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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수리 자료, 행정 문서 등의 분석을 통해 시기별 벽체 수리 내용을 살펴보고, 건물

에 설치된 벽체의 재료와 시공기술이 어떠한 차이점 및 공통점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체 수리 시기

는 1935년, 1956년, 1982~3년 이뤄진 수리를 대상으로 그 전후 시기의 과정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35년 해체 수리 시 진행된 벽체공사에서 외엮기는 원래의 것을 준수하고, 초벽·재벌·정벌은 기존과 다른 재

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벽체의 구성 재료에는 초벽은 점토, 석회, 강사, 재벌은 모래, 회반죽, 정벌은 회반죽과 해

초풀이 사용되었다.

둘째, 1956년 수리 시 확인한 벽체의 외엮기 구성 방식은 껍질째 가는 잡목을 가로·세로외로 사용하였고, 새끼줄을 

이용해 대각선으로 엮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면 벽체 훼손 상태를 통해 벽선과 유사 크기의 중깃

이 상·하인방에 결구된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1982~3년 수리공사에서는 외엮기 방식은 재래의 수법을 따른다고 하였고, 직접 피운 생석회(소석회)와 모래, 

황토, 여물, 해초풀을 섞어 회사벽을 구성하였다.

넷째, 시기별 수리공사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외엮기 방식은 1900년 이전의 방식이 명확하였으며, 초벽에 사용된 

재료는 1935년 이후 재료의 변화가 있었다.

다섯째, 수리별 사용되는 재료는 달라졌지만, 각 공사마다 유의할 점에 대해 표기한 부분에서 문화재 수리 원칙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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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건축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되어 가면

서 목구조를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되어 오던 것과 달리 

기존에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건축 재료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벽체(壁體)를 구성하는 건축 재

료는 목재와 흙, 회, 섬유질 등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미술·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벽체

의 표면에 그려진 바탕면의 재료·안료 등에만 관심과 연

구가 집중되어 보존 처리, 미술사학의 측면이 건축학 측

면보다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벽체 보존 처리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에서도 벽을 구성하는 외엮기층과 그 위

에 발라지는 초벽층에 대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거나 일

반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건축 기법과 관련한 조

사 연구는 생략되어 있다. 벽체 구성 재료의 특성상 해체 

시 외기의 영향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

에 표면에 단청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불화가 그려져 있지 

않은 보통의 전통 벽체는 수리 시 해체하면서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건물에 설치된 벽체

는 수리가 진행될 때마다 변형이 이뤄지기 쉬웠고 현재는 

건축문화재 해체 수리 시 발견된 여러 유형들에 대해 어

느 것이 원형인지, 어떤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추측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 벽체는 재료의 종류, 상

태, 시공 방법, 니장의 기술력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일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시공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

며 이에 대한 건축학적 연구들이 시급하다. 벽체 시공은 

건물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공정으로 각 건물들의 

벽체들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시공되어 왔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이후 크게 3번의 수리

와 그 외 경미한 공사 등 5번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관

련 기록들이 적게라도 남아있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1을 

대상으로 벽체 부분의 수리공사 내용을 살펴보고, 건물에 

설치된 벽체의 재료와 시공기술이 수리에 따라 어떠한 차

이점 및 공통점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1930년대 작성된 조선총독부박물관 기록문

서들과 1956년, 1982~3년 수리 시2 작성된 수리 보고서 

및 무위사 극락보전의 벽화 관련 연구 자료, 행정 문서 등 

여러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연구 자료들의 분석을 통

해 각 수리공사 시 조사된 벽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시기별로 시행된 벽체 공사를 살펴보고, 벽체에 사용된 

재료와 시공기술의 변화가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Ⅱ.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수리 기록

국보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지붕으로 조선 전기의 

주심포 초기 양식을 갖는 건축적 가치가 큰 건물로 조선 

세종 12년(1430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6

년 수리를 통해 후불벽의 제작연대가 조선 성종 7년(1476

년)에 건립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보다 먼저 건물이 건립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확한 건립 연대가 밝혀진 

것은 1980년대 수리공사에서 발견된 상량문의 묵서명을 

통해서이다. 건물의 측면은 2고주 5량, 내부는 무고주 5

량 구조로 화려한 파련대공과 솟을대공을 사용해 지붕 가

구를 받치고 있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수리는 해방 후 1956년과 

1982~3년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무위사 극락보전의 

수리는 1956년의 수리 보고서에서 극락보전에 대한 수리 

문제가 이미 일제강점기 말에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시국 

1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은 일제강점기 당시 “무위사 극락전”의 명칭으로 지정되었고, 관계 문서들 또한 해당 명칭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 지정 명칭인 “강

진 무위사 극락보전”을 사용하되 일제강점기 당시의 행정 문서 상 자료들과 보고서 명칭 등은 사용된 명칭 그대로 사용하였다. 

