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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정조에 의해 설립 된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

인 규장각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규장각 자료의 보존 관리와 한국학 연구,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규장각 자료는 조선시대 국왕과 정부 각 기관

의 행정 기록을 비롯하여 왕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

니라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재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규장각의 기록문화재는 우리 세대만 누릴 수 없는, 후손 대대로 물

려주어야 할 지적 재산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기록은 한지로 되어 있어서 열

람, 이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

니다. 자연 손상되고 있는 종이 기록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세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규장각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자연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자연 

손상 자료를 수리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수리복원, 대체본제작, 모사본제작, 

보존처리연구, 보존환경제어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 간 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상  찬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기록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한 전통재료와 전통기술을 사용하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보존처리사, 한지장, 수직장인, 전통먹

장, 염색장, 매듭장, 모사공, 서각장, 소목장, 두석장, 칠장 등 분야별 장인들이 

함께 하여 전통재료와 전통기술 복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보존처리연구 

사업에 있어 보존과학, 서지학, 사학, 동양화, 미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공

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제간 연구에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각 세부 사업의 기술과 구체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

였습니다.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화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여 국

내 보존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주신 정보자료관리부를 비롯한 

기반연구부,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및 전 규장각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이 최선의 한

국학 연구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규장각 기록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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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고지도	및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팔도총도,	집경전구기도첩)

•							주관사업자	:	용인대학교	불교회화연구소

•							사	업	기	간	:		2015.	4.	9	~	2016.	1.	20

2. 사업내용

숙종대(17C말)	고지도	‘팔도총도’와	정조대(18C말)	예장첩	‘집경전구기도첩’을	과학적	분석자료를	근거

로,	전통기법으로	재현한	한지에	천연물감을	사용해서	모사하고,	원형을	잃은	‘팔도총도’의	표장은	천연으

로	염색한	비단를	사용해서	조선식	표장으로	재현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밝혀진	유지바탕(총도)과	제작	

과정에서	구현된	도침기법(도첩)은	이후	유물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지도 및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 
- 팔도총도, 집경전구기도첩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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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구 분

평안

·

함경도

 

황해

·

경기

·

강원도

충청

·

강원

·

경상도

전라

·

경상도

3. 대상자료 

번호 자료명 년대 
크기 및 형태
(세로×가로 cm) 

수량 재질 비고 

1
八道摠圖 
(古 4709-74)

숙종대 17C 말 
그림 : 124×91.0
표장 : 206×102 

그림1장 한지 변색 

순지 바탕에 필묘 후 산하를 담채로 설색하고, 산맥은 진채물감 석록으로 능선을 필묘하였으며, 
글씨는 군현을 위주로 경중에 따라 대소 서체를 운용하여 구분하고, 

산하와 군소의 섬 및 나루터의 위치를 명기하였다. 

2
集慶殿舊基圖帖 
(奎 10697)

정조대 18C 말 
그림 1 : 71.2×40.6
그림 2 : 42.0×26.6
裝  帖 : 42.3×28.0

그림 2면 
내용 14면 

표지 : 비단 
내용 : 한지 

충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했던 경주 집경전에 정조의 어명으로 비석을 세운 후, 
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옛터와 비석을 각각 삽도형식으로 그려 넣고, 

집경전 비각의 영건 내용을 적은 예장첩(禮裝帖). 
합 계 2점 

팔도총도 

숙종대(17C말), 124×91cm(표장 : 206×102cm), 한지에 필묘진채 및 서예  

전도

 

부분

내용  
동해의 여백에는 함경, 강원, 경상, 전라도의 목(牧), 부(府), 군(郡), 영(令), 감(監)의 숫자와 역보(驛堡)의 수를 

기록하고, 서해의 여백에는 경기, 충청, 황해, 평안도의 행정구역을 같은 형식으로 병기하였다. 
또한 충청도 앞 바다에는 서울에서 압록강까지의 거리와, 압록강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를 병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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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경전구기도첩

내용

내지4 내지2 내지1

옛터그림
내지6 내지5

내지11 내지10 내지9

해설

<집경전구기도>는 정조가 내린 비석이 비각 속에 안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 세워진 비각이 그림의 중앙에 번듯하고 비각 속에는 비석이 가장 또렷하다. 
비각 위로 ‘집경전구기’라 쓴 터에 주춧돌과 터널형 석조물이 그려져 있다. 
터널형 석조물은 현재 경주 집경전 터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상단에 넓고 
평편한 돌지붕이 얹혀있다. 그림을 보면, 배경으로 북문리(北門里)의 마을 가옥이 간략하고 그 아래로는
 무성한 수목이 짙은 안료로 처리되어 ‘비보수(庇補藪, 감싸고 보호하는 숲)’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그 아래로 홍살문(紅箭門)이 배치되었다. (고연희)

집경전구기도첩

정조대(18C말), 장첩 : 42.3×28.0cm, 한지에 글씨와 그림 후 비단표지장첩 (총16면, 8장)

내용

앞 표지

내지4 내지3 내지2 내지1

내지8 내지7 내지6 내지5

내지12 내지11 내지10 내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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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기기	

명 칭 기 기 특 징 내 용 

X-선 현광분석기 
(F-EDXRF) 

시료채취 없이 
비파괴 안료성분 분석 

총도에 사용된 석록, 
비석에 도채된 분과 뇌록 등 
무기안료의 성분 분석 

디지털현미경 
시료에서 반사된 빛을 
포집하여 확대 관찰 

바탕재료 및 안료의 입자를 
고배율(300배) 확대 관찰 

FT-IR 
시료에 적외선을 비추어서 
에너지의 흡수율을 측정 분석 

총도의 
유지성분 분석 

Ⅱ. 유물분석 

•							사업	참여인력

연구원 대학원 직위  책무  모사분야  

이태승  서울대 동양화  용인대교수  총괄  임서  

고정한  용인대 불화  연구실장  진행  필묘, 설색  

현승조  용인대 불화  연구원  모사  필묘, 설색  

김연진  용인대 불화  연구원  모사  필묘, 설색  

김수진  용인대 불화  연구원  모사  필묘, 설색  

김잔디  용인대 불화  연구원  모사  필묘, 설색  

정은하 용인대 불화  연구원  기록  보조  

박혜진 용인대 불화  연구원  행정  보조  

•							자문위원	

위원 소속  자문분야  내용  

박현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유물고증  

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유물고증  

양보경  성신여대  고지도  지명확인  

고연희  이화여대  국문학·미술사 유물분석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장황  표장방향  

이동국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예  임서방향  

•							분석제작	

위원 소 속 분석 및 제작 분 야 내 용 

최태호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목재,

 종이과학과 
디지털 현미경분석 한지 한지분석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 

X-선 현광분석 
FT-IR 분석 

안료 안료분석 

박윤미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디지털 현미경분석 직물 표지분석 

장성호 장지방 전통한지연구소 대표 한지제작 한지 한지분석 

이효성 낙원표구 대표 표장제작 표장 표장분석 

고정한 용인대학교 불교회화연구소 비단염색 염색 천연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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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되었다.

<집경전구기도>가	실린	그	다음	면에는	‘비석’만을	따로	그린	한	면(편의상	‘비석도’)이	붙어있다.	비석의	

중요성이나	비석의	모습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비석	상단의	지붕식	표현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단	이	그림은	바탕종이의	질이	중국산으로	보이며	그림을	그린	기법이	약간	조악하다는	점에

서,	즉	<비석도>의	재료와	필치가	<집경전구기도>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비석도>는	별도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비석도>	이후	여섯	면에	걸쳐	비각	세부의	크기가	조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견적의	구체사

항이다.	즉	비각의	일간(一間)은	8척(脊),	높이가	19척임을	비롯하여,	석주(石柱)의	길이	3척2촌5푼,	넓이	

1척3촌,	목주(木柱)의	길이	3척2촌,	넓이는	1척1촌,	신목申木의	길이	12척,	넓이	1척1촌,	충혜목(衝惠木)

의	길이	14척,	부연목(婦椽木)의	길이	1척	3촌,	연목처마(椽木簷下)의	길이	4척,	외삼포(外三抛),	내칠포

(內七抛),	안	계단의	이층석	높이가	1척6촌,	동서로	20척	3촌이며	남북으로	19척	2촌,	비석의	길이	3척8

촌	상단넓이는	1척3촌6푼,	하단의	넓이는	1척3촌,	두께는	7촌2푼,	농대석(礱臺石)의	높이는	1척5촌	길이

는	3척3촌5푼	넓이는	2척3촌5푼,	하전석(下磚石)의	길이는	5척2촌	넓이는	4척6촌,	두께는	3촌,	가첨석(加

簷石)의	길이는	2척6촌6푼,	넓이는	1척9촌5푼,	하마비(下馬碑)의	높이는	1척4촌,	내정로숙석(內正路熟

石)의	보수(步數)가	10보(步),	삼강일주문(三間一柱門)의	길이	17척,	넓이	7척5촌,	석주(石柱)의	길이	2

척5촌,	넓이	1척2촌,	목주(木主)의	길이	4척5촌,	넓이	1척,	원장(垣墻)의	높이	7척5촌,	동서로	58척,	남북으

로	72척,	북협(北挾)	일칸	일주문(一柱門)의	높이	9척,	길이	6척,	넓이	5척	6촌,	집경전구기의	환축(環築)	

단장(短墻)의	동서로	29척,	남북으로	79척,	높이	5척	5촌,	외정로숙석(外正路熟石)의	보수(步數)가	26보

(步),	홍살문의	높이	21척,	넓이	10척,	하마비의	길이	3척,	넓이	1척2촌,	두께	4촌이	기록되어	있다.

이	그림과	유사한	<집경전기구도>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본이	좀더	세밀하거나	우수한	그림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본과	규장각본은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본	그림은	지역내의	치수가	그림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비각	안에는	비

석이	그려져	있지	않고,	규장각소장본은	그림	속에	치수의	기록	보다는	비각	속	비석을	아주	또렷하게	그

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두	그림은	그	기록의	내용	및	표현하는	주제에서	차이가	크다.

그림	속	비각은	정조대	세워진	것으로	20세기	초까지	있었다.	비각이	소실되기	이전	20세기	초의	사진

을	보면,	비각	속에	비석이	안치되어	있다.	문화재연구소본	그림에서	비각	속에	비석이	그려넣지	않은	이

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규장각소장본은	이	비석을	강조하여	그린	점에	그	특징이	있다.1	(고연희)

1　		『慶基殿과	太祖	李成桂,	왕의	초상』,	국립전주박물관,	2005.

	 『조선시대의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안휘준,	『한국	미술사	연구』,	2012.	사회평론	pp.	570-571

	 이예성,	「집경전구기도첩」,	박정혜·양보경	외,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	고연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조교수

•							조직구성	

학장 : 이태승

소장 : 이태승

실장 : 고정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불교회화연구소

연구위원

현승조 김연진 김잔디 박혜진김수진

■ 구기도첩

-	집경전구기도첩	서지	

‘집경전구기도’는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의	어진(御眞)을	봉안했던	경상도	경주(慶州)	집경

전(集慶殿)의	터를	그린	그림이다.	‘집경전’은	경주	사대문	안	북동쪽에	위치했다.	태조	어진을	보관하던	

곳은	집경전	외에도	전주의	경기전(慶基殿),	함흥의	준원전(濬源殿),	개성의	목청전(穆淸殿),	평양의	영

숭전(永崇殿)	등이	있었다.	집경전에	태조어진이	모셔진	것은	1398년이며,	임진왜란	때	집경전의	어진이	

강릉으로	옮겨졌고,	원래의	집경전은	소실되었다.	그후	1798년(정조	22년)에	정조가	집경전의	옛	터에	비

석(碑石)을	세우도록	했다.	그	비석에는	‘집경전구기(集慶殿舊基)’란	글이	새겨졌고,	이	비석은	새로	지은	

비각(碑閣)	속에	안치되었다.	집경전은임진왜란	때	불탄	후	다시	세워지지	않았고,	비각은	20세기	초까지	

건재하다가	불에	탔다.	‘집경전’이란	이름은	세종	24년(1442년)에	붙여졌고	그	이전에는	어용전,	진전	등으

로	불리었다.	집경전은	경주에서	가장	성역시되는	곳이었다.

<집경전구기도>는	『집경전구기도첩』의	가장	앞면에	접혀져서	실려	있다.	<집경전구기도>는	정조가	내린	

비석이	비각	속에	안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	세워진	비각이	그림의	중앙에	번듯하고	비각	속에는	비

석이	가장	또렷하다.	비각	위로	‘집경전구기’라	쓴	터에	주춧돌과	터널형	석조물이	그려져	있다.	터널형	석

조물은	현재	경주	집경전	터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상단에	넓고	평편한	돌지붕이	얹혀

있다.	그림을	보면,	배경으로	북문리(北門里)의	마을	가옥이	간략하고	그	아래로는	무성한	수목이	짙은	

안료로	처리되어	‘비보수(庇補藪(감싸고	보호하는	숲))’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그	아래로	홍살문(紅箭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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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안분석

1) 팔도총도

지도의	바탕	종이가	순지	생지로	생각하였으나	유지(油紙)로	보이는	현상이	드문드문	보이는	바,	광학

분석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유지임을	분명히	하였다.(별첨5)	또한	유물의	특성상	지나친	접근이	어려워	근

접관찰이	어려웠으나,	모사용	영인본	제작을	위해	지도의	사진촬영	후	디지털	파일로	디스플레이	상에서	

면밀히	살펴	보니,	지도의	중간(인천에서	강릉경포대)	부분이	절단된	체로	서로	어긋나게	표장되어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로보아	두장의	종이를	이어서	그렸을	개연성이	높아	보였다.	실제	충북대	환경대학	목

재	종이과학과	최태호	교수팀에서	광학현미경	확인	결과,	서로	결이	다른	두	장의	종이가	이어져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규장각	수리복원팀에서도	지도	중간의	끊긴	단면을	확인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예

리하게	오려지고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장의	종이를	이어서	그린	것으로	보이며,	장황	뒷면에는	중

첩된	선	그림자도	확인하였다.	이로써	규격	외의	크기(124×91cm)로	그려진	지도	전체	크기에	대한	궁금

증은	이제	일단락	되었으므로,	전통한지	크기의	범위	내(65×95cm)에서	제작할	것이	분명해졌다.(별첨2)	

그밖에	백두산의	흰색,	지명의	붉은	색,	산맥의	녹색,	등은	광학분석을	통해서	전통안료인	연분,	주사,	석

록	등의	무기안료이며,	강물의	푸른색,	산맥의	갈색은	XRT에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기안료인	쪽	

물감으로	파악되었다.(별첨2)

2)	구기도첩

언듯	육안으로	보아	도첩	앞뒷면의	표지색감은	쪽염	후	오리나	치자	등으로	재염한	것으로	생각하였으

나,	디지탈현미경	분석(최태호	교수)	시에	내지와	표지를	검사하며	장첩	상태가	결손된	부분을	파악하던	

중	표지	뒷면	시접된	곳에	본래의	표지	색감이	드러나는	바,	치자염색으로	파악되었다.(자료사진)	내용을	

기록한	내지는	왕실	의궤에	쓰는	도침지를	사용하였고,	그림으로	표현한	집경전	옛터는	순지에,	기념비석

은	화선지에	그려졌다.(별첨1)	그림에	사용된	물감은	광학분석	결과	연백(기둥,	비석),	주사(건물),	연지(대

문),	석록(기단석,	나뭇잎의	감태(嵌苔)),	쪽(기와),	등황(민가)	등으로	육안분석과	동일하였다.(별첨3)

2. 광학분석 

1) 분석내용 

(1)	최태호	(충북대;	디지탈	현미경분석)	:	한지	분석

①	팔도총도

-	유지인	근거	:	유지본	서책에서	보이는	작은	기름덩이	반점이	보임.

-			외발지	2장인	이유	:	단절되	보이는	중간	부분의	종이	결이	하나의	종이에서	나오는	섬유	방향이	

아님.

집경전 참고 자료

실

제

모

습

20세기초 경주 집경전각의 모습 석조물

현재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서 있는 비석. 앞면에
는 집경전구기라 적혀있고, 뒤에는 1798년 음력4월에 세
웠다는 문구가 있으며, 주변에 비각기둥의 흔적이 있다.

도첩의 비석 그림

유

물

비

교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

문화재연구소 소장본 비각 규장각 소장본. 비각과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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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	그림

-			바탕	한지	:	미량의	원소들이	검출되나	색상	혹은	입자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표면채색이	없

는	것으로	파악됨.

-	비석	백색	:	비신과	비대석	전반에	걸쳐	납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연백이	사용됨.

-			기와	녹색	:	납과	구리가	검출되므로	석록이	사용된	것이고,	납은	바탕에	전반적으로	도료된	것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보임.

-	기와	분홍	:	가첨석의	분홍색은	입자성	물질이	보이지	않으므로	유기안료임.

㉰	내용	글씨

-	성분	미검출,	표면채색이	없는	생지	바탕으로	보임.

(3)	김신미	(규장각	보존수리사)

-			지도	중간	부분의	끊긴	단면이	자세히	살펴	보면	부분적으로	예리하게	오려지고	이어져	있어	두	장

의	종이를	이어서	그린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장황	뒷면에는	중첩된	선	그림자도	보임.

(4)	장성호	(장지방	전통한지연구소	대표)	:	마이크로미터	(도첩의	두께	및	표장	상태	측정)

-	‘팔도총도’	:	유지.	1합	외발한지	2장을	이어서	그림.

-	‘집경전구기도첩’	:	일반적인	2합지	보다	조금	더	두꺼운	2합지를	도침해서	일반	2합지	두께로	만듬.

②	집경전구기도첩

-			내지는	사이에	배첩간지를	넣어서	한장이	3합된	것으로	보이고,	앞뒤	겉표지	다음장인	간지는	배첩

지	없이	서로	2합으로만	됨.

(2)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	디지탈	현미경관찰,	X-선	현광분석,	FT-IR분석)	:		

안료	분석

①	팔도총도

-	바탕	:	칼슘Ca이	미미하게	검출되나	채색력	없이	한지	자체에	함유된	성분으로	파악됨.

-			백두산의	백색	:	백두산에	보이는	백색에	납Pb이	검출되므로	연백으로	판단됨.	늘러	붙어	있는	현상

이	보이는	바	채색	후	표면	처리	추정.

-			산맥의	갈색	:	지도	전반에	걸쳐	분포된	산맥에	소량의	칼슘Ca(종이	자체에	포함된	성분)과	구리Cu

가	검출	되는	것으로	보아	석록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갈색	안료는	XRF에서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유기안료로	보임.

-			산맥의	녹색	:	산의	능선에	구리Cu와	염소Cl가	주성분으로	검출되고,	미량의	칼슘Ca,	납Pb,	철Fe이	

검출되므로	녹색안료인	녹염동광(Cu2Cl(OH)3)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강물의	회청색	:	입자성	물질이	없고	주성분	검출	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쪽	또는	먹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

-			지명의	적색	:	지명에	도포된	적색은	수은Hg과	황S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적색안료인	진사

(cinnabar,	HgS)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안료들이	납작하게	서로	늘러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색	후	표면	처리가	이루어진	것

으로	추정됨.

②	집경전구기도첩

㉮	옛터	그림

-	그림	바탕	:	미량	검출된	철은	지류	함유	성분이고	브롬은	훈증처리에	의한	것.

-	기둥	백색	:	정문	기둥,	비각의	비석에서	납	검출,	연백	사용됨.

-	민가	황색	:	EDXRF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기안료로	추정됨.

-			건물	적색	:	주홍	부분은	수은,	납,	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므로	주사	물감이며.	분홍	분분은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유기안료인	연지로	보임.

-			청색	계열	:	비각,	솟을대문,	담장의	지붕은	성분	미검출로	보아	유기안료이고,	비각의보에서는	비소

As와	코발트Co,	칼륨K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코발타이트(cobaltite,	(Co,	Fe)AsS,	코발트계	안

료의	일종)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

-			녹색	계열	:	비각과	솟을대문의	기단석	및	주변	나뭇잎에	감태한	녹색은	구리Cu가	주성분이므로	석

록(malachite,	Cu2(CO3)·(OH)2)이고,	기타	나무와	배경의	녹색은	유기안료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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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1차)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9(화),	오전	10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참석위원	:			박현순,	양보경,	고연희,	천주현,	이태승,	고정한,	용인대연구원(현승조,	김연진,	김수진,		

김잔디,	정은하,	박혜진v)

•							회의	의제	:	유물의	‘육안분석’	및	‘광학분석’을	통한	모사방향	제시

육안으로	파악된	유물의	분석을	기본으로	광학기기의	분석자료(광학현미경,	EDXRF,	디지탈현미경,	

FT-IR	등)와	함께	전문위원의	안목,	지식,	경험	등을	총체적으로	취합하여	모사에	사용될	전통종이와	물

감	등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모사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처에	제조정보를	제공해서	알맞은	재료를	

생산하도록	의뢰하여	제작에	임한다.

1) 회의내용 

(1)	팔도총도

八 道 摠 圖

숙종대(17C말), 124×91cm(표장 : 206×102cm), 한지에 필묘진채 및 서예

                                                      

2) 분석과정 

디지탈 현미경 분석

진행

분석 논의 분석 관찰

상태 분석 측정 위치

유지본 서책(동문관안) 관찰 유지 서책

계획 부분 도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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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경전구기도첩

集慶殿舊基圖帖

정조대(18C말), 裝帖 : 42.3×28.0cm, 한지에 글씨와 그림 후 비단표지 장첩

표지 그림1) 집경전구기도 그림2) 비석

바

탕

종

이

육안

육안 분석으로 보아 도첩 앞뒷면의 표지색감은 쪽염 후 오리 및 치자로 재염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디지탈현미
경 분석(최태호 교수팀) 시에 내지와 표지를 검사하며 장첩 상태가 결손된 부분을 파악하던 중 시접 부위에 원래의 
표장 명주 색감이 드러나는 바, 치자염색으로 파악되었다.

광학

명주실의 밀도가 현재 전통명주에서 가장 고운 15세 견보다 조금 더 치밀하다. 표지의 앞뒤면 견의 밀도가 살짝 
다르지만, 이모본은 같은 정도로 직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더 성긴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
다. 모두 평직이고 표지는 탈변색이 심한데, 장첩할 때 시접된 곳의 색감이 현재 밝은 황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 당시의 색으로 파악된다.(별첨4)

자문

탈변색된 느낌도 스키니해져서 너무 예쁘다.(진행 : 일동 웃음) 
시접된 곳의 색감을 보니 치자염색인데 노란 명주로 이모본을 표장하면 새롭고 정말 예쁘겠다.(고 : 일동 환호) 
모서리 흑자색 견을 어떤 염색으로 해야 할지 궁금하다.(천)

내

지

육안
내용을 기록한 내지는 왕실 의궤에 쓰는 도침지를 사용하였고, 그림으로 표현한 집경전 옛터는 순지에 기념비석은 
화선지에 그려졌다.

광학 도침된 외발 초지한지로 2합 또는 3합지로 판단됨.(별첨1)

자문 정말 깨끗하고 좋다. 의궤에 사용되는 도침지다.(일동) 교지에 주로 사용되는 한지 크기이다.(천)

그

림

육안

-   그림1 : 구기도(舊基圖). 새롭게 세운 비석과 이를 보호하며 장엄을 갖춘 비각을 중심으로 주변을 그려서, 고이 접
어 펼친 그림 형식으로 장첩하였다. 홍살문 및 비각의 나무 기둥과 서까래는 주사 물감을 올리고, 정문인 솟을대
문과 뒷문은 연지 물감으로 붉게 칠하여 왕실 건물임을 표시하고 장엄하였다.
-   그림2 : 비석도(碑石圖). 비석은 계화(界畵)법으로 구륵 선묘 후 바탕 여백과 함께 분(연분 추정)을 올리고, 그 위
에 왕실 단청에 사용하는 석록 물감의 일종인 뇌록으로 기와와 기단 윗면을 설색하였으며, 분을 올리면서 흐릿해
진 비석의 윤곽은 뇌록으로 다시 한번 계화하였다. 또한 그냥 두면 밋밋할 팔짝지붕의 합각벽은 맞배지붕의 박공 
풍판처럼 필선으로 분명하게 계화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모두 한지에 교반수하여 그렸을 것이다.

광학

-   그림1 : 구기도(舊基圖). 기둥의 백색(연백), 건물의 적색(주사), 비각과 솟을대문의 기단석 및 주변 나뭇잎에 감태
한 것(석록) 등은 무기안료이고, 담장의 지붕(쪽), 민가의 황색(등황), 솟을 대문(연지) 및 주변 나무와 배경의 녹색 
(초록) 등은 유기안료로 육안분석과 동일하였다. (별첨3)

-   그림2 : 비석도(碑石圖). 비석의 백색(연백), 기와의 녹색(석록) 등이 무기안료로 역시 육안분석과 같다. (별첨3)

자문
원본의 느낌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충실히 임모하고, 건물 기와의 색감이 쪽물감으로는 그 느낌이 힘든 회회청으로 
보이므로 회회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천)

글

씨

육안 어람용 의궤와 마찬가지로 조선왕실 최고의 화원 사서寫書가 반듯한 해서체로 정서하였다.

자문 글씨의 필획이 한획 한획 잘 살아 있는 정심껏 쓴 글씨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이)

八 道 摠 圖

바

탕

종

이

육

안

-   유지 :  제안계획 시에는 순지 생지 바탕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 시안 작업을 했으나, 규장각의 요청으로 자세히 살
펴 본 바, 지도의 바탕 종이가 일반 한지보다는 유지에 가까운 현상들이 육안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근거를 찾기
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광학분석 과정에 적극 분석을 요청하였다. 
-   두장 : 현재 표장된 총도의 크기는 일반 한지의 규격에서 벗어나므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모사제작을 위한 영인본 사진촬영 파일분석결과 근래에 지도를 다시 표장하면서 지도의 중간(인천 ~ 강릉 경포
대) 부분이 절단된 체로 서로 어긋나게 표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장의 종이를 이어서 그렸다.

광

학

-   지도에서 팔도의 행정구역을 적은 곳과 함경도 산악지역의 어두운 부분은 규장각 소장 유지본 서책 ‘통문관안’과 
비교하면, 종이에 스며들며 뭉치 듯 모여있는 작은 기름덩이 반점들이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지로 파악됨.
-   FT-IR분석 : 들기름 처리한 한지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C-H 결합에 해당하는 뚜렷한 흡광피크가 관찰됨. 
(별첨5)

자

문

유지에 그려진 후 족자말이 형식으로 표장을 하기 위해, 원래 2합지였던 종이의 두께를 줄이려 한 장을 걷어내고 
표장했을 수도 있다. 도침한 듯 종이에 밀도가 있다.(천)

안

료

분

석

육

안

백두산의 흰색(연백), 지명의 붉은 색(주사), 산맥의 녹색(석록), 강물의 푸른색(쪽), 산맥의 갈색(대자) 등이 지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됨.

광

학
특기사항 없이 육안분석과 동일함.(별첨2)

자

문

백두산의 흰색이 오래전에 봤을 때는 마치 금을 입힌 듯 노랗게 보였으나 그동안 점차 박락되어 노란기운이 벗겨
져서 보인다.(양) 
지명에 올린 주사물감은 글씨를 쓴 후에 약간 흐릿하게 올렸는데, 서울 경성은 색을 선명하게 올리고 다시 지명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산맥의 갈색이 마치 석록이 산화할 때 변색과정에서 나오는 색감처럼 보이기도 한다.(진행) 갈색인 듯 아닌 듯 궁
금하다.(천)

지

명

표

기

육

안

두 장이 이어져 지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천에서 경포대(강릉)를 잇는 횡단면 상의 지명이 절단, 박락, 분절, 접철 
등의 현상으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옛지명을 확인하여 이모본에 기명해야 함.

광

학
특기사항 없음

자

문

함경북도 무산이 1684년(숙종10)에 신설된 곳으로 총도에 보이지 않고, 경상도 순흥은 정치적 변화(세조, 단종)에 
따라 표기의 부침을 겪는 곳인데 명기되어 있다. 이로써 총도의 제작시기는1680년 전후로 보인다.(양) 유물의 이
모본 제작과 함께 모아진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지를 작성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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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분석회의 

•							일시	:	2015년	6월	17(수),	오후	3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참가자	:	규장각	담당자,	장성우(전통한지연구소	장지방	대표),	고정한(용인대	실장)	

•							내용	:	유물의	‘육안분석’과	‘광학분석’	및	‘자문회의’에	따른	한지	제작방향	제시

1) 바탕분석 

(1)	팔도총도

-			팔도총도는	표장을	제외한	지도	내용의	크기가	124×91cm인데,	이는	한지	두	장을	세로	방향으로	

이어서	그린	것이므로,	한지	한	장의	크기는	62×91cm가	된다.	외발뜨기	전통	조선한지의	크기가	거

의	이	크기(64×92cm	내외)여서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종이를	잘	활용하면	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고)

-			작업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장지방에서는	70×100cm	한지를	제작하고	있다.(장)	그러면	그	

크기의	종이로	하겠다.	이런	크기의	종이를	만들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장)	규장각에서	종이의	발	수를	체크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육안으로	살펴보

니	18날	정도인	것	같다.(장)‘날’이라는	단위는	어떤	것인가?(고)	가로×세로,	3cm	안에	들어가는	발

의	수를	말한다.(장)	대체로	유물	제작을	하면서	살펴본	조선	한지의	발은	어떻게	되는가?(고)	18~19

날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장)	지금까지	분석한	총도의	바탕	종이는	유지로	파악하고	있다.	장지방의	

견해는	어떤가?(고)	부분적으로	꺽임	상태가	보이는데,	순수한	생지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장)	

본래	종이의	성질은	접혀서	찢어질지언정	꺽여서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인가?(고)	그렇다.	종이에	어

떤	이물질을	가하지	않는한	종이는	접히지,	이처럼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	장지방에서도	유지를	만

들고	있는데	이런	꺽임	현상은,	종이에	응고된	기름이	물감	같은	이물질과	결합하여	종이가	열화되

면서	경화현상이	발생했을	때,	종이가	갖고	있던	본래의	유연성을	잃게	되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

다.(장)	앞서	디지털	현미경으로	물성분석을	해	준	충북대	최태호	교수팀도	같은	얘기를	했다.(고)

-			종이의	발수가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확대경이나	불빛을	이용해서	살펴보겠다.	유물의	보호를	

위해서	뒷면에서	조명을	살짝	비춰	보겠다.(규)	좋은	생각이다.(장,	고)	카메라로	캡쳐하고	자료	파일

을	장지방	장대표에게	보내겠다.	한지	제작에	참고해	달라.(고)

(2)	집경전구기도첩

-			화첩도	같이	진행하겠다.(규)	두	분이	잡고	있으면	종이의	발	수가	잘	보이도록	카메라로	캡쳐하겠

다.(고)	줄자를	활용해서	치수를	함께	캡쳐하는	것이	좋겠다.(장)	조심조심	다뤄	주기	부탁한다.(규)

2) 진행과정 

1차 자문회의

진

행

방향 논의 방향 설명

세부 논의 의견 수렴

방향 숙지 기법 숙의

표지 시접 염색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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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날수측정 

집경전구기도첩

팔

도

총

도

측정 위치 18날 (갯수확인)

집

경

전

구

기

도

첩

내지4 내지3

집경전구기도 18날 (갯수확인)

발

수

측

정

측정 결과 가로×세로, 3cm 안에 들어가는 발의 수는 팔도총도의 경우 총 17날인데, 
양쪽 측정선 모두에 두 개의 발이 걸쳐 있으므로 도합 18날로 확인됨.

-			정말	도침을	잘	한	종이다.	살펴보니	3합지	두께의	종이를	도침해서	2합지	두께로	만들었다.	그런

데	3합지	종이가	아니고	살짝	두꺼운	2합지다.	즉	3합지	두께의	2합지	종이를	도침해서	2합지	두께

로	만든	것이다.	도침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용을	적은	글씨의	필획이	번지지	않고	아주	잘	살아	있

다.(장)	그렇다.	어람용	의궤	수준에	버금가는	종이라고	본다.	내용면에서	솜씨의	격은	조금	떨어지지

만	사용된	종이와	물감	등의	재료는	의궤	수준에	준한다고	본다.(고)

-			화첩에서	양면을	붙인	한장의	종이	두께가	0.35mm이다.(일반	서첩과	달리	화첩은	그림	및	내용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끈으로	장첩하지	않으므로,	밖으로	접지	않고	안으로	접어서	양쪽	바깥

면을	다음	장	옆쪽과	붙여서	장첩함:	필자주)	그런데	분리된	곳의	종이	1장	두께가	0.15	~	0.16mm인

데	다른	한장은	0.21	~	0.22mm이다.	왜냐하면	두껍게	측정된	종이는	2합지	종이가	다시	분리되어	

종이의	간극이	같이	측정되어서	그렇다.	즉	종이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앞	종이처럼	0.15mm정도의	

두께로	측정될	텐데	한	장의	종이가	다시	분리되어	그	간극이	함께	측정되었기	때문이다.(장)	온전

히	두	종이가	붙어	있는	곳이	0.34	~	0.35mm이니	배첩한	풀의	두께도	무시할	수	없겠다.(고)	그렇다.	

조금	두껍게	뜬	2합지	종이(3합지	두께)를	도침해서	0.15	~	0.16mm	두께로	만들겠다.(장)	그렇게	만

들어	주기	바란다.(고)

-			물성분석(최태호	교수팀)	자료에	의하면	2합	혹은	3합지라고	분석하였다.(규)	그렇다.	오늘	장지

방	장대표의	분석으로	보아	유물의	한지가	분리된	정도에	따라	2합지로도	보이고	3합지로도	보인

다.(고)	발	수도	17~18개로	측정되었다.(규)	보통	그	정도의	발	수가	일반적이다.	우리	종이도	그렇게	

뜨고	있다.(장)

-			오늘	이렇게	만나	좋은	얘기를	나누게	되서	고맙다.	규장각에서	철저히	준비해	준	물성분석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유익한	분석자료와	정보에	감사드린다.	한편	유물을	직접	대하고	나니	종이를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장)	두	분이	힘을	모아	이번	유물을	기회로	들기름과	콩기름	유

지에	대한	제작	자료를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규)	최선을	다해	한지	제작에	임하고,	모사에	힘쓰

겠다.(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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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조과정을	거쳐	도침제작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도첩용	도침한지를	제작하였다.	도첩	내용의	

중심이	되는	‘집경전구기도’는	현승조	연구원이	고연희	자문위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재연구소	소장본

을	참고하여	이모	연구를	하였으며,	비석도는	김수진	연구원이	화선지에	습작과정을	거쳐	이모를	계획하

였다.	장황	계획은	‘총도’의	표장에	필요한	명주견을	수급하고	천연	쪽염색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아

울러	‘도첩’용	명주견과	이에	쓰일	염색	재료들을	수급하였다.

1) 한지제작 

한지 제작

장

지

방

외발뜨기 한지 도침

1합 한지(총도, 유지제작용) 2합 도침지(도첩, 도침제작용)

용

인

대

연

구

소

도침 상태 세부

미표백 2합 도침지와 표백한 2합 일반한지

Ⅲ. 모사준비 

■ 2차 자문회의 

•							일시장소

-	2015년	9월	10일(목요일)	오전	10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참석요원	

-	자문위원	:	박현순,	양보경,	고연희,	이동국	

-	용인대학	:	이태승,	고정한,	연구원(현승조,	김연진,	김수진,	김잔디,	정은하,	박혜진)	

1. 방향설정

그동안	‘팔도총도’와	‘집경전구기도첩’	두	유물에	대한	육안분석과	광학기기에	의한	디지탈	현미경분석,	

X-선	현광분석,	FT-IR분석	등	과학적	비파괴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	자문위원의	전문적	안목과	학술적	지

식	및	지혜를	모아	유물모사의	방향이	정해졌다.	‘팔도총도’(124×91cm)는	조선식	외발	한지(64×92cm	내

외)	두	장에	그려진	것으로	‘1합	18날(한지	발	수)	기름종이	한지’를	세로로	이은	것인데,	어느	때인가	재표

장하면서	서쪽	인천부터	동쪽	강릉에	이르는	지도의	절반부분	두	장의	유지	이음새가	5mm	정도	어긋났

을	뿐	아니라,	구김과	단절된	체로	배첩되면서	본래의	지형과	지명을	찾아서	그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이에	모사	위탁을	받은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의	주도	면밀한	연구로	접히고	박락된	부분을	찾아	

그려	넣고,	고지도	전문가	양보경(성신여대)	교수의	고증적	자문을	받아	지명을	찾아	기입하였고,	김연진	

연구원을	중심으로	김잔디,	정은하,	박혜진	연구원이	함께하였다.	한편	지도의	지명을	표기한	글씨체가	반

듯하고	능숙한	해서체임을	감안해	이의	임서를	위해,	조선	동국진체를	비롯해	중국의	구양순,	안진경,	저수

량체를	독파하고	금석문과	한예	및	돈황출토	목간체,	불교	사경	등	五體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용인대

학교	문화예술대학장이며	본	연구소	소장으로,	이번	과업의	책임연구원인	이태승	교수가	꾸준히	서체	연구

와	임서에	천착하였다.	한편	유물	모사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재료’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전통한지	전문

제작소	‘장지방’에	의뢰하였다.	최고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	장성우	장지방대표가	직접	규장각에	탐방하여	

두	유물을	친견하고	종이의	품질과	두께	등에	대한	육안관찰	및	측량조사	과정을	거쳐	이모본	제작에	맞

는	새로운	한지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총도에	적합한	최적의	종이두께를	연구해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

리하여	전통한지	제작기법으로	정심껏	만든	한지는	용인대연구소로	侍安하여	油紙로	제작되었다.	

