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도서관 겸 왕립학술기관으로 창설한

대상 자료의 물성분석과 정밀상태조사에 의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료 및 제작방법

‘규장각’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장각은 왕실자료와 함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수

을 복원하고 전통기술 장인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차년

집한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들을 보존·관리하고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역

도 사업에서 일부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들 개별 사업 각각에 대한 진행과정

사는 많은 부침을 겪긴 했지만 2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록문화와 지식의 보고로서, 학

을 결과보고서로 엮어 보존과학계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보

문연구의 전당으로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오롯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 중에

고서가 기록문화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보존과학 기술의 발전과 전

는 국보와 보물 33종 7,291점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통산업 활성화, 전통기술 육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등 4종 9,788책의 귀중한 기록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을 통해 선현들의 정신이 담겨 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중한 기록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
여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보존과학기술에 기초한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을 본

는 소중한 기록문화재의 보존 기한을 연장하고, 그 속에서 역사가 되살아나 우리 문화재의 가
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적으로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특히 보존수리 세
부사업별 최고의 장인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

이번 보존수리 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고문헌 보존수리

었습니다. 이들 세부 기술정보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관과 학계에 제공됨으로써

사업위원회 위원, 그리고 각 세부 사업을 담당하여 수고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아직 외국의 선진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보존과학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였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관계부처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자부합니다.

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이번 2차년도 사업도 1차년도 사업의 연장선에서 크게 수리복원, 대체본 제작, 보존
관리의 3영역에 보존처리 연구개발 영역을 추가하여 총 4개 영역 15개 세부 사업으로 진
행하였습니다.

2013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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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I. 사업개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교육 및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일한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과 더불어 그 문화재의 모사본을 만들어 교육과 연
구에 있어서 다목적 용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서는 전통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그 결실로서 미술품보존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은 그나마 불모지와 같
았던 미술품 보존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현대문명의 발전적 상황에서 과거
의 전통을 쉽게 버리는 우를 범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미술품 보존센터의 역
할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첫 걸음이라는 생각에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여 본래의 궤도에 오
르기까지 여러 토론을 거쳐 후진양성과 미술품 보존연구를 동시에 얻어야 할 것이다. 규장각 한국학연구
원 소장 회화유물 중 <의순관영조도(義順館迎詔圖)>, <임진전란도(壬辰戰亂圖)>의 모사본 제작사업은 이
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사업개요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업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사

업

명 :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사업

•사 업 기 간 : 2012년 5월 16일 ~ 2013년 1월 10일
복제대상목록
번호

서명

청구기호

재질

1

의순관영조도

古貴4250-108

임진전란도

古軸4252.4-31

2

16

합계

그림크기(cm)

자료수

면수

40.5

1

5

142

1

1

2건

6매

가로

세로

비단

35

비단

86.5

특이사항
첩크기 38.5x46.5cm
글씨 3면, 그림 2면
족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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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2)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명

1)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

직위

성명

주요경력

센터장

신하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이광수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2007 보물 249호 동궐도 모사
2011 보물 249호 동궐도 모사 외 다수 모사

정두희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보물 제931호 태조어진 청포본 모사
보물 제1491호 연잉군 초상 모사 외 다수 모사

이승우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한세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9회 대한민국서예한마당 휘호대회 심사위원역임

양수연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재학

송지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재학

박주영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재학

이지민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재학

최은혜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이호욱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조교

정해나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조교

조형연구소장
전임연구원

도서자료실
운영위원회
기록관리실
부소장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행정실
한국미술연구센터
보조연구원

창의인성개발센터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교

기획부

교육부

학과별 연구사업실

전시기획실

예술환경 연구사업실

최고위과정교육실
평생교육실

센터장 (학과장겸직)
교수 신하순
우석홀

전임연구원 이광수

협력업체

작업내용

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 연구소

안료분석 및 적외선 촬영

율에디션스

유물 촬영 및 출력

장황문화재연구소

장황

다해미디어

보고서 편집디자인

전임연구원 정두희
전임연구원 이승우
보조연구원

자문위원단

18

전공분야

이름

소속

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회화

차동하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보존과학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장

고문서

김윤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실장

회화 감정

이동천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장황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담당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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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사연구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5호
① 면적 : 121㎡

<미술품보존연구센터>
① 위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내 모사연구실, 한지제작실, 문향실, 갤러리 등

② 기기 : 재료장,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③ 특징 : 마룻바닥 및 제습 벽 설치 (모사 제작 환경 고려)

② 기자재 :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재료장,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CCTV 등
③ 재료 : 전통안료 및 붓 등

2) 한지제작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2호
① 면적 : 50㎡
② 기기 : 한지제작 관련 기기, 비터, 건조대, 쌍발 및 외발
③ 특징 : 미술 작품과 관련된 종이 직접 제작, 전통 종이 재현 연구

20

21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_대체본 II

3) 문향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1호

제1장_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① 면적 : 83.25㎡
일정

② 기기 : 서예, 전각 및 문인화 관련 일체
업무구분

2012
4

5

6

7

8

9

10

11

12

2013
1

3 4 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 1 2
규격 실측

예비조사

1차
자문회의

촬영

유물 촬영

안료분석

안료 분석

유물조사

역사적,
회화적
연구
초본 제작

모사본
제작

4) 장황실습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1동 309호

정본 제작
원본 대조

① 면적 : 40㎡
② 기기 : 장황 관련 일체

2차
자문회의

학술회의

학술회의
개최

전시

전시회
개최

장황

족자 제작
3차
자문회의

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5) 세미나 및 전통회화갤러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5호
납품

22

검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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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관영조도>에 대한 예비 조사로 문헌 조사, 과학적 분석, 회화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예
비 조사를 통해 유물을 연구하고, 올바른 모사본 제작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

1. 대상 유물의 역사적·회화적 가치

고 유물을 실견(實見)하면서 이루어지는 예비조사와 모사는 가장 정확한 모사본 제작의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 <의순관영조도(義順館迎詔圖)>
규장각 소장의 <의순관영조도(義順館迎詔圖)>1는 16세기의 화풍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사료이다. 원래

(1) 역사적 가치

유물의 형태는 축으로 추정되고 후대에 화첩으로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화첩은 제목, 인물 명단, 그림의 순

<의순관영조도>와 연관된 문헌에는 선조실록(宣祖實錄)이 있다. 선조실록에는 1572년(선조 5) 10월에

서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사업의 대상 자료인 <의순관영조도>는 연

명나라 조사(詔使) 한능세(韓能世)과 부사 진삼모(陳三謨)가 명나라 신종(神宗)의 등극 조서를 조선에 반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모사할 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포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첫 관문인 의주(義州) 의순관(義順館)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

모사의 종류는 현상모사(現狀模寫), 복원모사(復原模寫)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상모사는 안료의 박락

이 남아있다.2

이나 손상, 가필된 부분을 포함한 원본의 현재 상태를 충실히 옮기는 모사를 말한다. 복원모사는 원본이 제

그리고 정유길(鄭惟吉, 1515~1588)의 문집인 『임당유고(林塘遺稿)』에 수록된 연보(年譜)에 따르면 정

작된 당초의 모습을 미술사적,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도안이나 색채를 추정하여 그리는 모사이다. <의

유길은 1572년(선조 5)에 명나라에서 한능세, 진삼모가 신종의 등극을 알리는 조(詔)를 반포하러 왔을 때

순관영조도>의 모사본 제작은 현재 유물의 상태가 아닌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처럼 살려내는 복원모사의

원접사(遠接使)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의순관영조도>도 이 때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의순관영조도>의 원형을 찾아내고, 훼손된 부분을 살려내는 과정이 이번 모

관에서 명나라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파견된 원접사 일행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행의 명단과 의

사본 제작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순관 주변의 경관을 그림으로 남긴 화첩이다. 의순관은 평안도(平安道) 의주(義州)의 압록강가에 있는 관(
館)으로 세조(世祖)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원접사(遠接使) 정
유길(鄭惟吉), 영위사(迎慰使) 박대립(朴大立), 종사관(從事官) 정유일(鄭惟一)·권벽(權擘) 등과 문례관(
問禮官), 도사(都事), 도차사원(都差使員), 주관(州官), 차사원(差使員), 사자관(寫字官), 한리학관(漢吏學
官), 별통사(別通事), 소통사(小通事), 의원(醫員), 두목(頭目) 등이 열기되어 있다.3
규장각의 기록에 의하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화들 중에서 <의순관영조도>는 가장 연대가 올라
가는 작품이다. 본래는 전서체(篆書體)로 제목을 쓴 상단, 행사의 장면을 그린 중단, 행사에 참여한 인물들
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적은 좌목(座目)의 하단 등 삼단으로 구성된 계회축(契會軸)4의 형식을 갖추었던 것
이 분명하나, 현재는 제목 1접(葉), 그림 2접, 좌목 2접의 다섯 매로 절단되어 38.3×46.5cm 크기의 화첩으
로 꾸며져 있다.5임진왜란 이후 기존의 축형식으로 장황된 계회도까지 첩으로 개장한 사례들이 나타나는
데, 감상과 보존상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6

<의순관영조도> I 16세기경 I 견본채색 46.5×38.5cm I 규장각소장 (왼쪽 위부터 표지, 표제, 좌목, 그림)

2 『宣祖實錄』 권6, 5년 10월 6일(기미)조.
3 윤경진, 「義順館迎詔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
4 계회축(契會軸)은 계회도가 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계회도의 구성은 그림과 문자기록인 좌목(座目)과 서(序)·발문
(跋文)으로 이루어지며, 장황형식은 계회도의 감상 및 보존을 고려한 축·첩·병풍의 형태를 말한다. 계회도는 표제, 그림, 좌목의 3
단 구성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 시문(詩文)이나 서·발문이 별도로 들어간 4단 형식을 이루기도 한다.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
究』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3), pp.31-32.

1 <의순관영조도(義順館迎詔圖)>는 규장각 청구기호 古貴4250-108이며, 첩의 크기는 46.5×38.5cm, 글씨 3면, 그림 2면으로 이
루어져 있다.

24

5 안휘준, 「奎章閣所藏 繪畵의 內容과 性格」 , 『韓國文化』 Vol. 1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pp.325-329.
6 윤진영, 앞의 논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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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관영조도>도 후대에 이와 같은 이유로 개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그림은 일본인 학자 구로다

인물은 점경에 머무르지 않고 동세를 비교적 충실하게 표현함으로서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인

쇼조(黑田省三)에 의해 소개된 바가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축이었을 당시에는 대략 85×72cm 정도의

물의 옷주름은 철선묘(鐵線描)와 고고유사묘(高古遊絲描)가 혼재되어 있고, 인물에 따라 과감한 사의적 성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물의 각 부분들을 공간 없이 모두 연결했을 때 그 세로 길이는

향의 필선도 보여 작가의 유연성이 돋보이며, 회화성이 충만하고 자연스런 표현이 드러난다. 건축물은 일

85cm보다 긴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수치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유물

반적인 계화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과감한 생략과 과장을 통하여 장식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의

7

의 길이는 그보다 긴 것으로 추정된다.

선을 그을 때 자를 사용했음에도 작가의 주관적 성향이 드러나 회화성이 두드러진다.
원본을 얼핏 보면 비교적 여린 담묵으로 이루어져 먹색이 단조로워 보이나 실제로는 적묵법(積墨法)을
이용하여,준(皴)과 염(染)을 여러 번 반복하여 층차와 미묘한 먹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 회화적 가치
일반 기록화와는 달리 <의순관영조도>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개되는데, 실경의 조건에 맞게 명사 행렬
이 압록강을 건너 동남향의 의순관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상단부에 마
이산(馬耳山)이 보이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의주성내 통군정(統軍亭)이 높이 솟았다. 성 밖 남문(南門)
을 통과하여 의순관을 향해 원접사 이하가 나와 명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때 경관(京官)과 평안
감사는 동반(東班)이 되고, 여러 고을 수령이 서반(西班)이 된다. 이들은 의주성내 의순관 앞에 이르러 용
<의순관영조도> 부분

정과 사신을 향해 국궁 자세로 정렬하였다.
화면에서는 그림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명사를 향해 있는 조선 원접사 일행을 크게 묘사한 것이 주
목된다. 원접사 일행의 맞은편에서는 조선의 기마대가 호위하고 사신 행렬의 선두에는 깃발·황선(黃扇)·
황산(黃傘) 등 황의장(黃儀仗)이 있다. 황의장 다음 향정(香亭)과 명나라 황제의 조서를 봉안한 용정(龍亭)

(3) 서예사적 특징

이 위치하였다. 이 때 용정은 칙서를 봉배하는 차사원, 당하차비관, 좌우호위와 대통관이 봉행하였다. 그 뒤

제목(題目)인 ‘義順館迎詔圖’는 전서체 편액 글씨로, 전형적인 소전(小篆)이며, 당(唐) 이

로 교자(轎子)를 탄 명나라 상사와 부사가 자색(紫色) 단령을 입고 나란히 지나는데, 두 사신은 당상차비관

양빙(李陽氷)의 삼분기비(三墳記碑)의 풍으로 획과 획이 만나는 부분을 가필하였음을 알 수

과 차통관(次通官, 두목(頭目)이 봉행하였다. 행렬의 뒤에는 압록강을 막 건넌 명사 일행을 맞았던 악차(幄

가 있다. 이는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편액 제목 전체에 보인다.
다음의 좌목(座目)은 사자관(寫字官)9인 한호(韓濩)10의 글씨로 추정된다. 좌목에 사자

8

次)가 있고, 그 뒤로 바로 강과 인접하여 명사가 탔던 것으로 보이는 배 3척이 정박하였다.

<의순관영조도>에 나타난 화풍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남방 문인화풍으로 습윤한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

관진사 한호(寫字官進士 韓濩)가 명시되어 있다. 전형적인 필사이면서 단아(端雅)하고 표

먹의 농담과 윤기에 중점을 둔 발묵법을 사용하였다. 필선 또한 습윤한 기운을 위주로 중봉과 측필이 자유

일(飄逸)하며 정돈된 전통적 공문서(公文書) 글씨이다. 한호는 당시 30세이며, 1567년 명조

자재로 구사됨으로서 작가의 능숙한 기량을 보여준다. 준(皴)과 찰(擦) 역시 갈필을 최소한으로 하여 산의

22년 25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사자관으로 국가의 외교문서(外交文書)를 도맡

풍성함이 강조되고 있다.

아 썼으며, 명(明)에 사절(使節)이 갈 때에도 사자관으로 파견되었다. 선조(宣祖)의 총애를
받은 만큼 그의 글씨는 당대 최고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자관체(寫字官體)가 형성되기도 하
였다. 그의 서법(書法)은 조선 초기부터 성행하던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체(松雪體)를 따르
寫 字 官
進士韓濩

<의순관영조도> 부분

지 않고 왕희지체(王羲之體)를 배웠다. <의순관영조도>의 글씨는 소해(小楷)11로 되어있다.

9 외교문서를 관장한 승문원(承文院), 임금의 어제(御製)·어필(御筆) 등을 봉안(奉安)하고 이를 편찬·간행한 규장각(奎章閣), 그리
고 규장각의 자매기관으로 경적(經籍)의 인쇄 등을 관장한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기술직 이속(吏屬)이었다.

10 한호(韓濩, 1543~1605)는 조선의 문신·서예가이다. 본관은 삼화, 자(字)는 경홍(景洪), 호는 석봉(石峯)·청사(淸沙)이다. 정랑
7 黑田省三, 「義順館迎詔圖に就て」, 『靑丘學叢』 18호(1934.11), p.158. 안휘준, 앞의 글, p.325. 재인용.
8 정은주, 「조선전기 明使 迎接과 記錄畵」, 『한국언어문화』 Vol. 4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pp.123-124.

26

(正郞) 한관(韓寬)의 손자이다. 후세에 서예의 명인이라 불렸으며, 명의 명필가 주지향(朱之香)은 한호를 가리켜 “왕희지(王羲之)
및 안진경(顔眞卿)과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비유할 정도로 글 솜씨가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11 소해는 약 1cm 정도의 정자체(正字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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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해는 중국의 위진(魏晉) 이래 여러 명적(名籍)이 있는데, 그 중 종요(鍾繇)와 왕희지·왕헌지(王獻之)

설명

의 소해는 예로부터 교본으로 애용되었고, 특히 고법(古法)을 추구한 서가(書家)들에 의해 널리 학습되었
다. 한호의 소해는 기본적으로 <황정경(黃庭經)>·<악의론(樂毅論)> 등 왕희지 소해 법첩(法帖)에서 나왔는
데, 그가 젊어서 왕희지를 꿈에 본 뒤 ‘그의 법첩을 구해 배웠더니 핍진(逼眞)했다’는 「한석봉묘갈명(韓石
峯墓碣銘)」의 구절로도 충분히 짐작된다.
한편, 그가 배운 것은 진위(眞僞)가 문제되는 황정경, 악의론, 동방삭찬(東方朔贊) 등의 소해에서 시작

덧칠하여 나타난 황(黃)의 경우 평안도 대전회통 권사 병전 외관직 평안도(平安道 大典會通
卷四 兵典 外官職 平安道)에 의하면 당시 평안도에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둔 지역

덧칠(加筆)한
부분

은 광양진(廣梁鎭), 노강진(老江鎭)으로 나오기 때문에 광양진이 맞는 것으로 추증되나, 원
본에는 오기(誤記)한 것을 黃으로 수정하였기에 모사에서 黃으로 표기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법(趙法)12보다 진당인(晉唐人)의 높고 굳센 기운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또한 한
미(寒微)한 출신으로 오랫동안 사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술적인 천분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에 맞추려
廣梁

는 노력이 앞섰다. 그러나 “천질(天質)의 노력으로 공(工)과 필력(筆力)이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뒤엎는
다 하여도 동기창(董基昌)13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러한 경지(境地)는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논할 수 없다”
고 추사 김정희(金正喜)는 평하였다.
<의순관영조도>에서의 소해는 비교적 젊은 시절의 글씨로 뚜렷한 장방형(長方形)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년(長年) 이후 정방형(正方形)으로 심취하기 전이며 기울기 또한 힘차게 하였다. 특히 글자의 머리

장방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다.

장방형
(長方形)

부분을 강조하고 붓끝을 유연하게 처리한 점 등의 특징은 위진 이후, 당·원·명대의 소해 가운데 명 문징명
(文徵明, 1479~1559)의 것과 유사한 점이다. 간간히 초솔(草率)14하게 한 점은 필사의 생리적 현상을 그대
郭

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필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특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學

事

亨

같은 글자를 다양한
모양으로 서사(書寫)
하는 감각(感覺)을
보여주고 있다.

필사에서 나타난 특징(부분)

내용

설명

將의 변화

將

획과 획을
연결하며 간략화
하였다.

초솔(草率)한
예

珍

龍

從

박락(剝落)된
예

將

서사(書寫)의 흐름상
복잡한 부분이
간략화된 경우의
변체자이다.

변체자
(變體字)

參

密

靈

遠接使

嘉善大夫

折衡將軍

金希弼의 字 鄰哉

尹世亨

柳守訥

朴世炯

司正林,正郭

繼

12 조맹부의 필법이다.

필사(筆寫) 후
추가 기입한
경우의 예

13 명의 문인, 서화가로, 자(字)는 현재(玄宰), 호는 사백(思白), 벼슬은 예부상서(禮部尙書)를 지냈으며, 행서, 초서에 능하였다. 동
원(董源), 석거연(釋巨然)에게 그림을 배워 남화(南畵)의 완성에 기여하였다.

14 정체(正體)를 빠르게 쓴 것이다. 서신왕래나 간단한 기록에서 속도와 효율성 때문에 나타나며, 필획과 필획, 글자와 글자가 연결되
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여 글자 모양이 비교적 간단해진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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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락된 예들은 대부분 당시의 직명(職名)들로 전후의 내용으로 파악이 되며,15 글씨는 전체의 필의(筆

<임진전란도(壬辰戰亂圖)〉는 이러한 상황 하에 조선의 동래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화사 이시눌은 이 지

意)로 서사(書寫)하였다. 한편, 당시 필사 이후 추가로 기입한 경우에서는 서사의 흐름이 같지 않음을 보

역에서 회화적 기량을 갖춘 뛰어난 화가 중 한 사람이었다. <임진전란도〉는 1834년(순조 34년)에 제작된

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필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안들로 모사(模寫)에서 면밀히 파악

것으로, 그림의 우측 하단의 ‘만력임진후이백사십삼년 갑오육월일 화사 본부 군기감관 이시눌(萬曆壬辰後

해야 할 부분이다.

二百四十參年甲午六月日畵師本府軍器監官李時訥)’이라는 관지로 보아 이 그림의 작가 이시눌은 화사이
면서 무임직(武任職)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전란으로부터 243년 후에, 임진년 당시
의 부산진과 다대포진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그림 곳곳에 상황을 설명하는 기록을 첨부하여

2) <임진전란도(壬辰戰亂圖)>

기록이라는 측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시눌이 학계에 처음 알려진 때는 1971년 서울대 개교 24주년기

(1) 역사적 가치

념 《한국고지도전시회(韓國古地圖展示會)》에서 이다. 이 때 이시눌의 작품이 〈임진전란도〉라는 제목으로

조선후기 궁중의 기록이나 기타 회화의 수요를 위해 도화서(圖畵署) 화원들과 규장각에 소속된 차비

공개되면서 그가 동래부 군기감관을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궁중수요의 기록화뿐 아니라 각 도에 설치된 행

이시눌에 대해서는 김동철이 대일교류활동을 했던 변박(卞璞, ?~?)17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개되면서

정 군사조직에 필요한 회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원들이 파견되기도 하였으나,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

동래부 무임직 인물로 관수회화를 제작하였을 것이라고 소개하였고, 홍선표는 통신사 및 조선 후기 韓·日

는 인원이 충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지방수령은 관에서 필요한 회화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間 畵蹟 연구과정에서 이시눌의 호가 ‘송암(松庵)’임을 밝혀내었다.18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 그가 동래부

밖에 없었다.16

에서 활발히 활동한 지역화가였음이 알겨지게 되었다.19
이시눌의 본관은 벽진(碧珍)이고 호는 송암(松庵)이다. 그는 동래부의 각종 무임직을 역임하였으며, 당
시 이시눌과 주변관계인물로는 변곤(卞崑, 1801~?)과 박주연(朴周演, 1813~1873)이 있다. 변곤이 그린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는 이시눌의 작품과 같은 시기에 그려진 작품으로 이 역시 임진전란의 상황
을 묘사한 기록화이다. 이 작품도〈임진전란도〉와 마찬가지로 비단 두 폭을 결봉하여 족자로 장황되어 있는
데, 크기는 세로 134㎝, 가로 90㎝이다. 또한 화면 좌측 하단에 ‘만력임진이백사십삼년갑오사월일화사본부
천총변곤(萬曆壬辰二百四十參年甲午四月日畵師本府千摠卞崑)’이란 화기가 명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동
래성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성 외부에는 왜군이 성을 포위하고 동문을 넘어 공격하는 장면과 성 내부에는
격전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변곤의 〈동래부순절도〉는 이시눌의 〈임진전란도〉와 세트로 그려졌
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20

17 변박(卞璞, ?~?) : 조선 후기의 화가이다. 임진왜란 때의 기록화 <동래부순절도(1760년작)>를 그렸고, 일본 통신사를 따라가 대
마도 지도와 일본 지도 및 풍물을 본떠 그리는 등 활약하였다.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자는 탁지(琢之), 호는 술재(述齋) 또는 형
재(荊齋)이다. 부산 동래(東萊)에서 태어났으며, 동래부 소속의 화원(畫員)이었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서화 교육을 받은 도화서(圖
畫署) 출신은 아닌 듯하다.

18 이에 대해 이현주는 김동철, 『왜관도를 그린 변박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과 홍선표, 「지쇼인(慈照院)의 조선 서화」,
『쇼코쿠지 지쇼인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등 참고 문헌을 밝혔다(이현주, 앞의 논문, p.150, 참조).

<임진전란도> I 1834 I 견본채색
142×86.5cm I 규장각 소장

19 이에 대해 진준현은 독일 쾰른대 박물관에 소장된 <서원아집도8첩병풍>이 이시눌의 작품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진준현,
『단원김홍도』, 일지사, 1999, p.634), 박성희는 일본 ‘求貿品’에 관한 연구에서 이시눌의 회화영역을 조명하였으며(박성희, 『조
선후기 대일교역용 회화 연구-동래 왜관 수출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0), 또한 이현주는 동래지역에 전해지는 <농가
월령12곡병>의 주문자와 제작자의 관계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이시눌의 입지를 설명하였다(이현주, 「동래지역 <農家月令12

15 안휘준 「奎章閣所藏 繪畫의 內容과 性格」, 『韓國文化』 Vol. 1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1989), pp.344-348 참조.
16 이현주, 「동래부 화원 이시눌」, 『역사와 경계』Vol.76, 2010, p147.

30

曲屛> 2점을 통한 조선말기 경직도의 일경향」, 『문물연구』 제16호, 2009.9, pp.109-136).

20 1760년대 제작된 변박의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 또한 세트로 제작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변곤과 이시눌은 변박의 제
작방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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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기가 1834년 4월과 6월이라는 점, 제작자 모두 동래부의 무임이었다는 점, 그리고 화면에 부기

의 문인적 기질로 인해 이시눌에게 〈농가월령12곡병〉이란 경직도를 주문하게 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22

(附記)된 화기의 기록방식과 필체가 유사한 점, 임진전란 당시 충의와 절개에 대한 국가의 증직과 추앙의

박주연의 선비적 기질은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조선 말엽 아첨하는 사람을 피해 관복을 찢고 오륜대에 들

결과를 그림 안에 기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조선군과 왜군의 대비적 표현방식, 전투장소를 순절지로서 성

어갔다는 일화에서도 볼 수 있다.23 이와 같은 박주연의 성향은 이시눌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

지화(聖地化) 시킨 점 등 제작시기와 제작주체, 화면구성과 묘사방식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 때

란 추측도 가능하며, 이시눌의 회화적 성향 또한 문인적 심미관이 강하게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21

<임진전란도>의 필법은 전통적으로 문인화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시 화원화가의 화

문이다.

풍이 반영되면서도 이시눌 특유의 필치와 개성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2) 회화적 특징
① 포치와 공간
<임진전란도>는 부산진전투와 다대진전투를 한 화면에 그린 것으로 원경은 부산진, 근경은 다대포진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오륙도(五六島)·절영도(絶影島)·두송산(頭松山), 팔경대(八景臺)·야망대(夜望臺) 등
과 같이 지리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지도형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지
형도의 기능성과는 달리 회화성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화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
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산수화의 포치 방식은 역원근법을 이용하여 시점의 한계를 초월한다. 아래 도판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화면의 가장 앞쪽에 있는 근경은 작게 하여 뒤로 밀고, 오히려 가장 뒤에 있는 원경의 산을 확
대하여 앞으로 당기고 있다. 이것은 작가 혹은 관찰자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 화면 밖을
보는 형국이다. 즉, 그림이 주가 되고 관찰자는 객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림 자체가 주가 되면 투시가 역
변곤 I 〈동래부순절도〉 I 1834년 I 견본채색 I
134×90cm I 울산박물관

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미술의 경우 중세 미술에서 보이는데, 당시 신(神)중심 사
회로 신이 중심이 되어 인간을 바라보는 형국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진전란도> 역시 이러한 역원근법을 적용하고 있어 ‘부산진’을 가장 우위에 두고 다음을 ‘다대진’으

이시눌과 박주연과의 관계는 박주연의 주문에 의해 제작된 〈농가월령12곡병(農家月令12曲屛)〉이란 경

로 순위를 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마치 조선에서 왕이 일본을 내려다보는 형상을 연상케 한다. <임진전란

직도 병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주연은 1831년 부친의 묘를 오륜대에 마련하고 이 일대에 거주하면서 농

도>의 특이한 점은 기존의 산수화에서와 같은 포치를 차용하지만 기존의 형식보다 공간의 한계를 더욱 초

촌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병풍은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임진전란도>가 제작

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그려진 변곤의 <동래부순절도>만 보더라도 기존의 산수화 구도와 지도

된 1834년을 정점으로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임을 가늠할 수 있다.

의 형식이 결합된 무난한 구성이지만, <임진전란도>는 과감하게 멀리 떨어진 대마도를 한 화면에 넣어 광

이시눌과 박주연의 관계는 제작자와 주문자 사이 이전에 동래부 무청의 무임직 일원으로 이미 연대

대한 스케일을 보여준다. 대마도와의 거리를 암시하기 위해 화면의 가장 앞쪽에 있는 대마도에서 출발하

관계 속에 있었다. 박주연은 비록 무관에 해당하는 무임직이나 지방 지배계층으로 농사를 통한 태평성대

는 왜선은 거의 점처럼 작게 표현되고 조선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광활한 영역을 한 화

를 이상향으로 추구하였으며 유교적 가치관에 기저를 둔 문사적 취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

면에 그린다는 것은 기존 산수화에서는 보기 힘든 구성으로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
기에 가능할 것이다.

21 이현주, 「기억 이미지로서의 동래지역 임진전란도-1834년작 변곤의 <동래부순절도>와 이시눌의 <임진전란도>를 중심으로」, 『한
국민족문화』 37, 2010. 7, pp.287-321.

22 이현주, 「동래부 화원 이시눌」, 『역사와 경계』 Vol.76, 2010, pp.154-155.

