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修理復元ㆍ保存處理

2. 代替本

3. 模寫本

4. 保存環境制御

5. 保存硏究

2015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전5권

1. 修理復元ㆍ保存處理 1

2. 保存環境制御

3. 代替本

4. 保存處理硏究

5. 自體保存管理

2014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전5권

1. 修理復元 保存處理 Ⅰ

2. 修理復元 保存處理 Ⅱ 保存環境制御

3. 代替本

4. 保存處理硏究

5. 自體保存管理

2013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전5권

1. 修理復原

2. 代替本 Ⅰ

3. 代替本 Ⅱ

4. 保存管理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전4권

1. 修理復原 Ⅰ

2. 修理復原 Ⅱ

3. 代替本

4. 保存管理

2011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전4권

1. 修理復原·保存處理

2. 代替本

3. 模寫本

4. 保存環境制御

5. 保存硏究

2016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전5권

1. 修理復原·保存處理

2. 代替本

3. 模寫本

4. 保存環境制御

5. 保存硏究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전5권

1. 修理復原·保存處理

2. 代替本

3. 模寫本

4. 保存環境制御

5. 保存硏究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전5권

서
울
대
학
교 

규
장
각
한
국
학
연
구
원

2018
수
리
사
업 

보
고
서

규
장
각
문
화
재
보
존

模 

寫 

本 

3

Replica

모 사 본

3

模 寫 本

Replica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비매품/무료

9 7 9 1 1 8 7 5 0 7 4 2 0

94010

   ISBN 979-11-87507-42-0
   ISBN 979-11-87507-39-0 (세트)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模寫本
Replica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발 간 사

규장각은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에 의해 설립된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들을 보존･관리하며 학문연구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었

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이러한 규장각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료의 보존

관리와 다방면의 한국학 연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내 

최대 기록 문화유산 소장처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2019년 85책이 추가 지정되어 총 국보 

9종 7,177책, 보물 26종 2,328책,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조선

통신사기록물 41점을 포함하여 5종 9,755책 등 귀중한 기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중한 기록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2011년부터 보존

과학에 기초한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수리사업은 문화재 

자료의 자연 손상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자연 손상 자료를 수리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2018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수리복원･보존처리, 대체본, 

모사본, 보존환경제어, 보존연구 5개 분야 14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전통재료와 기술 복원을 위하여 한지장, 수직장인, 전통먹장, 염색장, 

매듭장, 모사공, 각자장, 소목장, 두석장, 칠장 등 여러 분야별 장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처리연구 사업에 보존과학, 서지학, 사학, 동양화, 미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전공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각 세부 사업의 기술과 구체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화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여 국내 보존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통해 선현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문화재의 보존 기한을 연장하고, 그 속에서 

역사가 되살아나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규장각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본 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

연구부 직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고문헌 보존관리사업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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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개요

발  주  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  업  명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주관사업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사 업 기 간 2018년 06월 15일 ~ 2019년 01월 31일

2. 사업명 :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자료명 청구기호 제작연대 형태 규격(cm) 재질

각선도본 奎軸 12163 19세기 초 족자 52.5×72(도본) 지본채색

사  업  내  용 
∙ 원본과 동일한 재료와 기법으로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 규장각의 보관과 전시 목적으로 윈도우매트 형식의 장황
∙ 오동나무 재질의 보관상자 제작

사 업 목 적

∙ 원본 대용으로 활용
∙ 유일본 귀중문화재에 대한 유사시 대비
∙ 조선후기 선박도 연구 자료 제공
∙ 전통문화재의 재료기법 연구 및 교육
∙ 연구 및 교육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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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ㅣ <각선도본> 원본

1) 조직 및 참여인력

1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총 괄 책 임 자

책임연구원 임남수

모사 분야 보존 분야 촬영 분야 장황 분야 및 재료

모사연구원 
정두희

서예연구원 
김장현

연구보조원
손정은, 정유진, 
김영원, 김혜빈, 
박시은, 이옥선, 
이혜미, 임지수

보존연구원 
황인숙

연구보조원
손정은, 정유진, 
김영원, 김혜빈, 
박시은, 이옥선, 
이혜미, 임지수

촬영연구원 
안동일

연구보조원
손정은, 정유진, 
김영원, 김혜빈, 
박시은, 이옥선, 
이혜미, 임지수

장황연구원
김권영

한지
신현세전통한지

안료
가일전통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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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임남수

교수 / 문학박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격증(번호 11405030861V)
2005-2019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2006-2019 대구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 
2013-2019 경북 예천군 향토문화재보호위원
2007-2011 부산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공동연구원

정두희
(모사)

조교수 / 미술학박사 / 모사공 자격증(번호 007914)
2018 수원시 프랑스 소재 의궤 모사 참여
2016 규장각, 국립해양박물관 모사 참여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3-2015 국립고궁박물관 회화유물 모사 참여    
2012-2014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2007-2011 보물 제1491호 연잉군 초상 모사 외 다수 모사

황인숙
(보존)

겸임교수 / 문화재학박사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번호 001195)
2016 곡성연운당 고문서 보존처리
2016 국립해양박물관소장자료 훈증 및 소독

김장현
(서예)

청구금석문연구소 소장
2018 규장각 고지도 모서 참여
2016 조행립기념관 조행립 초상화 제작 참여
2011 국립고궁박물관, 동아대학교 <동궐도> 복제본 제작 참여
1999 대한민국서예대전 대상 및 심사위원 역임

안동일
(촬영)

강사 / 미술학석사
2016 국립고궁박물관 <고종어진> 모사본 촬영

김권영
(장황)

정일문화사 대표 / 표구공 자격증(번호 제822호)
2016 규장각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장책
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집옥재서적목록 등 복제본 제작 장책
2015 창덕궁관리소 일월오악도 병풍 장황
2013 수원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장황

보조연구원

손정은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졸업 및 석사과정,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증

정유진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졸업 및 석사과정

김영원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재학

김혜빈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재학,
GTQ포토샵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

박시은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재학

이옥선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재학

이혜미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재학

임지수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재학,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증, 미술심리지도사 2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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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협 력 업 체 협 력 내 용

신현세전통한지 전통 한지

가일전통안료 전통 안료

 대구프린팅 결과보고서 인쇄

2) 모사본 제작 환경

1  제작 공간

(가) 제 1 보존복원작업실: 모사, 보존처리, 재료 연구 등에 이용

Ÿ 면적: 25㎡
Ÿ 기자재: 라이트 테이블, 냉난방기, 보안용 CCTV, 소화기 등
Ÿ 재료: 바탕재, 안료 등 모사 재료 / 각종 보존처리 재료

ㅣ그림 2ㅣ 제 1 보존복원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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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2 보존복원작업실: 대형 작업, 모사 및 보존 교육 등에 이용

Ÿ 면적 : 128㎡
Ÿ 기자재 : 라이트 테이블, 디지털 저울, 냉장고, 보안용 CCTV, 소화기
Ÿ 재료 : 바탕재, 안료 등의 모사 재료 / 각종 보존처리 재료       

ㅣ그림 3ㅣ 제 2 보존복원작업실

(다) 제 3 보존복원작업실: 대형 바닥 작업, 모사 및 모사공 교육 등에 이용

Ÿ 면적: 100㎡
Ÿ 기자재: 라이트 테이블, 디지털 저울, 냉장고, 보안용 CCTV, 소화기
Ÿ 재료: 바탕재, 안료 등의 모사 재료 / 각종 보존처리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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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ㅣ 제 3 보존복원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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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촬영스튜디오: 촬영실, 인화노광실, 건조실 구비

Ÿ 기자재: 각종 카메라, 조명, 대형 컬러출력기, 확대기 등
Ÿ 재료: 배경지, 인화지, 현상인화재료, 각종 시약품 등

ㅣ그림 5ㅣ 촬영 스튜디오

ㅣ그림 6ㅣ 대형 컬러출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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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재 및 재료

(가) 기자재

① 분석용 기자재: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ㅣ그림 7ㅣ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홈페이지

Ÿ X선 투과조사(X-ray Radiography)
- 재료의 비중에 따른 흡수율 
- X선의 투과와 흡수 현상에 대해 농담 즉 contrast 생성
- 배채 등 채색층의 두께 비교 가능

Ÿ 적외선 조사
- 가시광선에 비해 긴 파장이 산란하지 않고 대상 투광
- 먹(탄소) 성분은 적외선을 흡수하므로 먹선 투시 가능

Ÿ X선 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 각 원소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특정 X선(형광 X선) 파장과 강도 측정
- 시료의 형태(고체, 액체, 분말, 겔)와 무관하게 분석 가능
- 토기 및 도자기 재질 조사, 금속 재질 조사, 회화 안료 조사 
- 무기안료 성분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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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ㅣ Epsilon 3-XLE

Ÿ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SEM : Scanning Electron Microprobe Analysis)
- 고체 시료에 전자선 주사, 전기 신호로 전환, 영상화
- 일반 재질의 구조 조사, 표면 관찰, 고서화의 지질(紙質) 조사

ㅣ그림 9ㅣ A1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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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촬영용 기자재

고해상도 이미지를 위해 디지털카메라로 분할 촬영을 한다. 해상도 높은 부분 이미지와 전체 이미
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름카메라도 사용하여 전체 이미지를 기록한다. 

ㅣ그림 10ㅣ NIKON D800 ㅣ그림 11ㅣ Linhof Master Technika Classic

ㅣ그림 12ㅣ 디지털카메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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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 재료

① 바탕재: 국산 전통지, 기계직 비단, 수직 비단 등 다양한 바탕재 보유   

ㅣ그림 13ㅣ 각종 바탕재

Ÿ 전통 재료 및 제지 기법의 안정성 검증된 국산 한지 제작
- 협력업체: 신현세전통한지
- 2002년 경남 의령군 봉수면 청계리에 신현세전통한지를 설립.
- 고품질의 문화재 보존용 한지 생산.
-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복제본 제작, 국내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의 수리 및 모사 작업 등에 

사용.
- 미국 및 유럽지역의 3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문화재 보존용지로 사용. 
- 이탈리아의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로부터 문화재 보존 작업에 적합한 한지로 인증.  

② 안료: 전통 안료, 천연 안료, 무기안료, 유기안료 등 보유

ㅣ그림 14ㅣ 각종 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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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산 안료 및 검증된 연구 결과 사용 
- 협력업체: 가일전통안료
- 가일전통안료 검증 연구 결과; 박주현 외 4명,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사용되는 천연 광물성 

안료의 물성평가｣, 『보존과학연구』 제36집, 2015

③ 안료 색상표: 다양한 종류의 안료 색상표 및 샘플 보유

ㅣ그림 15ㅣ 색표와 안료

④ 금박, 금분: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여 모사본에 사용

ㅣ그림 16ㅣ 금분과 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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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붓: 선필, 채색필, 편필 등 여러 목적과 기능의 붓 보유

ㅣ그림 17ㅣ 다양한 붓

⑥ 먹과 벼루: 송연묵, 유연묵 등 원료별 먹과 단계연 벼루 보유

ㅣ그림 18ㅣ 먹과 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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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아교와 백반 및 계량 도구

ㅣ그림 19ㅣ 아교와 백반 및 계량 도구

⑧ 대형 라이트 테이블

Ÿ 규격: 180×90cm

ㅣ그림 20ㅣ 대형 라이트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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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1  사업명: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2  사업기간: 2018.6.15. - 2019.1.31. 

ㅣ표 1ㅣ 사업공정표

기간

과업내용

2018. 
6

 
7

 
8 9 10 11 12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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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조사 규격실측 및 분석

원본연구 문헌 및 선박도 연구 

촬영 원본 및 모사본 촬영

과학적분석 바탕 및 안료 분석

자문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모사본
제작

바탕재 준비

초본 및 실험작 제작

정본 제작 

원본 비교

장황 윈도우매트
및 보관상자 

검수 검수원 구성 및 검수

기록 결과보고서

납품 납품 및 검수

4) 모사본 제작 방침

1  원본과 동일한 재료와 기법으로 모사본(원형복원)을 제작한다. 

(가) 물성분석: 원본에 사용된 바탕재, 안료 및 부속재료 등의 물성분석을 한다.

(나) 전통재료 제작: 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재료를 제작한다.

(다) 글씨 및 그림 모사: 조선후기 선박도의 서체 및 재료 기법을 연구한다.

(라) 장황: 규장각의 보관과 전시 목적을 살려 윈도우매트 형식으로 장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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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사본 제작의 세부방법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협의한다.

3  제작 방향의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ㅣ그림 21ㅣ 모사본 제작 과정에 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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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선도본>에 대한 연구

1. 기록 연구1)

1) <각선도본>의 특징

<각선도본>은 편자･연기 미상의 전선(戰船)･병선(兵船)･조선(漕船)의 채색도 여섯 장을 모아 만든 도본(圖本)

이다. 김재근의 연구에서는 각 도본들을 전선도, 전선철상장도, 전선하체, 조선도, 북조선도, 병선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자문회의에서 자문을 받아 도본 1은 전선도(戰船圖), 도본 2는 전선철상
장도(戰船撤上粧圖), 도본 3은 전선거선미도(戰船去船尾圖), 도본 4는 조선도(漕船圖), 도본 5는 북조선도(北漕船圖), 도본 
6은 병선도(兵船圖)로 명칭을 재정리했다.

이 도본은 지금까지 편저자와 제작 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전선, 병선, 조선 등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선박들에 대하여 그 선형과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두 전선의 그림 도본 2, 도본 
3은 상장을 제거한 선체구조의 그림이다. 이 도본들은 전선･병선을 조선으로 통용하기 위한 것으로 짐
작되는데 이것은 1797년(正祖 21) 12월에 경상감사가 도내각 조창과 통영의 의견을 모아 중앙에 보고한 
｢경상도전조선통용조렬책자(慶尙道戰漕船通用條列冊子)｣(奎 16766)2)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전선과 병선을 개장하여 조선으로 이용하려는 논의과정에서 근거자료로 만들어진 도본

1) 본 보고서의 <각선도본> 기록 연구는 『조선왕조군선연구』(김재근,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76) 참고.
2) 경상도전조선통용조렬책자(慶尙道戰漕船通用條列冊子)는 1797년(正祖 21) 12월에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비변사

(備邊司)의 관(關)에 따라 마련한 전병선(戰兵船)을 조선(漕船)으로 통용(通用)하는 데 대한 규정을 실은 책이다. 내
용은 조례(條例)를 만든 경위를 담은 전문(前文)과 조목(條目, 12조)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전선(戰船)이 무용지
기(無用之器)로 되었으니‚ 이를 조운(漕運)에 통용(通用)하도록 하여 전조(戰漕)에 양변(兩便)하게 하라는 비변사관문
(備邊司關文)의 내용과 그에 따라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통영(統營)과 삼조창(三漕倉)을 왕복하며 변통책을 마련했
다는 것‚ 삼조창도차원(三漕倉都差員) 및 통제사(統制使)의 찬반의 견해‚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변통(變通)하는 
취지에 맞게 조례를 마련했다는 것 등이 적혀 있다. 정조말(正祖末)에 전선을 조선으로 통용하는 변통의 내용을 싣
고 있는 책으로‚ 당시 전･병선과 조선(漕船)의 제도･체양의 차이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전선이 전선으로서
의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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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각선도본｣은 조선후기의 전선, 병선, 조운선 등 군용선과 비군용선의 구조적 특성과 선
형을 밝혀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ㅣ그림 22ㅣ <각선도본>의 각 도본 명칭

도본 4
조선도

(漕船圖)

도본 1
전선도
(戰船圖)

도본 5
북조선도

(北漕船圖)

도본 2
전선철상장도
(戰船撤上粧圖)

도본 6
병선도

(兵船圖)

도본 3
전선거선미도
(戰船去船尾圖)

ㅣ표 2ㅣ <각선도본> 각 도본의 특징
번 호 명 칭 특 징 비 고

도본 1 전선도 선상의 판옥인 상장 구조

전선, 병선(군선)을 조선(화물선)
으로 개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군용선과 비군용선의 구조적 특성
과 선형 분석 가능. 

도본 2 전선철상장도 전선의 상장을 제거한 선체

도본 3 전선거선미도 전선의 상장을 제거하고 개장한 선체

도본 4 조선도 경기 이남의 하삼도에서 사용한 조운선

도본 5 북조선도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사용한 조운선

도본 6 병선도 조선후기 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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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선도본>의 내용

1  전선도(도본 1, 2, 3)

(가) 전선도(도본 1)에는 저판(底板) 위에 7편의 외판과 15편의 판재로 꾸며진 선수재［飛荷眞板］를 
붙여 선체를 꾸미고, 그 위에 배를 가로지르는 보인 가목(駕木) 16개를 놓고, 패판(牌板)과 선체 상면 
주변의 난간인 여장(女墻)을 세웠으며, 상갑판인 포판(鋪板)을 깔아 선상의 판옥인 상장(上粧)을 설치.

(나) 갑판 위에 다락을 꾸민 모양 등의 판옥선 구조를 상세하게 묘사.

(다) 돛대･닻［碇］･노(櫓) 등 부속품 기록. 좌우 패판에는 용(龍), 선수 패판 양옆에 귀신머리 표현.

(라) 그림 위쪽에는 통영상선(統營上船)의 척도로서, 본판(本板)은 장 90자, 광 18자 4치, 원고(元高) 11자 
3치, 하층신방패(下層信防牌)는 고 5자, 선두(船頭)의 광은 15자, 선미의 광은 12자 7치, 상장은 장 
105자, 광 39자 7치로 기록.

(마) 각읍진전선(各邑鎭戰船)의 척도는 본판의 장 65자, 원고 8자, 중광(中廣) 15자이며, 선두의 광 12자 
5치, 선미의 광 7자 5치 등으로 기록.

(바) 전선철상장도(도본 2)는 전선의 상장을 제거한 구조이고, 전선거선미도(도본 3)은 상장을 제거
한 후 선미를 개장(改裝).

(사) 전선철상장도(도본 2)와 전선거선미도(도본 3)은 상장을 제거한 후 선미를 개장(改裝)한 특징을 
보인다. 상장을 제거한 선체 구조로, 가목 밑으로 “가룡목을 외판마다 끼워넣는다.”는 글이 가
목에 적혀 있어, 양현 외판재를 각재 또는 자연환목(自然丸木)으로 연결하여 선체횡강도를 유지시
키는 우리나라 고선의 특징인 가룡목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2  조선도(도본 4)

(가) 조선은 경기 이남의 하삼도에서 사용한 조운선.

(나) 구조는 11편의 외판과 17편의 가로놓이는 선수재［飛荷橫板］로 선체가 꾸며져 있고, 가목은 
세 개뿐이며 돛대는 두 개로 구성.

(다) 척도는 본판 장 57자, 중광 13자, 두광 10자, 미광 7자 5치, 원고 11자, 두고(頭高) 10자, 미고(尾高) 
9자 5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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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조선도(도본 5)

(가) 북조선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사용한 조운선.

(나) 척도는 본판은 장 27자 5치, 중광 17자 5치, 두광 16자, 미광 15자, 원고 10자, 두고 9자, 
미고 9자.

4  병선도(도본 6)

(가) 병선도는 7편으로 꾸며진 저판 위에 7편의 외판재와 6편의 선수재로 구조된 선체와 두 개의 
돛대를 표현.

(나) 척도는 본판 장 39자, 광 6자 9치, 고 8자, 두광(頭廣) 4자 5치, 미광(尾廣) 4자 기록.

ㅣ그림 23ㅣ 도본 1 전선도의 수치 부분

3) 조선후기 선박도 관련 자료

(1) <각선도본(各船圖本)>(奎 15752): 전선(戰船), 병선(兵船), 조선(漕船)의 채색도(彩色圖) 6장을 모아 만든 편자와 
제작연도 미상의 도본으로 본 모사본 제작 사업의 대상원본인 <각선도본>(奎 12163)과 같은 내용
의 책. 자문회의 결과 대상원본인 <각선도본>(奎 12163)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하나 더 간략해 보
임. 낱장으로 활용되다가 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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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4ㅣ <각선도본>(奎 15752) 표지

ㅣ그림 25ㅣ <각선도본>(奎 15752) 도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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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6ㅣ <각선도본>(奎 15752) 도본 2 

ㅣ그림 27ㅣ <각선도본>(奎 15752) 도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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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8ㅣ <각선도본>(奎 15752) 도본 4

ㅣ그림 29ㅣ <각선도본>(奎 15752) 도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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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30ㅣ <각선도본>(奎 15752) 도본 6

(2) <통제영수군조련도(統制營水軍操鍊圖)>: 통영에서 행해졌던 충청･전라･경상 3도 수군의 합동 군사훈
련의 장면을 그린 그림.3) 거북선을 포함한 각종 전투용 선박들이 수백 척씩 규칙적으로 도열한 
모습이 그려져 조선후기 선박의 형태와 구조 확인. 특히 <통제영수군조련도>와 <각선도본>의 
판옥선 상장 구조가 공통으로 확인됨. 

ㅣ그림 31ㅣ <통제영수군조련도>, 19세기 전반, 지본채색, 153x521cm, 국립진주박물관(덕2783)

3)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통제영수군조련도>에 대한 연구는 유미나, ｢조선후반기의 統制營 水軍操鍊圖 연구-국립진
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병풍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제281호,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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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32ㅣ <통제영수군조련도>와 <각선도본>의 상장 부분

(3) <영남호남연해형편도(嶺南湖南沿海形便圖)>: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의 해운과 각 포구의 선박･정박 능
력, 주요지점 간의 거리 등을 그린 지도. 

ㅣ그림 33ㅣ <영남호남연해형편도> 부분, 18세기 이후, 지본채색, 59.7x20cm(40면), 국립중앙도서관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028

2. 원본 연구

1) <각선도본>의 형태

(1) <각선도본>의 원래 형태는 6장의 선박도를 연결하여 접은 첩으로 추정. 족자 뒷면 이전의 표제 
확인.

(2) 후대 어느 시점에 족자로 재장황된 것으로 보임. 가장 최근의 장황 기록은 족자 뒷면의 1995년 
기록.(지류문화재보존연구원 장황)

(3) 족자 뒷면에 <각선도본>의 소장인 확인 가능. 조선총독부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대학교도
서(서울大學校圖書), 경성제국대학도서고(京城帝國大學圖書庫).

ㅣ그림 34ㅣ 표제

   

ㅣ그림 35ㅣ <각선도본> 족자 제작일(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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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36ㅣ <각선도본>의 소장인

2) <각선도본>의 손상 상태

(1) 변색(연결 부분): 각 도본들을 연결한 부분들이 변색되어 드러남.

(2) 변색 및 마모(접힌 자국): 접혔던 부분이 변색되어 자국이 드러나고 일부 마모됨. 

(3) 결실(해충): 도본 2의 파도 부분에 해충의 피해로 보이는 결실 손상이 확인됨.

(4) 오염(인장 흔적): 도본 2의 배 윗부분에 ‘조선총독부도서지인’ 인장 흔적이 보임.

ㅣ그림 37ㅣ <각선도본> 도본 2의 손상 상태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030

ㅣ그림 38ㅣ <각선도본>의 손상지도

3) 원본 조사

 1  실측 조사

(가) 각 도본 크기: 최종 모사본의 장황 형태는 각각의 도본을 윈도우매트 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기 때문에 각 도본의 크기를 실측 조사.

(나) 두께: 각 도본의 두께를 후도계로 조사. 바탕재 종이의 두께를 정하기 위해 원본 도본, 즉 화면의 
두께를 조사하였으나 원본의 족자 상태를 분리할 수 없어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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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3ㅣ <각선도본>의 실측 조사표
도본

실측부분       1. 전선도 2. 전선
철상장도

3. 전선
거선미도 4. 조선도 5. 북조선도 6. 병선도

화면(cm)
세로 53.3 53.4 52.2 53.1 53.4 52.4

가로 72.7 72.6 72.7 73.2 73.3 73.0

두께(mm) 0.27 0.29 0.27 0.27 0.26 0.24

ㅣ그림 39ㅣ 화면 길이 측정

ㅣ그림 40ㅣ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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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분석

(가) XRF 분석

채색에 사용한 안료는 고유의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XRF(X-ray fluorescence, X선 형
광분석기) 분석을 하면 어떠한 성분의 안료를 사용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이것은 무기안료에 국한되
며, 유기염료, 즉 식물성･동물성 원료의 염료들은 화학조성이 달라 XRF 분석을 통해 알기 어렵다. 따
라서 연지(臙脂), 등황(藤黃), 쪽, 먹 등은 유기염료들이기 때문에 XRF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백색 안료라도 납(Pb) 성분만 나오면 연백(鉛白)의 일종으로, 칼슘(Ca) 성분이 나오면 호분(胡粉)이라
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적색의 경우 수은(Hg)이 검출되면 유기염료계(染料系)가 아닌 수은 화합물인 주
(朱)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무기 안료들의 화학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ㅣ표 4ㅣ 주요 무기 안료의 화학식
안 료 화학식 XRF 검출 성분

적(赤)
진사(辰砂) HgS 수은(Hg)

석간주(石間朱) Fe₂O₃ 철(Fe)

황(黃)
석자황(石紫黃) As₂S₃

비소(As)
석웅황(石雄黃) As₄S₄, As₂S₂

녹(綠) 석록(石碌) CuCO₃, Cu(OH)₂
구리(Cu)

청(靑) 석청(石淸) 2CuCO₃, Cu(OH)₂

백(白) 연백(鉛白) 2PbCO₃, Pb(OH)₂ 납(Pb)

금(金) 금분(金粉), 금박(金箔) Au 금(Au)

각 도본의 색상별로 분석할 부분을 정하고 XRF 분석 기기를 활용해 조사한다. 본 조사에 사용한 
XRF 분석 기기는 Bruker S1 Titan 800 모델이다.

4) 이 표는 국립전주박물관의 『왕의 초상: 경기전과 태조 이성계』(2005)와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의 『조선시대 기
록화 채색안료』(2009)의 안료 분석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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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1ㅣ XRF 분석

(나) 현미경 촬영

각 도본의 XRF 분석 부분과 같은 곳을 비디오 현미경으로 확대 이미지를 촬영한다. 안료 입자의 
유무, 크기, 채색층 구조, 채색 순서 등을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XRF, 현미경 조사 지도에 따라 1차 조사 후 실제 채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현미경 
촬영을 한다. 2차 조사에서는 모사본 제작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기록한다.

ㅣ그림 42ㅣ 1차 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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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3ㅣ 2차 현미경 촬영

다음은 각 도본의 XRF, 현미경 조사의 분석 위치와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XRF의 성분 
분석과 현미경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각 부분에 사용한 안료를 추정하였다. 이 표를 바탕으로 
모사본 제작에 사용하는 안료를 선정한다.

