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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259호로 지정된 법주사 <괘불탱>은 1766년에 조성되었으며, 화면 중앙에 여래를 단독으로 배치한 독존 

형식의 괘불화이다. 법주사본은 현존하는 괘불화 중에서 세로 폭이 가장 긴 작품이자 18세기의 대표적인 화사인 두훈이 

조성하였다. 두훈이 제작한 괘불화는 법주사본과 더불어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1767)이 현존한다. 두 작품은 도

상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초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화사가 교

체되었기 때문에 수화사인 두훈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법주사본은 통도사본보다 먼저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

라 화기를 통하여 왕실과 연관성이 엿보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주사에는 영빈이씨의 위패를 모시던 선희궁 원

당이 존재한다. 이 원당은 1765년에 건립되어 법주사본이 왕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법주사본 화기에 등장하는 비혼의 여성 집단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 중 경진생 이씨를 비롯한 일부 인물들이 영빈과 화

완옹주가 시주에 참여한 봉인사 불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 영빈과 관련된 궁녀들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주사본 하단에 ‘주상주삼전하수만세(主上主三殿下壽萬歲)’라고 강조된 축원문을 통하여 법주사본과 왕실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술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과학 분석도 함께 접근하였는데, 먼저 법주사 <괘불탱>의 손상 유형을 보면 꺾임

과 접힘, 주름이 관찰되며 습해로 인한 화면 얼룩, 안료 박락, 안료 점상형 박락, 뒷면 배접지에 안료 이염 등이 관찰된다. 

채색 안료 분석 결과를 보면 백색 안료는 연백을 사용하였으며 흑색 안료는 먹과 니람을 사용했다. 적색 안료는 진사와 

연단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주색은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색은 육색에서는 

연백과 등황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연백 위에 등황으로 중첩 채색하였고 보관은 금박을 사용하였다. 녹색 안료는 염화

동(녹염동광)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염화동(녹염동광)과 공작석을 혼합 사용하였다. 청색 안료는 석청과 회청을 단독으

로 사용하거나 혼합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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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괘불화(掛佛畵)는 임진왜란(1592~1598)을 거치면서 

성행했던 야외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의식용 불

화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괘불화가 제작되었는지

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그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1 다만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작품이 나주 죽림사 <괘불탱> 

(1622)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17세기부터 등장하였음은 

분명하다.

괘불화는 근대기의 작품을 포함하여 총 110여점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평소에는 괘불궤(掛佛櫃) 속

에 말려진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 따라서 야외 법회나 전

시 등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현괘(懸掛)되어 괘불화의 

체계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2

이와 더불어 미술사와 보존과학, 각 분야에서 개별

적으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제작 배경이나 화사의 특성, 

안료와 제작 기법 등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이에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과 성보문

화재연구원은 괘불화의 원형을 기록하고 인문학적 조사

와 보존과학을 아우르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3

본 연구의 주제인 법주사 <괘불탱>은 화면 중앙에 

단독으로 배치된 본존이 마치 보살처럼 보관을 쓰고 신체

를 장엄한 괘불화이다.4 장엄신 괘불화(莊嚴身 掛佛畵)로 

명명되는 이 형식은 총 20점이 알려져 있으며 괘불화에서

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주사 <괘불탱>의 화

사인 두훈(枓訓)은 법주사본과 동일한 도상으로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1767)을 제작하였으므로, 두 작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화사의 양식적 특징과 제작 방식, 채색 

기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주사에는 영빈이씨를 

위한 ‘선희궁 원당(宣喜宮 願堂)’이 존재하고 있다. 법주사 

<괘불탱>은 구체적인 왕실 후원의 내용이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선희궁 원당이 건립된 직후에 제작되었다는 점

에서 원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의 대표적인 장엄신 괘불화인 

법주사 <괘불탱>이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과 수화사인 

두훈의 불화를 분석함으로써 법주사본의 특징을 도출하

였다. 또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현재 손상 상태에 대한 자

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과학적 분석으로 채색 안료를 확

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사적인 특징을 도출

하는 동시에 작품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

각도에서 법주사 <괘불탱>을 바라보고자 시도하였다.

Ⅱ.   법주사 <괘불탱>의  
제작 배경과 특징

1. 법주사 <괘불탱>의 현상

속리산 법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本

寺)로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승 제61호로 

지정되어 있다. 법주사는 신라 경덕왕대(代)에 진표율

사(眞表律師)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찰

(古刹)인 만큼 국보 3점과 보물 10점을 비롯한 다양한 불

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존하는 유일

한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과 <대웅보전>(보물 

제915호), <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8호) 등이 있

다. 그리고 대웅보전의 후불벽 뒤에는 1766년에 제작된 

법주사 <괘불탱>이 보관되어 있다.

법주사본은 두훈(枓訓)을 필두로 14명의 화사가 제

1 정명희, 2004, 「朝鮮後期 掛佛幀의 硏究」 『美術史學硏究』 第242·243號, 한국미술사학회, pp.159~161.

2 이장존·안지윤·유영미·이경민·한민수, 2017, 「통도사 괘불탱의 채색 상태 및 사용 안료의 과학적 분석」 『보존과학회지』 제3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p.432.

3 본 논문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일환으로 2019년 6월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 법주사 <괘불탱>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영숙, 2007, 「法住寺 掛佛의 考察」 『文化史學』 第28號, 韓國文化史學會; 경유진, 2019, 「朝鮮後期 莊嚴身 掛佛

圖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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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작품으로, 화면 중앙에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엄한 

여래가 단독으로 배치된 장엄신 괘불화(莊嚴身 掛佛畵)

이다.

법주사본은 세로 폭이 가장 긴 괘불화이자 독존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작품인데,5 이는 독존 형식이 유행했던 

18세기의 경향과 일치한다.6 법주사본이 장엄신 괘불화

로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법주사본의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의 행적이 당

시 독존의 장엄신 괘불화가 유행했던 경상도에서 확인된

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법주사가 위치한 충청도에 17

세기부터 장엄신 도상이 유행했다는 점이다. 법주사본은 

앞에서 언급한 두 배경이 부합했기 때문에 장엄신 도상으

로 제작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7

먼저 법주사본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본존은 원

형 두광과 연봉형 신광을 갖추고 정면을 향해 시립하고 있

다. 신광은 마치 배경처럼 보일 정도로 화면 하부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안쪽으로 구름과 연꽃, 다양한 각도에서 바

라보는 모란꽃의 모습을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본존의 상

호는 둥근 방형이며 이목구비를 큼직하게 그렸다. 눈꼬리

는 살짝 올라갔으며 이중의 얇은 먹선으로 눈두덩이를 표

현하였다. 눈썹은 둥근 활(弧)형으로 뒤로 갈수록 넓어지

는 형태인데, 이는 두훈이 제작한 불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다. 본존은 높게 솟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보관 중앙의 

연꽃 위로 장식을 겹겹이 쌓아올린 형태이다. 그리고 보

관에서 뻗어나온 관대(冠帶)의 끝에는 화염보주(火焰寶

珠)를 장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장엄신 괘불화가 보관

의 중앙 혹은 관대 끝에 화불을 안치한 것과는 다른 표현

으로 법주사본을 포함하여 하동 쌍계사 <괘불도>(1799), 

김천 직지사 <괘불도>(1803) 등 3점에서만 확인할 수 있

다. 수인과 지물을 보면 오른손으로 연화가지의 중간을 

잡고 왼손으로는 그 끝을 살짝 받치고 있다. 가지의 연꽃

은 만개하기 직전이며 붉은 천으로 묶은 모습이다. 착의 

표현에서 본존은 대의, 승각기, 복견의, 군의를 갖추고 있

다. 이 중 대의와 복견의, 군의에는 서로 다른 문양을 시문

했는데 대의에는 원(圓) 안에 연꽃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문양을 채운 반면, 복견의에는 방(方) 안에 도식화(圖式

化)된 연꽃을 채워 넣었다. 군의는 복견의와 동일한 문양

이지만 칸을 구획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한편 법주사본의 좌·우 변아에는 각각 34자씩 모두 

5 ‘대형불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법주사본의 크기를 실측한 결과, 세로 1423.7㎝, 가로 645㎝(화면 1,344.2×583㎝)로, 현존하는 불화 중에서 세로 폭이 가장 

긴 불화임이 확인되었다.

