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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중국의 고분미술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고분에 그려진 회화는 일반 회화가
아니라, 상장의례의 한 부분을 이루는 요소로서 고분미술과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분의 회화, 조각, 공예품을 고분 자체의 맥락(context)안에서
종합하여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고분미술은 건축과 회화, 조각, 공예미술 등
미술형식이 집합된 종합 예술체이며,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큰 명제의
철학적인 사유가 구체화되고 조형화되어 시각적인 언어로 ‘사후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시각에 기반한다. 고분미술이 미술사의 ‘독자적인 하위학문(subdiscipline)’으로 발전되려면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1
기원후 3-7 세기 동아시아 고분미술의 중요한 유산인 고구려 벽화고분 역시
평면적인 회화에 대한 주제별 또는 단순한 비교사적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그
연구 지평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주로 2 차원적 평면에 회화로 표현된
고구려의 벽화의 배치와 구성을 3 차원적인 건축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해석한다면
종합적인 상장 미술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중국의 벽화고분과 달리 대부분 일찍 도굴되어 출토된 조각,
공예품의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중국 벽화고분에 적용되는 연구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중국의 장의미술의 묘내 시설물(단, 제대, 기둥), 병풍, 도용
등 부장품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장의건축과 장식의 구성을 이해하면 2 차원적
평면 형식으로 표현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장식과 건축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葬儀 공간을
창조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발견된 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벽화고분이 좋은
사례가 된다. 2 옥도리 벽화고분은 전실과 후실로 구성된 二室墳으로 발굴 내용이
도록을 통하여 상세하게 공개가 되었다. 후실의 묘주부부도의 ‘大’字와 ‘王’字
流雲文 장식문양과 함께 집안의 무용총, 장천 1 호분과 유사한 가무도와 수렵도가
발견되었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편년과 지역간 교류, ‘大’字와 ‘王’字의 상징적
의미 등 고구려 벽화 연구의 신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진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고분의
건축구조적 특징인 前室의 龕과 壇의 설치이며 벽화 내용면으로는 후실 북벽
묘주도의 ‘大’字와 ‘王’字 流雲文 장식문양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달에서 순수
장식문양도 고분은 5 세기 집안지역에서 출현하는 독특한 형식이다.
순수장식문양만으로 구성된 고분벽화는 동시기 중국의 벽화고분과는 차별되는
특징이며 이러한 고구려적 독자적 발전과정은 후기의 사신도로만 구성된 벽화로
이어진다. 장식문양도는 집안지역 후기 벽화고분에서 사신도의 배경으로
존속한다.
1

鄭岩, 「중국 미술사의 고분미술 연구사」, 『美術史論壇』 第 30 號 2010. 6, 167-190.
옥도리벽화고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2011. 고광의,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1 집, 2011, pp.141-158. 李成制, 「龍岡黃龍山城과 黃海∼大同江沿岸路」, 『高句麗渤海硏究』
41, 2011,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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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옥도리 벽화고분의 특징을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과 비교하는 가운데
고구려 중기의 순수 장식문양 고분의 출현이 고분의 구조적 특징과 장식문의
의미의 확대에 수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순수 장식문양도
고분이나 사신도 고분의 출현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고구려 내에서의
불교나 도교적인 사상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도리 벽화고분에 나타난 ‘王’字 流雲文과 감과 단을 사례연구로
하여 장의 미술 공간에서 벽화장식과 건축이 어떻게 연계되어 기능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옥도리 벽화고분을 포함한 남포지역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감 또는 제대, 기둥을 가진 벽화고분을 살펴본다. 3 다음으로 옥도리
벽화고분 묘주도에 사용된 ‘王’字 流雲文 병풍 또는 휘장 장식 문양이 출현하는
고구려 벽화고분들을 정리하여 장식문양의 활용과 기능을 알아본다. 또한 순수
장식문양 고분을 포함하여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발견되는 유장(휘장) 걸이 흔적에
대하여 실제 고분 내 유장과 같은 구조물 설치의 가능성을 고찰해본다.
이를 통하여 장식문양 고분의 출현 배경, 고분에서의 장식문양의 의미와 실제
고분 안에서 장식문양이 그려진 휘장 설치의 가능성, 벽에 그려진 벽화와 벽에
설치된 그림과의 관계와 상징성, 고분 안에서의 장식과 건축의 관계를 고찰한다.
고구려 초기와 중기 벽화고분에서 발견되는 (제)단, 휘장(과 못걸이), 관대,
감실의 설치 등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은 고분이라는 장의건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험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건축적 요소들은 고구려 벽화고분의 전체적
장식 계획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의 공간에서 장식문양의 기능과 역할을 묘주도에 보이는 상징적, 건축적
요소들과 함께 고찰하고 고분의 장식문양과 건축 구조를 통하여 재현된 영좌의
표현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고구려 벽화고분의 龕과 壇의 사례
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벽화고분은 墓道, 前室, 전실에 달린 두 개의 龕,
甬道, 그리고 後室로 구성된 二室墳이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편년에 대하여
북한의 발굴보고서에서는 유사한 구조의 감신총과 비교하여 4 세기 말∼5 세기
초로 보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옥도리 벽화고분이 평양계와 집안계 복식이
혼합되어 있어 5 세기 전반의 감신총보다는 늦고 5 세기 후반의 안악 2 호분
보다는 빠른 시기, 즉 5 세기 중반으로 편년하기도 한다.4 감신총과 건축구조적인
면이나 벽화의 배치면에서 유사하며 고구려 초기 벽화고분의 특수한 묘내 시설인
감, 단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면 5 세기 전반으로 보이지만, 사신도가 출현하고
무용도와 수렵도에 보이는 평양지역과 집안지역과의 교류를 고려하면 5 세기
중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5
옥도리 벽화고분의 前室은 길이 258cm, 너비 185cm, 현존 높이 106cm 이며,
東龕은 길이 72cm , 너비 30cm, 현존 높이 30cm, 西龕은 길이 65cm, 너비 52cm,
현존 높이 54cm 이다. 後室의 치수는 길이 285 cm, 너비 283cm, 현존 높이
228cm 이다. 전실의 동감과 서감 앞에는 길이 185cm, 너비 20-25cm,
높이 18cm 의 단이 설치되었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전실의 천장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감 안에 그려진 벽화도 기둥의 흔적 외에는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옥도리 벽화고분의 감 안에 그려졌을 벽화의 내용이나 감과 단의 기능에
3

