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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의 수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파편들로부터 과거에 사용된 채색안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자

료를 확보하고자 분석연구를 수행하 다.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은 1628년 중조(重造)된 이래 1720년부터 1976년까지 7차

례의 중수개채(重修改彩)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시대별 사용안료를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

은 사천왕상 중 서방광목천왕에서 이탈된 파편들을 대상으로 하 으며, 광학현미경, SEM-EDX, XRD를 이용하여 시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료의 구성성분과 화합물을 분석하 다. 분석 대상 파편들에서는 갈색 점토띠가 있는 토층,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토

층, 조직이 성긴 한지, 조직이 치 한 한지, 견직물, 마직물 등 6종의 재료가 확인되었다. 이 중 갈색 점토띠가 있는 토층은 소지

부로 판단되며, 나머지 5종의 재료는 소조불의 중수개체 시 사용된 보수재료로 판단된다. 각 재료의 상·하부에 부착된 채색층에

대한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한 결과, 각 재료들은‘소지부 → 조직이 성긴 한지 →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토층 → 견직물 → 마직

물 및 조직이 치 한 한지’의 순으로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보수재료들에 적용된 안료와 소조불의 중수개채시기를

고려하면 조직이 성긴 한지는 1720~1891년, 섬유질을 다량 함유한 토층은 1926년, 견직물과 마직물은 각각 1941년과 1976년에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시대별 사용 안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1891년 이전에는 백색과 녹색으로 연백과 염기성염화동의 사

용이 두드러지며, 1926년 이후에는 화록청, 군청, 바륨화이트와 아연화 등이 등장하고, 1976년을 전후해서는 지당과 합분(패각

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소조상에 적용된 시대별 안료에 대한 추론 결과는 향후 사찰벽화나 단청

등의 근대 안료연구에 비교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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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회화나 조각 등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정서를 표현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회화나 조각의 채

화재료인 안료 역시 인류 역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사용

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

분벽화를 비롯하여 일찍부터 회화문화가 발달하 으며,

신라시대 채전(彩典), 고려시대 도화원(圖畵院), 조선시

대의 도화서(圖畵署) 등 그림 등에 관한 전담 관청을 둘

정도로 회화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회화와 채화

재료인안료는과거의우리문화를연구하는데매우중요

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광물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외국산 안료를 수입한 예가 많으므로, 안

료에대한체계적인자연과학적연구는안료를제조하던

과거의 기술수준 뿐 아니라 채색 당시 주변국과의 교역

관계등에대한단서를제공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수행된과거안료에대한자연과학적연

구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된‘봉정사 극락전

벽화 안료의 재질 분석’(조남철 외, 2000: 119~146), ‘경

복궁 근정전 단청안료의 성분분석’(조남철 외, 2001:

93~114), ‘고대안료의성분분석연구- 쌍계사탱화안료

를 중심으로’(한민수 외, 2003: 131~152)를 비롯하여 경

기전 태조 이성계 어진에 대한 연구(유혜선, 2005: 242)

등으로 대부분 안료의 구성 원소 및 화합물의 결정구조

분석을 통한 물질규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료

채취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안료연구가 사

찰벽화나 단청 등에 치우쳐 있으며, 이러한 사찰벽화나

단청은여러차례의개채와보수, 개채-보수기록의미비

등정확한채색연대를문헌적으로확인하기어려운경우

가 많아 시대에 따른 사용안료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

려움이따른다.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은 1628년 중조(重造)된 이

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개채(重修

改彩) 되었으며, 중수개채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조

선중기 이후 채색안료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강순애, 2001: 27, 32, 33). 이에 한경순은 2006년 사

천왕상의 제작기술 연구결과 보고에서 체계적이고 장기

전인안료조사의필요성을제기한바있다(한경순, 2006:

151~171). 

본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시대별 사용안료에 대

한 정보를 얻고자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중 서방광목천

왕상에서 채취된 시편과 시편에 부착된 안료에 대하여

분석연구를수행하 다. 

대상시료및연구방법
@

1. 대상시료

순천송광사의사천왕상은조선세조조에처음으로조

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확한 초창연대는 알 수 없으

며, 1628(인조6)년에 중조된 이래 1720(숙종46)년의 1차

그림 1 송광사 서방광목천왕 및 이탈·파편에 부착된 재료 a.붕괴전 서방광목천왕상 b-1. 갈색점토띠가 있는 토층 b-2. 발이 굵은 직물과 조직이 치 한 한지 b-3. 섬
유질을 다량 함유한 토층 b-4. 발이 고운 직물

a b-❶ b-❷

b-❸ b-❹

어깨

발이거친직물

갈색점토층

발이고운직물

다량의섬유질과
흙의혼합물

한지

견갑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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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층 하부에

소지층으로 짐작되는@  

토층 존재, 토층에는

1㎜가량의 갈색 점토띠가

존재하며, 섬유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음

조직이 성긴 한지,

하부에 갈색 점토띠가

존재하는 토층이 부착됨

갈색 점토띠를 가진

토층 상부에 존재, 

보수층으로 판단됨, 

다량의 섬유질을 함유함

분홍색 부분 미상

소

지

부

보

수

재

료

표 1 송광사 사천왕상(서방광목천왕)에서 채취된 시료 현황

청색 부분 미상

황색 부분 미상

성긴

조직

한지

미상

섬유질

함유편

1

미상

섬유질

함유편

2

미상

발이고운직물, 쉽게부서짐,

하부에백색물질이부착되어

있음, 상부에청색안료가부착됨

발이굵은직물,

직물결에상당량의

백색물질이잔류, 

상·하부에여러색상이부착됨

발이굵은직물에부착된

상태로수습, 상하부의부착

안료가직물과연속성을보임

발이

고운

직물

명치

발이

굵은

직물

어깨장식,

명치

치

조직

한지

어깨장식,

명치

구분 시료명 채취 부위 시료 사진 관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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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개채를 비롯하여 1806년, 1891년, 1926년, 1941년,

1976년에 중수개체가 이루어 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

며, 2004년에 남방증장천왕의 왼쪽 팔이 절단되어 복원

된바있다(강순애, 2001: 27, 32, 33). 지난 2007년에는이

들 사천왕상 중 서방광목천왕상<그림 1a>의 우측 어깨

에서 명치에 해당하는 부위가 붕괴되어 보수를 위한 조

사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대상 안료는 서방광목천왕상

에서이탈된파편들에채색된것이다<그림1b>.

이탈되고파손된편들에서는여러차례의중수로인한

다양한 보수 재료들이 관찰되는데, 먼저 소지부로 추정

되는토층<그림1b-①>, 1970년중수개채당시사용된발

이굵은직물과한지(그림1b-②>, 섬유질을다량첨가한

토층<그림 1b-③), 발이 고운 직물<그림 1b-②> 등 채색

안료가부착된6종의재료가관찰되었다. 이들재료들은

파편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달라 각 재료의 선후관계를 확

인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실은 사천왕상의 부위별로

보수정도가 다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재료

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부착된 8편의 시료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에 이용된 8편의 시료에 대한

명칭과육관관찰특징을<표1>에기술하 다.

2. 연구 방법

모든시료는분석전에광학현미경으로관찰하 으며,

안료의성분확인과안료층단면의층위관찰을위하여주

사전자현미경(SEM)과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X선분광기(EDX)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표면에 노출 면적이 비교적 큰 시료에 대해서는 X-

선회절분석(XRD)을수행하 다. 

1) 광학현미경 관찰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을이용하여시료의표

면과 단면을 관찰하 다. 이용된 기기는 독일 Carl Zeiss

사의Axiotech 100HD/Progress 3012 이다. 시료의관찰은

암시야를이용하 다.

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주사전자현미경(이하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과 단면에 대한

채색층을 관찰하 으며,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

너지분산형X선분광기(이하 SEM-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표면과 단

면에 대한 안료분석을 수행하 다. 이용된 기기는 일

본 Jeol 사의 SEM인 JSM-5910LV와 국 Oxford 사의

SEM-EDX인 Oxford 7324 다. SEM을 이용한 시료 표

면 및 단면의 관찰은 가속전압 10~20kV, spotsize

25~50에서 수행하 으며, SEM-EDX를 이용한 안료의

성분확인은 가속전압 15~20kV, spotsize 34~60에서

수행하 다. 표면과 단면 시료는 금(Gold)으로 코팅하

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일부 시료는 단면분석을 위

해 에폭시수지에 장착하고, 연마지와 연마포를 이용

하여 분석면을 거울면과 같이 가공한 후, 금으로 코팅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3) X-선회절분석

사용 안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X-선회

절분석을 실시하 다. 이용된 기기는 네덜란드

PANalytical사의 X선회절분석기(이하 XRD: X-ray

Diffractometer) EMPYREAN이었으며, 사용된 X선은

Cu의 Kα선이며, X선튜브의 가속전압과 필라멘트 전

류는 40kV, 45mA 다. 3°~60°의 범위에 대하여 측정

하 으며, 측정속도는 1.5°/min이었다. 분석은 비교적

큰 안료파편의 표면에 노출된 색상을 대상으로 직접

분석하 다. 결정구조의 동정에는 ICDS 카드를 이용

하 다.