32

23 엄경흠, 「五倫臺와 竹林 박주연의 文學」, 『동양한문학연구』 15집 2001; 이현주 앞의 논문 p.1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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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진전란도>의 시점방식을 부감시로 해석하고 있으나, 상

<임진전란도>의 필법을 보면 특히 필선의 변화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치 붓 두 자루

기한 이유로 필자는 부감시가 갖는 효과를 넘어선 다른 시점의 양상이 있

를 이용해 선을 그은 듯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이는 작가가 철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감시란 일정한 높이에서 화면 전체를

저히 의도한 것으로, 여러 겹선을 이용해 선묘의 다양화와 풍성함을 주고자 한 것이다. 특히 갈필의 사용이

조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가 화면을 밖에서 두루 보는 것에 그치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비단에 선묘를 하게 되면 비단의 특성상 갈필에 의한 표현은 난이도가 높

만, 이시눌이 선택한 방식은 내가 화면 속에서 화면 밖을 두루 내려 보며,

다. 비단은 생견에 아교포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데, 이것은 아교가 비단의 틈을 메우

마치 현장을 모두 구석구석 돌아보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부감법이 갖

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비단에 그림을 그릴 경우 섬세한 채색화가 적합하며, 초상화

는 특징이 아니라, 작가나 관찰자가 직접 장면과 소통하는 방식에 주안점

를 비단에 그리게 되면 터럭하나까지 정밀한 묘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산수의 경우는 정밀한 표현보다

을 두는 것이다. 여기서 관찰자는 조선의 입장에서 조선을 위주로 하여 일

필묵에 의한 운치를 추구한다. 물론 비단에도 산수의 운치를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나 종이에

본을 내려 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수

서 보이는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화에서 보이는 관찰자가 조망하는 형식이 아닌, 화면 속에서 조선이라는

그러면 이시눌은 왜 난이도가 높은 갈필을 위주로 하였을까? 어쩌면 그 또한 사대부의 기질을 가지고

땅이 화면 아래의 대마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점

있어 문인적 취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사실 비단에 갈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느리게

때문에 일반적인 산수화도 아니고, 또한 지형도도 아닌 이시눌만의 독특

운필해야 하며 많은 인내력을 필요로 하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문인들이 추구하는 수양인 것이다. 게다

이성(李成) I <청만소사도(晴巒蕭寺圖)> 한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북송 I 약 960년경 I 비단에 수묵담채 I <임진전란도>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111.4×56cm

가 재료에 대한 많은 숙련도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아교와 명반의 비율과 농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

매우 입체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그림의 배경은 240년 전

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숙련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의 전투상황과 18세기에 세워진 기념비석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한 화면에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시눌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예상하며 비단을 마주 대했을 것이다(엄밀히 말하면 화사에게 재료의 선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비적 성격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러한 구상을 설정했다는 점은 작가의 상상력과

택권이 없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비단에 산수를 그리는 역사는 송대에 이미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런

24

구상능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다. 명반의 농도를 높이면 갈필이 그나마 용이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번짐 현상이 오고, 또한 보존에

데 송대의 회화는 사실적인 수법이 가장 발달한 시기이고, 비단의 효용성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었다.

② 필묵법

황공망(黃公望) I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 I 원대 I 종이에 수묵 I 636.9×33cm
<임진전란도> 부분

24 <임진전란도>의 제작배경에 대해 이현주는, 18세기 변박의 두 작품과 19세기의 변곤과 이시눌의 작품을 대별하여 비견해 볼 때
18세기에는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순절 그 자체의 사건을 강조한 반면 19세기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순절지(殉節地)’라고 하
는 인식의 공간으로 구현시켰다. 이 같은 변화는 1760년 두 작품이 임란 직후 ‘경험적 기억’에 의해 서술된 1차적 텍스트(壬辰遺
文 또는 忠烈碑記)를 토대로 제작된 것임에 반면 1834년의 그림들은 순절과 숭앙의 결과를 인식한 ‘재생산된 기억’(忠烈祠志)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이현주, 「기억 이미지로서의 동래지역 임진전란도-1834년작 변곤의 <동래부
순절도>와 이시눌의 <임진전란도>를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 37, 2010. 7, p.288).

34

김정희 I <세한도> I 조선후기 I 종이에 수묵 I 61.2×23.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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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대에 이르러 문인화의 성행과 종이의 사용은 필묵법에 혁신을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 문인

(3) 서예사적 특징

들이 추구하는 사의적(寫意的) 표현은 장인성이 필요한 정세한 비단보다 우연성이 강한 종이를 더욱 선호

<임진전란도>의 부기(附記)는 동래부화사(東來府畵師) 이시눌의 글씨26 임을 알 수가 있고, 비교적 바른

하게 되었고, 점차 지필묵은 문인화가에게 중요한 용구로 자리 잡는다. 위 도판 황공망(黃公望)의 <부춘산

정체(正體)이며, 소해(小楷)로 부기(附記)한 필사체이다. 임진전란 후 전사자(戰死者)에 대한 추숭(追崇)

거도(富春山居圖)>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필을 이용해 마치 작가의 심경을 하나하나 옮기듯 매우 느린 필선

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후손들에게 전란에 대한 참상(慘

을 위주로 하고 있다. 조선 김정희의 <세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문인들이 갈필을 선호하게 되었고 조선의

狀)을 입체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필사된 글씨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추사 또한 이를 자신의 화법에 적극 이용하였다 이러한 문인의 심미의식이 이시눌에게 그대로 반영되었고
내용

이에 따라 <임진전란도>는 일반적인 화원의 그림과 다른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게 된다.

설명

이 시기 이시눌이 독자적인 화풍을 선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당시 화원 화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색이 있는데, 하나는 대체로 갈필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단(壇)의 글씨

전형적인 해서 필사(筆寫)인데 자간을 붙였으며, 해서(楷
書) 글씨 임에도 평방형(平方形)으로 부기(附記)하였다.
비갈(碑碣)의 특징인 방필(方筆)을 보이며 엄중한 필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체자(異體字)

貫·旨의 이체자를 볼 수 있다.

고, 또 하나는 수지법에서도 공통적으로 비슷한 운필법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가령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1820년대에 제작된 <동궐도>에서 보이는 운필법과, <규장각도>에서 보이는 김홍도의 운필법이 <임진전란

27

도>의 부분과 상당부분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보이게 된 이유는 화원내의 필묵 기법
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교류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과도 다른 조선 후기
양식을 만들어내었으며, 이 중 이시눌의 필법은 매우 이채롭게 보인다. 그리고 화원 화가들에게 공통적으
로 보이는 필적은 그 운필법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전적으로 서법에 의한
문인화의 기초가 튼실하기에 가능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화원 화
가들은 일반 화사에 머무르지 않고 문인적 심미관을 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25

첩어(疊語)

<동궐도(東闕圖)> 1820년대(순조) 부
분

嘖嘖焉, 登登島의 중복된 글자를 ‘ㄷ’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 또 역(亦)’의 서체 변천사(書體 變遷史)에서
기인(起因)함을 알 수 있다.

<임진전란도> 부분

김홍도 I <규장각도(奎章閣圖)>
1776년(정조) I 비단에 수묵채색 I
144.4×115.6cm

그림속의 부기(附記)

회색 깃발의 글씨는 흑의장정충장공(黑衣將鄭忠壯公)으로
검은 갑옷을 입은 장수(將帥)가 정발장군(鄭撥將軍)임을
밝히고 있다.
‘忠壯公’은 사후(死後) 임금이 내린 시호(諡號)이므로
실제 전투상황의 깃발내용이 아닌 부기(附記)의 일종이다.

25 당시 무인직에 있던 화사가 여러 방면에 기량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양흥숙은, 이들이 궁중의 도화서 화원과 마찬가지로 관
(官) 수요의 작품을 제작하는 동시에 사사로운 그림요청에 응대하였으며, 비록 무임직이기는 하나 지역사회에서 시서(詩書)를 겸
비한 문사적(文士的) 지식인으로서의 입지도 함께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정황은 동래가 타 지역보다 군진(軍鎭)이 많고,

26 그림의 右側下段에 ‘萬曆壬辰後二百四十三年 甲午六月 日畵師本府軍器監官李時訥’이라는 관지(款識)가 있다.

상시적인 왜관의 존재, 그리고 통신사행의 국내 시발점이라는 차별화된 지역성이 동래부 재지화원들의 이력을 다양화시켰을 것

27 중국 남북조시대(中國 南北朝時代) 북위(北魏) 서체로서 대표적으로 장맹룡비(張猛龍碑)와 낙양(洛陽) 부근의 용문석굴(龍門石

이라고 설명한다(양흥숙, 「조선후기 東萊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159).

窟)에 새겨져 있는 우궐조상기(牛橛造象記)를 비롯한 용문20품 글씨 필의(筆意)가 나타나며, 필획이 힘차고 엄중하며, 후손의 마
음가짐을 짐작케하여 비석으로서의 품위가 느껴진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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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명

이 문장들을 볼 때 춘추전국시대나 한(漢) 이후 삼국시대에도 師의 쓰임이 군대(軍隊)를 의미했으나, 시
대를 거쳐 그 뜻이나 쓰임이 후대에는 스승이나 전문적인 기예를 닦는 사람으로 전이(轉移)되었다.

28

박락(剝落)

당나라 대학자 한유(韓愈, 768~824)는 ‘사설(師說)’에서 “옛날부터 학문을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꼭 스

‘장대(將臺)’ 와 ‘진교지동래자(鎭校之同來者)’...로
확인되었다.

승이 있었다. 스승이란 도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배우는 사람의 의혹을 풀어 의혹이 없도록 하는 사람이다.”
32

고 한 예가 있다. 이미 당대에 스승의 뜻으로 상용(常用)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어원으로 살펴보았을 때

에는 틀리지 않으나, 시대적 상황과 전쟁이라는 배경으로 보면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문자를 대상으로 필사한 글씨는 심미대상으로 여김과 동시에 예술적인 형식을 더하여 실용(實用)과 심
미(審美) 두 갈래로 나뉘어 발전하게 되었다. 이번에 모사한 <의순관영조도>와 <임진전란도> 역시 수세기
전 당(唐) 태종(太宗)33 때 이미 왕희지의 단아함을 추종하여, 자화(字畵)와 결구(結構)가 함께 방정(方正)
하고 근엄(謹嚴)한 율법적(律法的)인 특색을 지닌 구양순체(歐陽詢體)를 낳았는데34, 이로 인하여 조선에
이르기까지 공문서는 구양순의 글씨체를 뿌리에 두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의순관영조도>와 <임진전란도>
의 글씨는 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시눌의 <임진전란도> 부분
변박(卞璞)의
와가야마현립박물관의
변곤(卞崑)의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동래임진전란도(東萊壬辰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
戰亂圖)>(19세기후반) 부분
(1834) 부분
(1760) 부분

2. 모사본 제작의 방법 및 특성
1) <의순관영조도(義順館迎詔圖)>
예비조사와 16세기에 제작된 다른 계회도를 근거로 하여 <의순관영조도>를 가상으로 연결하여 축의

위 에서 장수(將帥)의 깃발에 ‘장수 수(帥)’가 있어야하는데 ‘스승 사(師)’로 표기되어 있다. 1760년의

형태로 만들어 보았다. 다른 계회도는 상단부터 제목, 그림, 하단에 좌목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변박(卞璞)은 帥로써 표기했고, 19세기 후반의 와카야마 현립 박물관(和歌山 縣立 博物館)에 소장된 <동래

<의순관영조도> 화첩은 제목, 좌목, 그림으로 배치되어 있어 모사본 제작에서는 이 순서를 다른 계회도의

임진전란도(東萊壬辰戰亂圖)>에도 帥로 표기되어 있어 1834년의 이시눌이 師로 표기 한 것에 의문이 든다.

구성처럼 변경하였다.
화첩에서 제목은 6조각으로 나뉘어 세로 2열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모사본 제작에서는 가로로 변경

“孟明(맹명)! 나는 군대가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29

(左傳30 襄公十八年)
“새와 까마귀 소리가 유쾌하니 제나라 군대가 아마도 달아났을 것이다.”

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림은 좌목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그림의 테두리가 많이 손실된 것으로 보
인다. 연결할 때 남아있는 가마 부분의 흔적을 근거로 하여 가마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백을 산정하였

31

다. 좌목 부분은 글자의 간격을 고려하여 여백을 조정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였다.

28 전쟁이나 군사 훈련시 장수가 성 전체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위치하여 대장(大將)이 전황(戰況)을 살펴보면서 임기응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성(城), 보(堡) 따위에 동서 양쪽에 돌로 쌓아 만든 것이다.

29 孟子, 吾見師之出而不見其入也.
30 『좌전(左傳)』은 『춘추(春秋)』를 해석하여 지은 것으로, 작자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노(魯)나라의 좌구명(左丘明)으로 전해지
고 있다. 『左傳』은 모두 30권의 약 20만자로, 노의 은공 원년(隱公 元年, BC 722)으로부터 노의 애공(哀公) 27년(BC 468)에 이르는
254년 동안의 춘추열국(春秋列國)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31 鳥烏之聲樂,齊師其遁.

38

32 古之學者 必有師 師者 所以傳道授業解惑也.
33 당나라의 제2대 황제(626~649). 당나라를 수립하고 군웅을 평정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공정한 정치로 후세 제왕의 모범이 되
었다. 본명은 이세민(李世民)이다.

34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왕희지체보다 구양순체가 유행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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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관영조도>의 그림 재구성

<독서당계회도> I 1531 I 견본채색 I
91.5x62.3cm

<독서당계회도> I 1570년경 I
견본채색 I 102x57.5cm I
서울대학교박물관
<의순관영조도>의 좌목 재구성

부분별로 재구성 한 후 전체를 이어 가상 연결도를 제작하였다. 이 가상 연결도는 자문회의를 거쳐 수
정, 확인한 후 모사본의 밑그림으로 사용하였다. 유물의 원래 제작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복원모사의 방침
을 적용한 것이다.

<의순관영조도>의 제목 재구성

<의순관영조도> 가상 연결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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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진전란도(壬辰戰亂圖)>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하고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시료에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잘 옮겨 그리는데 주력하여 모사하고자 하였다. 유물은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하였으며, 휴대용 X-ray Fluorescence

세 폭의 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부위가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다. 자문회의를 거쳐

Analyser α-2000(Innov X Systems, USA)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촬영은 IS-PRO 카메라(일본 FUJIFILM社)

모사본은 한 폭의 비단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유물이 작품의 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 폭

를 이용하였다. 적외선 촬영은 회화의 밑그림 및 먹선 관찰을 하는 데 유용하다. 현미경 조사는 휴대형 영

의 비단을 연결했기 보다는 당시 비단의 부족한 수급과 큰 폭의 비단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컸을 것이라는

상현미경(EGVM-452M)을 이용하였다. 현미경 조사를 통해 비단의 구조와 안료의 채색 상태 및 입자의 크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모사본도 세 폭으로 연결하였을 경우 후에 연결 부위가 유물처럼 보존상태가 급속

기, 채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모사본은 한 폭의 비단 위에 제작하기로 하였다.

육안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안료의 종류와 사용은 위와 같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는 모사본 제작을 할 때 유물에 사용된 동일한 안료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
거가 된다.

<의순관영조도> XRF, 현미경 지도

<의순관영조도>의 XRF 분석 결과와 현미경 사진

<임진전란도>의 연결 부분과 손상된 부분

번호

위치

XRF 분석 결과

1

제목 바탕

Ca, Fe

2

그림 바탕

Ca, Fe

3

관복 청색

Cu

현미경 사진

3. 모사본 제작 과정
1) 안료 및 바탕 분석
(1) 유물의 과학적 분석
<의순관영조도>와 <임진전란도>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크게 안료 분석, 적외선 촬영, 현미경 촬영을 실
시하였다. 장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품의 앞면만을 조사하였다. 안료 분석을 하고 현미경으로
촬영한 부분을 유물의 사진에 붉은 점으로 표시한 XRF, 현미경 지도를 제작하였다.
안료 분석은 XRF(X-ray Fluorescence)를 이용하였다. XRF를 사용한 안료 분석 방법은 비파괴분석으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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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복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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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 분석 결과

현미경 사진

<임진전란도>의 XRF 분석 결과와 현미경 사진
번호

위치

XRF
분석 결과

1

위쪽
바탕

2

번호

위치

XRF
분석 결과

Ca

7

우측 위 비석 1

Cu, Pb

아래쪽
바탕

Ca

8

우측 위 비석 2

Cu, Pb

3

검정
지붕

검출된 원
소가 없으
므로 유기
안료 사용
추정

9

아래쪽 산

검출된 원
소가 없으
므로 유기
안료 사용
추정

4

빨강
깃발

Hg

10

장군 옆 인물

Hg

5

건물 벽

Cu

11

중간 갈색 대문

Hg

6

건물 창

Cu

12

위쪽 대문

Pb

현미경 사진

현미경 사진

Cu

Hg, S

검출된 원소가 없으므로 유기안료 사용추정

<임진전란도> XRF, 현미경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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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관영조도>
제목 부분 적외선 촬영

<임진전란도> 적외선 촬영

<의순관영조도> 좌목과 그림 부분 적외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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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관영조도>는 안료 분석 결과 관복 적색의 경우 수은(Hg)이 높게 검출되어 진사(HgS)가 사용된

2) 유물 촬영 및 출력

것으로 추정된다. 관복 청색의 경우 구리(Cu)가 검출되어 석청(Azurite, 2CuCO₃·Cu(OH)2)이 사용된 것으
로 추정된다. 짙은 청색산도 구리(Cu)가 검출되어 석청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분석 위치에서
는 광물안료의 주성분인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XRF로 검출이 어려운 경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

- 담당업체 : 율에디션스
유물 촬영은 율에디션스에서 담당하였으며, 분할 촬영하여 디지털 합성한 후 출력하였다. 1차 출력
후 유물과 출력본을 비교하여 색조와 밝기를 조정한 후 2차 출력하였다. 2차 보정 후 3차 출력하여, 그

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순관영조도>를 적외선 촬영한 결과 특이사항이 조사되지는 않았다. 현미경 조사 결과를 보면 안료

출력본을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복 청색과 청색 산에 사용한 안료 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흐린 하늘색
관복은 안료의 입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기염료의 사용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검게 보이는 청색산은
청색 안료 사용 후 유기안료로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청색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짙은 청색은
무기안료를 사용했고, 흐린 청색은 유기안료인 쪽 계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임진전란도>의 적색안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Hg)이 높게 검출되어 진사(HgS)가 사용된 것으로 추
정된다. 녹색안료의 경우 분석지점에서 구리(Cu)가 높게 검출되어 석록(Malachite, CuCO3·Cu(OH)2)
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색의 경우 비석과 깃발 등 전부 납(Pb)이 검출되어 연백(Lead white,
2PbCO3·Pb(OH)2)으로 채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정색은 광물안료의 주성분인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먹으로 추정된다. 이외의 분석위치에서는 광물안료의 주성분인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XRF로 검출이 어려운 경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기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전란도>는 적외선 촬영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었다. 연못 속 두껍게 칠해진 안료 뒤에 글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자문회의 결과, 원형처럼 똑같이 쓴 후 색으로 덮어 지우는 방향으로 모사본을 제
작하기로 하였다.
<의순관영조도> 유물 촬영

<임진전란도> 적외선 촬영 부분

<임진전란도> 유물 촬영

48

유물과 출력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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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단준비
(1) 비단 조사
다양한 비단 조사를 통해 유물과 가장 유사한 바탕 비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농도별로 아교포수 후, 먹 실험을 한 비단 조직의 현미경 촬영

4) 모사본 제작 과정
(1) <의순관영조도>의 모사본 제작 과정
① 초뜨기와 임서
다양한 비단의 종류와 조직의 현미경 촬영

<의순관영조도>의 주된 필선을 최대한 닮도록 연습한 후 초를 뜬다. 종이에 필선 연습을 충분히 거친 후
부분도를 제작하여 비단에서 숙련된 필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산수와 인물, 건축물에 사용한 필선을 종
류별로 분석하여 상초한다. 다음은 필선을 연구하고 종이에 부분 모사를 해 본 과정이다.

(2) 아교포수 실험
유물의 조직과 유사한 비단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조직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아교포수를
하고 먹을 칠해 나타나는 표현 기법도 실험하여 유물과 가장 가까운 비단과 아교포수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의순관영조도> 부분

➊ 구륵(鉤勒) 및 준(皴) 표현에 의한 산세와 골격의 완성
- 주선 및 보조선을 구분하여 선의 변화에 중점을 둠

농도별로 아교포수 한 비단 조직의 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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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찰(擦)과 염(染)을 반복하면서 먹의 층차 추구

➌종
 이가 마른 후 염(染)을 다시 반복하면서 적묵(積墨)
에 의한 먹색의 변화를 표현, 마지막으로 점(點)을 이
용하여 수목을 강조하여 마무리

②번 부분 1차 수정 전

②번 부분 1차 수정 후

상단의 제목과 하단의 좌목을 임서(臨書)한다. 임서하기 전, 제목과 좌목 부분에 그어진 주선도 자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긋는다. 최대한 유물의 서체와 닮게 하여 임서하고, 빠진 부분은 문헌 조사를 통해 보
충한다.

㉮ 1차 복원 과정
아래 도판은 <의순관영조도> 부분 ②의 이미지이다. 손상된 부분을 복원 모사하는 과정을 ②번 이미지
를 예로 들어 기록하고자 한다. 표시한 부분을 보면 보존 과정에서 견의 짜임이 어긋나 맞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견 짜임과 그림을 근거로 맞추어 ②부분을 1차 수정하였다.
㉯ 2차 복원 과정

①번 부분 1차 수정 이미지 - 흑백으로 전환하여 먹 선 찾기

1차 수정한 이미지를 흑백으로 전환하여 먹 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존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과 비교
적 잘 보존된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배접이 밀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훼손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이
밀린 부분을 재배치하여 모사 과정에 이를 활용, 본래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다.

➊

➋

의순관영조도 원본 이미지

52

①번 부분 2차 수정 흑백 이미지 - 밀린 부분을 아래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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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색 과정
부분도를 미리 만들고 색표를 제작하여 원본과 대조 과정을 거친다. 유물 원본의 색이 많이 박락되고 변
색되었으나 원래의 색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과학적 조사를 통해 알아낸 안료들을 선택하여 채색한다.

유물

모사본

㉰ 가마와 인물의 형태와 간격을 고려하여 유물의 잘려나간 부분을 모사본에서 복원하여 형태를 그린 후

유물과 부분도의 비교

채색하였다. 유물의 짙은 청색 관복 부분은 안료가 많이 박락되어 모사본에서 유물과 같은 안료인 구
리 성분의 석청을 사용해 원래의 색으로 살려내었다. 가마와 말과 함께 그려진 인물의 청색 의복은 유
유물과 부분도의 비교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을 보완하고 정본에 채색을 한다. 손상되고 절단된 부분은

물의 안료 분석결과와 같이, 유기 안료인 쪽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적색 관복과 가마, 깃발, 건물벽의 붉

원래의 선을 추정하여 긋고, 안료를 찾아내어 채색한다. 특히 유물은 가장자리들이 잘려 첩으로 개장되었

은 부분에는 안료 주(朱)를 채색하였다. 황색 부분은 유기 안료인 등황(藤黃)을 채색하였다. 아래쪽 손

기 때문에 사라진 부분을 복원하고 원형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하였다.

상된 성곽은 디지털 복원을 이용하여 희미하게 남아 있는 성곽의 형태를 찾은 후, 모사본에서 정확하
게 다시 그려내었다.

㉮ 유물의 흐려지고 결손된 부분을 모사본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선명하게 채색하였다. 인물의 청색 부
분은 구리(Cu) 성분인 석청(石靑)을 사용하였다.

유물

유물

모사본

모사본

③ 임서(臨書) 과정
다른 계회도 양식을 근거로 하여, 그림과 좌목 사이를 주선을 그어 구분하였다. <의순관영조도>의 좌목
에 기록된 65명의 관직, 성명, 본관 기록들을 찾아 결손된 곳을 최대한 복원하였다. 그런데 유물의 중간과
가장자리는 손상이 심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 임의대로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 두고 임서하였다.

㉯ 남아 있는 산의 형태를 고려하여 잘려나간 유물의 산 부분을 모사본에서 다시 살려내어 형태를 찾고 채
색하였다. 특히 유물에서 짙은 색의 산봉우리에서 석청이 조사되었으므로 모사본에서도 석청을 봉우리
에 채색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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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물과 비교 과정
완성된 원본을 유물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먹선과 색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원본과 대
조한다. 원본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색을 보정하고, 완성한다. 이 과정은 사진만 보고 모사본을 제작하
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본에 가장 충실한 모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임서과정

유물

모사본

유물과 모사본 비교 과정

유물

모사본

유물

모사본

<의순관영조도> 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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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진전란도>의 모사본 제작 과정

•찰(擦) : 준을 완성한 후 그 위에 가볍게 문지르는 방식이다. 땅이나 나무 등, 특히 바위의 질감을 표
현하는 데 적합하지만, 너무 과하면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어 적정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① 산수 및 배경

갈필 효과와 더불어 고졸(古拙)한 느낌을 주는 데 적합하여 문인들이 즐겨 사용한다.

산수화에서의 과정과 순서를 보면, 구(鉤)→준(皴)→찰(擦)→점(點)→염(染)의 과정으로 제작된다. 얼
핏 보면 당연하고도 쉬운 문제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아 화면이 흐트러지게 되
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구(鉤) : 구는 산의 외곽선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산의 형세를 취하는 것으로 제작과정상 가장 중요하
고도 어려운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모사가 아닌 자기 작품을 그릴 경우는 자기의 흥취에 의
해 선에 활달한 리듬감이 생기게 되고 화면에 활력이 넘치며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긴다. 그
러나 모사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적으로 원본과 같은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에 원본에 치중하

<임진전란도> 부분

<임진전란도> 모사과정(擦)

다보면 결과적으로 선이 경직되고 생기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일단은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작가의 필체가 자
연스럽게 나오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원본을 보고 똑같이 재현하는 데

•점(點) : 태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초묵을 이용하여 멀리 있는 작은 나무를 찍어 표현하기도하고 여
린 먹으로는 풍성한 붓자국 효과를 주기도 한다.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의 작가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혼연일
체(渾然一體)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염(染) : 이것은 먹으로 발묵하여 음영 처리를 하는 과정이면서 채색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의 가장 돌출된 부분은 밝게 처리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여 음영을 조절

•준(皴) : 준은 산수화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산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질을 결정짓는

한다. 채색하는 과정은 먼저 대자(代赭)를 이용하여 넓게 토양을 표현하고 바위는 밝은 부분

중요한 수단이다. <임진전란도>에서 보면 남종 문인화풍의 영향도 다소 보이면서 피마준

에 대자를 설색한다. 대자가 밑에 깔리고 그 위에 화청(花靑)이나 등황(藤黃)을 이용하여 초

(披麻皴)을 위주로 미점준(米點皴)으로 변화를 주었지만, 중국화보에 보이는 정형화된 양

록을 올리면 자연스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 또한 순서가 중요한데, 대자 위에 화청은 자연스

식은 보이지 않는다. 즉 준법에 얽매이기보다 자연스런 선묘에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볼 수

런 발색이 이루어지나 그 반대로 화청 위에는 대자의 색이 다소 무거워지므로 피하는 것이

있다. <임진전란도>에서는 겸재가 즐겨 사용하던 미점준이 보인다.

좋다. 엄밀히 말하면 대자는 광물질에서 추출된 것으로 석채 안료로 보아야 한다. 입자가 워
낙 미세하여 엷게 사용할 땐 수용성과 함께 쓰이지만, 농도를 진하게 하면 바로 광물성의 특
징인 불투명 효과가 난다. 그래서 대자는 묽게 하여 초벌색조로 넓게 설색해주는 것이 좋다.

<임진전란도> 부분

<임진전란도> 모사과정(鉤,皴)

<임진전란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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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전란도> 모사과정(點,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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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물 및 건물
인물 표현은 아군과 적군의 표현에 의도적인 차이를 주어 조선군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조선군의 복
식이나 무기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심지어 얼굴에 수염까지 표현하기도 하고 특히
옷 주름은 필선을 정확히 세워 정확한 필치와 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살만 보더라도 화살촉과 화살대
를 먹과 석간주로 분리하여 그리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 표현을 달리하였다는 점에서 작가가 이 그
림에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임진전란도> 모사본 부분 채색 과정

③ 임서 과정
<임진전란도> 부분

<임진전란도>는 유물의 보존 상태가 좋아 유물과 같게 임서가 가능했다. 글씨 몇 글자가 유실된 부분은
<임진전란도>의 다른 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므로 참고하여 임서하였다.

조선군 옷 주름 묘사는 철선묘에 의한 정확한 필치를 추구하였으며 강인하고 탄탄한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동세에 따른 주름의 변화에도 주목하여 왜군의 단순한 필세와 대비를 보인다. 이러한 대비는 전투의
정황에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조선군의 사망자는 그리지 않고 왜인들의 시신은 대량으로 그
려 넣어 마치 산처럼 쌓여 있다하여 “적여산왜시삼처(積如山倭屍三處)”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성내에 진입한 왜군도 그리지 않아 내외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왜군의 정세
를 강조하였다.35
유물

모사본

35 이에 대한 안휘준의 설명을 첨부해보면, 인물들은 계급, 중요성, 세력의 강약에 따라 크기에 차등하여 나타냈으며, 왜병의 백면(白
綿) 돛단배들은 가까울수록 작고, 멀수록 크게 그려져 있어 역원근법을 드러낸다. 이는 화면의 중심이 전투장면에 있으므로 그곳
에 가까울수록 크게 그리고 그곳으로 멀수록 작게 그리기 때문이다. 왜병들이 크게 그려져 있는 반면 아군은 작게 그려져 있어 주
목된다. 이는 군사적인 강약을 견주어 그린 결과이다(안휘준, 앞의 글,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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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물과 비교 과정
거의 완성된 모사본을 유물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고, 수정 보완하여 마무리하였다.

유물

모사본

유물

모사본

유물과 같이 안료 밑에 쓰여 있는 글씨도 원형처럼 똑같이 쓴 후 납성분 안료인 연백(鉛白)으로 덮고
유기 안료인 쪽으로 채색하였다.
<임진전란도> 모사본

유물

모사본

<임진전란도>와 모사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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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수
검수는 규장각에서 유물과 모사본을 비교하며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생들을 중심
으로 3차에 걸쳐 검수가 진행되었다.
1차 검수는 글씨 부분을 중점으로 누락, 약화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확인하였다.
2차 검수는 1차 검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부분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림 부분의 검수도 이루
어졌다. 그림 검수에서는 유물과 비교하여 모사본에서 생략된 부분과 약화된 부분들을 찾았다.
3차 검수에서는 2차 검수에서 찾은 부분들을 유물과 다시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체적
으로 검수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규장각의 검수 과정을 통해 유물과의 유사한 정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특히 3차 검수에서는 유
물을 옆에 놓고 비교하며 보완할 수 있어 모사본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회차

일시

검수내용

1차 검수

2012.11.15

글씨 부분 검수

2차 검수

2012.12.12

글씨 수정 부분 검수, 그림 부분 검수

3차 검수

2012.12.21

그림 수정 부분 검수, 그림 부분 재검 및 확인

<임진전란도> 검수 장면

6) 장황
– 담당업체 : 장황문화재연구소
완성된 모사본은 장황 과정을 거쳐 전체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장황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
로 하고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장황에 사용되는 비단의 색상 등은 원본 상
태를 존중하며 모사본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전통적인 꾸밈 방식으로 하되,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모사본의 장황작업은 원본 조사, 모사본 배접, 비단 배접, 축 달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에는 굵
게말이축에 모사본을 말아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보관상자는 부드럽고 가벼우며 휘거나 뒤틀리지 않
는 목재를 사용하며 나무결이 곱고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오동나무를 사용한다.
❶ 비단배접 : 유물에 어울리는 비단을 선택하여 한지로 배접하였다.
❷ 비단준비 및 연결 : 유물의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하여 비단을 준비한 후, 유물에 비단을 연결하였다.
❸ 귀접기, 날개 붙이기 : 유물 양쪽을 3㎜정도 접어주고, 한지를 3cm 넓이로 한쪽만 올을 풀어서 자른
후, 유물 양쪽에 붙여 주었다.
❹ 중간배접 : 유물 전체를 배접한 후, 자연건조 하였다.
❺ 총배접 : 위·아래 가위손을 붙이고 전체배접을 하였다. 자연건조 후 표면이 밖으로 향하게 건조판에

<의순관영조도> 검수 장면

붙이고, 다시 표면이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건조판에 부착하여 완전 건조한다.
❻ 축달기 : 상하축과 장식, 족자끈을 달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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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후 전체사진

❶ 비단배접

❷ 비단준비 및 연결

❸ 귀접이

❹ 날개부착

❺ 중간배접

❻ 총배접

❼ 건조

❽ 뒷면 문지르기

❾ 상축달기

❿ 하축달기

 고리달기

<의순관영조도> 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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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관영조도> 모사본의 표장은 육군 박물관 소장
「수문장계회도」 의 표장 형식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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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후 전체사진

수문장계획도 도면

<수문장계회도>

수문장계회도 도면

<임진전란도>의 모사본
<임진전란도>의 모사본 표장은 규장각내부 소장 원본의
표장형식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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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문회의

7) 보관
유물의 꺽임방지와 보존을 위해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오동나무)를 제작하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모
사본, 보관상자에 표제를 부착하였다.