고구려 벽화고분의 내·외부 구조(감실 혹은 측실, 석주, 석상, 관대, 휘장, 유장걸이)에 대해서는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pp.243-324.
4
동북아역사재단 편,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2011. 고광의,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1 집, 2011, pp.141-158.
5
졸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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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유사한 구조의 고구려 벽화고분들과 비교를 통하여 유추할 수 밖에
없다.
고분의 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 크기와 위치, 감 안에 묻힌 부장품의
성격과 기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 고분의 감은 대개 묘주초상이나
제대를 설치한 묘주의 혼전을 상징하는 공간이거나 또는 부장품을 안치하는
공간이다. 고구려 고분은 대부분 이미 도굴이 된 상태여서 감과 부장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구조적 특징인 龕과 壇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포지역과 인근 평양, 안악지역의 초기, 중기 벽화고분에 나타난 유사 건축
구조의 사례를 살펴본다.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감은 二室墳의 前室(감신총, 옥도리 벽화고분, 약수리
벽화고분), 單室墳의 墓道(동명왕릉)나 主室(태성리 2 호분, 안악 2 호분)에
달려있다. 남포지역에서 감이 있는 고분들은 감신총, 옥도리 벽화고분, 용강대묘,
(간성리) 연화총, 약수리 벽화고분 등이다. 감신총(5 세기 전반)은 옥도리
벽화고분과 구조가 거의 같은 고분이다. 두 고분의 감의 크기도 비슷하다. 6
감신총의 동감과 서감에는 묘주초상과 神像형 인물상이 각각 담겨있다. 또한
후실 북벽에 옥도리 벽화고분과 유사한 ‘왕’자 유운문이 장식된 묘주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연화총(5 세기 중)은 장방형 전실과 정방형 후실로 구성된 이실분으로
독특하게 전실에 네 개의 감이 있다. 연화총의 서감에는 옥도리 벽화고분
묘주도의 휘장 상부 장식과 유사한 장식문양과 시종의 그림이 남아 있어 역시
유사한 묘주도가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신총과 연화총은 옥도리
벽화고분과 지역적으로 가깝고 감의 크기도 유사하기 때문에 옥도리 벽화고분의
두 감도 묘주도 도상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두 감의 앞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감신총의 서감과 같은 묘주의 숭배대상이 되는
神像형 인물상이 한쪽 감에 그려졌을 수도 있다.
1910 년대에 세키노에 의해 용강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구조상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한 고분으로는 용강대묘(5 세기 전반)와 쌍영총(5 세기 후반)이 있다. 이
두 고분은 연화총과 옥도리 벽화고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특수형 구조 고분의
전파와 발달에 참고가 된다. 용강대묘는 장방형 전실과 방형 후실로 구성된다.
중앙에 통로가 있고 통로 좌우에 감 형식의 공간을 만들고 좌우에 후실로 통하는
네모진 창구멍을 뚫었다. 세키노 타다시는 이를 ‘기이한 벽감’으로 서술하였다.
장방형 전실은 연화총, 가장리 벽화고분, 천왕지신총, 대안리 1 호분과 유사하다.
안악 3 호분의 전실에 딸린 측실이 간략화된 형식으로 다실분이 이실분으로
변화하는 5 세기 벽화고분에 나타난 묘실구조의 한 유형으로 본다. 천왕지신총과
대안리 1 호분은 묘실 안에 ‘人’자형 두공을 부조로 표현하여 고분 공간을 목조
건축의 재현으로 충실히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용강대묘의 전실과 후실 사이의 독특한 공간은 벽감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쌍영총의 팔각형 기둥과 같이 전실과 후실을 나누는 경계로서 기둥과 두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용강대묘와 쌍영총의 고분 내의 특수한 건축구조는
고구려 벽화고분이나 중국 한대 사당과 같은 장의 건축에 보이는 감과 기둥의
역할과 연계되어있다.
약수리 고분(5 세기 초)은 전실의 동서 벽에 감이 있다. 동감은 높이 80cm, 너비
76cm, 깊이 42cm, 서감은 높이 80cm, 너비 75cm, 깊이 48cm 이다. 감 안의
벽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감의 크기가 옥도리 벽화고분보다 크다. 전실과 후실의
북벽에 묘주도가 그려져 있는데 전실의 묘주도는 덕흥리 벽화고분의 것과
6

