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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안료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조선말기 이전까지 불화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안료는 금, 은, 동과 염료를 포함하여 약 30여 종류가 전부다. 이것은
불화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회화 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시대적인 공통
상황이다. 그럼에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도나
배치로도 나타나지만, 사용하는 색재나 기법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구축되어온
것이다
고려불화의 육색에는 금니를 빈번하게 사용하였지만, 조선불화에서는 금니를
대신하여 연백과 등황의 혼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비록 금니의 사용은 거의 사라
졌지만, 장식표현에는 금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고려불화에서 청색은 석
청, 녹색은 석록을 마치 고정 색처럼 사용하였으나, 조선시대불화에서는 보다 다
양해져 청색에 군청, 회청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녹색에는 공작석의 석록
보다 오히려 녹염동광의 석록이 더욱 빈번하게 관찰된다. 이와 같이 고려불화의
채색은 조선불화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지만, 고려불화가 화려하게 느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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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고 치밀한 문양표현에 있다. 반면 조선불화는 고려불화에 사용된 색재 외
에도 다양한 색재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혼색이나 중첩채색과 같은 표현들
도 더욱 다양하게 사용 되었다. 조선불화가 고려불화에 비하여 문양의 밀도면 에
서는 다소 덜하지만 휘채색과 같은 색상단계 표현들은 작품 안에서 더욱 장식적
으로 사용 되었다.
고려와 조선은 시대적인 간극과, 정치적 이념, 생활 풍토 등 당시의 다양한 환
경에 맞게 불교와 더불어 불화도 변천해 왔다. 비록 시대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대
중들에게 예배대상을 향한 존경과 장엄미를 불러일으켜 자연스럽게 종교에 귀의
케 하려 했던 목적은 같았던 것으로 각 시대에 맞게 경전을 충실하게 재현하려 했
던 시도들이였다.
주제어 : 고려불화, 조선불화 , 혼색, 중첩채색, 안료, 염료, 색재

Ⅰ. 머리말
일반회화는, 시대에 따른 유행과 풍토, 제작 당시 사용 재료의 수급의 한계
등으로, 시대와 지역별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은 작가의
상황과 취향에 따른 표현 의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제와
소재가 광범위하고 사용하는 채색기법 또한 당시의 시대성을 띠며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다.
반면 종교회화인 불화는 대중 교화라는 큰 목적 아래 경전을 구현화한 것으
로 일반회화와는 달리 형식적이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계승되어 왔다.
불화에서 장식적인 표현들은 대중들에게 예배대상을 향한 존경과 장엄미를
불러일으켜 자연스럽게 예배대상과 종교에 귀의하려 했던 것이며, 예배를 위
해 모인 대중들을 수용하기 위해 규모가 커진 법당에 장식되는 불화 역시 건
물 규모에 따라 대형화되었다. 대형불화에서 보이는 밀도 있는 구도와 세밀한
장식적 표현은 한 개인 화원의 원력이 아닌 다수의 화원들의 참여, 후원자와
대중들의 분업과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그런 대형불화 제작의
방식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조선후기까지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화원들 간의 교류와 계승은 수화사인 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시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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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문중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표현기법, 전통 도상 계승, 화첩의 전파와 확
산 등 예배대상을 그리는 종교회화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을 중심으로 각 문중
화원들 간의 다양한 표현과 채색 기법이 불화에 녹아들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회화의 표현 방법은 단순히 평면에만 머물지 않고, 각
종 오브제와 미디어 더 나아가서는 가상현실(假想現實, VR)에 까지 이르게 된
다. 불교회화 역시, 다양한 인공 안료의 개발과 아크릴에멀젼과 같은 화학 접
착제의 등장, 비단이나 삼베를 대신한 면의 사용 등은 일반회화에서 만큼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편으로는 전통 재료와 기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은 전통 안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 안료 본연의 아름
다움까지 인공안료가 대체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 안료는 입도, 굴절률, 비중, 투명도에 따라 발색이 달라지며 채색 기법
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비록 재료를 완벽하게 다루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채색이 가지고 있는 입자특성과 바탕재와 아교와의 관계에서 나
오는 표현은 단순한 평면이 아닌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입체작품과도 같
다. 반면, 인공 안료는 몸통[Body]이 동일한 유기안료1)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
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 비교적 다루기가 쉽지만, 표현은 획일화 되었고 재료
특성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전통채색에서 보이는 깊이 감은 반감 되었다.
비록 수 세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다시 전통 채색으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미감에 전통 채색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감을 계승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한
편으로는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대상인 고려불화는 단순히 종교 회화로써 뿐만 아니라 극도의
아름다움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조선불화는
고려불화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조선 독자적인 다양한 표현 방법을 모색했다
는 것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불화나 조선불화 모두 종교 회화라는 양
식적인 큰 틀 안에서는 동일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나 당시의 정치적인 이념

1) 체질안료라고도 한다. 백색안료에 다양한 색상의 염료를 염착시켜 만든 안료. 색재의 몸통을 이루
고 있는 안료의 기본 물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혼색이 용이하고 채색순서와 관계없이 채색이 가능
하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은 거의 대부분의 튜브형 물감, 분채들은 체질안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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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작품의 구도
나 등장하는 권속의 배치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채색 특징에서도 확인된
다.
본 연구에서 고려불화는 일본 센오쿠하코칸[泉屋博古館] 소장 2점의 수월관
음도와 카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조선불화
는, 대형 불화 정밀조사에서 실시했던 채색 정보를 중심으로 채색 현황과 특
징을 서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도상학적인 측면의 연구보다는 작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채색
현황과 특징 그리고 채색 기법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기존의 도판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객관성 있는 연구를 위해
서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비파괴 분석이라 할지라도 접
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소장처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려불화는 국내 작품은 물론 이번 연구 대상 작품이었던 일본 소재 대부분의
작품이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난관이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대상 작품의 다양성에서는 미흡하지만,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한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카가미진자
[鏡神社] 수월관음도는 최근 일본에서 연구된 보고서2)를 참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안료 분석을 위해서는 휴대용 형광-X선 분석기(XRF) 사용했으
며, 이외 적외선과 현미경 촬영을 병행했다. 또 작품에 따라서는 투과-X선 촬
영을 실시했으며, 무엇보다도 고해상 촬영 장비를 통한 고화질이미지를 확보
해 정밀한 연구에 사용했다.