모사본 제작 과정에서 모사본 제작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회의
를 개최하였다. 총 3번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자문을 얻었다.
1차 자문회의는 분석, 회화, 한문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모사본 제작의 방향을 설정
하고, 안료의 분석 결과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의순관영조도>의 경우 화첩의 형태이나 유물의 원래 형태
인 족자로 어떻게 변경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임진전란도>는 세 폭의 비단으로 나뉘어져 있으
나, 모사본의 제작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또한 각 유물의 글씨와 결손된 부
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

보관상자 표제 선정

2차 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회화, 감정, 장황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물과 시안을 비교하고, 모사본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3차 자문회의는 모사본 장황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화와 장황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
성되었다.

회차

일시

안건

1차 자문회의

2012.06.19

모사본 제작의 방향 설정(분석/회화/한문)

2차 자문회의

2012.09.06

유물과 시안 비교 및 모사본 제작과정 자문(회화/감정/장황)

3차 자문회의

2012.12.12

유물과 모사본 비교, 모사본 장황의 방향과 계획(회화/장황)

모사본 청구기호 부착

표제 부착 모사본과 보관상자

보관상자 표제 부착

1차 자문회의_모사본 제작의 방향 설정(분석/회화/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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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2.06.19 (화) 오후 2시
(2) 장소 : 규장각 (유물 실견)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안료분석 및 재료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회화

김성희(서울대학교)

한문

김윤제(규장각)

2차 자문회의_시안과 유물 비교 및 모사본제작과정 자문(회화/감정/장황)

(2) 센터장 : 신하순 센터장
(3) 연구원 : 이광수, 이승우, 정두희 연구원
(4) 보조연구원 : 하대준, 권민경, 안소윤 보조연구원

3) 자문회의 과정
(1) 유물 실견
(2) 자문회의
(3) 자문회의 과정 기록
(4) 자문회의 결과 확인

3차 자문회의_유물과 모사본 비교, 모사본 장황의 방향과 계획(회화/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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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 촬영

(1) 안료 분석 및 재료 - 자문위원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① 안료분석 : 안료 분석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확인 여부

#1

#2

#3

㉮ 분석방법
㉠ P-XRF를 이용한 채색안료 성분분석
-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
-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
-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
- 휴대용 X-ray Fluorescence Analyser α-2000(Innov X Systems, USA) 사용
㉡ 디지털현미경
- 안료의 세부 촬영
- 일본 Scalar 社의 DG-3 사용
㉢ 적외선 촬영
- 회화의 밑그림 및 먹선 관찰
- 일본 FUJIFILM 社의 IS-PRO 사용

<의순관영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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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임진전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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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9

#20

#21

#4

#5

#6

#22

#23

#24

#7

#8

#9

#25

#26

#27

#10

#11

#12

#28

#29

#30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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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외선 촬영

<의순관영조도>

(1) 관복 적색의 경우 수은(Hg)이 높게 검출되어 진사(HgS)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천주현 : #3, #8 수은이 검출되었으나 다른 성분의 데이터가 경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 관복 청색의 경우 구리(Cu)가 검출되어 석청(Azurite, 2CuCO₃·Cu(OH)2)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분
 석위치 #16인 짙은 청색 산은 구리(Cu)가 검출되어 석청(Azurite, 2CuCO₃·Cu(OH)2)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나머지 분석위치에서는 광물안료의 주성분인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XRF로 검출이 어려운
경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기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전란도>

(1) 적색안료의 경우 분석지점 #2, #12, #20은 수은(Hg)이 높게 검출되어 진사(HgS)로 추정된다.
#19의 경우 철(Fe)이 높게 검출되어 석간주로 채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천주현 : 진사를 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간주를 한 곳에만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녹색안료의 경우 분석지점 #12에서 구리(Cu)가 높게 검출되어 석록(Malachite, CuCO3·Cu(OH)2)
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백색의 경우 비석과 깃발 등 전부 납(Pb)이 검출되어 연백(Lead white, 2PbCO3·Pb(OH)2)으로 채
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연 현상이 예상되는 연백을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대체해야 할지의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 천주현 : 연백을 사용해도 된다. 보존 상태의 영향이 크므로 원형 그대로 연백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무
방하다.

(4) 검정색은 광물안료의 주성분인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먹으로 추정된다.
(5) 이외의 분석위치에서는 광물안료의 주성분인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XRF로 검출이 어려
운 경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기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순관영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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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료
㉮ <의순관영조도> 유물 비단과 모사용 비단의 구조를 비교하였으나 완벽히 일치한 비단은 없었다.
그 대안으로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샘플 1과 샘플 2를 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유물과 가장 유사한 구
조를 보이는 비단 샘플의 선택은?
- 천주현 : 굵기로 보았을 때는 1번 비단이 더 유사해 보인다. 말아야하기 때문에 보존측면에서도 얇은 비단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사(紗)’ 종류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주(紬)’는 아주 촘촘한 형태이고, ‘사’는 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비단을 두드려보는 방법도 추천한다.

<의순관영조도> 비단조직

샘플 ①

샘플 ②

㉯ <임진전란도> 유물 비단과 모사용 비단의 구조를 비교 하였는데, 유물과 샘플 비단의 구조가 비교적 유
사하였다. 이 비단 샘플의 사용 여부는?
- 천주현 :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실제 비단을 비교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임진전란도>

<임진전란도> 비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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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전란도>는 세 폭의 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쪽 비단은 결의 방향이 아래 두 비단과 다르다.

① <의순관영조도>

실제 연결할 때에도 결의 방향을 달리할지 여부는?
㉮ 유물은 첩의 형태이나, 계회도 형식을 따라 축으로 제작할지 아니면 유물 그대로 첩의 형태를 유지할
지 여부

<임진전란도> 위쪽 비단의 현미경 사진

<임진전란도> 아래쪽 비단의 현미경 사진

- 김성희 : 바느질로 연결해야 한다면, 바느질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한다.

- 천주현 : 위쪽은 장황 과정에서 붙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아래 두 폭만 바느질로 연결되어 있다. 보존 측면에서는 아래를
원폭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현상 모사처럼 형태를 그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 김성희 : 원형 복원 측면에서는 두 폭으로 나누어 그리는 것이 타당하다. 규장각과 협의해야 한다.

<독서당계회도> 1531 I 견본채색 I
91.5x62.3cm
<독서당계회도> 1570년경 I
견본채색 I 102x57.5cm I
서울대학교박물관

- 이상찬 :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모사가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 된다면 전체를 한 폭의 비단으로
제작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럴 경우 이어진 부분을 현상 모사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천주현, 김윤제 : 유물은 첩의 형태로 남겨 두고, 모사본은 축의 형태로 제작하여도 무방하다.

(2) 회화 관련 - 자문위원 김성희 (서울대학교)

- 천주현 : 반으로 길게 접어서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좀 먹은 자국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는 방법과 순서에
따라 접은 부위별로 손상도가 다를 수 있다.

- 김성희 : 조선 초중기 화풍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
- 김윤제 : 유물과 모사본의 차이점은 규장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려졌을 당시’로 한다면, 많이 달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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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의견 : 안휘준 교수 자료도 근거로 살펴볼 것.

※심의안건
㉠ 분리된 제목 이미지를 출력하여 연결해 본 결과 여백의 크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본의 제목인지 의심이 간다.
- 천주현 : 화첩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의순관영조도> 제목 이미지 재배치

㉡ 제목의 바탕색과 그림의 바탕색이 상이하다. 축의 형태로 모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 천주현 : 아교포수의 농도에 따라, 또는 보관상태에 따라 제목의 바탕색이 다를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제목 부분과 그림 부분 사이의 여백 처리

㉢ 이상 두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글씨와 그림이 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 <의순관영조도>는 첩의 형태로 전해지나, 원본은 축으로 제작된 듯 보인다. 따라서 원래의 형태인 축

이에 대한 처리 여부

으로 모사본을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중간 부분이 소실되어 그 원형을 가늠하기 어렵게

- 공통의견 : 글씨와 그림을 하나로 연결하여 하도록 한다.

되었다. 이 유실부분은 유추하여 그려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어짐이 어색하더라도 유물에 나타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

㉯ 축으로 할 경우 제목과 그림과의 여백 크기의 처리
- 김성희 : 다른 계회도를 참고하여 반영해야 한다. 다른 계회도들의 제목과 그림 부분 여백 길이 통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천주현 : ‘관’ 자 밑의 손상부분과 그림 부분의 손상부분과 연결시켜 보도록 한다.
제목과 그림 부분의 손상 부분을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86

-김
 성희 : 무리하여 추정하지 말고, 그대로 남기는 것이 더 좋겠다. 잘못된 원형을 추정하여 그리는 것보다 남겨두는 편이 더
안전하다.
- 김윤제 : 형태나 필선의 추정보다는 색감 복원으로 원형 복원의 기준을 잡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천
 주현 : 위의 먹부분과 아래 채색부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상모사의 방향이 오히려 좋지 않
을까한다.
- 김성희 : 현상모사를 이용하여 흔적이 보이는 범위에서 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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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진전란도>

김성희 : 남종화풍의 영향이 매우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의순관영조도>와는 매우 다른 화풍이다. 나무의 표현과 산의 표현법에
서 남종화풍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산의 표현에서는 겸재 정선의 영향이 있는 듯, 두 자루 붓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도 한다.

㉮ 바탕색의 경우,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염색한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황변현상이
나 오염으로 색이 다소 진해지거나 변색이 되었다. 이 유물을 모사할 경우, 바탕색의 농도는 어느 정도
가 적합할지?
즉, 처음 염색한 상태의 밝은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세월의 흔적을 어느 정도 나타내어 자연스러운 효
과를 주어야 할 지 여부
-천
 주현 : 배접지 등의 영향으로 더 미색으로 보이나, 원형 유물은 염색이 되었다고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사본을 제
작할 때 약간의 고색을 내기 위해 염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배접지 색감을 고려해야 한다.
<의순관영조도>의 유실 부분

㉱ 위와 비슷한 경우로, 하단부분 우측은 성곽과 집의 형태가 희미하게 남아 있으나 좌측은 완전 유실된

- 김성희 : 약간의 색으로 염색하여 모사본 바탕을 만들도록 한다.

㉯ 단(壇)의 크기를 회색으로 지운 부분에 대한 처리

듯 보인다. 좌측하단의 경우 공백으로 처리할지, 아님 이 역시 정황을 유추하여 그려 넣을지 여부
- 김성희 : 유물 그대로 그린 후 색으로 지우도록 한다.
- 김성희 : 적외선 촬영이나 근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연결하여 모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근거가 없다면 비우는 것으로
한다. 남기는 간격이 중요한 과제이다.
- 김윤제 : 떨어뜨려서 제작할 경우 눈에 거슬릴 수 있다. 연결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 천주현 : 유물의 명단 칸 수, 양 끝선, 좀 먹은 자리를 연결한다면 그림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다. 모르는 부분은 남기는 것이
복원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의순관영조도>의 유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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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문 관련 - 자문위원 김윤제 (규장각)

나 화원화가들의 기량이 매우 능숙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회화적 효과를 위해 고의적으로 색의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유물의 현 상태에서 보이듯 변화를 줄지, 아니면 처음부터 박락되지 않았

① <의순관영조도>

다는 전제하에 모두 채워 채색할지?
㉮ 좌목에 기록된 65명의 관직, 성명, 본관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
- 김성희 : 전체를 고르게 칠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유물 그대로 변화를 주어 채색 하도록 한다.
- 김윤제 : 실
 록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다. 사신일행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명단은 찾을 수 없다. 중요한 인물은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단의 명부는 찾기 어렵다. 상당 부분은 공백으로 가야할 듯하다. 중간과 가장자리는 추정하기 어
렵다. 그대로 남겨야 할 듯하다.

㉯ 획과 획이 만나는 부분, 획 위의 회색분, 서로 다른 변과 방의 크기에 대한 처리
- 김윤제 : 의
 도를 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되었더라도 현상태 그대로 임서하는 방향으로 한다.

㉱ 적외선 촬영결과 연못 내에는 어떤 연유인지 글을 썼다가 지운 흔적이 보인다. 이 부분의 처리에서 최초
의 지운 흔적까지 모두 표현할지, 아니면 수정된 이후의 결과만 그려야 할 지의 여부
- 김성희 : 원형처럼 똑같이 쓴 후 색으로 덮어 지우는 방향으로 한다.

㉰ 필획의 끝 처리와 붉은 계선에 대한 처리
- 김윤제 : 현상태 그대로 임서하는 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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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하단(연못 아래)

- 천주현 : 흔적을 원형 그대로 남기는 것이 어떨까 한다.

㉯ 흐린 글씨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그대로 흐리게 할지?
㉲ 이질형(異質形)에 대한 처리
- 김윤제 :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되, 너무 흐려지지는 않도록 한다.
- 김윤제 : 의도를 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되었더라도 현상태 그대로 임서하는 방향으로 한다.

㉡ 우측 상단

㉢ 우측 중앙

㉣ 우측 하단

② <임진전란도>

㉮ 결실된 부분의 처리 여부
- 김윤제 : 문맥으로 해석하여 넣어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글자를 완성하여 임서가 가능하다. 다른 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므로 참고하여 임서하도록 한다. 죽은 곳에 순조비와 단을 세웠으나, 제단은 다른 곳에 옮겨 만들었다는 내용
이다. 이승우 연구원과 후에 다시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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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4) 2차 자문회의 결과

1) 2차 자문회의 일정

(1) <의순관영조도>

(1) 일시 : 2012.09.06 (목) 오후 2시
① 김성희 자문위원

(2) 장소 : 규장각 (유물 실견)

㉠ 백마와 인물의 얼굴에 연백을 쓴 것으로 추정.
㉡ 그림의 섬세한 필치나 분염, 자세히 관찰하여 세밀한 표현 필요.

2) 참석대상자

㉢ 모사본 시안의 산 부분 더 맑은 느낌이 나도록 연구.

(1) 자문위원

㉣ 물과 육지 채색 차이 구분할 것.
자문 분야

자문 위원

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감정

이동천 (서울대학교)

장황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2) 센터장 : 신하순 센터장
(3) 연구원 : 이광수, 이승우, 정두희, 이호욱 연구원
(4) 보조연구원 : 박주영, 양수연, 송지현 보조연구원

3) 자문회의 과정

② 이동천 자문위원

(1) 유물 실견 및 모사본 시안 비교

94

(2) 자문회의

㉠ 백색 합분을 사용하거나, 수염과 같이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은 납성분의 연백 사용 가능성.

(3) 자문회의 과정 기록

㉡ 이미 표구가 된 상태에서 그림을 제작했을 가능성.

(4) 자문회의 결과 확인

㉢ 견을 뜨거운 물에 한 번 빨아서 작업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그림 제작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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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장황으로 봤을 때, 장황 솜씨가 서투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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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진전란도>
① 김성희 자문위원

㉡ 균열 부분에 조잡한 색맞춤이 보임.(색맞춤할 때 유물부분까지 착색됨)
㉢ 배접하면서 사용된 풀 때문에 얼룩 생김.(오른쪽 하단부분, 비단처리)

㉠ 배경색을 더 진하게 염색할 것.

㉣ 아교반수를 해서 젖어있을 때와 말라있을 때의 길이를 측정 및 비교

㉡ 채색과 먹선의 과정 순서, 전후관계도 자세히 관찰하여 진행.

(정확한 길이 측정, 한 번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자리를 잡을 듯)

㉢ 건물의 윤곽선을 조금 더 굵게 처리할 것.
㉣ 지붕의 먹색이 보조연구원들의 샘플에서 탁하게 보임. 맑은 느낌의 먹색으로 채색의 방법을 연구.
㉤ 필선을 필력 있게 할 것.

④ 공통의견
② 이동천 자문위원
㉠ 모사본 시안의 세로 길이 변경.(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할 듯)
㉡ 모사본 시안 상단의 글씨와 그림 사이의 여백이 많이 비어보임.

㉠ 유물 가장자리 전체적으로 먹선이 들어가 있음.

㉢ 모사본 시안 가운데 폭을 좁히고, 양 옆의 여백을 두는 것으로 결정.

㉡ 백색 안료에 대한 연구 더 필요.

㉣ 그림과 글씨 사이의 여백을 현재 상태보다는 좁힐 것.
㉤ 글씨의 세로 기준선뿐만 아니라, 그림과 명단 사이에 가로 기준선이 있었을 것.
㉥ 배경 염색을 할 것
㉦ 좌측 하단의 이름으로 추정하여 찾아낸 탈락된 호와 본
- 사건의 100년 뒤 사람인 것으로 판명. 채워 넣지 않는 것으로 함.
㉧ 상단의 글씨를 쓴 비단과 하단 그림의 비단이 다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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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장황에서는 전체의 가장자리에 띠를 둘렀었음. 교체되면서 누락된 것.
㉡ 장황의 푸른색 비단(영정형식)을 원래 장황형식으로 교체했을 가능성.

제1장_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3. 3차 자문회의
1) 3차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2.12.12 (수) 오후 2시
(2) 장소 : 규장각 (유물 실견)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④ 공통의견

자문 분야

자문 위원

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감정

차동하 (서울대학교)

장황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2) 센터장 : 신하순 센터장
(3) 연구원 : 이광수, 이승우, 정두희, 정해나 연구원

㉠ 그림의 효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비단으로 교체하여 제작.
㉡ 깃발의 ‘스승 사’는 ‘장수 수’의 잘못으로 보임. (후대에 바뀌었지만 유물의 시대상으로는 맞지 않
아 보임)
㉢ 잘못 표기된 것 주를 달고 그대로 할 것인지, 바꾸어 표기할지 논의.
→ 원본 그림에 충실하게 가는 방향으로 결정. 결과보고서에 내용 기록.

3) 자문회의 과정
(1) 유물 및 모사본 비교
(2) 자문회의-모사본의 장황 계획
(3) 자문회의 과정 기록
(4) 자문회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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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자문회의 결과
(1) <의순관영조도>

제1장_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③ 차병갑 자문위원

㉠ 장황은 당시 16세기의 계회도 양식의 장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장황 비단의 무늬와 문양 선택은 다른 계회도의 장황을 기준으로 정함.

① 김성희 자문위원

㉢ 모사본의 바탕색이 있으므로 장황 비단 염색도 그에 어울리게 해야 함.

㉠ 유물과 모사본의 차이가 아직 많음.
㉡ 산수의 묘사를 더 해야 함.
㉢ 자연스러운 산수의 마무리 처리가 필요함.
㉣ 물의 흐름이 유물과 같도록 더 처리해야 함.

② 차동하 자문위원

㉠ 유물을 옆에 놓고 바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더 묘사해야 함.

(2) <임진전란도>
① 김성희 자문위원

㉠ 전체적인 모사본은 유물과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더 비슷하게 해야 함.
㉡ 바다의 흐름과 색조를 유물과 유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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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동하 자문위원

㉠ 모사본과 유물의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고 원유물의 복원 성격이 드러남.
㉡ 유물과 계속적인 대조를 통해 더 유사하게 할 것.

㉰ 굵게말이축과 오동상자
㉠ 굵게말이축은 오동나무를 사용함.
㉡ 굵게말이축의 연결 부분은 비틀림이나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함.
㉢ 오동상자도 내부까지 이동식으로 마무리 해야 함.
㉣ 닫히는 부분도 기존의 상자에 비해 틈새 없이 잘 닫혀야 함.
③ 차병갑 자문위원

㉮ 장황 비단
㉠ 쪽염색을 한 민무늬 장황 비단이 어울림.
㉡ 유물보다 모사본이 조금 더 밝으므로 장황 비단도 조금 밝게 고려할 것.
㉢ 장황의 기둥도 유물의 기둥보다는 밝게 염색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것.

④ 공통의견
㉯ 기타 장식
㉠ 문양 비단보다는 쪽염색의 민무늬 장황 비단이 어울림.

㉠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의 모사본 모두 더 그려야 함.

㉡ 끈과 장식도 당시 유물들과 비슷하게 하며 모사본과 어울리도록 해야 함.

㉡ 유물 옆에 모사본을 놓고 직접 비교하면서 완성하도록 함.
㉢ 계약기간도 중요하나 작품의 완성도도 매우 중요함.
㉣ 모사본의 장황은 시대적 근거를 제시하고 유물의 장황 특징을 반영하여 모사본과 어울리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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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및 교육 관련
1. 학술회의, 세미나 및 집담회
1) 학술회의
① 주제 : 미술과 보존과학-전통회화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② 일시 : 2012. 10. 18. 14~17시
③ 장소 : 규장각 강당

14:00

사회

김성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14:00-14:20

미술품보존연구센터의 현황과 발전계획

신하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14:30-15:00

규장각 수리복원 사업의 추진방향

이상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5:00-15:30

<의순관영조도>의 모사본 제작 연구

정두희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15:30-16:00

<임진전란도>의 모사본 제작 연구

이광수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16:00-16:30

장황문화재와 보존과학
(장만영정사례를 중심으로)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수복팀
보존과학관)

16:30-16:40

휴식

이승우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16:40-17:00

종합토론

유효선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교수)

이영은 (경기도박물관 학예사)

학술회의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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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

3) 집담회

① 주제 : 동
 경예술대학 대학원 보존수복 일본화 전공 아라이케이 교수 세미나
‘동양화의 보존수복과 동경예술대학에서의 교육’

① 집담회 계획과 방향성
- 집담회는 고미술품모사복원영역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학문간 학제적 협의와 연구 및 교육적 적용이 기대됨.

② 일시 : 2012. 10. 1.8 10~12시

- 2012년 10월 ~ 2013년 5월까지 총 5회 모임 예정

③ 장소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5호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각 집담회의 논의사항 소개
② 고미술품 모사복원 연구 경과보고
- 규장각 회화모사를 시작으로 조형연구소 내에 연구센터가 승인절차 중에 있음
- 2012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
- 국내학술회의개최 : 미술과 보존과학-전통회화 보존분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외국인저명학자 초청강연개최: 동경예대 문화재보존 아라이 케이 교수 특강
③ 참석자
소속

직위

이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김성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신하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차동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이상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유효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윤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교수

윤혜정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이광수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정두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조교

이호욱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조교

정해나

세미나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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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_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고미술품 모사복원연구

1차 집담회 자료(부분)

-제1차 회의록-

일시
참석자

2012년 10월 26일(금) 5시30분-9시, 호암교수회관 플럼룸
김성희 교수님(이하 호칭 생략), 신하순, 이상찬, 유효선, 이윤우, 정두희(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정해나(동양화과조교), 강호성(집담회조교) 총8명

<1>발표
■집담회 계획과 방향성(김성희 교수님)

고미술품모사복원연구 집담회

-집담회는 고미술품모사복원영역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다학문간 학제적 협의와 연구 및 교육적 적용에 대한 기대
-2012년 10월 ~ 2013년 5월까지 총 5회 모임
-각 집담회의 논의사항 소개

■고미술품모사복원 연구 경과보고(신하순 교수님)

2012. 10. 26

-규장각 회화모사를 시작으로 조형연구소 내에 연구센터 승인절차 중에 있음.
-2012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국내학술회의개최: 미술과 보존과학-전통회화 보존분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외국인저명학자 초청강연개최: 동경예대 문화재보존 아라이 케이 교수 특강

■2012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정두희 연구원)
-고가의 장비구입 등의 연구 환경 조성 및 단계별 연구진행 보고
-규장각 소장 회화유물 2점 모사본 제작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10월 말경 장황까지 연결 예정
-1, 2차 자문 회의를 통해 회화, 한문, 감정, 장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경과 보고
2012. 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외국인저명학자 초청강연 개최: 동경예대 문화재보존 아라이 케이 교수(정해나 조교)
-동경예술대학교 문화재 보존 전공 현황 등 소개
-3차 회의 때 국내 및 국외대학 현황에 대한 연구와 발표

회의
내용

설립 (본부 승인 중)
2012. 4

2012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사업 입찰

2012.5

2012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사업 계약

2012. 10	동경예대 문화재보존 아라이케이 교수 세미나 / 국내학술

<2>학술 회의에 대한 자체적 평가
-실제 제작자와 기획자가 발표하여 충실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음.
-동경예대 문화재보존현황 세미나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미술품보존연구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여 조언 받는 발전적 계기가 됨.
-실제 모사 공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자료적 보완이 필요.
-서예부분 발표가 축소되어 향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함.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연구원, 대학교와 같은 관련분야 및 일반적인 홍보가 부족함.

회의개최(미술과 보존과학)
2012.10.26

고미술품모사복원연구 집담회 개최

<3>자유토론
-자문회의 및 연구 과정마다 자세한 기록이 필요함.(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기록을 누락시키지 말 것)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박물관과 대학에 전파되어 표준화의 지침이 됨.(우리나라의 발전 방향도 이와 같아야 함)
-모사 복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 작업을 해야 함.
-규장각 자료 모사복원의 필요성(전통재료기법 복원 및 원본보호)
-수리 복원, 모사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와 교육적 의의가 있음.
-비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아교포수의 이점 및 수세의 중요성
-색 전문가, 종이 전문가 등이 가진 전통적 기술을 대학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전수하고 통합할 필요성
-학문적으로도 각 분야가 분리되어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함.
-태화산 연습림의 활용방안(종이, 먹 제조 및 닥과 쪽, 닥풀 심기)
-도쿄예술대학은 박물관, 문화재 연구소가 인접해 있어 교류가 활발함.
-일본의 보존수복관련 기관 및 공방(국립도쿄문화재연구소, 국립나라문화재연구소, 교토지역 100여개 공방 등)
-원흥사와 같은 작은 규모의 절에서도 문화재 연구소를 가지고 있음.

2차
집담회

108

2012년 11월 20일(화) 5시 30분,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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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_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고미술품 모사복원연구

2차 집담회 자료(부분)

-제2차 회의록-

일시
참석자

2012년 11월 20일(화) 5시30분-9시,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김성희 교수님(이하 호칭 생략), 차동하, 신하순, 이상찬, 유효선, 이윤우, 윤혜정, 이현욱, 이호욱,
정해나 조교 총 11명

<1>발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탈랍처리 기술-초임계 연구 (이윤우 교수님)
-조
 선왕조실록 밀랍본- 습기,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지에 밀랍을 입혔지만 지방산 분해, 미생물 번식에 의
한 손상이 많이 된 상태임. 초임계연구실에서 친환경 용매인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실록의 섬유, 전
분, 먹, 아교 등을 남기고 탈산, 탈랍하는 연구 진행 중. 초임계기술은 용매가 남지 않기 때문에 카페인 추출, 드라이
클리닝, 염색,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음. 이 기술을 문화재에 접목시켜 초임계를 통한 미생물 살균을 연
구재단에 과제 제출 예정이며, 열화 혹은 산 성분을 감지하는 인공 전자코 등을 만드는 융합연구가 기획되기를 바람.

고미술품모사복원연구 집담회

2012. 11. 20

<2>발표
■ 미술품모사복원 관련 국내기관 현황과 주요 수리복원 및 모사사업 발주기관 소개 (김성희 교수님)
-수
 리복원 부분에서는 국공립 기관에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문화재센터 보존수복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보존과학과, 경기도박물관 유물관리팀, 국립현대미술관, 규장각, 리움이 있음. 대학에 국립한국전통
문화대학교 학부/대학원, 용인대학교 학부/대학원, 고려대학교 한국문화재복원소가 있음, 사설문화기관에 정재문화
재 보존연구소, 고창문화재보존연구소, 세종문화재연구소, 장황문화재연구소가 있음. 모사부분에는 서울대학교, 국
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재, 고창, 세종문화재 연구소가 있어 모사본을 제작함.
-의견: 수
 리복원에서 국가기록원이 종이관련 규모가 있음. 이헌문화재연구소, 은실문화재연구소, 모사복원에서 덕산
미술연구소 등 현황에 다른 기관도 추가하면 좋겠음.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탈랍처리 기술
- 초임계 연구

<3>자유토론
회의
내용

-초
 임계는 압력에 따라 밀도와 용해력이 달라지는데, 습기에 노출된 자료를 초임계 건조방식으로 처리하여 문화재 수
리복원에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함.

이윤우

-밀
 랍본 연구는 크게 밀랍이 종이를 얼마나 산화시키는지, 밀랍처리한 자료들이 외부요인에 의해 얼마나 손상이 되었
는지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갈변, 훼손이 심한 자료들은 초임계 영역이 아닌 수리복원의 문제이기에 종
이제조기술의 복원이 필요하며, 종이와 곰팡이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예정임. 영국 수리보존부 종이연구소와 같은 보
존과학 연구기관이 필요함.
-비
 단의 섬유, 아교포수, 염색, 탄소의 입자로 이뤄진 먹과 독특한 분자량과 구조를 가진 염료의 비교 연구가 이뤄지
면 좋겠음.
-전
 통방법으로 한지를 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에 기계공정, 화학성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화된 생산의 장점을 모아 전통한지 연구, 제작이 필요함. 서울대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
여 종이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음.