2 해당 수리 시 보고서는 각각 1958년, 1984년 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리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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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시공을 보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3고 

설명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에는 특별한 수리가 없었던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일제강점기 작성되었

던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들을 통해 1935년 해체 수리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고 1943년에도 긴급 보수가 있었음

을 확인하였다. 1956년의 공사는 40년대 긴급 보수 이전

부터 발생하게 된 지속적인 문제점들로 인한 공사로 봐야 

할 것이다. 건물의 수리 기록을 통해 살펴본 바 1900년대 

이후 대표적인 수리는 1935년, 1956년, 1982~3년의 세 번

의 수리로 보는 것이 벽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데 중

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문화재 대관, 관련 행정 문서 등 여러 수리 기록을 

통해 정리한 수리 연혁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

다. 1900년대 이후 시행된 건물과 관련된 공사(벽화 보존 

처리, 보존각 관련 공사 제외)는 9건이지만, 1980년 시행

되었다는 극락보전 보수 내용은 문화재 대관 연혁에도 일

부만 쓰여 있어 재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행정 문서에서

도 1980년의 공사로는 마루 공사에 대한 문서들만 확인4

될 뿐, 극락보전 보수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건물은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미술사적으로

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건물 내에는 벽화에 쓰인 기록

을 통해 성종 7년(1476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아미타여래삼존벽화(阿彌陀如來三尊壁畵, 국보 제313

호)가 그려져 있고, 측면 벽에도 조선 전기에 그려졌을 것

으로 보이는 벽화들이 다수이다. 현재는 해체 수리 시 해

당 벽체들을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고 있다. 1956년 후불

벽화 2점과 동서벽의 대벽화 2점, 오불도 1점을 제외한 

나머지 벽화가 건물에서 분리되었고, 당시 분리된 27점의 

벽화 보존을 위하여 1974년 극락보전 정면으로 보존각을 

건립해 진열해 두었다.5 그 후 벽화 보존각이 증축되고 동

서벽의 대벽화 2점과 오불도 1점 등 3점을 추가 보존하게 

되어 현재에 이른다.

표 1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1900년대 이후 주요 수리 연혁

시기 내용 공사비 시공 업체 비고

1935.3~1935.6.26 구조 불안정으로 인한 완전 해체 수리 보조금 22,383원

1943.6. 지붕부 수리 보조금 346원

1956.6.25~1956.12.31 완전 해체 보수 국고보조 1,325만환 동양건축사

1966.12.9~12.26 옥개부분 보수 및 개와번와 국고보조 709천원 가보기업(家宝企業)

1974.10.31~12.25 번와 및 목부 보수 국고 3,000천원, 지방비 547천원 한미토건(韓美土建)

1980.8.25~11.22
극락보전 보수 1동 벽화보존각 증축

*문화재 대관 일부만 표기, 관련 행정문서는 찾을 수 없음
국고 25,000천원, 지방비 10,743천원 부원건설

1980.12.31~1981.5.20 극락보전 내부 마루공사(35평) 국고 6,322 천원 전일기업(全一企業)

1982.11.20~1983.8.22 극락보전 보수, 변소 신축 국고 41,220천원, 지방비 20,580원 남양건설

사진 1  극락보전 내 벽화

위치(해체 전).6
사진 2 아미타칠존벽화(동측벽).7

3 국립박물관, 1958,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 p.42.

4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15364(1980.2.23.), 1980, 「무위사 극락전 내부 마루공사 설계승인」;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15775(1981.6.11.), 1981, 「무위사 극

락보전 마루깔기공사 준공보고」.

5 문화재청, 2011,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실측조사보고서』, p.67.

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4, 『강진무위사극락전수리보고서』, p.27.

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39.



143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벽체 수리 기록과 시기별 시공기술 고찰

Ⅲ. 시기별 전통 벽체 구성 방법

1. 1935년 해체 수리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에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과 관련하여 ‘소화(昭

和) 7년도 보존비 보조의 서류’라는 권 목록 중 ‘고적보존

비보조건(문서번호 A076-010-004)’이라는 문서철에 해당

하는 24쪽 분량의 1935년 수리 기록이 확인된다. 소화 10

년(1935년) 3월 4일 작성된 시방서에는 새로 시공할 때, 

벽 설치 시 사용된 재료와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이 수리

는 소화 8년(1933년) 당시 강진 무위사의 주지가 8월 2일 

풍우(風雨)로 인한 건물의 피해로 수선(修繕)의 시급함이 

담긴 서찰9을 조선고적보존회로 발송하면서 본격화 된 것

으로 보인다. 그 후 8월 14일 문서10에서 고건축물 파손 조

사 건으로 무위사 극락보전의 훼손 현황을 조사할 기술자

를 파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화 8년 9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지붕부와 벽 등 파

손·탈락이 심해 지붕 누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옥개

부, 마루판(床板), 추녀(軒其), 기타 구조물의 부후가 심해

진 상태로 복구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복구를 위해선 복

구공사 설계서에 의해 약 1,170원이 필요하지만, 사찰에

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 복구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11을 담고 있다. 공사 설계서에 의하면 전체 예산 중 

벽 수선에 소요 예정인 비용은 120원이다. 단위는 4원으

로 30평(坪)의 벽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필요 금액을 산

출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선총독부와 강진 무위

사진 3 아미타래영 벽화(해체 전).8

사진 4 1935. 3. 4. 수리 설계서.12

사진 5 1935. 6. 26. 수선 준공 보고 건.13

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40.

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3, 「극락전(極樂殿)」, A076-010-025.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3, 「고건축물 파손 조사 건」, A076-010-023.

1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3,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樂殿) 파손 상황 건」, A076-010-014.

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5, 「고적 보존비 보조 건」, A076-010-004-001(左.), 004(右).

