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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대에는 단청이나 고분벽화, 사찰벽화, 불화 등 문화재에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고자 무기안료 또는 유기안료를 많이 사용

하 다. 이 연구는 통도사 산전내 벽체에 그려진 사찰벽화의 안료를 휴대용X선형광분석기로 정성분석하여 사용안료의 종류

를 밝히고자 하 다. 

성분분석결과와기존고대벽화안료의분석결과들을종합해볼때, 산전 벽화에사용된적색은주사와석간주로추정되며,

백색은 연백이 사용되었고, 일부 호분이나 백악, 백토 등의 사용 가능성도 있다. 녹색은 2가지가 사용되었는데 주로 바탕칠에

사용된 밝은 녹색은 녹토이고, 광배부분 등의 진한녹색은 석록이나 동록, 녹염동광으로 판단된다. 황색과 흑색은 각각 황토와

먹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육색과 분홍 등 원색이 아닌 안료들은 적색에 백색안료를 혼합하거나, 진적색에 황색안료를 혼합

하는 것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안료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성분분석으로만판단하 을때통도사 산전에사용된안료는모두고대에주로이용되었던무기안료임을알수

있었다. 다만, 문화재임으로 안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결정구조분석 등의 방법으로 광물을 동정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원료

광물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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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류는삶을 위하면서색을내는물질을이용하 으

며, 선사시대부터는 장신구나 회화 등에 발색물질을 사

용하여왔다(정종미 2001: 18). 이러한 것들은 심미적이던

주술적이던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우리가 소위 문화재라

고 말할 수 있는 대상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공존해

내려오고있기때문에중요하다. 

색을 내는 물질 중에서 염료(染料, dye)를 제외한 안료

(顔料, pigment)는무기안료(無機顔料, inorganic pigment)

와 유기안료(有機顔料, organic pigment)로 나뉘어지고,

이들은다시천연안료(天然顔料, natural pigment)와인공

안료(人工顔料, synthetic pigment)로 나누어진다(정종미

2001: 26-31). 이중에서 고대 고분벽화나 사찰벽화, 회화

에 주로 이용되었고, 현재까지 잘 남아있어 연구에 대상

이되는것은주로무기안료이다. 

천연무기안료는토양이나광석으로부터얻을수있는것

(이상진외2007: 2)으로대게광물질안료라할수있으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쓰이게 되었다. 특히 주

사는기원전3000년경이집트지역에서이미사용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석청도 사용되었다는 보고(Gettens &

Stout 1966: 139-143)가있다. 이와더불어인공합성안료인

Egyptian Blue는 기원전 2000년경에 사용되었고, 연분(鉛

粉, White Lead)이나연단(鉛丹, Red Lead)과같은안료도

기원전에 제작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정종미 2001: 19).

동양에서는 중국이 인공안료인 주사를 서양보다 먼저

800~900년경에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ttens & Stout 1966: 134-135).

그러므로 고대 안료중에서도 무기안료는 채색 문화재

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어높이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안료의 사용 역사를 보면 가장 이른 시

기인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을음과 적철석, 녹토, 침철석

등의 사용이 2005년 Mazzeo 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Mazzeo et al. 2005: 3-17), 고려시대에는주사와석록, 석

청 등의 안료가 불화에 사용되었으며, 부위에 따라서 쓰

는 안료도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로 넘

어오면서식물성안료가많이사용되었는데이는문인풍

수묵화와 민화가 유행하 기 때문(정종미 2001: 23-25)이

었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광물성 안료에 비해 식물성

안료가 일반적으로 수급이나 비용면에서 저렴했기 때문

이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문화재에사용된고대안료의과학적성

분분석은1963년이숙연이『고대단청의분석학적연구』

를통해해남대흥사목조부단청안료등에대한정성성

분분석으로 화합물의 조성을 규명한 연구가 시초라 할

수있으며, 1989년 John Winter에의해연구된『한국고대

안료에성분분석』(Winter 1989: 1-36)이있다. 이후1990년

홍종욱등의『금산사벽화안료성분에관한비교분석』은

X선형광분석기와 X선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안료를 분

석하 으며, 이어2000년조남철등의『봉정사극락전벽

화안료의 재질분석 연구』, 1999년과 2001년 문환석 등의

『서삼릉 태실 태항아리 태토의 안료분석』, 『나주 복암리

3호분출토토기내적색안료분석』등의연구들에서단편

적으로 고대 안료 물질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졌

다. 최근에는 휴대용형광X선분석기를 이용하여, 고분벽

화의 안료분석(안병찬·홍종욱 2006: 180-218)이나 불화

등회화에사용된안료를분석하는연구(유혜선외2007:

37-46; 문선 2010: 62-200)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단청과 회화, 고분벽화

안료에 대한 분석이었으며, 사찰벽화 안료에 대한 연구

는 위의 금산사 벽화안료에 대한 연구 이후에 강지은의

d금산사 미륵전 벽화 채색안료 연구e(강지은 2011: 1-71)

를제외하면광범위하고종합적인안료분석연구는없는

실정이다. 물론 벽화의 벽체나 소수의 안료에 대한 단편

적연구는다수수행되었다.

본 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대 사찰벽화 중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문헌기록상 시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벽화가 있는 사찰중 하나인 통도사 산전을 대

상으로하여벽화에사용된색상별안료를종합적이고과

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고대

사찰 벽화안료의 성분 및 제작특성, 보존방안 연구 등에

활용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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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사찰벽화(寺刹壁畵)는 건물벽화(建物壁畵)의 일종이

며, 건축(建築)과 회화(繪畵)가 접목되면서 탄생된 것이

다(백찬규1990: 1). 사찰건축물에있는벽화는건물의일

부이며,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신앙심을 일으키거나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어 후대에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8: 23). 이러한 사찰

벽화는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의 내·외부 벽체, 내목

도리윗벽, 후불벽과포벽등건물의목재부분을빼고다

양한위치에분포되어있으며, 그수량을보면대부분포

벽화가가장많은게일반적이다.

