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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는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일(李鎰, 1538 -1601)이 1588년 1월 15일에 경흥(慶興) 인근의 여진족 
시전부락을 공격한 사건을 후대에 그린 전쟁도이다. 현재 거의 동일한 내용
과 형식의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가 육군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및 경
기도박물관에 각각 한 점씩 모두 세 점 전하고 있다. 육군박물관 소장 <장
양공정토시전부호도>는 군사사(軍事史)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세 
점의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를 대상으로 한 미술사학적 연구는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일의 실기(實記)인 장양공전서(壯襄公全書)에는 이일 현
양(顯揚)과 관련된 기록이 다수 실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참고하지 않았던 장양공전서에 실린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를 조선후기 정치적 
변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1849년의 모사본인 육군박물관 소장본의 발문에 의거
해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첫 제작자는 이일의 손자인 경상좌수사 이견
(李汧, 1616-1668)이며 제작 목적은 조상 현양일 것으로 언급되어왔다. 그
러나 육군박물관 소장본의 범본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현존하는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는 작품 제목에 시호 ‘장양’이 명기되어있으므로 이
일의 시호가 연시(延諡)된 1745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기장(鄭夔章, 1684-1754)은 연시 직후에 ｢정토시전부호전도서(征討時錢部
胡戰圖序)｣를 썼다. 정기장의 서문은 1745년 3월의 연시 행사에 즈음하여 
이견이 주문했던 전쟁도를 바탕으로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가 새로이 제
작되었음을 암시한다. 현존하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은 이 때 제작된 작
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점의 <장양공정토시전부
호도>의 세부를 비교 관찰하여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이 나머지 두 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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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세 점의 작품 세부에 
나타난 형태적 유사성 및 차이를 통해 뒷받침된다. 육군박물관 소장본 및 
경기도박물관 소장본의 몇몇 특정 이미지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을 그
대로 본뜬 것으로 보이며 모사에 따른 형식화의 경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745년 이후의 작품인 현존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이전에도 <토멸시
전부호도>라 불리던 시전부락 소탕 그림이 이일 가문에 존재하고 있었다. 
1708년 이담(李橝, 1629-1717)은 이일의 증손인 전라도 병마절도사 이진방
(李震芳, 1643-1724)의 요청으로 이 그림의 서문인 ｢토멸시전부호전도서
(討滅時錢部胡戰圖序)｣를 썼다. <토멸시전부호도>는 육군박물관 소장 <장양
공정토시전부호도>의 발문에 언급된 이견이 주문한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토멸시전부호도>가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직접적인 범본은 아
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는 무관 가문 차원에서 
주문한 <토멸시전부호도>보다 격이 높은 그림으로 새로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목에는 시전부락을 공격한 이일의 
정통성과 명분을 ‘토멸’보다 격이 높은 ‘정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작에 이일의 후손들 뿐 아니라 18세기 전반의 
노론 고위 관료들까지 관련되어있었다는 정황과도 연결된다.
   노론은 1700년대 초에서 1740년대에 걸쳐 이일의 현양을 주도한 정치
세력이었다. 이일의 행장(行狀), 신도비명(神道碑銘), 시장(諡狀) 등을 쓴 이
담, 이재(李縡, 1678-1746), 안윤행(安允行, 1692-?), 이의현(李宜顯, 
1669-1745) 등은 18세기 전반 노론의 핵심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당시 상주전투 패전 등의 결과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이일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평가하는 한편 그의 업적을 현양하고자 하였다. 이들에 의해 
이일이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재직할 때 김종서(金宗瑞, 1390-1453)의 
제승방략(制勝方略)을 증보(增補)한 업적이 특히 강조되었다. 제승방략은 
김종서가 육진(六鎭)을 개척하고 저술한 방어 지침이다. 조선후기에 이일이 
증보한 제승방략을 처음 재간행한 인물은 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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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 이선(李選, 1632-1692)이었다. 이선은 송시열(宋時烈, 1607-1689)
의 문인으로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 후 김종서의 신원(伸寃)을 처음 요
청한 인물이다. 노론은 김종서 복권의 연장선에서 제승방략을 증보한 이
일을 함께 현양하려 했으며 1745년 이일의 시호 연시, 1746년 김종서의 복
권으로 이를 완수하였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는 이담이 쓴 행장 가운데 시전부락 소탕에 대
한 대목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이담이 기술한 출진・행군・전투의 내러티브
(narrative)는 화면 속에 연속적으로 표현되어있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
도>에 묘사된 아오지(阿吾地), 백안연대(白顔烟臺), 무이보(撫夷堡) 등의 지
리 및 관방시설 또한 행장의 내용과 대응된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넓은 공
간을 조망(眺望)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지도는 1740~50년대의 관찬 
군현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및 《해동지도(海東地圖)》 
계열의 경흥부 지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장양공정토
시전부호도>가 1745년경 제작되었다면 작품에 최신 관찬 지도의 지형묘사
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일 가문에는 관찬 지도에 접근할 수 
있는 관직 경력자가 없었다. 따라서 노론 고위 관료들이 <장양공정토시전부
호도>의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시호 연시 행사 때 이의현 
등 노론 관료들이 참석해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를 관람하고 시를 남긴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이미지에는 18세기 시각 문화의 경향이 잘 
반영되어있다. 무이보 봉수대는 화면의 중심에서 전투 장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이미지로 표현되어있다. 이는 당시 기행문학의 영향으로 무이
보 봉수대에서 팔지(八池) 및 조선왕조 창업의 터를 조망하는 풍조가 유행
했기 때문이다. 1716년에 무이보 봉수대를 방문한 김창흡(金昌翕, 
1653-1722)과 이를 전해 듣고 팔지 등의 경관을 그림으로 그린 김창업(金
昌業, 1658-1721)의 사례는 대표적이다. 1750년경의 《해동지도》에는 시전
부락이 팔지 동쪽 산맥 너머에 표시되어있다. 이는 <장양공정토시전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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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면 우측 바깥에 해당한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작자는 의도
적으로 시전부락의 위치를 팔지 가운데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속 
시전부락의 위치 변경은 태조(太祖)의 고조모 효공왕후(孝恭王后)의 안릉(安
陵)과 증조부 익조(翼祖)가 세거(世居)했던 알동(斡東)을 무이보 봉수대에서 
조망했던 당대의 문화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동지도》에는 <장양공
정토시전부호도> 우측 산맥에 해당되는 지점에 안릉의 옛 터가 ‘고릉(古
陵)’이라 표기되어있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경흥 무이보(慶興撫
夷堡)｣라는 시에서 “왕업의 자취 남은 옛터가 이역(異域)이 되었으니, 동해
물 기울여 되놈 누린내 씻고 싶어라”라고 읊었다. 즉 지형 이미지를 통해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에는 ‘창업의 땅을 더럽힌 이민족을 정토한 전투’라
는 의미가 담길 수 있었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화면 중심에 묘사된 이일의 포로 심문은 어떤 
기록에도 전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핵심 주제 장면으로 표
현되었다. 포로 심문 장면은 1585년 조선에서 간행된 악비(岳飛, 
1103-1141)의 실기(實記)인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會纂宋岳鄂武穆王精
忠錄)의 삽화에서 비롯된 이미지라고 생각된다. 정충록 삽화의 하나인 
<봉령대전(蓬嶺大戰)>에는 악비가 적장을 포로로 잡은 모습이 묘사되어있
다. 주요 인물의 자세 및 차림새, 기수(旗手) 및 군사들이 주장(主將) 좌우
에 늘어선 구성은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와 매우 유사하다. 포로 심문 이
미지는 중국 판본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의 삽화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와 유사한 구성은 찾기 힘들다. 정충록
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가 처음 간행한 후 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이 1709년에, 영조(英祖, 재위 1724-1776)가 1769년에 각각 중
간(重刊)했다. 숙종과 영조는 금(金)과의 화친을 거부하고 맞서 싸웠던 악비
를 ‘척화(斥和)’ 및 ‘숭명반청(崇明反淸)’의 표상으로 높여 제사를 올렸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하단의 행군 장면 또한 정충록 삽화의 한 장면
인 <대거벌금(大擧伐金)>에서 세부 이미지 및 구도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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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비와 이일은 모두 ‘여진족’을 정벌했다는 점에서 등치(等値)될 수 있
었다. 이는 숭명반청의 명분을 견지한 18세기 초 노론의 입장과 부합된다. 
또한 조상 현양을 통해 가격(家格) 상승을 추구한 무인 가문의 입장에서도 
이일이 영웅적 이미지를 통해 악비와 동일시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일이 시전 땅에서 실제로 소탕한 부족은 여진족의 한 분파인 콜칸 우
디거(骨看 兀狄哈)의 소부락이었다. 그러나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작
자는 이들을 청대 복식으로 등장시켜 의미를 바꾸어놓았다. 즉 이일은 만주
족의 청을 정토한 인물로 전화(轉化)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양공정토시전
부호도>의 제작자는 이미지를 통해 1588년에 이일이 여진족 소부락을 소탕
한 사건을 12세기 초 남송과 금의 전쟁, 17세기 초 조선과 청의 전쟁이라
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화(華)와 이(夷)의 대립상황과 등치시켰다. 이는 <장
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작목적이 단순히 무관 개인의 현양에 그치지 않
고 당대(當代)의 정치적 상황 및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청(對淸)의식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북관유적도첩, 전쟁기록화, 이일, 김종서, 
악비,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 충렬록, 노론, 시전부락, 여진족, 콜칸 우디
거
학 번: 2010-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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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왕업의 자취 남은 옛터가 이역이 되었으니(王迹舊基爲異域),
동해물 기울여 되놈 누린내 씻고 싶어라(欲傾東海洗腥膻).1)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경흥 무이보(慶興撫夷堡)｣라는 시에서 
무이보에 올라 두만강 건너편 청나라 땅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읊었다. 민
족적 멸시를 냄새에 빗댄 것은 가장 원초적인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
다.2)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이하 <정토도>로 약
칭)에서 관람자는 무이보 건너편에서 이 냄새나는 ‘되놈’을 몰아내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를 정화한 위대한 업적을 볼 수 있다.3) 동해를 기울여 누린
내를 씻어내는 대신 화염과 창칼로 여진족 부락을 소탕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작품은 이일(李鎰, 1538-1601)의 시전부락(時錢部落) 소탕을 그린 전쟁
도(戰爭圖)이다.4)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이일은 1588년 음력 1

1) 南九萬, 藥泉集 卷1, ｢慶興撫夷堡｣, 한국문집총간 131(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93, 이하 

생략), p. 430. 원문은 “撫夷城壓萬江邊, 杖節登臨思渺然. 慘淡千峯三丈雪, 微茫五色八池蓮. 金龍

遠想埋山日, 白馬猶傳渡水年. 王迹舊基爲異域, 欲傾東海洗腥膻.”

2) 腥羶(또는 腥膻)은 양의 누린내, 즉 가축과 그 고기에서 풍기는 악취를 의미하며 漢族이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북방 유목민족을 폄하할 때 흔히 사용된 어휘이다. 대뇌는 후각 계통과 직접 연

결이 거의 없다. 후각정보는 주로 무의식의 수준에서 수용된다. 이러한 연유로 후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청각이나 시각보다 열등한 동물적 감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특히 체취는 한 개인이 

속하는 사회계층을 대변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은 종종 악취로 표현되었

다. 냄새의 문화사에 대해서는 Piet Vroon, Anton van Amerongen, and Hans de Vries, 

translated from the Dutch by Paul Vincent, Smell: the Secret Seducer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97), pp.4-5, 110-111. 참조.

3) 시전부락은 여진족 분파인 콜칸 우디거[骨看 兀狄哈]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骨看 兀狄哈는 

바다를 건너 일본 북부까지 침탈해 ‘토이[刀伊]’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여진족에 대한 멸칭

의 하나인 ‘되’는 骨看 兀狄哈의 異稱 ‘퇴’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金九鎭, ｢骨看 兀狄哈 

女眞 硏究｣, 史叢 20(고려대학교 역사학연구회, 1976), p. 198 참조.

4) 기존 전쟁관련 회화 연구에서는 실제 전투를 기록했다는 의미의 ‘戰爭記錄畵’,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의미의 ‘戰爭紀念畵’, 역사의 한 순간을 다루었다는 의미로 ‘歷史畵’ 등의 용어

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기록화는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제작의 주체가 된

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기록화’는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작된 조선시대 전쟁 그림을 

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역사화’에서 역사 또한 전쟁을 포함한 과거 인간행위의 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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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새벽에 2,500여명의 군사를 동원해 경흥(慶興) 인근의 여진족 소
부락인 시전부락을 소탕했다. 이 공격은 1587년 음력 8월에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조선군의 녹둔도(鹿屯島) 둔전(屯田)을 약탈한 반호(叛胡)에 대한 보
복전이었다. 아울러 인근의 여러 번호(藩胡) 여진족 부락을 향한 경고였다. 
조정에서는 이 전투를 병마절도사가 현지 사정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여진
족 부락을 포위하여 섬멸한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했다.5) 그러나 임진왜
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거치며 시전부락 소탕은 망각되었다. 시전부락 
소탕의 주역인 이일 또한 부정적 평가 속에 매몰되었다. 잊혀져가던 이일과 
시전부락 소탕은 18세기 초에 다시 기억되기 시작했다. 이일의 현양을 주
도한 인물들은 시전부락 소탕이 묘사된 전쟁도를 이일의 공적을 증명하고 
기념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정토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육군박물관 소장본에 집중되어 왔다. 현
재 <정토도>는 모두 세 본이 남아있으며 육군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경
기도박물관에 한 점씩 소장되어 있다. 육군박물관 소장본의 작가에 대한 고
찰로는 발문 말미에 기재된 ‘8세손 재관(在寬)’이라는 1849년의 서명을 근
거로 화가였던 소당 이재관(小塘 李在寬, 1783-1837)을 작가로 본 강신엽 
등의 연구가 있었다.6)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이재관의 몰년인 1837
년을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토도>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한 

의미할 뿐 아니라 작품에서 무엇을 역사로 제시했는가라는 해석의 문제를 포함하는 가치판단적 

용어이므로 부적합하다. 제작목적을 고려해 ‘鑑戒畵’의 일종으로 전쟁 그림을 파악한 예도 있었

지만 조선시대 전쟁 그림의 다양한 제작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포괄적 용어가 될 수 없다. 

전쟁 그림을 지칭하는 조선시대의 일반적 용어는 ‘戰圖’였다. 따라서 전쟁 관련 그림을 객관적으

로 통칭할 수 있는 용어로 ‘戰爭圖’를 제안한다. 전쟁을 다룬 조선시대 그림을 칭해 온 기존 용

어에 대한 고찰은 金泰浩, ｢前近代の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朝鮮･明を巻き込んだ戰爭とその繪畫: 

‘文祿･慶長の役を素材に｣, 東アジアにおける戰爭とその繪畫(甲南大學總合硏究所, 2012), pp. 

2-3 참조.

5) 宣祖實錄 卷120, 32年(1599) 12月 12日(丁亥) 條, 조선왕조실록 24(국사편찬위원회 영인

본, 1970, 이하 생략), p. 15.

6) 강신엽, ｢朝鮮 中期 李鎰의 關防政策: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를 중심으로｣, 학예지 5(육군사관

학교 육군박물관, 1997), pp. 213-214; 이원명, ｢조선중기 鹿屯島 확보와 北兵使 李鎰에 관한 

일고찰: 壯襄公全書(1893)를 중심으로｣, 白山學報 83(白山學會, 2009), p. 493 각주 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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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군사사(軍事史)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강신엽은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도>의 좌목(座目)을 16세기 말의 관방정책(關防政策)을 증언하는 
사료로 다루었다. 노영구는 조선전기의 기병위주 전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
는 기록화의 한 사례로 <정토도>를 이해했다.7) 그러나 전투가 벌어졌던 
1588년으로부터 짧게는 150여년, 길게는 260여년 뒤에 제작된 현전 <정토
도>를 전투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정토
도>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조행리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8) 조행리는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도>의 발문에 <정토도>의 최초 주문자로 기록된 이
견(李汧, 1616-1668)이 1662년 무렵 경상좌수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밝혔
다.9) 조행리는 이견이 경상좌수영이 위치했던 동래부의 전쟁도 제작에 영
향을 받아 <정토도>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조행리의 연구는 
<정토도>를 객관적 기록물이 아닌 정치적 의도 및 시각논리에 따라 창작된 
회화작품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
도>만을 다룬 점 및 이일에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에 접근하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조행리의 연구 이후 2010년 장양공전서(壯襄公全書)의 영인본과 국역
본이 합본으로 출판되어 이일의 현양 및 <정토도>를 둘러싼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10) 장양공전서에 수록된 이일 현양(顯揚) 관련 문서들
은 <정토도>의 제작 및 수용 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강신엽, 앞의 글; 노영구, ｢임진왜란과 조선의 전술 변화｣, 정민･김동준 외 著,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태학사, 2011), pp. 387-394 참조.

8) 조행리, ｢육군박물관 소장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2005년 2학기 한국회화사연구 발표문.

9) 이견이 경상좌수사로 재직했던 1662년 당시 동래부에서는 府使 閔鼎重(1628-1692) 이래 임진

왜란 순절자 현양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전쟁도 제작이 추진되어 權以鎭

(1668-1734)이 부사로 재직했던 1709년에 <東萊府殉節圖> 등이 완성되었다. <동래부순절도> 

및 <釜山鎭殉節圖> 등 동래의 임진왜란 전쟁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행리, ｢朝鮮時代 戰爭記

錄畵 硏究: <東萊府殉節圖> 作品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10) 壯襄公全書는 이일의 9대손 李圭相(1854-1906)이 이일이 쓴 글과 역사기록, 行狀, 諡狀, 神

道碑銘 등 현양 관련 문적, 祝文, 告由祝, 奉安祝 등 祭享 관련 문적 등을 모아 實記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모두 3卷이다. 1893년 금속활자로 간행되었고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六堂文庫 D1-A271). 2010년에 壯襄公全書의 국역본인 壯襄公 李鎰장군 연구: 國譯 

壯襄公全書가 출판되었다. 책의 말미에 고려대학교 소장 壯襄公全書의 영인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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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정토도> 및 경기도박물관 소장 <정토도>가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공개되어 기년작인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도>와
의 비교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세 <정토도>의 제작 및 모사(模寫)
의 역사를 실견(實見)을 통해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개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었
던 세 본의 <정토도>의 제작시기 및 제작주체, 나아가 작품의 제작목적 및 
의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전쟁도가 여타의 화목(畵目)과 차별되는 특성
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기록을 통해 전쟁도의 효용(效用)을 고찰하는 작업
은 <정토도>의 기능과 용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토도>의 제작주체문제를 검토해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무관 가문의 조상 현양이라는 측면에서 <정토도>를 이해해왔다. 그러나 
<정토도>의 제작에는 이일 가문 뿐 아니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노론(老論) 관료 및 함경북도 출신의 유생(儒生)들이 관여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소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18세기 전반
에 노론의 당론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이 이일의 현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토도>를 열람했던 사실을 본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연유로 용인(龍仁)에 세거했던 이일의 후손들 뿐 아니라 조정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노론계 문인 관료도 <정토도>의 제작주체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토도>의 제작목적 또한 무인 가문의 조상 현양 차
원을 넘어서 노론 정계의 당론과 어느 정도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
막으로는 <정토도>에 묘사된 이미지의 연원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조선시
대 전쟁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 군담(軍談)소설 삽화 이미지의 영
향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11) 조행리 또한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도>는 

11) 유재빈은 <平壤城奪還圖>는 사실의 기록보다는 감상과 감계를 위한 歷史故事畵의 일환으로 제

작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三國志通俗演義에서 正史인 三國志의 史實이 故事로 전환된 것과 

유사하다. 유재빈, ｢平壤城奪還圖: 왜적으로부터 평양성을 되찾다｣, 안휘준･민길홍 편, 조선시대 

인물화(학고재, 2009), pp. 169-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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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삽화 이미지를 차용한 흥미로운 볼거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다고 해석했다.12)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설 삽화 뿐 아니라 <정토도>의 제
작자가 참고할 수 있었던 18세기의 다양한 시각매체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정토도>의 제작자가 시전부락 소탕에 대한 텍스트를 시각화한 방식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토도>의 제작자는 18세기 지배계층의 시각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정토도>의 제작목적 및 의미는 이미지를 통해 관
람자에게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토도>는 역사 속
의 한 전투를 소재로 택하여 후대의 욕망을 투영시킨 회화작품으로 흥미로
운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조행리는 육군박물관 소장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의 복식 및 병기 표현이 여산송씨 충렬공파 

종중 소장 <東萊府殉節圖>와 유사하며 이는 중국 군담소설 삽화가 차용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 

원인은 작품의 제작자가 극적인 연출을 위해 史實 대신 소설 삽화의 시각논리를 앞세웠기 때문

으로 해석했다. 조행리, 앞의 글,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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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작과 모사

  1. 현전하는 세 본의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현재 전해지는 <정토도>는 모두 세 점이며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
다. <정토도>의 상단에는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라
는 제목이 전서(篆書)로 쓰여 있고 하단에는 참전한 장수의 명단인 좌목(座
目)과 발문이 해서(楷書)로 기록되어 있다. 좌목과 발문은 주선(朱線)으로 
한 줄씩 구획되어 있다. 화면은 상･하단에 있는 가로방향의 주선으로 제목 
및 좌목과 분리되어 있다. <정토도>의 화폭은 세로로 잇댄 세 장의 화견(畵
絹)으로 이루어져있다. 화폭에 남은 가로 방향의 꺾임으로 미루어 세 <정토
도>의 형식은 원래 괘축(掛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정토도>만 원래의 괘축 형식으로 남아있으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본 및 경기도박물관 소장 <정토도>는 액자 형식으로 다시 배첩(褙貼)되어 
있다. <정토도>에는 시전부락 공격의 내러티브 중 행군･전투･포로 심문 장
면이 한 화면에 함께 묘사되어 있다. 좌목에는 대장인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일을 시작으로 모두 58명의 참전자가 기록되어 있다. 각 인물의 정보는 
시전부락 전투에서의 직책, 품관, 사･직(司･職), 성명 순으로 기재되었고 자
(字)와 본관은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었다(참고 1). 좌목의 내용은 
일부 인물의 기재 순서를 제외하면 세 본의 <정토도>가 일치한다. 좌목 뒤 
발문에는 시전부락 전투의 배경과 경과, 이일이 거둔 전과(戰果)에 대한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 발문 말미에 부기된 작품 제작에 대한 정보에서 차이
를 보일 뿐, 전투에 대한 발문의 문장은 세 <정토도>가 동일하다.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도>(이하 <육군본>으로 약칭)는 2010년 서울특별
시 유형문화재 제304호로 지정된 작품으로 세 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공개되었다(도 1). <육군본>은 다른 두 <정토도>와 달리 ‘숭정기원후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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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유년(崇禎紀元後四己酉, 1849년)’이라는 제작연도가 명기된 기년작이
다. <육군본>의 발문 말미에는 작품의 유래, 제작 목적 및 이모(移模)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세에 먼 자손들의 추모를 오래도록 전하려면 회화의 칠분 전형
(繪事之七分典型)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공의 손자인 수사공(水使
公)이 화공에게 명하여 몇 장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첩[綃障]하여 
종손과 지손들이 보배로 받들게 했다. 세월이 오래되니 변하고 갈라
지거나 하루아침에 화재를 당하기도 하여 남아있는 것이 다만 한 건 
뿐이라 혹여 또다시 닳아 없어져 선조의 사적(事蹟)을 우러러보며 의
거할 곳이 없어질까 염려되었다. 이에 계제사[禊]의 비용을 모아 그림 
3건을 새로 그려 예전대로 집안에 소장하니 이로써 선조의 기적(紀
蹟)을 잇는데 만 분의 일이나마 다하고자 할 따름이다. 숭정기원후 4
번째 기유년(1849년) 윤달 여름에 8세손 재관(在寬)이 삼가 쓴다.13) 

   여기에는 <정토도>를 처음 주문한 인물이 이일의 손자인 수사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일의 네 손자 가운데 수사공은 1662년에서 1663년 사이
에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견(李汧, 
1616-1668)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 이재관(李在寬)은 이견이 17세기 후
반에 주문하여 문중에 모셨던 여러 장의 <정토도> 원본이 1849년에 이르러 
한 장만 남아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세 장의 <정토도>를 이모(移模)했
다고 기록했다. <육군본>은 1849년이라는 제작연도가 분명하므로 현존하는 
세 <정토도>의 선후관계와 제작시기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작이 된다.

13) 李在寬, ｢征討時錢部胡圖｣, 이원명･박상진, 壯襄公 李鎰장군 연구: 國譯 壯襄公全書(국학자

료원, 2010), pp. 63-65에서 원문과 번역 참조, 실물과 대조하여 필자 수정. 원문은 “…後世, 

雲仍之追慕壽傳, 無如繪事之七分典型. 故公之孫水使公, 命工圖寫綃障幾本, 珍奉于宗支諸孫矣. 年

久渝泐旦經回祿, 餘存者只一本, 恐或仍又泯磨, 先蹟無瞻依之地. 迺鳩禊財, 描畵新本三件, 依舊家

藏, 以寓紹先紀蹟之萬一云爾. 崇禎紀元後四己酉閏夏, 八世孫在寬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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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본>의 이력에 대한 기록을 남긴 8세손 이재관(李在寬)이 누구인지
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1983년에 출간된 용인이씨대
동보(龍仁李氏大同譜)에는 이일의 직계 8세손이자 이견의 6세손, 이언필
(李彦弼, 1762-?)의 아들로 소당 이재관(小塘 李在寬, 1783-1837)이 기재
되어 있다.14) 이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육군본>을 직업 화가였던 
이재관이 이모한 것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재관의 몰년이 
1837년으로 기록된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의 호산외기(壺山外記)를 
부정할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
도>를 화가 이재관과 무관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5) 아울러 집
안이 영락하여 직업 화가로 활동한 소당 이재관이 ‘계제사의 비용을 모아’ 
<정토도> 모사 사업을 주도했거나 가문의 대표자로서 작품에 서명했을 것
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까닭으로 <육군본>에 글을 남긴 이재관은 
이일의 계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용인 이씨 판관공파의 종손일 가능성이 
높다. 용인이씨대동보에는 시조 이길권(李吉卷, 904-1008)의 31대손이자 
항렬자로 ‘재(在)’를 쓰는 인물 가운데 모두 18명의 이재관(李在寬)이 기재
되어 있다. 그 중 이일의 후손으로는 이언필의 아들만 이재관으로 기록되어 
있다.16) 그런데 1869년에 간행된 용인이씨족보(龍仁李氏族譜)를 살펴보
면 이언필의 자녀는 공란으로 남아있어 후사가 끊긴 것으로 확인된다.17) 
여기에서 1983년에 용인이씨대동보를 편집할 때 <육군본>의 서명을 근거
로 기존 족보의 공란에 소당 이재관의 인명을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시사
된다. 용인이씨족보에서 자가 원강(元綱)이거나 호가 소당(小塘)이었던 이

14) 龍仁李氏大同譜所 編, 龍仁李氏大同譜 卷4(龍仁李氏大同譜所, 1983), p. 599.

15) 趙熙龍, ｢李在寬傳｣, 實是學舍 古典文學硏究會 譯, 壺山外記(한길사, 1999), pp. 128-130.

16) 조행리는 발문의 이재관이 화가였던 소당 이재관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부정했다. 조행리는 용
인이씨대동보에 모두 15명의 이재관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정토도>에 발문을 쓴 이재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행리, ｢육군박물관 소장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 2005년 2학기 한국회화사연구 발표문.

