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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대에 사용하던 붉은 색 안료에는 주사, 석간주, 장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주사는 고급스러운 상품(上品)으로써 벽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단청, 
벽화, 회화를 비롯해 비석, 지석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公私 의 기록에서는 고려재상의 지석 음각에 붉은 칠을 메웠다고 기록되
어 있어 비, 신도비, 지석 등에 주사와 같은 붉은 칠이 된 것은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
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하여 비석에 남아있는 붉은 안료들의 몇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주사, 장단, 석간주 등이 칠해졌음이 분석되었다. 또한 붉은 색의 발색을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해 붉은 칠 아래 바탕칠로써 호분칠이 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현존하는 
붉은 안료가 칠해진 비석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의 사례들이므로 조선시대에는 비 
등에 붉은 안료로 주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公私 에 남겨진 기록을 
보아 고려시대에도 칠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 이미 주사안료가 중
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우리나라에 고가의 상품으로 사용되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비에 붉은 안료를 칠하던 것은 고려 이전부터 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붉은 안료로 주사를 주로 사용했을 것은 주사가 지닌 벽사적 상징의미를 미루
어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주사가 매우 고가인 탓에 한때 사용이 금지되기
도 하였기에 주사 대신 석간주나 장단과 같은 대체안료가 사용되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주제어 : 주사안료, 경면주사, 영릉비, 황화수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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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문화재 가운데 비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문의 글씨체나 구부( )와 이수(
)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비석에 음각된 각자(刻字)에 칠

해진 주칠(朱漆)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각
자 부분에 칠해진 주칠들이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비석 각자에 
주칠이 되어 있었다는 인식조차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몇몇 문헌의 기록이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장릉의 단종비(端宗碑), 경기도 여주의 영릉비( 碑) 등 일부 비석에서 
뚜렷이 주칠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公私 과 文宗實 에서는 지석( 石)이나 비(碑)에 주칠이 칠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헌자료들의 검토와 비석에 남아있는 붉은 칠 시편
의 안료 분석을 통해 주칠안료에 대한 연구와 비석에 주칠이 칠해지게 된 역사적 배경
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광물성 천연안료인 주사는 시나바(Cinabar)라고 하는데, 진사( 砂), 단사(丹砂), 단
주(丹朱)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주사는 경명주사, 결명주사, 경면주사(
朱砂)라고도 불리는 데, 이것은 표면이 거울과 같이 빛나고 매끄럽다 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발음이 유사하여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광석상태의 주사는 표면이 거울처럼 광택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산출량이 적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제품이다. 섬광성이 있고 휘섬광류에 속하며 수
은과 황의 결합물(HgS)로서 수은 광맥에서 산출되고 있다. 우리가 안료로 접하게 되는 
주사는 광석상태의 것을 분말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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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색물질은 일찍이 먼 선사시대부터 장신구나 장식품, 생활집기와 회화 등에 사용되
었다. 주사와 같은 중금속 광물질은 인류역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안료로 사용되었
는데, 천연의 광물질 안료는 발견되는 제한적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어 거의 보석에 준
하는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광물질은 상품화되어 먼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 
중 주사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광물질 안료가 서역과 중국에서 수입되어 일본에 전해졌
으며 지금 정창원(正倉 )의 창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주사는 그
보다 늦은 시기에 서양에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800~900년경의 아라비아의 연금
술에 관한 문헌에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몇 세기전에 중국인에 의해 제조
되었다. 

우리나라 안료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벽화에서 주사와 그을음 그리고 황토( 土) 등
의 안료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예는 6세기 고구려고분벽화(집안 오회분 5호묘 등)에
서 나타난다. 고구려고분벽화에 사용된 안료는 중앙아시아 일대의 벽화안료와도 연관성
을 지니는 데 가장 대표적으로 돈황석굴(敦煌石窟)과 같은 고대벽화의 안료를 들 수 있
다. 당대 이후 돈황벽화(敦煌壁畵)에 사용된 안료에는 고령토( 嶺土), 석황(石 ), 주
사, 석청(石 ), 그을음 등의 천연광물성 안료와 은주( 朱), 연분( ) 등의 인공안료, 
연지( ), 등황( ), 남( ) 등의 식물성 안료가 있으며 금( ), 은( )과 같은 안
료도 사용되었다. 