1. 고려불화의 조사
2015년 일본 센오쿠하코칸[泉屋博古館]에서는 高麗仏画 香り立つ装飾美
라는 주제로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 40점을 전시했다. 전시에 앞서
조사 가능한 작품은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선행된 조사는, 경도대
학(京都大学) 이대(井手) 연구실에서 개발한 초 고화상 비접촉평면스캐너를

2) 東京文化財研究所、鏡神社所蔵 重要文化財絹本著色 楊柳観音像 光学調査報告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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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가시광선, 적외선 촬영을 1200dpi로 실시했으며, 그 후 현미경 촬영과
형광-X선분석을 함께 실시했다.
조사 대상 작품은, 센오쿠하코칸[泉屋博古館] 소장 서구방(徐九方)화 수월
관음도1점과 네즈[根津]미술관 아미타여래상을 비롯하여 소장 작품 9점을 조
사했다. 그 외에, 야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의 아미타팔대보살도와 수월관음
도, 나한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사진 촬영을 실시했으며, 대덕사(大徳寺) 수월
관음도는 육안 관찰만을 실시했다.
그 중에서 센오쿠하코칸[泉屋博古館]의 수월관음도는 분석 정보를 토대로
하여 사용된 채색과 기법을 재현 작업을 통해 검증을 시도했다.
일본의 카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는 200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전
시를 통해 육안 관찰을 할 수 있었으며 최근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 광학 조사
보고서가 나와 본 발표의 기초 자료로 참고했다.

2. 조선불화의 조사
2015년부터 실시된 대형 불화 정밀조사3)는 한국에 소재해 있는 괘불탱을
대상으로 10개년 동안 실시하는 대형 불교 회화 정밀 조사 사업이다.
정밀 조사 방법은 인문학적 조사와 디지털 정보 구축, 보존 과학적 조사 등
크게 세 가지 연구 방법으로 세분화 했다. 인문학적 조사는 해당 문화재의 문
헌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크기와 무게, 특징, 보존 환경 등 현상을 파악하는 것
으로,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괘불탱 관리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디
지털 정보 구축 조사는 정밀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를 데이터화해 연구 및
보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보존 과학적 조사는 바탕지,
배접지, 채색 등 대형 불화의 재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손상도 조사, 채색 안
료 분석표 작성, 적외선, 현미경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실
시해 원형을 기록 보존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형 불화 정밀조사는 2018년 7점의 조사 대상을 포함해 현재까지 26
점의 대형 불화의 현황 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2019년에는 7점의 괘불을 대상

3)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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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Ⅱ.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서 나오는 채색
근대 서양에서 개발된 인공 안료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는 1800년대 후반
이전까지 사용된 안료는 모두 전통 안료로 볼 수 있다. 즉, 고려불화에서나 조
선 중기까지 불화에 사용된 안료는 서로 다른 안료가 아닌 모두 전통안료로
동일하다. 전통 안료의 대부분은 천연 안료지만, 연백, 연단, 회청, 인공주와
같은 몇몇 색재는 이미 기원전부터 사용되어온 인공 안료로 이 역시 전통 안
료에 속한다. 특히 연백은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서 주로 사용된 백색 안료
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분은 오히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사용이 빈
번하게 확인된다.
전통회화에서 사용되는 염료는 크게 청색, 황색, 적색 3종류의 색상이 사용
되는데, 이는 색의 삼원색과도 거의 유사한 색상으로 3종류의 색상으로도 타
색과 혼색을 통해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청색 염료로는 청색
의 가장 대표적인 쪽이 사용되는데, 청색 쪽 거품을 모아 사용하기도 하며, 쪽
색소를 추출하기 전 단계의 작업에 생산되는 구운 호분 가루에 쪽 색소를 염
착 시킨 니람을 사용하기도 한다. 등황은, 마치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것
처럼 감보지(Gamboge)나무의 외피에 칼집을 내고 그 수액을 채집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매우 선명하고 투명한 황색을 얻을 수 있으며, 교질의 수지성분
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접착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황색 염료는 등황 외에
도 다수 존재 하지만, 염색이 아닌 칠을 하는 회화에서는 등황의 사용이 가장
용이하다, 또한, 색상 값, 채도 모두 높아 얼마든지 혼색을 통해 그 이하 값의
색상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화에서 황색 염료로는 거의 유일하게
등황이 사용되어 왔다.
반면, 적색 염료는, 식물성뿐만 아니라 동물성도 있으며 매염 조건에 따라
서도 다양한 색상을 보이기 때문에 휴대용 장비만으로는 정확한 성분 분석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연지라고 하면, 동물성인 코치닐과 락충이 있으며,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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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는 홍화가 있지만 그 외에 소방이나 꼭두서니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불화나 조선불화를 불문하고 이처럼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색재의 종
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채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고려불
화에서는 부분적으로 혼색을 사용한 곳들도 확인 되지만 백, 흑, 녹, 청, 적, 황
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재 그대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에 들어와서는 전통안료지만 고려시대에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던 색재들의
사용과 혼색, 중첩 채색, 또는 안료와 염료의 혼합사용 등 다양한 표현을 시도
하였다.

