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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자료는 조선시대 국왕과 정부 각 기관의 행정 기록을 비롯하여 왕실 도서관이 소

장하고 있던 고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

사적 경험을 오늘날에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한지)로 되어 있어서 열람, 이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가능하면 손상을 예방하거나 손상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손상 자료의 수리 복원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 정보 재생산

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세부 사업 각각에 보존처리사・한지장・수직장・전통먹장・염색장・

매듭장・모사공・서각장・소목장・두석장・칠장 등 분야별 장인들을 참여시켜 전통 재료와 기

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기술 분야 이외에도 보존과학・서지학・역사학

・동양화・미술사학・화학・제지공학・섬유공학 등 여러 관련 학문 분야의 전공자를 참여하도

록 하여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규장각 문화재보존수리사업보고서는 수리복원・보존처리, 대체본, 모사본, 보존

환경 제어, 보존 연구 등 5개 분야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에 1권씩 

총 5권의 결과 보고서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세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기술과 재료를 포함한 작업의 내용, 참여 인력 등이 낱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통 기술을 매뉴얼 화하여 종이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존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 정보 재생산을 통한 자료의 보존관리가 최선의 한국

학 연구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자랑스러운 우리 종이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신 사업자 측 참여 인력, 실무를 담

당해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연구부 구성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모든 관계자 여러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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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

Ⅰ. 사업개요

본 사업은 규장각 소장 고지도 <요계관방지도遼薊關防地圖>의 모사도를 제작하여 유일본 문화재의 보

존을 기함과 동시에 전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유실된 지명과 화도 등을 

연구하고, 유물에 사용된 전통 회화 기법과 재료 등을 연구하여 지리학적, 회화사적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가 주관하였다. 

1. 사업개요

번호 자료명 제작 연대 형태
규격(cm)

재질 비고
전체 그림(각 폭)

1
遼薊關防地圖

(古大 4709-91)
肅宗 32年

(1706)
10폭 병풍 245 × 675

144.3 × 66.7, 
10폭

비단
- 부분훼손

- 보물1542호

합계 1점

•사업명 : 2016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사업 

•발주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업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사업기간 : 2016년 4월 7일 ~ 2017년 1월 20일

•사업내용 : 유물 원래의 형태로 모사도 제작

          전통 방식과 재료를 사용

          유물 실물 및 관련 문헌 조사 병행, 자문위원회 개최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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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2.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교육 및 후진양성

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고

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태조어진太祖御眞> 모사도 제작 사업을 주관하였다. 학술회의, 세미나, 전시

회, 집담회 등을 개최하여 모사도 제작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를 기반으로 유물에 가장 근접

한 모사도를 제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대학 동양화과 중심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각 전공별 전문가들과의 융합연구를 도모하고 있다.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

행정실

조형연구소장

부소장

교육부기획부

전시기획실 우석홀학과별 연구사업실

최고위과정교육실예술환경 

연구사업실

평생교육실

운영위원회

한국미술연구센터

창의인성개발센터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센터장 

교수 김형숙

도서자료실

기록관리실

책임연구원 차동하

연구원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

	 박주영

	 송지현

	 안소윤

	 양수연

	 이혜경

	 허승희

보조연구원 강유진

		 김지수

	 이지선

	 최현주

2)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 및 인원 현황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차동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2015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모사 

 2013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 외 다수 참여

연구원

이광수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5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2014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2013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2011 국보 249호 동궐도 모사 

2007 국보 249호 동궐도 모사 외 다수 모사

정두희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 경북대, 영남대, 한성대 강사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5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2014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2014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2009 국보 제317호 태조어진 청포본 모사

2007 보물 제1491호 연잉군 초상 모사 외 다수 모사

이승우

한세대학교 초빙교수/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임서 참여

2015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임서 참여

2014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임서 외 다수 참여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9회 대한민국서예한마당 휘호대회 심사위원역임

박주영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5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자료 모사 외 다수 참여

송지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5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모사 외 다수 참여

안소윤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수료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5 고궁박물관 회화자료 모사 외 다수 참여

양수연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박사과정 재학

2013-201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체모사연구원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5 고궁박물관 회화자료 모사 외 다수 참여

이혜경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2015 고궁박물관 회화자료 모사 외 다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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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연구원 허승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체모사연구원

2014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 외 다수 참여

보조연구원

김지수 동경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과정 졸업

강유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재학

이지선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최현주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재학

조형연구소 행정 김용녀 사업 계약 및 완료 등 행정 담당

3) 협력업체

협력업체 작업내용

 (주)에이팩스컴즈  모사도 촬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섬유복원연구소  바탕 비단 제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안료분석

 장황문화재연구소  장황

다해미디어 보고서 출력

4) 자문위원

자문위원 소 속 / 전공분야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 고지도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 안료분석, 장황

김종태 고전번역원 / 한문

차병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장황

3. 제작 환경

1) 제작 공간 세부사항

(1) 모사연구실 1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4동 404호

① 면적 : 60㎡

② 기기 : 비디오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등

(2) 모사연구실 2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210호

① 면적 : 40㎡

② 특징 : 마룻바닥 설치, 각종 안료, 모사도구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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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지제작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2호

① 면적 : 50㎡

② 기기 : 한지제작 관련 기기, 비터, 건조대, 쌍발 및 외발

③ 특징 : 미술작품과 관련된 종이 직접 제작, 전통종이 재현 연구

(4) 문향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1호

① 면적 : 83.25㎡

② 기기 : 서예, 전각 및 수묵화 관련 일체

(5) 장황실습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1동 309호

① 면적 : 40㎡

② 기기 : 장황 관련 일체

(6) 세미나 및 전통회화갤러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5호, spac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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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기자재 :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재료장,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등

(1) 고해상도 현미경 

① 모델명 : IMS-M-345, SOMETECH, Korea

② 활용 : 유물 바탕재의 재질, 구조 파악, 안료 분석

(2) 라이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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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 2대의 라이트 테이블 보유

(3) 촬영기기

① 모델명 : Canon Mark 3

② 활용 : 유물 실견 시에 디테일한 이미지를 촬영하여 모사본 제작에 참고

3) 재료 : 천연석채, 유기안료, 붓, 종이 등 모사 제작 재료 일체

(1) 천연석채 및 무기·유기안료 

②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산지의 안료 구입

③ 석채, 봉채, 안채, 편채 등 다양한 형태의 안료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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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 벼루, 아교

① 먹 : 송연먹, 유연먹 등 

② 벼루 : 단계연

③ 아교 : 우교(뼈), 우교(가죽), 토교 등 완비

 

(3) 붓, 종이, 비단

① 붓 : 선붓, 채색필, 세필, 연필連筆 등 용도에 따른 붓 완비

② 종이, 비단 : 각 재질과 두께, 직조 구조별로 다양하게 보유

 

4. 모사도 제작기간 및 작업 공정

        일정

 
업무

구분

4 5 6 7 8 9 10 11 12 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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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조사

규격

실측
서울대

미술품

보존

연구센터
상태

조사

촬영

출력

유물 

촬영

및 

출력

규장각/

서울대

미술품

보존

연구센터

안료

분석

안료

분석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비단
비단

직조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유물

조사

역사,

회화적

연구

서울대

미술품

보존

연구센터

모

사

도

제

작

초본

제작
서울대

미술품

보존

연구센터

정본

제작

자문

회의

장황 장황

장황

문화재

연구소

품질

관리

시찰 

및 

검수

규장각

보고서 
서울대

미술품

보존

연구

센터
납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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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사도 제작 원칙

고지도 및 회화자료 모사도 제작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모사도 제작은 최대한 유물 원래의 형태로 제작하는 원형모사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 작업방향은 규장각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한다. 

-  바탕 재질, 안료 등 최대한 유물과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모든 사용 재료, 도구 등은 

규장각과 협의 후 사용한다. 

- 유물의 원래 크기 및 형태, 보관 당시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모든 제작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긴다. 

예비조사

기초자료 분석

모사방침의 

결정

실제 유물과의 

비교검토 및 

모사도 완성

장황 및 

장식 제작

최대한 유물과 

동일한 바탕재 및

안료 선택,

모사 작업

� �

� �

모사도의 제작 방향

Ⅱ. 모사 대상작 연구

1. <요계관방지도>의 제작 경위와 역사적 의의1

<요계관방지도>, 비단에 수묵채색, 144.3 x 66.7cm(그림), 245 x 675cm(전체), 1706년 

<요계관방지도遼薊關防地圖>는 1706년(숙종 32)에 이이명李頤命(1658~1722)이 제작한 10폭의 군사지

도이다. 지도 1폭의 크기는 세로 144cm 가로 64.4~66.4cm이며, 지도 전체를 펼치면 세로 245cm 

가로 675cm의 대형 병풍지도가 된다. 비단에 그린 채색필사본 지도로, 2008년에 보물 제1542호

로 지정되었다. ‘요계遼薊’는 요동과 북경지방을 가리키므로, 이 지도는 조선의 북부부터 중국 북경의  

계薊 지방까지의 지역의 환경, 교통로, 군사시설의 배치를 그린 관방지도이다. 이 지도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이 명확한 점, 현존하는 최고의 상세하고 정교한 군사지도이며, 18세기 초 청나라와의 

국경문제와 만주일대의 지역정세를 보여주면서 18세기 이후 제작되는 조선의 풍부한 관방지도의 효

시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도이다. 또한 10폭 병풍의 대형 화면에 펼쳐진 치밀한 구성력

과 세련된 필묘筆妙, 청록산수기법으로 표현된 산악의 장식적인 효과 등 회화성이 뛰어난 지도로 평가

받고 있다.

이이명은 1705년 4월에 청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뒤 북경에서 구입한 『주승필람籌勝必覽』과, <산동해

방지도山東海防地圖>의 모사본을 숙종에게 올렸다. 『주승필람』은 명나라 말 직방랑 벼슬을 한 선극근仙克

謹이 저술한 국방지리관계 책이었다. <산동해방지도>는 청나라에서 유출을 금지시킨 기밀지도여서 

이이명이 수행한 화원을 시켜 현지에서 몰래 베껴온 지도였다. 숙종은 두 지도를 합하여 새로운 지도

1_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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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이이명은 『주승필람』에 포함된 <요계관방도>, 중국에서 모사한 <산동해방

지도>, 그리고 『성경지盛京志』의 <오라지방도烏喇地方圖>, 조선에서 제작한 <서북강해변계도西北江海邊界圖> 

<항해공로도航海貢路圖> 등을 참고하여 1706년 1월에 <요계관방지도>를 완성해 숙종에게 바쳤다. <요

계관방지도>는 어람용으로 제작되어 비단에 그렸으며, 중국만이 아니라 만주지역과 조선의 서북지

역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지도였다. 

17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청나라의 백두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양국의 국경문제로 확대

되고 있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는 점차 국력을 강화시켰다. 이제 오랑캐

가 아니라 중국의 주인이 된 강력한 청나라와 전면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의 위기의식은 서북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발을 촉진시켰다. 특히 서북지역의 중심이 되는 백두산은 조선과 조선인이 국

가의 뿌리가 되는 조종산祖宗山으로 숭앙하는 특별한 산이었다. 조선에서 신성시하는 백두산을 청나

라 역시 자신들의 건국의 발상지로 중시하고, 성역화해 나갔다. 청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2백

리를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설정하고 거주와 진입을 금지시켰으며, 국경성의 일종인 유조변을 확장시켰

다. 특히 1677년에 청나라 성조聖祖는 장백산長白山(중국쪽에서 백두산을 부르는 명칭)이 청나라 조종

발상祖宗發祥의 땅이라 하여 가서 살펴오도록 하였으며, 1678년에는 장백산신長白山神을 봉하고 오악五嶽

과 동일하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1644년에는 조선 인민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거나 벌

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선 국왕에게 이첩해서 엄히 금지토록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 

주민들이 서로의 국경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과 청의 주요 외

교 문제가 되었다. 

청과의 위기의식 속에서 조선은 청나라의 발상지인 만주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

했다. 사신으로 북경에 간 이이명이 청나라 지도 구입에 힘을 쓰고, 지도를 몰래 모사해 온 것도 이

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과 청국 양측에서 보인 백두산에 대한 관심과 국경 획정 문제

는 이 일대의 지도 제작을 활발하게 하였다. 청나라는 17세기 후반부터 조선 북방 지역의 지형 조사

를 시도하였다. 1679년(숙종 5) 경원 개시를 위하여 온 청의 차사원差使員이 평안도, 함경도 일대가 자

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으며(『숙종실록』, 숙종 5년 12월 계유. 12월 

갑술), 1691년(숙종 17)에는 청에서 사신을 보내 압록강 상류와 백두산 일대를 살피겠다고 통고하였

다. 1713년(숙종 39)에도 조선에 온 사신은 백두산의 물줄기와 산맥의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기 

위해 조선의 지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숙종실록』, 숙종 39년 윤5월 계유. 6월 정축).

조선이 중국의 지도와 지리지 수집에 기울인 노력은 중국에 비하여 더욱 컸다. 1677년(숙종 3)에 

청에 갔던 동지사 일행이 사 오던 지도를 적발당하여 외교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에 남구만

南九萬은 중국의 『성경지盛京志』에 수록된 <여지전도輿地全圖>가 작고 세밀하지 않다 하여 그것을 확대하

고 경위선을 넣어 그린 〈성경여지도盛京輿地圖〉를 바쳤다.

<요계관방지도>를 완성하고 바친 이이명의 차자를 『숙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했다.

우참찬(右參贊) 이이명(李頤命)이 요계관방도(遼薊關防圖)를 드리고 인하여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위의 요계 관방도는 

신이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나갔을 때에 사서 가져온 것인데, 명(明)나라의 직방랑(職方郞) 선극근(仙克謹)이 저작한 것으

로, 승산(勝算)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보아야 할 책입니다. 신이 이미 옮겨 써서 올리라는 명을 받들고, 또 청인(淸人)이 편

찬한 성경지(盛京志)에 기재되어 있는 오라지방도(烏喇地方圖) 및 우리나라의 지난날 항해로 조공을 바치던 길과, 서북(西

北)의 강과 바닷가가 경계를 취하여 합쳐 하나의 지도를 이루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가 서북쪽은 요동(遼東)과 계구(薊丘)

로 통하고, 북쪽은 야인(野人)과 가까우며 서쪽으로는 발해(渤海)에 이어졌으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만 요계관방(遼薊關

防)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지세(地勢)가 서로 연하여 붙었으므로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으니, 이와 같지 않으면 강

장(疆場)의 대세를 분변하여 풍한(風寒)의 있는 바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상고하건대, 당·송(唐宋) 이후로 호이(胡夷)가 중화(中華)를 어지럽힌 것이 동북에서 많이 일어나, 유주(幽州)·

연주(燕州)의 한 방면이 먼저 할거를 당하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정정(定鼎)할 때에 대체로 변방을 억눌러 단속한 것이 진(秦)

나라 만리장성(萬里長城)보다 열 배나 웅장하고 견고했으니, 창업의 웅대한 계획은 이 지도를 상고하면 역시 볼 수가 있습

니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민심이 부극하는 데에 원한이 쌓여지고, 큰 근심은 마침내 이웃을 속이게까지 되어서, 지난날의 중

관(重關)과 거방(巨防)이 이제 이미 죄다 쓸어버린 듯이 부서졌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으면서도 변방의 경계

는 넓고 멀어서, 서북(西北) 변방 사람이 날마다 활줄을 당겨 살촉을 쏘는 군사와 더불어 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하는

데, 연해의 요충지임에도 역시 누구냐고 힐문하는 일이 없으며, 산동(山東)의 사람은 가깝게 동쪽으로 해서(海西)에서 고기

잡이를 하니, 지금은 비록 눈앞에 일시 편안하다 하더라도 참으로 이른바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신이 연경(燕京)을 왕래할 때에 가만히 청인(淸人)을 보건대, 내외의 성채(城砦)는 수축하지 않고 다만 심양(瀋陽)과 

영고탑(寧古塔)에서는 성담을 증축하며 재물을 저축하고 있으니, 의심컨대, 또한 스스로 백년의 운기를 기대하지 않고 항상 

수구영굴(首丘營窟)하는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듣건대, 국경 밖의 여러 추장은 종락(種落)이 날로 번성하여 청인

이 해마다 금과 비단을 수송하는 것이 거의 억만으로 계산한다고 하니, 또 어찌 아골타(阿骨打)와 철목진(鐵木眞)의 무리가 

오늘날에 나지 않아서, 저들이 마침내는 영고탑과 심양으로 돌아가게 될 줄을 알겠습니까? 승국(勝國)이 여진(女眞)이나 몽

고(蒙古)에게 두 번이나 괴로움을 당한 것이 사세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 어찌 이러한 염려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또 지

난일로 말한다면, 중국에서 불화가 생기면 진·한(秦漢)과 수·당(隋唐)이 혹은 땅을 빼앗아 군(郡)을 두고 혹은 물이나 육지

에서 번갈아 공격하기도 했으며, 간웅이 혼란을 이용하면 위만(衞滿)과 공손강(公孫康) 같은 무리가 속여 취하여 몰래 점거

하기도 하였고, 이적(夷狄)이 세력을 믿고 침범하면 승국이 오늘과 같이 이러할 뿐이었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은 ‘별의 분

야(分野)가 연경(燕京)과 같이 분산되었으므로, 문득 화란을 같이 당할 것이다.’ 하고 혹은 ‘국경이 서로 연결되어 지세가 그

렇게 된 것이다’고 하니, 그렇다면 변란이 닥쳐오는 것은 진실로 도피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듯하고, 또 천하의 힘으로서도 마

침내 성전(腥膻)의 치욕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 또한 약소한 국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우리 효종(孝宗)께서

는 경약한 형세를 돌보지 않고 분개하시어 일방에 대의를 밝히셨으니, 그 준예를 널리 불러서 함께 수양의 계책을 도모하였

던 까닭은, 재물이 흩어져야만 백성이 모인다는 것으로써 선무를 삼지 않을 수 없었으니, 비록 큰 훈업이 성취되지는 않았

으나 영원히 천하 만세에 알릴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신이 심양을 지나다가 성조(聖祖)께서 엄휼하시던 괴로움을 생각하

고, 지극한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는 전교를 외우며 세 번 되풀이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나라 형편

이 날로 약해지고 세상의 도의는 날로 저하되어, 거공(車攻)·길일(吉日)의 뜻을 이미 들을 수 없고, 비풍(匪風)ㆍ하천(下泉)의 

생각도 또한 점차로 잊어져 갑니다. 유독 성명(聖明)께서는 세월이 거듭 돌아옴을 느끼시고 향화(香火)에 깊은 정성을 나타

내시니, 아! 슬픕니다. 지금 신이 이 도(圖)를 올리는 것은 감히 천하가 액색(阨塞)함을 알아서 장차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아니요, 또한 국력을 다하여 변방에 전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변계(邊界)의 지키기 어

려운 것과 관방(關防)의 믿을 수 없는 것을 깊이 살피셔서, 환난을 염려하기를 항상 강구(强寇)가 국경을 억압하는 것과 같

이 여겨, 공검하고 절약해서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수족이나 두목의 의리가 있는 줄 알게 하

며, 선왕이 다하지 못한 지사(志事)를 추구하고 명나라 말년의 복철(覆轍)을 경계로 삼으신다면, 국가의 매우 다행한 일이겠

습니다.”(『숙종실록』, 숙종 32년 병술(1706), 1월 12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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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는 국방지역을 그린 군사지도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에 조선은 국경을 끼고 있는 

관서(평안도)와 관북(함경도)만 그려져 있다. 중국의 경우 동쪽은 흑룡강부터 서쪽은 산해관山海關을 

지나 남당아안南塘雅安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며, 그 사이의 성책과 만리장성을 자세히 그렸

다. 육로는 통과지점만을 표시한데 비하여, 조선에서 바다의 산동반도와 산해관에 이르는 해로海路는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요새지의 수비 상태를 지도 안에 기록했으며, 수비하는 군사의 직위와 숫자, 

산과 하천 등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또한 진鎭·관關·보堡 등 요새는 적색으로 표시해 쉽게 위치를 파

악할 수 있도록 그렸다. 중국 지역의 산의 표현, 파도 무늬, 군사 시설의 표현 등은 전형적인 중국 양

식을 따랐다. 그러나 흰색으로 강조해 신성함을 강조한 백두산, 그리고 조선의 산들은 연맥으로 표현

해 조선적인 표현 양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요계관방지도>에 표시된 군사시설은 청대의 상황이 아니라 명나라 말기의 것이었다. 명

나라가 멸망한 지 80년이 지났으므로 이 지역의 군사 시설은 변경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지도는 실

제로 북벌을 해서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그렸다기보다는 국경지역에 대한 지리, 군사정보

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방비를 촉진하는 의도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효종대에 추진

되었던 북벌 정책이 좌절된 이후에도 청나라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시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

를 보여준다. 

