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寺刹壁畵의 保存을 위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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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4～15세기에 조성된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와 보물 제1614호
벽화안동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
의 사찰벽화이다. 이 벽화들을 대상으로 보존을 위한 과학적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벽체의 입도비율, 재료특성을 확인 하였다. 벽화를 지지하
는 벽체에 사용된 재료와 구조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사찰벽화와 동일하나 재료의
배합비율이 다른 점과 조직이 치밀하게 구성된 점이 큰 차이점이다. 이 두 사찰벽
화가 600년 이상을 보전될 수 있었던 전통기술의 한 면을 발견하였고 장기적 보존
을 위한 방안마련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부석사의 조사당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조사당과 무량수전 해체 수리 당시 일본인들이 사당 내 벽화 6점을 건물
에서 분리하였고 20세기 초, 유럽의 벽화 처리방법인 석고를 이용한 벽체 균열부
위보강을 적용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진행된 벽화 보존처리는 벽화 채색면 보
존을 위하여 세척 및 화면보강처리가 진행하였다. 당시의 유행하던 재료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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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는데, 처리재료인 합성수지의 과다한 농도사용과 처리기술이 미숙하였음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처리된 벽화들은 열악한 환경에 보관되어오면서 손상이 가
속화되고 있다. 봉정사의 경우, 해체 및 보존처리 이후 지속적 유지관리가 진행되
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두 사찰벽화의 보존을 위한 과거의 행위들을 통하여 시대
적 상황의 불가피성과 부족한 인식과 노력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찰벽화
의 보존은 가능한 최소한의 처리를 통한 재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
적인 관리와 적절한 환경조성이 유지될 때 장기적인 보존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사찰벽화, 보존처리, 재료배합, 보존환경, 모니터링

Ⅰ. 서론
한국의 사찰벽화가 제작된 시기는 불교가 들어온 372년 이후일 것이다. 삼
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불교사원이 세워진 375년 이후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면서 벽화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쉽게도 이 시대의 사
찰벽화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
현존하는 사찰벽화로서 경북 榮州의 浮石寺 祖師堂 壁畫와 安東의 鳳停寺
大雄殿 後佛壁에 그려진 靈山會上壁畫, 전남 康津의 無爲寺 極樂殿 후불벽화
로 高麗 末, 朝鮮 初인 14～15세기에 제작된 벽화가 가장 제작시기가 이른 사
찰벽화들로 남아있으며 대부분의 사찰벽화는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에 제
작된 것들이다. 이러한 사찰벽화의 보존처리는 다수의 손상원인들이 유기적
으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이며, 보존하기 가장 어려운 유물중의 하나
로 평가된다. 그 중 대표적인 원인들 중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외부환
경의 노출되어 있어 복잡한 환경적 요인을 점검하며 보존을 수행해야하는 어
려운 점과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지키면서 작업을 수행하
는 부분이다.
벽화 보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은 작품 활동이 배어있는 얇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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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색면인 그림일 것이다. 이것을 지지하는 층은 삼차원적인 공간을 지니고
있어 다른 독립적 요소를 지닌 문화재에 비해 작업환경과 보존처리 여건에 제
약이 따른다. 이러한 환경은 벽화의 실질적인 보존처리 작업 중에서 가장 민
감한 공정인 세척과 고착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외부 자연환경에 노출되
어있어 복잡한 환경요인들을 고려한 선택을 요구한다.
그 외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으로 현실적
인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는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약품과 처리기술, 분석방법
등, 보존처리의 전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개발 연구된 약품과
기술력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성이다. 결국 최근 들어 가장
좋은 보존처리방법은 예방보존이라 할 수 있으며 벽화의 경우 주변 환경을 조
절하여 보존처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유형적
문화재란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아니면 합성된 물질이던 간에 재료의 수명
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인위적인 조치는
결국 필연성으로 불가피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찰벽화
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번 논고에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
인 14∼15세기의 영주 부석사 조사당벽화와 안동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
화의 구조 및 재료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벽화 보존방안에 대
해 고찰하였다.

Ⅱ.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는 고려시대 건물에 그려져 현재 남아있는 불교벽화
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로 알려져 있다. 조사당은 무량수전의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원래 부석사의 창건주인 義湘大師의 眞影을 모신 건물이다. 원
래는 벽면에 四天王, 梵天, 帝釋天 등의 그림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벽에
서 분리시켜 현재는 별도의 건물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 해체된 상태로 지금
까지 보존되고 있어 어떤 상태로 건물 벽면에서 해체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손
상을 입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며 색채도 많이 탈락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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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왕은 갑옷에 무기를 든 무장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발아래에 악귀를
밟고 있다. 서방지국천왕은 새털을 꽂은 투구를 쓰고 왼손에 칼을 잡고 있고,
동방광목천왕은 오른손에 칼을 세워 잡고 있으며, 남방증장천왕은 고개를 숙
인 채 왼손으로 화살을 들고 있다. 북방다문천왕은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왼
손은 긴 창을 잡고 있어 모두 당당하고 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범천은 오른쪽으로 향한 측면관을 취하고 서서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으
며, 풍부한 양감과 더불어 건장한 신체에 가슴정도까지 올라간 요대(腰帶)를
한 천의를 입고 있다. 제석천은 범천과 대칭되도록 왼쪽을 향하고, 머리에는
구슬과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쓰고 있으며, 합장을 한 정적인 자세와 단정한
얼굴모습으로 여성적인 자태를 보여준다.