일본의 고대안료에서도 적색은 대자(代 )와 주사, 연단( 丹)이 쓰였는데, 7~8세기
경에 제작된 법륭사(法 寺)의 금당벽화( 堂壁畵)에 적색으로 주사, 적토, 연단이 사
용되었음을 통해 그 예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려불화에 사용된 안료는 주로 주사, 석록(石 ), 석청(石 )이 기본을 
이루는 데 대부분 여래상의 가사( )는 주사로 전면을 칠하고 있으며 보살상의 천의
(天 )와 장식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사는 육안으로 암적
색 혹은 농적색으로 보이는 데 성분은 모두 황화수은(HgS)이다. 고려불화에서는 주사
를 채색할 때 다른 안료와 혼합하지 않고 원색을 사용하여 화면에 붉은색의 화려함을 
주고 있다. 고대부터 붉은 색을 내기 위해서는 석간주(石 硃 Fe2O3), 장단(연단 
Pb3O4), 주사(HgS)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주사는 매우 고가제품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주사 등 광물성 안료보다는 식물성 안료가 좀 더 애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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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公私 후집(後 ) 135 : 지석에 주칠
有朴姓武人爲 其母穿壙乃 名宰之墓也有 石石 如玉刻字塡 撲碎之投江去
其穴 庚申獄受戮 死 當律人 報云  
박(朴)가 성(姓)을 가진 무인(武人)이 있었는데 그의 어미를 장례지내기 위하여 광중

(壙中)을 파니, 고려 때의 유명한 재상의 무덤이었다. 지석( 石)이 있는데 돌빛이 옥과 
같고 글을 새긴 곳에 붉은 것으로 메운 것을 박(朴)이 부숴서 강에 던지고 해골은 꺼내
버리고 그 구멍에 장사를 지냈는데, 경신년(庚申年 1680, 숙종6) 옥사에 체포되어 죽임
을 당했다. 비록 죽은 것이 그 율(律)에 해당된 것은 아니나, 사람들이 저승에서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2) 世宗實  11년9월8일( 亥) : 건물의 주칠
禮曹啓宮 外官府及私 禁用朱漆 (중략)
예조에서 아뢰기를,
궁궐 이외의 관부(官府)와 사삿집의 건물(建物)에 주칠(朱漆)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는데, 서울과 지방의 무식한 무리들이 간혹 주칠(朱漆)을 사용하
여 실로 참람되오니, 청컨대 서울은 사헌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규찰( 察)하여 다스리
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 世宗實  11년12월3일(乙亥) : 기명 주칠
禮物彩扇一百杷 刀二柄朱漆木 盌大小 (중략)

통신사 박서생(朴瑞生)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일본 국왕 원의교(源 敎)의 답서( 書)
를 바쳤다. 예물은 채선(彩扇) 1백 자루, 장도( 刀) 2자루, 주칠 목차완(朱漆木 盌) 
대소를 합하여 70개, 주칠 천방분(朱漆淺方盆) 대소를 합하여 20개, 휴칠 목통(木桶) 2
개이었다.

(4) 文宗實  2년2월20일(甲申) : 비문 주칠
碑判書 撰碑文安平大君瑢 書丹

영릉( )의 비(碑)1)를 세웠으니, 판서(判書) 정인지( )가 비문을 짓고, 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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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安平大君) 용(瑢)이 전액( )을 붉은 글씨로 썼다.
(5) 成宗實  23년3월23일(癸巳) : 비단 주칠
傳曰端午 上扇子 朱漆徒 侈無用 (중략)
전교(傳敎)하기를, 단오(端午) 때에 진상( 上)하는 부채[扇子]는 비단에 주칠(朱

漆)을 하였는데, 다만 사치스럽기만 하고 실용 가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양대비전(兩
大妃殿)에 바치는 것 외에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6) 中宗實  23년10월2일(庚子) : 깃대 주칠
포영사(布營使)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거둥 때에 숙소가 될 곳의 포영(布營)