6 군도 형식은 주로 17세기에 제작되었으며, 독존 형식은 17세기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독존 형식의 비율은 여래형 괘불화보다 장엄신 괘불

화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경유진, 2019, 앞의 논문, pp.159~162).

7 경유진, 2019, 앞의 논문, pp.31~33.

그림 1 법주사 <괘불탱> (성보문화재연구원 제공).

그림 2   여래의 복식에 시문된 문양(성보문화재연구원 제공), A: 대의 문양, B: 복

견의 문양, C: 군의 문양.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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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자의 범자(梵字)를 적어놓았다. 이 범자는 오륜종자(五

輪種子), 진심종자(眞心種子), 육자대명진언(六字大明眞

言), 비밀실지(秘密悉地), 입실지(入悉地), 출실지(出悉

地), 점필방(點筆方)까지 『조상경(造像經)』을 인용한 7종

과 ‘부림’이란 두 글자가 추가된 『의식집』의 준제진언(准提

眞言)까지 8종이 확인된다. 두훈의 작품 중 변아에 진언이 

적힌 사례는 장육사 <영산회상도>(1764)와 통도사 <석

가여래괘불탱>(176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구

성은 작품마다 차이를 보이는데,8 이는 『조상경』에서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언의 취사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변아의 하부에는 원(圓) 안에 ‘주상

주삼전하수만세(主上主三殿下壽萬歲)’라는 축원문(祝願

文)을 그려 넣었는데, 이는 작품의 제작 배경을 추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상궁(尙宮)의 동참과 그 배경

법주사 <괘불탱>이 제작된 배경은 화면 하부 양끝

에 마련된 화기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화기란은 향 우

측부터 제작 시기와 봉안 장소 및 시주질을 적었으며, 향 

좌측에는 연화질과 본사질을 상·하로 구분된 칸을 이용해 

따로 기입하였다. 화기는 ‘강희(康熙) 31년 5월 충청도 보

은 속리산 대법주사에 봉안하였다’라고 조성 일시와 봉안 

장소를 언급하면서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신화성괘불탱

(新畵成掛佛幀)’, 즉 괘불화를 새로 조성하였음을 강조하

며 120여명에 달하는 시주자와 제작자의 인명을 나열하였

다. 다만 법주사본의 화기에는 세부적인 시주물목이 적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화질과 시주질로 참여한 인물 대

부분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괘불화의 크기에 비해 화

기가 주는 정보는 매우 적은 편이다. 반면 변아 하부의 ‘주

상주삼전하수만세’라는 문구는 기록의 부재에도 불구하

고 왕실과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왕실

에 대한 축원문은 화기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 상용구지

만 화면에 크게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원(圓) 

안에 한 글자씩 강조하듯 표현한 사례는 법주사 괘불탱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괘불화가 조성된 법주사라는 장

소와 1766년이라는 제작 시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법주사의 대웅보전 인근에는 담장으로 공간을 분리

하고 솟을삼문에 태극 문양을 그린 일반적인 사찰 건축과 

다른 형식의 건물이 있다. 이는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

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 1696~1764)의 위패(位

牌)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선희궁 원당(宣喜宮 願堂)이

다. 영빈이씨는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인원왕후(仁

元王后, 1687~1757) 아래에서 궁중생활을 시작하여 영

조의 후궁이 되었으며 슬하에 사도세자(思悼世子), 화완

옹주(和緩翁主)를 포함한 1남 6녀를 둔 인물이다.9 영빈

의 생애에서 주목되는 점은 임오화변(壬午禍變, 1762) 시

에 영빈이 사도세자를 처분할 것을 직접 간언했다는 점이

다. 이후 영조는 그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영빈이 서거한 

뒤 직접 『표의록(表義錄)』과 묘지명을 지어주었으며 시

8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에서 확인되는 진언은 준제구자, 문수사리법인능소정업주(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 진심종자, 사방진언(四方眞言), 불공성취불진

언(不空成就佛眞言), 보협진언(寶篋眞言),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 백산개진언(白傘盖眞言), 육자대명진언까지 11종에 달한다. 또한 장육사 <영산회상도>에

는 좌·우 변아에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가 적혀 있다(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5,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2 : 보물 제1350호 통도사 석가여래괘불

탱』,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pp.18~19).

9 영빈이씨는 전의(全義)가 본관이며 아버지는 증잔성(贈贊成) 이유번(李楡蕃), 어머니는 한양(漢陽)김씨(金氏)이자 학생 김우종(金佑宗)의 딸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묘지명에 의하면 조부와 증조부의 가계까지는 확인되나 그 이상의 세계(世系)는 확인할 수 없으며, 친족 또한 대부분 중하위 무인들이었기에 비교적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생각된다(이미선, 2015, 「영조 후궁 暎嬪李氏의 생애와 위상 : 壬午 大處分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76집, 湖西史學會, pp.125~126).

사진 1 법주사 선희궁 원당(경유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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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의열(義烈)로 내리는 등 전례에 없는 예우를 다하였

다.10 이에 따라 영빈이씨의 묘와 사당은 의열묘(義烈墓), 

의열궁(義烈宮)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후일 정조에 의해 

궁호만 선희궁(宣禧宮)으로 바뀌게 된다.11

 그리고 법주사에는 영빈이씨의 원당이 건립되는데, 

『영빈방수본(暎嬪房手本)』(1765)의 필사 시점으로 미루

어볼 때 그 시기가 1765년 무렵임을 알 수 있다. 법주사본

은 이 같은 원당 건립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었음을 유추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화기에서 원당과 관련될 것으로 추

정되는 16인의 인물이 확인된다.12 이들은 생년을 간지(坤

命)로 표기하고 성씨(姓氏)를 기록했으며 여성을 의미하

는 곤명(坤命)과 함께 양주(兩主) 대신 보체(保体)를 표기

하여 비혼의 여성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비혼 여성 집단은 비구니(比丘尼)와 사당(舍堂) 혹은 궁

녀(宮女) 정도만이 존재한다.13 이 중에 비구니와 사당은 

신분이 화기에 드러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주사본의 인

물들은 상궁으로 대표되는 궁녀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이 궁녀였음은 남양주 봉인사(奉印寺)의 <봉인사 사리탑

비>(1759)와 <봉인사 풍암대사취우부도비>(1767)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14

봉인사는 광해군대(代)의 원당으로 중국에서 불사

리(佛舍利)를 모셔와 탑을 세웠다고 전하는 사찰이다.15 

그러다 18세기가 되면 사리탑이 퇴락하게 되는데, 그때 

풍암취우(楓巖取愚, 1695~1766)가 직접 왕실의 후원을 

받아 사리탑을 중수하고 탑비를 세우게 된다. 당시 왕실

에서 이 불사에 시주했던 인물들이 바로 영빈이씨와 화

완옹주였다. 두 인물은 풍암취우의 부도비에서도 확인되

며, 특히 영빈이씨의 경우 ‘의열묘병자생이씨이서(義烈廟

丙子生李氏已逝)’로 적혀 있어 사후에도 후원이 이어졌음

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두 비문에서는 법주사본의 화기와 동일하

게 표기되었으며, 영빈이씨와 화완옹주 아래에 이름을 올

린 인물들이 확인된다. 이들 중 일부는 상궁(尙宮)이라는 

내명부 직책까지 기입되어 궁녀였음이 확실하다. 뿐만 아

니라 두 비문에 이름을 올린 인물 중 경진생 이씨(庚辰生李

氏)와 무오생 이씨(戊午生李氏)는 법주사본에 기록된 경진

생 이씨, 무오생 이씨와 동일인으로 생각되므로 법주사본

의 여성 집단은 영빈 휘하의 궁녀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0 『英祖實錄』 券106, 영조 41년 7월 11일.

