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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목적，방법 

조선조 계유정난을 통한 역사적 사건은 단종과 사육신 

의 죽음에의 동정심을 자극하면서 많은 한국인에게 공감 

을 불러일으키었다. 그만름 이 사건은 한국인만이 아닌 

인간의 권력과 욕망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이 밀접히 연 

관된 상징적 사건이다. 그에 따른 단종복위사건은 계유 

정난에 이어 단종을 영월로 귀양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 사건의 부분， 즉 단종복위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리는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보편적 감정과 형상의 관계. 역사화라는 장르 등을 살펴 

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림그 

리기는 글쓰기와 달라서 그것자체로 연구이며 창작이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헤아 

려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 연구는 1986년이래 연구자가 그려용 노산군(단종) 

에 관한 역사주제그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10여년 간 

지속하여 온 연구를 단종복위사건을 중심으로 회화화하 

려는 것이다. 1993년의 단종일기라는 제목으로 한 개인 

전형식의 전시발표(신세계미술관， 노산군일기전)는 계 

유정난과 단종복위사건이 뒤섞인 채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를 중심으로한 주제의 발상과， 사건의 중심 

내용과 결과를 단종죽음의 비극성에 둔 것이었다. 이번 

연구는 계유정난과 단종복위사건을 구분하여 단종복위 

사건을 왕권에 대한 해석과 성삼문을 중심으로한 집현 

전학사들의 상왕복위계획 그리고 금성대군에 연관된 사 

건을 통하여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종복위사건 

은 당시의 유교적 명분과 의리 충절등 조선 500년 사회 

를 지탱하여 온 정신적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따른 인간의 투쟁， 저항과 죽음의 결과이다. 이러한 모 

습은 특별난 것으로 자연스런 생존형태이기도 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즉 

인간이 이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생태적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 수백 

년간，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사 

실 이 문제는 동양의 미술개념을 근거로 생각하기에 따 

라서는 달리 생각해 볼 수있다. 서화일치사상이 미술의 

근본인 조선은 육신전등을 남긴것으로도 그 형상적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이러한 정도는 그 역사 

적 사실이 형상제작으로 이어지기에는 중요성이 인정되 

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사대부 문인들이 주도한 조선 

사회에서는 형상제작 자체가 역사적 기록으로까지 연결 

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억제되었을 것이다. 조선조 

의 뛰어난 화가인 표암 강세황이 임금의 염려하는 마음 

을 전달받아 수년간 그림을 그리지 않았음은 위의 내용 

들이 시사하는 바 크다.) 이것 또한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기이한 일이다. 혹은 조선사회의 폐쇄성 

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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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산만한 구전내용과 사실을 의 

심케하는 역사적기록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에서 발전되고 있는 형 

상이론들은 문자의 기록과 그림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으며 과학의 발달에 의한 이미지 저장방식 

들은 그림이론의 분석을 더욱 풍부히 하기 때문에 인간 

의 행동과 욕망에 의하여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형상재 

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본연의 모습을 들여다보려 

는 노력을 가능케 한다. 영화와 텔레비전의 드라마 등 

이 그 예이며 실제로 최근에도 단종과 연관된 드라마는 

일반대중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상영된 바 있다. 

현재 六닮傳등에서의 死六닮에 대한 기록 등은 1492 

년(성종23년) 39세로 쭈한 秋江 南孝溫의 저술로 203년 

간 死藏되었다가 후손들에 의해 숙종24년 단종복위와 

때를 같이 하여 간행된 만큼， 세세한 사실 또한 많은 논 

란이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발간된 세 

조실록해제에 쓰여져 있듯이 

”세조실록중 세조가 단종을 폐하여 죽이기까지 한 권력 

투쟁에 관한 기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 이러 

한 사실만 보더라도 단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얼마 

나 가려져 왔으며 그것자체로 문자에 의한 역사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감마저 들게 한다. 그 만큼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자체를 어떻게 인식 

하는 가 하는점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역 

사의 주요 부분인 조선조 역사의 부분적이긴하나 기록 

된 사실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 

러갔고 총체척 인간의 활동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단 

지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 

는 관점과 판단이 남아었다.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문자언어에 의한 

기록의 사실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많은 삶을 통한 경험의 축적에 의해 눈앞에 벌어 

지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문자언어는 단지 그 보조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문자언어는 체험에 근거하여 생걱 

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자언어 또한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문자언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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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사건 내용이 축약된 형상적 기록이다. 역사적 

사실을 글로 원으며 떠오른 생각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서 우리는 읽는 기능속에 체험적 형상이 작용하며 역사 

화제작에는 그림그리기의 일반적 문제인 ’형상화‘의 문 

제가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된다. <김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역사화제작은 즉 ’역사적 사실 그리기’는 시각적 경 

험을 바탕으로 하는 데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면서 그리 

는 경우 그것은 신체의 울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 

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글속에 숨어 있는 신체의 경험 

공간을 불러내는 것이다. 하나의 단어는 우리가 맞닥 

드렸던 소리， 공간， 환경， 신체의 울림 퉁이 얽혀있는 멍 

어 리 이 다. (spell of seusuous 참조) 

역사화는 대부분 개인의 체험에 의한 추리적 판단과 시 

각자료들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어진다. 즉 미 

술가의 시각경험의 형상을 바탕으로 한다. 역사적 현장 

을 화가가 참석하기란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 

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 현장에서 기록할 만큼 계획 

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화가가 그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모든 사실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이점은 영원히 사건의 

형상화라는 예술형식을 가능케 한다. 그것은 인간이 지 

니고 있는 세계에 대한 앓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이며 바로 예술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디 

오카메라나 무비카메라가 발달한 현대에서조차 중동전 

쟁， 코소보사태등 그 기록은 얼마만큼 진실될 수 있을 

까하고자문하게 된다. 

