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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를 은 중앙아시아와 종국율 연껄하는 지점에 위치하므로 인 

도에서 중앙아시아률 통해 전해진 불교 벽화 양식이 종 

석굴사의 벽화는 사원을 g엠 또는 교화 예배하기위 국 중원화단의 벽화양식과 융합되어 독특한 모습율 이루 

하여 내외 벽에 그려진 그림툴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 고 있다. 

근본적인 개념과 의의는 벽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화먼위에 각 벽화의 구조와 성격에 적합한 불교의 사상 

이념을 나타내는 불교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여 민 

줌을 교화하고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물화 및 각종 장식적인 그림올 사찰벽위에 독특 

한 기법g로 표현된 그림들을 배치했다. 이러한 그림률 

은 토벽이나 목판벽. 혹은 회벽위에 안료와 접착제롤 혼 

합하여 그리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고유하고 독특 

한 하나의 회화 장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교벽화는 

민공미률 압도하는 자연미률 지니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천되며， 그 소재 또한 배후의 불교사상을 밝혀주는 재 

료가되는것이다. 

인도로부터 발생된 불교미슐이 셜크로드를 통해 중앙 

아시아 각 지역을 거치는 동안 인도에서의 전통율 이으 

면서도 각기 개성있게 발전해 왔다. 이렇등 다양하게 전 

개되어온 불교벽화가 종국에 오면 크게 발전되어 각 추 

제의 도상이 확립되기에 이르며 이는 한국을 비롯힌 극 

동지역 불교벽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뿔교벽화로는 돈황석굴의 벽화가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는데 동서 문화교류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인 특징에 의해 주변에 개화한 여러 고대 문명과 종교톨 

수용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는데. 그것은 현존 고 

대 물교사찰의 벽화가 흔치 않은데 비해 16국시대 부터 

원대까지 그려진 돈황벽화는 중국회화사료의 공백부분 

율 실제 작품율 통해 계통적으로 메워 주며 불교회화사 

및 벽화사에서 막중한 위치률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돈황 

1. 돈황벅화의 제작기법 

1. 돈황빼화의 벅쳐| 쩨확기힘 

돈황석굴은 인도， 중앙아시아 베제 틀릭등과 유사한 

기후조건이며 또한 서로 비슷한 형태의 석굴구조를 가지 

고 있다. 대부운의 석굴사원이 그러하등이 돈황의 석굴 

도 인도의 영항옳 받아 절벽에 굴훌 파서 벽체에 그힐올 

그리고 조상율 만든 후 동굴의 처마나 전당을 만들고 장 

식하는 술서를 따르고 있다. 

돈황석굴이 조성되어 있는 지층은 지질학상으로 酒果

系 沙훌岩 충으로 작은 자갈과 칼슐물질이 함유된 진홈 

이 굳어져 형성되어있으며 대량의 석영과 納長E(웰훌 

E) 둥이 함유되어 있다. 

돈황벽화의 기본벽체는 진흙으로 만들어 졌는데 제작 

방법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률 보이고 있다. 일반 

적2로 두개층이나 세 개층으로 조성되었다. 북량부터 

수대까지는 두개 충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첫 번째흥은 

거친 석벽위에 거친 진흙과 짚올 섞은 쫓草끓를 바른 후 

등반토1)와 마훌 곱게 풀어 흙과 이긴 麻j료를 발라 마감을 

1) 등반로; 악고굴 g의 하천믹 물이 흐른후 마르는 과정에서 표면때 굳어진 

고운 죠뱀으로 월본의 학자의 연구때 018땐 중국전역때서 가정 송도기 

높은 죠벌이라고 인징되는 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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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 세 번 올린 경우는 당대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색과 혹색의 혼적을 발견할 수 있고 주색을 칠한 엉기 

쫓草펌 위에 거친 흙과 미를 섞은 聊펌률 한번더 올린 후에 도 발견된다. 周 훌(B.C 1134"'207)의 도기 등에서도 

먼화를 곱게 풀어 둥반토와 이긴 빼펌로 마감을 했다. 사용되었는데 예월 들면 낙앙에서 출토된 戰國彩뼈훌에 

〈그링 1) 돈횡벅회의 벽혜 형성 단체 

석굴내부에 기본적인 구조가 갖후어 지면 벽면툴 고르게 

다듬은 후， 백토나 석회를 발라 벅체옳 만드는데， 규소와 

활석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호분율 사용하기도 하였 

다 2) 이처럼 바탕을 잘 마련하는 것은 벽화를 그리기 위 

해 선행되어야혈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고르고 견고 

한 벽면을 바탕으로 하여 벽회활 제작하였으며 갈라짐올 

방지하는데도 많은 주의롤 기울였다. 