사찰벽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국보 제 46호인 고

려시대의 부석사 조사당 벽화이며, 그 다음으로 조선 초

기로 추정되는 강진의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가 있다

(한경순 2006: 295-296). 하지만 부석사의 조사당 벽화는

현재 보존처리 후 따로 보관되고 있어 건축물과 함께 조

성되어 있는 현존 벽화는 아니며,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

화가 현재 건물에 부착된 가장 오래된 사찰벽화라고 할

수있다. 

분석대상인 통도사 산전은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

203호이며, 정확한조성시기는기록으로남아있지않으

나고려초이전에건립된후임진왜란때중창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8: 266).

또한 산전내 벽화는 2008년 문화재청과 성보문화재연

구원의 조사 보고(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8:

268-273)에 따르면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

蹟)의 내용을 그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의 중

창과단청불사등의공사가마무리된1714년부터1716년

까지3년간조성된것으로보고있다.

순번 벽화명 비고 시대

1 도부루나도(度富 那圖) 북측 내목도리 상부벽화 18세기 초

2 노인출가도(老人出家圖) 남측 내목도리 상부벽화 〃

3 용수조론도( 樹造 圖) 남측 포벽화 〃

4 협시청중도(脇侍聽衆圖) 서측 좌측 벽화 〃

5 협시청중도(脇侍聽衆圖) 서측 우측 벽화 〃

6 견보탑품도(見寶塔品圖) 서측 중앙 벽화 〃

표 1 분석 대상 목록

그림 1 통도사 산전 도부루나도(북측 내목도리 상부벽화) 그림 2 통도사 산전 노인출가도(남측 내목도리 상부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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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도사 산전 용수조론도(남측 포벽화) 그림 4 통도사 산전 협시청중도(서측 좌측 벽화)

그림 5 통도사 산전 협시청중도(서측 우측 벽화) 그림 6 통도사 산전 견보탑품도(서측 중앙 벽화)

안료분석은 오염이나 외부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내부 벽화를 대상으로 하 으며, 도부루나도 등 내

목도리 상부벽화 2점과 포벽화 1점, 중앙벽체 벽화 3점

등 총 6점을 대상으로 하 다. 분석 대상 목록은 표 1과

같고, 대상벽화별분석위치는<그림1~6>에나타내었다.

분석방법

1. 예비조사

각 벽화의 안료는 성분분석 전 벽화표면의 이물질 부

착상태와 균열여부, 분석면의 평활도 등 벽화별 안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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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육안 및 확대경으로 관찰한 후 선별하여 분석하

다. 또한전체벽화에사용된모든종류의안료가분석

되도록 하 으며, 내목도리 상부벽화와 포벽화는 대표

적인벽화를최종적으로선정하여분석하 다. 

2. 성분분석

안료의 색상별 성분분석은 휴대용형광X선분석기

(Field X-ray Fluorescence Analyzer; F-XRF, Seiko

Instruments Inc., SEA200, Japan)를이용하여현장에서안

료의성분을분석하 으며, 이때분석조건은50kV, 200㎂

에 분석시간은 100sec, collimator는 2mm를 사용하 다.

현장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실험실에서 재해석하기 위하

여 주요성분과 부성분, 벽체바탕 성분 등을 정 분석한

후재해석하여각각의검출성분과기존연구결과들을종

합하여색상별안료의종류를추정하 다. 

분석결과

각 벽화별로 사용된 안료를 분석한 결과와 기존 보고

된연구결과를종합해볼때 검출된원소와이를바탕으

로 추정된 색상별 안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된 6개의 벽화에 사용된 색상별 안료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벽화별 안료에 대한 세부 분

석위치의 성분분석 결과 및 추정안료는 <표 2>와 같고,

주요색상별결과그래프는<표3~8>에나타냈다.

1. 적색안료

고대에 사용된 적색 계통의 무기안료에는 주사(朱砂,

Cinnabar, HgS)와 석간주(石間 , Hematite, Fe2O3), 연단

(鉛丹, Minium, Pb3O4)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문환석 외

2002: 165)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고대 적

색 안료의 연구결과(문화재연구소 1994: 165)를 보면 낙

랑왕우묘에서출토된적색칠기에사용된것을시작으로

신라의황남대총북분칠기, 고구려의쌍 총고분벽화,

백제무령왕릉의두침, 족좌의적색채색등이확인된것

으로 미루어보아 5~6세기경에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사용되었을것으로보고있다.

산전 벽화의 적색 안료는 성분분석 결과, 사용 위치

별로Hg와Fe가주로검출되었다. 즉, 적색안료는2가지

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밝은 적색은 주사, 어두운 적

색은석간주로추정된다. 