폭격을 펴붓고 있는 장면을 담은 기록영화는 그 전쟁을 

진실로 기록하는 것일까? 우리의 시각은 편파적일 수밖 

에 없는 것이다. (노암 츰스키참조) 

그러나 화가가 직접 참여하여 그리는 역사화도 있다. 

전쟁중에 전투의 현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눈으로 보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기록하듯이 그리는 이러한 그림은 

역사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그리는 화가의 관 

점에 따라 그 한계를 지니게도 된다. 이와 같이 시각적 

재현인 그림이 어떻게 역사화가 될 수 있으며 편파적인 



재현장면이 어떻게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 역사화를 이루는 부분들은 인체들 『알베르티가 사용하 

를 살펴봄으로써 역사화의 가능성을 점검하여 볼 수 있 는 ∞@의 개념은 넓게는 양감을 가진 모든 물체를 뜻 

을 것이다. 하며， 회화에서는 여하한 모티프나 재현대상을 가리킨 

오늘날 역사화의 소멸은 역사가 그것 자체로 소멸될 

위 기 라고도 한다. (Ben빼ct Anderson "국가는 상상된 

집단") 

2 역사，역사화 

"역사화라는 용어는 알베르티가 1435년. 1436년에 

’On 며inting’을 다루면서 이 탈리 아어 istoria혹은 storia 라 

는 라틴어 historia를 영어로. 불어로 옮기면서 그 오역이 

증폭되었다. 알베르티이전까지는 그 말은 Gospels의 서 

술적 장면들과 상상으로 생각하는 聖A들의 도상적으로 

형상화된 성인들의 성스러운 삶을 구분해주는 것이었 

다.' 예를 들어 storie는 Predelle의 그림들과 Duccio의 

Maesta ( 1308-11 :잉enna Cath어때) 

의 배경에서 하늘의 여왕 영원한 무시간적 형상과 유물 

의 정변파넬에 그려진 그녀의 법정장면을 구분지어 설 

명 하는 것 이 다 .. …… •• …시.“시’ 

(T꺼h뾰le revolu따ltiOαon of 비story 며m미19) 

17，8세기를 통하여 서구에서 발전된 역사화의 개념의 근 

원을 추적케 하는 위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역사라는 개념을생각케 하며 아울러 

형상이라는 그림의 근본문제를 또 다시 만나게 된다. 15 

세기의 유럽의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종교와 국 

가와의 관련등에서 화가의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 

를 암시해준다. (화가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역사화 

istoria라고 생각합니다Iî원주56， 알베르티가 말하는 역 

사화istoria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성서 신화 역사화 등 

등 어떤 주제를 다르든 상관없이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 

여 일정한 줄거리를 구성하는 그림을 말한다. 예컨대 

풍경화나 정물화의 경우， 그림에 사건과 상황의 내용을 

개입시킬 수는 었지만 줄거리가 등장인물에 의해 주도 

되지 않으므로 역사화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 인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 .!] 입니 

다. 인체를 이루는 부분들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를 이루 

는 부분들은 평면들su맺:rfiæ입니다Iî알베르티의 회화 

론.!] 7Op) 

역사의 개념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중심의 

혹은 현대적 시간개념의 역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좁은 의미의 역사화는 일반적으로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확립된 회화의 표현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 

국가는 왕권의 소멸과 함께 평등한 권리를 갖는 시민계 

급의 성장과 함께 성립되며 그것은 역사의 기록이 국가 

중심으로 분할되어 국가의 존립타당성을 기록 증명하고 

자 함에 근거할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 

의 탄생과 함께 많은 역사화가 그려진 것은 그러한 이 

유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는 근대 국가의 탄생이 

전에도 왕권을 포함한 통치권자의 의도에 의한 역사화 

는 수없이 그려져 왔다. 즉 역사화란 역사를 주도한다 

고 생각하는 자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 

를 주도하는 자의 시각에 의하여 조립된 역사이며 역사 

화이다. 

혹은 역사는 문자의 기록과 일치하는데 이점은 글자는 

곧 그림이라는 생각과 너무나 일치하며 형태구분에 의 

하여 인식되는 문자의 속성이 서술적 설명이라는 역사 

화와는 같은 목적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설정에 따라서는 사건의 기록을 포 

함한 서술적 그림들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관점이 개 

입할 수 있다. 이점은 크로체의 다음과 같은 역사에 대 

한 생각에서 알아 볼 수도 었다. 

(10쪽; 歷史는 ... 鉉述한다고 하는 이 행위와 불가피하 

게 결합되어 있는 思想이다. 

이 경우엔 ”現在”라는 표현이 잘 사용되어 졌다고 하겠 

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歷史는 모든 精神生活과 마찬가 

지로 時間 外[즉 이전과 이후의]에 서 있고， 이 歷史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또 그 

행위로부터 이 歷史는 年代的으로가 아니라 ”戰念的”으 

로 구분되 기 때문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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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를 좀더 철저히 분석해 보면 ”非現在的” 혹 

은 過去의 歷史라고 불리우는 ... 이 두 번째의 歷史도 역 

시 다른 역사와 구분되지 않는 現在의 역사이다 

11쪽: 첫 번째의 역사와 같이 역시 이 두 번째의 역사 

에서도 그 중요한 조건은 설명된 사건이 歷史 鉉述家의 

영혼속에 살아 있어야만 한다거나 혹은 왔述L家가 文敵

들을 이해될 수 있는 形式으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나 .... 현재의 역사가 生으로부터 직접 일어난다면 