할 땅에는 신이 전일 내려갔을 때에 대개 푯말을 세웠습니다. 다만, 파오달(波吾 )에 
쓸 기(旗)의 수를 헤아리면 세 곳 파오달의 안 4문( )과 바깥 8문에 사수기(四獸旗) 
36, 위장 표기( 將標旗) 15, 황룡기( 旗) 3을 써야 하는데, 군기시( 器寺)에 있는 
수는 사수기 16, 표기 10, 황룡기 새 것 1, 헌 것 1, 기름먹인 것 1입니다. 그 모자라는 
기는 지금 미처 만들 수 없고, 또 깃대는 두 해 자란 나무에 힘줄을 붙여 만들어 주칠
(朱漆)하는데, 이것은 말 한 필에 실을 수 없으므로 말을 잇대어서 날라야 하니 이것을 
나르기도 어렵습니다.  하였다.

(7) 宗實  1년10월24일(戊寅) : 약재로서의 주사(朱砂)
약방에서 또 입진(入 )하였다. 이때 임금의 열후(熱候)는 이미 물러갔으나, 반점(斑
)이 있기 때문에 허적 등이 두증(痘 )임을 의심하고, 주사(朱砂)를 먹으면 쉽게 투

출( 出)할 수 있다 하여 올리기를 청하여 임금이 복용하였다.
(8) 天工 物  중국 명대(明代) 송응성(宋應星) 
광명(光明), 전두( ), 경면( ) 등의 주사(朱砂)는 가치가 수은의 3배정도이다.

기록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사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안료로서 각종 기명(器皿), 깃대, 목공예, 회화, 비단을 비롯
1) 기록에 등장하는 이 비는 세종대왕 신도비로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세종대왕기념관에 전시되어 있

으나 비신 표면의 풍화로 인해 비문이 마모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경기도 여주 
에 소재하고 있는 碑와는 다른 것인데, 명칭이 모호하여 혼동되기도 한다. 경기도 여주 영릉

소재 碑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약력, 영릉을 옮긴 사실을 기록한 비석으로 1745년(영조 
21년)에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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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약재로도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2).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려재상 지석의 음각 글씨에 붉은 칠이 되어있다는 公

私 의 기사와 文宗實 에 나타난 영릉비( 碑)의 주칠 기록인데, 이를 통해 
오래전부터 비, 신도비, 지석 등의 석조물에 음각으로 글씨를 새기고 그 안에 주칠을 했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동안 일부에서 주칠을 금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칠사용이 대중화되지 않고 
일부 특권층에서 향유되던 고급품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사는 단청이나 그림 등의 안료, 부적, 인주, 약재 등에 쓰여 왔다. 경면주사는 우리 
몸에 유익한 기(氣)가 발산된다고 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토속신앙에서도 깊이 사용, 악귀를 물리치고 재
앙을 막아주며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믿어 부적의 경우 경면주사로 쓰지 않는 것은 효력
이 없다고 믿어왔다. 東 寶 에서는 주사가 심장을 보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마음이 
신령해진다고 하였으며, 本 目 에서는 나쁜 독을 배출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또한 예로부터 붉은 색은 악귀를 쫓는 것으로 믿어왔는데, 이에 주사를 쓴 것은 주사
의 황이 해독, 살균작용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3). 

이렇듯 주사가 가지는 항마적( 的) 의미, 고급스러운 의미, 신령스러운 의미의 상징
성으로 인해 사자(死 )와 관련된 비, 신도비, 지석 등의 석조물에 붉은 주칠이 가해진 것
으로 사료된다. 

안료는 크게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누어지는데, 천연의 무기안료는 입자가 굵고 
크기가 불규칙하며, 불순물의 함유여부에 따라 색감의 특징이 나타난다. 
2) 앞서 언급한 주칠관련 기록들 외에도 주칠을 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으나 다양한 방면에 주칠

이 되었음을 언급하기 위하여 일부 기록만을 언급하였다. 
3) 정종미, 2001,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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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그 물질이 안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물리적 특성이다. 안
료는 빛의 스펙트럼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반사함으로써 색을 띠게 되는데, 색의 특성
과 색조, 순도와 발산되는 빛의 밝기는 안료 입자의 크기, 형태, 그리고 색 흡수율에 달
려 있다. 