ㅣ그림 44ㅣ XRF 및 현미경 조사 위치(도본 1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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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5ㅣ XRF, 현미경 분석 및 추정 안료표(도본 1 전선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1 바탕

Cao 2.7962
MgO 1.5431
TiO2 0.4475
Fe2O3 0.278

없음

2 묵서(흑색)

Cao 2.8624
TiO2 0.3988

Fe2O3 0.2889 
SiO2 0.2052

먹

3 상장(적색)

Hg 12.1575
SiO2 3.833
Pb 1.4738

CaO 1.3162

진사

4 상장(청색)

SiO2 30.1813
MgO 14.6739

S 8.4887
Pb 2.846

쪽, 연백

5 상장(황색)

CaO 2.6849
SiO2 1.7002
TiO2 2.846

Fe2O3 0.2683

등황

6 상장(녹색)

Cl 3.2275
S 2.9885

Cu 2.6078
CaO 1.95

석록

7 상장(백색)

SiO2 28.8018
MgO 12.1855

S 8.8655
Pb 5.6524

연백

8 상장(갈색)

MgO 3.1117
CaO 3.006
S 1.1005

TiO2 0.6221

먹, 대자, 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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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9 상장(흑색)

MgO 3.1995
CaO 3.0354

S 1.7581
TiO2 0.6248

먹

10 여장(녹색)

Hg 5.1853
Cl 4.2483
Cu 4.0367

SiO2 3.6916

석록

11 여장(훈색)

SiO2 8.0994
MgO 4.968
S 3.9888

CaO 1.7718
Hg 1.4369

진사

12 여장(적색)

Hg 18.5111
S 10.0815
Pb 3.8795

SiO2 2.8621

진사

13 돛대(황색)

CaO 2.4372
SiO2 1.837
TiO2 0.5438

Fe2O3 0.3421

등황

14 상갑판(갈색)

MgO 6.4762
CaO 2.7798

S 2.3003
TiO2 0.6175

먹, 대자, 등황

15 구름(녹색)

Cu 6.4415
Cl 4.443
S 3.3292

CaO 1.2434

석록

16 구름(청색)

MgO 5.6741
CaO 2.7909

S 2.2885
SiO2 0.5584

쪽

17 구름(적색)

Hg 16.9721
S 10.3659
Pb 3.7829

SiO2 2.6771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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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18 용(황색)

CaO 2.9263
MgO 1.6003
TiO2 0.611
S 0.4583

등황

19 용(녹색)

Cl 3.6673
Cu 3.6236
S 2.6577

CaO 1.4501

석록

20 귀신머리(녹색) 

SiO2 8.2567
MgO 3.0387
Cu 2.9967
S 2.7969

석록

21 바다(청색)

CaO 2.0787
TiO2 0.537

Fe2O3 0.3263
P2O5 0.2034

쪽

22 선미(갈색)

CaO 2.6016
MgO 1.8586

S 0.741
TiO2 0.4933

먹, 대자, 등황

23 노(갈색)

CaO 2.8501
MgO 1.2643
TiO2 0.3631

Fe2O3

먹, 대자

24 닻(갈색)

MgO 27.6808
S 7.6049

CaO 1.8211
As 1.6408

먹, 석황

25 키(갈색)

MgO 4.84
CaO 2.3861

S 1.6748
TiO2 0.4469

먹, 대자, 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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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5ㅣ XRF 및 현미경 조사 위치(도본 2 전선철상장도) 

ㅣ표 6ㅣ XRF, 현미경 분석 및 추정 안료표(도본 2 전선철상장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26 바탕

CaO 2.8558
MgO 1.7452
TiO2 0.3645
Fe2O3 0.256

없음

27 묵서(흑색)

CaO 3.0495
TiO2 0.5842

S 0.5078
Fe2O3 0.2559

먹

28 선두(갈색)

MgO 15.0072
S 4.5193

CaO 2.7208
As 0.5687

먹, 대자, 등황

29 선미(갈색)

CaO 3.1125
MgO 1.6266
TiO2 0.5372

Fe2O3 0.3292

먹, 대자, 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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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6ㅣ XRF 및 현미경 조사 위치(도본 3 전선거선미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30 바다(청색)

MgO 4.0962
CaO 2.8005

S 1.6806
TiO2 0.5229

쪽

31 키(갈색)

MgO 10.4793
S 3.4095

CaO 2.868
TiO2 0.5104

먹, 대자, 등황

32 닻(갈색)

CaO 2.7501
TiO2 0.4798

Fe2O3 0.2852
P2O5 0.1489

먹, 대자, 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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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7ㅣ XRF, 현미경 분석 및 추정 안료표(도본 3 전선거선미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33 바탕

CaO 2.7715
SiO2 0.6876
TiO2 0.5219

Fe2O3 0.3039

없음

34 묵서(흑색)

MgO 9.1062
S 3.1457

CaO 2.7817
TiO2 0.4061

먹

35 선두(갈색)

MgO 5.6404
CaO 2.4152

S 1.8803
TiO2 0.451

먹, 대자, 등황

36 선미(갈색)

MgO 7.5846
S 2.6304

CaO 2.4313
TiO2 0.4138

먹, 대자, 등황

37 키(갈색)

MgO 24.536
S 6.7342

CaO 1.7662
As 1.2126

먹, 대자, 등황

38 닻(갈색)

CaO 2.5352
TiO2 0.4888

Fe2O3 0.2704
P2O5 0.2295

먹, 대자, 등황

39 바다(청색)

CaO 2.5769
TiO2 0.5185
SiO2 0.4793

Fe2O3 0.26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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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7ㅣ XRF 및 현미경 조사 위치(도본 4 조선도)

ㅣ표 8ㅣ XRF, 현미경 분석 및 추정 안료표(도본 4 조선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40 바탕

CaO 2.8509
TiO2 0.439

Fe2O3 0.2408
P2O5 0.1212

없음

41 묵서(흑색)

MgO 4.1333
CaO 2.6277

S 1.703
TiO2 0.526

먹

42 닻판(갈색)

MgO 4.1256
CaO 2.795
S 1.4193

TiO2 0.5229

먹, 대자, 등황

43 선두(갈색)

CaO 2.9085
MgO 2.1682

S 0.9226
TiO2 0.6204

먹, 대자, 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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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8ㅣ XRF 및 현미경 조사 위치(도본 5 북조선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44 키(갈색)

MgO 19.7101
S 5.9756

CaO 2.0739
As 0.9499

먹, 대자, 등황

45 닻(갈색)

CaO 2.7365
TiO2 0.5521

Fe2O3 0.3092
P2O5 0.2704

먹, 대자, 등황

46 바다(청색)

CaO 2.5987
MgO 1.6323
TiO2 0.4682

Fe2O3 0.277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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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9ㅣ XRF, 현미경 분석 및 추정 안료표(도본 5 북조선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47 바탕

CaO 2.6109
TiO2 0.4834

Fe2O3 0.2973
SiO2 0.2522

없음

48 묵서(흑색)

MgO 10.0073
S 3.6062

CaO 2.374
TiO2 0.538

먹

49 닻판(갈색)

CaO 2.517
MgO 2.1403

S 1.1584
TiO2 0.4733

먹, 대자, 등황

50 선두(갈색)

CaO 2.9378
MgO 2.7232

S 1.4873
TiO2 0.5827

먹, 대자, 등황

51 키(갈색)

MgO 13.9252
S 4.461

CaO 2.3563
As 0.616

먹, 대자, 등황

52 닻(갈색)

CaO 2.8704
TiO2 0.4751

Fe2O3 0.2631
P2O5 0.2398

먹, 대자, 등황

53 바다(청색)

CaO 2.4734
TiO2 0.4292

Fe2O3 0.3092
SiO2 0.210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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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49ㅣ XRF 및 현미경 조사 위치(도본 6 병선도)

ㅣ표 10ㅣ XRF, 현미경 분석 및 추정 안료표(도본 6 병선도)

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54 바탕

CaO 2.3112
SiO2 0.3756
TiO2 0.3691
Fe2O3 0.214

없음

55 묵서(흑색)

CaO 2.5821
SiO2 1.5432
MgO 1.3409
TiO2 0.4637

먹

56 돛대(황색)

MgO 6.3529
CaO 2.6634

S 2.3418
TiO2 0.4551

등황

57 선두(갈색)

CaO 2.7715
MgO 2.2058

S 1.136
TiO2 0.4418

먹, 대자, 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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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부 분
전면(앞면)

XRF 성분 분석 현미경 이미지(×500) 추정 안료

58 키(갈색)

MgO 17.0265
S 5.5465

CaO 2.1477
As 0.8036

먹, 대자, 등황

59 노(갈색)

MgO 35.7491
S 9.5028

SiO2 3.0105
As 2.3115

먹, 대자, 등황

60 닻(갈색)

CaO 3.3016
TiO2 0.5105

Fe2O3 0.3274
P2O5 0.2544

먹, 대자, 등황

61 바다(청색)

TiO2 1.7182
SiO2 1.2715
Fe2O 0.3464
 CaO 0.25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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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50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

ㅣ그림 51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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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52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

ㅣ그림 53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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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54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

ㅣ그림 55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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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56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7)

ㅣ그림 57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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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58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9)

ㅣ그림 59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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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60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1)

ㅣ그림 61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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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62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3)

ㅣ그림 63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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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64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5)

ㅣ그림 65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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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66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7)

ㅣ그림 67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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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68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19)

ㅣ그림 69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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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70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1)

ㅣ그림 71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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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72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3)

ㅣ그림 73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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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74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5)

ㅣ그림 75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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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76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7)

ㅣ그림 77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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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78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29)

ㅣ그림 79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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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0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1)

ㅣ그림 81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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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2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3)

ㅣ그림 83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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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4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5)

ㅣ그림 85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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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6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7)

ㅣ그림 87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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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8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39)

ㅣ그림 89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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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90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1)

ㅣ그림 91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2)



제1장 |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사업

067

ㅣ그림 92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3)

ㅣ그림 93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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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94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5)

ㅣ그림 95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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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96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7)

ㅣ그림 97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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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98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49)

ㅣ그림 99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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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00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1)

ㅣ그림 101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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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02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3)

ㅣ그림 103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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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04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5)

ㅣ그림 105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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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06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7)

ㅣ그림 107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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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08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59)

ㅣ그림 109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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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10ㅣ XRF 분석 그래프(분석 번호 61)

위 XRF 분석 결과, 상장의 청색 부분에서 규소(Si)가 검출되었으나 작품의 제작 시기와 전통 안료
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석청 또는 쪽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예는 다른 원본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원종어진>(1872)의 XRF 분석 결과 및 추정 안료 분석표를 살펴보면 규소
(Si) 성분이 검출된 푸른색 부분을 석청으로 추정했다.5)

ㅣ그림 111ㅣ 1872년 본 <원종어진> 분석 위치 

5)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Ⅱ』, 그라픽네트, 2016, 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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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1ㅣ p-XRF 결과

분석 위치
검출 원소

추정 안료
주 원소 부 원소 미량 원소

25 첩리(운보문) Pb, S Mg, Si, P, Cl, Ca, Fe, As, 
Cd, Ta, Hg, Ti

Al, K, Ti, Ni, Zn, Se, 
Rb, Sr, Y, Zr 석청

34 채전(청색) Cu, Si Fe, S, Ca, Al
P, Cd, As, K, Ti,   V, 
Ni, Se, Rb, Sr,  Y, Ba, 

Hg, Tl, Bi
석청

(다) 색차계 측정: 분광광도계(inolta CM-2600d)

ㅣ그림 112ㅣ 색차계 조사 위치(도본 1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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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13ㅣ 색차계 조사 위치(도본 4 조선도)

ㅣ표 12ㅣ 색차계 측정표

번호 부분 L*
(D65)

a*
(D65)

b*
(D65)

C*
(D65)

h
(D65)

Y
(D65)

X
(D65)

Z
(D65)

x
(D65)

y
(D65)

1 전선도
(바탕) 84.15 0.59 16.72 16.73 87.98 64.35 61.26 50.86 0.3471 0.3646

2 묵서 40.59 30.87 20.07 36.82 33.04 11.61 15.74 6.24 0.4685 0.3456

3 상장
(청색) 58.48 -6.81 -3.13 7.5 204.65 26.47 23.53 30.53 0.2922 0.3287

4 상장
(백색) 83.8 -0.09 15.33 15.33 90.33 63.68 60.34 51.65 0.3435 0.3625

5 상장
(황색) 71.61 3.4 49.96 50.07 86.11 43.07 41.95 13.85 0.4243 0.4356

6 상장
(녹색) 60.85 -9.95 15.7 18.59 122.37 29.07 25.15 21.37 0.3327 0.3846

7 상갑판 61.43 4.79 19.34 19.92 76.1 29.74 29.43 19.96 0.3719 0.3759

8 조선도
(바탕) 83.51 0.4 16.53 16.53 88.6 63.12 60.02 49.98 0.3467 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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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14ㅣ 색차계 측정

(라) 적외선 촬영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장파장으로, 안료 등에 의한 산란 흡수가 적어 안료층을 투과한 빛이 바탕
층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온다. 특히 검은색은 적외선을 흡수해 검게 나타나는데 이를 감지해 원화(原畵) 
아래 그려진 밑그림이나 문자를 확인할 때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그리고 밑그림이나 먹
선을 확인하고 유실되고 변색되어 잘 보이지 않는 지명이나 산세의 필선, 혹은 채색층에 가려진 먹선
을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 <각선도본>의 손상상태가 나쁘지 않고 흐려진 먹선 부분도 거의 없어서 적
외선 촬영 조사에서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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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15ㅣ 적외선 사진(도본 1 전선도)그림 173 

ㅣ그림 116ㅣ 적외선 사진(도본 2 전선철상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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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17ㅣ 적외선 사진(도본 3 전선거선미도)

ㅣ그림 118ㅣ 적외선 사진(도본 4 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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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19ㅣ 적외선 사진(도본 5 북조선도)

ㅣ그림 120ㅣ 적외선 사진(도본 6 병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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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본 촬영

원본을 촬영하여 부분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를 기록한다. 전체 이미지는 원본과 같은 크기로 출력
하여 초본 제작에 활용한다. 부분 이미지는 크게 확대하거나 원본 크기로 사용하고 출력본은 디테일 
모사 및 모서 과정에 이용한다.

ㅣ그림 121ㅣ <각선도본> 촬영

4) <각선도본>의 제작 기법

1  바탕재

(가) 바탕재는 얇은 한지 한 장이 아닌 바탕재 자체가 여러 장을 겹친 합지로 추정.

(나) 바탕재 처리는 식물성 재료인 전분으로 포수하고 도침 처리한 것으로 추정.  

(다) 한지에 바탕 처리 후 먹선을 긋고 채색.

(라) 6장의 한지를 붙여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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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기법

(가) 선박의 선들은 철선묘(鐵線描), 자를 사용하여 그은 계화식 직선.

(나) 파도의 선, 즉 수파묘(水波描)는 양필법으로 보이는 두 개의 선들이 물결 흐르듯 겹치게 표현. 특
히 양필법의 수파묘는 <호남도서>(19세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수파묘와 유사함. 

(다) 수파묘는 한 가지 통일된 선이 아닌 세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음. 직선에 가까운 수파묘, 
굴곡과 길이가 다양한 수파묘, 일정한 간격으로 굴곡의 아래쪽이 더 두꺼운 수파묘로 나눌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모사본을 제작한 인원이 여럿이었을 것으로 추정. 

ㅣ그림 122ㅣ <각선도본>(도본 4 조선도)의 수파묘 부분

ㅣ그림 123ㅣ <호남도서>의 수파묘 부분, 19세기, 지본채색, 첩,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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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24ㅣ 수파묘의 종류

  
(라) 채색 기법은 구륵법, 바림법 사용.

(마) 안료의 채색층이 두껍거나 얇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편차가 나타남.

(바) 바림한 부분에서도 붓자국이 드러남.

ㅣ그림 125ㅣ <각선도본>의 부분별 채색

3  서체

(가) 규장각 소장의 <화동고지도>(16세기),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18세기), <요계관방지도>
(18세기) 등 다른 기록화 등과 공통적 서체인 해서체.

(나) 관에서 사용하는 서체로 개성이 드러나지 않음.

(다) 선박 구조와 수치 등을 자세히 기록.

(라)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쓴 수정 부분이 확인됨.(도본 3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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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26ㅣ <각선도본>의 서체

ㅣ그림 127ㅣ 원본의 글씨 수정 부분(도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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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사본 제작 과정

모사본 제작 과정은 크게 실험작 및 색표 제작, 바탕재 준비, 모사 과정, 장황으로 이루어진다. 실험
작 및 색표는 원본과 모사본을 최대한 같도록 하기 위한 제작 과정이다. 바탕재 준비는 원본과 같도록 
바탕재 처리를 한다. 다음 모사 과정은 초와 채색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모서 작업 이후 원본 비교 
과정을 거친다. 모사 작업이 끝난 후 장황하여 모사본을 완성한다. 완성한 모사본은 촬영하여 이미지를 
기록한다.

ㅣ표 13ㅣ 모사본 제작 과정

1. 원형복원 모사 

<각선도본>의 모사는 원본의 원래 상태를 추정하여 제작하는 원형복원 모사(原形復元 模寫)6)로 진행한
다. 화면의 부분별로 결실된 파도 등의 형태나 구조를 연구하여 복원 모사한다. 앞의 <각선도본>에 대
한 연구 자료와 원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모사본 작업을 한다. 정확한 바탕재 재현을 위해 다양한 
실험 및 실험작, 색표를 제작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바탕재를 준비하여 처리 후 모사 작업 과정을 
진행한다.

6) ‘원형복원 모사(原形復元 模寫)’는 원본이 만들어졌을 당시 원형의 상태를 연구하여 모사한다. 이와는 달리 원본의 
현재 상태를 모사하는 것으로 손상된 부분까지 표현하는 것을 ‘현상 모사(現狀 模寫)’라고 구분한다. 이외에도 오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기 위해 고색(古色)을 얹어 모사하는 ‘고색복원모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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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작 및 색표 제작 

1  실험작 제작

(가) 바탕재 처리 실험 

바탕재 한지에 대한 자문에 받아 바탕재 처리를 실험한다. 세 가지 두께의 한지를 선택하고 전분으
로 포수, 배접, 도침의 과정을 6회 반복한다. 이 때 포수 실험은 물과 전분의 농도를 20:1로 한 전분용
액을 포수 횟수를 달리하여 그 결과를 비교 연구한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한 한지 정보와 실험 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제지업체 닥 증해 종이풀 뜨기형식 건조 도침유무 종이 두께

신현세전통한지 국내산 백닥 100% 소다회 증해 황촉규 외발뜨기 목판건조 도침 2, 5, 9(匁)

ㅣ표 14ㅣ 바탕재 처리 실험에 사용한 종이

ㅣ그림 128ㅣ 전분포수 및 도침 과정 

① 전분소맥풀 ② 체에 풀 거르기 ③ 풀 끓이기

④ 전분포수액 제조 ⑤ 전분포수 ⑥ 배접

⑦ 도침 준비 ⑧ 도침 ⑨ 전분포수, 배접, 도침 과정 
6회 반복 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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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재 처리가 끝난 각 실험지에 같은 부분을 먹으로 그리고 동일한 안료와 기법으로 채색한다. 선묘, 
바림, 밑그림이 잘 비쳐 보이는 투명도 정도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한다. 

ㅣ그림 129ㅣ 바탕재 처리 실험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실험 5 실험 6

2匁 
전분포수 3회

도침 3회
6배접

2匁
전분포수 6회

도침 6회
6배접

5匁
전분포수 3회

도침 3회
6배접

5匁
전분포수 6회

도침 6회
6배접

9匁
전분포수 3회

도침 3회
6배접

9匁
전분포수 6회

도침 6회
6배접

선묘 ○ ● ● ● ● ●

바림 △ ○ ○ ● ● ●

투명도 ● ● ○ ○ △ △

ㅣ표 15ㅣ 바탕처리 실험 비교

●우수, ○보통, △미흡

종이 두께가 두꺼울수록(실험 4, 5, 6) 바탕재 처리 효과가 우수해서 선묘와 바림의 결과가 원본과 
유사하다. 그리고 전분포수의 횟수가 많을수록 선묘와 바림의 효과가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6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그림이 비쳐 보이지 않는 큰 단점이 있다. 원본의 선을 그대로 옮
겨야하는 모사본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은 두께라고 할 수 있다. 종이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실험 1, 
실험 2) 선묘와 바림의 결과가 원본과 다르게 나타난다.

자문회의에서 이 실험 결과를 논의하여 정본은 밑그림이 비치도록 합지를 만들지 않고 위 실험 결
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분포수와 도침만으로는 얇은 두께의 종이 섬유 사이들의 공극이 완벽
하게 메워지지 않아 2% 농도의 교반수처리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바탕재 처리는 한지 두께 
4匁(24-26gsm)의 종이에 전분포수와 도침 6회, 교반수처리와 도침 2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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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작 

앞의 실험 종이는 작은 크기의 바탕재이므로 실제 작품 크기에 처리했을 때의 차이를 알기 위해 
원본과 같은 크기의 실험작을 제작한다. 다음은 4匁(24-26g/㎡)의 한지에, 전분포수(물:전분=20:1)와 
도침 6회, 교반수(2%)처리와 도침 2회 처리 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제지업체 닥 증해 종이풀 뜨기형식 건조 도침유무 평량

신현세
전통한지

국내산 백닥 
100% 소다회 증해 황촉규 외발뜨기 목판건조 도침 4匁

(24-26g/㎡)

ㅣ표 16ㅣ 실험작에 사용한 종이

ㅣ표 17ㅣ 실험작의 바탕재 처리 과정

바탕재 처리가 끝난 종이에 도본 1 전선도를 그린다. 실험작 완성 후 분석 결과, 무기 안료(연백, 
진사, 석록)의 채색은 큰 무리가 없었으나 먹선이 균일하지 않고 바다의 바림 부분에서 종이 섬유의 
공극 사이로 쪽 안료가 스며들어 점상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ㅣ그림 130ㅣ 실험작 및 실험작의 선과 바다 부분

이 결과는 원본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반수처리 횟수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전분포수와 도침 
6회를 한 바탕지에 교반수와 도침 횟수를 1회, 2회, 3회를 다르게 한 후 먹선을 그어 원본과 같은 효과
가 나타나는지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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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31ㅣ 교반수 횟수 비교

교반수 및 도침 1회 교반수 및 도침 2회 교반수 및 도침 3회

교반수 횟수 바탕 먹선

1회

2회

3회

ㅣ표 18ㅣ 교반수처리 및 도침 후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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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촬영을 통해 각 이미지들을 비교한다. 실험 결과 교반수 2% 농도로 3회 처리한 사례의 종
이 섬유 공극이 메워지고 먹선도 균일하게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본의 종이를 바탕재 처리한다.

각선도본의 안료 실험을 위해 종이를 생지부터 도침, 전분포수, 교반수 처리의 농도 및 횟수를 15
종류로 구분해 채색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안료를 사용해도 바탕재에 따라 안료의 
채도, 명도 등이 달라지고 바탕재에 고정되는 정도 또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ㅣ그림 132ㅣ 안료 채색 실험

2  색표 제작

색표를 제작하여 원본과 모사본의 차이를 줄인다. XRF 분석 및 현미경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안
료들을 단계별로 종이에 채색하여 색표를 구성한다. 원본과 색표를 비교하여 원본과 같은 색표를 확인
하고 정본에 사용한다.

ㅣ그림 133ㅣ 원본과 색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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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탕재 준비

앞의 바탕재 처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사본의 바탕재를 준비한다. 실험작과 같은 전통 한지에 
전분포수와 도침 6회, 교반수처리와 도침 3회를 처리한다. 각 단계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지업체 닥 증해 종이풀 뜨기형식 건조 도침유무 평량

신현세
전통한지

국내산 백닥 
100% 소다회 증해 황촉규 외발뜨기 목판건조 도침 4匁

(24-26g/㎡)

ㅣ표 19ㅣ 모사본에 사용한 종이

ㅣ표 20ㅣ 모사본의 바탕재 처리 과정

1  전분포수

전분은 식물성 성분으로 동물성 아교에 비해 황변 현상이 적다. 종이 섬유 사이의 공극을 막기 위
해 고농도로 과다하게 포수할 경우 경화 현상이 생기므로 농도와 횟수를 실험으로 결정해야 한다.7)

모사본의 바탕재 처리는 우선 앞의 실험과 같이 물과 전분의 비율을 20:1로 전분포수 용액을 준비
한다. 그리고 한지에 이 전분포수 용액을 붓으로 도포한다.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도침한다. 건조 후 
다시 전분포수 및 도침 과정을 반복한다. 전분포수 및 도침 과정을 총 6회 처리한다.

7) 전분으로 포수하는 사이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소맥전분 또한 한국 회화의 표면 사이징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아교
와 같은 효과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소윤, ｢종이의 물리적 특성과 보수 처리용 접착제가 아교포수에 미치는 영향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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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34ㅣ 전분포수 용액 준비

ㅣ그림 135ㅣ 전분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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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반수처리

전분포수와 도침, 교반수처리와 도침을 한다. 전분포수로도 막히지 않은 공극을 메우기 위해 바탕 
종이에 교반수를 도포한다. 교반수의 농도는 소아교 2%, 백반은 아교양의 1% 이하로 사용한다.8) 교반
수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도침을 한다. 이렇게 교반수처리와 도침 과정을 3회 반복한다.

ㅣ그림 136ㅣ 아교와 백반 계량 및 교반수처리

3  도침 처리

전분포수와 교반수 처리 과정마다 종이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도침을 한다. 균일한 도침 효과를 
얻기 위해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도침한다.  

ㅣ그림 137ㅣ 도침 과정

8) 종이마다 닥섬유, 두께 등의 특징에 따라 교반수의 농도와 횟수를 달리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이에 교
반수를 다양한 농도로 실험하여 초와 채색에 적합한 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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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바탕재 처리 전의 생지와 바탕재 처리가 끝난 후 종이의 투명도와 현미경 이미지를 비교한 것이다.

ㅣ그림 138ㅣ 바탕재 처리 전과 후 비교 

바탕재 처리 전 투명도 바탕재 처리 후 투명도

바탕재 처리 전 현미경 이미지 바탕재 처리 후 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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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에 비해 바탕재 처리 후의 종이가 더 투명해서 밑그림이 잘 보이며 섬유들이 납작하게 눌려있
고 섬유 사이 공극들이 현저하게 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초 과정

1  직선과 곡선

출력본과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초를 옮긴다. 직선과 곡선 등 다양한 선의 종류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원본 이미지를 계속 확인하며 선을 긋는다. 돛대, 키, 노 등의 선은 자를 이용해 직선
으로 긋고 선체의 곡선은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다.

ㅣ그림 139ㅣ 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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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파묘

파도 선의 강약을 살려 표현한다. 특히 도본 2의 바다 부분은 결실된 부분이 있어 원본의 수파묘를 
최대한 살려 복원한다. 끊어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리고 복원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하거나 
함부로 그려 넣지 않고 남아있는 원본의 선 중심으로만 파도선을 그린다.

ㅣ그림 140ㅣ 도본 2의 손상 부분

ㅣ그림 141ㅣ 도본 2의 손상 부분 복원

1 선을 다 그린 후 출력본과 비교하며 분석한다. 선의 굵기, 속도 등 차이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반
복적인 연습을 통해 초를 그린다. 여러 장을 그린 후 원본의 선과 가장 비슷한 두 본을 선정한다. 다음
은 초 분석 후 그려나간 각 도본의 초이다. 

ㅣ그림 142ㅣ 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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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43ㅣ 도본 1 전선도의 초

ㅣ그림 144ㅣ 도본 2 전선철상장도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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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45ㅣ 도본 3 전선거선미도의 초

ㅣ그림 146ㅣ 도본 4 조선도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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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47ㅣ 도본 5 북조선도의 초

ㅣ그림 148ㅣ 도본 6 병선도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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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색 과정

1  도본 1 전선도 부분

여섯 도본 중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 도본 1 전선도에는 여러 종류의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한다. 
상장 판옥은 연백, 쪽, 진사, 석록, 등황 등을 사용한다. 특히 판옥의 녹색 부분은 광물성 안료의 채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붓자국까지 살려 채색한다. 

ㅣ그림 149ㅣ 도본 1 채색 과정

2  선체 부분

갑판과 선미 부분은 위에서부터 점점 연해지는 채색의 농담 변화 표현에 주의한다. 갑판과 선미 부
분의 안료는 먹, 대자, 등황을 섞어 사용한다. 부분별 어두운 부분은 먹으로 농담을 표현한다. 

원본의 선체 부분은 균일한 채색층이 아니라 붓자국이 드러나기도 하고 덧칠한 부분, 선 밖으로 칠
해진 부분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모사본의 채색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살려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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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50ㅣ 선체 채색 과정 

3  바다 

바다는 쪽을 주 안료로 사용하여 채색한다. 원본의 바다와 같도록 바림을 하고 붓자국이 드러나는 부분
은 주의하여 표현한다. 바다의 색이 진하고 어두운 부분은 쪽을 여러 번 칠하고 소량의 먹을 섞어 사용한다.

ㅣ그림 151ㅣ 선체와 바다 채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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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초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두 점의 초본에 각각 채색한 것이다. 자문회의에서 두 본 중 원본
에 더 가까운 본을 선정하여 모사본으로 결정한다.

ㅣ그림 152ㅣ 모사본 도본 1-1 및 1-2

ㅣ그림 153ㅣ 모사본 도본 2-1 및 2-2

ㅣ그림 154ㅣ 모사본 도본 3-1 및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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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55ㅣ 모사본 도본 4-1 및 4-2

ㅣ그림 156ㅣ 모사본 도본 5-1 및 5-2

ㅣ그림 157ㅣ 모사본 도본 6-1 및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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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58ㅣ 모사본 선정 과정

5) 모서 과정

모사본의 그림 부분을 채색한 후 모서 과정을 진행한다. 라이트 박스 위에 출력본과 모사본을 놓고 
비치는 글씨와 출력본을 확인하며 모서한다.

ㅣ그림 159ㅣ 모서 과정 1



제1장 |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사업

107

ㅣ그림 160ㅣ 모서 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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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본과 비교

모사본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원본과 모사본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본과 모사본을 비교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원본과의 비교를 2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ㅣ표 21ㅣ  원본과 비교 과정 
차 수 비교 내용

1차
∙ 선박과 파도의 선
∙ 선박과 바다의 색
∙ 모서

2차
∙ 파도의 선
∙ 선박의 색
∙ 바다의 색

1, 2차에 걸친 비교 과정을 통해 기록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모사본에 반영한다. 모사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박과 바다의 색에 집중한다. 특히 실험작의 모서 
부분도 원본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 후 정본에 모서한다.

ㅣ그림 161ㅣ 원본 비교 1차



제1장 |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사업

109

ㅣ그림 162ㅣ 원본과 모서 비교

원본 비교 과정에서 모사본의 선박과 바다의 색을 원본에 가깝게 더 채색한다. 원본과 모사본의 비
교 과정은 원본을 옆에 놓고 모사본을 제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원본과 가장 유사하게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ㅣ그림 163ㅣ 원본 비교 2차

다음은 원본과 여러 번 비교하며 모사 및 모서를 마무리한 모사본들이다. 완성한 모사본들은 윈도
우매트로 제작하는 장황의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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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64ㅣ 완성본(도본 1 전선도)

ㅣ그림 165ㅣ 완성본(도본 2 전선철상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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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66ㅣ 완성본(도본 3 전선거선미도)

ㅣ그림 167ㅣ 완성본(도본 4 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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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68ㅣ 완성본(도본 5 북조선도)

ㅣ그림 169ㅣ 완성본(도본 6 병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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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황

1) 윈도우매트

모사본의 보관과 전시 목적을 위해 현재 장황과는 다른 윈도우매트 형식으로 고정하고 한질의 보관
함을 제작한다.

1  배접

소맥전분을 사용하여 4몸메 외발목판 한지로 초배접 후 3차 배접까지 진행한다. 배접 후 두께는 
0.32-0.35㎜이다.

ㅣ그림 170ㅣ 모사본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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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71ㅣ 배접 후 건조

2  윈도우매트 및 폴더 제작

중성지를 사용하여 윈도우매트를 제작한다. 중성지는 먼지, 온습도, 빛, 대기오염, 부주의한 취급으
로부터 물리 화학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원본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약알칼리성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데, 산성으로 변해가는 유물과 대기 중의 유해 가스를 흡수 및 중화시켜 원본을 열화시
키지 않도록 한다.