過去의 역사도 역시 生으로부터 직접 일어난다. 왜냐하 

면 하나의 살아 있는 現在的 關心만이 우리에게 하나의 

過去란 휩實을 연구하도록 하는 충동을 주기 때문이 

다.> Ir歷史의 理論과 歷史』

또한 역사화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유럽은 한국의 그 

것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으며 역사의 발달 자체가 다 

른 지역성의 차이와 함께 다루어질 또다른 문제로서 주 

목되어져야 할 것이다. 유럽 역사화의 해석이 알베르티 

의 istoria의 이해， 오역등에 의해 증폭된 사실， 또는 대 

부분의 초기 역사화가 신화， 영웅들의 전투장면， 사도들 

의 행적을 그린 점도 한국의 그것과는 어느정도 차이점 

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기록과 형상을 통 

한 세계관의 표현으로 역사화연구와 함께 정치권력연구 

라는 중요한 예로 볼 수 있다 

2) 효댁의 역사화 

한국미술에서 역사화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것 

은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에 민족기록화라는 용어가 

쓰인 일은 있으나 역사화라는 용어는 자주 쓰이지 않았 

다. 그러나 한국미술에서 위와 같은 역사화가 많이 보 

이지 않고 있음은 한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의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신동아(1978년 7월호)에 소개된 미국인 

소장의 작품. 최근 순천에서 미국내에 있다고 추정되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장면을 6폭에 나누어 그런 임진 

왜란도(1999년 6월 21일 KBS방송에 소개된 정유재란시 

그린 6.5m길이의 정왜기공도권등이 국내 역사화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역사화로 학술적 연구가 되어 있 

는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전란을 겪은 한국에 역사그림 

이 많지 않음은 이상한 사실인데 위의 예로 보아 어느정 

도 제작되었으나 전란 등을 통해 손실되었을 가능성을 

추측케 하기도 한다. 

조선왕조이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의 성장. 

또는 국가， 사회 등이 결국 자아와 관계된다는 인식의 

발전으로 미술에서도 새로운 방향의 표현 방법이 나오고 

있다. 1930년대의 미술에서 이와같은 표현이 조금씩 드러 

나고 있으며， 1980년대에 비판미술의 형식으로 표현된 바 

있다. 연구자 역시 1980년대에 이르러 이쾌대의 해방공 

간에 관한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이유 또한 남북관 

계，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한반도 내에서 

의 역사적 시기의 산물일 것이다. 이점은 아마도 한국 

문화의 근대화의식과 연결된 해석이겠지만. 이러한 시점 

에서 역사화의 표현을 시도함은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를 

상기시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 

라보는 거시적 시각은 역사적시간을 통하여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국가형성기의 서구에서의 역사화의 제작과 

정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이다. 이에 비하여 그에 관한 형 

상제작은 그 남아 있는 수가 빈약하고 보존 또한 열악한 

상태여서 과거의 역사는 그 기억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 

게 된다. 이점은 역사의 기록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 

한 국가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에서 역사화가 빈약한 것은 조선왕조내내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독립적 역사 

의식의 부족과 중국의 막대한 힘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조선자체의 왕실기록에서 형상의 힘을 이용할 적극적 태 

도가 개발되지 못하게 했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었다. 

왜군 13000명이 주둔했던 순천왜성지 〈성터 12군데 중 5 3. 단종복위사건 
군데 확인. 그림의 깃발에 天兵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가. 발생동기 

天守밟}을 그런 7개 장변의 정왜기공도권，1598.10.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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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필자 

가 인식하는 내용과 (이야기를 통해 전해들은 것， 글을 

통해 읽은 내용， 혹은 TV드라마， 영화， 그리고 평소의 

삶을 통한 경험적 형상들， 역사 소설) 그려진 그림과의 

관계는 일치하는 가? 일치하지 않는 가? 어떻게 일치하 

지 않는 가? (The language of Art history 41쪽) 

한 인간이 자연적 세계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된 자연의 변화와 그 속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이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 

과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행태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행위와 사건들의 연속적인 활동들이다. 사 

건들은 평범한 일상 생활과 본능적 삶의 모습들， 그리 

고 인간이 만든 인공적 환경 예를 들어 건축 도시등과 

함께 인식되는 모습들이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그와 

함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의미들， 그에 따른 습관 

적 행동들과 섞여서 진행된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본 

능적 삶의 태도와 눈앞의 현상을 경험을 통해 판단하면 

서 대처해 간다 이러한 점에서 순간적 상황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감정표출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 

다. 인간의 의지는 그러한 감정표출에 의하여 드러난다. 

또한 의지는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어느 순간에 행 

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한 개인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의지들의 복합체를 해석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지 

의 복합체가 어떠한 환경(시각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인간자체의 연구에 관한 문제 

이다.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산물인 권력에의 욕망도 이러 

한 축적된 시간과 습관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 

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들은 주 

로 이러한 욕망의 결과에 해당된다. 

그 사건들은 이른바 역사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기도 한 

다. 하지만 그 중요한 줄기는 인간의 심성， 삶의 문제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확대 혹은 축소 해석되면서 

우리에게 살아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것들은 인간에 의하여 문자로 혹은 물질로 혹은 공간 

적 체험으로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이해를 포함하여)이 

루어 진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 

하는 것은 농축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 

이다. 