고구려 벽화고분의 편년은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p.417-419 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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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안악지역의 안악 2 호분(5 세기 후반)은 단실묘로 오직 하나의 작은 감이 동벽에
붙어 있으며 감 안의 벽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이 있는 동벽에 연화를 손에 든
세 명의 공양인과 두 명의 비천상으로 구성된 행렬이 나타난다.
평양지역에서
감이
있는
고분으로는
평양역전벽화분(4
세기말)과
전
동명왕릉(5 세기중)이 있다. 평양역전 벽화고분은 전실에 감실이 서로 빗대어
위치한다. 서벽 감실 좌우에는 사각 기둥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안악 3 호무덤의 곁간과 입구의 기둥을 연상시켜 서벽 감실은 곁간의 구조가
간략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진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두 번째 건축적 특징은 전실의 동, 서벽의 감 앞에 놓인
단이다. 단의 치수는 길이 185cm, 너비 20-25cm, 높이 18cm 이다.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에도 크기가 다양한 단이 발견된다. 그러나 옥도리 벽화고분과 같이
전실의 너비만큼 긴 단이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이 설치된 고구려 벽화고분으로는 옥도리 벽화고분, 팔청리 벽화고분, 덕흥리
벽화고분,
약수리
벽화고분(남포),
장산동
1,
2
호분(평양),
복사리
벽화고분(안악지역),
동암리
벽화고분(순천),
모두루총,
통구사신총,
오회분 4 호묘(집안)이 있다.
남포 북쪽의 대동에 위치한 팔청리 벽화고분에 대한 보고서 가운데 전실의 사면
벽에 단이 설치되었다는 언급이 있으나 팔청리 벽화고분의 평면도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길이 50cm, 너비 50cm, 높이 24cm 의 단이 전실 서벽에 하나
놓여있으며 단 앞에는 묘주도가 그려져 있다.
덕흥리 벽화고분과 약수리 벽화고분은 후실 서벽과 북벽에 붙여서 관대가
설치되었으며, 전실 서쪽으로 북벽에 붙여서 장방형의 대가 설치되었다.
장산동 1 호분은 인물풍속 및 사신도 주제의 단실묘로 관대 앞에 石柱 한 쌍과
石桌 한 쌍이 있다. 높이 40cm 의 석주는 묘실 중심에 서서 묘실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북벽에 묘주부부 장방생활도와 현무도가 있다. 기둥과 단, 관대의 결합은
북조 고분의 석상의 설치와 유사하다. 장산동 1 호분에서 서쪽의 돌상은 관대의
높이와 같고 동쪽의 것은 그보다는 낮다.
안악 지역의 복사리 벽화고분은 묘실 서남 모서리에 장방형의 작은 제대가
마련되어있다. 고구려 벽화는 대개 수평으로 벽면을 나눠 장면을 구획한다.
복사리 벽화고분은 드물게 서벽 중앙에 기둥을 그려 화면을 분할하였다.
행렬하고 있는 묘주도의 앞에 단이 놓여져 있다.
오회분 4 호묘는 묘실 안에 3 개의 관대가 동서로 나란히 놓였다. 서벽에 치우친
남벽에 제대가 놓였다. 길이 1.78m 너비 0.87m 높이 0.2m 이다. 통구 사신총은
두 개의 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놓여 있다. 또한 두 개의 제대가 북벽에
맞닿아서 놓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 안에서 단의 위치는 각 고분마다 다르다.
팔청리고분(전실 서벽), 덕흥리 벽화고분(전실 북벽), 복사리 벽화고분(주실
남서벽)의 단은 묘주도의 위치와 연계되어있다. 묘주도가 없는 후기 벽화고분은
이러한 방향성과 관련이 없으며 단의 수도 다양하다. 통구 사신총은 북쪽에 두
개, 서쪽에 한 개로 모두 세 개의 단이, 오회분 4 호묘는 남서쪽에 하나의 단이
있다.
별도로 단이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전실 또는 耳室이 묘실 바닥보다 한 단 높게
만들어진 사례는 장천 2 호분의 이실과 천왕지신총의 서측실이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달에서 묘주도의 위치는 전실의 서측실에서 후실 북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안악 3 호분과 평양역전벽화고분의 서측실 앞에
세워진 기둥은 고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강조한다.
천왕지신총은 묘주도가 후실 북벽에 있는데, 측실 입구에 문양을 그린 기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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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바닥을 한 단 높여 전실의 서측실이 가진 魂殿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표현되어 있다. 순천의 요동성총도 서쪽 측실 밑바닥을 32cm 높게 하고 천장도
따로 형성하였다. 동쪽 측실 역시 천장을 따로 만들고 입구의 중심에 8 각 형태의
기둥을 세워 도리가 부러진 곳을 받치고 있다. 기둥과 단을 세우고 천장을
별도로 형성한 것은 해당 공간이 고분 내의 다른 공간과는 구별되는 구조물로서
상징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중국 한위진남북조 고분에서 제대와 帷帳의
설치가 묘주의 관이 있는 곳이 아닌 前室이나 中室의 한 부분에 세워지는 것과
비교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구려 벽화에서 감은 종종 고분에서 가장 중요한
도상인 묘주도를 담고 있으며, 단은 대개 묘주도 앞에 놓여져 祭臺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묘주도 앞에 세워진 기둥은 묘주도상의 제의적 상징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장의미술에서 감, 단, 기둥이라는 구조물은 한나라의 사당 건축 또는
불교석굴의 불감에 연원을 찾는다. 먼저 이들 구조물은 한대 이래의 사당과 고분
안의 제사공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7 동한에 이르러
종묘제사의 형식을 이어받아 묘지 앞 사당의 축조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석사당은 산동성 서남부, 강소성 북부 서주지구, 안휘성 북부지구에 집중
분포되어있다. 산동성 장청현 효당산, 가상현 송산, 안휘성 숙현 저람, 강소성
서주시 홍루, 청산천 백집의 소사당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대 석사당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 제 3 종인 산동성 장청현 효당산 사당의 후벽에 접해 하나의 길고
넓은 장방형 제대석을 좌우벽에 붙여 옆으로 놓은 사례가 있다. 제 4 종의 한대
석사당의 형식은 龕室이 있는 두칸맞배지붕식 건축이다. 형태와 크기가 제 3 종
사당과 같으나 후벽 하부의 중앙에 밖으로 튀어나온 하나의 감실을 설치한 것이
차이점이다. 후벽에 감실을 축조하는 방법은 중국 고대 종묘의 독특한 건축
특징이다. 서한 종묘와 능묘의 후벽에는 모두 황제의 신주를 모신 감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중국 한대 사당에서 서감은 神主가 모셔지던 위치로 그
상징성이 감이 달린 고분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 한위진대 고분에서 고분
전실의 서측실은 魂殿으로 여겨져 묘주초상이 그려졌다. 북조 고분에서는 사당의
형식을 본뜬 가옥형 석곽(또는 목곽)이 안치되고 그 석곽 안에 石床이 안치된
사례가 있다. 또는 圍屛石塌의 형식으로 묘실 한 가운데에 병풍을 두른 석탑을
배치하여 葬具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III. 고구려 벽화 장식문양의 출현과 확대
다음으로 옥도리 벽화고분 묘주도에 사용된 ‘王’字 流雲文의 병풍 또는 휘장
장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필자는 최근 졸고에서 이러한 장식문양이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출현,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다. 8 옥도리 벽화고분의
묘주도의 배경에 보이는 유운문과 ‘대’자와 ‘왕’자 장식은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도 관찰된다. 왕자 유운문 장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왕자 유운문이
묘주도의 병풍과 휘장, 주실 벽과 전실 벽의 장식문양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관
7

중국 동한시대에는 조상에 대한 제의가 고분에서 이루어지고 크기가 커진 고분 묘실에서 사자를
환송하는 제의가 가능하게 된다. 고분 안의 영좌의 설치를 통하여 묘주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다.
또한 사후 영혼의 관념이 이 시기에 변화하여 혼백 관념이 종묘와 고분의 이중성과 연계하여
발달한다. 전통적인 종묘와 현실의 가옥이 모두 고분 안에 포함된다. 지하고분을 가옥 구조와 같이
입체적 공간으로 건축하게 된다. 상주시대 종묘가 반복되는 각종 의례 행사가 거행되는 곳이었던
반면, 고분은 일회성의 상장의례가 행해진 곳이었다. 그러나 한대부터 나타나는 묘상건축과 복합형
능묘건축의 출현은 고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성립과 확산을 보여준다. 黃曉芬 저, 김용성 역,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2006.
8
졸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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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벽면과 관대 자체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王’字 流雲文이 출현하는 고구려 벽화고분