윈도우매트를 제작해 중성지 매트를 작품 위에 덮고 윈도우매트 전체에 다시 중성지 매트를 덮어 
2중 덮개 구조로 구성한다. 중성지 폴더를 닫아 윈도우매트 및 폴더 구조를 완성한다. 여섯 본의 모사
본을 이와 같이 각각 윈도우매트 및 폴더 구조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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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72ㅣ 윈도우매트 및 폴더 제작 과정

① 윈도우매트 제작 ② 중성지 폴더와 매트

③ 중성지 매트 이중 덮개 ④ 윈도우매트 및 폴더 완성

2) 보관상자

모사본의 보관은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작품 규격에 맞게 설계하고 휘어지지 않도록 
원판보다는 여러 조각으로 나뉜 오동나무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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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73ㅣ 오동상자

ㅣ그림 174ㅣ 윈도우매트 규격

ㅣ그림 175ㅣ 오동상자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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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

완성한 모사본과 보관상자를 촬영한다. 윈도우매트를 포함한 이미지와 윈도우매트를 제외한 이미
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리고 보관상자인 오동상자도 촬영하여 기록한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위해 디
지털카메라로 분할 촬영을 한다. 

ㅣ그림 176ㅣ 모사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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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77ㅣ 모사 완성본 도본 1 전선도

ㅣ그림 178ㅣ 모사 완성본 도본 2 전선철상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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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79ㅣ 모사 완성본 도본 3 전선거선미도

ㅣ그림 180ㅣ 모사 완성본 도본 4 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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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81ㅣ 모사 완성본 도본 5 북조선도

ㅣ그림 182ㅣ 모사 완성본 도본 6 병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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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본과 모사본 비교

ㅣ그림 183ㅣ 원본 도본 1 전선도

ㅣ그림 184ㅣ 모사본 도본 1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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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85ㅣ 원본 도본 2 전선철상장도

ㅣ그림 186ㅣ 모사본 도본 2 전선철상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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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87ㅣ 원본 도본 3 전선거선미도

ㅣ그림 188ㅣ 모사본 도본 3 전선거선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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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89ㅣ 원본 도본 4 조선도

ㅣ그림 190ㅣ 모사본 도본  4 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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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91ㅣ 원본 도본 5 북조선도

ㅣ그림 192ㅣ 모사본 도본 5 북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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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93ㅣ 원본 도본 6 병선도

ㅣ그림 194ㅣ 모사본 도본 6 병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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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문회의 및 검수

1.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2018.07.26.)

분 야 성 명 소 속
미술사 박은순 덕성여자대학교

재료 및 장황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ㅣ표 22ㅣ 1차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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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1차 자문회의 안건ㅣ

자문 안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사업 1차 자문회의

1

미술사(자문위원: 박은순 위원님)
1. 선의 종류
   ∙ 직선: 철선묘, 자를 사용해서 그은 직선과 손으로 그은 직선
     - 직선이 흔들리는 부분, 선을 다시 그은 부분의 처리
   ∙ 곡선: 피마준 계열, 바다 물결 표현
2. 채색 기법
   ∙ 구륵법
     - 채색이 선 밖으로 넘어간 부분의 처리
   ∙ 선염법
     - 붓자국이 드러나는 부분의 처리
     - 얼룩 처리   

2

바탕재(자문위원: 천주현 위원님)
1. 종이 제작 계획
   - 신현세전통한지 샘플, 전통 재료 및 기법으로 한지 제작 계획
2. 바탕재 처리: 도침, 교반수처리
   - 교반수처리 가능성(시안: 교반수처리)
3. 종이가 이어진 부분 
   - 도본2 <전선철상장>의 연접 부분

안료(자문위원: 천주현 위원님)
1. XRF 분석 결과 및 현미경 조사 내용 첨부
2. 원본의 안료 종류 연구
   - 모사본에 사용할 부분별 안료 확인  
   - 녹색: Cl 성분(녹염동광), 석록
   - 청색: Si 성분(인공석채)

장황(자문위원: 천주현 위원님)
1. 각 6본 크기  
   - 6본의 크기가 서로 다름. 모사본 6본의 크기        

1.전선 2.전선철상장 3.전선하체 4.조선 5.북조선 6.병선
화면
(cm)

세로 53.3 53.4 52.2 53.1 53.4 52.4
가로 72.7 72.6 72.7 73.2 73.3 73.0

2. 윈도우매트 크기 및 재료(시안 검토)
   - 윈도우매트 크기 
   - 윈도우매트 재료
3. 보관상자 크기 및 재료
   - 보관상자 크기 
   - 보관상자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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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1차 자문회의 자문의견서ㅣ

자문 안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사업 1차 자문회의

1
- 모사의 목적은 원형보존에 있으므로 선과 색 등은 최대한 원형을 반영한다.  
- 수파묘와 글씨에 주의하여 제작한다. 
- <통제영수군조련도>, <영호남해안형편지도> 등을 참조한다.

2 - 종이의 두께는 합지로 하고, 전분도침을 실험한다.

3 - 19세기 전반의 유물로 본다면 합성안료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통안료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4 - 2차 자문회의 때에 그림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타 - 수파묘는 양필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2) 2차 자문회의(2018.10.29.)

분 야 성 명 소 속

수군사 유현재 해군사관학교

미술사 박은순 덕성여자대학교

안료 및 바탕재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ㅣ표 23ㅣ 2차 자문회의 자문위원

ㅣ그림 196ㅣ 2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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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차 자문회의 안건ㅣ

자문 안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사업 2차 자문회의

1

수군사(자문위원: 유현재 위원님)
1. <각선도본> 선박의 특징   
   - <각선도본> 내의 선박 명칭과 순서 확인

번 호 명 칭 특 징 비고
도본 1 전선 선상의 판옥인 상장 구조

전선, 병선(군선)을 조선(화물선)으
로 개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9)

군용선과 비군용선의 구조적 특성
과 선형 분석 가능.

도본 2 전선철상장 전선의 상장을 제거한 선체
도본 3 전선하체 전선의 상장을 제거한 선체
도본 4 조선 경기 이남의 하삼도에서 사용한 조운선
도본 5 북조선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사용한 조운선
도본 6 병선 조선후기 군선

2. 조선후기 수군 선박의 분석
   - <각선도본> 선박과 비교

9) (正祖 21) 12월에 경상감사가 도내각 조창과 통영의 의견을 모아 중앙에 보고한 ｢경상도전조선통용조렬책자｣(奎 
16766)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왕조군선연구』(김재근,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76) 참고.



제1장 |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사업

131

자문 안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사업 2차 자문회의

2

미술사(자문위원: 박은순 위원님)
1. 선박과 파도의 선 확인(부분도와 원본 비교)
   ∙ 선박의 선: 선묘, 자로 그은 직선과 손으로 그은 직선 확인   
   ∙ 파도의 선: 수파묘, 양필법 확인
2. 채색 기법
   ∙ 구륵법
   ∙ 바림법

3

안료(자문위원: 천주현 위원님)
1. XRF 분석 결과 및 현미경 조사 내용 보고
2. 모사본에 사용할 안료 확인

바탕재(자문위원: 천주현 위원님)
1. 종이 제작 샘플 확인
2. 바탕재 처리: 전분 포수

ㅣ2차 자문회의 자문의견서ㅣ

자문 안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사업 2차 자문회의

1
수군사 관련
선박의 명칭, 조선후기 선박의 특징은 유현재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

채색 기법
원본의 색감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바탕지와 무기안료, 유기안료의 색감을 충분히 검토하여 후대의 
경년변화에서도 위화감이 없도록 고려하여 표현한다.

선묘
바다의 푸른색의 중량감, 배 선체의 색에 대한 먹의 사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표현한다. 

3

바탕지
바탕지는 모사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접과 도침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바탕지 제작
전분포수, 도침, 아교포수 과정을 반복하여 그림과 글씨가 잘 되는 상태가 되도록 바탕지를 제작한다. 모사
본을 완성 후 4배접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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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자문회의(2019.01.04.)

분 야 성 명 소 속

서예 하영휘 성균관대학교

미술사 박은순 덕성여자대학교

장황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ㅣ표 24ㅣ 3차 자문회의 자문위원

ㅣ그림 197ㅣ 3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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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3차 자문회의 안건ㅣ

자문 안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사업 3차 자문회의

1
서예(자문위원: 하영휘 위원님)
1. <각선도본> 서체의 특징   
2. 모서 확인(원본과 비교)

2
미술사(자문위원: 박은순 위원님)
1. 선묘와 채색 확인
2. 모사본 결정(원본과 비교)

3
장황(자문위원: 천주현 위원님)
1. 윈도우매트 크기 및 재료
2. 보관상자 크기 및 재료

ㅣ3차 자문회의 자문의견서ㅣ

자문 안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선도본> 모사본 제작 사업 3차 자문회의

1

서예 부문
1. 각선도본의 서체는 필사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용의 전달만을 목표로 한 관서기록화에 

보이는 서체로 판단됨.
2.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모서 시안은 원본의 서체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음. 견본에 따라 

모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

회화 부문
1. 총평: 파도선과 먹의 사용에 무게감이 더해졌으면 좋겠음.
2. 각도에 대한 의견
   1도: 채색 층의 중량감 보강, 수파 부분의 채색도 보강 필요
   2도: 기본적인 형태는 만족. 선묘의 강약, 먹색의 강약 보강
   3도: 파도 수파묘, 먹색 보강
   4도: 무거운 색채감을 옅게 조정
   5도: 닻의 먹선 보강 
   6도: 선체의 먹선 보강

3

장황 부문
1. 윈도우매트로 제작함.
2. 윈도우매트 시안보다 1센티미터 크게 조정하여 7cm로 변경함.
3. 오동상자를 제작함. 상자의 크기는 규장각의 수장고 상황에 맞춰 조정함.
4. 배접은 4몸메를 3-4번하고 도침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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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수(2019.01.17.)

1) 1차 검수

검수는 원본과 모사본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두 명의 검수 인원이 각 도본과 모사본을 비교
하며 다른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ㅣ그림 198ㅣ 1차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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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99ㅣ 검수 내용

ㅣ그림 200ㅣ 1차 검수 내용

1차 검수한 내용을 확인하며 모사본을 수정 및 보완한다. 원본과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해서 수정하
여 원본과의 차이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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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01ㅣ 1차 검수 내용 수정 및 보완

2) 2차 검수

1차 검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모사본을 2차 검수한다. 이 검수 내용을 다시 수정 및 보완 후 
확인하고 마무리한다.

ㅣ그림 202ㅣ 2차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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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03ㅣ 2차 검수 내용 수정 및 보완

검수 전 검수 후

닻의 얇은 채색층 채색 보강

횡목의 얇은 채색층 채색 보강

ㅣ표 25ㅣ 검수 전과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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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전 검수 후

선체의 밝은 채색 어두운 채색 보강

석록 채색 미완 석록 채색 보강

파도선 미완 파도선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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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전 검수 후

파임획 파임획 보강

가로획 가로획 보강

전체적인 획의 형태 획의 형태 보강

검수 과정 중 박은순 자문위원의 최종 확인이 있었다. 원본과 모사본의 유사 정도를 비교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자문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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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04ㅣ 자문위원의 모사본 최종 확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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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사본 제작 의의 및 제언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각선도본>에 대한 관련 기록과 원
본 조사를 바탕으로 원형복원 모사본을 제작하였다. 원형복원 모사본의 제작은 기록 및 원본 연구, 실
험작 및 색표 제작, 바탕재 준비, 초와 채색, 모서, 원본과의 비교 및 검수, 장황으로 이루어졌다. 그리
고 3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각 단계별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첫째, 기록 연구에서는 <각선도본> 제작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과 조선후기 선박도 문헌이 부족하였
으나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여 모사본 제작에 반영했다. 그리고 자문회의를 통해 <각선도본>의 도본 1은 
전선도(戰船圖), 도본 2는 전선철상장도(戰船撤上粧圖), 도본3은 전선거선미도(戰船去船尾圖), 도본 4는 조선도(漕船圖), 
도본 5는 북조선도(北漕船圖), 도본 6은 병선도(兵船圖)로 명칭을 재정리했다. 각 명칭을 재정리함에 따라 각 
도본의 제작 목적을 명칭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각선도본>의 원본 연구 중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은 먹, 대자, 등황의 안료, 바다는 쪽을 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본 
1 전선도의 상장 부분에서 진사, 석록, 연백 등 전통 무기안료를 확인했다.

둘째, 모사본의 바탕재 한지를 원본과 같도록 재현하기 위해 많은 실험 과정을 거쳤다. 식물성 원료
인 전분을 바탕재 처리에 사용한 것은 기존의 교반수만 사용하는 바탕재 처리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다. 또한 도침 효과를 이용하여 종이 섬유의 공극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그
리고 <각선도본>의 안료 실험을 위해 종이를 생지부터 도침, 전분포수, 교반수 처리의 농도 및 횟수를 
15종류로 구분해 채색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안료를 사용해도 바탕재에 따라 안료의 
채도, 명도 등이 달라지고 바탕재에 고정되는 정도 또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사본 제작 
과정을 통해 재료기법의 정확성과 그 차이점들을 비교 및 대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셋째, 초 과정에서는 원본 선의 특징을 살려 선을 그었다. 속도, 굵기의 변화가 다양한 원본 선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다. 바다의 파도 선을 그린 수파묘는 양필법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파
묘가 한 가지 통일된 선이 아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사본을 제작한 인
원이 여럿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선박의 채색 과정에서는 혼색을 사용한 선체의 색을 제조하는 것
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바다의 채색에서 선체 주변은 먹과 쪽의 혼합색으로 어둡고 강하게 나타내고 
선체에서 멀어질수록 연하고 담한 채색의 바림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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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색표 제작과 5회의 원본 비교와 확인을 통해 원본 선박의 색을 모사본에 재현했다. 그리고 
화면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의 색도 원본과의 비교를 통해 그 변화를 표현했다. 모서 과정에서
는 원본의 해서체이면서 관서기록화의 서체를 반영하였다. 모서 과정도 원본과의 비교하여 원본과 같
도록 하였다. 모사 및 모서 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정밀한 검수 통해 원본과 차이점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

다섯째, 장황은 전시와 보관의 목적을 위해 축 형식의 원본과는 달리 윈도우매트로 제작했다. 중성
지의 매트 등 보존의 목적에 맞는 재료 등을 사용했다. 각각의 도본들을 중성지 윈도우매트로 제작하
고 중성지 폴더에 넣은 후 모든 도본들을 하나의 오동상자에 보관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각선도본>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는 각 도본의 명칭 
재정리, 바탕재 한지의 처리 재료와 실험, 많지 않은 선박도의 제작 및 재료 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이
다. 그리고 유일본의 원본을 대체하여 전시할 수 있는 모사본 제작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이
번 모사 사업을 통한 제작기법 등의 연구가 앞으로의 선박도 연구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모사본 제작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품의 특성
상 고지도, 기록화 성격의 회화류가 모사본 제작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고지도와 기록화류뿐만 아니
라 다양한 회화 장르로 확대된 모사본 제작 사업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과 함께 
현상 모사에 대한 연구도 제시하고자 한다. 영인본 제작과 달리 손상과정을 재현하면서 손상원인에 대
한 연구, 재료기법 등에 대해 심화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모사본 제작 사업으로 원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고 모사본 제작의 발전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이 반영되어 다양하고 심화된 모사본 제작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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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관

1. 사업개요

발  주  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  업  명 동국여도 모사본 제작사업

주관사업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사 업 기 간 2018년 06월 14일 ~ 2019년 01월 31일

본 사업은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東國輿圖)> 모사도를 제작하여 유일본 문화재의 보존을 기함과 동시
에 전시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유실된 지명과 화도를 조사하고, 유물에 사용된 
전통 회화 기법과 재료를 탐구하여 지리학적, 회화사적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가 주관하였다.

1) 사업내용

Ÿ 유실부분을 연구하고 전통 방식과 재료를 사용하여 모사도 제작
Ÿ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위원회 개최
Ÿ 결과보고서 작성

자료명 제작연대 형태 규격 재질

동국여도
(東國輿圖, 古大4790-50)

19세기 후반
(1800~1822) 첩장 46.4×32.4cm 지본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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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 방향

1) 원형 모사

(가) 원본 유물과 동일한 재료, 기법을 추정하여 원형 모사본을 제작

(나)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형의 모습 추정

2) 예비 조사 및 문헌 연구를 통한 유실된 부분의 복원

(가) 대상유물과 동시대에 제작된 유사한 형식의 유물 비교 연구

(나) 정확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실 부위의 복원 방안 제안

3) 전문 모사가에 의한 모사 작업

(가) 모사 관련 논문으로 학위 취득한 전문 모사 인력이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모사 사업 총괄

(나)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모사공 자격증 보유

4) 전문 서예가에 의한 임서

(가) 해당분야 20여년 이상 재직, 다수의 모사 작업에 참여한 전문 서예가가 진행

(나) 유물의 필획에서 나타나는 필의(筆意)와 형식적 특징을 서예사적으로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연습작 제작

5) 검수

(가) 모사본이 완료되기 이전에 검수를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와 시간적 
여유 획득

(나) 검수 인력은 회화, 한문학 관련 전공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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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문위원

(가) 고지도, 회화, 서예, 장황 등 관계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

(나)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의 반영 여부는 규장각과 합의하여 결정

ㅣ모사도의 제작 방향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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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공정

1) 사 업 명 : 동국여도 모사본 제작사업

2) 사업기간 : 2018. 6. 14. ~ 2019. 1. 31.

       일정

업무구분

6 7 8 9 10 11 12 1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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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실측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상태

조사

촬영
출력

유물
촬영
및 

출력

(주)에이팩스
커뮤니

케이션스

안료
분석

안료 
분석

한국정통문화
대학교

유물
조사

역사, 
회화적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모사도
제작

초본 
제작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1차 
자문
회의

정본 
제작

2차 
자문
회의

원본 
대조

3차 
자문
회의

장황 장황 장황문화재
연구소

품질
관리

시찰 및 
검수 규장각

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납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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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

조형연구소장

운영위원회

부소장

행정실

한국미술연구센터
도서자료실

기록관리실

창의인성개발센터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센터장 
교수 김형숙

기획부 교육부

책임연구원 차동하

학과별 연구사업실 전시기획실 우석홀

모사팀장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생
      

이혜경
이광수
이승우
변명희
허승희
송지현
강유진
손우아
외 6명

예술환경 연구사업실 최고위과정교육실

평생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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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 및 참여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교육 및 후진양성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2년 규장각 소장 <의순관영조도(義順館迎詔圖)>, <임진전란도(壬辰戰亂圖)> 모사도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西北彼我兩界萬里之圖)>, <공신교서부도(功

臣敎書附圖)>, <천산대렵지도>, <요계관방지도(天山大獵之圖)>의 모사도를 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태조어진(太祖御眞)>, <순종황제어진(純宗皇帝御眞)>, <원종어진(元宗御眞)>,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 
발주 <태조어진>,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 발주 <태조어진>의 모사도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다. 서울대
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중심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공별 전문가들과의 융합연구를 
도모하여 유물과 가장 근접한 모사도 제작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학술회의, 세미나, 전시회, 
집담회 등을 개최하여 모사도 제작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책임
연구원 차동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관 미술품감정평가위원
 2013 규장각 소장 모사본 제작사업 화동고지도 총괄
 201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모사도 제작사업 순종어진 총괄
 201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모사도 제작사업 원종어진 총괄
 2016 규장각 소장 모사본 제작사업 요계관방지도 총괄

모사팀장 이혜경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모사공 제007911호)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4 규장각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 공신교서부도, 천산대렵지도 모사
 2014 문화재청 오대산사고 의궤 영인본 모사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7 규장각 천하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선임
연구원 이광수

∙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2007/2011 국보 제249호 동궐도 모사 외 다수
 2012 규장각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모사
 2013 부산박물관 어전준천제명첩 모사
 2013 규장각 화동고지도 모사
 2013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4 규장각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 공신교서부도, 천산대렵지도 모사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7 규장각 천하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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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변명희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2015 최충, 최유선, 최유길 영정모사
 2015 조선후기 사대부초상화의 극사실주의 정신
 2015 서화 임모 행위의 미학적 가치 연구
 2017 동양 서화 임모의 예술철학적 연구

이승우

∙ 한세대학교 초빙교수/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2013 규장각소장회화자료 모사 임서
 2013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임서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임서
 2014 규장각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 공신교서부도, 천산대렵지도 임서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임서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임서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임서
 2017 규장각 천하도 임서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임서

보조
연구원

허승희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2013 규장각소장 화동고지도 모사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4 규장각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 공신교서부도, 천산대렵지도 모사
 2015 규장각 수리복원실 자체 모사 담당 (유언호영정 모사)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7 규장각 천하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송지현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2012 규장각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모사
 2013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4 규장각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 공신교서부도, 천산대렵지도 모사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강유진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7 규장각 천하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연구생

김다히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권혜정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손우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오다교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이문영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이예지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이정연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조형연구소 행정 김용녀 사업 계약 및 완료 등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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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업체 및 작업내용

업체명 작업 내용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스 유물 촬영 및 출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안료 분석 및 적외선 촬영

안동한지 종이 구입

장황문화재연구소 장황

4) 자문위원단

전공분야 성명 소속

회화 김현철 간송미술관연구원

유물분석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지리학 양윤정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장황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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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 환경

1) 제작 공간

1 모사연구실 1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4동 404호

① 면적 : 60㎡

② 기기 : 비디오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냉난방기, 제습기 등

2 모사연구실 2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210호

① 면적 : 40㎡

② 특징 : 마룻바닥 설치, 각종 안료, 모사도구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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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기자재 :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카메라, 재료장, 냉난방기, 제습기 등

1 고해상도 현미경

① 모델명 : IMS-M-345, SOMETECH, Korea

② 활용 : 유물 바탕재의 재질, 구조 파악, 안료 분석

2 라이트 테이블

① 240 x 120cm의 넓은 작업대 크기로 사이즈가 큰 모사도 제작 가능

② 총 2대의 라이트 테이블 보유

3 촬영기기

① 모델명 : Canon Mark 3

② 활용 : 유물 실견 시 세부적 이미지를 촬영하여 모사본 제작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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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 천연석채, 유기안료, 붓, 종이 등 모사 제작 재료 일체

1 천연석채 및 무기･유기안료

① 국내,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산지의 안료 구비

② 석채, 봉채, 안채, 편채 등 여러 형태의 안료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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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 벼루, 아교

① 먹 : 송연먹, 유연먹 등 

② 벼루 : 단계연

③ 아교 : 우교(뼈), 우교(가죽). 토교 등 완비

3 붓, 종이, 비단

① 붓 : 선붓, 채색필, 세필, 연필(連筆) 등 용도에 따른 붓 완비

② 종이, 비단 : 각 재질과 두께, 직조 구조별로 다양하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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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국여도> 연구

1. <동국여도>의 내용 분석1) 

1책 16절로 이루어진 채색 필사본이며 크기는 세로 47㎝, 가로 34㎝이다. 지명 변화가 반영된 것
으로 볼 때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방어체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군사지도로, ｢도성도 都城圖｣, ｢연
융대도 鍊戎臺圖｣, ｢북한성도 北漢城圖｣, ｢도성연융북한합도 都城鍊戎北漢合圖｣, ｢경강부임진도 京江附臨津圖｣, ｢남한산
성도 南漢山城圖｣, ｢강화부도 江華府圖｣, ｢기전도 畿甸圖｣, ｢해서도 海西圖｣, ｢관동도 關東圖｣, ｢관서도 關西圖｣, ｢남북
관도 南北關圖｣, ｢호서도 湖西圖｣, ｢호남도 湖南圖｣, ｢영남도 嶺南圖｣, ｢팔도관해방총도 八道關海防摠圖｣, ｢삼남해방도 
三南海防圖｣의 순서로 되어 있다.

기존의 도별 지도책 또는 지도첩과는 달리 한성부를 한 장의 지도에 표현하지 않고 도성 내부를 그린 
｢도성도｣, 도성 북쪽에서 북한산성 사이를 그린 ｢연융대도｣, 북한산성 안을 그린 ｢북한성도｣, 도성부터 
북한산성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그린 ｢도성연융북한합도｣의 4장으로 세분해서 그렸다. 대부분의 
서울지도는 궁궐과 관청 등 행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지도첩의 
｢도성도｣는 상징적인 궁궐 외에는 관청이나 공공 건물이 생략되었다. 대신에 일반 민가를 빽빽하게 채워 
넣어 관(官) 중심의 시각과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민가의 형태도 도성 안에는 기와집, 도성 밖에는 초
가집이 다수여서 도성 밖에는 서민의 민가가 많았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대문과 서소문 밖에는 기와
집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도성 밖 서쪽 방향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갔음을 보여 준다.

｢경강부임진도｣는 도성을 중심으로 한 광역 방어체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강화도와 남한산성, 그리
고 북쪽으로부터 침입한 대규모 외적이 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임진나루를 바깥쪽 경계선으로 
하여 그렸다. ｢남한산성도｣와 ｢강화부도｣는 유사시 장기항전의 중심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세한 지도가 첨가되었다. 남한강은 충주부터, 북한강은 춘천 부근부터 지도에 그렸는데, 특히 남한강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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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강이 만나는 용진(龍津)･두미(斗渼)부터는 한강변에 취락이 있는 곳임을 나타내는 황색 지붕의 가옥
들과 진(鎭)･창(倉)과 같은 관아 건물들이 그려져 있어 한강변의 새로운 상업 취락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
으며, 도로도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임진강을 통한 교류의 
증가 추세도 살필 수 있다.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적 범위는 18세기 중엽의 실학자 이중환(李重煥)이 『택
리지 擇里志』에서 장삿배의 이익이 있다고 언급한 북한강의 춘천, 남한강의 충주, 그리고 연천 등 임진강 
일대와 일치하고 있어, 당시 상업의 발달과 지역적 교류의 증가 속에서 이 지도가 편찬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서 경기도(畿甸圖)로부터 경상도(嶺南圖)에 이르기까지 전국 8도의 지도를 군영과 진보 및 전략적 요
충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육로와 해로 등 군사정보를 중심으로 그렸다. 그 뒤에 8도와 만주 및 중
국의 동해안을 합해 그린 ｢팔도관해방총도｣를 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까
지 바다로부터 침입한 적을 방어하기 위한 해방체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삼남해방도｣를 배치
하였다. 이 지도는 수영(水營)과 진보(鎭堡)의 배치 상황, 해로의 정확한 통로, 각 지점 사이의 거리, 풍랑이 
심할 때 정박할 수 있는 곳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도부터 충청도까지의 해안선을 좌우 일직선의 종
이 위에 그려넣었다.

1) 도성도(都城圖)

전체 47.3×67.9(cm) / 그림 40.5×6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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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관할 영역과 거의 일치하게 그린 지도로서 정보가 밀집되어 있는 성곽 안쪽을 상대적으로 
크게 그렸다. 성곽 내부의 도로구조가 가장 선명하고, 성문에서 주변으로 이어진 도로가 자세하게 그려
져 있다. 성곽 내부에는 창덕궁･창경궁･경희궁이 그려져 있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복원되
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밖에 사직(社稷)과 종묘(太廟) 및 성균관(太學)이 보이고, 사도세자의 사당으로 
아들 정조에 의해 격상된 경모궁이 창경궁 동쪽에 표시되어 있다. 성곽 안쪽에 기와지붕 모양의 집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서대문인 돈의문과 남대문인 숭례문 밖으로 기와와 초가로 이루어진 집들이 확장
되어 있다. 성곽과 한강가에서 가장 많이 표시된 곳은 동묘(東廟)･제단(祭壇)･남묘(南廟)･남단(南壇) 등의 제사 
공간이다. 한강가에는 용산(龍山)･삼개(麻浦)･동막(東幕)･한강진(漢江鎭)･두모개(豆毛浦) 등 유명한 포구와 나루가 
아주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밖에 관리에게 지급할 녹봉을 모아 관장하던 광흥창 등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세곡과 공물 등을 관리하던 창고가 한강가에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2) 연융대도(鍊戎臺圖)

전체 47×68(cm) / 그림 42.1×64.8(cm)

가운데 아래쪽에 표시된 한양 성곽의 북문인 창의문과 주산인 백악의 북쪽 그리고 가장 위쪽에 대
남문이 표시된 북한산성 남쪽 지역을 그렸다. 이곳엔 1719년(숙종 45)에 북한산성과 한양의 성곽을 
잇는 탕춘대성(蕩春臺城)을 쌓았다. 성곽 동쪽에 총유청이 표시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왕실이나 국가기관
에서 사용할 종이를 제작하고 종이기술자들을 관리하던 조지서(造紙署)가 보인다. 한북문 위쪽에는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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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 때 광해군의 폐위를 논의하고 칼을 갈아 날을 세웠다고 하여 붙여진 선검정(洗劒亭)이 있으며, 그 
위쪽에는 현재의 종로구 평창동의 이름이 유래된 총융청의 군량창고인 평창(平倉)이 표시되어 있다.