역사를 인식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란 무엇인가? 많은 순간 

적 상황의 전개와 사건의 내적 흐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남게 된다. 오랫동안 인류 

가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문자언어는 그러한 내용의 개 

념 정리에 좋은 효과를 갖고 있으나 사실성의 흐름은 

분절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추상화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끊임없이 본래의 모습을 보려는 재현의 요구를 동 

시에 지니고 있다. 아마도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시간의 흐름에 항거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일지도 모른 

다. 그것은 언어를 통해 관념적으로 전달된다. 또는 부 

분적으로 유물， 관습 등에 의하여 그러한 추상성의 한 

계는 부분적으로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국가에 세워져 

있는 박물관이 그러한 역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있 

다. 

한국 역사에서 조선 초기는 국가의 성립이란 측면에 

서 중요한 시점을 보여준다. 국가는 권력과 밀접한 관 

계 혹은 권력관계의 전체적인 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역사기술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정당성을 

규명해야하는 속성이 역사의 어느부분에서나 스며 있다 

는 점에서 또는 권력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 

는 것이 또한 역사기록의 속성이라면， 그중에서도 지나 

간 역사와 자신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작업은 그 핵심을 

지닌다. 특히 조선초기는 그 앞의 시대 고려시대를 어 

떻게 기술하는냐에 따라 조선의 역사성을 설명하는 근 

거가 됨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다. 조선의 실록은 이러 

한 사실을 증명하여 준다. 계유정난을 중심으로한 사건 

도 이와 일련의 관계를 지니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즉위부터 죽을 때까지 30여 년간의 재위기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고려사 개찬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끝내 고려사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세종은 

세차례나 수사관을 바꾸면서 초지를 관철시키려는 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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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고， 세종 28년에 일단 완성을 보아 인출 (印出)

까지 해 놓고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반포(碩布)중 

중단시키고 말았다. 세종 31년에 마지막으로 고려사 개 

찬작업을 김종서， 정인지 등에게 새로이 위촉하였을 때 

에는 이미 세종은 세자(文宗)에게 정치를 맡기고 원로 

대신들이 거의 실권을 장악한 때였다. (조선전기 사학 

사연구 39p) 

세종의 고려사 인식은 한 마디로 역사추진의 주체를 

왕가중심으로 이해한 군주， 특히 창업주의 권위를 聖

化시키려는 입장이 큰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 

한 입장이 〈용비어천가〉를 짓게 한 것이며 〈용비어천가 

〉에 서술된 여민 정치사는 바로 세종의 고려사 인식의 

한 축소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용비어천가는 동국세 

년가 (東國世年歌〉를 지은바 있는 權제와 安止 ，정인지 

등이 換하고 최항， 박팽년， 강희안， 신숙주 등이 주해를 

붙였으나. 세종 생존시에 완성된 것이므로 왕의 주관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누가 기술하느냐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언어의 기술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경험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기술하는 주체의 경험이란 

그자신의 주관적 경험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필 

연적으로 기록자 자신의 의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 

히 권력을 지닌 권력자의 입장에서보면 그 권력의 타당 

성을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할것은 당연한 권력의 

속성일 것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역사기술이 왕 

권에 관련된 내용에 치중해 있음을 보게되는 것이 그러 

한 결과이다. 이것이 역사임은 틀림없으나 편협한 역 

사임도 또한 사실이다. 역사가 권력의 역사임을 증명하 

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초기부터 지나간 고 

려역사를 기술하는 문제가 이와같은 의미에서 다루어진 

것은 역사의 의미를 음미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다. 

역사가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의미도 여기 

에 있을 것이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학문의 부흥중에서 

왕권의 안정과 그 정신적 구조는 이와 갇은 과정을 통 

해 이루어졌다. 

또한 세종대에 집현전학사로써 출발한 일부 신하들이 

세조에게 반항하여 단종복위사건에 가답하고 있음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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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유교에서의 충절개념뿐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자 

했던 궁극적 이상세계의 구현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 

을 살펴 볼 펼요가 있다. 즉 그 자신들의 권력적 성향이 

권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이념이 오늘날의 시점에 

서 어떻게 해석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들은 역사서술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많은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최근의 조선초기 역사연구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세종이 죽고 병약한 문종과 나이어린 단종이 

왕위를 이으면서 왕권과 宰相權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세조가 武斷으로 집권하게 된 것도 위 

축된 왕권을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조선전기 사학사연구 43 p) 

역사의 기록이 권력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은 다음의 내용에 서로 

드러난다. 또한 단종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이 구체적으 

로는 역사기록의 방법의 대립이며 집단적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민족주 

의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왕권과 신민간의 대 

립이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도 확인된다. 

세종31년에 왕이 최종적으로 고려사 개간의 책임을 김 

종서와 정인지 등에게 맡겼을 때 정치적 실권은 이미 

그들에 넘어가 있었다. 따라서 김종서 등은 지금까지 

編年體를 고집해온 세종의 修史原則을 철회시키고 紀傳

體로서 수사방향을 바꾸어 놓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로 

부터 2년이 지난 문종 원년(1451) 에 巨I陳의 기전체 〈高

麗全史〉를 완성하였다. 이렇듯 거질의 〈전사〉가 짧은 기 

간 안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축적이 있었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세종의 간섭이 없어진 

데에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종은 

병약하여 대신들을 통어할만한 역량이 없었으며， 정치 

적 실권은 〈전사〉 의 修擺者들이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찢史作業을 간섭하거나 방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종서 등이 편년체를 기전체로 바꾼 데에는 표면적으 



로 기록의 완전한 보전이 표방되었다. 즉 편년체보다는 

기전체가 정사로써 기록보전에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구실을 위한 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기전체는 물론 기록보전에 효과적인 體我이기는 하지 

만， 편년체로 쓴다고 해서 반드시 기록보전이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은 기록보전을 위해서 편년 

체를 지지했던 것이 아닌가. 아마 그 진정한 이유는 인 

물중심의 역사， 즉 열전을 가진 고려사를 쓰고자 한 데 

기본동기가 있었던 것 같다. 기전체는 열전이 가장 중 

요한 것이며 그래서 인물중심의 역사를 쓰고자 할 때에 

는 기전체가 가장 효과적이다. 