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5, 「보물 건조물(建造物)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樂殿) 긴급 수선 및 수리계획서 조사 제작(調製) 준공(竣成) 

보고 건」, A076-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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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지는 여러 문서를 통해 무위사 극락보전의 수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고적보존회에 의해 1934년 8월 27

일 무위사 극락전(無爲寺 極樂殿)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67호로 지정14되고 난 이듬해인 소화 10년(1935년) 3월 

본격적으로 극락보전의 수리가 시작되었다. 1935년 6월 

26일자 문서15인 무위사 극락보전 긴급 수선 및 수리 계획

서 조사, 제작·준공 보고 건을 통해, 공사는 약 4개월간의 

공정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35년 3월 ‘무위사극락전수리설계서(無爲寺極樂殿修

理設計書)’라는 명칭의 보고서는 건물 개요와 함께 건물

을 수리할 때 필요한 수리방침(修理方針)과 시방서(仕樣)

로 분리하여 작성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시 시방서

는 공정대로 실측수리시공(實測修理施工), 가설공사(假

設工), 규준틀 설치(水盛遣形), 기초공사(地形及床), 목공

사(木工), 벽공사(壁), 지붕공사(屋根), 기타공사(雜工) 순

서로 작성되어 있다. 특히 벽체 부분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에서 벽체의 중요성이 

높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시방서는 해

체 시 조사된 내용 보다는, 새로 수행되는 공사들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1930년대 벽체에 사용된 재

료와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벽체와 관련된 내용은 외엮기(下地)부터 설치까지 

공정 순서대로 표기되었다. 먼저 외엮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외엮기(下地, したじ)는 원래의 것(在耒)으로 짓되, 

신규로 초벽(荒壁), 맞벽(裏壁), 재벌(中塗り, なかぬり), 

정벌(上塗り, うわぬり)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6.” 

여기서 하지(下地)는 시다지(したじ)로 실제 일본에서 흙 

재료가 칠해지지 않은 벽의 기초를 구성하는 목재를 지칭

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황벽(荒壁)은 한자어 의미대로 해

석하면 거친 벽을 의미하며 일본에서 초벽을 지칭하는 단

어로 사용된다. 이벽(裏壁)은 내부 벽으로 맞벽을 의미한

다. 재벌과 정벌은 각각 중간칠, 마감칠을 의미하는 단어

가 사용되었다.

외엮기 다음으로 회반죽과 관련된 내용이 시방서에 

나타나 있다. “회반죽(漆喰圡)은 양질의 것을 사용해서 해

변여물(浜苆18, はますさ)과 바다해초(角又, ツノマタ)19 

등을 섞어 적당히 혼합한 위에 충분히 반복해서 흔들어 

흙 자국(地村)과 흙손 자국(鏝村)이 남지 않도록 바르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회반죽은 해변여물, 바다해초 등 

바다에서 나오는 풀 종류의 재료를 섞는 것으로 설명하였

다. “빈절(浜苆)”은 해변가의 모래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사진 6 수리 설계서 내 벽체 시방 부분.17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8, 「조선총독부 보물 지정 대장-사지(寺址)별-전라남도 강진군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樂殿)에 관한 건」, 

H024-026-001.

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5, 「보물 건조물(建造物)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樂殿) 긴급 수선 및 수리계획서 조사 제작(調製) 준공(竣成) 

보고 건」, A076-010-002.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5, 「고적 보존비 보조 건」, A076-010-004-010(右), 011(左).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5, 「고적 보존비 보조 건」, A076-010-004-010(右), 011(左).

18 苆(벽토 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지만, 일본에서는 여물을 의미하는 한자어(ずさ)이며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단어이다. 또한 일본 사전

에는 낡은 어망이나 고삐 등의 삼줄을 잘라 만든 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Weblio 国語辞典, https://www.weblio.jp/).

19 민중서림 엣센스 일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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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의 의미대로 해석하여 “해변가+여물”로 보았다. 츠

노마타로 읽히는 바다해초는 홍조류의 일종으로 10㎝ 전

후의 작은 해초로 알려져 있고, 채집하여 건조한 뒤 벽의 

풀로 사용20한다고 알려져 있다. 흙 자국과 흙 손자국으

로 해석한 한자어 지촌(地村), 만촌(鏝村)의 뒤에 붙은 촌

(村)은 일본어로 무라(むら)로 사용하며 이는 얼룩(斑)이

라는 단어와 동일한 일본어이다. 때문에 본 시방서에 사

용된 단어들은 문맥상 얼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

으로 보았다.

그 후 바탕칠(面戶塗)과 앙토벽(棰間)의 회칠에 대해 

“초벌바름(下塗)은 점토(粘土), 석회(石灰) 및 강사(川砂)

를 적당히 혼합해 욋가지 사이에 충분히 접하도록 바르고, 

재벌은 모래(砂)와 회반죽을 섞고, 정벌은 원래의 것처럼 

백색의 회반죽을 하고 고색 단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라

고 설명하고 있다. 초벽부터 단청이 칠해지기 전의 정벌까

지 흙에 혼합된 재료와 시공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무

위사 극락보전 벽체의 성분 분석을 통해 알려진 건립 당시 

벽의 구성 재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일제강

점기 시공 시 변경 또는 추가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어떤 위치의 벽체가 수리되고, 어떤 벽화가 묘

사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수리 설계서에 함께 수

록된 수리 전 사진에서 외벽에 대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

으며, 서측벽 일부부만 외엮기 노출 부분을 통해 훼손이 

심해 수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소요된 수리공사 비용으로는 총 공사 금액 

22,383원 중 장식비 3,891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외엮기 

부분은 재료 품을 1식으로 하여 15평(坪), 각 3원씩 총 45

원이 소요되었다. 앙토벽 회칠은 240원, 면호칠은 116원, 

벽화모사 600원, 벽화수보(壁畫修補) 2,000원, 채색보정 

500원, 고색칠 300원이 각 소요되었고, 벽(壁)으로만 적

혀 30평 각 3원씩으로 90원이 소요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

지 확인이 어렵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에서 확인되는 극락보전

의 사진은 문서 상 수록된 수리 전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내부 사진의 촬영 연대가 1932~34년

