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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광해군대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공신이 녹훈되었던 시기이다. 그
런데 당시 공신 녹훈에 관한 문헌 기록은 광해군 대 공신이 인조반
정 이후 삭훈되며 화상과 함께 삭제되었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공
신에 관한 의궤에 따르면 10명 내외의 화원들이 공신화상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광해군대 역시 비슷한 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적은
수의 화원이 막대한 양의 공신화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과정
이 철저한 분업과 반복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의 자세와 복식의 표현, 채전 문양 등
이 굳어져 당시 공신 화상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이 되었
다. 선조대의 호성·선무·청난공신과 인조 대의 소무·영사공신과는 다
른 광해군대만의 화상의 양식이 존재하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화상
을 제작했던 이 시기에 조선 중기 초상화의 전형이 완성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기록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재료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전후의 기록과 실물 유물의 면밀한 관찰 및 과학적 조사로 조금이
나마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광해군대 화상에 사용된 재료들은 호성·
선무·청난공신보다는 그 이후의 소무·영사공신과 더 유사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선조대의 공신화상은 임란 직후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화상의 재료로 고가의 안료를 사들이기에는 여유가 없었
으며 점차 상황이 나아지면서 고가의 안료들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광해군대부터 공신 화상에 금, 은과 같은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아 광해군대는 이후 공신화상 제작의 표본이 되는 시기였
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양식은 전체적으로 17세기 초 공신화상의 양식을 따르고 있
으나 세부적인 관찰을 통해 전후와의 확실한 양식상의 차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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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얼굴 표현의 경우 정확한 오악(五
岳)의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오목한 곳을 어둡게 채색하는
음영법 또한 함께 적용되었다. 당시 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세인데, 좌안 7분면의 표현이 능숙해지면서 어깨선을 완만하게 하
여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관모의 높이는 이전 시기보다
낮아졌으며 교의와 족좌대는 이전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채전
의 경우 문양 한 단이 추가되었으며 다른 시기에서 보이지 않는 초
엽문이 등장한다.
기법 역시 17세기 조선 중기 공신화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거
의 흡사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 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
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모사 과정과 함께 제시해 보았다. 선묘의
경우 전체적으로 철선묘계를 사용하였으며 선의 시작과 끝에서 맺
어주고 풀어주는 정도의 변화를 주었다. 얼굴 표현에서 특히 섬세한
필선을 사용하였으며 채전 부분에서는 자를 이용한 직선을 구사하
기도 하였다.
17세기 초 공신 화상에서 배채는 고려 시대의 전통과 중국의 영향
이 혼합되어 각 작품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신응구 초상>의 경우
동일색 배채법과 호분법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이
중로 초상>과 달리 동일색 배채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채 과정에서는 다양한 색의 석채와 귀금속 등을 활용하여 섬세
하고 화려한 묘사가 진행되었다. 얼굴에서는 매우 옅은 선염으로 오
악과 음영을 나타내었으며, 관복에서는 여러 번 중첩하여 채색하며
자색이 섞인 흑단령의 미묘한 색을 구현하였다. 흉배는 가장 섬세한
묘사가 필요한 곳으로, 구름, 기러기, 모란 등 구성요소별로 정성을
쏟아야 했다. 모직물의 질감을 살린 채전 부분의 채색도 많은 시간
이 드는 기법이었는데, 색별로 점을 찍어 표현하였다. 그중 황색과
분홍색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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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녹훈과 화상 제작이 조선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었던 만큼 기법에서도 그 공력이 느껴졌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
지 못한 재료기법이 있다면 후에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지
기를 희망한다. 회화유물의 미술사적 가치와 함께 구체적인 재료기
법이 학문적으로 정리된다면 전통 미술의 저변을 넓힐 뿐 아니라
현대의 창작 활동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주요어(keywords) : 조선 중기, 광해군대, 공신화상, 재료기법, 회화,
모사, 신응구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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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조선 중기 광해군(光海君, 1575-1641)대에 제작된 공신
화상의 재료와 기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중기의 공
신화상의 제작기법에 관해서는 연구가 뚜렷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주로 18세기 이후 서양 화법이 반영된 조선 후기 초상화에 집중되
어 있다. 17세기를 포함한 조선 중기 초상화를 다룰 때도 재료 및
기법을 깊이 있게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광해군대의 공신화상은 가장 많은 수가 제작되었으며,
조선 시대 초상화의 전형이 되는 양식이 완성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대에 녹훈되었던 공신이 삭
제되면서 관련 기록과 유물들이 상당수 유실된 상태이다.
광해군대에 녹훈된 공신은 삭훈됨과 동시에 교지와 화상을 모두
불태워 없애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도 각 가문의 종중에서 몰래
보관하고 있던 교지와 화상이 상당수 현존해 있다. 현존하는 광해군
대 공신화상으로는 <유숙(柳潚, 1564-1636) 초상>, <전 윤효전(尹孝
全, 1563-1619) 초상>, <임장(任章, 1568-1619) 초상>, <윤중삼(尹
重三, 1563-1619) 초상>,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초상>, <신응
구(申應榘, 1553-1623) 초상> 등이 있다.
회화의 재료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형 작품의 연구가 필
수적이다. 조선 시대에는 초상화가 제의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어
이모본의 제작이 성행하였는데, 이모본의 경우 원본의 재료를 그대
로 따르지 않고 모사 시점 당시의 재료나 기법을 사용하는 예도 있
으므로 기준이 되는 기법을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여타
공신화상들이 활발한 보수와 이모를 거친 한편, 광해군대 공신화상
은 이모본 제작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추정할 수 있
는 작품이 많아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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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인 광해군대 공신화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공신 화상 제작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광해군대
공신의 기록은 삭제되어 없으므로 전후 대의 공신화상 제작에 관한
문헌들을 일차적으로 조사하였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공신화상
제작의 규모 및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화상에 사용된 안료를
조사하여 오늘날 사용하는 재료와 대조해 보았다.
예로부터 모사는 그림의 완전한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
데, 현대에 들어서 과학적인 분석 등이 동원되어 더욱 정확성을 띠
게 되었다. 따라서 작품의 재료와 기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으로 모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작은 <신응구 초상>으로, 익사공신의 화상 중 하나이다. 안료
분석 등 재료의 과학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17세기 공신화상 유
물 중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각 소장처에 문
의하였다. 그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내부 논의 끝에 <신응구
초상>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고 덕분에 유물을 실
견하고 직접적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안료 분석 후 실제적인 모사 과정을 통해 해당 작품에 사용된 묘
법과 채색법이 무엇인지도 탐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권혁산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 「조선 중기 공신화상에 관한 연구」(2007)에서 조선
중기 공신화상의 양식상의 특징을 밝히고 그 양식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조선 중기를 통과하며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하여 유물과 문헌 기록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재료와 기법
면에서는 큰 발견이 없었으며, 그의 2015년 학술논문2)에서는 구체
적으로 광해군대 공신화상과 이모본에 관하여 다루었으나 <조공근
1) 권혁산, 「조선 중기 공신화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2007), 77.
2) 권혁산, 「광해군대(재위:1608-1623)의 공신화상과 이모본 제작:<조공근 초상>
과 초본을 중심으로」, 『미술자료』(Vol.-No.8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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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公瑾, 1547-1629) 초상>의 초본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공신 화상
제작기법을 통찰하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밖에도 조선 시대 초상화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었
으나 주로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조선 중기 초상화에 대해 다
룬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제작과정과 기법에 관하여 다루는 연구
는 드물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제작기법’을 문헌 기록
과 실제 모사 과정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Ⅱ장에는 광해군 재위 시기의 공신 녹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
다. 당시 공신 녹훈의 배경과 공신화상이 대량 생산되어야 했던 상
황에 관한 기록을 통해 양식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또한, 문헌
에 등장하는 공신화상에 사용된 재료를 서술하였다. 광해군대 전후
의 공신화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료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해군대 전후의 공신 관련 의궤인 『호성·선
무·청난공신녹훈도감의궤(扈聖宣武淸難功臣都監儀軌)』(1605) 및
『정사·진무양공신등록(靖社桭武兩功臣騰錄)』(1624-1625), 『소무·
영사녹훈도감의궤(昭武寧社錄勳都監儀軌)』(1627-1628) 등에 기록된
안료를 참고하여 광해군대의 공신화상 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안료
를 추정해 보고 현대에 사용되는 안료와 대응시켜 보았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모사를 통한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재료기
법 연구 내용을 담았다. 모사는 회화유물이 제작되었을 당시의 재료
와 기법을 탐구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며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기
법 연구에 또한 적합한 방법이다. 연구 방법으로서의 모사의 의의를
먼저 서술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재료를 바탕으로 <신응구 초상>
의 모사본을 제작하며 당시 사용된 기법을 연구하였다.
4장 결론에서는 위에서 연구한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재료와 기법
에 대해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서술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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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선 중기 공신화상의 전형적인 양식과 재료, 제작기법의 연구를 통
해 당시 초상화 제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전통 초상
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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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문헌 기록
광해군 재위 기간에 녹훈된 공신은 인조반정(1623) 이후 인조가 즉
위하면서 전부 삭훈되었다. 따라서 화상과 의궤가 남아 있지 않아
문헌에서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당시 공신 녹훈에 관한
실록 상의 기록과 17세기 초의 다른 공신 기록을 통해 광해군대 공
신화상 제작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문헌 기록
먼저 고문헌에서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제작과 관련한 기록들을 살
펴보려고 한다. 시기별 공신 의궤에서 화상의 제작 배경, 제작 기간,
재료 등의 기록을 찾고 그것을 토대로 광해군대의 공신화상 제작과
정을 짐작해보고자 한다.