1. 백색
[표 1] 전통 백색 색재 일람
색재명
연백
(鉛白)

재료명

주
원소

그 외 명칭

방연석
백연·당호분·연분·당분·정분
Hydrocerussite Silver white, White lead

화학식

Pb

염기성탄산납
[2PbCO3·Pb(OH)2]

백토
(白土)

고령토
Kaolinite

도토·백토·카올린·자토
Clay, Kaolin

Si
Al

함수규산알루미늄
[Al2O3·2SiO2·2H2O]

호분
(胡粉)

칼사이트
Calcite

합분·진분·패합
Oyster shell white

Ca

탄산칼슘 [CaCO3]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백색 안료는 연백이 가장 대표적인
안료이다. 일부분 괘불탱 장황 부분의 변아에서 백토가 검출되었으나 변아는
장황의 가장자리에서 훼손이 되기 쉬운 부분을 보채일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의 변아에는 호분과 티탄이 동시에 검출이 되는데, 이는
보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이번 연구 대상인 고려불화에서는 화면 전체에 칼슘(Ca)과 철(Fe)이 함께
검출되어, 호분이나 산화철 계통의 채색 가능성도 유추해볼 수 있으나, 이것
은 장황 과정에서 사용된 배접지의 매염재 또는 호분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간혹, 고려불화에 백토가 사용되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
인 고려불화에서는 백색 모두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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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에서 백색은 단일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과 혼합해 명도의 단계를 나누
는 중요한 색재로 사용된다.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서는 진사와 혼합해 분홍
색으로 사용했으며, 조선불화에서는 진사 외에 백록, 백청, 4)등황, 니람 등과
같은 무기·유기 안료와 관계없이 다양한 색재와 혼색해 사용하고 있다.

서구방필 수월관음도5)

카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6)

도림사 괘불탱7) - 얼굴

보살사 영산회괘불탱8) - 군의

[그림 1] 고려불화와 조선괘불탱에서의 연백 사용

4) 백록과 백청은 석록과 석청의 가장 고운 입자를 일컫는다. 안료의 혼색은 안료의 비중과 입도가 유
사했을 시 용이하다. 따라서 굵은 입자의 석록, 석청 보다는 고운입자의 백록, 백청을 일반적으로
연백과 혼색하여 사용한다.
5) 소장처: 일본 泉屋博古館, 제작: 徐九方, 크기: 166.3x101.3㎝, 제작년도: 고려 충숙왕 10년(1323),
기법: 견본채색
6) 소장처: 일본 鏡神社, 제작: 김우문, 이계, 임순, 송연색, 중랑, 최승 등 8명, 크기: 430x254㎝, 제작
년도: 고려 충선왕 2년(1310) 기법: 견본채색
7) 소장처: 곡성군 도림사, 제작: 계오, 삼안, 신균, 크기: 776x719㎝, 제작년도: 1683년, 기법: 마본채색
8) 소장처: 청주시 보살사, 제작: 신겸, 지변, 유열, 덕희 등, 크기: 613x426㎝, 제작년도: 1649년 기법:
견 마본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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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흑색
[표 2] 전통 흑색 색재 일람
색재명

재료명

그 외 명칭

주
원소

화학식

유연묵
油煙墨

종자유
광물성유

진묵·당묵·다묵
Lamp black, Carbon black

C

탄소 [C]

송연묵
松烟墨

소나무 수지

청연·혼연·연자·청묵

C

탄소 [C]

흑색을 대표하는 안료는 먹이 있으며, 시대의 구분 없이 현재까지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재이다. 주로 작품의 윤곽선, 의습선을 표현하는데 사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 바위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적외선 - 바위

죽림사 석가모니불탱9) – 눈동자 및 눈자위

[그림 2] 고려불화와 조선괘불탱에서의 먹 사용

9) 소장처: 나주시 죽림사, 제작: 수인, 신헌, 크기: 436.5x240㎝, 제작년도: 1622년 기법: 견저본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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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눈동자의 표현은 담묵과 농묵을 함께 사용한다. 고려 수월관음도에서
먹은 관음보살상이 앉아 있는 바위 등 정물에서, 마치 수묵 산수화에서 보이
는 준법처럼 먹을 사용하고 있다. 휴대용 형광-X선 분석기로는 먹은 검출되지
않지만, 동시에 조사했던 근적외선 촬영에서는 명확하게 먹선을 관찰할 수 있
다. [그림 2]

3. 청색
[표 3] 전통 청색 색재 일람
색재명

재료명

그 외 명칭

주
원소

화학식

석청
石靑

남동광
Azurite

암군청·청화·삼청·이청
대청·심중청

Cu

염기성탄산동
[2CuCO3·Cu(OH)2]

군청
群靑

청금석
Lapislazuli, Lazulite

유리瑠璃
천연·인공 Ultramarine Blue

Al
Si

규산염
천연[3Na2O·3Al2O3·6SiO2·2Na2S]
인공[Na6∼10Al6Si6O24S2∼4]

회청
回靑

Cobalt

화감청, 소마리청(蘇麻離靑,
Sumaliqing), Smalt

Si
Co

규산염칼륨산코발트
[SiO2·K2O·CoO]

니람
泥藍

쪽, 호분

남, 청대
Indigo

C

[C16H10N2O] / [CaCO3]

청색을 대표하는 안료로는 남동광의 석청과 염료로는 쪽이 있다. 그 외에도
군청, 회청을 들 수 있지만, 이번 조사를 실시했던 고려불화에서는 모두 구리
(Cu)가 검출되어 남동광의 석청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카가미진
자[鏡神社] 수월관음도 바다 표현에는 육안 상 청색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만, 동의 검출은 미량이고 현미경상에서도 석청으로 추정되는 입자가 확인되
지 않았다. 반면, 칼슘이 높게 검출되는데, 이것은 쪽 색소를 호분에 염착시킨
니람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니람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면
에서 동일한 청색이 표현된 대나무의 줄기에서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녹색을 띠는 것은 니람과 황색의 유기 염료를 혼색해 사용한 결과로 추정된
다.
이런 사례를 통해본 결과 니람은 고려시대부터 회화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
인된다. 쪽은 당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생산했던 염색재로서 쪽물을 내기 위
해 중간 단계에 만든 니람은 조개 껍질(CaCO3)을 고온으로 구운 생석회(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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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CaO)에 쪽 색소를 흡착해 침전시킨 물질로 쪽 색소를 추출하기 위한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체질안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동광의 석청뿐만 아니라, 군청과 회청의 사용까지 확인된
다.[그림 3] 니람의 사용역시도 더욱 빈번하게 사용이 확인되는데, 공통적으로
불보살의 나발에서 주로 사용 되어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석청의 사용과는 차
이를 보인다.[그림 4]