3) 북한성도(北漢城圖)

전체 47×68(cm) / 그림 42×65.5(cm)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에 대대적인 축성공사를 시행하여 총 7,620보의 대형산성으로 탄생하
였다. 험난한 지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백운대(白雲臺)와 같이 축성할 필요가 없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골짜기를 잇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산성 가운데의 행궁(行宮)은 유사시 임금이 
머물며 장기 항전을 지휘하기 위한 곳으로 총 130칸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관성소(管城所)는 북한산
성을 담당하던 총융청의 관리가 집무를 보던 곳이다. 훈창(訓倉)･금창(禁倉)･어창(御倉)은 각각 훈련도감･금
위영･어영청이란 도성 수비 부대의 군량과 무기를 보관하던 곳이다. 또한 성곽 안에 10개의 사찰이 
표시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성곽을 수리하며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남쪽에는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가 비봉(碑峰)에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에는 탕춘대성의 일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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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성연융북한합도(都城鍊戎北漢合圖)

전체 47×68.3(cm) / 그림 40.3×62.2(cm)

본 지도의 앞쪽에 그려진 도성도･연융대도･북한성도 세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합쳐서 그린 지
도다. 앞의 세 개의 지도에는 내부 구조가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반면에 본 지도는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도 가장 중요한 것만 그렸으며, 한강변에도 유명한 나루와 
포구만 표시하였다. 도성도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던 창고도 단지 ‘창(倉)’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5)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

전체 47.3×124.3(cm) / 그림 42×11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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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은 도성인 경성(京城) 부근의 한강을 일컫는 말이고, 임진은 임진나루 부근의 임진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지도의 이름인 경강부임진도는 한양 부근의 한강과 임진나루 부근의 임진강 지역을 하나로 
붙여서 그린 지도라는 뜻이다. 도성을 중심으로 한 수도 방위체제는 남한산성･북한산성･강화도와 임진
나루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구축되었으며, 본 지도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이다. 수도
의 방위와 관련되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대규모 적이 이동할 수 있는 육로와 수로이다. 본 지도에 
경성을 중심으로 육로와 수로,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개와 나루 등이 자세하게 그려진 것도 그
것이 수도의 방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군사지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도
로 체계와 나루 및 한강변의 각종 포구와 창고를 자세하게 그렸기 때문에 당시 경성을 배후지로 하여 
발달한 한강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6) 남한산성도(南漢山城圖)

전체 47×68(cm) / 그림 43×62(cm)

현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는데, 주변의 험한 산세
를 이용하여 축조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산성의 동문 쪽은 지대가 낮아 옹성(甕城)으로 방어력을 높
혔으며, 아래쪽에는 성밖의 높은 지대에 설치한 포대인 돈(墩)이 표시되어 있다. 왼쪽으로 한강과 도성인 
경성이 그려져 있고, 경성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진 도로와 나루 등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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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화부도(江華府圖)

전체 47.2×67.7(cm) / 그림 40.7×59.3(cm)

강화부만이 아니라 수영이 설치되어 있는 해방(海防)과 관련된 주변 지역을 자세히 그렸다. 강화의 
중성과 외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으며, 해안가와 여러 섬에는 진보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바다에는 해로의 통로가 그려져 있는데, 현재의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염하(鹽河)에는 밀물과 썰물 때 물
살이 빠르고 암초가 많은 손돌목(孫乭項)이 표시되어 있다. 강화도의 정족산성(鼎足山城)에는 전국의 5곳에 
설치되었던 사고(史庫)가 있으며, 본 지도에도 성곽의 모습과 함께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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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전도(畿甸圖)

전체 47×68(cm) / 그림 43.1×62.8(cm)

기전도는 경기도를 의미한다. 1794년(정조 18)에서 1796년(정조 20)에 걸쳐 현재의 수원시내에 
축조된 화성(華城)의 모습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그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리와 위치
의 정확성보다는 산성을 비롯한 성곽과 진보 등 군사적 방어 시설, 수로를 포함한 도로와 주요 고개 
등을 자세하게 그린 지도로 볼 수 있다. 독자적인 관할 구역을 가진 독진(獨鎭)이었던 영종진(永宗鎭)이 주황
색의 원으로 표시되어 특별히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임진강 하류에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나루여서 
진을 설치했던 임진(臨津)이 성곽과 3개의 돈대(墩臺)와 함께 자세히 그려졌다. 통진과 강화 사이의 염하(鹽

河)에 표시된 해로에는 물살이 강해 늘 위험했던 손돌목(孫乭項)이 표시되어 있고, 통진에서 강화로 넘어가
는 가장 중요한 나루인 갑관진(甲串津)이 표시되었다. 각 지역으로 연결된 도로에도 중요 고개나 나루 및 
마을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지역간 연결 관계를 중요한 정보로 취급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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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서도(海西圖)

  전체 47×68(cm) / 그림 41×61.2(cm)

해서(海西)는 황해도의 별칭으로 황해도를 그린 지도다. 일반 군현은 노란색의 큰 원으로, 감영･수영･
병영이 있는 고을은 붉은색의 큰 원으로 구별해 주었다. 전반적으로 군사와 도로 정보를 특별히 강조
하여 그렸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대형산성을 수축하거나 신축하여 대규모 외적의 침입에 대비
했는데, 본 지도에도 구월산성(九月山城(은율))･수양산성(首陽山城(해주))･장수산성(長壽山城(재령))･정방산성(正方山城(황주))･
대현산성(大峴山城(서흥))･태백산성(太白山城(평산))･대흥산성(大興山城(개성)) 등이 특별히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 그 다
음으로 강조된 것이 작은 원으로 표시된 군사기지인 진보(鎭堡)다. 언진산맥을 넘는 남북의 통로와 고개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이곳의 방어적 중요성을 잘 표현하였다. 수영이 설치되어 있던 옹
진 왼쪽에 있는 소강(所江)을 감영･수영･병영과 동일한 붉은색 큰 원으로 표시하였다. 진보와 동일하게 
작은 원으로 표시한 것 중 기린(麒麟)과 금교(金郊)는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되어 많은 속역을 관장하던 찰방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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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동도(關東圖)

전체 47×68(cm) / 그림 41.8×63.6(cm)

관동(關東)은 철령(鐵嶺) 동쪽에 있다는 뜻으로 강원도의 별칭이다. 일반군현은 노란색의 큰 원으로, 감
영이 있던 원주는 붉은색의 큰 원으로 표시하여 구분해 주었다. 군사기지인 진보는 작은 원으로 표현
했는데, 조선후기 강원도에는 2개의 진보가 있었다. 삼척에 영장(營將)이라 표시된 곳에 삼척포진(三陟浦鎭)

이, 평해에 월송(越松)이라 적혀진 곳에는 월송포진(越松浦鎭)이 설치되어 있었다. 진보가 아니면서 작은 원
으로 표현된 곳은 역(驛)이며, 양양과 강릉 사이에는 상운역(祥雲驛)이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채 작은 원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은 원이 표시되지 않은 역도 많다. 도로 사이에 2자로 쓰여졌으며 어떤 정보
인지 구별하기 힘든 것은 거의 다 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가 표시되지 않은 곳에 2자로 쓰였으면
서 어떤 정보인지 알기 어려운 지명도 대부분 역이다. 왼쪽(북)에는 협곡이나 고개를 막아 세운 관문성
(關門城)이 방장치(防墻峙)와 철영(鐵嶺) 두 곳에 보이고 있다. 이런 지형은 적은 군사로도 대규모의 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방처로 인식되었다. 그밖에 금강산(金剛山)이 겹쳐진 흰색으로 특별히 강조되어 
있고, 동해안에는 시중대(侍中臺)･총석(叢石)･삼일포(三日浦)･경포(鏡浦) 등 경승지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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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서도(關西圖)

전체 47.2×68(cm) / 그림 41.2×61.2(cm)

관서(關西)는 철령(鐵嶺)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평안도의 별칭이다. 군사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군사지도로 위치와 거리의 정확성보다는 군사적 요충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일반군현은 노란색 큰 원으로, 감영인 평양과 병영인 안주는 붉은색 
큰 원으로 구별해 주었다. 삼화(三和)･창성(昌城)･강계(江界)가 일반군현이나 감영･병영과 달리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두 방영(防營)이 설치되어 인근의 군현과 진보의 군사기능을 관할하던 곳이다. 이를 
통해서도 본 지도가 평안도의 군사적 재편 상황을 잘 반영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대규모 외적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제로 채택되어 수축되거나 신축된 대형산성이 특별
히 강조되어 있다. 군사기지인 진보는 작은 원으로 표시했는데, 해안가에 있는 것은 대부분 수군기지이
며 내륙에 있는 것은 모두 육군기지다. 압록강변에 빼곡하게 진보가 설치되어 있어 북쪽에서 침입한 
외적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진보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현재 강남
산맥이라 불리는 청북정맥 주변이다. 청북정맥에는 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가 아주 자세하게 표시
되어 있으며, 협곡을 막아 세운 관문성(關門城)과 중요한 고개, 그리고 통과 지점의 거리 등이 아주 자세하
다. 청북정백의 남북의 중요 요충지에는 진보가 설치되어 있어 압록강을 건넌 적에 대한 제2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계 방면에는 남쪽에서 흘러와 압록강에 합류되는 독로강(禿魯江)을 따
라 진보가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압록강을 따라 남하하는 적의 중요 통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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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아니면서 동일하게 작은 원으로 표시된 유일한 것은 영변(寧邊) 동쪽의 어천역(魚川驛)으로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되어 많은 속역을 관장하던 찰방역이다. 

12) 남북관도(南北關圖)

전체 47.3×68.2(cm) / 그림 41.7×62.7(cm)

함경도는 철령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고 하여 관북(關北)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지역이 넓어 병영을 
북청(北靑)의 남병영과 경성(鏡城)의 북병영 2개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가장 북쪽의 행영(行營)은 겨울철에 두
만강이 얼어 대규모 외적의 침입이 쉬워질 때 경성의 북병영이 주둔하면서 방어하던 곳이다. 본 지도
에는 군사적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붉은색 큰 원의 감영･병영뿐만 아니라 방영(防營)이 설
치되어 있던 길주(吉州)도 주황색의 큰 원으로 표시하여 노란색 큰 원의 일반군현과 구별해 주었다. 작은 
원으로 표시된 진보는 일차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변에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어 두 강이 최전방의 방
어선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두만강을 넘어 남하한 적을 막기 위해 회령-부령-경성-
명천-길주의 주요 도로를 따라 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압록강 방면에서는 현재의 장진강을 따라, 
그리고 현재의 부전령산맥인 백두대간의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백두산과 대지(大池(현재의 천지))가 강조되어 
있고, 1712년(숙종 38)에 청과 조선 사이의 국경 확정 내용을 새겨넣은 정계비가 그 아래쪽 표시되어 
있다. 정계비에 동쪽의 국경선으로 적혀 있는 토문강(土門江)이 백두산 오른쪽 위에 적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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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서도(湖西圖)

전체 47.2×68.3(cm) / 그림 41.3×61.6(cm)

호서(湖西)는 충청도의 별칭이다. 1800년(정조 24)에 이성(尼城)에서 명칭이 바뀌는 노성(魯城)이 적혀 있
어 그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도(道)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볼 때 군사정보가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졌지만 충청도에는 군사 정보 자체가 별로 없어 특별히 부각되는 느낌은 없다. 그러나 임
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강화된 대형산성 위주의 방어체제를 위해 수축된 상당산성(上堂山城(청주))･공산성
(公山城(공주))과 1655년(효종 6)에 신축된 안흥진성(安興鎭城)이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다. 해안가에는 작은 원
으로 표시된 안흥진 이외의 진보가 4개 표시되어 있고, 마량진(馬梁鎭)이 남포에서 비인으로 옮겨간 사실
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소백산맥인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도로를 비롯하여 군사적 요
충지가 될 수 있는 고개가 상세하게 표시된 편이다. 내륙의 작은 원은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되어 많은 
속역을 관장하던 찰방역이지만 찰방역인 청양의 금정역(金井驛)과 연원역(連源驛)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
반군현은 노란색 큰 원으로, 감영과 병영 및 수영은 붉은색 큰 원으로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안면도(安眠

島)가 ‘도(島)’라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이 아니라 곶(串(현재의 반도))으로 그려져 있고, 홍주의 흥량곶(興

良串)이 실제로는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섬처럼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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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남도(湖南圖)

전체 47.2×68.3(cm) / 그림 42×59.8(cm)

호남은 전라도의 별칭이다. 본 지도첩의 다른 도별 지도처럼 군사정보와 도로 및 수로가 가장 자세
하게 그려진 군사지도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수축되거나 신축된 위봉산성(威鳳山城(전주))･입암산성(笠

巖山城(장성))･금성산성(金城山城(담양))･적상산성(赤裳山城(무주))의 대형산성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대형산성처럼 강
조된 남원의 교룡산성(蛟龍山城)과 동복(同福)의 옹성(甕城)은 고대부터 존재하다가 고려후기 이후 폐성되었던 
중형 산성으로 양란 이후 수축되어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인식되던 곳이다. 도로 중 중요한 요충지로 
여겨질 수 있는 고개, 구례에 ‘석주북(石柱北)’으로 표시된 곳과 같은 낭떨어지길도 자세하게 표시해 주었
다. 해안가에 작은 원으로 표시된 곳은 수군이 주둔하던 진보(鎭堡)로서 고군산(古群山)을 제외하면 생략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표시하였다. 반면에 진보가 없는 섬은 위치가 잘못되거나 생략된 곳
도 많다. 흑산도(黑山島)와 홍의(紅衣(현재의 홍도))는 실제보다 육지에 훨씬 가깝게 그렸으며, 그 아래쪽의 가가
(可佳(현재의 소흑산도))는 본 지도보다 훨씬 남쪽에 그려져야 한다. 제주도 역시 실제 위치보다 훨씬 육지에 
가깝게 그려 정확성보다는 군사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목적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감영과 병영 및 수영은 붉은색 큰 원으로 그려 노란색 큰 원의 일반군현과 구별해 주었다. 
제주도 일반군현과 달리 주황색의 큰 원으로 표현했는데, 독자적인 수군방어영(水軍防禦營)이 설치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육지에 표시된 작은 원은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되어 많은 속역(屬驛)을 관장하던 찰방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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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남도(嶺南圖)

전체 47.2×68.2(cm) / 그림 41.2×59.6(cm)

영남은 경상도의 별칭이다. 본 지도첩의 다른 도별 지도처럼 군사정보와 도로 및 수로가 가장 자세
하게 그려진 군사지도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수축되거나 신축된 가산산성(加山山城(칠곡))･금오산성(金

烏山城(선산))･독용산성(禿用山城(성주))･화산산성(花山山城(신령))･금정산성(金井山城(동래))･금성산성(金城山城(삼가)) 등이 특히 강
조되어 있다. 새재(鳥岺)에는 험준한 계곡을 횡단하여 쌓은 관문성(關門城)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 전락적 
요충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남쪽의 낭떨어지길에 축조된 고부(姑夫)도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풍기의 죽령(竹岺)이나 낙동강변의 낭떨어지길인 밀양의 작원액로(鵲院阨路)처럼 적은 숫자로도 많
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요충지의 정보가 자세한 편이다. 경상도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수군
기지인 진보가 해안가와 섬에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은 원의 기호를 사용하여 한두개를 제외하
면 빠짐없이 표시하였다. 내륙에 작은 원의 기호를 사용한 지명은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되어 많은 속역
을 관장하던 찰방역이다. 이렇게 군사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그렸지만 다른 지명에서는 오
류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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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팔도관해방총도(八道關海防摠圖)

전체 47.2×68.2(cm) / 그림 42.2×64.5(cm)

육지와 바다의 방어를 의미하는 관방(關防)과 해방(海防)에 관한 팔도의 전체 지도란 의미로 본 지도첩
이 군사지도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의 서쪽에는 만리장성의 끝인 산해관(山海關)이 성
곽 모양과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그 동쪽에는 목책(木柵)의 표시와 함께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였던 심
양(瀋陽)과 봉황성(鳳凰城)･책문(柵門) 등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왼쪽에는 청나라 본토의 동쪽 해안이 간략하
게 그려져 있고, 해안가의 중요 도시와 황하 및 장강(長江)의 하구가 표시되어 있다. 황하의 하구는 위쪽
에는 고황하구(古黃河口)로, 아래쪽에는 금황하여회수합구(今黃河與淮水合口)로 적혀 있다. 황하의 하구 부근은 상
류에서 내려온 많은 토사가 쌓이면서 유로가 많이 변화하는데, 본 지도는 산동반도 남쪽으로 하구가 
형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조선에는 수도인 한양과 각 도의 감영･수영･병영을 붉은색 큰 
원으로 표시하여 강조하였고, 일반 군현은 작은 원으로 표현하였다. 통영(統營)은 경상도의 우수영(右水營)

이면서 충청･전라･경상도의 모든 수군을 총지휘하던 통제영이다. 황해도의 행영(行營)은 수군절도사를 
겸하던 옹진도호부사가, 함경도의 행영은 경성(鏡城)에 주둔하던 북병사(北兵使)가 주기적으로 옮겨가서 방
어를 담당하던 곳이다. 1800년(정조 24)에 개명되는 함경도의 이원(利原)과 충청도의 노성(魯城)이 표시되
어 있어 그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95년(정조 19)에 시흥(始興)으로 개명되는 금천
(衿川)이 개명 이전의 지명으로 적혀 있는 등의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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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삼남해방도(三南海防圖)

전체 47.1×124.7(cm) / 그림 42×122.8(cm)

삼남이란 조선의 남쪽에 있던 충청･전라･경상도를 의미하며, 삼남해방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본 지
도는 삼남지방의 해안과 바다의 방어체제를 그렸다. 경상도의 울산에서 충청도의 당진까지의 해안을 
실제와 다르게 직선에 가깝게 그렸다. 군사정보를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위치의 정확성보다는 군사기지의 연결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이다. 해안가에 접해 
있는 군현과 군사기지 및 수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일반군현은 노란색의 큰 원으로 수영･통영･병
영은 붉은색의 큰 원으로 표현하여 구별하였다. 제주(濟州)도 붉은색 큰 원으로 표현했는데, 독자적인 수
군방어영(水軍防禦營)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는 작은 원의 기호를 사용했으며, 거의 빠짐없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해안에는 기선(機船)･진선(晋船) 등 ‘○船’이란 형식의 지명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
데, 앞쪽의 한자는 전선이 배치되어 있던 고을 이름의 첫 번째 글자다. 많은 섬 사이를 지나는 수로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중간 중간에 각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어 전선이나 세곡선의 
항해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풍지박처(俟風止泊處)’라는 문구도 여러 곳에서 보이는
데, 바람이 심할 때 ‘바람이 그칠 때를 기다리며 정박하는 곳’이란 뜻이다. 충청도의 안흥진(安興鎭) 부근
에는 ‘세곡선이 머물며 정박한다’는 뜻의 ‘세선류박(稅船留泊)’이 세 군데나 적혀 있다. 안흥진 앞바다를 비
롯하여 밀물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이 빠르고 암초가 많아 세곡선이 자주 난파되던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면도 동쪽 바다에서도 난파가 자주 발생하여 원래 반도였던 곳을 조선중기 
어느 시기엔가 뚫어 섬으로 만들었지만 본 지도에는 그런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충청도 수
영 아래쪽에 기록된 흥량곶(興良串)은 섬으로 표시한 오류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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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국여도> 기초상태 연구

1) 안료 분석2)

과학적 분석을 위해 색도 측정, 현미경 촬영,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Vanta, 
Olympus, Japan)를 진행하였다. 현미경 촬영으로 비단의 구조와 안료의 채색 상태 및 입자의 크기, 
채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XRF 분석을 통해 안료의 종류를 규명할 수 있다. 육안으로만 보아
서는 알 수 없는 안료의 종류와 사용은 위와 같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모사본 제작 시 유물에 사용된 것과 최대한 유사한 안료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동국여도는 각각의 색마다 분석 포인트를 설정하여 촬영하였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교기업 
컨테크에서 분석하였다.

XRF 분석 모습

2)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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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

1-1-바탕 1-1-01-바탕

1-1-01-200 6-2-01-200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1-1-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브롬(Br)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훈증제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Ca, Fe 등은 

종이에서, Zn 등은 
작품의 받침대인 

책상에서 검출되는 
성분임

1-2-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6-1-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6-2-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7-1-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7-2-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8-1-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8-2-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9-01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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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

01 (×200) 연단

02 (×200) 먹/청색 유기안료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01 Pb Ca, Fe, Br, Sr, Zr 연단 연단의 표면층에 
기름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02 - Ca, Fe, Br, Sr, Zr 먹/청색유기안료

03 - Ca, Fe, Br, Sr, Zr 먹/청색유기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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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색

1-1 백색 1-1-05 백색

1-1-05 (×200) 1-2-08 (×200) 6-2-04 (×200)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1-1-05 Pb Ca, Fe, Br 연백

1-1-06 Pb Ca, Fe, Br 연백

1-2-08 Pb Ca, Fe, Br 연백

6-2-04 Pb Ca, Fe, Br 연백

7-2-03 Pb Ca, Fe, Br 연백

9-08 Pb Ca, Fe, Br 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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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색

1-2 황색 1-2-03 황색

1-2-03 (×200) 6-1-04 (×200) 8-1-08 (×200)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1-2-03 - Ca, Fe, Zn, Br, Pb 황색유기안료

6-1-05 - Ca, Fe, Zn, Br, Pb 황색유기안료

6-2-08 - Ca, Fe, Zn, Br, Pb 황색유기안료

7-1-05 - Ca, Fe, Zn, Br, Pb 황색유기안료

8-1-08 - Ca, Fe, Zn, Br, Pb 황색유기안료

8-2-05 - Ca, Fe, Zn, Br, Pb 황색유기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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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갈색

6-2 황갈색 6-2-06 황갈색

6-2-06 (×30) 7-2-04 (×200) 8-2-07 (×200)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6-2-06 - Ca, Fe, Zn, Pb, Br, Sr 갈색유기안료

7-1-04 - Ca, Fe, Zn, Pb, Br, Sr 갈색유기안료

7-2-04 - Ca, Fe, Zn, Pb, Br, Sr 갈색유기안료

8-1-06 - Ca, Fe, Zn, Pb, Br, Sr 갈색유기안료

8-2-07 - Ca, Fe, Zn, Pb, Br, Sr 갈색유기안료

9-07 - Ca, Fe, Zn, Pb, Br, Sr 갈색유기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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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색

1-1 적색 1-1-02 적색

1-1-02 (×200) 1-2-07 (×200) 6-1-07 (×200)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1-1-02 Hg, Pb Fe 주사+연단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비율의 
주사와 연단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적색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1-1-07 Hg, Pb Fe 주사+연단

1-2-02 Hg, Pb Fe 주사+연단

1-2-07 Hg, Pb Fe 주사+연단

6-1-02 Hg, Pb Fe 주사+연단

6-1-07 Hg, Pb Fe 주사+연단

6-2-02 Hg, Pb Fe 주사+연단

6-2-07 Hg, Pb Fe 주사+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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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색

1-1 녹색 1-1-04 녹색

1-1-04 (×200) 1-2-05 (×200) 1-2-06 (×200)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1-1-04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녹색은 현미경 

사진에서 황색과 
청색의 염료 입자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황색과 청색을 

혼합하여 조색한 
것으로 판단됨.

1-2-05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1-2-06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1-2-09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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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색

1-1 청색 1-1-03 청녹색

1-2-04 (×30) 6-2-05 (×200) 7-2-05 (×200)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고

1-1-03 - Ca, Fe, Zn, Pb, Br 청색유기안료

1-2-04 - Ca, Fe, Zn, Pb, Br 청색유기안료

6-1-03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6-2-03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6-2-05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7-1-06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7-1-07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7-2-05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8-1-05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8-1-09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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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 분석

구분 색상 주요검출원소
추정결과

주 색상 안료

바탕 Ca, Fe, Zn, Br 바탕성분

백색 백색 Pb 연백

황색 황색 - 황색유기안료

적색 적색 Hg, Pb 주사+연단 (주사<연단)

녹색 녹색 - 녹색유기안료

청색 청색 - 청색유기안료

유물의 주된 색상인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을 분석한 결과, 백색은 주요검출원소가 Pb로, 연
백(Pb)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색은 안료 입자가 크고 Hg, Pb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주사
(HgS)와 연단(Pb3O4)이 혼합된 무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색, 녹색, 청색 등 색상은 주요
원소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천연의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측정된 모든 부위에서 브롬(Br)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메칠브로마이드를 이용한 훈증제
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실부분 분석 및 모사방향 설정

유물의 마지막 지도인 삼남해방도에는 크게 유실된 부분이 있다. 같은 지역을 담은 비슷한 시기의 
지도들을 참고하여 유실된 부분을 유추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실된 부분을 
그대로 남기고 모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삼남해방도의 유실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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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실된 부분 주변으로도 남아있는 글씨가 불분명하여 조사가 필요한 지명이 있었다. 때문에 
다른 지도들과 비교 분석하여 그 지명을 확인한 후 모사 방향을 정하였다.

유실 부분 지명

① 옥구(沃溝)

군현명으로, 노란색 원 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나, 절반만 남은 상태이므로 현재 육안으
로 확인이 가능한 원만 절반 그리는 것으로 하고 글씨는 기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② 섬

- 훼손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고군산도 근처에 있는 섬일 경우에는 ‘횡건(橫建)’으로 추정되나, 
훼손된 부분에 남겨진 흔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 <동국여도> 중 전라도 지도(호남도)에서 옥구 만경 부분을 확인하면, 해로 좌측 고군산도 좌측에 
표시된 ‘횡건’을 확인할 수 있다.

- <동국여도>를 포함하여, 해로가 표시되어 있는 <팔도지도(奎10331)>, <조선팔도지도(奎12419)>
등의 지도를 확인해 보면, 해로를 기준으로 고군산도 좌측에 위치한 섬이 ‘횡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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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도 팔도지도(규 10331)

③ 고군산(古羣山)

고군산까지만 표기 하면 글씨가 섬의 중앙에 오지 않으므로 도까지 기입하기로 하였다.

④ 사읍시(沙邑時)

- <여지도(古709-78)>, <팔도지도(奎10331)>,  <팔도지도(古4709-14)> 등의 지도를 확인해보면, 
원산도와 연도(烟島) 사이에 위치한 ‘시삽(時揷)’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여지도(古4709-78) 팔도지도(奎10331)

- <해동지도>(홍주), <광여도>, <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홍주)와 <조선팔도지도(古屛 912.51-J773)>
에서는 ‘삽시도(揷時島)’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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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팔도지도(고병 912.51-j773)

- 규장각 소장 <삼남지도(古軸4709-7)>에는 ‘사읍시도(沙邑時島)’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삼남지도(古軸 4709-7)

- 현재 <동국여도> 중 삼남해방도의 훼손된 부분의 흔적을 보면, ‘時揷’ 또는 ‘揷時’ 보다 ‘沙邑時’로 
표기와 가까워 보이므로 사읍시로 기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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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국여도> 모사도 제작

1. 바탕재 준비

1) 바탕재 선정

유물은 종이의 두께가 두꺼운 편이므로 합지의 사용 혹은 배접을 활용한 두께 조절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선과 바다를 제외한 채색의 번짐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도침된 종이를 사용하거
나 포수 후 그려졌을 것으로 판단되어 샘플 작업을 통해 각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동국여도

낱장 3합 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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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에서 채색이 안 된 바탕을 현미경 촬영한 결과 닥 섬유질이 촘촘하게 도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합 종이를 도침한 후 현미경으로 확인하니 유물의 종이와 흡사한 밀도를 보였다. 따라서 최소 
3합 두께의 종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합 도침 후 아교포수 3합 도침 후 풀포수

3합 도침지에 아교포수와 풀포수를 시행하여 포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샘플을 제작하였다. 풀포수는 
닥 섬유질 위로 입자가 얹어져 섬유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아교포수는 섬유질의 형태가 잘 드러나 
유물과 매우 흡사하고, 위에 그어질 선과 채색의 번짐을 잡아주어 유물 모사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침 아교포수 후 물 효과

교반수 농액 도침 후 아교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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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채색을 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도침만 시행된 종이에 
넓게 채색을 한 경우, 수적(水積)현상이나 자국이 도드라지지 않고 매끄럽게 채색이 된다. 아교포수를 한 
후 물을 이용하여 번짐 효과를 시도한 경우, 번짐의 정도는 크나 유물의 느낌과는 다르다. 교반수를 
농액으로 한 경우와 도침과 포수를 함께 시행한 경우 모두 유물의 느낌과 흡사하게 채색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의 사용을 감안했을 때 도침과 포수를 병행하여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3합에 경우 두께로 인해 비침이 적기 때문에 라이트박스를 사용하기 어렵고, 정확한 선과 
지명이 보이지 않아 원본과 유사하게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문회의를 통해 낱장 도침지를 
아교포수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장황 시 배접을 통해 두께를 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미경 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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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비교를 위한 샘플 작업



제2장 | 동국여도 모사본 제작사업

193

2) 바탕재 도침

두께가 얇은 낱장의 종이를 도침하는 것이므로 종이 위에 물소 가죽을 덮어 우레탄 망치로 두들기
는 도침과정은 생략하고, 고르게 힘의 분배를 가할 수 있는 프레스기로 도침을 하였다.

도침 과정

3) 아교포수

유물 속 필선 및 채색은 대부분 번짐 없이 매끄럽게 표현되어 있다. 교반수의 농도가 약하면 먹과 
색이 번지게 되어 정확한 모사가 어렵고, 교반수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종이가 경화되고 산화되기 쉬
운 상태가 되며 선 또한 미끄러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단계의 실험을 통해 아교의 농도를 정해야 
한다. 단, 육지와는 다르게 바다 부분은 물고임(水積) 현상이나 아교포수가 고르게 되지 않았을 시 나타나
는 물 빠짐 현상이 보이는 등 다른 느낌으로 채색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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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도의 바다부분

기전도의 바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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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각의 그림마다 선과 채색의 번짐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붓질을 다르게 하
여 포수하였다. 육지 위주의 그림은 고르게 포수하였고, 바다가 그려진 그림은 붓을 생동감 있게 사용
하여 포수가 불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특징적으로 물 빠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비슷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 모양대로 포수하였다.

아교포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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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확인 및 아교포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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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자국을 따른 아교포수

바다 표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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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초

1) 초 연습

유물의 필선은 비수(肥瘦)의 차이를 풍부하게 주어 일반적인 철선(鐵線)이 갖는 선묘의 강직함이나 단조
로움과 다른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길이나 외곽선같이 긴 선묘의 경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호흡을 필요로 하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선이 경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필선에 평
형을 유지하되 둔좌(鈍挫)에 따라 붓의 율동감이 표현되어야 한다. 율동이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
미건조한 필선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숙련이 요구된다. 