17) 1869년에 출간된 龍仁李氏族譜에는 庶出이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당 이재관이 족보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통해 그의 신분이 서얼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재관이 서얼이었다

면 문중을 대표해 육군박물관 소장 <정토도>에 서명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李參鉉 等 

編, 龍仁李氏族譜 卷6(奎 46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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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은 발견되지 않는다. <육군본> 발문 말미의 이재관은 누구인지, 또 화
가였던 소당 이재관의 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앞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육군본>은 소당 이
재관과는 무관하게 문중 차원에서 이모된 작품이며 족보에 남아있지 않은 
종손 가운데 이재관이라는 인물이 이모의 비용을 모으는 등 <육군본> 모사
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정토도>(이하 <경기도본>으로 약칭)는 이일 가문의 
종손 이종한(李宗漢) 소장본으로 처음 소개되었다(도 2).18) 이후 장양공 이
일장군 연구: 국역 장양공전서의 권두에 <경기도본>의 복제 이미지가 
공개되었다.19) 현재는 경기도박물관이 작품을 위탁받아 소장하고 있으며 
2013년 특별전 ‘경기명가(京畿名家) 기증유물 특별전: 천년의 뿌리, 용인이
씨’에 출품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경기도본>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열악
하다. 가로방향의 꺾임으로 인해 화견(畵絹)의 올이 끊어지거나 벗겨진 부
분이 관찰된다. 그런데 화견이 벗겨진 부분에도 배접지에 먹선과 채색이 남
아있다(도 5). 이는 <경기도본>에 배채(背彩)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
견과 배접지를 접착한 후 앞면에서만 채색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보
여준다. 특히 등황(藤黃, gamboge)으로 채색한 부분은 노란색이 선명히 배
접지에 스며든 모습이 관찰된다. 이를 통해 제작 당시의 배접지가 교체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녹색 비단으로 좌우의 
기둥을 붙이고 짙은 감색 비단으로 상단의 천장과 하단의 마루를 붙인 현
재의 족자 배첩은 제작당시의 원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축 상단의 가로대인 반달에는 두 개의 고리못이 박혀있고 붉은 실로 짠 
족자 끈이 매어져있다. 끈 양끝의 매듭을 풀어헤친 술이 화면 앞에 드리워
져있는데 이는 초상화에 흔히 다는 유소(流蘇)와 비슷한 형식이다. 
   <경기도본>은 다른 두 <정토도>와 비교할 때 좌목과 발문에 약간의 차

18) 이원명, 앞의 글, p. 493.

19)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권두 첫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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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존재한다. 좌목 58명의 명단은 동일하나 좌･우위의 웅박도장(熊搏都
將)과 표확도장(彪攫都將)의 순서가 각각 바뀌어있다.20) 발문 가운데 시전
부락 전투의 경과를 다룬 부분까지는 나머지 두 <정토도>와 거의 동일하
다. 그런데 발문의 말미에는 육군박물관 소장본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이에 따르면 시전부락 전투에 표확도장(彪攫都將)으로 참전한 김경복
(金慶福, 1550-1622)이 승전의 장면을 그림으로 제작하여 임금께 바쳤다고 
한다. 해당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때에 표확도장 통덕랑 통례원인의 김경복(金慶福)이 <전승도(戰
勝圖)>를 제작하여 임금께 올리니 상께서 더욱 칭찬하시고 감탄하셨
다. 명하시기를 선로관(宣勞官)으로 병조정랑 이대해(李大海)를 파견
하여 장사(將士)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수고를 위로하고 공의 아들 한 
명에게 관직을 주도록 명하셨다. 이 일은 신정하(申靖夏, 1680-1715)
의 서암집(恕菴集)에 실려 있다.21)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정토도>(이하 <삼성본>으로 약칭)는 2011년 특
별전 ‘화원: 조선화원대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도 3). 이전 소장처는 
박준상 소장으로 소개된 바 있다.22) 크기는 세로 145.5cm, 가로 109.0cm
로 다른 두 본에 비하여 조금 크다. 이는 배첩할 때 가장자리를 많이 잘라

20) 좌위의 웅박도장 黃大鵬, 표확도장 金慶福과 우위의 웅박도장 李忠獻, 표확도장 黃進의 기재 순

서가 각각 바뀌어 표확도장이 웅박도장보다 먼저 표기되어 있는 것이 다른 두 <정토도> 좌목과

의 차이점이다.

21) <경기도본> 실물을 바탕으로 필자가 원문 탈초 및 번역. 원문은 “…是時彪攫都將通德郞通禮院

引儀金慶福作戰勝圖以上, 上益加獎歎. 命遣宣勞官官兵曹正郞李大海, 犒勞將士, 命官公之一子. 事

載申靖夏恕菴集中.” <경기도본> 발문에서 전거로 밝힌 서암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

다. 申靖夏, 恕菴集 卷15, ｢贈兵曹參判金公神道碑銘 幷序｣, 한국문집총간 197, p. 454. “…

을유년(1585년), 利城 현감으로 옮겼다. 시전의 오랑캐가 여러 차례 국경을 범하였다. 공[金慶

福]은 북병사 이일과 함께 병사를 통솔하고 그들을 습격하여 소굴을 불태우고 돌아왔다. 戰勝圖

를 만들어 올리니 宣祖 임금께서 더욱 칭찬하시고 감탄하셨다…(…乙酉, 移利城縣監. 時錢胡數犯

境. 公又與北兵使李鎰將兵襲之, 焚其巢穴而還. 作戰勝圖以上, 宣廟益加奬歎…).” 

22) 이원명, 앞의 글,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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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아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 <삼성본>의 좌목을 관찰해보면 배접지에 
스며든 글씨가 비단 위의 글씨와 약간 어긋난 채로 겹쳐진 부분이 발견된
다. 화면 중앙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비해 화면 좌우 및 하단
의 좌목은 어긋나거나 채색이 흐려져 있다. 이를 통해 <삼성본>은 한 차례 
이상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리 방식은 배접지(褙接紙)를 분리한 후 
새 종이를 배첩한 것이 아니라 화면과 배접지가 들뜬 가장자리만을 다시 
접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리 후 글씨가 심하게 어긋나 희미해진 부분에
는 붓으로 덧쓴 것이 확인된다(도 4).
   <삼성본>의 좌목 및 발문의 텍스트는 다른 두 <정토도>와 거의 일치하
지만 <육군본> 및 <경기도본>과 같이 발문 말미에 작품 이력에 대한 내용
이 없다. 화원: 조선화원대전의 <삼성본> 도판해설에는 <육군본>과의 선
후관계를 가리기 위해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다.23) 한편 
화원: 조선화원대전에서는 <삼성본>의 제작시기가 17세기로 표기되었다. 
이는 이견이 제작했다는 최초의 작품이 <삼성본>일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삼성본>은 이견이 주문한 17세기의 작품
일 수 없다. 제목에 명기된 ‘장양(壯襄)’이라는 시호를 통해 1745년 3월 연
시(延諡)를 전후한 시기 혹은 그 후대의 작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작시기

   현존하는 세 본의 <정토도>의 제작 시기 상한선은 1745년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시호 ‘장양(壯襄)’은 1745년에 연시(延諡)되었기 때문이다.24) 따라

23) 삼성미술관, 화원: 조선화원대전(삼성미술관, 2011), p. 362.

24) 이원명은 시호 ‘壯襄’의 贈諡에 대한 司諫院完議와 司憲府完議가 이루어진 강희 61年(1722년, 

경종 2년)에 시호가 연시된 것으로 보았으며 ｢延諡祝｣을 쓴 연도인 乙丑年(1745년, 영조 21년)

이 잘못 기록된 간지일 것으로 보았다.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 269 각주 1 참조. 그러나 ｢
延諡韻｣의 네 번째 시를 쓴 承旨 朴師訥(1707-?)은 1740년에 증광시에 급제했기 때문에 16세

였던 1722년에는 승지라 칭할 수 없다. 따라서 1722년에 ‘장양’으로 시호가 결정되었고 이후 

23년이 지난 1745년에 연시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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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토도> 가운데 1849년이라는 제작연도가 분명한 <육군본>을 기준으
로 세 본을 비교하여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본은 전체 
구성과 세부가 매우 유사하여 동일한 원본에서 파생된 작품이거나 서로 범
본(範本)과 모본(模本)의 관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세 <정토도>의 좌목
에서 일부 인명의 오･탈자 및 누락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종사
관(從事官) 급제(及第) 김성○(金聲○)의 한 글자는 세 본에서 동일하게 ‘○’
이라는 기호로 대체되어 있다.25) 아울러 후부장(後部將) 권지훈련원봉사(權
知訓鍊院奉事) 및 이계원장(二繼援將) 봉훈랑명천현감(奉訓郞明川縣監) 두 
명의 인명 정보가 동일하게 누락되어 있다. 그 이외의 근거는 전서(篆書)로 
쓴 제목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이다. <삼성본>의 ‘도(圖)’ 한 글자를 제외
하면 세 본 모두 베낀 듯 같은 도안의 전서로 제목이 쓰여 있다.
   화면의 세부를 비교해보면 세 본은 동일한 원형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직접적인 범본과 모본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먼
저 세부 묘사의 형태적 동일성을 통해 <삼성본>이 <육군본>의 범본이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본>에 보이는 짧고 날카로운 목판화 각선
(刻線)과 유사한 산수 윤곽선은 <육군본>과 거의 일치한다(표 1). 아울러 
<삼성본>의 무이보 서문 밖에 서 있는 뾰족한 원추형(圓錐形) 봉우리 또한 
<육군본>에 동일한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두 본은 무이보 성문의 묘사
에서도 팔작지붕이 솟아오른 부분의 서까래를 눈에 보이게 그린 점 및 용
마루와 망새[鴟尾]의 세부형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인물의 묘사에서도 
<삼성본>과 <육군본>은 특히 유사하다. 시전부락에서 교전 중인 조선과 여
진 양군은 몇 명씩 무리를 이루고 있다. 두 본에서 인물이 중첩되어 무리지
어 있는 모습과 자세 등은 거의 일치한다. 세부 이미지의 구체적인 특징까

25) ‘金聲○’는 1592~1593년에 靈巖郡守로 재직했던 金聲憲일 가능성이 있다. 金聲憲은 靈巖郡守

의 직분으로 1592년 錦山戰鬪에 前鋒將으로 참전했으나 적의 공격이 이르자 가장 먼저 달아났

다. 이후 의병장 高敬命(1533-1592)과 趙憲(1544-1592)은 금산에서 전사했다. 따라서 <정토

도>의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金聲憲을 폄하하기 위해 이름자의 ‘憲’을 탈자하고 '○'으로 남겨두

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금산전투와 金聲憲의 도망에 대해서는 李肯翊 著, 남만성 譯, (國譯)燃

藜室記述 卷 16, ｢高敬命ㆍ柳彭老｣(한국고전번역원, 1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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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양자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동일한 범본에서 파생된 모본이거
나 한 작품이 다른 하나의 범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시기는 <삼성
본>이 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본>은 <육군본>에 비해 화견의 손상 
및 안료의 퇴색이 심각하다. <육군본>은 <삼성본>에 비해 군마의 다양한 
자세가 측면관으로 획일화된 점, 인물의 비례가 무너지고 동작이 경직된 점 
등에서 모사에 따른 형식화･간략화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
로 <육군본>은 앞선 시기의 작품인 <삼성본>을 범본으로 비교적 정묘하게 
옮겨 그린 모본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본> 세부

<육군본> 세부

표 1. <삼성본>과 <육군본>의 세부 비교: 준법, 성문, 인물군

   <삼성본>과 <경기도본>의 경우에도 <삼성본>이 범본이었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관계에 대한 실마리는 화면 중앙의 포로 심문 장면
에서 찾을 수 있다. <삼성본>에는 꿇어앉은 포로 좌우로 곤(棍)과 장(杖)을 
든 군관이 좌우에 각각 4명씩 늘어서 모두 8명이 등장한다. 우측열의 네 
명은 다소 알아보기 힘들게 겹쳐져있다(표 2). 대열 뒤쪽의 두 군관은 서로 
팔이 겹쳐지듯 묘사되어 있다. 두 번째 군관의 머리 또한 첫 번째 군관의 



- 14 -

어깨와 겹쳐져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공간적 관계를 인지하기 힘들다. 
한편 <경기도본>에는 우측 열에 세 명의 군관만 등장한다. 이는 화가가 
<삼성본>을 옮겨 그릴 때 발생한 실수일 것이다. 화가는 작품의 모사가 거
의 완료된 단계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화가는 누락된 
군관을 그려 넣지는 못했다. 대신 완성된 화면 위에 붉은 안료로 장(杖)을 
하나 더 그려 넣었다. 그 결과 열 앞쪽에 있어야 할 곤(棍) 앞으로 장(杖)이 
겹쳐지는 공간적 오류가 일어났다. 즉 <경기도본>의 포로 심문 장면에 보
이는 오류는 <삼성본>의 애매한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통해 <삼성
본>이 <경기도본>의 범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성본> 세부

<경기도본> 세부

표 2. <삼성본>과 <경기도본>의 세부 비교: 심문 장면의 군관, 산, 기수

  

   세부에서 두 작품이 범본과 모본의 관계임을 알려주는 몇 가지 시각적 
특징이 발견할 수 있다. 전경에 중첩된 암산의 각선(刻線)에 가까운 윤곽선
은 거의 동일하다. 두 작품의 전투 장면에서도 양 군세가 무리 지은 모습 
및 인물의 자세가 대부분 일치한다. <경기도본>의 경우 <삼성본>에 비해 
인물의 동세가 경직되어 있다. <경기도본> 왼쪽 상단의 산의 형상은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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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풀어 오르듯 표현되어 있다. 이는 <삼성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
다(표 2 참조). <경기도본>을 그린 화가는 <삼성본> 해당 부분을 옮겨 그릴 
때 선묘의 힘 있는 비수(肥瘦)를 재현하지 못한 대신 양감을 과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경기도본>이 <삼성본>을 범본으로 삼아 모사된 작품임을 
시사한다. <육군본>과 <경기도본>은 모두 <삼성본>의 모본일 가능성이 있
지만 화가는 서로 다른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필선과 인물 형상 및 안료
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본>에는 다른 두 <정토도>에 비해 더 많
은 수의 인물이 등장한다. <삼성본> 및 <육군본>에서 이일 뒤에 시립한 기
수(旗手)는 모두 9명인데 비해 <경기도본>의 기수는 11명이다. <육군본>은 
범본을 그대로 옮기려는 태도로 모사된 반면 <경기도본>은 보다 유연하게 
형태를 변형하거나 인물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본>과 <경기도본>이 <삼성본>의 모본이라면 범본인 <삼성본>이 
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모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삼성
본>의 안료 변색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삼성본>에는 산과 언덕의 봉우
리 위에 탁한 쥐색 또는 보라색이 엷게 채색되어 있다(표 3). 화원이 처음
부터 이러한 색상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듯 채색층의 발색은 불규칙
하다. 이는 연백(鉛白)이 변색된 결과로 보인다.26) 1760년 제작된 《어제준
천제명첩(御製濬川題名帖)》 중 <영화당친림사선도(瑛花堂親臨賜膳圖)>의 차
일(遮日) 채색 일부가 쥐색으로 보이는 것은 연백의 흑변(黑變)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도 6).27) <삼성본>의 산봉우리 채색도 유사한 색조로 변색
되어 있으므로 연백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본>을 그린 화원은 산봉우리
에 연백을 하얗게 채색하여 음력 1월 15일의 눈 덮인 북변(北邊)을 묘사했
을 것이다. 그런데 <육군본> 및 <경기도본>은 해당 부분이 먹과 쪽[藍], 대
자(代赭)로 채색되어 있다. 이는 화가가 퇴색된 <삼성본> 봉우리의 원래 색

26) 鉛白(lead white, 2PbCO3 ∙ Pb(OH)2)의 납 성분은 공기중의 황화수소와 쉽게 결합하여 탁하

고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연백은 17~18세기의 조선시대 기록화에 널리 사용된 안료이다. 서울

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안료(서울역사박물관, 2009), p. 205 참조.

27)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 앞의 책, pp 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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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색된 상태 그대로 모사한 결과라 추정된다. <삼성
본>이 나머지 두 <정토도>의 범본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삼성본>의 
연백이 퇴색된 이후에 나머지 두 작품이 모사된 것이라 생각된다. <삼성
본>에서 강, 늪, 성가퀴(女牆), 군마 등에 채색된 백색은 변색되지 않았
다.28) <육군본>과 <경기도본>에도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백색으로 채색
되었다. 이러한 백색의 차이는 <삼성본>과 나머지 두 <정토도> 사이에 시
간적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본> 세부 <육군본> 세부 <경기도본> 세부

표 3. 세 본의 <정토도> 세부 비교: 산봉우리 채색

   이상의 비교를 통해 <삼성본>이 <육군본>과 <경기도본>의 범본이었을 
가능성을 확인해보았다. <삼성본>은 시호 ‘장양’이 연시된 1745년 이후의 
작품으로 1849년 모사된 <육군본>의 범본으로 추정된다. 즉 <육군본>과 
<경기도본>은 <삼성본>을 모사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육군본>이 1849
년에 모사되었으므로 <경기도본> 또한 함께 모사되었다는 ‘세 건의 그림’ 
가운데 한 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의 작가 및 발문 말미의 내
용이 다른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육군본>과 <경기도본>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고찰은 추후의 연구로 남겨둔다. <삼성본>은 1745년 시호 연시를 
계기로 제작된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안료 변색을 통해 <삼성본>은 

28) <삼성본>에서 변색되지 않고 흰 색으로 남아있는 안료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인 白土로 추

정된다. <삼성본>의 화가가 같은 백색 가운데 鉛白과 白土를 나누어 채색한 것은 두 안료의 표

현력 차이가 원인일 것이다. 鉛白은 염료 및 광물성 안료와 혼색하거나 농담을 조절해 渲染하기 

용이하다. 반면 白土는 변색되지 않는 대신 혼색과 농담 조절이 어렵다. <삼성본>을 그린 화원

은 산봉우리에 흰색을 자연스럽게 渲染하기 위해서 鉛白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鉛白과 혼색한 기타 안료가 鉛白의 변색을 촉진하여 현재와 같이 전체적으로 黑變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본>의 원래 색상을 파악하기 위한 향후의 보존과학적 분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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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의 <육군본>보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제작된 범본일 것으로 추정했
다. 아울러 제 Ⅳ장에서 후술하겠지만 현존 <정토도>에는 18세기 초 기행
문학 및 1740~50년대의 군현 지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삼
성본>은 1745년 연시 행사 때 참석자들이 열람한 ‘정토시전부호전도(征討
時錢部胡戰圖)’ 이거나 이를 모사한 1745년 이후 1849년 사이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현존 <정토도>의 제작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육군
본>의 발문에 기록된 최초의 주문자 이견과 <경기도본>의 발문에 기록된 
김경복의 전승도(戰勝圖) 등 18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시전부락 공격 장면
을 그린 전쟁도에 대한 기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견(李汧, 1616-1668)은 1662년~1663년에 경상좌수사를 역임한 무관
이다.29) 이견은 그의 생애 후반부에 정3품 서반 외관직에 올라 무인 가문
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조부 이일(李鎰, 1538-1601)을 재조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견은 조부의 무관 경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
으로 시전부락 소탕을 선택했고 이를 그림으로 제작했다. 현전하지 않는 이
견의 전쟁도는 1708년에 작품을 감상한 이담(李橝, 1629-1717)의 문장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일의 증손자이며 이견의 조카인 이진방(李震芳, 
1643-1724)은 1708년 이담을 방문해 이일을 현양하기 위한 행장을 요청했
다. 이 때 이진방은 ‘공경흥파호도(公慶興破胡圖)’를 이담에게 보여주며 행
장을 써줄 것을 재촉했다.30) 이 작품은 이진방의 ‘집안에 전해오는 그림과 

29) 이견의 경상좌수사 제수는 顯宗改修實錄 卷8, 3年(1662) 12月 26日(乙丑) 條, 조선왕조실

록 37, p. 297 참조. 이견이 경상좌수사로 재직하던 당시 東萊府에서는 임진왜란 순절자를 현

양하기 위한 <東萊府殉節圖> 등의 제작이 추진되고 있었다. 동래부의 전몰자 현양사업은 閔鼎重

(1628-1692)이 1658년 府使로 부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東萊府殉節圖>, <壬

辰戰亂圖> 등 동래부가 추진한 임진왜란 순절자 숭양 전쟁도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행

리, ｢朝鮮時代 戰爭記錄畵 硏究: <東萊府殉節圖> 作品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0) 참조. 조행리는 이견이 경상좌수영이 위치했던 동래부의 전쟁도 제작에 영향을 

받아 <정토도>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조행리, ｢육군박물관 소장 <壯襄公征

討時錢部胡圖>｣, 2005년 2학기 한국회화사연구 발표문.

30) 李橝, ｢資憲大夫忠淸全羅慶尙三道巡邊使武勇大將行漢城判尹兼五衛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事 贈正

憲大夫議政府左參贊知義禁府事李公行狀｣,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196-197, 208에서 원문

과 번역 참조, 필자 수정. “…내가 글이 부족하다고 사양하니 오히려 공의 사적의 본말을 알아주

었으면 하며 집안에 전해오는 그림과 문적을 보아주기를 청하였다. 자형이 마침내 公의 慶興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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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家傳圖籍]’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이견이 제작했던 전쟁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담이 쓴 서문인 ｢토멸시전부호전도서(討滅時錢部胡戰圖序)｣를 통해 
이견이 제작한 전쟁도는 괘축(掛軸) 형식이었고 상자[畵厨]에 보관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31) 제목은 ‘토멸시전부호도(討滅時錢部胡圖)’였을 것으로 
생각된다.32) 이 작품은 현존 <정토도>의 토대가 되었으리라 짐작되지만 
<정토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먼저 제목의 ‘토멸
(討滅)’은 공격자의 정통성과 권위가 ‘정토(征討)’에 비해 낮은 용어이다. 아
울러 <정토도>와 같은 지형 표현은 제작시기상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록상 존재하는 <토멸시전부호도>는 형식 및 내용에서 <정토도> 만큼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정하(申靖夏, 1680-1715)는 1588년 시전부락 소탕 직후 김경복
(金慶福, 1550-1622)이 ‘전승도(戰勝圖)’를 제작해 선조 임금에게 바쳤다고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본>의 발문 말미에 인용되어 있다.33) 17세기 말~18
세기 초에 작성된 함경도 유림의 서장(書狀)에 따르면 김경복의 전승도는 
당시까지도 함경북도 경원(慶源)에 남아있었다고 한다.34) 그림은 상자[畵厨]

胡圖와 家狀 한 통을 가져와 나에게 보여주었다…(…予辭以不文, 猶欲因知公蹟之本末, 請見其家

傳圖籍. 子馨遂取公慶興破胡圖及其家狀一通以示之予…).” 이원명은 이 글이 쓰여진 戊子年을 

1828년으로 보았다.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 197. 그러나 이는 이담(1629-1717) 및 이진방

(1643-1724)의 생몰년과 맞지 않는 오류이며 1708년이 올바르다.

31) 李橝, ｢討滅時錢部胡戰圖序｣,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 424의 영인본에서 필자가 원문 탈초 

및 번역. “…畵厨에서 옮겨 堂壁에 거니 子龍(趙雲, ?-229)의 온 몸이 간덩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겠네…(…移之畵厨掛于堂壁, 眞覺子龍一身都是膽也…).” 이 글에는 쓴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원명은 이 글을 1828년에 쓴 것으로 보았지만 각주 30과 마찬가지로 이담의 생몰년과 

맞지 않다. 이담이 ‘公慶興破胡圖’를 열람하고 이일의 행장을 쓴 것이 1708년의 일이므로 이 글 

또한 1708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32) 이담이 1708년에 쓴 전쟁 그림 서문의 제목은 ‘討滅時錢部胡戰圖序’이다. ‘戰圖’는 전쟁 그림에 

대한 일반명사였기 때문에 실제 그림에 쓰여진 제목은 ‘討滅時錢部胡圖’, 또는 1745년 이전까지 

이일의 경칭이었던 ‘巡邊公’이 포함된 ‘巡邊公討滅時錢部胡圖序’’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담이 

이일의 행장에서 전쟁도를 ‘公慶興破胡圖’라 언급한 대목은 작품의 제목이 아니라 ‘(巡邊使 李)公

이 慶興에서 胡를 破한 圖’라고 그림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33) 각주 21 재참조.

34) ｢配享慶源忠烈祠時, 儒林報巡營狀｣,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467의 영인본에서 필자가 원

문 탈초 및 번역. “…그 때 참전했던 사람인 金慶福이 戰勝圖를 그려 선조 임금께 바치니 더욱 

칭찬하시고 감탄하셨다. 지금 그 그림 상자[畵厨]가 완연한 모습이기에 시험 삼아 펼쳐보게 하

니 군용이 엄숙하고 기상이 늠름하여 아직도 사람의 모골을 송연하게 한다. 또 깃발로 分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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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겨 있었고 ‘깃발로 분군(分軍)하고 말을 달려 앞 다투어 탕화(湯火)에 
뛰어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묘사는 현존 <정토도>의 
행군 및 전투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김경복의 전승도에 대한 기록
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먼저 1738년에 간행된 신정하의 서암집
(恕菴集) 이전에는 김경복의 전승도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정
하는 함경도 및 여진족 관련 전쟁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조상인 신립(申砬, 1546-1592)이 온성부사(穩城府使)로 있을 
때 니탕개(尼湯介)의 난을 진압한 공적을 읊은 시의 부기(附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정하는 함경남도 영흥(永興)과 함흥(咸興)에 신립의 승전을 그린 
병풍 형식의 ‘전승도’가 당시에도 있었다고 기록하였다.35) 함경도 유림의 
서장 또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신정하의 문장
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신정하 및 함경도 유림은 김경복의 전승도
가 어떤 경위로 함경도 어디에 전해져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들이 보았다는 전승도가 실제로 1588년에 김경복이 제작한 것인가를 증
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함경도 유림의 서장은 
신정하 등 함경도와 인연이 있었던 노론 인사들과 연계된 것이었을 가능성
이 높다. 신정하는 1715년 6월에 함경북도 병마평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
일 현양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로 제시된 김경복의 ‘전승도’ 또한 신정하 등 
노론 관료들과 연계된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정토도> 
또한 노론 관료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작품일 것이라는 추정을 통해 뒷받침
된다.

멀리 말을 달려 앞 다투어 湯火에 뛰어드는 모습이 비록 백 년이나 떨어진 일이지만 직접 목격

하는 것과 같았다…(…其時參戰人金慶福, 畵作戰勝圖, 以奏宣廟, 益加獎歎. 今其畵厨宛然, 試令披

拂, 軍容之肅肅, 氣像之凜凜, 尙能動人毛骨. 而分麾長驅爭赴湯火者. 雖隔百年而有若目擊者然…).” 

이 글을 쓴 인물과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을 통해 慶源 忠烈祠의 건립 년도인 1686년 이후, 

이일의 시호 壯襄이 延諡된 1745년 이전의 글임을 알 수 있다.

35) 申靖夏, 恕菴集 卷4, ｢此來有談先祖廵邊公事者, 二百年間而赫赫如前日事, 感而有吟｣, 한국문

집총간 197, p. 258. 원문은 “鎖鑰當年壯北門, 衆中推轂荷殊恩. 聞名每止吳兒哭, 見面還敎虜騎

奔. 戰地曾看傳繪事, 去思方議斲雲根. 自知投筆今非晩, 庶免人稱不肖孫[公守穩城時有威聲, 虜每犯

邊, 見公來救, 輒駭散曰穩城令公來也. 村兒有夜啼者, 其父母必以公名呵止之. 永興及咸興, 有戰勝

圖作屛障. 穩城人近又議刻石書功詩, 皆記實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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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의 전쟁도는 1745년 3월 5일의 연시(延諡)를 계기로 오늘날과 같이 
제목에 시호 ‘장양(壯襄)’을 갖춘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壯襄公征討時錢部
胡圖)>로 다시 제작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시례(延諡禮)의 연향
(宴享) 때 참석자들은 <정토도>를 함께 감상했다. 연시 직후인 1745년 3월 
13일에 이진방의 사위인 정기장(鄭夔章, 1684-1754)이 쓴 전쟁도의 서문 
제목은 ‘정토시전부호전도서(征討時錢部胡戰圖序)’이다.36) 연시를 기념해 
쓴 글이라는 점에서 실제 작품의 제목에는 주인공의 시호 ‘장양공’이 앞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1745년 3월에 기록된 작품 제
목은 현존 <정토도>와 동일하다. 특히 이견의 전쟁도 제목에 붙은 ‘토멸(討
滅)’ 대신 오늘날과 같은 ‘정토(征討)’라는 용어가 적용된 점이 주목된다. 이
러한 점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정토도>는 연시 행사의 일환으로 새로 
제작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육군본>과 <경기도본>의 범본으로 추
정되는 <삼성본>은 연시 행사 때 실제로 회람(回覽)되었던 작품이었을 가능
성이 있다. 13명의 참석자는 연시 행사에서 <정토도>를 감상하고 간(艱), 
간(間), 반(頒), 환(還), 반(攀)을 압운(押韻)으로 하는 7언 율시의 차운시를 
이어 쓰며 작품에 대한 감상을 시로 남겼다. 그 가운데 <정토도>를 직접 
언급한 시구는 다음과 같다.