미술품모사복원 관련 국내기관 현황과
주요 수리복원 및 모사사업 발주기관 소개
김성희

3차
집담회

110

2012년 12월 17일(월) 5시 30분,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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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품 모사복원연구

3차 집담회 자료(부분)

-제3차 회의록-

일시
참석자

2012년 12월 17일(월) 5시30분-9시,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김성희 교수님(이하 호칭 생략), 차동하, 신하순, 이상찬, 유효선, 이윤우, 윤혜정
이광수, 정두희 연구원, 이호욱, 정해나 조교 총 11명

<1>발표
일본대학에서 수복연구 발표 (정두희 연구원)
- 동경예술대학교에는 일본화 연구실 현상모사와 복원수복 조각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모사, 모각 연구가 있음. 동경예
대 일본화 연구실에서는 겐지모나카타리 현상모사를 2011년까지 7년에 거쳐 재학생 및 졸업생들 65명이 참여를 하
여 총 3본을 완성함. 동경예대 문화재 보존 학과 내 조각, 조소 보전수복전공에서 광목천인상모각제작을 진행한 바
있음. 이 때 불상의 투시도, X선 투과, 3D 디지털 가상도 등의 현상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모사를 진행함. 또한 천송
사 목조관음보살입상을 수복할 때에는 유물의 세척, 해체, 오염물질 제거, 보각-수정 후 합체, 보색 채색의 과정을 거
침. -아이치 예술대학에서는 1974년부터 2011년도까지 진행했던 모사들을 작품집으로 편찬하였고, 그 중 법륜사 금
상벽화 현상모사의 예를 소개함.

고미술품모사복원연구 집담회
- 일본 대학의 수복 연구 현황

2012. 12. 17

<2>자유토론
- 초상화는 복원모사, 벽화는 현상모사를, 한국에서는 복원모사, 일본에서는 현상모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일
 본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재배한 누에는 원사가 굵고 비단 직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누에로 만든 전
통비단을 재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붓, 먹, 벼루 등 핵심재료의 연구가 필요함.
-일
 본에서는 수리복원 기능사들이 장황사 연맹에 속한 공방에서 4단계의 과정을 밟으며 대략 10년에 걸쳐 전문가
로 양성됨. 한국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모사공 시험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전문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지
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회의
내용

-도
 쿄 문화재 연구소와 나라문화재 연구소의 중요 사업 중 하나가 해외에 있는 일본 문화재의 수리 복원이며, 한국
과의 교류에도 매우 적극적임. 규수박물관은 조선시대 초상화 모사본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제작과정, 한국 모사
본에 관심을 갖고 있음. 이 박물관이 지류, 금속 등 세분화된 수리복원 행정 전담 전문가, 기술 인력을 갖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르
 네상스 시기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품을 모사하고, 전통, 인문주의로 회귀하며 예술이 부흥했던 것을 보면, 모사
작업은 단순한 복제를 넘어 그 나라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기반으로 보임.

3차
집담회

112

2013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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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사본 제작 교육과 모사본 전시

(3) 채색 및 완성
채색을 할 때는 먹으로 선염된 부분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옅게 여러 번 채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채

1) 부분 모사본 제작 과정

색 시에는 되도록 색을 섞지 않고 겹쳐서 원본과 유사한 색이 나오도록 하며,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
하였다. 채색은 봉채와 편채를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선명한 발색을 위하여 붓을 여러 필 준비하여 색깔

(1) 준비 단계

별로 붓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원본과 유사한 조직의 비단을 찾는 일이 선행되었다. 원본의 비단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뒤 비교 분
석하여 그 비단의 조직이나 굵기가 가장 흡사한 비단을 선택하였다.

견틀에 비단 붙이는 과정

기본 채색 후 안료 분석 결과로 알아낸 무기안료를 사용한 부분에 석채와 연백을 사용하여 그림을 완성
하였다. 연백과 석채는 다른 물감보다 아교의 농도를 짙게 하여 물감이 비단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에 먹선 연습 과정

부분 모사는 원본 사이즈보다 조금 확대하여 견틀 내경이 부분 모사할 작품 크기와 같게 하여 진행하
였다. 비단을 견틀에 알맞게 재단하여 틀에 부착하고 건조한 후, 아교 포수하여 채색에 적합한 상태로 제
작하였다.
아교 포수한 틀이 완성되는 사이 모사본 제작 전 원본에서 보이는 표현을 익히기 위해 종이에 먹선으로
여러 차례 연습하여 원본의 요소들을 학습하였다.

(2) 상초 및 선염
상초에 앞서 종이에서 한 연습과 별개로 비단에서의 표현이 달라질 것을 고려하여 아교포수된 비단 위
에 선 연습을 거쳤다. 모든 과정은 비단에 이염을 막기 위해 면장갑을 착용하고 진행되었다. 먼저 비단의
반투명한 성질을 이용하여 하도를 비단 밑에 고정한다. 밑에 비치는 하도를 참고하면서 원본을 보고 먹의
농담이나 선질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상초를 완성하였다. 깊이 있는 표현을 위하여 채색에 앞서 묽은 농담
의 먹으로 선염하였다.

상초 완성

114

완성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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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연구원 교육
(1) 1차 교육

(2) 2차 교육

일자

2012. 07. 23. (월) 10:00-13:00

일자

2012. 07. 25. (수) 10:00-13:00

강사

신하순(교수)

강사

신하순(교수)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교육
내용

116

1.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소개
2. 규장각 모사 사업 설명
3. 유물의 제반적 설명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교육

1. 모사 작품 선정 및 밑그림 제작

내용

2. 유물 부분 모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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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교육

(2) 2차 교육

일자

2012. 07. 30. (월) 10:00-13:00

일자

2012. 08. 01. (수) 10:00-13:00

강사

이광수(연구원)

강사

이광수(연구원)

참석자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양수연(보조연구원)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1. 유물 부분 모사 밑그림 제작

1. 모사 작품 선정 및 밑그림 제작
교육
내용

2. 유물 부분 모사 밑그림 제작
3. 비단 현미경 촬영
4. 모사작품 아교포수 준비
(아교 5%, 백반 0.3%)

118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2. 오리나무 열매 채집 및 염색용액 제작
교육

3. 견 틀에 비단 재단과 붙이기

내용

4. 밑그림 마무리 및 편집과 복사
5. 유물, 화조화 모사 파일 분리 제작
6. 유물모사 비단에 오리나무 염색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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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 교육

(6) 6차 교육

일자

2012. 08. 06. (월) 10:00-13:00

일자

2012. 08. 07. (화) 10:00-13:00

강사

정두희(연구원)

강사

정두희(연구원)

이광수,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이광수,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1. 유물 모사 비단에 오리나무 2차 염색
교육
내용

2. 견 틀에 비단 재단하여 붙이기
3. 모사작품 아교포수 준비
(아교 5%, 백반 0.3%)
4. 화조화 모사 작품 숙지에 선 연습

120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1. 유물 모사 작품 숙지에 선 연습
교육

2. 견 틀에 비단 재단하여 붙이기

내용

3. 임진전란도 모사 비단 아교포수
(아교 5%, 백반 0.3%)

121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_대체본 II

제1장_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2) 보조연구원 교육
(7) 7차 교육

(8) 8차 교육

일자

2012. 08. 13. (월) 10:00-13:00

일자

2012. 08. 20. (월) 10:00-13:00

강사

김성희(교수)

강사

김성희(교수)

신하순(교수)
참석자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교육
내용

122

1. 유물의 회화적 특징
2. 모사 교육의 중요성
3. 필선의 종류와 기법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교육
내용

1. <의순관영조도>와 16세기 회화의 특징
2. <임진전란도>와 19세기 회화의 특징
3. 두 유물의 필선 비교 및 분석

123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_대체본 II

제1장_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9) 9차 교육

(10) 10차 교육

일자

2012. 08. 22. (수) 10:00-13:00

일자

2012. 08. 23. (목) 10:00-13:00

강사

차동하(교수)

강사

차동하(교수)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연구원)
참석자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교육
내용

124

1. <의순관영조도>의 안료 분석
2. <임진전란도>의 안료 분석
3. 두 유물의 현미경 촬영 결과 비교 및 분석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1. 비단과 종이의 재료 비교
교육

2. <의순관영조도>의 비단 바탕 분석

내용

3. <임진전란도>의 비단 바탕 분석
4. 유물의 재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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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차 교육

(12) 12차 교육

일자

2012. 08. 27. (월) 10:00-13:00

일자

2012. 08. 29. (수) 10:00-13:00

강사

이승우(연구원)

강사

이승우(연구원)

이광수, 정두희(연구원)
참석자

교육
내용

126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1. <의순관영조도>의 서예 분석
2. <임진전란도>의 서예 분석
3. 임서 계획 및 준비

이광수, 정두희(연구원)
참석자

최은혜, 이지민, 전수연,
양수연, 송지현, 박주영(보조연구원)

교육
내용

1. <의순관영조도>의 서예 분석
2. <임진전란도>의 서예 분석
3. 임서 계획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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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모사본 제작의 의의

미술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모사본 제작 사업이었기 때문에 학교와 교내의 전공별 전문가
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고,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했으며, 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사본

<의순관영조도>의 모사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16세기의 화풍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원형 복원에 대

제작 연구가 앞으로의 전통회화와 보존 분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한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예비조사의 문헌 조사에서는 <의순관영조도>의 제작 동기, 내용, 안료 등을 확인
하였다. 과학적 분석에서는 비슷한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무기안료와 유기염료로 채색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화적 분석에서는 산수, 인물, 건축물의 회화적 특징과 기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계회도와 비교, 부분별 재구성을 통해 <의순관영조도>의 원형을 제
시하였다. 화첩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의순관영조도>를 축의 형태로 추정하고 모사본을 제작하였다.

VI. 사업자 제언

원형과는 다른 형태로 현존하는 문화재에 대해 모사를 통해 그 원형을 제시하고, 기법과 재료를 복원
한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보조연구원들과의 공동연구를 진행

규장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복원 및 모사 사업은 유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되었다

하여 유물의 실견 및 조사와 비단과 안료의 실험, 기법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모사본 제작에 그치지

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나마 규장각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 한국 문화의

않고, 전문인력 후진 양성과 교육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던 부분도 본 사업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에 기쁜 마음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임진전란도>는 조선후기 회화양식의 전형을 보이면서도 이시눌만의 개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안휘준은 인물보다 산수에 더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6

이현주

또한 산수의 필치는 능숙한 반면 건물은 장식적이며 패턴화되고 인물은 비례가 축소되고 도식화 되었다고
37

먼저 훌륭한 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번 복원
모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작가의 입장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 작가의 역할이 더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가령 조선시대 어진을 그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물의 비례와 건물의 느슨한 界畵의 선묘는 오히려 회화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리게 되면 화원 화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가를 다시 모집하여 시험을 치른 후 다시 선발했다고 합니

다시 말해 이시눌이 구사한 문인적 취향의 필선은 산수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변화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다. 이는 화가의 역할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역시 그 중요성은 변함이

회화성을 풍부하게 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만약 산수부분에서 변화가 풍부한 선묘를 주고 인물이나 건물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유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현대의 과학기술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는

서 긴장감 있는 정세한 선묘를 구사했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흐림이 깨질 우려가 생긴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존처리만을 전적으로 우위에 두고 진행되는 정황을 느끼면서, 작가와의 조화가 깨질

건물 등은 화면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시눌의 표현은 방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 이를 첨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의 여러 문화재 관련 연구소나 업체에서 모사

이와 같이 이시눌의 회화적 특징은 회화성과 그 기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에 있다. 동시대 일반 화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존처리가 위주가 되고, 작가는 을의 관계로 설정됨으로서 가장 중요한 작가의 선발

들에게 보이는 정형화된 패턴이 아닌 참신한 자신만의 면모를 선보이고 있어 당시 일반적으로 기록화가 가

이나 검증은 다소 미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사에 투입되는 작가는 가장 우수한 기

지는 정형적 요소는 배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정형화된 패턴은 기계적인 표현 방

량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작가를 양성하기에는 현재 국내의 사정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그림을 모사하는 경우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진

보고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 화원 화가의 기량에 도달하기까지 쌓아야할 수양정도를 현재의 화가들이 아

전란도>처럼 회화성이 풍부한 그림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모사작가의 기량이 원본에 필

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사에 투입되는 작가가 조선시대의 화원에 필적할 역량을 갖추

적할 만큼 능숙해야 하며, 또한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원작가의 심미관까지 모두 포함하여 모사본에 반영

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사사업은 이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작가의 역량 검증을 무엇보

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이에 따라 이번 <임진전란도>의 모사에 참여하면서 그 특징을 최대한 살려 제

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에 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주 완벽하게 재현했다고는 감히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작가의 의도

안료의 분석과 과학적 검수는 매우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할 화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

와 조선 회화의 역사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화원화가의 전통과 맥을 잇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

다면 과학적 접근이 무의미해지며, 반대로 화가의 기량이 뛰어나다해도 현대의 과학적 접근과 도움 없이

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는 완벽하게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발표부터 시작해 모사를 진행함에 작가의 경험보다 기
계의 계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현대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미치지 못하는

36 <임진전란도>의 화풍에 대해 안휘준은 변박(卞璞) 1760년에 개모(改模)한 <동래부순절도>외 대체로 유사함을 밝히고, 이러한 점
에서 보면 이시눌이 변박의 작품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임진전란도>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면 인물보다는 산수에

다 해도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료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작가의 몫입니다. 따라서 작업의 완성도는

더 솜씨 더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산수의 묘사는 米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18세기 이후의 산수화풍을 따르고 있다

작가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데, 작가의 경험은 전적으로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즉, 전통회화에 대한 완벽

고 하였다(안휘준, 앞의 글, p.347)

37 이현주, 앞의 논문,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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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성 안료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기성 안료는 제대로 측정된

한 이해와 기량을 갖춘 작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전통의 계승이라는 문제는 복원 및 모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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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전통의 회화적 기법이 정확하게 계승되었다고 전제한다
면, 그 방식에 의해 제작된 현재의 모사작품 역시 백 년, 천 년 후에도 똑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
통의 계승과 작가의 양성은 보존과학과 함께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대
동양화과에서 강조한 후진양성 및 교육적 기대효과에 적극 지지해 주신 규장각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이러한 모사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이미 오
래전에 시작되었고 여러 대학에서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보존과학과 모사가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
니다. 국내는 비로소 시작 단계이지만, 한국문화의 전통이나 문화재의 방대한 양을 보더라도 세계 어느 나
라보다 이와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이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 되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절실한 부분은 단절된
전통문화의 정확한 계승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문화의 맥이 상당부분 훼손
되었는데, 미술의 경우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많은 미술대학에서 시행되는 채색화의 수업을 보
면 대부분이 일본식 채색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방식이 한국전통이라는 오해와 오류도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물밀듯이 들어온 서구의 영향은 다시 한 번 전통의 급속한 단절
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통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지만, 이미 상당 부분 단절되었고, 급기야
관련전공 작가가 희소한 상황에서 비전공 작가가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회화 영역뿐 아니라 장황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나마 진정한
장인이 아직 남아 있어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
분은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라 생각합니다. 안목이 없다면 옥석을 구분할 수 없으며, 사이비가 전문가
행세를 하게 되고 그 사이비 기술이 전통으로 변질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목을
규장각에서 갖추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 큰 안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문화의 미래는 전통의 올바른 계승에서 시작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은 역량 있는 작
가와 장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장각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은 전통의 계승과 아울러 한국문화 발전에 큰 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규장각의 지속적인 관
심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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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모사본 제작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 업 명 : 고지도 모사본 제작사업
•주관사업자 : (주)세종문화재연구소
•사 업 기 간 : 2012년 5월 01일 ~ 2013년 1월 31일

1) 사업 목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진주지도>, <기성전도>의 유물의 과학적 분석과 전통재료의 기
법을 통한 원형복원의 모사본을 제작하여 원본의 훼손을 줄이는 한편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제작한 모사작품을 연구・전시・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서 고지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넓
혀나가고, 문화재 모사・복원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 시킨다.

2) 사업 대상
번호

대상작품

청구기호

재질

그림크기(cm)

비고

1

진주지도

古軸4709-51

종이

122 x 80

족자

2

기성전도

古軸4709-12

면

96.2 x 166.5

족자

진주지도

134

기성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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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기간
• 모사 제작의 궁극적 목표는 원본을 대신 할 수 있는 작품을

2012년 5월 1일 ~ 2013년 1월 31일
공정

세부작업 내용

5월

6월

회화문화재
영구보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국민대학교, 경도대학교

육안관찰,
색조견표 작성

세종문화재연구소

안료재질 분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자문회의

1차

스캐닝 완료 후 안료 분석 전후

재료준비

한지제조,
안료준비

장지방 한지

먹선긋기

세종문화재연구소

채색하기

세종문화재연구소

글씨모사

세종문화재연구소

2차

장황 전

배접, 회장

차가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상자 제작

(주)대권공예

3차

모사완료 후

검수

모사완료 후

보고서작성

세종문화재연구소

모사제작

자문회의
장황
자문회의
품질관리
납품

제작하는 것이다.
• ㈜세종문화재연구소는 본 사업을 통해 <진주지도>, <기성전

비고

사진촬영,
고화상스캐팅
사전조사

연구전시교육
다양한 활동

모사작품, 보고서, 이미지파일

도>의 항구적 보존을 꾀하고자 한다.

모사작품
제작
회화문화재
훼손방지

• 대상작품에 사용했던 전통재료와 기법을 연구(學習)・기록
(代替) 본 문화재를 보호(保存)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2. 사업 참여 인력 현황
구분

상호

직위

전통 미술지도사 1급
문화재 회화복원사 1급
2005 일본경도시립예술대학 보존수복 박사
2006 강진무위사 후불벽화 현상모사제작
2010 통도사 영산전다보탑벽화 현상모사제작
2011 모사로부터 창조 통도사성보박물관초대전
2011 숭례문 전통단청을 위한 교착제 연구

이사

정무훈

문화재수리기능인 화공(2306)

연구원

김조은

20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자퇴

연구원

전세미

20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연구원

임정민

2006 원광대학교 회화보존수복학과 졸업

연구원

이영지

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연구원

윤지혜

20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국민대학교

교수

김형진

종이물성 분석

산림과학대학

연구원

이태주

초고화상 입력 스캐닝 작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정광용

안료 분석 적외선 촬영

보존수복연구과

연구원

우도란

청주 배첩전수교육관

대표

홍종진

세종문화재
연구소

연구 대상작품인 <진주지도>는 한지 위에, <기성전도>는 면 위에 제작되어 있다. 닥 섬유로 된 한지의
수명은 천 년을 훨씬 넘는다는 것은 그간 이루어진 여러 연구 결과물이나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화에서 얻은 솜을 꼬아서 조직한 면 섬유는 물리적인 충격에 강한 내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만물도 시간에 저항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 생명체는 물론 물, 흙, 돌 등
의 무생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월의 옷을 덧입으며 처음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거나 변형

주요경력

김민

시행처

협력업체

성명

대표

4) 고지도 모사제작의 필요성

성을 가지고 있다.

(記錄)하여 후세에 전하는(繼承) 한편 원본을 대신 전시하여

회화문화재
대중성 강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 출강

되게 마련이다. 하물며 인간의 손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문화재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힘 앞에 그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모사제작 대상작품 모두에서 발견되는 마모, 균열, 꺾임 등
의 현상에서도 문화재의 유한의 생명력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더욱
오래 보존하는 한편 현재에서도 그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고 즐기기 위해서 모사제작은 가장 현명

전공분야

이름

소속

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아울러 선대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도 지금 남겨져 있는 원형만이라도

고지도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로 문화재 보존과 수복의 역사적 의무를 비롯하여 예술・문화적 가

장 황

홍종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

서체연구

장지훈

경기대학교 서예과 교수

치의 항구성을 위해서도 모사제작은 꼭 필요하며 그 시기 역시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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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지도라 할 수 있다. 한양으로의 천도가 결정된 1394년 9월에 태조 이성계는 권중화, 정도전 등 중신들
을 보내 한양의 종묘, 사직, 궁궐, 조정, 시장, 도로 등의 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에 판문하부사 권중화(權
仲和) 등은 궁궐을 세울 터를 살피고 지도에 그려 바쳤다.2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군현지도 특히 단독 군
현지도의 제작은 시작되었던 셈이다.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확정된 태종대에는 한양 중심으로 전국의 지

1. 머리말

방 행정 제도인 군현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 조선의 행정 체계가 지방까지 체계적으로 정비된 셈이
다. 이후 세종대에는 전국 각 지방의 주민, 산물, 전답 등 지역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전국지리지인 『신찬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중 회화식 지도는 한

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제작했으나, 이 지리지는 전하지 않는다. 이어 세종은 1434년(세종 16) 5월

국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들이다. 이 지도들은 규장각의 소중한 문화자원임은 물론 나아가 한국

에 호조에 각 군현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 군현의 관사 배치와 산천의 형세, 도로의 원근과 이수, 그리고 이

의 대표적인 문화재라 할 수 있다. 기호 보다는 그림 형식을 통해 지역의 자연 및 인문 정보를 제공하는 회

웃 고을의 사방 경계를 자세히 그려 관찰사에게 전보하고, 각 주군을 연폭(連幅)으로 그려 참고하도록 하

화식 지도는 넓은 지역을 그린 세계지도나 전국지도 보다는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든 군현지도나 특수

였다.3전국의 각 군현 수령이 올린 군현지도 초본을 도의 관찰사가 수합하여 도별로 호조에 올렸음을 알 수

도에 적합한 양식이다.

있다. 호조가 지도 제작을 주관했던 것을 통해 지도의 용도와 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1453년(단종 1)에도

회화식 지도들은 소형 지도첩으로 구성된 본들과 대형의 족자나 병풍의 형태로 제작된 것들로 나뉜다.

수양대군(후의 세조)은 정인지에게 조선도(朝鮮圖), 팔도각도(八道各圖), 주부군현각도(州府郡縣各圖) 등

이 가운데 대형 지도들은 보존의 문제로 훼손이 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회화식 대형 지도들은 현재 상

을 만들도록 지시하였으며, 정인지의 천거로 양성지(梁誠之)가 이 사업을 관장하였다.4 1462년(세조 8)에

태가 양호하더라도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보존 방법 중 모

세조는 권람(權擥)에게 한강도(漢江圖) 1폭을 하사한 일도 있었으며.5 1467년(세조 13)에는 안효례(安孝

사본을 제작하는 일은 조선시대에도 시행했던 방식이다. 모사본 제작은 사진 제공으로 풀기 어려운 연구

禮), 유호익(兪孝益), 이육(李陸), 김뉴(金紐), 이익배(李益培) 등에게 도성을 척량하여 지도를 만들도록 하

와 열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장각 소장 지도들은 현재 한 점만 남은 유일본인 지도

였으니,6 실제로 도성을 측량하여 서울 지도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들이 다수이므로 모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의 유사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진주지도>(古軸4709–51)와 <기성전도>(古軸4709–12)도 족자형태의 대표적인 회화식 군현지도이

1630년에 편찬된 경상도 선산의 읍지인 『일선지(一善志)』 첫머리에는 1477년(성종 8)에 점필재 김종
직(金宗直, 1431~1492)이 선산부사 재임시에 쓴 선산지도에 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군현지도의 제작 중 회화식 군현지도의 제작과 발달에 관해 개괄함으로써 두

여지(輿地)에 지도가 있음은 매우 오래되었다. 세계에는 세계지도가 있고, 나라에는 국가의 지도가 있

지도의 제작 배경을 검토한 후 두 지도의 제작시기, 내용, 특징 등에 관해 재검토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살

으며, 읍에는 읍의 지도가 있는데 읍지도는 수령에게 매우 긴요한 것이다. 대개 산천의 넓이, 인구의 많고

펴보았다.

적음, 경지의 증가와 축소,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읍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공에게 명하여 산천, 마
을, 창고, 공해, 원, 역 등을 한 폭에 그리게 하고, 인구, 경지, 거리 등을 써넣게 하여 황당의 벽에 걸게 하
니 읍 전체의 봉역(封域)이 확연하게 한 눈에 들어온다. 세금을 정하고 거둘 때마다 먼저 그 문적을 보고

2. 조선 시대 군현지도의 발달

다음에 이 지도를 보아 정해 주면 백성들이 조그마한 베품을 입으며, 그 사이에서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군현지도란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기본 단위였던 부・목・군・현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로서, 군현도 또

이 글을 통하여 군현의 수령이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고, 통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의 지도

는 읍지도(邑地圖)로 불렸다. 군현지도는 그 시작이 매우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 전하는 지도

를 그려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화공은 윤료(允了)였다. 윤료는 김종직 부임 당시 경상도 함양군 지

는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군현지도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지도 제작에서 보이는 현저한 변

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김종직은 선산지도에 그치지 않고, 유사시 왜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화사를 시켜

화 중의 하나이다. 군현지도는 지도의 내용, 제작기법, 형태, 이용 층의 확대 등 조선 후기 지도 발달의 여

경상도를 자세하게 그리게 하였는데, 명산・대천과 읍락, 연대(煙臺)와 요충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1

러 측면을 선도하였다.

조선 초부터 군현지도가 제작되었음은 여러 문헌에 전한다. 서울을 그린 <도성도(都城圖)>는 대표적인
2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9월 병오.
3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5월 경자.
*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양보경, 「군현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 『해동지도』(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pp.60~73. 제2장은 이 논문을 참조하여 수
정, 보완하였음.

138

4 『단종실록』, 권8, 단종 원년 10월 경자.
5 『세조실록』, 권29, 세조 8년 갑오.
6 『세조실록』, 권44, 세조 13년 11월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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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그려서 청사에 펼쳐 놓았다.7

서 임명하여 파견했던 점이다.9 도화서 화원을 대상으로 통제영・병영・수영에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으

김종직의 위의 글은 군현지도가 지녔던 중요한 기능을 잘 알려주고 있다. 즉 군현지도는 행정과 통치의

로 파견하는 화사군관 제도는 1703년에서 1704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1740년부터는 감영까지 확대되

수단이며 자료로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지역을 구체적이고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군현지도가 매

어 지방제도가 개편되는 1895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업무는 병조가 아닌 예조

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이 조선 후기로 이어졌다. 19세기 초 다산 정약용(丁

에서 담당하였다.10

若鏞)은 군현지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각 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감영(관찰사영), 군사 중심지였던 병영・통영・수영에 사자관과 화사군관이 파
견되면서 군현지도의 제작은 더욱 증가되고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파견되었던 각 도 중심 도시의

수령은 취임한 지 10일이 지나거든 노숙한 아전으로서 글을 잘 하는 자 몇 사람을 불러 그 고을의 지도를 작성케
하되 주척(周尺) 1척의 길이로써 10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가령 그 고을의 남북이 백리요 동서가 80리라면, 지도
의 지면의 길이가 10척이요 너비가 8척이 되어야 이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읍성을 그리고 다음에 산림, 구릉,
천택과 개천의 형세를 더듬어 묘사하고 다음에 촌리를 그린다. 1백 가가 있는 마을은 △표 1백개를 그리며(삼각형

지도들이 다수 남아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영(병영)이었던 진주의 지도인 <진주
지도>, 평안도 감영이었던 평양의 지도인 <기성전도>의 제작도 이러한 조선후기의 군현지도의 제작과 발
달 속에서 만들어졌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은 지붕을 본뜬 것이다 – 원주) 10가가 있는 마을은 △표 10개를 그리고 3가가 있는 동네는 △표 3개를 그려 넣
는다. 비록 산 아래의 외진 곳에 단지 1가가 있더라도 역시 △표 하나를 그린다. 도로의 구석구석까지도 각기 본
래 형태대로 그릴 것이다. 이 지도를 엷은 빛깔로 채색하되 기와집은 푸르게, 초가는 누르게 할 것이며, 산은 초록

3. 진주지도

으로 물은 청색으로 하고 도로는 붉은 벽돌 색을 입힐 것이다. 이를 정당의 벽에 걸어 두고 항상 살펴본다면 온 고
을 백성들의 주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할 것이요, 공문서를 띄우거나 사람을 보낼 때에도 그 멀고 가까움과 가
고 돌아옴을 모두 손바닥 보듯 할 것이니, 이 지도를 만들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지도의 지면이 널찍해야만 자

진주목은 조선시대에 경상우도 남부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다. 지금도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지만, 조

세히 기재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주척 1척으로써 10리를 삼는 것이다. 이 지도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

선시대의 진주목의 위상은 지금보다 높았으며 풍부한 물산을 자랑하는 고장이었다. 또한 경상우도병마절

이 신칙할 일이다. ‘내가 이 지도를 만드는 것은 민호의 성쇠를 알고자 함이니 기와집이 몇 집이며 초가집이 몇 집

도사영이 설치된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첫 승전을 거둔 곳이기도 하다.

인가를 너희는 자세히 탐지하여 한 집이라고 혹 틀리는 일이 없어야만 이에 너희가 죄가 없는 것이다. 큰 마을로
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졸(邸卒: 面主人이다 –원주)에게 물어 보고 그 마을 사람에게 물어 보며 아는 이
에게도 물어보아서 기필코 그 실제를 알아낼 일이요, 감히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지도가 작성되
8

면 가좌책(家坐冊)을 만들 것이다.

<진주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학교 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진
주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진주지도>의 간결한 형태와 절제된 필선, 담묵을 주로 한 묵법의 구사, 맑고 산뜻한 담채를 효과적으
로 활용한 점, 산과 바위를 묘사할 때 평면적,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전통적인 준법을 구사하지 않

수령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그 지역의 대형 군현지도를 제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

고 옅은 선염으로 표현한 점 등 진주지도의 공통적 화풍을 토대로 진재 김윤겸(金允謙, 1711~1775)의 영

산의 이 글은 지방 행정에 군현지도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과 지도 제작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

향을 비정하기도 하였다. 김윤겸의 화풍은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화풍 가운데 개성적인 화풍으로 꼽히는

현지도가 가진 정보 제공의 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데, 그는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의 서자로 평생 높은 관직을 역임하지는 못했지만 시서화로 이름 높았다. 그

18세기 이후 단독 군현지도는 실경산수화의 발달과 함께 그 전성기를 맞게 된다. 역으로 화원들에게 맡

는 1760년대 즈음 진주에서 24리 떨어진 소촌역(召村驛) 찰방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또한 <영남기행첩>

겨지던 지도 제작의 경험이 축적되어 진경산수화의 발달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규장각에 소

과 <한산제승당도> 등 영남일대와 통영을 그린 진경산수화도 현존한다. 김윤겸 화풍의 특징은 경관을 사

장된 각 지방의 군현지도는 회화로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회화식 군현지도이다. 조선 지도의 아름다움을

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추상적,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점이다. 즉 경관의 형태를 기하하적인 형태로 단순화시

발휘하고 있는 회화식 지도는 사실상 군현지도 제작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전

키고, 평면적으로 재현하였으며, 산과 바위를 표현할 때는 전통적인, 또는 겸재 정선식의 강한 필치와 풍부

국지도나 도지도는 수록할 정보의 양이 많고 대상 지역의 규모가 너무 넓어 회화식으로 표현하는데 한계

한 묵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간결한 윤곽선으로 형태를 규정짓고 그 안에 담채로 선염하여 담백한 분위기

가 있다. 그러나 군현지도는 그리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자연적 배경이 회화식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를 자아내었다. 이러한 수법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롭고 개성적인 방식으로 시적이고 서정적인 정취가 잘

또한 조선 후기 회화식 군현지도의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도화서 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의 감영・병영・통영・수영 등에 사자관(寫字官)과 화원 각 한명을 군관의 정원 내에
9 『大典會通』, 권4, 兵典, 軍官.
7 정은주, 「조선후기 繪畵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3호, 2011, p.121; 김종직, 『점필재집』 권2; 『선산지도지』
권13; 윤료(允了), “善山地理圖題十絶其上”.