특히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서북지역 즉 북쪽 국경지역에 대한 조선의 지리 파악이 

정확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점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 특히 두만강의 남류가 더욱 분명

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선춘령’에 대한 인식이 진전된 것을 보여 준다. ‘선춘령先春嶺(高麗境)’은 

고려시대에 윤관이 영토를 개척하여 9성과 비석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왔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선

춘령의 위치를 두만강 이북 700리 지점이라고 기록했으나, 『동국여지승람』 이후에는 선춘령을 함경

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7세기 후반 지식인들은 선춘령의 두만강 이북설을 회

복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 <요계관방지도>에는 선춘령이 함경도 온성부 가까운 곳에 표시되

어 있다. 이는 선춘령의 두만강 이북 700리 비정설을 청나라 지리지인 『성경지』의 지리정보를 바탕으

로 수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만주지역의 정보를 대부분 『성경지』에 의존하였으며, 백두산 정계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그렸기 때문에 중국측의 인식이 반영된 한계가 있다.  

<요계관방지도> 제작의 배경이 된 청과의 영토 문제, 국경을 둘러싼 긴장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마침내 1712년(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요계관방지도>의 정신과 

전통은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서북계도西北界圖>, <서북피아양계도西北彼我

兩界圖>, <영고탑총람도寧古塔摠覽圖>, <북계지도北界地圖>,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 등 지도 제작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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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계관방지도>의 이본異本

현재 <요계관방지도>는 총 3점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규장각 소장의 본 유물로, 이이명이 숙종

에게 올린 어람용으로 추정되며, 또 다른 한 점은 병풍의 3폭이 유실된 채 족자로 개장되어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마지막 한 점은 미국 LA에서 소장되어 있다가 최근 경매를 통해 공개되었으

며, 용처는 불분명하나 내사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2 규장각본과 동일하게 10폭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그려진 형식과 사용된 안료의 색상 등이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크기가 작고 

10면에 발문이 없는 등, 규장각본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본 모사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유실된 화도나 지명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사료되

나, 아직 이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본 사업에 섣불리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

다. 차후에 규장각본과 이본들 간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 유실된 지명과 화도를 찾고, <요계관방지

도>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2_2016년 12월 14일에 열린 서울옥션 제 142회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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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부분 9면 부분

<요계관방지도(서울옥션 출품작)>  2면 1면 <요계관방지도(서울옥션 출품작)>  6면 5면

<요계관방지도(서울옥션 출품작)>  4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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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서울옥션 출품작)>  8면  7면

<요계관방지도(서울옥션 출품작)>  10면  9면

3. <요계관방지도>의 서체 연구

고지도에 나타난 글씨는 대개 단정하고 엄숙한 작은 해서글씨로 쓰게 된다.

글씨에는 큰 글씨와 작은 글씨로 구분되는데, “큰 글씨를 쓸 때에는 마치 작은 글씨를 쓰듯 하고, 

작은 글씨를 쓸 때에는 큰 글씨를 쓰듯 하라”고 했다.3

큰 글자는 범위가 넓어 성글기 쉬우므로 획을 굵게 하고 작은 글씨 쓰듯 섬세한 획의 변화와 간극

間隙이 요구되며, 작은 글씨는 작으면 작을수록 큰 글씨를 쓰듯 맑고 분명하게 필획이 드러나야 하며 

붓끝이 중봉을 이루어 뚜렷한 골격이 갖추어져야한다. 또한 작은 세필의 글씨에서 한사람이 쓰더라

도 먹의 농담이나 붓의 상태, 필사자세에 따라서 글씨의 모양이 다르게 필사된다.

<요계관방지도>에서 필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소자小字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아름다운 필세가 

흐트러짐 없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제글씨의 필사자는 발문을 쓴 이이명으로 추정되며 지명, 내용 

필사자는 3~4명의 필체로 추정된다. 5, 6폭에서는 2명의 필사자가 함께 맡은 부분도 있으며, 잘못 

기필하여 새로 지우고 쓴 것도 있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시작한 경우나 필에 머금은 먹

의 양이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필도 나타났으나, 비록 소자해서小字楷書를 쓰지만 드러나

는 필세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극소자極小字의 경우는 굵기나 태세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

고 특색을 나타내기가 어려워 가독可讀만 할 수 있도록 필사된 경우도 있었다. 

1) 필사로 본 필력의 비교 분석

3폭 6폭 7폭 6폭 5폭 5폭

平壤 關 石門鎭馹 小子溝 龍家山台 薰家口關

• 소해(小楷)로서 

좋은 글씨를 보

이고 있다. 

• 태세가 분명하

고 획의 변화가 

뚜렷하다

• 관(關)과 동자로 

병행하여 필사

했다. 

• 운필이 안정되

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 석(石)의 2획은 

흐트러진 상태

에서의 필획이 

나왔다.

• 극소자(極小字)

로 가독에 중점

을 두어 운필의 

강약은 주지 못

했다.

• 극소자(極小字)

로 가독에 중점

을 두어 용필의 

변화는 주지 않

았다.

• 필획의 변화가 

정법에 부합되

지 않았다.

• 태세 강약과 결

구가 약하다.

3_진유(陳槱), 《부훤야록(負暄野錄)》, ‘作大字要如小字,作小字要如大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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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별 대표적인 글씨의 비교 이미지 

1폭   周千里 1폭   喜綠河 2폭  寧古塔 2폭   魚潤江

3폭  會安堡 3폭    平定堡 4폭  東十里舗 4폭    腰站舖

5폭  椵木堡 5폭  小團山堡 6폭   甘泉堡 6폭   細谷口堡

7폭  于家谷關 7폭  玉田縣 8폭  遥喬谷關 8폭  惡谷寨 

9폭 大興縣 9폭 高家店 10폭 新安縣 10폭 柳樹漥

3) 필사 분석

내용 설명

오자(誤字)를 수정한 경우
첫 글자를 잘못 기필한 후 지운 흔적이 남

아있다.

필사를 시작할 때의 경우

필사자가 정심(精深) 되지 않고, 자세가 바

르지 않은 듯 필획 방향이 기울어져  

있다. 

수광현(壽光顯)이 필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

인다.

원형복원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무청현(武淸縣)은 훼손되어 박락된 글씨를 

장황 시에 글씨가 중첩되어 원형복원은 할 

수 없고 3자를 크기에 맞게 필사하였다.

극세필(極細筆)의 경우

필획의 크기가 작아 견(絹)의 올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경우로, 삐침이나 갈고리 등에

서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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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사자 구분

필사자 내용 설명

필사자

(筆寫字)1

작은 글씨일수록 기필(起筆)과 행필(行筆) 

수필(收筆)을 분명히 해야 하나 그렇지 못

하다. 글씨의 간가(間暇)에만 신경을 쓴듯

하다. 

병풍의 5, 6폭에서 이러한 글씨가 많이 보

인다.

필사자

(筆寫字)2

이번 요계관방지도의 주 필사자로서 소해

에 대한 충분한 필력으로 태세강약이 분명

하고 흐트러짐 없는 격을 갖춘 글씨라 볼 

수 있다.

필사자

(筆寫字)3

극소자(極小字) 임에도 淸川江과 牛峴, 延

平岺에서 청천강의 글씨는 바르고 태세가 

분명하여 필사자2의 글씨로 보이며, 우현

과 연평령 글씨는 가독(可讀)할 수 있게만 

필사한 경우로 필사자1의 글씨로 추정된다. 

필사자

(筆寫字)

이이명이 

표제도

쓴 것으로 

추정

이이명 글씨(발문) 표제글씨 

발문의 글씨와 표제글씨를 비교한 바,  

가로획의 기필과 수필, 꺾임과 삐침, 갈고

리 등 모두가 동일한 필획임을 알 수 있다.

5) 유실부분  판독 구분

 육안 타문헌 문헌과 육안이 다른 경우

1

6폭    附馬寨營 4폭    白答舗 5폭    大興堡

2

2폭     紅丹水  10폭   西山 5폭     雙對甫河

3

9폭    皇陵  4폭      平頂山 2폭       秋踰嶺

4

9폭      駐箚極衝  7폭      靜遠鋪 3폭       沃川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필사된 주위의 글씨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윤곽이 드러난다. 그리고 타문헌(해동지도,청구도,대동여지도 등)을 참고한 것과 1란의 백답보는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 기록되어 필사하였다. 2란의 쌍대보하雙對甫河는 <흠정성경통지欽定盛京通志>에 

쌍수포하雙樹鋪河가 나오지만 육안의 글씨로 보아 쌍대보하雙對甫河가 명확하므로 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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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異體字 색인索引

이체자는 음과 뜻은 같으나 글씨 모양이 다른 형태의 글씨를 말한다. 이체자의 생성원인은 필사에

서 오류한 글씨나 간략히 쓰려는 의식 속에 생겨난 것으로 속자나 이형자가 포함 된다. 이 지도에서 

필사된 이체자는 다음 표와 같다.

邊 桑 營 寧 對

北 腰 邊 溝 惡

宛 臺 兆 麗 廟

贊 弦 邊

7) 발문에서 박락된 부분의 복원

내용 설명

고의적 훼손 

또는 박락된 

발문 부분

蕩然으로 然의 글씨에서 나타난 부분은 犬이

나 그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犬의 필

사에서 火의 이미지로 필사된 모습이다.

실록기사나 이이명 문집을 참고하였다.

박락이 심하게 된 경우로 고의적 훼손으로 보

인다. 이이명 문집에서 참고하여 복원 하였다.

필사자명이 박락된 것인데 이는 자연적인 결

손이 아니라 정치사의 흔적으로 보인다. 臣李

頤命拜手稽首謹書로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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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계관방지도>의 유실 지명 연구

<요계관방지도>의 유실 지명 부분은 <해동지도海東地圖>를 비롯한 타문헌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

여 복원하였다. <해동지도>는 여러 지방도와 군현도, 중국도, 왜국도, 조선전도 등을 수록한 것으

로 1750년에 제작되었다. 대형인 원도를 실사용에 맞게 축소하여 지도집에 모사하였는데, 숙종대의  

<요계관방지도>도 남북간을 상당히 축소하여 그렸다. 크기는 축소되었으나 내용이 가장 충실하게 

모사되어있어 유실 지명 복원 과정에서 <해동지도>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

<해동지도> 중 <요계관방도> 1면

그러나 <해동지도>도 필사본이기 때문에 간혹 오자誤字나 탈자脫字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본

에 남아있는 글자에 근거를 두거나 타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육안으로 확인이 불확실한 글자의 경우, 유물에 남아있는 흔적을 근거로 지명의 글자를 복원하였

으며, 그 외의 지명은 고지도 전문가의 자문과 규장각과의 협의를 통해 복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유실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지명의 양이 상당한 관계로 각각의 지명의 식별 기준이 필요하여 그 규

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되었다. 연구 자료는 <요계관방지도>를 1폭부터 10폭까지 순서대로 표로, 

각 폭의 구역은 세로로 3등분(위부터 아래로, A, B, C), 가로 2등분(오른쪽부터 왼쪽, 가, 나)로 분

할하여 각 면의 유실 부분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단, 각 폭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분할했는데, 

하단에 바다 부분이 넓게 그려져있고 상대적으로 유실 지명이 적은 2폭의 경우 세로로 2등분하여 총 

4면으로, 10폭은 그림과 발문 좌, 우로 분할하였다. 지명 표시 방법은 각 폭의 분할 면에 해당되는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 나열하였다. 구역과 구역에 걸쳐있는 지명의 경우, 위쪽, 오른쪽의 구역을 우

선적으로 기입하되, 괄호 안에 본 포인트가 구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음을 기재하였다. 예를 들면, 3

폭의 ‘가A’과 ‘가B’ 경계 구역에 걸쳐있는 15번째 유실 지명이라면 ‘3폭 가A 15(A-B)’가 되는 것이다.

표의 경우 <요계관방지도>와 <해동지도> 및 타문헌의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해 해당 지명의 부분 

이미지를 삽입하였다. 근접한 지명의 경우, 동일한 부분 이미지에서 번호로 구분하였다. ‘내용’에는 

지도 이미지에서 보인 한자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기재하였는데, 이체자 등 텍스트로 변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통자, 동자로 표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타’란

에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특이사항을 표시하였다. 

나A 가A

나B 가B

나C 가C

<요계관방지도> 폭별 분할 기준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유실지명연구 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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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1 希喀塔山

나B 2,3
2.豆滿江

3.慶興

1) 1폭 

나A 가A

나B 가B

나C 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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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1 沙闌站

2 必兒漢河站

3 俄莫賀索落站

8 行營

2) 2폭

나A 가A

나B 가B



055054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9 없음

茂山嶺

- <운양집>

10 없음

葛麻德嶺

- <운양집>

가B

11 紅丹水

12 摩天嶺

나A 4 退屯站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A

5 額虎站

6 額黑水站

7 衣兒門站

나B

13 黃土嶺

14 古茂昌



057056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15 古昌延

16 古玆城

17,
18,
19

17.江界

18.秋踰嶺

19.甲峴嶺

20,
21

20.雪汗嶺

21.黃草嶺

22 赴戦嶺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23,
24,
25

23.咸關嶺

24.義陵

25.和陵,慶陵殿

26 馬踰嶺

27,
28

27.濬源殿

28.淑陵

29 串嶺

30 知陵



059058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31 分水嶺

32 鉄嶺

33 黃龍山

34 遂安

3) 3폭

나A 가A

나B 가B

나B 가C



061060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3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1

刷烟站

<서북피아양계만리

일람지도>

27

*界畔岺

*溫井峴

*八萬岺

*城峴嶺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서북양계지도

(西北兩界地圖)> 

중 <서관총람도>

28 延平岺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29

*緩項岺

*大防墻岺

*小防墻岺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여도 

(東輿圖)> 제7층

30 扶界岺

33 車岺

34

牛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 

(고조61-3) 중 

<요계관방지도> 외



063062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48
九郎介洞

상동

49
皇帝坪

 『숙종실록』

50
皇帝陵

51
白山

 <대동여지도>

가C 21 雲暗山城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22

華陰山

右峴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서북양계지도

(西北兩界地圖)> 

중 <서관총람도>

고대도서관 

<청북도>

23 없음 靑龍山

24 없음 金國山

25 天磨山



065064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26 없음 八岺

31 甫里見子岺

32 月吾乃岺

36

熙川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37 없음 杳香山

38 없음

白碧山

-『연려실기술』 

별집 제17권  

변어전고

(邊圉典故) 

39 없음 松林

40

大定江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



067066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41

淸川江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

42

甑山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

43

殷山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44

成川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

45

大同江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

46

大峴山城

<해동지도> 중 

<대동총도> 외



069068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47 瑞興

나B

2 鎭西堡

3 丁字伯堡

4 없음

5

十里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

(고조61-3) 중 

<요계관방지도>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6 十里河站

7 八角嶺

8 甲邦山

9 八王溝山

10 없음

飛牛嶺

<흠정성경통지

(欽定盛京通志)>



071070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11 挫草嶺

12 永陵

13 開運山

14 哈爾橵山

15 蘇子河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16 雙樹舖

17 托兒舖

나C

18 鳳凰城柵門

19 없음 金石山

20 宣沙浦



073072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4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1 平頂山

3

鎭武堡係廣寧城

地方設有遊擊一

員離邊十五里係

極衝地方

가B

21 潮溝舖台

22 腰站北台

23 大石橋

4) 4폭

나A 가A

나B 가B

나C 가C



075074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24 静逺鋪

25
蒲河城有備禦一

員離邊四十里係

次衝地方

26

瀋陽城有河東遊

擊一員備禦一員

離邊七十里係極

衝地方

27,
28,
29,
30

27.渾河

28.白答舗

29.沙河舗

30.太子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 

(고조61-3) 중 

<요계관방지도>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31

遼陽城中定遼中左

右前後東寧共五衛

目在州河東鎭城東

微南巡按御史副總

兵分守邊備都司在

此離过六十里

32
長安堡備禦一員離

邊十里極衝

33 없음 五顆樹台

34

海州城卽海州衛在

鎭城東南遼防西設

有海盖參將一員備

禦一員離过四十里

係衝

가C 35 托頭舗



077076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36 五十里寨

37 圍屏山

가C
나C

38 旅順南城

39 樓子舖

40 燕島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A

2
鎭靜堡係廣寧城地

方在鎭城非有守備

一員離邊三里極衡

4 없음 醫巫閭山

5 楡林鋪台

6

義州城中有義州衛

廣寧後屯衛在鎭城

西設有錦義參將一

員備禦一員離邊

三十里係極衝地方

7 太康堡



079078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8,
9,
10,
11

8.大茂堡

9.大鎮堡

10.大福堡

11.大勝堡

12 威家堡

13 灰山台

나B

14,
15

14.塔山所係寧遠衛

地方在衛東北設有

備禦一員離邊二十

里係極衝地方

15.三里橋台

16 觀察山台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17 能林店台

18,
19

18.楡林鋪台

19.潘釗堡台

20 宋家屯台

나C 41 候風島



081080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5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1

大興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 

(고조61-3) 중 

<요계관방지도>

가B

2,
3

2.雙對甫河

3.湯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

 (고조61-3) 중 

<요계관방지도>

4 薛鋪台

5,
6

5.架垉山台

6.塩場河台

5) 5폭



083082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7 宮家山台

나A

8 鹻陽

9 惡木森

10 反彦

11 없음
龍潭

大橫領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A

12
惡方

昌海

毛猴兎

13 創水洞

14 없음 太平台

나B

15 없음 水吉

16 없음 大古路口



085084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17 角山寺

18 없음

19
石門寨營叅將一貟

駐劄極衝

나C 20 母山磯島

6) 6폭



087086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6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1 古利州

2 白狼山

3 朶顔三衛地兀良哈

5, 6 없음
5.打河

6.紙草溝

가B 7 없음 牛心山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8  附馬寨营

9  平山營

10  

撫寧縣文次

衝撫寧衛

離邊六十餘里

11   白石鋪

12  赤洋海口營



089088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29 없음 孤山

나A

4  潢水

13  威婆谷

14  龍湏門

15,
16

 
15.亂塔黃崖

16.會州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A

17  小子溝

18  古大寧

19  陡嶺兒

20  峩石谷

21  

大喜峯口關守備

一貟駐劄極衝



091090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22  小喜峯口門

23  李家谷堡

24  橫山寨

25  湾阳營

26  
太平寨營叅將

一貟駐劄極衝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27  
連昌营逰撃

一貟駐劄極衝

28  王家店 



093092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7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1,2  
1.東常谷關

2.西常谷關

3  
龍井兒関隆慶三年

添設遊擊一員次衝

4  
潘家口関提調一員

駐箚極衝

가B

5  漢兒荘营

6  蘇郞谷關

7) 7폭



095094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7  

三屯營總兵標下遊

擊坐營守備各一員

次衝

8  三屯截殺手营

나B 9  
餓老婆頂寨

8) 8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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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6  
曺家寨营遊擊提調

一員駐箚極衝

가B

 17  
将軍石营提調一員

駐箚次衝

18  恥轄谷寨

19  鱉山店

가C 20  禹城縣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21  巫原縣

나A

1  兀喇太

2  滿道兒

3  
東蛇骨關

西蛇骨關

4  潮河川新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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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A 5  磚朶子關

나B

 

7  
墻子嶺營參將一員

駐箚極衝

8  司馬台营

9  吉家庄營

10
11
12
13

 

10.花樓子寨

11.潮河第一寨

12.潮河第三寨

13.潮河第五寨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14  熊兒谷营

15  
鎭盧營提調一員駐

箚極衝

16  峨嵋山寨

나C 22  寧津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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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A

1
2

 