제 2수. 유수(柳綏, 1678-1756), “한 폭 남아있는 진영[留眞]에는 유
상(遺像)이 엄숙하고, 궁중에서 시호를 베푸시니 성은이 내림이네(一
幅留眞遺像肅, 九天宣諡聖恩頒).”
제 3수. 정기장(鄭夔章, 1684-1754), “남아있는 그림[遺圖]에는 귀신
이 장군을 호위하고, 고향에 봄이 오니 이조의 관리가 돌아왔네(遺圖
鬼護將軍在, 故里春隨吏部還).”
제 4수. 박사눌(朴師訥, 1707-?), “승리의 계략 영웅의 거동 서화에 
남았으니, 지금 쓰다듬고 완상하려니 황홀하여 직접 만져보네(勝畧英

36) 鄭夔章, ｢征討時錢部胡戰圖序｣,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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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書畵在, 至今摩翫怳親攀).”
제 5수. 한여두(韓汝斗, 1707-?), “행장에는 거두었던 무성한 공적이 
뚜렷이 보이는데, 그림에 소식을 담아 아뢰고 개선했네(狀中灼見收功
懋, 圖上依聞奏凱還).”
제 6수. 한몽린(韓夢麟, 1684-1762), “행장을 살피고 그림을 헤치니 
내 눈이 장한데, 유풍이 마치 공을 친히 대한 듯하네(按狀披圖壯我
目, 遺風彷佛若親攀).”
제 7수. 이희익(李希益, 1683-?), “하물며 다시 채색으로 옛 일을 그
리니, 오랑캐 평정하던 장한 자취를 재삼 대한 듯하네(况復丹靑模舊
事, 平胡壯蹟再三攀).”
제 8수. 이상로(李尙老, 1712-1748), “대대로 전해온[靑氈] 보배 상자
에 그림이 남아 있고, 교서가 동향(桐鄕)에 큰 글씨로 내려 왔네(靑氈
寶篋遺圖在, 紫誥桐鄕大字頒).”
제 9수, 이희복(李希復, 1709-1754), “전공을 아뢰니 영화가 극에 달
해 명(明) 조정이 칭찬했고, 그림을 올리니 성은이 깊어 성유를 내리
셨네(奏功榮極天朝獎, 進畵恩深聖諭頒).”
제 12수. 안윤행(安允行, 1692-?), “그림 속 병사께서 전장에 임해 
진을 펼쳤는데, 나는 정색하며 공경이 일어나 만져보았네(畵裏元戎臨
戰陣, 愀然起我敬而攀).”37)

   차운시의 구절인 만큼 수사적 표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각 수
에 실린 작품의 유래가 주목된다. 제 2수, 3수, 8수는 이견이 제작한 전쟁
도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제 5수, 9수에서 그림을 임금께 바쳤다는 
내용은 <경기도본>에 언급된 김경복의 전승도를 의미한다. 한편 ｢연시운｣ 
제 7수에서 이일의 5세손 이희익은 “다시 채색으로 옛 일을 그렸다”라고 

37) 朴弼琦 外 12人, ｢延諡韻｣,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273-292에서 원문과 번역 참고,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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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다. 이는 1745년의 연시를 즈음하여 이견의 전쟁도를 대신해 현재의 
<정토도>가 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시례 참석자들은 ‘(장양
공)정토시전부호도’라는 제목의 작품을 감상했다. 이들은 시전부락 전쟁도
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의 내용을 차운시에 언급했다. 앞서 살펴본 신정하 
및 이담의 기록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연시례 참석자는 이일 후손, 
노론 관료, 함경도 유생이라는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시전부락 
소탕 전쟁도에 대한 기록을 남긴 당사자인 이담, 신정하 및 함경도 유생과 
일치한다. 이일 현양 및 <정토도> 제작과 연관된 인물들이 <정토도> 관련 
기록을 남긴 당사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 <정토도>와 이견 및 김경
복의 전쟁도의 관계에 대한 기록의 객관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토도>의 제작주체들이 작품에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했다
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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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제작목적

  1. 전쟁도의 효용

   조선시대 전쟁도는 기록화 가운데서도 현전(現傳) 작품이 희귀한 예에 
속한다. 이는 전쟁도가 매우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전쟁
도의 제작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양인백(楊仁伯, ?-?)의 상소 사
건을 들 수 있다. 무관으로 부령부사(富寧府使)를 지낸 양인백은 1467년 세
조(世祖, 재위 1455-1468) 임금에게 자신이 함경도에서 이시애(李施愛, 
?-1467)의 난을 진압한 전쟁도를 그려 올리며 전공을 포상해 줄 것을 다음
과 같이 요구했다.

……망령된 생각으로서는 공(功)이 남보다 앞에 있다고 여겼는데, 지
금 논공할 때에 탁월한 공이 없는 자들도 또한 공신(功臣)의 호(號)를 
받았으나, 유독 어유소(魚有沼, 1434-1489)의 군사(軍士)는 한 사람
도 공훈(功勳)이 책록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감(天鑑)이 미처 알
지 못했기 때문일 뿐일 것이기에 지극히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기
지 못하여, 적의 휘치(麾幟)를 빼앗은 바와 전진(戰陣)의 긴(緊)하고 
헐(歇)하였던 형세를 삼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재량
(裁量)을 바랍니다…….38)

   세조는 이에 대해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자랑하니 의리
와 예의가 없다”고 양인백을 꾸짖었다. 이 기사에서 전쟁도는 전공을 증명
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전쟁도에 대

38) 世祖實錄 卷44, 13年(1467) 12月 7日(己亥) 條, 조선왕조실록 8, p. 149. 원문은 “妄意以

爲功在人先, 今其論功也, 無卓越之功者, 亦受功臣之號, 而獨有沼軍士, 無一人得錄功勳者. 是天鑑

未及知耳, 不勝憤鬱之至, 謹圖成所奪麾幟, 及戰陳緊歇形勢, 伏惟聖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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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 후기의 기록으로는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1791년에 쓴 ｢제
정평사쌍포파왜도후(題鄭評事雙浦破倭圖後)｣를 들 수 있다. 임진왜란 때 함
경도 의병을 이끌었던 정문부(鄭文孚, 1565-1624)의 전공을 재조명한 이 
글은 <길주쌍포파왜도(吉州雙浦破倭圖)> 뒤에 쓰였던 발문이다. 내용의 일
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위 <길주쌍포파왜도>는 고(故) 첨사(僉使) 강문우(姜文佑, ?-?) 의사
(義士)의 집에서 전해온 것이다. 그림 아래에 대장 이하 창의군(彰義
軍) 31인이 열서(列書)되어 있는데, 대장은 바로 북평사(北評事) 농포
(農圃) 정공(鄭公)이다……이제 이 그림을 보건대, 의사들이 용맹을 
떨치며 일제히 전진하는 기세와 왜적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는 모습이 비록 200년이 지난 뒤이지만 완연히 
목격하는 것처럼 늠름한 생기가 있다. 갑옷과 투구를 갖춘 무사로 하
여금 보게 한다면 반드시 몸을 내던질 생각을 할 것이다. 유관(儒冠)
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면 또한 난을 평정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어려운 말을 하는 데서 말미암지 않고 실제로 예악(禮樂)을 
말하고 시서(詩書)를 독실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류에 따라 감발(感發)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다…….39)

   이에 따르면 <길주쌍포파왜도>는 쌍포 전투의 참전자인 강문우의 집안
에 소장되어 있었다.40) 무인과 선비를 각각 감발(感發)시킬 수 있다는 언급

39) 安鼎福, 順菴集 卷19, ｢題鄭評事雙浦破倭圖後｣, 한국문집총간 230, p. 184. 원문은 “右吉

州雙浦破倭圖, 故僉使姜義士文佑家所傳也. 圖下列書自大將以下彰義三十一人, 大將卽北評事農圃鄭

公……今見是圖, 義士奮勇齊進之勢, 倭賊救死不暇之狀, 雖在二百年後, 而宛若目擊, 凜凜有生氣. 

使介冑之士見之則必思捐軀. 使儒冠之人見之則亦知戡亂, 不由乎瞋目語難, 而實由於說禮樂敦詩書之

人矣. 觸類感發, 其在斯歟..” 

40) <길주쌍포파왜도>의 제작 주체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정문부가 복권된 1666년 이후 경성 창

렬사 혹은 소장자로 기록된 강문우의 후손이 지방에서 주문한 작품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의 수장이었던 정문부는 1624년 이괄의 난에 연루되었다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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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화 효용론(效用論)으로 전쟁도를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안정복
은 <길주쌍포파왜도>를 통해 쌍포 전투를 거의 2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오
늘 일처럼 목격할 수 있다고 썼다. 전쟁도의 회화적 표현은 ‘실제 일어났던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길주쌍포파왜도>는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류경천(柳擎天, 1553-1594) 후손의 부탁으로 쓴 류경천의 
사장(事狀)에 다시 언급되었다. 류경천은 정문부를 도와 싸운 전공을 생전
에 인정받지 못했다. 최익현은 전공의 증거인 공사문헌(公私文獻)으로 국
조보감(國朝寶鑑), 북관지(北關誌), ｢길주승전비문(吉州勝戰碑文)｣ 및 
<길주쌍포파왜도>를 들었다.41) 그림의 좌목 7번째에 류경천의 이름이 기록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로 발문은 마무리되었다. 
<길주쌍포파왜도>가 약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정문부와 류경천이라는 
서로 다른 참전자의 전공을 증명해주는 기록물로 활용된 것이다.
   전쟁도가 이처럼 전공의 증명자료로 중시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조선 중
기 이후 ‘보는 것’의 힘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화가 활발히 제
작되었기 때문이다.42) 기념할만한 중요한 사건은 그림으로 남겼을 때 가장 

되어 죽음을 당했다. 1666년에 복권되어 右贊成에 추증되었고 이듬해에 함경북도 鏡城에 있는 

사당이 彰烈祠로 사액되었다. 정문부의 우찬성 증직과 창렬사 사액은 顯宗改修實錄 卷15, 7年

(1666) 5月 23日(癸卯) 條, 조선왕조실록 37, p. 514; 顯宗改修實錄17卷, 8年(1667) 6月 

14日(丁亥) 條, 조선왕조실록 37, p. 569 참조. <쌍포파왜도>가 전해 온 가문의 참전자인 강

문우 또한 정문부와 함께 증직되어 軍器寺正에 추증되었고 창렬사에 배향되었다. 新增東國輿地

勝覽 卷50, ｢咸鏡道｣에 인용된 大東地志 참조.

41) 崔益鉉, 勉菴集 卷37, ｢慶源府使贈兵曹參判柳公事狀｣, 한국문집총간 326, p. 314. 원문은 

“玉溪柳公諱擎天, 字重汝. 我昭敬大王二十五年壬辰, 漆齒匪茹, 大駕西狩, 中外板蕩…. 又與淸正, 

遇於白塔, 三戰三勝, 使豳岐故疆, 免爲左衽, 亦公始終左右之力也. 惜乎, 以若殊功大業, 宜卽有格外

褒典, 而爲當時忌公者所沮泯沒. 六十餘年, 始因陽坡鄭相公筵奏, 贈騎省貳卿, 因又配食於關北彰烈

祠. 戰功首末, 備載國朝寶鑑, 北關誌及崔崑崙所撰吉州勝戰碑文, 斑斑可考. 而鏡城姜姓人家, 又有

雙浦破倭圖, 列書擧義諸公三十一人, 而公居第七. 則公私文獻, 又不啻章章, 豈容一時一人所可任私

推移也耶….” 

42) 조규희는 Michael Baxandall(1933-2008)이 제시한 ‘시대의 눈(the period eye)’ 개념을 인용

하여 조선중기 지식인들이 공유한 사회문화적 경험 속에서 특정 작품 속에서 무엇을 보고, 그 

작품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 주요한 특징으로 시각

적 표현의 힘 인정, 사실성의 추구, 화면 속 대상의 정신 지향, 古書畵에 대한 관심 등을 들었다. 

조선중기 이후 지식인 계층의 회화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규희, ｢조선중기 지식인들의 繪畵

觀｣,  儒敎文化硏究 18(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1), pp. 181-209 참조. ‘시대의 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hael Baxandall, Painting and Experience in Fifteenth-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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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보존･전시될 수 있었다. 조규희는 조선 중기 이후 그림은 미적 
표현의 결과물로서보다는 그림의 대상이 되는 실물과 그것에 담긴 메시지
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더욱 중요하게 수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
유로 성공적인 그림은 실물을 핍진하게 그려 그 실물의 ‘정신’ 혹은 ‘진수
(眞髓)’를 전달하는[傳神] 작품이었다. 전쟁도의 경우 참전자의 전투 모습을 
핍진하게 그려내어 참전자의 충렬과 전공을 전달해 주는 그림으로 인식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토도>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
음을 정기장(鄭夔章, 1684-1754)이 1745년에 쓴 ｢정토시전부호전도서(征討
時錢部胡戰圖序)｣에서 읽어낼 수 있다.

……예전 현인이 갖추어 기록한 것 가운데 진정으로 군말을 덧붙일 
수 없는 것은 오직 이 한 폭이니 곧 공의 ‘정토시전부호지도(征討時
錢胡之圖)’이다. 군용의 엄숙함과 진법의 올바름이 환히 눈에 들어오
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아아! 공의 충의로운 마음을 알려
고 하는 자는 기사(記事)의 사실에서 이를 이룰 수 있고, 공의 충의로
운 행적을 보고자 하는 자는 그림의 진상[模像之眞]에서 이를 이룰 
수 있다. 두 가지는 서로 필요한 것으로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 즉 
여러 기록을 살피면 공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여러 그림을 보면 그 
행적을 떠올려볼 수 있다. 후대에 몸을 돌보지 않고 순국하려는 자와 
진(陣)에 임하여 적과 맞서려는 자가 그 기록을 읽고 이 그림을 감상
하면 충성을 다하고 의로움을 도우려는 마음이 구름처럼 세차게 일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 폭의 그림은 또한 세교(世敎)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43)

Italy: A Primer in the Social History of Pictorial Sty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참조.

43) 鄭夔章, 앞의 글,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424-426의 영인본에서 필자가 탈초 및 번역. 

원문은 “…前賢之備錄, 固不可贅說, 而惟此一幅, 卽公征討時錢胡之圖也. 其軍容之肅肅, 陳法之正

正, 瞭然在目, 宛如隔晨……噫. 知公忠義之心者, 得之於記事之實, 見公忠義之蹟者, 得之於模像之

眞. 二者相須不可相無. 則攷諸記而可知其心, 覽諸圖而可想其蹟. 後之亡身殉國, 臨陣對敵者, 誦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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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장은 서화 효용론에 입각해 전쟁도가 세교를 도울 것이라는 일반론
을 덧붙였지만 전쟁도를 ‘갖추어 기록한 것[備錄]’, 즉 중요한 사건의 기록
물로 보았다. 나아가 <정토도>는 그 가운데서도 ‘군말을 덧붙일 수 없는’ 
가장 긴요하고 정확한 것이라 표현했다. 정기장은 문자기록과 그림을 이일
의 충의(忠義)를 전달하는 두 축이라 표현했으며 그 중에서도 그림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은 시각적 효과를 통한 전신(傳神)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1849년에 <육군본>을 모사한 목적 
또한 시각적 기록물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었다. <육군본> 발문 말미에 
이일의 8세손 이재관(李在寬)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후세에 먼 자손들의 추모를 오래도록 전하려면 회화의 칠분 전형(繪
事之七分典型)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공의 손자인 수사공(水使公)
이 화공에게 명하여 몇 장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첩[綃障]하여 종
손과 지손들이 보배로 받들게 했다. 세월이 오래되니 변하고 갈라지
거나 하루아침에 화재를 당하기도 하여 남아있는 것이 다만 한 건 뿐
이라 혹여 또다시 닳아 없어져 선조의 사적(事蹟)을 우러러보며 의거
할 곳이 없어질까 염려되었다. 이에 계제사[禊]의 비용을 모아 그림 3
건을 새로 그려 예전대로 집안에 소장하니 이로써 선조의 기적(紀蹟)
을 잇는데 만 분의 일이나마 다하고자 할 따름이다. 숭정(崇禎) 기원
후 4번째 기유년(1849년) 윤달 여름에 8세손 재관(在寬)이 삼가 쓴
다.44) 

記翫此圖而輸忠扶義之心, 油然而生矣. 然則, 惟此一幅圖畵之像, 亦不爲無助於世敎矣….” 

44)  李在寬, 앞의 글,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63-65에서 원문과 번역 참조, <육군본> 실물

과 대조하여 필자 수정. 원문은 “後世, 雲仍之追慕壽傳, 無如繪事之七分典型. 故公之孫水使公, 命

工圖寫綃障幾本, 珍奉于宗支諸孫矣. 年久渝泐旦經回祿, 餘存者只一本, 恐或仍又泯磨, 先蹟無瞻依

之地. 迺鳩禊財, 描畵新本三件, 依舊家藏, 以寓紹先紀蹟之萬一云爾. 崇禎紀元後四己酉閏夏, 八世

孫在寬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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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은 “후세에 먼 자손들의 추모를 오래도록 전하려면 회화의 칠분 
전형(七分典型)만 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토도>는 문자기록보다 효
과적이고 영속적인 기록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사되었던 것이다. 이일
의 문장 및 후대의 현양 관련 문건을 수집해 엮은 책인 장양공전서(壯襄
公全書)는 1893년에 편집･간행되었다. 따라서 <육군본>이 모사된 1849년
에는 <정토도>가 이일의 전공을 기념하는 기록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컸
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토도>는 전공의 기록매체였을 뿐 아니라 이일의 초상화를 대신하는 
작품으로 제향(祭享)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관은 <정토도>
를 ‘회화의 칠분 전형(繪事之七分典型)’이라 표현했다. ‘칠분’은 70%의 의
미로, 원래 북송 때 역전(易傳)을 쓴 정이천(程伊川, 1033-1107)의 말에
서 유래했다. 글로는 뜻의 칠분만을, 그림으로는 형상의 칠분만을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 삼분은 보는 이가 각자 깨달아 채워야 한다는 의미였다.45) 
이후 칠분은 형상과 심상(心像)의 불완전한 묘사 결과로서의 회화를 가리키
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특히 형상을 최대한 본모습대로 묘사해야하는 초상
화의 의미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46) <정토도>를 ‘칠분 전형’이라 부른 것
은 <정토도>가 초상화와 유사한 형식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초상화가 아닌 화목의 그림이 초상화적 기능을 가진 사례는 16세

45) 李珥, 栗谷全書 卷31, ｢金振綱所錄｣, 한국문집총간 45, p. 230. 원문은 “問七分之貌. 曰, 

程子作易傳曰, 此乃七分之書. 謂十分內所說只七分, 其餘三分。則在人自得云爾. 門人張繹祭之曰, 

先生有言, 見于文字者有七分之心, 繪于丹靑者有七分之儀, 此蓋用其語. 此謂七分之貌者, 謂程正思

體貌柔弱, 而中之所存至剛, 故曰未足以見其七分之貌.” 

46) 崧陽書院에 봉안된 鄭夢周(1337-1392)의 초상을 ‘七分儀像’이라 표현한 예는 金昌協, 農巖集
卷6, ｢崧陽書院｣, 한국문집총간 161, p. 409 참조. 정조가 金德齡(1567-1596)에게 시호를 추

증할 때 초상화를 보고 ‘七分’이라 한 예는 正祖, 弘齋全書 卷21, ｢忠壯公金德齡宣諡日致祭文

｣, 한국문집총간 262, p. 334 참조. 華城에 모신 莊獻世子의 초상을 ‘七分’이라 한 예는 正祖, 

弘齋全書 卷7, ｢廿一何日, 來省象設, 履玆濡露, 孺慕彌切. 還次華城, 關雨停蹕, 夷猶適願, 坐且

明發, 歷駐遲遲之臺. 行行路轉, 而陟岵之思, 耿然如結, 瞻望久之, 志感以一律｣, 한국문집총간
262, p. 107 참조. 특히 정조는 七分은 초상[眞] 중에서도 대상을 직접 대면하여 그린 것이며 

이조차도 터럭 하나까지 같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는 七分이 실제의 칠분까지 겨우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적 표현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正祖實錄 卷12, 5年(1781) 7

月 23日(癸亥) 條, 조선왕조실록 45, p.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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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널리 퍼져있었다. 명종(明宗, 재위 1545-1567)은 이황(李滉, 
1501-1570)이 은거해 있던 도산(陶山)의 경치를 그려 올리게 했다.47) 이 
그림은 ‘아끼는 이황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 대신 이황이 사는 곳을 보
기 위한’ 그림이었다. 이징(李澄, 1581-?)이 1643년에 그린 <화개현구장도
(花開縣舊莊圖)>는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옛 별장인 악양정(岳陽亭)
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은 초상화와 
마찬가지의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했다.48) <정토도>는 1745년의 시호 연시
를 계기로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연
시는 ‘역명(易名)’, 즉 이름을 바꾼다는 말로도 표현되었다. 제향의 대상인 
고인의 위패와 초상화에 쓰여 있는 이름(관직 및 성명)에 시호를 부기하여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견이 제작했던 ‘토멸시전부호도(討滅時錢部胡圖)’를 
고인의 시호인 ‘장양(壯襄)’을 반영해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壯襄公征討時
錢部胡圖)>로 새로 이름을 지어 다시 제작한 것은 연시 때 위패를 새로 제
작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즉 1745년에 제향 대상의 호칭이 격상된 것은 
<정토도>를 새로 제작해야 했던 한 원인일 것이다. <육군본>은 계제사[禊]
의 비용을 모아 제작되었으므로 실제로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제향의 대상
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토도>의 제작 목적이 제향의 대상이었을 또 
하나의 증거는 <경기도본>에 남아있는 붉은색 유소(流蘇)이다. 유소는 여러 
가닥의 명주실로 꼰 끈인 다회(多繪)의 끝에 매듭을 지은 후 술을 풀어헤친 
장식으로 특히 축화(軸畵) 형식의 초상화 장엄에 필수적이었다. <경기도본>
은 이일의 직계 종손이 최근까지 소장해 온 작품이었으므로 가문에서 실제

47) 明宗實錄 卷32, 明宗 21年(1566) 5月 22日(壬子) 條.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 의식과 九

曲圖｣, 역사와 경계 61(부산경남사학회, 2006), p. 1의 각주 1에서 재인용.

48) 申翊聖(1588-1644)은 <花開縣舊莊圖>를 그린 목적이 정여창의 인품이 드러나는 그의 옛 별장 

터를 그려 정여창을 추모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신익성은 李澄이 문자기록

에 의거해 <화개현구장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림은 실제의 풍경과 꼭 같지는 않지만 문제될 것

은 없다고 썼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제향을 위한 성현의 초상화 및 조각에서 피부와 털 하나의 

묘사까지 소홀히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존경할만한 점만이 중요하게 드러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신익성의 언급은 별서도가 초상화와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花開縣舊莊圖>의 자세한 성격에 대한 사항은 조규희, ｢朝鮮時代 別墅圖 硏究｣(서울대학교 대학

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6), pp. 172-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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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향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2. 가문 및 노론의 이일 현양과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이일의 현양은 1660년 이견의 전쟁도 제작을 시작으로 18세기 초 이담
(李橝, 1629-1717), 이의현(李宜顯, 1669-1745), 이재(李縡, 1678-1746), 
안윤행(安允行, 1692-?) 등 노론 핵심 인사들의 현양 문서 작성을 거쳐 
1745년 시호 연시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견
의 전쟁도 및 <정토도>는 핵심적인 시각자료로 제작･활용되었다. <정토도>
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론을 중심으로 한 17세기 말~18세기 초
의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후반은 숙종이 주도한 환국(換
局)으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여러 차례 정권의 향배가 바뀐 시기이다.49) 동
시에 1680년대 이후 서인 내부에서도 노론과 소론이 분기되어 짧은 기간 
내에 각 당파의 사상적, 정책적 전략이 확립된 시대이기도 했다. 특히 노론
은 정치적 위기 속에 송시열(宋時烈, 1607-1689)을 중심으로 주희(朱熹, 
1130-1200)의 도통(道通)을 직접 계승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내었다. 송시
열은 주희가 남송의 당면과제는 ‘정치를 바로잡고 이적을 물리치는 것[修政
事攘夷狄]’이라 제시한 시대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선의 현실에 수용했
다.50) 존화양이(尊華攘夷)의 명분은 그대로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으로 이
어졌다. 대명의리론은 현실적으로 북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704년 숙종
(肅宗, 재위 1674-1720)이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한 사상적 근거로 작용했
다. 소론도 대명의리론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략적으로 대명
의리론의 정통을 자처하는 노론의 태도에 반대했다.51) 노론은 소론과의 차

49) 甲寅換局에서 甲戌換局에 이르는 시기의 당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아름다운날, 2007), pp. 13-85; 李泰鎭 編,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士禍·黨爭篇(태학

사, 2003); 이태진･김백철 編,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태학사, 2011) 참조.

50) 조준호, ｢조선 후기 노론의 정치사상과 경세론｣, 韓國儒學思想大系 6 政治思想編(한국국학진

흥원, 2007), pp. 471-473.

51) 대보단 설치에 대한 논의에서도 노론 측 인물인 權尙夏(1641-1721), 兪得一(1650-1712), 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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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18세기 초에도 지속적으로 도통 계승과 대명의리론
을 강조해 나갔다.52) 송시열은 춘추의리(春秋義理)에 입각한 숭고한 순절자
로 조헌(趙憲, 1544-1592)을 추숭했고 대명의리와 척화의 화신으로 김상헌
(金尙憲, 1570-1652)을 현양했다.53) 무관 가운데는 사르후(薩爾滸, Sarhū) 
전투에서 순절한 김응하(金應河, 1580-1619)가 의리를 지킨 대표적인 순절
자로 추숭되었다.54)

   이일 가문과 노론이 처음부터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일의 가문은 16세기에는 관직 경력이 미미해 붕당을 따지기 
어려운 양반가문과 통혼하고 있었다. 이일의 아들 이숭의(李崇義) 이후에는 
통혼 대상 가운데 문인 관료가 증가했다.55) 그런데 혼인으로 이어진 인물 
가운데 창녕성씨(昌寧成氏)인 성문개(成文漑)는 서인으로 파악되지만, 양천
허씨(陽川許氏)인 허실(許實) 및 고령김씨(高靈金氏)인 김자(金滋)는 남인 
계열일 가능성이 있다. 이일 가문의 정체성은 무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당
색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이일의 손자 이견은 의빈부도
사(儀賓府都事)를 지낸 남진(南鎭, 1574-1631)의 딸과 혼인했다.56) 남진은 

鎭厚(1659 -1720) 등은 宋時烈의 뜻을 이은 萬東廟를 사례로 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주

장했다. 이에 비해 소론 측 인물인 尹拯(1629-1714), 崔錫鼎(1646-1715), 尹趾善(1627-1704), 

尹趾完(1635-1718), 徐文重(1634-1709) 등은 반대하거나 즉답을 회피하여 붕당의 입장이 뚜렷

이 갈렸다. 肅宗實錄 卷39, 30年(1704) 1月 10日(庚戌) 條, 조선왕조실록 40, p. 65 참조.

52) 1688년에 발의되어 1709년에 제작된 《高山九曲圖帖》가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아니라 노론

이 소론을 견제하기 위해 도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논의는 조규희, ｢조선 유학

의 ‘道統’ 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61(부산경남사학회, 2006), pp. 9-11 참조.

53) 조준호, 앞의 글, p. 473.

54) 임완혁, ｢명, 청 交替期 조선의 대응과 忠烈錄의 의미｣, 漢文學報 12(우리한문학회, 2005), 

pp. 194-195 참조.

55) 이일 가계의 통혼 대상에 대해서는 李橝, ｢資憲大夫忠淸全羅慶尙三道巡邊使武勇大將行漢城判尹

兼五衛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事 贈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知義禁府事李公行狀｣, 이원명･박상진, 앞

의 책, pp. 191-192 참조. 이일의 부친 李敏德은 生員이었던 延安 李氏 繼壽의 딸과 혼인해 이

일을 낳았다. 이일 자신은 大興令을 지낸 全州 李氏 大春의 딸과 初婚했고 士人 李巨孝의 딸과 

再婚했다. 이에 비해 이일과 전주이씨 사이의 딸은 宣傳官 成文漑에게 시집갔으며, 이일의 아들 

李崇義는 縣令을 지낸 高靈金氏 金滋의 딸과 초혼했고 判決事 高德潤의 딸과 재혼했다. 이숭의

의 딸들은 각각 校理인 權僩, 士人 洪柬, 士人 安應聖에게 시집갔다. 이숭의의 아들 李涌은 正言

이었던 陽川許氏 許實의 딸과 혼인했다. 그 딸은 縣監 韓公億에게 출가했다.