‘집경전구기도첩’(42.3×28cm)은	조사	결과	어람용	의궤에	버금가는	양질의	도침	한지로	제작되었는	바,	

이는	일반적인	2합	한지(0.15~0.16mm)	보다	약간	두꺼우며	3합지(0.22~0.23mm)	두께에	가까운	2합	한

지를,	치밀하게	도침해서	2합지	두께로	만든	것임이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장지방	장성우대표는	한	달여

간	한지	제작에	매진하였는데,	경기도	가평에서	직접	재배한	양질의	조선닥나무를	원료로	2합한지를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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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도보정

총도 보정

원본

지도의 횡단면이 접히고 누락된 채로 어긋나게 표장됨

복원

지형의 비율, 산천의 흐름, 지명의 크기 등을 고려해 비율에 맞는 공간을 설정함

원형

복원

기준

경기 광주, 강원 횡성, 평창지역의 접힌 모습
지명을 기입한 원형틀 길이가 5푼(19mm)이므로 

이 치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복원함

2) 유지제작 

-	고정한	연구실장,	김잔디	연구원

콩기름 유지

도유

(塗油)

도유 진행 도유 자세

흡유

(吸油)

흡유 상태 상태 비교

건유

(乾油)

건유 과정 건유 방법

유지

(油紙)

유지 완성 상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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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본상태 

집경전구기도첩

내지

9쪽
10쪽

수직

수평

4) 계획연구 

내지 계화 방향 연구

초안

시안 검토 원본 분석

표지
방향 숙고 이모 궁리

이모 토의 원본 분석

실측

원본 비교 원본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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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침점확인 

침점針点 (needle point)

침점

위치

좌우

대칭

6) 계획비교 

집경전구기도첩

계획

비교

복원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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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서연구 

임 서 연 구

2 합
도침

도침1회 반수1%

홍두깨 도침2회 반수0.5%

1 합
도침

반수1% 1회 반수1% 2회

임서

임서 집필 임서 방법

8) 침점방법 

침점

좌우

일치

침점

방법

위치 설정 송곳 침점

계획

요령

가로 계획 세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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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탕재료

‘팔도총도’의	바탕	재료가	유지로	판명되어	콩기름으로	유지를	제작하였으나,	한지연구소	조현진	박사에

게	자문을	구한	결과,	들기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2차	자문회의(9월	10일)를	거쳐	다

시	들기름	유지제작에	들어갔다.	전통방식으로	압착기에서	추출한	들기름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여	2주	

동안	도유(기름을	바름),	흡유(기름을	한지에	고르게	분포시킴),	건유(기름을	건조시킴),	숙유(그림	그리기

에	알맞게	유지를	숙성시킴)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다.	하지만	유지가	스스로	숙성되기에는	더	검증되

어야할	부분들이	있기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서	최종협의	결과,	비파괴검사로는	유물에	사용된	기

름의	종류나	성분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없고	보존성도	우려되므로,	후대에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유지	

제작	시간을	거쳐	재현하자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에	따른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지본	

‘팔도총도’는	기존	일반	지도의	바탕재료인	한지,	즉	순지	생지에	모사하기로	결정하고	전통	유지제작	기술

력	확보에	따른	연구분야를	남겨두었다.

‘집경전구기도첩’은	‘장지방’에서	제공한	2합	도침지의	도침	처리가	필획과	임서를	하기에	미흡하므로,	

본	연구소	연구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처리한	결과,	실사(實寫)에서는	우수하지만	임서(臨書)

에서는	종이의	두께가	두꺼워	글씨의	퀄리티가	떨어지므로,	2차	자문회의	결과	1합	한지에	글씨의	필치

를	최대한	살려서	임서를	하고,	배첩으로	원첩(原帖)의	종이	두께에	맞춰	모사본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

다.(이동국	자문위원)	그리하여	‘장지방’에서	재차	제공받은	1합	외발뜨기	전통한지를	다시	도침과	표면처

리	과정을	거쳐,	내지에	연지	물감으로	계획을	해서	임서하였다.

‘집경전구기도’는	광학분석과	안료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전통	천연	진채물감인	석청,	석록(뇌록),	주사,	

연분,	초록,	연지	등의	안료로	모사하였고,‘비석도’는	분석결과	대로	연분과	석록으로	설색해서	이모하였다.

장황에	필요한	염색은	‘집경전구기도첩’의	표지	견이	15세	명주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소에	소장된	15세	

명주를	활용해서,	표지견(치자	염색)과	두께견(먹과	소목)을	정련,	염색,	매염,	수세	등의	과정을	거쳐	천연	

염색을	하였다.	‘팔도총도’의	표장은	조선식으로	족자의	비율을	잡아야	하고,	표장	비단은	조선시대	족자	

그림에	가장	많이	활용된	쪽	염색과	쪽에	치자	염색을	가미한	2가지	색감으로	준비하였다.

1) 유지조사 

•									배경	:	팔도총도의	분석결과	유지로	확인됨에	따라	유지	제작이	필요하였다.	전통	유지	제작	과정의	확

인을	통하여	원본과	가장	유사한	유지제작을	추진하였다.	전통방법과	기술에	의한	유지	제작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유지와	한지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유지	제작과정	조사가	필요하였다.

•							장소	:	조현진한지연구소	조현진박사(경남	진주시)

•							조사내용(유지제작과정)

-	팔도총도	비파괴	분석결과	지방질의	종류	확인이	불가하였다.

-	팔도총도	이미지	확인과	발색	등을	종합했을	때	콩기름	보다는	들기름일	확률이	높았다.

-	실제	콩기름	도포	시	발색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10) 자문회의 

회 의 내 용

임서

임서 설명 시안 검토

임서

원본 대조 방안 논의

염색

·

유지

염색 시안 유지 시안

표장

표장 논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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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제작 

•									‘조현진한지연구소’	조현진	박사(경남	진주시)

조사 내용

제

작

과

정

들깨 기름 추출

도유 도구 온도 측정

도유 준비 도유 작업

도유 과정 유지 건조

■ 제조 방법

•									들기름	착유

-	들깨(품종	:	다유)	6kg을	세척기에	넣고	3회	세척	후	물	빠지는	망에	담아	1시간동안	물을	뺌.

-	볶는	기기에	넣고	30분	동안	120℃	온도에서	볶은	후	체에	받쳐	1분정도	살짝	식힘.

-	착유기에	넣고	30분	동안	압력	600bar로	착유함.

-	들께	6kg	착유	시	약	1.7리터	수유됨.

•									한지	도포	및	건조

-	착유한	들기름을	냄비에	붓고	170℃	까지	끊인	다음	60~70℃까지	식힌	상태에서	붓으로	한지에	도포.

-	약간	따뜻해야	골고루	도포되면서	퍼짐성이	좋고	붓질이	잘	됨.

-			미리	도포할	한지를	판상	위에	펼쳐서	칠할	매수만큼	적층하여	두고	준비한	들기름을	부드러운	붓으

로	골고루	칠함.

-	칠이	골고루	된	한지는	건조장(비닐하우스)에	매달아서	건조.	

-			보통	건조장	온도가	60~70℃의	따뜻한	상태일	경우	종이의	두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건조는	4일~5

일	정도	소요.

-			칠을	완료한	한지는	4~5시간이	지나고	나서	걸어둔	한지를	가져와	칠하지	않은	한지	위에	올려두고	

부드러운	천이나	한지로	잔류된	기름을	닦아내는	과정을	3회	정도	거치면	유지가	완성됨.

2) 문헌기록에 따른 유지 제조

•									『영정모사도감의궤』

-			얇고	투명한	종이에	진유(참기름)와	동백유를	붓으로	칠하거나	직물	뭉치	등으로	기름을	먹여서	제작,	

초상화에	사용.

•									『영정모사도감의궤』

-	종이에	참기름을	먹여	초상화	초본	과정에	사용.

-	기름종이에	생강즙을	먹여	유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설도	있음.

-			참깨	전처리,	도포횟수에	따라	종이	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문헌	조사로는	알	수	없으므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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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들기름 

•									용인대	연구소

유지 제작

법유

생들기름 법유 색감

도유

도유 준비 도유 방법

흡유

건유 상태 건유 과정

유지

유지 상태 유지 완성

4) 법유유지 

•									용인대	연구소

유지 제작

법유

기름 종류 수제 들기름

도유

도유 준비 도유 방법

흡유

흡유 상태 과정 관찰

유지

유지 제조 유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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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사진행 

■ 3차 자문회의 

•									일시	:	2015년	11월	21일(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회의	안건	(세부항목)

1. 팔도총도

1) 유지 : 연구 결과

(1)	콩기름	:	추출	및	활용

-			내용	:	백두(白荳),	일명	메주콩을	압착방식이	아닌	분해과정을	거쳐	추출하므로	일반	기름집에서는	

제조가	어렵고	공장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생산함.	식용류로	사용되고	시중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일본강점기인	20C에	들어	점차적으로	식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

-	유지	제작	과정	(삽도	참조)

(2)	들기름	:	종류	및	활용

-			내용	:	들깨를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함.	참기름과	함께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식생활	재료로	사용된	

반건성	기름.	콩기름이	대중화	되기	전에	부침	및	무침요리	등에	주로	사용되었고,	생들깨를	압착하

여	추출하던	것이	점차	식생활의	변화로	들깨를	볶아서	볶은	기름을	먹게	되었다.	70년대	이후	급

속한	도시화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	패턴이	바뀌고,	식재료의	변화와	점차	입맛의	서구화	등으로	볶

은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대중화	되어	생들기름을	먹지	않게	되자,	생들기름을	짤	필요가	없어진	기

름집은	볶은	들기름만을	생산하게	되고	식품회사	또한	볶은	들기름	제품만	생산하게	되었다.	현재는	

생들기름은	찾기가	어려운데	이는	생	들깨와	볶은	들깨를	압착하는	기계가	달라서	생들기름	짜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요즘	시중의	기름집에서는	생들기름을	구할	수	없다.

-	유지	제작	과정	(삽도	참조)

2) 생지 : 모사 표현 방법

-	모사본	:	모사	원본	참조

*			모사본의	그림	재단	사이즈.	원본의	재단	크기와	같게	할	것인지,	여백을	5mm	크게	잡을	것인지,		

제주	해역	밑으로	너무	타이트한	부분을	1cm	정도	크게	잡는	게	어떤지	등

3) 표장 : 천연 염색, 표장 비율

6) 염색도침 

염색 및 도침

치자

염색

치자 염액 추출

명주 염색 염색 과정

명주

치자 염색 먹 염색

도침

일인 다듬 이인 다듬

058 059



3권  모사본 제 1장  고지도 및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

6) 표지 : 명주견의 선택, 염색 종류, 표지두께, 표지명주 배첩방법

-	표지견	:	치자	염색

-	두께견	:	먹	+	소목	염색

-	표지	배첩	:	2배,	3배첩으로	원본의	두께를	맞춘다.

7) 표장

-	내지	배첩	및	장황	방법

3. 지명표기

고지도	전문가	양보경	자문위원이	판독이	어려운	지명을	일일히	확인해	주어서	임서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다.	확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			함경도	함흥	서쪽	정평	북쪽	비백산(鼻白山),	백룡산(白龍山	)-	정상기형	지도들(고대	박물관	조선지

도	D129-07	함경남도	등)에는	백운산(白雲山)으로	표기,	설한령(薛罕嶺),	적유령(狄踰嶺),	함흥	북

쪽	지명은	후치현(厚致峴)이	맞다.

-	평안도	선천	북쪽	임반(林畔).	황해도	해주	벽란도(碧瀾渡).

-			경기도	인천과	안산	사이의	산은	소래산(蘇萊山),	수리산(修理山).	금천(衿川),	양평	북쪽	마유산(馬

遊山),	지평(砥平),	강원도	평창	북쪽	백덕산(白德山).

-	충청도	괴산과	연풍	사이의	‘온(溫)’자는	무엇을	표시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

-	전라도	순창	북쪽	복흥(福興(흥의	약자.		-	동여도	18첩	/	국편	팔도총도에는	神興으로	되어	있음))

-			경상도	함창	우측	공검지(恭儉池),	황령산(黃嶺山),	속리산(俗離山).	산음(山陰),	척지산(尺旨山),	영

산	북쪽	영취산(灵鷲山),	하동과	곤양	북쪽	양경산(陽慶山),	창녕	북쪽	화왕산(火王山	-	창녕	북쪽	

산은	원래	화왕산이지만,	글자가	분명히	대(大)자로	보이므로	대왕산(大王山)으로	쓴	것	같다.	조선	

후기	모든	지도에	화왕산으로	나오는데,	조선	전기	지도	중에	대왕산으로	표시한	것이	있어서	그	계열

의	지도로	보면	대왕산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경상도	거제도	서쪽	산달도(山達島	인데	왼쪽	글자가	조금	이상하다.	목장이	있어서	山達牧으로	쓴	

것	같기도	하다.	다른	예를	보면	산달도목(山達島牧)으로	기록해야	맞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거제도	

서쪽	산달도	서쪽	추도(楸島),	추도	서쪽	국(國)의	약자	囯	(이	글자	서쪽에	정도(正島)가	있는데,	이	

섬의	이름이	국정도(國正島)이다.)

-			남해도	동남단	미조항(彌助項),	평산포(平山浦),	상주포(尙州浦(상주포	아래	:	보(甫)?	이러한	이름의	섬이	지도

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남해도	포구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위의	미조항,	평산포,	상주포가	다	남해도의	해안

가에	위치한	포구이름이므로,	평산포와	상주포	사이에	있는	곡포(曲浦)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포자	위에	글씨	흔적이	있다면	곡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야곶(白也串),	돌산포(突山浦),	방답(防踏).

(1)	천연	염색	(조선시대	대표적	족자	염색	색상)

-	1안	:	쪽	염색(파란색)

-	2안	:	쪽	+	치자	염색(카키색)

(2)	표장	비율	:	여백비율,	상하축	비율,	마구리	굵기·모양	및	나무재질,	상축끈	등

-	1안	:	조선식	(고격(古格)표현	비율	방식)

-	2안	:	현대식	(상하축의	길이를	길게)

-	3안	:	혼합식	(조선식에	현대적	비율을	가미한	혼합식)	

*	‘팔도총도’	표제	글씨	(1안	:	원본	해서체,	2안	:	예서체,	3안	:	안진경체)

	

2. 집경전구기도첩

1) 도침 : 연구 결과

-			2차	자문회의	:	‘장지방’에서	제공한	2합	도침지의	도침	처리가	필획과	임서를	하기에	미흡하므로,	본	

연구소	연구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처리한	결과,	실사(實寫)에서는	우수하지만	임서(臨

書)에서는	종이의	두께가	두꺼워	원본을	밑에	대고	글씨를	서야	하는	특성상	글씨의	퀄리티가	떨어지

므로,	2차	자문휘의	결과	1합	한지에	글씨의	필치를	최대한	살려서	임서를	하고,	배첩으로	원첩(原帖)

의	종이	두께에	맞춰	모사본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이동국	자문위원)

-			그리하여	‘장지방’에서	2차로	제공받은	1합	외발뜨기	전통한지를	다시	도침과	표면처리	과정을	거쳐	임서하였다.

-	도침	과정,	합분(蛤粉)	처리,	반수(礬水)	처리(삽도	참조)

2) 옛터 그림

-	필묘	:	수묵	필묘,	계획

-	설색	:	석청,	석록(뇌록),	주사,	연분,	초록,	연지

3) 비석 그림

-	필묘	:	필묘	계획,	석록	계획,	연지	계획

-	설색	:	석록(뇌록),	연분

4) 내지 계획

-	연지	계획

5) 서체

-	임서필의(臨書筆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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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표기 2 

지명 표기

지역 지명

황해

해주 벽란도

인천
인천 수리산, 소래산

과천 과천, 금천

강원

횡성 횡성, 지평

1) 지명표기 1 

지명 표기

지역 지명

함경
함흥 후치현, 비백산

영달 설한령, 적유령

평안
이산 거을쌍강

의천 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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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회의 

회의 내용

유

지

연

구

제조 설명 유지 종류

팔

도

총

도

제작 설명 임서 비교(영인본 활용)

옛

터

그

림

원본 대조 임서 비교

표

장

계

획

원형 논의(영인본 활용) 복원 논의(영인본 활용)

3) 지명표기 3

지명 표기

지역 지명

충청

보은 공검지, 황령산, 속리산

경상

창녕 대왕산, 영취산

전라

순창 복흥

남해

남해 평산포, 상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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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지이모 

-	주관화사	:	김연진	연구원,	부관화사	:	김잔디	연구원

생지본 제작과정

초안

초안 제도 이모 준비

필묘

필묘 수행 집필 준묘

석록

석록 준묘 석록 제조

설색

석록 준묘 설색 완성

■ 팔도총도

1) 유지이모 

-	주관화사	:	김연진	연구원,	부관화사	:	김잔디	연구원

유지본 제작과정

시안

시안 모사 모사 결과

지도

유지 준비 기법 설명

필묘

필묘 시범 필묘 수행

진행

집필 준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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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경전구기도첩

1) 도침연구 

-	현승조,	김잔디,	정은하,	박혜진	연구원	(홍두깨,	합분,	교수	처리)

유지본 제작과정

도침

홍두깨 홍두깨

도침

도침 방법 도침 과정

합분

蛤粉

합분 조제 합분 처리

교수

膠水

교수 방법 교수 과정

3) 지명임서 

-	임서화사	:	이태승	연구소장,	수종화사	:	김잔디,	박혜진	연구원

임서 과정

집필

임서 집필 필법 수행

임서

집필 임서 필법 진행

상주

·

완성

필법 전수 필법 과정

전수

상주 진행 총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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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석그림 

-	주관화사	:	김수진	연구원

-	설색	:	석록(뇌록),	연분

비석도

준비

연분 제조 유발 연마

도분

바탕 도분 석록 계획

필묘

지붕 묘사 상초 완성

완성

상분 기법 제작 완성

2) 옛터그림 

-	주관화사	:	현승조	연구원

-	설색	:	석청,	석록(뇌록),	주사,	연분,	초록,	연지

집경전구기도

필묘

필묘 상초 수목 설색

설색

비각 비교 옛터 비교

가필

설색 가필 수목 비교

완성

제작 완성 원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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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황 

1) 쪽물염색

-	주관화사	:	고정한	연구실장,	수종화사	:	김잔디,	정은하,	박혜진,	이소영	연구원

쪽염색 과정

1차

천연 안료 1차 색감

3차

3차 염색 3차 색감

5차

5차 염색 염색 과정

매염

·

수세

명반 매염 수세 과정

4) 계획임서 

-	임서화사	:	이태승	연구소장,	주관화사	:	김연진	연구원

내지 계획·임서

내지

계획

세로 계획 가로 계획

계획 진행 계획 방법

임서

필의

임서 자세 임서 방법

집필 준법 준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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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장시안	1	

-	쪽물로	다섯번	염색한	명주로	표장한	견본.

-			그림을	둘러	싸고	있는	미색	바탕의	베젤비율은	상하좌우의	간격이	모두	같은	조선식	비율로	하고,	상

축과	하축의	쪽염	비단은	지도의	크기에	어울리도록	적당히	현대적	비례를	가미해서	조율함.

2) 명주염색

-	주관화사	:	고정한	연구실장,	수종화사	:	김잔디,	정은하,	박혜진,	이소영	연구원

염색 제작 과정

치자

염액 준비 치자 염색

소목

염액 준비 소목 염색

먹

먹 염색 먹염 완성

쪽

쪽 염색 쪽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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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황

표장 과정

풀

삭힌 풀의 분말 배첩용 풀

초배

팔도총도 옛터 그림

도첩

제작과정 제작과정

총도

상축 하축

•									표장시안	2	

-	다섯번	쪽물	들인	명주에	치자염색을	가미한	표장	견본.

-			그림을	둘러	싸고	있는	미색	바탕의	베젤은	상하좌우의	간격을	현재적	미감에	맞게	조율하고,	상축과	

하축의	염색	비단	길이도	훤칠한	현대적	비율로	조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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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수내용 

검수사항

검수위원 이동국 일시 2015. 11. 23

내용

팔도총도 집경전구기도첩

총평

팔도총도와 집경전구기도첩의 모사 작업 중 ‘글씨 분야’모사는 원작의 필의(筆意)와 형태에 충실하게 재현하였다. 
특히 팔도총도의 중자(中字), 소자(小字)는 난해한 작업임에도 형임을 기본으로 

용묵(用墨)과 운필(運筆)에서 적절한 농도와 골기를 살려 냈고, 결락 원본 부분 글씨까지 복원해 내고 있다. 
또 글자의 크기도 지명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크기 대로 균일하게 써내었다.

내용

검수위원 고연희 일시 2015. 11. 30

팔도총도 팔도총도

소견 원작의 오류로 보이는 ‘양도’와 ‘외도’의 미채색된 부분은 가채하였다.

Ⅵ. 검수 

1. 검수진행

11월	26일(목)	1차	검수에서는	‘팔도총도’의	일부	박락된	곳의	지명과	임서	과정에서	누락된	곳,	설색에

서	미진한	부분	등이	파악되었다.	‘집경도구기도첩’은	임서	내용의	필치와	계획된	행열이	알맞게	표현되었

고,‘비석도’는	연분의	설색	정도와	석록	윤곽선이	적당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집경전구기도’

에서는	우물	정(井)	자가	누락되었고,	비각의	석주와	정로숙석	등에	석록	계획이	미흡해	보였다.

11월	30일(월)	2차	검수와	12월	22일(화)	표장과정	검수에서는,	‘팔도총도’와	‘집경전구기도’의	누락된	글

씨와	보색	처리	및	석록	계획	등이	모두	확인되어	장황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2. 검수위원 

위원 소속 전공 
검수 

1차  2차  3차  

고연희  이화여대  미술사   ◯   

최유미  이화여대  미술사  ◯  ◯   

조유경  이화여대  미술사   ◯  ◯   

양선희  이화여대  미술사  ◯    

박정철  규장각  한국학    ◯  

 규장각 사업 담당자  규장각  한국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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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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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진행계획 

1. 월별계획 

월  
내용  

참여인원  
자문 및 
특기사항 팔도총도  집경전구기도첩  

4  
- 모사 제작용 사진본 영인 작업 
- 모사용 한지 연구 및 방향설정
- 移摹를 위한 밑그림 준비 제작  

이태승, 고정한 
김연진  

충북대 
종이과학과

디지털 물성분석

5  
광학적 물성분석 
제작 방향 연구

광학적 물성분석 
제작 방향 연구

이태승, 고정한 
김연진, 현승조  

1차 
임모방향  

6  
광학적 물성분석 
순지에 上初 연구  

광학적 물성분석 
순지에 상초 및 內紙 界劃  

고정한, 김연진 
현승조, 김잔디  

장지방 
한지측정  

7  
한지 제조 

總圖 設色 연구  
도침지 제조 
圖帖 設色 연구  

고정한, 김연진 
현승조, 김잔디  

장지방 
한지제조  

8
유지 제작 

서체 및 지명 연구  
도침지 계획 
上初本에 設色  

고정한, 김연진 
현승조, 김잔디   

9  
유지본 상초 

서체 및 지명 연구  
도침지 계획 

임서 및 표지염색  
이태승, 고정한 
김잔디, 박혜진  

2차 모사시안 
서체자문  

10  
生紙本 임서 
표장용 명주 염색  

內紙本 임서 
표장용 명주 염색  

이태승, 고정한 
김잔디, 박혜진   

11 
생지본 임서 

표장용 명주 염색  
내지본 임서 

표장용 명주 염색  
이태승, 고정한 
김잔디, 박혜진  

3차 서체검수 
표장자문  

12  
표장 및 보관함 제작 
보고서 작성  

표장 및 보관함 제작 
보고서 작성  

고정한 
김잔디  

장황  
낙원 표구

1  검수 및 납품  검수 및 납품  
고정한 
김잔디   

5. 검수과정 

검수 과정

1차

원본 대조 검수 진행

2차

영인본 활용 교정 확인

3차

장황 과정 장첩 상태

완납

굵게말이축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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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음말 

이번	모사	과업의	유물은	두	종류이다.	지금부터	300여년	전인	숙종대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존의	

종이나	견	바탕이	아닌,	유지	바탕에	한반도	전역을	필묘하고	산맥을	진채로	표현한	족자형식의	‘지도’와,	

200여년	전인	정조대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했던	경주	집경전의	옛터를	기념하면서,	비석을	세운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보호	비각을	세우고	이	사실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예장첩’이	그것이다.	

‘팔도총도’는	지나온	시간을	보더라도	색조의	퇴색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굴절과	꺽임으로	박락이	급속

히	진행되고	있어서	보존처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근래에	이루어진	표장은	원본의	크기를	최대한	

살리려는	모습은	좋았으나,	형식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모본	제작을	위해	면밀한	육안

분석과	과학적	광학분석을	종합해	본	결과,	지도의	바탕재료는	유지로	된	소발	한지	두장을	세로로	이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일상생활에서	유지의	용도는	방수기능이지만,	그림에서의	유지의	

효용성은	투명성을	이용한	복제물	제작에	있다.	지도의	특성상	지형지세의	세밀함을	최대한	오차없이	복

제하려	한다면	유지보다	좋은	재료는	없을	것이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물제작을	위해	경기도	가평	전통한지연구소	장지방에서	만들어진	한지를	

용인대연구소로	시안(侍安)해서	50여일간의	유지제작	과정에	들어갔다.	이의	제작	후	2차	자문회의에서	

콩기름	사용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바,	한지연구소	조현진	박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들기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논의를	거쳐	다시	들기름	유지제작에	들어갔다.	전통방식으로	압착기에서	

추출한	들기름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여	2주	동안	도유(기름을	바름),	흡유(기름을	한지에	고르게	분포

시킴),	건유(기름을	건조시킴),	숙유(그림	그리기에	알맞게	유지를	숙성시킴)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다.	

하지만	유지가	스스로	숙성되기에는	더	검증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이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비파괴검사로는	유물에	사용된	기름의	종류나	성분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없고	보존성도	우려되

므로,	후일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유지	제작	시간을	거쳐	재현하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지본	‘팔도총도’는	기존일반	지도의	바탕재료인	한지에	모사하기로	의견을	모아	순지	생지에	이모하였다.

‘집경전구기도첩’은	장지방에서	제공한	2합	도침지의	도침	처리가	필획과	임서를	하기에	미흡하므로,	본	

연구소	연구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처리한	결과,	실사(實寫)에서는	우수하지만	임서(臨書)에

서는	종이의	두께가	두꺼워	글씨의	퀄리티가	떨어지므로,	2차	자문회의	결과	1합	한지에	글씨의	필치를	

최대한	살려서	임서를	하고,	배첩으로	원첩(原帖)의	종이	두께에	맞춰	모사본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장지방에서	재차	제공받은	1합	외발뜨기	전통한지를	다시	도침과	표면처리	과정을	거쳐,	내지에	

연지	물감으로	계획을	해서	임서하였다.

도첩의	중심이	되는	‘옛터	그림’은	광학분석과	안료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전통	천연	진채	물감인	석청,	

석록(뇌록),	주사,	연분,	초록,	연지	등의	안료로	모사하였고,	‘비석	그림’은	분석결과	대로	화선지에	연분과	

석록으로	설색해서	이모하였다.

장황에	필요한	염색은‘집경전구기도첩'의	표지	견이	15세	명주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소에	소장된	15세	

2. 진행도표 

 계획    진행    수정    추가    자문    완료 

월별 계획

순서  내용  4 5 6 7 8 9 10 11 12 1

모

사

준

비

유물촬영  

육안분석            

광학분석            

한지제작           

유지제작            

도침연구           

임

모  

필묘연구           

상초           

설색연구            

설색            

임

서  

서체연구           

임서            

장

황  

염색           

표장            

자

문

회

의  

모사방향           

임모임서            

염색장황            

검수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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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를	활용해서,	표지견(치자	염색)과	두께견(먹과	소목)을	정련,	염색,	매염,	수세	등의	과정을	거쳐	천연	

염색을	하였다.	원래의	모습을	잃은	‘팔도총도’의	표장은	가급적	조선식으로	족자의	비율을	잡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표장	비단은	조선시대	족자	그림에	가장	많이	활용된	쪽	염색과	쪽에	치자	염색을	가미한	두	가

지	색감으로	준비하여	표구할	때	적당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고지도	전문가	양보경	위원은	판독이	어려운	지명을	일일이	확인해	주어서	임서에	최선을	다	할	수	있

었다.	고연희	위원은	집경전구기도첩에	대한	서지를	정리해	주고	참고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주어서,	연구

원들이	모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	주었다.	한편	서예	자문을	맡은	이동국	위원은	유물이	

임서가	까다로운	소해(小楷)가	많음에도,	필의를	살려	훌륭한	임서를	보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필

요한	사항을	수시로	챙겨	주고	임무에	전념하도록	배려해	준	규장각	담당자의	도움으로	이번	과업을	마무

리	할	수	있었다.

•									별첨자료

-	별첨1	팔도총도와	집경전구기도첩	현미경분석(최태호)

-	별첨2	팔도총도	채색안료	분석결과	약식	보고서(정용재)

-	별첨3	집경전구기도첩	채색안료	분석결과	약식	보고서(정용재)

-	별첨4	집경전구기도첩의	장황직물(박윤미)

-	별첨5	팔도총도	바탕면	FT-IR	분석결과(정용재)

•									전문용어

-	계화(界畵)	:	궁궐도,	진찬도,	책가도	등	자를	활용해서	선을	긋는	필묘	그림

-	계획(界劃)	:	자를	사용해서	필선을	그음

-	설색(設色)	:	색을	올림,	색을	베품(칠한다는	서양화법	‘채색’	용어와	구분	필요)

-	주홍(朱紅)	:	‘주사’는	한의학	용어로만	사용함.	당주홍(중국산	주사),	왜주홍(일본산주사)

-	석록(石綠(대록(大綠),	이록(二綠),	삼록(三綠))	:	일본식(백록(白綠),	백군(白群))

-	배첩(背貼)	:	배접

-	화사(畵師)	:	주관화사,	부관화사,	수종화사

*			용어	출처	:	조선왕조실록,	영정모사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가례도감의궤,	오주연문장전산고,	괘불화

기(卦佛畵記)	등

별첨 1. 팔도총도와 집경전구기도첩 현미경분석  (최태호 교수)

집경전구기도첩&팔도총도 

■ 기본물성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집경전구기도첩 58.80 0.114 0.51

팔도총도 - - -

•							1장의	평량이	약	58.8	g/m2	인	한지의	2합지	또는	3합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							도침	有

•							외발	초지한지로	판단

■ 색분석

L* a* b* Munsell Brightness

집경전구기도첩 85.15 2.69 16.84 0.9Y 8.4 /24 65.23

팔도총도 - - - - -

•							팔도총도	:	평량	및	두께	측정불가,	회손	상태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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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분석

-	팔도총도

접합부의(40×)

접합부의(40×)

내부지(40×)

내부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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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100×)

내부지(100×)

-	집경전구기도첩

내지(40×)

내부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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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40×)

내지(40×)

그림(40×)

그림(40×)

092 093



3권  모사본 제 1장  고지도 및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

그림지붕(40×)

그림지붕(40×)

그림지붕(40×)

그림지붕(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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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그림(40×)

그림흰색(40×)

그림흰색(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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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그림(40×)

표지견(40×)

표지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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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팔도총도 채색안료 분석결과 약식 보고서  (정용재 교수)

1. 분석 대상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팔도총도	채색안료

2. 분석 목적 
•							작품에	채색된	안료의	비파괴	원소	정성분석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한	사용안료	추정.

3. 분석 방법
•							안료에	대한	분석은	이동이	가능한	X-선현광분석기(F-EDXRF	:	SII,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Field-X	SEA200,	Japan)를	이용하였으며,	X-ray	tube	전압	50kV,	X-ray	조사	직경	2mm,	측

정환경	대기,	측정시간	60sec의	조건으로	비파괴	원소	정성	분석을	수행함.

•							안료의	입자성	관찰은	디지털현미경(Scalar,	DG-3,	Japan)를	이용하여	60배,	100배,	300배의	배율로	

확대	관찰함.

4. 분석 결과 

1) 바탕

•							지류	바탕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칼슘(Ca)이	미미하게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색상물질이나	입자성	물질은	관찰되지	않음.	

→			지류바탕에는	표면채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량의	칼슘은	지류	자체에	함유된	성분으로	판

단됨.

표 1.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1 연황색 바탕 < Ca ≪ Fe 채색 無

2 연황색 바탕 < Ca 채색 無

3 연황색 바탕 < Ca 채색 無

표 2. 바탕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00배 
관찰

300배 
관찰

1

2

3

2) 백색

•							백두산부분에서	관찰되는	백색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지류의	섬유조직	사이로	백색의	물질이	관찰됨.	한편,	이들	백색입자들은	무엇에	눌린	

것	같은	형태로	섬유조직	사이에	분포함.

→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며,	백색의	입자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무기	안료인	연백(lead	white,	2PbCO3·Pb(OH)2)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입자들이	납작하게	서

로	늘러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색	후	표면에	어떤	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됨.

표 3. 백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4 백색 백두산 Pb < Ca 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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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백색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00배 
관찰

300배 
관찰

4

3) 갈색

•							산부분에서	관찰되는	갈색부위	3지점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일부에서	구리(Cu)가	주성분으로	검출되

었으며,	일부에서는	소량의	칼슘(Ca)과	구리가	함께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지류의	섬유조직	사이로	약간의	녹색입자들이	관찰됨.	

→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녹색입자가	소량	관찰되나,	이는	산의	능선부분	채색에	사용된	녹색안료의	

일부로	판단되며,	소량의	칼슘은	지류	바탕에	함유된	성분으로	판단됨.	갈색의	입자가	관찰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갈색안료는	입자성을	띠지	않으며,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원소로	이루어진	유

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표 5. 갈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5 갈색 산 Cu > Ca, Pb

9 갈색 산 > Ca, Cu

11 갈색 산 > Ca, Cu

표 6. 갈색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00배 
관찰

300배 
관찰

5

9

11

4) 녹색

•							산의	능선부분에서	관찰되는	녹색부위	4지점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구리(Cu)와	염소(Cl)가	주성분으

로	검출되었으며,	칼슘(Ca)과	납(Pb),	철(Fe)이	미량	검출됨.		

•							모든	측정부위에서	녹색의	입자성	물질들이	관찰됨.	한편,	이들	녹색입자들은	백색부분에서와	마찬가

지로	채색	후	무엇에	눌린	것처럼	납작한	형태로	서로	늘러	붙은	상태로	분포함.

→			구리와	염소가	주성분으로	검출되며,	녹색의	입자성물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구리와	염소를	주

성분으로	하는	녹색안료인	녹염동광(Cu2Cl(OH)3)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자들이	납작하게	서

로	늘러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색	후	표면에	어떤	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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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녹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6 녹갈색 산 테두리 Cu, Cl > Ca, Pb, Fe 석록

10 녹갈색 산 테두리 Cu, Cl > Ca, Pb, Fe 석록

12 녹갈색 산 테두리 Cu, Cl > Ca, Pb, Fe 석록

17 녹색 산 봉우리 Cu, Cl > Ca, Pb, Fe 석록

표 8. 녹색계열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00배 
관찰

300배 
관찰

6

10

12

5) 회청색

•							지도에서	모든	길은	육안상으로	회청색으로	관찰됨.	이	회청색부분	3지점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미량

의	납(Pb),	칼슘(Ca),	철(Fe)	등이	검출됨.			

•							원소분석을	수행한	3지점	모두에서	입자성	물질은	관찰되지	않으며,	검은색	물질이	관찰됨.

→			현미경	상에서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지	않으며,	주성분으로	검출되는	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원소로	이루어진	안료(쪽	또는	먹)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표 9. 회청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8 회청색 길 < Pb, Ca, Cu 적색유기안료 /연백배채

14 회청색 길 < Pb, Ca, Fe 적색유기안료 /연백배채

15 회청색 길 < Pb, Ca, Fe 연백 + 석간주

표 10. 회청색계열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00배 
관찰

300배 
관찰

8

14

15

6) 적색

•							함흥,	경도,	공주	부위의	적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수은(Hg)과	황(S)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

며,	소량의	칼슘(Ca)이	함께	검출됨.	

•							3개	분석지점	모두에서	적색의	입자성	물질이	다량	관찰됨.	한편,	이들	적색입자들은	백색이나	녹색부

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채색	후	무엇에	눌린	것처럼	납작한	형태로	서로	늘러	붙은	상태로	분포함.

