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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대가야시기에 축조된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의 보존 상태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광학적 장비를 활

용하여 보존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 유형에 따라 손상 지도를 작성하였다. 현실 및 연도 천장을 제외한 나머지 벽면은 백색 모르타르층

이 대부분 박락되어 유실된 상태이며, 채색층의 흔적도 거의 관찰할 수 없다. 현실과 연도 천장에 남아있는 벽화의 경우는 연화문만 일

부 확인되며 대부분은 도상의 형태가 파악이 불가능 할 정도로 손상되었다. 벽화에서 관찰되는 손상 유형 중 박락, 갈색 오염물, 피막

의 손상 정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 벽화의 손상요인은 벽화의 구성 물질인 모르타르의 다공질 특성과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고분 내부의 수분 이동이 결부되면서 박리, 균열 등의 물리적 손상이 발생되며, 박락, 유실 등의 손상으로 심화되면서 토양 및 수

분 유입에 의한 피막, 갈색 오염과 같은 2차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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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벽화고분은 고분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벽화를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 신앙관, 사후관 및 피장자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고

대 벽화고분은 주로 북한의 평양과 안악 그리고 중국 집안

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고구려 시대의 것이다. 남한 지역

에는 백제 및 신라시대의 고분 몇 기와 고려시대 이후에 조

성된 벽화고분이 10여기가 존재한다. 그 중 고령 고아리 벽

화고분은 남한 지역에 소재한 벽화고분 중 유일한 가야시

대 고분으로 1963년에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1984년 발

굴 조사가 이루어졌다.1 

국내에서 벽화고분 보존을 위해 최초로 자연과학자가 

참여한 것은 1972년도에 실시된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에 

대한 미생물 분포도 조사였다. 이후 1985년도에는 순흥 읍

내리 벽화고분의 발굴 조사에서 고분 내 환경 측정과 대기

성분 측정 그리고 미생물 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접착 등 벽화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1991년도에는 파주 

서곡리 벽화고분에 대한 조사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2 

그러나 당시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고분을 밀폐시켜 보

존과학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해 고분벽화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방되었던 벽화고분을 단순히 밀폐시

키는 조치로 인해 내부 벽화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상되어졌음이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실

정이다(공주시 2010).

최근 이루어진 벽화고분의 조사연구로는 2009년 부

여 능산리 동하총 고분에 대한 보존환경 조사와, 2010년과 

2013년도에 공주 송산리 6호 벽화고분과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을 대상으로 고분의 구조적인 상태 및 보존환경,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다. 위의 세 경우는 

과거 발굴조사 후 밀폐 조치되었거나, 보존을 위한 심도 깊

은 연구의 부재 속에서 최소한의 조치만으로 현상을 유지

시켜온 고분들이다. 

최근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

고 보존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남한지역 내의 벽화

고분에 대한 보존 인식 또한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벽화고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축적될 수 있다면, 

국내 벽화고분을 포함하여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을 위한 

연구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손상된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재질 그리고 

손상상태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의 보

존을 위한 조사연구 과정에서는 역사고고분야 연구, 벽화 보

존 상태, 제작기술 및 보존환경 연구와 구조 특성 및 안전 진

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고에서

는 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보존 상태 조사내용을 토대로 

벽화 보존 상태를 조사 후 손상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손상 유형별 원인에 대한 보존과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Ⅱ. 벽화 현황

1. 벽화의 내용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은 사적 제165호로써, 대가야 

말기인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실

玄室이 궁륭식穹窿式 천장으로 조성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

室墳이다. 고분 내에는 현실과 연도羨道 천장에 연화문蓮花文 

이 그려져 있으며 현실과 연도 벽면에는 모르타르와 진흙

으로 미장된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박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벽면의 일부에서 발견된 채색 자국으로 볼 때, 천

장 이외의 공간에도 벽화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

재로써는 추정에 불과하다.

1   한경순 외, 2013, 「고분벽화의 구성과 보존 상태 조사」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장기보존방안 연구』, 고령군·건국대학교, p.32.