1.白馬關提調一

員駐劄極衝

2.左二關

3  響水谷關

가B

4  
振武营參將一

員駐劄極衝

5  

潮河川關提

調一員駐

箚極衝

6  令公廟

9) 9폭

나A 가A

나B 가B

나C 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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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B

  7  

石匣營遊擊一員駐

箚離古北口邊四十

餘里

  8  渚闀頌營

  9  古北口營

가C

 10  武淸縣

 23  冀州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C  24  深州

나A

 11  小長谷堡

 12  
岔道堡

八達嶺備員

 13  
石峽添設守

備一員駐箚

 16
 

 
居庸關參將一員駐

箚極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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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A

 17  皇陵

 18  駐箚極衝 

 19  

昌平州縣兵備管粮

主事守備太監遊撃

坐营各一員駐劄

 20  
黃花鎭兵備領班官

各一員駐劄極衝

 21  

都城元至元四年建

都而明/

洪武初置北平布政

司永樂/

七年拓元故城周

四十里皇城/

在京中社稷壇在皇

城內南/

之右太廟在皇城內

南之左/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나B

 14  
小枯將水口

大枯將水口

 15  臥子頭

나C  22  保定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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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폭 유실 지명

구역 번호 요계관방지도 이미지 타문헌 자료 이미지 내용 기타

가

1  栢谷口

2  
鎭邊城遊擊守備各

一員駐箚極衝

3  西山

4  桒乾河

5  

自鴨綠江至瀋陽五百六十里

自瀋陽至北京一千七百里

南至旅順海口七百三十里

東北至烏喇二百三里

自烏喇東南至寧古塔五百四十二里

自寧古塔南至豆滿江六百里

東北至黑龍江海口三千里

自北京北至昌平縣九十里

北至近慶州居庸關一百二十里

西北至宣府三百五十里

自宣府東北至關平각三百里

自北京至登州一千七百里

10) 10폭 

5

   6

가



109108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11) 10면 발문 - 遼薊關防圖序 10면 발문은 이이명의 문집 『소재집疎齋集』 권5에 수록되어있는 <요계관방도서遼薊關防圖序>와 숙종실

록의 기사를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 10면 원문

右遼薊關防圖。 出於臣使燕時所購得 皇朝職方郞仙克謹所著籌勝必覽之書。 臣旣承移寫以進之 命。 又取淸

人所編盛京志所載烏喇地方圖及我國前日航海貢路與西北江海邊界。 合成一圖。 盖我/國西北通遼薊。 北//

隣野人。 西連渤海。 所可審者。 不但在於遼薊關防。 且其地勢相聯屬。 可合爲一。 不如是。 無以辨疆場之大勢。 

知風寒之所在也。 臣竊稽唐宋以來。 胡夷之亂華者。 多起東北。幽燕一方。 先被割據。 皇朝定鼎。 盖//

爲控制邊防壯固。 十倍於秦城。 創業雄圖。 按此圖。 亦可見也。 及至晩季。 民心積怨於掊克。 大患終成於誕隣。

嚮->鄕(이이명의 문집인 소재집에는 嚮으로 되어 있으나, 지도에는 鄕으로 기록함)  之重關巨防。 今已蕩

然殘破。 况我邦壤地褊小而邊界闊遠。 西北邊人。 日與控弦鳴鏑之士。 隔水相語。 沿海要衝。 亦無誰何。 山東之

人。 近乃東//

漁於海西。 今雖苟安於目前。 眞所謂何恃而不恐者也。 又况臣往來燕路。 伏見淸人不修內外城砦。 惟於瀋陽，

寧塔。 增陴峙財。 疑亦不自期以百年之運。 而常若(지도에 없음, 삭제)有首丘營窟之計也。 且伏聞徼外諸酋。 

種落日盛。 淸人歲輸金繒幾億萬計。 又安知阿骨//

打鐵木眞之屬。 不生於今日。 而彼終以寧，瀋爲歸。 則勝國之兩困於女眞，蒙古者。 事勢亦猶是爾。 豈可謂無

此慮也。 且以前事言之。 中國生釁。 則秦漢隋唐。 或奪地置郡。 或水陸交攻。 姦雄乘亂。 則如衛滿公孫康之倫。 

詐取而//

竊據。 夷狄憑陵。 則勝國與今日是已。 議者或以爲星野與燕同分。 輒共其禍。 或以爲疆界相連。 地勢使之然。 則

變難之來。 誠若有不可逭者。 又以天下之力。 竟未免腥羶之恥。 是亦弱國之無可奈何者。 而惟我孝廟。 不顧勁

弱之//

勢。 慨然明大義於一方。 其所以旁招俊乂。 共圖修攘之策者。 罔不以財散民聚爲先務。 雖大勳未集。 可永有辭

於天下萬世矣。 臣行過瀋陽。 想聖祖淹恤之辱。 敬誦至痛在心之敎。 爲之三復而流涕。 顧今國勢日弱。 世道日

下。 車攻//

吉日之義。 已不可聞。 而匪風下泉之思。 亦且寢忘矣。 獨 聖明感歲月之重回。 寓 深誠於香火。 嗚呼悲哉。 今臣

之進此圖者。 非敢曰知天下阨塞。將以有爲也。 亦非欲竭國力而專意邊方也。 惟願  聖明深察乎邊界守。 關//

防之不可恃。 而慮患憂難。 常若强寇之壓境。 恭儉節約。 以裕民生。 使國人知有手足頭目之義。追 先王未究之

志事,,,,,,,,,,,,之覆,,,,,,,,,,國家幸甚

丙戌正月日備邉司提調資憲大夫議(삭제할 것)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提學.....李頤命.....稽首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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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이명의 문집 <疎齋集 권5 遼薊關防圖序>

이이명, 『소재집(疎齋集)』, 목록

<요계관방도서(遼薊關防圖序)> 1

<요계관방도서(遼薊關防圖序)> 2

<요계관방도서(遼薊關防圖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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遼薊關防圖序

右遼薊關防圖。 出於臣使燕時所購得 皇朝職方郞仙克謹所著籌勝必覽之書。 臣旣承移寫以進之 命。 又取淸

人所編盛京志所載烏喇地方圖及我國前日航海貢路與西北江海邊界。 合成一圖。 盖我//國西北通遼薊。 北隣

野人。 西連渤海。 所可審者。 不但在於遼薊關防。 且其地勢相聯屬。 可合爲一。 不如是。 無以辨疆場之大勢。 知

風寒之所在也。 臣竊稽唐宋以來。 胡夷之亂華者。 多起東北。 幽燕一方。 先被割據。 皇朝定鼎。 盖//

爲控制邊防壯固。 十倍於秦城。創業雄圖。 按此圖。 亦可見也。 及至晩季。 民心積怨於掊克。 大患終成於誕隣。 

嚮之重關巨防。 今已蕩然殘破。 况我邦壤地褊小而邊界闊遠。西北邊人。 日與控弦鳴鏑之士。 隔水相語。 沿海要

衝。 亦無誰何。 山東之人。 近乃東//

漁於海西。 今雖苟安於目前。 眞所謂何恃而不恐者也。 又况臣往來燕路。 伏見淸人不修內外城砦。 惟於瀋陽，

寧塔。 增陴峙財。 疑亦不自期以百年之運。 而常若有首丘營窟之計也。 且伏聞徼外諸酋。 種落日盛。 淸人歲輸

金繒幾億萬計。 又安知阿骨//

打鐵木眞之屬。 不生於今日。 而彼終以寧，瀋爲歸。則勝國之兩困於女眞，蒙古者。 事勢亦猶是爾。 豈可謂無

此慮也。 且以前事言之。 中國生釁。 則秦漢隋唐。 或奪地置郡。 或水陸交攻。 姦雄乘亂。 則如衛滿公孫康之倫。

詐取而//

竊據。 夷狄憑陵。 則勝國與今日是已。 議者或以爲星野與燕同分。 輒共其禍。 或以爲疆界相連。 地勢使之然。 則

變難之來。 誠若有不可逭者。 又以天下之力。 竟未免腥羶之恥。 是亦弱國之無可奈何者。 而惟我孝廟。 不顧勁

弱之//

勢。 慨然明大義於一方。其所以旁招俊乂。 共圖修攘之策者。 罔不以財散民聚爲先務。雖大勳未集。 可永有辭於

天下萬世矣。 臣行過瀋陽。 想聖祖淹恤之辱。 敬誦至痛在心之敎。 爲之三復而流涕。 顧今國勢日弱。 世道日下。

車攻//

吉日之義。 已不可聞。 而匪風下泉之思。 亦且寢忘矣。 獨 聖明感歲月之重回。 寓 深誠於香火。 嗚呼悲哉。 今臣

之進此圖者。 非敢曰知天下阨塞。 將以有爲也。 亦非欲竭國力而專意邊方也。 惟願  聖明深察乎邊界守。 關//

防之不可恃。 而慮患憂難。 常若强寇之壓境。 恭儉節約。 以裕民生。 使國人知有手足頭目之義。 追 先王未究之

志事戒皇朝末年之覆轍國家幸甚

丙戌正月日備邉司提調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提學臣李頤命拜手稽首謹書

13) 1706년(숙종32) 1월 12일 실록 기사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32(1706년), 1월 12일 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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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32(1706년), 1월 12일 기사 2

○右參贊李頣命進遼, 薊關防圖, 仍上箚曰:

右遼, 薊關防圖, 出於臣使燕時所購得, 皇朝職方郞仙克謹所著, 籌勝必覽之書。 臣旣承移寫以進之命, 又取

淸人所編《盛京志》所載烏喇地方圖, 及我國前日航海貢路, 與西北江海邊界, 合成一圖。 蓋我國, 西北通遼, 

薊, 北隣野人, 西連渤海, 所可審者, 不但在於遼、薊關防。 且其地勢相連屬, 可合爲一。 不如是, 無以辨疆場之

大勢, 知風寒之所在也。 臣竊稽唐, 宋以來, 胡, 夷之亂華者, 多起東北, 幽 燕一方, 先被割據。 皇朝定鼎, 蓋爲

控制邊防, 壯固十倍於秦城, 創業雄圖, 按此圖, 亦可見也。 及至晩季, 民心積怨於掊克, 大患終成於誕隣, 向

之重關, 巨防, 今已蕩然殘破。 況我邦, 壤地褊小, 而邊界闊遠, 西北邊人, 日與控弦鳴鏑之士, 隔水相語, 沿

海要衝, 亦無誰何, 山東之人, 近乃東漁於海西。 今雖苟安於目前, 眞所謂何恃而不恐者也。 又況臣往來燕路, 

伏見淸人, 不修內外城砦, 惟於瀋陽、寧塔, 增埤峙財, 疑亦不自期以百年之運, 而常有首丘營窟之計也。 且伏

聞徼外諸酋, 種落日盛, 淸人歲輸金繒, 幾億萬計, 又安知阿骨打、鐵木眞之屬, 不生於今日, 而彼終以寧, 瀋

爲歸, 則勝國之兩困於女眞, 蒙古者, 事勢亦猶是爾, 豈可謂無此慮也? 且以前事言之, 中國生釁, 則秦、漢, 

隋、唐, 或奪地置郡, 或水陸交攻, 姦雄乘亂, 則如衛滿、公孫康之倫, 詐取而竊據, 夷狄憑凌, 則勝國與今日是

已。 議者或以爲: “星野與燕同分, 輒共其禍。” 或以爲: “疆界相連, 地勢使然。” 然則變亂之來, 誠若有不可逭

者, 又以天下之力, 竟不免腥膻之恥, 是亦弱國之無可奈何者, 而惟我孝廟, 不顧輕弱之勢, 慨然明大義於一

方, 其所以旁招俊乂, 共圖修攘之策者, 罔不以財散民聚, 爲先務。 雖大勳未集, 可永有辭於天下萬世矣。 臣行

過瀋陽, 想聖祖淹恤之辱, 敬誦至痛在心之敎, 爲之三復而流涕。 顧今國勢日弱, 世道日下, 《車攻》, 《吉日》之

義, 已不可聞, 而《匪風》, 《下泉》之思, 亦且(寢)〔寖〕 忘矣。 獨聖明, 感歲月之重回, 寓深誠於香火, 嗚呼悲哉! 

今臣之進此圖者, 非敢曰知天下阨塞, 將以有爲也, 亦非欲竭國力, 而專意邊防也。 惟願聖明, 深察乎邊界之

難可守, 關防之不可恃, 而慮患憂難, 常若强寇之壓境, 恭儉節約, 以裕民生, 使國人, 知有手足、頭目之義, 追

先王未究之志事, 戒皇朝末年之覆轍, 國家幸甚。 

答曰: “箚辭知道。”

숙종 32년 병술(1706,강희 45)   

 

1월12일 (신미)  

 

32-01-12[02] 우참찬 이이명이 요ㆍ계 관방도를 바치고 차자를 올리다 

우참찬(右參贊) 이이명(李頤命)이 요ㆍ계 관방도(遼薊關防圖)를 드리고 인하여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위의 요ㆍ계 관방도는 신(臣)이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나갔을 때에 사서 가져온 것인데, 명(明)나라의 직방랑(職方

郞) 선극근(仙克謹)이 저작(著作)한 것으로, 승산(勝算)을 계획할 때엔 반드시 보아야 할 책입니다. 신이 이미 옮겨 

써서 올리라는 명을 받들고, 또 청인(淸人)이 편찬한 성경지(盛京志)에 기재되어 있는 오라 지방도(烏喇地方圖) 및 

우리 나라의 지난날 항해(航海)로 조공을 바치던 길과, 서북(西北)의 강과 바닷가가 경계를 취하여 합쳐 하나의 지

도(地圖)를 이루었습니다. 대개 우리 나라가 서북쪽은 요동(遼東)과 계구(薊丘)로 통하고, 북쪽은 야인(野人)과 가

까우며 서쪽으로는 발해(渤海)에 이어졌으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만 요ㆍ계 관방(遼薊關防)에만 있는 것이 아닙

니다. 또 그 지세(地勢)가 서로 연하여 붙었으므로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으니, 이와 같지 않으면 강장(疆場)의 대세

(大勢)를 분변하여 풍한(風寒)의 있는 바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상고하건대, 당ㆍ송(唐宋) 이후로 호이(胡夷)가 중화(中華)를 어지럽힌 것이 동북(東北)에서 많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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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주(幽州)ㆍ연주(燕州)의 한 방면(方面)이 먼저 할거(割據)를 당하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정정(定鼎)할 때에 대

체로 변방을 억눌러 단속한 것이 진(秦)나라 만리 장성(萬里長城)보다 십배(十倍)나 웅장하고 견고했으니, 창업(創

業)의 웅대한 계획은 이 지도를 상고하면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말기(末期)에 이르러서는 민심(民心)이 부극(掊

克)하는 데에 원한이 쌓여지고, 큰 근심은 마침내 이웃을 속이게까지 되어서, 지난날의 중관(重關)과 거방(巨防)이 

이제 이미 죄다 쓸어버린 듯이 부서졌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국토가 작으면서도 변방의 경계는 넓고 멀어서, 

서북(西北) 변방 사람이 날마다 활줄을 당겨 살촉을 쏘는 군사와 더불어 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하는데, 연해

(沿海)의 요충지(要衝地)임에도 역시 누구냐고 힐문(詰問)하는 일이 없으며, 산동(山東)의 사람은 가깝게 동쪽으로 

해서(海西)에서 고기잡이를 하니, 지금은 비록 눈앞에 일시 편안하다 하더라도 참으로 이른바 ‘무엇을 믿고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신이 연경(燕京)을 왕래할 때에 가만히 청인(淸人)을 보건대, 내외(內外)의 성채(城砦)는 수축하지 않

고 다만 심양(瀋陽)과 영고탑(寧古塔)에선 성담을 증축(增築)하며 재물을 저축하고 있으니, 의심컨대, 또한 스스

로 백년(百年)의 운기(運氣)를 기대하지 않고 항상 수구영굴(首丘營窟)하는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듣

건대, 국경 밖의 여러 추장(酋長)은 종락(種落)이 날로 번성하여 청인(淸人)이 해마다 금(金)과 비단을 수송하는 것

이 거의 억만(億萬)으로 계산한다고 하니, 또 어찌 아골타(阿骨打)와 철목진(鐵木眞)의 무리가 오늘날에 나지 않아

서, 저들이 마침내는 영고탑과 심양으로 돌아가게 될 줄을 알겠습니까? 승국(勝國)이 여진(女眞)이나 몽고(蒙古)에

게 두 번이나 괴로움을 당한 것이 사세(事勢)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 어찌 이러한 염려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또 지난일로 말한다면, 중국(中國)에서 불화가 생기면 진ㆍ한(秦漢)과 수ㆍ당(隋唐)이 혹은 땅을 빼앗아 군(郡)을 두

고 혹은 물이나 육지에서 번갈아 공격하기도 했으며, 간웅(姦雄)이 혼란을 이용하면 위만(衞滿)과 공손강(公孫康) 

같은 무리가 속여 취하여 몰래 점거하기도 하였고, 이적(夷狄)이 세력을 믿고 침범하면 승국이 오늘과 같이 이러

할 뿐이었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은 ‘별의 분야(分野)가 연경(燕京)과 같이 분산(分散)되었으므로, 문득 화란(禍

亂)을 같이 당할 것이다.’ 하고 혹은 ‘국경이 서로 연결되어 지세(地勢)가 그렇게 된 것이다’고 하니, 그렇다면 변란

(變亂)이 닥쳐오는 것은 진실로 도피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듯하고, 또 천하의 힘으로서도 마침내 성전(腥膻)의 치

욕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 또한 약소한 국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우리 효종(孝宗)께서는 경약(輕

弱)한 형세를 돌보지 않고 분개하시어 일방(一方)에 대의(大義)를 밝히셨으니, 그 준예(俊乂)를 널리 불러서 함께 

수양(修攘)의 계책을 도모하였던 까닭은, 재물이 흩어져야만 백성이 모인다는 것으로써 선무(先務)를 삼지 않을 수 

없었으니, 비록 큰 훈업(勳業)이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영원히 천하 만세(萬世)에 알릴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신이 

심양을 지나다가 성조(聖祖)께서 엄휼(淹恤)하시던 괴로움을 생각하고, 지극한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는 전교

를 외우며 세 번 되풀이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나라 형편이 날로 약해지고 세상의 도의는 날

로 저하되어, 거공(車攻)ㆍ길일(吉日)의 뜻을 이미 들을 수 없고, 비풍(匪風)ㆍ하천(下泉)의 생각도 또한 점차로 잊어

져 갑니다.

유독 성명(聖明)께서는 세월이 거듭 돌아옴을 느끼시고 향화(香火)에 깊은 정성을 나타내시니, 아! 슬픕니다. 지금 

신이 이 도(圖)를 올리는 것은 감히 천하가 액색(阨塞)함을 알아서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요, 또한 

국력(國力)을 다하여 변방(邊防)에 전심(專心)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변계(邊界)의 

지키기 어려운 것과 관방(關防)의 믿을 수 없는 것을 깊이 살피셔서, 환난(患難)을 염려하기를 항상 강구(强寇)가 

국경을 억압하는 것과 같이 여겨, 공검(恭儉)하고 절약(節約)해서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

여금 수족(手足)이나 두목(頭目)의 의리가 있는 줄 알게 하며, 선왕(先王)이 다하지 못한 지사(志事)를 추구하고 명

나라 말년의 복철(覆轍)을 경계로 삼으신다면, 국가(國家)의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사(箚辭)를 알았다.”

하였다.

【원전】 40 집 186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과학-지학(地學) / *정론-정론(政論)

[주D-001]강장(疆場) : 강역(疆域).

[주D-002]할거(割據) : 점령하여 웅거함.

[주D-003]정정(定鼎) : 도읍을 정함.

[주D-004]부극(掊克) : 가렴 주구(苛斂誅求).

[주D-005]거방(巨防) : 큰 방비.

[주D-006]해서(海西) : 황해도.

[주D-007]수구영굴(首丘營窟) : 고향에 돌아가서 살 터전을 마련함.

[주D-008]아골타(阿骨打) : 금(金)나라의 태조(太祖).

[주D-009]철목진(鐵木眞) : 원(元)나라의 태조(太祖).

[주D-010]승국(勝國) : 고려를 가리킴.

[주D-011]성전(腥膻) : 더러운 외국인.