1. 조사당벽화의 구조적 특징
일제강점기인 1916년 조사당과 무량수전 해체 수리 당시 일본인들이 사당
내 벽화 6점을 건물에서 분리하였다. 이후 분리된 벽화는 1925년에 일본 수리
기사에 의해 벽체를 석고로 보강조치를 하고 나무상자 틀에 안치되었다. 현재
까지 당시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 조사당벽화는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벽화를 안치한 나무틀을 제거하기 전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GPR
(Ground Penetrating Radar)탐사방법을 통하여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 할 수
있었다. GPR탐사결과, 벽체 내부 약 40㎜ 아래로 조밀한 구조의 외가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이로 인해 조사당 벽체는 중깃
과 외가지를 기초로 하여 흙으로 벽체를 조성한 전형적인 사찰벽화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당 벽화구조에서 특이할 점은 가시새라고
칭하는 중깃이 가로로 다섯 개로 설치하였고 외가지의 간격이 좁은 것이 조선
시대 일반 사찰벽화에 비해 조밀하게 설치한 점이 차이점이다.

2. 조사당벽화의 재료적 특징
벽화 마감층 미세조직에서는 토양 입자와 함께 다량의 섬유질이 혼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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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PR탐사결과 이미지(왼쪽부터 범천 GPR사진, 범천, 북방다문천 GPR사진, 북방다문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석영 등의 모래입자에 다양한 크기의 실트 및 점
토 입자가 응집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토양 입자의 화학성분은 실리카
(Si), 알루미나(Al) 등 토양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주로 검출되었다.
벽체에 과거 보강된 보수물질에 대한 SEM-EDX분석 결과 주상 및 침상형의
결정상 이미지와 함께 칼슘(Ca)과 황(S) 성분이 주로 검출되어 황산칼슘
(Gypsum, CaSO4)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벽화 마감층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극조립사가 약 8.80%, 조립사 약
17.84%, 중립사 약 10.47%, 세립사 약 30.71%, 극세립사 약 15.78%, 실트 이
하 약 16.40%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조사당벽화 마감층은 중립사 이
상과 세립사 이하의 분포도가 약 4 : 6의 배합비를 보여 세립사 이하의 토양이
다수 혼합된 조건으로 마감층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벽화와 연결된 중깃 및 벽화 프레임 목재에 대한 수종분석결과, 벽화 중깃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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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류, 벽화 프레임은 측백나무과(Cupressaceae) 편백나무속(Chamaecyparis)로
동정되었다.
벽화에 사용된 안료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파악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 마감층 위에 황토로 바탕칠 층을 마련 후 채색한 것으로 확인
되며, 그림의 배경색은 뇌록(Celadonite, K(Mg,Fe2+) (Fe3+,Al) Si4O10(OH)2)안
료로 채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뇌록의 경우 상당 부분에서 덧칠한 흔적이
확인되어 벽화 원래의 그림은 바탕 면이 황토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적외선(I.R.840nm) 조사사진 일부(범천)

[그림 3] 자외선(U.V., 385nm) 조사사진 일부(과거 덧칠 부분)

Ⅲ. 안동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
후불벽화인 영산회상벽화의 내용은 석가모니부처가 靈鷲山에서 여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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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에게 妙法蓮華經1)을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靈山會上圖이다. 보통 大雄
殿에 거는 釋迦牟尼後佛畵는 석가모니와 보살 및 제자, 사천왕과 팔부중만 등
장하는데 비해 영산회상도에는 설법을 듣는 국왕과 대신, 그리고 천자와 천녀
를 거느린 범천 및 왕비 뿐 아니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포함
되어 더욱 설명적으로 그 내용이 자세히 표현된다.
봉정사 후불벽의 영산회상도는 우선 화면의 중앙에 석가모니를, 그 좌우에
文殊․普賢菩薩이 협시하도록 하였다. 중앙의 석가모니는 양손이 많이 훼손
되어 그 형태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양팔의 자세로 볼 때 說法印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석가모니부처의 양옆으로는 앉은 자세의 문수보살과 보
현보살이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석가모니부처와 보살의 사이에는 각각
아난과 가섭이 비교적 불․보살보다 작게 묘사되어 그 존격을 달리하고 있다.
화면중앙의 석가삼존상 주위에는 제석천과 범천, 그리고 10대 제자들이 둘
러싸고 있으며, 삼존 아래쪽에는 좌우 6명씩 12명의 시주자들이 上․下 2열
횡렬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시주자 사이의 석가모니 대좌 밑에는 보탑이 용
출하는 장면이 첨가되어 있어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의
모습을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구름에 싸인 天蓋가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고, 이 주
위로 꽃비들이 떠다니고 있으며, 화면 상단 양쪽 끝에는 十方諸佛들이 구름을
타고 법회장소로 날아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 후불벽화는 화기에 그 제작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건축사적 관점에서 묵서명에 의하여 1435년 후로 보고 있는 견해와
몇몇 미술사학자들에 의한 배치구도가 고려시대 변상도와 유사한 점, 불상의
둥근 얼굴과 얕은 육계가 14세기 고려시대의 佛畵와 유사하고 색상 역시 붉은
가사와 녹색 상의, 그리고 그 안에 그려진 섬세한 꽃무늬색 등이 고려시대 불
화와 매우 가까운 점에 주목하여 그 제작연대를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기로