2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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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천장에 제작된 벽화는 천장석 표면에 모르타르

로 마감층을 조성한 뒤 그 위에 주로 적색과 녹색의 안료

를 사용하여 연꽃을 그렸다. 벽화의 마감층은 대부분 박락

되어 북단과 남단 천장석 2개의 판석에 그려진 연화문 정

도만 확인이 가능하다. 연꽃은 8판 이중구조八瓣 二重構造의 

복합 연화이고 꽃잎은 적색과 분홍색, 가운데 꽃술은 녹색

으로 꽃술 주위는 백색 혹은 분홍색으로 표현하였다. 

연도 천장은 현실 천장의 마감층에 비해 보다 얇게 칠

해진 백색면 위에 총 11개의 연화문이 그려져 있다. 채색 흔

적은 대부분 남아있으나 변색 또는 손상이 심하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그림 1). 현재 연도 북측 첫 번째 천장석에

는 침하 방지를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상태 

파악은 어려우나, 과거 1973년과 1984년에 촬영된 사진과 현

재 관찰되는 상태를 부분적으로 볼 때 비교적 두께감 있게 

마감층을 마련한 후 채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림 2). 

현실의 벽면 상부에는 채색 흔적들이 일부 남아 있으

며,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당초문唐草紋 또는 초화문

草花文과 유사한 모양의 채색이 희미하게 관찰된다(그림 3). 

따라서 고분 조성 당시에는 현실과 연도 천장은 물론 벽면

에도 벽화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흔적이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형태나 규모에 대한 추정은 현재로써는 

어렵다.

2. 구성 물질

석실의 벽체 및 천장 미장에 사용된 백색의 모르타르

는 최근 연구결과 굴껍데기를 소성시킨 호분이 사용된 것

그림 1.  연도 천장 벽화 현황

그림 2.  연도 북측 첫 번째 천장돌 연화문 벽화 촬영 사진(Ⓐ : 1973년 촬영, Ⓑ : 1984년 촬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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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3 호분 모르타르는 석재 간 틈을 충전함과 

동시에 균일하지 못한 벽면을 미장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

으며, 모르타르의 두께는 사용된 부위에 따라 불규칙하다. 

마감면에서는 제작 당시 도구를 사용하여 말끔하게 처리된 

흔적들도 일부 관찰되며, 일부는 모르타르가 다소 두껍게 

마감되어진 부분도 있다. 이렇듯 충전재 혹은 미장재로 사

용된 모르타르에는 짚여물과 거친 입도의 패각 파편이 혼

합되어 반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5). 

벽화의 채색은 현실 천장의 경우 천장석 표면에 호

분으로 제작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한 후 그 위

에 채색이 이루어졌으며, 천장석의 요철凹凸이 많은 부

분은 모르타르가 다소 두껍게 마감된 것으로 보인다. 

모르타르 위로는 백토(kaolinite(Al2Si2O5(OH)4 또는 

halloysite(Al2Si2O5(OH)4·2H2O))를 얇게 칠해 바탕칠 층을 

조성 후 그 위에 무기질 안료로 채색을 하였다. 채색에 사

용된 안료는 적색은 진사(cinnabar 또는 vermilion, HgS) 

그리고 녹색은 공작석(malachite, Cu2CO3(OH)2)을 사용하

였으며, 백색은 연백(lead white, PbCO3·Pb(OH)2)이 사용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연도 천장의 채색층은 대부분 손상

되어 전반적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채색층 

상태와 채색층 박리가 진행되는 형태 등을 관찰하였을 때 

모르타르를 사용한 마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그림 3.  현실 천장 벽화 현황

그림 4.  석재틈 충전 후 마감된 호분 미장면 그림 5.  호분모르타르에 혼합된 패각편과 짚 자국

3 이화수 외, 2014, 「대가야 고아동 고분벽화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Vol.30, No.4, pp.457~466.