주사의 경우 색의 농도는 입자에 따라 다양한데, 입자가 클수록 짙은 색을 내며 굴절
률도 높다. 따라서 주사라고 할지라도 연분홍, 암적색, 농적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안료 입자의 크기와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안료의 입
자크기는 광물의 종류, 균열이 용이한 정도, 분쇄횟수4)에 따라 결정되며, 주사는 입자
가 클수록 색이 짙고 작을수록 밝게 나타난다.

고대의 채색안료는 내구성이 있는 희귀의 색암석( 岩石)인 암채(岩彩)를 분말화하여 
사용하거나 자연산 색토분( 土 )을 수비하여 얻는 이채(泥彩)를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이같은 천연안료는 생산량이 적어 구하기 힘들고,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일부 천연안료를 사용하거나, 대부분 화공 처리된 합성안료를 조색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대안료의 사용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채색에서 유래되며 그 후 궁궐이
나 사찰 등 목조건축에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고대안료의 경우는 자연에서 채취하는 
광물성 안료인 무기안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만들 수 없거나 구할 수 없는 것
들은 중국이나 서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강원도 영월군 장릉 소재의 단종비는 숙종 24년(1698년)에 노산묘( 山墓)를 장릉으
로 추봉하면서 건립된 것으로 비문에는 朝 國端宗大王 이라고 남아있다. 

이 비에는 주칠이 매우 선명하게 현존하는 데 안료로는 주사와 장단이 혼합되어 나타
나고 있다. 비에 칠해진 주칠이 언제 칠해졌는지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
성당시의 주칠인지, 후대 개칠인지는 알 수 없다. 

4) 광물질 안료는 원료를 잘게 분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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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장릉에 소재하고 있는 엄흥도5)정려비는 단종에 대한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영조 2년(1726년) 비각 건립과 함께 조성되었다. 

이 비에는 붉은 칠이 매우 선명하게 현존하고 있는 데, 비신 아래쪽으로 갈수록 풍화
되어 붉은 칠이 약하게 남아있다. 

     

5) 엄흥도는 영조34년(1758년) 공조판서로 추봉되어 순조33년(1877년) 충의공(忠毅公) 시호를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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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탕평비는 영조18년(1742년)에 
건립되었다. 전후(前後)면에 모두 음각 각자가 있는데, 가첨석(加檐石) 아래부분의 비신
에는 비교적 주칠흔적이 잘 남아 있으나 비신 아래쪽으로 갈수록 풍화되어 주칠흔적이 
약하게 남아있다. 

    



비석(碑石)에 칠해진 주사(朱砂)안료에 관한 연구 / 신은정 한민수 강대일

문화재 제38호(2005)   369

경기도 여주시 영릉에 소재한 영릉비는 영조21년(1745년) 건립된 것으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약력, 영릉을 옮긴 것을 기록하고 있다. 비신의 음각 각자 안에는 주칠흔적
이 약하게 남아있으며 주칠 흔적 하부에는 백색 안료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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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영릉에 소재하고 있는 영릉비는 동구릉에 있던 효종대왕릉을 1673년 
천장한 사실과 1674년 인선왕후 능을 따로 앞쪽에 모셨음을 기록한 비이다. 1600년대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자(刻字)의 붉은 칠은 풍화되어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다. 안료층은 붉은 색과 백색의 2개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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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에 사용된 주사 안료는 단일의 적색과 바탕에 백색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고대 