초 연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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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초 연습 결과

2) 초 뜨기

도침과 아교포수가 끝난 종이에 상초를 진행하였다. 원본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실제 크기로 출력한 
출력본을 밑본으로 삼아 종이에 고정시킨 후, 라이트 테이블을 이용하여 종이에 비친 잔상을 그렸다. 
원본에서 보이는 먹선의 굵기와 농담 변화, 필세 등을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작업에 완성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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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 부분 도장 제작

지명 부분에 처리된 원 모양의 테두리는 선의 굵기와 번짐의 정도, 크기의 일정함으로 보아 붓으로 
그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모양의 도장 같은 형태로 찍어서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물의 원이 미
세하게 두 가지 크기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도장 두 가지를 나무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도장 두 가지와 크기 비교

3. 채색

1) 색 비교

앞서 이루어진 과학적 안료 분석 결과를 반영한 색표를 제작한 후 유물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물을 곁에 두고 모사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유물의 색 및 상태의 확인은 모사도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복원 모사가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박락되고 변색된 상태보다 제
작 당시의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안료를 선택하되, 유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제2장 | 동국여도 모사본 제작사업

201

주(朱) 부분 색 비교

산맥 및 강 부분 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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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黃) 부분 색 비교

바다 부분 색 비교

2) 채색 과정

유물은 모든 영역에 걸쳐 담채 위주로 제작되었다. 산의 표현을 보면, 일차적으로 갈색으로 아주 
담하게 밑 색을 칠하고 그 위에 푸른색으로 산봉우리의 진한 부분을 채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단
에 채색하게 되면 진한부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여린 색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지
만, 이 지도는 종이라는 특수성으로 제작방법을 달리 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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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적으로 산맥과 산의 중요도에 따라 농담차이를 구분하고 있어 마치 먹으로 농담을 내는 
것처럼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작에 임하여 이러한 부분도 집중하여 원본이 가지는 색의 미
묘한 차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초부터 채색까지 진행 단계

이에 따라 산의 경우 색 비교를 통해 결정된 갈색을 전체적으로 칠한 후 그 위에 산 정상 부분은 
전통 염료인 쪽을 칠하였다. 또한 쪽을 이용하여 산맥마다 나타나는 강약의 차이를 주었다.

바다와 강 부분 또한 쪽을 이용하였다. 쪽은 제조사나 국가별로 그 색상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연유로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료를 구입해 유물과 가장 근접한 안료를 선택하였다. 특히 물고임(水積) 
현상 또한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미세한 농담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원 안에 칠해진 주와 황 또한 유물에서 간혹 보이는 농담변화와 강약차이에 유의하여 채색하였다. 
주는 주사와 연단을 섞어 색을 내었으며, 황은 등황에 적은 양의 대자를 섞어 색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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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 완성

채색 완성 부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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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서

1) 지명

<동국여도> 속 글씨는 타 고지도에서와 같이 소해(小楷)3)로서의 태세(態勢) 강약(强弱)에 소홀함이 없이 
탄탄한 해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차이를 크게 주어 뚜렷하게 보이게 쓴 
것이므로, 이러한 특징과 획의 순서, 필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근접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
점을 두었다. 

가필 및 수정이 어려우므로 또한 여러 차례의 연습을 거친 후 작업을 진행하였다.

임서 과정

3) 소자(小字)의 해서로 수분(數分) 평방의 자양(字樣)이며 뚜렷한 예는 왕희지의 황정경(黃庭經)･악의론(樂毅論)이나 왕
헌지(王獻之)의 십삼행락신부(十三行洛神賦) 등이 그것이다. 소해의 아주 작은 것은 승두서(蠅頭書)･세자(細字)라고도 
일컫는다. 승두서는 크기가 파리머리만 하다는 말이고 세자는 가는 좁쌀[細黍]만하다는 데서 연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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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제

표지에서 제첨에만 구겨진 부분이 보이고, 글씨의 크기가 다른 지도들의 표제 크기보다 큰 점 등으
로 보아 현재 유물에 있는 표제는 원형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그대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황벽과 오리나무로 천연 염색한 종이에 밀랍을 문질러 칠한 후 표제를 작성하였다.

<동국여도>의 표제와 모사도 표제 제작 과정

5. 검수

상초와 채색, 임서 후 세 번에 걸쳐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배접 전 1차 검수가 진행되었으며 수
정 후 배접에 들어갔다. 두 번 배접 후 2차 검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세 번 배접 후 마지막 3차 검수가 있었고 수정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 되었다. 
검수자들은 모사도와 원본을 비교하며 모사도에서 누락된 필선 및 채색 등을 확인하였다. 검수와 수정 
작업의 반복을 통해 원본과 더욱 가까운 모사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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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과정

원본 대조 과정

수정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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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후 마무리

6. 장황

1) 염색

제첨 및 표지 모두 천연 염색하여 알맞은 색을 선정하였다. 

제첨은 황벽으로 염색하여 말린 후 오리나무로 추가 염색하여 색을 맞추었다. 유물의 제첨 속 글씨
가 표면 코팅이 된 종이 위에 글씨가 쓰여진 느낌이 들고, 정밀 촬영 결과 종이의 갈라진 틈으로 색이 
스미지 않고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표면처리만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둡지 않게 
색상 처리를 한 후 고서의 표면처리 방식처럼 밀랍을 칠하는 방식과 교반수 처리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를 실험하였고 원본과 가까운 방향인 밀랍을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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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첨 색상 샘플

표지 역시 천연 쪽 염색으로 이루어졌다. 유물의 손상 진행 상태를 감안하여 현재 표지보다 밝은 
색으로 결정되었다.

제첨과 표지 색상 비교

제첨과 표지 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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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처리

1 1~5차 배접 및 건조

화첩형태의 표지는 두꺼운 판지를 대고 감싸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모사본은 배접만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도가 그려진 종이는 5배접으로 두께를 조절하되 화지와 같은 종이로 배접이 진
행되었다. 작품 뒷면에 정제수를 분무하여 고르게 펴주고, 한지에 소맥전분풀을 도포하여 총 5회 배접
한 후 건조판에서 건조하였다.

ㅣ1~5차 배접 및 건조ㅣ

정제수 분무 작품 펴기

소맥전분풀 도포 1~5차 배접 1

1~5차 배접 2 배접 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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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

건조판에서 작품을 분리 한 후 둥근칼을 이용하여 원형과 동일하게 재단하였다.

ㅣ재단ㅣ

건조판과 작품 분리  재단 

재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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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연결

원본의 형태와 동일하게 접어주었다, 접힌 부분과 하단부의 직각을 맞추어 정렬한 후 소맥전분풀로 
부착하여 연결하였다.

ㅣ작품 연결ㅣ

작품 접기 1 작품 접기 2

작품 직각 맞추기 작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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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등 제작

책등은 본래 비단으로 제작하지만 생경하게 보일 수 있기에 표지에 쓰는 쪽색 종이를 책등에도 사
용하기로 결정하여 쪽으로 염색한 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ㅣ책등 제작ㅣ

 

책등 제작 책등 접기

책등 부착 1 책등 부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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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지 제작

표지는 쪽 염색한 한지에 6회 배접을 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0.4mm 두께를 맞추었다. 배접한 표지
는 작품의 크기에 맞추어 접어주었다.

ㅣ표지 제작ㅣ

표지 제작 표지 제작

표지 접기 1 표지 접기 2

표지 접기 3 표지 접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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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지 및 제첨 부착

제첨은 한지로 1회 배접하여 표지에 부착하였다. 제첨을 부착한 표지는 연결한 작품에 붙여 마무리 
하였다.

ㅣ표지 및 제첨 부착ㅣ

제첨 부착 1 제첨 부착 2

표지 부착 1 표지 부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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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축

표지를 부착한 후 완성된 작품의 밀도 및 평활도를 강화하기 위해 균일한 힘으로 압축하였다.

ㅣ압축ㅣ

압축 1 압축 2

압축 3 압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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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료

ㅣ완료사진ㅣ

앞면 뒷면

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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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성

1) 표지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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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성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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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융대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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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성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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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성연융북한합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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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강부임진도

유물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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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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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한산성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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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화부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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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전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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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서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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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동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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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서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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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관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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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서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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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호남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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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남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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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팔도관해방총도

유물 원본과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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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삼남해방도

유물 원본



제
2장

|동
국

여
도

모
사

본
제

작
사

업

237

모사도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238

Ⅳ
모사도 제작 의의

<동국여도>는 서울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8도에 대한 군영과 진보, 전략적 요충지, 육로와 해
로 등의 당시 우리나라 방위 관방체제를 그린 군사목적의 지도이다. ｢도성도 都城圖｣, ｢연융대도 鍊戎臺圖｣, 
｢북한성도 北漢城圖｣, ｢도성연융북한합도 都城鍊戎北漢合圖｣, ｢경강부임진도 京江附臨津圖｣는 도성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지역의 군사 방위체제를, ｢남한산성도 南漢山城圖｣, ｢강화부도 江華府圖｣는 장기항전의 중심지로 여겼던 
남한산성과 강화지역을, ｢기전도 畿甸圖｣, ｢해서도 海西圖｣, ｢관동도 關東圖｣, ｢관서도 關西圖｣, ｢남북관도 南北關

圖｣, ｢호서도 湖西圖｣, ｢호남도 湖南圖｣, ｢영남도 嶺南圖｣는 전국 각 8도를, ｢팔도관해방총도 八道關海防摠圖｣와 ｢삼
남해방도 三南海防圖｣는 8도와 만주 및 중국의 동해안과 충청, 전라, 경상도 해안의 방어체제에 대한 정보
와 교통로, 유명한 누대(樓臺)와 사찰, 경승지, 주변의 취락 등의 주변상황의 정보를 담고 있다. 감영지는 
붉은색원으로, 각 군현은 황색원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지명과 서울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였다. 원 둘
레에 성곽이 있음을 표시하고 군현들을 연결한 붉은 선은 도로를, 각 군현의 찰방역(察訪驛)은 작은 원으
로 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국여도>는 군사와 지리에 대한 정보 전달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서의 감상적 가치와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동국여도>에 등장하는 17매의 지도는 서로 다른 필묵 운용의 흔적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동국여도>의 제작자들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완
벽한 통일을 위해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연구했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의 개성을 필적들을 통해 
지도에 남겨놓았다. 어떤 지도는 나이 어린 초학자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지도에서는 晩年의 대가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한다. 각 지도에 나타난 이 같은 필묵운용 방법들은 당시 
창작자들의 개성과 제작태도, 필묵기교의 숙련정도 등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서여기인(書如其人)’ ‘화여기인(畵如其人)’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국여도>의 진적(眞蹟)을 대하는 것은 마
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창작자들을 실제로 만나는 것과 같다. 진적의 제작자들을 실제로 만
나는 듯 한 이러한 경험은 즐겁고 경이롭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다.

필묵이 적절히 표현되면 그 조화가 만들어 내는 맛은 감상자와 창작자를 그 어떠한 경지와도 비교
할 수 없는 미학적 경지로 이끈다. 그래서 많은 서화창작자와 비평가는 특별히 필묵(筆墨)의 중요성에 대
해 역설한다. 필묵의 정묘함으로 이루어진 산수화의 감동은 때로는 본래의 자연 산수보다 더 뛰어나다
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 같이 필묵의 운용에 따른 정묘함, 혹은 생동함은 서화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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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그런데 <동국여도>가 다른 지도와 다르게 회화적, 예술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
한 필묵의 생동함과 자유분방함에서 찾을 수 있다. 몇몇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자유분방하면서 무심한 
듯, 때로는 거친 듯 강렬한 필묵의 운용법은 <동국여도>의 독특한 예술적 특징이다. 거침없이 쓱쓱 휘
두른 필획들에서 볼 수 있는 초탈한 화경(畵境)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가의 완숙된 경
지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오랜 세월의 화력(畵歷)이 밑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번 모사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신경 썼던 부분도 이 같은 원작자의 필묵의 운용에 대한 필의(筆意)

를 잘 헤아려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각 지도의 필법의 특징들, 예컨대 필획(筆劃)의 경중(輕重)과 필속
(筆速)의 완급(緩急), 먹의 농담과 윤갈(潤渴), 시작과 마무리 등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원작을 충실히 잘 살려 
모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한산성도나 연융대도에서 발견되는 강렬한 기세를 드러내기 위한 준법(峻法)

과 석법(石法) 등은 조선후기 정선의 <금강전도>의 힘찬 산세(山勢)를 떠올린다. 조선후기 진경산수화를 그
리는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예술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지도로 간주될까봐 염려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
도로, 당시 지도와 회화는 제작 주체와 제작 방식, 형태상의 여러 가지 면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많은 학술연구들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의 도성도(都城圖)에 특히 겸재의 진경산수화풍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모사사업에서 동국여도에 표현된 준법들, 예를 들어, 빠르며 힘차
게 꺾인 수직준(垂直皴)과 농묵(濃墨)의 강렬한 절파적(浙派的) 필묵법, 태점(苔點)과 같은 무수한 미점준(米點皴)이 
겸재 진경산수화의 필법들과 많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 화단에 조선의 산천
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했던 분위기가 지도제작에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동국여도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의 회화적 기법인 과감하고 강렬한 준법과 필묵운용법을 끌어들여 한반도 산
천의 힘찬 기세를 표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완숙하게 농익어 여유로운 운필로 탈속한 선질(線質)을 구사
함으로써 요즘 지도에서 맛보기 어려운 고지도만의 예술적 멋과 풍취를 간직하고 있다. 이밖에 바닷물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자유로운 붓질이 만들어내는 우연적인 농담의 효과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출렁이는 
바닷물의 여유로운 리듬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국여도를 단순히 지리적, 군사적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산수화로서의 예술적 가치와 미술사적인 측면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

진적은 원작자의 일회적인 손짓이 연출한 붓놀림과 먹빛의 농담 등이 조화롭게 빚어진 단 하나뿐인 
세계로서 진적만의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 진적에는 남이 쉽게 흉내 낼 수 없으며 복제품이나 대량 생
산된 상품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진적만의 고유한 분위기, 즉 아우라(Aura)라는 작품이 그려질 
당시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유일한 현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국여도의 진적에도 그러한 아우라는 
원작자의 필의와 미적 감수성이 붓의 강약, 속도, 변화무쌍한 먹의 농담표현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모사작품도 진본(眞本)을 대신하여 감상과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모본을 아무리 
똑같이 보고 따라 그리거나 베낀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고유의 것이 있고 서사공구(書寫工具)가 다르므로 
각기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모본을 똑같이 모사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해석과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 개성미가 다르게 표현되어 모사품에도 각자의 개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인(先人)의 작
품을 단순히 형태의 재현을 목표로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배우고 그들의 필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이해하되 선인과 새롭게 대면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지금 이 순간의 현존성과 고유성이 
첨가된다면 모사품도 창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원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본 
사업의 모사품도 훗날 단순한 모방작품이 아니라 원본과는 별도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자율적 가치
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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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자 제언

『동국여도』는 19세기 전반 도성을 비롯하여 8도와 바다의 방어실태를 한 눈에 보여주는 군사지도
입니다. 따라서 17개의 지도로 구성된 『동국여도』는 회화는 물론이고, 국방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동국여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규장각에서 『동국여도』 모사본 제작기회를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에게 제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양
화를 전공한 저희 연구원들은 모사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공유하였는데, 『동국여
도』가 군사 목적의 지도라고 생각 할 수 없을 만큼 산수화를 감상하는 데에서 느낄 수 있는 회화적 
흥취도 한껏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장각의 배려로 ‘유물조사, 실견, 자문회의, 작업과정’ 등을 
통해, 저희 미술품보존센터 연구원들은 전통 회화를 이해하고 분석･복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사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의 사업을 통해 많은 유물들이 조사･연구 
되었고, 진행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작된 모사작품들
은 전시를 통해 전통 회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북돋아주는 
데에 기여했다고 여겨집니다. 모사사업은 회화는 물론이고, ‘종이, 화견, 안료, 천연염색, 옻칠, 전통매
듭, 장황, 보존처리’ 등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모사 사업이 보다 더 활
성화 된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많은 후속세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써 전통 산업과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원본을 직접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보다 완벽한 모사가 될 수 있다고 여
겨집니다. ‘동국여도’의 경우 뛰어난 필체와 선명한 색상이 현대의 지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색이 
선명하고 여러 번의 맑은 색을 겹쳐 산과 산맥의 높낮이를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엷은 채색의 
물자국은 깊은 공간과 밀도감을 주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회화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분
석을 통해 유물에 사용된 안료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농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맑
고 엷은 먹색과 채색은 몇 가지 채색 샘플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이 있는 곳에 자주 가서 본 다음, 다른 장소에서 그리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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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모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원본을 대체하여 전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정확한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유리장을 만들어 그 안에 원본
을 배치하고, 유리장의 원본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유리장을 크게 
만든 다음 칸막이를 잘 활용하면 한 번 사용 후에 폐기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몇 팀이 원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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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Ÿ 일시: 2018년 8월 30일(목) 14:00-16:00

Ÿ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Ÿ 자문위원: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김현철(간송미술관연구원)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Ÿ 참석
-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차동하 교수(책임연구원), 이광수, 이헤경, 변명희, 이승우, 송지현, 강유진 연구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담당자 및 직원

Ÿ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국여도 모사본 제작
- 사업기간 : 2018. 6. 14 ~ 2019. 1. 31
- 모사대상 : 동국여도(古大 4790-50)

Ÿ 자문 안건
- 바탕재(종이) 선택
- 회화적 표현 및 특징 검토
- 박락 부분 복원 처리 논의
- 표지 및 표제 종이 파악
- 안료분석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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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재(종이) 선택

천주현: 지도 종이는 두꺼운 편. 첩으로 만들었을 때, 배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접어서 첩으로 제작
하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음. 종이 제작하시는 분이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정확
하게 아실 수 있을 것, 두께 및 발 모양을 확인 후 제작하면 좋을 것임. 첩을 분리하는 수리
과정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상태보다도 두꺼웠을 것. 고문헌의 고급 종이는 발이 가로가 
긴 것이 많으며, 수리가 안 된 두꺼운 교지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최소 145x100cm
의 종이를 제작하면 한 장당 긴 지도는 2점, 작은 지도는 8점 제작 가능. 긴 지도와 짧은 
지도의 발의 방향이 다르므로 

145

 100

이런 형태로 재현을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일 것으로 보이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길이가 
맞는 종이를 합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려

김현철: 교반수를 적게 한 상태에서도 먹과 채색이 번지지 않는, 도침이 잘 된 종이를 사용할 것

2) 회화적 표현 및 특징 검토

양윤정: 특이한 형식의 지도. 도별도로 보이나 군사정보와 맞춰져 있음. 남한산성 북한산성만 따로 
확대되어 있거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을 가로로 길게 한 지도에 담는 등, 군사지도라
고 볼 수 있음. 만 부분은 의도적으로 색이 진하게 되어 있을 것.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붓의 시작점이 다름. 감영지 색은 진함

김현철: 물의 표현의 경우 안료의 번짐을 보아 미리 물칠을 하고 나서 채색을 올렸을 것으로 보임. 
우연적인 효과를 똑같이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나 최대한 느낌을 살려서 그릴 것

3) 박락 부분 복원 처리 논의

양윤정: 박락되어 있는 부분의 지명 및 강줄기, 산줄기의 형태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 연구 필요. 
다음 자문회의 시 자료를 조사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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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지 및 표제 종이 파악

천주현: 겉표지 문양이 없는 것으로 보임

양윤정: 표제의 경우 원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일제강점기 때 표제만 다시 한 경우가 많았음. 
쪽색의 표지와 표제의 색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추후 논의 필요

5) 안료분석 결과 확인

확인하였음

6) 기타

천주현: 그 당시 145x100cm의 종이를 생산했기 때문에, 폭이 긴 지도의 경우 자르지 않았을 것

양윤정: 접히는 자국을 봤을 때 바깥쪽이 대략 27.7cm로, 거의 자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1차 자문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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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 회의 개요

Ÿ 일 시 : 2018년 10월 25일 (목) 14:00~16:00

Ÿ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Ÿ 참석자
- 자문위원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김현철(간송미술관 연구원)
양윤정(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차동하 교수(책임연구원), 이광수, 이혜경, 변명희, 송지현, 강유진 연구원

Ÿ 안 건
1. 종이 결정
2. 바다 부분 채색 방법 논의
3. 유실 부분 확인
4. 표지 제작 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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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과

안건 결정사항 내용

1. 종이 결정

아교포수 및 도침 여부
샘플을 비교한 결과 아교포수를 한 종이가 원본과 가장 유사
한 결과를 보임
낱장일 경우 도침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음

종이 두께
원본은 본래 두꺼운 종이였을 것으로 보이나 합지의 경우 원
본과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이 어려움
낱장으로 작업 진행 후 장황에서 두께 조절

2. 바다 부분 채색 방법 
논의 물자국 표현 아교 포수를 거칠게 한번 한 후 채색

3. 유실 부분 확인
유실 부분 
작업 여부

삼남해방도의 유실 부분의 경우 다른 예시들을 참고해도 정확
한 형태를 찾기는 힘듦
지명의 위치를 유추해서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일부만 
남아있는 지명은 진행)
유실 부분은 비워 두고 작업 (먹선 및 채색 모두)

유실 부분 형태 원본에 있는 유실 부분 모양을 그대로 남김

4. 표지 제작 방법 논의

표지 제작

현재 표지는 개장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
원본의 본래 표지는 확인할 수 없음
현재 시점에서 모사본을 제작한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제
작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표제 제작

기름칠 한 종이에 그린 지도가 몇몇 남아 있고, 지도 원본에
서 잘라내어 부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제 때 새로 만
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움
검출된 납(Pb) 원소와 기름층은 적용하지 않고 색맞춤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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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문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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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자문회의

• 개 요

Ÿ 일 시 : 2019년 1월 15일 (화) 16:00-18:00

Ÿ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원본열람실

Ÿ 자문위원
김현철(간송미술관연구원)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Ÿ 참여인원
차동하(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이혜경(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이광수(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허승희(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강유진(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Ÿ 안 건
1. 모사 진행 상황 최종 점검
2. 유실 부분 지명 확인
3. 장황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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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사 진행 상황 최종 점검

- 회화적 진행과 완성도 

- 원본과의 유사 정도

원본에 사용된 종이의 가공과정, 제작 방식을 포함하여 섬유와 도침의 정도가 현재와 다르기 때문
에 바탕재의 상황이 달라 모사본과의 차이가 있었지만 최대한 유사하게 작업함. <도성연융북한합도>의 
아래 산맥에 먹 기운이 좀 추가 필요. <연융대도>의 집 선 농도 진하게.

2) 유실 부분 지명 확인

- 《동국여도》 중 〈삼남해방도〉

1) 옥구(沃溝) 확정.

2) 원본 확인 필요

- 18~19세기에 제작된 지도들을 바탕으로, 옥구와 만경 앞바다에 표시된 섬은 현재 그 위치는 차
이가 있으나 훼손되지 않은 우측에 반영되어 있음. 고군산도 근처에 섬일 경우에는 ‘횡건(橫建)’으로 
추정되나, 훼손된 부분에 남겨진 흔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움.
모사본에는 기입하기 않고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넣어 후대에 확인이 되면 기입하는 방향으로 함.

3) 고군산도(古羣山島)로 기입 - 고군산까지만 표기 하면 글씨가 섬의 중앙에 오지 않아서 도까지 같이 기입.

4) 사읍시(沙邑時)

보통은 ‘시삽(時揷)’또는 ‘삽시(揷時)’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규장각소장 삼남지도에는 ‘사읍시도(沙邑時島)’라
고 표기되어 있음. 동국여도의 경우 훼손된 부분의 흔적을 바탕으로 사읍시로 기입.

3) 장황 방향 결정

- 표지 및 표제 색 비교

Ÿ 표지

원본은 색이 바래고 손상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사본은 조금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현재 원본 색에 맞추면 시간이 지나 더 탁하고 어두워짐)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250

원본의 현재 색상에서 고색을 뺀 것 같은 색상을 샘플 중에 찾아 제일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제외
하고 중간 색상 중에 얼룩이 너무 심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작. 

Ÿ 표제

원본의 글씨가 박락이 되고 종이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 표면 코팅이 된 종이 위에 글씨가 쓰여 
진 느낌이 듬. 

정밀 촬영 결과 종이의 갈라진 틈으로 색이 스미지 않고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콩기름을 먹인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고 표면처리만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구겨진 부분이 표제 부분
에만 생긴 점, 글씨의 크기가 일반적인 표제의 크기보다 큰 점 등으로 보아 원형이 아닐 가능성이 있
음.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결과보고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함.) 

전통적으로 표지에 사용하는 염료로 염색하여 어둡지 않게 기본 색상 처리를 한 후, 고서의 표면처리 
방식처럼 능화처리(밀랍)를 하는 방식과 교반수 처리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실험하여 원본과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

Ÿ 임서

‘東’자의 윗부분 점은 것 같이 보이는 부분, ‘國’의 ‘창 과(戈)’자의 점 부분, ‘輿’의 팔 자 오른쪽 획 
길이 그대로 임서함.

3차 자문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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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동국여도> 안료분석 보고서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채색안료 분석 결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컨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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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개요

동국여도의 채색에 사용된 안료에 대한 조사는 형광X선 분석을 통하여 안료의 각 색상별 안료의 
구성원소를 정성적으로 확인하고 현미경 관찰로 안료의 입자특성 및 안료의 혼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사용된 안료의 종류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색도 분석을 통해 각 
안료별 색도와 현재의 색상 값에 대한 색상정보를 객관적 자료로서 기록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색도는 색채색차계(CR-4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색상정보는 CIA L*a*b*
값과 Munsell 표색계로 정리하였다. L*, a*, b* 값은 색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L*는 명도로 
0-100의 범위에서 0에 가까울수록 무채색을 가지며 채도를 의미하는 a*, b*는 색상으로 +방향으로 
갈수록 red를, -방향으로 갈수록 green을 의미한다. 또한 b*는 +방향으로 갈수록 yellow를, -방향으
로 갈수록 blue의 색을 의미한다. 색채를 나타내는 Munsell 표색계는 H(Hue)는 색상으로 적색(R), 
황색(Y), 녹색(G), 청색(B), 보라색(P)으로 5가지 색채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각각 중간색을 두어 10가
지 색상으로 나누어 색상을 표현한다. V(Value)는 명도로 흰색에서 흑색까지의 무채색의 밝음을 등분
하여 11단계로 하여 흰색을 10, 흑색을 0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세분한다. C(Chroma)는 채도의 
척도로 무채색을 0으로 하고 그와 같은 감각차에 준해서 순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례로 1,2,3...의 번호
를 달아 표현한다.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Vanta, Olympus, 
Japan)를 이용하여 원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비교적 표면상태가 깨끗한 3개 부위 이상을 선정
하여 수행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X-ray tube 전압 15kV, 40kV, 10~50㎂에서 측정면적 약 1cm, 측
정시간은 경원소 30sec(tube 전압 15kV), 중원소 30sec(tube 전압 40kV)의 조건으로 대기 환경에서 
측정하였다. 

안료의 입자성 관찰은 디지털현미경(Scalar, DG-3, Japan)를 이용하여　30 배, 100 배, 200 배의 
배율로 확대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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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료 분석 결과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의 채색 안료에 대한 분석위치는 그림 1~10 과 같다. 동국여도는 지본채색으
로 백색, 황색, 황갈색, 적색, 녹색, 청색을 사용하여 담채하였다. 동국여도에 사용된 안료는 우선 종이
바탕을 대상으로 검출성분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채색층 안료의 원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종이의 얼룩부분으로 색도측정과 현미경 촬영을 통하여 현상을 기록하였다.

ㅣ그림 1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표지의 안료 분석 위치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254

ㅣ그림 2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1-1의 안료 분석 위치

ㅣ그림 3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1-2의 안료 분석 위치



제2장 | 동국여도 모사본 제작사업

255

ㅣ그림 4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6-1의 안료 분석 위치

ㅣ그림 5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6-2의 안료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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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6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7-1의 안료 분석 위치

ㅣ그림 7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7-2의 안료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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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8-1의 안료 분석 위치

ㅣ그림 9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8-2의 안료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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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0ㅣ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9-1의 안료 분석 위치

1) 바탕

바탕 부분은 지도의 바깥 부분과 지도 내부에서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분석위치로 선정하였
다. 이 부분에 대한 색도 측정 결과, 지도 내･외 부분의 바탕은 얼룩진 부위를 제외하고 명도와 색상분
포에 큰 차이가 없이 매우 균일한 색 분포를 보였다. 

바탕 부분은 안료입자나 채색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일부 얼룩이 있는 지점의 경우 변색과 이물질
에 의한 오염이 관찰되었다. 바탕에 대한 구성 원소 분석 결과 칼슘(Ca), 철(Fe), 아연(Zn), 납(Pb), 브
롬(Br), 스트론튬(Sr)이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칼슘과 철은 종이에서, 아연은 작품이 놓였던 책상에서 
검출되는 성분으로 보이며 브롬은 문화재의 훈증제로 사용되었던 메틸브로마이드(CH3Br)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되어, 이 유물에 대한 훈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색상에 대한 안료 성분 함유 여부는 바탕에서 검출된 성분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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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1ㅣ 동국여도 바탕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ㅣ표 1ㅣ 동국여도 바탕 부분 확대 관찰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1

6-1

8-1

8-1
(바탕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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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2ㅣ 동국여도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주 색상 
추정안료

1-1-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1-2-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6-1-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6-2-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7-1-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7-2-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8-1-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8-1-02 바탕(얼룩) 테두리 밖 - Ca, Ti, Fe, Zn, Pb, Br, Sr 채색없음

8-2-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8-2-02 바탕(얼룩) 테두리 밖 - Ca, Ti, Fe, Zn, Pb, Br, Sr 채색없음

9-1-01 바탕 테두리 내 - Ca, Fe, Zn, Pb, Br, Sr 채색없음

2) 백색

백색 부분은 지도에서 성곽이나 지역의 명승, 높은 산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육안 관찰 
상 백색이 사용된 부분은 대부분 선명한 백색을 띠고 있다.