4 이화수 외, 2014, 앞의 글,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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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연도 천장석 표면에 백색 계통 안료로 얇게 바탕칠

을 한 후 적赤·녹綠·백白색 계통의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6, 7).

고분 내부 벽면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은 모르타르 마

감 이후에 토양을 사용하여 재차 마감이 이루어진 부위가 

있다는 점이다(그림 8). 또한 모르타르로 마감된 곳뿐만 아

니라 호분 모르타르가 박락된 뒤의 석재면에서도 점토로 

덧 발린 보수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일부에

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 결과로 보기에는 일

관성이 떨어지고, 모르타르층이 상당 부분 유실된 상태여

서 토양 마감층 역시 적게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사

용 시기 및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남아있는 토양 

마감층은 약 3~5mm 내외로 매끈하고 치밀하게 미장되었

으며, 분석 결과 점토에 소량의 모래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5 일부 토양 마감층에서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

한 부분이 관찰된다(그림 9). 

Ⅲ. 벽화 보존 상태

1. 조사방법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은 1984년도에 행해진 발굴조

사 시 분석 조사 및 구조 보강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당시 

조사된 자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채색층 퇴색 등 

벽화의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그림 6.  현실 천장 채색 상태

그림 8.  호분 마감층 위로 덧 발린 적색 계통 점토 보수층(연도 동벽)

그림 7.  연도 천장 채색 상태

그림 9.  호분 마감층이 박락된 석재면 위에 덧 발린 점토 보수층(연도 동벽)

5 이화수 외, 2014, 앞의 글, p.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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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존 방안 

수립과 현재의 보존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면밀하

게 기록화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수행된 장

기보존방안 연구에서는 역사고고분야, 보존 상태 및 제작기

술, 보존환경, 구조 특성 및 안전성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 연구가 수행되었다.

벽화에 대한 보존 상태 조사연구는 2013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고아리 벽화 고분에서 이루어졌다. 연

구 방법은 육안조사 및 기록을 위해 고해상도의 디지털카

메라 촬영 및 실측이 실시되었고, 적외선 및 자외선을 이용

한 광학적 조사와 함께 현미경(Scalar DG3, Japan)을 사용

하여 채색층 상태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촬영 및 육안

조사를 통해 벽화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를 파악한 후 손상 

유형을 분류하고 각 손상에 따른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다. 손상 정도 평가는 벽화의 총 면적 대비 각 유형별 

손상 부위의 위치와 면적값의 측정을 통해 손상 정도를 수

치화 하고, 이를 손상 지도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안

조사를 통한 손상 정도와 현미경 조사를 통한 채색층의 면

밀한 손상상태 조사 그리고 기존 분석된 재질 분석 연구결

과들을 종합하여 손상 원인을 고찰하였다. 

2. 광학적 조사

벽화와 먹선, 채색 자국 등이 존재하는 부분을 중심

으로 추가적인 먹 선이나 밑그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표 1.  현실 적외선 조사 결과

위치 일반 사진 적외선 사진

북측 첫 번째 천장돌 연화문

첫 번째 천장돌 연화문 우측

북측 네 번째
천장돌 연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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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도 천장 다섯째 판석 적외선 사진

그림 11.  녹색과 적색 채색층 부위 형광반응(현실)

그림 12.  모르타르에 혼합된 패각 형광반응(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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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적외선 조사(IRRS-300, Hamamatsu, Japan)를 실

시하였으며, 보수된 흔적 등을 확인하고자 자외선 조사

(UV-B Test, Q-22B, Spctroline, Co., USA)를 실시하였다. 