임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수리 자료는 외엮기의 재료와 구성은 상

세하지 않지만, 외엮기는 원래의 것에 준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일제강점기 수리공사 

시 벽체 내부 구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 

현재 남아 있는 벽체의 구성이 원형을 갖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사진 7 무위사 극락보전 서측.21

사진 8  1935년 무위사 극락보전 정면.22 사진 9 아미타래영도.23

20 Weblio 国語辞典(https://www.weblio.jp/).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5, 「[사진]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樂殿) 서측」, A076-010-007-001.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5, 「[사진]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樂殿) 정면」, A076-010-006-001.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2, 「극락전 내부 아미타내영도」, 건판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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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6년 해체 수리 

1956년 수리는 해방 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보급 문

화재의 본격적인 해체 수리공사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수리로 알려져 있다. 1935년 수리 이후 소화 18년(1943

년) 우천 시 누수가 지속되어 긴급 보수로 지붕공사가 

시행24되었고, 그 후 수리 보고서 상의 〈사진 11〉을 통해 

1956년까지 수리가 이뤄지지 않다가, 가설 지붕을 제거

하는 완전 해체 수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 후 사

진의 가설 지붕을 비교하였을 때 1956년 수리 전에는 가

설 지붕이 많이 내려앉아 있고, 건물 또한 목재들로 보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6년 2월 14일 제3회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회에서 보수공사의 동의를 얻게 된 후 당해 6월 25일 

김재원(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감독보조관 임천(당시 

학예관)의 감독 하에 공사가 착수하게 된다. 건물은 훼손

이 심해 완전 해체 수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31

일자로 공정이 마무리되었다.28 공사가 시행되던 시기는 

건물 내 불화가 그려진 대부분의 벽화가 분리되었던 시기

이다. 때문에 이 당시에는 새롭게 벽체가 조성된 곳이 많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벽체의 구성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았다.

1956년 수리공사에서는 벽체를 분리하고 새롭게 조

성되는 벽들이 다수였다. 후세에 몇 번씩이나 손질을 가

하였는데, 그 벽 자체에 대하여서는 이를 헐어서 다시 친

다던가 한 흔적은 없었으며, 그 벽심(壁心)은 오늘날 하

고 있는 방법과 대차가 없었다29고도 설명하고 있고, 특히 

풍화가 심하여 곳에 따라 벽중(壁中)깃과 외가지까지 노

출한 곳도 많았으므로 창방 이하는 새로 벽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30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수리 보고서를 통

해 새로 공사되는 벽체의 벽심은 종전의 솜씨에 따라 할 

것으로 하여 원형의 방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비율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진흙과 여물을 

사용해 벽체 재료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0 1943년 공사 후 사진.26

사진 11  1956년 무위사 극락보전 수리 전 상태.27

그림 1  1943년 무위사 극락보전 지붕부 

도면.25

사진 12 수리 전 벽체 외엮기 노출 모습.31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43, 「보물(寶物) 무위사(無爲寺) 극락전 우천시 누수(雨漏) 수리 준공 보고」, A163-010-006-001.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43, 「[도면] 무위사(無爲寺) 극락전」, A163-001-004-001.

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44, 「[사진] 공사 후 사진」, A163-001-009-001.

27 국립박물관, 앞의 책, 도판 p.7.

28 국립박물관, 앞의 책, pp.42~43 재정리.

29 국립박물관, 앞의 책, p.18

30 국립박물관, 앞의 책, p.8

31 국립박물관, 앞의 책,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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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벽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현재

와 조금 차이가 있다. 중깃은 ‘벽중(壁中)깃’으로 표기하

였고, 중깃, 외가지 등 외엮기 부분을 ‘벽심(壁心)’으로 설

명하기도 하였다. 벽을 바르는 행위는 ‘벽질’, 벽이 발라지

는 흙 재료는 ‘벽토’로 묘사하였다.

해체 당시 건물의 벽체 외면은 오랜 기간 동안 풍우

로 인해 심하게 박락된 외엮기 부분이 노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벽의 높이와 현황으로 볼 때, 보고서에서 밝

힌 창방 이하의 벽으로 추정된다. 흙이 떨어져 나간 부분

은 가는 잡목을 껍질째 사용하여 내부에 가로외와 세로

외를 설치해 외엮기를 구성하고 있고, 새끼줄을 대각선으

로 엮어 고정한 모습이다. 외간 간격은 50㎜ 내외로 추정

된다. 해당 사진이 건물의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보고서

를 통한 확인이 어려워 어떤 방향의 외가 건물의 내·외부

에 구성되었는지는 추정이 어려웠다. 외엮기 후 벽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초벽은 진흙에 짚여물을 섞은 재료를 사

용하여 발랐고 재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정벌(마감벽)은 새벽질로 표현하였는데, 화강암

이 풍화한 백토에 닥(楮)여물과 소량의 회를 사용하였다32

고 기록되어 있다.

