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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소화 2년도 고적조사

보고서>에서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고 

1930년대 일본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가루베 지온이 발굴

상태의 기록을 남겼다.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과학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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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광학적 및 과학적 분석조사를 토대로 송산리 6호분 벽화의 제작기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 송산리 6호분의 전축방식은 공적법이 아닌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전(塼)을 축조하였고 줄눈(masonry joint) 
재료로 석회, 모래 및 석고를 이용하였다 . 전돌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칠한 다음 백색 회(灰)칠을 하였다. 그 위에 
벽화제작을 위한 점토 바탕 층을 조성하였는데 수비가 잘된 점토를 흙손 등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붓으로 바르듯이 
완성하였다. 바탕층에 사용된 점토의 재료적 특성은 30㎛의 실트질 크기 이하의 광물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까지 
고대의 고분벽화에서 사신도의 채색 부위에만 점토 바탕층을 조성하여 제작된 고분벽화는 송산리 6호분이 유일하다 . 
이 송산리 6호분은 동양을 비롯한 한국의 다른 벽화에서 볼 수 없는 제작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1933년 발굴 당시에 
벽화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 미완의 벽화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중심어: 전축방식 , 제작기술 , 점토 , 바탕층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wall painting production technique of Songsanri No. 6 tomb based on optical 
examination and scientific analysis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of written records of ancient wall paintings. The result 
displays that bricks with mortar wer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and masonry joint were made of lime, sand 
and gypsum. The surface of brick were plastered with black and thereafter with white lime. Finely sifted clay on the top 
of the white surface, were applied not with plasterer's trowel but with a brush for making ground surface. The  clay are 
mineral particles smaller than 30㎛ of silt. The wall paintings of Sonsanri No. 6 is the only example of making ground 
layer with clay for painting of Sasindo (literally four heavenly animals painting) among remaining wall paintings of ancient 
tombs. The historical value of the painting should be attributed not only in terms that it displays a rare production techniques 
which were never discovered in any other paintings in Korea and Asia, but also it might had been uncompleted when the 
tomb were closed, even though it considers the fact that the wall painting were discovered in damaged condition in 1933. 

Key Words: Construction of the wall, Making technique, Clay, Groun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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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1년에 이루어졌다. 무령왕릉의 정밀조사를 중심으

로 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1.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과학적 종합적인 조사는 1996년 

5월 1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이 조사에

서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6호분의 발굴 당시와 현황을 대비 

분석하여 발굴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5호분 및 무령왕릉구조의 벽체거동 상황 및 누수원

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고분 구조의 벽체거동 상황 및 구조

안전점검, 고분 내에 서식하는 남조류의 제거, 고분 내 습

기 및 결로현상 제거를 위한 공기 조화시설 등의 연구가 진

행되었다2,3. 
이후,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실시된 보수공사 후의 

현황에 대한 송산리 고분군의 2차 보존과학적 조사를 1999
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수행하였다. 이 조

사에서는 보수공사 후의 고분벽체 거동 및 고분 내 온습도 

상시모니터링, 구조안전, 누수차단 효과, 남조류 등의 생물

피해 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4. 
2010년에는 송산리 6호분을 대상으로 한 벽화의 상태와 

환경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5. 이번 연구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조사 연구된 6호분 벽화제작기술에 

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연구결과

를 정리해보았다.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선행된 다양한 연구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과학적 측면에는 고분내부의 

환경 조사를 제외한 6호분 벽화에 사용된 재료 및 기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손상 상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

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1933년 발굴 당시와 

1970년대 조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벽화가 심각하게 훼손

되었음을 알 수 있다1,6. 
금번 조사결과, 보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현재는 사

실상 벽화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채색층 일부와 벽화 바탕층의 장기

적인 보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분벽화의 재료적 특성과 

제작기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송산리 6호분 벽화(Figure 1)의 제작기법을 조사하기위

해서 우선적으로 조명의 각도를 조정하여 촬영한 사진자료

와 휴대형 디지털 현미경(DG-3, Scalar Co., Japan)을 이용

한 세부사진을 바탕으로 육안 관찰하였다. 육안관찰을 통

하여 손상도면을 작성하고 전 표면 벽화 바탕층의 손상상

태를 휴대형 현미경(60×, 100×)으로 촬영하였다. 채색흔적

과 벽화 바탕층의 조성상태에 대한 내용과 벽면의 손상된 

부위를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벽화의 밑그림은 휴대용 적외선 카메라(IRIS VC, Bresiani 

