河黃公·里先生을말한

다. 세상과인연을끊고살았던기품있는노인으로수염과눈썹이모두희어서四皓라고하며, 후에漢나라惠帝의스승이되

었다. 조선후기국문소설인『玉丹春傳』에의하면‘‥‥또한편을바라보니商山四皓네 노인이바둑판을 앞에놓고黑碁白

碁을두는모양여력히그려있고‥‥’라고기록되어있어〈四皓圍碁圖〉와더불어평민생활속의민화로서자리잡고있었던

것으로보인다. (허균, 「조선후기민화의배경과실상」, 『전통미술의소재와상징』, 교보문고, 1991, 219-237쪽참조)



세번째 장면은두 동자이다. (Photo 3-3) 석류가든 공양그릇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자와 그 뒤로 술병을 들고 앞으로 따라가는 동자들의 모습이

다. 모두쌍계머리를하고, 의습은바람에휘날리게묘사하였다. 

이 벽화의내용은 중국의장건이라는고사인물과세상과 인연을끊고 살아가

는신선들과동자들로구성되었고, 좌벽과같이나뭇잎을몰골법으로마치인장

을찍듯이화면전체를장식하고있다. 

(4) 上方 下段 中央壁畵 - 蓮華와 童子 (Photo 4)

연꽃이피어있는연못에서두동자가물놀이를하는장면이다. 활짝핀연꽃

과잎이 넓은연잎이가득피어있는 연못에는사선으로갈대줄기가가득차 있

다. 좌우 가장자리로동자가 있는데, 모두 쌍계머리에상의는 나신이며하의는

바지자락을걷어붙였고장대를들고연잎을따는장면을묘사하고있다.

(5) 上方 下段 中央壁畵 - 蓮華와 童子 (Photo 5)

연꽃과 연잎이 가득찬 연못 속에 네 동자가있는 장면이다. 왼편으로부터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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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3.동

자



번째 동자는머리 위에 연잎을얹고 두팔을들고 있고 그 다음의 동자는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는듯 한 손을 물속에넣으려고 하며, 세번째동자도같은 동

작으로 마주 보고 있다. 네번째 동자는 머리 위에 연잎을 얹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있다. 동자는 쌍계머리에 상의는 벗은 나신이고, 하의는 바지자락을 걷어

올렸다. 동자들의 배치는 그림 하단부에 좌우로짝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더러운물에서도 꿋꿋이 살아난다는 연화 속에서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원하는

연화생 동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벽화에서는 심오한 불교사상을 전달하기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Photo 4. 

연화와동자도

Photo 5.

연화와 동자도



보다는천진스럽고해학적인민화풍으로표현하고있다.

옅은 뇌록색 바탕에 석간주로 구획하고 묵선으로 윤곽선을 그었으며, 그 안에 연

화는 분홍색, 연잎은 녹색, 동자는 백분으로 채색한 후에 먹선으로 마무리를 하였

다. 얼굴은천진스러운표정이살아 있으나, 동적인몸짓이나연꽃과 연잎은생동감

을느낄 수 없다. 

(6) 上枋下段 左壁 左側 - 花鳥畵 (Photo 6)

모란과 까투리 두마리가 있는 장면이다. 그림 중앙 뇌간주로 윤곽선 없이 몰골법

을 이용한 나무가지로부터뻗은 활짝 핀 모란을 중심으로 좌우로 작은 꽃송이와 까

투리 두마리가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다. 나뭇잎은 꽃송이 주위를 감싸고 있으

며화면전체를메꾸고있다. 

(7) 上枋下段 左壁 右側 - 花鳥畵 (Photo 7)

모란과까투리두마리가있는 (6)번과 같은 장면이다. 다만 다른 점은나뭇잎이마

치 버들잎같다. 역시 중앙의모란은 겹쳐서큰 꽃송이를 이루고그 좌우로 한 무더

기의 가지가 뻗쳐진구도이다. 역시 좌우에 까투리가서로 마주보고있는 형상이다.

뇌록색 바탕에 짙은 녹색의 잎과 분홍색의 모란이 어울러져서마치 민화를 보는 듯

하다.

중앙 花盤에는사자상을그리고좌우로波蓮草가얽혀있어화면을구획하고있다.