〈상왕부부와세조〉 

처음에 기전체를 강력히 주장한 것은 김종서나 정인지 

보다도 辛碩祖 최항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양성지 등이 

었는데， 이들이 주로 뒤에 열전을 담당하여 쓴것만 보 

더라도 기전체주장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있다. 열전을 쓰게되면， 그만큼 닮民의 활동이 역사의 

주체로써 한층 돋보이게 펼 뿐 아니라， 열전의 인물을 

어떻게 선정하고 서술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인물 평 

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橫史者들의 현재적 지위에도 매 

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다. ( 김철준 교수도 고 

려사 편찬에서 열전에 중점이 주어졌음을 지적하고 〈이 

고려사에서의 인물평가가 그 자손들이 조선시대의 지배 

계층으로써 참가함에 자격고사하는 성격을 띠어 조선조 

지배계급신분의 형성과 그 성격에 영향을 주는 점을 충 

분히 인식한데서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국 

의 고전백선 ，신동아. 1969년 1월호 부록) 원주 37) 따 

라서 고려사 擺者들은 편년체보다도 기전체를 따름으로 

써 군주보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고려사를 

정리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기 단종은 문종이 일찍 승하하게 되자 12세 

의 어린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그의 숙부이던 首陽大君

짧가 宮直 한명회등과 결탁하여 계유정란으로 권력을 

잡는다. 정권을 잡게된 수양대군은 첫째 동생인 안평대 

군에게 사형을 내리고 단종 3년에는 넷째 동생인 鎬城

大君 輸를 죄로 몰아 왕자의 신분을 빼앗는다. 그해 금 

성대군등이 반란을 꾀하였다 하여 경기도 연천으로 귀 

양보내고 단종으로부터 大寶를 물려받아 근정전에서 왕 

위에 올랐다. 

위의 내용은 세조실록에는 세조가 마지못하여 왕권 

을 쥐게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기술방법이 너 

무나 세조의 태도를 비호하는 문장으로 일관하여 상대 

편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실을 의심할 정도의 

서술성이 엿보인다. 

(세조실록 ;세조가 우의정 한확 .... 등과 의논하기를 ”혜 

빈 양씨…등이 난역을 도모하여 이에 참여한 일당이 많 

았으니 가볍게 할 수 없다 .. 하였다. 이에 합사해 계청하 

기를 .. 금성대군이 전의 일을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 

고 오히려 무사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히 

정을 베풀면서 다시 혜빈 상궁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 

의 양모 의빈으로 하여금 혜빈궁으로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 총명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 왕래하여 왔 

고， 유(輸)도 또한 왕래하였으며， .... 또 이밖에도 한남군， 

영풍군 및 정종 등과 더불어 혜빈. 사웅과 결탁하여 문 

종조때부터 궁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 

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 

.... 세조 또한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다 ...... 또 명 

하여 재촉하니 동부승지(同副承답) 성 삼문이 상서사 

(尙瑞司)로 나아가서 대보를 내다가 전 균으로 하여금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받들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노 

산군이 경회루 아래로 나와서 세조를 부르니 세조가 달 

려들어가고 승지와 사관이 그 뒤를 따랐다. 노산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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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서니 세조가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노산군이 손으로 대보를 잡아 세조에게 전해 주니， 세 

조가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고는 오히려 엎드려 

있으니， 노산군이 명하여 부액해 나가게 하였다 ....... 세조 

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는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 

전 뜰로 나아가 선위를 받으니， 그 선위 교서에 이르기 

를 .. 종묘와 사 

직을 수호할 책임 

이 실상 우리 숙 

부에게 있는 것이 

다… 

.... 세조가 사정전 

으로 들어가 노산 

군을 알현하고 면 

복을 갖추고 근정 

전에서 즉위하였 

다.) 

이러한 수양대군 

의 왕위 계승을 

흩-훌l 

11훌 넣 흉 

/‘[1꾀 
~ 

i힐호灣촌를 
〈윤봉일행과 성삼문 부자〉 

못마땅히 여겨 집현전 학사를 지낸 좌부승지 成三問을 

중심으로 중추원부사 朴影年. 집현전 직제학 李境， 성균 

관사성 柳誠源， 예조 참판 i可繹地등은 세조 2년 명나라 

사선을 위한 연회석에서 수양대군 부자를 죽이고 단종 

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김질의 밀고로 실패하고 

극형을 받음으로써 死六닮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단종약사 참조， 내성의맥 7집 ) 

그런데 사육신과 같은 직접적인 단종 복위사건을 주도 

한 신하들도 처음부터 그러한 뜻을 실행할 뜻을 가졌던 

것은 아닌 듯하다. 성삼문등이 단종선위시에는 구체적 

행동의 흔적이 안보이고 있으며， 아마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부당함에 대한 의식이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당시 집현전에 부제학으로 있던 조상치의 

태도 (세조가 선위 받을 때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경하 

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고 ，예초참판으로 승진 임명 

하고자 하였으나 사양하고 고향 영천에 내려간 일， 그 

리고 묘비에 조선조 신하로 기록하고자 한 일 등) 등이 

그 시작으로 사육신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단종복위 사건은 위와 같이 세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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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왕(上王)으로 물러난 어린 임금을 복위시키려 사 