왕자 유운문 장식은 묘주의 실제 초상이 없는 고분에서 묘실의 유일한
장식제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식 제재는 보이지 않는 또는 묘사되지
않은 묘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풍의
장식으로 사용되든 고분의 전실 또는 후실의 전체 벽면을 덮는 장식으로
사용되든, 또는 관대의 장식으로 사용되든 모두 묘주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9
이러한 ‘왕’자 유운문의 활용 사례는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벽화장식과 건축이
어떻게 결합, 구성, 배치되는가를 고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묘실 전면을 장식한
왕자 유운문은 처음에는 병풍 또는 휘장과 같이 기물 표면에 시문되었던
장식문양이었다가 병풍과 휘장의 틀을 벗어나서 장식공간이 확장되면서 묘실
전체 공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벽에 거는 무늬가 있는 비단
휘장(유장)이 그림의 형태로 벽면에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10
[표 2] 연화문이 묘주도의 병풍(휘장)과 묘실 벽을 장식하는 고구려 벽화고분

고구려 벽화 주제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왕자 유운문의 표현양상은
생활풍속도 주제의 벽화고분에서 묘주도의 병풍이나 휘장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장식문양도 주제 고분에서 묘주도의 직접적 표현 없이 묘실 공간을
꾸미는 상징적 장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묘주
9
10

졸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졸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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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묘주가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식문양은 왕자 유운문 외에도
연화문이 있다[표 2].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주도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묘주가 앉은 전각과
같은 공간을 덮고 있는 휘장이 강조되어있다는 점이다. 쌍영총의 묘주도는
이중의 구조물 안에 들어있는데 휘장이 집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있다.
왕자문 도안이 병풍 또한 휘장 장식에서 묘실 벽면으로 확대된 것은 기물의
장식이 벽화로 표현되어 묘실 벽면을 덮은 것인데, 몇몇 장식문양 고분을 포함
고구려의 일부 벽화고분에서 휘장 걸이 용 못과 못 자국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 수놓은 견직물이 고분 내부의 공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상정된다[표 3].11
고구려 고분의 장구와 관련된 유물로는 꺾쇠, 걸고리, 관정, 관고리 등이 있다.
꺾쇠는 목곽에, 걸고리 못은 곽이나 실의 벽에 휘장을 거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벽화고분이 아닌 적석총 중에서 장구(목곽, 목관, 꺽쇠, 걸고리,
관정, 관고리)가 출토된 사례는 우산하 2112 호묘, 장군총, 천추총, 태왕릉 등이
있다.
휘장 걸이용 못과 못 자국이 발견되는 벽화고분은 집안지역 초기 벽화고분이면서
인물화나 장식문양도가 발견되지 않는 고분(만보정 1368 호분과 모두루총),
인물생활풍속도 고분이면서 묘실 벽면 상단의 연화문 중심에 못과 못자국이
발견되는 고분(우산하 1041 호묘, 통구 12 호분, 마선구 1 호묘), 순수 장식문양도
고분이면서 휘장 걸이 용 못자국이 발견되는 고분(산성하 983 호묘, 미창구
장군묘, 장천 2 호분), 사신도 고분으로 못자국이 있는 고분(통구 사신총, 오회분
4, 5 호묘, 강서대묘와 중묘)으로 나눌 수 있다.12
첫 번째 경우는 인물생활풍속도나 장식문양도가 발견되지 않아, 만약 휘장이
걸렸다면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구려의 목곽묘나 목실묘에서 출토되는 걸고리로 불 때 목재로 이뤄진 곽이나
실의 벽에 휘장을 거는 용도라면 그 휘장에는 중국 한대를 중심으로 한 목곽들의
벽에 거는 帛畵와 같이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하며, 고구려
고분벽화가 이 목곽과 목실묘의 백화에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13
모두루총은 전실 남벽 상단에 긴 槽(길이 약 180cm, 너비 6cm, 깊이 2cm)와
못구멍이 있어 한쪽 벽면에 휘장을 거는 형식인데, 태왕릉에서 출토된 금동
幔架와 같은 것이 걸린 자리가 아닌지 생각된다.
인물생활풍속도고분인 우산하 1041 호묘, 통구 12 호분, 마선구 1 호묘는 벽면
상단에 횡렬로 배열된 연화문에 못 자국이 출현한다. 우산하 1041 호묘와
마선구 1 호묘는 천정에도 갈고리를 설치한 구멍이 있어 묘실 전체를 덮는
천막(?) 형태의 유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천 1 호분은 연화문만으로
장식된 후실의 동, 남 북 벽면에 못 자국이 발견된다. 인물생활풍속도 고분의
못자국과 유장 설치가 연화문 문양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은 다음에 살펴볼
11

졸고, 「5-6 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제 18 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2. 8.
12
졸고, 「5-6 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제 18 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2. 8.
13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호, pp.115154.
4-5 세기 고분인 만보정 1368 호분이나 모두루총에서 인물생활풍속도가 발견되지 않지만 벽에 거는
백화의 형태로 인물도가 걸려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구려 중기의 장식문양도에서 묘주와
묘주의 배경인 장식문양도의 조합에서 묘주의 초상은 백화로 그려져 장식문양도 앞에 걸려있었을
가능성을 없을지, 후기의 사신도 고분에서 인물생활풍속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백화의 형태로
고분 안에 존속되었을 가능성은 없을지 백화와 벽화의 발전관계에 대하여 좀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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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장식문양도 고분에도 보이는 특징이다.
다음으로 순수장식문양고분인 산성하 332 호분, 장천 2 호분, 미창구 장군묘는
모두 후실 벽 상단에 일정 간격으로 못 자국이 남아있다. 집안지역
후기벽화고분의 (휘장걸이용) 못 구멍은 중기의 벽화고분과 차이가 난다. 통구
사신총은 네 벽의 중간지점이자 벽과 천정의 경계선을 이루는 곳에 나있다.
강서중묘는 네 벽의 상단과 천장 한 가운데에 방형 구멍이 나있어
마선구 1 호묘와 같은 천장과 벽면을 덮는 휘장이 설치되었을 수도 있다.
[표 3] 휘장걸이용 小孔과 걸고리못이 출토되는 고구려 벽화고분