(8) 上枋下段 右壁 左側 - 花鳥畵 (Photo 8)

모란과 까투리 두마리가 있는 장면이다. 그림 중앙에 큰 모란을 중심으로 좌우에

모란을대칭되도록배치하고 좌우 각각 까투리를 배치하였다. 좌벽과같은 스타일이

지만 다른 점은 나뭇잎이마치 억새잎과같이 갈귀가많고 바람에 휘날리고있는 형

상으로 묘사하였다. 까투리는 머리를 꺾어 내려서 모란 꽃 아래의 뭔가를 잡으려고

주둥이를대고 있는 포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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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上枋 下段 右壁 右側 - 花鳥畵 (Photo 9) 

모란과 까투리 두마리가 있는 (8)과 같은 장면이다. 바람에 휘날리는 잎사귀 사

이로 까투리는 머리를 뒤로 제치고주둥이는 무엇인가를잡으려는듯한 포즈이다.

이 그림은 좌벽의 모란꽃과 나뭇잎, 까투리동작을 서로 변화를 줌으로서단조로

움을 벗어나게 하고 있다. 이 포벽에 화반은 코끼리와 사자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Photo 6.

화조도

Photo 7.

화조도



상방의상단과하단을구분짓는장혀는단청에 네모꼴안에마름모꼴을만든 연

속적인문양으로구획하고있다. 상단에는고사인물과신선을배치하고하단중

앙에는 연화와 동자를 좌우로 모란과까투리를 배치하여 불교적인내용보다는

민화적인내용을담고있어주목된다. 

또한영산암응진전의벽화에서도연화생도와동자들이용을끌고가는장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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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화조도

Photo 9. 

화조도



호랑이등의민화적인내용이있으며, 지조암칠성각의칠성도인의내용과더불

어흥미로운주제를내포하고있다.

나. 內壁畵

내벽은외벽보다간략하게묘사하고있다. 벽체에회칠을한 후에 화면 바탕

을石間로칠하고墨과짙은赤土色으로그림을표현하였다. 

(1) 上枋 上段 中央 壁畵 - 葡萄 (Photo 10 - Photo 1의 내벽)

외벽에 비해 박락이 심한 편이다. 화면 전체에 포도가지가사방으로 꺾어져

뻗어 있고 포도송이는중앙에만집중되어달려있다. 오른쪽에는포도잎을, 왼

편하단에는인물이앉아있는모습으로묘사되었다. 포도송이에비해서포도가

지는 약해 보이지만중앙의포도를 중점을 두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인물은

무릎을 굻어 앉고 얼굴은반대편을향하고 있으며 아주 작게 묘사되어 포도에

가려져있다. 여러 갈래로 뻗은가지는적토색으로포도와포도잎은먹으로포

인트를주어포도를중점으로한짜임새있는구도이다.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Photo 10. 내벽



(2) 上枋 上段 左壁 壁畵 - 葡萄 (Photo 11- Photo 2의 내벽)

중앙과 오른편에포도송이를큼직하게그렸고, 그 사이사이에잎사귀를큼직

하게 그려 화면을 꽉차게 배치하였다. 그러나연약한 나무가지로 인해 화면이

안정감있는구도를보여준다. 

(3) 上枋 上段 右壁 壁畵 - 葡萄 (Photo 12 - Photo 3의 내벽)

박락이 심하여 전체적인 구도는 확실치 않다. 포도는 한쪽 구석으로 치우쳐

있고, 나머지 화면에는포도잎이뭉쳐있거나따로 독립되어있는등 변화를주

어사실적으로묘사하였다.

(4) 上方 下段 中央壁畵 左壁 - 竹 (Photo 13 - Photo 4의 내벽)

대나무잎이버들잎모양으로오른편에서왼편위쪽으로뻗어있다. 여백을남

기고있어비교적짜임새있는구도를보여준다.

(5) 上枋 下段 中央壁畵 右壁 - 梅花 (Photo 14 - Photo 5의 내벽)

매화나무가지만을그리고매화가생략되어마치 미완성처럼보인다. 구도는

화면전체를차지하고있어복잡하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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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1.

내벽 포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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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2. 

내벽포도도

Photo 13. 

내벽죽도

Photo 14.

내벽매화도



(6) 上枋 下段 左壁壁畵 左側 - 梅花 (Photo15 - Photo 6의 내벽)

매화나무가지에서사방으로줄기가굵은가지가교대로 뻗어나고있으며나

무순까지묘사하고있다. 박락이심한편이다.