현실 천장 벽화 중 그림이 남아있는 연화문 및 채색층

에 대한 적외선 조사 결과, 첫 번째 천장돌의 연화문에서 과

거 1973년과 1984년에는 관찰되었으나 현재는 육안 관찰이 

어려운 일부 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적색을 사용하여 표

현한 연꽃잎 도상은 육안 상으로는 희미하나 적외선 사진 상

으로 형태 파악이 되었으며, 먹 선으로 그려진 꽃술이 선명하

게 확인되었다. 첫 번째 천장돌 연화문 우측으로 벽과 연결되

는 부위의 모르타르 마감층에 당초문과 같은 먹 선이 남아있

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외선 조사 결과 먹 선과 연결되는 도

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북측 네 번째 천장돌

에는 연화문으로 추정되는 벽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퇴색

되어 육안 상으로는 알아보기 힘든 녹색 안료로 그려진 꽃술 

부분이 적외선 사진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연도 천장 벽화의 채색층은 변색과 퇴색이 심화되어 대

부분 도상의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적외선 조사를 통해 

주로 잔여한 도상의 형태나 밑그림의 흔적을 파악하였다. 일

부 적색을 사용하여 연꽃을 표현한 형태는 파악할 수 있었

으나 벽화 전반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

하였다. 다섯 번째 천장돌의 경우, 육안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채색층 분포상태가 확인되는데 이는 채색층에 침적

된 피막이 적외선 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0).

자외선 조사로는 백색, 적색, 녹색 안료별로 형광반응

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 채색 흔적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으며, 모르타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패각 분말

이나, 백색피막 오염 부분 등이 반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12). 또한 보수된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3. 보존 상태 조사

현실 천장 벽화는 북측 첫 번째 돌을 제외하면 나머

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형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과거 촬영

된 사진자료를 확인하면, 벽화가 발견된 당시에도 이미 상

당 부분 모르타르가 유실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손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3). 연화문

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적색과 녹색 부분이 퇴색된 것으로 

보이며, 연화문 주변에 남아있던 채색과 모르타르가 박락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감층이 다소 두껍게 미장된 북측 

네 번째 천장석의 벽화에서 균열 및 표면 박리된 상태를 보

이고 있어 보존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지속적인 박락이 진행되어 벽화의 일부가 유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 첫 번째 천장석의 연화문에서도 미

세 균열이 관찰되었다. 벽화 표면에서 관찰되는 반투명의 

피막은 주로 석재 바탕면 위에 얇게 조성된 채색층에서 관

찰되며, 다소 두껍고 단단한 백색계통의 피각은 벽화가 남

아있는 부위에 점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갈색 오염물은 벽

화가 그려진 부위를 포함하여 천장석 대부분에 포괄적으

그림 13.  현실 북측 첫 번째 천장돌 벽화 촬영 사진(Ⓐ : 1973년 촬영, Ⓑ : 2012년 촬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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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두껍게 형성되어 벽화를 가리

거나 피막과 함께 단단하게 고착된 부분도 관찰되었다.

연도 천장 벽화는 1984년까지 북측 세 번째, 네 번째 

천장석에 그려진 연화문의 형태가 비교적 선명하였으나, 현

재는 채색의 흔적만이 확인될 뿐 연화문의 형태를 확인하

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되었다. 1973년도 사진 자료에는 북

측 첫 번째 천장석에 현실 천장과 같이 백색의 바탕칠에 연

화문이 선명하게 그려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1984년까지는 

벽화 형태가 유지되었으나 현재는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고분 출입구로부터 약 1.5m 거리

의 연도 천정부에서는 결로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응집된 수분이 낙하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해당 부위의 

채색층이 박락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14).

현실과 연도 벽면에 사용된 모르타르는 최초 제작 당

시에는 벽면 전체에 미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는 거의 남지 않았다. 대부분 조적된 석재들 사이에 남아있

는 정도이며, 석재 간 틈이 깊은 부위는 모르타르가 두껍게 

남아있다. 천장석과 벽이 연결되는 모서리에 미장된 모르타

르는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편이나, 역시 상당 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과거 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연도 천장과 인근한 상부에

는 모르타르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유실된 부분에서 토

사가 유입되고 있다(그림 15). 

4. 손상도 평가

고분에서 주로 발생되는 손상 유형으로는 반투명 피

막과 누수 된 토양에 의한 오염 등이 있으며, 벽화에서 발생

되는 전형적인 손상인 채색층의 박리박락과 균열도 나타나

고 있다. 주요 손상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표 2). 