1) 묘법연화경은 鳩摩羅什이 번역한 法華經을 일컫는 말이다. 法華經은 구마라집 외에도 竺法護
가 번역한 정법화경과 사나굴다와 달마급다가 함께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이 있으나 구마라
집의 妙法蓮華經이 가장 널리 퍼져 있어 이를 줄여 法華經이라고 한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지
혜를 열어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함을 목적으로 편찬된 경전이
다. 따라서 다른 경전에서는 成佛할 수 없다고 設한 惡人이나 여인까지도 成佛이 가능하다고 설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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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2),3)
봉정사 대웅전 영상회상벽화는 배치구도로 볼 때 14세기 전반기의 관경변
상도와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본존불과 협시들의 배치와 비슷하며, 특히 1350
년 미륵하생경변상도를 상한으로 하한은 1465년 조선 초기 관경변상도의 구
도와 비교되므로 이 벽화는 빠르면 14세기 후반기에서 늦으면 145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채색은 고려불화와 비교되는데 둥근 광배의 붉은 선과
녹색선 안의 녹색과 흰색, 붉은 가사와 녹색 상의에 그려진 꽃무늬 색들은 물
론, 얼굴과 살색을 금니로 찬란하게 칠한 특징에서도 고려 말 조선 초의 불화
특징을 볼 수 있다.

1.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의 구조적 특징
벽화가 제작된 후불벽은 전형적인 목조건축물에 내진 고주 사이에 위치하
며 상, 중, 하방을 골조로 벽이 이루어져 있다. 1999년 해체에 따른 하단부 벽
체를 활용한 세밀한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있었다. 대표적인 구조적 특징은
각 층위간의 역할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찰 벽체 구
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성된 기질부위는 오래된 흙 구조체임에도
단단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으며 층간 마감상태도 매우 치밀하다. 다만 연구대
상이 된 벽체시료는 전면에 마감벽으로 예상되는 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후
면에 마감벽을 포함한 층위구조가 2층위로 나타나는데 과거로부터 벽화가 노
화되거나 훼손되면 그 위에 새로운 마감벽을 바른 후 채색한 전형적인 사찰벽
화의 보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벽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상 벽체는 골조를 중심으로 전면에 2개의 층위
가 형성되어 있고 후면에 4개의 층위가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찰벽화의
구조는 전, 후면이 각각 3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사대상인 후불벽화
하단부에서 채취된 벽체는 수미단에 가려진 전면은 마감벽을 생략하였고 후
면 벽체 보수가 진행되면서 2개의 마감벽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정

2) 문명대, ｢鳳停寺 大雄殿 高麗 靈山會上圖 後佛壁畵略考｣,(불교미술연구3․4, 1998)
3) 박도화, ｢우리나라 사찰 전각의 벽화｣(사찰벽화, 미술문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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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웅전 후불벽체는 초벽, 중벽, 마감벽 및 채색층의 차례로 벽면을 형성하
였다[그림 4]4), [표 1].