벽화에서 적색안료의 선택적 사용은 안료의 수급과도

관계되지만그이외에도어두운적색의표현에는짙은적

자색을띠는석간주(Gettens & Stout 1966: 118)의사용이주

사를사용하는거보다훨씬유리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2. 백색안료

고대에 이용한 백색 천연안료에는 백악(白堊,  Chalk,

CaCO3), 백토[白土, Kaolin], [K(Mg,Fe2+)(Fe3+,Al)(Si4O10)

(OH)2]와 석회석을 구워 분말로 만든 것이나 조개 껍질

등을 구워서 만든 합분(蛤粉, Oyster shell white, CaCO3)

이 주로 이용되었다(Gettens & Stout 1966: 105; Winter

1989: 1-36; 김병호 1997: 106-137). 합성 안료로는 고대

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연백[鉛白, White lead,

2PbCO3·Pb(OH)2]과 근대에 만들어진 산화지당

(Titanium dioxide, TiO2), 아연화(Zinc oxide, ZnO) 등이

이용되고있다(정종미2001: 39-56). 일본에서는약7세기

경에 납을 원료로 한 백색안료도 사용된 것으로 보고

(Winter 1989: 1-36)되고있으며, 선사시대이후로는백악

이나 고령토가 주로 사용되었고, 합분은 사용된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정종미 2001: 39-40)으로 보고

있다. 백토의사용은무령왕릉의적채된두침과족좌, 부

소산 폐사의 벽화,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굴한 채색된 방

추차 등에서 확인되었고, 백악은 고구려 쌍 총 고분의

벽화 바탕과 송산리 6호 고분의 벽화에서 사용되었다는

연구결과(Winter 1989: 3-8)가있다. 

산전의 백색 안료는 성분분석 결과, 주로 Pb가 주성

분으로검출되었으며, 일부Ca가검출되었다. Pb를주성

분으로하는안료는연백임으로이것이백색안료의주재

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Ca가 검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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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분석번호 색상 검출원소 추정안료 비고

1 - Si, Fe, Ca, Ti, Mn - 벽체

2 진적색 Fe, Hg 석간주(Hematite) + 주사(Cinnabar)

3 진녹색 Cu, Fe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4 백색 Pb 연백(White Lead)

5 녹색 Cu, Fe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도부루나도 6 연녹색 Fe, Cu, Mn, Si 녹토(Celadonite/Glauconite)

7 육색 Hg, Cu, Fe, Pb, Ca 주사(Cinnabar) + 연백(White Lead)

8 암육색 Pb, Hg, Fe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먹(Carbon)

9 흑색 Fe, Si, Mn 먹(Carbon)

10 암적색 Fe, Mn, Ca, Ti 석간주(Hematite)

11 연분홍 Fe, Ca, Pb, Hg 석간주(Hematite) + 백악(Chalk)또는 합분(Oyster shell white)

1 흑색 Fe, Mn, Pb, Cu 먹(Carbon)

2 연분홍 Fe, Ca, Mn, Pb 석간주(Hematite) + 백악(Chalk) 또는 합분(Oyster shell white)

3 연적색 Pb, Hg, Fe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4 백색 Pb, Fe 연백(White Lead) + 녹토(Glauconite)

5 진녹색 Cu, Fe, Pb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6 진적색 Fe, Hg 석간주(Hematite) + 주사(Cinnabar)

노인출가도 7 적색 Pb, Hg, Ca 주사(Cinnabar)

8 연녹색 Fe, Si, Ca, Mn 녹토(Celadonite/Glauconite)

9 백색 Pb, Fe 연백(White Lead)

10 황색 Hg, Fe, Ca 황토(Iron Oxide Yellow)

11 녹색 Fe, Cu, Pb 녹토(Celadonite/Glauconite)

12 흑녹색 Fe, Ca, Mn, Cu, Pb 먹(Carbon) + 녹토(Celadonite/Glauconite)

13 흑백색 Pb, Fe, Ca, Cu, Hg 연백(White Lead) + 먹(Carbon) 

1 연녹색 Si, Fe, Ca, Mn 녹토(Celadonite/Glauconite)

2 백색 Pb, Fe 연백(White Lead)

3 흑색 Fe, Ca, Mn, Cu, Pb 먹(Carbon)

4 암육색 Pb, Fe, Hg, Ca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용수조론도 5 녹색 Cu, Pb, Fe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6 황색 Fe, Ca, Mn 황토(Iron Oxide Yellow)

7 암육색 Pb, Fe, Hg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8 적색 Hg, Pb, Ca 주사(Cinnabar)

9 연분홍 Fe, Ca, Mn, Hg 석간주(Hematite) + 백악(Chalk) 또는 합분(Oyster shell white)

1 연녹색 Fe, Ca, Mn 녹토(Celadonite/Glauconite)

2 - Fe, Ca, Si, Mn - 벽체

3 육색 Pb, Hg, Fe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협시청중도 4 백색 Pb, Fe 연백(White Lead)

(서측 좌측) 5 적색 Hg, Ca, Pb, Fe 주사(Cinnabar)

6 흑색 Fe, Ca, Si, Mn 먹(Carbon)

7 진녹색 Cu, Fe, Pb, Mn 석록(Malachite)또는 동록(Copper Green)

8 암육색 Pb, Hg, Fe, Cu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표 2 통도사 산전 벽화안료 성분분석 결과 및 추정안료



송산리고분이나금산사벽화에서탄산칼슘의사용이확인

된 기록(Winter 1989: 1-36; 홍종욱·정광용 1992: 78-79)

으로 보아 합분이나 백악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산전에서는 주성분으로 검출되지 않고, 다른 색상의

안료에서도 대부분 부성분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백색

안료의주재료로사용되지는않았을것으로판단하 다.

이외에도 백토의 사용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뒤에고찰에서보다자세하게다루겠다.