이처럼 벽화의 바탕이 되는 벽체충이 다양화 되는 것 

은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그림을 그리기에 용이하게 하 

거나， 안료의 다양한 변화에 부용하여 회화적 효과를놈 

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이 

2, 벽화예사용된안료 

안료는 인류의 문화형성의 태동기부터 사용되기 시작 

했다. 원시시대에 이미 적색을 발견해서 사용했으며 신 

석기시대의 채도에서 이미 백악과 흥반토， 흑색. 토황색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은허의 갑골문에서 조차 주 

2) Jhon V애미er， (한국 고대안료의 성몹봅석>， 미솔자료 43.1989. pl 
3) 灌§西. 훌3빼호 〈홍국건축사) 중국건혹공엉훌핀시 199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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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홍， 백. 황， 혹 동의 선영한 색껄이 사용되었으며. 꽃 

무늬가 그려져 있다. 정주에서 훌토된 戰園時代의 g鏡l

에는 백， 횡， 혹. 홍색이 서명하게 그려져 있다. 周빼흉官 

考I記의 문헌에 보면 안료셜계의 관원이 있었다는 기록 

으로 보아 안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 

여진다. 

한진(기원 206년-기원 417년)시기에 문학예술이 더 

욱 발달하고 회화의 색의 사용에서도 현저한 발전율 가 

져 왔다. 예활툴면 최근 낙앙에서 발견된 한대의 彩훌뼈 

훌에는 매우 세밀하고 아름다운 그링이 그려져 있는데， 

흥， 활 석청， 석록， 백혹 둥의 색이 사용되고 있효며 하 

북 望都에서 발건된 묘의 벽화에는 흥，황， 남，녹.혹. 백동 

의 색이 다앙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후 회화의 발달과 함께 더욱 다양한 색의 안료가 사 

용되었다. 장언월이 쓴 〈역대 명화기〉에 보면 품金:0. 강 

반(繹餐). 운모분 둥이 일찍이 회화에 사용되었음롤 기록 

하고 있고， 고대의 안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명대의 

송응성(宋짧星) 이 쓴 〈전공개몰(天I開物1))의 .닫청체십 

육{月홉第十六)' 에 주사 수은. 은주. 호분단색(효腦빼色). 

횡단. 정회{찮힘， 석록<:0緣).석횡. 대청， 동록， 대적석(大 

*':0) 등의 다양한 안료명이 냐타나 있으며. 청대에 왕 

개(王훌)가 지은 개자원화전에도 석청이나 석록. 은주 

등에 관한 기룩올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안료에 대힌 

연구는 모든 시대에 걸쳐 실제적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면에서 돈황석굴은 고대 안료 표 

본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슐적 보고에는 고대 4 

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천 여년간 10대 왕조의 안료 

표본이 대랑 보종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안료의 박물관이 

라 할 수가 있다. 석굴벽화와 소조에 채색된 각종 인료 

는 긴 시간을 거치먼서 자연스러운 변천과정을 반영해 

주고 있으며， 각종안료의 내광성(耐光性)， 내마모성(耐웹 



純性). 내구성뼈t久性) 둥이 이 천언의 실험실에서 장기 

적민 검종올받았다. 

벽화의 제작에서 안료의 사용은 지역적인 조건. 측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률 반엉하듯 

톤황벽화에 사용된 안료는 대부분 돈황일대의 광물율 가 

공하여 만둔 것이 주률 이루고 이외에 중원내룩과 서역 

에서 운tð해온 완제품， 또는 반제풀이 일부 사용되었다. 