분석결과

붕괴된 소조상으로부터 채취된 8편의 시료 상·하부

에부착된 안료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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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지부

이파편들은소조불에서의위치는명확히알수없으나,

소지로 추정되는 토층 상부에 갈색점토띠가 존재한다

<그림 2a>. 이 갈색점토띠는 하부의 황색토층과 뚜렷이

구분되는데 구성입자들을 살펴본 결과, 황색토층보다

어두운 입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b, c>. 이러한 사실은 갈색점토띠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아마도

소조상의 표면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보다 점질의

점토를이용하여마감한것으로짐작된다. 또한이점토띠

상부에는매우얇은황색토층이관찰되는데이는갈색점

토의 어두운 색상이 채색층에 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

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3 분홍색부분에 대한 관찰결과 a.최상층(분홍색)과 최하층(백색) 사이에 여러 색상의 층위가 관찰됨 b.a부분 박락시편의 단면사진, 최상층(Pink 1)과 최하층(White 3)은
단면에서 두드러지 않아 작은 표면사진으로 제시함 c.b에 대한 SEM-후방산란전자상(x200) d.b의 Pink-1 표면에 대한 SEM-후방산란전자상(x500), Ca가 주성분인 패각분
말형태의 입자들이 관찰됨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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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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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지부 추정파편의 층위구조 a.소지부에 존재하는 황색토층과 갈색점토띠 b.갈색점토띠의 구성입자(광학현미경x100) c.황색토층의 구성입자(광학현미경x100)



1) 분홍색 부분

이 시편은 소지부에 해당되는 토층 상부의 분홍색 안

료가 두드러진 부분에서 채취되었다. 이 부분의 채색은

매우 다양한 층으로 관찰되는데, 상부로부터 분홍색

(Pink-1), 백색(White-1), 적색(Red-1), 녹색(Green-1), 적

색(Red-2), 분홍색(Pink-2), 백색(White-2), 녹색(Green-2),

백색(White-3)의 순으로 총 9개의 채색층이 관찰된다<그

림 3a, b, c>. 각 채색층에 대한 분석결과, 최상층의 Pink-

1에서는 Si, Ca를 주성분으로 Ba, Al, Hg, S와 소량의 Zn,

K 등이 검출되었다. 이 채색층은 백색에 적색의 안료를

혼합하여 분홍색조를 나타낸 것으로, 백색부분에서는

Ca가 주성분인 패각분말형태(굴껍질 등)의 입자<그림

3d>와 Ba, S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가 관찰되며, 적색

안료 입자에서는 Hg와 S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다

음으로 White-1에서는 Ca, Si, Al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Ba, S, Cu가 검출되었으며, Pink-1에서와 유사하게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와 Ba, S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

가 관찰된다. Red-1에서는 Pb, Hg를 주성분으로 Cu, Ca,

Cl, Al 등이 소량 검출되었으며, 적색안료입자는 Pb가 주

성분인입자와Hg가주성분인입자가공존한다. Green-1

에서는Cu, Pb, Cl을주성분으로Si, Al, K, Mg, Ca 등이소

량 검출되었으며, 녹색안료에서는 주로 Cu와 Cl이 검출

되었다. Red-2에서는 Pb를 주성분으로 Hg, Cu, Cl, Si, Al

등이 검출되었으며, Pb가 주성분인 적색입자에 Hg가 주

성분인 적색입자가 소량 혼합되어 있어 Red-1과 유사한

특징을보인다. Pink-2에서는Pb을주성분으로Si, Al, Hg,

Cu, K, Cl, Fe, Ca 등이소량검출되었다. Pink-1과유사하

게 백색안료에 소량의 적색안료를 혼합하여 분홍색조를

나타내었으나, Pb가 주성분인 백색안료가 사용된 점에

있어 Pink-1과 차이를 보인다. White-2에서는 Pb를 주성

분으로소량의Cl, Cu, Al 등이검출되어, Ca, Si 등이주성

분으로 검출된 White-1과 차이를 보이며, Green-2에서는

Cu, Cl을주성분으로소량의Pb, Si, Al이검출되어Green-

1과유사한특징을보인다. 마지막으로소지부와접해있

는 최하층인 White-3에서는 Si와 Al을 주성분으로 Cu, K,

Ca, Fe, Mg, Ti 등이 검출되어, Ca가 높게 검출된 White-1

이나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된 White-2와는 차이를 나타

낸다. 이상의분석결과를<표2>에나타내었다.

2) 청색 부분

이 시편은 소지 상부의 청색 안료가 두드러진 부분에

서 채취되었다. 이 부분의 채색에서도 매우 다양한 층이

관찰되는데, 상부로부터 진청색(Blue-1), 청색(Blue-2),

백색(White-1), 청색(Blue-3), 연청색(Blue-4), 백색(White-

2), 녹색(Green-1)의 순으로 총 7개의 채색층이 관찰된다

<그림4a, b, c>. 각채색층에대한분석결과, 최상층의진

청색인 Blue-1에서는 Si, Na, Al, S을 주성분으로 Ca, Zn,

K, Fe 등이 소량 검출되었으며, XRD분석에서 Lazurite와

Zinc oxide가 동정되었다<그림 4g>. 다음으로 청색인

Blue-2에서는Si, Ca, Al, Na, S를주성분으로Ba, Zn, 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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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Pink-1 Si > Al, Zn, K + Ca + Hg, S + Ba, S 패각분말상 Ca 입자, 적색 Hg, S입자, Ba, S 입자

White-1 Si, Al > Cu + Ca + Ba, S Ca 입자, Ba, S 입자

Red-1 Pb + Hg > Cu, Ca, Cl, Al 적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Green-1 Cu, Pb, Cl > Si, Al, K, Mg, Ca 녹색 Cu, Cl 입자

Red-2 Pb > Hg > Cu, Cl, Si, Al 적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Pink-2 Pb> Si, Al, Cu, K, Cl, Fe, Ca + Hg 백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White-2 Pb ≫ Cl, Cu, Al -

Green-2 Cu, Cl > Pb, Si, Al 녹색 Cu, Cl 입자

white-3 Si > Al > Cu, K, Ca, Fe > Mg, Ti -

표 2 분홍색 부분<그림 3>의 채색층에 대한 SEM-EDX 정성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이 소량 검출되었으며, Ca가 주성분인 패각분말형태의

입자와 드문드문 Bs, S가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된다.

White-1에서는 Ca, Si를 주성분으로 Al과 Zn이 검출되었

으며, 역시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패각분말형태의 입자

가 관찰된다<그림 4d>. Blue-3에서는 Zn, Na, Si, S, Al을

주성분으로Pb, K, Ca가검출되었으며, 5㎛정도의Si, Al,

Na, S 등이 주성분인 입자들 사이로 1㎛ 정도의 Zn이 주

성분인 입자가 다량 관찰된다<그림 4e>. Blue-4에서는

Pb, Si를 주성분으로 Ca, S, Al, Mg와 소량의 Na, K, Fe 등

이 검출되었으며, Si와 Mg가 높게 검출되는 입자가 관찰

된다<그림 4e>. White-2에서는 Pb, Si, Mg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Ca, Zn이 검출되었다. Green-1에서는 Cu, Pb,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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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색부분에 대한 관찰결과 a.최상층(진청색)과 최하층(백색) 사이에 여러 색상의 층위가 관찰됨 b.a부분 박락시편의 단면사진, 최상층(Blue 1)과 최하층(Green-1, White
2)은 단면에서 두드러지지 않아 작은 표면사진으로 제시함 c.b에 대한 SEM-후방산란전자상(x150) d.c의 white-1부분 확대, Ca가 주성분인 길쭉길쭉한 패각분말상 입자가
관찰됨 e.c의 Blue-3부분 확대, Zn이 주성분인 미세입자가 관찰됨 f.c의 Blue-4부분 확대, Si와 Mg가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됨 g.최상층인 Blue-1에 대한 XRD 분석 그래프,
Lazurite와 Zinc Oxide가 동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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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l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Sn, Al, S, Ca, Mg, K 등이 검

출되었다. 이상의분석결과를<표3>에나타내었다.

3) 황색 부분

이 시편은 소지 상부의 황색 안료가 두드러진 부분에

서채취되었으며, 역시여러층의채색이관찰된다. 채색

층은 상부로부터 황색(Yellow), 적색(Red), 백색(White-

1), 녹색(Green), 백색(White-2)의 순으로 총 5개 층이 관

찰된다<그림5a, b>. 각채색층에대한분석결과, 최상층

의황색인Yellow에서는Pb, Si, Al, Cr, S가주성분으로검

출되었으며, XRD 분석결과 황연(Lead Chromate,

PbCrO4, Chrome Yellow)이 동정되었다<그림 5c>. 다음

으로 적색인 Red에서는 Hg, S가 높게 검출되었으며, Pb,

Cu, Al, As 등이소량검출되었다. 매우얇은층을이루는

백색인 White-1에서는 Pb, Si, Mg를 주성분으로, Cl, Cu,

Fe, Al, Ca 등이 소량 검출되었다. 녹색인 Green에서는

Cu을주성분으로Pb, Cl 등이검출되었으며, Zn, Sn이소

량 검출되었다. 최하층인 백색(White-2)에서는 Pb가 매

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Blue-1 Si, Na, Al, S > Ca, K, Fe + Zn Lazurite와 Zinc Oxide가 동정됨

Blue-2 Si, Al, Na, S > Zn + Ca +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White-1 Ca >+ Si > Al, Zn 패각분말상 Ca입자

Blue-3 Zn + Na, Si, S, Al, Pb, K Zn 입자

Blue-4 Si > Ca, S, Al, Na + Pb + Si, Mg Pb 입자, Si, Mg 입자

White-2 Pb + Si, Mg, Ca, Zn Si, Mg 높게 검출

Green-1 Cu, Pb > Si, Cl > Sn, Al, S, Ca Pb 높게 검출

표 3 청색 부분<그림 4>의 채색층에 대한 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그림 5 황색부분에 대한 관찰결과 a.최상층(황색)과 최하층(백색) 사이에 여러 색상의 층위가 관찰됨 b.a부분의 SEM-후방산란전자상(x400) c.a의 황색(Yellow)부분에 대한 XRD
분석 그래프, Lead Chromate가 동정됨 d.a의 최하층 백색(White-2)부분에 대한 XRD분석 그래프, Hydrocerussite가 동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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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게 검출되었으며, Cl, Cu, Al 등이 소량 검출되었다.