만연사 석가모니괘불탱10)- 나발
군청사용 사례

만연사 석가모니괘불탱- 군의 문양
석청사용 사례

[그림 3] 만연사 괘불탱에서 확인된 군청과 석청의 사용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머리카락에 석청사용

선석사괘불탱
화관장식에 석청사용,머리카락에 니람 사용

[그림 4] 시대에 따른 석청과 니람의 사용 구분

10) 소장처: 화순군 만연사, 제작: 비현, 쾌윤, 도옥, 크기: 827x592.4㎝ 제작년도: 1783년, 기법: 견본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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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
[표 4] 전통 녹색 색재 일람
색재
명
석록
石綠

재료명
공작석
Malachite
녹염동광
Atacamite

그 외 명칭

암록청·두록·이록·삼록
녹화·대록·하엽

주
원소

화학식

Cu

염기성탄산동
[CuCO3·Cu(OH)2]

Cu

염화동
[Cu2Cl(OH)3]

일반적으로 ‘석록’은 공작석을 원석으로 하는 녹색의 분말 안료를 지칭한
다. 하지만 때로는 동편(銅片)을 인위적으로 부식시켜 그 부식물을 긁어모은
것을 동록(銅綠)이라고 하며, 석록을 대신해 사용하기도 한다. 석청과 함께 구
리(Cu) 광물인 공작석의 석록은 에멜랄드그린(Emerald Green·양록)이 나오
기 이전까지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구리산화물로, 고려불화
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작석의 석록이 검출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
한 양상은 계승되나,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1700년대 전후의 괘불탱에서는 모
두 녹염동광의 석록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작품에서는 공작석의 석록이 동시
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녹염동광의 사용은 불화에서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일반 회화류에서도
많이 보고된바 있어 당시 사용된 석록은 공작석보다는 녹염동광의 석록이 일
반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조선시대에서는 녹염동광의 수급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염동광은 물과 산소, 그리고 염소(Cl)가 결합해 생긴 염기성염화동으로
공작석과 같이 구리 광맥에서 산출되는 광물이다. 따라서 공작석의 석록과도
색상, 성질이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유사한 성질과 특성으로 육안 관찰만
으로는 공작석과 녹염동광 구분은 어렵고, 안료 분석 결과 염소의 유무를 통
해 염소가 검출되면 녹염동광의 석록으로, 염소가 없이 동 원소만 나오면 공
작석의 석록으로 판단한다.[표 5] 이번 연구 대상 작품 중에서는 희귀하게 금
탑사, 광덕사의 괘불탱에서 공작석의 석록과 녹염동광의 석록이 동시에 사용
되고 있어 주목된다. 육안 관찰만으로 이 두 가지 안료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두 안료를 서로 인접해 비교하면, 녹염동광은 육안상 좀 더 어둡고 진한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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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며, 현미경 사진에서는 둥근 입자 형태를 보인다. 반면 공작석의 석록은
녹염동광에 비해 좀 더 밝고 투명도를 가지며, 입자가 둥글지 않고 주상형을
띠고 있어 색상과 입자의 형태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표 5] 공작석의 석록과 녹염동광의 석록 비교
구분
원석

마라카이트 (Malachit, 공작석)

아타카마이트 (Atacamite, 녹염동광)

경도
비중
굴절률

3.5∼4
3.9∼4.03
1.88

3∼3.5
3.75∼3.77
1.86

광덕사 괘불탱11)
아난 존자 머리카락

① 공작석 (Malachit)
명도가 높은 입자가 혼재되어 있음.

② 녹염동광 (Atacamite)
비교적 고른 입자에 색상 또한 일정함.

[그림5] 공작석과 녹염동광을 동시에 사용

11) 소장처: 천안시 광덕사, 제작: 사혜, 광감, 인찰 등 크기: 1062x711㎝, 제작년도: 1749년, 기법: 마
본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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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색
[표 6] 전통 적색 색재 일람
색재명

재료명

그 외 명칭

주
원소

화학식

진사
辰砂

진사, 인공주
Cinnabar

주사, 경면주사, 단사, 광명사,
Vermilion

Hg
S

황화수은 [HgS]

석간주
石間硃

적철광
Hematite

변병, 적토, 주토, 대자 Bangala Indian
red, Red ocher, Red soil

Fe

삼산화이철 [Fe2O3]

연단
鉛丹

수백연광
Hydrocerussite

연단, 황단, 적연, 단, 광명단
Minium, Red lead

Pb

사산화삼납 [Pb3O4]

홍화, 잇꽃

Carthamin Safflower-yellow

C

[C14H6O7]

코치닐

연지벌레, Carmine

C

[C22H20O13]

락충(랙충)

Lac

C

[C20H14O11]

연지
臙脂

적색은 진사 외에도, 연단, 석간주, 연지가 있어, 다른 색상과 비교하면 종
류도 다양하고 유사색이기는 하나 각각 가지고 있는 색상도 육안으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색상범위가 넓게 분포해 있다. 적색 안료 중 가장 대표
적인 진사는, 다른 광물성안료처럼 입도별로 여러 단계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작품에서는 모두 고운입자만이 사용된다. 광물성 안료들은 일반적으
로 고운 입자일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반면, 채도는 떨어지는데, 진사는 고운
입자일수록 채도와 적색으로써 색상 값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그림 6] 즉,
채도나 색상값이 높기 때문에 조색을 통해 얼마든지, 채도와 색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채도, 색상값을 높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사에 한해서는 입도별로 나누어 사용하지 않고, 고운입자만을 사용한다. 간
혹 현미경상에서는 불규칙한 크기의 입자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입도에 따른
색상차를 의도해서 라기 보다는 수비과정의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는 것이
옳다. 고운 입자의 진사는, 주황색인 연단, 그리고 백색인 연백과 입자크기는
물론, 중금속으로써 비중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혼색으로 사용 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된다.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에서 적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곳은 군의 부분
으로써 수은과 납이 높게 검출된다. 적색으로써 진사를 사용한 것은 색상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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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 검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납의 검출은 연단 혹은 연백 혼색의 가능
성이 있다.12) 여기서 군의의 표현을 보면 의습선을 따라 적색으로 바림을 했는
데, 바림한 적색과 군의바탕에 채색된 적색을 보면, 명도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군의의 바탕색은 진사와 연백의 혼색하여 분홍으로 채
색 하였고, 바림에 사용한 적색은 순수한 진사에 의한 색임을 알 수 있다.[그림
7] 또한 선재동자의 육색에서도 진사와 연백의 혼색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인 수월관음도에서는 석간주와 연단의 사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월관음도의 신광 바탕에는 다른 바탕색과 비교했을 때 엷은 적색으로 관
찰되는데, 현미경상에서 적색입자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적색 계열의 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적색의 사용은 조선시대에서도 그대로 이
어져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의습의 끝단이나, 두광에서 나오는 서기의 휘채색
에서는 단일색, 또는 혼색을 통해 고려불화에서보다는 더욱 다양한 변화들을
모색하였다.[그림 8]