1) 공신화상 제작 배경에 관한 기록
광해군 재위 기간(1608~1623)에는 위성(衛聖) 공신, 익사(翼社)공신,
정운(定運)공신, 형난(亨難)공신 등 총 4종의 공신이 녹훈되었다. 위
성공신은 임란 때 광해군을 호위한 공, 익사공신은 임해군(臨海君
李珒, 1572-1609)의 옥사에 관한 공, 정운공신은 유영경(柳永慶,
1550-1608)의 옥사에 관한 공, 형난공신은 김직재(金直哉,
1554-1612)의 옥사에 관한 공을 치하하는 것이었다. 주목할만한 점
은 이 네 공신이 모두 광해군 5년(1613) 3월 12일 하루 안에 녹훈되
었다는 사실이다.3)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서는 대거 녹훈에
3)『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정초본 64권, 광해 5년 3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조
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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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관의 설명이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네 종류의 공신이 한꺼번에 특진하여 하급 관리에서 재상이 된 자가 태
반이고 부원군에 봉해진 자가 27인이나 되었으므로 고관대작이 반열에
넘쳤다.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된 자가 몇만을 헤아렸고, 작위가 높
아진 자손 및 정훈(正勳)에 미치지 못하여 자급을 높여준 자는 이루 기
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4)