→			수은과	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며,	적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수은과	항을	주성

분으로	하는	적색안료인	진사(cinnabar,	HgS)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입자들이	납작하게	서로	

늘러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색	후	표면에	어떤	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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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적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7 적색 함흥 Hg, S < Ca 진사

13 적색 경도 Hg, S < Ca 진사

16 적색 공주 Hg, S < Ca 진사

표 12. 적색계열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00배 
관찰

300배 
관찰

7

13

16

5. 결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팔도총도에서	관찰되는	백색,	갈색,	녹색,	회청색,	적색	부분에	대

하여	원소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추정됨.

	

①	백색에는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인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②	갈색에는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성분으로	구성된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③	녹색에는	구리(Cu)와	염소(Cl)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인	녹염동광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④			회청색에는	입자성을	띠지	않으며,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성분으로	구성된	쪽	또는	먹	등의	안

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⑤	적색에는	수은(Hg)과	황(S)을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인	진사(HgS)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⑥			모든	채색부분에서	안료입자들이	납작하게	서로	늘러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색	후	표면에	어떤	

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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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분석 위치 -	분석	위치	세부

①

② ③

④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⒃

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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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집경전구기도첩 채색안료 분석결과 약식 보고서  (정용재 교수)

1. 분석 대상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집경전구기도첩	채색안료

2. 분석 목적 
•							작품에	채색된	안료의	비파괴	원소	정성분석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한	사용안료	추정.

3. 분석 방법
•							안료에	대한	분석은	이동이	가능한	X-선현광분석기(F-EDXRF:	SII,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Field-X	SEA200,	Japan)를	이용하였으며,	X-ray	tube	전압	50kV,	X-ray	조사	직경	2mm,	측

정환경	대기,	측정시간	60sec의	조건으로	비파괴	원소	정성	분석을	수행함.

•							안료의	입자성	관찰은	디지털현미경(SOMETECH,	IMS-M	345,	Korea)를	이용하여	60배,	160배,	300

배의	배율로	확대	관찰함.

4. 분석 결과 

1) 비각 전경도

(1)	바탕

•							지류	바탕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부위에	따라	철(Fe)과	브롬(Br)이	미미하게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색상물질이나	입자성	물질은	관찰되지	않음.	

→			지류바탕에는	표면채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량의	철은	지류	자체에	함유된	성분으로	판단됨.	

브롬은	과거	훈증처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1 연황색 민가 마을 뒤쪽 하늘 ≫ Fe 채색 無

15 연황색 비각 마당 ≫ Br 채색 無

20 연황색 비각 앞 대로 ≫ Br, Fe 채색 無

표 2. 바탕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1

20

(2)	백색

•							백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백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됨.	

→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며,	백색의	입자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무기	안료인	연백(lead	white,	2PbCO3·Pb(OH)2)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표 3. 백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11 백색 정문 좌측 기둥 Pb 연백 

18 백색 비각 입구 작은 비석 Pb 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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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백색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11

18

(3)	황색

•							민가	지붕에서	관찰되는	황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미량의	칼슘(Ca)과	브롬(Br)이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색상물질이나	입자성	물질은	관찰되지	않음.	

→			황색안료는	입자성을	띠지	않으며,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원소로	이루어진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표 5. 황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3 옅은황색 민가 지붕 Ca, Br 유기안료

표 6. 황색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3

(4)	적색

•							적색계열에는	연분홍색,	진분홍색,	적색,	주황색	등이	관찰됨.

•							연분홍색과	진분홍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미량의	브롬(Br)이	검출되었으며,	적색부분과	주황색

부분에서는	수은(Hg),	납(Pb),	황(S)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연분홍색과	진분홍색	부분에서는	입자성물질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적색과	주황색부분에서는	주황

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됨.	

→			연분홍색과	진분홍색	부분에서는	브롬이외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며,	입자성이	관찰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적색과	주황색부분에서는	

수은과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진사(cinnabar,	HgS)와	연단(minium,	2PbO·PbO2)이	혼합된	안

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표 7. 연분홍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4 연분홍색 민가 벽 Ca 유기안료

12 연분홍색 비각 담장 벽 Br 유기안료

13 진분홍색 정문 좌측 문 Br 유기안료

6 적색 비각 처마 Hg, Pb, S, Cu 진사 + 연단

7 주황색 비각 처마 Hg, Pb, S 진사 + 연단

10 주황색 정문 좌측 기둥 Hg, Pb, S, Cu 진사 + 연단

표 8. 연분홍색계열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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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6

10

(5)	청색

•							청색계열에는	청색,	감청색,	자청색	등이	관찰됨.

•							청색과	감청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미량의	브롬(Br)과,	칼륨(K),	칼슘(Ca),	황(S)	등이	검출되었

으며,	자청색부분에서는	비소(As),	코발트(Co),	철(Fe),	구리(Cu),	칼륨(K)	등이	검출됨

→			청색과	감첨색부분에서는	미량의	원소성분들만이	검출되며,	입자성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유기안료(쪽	등)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자청색에서는	비소와	코발

트,	칼륨	등이	검출되며,	청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코발타이트(cobaltite,	(Co,	Fe)

AsS,	코발트계	안료의	일종)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표 9. 청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19 청색 비각 앞 도랑 Br 유기안료

2 감청색 우물 K, Ca, S 유기안료

13 진분홍색 정문 좌측 문 Br 유기안료

5 감청색 비각 담장 기와 Ca, S, Fe 유기안료

9 감청색 비각 정문 지붕 기와 Br, Ca, Pb 유기안료

8 자청색 비각 보 As, Co, Fe, Cu, K 
코발타이트

(코발트계 안료의 일종)

표 10. 청색계열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00배 
관찰

300배 
관찰

2

9

8

(6)	녹색

•							녹색계열에는	옥색과	청록색,	황록색	등이	관찰됨.

•							옥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구리(Cu)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청록색과	황록색부분에서는	미

량의	브롬(Br)과	칼슘(Ca),	황(S)등이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옥색부분에서는	녹색의	입자성물질이	관찰되며,	청록색과	황록색	부분에서는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지	않음.	

→			옥색부분에서는	구리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녹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석

록(malachite,	Cu2(CO3)·(OH)2)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청록색과	황록색부분에서는	주성분	원소

가	검출되지	않고,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유기안료

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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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녹색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14 옥색 정문 좌측 기단 Cu > Br 석록

17 옥색 비각정문 우측 나무 옥색 잎사귀 Cu > Br 석록

16 청록색 비각 우측 담장 옆 나무 Br, Ca, S 유기안료

21 황록색 비각 밖 대로 아래 Br 유기안료

표 12. 녹색계열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14

21

2) 비석도 및 기록

(1)	바탕

•							지류	바탕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소량의	브롬(Br)과	미량의	납(Pb),	구리(Cu),	철(Fe)	등이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색상물질이나	입자성	물질은	관찰되지	않음.	

→			지류바탕에는	표면채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13.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27 백색 비석 옆 Br > Pb, Cu, Fe 채색 無

28 백색 비석 옆 Br > Pb, Cu, Fe 채색 無

표 14. 바탕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27

(2)	백색

•							비신석과	비대석의	백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백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됨.	

→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백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연백(lead	white,	

2Pb(CO3)·Pb(OH)2)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표 15.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25 백색 비신석 Pb ≫ Cu, Fe, Br 연백

26 백색 비대석 Pb ≫ Cu, Br 연백

표 16. 바탕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25

(3)	녹색

•							가첨석의	녹색부분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납(Pb)과	함께	구리(Cu)가	주성분으로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녹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됨.	

→			구리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녹색의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석록(malac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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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2(CO3)·(OH)2)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함께	검출된	납은	비신석에	채색된	안료가	함께	검출된	

것으로	판단됨.

표 17.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22 녹색 가첨석 Pb,, Cu > Br 석록

23 녹색 가첨석 Pb,, Cu > Br 석록

표 18. 바탕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22

(3)	분홍색

•							가첨석의	분홍색과	기록부분의	분홍색	테두리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소량의	납(Pb)과	브롬(Br),	구리

(Cu),	철(Fe)	등이	검출됨.	

•							현미경	상에서	분홍색이나	적색의	입자성	물질은	관찰되지	않음.	

→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홍색에는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유기안료가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됨.	

표 19.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Ca ~ U) 추정 안료

24 분홍색 가첨석 Pb > Cu, Fe, Br 유기안료

29 분홍색 기록부분 테투리 Br > Pb, Cu, Fe 유기안료

표 20. 바탕부분의 현미경 영상

분석

번호
60배 
관찰

160배 
관찰

300배 
관찰

24

29

5. 결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집경전구기도첩의	비각전경도와	비석도	및	기록부분에서	관찰되는	

백색,	황색,	적색,	청색,	녹색,	분홍색	부분에	대하여	원소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추정됨.

	

①	백색에는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인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②	황색에는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성분으로	구성된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③			적색에는	분홍색,	진분홍색,	적색,	주황색	등이	관찰되며,	분홍색과	진분홍색에는	유기안료가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됨.	적색과	주황색부분에는	수은(Hg)과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인	진

사(HgS)와	연단(2PbO·PbO2)이	혼합된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④			청색에는	청색,	감청색,	자청색	등이	관찰되며,	청색과	감청색부분은	입자성을	띠지	않으며,	EDXRF

에서	검출이	어려운	성분으로	구성된	쪽	등의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자청색부분에서는	

비소(As)와	코발트(Co)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인	코발타이트((Co,	Fe)AsS)가	사용된	것으

로	판단됨.

⑤			녹색에는	구리(Cu)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인	석록(Cu2(CO3)·(OH)2)이	사용된	것으로	추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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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집경전구기도첩 분석위치

•							비각	전경도

-	분석	위치	세부

•							비석	및	기록

1

2

3

• 21

• 18

• 20
• 19

• 17

• 8

• 16

• 15

• 10
• 1312 • 11 • 

9 • 

6 • 
7 • 

•
14 

• 1

• 2

• 5

• 3
• 4

• 29

• 26

• 27
• 28

• 25

• 23
• 2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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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집경전구기도첩의 장황직물  (박윤미 교수)

집경전구기첩은	앞과	뒤,	그리고	등부분에	직물로	장황되어	있다.	앞은	옅은	황색계통의	색이	남아	있으

며	가장자리	부분은	닳아서	손실된	곳이	있다.	뒤는	앞보다는	비교적	황색이	밝게	남아	있으나	오염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와	윗부분의	몇	군에에는	손실된	곳이	있다.	등부분에는	자주색의	직물로	

장황되었는데	헤어져	손실된	부분이	많아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뒤표지	안쪽에	시접으로	사

용된	부분이	남아있는데	비교적	색이	선명하여	제작	당시의	직물색과	유사하다고	짐작된다.	집경전구기첩

의	전체적인	상태로	보아	앞과	뒤의	장황직물은	탈색,	퇴색되어	본래의	색상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채도가	

낮은	황색계통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표지의	직물은	평직으로	직조된	絹으로	경사의	밀도는	cm당	42~44올,	위사는	44~50올이다.	뒤표

지	직물	역시	앞과	같은	평직의	견직물인데	밀도는	경·위사	40~43×39~44올/cm2로	앞표지에	비해	약간	

성근편이다.	책등의	직물도	평견직물이나	밀도는	37~40×41~44/cm2로	표지직물에	비해	가장	성근	직물

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표지의	앞과	뒤,	그리고	등부분에	각기	다른	직물로	장황되어	있다.	현재	전통방법에	의해	직

조되는	명주의	경우	가장	치밀한	것이	15새로	경사와	위사의	밀도는	약	34×32올/cm2	정도로	제직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물의	특성상	전통명주에	비해	치밀하여	유물과	유사하게	직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유물에는	3종류의	직물로	표장되어	있으나	표지는	동일한	직물을	사용하고	등에만	좀	더	

성근직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표 1. 집경전구기첩 장황직물의 특성 

장황부분 직물종류 직물조직
밀도

(경사×위사/cm2)

앞 견 평직 42~44×44~50

뒤 견 평직 40~43×39~44

등 견 평직 37~40×41~44

별첨 5. 도총도 바탕면 FT-IR 분석결과  (정용재 교수)

1. 분석결과

①			팔도총도의	바탕면에	대한	FT-IR	분석결과	1730cm-1부근에서의	C=O	흡광피크가	약하게	관찰되며,	

2850cm-1과	2920cm-1	부근에서	C-H	결합에	해당하는	뚜렷한	흡광피크가	관찰됨.

②			들기름	처리한	한지에서는	1730cm-1부근에서의	C=O	흡광피크가	강하게	관찰되며,	2850cm-1과	

2920cm-1	부근에서	C-H	결합에	해당하는	뚜렷한	흡광피크가	관찰됨.

③			아교포수처리한	한지에서는	1730cm-1부근에서의	C=O	흡광피크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2850cm-1과	2920cm-1	부근에서	C-H	결합에	해당하는	두	피크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음.	

2. 분석자 소견

팔도총도의	바탕면에	대한	FT-IR	분석결과에서	비록	약하기는	하나	1730cm-1부근에서의	C=O	흡광피크

가	관찰되며,	2850cm-1과	2920cm-1	부근에서	지방의	특징적인	뚜렷한	흡광피크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지류에	지방성	물질을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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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화상첩」

모사본제작 사업

제  2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	규장각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

•							사업대상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문헌	49책	중	≪진신화상첩≫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기간		:	2015.04.15~2016.01.30(약	9개월)	

1. 사업목적 및 의의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선인들에	대한	존경과	화원들의	뛰어난	역량이	집약된	그림이다.	회화에	사용된	

전통재료나	기법은	물론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으며,	복식[服飾],	인상[人相]	및	전염병	연구	등	얻

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실로	다양하다.	

	《진신화상첩》은	다수의	인물[21人]로	구성된	한	권의	「첩」으로	재료나	기법의	계통적	특징과	조선시대	

화첩의	장황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의	잘못된	수리로	인해	원형이	왜곡되어	있다.	그	외에도	충해,	

마모,	손실,	박락	등의	손상으로	원형이	변형되어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다.	본	복원모사를	통해	유일본인	

《진신화상첩》의	원형을	추정한	재현문화재1를	제작함과	동시에	전통재료	제작에	필요한	장인들의	무형적	

기능과	기술이	계승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더불어	원형의	수리복원을	통해	수명연장과	예술적	

가치가	재인식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1　원형을	근거로	후대에	새롭게	제작된	작품.	차(次)	후대에	재평가	되거나	원형보다	높게	평가되어	문화재로서	인정받는	유물.

제 2장  「진신화상첩」 모사본제작 사업     127



2. 대상유물

대상 청구기호
재질 크기(cm)

자료 수 면 수 형태
표지 내지 가로 세로 두께

진신화상첩 奎10301 능화문지 견 32.1 44.6 1.3 21 22 첩

유물사진 내용 유물사진 내용

유물명 : 진신화상첩
재질 : 표지
크기(cm) : 
32.1×44.6×1.8 

재질 : 내지
절 : 6절
인물명 :  
좌)6-1 참의 안성빈
우)6-2 참의 남학문 

재질 : 내지
절 : 1절
인물명 : 
좌)1-1 판서 성명이상
우)1-2 판서 구익

재질 : 내지
절 : 7절
인물명 :  
좌)7-1 참판 오재소
우)7-2 참의 이진규 

재질 : 내지
절 : 2절
인물명 :  
좌)2-1 판서 이경무
우)2-2 판서 이재학

재질 : 내지
절 : 8절
인물명 :  
좌)8-1 참의 홍륜
우)8-2 서윤 정인환 

재질 : 내지
절 : 3절
인물명 :  
좌)3-1  판서 윤사국
우)3-12 참판 심이지

재질 : 내지
절 : 9절
인물명 :  
좌)9-1 군수 구윤빈
우)9-2 성명미상

재질 : 내지
절 : 4절
인물명 :  
좌)4-1 참판 송순명
우)4-2 판서 민태혁

재질 : 내지
절 : 10절
인물명 :  
좌)10-1 성명미상
우)10-2 참판 이의강

재질 : 내지
절 : 5절
인물명 :  
좌)5-1 참판 임희교
우)5-2 판서 홍명호

재질 : 내지
절 : 11절
인물명 :  
좌)11-1 성명미상
우)11-2 성명미상 

《진신화상첩》은	영조에서	순조연간에	활동한	관리들의	초상으로	좌안9분면의	반신상을	묘사하고	있

으며	채색	필사본이다.	1첩이며	11절	2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자미상으로	1786년	경	이후에	제작된	것

으로	추정	된다.2	영조말년	이후	육조의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로	활동한	인물들	외에	서윤庶尹이나	

군수郡守를	역임한	인물도	포함하고	있다.		

	22명의	관리들은	직급에	따라	홍단령,	녹단령,	학창의를	입고	있다.	또한	《진신화상첩》에	있는	인물	5

명의	세심한	곰보자국	표현을	통해	그	당시	천연두	전염병을	알	수	있는	등	초상화를	그리는데	있어	정확

한	사실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	인물별	얼굴색	또한	세세하게	표현되었는데	가령	8절	서

윤	정인환의	얼굴에	검은빛이	역력한	모습이라든지	9절	군수	구윤빈의	창백한	얼굴빛	묘사가	그러하다.	

이는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여	표현한	형상을	통해	당시	초상화에서	전신사조傳神寫照를	

구현하는	사실적인	표현이	최고의	가치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2　송형란,	이상현	「진신화상첩	구	배접지	처리	및	활용연구」,	『한국문화재	보존과학회	제4회	추계학술대회』,	2015,	pp.229-230

그림1. 진신화상첩(모형)을 펼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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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1) 참여인력

상 호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주요담당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이상현 동경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 박사 장황

선임 연구원 송지은 동경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 박사 모사 

연구원 오선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모사

연구원 이지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모사

2) 자문위원단

전공분야 성 명 소 속

자 료 조선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회 화 김현철 간송미술관 연구원

회 화 손광석 단월 전통회화 복원모사 연구소 소장

서 체 김장현 천구 금석문 연구소 소장

3) 전문인력

참여분야 성 명 소 속

안료분석 강대일 / 이한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화견분석 및 재직 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진촬영 김해권 율에디션스

Ⅱ. 모사제작 방법

1. 기본방침

1) 원형을 추정한 복원모사를 제작한다.

역사적·미술사적	문헌자료	및	참고	작품의	비교검토를	통해	원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숙지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화가	그려진	제작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2) 동일한 재료 및 기법을 재현한다. 

육안관찰,	현미경	관찰을	통해	바탕재에	사용된	화견의	재질과	가공여부를	조사하여	원화와	동일한	

조건의	바탕재를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	근거와	육안관찰을	통해	원화에	사용된	재료선택	및	

전통기법의	근거를	충분히	실험하고	샘플을	제작하여	제시함으로써	원본에	사용된	전통재료	및	표현기법

을	해명하였다.		

3) 원화와 동일한 크기의 모사본을 제작한다.

고해상도	사진촬영을	통해	원화와	동일한	크기로	사진을	출력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사본을	제작하였

다.	단순한	학습을	위한	모사가	아닌	원화의	대체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출력본과	원화를	실측	비교하

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였다.	

4) 결손부위는 추정하여 가필하되, 후대에 가필되었다고 판단되는 흔적은 재현하지 않는다.

묵서의	결손부분은	고증을	통해	추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복원하여	기입한다.	그러나	《진신화상첩》인

물	표현에	있어서	선이나	채색	등	후대에	가필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처(규장각한국학

연구원)와	자문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모사방향을	결정하였다.	

5) 해당 문화재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구성하여 자문회를 연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지도	및	자문을	받고,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장처와	재협의

하여	모사방향에	반영하였다.

6) 복원모사의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만든다.

복원모사에	사용된	모든	재료	및	제작	과정은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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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및 공정별 일정

            일정
업무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전조사

사진촬영

및 출력

상태조사

안료분석

화견분석

및 제직

유물조사

모사제작

초본제작

(필름지)

초본제작

(한지)

 색 및 기법 
연구

정본제작

임사

배접 및 장황

자문회의 
및 
검수

1차 

2차

3차

4차

검수

보고서 검수

Ⅲ. 모사제작 과정

1. 사전조사

•							사진촬영	및	출력	:	고화질로	촬영한	뒤	실물크기로	인쇄

•							상태조사	:	육안관찰을	통하여	표현기법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며	광학적	촬영진행

•							적외선	촬영	:	표면의	채색안료에	가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밑그림(먹선)을	파악

•							안료분석	:			형광X선	분석법(XRF)	-	무기안료의	원소구성을	동정하고	분석함	

가시분광반사율측정법(FT-IR)	-	유기안료(염료)의	동정

•							지질조사	:	바탕재의	종류,	두께,	밀도,	촉	수를	측정

•							유물조사	:	유물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역사적,	회화적	의의	조사	

1) 사진촬영 및 출력

사진촬영된	출력본이	유물의	상태와	가장	근접하도록	유물을	고화질로	촬영한다.	또한	채색층에	가려

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밑그림(먹선)을	파악하기	위하기	적외선	촬영을	한다.	사진촬영	및	출력	시	생기

는	일련의	굴곡을	교정하고	유물의	실물크기로	인화한다.

적외선 촬영

사진 촬영 모습

원본과 출력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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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방법	

-	용도에	맞는	36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	및	80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백	사용

-	렌즈	:	왜곡이	0%	렌즈,	선명도,	디테일	최상인	렌즈(캐논	TS-90mm,	핫셀H용	렌즈	등)

-	조명	:	일정한	광량과	균일한	색온도를	유지하는	스트로보	사용(엘린크롬	RX600,	클래식파워팩)

2) 상태조사

육안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표현기법	및	특이사항을	인물별로	기록한다.	표현기법은	사모,	얼굴,	

수염,	직령,	단령,	각대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후대에	덧칠된	곳이나	가필한	흔적	등의	특이사항은	별도로	

기록한다.	

(1)	육안관찰을	통한	인물별	표현기법

■ 1-1 판서 성명미상(判書)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미상

• 대표관직(경력) 미상

• 성격 미상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얼굴

-   광대뼈 아래에 여려 겹의 갈색선으로 음영을 표현한 뒤 선염기를 더해주어 얼굴의 입체감을 나타냄
-   귀 가장자리에 검게 변색된 부분이 보이며 이는 흰색안료인 연백의 사용으로 인한 산화로 추정됨
-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붉고 짙음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직령 - 직령의 흰색은 다른 부분들과는 다르게 배채만 한 것으로 보임

수염
- 턱수염에서 단령의 외곽선과 동일한 색선으로 그은 수염이 보임
- 흰선과 먹선으로 수염을 묘사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삽금대의 걸이쇠 내부에 그려진 문양은 색선으로 표현하고 부분적으로 황색을 덧칠하여 조각된 음각을 표현함
-   삽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주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1-2 판서 구익 (判書 具㢞)

• 이칭별칭 자 익지(翼之)

• 시대 조선 1737년(영조13) - 1804(순조4)

• 본관 능성(稜城,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

• 대표관직(경력) 판서, 지돈녕부사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얼굴

- 우측 눈썹꼬리 위로 검버섯이 있으며 피부 속에 박혀 있는 듯이 자연스럽게 표현됨
- 귀 가장자리에 검게 변색된 부분이 보이며 이는 흰색안료인 연백의 사용으로 인한 산화로 추정됨
- 눈두덩에 갈색의 색점으로 주근깨가 그려짐
- 입술이 맞닿는 부분에 색의 차이를 주어 입체감을 나타냄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턱수염은 흰선, 먹선, 갈색 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를 한 뒤 앞에서 채색하였으며 가장자리에서부터 턱수염 주위로 연하게 풀어지도록 묘사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의 색선을 그어 주름의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삽금대의 걸이쇠 내부에 그려진 문양은 먹선으로 그린 뒤 밝은 황색의 색선으로 묘사함
- 삽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주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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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서 원융 이경무 (判書 元戎 李敬懋)

• 이칭별칭 자 사직(士直), 시호 무숙(武肅)

• 시대 조선 1728년(영조4) - 1799(정조23) 

• 본관 전주(全州)

• 대표관직(경력) 경기수사, 금군별장, 삼도수군통제

• 성격 무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얼굴

- 얼굴은 전반적으로 붉은 기운이 도는 피부색이며 귀는 얼굴색에 비해 한톤 밝아보임
-   얼굴의 오목한 부분은 어둡게 선염하여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 볼은 붉은빛을 더하여 얼굴의 높고 낮음을 표
현함

- 이마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천연두 자국이 보이며 적갈색으로 점을 찍듯이 묘사    되어 있음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흰선과 먹선으로 수염을 묘사함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를 한 뒤 앞에서 채색하였으며 가장자리에서부터 턱수염 주위로 연하게 풀어지도록 묘사함
- 직령에서 보이는 주름선의 끝 획이 이어져 있지 않으며 농담이 일치하지 않음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외곽선이 내부의 주름선보다 진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나 붓자국이 많이 보임
- 단령에 사용된 홍색안료가 화본의 여러군데에 튀어있음

각대
- 다른 초상과는 달리 삽금대의 문양에서 보이는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되었으며 황색으로 앞면에서 채색함
- 삽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2-2 판서 이재학 (判書 李在學)

• 이칭별칭 자 성중(聖中), 호 지포(芝浦), 시호 익헌(翼憲)

• 시대 조선 1745년(영조21) - 1806(순조6)

• 본관 용인(龍仁)

• 대표관직(경력) 교리, 대사간,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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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판서 윤사국 (判書 尹師國)

• 이칭별칭 자 빈경(賓卿), 호 직암(直庵)

• 시대 조선 1728년(영조4) - 1809(순조9)

• 본관 칠원(漆原,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

• 대표관직(경력) 대사성, 강원도감찰사, 형조판서 등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두 줄을 짧게 그어 나타냄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얼굴

- 왼쪽 얼굴의 외곽선 윗부분과 귀 가장자리에 흰색안료로 수정한 흔적이 보임
- 귀는 얼굴색에 비해 한 톤 밝아보임
- 얼굴의 오목한 부분은 어둡게 선염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 입술이 맞닿는 부분에 색의 차이를 주어 입체감을 나타냄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은 흰선, 먹선, 갈색 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 눈썹 머리와 턱수염 아래는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를 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나 붓자국이    많이 보임

각대
- 삽금대의 걸이쇠 내부에 그려진 문양은 먹선과 갈색의 색선으로 묘사함
- 삽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3-2 참판 심이지 (參判 沈履之)

• 이칭별칭 자 덕기(德器)

• 시대 조선 1720년(숙종46) - 1780(정조4)

• 본관 청송(靑松)

• 대표관직(경력) 전라감사, 공조참의, 이조참의, 대사성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동그랗게 그어 나타냄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얼굴

- 얼굴의 오목한 부분은 어둡게 선염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 이마의 외곽선 밖으로 색이 번져있음
- 콧수염과 턱수염은 흰선, 먹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 눈썹 머리와 수염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 관자놀이와 오른쪽 콧망울에 점이 있음
- 오른쪽 아래 눈시울에 흰색안료로 수정한 흔적이 보임
- 콧구멍이 담묵으로 묘사되어 있음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은 먹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 눈썹 머리와 턱수염 아래는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를 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의 색선을 그어 주름의 입체감을 표현함 
- 단령 목깃의 시접부분에 그어진 색선이 다른 옷주름의 색과는 달리 그려짐

각대
- 학정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학정금대 걸이쇠 내부의 화각장식은 붉은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제 2장  「진신화상첩」 모사본제작 사업138     1393권  모사본



■ 4-2 판서 민태혁 (判書 閔台爀)

• 이칭별칭 자 자삼(子三)

• 시대 조선 1746년(영조22) - 1806(순조6)

• 본관 여흥(驪興 : 지금의 경기도 여주)

• 대표관직(경력) 예조판서, 우참찬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주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위의 것은 세줄, 아랫것은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며 양 볼은 홍조를 띄고 있음
- 귓불에 짧은 먹선이 덧대어 그어짐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윗 눈꺼풀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눈의 입체감을 표현함
- 눈동자의 색이 밝은 회갈색임
- 입술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외곽선을 진하게 그림
- 인중을 어둡게 선염한 뒤 그 주변을 밝게 나타내어 입체감을 표현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은 먹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 콧수염과 턱수염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직령을 흰색으로 배채하였고 앞에서도 채색하였으나 흰색이 도드라져 보임

단령 - 단령의 주름 선을 따라 짙은 홍색의 색선을 그어 주름의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학정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학정금대 걸이쇠 내부의 화각장식은 붉은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각대에 그어진 윗부분의 외곽선이 아래에 비해 굵음

■ 4-1 참판 송순명 (參判 宋淳明)

• 이칭별칭 자 화숙(和叔)

• 시대 조선 1708(숙종34) - ?

• 본관 여산(礪山)

• 대표관직(경력) 대사헌, 개성유수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주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이마 한가운데의 주름, 눈 주변 및 광대는 흑갈색으로 선염하여 높낮이를 표현함
- 입술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은 어둡게, 아랫부분은 붉게 칠하여 입술의 입체감을 표현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콧수염과 턱수염은 흰선, 먹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은 먹선, 흰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직령
- 직령을 흰색으로 배채 한 뒤 가장자리부분만 앞에서 채색하였음
- 직령에서 보이는 주름선의 끝 획이 이어져 있지 않으며 농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필 된 것으로 추정

단령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
- 단령 외곽선이 내부의 주름선보다 진함
- 각대 아래로 살짝 드러난 단령의 색은 기존에 채색된 단령의 색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도면에서도 짙음

각대
- 학정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학정금대 걸이쇠 내부의 화각장식은 붉은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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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참판 임희교 (參判 任希敎)

• 이칭별칭 자 유가(孺可)

• 시대 조선 1719년(숙종45) - ?

• 본관 풍천(豊川)

• 대표관직(경력) 대사헌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주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의 각 부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표현함
- 얼굴에 비해 귀의 명도가 밝으며 담홍색의 색선을 그어 귀의 입체감을 표현함
- 얼굴의 왼쪽이 검게 변색된 것으로 보아 연백의 사용으로 인한 산화로 추정됨
- 귀밑머리와 콧수염, 턱수염은 흰선, 먹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윗 눈꺼풀에 ‘x’로 색선을 그어 잔주름을 나타냄
- 눈동자의 색이 밝은 회색임
- 입술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아랫부분은 붉게 칠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은 먹, 흰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직령 - 직령을 흰색으로 배채하였음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의복의 주름선이 부분부분 채색에 덮여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앞에서 전채된 것으로    추정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의 색선을 그어 주름의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학정금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학정금대 걸이쇠 내부의 화각장식은 붉은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5-2 판서 홍명호 (判書 洪明浩)

• 이칭별칭 자 공서(公舒) 시호 효헌(孝憲)

• 시대 조선 1736년(영조12) - 1819(순조19)

• 본관 풍산(豊山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 대표관직(경력) 대사간, 중화부사, 한성부우윤, 승지, 판의금부사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사모의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
아레 무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세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의 각 부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표현함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홍색의 색선으르 나타냄 
- 눈의 안쪽과 아래 눈시울을 따라 홍기를 더하여 붉은 눈매를 표현함
- 눈동자는 밝은 회색임
- 입술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아랫부분은 붉게 칠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은 먹선을 사용하여 묘사함
- 콧수염과 턱수염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직령을 흰색으로 배채하였음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

각대

- 삽은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삽은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내부의 문양은 황색의 색선으로 묘사함 
- 각대에 그어진 윗부분의 외곽선이 아래에 비해 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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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참의 남학문 (參議 南鶴聞)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조선 1736년(영조12) - ? 

• 본관 의령

• 대표관직(경력) 승지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망건이 드러나 보임
-   사모와는 달리 사모의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
아레 무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주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의 각 부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표현함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르 나타냄 
- 윗 눈꺼풀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눈의 입체감을 표현함
- 오른쪽 콧망울에 먹선이 그어져 있음
- 인중을 어둡게 선염한 뒤 그 주변을 밝게 나타내어 입체감을 표현함
- 입술선을 따라 어두운 색선을 그어 강조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귀밑머리, 콧수염 및 턱수염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

각대
- 삽은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주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삽은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색선으로 내부의 문양을 묘사함

■ 6-1 참의 안성빈 (參議 安聖彬)

• 이칭별칭 자 질보(質父) 

• 시대 조선 1732년(영조8) - ?

• 본관 순흥(順興,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

• 대표관직(경력) 홍문관수찬, 함평현감, 승지, 대사간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주황색의 색선으로 원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눈머리와 눈꼬리에 홍기를 더하여 눈매를 표현
- 눈동자는 회갈색임
- 얼굴의 양 볼과 코끝은 붉은색으로 색선을 그어 강조함
- 담묵으로 콧구멍을 나타냄
- 인중을 어둡게 선염한 뒤 그 주변을 밝게 나타내어 입체감을 표현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귀밑머리, 콧수염 및 턱수염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의 색선을 그어 주름의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각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주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각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색선으로 내부의 결을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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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참판 오재소 (參判 吳載紹)

• 이칭별칭 자 극경(克卿) 호 석천(石泉) 시호 정헌(定獻)

• 시대 조선 1729년(영조5) - 1811(순조11)

• 본관 해주(海州)

• 대표관직(경력) 대사간, 대사헌,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등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아레 무
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의 왼쪽이 검게 변색된 것으로 보아 연백의 사용으로 인한 산화로 추정됨
- 눈썹의 형태는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나 숱이 없어 성글어 보임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홍색의 색선으르 나타냄 
- 눈의 안쪽과 아래 눈시울을 따라 홍기를 더하여 붉은 눈매를 표현함
- 양 볼과 코에 색점으로 곰보자국이 그려져 있음
- 입술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아랫부분은 붉게 칠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 얼굴 윤곽선을 흰색안료로 수정한 흔적이 보임

수염 - 귀밑머리, 콧수염 및 턱수염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그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직령에서 보이는 주름선의 끝 획이 이어져 있지 않으며 농담이 일치하지 않음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

각대
- 삽은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삽은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색선으로 내부의 결을 묘사함

■ 7-2 참의 이진규 (參議 李晉圭)

• 이칭별칭 자 자경(子敬)

• 시대 조선 1727년(영조3) - ?

• 본관 전주(全州)

• 대표관직(경력) 이조참의, 승지, 형조참의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사모의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
아레 무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의 각 부분에 따라 필선의 굵기와 농담을 달리하여 그림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흑색의 눈동자
- 코와 그 주변에 색점으로 곰보자국이 그려져 있음
- 눈썹, 귀밑머리 및 수염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나타냄
- 입술은 담홍색으로 채색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 귀밑머리는 먹선과 흰선으로 묘사함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한 뒤 가장자리부분만 앞에서 채색함
- 직령에서 보이는 주름선의 끝 획이 이어져 있지 않으며 농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필한 것으로 추정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나 붓자국이 많이 드러남

각대
- 각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각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색선으로 내부의 결을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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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서윤 정인환 (庶尹 鄭麟煥)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미상

• 대표관직(경력) 평양서윤(1780)

• 성격 미상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흑갈색의 눈동자
-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피부색에 비해 어두운 색으로 선염이 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색이 탁해 보임
- 관자놀이와 턱에 큰 점이 있음
- 콧구멍이 담묵으로 그려짐
- 눈 머리는 홍기를 주고 눈 꼬리는 담묵으로 칠하여 눈매를 표현함
- 인중을 어둡게 선염한 뒤 그 주변을 밝게 나타내어 입체감을 표현함
- 입술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아랫부분은 붉게 칠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수염은 먹선으로 묘사함
- 수염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표현함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청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각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각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색선으로 내부의 결을 묘사함

■ 8-1 참의 홍륜 (參議 洪錀)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미상

• 대표관직(경력) 참의

• 성격 미상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와는 달리 사모의 양 각은 옅은 담묵으로 채색하여 비단실로 짠 특유의 재질을 나타내었고 농묵을 사용하여 모
아레 무늬를 표현함
- 사모의 쇠고리는 주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황갈색의 눈동자
- 콧구멍을 담묵으로 나타냄
- 화첩에 실린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였을 때 피부의 주름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음
- 양 볼에 홍조기가 보임
- 얼굴의 각 부분에 따라 필선과 농담을 달리 표현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 눈썹, 귀밑머리 및 수염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나타냄

수염 - 귀밑머리와 수염은 먹선과 흰선으로 묘사함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짙은 홍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삽은대의 걸이쇠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내부에 그려진 문양은 갈색의 색선으로 묘사함
- 삽은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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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성명미상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미상

• 대표관직(경력) 미상

• 성격 미상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눈동자의 외곽선과 동공은 농묵의 선으로 그린 뒤 홍채는 다갈색으로 칠함
- 아래 눈시울에 붉은기가 보임
- 얼굴의 색이 붉으며 움푹 들어간 곳은 흑갈색으로 선염하여 안면의 높낮이를 나타냄
- 콧등과 양볼에서 턱 아래까지 색점으로 곰보자국이 그려져 있음
- 윗입술이 외곽선이 콧수염에 거려 뚜렷하지 않으며 아랫입술이 붉게 채색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귀밑머리와 수염은 먹선과 흰선으로 묘사함
- 수염아래에 담묵으로 선염기를 더하여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음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주름선은 농묵의 선으로 그리고 주름선을 따라 짙은 청록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각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주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각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함
-   걸이쇠 내부의 장식에서 무늬가 시작되는 곳은 진한 갈색으로 칠하고 무늬가 넓어질수록 황색으로 농담을 주어 내부
의 결을 묘사함

■ 9-1 군수 구윤빈 (郡守 具允斌)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능성(綾城)

• 대표관직(경력) 장악원 첨정(掌樂院 僉正)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눈동자는 고동색
- 얼굴색이 희고 생기가 없으며 눈 주변에 붉은기가 보임
- 주름의 굵기에 따라 필선의 굵기와 농담이 달리 표현되었으며 주름선을 따라 흑갈색으로 선염을 하여 골격을 나타냄
- 흑갈색의 담채로 콧구멍을 나타냄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턱수염과 귀밑머리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표현하였고 짧은 수염은 굵게 긴 수염은 가느다랗게 선묘함

직령
- 직령 가운데에 도식적으로 보이는 주름선이 그려짐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단령의 윤곽선은 농묵의 먹선으로 그렸으며 주름선을 따라 짙은 청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함

각대
- 각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주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각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색선으로 내부의 결을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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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참판 이의강 (參判 李義綱)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조선 1742년(영조19) - ?