[그림 4] 벽체시료의 층위 명

[표 1] 벽체의 층위별 두께
구분

두께

전체

15.6cm ~ 16.5cm

초벽

13.3cm

후면 중벽

1.9cm

전면 중벽

1.0cm

마감벽(화벽) 및 채색층 1

0.5cm

마감벽(화벽) 및 채색층 2

0.3cm

벽체에서 골격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목재들을 살펴보면 가로부재로는 나무
각재로 제작된 가시새라고 하는 중깃 1개와 곧고 단단한 나뭇가지인 눌외가지
가 설치되어 있고 세로부재로는 설외가지가 설치되어 있다. 가로, 세로 목재
는 지름이 약 1㎝ 정도의 새끼줄로 묶어 고정되어 있다. 눌외가지는 약 지름
3.4㎝의 단단한 나뭇가지가 사용되었으며 설외가지는 지름 약 3.8㎝ 두께의
나뭇가지로 이들이 십자로 교차되어 각각 5～6㎝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재로 사용된 중깃은 너비 약 4～5㎝로 가로부재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사용된 목재의 수종은 다양하며 주변에 구하기 쉬운 곧고
단단한 나뭇가지라고 볼 수 있다.
4) 정혜영·한경순,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체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 제23권, 한국문
화재보존과학회, 2008,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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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형성은 눌외가지와 설외가지를 엮어 만든 목재골격위에 차례로 흙
을 발라 완성되는데 첫 번째로 형성된 층은 초벽이며 벽체의 흙이 골조에 맞
물린 모양을 볼 때 전면의 층을 먼저 제작된 후 뒷면에서 맞벽을 친 것으로 보
인다. 이 층위는 흙과 자갈 및 짚여물, 나무 조각, 토기조각 등의 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재료들을 혼합하여 약 13～14㎝의 두께로 발라 거칠게 마무리
하였다. 두 번째로 형성된 층위는 중벽으로 초벽 위에 약 1～2㎝의 두께로 각
각 후면과 전면에 초벽을 보강하는 형태로 제작되는데 초벽 건조 후 균열부위
가 발생되면 메우는 형태로 제작한다. 이 층위는 초벽층에 사용된 재료 중 거
친 재료들을 제거하고 장폭의 재료를 단폭의 재료로 바꿔 혼합하여 사용하였
으며 매우 치밀하게 마감되어 있다. 세 번째로 형성된 층은 제 1마감벽층에 해
당되며 후면의 중벽층위에 약 5～6㎜의 두께로 제작되어 있다. 층위제작에
사용된 모르타르에는 자갈 및 짚 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운 흙과 모래
및 섬유를 혼합하여 제작하였으며 층위의 표면에는 채색층이 형성되어 있다.
네 번째로 형성된 층위는 제 2마감벽층에 해당되며 제 1마감벽층 위에 약 3㎜
의 두께로 제작되어 있다. 이 층위에도 채색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모
르타르에는 제 1마감벽층과 마찬가지로 고운 흙과 모래 및 섬유가 혼합되어
있다. 벽체의 골격구조 및 벽체구조를 표현한 모식도는 [그림 5, 6]5)과 같다.

[그림 5] 후불벽체의 단면구조

[그림 6] 후불벽체의 구조

벽체 시료의 구조관찰을 통하여 구분된 5개의 층위에 대하여 각각의 층위
별 형태 및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 또는 상이한 특징을 지니는 층위들이 벽
5) 정혜영·한경순, 앞의 논문(2008),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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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사한 특징의 층위들은 맞벽의 구조로 인
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층위들은 층위적 기능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벽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불량한 분급을 가지며 5㎝ 이상의 큰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점이다. 이 물질들은 자갈, 토기조각, 나무 조각 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기질부분 흙의 축소가 완화되어 균열이 억제되고 물리적 성능이 향
상된다. 실제로 초벽은 중벽 층위와 더불어 벽체의 층위 중 가장 단단한 강도
를 지닌 층위이다. 또한 다른 층위와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섬유보강제의
첨가 형식으로 길이 5㎝ 이상으로 볏짚을 잘라 벽체 구성 물질들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장섬유를 사용하여 흙이 마르면서 수축하고 균열이 발생하
는 것을 줄여주고 벽체 구성 물질들 간의 결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하였다. 초벽 층위는 거친 재료들이 혼합되어 층위 중 가장 두꺼운 부분
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감층이 거칠게 제작 되어 있다. 따라서 층위의 마감부
분은 불규칙한 형태로 고름질이 되어 있지 않아 요철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
상부 층과의 교접 면은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초벽 다음에 제작된 층은 중벽으로 초벽과 유사함을 보이지만 초벽보다는
정선된 층위로 장폭의 재료들이 단폭의 재료들로 변화되어 첨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재료의 유사성으로 층위적인 구분이 확연이 드러나지 않지만 일부의
차이로 층위의 구분이 확인되며 힘을 가했을 때 층위의 분리가 가능하다. 초
벽층에서 물리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되었던 장폭의 물질들은 첨가
되어 있지 않으며 5㎝ 이상의 길이로 첨가되었던 짚 섬유도 2㎝ 이하의 길이
로 첨가되어 있다. 이 층위에서 주목될 만한 특징은 고름질된 표면 마감층으
로 매우 치밀하고 내구력 있게 제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2층의 마감벽은 벽체의 골격이 되는 초벽층이나 초벽층
을 보강하는 중벽층과는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두 층위 모두 모래 이하
의 입도를 가지며 부드러운 섬유 보강제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층위에는 황적
색의 안료와 녹색계통의 안료가 단일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제 1채색층은
마감벽과 밀착력 있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제 2채색층은 안료가 층위에 덮여
있는 듯한 형식으로 비교적 두꺼운 채색층을 형성하고 있다. 단, 제 2채색층에
는 3개의 채색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하부에 조성된 채색층은 제 1채색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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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느낌으로 밀착력 있게 채색되어 있어 층위의 바탕층 즉, 바탕칠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마감벽이 2개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벽화는 조선
시대 흔히 볼 수 있으며 벽화가 변색되거나 노화되어 벽화가 손상되면 그 위
에 마감벽을 제작하여 바른 후 채색하는 방식의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의 재료적 특징6)
벽체의 제작에 사용된 흙은 층위별로 그 기능에 따라 다른 입도를 가지며
성분 분석 및 현미경 관찰결과 층위별 주요 구성광물의 종류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점이 없으나 그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부의 층위로
갈수록 세립의 입자로 층위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분급도 비교적 양호해 진
다. 또한 벽체 조직도 치밀해 지고 벽체에 발생된 공극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
으로 관찰된다.
흙의 광물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실시된 X-선 회절분석 결과 초벽에서
는 석영(34.0%)과 미사장석(35.9%), 사장석(30.1%)이 검출 되었고 중벽에서
도 석영(30.6%)과 미사장석(30.3%), 사장석(9.1%)이 동일하게 검출되었다.
또한 하부에 형성된 마감벽에서도 석영(29.3%)과 미사장석(28.8%), 사장석
(41.1%)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후면의 최상층에 마련된 마감벽의 분석결과에
서는 석영(26.1%)과 사장석(37.5%)은 공통적으로 검출되었지만 미사장석은
검출되지 않았고 흑운모(36.4%)가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다. 이는 제 2마감벽
층이 다른 층위들과 비교했을 때 조성이 다른 흙을 사용했다는 가능성을 보인
다.
벽체에 사용된 흙이나 모래를 입도분석을 통하여 각 층위별 토성(모래-미사
-점토의 비율)을 알아보면 제 1마감벽과 중벽은 사질양토(sandy loam)로 미
사보다 모래의 비율이 높고 점토의 비율이 20% 이하인 조금 거친 토성을 나타
낸다. 초벽은 양토(loam)로 모래와 미사의 비율이 비슷하며 점토의 비율이 10
～30% 사이인 중간정도의 토성을 지닌다. 제 2마감벽은 미사질의 양토로 모