11 『正祖實錄』 券26, 정조 12년 12월 26일.

12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 : 충청북도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p.97.

13 사당(舍堂)에 대해서는 유근자, 2012, 「조선 후반기 불상 조성기를 통한 불상의 조성 배경 연구」 『강좌미술사』 제38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165~170; 이영

숙, 2007, 「法住寺 掛佛의 考察」 『文化史學』 第28號, 韓國文化史學會, pp.112~117; 정명희, 2018, 「1710년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靈山會掛佛)과 불화승 도

문(道文)」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6』, 통도사성보박물관, pp.13~14 참조.

14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의 사찰문화재 : 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p.196.

15 천마산봉인사지 편찬위원회, 2005, 『奉印寺』, 도서출판 한길, p.33.

표 1 법주사 괘불탱에 등장하는 시주질

봉인사 사리탑비(1759) 법주사 <괘불탱>(1766) 풍암대사취우부도비(1767)

……

暎嬪自家李氏

主上三殿下聖壽萬歲

和緩翁主李氏

尙宮庚辰生李氏

尙宮己丑生朴氏

尙宮戊子生安氏

……

……

坤命乙丑生金氏

坤命癸卯生池氏 保体

    乙酉生盧氏

坤命

    庚辰生李氏

    乙亥生安氏

坤命           保体

    庚辰生李氏

    戊午生李氏

坤命

    壬辰生金氏 保体
    戊戌生金氏

坤命

    丙戌生福氏

    庚子生金氏

坤命           保体
    辛丑生金氏

    癸卯生李氏

坤命

    庚寅生崔氏

               保体
    丁巳生千氏

坤命

    庚子生李氏

崇禎紀元後三丁亥七月日

立

施主秩

義烈廟丙子生李氏已逝

和緩翁主戊午生

引勸兼大施主

尙宮庚辰生李氏

坤命戊午生李氏

坤命壬辰生徐氏

坤命癸未生金氏

坤命庚戌生鄭氏

坤命辛卯生崔氏

坤命甲申生姜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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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주사본은 왕실의 안녕(安寧)을 기원한 축

원문과 영빈 휘하의 궁녀들이 시주자로 동참하였다는 점, 

영빈의 원당이 건립된 지 1년 만에 법주사본이 제작되었

다는 점으로 미루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즉 법주사본은 원당의 건립과 괘불화의 제작

이 연계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18세기 괘불화 가운데 중요

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 화사 두훈의 괘불화 제작

법주사 <괘불탱>은 수화사인 두훈(枓訓)을 필두로16 

광감(廣瑊), 윤행(允幸), 지환(智還), 담숙(曇淑), 법찬(法䝺), 

청습(淸習) 등 14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수의 화사가 제작에 

참여한 불화이다.17 법주사본이 주목되는 이유는 1년 뒤 동

일한 수화사에 의해 같은 도상으로 통도사 <석가여래괘불

탱>(1767)이 제작되었다는 점에 있다(그림 3).18 두 작품은 

두훈을 비롯하여 윤행, 지환, 청습이 중복해서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화사는 그 지역의 화사들로 교체되었다.19 그러므

로 두 작품이 같은 도상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

화사인 두훈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20 두훈의 행

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21

두훈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금강산 건봉

사에서 조성한 광주 국청사 <감로도>에서 보조화사로 

참여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 통도사의 단청불사에 참여했다가 경상북도 일대에서 

다수의 불화를 제작하면서 점차 활동 영역을 경상도로 확

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훈은 통도사에서의 행적

이 두드러지며, 이때 영축산 화파의 대표적인 화사인 임

한(任閑)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훈이 수화사로 제작한 첫 작품은 영덕 장육사 <

지장시왕도>(1764)로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시점부터 그

의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법주사본은 두훈이 수화

사로서 기량을 다듬은 뒤, 처음으로 그린 괘불화이면서 

현재까지 충청도에서 제작한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훈의 활동 영역에서 벗어난 법주사에서 괘불

화를 제작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주사본의 화기에는 경상도에서 행적이 보이

는 인물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두훈을 초빙했을 가능성

16 두훈의 당호(堂號)는 화월당(華月堂)이며, 법명(法名)은 枓訓, 斗熏, 杜訓, 抖薰 등 불화의 화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법주사 <괘불탱>의 화기를 

따라서 ‘枓訓’이라 쓰고자 한다.

17 윤행(允幸·玧幸)은 『인원왕후산륙도감의궤』(1757)와 『정성왕후홍륙도감의궤』(1757)에 조성소 화승(造成所 畵僧)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행은 이러한 이력

을 바탕으로 영빈이씨와 관련이 있는 법주사 <괘불탱> 제작에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안귀숙·최선일, 2008,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 : 佛敎繪畵』, 養士齋, 

p.386).

18 본래 통도사에는 1649년에 제작된 괘불화가 존재하였다. 이 괘불화는 주존(主尊)으로서 118년 동안 통도사의 야외 의식에 걸렸지만 1766년 12월 성도재일(成

道齋日)을 진행하던 중 손상되어 1767년에 재차 제작되었다. 이로 인해서 1년 차이로 법주사와 통도사에서 같은 도상의 괘불화가 제작되었다(한국학문헌연구

소, 1967, 『通度寺誌』, 亞世亞文化社, pp.483~488).

19 대표적으로 법주사본의 차화승인 광감(廣瑊)은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1749)에 참여하고 1759년에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개금(改金) 불사

에서 연화질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도에서 활동한 화승인 동시에 법주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통도사본의 차화승인 성징(性澄)은 

임한파(任閑派)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경상도에서 활동한 지역 화승임을 알 수 있다(경유진, 앞의 논문, p.173).

20 경유진, 2019, 앞의 논문, pp.172~173.

21 <표 2>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경유진, 앞의 논문, pp.155~156; 이용윤, 2014, 「조선후기 嶺南의 佛畵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116.

사진 2 봉암사 풍암대사취우부도비 (1767) (경유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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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22 이를 입증하듯 법주사본은 경상도 지역에서 유

행했던 장엄신 괘불화의 도상으로 그려졌다. 당시 경상

도에서는 꽃을 들고 신체를 장엄한 여래를 염화시중(拈

花示衆)의 고사를 바탕으로 석가모니로 인식하였다.23 이

러한 경향은 통도사본과 관련이 있는 <통도사 개성괘불

기(通度寺 改成掛佛記)>에서 주존을 ‘석가여래’라고 밝

히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24 법주사본은 존명이 드러

나지는 않지만 통도사본과 같은 도상이라는 점에서 석가

여래로 추정할 수 있으며 두훈이 경상도에서 유행했던 장

엄신 괘불화의 도상을 인식하고 활용했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상이 일치하는 두 점의 괘불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훈의 제작 방식과 화풍을 유추할 수 있

으며 두 작품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크기에 있어

서 법주사본은 세로 1,344.2㎝, 가로 583㎝이며, 통도사본

은 세로 1,127㎝, 가로 456.2㎝로 통도사본이 법주사본에 

비해 가로 217㎝, 세로 127㎝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도상이 일치하고 존상(尊像)의 비율이 유사하여 

동일한 초본을 이용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작

품은 화면의 여백과 세부적인 크기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초본의 문제보다는 작품의 화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

에 나타난 변화로 생각된다. 특히 법주사본은 하체의 가

22 법주사 <괘불탱>의 화기에는 화사 외에는 대부분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주사 <괘불탱> 화주(化主) 겸 도감(都監)의 소임을 맡은 찬경(䝺瓊)이나 증사(證

師)를 맡은 관성(觀性) 등의 행적이 경상도에서 일부 확인된다.