뚱한 시대별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된 안료 역시 상 

당수 사용되었다. 그간 진행된 분석에 의하면. 돈황석굴 

의 채색에 사용된 안료는 약 20가지의 색상으로 대부분 

무기안료(無樓願*과)로 광물에 속해 있는 안료의 성붐을 

채취하여 가공하여 사용한 것으로‘ 돈황석굴의 대부붐이 

광물질의 안료률 사용하여 채색 되었는데 색상율 많이 

포함하고 있는 둘이나 진흙 그리고 흙 등 광물질에서 

채취힌 인료오} 화학합성안료가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 

으로 유기 화합물보다 안정(安定)하며 색상의 선명도는 

약한 편이나 피복(被홉성이 높으며 내광(耐光) 내열성 

때빼힘이 있고 각종용제에 용해되지는 않지만 착색력 

은 떨어지는 편이다. 장기적 보존이 가능한 특성옳 지니 

고 있다. 일찍이 고대 도자기의 유약이나 동굴 벽회의 

채료로서 사용되었고 돈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좀하는 

벽화의 안료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 종류로는 아연， 티 

탄， 철. 구리류의 산화물과， 황화물， 크롭산염， 퍼|르시안 

화계통의 좁은 의미의 부기안료와 천연의 백토， 적토， 황 

토계통의 토성안료 등이 있다. 무기안료로서의 적색은 

주로 천연안료인 흥토 및 주사와 인공안료인 은주카 주 

로 사용되었다. 주사， 언단. 흥토 용은 위진남북조 시기 

에 제작된 벽화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단일안료로 

는 홍토의 사용이 눈에 띄며 수 당이후에는 주사와 연 

단의 적색안료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적색의 경우 

부분적 으로 백색을 혼합하여 조금씩 색상의 변화톨 보 

이고 있으며. 흥토에 석고를 섞어 담흥책을 내었다 4) 

흉썼훌 훌總1히 iA톨(8.6553))에 보면. .오대 때 한 목 

동이 돈황석굴사월에 있는 스님에게 판. 馬牙朱안료톨 

전해도리고 스님은 그 안료로 동굴벽에 불화를 그렸다. 

고 되어있다 여기서 빠과 마아주는 지금의 연단괴 주사 

에 해당한다. 연단은 돈황벽화채색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적색안료로 천연의 광석으로는 제조 할 수 없고 반드시 

화학적인 제련울 통해서만 만툴어 지는데 목동이 목동이 

스님에게 연단올 전했다는 것은 돈황 일대에 제련시설과 

제련기술자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백색은 염기 

성 틴산염인 연붐(연백)과 방해석. 활석 등을 혼합한 석 

고 둥이 사용되었다. 특히 석고는 〈뤘t훌훌經洞iA톨 

(8.5448))을 보면 ’E톰山이 북쪽으로 356리 떨어진 곳 

에 있으며 烏山훌山石間에서 석고가 생산된다.고 기록 

하고 있고， 당대 史톨 G훌典}. <元和都縣짧휠). 앵R홈흩〉 

률에 .돈횡의 토공중에 석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5)라 했 

고 또한 실제 지질조사에서도 돈황의 위산 둥지에서 석 

고가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은 동록(훌훌性훌 

↑뼈쾌과 석룩 등의 녹색안료가 사용되었다. 동록은 제 2 

의 광물로 동 퇴적층의 산화지역에서 발견되며 훌훨빼과 

暗綠좁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대에 사용된 암 

록정과 동록을 구분하는 것은 업지 않다. 동록은 잡다한 

입자가 전혀 섞여있지 않고 따라서 안료층의 입도도 매 

우 세밀하여 안료층에 앞서 발라지는 석고 등의 백색안 

료 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있어 보존상태가 다른 안료에 

비해 앙호한 펀이다. 석록 역시 고령토 등의 백색안료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색도가 다소 어둠지만 다 

른 색의 안료에 비해 잘 변색되지률 않아 지금도 벽화에 

남아있는 녹색은 앙호한 상태톨 유지하고 있다. 톤횡에 

서 사용된 청색은 석정과 청금석이 주로 쓰였다. 특히 

돈황일대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청금석이 두드러 지는데， 

석고와 같은 빽색안료나 다른 천색안료를 혼합하여 사용 

되기도 했다. 돈황석굴에서 사용된 정금석을 아프가니스 

탄에서 사용된 청금석과 비교해 본 결과. 서로 유사하여 

실크로드를 통해 O~프카니스탄의 청금석이 중국으로 대 

량유입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돈황석굴에서 

4) 李亞훌 @썼훨에顧*빼빠졌. 황송~.fl13. 1않13 여6 

5) (i해흥톨9 권40， .지리지 뱃澈훌짜 土률씨子.훌훌 . ..0톨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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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색의 보존상태가 좋지않은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안료층에 앞서 백색안료를 바른 경우가 많아 안료층에 

다량의 백색 결정체가 포함되어있고， 백색안료인 석고와 

염분의 결정체가 입자가 비교적 큰 청금석의 안료롤 박 

락시키기 때문이다. 황색은 당대의 고붐벽화에는 황토와 

석황 둥이 민번하게 시용되었지만 돈황벽화의 경우 西톨 

310굴 둥에서 웅황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다. 그 외에 금박이나 은가루 등을 사용되었다. 

