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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대 벽화의 경우 호오류지()去隆좋) 금당벽화 

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유물이었지만， 애석하게도 화 

재로 인해 큰 손상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이 위대한 불 

교 회화작품과는 성격이 다른 벽화를 지닌 다카마츠츠카 

고분이 1972년에 발견되었으며 근래 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닌 또 하나의 고분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들의 

제조 시기는 고대 일본이 정치체제를 확립시켜 나가던 7 

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 경으로서， 두 고붐의 피장자 

(被쫓者)는 왕족 혹은 중앙의 유력호족이었던 것으로 추 

측된다. 또한 벽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구려 혹은 당 

(홉)의 분묘 벽화와의 관련성이 이야기되어 왔다. 근래 

고구려 고분 벽화가 세계유산에 등록되었고， 또한 중국 

에서 당대(康代) 벽화묘가 계속 발견되어 그에 대한 연 

구가 눈부신 오늘날， 이와 같은 연구 발표회는 대단히 

시의 적절한 것이다 여기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얻은 것 

은 본인에게 있어 커다란 영광이며， 또한 일본의 고분벽 

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기에 관계자 

모두에게 마음2로부터 감사를 도린다. 

일본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6세기부터였지 

만， 특히 당(홉)이나 한반도의 삼국으로부터 습득한 회회 

기솔에 의해 7세기 후반에는 높은 예술성을 지닌 벽화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그 예종이 나라현(奈良빼) 내에 

있는 호오류지 금당벽화와 다카마츠츠카 고분벽화이며. 

근래 발견된 키토라 고분 벽화이다. 호오류지 금당벽화 

는 애석하게도 1949년 화채에 의해 커다란 손상을 입고 

말았지만， 1972년 2월에 다카마츠츠카 고분벽화가 발견 

되었다. 키토라 고분은 이보다 1년 정도 앞서 그 벽화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올해에 들어 신종하게 발굴과 함 

께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카마츠츠카 고분벽화와 키토라 고분벽화는 나라현 

아스카무래飛밟ij")에서부터 2km의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일한 형식의 고분벽화로서 제작시기도 반세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양자 모두 묘재휠훌) 등의 축조 

시기를 보여주는 문헌사료가 발굴되지 않아 어느 쪽이 

앞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장이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앙자 모두 7세기 후반에서부터 8세기 전반 경에 그려진 

것으로여겨지고있다. 

다카마츠츠카 고분은 지륨이 20m, 높이 4-5mOI며， 

분구(쩔표}는 「판축(廠훌)J으로 불리는 기법에 의해 조영 

되었다. 판촉이란， 대규모의 건축룰의 기단으로서 견뎌 

내도록 점토와 모래종류를 섞은 흙을 10cm 전후로 깔 

고 나서 이것을 두드려 다지는 기법을 말한다. 석곽(石 

鄭)은 응회암(짧}갓岩)의 절석(切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는 길이 2.65m, 폭이 103.5cm, 높이 113.4cm 이 

다. 한편 키토라 고분은 그와 동일한 규모의 원분(門廣) 

이며， 석곽의 안치수는 길이 2.4m, 폭 1.04m, 높이 

1. 13m로서 다카마츠츠카 고붐과 지극히 흡사하지만. 다 

카마츠츠카와는 달리 측벽얘l뿔)으로부터 천정에 걸쳐 

완만한 아치가 만들어져 있다. 

두 벽화는 화저I(團題) 내용에서도 공통적인 부붐이 많 

은데. 앙자 모두 천정에는 천문도(夫文힘)가. 측벽 샤방 

〔四方)에는 사신도(四神힘)가 그려져 있다 차이점이라 

한다먼， 다카마츠츠카 고분 벽화에는 이 외에도 남녀의 

군상이 그려져 있지만 키토라 고분벽화에는 인물도가 

없는 대신 다카마츠츠카에는 없는 십이지상(十=支f앓이 

그려져 있다. 