현실 천장 벽화의 경우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총 면적

그림 14.  결로로 인한 채색층 손상(연도 천장)

그림 15.  연도 천장부 석회 유실 및 토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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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벽화 손상 유형 분류

손상 유형 정의

박락

(Exfoliation)
모르타르 층 또는 채색층이 
석재 표면에서 분리되는 손상

균열

(Crack)
수축, 팽창계수의 변형으로 인한

물리적인 손상

피막

(Coating)
탁하고 반투명한 상태의 
도막형 오염물

피각

(Crust)
탁한 백색의 도막형 오염물로 
단단하고 다소 두껍게 형성됨

갈색 오염
(Clay film)

반투명한 갈색 또는 진갈색의 오염물로 
석재면, 채색층, 모르타르층 위에 단단하게 고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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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실 천장 벽화 손상 유형별 손상도

손상 유형 손상면적 정의

박락 0.8062m2

갈색 오염 0.6988m2

피막 0.267m2

균열 0.0372m2

(※ 현실 천장 벽화 총 면적 : 1.0732m2)

그림 16.  현실 천장 벽화 손상 유형에 따른 손상률 그림 17.  연도 천장 벽화 손상 유형에 따른 손상률 

손상률

박락

피막

균열 갈색 오염

100

80

60

40

20

3.40

24.88

65.11

75.12

손상률

박락

피막

균열 갈색 오염

100

80

60

40

20

1.80

15

65.5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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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732m2이다(표 3). 이 중 가장 높은 손상 유형은 박

락으로 75.12%였고, 두 번째로 높은 손상은 갈색 오염으

로 65.11%를 나타냈다. 채색층 상부를 덮고 있는 피막은 약 

24.88%의 손상률을 보였으며 채색층이 남아있는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균열과 피각은 각각 3.5%, 1%이하

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16).

연도 천장 벽화의 경우도 총 4.0533m2의 면적(표 4) 

중 박락이 85.00%로 가장 높은 손상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갈색 오염으로 65.57% 손상률을 보였다. 채색층

의 피막 형성은 약 15%이고, 균열, 피각 등은 현실과 마찬

가지로 1%대의 낮은 분포도를 띠었다(그림 17). 

Ⅳ. 고찰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은 1984년도에 행해진 발굴조사 

시 분석조사 및 구조 보강 작업이 수행되었다. 당시 조사된 자

료와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해보면, 채색층 퇴색 등 벽화의 훼

손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발

표 4.  연도 천장 벽화 손상 유형별 손상도

손상 유형 손상면적 정의

박락 3.4454m2

갈색 오염 2.6577m2

피막 0.6079m2

균열 0.0757m2

(※ 연도 천장 벽화 총 면적 : 4.053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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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예상되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보존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면밀하게 기록화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현재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에서의 최대의 손상은 채

색층을 포함한 마감층의 박락이다. 고분 내부 벽면의 대부

분에서 채색층 및 마감층이 석재면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벽화가 남아있는 현실 천장과 연도 천장에서도 박락은 매

우 높은 손상률로 나타났고,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였

다. 일반적으로 박락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의 물리적인 

풍화 형태이다. 벽화에서 박락은 채색층과 같은 층위의 탈

락을 말하는데,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지닌 재질이 둘 

이상 결합된 층위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물리적 작용들

이 동반되어 일어날 경우 발생되게 된다. 고아리 벽화 고분

의 경우, 내부가 고습한 환경이라는 일반적인 고분의 환경

적 특징과 더불어 고아리 벽화 고분에서만 관찰되는 마감

층에 사용된 모르타르의 독특한 재질적 특성이 결합되어 

심각한 박락 손상을 야기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첫 번

째 고습한 환경으로 인한 손상요인은 벽체 내 수분의 이동

으로 인한 물리적 작용의 발생이다. 물리적 특성이 다른 바

탕층과 모르타르층은 둘 사이의 평형 함수율을 이루기 위

하여 수분(자유수, free moisture)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데, 이 때 벽체 내부의 미세한 균열들 중 취약한 부분에 수