8 정약용, 『牧民心書』;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Ⅲ』, 창작과 비평사, 1981,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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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癸未甲申年間 各道兵水營裨將差送 以爲受食料布事 定式施行…備局發關申飭 而監營不爲擧行云 殊甚未安 更加嚴飭 依啓下公事施
行何如 益炡曰 此是庚申年間 臣待罪禮曹時 與判書趙觀彬 回啓定式之事 故初頭畵?輩 皆分送各道矣.『승정원일기』 제985책, 영조
21년 4월 21일; 『일성록』 고종 32년 3월 18일;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
방학지』, 2011, p.144, 312; 정은주, 앞의 논문, 2011,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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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성전도

표현된 개성적인 화풍이었다.11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에는 진주목의 진산인 비봉산 아래 진영과 객사, 그리고 향교가 민가에 둘러싸
여 있다. 병영성인 진주성은 남강과 하안절벽 등 자연 지형을 충실히 이용한 성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

평양은 ‘기성(箕城)’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으므로, 평양지도나 평양도 또한 ‘기성도’ ‘기성전도’라는 이

되어 내성의 맨 위쪽에 진남루가 있다. 내성에는 촉석루와 중영이 있었다. 남강과 함께 해자의 역할을 하는

름으로도 전한다. 기성은 기자(箕子)가 중국으로부터 동쪽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을 두고 다스렸다는 기자

대사지(大寺池) 주위에 원형 장림(長林)을 조성했다. 진주에는 경상우도병마절도영이 있어 화사군관이 파

조선 전승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고조선 시대부터 정치의 중심지임은 물론, 중국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는

견된 지역으로, 조선후기 <진주지도>의 전형화에는 이곳에서 활동한 화사군관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또한 고구려의 수도이자 고려의 서경으로, 조선시대에는 관서의 중심지로서 그

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진주성지도>는 축 형식으로 좌측 하단에 “丙午二月日晋州城地圖”라 쓰고 수결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곳이다.13 조선시대에 평양은 수도 한양에 이은 제2의 도시였다. 현전하는 평

을 남기고 있다. 지도 위 민가와 관아, 성루 등의 옥우법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평행투시도법을 사

양도와 평양지도는 대형의 회화식 도폭이 많다. 이렇게 회화식으로 제작된 평양도병풍이 다수가 남아 있

용한 점에서, 병오년은 1786년일 개연성이 높다. 촉석루 뒤에 비각 3기만 그려졌고, 의기비는 보이지 않아

는 것도 평양의 역사적・지리적・경제적 중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14

다른 작품과 차이를 보인다. 화면은 피마준과 미점준을 사용하여 비봉산과 망진봉수 일대를 묘사하고, 내

또한 평양은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의 사행노정 중 가장 중요한 경유지였다. 사신들이 오가면서 풍광이

성의 석축과 의암 등 암석 재질은 거친 절대준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청록으로 거칠게 채

아름다운 평양의 그림과 지도들이 제작되었다. 1537년 명나라 사신들에게 족자 형태의 평양도형을 그려준

색한 점이 특징이다. 관청이나 제단・향교・객사 등의 옥우를 푸른색으로 담채하여 일반 민가와 구분하였다.

적이 있으며15 화가 이징은 1647년(인조 25) 평양도 병풍을 제작했다고 전한다.16

남강 일대에는 배를 타고 유람하는 선비들과 누선이 보이고, 빨래하는 아낙들, 배를 이용하여 땔감을 나르

임진왜란으로 평양성이 파괴된 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평양지도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1711년(숙종 31) 평양 북성(北城)을 비롯한 산성이 수축되고, 1727년부터 1733년에 내성과 외성이 정

는 촌부 등 생활 풍속 장면이 가미되어 현장감을 살렸다.
19세기 제작된 규장각 소장 접포식 <진주지도>, <진주성도 10폭 병풍>, 그리고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및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진주성도 10폭 병풍>은 진산인 비봉산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은 산줄기가 진

비되었으며, 1764년 평양 내성과 중성이 개축되었다.17 성을 새로 쌓거나 개축할 때에는 그 전후에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전하는 대형 평양도와 평양지도는 대부분 18세기 후반 이후의 것이다.

주성 일대를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부감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 건물은 평행투시도법으로

규장각 소장 <기성전도>는 1881년(고종 18)에 세운 서묘(西廟)가 그려져 있고, 1804년에 화재로 소실

충실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화면구도에서 경직된 전형성이 나타나는데, 청색 진채의 옥우, 산 묘사의 도

되었다가 1890년에 중건한 애련당(愛蓮堂)이 있어 1890년 이후로 추정되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서

식적 표현, 대사지의 민화 장식 같은 진채의 연꽃 표현 등이 대표적 예이다. 또한 산의 능선을 따라 분포한

묘 남쪽에 진위영(鎭衛營)이 그려져 있다. 청일전쟁 후 고종은 갑오개혁을 통해 기존의 군사제도를 폐지하

수목들은 모두 도식적인 수지법을 반복하여 마치 민화 속 장식화처럼 변모하였다. 내성 동쪽 남강을 면한

고,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9월에 서울에 친위대를, 전주와 평양에 진위대를 설치했다. 진위영은 진

높은 절벽을 이루는 지역은 산형이나 바위를 가벼운 윤곽선과 담채로 처리하여 준법을 최소화하는 감필을

위대의 본영이었으므로, <기성전도>는 1895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사한 점과 소방한 나무수지법을 근거로 1770년경 진주목 소촌찰방을 지낸 김윤겸(1711~1775)의 화풍

평양의 진산인 용악산을 배경으로 성곽을 비롯한 군사시설 및 사적지들과 관아, 도로, 지명, 인가 등을

이 이후 <진주지도> 제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사군관이 파견된 지역의 산수화 전통

자세히 그렸으며, 향동(香洞)의 냉면가(冷麵家) 표시가 이채롭다. 석성이었던 내성과 북성의 흰 성곽, 대

12

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해당 지역의 군현지도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강에 모여든 여러 종류의 나룻배와 유람선, 10리에 달했다고 하는 장림, 을밀대의 송림, 토성이었던 중

내성의 촉석루 바로 옆에 위치한 의기사(義妓祠)는 논개를 모신 사당으로 1740년(영조 16) 경상우도

성 밖의 정전 등이 유려한 필치로 표현되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100년 전의 평양의 모습을

병마절도사 남덕하(南德夏, 1688~1742)가 창건하고, 1823년 진주목사 홍백순(洪百淳)이 중건하였다. 촉

생생하게 보여준다. 평양을 묘사한 다른 지도들과의 차이점으로는, 전체적인 경관을 조감법으로 구사하여,

석루 뒤에는 삼충비(三忠碑)와 의기비(義妓碑)가 서있다. 삼충비는 김시민장군전공비(1619), 정충단비
(1686), 쌍충비(1792)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기사, 삼충비 등과 지도의 재질, 채색 등으로 볼 때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3 진준현, 「평양도 병풍」, 『자연과 문명의 조화』 54권, 대한토목학회, 2006, pp.115~116.
14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제작된 평양도 병풍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손명희, 「조선시대 평양성도를 통해 본 평양의 모
습과 지역적 성격」,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제1호, 2009, pp.63~84; 박정애, 「18–19세기 기성도병풍 연구」, 『고문화』 74권,
2009, pp.5~41; 박정애, 「朝鮮後期 平壤名勝圖 연구 –《平壤八景圖》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39집, 2012, pp.317~352.

11 박은순, 「19世紀 繪畫式 郡縣地圖와 地方文化」,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제1호, 2009, pp.54~56.
12 정은주, 앞의 논문, 2011, pp.131~132.

15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계사.
16 방동인, 『한국의 지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p.204.
17 오수창, 「조선후기 평양과 그 인식의 변화」,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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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사본 제작 방법

특별한 준법을 사용하지 않고 담묵을 사용한 준찰법으로 산의 입체감을 묘사하고, 대동강변 십리장림
(十里長林)을 비롯하여 지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수종을 여러 가지 수지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
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19

1. 모사방법 및 특징
현재 <진주지도>의 상태는 곳곳에 유실된 부분이 있고 특히 작품의 중간부분의 손상은 지도가 가지고

5. 맺음말

있는 지형지물의 파악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키 어려운 상태다. <기성전도>는 유실된 부분이 없고 안료
의 박락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으나 작품의 바탕재료인 면의 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작품이 전체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인데다가, 고색화로 인해 원형 그대로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와 <기성전도>의 제작 시기에 관해 지금까지는 <진주지도>는 19세기로, <기성

특히 지도는 실용성이라는 목적으로 제작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본래의 지도가 가졌던 기능을 충실히

전도>는 17세기 화가 이징의 작품이나 그 영향을 받은 지도로 비정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기성전도>는

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도는 그 특성상 시대를 막론하고 정교함과 정확함이 생명이다. 즉 고

1890~1894년경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모사본 지도 제작을 통해 두 지도의 제작시

지도 모사에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기에 관한 내용을 좀더 정확히 비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진주지도>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 <기성전도>

당시에 사용된 재료, 기법, 필법 등을 비롯해 지도에 사용한 ‘활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해야 한다

는 1895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원형 복원모사’가 가장 적절한 모사 제작방법이라고 뜻을 모았다.

두 지도 모두 제작시기가 매우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형본이어서 열람과 전시에 취약하고, <진주
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기성전도>는 면포에 그려져
보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작품들이다. 따라서 지도의 모사본 제작을 통해 지도의 보존, 열람, 연구, 활

2. 모사 방침 : 원형을 추정한 복원모사

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채색의 퇴화 등 자연적
인 노화 현상에 대비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복본 제작이 필요하며, 지도 작품들이 대부분 유일본으로 존
재하므로 유사시의 대비책으로서도 모사본 제작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원형이 추정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 가능한 결손 부위를 최대한 재
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손 부위는 물론 안료와 종이의 산화로 인한 고색화 현상 등 시간의 간극을 최소
화하여 원본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다. 또한 지도가 정보 전달이라는 실용성을 지니는 만큼 활자의 재
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① 원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
단순히 학습을 위한 모사작품이 아닌 원화의 대체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
작했다.
② 동 재료 및 동 기법 재현
기본적으로 원화에 사용한 재료를 모사작품에도 똑같이 제작・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외관상 똑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붓의 흐름 및 채색 순서에 따라, 또 안료가 올라간 순서에 따라 감동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원화와 같은 느낌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했다.

18 규장각 도서관리실, 『고서와 고지도로 보는 북한』, 서울대학교 도서관, 1991.
19 정은주, 앞의 논문, 2011, pp.128~129.

③ 결손 부위 추정 가필
근거 및 추정이 가능한 결손부위는 가필하여 제작했다. 단, 판독이 불가능한 글씨 모사는 현상모사도 검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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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사본 제작 과정
④ 원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숙지
원화와 관련하여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형과 내면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도록 충실히 연구하여
제작했다.

1. 유물 실측

[진주지도]
(단위 : cm)

80
<진주지도> 결손 부분

원형복원모사를 원칙으로 하되, 마모되거나, 결손 되어 문자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규장각과 자문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모사방안을 결정했다.
• 방안1 : 결손 마모되어 판독이 어려운 부분만을 현상모사한다.
• 방안2 : 결손 한자를 고증을 통해 추정한 다음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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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조사
[기성전도]
1) 진주지도

(단위 : cm)

(1) 산수화에 담긴 지도

<진주지도(晉州地圖)>는 진주성 일대를 그린 그림지도로 지도보다는 오히려 회화에 가까울 정도로 진
주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전체적인 솜씨로 볼 때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1823년(순조 23) 목사 홍백순(洪百淳)에 의해 건립된 의기사(義妓祠)가 촉석
루 서편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진주는 큰 산
과 강이 어우러진 형승(形勝)이 영남 제일이라 했을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다. 고을의 진산(鎭山)
인 비봉산(飛鳳山)이 북쪽에 우뚝 솟아 있고 남으로는 망진봉(望陳峰)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남강
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166.5

촉석루 옆 의기루

비봉산

망진봉

남강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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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18세기 진경산수화풍의 영향을 받아 경관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조감도(鳥瞰圖)식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산의 모습을 각종의 수목과 함께 세밀하게 그렸다. 남쪽의 남강과 그 지류, 강가의 절벽, 그리고 성곽을 비
롯한 각종의 건물을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남강에는 배를 띄워 놀거나 낚시하는 풍경까지 그려 풍속
화적인 면모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수목의 표현이 탁월한데 대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 수종에 따라 특
색 있게 그렸고 연못에는 연꽃이 만개한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감옥의 모습

논개가 왜적장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졌던 곳인 의암(義巖)

(울타리를 그려 표현하여 격리된 공간임을 부각)

(일대장강천추의열(一帶長江千秋義烈)을 새겨 충절의 고장임을 선양)

(2) 접어서 보관한 흔적
낚시하는 어부

세밀한 건물표현

대나무 표현

가로 4등분 세로 4등분으로 접어서 보관해 놓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원래 족자형태의 작품이었는지
그냥 접어서 보관해 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단, 현재의 원본이 족자 형태이고, 전시 및 보존을
위해서도 족자 형태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모사에서도 족자형태로 완성했다.

버드나무 표현

소나무 표현

연꽃 묘사

※ 18세기 진경산수화풍의 영향을 받아 경관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진주성은 천혜의 요새지로서 반산성(半山城)의 형태로 성곽이 구축되어 있다. 내성(內城)과 외성(外城)
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성곽 북쪽의 연못인 대사지(大寺池)는 자연적인 해자(垓字)의 역할을 하기

가로 4등분 세로 4등분으로 접어서 보관해 놓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도 했다. 이러한 형세로 인해 임진왜란 때 몇 차례의 공격에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내성에는 병마절
도사의 군영(軍營)인 병영의 각종 건물이 포진해 있고 진주목(晉州牧)의 관청 건물은 성곽 밖의 북쪽 산록
에 위치해 있다. 근처에는 장터도 표시되어 있고 감옥의 모습은 울타리를 그려 표현하여 격리된 공간임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임진왜란 때 의기(義妓) 논개가 왜적장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졌던 곳인 의암(義巖)
이 선명히 그려져 있고, 그 옆의 바위에는 ‘일대장강천추의열(一帶長江千秋義烈)’이라는 암각까지 표기하
여 충절의 고장임을 선양(宣揚)하고 있다.20

작품의 얼룩 손상을 통하여 접힌 방법 순서 등을 추측할 수
있다.
가운데를 향하여 양 날개 부분을 접어서 보관하였기 때문
에 백색원의 표시처럼 동일한 부분에 손상이 있다.

20 김인덕 외 3인, 「한국미의 재발견」, 『과학문화』,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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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실되어 흔적을 알아볼 수 없는 곳들

<진주지도>는 대, 소 5곳 정도의 유실된
곳을 찾을 수 있다. 접힌 부분에 보관상 부
주의로 인한 수분침투로 인해 종이에 곰팡
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종이의 손실을 촉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외곽 부분의 손실부분은 비교적 협소

을밀대・현무문・모란봉・부벽루를 연결하는 북성(北城)

한데다 산맥의 준법이나 나무의 표현등으
로 어느 정도 형태를 짐작할 수 있으나, 가
운데 건물부분은(번호4,5) 유실부분이 큰
데다 건물의 섬세한 표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태의 추정이 다소 곤란해 보인다.
(4) 검은색 연꽃

성곽 북쪽에 위치해 있는 연못의 연꽃
의 꽃이 검은색으로 채색 되어 있다. 이것은

만수대・주작문(남문)・대동문을 연결하는 내성(內城)

연백(산화납)의 산화에 의한 흑변현상으로
보이며 원래의 색은 백색에 엷은 홍색이 물
든 홍연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연잎의 표현은 녹색으로 표
현되지만 본 유물에선 녹색이 아닌 갈색으
로 표현되어 있다.

좌영(左營)・우영(右營)・중영(中營)・전영(前營) 등의 군사시설과 기타 기자묘(箕子墓)・영명사(永明寺)
・산신당(山神堂)・용신당(龍神堂) 등의 사적지, 심지어 냉면옥까지 표시되어 있다. 외성과 성 밖에는 田자
형 기전(箕田)의 유적을 암시하는 가로망을 볼 수 있다.
대동강에는 20척의 배와 능라도・양각도가 그려져 있고, 대동강 제방에 두 줄로 나란히 심어놓은 수양
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서울을 그린 <도성도(都城圖)>와 <전주전도>와 함께 우리나라 도시
의 대표적인 그림지도다. 21

2) 기성전도
제작시기는 1881년(고종 18)에 세운 서묘(西廟)와
1804년에 화재로 불탔다가 1890년에 중건한 애련당
(愛蓮堂)이 있고, 갑오개혁 이전의 관아 명칭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1890년～1894년경으로 추정된다.

(1) 기성(箕城), 평양지도

조선 인조 때 이징(李澄)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평양성 그림지도의 사본으로서, 세로 167cm, 가로 96cm
의 면 섬유 위에 그려진 채색지도이다. 을밀대・현무문・모란봉・부벽루를 연결하는 북성(北城)과 만수대・주
작문(남문)・대동문을 연결하는 내성(內城), 그리고 남쪽의 저지대에 해당하는 외성(外城)이 뚜렷하게 나

기성(箕城)은 기자(箕子)와 관련된 전승에서 비롯된
평양의 다른 이름이다

타나 있다.

21 형기주, 「도성계획종고」, 『지리학논총 12』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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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섬유의 조직에 의한 갈필 표현

<기성전도>는 이전 조사 기록에 비단 위에 채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비단이 아닌 면 위에 채색된

회화에 사용되는 바탕재료에는 한지나 견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간혹 면이나 삼베도 쓰여 왔다. 면은

지도이다. 면섬유는 목화에서 얻어지는 셀룰로오스가 주성분인 식물성 섬유로 열을 받거나 자외선에 장시

한지나 견에 비교하여 섬유가 두꺼워 그 만큼 직조한 면도 거친 표면을 만들어 내고. 그 위에 표현들 역시

간 노출되면 황색으로 변화되고 산에 매우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성전도>의 경우도 지지체인

도 부드러운 표현보다는 거친 표현이 용이하다. <기성전도>의 바위산맥이나 전답 표현에서 이러한 거친 표

면섬유의 산화가 진행되어 원래의 미백색에서 진한 황색으로 심하게 변색이 진행되어 있다.

현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돋보이게 하지만, 세밀한 표현이 요하는 글씨부분과 같은 경우에서는 선이 뭉

안료의 박락은 크게 보이지 않고 일부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존상

개지는 듯 하여 판독에 곤란한 곳도 있다.

태는 양호해 보이나 바탕재료인 면섬유의 변색 정도를 보았을 때 이대로 산화가 계속된다면 바탕재료의
붕괴의 위험도 우려된다.

면 조직의 거친 표면은 먹선의 건조하고 거친 표현을 용이하게 한다.
모사제작시에도 동 바탕재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4) 명확한 나무 표현들
성내의 민가와 관청 관아의 표현들이 정확히 구분 지어져 있는 것처럼 <기성전도>에 표현된 나무표현
들도 명확히 구분 되어 있다.
색조견표와 제작용 면섬유 대조를 통한 황변 정도 추정

소나무 표현

버드나무 표현

활엽수 표현

(5) 낙서의 흔적
기성전도 부분과 제작 과정중의 모사작품 비교를 통한 황변 정도 추정

작품 중에 외부 낙서로 보이는 곳이 작품 하단 부분에 존재한다.

나무 표현에 사용된 노란색 유기 염료(등황으로 추정)의 경우 광물성 무기안료와
달리 투명도가 높아 바탕재료의 색이 그대로 비춰 나온다. 즉, <기성전도>에서 보이는
나무의 노란색은 보다 선명한 노란색 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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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성전도

실물을 직접 보고 진행하는 색조견표 작성은 원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배색 및 색의 단계 등을
숫자가 아닌 색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이다. 원본이 놓여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만큼 원본과 모사본의 외부
조명에 의한 편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원화에 가장 근접한 색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1) 진주지도

4. 먹 조견표 작성
원본 조건에 맞는 종이샘플 제작 후 먹의 색깔・농담・번짐 등 비교 관찰 하였다. 송연은 일반적으로 입자
가 크고 먹색은 청색을 띤다. 반면 유연은 입자가 작고 갈색을 띤다. 그런데 먹의 입자 크기는 최소 1만배 이
상의 현미경 사진 자료가 동원되어야 할 뿐 아니라 파괴검사가 아니고는 판별이 매우 난해하다. 본 모사 제
작에서는 각각의 먹색의 샘플을 제작한 후 이것을 원본과 대조 비교하면서 가장 유사한 먹색을 찾아내었다.

※ 충남 음성의 한상묵 선생님으로부터 유연먹과 송연먹을 제조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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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이분석

1) 진주지도

<진주지도>의 경우 현미경 관찰시 선명한 투명막의 존재로 닥종이를 기저재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먹의 번짐이 매우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도침 처리한 고급한지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원본의 완성도 및 모사 작품의 향후 보존성 등을 고려하여 닥섬유 100%, 육재에 의한 증해, 닥풀 점질물의
사용, 흘림뜨기 초지법, 목판건조, 도침처리 등의 공정을 거친 보존용 한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저재인 한
지의 물리적 특성 및 족자 형태임을 고려함에 있어 신장율 특성을 세심히 검토하였다.
➊ 미처리 생지

➋ 엷은 갈색부분

미량의 원소는 검출 되었으나 특정한 색상원소는 검출되지 않아 미도포된
한지로 판단됨

➊의 바탕화면에 없었던 Fe가 미량 검
출 되었다. 산화철이 주성분인 황토나
석간주의 가능성이 있다.

작품의 표면부위를 비파괴에 의한 접촉식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닥섬유에 대한 주요 특성인 투명막이 관찰됨으로서 닥섬유를
사용한 한지일 것으로 추정됨. 닥나무 인피섬유의 최외층에 존재하는 투명막은 닥나무나 뽕나무 인피섬유에만 존재하고 삼지닥나
무나 산닥나무 등과 같은 기타 인피섬유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지의 원료 섬유의 식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이러
한 투명막은 섬유간 결합을 증대시켜 한지의 강도 발현에 기여한다고 사료된다.

➌ 청색부분

➍ 어두운 갈색부분

색상을 정할만한 특정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체질안료에 유기염료로 물들인 근대
인공안료로 추정

<PbO>산화납 연백의 산화된 색보다는
연백에 어두운색으로 물을 들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

6. 안료분석
색상에 따라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하여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동시에 디지털 현미경촬영과 적외선 촬영을 실시하였다.(한국전통문
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실시)

➎ 녹색

➏ 적색<HgS>,<PbO>

➐ 엷은 갈색

<CuCo3・Cu(OH)2> 염기성탄산동 동
의 원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어
염기성 탄산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은과 황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미루
어 수은주에 황단이 미량 혼색된것으로
보인다. 구리의 원소도 많이 검출되었
으나 분석 범위 내에 석녹이 포함되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한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석간주가 엷게 도포된 것으로 추정

p-XRF를 이용한 채색 안료 성분 분석
40kV, 4W, Measurement Rime 30sec Innov-X Systems, α-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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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옅은 청색

➒ 엷은 갈색부분

특이할 만한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소 분포 역시 1의 생지와 거의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기염료인 쪽으로 추정된다.

특정원소 검출 안됨 쪽에 등황 혼색으
로 추정

 흑색
특정원소의 검출은 보이지 않고 먹으로 추정됨

 엷은청색
미처리생지와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임

※ 청색부분과 적색부분의 부가적인 설명

➌ 청색부분
육안으로 보았을시 광물성 무기 안료의 특징인 입자의 형태를 보였으나 측정결과 색을 결정짓는 원소는 보이
지 않았다. 이것은 근대에 개발된 백색안료에 청색유기염료를 착색시킨 체질안료로 추정되며 제작시에도 이
와 같은 체질안료에 원본의 색감을 맞추기 위해 미량 석청을 첨가 하였다.
➏ 적색 <HgS>,<PbO>

 흑색 <PbO>산화납

➓ 엷은 청녹색

연백의 납에 의한 흑변현상으로 보여짐. 원래는 백색으로 추정

특정원소 검출안됨. 유기안료 사용추정.

육안관찰시 황색보다는 적색이 강하였다. 제작시에도 적색의 수은주에 미량의 황단을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수은주는 진사에서 나오는 적색보다 인공수은주에서 나오는 적색이 가까워 인공수은주를 사용 하였다. 인공
수은주는 진사의 수은과 화산지대의 황을 인공적으로 결합시켜 만든 주(朱)로 이미 기원전부터 사용된 전통
안료이다.

2) 기성전도
 황색
특정원소 검출 안됨. 등황을 주성분으
로한 황색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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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노란색 <PbO>산화납

미량 납이 검출됨. 분홍색은 연지로 추
정됨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밀타승의 가
능성이 있다.

 백색

 엷은 청녹색

백색으로 보이나 미도포 생지와 동일함

특정원소 검출안됨.

➊ 미처리 생지

➋ 녹색

색상과 관련된 원소는 검출되지 않음

<CuCo3・Cu(OH)2> 염기성탄산동 녹
색은 동의 산화물인 석녹으로 보여지나
동시에 검출된 수은과 납은 분석범위
안에 포함된 적색과 백색의 원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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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씨 훼손 부분 조사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지명의 모사는 성신여대 지리학과 양보경 교수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복원하
였다. 복원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는 현상모사도 고려하였다. 사라진 글씨의 복원은 경기대학교 서예과 장
지훈 교수의 자문을 받아 서체연구를 하였으며, 원본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써 넣었다.
➌ 지붕의 갈색

➍ 적색<HgS>, <PbO>

색상을 보았을시 유기염료로 추측되나
납이 검출된건 분석 범위 안에 백색이
포함되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됨

수은과 납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수은주와 황단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것
으로 추정되지만, 분석범위 안에 백색과
녹색이 포함되어 납과 동이 동시에 검출
될 가능성도 있다.

➎ 백색 <PbO>산화납
납의 산화물인 연백으로 추정

• 글자마모 : 동일지도에서 동일한 글자를 集字
• 부분마모 : 동일지도에서 부분 획을 조합하여 集字.
• 지도에 없는 글자 마모: 가장 유사한 서체로 쓴 다음 스캔하여 주입
• 유사필치가 가능한 전문인을 선정 (김민, 윤지혜)
• 제작하는 동일한 종이에 충분히 습작한다.
• 유의사항: 集字하거나 직접 써서 주입하는 경우에도 검증 후 제작

➏ 청색

➐ 소나무의 청색

<2CuCO3・Cu(OH)2> 염기성탄산동
➋의 녹색처럼 동의 산화물인 석청으로
추정되나 분석범위 안에 백색 적색이
포함되어 납과 수은이 동시에 검출됨

특정한 색상에 관여된 원소는 검출안됨.
유기염료로 추정. 쪽에 의한 청

기성전도
명확한 표기를 위해 양보경, 장지훈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지명의 명확한 명칭을 조사함

➑ 나무노란색
특정한 색상에 관여된 원소는 검출 안됨.
유기염료로 추정. 등황에 의한 노란색

➒ 지붕노란색
특정한 색상에 관여된 원소는 검출 안됨.
유기염료로 추정. 등황에 의한 노란색

진주지도
유실된 부분의 관아명은 타 소장 처의 <진주지도>를 참고로
밝혀내고 집자하여 모사 제작함

8. 고화상 스캐닝작업
원본의 이미지 데이터가 모사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원본에 대한 화상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본 모
사 제작에서는 고화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평면회화문화재에 특화한 비접촉 고
화상스캐너를 도입하여 촬영하였다. 스캐너는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学) 공과대학 이대(井手) 교수팀이 개
발한 것이다.
원본의 디지털 화상을 기록・보존함에 있어서 원본과 색도・색차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렇게 촬영한 화상데이터로부터 재료 및 기법에 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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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2012년 5월 17일 ~ 5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주성지도]

• 참여기관 : 국민대학교 김형진 교수 외2명
• 촬영조건 : 1200dpi로 나누어 여러번 촬영
주요특징
•3라인CCD LED조명 탑재
•해상도 600~1200dpi
•RAW데이터 취득
•국제표준규격 컬러 매니지먼트 LED조명을 이용한 경량화

좌측하단에 丙午二月日 晋州城地圖 라 표기 되어 있다. 중앙에 연못에 배치 되어 있고 밑으로 내성과 외성이 그려
져 있어 전체적인 구도나 형태가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와 흡사하나 묘사 방법이나 건물의 배치 내려다 보는 각
도 (부감법의 부감 각도)등의 차이가 있다.

분석장비 설치

유물정보수집

디지털 정보 기록

[진주박물관 소장 진주성도]

9. 유실 부분의 디지털 복원(진주지도)
모사제작시 대상작품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형을 추정, 추정 가능한 결손부위는 가필하여 제작 또는 판
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타 유사 고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기 때문에 모사제작의 본 과정에 앞서 유실된 부분의 복원이 필요로 하였다.

1) 유사지도 조사
<진주지도>의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타 소장처의 <진주지도>를 조사하였다. <진주지도>는 현
재 규장각 외에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들 3작품
중에서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소장 <진주성도>가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와 가장 유사하여 디지털 복원
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진주지도
10폭 병풍으로 제작 되어 있으며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건물의 위치나 건물의 형태가 비교적 유사한 편이나 섬
세함이 떨어진다.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의 건물 배치가 약 45°기울기로 부감법으로 그려진 것이라면 진주박물관 소장 진주성도
는 건물의 배치는 직선형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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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소장 진주성도]

2) 진주지도 유실부분의 복원
<진주지도>의 유실부분은 크게 건물이 배치된 곳과 배치되지 않은 산이나 전답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산이나 전답의 복원은 유실부분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고 먹선의 준법(皴法)이나 주변 나무의 배치 등으로
비교적 복원 작업이 용이한 반면, 건물이 배치된 곳은 유실된 부분이 크고 관아명과 같은 고유명사와 건물
의 각 부위들의 복원을 위해서 근거자료와 검증이 필요하였다. 건물의 관아명과 배치등 세부 복원은 남아
있는 타 기관 <진주지도> 중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와 가장 유사한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소장 <진주성
도>를 참고로 하였다. 모든 복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복원의 기본 방침은 기존의 이미지 정보에는 손대지 않고 오직 유실된 곳만을 편집하여 원본의 이미지
와 정보를 최대한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하였다. (참고자료2 참조)
현재상태

복원예측

총 10폭 병풍으로 제작 되어 있으며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와 건물의 형태 배치 등이 매우 유사하다.