건물 동측면의 벽체 관련 자료도 확인된다. 건물의 

측면 벽체 파손 상태를 기록해 두었는데, 해당 위치는 동

측벽으로 볼 수 있으며, 단청이 그려지지 않은 일반 벽체

이다. 동측면 하부 벽체로 외부는 풍화로 인해 중깃과 외

엮기가 노출되어 있었다. 벽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재

의 상부에 흙이 일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깃으로 해

석하였다. 중깃은 벽선처럼 제재된 각목을 사용하여 상·

하인방에 결구하였고, 세로외는 건물 외부에 가로외는 건

물 내부로 설치되어 있으며 욋가지는 가는 잡목을 껍질째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벽은 1980년대 이후 촬

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15>와 동일한 벽체 구성으

로 볼 수 있으며, 벽체의 균열과 박락으로 상·하인방에 세

로로 길게 벽선 굵기와 유사한 제재 각목을 사용해 중깃

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진들을 토대로 추정된 

세로외의 간격은 165~180㎜이다.

벽화와 관련해 현상 변경이 이뤄진 부분은 내부 중앙 

후불벽, 동서벽의 2대 벽화, 서벽 종보 위의 작은 벽화 하

나를 제외한 나머지 소벽화 총 27점이며, 건물로부터 해체

되어 별도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56년 수리공

사 이후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벽은 내부 동서 

측면의 대벽화와 후불벽 뿐이고, 분리된 소벽화들은 조사 

결과 건립 당초의 벽면에 다시 새벽질하여 그린 후세의 벽

화임이 밝혀졌다36고 기록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표 2 벽체 지칭 용어 비교표

1956년 용어 현재 용어

벽중(壁中)깃 중깃

벽심(壁心) 외엮기층, 심벽 등

벽질 미장, 벽바름 등

벽토 바름재, 흙재료 등

사진 13  측면 벽체 파손 

상태.33

사진 14  측면 벽체 파손 

상태 상세.34

사진 15  측면 벽체  

현황.35

32 국립박물관, 앞의 책, pp.16~17 참조.

33 국립박물관, 앞의 책, 도판 p.10.

34 국립박물관, 앞의 책, 도판 p.10.

35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1962(수록된 내용은 이후의 많은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 문서들의 생산 연도는 차이가 있음), 문서철명「무위사 극락전-문

화재관리상태카드」,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관리번호115659.

36 국립박물관, 앞의 책,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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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질에 대해 “처음 새벽질 위에 황토물로 벽색칠 하여 

이것을 바닥으로 벽화를 그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후세

에 그 위에다가 또 한번 흑회색이 나는 새벽질을 하고 거

기에 뇌록으로 벽색칠을 하였는데, 그 바탕에 벽화를 그

린 것이 창방 위의 작은 벽들이 이에 해당 한다.37”고 밝히

고 있어, 앞서 살펴본 1935년에 수리된 부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단청에 대한 부분도 “1528년 개칠된 수덕사 

대웅전과 비교해 흡사한 점이 많았으나 보다 훨씬 간소하

게 이루어져 있는 편이었다.38”고 표현하여 단청모사 또한 

1935년 수리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1982~3년 해체 수리

1956년 완전 해체 수리가 시행되고 난 후 1966년에

는 번와공사로, 1974년 1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

월 동안 번와와 목부 보수가 진행되었다. 이 당시 기와 부

분 교체, 연목·평고대·연암·박공·개판기둥 1개 동바리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목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사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서까래 물매와 지붕 낙수면의 

물매가 거의 평행인 것으로 보아 적심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서까래에 집중 하중이 생겨 배

면은 맥이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장연이 흘러내리게 

되었다. 장연과 단연의 연침이 제외된 것도 그 원인의 하

나로 추정하였다. 때문에 외목도리에 집중되는 하중으로 

공포의 첨차들이 깨지고 소로가 깨지며, 배면 처마가 처

지는 등 공포의 피해가 확인되게 되었다. 또한 동측면 벽

에 벽면이 떨어져 나올 듯 내부에서 기울었음도 조사되었

다. 사찰에서는 지붕 일부 균열로 인한 누수 및 도괴의 위

험으로 보조 기둥을 세워 긴급 조치를 하였고, 이에 전라

남도에서는 1977년 균열 진단 및 보수 의뢰를 시행40하고 

12월 현장 확인 및 추가 조치를 요청하였다.41

1977년 조사에 의하면 보존각 내 보존된 벽화들에서 

원형 재료와 이전 수리 시 사용된 재료의 흙 입자가 서로 

달라 복원된 표면이 너무나 매끈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

는 점을 문제점42으로 제기하였다. 인방 및 벽선에서 이탈

(離脫)되고 또한 균열이 있는 동측벽의 벽화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로 긴급 수리가 요망43되고 있었다. 해당 건에 

대해 이듬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벽화에는 손을 대지 않

고 원형대로 하며 그 보존 시설과 환경만을 적합하게 할 

것44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1981년 11월 조

사된 내용에 의하면, “1979년도 외국인 초청 현지 조사 후 

국내 사계학자와 토론하여 결의된 사항이며 이미 장관님

께 보고된 사항이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45으

로 볼 때, 1981년까지 시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장에서 밝혔던 수리공사 중 1980년 8월부터 11

월에 시행된 공사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이다.사진 16 1977년 당시 공문에 첨부된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현황.39

37 국립박물관, 앞의 책, pp.17~18 참조.

38 실제 1935년 수리 자료에 단청 모사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3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1과-1080-527, 1977.8.25., 「무위사 극락보전 지붕균열 진단 및 보수 의뢰」.

4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1과-1080-527, 1977.8.25., 「무위사 극락보전 지붕균열 진단 및 보수 의뢰」.

4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1과-1080-858, 1977.12.6., 「무위사 극락보전 벽화도괴 위험 현황 보고」.