한편， 투 고분 벽화의 주제는. 물론 공동되는 화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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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즉 천정의 천문도와 측벽의 사신(四神) 및 일월상(8 

月像)이다. 사신은 천문도안에 그려져 있는 이십필쉬= 

十八랩)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십팔수를 사방에 칠수 

(t宿)씩 그룹으로 나부어 각각은 사신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사신은 방위(方1ft)롤 수호하기 이전에 사방의 성 

수(星宿)훨 상징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천정의 전문도와 

일월상(8 月{훌) 및 사신은 천체톨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주 혹은 세계의 운햄과 그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갈은 주제로 장식된 묘실의 피장자는 그 나 

륨대로의 신볼울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중국이냐 고구려의 묘벽(훌뿔}에도 오래전부터 천체가 

전정이나 측벽을 장식해 왔지만. 십이지(十二회가 명확 

하게 그려진 예는 없다. 종국의 예를 들연 북제(北齊) 시 

대의 루여|묘(흩훌훌，57이 등에 수두인신상( 歡頭A身像)

이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려진 위치나 전체의 종류를 

볼 때. 이것융 십이지로 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속탄 

하기 어럽다. 분명히 십이지률 조형화한 유물은 수대(階代) 

이후에 나타난다. 수당(뼈홈，6서|기-8세기)시기의 중국 

묘에서 오히려 십이지는 묘비에 동물의 모습으로 선각 

(線刻)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투인신상( 敵頭人身像)

도 소상(뿔像) 혹은 도상(뼈像)과 같은 입체로서 나타나 

는 예가 종종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통일신라시 

대(8A1171-9서|기)의 붐묘 추위에 수두인물의 십이지상(+ 

=支像)의 석조톨 둘러싼 예가 있다. 

운요 이외에 사신과 십이지률 조합하여 구성한 예로 

서. 중국의 거훌짧)올 툴 수 있다_ 01미 후한(後휠 시대 

에서부터 방격규구사신경(方格規뚫四神鋼 가운데 십이 

지의 글자를 지닌 경우가 나타난다. 십이지를 동물의 모 

술으로 나타내는 수대(階代)의 유물로는 리토베르크미솔 

관{스위스)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당(圍 초기의 유물이 

중국의 협서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미국 역사박물 

관(미국 뉴욕) 소장의 사신십이지경(四神十二支鏡)은 다 

섯 겁의 동심월에 내부에서부터 사신. 십이지수. 팔패. 

이십팔수. 영문대(銘文帝)콸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 

신 · 십이지수 · 이십팔수라는 구성은 툴림없이 키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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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벽화와 합치한다. 이십팔수는 성죄{星團를 표시하지 

만. 사신의 모융은 키토라 고분상과 닮지 않았으며 십이 

지 또한 수형(敵形)이다. 그리고 다카마츠츠카 고분벽 

화 사신상과 공통성이 높은 정창원(正흉院) 소장의 사신 

십이지팔패배원경(四神+二支/냥}背門鏡)은 일본에서 제 

작된 가눔성이 놓지만， 십이지는 역시 수횡(歡形)으로 

표현되어 었다. 

다카마츠츠카에 있는 것과 갈은 시종이나 시녀는 신성 

공주묘(新했公主훌나 장회태자묘(훌樓太子훌 등의 당대 

健代) 묘에 많이 보인다. 중국 혹은 고구려에서의 묘와 

는 규모가 전혀 다르지만 키토라나 다카마츠츠카 고운 

에서는 주요 구성요소만율 콤팩트하게 엮어 놓은 등한 

감이었다. 

간단하게 두 고분벽화의 내용율 소개하고.Ã~ 한다. 

천정의 천몽도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진{北辰) 

과 그것올 툴러싸는 이십팔수{二+八宿)로 이루어짚다. 

다카마츠츠카에서는 북곡오성(北極표星)과 샤보성(四輔 

星)율 중앙에 놓고， 사방에 칠수<t宿) 씩 직선으로 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십팔수는 방형(方形)에 가깝다. 키토 

라 고분벽화의 천문도는 보다 본격적인 것이다. 성좌〈星 

座)의 수는 모두 68개이며， 금박 처리된 별의 수가 약 

350개이다. 기본적으로 삼댄三펄}과 이십팔수가 있고 

다카마츠츠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북두칠성이 더해 

졌다. 내궤 · 적도· 황도· 외궤(內했 -iffi道 · 훌道 -Ij빼니 

을 의미하는 큰 월이 나타나 있지만. 황도는 남북중심선 

에 대해 동서로 역전되어 있다. 성수{星宿)는 중국이나 

고구려의 분묘에 선행 예가 많이 있으며， 본격적인 천문 

도로서는 장회태자묘(훌뼈太子훌)에 왕비의 방씨(房.Lt)를 

합장한 때(711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후실 천정이 

보고 되어 있지만 많이 손상되었다. 키토라 고분 천정화 

는 가장 오래된 예의 하냐로서 귀중하다. 