23 염화시중은 삼처전심(三處傳心) 중 하나로, 석가모니가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꽃을 들어보이자 가섭만이 그 의미를 알았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김영태, 

1997, 「休靜의 禪思想과 그 法脈」 『韓國禪思想硏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286~287).

24 <통도사 개성괘불기>는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의 화주(化主) 태활(兌活)이 응암당 희유(凝庵堂 希有)에게 부탁하여 제작된 현판이다. 현판에서 존명(尊名)

을 언급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乾隆三十二年丁亥九月日改成掛佛記施主名 懸板>(1767) “…今掛佛化主兌活成就我佛釋迦如來丈六金身…”(한국학문헌연구소, 

1967, 『通度寺誌』, 亞世亞文化社, p.438).

표 2 수화사 두훈의 불사와 활동

작품명 연도 참여 화사

1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1755.06 畵員 泰顚 七惠 雋鳳 泰湘 再玉 義律 順明 斗訓 性聰 再性

2 광주 국청사 <감로도> (금강산 건봉사 조성) 1755.10 畵師 携鳳 再士 斗訓 性聰 再性

3
양산 통도사 

기묘년개금탱화단확사시주기 현판
1759 丹靑畵員 任閑 玉尙 守性 斗熏 思玉 浩心 義悅 守雲 尙心 成益 典守…

4
영덕 장육사 <영산회상도>

1764.04
金魚 典秀 再玉 枓訓 聖摠 自希 脫潤 惠岑 智環 忍成

영덕 장육사 <지장시왕도> 金魚 枓訓 再玉

5 청도 대적사 <신중도> (대구 洞山庵 조성) 1765.05 良工 性聰 杜訓

6 대구 북지장사 <지장보살도> (대구 洞山庵 조성, 現 도난) 1765.05 畵師 杜訓

7 보은 법주사 <괘불탱> 1766.05 金魚 枓訓 廣珹 允幸 智還 曇淑 法䝺 淸習 聖岑 戒明 戒允 弘湜 善悟 法照 順宇

8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1767.09 敬画 抖薰 性澄 玧幸 通益 守性 定安 快㝎 脫閏 淸習 智還 丘悅 旻初 奉正 守一

9 양산 통도사 개성괘불기시주명 현판 1767.09 畫工 抖薰

10 서울 진관사 <나한전>, <석가모니불, 제1·2존자> 1768.06 日岳大師 抖薰 快㝎 有誠 尙欽 性一 宥鳳 椘允

11 구미 수다사 <시왕도>
1771.02

第一 秦廣大王 良主 抖薰 良主 性聦

第二 初江大王 良工 抖薰 最善 道善 性岑 戒官

第三 宋帝大王 良工 抖薰 性一 有鳳 仅真

第四 五官大王 良工 抖薰 性一 有鳳 奉沁 仅賢

第五 閻羅大王 良工 抖薰 聖聦 惠岑 有鳳 奉沁

12 구미 수다사 <사자도> 畵員 抖薰 有鳳

13 김천 직지사 불상개금시주질 현판 1771.04 畵員秩 尙淨 戒心 羽學 震○ 允幸 抖薰…

14 양산 통도사 팔상기문 현판 1775.07 良工錄 華月○熏 畵師 抱冠…

15 통도사 팔상도 <도솔래의상> 1775.07 良工 抱冠 敬畵 華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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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반면, 통도사본은 상·하

체의 비율을 맞춰서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따

라서 같은 초본을 이용하여 제작했더라도 화면의 크기에 

맞춰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두훈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현현성(顯現性)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통도사본이 

법주사본에 비해 보완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법주사본

에서는 보관 뒤로 휘날리는 수식(垂飾)이 정적으로 표현

되었으며 연화가지를 묶은 붉은 천도 역동성이 잘 드러나

지 않는다. 그러나 통도사본은 보관의 수식을 비롯하여 

연화가지를 묶은 천까지 바람에 휘날리듯 역동성을 부각

시킴으로써 여래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다.

 본존의 모티프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4). 먼저 본존이 착용한 

귀걸이는 보발에 가려지지 않으면서도 크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두훈이 1년 전 제작한 북지장사 <지장보

살도>(1765)부터 확인된다. 그러나 통도사본은 크기가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발이 두 귀를 가리는 표현으로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목걸이는 법주사본이 두 줄로 표

현된 반면 통도사본은 한 줄로 줄어들면서 그 여백에 만

(卍)자를 그려 여래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

의 가장 큰 변화는 보관에서 찾을 수 있다. 법주사본은 장

식으로만 보관을 장엄하였지만 통도사본은 5위(位)의 화

불을 안치하는 변화를 주었다. 이는 대부분의 장엄신 괘

불화에서 보관에 화불을 안치하던 경향을 두훈이 따라가

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상호 표현, 두광 크기, 보관 형태, 수인과 지물 

위치, 복식에 시문된 문양이 거의 같으며, 그 외의 모티프

에서도 유사한 점이 보인다. 특히 두 작품을 실측한 결과, 

어깨 너비가 법주사본은 336.4㎝, 통도사본은 334.0㎝로 

차이가 거의 없어 동일한 초본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25 즉 화면의 폭은 다르지만 본존의 크기가 동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초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보완하였으며 모티프에 변화

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훈은 법주사본을 제작하기 1년 전에 북지장

사 <지장보살도>(1765)를 단독으로 제작하였다. 북지장

사본은 두훈의 불화 중에서도 법주사 <괘불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지장사본은 두훈이 이전에 제작한 

장육사 <지장시왕도>(1764)와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

25 두훈이 제작한 괘불화에 대해서는 경유진, 2019, 앞의 논문, pp.155~158, 172~173 참조.

그림 3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성보문화재연구원 제공).

그림 4   법주사본과 통도사본의 특징 비교, A~C: 법주사 <괘불탱>, D~F: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A B C

D E F



23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하고 구도, 배치, 존상의 표현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장보살은 높은 불탁과, 불탁에서 솟아오른 연화좌

(蓮花座)를 밟고 있으며 목걸이로부터 내려온 화려한 장신

구를 양팔에 걸치고 있다. 특히 목걸이와 귀걸이 표현, 군

의에 시문된 구름문을 새의 모습으로 변형시킨 점 등은 법

주사본과 유사한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북지장사본에서 사용한 장엄 요소들을 장엄신 괘

불화인 법주사본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몇 가지 특징들은 두훈이 제작한 불

화에서 일률적으로 확인되기도 하는데, 크게 상호 표현과 

문양 등에서 유사한 모습들이 관찰된다. 먼저 상호를 보

면 이목구비가 중앙에 몰려 있으며 눈꼬리는 시선을 아래

로 내려보는 듯하다. 활(弧)형의 눈썹은 뒤로 갈수록 두꺼

워지는 형태로, 이 같은 표현은 1764년에 조성한 장육사 

<석가설법도>와 <지장시왕도>, 북지장사 <지장보살

도>(1765) 등 다수의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3).