42 문화재연구소, 1977, 『무위사 벽화보존방안연구조사보고서』, p.18.

43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20.

44 문화재위원회, 1978.2.23.,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1차 회의록」.

4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11.24., 「출장복명서」,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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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81년 10월 당시 공포부재의 일부가 하중에 

의하여 파손되어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어 현장 조사를 시

행하고, 이듬해 착공(1982. 11. 20.)되었다. 1981년 11월 

당시 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장경호와 화공 김병호의 

조사를 통해 극락보전 건물 현황 조사와 더불어 벽화 보

존 상태 조사가 시행46되었다. 당시 출장복명서 및 조사 

보고 자료를 통해 벽체 구성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확인

하였다. 현장 조사 시 극락보전 내 후불벽화에 대해 벽화

벽의 하중으로 우측 벽선(불단 상부)이 완전히 절단되어 

뒤쪽으로 튀어 나오고 있음이 조사되었고 해당 부분은 

접착·고정시켜야 한다고 수리 방침을 제시하였다. 〈사진 

17〉과 같이 중깃선을 따라 벽체에 균열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1983년 3월 문화재위원의 현장 답사 회의와 4

월 구조 조사 등을 통해 5월 세부 지침을 결정한다. 당시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김동현이 조사를 진행하였

고 지붕부, 후불벽, 부식부재 보존 처리 등 부분 해체 수

리가 진행되었다. 벽체의 경우 고주부분 포벽을 해체하

여 목부 조립 후 재설치하였다.

미장 공사의 세부 내용으로는 앙벽바르기 132㎡, 외

엮고 회벽치기 50㎡, 고막이벽 해체 설치48 등 3가지만 적

혀 있다. 해체 시 주의 사항으로는 “외엮은 회사벽을 해체

할 경우에는 목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순서대로 해체하

여야 한다.49”고 되어 있어, 한 번에 벽을 털면 위험하다는 

주의를 주고 있다. 문화재 수리공사에서 하루 만에 다 털

어서 불용재로 처리되는 최근의 공사와 다른 부분이다. 

새로 벽을 구성할 때에는, 해체한 벽체의 중깃, 외가지 등 

벽심은 재래의 수법을 따를 것을 안내하여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이 지녀온 과거의 기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초벽은 진흙과 여물만을 섞어 사용하였고, 

정벌은 회사벽으로 생석회를 직접 소화시켜 석회죽을 만

들고, 모래와 황토, 여물 등을 적당량의 비율(현재 벽체와 

동일한 질감)로 배합하여 벽면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할 것50을 시방서에 표기하였다. 현재 벽체와 동일한 

질감이 되도록 적당량의 비율로 표기한 것은, 결국 공사

를 진행하는 니장(泥匠)의 기술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으

로 생각해볼 수 있다. 벽면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

하라는 주의 사항은 1935년 공사에서도 중요시되었던 부

분으로 매끈한 벽을 구성하는 것은 벽체 시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장공사 소요 재료로는 진흙 7.32㎥, 모래 1.82㎥, 

여물 37.46kg, 생석회 343.4kg, 해초풀 32.3kg 외가지(중

깃, 외깃) 220재, 새끼 3.5타 등의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외가지에 중깃과 외만 포함하고 가시새·힘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진흙은 초벽과 정벌에 모

두 포함되는 것으로 각 벽의 종류별 비율 산정에는 어려

움이 있다.사진 17 후불벽 구렬(龜裂) 및 (破損) 상태.47

46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미상, 「무위사 극락전-문화재관리상태카드」,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관리번호115659. p.42.

4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11.24., 「출장복명서」, p.13.

4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p.68~69.

4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72.

5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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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조사 연구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은 2004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보존 처리가 실시51되며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당시 단청 

안료 뿐 아니라 내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시행되었고, 벽

체 관련 연구 자료, 사진·도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외엮기 

구성부터 사용 재료와 기법 등을 재확인해 보았다.

벽화의 두께는 120~130㎜로 중깃 고정 후 나뭇가지

를 껍질째 사용한 외가지를 설치하였다. 외엮기는 대각

선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는 15~20㎜, 새끼줄

은 6~8㎜ 단면 지름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중깃은 외의 

지름으로 보았을 때 추정되는 60~80㎜ 크기의 단면 지름

인 부재를 사용하고 외의 설치 간격은 50㎜ 내외 정도로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0~40㎜ 굵기의 각

진 나무로 중깃을 세운 후 10㎜ 안팎의 싸리나무 등으로 

외가지를 새끼줄로 엮었다54고도 설명되어 있지만, 이는 

위치마다 크기의 편차가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초벽은 100㎜ 내외 두께로 

볏짚, 잔돌, 기와편이 혼합되어 있고, 재벌바름은 사벽으

로 7~10㎜ 두께를 발랐다. 정벌바름은 약 2㎜ 내외이다. 

초벌과 재벌의 흙 재료 입도 크기는 중립사 이상과 세립

사 이하의 비율이 1:9 비율로 고운 재료들이 대부분이었

으나, 정벌층은 중립사 이상과 세립사 이하의 비율이 6:4 

비율로 입자가 오히려 굵어진 것을 알 수 있다.