선조대 녹훈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의궤의 내용과 비교하면 광해
군대 공신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선조 37년
(1604)에는 임란과 관련하여 호성공신과 선무공신, 청난공신이 한날
한시에 대거 녹훈되었다. 녹훈된 공신은 원종공신을 포함하여 총
163명이었는데5), 원종공신을 제외한 정공신만 170명이었던 광해군대
공신의 수에 비하면 작은 숫자이다.
정공신에 녹훈되면 교서와 함께 화상이 하사되었는데, 이를 제작하
는 데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다. 정공신의 수가 많으면 전체
화상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다수의 화원을 동
원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렸을 것으로 보인다.
녹훈 과정을 담은 공신도감의궤 중 화상색(畫像色)이라는 부분에는
화상의 형식과 재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세기 초에
제작된 두 의궤의 화상색 부분을 통해 광해군 대 공신화상 제작과
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604년(선조 37년)『호성·선무·청난공신녹훈도감의궤』의 화상색에
따르면 “109명의 정공신 중에 죽은 사람이 45명, 생존해 있는 자가
64명,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2명이다.”6) 원종공신은 화상이 내려
4) 위 책, 정초본 64권, 광해 5년 3월 12일, 四功臣, 一時超陞, 自下僚爲宰相者殆半;
封府院君者二十七人, 朱紫金犀, 徧於班行。 錄原從者以萬數, 子孫增秩及以不及正
勳得加資者, 不可勝紀。
5) 이홍직, 『국사대사전』(지문각,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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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던 점과, 죽은 사람을 그리는 것은 흠전(欠典)이라고 하
여7) 그리지 않았던 점을 참고하면 총 66명 내외의 화상이 제작되어
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화상의 개수에 비해 제작에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 소요
된 것으로 보인다. 1603년 화상을 제작할 대상을 주제로 논의가 이
루어졌으며, 제작에 착수한 것은 1604년 여름 경이었다.8) 더 자세하
게는, 정탁(鄭琢, 1526-1605)이 지은 『약포선생문집(藥圃先生文
集)』에 정탁의 공신 녹훈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화상 제작에 든 시
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호성공신으로 녹훈된 유성룡(柳成龍,
1542-1607)과 정탁은 녹훈 당시 경상도에 머물고 있어 중앙에서 화
원을 보내 화상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화원이 정탁에게 도착한 시점
은 9월이며 교서와 화상이 정탁의 집에 돌아온 시점은 11월9)이었다.
화원의 이동 시간, 화상의 제작과 장황, 교서와 화상이 보내지는 시
간을 고려하면10) 화상을 실제로 그리는 시간은 길어야 한 달 정도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화상 제작에 동원된 화원의 작업량은 어떠했을까? 인조
대의 정사공신과 진무공신의 녹훈 과정을 기록한 『정사·진무양공신
등록』의 화상색에 따르면 화상은 두 공신을 합하여 총 76개가 제
작되었으며, 1627~28년에 녹훈된 소무공신과 영사공신의 의궤인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의 화상색에 따르면 소무공신은 6개, 영
사공신은 11개로 총 17개의 화상이 함께 제작되었다.
이처럼 17세기 초의 공신화상의 개수는 시기별로 크게 차이를 보
이는 데 반해 화원의 수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호성·선무·청난공
6) 권혁산, 위 논문(2007), 48.
7)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 (서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8) 권혁산, 「조선 중기 『녹훈도감의궤』와 공신화상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
구』 266(2010).
9) 정탁, 『약포선생문집(藥圃先生文集)』(1604).
10) 권혁산, 위 논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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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화상 제작에는 총 12명의 화원이 동원되었으며11), 한 화원당
약 5.5개의 화상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소무·영사공신의 화상 제작
에는 10명의 화원이 참여하였으며12) 한 화원당 1.7개의 화상을 담당
하였다. 이렇게 한 화원이 감당해야 했던 작업량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당시 공신화상 제작에 동원할 수 있는 화원 수가 10명 내외
로 한정적이었던 상황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편 1613년(광해군 5년) 위성·익사·정운·형난공신의 경우에는 화상
이 그려지는 정공신만 해도 170명이나 되었으므로, 그중 반수만 생
존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80~90개의 화상을 제작해야 했던 상황
이었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은 의궤 기록이 남지 않아 정확히 몇 명
의 화원이 참여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선·인조대의 공신화상에 참여
한 화원의 수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화원들의 업무가 과중했을 것
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을 비롯한 조선 중기의 공신 화상들은 얼굴 이
외의 부분은 흑단령에 붉은 채전 등 거의 똑같은 양식을 보인다. 같
은 본을 사용한 것처럼 의습 선마저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 사람마
다 다른 체격이나 자세 등이 반영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는 형식
에 맞추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짧은 기간 안에 다량의 공신화
상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효율을 위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완성하기에 상당히 벅찬 양이었기 때문에, 각 작
품에 인물의 터럭 한 올까지 핍진하게 그려 성정을 온전히 담아내
는 전신(傳神)을 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 (서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12)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昭武寧社錄勳都監儀軌)』, (서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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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관련 기록
공신화상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기록인 녹훈도감의궤에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화상의 제작과정과 형식, 재료 등을 알 수 있다.
광해군대 전후로 17세기에 의궤에 기록된 안료들을 살펴보고 시간
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17세기 이후에 사용된 회화 안료들은 주로 각종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신도감 이외의 의궤로는 어진(御眞) 관련 의궤,
진연(進宴) 관련 의궤, 가례도감(嘉禮都監)의궤 등이 있다.13) 주로
화상색(畫像色)에 화상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 및 화원의 목록이
적혀 있다. 이들 의궤에서 언급되는 안료(표1)들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한 가지 안료를 부르는 이름이 다수 등장하기도 한
다.
[표1] 의궤상의 회화 안료 종류(종합)14)
臙脂, 片臙脂, 朱紅, 唐朱紅, 倭朱紅, 洋朱, 唐朱墨, 石問硃, 紫
硡, 紫碗, 磻朱紅, 燔朱紅, 黃丹, 唐黃丹, 倭黃丹
황색 同黃, 漳丹, 石雌黃. 石雄黃, 挑黃, 土黃, 枯査
녹색 石綠, 生石綠, 三綠, 大綠, 生大綠, 荷葉, 唐荷葉, 洋綠
청색 靑花(墨), 二靑, 三靑, 生三靑, 大靑, 深重靑
백색 粉, 唐粉, 眞粉, 鄕粉, 合眞粉
唐墨, 唐水墨, 唐炭墨, 薄梅月墨, 黑烟子, 大節堂墨, 半
흑색 眞墨,
眞墨
금·은색 金箔, 大金箔, 銀箔, 泥金, 泥銀
적색

13) 신현옥, 「조선 시대 채색재료에 관한 연구 : 의궤에 기록된 회화의 채색재료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8).
14) 신현옥의 위 논문 <표 1-1>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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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공신도감의궤상의 회화 안료에 관한 기록을 의궤별로
살펴보고 기록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안료에 대입해 볼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1604~1605년(선조 37-38)에 편찬된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
의궤』에 따르면 화상에 사용된 안료는 다음과 같다.
채색으로 들인 것은 주홍(朱紅) 5전(錢), 하엽(荷葉) 5전, 청화(靑花) 7
전, 당분(唐粉) 5전, 향분(鄕粉) 8전, 동황(同黃) 5분(分), 삼록(三綠) 2
전, 대록(大綠) 2전, 연지(臙脂) 5편(片), 아교(阿膠) 3각(角), 황단(黃丹)
1전, 석자황(石雌黃) 4분, 석우황(石牛黃) 2분이며, 일품채색(一品彩色)
으로 이청(二靑) 1전, 삼청(三靑) 1분, 심중청(深重靑)은 보충하여 사용
하였다.15)