6) 정혜영·한경순, 앞의 논문(2008), 5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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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보다 미사의 비율이 높고 점토의 비율이 0～30% 사이로 중간정도의 토성을
지니지만 양토보다는 고운입도를 지닌다. 자갈을 포함한 상태의 토성을 살펴
보면 초벽층위 시료는 모래와 점도의 비율이 비슷하고 자갈의 비율이 20% 정
도인 토성을 보이며, 중벽은 점토보다 모래의 비율이 높고 자갈의 비율이 10%
정도인 토성을 보인다. 마감벽은 자갈을 포함하지 않고 제 1마감벽은 시료는
모래의 비율이, 제 2마감벽은 미사의 비율이 높은 토성을 보인다.
대웅전 후불벽체의 조성에 사용된 첨가제 들을 살펴보면 벽체 보강용 물질
은 초벽에 포함되어 있으며 길이 5㎝ 이상의 자갈, 토기 조각, 나무 조각 등 사
면이 거칠고 크기가 다소 큰 물질들이다. 이물질은 초벽 층위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료가 단단히 맞물려 벽체의 강도가 증가하고 기질부분
에서 수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균열현상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섬유 보강제는 각 층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초벽(5㎝ 이상)과 중벽(2
㎝ 이하)에는 짚섬유가 마감벽층에는 정색반응결과, 제 1마감벽층 닥섬유, 제
2마감벽층에는 닥섬유와 면섬유가 혼합되어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풀 보강제는 정색반응 실험을 통하여 첨가 유무를 판단한 결과, 중벽의 마
감층과 제 1마감벽의 조성에 탄수화물계의 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특히 표면 마감부에 강하게 사용되었다. 벽화 채색에 사용된 안료는 정
성적인 분석결과, 금박, 주사, 연단, 석청, 석록, 뇌록, 연백 등이 검출되었다.

Ⅳ. 보존처리
1. 부석사 조사당벽화의 보존처리
1916년 조사당 해체 과정에서 분리된 후 무량수전에 보관되던 벽화 6점은
1985년도 寶藏閣으로 이전과 함께 문화재관리국의 지도하에 보존처리가 이뤄
졌다. 보존처리는 벽화에 대한 세척 및 접착 그리고 채색층 강화처리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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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그림 7] 1916년 조사당벽화 분리 이전 상태

세척작업은 벽화 표면에 발생된 염 결정에 대해 이탈리아 플로렌스연구소
에서 개발한 찜질방법(impaco)이 시도되었다. 채색층 강화처리는 Paraloid
B-72를 1.5~25%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그 외 벽화 환경조성을 위한 온․습도
측정기 및 도난경보기설치, 기타 보호각내 습도감소를 위한 건물개수가 실시
되었다. 당시 벽화 보존처리와 함께 작업 내용은 벽화모사도 제작, 조사당 내
에 복원도의 재현작업이 이루어졌다.
17년이 경과 된 후 전시관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건물에 벽화가 전
시됨으로 인해 발생한 전시효과의 상실, 그리고 1985년도에 벽화에 대한 보존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 벽화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일부 벽
화의 채색층 손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먼지와 오염물이 벽
화 표면에 축적되어 왔다. 벽화가 전시된 보장각은 맞배지붕을 취하고 있어
내부 공간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둥 윗부분
의 공간은 폐쇄한 채 중밀도섬유판(MDF)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전시조명이나 기타 조형물들이 지나치게 낮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과거
사용된 고착제의 변형 및 변색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채색층의 박리 박락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손상상태로 인해 2002년에는 벽화 전시환경개선과
벽화 표면의 오염물제거, 채색층 박락부위에 대한 고착작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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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리진열장 안전필름 설치(2002년)