굵은 입자 ←-------------------------------------------→ 고운입자
진사는 굵은 입자에 비하여 고운입자가 색상, 채도값이 높게 나타남

[그림 6] 진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색상 단계 비교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 군의

카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 - 군의

[그림 7] 고려불화에서 진사의 사용 사례

12) 연백과 진사의 혼색은 군의의 배면 즉 배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천옥박고관소장 수월관음
도의 적색 군의에서 진사와 연백혼색에 의한 분홍색 배채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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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사 괘불탱 승각기 장식

보살사 서기

[그림 8] 적색의 단계별 휘채색

6. 황색(금박·금니)
[표 7] 전통 황색 색재 일람
색재명

재료명

그 외 명칭

주
원소

화학식

황토
黃土

침철광, 금차석
갈철광

Yellow ocher

Fe

함수산화철[Fe2O3·H2O]

몰다승·노저·황단재

Pb

일산화납[PbO]

밀타승
Massicot, Litharge
密陀僧
석황
石黃

Orpiment

자황

As

황화비소[As2S3]

금
金

금광석

금박, 금니, 선명황, 규색, Gold

Au

금[Au]

등황
橙黃

해등나무

Gamboge

C

[C38H44O8]

황색안료로는 황토와, 석황이 있으며 염료로는 등황이 있다. 황색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은 등장하는 불보살의 육색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번
연구대상인 고려불화의 육색은 모두 금니육색으로써 등황과 석황의 사용은
조선시대 괘불에서만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작품의 폭이 한계가 있었지만, 이
번 연구대상으로 삼은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서는 공통적으로 황토의 사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려 했던 조선불화에서 역시 오
직 황토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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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불화에서 불보살의 육색에 금니를 사용하듯, 조선시대의 괘불에서도
본존 또는 보살들은 황색 육색을 사용하였다. 비록 사용한 황색이 금니는 아
닐지라도, 고려불화의 채색양식을 받아들이면서 경전에 충실하려 했던 의도
라 할 수 있다.
고려불화의 특징 중 하나는 치밀한 금니의 문양이지만, 금박의 사용은 확인
되지 않았다. 반면, 조선시대 괘불에서는 금니의 사용은 보이지 않고, 금박의
사용만 확인되었다.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鏡神社所蔵 重要文化財絹本著色 楊柳
観音像 光学調査報告書를 보면, 백호의 백색 라선 위에서나 얼굴, 육신부에서
금박의 편들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크기가 모두 0,01∼0.05㎜정도
의 미세 박편으로 확인 되었다. 이때 사용한 금은 금박으로써 사용한 것이 아
닌 금니로써 사용한 것으로 인식해야한다. 금의 분말을 금분(金粉)으로 표기
하지 않고 금니(金泥)로 표기하는 것은, 금니의 제조 과정에서 유래하여 나온
명칭으로 금박을 마치 진흙을 개는 것처럼 접시에 개어 제조하기 때문이다.
즉, 카가미진자[鏡神社]에서 보이는 금박편은 크기가 매우 작고 이것은 금박을
의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금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
에 없었던 박편으로 인식해야 한다.13)

수덕사 노사나불괘불탱14) - 얼굴
석황을 사용하여 채색

카가미진자[鏡神社]수월관음도- 얼굴
금니를 사용하여 채색

[그림 9]고려불화와 조선시대 괘불탱에서 보이는 황색육색 비교

13) 東京文化財研究所, 鏡神社所蔵 重要文化財絹本著色 楊柳観音像 光学調査報告書, 2018, 108
~109.
14) 소장처: 예산군 수덕사, 제작: 응열, 옥준, 학전, 석능, 크기: 1034x740㎝, 제작년도: 1673 기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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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의 채색기법
1. 나발의 표현과 청색의 사용
조사한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에서 남동광의 석청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
된 곳은 청색의 바위, 발을 바치고 있는 연화좌대, 그리고 관음보살과 선재동
자의 머리카락, 일부장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조사한 조선시대
괘불탱에서 청색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사용된 색재역시
도 남동광의 석청뿐만 아니라, 군청, 회청등과 같은 유사색의 안료들의 사용
이 자주 확인이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발이나 머리카락의
표현에 있다. 고려불화에서 나발 혹은 머리카락에 사용된 안료는 이번 조사대
상 작품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석청을 사용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그림 10], 조선시대 괘불탱에서는 석청의 사용보다는 쪽을 발색원소로
하는 니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11]
남색(藍色)은 한자명처럼 쪽에서 나온 색을 말하지만, 잘 수비된 고농도의
니람은 어두운 남색을 띠고 있어 때로는 먹색과도 혼돈되기도 한다. 하지만
먹색과 인접시켜 비교 하면 그냥 흑색이 아닌 검 푸른색을 띠고 있어 그 차이
를 구분할 수 있다.[그림 12] 채색표면의 질감과 어두운 색상으로 인해 송연을
사용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칼슘(Ca)이 높게 검출되어 니람이 사
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부처님의 나발을 청색으로 채색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을 설명해놓은 32
상 80종호(三十二相八十種好)15)에서 나온 것이다. 최대한 경전을 따라 청색
을 사용하되, 대중의 모습과는 너무 이질적인 느낌을 줄이고자 어두운 니람을
선택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불화에서 모든 불보살의 머리카락이 석청으
로 표현한 것에 비하여 조선 불화에서 이러한 표현의 시도는 좀 더 대중적인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본채색
15) 나발우선 기색감청(螺髮右旋 其色紺靑)- 소라같은 머리칼이 오른쪽으로 돌아 오르고 그 빛은 검
푸르다. 중아함경(中阿含經)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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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방필 수월관음도 머리카락