행소박물관 소장 진주성도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
건물의 배치 및 세부묘사들이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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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사제작 과정
모사제작은 스캐닝 및 사진촬영에서 얻은 데이터를 실물 크기로 출력한 다음, 출력물을 견본으로 삼아
제작하였다. 종이 재단 및 이어 붙이기도 원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작업을 실시했다.

스캐닝을 통해 얻은 이미지 데이터를 프린팅 한 다음 현장에서 원본과 비교한다. 원본과 색감의 차이나 형태나 규격 등을 비교한다.

1) 한지준비(진주지도)
종이는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김형진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대상작품과 가장 근접한 한지를 주문
제작하였다. 한지의 일반적인 발의 크기는 90x60인데 반하여 <진주지도>(122x80)는 이음 부분이 없이 한
장으로 제작되어 있는 일반적인 발 크기를 훨씬 웃도는 크기다. 이번 모사제작을 위해 장지방에서 주문 제
작 하였다.
현재상태

진주지도 : 장지방 광선지 3.5勿 /백닥/외발/목판 (190×94cm)
등록번호
2012년

8월

20일
공
급
자

김민교수님 귀하

복원예측

132-10-60323

상 호
(법인명)

장지방

주 소

대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671-1

업 태

제조

종목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전 화

010-5232-0457

팩스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이백팔십육만

일금

장용훈

원정 (₩

전통한지

2,860,000 원)

품 명

규격

수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복본용전통한지

940*1,080mm

100

20,000

2,000,000

200,000

광선지

94*190

20

30,000

600,000

60,000

비고

복원 방침 선정 및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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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섬유의 준비(기성전도)

화학적인 방법으로 종이의 내수성을 증가시킨 것이 아교액에 백반을 넣어 실시하는 아교포수법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잉크의 번짐을 조절하는 것이 도침이다. 도침은 종이의 밀도를 높일 뿐 아니라 종이의

<기성전도>는 시접된 부분이 없이 한장의 면으로 제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목면을 수직으로 제작시
폭의 길이는 30㎝ 정도인데 반하여 <기성전도>의 폭은 96㎝ 남짓한 정도로 수직에서는 얻기 힘든 크기이
다. 작품이 제작될 당시에도 이미 기계직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복제작품 제작시에도 기계직 면
을 구하여 제작을 실시하였다. 올의 굵기 및 간격 등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면을 구하여 복제용 바탕재료

평활도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이번 대상작품과 같이 글씨의 획이 간결하고 매끈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도침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모사제작 준비단계에서 원본에 근접한 종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아교포수 후 도침 가공하여 번짐 효과
를 충분히 테스트 해본 뒤 모사제작에 착수했다.

로 삼았다.

16수 정도의 면에 올의 간격은 1㎠안에 약 21~23올 정도로
비교적 성긴 조직으로 되어 있다. 구입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
재단에서 구하였다.

경사와 위사가 한올씩 위아래로 교차되어 조직되어 있는 평직
을 사용하였다.

글씨의 외측 번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삐침 등이 잘 정돈됨.
한지에 도침질 - 밀도, 탄력성, 평활도가 높아져 매끈하게 글
을 쓸 수 있다

물을 흠뻑 올렸을 때 보여지는 얼룩 등을 보아 아교포수와 도
침이라는 두 가지 가공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됨

3) 종이가공
4) 아교포수
<진주지도>는 글씨의 외측 번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삐침 등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다. 한지에 도침질을
하면 밀도, 탄력성, 평활도가 높아지고 매끈한 글을 쓸 수 있다. 또 물을 흠뻑 올렸을 때 보여지는 얼룩 등은

아교포수는 건조한 날을 골라 아교:10g, 물:500g, 백반:0.6g을 넣고 실시하였다.

도침만으로는 어려운 현상으로, 아교포수와 도침이라는 두 가지 가공을 통해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이는 길고 가는 섬유들이 여러 갈래 겹겹이 엉킨 시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와 섬유의 사이
에는 공극(空隙)이 무수히 존재하게 된다. 이런 종이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곧바로 종이에 번지
게 된다. 셀룰로오스로 되어있는 종이의 친수성 및 다공질의 모세관 현상에 의한 것이다. 곧 종이의 번짐
차이는 공극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공극이 많거나 클수록 잉크의 번짐 현상이 커지며, 공극
이 적거나 작으면 잉크의 번짐도 줄어든다.
공극은 종이의 재료 및 종이의 제조 공정에 의해 차이가 생긴다. 닥이나 마처럼 섬유가 길고 두꺼운 인
피섬유의 경우에는 그만큼 공극도 많아지기 때문에 잉크의 번짐이 커진다. 반면 안피나 펄프와 같이 섬유
가 짧고 가는 종이는 공극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의 번짐도 적어진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고해나
도침을 많이 하게 되면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섬유 사이의 공극이 적어지게 돼서 자연히 잉크에 의한 번
짐도 작아지게 된다.

170

아교포수는 일종의 양지의 사이징 처리와 같은 것으로 한지의 번짐을 억제한다. 따라서 아교포수 완료 후 먹물을 떨어 뜨리면,
번지지 않고 우측 그림과 같은 수적(水滴)에 의한 얼룩 현상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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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침

진주지도

한지의 우수성은 한국에서 자생하는 닥의 우수성과 전통적인 제지 방법에 기인한다. 그러한 제지 기술
중 하나가 도침이며, 일반적으로 종이를 건조시킨 후 디딜방아를 이용하여 도침질을 한다. 하지만 사업 대
상 작품은 한지의 제조공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도침보다 더 평활하고 매끈한 종이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따로 준비한 한지를 유리판 위에 올려 놓고 유약 처리된 매끈한 그릇을 가지고 종이의 뒷면에서 문질러주
듯 도침을 하였다. 이를 통해 종이의 표면을 더욱 매끈하고 윤기나게 만들 수 있었다.

전통적인 도침방법 (장지방)

모사제작을 위한 재도침

기성전도

도침 전

도침 후

6) 선묘작업(먹선긋기)
먼저 고화상 디지털 이미지를 실크기로 인화지에 인쇄하여 모사제작시의 초본으로 삼았다. 초본 위에
미리 준비한 모사제작용 한지를 올려 놓고 한지 밑에 보이는 잔상을 토대로 먹선을 따라 그었다. 잔상을 찾
아내기 위해 제작용 한지를 말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방법과 작업대에 라이트박스를 설치하여 잔상
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쇄물은 보관용, 관찰용, 초본용 총3장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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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색

기성전도

안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채색샘플을 제작・분석한 뒤 이것을 원본데이터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안
료를 구하여 제작하였다. 채색순서는 혼색인지, 중첩된 색인지 구분하여 원본과 동일한 채색순을 찾아내어
제작하였다. 안료와 염료의 혼색은 다양한 샘플을 제작하여 가장 적합한 농도의 비율을 토대로 제작하였
다. 또한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안료 샘플을 가지고 안료의 입자 굵기, 산화 정도를 비교 관찰할 수 있었다.
진주지도

8) 원화 대조비교
사진자료 만으로는 섬세한 부분까지 모사제작 하기에 한계가 있다. 제작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원화
와 제작・대조하면서 오류들을 점검하면서 최대한 근접하게 재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 현장에서 원화와 모사제작본을 비교하면서 색상의 차이, 먹의 농담 변화 및 안료의 두께감 등을 미
세 조정할 수 있었다.
• 규장각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모사제작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 유물과 모사본의 비교・검수과정을 통하여 누락 및 오류 등을 재점검한 뒤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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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수 및 하자보수

11) 완성

회차

일시

검수내용

검수자

1차 수정

2012.11.15

글씨 및 그림 누락부분 검수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2차 수정

2012.12.12

글씨 및 그림 수정부분 검수

"

3차 수정

2012.12.21

수정 부분 재검 및 확인

"

4차 수정

2013.1.30

장황 검수

규장각 수리복원실

하자보수

2013.2.20

배접 불량

"

[진주지도]

10) 글씨 모사
① 운필 모사(작은 글씨체)
폭 0.3㎝ 정도의 작은 글씨의 경우 획이나 삐침 등이 매우 가늘고 날렵한 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
러 번의 붓질로 점묘하듯 제작하는 기존 모사제작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글씨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변질시킬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원본 글씨체의 운필을 충분히 훈련하여 습득한 다음, 원
본 제작자가 글을 쓴 것과 같이 단봉으로 한 획을 긋듯 운필하여 모사하였다.
② 점묘 모사(큰 글씨체)
큰 글씨는 외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점묘하듯 모사하였다.
③ 운필・점묘 혼용 모사
운필로 글씨를 쓴 후, 가필하여 섬세한 형태를 맞추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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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 후 모습

177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_3 대체본 II

제2장_고지도 모사본 제작

전체

부분

178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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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전도]

장황 후 모습

180

전체

181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_3 대체본 II

제2장_고지도 모사본 제작

Ⅴ. 사업자 제언
모사제작의 이유와 목적은 크게 원화의 학습・계승・기록・대체・보존(學習・繼承・記錄・代替・保存)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사제작은 문화재에 사용한 전통 재료와 기법을 연구(學習)하고, 원형과 함
께 이것을 후세에 전하고 남기면서(繼承・記錄), 대중에게 선조의 유산을 널리 알리고(代替), 문화재를 보
호(保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사제작이 단순히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문화재 보존・수복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모사작품은 손상 위험이 많은 원형 문화재를 대신하여(代替) 원화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진주지도>와 <기성전도>의 모사제작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 및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실시 하였
다. 먼저, 원본의 정확한 정보를 찾아 내기 위해 첨단분석장비(형광x-선 분석기, XRF)와 기존 디지털카메
라에서 한 단계 진보한 초고화상 평면입력스캐너(국민대학교・일본경도대학교 공동연구)를 도입하여 육안
으로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 까지도 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진주지도>의 유실된 부분을 재
현하기 위해 원본과 유사한 작품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하나 하나 조각 그림을 맞춰나가듯 실시한 디지
털 복원은 이번 모사제작 사업에서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복원하기 전 진주지도
(참고자료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소장 진주성도)

부분

디지털 복원 후 진주지도
원본유물의 기존 이미지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실된 곳을
디지털 복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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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첨부자료

2) 분석대상
[진주지도]

1. 안료분석
•분석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분석일 : 2012. 06. 10

1) 분석결과

분석 결과 [ Analysis Report ]
회사명
(Applicant Name)

(주)세종문화재연구소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No.)

대표자명
(President Name)

경남 김해시 동상동 525-1

055-334-3838

팩스번호
(Fax No.)

시료명
(Sample Name)

진주지도, 기성전도

시료수
(Test Number)

2점

분석목적
(Analysis Purpose)

채색 안료의 종합적 조사

분석결과
(Analysis Results)

첨부

분석자
(Analysis By )

김민

이상옥

055-339-9065

확인자
(Lab. Manager)

본 내용은 의뢰자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This contents is the analysis result for requested samples)

2012년 06월 10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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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기성전도]

(1) P-XRF를 이용한 채색안료 성분분석
•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
•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
•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 측정
• 휴대용 X-ray Fluorescence Analyser α-2000 (Innov X Systems, USA) 사용
(2) 디지털현미경
• 안료의 세부 촬영
• 일본 Scalar 社의 DG-3 사용
(3). 적외선 촬영
• 회화의 밑그림 및 먹선 관찰
• 일본 FUJIFILM 社의 IS-PRO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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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lysis Report

[진주지도]

(1) P-XRF

분석
No.
대상
P

element (ppm)
Cl

K

Ca

Br

Rb

Sr

1

814

342

4771

39

72

9

37

33

2

1108

385

5541

83

31

83

10

32

54

3

1563

614

5033

733

41

59

66

19

40

4

45373 3760

799

4332 15 41

532

61

746

29

25

32

140

4329

5

31009 3017

556

3751

176

3665

2186 32

37

24

192

2975

6

32501 4214

356

3218

86

2282

1738 29

25

18

168

3301

7

13866 2647

592

5361

301

455

314

11

31

593

8

977

334

5185

34

39

71

41

39

진주 9
지도 10

730

405

4683

57

42

71

8

40

43

1077

669

5415

112

40

71

11

36

42

11

857

352

4146

70

8

38

53

12

905

448 4894

66

29

71

14

28

44

17754 2067 442 5321

94

30

199

69

9

29

43

31

50

69

10

36

138

33 1069 42

36

25

203

5121

146

47 1051

40

13

32

70

43

241

38

45

10

36

79

9

36

13

S

14

79115 7888 448 3954

16

5189 1482 629 4059

188

Fe

Co

Cu

66

Zn

20

525 4999

15

37

17

1247 400 4040 89

18

1317 494 4258

분석
No.
대상
P

기성
전도

817

Cr Mn

As

Se

69

23

9

55

29

Cd Sn

I

Ba Au

Hg

77

Pb

#1 spectrum

#2 spectrum

#3 spectrum

#4 spectrum

#5 spectrum

#6 spectrum

#7 spectrum

#8 spectrum

#9 spectrum

#10 spectrum

319

53

815
224

454

236
38

element (ppm)
S

Cl

K

Ca

Cr Mn

Fe

1

1230 1185 2335

2

39626 3595 2397 2677

3

13176 1618 1994 2892

4

39052 2567 2349 2821

29

285

5

54395 3893 2093 2134

30

281

6

44902 3621 2569 2771

335

7

15049 1381 1843 3362

299

8

5159 1544 1634 1840

68

9

1568 1216 1524

125

Co

Cu

83
37

305
112

Zn

As

Se Br

141

100

5006 120 2525 53
74

138 223

65

13

Ba Au

Hg

2280 332 1448 44

75

Pb
31

4794 3591
35

96
30

63

I

29

104 975 32

71

Sr Cd Sn

86

5465 126 2522 66
79

Rb

69
72

27

1338

7036 2748
140

5340

5154 3145

126

93

68

21

35

88

112

84

9

36

429

88

15

32

35

99

206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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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pectrum

#12 spectrum

#13 spectrum

#14 spectrum

#15 spectrum

#16 spectrum

#17 spectrum

#3spectrum

#4 spectrum

#5 spectrum

#6 spectrum

#7 spectrum

#8 spectrum

#18 spectrum
#9 spectrum
[기성전도]

#1spectrum

190

#2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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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미경 촬영

[진주지도]

#16

#17

[기성전도]

192

#1

#2

#3

#4

#5

#6

#7

#8

#10

#13

#1

#2

#3

#9

#4

#5

#6

#11

#12

#7

#8

#9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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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외선 촬영

[기성전도]

[진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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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의견

2. 유실부분 복원

형광X선 분석

1) 진주지도

• 각 대상마다 색상별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 원자번호 15번이하의 경원소는 분석이 되지 않아 먹(C)과 같은 경원소 물질의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 대부분의 측정 결과에서 칼슘(Ca)이 검출되는 것에 따라 호분지를 사용하였거나, 안료의 양을 늘리
기 위한 체질안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원형모사(복원모사) 제작
• 대상작품의 제작당시의 원형 추정, 제작하는 방법으로 동사이즈와 동재료를 사용한 원형모사를 원
칙으로 한다.
• 추정 가능한 결손부위는 모사제작시 가필하여 제작.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과 타 유사 고지도를 참고 하거나 훼손된 부분을 남겨두고 표시한 채 작업할 수도 있다.

① 진주지도
• 진주지도의 건물에 채색된 적색의 경우 납(Pb)이 검출되어 연단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건물에 채색된 녹색의 경우 구리(Cu)가 검출되어 석록(Malachite, CuCO3・Cu(OH)2)이 사용된 것으
로 판단된다.
• 연꽃의 백색부분인 분석지점 #16은 납(Pb)이 검출되어 연백(Lead white 2PbCO3・Pb(OH)2)이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외의 분석위치에서는 광물안료의 주성분인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XRF로 검출이 어려운 경
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기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사 고지도
진주성도 [계명대학교]

② 기성전도
• 분석지점 #2, #4, #6은 녹색, 흰색, 적색이 함께 분석되었으며 각각 구리(Cu), 납(Pb), 수은(Hg)이 함
께 검출됨에 따라 석록, 연백, 진사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분석지점 #3은 노랑색으로 납(Pb)이 검출되어 밀타승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진주성의 전경을 회화적으로 기록한 10폭 병풍
중요한 건물에는 전각마다 정성스런 해서체로 명칭을 일일이 기록하여 제작 당시 진주의 상황을 세밀하게 전
달한다. 역사성과 기록성, 회화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한 회화식 지도로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19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판단되며, 진주성을 기록한 작품 중에서도 기록성과 회화성을 겸비한 가
장 뛰어난 작품이다.

• 백색의 경우 납(Pb)이 검출되어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외의 녹색과 황색의 경우 특정 색상원소가 검출되지 않아 유기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추정가능 결손부위

진주지도의 각도의 기울기나 전각의 명칭들이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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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가능 결손부위

• (A)부분은 이미지 ①처럼 그림의 오른쪽 산 부분의 작은 웅덩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 (B)부분은 희미하게 남아 있는 집을 배치 하여 복원 할 수 있다.

<진주지도>를 복원 예측 할때의 상황이다.
(4) 추정이 어려운 결손부분
① 위쪽 산 부분 결손분위
훼손 부분이 심하여 추정이 어려운 부분의 복원 예측할때의 상황이다.

① 한자복원

진주지도 원형

복원예측

• (A)에 남아있는 나무의 끝부분과 (B)의 산등선의 잘림 등으로 산의 높이와 산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
• C)에 남아 있는 녹색 물감의 흔적과 희미하게 남아 있는 나무모양의 이미지로 오른쪽처럼 복원 예
진주지도 원형

측할 수 있다.
② 왼쪽 산 부분 결손 부위

진주성도

복원예측

• 作廳(작청) : 군아에서 아전(衙前)이 일을 보던 곳

진주지도 원형

복원예측

진주지도 원형

진주성도

복원예측

• (A)에남아 있는 지붕의 끝 부분으로 지붕의 크기를 예측 할 수 있다.
• (B)부분의 부분 부분 남아 있는 나무의 흔적은 (C) 부분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C)의 이미지를 빌림

<진주지도> 원형의 사라진 곳의 한자를 계명대소장 <진주성도>를 참고하여 복원 예측 할 수 있다.

으로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예측 할 수 있다.
③ 가운데 부분 결손 부위

② 가운데 부분

진주지도 원형

198

• 奴房(노방) : 지방(地方)관아(官衙)의 관노들이 출근(出勤)하여 있는 집

복원예측

진주지도 원형

진주성도

복원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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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C)부분은 남아 있는 형태로 복원 예측이 가능하다. (A)부분은 원본이나 참고자료에서도 다른 건

3. 장황

물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작청은 다른건물과 구조가 다른 양식의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진주성도>를 보면 오른쪽과 앞쪽에 입구가 있지만 <진주지도>의 오른쪽 부분에는 문이 들어가기엔 어려운

대상유물인 <진주지도>와 <기성전도>는 회장용 비단이나 형식을 보았을 때 몇 번의 개장이 되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조선식과 일본식이 가미된 장황을 보이고 있다. 이번 모사본 제작에 있어서 장황은 대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앞문만 그려 넣었다.
손실된 부분의 복원은 남아 있는 형태와 작품내의 유사한 건물형태, 그리고 계명대 소장 <진주성도>의

상 유물이 감상 대상 이라는 것과 더불어 지도라는 특수한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회장용 비단에는 무늬
가 들어가지 않고 단아한 조선식 장황을 재현하려고 노력 하였다. 또한 재료는 작품의 수명과도 직결 되기

동일 부분을 참고로 복원이 가능하였다.

때문에 보존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며, 전통적이고 수작업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였다.

진주지도 원형

복원예측

진주성도(진주박물관 소장 / 계명대 소장)

(A)부분은 진주박물관과 계명대 소장 <진주성도>를 참고로 복원예측할 수 있다.
➊ 진주지도 초벌 배접

➋ 기성전도 초벌 배접

➌ 회장용 비단 초벌 배접

갈색으로 물을 들인 한지로 배접한다.

갈색으로 물을 들인 한지로 배접한다.

그림과 동일하게 갈색으로 물을 들인 한
지로 배접한다.

③ 윗부분

진주지도 원형

진주성도

➍ 건조시킨 후 건조판에서 떼어 놓기

➎ 회장용 비단을 그림에 붙여둔다.

➏ 1차 테두리 회장용 비단 접착

➑ 회장용 비단 접착이 완료되면, 재 배
접에 들어가기 앞서 세로부분을 약 0.5
㎝가량 귀접기를 실시한다. 족자를 말아
두었을시 생기는 보풀이나, 그림과 그림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➒ 상. 하단에 축이 들어가는 주머니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접착해둔다.

배접의 상태를 확인 한다.

복원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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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상, 하 회장용 비단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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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내용
(1) 작품의 전반적인 모사제작 방침 설명
(2) 진행과정 보고
• 고화상 평면 입력 스캐너를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화
➓ 전체적으로 재 배접을 한다

 축이 들어 가는 곳은, 무게에 의한 갈
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양 귀퉁이에
보강을 해둔다.

 배접이 끝나면 배접판에 부착 시켜
작품이 골고루 펴질 수 있게 한다.

• 이미지 보정 및 실사 출력(다해미디어)
• 현미경 사진 촬영 : 안료의 입자 판별, 한지의 구조, 도침여부의 판단에 활용.
• 색조견표 작성 : 원본 대조 하면서 색조견표를 작성.
• 안료 분석결과 확보(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정광용 교수)
• <진주지도> 한지 물성에 관한 견해(국민대학교 김형진 교수)
• <진주지도> 모사제작용 한지 확보
(3) 중점 회의사항
• <진주지도>의 결손부분의 모사대책에 대하여 타 소장처의 고지도를 최대한 조사한 근거를 기반으로
검증을 거친 다음 복원하도록 한다.

 마무리 배접을 한다. 족자를 말아 두었을시 손이 닿는 부분
을 보강 하기 위해 엷은 비단으로 배접을 한다.

 그 외의 곳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배접한다. 봉축을 달고
마무리 한다.

• <기성전도>의 바탕재료의 선택과 열화에 의한 채색 변화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복원모사라
는 방침대로 고색 복원 하지 않고 원형 복원으로 재현한다.
• 장황 형태에 대한 자문 : 제작시기에 맞는 조선 장황을 참고로 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황을 실시
한다.

4. 자문위원회

1) 규장각 고지도 모사제작 사업 자문위원회
(1) 일

시 : 1차 자문회의 -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10:00
2차 자문회의 - 2012년 07월 13일 금요일 10:00
3차 자문회의 -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10:00

(2)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3) 진

행 : 세종문화재 연구소 김민 외 2명

(4) 자문위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양보경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과 장지훈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홍종진 교수(충청북도 배첩장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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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 문화재 복원 복제본 제작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 업 명 : 현판 문화재 복원 복제본 제작사업
•주관사업자 : 목계서각공방
•사 업 기 간 : 2012년 07월 13일 ~ 2012년 01월 10일

1) 사업목적
•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 방법으로 원형 복제하여 원본 대용으로 활용한다.
• 유일본인 현판 문화재의 훼손과 유실 등 유사시에 대비한다.
• 소목, 각자, 단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통기술, 재료의 복원으로 제작당시 원형을 찾는다.

2) 사업대상
번
호

서명

1

수량

수종

비고

4

1

알판:육송 낙양:피나무

낙양형 단청

37 × 173

3

1

피나무

모판형 단청

23 × 160

3

1

피나무

모판형 단청

雖大官文衡非先生
毋得升堂

24 × 201

2.3

1

피나무

주련형 단청

5

凡閣臣在直非公事
毋得下廳

24 × 201

2.3

1

피나무

주련형 단청

6

璿源寶閣

128 × 44

2.8

1

피나무

낙양 탈락

알판크기

전체크기

두께

奎章閣學士之署

195 x 51

266 × 95

2

客來不起

23 × 160

3

閣臣在直戴冠坐椅

23 × 160

4

합계

206

크기(c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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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해당업무

해양박물관, 부산박물관 굵게말이축 제작

2012

규장각 굵게말이축 제작

2011

규장각 책판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2011

규장각 책갑제작 사업

2011

청계산 봉은사 추모전 공사

2008

청계산 봉은사 대법당 공사

2007

백마강 정자각선 제작사업

2007

경기무형문화재 제 14호 소목장 지정

2006

목공예 명장

1990

• 사업책임자 : 이규남(목계 서각 공방 대표, 경기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보유자)

숭례문 단청 교착제 연구

2011

• 참여인력

문화재 회화복원사 1급 지정

2011

우리문화재 미국 국외전시관련 유물모사(국립중앙박물관)

2011

규장각 고지도 모사본 제작사업

2011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 한지의 E-directory화(진행중)

2011

통도사 성보박물관 모사로부터 창조전

2010

일본차아예술대학 모사작품 기획전시

2009

통도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8상도 초고화상디지털스태닝 작업

2008

국립대구박물관 불국토사찰벽화전

2006

• 각 현판의 규격과 수종, 안료 등을 파악한 후 동일 규격과 동일 소재를 사용하여 복제본을 제작한다.
• [선원보각] 편액은 운각이 탈락된 상태이므로, 강화도 [선원보각] 현판을 참고하여 복제본을 제작한
다.
권우범

대권공예/대표

2.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자격

담당업무

소목장

권우범

경기무형문화재, 명장

소목 전반

소목장

안규홍

무형문화재 이수자

소목

소목장

권순웅

무형문화재 이수자

소목

각자장

이규남

경기무형문화재

각자 전반

각자장

이지용

무형문화재 이수자

각자

단청장

김민

문화재회화 복원사, 전통미술 지도사

단청 전반

단청장

정무훈

문화재수리기능인, 화공, 도금

단청

•참여인력 주요경력
성명

이규남

소속/직위

목계서각공방/대표

주요경력

해당업무

김준근 천로역정
(조선말 화가 김준근 천로역정 삽도 42매 완성)

2012

불교박물관(법탑조식 목판 제작)

2012

남한산성(한남루 현판 , 주련 8매, 외행전 주련6매, 이위정기 편액 제작)

2012

밀양박물과(목판 2매 제작)

2011

화성행궁(여민각, 성신사 현판 제작 : 근당 양택동 서)

2008

공주박물관(효행실도 외4매 목판제작)

2006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 보유자 지정

2004

세종국악당(현판 제작 : 인종 이현구 서)

1998

경기도 박물과 팔각정(현판, 주련 제작 : 청명 임창순 서)

1995

김민

세종문화재
연구소/대표

Ⅱ. 규장각 소장 현판의 역사와 가치*
‘2011년 규장각 현판 수리 복원 사업’의 대상인 [선원보각璿源寶閣] 편액(扁額)과 수교 현판(懸板)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고찰하고, 유물의 가치에 대해 자문하고자 한다.1

1. 규장각 소장 선원보각[璿源寶閣] 편액의 역사와 가치
1) 선원보각 건립과 편액의 내력
[선원보각]은 왕실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을 봉안(奉安)한 건물이다. 선원록은 『열성팔고조도(列聖八

* 작성자 : 조계영(규장각 HK연구교수)

1 ‘ 2011년 규장각 현판 수리 복원 사업’에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규장각’으로 약칭했으므로, 본고에서도 ‘규장각’으로 칭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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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圖)』·『국조어첩(國朝御牒)』·『열성어제(列聖御製)』·『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등의 다양한 왕실

쓴 이간의 생존 기간이 1640년에서 1699년이니 편액 뒷면의 병자년은 1696년이 된다. 즉 이 편액은 1696

족보를 통칭한 것이다. 선원보각은 보통 선원각(璿源閣)으로 부르는데, 선각(璿閣)·보각(譜閣)·선원록각(

년 가을 9월에 종부시 제조였던 낭원군 이간이 쓴 것이다.5 필자는 근래에 정족산 사고의 선원각을 연구하

璿源錄閣)으로도 부른다. 선원보각은 종부시와 지방 네 곳의 사고(史庫)에 건립되어 모두 다섯 곳이 있다.

여 1697년에 선원보각의 편액을 걸었다고 밝힌 바 있다.6 그러나 1697년의 형지안(形止案)에는 특별히 편

종부시는 한양의 북부 진장방(鎭長坊 : 현재 삼청동과 가회동)에 있었는데, 선원보첩(璿源譜牒)을 기록

액을 쓴 서사자(書寫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이간이 선원보각의 편액을 썼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 그

하거나 종실의 잘못을 살피는 일을 관장한다. 종부시와 오대산·태백산 사고의 선원각은 1629년부터 선원

런데 이번에 규장각 현판 수리 복원 사업을 통해 뜻밖에 [선원보각] 편액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뒷면의 기

록을 봉안하였고, 적상산 사고의 선원각은 1641년부터 선원록을 봉안하였다. 정족산 사고의 선원각은 가

록까지 발견하여 형지안에 기록된 선원보각의 편액과 일치하는 실물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이 편액은 지

장 늦은 1682년에 건립되어 선원록을 봉안하기 시작하였다.

금으로부터 315년 전에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종부시의 선원보각을 제외한 사고 선원각에는 1696년까지 편액이 없었다. 사고의 선원각은
한 담장 안에 실록을 봉안한 사각(史閣)과 나란히 있는데, 선원각임을 분별할 수 있는 편액이 없었던 것이

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의 앞면

다. 1696년에 이르러서야 선원록청에서 건의하여 종부시의 선원보각에 편액을 건 예에 따라 사고 선원각
에 편액을 걸게 되었다.
사고 선원각 가운데 편액을 처음으로 건 곳은 오대산 사고의 선원각이다. 1696년 10월 30일에 식년(式
年, 1696년) 선원록을 선원각에 봉안하고, 편액을 선원각의 전면(前面) 상층(上層)에 걸었다.2 오대산 선원
각에 봉안을 마친 봉안사행은 바로 태백산 사고 선원각으로 향하여 11월 17일에 태백산에 도착하였다. 봉
안사행은 11월 18일에 선원록을 봉안한 후 선원보각의 편액을 걸었다.3 오대산과 태백산의 봉안을 담당한
봉안낭청(郎廳)은 종부시 직장(直長)인 정탐(鄭撢)이다.
오대산·태백산·적상산 사고는 선원각에 어첩을 봉안할 때에도 보통 낭청이 봉안을 담당하였다. 그러

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의 뒷면

나 정족산 사고 선원각은 당상(堂上)이 봉안사(奉安使)가 되어 선원록을 봉안하였다. 1696년에 해당하는
식년 선원록을 정족산 선원각에 봉안한 것은 다음해인 1697년 3월 3일이었다. 정족산 선원각의 편액은 이
때 비로소 걸게 되는데, 오대산과 태백산의 선원각과는 달리 ‘서울에서 준비해 온 현판을 선원보각의 전면
에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4 당시의 봉안사는 종부시 제조(提調)인 낭원군(朗原君) 이간(李偘, 1640~1699)
이다.