육신등이 시도한 사건이다. 그 원인과 이유는 매우 복 

잡하고， 사건자체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사건을 주도 

한 당사자들과 친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정사에서는 사건 

자체가 은폐되어야만 하였다 

L.이와 같이 〈세조실록〉은 세조조의 소위 정난. 좌익 

공신인 신숙주 한명회 최항 강희맹 양성지가 주가 되어 

편찬하고 ，편찬당시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기입하게 하 

여 민수의 사옥이 일어났으므로 사관들은 모두 세조 즉 

위당시의 일과 대신의 비행을 직필하지 못하였다. 그러 

므로 〈세조실록〉중에는 세조즉위 당시의 일이 모두 합 

법적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조조 공신에 대한 

비위 기사도 거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직 

이 조의제문(멈義帝文)과 술주시(述酒詩)를 지어 세조 

가 단종을 죽인 사실을 초나라 항우가 의제를 죽인데에 

비유하여 기술하고 그 제자 남효온은 육신전(六닮傳)을 

지어 세조와 신숙주 한명회등을 통렬히 비난하였으며 

김 일손(金關孫)은 연산군 4년 (1498)에 〈성종실록〉을 편 

찬할 때 세조즉위 당시의 진실한 역사를 〈성종실록〉에 

라도 올려서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조가 단종을 폐하 

여 죽일 때의 궁중의 각종 비화와 그 스승 김종직의 조 

의제문을 사초에 기재하여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 

찬하는 실록청에 바쳤다가， 유자광(柳子光)이 극돈(李 

克軟)의 밀고로 무오사화 ([l(:午士뼈)와 같은 큰사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조실록〉중 세조가 단종 

을 폐하여 죽이기까지 한 권력 투쟁에 관한 기사는 그 

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세조실록해제. 세조실록 1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7) 

그러나 단종복위사건의 직접적인 발생동기는 전해오는 

기록과 권력 혹은 사회. 삶의 속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이 추측된다. 

첫째， 1차 단종복위 사건을 주도한 사육신의 대부분이 

집현전 학사출신으로 역사편찬에 관여한 사람이 대부분 

역사의식과 명분에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군주인 왕과 신하간에 국가 권력에 관한 주도권 -



세종의 태조의 업적을 기리려는 용비어천가에 대한 입 

장과 세조자신 왕권을 강력하게 보존하려는 의식이 작 

용하였다-(*용비어천가에 대하여는 최근의 연구. 즉 세 

종대왕에의 재평가/국가적 왕권능력에 대한 현재의 재 

평가， 언어 발명가로서의 평가와 권력주체자에 대한 평 

가와 평가의 분리， 카리스마적 속성 등의 연구를 통하 

여 왕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없이 일본의 식민지 시 

대를 통하여 외세 권력에 의해 해체 당한 국민성의 한 

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강한 유교의식이 조선초이래 확산되었다. 

아마도 근대국가 형성시기의 국가중심 역사화를 지칭 

하는 것 같기도 하다. 

1996년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주최로 열렸던 역사화 

심포지움에서 그러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발표자 중 한 

사람인 도널드 쿠스핏은 오늘날의 역사는 기술이므로 

로젠키스트의 그림이 미국의 그리고 세계의 현대 역사 

화라고 까지 말하였다. 그는 역사화를 그 시대의 주된 

힘의 근원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 힘은 동력을 의미하는 것인가? 

조선시대 왕권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 명분의 차이가 

집단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건으로 사육신을 둘러싼 

죽음들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다. 단종에 관계된 끊임없이 계속되는 연구와 소설창 

작. T.V방영 등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회화는 보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눈앞에 그려진 

그림은 현실이 아니므로， 혹은 현장에서 실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우리는 여유로워진다. 그림을 보 

고있음은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시각의 자유를 누릴 

수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림에서조차 자신의 관심부 

분을 집중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복잡한 역사적 사건 

을 곱씹어 볼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다. 사육신의 사건 

은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왕권싸움이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현대의 회화는 이러한 비극성을 대상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극성은 연극이나 영화， 소설 등 

에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현대 서구회화에서는 고 

야와 같은 비극적 감동을 주는 주제나 재현적 형상을 

포기한 듯하다. 오늘날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사진이나 영화 등으로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화 혹은 그림은 여러 사람이 동원되 

어 완성되는 영화나 TV프로그램보다 더욱 단순한 도구 

로써 혹은 개인 한사람의 관찰과 사고로서 충분한 시간 

을 가지고 그림을 통하여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만치 많은 준비도구를 들이지 않고 천천히 추구해 볼 

수 있는 표현양식이랄 수 있다. 미술사의 역사를 통하 

여 그림은 이러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인류의 

발생과 함께하는 오랜 미술사의 흐름으로 보아 그 가능 

성은 충분한 것이다. 