카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 머리카락

카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 눈썹과
눈동자

[그림 10] 고려 수월관음도에서 보이는 석청의 사용

마곡사 괘물탱16)

죽림사 괘불탱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17)

[그림 11] 조선시대 괘불탱의 나발에 사용된 니람

상: 먹

하: 니람

[그림 12] 니람과 먹색의 비교

16) 소장처: 공주시 마곡사, 제작: 능학, 계호, 최순, 처묵, 인행, 정인, 크기: 1079x716㎝, 제작년도:
1687년 기법: 마본채색
17) 소장처: 구례군 화엄사, 제작: 지영, 탄계, 도우, 사순, 행철, 나협, 크기: 1195x776㎝, 제작년도:
1653, 기법: 마본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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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금빛 육색 표현
불화는 단순히 미감적인 차원에서 떠나 종교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 보살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경전을 따르려는 시도를 보여 왔다. 그 중 부처
님의 용모를 설명해 놓은 것이 32상 80종호(三十二相八十種好)인데, 일부 겹
치는 부분도 있고, 이 모두를 전부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작품 안에 경
전의 내용 모두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머리
에 높이 솟은 육계(肉髻), 이마의 백호(白毫), 청색 나발(螺髮), 금색으로 빛나
는 신체 등이 있다.
센오쿠하코칸[泉屋博古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 점의 수월관음도와 카가
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의 육색에서는 경전에서 나오는 금색상(金色
相)의 내용에 따라 육신을 금니로 채색을 하였다. 금니를 채색하는데 있어서
도 작품에 따라서는 다른 표현이 보여 지는데, 먼저 서구방 필의 수월관음도
에서는 바탕재 위에 그대로 금니를 채색한 반면, 동 소장처 작품 중 작가 미상
의 수월관음도에서는 금니를 채색하기 전, 연백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그 위
에 다시 금니를 중첩해서 채색을 하였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서구방 필의 금니 채색 표면이 좀더 거친데 반하여, 다른 하나의 작품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매끄럽고 색상에서도 명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론 서구방필의 수월관음도에 사용된 화견의 올 두께가 더 굵기 때문에 이러한
차는 더욱 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연백 채색의 유, 무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림 13] 그 증거로써, 서구방필의 수월관음도의 배일의 주름선을 보면 먼저
연백으로 선을 긋고 그 위에 다시 금니선을 올렸다. 육색과 같은 금니를 사용
하더라도 연백으로 평활도를 높여주고 난 다음, 그 위에 금니를 올림으로써
광택과 명도에서 차이가 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금니육색과 베일의 금니선의
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그림 14] 이와 같이 같은 금니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바탕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당시에
는 이러한 표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조사한 조선시대 괘불에서는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금니 육색은
보이지 않는다. 육색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금니의 사용은 지금까지 확인
되지 않았다. 다만 금색상이라는 경전을 의식한 듯 본존과 이를 협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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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살들은 모두 황색으로 채색 되어 있다. 사용된 황색은 거의 대부분이 등
황과 연백의 혼색또는 중첩채색 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덕사노사나불 괘불탱
에서 만큼은 전신에 석황이 사용되었다.[그림 15]
염료인 등황은 투명도가 높은 색재로 단일색 으로 사용될 때는 바탕색재의
영향을 받아 본연의 황색을 충분히 발색하지 못하고 만다. 다만 명도가 높은
백색과의 혼색이나 중첩채색일 때는 등황이 본디 가지고 있는 채도 높은 황색
으로 발색한다. 다만 비중이 높은 연백과 등황을 혼색해서 사용했을 시에는
비중 차에 의한 얼룩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황토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등황을 사용한 것은 등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높은 채도를 선
호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육색으로써 황토를 꺼려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
황과 종교적인 측면들도 예상 된다.18)

작가미상 수월관음도19)의 금니 육색표현
화견 위에 연백 채색 다시 그 위에 금니 채색

서구방 필 수월관음도의 금니 육색표현
화견 위에 금니만 채색

[그림 13] 금니 육색의 채색 비교

베일의 주름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먼저 연백으로 선을 긋고 다시 금니로 중첩하여 선을 묘사함. 같은 금색인 육색
바탕위에서도 명도, 표면 광택에서 차이를 보임.

[그림 14] 서구방 필 수월관음도의 금니 주름선 표현
18) 연백과 등황의 혼색은 비중차에 의해 [그림 15] 안심사 영산회괘불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백색
과 황색의 색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황토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본
존이나 보살의 육색에 토성계열의 안료사용을 꺼려했던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본다.
19) 소장처: 일본 泉屋博古館, 제작: 미상, 크기: 115.2x54.9㎝, 제작년도: 고려시대, 기법: 견본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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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화된 불보살은 양감표현을 최소화하여 평면적인데 반하여 사천왕을 비
롯한 군속들은 인간적인 모습을 남기기 위해 눈이나 볼 등에 바림하여 양감을
표현 하였다. 이는 수월관음도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으로, 선재동자의 인
간적인 표현과 금빛육색을 하고 있는 수월관음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안심사 영산회괘불탱20)
연백과 등황 혼색사용