3. 녹색안료

고대안료중에서녹색계통의천연안료에는석록[石 ,

Malachite, CuCO3·Cu(OH)2]과 녹염동광[綠鹽銅鑛,

Atacamite, Cu2Cl(OH)3], 녹토 [綠土 또는 磊 ,

Celadonite/Glauconite, K(Mg,Fe,Al)2(Si,Al)4]와 사록 등(학

원출판공사 1995: 241; Winter 1989: 1-36; 김사덕외 1999:

122-123; 조남철 외 2000: 136; 정종미 2001: 9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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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분석번호 색상 검출원소 추정안료 비고

9 녹색 Cu, Fe, Pb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협시청중도 10 연분홍 Fe, Pb, Ca, Cu 석간주(Hematite) + 연백(White Lead)

(서측 좌측) 11 황색 Fe, Si, Ca 황토(Iron Oxide Yellow)

12 갈색 Fe, Ca, Mn 석간주(Hematite) + 먹(Carbon)

1 연녹색 Fe, Ca, Mn 녹토(Celadonite/Glauconite)

2 진녹색 Cu, Fe, Pb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3 육색 Pb, Hg, Fe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4 육색 Pb, Hg, Fe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5 암육색 Pb, Hg, Fe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6 적색 Hg, Pb, Fe 주사(Cinnabar)

협시청중도 7 흑색 Fe, Ca, Mn, Ti 먹(Carbon)

(서측 우측) 8 황색 Fe, Ca, Mn, Ti, Pb 황토(Iron Oxide Yellow)

9 연녹색 Pb, Fe, Cu 연백(White Lead) + 녹토(Celadonite/Glauconite)

10 녹색 Cu, Pb, Fe Ca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11 백색 Pb, Fe, Cu 연백(White Lead)

12 - Fe, Si, Ca, Ti - 벽체

13 연분홍 Fe, Pb, Hg, Ca 석간주(Hematite) + 연백(White Lead)

1 암녹색 Fe, K, Ca, Mn 녹토(Celadonite/Glauconite) + 먹(Carbon)

2 연녹색 Fe, Cu, Pb 뇌록(Celadonite) +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3 황색 Fe, Si, Ca, Mn 황토(Iron Oxide Yellow)

4 녹색 Cu, Fe, Pb, Ca 석록(Malachite) 또는 동록(Copper Green)

5 암황색 Fe, Ca, Mn, Pb 황토(Iron Oxide Yellow) + 먹(Carbon)

6 황색 Fe, Cu, Mn, Pb 황토(Iron Oxide Yellow)+ 연백(White Lead)

견보탑품도 7 - Fe, Si, Pb - 벽체

(서쪽 중앙 벽화) 8 적색 Hg, Pb, Fe 주사(Cinnabar)

9 연분홍 Fe, Hg, Pb 주사(Cinnabar) + 연백(White Lead)

10 백색 Pb, Fe, Hg 연백(White Lead)

11 흑색 Fe, Ca, Mn 먹(Carbon)

12 육색 Pb, Hg, Cu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13 암육색 Pb, Hg, Fe, Cu 연백(White Lead) + 주사(Cinnabar)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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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안료로는 고대에 만들어진 동록[銅 , Copper

Green, Cu(C2H3O2)·2Cu(OH)2]과 근대에 제조된 코발

트 그린(Cobalt green, CoO·nZnO), 산화크롬녹

(Chrome green, Cr2O3), 크롬 옥사이드 그린(Chrome

oxide green, Cr2O3·2H2O), 화록청(Emerald green,

C2H3As3Cu2O8) 등 매우 다양하다(정종미 2001: 91-98).

특히 화록청은 최근까지 단청의 보수공사에 이용되었

으나 독성 성분인 비소(As) 때문에 현재에는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문환석 2002: 168)되고 있다. 다만, 드

물게 탱화안료의 분석에서 그 사용이 확인된 바(문환석

외 2004: 194-197) 있다. 석록은 무녕왕릉의 석수에 채색

된 안료(유혜선 2005: 21)가 가장 이른 시기라 할 수 있

다. 녹토는 유럽의 회화나 우리나라 등에서 단청작업시

바탕재로 사용되는 안료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단청이외

에 사용이 확인된 것은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 출토

된 채색 방추차와 고신라의 두장식 물레 바퀴에서 그 예

(문화재연구소 1994: 166; Winter 1989: 1-36)를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용 안료에 대한 연구결과

(안병찬·홍종욱 2006: 214-215)에서도 석록이나 녹토의

사용이 확인되었고,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에서는 녹

염동광과 녹토가 쓰 으며, 고아동 고분벽화에서 녹염

동광또는석록이사용되었을것(문환석외2002: 180)이

라는 연구결과도 있어 고대에 사용된 녹색안료의 종류

가매우다양함을알수있다. 

산전 벽화의 녹색안료는 성분분석 결과에서 Cu와

Fe가 주성분 원소로 검출되었다. Cu를 주성분으로 하는

녹색은주로두광등의채색에쓰인진한녹색이며, 이는

석록이나 동록, 녹염동광으로 추정된다. 이와 반대로 주

로 바탕 등의 채색에 사용된 밝은 녹색은 Fe가 주성분임

으로 녹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안료의 재료는 고대

벽화 뿐만아니라 단청안료(조남철 외 2001: 96-101)에서

도거의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4. 황색안료

황색을 내는 천연 안료는 광물성 안료로 계관석(鷄冠

石, Realgar, AsS)을 정제하여 얻은 석황(石黃, Orpiment,

As2S3)과 황토(黃土, Yellow Ocher, Fe2O3·nH2O)가 있으

며, 식물성안료로등황(藤黃), 황벽(黃蘗), 치자(梔子) 등

이 있고, 합성 안료는 황단(密陀僧, Massicot, PbO), 크롬

옐로(Chrome yellow, PbCrO4), 카드뮴 옐로(Cadmium

yellow, CdS) 등 매우 다양하다(김병호 1977: 106-137; 朱

子弘 1985: 128, 139; Gettens & Stout 1966: 102; 정종미

2001: 56-64). 우리나라에서 고대 안료로써 석황을 사용

한 예는 낙랑 왕우묘에서 출토된 칠기의 채색에서 확인

된것(문화재연구소1994: 167)이가장이른시기이며, 고

려시대 불화에서도 일부 확인된 예(문환석 외 2004: 190-

193)가 있다. 황색 안료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

로알려진황토는고구려고분벽화인안악3호와진파리

1호등많은고분에서침철석(Geothite) 형태로사용되었

다는 조사 보고(안병찬·홍종욱 2006: 214-215)가 있으

며, 금산사 미륵전 벽화와 봉정사 극락전 벽화에서도 황

토의 사용이 확인(홍종욱·정광용 1992: 78-79; 조남철

외2000: 132)된바있다. 