XRD 분석결과 연백(Hydrocerussite , 2PbCO3·Pb(OH)2,

Lead White)이 동정되었다<그림 5d>. 이상의 분석결과

를<표4>에나타내었다.

2. 보수재료

1) 성긴 조직의 한지

이 재료는 소조불에서의 위치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하부에는 갈색점토띠와 황색토층의 부착되어 있어 소지

부에 착되어있던 보수재료중 하나로 판단된다<그림

6b>. 한지의 상부에는 적색안료가 칠해져 있으며, 이 적

색안료(Red)의 상부에 약간의 백색물질(White-1)이 부착

되어 있다<그림 6a>. 또한 한지의 하부에도 약간의 백색

물질(White-2)이 관찰된다<그림 6b>. 먼저 가장 상부의

백색물질인 White-1에 대한 분석결과, Ca를 주성분으로

Si, Pb, Al, Ti 등이 소량 검출되었으며, Ca가 주성분인 입

자는 패각분말형태를 보인다. 적색인 Red에서는 H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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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Yellow Pb, Si, Al, Cr, S Lead Chromate가 동정됨

Red Hg, S > + Pb, Cu > Al, As 적색 Hg, S 입자

White-1 Pb, Si, Mg > Cl, Cu, Fe, Al, Ca Si, Mg 높게 검출

Green Cu > Pb, Cl > Zn, Sn > Mg, Si 녹색 Cu, Cl 입자

White-2 Pb ≫ Cl, Cu, Al Hydrocerussite가 동정됨

표 4 황색 부분<그림 5>의 채색층에 대한 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그림 6 성긴 조직 한지에 부착된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 a.한지 상부 백색 및 적색안료 b.한지 하부 백색안료 및 갈색점토띠 c.a의 적색(Red)부분에 대한 XRD분석 그래프,
Cinnabar와 Minium이 동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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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White-1 Ca ≫ Si, Pb > Al, Ti 패각분말상 Ca 입자

Red Hg, Pb > S 적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Cinnabar와 Minium이 동정됨

White-2 Si > Al, Ca, K, Fe, Mg Si가 높게 검출됨

표 5 성긴 조직 한지<그림 6>의 채색층에 대한 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Pb를 주성분으로 S가 검출되었으며, Hg가 주성분인 입

자와 Pb가 주성분인 입자가 각각 관찰되었다. XRD분석

에서도 주사(Cinnabar, HgS)와 연단(Minium, 2PbO·

PbO2, Red lead)이함께동정되었다<그림6c>. 한지하부

의 백색물질(White-2)에서는 Si를 주성분으로 Al, Ca, K,

Fe, Mg 등이 검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2) 섬유질 함유편 1

이 파편 역시 소조불에서의 위치는 명확히 알 수 없으

며, 단면에서세개의층위가관찰된다<그림7a, b>. 가운

데의 적색 안료층을 중심으로 상·하부에 모두 토층이

존재한다. 하부에 위치한 토층에서는 대략 1㎜ 두께의

갈색점토띠가 관찰되어 소조불의 소지층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부에 위치한 토층에서는 소지층보다 많은 양의

섬유질이 관찰되며, 이 층의 상부에도 또 다른 채색층이

존재하고 있어 보수층임을 판단할 수 있다. 상부(Red-1)

와 하부(Red-2)의 적색층에 대한 분석결과, Red-1에서는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길쭉길쭉한 입자 형태

를 보인다. Red-2에서는 Hg, S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

며,  하부적색층아래에존재하는백색(White)에대한분

석결과, Si, Al, K 등이주성분으로검출되었다. 이상의결

과는<표6>에나타내었다. 

a b

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Red-1 Pb 길쭉길쭉한 형태의 입자

Red-2 Hg, S -

White Si, Al, K -

표 6 섬유질 함유편 1 <그림 7>의 채색층에 대한 SEM-EDX 정성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그림 7 섬유질 함유편 1에 부착된 안료에 대한 관찰결과 a.시편의 단면 상태, 상부에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토층이 관찰되며 하부에는 소지부로 판단되는 갈색점토층과 황색
토층이 존재함 b.연마된 a의 단면 확대사진(x200), 최상부에 적색층(Red-1)과 그 아래의 섬유질함유 토층, 다음으로 적색층(Red-2)과 그 하부의 백색층이 관찰됨

토양+섬유질

황색토양층

갈색점토층

Red-1

Red-2

Soil+Fiber

White

Brown Cla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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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질 함유편 2

이 파편은 상당히 많은 양의 섬유질이 흙과 혼합된 형

태로, 섬유질 함유파편 1에 있는 상부층과 동일한 특징

을나타내어, 같은보수재료로판단된다. 이파편에서관

찰되는채색층은재료의상부에부착된적색, 백색, 녹색

의 안료층이다<그림 8>. 가장 상부에 부착된 녹색층

(Green)에대한분석결과Cu, As, Si를주성분으로Al, Ca,

Cl, K, Fe 등이소량검출되었으며, Cu, As가주성분인입

자는 마치 꽃처럼 피어난 둥근형태을 보인다. 다음으로

백색층(White)에 대한 분석결과, Si, Al, Ca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가장 하부에 위치한 적색층에 대한 분석

결과Pb가주성분으로검출되었다. 이상의결과를<표 7>

에나타내었다. 

4) 발이 고운 직물

이시료는소조불의어깨장식부위에서채취된것으로

상부에는 청색과 백색안료가 부착되어 있으며, 하부에

도약간의적색안료와백색안료가부착되어있어보수재

료로서 판단된다<그림 9a>. 단면조직을 관찰한 결과 직

물조직이불규칙한삼각형을나타내고있어견으로추정

되며, 최상부로부터 진청색(Blue-1), 청색(Blue-2), 백색

(White-1)이 관찰되고, 직물의 하부에도 백색안료층

그림 8 섬유질 함유편 2에 부착된 안료에 대한 관찰결과 a.시편의 상태, 녹색의 안료층아래에다량의섬유질이함유된토층이관찰됨 b.a의 1부분에대한단면확대사진(x 50)
c.a표면에 대한 SEM-후방산란전자상(x500) d.c의 2부분 녹색안료 입자에 대한 SEM-이차전자상(x3,700), 꽃처럼 피어난 둥근 입자들이 관찰됨

a b

c d

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Green Cu, As, Si > Al, Fe, Ca, Cl, K Cu, As가 주성분인 입자

White Si, Al, Ca -

Red Pb Pb이외의 성분함량이 매우 낮음

표 7 섬유질 함유편 2 <그림 8>의 채색층에 대한 SEM-EDX 정성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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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2)이 관찰된다<그림 9b, c>. 먼저 직물의 최상부

에 부착된 진청색(Blue-1)에 대한 분석결과 Si, Al, Mg,

Na, S를 주성분으로 Ca, Cl 등이 검출되었다. 길쭉길쭉한

입자 형태를 보이며, Ca가 주성분인 패각분말형태의

입자와 Bs, S가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된다<그림 9c-1>.

다음으로 청색(Blue-2)에 대한 분석결과, Si, Al, Na, S를

주성분으로 소량의 Ca, K, Cl 등이 검출되었으며, Blue-1

에서와유사하게Ca가주성분인패각분말형태의입자와

Bs, S가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된다. 백색층(White-1)에서

는 Si, Al, Ca, Zn, Ba, S가 검출되었으며, 역시 Ca가 주성

분인 패각분말형태의 입자와 Bs, S가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된다. 이 백색에 대한 XRD분석결과 Quartz, Calcite

가 동정되었다<그림 9d>. 직물의 하부에 부착된 백색물

질(White-2)에서는Si, Ca를주성분으로Al, Zn, Ba, S, Cl 등

이 검출되었으며, 상부의 다른 안료들과 마찬가지로 Ca

가주성분인패각분말형태의입자와Bs, S가주성분인입

자가 관찰된다. XRD분석에서 Calcite, Quartz, Barite가 동

정되었다<그림9e>. 이상의결과는<표8>에나타내었다.

5) 발이 굵은 직물 및 조직이 치 한 한지

이시료는소조불의명치, 견갑, 어깨장식부위에서채

취된 것으로 발이 굵은 직물과 조직이 치 한 한지가 함

께부착된상태로채취되었으며, 상, 하부의안료층이직

물과한지에서연속적으로부착되어있어동일한시기의

보수재료로 판단된다. 직물은 단면 형태가 다각형 혹은

타원형을보여마직물로판단된다<그림10c>. 