채색 안료로는 주홍, 하엽, 청화, 당분, 향분, 동황, 삼록, 대록, 연지,
황단, 석자황, 석우황, 이청, 삼청, 심중청 등이 있다. 각 안료와 현대
에 시판되고 있는 안료들의 성분을 비교하여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홍은 고가의 안료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천연유황을 수은과 섞어 승화시킨다.16) 오늘날의 적색 안료인 주사
(朱砂)의 주성분은 황화수은으로, 유황과 수은을 반응시켜 제조한
주홍은 주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초강목(本草綱
目)』에서 “단사(丹砂)는 토사(土砂), 석사(石砂)가 있고, 이 중에 석
사가 화구(畫具)로 사용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고 등차가 많다. 그
중에 광명사(光明砂), 진사(辰砂) 등이 좋으며…진사는 웅황(雄黃),
15)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 彩色所入 朱紅五錢 荷葉五錢 靑花七錢 唐粉五
錢 鄕粉八錢 同黃五分 三彔(綠)二錢 大綠二錢 臙脂五片 阿膠三角 黃丹一錢 石雌
黃四分 石牛黃二分 一品彩色 二靑一錢 三靑一分 深重靑則 補用 (서울:서울대학
교 규장각, 1999), 391-392.
16) 문선영, 「조선 중기 이후 회화의 채색안료 연구 : 17~20C 초상화, 기록화, 장
식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과학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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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황(雌黃)이 섞여 있기도 한다.”17)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웅황과
자황은 황화비소 성분을 띠는 황색 광물을 뜻한다. 이 현상은 천연
유황 속 비소 성분이 화확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엽은 현재 석채를 가열하여 색을 어둡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하엽은 인
공적으로 만든 안료이거나 석록의 어두운 종류를 지칭하는 것 등
그 유래에 대해서는 의 여러 가설이 있다.18) 하엽의 성분을 명시해
놓은 기록이 없어 현재 어떤 안료와 대응되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오늘날의 하엽과 색과 명칭이 흡사하다.
청화는 식물성 청색 유기안료를 말한다. 남(藍)에서 얻는 청색으로,
회화에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아교와 섞어 말려 편 형태로 만들거나
호분 및 아교와 섞어서 먹 형태로 만들기도 하였다.19) 현재 시판되
고 있는 청색 유기안료는 보통 화청(花靑)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당분과 향분은 모두 납을 산화시켜 얻는 흰색 가루 안료로20) 오늘
날의 연백(鉛白)으로 통칭할 수 있다. 동황은 조선 시대에 가장 많
이 쓰였던 황색 안료로, 어떤 성분인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
나 ‘등황(橙黃)’의 음이 변하여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21)
녹색의 경우 대록은 석록과 같고 삼록은 석록을 입자 크기로 나눈
것 중 하나라는 기록이 있으나22)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대록과 석
17) 이시진, 『국역본초강목』(서울:행림출판사, 1979), 352.
18) 문선영, 위 논문.
19) 신현옥, 위 논문.
20) 당분은 오늘날 연백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신현옥, 위
논문.) 당분은 어진 관련 의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안료분석으로 밝
혀진 어진의 백색 안료는 대부분 납 성분을 띠고 있다. 따라서 납 성분을 띠는
백색 안료를 통칭하는 현재의 용어인 연백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옥은 본인의
논문에서 향분 또한 납으로 만든 분으로 밝혔는데 이 또한 오늘날의 연백이다.
당분과 향분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당분은 거의 회화에만 사용하고 향분은 회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唐)자가 붙으면 중국에서 나는 것
일 가능성이 크므로 당분과 향분은 생산지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21) 문선영,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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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모두 구리에 생긴 녹을 가공한 안료23)로, 성분은 같을 것으로 추
정된다. 오늘날 탄산구리 성분의 공작석으로 제조하는 ‘석록’ 안료와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연지와 황단은 모두 적색 안료로, 연지는 벌레 혹은 식물에서 추출
한 유기안료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적색 유기안료를 통칭하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록에서 보이는 황단은 현재 연단(鉛丹)
이라고 부르는 주홍색 안료를 가리키나, 현재 황단은 밀타승을 가리
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24)
석자황과 석웅황은 황화비소 광물로 만든 안료로, 자웅의 구분은
색상으로 구분한다.25) 현재 석(石)자를 제하고 ‘자황’과 ‘웅황’으로
부른다. 자황이 밝은 노란색을 띠며, 웅황은 오렌지빛에 가까운 노
란색을 띤다.
이청, 삼청은 모두 남동광을 원료로 하는 청색 석채 안료이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1872년 어진에 사용된 청색 안료의 의궤 기록과
유물 성분분석 결과를 대조하여 성분이 밝혀진 바가 있다.26) 석청은
분쇄 정도, 즉 입자 크기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이청·삼청도 석청
(石淸)을 입자 크기별로 분류한 명칭이다. 현재 석청은 남동광을 분
쇄·정제하여 만든 석채 안료를 전부 이르는 말인데, 분쇄 정도에 따
라 번호를 붙여 분류한다.
심중청의 경우 이청, 삼청과 같이 남동광에서 얻은 석채 안료인데,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왔으며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27) 성분이 같으
22)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60 앙엽기(盎葉記) 7 화가안색(畫家顔色),
(서울: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66)
23) 문선영, 위 논문.
24) 문선영, 위 논문.
25) 문선영, 위 논문.
26) 신현옥, 위 논문.
27) 월간민화, “자연을 품을 빛깔, 조선시대의 전통안료④ 짙푸른 바다를 품은 빛깔
청색계열 안료”, 검색일 2020.07.14,
http://artminhwa.com/%EC%9E%90%EC%97%B0%EC%9D%84-%ED%92%88%
EC%9D%80-%EB%B9%9B%EA%B9%94-%EC%A1%B0%EC%84%A0%E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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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현재 용어로 변환하면 석청에 포함되나, 이청 및 삼청과 구분
하여 불렀던 것을 보아 심중청은 그 색감에 차별점이 있었을 가능
성이 있다.
위의 안료들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2).
[표2]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상의 안료 명과 현대 용어 비교
기록
주홍(朱紅)
하엽(荷葉)
청화(靑花)
당분(唐粉)·향분(鄕粉)
동황(同黃)
삼록(三綠)·대록(大綠)
연지(臙脂)
황단(黃丹)
석자황(石雌黃)·석우황(石牛黃)
이청(二靑)·삼청(三靑)
심중청(深重靑)