Ⅳ.  해체 수리공사로 살펴본 벽체 
 시공기술

앞장에서는 기록이 확인되는 문서, 책, 연구 자료 등

을 통해 1900년대 이후 해체 수리가 진행되는 시기에 조

사된 벽체 구성 재료와 시공 방법을 각 시기별로 살펴보

았다. 본 장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료 및 구성 기

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시기별 변화 과정, 시공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무위사 극락보전 벽체 외엮기.53

사진 18 아미타래영도 단면.55 사진 19 당초문도가 그려진 측벽.56

그림 2 벽체 단면.52

Pepaint Mural : T 5.6mm
wood structure

Original Mural : T 2mm
Drawing foundation layer : T 0.2mm

Sand + Clay layer : between 7~10mm

Soil wall (d-1) of light yellow Drown

Soil wall (d-2) of light yellow Drown

Straw rope : Ø0.6 ~ 0.8mm
60~70mm

100mm

120mm

Branch : Ø1.5 ~ 2cm

Silt
Space
Clay

Sand and Silt
Space
Clay

Sand and Silt
Space
Clay

(graval 1.7 wt.%, sand 37.3 wt.%, Silt 26.6 wt.%, Clay 34.2 wt.%, straw ND) 

(place of roof tile + gravel + straw + loam)

5.2 wt.%
16.7 wt.%
77.1 wt.%

22.2 wt.%
20.3 wt.%
57.4 wt.%

11.3 wt.%
22.5 wt.%
66.2 wt.%

51 채상정·양희제·한경순, 2006, 「전통 벽화의 토벽체 비파괴진단 조사연구 : 강진 무위사 벽화보존각내 벽화를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Vol.18, p.52.

52 채상정 외, 앞의 글, p.56.

53 채상정 외, 앞의 글, p.53.

54 김순관, 2005, 『무위사 극락보전 벽화의 보존처리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4.

55 김순관, 앞의 글, p.31.

56 김순관, 앞의 글,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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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구성 기법 

먼저 외엮기 부분은 중깃과 외를 사용해 외엮기가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956년과 2004년 자료를 

통해 중깃은 상·하인방에 결구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는 가는 잡목을 껍질째 사용하였

고, 가로외와 세로외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새끼

줄을 대각선 방식으로 엮어 나가며 외엮기 바탕을 구성하

였다. 중깃과 외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외엮기의 재료는 56년, 82년 서술되어 있

는 내용과도 동일하다.

외엮기 바탕이 구성된 후 흙을 바르는 부분에서는 

시기별 차이가 존재한다. 벽체의 구성 재료들은 1935년 

이후로 혼합되는 재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벽체의 재료 성분 조사를 통해 분석된 건립 당시

의 벽체 구성 재료로는 초벽에 볏집, 잔돌, 기와편 등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1900년대 이후의 공사에서 새롭게 

보강된 부분에는 기와편, 잔돌 등 비교적 입자가 큰 재료

들은 사용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점토, 석회, 강모

래가 사용되어 초벽에도 석회가 들어가는 특이점이 있

었으며, 모래에 대해서도 강모래라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에 재벌공사에서도 회반죽과 모래, 해초풀

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작성된 기록들과 사용된 단어

들이 일본식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만, 한국의 전통 기법인지 일본 전통 기법이 유입되었는

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56년 수리 시에는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

던 재료들로 백토와 닥여물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1935

년 조사된 곳과 1956년 조사된 위치는 다른 곳으로 생각

된다. 1956년 어떤 방식으로 보수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1982~3년 수리 시에는 단순 회사벽을 회사벽

으로 보수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 시기에는 생석회를 직

접 피워 사용하였으며, 해초풀이 사용되었다. 해초풀은 

의궤 등 고문헌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어 일제시기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만 되어왔던 사실을 금번 조사를 

통해 해초풀이 일제강점기에도 벽체 공사에서 사용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2. 수리별 시공 시 주의 사항

시공 시 주의 사항은 1935년, 1956년, 1982~3년 공

사를 공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시기별로 큰 차이

가 없었다. 각 공사마다 유의할 점에 대해 표기한 부분에

서 공통의 시각이 확인되며 현재 문화재수리 원칙의 가장 

1순위인 원형 유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매 공사에서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과 동일하게 외엮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의 

표 3 외엮기 구성 재료별 세부 사항

1935 1956 1982~3 2004

중깃 ㅇ
제재각목

상·하인방 결구
ㅇ ㅇ

가로외 ㅇ
건물 내부에 설치

껍질째, 가는 잡목 사용
ㅇ ㅇ

세로외 ㅇ
건물 외부에 설치

껍질째, 가는 잡목 사용
ㅇ ㅇ

※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ㅇ’로 표기.

표 4 수리별 재료 및 기법 변화

건립 당시(1430) 1935 1956 1982~3

외
엮
기

구
성
재
료

중깃(60~80㎜)

가로·세로외 

(15~20㎜)

새끼줄(6~8㎜)

-

벽중(壁中)깃

외가지

(가로외,  

세로외)

중깃

외깃

새끼줄

기
법

대각선 엮기 방식

외간 간격 ±50㎜
-

대각선 엮기  

방식 확인

(창방벽)

초벽

두께 ±100㎜

볏짚

잔돌, 기와편

흙재료

점토

석회

강모래

진흙

짚여물

진흙

여물

재벌 두께 7~10㎜

모래

회반죽

해초풀

정
벌

조
사

±2㎜

백토

닥여물

회

회사벽

시
공

회반죽 (백색)

해초풀

회사벽

• 소석회

• 모래

• 황토

• 여물

• 해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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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종전의 솜씨, 재래의 수법을 따를 것 등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건물의 외엮기 부분은 

재료와 그 설치 방법이 건물의 수리가 건립 이후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원형이라고 섣불리 말하긴 어렵