56) 南龍翼, 壺谷集 卷18, ｢王父都事府君墓表陰記｣, 한국문집총간 131, p. 406. 원문은 “得薰

娶李興文女, 無子有二女, 長李汧, 水使. 次慶寭. 李汧有三男一女, 震雄, 震華, 震行, 鄭台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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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익(南龍翼, 1628-1692)의 2대조로 남용익은 노･소 분당 때 노론의 입
장에 선 인물이다. 이일 가문이 노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혼맥은 
전쟁도를 제작한 이견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일 가문이 노론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는 무관 가문으
로서의 입지가 위협받게 된 18세기 초반이었다. 이일 이후 직계 혈족에서 
5명의 무관이 나왔지만 이일의 증손 이진방(李震芳, 1643-1724) 이후에는 
무과 입격자가 배출되지 못했다.57) 이진방은 1676년 무과에 급제한 후 용
양위부호군(龍讓衛副護軍)을 거쳐 전라병사(全羅兵使)를 역임했던 무관이었
다.58) 이진방은 이담(李橝, 1629-1717)에게 이일의 행장을 요청하며 전쟁
도를 보여주었다. 이진방은 이담에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임진왜
란 때 증조부의 공적이 가장 컸지만 끝내 밝게 드러내지 못하여 가문의 세
덕(世德)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한탄했다.59) 이 언급은 이일 현양의 목
적이 가문의 현재적 지위 상승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담은 송시열
의 문인(門人)으로 노론의 주요 인물이었다. 그는 1679년 송시열의 예론(禮
論)을 옹호한 송상민(宋尙敏, 1626-1679)을 변호하다 옥사(獄事)에 연루되
어 삼수(三水)에 유배되었고60) 이듬해 경신환국으로 복권된 후 이조판서, 

57) 이진방은 의금부도사를 지낸 李涌(1593-1665)의 아들이며 조부는 李崇義(1575-1646), 증조

부는 이일이다. 경상좌수사를 지낸 이견은 이진방의 작은아버지이며 漢城府參軍을 지낸 李震雄

(1634-1695)과는 사촌형제이다. 조부 이숭의는 德山縣監 및 宗廟署令을 역임했지만 그는 이일

의 시전부락 승전에 대한 포상으로 蔭職을 제수 받아 관계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진방 이후 18

세기까지 문･무과 입격자는 보이지 않는다. 용인이씨대동보소, 앞의 책, p. 426 참조.

58) 龍仁李氏大同譜에는 이진방이 康津兵使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이다. 용

인이씨대동보소, 앞의 책, p. 429. 兵使(종2품 무관직)는 兵馬節度使의 약칭으로 한 道의 主將이

기 때문에 강진병사라는 직함은 잘못된 것이다. 전라도병마절도사는 강진에 주재했으며 그 居城

이 康津 全羅兵營城(사적 제397호)이기 때문에 생긴 착오로 보인다.

59) 李橝, 앞의 글,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196-208. 원문은 “…公沒後百有八年, 全義李橝適

遇公之曾孫兵使震芳子馨甫於東城旅次. 言及壬辰諸將戰功, 子馨蹙然而言. 曰, 龍蛇之變, 吾先祖之

功最多且大. 而竟不彰著, 以至家聲不振, 世德將泯. 請得子之文, 以圖不朽. 予辭以不文, 猶欲因知公

蹟之本末, 請見其家傳圖籍. 子馨遂取公慶興破胡圖及其家狀一通以示之予. 乃敬受而讀之. 曰, 此足

以照後人之耳目. 何待予蕪拙之文而傳於後乎? 子馨請之益固, 予遂取西崖柳相公懲毖錄、及月沙尹相

公壬辰日記、國朝寶鑑、大東稗林等書. 公行于世者參以公之家狀, 及有旨、備忘、供辭、啓草之藏于

其家者, 通其會而櫽, 其括删其繁, 而潤其畧. 一字一句, 無敢私撰. 穿鑿以取不韙之罪云爾.”

60) 宋子大全隨箚 卷13, ｢目錄｣, 한국문집총간 116, p. 500. 원문은 “…李廈卿, 名橝, 號四隱

堂, 全義人. 藥圃海壽之曾孫. 先生門人, 官洗馬, 陞僉知. 己未, 株連石谷獄, 杖竄三水, 庚申放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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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중추부사 등에 제수되었다. 이진방과 이담의 첫 만남은 1708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이담은 이일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진방의 장수다운 풍모 또한 
아낀다고 표현하며 이일의 현양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61) 이담이 행장과 
서문을 통해 이일을 현양하고 그 대가로 이일 가문을 노론의 당색으로 이
끈 방식은 스승 송시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송시열의 ｢비비정기
(飛飛亭記)｣에는 무인과 노론의 관계 설정 및 협력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송시열은 경신환국 후인 1680년 9월, 전주에 있는 최후량(崔後良)의 정자 
비비정(飛飛亭)에 기문(記文)을 써 주었다. 송시열은 무인들과 권문이 뇌물
을 통해 인맥으로 맺어지는 세태를 비난하고 자신은 문장을 통해 무인 최
후량이 조부 최영길(崔永吉)이 지은 정자를 수리하여 계술(繼述)하려는 효
(孝)를 어여삐 여겼다고 말했다.62) 송시열은 원래 지명에서 유래된 ‘비비정’
의 명칭에 장비(張飛, ?-221)와 악비(岳飛, 1103-1141)의 도리를 계승해야 
할 무인 가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최후량은 이에 대해 “내려 받은 은혜
의 두터움이 이보다 클 수 없다”고 감읍했다.63) 이담은 무인 가문에게 가

有文集….” 

61) 李橝, ｢追題李巡邊使行狀後小序｣, 1708,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 208; pp. 210-211. 원문

은 “…戊子夏, 予客東城, 隣有友人李君震芳來見, 問其先故, 乃宣廟朝三道都巡邊使知訓鍊院事李公

鎰之子孫也. 廳言觀貌自有將家餘風. 思其人猶愛屋上烏, 況其子孫乎….”

62) 宋時烈, 宋子大全 卷144, ｢飛飛亭記｣, 한국문집총간 133, p. 105. 원문은 “飛飛亭在全州參

禮驛之南, 其主人崔後良也. 良嘗請記於余曰, 亭之作在萬曆癸酉, 作之者吾祖永吉也. 吾祖永吉以弓

馬拔身, 官至昌洲僉使. 吾父完成亦以鶡冠, 官羅暖萬戶. 至吾良, 蓋三世也. 余曰, 武人苞苴輦載, 奔

走權門, 以圖進用, 老死而後止者, 滔滔也. 今昌洲獨能免此, 而作亭於形勝之地, 居處遊息, 導迎淸

曠. 能以壽終, 斯已難矣. 羅暖上不以是賂諸貴勢, 下不以是易其衣食, 修葺塗墍, 樑棟如新, 可謂孝

矣. 今君又愛文字, 旣揭扁額, 又請記以示後人, 其繼述之意又深矣. 因問名亭之義, 則曰因地名而名

之也. 余曰, 君世世將種也, 古者張翼德之信勇, 岳武穆之忠孝, 皆名以飛, 而曠世相感, 豈非武臣之所

當勉慕者耶. 安知君之後承不有張，岳之倫. 而凡登斯者, 皆以二子爲心, 則其爲世道之助也. 豈淺鮮

哉. 良頓首曰, 亭小而義大, 人微而語高, 受賜之厚, 無以踰焉. 請歸而刻之楣間也. 時崇禎上章涒灘九

月日, 華陽老叟記..”

63) 송시열은 무인 가문이 뇌물을 써서 權門의 힘을 빌리려는 세태를 비난하고, 祖父의 亭子에 記

文을 써 달라는 崔後良을 칭찬했다. 그러나 양자는 대가를 통한 상호협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으로 동일하다. 이는 글쓰기, 글씨, 그림 및 골동 등을 매개로 사회적 상호관계를 맺고 단기적･
장기적 보답을 기대했던 명 말 문인 계층의 문화전략과 닮아있다. Clunas는 文徵明(1470-1559)

의 사례를 통해 한 인물이 각계의 인물과 상호관계를 맺기 위해 文章과 書畵를 매개로 사용했음

을 밝혔다. 송시열의 경우 뇌물 대신 관계의 매개가 된 것은 ｢비비정기｣라는 글이었다. 즉  노론

은 무인 가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고 무인 가문은 유력 문사의 

문장을 통해 家格을 높여 대를 이은 출세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송시열은 한 무관 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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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家格)을 높여줄 문장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을 노론의 외연 아래에 종속
시키는 송시열의 방식을 따라 이일의 행장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이담이 쓴 이일의 행장(行狀)은 이담 개인의 입장이 아닌 붕당 차원의 
공의(公議)가 반영된 텍스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일을 기억하기 위한 
1708년 이전의 문장은 후손들이 행적을 간단히 정리한 가장(家狀) 뿐이었
다. 문인 사회에서 열람될 수 있는 격식과 내용을 갖춘 행장은 이일을 재조
명하기 위해 긴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적인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국
조보감 및 야사(野史) 기록인 연려실기술(練藜室記述) 등에 실려 있는 
이일 관련 기록은 이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일관되어 있었다. 이일은 임
진왜란 당시에도 상주(尙州)에서의 패전, 평양성 수복 때 왜군 추격 중지 
등의 실책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64) 이일의 죽음 또한 불명예스러운 
일로 기억되었다. 이일은 1600년에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지만 
이듬해에 살인을 저질러 파직되었다.65) 선조 임금은 살인죄를 추문(推問)하
기 위해 그를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명했다. 이일은 압송 도중에 함경남도 
정평(定平)에 이르러 병으로 사망했으며 선조실록의 해당 기사에는 이일
에 대한 사관의 혹독한 비판이 기록되어 있다.66) 선조실록이 편수된 
1610년으로부터 거의 백년이 지난 1708년에 이진방이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의 공이 가장 많고 컸으나 끝내 밝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탄한 것은 

‘우아한 빚(Elegant Debts)’를 성공적으로 지우고 그 보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문

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명말 문인의 문화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aig Clunas, Elegant 
Debts: The Social Art of Wen Zhengming, 1470-155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참조.

64) 宣祖實錄 卷34, 26年(1593) 1月 13日(戊辰) 條, 조선왕조실록 21, p. 606.

65) 宣祖實錄 卷133, 34年(1601) 1月 12日(辛亥) 條, 조선왕조실록 24, p. 179.

66) 이일에 대한 史官의 평가는 다음의 기사에 실려 있다. 宣祖實錄 卷134, 34年(1601) 2月 6日

(乙亥) 條, 조선왕조실록 24, p. 193. “의금부 도사 尹天衢가 치계하였다. “죄인 이일이 定平

에 당도하여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이때 살인을 한 일로 잡아오던 중이었다. 이일은 국가의 

큰 은혜를 받고서도 털끝만큼도 보답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임진년 난리 때는 가는 곳마다 패배

하였고 南兵使가 되었을 때는 처사에 두서가 없었으며, 사납고 음험한 마음이 늙어갈수록 더 심

하였는데, 이때에 도중에서 病死하니 사람들이 통쾌하다고 했다.](義禁府都事尹天衢, 馳啓曰: 罪

人李鎰, 到定平得病, 物故事.[時, 以殺人事拿來. 鎰受國厚恩, 無一毫報. 壬辰之亂, 到處敗衂, 及爲

南兵使也, 處事顚妄, 豺險之心, 老而益甚, 至是路斃, 人稱快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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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까지도 이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담은 
행장에서 이일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 실책들을 불가항력의 결과로 논변
하거나 업적으로 탈바꿈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녹둔도 전투 및 상주 전투의 
패전에 대한 서술태도이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일이 녹둔도 패전의 책임
을 전가하기 위해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순신을 사형시키려 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행장에는 이일이 앞장서서 이순신의 죄를 무마하고 
백의종군을 청해 재기의 기회를 준 것으로 묘사되었다.67) 상주 전투의 경
우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일이 적을 최초로 정탐하여 알려온 주민을 군중
을 소란케 한 이유로 참하는 등 척후에 실패한 결과 6,000여 병사가 전몰
했고 이일은 달아났다고 기록되었다. 반면 행장에서는 겨우 900명의 병사
를 모아 맞선 부득이한 결과였으며 끝까지 항전을 독려한 것으로 묘사되었
다.68) 선조수정실록은 서인의 공론이 반영된 텍스트였기 때문에 이를 뒤
집는 내용을 이담 개인이 독단적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담의 논리는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이 쓴 시장(諡狀)69), 1732년에 이
조판서 이재(李縡, 1678-1746)가 쓴 행장70), 1743년에 안윤행(安允行, 
1692-?)이 쓴 신도비명71) 및 1745년경 이의현이 쓴 신도비명72) 등 노론 

67) 宣祖修正實錄21卷, 20年(1587) 15年 9月 1日(丁亥) 條, 조선왕조실록 25, p. 570의 기사

와 다음의 글 비교. 李橝, ｢資憲大夫忠淸全羅慶尙三道巡邊使武勇大將行漢城判尹兼五衛都摠府都摠

管知訓鍊院事贈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知義禁府事李公行狀｣,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169-170. 원문은 “…丁亥秋楸島藩胡麻尼應介, 與時錢藩胡何吾郞阿等, 潛結其黨, 一日乘大霧出, 

不意搶掠鹿島屯所……農民及將士之被虜殺傷亦多. 以此朝廷有拿鞫舜臣之議, 公惜其才勇, 啓請于朝

白衣從軍, 賴以擢用, 卒成大功於壬辰之亂….” 

68) 宣祖修正實錄 卷26, 25年(1592) 4月 14日(癸卯) 條, 조선왕조실록 25, p. 612; 柳成龍,西
厓集 卷14, ｢戰守機宜十條幷序｣, 한국문집총간 52, p. 268; 宋時烈, 宋子大全 卷138, ｢三
節遺稿序｣, 한국문집총간 112, p. 549; 宋時烈, 宋子大全 卷139, ｢尹文烈公延諡圖序｣, 한국

문집총간 112, p. 582와 다음의 글 비교. 李橝, 앞의 글,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175-176. 원문은 “…是時賊已至善山, 夜屯長川古縣, 距尙州二十里, 而未及斥候, 賊來不知. 翌朝

公率烏合民軍幷京來將士僅八九百, 以習陣于州北川邊……俄而賊兵大至, 亂發鳥銃中者, 卽斃將士. 

皆願移兵小却, 公杖劒厲聲, 曰, 昨日有旨督戰, 安敢退生乎. 督令軍人發射矢, 皆數十步輒墜, 不能傷

賊. 賊乃分出左右翼以繞軍後, 未及交鋒而左….”

69) 李宜顯, ｢壯襄公諡狀｣,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292-316.

70) 李縡, ｢資憲大夫忠全慶巡邊使武勇大將漢城判尹五衛都摠府都摠管贈議政府左參贊李公行狀｣, 이원

명･박상진, 앞의 책, pp. 217-242. 

71) 安允行, ｢行資憲大夫忠全慶三道巡邊使武勇大將漢城判尹贈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刑曹判書贈諡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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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문장에도 일관되게 계승되었다. 이는 이담의 행장이 노론의 공의
를 반영한 것이며 이일의 현양은 이담 개인이 아닌 붕당 차원에서 힘을 보
탠 것임을 의미한다.
   이일의 현양은 노론의 김종서(金宗瑞, 1390-1453) 복권 시도와 함께 이
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680년 경신환국 후 이선(李選, 1632-1692) 등 
송시열의 문인들은 김종서의 복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노론이 김종서의 
복권에 힘을 쏟은 것은 이른바 ‘세도재상론(世道宰相論)’이라는 왕권에 대
한 신권(臣權) 우위를 내세우는 노론의 정치론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73) 김종서의 복권을 요청한 인물들은 대부분 노론으로 파악된다. 이는 
노산군(魯山君) 및 육신(六臣)의 추복이 숙종의 의지로 이루어졌고 붕당 간
에 큰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74) 단종 및 육신이 추복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서의 복권은 1746년까지 기각되었다. 숙종과 영조는 
계유정난(癸酉靖難)의 명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론 관료들이 이일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강조한 것은 1586

襄李公神道碑銘幷書｣,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242-252. ‘壯襄公’이라는 시호가 제목에 기

재되어 있으므로 1743년이 아닌 1745년 延諡 이후 작성된 글일 가능성이 있다.

72) 李宜顯, ｢行資憲大夫忠全慶三道巡邊使武勇大將漢城判尹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事贈正憲大夫議政

府左參贊刑曹判書贈諡壯襄李公神道碑銘幷書｣,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253-264.

73) 이선의 김종서 복권 요청에 대해 숙종은 士林의 尊慕를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列聖朝가 용서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권을 거부했다. 肅宗實錄 卷10, 6年(1680) 12月 22日(丁未) 條, 조선

왕조실록 38, p. 505 참조. 숙종은 노론의 복권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절충안을 수용했다. 

죄가 있어도 10代가 지난 후손은 용서한다는 의리에 따라 김종서의 후손인 賤人을 免賤시키고 

인재를 가려 任用하자는 林象德(1683-1719)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肅宗實錄 卷47, 35

年(1709) 6月 23日(壬戌) 條, 조선왕조실록 40, p. 330 참조. 소론은 김종서 후손의 임용에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李濟(1654-1724)의 간언에서와 같이 노론이 김종서의 후손임이 불

분명한 자를 임용했다고 비난하며 김종서의 복권에 거리를 두었다. 景宗實錄 卷7, 2年(1722) 

4月 14日(戊辰) 條, 조선왕조실록 41, p. 209 참조. 김종서의 완전한 복권은 1746년, “나는 

마땅히 고난을 주었지만 너는 마땅히 태평을 주라”라는 世祖의 훈시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영조

가 노론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이루어졌다. 英祖實錄 卷64, 22年(1746) 12月 27日(戊子) 條, 
조선왕조실록 43, p. 234 참조.

74) 단종 및 육신 추복은 君臣分義를 강조해 환국 및 탕평 정국에서 국왕의 정당성을 높이려 했던 

숙종 및 영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종 및 육신 추복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史學硏究 98(韓國史學會, 2010), pp. 

41-89; 윤정, ｢숙종대 단종 追復의 정치사적 의미｣, 이태진･김백철 앞의 책, pp. 286-31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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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1588년에 걸친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재임 기간이었다. 이일은 1586
년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재직했을 때 군사지침인 제승방략(制勝方略)을 
증보했다. 제승방략을 처음 저술한 인물은 김종서로 알려져 있었다. 이일
은 제승방략에 군무 29사(軍務二十九事)와 금령 27조(禁令二十七條)를 합
쳐 한 책으로 만들고 이를 시행하도록 조정에 주청했다. 이담을 비롯한 노
론 관료들은 이 대목을 표창할만한 업적으로 특별히 강조했다.75) 이담은 
행장 뒤에 제발(題跋)을 덧붙여 이일이 제승방략을 증보한 공을 재차 강
조하였고, 아울러 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로 재직한 이선(李選, 
1632-1692)이 이일의 제승방략을 다시 간행했다고 밝혔다.76) 이선은 
1680년에 김종서의 복권을 최초로 발의한 인물이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즉 김종서의 복권과 이일의 현양은 밀접히 연관된 사업으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노론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일이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거둔 가장 큰 전공은 시전부락 소탕이었다. 
노론 관료들은 시전부락 소탕의 전과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이견이 조
부의 전공 가운데 시전부락 소탕을 전쟁도의 주제로 삼은 것도 이와 관련
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이일을 현양하려는 이일 가문의 시도는 김종서를 
복권시키려는 노론의 공의(公議)에 편승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토도>의 
주제는 이일이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서 김종서의 제승방략을 계승한 인
물이라는 노론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김종서와 이일의 현양에 합세한 세력에는 함경도 유생들도 존재
하였다. 함경도는 조선시대에 북관(北關)이라 불리며 차별과 불신의 땅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남구만(南九萬, 
1629-1711)과 민정중(閔鼎重, 1628-1692) 등의 서인 관료들의 문풍(文風) 

75) 李橝, 앞의 글,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 169. “…方略을 자세히 갖추어 頒行한 것이 대개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벌할 책략의 계산과 계획, 변방 鎭堡의 故事를 책을 열면 환히 알 수 

있으니, 공의 忠勤과 勳功은 더욱 百代에 표창할 만하다…(…方畧之詳備頒行, 盖自公始. 而征謨

籌畫, 邊堡故事開卷瞭然, 公之忠勤勳勞, 尤可表於百代也).”

76) 李橝, ｢又題巡邊使行狀後跋｣,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p. 211-217.



- 38 -

진작 정책을 통해 비록 소수였지만 유생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들 함경도 
유생은 관로 진출을 위해 함경도를 순절의 고장으로 인식시키려했다. 이를 
위해 김종서, 정문부, 이일 등 함경도와 관련된 인물을 현양하려는 노론의 
정책에 협력하여 이들의 복권 및 사당의 사액(賜額)을 지속적으로 요청했
다.77) 이와 관련해 함경도를 배경으로 한 전쟁도 가운데 《북관유적도첩(北
關遺蹟圖帖)》이 주목된다(도 7). 《북관유적도첩》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화첩으로 총 8장의 그림이 글과 함께 실려 있다.78) 각 
장면에는 함경도의 영토를 개척하고 지켜낸 고려시대 윤관(尹瓘, ?-1111)에
서 정문부(鄭文孚, 1565-1624)에 이르는 역사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는 정쟁에 휘말려 전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후대에 추숭된 인물
이 많았다.79) 특히 김종서(金宗瑞, 1390-1453)와 남이(南怡, 1441-1468)는 
역모의 죄를 쓰고 죽은 후 작품이 제작된 시기에도 복권되지 못한 인물이
었다. 이는 《북관유적도첩》이 단순한 영웅담의 나열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전공을 시각화하여 이들을 복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북관유적도첩》의 등장인물 가운데 작품 제작 당시에 가장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은 김종서였다. 이 점은 《북관유적도첩》을 통
해 현양하고자 한 핵심 인물이 김종서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1666년
에 역모 혐의가 신원(伸寃)되어 복권된 정문부가 작품의 마지막 순서에 등

77) 함경도의 士人들은 숙종대 이후 宋時烈 및 金昌翕에게 수학하거나 학문적 조언을 구하는 등 師

承 관계를 맺어 노론에 편입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은 18~19세기에 걸쳐 지역의 위상을 높이

기 위해 함경도의 순절자 및 지역 출신 유학자를 배향한 사당에 賜額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경세원, 2000), pp 213-215, 229-238 참조.

78)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北關遺蹟圖帖》에는 <拓境立碑圖>, <夜宴射樽圖>, <夜戰賦詩圖>, 

<出奇破賊圖>, <登臨詠懷圖>, <一箭解圍圖>, <守柵拒敵圖>, <倡義討倭圖>의 여덟 장면이 포함

되어 있다. 조행리는 《北關遺蹟圖帖)》을 鄭文孚(1565-1624)가 伸寃된 1666년 이후, 선춘령을 

지도에서 두만강 북쪽 칠백리 지점에 摘示하기 시작한 18세기 초엽 사이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鞠世弼(?-1592)의 弼이 必로 오기된 점이 1725년 편찬된 崔昌大

(1669-1720)의 昆侖集을 비롯한 문집의 오기와 일치함을 지적했다. 조행리, ｢《北關遺蹟圖

帖)》: 함경도를 지켜낸 장수들의 영웅담｣, 안휘준・민길홍, 앞의 책, pp. 134-135 참조.

79) <夜宴射樽圖>의 주인공 金宗瑞(1390-1453)는 癸酉靖難에 희생된 후 1746년에 복관되었고 

1758년에 忠翼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登臨詠懷圖>의 南怡(1441-1468)는 역모 혐의로 車裂刑

에 처해진 후 1818년에 복관되었고 1910년에 시호 忠武를 받았다. <倡義討倭圖>의 정문부는 

李适의 亂에 무고되어 죽은 후 1666년에 복관되었고 忠毅라는 시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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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점은 김종서 또한 복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함경
도 유생들은 김종서가 복권된 이후에는 그를 제사지내 온 함경북도 행영(行
營)의 사당을 사액해달라고 요구했다.80) 유생의 대표로 상소를 올린 인물은 
한여두(韓汝斗, 1707-?)였다. 한여두는 1745년에 용인에서 치러진 이일의 
시호 연시 행사에 참석한 인물이다. 노론 관료들이 주도한 김종서와 이일의 
현양에는 함경도 유생들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상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 유생
들은 이일을 경원의 충렬사에 배향하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함경도 관찰사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 때 이일의 전공을 증명하는 사료로 김경복이 제
작했던 전승도(戰勝圖)가 제시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정토도>는 이일 가문, 노론 관료, 함경도 유생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이일을 현양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745년 3월 이일
의 증시(贈諡) 교지(敎旨)가 용인의 종택에 전달된 연시례의 연회 자리에서 
선시관(宣諡官)인 이조참의 박필기(朴弼琦, 1677-1757)가 먼저 <정토도>를 
감상하고 시를 지었다. 이어서 12명의 참석자가 차운시(次韻詩) 형식으로 
연시운(延諡韻)을 남겼다.81) 박필기, 유수(柳綏, 1678-1756), 박사눌(朴師
訥, 1707-?), 안윤행, 이의현은 노론 관료였다. 특히 안윤행과 이의현은 이
일의 신도비명을 쓴 인물이기도 했다.82) 성균관 진사 신분으로 한양에 머
무르고 있었던 함경북도 종성(鐘城) 출신 유생 한여두와 한몽린(韓夢麟, 

80) 英祖實錄 卷66, 23年(1747) 9月 21日 (戊申) 條, 조선왕조실록 43, p. 262.

81) 延諡韻을 쓴 13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번호는 연시운을 쓴 순서). 1. 朴弼琦(1677-1757), 2. 

柳綏(1678-1756), 3. 鄭夔章(1684-1754), 4. 朴師訥(1707-?), 5. 韓汝斗(1707-?), 16. 韓夢麟

(1684-1762), 7. 李希益(1683-?), 8. 李尙老(1712-1748), 9. 李希復(1709-1754), 10. 李復春

(1704-?), 11. 李咸春(恒春?, 1696-1760), 12. 安允行(1692-?), 13. 李宜顯(1669-1745). 이원

명･박상진, 앞의 책, pp. 272-292.

82) 1745년 당시 柳綏는 增廣文科 及第者, 朴師訥은 承旨, 安允行은 判敦寧府事, 李宜顯은 領敦寧

府事였다. 朴弼琦와 朴師訥은 이일의 外後孫이었고 柳綏와 安允行은 용인에 세거하고 있었다. 李

宜顯은 이일과 同族인 龍仁李氏로 역시 용인에 세거했다. 안윤행은 노론 峻論系를 대표하는 관

료였으며 이의현은 閔鎭遠(1664-1736) 死後 노론의 영수로 추대되었던 인물이다. 이를 통해 이

진방 이후 이일의 후손들은 노론 관료들 가운데 혈연 및 지연으로 접근 가능한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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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1762)도 참석했다.83) 연시 행사의 주관자인 이일 가문에서는 노론의 
유력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일을 위한 글쓰기를 요청했던 5세
손 이희일(李希逸, ?-?) 등 다섯 명의 후손과 이진방의 사위 정기장(鄭夔
章, 1684-1754)이 연시운에 시를 남겼다. 연시를 즈음하여 새로 제작한 것
으로 보이는 <정토도>를 감상하고 연시운을 쓴 인물들의 구성은 <정토도> 
제작을 주도한 집단의 정체를 명확히 보여준다.

83) 韓夢麟은 前 會寧府使 鄭元容의 요청에 의해 學行으로 出仕했으며 사후인 1830년에 吏曹參議

로 추증되었다. 강석화 앞의 책, p.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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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의 시각 문화

  1. 기록의 시각화

   <정토도>가 1745년에 제작되었다면 이는 1588년 이일의 시전부락 소탕 
이후 거의 150년이 지난 후대의 일이다. 이견은 1660년대에 ‘토멸시전부호
도’라는 전쟁도를 제작했지만 이는 현존 <정토도>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정토도>의 이미지는 이일 현양 과정에서 정리된 기록을 
시각화하는데 힘쓴 결과 완성되었다고 추정된다. 기록을 시각화한 결과물로
서 <정토도>는 대단히 성공적인 작품이다. <정토도>의 발문은 그림과 밀접
한 연관을 지닌다. 발문에는 시전부락 소탕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간략하
게 기록되어 있다.