이렇등 동횡벽화에서 사용된안료는 대부붐 변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냐 백색안료인 연분과 적색안료인 

연탄을 함께 시용했을 때는 산화하여 갈변 현상을 보이 

고 있다. 퇴색. 변색되기 쉬운 유기안료는 무기 안료에 

비해 그 사용이 적게 나타나지만， 먹이나 그을음 갈은 

유기안료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3. 벅회예 사용된 철학째 

돈황석굴은 4만 5000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기원 

4 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아름다운 벽화률 보존하고 있다. 

벽화제작에 사용된 접착제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는 

데 하나는 바닥체 제작을 위해 첨가하는 접착제와 제화 

과정에서 안료를 고착시기기 위해 첨가하는 접착제로 크 

게 나눌수 있다. 먼저 벽체 제작올 위해 섞는 접착제의 

경우 벽체의 견고함율 위해 식물성 접착제인 잡쌀축틀 

첨가하며 彩뿔제작을 할 때 부분적2로 세밀한 부분의 

묘사를 위해 계란 흰자를 첨가하기도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 접착제의 첨가는 제화과정에서 안료 

를 벽에 고착시키기 위한 작용으로서의 접착제를 의미하 

는데， 장기적으로 고정하게 하는 고정제로서 필수적인 

요소 이지만 거의 모든 벽에 병해와 변색. 안료층의 박 

락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돈황벽화의 재료 분 

석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접칙제의 분석은 많은 어려움 

6) 많&(훌뾰훌훌훌史 빠짧，<J짧훌 힐i훌훌〉 김숙교육출띤사.1앉*ì 

n t::홉훌， (흥국벽화>， 中랩송典훌術빠짧 1958.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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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겪고 있다. 그것은 함량이 극히 적고 안료와 결합된 

상태에서 복잡한 혼합유기화합율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연구에 의해 확인된 접착제는 동물 

성 아교로 추정되고 었다. 

4. 벽화의톨톨방힘 

돈황석굴의 형성은 시주자툴의 도용올 받아 굴을 개착 

하고 회공율 고용하여 벽화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는데， 기록에 보이는 석굴제작에 참여한 이들에는 벽 

화률그리는 화공외에는 소조사 도료， 목공박사. 미장공 

박사 등이 있으며 6) 중국의 한족외에도 호탄인(子뼈人)， 

쿠차인(훌絲人) 등과 같은 중앙아시아인돌도 참가한 것 

으로나타나고있다. 

벽화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분업확된 방법으로 각자의 

맡은 일을 진뺑했으며， 석굴율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 

과 비용은 석굴의 규모와 조성자{시주자)의 재력. 유행 

형식 등과 같은 제약적 요인의 영홍k률 받았다. 

벽화의 제화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초률 잡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하는데 목틴이나 붓으로 직접 그러는 방법과 

초본을 이용하여 초툴 뜨는 타초법(打草;회과 염지법(짧 

紙;회 둥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종 초본을 이용하는 

타초법의 경우 흰종이위에 그려진 밑그림의 윤곽을 따라 

바늘이나 송곳갈은 뾰족한 도구톨 이용해서 천공률 한 

뒤 화벽에 대고 볼흥잭이나 흰색. 또는 적색가루률 넣은 

주머니를 두드리면 구멈으로 분가루가 통과하여 점선으 

로 화벽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돈황을 비롯한 동 

앙의 벽화제작이나 서앙의 프레스코 벽화제작에서도 보 

펀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염지법(繼磁)은 앓은 종 

이위에 밑그림울 그려서 석화를 바른 벽면위에 대고 대 

나무와 같은 뾰족한 것으로 눌러 벽체 위에 눌려진 혼적 

을 따라 밑그림을 제작하는 방법 인데 이것은 화벽체가 

마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므로 건식벽화에서는 불가능 

하고 서앙의 융식벽화 제작시에 만이 가능하다. 