현대 용어
주사(朱砂)
하엽(荷葉)
쪽, 화청(靑花), 남(藍)
연백(鉛白)
등황(藤黃)
석록(石綠)
연지(臙脂)
연단(鉛丹)
석황(石黃, 자황·웅황)
석청(石靑)
-

1624-1624년(인조 2-3년) 편찬된 『정사·진무공신도감의궤』에는
화상색과 직조색(織造色)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아, 화상에 사용된
비단과 종이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안료는 정확히 어떤 것이 사용
되었는지 알 수 없다.28)
1627-1628년(인조5-6)에 펴낸 『소무·영사공신도감의궤(昭武寧社功
臣都監儀軌)』에 기록된 재료는 다음과 같다.
B%9C%EB%8C%80%EC%9D%98-%EC%A0%84%ED%86%B5%EC%95%88%E
B%A3%8C%E2%91%A3-%EC%A7%99%ED%91%B8%EB%A5%B8-%EB%B0
%94/
28) 권혁산, 위 논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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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과 하엽 각 5전, 청화 7전, 당분 5전, 향분 8전, 동황 5분, 삼록 2
전, 대록 2전, 연지 5편, 삼청 1전, 이청 1전, 니금(泥金) 2분, 니은(泥
銀) 5리(里), 왜주홍(倭朱紅) 2분, 첩금(貼金) 2장(張), 첩은(貼銀) 3장,
석웅황 2분, 황단 1전, 아교 3량(兩) … 황밀(黃蜜) 3량, 비상(砒礵) 1
량.29)

안료의 종류는 앞서 보았던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와 큰
차이는 없으나 니금, 니은, 왜주홍, 첩금, 첩은 등이 추가되었다.
왜주홍은 일본에서 들여온 주사다. 구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주사
로 회화보다는 기물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회화에서는 거의 어진에
만 사용된다.30) 공신도감의궤에도 왜주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
신화상의 제작이 어진에 버금가는 주요 사업이었다는 점을 시사한
다.
첩금과 첩은은 오늘날의 용어로는 금박(金箔)과 은박(銀箔)인데, 금
박은 흉배와 각대에, 은박은 흉배와 교의의 발 장식에 사용되었다.
광해군대 공신화상 다수에서도 금박과 은박의 사용이 관찰된다.
이전의 공신화상인 호성·선무·청난공신 화상에서는 해당 부분에 금
박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석황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
성공신이었던 이공기(李公沂, ?-?)의 화상(참고도판1)에 그려진 흉배
를 보면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흉배에서 보이던 금박과 은박을 사용
하지 않았다. 전쟁 직후 공신을 녹훈하면서 국가의 재정이 고가의
귀금속 안료를 구매하기에는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29) 『소무영사공신도감의궤』, 朱紅荷葉各五錢 靑花七錢 唐粉五錢 鄕粉八錢 同黃
五分 三綠二錢 大碌二錢 臙脂五片 三靑一錢 二靑一錢 泥金二分 泥銀五里 倭朱
紅二分 貼金二張 貼銀三張 石雄黃二分 黃丹一錢 阿膠三兩 … 黃蜜三兩 砒礵一
兩 (서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30) 신현옥,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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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 작자 미상, <이공기 초상> 부분, 1604년, 164×90cm,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1644년(인조22) 『녹훈도감의궤(錄勳都監儀軌)』에는 화상 제작에
관한 관례가 굳어진 듯 화상의 형식과 안료의 종류, 분량이 소무공
신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31)
인조반정 이후 녹훈이 삭제된 1613년(광해군 5년)의 위성(衛聖), 정
운(定運), 익사(翼社), 형난(亨難)공신은 현재 의궤도 전해지지 않고
있어 의궤에 어떤 내용이 있으며 동시대 타 의궤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형식과 의궤에 기록된 화상형식 및 안료 등이 거의 같은 것을 보아
이 시기 내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존하고
있는 광해군대를 포함한 17세기 초의 공신화상 양식을 비교 분석하
여, 전후 양식들과 구별되는 광해군대의 양식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31) 권혁산, 위 논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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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양식적 특징
공신화상은 인물화 중에서도 어진 다음으로 공을 들여 제작하는
작품이다.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하는 상(償)인 동시에 문
중이 영당(影堂)에 봉안하여 선조를 기리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당대의 뛰어
난 화원들이 화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도화서의 인력만으로 부족하
다고 생각되면 궁 밖에서 뛰어난 화가를 동원할 만큼 공신 화상 제
작에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는 ‘공신화상’이라는 초상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식이 완성되었던 시기이다. 권혁산은 그의 논문에서 “조선 중기 공
신화상의 영향은 18세기에도 영향을 주어 관복본 초상화의 전형을
이루게 한다.”32)라고 하였는데, 이 시기에 확립된 양식이 갖는 중요
성을 알 수 있다. 17세기 공신화상 양식은 조선 시대 초상화의 양식
변화에 따른 구분 중 중기에 해당33)하는 양식으로, 가장 단순화되고
도식화된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짧은 기간 내에 다량의 화상을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 도상과 안료, 형식과 절차가 한가지로 굳어져 있었다. 남
아 있는 화상의 양식과 의궤 내용의 연속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당시 공신화상의 양식적 특징을 부분별로 살펴
보려고 한다.