(7) 上枋 下段 左壁壁畵 右側 - 梅花와 새 (Photo 16 - Photo 7의 내벽)

매화나무와새를 그린 것으로왼편에 굵은 나무줄기가힘차게 뻗어있고오른

편에는작은가지에서가는 줄기가 나오고그 위로새 두마리가서로 마주보고

있다. 화면의여유있는구도를보여준다.

(8) 上枋 下段 右壁壁畵 左側 - 梅花와 새 (Photo 17 - Photo 8의 내벽)

매화꽃이활짝 핀 나무가지위에 새 두마리가서로 마주보고있는데, 오른편

의새는 머리를 뒤로 제치고있다. 매화꽃은상하좌우로서로 대칭되게배치하

였고, 중앙부에 새 두마리가서로 마주 보고 있어 짜임새 있는 구도를 보여준

다.

(9) 上枋 下段 右壁壁畵 右側 - 梅花와 새(Photo 18 - Photo 9의 내벽)

중앙에는매화꽃이활짝피어있고, 좌우로새들이나무가지에앉아있는데아

래로내려다보고있다. 구도는상단에치중하였고하단에여백을남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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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5.  

내벽매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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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6. 

내벽 화조도

Photo 18. 

내벽화조도

Photo 17. 

내벽 화조도



다. 其他 包壁畵

(1) 포벽화 Ⅰ- 나무와 새(Photo 19)

외벽에는 그림이 남아 있지 않고, 내벽에는 나뭇가지 위에 새가 앉은 모습이다.

화면의 왼쪽 아래에 나무가지 두줄기가 오른쪽을 향하여 뻗어 있고, 그 위 가지에

는 새가 앉아 있다. 하단에는 나무 줄기를 상단에는공간을 두어 여백을 남긴 짜임

새 있는 구도를보여준다. 또한 몰골법으로 굵고 가는 선을 이용한필치이다.

(2) 포벽화 Ⅱ- 포도 (Photo 20)

외벽에 역시 그림이남아 있지 않고 내벽에는포도를그린 모티브이다. 화면

중앙에넓은잎아래탐스런포도가달려있고좌우로넓은포도잎과포도를교

대로 배치하여지루하지않는 구도를 보여준다. 필치는포도는먹으로, 줄기는

주색을사용하여화면바탕에석간주와두드러지지않은수법이다.

(3) 포벽화 Ⅲ (Photo 21)

외벽과내벽에전혀그림이남아있지않다.

라. 壁 壁畵

현재 남아있는 벽체는5점이있는데, 그 중 3점은전혀 벽화가남아 있지않았다.

(1) 벽체 (Photo 22-1~4)

외벽에는 흙벽 위에 회벽 칠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고, 그 위로 회벽을 두

텁게 칠한 것이 벗겨져서 중간층의 그림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좌우로 뻗친 깃털

위에 새가 올라앉은 형상으로 추정된다. 사선으로 걸쳐진 拂子는 윗부분에는 자루

가 있고 그 아래 바구니가달려 있으며, 끝부분에 갈구리의 모양과 흡사하다. 중앙

에는 가운데 옷주름과같이 매듭이있다. 주색과청색을사용하였는데, 중간톤으로

보존과학연구 20집┃200·201



봉정사 극락전 벽화조사 (Ⅰ)

Photo 20. 

포도도

Photo 19. 

내벽화조도

Photo 21. 

내벽



은은하며먹선으로마무리 지었다. 모서리에‘… 法…… / 神 …… / 脚輅楊土白龍

橋’라는 글씨가있는데, 후대 사람들이낙서한것으로 보인다. 

내벽은 석간주에먹선을둘렸는데, 화면의 그림은 거의 지워졌다. 

포벽의 그림은 3번째 층위이지만, 이 벽화는 두번째 층위로 보여지는데, 重修時

인 조선 1625년(인조 3년) 이전에제작된것으로보인다. 

또한 이 부분을 적외선 촬영기를 이용하여 정밀촬영하여 본 결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외에다른 특별한 그림이나, 밑그림등은 확인할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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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2-1. 

벽화

Photo 22-2.

벽화(명문)



Photo 22-3.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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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2-4. 