지만, 1900년대 이전의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초벽과 재벌에서는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었으나, 

질이 좋은 진흙을 사용하고 모두 적당히 또는 적합하게 

섞는 것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흙의 상태에 따라 

섞이는 비율이 일반화 될 수 없고, 현장·기후·날씨 등 여

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

벌은 벽면이 고르게 발라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세 

시기 모두에서 확인된다. 현재에도 벽체의 마무리 공정

인 정벌은 니장의 솜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까

지도 동일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국보로 지정된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1935년, 1956년, 1982~3년 등 3시기의 해체 수리공사 내

용을 바탕으로 1900년대 이후에 이뤄진 수리 과정을 통

해 전통벽체를 구성하는 재료와 시공기술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5년 해체 수리가 시행되었으며, 이 당시 

진행된 벽체공사에서 외엮기는 원래의 것을 준수하고, 

초벽·재벌·정벌은 기존과 다른 재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

하였다. 벽체의 구성 재료에는 초벽은 점토, 석회, 강사, 

재벌은 모래, 회반죽, 정벌은 회반죽과 해초풀이 사용되

었다.

둘째, 1956년 수리 시 확인한 벽체의 외엮기 구성 방

식은 껍질째 가는 잡목을 가로외와 세로외로 사용하였고, 

새끼줄을 이용해 대각선으로 엮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면 벽체 훼손 상태를 통해 벽선과 유

사 크기의 중깃이 상·하인방에 결구된 방식임을 확인하

였다.

셋째, 1982~3년 수리공사에서는 외엮기 방식은 재

래의 수법을 따른다고 하였고, 직접 피운 생석회(소석

회)와 모래, 황토, 여물, 해초풀을 섞어 회사벽을 구성하

였다.

넷째, 시기별 수리공사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외엮

기 방식은 1900년에 이전의 방식이 명확하였으며, 초벽

에 사용된 재료는 1935년 이후 재료의 변화가 있었다. 특

히 1935년 초벽에 석회가 사용된 점과 재벌부터 해초풀

이 사용된 점은 이후의 수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

인다.

다섯째, 수리별 사용되는 재료는 달라졌지만, 각 공

사마다 유의할 점에 대해 표기한 부분에서 문화재수리 원

칙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재료들 모두 적당히 또는 적합하게 섞는 것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흙의 상태에 따라 섞이는 비

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알려지지 않았

던 일제강점기 및 행정 문서들의 분석으로 시기별로 변

화되어 가는 벽체의 구성 재료와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1935년의 수리 자료는 벽체공사에서 해초풀이 명확히 

표 5 수리별 시공 시 주의 사항

1935 1956 1982~3

외엮기
• 원래의 것(在耒)으

로 지을 것

• 종전의 솜씨에 따

라 할 것

• 재래의 수법을 따

를 것

초벽

• 적당히 섞을 것(適

度こ混入)

• 욋가지에 충분히 

접하도록 바름(木

舞间こ充介摺込)
• 질이 좋은 진흙을 

사용

• 여물을 적합하게 

섞어서

• 잘 혼합할 것

• 흙손의 자리가 나

지 않도록 할 것

• 질이 좋은 진흙을 

사용

• 적당하게 섞어서 

칠 것

재벌

정벌

• 원래의 것처럼 시

공할 것

• 흙 자국과 흙손 자

국이 없도록 시공

할 것(地村鏝村無)

• 생석회를 직접 피

워 사용(소석회)

• 현재 벽체와 동일

한 질감이 되도록 

할 것

• 벽면에 요철이 생

기지 않도록 시공

할 것

• 적당량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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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료로 벽체 구성의 어떤 재료와 혼합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된 것으로 보았다.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조사 연구된 바 없던 강진 무위사 극락

보전의 일제강점기 자료는 목조건축사 측면에서도 중요

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공사가 시행되면 벽체는 가치가 없는 것으

로 인식하고 한 번에 털어 버리고 사라져 흔적을 찾기 어

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련 수리 자료들의 연구를 통

해 현재보다 과거에 오히려 벽체의 중요도가 적지 않았

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벽체공사는 건물의 마지

막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향후 시행될 문화재 수

리공사에서는 지금보다는 벽체의 중요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벽체 관련 연구들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건축문화재 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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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Wall Repair Record and Construction 
Technology of Geungnakbojeon Hall at Muwisa 
Temple in Ga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istorical wall repair details through analysis of  repair data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of  the Paradise Conservation of  Gangjin Muwisa Templ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materials and construction technology used in 

the building’s walls. The data for repair work conducted in 1935, 1956, and 1982~3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data for the wall construction conducted in 1935 during the dismantling repair showed that the interior 

structure of  the wall was found to follow that of  the original, but the first, second, and final layers used different 

materials. The composition material of  the wall consisted of  clay, lime and sand, the second layer used sand and 

plaster, and the last layer used plaster and seaweed paste.

Second, the structure of  the wall interior, which was found during the 1956 repairs, consisted of  wood woven 

horizontally and vertically. It was confirmed that this had been installed diagonally using a rope.

Third, the 1982~3 repair work confirmed that the wall’s interior construction conformed to the original method. 

The lime-sand wall was formed by mixing slacked lime, sand, soil, fodder, and seaweed grass.

Fourth, when the various repairs are considered as a whole, it is clear that the interior structure of  the wall was 

made more than 1900 years ago, and the material used in the wall changed in 1935.

Fifth, the materials used for each repair differed, but each project had a common view of  cultural heritage repair 

principles in sections that stated the significance of  ea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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