산전 벽화에서 분석된 황색안료는 Fe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Fe를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는 황토이며, 일

반적으로고대에사용한안료임을알수있다. 그러나벽

화의 벽체나 바탕칠 등의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성

분석으로판단할때주의가요구된다.

5. 흑색안료

고대에 사용된 흑색안료는 기존 문헌들(김병호 1977:

106-137; 문환석 외 2002: 170; 蔣玄怡 1986: 95, 266; 장기

인·한석성 1998: 80; Gettens & Stout 1966: 99)에서 보면

탄소화합물로서 먹(松烟, 油烟, 漆烟)이나 흑석지(黑石

脂)가 일반적이고, 철이나 구리의 산화물이 있으나 주로

산화철(酸化鐵, Magnetite, Fe3O4)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흑석지는 어로 그라파이트

(Graphite)라고 하며, 석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연필심을 말한다. 이것은 먹이 생긴 이후로는 그 사용이

줄었으며, 그을음으로 만든 먹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식

물성 안료로는 백초상(百草霜)과 통초회(通草灰), 오배

자(五倍子) 등이 있고, 동물성 안료로는 본 블랙[Bone



0.00 keV 28.05 keV

Fe

Cu

Hg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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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C+Ca3(PO4)2]이 있다. 먹은 대부분의 고대 벽화나

불화, 단청에서 그 사용이 확인되었고, 흑석지는 금산사

벽화에서그사용이확인(홍종욱·정광용1992: 78-79)된

바있다. 철산화물이나구리산화물을흑색안료로사용한

예는 봉정사 극락전 내벽의 옅은 흑색에서 일부 산화철

안료가 사용되었고, 짙은 흑색에서는 청동녹의 일종인

휘동석(輝銅石, Chalcocite, Cu2S)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

(조남철외2000: 130)된바있다. 

산전 벽화에 사용된 흑색 안료를 성분 분석한 결

과, 주성분이 Ca, Fe, Cu, Pb로 나타났다. 이들 성분은 바

로 밑에 채색된 적색이나 백색 안료의 성분이 검출된 것

으로 보이며, 수습된 일부 시편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추가 분석한 결과, 먹(Carbon)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고대 회화 등에 주로 사용되는 흑색안료가 먹인 점

을감안하면그사용가능성은높다.

6. 육색 등 기타 안료

고대 안료중에서 원색을 제외한 육색 등의 안료들은

단청이나 불화, 고분벽화에서 다양한 채색을 위해 혼색

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임 주 외 2007: 264; 허

만일2001: 43-44, 134-135). 단청장(허만일2001: 134-135)

에 따르면 육색같은 경우에는 적색에 백색이나 황색을

혼합하거나 주홍에 진분(호분·백토)을 섞어 사용한다

고 한다. 그러므로 고대 회화의 일종인 사찰벽화에서도

이러한혼색법이사용되었을것이다.

실제로 경복궁 근정전의 육색과 삼청색도 서로 다른

두 색상의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조남철

외 2001: 101-102)되고 있으며, 회화에서도 원색 이외의

색상은여러색상의안료를혼합하여사용하 을것이라

는 과학적 분석 결과(유혜선 2005: 250-253; 문선 2007:

209-213, 2010: 196-218; 김규호외2007: 147)도다수발표

되었다.

통도사 산전의육색의경우도정성분석한결과, Hg

과Pb, Fe가주성분으로검출되어바탕칠의Fe 성분을제

외한원소를구성성분으로한안료들을혼합하여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사에 연백을 혼합하 거나 석간

주에 연백을 섞어 사용하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홍

이나 삼청색 등의 중간색도 서로 다른 색상의 안료를 혼

합하 을것이다. 

표 3 적색안료의 성분분석 결과그래프

도부루

나도

도부루

나도

노인출

가도

노인출

가도

용수조

론도

협시청

중도

(좌측)

협시청

중도

(우측)

건보탑

품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0.00 keV 28.05 keV

Fe

HgPb

Co

0.00 keV 28.05 keV

Fe

Hg
Mn PbCa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Ca

Ca

Fe

Hg

Pb

Fe

Cu

Pb

Hg

0.00 keV 28.05 keV

Fe

CaTiMnSi
Ti

0.00 keV 28.05 keV

Cu

Ca Fe
Pb

Hg

Fe

Hg

Pb



0.00 keV 28.05 keV

Ti
Fe

Pb

Fe

Cu

Pb

0.00 keV 28.05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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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백색안료의 성분분석 결과그래프

도부루

나도

협시청

중도

(좌측)

노인출

가도

협시청

중도

(우측)

용수조

론도

건보탑

품도

표 5 녹색안료의 성분분석 결과그래프

도부루

나도

도부루

나도

노인출

가도

용수조

론도

협시청

중도

(좌측)

건보탑

품도

협시청

중도

(우측)

협시청

중도

(우측)

표 6 황색안료의 성분분석 결과그래프

노인출

가도

용수조

론도

협시청

중도

(좌측)