[주D-012]준예(俊乂) : 어진 인재.

[주D-013]수양(修攘) : 내정(內政)을 정돈하고 외적을 물리침.

[주D-014]엄휼(淹恤) : 머물면서 근심함.

[주D-015] 거공(車攻)ㆍ길일(吉日) : 거공과 길일은 모두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임. 거공(車攻)은 주

(周)나라 선왕(宣王)이 옛날의 제도(制度)를 회복하여 거마(車馬)와 기계(器械)를 정비하여 사냥을 하는 

것이고, 길일(吉日)은 길일(吉日)을 골라서 사냥하는 것이니, 이 두 편 모두 선왕이 내정(內政)을 정비하

여 외적(外敵)을 물리치려는 치적(治績)을 칭찬한 내용임.

[주D-016] 비풍(匪風)ㆍ하천(下泉) : 비풍(匪風)은 《시경(詩經)》 회풍(檜風)의 편명(篇名)이고, 하천(下泉)은 시경 조

풍(曹風)의 편명이니, 이 두 편은 모두 주(周)나라 왕권(王權)이 점점 쇠약해짐을 현인(賢人)이 개탄(慨

歎)하면서 옛날의 주(周) 왕실(王室)을 생각하는 내용임.

[주D-017]복철(覆轍) : 앞사람의 실패한 자취.

14) <요계관방지도> 삭제 부분과 미해결 글자 자문4

마지막 줄 : 추정 丙戌 正月 日 備邊司提調 資憲大夫 議政府 右參贊 兼 弘文館提學  臣李頤命拜手

稽首謹書

마지막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臣李頤命拜手’ 부분으로 추정한다.

4_김종태, 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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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①  이 서문의 내용이 『숙종실록』과 이이명의 문집 『疎齋集』에 실려 있어 이이명의 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② 글자가 지워진 곳은 관직명이 끝나고 이름과 의례적인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다.

③  지워진 부분은 6~7자 정도가 들어갈 공간인데, 提學 앞까지 앞줄에 29자가 적혀 있고 뒷줄에 

27자(日자 앞 공란 포함)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臣李頤命拜手’부분이 세로로 긴 글

자의 형태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공간으로 보인다. 

④ 글자의 형태는 누락이 아니라 일부러 지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지도가 제작된 것은 1706년인데 이이명이 사망한 것은 1722년이다. 이이명李頤命(1658~1722)

은 노론으로 1720년(경종 즉위년) 에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등과 함께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도하였

다가 조태구 등 소론의 반대로 실패하고 그 죄로 1722년 남해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보통 역

모에 가담한 죄인의 경우 여러 문적에서 爻周 되는데 이 부분이 훼손된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사건의 

결과 인위적으로 지운 것으로 보인다.   

1725년(영조1) 을사환국 때 신원되어 관작이 회복되었지만  1727년(영조3) 정미환국으로 다시 역

적으로 규정되고 관작이 추탈되었다. 1740년(영조16)에 최종적으로 신원이 된다. 이 부분이 1725년

에 다시 고쳐졌다가 1727년에 또 지워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워진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이 지도

의 복원을 처음 제작 시기 때의 것으로 원형 복원을 할 경우 1706년 제작 당시에 표기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臣 李頤命 拜手’ 4글자를 첨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마지막이 ‘謹序’가 아니라 ‘謹書’로 쓴 것은 이 글을 이이명이 지은 것을 전제로 이이명 본인이 

직접 쓴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적어 넣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臣은 첫줄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소 작게 우측으로 넣으면 될 것이다. 

<‘拜手稽首謹書’의 사례>

한국 문집총간에 19건이 보이는 바 비슷한 시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宋時烈, 「列聖御筆帖跋」, 崇禎丁未五月初四日, 臣宋時烈拜手稽首謹書.

② 韓元震, 「孝宗大王御筆跋」, 崇禎戊辰陽月日, 臣韓元震拜手稽首謹書.

③ 蔡濟恭, 「大報壇陪祭記」, 歲己巳春三月某甲, 陪臣通訓大夫行藝文館檢閱蔡濟恭, 拜手稽首謹書.

④ 蔡濟恭, 「御定兩京手圈跋」, 二十二年戊午陽至節, 判中樞府事臣蔡濟恭, 拜手稽首謹書.

⑤ 金鍾秀, 「賜綠紬御筆帖跋」, 歲庚寅秋九月丙辰, 通政大夫行谷山都護府使臣金鍾秀, 拜手稽首謹書.

Ⅲ. 모사도 제작 과정

<요계관방지도> 모사도 제작은 유물에 사용된 안료의 분석, 바탕 재질 분석과 비단 시직, 색표 제

작 후 비교, 쟁틀 준비, 상초, 배채와 전채, 장황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 안료 분석 

• 분석 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 분석 기계 : 분광측색계(Minolta, CR-400/JP)

      현미경(IMS-M-345, SOMETECH, Korea)

     P-XRF(Innov-X System, Portable XRF Analyzer)

      적외선 카메라(Pentax, 645D IR)

과학적 분석을 위해 색도 측정, 현미경 촬영, P-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를 진

행하여 안료 분석을 하였으며, 적외선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밑층의 먹선 및 보수 흔

적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바탕 비단의 직물 분석을 위해 육안관찰과 현미경 촬영을 진행하였다. 육

안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안료의 종류와 사용은 위와 같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

며, 분석 결과는 모사본 제작 시 유물에 사용된 것과 최대한 유사한 안료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

거가 된다. 

요계방관지도는 10첩 병풍으로 각각의 첩마다 분석 포인트를 설정하여 촬영하였다. 1면 6point, 

2면 9point, 3면 9point, 4면 3point, 5면 3point, 6면 9point, 7면 3point, 8면 1point, 9면 

7point, 10면 3point로 총 53point를 분석하였다. 

1) 색도 측정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3회 측정 후 평균 측정값을 기록하였으며, 대상에 대한 색도측정값은 국

제조명위원에서 규정한 CIE Lab로 나타내었다. CIE Lab에서의 색 좌표는 L*, a*, b*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L*는 명도를 a*, b*는 채도를 나타낸다. L*의 측정범위는 0~100이며 100일 때 거의 흰

색으로 백색광에 가깝고, 0일 때 흑색을 나타낸다. 분석에 사용하는 색도계의 a*, b*의 측정범위는 



121120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100~+100이며, a*가 양수 값이 클수록 적색, 음수 값이 적을수록 녹색을 띠게 되며, b*는 양수 

값이 클수록 황색, 음수 값이 적을수록 청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나타난다.

측정결과 일부 채색된 안료의 면적이 좁아 주변의 채색 안료의 색차값까지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

하였다. 적색계열의 경우 #3, #48 등이 이에 해당하며 녹색계열은 #10, #41, 백색계열은 #14, #25, 

#31 청색계열은 #35, #47 갈색계열은 #43 등이 있다. 이외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요계관방지도 채색 안료 색도 측정값]

색도 측정값

No. L* a* b* No. L* a* b*

#1 41.63 7.02 21.14 #2 48.40 20.7 13.22

#3 40.23 8.32 15.42 #4 30.27 -2.81 11.29

#5 33.50 -7.65 11.51 #6 35.64 1.46 13.23

#7 36.47 10.96 17.70 #8 39.65 -0.07 15.99

#9 32.37 23.12 16.79 #10 45.50 5.30 20.61

#11 47.67 9.66 21.89 #12 53.35 3.79 17.33

#13 46.51 1.19 12.24 #14 47.95 4.75 18.70

#15 32.78 6.72 17.11 #16 40.78 24.24 22.69

#17 51.19 5.30 24.90 #18 53.56 4.50 28.34

#19 45.83 15.07 30.18 #20 51.53 -0.08 21.82

#21 51.48 5.12 20.25 #22 43.22 -0.86 8.10

#23 47.80 3.20 18.07 #24 53.30 8.22 12.35

#25 56.42 4.72 20.32 #26 61.55 2.88 16.74

#27 43.80 5.26 11.42 #28 39.55 10.74 19.34

#29 44.48 -3.07 20.21 #30 59.46 2.70 15.97

#31 50.62 3.42 18.51 #32 45.01 4.77 16.42

#33 53.82 6.03 34.03 #34 53.73 5.70 31.17

#35 51.38 4.68 16.45 #36 48.52 5.00 19.64

#37 47.92 5.37 20.62 #38 38.58 8.53 16.95

#39 54.73 6.77 23.57 #40 49.09 -2.78 20.25

#41 47.30 -6.70 16.14 #42 34.62 -7.68 -5.07

#43 48.31 4.67 18.65 #44 35.20 -0.91 16.81

#45 31.97 22.70 17.04 #46 50.29 41.85 52.19

색도 측정값

No. L* a* b* No. L* a* b*

#47 38.76 -5.54 -5.11 #48 38.24 25.86 20.33

#49 30.09 -2.42 3.84 #50 33.64 -0.88 8.72

#51 45.77 6.61 21.23 #52 45.54 10.64 22.45

#53 40.25 10.49 20.97

색도 측정

2) 현미경 촬영

현미경 촬영을 통해 비단의 구조와 안료의 채색 상태 및 입자의 크기, 채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미경 촬영 위치와 XRF 분석 위치를 같은 부분으로 정하여 현미경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물에 

사용한 안료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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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1면

#1 황색

#2 백색

#3 적색

#6 녹색#5 청색#4 녹색

요계관방지도 2면

#7 갈색

#8 녹색

#9 적색

#12 백색#11 갈색#10 녹색

#15 갈색#14 백색#13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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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계관방지도 3면

#16 적색

#17 황색

#18 황색

#21 갈색#20 녹색   #19 황색 

#24 백색#23 청색#22 청색

요계관방지도 4면

#27 백색#26 백색#25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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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5면

#30 백색#29 녹색#28 갈색

요계관방지도 6면

#31 청색

#32 청색

 #33 황색

  #36 청색#35 청색#34 황색

#39 황색#38 갈색#37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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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계관방지도 7면

 #42 청색#41 녹색 #40 녹색

요계관방지도 8면

#43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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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9면

#44 녹색

#45 적색

#46 주황색

  #50 청색 #49 청색 #48 적색

#47 청색

요계관방지도 10면

#53 갈색 #52 갈색#51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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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RF 분석

분석 대상에 채색된 안료의 종류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파괴 분석이 가능한 P-XRF 장비를 활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성·정량이 가능한 Innov-X System사의 Portable XRF Analyzer를 사용

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10-40㎸, 전류 10-50㎂에서 측정구경은 13㎜로 Soil mode로 각각 15초씩 

원자번호 15번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XRF 분석 위치를 현미경 촬영 위치와 같은 부분으로 정하여 현미경 자료를 바탕으로 유물에 사

용한 안료에 대한 근거로 삼았다.

[분석 위치별 색상 및 추정 안료]

구 분 분석위치 색상계열 추정안료

1면

#1 황색 유기안료

#2 백색 연백

#3 적색 주

#4 녹색 석록 or 녹청

#5 청색 또는 녹색 화록청

#6 녹색 유기안료

2면

#7 갈색 유기안료

#8 녹색 석록 or 녹청

#9 적색 주

#10 녹색 석록 or 녹청

#11 갈색 연백 or 유기안료

#12 백색 연백

#13 청색 연백 or 유기안료

#14 백색 연백

#15 갈색 -

3면

#16 적색 주

#17 황색 연백 or 유기안료

#18 황색 연백 or 유기안료

#19 황색 연백 or 유기안료

#20 녹색 석록 or 녹청

#21 갈색 유기안료

#22 청색 연백 or 유기안료

구 분 분석위치 색상계열 추정안료

3면
#23 청색 유기안료

#24 백색 연백 or 유기안료

4면

#25 백색 연백

#26 백색 연백

#27 백색 연백 or 유기안료

5면

#28 갈색 연백 or 유기안료

#29 녹색 석록 or 녹청

#30 백색 연백

6면

#31 청색 연백

#32 청색 -

#33 황색 연백 or 유기안료

#34 황색 연백 or 유기안료

#35 청색 석청

#36 청색 석청

#37 녹색 석록 or 녹청

#38 갈색 연백 or 유기안료

#39 황색 유기안료

7면

#40 녹색 석록 or 녹청

#41 녹색 석록 or 녹청

#42 청색 또는 녹색 석록 or 녹청

8면 #43 갈색 유기안료

9면

#44 녹색 석록 or 녹청

#45 적색 주

#46 주황색 연백 or 유기안료 or 연단

#47 청색 석청

#48 적색 주

#49 청색 석청

#50 청색 또는 녹색 화록청

10면

#51 황색 유기안료

#52 갈색 연백

#53 갈색 연백 or 유기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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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색에 따른 사용 안료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바탕 비단에서는 무기 안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바탕의 전체적인 색상이 짙은 황색을 띄는데 시간

의 흐름에 의한 색의 변화 또는 황색 유기안료의 사용, 혹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요계관방지도 모사도 제작 시에는 원본과 모사본의 생경함

을 줄이기 위해 바탕 비단에 황색계열로 염색을 진행하였다.    

백색 계열인 #2, #12, #14, #30의 안료에서 Pb(납)이 검출되어 연백(2PbCO3·Pb(OH)2)을 사용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13 #18, #19, #22 #24, #27, #28, #33, #34, #38, #46, #52, #53

의 경우 육안으로 백색에 청색, 적색, 황색 등이 섞인 색이 관찰되지만 Pb(납)을 제외한 다른 원소

는 검출되지 않아 연백에 유기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28, #44, #45은 각각 

Hg, Cu, Hg가 Pb와 함께 검출되어 이는 주변의 채색 안료가 겹쳐 측정되었거나 밑칠로 연백을 사

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적색계열 안료에서는 Hg(수은)이 검출되어 주사(HgS)가 칠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46의 경우 

Pb만 검출되어 연백을 밑칠하고 유기안료를 덧칠했을 가능성과 연백을 밑칠하고 연단(Pb3O4)을 덧

칠한 경우, 연단만 사용한 경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녹색계열과 청색계열에서는 Cu(구리)가 주요원소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각각 석록石綠

(2CuO·CO2·H2O)과 녹청(Cu(C2H3O2)2·2Cu(OH)2), 석청石靑(3CuO·2CO2·H2O)이 쓰였을 가

능성이 있다. #5와 #50에서는 Cu와 As가 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수흔적이 확인되며 화록청(花綠

靑)(Cu(CH3COO)2·3Cu(AsO2)2)이 쓰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합금분석기 원리 P-XRF측정

4) 적외선 촬영

적외선은 가시광선(380~750mm)보다 파장이 긴 광선(0.8~100㎛)으로 태양광선 중에서 42%를 

차지하는 전자기파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교해서 열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열선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단위길이 당 진동수가 작아 미립자에 의한 산란효과가 적어 직진성이 

크다. 촬영 장비는 Pentax의 645D IR를, 렌즈는 (Pentax/ D FA 645, 55mm, F2.8, AL [IF] SDM 

AW)를 사용하였다. 렌즈 외부에 적외선 필터를 부착하여 적외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적외선 촬영 결과 3면의 보수부위 근처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묵서가 관찰되었다. 이외에

도 오염물이나 보수 흔적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곳이 관찰되었다.

3면 일반사진 촬영 3면 적외선사진 촬영

적외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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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밑본 출력

이번 사업에서는 규장각으로부터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 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원본 유

물의 실제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이미지를 실제 크기에 맞게 출력하여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3. 비단 직조

•협력 업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섬유복원연구소

1) 상태 조사

육안관찰을 통해 1차적으로 유물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본 유물은 10폭의 병풍으로 전체적 상태

는 양호하다. 10폭 모두 직물 위에 채색이 되어있었고 병풍의 각 폭마다 직물을 바느질로 이어서 사

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부 폭 하단에도 직물을 이어붙인 흔적이 있으나 보수에 사용된 다른 직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10폭의 직물은 모두 평직의 견사로 제직되어 있었으며 1폭을 제외한 9폭은 직물의 밀도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폭당 직물의 크기는 가로 68㎝ 세로 140㎝로 측정되었다. 

2) 직물 분석

(1) 경·위사 굵기 분석(견사와의 비교)

직물은 경·위사 모두 무연의 견사이며 평조직으로 제직되었다. 모든 폭의 경·위사 굵기 측정을 위

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견사와 굵기를 비교하였다. 현미경 촬영 결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견사와 

유물을 비교하였는데, 견사 비교 시에는 직물이 병풍에 배접되는 과정을 통해 견사가 실제 굵기보다 

넓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유물보다 조금 얇은 실로 비교해야한다. 2폭~10폭까지는 경사 21중 생사, 

위사 42중 생사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1폭은 다른 폭에 비해 위사의 굵기가 굵어 42중 생사, 42중 

2올, 110중 생사, 60중 생사로 굵기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 결과 모든 폭의 경사가 21중 생사의 굵

기와 유사하였고 2폭~10폭까지의 위사는 42중 생사와 유사하였다. 1폭의 위사는 42중 2올과 가장 

유사하였다. 

  바탕 분석   바탕 분석

(2) 굵기 측정

앞서 견사와의 비교 후 더 정확한 유물의 경·위사 굵기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한 굵

기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모든 폭의 경사 굵기가 0.070~0.089㎜ 사이에서 측정되어 모든 

폭이 유사한 굵기의 경사가 사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위사 또한 2폭~10폭까지의 굵기가 

0.083~0.129㎜ 범위에서 측정되어 유사한 굵기의 견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폭의 굵기는 

0.115~0.149㎜로 다른 폭 위사에 비해 굵기가 더 굵은 견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사 굵기 분석 표

폭 경사굵기(㎜) 견사 비교 사진(21중과 비교) 굵기사진

1폭 0.073~0.086

2폭 0.073~0.089

3폭 0.07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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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경사굵기(㎜) 견사 비교 사진(21중과 비교) 굵기사진

4폭 0.073~0.086

5폭 0.074~0.084

6폭 0.074~0.086

7폭 0.073~0.081

8폭 0.071~0.081

9폭 0.073~0.084

10폭 0.070~0.084

위사 굵기 분석 표 

폭 위사굵기(㎜) 위사 비교 사진(42중과 비교) 굵기사진

1폭 0.118~0.149

42중 2올 병사

2폭 0.084~0.092

3폭 0.084~0.115

4폭 0.089~0.128

5폭 0.083~0.097

6폭 0.08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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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위사굵기(㎜) 위사 비교 사진(42중과 비교) 굵기사진

7폭 0.092~0.129

8폭 0.091~0.092

9폭 0.083~0.086

10폭 0.089~0.110

(3) 밀도

직물의 경·위사 밀도는 사방 1㎝안의 올 수로 측정하였다. 모든 폭의 경사 밀도 측정 결과 

1~3폭은 30올/㎝, 4폭 30~34올/㎝, 5폭 30~32올/㎝, 6폭 32~33올/㎝, 7폭 30올/㎝, 8폭 32

올/㎝, 9폭 30~32올/㎝, 10폭 32올/㎝로 측정되었다. 

위사는 1폭 33~35올/㎝, 2폭 18~20올/㎝, 3폭 17~20올/㎝, 4폭 18~22올/㎝, 5폭 20올/㎝, 6

폭 19~22올/㎝, 7폭 18~20올/㎝, 8폭 17~22올/㎝, 9폭 20~22올/㎝, 10폭 20~21올/㎝올로 측정

되었다. 

폭마다 1~2올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폭의 경·위사 굵기가 유사한 점과 한 폭 안에서도 경사 밀도

가 30~34올로 올 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도 있어 한 폭 안에서의 밀도 수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

문에 첫 번째 폭을 제외한 나머지 9폭은 동일 직물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위사 굵기 분석 표

폭 경사밀도(올/㎝) 위사밀도(올/㎝)

1폭 30 33~35

2폭 30 18~20

3폭 30 17~20

4폭 30~34 18~22

5폭 30~32 20

6폭 32~33 19~22

7폭 30 18~20

8폭 32 17~22

9폭 30~32 20~22

10폭 32 20~21

3) 시직 직물과의 비교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제직을 실시하기 전 샘플을 제직하여 경·위사의 굵기와 밀도를 유

물과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직물분석 결과 1폭과 2폭~10폭의 위사 굵기와 밀도가 다름이 확

인되었음으로 시직 직물은 1폭과 유사한 굵기와 밀도로 1점, 나머지 폭의 굵기와 밀도가 유사한 1점, 

총 2점을 제직하였다. 2점의 시직 직물을 분류하기 위해 1폭과 유사하게 제직한 직물은 시직 1, 나머

지 폭과 유사하게 제직한 직물을 시직 2로 명명하였다. 경사는 21중 생사를 사용하였고, 위사는 42

중 단사를 사용하였다. 1폭과 유사하게 제직한 직물은 위사 42중 2올을 병사하여 제직하였다. 밀도

는 두 개의 시직 직물 모두 경사 30올/㎝로 하였고 시직 1의 위사는 33~35올/㎝, 시직 2는 18~22

올/㎝로 제직하였다. 