오회분 5 호묘의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벽면의 연화문 및 천장과 양방의 여러
군데에서 원형의 흑색 안료가 접착되어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금동의
얇은 편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서에서는 도금의 꽃장식이 붙어있던
흔적, 또는 벽면에 금동장식이 뽑혀진 흔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혹시 태왕릉
출토 금동만가와 같은 것이 부착되었던 흔적은 아닌가 생각된다. 태왕릉에서는
청동방울, 청동案足과 함께 금동 幔架(길이 2.68m)가 나와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한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못 자국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한 중국 벽화 고분의 예는 하남
영성 시원묘(기원전 136-118 년)이다. 벽화가 그려진 주실의 네 벽면을 따라
방형 구멍이 56 개가 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槽 안에는 회색 재(썩은 나무)가
남아있다. 주실 네 벽 상단에 있는 구멍과 그 안의 목재 흔적으로 미루어 원래
천막, 간이건물 등을 치는 목조구조의 장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고분에서 유장의 설치에 대한 실물자료가 나온 사례로는 산서 대동 南郊區
田村 北魏墓가 있다.14 묘실 북벽의 鐵環이 달린 石棺床(길이 2.28m, 너비 1.26m,
높이 0.25m) 위에서 인동문이 그려진 彩繪木杆 (직경 4cm, 남은 길이 22, 25,
64cm)이 발견되었는데, 관상 위에 幔帳을 설치할 때에 관상의 입면의 철환에
14

大同市考古硏究所, 『山西大同南郊區田村北魏墓發掘簡報」, 『文物』, 2010 年 5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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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넣어 만장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촌 북위묘에서
출토된 실물 자료는 북위시대의 고분 회화에 보이는 帷幔과 帳架의 구조와
축조방법에 대해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한다.
『魏書』 에 의하면 북위 문명태후의 사후 ‘棺椁質約，不設明器，至於素帳, 縵茵,
瓷瓦之物，亦皆不置’라 하여 관곽을 검소하게 하고 명기, 素帳, 縵茵, 瓷瓦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 기록이 있다. 15 당시 고분에서의 素帳과 縵茵 설치가
관례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못 자국의 형태상 묘실 전체를 덮는 천막과 같은 형태로
유장이 설치되었다면 그 형태는 내부의 목관, 목곽을 덮는 구조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 고분 중에서 목관이나 목곽이 원형 그대로 발견된 사례는
없으나 家形 석곽 또는 家形 석실이 태왕릉과 절천정묘에서 나타난다. 태왕릉
석실 내부에는 맞배 지붕의 家形 석곽(또는 가형 석실)이 안치되어있다. 산성하
절천정묘는 천장이 집 지붕 형태를 띠고 있어 묘실 자체가 태왕릉과 같이 석조
가옥을 재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 북조 고분에서도 석조로 된 가형 葬具가 현재까지 5 점이 발견되었다[표 4].
북위 太和 元年(477 년)부터 隋 開皇 12 年(592 년)의 115 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大同 雁北 師院 北魏墓群 중에서 M5 의 송소조묘(477 년), 大同 智家堡
北魏墓(太和 8 년~太和 13 년, 484 년-489 년), 하남 낙양의 寧懋墓(孝昌 3 年,
527), 西安市 井上村 동쪽의 北周 史君墓(大象 2 年 580), 太原 王郭村 虞弘墓(隋
開皇 12 年, 592)이다. 석조가 아닌 목조로 가형 목곽이 출토된 예로는 산서
壽陽의 북제 庫狄廻洛墓(562)가 있다.16
[표 4] 중국의 석조 가옥형 장구

고분미술에서의 병풍의 활용은 동시기 중국
병풍은 중요한 생활가구로서 동한~위진남북조
많이 사용되었다. 위진남북조~수당 미술에서는
커지고 병풍의 화면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요한
15

고분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에서
벽화고분의 묘주도의 배경으로
병풍화의 실내장식 기능이 더욱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7 이는

『魏書』 列傳 九十二卷 卷十三 皇后列傳第一 文成文明皇后馮氏. 『北史』 列傳 八十八卷
卷十三 列傳第一 后妃上 魏 文成文明皇后馮氏.
16
大同市文物硏究所, 『大同雁北師院北魏墓群』, 文物出版社, 2008, p.176-182.
山西省考古硏究所 ․ 大同市考古硏究所, 「大同市北魏宋紹祖墓發掘簡報」, 『文物』, 2001 년 7 기.
山西省考古硏究所,
『太原隋代虞弘墓』,
文物出版社,
2005.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市北周史君墓石槨墓」, 『考古』 2004 年 7 期. 王克林, 「北齊庫狄廻洛墓」, 『考古學報』,
1979 年, 3 期.
17
양홍, 「중국 한당시기 도시건축과 생활미술품의 변천」, 『미술사논단』, 28 호, 2009,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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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병풍과 휘장 장식문인 왕자 유운문과 연화문이 확대 적용되면서 묘실
실내 전체를 장식하게 되는 변천과정과 비교된다.
북위 文明太后는 平城 교외의 方山에 永固陵을 조영하면서, 분구 앞에
축조되었던 祠堂의 내외에 靑石병풍을 두르고, 충신, 효자, 열녀 등 제재의
설화도를 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8 문명태후의 사당인 영고석실에 석병풍을
둘렀다는 구절이 주목된다. 동시기에 축조된 산서 대동의 북위 고분들에서 묘실
안에 磚築과 石雕의 棺床(또는 石床, 石榻)과 병풍을 조합하여 배치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북위 후기에는 고급귀족의 묘실 내에 죽림칠현과 여사잠도, 효자도와
같은 주제의 그림이나 귀족 풍속화를 새긴 병풍석을 석제 장식 관대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19
문명태후의 사당에 배치된 석병풍이 귀족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당 내부 구조물의 형식과 기능이 고급 귀족의 고분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산서 대동 司馬金龍墓(474-484 년)에서는 석제가 아닌 칠병풍이 발견되었다. 20
사마금룡묘의 후실에서 力士, 獸面, 팔메트의 부조장식이 있는 전형적인 북조
장식 석관대가 나왔으나 그것과 조합된 석병풍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후실
남부와 전·후실을 있는 甬道에서 흩어져있는 목제 병풍 판 5 매와 약간의 잔편,
병풍 礎石 3 점, 관대 초석 1 점이 발견되었다. 사마금룡묘 병풍은 관대 병풍, 즉
葬具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21
북조 후기에는 소그드인들이 석제 관대와 병풍을 결합하여 위병석탑의 형식으로
묘실을 꾸민 사례(섬서 서안 출토 북주 安伽墓 圍屛石榻[大象元年 579], 섬서
서안 북주 康業墓 圍屛石榻[天和六年, 571], 일본 미호미술관 소장 북제
石屛風)가 있다.22
중국의 위진 남북조 고분에서는 병풍화가 여러 첩의 형태로 확대되어 묘실
벽면을 넓게 감싸거나, 칠병풍 또는 석병풍의 형태로 묘실 내에 설치되었다.
병풍의 장식 주제는 여전히 인물이 중심이다. 중국의 당대와 그 이후에는
병풍화가 산수, 화훼 등 다양한 회화 제재를 망라하게 된다. 중국의 당나라
벽화고분은 북부 지방 고분의 구조를 계승하였지만, 묘주의 인물 표현을 없애고
대신 여러 폭의 병풍 이미지를 사용하여 관대를 둘러싸면서 묘실 벽을
장식하였다. 23 고구려 벽화에서는 병풍의 장식문양이 묘실 전체로 확대되지만
인물은 사라지고 장식문양만 남는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IV. 고구려 벽화고분의 장식과 건축에 나타난 제사공간과 영좌의 표현
고구려나 중국 고분 벽화에서 병풍화가 묘실 전체로 확대되면서 다양하게
상징적으로 활용 및 기능하는 것은 병풍화가 가진 제의적 기능과 상징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병풍은 神殿의 벽면을 대신하며, 벽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한
의례적 공간을 대상하는 기능을 지닌다. 또한 관혼상제, 모든 통과의례에 병풍이
18