1) 안면
초상화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안면 표현
32) 권혁산, 위 논문(2007), 1.

33) 조선미,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서울: 문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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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중·일을 통틀어 동양 문화권에서 인물화의 얼굴은 다른 어
떤 부분보다도 섬세한 표현이 요구되었던 부분이다. 필선의 종류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얼굴은 엷고 가는 선으로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의습은 얼굴보다 비교적 두꺼운 선으로 규정하곤 한다(참고도판2).

[참고도판2] 작자 미상, <이시방 초상 유지초본>, 17세기, 종이에 먹,
대전선사박물관 소장.

얼굴의 채색법에서는 오악(五岳)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 전통적
인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인물화에서 이를 지킨 것은 아니며, 관복
본 초상의 경우 시기에 따라 오악 부분의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조선 초기에는 얼굴형과 이목구비, 주름을 따라 간략하게 선을 긋
고 필요한 곳에 약하게 선염을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조선 초기 초
상화인 <오자치(吳自治, 1426-?) 초상>의 안면을 예로 들면, 전체적
으로 일정한 채색이 평면적인 느낌을 주며 이목구비의 경계선과 턱
선, 볼의 넓은 면적에 매우 약하게 선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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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치 초상>에서 이마와 볼과 턱은 약한 붉은색으로 선염되어
있지만, 코 부분은 튀어나온 콧등을 더 밝게 채색하였다. 초기에는
아직 음영과 오악이 혼합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 오악을 더 강조하여 표현하게 되는데, 이마
와 콧등, 광대와 턱에 붉은색으로 선염하여 얼굴의 입체감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였다. 이때에도 물론 오악의 선염과 함께 오목한 곳에
음영을 주는 이중적 기법이 사용되었으나 초기와 비교하면 오악의
구성요소를 빠트리지 않고 짙게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맑고 자연스
러운 안색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정된 하나의 기법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은 대부분 이 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윤중삼 초상>이나 <신응구 초상> 등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
드러진다.
[표3] 조선 시대 공신 화상의 시대별 안면 표현 변화

<오자치 초상> 얼굴

<신응구 초상> 얼굴 <오명항 초상> 얼굴

조선 후기에는 오악을 강조하는 전통이 사라지고 서양식 명암법이
적용된 기법이 사용되었다. 튀어나온 곳이 아닌 오목하게 들어가 있
는 부분을 진하게 채색하여 빛에 따른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시도하
고 있다. (표3) 조선 말기에는 보다 핍진한 표현을 위하여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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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선을 그어 결을 표현하는 육리문(肉理文) 기법이 새로이 나
타나기도 했다.
조선 초상화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광해군대 공신화
상을 포함한 조선 중기 초상화의 안면 표현은 비교적 맑고 섬세한
느낌을 준다. 조선 초기 초상화는 얼굴 표현에서 생략된 점이 많은
듯 단순한 느낌을 주며, 서양 화법을 적용한 조선 후기 초상화는 입
체감 표현에 중점을 두어 맑은 표현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반면 조
선 중기 초상화의 경우 조선 초기의 형식을 발전시켜 밀도 있으면
서도 투명한 표현 형식과 기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복식
(1) 관모

관모의 높이가 낮고 둥근 형태는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대표적 특
징 중 하나이다. 관모의 높이는 17세기 초부터 중순으로 갈수록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항복의 초상 두 점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2019년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호성공신 및 위성공신 화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이항복은 49세에 호성공신, 58세에
위성공신에 녹훈되었다. 호성공신상(참고도판3)의 경우 얼굴과 의습
에 음영이 있으며, 위성공신상(참고도판4)의 경우 답호와 철릭의 형
태가 다르고 바닥이 화문석으로 그려진 점으로 보아 두 작품 모두
당대에 그려진 화상이 아닌 이모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모의 높
이는 각 시기에 맞게 그려져 있는데, 위성공신상의 관모가 호성공신
상보다 훨씬 높이가 낮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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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 작자 미상,
[참고도판4] 작자 미상,
<이항복 호성공신상> 부분, 17세기 <이항복 위성공신상> 부분, 17세기
초, 비단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 비단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외에도 호성공신 화상인 <이원익(李元翼, 1547-1634) 초상>,
<송언신(宋言愼, 1542-1612) 초상>, <이광정(李光庭, 1552-1629) 초
상> 등에서도 높은 관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광해군대 위성공
신화상인 <전 윤효전 초상>, <임장 초상>, <유근 초상> 등에서는
낮은 높이의 관모를 확인할 수 있다.
1620년대 공신화상의 경우 관모의 높이가 더 낮게 그려져 있다. 그
예로, <이시방(李時昉, 1594-1660) 초상>의 관모는 <신응구 초상>
의 관모에 비해 더 둥글고 낮은 모체를 지니고 있다. (표4)
조선 중기 공신화상에서 관모 날개를 제외한 모체 부분의 묘사는
제한적이다. 앞과 뒤의 구분 이외에는 정수리에서 모체의 가운데 뒤
로 넘어가는 선 정도만 표현되어 있다. 이는 조선 초기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 묘사다. 조선 초기의 경우 모체 전체를 검게 덮어 세부적
인 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중기로 접어들면 17세기 초 선조대에
는 모체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옅게 채색한 후 가운데 선을 강조
하였고, 광해군대에는 모체 뒷부분도 짙게 채색하여 가운데 선이 두
드러지지 않게 채색하였다(표4). 1620년대 이후 중기 공신화상에서
는 모체의 뒷부분의 농도를 더욱 옅게 하여 선과 장식이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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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표현하였다. <이시방 초상>(표4)에서 보이는 작은 매듭 장식
은 같은 시기 화상인 <장만 초상>에서도 같게 나타나는, 당시 보편
적으로 사용된 도상이다.
[표4] 17세기 전반 공신 화상의 관모 묘사