동국여도에 사용된 백색 안료에 대한 색도 분석 결과, 명도(L*)는 70~80의 범위에 주로 분포하였
으며 대체적으로 황색도(b*)가 높고 분석 지점마다 차이를 보였다. a* 값은 1~2의 범위에 분포하여 비
교적 유사한 범위 안에 있다.

ㅣ그림 12ㅣ 동국여도 백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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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부분에 대한 확대 관찰 결과 미세한 백색 입자가 분포하여 있었다. 이 영역에 대한 원소 분석 
결과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칼슘(Ca), 철(Fe), 브롬(Br)이 미량으로 함께 검출되었다. 검
출특성으로 볼 때 백색 안료로는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ㅣ표 3ㅣ 동국여도 백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1

6-2

9-1

ㅣ표 4ㅣ 동국여도 백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주 색상 추정안료

1-1-05 백색 불상 Pb Ca, Fe, Br 연백

1-1-06 백색 성곽 Pb Ca, Fe, Br 연백

1-2-08 백색 불상 Pb Ca, Fe, Br 연백

6-2-04 백색 금강산 Pb Ca, Fe, Br 연백

7-2-03 백색 백두산 Pb Ca, Fe, Br 연백

9-1-08 백색 백두산 Pb Ca, Fe, Br 연백

9-1-09 백색 장백산 Pb Ca, Fe, Br 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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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색

황색은 지도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다. 

황색 부분의 색도는 명도(L*)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옅은 채색 영역을 제외하면 비교
적 유사한 색상 분포 정도를 보이고 있다. 황색도(a*) 값은 34~39 로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
며 적색도(b*)는 1.5~3.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ㅣ그림 13ㅣ 동국여도 황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황색 부분의 확대 관찰 사진에서 안료 입자성을 가진 결정들은 없었으며, 황색의 얇은 막이 직물 
조직 사이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칼슘(Ca), 철(Fe), 아연(Zn), 브롬
(Br), 납(Pb)이 미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바탕 부분과 동일한 양상으로 황색에 사용된 채색재료는 유
기안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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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5ㅣ 동국여도 황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2

6-1

8-2

ㅣ표 6ㅣ 동국여도 황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주 색상 추정안료

1-2-03 황색 지붕 - Ca, Fe, Zn, Br, Pb 황색 유기안료

6-1-05 황색 지역표기 - Ca, Fe, Zn, Br, Pb 황색 유기안료

6-2-08 황색 지역표기 - Ca, Fe, Zn, Br, Pb 황색 유기안료

7-1-05 황색 지역표기 - Ca, Fe, Zn, Br, Pb 황색 유기안료

8-1-08 황색 지역표기 - Ca, Fe, Zn, Br, Pb 황색 유기안료

8-2-05 황색 지역표기 - Ca, Fe, Zn, Br, Pb 황색 유기안료

4) 황갈색

황갈색은 지도에서 주로 산맥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황갈색 부분에 대한 색도분석 결과, 명
도는 78~80, 황색도(b*)가 12~22 사이로 황색보다 명도(L*)는 높고 황색도는 낮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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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4ㅣ 동국여도 황갈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황갈색 부분의 채색은 표면에 갈색의 채색층이 엷게 도포되어 바탕지질을 염색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얼룩져 있어, 염료의 특성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형광X선분석 결과,  칼슘(Ca), 
철(Fe), 아연(Zn), 브롬(Br), 납(Pb)이 소량 검출되어 바탕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황갈색 부분은 갈색계통의 염료를 사용하여 담채한 것으로 바탕의 황색 지질과 색상이 혼색
되어 황갈색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ㅣ표 7ㅣ 동국여도 황갈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6-1
(황갈색)

6-2
(황갈색)

7-1
(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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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8ㅣ 동국여도 황갈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주 색상 추정안료

6-1-04 황갈색 산맥 - Ca, Fe, Zn, Pb, Br, Sr 갈색 유기안료

6-2-06 황갈색 산맥 - Ca, Fe, Zn, Pb, Br, Sr 갈색 유기안료

7-1-04 황갈색 산맥 - Ca, Fe, Zn, Pb, Br, Sr 갈색 유기안료

7-2-04 황갈색 산맥 - Ca, Fe, Zn, Pb, Br, Sr 갈색 유기안료

8-1-06 황갈색 산맥 - Ca, Fe, Zn, Pb, Br, Sr 갈색 유기안료

8-2-07 황갈색 산맥 - Ca, Fe, Zn, Pb, Br, Sr 갈색 유기안료

9-1-07 황갈색 산맥 - Ca, Fe, Zn, Pb, Br, Sr 갈색 유기안료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7-2
(황갈색)

8-1
(황갈색)

8-2
(황갈색)

9
(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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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색

 적색은 육안 관찰을 통하여 테두리와 선 영역과 지도 내 채색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색도 측정에서 적색은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명도(L*)에서 두 그룹 간에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테두리 영역의 적색이 지도 내 채색영역의 적색보다 대략 30정도 높은 명도값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색상분포에서는 지도 내 채색영역의 적색이 a*, b* 값 모두 더 높은 값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사용 영역 및 색도에서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수은(Hg)과 납(Pb)을 주성분으로 철(Fe)이 미량으로 함께 검출되었다. 이러한 검출특
성으로 볼 때 주사(HgS)와 연단(Pb3O4)을 혼합하여 조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표지의 적색은 
납을 주성분으로 칼슘(Ca), 철(Fe), 브롬(Br), 스트론튬(Sr), 지르코늄(Zr)이 미량으로 함께 검출되었는
데 이는 연단이 표지의 적색안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ㅣ그림 15ㅣ 동국여도 적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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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9ㅣ 동국여도 적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표지

1-1
(테두리)

7-2
(지도선)

1-1
(채색)

6-1
(채색)

6-1
(채색)

9-1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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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0ㅣ 동국여도 적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주 색상 
추정안료

표지 적색 표지 Pb Ca, Fe, Br, Sr, Zr 연단

1-1-02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1-2-02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1-2-07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6-1-02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6-2-02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6-2-07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7-1-02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7-1-03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7-2-02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7-2-06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8-1-03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8-2-03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9-1-02 적색 테두리 Hg, Pb Fe 주사+연단

1-1-07 적색 채색영역 Hg, Pb Fe 주사+연단

6-1-06 적색 채색영역 Hg, Pb Fe 주사+연단

6-1-07 적색 채색영역 Hg, Pb Fe 주사+연단

7-2-07 적색 채색영역 Hg, Pb Fe 주사+연단

8-1-04 적색 채색영역 Hg, Pb Fe 주사+연단

9-1-05 적색 채색영역 Hg, Pb Fe 주사+연단

6) 녹색

녹색 부분은 산림 또는 건물의 지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녹색에 대한 색도 측정 결과, 녹색의 
명도(L*)는 55~65의 범위에 분포해있으며 색상분포(a*, b*)에서는 각각의 녹색 지점이 모두 차이를 보
였다. 황색도(b*)는 10~20의 범위에 있고 각 분석지점마다 a* 값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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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6ㅣ 동국여도 녹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녹색이 사용된 지점에서는 옅은 황색이 입자성 없이 종이 섬유에 스며들어 있으며 이와 함께 청색
의 미세한 입자들이 관찰된다. 녹색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칼슘(Ca), 철(Fe), 브롬(Br)이 미량으로 검
출되었는데 이러한 검출 결과로 볼 때 황색과 청색의 유기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의 유기안료는 일반적으로 청색과 황색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형광X선 분석에서는 확인되
지 않으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적외선분광분석 같은 유기물 분석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ㅣ표 11ㅣ 동국여도 녹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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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2ㅣ 동국여도 녹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주 색상 추정안료

1-1-04 녹색 산맥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1-2-05 녹색 산림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1-2-06 녹색 지붕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1-2-09 녹색 산맥 - Ca, Fe, Br 녹색(황색+청색) 유기안료

7) 청색

청색 부분은 표지에 사용되었고 지도에서는 산맥과 하늘, 강에 주로 채색되었다. 육안 관찰 상 하늘
과 강 부분은 옅은 청색을 띠는 반면, 산 또는 산맥 부분은 선명한 청색과 갈색이 혼합된 청색 두 종류
의 색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청색들은 색도 분석 결과 명도와 색상 분포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명도에서는 청색은 
25~55이며, 옅은 청색은 68~75, 갈색 혼합 청색은 30~60으로 옅은 청색의 명도값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색상분포에서는 세 가지 색상의 분석지점 대부분이 (-)영역에 a* 값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적색영
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갈색 혼합 청색은 황색도(b*) 가 다소 높은 영역에 분포하였다.

동국여도의 청색은 입자의 결정성이 없이 남색의 미세한 입자들이 부분적으로 뭉쳐 있는 것이 관찰
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종이 바탕 위에 불균질하게 도포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또한 갈색 혼합 청색
의 경우 청색 입자 위에 갈색의 입자성이 없는 안료가 스며들어 있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모든 종류의 청색에서는 칼슘(Ca), 철(Fe), 아연(Zn), 납(Pb), 브롬(Br), 스트론튬(Sr)이 미량 성분으
로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검출 결과로 볼 때 청색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량으로 
검출된 성분들은 종이바탕과 동일한 성분으로 바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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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7ㅣ 동국여도 청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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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3ㅣ 동국여도 청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표지

1-1
(짙은
청색)

1-2
(청색)

6-1
(청색)

6-2
(청색)

8-2
(옅은 
청색)

7-1
(청색 
갈색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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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4ㅣ 동국여도 청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

위치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 > 100cps) 주 색상 추정안료

표지-02 청색 표지 - Ca, Fe, Br, Sr, Zr 먹/청색유기안료

표지-03 청색 표지 - Ca, Fe, Br, Sr, Zr 먹/청색유기안료

1-1-03 짙은 청색 산 - Ca, Fe, Zn, Pb, Br 청색유기안료

1-2-04 청색 산 - Ca, Fe, Zn, Pb, Br 청색유기안료

6-1-03 청색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6-2-05 청색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7-1-07 청색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7-2-05 청색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8-2-06 청색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6-2-03 옅은청색 바다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8-2-04 옅은청색 바다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9-1-03 옅은청색 바다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7-1-06 청색
(갈색혼합)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8-1-05 청색
(갈색혼합)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9-1-04 청색
(갈색혼합)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9-1-06 청색
(갈색혼합) 산 - Ca, Fe, Zn, Pb, Br, Sr 청색유기안료

분석
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9
(청색 
갈색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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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료 분석 결과 종합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에 채색된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백색은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2PbCo3･Pb(OH)2]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황색은 등황, 치자 등의 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황갈색은 갈색의 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적색은 주사(HgS)와 연단(Pb3O4)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녹색은 황색과 청색의 염료를 혼합하여 조채하거나, 두 안료를 중첩하여 색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6. 청색을 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치에 따라 갈색 염료 또는 먹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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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개요

발  주  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  업  명 2018 홍경래진도 모사본 제작사업

주관사업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사 업 기 간 2018년 06월 14일 ~ 2019년 01월 31일

본 사업은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洪景來陣圖)>의 모사도를 제작하여 유일본 문화재의 보존을 기함과 
동시에 전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유실된 부분의 내용을 연구하고, 유물에 
사용된 전통회화 기법과 재료 등을 연구하여 역사학적, 회화사적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본 사업
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가 주관하였다.

2. 사업명 : 2018 <홍경래진도> 모사본 제작사업

자료명 청구 기호 제작연대 규격(cm) 형태 재질

홍경래진도
(洪景來陣圖) 古軸 4252.4-23 19世紀 初

(純祖 年間 : 1800-1834)
그림: 94×44.3

장황: 167.5×54.5 족자 지본채색

합 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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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Ÿ 유물 원래의 형태로 모사도 제작
Ÿ 전통회화 방식과 재료를 사용
Ÿ 유물 관련 조사 병행
Ÿ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위원회 개최

<홍경래진도>, 94×44.3cm, 19세기 초, 지본채색,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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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교육 및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고궁박
물관 소장 회화유물 <태조어진(太祖御眞)> 모사도 제작 사업을 주관하였다. 학술회의, 세미나, 전시회, 집담
회 등을 개최하여 모사도 제작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를 기반으로 유물에 가장 근접한 모사도
를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대학 동양화과 중심의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전공별 전문가들과의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ㅣ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ㅣ

조형연구소장

운영위원회

부소장

행정실

한국미술연구센터

도서자료실

기록관리실

창의인성개발센터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센터장  김형숙

기획부 교육부
책임연구원 차동하
모사팀장 이광수
선임연구원 이혜경

이승우
보조연구원 허승희

송지현
강유진

연구생 손우아
외 6명

학과별 연구사업실 전시기획실 우석홀

예술환경 연구사업실 최고위과정교육실

평생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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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 및 인원 현황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차동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2014-2016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센터장
  2013 규장각 화동고지도 모사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모사 팀장 이광수

*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2007/2011 국보 249호 동궐도 모사 외 다수
  2013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선임연구원

이혜경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모사공 제007911호)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이승우

* 한세대학교 초빙교수/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2013 규장각소장회화자료 모사 임서
  2013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임서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황제어진 모사 임서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임서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임서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임서

보조연구원

허승희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3 규장각 화동고지도 모사
  2014 규장각 회화자료 모사
  2014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어진 모사
  2015 규장각 유언호영정 모사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송지현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3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4 규장각소장 회화자료 모사
  2015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모사
  2016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2016 규장각소장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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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

작업내용 협력업체

유물 촬영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스

안료 분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교기업 컨테크
(정용재 교수)

장     황 낙원고서화보존연구소

안     료 (주)가일전통안료

3) 자문위원

전공분야 이  름 소속 및 직위

미술사/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역  사 오수창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장  황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유물 분석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강유진

*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2016 규장각 요계관방지도 모사
  2017 규장각 천하도 모사
  2017 서울역사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연구생

김다히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권혜정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손우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오다교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이문영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이예지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이정연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조형연구소 행  정 김용녀 사업 계약 및 완료 등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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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환경

1) 제작 공간

1 모사 연구실 1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4동 404호

① 면적 : 60㎡

② 기기 : 비디오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냉난방기, 제습기 등

2 모사연구실 2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201호

① 면적 : 40㎡

② 특징 : 마룻바닥 설치, 각종 안료, 모사도구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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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기자재

1 고해상도 현미경 

① 모델명 : IMS-M-345, SOMETECH, Korea

② 활용 : 유물 바탕재의 재질, 구조 파악, 안료 분석

2 라이트 테이블 

① 240 × 120cm의 넓은 작업대 크기로 사이즈가 큰 모사도 제작 가능

② 총 2대의 라이트 테이블 보유

3 촬영기기 

① 모델명 : Canon Mark 3

② 활용 : 유물 실견 시 세부적 이미지를 촬영하여 모사본 제작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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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1 천연석채 및 무기･유기안료

① 국내,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산지의 안료 구비

② 석채, 봉채, 안채, 편채 등 여러 형태의 안료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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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 벼루, 아교

① 먹 : 송연먹, 유연먹 등 

② 벼루 : 단계연

③ 아교 : 우교(뼈), 우교(가죽). 토교 등 완비

3 붓, 종이, 비단

① 붓 : 선붓, 채색필, 세필, 연필(連筆) 등 용도에 따른 붓 완비

② 종이, 비단 : 각 재질과 두께, 직조 구조별로 다양하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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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일정
업무구분

6 7 8 9 10 11 12 1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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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실측 서울대학교
미술품

보존연구센터상태조사

촬영
출력

유물 촬영
및 출력

(주)에이팩스
커뮤니케이션스

안료
분석 안료 분석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유물
조사

역사,
회화적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모사도
제작

초본 제작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1차 
자문회의
정본 제작

2차 
자문회의
원본 대조

3차 
자문회의

장황 장황 낙원 고서화 
보존연구소

품질
관리

시찰 및 
검수 규장각

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품

보존연구센터납품 납품

6. 모사도 제작 방향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 모사도 제작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모사도 제작은 최대한 유물 원래의 형태로 제작하는 원형모사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2) 작업방향은 규장각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한다.    

3) 바탕재, 안료 등 최대한 유물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며, 모사도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도구 등은 규장각과 협의 후 사용한다.

4) 유물의 원래 크기 및 형태, 보관 당시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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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실된 부분의 복원은 원 유물에 남아 있는 부분과 흑백 유리원판 사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복원 한다.

6) 모든 제작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긴다. 

ㅣ모사도의 제작 방향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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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사 대상작 연구

1. <홍경래진도> 연구

1) <홍경래진도>의 역사적 의의1)

<홍경래진도(洪景來陣圖)>는 1811년(순조 11)에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洪景來)난의 진행 과정에서 정
주성(定州城)에 농성중인 봉기군을 진압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담은 기록화이며, 순무영군진도(巡撫營軍

陣圖) 또는 정주성공격도(定州城攻擊圖)라고도 불린다.

1) 오수창,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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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94×44.3cm, 19세기 초, 지본채색,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에 그려진 인물의 화풍이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 화원에 의해 작성된 의궤에 나
타나는 전형적인 김홍도의 화풍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지에 파견되어 진압군에 소속되어 있던 화
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진압군을 부대별로 담았지만, 순무영(巡撫營) 중군(中軍)을 비롯하여 문헌 자료
들을 통해 확인되는 진압군 중 일부만이 나타나 있으며 화면 구성도 안정적이지 못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상황을 담은 큰 그림의 일부분이거나 여러 폭으로 구성된 기록화 중 한 폭일 것으로 짐작된다.

진압군은 봉기군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부대별로 목책 속에 들어가 있으며 지휘관의 막사･기병과 
보병의 무장 상태･군량의 분배･군악대･군기(軍旗) 등이 그려져 있다. 인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나 
실제보다 군사의 규모를 크게 줄여 나타내었다. 부대와 부대 사이에는 정주성 동쪽을 흐르는 달천(橽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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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려져 있다. 안료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으며, 각 부대별로 명칭과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판독
이 어렵게 되어버린 부분도 있다. 다가와 고조(田川 孝三)가 《청구학총(靑丘學叢)》 16호에 발표한 해설에 실린 
내용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상부에 ‘義兵將 泰川縣監 金見臣軍 三百’, 중간에 ‘伏兵將 海西 文永喆
軍 一百四十四’, 하부에 ‘定州牧使徐春輔代 林栽(載?)洙軍 二百四十’, ‘嘉山郡守 鄭周誠軍 一百五十’, ‘運粮差
使員 价川 郡守 柳相弼軍 四十’, ‘碧潼召募將 金亥魯軍 一百三十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중 ‘벽동 소 모장 
김해로’는 벽동 향인(鄕人)으로서 의병을 일으키고 소모장에 임명된 김경로(金慶魯)의 오자일 것으로 짐작된
다. 이들의 부대는 진압군의 배치 상황에 대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주성의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었
다. 또한 서춘보가 영변부사로 옮겨가고 임재수가 정주목사로 임명된 것이 1812년(순조 12) 2월 19일
이었고 현지에 부임한 것이 2월 29일이었으며, 전 목사 서춘보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2월 29일 직후의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진압군이 가장 정제된 군진(軍陣)을 이루고 있을 
때였다.

상단 목책 안 막사 중간 목책 안 막사 하단 목책 안 막사

홍경래의 난은 사회 기층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당시 사회에 던진 충격이 매우 컸던 동시에 지배층
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진압한 사건이었으므로 다량의 자료가 작성되었다. 《관서평난록(關西平亂錄)》 등을 
비롯한 문헌자료가 매우 여러 종류 전하여지거니와, 진압 상황을 기록한 지도들도 고 이병도(故 李丙燾) 
박사가 《백산학보(白山學報)》 3집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홍경래진도>의 회화적 특징

<홍경래진도>는 진채의 청록산수와 섬세한 인물풍속이 한 군데 어우러진 회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홍경래진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청록산수화풍의 강한 채색을 들 수 있다. 

조선의 산수화는 일반적으로 담채 위주의 문인화풍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청록산수 등 석채를 주로 
사용한 진채화 양식은 매우 드문 편이다. 청록산수는 중국 북종화의 원류로 분류되며 송나라 이전의 
산수화풍으로 유행하였던 양식이며, 짙고 강렬한 청색과 녹색을 석청(石靑)과 석녹(石綠)의 광물성 안료를 
주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송 이후 원대부터는 채색과 장식성이 강한 청록산수보다 수묵이 주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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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인화로 전환되어 원나라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수묵 문인화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청록산수는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의 청록 산수화는 기법적으로 완성도가 낮
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홍경래진도>의 청록산수화풍의 산맥 표현은 완벽하고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 산수화에 청록화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청록산수화는 석채
를 사용하더라도 담채의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어 <홍경래진도>처럼 진채로 그린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담채가 가미된 청록산수는 조선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우측 상단 산수 좌측 하단 산수

<홍경래진도>의 청록산수 표현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매우 강렬한 색채를 구사하면서도 일월
오봉도나 십장생도 등에서 보이는 진채 방식과 장식성이 강한 중국 청록산수화와도 다른 기법으로 접
근한다는 점이다. 청록산수화풍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진채화와도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 아
닌 독특한 화풍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채색에서 세심한 농담 변화를 주어 마치 수묵 산수화의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먹 선과 채색 사이의 변화에서 나타난
다. 먹 선으로 산세의 주요한 골격을 이루었지만, 이를 채색으로 누르기도 하고 혹은 드러내기도 하면
서 회화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어 선의 변화보다 장식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는 중국의 청록산수와 다
른 느낌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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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부분 <일월오봉도> 부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천리강산도> 부분 
북송, 왕희맹,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다음은 인물에서 보이는 회화적 특징이다. <홍경래진도>에서 보이는 인물의 표정은 김홍도의 풍속
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과 흡사하여 마치 김홍도의 그림을 보는 듯 생생하다. 또한 인물의 동세
와 의상, 무기, 악기 등의 표현이 섬세하며 주변간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단원풍속도첩 중 <활쏘기>,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홍경래진도> 부분

<홍경래진도>의 의습선에서도 조선 회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인물화의 옷 주름 처리 방식
에서 중국과 가장 큰 차이는 대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러한 양상은 그간 규장각에의 유물을 모사하면서 발견한 사항들인데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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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부분

<천산대렵도> 부분, 규장각 소장 <임진전란도> 부분, 규장각 소장

마지막으로 강렬하면서도 깊이 있는 채색을 비단이 아닌 종이에 그렸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드러난
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단은 섬세하고 정교한 채색을 하는데 유리한 바탕재이며, 배채 효과를 
주어 회화적 깊이를 더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종이라는 재료는 채색보다 수묵에 더 적합한 바탕재로 
여겨왔고 때에 따라 채색에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홍경래진도>와 같은 정교한 채색에 사용된 예는 흔
하지 않다. 

위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홍경래진도>는 조선 특유의 청록산수 화풍과 김홍도의 화풍이 함
께 드러나 있는 회화사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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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상태 조사

육안 관찰을 통해 유물의 기초상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홍경래진도>의 유실 부분, 오염 및 훼손 부
분, 장황의 형식 등을 파악하여 관찰된 결과를 토대로 복원의 방향과 복원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1) 내용 유실

1 바탕 종이의 유실로 인한 화본의 유실 

<홍경래진도> 상단 산 유실 부분

<홍경래진도> 상단 목책 유실 부분 <홍경래진도> 중반 목책 유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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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료 박락에 의한 채색 유실

<홍경래진도> 상단 산 박락 부분

<홍경래진도> 산 박락 부분 <홍경래진도> 산 박락 부분

<홍경래진도> 갑옷 박락 부분 <홍경래진도> 군기 박락 부분 <홍경래진도> 군기 박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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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군기 박락 부분 <홍경래진도> 안장 박락 부분 <홍경래진도> 청색 박락 부분

2) 오염 및 훼손

- 오랜 세월 외부환경에 노출되면서 바탕재인 종이가 황변화

- 산 부분의 채색에 사용된 석록(石綠)은 주성분인 구리가 산화되면서 황변

- 외부환경에 의한 오염의 흔적

<홍경래진도> 황변화 부분 <홍경래진도> 황변화 부분

<홍경래진도> 오염 부분 <홍경래진도> 오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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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외곽 부분

- 2017년 수리복원 시 변아 장황 비단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림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외부에 노출
되어 있던 화본과 색상 차이가 생겼음을 관찰 할 수 있음

- 현재 남아있는 화면 바깥으로 화본이 더 있었으나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

<홍경래진도> 좌측 상단 외곽 부분 <홍경래진도> 우측 상단 외곽 부분

<홍경래진도> 좌측 중간 외곽 부분 <홍경래진도> 우측 중간 외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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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황 형식

- 족자 형식

- 2017년 수리복원 후 현재의 전통 장황 형태 

<홍경래진도> 2017년 수리복원 후 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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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장황 하부 

<홍경래진도> 장황 하축 부분 <홍경래진도> 장황 비단 부분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302

3. 유물 분석2)

현미경 촬영과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를 통해 모사도 제작에 들어가기 전 유
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여 유물과 최대한 유사한 바탕재와 안료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현미경 
촬영을 통해서는 종이의 구조와 안료의 채색 상태 및 입자의 크기, 채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XRF를 통한 안료 분석 방법은 비파괴분석으로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하여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목책 안 막사에 쓰여진 글씨의 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을 통해 복원하였으며, 그림의 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흑백 유리원판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1) 바탕재 분석

<홍경래진도>의 바탕재로 사용된 종이는 C-Stain 정색 반응에서 회청색을 띄고 타원형의 세포가 
있으며 섬유의 길이가 가늘고 짧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나무 섬유로 판단하였다.3) 대나무 섬유로 이
루어진 죽지를 사용하여 모사도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여 다양한 죽지를 실험한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홍경래진도> 바탕재 표면 확대(200배) <홍경래진도> 바탕재 표면 확대(200배)

<홍경래진도> 바탕재 C-Stain (100배) <홍경래진도> 바탕재 C-Stain (350배) 

2) ‘첨부문서’ 참고
3) 바탕재 분석 내용은 『2017년 규장각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보고서』의 ‘홍경래진도’ 부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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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료 분석

현미경 촬영 결과와 XRF자료를 분석하여 색상별로 나누어 표로 제작하였으며, 결과를 참고하여 모
사도 제작에 필요한 안료들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1 바탕

01번 (×200배) 03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00 Ca, Zn, Fe Fe, Pb 없음 Zn은 책상에서 검출되는 성분/
Ca, Fe은 종이에서 검출되는 

성분으로 추정됨
01 Ca, Zn, Fe Cu 없음
02 Ca, Zn, Fe Cu 없음

03 Ca, Zn, Fe Cu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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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색

연백/주사 - 08번 (×200배) 연백 - 05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04 - Ca, Cu, Zn, Pb, Br 연백 백색

05 Pb, Cu Fe 연백 백색/청색
06 Pb Fe, Zn, Br 연백 백색

07 Hg, Pb Fe, Cu 연백/주사 백색/적색

08 Hg, Pb Fe, Zn, Br 연백/주사 백색/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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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색/금색

황색 유기안료/연백
09번 (×200배)

황색 유기안료/석황
12번 (×200배)

금박/황색 유기안료
15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09 Pb Ca, Fe, Cu, Zn 황색유기안료＋연백

위치에 따라 사용되는 
안료가 다양하며 
채색층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남

10 Pb Ca, Fe, Cu, Zn, Hg 황색유기안료＋연백
11 Pb Ca, Fe, Cu, Zn 황색유기안료＋연백
12 Cu, As, Pb Ca, Fe 황색유기안료/석황/석청/연백
13 Hg, Pb Fe, Cu 황색유기안료/주사/연백
14 Au Ca, Fe, Cu, Pb 금박/황색유기안료/연백
15 Hg, Pb Ca, Fe, Zn 금박/황색유기안료/연백
55 - Ca, Fe, Cu, Zn, Pb, Br 황색유기안료＋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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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색

주사 - 16번 (×200배) 연단 - 19번 (×200배) 주사＋연단 - 22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16 Hg - 주사
17 Hg Ca, Fe 주사
18 Hg, Pb Cu 주사/연단
19 Pb Ca, Fe 연단
20 Pb Ca, Fe, Cu, Zn, Hg 연단
21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단
22 Hg Ca, Fe, Cu, Zn, Pb 주사＋연단
23 Hg Ca, Fe, Zn, Pb 주사＋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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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색/청록색

석록 - 25번 (×200배) 

회청＋석청/석록 - 29번 (×200배) 

석청/석록 - 31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24 Cu - 석록
25 Cu Ca, Fe, Zn 석록
26 Cu Ca, Fe, Zn 석록
27 Cu Ca, Fe, Zn, Pb 석록
28 Cu Ca, Fe, Zn, Pb 석록
29 Cu K, Ca, Fe, Co, Ni, Zn, As 회청＋석청/석록
30 Cu K, Ca, Fe, Co, Ni, Zn, As 회청＋석청/석록
31 Cu Ca, Fe 석청/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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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색

석청 - 34번 (×200배) 청색 유기안료/연백
 - 40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32 Cu Ca, Fe, Zn, As 석청

33 Cu Ca, Ti, Fe, Zn, As 석청

34 Cu Ca, Ti, Fe, Zn 석청

39 Pb Ca, Fe, Cu, Zn 청색 유기안료/연백

40 Pb Ca, Fe, Cu, Zn 청색 유기안료/연백

41 Pb Ca, Fe, Cu, Zn, Hg 청색 유기안료/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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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부색

주사＋연백 
- 35번 (×200배)

주사＋연백 
- 38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35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백

36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백

37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백

38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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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씨

먹 - 50번 (×200배) 먹/석황 - 51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48 - Ca, Fe, Zn, As 먹
글씨를 먼저 쓰고
그 위에 먹으로 
전체를 채색함

49 - Ca, Fe, Zn, As 먹/석황

50 - Ca, Fe, Zn, As 먹

51 - Ca, Fe, Zn, As 먹/석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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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색

먹 - 45번 (×200배) 

먹＋연백 - 52번 (×200배)

먹＋연백/주사 - 53번 (×200배)

번호 주요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소량검출원소
(Peak Height>10cps)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비   고

45 - Ca, Fe, Cu, Zn, Pb, Br 먹
46 - Ca, Fe, Cu, Zn, Pb, Br 먹
47 - Ca, Fe, Cu, Zn, Pb, Br 먹
52 Pb Ca, Fe, Cu, Zn 먹＋연백
53 Hg, Pb Ca, Fe, Cu, Zn 먹＋연백/주사
54 Pb Ca, Fe, Cu, Zn, Hg 먹＋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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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료분석 종합 결과

색  상 주요 검출 안료
추정 결과

주 색상 안료

바탕 Ca, Fe, Zn 바탕성분

백색 백색 Pb 연백

황색
황색 1 Pb 황색 유기안료＋연백

황색 2 As 석황

금색 금색 Au 금박

적색

적색 1 Hg 주사

적색 2 Pb 연단

적색 3 Hg, Pb 주사/연단

녹색 녹색 Cu 석록

청색

청색 1 Cu 석청

청색 2 Fe, Co, Ni, As 회청

청색 3 Pb 청색 유기안료＋연백

피부색 피부색 Hg, Pb 연백＋주사

흑색
흑색 1 - 먹

흑색 2 Pb 먹＋연백

- 관찰 색상 :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 추정 안료

색상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육색

추정안료 연백
황색 유기안료

석황
금박

주사
연단 석록

회청
석청

청색 염료

주사＋
연백

- 채색 특성

① 황색과 청색은 유기안료와 연백을 혼합하여 조색함

② 그림의 위치에 따라 여러 색의 안료가 겹쳐서 칠해진 특성을 보임

③ 금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석황 위에 황색유기안료를 덧칠하여 표현

④ 청색 안료는 석청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일부분에서 회청의 사용이 확인됨

⑤ 부분적으로 브롬(Br)이 함께 검출되고 있어 메칠브로마이드를 이용한 훈증제가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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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실 부분의 복원방향

1  글씨 유실 부분 

- 상단 진영 천막 지붕 글씨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려지고 박락되어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관련 자료(국사편찬위원회 데이
터베이스 흑백 유리원판 이미지)와 문헌을 참고하여 내용을 복원하였다.