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Blue-1 Si, Al, Mg, Na, S > Ca + Ba, S 길쭉길쭉한 입자형태,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Blue-2 Si, Al, Na, S + Ca +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White-1 Si, Al, Zn + Ca +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Calcite, Quartz가 동정됨

White-2 Si > Al, Zn, + Ca +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Calcite, Quartz, Barite가 동정됨

표 8 발이 고운 직물 <그림 9>의 채색층에 대한 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그림 9 발이 고운 직물에 부착된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 a.시편의 상태, 상부에서 백색과 청색안료가 관찰되며, 하부에서 백색안료가 관찰됨 b.a의 단면 확대사진(x 200),
섬유단면의 확대사진을 좌측하단에 나타냄 c.b에 대한 SEM-후방산란전자상(x300), 1부분에서 길쭉길쭉한 형태의 안료입자가 관찰되며, 거의 모든 층에서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패각분말상 입자가 관찰됨. d.b의 직물상부백색(White-1)에 대한 XRD 분석결과, Calcite와 Quartz가 동정됨 e.b의 직물하부백색(White-2)에 대한 XRD 분석결과,
Calcite와 Quartz, Barite가 동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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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과 한지의 상부에 부착된 채색을 살펴보면, 적색

(Red), 황색(Yellow), 진청색(Blue-1)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으며<그림10a, b, c>, 이중진청색의하부에서는청색

(Blue-2), 녹색(Green), 백색(White)이차례로관찰되는데

<그림10e>. 마지막백색층은적색과황색층의하부에서

도관찰된다<그림10d, f>. 먼저표면의적색에대한분석

결과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입자는 대체로 구

형태를 보인다. 표면에 드러난 황색에서는 Pb를 주성분

으로 Cr, Ca를 비롯하여 소량의 Ai, Si가 검출되었으며,

XRD 분석에서 Lead Chromate가 동정되었다<그림 10g>.

표면의 진청색(Blue-1)에서는 Si, Al, Mg, Na, S를 주성분

으로 Ca, K, Mg가 소량 검출되었으며, XRD분석에서

Lazurite와 Calcite가 동정되었다<그림 10h>. 진청색 하부

의 청색(Blue-2)에서는 Si, Ti, Al, S, Ca, Na를 주성분으로

Cu, As, K, Cl 등이 소량 검출되었으며, Ti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와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가 관찰된다. 다

음으로녹색에서는Cu, As를주성분으로Ca, Cl과소량의

S가 검출되었으며, 가장 하부의 백색에 대한 분석결과

Ca를 주성분으로 소량의 Si, Al, Ti, Mg가 검출되었다. 이

상의결과를<표9>에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직물과 한지의 하부에 부착된 안료를 살

펴보면, 두 종류의 적색(Red-1, Red-2)과 청색(Blue), 황

색(Yellow), 녹색(Green), 백색(White)안료가 관찰된다

<그림 11>. 먼저 적색인 Red-1에 대한 분석결과 Pb가 주

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Red Pb 구형입자 형태

Yellow Pb, Cr > Si, Cl, Al + Ca Lead Chromate가 동정됨

Blue-1 Si, Al, Mg, Na, S > K, Mg + Ca Lazurite, Calcite

Blue-2 Si, Al, Na, S, K + Ca + Ti Ti가 높게 검출됨

Green Cu, As > Cl > S + Ca 방사상 조직의 구형 입자

White Ca≫ + Si, Al, Ti, Mg 패각분말 형태의 Ca입자

표 9 발이 굵은 직물 및 치 조직한지 상부<그림 10>의 채색층에 대한 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그림 10 발이 굵은 직물과 치 조직 한지 상부에 부착된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 a.한지에 부착된 적색안료 b.발이 굵은 직물에 부착된 청색안료, 이 색상의 하부에 연
청색, 녹색, 백색의 안료가 관찰됨 c.마직물의 단면 조직 d.적색부분의 단면, 상부의 적색(Red)과 그 하부의 백색층(White)이 관찰됨 e.청색부분의 단면, 상부로부터 진청색
(Blue-1), 청색(Blue-2), 녹색(Green), 백색(White) 순으로 채색층이 관찰됨 f.황색부분의 단면, 상부의 황색(Yellow)과 하부의 백색층(White)이 관찰됨 g.적색(Red)에 대한
XRD 분석결과, Lead Chromate가 동정됨 h.청색부분 상부의 진청색에 대한 XRD 분석결과, Lazurite와 Calcite가 동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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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입자는 길쭉길쭉한 모양을 나

타낸다<그림11a>. Red-2에대한분석결과Hg, S가주성

분인 입자와 Cd, Se, Ba, S가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된다

<그림 11b>. 청색(Blue)에 대한 분석결과 Si, Al, Na, S와

상당량의 Zn이 검출되었다. 이 청색층을 확대관찰한 결

과1㎛이하의일정한크기를가지는Zn이주성분인입자

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1c>.

황색(Yellow)에서는Pb, Si, Al, Ca, Cr이주성분으로검출

되었으며, Ba, S가 주성분인 입자가 드문드문 관찰된다

<그림 11d>. 녹색(Green)에서는 Cu, As를 주성분으로 Ti

와Si, Al, Ca 등이검출되었다. 또한녹색안료의단면조직

에서는 방사상 조직의 원형입자가 관찰된다<그림 11e>.

백색(White)에서는 Ca, Si를 주성분으로 Al, Zn, Cu 등이

검출되었다. 이중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는 패각분

말상을나타낸다. 이상의결과를<표10>에나타내었다.

고찰

1. 사용 안료의 추정

분석 대상 시료로부터 관찰된 백색, 적색, 청색, 녹색,

황색, 분홍색 등 6종의 46개 안료층에 대하여 분석을 수

행하 다. 이 중 백색은 모두 15개 층이 분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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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발이 굵은 직물과 치 한지 하부에 부착된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 a.적색안료(Red-1), 길쭉길쭉한 형태의 입자가 관찰됨 b.적색안료(Red-2), Hg, S가 주성분인
입자와 Cd, Se, Ba, S가 주성분인 입자들이 관찰됨 c.청색안료, 일정한 크기의 군청입자 사이로 1㎛ 가량의 Zn이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됨 d.황색안료(Yellow), Ba, S가
주성분인 입자와 Pb, Cr이 주성분인 입자가 관찰됨 e.녹색안료(Green), 방사상조직의 구형입자가 관찰됨. 

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

Red-1 Pb 길쭉길쭉한 입자형태

Red-2 Cd, Se, Ba, S > Ce + Hg, S Hg, S 입자+ Cd, Se, Ba, S 입자

Blue Si, Al, Na, S, Zn > K Zn이 주성분인 미세입자 혼재

Yellow Pb, Cr > Si, Al, Ca Ba, S 입자 혼재

Green Cu, As, Ti, Si, Al, Ca 방사상 조직의 구형 입자

White Ca > + Si > Al, Zn > Cu 패각분말상 Ca 입자

표 10 발이 굵은 직물 및 치 조직한지 하부<그림 11>의 SEM-EDX 정성 분석 결과

*  SEM-EDX 상의 검출원소중 C와 O는 나타내지않음

a b c d e

Cd, Se, Ba, S

Pb, Cr, Si, A;

Ba, S

Cu, As

Hg, S
Zn

B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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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15개층은검출된주성분을중심으로Si, Al 등이주

성분으로 검출되는 안료층, Pb가 주로 검출되는 안료층,

Pb, Si, Mg가 주성분인 안료층, Ca와 Si가 주성분으로 검

출되는안료층, Ca만이매우높게검출되는안료층등크

게 5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Si, Al 등이 주성분인 대표적

인 안료는 백토(고령토-Al2O3·2SiO2·2H2O-등 백색을

띠는 토양)로서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안료이다. 따라

서 Si, Al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안료층에는 백토가 사

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Pb가 주성분인 백색안료는 연백

(Lead white, 2PbCO3·Pb(OH)2)이 대표적이며, 역시 고

대로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된 안료층에는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Pb와Si, Mg가주성분으로검출된안료층은연백과활

석(Talc, Mg3(OH)2Si4O10)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활

석또한예부터사용되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 Ca와Si

가주성분으로검출된백색안료층은패각분말형태의Ca

가 주성분인 입자가 SEM에서 관찰되어 합분(패분 혹은

호분, Oyster shell white, CaCO3)과백토가혼합되어사용

된 것으로 추정된다. 탄산칼슘계(CaCO3) 안료에는 석회

석분말과 패각을 분쇄하여 제조하는 합분이 대표적인

데, 합분에는 패각의 조직구조를 간직한 입자들이 남아

있게된다. Ca가매우높게검출된백색안료층역시패각

분말상 구조가 관찰되어 합분이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적색은 10개 층이 분석되었으며, 검출된 주성분을 중

심으로 Hg, S가 주성분인 안료층, Hg와 Pb가 주성분인

안료층, Pb만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는 안료층, Hg, S와

Cd, Se, Ba, S 등이 주성분인 안료층 등 크게 4종류로 구

분된다. Hg와 S를 주성분으로 하는 적색안료에는 천연

에서 산출되는 황화수은인 주사(Cinnabar, HgS)와 합성

안료인 버 리언(Vermilion, HgS)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Hg와 S가주성분인적색안료층에는주사또는버 리언

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Pb를 주성분으로 하는 적색

안료에는 고대로부터 인공적 제법이 알려져 있는 연단

(Minium, 2PbO·PbO2, Red lead)이 대표적이다. 연단은

광명단이라고도 불리는 주홍색을 띠는 안료로서(유혜

선, 2005: 242), Pb만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는 적색안료층

에는 이 연단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Pb만이

검출된 적색안료에서는 두 종류의 입자형태가 관찰되는

데, 이것은이들안료의원료또는제조조건의차이를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g와 Pb가 함께 검출되는 안

료층은 주사와 연단이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Hg와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된 성긴조직한지 상부