Co., Italy)로 715nm, 850nm, 1000nm 파장대의 영역을 조

사하였다. 적외선을 사용한 회화작품의 조사는 장파장을 

이용하여 사용된 안료의 반사와 흡수의 차이에 따른 결과

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밑그림 등의 부분에 대한 

Figure 1. East, west, south, north wall in the Tomb No. 6 of Songsanr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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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금번 촬영은 고분 내 사면

에 제작된 사신도를 대상으로 촬영하였고 최소기록거리 

1m, 최대 4m, 3.5배 줌 기능의 700, 800, 1000㎚ 적외선필

터가 장착된 렌즈를 사용하였다. 
사신도 바탕 층을 대상으로 자외선 촬영기기(Model-Q- 

22B/F, Spectroline Co., USA)를 이용하여 덧칠 흔적, 이전

보수 흔적 및 점토광물로 보이는 벽화의 바탕층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송산리 6호분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전(塼), 줄
눈, 전 표면 백색부위, 사신도 벽화 바탕층의 일부이며

(Figure 2), 벽화를 구성하는 미세조직과 성분분석 및 광물

의 조성을 분석하였다. 각 시료의 특징과 위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벽화 마감층을 구성하는 각각의 층에 사용된 광물입자

의 크기, 형태, 및 기질을 관찰하고 화학성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장치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광물의 조

성을 밝히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장치를 이용하여 각 광

물의 결정상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광학적 조사결과

송산리 6호분은 지하로 묘광을 파고 연도를 갖춘 횡혈

식 묘실과 경사진 긴 배수로가 설치된 백제고분의 일반적

인 축조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대를 

6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 각 벽면은 문양이 새겨진 전을 

이용해 길이쌓기가 일곱 줄, 세워쌓기가 한 줄로 번갈아가

며 축조되었다. 길이쌓기 층과 세워쌓기 층을 하나로 묶을 

때 모두 네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눈 네 개

의 층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천장방향으로 일곱 번째 길

이쌓기 한 줄까지는 백색안료로 칠했고, 여덟 번째 줄부터

는 흑색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Figure 3, 4).
가로로 쌓은 층은 백색 안료로만, 세로로 쌓은 층은 네

Figure 2. Microscopic photograph of samples.

Table 1. List of samples point and location in the Tomb
No. 6 of Songsanri.

 

Samples Description Location
A brick sample east wall 
B brick sample north wall
C white pigment layer north wall
D the masonry joint north wall
E finishing layer of wall west wall
F finishing layer of wall west wall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ure 2.



454 | 보존과학회지 Vol.27, No.4, 2011

Figure 4. Parts of eastern wall in the Tomb No. 6 of Songsanri. 

Figure 3. Surveyed maps of eastern and northern wall in the Tomb No. 6 of Songsanri.

Figure 5. Ground layers of southern wall in the Tomb No. 6 of Songsa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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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씩 구분을 지어 표면에 백색과 흑색 안료를 번갈아

가며 칠함으로써 패턴적인 장식 요소를 부여했다(Figure 3, 
4)7. 벽 사면에 사신도와 일월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입자가 

고운 점토를 이용해 바탕층을 조성하였다. 
육안조사를 통해 바탕층 조성 시 도구를 추정할 수 있었

다. 점토의 상태나 표면 굴곡, 붓 자국으로 보아 흙손을 사

용하지 않고 붓을 이용하여 바탕층을 조성하고 벽화의 질

감을 표현하였다(Figure 5).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해 벽화표면의 안료와 채색상태, 

바탕층의 균열상태, 벽돌 표면의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사벽의 상태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벽을 표

Figure 6. The point of potable microscope on the eastern
wall in the Tomb No. 6 of Songsanri. 