벽화(적외선촬영)



(2) 벽체 (Photo 23-1~4)

외벽은 회벽층만보이고, 내벽에는‘尋眞錄’/ 李孝三/ 李孝悅 / 李汝龍 / 李田龍 /

金聖濟/ 金達濟/ 津 / 黃蛇宥? 라는글씨가남아있는데, 아마도낙서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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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3-3.

벽화(인명)

Photo 23-4.

벽화(인명)

Photo 23-1. 

벽화(인명)

Photo 23-2. 

벽화(인명)



Ⅳ. 극락전 벽화의의의

봉정사극락전벽화의주제는다음과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고사인물도로 장량과 황석공, 실크로드를개척한 장건, 세상을 등지고은

둔한 商山四皓 등의 역사적 인물과 이태백, 백낙천 시인의 등장이다. 즉 역사상의

특정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감상용과 교화적인 의미

를 담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둘째로 적송자, 백복 등의 신선들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신선도에서는볼 수 없

는 독특한 도상을 보여주고있다. 인간의가장 이상적이며 숭고한 신선을표현함으

로써 상상의세계가현실의세계로묘사되기를기원한다는 의미로보여진다. 

셋째로 연화가 피어있는 연못과 동자는 심오한 불교의 교리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화적인 요소가 담긴 해학적이고순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로월광동자, 남? 동자, 천의동자로 모두 쌍계머리를 하고 각기 지물을 들고

있는데, 불교적인 면보다는 신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月光童子와

日光老의 해와 달, 동자와 노인과의 대비는 불로장생의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모란과 까투리, 매화와 새, 포도, 대나무 등의 화조화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민화적인 소재로 장수와안락함을 기원하는뜻이 담겨져있다. 이러한 민화

적인 소재는 전란으로 인한 신분계급층의변화로 일반 평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갖

기 시작하면서등장한다고본다. 

구도는전면 외벽화의 경우는 공간을남기지 않고 꽉차게 그렸지만, 내벽화는비

교적 여백을중요시하였다. 특히 외벽화는 장면마다나무나호수 등을 공간에 이용

하여 장면을구획하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형태는인물들의 얼굴에는이목구비와수염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의습도비

교적 주름까지 표현하였다. 또한 화조화의 경우도 잎사귀, 포도알, 대나무, 새 등

의 표현은 비교적 사실적으로표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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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치는 외벽화의경우는 채색을 하고 그 위에 윤곽선을 먹선으로 한 경우와 몰골

법으로 처리한것 등 두가지 수법이 보인다. 또한 화면 전체에 나뭇잎모양을 인장

처럼 찍어서 처리하여이중 화면을나타내어 독특한 수법을 보이고있다. 내벽화는

모두 윤곽선을배제한수법인몰골법으로처리하고 있다.

채색은 전면 외벽 벽화는 뇌록색에 백분과 퇴색되었지만짙은 녹색, 먹색을 처리

하였고, 내벽 벽화는 석간주 바탕에 짙은 적토색과 먹으로 처리하였다. 외벽은 화

려하고 내벽은어둡고 차분하다.벽화의 제작연대는 두번째 중수시기인 1625년 이전

으로 추정되며, 외벽화와 내벽화는 세번째 중수인 1809년이나 1863년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외벽화가 내벽화보다조금 빠른 시기에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Ⅴ. 맺 음 말

봉정사 극락전 벽화는불교적인 색채가많이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변화는 신분

계급층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안동의 독특한 유교 문화

권의 형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봉정사로 오르는 길 좌측으로 퇴계 이황선생이

후학들에게 강의하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1665년에 세운 嗚王臺가 있다. 이러한

예로 보아 유교문화권이두터웠다는걸 알 수 있다. 또한, 불·보살도, 나한도, 비

천상 등과 같은 불교적인 내용보다는 도교적인 면과 민화적인 면이 혼합되어 있어

조선 후기의 영향을 반영시키고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벽화가 있는 15점은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벽화

의 영구 보존을 위한 과학적인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와 불교미술사적 연구를 실시

하며 후불벽 등 벽화가 없는 4점은 벽체의 구조 및 보존처리 연구용으로 사용할 예

정이다.

또한 봉정사 극락전 벽체의 구조 및 벽체의 사용된 재료, 벽화를 그릴 때 쓰인

안료의 성분에대해서는 후에 더욱 분석하여 추후에 보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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