“…행영(行營)에서 습진(習陣)하고, 덕명역(德明驛)에서 이른 아침에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蓐食], 좌군(左軍)은 아오랑지(阿吾郞地)의 백안연대(白顔烟
臺)를 거쳐 산을 돌아 북쪽으로 나아가고, 우군은 무이보(撫夷堡)의 성벽 
동쪽으로부터 강을 건너 서쪽으로 나와 합세하여 시전 땅의 네 방면 부락
을 포위하여 궁려(穹廬) 300여 채를 태워버리고 거의 500급을 참수하였
다….”(참고 3)

   <정토도>의 화면과 발문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행영에서 훈련하는 모습
과 덕명역에서 식사하는 장면은 경흥에 도착하기 전 상황이므로 그림에 표
현되지 않았다. <정토도>에는 좌군과 우군의 행군, 시전 부락 포위 및 전투
라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건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각각의 사건은 화면
에 분리된 채 배치되지는 않았다. 각 사건은 군세의 행렬을 통해 선적(線
的)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간적 연속성이 표현될 수 있었다. 조선군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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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은 조선군
이 화면 밖의 ‘행영’ 및 ‘덕명역’을 거쳐 경흥으로 진입했다는 발문의 이야
기를 상상할 수 있게 돕는다. 좌군과 우군이 서로 다른 경로로 행군했다는 
발문 내용은 인상적인 기마병의 행렬로 표현되었다. <정토도> 속 좌군은 
화면 왼쪽 하단에서 등장해 봉수 앞에서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이들은 산
을 돌아 화면 상단에서 시전부락으로 진입하고 있다. 우군은 화면 하단에 
등장해 우측으로 산을 돌아 강을 건넌 후 화면 상단에서 좌군과 합류, 시전
부락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실제로 조선군은 1월 14일 밤 9시
경 야음을 틈타 종성(鐘城) 인근의 행영(行營)에서 출진했고 밤 11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에 두만강을 도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84) 전투는 먼동
이 트는 1월 15일 새벽에 벌어져 수 시간 만에 완료되었으므로 <정토도> 
속에 포착된 시간의 경과는 최대 12시간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군
의 출진, 행군 및 기습이라는 연속적 내러티브는 화면 속에 줄지은 기병의 
행렬 및 행렬 선두가 시전부락으로 난입하는 장면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
되었다. <정토도>의 그림은 발문의 텍스트에 함축된 시간의 경과까지 시각
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토도>의 발문은 이담이 1708년에 쓴 이일의 행장에서 발췌된 글이
다. 이는 1745년의 <정토도> 제작에도 노론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
이라는 제 Ⅲ장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행장 가운데 이일이 1586년 함경북
도 병마절도사로 승차(陞差)된 내용부터 녹둔도 사건, 1588년 시전부 공격 
및 이에 대한 선조 임금의 포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장은 거의 그대로 <정토
도>의 발문에 실려 있다. 출진에 앞서 제장(諸將)의 역할을 나눈 내용이나 

84) 宣祖實錄 卷22, 21年(1588) 1月 27日(辛亥) 條, 조선왕조실록 21, p. 445. “北兵使의 啓

本에, 慶源의 藩胡 중 녹둔도에서 作賊한 시전부락에 이달 14일에 本道의 土兵및 京將士 2천 5

백여 명을 거느리고 길을 나눠 들여보내, 二更에 행군하고 三更에 강을 건넜다가, 15일 平明에 

그들의 穹慮 2백여 坐를 焚蕩하고 머리 3백 80級, 말 9필, 소 20首를 斬獲하고 全軍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였다(北兵使啓本, 慶源藩胡, 鹿屯島作賊時錢部落, 今月十四日, 率本道土兵及京將士

二千五百餘名, 分道入送, 二更行軍, 三更越江, 十五日平明時, 焚蕩穹廬二百餘坐, 斬獲三百八十級, 

馬九匹, 牛二十首, 全師回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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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군의 경로, 거둔 전과 등 행장과 발문의 세부내용도 일치하며 동원된 병
력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담은 류성룡(柳成龍, 
1542-1607)의 징비록(懲毖錄), 이정구(李廷龜, 1564-1635)의 임진일기
(壬辰日記), 국조보감(國朝寶鑑), 대동패림(大東稗林) 및 이일 집안에 
남아있었던 가장(家狀), 유지(有旨), 비망(備忘), 공사(供辭), 계초(啓草) 등을 
인용하여 행장을 완성했다.85) 주목되는 텍스트는 국조보감이다. 국조보
감은 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가려 뽑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
에 임의로 열람할 수 없는 실록을 대신해 널리 인용되었다. 국조보감에 
기록된 시전부락 공격의 전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여 
동원된 병력은 2천여 명, 불태운 가옥은 200여 채, 벤 수급은 380여 급이
라 기록되어 있다.86) 그런데 이담은 ‘궁려 300여 채를 불사르고 머리를 벤 
것이 거의 500급’이라고 기록해 국조보감의 기록보다 전공을 과장했다. 
<정토도> 속 시전부락은 세 무더기의 취락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숫자는 
300채라는 기록을 시각화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담은 정사인 국조보감
 이외에도 대동패림을 참고했다. ‘패림(稗林)’은 야사(野史)의 총서를 의
미하므로 이담은 야사의 내용으로 이일의 행장을 보충했다고 추정된다. 조
경남(趙慶男, 1570-1641)이 쓴 난중잡록(亂中雜錄)에는 동원한 병력이 5
천 명이고, 벤 수급이 400여 급이라 기록되어 있다.87) 수급 등 전공의 지
표는 정사와 야사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이담은 수집한 여러 자료 가
운데 가장 전공이 크게 기록되어 있는 야사의 텍스트를 선택했거나 수를 
부풀려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85) 李橝, ｢資憲大夫忠淸全羅慶尙三道巡邊使武勇大將行漢城判尹兼五衛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事 贈正

憲大夫議政府左參贊知義禁府事李公行狀｣, 이원명･박상진, 앞의 책, p. 208.

86) 國朝寶鑑 卷29, ｢戊子 二十一年｣, 민족문화추진회 역, (신편국역)국조보감(한국학술정보, 

2006), p. 90. 원문은 “戊子, 二十一年春正月, 北兵使李鎰巡到慶興, 遣虞侯金遇秋領四百騎, 乘氷

渡江曉襲楸島叛胡斬三十三級, 繼發吉州以北諸鎭兵二千餘騎, 會寧府使邊彦琇, 穩城府使楊大樹, 富

寧府使李之詩爲將領, 潜使渡江, 夜襲時錢叛胡, 焚二百餘家, 斬三百八十餘級.” 

87) 이는 나중에 李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그 출처는 魚叔權

(?-?)의 故事撮要였던 것으로 보인다. 趙慶男, 亂中雜錄 卷1, ｢戊子 萬曆十六年 宣祖二十一

年｣, 차주환･신호열 공역, 大東野乘(민족문화추진회, 1971); 李肯翊, 燃藜室記述別集 卷18, 

｢邊圉典故 北邊｣, 연려실기술별집 下(景文社, 1976), p. 5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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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도>의 발문에는 전장이 된 두만강 대안의 시전부락 외에도 아오랑
지(阿吾郞地), 백안연대(白顔烟臺), 무이보(撫夷堡) 등 경흥(慶興) 경내의 지
명이 등장한다. 산수화의 공간 표현으로는 이 모든 공간을 포괄하여 시각화
하고 각 지명을 눈에 띄게 보여주기 어렵다. <정토도>의 지형 표현방식은 
조선시대 군현 지도의 시각 형식과 대체로 일치한다. <정토도>의 방위는 
위쪽이 정북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토도>에는 서쪽에서 흘러온 두만강이 
북쪽으로 큰 호(弧)를 그리며 곡류해 동쪽으로 향하고, 서남쪽에서 두 줄기
의 지류가 합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두만강 북쪽의 평야에는 크고 
작은 흰 색의 연못 팔지(八池)가 그려져 있다. 두만강 너머 북쪽 지평선에
는 산의 능선이 이어진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는 현대의 두만강 유역 지도
와 비교해 보아도 설득력 있는 사실적인 지형 묘사이다. <정토도>에는 발
문에 기록된 지명을 상징하는 시설물이 기호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 먼저 
두만강이 곡류해 돌출된 곳에 경흥 무이보(撫夷堡)가 성곽의 모습으로 등장
한다. 무이보의 북쪽 산등성이와 화면 왼쪽 가장자리에서 두만강이 흘러들
어오는 초입에는 타오르는 봉수(烽燧)가 그려져 있다. 이는 각각 무이보 봉
수대와 백안(白顔) 봉수대를 표현한 것이다. 또 서남쪽에서 합류하는 지류 
사이에 두 개의 기단 모양의 구조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아오랑지의 
수호처(守護處)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표 4).88) 이들 구조물은 간단한 
형태로 처리되어 지도의 기호를 연상시킨다.

88) 경흥진에는 24개의 守護處와 1개의 侯望이 운영되고 있었다. 守護處는 守護將이 두만강변을 순

찰하기 위한 시설로 오늘날의 哨所이다. 尹浩亮, ｢宣祖 16년(1583) '尼湯介의 亂'과 조선의 군사

전략｣(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 10-12. 18세기 중엽의 경흥부 군현지도에

는 무이보 좌우에 ‘守[守護處]’, 혹은 ‘把[把守]’로 표기되어 있어 <정토도>의 기단 모양은 수호

처를 기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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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안 봉수대 무이보 봉수대 수호처

표 4. <삼성본>의 세부: 방어시설 

   조선 전기에는 두만강 유역의 정확한 지형이 지도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보물 제248호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地圖)>는 정척
(鄭陟, 1390-1475)이 제작한 지도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지도로 꼽히고 있다.89) 이 지도에는 한강, 낙동강 등의 물길은 꼼
꼼하게 묘사된 데 비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물길은 평행한 수평선에 가깝게 
단순화되어 있다(도 8). 이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
輿地勝覽)에 포함된 목판본 지도인 《동람도(東覽圖)》의 <함경도>(도 9, 
10)에도 계승되었다. 이 지도는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목판본 및 필사
본의 형태로 다양하게 모사･변용되어 조선시대 사람들의 지리 인식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90) 조선 중기에는 강력한 지도 사장(私藏) 금제가 실

89) 世宗은 예조의 관리였던 鄭陟(1390-1475)에게 북방 3도의 현지측량을 명했다. 정척은 측량 결

과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척이 관여한 지도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행한 일련의 지도 형식은 정척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Gari 

Ledyard, "Cartography in Korea," in John Brian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279-283. 한반도의 북쪽 경계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수평으로 그리는 방식은 1402년의 <混一疆

理歷代國都之圖>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그 전통이 15세기 초까지 소급된다. <混一疆理歷代國都

之圖>는 1402년에 李薈(?-?), 權近(1352-1409) 등이 제작했다.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3점의 

모사본 가운데 龍谷大學 소장본이 1470년대에 모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모본으로 추정되고 있

다. Gari Ledyard 앞의 글, pp. 244-245 참조.

90) 新增東國輿地勝覽 유형의 지도가 조선시대 내내 유행한 사실에 대하여 방동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지도류 특히 細密圖의 개인 소장 및 국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 금제 때문

에 약도 형식의 여지승람식 지도가 민간에 유행했다. 둘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학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역사지리에 치우쳐있었고 그 결과물인 新增東國輿地勝覽은 텍스트가 주가 되는 

讀史地理書였으므로 지도는 약도인 《東覽圖》만으로도 이용하기에 충분했다. 방동인은 이러한 

이유로 1530년에서 18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를 ‘동국여지승람식 지도의 專用期’로 파악했다. 

方東仁, 韓國地圖의 歷史(신구문화사, 2001), pp.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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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접할 수 있는 함경도 지도는 《동람도》 유형의 
간략한 지도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물론 상세한 관방지도(關防地圖)도 제
작되었을 것이지만 18세기 중반 이전의 지도는 지리적 정확도가 낮았음을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언급에서 추정할 수 있다.91) 경흥부 지도 가
운데 지도 제작자가 사실적인 지형 묘사에 힘썼지만 여전히 《동람도》 유형
의 소략한 표현을 넘어서지 못한 사례로 18세기 초의 《지도(地圖)》(古
4709-92)를 들 수 있다(도 11).
   <정토도>에 가까운 이미지로 경흥의 지리를 표현한 지도는 18세기 중반
에 제작된 군현지도가 있다.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때 제작된 각종 
군현지도는 이전 시기의 지도와 다르게 지형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도
로, 성곽, 읍치(邑治) 등의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다.92) 특히 1747~1757년 
무렵의 관방지도인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의 <함경북도> 
및 <경흥부> 지형 표현은 <정토도>와 매우 흡사하다(도 12). 1750년대 초
의 관찬 군현지도인 《해동지도(海東地圖)》의 <경흥부>에도 거의 유사한 지
형 표현이 등장한다(도 13). 이와 동일한 계통의 몇몇 민간 제작 군현지도

91) 정상기 지도의 사본으로 추정되는 《海東地圖》(古 4709-61)의 <咸鏡北道帳>에는 다음과 같

이 정상기의 발문이 주기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도로 세상에 나온 것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이 

필사본이거나 인쇄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紙面의 모양과 크기에 맞추어 제작했기 때문에 

산천과 道里가 서로 틀리게 그려져 있다. 10리 남짓 가까운 것이 어떤 때는 수십 리나 멀리 떨

어져있고, 수백 리나 먼 곳이 때로는 10리쯤으로 가깝게 되어 있다. 동서남북 방위에 있어서는 

때로 그 위치가 바뀌어 있어, 지도를 보고 어디라도 가고 싶을 때가 있어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이 없어, 어두운 곳을 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我國地圖之行於世者, 不知其數, 而無論其模

圖印圖, 皆從紙面之方圓闊狹爲之, 故山川道里畵爲相左, 十里之近者, 或遠於數百里, 數百里之遠者, 

近於十餘里. 以至東西南北或易其位, 若按其國而欲往遊於四方, 無一可據, 與冥行者無異矣…).” 방

동인, 앞의 책, pp. 203-204에서 재인용, 필자 수정(강조는 필자). 종이 모양에 맞추어 지세의 

부분을 확대･축소하는 《東覽圖》식 지도가 18세기 전반까지 우세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92) 영조는 즉위 초기부터 국정운영에 지도를 중시했으며 특히 기존 지도의 遠近이 부정확함을 지

적했다. 英祖實錄 卷23, 5年(1729) 8月 29日(辛未) 條, 조선왕조실록 42, p. 152 참조. 宋

眞明(1688-1738), 朴文秀(1691-1756), 具宅奎(1693-1754) 등은 영조에게 정책을 제안할 때 

해당 지역의 지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조 연간에 통치를 위한 세밀한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군현지도의 사실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英祖實錄 卷27, 6

年(1730) 9月 10日(丙子) 條, 조선왕조실록 42, p. 224; 英祖實錄 卷30, 7年(1731) 11月 

17日(丙子) 條, 조선왕조실록 42, p. 287; 英祖實錄 卷61, 21年(1745) 4月 14日(丙辰) 條, 

조선왕조실록 43, p. 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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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70년대 이후 다수 제작되었다.93) 즉 <정토도>는 18세기 중반에 제작
된 지도, 특히 경흥부 군현지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회화식 
군현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및 김정호(金正浩, ?-1864)의 《대동여지
도(大東輿地圖)》와 같은 근대적 지도가 일반화된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1872년에 전국 군현지도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경흥
부지도(慶興府地圖)>는 경흥을 묘사한 조선시대 군현지도의 마지막 사례라 
할 수 있다(도 14). 1833년에 경흥부 읍사(邑社)와 무이사(撫夷社)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도에는 1833년 이전 무이보였던 위치에 ‘경흥’
이라 표기되어 있다.94)

   지도와 전쟁도를 결합한 예는 드물지 않다. 조선시대 화원들은 전쟁도에
서 전장의 지리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지도를 가장 긴요한 시각자료
로 활용했다. 지도 제작은 도화서 화원 및 지방 화사(畵師)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화원들은 지리정보가 요구되는 다양한 화목에 지도의 시각형
식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정토도>와 지형 표현방식이 유사한 전
쟁도로 <임진전란도(壬辰戰亂圖)>를 들 수 있다(도 15). 1834년 동래부 군
기감관(軍器監官) 이시눌(李時訥)이 그린 이 작품에는 바다를 건너오는 왜
군의 선단 및 부산진(釜山鎭)･다대진(多大鎭) 전투를 한 화면에 묘사하기 
위해 넓은 영역을 담을 수 있는 지도 표현을 적용하였다(도 16).95) <임진전
란도>는 봉수대 등의 관방시설을 기호로 표기했다는 점에서도 <정토도>와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2. 이미지의 의미 해석

93) 《海東地圖》(古大 4709-41)는 1736~1767년 무렵의 《輿地圖》(古4709-68), 1776~1787년 

무렵의《地乘》(奎 15423), 1800년대 초의 《廣輿圖》(古 4790-58)와 동일 필사본 계통이다. 

《備邊司印方眼地圖》(奎 12156)와 《海東地圖》는 관찬 지도로서 민간에서 볼 수 없었지만 이

를 모방한 민간의 필사본이 177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제작되었으므로 <정토도>의 제작자가 이

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94) 慶興郡誌編纂委員會 編, 咸鏡北道 慶興郡誌(慶興郡誌編纂委員會, 1988), pp. 152-154.

95) 조행리, ｢朝鮮時代 戰爭記錄畵 硏究: <東萊府殉節圖> 作品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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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도>에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도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
다. 이는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새로이 창작하여 기록상의 내러티브
와 섞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조작은 그림 속에서 기록에 
존재하는 행위와 존재하지 않는 행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정토
도>의 경우 창작된 이야기를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로 묘사해 마치 기록에 
존재하는 사건인 것처럼 표현되었다. 이는 <정토도>에 발문 등의 기록을 
넘어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미지가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록
된 사물을 이미지로 옮기는 작업 또한 기록만을 참고해서는 불가능하다. 
<정토도>의 이미지를 창출한 제작자는 동시대 관람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관념 및 지식체계를 유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토도>의 제작자
는 18세기 중반의 시각 문화 속에서 <정토도>의 제작의도를 강조할 수 있
는 이미지를 그림 속에 배치하였다. <정토도>에는 지도, 산수화(山水畵), 삽
화(揷畵) 등 넓은 영역에서 발췌된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있다. <정토도>의 
제작자는 18세기 중반의 시각물에서 단순히 이미지만을 차용하지는 않았
다. <정토도>를 그린 화가는 작품의 제작의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이미지를 신중히 선택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 조망(眺望): 팔지(八池)와 왕조 발상지

   <정토도>의 화면 아래쪽에서부터 뻗어 올라온 산세가 끝나는 지점에 봉
화가 타오르는 봉수대가 그려져 있다. 봉수대는 화면 중앙에 자리하고 마치 
산호처럼 보이는 인상적인 불꽃을 뿜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람자의 시선
을 끈다(도 17). 이 봉수대는 <정토도>의 핵심 시점(viewpoint)이다. 화면 
전체는 지도에 가까운 부감법(俯瞰法)으로 포착되었지만, 두만강 건너 팔지
와 시전부락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은 봉수
대이다. 날카로운 사선을 그리며 중첩되어 있는 여타의 산등성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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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가 자리한 고지는 평평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봉수대의 
고지는 마치 관람자를 끌어들여 그 위에 올라서서 강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스펙터클을 직접 목격하도록 유도하는 듯하다. 이 봉수대는 무이보 봉수 또
는 무이보 서봉대(西峰臺)라 불렸으며 무이보 북쪽 산등성이 끝에 실제로 
존재했던 시설물이다.
   18세기 이후에는 높은 지점에서 경관을 조망하는데 대한 문학적, 회화
적 관심이 높아졌다. 물론 조선 전기에도 정철(鄭澈, 1536-1593)이 ｢관동
별곡(關東別曲)｣에서 노래한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핵심은 경승지의 누대 
건축이었던 점에서 조망에 대한 관심은 오래된 전통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조망(眺望)의 시선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통해 정
립한 화가는 정선(鄭歚, 1676-1759)이라 하겠다.96) <망양정>(도 18), <단발
령망금강산>(도 19)은 각각 정자와 고갯마루가 조망을 위한 전망대로 선택
된 사례이다. 정선의 그림에서 전망대는 높은 벼랑이나 산마루 위의 평평한 
지대에 자리한 것으로 표현된다. 아울러 관람자가 전망대에 오르는 여정의 
끝에 장관을 조망하는 시각적 쾌감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전망대에 이르는 
길을 묘사해놓은 경우가 많다. <정토도>에서는 이러한 전망대의 역할을 무
이보 봉수가 수행하고 있다. 무이보 봉수는 평평한 고지에 자리한 것으로 
묘사되었고 무이보 서문 밖에서 산등성이 위로 이어진 진입로가 암시되어 
있다. 무이보 봉수는 실제로 두만강 대안(對岸)을 조망하기 위한 전망대로 
각광받았다. 경흥을 방문한 관리 및 여행객은 무이보 봉수에 반드시 가보기
를 희구했던 것이다. 남구만은 “보 뒤의 봉수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한번 올라가 바라보면 땅이 다한 곳 너머에 슬해(瑟海)가 있고 검푸른 빛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97) 1685년 함경북도 병마평사로 재직한 김창

96) 조규희는 17세기 후반에 借景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나 眺望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8세

기 전반에 이를 ‘眺望圖’라는 시각 이미지로 구현한 것이 鄭歚이라고 보았다. 조규희는 金昌協, 

金昌翕 형제를 중심으로 한 農淵 그룹이 유람 문학에서 조망을 강조하여 전형화 시켰다는 고연

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선이 농연 그룹의 유람에 동행하며 조망도 형식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조규희, ｢家園眺望圖와 조선 후기 借景에 대한 인식｣, 美術史學硏究
257(한국미술사학회, 2008), pp.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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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金昌協, 1651-1708)도 ｢무이보 봉수대에 올라 오랑캐 땅 팔지를 바라보
며｣라는 시를 남겼다.98) 김창흡(金昌翕, 1653-1722)은 1716년에 함경도를 
유람하던 중 윤3월 5일에 무이보에 도착해 봉수대에 올랐다. 쾌청한 날씨
를 기대했던 김창흡은 짙은 안개에 낙담하고 있다가 안개가 걷히자 동행한 
만호(萬戶)의 말을 빌려 타고 기쁘게 봉수대에 올라 두만강 건너편의 팔지
를 조망했다.99) 흥미롭게도 직접 함경도를 유람한 일이 없었던 김창업(金昌
業, 1658-1721)이 김창흡의 유람을 전해 듣고 태고정(太古亭)에서 북관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음을 ｢형의 시에 화답하다(和士敬長歌)｣에서 확인할 
수 있다.100) 이 시에는 김창업이 그려낸 육진의 산천 풍광 가운데 팔지가 

97) 南九萬, 藥泉集 卷28, ｢北關十景圖記幷序｣, 한국문집총간 132, p. 465. 원문은 “…堡後有

烽臺最高, 試登而望焉, 地盡之外, 又有瑟海, 靑黑之色, 與天相接矣….” 

98) 金昌協, 農巖集 卷2, ｢登撫夷堡烟臺, 望見胡地八池｣, 한국문집총간 161, p. 339. “둘러선 

차가운 산 모두가 오랑캐 땅, 연대 올라 바라보니 마음이 서글퍼라. 천막은 드문드문 소와 양도 

많지 않고, 어둑한 가을빛만 팔지에 가득하네(繞郭寒山盡北夷, 登臺一望壯心悲. 穹廬寥落牛羊小, 

秋色蒼然滿八池).” 

99) 金昌翕, 三淵集拾遺 卷28, ｢北關日記 丙申｣, 한국문집총간 167, p. 214. “…윤삼월 초오일, 

아침에 출발했다. 韓成甫와 작별하며 서로 슬퍼했다. 무이보에 도착하니 짙은 안개가 요새를 사

방으로 뒤덮었으니 이른바 에둘러 왔다는 것이다. 맑게 갠 날씨에 장쾌하게 팔지를 보고 싶었으

나 계획이 어그러져버려 마음이 너무나 멍하고 놀랐다. 무이보에 도착하여 잠깐 지나자 홀연히 

바람이 불어 안개를 거두니 사방이 탁 트였다. 萬戶의 말을 빌려 타고 서쪽 봉우리의 봉수대에 

올라 팔지를 환히 내려다보니 마치 손바닥 보는 것 같았다. 과연 옛 전승에 오색 연꽃이 그 가

운데 있다고 했고 또 읍지를 살펴보면 용이 낳은 구슬이 있다더니 역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

다. 만호 李枝萬은 스스로 八池歌를 지어 목소리 높여 낭송했다…(…閏三月…初五日, 朝發. 與成

甫作別, 各悢悢也. 到撫夷堡, 苦霧四塞, 所謂迂路而來. 庶乘澄霽, 快覩八池者, 計將左矣, 心殊惘愕. 

到堡坐食頃, 風忽捲霧, 豁然四通. 催借萬戶馬登西峰臺, 洞見八池如看掌. 果古傳五色蓮在中, 又按

邑誌有龍産珠, 亦此之謂也. 萬戶李枝萬自作八池歌…).” 

100) 金昌業, 老稼齋集 卷5, ｢和士敬長歌｣, 한국문집총간 175, p. 98.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두만강 물이 백두산에서 흘러나와 동으로 천리를 달려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강을 따라 초소와 

보루가 별처럼 늘어선 그곳에서, 우리 형은 필마로 노닐었네. 城市에 돌아와 그 장관을 말해주는

데, 우매함을 깨쳐주고 시에 가슴이 광활해지네. 가슴이 탁 트여 필세가 날림을 깨달지도 못하

고, 수염 휘날리며 바삐 긴 글을 쓰네. 太古亭에 붉은 해가 정오인데, 종이 펼쳐 落筆하니 비바

람 치는듯하네. 六鎭의 산천이 눈앞에 있으니, 八池와 先春嶺 어찌 희미하겠나. 오랑캐 산하엔 

사철 눈이 남아있느니, 이 시 읊는 사람 炎天 더위 잊게 하려네. 얼음 쟁반에 참외 자두 다시는 

찾지 않으리니, 四座가 차갑기가 찬바람 쓸고 가는 듯하네. 시가 귀에 전해지니 시에서 상상이 

일어나고, 또 그 상상을 바탕삼아 그림으로 옮기려네. 그림 완성되면 조그마한 종이에 만리 형세 

담겨, 吾老가 베개 높이 베고 바라보게 하려네(君不見豆滿江水出白山, 東奔千里入海灣. 沿江亭障

若星羅, 吾兄匹馬遊其間. 歸來城市說壯覿, 却使聾齋詩胸寬. 胸寬頓覺筆勢騖, 奮髥動輒書長句. 太

古亭中赤日午. 展紙落筆如風雨. 六鎭山川在眼前, 八池春嶺何蒼然. 胡山四時雪未消, 使人詠此忘炎

天. 氷盤瓜李不復愛, 四座凜若陰風灑. 自耳傳詩詩生想, 又欲因想移于畵. 畵成尺紙勢萬里, 高枕相

對吾老矣).”(강조는 필자) 깁창협, 김창흡, 김창업 형제의 북관 기행문학 및 회화활동과 <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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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어 있다. 김창흡이 북관 여행 중 무이보 봉수에서 조망한 팔지를 대
단히 인상적으로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풍광을 비
록 언어로 전달해 그리게 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관 유람과 관련하여 일종
의 실경산수가 제작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101) <정토도>에서도 무이보 
봉수는 두만강 대안의 들판과 팔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우뚝 서 있다. <정
토도>속 무이보 봉수대에서 내려다보이는 것은 팔지에 위치한 시전부락을 
불태우며 여진족을 소탕하는 이일의 군대이다.
   <정토도>에는 봉수대 너머 두만강 대안에 크고 작은 연못 여러 개가 그
려져 있다. 비정형으로 이지러진 곡면이 다수 흩어져 있는 모습은 이색적이
다. 이는 앞서 여러 시문에서 언급되었던 팔지(八池)이며 지금도 중국에 팔
도포자(八道泡子)라는 지명으로 남아있다(도 20). <정토도>를 보았던 관람
자는 발문을 읽고 이 그림이 경흥을 무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곧바로 화면 속 연못이 팔지를 표현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
창흡은 앞서 살펴본 ｢북관일기｣에서 무이보 봉수에 찾아간 이유는 팔지를 
조망하기 위함이었다고 증언했다. 팔지는 경흥부를 찾았던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볼거리였던 것이다. 김성일(金成一, 1538-1593)은 ｢무이보운을 
차운하다(次撫夷堡韻)｣라는 시에서 “팔지에 얼음 얼어 은세계가 펼쳐졌고, 
세 줄기 강물 흘러 옥무지개 걸려 있네”라 노래했다.102) 김성일은 1580년
에 함경도순무어사(咸鏡道巡撫御史)로 파견되어 북변을 경험했으므로 팔지

도>를 직접 연결시킬만한 단서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일의 諡狀과 神道碑銘을 썼고 <정토

도>를 회람했던 이의현 및 金慶福의 戰勝圖에 관한 기록을 남겨 <경기도본>의 발문에 언급된 

신정하가 모두 이들 김창협 형제의 門人이었던 점은 양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김창협 형제의 북관 기행문학과 회화활동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101) 북관의 실경산수와 관련된 또 다른 예로는 남구만이 1674년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咸興

十景’과 ‘北關十景’을 꼽아 이를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각 경관의 내용을 담은 서문을 쓴 일이 

있다. 남구만의 북관십경은 각각 鶴浦, 國島, 道安寺, 挂弓亭, 釋王寺, 城津鎭, 七寶山, 彰烈祠, 龍

堂, 撫夷堡였다. 南九萬, 藥泉集 卷28, ｢北關十景圖記 幷序｣, 한국문집총간 132, p. 465 참

조.