안료 중 적색 안료로 많이 사용된 것은 철산화물이 주성분으로 석간주 또는 철단이라하
는 산화철(Hematite, Fe2O3)과 진사( 砂) 또는 주(朱)로 알려진 황화수은(Cinnabar/ 
Vermilion, HgS)이 있으며, 연단( 丹) 또는 광명단(光明丹)이라고도 불리는 산화납
(Minium, Pb3O4)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러한 안료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는 1963년 이숙연이 고대 단청의 분석학
적 연구 , 1989년 John Winter에 의한 한국 고대 안료에 성분분석 과 1990년 홍종욱 
등의 금산사 벽화 안료성분에 관한 비교분석  등 형광X선분석기와 X선회절분석기를 
사용하여 안료의 성분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 
고아동 고분벽화, 서삼릉 영조왕녀 태토, 경주 백율사(栢栗寺)의 동제 불상의 적색안료
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 고대 단청안료와 능, 벽화에 사용된 적색안료는 주로 주사
(HgS, Cinnabar)와 석간주(Fe2O3, Hematite), 장단(Pb3O4, Lead Oxide)을 사용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번 주사안료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기존 고대안료의 분석결과를 참고하고, 비석의 
붉은 칠이 남아있는 단종비(端宗碑), 엄흥도정려비(嚴 旌 碑), 탕평비( 平碑), 영
릉비( 碑), 영릉비(寧 碑)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채취한 주사안료에 대해 첨
단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영릉
비(세종대왕 신도비)나 고려 재상의 지석은 현존하지 않아 안료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안료의 분석은 먼저 현장에서 비파괴분석법인 휴대용 형광X선분석기를 이용하여 적
색안료의 성분을 조사하였으며, 일부 박락된 시료를 수습하여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
경으로 안료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미소부 X선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밝
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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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학현미경 관찰
일부 박락된 시료를 수습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착시킨 후 각 시료에 대해 광학현

미경(Microscope, Carl Zeiss, Axiotech 100HD/Progress 3012, Germany)을 사용하여, 
50 200배율까지 안료의 표면상태와 색상을 관찰하였다.

(2) 전자현미경 관찰
안료를 carbon tape로 Specimen Mount에 고정시킨 후 표면을 gold coating하고 전자

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5910LV, Japan)으로 1000배
의 고배율에서 안료의 단면이나 표면의 입자상태를 관찰하였고, 이때 조건은 20kV에 
spotsize 25 38이고, 이차전자상(Secondary Electron Image)과 반사전자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으로 관찰하였다. 

(3) 휴대용 형광X-선 분석
주칠 안료의 분석에서 대상시료의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성분분석은 현장에서 비파괴

분석법인 휴대용 형광X-선분석기(FXRF; Field X-ray Fluorescence Analyzer, Seiko, 
SEA-200,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건은 50kV, 200 , 100sec, Collimator
의 직경은 2mm인 것을 사용하여 적색안료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4) 에너지분산형분광계 분석
채취된 시료는 안료의 양이 극히 작고, 분말 상태로 존재하여 XRF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5910LV, Japan)에 부착된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Oxford 7324, Englan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안료 표면에 대해 주구성 성분을 정성적으로 동정하였고, 이때 조건은 20kV에 
spotsize 50이고, 100sec간 분석하였다

(5) 결정구조분석
수습된 시료가 매우 미량임으로 미소영역의 분석이 가능한 미소부 X선회절분석기

(Micro-area X-ray diffraction system, MAC Science, MXP18VA, Japan)를 이용하여 
각 안료가 어떠한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소부 X선회절분석시 Target
은 Cu를 사용하였으며, 조건은 30kV, 100mA, Collimator의 직경은 50 인 것을 사용
하여 계측하였다. 또한 이 미소부 X선 분석장치는 MCA(Multi-Channel Analyzer)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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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 있으며, 각 시료 계측시 분석시간은 1000sec이고, 계측 후 분석데이타는 피
이크 매칭(peak match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피이크를 동정하였다.

(1) 단종비(端宗碑) 
단종비의 적색안료는 현미경 상에서 진한 적색이 주를 이루며, 투명한 석영입자가 소

량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결정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표면에는 공기 중의 먼지 입자로부
터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흑색 이물질이 다량 부착되어 있으며<사진 11, 12>, 성분분
석 결과 Hg, Pb, Fe, Si 등이 검출되었고, 미소부 X선회절분석에서 적색안료는 HgS(주
사)와 Pb3O4(장단)으로 동정되어 이들 안료가 서로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그림 1>.

(2) 엄흥도 정려비(嚴  旌 碑)
엄흥도 정려비의 적색안료는 현미경관찰 결과 연한 적색이 주를 이루고, 투명한 석영

입자와 표면에 백색과 황색의 큰 결정체가 소량 존재하였으며<사진 13, 14>, 성분분석 
결과 Pb, Fe, Cr, Si 등이 검출되었고, 미소부 X선회절분석에서 광물을 동정한 결과, 적
색안료인 Pb3O4(장단)과 특이하게 조흔색이 등황색이며, 투명한 적색을 띠는 광물인 
PbCrO4(홍연석)도 함께 동정되었다<그림 2>.