건보탑

품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Fe

Fe

Fe

Hg

Pb

Pb

Pb

0.00 keV 28.05 keV

Fe

Pb

Hg
Cu

Ca
Fe

Fe

Mn
Fe

Fe

Cu

Cu

Cu Fe

Fe

Fe

Cu

Cu

Fe

Mn Cu

MnTi

Ti

Pb

Pb

Pb

Fe

Pb

Si CaTi

Ti

Mn

Cu

Pb

Pb

Pb

Pb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Ca

Ca

0.00 keV 28.05 keV

Si

0.00 keV 28.05 keV

Ca
Ti

Si Ca
Ti

Mn

Mn

Fe

Hg

Fe

Cu

Pb

Pb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Ca

0.00 keV 28.05 keV

Fe

Mn Cu PbCaSi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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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흑색안료의 성분분석 결과그래프

도부루

나도

협시청

중도

(좌측)

노인출

가도

협시청

중도

(우측)

용수조

론도

건보탑

품도

고찰

고대 안료를 비파괴분석법인 휴대용X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안료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안료의 덧칠이나 채색

층의 이물질 부착, 퇴색이나 균열, 요철 등의 요인과 분

석장비의 기계적인 한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분

분석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특

히이번분석에이용된휴대용장비는경원소(C, Na, Mg,

Al, Si, P, S, Ca, K 등)의분석이어려워백토[Al2Si2O5(OH)4]

나 합분(CaCO3), 녹토[K(Mg,Fe,Al)2(Si,Al)4], 황토

(Fe2O3·nH2O)등을정확히추정할수없었다. 그러므로

산전 벽화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를 파악함에 있어 위

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각 안료의 성분종류와 함량,

실제채색형태와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

다. 

채색된 산전벽화의색상을실제현장에서현미경이

나 육안상으로 관찰해 보면, <사진 1>에서와 같이 동일

표 8 육색 등 기타 안료의 성분분석 결과그래프

도부루

나도

협시청

중도

(좌측)

노인출

가도

협시청

중도

(우측)

용수조

론도

건보탑

품도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Fe

Si
CaTi

Cu

Cu

PbMn

Mn

Mn

0.00 keV 28.05 keV

Ti

Ti

0.00 keV 28.05 keV

Ca Pb

Ca

Ca

Ca

Si
CaTi

Mn
Cu Pb

Pb

0.00 keV 28.05 keV

Fe

CaTi Mn

Fe

Ca
Ti
Mn

0.00 keV 28.05 keV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0.00 keV 28.05 keV

Mn

Mn

Fe Hg

Hg

Hg

Pb

Pb

Pb

Cu Fe

Fe

Fe

Ca
Ti

Ti

Mn

Mn

Cu

Hg

Hg

Pb

Pb

Pb

Cu

Cu

0.00 keV 28.05 keV

Fe

Fe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0.00 keV 28.05 keV

Ca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벽화명 분석위치 결과그래프
Fe

Fe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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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군에서도 다양한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

러나중간색조로분리가명확하지않은것들을제외하면

주요 색상에 대한 그룹화가 가능하고<표 9>, 이를 통해

아래와같이안료물질을추정할수있다. 

적색안료는 연적색(연한 적색)과 적색(선명한 적색),

진적색(진한 적색 또는 암적색)으로 구분하 다. 성분분

석에서검출된주성분원소를보면, Pb와 Fe, Hg이다. 여

기에서 연단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

면 표3과 표8에서 적색안료의 정성분석 결과를 보면, 백

색위에 채색된 적색이나 육색에서만 Pb가 높게 검출되

고나머지에서는거의검출되지않거나낮게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먼저 연적색을 살펴보면 주로

운문(雲文)에 연녹색과 같이 사용된 색상이며, 성분분석

에서Pb>Fe>Hg순으로검출량이높았다. 이는Pb를주성

분으로 하는 연백에 Fe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간주를 혼

합하고, 밝은 적색의 효과를 주기위해 주사를 일부 섞었

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두 번째로 적색(선명한 적색)은

Hg가 가장 높게 검출되어 주사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문헌자료를통해서도그사용이유를알수있다. 예부터

주사는 고가여서 궁궐이외에 사용을 자제시켰고, 화

려한 색을 내며, 악귀를 쫓는 역할을 했다(정종미 2001:

69)고전해지고있으며, 고대불화에서여래상의가사(袈

裟)나 보살상의 천의(天衣)와 장식에 자주 쓰인다(신은

정외2005: 362-363)고하 다. 산전의경우도존자상의

가사등주요인물상에주로쓰인것으로보아주사의사

용을 뒷받침 한다. 명문(名文)의 바탕이나 나무기둥 등에

01

曹啓宮闕外官府及私處間閣禁用朱漆(중략), 「世宗實 」11년 9월 8일(辛亥)01

사진 1 산전 견보탑품도 벽화의 색상별 채색안료 표면상태 현미경 사진

g.육색 h.황색 i.흑색

d.백색 e.진녹색 f.연녹색

a.적색 b.주황 c.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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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쓰인 진적색은 Fe가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정성

분석결과이기는하지만같이검출된다른원소의함량을

제외하고도 60wt.% 이상으로 나타나 적철석(赤鐵石,

Hematite)을 주구성 성분으로 하는 석간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적색에 사용된 안료를 위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또있다. 2005년신은정등이비석에있는적색안

료를 채취하여 현미경상으로 관찰하고, 결정구조분석을

통해 사용안료를 밝혀낸 연구결과(신은정 외 2005: 376-

382)를보면, 주사는매우붉고밝은적색인반면, 대부분

의 석간주는 암적색이면서 색상이 일부 균일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연단은 황색의 입자가 일부 관찰되

면서주홍빛에가깝다. 그러므로사찰벽화에서도인물상

의 중요부위에 고가이면서 밝은 주사가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짙은 적자색을 띠는 석간주(Gettens &

Stout 1966: 118)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더 설득

력이있을것이다. 