분 이동 통로가 생성되면서 자유수의 모세관현상으로 인

해 균열 현상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박락 발생으로 이어지

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르타르의 재질적 특성에서 비롯

된 손상요인은 모르타르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벽체와의 

결합력 저하이다. 공극률이 낮은 천장석에 비해 벽화의 마

감층에 사용된 모르타르는 불완전 소성된 굴 패각과 짚여

물 등이 섞여있어 공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특성으로 인해 석재면과 결합력

이 저하되고, 결국 박락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락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손상 유형은 토양 오염

물에 의한 갈색 오염이다. 토사에 의한 표면 오염물 손상은 

벽화의 미관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표면층과 결합하여 박

리, 박락과 같은 물리적 손상까지 야기 시킬 수 있는 유형

이다. 고아리 벽화 고분은 비슷한 시기의 삼국시대 고분에 

비해 층위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모르타르층이 박락되면 

곧바로 바탕층인 석재가 노출되는데, 이렇게 발생된 유실부

로 외부로부터 수분과 토사의 유입이 용이해짐으로써 현재

처럼 갈색 오염이 내부 벽면에 넓게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여름철 장마와 같은 집중적

인 호우로 인해 고분 내부의 누수 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다량의 토사가 유입될 경우 토사의 무게 등으로 인한 구조

적인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갈색 오염 부위의 손상 형

태 파악을 통하여 누수 부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궁극적인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채색층 표면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주요 손상은 피막

과 피각 현상이었다. 벽화 고분에서 나타나는 무기질 형태

의 오염물인 피막과 피각은 벽체 혹은 벽화 마감층에서 용

해된 염 성분이 벽화 표면에 집적되고 이후에 불용성 고형

화 물질로 발전되는 것이다. 탁하고 반투명한 성질을 보이

며, 채색층 및 석재 표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의 모르타르층은 공극률

이 높은 다공질의 특성으로 인해 자유수의 이동이 활발한

데, 이러한 수분의 이동으로 인해 모르타르 내부의 수용성 

염이 용해되고 벽화면으로 용출됨에 따라 피막과 피각을 

형성하게 된다. 수용성 염 성분의 벽화 표면의 피막은 고대 

벽화 고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아리 벽

화 고분을 포함하여 고구려 벽화 고분의 많은 벽화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6 선

사시대 동굴에 그려진 벽화 역시 염 결정으로 형성된 피막

으로 인한 채색층의 손상이 보고되고 있다.7

6   한경순 외, 2008, 「고구려 고분벽화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Vol.22, p.100.

7 Mora et al, 1984,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s』, Butterwoth,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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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벽화 고분의 손상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연도 천장에서 관찰된 심각한 손상 현상으로 결로 현상을 

들 수 있다. 고아리 벽화 고분 종합연구 중 보존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분 내부의 온도는 외부 환경과 비교했을 

때 평균 약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분 내부의 결로 현상은 겨울과 봄철을 중심으로 가장 심

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2월에서 4월 사이에는 현실 

천장 표면 온도가 내부 공기 중 온도보다 낮아 결로가 발생

되었고, 연도 천장의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더운 공기

로 인해 1년 내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국내의 다른 벽화 고분과 비교해 보아도 고아리 벽화 

고분은 전실 및 별도의 완충 공간이 없고, 고분의 출입문이 

완전 밀폐되지 않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환경에 민감하

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즉, 연도 천장 벽화는 현

실 천장 벽화에 비해 봉분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곳에 위

치하기 때문에 온도의 편차가 크게 작용되어 집중적으로 

결로 현상이 발생된다. 결로 현상의 위험성은 연도 천장석

에서 얇게 박리된 채색층이 결로로 인한 수분의 반복적인 

낙하 현상과 함께 박리, 박락되는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은 천장 벽화 외에 남아있

는 채색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

이며, 남아있는 벽화 역시 보존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벽화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물