• 본관 전주(全州)

• 대표관직(경력) 대사간, 형조참의, 전라도관찰사

• 성격 문신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은 밝은 살색이며 주름의 묘사가 없음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눈동자는 고동색이며 눈 머리에 붉은색으로 점막을 표현함
- 단령과 피부, 입술의 외곽선은 채색된 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선을 사용함
- 입술의 외곽선을 붉고 선명하게 그었으며 입술 바로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을 도드라짐을 표현함
- 인중을 어두운 색으로 칠하고 그 주위는 밝게 하여 도드라짐을 표현함

수염
- 수염은 먹선과 색선을 사용하고  얇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어 부드러운 수염을 나타냄
- 수염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더해줌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노란빛이 많이 도는 녹색으로 단령을 입고 있으며 옷의 주름선은 농묵의 먹선으로 나타냄

각대
- 삽은대의 걸이쇠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였고 내부에 그려진 문양은 갈색의 색선으로 묘사함
- 삽은대의 허리띠는 청색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황색의 색선을 그어 금줄을 표현함 

■ 10-1 성명미상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미상

• 대표관직(경력) 미상

• 성격 미상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이 탁하고 어두우며 아래 눈시울에 붉은 기운이 있음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눈동자의 테두리와 동공은 먹으로 그리고 홍채는 회갈색으로 칠함
- 관자놀이에 큰 점이 있음
- 얼굴의 각 부위에 따라 선의 굵기와 농담을 달리하여 그림
- 콧구멍을 담묵으로 그리고 인중은 어둡게 선염한 뒤 그 주변을 밝게 나타내어 입체감을 표현함
- 아랫입술 아래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술의 도드라짐을 표현함
- 입술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아랫부분은 붉게 칠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수염

-   귀밑머리와 수염은 먹선과 흰선으로 묘사하였으며 검은 수염 사이에 흰색수염을 한 가닥 씩 그려서 도식적인 느낌이 
있음

- 눈썹과 수염, 귀밑머리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나타냄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의 주름선은 농묵의 선으로 그리고 주름선을 따라 짙은 청록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함
- 단령에 채색된 녹색이 고루 칠해져 있지 않으며 얼룩이 보임

각대

- 각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고 허리띠에 주황색 선을 그어 금줄을 나타냄
- 각대 걸이쇠를 그은 먹선이 위 아래가 다르게 그려짐
-   걸이쇠 내부의 장식에서 무늬가 시작되는 곳은 진한 갈색으로 칠하고 무늬가 넓어질수록 황색으로 농담을 주어 내부
의 결을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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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성명미상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미상

• 대표관직(경력) 미상

• 성격 미상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복건

- 복건과 복건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복건 아래로 보이는 망건의 짜임을 얇은 먹선으로 빗금을 그어 묘사함
- 복건과 안면의 외곽선이 맞닿는 부분의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게 표현됨

얼굴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냈으며 아래  눈시울에서 붉은기가 보임
- 눈두덩이에 ‘x’로 선을 그어 잔주름을 표현하였음
- 얼굴의 각 부위에 따라 선의 굵기와 농담을 달리하여 표현함
- 담묵으로 콧구멍을 표현하였으며 턱에 색점으로 곰보자국이 보임
- 관자놀이와 귀에서 변색된 부분이 보이며 이는 연백의 사용으로 인한 산화로 추정됨
-   입술의 경계선을 중심으로하여 위아래를 농담을 달리하여 표현했으니 외곽선이 진하고 뚜렷하게 그려졌으므로 평면
적으로 보임

수염
- 오른쪽 콧수염 끝에 기존의 필선과 구분되는 먹선이 그어져 있음
- 수염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더하고 먹선과 흰선으로 수염을 표현함 

직령
- 직령에서 보이는 주름선의 끝 획이 이어져 있지 않으며 농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필한 것으로 추정됨
- 직령과 심의는 같은 계통의 백색이나 색의 차이를 보임 

학창의 - 학창의의 옷 주름을 따라 담묵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함

■ 11-1 성명미상

• 이칭별칭 미상

• 시대 미상

• 본관 미상

• 대표관직(경력) 미상

• 성격 미상

육안관찰에 의한 표현기법 기록

사모
- 사모와 사모 내부의 먹선, 망건의 흑색이 각기 다른 빛깔과 질감의 차이를 보임
- 사모의 쇠고리는 황색의 색선으로 짧게 두 줄을 그어 나타냄

얼굴

- 얼굴은 붉고 탁하며 콧등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색점으로 곰보자국을 표현함
- 윗 눈꺼풀을 농묵의 먹선으로, 아래 눈꺼풀은 갈색의 색선으로 나타냄 
- 먹선으로 눈동자의 외곽선과 동공을 그리고 홍채는 갈색으로 나타냄
- 각 부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그림
- 왼쪽 눈은 오른쪽 눈과는 다르게 외꺼풀이며 위의 눈꺼풀 아래에 담묵으로 음영을 더해줌
- 입술의 외곽선을 선명하게 그렸으며 입술의 경계선을 아래로하여 붉게 농담을 주어 표현함

수염
- 눈썹과 수염, 귀밑머리 아래에 담묵으로 선염하여 풍성함을 나타내었으며 흰 선과 먹선을 사용하여 그려냄
- 오른쪽 콧수염이 풍성하지 않고 선묘가 덜 되어 있음

직령 - 직령은 흰색으로 배채함

단령
- 단령이 색이 옅으며 군데 군데 얼룩이 보임
- 옷주름은 농묵의 먹선으로 그리고 그 선을 따라 짙은 청록색으로 선염하여 입체감을 나타냄

각대

- 각대 걸이쇠는 테를 흰색으로 칠하여 은테를 표현하고 허리띠에 주황색 선을 그어 금줄을 나타냄
- 각대 걸이쇠를 그은 먹선이 위 아래가 다르게 그려짐
-   걸이쇠 내부의 장식에서 무늬가 시작되는 곳은 진한 갈색으로 칠하고 무늬가 넓어질수록 황색으로 농담을 주어 내부
의 결을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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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이사항	기록

유물의	표현에	있어서의	특이사항을	그룹별로	정리하고	기록한다.	직령	및	수염,	어깨선	등	에서	가필	

한	흔적,	백색안료를	덧칠하여	수정한	흔적,	먹에	의한	얼룩	흔적,	상초	시	잘못	그려진	초	흔적	및	윤곽선	

밖으로	채색된	것	등의	특이사항을	세세히	기록하였으며,	모사시	재현여부에	관해서는	자문회의를	통하

여	결정하였다.

구 분 사 진 비고

가필

흔적

직령

1-1 성명미상
2-1   판서 
원융 이경무

4-1 참판 송순명
4-2 판서 민태혁
7-1 참판 오재소
7-1 참의 이진규

1-2 판서 구익 11-2 성명미상

수염

6-2 참의 남학문 11-2 성명미상

백색

안료

덧칠

·

수정

흔적

얼굴 3-2 참판 심이지

3-1 판서 윤사국 7-1 참판 오재소

단령

4-2 판서 민태혁 5-1 참판 임희교

구 분 사 진 비고

먹

얼룩

얼굴

·

사모

1-2 판서 구익
4-2 판서 민태혁
6-1 참의 안성빈
6-1 참의 남학문
10-2 참판 이의강
11-1 성명미상
11-2 성명미상

7-1 참판 오재소 8-2 서윤 정인환

단령 3-2 참판 심이지

2-1 판서 원융 이경무 6-1 참의 안성빈

초

흔적

11-2 성명미상

윤곽선 밖
채색

5-1 판서 홍명호
6-2 참의 남학문

외 모두 해당

9-1 군수 구윤빈 11-2 성명미상

먹선

1-1 판서 성명미상
2-1   판서 
원융 이경무

3-2 참판 심이지
4-1 참판 송순명

6-1 참의 안성빈 10-1 성명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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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진신화상첩≫에	채색된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추정안료

1 연황색 직물바탕 Ca, Fe, Br 채색 無

2 백색 눈동자(흰자위) Pb 연백

3 백색 직령 Pb 연백

4 백색 사모 위 선 Pb 연백

5 백색 학창의 Pb 연백

6 흑색 사모 Ca, Fe, Br 먹

7 옅은 흑색 사모 날개 Ca, Fe, Br 먹

8 육색 얼굴(이마, 볼) Pb 적색 유기안료/연백배채

9 적색 입술 Pb 적색 유기안료/연백배채

10 주황색 각대장식 선 As 석자황

11 주황색 사모 쇠고리 As 석자황

12 분홍색 단령 선 Pb 분홍색 유기안료/연백배채

13 황색 각대 Pb 황색 유기안료/연백배채

14 갈색 눈동자(홍채) Pb 갈색 유기안료/연백배채

15 옅은 갈색 안두 Pb, Fe 갈색 유기안료/연백배채

16 청색 각대 - 청금석

17 옅은 녹색 단령 - 녹색 유기안료

4) 화견분석 및 제직4

≪진신화상첩≫	초상화	22점에	대한	화견을	재현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섬유복원연구소	

심연옥	교수님께	분석과	제직을	의뢰하였다.	디지털현미경(Scalar,	DG-3,	Japan)을	이용하여	화견의	조직

을	관찰하고	분석한	뒤,	각	유물의	화견	조직에	따른	경ㆍ위사의	굵기와	밀도를	고려하여	분류한	것을	토

대로	화견을	제직하였다.

4　1권	‘수리복원’,	p.241	‘5.	진신화상첩	바탕재	조사’	참조

3) 안료분석3

≪진신화상첩≫	초상화	22점	중	21점(낙장	1점	제외)에	대한	작품에	채색된	색상별	안료의	종류를	확

인하고	정보를	얻고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대일·이한형	교수님께	의뢰하여	안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비

파괴	정성분석과	가시분광반사율측정법(FT-IR)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작품에	사용된	채색	안료를	동

정하였다.	

분류 분석 방법

 무기안료 분석
X-선형광분석기(F-EDXRF: SII,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Field-XSEA 
200, Japan)를 이용하며, X-raytube 전압 50kV, X-ray 조사   직경 2mm, 측정환경 대기, 측
정시간 60sec의 조건으로 비파괴 원소 정성   분석을 수행한다. 

유기안료 분석 가시분광반사율측정법(FT-IR)을 이용한다. 

현미경 관찰
디지털현미경(IMS-M-345, Korea/ Scalar, DG-3, Japan)를 이용하여 60배, 100배, 300배
의 배율로 확대 관찰하며, 이를 통해 안료의 입자성과 혼   합 상태, 채색순서 등 을 확인한다.

3　1권	‘수리복원’,	p.226	‘4.	진신화상첩	안료	분석’	참조

X-선형광분석기(XRF) 측정가시분광반사율측정기(FT-IR) 측정

X-선형광분석기(XRF) 측정

디지털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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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견	조사ㆍ분석	결과

유물의	경ㆍ위사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견사의	굵기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알아보았다<표	2>.	견사	

샘플은	21중,	28중,	42중,	60중,	110중,	140중,	180중이	사용되었고,	경사를	중심으로	가장	가는	실과	가장	굵

은	실을	제외한	일반적인	실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경사는	총	3가지(28중,	42중,	60중)로	나뉘며,	위

사는	단사(單絲)와	2올	병사를	사용하여	총	5가지(28중	2올,	42중	2올,	60중,	60중	2올,	110중)로	분류되었다.

표1. 유물별 경ㆍ위사 분류

구분 경사 굵기 경사 밀도(올/cm) 위사 굵기 유물번호 유물 경사방향

1

28중

32
60중

03월 01일 ↕

2 11월 01일 ↕

3 28중 2올 09월 01일 ↕

4
34 28중 2올

09월 02일 ↕

5 11월 02일 ↕

6

42중

28
110중 01월 01일 ↔

7 42중 2올 08월 02일 ↔

8 30 42중 2올 02월 01일 ↕

9 110중 06월 02일 ↔

10

60중

28 60중
04월 01일 ↔

11 07월 02일 ↔

12

30

42중 2올

04월 02일 ↔

13 05월 02일 ↔

14 07월 01일 ↔

15 10월 02일 ↔

16 60중 03월 02일 ↔

17 110중 06월 01일 ↔

18

32

60중 2올 01월 02일 ↔

19

42중 2올

10월 01일 ↔

20 05월 01일 ↔

21 08월 01일 ↔

표2. 유물견과 샘플 견사의 굵기 비교

경사 굵기 비교

28중 42중 60중

11-2 2-1 4-2

(2)	화견	제직

유물	견과	샘플	견사의	현미경	관찰	결과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제직할	견의	밀도와	수량을	

확정	한	뒤	제직에	들어간다.	경사	28중의	경사밀도(올/cm)	32,	34는	28중/	33,	42중의	경사밀도(올/cm)	28,	

30은	42중/	29,	60중의	경사밀도(올/cm)	28,	30,	32는	60중/	30으로	하여	제직하였다.	또한	유물	견중에서	

식서방향이	반대로	사용된	화견에	대해서는	틀의	크기와	재현될	화견의	폭을	고려해서	의뢰하였다.

유물 견과 샘플 견의 비교 견사 샘플 

화견 제직하는 모습

5) 유물조사 및 고증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유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복식과	품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인물에	따른	관직별	분류

품계별 인물분포 품계별 복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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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의參議_총	4명

조선시대	육조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각	1원씩	총	6원이다.	참판參判의	다음으

로	이조참의吏曹參議·호조참의戶曹參議·예조참의禮曹參議·병조참의兵曹參議·형조참의刑曹參議·공조참의工曹參議

가	있었다.

1405년(태종	5)에	각	조에	좌·우참의	2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에	무신

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정원은	1원으

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7

④	서윤庶尹_총	1명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평양부平壤府의	종4품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469년(예종	1)에	한성부의	관

제를	개혁하여	종래의	정4품관이던	소윤少尹을	없애고	종4품관으로	서윤을	두었다.	판윤·좌윤·우윤	등

을	도왔는데,	1887년(고종	24)	관제의	개혁으로	폐지되었다.8

7　[네이버	지식백과]	참의	[參議]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8　[네이버	지식백과]	서윤	[庶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①	판서判書_총	7명(1명	낙장포함)

조선시대	육조(六曹:	吏·戶·禮·兵·刑·工)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고,	정원은	각	1원이다.	육조

의	판서는	의정부의	참찬(參贊:	正二品),	한성부의	판윤(判尹:	正二品),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	

正二品)과	더불어	정경正卿이라	일컬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대신大臣이라	개칭될	때까지	

중추적	관직의	하나로	존속하여	왔다.5

②	참판參判_총	5명		

조선시대	육조에	속해	있던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각	1원씩이다.	판서判書의	다음이어서	아경

亞卿이라고도	한다.	1432년(세종	14)에	설치한	각	조曹의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	勅任官)이라	하였다.6

5　[네이버	지식백과]	판서	[判書]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6　[네이버	지식백과]	참판	[參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1-1 성명미상 2-1 판서 원융 이경무

4-1 판서 민태혁

1-2 판서 구익

3-1 판서 윤사국

2-2 판서 이재학

5-1 판서 홍명호

6-1 참의 안성빈 7-2 참의 이진규6-2 참의 남학문 8-1 참의 홍륜

3-2 참판 심이지 5-1 참판 임희교4-1 참판 송순명 7-1 참판 오재소 10-1 참판 이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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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군수郡守_총	1명	

조선시대	동반(東班:文官)의	종사품從四品	외관직外官職으로	군郡의	행정行政을	맡아보았다.	군수는	일

반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

物·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	

부윤(府尹: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正三品)·목사(牧使: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從三品)·

군수(郡守:從四品)·현령(縣令:從五品)·현감(縣監:從六品)	등은	그	품계品階에	고하高下는	있었으나,	행정상

으로는	상하의	차별	없이	모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으며	이들을	통칭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다.9

⑥	성명미상(관직	알	수	없음)_총	4명

9　[네이버	지식백과]	군수	[郡守]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2)	복식조사

조선시대	시복時服은	관리들이	공무수행	시	착용하며	흉배가	없는	것이	상복常服과	구분된다.	시복은	

상복과	같이	사모,	단령,	각대,	신으로	구성되었다<그림2>.	단령은	옷깃이	둥근데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공

복公服,	상복常服,	시복時服이	단령이었다.	단령은	집무용과	예복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	단령의	

색에	대한	제도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아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단령 색 변화

구분
태조∼

세종28년
세종28년∼
성종 초

성종 초∼
임란 전

선조32년∼
선조34년

선조34년∼
영조33년

영조33년∼
고종21년

집무용

잡색

잡색
홍색

(토홍→심홍)
흑색

홍색

(토홍/심홍)
홍색/녹색

예복용 흑색 흑색 흑색 흑색

영조는	당하관이	착용하는	홍색단령의	제도를	33년(1757)에	홍색에서	녹색으로	개편을	한다.	그	결과	

당상관이	착용하는	집무용	단령은	홍색,	당하관은	녹색을	착용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고종21년(1884)

의	갑신의제개혁에	따라	흑단령으로	변화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진신화상첩≫은	영·정조시대에	활동했던	백관들의	초상을	그려놓은	첩으로,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상관은	홍단령,	당하관은	녹단령을	착용하고	있으며	각각	15명,	6명이고	그	외	학창의

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11-2	성명미상	한	사람이다.

①	사모

문무백관이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로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帽頂部를	이루며,	뒷면에는	각

角을	달고	있다.	양	각角은	당상관과	당하관의	것이	구분되는데,	당상관은	비단을	두	겹으로	하여	모아레

가	생기는	무늬를	넣은	것이	특징이며,	당하관은	비단을	홑겹으로	만들어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8-2 서윤 정인환

9-1 군수 구윤빈

9-2 성명미상 10-1 성명미상 11-1 성명미상 11-2 성명미상

<그림2> 시복의 구조

망건

단령

단령단추

사모

직령

각대

사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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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년(세종	8)	2월	관복제정	때에는	평상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조선	말기까지	가장	

많이	쓰인	관모가	되었다.	시복時服에도	사모를	착용하였고,	공복에	쓰던	복두幞頭도	사모로	대신하게	되었

으며,	고종	때	실시한	복장개혁	때에도	대례복·소례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다.10

번호 구분 사모무늬
사진

진신화상첩 실물

3-1
판서 윤사국

당상관 有

9-1 
군수 구윤빈

당하관 無

②	직령

직령은	깃의	하나로	깃이	곧은데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직령으로	된	겉옷도	직령이라고	한다.	직령을	착

용하고	그	위에	단령을	겹쳐	입었으나	임진왜란을	전후로	직령과	단령을	한	벌로	만든	형태도	나타난다.

번호
사진

진신화상첩 실물

6-2
참의 남학문

③	단령

깃을	둥글게	만든	옷으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계속	공복으로	착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공

복,	상복,	시복時服에	착용하여	관복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품계에	따라	홍,	청,	녹,	조,	토황土

10　[네이버	지식백과]	사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黃,	초록	등으로	구별하였으며,	품계가	없는	사람도	부서에	따른	색의	구별이	있었다.	처음에는	좁은	소매였

다가	16세기	이후부터	넓은	소매로	변하고,	양옆에	주름	달린	무를	달아	잔등에서	봉합하는	형식을	취하였

다용하고	그	위에	단령을	겹쳐	입었으나	임진왜란을	전후로	직령과	단령을	한	벌로	만든	형태도	나타난다.11

번호
사진

진신화상첩 실물

4-1
참판 송순명

④	각대	

문무백관이	관복에	두르던	띠로	신분과	계급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	정2품에	속하는	판서는	띠돈에	문

양을	새긴	삽금대鈒金帶를,	종2품에	속하는	참판은	화각으로	만든	붉은	장식을	붙인	학정금대를	착용하고	

있다.	삽금대는	정2품에게,	소금대는	종2품에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은대는	띠돈에	문양을	새긴	삽은대鈒

銀帶와	문양을	새기지	않은	소은대素銀帶가	있는데,	정3품은	삽은대,	종3품은	소은대를	띠도록	하였다.	흑

각대黑角帶는	3품	이하	관원의	공복과	5품	이하	관원의	조복에	띠었다.12

번호 각대종류 품계 사진

1-2 
판서 구익

삽금대 정 2품

3-2 
참판 심이지

학정금대
종 2품

11　[네이버	지식백과]	단령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12　[네이버	지식백과]	각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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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창의와	복건

학창의는	덕망	높은	학자가	연거복燕居服으로	입었던	것으로,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진	웃옷이다.	

도포와	두루마기의	중간	형태로	조선중기부터	개화기까지	착용되었다.	학창의는	목둘레에서부터	앞단·도

련·소매	끝에	5~6cm	정도의	검정색	선을	둘렀다.	학창의는	여름에는	저마苧麻나	면,	춘추에는	본견本絹,	

겨울에는	명주,	비단	등으로	만들었다.	보통	세조대細穡帶를	띠고,	보통	복건과	함께	착용하였다.13

번호
사진

진신화상첩 실물

11-2
성명미상

복건 학창의(사진출처: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 색 및 표현기법 실험

1) 사모 및 복건

	(1)	안료	및	색	선정

≪진신화상첩≫	21점(낙장	2-2	판서	이재학	제외)의	사모와	복건,	사모	각(角)과	망건은	육안관찰	결과	

흑색안료인	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안료분석	결과에서	동일하게	먹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먹의	사용에	있어서	사모와	복건	그리고	사모각과	망건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표현이	관찰되었다.	사모

의	구조를	표현한	먹선(이하,	먹선A로	표기)과	채색부분은	현저히	다른	표현양식이	관찰되었다.	사모는	텁

텁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채색되어	광택표현이	없었던	반면,	먹선A는	가벼운	느낌의	선으로	광택이	있게	

표현되어	망건과	같은	표현양식을	띄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같은	재료인	먹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표현양식

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성질이	다른	먹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육안관찰을	토대로	사모,	망건,	복건,	사모	각에	사용된	안료의	선정을	위해	흑색안료	색	샘플링

을	진행하였다.	

(송연분/	수비송연분/	송연묵/	유연묵/	아이보리	블랙/	채종분/	흑연/	중유분)

13　[네이버	지식백과]	학창의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먹의 종류에 따른 발색실험

결과)

■	사모	및	복건	송연분

				:			광택과	윤기가	없고	매트한	질감표현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가루	형태의	흑색안료를	사용하여	

사모의	묵직한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색	샘플링	결과	송연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

었다.

■	사모각	송연묵

				:			은은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먹색을	띄고	있으며,	사모	각의	모아레를	표현한	먹선은	색	샘플링	결

과	송연묵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망건	송연분+송연묵

				:			윤기와	광택이	있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아교의	양이	많이	함유된	먹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신화상첩≫에	표현된	망건	표현은	바탕재인	화견의	비단	조직	안에	먹이	모두	채워져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송연묵만으로는	화견의	성근	조직을	채우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화견의	조직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송연묵으로	채색층을	올리면	올릴수록	비단의	성근	조직은	어느	정도	메워

지나	유물보다	광택의	정도가	심하고	사모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보여	유물과	상이한	표현이	되었다.	

망건의	비단	조직	사이를	안료만으로	꼼꼼히	채울	수	있으면서도	광택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분紛

으로	화견	조직을	메운	후,	송면묵으로	채색을	해	본	결과	유물과	가장	근접한	표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망건은	송연분과	송연먹이	같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	먹선A	(송연묵+연백)

				:			안료분석	결과,	먹선A에서	먹과	연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먹선A는	망건에서	보이

는	광택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광택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연묵이	사용되었음을	추

측할	수	있었으며	색	샘플링	결과	송연묵과	연백을	혼색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백과	송연묵을	혼색해서	사용한	이유	및	방법에	대해서는	「(2)-②	표현기법_사모」부분에서	자세

히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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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기법

①	사모각	

사모의	실물을	보면	각角은	모체와는	다른	투명한	비단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림의	표현에	

있어서도	사모	각에	먹으로	배채를	함으로써	비단의	투명함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ⅰ)	송연분으로	사모각을	배채한다.

ⅱ)	송연분으로	사모각을	전채한다.

사모 각 표현기법 실험

라이트

투과사진

사모 각 표현기법실험

배채 전채

결과)	:			사모	각은	전채를	했을	경우	채색층이	두껍게	표현되어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모각의	얇

고	투명한	비단	느낌과	상이하게	표현되었다.	반면,	배채를	한	경우	사모각의	얇고	투명한	비단	

표현과	함께	은은한	푸른빛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라이트	투과사진에서도	사모부분과	사모각의	

접점부분에서	채색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모	각을	배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모아레	표현은	육안관찰을	통해	화견의	앞	부분에서	선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

기법	실험	결과,	사모	각을	배채	한	후에	송연묵을	사용하여	선묘	한	것이	가장	유사하였다.

②	사모	및	먹선A

사모의	모체는	먹선(이하,	먹선A라	표기)을	그어서	모체의	높고	낮은	구조를		표현하였는데,	먹선A와	

사모에	사용된	먹은	광택	정도와	질감이	상이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안료분석	결과	먹선A에	소

량의	연백이	검출되었다.	먹을	안료로	사용하여	광택이	있게	표현된	부분은	먹선A,	망건,	사모각의	모아레	

부분이	있는데	특히	먹선A의	표현은	다른	부분에	비해	광택의	정도가	낮고	매트하면서도	차분하게	표현

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흑색안료(먹)의	광택과	질감표현에	있어	연백의	사용이	어떤	관계성을	띄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ⅰ)			제형이	다른	흑색안료(먹)를	사용하여	사모는	가루제형의	송연을,	먹선A는	송연묵으로	채색하였다.	

고체형태의	먹과	가루	형태인	먹은	먹에	들어간	아교의	농도에	따라	발색정도와	광택이	다름으로	이

를	비교	분석해보았다(가-나).

ⅱ)			사모에는	ⅰ)에	사용된	송연분을	사용하되,	먹선A에는	송연묵에	소량의	연백을	섞어	사모를	표현하

여	ⅱ)의	표현과의	상이점을	분석해	보았다(다-라).		

먹선A 표현기법 실험

가) 송연분 채색 후 유연먹 선묘
나) 송연분 채색 후 송연묵 선묘

다) 송연분 채색→ 연백선묘 후 송연분
라) 송연분 채색→ 혼색(연백+먹)으로 선묘 후 송연분 선묘

결과)	:			표현기법	ⅰ)실험	결과	유연묵은	번들거림이	심하여	채색된	부분과	조화롭지	못하므로	그에	비해	

번들거림이	덜한	송연묵을	사용하는	것이	유물과	먹선A의	표현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ⅰ)와ⅱ)의	표현된	먹선A의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채색하는	과정에서	연백의	사용

이	먹선A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점을	발견	하였다.	표현기법	실

험	중	사모의	채색이	진행됨에	있어서	가루형태인	분紛은	피복력이	강한	성질로	인해	먹선A의	

선이	덮여	사모를	채색	할	때마다	먹선A를	반복적으로	그어주어야	하는	작업의	번거로움이	있

었다.	그러나	사모를	채색하기	전에	먹선A에	송연묵과	미량의	연백을	섞어	그어주게	되면(다),	채

색이	진행되어도	먹선이	덮이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였으며,	사모의	면과	먹선A의	선의	질감이	

다르게	표현되어	유물과	근접한	표현이	가능했다.	안료분석	결과	먹선A에서	납(Pb)이	검출된	

사실을	바탕으로	먹선A에	연백으로	선을	긋고	송연분으로	사모를	채색한	뒤,	송연묵으로	먹선

가

먹선A

다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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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따라	선을	그어	마무리를	하는	과정도	추측	해	볼	수	있다(다).	그러나	(다)의	경우	밀도가	

높은	연백의	성질로	인해	먹선A의	채색층이	두껍게	표현되어	유물과는	상이한	표현이	되었다.	

(다)의	경우는	먹선A의	채색층이	두껍게	표현되어	유물에서	보이는	표현기법과	다소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작품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연백과	송연묵의	혼색이	제작방법에	있

어서	편이성이	있는	동시에	표현효과도	극대화	시켜줌으로써	(다)의	방법으로	먹선A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얼굴

(1)	안료	및	색	선정

얼굴 색 선정을 위한 발색실험

얼굴 색 샘플링 모습 얼굴색 그룹별 색 샘플링

≪진신화상첩≫	21점의	초상은	크게	얼굴색이	3가지로	분류된다.	황색빛이	도는	얼굴색을	기준으로(이

하,B라고	지칭)	B보다	흰색	빛이	도는	밝은톤의	얼굴색(이하,A라	지칭),	그리고	B보다	붉은기가	도는	얼굴

색(이하,C라고	지칭)의	3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	안에서	세분화하여	얼굴	색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결과)	:			육안관찰	및	현미경조사	결과,	얼굴색의	베이스는	흰색과	황색,	붉은색을	섞은	육색으로	추정

하였으며	안료분석	결과	얼굴	부분에	납과	산화철이	검출되었다.	또한	납과	산화철을	혼색하여	

비단의	앞면이	아닌	뒷면에서	채색	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연백과	토성안

료를	혼색하여	화견	뒷면에	배채하여	화견	앞에서	보이는	색과	유물의	얼굴색을	대조해가며	얼

굴색을	만들어	나갔다.	초상화	얼굴의	채색과정에	연백과	토성안료의	혼색을	사용한	이유에	대

해서는	「3.2.2-2	표현기법」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2)	표현기법

공신	초상의	얼굴색	표현은	연백으로	배채	후	화견의	앞면에서	토성안료로	채색하여	얼굴을	표현한다.	

그러나	단독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공신초상과는	달리,	≪진신화상첩≫과	같이	많은	작품을	그려야	하는	

첩의	제작환경을	생각했을	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다음

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ⅰ)			연백과	토성안료를	혼합하여	배채한	뒤,	배채	때	쓴	혼색안료로	앞에서	얼굴	전체를	채색한	후	바림

하였다.

ⅱ)			연백과	토성안료를	혼합하여	배채한	뒤,	토성안료로	육색을	만들어	앞에서	얼굴	전체를	채색한	후	

바림하였다.	

ⅲ)	연백과	토성안료를	혼합하여	배채한	뒤,	앞에서	안면의	음영을	바림하였다.

얼굴 표현기법 실험

ⅰ) ⅱ) ⅲ)

현미경 촬영 사진(×100) 라이트 투과 사진

결과)	:			ⅰ)의	결과,	유물의	얼굴표현과는	달리	뽀얗고	고운	피부가	표현되었다.	앞에서	육색을	다시	채

색함으로써	피부톤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혼색에	포함된	연백의	영향으로	피부표현

이	두꺼워져	원본과	인상이	달라보였으며	중년이상의	연령층이	가진	노화된	피부표현에는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ⅱ)는	토성안료를	전채하여	얼굴톤을	조정함으로	붉은	얼굴톤의	미묘

한	표현이	가능함과	동시에	ⅱ),	ⅲ)의	실험	모두	맑은	채도가	유지되어	투명하고	얇은	피부표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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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했다.	또한	라이트	투과사진촬영에서	알	수	있듯이	원본은	육색으로	얇게	배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의	각	인물표현은	ⅲ)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되어있기도	하지만	ⅱ)와	같은	

표현도	되어있는데,	이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혼색으로	배채해야	하는	작업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수염

(1)	표현기법

수염은	담묵으로	수염의	형을	튼	후에	마무리	과정에서	담묵으로	그린	수염의	선	위	또는	바로	옆에	

농묵으로	수염을	그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흰	수염이	나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농먹으로	수염을	표

현한	후	마지막에	연백으로	흰	수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수염	표현기법	실험에서도	같은	공정으로	

샘플을	제작하였으나,	모사제작이라는	작업적	특성상	원본과	동일한	수염의	형태를	그려내야	하므로	수

염의	가볍고	하늘거리는	느낌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ⅰ)			원본에	충실하게	수염의	형을	옮긴다.	한지에	뜬	초본를	바탕으로	화견에	담묵으로	수염을	그린	후	

이를	따라서	농묵으로	수염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흰수염은	연백으로	표현한다.	

ⅱ)			화견에	수염의	큰	형태만	담묵으로	그려	넣은	뒤,	유물과	사진을	참고하며	수염의	얇고	가벼운	느낌

을	임사한다.	원본의	인상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수염의	큰	형태만	먹선으로	옮긴	뒤	수염의	필선

과	분위기를	중심으로	먹선을	그려	넣는다.		

수염 표현기법 실험

ⅰ) ⅱ) 

결과)	:			ⅱ)의	방법으로	수염을	표현한	것이	원본과	유사한	수염표현이	가능하였다.	ⅰ)	의	경우	수염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본과	동일하나	그려진	먹선	위에	다시	농묵으로	그려	넣는	모사공정상	딱딱

하고	부자연스러운	선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2차	자문회의	안건으로서	논의한	결과,	수

염은	인물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형태보다는	수염의	분위기와	느낌이	우

선시	되어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본	모사사업에	있어서	ⅱ)의	방법으로	수염을	표현하였으

나,	수염표현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선의	느낌을	숙지한	뒤,	최대한	원본의	수염형태와	가깝게	표

현하도록	노력하였다.

4) 단령

(1)	홍단령

①	안료	및	색	선정

안료분석	결과,	홍단령에는	연백과	합께	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성분으로	구성된	적색	유기안료가	사

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안료의	경우	원소의	검출이	어려움으로,	회화	작품에서	주로	쓰이는	적색	유기

안료들을	중심으로	색	샘플링을	진행하여	안료를	추정하였다.	추정	가능한	유기안료로는	홍화와	연지를	

들	수	있다.	보다	유물에	근접한	적색	유기안료	선정을	위해	복식사	자료를	검토해	보았다.	

결과)	:			출토된	당시의	발굴	유물인	홍단령의	색	단국대학교	석주기념박물관,	「분홍단령의	비밀」,	민속

원과	유물의	홍단령	색을	비교	검토한	결과,	둘	다	선홍빛을	감도는	밝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색	샘플링	결과	보랏빛이	도는	홍화보다	분홍빛을	띠는	연지가	유물의	홍단령	색과	가장	유사

한	색을	띄고	있었으므로	연지를	적색	유기안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안료화되어	시판되는	연지

보다	솜연지	랙충의	체내	색소	및	분비물의	추출액을	솜에	착색시켜	건조시킨	것의	색이	더	근

접하였다.	

적색 유기안료 색 선정을 위한 발색실험

적색 유기안료 색 샘플링 모습
홍화        연지     - A : 안료회되어 시판되는 연지 

 - B : 솜연지

②	표현기법

육안관찰과	현미경관찰을	통해	홍단령의	화견	조직사이로	분홍빛의	배채된	흔적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는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배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홍단령	부분의	배접지를	일부	제거했을	때에

도,	화견의	뒷면에서	핑크빛의	안료로	배채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되

는	기법실험을	진행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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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배채	한	뒤,	화견의	앞면에서도	배채	때	쓴	혼색안료로	단령을	전채하고	연

지로	주름을	바림하였다.	

ⅱ)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배채	한	뒤,	화견의	앞면에서	연지로	주름을	바림하였다.

ⅲ)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배채	한	뒤,	화견의	앞면에서	연지로	단령을	전채한	뒤	단령주름을	바림하였다.

현미경 촬영 사진(×200) 배접지 일부 제거 사진

결과)	:			ⅰ,ⅱ)의	실험결과,	표면적으로	보이는	색의	발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백의	경

우	다른	흰색	안료에	비해	투명도가	있으나,	은폐력이	강한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ⅰ)의	실험은	

단령이	투박하고	무겁게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미경	사진에서도	화견의	앞면에	전채된	흔

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ⅱ)은	단령의	맑고	가벼운	느낌과	투명함을	재현하는	데에	있어서	연

구	작품과	가장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ⅲ)의	실험은	ⅱ)처럼	단령의	맑고	가벼운	느낌의	재현이	

가능하나,	현미경관찰과	육안관찰	결과	단령의	주름을	표현한	부분만	붉은색으로	화견이	염색

되어	있었다.