<송언신 초상>
부분, 1453년경

<신응구 초상> 부분,
17세기 초

<이시방 초상> 부분,
1624년경

대부분의 중기 공신화상에서는 모체 앞부분을 검은색 안료로 두텁
게 채색하여 여타 세부적인 묘사가 보이지 않는다. 모체 안쪽을 묘
사하는 양식은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공신화상을 통틀어 발견
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광해군대의 <신응구 초상>과 <윤중삼 초상>에서는 반
투명한 모체 안쪽으로 비쳐 보이는 이마와 망건이 그려져 있다(참고
도판5). <신응구 초상>의 경우 원본을 실견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
한 채색과 박락으로 인해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관모
내부 표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신응
구 초상>과 <윤중삼 초상>에서만 나타나는데, 17세기 초 공신화상
중에서도 매우 드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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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5] <신응구 초상> 관모 부분 보정

(2) 관복

광해군대 제작되었던 공신화상은 몸의 표현에서 작품마다 거의 유
사한 모습을 보인다. 체격이나 자세 또한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어
개개인의 차이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자세와 그에 따
른 형태를 보면 좌안 7분면(左顔七分面)에 완만한 어깨선으로 통일
된 모습을 보인다. <신응구 초상>과 <임장 초상>, <윤중삼 초상>,
<유숙 초상> 등에서 보이는 전체 몸의 형태는 매우 흡사하다.
조선 초기부터 초상화에서 좌안 7분면의 시점이 적용되기 시작하
였으나34) 상체와 하체의 방향이 다르게 표현되거나 다리의 방향이
부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등 시점과 자세가 정립되지 못하였다.35) 조
선 중기에 들어서 좌안 7분면의 자세가 안정되어 한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다만 소매 부분은 이전과 같이 정면에 가까운 9분면으
로 표현되었다. 흑색 단령 사이로 보이는 푸른 답호와 철릭은 17세
기 초 선조 대까지 무릎의 형태에 맞추어 곡선으로 표현되었는데,
34) 조선미, 위 책, 150.
35) 권혁산, 위 논문(200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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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대에 들어 직선으로 변화하였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은 의복에 생기는 주름 형태 또한 양식화되어
있어 작품마다 몇 개의 부수적인 선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등의
사소한 변화가 있을 뿐 대부분 흡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공수 자세를 취해 두 손이 만나는 지점에서, 소매의 윗부분을 그린
선은 양쪽으로 둥글고 완만하게 뻗어 나간다. 그 아래로 팔(八)자의
선과 그 아래 몇 가닥의 부수적인 주름들이 전체적으로 개(介)자 형
태의 의습 선을 이루고 있다. 소매 아래쪽에서 세모꼴로 꺾이는 선
또한 매우 흡사하게 나타난다(표5).
[표5] 광해군 대 공신 화상의 소매 부분 의습 형태 비교

<신응구 초상>의 부분 <윤중삼 초상>의 부분 <임장 초상>의 부분

광해군대 공신화상에서만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공수한 소매 사
이로 흰색 창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령 소매 사이로 흰색
창의가 보이는 도상은 조선 초기부터 선조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광
해군대 공신화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1620년대 공신화상에
서 다시 나타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사라진다. 창의의 표현
을 시간순으로 열거하여 비교해 보면(표6), 1620년대 공신화상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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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바로 이전의 광해군대보다 선조대 화상과 더 유사하게 나타난
다. 창의뿐만 아니라 어깨선 등 전체적인 몸의 형태 또한 선조대와
유사한데, 이를 보면 인조대의 화원들이 삭훈된 공신의 화상을 참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6] 17세기 초 공신 화상의 관복 형태 변화

작자 미상, <이시방
작자
미상,
<유숙
초상>,
작자 미상, <이원익 초상>, 17세기 초, 비단에 채색, 초상>, 1624년경,
17세기 초, 비단에 채색,
비단에 채색, 169×93cm,
178.3×102.1cm,
보물 제1435호, 개인 소장. 국립고궁박물관 보관.
보물 제1482호,
대전선사박물관 소장.

흉배는 각대와 함께 관직의 품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 초기 세종대에는 명에서 흉배 제도를 직
접 받아들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단종 2년(1454년)에는 문·무 3품 이
상 당상관의 흉배를 정리하여 제정하였으며, 관직의 품계에 따라 매
우 다양한 동물 도상이 존재하였다. 무관 흉배로는 대군(大君)은 기
린(麒麟), 도통사(都統使)는 사자(獅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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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를 사용하였고 문관 흉배로는 1품에 공작(孔雀), 2품에 운안(雲
雁), 3품에 백한(白鷳)을, 무관은 1, 2품에 호표(虎豹), 3품에 웅표(熊
豹)를 사용하였다.36) 이후 연산군대에는 3품 이하 당상관까지 흉배
착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영조대 이후로는 문·무를 학과 범으로만
구분하고, 동물의 개수로 당상관과 당하관만을 구분하는 는 등 분류
를 대폭 단순화하였다.37)
시대별로 관복의 복식과 흉배 제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공신화상
의 흉배 표현에서도 시대별 특징이 드러나게 되었다. <오자치 초
상> 등 조선 초기의 공신화상의 흉배는 테두리가 없이 네모의 틀
안에서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다. 조선 중기 공신화상으로 넘어가면
서 적색 배경에 오색구름이 동물과 함께 그려지는 회화적인 흉배가
등장한다. 이 형태는 조선 후기로 이어지며 단순화되어 흑색 배경에
더욱 도식화된 운문과 동물이 그려진다(표7).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흉배는 대체로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묘사
되었다. 선조대 공신화상에서는 각대가 상당히 위로 올라오면서 흉
배가 가려져 가로로 긴 형태가 된다. 인조대 이후의 경우 정방형과
가로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현존하는 광해군대 공신화상에는 학과 범 이외의 여러 종류의 흉
배가 등장하여 흉배 제도의 변천 과정과 시기가 일치한다. <신응구
초상>에서는 기러기 흉배가, <유숙 초상> 및 <임장 초상>, <윤중
삼 초상> 등에서는 백한 흉배가, <유근(柳根, 1549-1627) 초상>에
서는 공작 흉배가 그려져 있다.