『水經注』 “堂之內外.四側結兩石跌, 張青石屏風, 以文石為緣, 并隱起忠孝之容,
題刻貞順之名.” 大同市博物館 ․ 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
1978 년, 7 기. 岡村秀典・向井佑介 編, 「北魏方山永固陵の研究 -東亜考古學會 1939 年
牧集品を中心として」, 『東方學報』, 80, 2007, pp.150-69.
19

졸고, 「5-6 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제 18 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2. 8.
20
大同市博物館 ․ 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 1972 년
3 기.
21
蘇哲, 『魏晋南北朝壁畵墓硏究』, 白帝社, 2006, pp.83-89.
22
23

陝西省考古硏究所, 『西安北周安伽墓』, 文物出版社, 2003.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s, University of Hawaii, 2010,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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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병풍 앞에서 제사할 때에도 실제로는 그 병풍 뒤에서 어떤 절대자나
성스러운 행위가 실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병풍은 일차적으로 제사를 받는
대상을 세속으로부터 은폐하거나 격리시키는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차적인 신전의 祭場이 되어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매개자가 된다. 따라서 병풍에 어떤 내용의 그림이 그려졌는가가 중요하며
그림의 내용에 따라 그 제사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우훙의 이론을 적용하여 고분미술에서의 병풍을 해석하자면 병풍은 건축적
공간을 구획하는 3 차원 물체로서의 병풍,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2 차원의
표면으로서 병풍, 회화공간을 만들도록 돕고 시각적 은유를 제공하는 그려진
이미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건축구조적 형태로서의 병풍은 3 차원 공간을
차지하고 나눈다. 병풍은 하나의 구조물이며 그 기본적 기능은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다.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림 형식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역할과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며 공간개념과 완전히 결합한다.24
『禮記』의 「明堂位」에 의하면 공적인 행사 때 황제가 병풍 앞에서 남쪽을
향하여 앉도록 규정되어있다. 등 뒤에 도끼 문양이 수 놓인 병풍을 배경으로
황제는 상징적 우주의 중심으로서 신하를 접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병풍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감상용뿐만 아니라 의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조선 왕실의 혼전에는 모란과 일월 오봉 두 가지 병풍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병풍의 성격을 고분미술의 묘주도에 대하여 적용하면 묘주는 병풍으로
둘러싸인 영역 안에 있으며 그곳이 자신의 소유임을 알린다. 병풍은
건축구조적인 형태로서 역할 하면서 ‘공간’을 ‘장소’로 전환하여 한정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설치물로서 병풍은 소유자의 장소를 명확히 하고,
이 장소를 지배하는 그의 권위를 드높인다. 묘주에게 병풍은 외부의 물체이자
묘주의 육신의 확장이다. 병풍은 묘주가 지배하는 의례적·상징적 장소의 경계를
둘러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주의 일부처럼 보일 수 있다.25
병풍의 틀과 장식은 예기예술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예기예술은 건축적 틀
짜기의 결과로 생기는 강력한 위계질서와 장식적 문양 놓기의 결과로 생기는
강력한 연속성이 특징이다. 반복적으로 퍼져 나가는 문양의 통일은 틀에 제한
받지 않는다. 또한 표면과 이미지의 분리와 상호 작용이 병풍의 개념을
진전시킨다. 고구려 묘주도에서 병풍 장식문양과 묘주도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병풍의 장식문양이 가진 개념이 확장되는 것이다. 실제로 병풍은 전체
공간에서는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만, 병풍 이미지는 회화적 표현에서 전체
공간을 표상한다.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왕’자 유운문이 병풍 안의 문양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실 또는 후실 전체 공간을 감싸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에 비교된다. 병풍 이미지의 주요 기능이 표현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데 있으며, 또는 병풍 이미지의 선택과 묘사는 부분-전체와 전체부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또한 고분 안의 표현된 ‘왕’자 유운문 또는 순수장식문양은 그 자체가 소위
‘예기’라고도 볼 수 있다. 예기는 광의의 의미로 쓰일 때는 그릇, 기구, 휘장 등
모든 종류의 물건을 의미하게 된다. 장식이란 형태로 정해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표면의 양식이 형태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형태를 다시
규정짓는다. 공간을 도안으로 ‘채우는’ 것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도안으로 덮어 그 물건이나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
도안은 그것이 담겨 있는 물건이나 공간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26
24
25
26