홍단령 표현기법 실험

ⅰ) ⅱ) ⅲ)

따라서,	홍단령은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배채를	한	뒤,	화견의	앞면에서	단령의	주름을	연지로	바림

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녹단령

①	안료	및	색	선정

XRF를	통한	안료분석	결과	안료의	검출이	어려웠다.	또한	육안관찰	결과	단령의	표면에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색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쪽과 등황에 의한 녹색 유기안료 색 선정을 위한 발색실험

등황과 쪽의 비율에 따른 발색실험 쪽의 종류에 따른 발색실험

결과)	:			녹단령의	유기안료는	등황과	쪽의	혼색으로	채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황을	먼저	칠한	후

에	쪽을	중첩해서	채색하게	되면	등황의	수지	때문에	쪽이	화견에	선염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유물의	단령색보다	색톤이	칙칙하게	표현되었다.	반면	쪽을	먼저	칠한	뒤	등황으로	채색을	하게	

되면	유물처럼	차분한	색의	표현이	어려웠고	중첩을	통해	색을	표현해야	함으로	색조절의	어려

움과	함께	얼룩이	남기	쉬워,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표현된	유물의	단령	표현과	거리가	멀었다.		

쪽과	등황을	혼색하여	채색을	하게	되면	얼룩이지지	않고	색	조절이	쉬울	뿐	아니라	유물과		

같이	차분한	녹색재현이	가능했다.	유물의	녹단령은	노란빛이	감도는	녹색과	푸른빛이	감도는	

2가지의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등황과	쪽의	비율을	달리하여	혼색해	색을	맞췄다.	유기안

료의	혼색에	의한	녹색표현은	충첩을	통한	표현과는	다르게	색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용이하였

으며,	세심한	얼굴	표현과는	상반된,	다소	거칠게	표현된	단령표현에	있어서는	작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녹단령에	사용된	유기안료는	색	테스

트를	통해	쪽과	등황의	혼색으로	채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표현기법

단령의	육안관찰	결과	배채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녹단령의	배접지를	일부	제거했을	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ⅰ)	등황과	쪽을	혼색하여	전채	한	뒤,	앞에서	쪽으로	단령의	주름을	바림하였다.

	ⅱ)	등황과	쪽을	혼색하여	전채	한	뒤,	앞에서도	등황과	쪽의	혼색으로	단령의	주름을	바림하였다.			

봉채             청대           수간안료    염료(방광당)  염료(가일)  

쪽+등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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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단령 표현기법 실험

배접지 일부 제거 사진 노란빛의 녹색단령 푸른빛의 녹색단령

결과)	:			실험결과,	ⅰ)의	표현이	유물의	표현기법과	유사하였다.	유물의	단령	주름은	녹색	빛	보다는	남

색	빛을	띠며	명확한	명암으로	표현함으로	단령의	주름표현이	더욱	명료해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ⅱ)로	실험을	했을	경우	녹단령의	베이스	색이	되는	녹색과	유사한	톤이므로	어색함	없

이	표현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색	톤이	비슷하여	평면적으로	단령이	표현되어	유물에	표현되어	

있는	녹단령의	표현과는	상이한	표현이	되었다.	따라서,	녹단령은	등황과	쪽을	혼색하여	전채	

한	뒤,	쪽으로	단령의	주름을	바림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학창의  

(1)	안료	및	색	선정	

학창의의	경우	육안관찰로	인해	백색	안료가	사용된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같은	백색이라	할지라도	

직령과	학창의에	채색된	백색의	채도가	다르게	표현된	것을	육안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변화	현상으로	인한	색의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연백으로	채색된	직령과는	다른	양상이	관찰됨으

로	연백만으로	학창의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학창의 및 직령 백색안료 색 비교 라이트 투과 촬영 사진

학창의 표현기법 실험

                      연백                                         연백+대자                                  연백+황토                               연백+육색+등황

육안관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령은	화이트톤의	백색	빛을	띠는	반면	학창의는	직령에	비해	미색을	띄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트	투과	촬영사진에서도	직령과	학창의의	경계선에	안료층의	중첩으로	인한	

붓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백으로	직령을	채색함에	있어서	학창의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채색하지	않고	나눠서	채색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안료분석	결과	주요검출	원소인	납(PB)이외에	미량의	철

(Fe)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토대로	학창의의	채색에	있어서	연백에	토성안료의	혼색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색	샘플을	진행하였다,		

결과)	:			연백에	토성안료를	혼색한	실험	중에	연백과	황토의	혼색이	유물의	색과	가장	근접하였다.	대

자는	황토에	비해	붉은	빛을	띠며,	연백에	11-2	성명미상에	사용된	육색	및	등황의	혼색은	육

색의	붉은기로	인해	연백과	대자의	혼색보다는	그	정도가	덜했으나	여전히	붉은	빛이	감돌아	

유물의	색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학창의는	연백과	황토의	혼색으로	

채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표현기법

육안관찰과	현미경관찰	및	색	샘플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학창의 표현기법 실험

현미경 촬영 사진 학창의 주름 바림표 실험결과에 따른 채색실험

결과)	:			현미경	관찰과	색	테스트를	통해	학창의에는	연백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연백에	토성안료인	대

자	및	황토의	혼색으로	배채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창의	주름표현은	먹에	소량의	대자

를	섞어	바림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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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대 

(1)	안료	및	색	선정

①	청색	

안료분석	결과	각대에	사용된	청색계열은	백군색으로	미량의	칼슘(Ca),	철(Fe),	브롬(Br),	납(Pb)이	검출

되었다.	청색은	입자성을	가지는	안료이나,	XRF의	분석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경원소로	이루어진	청금석

(Lapis	Lazuli,	3Na2·3Al2O3·6SiO2·2Na2S)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안료분석	결과가	있었다.	청금석

으로	색	테스트를	해본결과	유물의	색과	다소	거리가	멀었다.			청금석은	고대	벽화에도	사용된	안료로써	

변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재까지	유물이	가진	고유색을	잘	유지하고	있는	안료	중	의	하나이다.	이러

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진신화상첩≫의	각대에	남아있는	색은	석청과	비슷한	색을	띄고	있으며,	현미

경	관찰을	통해	안료의	입자성을	확인해	본	결과	광물성	안료와	같은	입자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광물성	무기안료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각대 색 선정을 위한 발색실험Ⅰ

유물 각대 현미경 사진 청금석 현미경 사진 석청 현미경 사진

결과)	:			안료분석	결과로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설은	미량의	칼슘과	납이	검출된	사실을	바탕으

로	연백과	청의	혼색을	생각할	수	있다.	쪽염료를	추출할	때	위쪽에	생기는	청대의	경우	밑부분

에	가라않는	쪽과	달리	칼슘의	함유량이	낮다.	또한	연백의	검출은	단령표현에	있어	배채에	사

용된	연백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녹단령은	단령에	연백이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각

대에도	연백을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②	황색

 5-2 판서 홍명호 1-2 판서 구익

결과)	:			삽금대	및	학정금대에	사용된	황색안료는	육안관찰을	통해	등황으로	추정된다.	안료분석	결과	

주요원소	검출	성분으로	납(Pb)이	검출된	사실로도	유기안료인	등황의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		

1-2	판서	구익과	같이	황색안료를	채색하는	과정에서	윤곽선	밖의	부분에도	채색이	되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도	연백으로	배채가	된	후	등황으로	전채	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표현기법

①	청색

안료분석	결과	및	현미경	관찰과	더불어	색	샘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ⅰ)	연백으로	배채	후,	연백과	쪽을	혼색하여	전채하였다.

ⅱ)	연백으로	배채	후,	등황으로	대帶부분을	전채	하고	쪽과	연백의	혼색으로	전채하였다.

각대 색 선정을 위한 발색실험 Ⅱ

ⅰ)연백 배채 후 쪽+연백 ⅱ)연백 배채 후 등황+쪽+연백

결과)	:			실험결과,	현미경	관찰을	통해	유물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광물성	입자성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매트하게	채색되어	화견의	조직사이가	꼼꼼히	메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ⅰ)와ⅱ)의	표현기

법	차이에는	특이점이	없었으나	색의	발색정도에	있어서	ⅱ)의	실험이	등황의	노란빛이	더해져	

유물의	색과	더	근접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각대에	사용된	청색은	연백	배채	후	대帶부분을	

등황으로	전채하고,	연백과	쪽의	혼색으로	채색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황색	

대帶의	황색은	크게	등황으로	추정되는	황색(이하,황색	A라	지칭)과	등황에	오렌지	빛이	감도는	황색(이

하,황색	B라	지칭)	2가지로	분류된다.	라이트	투과사진을	통해서도	표현기법을	추측할	수	있는데	단령과	

각대는	배채로	되어있으나	색을	구분하여	사용한	붓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6-1	참의	안성빈」과	

「8-1	참의	홍륜」만	이러한	붓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황색B의	색을	띄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ⅰ)	연백으로	배채	후	등황과	연지를	섞어	전채한다.

ⅱ)	단령색인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전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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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대 색 선정을 위한 발색실험 Ⅱ

ⅰ)연백 배채 후 등황 전채 ⅱ)등황+연지의 혼색으로 배채 후 등황 전채

결과)	:			실험결과를	통해	6-1	참의	안성빈과	8-1	참의	홍륜은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단령과	대(帶)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전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외의	각대는	연백으로	배채	후	등황으로	

전채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초본草本제작

1) 필름지에 초 내리기

얇고	투명한	필름지를	영인본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연필이나	붓을	사		용하여	형태를	

그대로	옮긴다.	흰색	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검은색	수염은	적외선	촬영	출력본을	참고하여	작업하였다<그림3>.

■	필름지에	초	내리는	과정

디지털매체의 활용

출력물 위에 필름지 고정

필름지에 초 내리는 모습

<그림3> 적외선 촬영본의 활용

초 내리기 완료초 내리기

2) 한지에 초 내리기

(1)	한지에	아교반수	

한지에	초를	내리기	전에	아교반수를	진행하였다.	한지와	아교의	종류에	따른	교반수	테스트를	통하여	

초	내리기에	적합한	재료를	결정하였으며,	명반과	아교의	양은	한지의	종류와	날씨에	따라	조절하였다<표

4>.	반수는	평붓에	교반수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적셔	한지에	도포하는데,	이	때	얼룩이	생기지	않도

록	고이는	곳	없이	진행하였다.	반수된	한지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	후,	작업에	용이하도록	미량의	

수분을	주어	편평하게	한	뒤	건조판에	부착하여	건조하였다.

<표4> 종이와 아교의 종류에 따른 아교반수 테스트

구 분 아교 한지 결 과

물 1000g 
명반 0.3g

아교 1_
삼천본 10g

한지 1
2刄, 목판건조, 도침

한지 2
2刄, 쌍발, 철판건조

아교 2_
경상 10g

한지 1
2刄, 목판건조, 도침

한지 2
2刄, 쌍발, 철판건조

적합

비고
아교포수 후 한지의 평활도 : 선을 그었을 때 한지 2가 더 매끄러운 선 표현이 가능하였음.
아교포수 후 한지의 유연도 : 아교 2가 더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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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에	초	내리기

모사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원화의	필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를	거친	뒤	초	내리기를	진행하

였고	다양한	먹의	샘플링을	통해	먹색을	결정하였다<표5>.	연필	초를	내린	필름지	위에	한지를	올려	고정

시킨	뒤에	라이트	테이블을	이용한	전사기법으로	작업하였으며,	먹선의	농담과	강약	및	꺾임,	필의	속도	

등을	파악하여	초를	내렸다.	

<표5> 먹 종류에 따른 발색 테스트

구분 유연묵 호분먹 송연묵

발색

결과 적합

비고 호분먹과 송연묵은 진하고 깊은 발색이 나지만, 유연묵의 발색이 본 유물의 먹선과 비교하였을 때 더 유사하였음.

아교 중탕 라이트 테이블을 활용한 전사

배접

수분을 준 다음 펴기 초 내리는 모습

속틀에 부착

교반수 도포 잔상을 활용한 전사

건조

건조판에 부착 출력물과 초본 비교

완료

(3)	초본	배접	및	속	틀에	부착

먹선	초를	뜬	한지에	두께를	주기	위해	배접을	한	뒤,	속	틀	판넬에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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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름 초 한지 초

3-1 판서 윤사국

3-2 참판 심이지 

4-1 참판 송순명

■ 진신화상첩 초본 진행 과정

구분 필름 초 한지 초

1-1 판서 성명 미상

1-2 판서 구익 

2-1 판서 원융 이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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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름 초 한지 초

4-2 판서 민태혁

5-1 참판 임희교 

5-2 판서 홍명호

구분 필름 초 한지 초

6-1 참의  안성빈

6-2 참의 남학문 

7-1 참판 오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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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름 초 한지 초

7-2 참의  이진규

8-1 참의 홍륜 

8-2 서윤 정인환

구분 필름 초 한지 초

9-1 군수 구윤빈

9-2 성명 미상 

10-1 성명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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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름 초 한지 초

10-2 참판 이의강

11-1 성명 미상 

11-2 성명 미상

4. 정본正本제작

1) 화견 도침

초를	내리기	전에	화견을	홍두깨에	말아서	방망이로	두들기는데	이를	‘도침’이라고	한다.	도침을	하게	

되면	화견의	평활도	및	안료와	친화성이	높아지고	아교포수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또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므로	화견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홍두깨에	화견을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말아서	촘촘하게	두드린	뒤	반대방향으로	다시	말아서	앞과	동일하게	작업하였다.

두꺼운 천을 홍두깨에 고정

가이드 라인 표시

천 위에 화견을 놓고 말기

도침

도침 현미경 촬영사진

도침 전 도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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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초上焦하기

(1)	틀	매기

본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견을	틀에	매는	작업을	하였다.	서로	물성이	다른	비단과	나무의	접착임을	고

려하여	진한	신풀을	틀에	바른	뒤에	비단을	붙였다.	비단은	경사와	위사가	틀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

방으로	힘주어	당겨	팽팽한	상태가	되도록	부착하였다.

3) 채색

(1)	배채

안료분석과	색	및	표현기법	샘플링	연구를	바탕으로	배채(背彩)를	진행하였다.	국내	초상화들	중	많은	

것들이	투명한	피부표현과	사실적인	얼굴묘사를	위해	그림의	뒷면에	채색을	하고	앞에서	세부적으로	묘

사를	하였다.	이렇게	종이나	견의	뒷면에	채색하는	것을	‘배채’라고	하는데	뒷면에	칠한	색이	앞면으로	투

영되어	나온	상태에서	음영과	색을	보강하면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료의	박락

을	방지할	수	있다.	《진신화상첩》에	실린	21개의	초상화	모두	배채	기법으로	그려졌으며,	《진신화상첩》의	

수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6> 부분별 배채 여부

구 분 사 모 얼 굴 직 령 홍단령 녹단령 학창의 각 대

배채 여부
○

(양 각角만 배채)
○ ○ ○ × ○ ○

배채 색 송연분
연백에 

토성안료 혼합
연백

연백에 유기
안료 혼합

×
연백에 
육색혼합

연백

(6-1 안성빈, 8-1 홍륜: 
각대 구분없이 채색)

■	피부색	분류

피부색은	A밝은색,	B중간색,	C붉은색인	세	종류로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이	분류에서도	노란기가	있는	

것과	검은기가	있는	것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같은	색을	배채하더라도	화견의	올두께와	밀도에	따라	앞에

서	보이는	색이	다르므로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채색을	진행하였다.	

풀칠하기

얼굴 상초하는 모습

재료준비

사방으로 당겨주기

단령 상초하는 모습 

아교반수

(2)	화견에	아교반수

초를	내리기	전에	아교반수를	실시하였다.	경상아교는	삼천본	아교에	비해	유연성이	높지만	색이	어두

워	탁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천본	아교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1회,	뒤에서	1회,	다시	앞에서	1회	반수

하여	총	3회	도포하였다(물	:	아교	:	명반=	1000	:	10	:	1의	비율).	마지막	앞면에	도포할	때는	농도를	약간	

묽게	하여	작업하였다.	

(3)	상초하기

초본을	견에다가	옮겨	그리는	과정을	‘상초’라고	하는데	견을	맨	틀에	속	틀을	끼운	다음	견바탕	위로	

투영되어	보이는	초본을	따라	초를	내렸다.	사모나	각대는	먹선으로,	얼굴과	단령은	색선으로	초를	내렸으

며	선의	농담과	강약	및	꺾임,	필의	속도	등을	파악하여	진행하였다.	 A 10-2 참판 이의강 C 4-2 판서 민태혁 B 3-1 판서 윤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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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인물별 얼굴색 분류 

구 분 유 물

A
(밝은색)

A 9-1 군수 구윤빈, 10-2 참판 이의강

A+노랑 1-1 판서 성명미상, 4-1 참판 송순명, 5-2 판서 홍명호

A+노랑+검정 8-2 서윤 정인환, 10-1 성명미상

B
(중간색)

B
1-2 판서 구익, 3-1 판서 윤사국, 3-2 참판 심이지
6-1 참의 안성빈, 6-2 참의 남학문, 7-1 참판 오재소
7-2 참의 이진규, 8-1 참의 홍륜 11-2 성명미상

B+검정 5-1 참판 임희교

C
(붉은색)

C 2-1 판서 원융 이경무, 4-2 판서 민태혁

C+밝음 9-2 성명미상, 11-1 성명미상

■	배채과정_1-2	구익

사모는	모정을	제외하고	양	각角만	송연분을	사용하여	배채하였다.	얼굴은	연백에	대저나	유기안료를	

혼합해서	채색하였고	눈,	직령	및	각대는	연백으로	배채하였다.	홍단령은	연백에	연지를	혼합한	분홍색으

로	배채하였다.	 ②	얼굴

■	피부표현

진신화상첩에	실린	초상화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얼굴의	점이나	천연두의	흉터까지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1-2	구익,	2-1	판서	원융	이경무,	7-1	참판	오재소,	7-2	참의	이진규,	9-2	성명미상,	

11-1	성명미상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	인물마다	연령대가	다양하여	10-2	참판	이의강과	같이	주름이	

적고	얼굴의	굴곡이	거의	없는	젊은	연령대가	있는	반면에	10-1	성명미상과	같이	연령대가	높아	이마,	눈	

및	입	주변에	주름이	많고	얼굴의	굴곡이	심한	인물들도	있다.

사모 각 직령 및 각대 얼굴 단령 완료

(2)	전채		

배채가	끝난	뒤에	앞에서	채색을	하는	전채前彩를	진행하였다.	표현기법	실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

던	결과를	바탕으로	앞면에서는	얼굴이나	수염	및	옷	주름의	음영을	넣어주면서	형상을	묘사했고	사모나	

각대와	같이	안료가	진하게	올라가는	곳들도	앞에서	채색하였다.

①	사모

안료분석과	표현기법	연구를	토대로	먹으로	사모의	선을	그어주는	대신에	송연분에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송연분으로	여러	번	채색한	뒤	송연묵으로	정리하였다.	

사모 채색과정_2-1 판서 구익

천연두 흉터 표현_11-1 성명미상 주름 표현_10-1 성명미상

■	피부색

초상을	보면	대부분이	귀가	얼굴보다	밝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귀와	얼굴의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대저나	황토,	유기안료를	사용하여	피부색을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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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은	대체로	어두운	회갈색이나	고동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동공은	먹으로	그린	뒤	눈	의	안쪽,	즉	안두

眼頭에는	홍기를	주었다.	그러나	8-1	홍륜의	눈동자는	밝은	갈색의	눈동자로	묘사되어	있으며	5-2	판서	홍명호

나	11-2	성명미상	같은	경우,	눈	아래꺼풀과	흰자에	붉은	기운이	더해져	있으므로	다른	초상들과는	구별된다.	

■	입술

입술은	대체로	붉은	홍색이지만	색조에	따라	달리	표현되어	있다.	1-1	판서	성명미상은	유난히	입술색

이	붉으며	6-1	참의	안성빈	외	몇몇의	경우는	검붉은	색이다.	검붉은	입술은	입술의	경계에	먹으로	선염

을	하여	입체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9-1	군수	구윤빈의	선홍빛의	입술과는	차이를	보인다.	

A
10-2 참판 이의강

6-2 창의 남학문

1-1 판서 성명미상

10-2 참판 이의강

6-1 참의 안성빈

B
3-1 판서 윤사국

5-2 판서 홍명호

6-1 참의 안성빈

7-1 참판 오재소

8-2 서윤 정인환

C
4-2 판서 민태혁

8-1 참의 홍륜

9-1 군수 구윤빈

3-1 판서 윤사국

5-1 참판 임희교

■	코

코는	형태에	따라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며	콧등의	반대편과	코	아래에	음

영을	주어	얼굴의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1-2	판서	구익,	6-1의	참의	안성빈,	9-1	군수	구윤빈의	경

우	콧등과	콧볼의	외곽선을	따라	홍색의	색선이	그어져	있었다.	

③	수염

수염은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다양했으며	곧은	수염,	구불거리는	수염	및	곧지만	길어서	구불

거리는	수염으로	분류하였다.	연령에	따라	수염의	표현	또한	달리하였으며	3-1	판서	윤사국의	수염은	먹

선과	흰선	외에도	갈색의	색선을	그어	나타내었다.	눈썹과	귀밑머리,	수염을	그리기	전에	담묵으로	선염을	

하여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표현하였다.	

④	직령

직령은	연백으로	배채만	한	뒤	전채는	하지	않고	외곽선만	그어주었다.	그러나	4-2	판서	민태혁의	경우,	

육안관찰에서도	흰색으로	전채를	하여	직령부분만	하얗게	보였으며	이는	라이트	투과	촬영을	통해서	실

수한	흔적을	수정하기	위하여	덧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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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령

단령은	홍단령과	녹단령으로	나뉘는데	홍단령은	분홍색으로	배채를	한	뒤	앞에서	유기염료로	선염하

여	주름을	드러내거나	색선으로	표현하는	등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녹단령은	쪽과	등황을	혼합

한	녹색으로	채색한	뒤	쪽으로	주름선을	따라	선염하여	나타냈다.	그러나	8-2	서윤	정인환의	경우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색이	짙고	탁했으며	왼쪽	단령단추	부분에서	홍색의	색선이	남아있어	이는	홍단령을	실

수로	그린	다음	녹색으로	덮어	채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각대

각대는	품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대를	착용하고	있으나	묵서에	쓰인	품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

이	많았다.	걸이쇠에	문양이	새겨진	삽금대와	붉은	색의	장식이	붙어있는	학정금대	및	은테가	장식되어	

있는	삽은대	등을	착용하고	있다.	6-1	참의	안성빈과	8-1	참의	홍륜이	착용하고	있는	대帶는	황색부분이	

다른	초상에서	보이는	황색과는	달리	어두운	황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帶	부분의	채색이	연백	배채

인	것과는	다르게	단령을	칠할	때	대帶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분홍색을	배채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보이

는	발색이	상이한	것으로	표현기법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4-1 판서 민태혁_원본 라이트 투과 촬영 모사본

녹단령 채색과정_10-2 참판 이의강

각대 채색과정_6-2 참의 남학문

녹단령 채색 과정_8-2 서윤 정인환

각대 채색과정_6-1 참의 안성빈

홍단령 채색 과정_3-1 판서 윤사국

각대 채색 과정_4-2 판서 민태혁

5. 1차·2차 배접

1) 배접지 선정 

1차	배접지는	작품과	바로	맞닿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복원모사이기	때문에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배접지는	염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종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색	중에서	

최대한	작품과	어우러지는	것으로	초배지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유물의	바탕색이	인물마다	제각각이었으

므로	어두운	것과	밝은	것,	두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1차	배접지와	2차	배접지의	색	차이를	달리하여	바탕

색을	조절하였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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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배접지 선정을 위한 바탕 색 비교

구 분
유 물 모 사

밝은 것 어두운 것 밝은 것 A 어두운 것 B

사 진

비 고
 배접지를 두 종류로 하여 인위적으로 염색을 하지 않고 노란빛이 도는 종이①(신현세 한지/2.5몸메/쌍발)
과 밝은 색 종이②(신현세 한지/3몸메/쌍발)의 배접순서를 각기 달리하여 A는 초배와 2차 배접의 순서를 
①→②로 하고, B는 ②→①로 진행하였다.  

2) 1차 및 2차 배접

작품을	틀에서	분리하여	재단한	뒤	신풀로	배접하였으며	안료의	안정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을	고려

하여	수분을	최소화하여	배접을	진행하였다.	

6. 임사

배접을	하고나서	유물을	가까이에	놓고	색이나	분위기를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이다.	초상화는	인

물의	인상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상을	좌우하는	눈이나	얼굴의	음영,	수염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작업하

였으며	각	초상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단령의	색이나	얼굴색의	정도가	같은	면에	실린	두	초상이	비슷해

야하고	21개	초상들	사이에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며	진행하였다.	

바탕색 분류

풀칠하기

2차 배접배접지 선정

1차 배접

건조판에 부착 

임사 진행 모습

모사본과 유물의 비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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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묵서임서

1) 묵서복원

본	유물의	오른쪽과	왼쪽	상단에	인물의	관직과	성명을	나타내는	묵서가	있다.	인물에	따라	성명없이	

관직만	있거나	관직과	성명이	모두	없는	것들도	있다.	몇몇	묵서들	중에	결손	된	곳이	있으며	같은	글자가	

있을	경우	참고하여	복원하고	없는	글자들은	형태와	삐침	등을	추정하여	복원을	한	뒤	임서하기로	하였

으며	묵서	복원은	서예가	김장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다<표9>.		

<표9> 묵서 복원 전, 후 비교

구분

1-1
판서 
성명

미상

1-2
판서

구익

2-1
판서

원융

이경무

2-2
판서

이재학

4-1
참판

송순명

4-2
판서

민태혁

6-1
참의

안성빈

6-2
참의

남학문

8-1
참의

홍륜

8-2
서윤

정인환

9-1
군수

구윤빈

10-2
참판

이의강

결 손
묵 서

判,書
判,書

具,翼
戎,李 在,學 參 書 參,聖 議,鶴 議 尹 郡,允 判

복 원

2) 종이염색 및 배접

본	유물의	변邊에	죽지竹紙가	사용되었으므로	모사본도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유물	바탕색과	변邊

의	색	차이	정도를	보았을	때	모사본의	바탕과	색	차이가	있으므로	염색을	한	뒤	묵서를	임서하였다.

(1)	종이염색

염재는	오리목	열매를	사용하고	느티나무	잿물에	매염하였으며	동일한	색으로	여러	장을	염색해야하

므로	염액의	온도와	염색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였다.	면적이	클수록	붓질이	많이	가게	되어	색이	진

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묽은	농도로	진행하였다.

염색 클리닝

매염 클리닝

수분제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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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접	

섬유가	짧은	죽지의	특성상	작업도중에	찢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얇은	종이로	배접을	하여	아교반수

를	진행하였다.

풀칠하기

교반수액 도포

교반수액 도포

배접

건조

3) 묵서 임서 

(1)	아교반수

묵서를	임서하기	위하여	아교반수를	진행하였으며	물	:	아교	:	명반(1000	:	10	:	3)의	비율로	진행하였다.		

(2)	묵서	임서

묵서	복원본을	바탕으로	임서를	진행하였으며	필의	속도와	농담,	갈필	및	삐침	등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구분

1-1
판서 
성명미상

1-2
판서

구익

2-1
판서

원융

이경무

2-2
판서

이재학

3-1
판서

윤사국

3-2
참판

심이지

4-1
참판

송순명

4-2
판서

민태혁

5-1
참판

임희교

결 손
묵 서

구분

5-2
판서

홍명호

6-1
참의

안성빈

6-2
참의

남학문

7-1
참판

오재소

7-2
참의

이진규

8-1
참의

홍륜

8-2
서윤

정인환

9-1
군수

구윤빈

10-2
참판

이의강

결 손
묵 서

8. 3차 배접 및 장황

진신화상첩	수리진행	시	다섯	번째	면	5-1	판서	임희교와	5-2	판서	홍명호	사이에	다른	면이	절단	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므로	초상화	두	점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초상인지는	파악	

할	수	없었으므로	빈	공간으로	두되	장황할	때	두	면을	함께	복원하기로	하였다.	(새로	생기는	면은	5-1′,	

5-2′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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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	임서가	완료	된	후에	종이	두께를	맞추기	위하여	배접을	한	번	더	진행한	다음,	유물의	크기에	맞

게	모사본과	변을	재단하였다.	변에	쓰인	종이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었으며	이는	유물과	동일하

게	맞춰주었다<표10>.	작품과	변이	붙여질	종이에	표시를	한	다음	배접을	2회	실시하였으며<그림3>	건조

판에	붙여	충분히	건조시켰다.

<표10> 변에 사용된 종이방향

종이 방향 구분(면) 위 아래 좌 우

↔

종이제작 시 사용된
발의 방향

1 ↔ ↔ ↕ ↕

2 ↔ ↔ ↔ ↔

3 ↔ ↔ ↕ ↕

4 ↔ ↔ ↕ ↕

5-1′ ↔ ↔ ↕ ↕

5-2′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 장황 진행 과정

모사본이	완료된	후	유물이	가지고	있는	첩의	형태로	장황을	진행하였다.	장황순서는	아래	<그림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작품과	묵서가	쓰여진	변,	그	외	상,	하,	가운데	변을	재단하였다.	유물의	가운데	변의	크기는	제각각	

크기가	달랐으나	그	범위가	작았으므로	가장	넓은	크기에	맞추어	재단하였으며	나머지	변은	유물과	동일

하게	맞추어	재단하였다.	작품과	변이	붙여질	종이	위에	송곳으로	각각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작품과	묵서가	쓰여진	변,	그	외	상,	하,	가운데	변을	재단하였다.	유물의	가운데	변의	크기는	제각각	

크기가	달랐으나	그	범위가	작았으므로	가장	넓은	크기에	맞추어	재단하였으며	나머지	변은	유물과	동일

하게	맞추어	재단하였다.	작품과	변이	붙여질	종이	위에	송곳으로	각각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수리 시 발견된 절단 된 흔적

변아[묵서] 재단

작품에 풀칠하기

붙일 위치 표시

변아에 풀칠하기

작품을	붙인	다음	변을	붙이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변은	작품	위로	0.1~0.2cm정도	겹쳐서	붙였으며	중

앙,	좌,	우를	붙인	뒤	상,	하를	붙였다.	작품과	변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단차를	없애기	위하여	헤라를	사용

하여	문질러	주었으며	곧바로	배접을	진행하였다.	유물과	동일한	두께를	맞추기	위하여	배접은	2회	실시

하였으며	건조판에	부착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건조시킨	뒤	장황을	진행하였다.

<그림4> 배접 및 장황 순서

배접지

작품

작품

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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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아 붙이기 원본의 겹치는 정도를 확인 후 붙이기

헤라로 문지르기 풀칠하기

배접

압착

건조판에 부착

표지의 능화판 가공
작품이	잘	접힐	수	있도록	헤라를	사용하여	문질러	준	다음	반으로	접은	뒤	유물과	동일한	크기로	재

단을	하였다.	순서에	맞게	배열	한	다음	작품	뒷면에	풀칠하여	면과	면을	부착하였다.	한	번에	모든	면을	

붙이지	않고	한	면씩	붙인	뒤	건조시킨	다음	붙인	것을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작품을	붙인	

다음	압착기에	넣어	눌러주었다.

작품 접기

풀칠하여 면과 면을 부착

표지는	능화문지로	원화의	문양과	동일한	능화판을	제작하였으며	종이는	오리목	열매와	황벽으로	염색	

한	뒤	배접을	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두께를	맞춰주었다.	능화판과	종이에	밀랍을	바르는데	밀랍을	바르게	

되면	광택이	생기고	종이의	표면이	매끄러워지며	보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종이에	약

간의	수분을	준	다음	능화판에	올려	밀돌로	문지르며	문양이	골고루	나타나도록	촘촘히	문질러	주었다.	

원본의	표지크기와	동일하게	제작한	뒤	내지의	앞과	뒤에	각각	표지를	부착하였다.	원본에	쓰여진	표

제에	대한	복원	유무는	자문회의에서	논의	한	결과	표지에	직접적으로	글을	쓰는	대신	종이에	임사하여	

표제를	따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표제를	임사	하여	부착한	뒤	오동나무상자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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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황 완료 

구분 1-2 판서 구익 1-1  판서 성명미상 2-2  판서 이재학 2-1  판서 원융 이경무

사진

표지 제작

표지와 내지 부착 표제 임서

표제 부착 완료

구분 3-2 참판 심이지 3-1 판서 윤사국 4-2 판서 민태혁 4-1 참판 송순명

사진

구분 5-1′ (복원한 면) 5-1 참판 임희교 5-2 판서 홍명호 5-2′ (복원한 면)

사진

구분 6-2 참의 남학문 6-1 참의 안성빈 7-2 참의 이진규 7-1 참판 오재소

사진

구분 8-2 서윤 정인환 8-1 참의 홍륜 9-2 성명미상 9-1 군수 구윤빈

사진

구분 10-2 참판 이의강 10-1 성명미상 11-2 성명미상 11-1 성명미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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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사제작 완료
1) 정본 진행 과정

구분 견초 배채

1-1 
판서 
성명미상

1-2 
판서 
구익 

2-1 
판서

원융 
이경무

견초 배채

제 2장  「진신화상첩」 모사본제작 사업214     2153권  모사본



구분 견초 배채

3-1 
판서

윤사국

3-2
참판

심이지 

4-1
참판

송순명

전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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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견초 배채

3-1 
판서

윤사국

3-2
참판

심이지 

4-1
참판

송순명

전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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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 마무리구분 견초 배채

4-2 
판서

민태혁

5-1
참판

임희교 

5-2
판서 
홍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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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 마무리구분 견초 배채

6-1 
참의

안성빈

6-2
참의

남학문 

7-1 
침판

오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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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 마무리구분 견초 배채

7-2
참의

이진규

8-1 
참의

홍륜 

8-2
서윤

정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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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 마무리구분 견초 배채

9-1 
군수

구윤빈

9-2 
성명미상

10-1
성명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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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 마무리구분 견초 배채

10-2
참판

이의강

11-1
성명미상 

11-2
성명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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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가필로	추정되므로	재현하지	않으며,	수염부분은	다른	얼룩들과	비교하여	크게	두드러지지	않

고	작가의	실수로	인한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재현하기로	한다.	먹으로	생긴	얼룩은	재현하지	않으

며	백색안료로	덧칠하여	수정한	부분은	재현한다.	밑그림을	그릴	때	남아있는	초	흔적을	작가의	의도로	

판단되므로	재현하기로	하며	윤곽선	밖으로	채색된	것들로	재현한다.

②	묵서	결손부	복원	여부	및	방안

안건>	1-1	판서	성명미상,	1-2	판서	구익,	2-1	판서	원융	이경무,	2-2	판서	이재학,	4-1	참판	송순명,	4-2	

판서	민태혁,	6-1	참의	안성빈,	6-2	참의	남학문,	8-1	참의	홍륜,	8-2	서윤	정인환,	9-1	군수	구윤빈,	10-2	

참판	이의강	초상의	묵서에서	결손부가	확인된다.	다른	묵서에서	참고가	되는	글자가	남아있으나	융戎,	군

郡,	학學	등	그렇지	않은	것의	복원	방안을	논의	한다.

결과>	묵서	결손부에	대한	복원은	서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원한	뒤	모사하기로	한다.	

③	낙장	이재학	초상	복원여부

안건>	2-2	판서	이재학의	초상은	낙장이다.	그러나	용인	이씨	판관공	종손의	기증본인	이재학	초상의	

시복본과	관복본이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	복원모사	진행	여부와	기

준이	될	화본	및	그	방안을	논의한다.

결과>	낙장본	2-2	이재학	초상의	복원에	있어서	참고할	자료는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2점이	유

일하다.	그러므로	복원모사에	필요한	기초적인	고증자료가	부족하며	복원을	했을	경우	낙장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남아있는	유물	2점과	진신화상첩에	실린	초상들과의	표현	기법이	상이하므로	

그	간극으로	제작할	경우	복원모사가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④	화견	바탕색

안건>	복원모사의	경우	화견이	가지는	그대로의	색이	바탕이	되므로	유물과	비교하였을	경우	그	생경

함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화견의	바탕색은	복원모사를	진행할	때	채색의	기준점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더하다.	생경한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색을	더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리목	열매를	사용한	바탕

색	샘플링을	진행하여	고색의	느낌을	냈으며	이를	통하여	염색여부를	결정하고	각각의	화본마다	가지는	

바탕색	재현에	대한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결과>	제작당시의	화견은	생견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염색을	하지	않기로	한다.

Ⅳ. 사업수행 과정

1.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1)	일반사항

•			일시	:	2015년	04월	22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34호	수리복원실	

•			자문위원	:			조선미(성균관	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철(간송미술관	연구원),	김장현(천구	금석문	연구소	소장)

(2)	안건	및	결과

①	표현기법	복원여부

안건>	몇몇	화본의	직령과	수염에서	가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이며,	4-2	판서	민

태혁	초상의	직령이	다른	초상들과는	다르게	백색	안료로	진하게	덧칠되어	있다.	그	외에	먹으로	인한	얼

룩	및	밑그림의	초	흔적,	윤곽선	밖으로	채색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복원모사	제

작	시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한다.	