102) 金誠一, 鶴峯集 卷1, ｢次撫夷堡韻 二首｣, 한국문집총간 48, p. 29. “部落星羅各有名, 孤城

控制宿南兵. 壕邊白草迷春雪, 磧裏黃雲惱客情. 氷塞八池銀界闊, 江流三面玉虹縈. 撫戎誰畫安邊策, 

長使要荒享太平. 澤雁悲鳴聲政哀, 磧中行客爲徘徊. 范公烏昧人誰進, 沒氏常平我欲開. 飮馬塞河西

日落, 擁戈關路北風來. 咨詢未得醫民術, 且可澆愁引一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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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관에 대한 관심은 조선 중기에 이미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팔지는 용
이 낳은 여러 개의 구슬이라거나 연못에 오색 연꽃이 피어난다는 전승들 
또한 시의 소재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팔지가 널리 알려졌던 원인은 18
세기 이후 조망과 문학표현의 대상으로 각광받았기 때문일 것이다.103) 신
증동국여지승람 유형의 전국지도 및 함경도 지도에는 팔지가 표기된 예를 
찾기 힘들다. 역사적 지식이 강조되었던 《동람도》식 지도에서는 팔지가 중
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군현지도와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후
의 전국지도에서는 팔지가 경흥의 국경 밖에 기호 및 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도 21, 참고 4). 이는 19세기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 
이어져 작은 크기의 보급판인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에도 팔지가 
표기되었다. 이들 지도에 여러 개의 원 또는 비정형 곡면이 모여 있는 이채
로운 모습은 사람들이 팔지를 인식하는 이미지로 작용했다. <경기도본>의 
발문에서 김경복의 전승도에 대한 전거로 들었던 신정하의 서암집에도 
팔지와 연꽃을 언급한 시가 실려 있다.104)

   <정토도>에 팔지가 눈에 띄게 표현된 것은 그림의 배경이 ‘경흥 무이보
와 그 대안(對岸)’이라는 점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자 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전투가 벌어지는 공간인 시전부락의 위치를 팔지가 흩어져있는 
평야로 변경한 것도 팔지가 경흥을 대표하는 이미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해동지도(海東地圖)》의 <경흥부>를 살펴보면 시전평(時田坪)이라고 표기된 
시전부락의 위치가 팔지 동쪽의 산등성이 바깥쪽임을 알 수 있다(도 13 참

103) 팔지를 묘사한 18세기의 대표적인 시문은 다음과 같다. 申翼相, 醒齋遺稿 冊5, ｢望八池 用

雲路令公韻｣, 한국문집총간 146, p. 161. 金昌翕, 三淵集 卷10, ｢撫夷堡望八池｣, 한국문집

총간 166, p. 391. 洪世泰, 柳下集 卷3, ｢奉送崔學士赴北幕｣, 한국문집총간 167, p. 357. 

金昌業, 老稼齋集 卷5, ｢和士敬長歌｣, 한국문집총간 175, p. 98. 崔昌大, 昆侖集 卷3, ｢訓
戎道中; 六鎭歌｣, 한국문집총간 183, p. 59. 申靖夏, 恕菴集 卷4, ｢自西水羅還鏡城; 聞三淵

遊北關將還 追次前寄北靑兩律韻 却寄｣, 한국문집총간 197, p. 257. 李宗城, 梧川集拾遺 卷1, 

｢撫夷烟臺｣, 한국문집총간 214, p. 40 등.

104) 신정하는 1715년 6월에 함경북도 병마평사로 짧게 재직하였고 이 때 무이보를 방문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신정하의 팔지 관련 시는 다음과 같다. 申靖夏, 恕菴集 卷4, ｢自西水羅還鏡城;

｣, 한국문집총간 197, p. 257; ｢聞三淵遊北關將還 追次前寄北靑兩律韻 却寄｣, 한국문집총간
197,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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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토도>에 이를 대입해보면 화면 밖인 우측 가장자리 바깥쪽이 실제 
시전부락의 위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전부락을 《해동지도》에 표시된 위치
대로 그릴 경우 두만강이 만곡한 위치에 자리한 무이보와 그 대안에 자리
한 팔지라는 특징적인 지형을 화면의 중심에 둘 수 없다. 즉 <정토도>의 
제작자는 ‘경흥’과 ‘무이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관람자의 즉각적 지형 인
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전부락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토도>를 그린 18세기의 화가가 무이보 봉수의 조망을 경흥을 상징
하는 익숙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토도>의 제작자가 무이보 봉수를 화면의 중심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관람자가 그림의 배경이 어디인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만
이 목적은 아니었다. 무이보 봉수에서는 팔지 이외에도 태조(太祖, 재위 
1392-1398)의 조상들이 남긴 유적이 조망되었기 때문이다. 남구만은 ｢경흥
무이보｣라는 시에서 “금룡 산에 묻던 날 아득히 생각하고, 백마 타고 강 건
넌 일 전설로 남아 있네. 왕업의 자취 남은 옛터가 이역이 되었으니, 동해
물 기울여 오랑캐 누린내 씻고 싶어라”라고 읊으며 청의 영역이 되어 찾아
갈 수 없는 유적들을 안타까워하였다.105) 즉 태조(太祖, 재위 1392-1398)
의 고조모 효공왕후(孝恭王后)의 안릉(安陵)이 자리했던 산에 철로 만든 용
을 묻어 지맥을 북돋웠다는 고사와 태조의 증조부 익조(翼祖)가 알동(斡東)
에 살다가 여진족의 핍박에 부인 정숙왕후(貞淑王后)와 함께 백마를 타고 
두만강에 있는 섬인 적도(赤島)로 건너가 화를 면했다는 고사는 모두 무이
보에서 조망되는 공간이 배경이었던 것이다.106)

105) 南九萬, 藥泉集 卷1, ｢慶興撫夷堡｣, 한국문집총간 131, p. 430. 원문은 “撫夷城壓萬江邊, 

杖節登臨思渺然. 慘淡千峯三丈雪, 微茫五色八池蓮. 金龍遠想埋山日, 白馬猶傳渡水年. 王迹舊基爲

異域, 欲傾東海洗腥膻. 野有八池, 俗傳有五色蓮. 江邊有古安陵, 山腰埋鐵龍云, 而今爲胡地. 且有翼

祖舊居斡東地, 至今尙傳爲女眞所逼, 與夫人共騎白馬往赤島事.” 

106) 南九萬, 藥泉集 卷28, ｢北關十景圖記 幷序｣, 한국문집총간 132, p. 465. “…무이보에서 

약간 내려가면 강 북쪽 기슭에 큰 산이 있고 물이 역류하여 굽어 도니, 바로 穆祖 王妃의 옛 능

이다. 능 왼쪽 산허리 약간 낮은 곳에 철을 주조하여 龍을 만들어 묻어 地脈을 도왔다고 한다. 

지금은 모두 다른 나라의 영역이라 찾아갈 수 없다.…(…自堡稍下, 北岸有大山, 逆流彎回, 乃穆祖

王妃古陵. 陵之左山腰稍低, 鑄鐵爲龍埋之, 以補地脈云. 而今皆爲殊域, 不可往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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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릉은 원래 경흥에 있었으나 태종 10년(1410), 우디거(兀狄哈)의 침탈
을 우려하여 덕릉(德陵)과 함께 함흥으로 이장되었기 때문에 능의 옛 터만 
남게 되었다.107) 18세기에는 옛 안릉이 무이보 대안의 동쪽 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만은 무이보에서 보이는 강 북쪽 대안의 산에 옛 안
릉이 있었으며 지금은 청의 영역이라고 언급하였다.108) 1750년대 초의 지
도인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경흥부>에는 무이보 동북쪽, 팔지의 남쪽에 
‘고릉(古陵)’이라는 표기가 보인다(도 13 참조). 익조가 백마를 타고 바다를 
뛰어넘어 여진족의 습격을 피했다는 전설의 무대인 적도(赤島)는 <정토도>
에서 보이지 않는다. 적도는 두만강이 바다에 합류하는 서수라(西水羅) 서
남쪽 바다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암석이 붉어 적도라 하였으며 섬에는 비
각(碑閣)이 있었다. 적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계통의 지도에 두만강이 동
해로 합류하는 지점에 큼직하게 묘사되어 있어 조선왕조의 창업과 관련된 
지명으로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109) 적도 피난 고사에서는 익조가 
원래 알동(斡東)에 세거했지만 여진족의 침탈을 피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남구만은 “(무이보) 동쪽으로 바다 모퉁이를 바라보면 
기이한 봉우리가 가파르게 솟아있으니, 바로 알동 땅으로 목조가 일찍이 거
주하신 곳이라고 한다”고 전하였다.110) 그러한 까닭으로 <정토도>에서 무
이보 동쪽에 이어진 산들은 안릉 옛 터와 알동으로 독화(讀畵)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1790년의 지도인 《팔도지도(八道地圖)》의 경흥 부분을 살펴보면 
무이보 동쪽 두만강 건너편에 ‘알동(斡東)’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즉 
<정토도> 시점의 중심을 무이보 봉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안릉 옛터, 알동 
등 조선왕조 창업의 땅이 <정토도> 배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정토도>의 제작자가 이를 의도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지도에서와 같

107) 太宗實錄 卷19, 10年(1410) 2月 10日(丁未) 條, 조선왕조실록 1, p. 529; 太宗實錄 卷

20, 10年(1410) 10月 28日(辛酉) 條, 조선왕조실록 1, p. 568.

108) 각주 106 재참조.

109) 赤島가 묘사된 조선시대 지도에 대해서는 이서행･정치영 편,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pp. 86-99 참조.

110) 南九萬, 앞의 글, 원문은 “…東指海堧, 奇峯峭聳, 乃斡東地, 而穆祖所嘗居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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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릉과 알동이라는 지명을 문자로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토도>에서 무이보 봉수대가 조망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용비어천가 및 
무이보와관련된 18세기의 시문(詩文)을 알고 있는 관람자라면 자연스럽게 
왕조 창업의 터전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정토도>는 남구만의 표
현대로 ‘왕업의 자취 남은 옛터를 더럽힌 오랑캐를 쓸어버린’ 전투를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2)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과 북벌

   <정토도>에서 무이보성 안에 좌정한 이일과 포박된 채 꿇어앉은 두 여
진족의 모습은 전투 후 포로 심문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토도> 발문 및 이담의 행장에 여진족 포로를 잡았다는 내용은 없다. 
선조실록, 국조보감 등의 정사와 연려실기술등의 야사 기록에서도 포
로를 잡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포로 심문(審問) 이미지는 비록 근
거가 될 수 있는 문헌기록은 전무하지만 <정토도>의 핵심적인 주제 장면으
로 표현되었다(도 22). 주인공인 이일은 전체 내러티브 가운데 이 장면에만 
등장하며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의 뒤에는 나장(羅
將) 차림의 군관들이 깃발을 들고 서 있고 좌우에는 제장(諸將)과 문관들이 
시립하고 있다. 변발의 시전부락 여진족 두 사람은 결박된 채 꿇어앉아있
다. 그 좌우로는 장(杖)과 곤(棍)을 짚은 군관들, 북과 나팔을 연주하는 취
타대가 늘어선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주제적 이미지의 연원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토도>에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이하 삼국지로 약칭) 등 
중국 군담소설 삽화의 이미지가 차용되었으며 이는 전쟁을 역사적 고증의 
대상이 아니라 흥미로운 군담으로 다룬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111) 그러나 교전 중인 개별 인물의 자세 및 무기 등 세부 이미지에

111) 조행리는 여산송씨 충렬공파 종중 소장 <東萊府殉節圖>의 복식 및 병기 표현이 <정토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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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토도>와 삼국지 삽화의 막연한 유사성이 발견되지만 화면 구성 
방식 및 장면 단위 이상의 이미지에서는 양자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만권루본(萬卷樓本) 및 이탁오본(李卓吾本) 삼국지의 삽화에도 적장을 포
로로 잡은 장면은 여러 차례 등장한다.112) 대표적 이미지는 장비(張飛, 
?-221)가 엄안(嚴顔, ?-?)의 포박을 풀어준 일화 및 제갈량이 남만(南蠻)의 
왕 맹획(孟獲, ?-?)을 칠종칠금(七縱七擒) 했다는 가상의 일화를 그린 삽화
가 대표적이다(도 23). 그러나 삼국지 삽화 가운데 화면 구성 방식이 <정
토도>와 유사한 삽화은 발견하기 어렵다.113) 삼국지에는 풍부한 전쟁 이
미지가 삽화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삼국지는 어디까지나 패관문학
(稗官文學)의 하나로 수용되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삼국지는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로 유행했기 때문에 <정토도>와 같이 특정 인물의 전
공을 증명하기 위한 전쟁도에 삼국지 삽화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차용되
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정토도>와 삼국지 삽화 사이에 직
접적인 유사성이 적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토도>의 제작자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적 삽화 
도상의 계보를 구축해보았다. 계보를 이루는 서적은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
록(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을 시작으로 항의신편(抗義新編), 충렬록(忠

유사하며 두 작품은 시각적 연출을 위해 역사적 사실 대신 소설삽화의 시각논리를 수용한 것으

로 보았다. 조행리, 앞의 글, pp. 45-46.

112) 현존하는 三國志 판본 가운데 대표적인 삽화본은 1591년에 萬卷樓에서 간행된 三國志傳通

俗演義와 康熙年間(1662-1722)에 綠蔭堂에서 간행된 李卓吾先生批評三國志이다. 李卓吾先

生批評三國志는 만권루본의 삽화를 모방･계승했다. 만권루본의 삽화는 두 페이지가 한 화면을 

이루어 가로가 긴 구도인데 비하여 李卓吾先生批評三國志는 각 삽화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

록 세로가 긴 구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인물이 크게 클로즈업 된 만권루본에 비해 인물이 작아

지고 배경의 비중이 커진 차이를 보인다. 羅貫中, 三國志通俗演義(萬卷樓本), 古本小說集成
260-263(上海古籍出版社, 1990); 馬文大, 陳堅 主編, 明淸珍本版畵資料叢刊 9, 10(學苑出版

社, 2003) 참조.

113) 金德成(1729-1797)이 중국 소설의 목판본 삽화를 그대로 옮겨 그린 것으로 여겨지는 中國

小說繪模本에서 엿볼 수 있듯 삼국지통속연의 등의 소설에 포함된 전쟁 삽화가 직접적으로 

조선시대 전쟁도에 영향을 준 사례도 물론 존재한다. 完山李氏 序, 金德成 等 畵, 朴在淵 編, 
中國小說繪模本(江原大學校出版部, 1993) 참조. 그러나 明에서 淸에 걸친 시기에 중국에서 간

행된 소설 가운데 어떤 판본에 삽화가 실려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조선으로 수입･유통

되었는지 밝힌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소설 삽화와 조선시대 회

화를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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烈錄)으로 이어지는 16세기 말~18세기에 걸친 전쟁영웅 현양 서적이었다. 
<정토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서적은 1585년 처음 간행된 회찬송악악
무목왕정충록(이하 정충록으로 약칭)이다.114) 초간본 권수(卷首)에 실린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발문에 따르면 정충록은 1501년 명에서 간
행된 판본을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임금의 명으로 조선에서 재출간 
한 책이다.115) 정충록의 앞부분에는 악비의 초상화와 그의 일대기를 생애
의 순서에 따라 그린 삽화가 실려 있다. 이어서 악비의 전쟁 장면 삽화 등 
모두 35장의 삽화가 수록되었다. 명말 삽화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삼국지
판본인 만권루본(萬卷樓本)은 남경(南京)에서 1591년에 출간되었으므로 
1585년 조선에서 간행된 정충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1501년 명
에서 출간되었다는 정충록 판본이 확인되기 전에는 조선의 정충록과 
명대 서적 삽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정충록은 1709
년에 숙종의 어제(御題) 서문이 추가되어 재간되었고 1769년에는 영조의 
명에 따라 숙종 때의 판본을 바탕으로 삼간(三刊)될 정도로 조선 후기의 존
화사상(尊華思想)에 힘입어 널리 보급되었다. 각 판본의 삽화는 1585년의 
초간본을 범본으로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다. 1585년 판본과 1769년 판본
의 삽화 가운데 <봉령대전(蓬嶺大戰)>을 비교해 보면 1769년의 판본은 각
선이 보다 딱딱하고 인물의 자세도 유연하지 못한 차이를 보이지만 양자는 
거의 동일하다(도 24, 25).
   정충록에서 권수에 반신초상, 생애의 주요 장면, 전쟁 장면 순으로 그
림을 배치한 수법은 전쟁영웅 현양을 위해 간행된 조선 후기의 많은 서적
에서 모방되었다. 조헌(趙憲, 1544-1592)의 행적을 다룬 항의신편(抗義新
編)에는 여덟 장의 목판화 삽화가 실려 있다. 각 장면은 생애의 연대순으

114) 南宋의 武將 岳飛(1103-1141)를 기리기 위해 1501년(弘治 14年)에 明에서 간행된 책을 

1584년에 역관이 북경에서 가져와 宣祖에게 진상했으며 宣祖는 이 책을 열람하고 士氣를 진작

시킬 목적으로 柳成龍에게 발문을 짓게 하여 간행했다. 宣祖修正實錄19卷, 18年(1585) 7月 1

日(庚午) 條, 조선왕조실록 25, p. 544 참조. 정충록은 1585년의 初刊本(古貴 923.252), 

1769년의 三刊本(奎 987) 등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전하고 있다.

115) 柳成龍, 西厓集 卷17, ｢精忠錄跋｣, 한국문집총간 52,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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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되었으며 뒤의 세 장면에 청주전투와 금산전투, 칠백의총이 묘사되
었다(표 5).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 스승에 대한 예, 도끼를 놓고 상소하는 
기개 등 유교적으로 완벽한 인격을 강조하는 생애의 일화들이 먼저 배치되
었고 그 뒤에 전투와 순절, 묘소가 배치된 순서는 정충록 삽화의 배열 방
식과 동일하다. 항의신편의 삽화 8장은 1615~1621년에 간행된 초간본에 
실린 이후 1863년의 중간본, 조헌의 문집인 중봉집(重峯集)과 안방준(安
邦俊, 1573-1654)의 문집 은봉전서(隱峯全書)에도 수록되었다.116) 이 삽
화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복제되어 조헌의 충절 이미지
로 활용되었다.

제 1장
<궁경양친도(躬耕養親圖)>

제 5장
<청참왜사도(請斬倭使圖)>

제 6장
<청주파왜도(淸州破賊圖)>

제 7장
<금산순절도(錦山死節圖)>

표 5. 1863년 중간본 항의신편 삽화 여덟 장면 중 네 장면

   충렬록(忠烈錄)은 1619년 사르후(薩爾滸, Sarhū) 전투에서 순절한 김
응하(金應河, 1580-1619)를 표창한 책으로 1621년(광해군 13년)에 훈련도

116) 抗議新編은 1613~1615년 무렵 安邦俊(1573-1654)이 趙憲의 언행과 행적에 관한 글을 모

아 1615년에서 1621년 사이에 처음 간행한 책이며 화원 李澄(1581-1674 이후)의 초본을 판각

한 8장의 삽화가 실려 있다. 이 삽화는 조헌의 문집인 重峯集 重刊本(1740년 英祖의 명으로 

교서관에서 간행)과 抗議新編 三刊本(1863년 후손 간행)에 다시 수록되었고 안방준의 문집인 

隱峯全書(1864년 후손 간행)에도 수록되어 조헌을 현양하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다.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다시 판각된 각 본의 삽화는 시대적 차이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회화수준 차

이를 드러낸다. 8장의 삽화는 각각 <躬耕養親圖>, <賓禮師奴圖>, <持斧伏闕圖>, <徒步過嶺圖>, 

<請斬倭使圖>, <淸州破賊圖>, <錦山死節圖>, <七百義塚圖>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1615

년~1621년에 간행된 抗議新編 초간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 152-29)이다. 抗議新

編 삽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미나, ｢임진왜란 의병장 趙憲(1544-1592)의 행적을 그린 抗
議新編 판화 고찰｣, 강좌미술사 35(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pp. 115-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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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서 초간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재간행을 거쳐 1798년(정조22년)에 성
대중(成大中, 1732-1809)과 김응하의 후손들에 의해 사간본(四刊本)이 증보 
편찬되었다. 1621년의 초간본과 1798년의 사간본에는 권수에 목판본 삽화
가 실려 있다. 두 간본의 삽화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김응하의 초상
화, 네 장의 전투 장면 및 사당 그림이라는 구성은 정충록을 계승한 것으
로 보인다. 1621년 초간본 충렬록 삽화는 전경의 토파(土坡)와 원경의 산
으로 공간을 규정하는 방식 및 인물 복식이 정충록 삽화의 기본 양식과 
매우 가깝다(도 26). 1798년 사간본 충렬록은 초간본 삽화의 내용과 구성
을 계승하되 세부 표현에서 회화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도 27).117)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걸쳐 제작된 정충록, 
항의신편, 충렬록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왕실 및 문중에서 여러 차례 
재출간되었다. 따라서 이 서적들의 삽화는 조선 후기 전쟁영웅 이미지의 한 
전형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충록에는 34장에 달하는 풍부
한 전투 그림이 실려 있다. 삽화에는 행군, 회전(會戰), 수전(水戰), 공성, 
매복, 추격, 포로 심문 및 처형 등 전투의 다양한 양상이 잘 정리된 형식으
로 제시되어 있다. 정충록은 조선 후기에 전쟁도 제작을 위한 일종의 참

117) 1621년 판본 忠烈錄(古貴 923.55) 卷首에는 <金將軍遺像>, <遇賊擺陳圖>, <倚柳射賊圖>, 

<死後握劒圖>, <兩帥投降圖>, <龍灣祠宇圖>가 차례로 실려 있다. 이에 비해 1798년의 4간본 
忠烈錄(奎 1320)에는 <金忠武公遺像>, <擺陳對賊圖>, <援枹督戰圖>, <矢盡劒擊圖>, <兩帥投降

圖>가 실려 있다. 두 판본 삽화의 차이에 대해 1798년 판본의 삽화 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

어 있다. “구본의 네 그림은 一. 遇賊擺陣, 二. 倚柳射賊, 三. 死後握劒, 四. 兩帥投降이었다. 이는 

모두 힘을 다해 싸우다 순절한 사적을 직접 본 듯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람들

이 상상하고 감분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에 그림 또한 아무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舊本을 따라 卷首에 그림을 두었

다. 다만 두 번째 그림을 援枹督戰, 세 번째 그림을 矢盡劒擊으로 고쳤다. 이와 같이 新本 그림

이 상세하고 간략한 데에는 차례가 있는데 矢盡劒擊 한 장으로 구본의 두 장[제 2장, 제 3장]의 

뜻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그림 다음에 구본에는 龍灣祠宇圖가 있었다. 오늘날 (용만

의) 사우는 훼철되었지만 鐵原, 宣川, 昌城, 鍾城, 慶源 여러 곳에 사우가 따로 있으니 모두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빠뜨렸다(舊本四圖, 一曰, 遇賊擺陣, 二曰, 倚柳射賊, 三曰, 死後握

劒, 四曰兩帥投降, 蓋所以模寫力戰死綏之蹟, 瞭然如目擊, 而使人想像感奮扼腕流涕自不能已者. 圖

亦不爲無助. 故因舊置之卷首而. 但改第二圖爲援枹督戰, 第三圖爲矢盡劒擊. 如是而後圖之詳略有序

而劒擊一圖又可以兼舊本二圖之意也, 四圖下舊有龍灣祠宇圖. 而今則祠毁矣, 別有鐵原, 宣川, 昌城, 

鍾城, 慶源諸處祠宇不可幷爲圖故闕之).”, 忠烈錄(奎 1320) 卷1, ｢忠烈錄圖｣, 영인본으로부터 필

자가 탈초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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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항의신편의 삽화 구성이나 충
렬록 삽화의 양식이 정충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
침한다.

1769년 간행 정충록 중 <대거벌금> <삼성본>의 세부

표 6. 1769년 간행 정충록 삽화와 <삼성본>의 세부: 행군 장면

   <정토도>에는 정충록 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부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정충록 삽화의 한 장면인 <대거벌금(大擧伐金)>은 행군 장면을 
다루고 있다(도 28). 지그재그로 산길을 도는 행렬이나 산모퉁이 뒤로 창과 
칼 등 병장기가 늘어선 모습은 <정토도> 하단의 행군 장면과 이미지 구성
이 유사하다(표 6). 아울러 병사들의 투구 및 갑옷의 세부 형태에서도 간과
할 수 없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여진족의 정복왕조인 금(金)을 몰아내기 위
해 크게 군사를 일으킨 악비와 여진족 부락을 소탕하기 위해 행군하는 이
일은 의미적으로도 유사하다. 정충록의 <봉령대전(蓬嶺大戰)>은 조성(曹
成)이 이끄는 10여만의 반란군을 창샤(長沙) 봉두령(蓬頭嶺)에서 불과 8천
의 군사로 깨트린 전투를 그린 삽화이다. 이 그림에는 전투 장면 대신 정좌
한 악비와 결박당한 채 무릎 꿇은 조성의 부장(部將) 양재흥(楊再興, 
?-1140)이 묘사되어 있다.118) 악비의 좌우로 기수(旗手) 및 병장기를 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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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늘어서있는 모습은 <정토도>에서 이일과 시전부락 포로를 묘사한 
성 안의 장면과 대응된다(표 7). 악비와 이일의 자세와 갑옷 차림은 거의 
동일하여 <정토도>를 그린 화원(畵員)이 실제로 1585년 간행본 정충록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1501년 간행된 명대의 정충록을 기반으로 집필
된 소설인 무목정충전(武穆精忠傳)의 숭정연간(1628~1644년) 판본에도 
조성을 격파하고 양재흥을 포박한 장면을 그린 <악비용허파조성(岳飛用許
破曹成)>이 실려 있다(도 29).119) 이 삽화의 장막(帳幕) 표현과 구도 등은 
만권루본 삼국지의 포로 심문 장면과 흡사하다. <악비용허파조성>에서 
악비의 옷차림 및 장막을 이용한 화면 구성은 정충록의 <봉령대전> 및 
<정토도>의 포로 심문 장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정토도>의 세
부 묘사는 중국 소설 무목정충전의 삽화보다 조선의 정충록과 더 가까
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85년 간행 정충록 중 <봉령대전> <삼성본>의 세부

표 7. 1585년 간행 정충록 삽화와 <삼성본>의 세부: 포로 심문 장면

   1585년에 선조 임금이 처음 정충록을 출간하게 한 이유는 ‘사기(士氣)

118) 楊再興(?-1140)은 流寇 曹成의 部將이었다. 1133년 악비가 조성을 공격했을 때 맞서 싸워 宋

의 장수 韓順夫와 악비의 동생 岳翻을 살해했다. 봉두령 전투에서 악비의 部將인 張憲에게 사로

잡혀 항복했다. 1140년, 악비를 따라 北伐에 종군하여 郾城 전투에서 金軍 수백 명을 베었다. 