시직1과 1폭의  굵기·밀도 비교 시직1과 1폭 비교 확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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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직2와 2~10폭의 굵기·밀도 비교 시직2와 2~10폭의 비교 확대사진

시직 직물과의 비교 결과 시직 1은 1폭과 경·위사의 굵기가 대체로 유사하나 시직 1의 경사가 유

물의 경사보다 가늘어 좀 더 굵은 굵기의 견사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밀도는 확대사진을 

통해 볼 때 유물과 유사해 보이나 전반적으로 시직 1의 밀도가 1폭보다 더 밀하게 보이므로 본 제직 

시에는 1폭과 유사한 밀도로 제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직 2는 경·위사의 굵기와 밀도 모두 유물과 유사하였다. 다만 시직 1의 비교 결과와 마찬가지

로 경사의 굵기가 유물에 비해 가늘어 조금 더 굵은 경사를 사용하여 제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비교결과를 통해 시직에 사용된 경사의 굵기가 유물의 경사 굵기보다 얇은 것이 확인되어 

경사로 사용한 21중 생사보다 조금 더 굵은 28중 생사를 유물과 비교해보았다. 비교결과 시직에 사

용된 21중 생사보다 28중 생사의 굵기가 유물과 더 유사하여 본 제직에서는 28중의 생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직2와 2~10폭의 굵기·밀도 비교 시직2와 2~10폭의 비교 확대사진

4) 제직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폭과 길이, 밀도에 맞춰 제직한다. 제직은 직물 제직에 관한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모든 폭의 밀도와 경·위사 굵기 통일하였다. 제직에 사용된 견사는 경사 28중 단사, 위

사 42중 단사이며 밀도는 경사 30, 위사 17~22를 기준으로 한다. 직물의 폭은 배접할 것을 고려하여 

80㎝이상으로 하고 길이는 한 폭당 2m를 기준으로 총 20m를 제직한다. 

제직사양서

제직사양서

경사 밀도 30올/㎝ 바디 바디밀도 30/㎝ 입수 2입

위사 밀도 17~23올/㎝ 바디집수 2520집

직물 제직 폭 83㎝ 식서 입수 4올씩 3집

경사 올 수 2490올 한쪽 식서 올수 12올

위사 올 수 3400~4600올(폭 당) 비고 한집 걸러 한집에 바디 통과

제직에 사용되는 경사는 폭이 넓고 길이가 길어 공장공정을 통해 준비하였다. 경사를 준비하는 공

장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하지 작업 및 건조 - ② 보빙해사 - ③ 실타래 만들기 - ④ 해사 - ⑤정경

• 하지작업 및 건조 

 원사는 불순물이 많고 유연성이 없으므로 연사ㆍ합사 시 작업의 편의를 위해 제직 전에 유연제에 담가 실을 부드럽게 만드

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하지작업이라고 한다.  

온도 50℃의 물에 보통 애마놀 Y600의 유연제를 섞어 원사를 담가 약 5시간 경과 후 탈수한다. 하지를 마친 원사는 탈수과

정을 거쳐 실내온도 30℃ 정도의 건조실에서 12시간 정도 건조시킨다.

• 보빙해사 

하지작업을 거친 원사는 사진과 같이 실타래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해사하여 보빙에 감는 작업이다.

원사준비 하지작업 보빙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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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타래 만들기 

위의 과정이 완료된 실은 정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작업의 편의와 고른 정련을 위해 다시 타래로 만드는데 보빙해사와 

반대되는 과정으로 제작한다.

• 해사 

타래를 정경하기 위해 다시 보빙에 옮겨 감는데 이때 제직에 필요한 경사의 올수와 필요한 위사의 양에 맞춰 준비한다.

• 정경 

정경은 유물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물 폭과 경사의 밀도, 필요량에 맞춰 실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해사 과정에서 준비된 보빙

에 감긴 실을 경사의 올 수만큼 준비하여 정경기에 감아 작업한다. 작업은 한모숨씩 이루어지며 해당 모숨이 끝나면 매듭짓

고 사침을 나눠 표시한다.

실타래 만들기 해사 도투마리 감기

도투마리는 직기에 끼우고 견사를 풀어 종광통과와 바디통과 작업을 진행한다. 종광은 제직 시 경

사를 들어 올려 위사를 투입할 수 있게한다. 본 직물은 평직이므로 두 개의 종광이 사용되었으며 두 

개의 종광에 순차적으로 경사를 통과한다. 

종광 통과 경사 종광통과 모습

종광 통과 작업을 마치면 바디에 경사를 통과한다. 바디는 직물의 폭과 밀도에 맞게 준비한다. 위

의 분석결과와 같이 바디는 경사밀도에 맞춰 30올/㎝, 폭 85㎝로 제작하였다. 요계관방지도는 경사 

두 올이 몰려있고 경사의 거리가 먼 제직 특성이 있다. 이와 유사한 제직을 위해 바디 한 집에 경사 

두 올을 한집 걸러 한집에 통과하였다. 바디 끼우는 작업이 완료되면 경사의 장력을 일정하게 맞추고 

제직을 시작한다.  

바디 통과 바디통과 완료된 모습

제직은 종광 두 개가 번갈아 올려져 개구운동이 반복되는 작업이다. 종광의 개구운동을 통해 경사

가 위로 올라가면 위사를 투입한다. 경사와 위사가 조직이 되어 직물이 제작된다.  이러한 작업을 반

복하여 총 20m를 제직하였다. 직물제직이 완료되면 직기에 말려있던 직물을 풀어 정리한다.

  

제직중인 모습 직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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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사도 제작

1) 색 비교 및 안료 선정

유물을 옆에 놓고 비교해가며 모사도를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물에 보이는 색들과 최

대한 가까운 색을 표로 만들어 모사도 제작에 참고하였다. 색표는 모사도 채색과정에서 색의 기준이 

되며 유물과 모사도 사이의 색감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부분별 색표를 미리 제작하여 원본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물의 안료가 박락되고 변색된 것

을 감안하여 원래 색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색으로 제작하였으며, 안료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모사

도 채색 안료를 선택하였다. 특히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붉은색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단계별 색표를 확인하여 

유물과 가장 근접한 색을 선택하였다. 유기안료가 사용된 다른 부분들의 색들 또한 유물과의 색상차

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색표와 유물을 현장에서 비교해서 보완한 뒤 색표를 완성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제공한 부분별 안료 성분 분석 결과와 서울대 미술품보존연구센터의 현

미경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안료들을 선정하였다. 백색의 경우 안료 성분 분석 결과로 납(Pb) 성

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연백을, 수은(Hg)성분이 검출된 적색 부분은 주를, 구리(Cu) 성분이 검출된 부

분의 녹색은 석록을, 청색은 석청을 사용하였다. 무기 안료가 검출되지 않은 유기 안료 사용 부분은 

연지, 등황, 쪽, 화청 등의 유기 안료들로 혼합하여 채색하였다. 

2) 초본 제작

정본을 제작하기에 앞서 초본을 제작하였다. 초본 제작은 아교 포수 농도 실험과 함께 상초 연습, 

안료의 색상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정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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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제작 과정

3) 정본 제작

(1) 유실된 화도의 복원 방향

본 유물에 훼손된 부분이 많아 지명뿐만 아니라 유실된 화도畵圖가 많았다. 강줄기와 파도의 경우 

유실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줬으며, 산의 경우 유추가 가능한 범위에서 이어서 그렸다. 그러나 그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복원하지 않고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을 결정하였다. 예컨대, 

9면의 ‘황성’ 부분은 황색의 안료로 덮여있었으며, 10면은 훼손된 부분을 보존처리하면서 그림을 후

대에 그려 넣은 흔적이 있었다.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지명을 복원하는 데 참고한 <해동지도>

에서 유실된 화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유물보다 후대에 제작되었고, 남북간의 비율이 축소되

어 그려졌기 때문에 화도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비워두는 것으

로 결정하였다. 비록 이번 모사도 사업에서는 공란으로 비워두게 되었으나, <요계관방지도>의 이본

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서울옥션 출품작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비워둔 화도의 복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동지도> 황성 부분<요계관방지도> 9면 황성 부분

<요계관방지도> 10면 훼손 부분<요계관방지도> 모사도 9면 황성 부분

<요계관방지도> 모사도 10면 부분<해동지도> 부분

<요계관방지도> 서울옥션 출품작 

9면 황성 부분

<요계관방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9면 황성 부분



151150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또한 본 유물의 경우 ‘표제’가 1면의 그림에 그려져 있었는데, 당대의 양식과 맞지 않는다는 자문

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화면에 표제를 그려 넣지 않았다. 그림에 그려져 있던 표제 대신 파도를 연장

하여 그렸고, 표제는 따로 제작하여 병풍에 부착하였다. 

표제 부분에 파도 연장<요계관방지도> 1면 표제 부분

<요계관방지도> 모사도 1면 부분

(2) 염색

원본 유물의 경우 황변화와 오염 등의 이유로 인해 바탕색이 황색으로 많이 변한 상태이다. 따라

서 모사도 제작 시에 원본 유물과의 생경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 유기염료를 이용하여 염색을 진행하

였다.

염색

(3) 아교포수

초본을 제작하며 실시한 아교 포수 농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교 포수액의 농도 및 횟수를 

정하였다. 아교 포수는 맑은 날을 골라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교 포수아교 포수액 준비

(4) 상초

아교 포수가 끝난 비단에 상초를 진행하였다. 원본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실제 크기로 출력한 출력

본을 밑본으로 삼아 비단에 고정시킨 후,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여 비단에 비친 잔상을 그렸다. 원본

에서 보이는 먹선의 굵기와 농담 변화, 필세 등을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직선이 필

요한 곳은 자를 활용하여 직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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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초

파도 상초

(5) 배채

상초가 끝난 비단의 배면背面을 채색하는 배채背彩를 진행하였다. 뒤에서 칠하는 배채가 먼저 이루

어지고, 앞에서 칠하는 전채로 마무리한다. 배채는 비단 뒷면에 칠한 안료의 박락을 방지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 유물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뒤에서 칠해진 안료가 앞으로 비치

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앞에서 적은 양의 안료를 칠해도 색에 따라 깊이감을 주고 발색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앞면의 얇은 안료층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게 된다. 배채는 비단의 비치는 특

징을 이용하여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제작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배채 과정

뒷면의 배접지를 해체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채의 유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현미경 

촬영 결과와 안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일정 부분에 연백 배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명과 기와, 백두산, 성곽의 담을 제외한 상단과 깃대와 깃발 부분에 연백으로 배채하였다. 붓자

국이 남거나 안료층이 불균형하게 칠해지지 않도록 흐린 농도로 3회에 걸쳐 칠하고 말리는 것을 반

복하며 작업하였다.

(6) 전채

배채가 끝나고 비단의 앞면에서 채색을 하는 전채前彩 과정은 안료 분석 결과에 따라 채색을 진행

하였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 채색 부분은 대자와 유기안료를 혼합하여 밑 색을 칠하여 말

린 후, 그 위에 석록을 흐린 농도로 원본상의 색상과 비교하여 2-3회 칠하였다. 마지막으로 산봉우

리에 청색이 채색된 부분은 석청을 색상과 농도에 맞게 1-2회 칠해 마무리하였다.  

산 채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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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부분은 안료 분석 결과와 색표를 참고하여 청색 유기 안료인 화

청으로 채색하였다.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연필連筆을 사용하여 흐린 농도로 2회 칠하였고, 같은 농도

와 색상으로 고르게 칠하는 것에 주의하여 작업하였다.   

바다 채색 과정

지명 부분은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는데 먼저 짙은 적색의 경우 무기안료인 주朱계열의 안료를, 흐

린 적색의 경우 유기안료인 연지를 사용하였다. 주황색의 경우 대자와 등황의 혼합색을, 갈색의 경우 

대자와 쪽을 사용하였으며 짙은 녹색의 경우 석록과 쪽, 대자의 혼합색을, 흐린 녹색의 경우 쪽, 대

자, 등황의 혼합색을 사용하였다. 황색의 경우 등황을, 청색의 경우 화청으로 채색하였다. 지명을 둘

러싸고 있는 테두리 선은 크게 두 가지 색으로 채색되었는데 적색의 경우에는 주를 사용하였고, 녹색

의 경우에는 석록과 하엽의 혼합색으로 채색하였다.

긴 성벽의 담 부분은 배채가 없이 전채로만 이루어졌는데 색표 비교 후에 먹에 유기안료를 혼합하

여 사용하였으며, 황색 깃발은 등황, 청색 깃발은 석청, 녹색 깃발은 석록으로 채색하였다. 지붕색의 

경우 녹색은 석록으로, 청색은 석청으로 칠하였으며 유물의 색과 안료의 두께, 농도를 참고하여 2-3

회 정도 칠하여 마무리하였다.

  

지명 채색 과정

  

(7) 마무리

전채 과정을 완료한 후 원본 출력물과 색감을 대조해보며 부족한 색감을 채색하고 묘사를 하여 모

사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마무리 작업

5. 임서

유실 지명 연구를 바탕으로 복원된 지명들을 임서하였다. 임서 또한 여러 차례의 연습을 거친 후 

본작에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원본의 글씨에서 보이는 특징과 획의 순서, 필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

여 최대한 근접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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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수

모사 작업을 완료한 후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수 작업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

정생 3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수자들은 모사본과 원본을 비교하며 모사도에서 누락된 필선 

및 채색 등을 확인하였다. 검수와 수정 작업의 반복을 통해 원본과 더욱 가까운 모사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검수

7. 장황

•협력업체 : 장황문화재연구소

1) 병풍틀 제작 및 초배작업

초배 작업1병풍 창살틀 조립

초배 작업3초배 작업2

창살 틀 띄워바르기겹쳐 바르기

-  창살틀은 금속이 사용되지 않은 비금속 조립형으로 제작하여 아교로 고정하였다. 외부 틀은 미

송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중앙 격자틀은 오동나무 목재를 사용하여 무게감을 줄이고 뒤틀림을 

최소화하였다. 병풍틀의 내부 두께가 외부에 비해 얇게 사선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는 장황 완

료시 화본끼리 맞닿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초배는 소맥전분풀을 창살틀에 도포한 뒤 한지를 사용하여 부착하여, 추가 겹쳐바르기해 보강

작업을 시행한다. 겹쳐바르기 후 창살 띄워바르기를 시행하여 창살틀이 비치지 않도록 하며, 수

분으로 인해 목재에서 불순물이 배어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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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쩌귀 부착 및 보강비단 부착

-  초배작업이 완료된 창살틀의 수평작업을 시행한 뒤 순서대로 분리하여 돌쩌귀를 부착해 병풍을 

모두 연결해 준다.

-  돌쩌귀가 완전히 건조된 뒤 병풍을 뒤집어 안쪽에 보강용 삼베를 부착하여 강화한다. 연결병풍

의 특성상 작품이 부착되는 전면 내부에는 한지를 부착하여 보강작업을 시행한다.

톱금 긋기병풍 틀 수평보정

돌쩌귀 부착돌쩌귀 부착

보강비단 부착한지 보강

3) 병풍 발 주사 칠

발 다듬기2발 다듬기1

경면주사 칠2경면주사 칠1

- 병풍의 발에 아교액과 경면주사를 희석한 주사액을 사용하여 칠 작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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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지삼베 배접 및 부착

표지비단용 삼베 배접2표지비단용 삼베 배접1

표지삼베 부착2표지삼베 부착1

- 병풍의 겉표지에 부착될 삼베를 배접하였다. 

-  삼베에 수분을 가하여 직물의 결을 정돈해준 뒤 어두운 계통의 먹지를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배

접 후에는 타솔 작업을 시행하여 밀착력을 강화하였다.

- 배접된 삼베는 겉표지를 포함한 상·하단 등 제원에 맞도록 재단하여 부착하였다.

5) 띄워바르기 및 표면 바르기

띄워바르기1띄워바르기1

표면 바르기띄워 바르기3

- 한지를 이용하여 병풍의 전면에 띄워바르기 하였다.

-  띄워바르기 후에는 작품이 부착될 상 하단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한지를 표면바르기 하여 보강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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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품 1, 2차 배접

1차 배접1차 배접지 풀칠

2차 배접2차 배접 전 습식

- 요계관방지도 모사도를 미색 한지를 이용하여 1차, 2차 총 2회 배접하였다. 

-  연결병풍의 특성상 수분으로 인해 생기는 작품의 크기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틀에 매여진 

상태로 마른 배접을 시행하였다. 배접 후에는 작품을 틀에서 분리하여 2차 추가 배접하여 보강

하였다.

7) 작품 부착

작품 풀 칠작품 재단

작품 부착2작품 부착1

작품 부착 후2작품 부착 후1

- 배접이 완료된 모사도를 병풍에 부착하였다.

-  요계관방지도는 연결 작품으로써 작품별로 이질감이 없도록 최대한 화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

여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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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장 비단 염색 및 배접

쪽 염색 후회장비단 염색

회장비단 배접2회장비단 배접1

-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색상을 기준으로 니람을 이용하여 회장비단에 천연염색을 시행하였다. 

- 천연염색된 회장비단은 1회 배접하여 상·하회장의 제원에 맞도록 재단하였다.

9) 회장 비단 부착

작품 경계선 띄워바르기2작품 경계선 띄워바르기1

회장비단 금지 감기2회장비단 금지 감기1

하회장 부착상회장 부착

-  회장비단 부착 전 작품의 끝 경계선 부분의 요철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지를 이용해 띄워바르기 

하였다.

- 재단된 회장비단은 금지를 이이용하여 작품의 경계선 부분에 감아 꾸며주었다.

- 회장비단을 자문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제원에 맞게 재단하여 상·하회장 위치에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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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선 제작

백색 협외선 재단

이중선 제작백색 협 두르기

-  병풍의 외선은 일본에서 공수한 자주색 계열로 천연염색된 면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미색한지

로 배접해 외선을 제작하였다.

-  천연염색된 비단은 약 3cm로 재단하여 색지를 부착해 외선을 제작하였다. 외선의 협은 한쪽은 

백색, 다른 쪽은 백색과 홍색을 사용해 이중선으로 제작하였다.

11) 외선 및 전면 한지 부착

외선 부착2외선 부착1

병풍 전면 한지 띠 부착미색한지 배접

- 제작된 비단외선을 병풍의 가장자리에 부착하였다.

- 작품의 전면 연결부위에는 배접된 미색한지를 재단, 부착하여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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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제 및 후면 태지 부착

후면 태지 부착후면 띄워바르기

표제 부착2표제 부착1

- 병풍의 후면에 미색 닥지를 이용하여 띄워바르기 한 뒤 태지를 부착하여 마무리 하였다.

-  표제는 1회 배접하여 홍색 선으로 감아 제작하였다. 제작된 표제는 병풍의 좌측 상단 부분에 부

착하여 장황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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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원본 1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1면 <요계관방지도> 원본 2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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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원본 3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3면 <요계관방지도> 원본 4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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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원본 5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5면 <요계관방지도> 원본 6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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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원본 7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7면 <요계관방지도> 원본 8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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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원본 9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9면 <요계관방지도> 원본 10면 <요계관방지도> 모사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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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자문회의

모사본 제작 과정에서 모사본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3번에 걸쳐, 고지도, 회화, 서예, 장황 등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위원을 3명

씩 위촉하여 자문을 얻었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모사본 제작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유물의 현재 상태와 특이사항 부

분을 확인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유물의 유실부분의 복원과 관련해서 그림, 글씨 등 각각 모사

본 제작 과정에서 확인된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고, 모사본의 장황 형식에 관해 자문을 받

았다. 3차 자문회의에서는 유실된 지명과 화도의 복원 결과를 확인하였고 장황 형식에 대한 재검토

를 진행하였다.

