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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동굴벽화와 칼라베라동굴의 벽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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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World Cave Painting and Kalabera Cave Painting

Jung-Mo, Yoon

Abstract : The Altamira Cave painting which Spain which is a world-wide cave painting will know, 
France Grotte de Lascaux painting, observes the France Chauvet Cave  and sees and about 
Choungryongdo with the Sangyoungchong which are an ancient tomb mural of Korea introduce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ock art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particularly as the rock 
art discovered to date predominantly pertains to ancestor worship within the Chamorro cultural group. 
For centuries, the Western world has categorized the ancient Chamorro inhabitants of the Marianas 
Archipelago as a “prehistoric” people; a people without a written history. In addition to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rock art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ancient Chamorros did indeed have a recorded history and that this chronological record exists in the 
pictographs and petroglyphs that they painted and carved.
Key Words : cave, painting, Altamira, Lascaux, Chauvet
국문요약 : 세계동굴벽화로서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Altamira Cave),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Grotte de Lascaux), 프랑스 쇼베 동굴(The Chauvet Cave)에 대해서 논하고 한국의 고분벽화인 쌍영총과

청룡도에 대해서 논한다. 이 논문은 발견된 동굴 예술　중 Chamorro 문화와 조상 숭배에 우세하게 관계하는

것으로 북부 메리애나 군도의 동굴 예술의 개관을 제공하고, 몇 세기에 걸쳐 서양에서는 "선사 시대" 사람들

인 메리애나 군도의 Chamorro 고대 주민으로 분류했다. 기록역사 없는 사람들인 북부 매리애나　군도의　동

굴 예술 소개 제공 이외에, 이 논문은 고대 Chamorros　문화의　기록 역사가 있었고, 연대순 기록이 그들이

새긴 동굴 조각 및 상형문자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어 : 동굴, 벽화, 알타미라, 라스코, 쇼베

I. 서론
세계동굴벽화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Grotte de Lascaux), 쇼베 동굴(The

Chauvet Cave)를 살펴보고 한국의 고분벽화인

쌍영총과 청룡도에 대해서 논한다.

사이판의 역사는 외지인들이 처음 다녀간

1521년이후 외지인들에 의하여 기록된 역사만

정확할뿐 그 이전의 역사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원주민 차모로 종족이 스페인 사람

들에 의하여 거의 전멸 당하다시피 했었고, 원주

민의 언어는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동굴은 1913년에 Stanislaus von Prowazek의

보고서에서 삽화 뿐 아니라 짧은 표시가 사이판

As Teo굴에서 찾아낸 상형문자로 발견되었다.

처음 역사적인 입장에서 동등하게 짧은 현대

문서가 사이판, Tinian, Rota, 및 Guam의 남쪽 아

크 섬 전체에서 찾아낸 동굴 벽화이다.

따라서 칼라베라동굴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페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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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절 반항하는 원주민들의 감옥소 또는 격리

수용소로 활용했다고 하며, 그 다음으로는 2차

세계대전시는 일본 군인들이 임시병원으로 활용

했다고 한다.

2. 세계 동굴벽화
2.1 알타미라 동굴벽화(Altamira Cave) 

1985년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인 이 동굴은

산탄데르 지방의 선사시대 동굴 유적으로 동굴

벽화로 유명하며 그림을 통해 구석기인들의 생

활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벽화가 몰려 있는

‘아주 넓은 방’의 천장.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구

석기 시대 최고 수준의 그림을 보여 준다.

1868년에 우연히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에는

구석기 시대의 동물을 그린 수많은 벽화들이 거

의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그 가운데에는

2m가 넘는 그림도 있는데, 모든 그림들이 동물

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묘사되어 있다. 벽을 가

득 메우다시피 그려 놓은 이 그림들을 보면 구

석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 재능

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의 미술관’이라고도 부르는 이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선사 시대의 동굴을 해

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호들을 발견했다. 그

러나 동굴을 주거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주술

의식을 행한 곳으로 사용했는지는 아직 분명하

게 밝혀지지 않았다.

알타미라는 마그달레니안기에 이미 벽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프랑스의 베제르 계곡, 에스파냐의 아스투리아

스 지방의 칸다모 동굴에도 비슷한 벽화가 있지

만, 알타미라만큼 수준이 높지는 않다.

오랜 세월 동안 지하에서 잠들어 있던 남유럽

의 동물들은, 이렇게 우연히 망각에서 깨어나 되

살아났다. 알타미라 벽화는 에스파냐 북부에도

구석기 시대의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준다(그림 1).