Figure 7. Micro-tex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ern wall. The finishing layer of wall (1 to 6) and the surface of bricks
(7 to 12) of the eastern wall for lay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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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삼아 조사하였다(Figure 6, 7). 현미경 조사결과, 채
색층 부분에서는 백색의 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분

말화가 진행되었다. 
바탕층의 점토들은 균열양상이 다양하게 나오는 점으로 

보아 벽체로 부터의 결속력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 표면에 흑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되며 그 위에 백색의 안료를 칠한 것으로 보인다. 전표면 전

체적으로 채색부위의 균열부위에서 Figure 7의 ⑧, ⑨와 같

은 채색도막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에 보

강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보강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적외선조사는 사면 벽을 대상으로 715nm, 850nm 파장

대의 영역을 조사한 결과, 밑그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

다. 남벽의 주작부분은 다른 벽에 비해 바탕층이 견고히 남

아있어 715nm, 850nm, 1000nm로 각각 파장대의 영역조사

를 통해 실시하였고 주작부분의 일부로 보이는 가운데 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Figure 8, 9).
자외선 조사에서는 사신도 부위의 덧칠이나 보수흔적은 

찾지 못하였으며 점토광물로 바탕 층을 제작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10).  

3.2. 과학적 조사결과

송산리 6호분 전에서 채취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 사

진에서와 같이 불규칙한 크기의 점토 광물 입자들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돌 표면에서 침상의 방

해석 결정이 관찰된다(Figure 11). 또한 큰 광물 입자는 모

래입자로 추정된다. EDS 화학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실리

콘(Si), 알루미늄(Al)이 주로 검출되었다(Table 2).
줄눈에서 채취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에서와 같

이 10㎛ 크기 이하의 불규칙한 형태의 광물 입자들과 각진 

기둥모양의 전형적인 석고 입자들이 관찰된다. EDS 화학

성분 분석결과에서는 칼슘, 실리카, 알루미늄이 검출되었

다(Figure 11, Table 2).
이 6호분 마감층에 대한 시료는 2010년 단면을 조사하였

고 금번에는 배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전표면의 백색

으로 인하여 EDS 결과에서 CaO가 많이 관찰되었다. 정밀

관찰 결과, 30㎛ 이하의 비교적 균일한 입자 트기를 가지는 

판상의 광물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규칙한 입자는 실트질과 점토질의 입

자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교적 균일한 크

기의 실트질 광물입자들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X-선 회절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전 시료에서는 석영

과 미량의 점토광물이 동정되었으며, 전의 바탕층 안료에서

는 방해석이 검출되었다. 또한 줄눈에서는 방해석과 석고가 

나타났으며, 벽화의 마감층에서도 방해석과 석고가 확인되

었다. 

Figure 8. Area of infrared photography on the southern 
wall in the Tomb No. 6 of Songsanri. Figure 10. The pictures of UV from the gods of four sides 

of mural paintings. ① Painting of east wall, ② Painting of 
west wall, ③ Painting of south wall, ④ Painting of north wall.

Figure 9. Southern wall at the same spot of infrared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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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기술 고찰
 
송산리 6호분 벽화의 채색에 대한 2010년 선행조사에서 

휴대용 형광 X-선 분석결과, 벽화 삼면(동, 북, 서쪽)일부 

남아있는 백색의 안료에서 연백[2PbCO3·Pb(OH)2]이 검출

되었고 다른 안료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벽화의 바

탕층은 점토로 제작하였는데 두 개의 층위로 구분되며 상

부는 연녹색의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는 연황색의 고

운입자의 점토로 구성하였다7. 금번조사에서는 박락된 소

량의 시편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송산리 6호분의 제작기술은 전으로 축조된 

고분 내에 흑과 백의 조화를 이룬 장식을 기초로 사신도가 

제작될 벽면에 질감을 위한 점토를 2개 층으로 바탕을 조

성하였다. 벽화는 점토 마감층위에 연백으로 바탕칠이 되

어 있는 상태이다. 바탕칠위에 다양한 채색을 하는 벽화의 

전형적인 제작방법을 고려해 휴대용 형광 X-선 분석기 통

한 조사를 한 결과, 고대에 주로 사용되는 안료의 흔적을 

Ⓐ 1000x

Ⓓ 1000x

Ⓒ 1000x

Ⓔ 1000x Ⓕ 1000x

Ⓑ 1000x

Figure 11.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showing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ure 2
and Table 1.