 또한 두훈은 동일한 문양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모

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원(圓) 안에서 소용돌

이로 감싼 연화문(A)이 있다. 연화문(A)은 복식에 표현될 

때 선으로만 그리든 채색을 곁들어 그리든 거의 같은 형

상으로 그려졌다. 이 문양은 일명 영축산 화파 화사들의 

작품에서 확인되며 1792년에 제작되는 통도사 <석가여

래괘불탱>에서도 계승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두훈은 이 

연화문을 대부분 대의에 시문하였으나 장육사 <지장시

왕도>처럼 군의에 부분적으로 그려넣기도 하였다. 그리

고 법주사 <괘불탱>의 군의에서 보이는 연화문(B)은 두

사진 3 북지장사 <지장보살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표 3 수화사 두훈의 불사와 활동

장육사 <지장시왕도> 
(1764)

장육사 <석가설법도>
 (1764)

북지장사 <지장보살도>
 (1765)

법주사 <괘불탱>
 (1766)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1767)

상호 표현

연화문(A)

-

연화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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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방(方) 안에 시문한 문양은 두훈이 제작한 후불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통도사 및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한(任閑)의 후불화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두훈

과 임한의 영향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훈이 제작한 작품 대부분에서 확인되며 대의나 군의뿐만 

아니라 장육사 <영산회상도>처럼 신광을 채워 장엄하기

도 하였다. 이 작품들은 1764년부터 1767년까지 각 1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되어 두훈이 동일한 문양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문양은 1771년에 제작되

는 구미 수다사 <시왕도>에서도 확인되는데, 시왕의 깃

이나 소매 등에 연화문을 표현하여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화풍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훈의 특징들은 괘불화와 후불화에

서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두훈은 불화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규칙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두훈은 법주사본의 복견의에 시문된 문양처

럼 괘불화에서만 확인되는 문양을 그리기도 하였다. 방

(方) 안을 연꽃으로 채운 이 문양은 두훈과 경상도에서 함

께 활동했던 임한의 작품에서도 확인되지만 영축산 화파

의 다른 화사들은 사용하지 않았다(표 4).26 그러므로 두

훈은 다른 화사보다 적극적으로 임한이 사용했던 모티프

를 수용하였고 자신의 괘불화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 문양은 통도사본에서 약간 변형되지만 배치 간격

이 유사하여 초본의 사용을 추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

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두훈은 강원도에서 화업을 시작하여 

경상도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으며 영축산 화파인 임한의 

영향을 받은 화사로 볼 수 있다. 두훈은 모든 불화에 같

은 문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규칙성을 보여줄 뿐만 아

니라 괘불화에서만 확인되는 문양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괘불화의 제작에서는 초본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

는데, 이는 법주사본과 통도사본의 존상 크기 및 어깨 너

비, 문양 및 문양의 배치 간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법주

사본에는 북지장사본부터 보이는 새로운 장엄 요소가 가

미되었으며, 같은 도상인 통도사본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두훈은 화사로서의 역량이 가장 극대화되었던 시

기에 법주사본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상태 조사 및 채색 안료 특성
 

1. 괘불탱 상태 조사

법주사 <괘불탱>의 화면은 마직물 19폭을 실로 연

결하여 제작하였다. 괘불탱의 하단부에서는 화면이 대각

선의 사선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관찰되며, 그

림이나 채색 상태가 어긋나있지 않고 각각의 폭을 새로 

연결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괘불탱을 조성할 당시의 

형태로 추정된다.

괘불탱 화면에서 관찰되는 손상 유형은 꺾임과 접

힘, 주름 등이 화면 전체에 걸쳐 관찰되며 주로 하단부에

서 더 두드러진다. 특히 본존의 상호부터 가슴까지 세로 

방향으로 화면이 길게 접혀 있으며 대의, 연화가지, 군의 

등 도상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접힘과 주름 현상이 있다. 

화면 얼룩은 두광과 좌측 상단에서 습해 형태의 얼룩이 

관찰되며, 같은 위치에서 안료 박락과 바탕직물, 표면에 

부착된 종이의 변색이 함께 관찰된다. 또한 신광에서 관

찰되는 갈색 얼룩 역시 형태로 보았을 때 습해로 인한 것

으로 추정되며, 특히 하단부에서 갈색 얼룩과 변색 부분

이 두드러진다(사진 4).

채색 안료에서 관찰되는 손상은 주로 습해가 발생한 

표 4 방(方) 안에 시문된 연화문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34)

법주사 
<괘불탱> (1766)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1767)

임한 두훈



23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부분, 표면 고착물이 관찰되는 부분, 그리고 꺾임·주름·접

힘이 발생한 부분이다. 습해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안료

가 번져서 얼룩지거나 흐려짐, 박락 현상이 있으며 주로 

두광·신광 등을 중심으로 관찰된다. 또한 화면 전체적으

로 점상형의 안료 박락 흔적이 보이는데 하늘색·분홍색

과 녹색으로 채색된 구름과 본존 등 화면 전체에 걸쳐 다

수 관찰된다. 화면 꺾임·주름·접힘이 발생한 부분과 변아

의 범자, 그리고 괘불탱의 가장자리 띠를 따라 안료 박락 

현상이 있다. 특히 뒷면 배접지에서는 괘불탱을 말았을 

때 맞닿은 부분에서 안료가 상당 부분 이염되어 있는 현

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괘불탱의 하단으로 갈수

록 더 광범위하게 관찰된다(사진 4).27

2. 채색 안료의 과학적 분석

1) 분석 방법 

법주사 <괘불탱>에 사용된 채색 안료의 특성을 확

인하고자 현장에서 비파괴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

한 괘불탱 표면에서 박락된 시편이나 괘불궤 안에 박락된 

시료를 수습한 후 실험실에서 정밀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

다(그림 5).28

비파괴 분석 방법으로 휴대용디지털현미경(DG-

3x, Scala社, Japan)을 이용하여 안료의 입자 특성을 관

찰하였으며 휴대용 X선형광분석기(Delta Professional, 

Olympus社, USA)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 조건은 10~40kV에 80~200㎂, Rh Target, 디텍

터는 Silicon Drift Detector, Geochem 모드와 Soil 모드에

서 80초간 측정하였다. 또한 흑색 안료 중심으로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Flame, Ocean Optics社,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광원은 DH-2000-BAL을 사용

하고 분석 범위는 200~850nm이었다.

정밀 분석은 수습한 시료에 대해서 광학현미

경(Axiotech 100HD/Progress3012, Carl Zeiss社, 

Germany)을 이용하여 색상별로 분리한 다음 X선회절기

(Empyrean, PANalytical社,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안

료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때 분석 조건은 High 

Resolution Pixel 3D-256ch Detector와 Cu Target을 이

용해 40kV, 40mA, 5~80°까지 분석했다. 라만분광분석

(XperRam F2.8, NanoBase社, Korea)은 473nm 레이저

와 40배율 렌즈(OLYMPUS)를 사용하였다.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IT300, Jeol社, 

27 법주사 <괘불탱>의 상태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28 법주사 <괘불탱>의 현장 안료 분석은 백색 7지점, 흑색 8지점, 적색 25지점, 황색 10지점, 녹색 28지점, 청색 16지점으로 총 94지점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중복된 색상 결과를 제외하고 백색 3지점, 흑색 3지점, 적색 6지점, 황색 4지점, 녹색 3지점, 청색 5지점 등 총 24지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사진 4   법주사 <괘불탱> 상태 조사, A:  화면 꺾임, B:  화면 연결 형태, C: 화면 접힘, 

들뜸, D: 화면 찢어짐(9폭), E: 고리로 인한 화면 손상, F: 습해 얼룩, G: 점상

형 박락, H: 이물질 고착(8폭), I: 안료 박락 현미경 사진, J: 배접지 안료 이염.

A B

C D

E F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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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과 여기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X선분광분석기

(X-MAXN, Oxford社, UK)를 이용하여 입자별 형태 및 성

분 등을 분석하였다.

2) 백색(白色) 안료

백색 안료는 본존의 백호와 연화가지, 군의, 신광

에 표현된 모란꽃과 구름, 변아 등에서 확인된다. 휴

대용 현미경(100배)에서 백색 안료의 굵은 입자는 확

인되지 않았으며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표 

5). 수습한 시편의 XRD 분석 결과, 수백연광[水白鉛鑛, 

Hydrocerussite, 2PbCO3·Pb(OH)2)]이 동정되어 연백(鉛

白, Lead White)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6).