그림 1. 알타미라지역 동굴에 발견된 들소벽화

그림 2. 남아프리카 라스코 동굴벽화

2.2 라스코 동굴벽화(Grotte de 
Lascaux)

남아프리카의 Limpopo 지방의 고원지대에

Cave of Hearths 라는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

부한 사전 벽화장식으로 불리는 보고가 있다. 이

것은 1937년 로우어(Van Riet Lowe)에 의해 발견

되었는데 당시에는 일부의 석제 도구밖에 발견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 차례 발굴한 결과 조사한

결과 한 층에는 철기시대의 유물이 나왔으나 또

한 층을 파들어가자 석기시대 초기, 또 한 층 파

들어가자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왔다. 시간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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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250,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었다.

남아프리카 서부에는 긁는 방법이 비교적 많

이 유행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인

들은 어떤 공구로 창작을 진행하였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남아프리카의 석각예술의 연대를 측

정하기는 아주 곤란한데, 이것은 예술 작품 중에

거의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

다.

고고학자 웬트(Eric Wendt)는 일찍이 나미비

아 남부의 아폴로11호 동굴에서 출토된 한 조각

의 석각을 측정하였는데, 그 연대는 대략 27,000

년이다. 이것은 이 석각이 프랑스 고대 거석예술

(the Supper Palaeolithic Art)과 적어도 비슷한 시

대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그림 2).

2.3 쇼베 동굴(The Chauvet Cave)
1994년, 프랑스 쇼베 동굴(The Chauvet Cave)

에서 수많은 동물(사자, 코뿔소, 곰, 표범)들을

그린 벽화를 발견하였는데, 그 그림들은 매우 세

련되어 과학자들로 하여금 미술의 기원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그 동굴에서 발견한 수백여점

에 이르는 동물벽화는 참으로 장엄한 세계사적

장면이었다.

헬렌 발라다스 박사가 이끄는 조사팀이 방사

성탄소 연도측정법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쇼베

동굴 벽화들이 2만 9천년~3만 2천년 사이의 작

품들이라고 한다. 그 조사팀은 바위 암벽에 새겨

진 특징적인 예술품들이 1만 6천년 전에 그린

것으로 밝혀진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벽화만

큼이나 정교하다고 발표했다.

쇼베 동굴의 벽화에 있는 수많은 그림 중에서

‘동굴 사자’로 명명한 그림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곰, 말, 들소, 사자, 맘모스 그리고 코뿔소 등 쇼

베 동굴의 모든 연구를 확인해 주는 작품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보이는 벽’에서는 벽화에 통합

된 이미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진다. 요즘 과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선사시대 사

람들은 힘센 동물들을 벽에 그림으로써 그 동물

들의 영혼의 힘이 현실 세계로 배어나온다고 믿

었을 것이라고 한다.

라스코 벽화를 프랑스에서 1940년에 발견한

이후 쇼베 동굴의 탐사를 제대로 이루기까지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쇼베

동굴 벽화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화지만 그

로부터 1만 5천년 뒤에 만들어진 라스코 벽화에

못지않은 묘사 기법과 선명도를 보여준다. 또한

벽화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도 예전의 가축위

주로 선별한 것이 아니라 힘센 동물들이다. 이것

은 현대 인류에게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았던 구

석기시대 인류문명을 재조명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그림 3).

그림 3. 프랑스 쇼베 동굴벽화

3. 한국의 고분벽화
3.1 고구려 고분벽화 쌍영총

한국에는 동굴벽화에 대해서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없어서　그　대신　고분벽화에 대해서 　자
료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 고구려시대 고구려인들은 높은 천문관

측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방위 개념을 발달시켰

다고 하는데 별자리의 4신인 현무(북), 주작(남),

청룡(동), 백호(서)가 고분에 나타나는 것은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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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벽화의 특징이라고 한다. 강서중묘와 강서대

묘에 그려진 다양한 현무도, 청룡도, 주작도, 백

호도는 실감나는 묘사로 하였다.

고구려 고분의 벽화는 먼저 벽면에 석회를 바

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벽에 바로 그리

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쌍영총 벽

화는 석회를 바른 다음, 그 위에 윤곽을 그렸으

며 그 스케치선 내부에 연백을 발랐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비로소 그림을 그린 사실을 처음

으로 확인한 것이다.

쌍영총은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에

있는 5세기 후반 고구려 시대의 고분으로, 쌍영

총이란 이름은 전실과 현실 사이에 있는 두 개

의 팔각기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무덤의 주

인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

지 않으며 다만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화려한 물감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이 특

징이다.

묘실 북쪽벽의 부부 그림과 별도로 동쪽벽에

는 향촉을 받쳐 든 시녀가 앞장서고 그 뒤로는

묵직한 가사를 걸친 스님과 시녀 그리고 묘주의

부인이 차례로 늘어선 공양행렬도가 있는 것으

로 유명하다. 묘주 부인이 입은 검은 웃옷과 주

름치마는 지금의 패션으로 보아도 매우 세련된

하이패션이다.