적색에대한XRD분석결과 Cinnabar와Minium이 검출되

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Hg, S와 Cd,

Se, Ba, S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기안료에는 합성안료

인 카드늄계 안료가 있다. 특히 적색계열의 카드늄계 안

료는 황화카드늄(CdS)을 중심 성분으로 하여 황화아연

(ZnS) 혹은 셀렌화카드뮴(CdSe) 또는 황화수은(HgS)을

부성분으로 첨가하여 제조한다. 또한 리토폰(ZnS·

BaSO4)과의공침법을이용하여리토폰형안료로제조되

기도 한다(서태수 외, 2001: 79).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적색 안료 층에서 검출된 Hg와 S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와 Cd, Se, Ba, S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는 적색계

열의 카드늄계 안료인 카드늄레드리토폰(Cadmium Red

Lithopone, CdS(Se)+BaSO4)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청색은 9개 층이 분석되었는데, 이들 9개 안료층에서

는모두Si, Na, Al, S, Ca 등이검출되어유사한특징을보

인다. 그러나 함께 검출되는 원소들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크게 Zn과 Ca, Ba가 함께 검출되는 안료층과

Zn이상당량검출되는안료층, Pb가높게검출되는안료

층, Ca가높게검출되는안료층, Ti가높게검출되는안료

층 등의 5종류로 구분된다. Si, Al, Na, S가 주성분인 청색

안료는 군청(Ultramarine blue, Na6Al6Si6O24S4)이 대표적

이다. 표면에 드러난 3개의 청색 안료층에 대한 XRD 분

석결과 청금석의 주요구성 광물인 천람석(lazurite,

(Na,Ca)8(AlSiO4)6(S,SO4,Cl)1-2)이 동정되어 분석대상에

적용된청색안료는대부분군청인것을알수있다. 천연

군청은 청금석(靑 石, Lapis Laxuli)이라 불리는 준보석

으로부터 얻어지며, 중세의 유럽에서는 사치의 상징으

로금과같이취급될정도로매우고가 다. 현재에는합

성 군청이 주로 사용되는데, 분석된 안료들은 대부분 직

경 5㎛내외의 비교적 균일한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합성안료를사용하 을가능성이큰것으로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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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Zn이 높게 검출된 안료층의 경우(소지-청색-

Blue-1) SEM 관찰결과Zn이주성분인1㎛이내의작은입

자가 관찰되며, XRD 분석에서 아연화(Zinc Oxide, ZnO,

Zinc white)가동정되어, 조채를위하여군청과백색안료

인 아연화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Zn과

Ca, Ba가함께검출된안료층은XRD 분석에서Lazurite와

함께 Calcite, Quartz, Barite가 동정되어 조채재료로서 탄

산칼슘계 안료와 백토, 바륨화이트(Barite, Barium white,

BaSO4)가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Ca가 높게

검출된 안료층에서는 XRD 분석에서 Lazurite와 Calcite가

동정되어 조채재료로서 백색인 탄산칼슘계 안료를 혼합

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Pb가 높게 검출된 안료층

은 연백을 조채재료로써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Ti를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는 합성안료인 지당(Titanium

dioxide, TiO2)이 대표적이며, 따라서 Ti가 높게 검출된

청색안료층에는 백색안료인 지당이 조채재료로서 사용

되었을가능성이높다. 

녹색은 7개 층이 분석되었는데, 크게 Cu와 Cl이 주성

분인안료층과Cu와As가주성분인안료층의2종으로구

분되며, Cu와 As가 주성분인 안료층은 다시 Ti을 상당량

함유하는안료층과Ti가거의검출되지않는안료층의2종

으로 구분된다. Cu와 Cl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

인 안료는 염기성염화동(botallackite, paratacamite,

Cu2Cl(OH)3)으로 고대로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John Winter, 1989: 1~36). Cu와As를주성분으로하는가

장 대표적인 안료는 합성안료인 화록청(양록, Emerald

green, C2H3As3Cu2O8)이 대표적인데, 한민수 등은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악도에 사용되어진 화록청 안료

입자의 특징적인 단면구조를 보고한 바 있다(한민수 외,

2006: 165). Cu와 As가 주성분으로 검출된 녹색안료층에

대한SEM 관찰결과방사상조직의구형입가가관찰되어

안료로서 화록청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u,

As와함께Ti가검출된녹색안료층에는조채재료로서지

당이사용된것으로추정된다. 

황색은3개층이 분석되었는데, 이들은함께검출되는

원소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Pb, Cr이 주

성분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Pb와 Cr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색안료는 합성안료인 황연(Lead Chromate,

PbCrO4, Chrome yellow)이 대표적이다. Pb, Cr이 주성분

인 안료층 중 하나인 발이 굵은 직물 상부의 황색안료에

대한 XRD 분석결과 Lead Chromate가 동정되어, 이들 안

료층에황연이사용된것으로판단된다. 

분홍색은 소지부의 분홍색부분에 부착된 2개 층이 분

석되었는데, 하나는 Pb를 주성분으로하는 백색안료에

Hg, S를 주성분으로 하는 적색안료가 혼합되어 있는 형

태이며, 다른 하나는 Si, Ca, Ba 등의 원소가 주성분인 백

색안료에 Hg, S가 주성분인 적색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Pb를 주성분으로 하는 분홍색층은 백색인

연백에 적색인 주사를 혼합한 것으로 추정되며, Si, Ca,

Ba가 검출된 분홍색층은 백색안료로서 백토와 합분,

바륨화이트 등을 사용하고 적색안료로서 주사를 사용

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상 6종의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

를<표 11>에나타내었다.

2. 보수층의 선후관계 분석

분석 대상의 경우 열화로 인한 박락과 여러 차례의 개

보수과정에서제작당시의채색층과이후의개채층이유

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료층들의 적용 시기

는다른재료에적용된채색층들과의선후관계를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보수 재료들의 선후관

계를 파악하고, 이어 파악된 선후관계와 안료종들의 제

조시기를바탕으로각보수재료와안료의적용시기를추

론하 다.

소조상에서 채취된 6종의 시편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갈색의 점토띠를 가지는 토층이 소조상 본래의 소

지부분임을알수있었다. 또한전하는말에의하면마직

물과 배접지(마직물에 부착)는 1976년 보수 당시 사용되

었다고한다. 따라서이두재료사이에존재하는나머지

4종의보수재료에대한선후관계의파악이과제로남는

다. 본연구에서는소지와마직물을기준점으로하여, 각

재료의 상·하부에 잔류하는 안료들을 비교하여 재료들

의 선후관계를 파악하 다<표12>. 먼저 각 재료에서 관

찰되는 안료들을 층위별 순서에 따라 수직으로 나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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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시료 층위 검출원소(SEM-EDX) 비고(동정물질) 추정안료

White-1 Si, Al > Cu + Ca + Ba, S Ca 입자, Ba, S 입자 백토+합분+바륨화이트
소지 분홍색부 상부 White-2 Pb ≫ Cl, Cu, Al - 연백

white-3 Si > Al > Cu, K, Ca, Fe > Mg, Ti - 백토

소지 청색부분 상부
White-1 Ca >+ Si > Al, Zn 패각분말 형태의 Ca입자 합분+백토
White-2 Pb + Si, Mg, Ca, Zn Si, Mg 높게 검출 연백+활석

소지 황색부분 상부
White-1 Pb, Si, Mg > Cl, Cu, Fe, Al, Ca Si, Mg 높게 검출 연백+활석
White-2 Pb ≫ Cl, Cu, Al Hydrocerussite 동정 연백

백색
성긴조직한지

상부 White-1 Ca ≫ Si, Pb > Al, Ti 패각분말 형태의 Ca입자 합분
하부 White-2 Si > Al, Ca, K, Fe, Mg Si 높게 검출 백토

섬유질 함유편1 하부 White Si, Al, K - 백토
섬유질 함유편2 상부 White Si, Al, Ca - 백토

견직물
상부 White-1 Si, Al, Zn + Ca +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Calcite, Quartz 동정

백토+합분+바륨화이트

하부 White-2 Si > Al, Zn, + Ca +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백토+합분+바륨화이트
Calcite, Quartz, Barite 동정

마직물 상부 White Ca≫ + Si, Al, Ti, Mg 패각분말 형태의 Ca입자 합분
마직물 하부 White Ca > + Si > Al, Zn > Cu 패각분말 형태의 Ca입자 합분+백토

소지 분홍색부 상부
Red-1 Pb + Hg > Cu, Ca, Cl, Al 적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연단+주사
Red-2 Pb > Hg > Cu, Cl, Si, Al 적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연단+주사

소지 황색부 상부 Red Hg, S > + Pb, Cu > Al, As 적색 Hg, S 입자 주사

성긴조직한지 상부 Red
Hg, Pb > S 적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Cinnabar,@ Minium 동정 연단 + 주사

적색 섬유질 함유편1
상부 Red-1 Pb 길쭉길쭉한 형태입자 연단
하부 Red-2 Hg, S - 주사

섬유질 함유편2 상부 Red Pb - 연단
마직물 상부 Red Pb 구형입자 연단

마직물 하부
Red-1 Pb 길쭉길쭉한 형태입자 연단
Red-2 Cd, Se, Ba, S >Ce + Hg, S Hg, S 입자+ Cd, Se, Ba, S 입자 카드늄레드리토폰

소지 청색부분

Blue-1 Si, Na, Al, S >Ca, K, Fe + Zn Lazurite, Zinc Oxide 동정 군청+아연화

상부
Blue-2 Si, Al, Na, S + Ca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군청+합분+바륨화이트
Blue-3 Zn + Na, Si, S, Al, Pb, K Zn 입자 아연화+군청
Blue-4 Si >Ca, S, Al, Na +Pb +Si, Mg Pb 입자, Si, Mg 입자 군청+연백+활석