(3) 탕평비( 平碑)
탕평비의 적색안료는 현미경 상에서 진한 적색과 연한 적색이 혼재된 상태이며, 백색

과 기타 오염물이 표면에 부착된 상태이다<사진 15, 16>. 성분분석 결과 Pb, Hg, Fe, 
Si 등이 검출되었고, 이들 원소를 바탕으로 미소부 X선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색안
료는 HgS(주사)로 동정되었으며, 황색의 PbO(산화납)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그림 3>.

(4) 영릉비( 碑)
영릉비의 경우 안료층이 하부에 백색과 상부에 적색 안료의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하부 백색층에 의해 상부의 적색층이 보다 붉은 빛을 띠게하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적색 안료는 진한 적색과 연한 적색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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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형태를 보이며, 표면에 이물질 등이 부착되어 있다. 백색 안료의 경우 밝은 백색과 
투명한 석영입자가 혼재하여 존재하였다<사진 17, 18, 19, 20>. 성분분석 결과 적색 
안료는 Hg, Pb, Ca, S 등이 검출되었고, 백색 안료의 경우 Ca, Pb, Fe, S 등이 검출되
었다. 또한 미소부 X선회절분석에서 적색 안료는 HgS(주사)와 Pb3O4(장단)의 광물이 
동정되었고, 백색 안료는 CaCO3(호분)으로 동정되었다<그림 4, 5>.

(5) 영릉비(寧 碑)
영릉비의 경우도 영릉비( 碑)와 마찬가지로 안료 층이 하부에 백색과 상부에 적색 

안료의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적색 안료는 연한 적색
이 주를 이루고, 투명한 석영입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백색 안료의 경우 밝은 백색의 굵
은 결정체와 내부에 소량의 흑색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사진 21, 22, 23, 24>. 성분
분석 결과 적색 안료는 Fe, Si, Al, Ca 등이 검출되었고, 백색 안료는 Si, Ca, Fe, Al 등
이 검출되었다. 또한 미소부 X선회절분석에서 적색 안료는 다른 곳의 적색안료와 다르게 
Fe2O3(석간주)로 동정되었고, 백색 안료는 CaCO3(호분)으로 동정되었다<그림 6, 7>.

또한 이들 주칠안료의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색상과 표면상태, 미세조직
의 관찰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휴대용 형광X-선분석기와 미소부 X-선회절분석기를 
이용한 주칠안료의 성분과 광물동정 결과를 <표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표 1. 주칠안료의 현미경관찰 결과

순번 碑  名 색  상 특     징 비     고

1 단종비 적색  - 진한 적색, 입자 미세 사진 11, 12 참조

2 엄흥도비 적색
 - 연한 적색, 입자 매우 미세
 - 표면에 황색 입자 소량 존재
 - 백색과 석영입자 존재

사진 13, 14 참조

3 탕평비 적색  - 진한 적색과 연한 적색이 혼재
 - 백색과 기타 불순물 포함 사진 15, 16 참조

4 영릉비
( 碑)

적색
 - 진한 적색과 연한 적색이 혼재
 - 탈색의 흔적이 보임
 - 표면에 흑색입자 다량 존재

사진 17, 18 참조

백색  - 밝은 백색과 석영입자 혼재 사진 19, 20 참조

5 영릉비
(寧 碑)

적색  - 연한 적색, 석영입자 존재
 - 표면 백색 존재 사진 21, 22 참조

백색  - 백색의 굵은 결정체
 - 내부에 흑색의 이물질 소량 존재 사진 23,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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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칠안료의 성분분석 결과

순번 碑  名 색  상 성     분 결 정 구 조 비     고

1 단종비 적색 Hg, Pb, Fe, Si 등 HgS(주사)
Pb3O4(장단) 그림 1 참조

2 엄흥도비 적색 Pb, Fe, Cr, Si 등 Pb3O4(장단) 그림 2 참조
3 탕평비 적색 Pb, Hg, Fe, Si 등 HgS(주사)

PbO(산화납) 그림 3 참조

4 영릉비
( 碑)