결과>	작가의	의도로	그려졌다고	판단되는	것만	재현하기로	한다.	옷깃에	있는	가필은	제작당시에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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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1)	일반사항

•			일시	:	2015년	07월	27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B106호

•			자문위원:	조선미(성균관	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철(간송미술관	연구원),	김장현(천구	금석문	연구소	소장)

•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2)	안건	및	결과

①	묵서	결손부	복원방향	및	방안

안건>	묵서	결손부분은	서예	전문가가	복원한	것을	바탕으로	모사자가	다시	옮기는	방안으로	1차	자

문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결손	된	묵서들	중	동일한	글자들이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복원이	가능하나	몇

몇	글자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므로	필체까지	완벽히	복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묵서	결손부	복원방향	및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결과>	결손정도가	심하여	글자형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체에는	

반드시	글쓴이의	개성과	습관이	드러나므로	필체가	가지는	획의	방향과	움직임으로	결손된	부분을	유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예	전문가가	복원을	한	뒤	복원된	것을	바탕으로	모사자가	모사본에	옮기기로	한다.

②	표현기법	및	색	검토

안건>	모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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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실험을	

통한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적합한	표현기법과	색을	결정하여	복원모사의	방향을	논의한다.	

결과>	표현기법과	색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모사를	진행한다.

③	배접지	색	결정

안건>	배접지의	색에	따라	작품의	인상이	달라진다.	복원모사를	진행하는	색의	기준에	맞는	배접지의	

색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과>	배접지는	염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각기	다른	바탕의	색은	세	가지(밝음,	노란빛,	

어두움)로	분류	되는데	이는	배접의	횟수와	색이	다른	종이를	교차로	배접하여	바탕색을	조절하기로	한다.	

④	장황	진행	방안

안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5-1	참판	임희교와	5-2	판서	홍명호	초상의	사이에서	다른	면이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5번	째	면	사이에	두	개의	초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러한	사실

을	바탕으로	당시의	원형상태로	장황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낙장본	2-2	이재

학	초상의	장황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결과>	유물의	원	형태를	찾아	복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초상의	빈	공간은	남겨두되	잘려나갔던	

면을	복원하여	장황한다.

•	안건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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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및	결과	보고3) 3차 자문회의

(1)	일반사항

•			일시	:	2016년	01월	08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B106호

•			자문위원	:			김현철(간송미술관	연구원),	김장현(천구	금석문	연구소	소장),	손광석(단월	전통회화	복

원모사	연구소	소장)

(2)	안건	및	결과	

안건>	장황이	들어가기	전에	모사본의	수정사항	여부를	검토한다.

결과>	원형모사의	기준에	의거하여	재현된	색상과	형태가	잘	지켜졌으며	묵서의	모사도	명확하고	필체

도	비슷하게	표현하였으며	묵서부분의	세부적인	문제만	수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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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및	결과	보고4) 4차 자문회의

(1)	일반사항

•			일시	:	2016년	01월	26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B106호

•			자문위원	:			조선미(성균관	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철(간송미술관	연구원),	김장현(천구	금석문	연구소	

소장)

(2)	안건	및	결과	

안건>	표지	표제부분	묵서복원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결과>	원본에	있는	표지가	실제	원본이	아니라	이전	수리	시에	교체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모사본	표

지에	묵서를	직접	써넣지	않고	한지에	임서한	묵서를	제첨으로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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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수
실제	유물과	모사본을	대조하여	색·조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거나	다르게	보이는	곳을	검수지에	기록하였다.	

1) 일반사항

•			일		시	:	1차	검수-2015년	12월	31일		2차	검수-2016년	01월	06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고문헌열람실	

•			검수자	:			김지인(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양선희(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양승아(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조유경(이화여대	미술사학과)

2차 검수 진행 모습

2) 세부내용 및 수정사항 

•			진신화상첩	모사본	21점(낙장	1점	제외)중	15점에	대해	총	24건이	기록되었고,	모두	수정	보완되었다.				

•			진신화상첩	묵서	임사본	18점(낙장	1점	포함)중	8점에	대해	총	11건이	기록되었고,	모두	수정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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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연구를	통한	학술발표14는	이번	사업의	큰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경험과	실험

을	통한	모사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기간과	더불어	전통기법	및	모사분야의	전문성	및	작

가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문헌	수리	및	모사	사업을	통해	한국전통을	후세에	전승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

래된	유물의	모사본	제작이라는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원활한	연구와	진행에	있어서	물심양면	도

와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　		송지은,	오선혜,	이지연,	이상현,	「복원모사를	통한	《진신화상첩》의	표현기법	연구-홍단령을	입은	관료의	배채기법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재	보존과학회	제4회	추계학술대회』,	2015,	pp.19-94,	

3. 사업자 제언

이번	모사사업에	참여하여	≪진신화상첩≫이란	훌륭한	유물을	곁에	두고	접하면서	초상화	연구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측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모사사업에	참여하신	자문위원	선생님들로부터	모사	사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탕으로	모사

분야의	연구	및	발전이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사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비교

적	최근에야	모사가	단순히	복제행위가	아닌,	고전회화	기법의	연구	및	계승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그	중

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후원으로	문화재	복원분야의	더	큰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일제강점기로	인해	전통문화의	맥이	상당부분	단절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서구

의	영향으로	전통의	오해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로	인해	모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통재

료의	구입부터	고전	회화기법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전통의	계승이

라는	문제는	복원	및	모사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전통재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재료연구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로	그치지	않

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회화분야에	접목	시켰을	때	회화재료로써	당위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함

께	선행될	때,	모사분야도	함께	발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사사업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전통

회화	재료	및	기법연구가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로	제작된	모사본은	

후일	유형적으로는	원본의	손상을	줄이고	영구보존	할	수	있는	한편,	무형적으로	고전회화	기법의	계승을	

통해	한국학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타	기관에는	없는	검수과정을	통해	유물과	모사본간의	간극을	최소화하

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수과정은	모사를	제작함에	있어서	보다	유물에	가까운	재현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검수는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림을	그린다는	행위자체는	창작행위와	동일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작과	달리	모사는	유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모사본을	제작하게	됩니다.	모사연

구	분야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모사의	기준이	아직	모호하고,	특히	제작당시의	원형으로	돌리는	

복원모사의	경우,	고화의	이미지에	익숙한	나머지	생경함에	어색해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회화분야의	재현에	있어서	원본을	얼마만큼	읽어내느냐는	모사의	완성도로	이어지며,	이는	작가의	경

험에	의해	좌우됩니다.	작가가	표현기법의	실험을	통한	경험으로	재료선정	및	준비기간,	작품에	대한	이해

와	숙지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21점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있어서	10개월이라는	

짧은	사업기간은	전통기법의	계승과	모사의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대

상인	≪진신화상첩≫의	경우	상당부분	유기안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작가의	경험과	기량으

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많은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채기법	및	유기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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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	유행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1720)(도1)	이나	《기사경화첩耆社慶會帖》

(1744-1745)에서	보듯이	기로소	입사를	기념하는	노대신들의	초상화가	화첩본으로	꾸며졌으며,	1728년에	

책록된	분무공신상奮武功臣像(도2)	역시	화첩본으로도	꾸며졌다.	그리고	《등준시무과도상첩登俊試武科圖像帖》

(도3)(1774)처럼	1774년에	시행된	특별시험인	등준시	무과합격자들의	초상화를	수록한	화첩도	제작되었

다.	나아가	정조연간에는	임금주변의	근신들의	초상화를	묶은	화첩(도4)도	발간되었으며,	이런	화첩본의	

유행은	비록	어떤	공식적인	제작	동기는	없지만,	일부사대부들로	하여금	품계가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

 Ⅴ. 부록

1. 해제 
	

진신화상첩의 역사적·회화적 의의

1)《진신화상첩 縉紳畫像帖》의 연혁

《진신화상첩》에서	‘진신縉紳’(振紳이고도	함)이란	홀笏을	큰	대帶에	꽂는다는	뜻으로	모든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화상畫像이란	초상화를	뜻한다.	그리고	첩帖은	화첩을	일컫는	것이므로,	‘진신화상

첩’이란	결국	관료들의	초상화를	묶은	화첩을	지칭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는	《진신화상첩》은	영조연간(재위:	1724-1776)으로부터	순조연간(1790-1834)에	

이르는	시기의	관료들의	초상화를	화첩으로	꾸민	작품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또	다른	초상화첩인	

《선현영정첩先賢影幀帖》이	숙종(재위:	1674-1720)에서	정조연간(재위:1776-1800)에	활약한	관리들의	초상

화를	모아놓은데	반해	《진신화상첩》은	시대도	내려오고,	초상화의	주인공들의	품계	역시	떨어지지만,	예

술작품으로서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목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자신의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보본관념報本觀念과	위대한	학덕을	지닌	인물을	기리는	

이른	바	숭현사상崇賢思想이	팽배하였다.	그리하여	국초부터	조상이나	스승,	또는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

들의	초상화를	영당影堂이나	사우祠宇에	모시고	예를	올려왔는데,	이들	초상화는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향사하기에	적합할	정도의	큰	크기로서	축형軸型(hanging	scroll)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가	되면,	여러	사람의	초상화작품들을	하나의	화첩으로	꾸미는	이른바	화첩본이	

도판1. 《기해기사계첩》

도판3. <이춘기 초상>

도판2. <이만유 초상>

도판4. <이재협 초상>(화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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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앞면과	뒷면의	접혀지는	부분에	붉은	비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본은	아마도	선풍엽(붉은	

색	비단으로	책	등을	감싼	형태)	형식으로	표지가	장황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첩에는	본래	22점의	초상화가	실려	있었는데	현재는	한	점이	일실되어	모두	21점의	초상화가	실

려	있다.	화첩을	펼쳐	1-1	즉	첫	번째	오른	쪽	면에는	성명미상의	인물의	초상화가	실려	있는데,	옆의	표

제로	보아	판서까지	오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2	즉	첫	번	째	왼	쪽	면에는	역시	판서에	오른	구익具

㢞(1737-1804),		2-1에는	역시	판서	이경무李敬懋(1727-1799),	2-2에는	원래는	판서에	올랐던	이재학李在學

(1745-1806)의	초상화가	실려	있었지만	현재	일실되었고,	3-1은	판서	윤사국尹師國(1728-1809),	3-2는	참

판	심이지沈履之(?-1780),	4-1은	참판	송순명宋淳明(1708-?),	4-2	판서	민태혁閔台爀(1746-1806),	5-1	참판	임

희교任希敎(1719-?)	5-2	판서	홍명호洪明浩(1736-1819),	6-1	참의	안성빈安聖彬,	6-2	참의	남학문南鶴聞(1736-

?),	7-1	판서	오재소吳載紹(1729-1811),	7-2	참의	이진규李晋圭(1727-?),	8-1	참의	홍륜洪輪(생몰년	미상)),	

8-2	서윤	정인환鄭麟煥(생몰년	미상),	9-1	군수	구윤빈具允斌(생몰년	미상),	9-2는	성명미상이며,	10-1	역시	

성명미상,	10-2는	참판	이의강李義綱(생몰년	미상)	이며,	11-1과	11-2	역시	성명미상의	인물들이다.	

이처럼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주로	영조	말년	이후	순조연간에	이르기까지	육조판서,	참판,	참의로	활

동한	인물들이며,	서윤이나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의	바깥쪽으로	주인공의	관직과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해당	인물이	역임한	관직	가운데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을	적어놓은	것으로서,	

초상화	제작당시의	관직은	아니다.	간혹	별지에	언문으로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후대에	붙여	놓

은	것으로	보인다.	

(2)	양식적	특징

이들	21점의	초상화는	모두	좌안9분면	즉	얼굴을	오른	쪽으로	10도	가량	돌리고	있는	반신상이다.	복

장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흉배를	달고	있는	정장관복존正裝官服本이	아니라,	오사모에	담홍색(당상관)(도

을	만한	인물들의	초상화들을	하나의	화첩으로	꾸며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풍조를	가져왔다.	이것은	조선

시대에	팽배했던	사대부들의	숭현사상의	연장으로	해석되며,	귀감이	되는	인물들의	모습을	화첩	안에	담

아	소장하여	서안書案	위에	놓고	보거나	때로는	여럿이	둘러	앉아	돌려보며	감상함으로써	사대부들	간의	

심적	친연성親緣性을	공유하려는	의식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규장각	소장의	《선현영정첩》이나	《진신

화상첩》처럼	동시대의	관료들의	초상화를	하나의	첩으로	묶거나,	국립중앙박물관의	《해동진신도상海東縉

紳圖像》(도5)	처럼	항간에	유전하는	초상화의	초본이나	시사본試寫本들을	장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일본	

덴리대학	소장의	미상의	초상화첩(도6)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유명한	선현들의	알려진	초상화본을	범본으

로	삼아	화사로	하여금	새로이	모사하게	하여	하나의	화첩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진신화상첩>을	비롯한	이들	화첩본들은	대체로	크기도	세로	50cm	가로	40cm정도(장첩	후라도	세로	

70cm,	가로	60cm	정도)로	서안에	얹고	펼쳐	보거나	여럿이	돌려가면서	보기에	적합한	크기로서,	제작	

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도	이런	풍조에	박차를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2)《진신화상첩》의 구성과 양식적 특징 

(1)	구성

《진신화상첩》은	조선시대부터	규장각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던	유물이다.	일제	강점기때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다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	해방	후	서울대학교	내	규장각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보관되어	오고	있다.	

편자는	미상이며,	제작연도는	《진신화상첩》	배면背面에	붙인	배접지에	관한	송형란	선생의	연구를	통해,	

대략	18세기	후반-좁혀보자면	1786년	경	이후로	추정된다.	재질은	비단에	채색본이며,	크기는	그림은	대

체로	38	x	28cm,	장황을	합치면	64.0	x	44.4cm	이다.			

표지에는	‘縉紳畫像帖’(도7)이라고	세로로	쓰여	있는데,	표지는	수리되어	교체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도판5. <김시영 초상>

도판7. 《진신화상첩》 표지

도판6. <이정보 초상>

도판8. <임희교 초상> 《진신화상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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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위와	난대에서	입	양	끝으로	흐르는	팔자주름	등은	좀	더	어둡게	음영을	주었는데,	이러한	육리문	

형용이나	음영기陰影氣는	작품들마다	제각기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즉	<이의강	초상>(도12)	처럼	약하게	

처리된	것도	있지만,	<정인환	초상>(도13),<송순명	초상>,	<심이지	초상>에서	보듯이	필치가	강해져	다소	도

식적인	형상화에	흐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동공의	표현에	있어서도	<홍명호	초상>(도14)	등	몇	몇	초상화에서는	눈의	안쪽	즉	안두眼頭에	홍

기를	표시가	나도록	강하게	칠해	넣은데	반하여	나머지	상들은	안두부분의	안쪽을	약간	어둡게만	지시하

고	있다.	또	홍채부분	역시	<홍륜	초상>(도15)에서	보듯이	어두운	니금색으로	처리한	초상화도	있지만,	대

부분은	단순히	고동색으로만	지시하여	고식을	보여준다.	옷의	표현에	있어서는	담홍색	시복일	경우에는	

바탕색보다	좀	더	짙은	붉은	색으로,	갈매색일	경우	역시	바탕색	보다	좀	더	짙은	색	선으로	외곽선과	주

름	선을	표현하고,	동색의	짙은	선염기를	집어넣어	질감과	굴곡을	묘출하였다.	

《진신화상첩》에	실려	있는	모든	초상화는	‘한	올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	(一毫不似	便是他

人)’라고	하는	조선시대	초상화제작시의	명제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다.	특히	구불거리거나	쭉	펴진	수염,	

또는	구불거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펴진	느낌으로	그려진	수염	등은	대상인물	각자	마다의	특성을	예리

하게	관찰하여	나름의	특성을	살려낸	것임을	보여준다.	수염의	채색	역시	흑색과	백색	만이	아니라	때로

는	갈색기가	돌도록	하여	변화의	묘를	살려내었다.					

	《진신화상첩》에	실린	21점의	초상화는	작품들	간의	묘법	차이나	완성도	면에	있어서	편차가	심하지	

않다.	이런	점은	화가의	성실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부	후대의	화첩본	초상화들(도16)에서	보이는	

바	매너리즘	즉	거친	육리문	묘사나	과도한	준찰법의	사용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서,	《진신화상첩》이	

지닌	장점으로	평가된다.	

8참조)이나	짙은	녹색	즉	갈매색(당하관)의	시복時服(문무관이	입시나	공무를	볼	때	입었던	옷)(도9참조)

을	입거나	복건에	학창의를	입은	연거복燕居服(집에서	쉴	때	입는	옷)(도10참조)을	입고	있다.	각대는	제작

당시의	품계에	따라	삽금대鈒金帶(정2품),	소금대素金帶(종2품),	삽은대鈒銀帶(정3품),	소은대素銀帶(종3품),	학

정금대鶴頂金帶(무관	종2품)	등을	착용하고	있다.	복색으로	보면	모두	다	18세기	후반의	모제와	복제를	보

여준다.	사모는	모정帽頂이	아주	높게	치솟았던	숙종연간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제법	높으며,	양	뿔은	

길이나	폭이	적당하다.	

이들	초상화는	전반적으로	안면은	공들여	묘사된	반면,	옷의	표현은	소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화법은	

18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묘법이	구사되어	있다.	안면은	살색을	주조로	시채한	후,	윤곽과	이목구비를	옅은	

갈색	선으로	규정하고	보편적인	육리문肉理紋(도판11	참조)	즉	이마의	큰	주름이나	눈	끝과	눈	밑	주름	선	

등을	역시	갈색	선으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얼굴의	움푹한	부위	즉	삼양,	삼음과	누당,	와잠,	인중부분		그

도판9. <구윤빈 초상> 《진신화상첩》 

도판11. 육리문 관계도판

도판13. <정인환 초상> 《진신화상첩》

도판10. <성명미상의 초상> 《진신화상첩》

도판12. <이의강 초상> 《진신화상첩》

도판14. <홍명호 초상> 안면세부

도판15. <홍륜 초상> 안면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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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라는	장르에	있어서	모사작업이란	이미	조선시대에도	누차	행해졌던	일이었다.	다른	장르와는	

달리	초상화는	단순히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인식되기보다는	‘그려진	인물’	그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

에,	기존	작품이	손상되거나	퇴색된	경우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가문이나	유림들은	훌륭한	화사를	모

셔	새로이	모사하여	봉안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모본이라	해도	상당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니	예

를	들어	현존하는	어진박물관	소장	<태조어진>(1872년	이모)이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어진>(1900

년	이모)	역시	모두	모사본들이다.	따라서	초상화의	이모작업이란		단순히	원본을	베껴둠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거나	원본을	대체하여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실질적	용도도	물론	있지만,	더	넓게	보자

면	‘전통의	올바른	계승’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를	수행해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면이야말로	조선후기	문화를	주도했던	‘규장각’의	정신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과	모사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조선미(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3) 《진신화상첩》의 보존처리 및 모사본제작의 의미

규장각은	2015년의	야심찬	사업	중	하나로	무려	49권에	대한	보존처리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한

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이상현	교수	팀이	맡아	1년	너머	진행해왔는데	그	중	《진신화상첩》의	보존처리와	모

사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귀중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현재	잘	인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존처리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은	그동안	그다지	영글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보존처리

에서는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조사가	선행되었다.	과학적	조사로서는	현미경조사.	XRF조사,FTIR조사(유기

안료검사),	비파괴분석,	라이트	투과촬영,	바탕재	분석	등이	행해졌으며,	실기	및	사전조사에서는	적외선	촬

영,	사진촬영,	육안관찰과	색	및	기법	테스트가	행해졌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가능

한	한	원본을	문자	그대로	보존해나가면서,	더	이상	앞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처리가	행해졌다.	

한편	모사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상모사가	아닌	복원모사라는	사실로서,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을	그대로	옮겨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진신화상첩》이	그려졌던	18세기	후

반의	상태로	되돌려	복원	모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과제로	삼았다.	

앞에서	열거했던	조사결과들,	특히	현미경조사나	적외선	촬영,	안료	분석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보존

처리를	위한	해체작업을	통해	배채背彩	사실과	배채와	전채前彩의	범위와	채색기법	등도	더	확실해졌다.	이

를테면	얼굴	표현에	있어서는	육색으로	배채한	뒤	앞에서	맑은	색으로	전채하였으며,	호분이나	연백	등은	

사용하지	않는	등	작품의	각	부위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이에	걸맞는	표현기법을	찾아내었다.

또한	각	단계마다	무수한	샘플	들(보고서	참조)을	실제	제작하고	이	중에서	가장	걸맞는	선택을	반복

함으로써	《진신화상첩》의	원형복원에	근접해가고자	시도하였다.		

복원모사의	전체공정은	영인본을	토대로	연필과	먹으로	초	내리기,	화견	가공(도침	및	아교포수),	먹선	

초	내리기	및	채색(배채와	전채),	배접	및	표제쓰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미지

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도17)												

도판16. <이지억 초상>

도판17.《진신화상첩》의 모사작업과정

 1. 연필 초 뜨기

 4. 화견 매기/ 아교반수

 7. 전채

 2. 한지에 먹초 뜨기

 5. 화견에 상초

 8. 선 정리

 3. 화견 도침

 6. 배채

 9.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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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 of Yoo Eonho portrait

보물 제1504호

유언호 영정兪彦鎬	影幀 
모사본 제작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자체모사 제작사업

서명 청구기호 재질
그림크기(cm)

수량 특이사항
세로 가로

유언호 영정 奎古312 비단 116 56 1축 寶物제1504

합계 1점

	

1) 발주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사업수행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모사실

4) 사업기간 : 2015. 3. 1 - 2015. 12. 31

5) 자료명 : 유언호 영정(兪彦鎬 影幀)

보물 제1504호 

유언호 영정兪彦鎬 影幀

모사본 제작사업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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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업체

협력 업체 작업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X선 형광분석기 촬영 안료 분석

규장각 디지털매체화팀 적외선 촬영

비첸비앤아이 유물 촬영 및 실사 출력

박윤미 수직견 제작

 장황문화재연구소 장 황

3. 자문 및 검수

전공 분야 이름 소속

자문 위원

미술사

조선미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이태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고연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회 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차동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김현철 간송미술관

변명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서 예
이완우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부

한국학 김종태 한국고전번역원

장 황 차병갑 전 국립현대미술관 

안료 분석 이한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 융합대학원

2.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

이  름 소  속 경력 사항

허 승 희
규장각 
자체모사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센터 보조연구원

     - 2013년 규장각 소장 <화동고지도> 
     - 2014년 규장각 소장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공신교서부도>, <천산대렵지도>
     - 2014년 국립 고궁박물관 <순종황제어진> 
         모사본 제작 사업 참여

1) 담당 : 허 승 희 / 모사본 제작 전반

2) 참여 : 이 광 수 / 얼굴 부분

 윤 지 혜 / 글씨 부분

이  름 소  속 경력 사항

이 광 수

서울대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센터 연구원

     - 2011년 국보 249호 <동궐도> 외 다수
     - 2012년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 2013년 국립 고궁박물관 회화유물
     - 2014년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 참여

윤 지 혜

•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 동양화과 졸업 
•   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   세종문화연구소 근무

     - 2011년 규장각 소장 <도성도>, <아국총도> 
     - 2012년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 <기성전도> 
         모사본 제작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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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사 대상

1. <유언호 영정>  

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일정

업무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예비

조사

대상작

선정

유물

실측

상태

조사

촬영

유물

촬영 및 
출력

안료

분석

안료

분석

유물

조사

역사적,

회화적

연구

모사본

제작

1차 
자문회의

샘플 
및 초본 
제작

2차, 3차 
자문회의

정본

제작

원본

대조

품질

관리

4차 자문
회의 및 
검수

보고서 
작성

장황
족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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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評	:	相見于禽	(상견우금)	:	경을	서연에서	만났는데

	 先卜於夢	(선복어몽)	:	먼저	꿈의	계시가	있었노라.

	 一弦一韋	(일현일위)	:	적절히	성정을	다스리는	도리를	

	 示此伯仲	(시차백중)	:	형제	같은	이	몸에게	가르쳐	주었도다.

	 ⇒			유언호는	꿈의	계시로	얻은	현신이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는	깊은	총애를	표현한	내용의	정

조	어평이	붙어있다.

(2)	이명기	作

1) <유언호 영정>의 형식적 특징

<유언호1	영정>은	조선시대	18세기(1787년,	정조	11)의	초상화로	유언호의	후손인	기계	유씨杞溪	兪氏	문

중에서	보관해	오다가	1997년	12월	11일	규장각에	기증,	2006년	12월	29일	보물	제1504호로	지정된	문화

재이다.

<유언호	영정>은	정조의	어진을	주관했던	이명기가	그렸으며,	오사모烏紗帽에	서대犀帶를	착용하고	쌍학

문	흉배를	부착한	운보문雲寶紋	단령團領을	입은	전신	입상이다.	초상화	상단에는	정조의	어평御評이	함께	

장황되어	있다.

(1)	정조	어평	

1　		유언호(兪彦鎬,	1730-1796)는	조선	후기	영·정조	연간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본관	기계(杞溪).	자	사경(士京).	호	칙지헌(則止軒).	시호	충문

(忠文).	1761년(영조	37)	급제,	주로	사간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	벽파로서,	시파	홍봉한	중심의	척신정치를	없애는	것이	청의와	명분을	

살린다고	생각한	정치적	모임인	청명류(淸名流)	사건에	연루,	붕당을	타파하고자	한	영조로부터	흑산도로	정배	명령을	받음.	정조가	왕세

손이었을	때	지극히	보살폈던	그는	정조	즉위와	함께	시파로	태도를	바꾸어	정조의	총애를	받고,	《명의록》	편찬을	담당.	이듬해	이조참판

에	발탁,	1781년	형조판서가	됨.	1787년	우의정으로서	동지	겸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옴.	이듬해	중추부판사로서	조덕린	사건으로	제주	

대정현에	위리안치.	1791년	풀려나	1795년	좌의정에	올랐으나	사퇴,	돈령부영사에	이르렀음.	정조	묘정에	배향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

국학중앙연구원)

	 		졸기(卒記):	영돈녕부사	유언호가	죽었다.	언호는	자가	사경이며	영의정	유척기(兪拓基)의	족질이다.	젊어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알려졌

고,	영종(英宗)	신사년에	등제하여	김종수(金鍾秀)와	함께	주연(胄筵)에서	지우를	받았다.	상이	즉위함에	미쳐서는	그에	대한	총애와	발

탁이	다른	신하들과	아주	달라서,	몇	년	동안에	화요직을	두루	거쳐	정경(正卿)에	올랐고	정미년에	정승이	되었다.	무신년	조덕린을	복관

(復官)시킬	때에는	상의	노여움이	대단하였으나	뜻을	크게	지키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로	인해	비록	외진	섬으로	정배되는	엄한	

견책을	입었으나	오래지	않아서	사면을	받아	다시	정승에	임명되어	상의	권우가	더욱	융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죽자	묘정에	배향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44권,	20년(1796병진/청	가경(嘉慶)	1년)	3월	19일(을축)	5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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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호 영정>의 회화적 특징

18세기	후반	초상화는	골상에	따른	입체감과	자연스러운	피부	결	묘사에	중점을	둔	얼굴표현,	의복과	

신체의	자연스러운	관계성,	투시법을	이용한	합리적인	기물(교의와	족좌대	등)의	형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18세기	중반에서	말까지의	초상화는	조선	후반기	초상화에서	이루고자	했던	사실적事實的	전신傳神

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4	

이명기는	이러한	18세기	후반	초상화	화풍을	주도하며	단순한	음영표현에서	벗어나	입체화법을	본격적

으로	활용,	이전	시기의	초상화보다	입체감이	뚜렷해진	초상을	표현했다.	이명기의	작품이	아닌	경우에도	

이	무렵	제작된	대다수의	초상화에서	유사한	화풍이	보이고	있어	그의	초상화법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5

(1)	얼굴	표현

이명기는	1789년	연경	사행을	다녀오기	전부터	이미	서양화법인	신법新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실

제로	그의	기년작	모두에서	서양화법의	시도가	발견된다.	최초의	기년작으로	1784년	제작된	<강세황	71세

상姜世晃七十一歲像>을	보아도	상당한	수준의	명암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마와	광대뼈	등	높

이	솟은	부분은	밝게,	콧등의	좌우,	눈두덩이등	오목한	부분은	잔잔한	붓질을	무수히	반복하여	입체감을	

구현하고	있다.	명암의	방향을	규정하는	빛은	정면에서	투사하여	중국	궁정초상의	절충화법과	동일한	묘사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조	대비를	완화시켜	중국	초상화의	약점인	신체와	

얼굴이	겉도는	인상을	누그러트리고	전통	초상화에	보이는	짙은	윤곽선의	비중을	줄인	몰골을	시도하여6	

명암법의	단점인	그림이	어두워지며	탁한	기운을	띠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였다.	조선후기의	초상화는	명암

법을	한국적	표현방식과	절충하여	맑고	청아한	선비의	풍모를	이상적으로	잘	드러내었다.7

4　		문화재청	편,	『한국의	초상화	: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문화재청,	2007,	p.79

5　		장인석,	앞의	글,	p.143	

6　		정석범,	「화산관	이명기와	조선	후기	서양화풍	초상화의	국제성」,	『한국학연구』	vol.	45,	2013,	pp.	113-114

7　		문화재청	편,	앞의	책,	p.178

崇禎三丁未畵官李命基寫

(숭정삼정미화관이명기사)	/	좌측	하단

朝鮮議政大臣經筵講官內閣學士杞溪兪彦鎬字士京五十八歲像

(조선의정대신경연강관내각학사기계유언호자사경오십팔세상)	/	우측	상단

⇒			그림	좌측	하단	내용과	우측	상단	내용으로	보아	유언호가	우의정이	된	해인	숭정기원	후	3번째	정

미년(1787,	정조11)에	도화서	화원이었던	이명기2가	그의	58세상을	그린	초상화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전신	입상

조선시대	초상화	중	유복이나	평상복	차림의	입상이	없지	않으나	관복	정장의	입

상	초상화는	<유언호	영정>이	첫	사례이면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우측	하단의	‘容體長闊示元身減一半(용체장활시원신감일반)’의	내용으로	초

상을	실제	인물의	절반	비율로	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유일한	예여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체로	관복	정장의	의좌상椅坐像	초

상화가	150cm	이상인	데	비해	전신	입상임에도	유난히	작은	편인	크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후반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여	초

상화를	제작하였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3	

<유언호	영정>은	정조	대	초상화로	가장	뛰어났던	화원	이명기의	작품으로	정조	11

년(1787)에	제작한	사실이	밝혀져	있고,	정조의	애정	어린	어제御題가	붙어	있어	미술

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오사모를	쓰고	서대를	찬	단령	차림의	관복	입상인	점,	

사람과	그림	크기의	배율을	기록한	점	등은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	유일하며	새로운	

초상화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되는	회화	사료이다.	당대의	족자	장황	형식	

또한	잘	보존되어	있다.	

2　		이명기(李命基,	1756-1802이후)는	정조대에	활약한	도화서화원으로	본관이	개성(開城)이고,	자는	사수(士受),	호는	화산관(華山館)	혹

은	오로(五露).	초상화	분야에서	‘국수(國手)’라	칭해질	정도로	발군의	기량을	드러내며	당대의	초상화풍을	주도하였으며,	정조	어진을	비

롯해	당대	고관대작들의	초상화는	모두	담당하였다고	할	정도로	다수의	초상화	제작에	참여.	장인석,	「화산관이명기의	생애와	회화세계」,	

『미술사학연구』	vol.	265,	2010,	p.137	

3　		이태호는	이동식	카메라	옵스큐라의	경우	배율	조정이	가능하여	실제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그릴	수	있으며,	이명기의	특징적	기법인	입체

화법과	투시도법,	그림자의	묘사가	두드러진	점	등을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라	설명함.	이태호,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

을	어떻게	그렸나	-	조선후기	초상화와	카메라	옵스큐라』,	생각의	나무,	2008,	p.77	이러한	연구에	대해	장진성은	카메라	옵스큐라가	소개

되어	조선	후기에	초상화	초본을	제작한	사실은	흥미롭지만	정본에	사용된	예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고품질의	렌즈가	생산되지	못	해	

그림	제작에	활용되지	못했고	사실주의적	묘사	기법은	기구가	아닌	화가의	사생능력과	직결되는	것이라	설명함.	장진성,	「조선	후기	회화와	

카메라	옵스큐라	-	西洋異物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의	양상」,	『동악미술사학』	15호,	2013,	pp.245-269

제 3장  보물 제1504호 <유언호 영정(兪彦鎬 影幀)> 모사본 제작사업264 2653권  모사본



령의	느낌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주름이	생기는	부분과	소맷자락	아래,	그리고	전체적인	외곽선에	이

르기까지	농묵을	위주로	한	음영을	진하고	차분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문양	바로	옆	부분

을	짙은	색으로	눌러	비단이	가진	광택으로	인한	색상차를	음영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듯	보인다.	

(3)	화문석의	표현

부감으로	살짝	위에서	보는	듯	한	시선방향을	가지고	바닥의	화문석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공간을	표

현함으로써	인물이	3차원적	공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인물의	얼굴	방향과	화문석의	사

선	방향을	일치시켜	입체적인	공간감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일점투시법이	아닌	평행투시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완벽하게	3차원	공간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원근법을	의식하긴	했지만	

아직은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관복	밑으로	화문석에	떨어진	그림자를	옅은	먹으로	표현하고	있어	사실감을	더하고자	한	입체화법이	

이전의	초상화들과	구별된다.	

배채背彩기법을	활용하여	전채前彩에서는	살색을	엷고	맑게	칠한	후,	이보다	약간	짙은	색	선으로	외곽

과	이목구비를	표현하였다.	이전	시기의	얼굴	표현	보다	선의	비중은	줄이면서	선과	유사한	색으로	주변

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명암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한편	명암	대비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입

체감을	살리고	있다.	인물이	지닌	성품을	말해주는	듯	끝이	긴장되어	올라간	눈썹,	위	눈꺼풀에만	속눈썹

을	그려	넣고	검은	동공	주위를	밝은	갈색과	푸른	기운을	섞어	선명하고	맑게	표현한	점,	눈	안쪽과	끝에	

붉은	기운을	넣어	생동감을	나타내는	표현	기법	등의	입체화법을	사용하여	이전	화가들의	초상화와	뚜렷

이	구별되는	이명기	특유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8

(2)	옷주름	음영	표현

골이	파인	옷	주름의	음영이	뚜렷하게	드러나	옷의	질감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동시에	정교하고	꼼꼼한	

묘사를	기본으로	한	운보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단

8　		문화재청	편,	위의	책,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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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호 영정>의 어평과 제발의 특징

(1)	어평

가로	길이	약	20mm	크기의	해서체로	필획의	형태가	평온하고	점잖고	단정하다.	결구의	배합은	균형이	

잡혀있으며	획의	형태에	변화가	적고	체세가	활발하지는	않다.	총	18글자	중	9글자가	정방형이며	7글자는	

세로	비율이	조금	길고	2글자는	가로로	긴	형태이다.	장방형의	비율차가	심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정방형

의	느낌을	주고	있다.

정방형

장방형

또한	세로가	긴	글자	사이의	간격은	좁게,	가로가	긴	글자	사이의	간격은	넓게	포치하여		전체적으로	

글자	배열이	균일해	보이며,	행간을	넓고	고르게	띄워	가독성이	좋다.	

(4)	기타	표현

입체감을	위한	표현은	사모에서도	나타난다.	모체의	좌우에서	안쪽	방향으로	둥근	아치	모양을	그리듯	

세필로	양쪽에	결을	표현하여	둥글게	입체감을	주고자	하였다.

손의	형태도	공수가	아니라	오른손으로	왼편	옷자락을	부여잡고	있어	한쪽	손이	노출되도록	그려졌으

며	손톱의	생김새와	손가락의	주름	표현까지	섬세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기가	1783년	그린	<강세

황	71세상>과	비슷하다.	

<유언호	영정>에는	이명기	초상화에	나타나는	특징이	고루	드러나고	있다.	

①			이전	시기에	비해	선묘의	표현이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	색의	중첩과	선염의	밝기	조절을	통해	안면

의	굴곡과	의복의	입체감을	살렸다.	

②			눈의	홍채	부위를	황토색과	갈색으로	중첩하여	칠한	후	짙은	먹	점을	찍어	동공을	표현하였고,	윗꺼

풀과	아랫꺼풀에는	짙은	먹	선으로	표현해	눈의	입체감과	깊이감을	살렸다.	