18세기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비현(丕賢)과 쾌

윤(快允)의 작품인 금탑사 <괘불탱>(1778)과 만연사  

<괘불탱>(1783)29의 백색 안료는 연백과 함께 활석(滑

石, Talc, 3MgO·4SiO·H2O)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두훈의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과 지연(指演)의 통도

사 <괘불탱>(1792)30의 백색 안료에서도 연백과 활석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보통 연백에 활석을 혼합하는 이

유는 백색 안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연백보다 값이 저

렴한 활석을 증량제로 사용하거나 점착성 및 분산, 광택

도 조절 등 기능성 측면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주사 <괘불탱>에서는 이러한 활석을 

혼합하지 않고 연백의 단일 안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동

일 시대, 동일 작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안료의 수급이

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2) 흑색(黑色) 계열 안료 및 염료

흑색 계열 안료 및 염료는 하늘, 본존의 눈동자와 보

발, 군의 수식, 화기 글씨 등에서 확인된다. 보발이나 눈

동자 등의 흑색 안료에서 입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안료 

표면에서 광택이 관찰된다. 성분 분석 결과, 바탕층에서 

검출되는 납(Pb) 성분 이외에 색상과 관련된 특별한 발색 

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신광의 흑색에서는 고운 

백색 입자가 관찰되며 보발이나 눈동자 흑색보다 상대적

으로 칼슘(Ca) 함량이 높게 검출된다(표 6).

29 이장존·한민수·권혁남·이종수·윤지현·권윤미, 2019, 『금탑사 괘불탱과 만연사 괘불탱의 직물 및 채색 안료 특성 비교』 『불교미술사학』 제28호, pp.528~530.

30 이장존·안지윤·유영미·이경민·한민수, 2017, 앞의 논문, p.438.

그림 5 법주사 <괘불탱> 성분 분석 위치.

그림 6 법주사 <괘불탱>과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의 백색 안료 XRD 분석 결과. 

표 5 법주사 <괘불탱> 백색 안료의 휴대용 현미경 관찰 및 성분 분석 결과

분석 위치 백호(Wh1) 연꽃(Wh2) 변아(Wh3)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Pb Pb Pb

미량 원소 Si, Cl, Fe Si, Cl Si, Cl, Al

추정 안료 연백 연백 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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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나 단청 등에서 흑색 안료로 먹(黑)과 니람(泥

藍)을 주로 사용했는데, 현장에서 이들 재료를 비파괴 분

석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분석 

장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휴대용 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의 유무나 색상이 가지고 있는 명도나 광택의 특징 

등을 통해 판단하였다. 또한 니람의 제조 과정에서 잔존

하는 석회 가루나 조개껍질 가루의 성분인 칼슘(Ca)의 유

무에 따라 먹과 니람을 구분하였다.

법주사 <괘불탱>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UV-Vis 분석을 실시하였다. UV-Vis 분

석 결과, 본존의 눈동자와 보발에서는 변곡점이 없는 완

만한 직선을 보이는데, 이는 먹의 표준 샘플과 거의 일

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신광에 사용된 흑색에서는 

700nm 근처에서 변곡점이 생기면서 급격히 높아지는 특

징을 보인다. 따라서 눈동자나 보발은 먹으로 추정되며 

신광은 니람으로 추정된다(그림 7).

3) 적색(赤色) 계열 안료 및 염료

적색 계열 안료 및 염료는 신광, 신광에 표현된 연꽃

과 모란꽃, 본존의 입술과 보관 수식, 화기, 변아의 범자 

등에서 확인된다. 입술의 적색 안료는 다른 적색 안료보

다 탁하고 어둡게 보이며 입자 형태가 불규칙적이면서 적

색 입자들 사이에 투명한 입자들이 확인된다. 또한 성분 

분석 결과, 수은(Hg)과 납(Pb), 황(S)이 주성분으로 검출

되었다. 여기서 납(Pb)이 검출되어 진사(辰砂, Cinnabar, 

HgS)와 연단(鉛丹, Minium, Pb3O4)을 혼합하여 사용했

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X-ray를 이용하는 분석 장비 특성

상 본존의 상호 육색에서 검출되는 납(Pb)일 가능성이 높

다.31 따라서 현미경에서 입술의 주황색 입자는 보이지 않

으나 진한 색상의 특성과 불규칙적인 입자 형태가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혼색보다는 진사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32 또한 신광과 신광의 연꽃 등 선명하면서 밝

은 주황색 부분에서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고 수은

(Hg)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단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의나 화기 바탕, 변아의 범자 등 적

색은 납(Pb)과 수은(Hg), 황(S)이 검출되었고, 수습한 시

편의 XRD 분석 결과, 연단과 진사가 동정된 점으로 볼 때 

연단과 진사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8).

그 외에 하늘 구름과 신광에 표현된 구름, 대의 수식

과 군의 등의 자주색에서는 현미경상에서 안료 입자는 보

이지 않으며, 성분 분석 결과, 알루미늄(Al)과 칼슘(Ca), 

규소(Si) 등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채색의 표면 질감

이나 적색의 특별한 발색 원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기염료의 한 종류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박락된 

시료가 없어 정확한 유기염료 종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림 7 법주사 <괘불탱> 흑색 안료 UV-Vis 분석결과 .

표 6 법주사 <괘불탱> 흑색 안료의 휴대용 현미경 관찰 및 성분 분석 결과

분석 위치 보발(Bk1) 눈동자(Bk2) 신광(Bk3)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Ca Pb, Cl, Al Ca, P, S

미량 원소 S, Cl Ca, Fe Cl

추정 안료 먹 먹 니람

31 p-XRF는 표면 분석으로 이용하지만 X-ray 특성상 표면층을 투과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안료의 아래층 안료 원소까지 검출된다.

32 이장존·안지윤·유영미·이경민·한민수, 2017, 앞의 논문, pp.436~4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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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함량이 다른 적색보다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보

아 염료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매염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된다(표 7).33

4) 황색(黃色) 계열 안료 및 염료, 금속

황색 계열 안료 및 염료와 금속은 본존의 상호, 목걸

이, 대의 문양, 신광에 표현된 모란꽃, 그리고 변아의 범

자와 축원문 등에서 확인된다. 황색에서는 납이 주성분

으로 검출되었으며 황색 원료를 특정할 수 있는 발색 원

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현미경상에서 대의 문양이

나 축원문은 백색 바탕 위에 황색을 채색한 흔적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8).

황색 원료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괘불탱에서 박

락된 황색 시편과,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등황(謄黃, 

Gamboge)에 대해서 라만분광분석을 실시하였다. 라만

분광분석 결과, 황색 시료와 등황 시료에서 1590㎝-1 부근

에서 동일한 피크가 동정되어 유기염료의 일종인 등황임

이 확인되었다. 법주사 <괘불탱>에서는 이러한 등황을 

연백과 혼색하여 육색으로 사용하거나 바닥층에 백색을 

먼저 채색하고 그 위에 황색을 중첩 채색하는 방법을 사

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8). 그 외 본존의 보관에서 금

(Au)과 납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연백 위에 금박을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5) 녹색(綠色) 계열 안료

녹색 계열 안료는 본존의 수염과 두광, 목걸이, 대의 

표 7 법주사 <괘불탱> 적색 안료의 휴대용 현미경 관찰 및 성분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입술(R1) 대의(R2) 화기 바탕(R3)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Pb, Hg, S Pb, Hg, S Pb, Hg, S

미량 원소 Cl, Fe Cl, Ca Cl, Ca, Cu

추정 안료 육색 위에 진사 연단과 진사 혼합 연단과 진사 혼합

분석 위치 신광(R4) 대의(R5) 군의(R6)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Pb Al, S, Si, Ca Si, Al, Cl, Ca

미량 원소 Si, Cl Cl Cu, Pb, Fe

추정 안료 연단 유기염료 유기염료

표 8 법주사 <괘불탱> 황색 안료의 휴대용 현미경 관찰 및 성분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얼굴(Y1) 대의 문양(Y2) 변아 축원문(Y3)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Pb, Si Pb, Si Pb, Si