키토라 고분 석실내의 천정과 측벽 사이에는 꺾여 올 

려진 천정식의 사면(없面)이 있으며， 이의 동서면(東西 

面)에 각각 일상(日像)과 월상(月像}이 그려져 있다. 다카 



마츠츠카 고본에서도 동서측벽 중앙 윗부분에 같은 모앙 

의 일월상이 그려져 있으며， 수명선율 겹친 운해(톨海)의 

상부에는 월반이 그려져 있는데， 일상은 금반(金盤)， 월 

상은 은반@훌짧)으로 하였다. 아마 원내에는 삼족조(三足 

，빼)나 월로(月克) 혹은 두꺼비가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수평선 사이에는 여러 단의 돌기가 그려져 먼 산율 의미 

힌다. 이툴 표현은 당대(홈代) 회화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사신(四神)의 경무 동쪽에 청룡， 남쪽에 주작. 서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가 각기 중앙에 그려져 있다. 다카마츠 

츠카 고붐에서는 남쪽 면 벽화가 소설되었으며. 키토라 

고운에서는 정룡의 몸동부위가 토사에 의해 감추어져 있 

다. 현무는 앙쪽 벽화 모두 비슷하며. 백호도 방항이 반 

대이지만 도상은 거의 같은 모습이다. 

백호나 청룡은 중국의 북조묘(北훌멸휩 혹은 고구려 고 

운에 나타나있는 것보다는 중국 남조(南朝)의 유물에 가 

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예툴 들면 강소성 단앙시 건산금 

가존묘(江훌省 f광陽市 建山金家村훌) 출토의 화상전에 

나타난 백호상(白虎像 남경박물관)은 남제(南齊. 5세기 

후반)의 유뿔이지만.8자형으로 굽어친 긴 목 위의 머리 

툴 보면 눈 · 코뿐만 아니라 작은 귀， 턱에서부터 뒤로 

휘날리는 수염까지 닮아있다 나아가 내딛고 있는 앞발 

의 뒤로 젖혀진 형태， 앙 어깨부위 궐수상(願手狀)의 장 

식에서 시작하는 깃털 신체의 배와 등의 모앙 둥 형상 

을 능속하게 맞추어 놓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 

은 특징은 백제 송산리 묘벽의 백호상에도 공동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키토라 고분상의 

도상의 전래경로롤 생각할 때 훌미롭다. 

키토라 고분의 주작상(朱옳像)은 벼슬과 귀와 같은 깃 

털， 우복{兩훌의 형상. 여러 개의 긴 깃털달린 꼬리 둥 

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썽영총{~f，훌훌) 후실의 주작상 

은， 꼬리 깃털이나 정강이 부위의 깃털에 있어 반접모양 

이 키토라 고붐에 가깝다. 또한 강서종묘(江西中훌)에 그 

려져 있는 주작상은 우복의 형태나 육수(肉훌)에서 닮아 

있다. 그러나 키토라 고분상에서 확인되는 「뀌J(장식 깃 

털7)와 유사힌 예는， 졸은 식견으로 볼 때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나오지 않고 중국 당健)대의 절민태자묘(節 

짧太子훌) 벽회 등의 영조(훌鳥)에 나타나있다. 

현무는 거북이와 이에 얽혀있는 뱀이 커다란 하나의 

고리홉 만드는 조형적인 특징율 지니고 있는데， 뱀은 한 

번 감은 모습이다. 신수적(神빠영)민 표현은 적고， 당(圍 

대 미슐의 영항올 받은 정창원 보물 중에 있는 현무 혹 

은 거북이의 모습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사신이나 일월상의 표현에는 종국 남조(홉훔íß)부터 당 

(홈)에 이르는 조형상의 영향이 지적되지만， 키토라 고분 

벽화가 고풍스럽다. 키토라의 사신에서는 백호가 북쪽으 

로 향해 그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예는 당(圍 거울 둥 

에는 거의 보여 지지 않지만. 정창원 소장의 사신십이지 

경(四神十二호짧)과 공통된다. 이 거울에 있는 청룡 · 백 

호는 모두 꼬리릅 뒷발 아래에 감은 체 서있는데. 이 점 

은 다카마츠츠카 고분 및 키토라 고분때 있는 것과 공통 

되며. 거울 자체도 일본체로 생각된다. 