리적 특성 및 벽체 층위의 제작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채색층 박락, 표면 오염물과 같은 손상 유형들은 벽

화의 보존가치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써, 단순히 시각

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고착화로 인한 물리적 손

상의 가속화, 물리·화학적 작용에 따른 2차 손상의 가능성

까지 더해져 향후 지속적인 손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의 현실 및 연도천장 벽화와 벽면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보존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 유형과 손

상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현실 천장 벽화는 천장석 위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다

소 두께감 있게 마감층을 조성한 뒤 채색을 하였으며, 연

도 천장 벽화의 경우는 얇은 백색의 바탕칠을 한 후 그 

위에 채색을 하였다. 현재 현실과 연도 천장에만 연화문 

벽화가 남아있으나 과거에 비해 도상의 확인이 어려울 정

도로 손상이 진행되었으며, 다른 벽면에서는 일부 극소량

의 채색 자국만 관찰되고 대부분 마감층이 박락 및 유실

된 상태이다. 

2.   고아리 벽화고분에 사용된 모르타르는 소성한 패각을 혼

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공성과 함께 공극률과 함수율

이 높은 물리적 특성을 지닌다. 모르타르층의 제작은 석

재면 위로 거칠게 조성된 부분과 치밀하고 매끄럽게 조

성된 부분으로 나뉘어 관찰된다. 또한, 고아리 벽화 고분

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모르타르층 위에 갈색 점토

질의 보수층을 조성한 것이 관찰되는데 고운 점토를 수

비하여 사용하였고 치밀하게 미장되어 있어 매우 숙련된 

미장기술로 제작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 현재 점토 보

수층은 많은 부분이 박락되어 정확한 범위와 목적 등을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점토층의 미장 형태나 재질 분

석을 통해 당시의 점토로 하는 미장 기술력과 재료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벽화의 손상 유형은 물리적 손상인 균열, 박락과 화학적 

요인에 의한 피막, 피각 형성, 누수와 토양 유입으로 인한 

갈색 오염 손상으로 분류된다. 손상도는 전체 면적에 따

8   정용재 외, 「고아리 벽화고분 보존환경 분석과 환경측정 장비설치」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장기보존방안 연구』, 고령군·건국대학교,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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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손상 유형별 면적을 조사해본 결과, 현실과 연도 천

장 벽화 모두에서 채색층 박락 손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갈색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색층

을 덮고 있는 피막 손상은 현실 천장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피각의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높지 않

으나 벽화 채색층을 중심으로 존재하면서 향후 2차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손상 유형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4.   손상 원인으로는 벽화를 구성하는 물질의 물리적 특성

과 벽화 내부의 환경적 요인, 손상에 의해 2차적으로 발

생되는 물리적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된

다. 가장 많이 관찰되는 물리적인 손상인 박락의 경우 벽

화 고분 내 석재면의 충전재 및 마감재로 사용된 모르타

르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재질이 약하고 바탕층과의 

결합력도 낮은 점이 손상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벽화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오염물 손상인 피각, 피막과 갈색 오

염물 고착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물리적 손상의 발생과 벽

화 구성 재질의 특성, 고분 내부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

으로 동반되어 작용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 보존 상태를 명확히 진단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

능한 손상을 대비하고 보존처리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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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f Condition for Mural Tomb in Goa-ri, 
Goryeong in Gaya period

Mural tomb in Goa-ri(Goryeong) built in the 6th Century Gaya period investigated precisely by the scientific 

method. They were used to optical equipments for investigation and made a damage map according to the 

damaging types. The mortar layer was mostly exfoliated from the rest of the wall except for the burial chamber 

ceiling and corridor ceiling. Also painting layers rarely not observed. Most of the paintings were damaged except 

lotus painting in burial chamber ceiling. Various damage types that exfoliation, earthen dirt, film coating were 

found in murals. Damage factors of mural were the porous characteristics of mortar layer and the movement of 

moisture in the murals. They were caused physical damage such as crack, exfoliation. It was getting worse and 

causing to secondary damage like earthen dirt, film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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