小商橋에서 金의 군대와 조우해 2천여 명을 살상했지만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119) 武穆精忠傳은 熊大木(1561年頃 活動)이 題를 단 大宋中興通俗演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소설이다. 1552년에 楊氏淸白堂本이 초간본이다. 여기에는 1510년에 간행된 정충록에 있었던 

李春芳의 序가 뒤에 첨부되어 있다. 實記類인 明의 정충록은 소설인 武穆精忠傳의 바탕이 

되었다. [도 29]는 明 崇禎年間(1628-1644)에 天德堂에서 간행된 판본에 실린 삽화이다. 馬文

大, 陳堅 앞의 책 Vol.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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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작’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1709년과 1769년에 정충록이 다시 간행
된 목적은 존주대의(尊周大義)의 발양(發揚)과 관련될 수 있다. 여진족의 금
(金)에게 중원을 빼앗기고 강남으로 물러나있던 남송의 처지는 청에 패배한 
조선의 현실과 동일시되었다. 악비는 금(金)과의 화친을 거부하고 중원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중화의 영웅으로 더욱 존숭되었다. 1704년에 대
보단(大報壇)을 설치한 숙종(肅宗, 재위 1674-1720)과 1749년에 대보단 제
향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 영조가 정충록의 재출간 및 악비의 제사를 
명했던 점은 의미심장하다.120) 숙종은 1695년 영유(永柔)에 있었던 제갈무
후(諸葛武候: 諸葛亮, 181-234) 사당에 악비를 합향(合享)할 것을 명했
다.121) 숙종은 악비를 ‘오랑캐가 창궐하고 황제의 수레가 북쪽으로 파천(播
遷)한 시기에 화의(和議)를 극력 배격하고 충의를 떨쳐 적군을 격파한’ 충신
으로 평가했다. 악비는 척화론(斥和論)과 숭명반청(崇明反淸)의 표상이 되었
던 것이다. 이는 영조가 1730년 악비의 제사를 명하고 “제문(祭文)에 옹정
(雍正) 연호를 쓰지 말라(文中勿書雍正年號)”고 지시한 점에서도 뚜렷이 드
러난다.122) 정충록에서 악비는 유교적 이상을 흠결 없이 체현한 충절의 
표상으로 묘사되었다.123) 이는 항의신편과 충렬록의 순절자 조헌과 김

120) 대보단은 1704년 명 멸망 60년을 맞아 神宗(재위 1573-1620)이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再造之恩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건립되었다. 영조는 1749년에 明史의 기록에 따라 毅宗(재위 

1627-1644)이 병자호란 때 원군을 보내려 했으므로 신종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명분으로 의종

을 추가 배향했다. 이어서 영조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내려준 大造之恩을 기리고 중화에 제사가 

끊겼으니 이를 한시적으로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명의 창건주 太祖(재위 1368-1398)까지 배향

했다. 영조는 1756년에 명 멸망 후 조선에 정착한 유민의 후손과 병자호란 때 절개를 지켜 순

절한 인물의 후손을 제향에 配享人으로 참석시켰다. 숙종과 영조가 대보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린 것은 왕권 강화였지만 내세운 명분은 崇明排淸과 尊周大義였다. 대보단의 설치와 확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옥자, 조선후기지성사(일지사, 1991), pp. 13-54; 이욱, ｢조선후기 전

쟁의 기억과 대보단 제향｣, 종교연구 42(한국종교학회, 2006), pp. 127-163 참조.

121) 肅宗實錄 卷28, 21年(1695) 3月 30日(辛卯) 條, 조선왕조실록 39, p. 372.

122) 英祖實錄 卷28, 6年(1730) 11月 10日(乙亥) 條, 조선왕조실록 42, p. 235.

123) 岳飛는 世宗 때 간행된 三綱行實圖, ｢忠臣編｣ 항목에 편입되어 儒家的 가치를 실현한 대표

적 충신의 하나로 표상되었다. 宣祖 때의 정충록은 岳飛의 저술, 관련 기록, 관련 시문, 評 등

을 집대성한 문헌으로 이를 통해 岳飛는 文武兼全의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충신 형상으로 확정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岳飛가 漢族[華]으로서 女眞族[夷]을 물리쳤다는 점이 당대의 현실

과 맞물리며 斥和論의 표상으로 높이 받들어지기도 했다. 조선시대 岳飛 형상의 정립과 변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趙志衡, ｢조선 전기 '岳飛' 故事의 수용과 인물 형상의 정립 과정｣, 大東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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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의 현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인간상이었다. 이들의 후손은 대보단의 
제향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다. 정충록과 이를 모방한 항의신편 및 
충렬록은 결국 존주대의(尊周大義)의 국가적 상징인 대보단과 의미적으로 
연결되었다. 악비, 조헌 및 김응하는 척화(斥和)의 표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영웅화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정충록의 독자들은 삽화를 단순한 전쟁 
장면의 재현이 아니라 충렬과 척화의 상징 이미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정토도>의 제작자는 정충록 삽화를 도상적 근거로 활용하여 이
일을 충렬과 척화의 상징적 인물인 악비와 등치(等値)시킬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이일이 악비 이미지로 등장하는 장면은 <정토도> 화면의 중심
을 차지하는 핵심 주제 장면인 ‘포로 심문’ 장면이다. 포로 심문에 대한 사
실은 기록에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토도>의 제작자는 정충록 삽
화를 차용해 이일의 여진족 심문을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꾸며내었다. 이 
장면은 1580년대에 조선의 번호(藩胡)였던 여진족 소부락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이일을 청(淸)과 만주족(滿洲族)을 상대로 척화의 자세로 맞서 싸운 
인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장치가 되었을 것이다. 18세기의 현실을 16세
기의 역사적 사실에 덧씌워 인물을 현양하는 전략은 철저히 현재적인 왜곡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상징의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정토도> 속 여진족들은 붉은 술이 정수리에 달려있고 짐승의 털로 감
싼 난모(煖帽), 저고리, 앞에서 수직으로 옷깃을 여미는 짧은 겉옷[馬褂], 
바지, 그리고 발목까지 감싸는 신[靴]을 착용하고 있다(도 30, 31).124) 이는 

化硏究 77(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pp. 269-299 참조.

124) 마고자는 이제까지 흥선대원군이 1885년 淸에서의 억류에서 풀려나 귀국할 때 입었던 馬褂에

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村山智順, 朝鮮の服裝(朝鮮總督府, 1927), pp. 6-7 참조. 그러

나 그 이전에 이미 마고자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의복이 착용되었음은 出土復飾이나 회화 자

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名選下(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p. 166 참조. 마고자의 어원이 馬褂子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형식의 겉옷이 

청 특유의 복식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에 조선에서 일반화 된 마고자는 저

고리 위에 걸치는 웃옷으로 고름과 깃이 없고 섶은 있으나 여며지지 않으며 한두 개의 단추를 

달아 입는 옷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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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의 복식으로 1588년 시전부락의 콜칸 우디거 부족이 과연 이러한 복식
을 하고 있었을지는 의문이다.125) 《북관유적도첩(北關遺蹟圖帖)》에는 제3폭 
<야전부시(夜戰賦詩)>, 제6폭 <일전해위(一箭解圍)>, 제7폭 <수책거적(守柵
拒敵)>의 세 장에 여진족이 등장한다.126) 이 작품에서 여진족은 붉은 술이 
달린 양모(凉帽), 무릎 아래까지 드리우는 포괘(袍褂)에 장화(長靴)를 착용
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도 32, 33). 마괘를 걸친 <정토도>와 복식에 차이
는 있지만 포괘 역시 청대 만주족의 평상복으로 애용되었던 옷이다(도 34). 
1580년대 여진족과의 전투인 니탕개의 난과 녹둔도 전투를 그린 《북관유적
도첩》에서 청대 복식으로 여진족을 표현한 점은 <정토도>와 상통한다. 조
선 전기에 북변에서 공존과 갈등을 반복했던 다양한 부족의 번호(藩胡) 여
진족이 18세기를 전후하여 청대 복식의 만주족으로 일괄 묘사되었던 것이
다. 작품 속 청대 옷차림의 여진족은 제유(提喩, synecdoche)의 논리로 청
과 만주족 전체를 표상하게 된다. 즉 이일이 <정토도> 속에서 소탕하고 있
는 적(敵)은 시전부락 여진족이라기보다는 청과 만주족인 것이다.

125) 조선전기에는 여진족을 女眞, 오도리[斡朶里, odoli], 오량카이[兀良哈, Uriyangkhai], 콜칸 

우디거[骨看 兀狄哈]의 네 부류로 나누어 이해했다. ‘여진’은 여진족의 총칭이기도 했으나 기타 

부족명과 병기할 때에는 ‘向化女眞’, 즉 조선에 귀화한 집단을 의미했다. ‘오도리’는 建州左･右衛, 

‘우량카이’는 建州衛･毛憐衛의 총합과 대체로 일치했다. ‘우디거’는 국경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존재하는 해서여진과 일부 야인여진을 뭉뚱그려 일컬은 용어라 추정된다. 조선이 파악한 여진족 

부족명에 대해서는 金九鎭, ｢조선 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 오랑캐(兀良哈)와 우디캐(兀狄哈)｣, 
白山學報 68(白山學會, 2004), pp. 290-291; 김주원, 앞의 책, pp. 16-73 참조. 경흥진에는 

일부 향화여진 부락 이외에는 콜칸 우디거 부락만 존재했다. 端宗實錄 卷13, 3年(1455) 3月 

24日(己巳) 條, 한성주, ｢두만강지역 여진인 동향 보고서의 분석: 端宗實錄기사를 중심으로｣, 
史學硏究 86(한국사학회, 2007), pp. 56-57의 표 2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정토도>에 등장

하는 시전부락 여진족은 콜칸 우디거의 한 소부락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콜칸은 구르카[庫爾

喀, Gurkha]로도 표기되었다. 이는 누르하치가 Eidu를 파견해 1616년에 야인여진을 공격했을 

때 Warka와 함께 복속된 Hūrha 족을 지칭한다. 누르하치의 여진 통일 과정 및 후르하 족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 56 참조.

126) 조행리는 《北關遺蹟圖帖)》을 鄭文孚(1565-1624)가 伸寃된 1666년 이후, 선춘령을 지도에

서 두만강 북쪽 칠백리 지점에 摘示하기 시작한 18세기 초엽 사이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鞠世弼(?-1592)의 弼이 必로 오기된 점이 1725년 편찬된 崔昌大(1669-1720)의 
昆侖集을 비롯한 문집의 오기와 일치하므로 18세기 초 문집의 텍스트가 반영된 작품으로 추정

하였다. 조행리, ｢《北關遺蹟圖帖)》: 함경도를 지켜낸 장수들의 영웅담｣, 안휘준・민길홍, 앞의 

책, pp. 134-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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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의 시전부락 공격은 여진족의 분파 콜칸 우디거의 한 번호(藩胡) 부
락이 1587년 녹둔도 둔전(屯田)을 약탈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 이 
공격에서 아군의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격렬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이일이 초토화 작전을 기습적으로 수행해 성공시켰다고 이해하는 것이 역
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토도>의 제작자는 이러한 역사
적 ‘사실’보다 비유와 상상을 통한 다중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12세기 남송의 역사 인물인 악비와 여진족의 전신
인 금(金), 이일 사후에 통일 제국을 이룬 만주족과 청(淸) 등 실제의 이일 
개인과는 무관한 의미들이 중첩되며 <정토도>의 주제가 형상화될 수 있었
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일의 시전부락 소탕을 그려낸 <정토도>는 18세기 
시각 문화를 바탕으로 이일이라는 역사 속의 무관 개인을 현양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특정 집단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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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는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로 재직한 이일(李鎰, 1538-1601)이 1588년에 여진족 시전부락(時錢部落)
을 소탕한 공적을 기리기 위한 전쟁도로 현재 모두 세 점이 전한다. <육군
본>의 발문에 따르면 1660년대에 경상좌수사를 지낸 이일의 손자 이견(李
汧, 1616-1668)이 처음으로 시전부락 소탕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가문에 
소장했다고 한다. 이 그림의 제목은 <토멸시전부호도(討滅時錢部胡圖)>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1708년에 이르러 이일의 증손 이진방(李震芳, 
1643-1724)이 이견이 제작한 전쟁도를 이담(李橝, 1629-1717)에게 보여주
며 이일의 행장(行狀)을 청하였다. 이후 일련의 이일 현양 과정을 거쳐 
1745년 3월에 이일에게 시호(諡號) ‘장양(壯襄)’이 연시(延諡)되었다. 연시
를 즈음하여 이견의 전쟁도는 현재의 <정토도>로 다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세 점의 <정토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판단되
는 <삼성본>은 연시를 계기로 제작된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이후 1849년
에 <정토도>의 멸실(滅失)을 우려하여 이일의 후손들이 계제사[禊]의 비용
을 모아 <삼성본>을 범본으로 세 점의 모사본을 새로 제작하였다. 그 가운
데 한 점이 <육군본>이다. <경기도본> 또한 <삼성본>을 범본으로 모사된 
작품으로 추정되며 <육군본>과 함께 모사된 작품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육군본>과 <경기도본>을 그린 화가는 서로 다른 인물이며 각각의 
발문 말미에 <정토도>의 유래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본>이 모사된 시기는 단정 짓기 어렵다.
   조선시대 전쟁도(戰爭圖)의 가장 큰 효용은 전공을 증명해주는 기록물의 
역할이었다. 특히 <길주쌍포파왜도(吉州雙浦破倭圖)> 등의 전쟁도에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 전공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정쟁에 연루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물들의 전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전쟁도가 각광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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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일은 임진왜란 상주(尙州) 전투의 대패 및 평양성 
수복 전투에서의 추격 중지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불미
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사후에도 부정적 평가에 시달렸다. <정토도>는 이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신하고 그를 현양하기 위해 전공을 증명하는 
기록물로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본>의 유소(流蘇) 및 <육군본> 
발문의 “계제사의 비용으로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정토도>가 제향(祭享)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정토도>가 초상화를 
대신하는 기능을 했음을 의미한다.
   이일의 경력 가운데 시전부락 소탕이 가장 혁혁한 공적으로 선택되어 
그림으로 제작된 점은 <정토도>가 노론의 의도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
을 암시한다. 이일의 현양은 노론의 공의(公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
으로 보인다. 이담이 행장을 쓴 1708년 이후 이재(李縡, 1678-1746), 안윤
행(安允行, 1692-?) 및 용인이씨로 영의정을 지냈던 이의현(李宜顯, 
1669-1745) 등 노론계 고위관료들은 행장과 신도비명(神道碑銘) 등의 문장
(文章)을 통해 이일을 현양하였다. 이들은 1680년 이후 붕당 차원에서 진행
되고 있었던 김종서(金宗瑞, 1390-1453)의 현양에 이일을 편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종서와 이일은 각각 제승방략(制勝方略)의 저자와 증보자로 연
관되었다. 이일이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재직하며 제승방략을 증보한 
1586년 이후 가장 큰 전공을 세운 전투는 시전부락 소탕이었다. 노론 관료
들은 이일이 ‘시전부락 소탕 때 4년 뒤에 발발한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장수
들을 미리 기용하여 능력을 펼치도록 해준 것’이라 견강부회하였다. 이는 
<정토도>에 좌목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북관유적도첩(北關遺蹟圖
帖)》은 김종서를 복권시키려는 노론의 입장이 반영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론이 《북관유적도첩》과 <정토도> 제작의 한 주체였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두 작품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정토도>는 이담이 쓴 행장 가운데 시전부락 소탕에 대한 기록을 시각
화 한 작품이다. <정토도>의 제작자는 기록을 이미지로 옮기는 어려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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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행군, 포위, 공격이라는 내러티브를 이시동도
법(異時同圖法)으로 제시하되 1588년 1월 14일 밤 9시에서 이튿날인 15일 
아침까지의 시간적 연속성을 줄지어 늘어선 기마행렬의 선(線)으로 시각화
하였다. 또 기록에 지명으로 등장하는 아오랑지(阿吾郞地), 백안연대(白顔烟
臺), 무이보(撫夷堡) 등 경흥(慶興) 경내의 모든 공간을 포괄하여 시각화하
기 위해 지도의 시각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1750년대를 전후한 시
기의 관찬 군현지도인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및 《해동지도
(海東地圖)》 계열의 <경흥부> 지도가 동원되었다.
   <정토도>의 제작자는 18세기 지배층의 시각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
다. 당시 무이보 봉수대에서 팔지(八池) 및 조선왕조 창업의 터를 조망(眺
望)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정토도>의 중심에 전투 장면을 
내려다보는 전망대로 무이보 봉수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작자는 
《해동지도》 등의 지도에서 팔지 동쪽 산맥 바깥에 표기된 시전부락을 팔지
가 있는 무이보 대안(對岸)으로 옮겨놓았다. 즉 ‘경흥’과 ‘무이보’를 상징하
는 이미지로 보다 익숙하게 알려진 지형에 시전부락을 그려 넣어 관람자의 
즉각적 지형 인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무이보 봉수와 시전부락의 교묘한 배
치를 통해 태조의 고조모 효공왕후(孝恭王后)의 안릉(安陵)과 증조부 익조
(翼祖)가 세거했던 알동(斡東)이 <정토도> 화면 안에 묘사될 수 있었다. 용
비어천가 및 18세기 기행 문학의 전통을 알고 있는 관람자라면 자연스럽
게 <정토도>의 배경에서 조선왕조 창업의 터전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
다. 즉 <정토도>에는 ‘왕업의 자취 남은 옛터를 더럽힌 오랑캐를 쓸어버린’ 
전투를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며 이일 또한 한 단계 높은 수준으
로 현양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토도>에는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러티브가 중심적 이미지로 등
장한다. 화면 중심에 크게 묘사된 이일의 포로 심문은 정사 및 야사의 기록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포로 심문 이미지는 삼국지통속연의의 삽화
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정토도>와 유사한 이미지는 찾기 힘들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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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의 중심적 주제를 드러내는 포로 심문 장면은 1585년 조선에서 간행
된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의 삽화를 도상(圖
像)적 범본으로 삼아 창출된 이미지라고 생각된다. 정충록은 남송의 무장 
악비(岳飛, 1103-1141)의 실기(實記)로 선조가 처음 간행한 후 숙종이 
1709년에, 영조가 1769년에 각각 중간하였다. 숙종과 영조는 여진족 왕조
인 금(金)과의 화친을 거부하고 맞서 싸웠던 악비를 ‘척화(斥和)’ 및 ‘숭명반
청(崇明反淸)’의 표상으로 현창(顯彰)하였다. <정토도>의 제작자는 여러 차
례 재출간되어 충렬과 척화의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정충록의 삽화를 이
용함으로써 이일에 악비의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이는 숭명반청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내세운 18세기 초 노론의 입장과 상통한다. 아울러 조상 현양
을 통해 현재적 가격(家格) 상승을 추구한 이일 집안의 입장에서도 이일이 
이미지를 통해 악비와 등치되는 것을 크게 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일이 
시전 땅에서 실제로 소탕한 부족은 여진족의 한 분파 콜칸 우디거(骨看 兀
狄哈)의 소부락이었다. 그러나 <정토도>의 제작자는 이들을 청대 복식으로 
등장시켜 그 의미를 바꾸었다. 즉 이일은 <정토도> 이미지 속에서 악비와 
같은 척화의 충심으로 만주족의 청을 소탕한 것처럼 묘사되었다. 현대의 관
람자는 <정토도>에서 18세기 지식인들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등치시킨 
화(華)와 이(夷)의 투쟁을 보게 된다. 현실에서는 해마다 한 겨울의 눈보라
를 무릅쓰고 연경(燕京)에 있는 청나라 황제에게 신년 문안을 드려야했던 
18세기 지배층들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정토도>라는 정교한 가상현실을 
창조해 이(夷)를 정토(征討)한다는 명분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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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도 1] 작자미상,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1849년, 비단에 채색, 
135.5×101.0cm, 육군박물관
[도 2] 작자미상,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1745년~1849년 추정, 비단에 
채색, 133cm×100.3cm, 경기도박물관, 용인이씨 판관공파중 장양공 종손 
이종한 위탁
[도 3] 작자미상,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1745년~1849년 추정, 비단에 
채색, 145.5cm×109.0cm, 삼성미술관 리움
[도 4] <삼성본>(도 3)의 세부: 발문 말미의 겹침 현상과 가필
[도 5] <경기도본>(도 2)의 세부: 비단 박락 부분
[도 6] 《御製濬川題名帖》 중 <瑛花堂親臨賜膳圖>의 세부: 遮日, 1760년
[도 7] 《北關遺蹟圖帖》중 <夜宴射樽圖> 및 金宗瑞 세부, 18세기 초 추정, 
종이에 채색, 41.2×31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도 8] <朝鮮方域地圖>의 세부: 함경도, 1557년
[도 9] 新增東國輿地勝覽(古 4700-45) 중 <咸鏡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10] <咸鏡道>(도 9)의 세부: 경흥, 1530~1600년경
[도 11] 《地圖》(古4709-92)의 세부: 경흥 무이보, 1712~1767년경
[도 12] 《備邊司印方眼地圖》(奎 12156) 중 <慶興府>의 세부: 경흥 무이보, 
1747~1757년경
[도 13] 《海東地圖》(古大 4709-41) 중 <慶興府>의 세부: 경흥 무이보, 
1750년대 초
[도 14] <慶興府地圖>(奎 10695)의 세부: 경흥과 팔지, 1872년
[도 15] 李時訥, <壬辰戰亂圖>, 1834년, 비단에 채색,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16] <釜山古地圖>, 19세기, 종이에 채색, 동아대학교박물관
[도 17] <삼성본>(도 3)의 세부: 무이보 봉수대
[도 18] 鄭歚, <望洋亭>,《關東名勝帖》, 18세기, 종이에 담채, 
32.3×57.8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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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鄭歚, <斷髮嶺望金剛山>, 《辛卯年楓嶽圖帖》, 1711년, 비단에 담채, 
34.3×39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0] 팔지의 항공사진. 구글맵스 참조.
[도 21] 《八道地圖》 중 <咸鏡北道>의 세부: 경흥과 팔지, 18세기 후반
[도 22] <삼성본>(도 3)의 세부: 포로 심문 장면
[도 23] 萬卷樓本 三國志通俗演義 중 <諸葛亮一擒孟獲>, 1591년
[도 24] 1585년 간행 精忠錄(古貴 923.252) 중 <蓬嶺大戰>,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5] 1769년 간행 精忠錄(奎 987) 중 <蓬嶺大戰>,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6] 1621년 초간본 忠烈錄 중 <死後握劒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7] 1798년 4간본 忠烈錄 중 <矢盡劒擊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8] 1769년 간행 精忠錄(奎 987) 중 <大擧伐金>,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9] 武穆精忠傳 중 <岳飛用許破曹成>, 明 崇禎年間(1628~1644년)
[도 30] <삼성본>(도 3)의 세부: 청대 복식 마괘와 난모
[도 31] 마고자, 19세기
[도 32] 《北關遺蹟圖帖》중 <一箭解圍>, 18세기 초 추정, 종이에 채색, 
41.2×31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도 33] <一箭解圍>(도 32)의 세부: 청대 복식 포괘와 량모
[도 34] <占音保肖像>, 紫光閣 功臣像의 하나, 1760년 이전, 비단에 채색,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표 목록

[표 1] 세 본의 <정토도> 세부 비교: 산봉우리 채색
[표 2] <삼성본>과 <육군본>의 세부 비교: 준법, 성문, 인물군
[표 3] <삼성본>과 <경기도본>의 세부 비교: 심문 장면 군관, 산, 기수
[표 4] <삼성본>의 세부: 방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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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863년 중간본 항의신편 삽화 여덟 장면 중 네 장면
[표 6] 1769년 간행 정충록 삽화와 <삼성본>의 세부: 행군 장면
[표 7] 1585년 간행 정충록 삽화와 <삼성본>의 세부: 포로 심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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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작자미상,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1849년, 비단에 채색,

135.5×101.0cm, 육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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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작자미상,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1745년~1849년 추정, 비단에 채색,

133cm×100.3cm, 경기도박물관, 용인이씨 판관공파중 장양공 종손 이종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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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작자미상,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1745년~1849년 추정, 비단에 채색,

145.5cm×109.0cm, 삼성미술관 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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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경기도본>(도 2)의 세부: 비단 박

락 부분

도 6. 《御製濬川題名帖》 중 <瑛花堂親

臨賜膳圖>의 세부: 遮日, 1760년
도 4. <삼성본>(도 3)의 세부: 발문 말

미의 겹침 현상과 가필

 

도 7. 《北關遺蹟圖帖》중 <夜宴射樽圖> 및 

金宗瑞 세부, 18세기 초 추정, 종이에 채색, 

41.2×31cm, 고려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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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朝鮮方域地圖>의 세부: 함경도, 

1557년

  
도 9. 新增東國輿地勝覽(古 4700-45) 

중 <咸鏡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10. <咸鏡道>(도 9)의 세부: 경

흥, 1530~1600년경

  
도 11. 《地圖》(古4709-92)의 세부: 

경흥 무이보, 1712~1767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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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備邊司印方眼地圖》(奎 12156) 

중 <慶興府>의 세부: 경흥 무이보,

 1747~1757년경

  

도 13. 《海東地圖》(古大 4709-41) 

중 <慶興府>의 세부: 경흥 무이보,

1750년대 초

도 14. <慶興府地圖>(奎 10695)의 세부: 경흥과 팔지, 18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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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李時訥, <壬辰戰亂圖>, 1834년, 

비단에 채색,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16. <釜山古地圖>, 19세기, 종

이에 채색, 동아대학교박물관

도 17. <삼성본>(도 3)의 세부: 무이보 봉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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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鄭歚, 

<望洋亭>,《關東名勝帖》,

18세기, 종이에 담채, 

32.3×57.8cm, 간송미술관

도 19. 鄭歚, <斷髮嶺望金剛山>, 

《辛卯年楓嶽圖帖》, 1711년,

비단에 담채, 34.3×39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0. 팔지의 항공사진. 구글맵스 참조.

 

도 21. 《八道地圖》 중 <咸鏡北道>의

세부: 경흥과 팔지, 18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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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삼성본>(도 3)의 세부: 포로 심문 장면

도 23. 萬卷樓本 三國志通俗演義 중 <諸葛亮一擒孟獲>, 15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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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1585년 간행 精忠錄(古貴 923.252) 중 <蓬嶺大戰>,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5. 1769년 간행 精忠錄(奎 987) 중 <蓬嶺大戰>,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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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1621년 초간본 忠烈錄 중 <死後握劒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7. 1798년 4간본 忠烈錄 중 <矢盡劒擊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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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1769년 간행 精忠錄(奎 987) 중 <大擧伐金>,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9. 武穆精忠傳 중 <岳飛用許破曹成>, 明 崇禎年間(1628~16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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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삼성본>(도 3)의 세부: 

청대 복식 마괘와 난모

 
도 31. 마고자, 19세기

도 32. 《北關遺蹟圖帖》중

<一箭解圍>, 18세기 초 추정,

종이에 채색, 41.2×31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도 33. <一箭解圍>

(도 32)의 세부: 청대

복식 포괘와 량모

 도 34. <占音保肖像>,

紫光閣 功臣像의 하나,

1760년 이전, 비단에 채색,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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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 1] <정토도> 좌목(육군박물관 소장본 기준, 번호는 필자)

1. 大將 嘉善大夫 咸鏡北道兵馬節度使 李公 諱鎰 字重卿 龍仁人, 2. 助戰

將 折衝將軍 咸鏡北道兵馬虞候 徐得運 德久 利川人, 3. 從事官 彰信敎尉 

咸鏡北道兵馬評事 李用淳 士和 全州人, 4. 承議郞 兼輪城道察訪 沈克明 

伯晦靑松人, 5. 審藥 宣敎郞 李蕙汀 芳叔 全州人, 6. 助戰將 及第 曺大坤, 

7. 助戰將 及第 申恪 敬仲 平山人, 8. 助戰將 及第 李瑛 公獻 咸平人, 9. 

助戰將 及第 元豪 仲英 原州人, 10. 助戰將 前判官 韓仁濟 濟仲 淸州人, 

11. 助戰將 彰信校尉 撫夷堡兵馬萬戶 金億秋 邦老 淸州人, 12. 助戰將 秉

節校尉 訓鍊院參軍 朴弘長 士任 務安人.