청색 견직물
Blue-1 Si, Al, Mg, Na, S >Ca +Ba, S

길쭉길쭉한 형태입자, 군청+합분+백토
상부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바륨화이트

Blue-2 Si, Al, Na, S + Ca +Ba, S
패각분말상 Ca입자, Ba, S 입자

군청+합분+백토
+ 바륨화이트

마직물 상부
Blue-1 Si, Al, Mg, Na, S >K, Mg + Ca Lazurite, Calcite 동정 군청+합분
Blue-2 Si, Al, Na, S, K + Ca + Ti Ti 높게 검출 군청+지당+합분

마직물 하부 Blue Si, Al, Na, S, Zn > K Zn 입자 혼재 군청+아연화

소지 분홍색부 상부
Green-1 Cu, Pb, Cl > Si, Al, K, Mg, Ca 녹색 Cu, Cl 입자 염기성탄산납
Green-2 Cu, Cl > Pb, Si, Al 녹색 Cu, Cl 입자 염기성탄산납

소지 청색부 상부 Green-1 Cu, Pb > Si, Cl > Sn, Al, S, Ca Pb 높게 검출 염기성탄산납+연백
녹색 소지 황색부 상부 Green Cu > Pb, Cl >Zn, Sn >Mg, Si 녹색 Cu, Cl 입자 염기성탄산납+연백

섬유질 함유편2 상부 Green Cu, As, Si > Al, Fe, Ca, Cl, K Cu, As 입자 황록청
마직물 상부 Green Cu, As > Cl > S + Ca 방사상 구형 입자 화록청+합분
마직물 하부 Green Cu, As, Ti, Si, Al, Ca 방사상 구형 입자 화록청+지당

소지 황색부 상부 Yellow Pb, Si, Al, Cr, S Lead Chromate 동정 황연
황색 마직물 상부 상부 Yellow Pb, Cr > Si, Cl, Al + Ca Lead Chromate 동정 황연

마직물 하부 하부 Yellow Pb, Cr > Si, Al, Ca Ba, S 입자 혼재 황연

분홍 소지 분홍색부
Pink-1 Si >Al, Zn, K+Ca +Hg, S+Ba, S

패각분말상 Ca 입자, 백토+합분+주사

상부 적색 Hg, S입자, Ba, S 입자 +바륨화이트
Pink-2 Pb> Si, Al, Cu, K, Cl, Fe, Ca + Hg 백색 Pb 입자 + 적색 Hg 입자 연백+주사

표 11 채색층의 색상별 분석결과 및 추정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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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EM-EDX 상에서의 검출성분을 상호 비교하 다. 그

결과 마지막 보수층인 마직물의 상부에서는 청색(군청)

과 백색(합분)에서 검출된 Ti가 다른 층위와의 차이점으

로 관찰되며, 하부의 청색(군청)에서는 Ba와 Zn이 검출

된다. 그런데 이 Ba와 Zn이 견직물 상부와 하부의 청색

(군청)과 백색(백토류)안료에서도 검출되어 견직물이 마

직물보다 하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섬유질 함유

층상부에서는Ba나Zn을함유하지않는백색(백토류)과

녹색안료(화록청)가 관찰되어, 이 층이 견직물보다 이른

시기에 적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성긴조직한지 상

부에 부착된 적색은 주사와 연단의 혼합 안료로서, 적색

안료에서 연단만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는 후대(마직물

상·하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소지부로 판단되는

갈색점토띠가 하부에 부착되어 있어, 연단이 단독으로

사용된섬유질층보다먼저적용된재료로짐작된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파악된 보수재료들의 순서는 소지부를

기초로 한지, 섬유질 함유 토층, 견직물, 마직물 순이다.

각 보수재료와 적용된 안료의 시대 추정을 위하여 편의

상 각 재료 중 가장 연대가 정확한 1976년의 마직물부터

순서대로보수층A~D로명명하 다<표12>. 

3. 안료의 사용시기 추정

채색안료의 적용시기는 파악된 보수재료들의 선후관

계와 추정된 안료종, 소조상의 보수시기, 안료종들에 대

한 제조시기 및 검출사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

하 다. 

1) 보수층 A 상부의 안료

보수층A(마직물과배접지)는1976년에적용된것으로

이 재료의 상부에 채색된 적, 황, 청, 녹, 백의 안료는 적

색의 연단과 황색의 황연, 청색의 군청, 녹색의 화록청,

백색의 합분과 지당으로 추정된다. 연단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안료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연백(연분, Hydrocerussite, 2PbCO3·Pb(OH)2, Lead

white)을 가열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다. 중국에서는 기

원전5세기경에이미이인공화합물이알려져있었으며,

서양에서는 기원전 1세기 문헌을 비롯한 광범위한 문헌

에서 제법을 소개하고 있다(Nicholas Eastaugh, et, al.,

2004: 233). 경복궁 근정전의 외부단청(1971년)에서 검출

된 바 있으며(조남철 외, 2001: 100), 현대 페인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안료이다. 황연은 1800년대에 처음으로

합성되어 오늘날 중요한 황색안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연단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 외부 단청(1971년)의 황색안

료에서검출된바있다. 합성군청의경우1828에프랑스

의 Guimet에 의해 합성법이 발명되어(서태수 외, 2001:

101), 1830년이나 그 이후에 회화용으로 사용되기 시작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정종미, 2001: 117), 1971년에

개체된 경복궁 근정전 외부단청에서 검출된 바 있다(한

민수외, 2005: 173). 녹색안료인화록청은1814년경에합

성되어 1830년경부터 인상파화가 및 후기인상파화가들

에 의해 안료로서 사용되어졌다(Nicholas Eastaugh, et,

al., 2004: 149).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에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임 주 외: 282). 1930년대 이후부

터는 일제 화록청이 쓰 으며, 광복이후로도 줄곧 일본

제품이 수입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곽동해 외, 2001:

124). 그러나 현재에는 비소성분의 강한 독성으로 인하

여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김사덕 외, 1999: 122). 합성

군청과마찬가지로1971년에개체된경복궁근정전외부

단청에서 검출된 바 있다(조남철 외, 2001: 100). 백색안

료로 사용된 합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백색안료로 사

용된시기는명확하지않으나1900년대중반이후에는단

청재료로서광범위하게사용되었다. 합분과함께사용된

지당은1916년에합성되어1920년이후에회화용으로사

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정종미, 2001: 54). 이상 보수층 A

상부에채색된적, 황, 청, 녹, 백의안료들에대해서살펴

본 결과, 모든 안료들이 지당이 혼합된 백색안료층위에

채색되어 있어, 지당이 사용되기 시작한 1920년 이후의

안료들임을짐작할수있다. 

2) 보수층 A와 B 사이의 안료

보수층 A(마직물과 배접지)와 B(견직물) 사이에서는

녹, 적, 황, 청, 백의 안료가 관찰되는데, 녹색은 지당이

혼합된 화록청, 적색은 연단과 카드뮴레드리토폰,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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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조불 시편에 부착된 안료들의 층위별 성분비교

구분
소지 소지 소지 성긴조직 섬유질 섬유질 발이 고운 발이 굵은 직물

충위
분홍 청색 황색 한지 함유편1 함유편2 직물 /치 한지

적 Pb

황 Pb, Cr > Si, Al, 
Cl + Ca 

청 Si, Al, Mg, Na,
S, K + Ca

청 Si, Al, S,
Na + Ca + Ti

녹 Cu, As,
Cl >S + Ca

백 Ca≫+ Pb, Ca≫+ Ti, 
Si, >Al, Ti Si > Al, Na

마직물 보수층

녹 @ Cu, As, Ti,
Si, Al, Ca

적 Pb

적 Cd, Se, Ba,
S > Ce + Hg, S 

황 Pb, Si, Pb, Si, Al, Ca,
Al, Cr, S Cr + Ba, S

청 Si, Na, Al, Si, Na, Al,
S > Ca + Zn S, K + Zn

분홍 Si >Al, Zn + Ca 
+ Ba, S + Hg, S 

청 Si, Al, Mg, Na,
S >Ca + Ba, S

청
Si, Al, Na, Si> Al, Na,
S >Zn + Ca S + Ca  
+ Ba, S + Ba, S

백 Si, Al > Cu + Si, Al > Zn +  
Ca + Ba, S Ca + Ba, S

견직물 보수층B
백 Si, Al > Zn + 

백 Ca >+@Si Ca >+@Si > Al, 
> Al, Zn Zn, Cu

연청 Zn >+ Na,
Si, S, Al, Pb 

녹 Cu, As+Si 
>Al,Ca

백 Si>Al,Ca@
적 Pb Pb

섬유질함유토층 보수층C

적 Pb + Hg > Hg, S >+ Pb, Pb + Hg, S
Cu, Ca, Cl, Al Cu, Al

청
Si > Ca, S, Al,
Na + Pb + Si,

Mg

백 Pb + Si, Pb, Si, 
Mg > Ca Mg > C, Cu

녹 Cu, Pb, Cl > Si, Cu, Pb > Si, Cu > Pb, 
Al, K, Mg, Ca Cl > Sn, Al Cl > Zn, Sn

적 Pb >+ Hg,
Cu, Cl, Si, Al

성긴조직한지 보수층D

분홍 Pb > Si, Al,
Cu, K + Hg

적 Hg, S
백 Pb ≫ Cl, Cu, Al Pb≫Cl, Cu, Al@
녹 Cu, Cl > Pb, Si, Al
백 Si > Al > Cu, K,Ca Si > Al, Ca, K Si, Al, K