<홍경래진도> 상단 진영 천막 지붕 부분 <홍경래진도> 흑백 유리원판 
상단 진영 천막 지붕 부분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흑백 유리원판의 글씨 위치와 크기, 서체를 참고하여 모사를 진행하
기로 결정하였으며 글씨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田川孝三, ｢辛未定州城攻圍圖に就いて｣ ,『靑丘學叢』16, 1934)의 내용
을 참고하여 “義兵 / 將泰川 / 縣監金 / 見臣 / 軍三 / 百” 으로 복원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근거4)는 다음과 같다. 

① 그림에 묘사된 세 진영 중 아래 두 진영에 대해서는 천막 지붕에 그 진영을 관할하는 장수와 
군대의 수를 써놓은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지만, 상단의 천막에서는 글자의 흔적이 거의 보이
지 않음. 

② 과거에 제작된 유리원판 사진에는 부분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홍경래의 난을 
진압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義兵將 泰川縣監 金見臣 軍”까지는 틀림이 없음. 

③ 문제는 그 진영의 군사 숫자이다. 田川孝三, ｢辛未定州城攻圍圖に就いて｣ (『靑丘學叢』 16, 
1934)에 의하면 ‘義兵將 泰川縣監 金見臣 軍三百’임. 

4) 오수창,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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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해응, 『硏經齋全集 外集』 권41, ｢辛未記變｣ 2월 10일 기록에는 정주성을 포위한 관군의 장수
와 그들이 거느리던 군사의 수가 수록되어 있다. 거기 실린 ‘伏兵將 文永喆軍 一百四十四’의 기록
은 그림 중단의 진영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그 기록에 ‘泰川縣監 金見臣軍三百六’으
로 되어 있음. 

⑤ 조선왕조실록 등 그 밖의 기록에서는 그림과 일치하는 관군 진영의 군사수를 확인할 만한 자료
를 찾을 수 없었음. 

⑥ 최종 문제는 ‘의병장 태천현감 김견신’ 군사의 숫자를 田川孝三의 논문을 따라 ‘三百’으로 하는가, 
성해응의 ｢신미기변｣의 기록을 따라 ‘三百六’으로 하는가임.

⑦ 그림 하단의 진영에 기재된 내용은 ｢신미기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림 상단의 원래 
기록 또한 ｢신미기변｣의 기록과 일치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⑧ 따라서 직접 그림을 보고 논문을 작성한 田川孝三의 기록을 따라 ‘三百’으로 기입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판단됨.

- 하단 진영 천막 지붕 글씨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 부분의 위치와 서체를 확인하기 위해 흑백 유리원판 이미지와 기 보존처리 
당시 투과광 사진을 참고하였으며, 글씨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田川孝三, ｢辛未定州城攻圍圖に就いて｣ ,『靑丘學

叢』16, 1934)을 참고하여 ‘定州牧使徐春輔代 林栽洙軍 二百四十’, ‘嘉山郡守 鄭周誠軍 一百五十’, ‘運粮差使員 
价川 郡守 柳相弼軍四十’, ‘碧潼召募將 金亥魯軍 一百三十七’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원문의 하부 
글 중 ‘林栽洙軍’의 두 번째 글자 栽(심을 재)가 그림에는 載(실을 재)로 적혀 있다. 이는 원문의 오자로 
보인다.

<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천막 지붕 부분 <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천막 지붕 부분 흑백 유리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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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천막 지붕 부분 투과광 사진(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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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유실 부분

<홍경래진도>는 전체적으로 바탕종이의 유실로 인한 화본의 유실과 안료 박락에 의한 유실이 많은 
상태로 복원을 위해 흑백 유리원판에 남아있는 내용을 참고하였다. <홍경래진도>의 현재 이미지와 흑
백 유리원판을 비교하여 유실부분에 흑백 유리원판의 내용을 붙이는 방식을 통해 모사도 밑 본 작업을 
진행하였다.

<홍경래진도> <홍경래진도> 흑백 유리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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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상단 진영 <홍경래진도> 상단 진영 흑백 유리원판

<홍경래진도> 상단 진영 유실 부분 흑백 유리원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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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중간 산 <홍경래진도> 중간 산 흑백 유리원판

<홍경래진도> 중간 진영 <홍경래진도> 중간 산 흑백 유리원판

상단 진영처럼 바탕종이가 유실 된 부분 중 흑백 유리원판에 남아있는 부분은 <홍경래진도> 촬영 
이미지 위에 합성하여 모사도 제작 시 복원하도록 본을 갖추도록 하였고, 부분적으로 안료가 박락되거
나 선 중간이 끊어져 보이는 부분은 유추 가능하여 확인 후 밑 본을 제작하였다. 

좌측 하단의 흰 갑옷으로 보이는 말 탄 인물 갑옷의 확대 결과, 푸른 색 안료가 소량 남아있고 갑옷의 
안료가 박락된 후의 바탕 종이가 드러나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흑백 유리원판과 비교해 본 
결과 갑옷의 군데군데에 연속적으로 밝은 색 점이 찍힌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
은 결과를 합쳐 푸른색 바탕에 놋쇠 못의 머리만 보여 점이 촘촘히 박힌 것 같이 보이는 조선시대 후기 
갑옷 ‘두정갑(頭釘甲)5)’으로 복원 결정하였으며, 형태는 ‘무예도보통지6)’의 두정갑 세부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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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좌측 하단 <홍경래진도> 좌측 하단 흑백 유리원판

두정갑 부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두정갑 부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5) 두루마기 형태(袍形)의 옷 안에 쇠나 가죽으로 만든 갑옷 미늘(甲札)을 쇠못으로 박아 만든 갑옷. 두정갑은 겉에서 
보면 갑옷미늘이 보이지 않고 갑옷미늘을 고정시키는 못머리(頭釘)만 보임.

6) 목판본. 4권 4책의 군사서적. 규장각 도서. 정조가 직접 편찬의 방향을 잡은 후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李德懋)･제가
(朴齊家)와 장용영 장교 백동수(白東修) 등에게 명령하여 작업하게 하였으며 1790년(정조14)에 간행됨.



2018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Ⅲ

320

<무예도보통지>, 두정갑 세부도, 규장각 소장

<무예도보통지>, 마상쌍검술 부분,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 우측 하단에 보이는 깃발 문양을 자세히 보면 ‘날개 달린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군영의 네 문과 중앙에 군기(軍旗)를 세웠었는데 이 군기에 ‘날개 달린 
호랑이’를 그려 넣었다. 깃발의 가장자리는 황색으로 통일하고 바탕색을 청색, 백색, 흑색, 황색의 오방
색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홍경래진도>의 군기 문양은 얼굴의 형태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전체
적인 채색이 흐려진 상태이므로 관련 유물과 이미지를 찾아 비교하여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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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우측 하단 깃발 부분 조선시대 문기(門旗) 배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날개 달린 호랑이 군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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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사도 제작 과정

1. 바탕재 준비

<홍경래진도>의 바탕종이인 죽지의 얇고 바스락거리는 특성상 아교포수 작업과 먹으로 선을 긋는 
초 모사 시 종이가 밀려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 모사 전 1차 배접을 실시하였다. 1차 배접을 한 죽지
에 먹 선의 번짐 방지와 안료의 안정적인 채색을 위해 2%의 교반수로 2회 포수하였다.

죽지 1차 배접 죽지 교반수 포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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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본 준비

바탕재의 유실과 안료 박락이 많은 <홍경래진도>의 모사도 제작을 위해 유물의 실제 크기와 같은 
고화질 출력물, 같은 크기의 흑백 유리원판 출력물, 유물의 유실부분에 흑백 유리원판의 남아있는 부분
을 합성한 출력물, 이렇게 3가지 본을 출력하여 밑 본으로 준비하였다.

실제 크기 고화질 이미지 흑백 유리원판 이미지 유실부분 흑백 유리원판 합성 이미지

모사도 제작 과정의 밑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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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본 제작

모사도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먹 선의 연습과 안료의 색상과 사용 방식, 원본과의 색 비교 등을 
통해 <홍경래진도> 유물과 최대한 유사한 모사도를 제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초본을 제작하여 실험하
였다.

모사도 초본 우측 하단 부분 모사도 초본 좌측 하단 부분

모사도 초본 금박 부분 모사도 초본 금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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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좌측 하단 갑옷 안료 박락 상태 초본 제작 과정 <홍경래진도> 좌측 하단 갑옷 복원 초본

<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천막 지붕 글씨 초본(자황) <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천막 지붕 글씨 초본(석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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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 모사

아교포수가 끝난 종이에 초 모사를 진행하였다. 유물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실제 크기로 출력한 출
력물을 밑본으로 삼아 종이와 고정시킨 후,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여 종이에 비친 잔상을 그려내었다. 
유물에서 보이는 먹 선의 방향, 굵기와 농담의 변화, 필세 등을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
며 인물의 표정과 동세의 생동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특히 유실부분의 복원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초 모사를 진행하였다.

모사도 초 모사 과정 모사도 초 모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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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상단 진영 초 모사 부분

모사도 중간 진영 초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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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우측 상단 산 초 모사 부분

모사도 상단 진영 아래 언덕 초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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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하단 진영 초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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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좌측 하단 초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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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우측 하단 초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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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색

초 모사가 끝난 종이에 안료 분석 결과에 따라 채색을 진행하였다. 각 진영 안의 인물들과 하단의 
인물들부터 황색, 피부색, 적색, 녹색, 청색, 흑색의 순으로 채색하였고 산과 하천 주변의 언덕은 녹색
과 청색의 무기안료로 채색하였다. 안료가 안정적으로 안착 되지 않는 죽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엷게 
채색 한 후 완전 건조하여 조금씩 농도가 높은 안료로 다음 채색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모사도 1차 채색 과정

모사도 1차 채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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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1차 채색 부분 

모사도 1차 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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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1차 채색 부분 

모사도 1차 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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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1차 채색 부분

모사도 1차 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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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2차 채색 과정 

모사도 2차 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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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2차 채색 부분 

모사도 2차 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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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2차 채색 부분 

모사도 2차 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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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도 2차 채색 부분 

인물의 의상, 깃발, 깃발 테두리에 사용된 황색은 연백 위에 등황을, 진영 안의 천막 지붕에 쓰여진 
글씨는 석황을 사용하였으며, 흰색 깃발은 연백으로만 채색한 부분과 연단 위에 연백을 채색한 부분이 
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의상은 연백과 화청을 섞어 엷게 채색하였으며, 의상의 허리띠 부분, 깃발, 
천막의 앞부분, 산등성이에 사용된 청색은 석청에 농도 변화를 주어 부분별로 적합하게 채색하였다. 
의상의 녹색 부분, 화살 통, 산에 석록을 사용하였고, 의상의 적색 부분에는 주사를, 깃발 부분에는 연
단 위에 주사를 채색하였다. 인물의 피부색은 연백과 주사를 섞어 엷게 채색하였으며, 각 진영의 천막
은 먹으로,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깃발은 연단 위에 먹과 연백을 섞은 색을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인물
들이 들고 있는 악기와 깃발 윗부분에는 금박을 사용하여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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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군기 부분 <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옆 군기 부분

모사도 깃발 1차 채색 모사도 깃발 2차 채색 모사도 문양 채색 

모사도 깃발 2차 채색 모사도 깃발 2차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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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좌측 하단 안료 박락 갑옷

모사도 좌측 하단 갑옷 1차 채색 모사도 좌측 하단 갑옷 2차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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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수

모사 작업을 완료한 후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수 작업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류회화수리복
원연구소 연구원 2명을 중심으로 3차례 진행되었으며, 검수자들은 모사본과 원본을 비교하여 모사도
에 누락된 필선 및 채색, 글씨의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검수와 수정 작업의 반복을 통해 원본과 더욱 
가까운 모사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홍경래진도> 모사도 검수 과정

<홍경래진도> 모사도 검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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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사도 완성

<홍경래진도> <홍경래진도> 모사도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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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상단 진영 부분

<홍경래진도> 모사도 상단 진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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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우측 상단 산 부분 <홍경래진도> 모사도 우측 상단 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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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중간 부분

<홍경래진도> 모사도 중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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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하단 진영 부분

<홍경래진도> 모사도 하단 진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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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좌측 하단 부분 <홍경래진도> 모사도 좌측 하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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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진도> 우측 하단 부분 <홍경래진도> 모사도 우측 하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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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황

<홍경래진도> 모사도 장황은 족자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준비된 염색 샘플 가운
데 남색과 미색을 정하고 천연 염색하였다. 장황은 원본의 규격과 같은 크기로 진행하였다.

1) 1차 배접

<홍경래진도>의 바탕종이인 죽지의 얇고 바스락거리는 특성으로 인한 교반수 도포과정과 모사도 
진행 과정의 용이를 위해 모사도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1차 배접을 진행하였다. 배접 후에는 두드림
솔을 이용하여 밀착력과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배접지에 풀 바르는 과정

1차 배접 과정



제3장 | 홍경래진도 모사본 제작사업

351

2) 회장비단 배접

염색 과정을 마친 회장비단에 충분한 수분을 가하여 펼친 뒤 한지를 이용하여 배접하였다.

미색 회장비단 배접 미색 회장비단 배접

청색 회장비단 배접 청색 회장비단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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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비단 재단

배접된 미색과 청색 회장비단을 화폭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여 소맥전분풀을 사용하여 연접한다.

미색 회장비단 재단 청색 회장비단 재단

4) 회장비단 장황

재단한 회장비단을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화본에 장황하였다. 회장비단의 연결부분은 망치로 
두드려서 밀착력을 강화하였다.

회장 비단 부착 회장 비단 연결부위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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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1차 배접

화본과 회장 비단이 안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후면에 전체적으로 배접을 진행하였다.

전체 1차 배접 과정 전체 1차 배접 밀착력 강화 과정

회장 비단 부착 회장 비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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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족자 귀접이

튀어나온 비단을 정리하고 족자의 가장자리 부분에 귀접이를 실시한다. 접힌 부분의 밀착력을 높이
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을 거친다.

귀접이 후 두드림 과정 귀접이 과정

7) 축 주머니 부착

장섬유의 한지를 사용하여 상하축의 축 주머니를 부착한 뒤 중성지를 이용하여 1차 배접을 실시하
였다. 1차 배접 후 두드림솔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두드려 족자의 유연성 강화와 배접지의 밀착력을 
높였다.

축 주머니 제작 축 주머니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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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차 배접

족자의 2차 전체배접을 실시하였다. 미색 한지를 사용하여 배접하며 배접 후에 두드림솔을 이용하
여 전체적으로 두드려 밀착력과 족자의 유연성을 향상시켰다.

2차 배접 과정 2차 배접 과정

축 주머니 부착 축 주머니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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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 날개 부착

좌측 양 옆으로 축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축 날개를 부착하였다. 

축 날개 부착 축 날개 부착

10) 유연화 작업 및 상하축, 원환 제작

모든 배접이 완료된 족자를 건조판에서 분리하여 후면에 초칠을 하며, 이어서 구슬 염주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문질러 유연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상하축은 미송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축두가 삽입될 
수 있게 홈을 파서 끼운 형태로 제작하였다.

유연화 작업 하축 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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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하축 장황

그림의 양 측면을 정돈한 후 제작이 완료된 상축과 하축을 그림의 각 위치에 장황하였다.

족자 뒷면 상단

12) 보관상자 제작

족자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보관 상자를 제작하여 격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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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황 완성

<홍경래진도> 모사도 족자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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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문회의

모사도 제작 과정에서 모사본 제작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회
의를 개최하였다. 총 3회에 결쳐 회화, 미술사, 역사, 유물분석, 장황 등 관계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3명씩 위촉하여 자문을 얻었다.

회  차 일  시 자 문 위 원 주 요 안 건

1차 자문회의 2018.09.05.(수) 
14:00-16:00

김성희 (회화/미술사)
오수창 (역사)
천주현 (유물분석)

1. 바탕재(종이) 선택
2. 회화적 표현 및 특징 검토
3. 유실 부분 복원 관련 논의
4. 안료분석 결과 확인

2차 자문회의 2018.10.26.(금) 
14:00-16:00

김성희 (회화/미술사)
오수창 (역사)
이상현 (유물분석)

1. 바탕재(종이) 결정
2. 글씨 부분 확인
3. 유리원판 참고 복원 방향

3차 자문회의
2018.12.31.(월) 
2019.01.02.(수)
14:00-16:00

김성희 (회화/미술사)
오수창 (역사)
이상현 (유물분석)

1. 모사 진행 상황 최종 점검
2. 갑옷 문양 복원 방향 결정
3. 임서 전 글씨 위치 확인
4. 장황 진행 방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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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자문회의

Ÿ 일시 : 2018년 9월 5일 (수) 14:00~16:00
Ÿ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Ÿ 참석자 

- 자문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성희(서울대학교 동양화과)

-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차동하 교수(책임연구원), 이광수, 이혜경, 강유진 연구원

Ÿ 안건  
  1. 바탕재(종이) 선택
  2. 회화적 표현 및 특징 검토
  3. 유실 부분 복원 관련 논의
  4. 안료분석 결과 확인
Ÿ 안건 결과

안건 결정사항 내용

1. 바탕재(종이) 선택
종이 샘플 확인

- 죽지 및 닥지 샘플 확인
- 홍경래의 난은 성공적으로 진압한 사례이므로 정성을 들여 제작했

을 것
- 보존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죽지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지를 사용했을 때에는 유물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

지 않음

종이 결정 보류 - 죽지(단섬유지)와 한지에 각각 채색 샘플을 제작하여 검토 후 진행

2. 회화적 표현 및 
특징 검토

인물 표현 - 김홍도의 인물 표현법이 양식화되어 적용된 것으로 보임 
- 당시 기록화들을 조사하여 화법의 차이 연구 필요

산수 표현

- 먹선 및 채색 후 준을 첨가
- 개자원화전의 수지법을 따름
- 일반적인 표현인지 연구 필요
- 현장을 반영한 표현

3. 유실 부분 복원 
관련 논의 원형모사 

- 추측할 수 없는 부분은 비워두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은 연결

- 유리원판과 비교하여 유실된 부분을 복원
- 깃발의 무늬 등은 실재 유물을 찾아 참고

4. 안료분석 결과 확인 글씨 부분
- 안료분석 결과 석황으로 추정되나 세밀한 필치를 표현하기엔 금분

이 적합
- 석황과 금분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확인 후 진행

Ÿ 기타 안건
원본은 본래 8폭~10폭 정도의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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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의 배치, 지형 등 구도가 끊어져 있음)

1차 자문회의

2. 2차 자문회의

Ÿ 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 14:00~16:00
Ÿ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Ÿ 참석자

- 자문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김성희(서울대학교 동양화과)

-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차동하 교수(책임연구원), 이광수, 이혜경, 강유진 연구원

Ÿ 안건
  1. 바탕재(종이) 결정
  2. 글씨 부분 확인
  3. 유리원판 참고 복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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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건 결과

안건 결정사항 내용

1. 바탕재(종이) 선택 작업 과정 중 배접

- 죽지는 내구성이 약하므로 홑겹으로는 작업이 어려워 보통 
가배접을 하고 완성 후에 본배접을 함

- 가배접 종이가 너무 얇을 경우 아교포수의 어려움이 있음
- 죽지에 중성지로 초배접을 한 후 작업
- 배접지를 중성지로 했을 경우 배접시 죽지와 함께 판에 붙이

거나 종이를 덧대어서 배접해야 함

2. 글씨 부분 확인 안료 결정 - 웅황과 석황은 같은 비소(As) 계열이므로 남아있는 색을 기
준으로 웅황과 석황을 혼용

3. 유리원판 참고
복원방향 복원 모사 

- 유리원판과 다른 틀어진 부분들은 수리복원 과정에서 수정하
기 힘듦

- 유물의 원 상태에 가깝도록 유리원판에 형태를 맞춤
- 복원모사이므로 상부의 산맥 유실 부분은 지도를 참고하여 

최대한 복원하여 그림

 

Ÿ 기타 안건
표현기법 연구

- 청록산수, 수지법, 인물화 기법 등 18세기, 19세기 기록화들 간의 기법 비교 필요

2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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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자문회의

Ÿ 일 시 : 2018년 12월 31일 (월) 14:00-16:00
2019년 1월 2일 (수) 14:00-16:00

Ÿ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Ÿ 자문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성희(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Ÿ 참여인원
차동하(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이광수(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허승희(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강유진(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Ÿ 안건 
  1. 모사 진행 상황 최종 점검
  2. 갑옷 문양 복원 방향 결정
  3. 임서 전 글씨 위치 확인
  4. 장황 진행 방향 확인

Ÿ 안건 결과 
1. 모사 진행 상황 최종 점검

- 원형복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원본보다 밝아서 약간 생경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산수 표현에 
채색이 조금 더 들어가면 보완될 것 같음. 

- 산수를 채색 할 때 죽지가 안료의 안착이 어렵고 부스러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색이 뭉쳐 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건조 후 다시 채색하는 방식으로 유의하여 작업하길 바람. 산 채색 시 
붓 방향도 생각해서 보완해 주면 산세를 살리는 데 좋을 듯. 

- 특히 좌측 상단 산수가 박락이 심해 모사도의 채색이 흐리게 들어갔는데, 채색의 정도를 좌우측의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울리도록 채색. 

- 우측 상단 산수의 흔적이 남아있어 흐리게 면적인 표현으로 진행함.
- 황색 계열과 청색 계열의 채도를 더 올리고 볏짚단에 음영을 좀 더 넣는 방향으로 채색. 
- 인물 얼굴표현(흰자위, 볼, 입술 등) 세부표현에 신경 써서 인물의 생동감을 넣어주도록마무리.
- 하천에 희미하게 푸른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아주 흐리게 청색으로 채색 해주고 하천으로 이어지

는 산세 부분의 입체감을 위해 양감을 좀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진행.
- 바닥 색을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눌러 처리해 주는 것이 분위기에 어울림.
  ▶ 채색이 탁해지지 않게 유의하며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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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옷 문양 복원 방향 결정

- 확대해서 보았을 때 섬유가 위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 안료가 박락된 것으로 추정됨. 
- 복원모사이기 때문에 흑백 유리 원판에 남아있는 부분을 참고로 복원해도 무리가 없을 듯 보임. 
- 색상은 남아있는 흔적을 토대로 청색으로 진행하고 갑옷의 형태는 조선후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두정갑 형식으로 복원함.
3. 임서 전 글씨 위치 확인

- 상단 글씨 내용 확인 - 義兵將 泰川縣監 金見臣軍 三百(六)
- 규장각 고도서 해제집에는 ‘三百’까지로 나와 있는데, 중간 진영의 내용이 적힌 『연경재집』을 

반영하면 ‘三百六’으로도 볼 수 있음.
- 최종적으로 청구학총 16집의 논문 확인 후 ‘三百’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결론.
- 글씨 위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義兵 / 將泰川 / 縣監金 / 見臣 / 軍三 / 百 순으로.

4. 장황 진행 방향 확인

- 원본의 수리복원 된 장황비단 색 보다는 밝은 색으로 장황하는 것이 모사도가 밝게 진행되어 
어울릴 것 같음.

- 원본의 황변을 감안해서 미색보다 좀 더 황색을 띠는 비단과 청색에 황색이 더해진 청록계열의 
비단을 사용함.

- 미색 자체도 시간의 흐름을 조금 반영하는 색이므로 청색 비단에도 약간의 황색을 반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 모사도 자체가 채색이 강하므로 청색의 채도를 샘플 중 3단계와 4단계 사이의 염색으로 진행하고 
이와 어울리는 미색의 정도를 오리나무의 염색 횟수로 조정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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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사도 제작 의의

이번 모사 사업에 참여한 <홍경래진도>는 이전 사업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큰 의미와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큰 의미는 상당히 큰 스케일로 제작된 기록화로 조선 화원 화가의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
다는 점이다. 물론 유물은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가고 훼손되어 원래의 유물 상태를 알 수는 없다. 그러
나 일부분 일지라도 전체 구성을 가늠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림에 보이는 치밀
한 구성력과 밀도감은 예사롭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 끝에 탄생
되었는지는 능히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물에서 보이는 산수 배경이 고지도의 지형(정주定州)
과도 일치하고 있어 실경에 근거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밀한 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으로 단순한 기록화를 넘어 역사적 의미에 그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화에 사
용된 재료 또한 당대 가장 좋은 안료를 사용했다고 여겨지는데, 특히 금박을 이용해 악기 등을 표현한 
점을 보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전쟁이나 연회도 등 기록화 형식으로 제작된 유물을 몇 차례 모사
한 경험으로 볼 때, <홍경래진도>에서 금박 안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
우이기도 하며, 이는 이 유물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물의 의습선(衣褶線)은 고려 말에서 조선후기까지 일관되게 사용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조선의 
전형적 양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만의 정체성과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중국화에
서 정리된 묘법(描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선 특유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인물의 
옷주름 묘사에 ‘정두서미묘법(釘頭鼠尾描法)’이 주를 이룬다면, 조선은 아직 명명되지 않는 묘법이라고 보아
야 할 것 같다. 즉,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정두서미묘에서 보이는 중
봉(中峯)을 이용하여 선의 끝처리를 송곳처럼 가늘게 빼는 것과 달리, 조선 인물의 주름은 마치 칼로 나
무를 내려 깎아 내듯, 측필(側筆)과 중봉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도 형식에 구애됨 없이 작가의 자유로
운 손놀림이 돋보인다. 실제로 그림을 확대해보면 중국화는 대체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형태를 완벽하
게 갖추었다면, 조선은 활달하고 능숙한 달필로 거침없이 화면 속을 날아다니는 듯 압도하고 있어 그 
회화적 특징이 명확하게 보인다. 얼핏 보면 공필처럼 정교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마치 크로키처
럼 선에 속도감과 생동감이 넘쳐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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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화에서는 그림을 논할 때 가장 핵심적 화론으로 흔히 ‘기운생동(氣韻生動)’을 그 정점에 두고 품
평하는 미학개념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다시 말해 회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림에 기(氣)가 통하는 것이고 이런 여운(餘韻)에 따라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운생동을 
최고의 미학적 가치로 수 천 년간 추구해 왔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정형화 되면서 이를 실현한 그림은 
의외로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동양 회화에서는 선이 가장 중요한 조형요소이자 수단이다. 그러나 선이
라 함은 객관 사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극히 추상적이면서 또한 작가의 개인적 감성이 그대로 
투영된다. 따라서 선은 작가의 감정과 의지가 반영되는 기운생동의 핵심이라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적 요소가 정형화 되는 순간 그 기운이 떨어지고 생동감을 잃을 수 있는 약점 또한 
한편으로 존재한다.