左衛

13. 先鋒將 折衝將軍 高嶺鎭兵馬僉節制使 劉克良 景善 白川人, 14. 龍驤

都將 及第 李[王+發] 汝獻 咸平人, 15. 虎賁都將 前縣監 李宗仁 伯春 全

州人, 16. 獅吼都將 及第 禹應台 三彦 丹陽人, 17. 熊搏都將 權知訓鍊院

奉事 黃大鵬 冲雲, 18. 彪攫都將 通德郞 通禮院引儀 金慶福 伯綏, 19. 左

鶻擊將 及第 徐元禮 肅大, 20. 右鶻擊將 禦侮將軍 都摠府經歷 宋弘得 伯

實, 21. 左火烈將 及第 李沃 子潤, 22. 右火烈將 及第 邊良俊 國萃, 23. 

左部將 及第 姜仲龍 時用, 24. 前部將 及第 朴知進 退而, 25. 衛將 嘉善

大夫 行會寧府使 邊彦琇 君獻, 26. 從事官 前判官 趙儆 士惕, 27. 中部將 

彰信校尉 訓鍊院主簿 魯興文 斐然 咸平人, 28. 遊軍將 彰信校尉 龍驤衛後

部將 李琰 精叔 全州人, 29. 右部將 及第 權洪 寬仲 安東人, 30. 後部將 

秉節校尉 副司果 宋悌 友叔 南陽人, 31. 斬退將 及第 朴仁鳳 而瑞 務安

人, 32. 捍後將 顯信校尉 永建堡兵馬萬戶 朴潤 德用 靈巖人, 33. 一繼援

將 中直大夫 富寧都護府使 李時請 詠而(리움소장본: 時請) 丹山人, 34.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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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援將 朝散大夫 慶興都護府使 鄭見龍 雲卿 東萊人,

右衛

35. 先鋒將 折衝將軍 咸鏡北道 助防將 李薦, 36. 領將 權知訓鍊院奉事 姜

萬男, 37. 龍驤都將 折衝將軍 行副護軍 宣居怡, 38. 領將 保人 李用濟, 

39. 虎賁都將 折衝將軍 前虞候 金遇秋, 40. 獅吼都將 及第 吳彦良, 41. 熊

搏都將 及第 李忠獻, 42. 彪攫都將 前察訪 黃進, 43. 左鶻擊將 宣畧將軍 

訓鍊院僉正 元熹, 44. 右鶻擊將 及第 李慶祿, 45. 左火烈將 及第 成天祉, 

46. 右火烈將 及第 李舜臣, 47. 左部將 顯信校尉 守門將 洪祐, 48. 前部將 

權知訓鍊院奉事 辛礎, 49. 衛將 通政大夫 穩城都護府使 楊大樹, 50. 從事

官 及第 金聲○, 51. 中部將 權知訓鍊院奉事 金夢虎, 52. 遊軍將 前判官 

田鳳, 53. 右部將 訓鍊院習讀 元裕男, 54. 後部將 權知訓鍊院奉事, 55. 斬

退將 前萬戶 金光睟 子潤 義城人, 56. 捍後將 承義副尉 西水羅堡權官 林

秀蘅 芳仲 寶城人, 57. 一繼援將 通政大夫 鍾城都護府使 元均 平仲 原州

人, 58. 二繼援將 奉訓郞 明川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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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직책 관직 성명 자 본관 생몰년 문
무

급 제
년도

비고

1 大將 嘉善大夫
咸鏡北道兵馬節度使

李鎰 重卿 龍仁 1538-1601 武 1558

2 助戰將 折衝將軍
咸鏡北道兵馬虞候

徐得運 德久 利川 ?-1592 武 ? 1587
함경북도兵馬虞侯

3 從事官 彰信敎尉
咸鏡北道兵馬評事

李用淳 士和 全州 1550-? 文 1585 1603 함경북도兵使

4 輪城
道察訪

承議郞兼輪城道察訪 沈克明 伯晦 靑松 1556-? 文 1583 1604 회령부사

5 審藥 審藥宣敎郞 李蕙汀 芳叔 全州 ?-? 雜 ? 광해군 때 御醫

6 助戰將 及第 曺大坤 ? 昌寧 1519(?)-? 武 ? 1583 회령부사
1588 만포진첨사

7 助戰將 及第 申恪 敬仲 平山 ?-1592 武 ? 延安 顯忠祠에 배향

8 助戰將 及第 李瑛 公獻 咸平 ?-1593 武 ? 1584 회령부사
1591 함경남도兵使

9 助戰將 及第 元豪 仲英 原州 1533-1592 武 1567 1583 녹둔도 개간
金化 忠壯祠 등에 
배향. 시호는 忠壯

10 助戰將 前判官 韓仁濟 濟仲 淸州 ?-? 武 ? 咸興 彰義祠 배향

11 助戰將 彰信校尉
撫夷堡兵馬萬戶

金億秋 邦老 淸州 ?-1608이후 武 ? 전라우수사로
명량대첩 참전

12 助戰將 助戰將
秉節校尉訓鍊院參軍

朴弘長 士任 務安 1558-1598 武 1580 

좌
위

13 先鋒將 折衝將軍
高嶺鎭兵馬僉節制使

劉克良 景善 白川
延安 

?-1592 武 선 조 
초

모친이 洪暹의 婢이
나 免賤,, 延安李氏 
시조. 1592 임진강
전투 전사.
開城 崇節祠 배향. 
시호는 武毅

14 龍驤
都將

及第 李 王發 汝獻 咸平 ?-? ? ?

15 虎賁
都將

前縣監 李宗仁 伯春 全州 ?-1593 武 ? 1583 니탕개 난
1593 2차 진주성전
투 金海府使로 참
전, 전사
晋州 忠愍祠 배향

16 獅吼
都將

及第 禹應台 三彦 丹陽 1547-? 武 1572

17 熊搏
都將

權知訓鍊院奉事 黃大鵬 冲雲 江華 1548-
1605이후

武 1583 1604 宣武功臣二等
1605 扈聖原從功臣

18 彪攫
都將

通德郞通禮院引儀 金慶福 伯綏 慶州 1550-1622 武 1580 雙城 寧仁세거, 
1583 니탕개 난
1592 국경인토벌

19 左
鶻擊將

及第 徐元禮  
徐禮元

肅大 利川 ?-1593(?) 武 ? 1593 2차 진주성 
전투 진주목사로 참
전, 도망

20 右
鶻擊將

禦侮將軍都摠府經歷 宋弘得 伯實 礪山 ?-? 武 ? 1604 宣武原從功臣
二等

211左
火烈將

及第 李沃 子 潤 
啓叔

原州 1554(?)-? 武 1580 * 1580 別試 丙科 
참조

22 右 及第 邊良俊 國萃 　? ?-? 武 ? 1595 함경남도兵使

[참고 2] <정토도> 좌목 참전 장수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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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烈將

23 左部將 及第 姜仲龍 時用 晋州 1550-
1605(?)

武 1583

24 前部將 及第 朴知進 退而 ? ?-1599이후 ? ?

25 衛將 嘉善大夫行會寧府使 邊彦琇 君獻 原州 1544-1592 武 1567 1592 한강방어 실
패로 백의종군, 女
眞族 楸島에 망명, 
伏誅

26 從事官 前判官 趙儆 士惕 豊壤 1531-1609 武 1583 1593 훈련도감에서
李鎰과 함께 봉직
1604 宣武功臣三等
시호는 莊毅

27 中部將 彰信校尉訓鍊院主簿 魯興文 斐然 咸平 1536-? 武 1567

28 遊軍將 彰信校尉
龍驤衛後部將

李琰 精叔 全州 1551-
1619이후

武 1580 庶出

29 右部將 及第 權洪 寬仲 安東 ?-? 武 ? 1583 니탕개 난

30 後部將 秉節校尉副司果 宋悌 友 叔 
維則

南陽 1547-1593 武 ? 1593 2차 진주성 
전투 당진현감으로 
참전, 전사.
正祖 때 旌門 건립

31 斬退將 及第 朴仁鳳 而瑞 務安 1532-? 武 1564

32 捍後將 顯信校尉
永建堡兵馬萬戶

朴潤 德用 靈巖 ?-1605이전 武 ?

33 一
繼援將

中直大夫
富寧都護府使

李時請
李之詩

時請
詠而

丹 山 
丹陽

1544-1592 武 1567 1592 수원 전투에
서 전사,
宣武功臣 책록.
泰仁 慕忠祠 배향

34 二
繼援將

朝散大夫
慶興都護府使

鄭見龍 雲卿 東萊 1547-1600 武 ? 1595 함경도北兵使

우
위

35 先鋒將 折衝將軍
咸鏡北道助防將

李薦 ? 全州 1550-
1606이후?

武 ? 1583 니탕개 난

36 領將 權知訓鍊院奉事 姜萬男 ? ? 1549-1618 武 ?

37 龍驤
都將

折衝將軍行副護軍 宣居怡 思愼 寶城 1550-1598 武 1570 1587 녹둔도 전투

38 領將 保人 李用濟 ? ? ?-? ? ?

39 虎賁
都將

折衝將軍前虞候 金遇秋 ? ? ?-? 武 ? 북변 출신
1583 니탕개 난
1587 추도 공격

40 獅吼
都將

及第 吳彦良 ? ? ?-1601이후 武 ? 1593 慶源判官으로 
정문부 휘하에서 함
경도수복

41 熊搏
都將

及第 李忠獻 藎伯 陜川 1564-? 武 1583

42 彪攫
都將

前察訪 黃進 明甫 長水 1550-1593 武 1576 1592 梨峙 전투,
1593 2차 진주성 
전투 忠淸兵使로 참
전, 전사. 晋州 彰
烈祠, 南原 愍忠祠 
배향. 시호는 武愍.

43 左
鶻擊將

宣畧將軍訓鍊院僉正 元熹 博而 原州 1543-? 武 1576 1583 니탕개 난 
1588 惠山鎭 邊將

44 右
鶻擊將

及第 李慶祿 伯綏 全州 1543-1599 武 1576 1587 녹둔도 전투
1588 시전부 공격

45 左 及第 成天祉 彦吉 昌寧 1553-1593 武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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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烈將

46 右
火烈將

及第 李舜臣 汝諧 德水 1545-1598 武 1576 1587 녹둔도 전투
1588 시전부 공격
宣武功臣一等,
시호 忠武公

47 左部將 顯信校尉守門將 洪祐 ? ? ?-? 武 ?

48 前部將 權知訓鍊院奉事 辛礎 友叟 靈山 1568-1637 武 1583 
이후

1583 니탕개 난 이
후 급제. 昌寧 聞巖
亭, 靈山 道泉書院 
배향. 시호 忠壯.

49 衛將 通政大夫
穩城都護府使

楊大樹 ? ? ?-1592 武 ? 1588 시전부공격 
참전

50 從事官 及第 金聲○  
金聲憲

? ? ?-? ? ? *1592 금산전투에
서 도망한 前鋒將  
靈巖郡守 金聲憲일 
가능성 있음

51 中部將 權知訓鍊院奉事 金夢虎 ? ? ?-? 武 ? 1587 녹둔도 전투

52 遊軍將 前判官 田鳳 ? ? ?-
1600이후?

武 ? 1594년경
함경북도 兵馬虞侯

53 右部將 訓鍊院習讀 元裕男 寬甫 原州 1561-1631 武 1583 1623 인조반정 가
담, 靖社功臣三等
시호는 忠肅

54 後部將 權知訓鍊院奉事 - -　 - - - -

55 斬退將 前萬戶 金光睟 子潤 義城 ?-? ?　?　

56 捍後將 承義副尉西水羅堡權
官

○秀蘅
林秀蘅 芳仲 寶城

鎭川
1555-?
　

武 1583

57 一
繼援將

通政大夫
鍾城都護府使

元均 平仲 原州 1540-1597 武 　 宣武功臣一等 책록,
原陵君 추증

58 二
繼援將

奉訓郞明川縣監 - -　 - - - -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무과방목으로 

무과 입격자의 급제년도, 자, 본관 등을 조사해 좌목의 내용과 비교했다. 

* 생몰년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의 인물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일부 오류는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0의 

기사를 토대로 대조하여 교정했다.

*[참고 2]의 표 안에 진한 글씨에 밑줄을 친 내용은 좌목의 내용을 바로

잡거나 공란을 채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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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정토도> 발문 전문(리움 소장본 기준)

  선조 병술년(선조 19, 1586)에 공이 본도(本道)의 병사로 승진하여 

옮기니 인위(仁威)가 널리 퍼져 변방이 편안하고 조용하였다. 이에 군

무 29사(事)와 금령 27조(條)를 조목조목 진달(陳達)하고 이를 제승

방략(制勝方略) 1건에 함께 수록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강론하고 이

로써 전최(殿最)하기를 주청하니 상께서 특명으로 시행하라 하셨다. 

방략(方略)이 상세하게 갖춰지고 반포되어 시행된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북변의 야인들이 변방에 귀순하여 내부

(內附)하니 옷가지와 곡식을 지급하여 육진(六鎭)의 성저(城底)에 머

물도록 하였는데, 니탕개(尼湯介)가 변방 너머의 야인들을 몰래 꾀어 

경원(慶源)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고령진(高嶺鎭)을 약탈하였다. 공

은 그때에 경원(慶源)·회령(會寧)을 다스렸는데 모두 참획의 공을 세

웠다.

  정해년(선조 20, 1587)에 공이 본영으로부터 순시하여 경흥(慶興)

에 도착해 하오랑(何吾郞) 등을 몰래 붙잡아 죽였다. 그리고 우후(虞

侯) 김우추(金遇秋)에게 명령하여 추도(楸島) 부락을 습격하여 파괴하

고 그들의 소혈을 없애버렸다. 이때에 경흥 무이(撫夷)의 시전(時錢) 

등의 부락이 강성하였고, 부여지(夫女只) 부락이 가장 강하여 제압하

기 어려웠다. 드디어 공이 장차 변방을 도모할 일로써 치계하니 상께

서 토벌을 허락한다고 회유(回諭)하셨다.

  공이 무자년(선조 21, 1588) 정월에 본도의 병사를 징발(徵發)하고 

부방(赴防)하는 수병(戍兵)을 더하여 회령부사 변언수(邊彦琇)와 온성

부사 양대수(楊大樹)를 좌·우위장(左右衛將)으로 삼고, 고령진 첨사 유

극량(劉克良)과 조방장 이천(李薦)을 좌·우위의 선봉장으로 삼았다. 행

영(行營)에서 습진(習陣)하고, 덕명역(德明驛)에서 이른 아침에 노상에

서 식사를 마치고[蓐食], 좌군(左軍)은 아오랑(阿吾郞) 땅의 백안 연

대(白顔烟臺)를 거쳐 산을 돌아 북쪽으로 나아가고, 우군은 무이보(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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夷堡)의 성벽 동쪽으로부터 강을 건너 서쪽으로 나와 합세하여 시전 

땅의 네 방면 부락을 포위하여 궁려(穹廬) 3백여 곳을 태워버리고 거

의 500급을 참수하였다. 임금이 선전관으로 병조정랑 이대해(李大海)

를 파견하여 장사(將士)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수고를 위로하고 공의 

아들 한 명에게 관직을 주도록 명하였다. 이 전투는 대개 공이 오랑

캐를 무찔러 쌓은 공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그 혁혁함이 

마치 어제의 일과 같다(宣廟丙戌, 公陞移本道兵使, 仁威廣覃, 邊圉寧

謐. 仍條陳軍務二十九事, 禁令二十七條, 幷錄制勝方略一件, 奏請取講諸

將, 以行殿最, 上特令施之. 方略之詳僃頒行, 自公始焉. 先是, 北邊野人

欵塞內附, 給其衣廩, 留居六鎭城底矣. 尼湯介潛誘越邊野人, 攻陷慶源, 

搶奪高嶺, 公時莅慶源會寧, 皆建斬獲之功. 丁亥, 公自本營巡到慶興, 密

捕何吾郞等誅之, 令虞侯金遇秋, 襲破楸島部落, 蕩其巢穴. 是時, 慶興撫

夷時錢等部强盛, 而夫女只部落最强難制, 公遂將邊事馳啓, 上回諭因許

討之. 公以戊子正月, 簽發本道兵, 副以赴戍兵, 使會寧府使邊彦琇, 穩城

府使楊大樹爲左右衛將, 高嶺僉使劉克良, 助防將李薦爲左右衛先鋒. 習

陣于行營, 蓐食于德明驛, 左軍由阿吾郞地白顔烟台, 循山而北, 右軍自撫

夷城東, 越江而西, 合圍時錢地面四部落, 焚燒穹廬三百餘所, 斬首幾五百

級. 上命遣宣傳官兵曹正郞李大海, 蕩勞將士, 命官公之一子. 是役也, 蓋

公勦胡屢功之最著者, 赫赫若前日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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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명 제작연대 팔지 표기 지도 유형 / 비고

《地圖》

(古4709-92)
1712~1767

그림

(비정형)
동국여지승람 유형 지도의 발전

《輿地圖》

(古 4709-68)
1736~1767 그림(연결)

<海東地圖>

(古大 4709-41)와 유사

《備邊司印方眼地圖》

(奎 12156)
1747~1757

그림

(비정형)

<海東地圖>

(古大 4709-41)와 유사

《海東地圖》

(古大 4709-41)
1750년대 초 그림(연결) 관찬 군현지도집

《朝鮮地圖》

(奎 16030)
1750~1768 그림(분리) 관찬 비변사 방안지도

《八道地圖》

(古 4709-23)
1758-1767 그림(분리)

정상기 《東國地圖》

원본 계통.

《八道分圖》

(古 915.1-p173)
1758~1767 문자 정상기《東國地圖》 유형

《八道地圖》

(古 4709-14)
1767~1778 그림(분리) 정상기《東國地圖》 유형

《朝鮮八道地圖》

(古屛 912.51-J773)
1770년경 그림(분리) 정상기 《東國地圖》수정본 계통

《八道地圖》

(奎 10331)
1776~1787 문자 정상기 《東國地圖》원본 계통.

《朝鮮地圖》

(奎 25200)
1776~1787 그림(연결)

정상기 《東國地圖》원본 계통.

《좌해분도》(古 4709-99)와 한 

첩에서 분리

《地乘》

(奎 15423)
1776~1787 그림(연결)

<海東地圖>(古大4709-41), 《廣輿

圖》(古 4790-58), 《輿地圖》(古

4709-68)와 동일 필사본 계통

《左海地圖》

(奎 12229)
1787~1795 그림(연결) 정상기 《東國地圖》원본 계통

《輿地圖》

(古 4709-78)
1789~1795 X 정상기《東國地圖》 유형

《八道地圖》

(古軸 4709-48)
1790 그림(연결)

정상기 《東國地圖》원본 계통.

원본에 근접한 사본

《廣輿圖》

(古 4790-58)
1800년대 초 그림(연결)

18세기 회화식 군현지도집

민간유출의 사례

《輿地圖》

(古 4709-37)
1800~1822 그림(분리) 정상기《東國地圖》 유형

《海東地圖》

(古 4709-61)
1800~1822 문자 정상기 《東國地圖》원본 계통.

《東國輿圖》

(古大 4790-50)
1800~1822 문자 관찬. 군사 중심 관방지도

《東域圖》

(古 4709-27)
19세기 초 문자

정상기 《東國地圖》 초기 수정

본(1767년경) 계통

《靑邱八域圖》

(一簑 古 912.51-C422c)
1822 이후 그림(연결) 정상기《東國地圖》 유형

[참고 4]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19세기 지도의 팔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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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邱圖》

(古4709-21)
1834 그림(분리)

현존하는《靑邱圖》의 9개 사본 

중 최종본에 가까운 지도

《東輿圖》

(奎 10340) 

哲宗 年間,

1849-1863
그림(분리)

《大東輿地圖》의 저본, 혹은

《大東輿地圖》의 후대 필사본

《大東方輿全圖》

(奎 10341)

哲宗 年間,

1849-1863
그림(분리)

《大東輿地圖》와 내용과 구성이 

거의 동일한 채색필사본 지도

《大東輿地圖》

(奎 10333)
1861 그림(분리)

《靑邱要覽》

(古4709-21A) 

高宗 年間,

1863-1907

그림

(비정형)
《靑邱圖》의 이본 중 하나

<慶興府地圖>

(奎 10695)
1872 그림(분리) 관방 목적 군현지도 제작의 일환

* 지도에 팔지를 그림으로 표기한 경우 8개의 원이 따로따로 떨어진 

모습인 경우 ‘분리’, 선으로 각각의 원과 두만강의 물길을 연결시킨 

경우 ‘연결’, ‘분리’ 유형 가운데 원이 아닌 불규칙한 곡면으로 팔지를 

그린 경우 ‘비정형’으로 분류했다.

* 1833년 경흥부의 읍치를 기존의 무이보와 서로 바꾸는 조치가 취

해짐. 이에 따라 1834년에 제작된 《청구도》 이후의 지도에는 이전 

시기의 지도에서 무이보였던 위치에 경흥부의 읍이, 경흥부 읍치였던 

위치에 무이보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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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Lord Jangyang Yi Il's Conquest of the 

Sijeounbu Jurchens)
 

Lee Jaeho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Art History Major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xt in which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Lord Jangyang Yi Il's 
Conquest of the Sijeounbu Jurchens, was created. Today, three 
versions of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remain. Each of 
them is in the Korea Military Museum, Samsung Museum of Art, 
and Gyeonggi Provincial Museum. The three works use almost 
identical scale, appearance and composition. The paintings are 
comprised of the title, the battle scene, and the list of the names 
of 58 war veterans. It is inferred that the work in the Samsung 
Museum of Art is the oldest of three, and could be the original 
model for the other two paintings when one carefully observ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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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It is unclear when the works were painted, except the one 
in the Korea Military Museum that was copied in 1849.
   Yi Il (李鎰, 1538 -1601) was the Commander of Northern 
Hamgyeong Province, the northeast frontier of Korea, from 1586 
to 1588. At the time, there was severe military crisis caused by 
Nitanggae (尼湯介), the chief of a Jurchen tribal branch, advancing 
attack of the area in 1583. While the Joseon military troops 
successfully defended the northeast territory, it came to suffer the 
shortage of provisions. To solve the problem, the Joseon army had 
started cultivating a garrison farm at Nokdundo (鹿屯島), a delta 
of the River Tumen (豆滿江) estuary from 1584. In the autumn of 
1587, Sijeonbu (時錢部), a branch of Jurchen tribes–known as a 
village of Hūrha- which settled at the other side of Tumen River 
near the town of Gyeongheung (慶興), attacked the Nokdundo farm 
to plunder the crops and captives. The Joseon army failed to 
defend. Thus, the farm was abandoned. Yi Sunsin (李舜臣, 
1545-1598) who was in charge of the farm stood up against the 
attack though. After the defeat, Yi Il led the troop of 2,000 
organized of provincial army and expeditionary force from Seoul, 
carried out retaliatory attack on the fif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in 1588.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
朝實錄) mentions that as a result of Yi Il’s military operation to 
burn Sijeonbu to the ground, about 380 Jurchens had been killed 
but no Joseon soldiers were killed. Nevertheless, Yi Il’s fame was 
disgraced and forgotten after the appalling defeat at Sangju, the 
first grand battle on the plain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 103 -

   During the 1660s, the military officer Yi Gyeon (李汧, 
1616-1668), a grandson of Yi Il, commissioned a war painting 
depicting Yi Il’s conquer of the Sijeonbu. Yi Gyeon’s war painting 
no longer exists. It seems that the title of the work was 'Tomyeol 
sijeonbuho do (討滅時錢部胡圖 Exterminating the Sijeonbu 
Jurchens).' Yi Gyeon tried to vindicate the honor and 
achievements of Yi Il with the painting. Yi Jinbang (李震芳, 
1643-1724), a great-grandson of Yi Il, showed Yi Gyeon’s war 
painting to bureaucrats of the Noron (老論), Old Doctrine Faction, 
and asked them to contribute writings for Yi Il to maintain his 
family’s status as military officers. The painting played a role as 
an evidential material of Yi Il’s military merits, though it was 
painted at least 80 years after the battle. In 1708, Yi Dam (李橝, 
1629-1717), an important political figure among the Noron faction, 
observed Yi Gyeon’s war painting and wrote Yi Jinbang a preface 
in elegant style to praise the painting and Yi Il’s accomplishment 
depicted or proven in the painting. The vision of Tomyeol 
sijeonbuho do could have been a highly influential means to 
restore and revive the fame of a forgotten military hero, Yi Il.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is highly likely to have 
been painted after 1745, when the posthumous title ‘Janyanggong
(壯襄公 Lord Jangyang)’ was bestowed upon Yi Il by the royal 
court. The formal exaltation of Yi Il had been practiced by Noron 
members since the 1700s. Major members of the Noron faction 
cooperated closely with the Yi family for enhancing Yi Il’s 
reputation. The Noron politicians needed the support of powerful 
military families to win harsh political strife against the Soron (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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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Young Doctrine Faction. Since 1680, the Noron pursued the 
restoration of Kim Jongseo (金宗瑞, 1390-1453), a well-known 
minister who was sacrificed by the coup of Grand Prince Suyang, 
who later became King Sejo(r. 1455-1468). Kim Jongseo conquered 
the Jurchens to expand the northeastern area up to River Tumen 
and wrote a text of strategic plan Jeseung bangyak (制勝方略 
Methods of Winning Victories). Yi Il made an enlarged edition of 
the text. The Noron faction praised Yi as a true successor to Kim. 
As a result of the Noron factions's efforts, Yi Il could receive the 
posthumous title after almost 150 years after his death. On a day 
of March, 1745, at the banquet for celebrating the acquisition of 
posthumous title, held at the Yi family’s residence in Yongin(龍仁), 
Yi’s scions and Noron bureaucrats appreciated a war painting 
titled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The painting shown at 
the banquet could be one of the three extant works, most 
probably the one in the Samsung Museum of Art. While the work 
might have taken references from Yi Gyeon’s war painting; 
nevertheless, it is more likely to be the newly painted one. While 
who exactly painted or patronized the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is not known, it can be inferred that not only the 
Yi family but the Noron faction was engaged to the work judging 
from the attendance list of the banquet.
   Images in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built up specific 
meanings in the context of the visual culture of 18th-century 
Joseon Korea. To decode the layered meanings of the image, it is 
required to explore cartography, publication, and literature of the 
period. The background depicted in the painting shows pre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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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 details, adapting images of the maps made by the 
Joseon court during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Nevertheless, 
the location of Sijeonbu had been manipulated in the painting. In 
the maps, Sijeonbu had been marked on a plain in the northeast 
part of Gyeongheung, but in the painting it was moved west and 
located in Palji (八池), the Eight Ponds. Palji had been famous as 
an exotic spectacle and became an important topic of travel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The image of Palji was a 
well-known symbol of the region. To facilitate viewers to 
acknowledge the location of the background, Sijeonbu was 
depicted as if it was located near Palji. Furthermore, by 
adjustment of the location, the important sites of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could be captured in the painting. With the 
background images, Yi Il could be admired as a figure which 
conquered the barbaric Jurchens who defiled the homeland of the 
founders of the Joseon dynasty.
   It is observed that the march and battle scene of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were influenced by the illustrations in 
Jeongchunglok (精忠錄), a biography of Yue Fei (岳飛, 1103-1141) 
printed in Korea in 1585 and reprinted in 1709. In 18th century 
Joseon Korea, Yue Fei became one of the figures venerated in the 
national ritual system. Yue Fei was the leader of the army of 
volunteers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who stood up against 
the Jin, the Jurchen dynasty in North China. Joseon was defeated 
by the Jurchen nation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degraded to 
become a tributary state of Qing. Elites of Joseon, especially 
Noron members, ostensibly despised the Manchus as barbaria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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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 pretext for political power. As Yue Fei was the icon of 
resistance to the Jurchens, later the Manchus, the images from 
Jeongchunglok could establish Yi Il as a hero who fought against 
the Jurchens, a man equal to Yue Fei. In the painting, the 
Sijeonbu Jurchens, which were just a branch tribe of Hūrha, are 
depicted as wearing the costume of Qing Manchus. It is 
considered as synecdoche strategy to cast present significance on 
Yi Il. In conclusion, Jangyanggong jeongto sijeonbuho do, possibly 
painted in around 1745 for the first time, was a war painting 
designed to exalt the military accomplishment of Yi Il, a hero who 
conquered the Jurchens. It is thought that the painting had a 
significant value to the Noron faction and Yi Il's scions who 
struggled for political power and made efforts to enhance the 
social status of the Yi clan in the eigh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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