단종복위 사건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사켠을 상상해 
보아야만 한다. 그것은 문자의 기록에 의하며， 사건의 

현장의 흔적 등을 더듬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간에 따른 소멸된， 없어진 

사물과 인간과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더 

욱 중요한 것은 상상에 의한 것이다. 단종복위 사건은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인간의 활동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화의 조건에서 우리는 사건을 부분 부 

분， 하나 하나의 화면으로 쪼개어 압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압축된 화면들은 사건의 기록 (이 기록은 추상 

화된 문자에 근거하지만 문자의 이해와 사건에 대한 환 

기능력은 각기 개인의 체험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체험은 자신의 고유한 신체적 감각에 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판단에 이르른다.)과 구전된 이야기에서 부분 

부분 끄집어내야 한다. 머리 속에 맴도는 이러한 문자 

혹은 이야기의 기록들은 다시 형태와 색채로 화면에 옮 

걱야 한다. 이 시점에서 오늘날 그림의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표현의 방법은 기존의 그림의 발달과 그 

에 대한 표현방법의 습득을 참고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보아왔던 역사 또한 

그림속에 반복하여 스며들 수밖에 없다. 그림은 오랫동 

안 자체의 역사를 통하여 적되어온 관습을 그것 스스로 

껴안고 있다. 표현방법의 선택에서 그것이 더욱 두드러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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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의 노산군일기(개인전)에서의 표현이 표현적 

붓질에서 비롯된 막연한 공간감에서 색면을 중심으로한 

장식적 평면성에로 그 조형감각이 변하였다면， 이번 연 

구에서는 사건의 연속성과 표현력， 색채감을 배제하고 

선의 지시에 의한 사건 위주의 현실공간감의 개발을 구 

체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자하였다. 

나. 단종복위사건의 진행과정 

1457.6.21 세조3년 宋f효壽(단종의 장인) . 금성대군이 

단종복위 모의로 처벌 

10.21 금성대군 송현수 사형 

10.24 노산군 목매 어 죽게 함(노산군17세 ) 

1698(여寅8) 19대 숙종24년 영의정 柳尙運등의 奏請으 

로 宗願에서 位告由察 : 純定安莊景 ]1명致孝: 

說號 , 端宗:願號 . 莊陸:陸號

다음은 이 연구의 전개를 통하여 작품제작을 분석하 

면서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이다. 

〈금성대군， 금연， 급창〉 캔버스에아크랄물감.1없><258.5 1없8-1999.3 

이 그림은 ‘내성의 맥’에 실려 있는 다음의 글을 원고 

상상된 광경을 그린 것이다. 

문장( ... 또 급창이 서울서 데리고 온 궁녀 금련 

(金運)이를 유혹하여 정을 통하고 방안의 동태 

와 출입하는 손님들의 이름을 알아 두었다 .... ? 

42 펼形 part.1 연구논뭄집 23호， 2000 

오늘밤에도 장지문 뒤에 버선발로 올라가 엿보 

려니까 부사가 긴 두루마리에 무엇인가 먹으로 

열심히 쓰고 있다. 

…금연은 소중히 두루마기를 말아서 설합속에 

집어넣는다 .... 

군노 : <너희 주인 설합을 열어봐라 기다란 

글씨가 있을 게 다. 내 병을 위해 하 

루만 빌려다고〉… 

이튿날 저녁때 군노는 금련에게서 두루마리 

에 쓴 격문을 받아 품속에 간직하고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다.) 

위글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왼쪽의 금성대군이 자고있는 장면과 오른쪽의 격 

문을 넘겨주는 장면 

2) 금연이 급창(군노?)에게 격문을 넘겨 주는 장면 

장면의 특징: 1 금성대군이 자고 있는 중에 금연 

이 이보흠(군노?)에게 격문을 넘겨주고 있다. 

2 시간- 아침(새벽) 

3 장소- 담장， 방안， 문 

3) 그 밖에 상횡의 설명을 돕기 위하여 왼쪽 위 부분 

의 벽장문과 아랫부분의 설합문이 열린 채 서류가 

흐트러진 부분을 그려 놓았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설정하였다. 

새벽의 동터오는 하늘색을 처음에 설정하였으나 칠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된 원색이 되었다. 

이 그림은 위의 서술 중에서 군노(?)가 격문을 받는 장 

면 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장면들은 생략되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상상된 장면은 눈앞에 놓 

여있는 종이나 캔바스위의 그려진 형상이라는 문제와 

만나변서， 시간적 경과의 과정에서 어느 것은 생략되고 

어느 장면은 강조되면서 화면 위의 평면을 메우게 된 

다. 그러나 왼쪽의 장면과 오른쪽의 장면은 동시에 보 

여칠 수 있는 장연은 아니다. 아마도 왼쪽과 오른쪽은 

중간에 문(아마도 창호지로된 전통적인 한옥의 방문들 

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 있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려진 이 장면은 글을 원어 나간 시간적 

경과가 담겨있으며 그것이 합쳐져 

서 하나의 장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분적으로 나뷔 

어져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결론 

현재까지의 연구는 단종복위사건의 작품제작과 그에 

따른 해석방법등에 치중하였다. 그 중에서도 작품제작 

에서는 원색위주의 표현에서 무채색으로의 변화를 꾀하 

였으며 선조위주， 혹은 사건서술의 효과적 인 방법을 위 

한 해설 형상의 구체적 상황 설정등의 방법을 선택하였 

다. 예를 들면 그리기에 있어서 현대회화에서의 평면성 

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형태의 윤곽선을 효과를 더욱 

중시하여 무게감과 영속적인 시각효과를 살려 서술적 

설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르네상스의 원근법 이래의 고전적인 

사실묘사의 장점인 순간적인 상황묘사에 비해서 현실감 

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의 복합 

적 성격을 전달하기에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선의 무게감과 

강약은 사건의 내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화의 역사에서 선은 한정된 평면 위 

에서 표현해 낼 수 있는 주요한 조형요소이 다. 선은 어 

디에서나 있으며 회화에서의 선은 자연 속에서 인지되 

는 선과는 다른 제작자의 신체성이 가미된 특수한 선이 

다. 따라서 션을 강조함은 제작자의 사건에 대한 해석 

과 표현 의지가 그 정도에 따라 첨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역사적 사건이란 눈앞에서 벌어지는 판단 불가의 