회차 일시 자문위원 주요안건

1차 자문회의 2016.06.08.수

양보경 (고지도) 

천주현 (회화, 장황)

김종태 (지명, 서예) 

- 모사본의 제작 방향 설정

- 유물의 현 상태 및 특이사항 확인

2차 자문회의 2016.09.26.월

양보경 (고지도) 

차병갑 (장황)

김종태 (지명, 서예) 

- 유실부분 복원 전반 관련

- 장황 세부 형식

3차 자문회의 2016.12.05.월

양보경 (고지도) 

차병갑 (장황)

김종태 (지명, 서예) 

- 유실부분 복원 세부 관련

- 장황 형식 재검토

1. 1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6년 06월 08일 수요일 오후 3시

(2) 장소 : 규장각 원본열람실

2) 참석 대상자

(1) 자문위원

-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 김종태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2) 규장각 관계자

(3)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 차동하

- 연구원 :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 양수연, 안소윤, 허승희, 이혜경, 박주영

- 보조연구원: 최현주

3) 자문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1) 모사본의 제작 방향 설정

① 바탕재

- 바탕비단 분석결과 : 1폭 바탕비단 조직이 상이함

ㅇ 바탕비단 조직 전체 통일 여부 논의* 상이한 조직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나 근거 발견하지 못함.

- 바탕비단 조직의 통일여부 및 연결 방향 논의

ㅇ 연접 / 원폭 진행 여부 논의

*  천주현 : 원본의 비단 폭 유지시 역사성을 살리는 의미 부여 가능. 규장각 모사본 제작 방향 확

인, 배채가 없다면 선배접 후 진행 가능할 것. 

* 양보경 : 원형복원의 의미로는 비단 폭 살려서 연접을 진행할 것을 권함.

→ 규장각 : 모사도의 완성도를 위해 한 폭의 비단으로 제작

② 비단 색상

- 고색을 재현하기 위한 염색 등의 시행 여부 논의

ㅇ 염색 / 배접지로 색상 조절

*  천주현 : 안료분석 결과 바탕 여백에는 안료가 미검출되었으나 생경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 옅

은 색상으로 고색을 재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규장각 : 옅은 색상으로 고색을 재현하여 제작



183182

제1장 I 고지도 원형복원 모사본 제작 사업<요계관방지도>제Ⅲ권 I 모사본

③ 채색

- 7폭의 산 및 바탕 색상이 다른 폭과 상이한 점 관련 논의

ㅇ 유물 원본 현재 색상 유지 / 다른 폭과 통일 여부

*  양보경 : 다른 대형 지도 유물의 경우도 매 폭마다 색상이 제각각임. 제작 과정에서부터 다른 색

상으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존재.

*  천주현 : 과거 보존처리로 인해 굵은 입자의 안료가 탈락된 결과로 추정. 7면의 녹색 안료 부분

의 차이 근거. 현상모사와 원형복원모사의 개념에 따라 원형복원모사일 경우  다른 폭과 통

일시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 

* 김종태 : 제작자 입장에서 한 번에 진행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일시키는 것을 제안. 

→ 다른 폭과 색상 통일 진행.

- 산 하단 갈색 부분의 채색 방향 : 의도적인 채색으로 추정.  

(2) 유물의 현 상태 및 특이사항 관련 논의

① 유실 부분 복원 논의

- 지명부분 / 그림, 글 부분

ㅇ 원형 복원의 기준 [지명부분]

* 양보경 : 확인 필요한 지명 관련 자료 제공.

* 김종태 : 유물 제작 당시 기록 참고, 해동지도와 비교분석 권함. [그림, 글 부분]

* 양보경 : 해동지도를 기준 근거로 빈 부분 없이 보완 제작할 것을 권함.

* 김종태 : 근거 자료가 제시된다면 보완하여 복원하는 방향으로 제안.

② 유물의 현재 상태와 원형복원의 기준

- 세로 길이 기준 논의

ㅇ 장황 과정에서 가려진 부분 처리 문제

* 적외선 카메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규장각과 협의 하에 진행

→ 규장각 : 적외선으로 세부사진 재촬영하여 진행

* 천주현 : 연두 빛 장황이 원본의 장황일 것으로 추정.

   하단 : 7폭과 9폭의 하단 길이 참고 (7폭이 최하단)

   상단 : 5폭, 10폭(+표시)의 상단 참고

→  유물의 현 상태로 원본의 원형을 추정하여 모사본 크기 조정하여 상하 폭 여유있게 진행, 각 폭

의 그림 최대한 연결 되도록 장황.- 유물 현재 색상과 복원 색상의 기준 설정

a. 지명 등 표기 부분 색상 복원 방향

ㅇ 규칙과 상이한 부분 복원 기준 논의

→ 유물 원본을 따라 진행.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부분은 결과보고서에 기재.

b. 각 폭 별로 변색 정도의 차이 

ㅇ 기준 색상 선정 논의

* 천주현 : xrf 분석, 색도 측정 결과 자료 활용할 것. 

*  양보경 : 의도적인 색상 차이 유무 면밀히 분석할 것. 행정경계에 따른 의도적 색상 구분 가능성

이 높으므로, 원상태 반영이 필요함. 

* 김종태 : 해동지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색상을 구분함. 

→  지역 경계 구분 관련, 분석 결과와 그 외 자료 참고하여 채색할 것을 권함. 같은 행정 구역 안에 

있는 지명의 경우, 원작 제작 당시 채색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미묘한 농담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고, 한 가지의 색상을 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

③ 원본의 자료명에 대한 재고

-  현재 1폭에 작성되어 있는 자료명이 후대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보임, 모사본 제작시 자료명

을 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함. 자료명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진행한 후에 기입할 것.

1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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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6년 09월 26일 월요일 오후 2:00

(2) 장소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4동 404호 미술품보존연구센터, 규장각 원본열람실

2) 참석 대상자

(1) 자문위원 -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차병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 객원교수)

- 김종태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2) 규장각 관계자

(3)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 차동하

- 연구원 : 이광수, 이승우, 허승희, 송지현, 박주영

3) 자문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1) 유실부분 복원 관련

① 그림 부분

- 파도 부분 연결 : 원본보다 약 3-4cm 여유 있게 그리고 장황 크기에 따라 절단

- 9면의 주황색 색면 부분의 복원 여부  

<요계관방지도> 9면 부분 <해동지도> 부분

* 양보경 : 후기 자료를 기반으로 앞 시기 자료를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차병갑 : 동의함

② 지명 및 내용 부분

- 유실 지명 연구 참조 : 유실 내용 복원 현황, 연구 완료 계획 등 논의

- 해동지도와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외에 참고할 자료

*  양보경 : 국내 지명의 경우 해동지도의 대동총도 참고. 18세기 초기 유물이기 때문에 동시대 자

료를 참고. 중국 지명은 다른 자료 제공 및 작업 진행에 따른 문의에 답변 예정.

*  김종태 : 지도자료 외, 청구도(민족문화추진회 발행) 참고를 권함. 한가지 자료로 확증하기보다, 

두 세가지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기를 권함.

- 10면의 글 복원* 양보경, 김종태: 최석정 명곡집에 발문 원문과 대조, 요청시 자료 제공

*  김종태 : 참고자료(고전번역원 DB, 사고전서, 기본고적고, 고려대장경 이체자자전) 추천. 사전

제공 이체자료 파일과 고전벅역원 홈페이지 이체자검색시스템 참고.

(2) 장황 부분

① 장황 형식 : 17세기 말~18세기 초 병풍 장황 형식

*  차병갑 : 19세기 초의 병풍 참고 자료 제공, 참고할 것. 좌우 양쪽 가에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

에 장석이 박혀있는 것이 특징. 왕실에서 쓰던 못 사용.

- 장황 비단의 색상

*  차병갑 : 쪽염 색상 샘플 비단 제공. 유물의 산 채색 상단(ex.5면 우측 섬과 샘플 비교촬영)의 

석청과 비슷한 계열.

- 장황 비단의 문양

*  차병갑 : 18세기 장황 비단 중 문양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안쪽 문양이 있었음. 하지만 문양

이 없는 비단도 다수. 모사본의 장황 비단 문양 유무에 관해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여겨짐. 그림 

원본을 살려주는 문양 없는 비단을 사용할 것.

* 양보경 : 유물의 크기와 비율을 봤을 때, 문양의 유무 신중히 결정, 문양 없는 비단 사용. 

② 병풍 보관 형식(병풍 주머니 등)

*  차병갑 : 운반하기 좋고 관리하기 쉬운, 통풍이 잘 되어야하는 형식. 상자 보다는 병풍 주머니 

형식을 권함.

- 모사도 표제 형식과 위치

*차병갑 : 1면 그림부분에 있는 표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권함. 낱장으로 장황 뒷부분의 표제 

크기 제시 (47×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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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황 크기

- 모사도의 높이

*  차병갑 : 모사도의 각폭 길이 기준으로 각 면의 그림 연결부분에 따라 높이 유동적. 구체적인 높

이 길이는 배접 이후 장황 진행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

- 각 장황 비단의 너비

*  차병갑 : 모사도 장황비단의 하단은 40cm정도, 상단은 15cm정도면 좋을 듯.  유물의 현 상태

보다 약 60cm 줄어진 높이. 모사도의 길이가 결정됨에 따라 변동 가능.

2차 자문회의

3. 3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오후 2:00

(2) 장소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4동 404호 미술품보존연구센터

2) 참석 대상자

(1) 자문위원 

-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차병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 객원교수)

- 김종태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2) 규장각 관계자

(3)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 차동하

- 연구원 : 이광수, 이승우, 안소윤, 허승희, 박주영

3) 자문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1) 유실부분 복원 관련

① 그림 부분

- 9면의 주황색 색면 부분 관련은 차후 논의

- 10면 유실 부분    

ㅇ  유실된 부분 : 후대에 다른 조직의 견으로 덧대어서 복원한 것으로 추정그대로 복원 / ‘해동지

도’ 등을 참고하여 복원 /  복원하지 않음

*  김종태 : 안료와 비단의 박락 부분 그림은 미루어 짐작하여 복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크기이고 확실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결과보고서에 연구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후대

에 복원하는 방향으로 함.

*  양보경 : 현재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복원하지 않고 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는 방향으로 권함.

*  차병갑 : 정확한 복원근거와 자료가 부족하기에 현재 사업에서는 복원하지 않고, 차후 복원 가

능성을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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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 : 2차 자문회의 때 논의했던 9면의 연단 부분 복원 관련, 후기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의했던 결과를 근거로 복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함.

② 지명 부분

- 이승우, 김종태, 양보경 선생님 검토 자료 참조

* 자문위원 제공 자료 참고하여 원본 출력물 참고하여 세부 사항 논의 진행

③ 10면 발문

* 김종태, 양보경, 차병갑 : 

-  유실부분 중, 시간의 흐름에 의한 안료와 비단의 박락과 역사적 상황에 의한 의도적 삭제된 부

분을 구분하여 복원 방향을 달리해야 할 것. 

-  원형복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이명과 관련된 삭제 부분은 지도 제작 당시의 내용으로 ‘臣

(작은글씨) 李頤命’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삭제부분의 범위의 글

자 수와 비례한 공간 크기가 애매하기에 비워두는 것으로 결정. 

- 장황사용을 하면서 쓸려 훼손된 부분의 내용은 실록을 참고하여 복원 가능할 것.

(2) 장황 형식 재검토

① 크기

- 모사도 폭을 기준으로 각 폭별 연결에 따라 유동적인 높이일 것으로 예상.

-  2차 자문회의에서 논의한대로 원형복원에 근거하여, 상단은 15cm, 하단은 40cm의 비단으로 

유물의 현재 높이보다 60cm정도 축소

② 형식 

- 조선식 병풍 형식으로 제작. 병풍 다리를 뼈대와 연결되게 제작함.

- 장석은 보관상의 문제로 진행하지 않음. 

- 원형복원에 근거하여, 현재 노출되어 있는 사방 테두리 부분을 폭 3cm의 홍색 비단으로 장황.

③ 비단 질감 및 색상 논의

- 천의 재질감을 살린 명주를 사용하여 청색으로 염색함.

3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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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사도 제작 의의

이번 사업의 대상작인 <요계관방지도>는 지도이면서도 회화성이 뛰어난 귀중한 유물이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스케일 면에서도 관람자를 압도하면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지도는 어람용御覽用으

로 비단에 그려졌고 10폭의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대폭의 화면에 펼쳐진 치밀한 구성력과 강직하면

서도 세련된 필묘筆妙, 청록산수기법으로 표현된 산악의 장식적 효과는 지도에 예술성을 더해준다. 

즉, 지도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회화사적 가치 또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 하

면 대다수 유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유물 또한 훼손된 부분이 더러 있으며, 더 안타까운 점은 

잘못된 복원 과정에서 이러한 훼손이 가중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요계관방지도>가 갖는 역사적 회화적 가치는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휘하고 있다. 모사도를 제작함에 원형복원모사가 갖는 장점이라 한다면 원래 제작되었을 당시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해 낼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원형을 찾는 과정에서 현재의 유물

과는 상이한 모습이 보여 생경하다는 말로 낯설어 할 수도 있다. 비록 오랜 세월의 흔적과 고색창연

한 맛을 느낄 수 없지만, 원형이 갖는 또 다른 매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데 원형복원모사의 의미가 있

다고 본다. 

<요계관방지도>는 효종의 북벌계획 좌절 이후 숙종의 국토방위 시책에 의하여 이이명이 당시 병

조판서로 있으면서 제작한 것이다. 서문에 따르면, 이이명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선극근仙克

謹의 『주승필람지서籌勝必覽之書』를 얻었고, 이와 함께 『성경지盛京志』에 기재되어 있는 「오라지방도烏喇地方

圖」,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해공로도航海貢路圖」와 「서북강해변계西北江海邊界」를 합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서 지도사나 회화사적 가치는 당연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가치에도 큰 의미

를 갖는다. 다시 말해 조선시기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흔적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정황을 이러한 지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조선의 건국 당시 명에 대한 자

발적 사대로 북방영토에 대한 의식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조선시기 제작된 수많은 지도에

서 볼 수 있듯이 고조선 영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특히 <요계관방지

도>는 조선의 역사적 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고려의 건국은 그 국호에서 알 수 있듯, 고구려의 후예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란 

등 만주에 세워진 많은 나라에 당당히 우리 고유영토임을 천명할 수 있었으며, 몽고의 침략에도 자존

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항거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홍산문화로 대표되는 요하문명은 황하문명보

다 앞선 시기로, 기존과 다른 역사를 보여 줌으로 세계사를 다시 쓰게 하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로 요

하가 고조선의 영토임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과거 조선의 영토인식은 더욱 가치를 더 해주고 있다. 

흔히 조선은 지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다. 때로는 중국과 마찰도 있었을 

것이고 조선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지도를 제작해 내었다. 거기다 회화성까지 가미되면서 예술적 경지에까지 도달했으

며, 그중 <요계관방지도>는 그 예술성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된다.

광활한 북방을 내려다보는 숙종의 시각과 마음으로 그 감동을 느끼며 이번 모사도 제작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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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자 제언

올해도 규장각의 귀한 유물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미술품보존센터에서도 규장각의 배려와 도움으로 전통회화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

으며, 이를 계기로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 되면서 2016년 고지도 복원사업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

에 임할 수 있었으며, 일의 진행과정에서도 혼선 없이 순조롭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마감을 앞두고 올해는 세 가지 방면에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사도의 활용방안입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더욱 많은 작품이 모아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만, 현재까지의 작품을 밑거름으로 외부 전시의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전시대상이나 장소는 먼저 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고지도를 통한 역

사체험 및 교육”이라는 테마로 순회전시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학교 강당이나 홀에서 전시가 이루어

지며, 고지도를 통해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체험과 역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어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상은 지자체 관공서를 통해 일반시민에게도 전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일반 시민이지만 

지자체의 후원으로 좀 더 폭 넓게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 전시 역시 “고지도를 통한 역사체험”이 주 

테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지

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층 발전된 방향으로 모사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시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되지만, 만약 이러한 전시기획이 이루어진다면 규장각

의 뜻 깊은 취지에 많은 공감과 성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고지도의 지명연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통회화 방면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지도를 복원모사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지명의 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는 지

명에 관한 비전문가 입장이라 생소한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실된 지명을 찾아 해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확

인하기에는 다소 시간적 한계가 있으며, 자문위원과 수시로 소통하기에도 여의치 않아 작업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명연구가 선행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 <화동고지도> 제

작 당시는 유실지명이 대단히 많아 고지도 전문가와 연구협력을 통해 보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는 유실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기에 지명연구를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외 다른 유물에서 

유실부분이 많지 않다 해도 전문가가 먼저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보다 완벽한 모사도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진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진 양성문제는 규장각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으며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

습니다. 만약 일반 업체인 경우라면 직원을 조정하거나 일용직 고용을 통해 사업 경비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특수성에서 직원이 아닌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주를 이루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 아래에서 사업 입찰에 실패하거나 발주하는 기관이 없다면 조직이 구

심점을 잃게 되고,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도 자칫 사장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뚜렷한 대

책을 마련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 고민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올해도 규장각의 귀한 유물덕분에 소중한 기회와 더욱 폭 넓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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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명 : 자체모사 제작 사업

•발주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업수행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모사실

•사업기간 : 2016. 4. 1 ~ 2016. 7. 18

•대상자료 

자료명 청구기호 재질
원본크기

수량 특이사항
모사본 크기

도성도都城圖 古軸 4709-3 지본채색
67×91.5㎝

1 寶物 제1560호
177.2×242㎝

보물 제1560호 도성도都城圖  
모사본 제작 사업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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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 

1) 담당 : 김나윤 / 모사본 제작 전반

이  름 소  속 경 력 사 항

김 나 윤
규장각 

자체모사실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학사 

•동덕여자대학교 회화학과 동양화 석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원 2016 모사과정 수료

•단월문화재복원모사연구소 보조연구원

  - 2015 서산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팔금강·사위보살도 조력

•동덕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보조연구원

   - 2013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복원모사 조력

   - 2012 고구려 고분벽화 - 수산리고분벽화 디지털복원 조력

   - 2011 고구려 고분벽화 - 안악3호분 디저털복원 조력

2) 참여 : 윤지혜 / 글씨 부분

이  름 소  속 경 력 사 항

윤 지 혜
전) 세종 문화재

연구소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 동양화과 졸업 

•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세종문화재연구소 근무

   - 2011년 규장각 소장 <도성도>, <아국총도> 

   - 2012년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 <기성전도> 

      모사본 제작 사업 참여

   - 2015년 규장각 소장 <유언호영정> 모사본 제작 참여

3) 협력 업체

협력 업체 작업 내용

다해미디어 유물 인쇄본 출력

 장황문화재연구소 장황

3. 자문 및 검수

분 야 이  름 소  속

자문위원 모사 손광석 단월문화재복원모사연구소

검수 국사학 김은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일정

업무 구분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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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사

대상작 선정

유물 실측 2011년도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보고서3/대체본 참고

상태조사 2011년도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보고서3/대체본 참고

촬영 및 출력

안료 분석 2011년도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보고서3/대체본 참고

역사적, 회화적 연구

모사본

제작

색표와 부분도 제작

1차 자문회의

바탕재 염색

상초 연습

상초하기

2차 자문회의

채색

3차 자문회의

글씨 모사

원본 대조

마무리

검수

보고서 작성

족자 장황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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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사 대상 조사

1. 모사대상 : 도성도都城圖

<도성도(都城圖)>, 寶物 제1560호, 지본채색, 18세기 후반, 91.5×67㎝, 규장각소장

-  <도성도>는 한성부를 둘러 싼 도성1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천, 도로, 교량, 관아, 행정구역 명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개괄지도이다.

-  <도성도>는 현존하는 산수화풍 지도 가운데 구도의 조화와 균형미가 눈에 띄는 작품이며, 고유

의 회화성을 인정받고 있다.

-  특히 도성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 도봉산,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남산), 타락산(낙

산) 등의 산세표현이 특징적이며 18세기 중반의 진경산수화풍을 엿볼 수 있다. 

1_   조선의 수도 한성부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도성은 한양, 경도, 경성, 경조, 수선등과 함께 서울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이었다. 이찬, 

양보경, 「朝鮮時代 서울의 옛 地圖」, 『서울의 옛 地圖』, 서울학연구소, 1995, p.125.