갈색점토층 갈색점토층 갈색점토층 갈색점토층 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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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성군청, 황색은 황연, 백색은 백토계열안료와 합분

의 혼합물로 추정된다. Ti가 검출된 녹색의 화록청을 제

외하면 청색과 백색에서 Ti 대신 Ba과 Zn이 검출되는 점

과 카드뮴레드리토폰이 적색안료로 사용된 점, 백토와

합분의 혼합물이 백색안료로 사용된 점 등이 보수층 A

상부안료와 다르다. Ba와 Zn은 바륨화이트와 아연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륨화이트의 경우, 1793년에

합성되어1800년대초부터백색또는체질안료로서사용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Nicholas Eastaugh, et, al., 2004:

39). 아연화는 1782년에 연백을 대체할 수 있는 안료로

알려졌으며, 안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프랑스

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산업적으로 생산이 시작된

1845년 이후이다. 아연화는 지당, 연백과 더불어 1900년

대 중·후반에 상업적으로 사용된 3대 백색안료의 하나

이다(Nicholas Eastaugh, et, al., 2004: 406). 카드늄레드리

토폰은1817년처음으로합성되었으며, 1950년대에본격

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1974년경에 1차 오일쇼크

와 공해문제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 다(서태수 외,

2001: 79). 이 안료층들 역시 화록청이 사용된 것으로부

터1900년대이후에적용된것으로짐작된다. 

3) 보수층 B와 C 사이의 안료

보수층 B와 C(섬유질 함유 토층) 사이의 분홍, 청,

백, 녹, 적의 안료는 주성분과 부성분에 있어 모두 보

수층 A와 B사이의 안료들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화록청의 사용을 기준으로 1900년대 이후에 적용된

것으로짐작된다.

4) 보수층 C와 D 사이의 안료

보수층 C와 D(조직이 성긴 한지) 사이에서 관찰된

안료는 적, 청, 백, 녹으로, 이 중 적색안료는 연단과

주사의 혼합물로, 청색은 연백과 군청, 활석의 혼합물

로, 백색안료는 연백과 백토의 혼합물로, 녹색안료는

염기성탄산동으로 추정되었다. 천연주사는 늦어도

5~6세기경부터는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정종미, 2001: 65,79), 경복궁 근정전 내부단청

(1867년)의 적색에서 검출된 바 있다(조남철 외, 2001:

96). 적색안료로서 주사와 연백의 혼합물이 검출된 예

는 쌍계사 탱화 중 삼세불도(1781년)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최소한1781년부터는주사와연백이혼합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조상의 1창 중수개채가

1720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채색층의 적용 시

기는 최대 1720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색의

경우보수층A~C사이에서와유사하게합성군청이사

용된것이라면보수층D는합성군청이회화용으로사

용되기 시작한 1830년 이후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소조상의 개채시기를 고려하면 이 채색층은

1891년 이후에 적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청색에혼합된활석입자가매우크고거칠며, 채색

층이보수층A와C 사이의청색층과는달리매우견고

하지 못한 특징을 나타내어, 사용된 군청이 합성안료

인지 혹은 천연안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에 대해서는 향후 안료입자들에 대한 세부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백색에 사용된 연백

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안료이며, 녹색에 사용된

염기성염화동 역시 천연광물성 안료로서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John Winter, 1989: p.

1~36). 염기성염화동은 봉정사 극락전의 내벽화(1809

년)와 쌍계사 탱화 중 지장보살도(1860년), 봉정사 극

락전의외부벽화(1867년)에서검출된바있다. 이상보

수층 C와 D사이의 안료들을 살펴보면, 우선 녹색안료

로서화록청대신염기성염화동이사용되었으며, 백색

으로 합분이나 백토 대신 연백이 사용된 점이 보수층

A와 C사이의 안료들과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다른 보수재료들에서와 달리 화록청이 나타나지

않아보수재료D가적용된시기는1900년대이전으로

추정되며, 소조상의중수개채시기를고려하면, 1720에

서1891년사이로볼수있다.

5) 보수층 D 하부 안료

보수층D하부채색층으로판단되는분홍, 적, 백, 녹색

의 안료는 분홍색의 경우는 연백과 주사의 혼합물로서,

적색은 주사로, 백색은 연백으로, 녹색은 염기성염화동

으로 추정되어 보수층 C와 D사이의 안료와 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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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이 채색층의 하부가 소조상의 소지부로 판단

되는 만큼, 안료들의 적용시기는 최대 소조상의 중조시

기인1628년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다. 

이상소조상에적용된안료들의회화에의사용시기와

적용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보수층 A와 C사이의 안료

들은 모두 1900년 이후에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00년 이후부터 마지막 중수개체 시기인 1976

년 사이에 두 종류의 보수재료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

되며, 사천왕상의 중수기록을 고려하면 1926년과 1941

년의 4,5차 중수개체 시에 사용된 재료로서 판단된다.

표 13 시편 및 색상별 주요검출원소 및 동정 화합물

화록청

등장,

적색

안료로서

연단의

단독

사용

색상
검출원소

추정안료
사용시기 검출사례

비고
(SEM-EDX) 제조 상업화/회화용 국내유입 연도 검출처 추정시기

적 Pb 연단(Pb3O4) ~ B.C. 5C~ ~ B.C. 5C~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황 Pb, Cr > Si, 황연(PbCrO4) 1809 1810~ - 1971

Al, Cl + Ca 합분(CaCO3) - - - -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청 Si, Al, S, 군청(Na6Al6Si6O24S4) 1828 1830~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지당.

Na + Ca + Ti 합분(CaCO3) 1916~ 1920~ - - 합분의

지당(TiO2) 1976 대폭

녹 Cu, As, 화록청(Cu(C2H3O2)2 1814 1830 1900~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사용

Cl >S + Ca ·2Cu(AsO2)2)

합분(CaCO3)

백 Ca≫+ Ti, 합분(CaCO3) - - - -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Si > Al, Na 지당(TiO2) -

보수층 A(마직물) 1976

녹 Cu, As, Ti, Si, 화록청(Cu(C2H3O2)2 1814 1830 1900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Al, Ca ·2Cu(AsO2)2) 1916~ 1920 - - -

지당(TiO2)

적 Pb 연단(Pb3O4) ~ B.C. 5C~ ~ B.C. 5C~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적 Cd, Se, Ba, 카드늄레드리토폰 1817 - - - -

S > Ce + Hg, S (CdS(Se)+BaSO4)

황 Pb, Si, Al, Ca, 황연(PbCrO4) 1809 1810~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

Cr + Ba, S 바륨화이트(BaSO4) 1941

청 Si, Na, Al, S,  군청(Na6Al6Si6O24S4) 1828 1830~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K + Zn 아연화(ZnO) - 1845~

분홍 Si, Ca > Ba, 주사(HgS) - 기원전~ 5~6C 1867 경복궁근정전내부단청

Al, Hg, S, Zn 백토(Al2O·2SiO2·H2O) - - - -

합분(CaCO3) - - - -

바륨화이트(BaSO4) 1793 1800년대~ - -

청 Si, Al, Mg, Na, 군청(Na6Al6Si6O24S4) 1828 1830~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S >Ca + Ba, S 합분(CaCO3) - - - -

바륨화이트(BaSO4) 1793 1800년대~ - -

청 Si> Al, Na, 군청(Na6Al6Si6O24S4) 1828 1830~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S + Ca + Ba, S 합분(CaCO3) - - - - -

바륨화이트(BaSO4) 1793 1800년대~ - - -

백 Si, Al > Zn + 백토(Al2O·2SiO2·H2O) - - - - -

Ca + Ba, S 합분(CaCO3) - - - - -

바륨화이트(BaSO4) 1793 1800년대~ - - -

아연화(ZnO) - 1845~ - - -

보수층 B(견직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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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1926

화록청

등장,

적색

안료로서

연단의

단독

사용

색상
검출원소

추정안료
사용시기 검출사례

비고
(SEM-EDX) 제조 상업화/회화용 국내유입 연도 검출처 추정시기

백 Si, Al > Zn + 백토(Al2O·2SiO2·H2O) - - - - -

Ca + Ba, S 합분(CaCO3) - - - - -

바륨화이트(BaSO4) 1793 1800년대~ - - -

아연화(ZnO) 1845~ - - -

백 Ca > +@Si > Al, Zn 백토(Al2O·2SiO2·H2O) - - - - -

합분(CaCO3) - - - - -

청 Si, Ca, Al, 군청(Na6Al6Si6O24S4) 1828 1830~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Na, S > Ba 바륨화이트(BaSO4) 1793 1800년대~ - - -

백 Si, Ca > Al, 백토(Al2O·2SiO2·H2O) - - - - -

Zn, Ba, S 합분(CaCO3) - - - 1860 쌍계사탱화지장보살도

바륨화이트(BaSO4) 1793 1800년대~ - - -

아연화(ZnO) - 1845~ - - -

연청 Zn >+ Na, Si, 군청(Na6Al6Si6O24S4) 1828 1830~ - 1971

S, Al, Pb 아연화(ZnO) - 1845~ - -

녹 Cu, As + Si > 화록청(Cu(C2H3O2)2 1814 1830 1900~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Al, Ca ·2Cu(AsO2)2)

백 Si, Al, Ca 백토(Al2O·2SiO2·H2O) - - - - -

- - - 1860 쌍계사탱화지장보살도

적 Pb 연단(Pb3O4) ~ B.C. 5C~ ~ B.C. 5C~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보수층 C(섬유질층) 1926