순간적 상황의 재현보다는 가치관의 개입등 문자언어의 

습득에 의한 해석의 문제 즉 추상적 개념의 해석이 작 

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순간적 상황의 재현에서도 구성 

의 문제， 사건선택 등에서도 이미 해석의 추상성(역사 

적 사건의 해석이란 이미 사건의 일회적 순간에 비하면 

이미 사건 진행후 인간의 평가 판단에 의 한 추상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은 개입될 수밖에 없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물질적 조건들， 예를 들어 루벤스나 

드라크로와의 작품 등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물질감 

표현의 즉물적 성격 ，인상파미술에서의 빛의 물질화된 

표현 등에서 보여지는 시각효과의 순간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연구기간중에는 위와 같은 표현의 정밀화를 꾀 

하고 단종복위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그동안 무시되었던 

성삼문등 사육신이 모의한 단종복위사건의 진행이 결 

코 순간적 임금에 대한 충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점을 

중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알게된 

세조즉위 직후 관직을 그만둔 조상치의 행동과 조씨문 

중에 전해 내려온 구전과 기록 역사의 현장 (경상도 순 

흥， 영주， 풍기등)을 방문하여 사진 기록과 군지등을 참 

고하여 역사적사실등을 보충 연구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대미술에서 역사화의 해석은 매우 미 

미한 장르이다. 그러나 역사화의 개념이 근대미술을 통 

하여 국가주도에 의하여 대중과 작가의 흥미를 잃었으 

며 표현의 구태의연함이 그러한 결과를 가속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화 TV의 발달은 많은 역사기록을 재현 

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섬세한 역사읽기와 함 

께 포괄적인 역사공간의 재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미디어표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사 

진， 슬라이드 등은 이미 미술활동에서 중요한 보조매체 

혹은 주매체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매체의 장점 

등을 살려 함께 표현한다면 기존의 역사화가 지녔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활동의 기록 

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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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king of the History Painting: Restoration Attempt of Prince Tanjong 

Seo, Yong Sun / Department 01 Painting, College 01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giving shape to the Resotoration Event of 

Tanjong through an interpretation ofroyal authority, the restoration 

plan of the abdicated king by Zip-hun-jun scholars led by Sung, 
Sammun, and the events related with Kumsung royal prince. 

The Resotoration Event ofTa매ong was planned on the basis of the 

confucian moral obligation, fidelity and loyalty of that time, that 

maintained the five-hundred-year-long Chosun Dynasty, and these 

resulted in struggle, resistance and death. This feature is rather 

peculiar: it is a natural form of existenc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result of ideologies solely possessed by human being. A human 

being is an ecological being who puts ideologies into practice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 Chosun people have not expressed 

this event onto the canvass until hundreds years after its occurrence. 

Historical paintings are mostly produced on the basis of reasoning 

judgement grounded upon individual experience , and of 

information provided by visual materials. That is, they base on the 

form of visual experience of an artist. lt is for the most part 

impossible for a painter to be present in historical incidents. No 

historical event happens as if planned, and to be recorded on the 

spot. A1so, even if the painter knows this fact, the visual sensation of 

human being is limited and cannot look into every fac t. This very 

fact enables us formalize incidents, an artistic form to exist forever. 

Since it is related to a matter of knowing about human being’s 

world, it is an etemal matter and so it is a matter of art. 

ln order to draw the Resotoration Event of Ta매ong， one should 

imagine that event. This is to be done in thc light of the written 

documents and the traces ofthe incident. lt is executable, yet it deals 

with disappeared 。이ects and human beings and the change of 

nature with time. What is morε important is, the fact that it is 

executed by imagination. How can we imagine the Resotoration 

Event of Tanjong? Given the conditions of painting, where 

reproducing human beings’ activities is impossible, we cannot but 

split every detail of the event into many scenes and condense them. 

These condensed scenes should be taken out piece by piece rrom 

the documentation of the events- though this documentation is 

based on abstracted letters, the abilities such as understanding the 

letters and calling one’s attention to the events, arise rrom one’sown 

experience - and orally transmitted stories. The letters or document 

of stories that dwell in one’s mind should be put as a visual scene, as 

form and color. By then, the conditions of present paintings will be 

revealed, since the way of expression emerges with reference to 

their way of expression. Therefore, the history in which we ’ve 

observed the paintings will permeat into paintings repetitiously. 

Paintings themselves embrace the long accumulated custom 

throughout its history. This will be more marked when it comes to 

selecting the way of expression. 

1 intended to put an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the 

Resotoration Event of Tanjong, plotted by the four 사육신 

including Sung, Sam-mun, was not occured by instantaneous 

royalty toward the king, a point what has been ignored so far. ln 

particular, by considering Cho, Sang-chi ’s behavior, who left the 

govemment service πght after the S멍o’s accession to the throne, and 

visiting the actual spots of the documented history and the orally 

transmitted stories such as Sunhung, Youngju , Punggi at 

Kyungsang Province, 1 aimed at researching more historical facts. 

In the long term, interpreting historical paintings in contemporary 

art is a veη insignificant genre. However, the concept of historical 

painting has no interest for the populace and artists, through the 

govemment-initiated campaign during the modem 없t era. This was 

accelerated by the obsolete expression in the paintings. What ’s 

more, since the development of cinema television enables to 

reproduce many historical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proceed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space, in addition to a 

more delicate reading of history. Therefore, a more effective media 

expression should be executed as wel l. Photos and slides are used as 

important auxiliary medium or main medium in art activities, so by 

utilizing these medium, we could overcome the limit of former 

historical paintings. This is a matter ofrecording huma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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