[그림 9] 보장각내 적외선차단 조명작업(2002년)

당시 전시실은 특정시간을 제외하고는 일간 지속 개방되어져 태양광선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시급한 것은 여름철의
반사광, 겨울철의 직사광을 차단하는 것이며 전시용으로는 부적절한 조명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먼저 주 광원인 벽화
를 마주보고 매일같이 개폐되는 벽화 전시실 출입구에 대한 폐쇄가 우선적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기존 전시실 출입구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2층 출입구를 통하여 1층으로 내려와 벽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내부 형광조명 및 전실의 백열조명에 대한 조
명 재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명들은 모두 자외선 절감 형광등으로 교체
되었으며 자외선차단과 단열, 안전을 위해 벽화 보호 틀의 유리면에 자외선
차단과 벽화보호를 위한 충격완화용 필름(Safety Film)을 설치하였다[그림 8].
또한 전시실 내의 조도는 유물별 적산조도 량과 연색성, 혼색도 등을 고려하
여 200Lux가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실 조명은 전구색의 25W 콤팩트형광등
을 사용하여 전시실 내부 조도에 비해 낮추어 설치했다[그림 9].
벽화 전시환경 개선 작업 이후 벽화 표면에 대한 보존처리 작업이 이루어졌
다. 벽화에 대한 세척작업은 증류수를 이용한 습식세척을 위주로 실시하였으
며 세척작업 전에 여섯 점의 벽화에 대해 부드러운 솔을 이용한 건식세척 작
업이 이루어 졌다. 양모 붓을 이용한 건식 세척 이후 채색층의 상태가 양호한
부분을 위주로 증류수와 순면 등을 사용한 세척작업이 이루어졌다. 채색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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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처리는 채색층 박리부위와 박락이 예상되는 부위에 대한 안착 작업을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고착처리는 박리 부위에 증류수로 희석한 아교(2%)를 이
용하여 주사 및 밀착 보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 처리 시 사용했던 고
분자 합성수지의 농도가 짙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재차 같은 합성수지를 사용
할 경우 벽화와 같은 흡습성 재질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수축, 이완을 반복 하
는데 있어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한 채색층의 균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성 매제가 적용되었다.
벽화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냉․난방기 및 제습기가 설치되었다. 향후 벽
화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벽화가 전시 및 보관되어 있는 전시관의 환
경에는 공조기의 가동이 필요하나, 사찰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공조기를 사용
함에 있어 필요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냉․난방 및 제습 환경이
마련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보장각인 성보박물관이 부석사 경내에 건립되
면서 조사당벽화는 2010년 여름에 이전되었다. 그러나 박물관 내부 환경에 대
한 문제로 벽화의 채색층은 박리 및 박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조사
당 벽화보존을 위한 방안제시 및 보존처리를 위한 학술연구가 시작되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과학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림 10] 부석사 성보박물관내 조사당벽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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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의 보존처리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는 오래전부터 불상 뒷벽의 아미타후불탱화 뒤
에 벽화가 발견되어 관심을 끌다가 1997년 후불탱화를 보수하기 위해 떼어낸
후 후불벽화가 전면적으로 공개되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그 제작연대가 고려 말이나 조선초기일 가능성이 제시되어 현재 몇 점만이 알
려진 이 시기의 벽화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이 후불벽화
는 현재까지 조사된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극락전이 있는 봉정사 대웅전에
서 발견되었다. 후불벽화에 대한 것은 오래 전에 확인되었으나 창호지와 후불
탱화(아미타후불탱화, 1713년 제작)로 가려져 있다가 1997년 1월 16일 후불탱
화의 보수로 인하여 벽화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여러 차례의 조사결과
건물 수리와 아울러 벽화보존처리가 결정되면서 후불벽화가 일반에게 공개되
었다.
봉정사 대웅전 영상회상벽화는 배치구도로 볼 때 14세기 전반기의 관경변
상도와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본존불과 협시들의 배치와 비슷하며, 특히 1350
년 미륵하생경변상도를 상한으로 하한은 1465년 조선 초기 관경변상도의 구
도와 비교되므로 이 벽화는 빠르면 14세기 후반기에서 늦으면 145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채색은 고려불화와 비교되는데 둥근 광배의 붉은 선과
녹색선 안의 녹색과 흰색, 붉은 가사와 녹색 상의에 그려진 꽃무늬 색들은 물
론, 얼굴과 살색을 금니로 찬란하게 칠한 특징에서도 고려 말 조선 초의 불화
특징을 볼 수 있다. 벽화가 제작된 후불벽은 전형적인 목조건축물에 내진 고
주 사이에 위치하며 상, 중, 하방을 골조로 벽이 이루어져 있다.
벽화의 보존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벽화를 지지하고 있는 고주가 기울
어져 벽체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체가 뒤틀려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흙으로
구성된 벽체는 전체적으로 심한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벽체의 중심 골격으로
부터 이탈된 상태이다.
후불벽화는 해체가 당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1999년 본격적인 해
체과정이 진행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보존처리 후 봉정사 성보박
물관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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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 보존처리 후 (2004년)