적Pb + Hg > Cu, 연단(Pb3O4)+주사(HgS) - - - 1781 쌍계사 탱화 삼세불도

Ca, Cl, Al

청 Si >Ca, S, Al, 연백(2PbCO3·Pb(OH)2) 기원전~ - - - -

Na+Pb +Si, Mg 군청(Na6Al6Si6O24S4) - - - 1971 경복궁근정전외부단청

활석(Mg3(OH)2Si4O10) - - - - -

백 Pb+Si,Mg>Ca 연백(2PbCO3·Pb(OH)2) 기원전~ 기원전~ - - -

활석(Mg3(OH)2Si4O10) - - - - -

녹 Cu, Pb > Si, 염기성염화동(Cu2Cl(OH)3) 고대 - - 1863 봉정사극락전외벽화

Cl > Sn, Al 1860 쌍계사탱화지장보살도

1809 봉정사극락전내벽화

적 Pb >+ Hg, 연단(Pb3O4)+주사(HgS) - - 1781 쌍계사탱화삼세불도

Cu, Cl, Si, Al

보수층 D(조직이 성긴 한지)

분홍 Pb > Si, Al, 연백(2PbCO3·Pb(OH)2) 기원전~ - - 1781 쌍계사탱화삼세불도

Cu, K + Hg 주사(HgS) 기원전~ - 5~6C 1867 경복궁근정전내부단청

적 Hg, S 주사(HgS) 기원전~ - 5~6C 1867 경복궁근정전내부단청

백 Pb ≫ Cl, Cu, Al 연백(2PbCO3·Pb(OH)2) 기원전~ - - 1781 쌍계사탱화삼세불, 신중도

녹 Cu, Cl >Pb,Si,Al 염기성염화동(Cu2Cl(OH)3) 고대 - - 1863 봉정사극락전외벽화

1860 쌍계사탱화지장보살도

1809 봉정사극락전내벽화

백 Si >Al >Cu,K,Ca 백토(Al2O·2SiO2·H2O) - - - - -

1891

~

1720

군청

등장

1806

~

1628

백색과

녹색으로

연백과

염기성

염화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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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보수층의 선후관계를 고려하면 보수층 B(견

직물)는 1941년에, 보수층 C(섬유질 함유토층)는 1926

년에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보수층 D와 이에

적용된 안료는 해당 안료들의 사용시기에 대한 정보로

부터 그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대략 소조

상의 1차 중수개체 시기인 1720년에서 3차 중수개체 시

기인 1891년 사이로 추정된다. 또한 보수층D와 소지부

사이의안료는소조상의중조시기인1628년에서2차중

수개채시기인 1806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들 시기별 안

료를 살펴보면 1900년대를 기점으로 분명하게 구분되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0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사, 연

백, 염기성염화동, 백토 등이 관찰되는 반면, 1900년대

이후에는 화록청이 등장하고 연단이 단독으로 적색에

사용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1926년을 기점으로 바

륨화이트와 아연화가 등장하며, 1976년을 전후하여 지

당과 합분(패각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

다. 이상의결과는<표13>에요약하 다.

결론

순천송광사소조사천왕상의수리를위한조사과정에

서 수습된 파편들로부터 과거에 사용된 채색안료에 대

한자연과학적자료를확보하고자분석연구를수행하

다.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은 1628년 중조(重造)된

이래 1720년부터 1976년까지 7차례의 중수개채(重修改

彩)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의 시대별 사용안료

를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은 사

천왕상 중 서방광목천왕에서 이탈된 6종의 시편들과 시

편에 채색된 안료를 대상으로 하 으며, 광학현미경,

SEM-EDX, XRD를이용하여시편의상태를확인하고, 부

착된안료를분석하 다.   그결과 소지부와보수재료5

종을 구분하고, 시편들 간의 안료층위별 구성성분을 비

교하여 보수재료들의 선후관계를 파악하 다. 또한 보

수재료의 선후관계와 사천왕상의 중수개체 시기, 안료

들의 제조 시기 및 적용사례 등을 고려하여 각 보수재료

와 안료의 적용시기를 유추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 다. 

1. 소조사천왕상의 소지부 마감층에는 인위적으로 형

성한1㎜가량의갈색점토띠가존재한다.@

2. 소지부와 5종의 보수재료는 선후관계를 조사한 결

과, 소지부 → 조직이 성긴 한지 → 섬유질을 다량

함유한토층→견직물→마직물및조직이치 한

한지의순으로파악된다. 

3. 보수재료들의 적용 시기를 추정한 결과 마직물은

1976년(기 보고됨), 견직물은 1941년, 섬유질이 다

량 함유된 토층은 1926년으로 추정되었으며, 조직

이 성긴 한지는 1720에서 1891년 사이에, 소지부는

1628에서1806년사이에적용된것으로추정된다.@ 

4. 시대별 사용 안료들을 추정한 결과 1891년까지는

일반적으로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주사, 연백, 염기성염화동, 연단, 백토, 활석등

이 사용되었으며, 1926년을 기점으로 화록청, 바륨

화이트, 아연화가 등장하고, 백토와 합분이 혼합되

어 백색안료로 사용되며, 1976년을 전후하여 지당

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백색안료로서 합분(패각분)

과지당이혼합되어사용되는특징이확인되었다.@ 

이상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중 서방광목천왕에

적용된 보수재료와 안료들의 적용시기에 대한 추론 결

과는 향후 사찰벽화나 단청 등의 근대 안료연구에 비

교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추론 결과는 주로 채색층의 국소부위에 대한 SEM-

EDX 상의 정성분석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시료에 대

한 대표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비교·검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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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존 사례의 부족으로 정확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많은 연구자들의 활

발한 연구로 이러한 추론이 검토되고 수정·보완되기

를기대한다.

사사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을 받

아 문화유산융복합연구(R&D)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14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1

참고문헌

강순애, 2001, 「순천송광사사천왕상의복장전적고」『서지학연구』, p.27, pp. 32~33.

곽동해·한경희, 2001, 「단청장」『화산문화사』, p.124.

김사덕·김순관·홍정기·강대일·이명희, 1999, 「양록단청대체안료개발연구」『보존과학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권, p.122.

서태수·변윤섭·김 순·박윤창·김동표, 2001, 『안료화학』, 학술정보, p.79, 101.

유혜선, 2005, 『왕의초상』, 국립전주박물관, p.242.

임 주·전한효, 2007, 『문양으로읽어보는우리나라단청 I』, 태학원, p.282.

정종미, 2001, 『우리그림의색과칠』, 학고재, p.54: p.65: p.79: p.117.

조남철·문환석·홍종욱·황진주, 2001, 「경복궁근정전단청안료의성분분석」『보존과학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4권, pp.93~114.

조남철·홍종욱·문환석·황진주, 2000, 「봉정사극락전벽화안료의재질분석연구(II)」, 『보존과학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1권, pp.119~143.

한경순, 2006, 「순천송광사사천왕상제작기법에관한연구」『송광사사천왕상발구자료의종합적연구』, 아세아문화사, pp.151~171.

한민수·홍종욱, 2003, 「고대안료의성분분석연구~ 쌍계사탱화안료를중심으로」『보존과학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4권, pp.131~152.

한민수·홍종욱, 2005, 「일월오악도안료에대한과학적분석」『보존과학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6권, pp.165~188. 

John Winter, 1989, 「한국고대안료의성분분석」, 미술자료, No. 43, pp.1~36.

Nicholas Eastaugh, Valentine Walsh, Tracey Chaplin, Ruth Siddall, 2004, Pigment Compendium~A Dictionary of Historical Pigments,

Elsevier, p.39: p.149: p.233: p.406.



147 Lee, Han Hyoung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채색안료의 자연과학적 분석

The Analytical Study of Pigments on Four-
guardian Statues in Song-gwang Buddhist Temple
in Suncheon
- Focusing on Pigments of Virupaksha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1, March 2012, pp.122~147

Copyrightⓒ2012,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e Four-guardian statues in Song-gwang buddhist temple, Suncheon, Korea, have been remade in AD 1628 and
have been repaired and repainted over several times since then. Therefore, the study of the pigments applied on the
statues can provide good chance for investigation about pigments used in the late Chosun Period. Pigments on
fragments from Gwang-mok(Virupaksha), one of the Four-guardian statues, have been analyzed by optical microscope,
SEM-EDX and XRD in order to identify the components and compounds. Six types of materials were found from the
fragments, which are soil layer with brown clay band, soil layer containing a lot of fibers, Korean paper with loose
texture, Korean paper with dense texture, silk, and hemp textile. Presumably, the soil layer which have brown clay
band is basis layer and the other layers are repaired layers. From comparative study for the components of the
pigments, applied on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repaired layers, we have concluded that those repaired layers had
been applied on the statue by the following order; basis layer → Korean paper with loose texture → soil containing a
lot of fibers → silk → hemp textile and Korean paper with dense texture. In addition, the years that those materials
were applied on the statue have been estimated as 1720~1891, 1926, 1946 and 1976, respectively. The distinct features
of each age are as the following; lead white and copper chloride hydroxide are major white and green pigments before
1891, zinc white, barium white, emerald green, and ultramarine blue appear after 1926 and titanium white uprises
around 1976. Our result presented here, study on pigments applied on traditional statues over several different periods,
will provide good database for future study on pigments used for traditional painting in Buddist temples and
Dancheong.

Key Words_Song-Gwang Temple, Four-Guardian Statues, Virupaksha, Ancient Pigment,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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