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

2) 선원보각[璿源寶閣] 편액의 특징과 서체(書體)
선원보각의 편액을 쓴 낭원군(朗原君) 이간(李偘, 1640~1699)은 선조(宣祖)의 열두 번째 아들인 인흥
‘2011년 규장각 현판 수리 복원 사업’의 현판 9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원보각 璿源寶閣] 편

군(仁興君) 이영(李瑛, 1604-1651)의 차남이다. 이간의 자는 화숙(和叔)이고, 호는 최락당(最樂堂)으로 낭

액이다. [선원보각] 편액의 뒷면에는 ‘崇禎紀元後丙子秋九月 宗簿寺提調朗原君臣 偘謹書’라는 내용이 음

선군 이우(李俁, 1637-1693)의 아우이다. 인흥군의 예술적 재능은 낭선군과 낭원군에게 전수되어 형제가

각되어 있다. 숭정 연호는 1628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숭정 기원후 첫 번째 병자년은 1636년이다. 편액을

5한
 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종부시제조선생안(宗簿寺提調先生案 : K2-594, K2-595, K2-596)』에는 이간의 이름 아래
2 「康熙三十五年十一月初一日 五臺山形止案」(奎9325, 1696년)
3 「康熙三十五年十一月十八日 太白山形止案」(奎9182, 1696년)
4 「康熙三十六年三月初三日 江華府鼎足山形止案」(奎9217, 1697년) ‘同懸板自京備來 懸揭于寶閣前面’

210

에 종부시 제조를 역임했던 기간이 주(註)로 부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를 보면 1693년 6월 29일에 종부시 제조에
제수되어, 1699년 9월 3일 졸(卒)하기까지 종부시 제조를 역임하였다. 현전하는 사고 선원각 형지안에는 1693년(11월 29일, 태
백산)·1694년(10월 28일, 태백산)·1697년(3월 3일, 정족산)에 종부시 제조로서 봉안사를 수행했음이 좌목(坐目)에서 확인된다.

6 조계영, 「조선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 『朝鮮時代史學報』 55輯, 朝鮮時代史學會,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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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써서 이름이 높았다. 이간의 작품으로는 『보월사중수비(寶月寺重修碑)』·
7

『송광사사원사적비(松廣寺嗣院寺蹟碑)』·『백련암사적비(白蓮庵事蹟碑)』 등이 있다.

낭원군은 집안의 서체를 이어받아 섬세하고 유려한 왕희지풍을 구사한 비문을 많이 남겼으나, [선원보

유물의 실제 조사를 통하여 현판의 뒷면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지만, 1696년에 제작된 규장각의
현판과는 시기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규장각에 현전하는 [선원보각] 현판은 지금으로부터 315
년 전에 이간의 글씨로 제작된 것으로 복원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각] 편액처럼 획이 두텁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편액서도 남겨 주목된다. 조선시대 편액서는 고려 말 두텁
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

고 웅장한 필치를 추구한 원나라 설암체(雪菴體)를 수용하였는데, 16세기 이후에는 석봉 한호의 편액서를
혼용한 흐름을 보였다. [선원보각] 편액서는 두 종류의 서풍을 차용했으면서도 날렵한 필획과 반듯한 자형
(字形)이 돋보이는 글씨이다.

3) 선원보각 편액의 가치와 복원
규장각에 현전하는 [선원보각] 편액은 오대산·태백산·정족산·적상산 중 어느 사고 선원각에 걸었던 것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璿源寶閣] 편액

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97년 3월 3일에 종부시 제조였던 낭원군 이간은 봉안사로서 정족산 선원각
에 선원록을 봉안하였다. 정족산 선원각은 다른 선원각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종부
시 당상이 봉안사가 되었다. 영조(英祖) 또한 연잉군(延礽君) 시절에 종부시 도제조를 지냈는데 1713년에
봉안사가 되어 정족산 선원각에 선원록을 봉안하였다.8
이간은 선원록을 봉안한 후에 서울에서 만들어 간 편액을 정족산 선원각에 걸었다. 1679년에 『선원계
보기략』을 처음으로 편찬하였던 이간이 봉안사가 되어 자신의 글씨로 새긴 [선원보각] 편액을 선원각에 걸
었을 때의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오대산과 태백산의 [선원보각] 편액도 정족산과 마찬가지로 선공감(繕工監)에서 이간의 서체로 편액

[璿源寶閣] 편액의 비교

을 만들었을 것이다. 다만 이간이 아닌 봉안 낭청이었던 정탐이 편액을 걸었다는 점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고증이 어려우나 정족산 선원각에 ‘서울에서 준비해 온 현판을 선원보각의 전면에 걸었다’는 기
록으로 미루어, 규장각에 현전하는 [선원보각] 편액이 정족산 선원각에 걸었던 편액이 아닐까 추정한다.
궁궐의 전각에 걸렸던 많은 현판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선원보각] 현판이 전한다. 박
물관의 홈페이지 ‘소장유물→유물검색→현판’에서 유물을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와 해제를 확인할 수 있

2. 규장각 소장 수교(受敎) 현판의 내력과 가치

다. 그런데 [선원보각] 현판에 대한 해제에서, 선원보각을 어진(御眞)을 봉안하였던 ‘선원전(璿源殿)’의 별
칭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 현판은 이미지를 대조해보면 규장각에 현전하는 [선원보각] 편액과는 다른 서
체의 현판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 현전하는 수교 현판은 정조의 어제(御製)로 이문원(摛文院)에 걸었던 것이다. 이문원은 규장
각의 별칭으로, 1781년에 창덕궁의 금호문 안쪽이자 홍문관의 오른쪽에 위치한 도총부(都摠府)로 옮겼다.
3월 15일에 정조의 어필(御筆)인 [摛文之院] 편액을 옮겨 걸을 때 수교 현판도 제작하여 걸었다. 수교 현
판에 대해서는 『내각일력(內閣日曆)』·『일성록(日省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단편적인 기록이 있
다. 문헌 기록과 현전하는 유물을 비교하여 현판의 뜻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7이
 간은 1662년에 낭선군 이우와 함께 『열성어필(列聖御筆)』을 간행하였으며, 1679년에 열성의 세계(世系)와 자손을 정리한 『선
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을 처음으로 편찬하여, 왕실족보인 선원록(璿源錄)이 체계적으로 편찬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간은
1676년(숙종2)에 사은사(謝恩使), 1686년에 동지 겸 진주사(冬至兼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8정
 족산 선원각은 다른 선원각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종부시 당상이 봉안사가 되었다. 영조(英祖) 또한 연잉군

(1) [奎章閣學士之署] 편액
• 현판의 뜻: ‘규장각 학사의 관서’
• 현판의 글씨: 제학(提學) 김종수(金鍾秀)

(延礽君) 시절에 종부시 도제조를 지냈는데 1713년에 봉안사가 되어 정족산 선원각에 선원록을 봉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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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閣學士之署] 편액은 ‘粉質靑字’, 즉 흰 바탕에 푸른 글자로 새기도록 했다. 글자의 크기는 궁궐 전

에는 정조의 어필인 [摛文之院] 편액을 걸었는데, 청사(靑紗)로 덮어 쌌다고 되어 있다.

9

(殿)의 편액과 같게 하고, 일제학(一提學)이 써서 걸게 하였다. 규장각에 현전하는 이 편액은 문헌 기록
과 같이 흰 바탕에 푸른 글자로 새겼으며, 필력(筆力)과 행서(行書)의 유려함이 느껴지는 글씨이다. 그러

(3) [受敎 凡閣臣在直 非公事毋得下廳]

나 국립고궁박물관에 현전하는 [奎章閣學士之署](No.1171) 편액은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새긴 ‘黑質粉

• 현판의 뜻: ‘모든 각신은 근무 중에 공무가 아니면 청을 내려가지 말라’11

字’이다. 해제에는 『金鍾秀印』의 낙관이 있다고 하는데 해서(楷書)로 쓰여진 규장각의 편액과는 완연히 다

• 현판의 글씨: 미상(未詳)

른 서체이다.
(4) [受敎 閣臣在直 戴冠坐椅]
규장각 [奎章閣學士之署] 편액

• 현판의 뜻: ‘각신은 근무 중에 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
• 현판의 글씨: 직각(直閣) 서정수(徐鼎修)12
(5) [受敎 客來不起]
• 현판의 뜻: ‘손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라’
• 현판의 글씨: 직각(直閣) 정지검(鄭志儉)13
(2) 번

(3) 번

(4) 번

(5) 번

국립고궁박물관 [奎章閣學士之署] 편액

[奎章閣學士之署] 편액의 비교

(2) [受敎 雖大官文衡 非先生毋得升堂]
• 현판의 뜻: ‘비록 대관과 문형일지라도 전임 각신이 아니면 당 위에 오르지 말라’
• 현판의 글씨: 미상(未詳)
문헌 기록에는 이 현판에 대해 어필(御筆)은 아니지만 어제(御製)이므로, 사롱(紗籠)과 금자(金字)로

규장각 소장 수교 현판

10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계만(權啓萬)의 『내각선사일록(內閣繕寫日錄)』(1797년, 古4254-53)
에는 이 현판이 흰 글씨로(粉字)로 이문원의 바깥 기둥에 걸려 있다고 묘사하였다. 또한 내당(內堂, 正廳)
11 『 내각일력(內閣日曆)』 1781년 3월 20일 기사.

214

9 『 내각일력(內閣日曆)』 1781년 3월 11일 기사.

12 『내각일력(內閣日曆)』 1781년 3월 20일 기사.

10 『내각일력(內閣日曆)』 1781년 3월 11일 기사.

13 『 내각일력(內閣日曆)』 1781년 3월 2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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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판은 권계만(權啓萬)의 『내각선사일록(內閣繕寫日錄)』(1797년, 古4254-53)에는 금자(金字)로 써

이지 ‘소장유물→ 유물검색→ 현판’에서 유물을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와 해제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고궁

서, [受敎 雖大官文衡 非先生毋得升堂] 현판과 함께 이문원의 바깥 기둥에 걸려 있다고 묘사하였다. 규장

박물관 소장 수교 현판의 제작 연대는 <부록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850년에서 1874년 사이이다. 규장각

각에 소장된 이 현판의 현재 상태는 흰 글자로(粉字)로 되어 있어, 정조 연간에 제작된 모습과는 다른 형

에 현전하는 수교 현판은 목재의 상태로 보아 1781년에 제작된 230년 전의 현판일 것으로 추정되며, 국립

태임을 알 수 있다.

고궁박물관의 현판과는 90여년의 시차가 있다.

(6) [提學以下 每初五日十日十五日二十日二十五日三十日仕進 春夏卯進午退 秋冬辰進未退 上之五年秋
九月受敎]
• 현판의 뜻: 제학 이하는 매달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에 근무하라. 봄과 여름에는 묘시(오전 5

3. 기타 현판

시~7시)에 출근하고, 오시(오전 11시~오후1시)에 퇴근하라. 가을과 겨울에는 진시(오전 7시~9시)에
출근하고, 미시(오후1시~오후3시)에 퇴근하라. 1781년(정조 5년) 가을 9월 수교.

이상에서 살펴 본 선원보각과 규장각의 편액, 그리고 수교 현판 외에 규장각에는 국기판(國忌板)과 취
규루[聚奎樓] 편액이 있다. 이 현판들의 제작 연대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현판의 글씨: 미상(未詳)

(1) 국기판(國忌板)
제작연대 : 정조 연간
해제 : 국기판은 조선왕실의 왕과 왕후가 돌아가신 날, 곧 제사일인 기일(忌日)과 왕릉의 명칭·왕릉의
위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기판의 끝부분에는 ‘誕日’이 있어 ‘大殿·中宮殿·世子宮·嬪宮’ 등의 생일을 기록
하기도 한다. 규장각에 현전하는 국기판은 ‘眞宗孝章大王’과 ‘孝純王后趙氏’의 기일까지 기록되어 있고, ‘
탄일’에 ‘大殿’의 생일이 9월22일로 기록되어 있어 정조 연간의 국기판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 소장 수교 현판

이 수교 현판은 규장각 각신들의 근무 일자와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계절에 따라 해의 길이를
감안하여 봄과 여름에는 가을과 겨울 보다 두 시간 일찍 출근하여 일찍 퇴근했음을 알 수 있다. 『내각일
력』의 1781년 2월 13일 기사에 「규장각응행절목(本閣應行節目)」이 있는데, 이것은 규장각에서 지켜야 할
규장각 소장 국기판(國忌板)

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목에는 ‘어필로 쓴 이문원 편액을 봉안한 정청(正廳)에는 전임 각신이 아니
면 대신과 문형(文衡)이라 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으며, 손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고 손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14 이러한 규장각의 체례(體例, 禮制)는 승정원보다도 중하였다. 규장각 각신들이 이
문원에서 근무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을 현판으로 만들어 검속(檢束)하였던 것이 수교 현판의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다.
<부록 1>은 규장각의 현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현판의 목록이다. 규장각에

국립고궁박물관에는 20점이나 되는 국기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제작연대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 중 정조 연간에 제작된 것으로는 No.1421의 현판인데, 이미지가 부정확하여 규장각 소장 국기판과 대
조하기가 어렵다.

현전하는 수교 현판 (2)번에서 (5)번까지는 <부록 1>의 순번 3에서 6에 해당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홈페

14 『 내각일력(內閣日曆)』 1781년 2월 13일. “御筆院額所奉正廳 則非先生雖大臣文衡毋得出入 而客來不起 與客不得說 公服亦依銀
臺之例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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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聚奎樓]

<부록 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목록

[聚奎樓] 편액 뒷면에 ‘同治七年戊辰 移御時 自慶熙宮內閣 移來■■’라는 묵서(墨書)가 있다. 이는

순번

유물명

유물 번호(제작연대)

유물크기(세로x가로cm)

‘1868년 이어(移御)할 때 경희궁 내각에서 옮겨 와 ■■’라는 의미인데, 이어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옮기

1

璿源寶閣

No.1049

41.5x129.2

는 것이다. 1864년 경복궁 중건의 명이 있은 후 4년 뒤인 1868년(고종 5년) 7월 2일에 경복궁이 중건되어,

2

奎章閣學士之署

No.1171

83.5x238

고종은 경희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3

受敎 雖大官文衡 非先生毋得升堂

No.1528(1864년)
No.1529(1874년)

208x23.5
208x30

위선당은 현재 남아 있는 경희궁의 영렬천(靈冽泉) 부근에 있었다.15 1834년 9월 6일 순조(純祖)가 경희궁

4

受敎 凡閣臣在直 非公事毋得下廳

No.1526(1850년)
No.1527(1874년)

205x30.5
207x29.2

에 있을 때 사자관(寫字官)의 취재(取才)에 방액체(榜額體)로 ‘聚奎樓’를 쓰게 하였다.16이로 미루어 보면

5

受敎 閣臣在直 戴冠坐椅

No.1532(1850년)

167x31.2

취규루 현판은 1834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6

客來不起

No.1533(1874년)

166x30.5

7

聚奎門

No.1251(고종연간)

30.5x64.9

8

國忌板

No.1421(정조연간)

49.8x157

취규루는 경희궁에서 이문원(摛文院)의 남쪽에 있었고, 이문원은 위선당(爲善堂) 남쪽에 위치하였다.

[聚奎樓] 현판의 앞면

<부록 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수교 현판 사진
(2)번/No.1528

(3)번/No.1526

(4)번/No.1532

(5)번/No.1533

[聚奎樓] 현판의 뒷면

규장각 소장 취규루 편액

15  『宮闕志』 『慶熙宮志』 ‘摛文院 在爲善堂南 聚奎樓 卽摛文院南’
16 『내각일력(內閣日曆)』 183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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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회의 일시 : 2012년 8월 31일 (금) 오후2시
3) 자문회의 주요 안건

1. 규격조사

① [규장각학사지서] 현판에서 탈락된 운각의 해결책
② [선원보각] 현판 사각모서리의 의도 분석

1) 상태조사
규장각 소장의 복제본 제작 대상 현판 문화재는 [규장각학사지서], [객래불기], [각신재직대관좌의],

③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상],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현판에서 탈락된 부분의 복제 방법
④ 각 현판별 조각의 형식과 방법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선원보각] 각 1점씩 총 6점의 형태 및 제작

⑤ 서각 탁본시 원본관리 문제

에 사용된 기법과 각 부분별 규격을 조사하였다.

⑥ 뒷면에 추가기록으로 남길 내용
⑦ 사용안료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한 내용

2) 규격실측 원칙
• 규장각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현판 문화재를 실측한다.

4) 회의 결과

• 실측시 현판 문화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용 도구를 사용한다.

① 규장각학사지서 현판에서 탈락된 운각의 해결책

• 실측을 위하여 현판 문화재 실견 시 특히 원본의 관리에 주의한다.

[규장각학사지서]의 탈락된 부분은 동일 수종의 목재를 사용하고 세밀한 실측을 통해 좌우 대칭으로
복제한다.

3) 실측방법
현판 문화재의 현상태에 충실한 복제본을 제작하기 위하여 세밀한 실측을 필요로 하였다. 현판 문화재

② 선원보각 현판 사각모서리의 의도 분석

는 오랜 세월 동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수없이 변형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같은 판재임에도 미세하

[선원보각]의 수직으로 절단된 네 귀퉁이는 그 의도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운각의 제작은 뒤로 미

게 또는 현격하게 두께와 각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 부분마다 화선지를 대고 본을 뜬 다음 사

루고, 복판의 서각작업을 선행 작업으로 하면서 자료를 발췌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다. 운각의 끼움 방

진을 촬영하여 작업시에 참고한다.

법으로 네귀퉁이를 절단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③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상,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현판에서 탈락된 부분의 복제 방법
주련형 현판인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상],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의 하부 연잎 조각이 탈락된
부분도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 복제한다. 중앙 2부분의 못자국으로 보아 직접 못을 박아 부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쇠고리로 대체한다.
④ 각 현판별 조각의 형식과 방법
각자(조각)의 기법으로 [규장각학사지서] 등은 양각, 주련형은 음양각, 뒷면의 세필은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의 형태는 얇은 종이로 탁본하고 사진으로 촬영하여 깊이와 경사도 등을 세밀하게 재현하도록

2.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1) 자문위원 명단
• 김삼대자 (문화재위원)
• 서 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한다. 입체사진 촬영으로 원본의 실측에 충실을 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깊이가 3~4mm에 불과해 효과
는 미미할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⑤ 서각 탁본시 원본관리 문제
각판 모두의 글씨는 원본 관리에 주의하여 건탁본 및 사진작업을 병행할 것이며, 각별히 배자에 유의한
다면 특별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 허우영 (삼성미술관 리움 보존연구실)

220

221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_대체본 II

⑥ 뒷면에 추가기록으로 남길 내용
뒷면에 추가기록으로 복원한 년월일 복원 관련자의 성명 등 기록을 음각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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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 및 건조
수급된 피나무와 소나무를 판재형태로 규격에 맞게 제재하여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반그늘에 세워서
충분한 시간동안 자연건조시킨다. 자연건조 후 습도조절이 용이한 인공건조장에서 건조와 숙성을 반복하

⑦ 사용안료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한 내용

여 함수율 10% 이하로 맞추어 판재의 휨과 뒤틀림을 방지하며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전 조사(경담연구소 실시)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복제제작시에도 동 안료를 사용
하도록 한다. 작업제작 전 샘플링 제작을 통해 검증한 다음, 작업완료 후 분석을 실시하여 원본과 대조 비
교한다. 분석은 공증력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현판용 피나무 원목 현판

복제본 제작용 소나무 원목

4. 작업과정

Ⅳ. 복제본 제작
1. 제작 방법
현판 문화재의 복제본 제작은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하에 작업하였다.
• 목재는 최상급의 국산 피나무와 소나무를 사용한다.(원산지 증명서 제출)
• 현판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 작업 원칙
• 작업 공정상 소목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다.
•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밀하게 실측 및 촬영하여 현판 문화재의 복제본을 제작하고자 했다.
• 현대적 설비 및 기계를 적절히 활용하되, 가급적 손대패 등 전통 수작업 공구를 이용한 원형기법으
로 제작한다.
• 현판 문화재의 규격이 불규칙하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수차례 실측하여 확인하며 복제본 제
작 작업을 진행한다.

• 사전에 상태조사 및 정확한 실측을 통해 복제본 제작 계획을 세운다.
• 계획에 맞는 작업 공정을 세워서 소목작업과 조각작업, 단청작업에 서로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원형과 동일한 수종으로 현판을 제작하고, 동일한 안료로 단청을 칠한다.
• 복제본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 세세한 제작 과정과 절차는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규장각의 승인을 받는다.

2. 목재수급

제재

그늘에서의 자연건조

기존 복원과정에서 밝혀진 바대로 규장각학사지서는 알판만 육송(소나무)이고, 다른 부분은 피나무
를 사용하였는데, 넓은 폭의 피나무 수급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으나 강원도 태백시 대흥임업(대표 : 홍성
호)에서 216才, 영성제제소(대표 : 박계성)에서 125才를 수급 받을 수 있었다. 규장각학사지서의 알판으
로 사용된 소나무 또한 곧고 넓은 판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목재 중에서 가장 흔한 재료임에도 불구하
고 일체의 흠집이 없는 최상의 소나무를 수배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수배 결과 강원도 정선에서
(주)우드테크(대표 : 진미)에서 수급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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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로 소목작업을 마친 후 탁본과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서각작업에 착수한다.
• 서각작업이 완료되면 안료분석을 토대로 원본과 일치하는 밑그림작업부터 시작 하여 단청작업으로
마무리 한다.

[객래불기 도면]

2) 제작 도면
복제본 제작대상인 현판 문화재들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부분이 마모되고, 목재의 특성상 수축과 팽창
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형이 생겨, 복판과 운각에 사용된 판재의 두께 대부분이 차이가 있었다. 그 때문에
운각 등의 접합부 역시 각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기본 치수와 변형된 치수 등을 세밀히 측정하고 평
균적인 치수를 산정하여 복제본 도면을 제작해야 했다
[규장각학사지서 도면]

[선원보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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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분야별 제작 순서 및 제작 과정
1) 소목분야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도면]

(1) 복제대상 현판 문화재 원형

규장각학사지서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도면]
선원보각

객래불기, 각신재직대관좌의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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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 실측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실측하였으며, 원본과 치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
점을 두었다.

재단 후 조임쇠로 휨과 뒤틀림 교정 중인 판재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한 두께 측정

유산지에 각자부분 모사

(4) 실측본의 밑그림작업 후 재단
운각의 판재에 문양이 들어간 현판은 실제 모양을 그대로 옮겨 그려서 재단에 활용하였다.

실측본을 대고
밑그림 작업을 한 판재
운각부분 본뜨기

실톱을 이용하여
밑그림대로 자르는 모습

재단 완료

재단 후 마무리 손사포작업

원본크기 그대로 모조지에 옮겨 그리는 작업

(5) 1차 소목작업 완료
(3) 재단

1차 소목작업으로 판재의 재단을 우선하여 각자 작업에 착수한다. 복제본 제작 대상 현판에 따라 단청

제재된 판재에 각 원본대로 치수를 그려서 재단하고, 재단된 판재는 조임쇠등으로 잡아서 오랜 시간 방

작업 후 조립된 작품도 있어서 단청 작업까지 마친 다음 조립 등 소목을 재작업한다.

치하여 휨이나 뒤틀림을 잡아주었다

원본 치수의 제재된 판재

1차 소목작업을 마친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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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자분야
(1) 탁본
습식 탁본은 원본에 습기 유입 및 훼손의 우려가 있어 배제하고, 대상 현판에 물리적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현판의 서각부분에 비치는 종이를 위에 얹고, 서각의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 그리는 방법으
로 탁본하였다.

일반적인 작업도구

복제본 제작용으로 제작된 작업도구

• 배자를 위한 탁본 결과물을 재단된 복판재에 부착시키고 원본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배자를 정확히
하며 본격적인 각작업에 임하였다.
원본을 탁본하는 모습

탁본 완료

(2) 배자
마름질한 목재에 먹지를 밑에 대고 탁본을 올려 그대로 옮겨 그려서 배자하였다.

원본과 대조하며 서각하는 모습

서각본을 붙여서 작업하는 모습

(4) 조각
복제대상 현판 중에 주련형의 음양각 작품인 [범각신재직비선생무득하청], [수대관문형비무득승당]에
는 상하에 연꽃문양의 조각이 새겨져있다. 이는 서각 작업이 상이하여 조각 전문가인 목영학에게 의뢰하
먹지를 대고 배자하는 모습

배자가 완료된 모습

였다. 조각 또한 원형에 충실하려 노력하였고, 원형이 부식된 부분은 2점의 현판을 비교하여 추정 복제하
였다. 조각 공구로는 평도, 환도, 각도, 망치 등을 사용하였다

(3) 서각
• 배자가 끝나고 검수를 받은 후 각자작업에 착수하였다. 각의 깊이가 일반적인 작업에 비해 얕으므로
각의 깊이를 원본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칼의 각도에 변화를 주고, 칼과 망치 등 작업도구를 소형
으로 제작하고, 견본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후 서각 작업을 하였다.
조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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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청분야

[낙양형 현판]

(1) 대상작품

[모판형 현판]

[주련형 현판]

규장각학사지서

선원보각 (낙양탈락)

(2) 제작방침 : 원형 복원 복제제작
현판은 통상 건물외부에 걸어 두는 것으로 그 만큼 우수 및 자연풍화에 쉽게 노출 되어 채색 층은 물론,
현판의 지지체인 목재의 변형 결손이 심한 경우가 많다. 이번 대상작품인 6점의 현판 역시도 위와 같은 손
상 등이 눈에 띄었으며, 과거의 수리 복원과 일부에서 (특히 백색 글씨부분) 개채(改彩) 및 보채(補彩)의
흔적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현판은 그것이 걸리는 건물의 알맞은 용도와 의미를 담아 제작하지만 재난 방지를 위한 부
적 구실과 같은 용도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권장하는 주의 문구를 담는 용도로 제작하기도 한다.
현판은 그 건물의 간판과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 중에 채색 층이 변색 또는 박
객래불기

각신재직대관좌의

범각신재직비
공사무득하청

수대관문형비
선생무득승당

락하게 되면 개채하여 제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래된 현판은 있어도 과거의 채색층을 그대로 유지한 현판은 현재 매우 보기 드물다. 다행히
이번 복원대상 작품인 규장각 소장 현판 6점과 같은 경우는 일부 개채·보채의 흔적들은 보이나 비교적 원
형이 제작된 당시의 채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원형의 복원 복제본 제작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원형이 추정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 가능한 결손 부위를 최대한 재
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손 부위는 물론 안료와 지지체의 산화로 인한 고색화 현상 등 시간의 간극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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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고 원본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다. 또한 현판이 정보 전달이라는 실용성을 지니는 만큼

(3) 유물 조사

활자의 재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① 현장조사
㉮ 사진촬영*
유물의 현재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남기기 위하여 고화상 촬영을 실시하였다. [규장각학사지서], [객래
불기], 각신재직대관좌의와 같이 4면에 낙양이 달린 곳은 낙양의 경사각에 의한 문양의 왜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낙양의 각도에 맞추어 사진촬영을 각각 실시하였다
석녹의 산화

석청의 산화

연단의 산화

✽ 모서리부분의 가려진 곳과 박락된 곳에서 열화 이전의 색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진촬영
석녹과 석청의 인공 열화 실험을 통한 색의 변화
✽ 원형 복원 제작시에는 제작당시의 원형 색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① 원형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
단순히 학습을 위한 복원 복제가 아닌 원형의 대체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과 동일한 크기 및
동일한 문양으로 제작한다.
② 동재료 및 동기법 재현

우측면 촬영

중앙 촬영

좌측면 촬영

상,하측면 촬영

• 기본적으로 원형에 사용한 재료를 복원 복제품에도 똑같이 제작・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상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붓의 흐름 및 채색 순서에 따라, 또 안료가 올라간 순서에 따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원형과 같은 느낌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한다.

㉯ 현미경촬영
각 현판 부위별・채색별로 세분화하여 현미경촬영을 실시하였다

③ 결손 부위 추정 가필
• 추정이 가능한 결손부위는 가필하여 제작했다.
• 단, 판독이 불가능한 곳에 한해서 유사작품을 참고하거나 규장각과 협의하여 제작 방안을 결정하도
록 한다.
④ 원형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숙지
원형과 관련하여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충실히 연구하여 제작한다.

석청부분 채색

석녹부분 채색

* 아트엔아크 김영태외 2명(2012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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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형상태조사
상태조사는 현장에서 준비한 색조견표 대조 및 육안관찰을 통해 각 유물의 현재 손상유무 확인, 채색 흔
적 관찰, 채색 순서 파악, 개채 및 보수의 개소 확인등 원형 복원복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였다.
㉮ 각신재직대관좌의, 객래불기
㉠ 알판의 형태

박락 부분을 통해 본채색을 하기 전 전체적으로 백색바탕칠
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백색 바탕칠 위에 입자가 고운 석녹
을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 먹으로 윤곽선을 묘사하였다.
그 다음 문양의 외곽 바탕부분만 입자가 굵은 석녹으로 채색
하였다. 안료의 굵기에 따른 색감차이를 이용하여
바탕부분과 문양부분을 나누었다

각신재직대관좌의처럼 백색바탕 초벌칠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석녹을 채색한후 먹으로 윤곽선을 그린다음 문양
외곽 바탕부분에 엷은 청색을 도포하여 문양과 바탕부분을
나누었다. 바탕부분에 사용된 엷은 청색은 안료 고유의 입자
가 보이지 않았으며, 쪽을 사용한 유기안료로 추정된다.

㉯ 법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백색안료의 박락현상이 보이고 박락방지를 위한 수리 흔적
이 보임

흑색 바탕에 활자부분이 백색으로 채색됨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 낙양의 형태
[각신재직대관좌의], [객래불기] 두 현판은 활자내용만 다를 뿐 형태가 거의 흡사하지만 채색 방법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백색 바탕칠의 유무, 안료의 입자 굵기에 따른 색감변화와 문양표현, 무기안
료와 유기안료 사용에 따른 문양표현차이 등 상이한 표현방법들을 관찰할 수 있다.
각신재직대관좌의

객래불기

상단부분에 비하여 하단 부분의 손상이 심한 것은 상단은 처마 바로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단에 비하여 손상이 덜하고 반대로
하단은 자연 풍화나 물리적인 손상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이르기 까지 활자의 백색은 후대에 개채한 것으로 보인다.
하단부분의 연화의 형태는 채색이 거의 사라져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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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부분]

[테두리 부분]

전체적으로 백색 바탕칠을 한 다음 주황색으로 도포하여 마
무리하였다. 유물은 어두운 적갈색으로 보이나 박락된 곳에
서 밝은 주황색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연단에 의한 변색으로
추정된다.