미량 원소 Cl Cl, Al Cl

추정 안료 연백과 등황 혼합 연백 위 등황 연백 위 등황

분석 위치 보관(Y4) 라만분광분석 결과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Pb

미량 원소 Cl, Au 

추정 안료 금

33 알루미늄 매염제는 전통적으로 널리 이용되어온 비교적 안전한 매염제이며 색상을 밝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매염제로는 명반

(AlK2(SO4)2·24H2O), 백반(K2SO4Al(SO4)3), 염화알루미늄(AlCl3 ·6H2O)) 등이 있다(박위자, 2007, 「고문헌 고증을 통한 한국의 홍색계 전통염색 및 전통색상의 특

성 고찰」,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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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법주사 <괘불탱>의 적색 안료 X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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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승각기, 복견의, 단상, 군의 수식, 신광에 표현된 모

란꽃 줄기, 그리고 회장의 문양 등에서 확인된다. 녹색 안

료는 진한 녹색과 옅은 녹색으로 구분되는데, 진한 녹색

은 입자가 균질한 반면 옅은 녹색은 불규칙한 입자 형태

를 가지고 있다. 또한 두광 바탕처럼 진한 녹색에서는 구

리(Cu)와 염소(Cl)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고 대의 수식 

등의 옅은 녹색에서는 구리(Cu)와 미량의 염소(Cl)가 검

출되었다(표 9).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습한 안료의 입

자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진한 녹색 안료

는 다원형 및 직육면체 등의 입자가 나선형으로 뭉쳐

져 꽃(flower) 모양의 괴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구리(Cu)

와 염소(Cl)가 검출되었다. XRD 분석 결과, 보탈라카

이트[botallackite, Cu2(OH)3ClㆍH2O]와 아타카마이트

[atacamite, Cu2Cl(OH)3]가 동정되었다. 옅은 녹색에서

는 크고 작은 입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주상(柱狀) 내지 

괴상(塊狀)의 덩어리들이 꽃 모양의 입자들과 뒤엉켜 있

고 구리(Cu)와 미량의 염소(Cl)가 검출되었다. XRD 분석 

결과, 보탈라카이트와 아타카마이트, 공작석[Malachite, 

CuCO3·Cu(OH)2]이 함께 동정되었다. 따라서 진한 녹색

은 녹염동광(염화동)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옅은 녹색은 녹염동광(염화동)과 공작석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10).

조선시대 고문헌에서 녹색 안료는 하엽(荷葉), 석록

(石碌), 동록(銅綠), 삼록(三綠)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

다. 괘불화에서는 도림사 <괘불탱>(1683) 화기에서 시주

목록으로 하엽(荷葉)이 기록되어 있는데, 녹색 안료 분석 

결과, 녹염동광(염화동)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하엽이 

녹염동광(염화동)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

다. 『태종실록』에는 “최인계(崔仁桂)가 하엽록(荷葉綠)을 

바치었는데, 중국(中國)에서 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인

계가 처음 만든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34 또한 『세종

실록』에는 “하엽록(荷葉綠)이 주의 동쪽 20리 청태암(靑苔

巖)에서 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하

엽은 광물로 채굴하거나 제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35

‘대형불화 정밀조사’에서 녹색 안료의 분석 결과, 녹

염동광(염화동)이 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공작석

은 국부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녹염동광(염화동)이 입

도의 크기에 따라 농담 조절이 가능하지만 공작석은 굵은 

표 9 법주사 <괘불탱> 녹색 안료의 휴대용 현미경 관찰 및 성분 분석 결과

분석 위치 두광(G1) 수염(G2) 대의 수식(G3)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Cu, Cl. Si Cu, Cl. Si Cu, Si

미량 원소 Al Pb, Al Cl, Al

추정 안료 녹염동광 녹염동광 공작석

34 『太宗實錄』 券6, 태종 3년 10월 26일. “崔仁桂進荷葉綠, 與中國所産無異。 仁桂始造也”.

35 『世宗實錄 地理志』 券152, 황해도 해주목. “荷葉綠産州東二十里靑苔巖”.

표 10 법주사 <괘불탱> 녹색 안료의 전자현미경 분석 및 XRD 분석 결과

진한 녹색 연한 녹색

SEM
분석

XRD
분석

ㅡ 연한 녹색(위)

ㅡ 진한 녹색(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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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와 먹을 혼합하여 사용하더라도 녹염동광(염화동)처

럼 진한 녹색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녹염동광(염화동)을 

선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

했던 공작석보다 국내에서 채굴하거나 제조 가능했던 녹

염동광이나 염화동(동록, 하엽)이 안료 수급이나 경제적

인 측면에서 더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훈의 작품인 법주사 <괘불탱>과 통도사 <석가

여래괘불탱>에서 대의의 녹색은 색상의 농담을 조절하여 

색의 단계를 표현하는 바림(Gradation) 방식을 활용하였

다.36 일반적으로  입자 크기에 따른 색상 값의 차이를 이용

하여 바림 효과를 내지만 법주사 <괘불탱>은 안료의 종

류와 입자의 크기를 이용하여 바림을 한 특별한 사례이다.

6) 청색(靑色) 계열 안료

청색 계열 안료는 신광과 본존의 보관, 목걸이, 대

의, 대의 수식, 군의 끝단 등에서 확인된다. 대의 수식

이나 목걸이 등에서는 진한 청색에서 구리(Cu)가 주

성분으로 검출되었다. 박락된 시편에서는 석청 시료

가 없어 확실한 안료 추정은 어렵지만, 구리(Cu)를 주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탄산동의 일종인 석청[Azurite, 

2CuCO3·Cu(OH)2]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표 11). 

신광과 군의 끝단 등의 밝고 옅은 청색에서는 청색 

입자들 사이에 투명한 입자들이 확인되고 규소(Si)와 칼

륨(K), 구리, 납, 코발트(Co), 니켈(Ni), 비소(As) 등이 검

출되었다(표 11). 수습한 시편의 청색 두께층은 약 290

㎛로 매우 두껍게 채색되었으며 입자가 최대 70㎛였다. 

SEM 분석 결과, 입자들 사이에 유기물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접착제 교(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입자는 사각형 및 삼각형 등 불규칙한 각상의 괴상 모양

으로 깨진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유리 파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EDS 성분 분석 결과, 규소와 칼륨, 철, 

비소, 코발트, 니켈 등이 검출되어 회청(回靑, Smalt)이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2).37

<표 12>을 보면 입자 바깥층에서 안쪽으로 약 9㎛ 

크기로 칼륨(K) 함량이 감소하고 그 경계부에 미세 균열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유리 풍화의 형태와 비슷한 풍

화 양상으로 보인다.38 따라서 광범위하게 회청을 사용한 

법주사 <괘불탱>은 풍화에 의해 변색이나 박락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외부 환경에 의한 풍화에 주의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표 12).

36 바림은 주로 물의 양으로 농담을 조절한다. 따라서 입자형 안료보다는 유기염료 계통이 바림하기 좋고, 같은 안료라 할지라도 입자가 고울수록 표현하기가 용이하다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5,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2 : 보물 제1350호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p.94).

37 회청 생산에 사용된 코발트 광석은 스몰트광[Smaltite, (Co,Ni)As3-2]이며, 이후 코발트화[Erythrine, (Co,Ni)3(AsO4)2·8H2O]와 휘코발트광[Cobaltite, (Co,Fe)

As]도 17세기와 18세기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B. Mühlethaler and J. Thissen, 1993, Smalt in Artists′ Pigments: A Handbook of Their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113~130). 이러한 코발트 광석에 들어 있는 비소(As), 니켈(Ni), 철(Fe), 비스무트(Bi) 등의 존재에 

따라 회청을 추정할 수 있다.