수덕사 노사나불괘부탱
석황 사용

[그림 15] 조선시대 괘불탱에서의 황색 육색

3. 금니문양과 금박문양의 비교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의 정수는 섬세하고도 치밀한 금니문양에 있
다. 특히 수월관음도의 베일은 백색 마엽문 위에 당초원문이 매우 밀도감 있
게 묘사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일이 지니고 있는 투명하고도 가벼운 느낌
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다. 투명한 베일은 면 안에 색을 채우는 채색 법이 아
닌, 모두 선묘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베일에는 우선 가늘고
치밀한 연백의 선으로 마엽문을 그리는데, 이때 원형문양이 들어가는 자리는
미리 정해두고 그 자리에는 마엽문을 묘사하지 않고 남겨둔다. 원 안에는 금
니로 나선형태의 당초원문이 그려져 있는데 금니 문양이 그려진 원문 바탕에
는 엷게 백색으로 도포가 되어 있다. 백색이 도포됨으로써 동일한 금색 위에
서나 산만한 바탕의 문양 위에서도 원문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 문양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 백색은 바탕색이 비칠 정도로 농도가 절묘하게 조절되어 있
다. 또한 베일의 주름선을 기점으로 백색으로 엷게 바림이 표현 되어 있는데,
베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양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베일은 보관으로부
터 시작하여 관음보살의 양어깨와 양팔로 내려와 반가좌한 무릎과, 풀방석을
뒤로하여 발아래까지 내려와 있다. 의습 에서의 치밀한 문양과 베일이 서로
20) 소장처: 청주시 안심사, 제작: 신겸, 덕희, 지언, 크기: 631x461.3㎝, 제작년도: 1652년 기법: 견본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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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졌을 때는 자칫 산만하게 보일 수가 있으나 통일감을 유지하는 것은 이상
과 같은 표현을 적절하게 구사했기 때문이다. 바탕에 그려진 금니 문양에서도
베일이 겹쳐진 곳에 한해서는 금 문양을 그리지 않고 채색으로만 표현한 것은
베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고려 수월관음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치밀하게 문양을 묘사해서 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양들이
적절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사전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다.[그림 16]
조선시대 괘불에서는 금니의 사용은 보이지 않지만 금박의 사용은 대부분
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불화는 고려불화에 비하여 장식적인 면에
서 못 미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의습의 끝단에서 보이는 문양들은 고
려불화에 필적할만하다. 특히, 금박이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조선시대
불화 고유의 장식적인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의습의 문양에 주로 사용된 금
박은 단순히 장식적인 효과를 떠나서 의습에 사용된 비단 중 금란(金襴)을 표
현한 것으로 금사(평금사·연금사)로 제작된 직물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금
을 사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보관 장식과, 수식에서 금박을 사용한
것 또한 실제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금속적인 물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대로 금
박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금박의 사용은 평면적일 수밖에 없는 불화에 생
기를 더해 주며 작품의 입체적인 완성도 까지도 높여준다.[그림16]
금니와 금박은 황색이지만 광물성 안료와는 다른 순수한 금속 고유의 색상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편을 두드려 펴놓은 금박은 금니에 비하여 훨씬 광택
도가 높아 장식성이 뛰어나지만, 두께가 평균0.1μm(미크론·0.0001㎜)정도
로 매우 얇아 다루기가 까다로운 소재다. 따라서 주로 면적인 표현에 많이 사
용하며, 문양을 내기 위해서는 그 위에 다른 색의 안료를 중첩으로 채색하여
표현을 한다. 이때, 채색에 사용되는 접착제인 아교는 수용성 물질로써 금속
소재와는 근본적으로 상성(相性)이 맞지 않아 금박위에서 채색이 안 되지만,
금박표면에 교반수를 도포함으로써 채색이 가능해 진다. 반면, 분말형태의 금
니의 경우에는 비록 똑같은 금속이라 할지라도 금박보다는 단위 면적당 표면
적이 넓기 때문에 그 만큼 접착면적도 넓어지게 되고 중첩채색을 할 때도 비
교적 안정적인 채색층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고운 분말의 형태인 금니
는 일반적인 안료와 마찬가지로 면적인 채색뿐만 아니라 선묘적인 표현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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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
백색베일표현과
금니봉황 문양 표현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원문 표현
고려시대

안심사 괘불
제자의 옷깃의 금란 표현
조선시대

[그림 16]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베일표현과 조선시대 괘불탱에서 금란 표현

능한 소재로 고려불화에서처럼 섬세한 표현들에 적합하다.

4. 배채(背彩)기법
고려불화의 채색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예시 되는 것 중 하나가 배채로, 그
림을 그릴 때 바탕재 뒷면에 물감을 칠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앞면에서만
채색을 하는 것이 아닌 바탕재가 되는 화견의 뒷면에 채색을 하여 그 색깔이
앞면으로 배어 나온 상태에서 음영과 채색을 보강하는 기법을 말한다. 고려불
화에서 배채가 가능한 이유는 사용한 바탕재가 견이기 때문이다. 견은 투명성
이 좋은 섬유인데다가 직조할 때 각 올 간격에 따라서 비워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뒷면에서 채색을 한다 하더라도 앞면에서 충분히 그 색을 활용할 수
있다. 고려불화에 사용된 바탕재가 견이 아닌 삼베나 면과 같은 소재였더라면
아마 배채라는 채색기법도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괘불의 대부분이 삼베 바
탕 이였고 배채가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으며, 불화에서 보다
는 초상화에서 배채가 남아 있었던 이유도 바탕재로 견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다.[그림 17]
배채에 사용되는 색상은 일반적으로 백색안료를 바탕으로 하거나, 앞면에
올라가는 색상의 유사색을 사용하는데 유사색을 사용할지라도, 대부분 앞면
의 색상 보다는 명도가 높은색을 사용한다. 즉 유사색을 사용함으로써 앞면의
색상과의 이질감을 없애 주며, 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면의 색상을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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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다. 즉, 채색층에 빛이 들어가고 투과를 할 때, 투과색의 바탕이 어
두운 색상이였을 때보다, 밝은색이였을 때 훨씬 더 높은 채도값을 얻을 수 있
었던 것이다. 배채는 채색층의 안정성 확보와도 결부 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으로 배채를 함으로써, 앞면에서 엷은 채색만으로도
원하는 정도의 발색을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당시의 화승들은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이다.
보살사영산회괘불탱은 좌측에만 2폭의 삼베를 연접하고 우측으로 비단을
연접한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괘불로써는 드물게 배채가 확인이 되었
다. 주로 백색을 기본색으로 하는 육색바탕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배채
가 반드시 고려불화에서만 보이는 기법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
17]