다카미츠 고분 벽화의 인물상은 7세키 후반기의 후지 

와라교(蘇原京) 훌토의 목간낙서(木簡落훌)나 주우구지 

(中宮휴) 소장의 천수국수장t天훌톨園觸帳)에 유샤한 예가 

있어， 동 시대의 일본인 풍속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표현에는 당(홈)대 회화의 영향이 강하 

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8서|기에 들어선 이후의 작품이 

다. 예툴 툴면， 동벽(찢뿔) 남성의 옆 얼굴 등은 당대(康 

代)의 7세기에서 8세기 초경의 묘(훌) 벽화와 유사하며， 

서벽(西뿔) 여자의 치마에 그려진 옆모습의 주름 표현은 

당(홉의 위(훌.*lJiong)훌나 설(훌.*XuiJing훌의 석각 

획{{j켓에1)에서 확인된다. 다만， 다카마츠츠카 고분 인물 

의 복장은 당묘댐훌) 벽화어|서 보여 지는 것과 다르며. 

오히려 고구려 고분벽화에 연결되는 것이다. 

키토라 고분벽화의 십이지상에서는 인상(實像j만이 완 

전한 모습을 획인할 수 있지만 그 모슴은 호랑이 머리를 

지닌 인불 표현으로서， 당대(홉代)의 묘지에 있는 것과 

갈은 동물표현과는 다르다. 또한 수당(鷹홈)의 묘에서 발 

견되는 것과 같은 문관풍{文官風j이 아니라 손에 쌍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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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이옳)과 맡온 무기월 지니고 있다. 이점은 효E극 경주의 

능묘 주위훌 툴러씬 부조십이지장상(浮影十二支將像)에 

가깝지만， 이것률은 8서|기 종반 이후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갈이， 화제의 내용과 그 표현양식에서 볼 때 

키토라 고붐은 십이지의 존재에서， 다카마츠츠카 고분은 

남녀군상의 표현에서， 한반도외는 고구려 고분에서부터 

통일신라왕조에 이르는 사이， 종국과는 초당(初홈)에서 

성당(盛홈) 전기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까지 다카마츠츠카 고분벽화에 관해서는 고구려 고분 혹 

은 당대(홈代) 묘의 벽화로부터의 영황관계가 떠들썩하 

게 논해져 왔지만.8세기 초업 경에는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중국에서 문물이 유입되기에 이르렀기에， 

복합적으로 고찰하여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화기법에 관해 이야기하도l자 한다. 

앙 고분 모두 융회암의 표면에 탄산 칼슐{석회}을 영 

게 빌라 바탕을 만들고 하도(下힘)률 그린 후에 착색하 

였다. 키토라 고봄에서는 하도를 벽면에 대고， 위에서부 

터 붙이 표쪽힌 주걱이나 각필(角훌) 같은 것으로 선을 

따라 바탕에 그렸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이것은 호오류 

지 금당 벽회에서도 이용된 기법이지만， 다카마츠 고분 

벽화에서 그와 같은 각선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중국 

당대댐代)의 영태공주묘(永泰公主훌)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커진 멧상올 겹친 밀선묘와 같은 것은 보이지 않 

고， 미리 준비한 하도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 그려낸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카마츠츠카 고분 벽화에서만 틴 

산 칼용 외에 납성분이 검훌되었는데， 그림부분일수록 

그 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바탕으로서 연백없 

白)울 칠한 것으로 추축된다. 

백색 바탕위에 도안율 담묵선(淡짧없으로 본 픈 뒤 

그 위에 채색을 하며 마지막으로 조금 진한 묵선으로 완 

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천정의 멸은 금박이 붙여지고. 붉 

은 선으로 연결하여 성좌형태톨 만든다. 키토라 고붐의 

경우는 킴떠스톨 사용하여 월율 그러기도 하였으며， 다 

카마츠츠카 고붐에서는 자률 사용하여 직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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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츠츠카 고분벽화의 경우. 녹색과 정색은 (孔옳 

石과 홉엉챔훌-염기성 탄산동). 황색은 산화절. 붉은 색은 

유황화 수은과 다른 한 가지 종류이며. 금과 은도 사용 

되었다. 근래에 롤어 청색에는 라피스라즈리가 사용되었 

다는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했지만 이 논거에는 의문이 

제키되는 경무도 있디. 키토라 고분 벽화에서도 거의 같 

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안료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