우훙 저, 서성 역, 『그림속의 그림』, 이산, 1999, pp.9-30.
우훙 저, 서성 역, 『그림속의 그림』, 이산, 1999, pp.9-30.
우훙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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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이란 집단, 계층 혹은 문화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어 그 휘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시
반복할 수도 있다.27
고구려벽화에 사용된 왕자문과 연화문은 고구려인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휘장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묘실 공간 전체를
덮으면서 인물풍속도를 대체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장식문양도는 병풍의 바탕에 그려진 그림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면서
독립된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묘주의 배경으로 사용되다가
독립성을 얻으며 묘실 전체 장식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묘실 안에 꽉 찬 묘주
영혼의 존재, 즉 靈座를 상징하면서 묘실 자체가 장식문양이라는 상징적 표현에
의해 혼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도리 벽화고분의 후실 북벽 묘주도에 그려진 ‘왕’자
유운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왕자유운문의 장식이 고분 안에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옥도리 벽화고분에 설치된 감과 단이 장의건축의 일부로서 묘실 내의 묘주에
대한 靈座 또는 魂殿의 표현과 조상숭배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되는 휘장 걸이 용 못구멍과 가형
석실의 존재는 회화로 표현된 묘주도의 건축적 표현 요소들이 실제 고분 안에
구조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주도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묘주가 앉은 전각과 같은
공간을 덮고 있는 휘장이 강조되어있다는 점이다. 고구려 묘주도에 보이는
휘장의 사용은 종묘의 神室이나 문묘의 대성전의 휘장의 설치와 휘장걸이 설치를
연상시킨다. 고구려 묘주도에서 휘장이 강조되고 휘장의 장식문양이 묘실 벽면
전체로 확대되어 표현된 이유는 휘장이 묘주의 영좌의 상징이자 중요한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구려 고분 내에서 묘주의 영좌 표현은 묘주초상화,
제단(제대), 감실, 휘장 등 전체 고분 장식과 건축과 맞물려 구현되고 있다.
우훙은 병풍 이미지, 예기로서 휘장과 장식문양의 의미와 상징, 영좌의 개념과
표현양상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28 중국 고분에서의 영좌
표현의 연원은 동한대 낙양의 고조에 대한 종묘의 영좌에서 찾을 수 있다.
한나라의 시조에 대한 중요한 제사 시에 수놓은 장막을 설치하고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영좌를 마련하는 의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의 건축물은 이미
사라졌으나, 유사한 영좌가 한나라 고분들에서 관찰된다.
빈 영좌 또는 神位는 고분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묘주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마왕퇴 1 호묘의 북실의 묘주의 영좌
표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실의 벽에는 비단 휘장이 걸려있고 대나무 자리가
바닥에 깔려있다. 두꺼운 방석이 그 위에 놓이고 뒤에 그림 병풍이 둘려져
있으며 앞에는 정교한 칠기들이 놓여있다. 두 쌍의 비단 신발과 지팡이, 화장품
상자 등 묘주의 개인 용품들로 구성된 부장품들이 영좌를 둘러싸고 있다. 묘주는
가장 안쪽의 관을 덮고 있는 백화에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북실의 침상 옆에서 발견된 지팡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여자묘주의 영좌는
그 외에 8 명의 가수와 무용수, 5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도용들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들의 무대는 북실의 동쪽 끝에 만들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
여자묘주의 영혼이 서쪽 끝에 있는 침상에 앉아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공연을
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마왕퇴 고분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죽은 묘주의
27

우훙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p.120.

28

병풍 이미지, 장식문양의 의미와 상징, 영좌의 개념과 표현양상에 대하여는 우훙 저, 서성 역,
『그림속의 그림』, 이산, 1999. 우훙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2001.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 University of Hawaii, 2010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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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존재 형태이다. 관은 그녀의 육체를 담고 있고, 빈 영좌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가리킨다. 호남 장사 마왕퇴 1 호묘의 북실에서 발견된
병풍은 묘주의 영좌를 구성하는 상징적 부장품 중 하나이다. 29
마왕퇴 1 호묘는 관위에 놓였던 'T'자형 백화, 세 개의 관에 그려진 칠관화, 도용
등 다양한 부장품이 상호작용하며 묘주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왕퇴 1 호묘의 세 번째 칠관의 좌측 관판화는 구도와 색채면에서 하남 영성
시원한묘의 천장벽화와 유사하다. 병풍화도 붉은 색을 주조로 하여 용과
장식문양을 그린 점이 시원벽화묘의 천장벽화와 유사하다. 따라서 시원한묘
벽화의 연원은 마왕퇴 1 호묘의 칠관화와 백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분의 백화와
칠관화가 발달하여 묘실 벽화로 전개된 것이다.
마왕퇴 1 호와 3 호묘의 병풍화, 칠관화, 백화(관을 덮거나 묘실 벽에 걸린)의
관계는 고구려의 장식문양과 고분 내의 못과 못 자국과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관은 일종의 "器具"(葬具)로서 고분 장식의 발달에서
시원묘의 벽화는 葬具의 장식계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횡혈식 고분의 정방형 묘실 공간은 칠관의 구조와 유사하므로 공간이 확대되면서
칠관 위의 채색회화가 묘실의 벽면으로 옮겨졌을 수 있다.30
기원전 2-1 세기에 전축 또는 석축의 횡혈식 묘실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묘주의 영좌는 제의공간을 상징하는 고분의 전실에 차려지며 고분 내에서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북성 만성 1 호 고분(유승묘)가 한 예이다.
中室(전당)에 차려진 장방 아래에 두 개의 영좌가 설치되어있다. 중실에서 출토된
청동 帷帳架를 조립한 결과 길이 2.5m, 너비 1.5m, 높이 2m 의 두 채의 목조
구조물이 재구성되었다. 이들 목조 구조물은 錦帳으로 덮여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앞에는 제기들이 배치되어 제사 장면을 재현한다.
고분 안에 묘주의 영좌와 제사 공간을 설치하는 관습은 한대와 한대 이후에
귀족만이 아니라 낮은 직급의 관리와 심지어는 평민들에게도 공유되었다. 이
시기 많은 소형, 중형 고분의 전실에 제대 또는 제단이 조성되었다.
후한의 하남 밀현 타호정묘와 후사곽묘에도 묘실에 제대가 설치되었으며 제대
주위에 목조 구조물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타호정 1 호묘의 中室 西段에는
바닥에 제대를 설치하였다. 평대의 위에 작은 祭壇形 건축물을 설치하고 평대
주위 벽과 천장에 원래 帷幔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타호정 2 호묘의 中室
西段에도 제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제대의 서, 남, 북 삼면 가장자리에 너비 약
0.06m, 깊이 약 0.05m 의 石槽가 있고 석조 안에는 썩은 나무흔적이 발견된다.
중실 서단의 천장과 벽면에 목판을 끼워 넣고 목판 위에 그림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남 밀현 後士郭에서 발견된 세 기의 고분에서도 묘실 내의 중실
서부에 각각 평대가 설치되고 평대의 동쪽 가장자리의 초석 위에 石槽가 있고 그
안에 건축 부재가 설치된 흔적이 있다고 한다.31
曹魏時期에는 분묘상부에 祀廟 등의 묘상건축물의 축조를 금지한 후로 묘실 내부
공간에서의 奠祭가 중시되기 시작한다. 묘실의 전실 혹은 주실의 앞쪽 부분에서
帷帳施設, 漆案, 漆盃, 盤, 牀榻, 酒器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전제와 연관성이
있는 기물들로 여겨진다. 서진시기 묘실구조는 다실구조의 前堂이 단실 혹은
쌍실로 감축되며, 묘실내부에 牀榻을 설치해 脯酒를 차려놓고 奠祭를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동진시기에도 남경지역과 동북 요녕지역의 묘장에서 전제와

29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s, University of Hawaii, 2010, pp.64-68.