백색안료는색조에관계없이Pb가주성분으로검출되

어연백으로판단하 다. 연백은염기성탄산납으로과거

중국의 기술서 천공개물(天工開物)에 보면 호분(胡粉)으

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 다(최주 역 1997: 334-336).

일부다른색상의안료와혼합하여채색된백색계열에서

Ca가 검출되어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산칼슘의 사용

도 고려하 으나 검출량이 10wt.%이하로 그리 높지 않

으며, 대부분 다른 색상의 안료에서도 소량씩 검출된 점

으로 보아 안료의 주원료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하 다. 물론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휴대용X선형광

분석기에서 경원소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나 백토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분분석이나 결정구조분석 이외에도 호분에

대해2008년김순관등이연구(김순관외2008: 216)한방

법에서와 같이 실제 입자를 분산시켜 입자의 형태와 모

양을통해그기원과종류를판단해야한다. 

녹색안료는 적색과 같이 연녹색(연한녹색), 녹색(선명

한 녹색), 진녹색(진한녹색)으로 구분하 다. 성분분석

에서 검출된 주성분 원소가 Fe와 Cu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보이는안료는녹토와석록, 녹염동광, 동록이다.

먼저 연녹색은 주로 벽화의 벽체위 바탕면에 채색된 안

료이며, 바탕벽체와 연녹색의 검출강도를 비교하여 보

면 약 5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Fe를

주성분으로 하는녹토중에서 뇌록석[磊 石, Celadonite,

색상
검출원소 및 강도(cps)

추정안료 분석위치
Si Ca Ti Mn Fe Cu Pb Hg

- 0.241 6.436 0.039 0.125 67.26 - - - - 바탕벽체

연적색 - - - - 108.9 3.084 153.6 64.71 연백+석간주+주사 상단 운문

적색 - 24.93 - - 49.36 0.520 67.35 306.9 주사 존자상 가사

진적색 - 6.534 4.025 17.17 411.4 - 0.140 79.12 석간주 명문 바탕

백색 - - - - 15.68 - 507.8 54.53 연백 여래상 목

연녹색 0.182 11.96 4.493 21.03 523.9 0.112 - - 녹토 바탕면

녹색 - 10.18 3.026 11.18 343.7 523.1 - 8.119
석록(또는 동록, 

존자상 옷
녹염동광)+녹토

진녹색 - - - - 128.8 1242 15.04 -
석록(또는 동록, 

여래상 두광
녹염동광)

황색 0.100 7.259 5.824 13.45 561.9 0.198 1.470 - 황토 탑 지붕

흑색 - 15.21 4.623 11.13 291.5 - - - 먹 존자상 어깨

육색 - - - - 29.69 - 322.7 101.7 연백+주사 군상 얼굴

표 9 주요 색상안료의 성분검출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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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g,Fe2+)(Fe3,Al)(Si4O10)(OH)2]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산전이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뇌록이 경북 포

항시 장기면의 뇌성산(磊城山)에서 산출되는 녹색 광물

로써 고건축이나 단청에 기본 바탕색으로 사용되었다

(곽동해2002: 514)는기록이있기때문이다. 또한경주의

불국사와기림사, 백율사등의사찰단청에서도뇌록석이

확인(이상진 외 2007: 1-12)된 것도 이러한 추정을 어느

정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진녹색은 주로 여

래상의 두광에 사용된 것으로 Cu가 주성분으로 검출되

었다. Cu를주성분으로하는녹색안료는석록, 녹염동광,

동록이있다. 그러나성분분석만으로이들을구별하기는

어렵다. 반면, 녹색(선명한 녹색)은 인물상의 옷 등에 주

로 사용된 색상으로 성분분석에서 Cu와 Fe가 주성분으

로 검출되어 앞에서 언급한 녹토와 석록 또는 녹염동광,

동록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9>에서각성분의검출강도뿐만아니라연녹색이나

녹색에서 Si나 Ca, Ti, Mn이 부성분으로 검출된 반면, Cu

를 주성분으로 하는 진녹색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도

사용된 안료의 종류와 이들의 혼합 사용을 추정하는 근

거가된다.  

황색안료는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Fe가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부성분으로 Si나 Ca, Ti, Mn이 검출되었

다. 또한 총 검출량과 각 성분의 검출강도가 바탕벽체와

는차이가있어황토일가능성을뒷받침하고있다. 

흑색안료는 Fe이외에 Ca, Mn, Ti 등이 검출되었으며,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는 산화철이나 망간산화물

등이 있으나 주성분 및 부성분의 검출강도가 매우 낮고,

실제 흑색안료의 바로 밑에 층에 채색된 안료의 성분이

검출되는것으로보아산화철이나망간산화물은아닌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수습된 시편을 가지고 광학현

미경으로 표면의 상태를 관찰하고,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분광기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입

자가매우균질하고, 광택이있으며, 주성분이탄소(C)인

것으로나타나먹(Carbon)을사용된것으로판단하 다. 

육색 등 기타 안료는 서로 다른 색상의 안료를 혼합하

여사용한것으로판단하 다. 예를들어육색은주로적

색에백색이나황색을혼합하여사용하는것으로알려져

있다(곽동해 2001: 134-135). 산전의 경우도 Hg와 Pb,

Fe가 주성분으로 검출된 것으로 보아 주사나 석간주에

연백을혼합하여사용하 을것이다. 실제로불국사대웅

전이나은해사사찰벽화의조사에서도동일한결과를얻

었다. 사찰벽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유사한 연구(김규호

외 2007: 134-142)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다. 더욱이 표면

성분분석 후 실제로 탈락된 안료를 가지고 단면을 관찰

한 괘불안료 연구결과(문환석 외 2004: 198-201)에서도

육색(또는 주황색) 안료가 적색안료 입자에 황색안료 입

자가섞여있는것을확인한예도있다.