[그림 12]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 해체 전(1999년)

3. 보존방안
부석사조사당벽화의 가장 큰 손상은 채색층의 박리․박락 상태이며, 이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손상과 함께 과거에 사용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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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로 인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박리․박락이 심화된
채색층에 대한 보강작업과 함께 합성수지 손상부위에 대한 안정화 조치가 시
급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벽화 목재프레임은 기록상으로 일제에 의해 1세
기 전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내부구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보존처리에서는 벽체 내부의 상태
와 석고 보강층 및 목재 프레임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만 안
정적인 보존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부석사 조사당벽화의 보존을 위한 지침은
아래 6가지의 기본지침은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부석사조사당벽화 6점에 대해 시급한 보존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보존처리는 과학적 분석조사 및 정밀상태조사를 근거로 실시되어야 한
다.
◦ 과학적 분석조사는 벽체 내부구조와 채색층 그리고 과거 보수물질에 대
한 규명이 최우선 실시되어야 한다.
◦ 과거 보수물질은 벽화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제거되어야 한
다.
◦ 벽화 채색층 박리부위 고착처리 및 합성수지 손상부위에 대한 안정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재료는 가역적인이거나 자연 친화적인 재료
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 벽체 보수물질 제거 및 충전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종적으로 구조
안정화를 위한 보호틀은 경량이며 조립해체가 용이한 재료와 구조로 제
작되어야 한다.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는 해체 전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벽
화를 지지하고 있는 高柱가 기울어져 벽체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체가 뒤틀려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흙으로 구성된 벽체는 전체적으로 심한 균열이 발생
되었으며 벽체의 중심 골격으로부터 이탈된 상태였다. 목조건물 고주와 결구
된 후불벽화의 특성상, 土壁體는 건물의 기둥이 구조적 변위가 생기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후불벽 외에 불벽도 마찬
가지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벽화의 보존은 건물의 구조안정화가 필수적
이며 보존방안에 있어 주요 요소가 된다.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영산회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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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해체 및 보존을 통하여 안정화된 지 15년에 시간이 지났고 주기적인 상
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보관 중인 수장고 환경이 多濕한 이
유로 개방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장환경개선도 시급히 진
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체 및 보존처리가 완료된 2004년에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던 채색에 대한 재료와 제작기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Ⅴ. 보존학적 고찰
한국에 현존하는 사찰벽화 중 시기가 가장 앞선 대표적인 두 사찰의 벽화를
대상으로 구조와 재료적 특징, 그간 보존을 위해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
았다. 구조와 재료적 특징은 과학적 분석도구들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얻어진
결과이며, 보존을 위한 행위를 통해 시대적 상황의 불가피한 사유와 부족한
인식과 노력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두 사찰벽화의 구성특성과 보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나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의 구조는 지금까지 조
사 연구된 한국의 사찰벽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된 재료도 특이할
사항이 없다. 벽화 제작에 사용된 재료 또한 유사하지만, 재료의 배합과 제작
기술에서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두 사찰벽화의 보존과 매우 밀
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현재까지 벽화가 잘 남아 있음으로 증명될 수 있
다. 현재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는 건물 목구조물의 변화로 인한 균열 및
박락된 손상이며, 자연적 노화는 거의 없었음을 벽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목조건축물의 흙벽은 앞서 언급했듯이 3개 층위로 구성된다.
각각의 층은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구성되어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습
도나 온도에 의한 수축 및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층간 결속력이 상실되면서
분리되며, 이와 같은 손상은 대다수의 벽체에서 나타난다. 두 사찰의 벽화에
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재료구성비에서 고운 황토 및 모래의
배합비가 다른 사찰벽화에 비해 반대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인 사찰벽화의
배합비율은 점토40% : 모래60%인데 두 사찰벽화는 모래60% : 점토40%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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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일반적으로 점토함량이 높으면 벽체를 제작하기가 매우 어렵고 벽이 무
거워져 배부름 현상이 발생된다. 또한 건조 시 말림현상으로 온전한 벽체 제
작이 쉽지 않다. 두 사찰벽화의 벽체가 다른 벽체에 비해 조밀하게 구성된 점
으로 제작과정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부피의 벽체를 중량으로 비
교하면 다른 사찰벽화에 비해 두 사찰벽화의 벽체가 더 무겁고 사용된 황토의
양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순한 차이로 보이나 벽체의 보존성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벽체를 제작하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벽체는 조선후기의 사찰벽화에서
는 아직까지 발견된 예는 없다.
한국 사찰벽화의 보존역사에서 최초의 벽화해체 및 보존처리가 된 벽화가
부석사의 조사당벽화이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 조사당과 무량수전 해체 수
리 당시 일본인들이 사당 내 벽화 6점을 건물에서 분리하였고 처리는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1925년 전후로 추정된다. 당시 유럽의 벽화 보
존처리에 주로 사용된 석고재료로 균열부위를 보강하였다. 석고라는 재료는
서양식 석회벽화에는 적용이 적절하지만 흙이 주재료인 우리의 사찰벽화에는
강한 재료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1985년도에 실시된 보존처리에서는 벽화 채색면 보존을 위하여 세척 및 화
면보강처리가 진행되었고 당시도 유럽에서 유행하던 재료와 방법들을 적용하
였는데 과도한 량과 처리기술이 미숙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는 건물의 대대적인 보수로 인하여 해체되었고
정확한 목적은 알 수 없으나 벽화 대부분의 상호가 없어진 상태이며 벽화를
지지하는 목부재의 심한 변형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해체
및 보존처리가 된 벽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질 않아 장기보존을
대책이 필요하다. 두 사찰벽화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보존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전시관리가 되고 있는 점이다. 어떠한 보존처리를 하더라도 보관환
경이 받쳐주질 않으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韓國 寺刹壁畵의 保存을 위한 小考