Table 2. EDS results of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amples. 

Samples
chemical compositions of oxides (wt.%)

SiO2 Al2O3 CaO K2O Fe2O3 MgO TiO2 SO4 Total
A 63.07 23.96 0.42 1.99 8.36 1.16 1.04 - 100
B 57.05 21.61 0.50 2.03 15.59 0.96 2.26 - 100
C 9.98 0.99 88.44 - - 0.59 - - 100
D 12.76 1.58 81.83 - 3.83 - - - 100
E 20.92 6.29 35.90 0.96 6.60 - - 29.33 100
F 22.66 7.02 62.47 1.63 6.22 - - - 100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ure 2 and Table 1.

Table 3. List of samples and results of X-ray diffraction
analysis.
 

Samples Description Results of XRD
A brick sample quartz, clay mineral
B brick sample quartz, clay mineral
C white pigment layer calcite
D masonry joint calcite, gypsum
E finishing layer of wall calcite, gypsum
F finishing layer of wall calcite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ure 2 an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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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없었다. 벽화 밑 선을 찾기 위한 적외선조사 결

과, 남쪽 중앙 주작이 그려진 부위에서 일부 보이나 애매하

며 벽화 전체적으로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자료조사를 통해 1930년대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과 당

시의 고고학 자료에서도 사신도의 채색부분은 백색의 바탕

칠 외엔 발견할 수 없었고 기록된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전통회화기법에서 바탕칠로는 주로 백색(연백, 호분)을 사

용하며 그 위에 채색을 하여 그림을 완성한다. 고대의 벽화

에서 채색의 바탕칠로 연백을 사용한 예가 많으며 최근 고

구려벽화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조사에서 밝혀졌다8,9,10.
연백바탕위에 채색되었다면 그 흔적이 완전 소멸되기엔 

벽화제작 특성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신도의 모습을 

백색의 선으로만 완성했다고 해석되거나 벽화로서는 미완

의 벽화로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 표면

에 사신도부위를 한정하여 점토로 바탕층을 제작하고 채색

한 벽화의 제작방법은 송산리 6호분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대벽화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남북조시기의 대표적인 서진의 전축분이나 요대의 많은 전

축분에서 이와 유사한 제작기술은 아직까지 발견되거나 발

표된 예가 없다11,12,13,14.
벽화를 제작하기위해 조성된 바탕층은 미사와 점토의 

함량이 높은 고운 점토를 2개 층으로 조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분 내 서쪽 면에서 박락된 소량의 시료를 인

하여 미세조직과 화학적 특성에 한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정확한 입도와 물리적 특성, 유기물 첨가여부, 전표면의 

XRF로 조사가 불가능한 흑색부위에 대한 채색여부 등 추

가적인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송산리 고분군에서 유일하게 벽화가 남아있는 6호분의 

벽화제작기술에 대한 조사는 2010년에 1차 진행되었고 금

번 조사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두 차례의 조사에

서 한정된 시료로 인하여 벽화 바탕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

는 확보 할 수 없었으나 구조적 특징과 화학적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전축방식은 공적법이 아닌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벽돌

을 축조하였고 줄눈 재료로 석회, 모래 및 석고를 이용하였다. 
2. 전(塼) 표면에 흑색바탕에 백색 회(灰)칠을 하였다. 

그 위에 벽화제작을 위한 점토 바탕 층을 조성하였고, 연백

으로 바탕칠을 하였다. 
3. 바탕층은 두 개의 층으로 조성하였으며 수비가 잘된 

점토를 흙손 등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붓으로 바르듯이 

조성하였다.
4. 바탕층에 사용된 점토의 재료적 특성은 30㎛ 이하의 

비교적 균일한 입자 트기를 가지는 판상의 광물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현재까지 고대의 고분벽화에서 사신도의 채색 부위

에만 점토 바탕층을 조성하여 제작된 고분벽화는 송산리 6
호분이 유일하다.

6. 1933년 발굴 당시에 벽화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

태였다고 볼 수 있으나 미완의 벽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나

마 사신도의 윤곽을 알 수 있었던 백색 채색부분이 대부분 

사라져 사실상의 벽화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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