착색하는 과정에서 남북조 시대에는 회공이 밑그림올 



그리고 채색올 지정하면 공인이 이에 따라 채색하는 둥 

의 분업적인 방법으로 벽화가 그려졌는데， 당대의 경우 

도 전대와 마찬카지로 세분화 조직화된 방법으로 벽화작 

업이 이루어 졌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 분석방법2로 살펴볼수 있는데. 

벽화의 키단율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밑바탕율 조사 분 

석한 결과， 화공이 목탄 등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이후 

각 그림에 채색할 색상율 부호로 표시하면. 공인인 지정 

된 번호휠 따라 채색을 하는 분업화된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7) 즉 색채륨 나타내는 부호인 I(紅)， 5'(짧， 

초(홉) 률을 각기 지정된 부분에 써넣으면 이 지정된 부 

호에 따라 색율 칠하거나8) 흥책은 〈工>， 연한 황색은 

(->, 연한청색은 〈二>， 항색은 〈三>， 분흥색은〈四>， 차색 

은않>， 녹색은야>， 청색은(t >, 황색은 (j\) , 자색은 

(11.), 혹색은 (+>동으로 지정하고 공인이 순차적으로 

채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組頭의 화사가 마무리 선을 그 

려 완성하였다.9) 

측 고대의 백화는 이같이 운업화된 작업을 통해 채색 

이 진행되었옴을 알수 있다. 

에. 걸 를 

돈횡석굴은 고대불교문화의 성지이며 동으로 중원뿐 

만 아니라 한국율 비롯한 일본，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역주변국가 및 민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세계적문화유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돈횡벽화에 나타나는 한민족의 모습 등에서 

돈횡율 포함한 서역과 한민족과의 대외 교섭이 이루어 

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벽화의 제작기 

법적인 혹면에서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고구려 벽화로 

대표되는 한:낙 벽회의 제작기법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 

되지 않은 상횡에서 구체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툴에 의해서 고구려 벽화의 제작기 

법이 프레스코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지만 본인이 중국의 

벽화외 고구려 벽화 등을 답사하며 느낀 것은 고구려 벽 

화뿐만 아니라 기타 사원벽화나 분묘 벽화를 막론하고 

동앙의 벽화에서는 죄소한 서앙깨념의 프러|스코는 존재 

하기가 힘툴다는 것이다. 벽화를 연구하는 화가로서 프 

레스코 벽효}톨 제작해본 경힘으로 볼 때. 서양의 프레스 

코벽화 기법은 반드시 화벽이 젖은 상태에서 그려야 하 

는데 선으로 대표되는 동앙의 그림은 일정한 시간 안에 

일정량의 그림을 왼성해야하는 프레스코 기법이 근본적 

으로 불가농하다는 것이다. 현존 최고의 불교벽화라는 

아잔타 석굴 벽화의 경우 그동안 프레스코와 템떼라 두 

설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교를 접착재로 한 건식벽화 기 

법으로 밝혀졌으며10) 또한 돈황벽화의 경우도 중국 내 

의 학자툴 사이에 속칭 건식 벽화와 읍식 벽화가 공존하 

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즉 대부문 건식 벽화이 

지만 원대의 3굴과 서하시대의 몇 개의 석굴이 술식벽 

화라고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친일보된 재료의 분석 

올 통해 역시 건식 벽화라고 결론을 지어가고 있다. 다 

시 말해서 전통적인 개념의 프레스코는 접칙제가 첨가되 

지 말아야 하는데 물구하고 동양의 벽화는 접착제률 반 

드시 합유되고 있다는데 서앙의 묘레스코와 다른 기법적 

특수성이 있는것이다. 

모든 예술의 발생은 그 지역환경과 사회적 정서에 기 

초용봐.71법은 재료에 기초 해서 개발되는 것01고 재료는 

주위에서 가장 수월하게 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석굴사원의 전형은 반드시 석굴을 파서 조성해야 하고 

석조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석이나 돈황지대에는 석조 

틀 활만힌 둘신이 없는 관계로 주위에서 엽게 구할 수 

있는 흙율 이용한 기법이 발달 할 수밖에 없었듯이 재료 

와 기법은 물카봄의 관계인 것이다. 

메 jJ田iE뼈， (황古~4훌'-11빼‘〕빼究>. (中뼈古代훌훌分析않存-古휠뿔훌中心) 

~a文뼈.j6Jf究所， 2002.p167 

9) 상킬서 p171 
1이 상킬서， PP.55, p77의 추88-7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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