낙양 채색과 동일하게 백색 바탕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채색은 각신재직대관좌의와 같이 연단을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하단 연화에서 적색안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서리 부분의 채색은 백색을 전체 도포한 후 그 위에 적색을
도포 하였다. 표면이 검게 된것은 연단의 산화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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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학사지서

백색바탕에 활자는 다른 현판과는 달리 청색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굵은 입자의 청색 안료를 사용했으며, 채색층의 분상 박락이
진행되고 있다.

흑색바탕에 백색으로 활자를 채색 하였으나 채색 층의 많은 부분이 박락되어 있다.
현판 네 귀퉁이에 ㄱ 자형 홈이 파여 있다.
모서리의 경사각과 못자국을 통하여 낙양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낙양은 유실되고 없는 상태다.

뒷면에 음각으로 글쓴이의 정보와 제작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숭정기원후병자추구월 종부사제조낭원군신 간근서]
崇禎紀元後丙子秋九月 宗簿寺提調朗原君臣 偘謹書>
숭정기원후 병자년 (1696년 추정) 9월 종부사(조선말왕실계보담당관청)의 제조(직책명) 낭원군 이간이 써 올리다.
글씨중 月이 사라진 곳에 충진제로 수리한 흔적이 보인다.
왼쪽으로부터 <단→청→백→녹>순으로 연화문이 그려져 있다. 꽃잎은 모두 3빛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화문 주변엔 당초문으
로 공간을 채웠다. 초벌칠로 백색 안료를 전체 도포하였으며 채색층의 층상박락이 두드러져 보였다.

③ 안료분석
안료분석은 이번 사업에 앞서 실시되었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목재문화재 분석보고서를 참고로
㉱ 선원보각

하였다. (경담연구소)
분석장비는 휴대용 형광X선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Fig.1. P-XRF a-2000

Fig.2. P-XRF 측정 장면

제작 전 샘플제작 및 안료 분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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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시된 유물 안료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샘플링을 제작하고 다시 이 샘플의 안료를 분석 비교하여
복제제작에 사용하였다.
㉮ 분석방법 (형광 X-선 분석기, P-XRF, α-2000, INNOVX)
해당 분석물의 성분과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식 X-선형광분석기(P-XRF)를 이용한 정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사용한 P-XRF 분석기는 Innov-X System사의 휴대용 XRF 분석기(Portable XRF Alyzer)이다.
분석은 합금모드로 30초씩 원자번호 15번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P-XRF 분석은 비파
괴분석으로 유물 표면의 성분분석이 가능하지만, 내부 구성성분에 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안료분석 #3

안료분석 #4

안료분석 #5

안료분석 #6

안료분석 #7

안료분석 #8

㉯ 분석대상
분석위치 13곳과 지지체에 대한 데이터보정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안료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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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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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 분석결과(ppm)
구분

element(ppm)
Ti

Cr

Fe

40710

2

Cu

As

Se

5905

190

132

3505

116

73

6903

707

1335

13755

426

224

8291

696

1318

81025

1562

42

26

121713

848

24

292

4

552

156

5

242

147

969

2313
336

7
14516

8

73

10

256

11

84
1338
924

204

607

2484

355

716

88

6978

244

137

49537

13

47333
85

14

Rb

6

107

12

928

Br

50

9

13

Zn

86

3

6

안료분석 #10

Ni

149

1

안료분석 #9

Co

100

53231

4

Sr

Mo

Hg

Pb

26

918

34681

14

579

23259

114689

27713

1975

105389

111827

28626

29

716

16948

36

201

15861

27

14

33

66345

7496

1043

47061

66

14

26

Cd

260

8

27

54

9

31

43

40

21

4

8

20

24

Bi

192

194

119

3

※ 유물 분석결과 비교
현판 복제본에 사용된 안료는 최대한 유물분석을 기초로 하여 동 안료를 사용하였다.
안료 분석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납이 검출된 것은 바탕칠로 사용된 연백(2PbCO3・Pb(OH)2) 때문
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샘플 시료는 연백을 바탕재료로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샘플
을 제작하였다. 특히 사전에 분석 결과를 보면(참고자료 참고) 백색 안료에 호분(CaCO3), 티탄(TiO2), 아
안료분석 #11

안료분석 #12

연백(ZnO)도 동시에 검출 되었으나 이는 후대의 개채 및 보수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본 복제본 제작
시에는 연백만을 사용하였다.
붉은색의 경우는 크게 3가지로서 적색의 수은주(HgS), 적갈색의 석간주(Fe2O3), 황색의 연단(Pb3O4)이
사용되었다. 작업제작시 수은주는 천연주인 진사 대신 진사와 동일한 수은주인 인공주를 사용하였다. 인공
주는 진사와 함께 수은과 황의 화합물로 기원전부터 사용된 전통안료로 구분된다. 진사는 원석을 잘게 부
수어 안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에 따라 명도와 색도의 차이가 생긴다. 유물에서 보여지는 붉은색
의 입자 크기 대비 붉은색 정도가 인공주을 사용한 것과 유사하여 인공주를 사용하였다. 주황색은 납(연단)
과 수은(주)이 분석결과 나왔으나 표면의 색은 적색보다 황색이 강한 색감을 띄어 제작시 주황색의 연단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주를 혼색
하여 사용하였다. 박락부분에
연단에 의한 선명한 주황색이
보인다. 주와 연단, 석간주와
같은 유사 붉은색을 사용하여

안료분석 #13

242

안료분석 #14

색의 단계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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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미경 촬영

분석결과에 따른 추정 안료

채색의 유무, 채색방법 및 순서의 연구, 안료 입자크기의 파악을 위해 현미경으로 관찰을 실시하였다.

색상

검출 발색원소

적

Pb, As, Hg

석간주(Fe2O3), 연단(Pb3O4), 진사(HgS)

주

Pb, Hg, As

진사(HgS), 연단(Pb3O4)

녹

Cu, As, Pb

공작석[Cu2(CO3)(HO2)]

청

Pb, Cu, Co

석청[Cu3(CO3)2(OH)2], 코발트청(CoAl2O4)

백

추정광물

Ca, Pb

호분(CaCO3), 연백[(2PbCO3)・Pb(OH)2]

Zn, Ti

산화티탄(TiO2), 산화아연(ZnO)

㉮ 각신재직대관좌의

※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목재문화재 분석보고서(경담연구소)

제작시 사용 안료
색상

검출발색원소

추정광물

설명

Pb, As, Hg, Fe

석간주(Fe2O3),
연단(Pb3O4),
진사(HgS)

선명한 적색: 수은주가 발색의 원소인 인공주로 채색함
적갈색: 철이 주성분인 주토 즉, 석간주로 채색함.
백색 바탕재료인 연백위에 채색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납이 검출됨

Pb, Hg, As

연단(Pb3O4),
진사(HgS)

Cu, Pb, As

공작석
[Cu2(CO3)(OH)2]

동의 산화물인 공작석을 채색 안료로 함.

Cu, Pb

남동광
[Cu3(CO3)2(OH)2]

동의 산화물인 남동광을 채색 안료로함.

Pb

연백
[2PbCO3・Pb(OH)2]

납의 산화물인 연백을 채색 안료로 함.

적색

석녹의 낙양부분
입자의 크기에 따른 변화를 안주고 균일하게 도포됨.
흑색으로 보이는 곳은 먹선.

납이 주성분인 연단에 소량의 수은주를 혼색하여
채색함.

주황

바탕의 흑색 부분

글자의 백색 부분

녹색

청색

백색

244

귀퉁이 부분
백색 초벌칠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뒷면 부분
적갈색 안료의 흔적이 있다.
뒷면에 전체적으로 석간주를 도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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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신재직대관좌의

연화문의 석녹부분
흑색으로 보이는 곳은 먹으로 추정된다.

낙양의 석녹 부분
백색의 초벌칠을 관찰 할 수 있다.

적갈색 안료의 흔적이 있다.
뒷면에 전체적으로 석간주를 도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화문의 적색부분
백색초벌바탕칠 위에 연단의 주황색, 적갈색의 석간주, 흑색의 먹 3빛의 채색 과정을 알아 볼 수 있다.

바탕의 흑색 부분

글자의 백색 부분

㉰ 학사지서

연화문의 백색 부분
백색과 주황의 연단을 관찰할 수 있다.

알판의 백색 바탕부분

알판의 글자부분 석청사용

연화문의 석청부분
석청과 백색의 외곽선을 볼 수 있다.

선대의 녹청부분
흑색으로 보이는 곳은 먹으로 추정된다.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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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 복제 제작 과정
(1) 객래불기, 각신재직대관좌의



준비된 목재에 아교포수 후 건조하기

백색 초벌 칠하기

아교포수는 아교액에 일정농도의 백반을 녹인 교반수를 도포하는 것으로, 채색시 지지
체인 나무에 아교액이 더 이상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전처리이다

백색 초벌칠은 각신재직대관좌의에서만 실
시하고 객래불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각신재직대관좌의

알판에 먹 도포 하기

알판에 먹 도포 완료

백색 초벌칠이 끝나고난 후 입자가 고운 백
녹으로 칠한다.

현판조립 후 현장에서 수정 보완

검수과정

객래불기 완성
왼쪽: 원형 복제본, 오른쪽: 원본 유물

각신재직대관좌의 완성
왼쪽: 원형 복제본, 오른쪽: 원본 유물

(2)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작품제작에 앞서 본 유물은 열화에 의한 손상으로 채색 층의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유물과
동일한 유물을 소장중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유물 열람을 신청하여 조사에 착수 하였다.
규장각 소장 유물
글자부분에 백색 연백 칠하기

객래불기

먹선으로 문양 넣기

문양넣기 완료

각신재직대관좌의

먹선으로 문양넣기 완료 후 문양외의 배경 석녹의 입자굵기에 따른 색감의 변화를 살려 문양과 배경을 구분 하였다. 먼저 입자가
에 쪽으로 만든 유기안료로 엷게 채색하여 고운 백녹을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 먹선으로 문양의 윤곽선을 그려 넣고, 다시 입자
문양과 배경을 구분하였다
가 굵은 석녹을 배경에 채색하여 문양엔 백녹, 배경엔 석녹으로 구분하였다.

248

상단의 석녹 부분의 채색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하단 연화부분의 채색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채색의 형태를 가름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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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유물은 개채가 되어 원형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형태나 채색의 방법을 유추할 수 있었다.

조각 완료후의 상태

글자 배경에 먹 도포

250

아교포수

글자부분 완성

연화부분에 연백 초벌칠 하기

유물과 색조견표 대조

박락된 부분에서 유사한 색감 대조

무기물 광물성 안료의 경우 원석을 잘게 부수어 안료
로 만들기 때문에 안료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감의
변화가 생긴다.

원색 →→→→→→→→→→→→→→열화된색
그림 상단의 진한 녹색이 입자가 굵은 석녹이고, 하단은 입
자가 고운 백녹이다. 이와 같이 원석은 같아도 입자의 굵
기에 따라 색감의 변화가 생긴다. 또한 구리가 주성분인 석
녹과 석청은 경년열화하면 어둡게 흑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글자에 백색 연백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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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연잎 부분 완성

하단 연화 부분 완성

백녹 → 석녹 → 먹선 순으로 채색하였다.

연백초벌칠 → 연단 → 수은주 → 연백 윤곽선 순으로 작
업하였다. 가운데 씨 주머니 채색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을 참고로 채색하였다.

석녹으로 당초문 채색

2빛, 3빛 그려 넣기

선대부분 채색

낙양부분 완성부분

(3) 규장각학사지서

준비된 목재에 아교포수 후 투명비닐
위에 문양의 윤곽선 그려 넣기

연백으로 초벌칠을 실시

원본 유물

복제본

백색(연백) →주황(단)→적갈색(석간주)→흑색(먹)
주황은 연단을 주성분으로 하여 소량의 수은주를 첨가 하여 제작 하였다.(이하 동일)

윤곽선을 그려 넣은 다음 연단으로 채색

252

같은 방법으로 석청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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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낙양부분 완성 전체

복제본
백색(연백) → 석청 → 굵은석청 →흑색(먹)
백색(연백) → 주황(연단) → 적갈색(석간주)

원형

복제본

검수 실시

알판 바탕에 연백 도포

백색(연백) → 주황(연단) → 적갈색(석간주)

학사지서 완성
원형

복제본
백색(연백) →석녹→굵은석녹→흑색(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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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정

(4) 선원보각
[선원보각]은 현재 낙양은 존재하지 않고 알판만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이번 사업은 원형복원이라는
방침하에 실시된 것으로 비록 원형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제작자는 원형에 최대한 근접하
게 복원을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원형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고 복원하기 위해 여러 기초자료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선원보각이 제작
된 비슷한 연대의 현판들을 조사하고, 거기서 일정한 유형들을 찾아내어 없어진 낙양 부분을 재현하였다.

선원보각은 조립된 상태에서
채색하였다.

표면에 아교포수 하기

알판 채색하기 먹 바탕에 연백 글씨

글자 채색 완료

[타 기관 소장 선원보각]

고궁박물관 소장
서체 및 형태가 유사하나 외각의 심한 손상으로 명확한 형태추정이 어렵다.

디지털로 문양 복원
선원보각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규장각 현판의 문양을 빌려 재현하는 것으로 한다.

문양 윤곽선 그리기

연백으로 전체 도포 후
순서에 따라 채색하기

강화도 전등사 소장
서체가 유사하나 규장각과는 반대로 백색바탕에 검은색으로 서각부분이 채색되어 있다.
선대가 없는 두리목으로만 제작되어 있다.

선원보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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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소목(조립)

복제본 제작 대상 현판 중에 단청 후 조립된 현판이 있어, 1차 단청 후 소목 재작업을 하여 조립하고 단

2차 소목작업은 주련형 현판은 제외하고 운각과 복판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모판형과 운각형 현판에

청을 마무리 하였다.

이루어졌다.

1차 단청 후 조립 전 운각
2차 소목작업을 마친 규장각학사지서

2차 소목작업을 마친 선원보각

운각을 부착하기 전 복판
2차 소목작업을 마친 객래불기

2차 소목작업으로 조립이 완료된 상태

2차 소목작업으로 조립이 완료된 상태

2차 소목작업을 마친 각신재직대관좌의

견고한 조립을 위해 구멍을 뚫고 못을 이용해 결합하고, 나무못을 이용하여 접합 구멍을 메웠다.
조립은 운각의 위치와 각도가 원본과 동일하도록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만들고, 각도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대상 복제품 운각을 정확하게 잘라냈다.

나무못으로 구멍 메우는 모습

구멍 메워진 모습

도면대로 만든 견본품 견본으로 기계를 맞추고, 잘라낸 대상 현판 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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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완성
1. 奎章閣學士之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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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璿源寶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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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客來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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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閣臣在直戴冠坐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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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凡閣臣在直非公事毋得下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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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雖大官文衡非先生毋得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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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나 벽에 부착하는 현판의 특성상 철물이 부착되기도 하는데 본 사업 대상인 [규장각학사지서], 선
원보각은 고리와 못을 이용하여 거는 형태이고, 나머지 4점은 원형 기둥에 현판을 대고 직접 못을 박는 형
태였다. 그 중에서 규장각학사지서에는 상부의 고리형 철물 2개, 하부의 배못형 철물 2개가 부착되거나 흔

본 현판 문화재 복원 복제본 제작사업은 [규장각학사지서], [선원보각], [객래불기], [각신재직대관좌
의],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의 총 6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판의 규격과 수종은 가로1,941mm, 세로512mm, 두께27mm인 큰 규격의 소나무로 옹이나 흠집이 없
는 좋은 목재여야 했다. 선원보각은 가로1,285mm, 세로432mm, 두께28mm 크기의 피나무로 현실적으로
구하기 쉽지 않은 목재들이었다.

적이 남겨져 있었다. 이를 참고하고 복제본의 용도를 감안하여 직접 못을 박는 등의 방식은 제외시키고 벽
에 거는 방식의 철물 형태인 정고리형으로 장석 기능전승자 양현승에게 발주하여 무쇠를 재료로사용하여
남아있는 철물의 원형대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소목, 서각, 단청의 3개 분야의 전문가의 협동작업이라 장소의 이동, 규장각 지하작업장에서 원본과 대
조하며 하는 작업 등 시간분배와 능률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각 분야 선생님들의 유기적 협조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상을 통해 목재를 수배하였으나 대부분 규격이 미달되거나 옹이가 있는 등 현판

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오래된 유물의 복제본의 제작이라는 사업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소를

제작에 부적합한 목재였다. 지리산, 태백산 등 전국의 벌목장과 목재소를 헤매던 중 소나무는 강원도 정선

가진 어려운 사업이었으나 그러기에 더욱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작

에서, 피나무는 태백에서 발견하였고, 제재 후 대권공예 사내 건조장에서 숙성과 인공건조를 반복하여 균

업이었다.

열과 뒤틀림을 줄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다행히 특별한 문제없이 건조과정을 마치고 1차 가공으로 치
수에 여유를 남긴 후 1개월간 숙성과정을 거쳐 변형 가능성을 줄이고서 2차 가공을 하였다.
원본의 실측과 탁본은 최대한 원본에 충실한 복제본 제작을 위해 실측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확
인하고, 복판재와 운각재의 재단과 판재 가공 작업을 정밀하게 진행하였다. 소목작업을 먼저 마친 [객래불
기], 각신재직대관좌의는 2012년 10월 15일에 각자장에게 인계하였고, 서각작업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2
차, 3차 검수 인계하였다.
서각의 탁본작업은 비치는 종이에 원본을 대고, 원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원본의 글자 윤곽
을 그리고, 다시 육안으로 글자체를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복판재에 정확한 배자를 위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마련된 지하작업장에서 탁본 결과물을 가지고 원
본을 옆에 두고 보면서 원본의 글자와 획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대조하며 배자하였다.
각자의 깊이를 원본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수차례 견본품을 제작한 후 최대한 근사치를 만든 다음 본
격적인 서각작업을 시작하였다.
서각작업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모판형 현판인 객래불기와 각신재직대관좌의의 양각
을 마치고,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주련형 현판인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범각신재
직비공사무득하청의 음양각을 마쳤다.
복제본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자문회의, 고궁박물관 견학 등 제작에 앞서 자료 등을 통한 고증을 중시
했다. 선원보각의 운각 형태는 문헌과 기록으로는 고증이 불가능하여 2012년 12월 8일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선원보각을 답사하여 실측하고, 자문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서각작업이 끝난
[객래불기], [각신재직대관좌의], [수대관문형비선생무득승당], 범각신재직비공사무득하청은 단청을 위해
단청장에게 인계되어 원본의 기법대로 복판과 운각이 분리된 상태에서 단청작업을 진행하였다.
선원보각의 운각 형식은 16세기 경복궁의 현판의 양식인 규장각현판, 규장각학사지서처럼 좌우상부
운각 형태로 복원 하기로 하였다. 1차 부분 단청이 끝나고 2012년 12월28일 원형대로 조립을 완료하였고,
2013년 1월 4일 규장각 지하작업장에서 원본과 비교하며 수차례의 검수작업과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검
수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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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첨부자료
1. 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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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청부분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목재문화재 분석보고서(경담연구소)

[취규루 현판]

[수교 현판 2-1]

Fig 7. 취규루 현판 분석위치

[수교 현판 1-1]

Fig 10. 수교현판 2-1 분석위치

[수교 현판 2-2]

Fig 8. 수교현판 1-1 분석위치

[수교 현판 1-2]

[수교 현판 3]

Fig 9. 수교현판 1-2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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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수교 현판 2-2 분석위치

Fig 12. 수교현판 3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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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현판 1-2 #1에서 녹색 기여 원소는 Cu로 공작석으로 추정된다. #2는 흰색으로 근대 안료인 TiO2,
ZnO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근대이후 덧칠했음을 알 수 있다.

1) 규장각학사지서
적색 부분은 #1, 2, 6, 8, 11에서 나타난다. 검출 원소는 Fe, As, Pb, Hg이 있다. #1에서 Fe의 기여도가 높

수교현판 2-1과 2-2는 같은 형태로 색상의 분포가 일치한다. #1은 붉은색으로 Fe와 Hg가 확인되며 이

게 나오는 것은 석간주(石間硃Fe2O3) 사용가능성을 보여준다. #2의 색상에 대한 기여 원소는 Hg, Pb, As

는 각각 석간주(Fe2O3)와 진사(HgS)로 추정된다. #2에서 녹색의 Cu가 주요색상 기여 원소로 확인되며 공

로 붉은색의 진사(cinnabarm, HgS)와 연단(minium, Pb3O4)에 석황(As2S3)을 혼합하여 조색한 것으로 추

작석으로 추정된다.

정된다.
백색은 #3과 서체의 여백인 #10에서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되므로 연백(white lead, 2PbCO3Pb(OH2))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유물에 사용된 안료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일 가능성이 높다. #4의 청색은 Cu와 Pb가 색상 기여 원소로 나타난다.
녹색은 #5에서 다량의 Pb와 소량의 Co가 확인되며, #7에서는 Cu가 주요 발색 원소로 확인된다. Co와
Cu는 모두 청록색 계열의 원소이며 Pb를 주재료로 하는 연백과 조색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분석결과에 따른 추정 안료
색상

검출 발색원소

추정광물

적

Pb, As, Hg

석간주(Fe2O3), 연단(Pb3O4), 진사(HgS)

주

Pb, Hg, As

진사 (HgS), 연단(Pb3O4)

녹

Cu, As, Pb

공작석[Cu2(CO3)(OH)2]

현판 틀의 적색 바탕(#1, #2)은 Pb함량이 높아 연단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녹색을 띄는 #3에서는 다량

청

Pb, Cu, Co

석청[Cu3(CO3)2(OH)2], 코발트 청(CoAl2O4)

의 Cu와 소량의 Pb가 주요 색상 기여 원소로 공작석(malachite, Cu2(CO3))(OH2))등의 녹색안료에 흰색(연

백

Ca, Pb

호분(CaCO3), 연백[2PbCO3· Pn(OH)2]

Zn, Ti

산화티탄(TiO2), 산화아연(ZnO)

2) 취규루

백)으로 조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의 하늘색에서는 소량의 Co가 확인된다.
백색안료는 #5와 #6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에서는 Pb가 높게 나와 연백이 확실시되지만 #6
의 현판 서체의 여백에서 근대 이후의 백색 안료인 Ti와 Zn이 확인되어 덧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결과를 종합하면 의뢰 대상 현판류에서 보이는 단청은 대부분 전통 안료를 사용한 채색이지만
[규장각학사지서] 현판을 제외한 취규루, 수교현판 1, 2, 3의 백색 바탕 및 서체는 근대 이후 덧칠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수교현판 3의 좌측 하부 장식에 보이는 채색에서도 현대 안료의성분이 검출되므로 이는

3) 수교현판
서체의 백색 안료(1-1의 #4, 1-2의 #2, 2-1의 #6, 2-2의 #5, 3의 #16)에서 Zn과 Ti이 검출되었다.
밑바탕은 연백과 호분(CaCO3)을 사용하여 채색되었으나 근대 이후 백색안료를 덧칠한 흔적으로 볼 수

근래에 보수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티타늄이 발색 원소인 산화티탄(TiO2)은 산화지당이라고도 하며 사용된 시기가 1920년대이후이다17 아
연(Zn) 또한 산화아연(ZnO)로서 1900년대 중반부터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였다.18

있다. 수교현판 3의 좌측하대장식에서 적색(3의 #4) 및 백색(3의 #5)을 측정한 결과, 높은 수치의 Ti이 검
출되었다. 적색 및 백색 안료를 현대의 안료인 산화티탄(TiO2)을 사용하여 새로이 덧칠한것으로 확인된다.
수교현판 1-1의 #1, #2의 운문에는 보통 백색을 이용하지만 대상 자료에서 녹색 및 청색(Cu) 계열이 운
문 전체에 채색되어 있다. #3의 붉은색 안료는 진사(HgS)로 추정된다.

17 정종미, 『우리그림의 색과칠』, 학고재, 2001, p.54.
18 Nicholas Eastaugh 외 3인, Pigment Compendium - A Dictionary of Historical Pigment, Elsevier, 2004, p.406.

272

273

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_대체본 II

제3 장_현판 문화재 복원 복제본 제작

4. 채색안료 성분분석 결과

Table 3. 고대 및 현대에 사용되는 안료
색상

시대

고대
적색

현대

안료명

화학식

화학식명

광물명

석간주

Fe2O3

Iron Oxide

Hematite

장단

Pb3O4

Lead Oxide

Minium Red Lead

진사

HgS

Mercury Sulfide

Cinnabar

석간주

Fe2O3

Iron Oxide

Hematite

장단

Pb3O4

Lead Oxide

Minium Red Lead

공작석

CuCO3・Cu(OH)2

Copper Carbonate
Hydroxide

Malachite

남동광

2CuCO3・Cu(OH)2

Copper Carbonate
Hydroxide

Azulite

뇌록석

K(Mg, Fe, Al)2(Si, Al)4
O10(OH)2

Potassium Magnesium
Iron Aluminum Silicate
Hydroxide

Celadonite

염화동

CuCI(OH)3

Copper Chloride Hydroxide

Atacamite
Paratacamite
Botallackite

산화크롬녹

Cr2O3

Chromium Oxide

Chrome green

화록청

C2H3As3Cu2O5

Copper Acetate Arsenate

Emerald green

황토

FeO(OH)・nH2O

Iron Oxide Hydroxide
Hydrate

Iron Oxide yellow

석황

As2S3

Arsenic Sulfide

Orpiment

밀타승

PbO

Lead monoxide

Massicot

K

17903

2658

Crocoite Chrome
yellow

Ca

14429

1856

240

422

Cr

173

47

15

58

39

Mn

2855

295

106

439

254

Fe

77699

1244

675

2270

4271

426

9733

고대
녹색

현대

고대
황색

현대

고대

PbCrO4

Lead Chromium Oxide

호분

CaCO3

Calcium Carbonate

연백

PbCO3・Pb(OH)2

Lead Carbonate Hydroxide

Calcite

1. 규장각학사지서 현판

Fig. 1 분석위치 1

Fig. 2 분석위치 2

Fig. 3 분석위치 3

Fig. 4 분석위치 4

#1

#2

#3

#4

#5

S

289634

572838

256927

488791

115342

CI

81453

42008

21902

44600

15920

1919

4720

12312

1489

3264

5049

Ti

Co

백색

천연산백토
현대

흑색

황연

기타

고대
현대

Aluminium Silicate 계열

Ni
Cu

산화지당

TiO2

Titanium dioxide

Rutile, Anatase

야연화

ZnO

Zinc oxide

Zinc White

먹

C

Carbon

Carbon Black

흑색산화물
먹

Carbon

973
572

1125

123

26239

1078

As

5767

11015

3672

7309

7648

Se

179

484

141

234

156

Rb

83

388

79

135

110

Mo

33

43

31

32

35

173

294

Zn

Br

Fe or Cu의 산화물
C

380

Carbon Black

Sn
Ba
Hg

841

17114

628

1021

736

Pb

50495

71919

21622

53971

27368

Bi

274

121

124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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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교현판 1-1

Table 2. 규장각학사지서 분석결과(#6~#11) (단위 : ppm)
#6

#7

#8

#9

#10

#11

S

180866

28081

358121

95375

45994

488759

CI

15136

5269

31048

8197

5276

35930

K

3858

5359

3002

9607

1208

2078

Ca

1390

3545

982

880

205159

2111

Ti

682

876

329

534

324

32

35

11

34

Cr
Mn

107

149

247

100

155

242

Fe

1202

2340

3129

1952

1907

1157

Co

1302

313

286

Ni

138

Cu

175

Zn

31764

177

382

As

3099

361

5326

2472

3984

9713

Se

103

10

192

73

125

295

96

64

49

138

39

47

62

Br

Fig. 6 수교현판 1-1 분석위치

31

Rb

76

14

Mo

33

29

Sn
Ba

195

Hg

519

Pb

18878

1685

136

684

Table 4. 수교현판 1-1 (단위 : ppm)
#1

#2

#3

#4

#5

307

S

113132

71973

607037

71905

14041

97

CI

12267

9953

53318

6059

3538

K

3989

9924

4541

919

5104

Ca

3633

5575

4347

31701

14797

Ti

454

306

666

22922

802

1463

387

535

1507

34260

11234

45821

76473

Cr

29

21

51

Mn

360

426

35

66

174

Fe

1776

3798

2634

893

3370

32621

26
18

Co

1639

Ni

1753

Cu

34952

11098

549

Zn
As

2445

3410

10241

547

Se

87

81

392

21

49

59

241

15

30

36

32

32

156

144

147

Br
Rb

65

Sr
Mo

21

Cd
Ba

276

23

326

Au

6

Hg

501

338

11088

Pb

15840

12729

79071

Bi

164

3718

58
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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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교현판 2-1

4. 수교현판 2-2

Fig. 9 수교현판 2-2 분석위치

Fig. 6 수교현판 2-1 분석위치

Table 6. 수교현판 2-1 (단위 : ppm)
#1

#2

#3

#4

Table 7. 수교현판 2-2 (단위 : ppm)
#5

P

271308

S

873015

74791

60690

1951

209908

CI

55200

24963

115180

3390

14936

3950

#6

17551

204000

60691

S

601471

5407

Cl

40720

#2

#3

#4

#5

29715

30158

64267

64740

21130

60269

5212

4433

3665

874

K

8832

5077

12547

3679

1164

34675

23755

Ca

17709

7512

8005

3956

29843

23165

22557

514

27334

K

6311

7069

7209

Ca

6996

8751

14552

Ti

688

Cr

89

47

158

21

29

Cr

111

Mn

614

234

399

278

150

Mn

704

182

535

51

35

950

Fe

7287

3898

10851

658

293

Cu

2272

36511

105284

155

105

238

786

644

30

32

71

38

22

16

16

12

23

17

Ti

Fe

3652

Co

1043

Cu

1816

46676

Zn

2239

2791

As

22265

771

Se

1623

17

3099

16

Br
Rb

4092

85

4850
177271
283
106

114

95

34

351

88

Zn

3044

2235

31846

As

29050

598

3245

530

Se

2174

106

18

Br

83

Rb

153

Mo

30

205

32

969

Au
Hg

333070

129

Pb

131097

4874

1334

59

332

529

39687

16
112

3906

26638

110

13

Sr

48

422
388

98

46095

17
19

Sn
Ba

441

8

Sr
Mo

278

#1
P

66

Sn

27
310

Ba

295

Hg

375993

Pb

167796

258

507
167

3475

938

4050

5242

4564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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