참고로 지난 1972년 일본 나라현(奈良縣)에서

발견된 다카마쓰고분(高松塚 7~8세기 축조 추

정) 벽화에서도 벽화 밑바탕에 연백이 칠해진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이 다카마쓰 고분벽화

는 발견 당시부터 고구려 또는 백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사로 벽

화 밑바탕에 연백을 칠하는 기법은 고구려 벽화

의 제작방식이 일본에 전해진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분구는 간신히 원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널방

의 구조는 전실의 남벽 중앙에 달린 널길, 방형

의 앞방, 앞방과 널방 사이의 통로, 방형에 가까

운 널방으로 이루어진 두방무덤이다. 특히 통로

의 좌우에는 8각돌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있으므

로 이 벽화고분을 쌍영총이라고 이름지었다. 천

장가구는 전실,현실 모두 평행3각굄 천장이다

(그림 4).

그림 4. 평남 남포시 쌍영총의 8각기둥과 주두

그림 5. 평남 강서군 강서대묘 청룡도

북한 지역인 평안남도 강서군 우현리에는 고

구려의 옛 무덤인 강서대묘가 있다. 이 무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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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이 있었던 큰 방이 있는데, 이 방의 네

벽에 사방을 지키는 동물이 그려져 있다. 동쪽에

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 북쪽에

는 현무가 있다. 청룡은 푸른빛이 나는 용이고

백호는 흰 호랑이다. 주작은 닭 모양의 상상의

새인 봉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무는 거북을

감은 뱀의 모양이다.

(그림　５)에서 보는 것처럼 청룡은 길다란 몸

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 붉은 화염이 입과 몸에

휩싸여 있다. 사람들은 용이 나쁜 것을 물리치

고, 좋은 일을 불러 오며, 재앙으로부터 사람들

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으로 믿어 왔다. 여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를 다 갖추고 있

으니, 어떤 사악한 것도 간단히 물리칠 수 있다.

4. 사이판의 칼라베라동굴내 
벽화
이 동굴은 1913년에 Stanislaus von Prowazek의

보고서에서 삽화 뿐 아니라 짧은 표시가 사이판

As Teo굴에서 찾아낸 상형문자로 발견되었다.

처음 역사적인 입장에서 동등하게 짧은 현대

문서가 사이판, Tinian, Rota, 및 Guam의 남쪽 아

크 섬 전체에서만 찾아낸 동굴 벽화이다.

아래 (그림 6)은 1913년에 Stanislaus von

Prowazek에 의해서 발견된 상형문자이다.

칼라베라 동굴은 정신대 동굴 또는 신의동굴

이라고 칭한다. 그 이유는 많은 종군위안부들이

자살절벽으로 오르던 중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로 동쪽해안선을 바라보며 무작정 뛰어 이곳 동

굴까지 도망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전쟁이 끝날때까지 숨어

있으면서 제목숨을 부지하던 곳이 바로 이 동굴

이다. 이 동굴은 새섬을 지나 비포장 도로로 5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곳 동굴이 나온

다.

그림 6. 1913년 Stanislaus von Prowazek의 발견

그림 7. 칼라베라 동굴 내부

또한 현재 이 동굴은 아직도 많은 유골이 발

견되어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보존

되어있어서 사이판의 명소이기도 하다. 단 우기

철에는 일반 차량이 들어가기에는 도로자체가

비포장이라 차가 빠질 위험이 크다.

칼라베라동굴안에 있는 벽에는 고대 원주민

차모로들의 표식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동굴내부의 차모로인들

의 표식한 동굴벽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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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굴내 고대 원주민 차모로들의 표식1

그림 9. 동굴내 고대 원주민 차모로들의 표식2

본인이 찾아간 5월에는 자동차가 다행히 입구

까지 들어 갈수가 있었다. 동굴 내부는 조명등과

유도등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

없이는 깊이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동굴내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향후 장비와 사전 자료

를 수집하여 공동으로 동굴 내부를 답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세계동굴벽화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Grotte de Lascaux), 쇼베 동굴(The

Chauvet Cave)를 살펴보고 한국의 고분벽화인

쌍영총과 청룡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한국에

는 아지까지 동굴벽화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어

서 고분벽화만 소개하였다.

사이판의 역사는 외지인들이 처음 다녀간

1521년이후 외지인들에 의하여 기록된 역사만

정확할뿐, 그이전의 역사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원주민 차모로 종족이 스페인 사람

들에 의하여 거의 전멸 당하다시피 했었고, 원주

민의 언어는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칼라베라동굴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 스페인통치시절 반항하는 원주민들의 감옥

소 또는 격리수용소로 활용했다고 하며,

2. 2차세계대전시는 일본군인들이 임시병원으

로 활용했다고 한다.

향후 동굴벽화에 대한 조사 연구와 사이판의

칼라베라 동굴내 벽화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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