-  도성 주위 산수의 회화미는 도성 내 지리정보를 기호화한 표현과 대비되지만 화면안에서 조화

를 이룬다. 

-  지도 위쪽에 목멱산을 배치하여 다른 지도와 구별되며, 이는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보  는 왕 

중심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   정궁 역할을 하던 창덕궁 뒤의 응봉보다 한성의 주산인 백악산이 부각되어 풍수개념이 강조된 

구성임을 알 수 있다.2 

-  발문은 도성에 기호로 나타낸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 서울의 행정구역을 기록하였다. 

1) <도성도>의 출현과 변화

도성은 조선의 수도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개국초기부터 꾸준히 지도가 제작되었고 현재 50여

종3의 고지도가 전해지고 있다. 다만 17세기 이전에 제작된 서울의 옛 지도는 현전하는 것을 찾아보

기 어려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태조실록』에는 1393년(태조2) 권중화가 새 도읍의 형세도形勢圖

를 태조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세종실록』에는 1433(세종15) 영의정 황희 등이 목멱산에 올라 

산수의 내맥來脈을 탐지한 후, 화공을 시켜 삼각산의 지형을 그리게 하여 세종에게 올렸다4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 지도제작과 화원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지도

는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이 시기는 관용에서 민간용까지 목판본, 필사본, 감상용, 휴대용등의 형태

로 다양한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18세기 중후반을 중심으로 편찬된 많은 도성도는 지리정보 제공

의 지도 기능 이외에도 당대 회화 기법을 도입하여 제작됨으로써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졌다. 

상반기 모사도 제작에서 주목할 점은 도성을 둘러싼 산세 표현에 나타난 진경산수화풍이다. 문화

현상은 물과 같아서 용출湧出되는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도성도 제작 시기

가 18세기 후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조선의 문예부흥현상의 하나인 회화의 성취가 지도제작

에 까지 영향을 미친 모습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일례로 겸재의 영향을 받았던 강희언(1710~1764)

이 그린 <인왕산도>의 찬문에서 강세황은 당시 화가들이 자신의 산수화가 지도와 닮음을 경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2_ 박은순, 「도성도」, 『한국의 옛지도』, 문화재청, 2008, p.364. 

3_ 이상태, 『한국고지도발달사』, 혜안, 1999, pp.43-47.

4_   『태조실록』권3, 2년 2월 10일(을유)조. 『세종실록』권61, 15년 7월 9일(경신)조. 정은주, 「규장각 소장 필사본 도성도의 회화적 특성」, 

『한국고지도연구』제5권 제2호, 201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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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을 그린 사람은 매번 지도와 닮을까 걱정이지만 이 그림은 십분 진경에 핍진함을 얻었으며, 

또한 화가의 제법을 잃지 않았다”5

이러한 언급이 당시 실경을 사생한 산수화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진경화풍과 회화식 

지도의 상관관계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강희언, <인왕산도>, 조선후기, 53.7×36.6㎝, 수묵담채, 개인소장

이를 염두에 두고 17세기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제작된 원형구도의 도성도에 진경풍의 산세가 드

러나기까지 표현의 변화가 특징적인 규장각 소장품 3점을 찾아 비교하였다. 지도 표현의 변화과정은 

당시 세계관의 변화와 진경시대의 화풍이 지도에 녹아드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시대 순으로 ① 17

세기말경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摠圖』의 <도성도>, ② 1760년대 『해동지도海東地圖』의 <경도京都>, ③ 상반

기 모사대상작인 18C말경 <도성도>, ④ 19C초반 『동국여도東國輿圖』의 <도성도>이다.

5_ 寫眞景者 每患似乎地圖 而此幅旣得十分逼眞 且不失畫家諸法。

《조선강역총도》의 <도성도>, 17세기 말

《해동지도》의 <경도>, 17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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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도>, 1788년경

《동국여도》의 <도성도>, 1800-1822

첫 번째로 17C말경 《조선강역총도》의 <도성도>는 현존하는 일반 서울 지도 중 제작시기(1695-

1711년경으로 추정6가 비교적 빨라 주목되는 지도이다. 원본은 지도첩이나 지도책에 수록된 형식으

로 보이나 현재 두루마리로 장황되어 보관중이다. 지형과 지명을 중심으로 서울을 간략하고 상징적

으로 표현하여 실경實景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산수의 표현은 담한 백록白

綠과 쪽 빛藍으로 이루어져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본 지도는 《동여비고東輿備考》의 도성도와 크기, 

구도, 색의 사용, 궁궐의 위치와 명칭, 궁궐주위에 서려 있는 안개와 구름의 표현까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두 번째로 1760년대 초반 제작된 《해동지도》의 <경도京都>는 회화기법이 가미된 군현지도의 모습

을 잘 보여준다. 지도책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상세하지는 않지만 청록산수 기법을 엿볼 수 있어 

표현의 변화가 뚜렷하다. 도봉산과 북한산 등 부분적으로 실경을 사생한 듯 한 산세를 볼 수 있다. 

실견했을 때 색상이 아름답고 안료 사용이 안정적어서 당시 채색기법眞彩을 가늠케 한다. 산은 고저

와 중요도에 따라 색변화를 주었으며, 도성의 풍수정맥인 내사산內四山과 북한산, 도봉산은 청색으로, 

북한산과 도성 사이 좌우 지맥은 담갈색으로, 그 밖에 주변은 초록색으로 채색하였다.7 

세 번째로 1788년경에 그려진 <도성도>는 진경산수화법이 완성된 이후에 그려진 지도로, 겸재의 

작품으로 전칭될 만큼 산세표현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비슷한 시기에 그러진 다른 도성도

에 비해 한층 완성도 높은 그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대 완숙한 산수화법 도입 이외에도 작가가 

공간을 운영하는 경영위치經營位置의 구도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실경을 바탕으로 산세를 강조하고 

생략 하는 등, 작가의 의도 하에 구성된 세련된 화면은 구도의 완결성과 안정감으로 도성도가 감상용 

한 폭 그림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네 번째로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동국여도》는 전국적인 방어체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군사지도이다. 여기에 실려 있는 <도성도>는 이전의 지도에 비해 암산과 토산을 구분하는 준법의 구

사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림의 시야가 한강주변부까지 확대되었으며 도성 안 궁궐주변, 사대문 밖까

지 민가들을 빼곡히 그려 넣어 도시발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도성중심의 중앙집권적 시각이 한강주

변을 그림으로써 시각이 확대 되었으므로 근대로 향하는 세계관의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 

조선의 수도를 그린 도성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크기로 꾸준히 제작되었다. 이 중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제작된 도성도 네 점을 당대 화풍과 관련지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속

적인 도성도 제작의 면면에서 표현방식의 변화는 당대 문화현상간의 직·간접적 교감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형성된 세계관과 문예활동의 영향을 반추할 수 있는 지표指標이기도 하다.   

6_  이찬, 양보경, 앞의 책, 1995, p.125. 필자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도성도(《조선강역총도》)의 연대를 추정함. 

① 1711년에 축조된 북한산성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숙종 초 증건하고 1690년에 남별전(南別殿)에서 이름이 바뀐 영희전(永禧殿)이 없는 점. 

영희전은 조선 후기 지도에서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경희궁 다음으로 크게 그려짐. ③ 開川(지금의 청계천)의 水口가 세 곳으로 갈라져 나가

는 점. ④ 도성의 남소문인 광희문과 수구문이 별도로 그려져 있어 남소문이 폐쇄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

7_ 이태호, 「조선 후기 한양 도성의 지도와 회화」, 『미술사와 문화유산』, 2016,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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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자연환경

<도성도>를 찬찬히 감상하면 알 수 있듯이 한양은 빼어난 산세를 지닌 곳이다. 서울은 주위에는 

북한산(836m), 도봉산(717m), 인왕산(338m), 관악산(629m) 등 500m 내외의 산과 구릉이 자연성

벽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이다. 광주산맥의 한 줄기인 도봉산은 백운대, 인수봉, 노적봉의 3개 

봉우리가 솟아 있는 북한산과 이어져 있고, 그 산줄기는 다시 남으로 뻗어 백악산(342m)을 솟게 하

였다. 백악산에서 동으로 뻗은 산줄기에 낙산(125m), 서로 뻗은 산줄기에 인왕산이 있다. 인왕산에

서 뻗은 산줄기 중 남쪽으로 뻗은 것은 숭례문을 지나 남산(265m), 응봉(175m)과 이어져 있고, 서쪽

은 무악재의 안부鞍部를 지나 안산(296m)과 이어져 있는데 모두 구릉성 산지이다.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서울의 형세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북쪽으로 華山(삼각산)을 배경으로 마치 용이 서린 듯 뱀이 버티고 앉은 형세가 있으며, 남쪽으로

는 한강이 빙 두르고 왼쪽에는 대관령이 막아 있고 오른쪽에는 발해가 둘러 있어서 그 형승이 조선  

땅에서는 으뜸이니 실로 산과 강이 험하고 견고한 곳이다.”

18세기 실학자 이중환(1690-1752)는 「택리지擇里志」에서 서울의 형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함경도 안변부 철령에서 나온 한 맥이 남쪽으로 5.6백리를 달리다가 양주에 와서는 자잘한 산으

로 되고, 다시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돌아들면서 갑자기 솟아나서 도봉산의 만장봉萬丈峯이 되었다. 여

기에서 동남방을 향해 가면서 조금 끊어진 듯하다가 또 우뚝 솟아, 삼각산 백운대로 되었다.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경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는 서남쪽으로 갔고, 또 한가지는 남쪽으

로 백악산이 되었다. … 동남북쪽은 모두 큰 강이 둘렀고, 서쪽으로 바다의 조수와 통한다. 여러 곳 물

이 모두 모이는 그 사이에 백악산이 서리어 얽혀서 온 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인 곳이라 일컫는다.”9

풍수지리에서도 도성은 도봉산과 삼각산에서 이어지는 힘찬 맥이 주산인 백악산에 와서 멈춘다고 

설명한다. 백악산은 남쪽을 향해 오른쪽 인왕산, 왼쪽의 타락산, 앞쪽의 목멱산(남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이 네 개의 산이 이른바 한양의 내사산이며, 한양 도성의 바탕이 되었다. 서울의 뛰어난 자연

환경은 서울의 고지도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회화식 지도를 탄생시켰다.10 

8_  《글로벌 세계대백과》〈서울의 자연〉,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D%8A%B9%EB%B3%84%EC%8B%

9C#.EC.82.B0

9_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京畿’; 이찬, 양보경, 앞의 책, 1995, p.127.

10_ 이찬, 양보경, 위의 책, 1995, p.127.

3) 산세 표현의 특징

도성도는 산세에 따라 용필用筆을 다르게 구사하였으므로 남쪽은 살과 같이 부드러운 산세를, 북쪽

은 뼈와 같이 강하고 굳센 분위기를 구분하여 연출하였다. 다음으로 담한 먹을  쌓아 가면서積墨 산세

에 입체감을 주어 전·후의 공간감을 드러냈다. 곳곳에 태점苔點과 나무를 배치하여 산에 생명력을 불

어넣었고, 산이 큰 물체大物임을 알게 하였다. 기법의 숙련도와 산세표현의 완성도가 상당하므로 당시 

화단의 산수화풍에서 받은 영향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성도> 남쪽 목멱산(남산) 부분

<도성도> 북쪽 삼각산과 도봉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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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도가 그려진 18세기 후반은 조선성리학이라는 사상체계가 확립되면서 문화전반에 걸쳐 조선 

고유색을 드러내는 운동이 전개11된 이후 온갖 문화가 여물어 가는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은 문학이 

선도하였고 회화역시 시대정신을 반영함으로 대열에 합류하였는데, 당시 화단에서는 조선의 산천을 

그에 맞는 화법으로 그려내는 진경산수화법이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한편 『고씨화보顧氏畫譜』, 『당시

화보唐詩畫譜』,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등 중국화적의 수입과 방작仿作이 유행하면서 중국화풍이 조선에 유

입되었다. 명대 말에는 중국산수를 유람한 기행문과 실경산수의 특징을 수렴한 산수판화가 많이 출

판되었는데, 당시 조선에는 『삼재도회三才圖會』, 『해내기관海內奇觀』, 『명산도名山圖』, 『태평산수도太平山水圖』 

등이 유입되었다. 전자의 중국화적들은 화보식 관념산수를 학습하는 회화교본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

으며, 후자의 산수기행문학山水紀行文學12과 실경을 반영한 판화집은 당시 사대부 문인들을 중심으로 유

행한 산수유람 풍조와 더불어 조선의 진산진수眞山眞水를 사경寫景해 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러한 내적 분출력과 외적 영향력으로 조선의 회화는 우리의 산천을 그려내는데 알맞은 화법과 미감

을 두루 갖추어 시대에 부합해 나갔다. 

진경산수화의 대표적격인 겸재의 그림은 중국 북방화법의 골법과 남방화법의 묵법을 조화시킨 기법

이 특징이다. 피마준披麻皴13, 미점米點14과 태점苔點 등 풍부한 수묵표현의 남종문인화 준법과 북종화원

화의 준법인 부벽준斧劈皴을 변혁시킨 필치의 적묵법, 능란한 편필과 직필의 소나무, 빠른 속필 등이 

융합되었다.15 암산岩山은 부벽준과 같은 수직준으로 거칠게 표현하고 토산土山은 피마준과 미점준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였는데 <도성도>에서도 이러한 표현기법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정선, <백악산>, 지본담채, 간송미술관 <도성도> 백악산 부분

11_ 최완수, 『겸재정선1』, 현암사, 2009, p.61.

12_ 고연희, 「鄭敾의 眞景山水畵와 明淸代 山水版畵」, 『美術史論壇』Vol.9, 한국미술연구소, 1999, p.142.

13_  동원과 거연이 양자강 이남의 경치를 표현하기 위해 쓰던 준법. 삼껍질을 째서 널어놓은 것과 같이 부드러운 필선이 중복되면서 산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선묘법. 토산과 구릉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

14_  남북송 교체기 문인화가인 미불(米芾)과 미우인(米友仁) 부자가 남방의 구름 낀 산을 그리는 화법을 창안해 냈는데, 구름 속에 잠긴 먼 산봉

우리의 울창한 수목을 반복하여 찍은 먹점으로 표현 했으므로 사람들이 米氏 일가에서 쓰던 점이라 하여 米點이라 부르게 되었다.

15_ 최완수, 앞의 책, 1993, p. 68.

4) <도성도> 발문과 특징

우측하단에 기재된 당시 서울의 행정구역은 동부東部에 6방坊, 서부西部에 9방坊, 남부南部에 11방坊, 

북부北部에 9방坊, 중부中部에 8방坊으로 합이 5부部 43방坊  329계契이며, 성밖에 보이는 서부의 용산

방, 서강방과 남부의 둔지방, 한강방, 두모방이 새로 생겼음을 밝혔다. 이는 18세기에 서울에서 일어

났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남 대문과 서대문 밖의 한강변에 인구와 취락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16 좌측 하단에는 도성의 크기와 도로를 기록하였는데 돈화문, 종가, 흥인지문, 숭례

문, 돈의문에서 주요지점까지 보수步數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주 궁궐이었던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을 기점으로 하였다. 왼쪽 상단에 오부분계즉오방본색별五部分界則五方本色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흑, 적, 청, 백, 황의 오방색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17 

<좌측 상단>

16_ 이찬, 양보경, 앞의 책, 1995, p.141.

17_ 김성희, 「규장각 소장 <도성도>의 산세표현」, 『한국고지도연구』Vol.2 No.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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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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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상태 조사

1) 실측

도성도의 실측 내용은 2011년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고지도 모사본 제작사업의 보고

서18를 참고하였다. 

- 도성도 축의 직경은 4.8㎝이다.

18_ 「고지도 모사본 제작」, 『2011년도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보고서3/대체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178.

2) 보존상태 

- 나무상자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림 뒷면 상축 부근에 청구기호가 부착되어 있다.

-  현재는 장황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나 가로 4등분, 세로 3등분으로 접어서 보관한 흔적을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그림의 손실부위는 접어서 보관할 당시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 일정한 패턴으로 생긴 얼룩은 말아서 보관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 그림 전반에 가로꺾임 현상이 나타난다.

- 붉은 선 위에 그려진 노란색 점 일부에서 안료 탈락현상이 관찰된다. 

절첩의 흔적

말아서 보관한 흔적가로꺾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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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지 분석

한지 분석 내용은 2011년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고지도 모사본 제작사업의 보고서19

를 참고하여 보고서 내용에 맞게 편집하여 기재하였다. 

-  광학현미경을 통해 작품의 표면 관찰 하여 종이 소재의 특성 분석

-  작품의 표면을 비파괴에 의한 접촉식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닥섬유에 대한 주요 특성인 투명

막이 관찰되므로 닥섬유를 사용한 한지일 것으로 추정 

- 먹의 번짐이 매우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도침 처리한 고급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

먹 번짐 관찰닥섬유의 투명막 관찰

4) 안료 분석

안료 분석 내용은 2011년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고지도 모사본 제작사업의 보고서20

를 참고하여 도성도 보고서 내용에 맞게 편집하여 기재하였다. 

(1) 디지털 현미경

•일본 Scalar社 DG-3 사용

•안료 입자의 유무와 채색 순서 판단을 위한 촬영

19_ 김형진, 「고지도 모사본 제작」, 『2011년도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보고서3/대체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237-239

20_  한국전통대학교 보존과학과, 「고지도 모사본 제작」, 『2011년도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보고서3/대체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pp. 193-194, pp.241-254.

① 바탕 : 미처리 생지로 닥섬유 이외에 발색에 관여하는 다른 흔적은 관찰할 수 없다. 

② 엷은 청색 :  특이할만한 무기안료를 관찰할 수 없다. 닥섬유의 분포가 ①의 생지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붉은색 : 붉은색 입자 층을 관찰할 수 있다. 

④ 노란색 점 : 유기안료위에 도드라진 노란색 입자층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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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붉은 선 위의 노란색 점

⑦ 갈색 : ③, ⑥의 붉은색과 다르게 유기염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P-XRF 분석

•P-XRF를 이용한 채색안료 성분 분석

•2011년 협력 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 조사

•안료의 원료 및 특성 추정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 (40kV,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  

•분석 위치: 디지털 현미경 촬영과 같은 위치

•분석 결과

분석

대상
No.

element(ppm)

P S CI K Ca Cr Mn Fe Co Cu

도

성

도

1 - - 29339 584 12154 - - 245 - -

2 - - 18048 689 13087 25 31 229 - -

3 39584 64704 21296 638 11146 23 51 253 - -

4 - - 30098 742 12915 30 33 289 - -

5 92323 124337 24958 1289 10137 25 111 355 - -

6 78404 116088 19572 1215 9923 33 84 334 - -

7 - - 30499 638 11615 - 33 262 - -

분석

대상
No.

element(ppm)

Zn As Se Br Rb Sr I Ba Au Hg Pb

도

성

도

1 330 - - 93 - 138 - 343 - - 55

2 315 - - 198 - 137 - 341 34 - 2157

3 372 230 29 - 67 85 - 361 - 6175 909

4 348 - - 158 - 140 - 372 32 - 2078

5 535 935 100 - 219 - - 387 - 18719 2780

6 475 739 63 - 166 - - 298 - 14173 2082

7 331 15 - 97 - 134 - 402 - 11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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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분석 결과

도성도 연노랑 도성도 주

도성도 대자 도성도 종이

•색상별 세부분석 내역

분석

번호
색상

주요 검출 원소

(Ca ~ U)
추정안료

1 바탕재 - 미처리 생지일 것으로 추정

2 청 - 유기염료 쪽(藍)일 것으로 추정

3 주 Hg, S 수은의 검출로 보아 진사(HgS)일 것으로 추정

4 연노랑 Pb, S 납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연백과 등황을 혼용한 것으로 추정

7 대자색 Fe, Ca
Fe가 검출되었으나 발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원소는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붉은색 유기염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3) 적외선 촬영

• Hamamatsu社 적외선 촬영기 사용(Infrared Reflectography System, Hamamatsu Super 

Eye C2847)

•촬영 목적 : 이전 보수 흔적 확인, 육안으로 잘 관찰되지 않는 세부 문양 및 묵서 확인

•도성도의 적외선 촬영에서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도성도 적외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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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사본 제작과정

1. 제작방침

•기본적으로 원형모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시공간을 고려하여 7배 확대하여 제작한다.