채색화에서는 선묘가 수묵화와 달리 대체로 색의 보조수단으로 역할이 축소되기 되기 마련이다. 따
라서 선은 채색의 화려함에 가려져 장식성에 그 역할이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번 <홍경래
진도>에서 보이는 선묘는 중국의 기법과 너무도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선 자체로도 그 회화성
을 모두 획득하고 있으며, 기운생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
한 선묘는 모사하기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홍경래진도>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청록산수화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
나 엄격히 구분하자면 기존의 전통적으로 그려 왔던 청록 산수화와 또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북
종화 계열의 장식성이 강한 청록산수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록산수는 수묵
산수와 달리 산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묘사하고 청색과 녹색의 석채로 화려하게 그려진다. 다량의 안료
를 사용하여 장식성이 강조되면서 회화성보다 시각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묵
위주의 문인적 심미취향을 가진 사대부로부터 외면을 받아오면서 격이 떨어지는 상업적 그림으로 치부
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송대 이후 문인화가 흥성하면서 청록 산수는 극소수의 작가에서 그 명맥을 유
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문인적 심미안은 중국 보다 더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 중국보다 더 청록
산수의 자취는 찾기 어렵게 되었다. 더군다나 아쉽게도 한국의 미술사에는 전해지는 작품이 많지 않아 
역사적 사조에 따른 변화를 가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아래 <홍경래진
도>에서 보이는 청록산수화 양식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홍경래진도>에서 보이는 청록산수화양식은 정통적 청록산수와 다소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화려한 채색화이지만 문인적 심미취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채색의 
장식성을 배제하면서 필선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정황에서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홍경래진도>에서 보이는 산수는 전형적인 수묵 산수화 양식을 보여주는데, 작업을 진행
할 때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수묵산수화를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데, 
구륵(鉤勒)→ 준(皴)→ 찰(擦)→ 점(点)→ 염(染)의 순서로 진행한다.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위의 순서나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완벽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수묵산수화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위 순서에 따라 수묵 작업이 완성
되면 최후에 담채로 설색을 하여 마무리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형적인 문인화기법이고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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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홍경래진도>에서 제작과정은 문인화와 같이 수묵으로 모든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후에 청색과 녹색을 이용하여 과하지 않게 채색을 하여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문인적 취향이 반영되고 수묵의 정서에 채색이 가미되면서 더욱 깊은 층차감과 색감을 얻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장식성이 강한 청록 산수화와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도 찾아보기 힘든 기법이라 생각된다.

<홍경래진도>는 인물과 산수가 한 화면에 같이 어우러져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기교와 숙련도를 요
구하고 있다. 또한 인물과 산수 모든 영역에 걸쳐 탁월한 기량을 보여 보여주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작품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오늘날의 후학들이 전대의 기량에 어느 정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
한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번 홍경래진도 모사본 제작의 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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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자 제언

그동안 적지 않은 모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작업을 완수해 가면서 느끼는 점은, 언제나 어렵고 긴장
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물을 대하고 이를 어떻게 완벽하게 재현하는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
한 것 같습니다. 이는 모사라는 영역 안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할 숙명이라고 생각도 들어 기쁘게 맞
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자칫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특히 이번 <홍경래진도>의 경우 난이도가 매우 높아 특히나 긴장하고 마음 속 부담도 많이 받
으며 작업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업이 끝나면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
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작가로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
다. 유물을 완벽하게 재현해야하는 모사본이지만, 여기에도 엄연히 작가의 혼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모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모사본을 제작해 오면서 점차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느끼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모사 작가는 철저하
게 유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사 작가의 역량에 재량권을 허용
하는 분위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원본 유물에 얽매이지 말고 모사작가의 필력대로 그리
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생기게 된 배경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물과 똑같이 그리려
고 밑본에 얽매이다 보면 선에 생동감이 결여되고 생명력이 떨어짐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유물과 외
형적으로는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수는 있어도 그 기운까지 담아내지 못하는 게 작금 모사본의 한계입
니다. 

최근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 한 분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물과 똑같이 만들려면 촬영을 
하지 않고 왜 그리는가?” 저는 모사본의 제작 이유와 효용에 대해 원론적인 답을 드리려 했으나 그것
을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곧 느꼈습니다. 자문위원의 말씀의 의미는 모사본 역시 또 하나
의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러함에 따라 작가의 기량이나 시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
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사본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도장 대신 싸인을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나 싸인의 진위를 
가리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할 때 그 판별 기준은 필체입니다. 싸인 두 개를 겹쳐보면서 획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한 싸인을 밑에 대고 복사 수준으로 한 치 어긋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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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쓰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필체가 더 어색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가 아닌가의 문제
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작하는 모사본이 이러
한 상황과 오버랩 되어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지나치게 밑 본에 얽매이다 보면 작업의 결과물
은 당연히 생명력이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밑 본인 유물을 무시하고 마음대고 그리고자 
함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어느 정도는 작가의 재량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는
가에 대한 의견의 제시일 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모사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승해 왔을까
요? 가까운 예로 고종시기 이모한 전주전의 <태조어진>을 보면, 어진이라는 특수성 아래 화원화가들은 
목숨을 걸고 진력을 다해 모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안을 자세히 보면 당시 참여한 화사 채용신의 
육리문(肉理紋) 기법이 보입니다. 이는 조선후기 유행한 기법으로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은 기법입니다. 또
한 북한의 준원전에 봉안된 태조어진도 현재 흑백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어진의 경우 당시 주관화
사인 이재관이 제작한 다른 초상화 기법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선인이 모사를 하는 자세는 원본을 충실히 옮기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원본의 정수를 파악하고 소화하여 이를 토대로 모사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핵심으로 여겨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사본일지라도 원본의 본질을 이해하여 원본이 가지는 그 기운과 정수를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사 작가에게 더 높은 기량과 숙련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면서 감상자에게 
또한 더 높은 안목을 길러 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사작은 더 이상 원본의 실수까지 똑같이 재현해야한다는 틀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
다. 형식적이고 잣대에서 벗어나 유물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제
작 방법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사본에 대한 진일보된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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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홍경래진도> 안료분석 보고서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
채색안료 분석 결과 

위 탁 자 :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분석 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컨테크

연구책임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컨테크

책임자 : 이학박사/ 정  용  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컨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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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개요

홍경래진도의 채색에 사용된 안료에 대한 조사는 형광X선 분석을 통하여 각 색상별 안료의 구성원
소를 정성적으로 확인하고 현미경 관찰로 안료의 입자특성 및 혼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
합적인 해석을 통해 사용된 안료의 종류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색도 분석을 통해 각 안료별 색도와 
현재의 색상 값에 대한 색상정보를 객관적 자료로서 기록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색도는 색채색차계(CR-4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색상정보는 CIA L*a*b*
값과 Munsell 표색계로 정리하였다. L*, a*, b* 값은 색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L*는 명도로 
0-100의 범위에서 0에 가까울수록 무채색을 가지며 채도를 의미하는 a*, b*는 색상으로 +방향으로 
갈수록 red를, -방향으로 갈수록 green을 의미한다. 또한 b*는 +방향으로 갈수록 yellow를, -방향으
로 갈수록 blue의 색을 의미한다. 색채를 나타내는 Munsell 표색계는 H(Hue)는 색상으로 적색(R), 
황색(Y), 녹색(G), 청색(B), 보라색(P)으로 5가지 색채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각각 중간색을 두어 10가
지 색상으로 나누어 색상을 표현한다. V(Value)는 명도로 흰색에서 흑색까지의 무채색의 밝음을 등분
하여 11단계로 하여 흰색을 10, 흑색을 0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세분한다. C(Chroma)는 채도의 
척도로 무채색을 0으로 하고 그와 같은 감각 차에 준해서 순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례로 1,2,3...의 번호
를 달아 표현한다.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Vanta, Olympus, 
Japan)를 이용하여 원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비교적 표면상태가 깨끗한 3개 부위 이상을 선정
하여 수행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X-ray tube 전압 15kV, 40kV, 10~50㎂에서 측정면적 약 1cm, 측
정시간은 경원소 30sec(tube 전압 15kV), 중원소 30sec(tube 전압 40kV)의 조건으로 대기 환경에서 
측정하였다. 

안료의 입자성 관찰은 디지털현미경(Scalar, DG-3, Japan)를 이용하여　30 배, 100 배, 200 배의 
배율로 확대 관찰하였다. 

3. 안료 분석 결과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의 채색 안료에 대한 분석위치는 그림 1, 2, 3과 같다. 홍경래진도는 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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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으로 백색, 황색, 적색, 갈색, 녹색, 녹청색, 청색, 육색, 흑갈색, 흑색을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홍경
래진도에 사용된 안료는 우선 종이바탕을 대상으로 검출성분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채색층 안료의 
원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색도측정과 현미경 촬영을 통하여 현상을 기록하였다.

ㅣ그림 1ㅣ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의 안료 분석 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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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ㅣ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의 안료 분석 위치(중)

ㅣ그림 3ㅣ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의 안료 분석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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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

바탕 부분은 그림의 바깥 부분과 그림 내부에서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분석위치로 선정하였
다. 이 부분에 대한 색도 측정 결과, 황색도(b*)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그림 내･외 부분의 바탕은 
명도와 색상분포에 큰 차이가 없이 매우 균일한 색 분포를 보였다. 

ㅣ그림 4ㅣ 바탕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바탕 부분은 지도 밖과 안쪽 바탕 모두 안료 입자나 채색층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표면에 검은색 
물질들이 착색되고 갈변되어 있는 등 표면 오염이 관찰되었다. 

ㅣ표 1ㅣ 바탕 부분 확대 관찰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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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 분석에서 칼슘(Ca), 아연(Zn), 철(Fe)이 10 cps 이상이며, 그 외에 납(Pb), 구리(Cu)가 미량
으로 확인되었다. 미량으로 검출된 아연은 작품이 놓여진 테이블에서 검출되는 성분으로, 분석대상이 
얇은 종이로 구성되어 X선이 투과되며 나타나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칼슘과 철은 종이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성분으로 종이를 제작할 때 충전제로 사용되는 물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납
(Pb), 구리(Cu)등의 성분은 그림에서 번지거나, 박락층에 잔류한 채색층의 안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각 색상에 대한 안료 성분 함유 여부는 바탕에서 검출된 성분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자 한다. 

ㅣ표 2ㅣ 바탕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0 바탕 그림 외부 Ca, Zn, Fe Fe, Pb 없음

1 바탕 그림 내부 Ca, Zn, Fe Cu 없음

2 바탕 그림 내부 Ca, Zn, Fe Cu 없음

3 바탕 그림 내부 Ca, Zn, Fe Cu 없음

2) 백색

백색은 홍경래진도에 등장하는 인물의 의복이나 깃발 등을 채색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백색 부분에 대한 색정보는 색도계의 측정면적이 확보되는 지점에 대하여 얻었으며, L* 60~65, a* 
2~5, b* 10~13 의 범위에서 측정지점별로 명도와 색상분포가 비교적 유사하였으나, 명도가 일반 백
색 안료에 비해 낮고, 황색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백색 부분의 표면층이 오염되고 황변 되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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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5ㅣ 백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백색 부분의 확대 관찰 결과, 백색의 채색층은 대부분 진채되어 있었으며, 확대 관찰에서도 표면이 
오염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료가 탈락된 지점에서는 섬유조직 사이에 백색안료가 남아있으며 
일부 측정 지점은 백색 하단부에 적색 또는 청색 안료가 하부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백색 
안료들은 미세하고 균질한 입자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ㅣ표 3ㅣ 백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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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부분에서는 납(Pb)이 검출되었으며, 하단에 적색이 채색되어 있는 지점에서는 수은(Hg)과 납
(Pb), 청색이 채색된 경우는 납(Pb)과 구리(Cu)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세 위치에서 공통적으로 검
출된 성분은 납(Pb) 성분이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백색계통의 안료로는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과, 토양성 물질인 백토가 있다. 따라서 홍경래진도에 사용된 백색 안료는 납(Pb)을 주성분으로 하
는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하부층의 적색과 청색에는 각각 주사(HgS)와 석청[2CuCO3･
Cu(OH)2)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7
(백색
/적색)

8
(백색
/적색)

61 - -

62
(백색
/청색)

- -

63
(백색
/적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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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4ㅣ 백색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4 백색 의복 - Ca, Cu, Zn, Pb, Br 연백

5 백색/청색 깃발 Pb, Cu Fe 연백

6 백색 깃발 Pb Fe, Zn, Br 연백

7 백색/적색 깃발 Hg, Pb Fe, Cu 연백/주사

8 백색/적색 깃발 Hg, Pb Fe, Zn, Br 연백/주사

3) 황색

황색은 그림에서 주로 의복, 깃발 등의 천을 채색하거나 징과 같은 사물 및 글자등을 표현하는 데
에 사용되었으며 황색과 금색 등으로 관찰되고 있다. 

황색 부분의 색도는 유효한 측정면적이 확보되는 황색영역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명도(L*)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범위 안에 분포하였다. 황색도(b*) 값은 30~45로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ㅣ그림 6ㅣ 황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ㅣ

황색 부분에서는 안료의 특성에 있어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백색 채색층 위에 황색의 층위가 형
성되어 있었으나 안료 입자가 없는 경우이다. 둘째, 굵은 안료 입자들이 관찰되는 경우로 그림에서 전
체 사용 빈도수가 많지 않으나, 글씨에 사용된 사용된 황색의 경우 모두 안료의 입자가 확인되고 있다. 
글씨 부분에서는 황색의 채색층 위로 흑색의 입자들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글씨를 먼저 쓴 후 
흑색으로 얇게 채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황색의 안료 입자들로 구성되어있는 층 위로 염료가 중
채되어 있는 경우다. 넷째, 바탕을 황색으로 채색한 후 그 위에 금색으로 덮여 있는 경우로, 금색은 테
두리가 찢겨진 형태이고, 표면의 균질한 요철이 발생하여 박(foil)의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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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색 위에 이중으로 채색된 경우에는 육안상의 금색으로 판단하였으나, 현미경 관찰 결과, 황색 염
료 또는 안료의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 표면 안료층의 균일이 관찰되었다. 

ㅣ표 5ㅣ 황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9
(황색)

10
(황색)

11
(황색)

12
(황색)

13
(황색)

14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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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안료 위에 황색 층위가 형성되어있는 지점에서는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칼슘
(Ca), 철(Fe), 구리(Cu), 아연(Zn) 등이 미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색 안료인 연백을 채색하고 그 
위에 황색 유기안료를 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색 하부에 청색이 채색된 경우는 주요 검출원소로 
구리(Cu)와 비소(As)가 납(Pb)과 함께, 적색이 채색된 지점은 수은(Hg)이 납(Pb)과 함께 검출되었다. 
전자의 경우 표면의 황색은 석황과 유기안료인 등황 등이 중채되어 있고 하부층의 청색은 석청이 사용
되었으며, 후자는 연백 위에 황색을 중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부분은 하부에 청색과 적색 안료인 
주사를 중채하여 금색의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확대관찰에서 금박이 입혀진 것으로 보이는 금색 지점에서는 금(Au)과 납(Pb)이 주성분으로 검출
되었으며 칼슘(Ca), 철(Fe), 구리(Cu)가 미량으로 확인되어 연백과 황색 유기안료를 채색하고 금박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색 글씨가 있는 지점에서는 칼슘(Ca), 철(Fe), 아연(Zn), 비소(As)가 소량으로 검출되었는
데, 황색은 석황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분석면적이 작아 검출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ㅣ표 6ㅣ 황색 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5
(금색)

49
(글씨)

51
(글씨)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9 황색 천막 Pb Ca, Fe, Cu, Zn 황색유기안료+연백

10 황색 깃발 Pb Ca, Fe, Cu, Zn, Hg 황색유기안료+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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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색

적색 부분은 깃발과 의복 등을 채색하는데 사용되었다. 적색은 육안 관찰을 통하여 적색과 어두운 
적색으로 구분되었다.

적색은 색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효한 색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선명한 적색을 띠는 부분은 현미경 관찰에서 미세한 적색 안료 입자가 분포하여 두꺼운 채색층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부 위치에서는 적색의 하부층에서 주황색의 입자가 관찰되기도 하였다(분석위치 
18). 어두운 적색을 띠는 부분은 어두운 갈색 물질이 바탕지질에 염색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며, 이와 
함께 적색과 주황색의 입자들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위치에서는 두 채색층이 혼합되
어 있거나(분석위치 21, 22), 하부 선에서는 적색입자가 관찰되고, 상부에 도포된 채색층은 입자성이 
없는 것을 관찰되는 등(분석위치 23) 중채되어 채색되기도 하였다.  

선명한 적색 부분에 대한 형광X선 분석 결과, 수은(Hg)을 주성분으로 칼슘(Ca)과 철(Fe)이 미량으
로 함께 검출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적색 안료로 주사(HgS)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선명한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 중 일부 지점(분석위치 18)에서는 주요 검출원소로 수은과 함께 납(Pb)이 검출
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주사(HgS)와 연단(Pb3O4)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두운 적색을 띠는 부분에서는 납(Pb)을 주성분으로 수은(Hg)이 소량으로 함께 검출되는 지점과, 
수은(Hg)을 주성분으로 납(Pb)이 소량으로 검출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의 현미경 특성을 고
려해 볼 때, 어두운 적색은 갈색의 염료와 연단(Pb3O4), 주사(HgS)가 혼합된 안료로 엷게 담채하였으
며, 위치에 따라 바탕에 두 무기안료의 사용 비율을 달리하여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11 황색 깃발 Pb Ca, Fe, Cu, Zn 황색유기안료+연백

12 금색 깃발테두리 Cu, As, Pb Ca. Fe 황색유기안료/석황/석청/연백

13 금색 깃발 테두리 Hg, Pb Ca. Fe 황색유기안료/주사/연백

14 금색 의복 Au Ca, Fe, Cu, Pb 금박/황색유기안료/연백

15 금색 징 Au, Pb Ca, Fe, Zn 금박/황색유기안료/연백

49 황색 글씨 - Ca, Fe, Zn, As 먹/석황

51 황색 글씨 - Ca, Fe, Zn, As 먹/석황

55 황색 의복 - Ca, Fe, Cu, Zn, Pb, Br 황색유기안료+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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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7ㅣ 적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16

17

18

19
(어두운 
적색)

20
(어두운 
적색)

21
(어두운 
적색)

22
(어두운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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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8ㅣ 적색 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16 적색 깃발 Hg - 주사

17 적색 의복 Hg Ca, Fe 주사

18 적색 깃발 Hg, Pb Cu 주사/연단

19 어두운 적색 말 Pb Ca, Fe 갈색염료+연단+주사

20 어두운 적색 말 Pb Ca, Fe, Cu, Zn, Hg 갈색염료+연단+주사

21 어두운 적색 창 Hg, Pb Ca, Fe, Cu, Zn, Pb 갈색염료+주사+연단

22 어두운 적색 창 Hg Ca, Fe, Cu, Zn, Pb 갈색염료+주사+연단

23 어두운 적색 창 Hg Ca, Fe, Zn,Pb 갈색염료+주사+연단/주사

5) 육색

육색 부분은 홍경래진도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에서 분석하였다. 육안관찰에서 얼굴 색상의 밝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얼굴을 채색한 육색은 색도측정에 필요한 측정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효한 색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육색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인물에 따라 얼굴의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대부분 종이바탕 
지질이 관찰될 정도로 매우 얇게 채색되었다. 또한 얼굴 부분은 적색의 채색층이 얇게 도포되어 있으
며 적색 안료 입자들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눈 부분은 백색으로 진채되어 있었다. 일부 얼굴부분(분
석위치 38)에서는 다른 얼굴 부분보다 다소 짙은 색상을 띠고 있으며, 두꺼운 채색으로 인하여 채색층
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다. 

육색에서는 모든 위치에서 칼슘(Ca), 철(Fe), 구리(Cu), 아연(Zn), 수은(Hg), 납(Pb)이 소량으로 검
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얼굴의 피부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소량의 주사와 적색 염료가 사용
되었으며, 눈 부분의 백색은 납(Pb) 성분의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분석 위치 38번의 
육색은 두꺼운 채색층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검출원소에서 다른 육색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황 등의 유기안료를 두껍게 채색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23
(어두운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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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9ㅣ 육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35

36

37

38

ㅣ표 10ㅣ 육색 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35 육색 병사 얼굴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백

36 육색 병사 얼굴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백

37 육색 병사 얼굴 - Ca, Fe, Cu, Zn, Hg, Pb 주사+연백

38 육색 병사 얼굴 - Ca, Fe, Cu, Zn, Hg, Pb 등황+주사+연백

6) 녹색 

녹색 부분은 주로 산맥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부분의 육안 관찰 결과 산맥 부분은 녹색을 
채색한 후 그 위 청색으로 중채하여 녹청색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청색 안료를 사용한 
부분을 녹청색으로 하여 녹색 부분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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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 대한 색도 측정 결과, 녹색과 녹청색은 색도값에서 명확히 구분되었다. 명도(L*)는 녹색은 
43~52, 녹청색은 32~42로 녹색의 명도가 더 높았으며, 색상분포(a*, b*)에서 녹색도(-a*)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나 황색도(b*)는 녹색이 더 높게 나타났다. 

ㅣ그림 7ㅣ 녹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녹색 부분은 녹색의 안료 입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얼룩이 진 부분도 확인되었다. 녹색
에서는 깨짐 현상과 광택, 결정성 등 천연 광물의 특성이 관찰되었고 녹청색 부분은 녹색과 청색 결정
들이 혼합되어 있거나, 녹색 위에 중채되어 있다. 청색에서는 두가지 특성이 관찰되었다. 녹색과 혼합
된 청색은 파란색과 투명한 안료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는 반면, 녹색 위에 중채된 청색 부분에서는 균
질한 색상과 결정성, 깨짐 등 광물성 안료의 특성이 관찰되었다. 

녹색에서는 구리(Cu)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칼슘(Ca), 철(Fe), 아연(Zn), 납(Pb)이 미량으로 
함께 검출되었다. 구리 성분의 녹색 안료는 천연광물인 공작석(Malachite)를 이용한 석록이 있으며, 
인공 안료로는 청동이나 황동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동록이 있다. 홍경래진도의 녹색은 입자
의 형태와 색상으로 볼 때 천연 안료인 석록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남
아있는 얼룩 등은 녹색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등황, 먹 등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채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청색에서는 주성분인 구리(Cu)와 함께 칼륨(K), 칼슘(Ca), 철(Fe), 코발트(Co), 니켈(Ni), 아연
(Zn), 비소(As)가 미량으로 검출되는 부분과 구리만 주성분으로 검출되는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시
대에 사용된 무기성분의 청색 안료로는 석청과 회청이 있다. 석청은 고대부터 회화에 사용되어온 안료
인 반면, 회청은 코발트(Co)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리질 안료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특
성 시기에 사용되었던 안료로 회화의 제작연대를 추정하는데 지표가 되며,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는 코
발트블루(Co･Al2O3)와는 입자형태와 발색, 조성 성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경래진도의 녹청색
에서 사용된 청색 안료 중 혼합에 사용된 청색은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회청이며, 중첩된 청색 안
료에는 석청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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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1ㅣ 녹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24
(녹색)

25
(녹색)

26
(녹색)

27
(녹색)

28
(녹색)

29
(녹청색)

30
(녹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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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2ㅣ 녹색 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24 녹색 말 안장 Cu - 석록

25 녹색 의복 Cu Ca, Fe, Zn 석록

26 녹색 산맥 Cu Ca, Fe, Zn 석록

27 녹색 산맥 Cu Ca, Fe, Zn, Pb 석록

28 녹색 산맥 Cu Ca, Fe, Zn, Pb 석록

29 녹청색 산맥 Cu K, Ca, Fe, Co, Ni, Zn, As 회청+석청/석록

30 녹청색 산맥 Cu K, Ca, Fe, Co, Ni, Zn, As 회청+석청/석록

31 녹청색 산맥 Cu Ca, Fe 석청/석록

7) 청색

청색 부분은 의복과 깃발을 채색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육안 관찰 상 선명하고 짙은 청색과 의복
을 표현하기 위한 옅은 청색으로 구분된다. 

색도 측정 면적이 확보되는 청색 지점에 대한 색도 분석 결과, 명도(L*)는 35~40의 영역 안에 분포
하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색상분포에서는 청색도(b*)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31
(녹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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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8ㅣ 청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깃발 등의 천을 채색하는 데에 사용된 짙은 청색영역에서는 청색의 안료 입자와 녹색의 안료 입자
들이 혼합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청색의 안료 입자들은 색상이 균질하며, 결정성 등의 광물성 안료의 
특성을 보인다. 청색에서 관찰되는 녹색 안료 입자는 녹색 부분에서 사용된 안료들보다 입자가 작고, 
색상에서 옅은 빛을 띤다. 청색으로 채색된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청색 표면에 짙고 옅은 채색층이 도
포되어 있다. 이에 사용된 안료들은 입자성은 관찰되지 않으나, 짙게 칠해진 부분에서는 흑색의 입자들
이 관찰되기도 한다. 의복을 표현한 옅은 청색에서는 결정성이 없는 청색의 미세한 입자들이 관찰된다. 
이 청색은 위치에 따라 백색의 입자들과 혼합되어 있거나, 바탕에 백색의 채색층 위에 청색을 중첩시
킨 부분 등 다양한 채색방법이 관찰되었다, 

짙은 청색영역에서는 주성분으로 구리(Cu)를 주성분으로, 칼슘(Ca), 티타늄(Ti), 철(Fe), 아연(Zn), 
비소(As)가 미량으로 함께 검출되었다. 따라서 청색에 사용된 안료는 석청인 것으로 추정되며, 함께 혼
합되어 있는 녹색 안료는 석록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면에 도포된 안료는 XRF 분석에서 관련된 
원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먹(C)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옅은 청색에서는 주성분으
로 납(Pb)이 검출되었으며 칼슘(Ca), 철(Fe), 구리(Cu), 아연(Zn)이 미량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청색 
유기안료와 연백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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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3ㅣ 청색 부분 확대 관찰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32

33

34

39
(옅은 
청색)

40
(옅은 
청색)

41
(옅은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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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4ㅣ 청색 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32 청색 천막 Cu Ca, Fe, Zn, As 먹/석청+석록

33 청색 깃발 Cu Ca, Ti, Fe, Zn, As 먹/석청+석록

34 청색 깃발 Cu Ca, Ti, Fe, Zn 먹/석청+석록

39 청색 의복 Pb Ca, Fe, Cu, Zn 청색 유기안료+연백

40 청색 천막 Pb Ca, Fe, Cu, Zn 청색 유기안료/연백

41 청색 의복 Pb Ca, Fe, Cu, Zn, Hg 청색 유기안료+연백

8) 흑색

흑색은 수목, 천, 깃발 등을 채색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색도측정에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는 흑색영역에 대한 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명도(L*)는 25~35
의 범위 안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색상분포는 황색도(b*)에서 약간의 분포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확히 
같은 채색 특성을 보이는 깃발영역의 흑색은 황색도가 더 낮게 분포하고 있다.

ㅣ그림 9ㅣ 흑색 부분의 색도 측정 스펙트럼

흑색영역을 확대 관찰한 결과, 미세한 흑색 입자가 종이의 섬유질 사이에 분포해 있음을 관찰하였
다. 위치에 따라서 짙게 채색된 부분은 흑색 입자가 매우 치밀하게 채색되어 있었다. 또한 깃발을 채색
한 흑색지점에서는 흑색입자만 분포한 영역과 흑색 하부에 백색이 채색된 영역이 교차하고 있음을 관
찰하였다. 일부 지점에서는 그 아래에 적색 채색층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종이의 섬유질 사
이에 분포해있다.

흑색영역에서는 칼슘(Ca), 철(Fe), 구리(Cu), 아연(Zn), 납(Pb), 브롬(Br)이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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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깃발의 흑색영역에서는 주성분으로 납(Pb)이 검출되며 칼슘(Ca), 철(Fe), 구리(Cu), 아연(Zn)이 
미량으로 함께 검출되었고 일부 적색 하부 채색층이 있는 지점에서는 주성분으로 수은(Hg)이 검출되
었으며 나머지 주성분과 미량성분은 다른 깃발 흑색 영역과 같았다. 이를 통해 흑색 안료로는 먹이 사
용되었으며, 깃발의 흑색영역은 먹과 연백이 함께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하단부의 적색 안료는 
주사로 보인다. 

ㅣ표 15ㅣ 흑색 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45

46

47

48
(글씨 
바탕)

50
(글씨
바탕)

52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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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16ㅣ 청색 계열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
분석
번호 색상 분석위치 주요검출원소 소량검출원소 주 색상 추정안료

45 흑색 수목 - Ca, Fe, Cu, Zn, Pb, Br 먹

46 흑색 전립 - Ca, Fe, Cu, Zn, Pb, Br 먹

47 흑색 수목 - Ca, Fe, Cu, Zn, Pb, Br 먹

48 흑색 글씨바탕 - Ca, Fe, Zn, As 먹

50 흑색 글씨바탕 - Ca, Fe, Zn, As 먹

52 흑색 깃발 Pb Ca, Fe, Cu, Zn 먹+연백

53 흑색 깃발 Hg, Pb Ca, Fe, Cu, Zn 먹+연백/주사

54 흑색 깃발 Pb Ca, Fe, Cu, Zn, Hg 먹+연백

분석위치 30배 관찰 100배 관찰 200배 관찰

53
(깃발)

54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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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료분석결과 종합

규장각 소장 홍경래진도에 채색된 안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백색안료는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황색은 무기안료인 웅황(As2S3), 유기안료인 등황이 사용되었으며, 위치에 따라 두 안료를 중첩
하여 사용하였다, 금색은 바탕에 유기안료/연백을 채색한 후 그위에 금박(Au)을 올렸다.

3. 적색은 무기안료인 주사(HgS), 연단(Pb3O4)을 사용하였으며, 갈색의 염료가 사용되었다. 위치
에 따라 3종류의 안료의 혼합배율을 달리하거나, 중채하여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였다.

4. 육색은 적색의 유기안료와 소량의 주사(HgS)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바탕에 등
황 등의 황색 염료를 채색하기도 하였다.

5. 녹색은 석록[CuCO3･Cu(OH)2]을 사용하였으며, 녹청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석청[2CuCO3･
Cu(OH)2]과 회청[〔Co,Ni〕As3-2]을 사용하였다.

6. 청색은 석청[2CuCO3･Cu(OH)2]과 석록[CuCO3･Cu(OH)2]이 혼합된 안료를 사용하였다.  

7. 흑색은 먹(C)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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