49

Ⅵ. 결론
벽화는 불상과 함께 예배의 대상이 되며, 전각의 성격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석사 조사당벽화나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는
현재로서 사찰에 봉안된 불화 중 전각의 성격과 도상명이 일치하는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역사적․미술사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제작되었음에도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훼손상
태를 제외하고 벽체 자체는 상당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력이 우수
한 상태이다. 부석사 조사당벽화나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의 제작기법
에 대한 연구는 문화재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 후불벽화에 대한 올바른 보존
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토벽화 제작기법 및
사례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장기간 훌륭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는 벽체의 특성을 자연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제
작기법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제작기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주로 적외선 촬영을 통한 조사나 안료분석
에 관한 연구들로 조사나 분석에 국한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문화
재적 특성상 분석 가능한 시료를 얻기 힘든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벽화라는 구조체는 무기 및 유기재료들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형성되기 때
문에 구조적, 재료적 특성이 외부로 표현 되는 벽체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의 확실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도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한 제작기법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조사 및 연구가 미비하며 기초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지관리일 것이다. 보
존처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일시적인 작업이 아니며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수
적이다. 문화재 보존처리는 수명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처리라는 말들을 한다.
가장 이상적인 보존방법은 처리를 하지 않고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사찰벽화의 보존도 가능한 최소한의 처리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주변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사찰벽화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

50

석당논총 73집

건이 조성되려면 예산의 뒷받침, 인식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다. 주변의 무분별한 인식과 적절치 못한 환경을 이유로 방관하는 자세로
대처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찰벽화의 실질적인 보존
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그리고 문화재에 관계되는 모든 전문가들의 몫일 것
이다. 아울러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
며, 귀중한 문화적 유산임을 인식하고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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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the Conservation of Buddhist Murals in Korea
: Focuses on the Josadang Mural at Buseok Temple and Mural
behind the Buddha at Daewoongjeon of Bongjeong Temple
Han, Kyeong-Soon
Josadang mural at Buseok Temple in Yeongju, built during the 14~15th
century, and mural behind the Buddha at Daewoongjeon of Bongjeong
Temple in Andong are the earliest of all Buddhist temple mural paintings
that exist to this day. Scientific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for
conservation of these mural paintings,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wall
granularity and material properties was conducted. The materials and
structures used in the walls that support the mural paintings are the same as
those for the temple mural paintings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
significant difference lies in the mixing ratios of the materials and the
structures which are more precise. These two mural paintings have
revealed one aspect of the traditional techniques by which the paintings
could be preserved for more than 600 years; and it will be used as data for
preparing measures for long-term conservation. In 1916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6 mural paintings of Josadang at Buseok
Temple were separated from the buildings by the Japanese, due to
deconstruction and renovation on Josadang and Muryangsujeon. At that
time, European techniques were applied and the cracks were reinforced by
the material called gypsum. Later in the 1980s, mural conservation
treatmen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mural painting surface.
The materials which were popular at that time were used for cleansing and
surface reinforcement; and excessive use of concentration for treating
materials and poor treatment execution are evident. Also, the damag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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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due to harsh environment. In the case of Bongjeong Temple,
the painting is exposed to the humid surroundings without the continuous
maintenance after the dismantling and preservation process. Considering
the past treatment for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of these two temples,
the inevitability in terms of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lack of awareness
and efforts could be found.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should be
made easy for re-treatment through the minimum possible treatment.
Continuous management and proper environment for conservation should
be ensured for long-term conservation.
Key Word : Conservation, Buddhist mural, Wall granularity, Material

properties, Monitoring, Preserv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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