•모사본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원본과 성질이 같거나 최대한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바탕재질 및 안료는 2011년 고지도 모사본 제작 당시의 안료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용한다.

•바탕재는 연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넓은 면적의 닥종이를 구하여 사용한다. 

•바탕재는 원화의 바탕색을 고려하여 염색하고, 완성된 모사본이 생경해지는 것을 지양한다.

•얼룩은 재현하지 않고 결손된 부분은 원화의 느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한다.

•작업 방향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필선의 방향이나 채색 순서 등을 충실히 조사 연구하여 모사한다.

•원본이 그려진 18세기 진경산수화풍을 숙지하여 모사에 임한다. 

• 모사는 외형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체를 파악하고 그 정신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

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제작과정

1) 7배 확대 인쇄물 출력

•협력업체 : 다해미디어

•인쇄본과 유물 대조 : 원화와 색감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3회 진행한다.

•최종 인쇄본이 유물에 비해 황색이 가미되었으므로 유의한다.

•출력물의 먹색 대비가 원화에 비해 강한 편이므로 유의한다.

•주색은 표주에 가깝게 출력되었으므로 표주와 주사의 중간색을 찾아 사용한다. 

출력된 인쇄물과 원화의 색감 비교

2) 재료준비

•한지:  7배 도성도 제작을 위해 두께 0.07-0.10mm, 넓이 120×130cm 종이 두 장을 연접한 바

탕재를 준비하였다. 

연접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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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료 및 염료:  먹, 주사, 연백, 등황, 쪽, 연지, 대자 

먹

•고매원 (홍화먹紅花墨) 五星 사용

• 홍화먹은 천연식물의 종자유를 연소시킨 유연(油煙)을 원료로 한다. 채집한 그을음은 미세한 탄소입자로 

먹색을 내는 주성분이다. 

•유연먹은 진하게 갈면 갈수록 광택이 분명해진다.

주사
•가일전통안료의 주보사(珠寶砂) #14 사용

•주보사는 주사의 원석 중에서 순도가 높고 잡석이 거의 없는 최상급의 주사원석을 말한다.21

연백

•봉황사 TP-연백 사용

• 연백의 주성분은 납(Pb)이며 호분에 비해 중량이 무겁고 비중이 커서 강도와 내구력이 좋다. 연백의 사용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교의 사용이다. 흔히 화론에서 분은 환을 만들어 쓴다고 했는데 이는 연백을 이

름이다.

등황
• 등황은 등황나무 줄기에서 채취하는 천연 유기안료이다. 입자가 미세하여 물에 풀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체질안료(體質顔料)로 분과 함께 사용하면 선명한 발색을 얻을 수 있다. 

봉채

(쪽, 연지, 대자)
•염료를 사용하기 쉽게 막대 형태로 자연 건조한 물감

3) 종이염색

•원형모사에서 원화와의 생경함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탕색이다.21

• 염색은 염색할 종이의 면적에 상관없이 고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준비된 종이가 연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염색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종이를 분리하여 염

색 후 장황문화재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연접하였다.

21_가일전통안료, http://naturalpigment.co.kr/

• 고색을 낼 때 오리나무 열매를 우려서 거른 후 사용한다. 오리나무열매를 삶아서 색표를 제작한 

결과 노란빛이 많이 돌아서 원화와 색감 차이가 있다. 1년 이상 숙성된 염액은 색상이 산화되어 

고색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자문내용이 있었으나, 본 모사에 주어진 시간의 제약으로 염액

은 1주일 정도 산화시켜서 사용하였다. 부족한 색감은 다른 염료를 이용하여 가미하였다.

• 본 모사에서는 염색 시 붓을 사용하여 종이에 염액을 흠뻑 적시고, 바닥과 종이사이의 공기층을 

빼내어 고르게 염색하였다. 연접 상태에서 분리한 6장의 종이를 한 장씩 모두 염색하여 말리고 

가장 고르게 염색된 두 장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염색은 숙련도를 요하므로 수차례 연습 후 진행하였다.

거르기오리목 끓이기

공기층 빼내기염색하는 모습

오리목 + 먹 염색오리목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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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침

•본 모사에서 도침은 저온의 다리미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다리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도침을 치밀하게 하여 교반수의 양을 최소화 한다.

•본 모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도침 2회 교반수 2%로 진행한다.

도침과 교반수 실험

도침1 도침2 도침3 도침4

교반수 0.0%

교반수 1.5%

교반수 2.0%

5) 교·반수 도포하기

•아교는 접착제로서 그 성분은 단백질이다.

•적절한 교반수의 사용은 안정적인 채색을 가능하게 한다.

•하루 전날 불리고 반드시 중탕하여 사용한다. 

•교반수를 도포함으로 인해 바탕재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본 모사에서는 2%의 교반수를 사용한다. 교와 반은 8:2의 비율로 진행한다.

교반수 준비물 중탕하기

6) 색표와 부분도 제작

•색표는 안료분석 자료를 토대로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모사할 종이와 같은 종이에 색표와 부분도를 제작하고 원화와 비교하여 색감을 찾는다. 

•혼색된 경우 과학적 방법으로도 정확한 분석이 어려우므로 색표제작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란색 점 색표 제작색표 제작

색표와 원화 대조부분도와 색표 

7) 상초하기

•7배 크기 출력물 위에 한지를 놓고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여 상초한다.

•먹은 시간과 공을 들여 충분히 갈아서 농담에 맞게 사용한다. 

•상초는 그림의 순서와 먹의 농도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진행한다. 

•용필用筆은 중봉中峰을 기본으로 하며 비수肥瘦와 준皴의 변화에 유의한다.

• 북한산, 도봉산의 부벽준, 남산의 피마준, 마른 붓을 사용하는 갈필 등을 고려하여 암산과 토산

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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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의 표현은 좌우 출입방향을 살펴 상초한다.

상초하기

상초한 모습

8) 채색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구분해서 용처用處에 맞게 설색한다.

• 먹색은 먹을 곱게 수비水飛해서 사용한다. 알맞은 농도의 먹색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전체 분위기

를 맞춰가며 고르게 천천히 올린다. 그림의 크기가 7배이기 때문에 먹의 바림渲染이 비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산에 도는 청빛은 쪽빛보다 먹의 청 빛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쪽은 제일 마지막에 

원본을 놓고 아주 묽게 올린다. 색은 배접을 하면 강해지므로 배접을 감안해서 담하게 채색한다.

• 주선朱線은 주사를 수비해서 적절한 색을 찾고 농담에 맞게 사용한다. 주선은 도로망의 중요도에 

따라 굵기를 다르게 그렸다. 

모사본 부분원본 부분

모사본 노란 점 부분원본 노란 점 부분

• 그림의 노란 점은 연백과 등황을 사용한다. 백색 점을 찍을 때는 농담을 잘 조절하여 그림의 분

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글자의 테두리가 글자보다 진해지지 않도록 한다. 

• 주선 위에 찍힌 점이 박락된 것을 확대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박락된 노란 점 아래, 주색에 비

치는 먹 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든 채색이 끝난 후 글씨모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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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크기의 도성도는 전체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관건인 만큼 모든 채색이 끝난 후 3일에 걸쳐 

원본과 대조하며 마무리 하였다.

9) 글씨 모사
22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지명의 모사는 2011년 모사제작 시 복원한 지명을 참고한다.

•동일지도에서 같은 글자나 부분 획을 참고·조합하여 써 넣는다.

•도성도 훼손 지명 복원

22_ 글씨 모사와 해당 부분 보고서 작성은 윤지혜 세종문화재연구소 (전) 연구원이 진행하였다.

훼손 부분 집자 복원

1. 城內則大約以步數

2. 馬場

3. 中梁浦

4. 往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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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부분 집자 복원

5. 光熙門

6. 於淸橋

7.-①. 薰陶坊

7-②. 冷井洞

훼손 부분 집자 복원

7-③. 履廛洞

7-④. 川椒洞

8. 小龍洞

9. 蛤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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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부분 집자 복원

10. 蓮

11. 壽

12. 惠化門

13. 光礼橋

훼손 부분 집자 복원

13. 光礼橋

10) 원화 대조

모사본을 제작하는 동안 원본과 모사본을 대조하여 전체적인 색감과 묘사 정도를 확인하여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갖는다.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원화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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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황

1) 작품 배접

작품 배접

도성도 배접 도성도 배접 1

도성도 배접 2 도성도 배접 3

• 배접은 총 3회 시행하였으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두꺼운 한지를 사용해 배접하였다. 배접마다 종

이의 결을 수직방향으로 교차 배접하여 내구성을 좋게 하였다.

2) 창살틀 기초작업

창살틀 초배 및 겹쳐바르기

창살틀 초배 겹쳐 바르기

• 조립식으로 제작된 창살틀에 닥지를 이용하여 초배를 시행하였다. 초배 후에는 겹쳐 바르기 2회 

시행 하여 표면을 강화하였으며, 띄워바르기 1회와 겹쳐바르기 1회를 추가 시행하였다.

3) 작품 부착

작품 부착

작품 부착 작품 부착 후

• 배접이 완료된 작품을 틀에 부착하였다. 작품은 사방으로 넘겨서 부착하여 미감을 좋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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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자 완성

액자 완성액자 고정

•액자 틀은 너도밤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4. 완성

모사본 완성

모사본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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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1) 일시 : 2016년 4월 22일 (금) 10:00  

2)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층 수리복원실 

3) 자문 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손광석 모사 단월문화재복원모사연구소

4) 참관

성 명 소 속

이혜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학예연구사

최윤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직원

5) 안건

① 바탕재 전처리 방향 

- 염색의 유무

- 교반수와 도침의 정도 

- 모사본의 크기가 원화의 7배 크기가 되면서 바탕종이의 연접이 불가피한 점

  (연접한 부분이 화면 중앙 세로로 지나감)

- 원본의 바탕재보다 모사본에 쓰일 바탕재의 조직이 다소 느슨한 점

② 설색의 방향

- 그림의 순서와 색이 올라가는 순서 

- 안료와 염료의 구분

- 부분도 진행과정 검수

 

③ 임서의 방향

- 임서와 형임

- 부분도 진행과정 검수

    

6) 자문내용 및 총평

① 바탕재 전처리 방향 

- 원형모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탕색이다. 염색을 고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  연접한 상태로 염색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다.(현재 연접된 종이를 분리하여 염색한 후 다시 

연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염색은 붓으로 하되 흠뻑 적실 수 있도록 한다. 준비된 6장의 종이를 한 장 한 장 겹쳐 가면서 

염색한다.

- 염색은 숙련도를 요하므로 2-3차례 연습 후 본 작업에 임하는 것이 좋다.

- 바탕재의 염색은 오리목으로 하고 이후 멱과 염료로 조정한다.

- 오리목은 1주일정도 산화시켜 적빛이 돌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도침을 치밀하게 해서 교반수를 최소량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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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력물과 원화의 비교

- 전반적으로 출력물에 황색이 많이 출력되었으므로 한톤 가라앉혀 모사한다.

- 출력물의 먹 톤이 강하고 대비가 강한편이다. 유념해야한다.

- 주색은 표주에 가깝게 출력 되었으므로 표주와 주사의 중간색을 찾아 사용한다.

③ 부분도 진행과정 검수

- 먹의 농도가 약하다. 

- 초선과 가필선을 구분하여 농담에 구분을 주어야 한다.

- 현재 부분도는 교반수의 양이 많은 상태이므로 도침에 더욱 주의한다.

- 산에 도는 청 빛은 쪽빛보다 먹의 청 빛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쪽은 제일 마지막에 원본을 놓고 아주 묽게 올린다. 

  (색은 배접을 하면 반드시 강해지므로 감안하여 묽게 채색해야 한다.)

- 그림이 7배 커지면서 먹의 바림이 비어 보여서는 안 된다. 유념한다.

④ 산수 모사에 대한 자문 

- 산수모사는 산세를 읽어야 한다. 

- 산은 주산을 중심으로 깨지지 않고 서있도록 그려야 한다.

2. 2차 자문회의

1) 일시 : 2016년 5월 30일 (월) 10:00  

2)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수리복원실     

3) 자문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손광석 모사 단월문화재복원모사연구소

4) 참관

성 명 소 속

최윤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직원

윤지혜 전 세종문화재연구소 연구원

3차 자문회의

5) 안건

① 상초과정 점검 

- 염색과 교반수 정도 점검

- 필선 점검 

② 발묵에 대한 자문

- 먹의 종류와 발색에 대한 자문

③ 채색 순서에 대한 자문

- 특히 글씨가 들어간 도형의 테두리에 색선과 먹선이 교차되어 보이는 부분

6) 자문내용 및 총평

① 상초과정 점검 

- 염색은 약간 밝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되었다. 

- 상초과정에서 먹색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필은 채색 후 결정한다. 

② 발묵에 대한 자문

- 먹색은 전체 분위기를 맞춰가며 고르게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243242

제2장 I 보물 제1560호 도성도(都城圖) 모사본 제작 사업제Ⅲ권 I 모사본

- 이를 위해 먹은 곱게 수비해서 사용한다.

- 또한 작업물의 크기를 고려해서 충분한 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용이하다.   

-  원본은 2~3차례에 걸쳐 먹을 쌓았을 것이다. 전체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작업에

서는 3~4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작업에 임하는 것이 좋다.

-  7배 크기의 도성도는 전체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관건인 만큼, 모든 채색이 끝난 후, 2~3일에 

걸쳐 원본대조하여 전체 분위기를 맞추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③ 채색에 대한 자문

- 주선은 주사를 수비해서 농담에 맞게 사용한다.

-  그림의 노란 점은 연백과 등황을 사용했다. 입자가 있는 점을 찍을 때 농담을 잘 조절하여 그림

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주선 위에 찍힌 점이 박락된 것을 확대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박락된 노란 점 아래, 주색에 

비치는 먹 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글씨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모든 채색은 색표를 만들어 원화와 대조 후 작업한다.

- 글씨의 테두리가 글씨보다 진해져서는 안 된다. 

- 원작자가 붓을 놓치는 등의 실수로 생겨난 흔적은 그리지 않는다.

  

④ 산수 모사에 대한 자문 

- 원형모사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것은 원본과 새 그림 사이에 나타나는 생경함이다. 

-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림

의 시작에 바탕염색이 필요하고, 그림의 마지막에 색 맞춤이 필요하다.  

- 특히 시선이 잘 머무르는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부분을 잘 그려야한다.

3. 3차 자문회의

1) 일시 : 2016년 6월 17일 (금) 10:00 

2)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수리복원실

3) 자문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손광석 모사 단월문화재복원모사연구소

4) 참관

성 명 소 속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박숙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실장

최윤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직원

윤지혜 전 세종문화재연구소 연구원

3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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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건

① 채색과정 점검 

- 색상간 균형과 전체분위기

  

② 가필에 대한 자문

③ 글씨모사에 대한 자문

- 글씨모사 진행 : 윤지혜(전 세종문화연구소 연구원)

- 부분도 진행과정 점검

- 먹색 원화와 비교

6) 자문내용 및 총평

① 글씨모사 : 미리 제작한 부분도와 원화 비교

-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서체의 모양새를 잘 살렸다. 보통 임서를 해도 자기 글씨가 드러나게 마련

인데, 모사글씨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  모사한 글씨에 약간 살집이 있어서 행간의 여백이 좁아 보인다. 공간감만 잘 살리면 좋은 모사

가 될 것이다.

② 채색과정 점검

- 먹색은 거의 올라왔지만 좌우의 산세가 약하다.

- 전반적으로 쪽색과 대자계열이 부족하다.

-  노란색 점은 부분도제작 결과 등황에 연백을 살짝 섞어서 사용한다. 물감이 마른 후 상태를 살

펴서 필요한 곳에 등황과 먹을 조금씩 더 올려준다.

- 산이 맺히고 막히는 부분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땅 속이 차야 한다. 

-  산봉우리에 하얗게 튀는 부분은 아주 담한 먹으로 살짝 떨어뜨린다. 배경과 그림이 조화롭게 어

우러져야 한다. 산이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  상초와 설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탕색이 상대적으로 밝아져 원화와 상이한 느낌이 있다. 전체

적인 색감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애초에 밑 색으로 사용했던 염액을 묽게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말려있는 상태에서 산화된 흔적들은 그리지 않는다. 

③ 성곽안쪽의 고색처리에 대한 논의

-  성곽 안쪽은 일부러 고색처리 하지 않는다.(2011년도 모사과정에서도 성곽안쪽에 의도적인 작

업과정이 보고되지 않았다.)

④ 글씨모사 이후 색 처리에 대한 논의

-  글씨가 올라간 후에도 전체적으로 톤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글씨모사 이전에 전체 

톤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원화의 사진촬영에서 생기는 왜곡에 대한 논의

-  미세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최근 촬영기법은 그림 전체를 한 번에 찍는 것 이 아니라 그

림의 크기에 따라 여러 차례 분할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가장자리 형태 왜곡에 대한 기술적인 문

제는 많이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⑥ 다음 모사 대상작에 대한 자문

-  홍경래진도의 탈락된 부분의 원형복원은 디지털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물은 그림 내에 비

슷한 동세를 찾아 디지털로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적절할 것이다. 어려운 부분은 산중

턱과 같이 그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다. 디지털 원형복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

여 모사도 제작까지 6개월의 시간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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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도성도都城圖>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자미상의 서울지도로, 도봉산과 북한산을 배경으로 백

악산白岳山, 인왕산仁王山, 목멱산木覓山(남산), 타락산駞駱山(낙산)의 내사산內四山과 서울의 도시구조를 산

수화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남쪽이 지도 상단으로, 북쪽이 지도 하단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는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政事를 살피는 국왕의 시각에 맞추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원형의 화면구성과 

필법, 묵법, 준법, 설색設色 등의 산수화법이 능수능란하여 지도로서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보아도 뛰

어난 회화식 지도로 인정받아 보물 1560호로 지정되었다.  

본 모사는 규장각 자체 모사로는 네 번째이며 원형모사로 진행되었다. <도성도>는 2011년 규장각

에서 시행한 고지도 모사본 제작 사업 당시 <아국총도>, <전주지도>와 함께 모사본이 제작되었다. 

이 당시 모사는 원화의 훼손을 줄이고 영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현재 규장각 전시실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 2016년 다시 한 번 이루어지는 7배 크기 <도성도>모사는 대중전시에 적합하고 

가독성이 뛰어난 시각 교육자료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본 모사는 원화의 크기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엄밀히 모사摹寫보다 임모臨摹나 방모倣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모사기간은 약 4개월 중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그림모사에 9주, 글씨모사에 4주를 할애했

다. 총 세 번의 자문회의를 통해 모사의 전체 방향 및 염색, 안료의 사용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였다. 

도성도 7배 확대 모사는 크기의 변화에서 오는 생경함을 지양止揚하기 위해 종이의 염색, 상초, 채

색과정까지 전체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시작에서 바탕

염색이 필요하고, 그림의 마지막에 색 맞춤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임했기 

때문에 과정상의 모사를 체득하며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만 정해진 일정 때문에 각 단계별

로 충분한 연습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울 뿐이다. 

상반기 모사도 제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도성을 둘러싼 산세 표현에 나타난 진경시대 겸재

화풍이었다. 18세기 후반이라는 제작시기를 고려하면 당시 문예부흥의 문화역량으로 빚어진 겸재산

수화풍이 지도에 스며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17세기말부터 19

세기 초까지 제작된 도성도 가운데 지도에 진경풍의 산세가 드러나기까지 표현의 변화가 특징적인 

규장각 소장품을 찾아 하반기 모사 대상작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지도표현의 변화과정은 당시 세계

관의 변화와 진경시대의 화풍이 지도에 녹아드는 과정을 잘 보여주므로 2011년 제작된 도성도(古軸 

4709-3)의 모사본과 함께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사는 외형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체要諦를 파악하고 그 정신을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외형을 옮기는 것은 유물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함이요 그 정신의 요체를 파악하는 것은 우

리문화의 변화·발전을 위해 무형의 감식안鑑識眼을 키우는 것으로, 2016년 현재의 우리가 스스로 안

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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