적색 Hg, Pb, Ca, S 등 HgS(주사)
Pb3O4(장단) 그림 4 참조

백색 Ca, Pb, Fe, S 등 CaCO3(호분) 그림 5 참조

5 영릉비
(寧 碑)

적색 Fe, Si, Al, Ca 등 Fe2O3(석간주) 그림 6 참조
백색 Si, Ca, Fe, Al 등 CaCO3(호분) 그림 7 참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붉은색으로 주사, 석간주, 장단 등이 사용되어 왔다. 이 중 주사
는 고급스러움과 벽사의 상징적 의미 등으로 인해 상품(上品)으로 인식되어 왔다. 붉은
색 중에 주사는 단청 벽화 등의 회화 안료, 각종 기명(器皿), 복식, 각석(刻石), 죽은 
자(死 )와 관련된 비, 지석 등에 다양하게 걸쳐 나타나며, 가루상태의 것을 들기름이나 
아교에 개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희귀한 고가품이었던 탓에 특권층 등 한정적인 계층
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주사를 대용하여 석간주나 장단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주사의 사용은 오랜 역사를 지니는데, 비나 지석 등 사자(死 )와 관련된 표석에 주
칠이 되는 것은 公私 의 기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고려재상 지석의 음각 글씨
에 붉은 것을 메웠다는 것으로 볼 때 비, 신도비, 지석의 음각 각자에 주칠이 되는 것은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에 이미 
주사가 우리나라에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붉은 채색 
부분에 주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이후 주사의 주칠사
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석의 조성 또한 삼국시대에 이미 만들어졌음을 종합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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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석에 주칠이 칠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비석, 지석 등 사자(死 )와 관련된 석조물에 주칠이 된 것은 주사가 지니
는 벽사적( 的) 의미, 항마적( 的) 의미와 같은 상징성이 부여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비석에 칠해진 것이 주사 뿐 아니라 석간주, 장단 등도 있
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나 문헌기록상에 나타나는 주사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비
석에 붉은 칠을 할 때 원칙적으로 주사를 사용하였으며 석간주나 장단은 주사 대신 사
용된 대체 안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 조성된 단종비, 엄흥도정려비, 탕평비, 영릉비( 碑), 영릉비(寧
碑) 등 현존하는 비석의 붉은 칠 예들을 육안조사, 휴대용 현미경조사, 휴대용 형광X-
선 분석, 광학현미경 분석,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X-선 회절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사와 석간주, 장단 등은 주로 고대 사용된 적색안료와 같은 종류가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칠 안료층 아래 백색의 호분 안료층을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적색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바탕칠로 호분을 밑칠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비석 등의 석조물 외에 옥천사 마애불이나 경주 남산 감실불상과 같이 석불에도 
붉은 칠이 되어있는 흔적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석조물에 칠해진 안료에 대한 연구와 
주칠이 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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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 Eun-Jung Han, Min-Su Kang, Dai-Il 

Red ocher, red lead or cinnabar has been as red colorant for ages. Cinnabar of 
the red pigments has been highly regarded as a valuable ingredient because it 
represent a symbol of exorcising and a haute image. 

It was used as a pigment of painting and mural painting, bowl, clothes, rock 
writing, gravestone, etc. It is powder which dissolves in perilla oil or glue before 
using. Because it is high-priced, the use of cinnabar may be limited to the 
privileged class.

Therefore, red ocher or red lead was used instead of cinnabar. Gongsagyunmunrok  
demonstrated that government official's gravestonea has been painted red by two 
colorants in th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However, cinnabar may be used to 
paint gravestones for the first time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because it 
has been transmitted since the times.

This study discuss the results obtained from an analysis of the pigments used on 
the red pigments of the Stone Monuments.

The results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microcrystalline structures seen on the surface section of analyzed 

pigments, samples of which were taken from various parts of red pigments show 
that different sizes and shapes of pigment particle 

Second,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pigments 
shows that the main components in their composition are : 

Red pigments - Red lead(Pb3O4), Cinnabar(HgS) and Hematite(Fe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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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igments - Calcite(CaCO3)
Especially, we knew that red pigments of Stone Monuments were found to be 

natural mineral pigments, which were used as a singular or a mixture.

Keyword : Cinnabar,  HgS,  Tomb Monument of King Sejong,  red pigment, stone 

mon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