고대 사용원료에 대한 과학적 추정에서 한 가지 더 살

펴봐야할것이고대안료에대한명칭의정립이다. 특히

호분의 경우 과거 중국의 기술서 천공개물(天工開物)에

보면 연백인 염기성탄산납을 칭하기도 하 으나, 현재

에는 패각분(貝殼粉 혹은 貝粉)인 합분(蛤粉)을 지칭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주 역 1997: 334-336; 장기인·한

석성1998: 37; 장경인199: 264; 곽동해2001: 130). 연백과

패각분(탄산칼슘)은 화합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 현재의

분석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패각분

내에서 민물조개, 대합, 굴, 가리비 등과 같이 사용된 패

각의종류(王槪1990: 27; 蔣驥외1973: 509; 장경인1999:

264)와 풍화법, 소성법 등 제법(김호정 외 2007: 57)에 따

라 석회석을 원료로 한 침강성탄산칼슘(CaCO3)과의 구

별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에서생산되는대합이나꼬막, 동죽, 가리비등의탄산칼

슘 구조는 아라고나이트(aragonite)지만 굴껍질의 경우

석회석과 동일한 칼사이트(calcite) 구조를 가지며, 패각

을 소성하여 제조할 경우 450℃ 이상에서 아라고나이트

는 모두 칼사이트로 전환되기 때문에(이한형 외 2008:

111-114) 최종 물질의 원료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에 칠해진 백색안료에 대한 분

석에서 칼슘이나 칼사이트가 검출되었을 때 흔히 호분

또는 석회석분으로 추정하곤 한다. 그러므로 문헌 뿐만

아니라과학적입장에서안료의명칭을합리적으로정립

할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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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714~171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남 양

산 통도사 산전내 벽화안료에 대한 과학적 성분분석

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안료의성분분석결과, 바탕과거의모든안료에

서 Ca, Fe, Mn 등의 성분이 함량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검출되었다. 이는벽체를점토(粘土)로제작하 으며, 일

부 바탕칠에 무기안료를 이용하여 채색하 음을 간접적

으로알수있다.

둘째, 각 색상별 사용 안료를 추정해 보면, 밝은 적색

은주사(Cinnabar, HgS), 어두운적색은석간주(Hematite,

Fe2O3)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백색은 연백[White

Lead, 2PbCO3·Pb(OH)2]으로 추정되나 합분(Oyster

shell white, CaCO3)이나 백악(Chalk, CaCO3), 백토

(Kaolin, Al2O3 ·SiO2 ·4H2O)의 사용 가능성도 있다. 녹

색중에서 어두운 녹색은 석록[Malachite, CuCO3·

Cu(OH)2]이나 동록[Copper Green, 2CuO·CO2·H2O],

녹염동광[Atacamite, Cu2Cl(OH)3]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밝은 녹색은 녹토중에서 뇌록석[磊 石, Celadonite,

K(MgFe2+) (Fe3+, Al)Si4O10(OH)2]일가능성이높다. 황색은

황토(黃土, Yellow Ocher, Fe2O3·nH2O)로추정되며, 흑

색은 안료의 성분과 상태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먹

(Carbon)일가능성이높다.

셋째, 육색과 분홍 등 원색이 아닌 중간 색조를 띠는

색상은2가지이상의안료를이용하여혼합한후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고

대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다만 사용위치

에 따라 색상이 다르고 성분분석결과 성분원소는 동일

하나 검출강도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그 배합배율은 약

간씩다를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 비파괴 성분분석법으로 벽화에 사용된 안

료를분석한결과, 벽화에사용된안료는모두고대무기

안료로 추정된다. 물론 근대나 현대에도 천연안료의 사

용이 가능함으로 안료의 성분분석만으로‘고대안료’라

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벽화의 제작년도와 관련지어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안료의

종류를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용안료에 대한

결정구조분석과 전자현미경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합

물의종류와상태를밝혀내야하는과제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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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cient period, a variety of inorganic or organic pigments had been used as colorants in various kinds of religious
and secular paintings such as tomb paintings and wall and scroll paintings in buddhist temples, and danchung(cosmic
patterns) for the surface of wooden buil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results obtained from an analysis of the
pigments on the wall paintings of Yeongsanjeon(Hall of Vulture Peak) in Tongdo temple by a qualitative analysis using
a field-XRF.

The results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ssuming from the major components examined from F-
XRF analysis, raw materials of pigment of each color are: red to be Cinnabar(HgS) or Hematite(Fe2O3); white to be
White Lead[2PbCO3·Pb(OH)2] in most cases and Calcite(CaCO3) or Chalk(CaCO3), Kaolin(Al2O3 ·SiO2 ·4H2O) in some
cases; yellow to be Yellow Ocher[FeO(OH)·nH2O]; black to be carbon(C); green on the painted surface to be
Celadonite[K(Mg,Fe2+)(Fe3+,Al)(Si4O10)(OH)2] in most cases; dark green on the halo of figures to be Malachite[CuCO3·
Cu(OH)2], Copper Green[2CuO·CO2·H2O] or Atacamite[Cu2Cl(OH)3]. Secondly, incarnadine and pink were made by
mixing with more than two pigments such as red and white for making various tone of colors. 

The qualitative analysis of pigments on the wall paintings of Yeongsanjeon, in conclusion, displays that the all
pigments for ancient periods are inorganis pigments. However, it has the limitation to identify a definite kinds of
mineral for each pigment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o collect samples from cultural heritage for conducting a
crystalline analysis of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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