38  오랜 기간 동안 매장된 유리구슬은 대부분 주제인 SiO2의 함량이 증가하고 융제인 Na2O와 K2O의 함량이 감소하는 풍화층이 표면에 형성된다(김규호, 2001, 「한국

에서 출토된 고대 유리의 고고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

표 11 법주사 <괘불탱> 청색 안료의 휴대용 현미경 관찰 및 성분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신광(B1) 대의(B2) 대의(B3)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Si, K, Fe Cu, Si Cu, Si

미량 원소 Co, As, Ni Al, Ca, Fe Ca, Al

추정 안료 회청과 석청 혼합 석청 석청

분석 위치 대의 수식(B4) 군의 끝단(B5) 박락된 시료 단면

현미경 

사진

주성분 원소 Cu, Si Si, K

미량 원소 Al Fe, Co, As, Ni
수습한 시료 단면

추정 안료 석청 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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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청은 코발트 유리를 잘게 분쇄하여 만든 안료로, 

이탈리아 시에나(Siena)의 세례당(Baptistery) 노회의 장

식인 이탈리아 벽화(1450~1453)에서 사용한 게 첫 사로 

알려져 있으며,39 이후 유화와 프레스코화의 청색 안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17세기 괘불화 작품에서는 회

청을 사용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18세

기 작품인 용문사 <영산회괘불탱>(1705), 미황사 <괘

불탱>(1727)40 등에서 석청과 함께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회청의 사용은 아마도 석청이나 군청보다 가격 측

면에서 저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41

Ⅴ. 결론

법주사 <괘불탱>은 1766년에 수화사 두훈을 필두

로 14명의 화사가 참여한 작품이다. 법주사본은 장엄신 

도상으로 제작된 20점의 괘불화 중 하나이자 세로 폭이 

가장 긴 18세기의 대표적인 괘불화이기도 하다. 이 작품

은 독존 형식이 유행했던 18세기의 경향을 따르고 있어 

군도 형식으로 제작되었던 충청도의 장엄신 괘불화와 차

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법주사본이 

주목되는 이유는 두훈이 법주사본을 제작한 지 1년 만에 

통도사에서 같은 도상의 괘불화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은 법주사본과 동일한 도상이

39 Paola Santopadre and Marco Verità, 2006, ‘A Study of Smalt and Its Conservation Problems in Two Sixteenth-Century Wall Paintings in 

Rome’, Studies in Conservation vol.51 no.1, pp.29~40.

40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7,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13 :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괘불탱』,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p.16.

41 Paola Santopadre and Marco Verità, 앞의 논문, p.29.

표 12 법주사 <괘불탱> 청색 안료의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전자현미경 사진

에너지분산형X선분광분석기 성분 맵핑

Si Ka1 K ka1 Fe ka1 Ca ka1 Si ka1 K ka1 Fe ka1 Ca ka1

Co ka1 Ni ka1 As La1_2 Ba La1 Co ka1 Ni ka1 As La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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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일부 모티프에 변화를 주거나 보완하면서 차이를 

주었다. 이는 현현성의 측면과 역동성이 강조된 모습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관의 화불과 가슴의 만(卍)자

를 표현한 점은 통도사본부터 일반적인 장엄신 괘불화의 

경향을 따라가려 한 시도를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어깨 너비가 거의 같아 동일한 

초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주사본의 화기에는 구체적인 소임과 시주물목

이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품의 제작 배경

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

에서는 법주사의 선희궁 원당이 괘불화와 불과 1년의 시

차를 두고 건립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

다. 이에 따라 화기에 등장하는 비혼의 여성 집단은 궁녀

로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진생 이씨를 비롯한 일

부 인물들은 영빈과 화완옹주가 직접 시주했던 봉인사 불

사에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 법주사본과 영빈이씨의 관

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한편 법주사 <괘불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손

상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꺾임과 접힘, 주름이 관찰

되며 습해로 인한 화면 얼룩, 안료 박락, 안료 점상형 박

락, 뒷면 배접지에 안료 이염 등이 관찰되었다. 괘불탱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대책은 많지 않지만 습해로 인한 얼

룩이나 안료 이염 등 보관 환경에 기인하는 손상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색 안료 분석 결과, 백색 안료는 연백를 사용하였

는데 두훈의 또 다른 작품인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의 백색은 연백과 활석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동일 작가, 동일 시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안료의 수급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안료를 달리 사용했

음을 알 수 있다. 흑색 안료는 보발과 눈동자 등에서 광택

을 보이고 UV-Vis 분석에서 변곡점이 없이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어 먹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신광 테두리에

서는 고운 백색 입자가 관찰되었고 칼슘 함량이 높게 검

출되었다. UV-Vis 분석 결과, 700nm 근처에서 변곡점이 

생긴 점에 비춰볼 때 니람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색 안료는 탁하고 어두운 입술에는 진사를 사용하

였으며 신광과 연화가지 등의 밝은 주황색에서는 연단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의나 화기 바탕 등에서는 진사와 연

단을 혼합 사용하였다. 그 외 구름이나 군의 등의 자주색

은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색 안료는 라

만분광분석 결과, 1590㎝-1 부근에서 피크가 확인되어 등

황을 사용하였으며 육색에서는 연백과 등황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연백 위에 등황으로 중첩 채색하였다. 또한 

보관은 금박을 사용하였다.

녹색 안료는 두광 바탕처럼 진한 녹색에서는 염화동

(녹염동광)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의 수식 등의 옅

은 녹색에서는 염화동(녹염동광)과 공작석을 혼합 사용

하였다. 두훈 작품의 녹색에서는 바림 표현이 확인되는

데, 이는 입자 크기와 안료 종류에 따라 바림 효과를 낸 

특별한 사례이다. 청색 안료는 진한 청색에서는 석청을 

사용하였으며 밝고 옅은 청색에서는 회청을 단독으로 사

용하거나 석청을 혼합 사용하였다. 회청에서 유리 풍화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안료 변색과 박락을 초

래하므로 보관 환경에 주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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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pjusa Gwaebultaeng (Large Buddhist Painting), designated as Treasure No. 1259, was painted in 1766 and 

featured Yeorae (Buddha) at the center in the style of  a single figure. It is the longest existing buddhist painting 

and was created by Duhun, a painter who was representative of  18th century Korean artists. His other remaining 

work is Seokgayeorae Gwaebultaeng (1767) in Tongdosa Temple. Considering their same iconography, they are 

assumed to have used the same underdrawing. Duhun had a superb ability to maintain a consistent underdrawing, 

while most painters changed theirs within a year. The Beopjusa painting carries significance because it was not only 

painted earlier than the one in Tongdosa, but also indicates possible relevance to the royal family through its records. 

Beopjusa Temple is also the site of  Seonhuigung Wondang, a shrine housing the spirit tablet of  Lady Yi Youngbin, 

also known as Lady Seonhui. Having been built only a year before Beopjusa Gwaebultaeng was painted, it served as 

a basis for the presumption that it has a connection to the royal family. In particular, a group of  unmarried women  

is noticeable in the record of  Beopjusa painting. The names of  some people, including Ms. Lee, born in the year 

of  Gyengjin, are recorded on the Bonginsa Temple Building, the construction of  which Lady Yi Youngbin and 

Princess Hwawan donated money to. In this regard, they are probably court ladies related to Lady Yi Youngbin. The 

connection of  Beopjusa Gwaebultaeng with the royal family is also verified by a prayer at the bottom of  the painting, 

reading “JusangJusamJeonhaSumanse (主上主三殿下壽萬歲, May the king live forever).” 

While looking into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is art, this study took an approach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Damages to Beopjusa Gwaebultaeng include: bending, folding, wrinkles, stains due to moisture, pigment 

spalling, point-shaped pigment spalling, and pigment penetration to the lining paper at the bac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painting pigments, white lead was used as a white pigment, while an ink stick and indigo 

were used for black. For red, cinnabar and minium were used independently or were combined. For purple, organic 

pigments seem to have been used. For yellow, white lead and gamboge were mixed, or gamboge was painted over 

white lead, and gold foil was adopted for storage. As a green pigment, atacamite or a mixture of  atacamite and 

malachite was used. Azurite and smalt were used separately or together as blue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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