고려시대
센오쿠하코칸[泉屋博古館]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배채 확인

조선시대
보살사 괘불탱 배채 확인

[그림 17]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서 보이는 배채

Ⅴ. 맺음말
조선시대 말기를 제외하고 그 전까지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색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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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은, 동과 염료를 포함하여 약 30여 종류가 사용할 수 있는 색재의 전부다,
이것은 불화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회화 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시대
적인 공통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불화와 조선시대 불화가 서
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시대적 화풍에 따른 도상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색재나 기법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구축되어온 것이다.
우선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 사용된 색재를 구분해 보자면, 고려시대에 사
용된 색재는 조선시대에서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다만, 조선시대에
서 들어와서 부터 사용이 확인된 색재들이 존재 하는데 나열을 해보자면, 녹
색에 녹염동광, 청색에 군청과 회청, 적색에 연단이 그렇다. 이상 나열한 색재
들은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 사용이 하기 시작한 색재들로 고려불화에서는 사
용이 흔하지 않았던 것은, 색재의 수급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고려불화라고
하는 특수성 즉, 특정 색재에 대한 고집들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조선불화로 넘어오면서 부터는 다양한 색재들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다양한 채색 기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동 재질이지만, 몇몇 수묵 중심의 나한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고려
불화에서는 육색 또는 문양에서 금니의 사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반하
여, 조선불화에서는 금니가 아닌 금박의 사용이 등장한다.
기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육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금니를
사용한 것과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 조선시대에서는 안료조색을 통해 황색육
색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여기서, 조선시대에 본존의 육색을 황색으로 표현
한 것은 고려불화에서 나오는 황금육색을 답습하려고 했던 것 보다는, 경전의
금색상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던 것이다. 본존의 나발에 먹을 사용할 수 있었
음에도 흑색과 가까울 정도의 니람을 사용했던 것 역시도 경전을 의식한 표현
이다. 고려불화에 비하여 조선불화가 좀더 서민적이고 친숙한 것은 경전을 따
르려고 의식 하면서도 대중과 이질감이 적은 속세에 가까운 색상 표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불화의 채색은 조선불화에 비하여 매우 단순하며,
염료사용을 배재한다면, 사용하는 색재 역시도 거의 한 색상에 하나의 색재가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불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세밀하고
치밀한 문양표현에 있으며, 수월관음도에서는 백색 베일 표현이 더욱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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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불화는 고려불화에 사용된 색재 외에도 다양한 색재가 추가적으로 사
용되었으며 혼색이나 중첩채색의 표현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 하게 되었
다. 조선불화는 고려불화에 비하여 문양의 밀도면 에서는 다소 덜하지만, 다
양한 색재 사용과 표현 방법으로 휘채색과 같은 색상단계 표현들은 작품 안에
서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 되었다.
고려나, 조선이라는 시대적인 간극과, 정치적 이념, 생활 풍토 등 당시의 다
양한 환경에 맞게 불교도 불화도 변천해 왔다. 특히 불화는 당시의 시대적 환
경을 그대로 구현화한 또 다른 언어로써 현재에 전달하고 있다. 그 언어를 어
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었고 이번 연구 또한 그
언어를 해석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다. 불화는 경전이라는 일정한 규범 안
에서 변천된 것으로써 일반회화처럼 단순한 미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당시의 독자적인 양식으로써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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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Color Features in Buddhist Paintings from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Kim, Min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when modern pigments began to be
used, about 30 kinds of pigments, including gold, silver, copper and dyes,
were used in Buddhist painting This was not limited to the Buddhist
paintings, but was also a common situation in general paintings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The differences in Buddhist paintings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ppear as a composition or arrangement, as well as by the
naturally constructed colors and techniques that were used.
Gold powder in glue was frequently used for skin color in the Goryeo
Buddhist paintings, and in the Joseon Buddhist paintings, a mixture of
white lead and gamboge was used instead of gold powder.
Although the use of gold powder in the Josen Buddhist paintings has
almost disappeared, gold foil has been actively used for decorative
expression. In Goryeo Buddhist painting Azurite Blue for blue and
Malachite Green for green were used as fixed colors. More diversification
can be seen in the Buddhist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with the
addition of Ultramarine Blue and Smalt for the blue color.
With the use of green, Malachite Green of Atacamite was observed more
frequently than Malachite Green of Malachite.
Because of this, the coloring of the Goryeo Buddhist paintings are seen
as more simple when compared to the Joseon Buddhist paintings, but
Goryeo Buddhist paintings look beautiful in their fine and detailed
expression of the pattern.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the coloring
materials used in the Joseon Buddhist paintings various color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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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dditionally used, and expressions such as color mixing and
overlapping coloring were used more dynamically. Joseon Buddhist
paintings are somewhat less in density of pattern than the Goreyo Buddhist
paintings but color step expressions such as whitening Hwichaesaeg(휘채
색) were used more ornamentally in the work.
Buddhist paintings and Buddhism have also changed in accordance with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difference of the times of Goreyo and
Joseon Dynasties, political ideologies, and lifestyle.
Although Goreyo Buddhist paintings and Joseon Buddhist paintings
seem to be different in the times, the purpose of reverence for religion was
the same as the respect and dignity of the public toward the objects of
worship. Attempts to faithfully reproduce the scriptures for each age were
born with Buddhist paintings of that period.
Key Word : Buddhist paintings from the Goryeo Dynasties, Buddhist

paintings from the Joseon Dynasties. Mix two or more colors,
Overlapping over other colors, Pigments, Dyes, Colo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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