30

鄭岩, 「關于墓葬壁畵起源問題的思考-以河南永城柿園漢墓爲中心」『古宮博物院』2005 年 3 期,
pp.56-160.
31
河南省文物硏究所, 『密縣打虎亭漢墓』, 文物出版社,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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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는 食器와 帷帳施設 등이 출토된다.32
위진남북조 벽화고분에서 나온 유장가로 잘 알려진 예는 하남 낙양의 曹魏
正始八年墓(247 년)와 요녕 조양 원대자 위진벽화묘가 있다. 감숙 돈황 불야묘만
37 호묘(위진)는 묘실의 후벽에 供臺가 설치되고 그 앞에 황색으로 帷幔을 그렸다.
供臺 위로, 그리고 남측과 북측 목관 위로 황색 견직 帷幔이 얹혀진 木棍이
걸쳐져 있다. 유장이 벽화와 구조물로 동시에 표현된 경우이다. 불야묘만
133 호묘는 전실에 달린 벽감 안에 황색 帷帳을 그렸다. 황색으로 칠해진 장막
안에는 아무런 인물도 그려져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묘주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우훙에 의하면 사후의 영혼을 표현하는 영좌의 두 가지 표현 방법은 개인적 선호,
지역적 전통, 시기적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고분건축과 장식의 제의적 기능과
영좌 표현에 대하여는 기남화상석묘와 같은 고분 안에 그려진 건축도가 일반
생활에 사용된 건축이 아닌 제사에 관련된 건축을 그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발굴보고서에서도 후실 동벽의 인물도가 단순한 행렬이 아닌
묘주가 사망한 후 그에 조의를 표하는 주인공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자주 관찰되는 행렬도와
묘주도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풍속도로 분류되는
벽화 주제들이 생활풍속을 그린 장면이 아니라 고분이라는 장의 건축과 장식에
맞춰 그린 상징적 장면이라면 시각을 달리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벽화의 건축도에 대해서도 일반 생활 속의 건축물이 아닌
묘주의 영좌, 혼전, 사당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안악 1 호분의 묘실 북벽은 묘주의 초상이 없으며 대신 전각도가 전체 벽면에
그려져 있다. 전각도를 고분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공간인 묘실 후벽에 그린
점이나 전각의 모든 문이 열려 있는 점은 중국 한대 이래 건물도의
제사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天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소재 옥도리벽화고분에서 보이는 전실의
감과 단의 설치, 묘주도의 ‘왕’자 유운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옥도리 벽화고분을
포함한 북한 지역 고구려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기둥이나 감, 제대를 가진 특수형
구조의 벽화고분을 비교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왕자문 또는 ‘왕’자 유운문이
출현하는 고구려 벽화고분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활용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고구려 벽화고분 안에서의 휘장의 설치 형태나 고분 안의
구조물의 형태를 추정해 보았다.
옥도리 벽화고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왕’자 유운문의 장식이 고분 안에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옥도리 벽화고분에 설치된 감과 단이 장의건축의 일부로서 묘실
내의 묘주에 대한 영좌의 표현과 조상숭배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분 내에서 묘주의 영좌 표현은 묘주초상화, 제단(제대), 감실, 그리고
전체 고분 장식 프로그램과 맞물려 구현되고 있다.
고분미술에서의 건축과 장식이 결합되어 나타내는 것은 묘주의 영좌 또는 묘주를
제사지내는 공간의 표현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는 초상의 형식으로 표현된
묘주와 감과 단(제대) 및 장식문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묘주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가지 형식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왕’자 유운문이다.
32

조윤재, 「中國 魏晉南北朝의 墓葬과 喪葬儀禮」,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서경문화사, 2011,
pp.239-302.

14

제 6 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문 (2012.09)

‘왕’자 유운문은 관대의 장식, 묘실의 전체 표면 장식, 묘주도의 배경 장식,
관대가 놓인 벽면의 배경 장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고구려 벽화에서 ‘왕’자
유운문의 존재는 그 앞에 실제 인물화의 표현 여부에 상관없이 묘주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위진남북조 고분의 병풍, 유장, 석상, 석곽 등 고분 내 구조물에 대한 비교
연구는 2 차원적인 벽화로 표현되든 3 차원적인 조각이나 건축으로 표현되든
고구려와 중국 고분 안의 관, 곽, 유장(휘장), 석탑은 모두 묘주를 위한 葬具로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제작되고 묘실 안에 일정한 상장 의식과 장의 풍속에 따라
설치된 것임을 보여준다.
천왕지신총과 대안리 1 호분은 묘실 안에 ‘人’자형 두공을 부조로 표현하여 고분
공간을 목조 건축 형식으로 충실히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장방형 전실을 통하여
송소조묘의 석곽과 같은 前廊(또는 전당)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실의
넓은 관대의 설치와 천장의 목조 구조의 표현, 벽면의 귀갑연화문 연속 도안
안에 삽입되듯 그려진 묘주도는 묘실 전체가 장식 휘장이 둘러쳐진 목조가옥
안에서 묘주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葬儀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북위 송소조묘의 가형 석곽을 연상케 하며 중국 고분에서 발견된 가형
석곽과 석탑이 가진 제의적 상징성, 고분 내에 석조로 재현된 목조 사당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중국의 고분 벽화나 화상석, 고분의 다양한 조각 공예 부장품들은 독립적인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다 큰 조합 중의 한 가지 요소이며, 이들
조합은 다시 종묘, 궁전 혹은 고분과 같은 특수한 건축물의 중요한
구성요소였으며 이러한 건축물이 그 사회의 기념비 복합체를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벽화고분 역시 고구려 사회와 문화의 기념비적 복합체로서
고분 안의 장식과 건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7 세기 고구려의 장의 미술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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