③	사모	모체의	좌우변	끝에	세필로	결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④			바닥의	화문석의	세로결과	문양을	사선으로	표현하여	공간감을	주었고,	엷은	먹으로	인물의	그림

자를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명기의	초상화법은	변상벽,	한종유,	신한평	등의	화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기법이지만	더욱	심화된	음영법을	구사하여	안면의	굴곡을	한결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9

9　		장인석,	위의	글,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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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상태 조사

1) 실측

①	행간

②	자간

최대 자간 약 16mm 최소 자간 약 3mm

(2)	제발

정방형의	해서체로	약	10mm	크기로	작게	썼다.	어평	글씨의	특징과	유사하나	필획이	보다	간결하며,	

훼손되거나	오염·박락	등의	손상이	없어	모든	글씨의	육안상	관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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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	상태2) 육안 관찰

(1)	장황

<유언호	영정>은	개장된	흔적	없이	18세기	후반	조선시대의	족자	장황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상·하	회장에	짙은	남색	비단을	쓰던	초기의	형식에서	옅은	옥색을	주로	쓰는	형식으

로	변화하고	변아와	일치하는	미색의	영자纓子	두	줄을	상단에	붙이는	형식이	풍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

식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10

10　		국립고궁박물관	편,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국립고궁박물관,	2008,	p.152

상 ·하 회장 비단

변아 비단

현재	<유언호	영정>은	옻칠이	된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장황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상축	뒷면에	‘奎古312’의	청구기호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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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료 및 바탕 재질 분석     

(1)	현미경	분석

•	분석	목적	:	사용된	안료의	입자	확인과	채색의	선·후	관계	확인

•	분석	방법	:	디지털	현미경(IMS-M-345,	SOMETECH,	KOREA)	160배	촬영

•	분석	위치	

①	사모,	얼굴,	단령	깃

(3)	손상	상태

초상화의	상태는	양호하나	상축과	비단의	경계	부분이	양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미세하게	갈라진	상태

이며,	우측	하단의	하축과	비단	경계부분은	갈라지고	찢어진	정도가	심한	상태이다.	

1.사모 모정 중간 선 2.사모 모정 바탕 3.사모 몸체 바탕 4.사모 몸체 음영선

5.사모 아래 망건 띠 6.사모 양각 문양 7.좌측 이마 사마귀 8.우측 눈썹

좌측상단 손상

우측상단 손상

우측하단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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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령

9.좌측 눈 안쪽 흰자위 10.좌측 눈 안쪽 11.콧대 윗선 12.우측 눈 안쪽

21.우측 콧구멍 22.아랫 입술 주름 23.입술 중앙 24.아랫 입술 외곽

25.단령 깃 선 26.단령 깃 바탕 27.단령 깃 검은 부분 28.단령 깃 오염 부분

13.우측 눈 동공 14.우측 눈 홍채 15.우측 귀 돌출부분 16.우측 귓구멍

29.단령 고정 부분

17.우측 귓 볼 18.우측 광대 아래 19.콧대 아랫선 20.코 위의 붉은 반점

1.단령 음영 2.단령 음영 3.단령 외곽선 4.단령 문양 밝은 부분

5.단령 바탕 6.단령 바탕 어두운 부분 7.단령 옷주름 음영 8.단령 소매 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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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흉배,	서대,	옷고름

1.흉배 외곽선(금박) 25.좌측 고름 바탕2.흉배 황색 운문 26.좌측 고름 음영3.흉배 황색 운문 4.흉배 황색 운문

13.흉배 녹색 운문 14.흉배 적색 운문 15.흉배 적색 운문 16.흉배 적색 운문

17.흉배 바탕 문양 18.흉배 바탕

22.서대 측면 금선

19.서대 안쪽 황색

23.서대 윗 경계선

20.서대 안쪽 흑색

24.좌측 고름 문양

5.흉배 황색 운문 6.흉배 학 7.흉배 청색 운문 8.흉배 청색 운문

21.서대 안쪽 금선

9.흉배 청색 운문 10.흉배 녹색 운문 11.흉배 녹색 운문 12.흉배 녹색 운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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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바탕	비단④	목화,	화문석

1.화문석 윗부분 2.화문석 바탕 3.흰색, 흑색 무늬 4.적색 무늬

5.황색 무늬 6.목화 앞 코 7.목화 바탕 8.목화 밝은 선

9.화문석에 생긴 음영

그림 부분 바탕비단 어평 부분 바탕비단

■	분석	결과

•	안료

-			얼굴	피부에는	입자가	없는	적색,	갈색	계열의	유기	안료	사용이	대부분이며,	같은	피부라도	손의	표

현에는	밝은	부분에	입자가	관찰되어	무기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단령	깃	부분에는	배채만	사용되어	전채의	안료	사용이	없으며	오른쪽	접히는	부분의	음영은	먹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단령의	짙은	녹색은	입자가	관찰되지	않아	유기	안료의	사용으로	보이며,	음영	부분은	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흉배의	학을	포함한	백색	부분은	백색	무기	안료,	청색,	녹색,	붉은색	모두	무기	안료가	사용되었으며,	

황색	부분도	입자가	보여	무기	안료가	함께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흉배	옆	옷고름과	서대의	띠	부분,	손	옆의	단령	안쪽	안감,	화문석	가장자리	부분의	청색	모두	무기	

안료가	사용되었다.

-	흉배	바깥	선과	서대,	사모	장식에	금박이	사용되었다.	

-			화문석은	배채	후	전채로	바탕을	올리지	않고	미점을	찍어	질감을	표현하였는데	미점의	입자가	보여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문양으로	들어간	적색과	황색은	유기	안료,	흰색은	무기	안료,	흑

색은	먹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단령	밑으로	화문석	위에	떨어지는	그림자	부분은	흑색	입자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먹이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된다.

•	바탕	재질

-			화견은	조선	후기에	사용되던	매우	가는	미세사微細絲를	사용하였다.	꼬임이	거의	없는	정련되지	않은	

생사生絲로	직조하였는데	경사	두올과	두올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구조로	매우	성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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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9 백색 옷깃 Pb 연백 

10 백색 옷깃 Pb 연백 

44 백색 흉배 학(위) Pb 연백

45 백색 흉배 학(아래) Pb 연백

68 백색 화문석 무늬 Pb 연백

69 백색 화문석 바탕 Pb 연백

70 백색 화문석 바탕 Pb 연백

③	흑색

	 -			사모와	화문석	문양	등의	흑색	부분에	대한	원소	분석	결과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이외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음.	

	 ⇒			흑색에서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된	것으로	보아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원소로	이루어진	

흑색	안료(먹,	Carbon)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3 흑색 사모 Pb  ≫ Ca 먹 / 연백 배채

4 흑색 사모 Pb 먹 / 연백 배채

5 흑색 사모 Pb 먹 / 연백 배채

65 흑색 화문석 무늬 Pb 먹 / 연백 바탕

④	피부색

	 -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색과	음영	부위의	짙은	피부색이	관찰됨.

	 -			두	색조	모두	주성분으로	납(Pb)이	검출되고,	짙은	피부색에서	소량의	칼슘(Ca)과	철(Fe)이	추가

로	검출됨.	

	 ⇒			피부색과	짙은	피부색에서는	납	이외의	성분이	미미하게	검출되었으나,	적색	입자성	물질은	관

찰되지	않아	적색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납은	배채	된	연백으로부터	검출되는	것

으로	보임.

-			어평	비단은	숙견을	이용한	평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견에	비해	밀도가	높다.	도침을	한	상태로	추정

된다.

	

(2)	XRF	분석

■	협력	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

■	분석	목적	:	작품에	채색된	안료의	비파괴	원소	정성분석

■	분석	방법	:	이동	가능한	X-선	형광분석기

	 (F-EDXRF:	SII,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Field-X	SEA200,	Japan)

	 		X-ray	tube	전압	50kV,	X-ray	조사	직경	2mm,	측정환경	대기,	측정시간	60sec의	조건

으로	비파괴	원소	정성분석.

■	분석	결과

①	바탕

	 -	바탕	비단	원소	분석	결과	칼슘(Ca)이	소량	검출됨.	

	 ⇒			비단	바탕에	전채나	배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황색은	유기염료를	이용한	염색으로	추정됨.	

칼슘	성분은	바탕	비단이나	배접지에	함유된	성분으로	판단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1 연황색 바탕 Ca 채색 無

2 연황색 바탕 Ca 채색 無

60 연황색 바탕 Ca 채색 無

61 연황색 바탕 Ca 채색 無

②	백색

	 -			옷깃,	흉배의	학	등	백색	부분에	대한	원소분석결과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이외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음.

	 ⇒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무기	안료인	연백(lead	white,	2PbCO3·Pb(OH)2)이	사용된	것으

로	판단됨.

제 3장  보물 제1504호 <유언호 영정(兪彦鎬 影幀)> 모사본 제작사업282 2833권  모사본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31 짙은 적색 흉배구름 Hg, Pb 진사+연단

18 분홍색 흉배구름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27 분홍색 흉배구름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33 분홍색 흉배구름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8 분홍색 얼굴(입술)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⑥	황색

	 -	황색	계열에서는	황색과	적황색,	주황색이	관찰됨.	

	 -			황색에서는	주성분으로	납(Pb)이	검출되었으며,	적황색에는	주성분으로	납과	미량의	수은(Hg)이	

검출됨.	주황색	부분에서는	납과	수은이	검출됨.		

	 ⇒			황색	안료는	납만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백색과	황색	물질이	관찰되나	황색의	입자성	물질

은	관찰되지	않아	연백을	바탕에	채색하고	그	위에	황색	유기안료를	사용하여	덧칠한	것으로	

추정됨.

	 ⇒			적황색	안료는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나	표면에	백색	물질이	관찰되지	않고,	소량의	적

색	입자와	수은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연백으로	배채	된	직물	표면에	적색	유기안료와	소량

의	적색	무기안료(진사	또는	진사와	연단의	혼합	안료)를	혼합하여	채색한	것으로	추정됨.	

	 ⇒			주황색	안료는	주성분으로	납과	수은이	검출되었으며,	적색	입자들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황색	유기안료를	칠	한	채색층	위에	적색의	진사	또는	은주(Cinnabar	or	Vermilion,	HgS)	또

는	진사와	연단(Minium,	Pb3O4)의	혼합	안료를	덧칠한	것으로	판단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12 황색 흉배 구름 Pb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바탕

29 황색 흉배 구름 Pb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바탕

38 황색 흉배 구름 Pb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바탕

64 황색 화문석 문양 Pb ≫ Ca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바탕

48 적황색 서대 버클 Pb ≫ Hg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배채

49 적황색 서대 버클 Pb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배채

52 적황색 서대 버클 Pb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바탕

53 적황색 서대 버클 Pb ≫ Hg 황색 유기안료/ 연백 바탕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6 피부색 얼굴(이마) Pb, Hg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7 피부색 얼굴(볼)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55 피부색 손가락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56 짙은 피부색 손가락 마디 Pb, Fe 연백+석간주

71 짙은 피부색 얼굴(코)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바탕

72 짙은 피부색 얼굴(귀)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바탕

73 짙은 피부색 손(손가락 사이) Pb, Fe, Ca 석간주 / 연백 바탕

74 짙은 피부색 손(마디) Pb, Fe, Ca 석간주 / 연백 바탕

⑤	적색

	 -	적색	계열에서는	적색,	짙은	적색,	분홍색이	관찰됨.	

	 -			적색과	짙은	적색	부분에서는	주성분으로	납(Pb)과	수은(Hg)이	함께	검출되었고,	화문석	문양의	

적색	부분과	분홍색에서는	주성분으로	납만	검출됨.	

	 -			적색과	짙은	적색	모두에서	입자성	물질이	보이며,	화문석	문양과	분홍색에서는	직물	조직	뒤로	

옅은	황색과	옅은	분홍색의	물질들이	관찰됨.	

	 ⇒			적색과	짙은	적색에서	납과	수은이	함께	검출되어	연단(Minium,	2PbO·PbO2)과	진사

(Cinnabar,	HgS)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적색	문양과	분홍색에는	납만	검출되어	연백으로	배채	된	표면	위에	적색	유기안료로	채색한	

것으로	판단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17 적색 흉배구름 Hg, Pb 진사+연단

26 적색 흉배구름(27번 위) Pb, Hg 진사+연단

32 적색 흉배구름 Hg, Pb 진사+연단

63 적색 화문석 무늬 Pb, Hg 진사+연단

66 적색 화문석 적색선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67 적색 화문석 적색선 Pb 적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25 짙은 적색 흉배구름(26번 위) Hg, Pb 진사+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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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색	안료는	입자성을	보이며	구리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으로	보아	석청이	사용된	것으

로	판단됨.	짙은	청색	부위는	채색면의	가장자기라	예리한	점으로	보아	석청으로	칠한	채색층	

위에	흑색	안료인	먹으로	덧칠한	것으로	추정됨.	

	 ⇒			모든	청색	부분에서	납이	상당한	수준으로	검출되나	현미경	상에서는	납	성분	안료를	이용한	

바탕	채색이나	혼합	등에	의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본	분석결과만으로	원인

을	추정하기	어려움.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43 옅은 청색 흉배 산 Pb, Cu ≫ Fe 석청

19 청색 단령(옷고름) Cu > Pb, Fe, Mn 석청

24 청색 흉배 구름 Cu > Pb, Fe, Mn 석청

34 청색 흉배 구름 Cu > Pb, Fe, Mn 석청

62 청색 화문석 테두리 Cu > Pb, Fe, Mn, K 석록

42 청색 흉배 문양 Cu > Pb, Fe, Mn 석청

35 짙은 청색 흉배 구름 Cu > Pb, Fe, Mn 석청

41 짙은 청색 흉배 문양 Cu > Pb, Fe, Mn 석청

⑨	녹색

	 -	녹색	계열에서는	옅은	녹색,	짙은	녹색,	황록색이	관찰됨.	

	 -			옅은	녹색	부분에서는	구리(Cu)와	함께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녹색과	짙은	녹색,	황

록색	부분에서는	구리가	주성분으로	검출됨.	

	 ⇒			녹색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리가	주성분으로	검출되며,	녹색의	입자성	물질들이	관찰되어	

석록(공작석,	Malachite,	CuCO3·Cu(OH)2)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옅은	녹색	부분은	백색

의	연백과	석록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짙은	녹색	부분은	대부분	선의	형태로	관찰되며,	가장자리가	예리한	점으로	보아	석록으로	채

색한	후에	흑색	안료인	먹으로	덧칠한	것으로	추정됨.	

	 ⇒			황록색은	석록에	황색	유기안료를	배합하여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면밀한	분석과	색

도	비교가	요구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14 주황색 흉배 구름(황색 12옆) Pb, Hg 진사+연단/ 황색 유기안료

28 주황색 흉배 구름 Pb, Hg 진사+연단/ 황색 유기안료

39 주황색 흉배 구름(38번좌) Pb, Hg 진사+연단/ 황색 유기안료

⑦	갈색

	 -			갈색	계열에서는	황갈색,	갈색이	관찰됨.	전체적으로	소량의	철(Fe)이	검출되었고,	소량의	칼슘

(Ca)과	철(Fe)만	검출되는	부분,	납(Pb)과	철이	함께	검출되는	부분,	납과	철	그리고	수은(Hg)이	

함께	검출되는	부분이	공존함.

	 -			황갈색	부분은	황갈색	물질이	배채	된	후	유기안료가	전채	된	듯한	형태를	보임.	영정	눈동자	부

분에서는	소량의	갈색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고	흉배의	구름	문양에서는	갈색의	유기안료가	채색

된	형태를	보임.	흉배	구름	모양	중	분석지점	2,	3번의	경우에는	바탕에	적갈색	입자성	물질이	다

량	관찰됨.	

	 ⇒			갈색	안료	중	눈동자	부분에	채색된	안료는	구성	원소로서	철(Fe)이	검출되었으며	입자성을	

띄는	것으로	보아	석간주	등의	산화철계열	적갈색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눈동자	이외의	부분은	갈색	계열의	유기안료와	소량의	산화철계	안료가	혼합되어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22 황갈색 흉배 구름 Pb ≫ Fe 황갈색 유기안료 / 연백 바탕

11 갈색 눈동자 ≫ Ca, Fe 석간주

13 갈색 흉배 구름(황색 12좌) Pb > Fe 갈색 유기안료/ 황색 채색 위

23 갈색 흉배 구름(황갈색 22좌) Hg, Pb ≫ Fe
갈색 유기안료/ 
진사+연단 채색 위

30 갈색 흉배 구름(황색 29좌) Pb > Fe 갈색 유기안료/ 황색 채색 위

⑧	청색

	 -	청색	계열에서는	옅은	청색,	짙은	청색이	관찰됨.

	 -			옅은	청색에서는	주성분으로	납(Pb)과	구리(Cu)가	검출되었으며,	청색과	짙은	청색에서는	구리

가	주성분으로	검출됨.	세	가지	색상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미량의	납(Pb)과	철(Fe),	망간(Mn)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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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54 금색 흉배 테두리 Cu, Pb, Au 금박 / 연백 바탕

46 짙은 자색 흉배 바탕 Pb 자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47 옅은 자색 흉배 바탕 Pb 자색 유기안료 / 연백 배채

57 옅은 회록색 단령 문양 Pb 유기안료 / 연백 배채

58 짙은 회록색 단령 바탕 Pb 유기안료 / 연백 배채

59 흑록색 단령 주름 Pb 유기안료+먹 / 연백 배채

■	결론

	 -	백색	안료는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성	안료로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흑색	안료는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성분으로	구성된	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적색	안료는	수은(Hg)과	납(Pb)이	함께	검출되는	적색의	입자성	안료로	진사와	연단이	함께	사

용된	것으로	추정됨.

	 -			분홍색에는	연백과	함께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성분으로	구성된	적색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피부색에는	연백	바탕에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적색	유기안료를	덧칠한	것으로	추정됨.

	 -	녹색	안료는	구리(Cu)를	주성분으로	하는	녹색의	입자성	안료로	석록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청색	안료는	구리(Cu)를	주성분으로	하는	청색의	입자성	안료로	석청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황색	안료는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비입자성의	황색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금색에는	금박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갈색에는	철(Fe)을	주요	발색원으로	하는	입자성	물질인	석간주와	갈색계	유기안료가	함께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됨.

	 -	자색에는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비입자성의	자색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회록색에는	EDXRF에서	검출이	어려운	비입자성의	청색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21 옅은 녹색 흉배 구름 Cu, Pb 석록 + 연백

16 녹색 흉배 구름 Cu ≫ Pb 석록 / 연백 배채

20 녹색 흉배 구름 Cu > Pb 석록/ 옅은 녹색 21 위

37 녹색 흉배 구름 Cu 석록

15 짙은 녹색 흉배 구름 Cu 석록

36 짙은 녹색 흉배 구름 Cu 석록

40 짙은 녹색 흉배 구름 Cu 석록

⑩	금색,	자색,	회록색

	 •			금색

	 	 -	금색에서는	납(Pb)과	함께	금(Au)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금색	부분은	납이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백색의	연백을	바탕에	채색하고	그	위에	박

의	형태로	금을	부착한	것으로	판단됨.	

	 •			자색

	 	 -	자색	부분은	옅은	부분,	짙은	부분	모두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자색	부분은	납이	높게	검출되고,	표면에	입자성	물질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색	

유기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한	것으로	추정됨.	EDXRF에서	검출된	납(Pb)	성분은	후면에	배

채	된	연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회록색

	 	 -			회록색은	단령을	채색한	색상으로	옅은	부분,	짙은	부분,	거의	흑색에	가까운	부분	등	세	종류

가	관찰됨.	모든	부분에서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회록색	부분은	납이	높게	검출되고,	표면에	입자성	물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색	

또는	회청색	계열의	유기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며,	배면에는	납을	주성분

으로	하는	연백	등의	안료를	배채	한	것으로	판단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50 금색 서대 버클 Pb, Au 금박 / 연백 바탕

51 금색 서대 버클 Pb, Au 금박 / 연백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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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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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외선	촬영

■	협력	기관	:	규장각	디지털매체화팀

■	촬영	목적	: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먹을	비롯한	탄소	성분의	사용	확인				

■	촬영	방법	:	PENTAX	645D	IR

원본과	적외선	촬영본을	비교한	결과,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밑그림의	먹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음영을	표현한	먹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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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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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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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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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69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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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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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사본 제작과정

1. 초상 모사

1) 유물 촬영 및 출력

■	협력	기관	:	비첸비앤아이

유물을	분할	촬영하여	디지털	합성한	후	실제	크기로	출력하였다.	비단의	투명도에	따른	안료의	반사로	

인한	원본과의	색상	차가	심해	출력본의	색	맞춤이	까다로워	유물과	출력본의	색	비교를	통한	보정작업을	

4차까지	진행하여	가장	근접한	색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출력물은	모사본	제작의	밑	본으로	사용되었다.

2) 선 연습 및 연습작 제작

본	작업에	앞서	종이	위에	선	연습을	하였고	비슷한	조건의	견과	본	작업에	사용될	견에	미리	연습작

을	제작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필세를	익히고	안료의	색상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근	비단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특성상	견	연습작을	통해	아교포수	농도에	따른	안료의	발림성과	중첩	정도,	먹선의	

농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배채가	기본이	되는	초상화는	안료의	중첩	

정도와	농도,	색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미세한	차이에도	원본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연습작의	제작	과정

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트레싱지 밑본

비슷한 짜임의 견 연습작

종이 위에 먹선 연습작

본 작업용 견 연습작

연습작에	들어가기	전	바탕	비단의	색상,	각	부분별	안료	혼합	비율과	중첩의	정도,	배채와	전채의	조

화	등을	실험하기	위한	색	비교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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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비단(오리나무 열매 염색)

피부(전채)

사모(전채)

피부(배채)

사모(배채)

단령(배채)

화문석(전채)

단령(전채)

흉배 바탕(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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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꼬임  : 무연

경사 직경 : 0.20~0.30mm

위사 직경 : 0.30~0.40mm
 
직물 밀도 : 26×27올/cm2

직물 조직 : 평직

어평(부분) 평직 조직도

紬 확대 紬 확대

(2)	직물	직조

①	사紗

-	실	준비와	정경

유언호	초상의	사직물의	소재는	생사生絲이다.	측정한	결과	경사의	직경은	0.20~0.30mm이고	위사는	

경사	2올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경사와	위사는	거의	유사한	굵기이므로	모사용	

화견에는	21중	단사의	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화견의	필요량은	폭은	65cm이며	길이는	320cm이므로	밀

도를	감안하여	경사	올수를	정하고	길이는	80cm	정도	여유분을	두고	400cm로	정경하였다.	정경(政經,	

warping)은	직조하려는	직물의	길이에	따라	경사의	길이와	숫자를	균일하게	정하는	것으로	전통	베짜기

에서는	베날기라고도	한다.	화견의	길이에	여유분을	더한	길이로	정경을	하며,	시작부분에서	�의	상태로	

사침걸기를	한다.	

-	직기에	경사	걸기

정경이	끝난	경사는	직기	위에	걸쳐놓고	잉아에	한	올씩을	끼운다.	화견이	변형평직으로	직조되었으나	평

직과	같이	2개의	잉앗대(종광판)가	필요하므로	각각의	잉앗대에	걸려있는	잉아에	하나씩	번갈아	가며	끼운

다.	잉아에	실	끼우기가	끝나면	여러	개의	작은	다발로	묶어서	실이	잉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한다.	바디에는	

한	구멍에	2올을	끼우며,	바디에	실	끼우기가	끝나면	경사의	장력이	고르게	되도록	말코에	고정시킨다.

3) 비단 직조

■	협력	기관	:	박윤미(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1)	유언호	초상	화견의	특성

①	초상	부분의	사紗	특성

초상화의	화견은	2종류가	사용되었다.	초상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사紗	직물이며	어평이	기록되어	있

는	부분은	주紬이다.	사는	경사와	위사에	모두	정련하지	않은	생사生絲를	사용하여	변형평직으로	직조

되었는데,	경사	2올마다	간격이	넓은	짜임으로	직조되었다.	경사의	직경은	0.20~0.30mm이며	위사는	

0.45~0.57mm로	경사에	비해	위사가	굵다.	이것은	경사	2올을	합쳐서	위사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조선

시대의	화견	가운데	이와	같은	짜임으로	직조된	것이	많다.	직물의	밀도는	31×25올/cm2	정도이다.	

실 꼬임  : 무연

경사 직경 : 0.20~0.30mm

위사 직경 : 0.45~0.57mm
 
직물 밀도 : 31×25올/cm2

직물 조직 : 변형평직

유언호 초상(부분) 변형평직 조직도

紗 확대 紗 확대

②	어평	부분	주紬의	특성

초상화의	어평이	쓰여있는	부분은	평직으로	직조되었다.	꼬임이	거의	없는	숙사熟絲를	사용하였으며,	

경사의	직경은	0.20~0.30mm,	위사는	0.30~0.40mm로	위사가	약간	굵다.	직물의	밀도는	26×27올/cm2로	

경사와	위사간의	밀도차이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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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조하기 완성된 주 완성된 주와 유물과의 비교

4) 비단 붙이기

가는	실을	사용하여	직조된	견의	특성상	구조가	성글고	약해	경사와	위사가	틀어지지	않도록	실의	수

직·수평에	주의하여	고정하였다.	견의	구조가	틀어질	경우	선의	방향이	틀어져	완성된	그림의	도안이	함

께	변형될	뿐만	아니라	안료가	박락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였다.

-	직조하기

위사로	사용할	북에는	실	2올씩을	감아	준비한다.	위사와의	간격이	고르게	되도록	바디로	치면서	제직

한다.

21중 단사 정경하기 잉아에 실끼우기

바디에 실 끼우기 직기에 경사 걸기가 끝난 상태 직조하기

직조중인 상태 완성된 紗 완성된 紗와 유물과의 비교

②	주紬

어평이	쓰여	있는	부분에	사용된	주는	정련한	숙사熟絲인데	경사의	직경은	0.20~0.30mm,	위사는	

0.30~0.40mm이므로	직조에는	41중2합	숙사를	사용하였다.	정경부터	직조까지는	위의	사직물의	직조과

정과	동일하다.

42중 2합 숙사 정경 후 사침대 끼우기 직기에 경사 걸기 

5) 비단 염색

XRF	분석상	무기	안료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인	견의	색상과는	차이가	있어	유기	안료의	염

색	가능성을	바탕으로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염색을	진행하였다.	오리나무	열매	염액을	낮은	농도로	물

에	희석하여	최대한	옅은	색으로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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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초

상초에	사용할	밑본	제작을	위해	고해상도로	촬영된	실제	사이즈의	흑백	출력물을	사용하여	트레싱지	

위에	옮겨	그렸다.	이렇게	제작된	밑	본은	쟁틀의	안쪽	크기에	맞는	틀에	붙여	쟁틀에	끼운	뒤	비단에	밑

본이	비치도록	준비한다.	비단	위로	비쳐	보이는	상을	따라	먹으로	초를	뜨는데,	이	때	원본의	선	굵기,	묘

법의	특성,	농도	등에	유의하여	최대한	유사하게	상초하였다.

6) 아교포수

쟁틀에	부착된	견	위에	아교포수를	진행하였다.	아교	3-4%,	명반	0.2%의	농도로	교반수를	만들어	앞,	

뒤로	2회씩	도포하였으며,	바탕	재질의	특성에	따라	포수의	농도나	도포	횟수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

므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적합한	농도와	횟수를	결정하였다.

트레싱지 밑본 먹으로 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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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배접

유물	제작	당시	1차	배접	후에	초상화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연습작을	통한	바탕재	실험에서	

매우	성근	화견의	특성상	아교포수만으로	안료의	채색	층을	안정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배채	

후	1차	배접하여	전채를	진행하였다.

8) 배채

XRF	분석	결과에	따라	바탕,	사모	양각,	눈동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연백을	포함한	배채를	진행하였

다.	채색	층의	중첩을	통해	채도를	높이고	안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주는	배채	과정은	초상화의	

제작	과정상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체적으로	일정하고	고르게	채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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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채

XR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본에	사용된	안료를	추정하여	채색하였다.	연습작에서	원본과	최대한	가

까운	무기	안료	색상과	유기	안료	혼합색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며,	원형모사의	원칙에	맞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의	변화를	감안하여	원형의	색에	가깝게	복원하고자	하였다.		

원본 사모 부분

원본 얼굴 부분

모사본 사모 부분

모사본 얼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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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단령 깃 부분

원본 손 부분

원본 흉배 부분

원본 단령 부분

원본 목화 부분

모사본 단령 부분

모사본 목화 부분

모사본 단령 깃 부분

모사본 손 부분

모사본 흉배 부분 원본 화문석 부분 모사본 화문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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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서 
	

1) 비단 붙이기

어평	부분의	비단은	화견과	다른	조직의	직물이	사용되어	그림	위에	붙여졌기	때문에	따로	어평	크기

의	쟁틀을	이용하여	비단을	붙여	임서를	진행하였다.

11) 원본 대조

모사본을	제작하는	동안	원본과	모사본을	대조하여	전체적인	색감과	묘사	정도를	확인하여	보완·수

정하는	과정을	갖는데,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배채 후 원본비교

전채 과정 중 원본비교

2) 비단 염색 

바탕	재질	비교	실험을	통해	아교포수를	하지	않고	도침만	하여	염색하는	방법이	원본과	더	유사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어	도침	후	염색을	진행하였다.	원본상의	화견과	어평에	쓰인	직물은	조직과	두께가	달라	

같은	색상으로	염색을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임서	시에도	화견과	같은	염액으로	염색하여	

전체적인	색상	계열로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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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서

(1)	어평

①	1차	제작

원본	비단이	도침만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도침	후	임서하였다.	비단에	먹이	잘	묻어나	운필의	속도

가	적당하여	자형을	의도하는	대로	표현	할	수	있었다.	또한	가필하지	않고	한	필에	임서할	수	있어	원화

의	필의를	유사하게	재현하였다.

하지만	‘評’,	‘弦’,	‘仲’	字에서	의도하지	않은	먹의	번짐이	생겨	획이	둔탁하고	도드라져	보여	2차	제작을	

결정하였다.

3) 연습

(1)	모서	과정

고화상	출력본	위에	트레싱지를	올려놓고	글자의	윤곽을	본떴다.	임서하기	전	글자를	정밀하게	관찰하

고	결구의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2)	임서	과정

한지를	통해	먼저	연습하는	과정으로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여	이미지가	비춰	보이게	하여	형태를	가늠

하여	임서하였다.	운필의	이치,	문자의	형태와	점획의	기세를	세심히	모방하여	연습하였다.

본	작업용	견	연습	과정으로	비단의	특성을	익히고	원본의	필의를	재현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2차	제작

도침	후	아교	포수를	하여	임서하였다.	비단	표면에	먹이	묻어나지	않으며	운필이	잘	되지	않았다.	가필

하여	형태를	그려줘서	원화와	자형은	같게	표현은	되었으나,	점묘하듯이	써서	글자의	기운을	잃고	생동감

이	느껴지지	않아	필의를	드러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离	’字에	번짐이	있어	완성도가	떨어진다.

모사	제작은	원화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감동까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3차	제작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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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발

고화상	출력	이미지를	모사	제작	시의	본으로	삼는다.	한	장은	제작용	비단	아래에	놓아	비춰	보이는	

잔상으로	형태를	가늠하고,	또	한	장의	자료는	옆에	두고	보면서	임서하였다.	비단의	짜임으로	인하여	먹

이	묻지	않아	형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필을	하였다.

③	3차	제작

1차와	같은	방법으로	도침만	하여	진행하였으며,	번짐의	우려가	있어	먹의	농도를	높여	임서하였다.	운

필의	속도가	적당하며	원본의	필의가	잘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결과를	볼	수	있었다.

5) 결과

(1)	어평

원본

임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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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측	하단(2)	제발

①	우측	상단

원본 원본

원본

임서본 임서본

임서본

③	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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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사본과 어평 비단 연결

-	모사본을	화판에서	분리하여	제원에	맞게	연결부를	재단하였다.

-	배접이	완료된	어평	임서부분과	모사본을	실제	유물의	제원과	동일하게	연결하였다.

-	연결된	모사본을	압축	건조하여	완전히	부착한	뒤	모사본	제원에	맞게	재단한다.

3. 장황

1) 어평 배접

-	인계받은	어평부분	비단을	미색한지로	배접하여	완전건조	하였다.

-	그림	1차	배접	시	사용한	한지로	배접하여	연결부위의	이질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	전체적으로	타격솔	작업을	실시하여	직물과의	밀착력과	유연성을	좋게	하였다.

어평 배접

회장비단 배접1

비단 재단원본 유물과 샘플 비교

회장비단 배접3

어평 타격솔 작업

회장비단 배접2

비단 연결회장비단 선별 회의

표지비단 배접

2) 회장비단 배접

-	회장비단의	색상은	원본유물과의	수차례	색비교를	통하여	정하였다.

-	회장비단은	수직명주로	제작	되었으며	쪽으로	염색하였다.

-	회장비단에	충분한	수분을	가하여	결을	맞춘	뒤	닥지로	배접하였다.

-	타격솔	작업을	실시하여	밀착력과	유연성을	좋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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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회장	부분에	기존	유물과	같은	형태의	깃을	제작하여	꾸며주었다.	깃의	재질은	모사본의	변아에	둘

러진	미색	수직명주와	같은	비단을	사용하였다.

4) 회장비단 재단 및 장황

-	배접이	완료된	회장비단을	제원에	맞게	재단하여	장황한다.

-			장황방식은	원본	유물과	동일한	기법을	재구현하였으며,	미색의	수직명주로	모사본의	변아를	꾸미고,	

상ㆍ하회장에	쪽으로	염색한	회장비단을	연결하였다.

모사본 변아 비단 연결

하남선 귀접이 부분

축 감싸개 부착

하회장 비단 연결

상회장 깃 장황1

타격솔 작업

상ㆍ하백선 비단 연결

귀접이 완료

상단 표지비단 배접

회장 비단 연결

상회장 깃 장황2

전체 배접 완료

5) 족자 귀접이 및 상회장 깃 부착

-	전체	배접	전,	족자	양	기둥	부분의	귀접이를	실시하여	수평을	맞추었다.

6) 배접(2~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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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회장은	배접한	표지비단을	재단하여	배접하였으며,	이어서	미색	닥지로	배접하였다.

	 배접	후	타격솔	작업을	실시하여	유연성과	밀착력을	강화하였다.	

-			2차	배접	완료	후	완전	건조한	뒤,	3차	배접하였다.	3차	배접지는	2차	배접지보다	질기고	두꺼운	한지

를	이용하였다.

-	3차	배접	완료	후	건조판에	부착해	완전히	건조하여	마무리	하였다.

7) 유연화 작업 및 배접날개 제거

-			완전	건조된	모사본을	건조판에서	분리하여	유물	유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족자의	뒷면에	초칠을	

한	뒤	구슬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문질러	유연성을	확보하고	배접지를	안정화하였다.

-	모든	배접이	완료된	모사본의	배접날개를	제거하였다.

유연화 작업1

상축 장황

족자 고리

배접날개 제거1

하축 장황유연화 작업2

상축 장황 완료

족자 끈 달기

배접날개 제거2

하축 장황 완료

8) 축 달기

-	원본	유물과	동일하게	제작된	축과	축두를	장황하였다.	

-			상축의	수종은	미송을	사용하여	1/4축으로	제작되었고,	하축의	수종은	미송,	축두는	느티나무를	사

용하여	제작되었다.

-	상축엔	소목으로	염색된	명주를	양쪽	귀에	부착하여	장황하였다.

9) 족자고리 및 족자끈 달기

-	국화동으로	제작된	족자고리를	유물	원본의	제원과	동일하게	상축에	달았다.

-	족자고리못이	관통해	돌출된	부위는	표지비단을	덧대어	마무리	지었다.

-	족자끈은	홍사를	꼬아	제작하였으며,	족자고리에	단단히	묶어	장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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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성10) 의향 삽입 및 보관

-	오동나무로	제작된	보관상자	및	굵게말이축을	이용하여	모사본을	보관하였다.

-			굵게말이축으로	말린	모사본을	명주천으로	감싸고,	충해방지를	위한	의향(백단향,	영릉향,	팔각회향,	

정향,	감송향)을	함께	넣어	보관하였다.

족자 보관상자 제작

명주천 감싸기

의향 삽입

굵게말이축 제작

의향 제작

유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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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외부에	맡기게	되어	자체	모사의	취지와는	맞

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규장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외부	초빙	인원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

게	될	경우	자체	연구원과의	호흡이	맞을지	의문임.	또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이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음.	

자체	연구원이	수차례	연습한	후	정성을	들여	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자체연구원

의	요구를	바탕으로	호흡이	맞을	수	있는	모사	인력을	추천받아	자문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	부분은	주관

하여	모사에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글씨 부분 임서 관련

어평과	그림	안의	글자들은	서체가	날렵하고	뛰어남.	기본적으로는	자체연구원의	연습	과정을	거친	숙

련정도를	보아가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문적으로	서예를	전공한	인원을	따로	투입하여	임서하는	

방향도	좋을	듯	함.	

■ 작업 방향 관련

①	바탕	비단	염색

XRF	촬영	결과	황색	유기안료의	염색이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또한	조선시대	다른	초상화

의	경우에도	충해를	위해	바탕비단을	염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염색은	황색계열	유기안료인	황

벽이나	오리나무	열매의	색상	비교	실험을	통해	결정.	

②	얼굴	배채

눈동자와	사모	양각을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에	연백(Pb)성분이	포함된	배채가	이루어졌음.	특히	얼굴

의	경우	배채	단계	자체에서	피부색(연백＋적색	유기안료)의	채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음.	전채	단계

에서	색상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배채의	색	조절이	중요함.

③	단령	채색

조선시대	관복인	단령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는데	그리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색상의	차이를	보임.	유

언호	초상에서는	먹색이	짙게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단령의	색상이	한층	가라앉은	느낌을	주고	있음.	전채	

단계에서	채도	조절이	필요함.

■ 장황 관련 

원형모사의	취지에	맞게	장황도	원형그대로	제작하되	비단의	색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색되고	바랜	

것을	감안하여	실제	원본의	장황	비단	색상보다	살짝	선명한	색상으로	장황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1) 일시 :   1차 - 2015년 4월 24일 (금) 15:00       

2차 - 2015년 4월 28일 (화) 13:00 

2)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수리복원실

3) 자문 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1차

조선미 미술사-초상화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고연희 미술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김종태 한국학 한국고전번역원

이한형 안료분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 융합대학원

2차

차동하 회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이태호 미술사-초상화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변명희 회화 한국조형예술연구소

4) 자문 결과

■   이명기 作인 보물 제1504호 유언호 영정의 모사도 제작에 있어 자체모사실 인원만으로 질적인 완성이 이루

어 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

모사의	경우,	특히	초상화	모사의	경우	원본과의	차이가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까다

로워	수차례	그려보는	것이	중요함.	

얼굴	부분의	표현과	전체적인	작업의	방향을	잡아줄	경험이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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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됨.	원형모사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생경

함은	존재함.	

-	단령	무늬부분에	푸른	기운이	더	돌아야	됨

-	오사모	양각의	투명도가	약함.	

-	화문석	바탕색이	연백의	사용으로	탁한	느낌이	있음.

③	전반적	진행과정

위와	같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원본	대신	사용하는	실사출력물과	원본과의	색상차,	입자	깨짐과	연

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실적으로	원본을	계속	보면서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최대한으

로	원본을	자주	확인하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함.

또한	현재의	상태는	얼굴과	다른	부분의	완성도에	따른	채도차로	인해	얼굴만	더	도드라져	보일	가능

성이	높음.	다른	부분의	채색이	더	올라가	주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짐.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수정하고	덧	그려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만,	그림에	손을	많이	대다보면	

색이	탁해지면서	원본이	가진	맑은	느낌을	살려낼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새로	작업하는	방향을	권

하는	의견이	나옴.	

현재	그리고	있는	모사본을	그대로	두고	자문회의	내용을	수렴한	새로운	모사본을	제작하여	원본에	

더	가까운	작업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함.

■ 임서부분 진행과정

①	화견	임서	부분

전체적인	균형감을	위해	글자들의	세로	중심선을	맞출	수	있도록	‘兪彦’	두	글자를	오른쪽으로	약간	옮

겨		쓰는	방향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이	나옴.							

행필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글자	형태를	좀	더	각지게	써서	현재의	부드러운	느낌을	보완할	수	있

도록	함.	

②	어평	임서	부분

어평	부분	역시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評’자를	오른쪽으로	약간	옮겨	써서	어평의	중심선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이	나옴.

위와	같은	의견이	자문과정에서	나왔지만	규장각에서는	원형모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본에	충실히	임서하는	방향으로	함.

③	전반적	진행과정

어평	비단	샘플	상의	미세한	번짐이	보이므로	도침	후	아교	포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함.

현재	샘플은	염색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염색을	해	본	후	먹색	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맞는	색을	찾

2. 2차 자문회의

1)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14:00

2)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수리복원실

3) 자문 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조선미 미술사-초상화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김현철 회화 간송미술관

이완우 서예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차병갑 장황 전 국립현대미술관

4) 자문 결과 

■ 회화 부분 진행과정 

①	얼굴	묘사방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사작들이	원본	옆에	놓고	비교해	놓았을	때	잘	그려	보이기	어려우나	세부적

으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았을	때	잘	그려진	것으로	보여	짐.	

-	전채	과정의	연백	사용량이	많은	듯	보임.	

-	얼굴	전반에	걸쳐	음영차가	심함.	

-	원본에	비해	눈매가	날카로워	보임.

②	의복과	화문석	묘사방향

전체적으로	생경한	느낌이	있지만	원본도	그릴	당시에는	생경했을	것으로	예상됨.	230년에	가까운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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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 결과  

■ 새로 작업한 회화 부분 진행과정 

①	얼굴	묘사방향

•	2차	자문회의	자문사항

-	전채	과정의	연백	사용량이	많은	듯	보임.	

-	얼굴	전반에	걸쳐	음영차가	심함.	

-	원본에	비해	눈매가	날카로워	보임.

	→			전채	과정에서	연백	사용량을	줄이고	대자와	연지(홍화)를	이용하여	맑고	연하게	접근함.	광대뼈

와	턱선으로	이어지는	음영	부분은	연하게	여러	번	올려	표현.	눈매	표현에	먹	선의	사용과	함께	

색선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동시에	부드러워	보이는	눈매를	표현하도록	노력함.	

•	3차	자문회의	자문사항

-	먹	선을	이용하여	얼굴과	코	밑	윤곽선을	조금	더	뚜렷하게	표현.

-	갈필로	얼굴	안의	주름	첨가.

-	동공	위치,	입	꼬리	크기	확인.

-	턱	밑	음영	표현	후,	수염	표현.

-	전체적인	인상	확인

-	마지막	단계에서	피부	톤	연지로	마무리.	

②	의복	&	화문석	묘사방향

•	2차	자문회의	자문사항

-	단령	무늬부분에	푸른	기운이	더	돌아야	됨

-	오사모	양각의	투명도가	약함.	

아보는	것으로	함.	

시간이	지나면서	먹색도	변하므로	지금의	먹색은	생경하게	느껴	질	수밖에	없음.	흑색이	짙은	까만	먹

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나라	먹	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의	먹을	사용하는	것을	권함.	

■ 장황

①	배접지

현재	1차	배접용	배접지가	붙어	있는데	원본	보다	살짝	붉은	기운이	느껴짐.

2차	장황을	하면서	배접지로	색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	방식처럼	바탕	비단에	엷게	색을	들이고	배접지로	색상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가능한	한	원본	색과	유사하게	들어가도록	유의하되	새로	그린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생경한	느낌이	드

는	것을	감안해서	보아야	함.

②	어평	비단	도침,	염색

어평	부분은	화견보다	굵고	촘촘한	조직의	비단으로	현미경	관찰	결과	도침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도

침	후,	아교포수를	통해	비단이	틀어지거나	먹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	또한	화견	과의	색상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화견과	비슷하게	색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됨.	

자문결과	옅은	염색	후,	도침을	거쳐	아교포수를	한	후에	임서하는	방향으로	함.	

③	전체적인	장황	방향

현재	원본의	상태가	개장되지	않고	그려질	당시의	장황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원형복원을	위해	현재	형식	그대로,	장황비단	색상도	그대로	장황함.

3. 3차 자문회의

1) 일시 : 2015년 9월 25일 (금) 14:00

2)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수리복원실

3) 자문 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김현철 회화 간송미술관

이완우 장황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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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문석	바탕색이	연백의	사용으로	탁한	느낌이	있음.

	→			배채	단계에서	등황	기운을	줄이고	화청을	많이	섞어	푸른색	기운을	강하게	표현함.	오사모	양각

은	배채	단계에서	먹색을	아주	연하게	한	번만	채색	하여	투명도를	높임.	화문석	부분은	원본	색

상에	등황	기운이	강해	배채	단계에서	조절하여	전채	표현	시	연백을	사용하더라도	탁한	느낌을	

받지	않게	함.

•	3차	자문회의	자문사항

-	화문석	바탕색에	등황	추가.	전채	올릴	때	색상을	잘	선택하여	표현할	것.

-	원본에	나타나는	오른쪽	옷깃	목	선	부분	지운	듯	보이는	선,	원본	그대로	표현.

③	전반적	진행과정

활같이	팽팽하면서	가죽처럼	부드러운	면모를	지닌	유언호에	대한	어평의	내용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부

드러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듯함.

전체적으로	2차	자문회의	때	작업보다	색감이	맑고	밝아져	원본과	더	근접해지는	과정을	보임.	새로	

그린	의미가	충분이	있음.	3차	자문사항	또한	수렴하여	마무리.	

■ 새로 작업한 임서 부분 진행과정

어평	비단에	도침	→	염색	→	아교포수	앞,	뒤	2회	후	임서.

2차	때	비단(도침만	한	비단)은	획이	조금	번지기는	해도	잘	써졌는데,	3차	때	비단은	획이	잘	안	나가

서	뻑뻑한	느낌이	강함.	글씨가	써지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리는	것에	가까움.

마지막으로	쓰는	어평	비단은	글씨	자체가	살아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므로	아교	포수	없이	도침	후	염

색만	하는	것으로	함.	

염색은	원본	비단	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을	감안하여	원본보다	살짝	밝게	진행함.

4. 4차 자문회의

1) 일시 : 2015년 12월 21일 (월) 15:00

2)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3) 자문 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조선미 미술사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김성희 회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4) 자문 결과 및 총평

①	조선미

성 명 분 야 소 속

김현철 회화 간송미술관

고연희 미술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이동국 서예 예술의전당 서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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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연희		②	김성희		

③	김현철

⑤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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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I. 유언호라는 인물

유언호俞彦鎬(1730-1796)는	정조연간의	대표적	문인으로서,	자는	사경士京,	호는	칙지헌則止軒,	본관은	기

계杞溪이다.	한성부	우윤	유직기兪直基의	아들이고,	영의정	유척기俞拓基의	당질이다.	1761년(영조37)	정시문

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사간원과	홍문관의	관직을	지냈다.	1771년	영조가	사림세력을	당론의	온상이

라	하여	이를	배척하는	《엄제방유곤록儼堤防裕昆錄》을	만들자	항소하여	경상도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정조의	왕세손	시절,	유언호는	춘궁관春宮官으로서	정성껏	보좌했던	덕분에	정조	등극	후	홍국영洪國榮	

(1748-1781),	김종수金鍾秀(1728-1799)와	함께	크게	예우	받았으며	여러	요직을	지냈다.	1787년(정조11)	우

의정에	올랐을	때,	경종과	희빈	장씨를	옹호하고	영조를	비판한	남인	조덕린이	복관되자	이를	반대하다가	

정조의	정책을	부정한	죄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었으나,	3년	뒤	풀려나	1795년	좌의정에	올랐다.	1802

년(순조2)	정조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정조는	즉위하면서부터	유언호에	대한	총애가	각별하였다고	한다.	그는	수년	만에	관직을	두루	거쳐	

정경의	자리에	올랐다.	일시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사면되고	다시	정승에	임명되었으며,	임금

의	대우	또한	더욱	융성해졌다.	졸기에는	유언호	만큼	시종	지우를	받은	자는	참으로	세상에	드물다는	말

이	여러	번	나온다.	그가	죽었을	때	정조는	‘외모는	비록	청수하고	허약한	듯하지만,	마음속의	지조는	아

주	확고하였다고’고	평하였다.	또한	유언호	자신은	죽은	뒤에	예식을	갖추어	장사를	치르지	말라는	유훈

을	남겼지만,	조정에서	관례에	따라	행하도록	명을	내릴	정도로	유언호에	대한	배려는	죽은	후에도	지속

되었다.11

한편	유언호는	‘아들에게	주는	글’로도	유명하다.	1790년	그는	제주도에	유배되어	3년을	보낸	적이	있었

는데,	유배지에	위리	안치된	채	환갑을	맞고	보니,	무한한	감회가	일었던	듯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11　		『정조실록』	권44.	정조	20년	3월	19일	을축조

Ⅴ. 맺음말

<유언호	영정>은	1787년(정조	11)	정조의	어진을	주관했던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	이명기가	그린	초상화

로	보물	제150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관복	정장의	전신	입상으로는	거의	유일하며,	전신의	비율을	반

으로	줄여	그렸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초상화	윗부분에	유언호에	대한	정조의	어평이	함께	장황된	점	등

은	회화적	가치와	더불어	미술사적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모사	사업은	규장각	자체	모사	사업으로는	세	번째이다.	원본의	상태와	장황	상태가	비교적	양호

하여	18세기	후반	당시의	초상화	형식과	기법상의	특징,	장황	형식	등을	그대로	보고	연구하여	모사본

을	제작할	수	있었다.	특히	초상화	모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모사본의	보다	높은	완성도를	위하여	모사

의	전반을	담당하는	인력과	함께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함께	제작에	참여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

해	노력하였다.	

<유언호	영정>에는	중기	초상화	양식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서양화법의	음영표현	방식과	사실

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	이명기의	초상화	기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	후

기	초상화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유물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며,	회화·미술사·한국학·서예·

보존과학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차례의	자문을	통해	모사본을	제작하는	동안	직면한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매우	값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	제작된	<유언호	영정>의	모사본은	전시나	기타	필요시에	원본을	대신할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되며,	모사과정을	진행하며	알게	된	비단과	전통	안료의	사용에	관련된	기법상의	특징들을	정리

한	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의	초상화	기법	연구에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

길	기대한다.		

좀	더	좋은	모사본을	위해	중간	과정까지	진행된	작업을	두고	다시	처음부터	재작업하여	모사	과정

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마무리를	하는	순간에	와서는	아쉬운	점이	떠오른다.	

이러한	점들은	다음	모사	사업에	참고하여	진행하여	모사본의	제작과	연구결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유물을	복원·모사하고	유물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

이	되었다.	앞으로도	자체	모사	사업을	시행하여	모사	분야의	인재가	활발히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나길	기대하며,	모사분야와	함께	미술사,	한국학	등의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유물의	회화적	표현의	재현

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전통	비단,	한지,	안료	등

과	같은	전통	재료	분야와	장황	등과	같은	전통	기술	분야도	함께	활성화되어	전통의	계승에	한발	더	나

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유언호 영정>의 양식적 특징과 모사본 제작의 의미

조 선 미(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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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상부	우측	가장자리[도2]에는	‘조선의정대신	경연관	학사	기계	유언호	자	사경	오십팔세상(朝

鮮議政大臣	經筵官內閣學士	杞溪	俞彦鎬	字	士慶	五十八歲像)’이라	씌어	있어,	이	초상화가	유언호가	우

의정에	올랐던	58세	때의	초상임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제작	동기는	우의정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그려

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면	좌측	가장자리(화문석	위쪽)[도3]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숭정삼정미	화관	

이명기사崇禎三丁未	畵官	李命耆寫’	라고	씌어	있는데,	이를	통해	1787년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였던	이명기가	

그렸음이	확인된다.	초상화	주인공의	자찬문이나	발문,	또는	다른	이가	쓴	찬문	등에	초상화를	그린	화가

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당당히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는	아주	드문	예이다.			

‘내가	지어야	할	농사를	내가	지어	내	삶을	보살피고,	내가	가진	책을	내가	읽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며	내	인생을	마치려	한다.(吾耕吾家	以養五生	吾讀吾書	

以從吾好	吾適吾意	以從吾世)’	

이	글은	귀양	온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분노하거나	한을	표출하기	보다는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	밖의	일을	탐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지닌	것을	지키면서	분수껏	살겠다는	마음을	피

력한	것이다.	

Ⅱ. <유언호 영정>의 양식적 특징

<유언호	영정>[도1]은	유언호의	후손인	기계	유씨	문중에서	보관해	오다가	1997년	12월	11일	규장각에	

기증한	것이다.	1787년(정조11)	이명기가	그린	것으로서	비단에	채색본이며,	크기는	116.2×56.2cm	이다.		

[도1] 유언호 영정, 1787년, 보물 1504호

[도2] 유언호 영정 우측 상단 부분
[도3] 유언호 영정 좌측 하단 부분 

[도4] 유언호 영정 어평 부분

도2
도3

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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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우측	가장자리,	화문석	바로	위에	쓰인	‘얼굴과	몸이	길고	커서	원래	몸보다	반으로	줄였다(容體

長闊視元身減一半)’라는	화기畫記는	이명기의	다소	실험적인	작업	내용을	말해준다.	이태호	교수는	이런	

초상화	작업	방식이	1780년대	실험했던	일종의	이동식	스크린인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로	초

본을	떴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12	여기서	라틴어인	‘카메라	옵스큐라’란	

12　		이태호,	「조선후기에	카메라	옵스큐라로	초상화를	그렸다-정조	시절	정약용의	증언과	이명기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다산학』	6호,	다산

학술재산,	2005

나아가	화폭	위쪽	덧댄	명주	위에는	정조의	어평御評[도4]이	붙어	있어	다시	한	번	눈길을	끄는데,	‘우리	

만남은	꿈에서	예정되었지.	활시위	하나	다듬은	가죽	하나로	내게	최선과	차선을	가르쳐	주었네(相見于离	

先卜於夢	一弦一韋	示此伯仲)’라는	글귀로써,	왕세자	시절	자신의	곁에서	성심껏	보필해	주었던	노대신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잘	투영되어	있다.				

<유언호	영정>은	오사모에	흑단령을	입고	서	있는	전신	입상全身立像이다.	가슴에	부착된	쌍학문양의	흉

배와	허리에	두른	서대犀帶는	초상화	제작	당시	그의	품계가	문관	1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초상화의	

가장	특이한	점은	전신	입상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전신	초상화는	대개	의자에	앉아	있거나	부좌한	

형식으로	입상의	경우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전해오는	입상들은	<김이안	초상>[도5]처럼	유복본이

거나	<정휘량	초상>[도6]처럼	금관조복본인데	반하여,	오사모에	단령을	착용한	정장관복본正裝官服本으로

서	입상으로	그려진	것은	조선조	말	채용신이	그린	<이덕응	초상>[도7]에	이르러서야	몇	점	보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언호	영정>은	단령본에	‘입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단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초상화는	손의	포즈	역시	독특하다.	여타	초상화에서처럼	복부	근처에서	소매	안에	손을	집어넣고	

공수자세를	취하는	대신,	두	손을	느슨하게	마주	잡은	듯	하면서	소매	바깥으로	살짝	나온	오른	손이	왼

편	소맷자락을	잡고	있다.[도8]		

얼굴은	좌안8분면	정도이며,	상체를	약간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인	듯	보인다.	몸체는	거의	정면을	향하

고,	양	발은	八자로	벌리고	있다.	다소	어정쩡하게	보이는	이러한	자세는	화가의	요구에	의해	유언호가	실

제로	취한	포즈였으리라	추정된다.	

[도5] 김이안 초상 [도7] 이덕응 초상

[도8] 손 부분

[도6] 정휘량 초상

[도10] 윤증 초상(구법),전신측면좌상, 
1788,국사편찬위원회보관

[도11] 윤증 초상(신법), 전신측면좌상, 
1788, 국사편찬위원회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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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흥미	있는	자극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초상화는	1789년(정조13)	이명기가	동지정사冬至正使	이성

원李性源(1725-1790)을	따라	김홍도와	함께	추가정원으로	연경에	가게	되기	2년	전	작품인데,	이런	초상화

를	그리면서	과학적	구도라든가	서양화법에	대한	흥미를	더욱	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언호	영정을	그

린	한	해	후인	1788년경	이명기는	윤증의	초상화를	모사하는데,	전통적인	묘법인	구법舊法[도10]을	사용

하여	초상화	한	점을	그리고	또한	새로이	시도하는	신법新法[도11]으로도	한	점을	그려내었다.13	따라서	당

시	이명기에게	있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여	초상화를	그려보거나,	새로운	묘법을	사용해	보는	시도

는	흥미로운	과제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광학기구	사용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유언호	영정>에서도	보듯이	전체적

인	신장표현이나	포즈에	있어서는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인물을	보고	초상화를	그릴	때,	화가들은	어느	정도	이상화	작업을	진행하곤	한다.	특

히	전신좌상	같은	경우	실제	모델을	보이는	그대로	똑같이	그려낸다면,	한국인의	신장이나	신체	비례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비율을	얻어내기는	힘들다.	이	점은	채용신이	그린	<조한범	초상>[도12]과	<

유공근	초상>[도13]을	비교해보면	확실해진다.	전자는	1910년경	채용신이	실재하는	인물을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이상화시켜	그린	것이며,	후자는	사진만	보고	그대로	그려낸	것이다.	후자는	전자보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상당히	크고,	앉은키나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길이가	퍽	짧아	짜리몽탕하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필자	생각엔	웬만한	초상화가들이라면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

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실제	인물을	보고	충분히	훌륭한	초를	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기재를	사용햐여	본다는	것	자체

는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	맺힌	상(2차원)

을	보고	화가들은	3차원의	실제	대상인물과는	다른	느낌을	사사받았

을	것이다.	즉	실체감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원근법이나	모델링	표현

에	있어	과학적으로	열린	사고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유언호	영정>에는	조선시대	후기	최고의	초상화가였던	이명기	특유

의	화법이	곳곳에	잘	나타나	있다.	안면묘사[도13]에	있어서는	운염법

暈染法이	원숙하게	사용됨으로써	얼굴의	입체감이	잘	살아나	있다.	피

부는	전혀	탁하지	않고	맑게	표현되어	있으며,	오른쪽	눈썹	끝에	있는	

사마귀는	만져질	듯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코	위와	양	볼에서	턱으로	흐르는	부위의	마마	자국	역시	

자연스럽게	묘출되어	있다.	또한	단령의	주름선을	따라	굴곡지게	표현된	강한	선염과	묵선의	구사,	화문석	

문양을	사선으로	표현하여	약간	부감하듯	처리하는	방식은	역시	초상화의	대가로서	이명기의	기량을	입

[도14]	안면	부분증해준다.	

13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예술』	,	돌베개,	2009,	pp.	210-217		

‘어두운	방	혹은	어둠상자’라는[도8]	손	부분	뜻으로,	르네상스	이후	1830년대	까지	카메라	발명에	앞서	

사용되었던	광학기구를	말한다.	상자	내부의	어둠	속에	바늘	구멍으로	들어온	빛을	따라	일정한	거리에	

벽면인	흰	종이를	갖다	놓으면,	그	스크린에	사물이	거꾸로	비치게	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이에	비친	형상을	따라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마치	사진을	놓고	따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그의	저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쓴	칠

실관화설漆室觀畵設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로	풍경을	감상해	본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	이제	어떤	사

람이	초상화를	그리되	터럭	하나도	차이가	없기를	구한다면,	이	방법을	버리고서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

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중국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실학파	문인들의	관심을	끌

었던	새로운	광학	도구였음에	틀림없다.	또	이러한	새로운	장치를	이용하는	초상화	제작은	화가들에게도	

[도12] 채용신, 조한범 상, 1911, 홍익대학교박물관소장 [도13] 채용신, 유공근 상, 1933, 개인소장

[도14] 안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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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귀중한	계기를	얻었다.	나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모두	규장

각	내에	축적됨으로써	앞으로	전통의	잣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작품	제작의	기초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창작화가의	수는	넘쳐나지만,	복원작가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드

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규장각의	모사사업을	통해	수준	있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Ⅲ. 모사본 제작의 의의

규장각에서는	2015년도에	<유언호	영정>의	모사본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규장각에

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모사본	제작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초상화	-	그것도	보물	1504

호로	지정된	탁월한	작품을	모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초상화란	장르에	있어서	‘이모(移模	또는	模寫)’란	실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는	초상화란	단지	하나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려진	인물	즉	‘조상’이나	‘스승’	그	자체였다.	영당이나	사우

에	봉안되어	있는	화폭이	퇴색하거나	손상되면	가문이나	유림儒林에서	힘을	모아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화가를	구하여	새로운	모사본을	제작하곤	하였다.	또한	초상화에	그려진	인물들은	대부분	품계가	높거나	

학덕이	높은	인물들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기존에	모시던	곳	외에	새로이	다른	곳에서도	모시기를	원하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송시열의	경우에는	그의	초상화를	모신	영당이나	사우만	하여도	무려	

16곳이	넘었다.14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	소장	<태조	어진>이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	어진>	역시	원본이	아니라	각기	1872년과	1900년에	모사된	본이지만	뛰어난	걸작으로서	평가

되고	있다.		

이번에	<유언호	영정>의	모사본	제작의	의미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유언호는	규장각	창립에	참여하여	규장각	직제학을	역임하고	좌의정까지	이른	인물이다.	이처럼	

규장각과	관련	깊은	인물의	초상화를	규장각	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뜻	깊은	일이지만,	보물로	

지정될	만큼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의	보존문제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원본에	충실한	

모사본을	제작해둠으로써	원본은	항온항습	장치가	되어	있는	수장고에	잘	보존하고,	전시나	기타	필요시에

는	가능한	한	모사본으로	대체,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모사본	제작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			

둘째,	규장각은	조선후기의	문화를	주도한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사명감도	지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거의	강박관념처럼	따라	붙는	과제인데,	흔

히	이를	정신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급선무는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	

이번	초상화모사를	통해	‘전통의	계승’이라는	과제는	비록	미약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나름	성과를	보

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유언호	초상>	모사는	규장각	수리복원실	내의	자체모사	담당의	젊은	연구원

을	주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원본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외선	촬영,	안료	분석을	위한	XRF	촬영

과	같은	과학적	조사를	실행하고,	이어	화견畵絹의	선택과	직조,	출초出草,	상초묵화,	배채背彩와	전채前彩	등

의	설색設色,	장황,	표제	등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감으로써,	초상화	제작의	전	과정을	몸소	익히며	체

험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최고의	초상화가	이명기의	필법과	준찰皴擦의	기법을	체득하여	자기화	시킬	수	

14　		『尤庵先生年譜』	卷5葉,	pp.	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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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과정

1) 선 연습 및 상초

초상화를	임모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정이	선묘이다.	선묘는	뼈대를	현상하고	특히	작가의	역량	또

한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유언호	영정>에서	특이한	점은	얼굴의	윤곽이다.	먹선으로	먼저	그은	후에	

석간주로	보선을	그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초상화의	얼굴	윤곽선을	석간주로	사용하는	정황

과	다른	부분이다.	이는	선묘에	대한	자신감인지	아니면	작가의	개인적	습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

서	확실히	먹선을	먼저	그은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초상화	제작	방식에	따라	석간주

를	기본	윤곽선으로	하고,	먹선을	후에	보선	처리하여	이명기의	특징을	재현하였다.[도1]

<유언호	영정>	선묘의	또	다른	특징은	눈썹과	망건	아래로	살짝	보이는	모발에	있는데,	확대한	이미지

를	보면	상당히	가는	필선으로	매우	정교하게	그려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도2]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	부분의	선	연습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할애하였다.[도3]

1. 들어가는 말  

규장각	소장	<유언호	영정>은	조선후기	초상화	양식을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화가	이명기의	작품으로	

미술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회화적	가치	또한	큰	의미를	갖는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이명기는	조선시대	미

술사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에서도	필적할	만한	작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작가임에	틀림없다.	

그의	작품을	가까이	하며	모사함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모사를	진행할수록	그

의	역량에	저절로	머리	숙여지기까지	하였다.	

이명기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만의	제작방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통과	단절된	

독자적	양식의	의미가	아닌	전통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만의	기법을	구현하는	방식으

로,	이러한	표현기법적인	특징은	일반적인	화가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	그의	작가적	기질과	기

량이	대단히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일정한	형식과	틀이	존재한다.	가령,	같은	몸에	얼굴만	바꿔서	제작

하는	형식을	사용한다거나	채색하는	과정에서의	일정한	절차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초상화를	제작할	때에는	상초부터	배채,	전채까지	규정화된	색상과	방식이	있어	그	틀	안에서	제작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제작과정의	실수나	오류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격화	된	틀이	정형

화	된	양식으로	굳어져	대상이	지닌	생명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명기

의	작품은	기존의	제작	방식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전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여	자신의	기

법으로	승화시킨	결과물로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유언호	영정>의	얼굴	부분	모사를	통해	작가의	기법적	특징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표현해야	될	

부분은	생동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틀	안에서	채색한	기존의	초상화	제작	

방식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배채와	전채의	미묘한	조절로	자칫	어두워	질	수	있는	혈색을	능숙하

게	표현하여	피부의	투명도를	높이며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이	부분이	얼굴	부분	모사를	함에	있어	가

장	큰	난관이었으며,	감히	이명기의	진적眞蹟을	완벽하게	옮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대한	원본에	충실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를	통해	선인의	위대한	업적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짐에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유언호 영정>모사본 제작을 통한 표현기법과 특징 연구

-얼굴 부분을 중심으로-

이 광 수(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도1] 얼굴 상초 과정

[도2] 유언호 영정, 얼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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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채

배채가	완성된	후	비단의	앞면에서	채색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피부는	석간주나	연지를	이용해	설

색하며,	바림질로	음영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준다.	

동양회화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서양과	비교하여,	서양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동양의	회화는	‘비과학적이고	분석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으로도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동양의	초상화를	설명할	때	‘전신傳神’의	의미를	강조하여	이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주려	한다.	‘전신’은	조선시대	초상화의	핵심이며	위대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양회화의	‘과학적이다’라는	명제는	사실감을	주기	위한	장치인	명암법이나	해부학	등과	함께	동반되는	

개념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반면,	동양회화인	초상화는	일정한	형식으로	규격화되어	오면서	다소	정형화

된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명기의	초상화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직접	해부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지지만,	인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서양

<유언호	영정>의	배채	역시	특이한	점을	보인다.	정황상	배채를	두텁지	않고	가볍게	한	듯	한	느낌을	주

고	있지만,	이	부분은	수리	복원하여	해체해	보기	전에	단언하기는	어려워	비단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

색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초상화는	배채를	두텁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명기의	경우는	얼굴의	투

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볍게	했을	가능성도	보이며,	특히	흰색인	연백으로만	했는지,	아니면	연백에	미량

의	연지를	첨가하여	분홍빛으로	혈색을	표현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실험제작을	통해	그	느낌을	파악	하

였다.	결과적으로는	연지를	첨가하면	전면에서	지나치게	붉은	기운이	돌아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대로	연

백으로만	배채	하였다.[도4][도5][도6]

[도4] 실험작 제작

[도6] 유언호 영정 모사본 배채

[도5] 원본과 비교

[도6-1] 얼굴 부분 배채

[도3] 눈썹 및 모발 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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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육리문肉理紋을	활용하여	피부와	주름의	사실적	표현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원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필을	이용해	연지로	주름을	근육의	구조에	따라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기법은	육리문

을	혈색과	함께	미묘하게	표현하여	세련되고	사실적으로	얼굴을	재현하는	효과를	보여준다.[도7]		

실험작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가장	큰	문제점은	[도8]에	표시된	부분과	같이	배채한	부분이	앞에서	

선염하면서	박락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방식으로	직조한	화견으로	모사	하는	

경우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화견이	일반	비단에	비해	매우	성글어	안료를	잡아	주는	힘이	약하기	때

문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이러한	성근	비단의	투명함을	이용하여	배채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모사본	

제작	시에는	배채의	박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채	후	1차	배접을	하여	전채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황색의	바탕색을	사용해	배채와의	미묘한	조화와	색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17	바탕

색으로	들어간	황색	기운이	얼굴의	색감과	단령	색감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	전채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실험작을	통해	알게	된	원본의	표현기법상의	특징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차례의	실험

과	연구를	병행한	후	모사에	들어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물의	피부톤은	미묘하고	세밀하게	혈색을	표현하여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

다.	모사본의	혈색	표현을	위한	안료는	식물성	천연	연지를	이용했는데,	붉은	계열의	안료	중	유물이	갖는	

색감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도13]	원본에서	보이는	피부색의	은은한	황색	기운은	바탕색

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배채의	흰색과	조화되어	상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모사본은	바탕색	처리를	아

17　		그동안	유물의	안료를	분석하면서	바탕색을	칠	했는가	아닌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무기	안료는	분석이	가능하나	유기	안료는	여

건상	분석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분석을	연구	분야에서는	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직접	모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바탕색을	칠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유언호	영정>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피부	표현에	바탕색인	황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의도적으로	황색으로	바탕을	칠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물의	피부색은	배채의	연백과	바탕색인	황색

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	바탕색에	나타나는	황색이	시간에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라면,	지금과	같은	피부의	색감

이	나타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령의	색감에서도	나타나는데,	푸른	쪽	빛이	주된	색이지만	그	가운데	녹황색이	미묘하게	보이는	

것은	처음	채색할	때부터	형성된	색감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식	명암법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매우	사실적인	작품이라는	점이다.15	특히,	초상화의	핵심인	‘전신傳神’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실현하였으며,	이는	본	유물의	정조	어평	부분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대상이	지

닌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16

바탕재의	상태,	채색	방식,	안료의	사용	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실험	제작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	보

완할	부분을	찾았다.	

우선	원본의	피부색에	확연히	드러나는	혈색을	위한	연지의	사용이	매우	민감하여	자칫	색감이	과하게	

표현될	수	있어	미세한	색감	차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험작의		배채는	연백에	연지를	미량	

사용해	분홍빛이	살짝	감도는	피부색으로	진행하였으나	전채	과정이	지나면서	붉은	기운이	과해지는	경향

을	보여	모사본	제작	시에는	연백으로만	배채한		후	전채과정에서만	피부색을	조절하였다.	특히	원본의	혈

색	표현은	기존	초상화에서	매우	보기	드문	표현기법으로	색감의	사실성이나	정교함의	수준이	매우	높으

15　		이명기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그렸다는	관점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으며(이태호	저,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	조

선	후기	초상화와	카메라	옵스큐라』,	생각의	나무,	2008),	이	기법이		여러	화가들에게	소개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시	탁월한	기

량을	보인	작가는	이명기가	유일하며,	현대에	더	좋은	여건에서	작업을	해도	이명기를	필적할	만한	작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이	더욱	돋보인다.

1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2015,	p.65

[도8] 실험작 제작본

[도7] 유언호 영정 안면 부분도

[도9] 배채 후 전면 [도10] 전채 선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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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하게	처리하여	피부색에	인위적으로	황색을	첨가하여	원본과	다소	상이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원본이	지닌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본래	색감의	변화까지	표현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도	원본이	갖는	회화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유물의	보존	상태가	좋아	당시	제작

환경을	엿	볼	수	있었으며	선인의	기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나오는 말

규장각	소장	<유언호	영정>을	모사하며	이명기는	당대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최고의	작가라	단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전통	기법을	체득하여	이를	자신만의	독자적	기법으로	발전시킨	점은	조선시

대	초상화에	큰	공헌이라	할	만하다.	현대	중국의	인물화가	과거와	다르게	독자적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서양의	교육시스템	도입과	소묘를	통한	과학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중국은	과거의	전통

양식과	기법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방식을	자신들이	방식으로	융합,	한	차원	높은	중국	현대	인물화의	양

식을	완성하였다.	조선말에	비록	일제에	의해	전통이	단절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명기라는	걸출

한	화가에	의해	전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키는지를	배울	수	있었으며,	이러한	유산은	우리문화의	커

다란	자산이	되고	있다.	

이명기	초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의	골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감을	극대화	시킨	

점이다.	동양의	사실성을	서양의	사실주의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접근이	어려워진다.	서양의	

사실성은	철저히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고	있다.	즉	재현再現에	가장	큰	가치를	두지만,	동양은	사물의	구

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	즉	보이는	이면의	구조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마치	

서양의	해부학적	관점과도	통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정신적인	영역까지	강조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

에	큰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이를	전통화론에서는	‘전신傳神’의	의미로	강조하고	있으며,	조선	초상화의	특

성은	사실성과	더불어	정신적	사실성까지	표현하는데	있다.	이는	유언호	초상의	어평	부분에서도	잘	나

타나고	있다.	정조는	초상화에서	유언호의	성품을	‘강직한	듯	유연한’	성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의	사실성까지	묘사해	내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신은	곧	정신의	사실성을	구현

하는	조선	초상화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제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기는	외모의	표현에서	사실적인	느낌을	자신의	기법을	통해	완성하였으며	기존의	

기법과	차별화되고	있다.	나아가	내면의	사실성까지	극대화	시키면서	기존	조선의	초상화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명기의	또	다른	특징은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점이다.	일반적

으로	초상화를	모사하다	보면	일정한	양식을	볼	수	있는데	전형성典型性과	더불어	정형定型적	특징을	함께	

보인다.	따라서	안료의	사용과	제작	기법에	일정한	순서와	절차가	있으며,	이는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도11] 전채 중간 과정

[도13] 모사본 얼굴 부분 완성

[도12] 채색 중간 과정

[도14] 유언호 영정 얼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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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명기	회화에서는	정통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를	응용하여	또	다른	

기법이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모사본	제작	중	이러한	부분에서	순간	당황하기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하던	중,	<유언호	영정>에서	또	다른	방식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얼굴	부

분에서는	먹선으로	먼저	상초한	정황이	엿보이고	있으며(먹선을	먼저	그은	것인지,	석간주계열	안료를	먼

저	그은	것인지	아직	단정하기는	주저	되지만,	이명기라면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단

령	표현에서는	문양	부분만	따로	배채하여	전면에서	볼	때	더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려	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모사	시작	시	놓친	부분으로,	모사가	거의	완성될	때	비로소	발견하였다.	이	부분은	제작자의	

실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차	후	또	다른	모사본이	제작된다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끄러

운	마음으로	밝히는	바이다.	비록	모사	제작자가	놓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명기의	회화적	특성을	이해

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이점이	이명기의	탁월함을	반증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후손의	입장에

서	삼가	숙연한	마음으로	이글을	마치며,	아울러	귀중한	기회를	주신	규장각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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