36)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7) 정혜란, 「중국 흉배와 한국 흉배의 비교 고찰」, 『고문화』 5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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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조선 시대 공신화상의 시대별 흉배 비교

<신응구 초상> 흉배 <송언신 초상> 흉배 <오명항 초상> 흉배

3) 채전
채전(彩氈)은 “초상화에 나타났던 채색 모직물”38)을 가리키며, 공신
화상을 포함한 조선 중기 초상화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채전’이
라는 단어는 현대 초상화 연구에서 사용되는 어휘로 조선의 기록에
서 찾을 수 없으나, 채담(彩毯)과 화전(花氈·華氈·畵氈) 등 유사한
단어는 발견된다.39)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는 세 종류의 채전 유형이 나타나는데, 형식
상 각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초기의 어진(御眞), 중기의 공신화
상, 후기의 <이하응(李昰應, 1820-1898) 초상>이 그것이다.”40) 현존
하는 어진에서는 <태조어진(太祖御眞)>(참고도판6), <세조어진(世祖
御眞)> 초본(참고도판7), <원종어진(元宗御眞)> 등의 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태조와 세조의 어진에서는 같은 어진용 채전 도
안을 사용하였다.41)
38) 최종현, 「조선 중기 공신화상 채전 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2018), 28.
39) 위 논문.
40) 위 논문, 32.
41)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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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6]
조중묵, <조선태조어진>,
1872년 이모본, 비단에 채색,
국보 제317호, 경기전 보관.

[참고도판7]
김은호, <세조어진 초본>, 1935,
186.5×13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진에 채전을 그리는 형식은 명나라를 통하여 습득한 문화인데,
중국에서도 명나라 이전 황제 초상에는 없던 형식이다. 16세기 이전
명 황제상에는 기하학적 무늬의 채전을 사용하였고, 조선 초기 어진
의 채전 문양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42)
채전 형식이 유입된 것은 16~17세기의 명(明)으로의 사행이 빈번하
게 이루어졌던 사회상과도 연관이 있다. 사행을 통해 물자와 사상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중국 방문 당시 사신들은 중국의 화사를 시켜
초상화를 그려 오는 경우가 많았다. <김육(金堉, 1580-1658) 초상>,
<이광정(李光庭, 1552-1629) 초상>(참고도판8) 등 17세기에 제작된
정면상 관복본 초상화들이 그것이다.
42) 최종현,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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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8] 원승광, <이광정 초상>, 명대 1609,
비단에 채색, 164.8×99.7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중기 초상화 중 채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공신화상
이다. 붉은색 바탕의 채전은 1605년 호성공신 화상에서부터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초상에서도 채전이 종종 등장하기는 하나
대부분 17세기에 가채(加彩)되거나 이모 과정에서 채전이 추가된 경
우이다. 16세기 말 광국공신(1589)에 녹훈된 한응인(韓應寅,
1554-1616)의 영정(참고도판9)에서도 채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해
당 작품은 “17세기에 제작된 이모된 작품”43)이다. 17세기 화상의 채
전 하단부에 등장하는 팔각형 문양이 없다는 점에서 채전 적용의
초기 형태로 짐작할 수는 있으나 이모본이기에 확실치 않다. 같은
시기에 평난공신(1589)에 녹훈된 전성부원군 이준(全城府院君 李準,
1545-1624)의 초상(참고도판10) 는 채전이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
43)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재:육구삼+] 한응인 영정 및 재실유물 일괄, 검색일
2020.07.15, http://ggc.ggcf.kr/p/5bb4e8222fe91a16f080c1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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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직 이 시기까지는 채전 형식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참고도판9]
[참고도판10]
작자 미상, <한응인 영정>, 17세기 작자 미상, <전성부원군 이준선생
이모, 비단에 채색, 164×91.5cm, 영정>, 16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청주한씨 종중 소장.
160×85cm, 전성부원군 총회 소장.

광해군 이전의 공신화상(표8)에서는 총 세 단의 무늬가 적용되었는
데, 인물의 측면으로 두 줄이 들어가고 발아래 쪽으로 하나의 큰 구
획이 나뉜다. 위 두 줄에는 변형 회문, 화문(花紋)과 늘휘장식이 들
어가며, 아래 구역에는 팔각문이 세 개 배치되어 있다.44) 오색을 겹
치지 않게 구성하여 채색하였는데, 작품마다 황, 녹, 청색의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실물을 관찰하여 그렸다기보다는 양식화된 패
턴으로서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4) 최종현,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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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호성공신화상과 익사공신화상의 채전 문양 비교

<이공기 초상> 채전, 1604년경
(선조대)

<임장 초상> 채전, 17세기 초
(광해군대)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경우 선조대의 문양에서 한 단이 추가되었다
(표8). 단 장식으로는 선조대와 같이 변형회문, 화문과 늘휘장식이
사용되고 그 위로 초엽문이 얹어진 것이다.45) 최종현은 그의 논문46)
에서 초엽문은 1610년대의 공신화상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광해군
대만의 특징적인 형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교의 및 족좌대
교의(交椅)란 “등받이가 둥글고 다리가 4개인 경우나 교차하는 경
우”47)에 해당하는 의자를 말한다. 용교의(龍交椅)와 은교의(銀交椅),
승창교의(陞窓交椅) 등이 있었다.48) 용교의의 경우 의례 때 왕이 사
용하던 것이며, 은교의는 가례나 흉례 등 고위 관직들을 위해 야외
에서 간이용으로 사용49)되었고 승창교의는 어진을 모시는 선원전에
45) 위 논문.
46) 위 논문.
47) 김미라, 「조선 후기 회화에서 보는 立式 木家具:의자(圓椅)를 중심으로)」,
『미술사문화비평』 9(2018), 37.
48) 김미라, 위 논문.
49) 최윤정, 「조선시대 목제좌구 연구-왕실과 관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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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50) 교의는 궁중의 중요 의례 등에 사용되었던 것을 고려
하면 공신화상 제작 또한, 조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진찬의궤(進饌儀軌)』(1892년경)
에는 연회에 사용되었던 용교의(참고도판11)와 은교의(참고도판12)
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교의의 명칭에 왜 ‘은(銀)’자를 사
용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공신화상에 그려진 교의의 지지대 말
단에 은장식이 묘사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의궤의 ‘은교의’가 공신 화
상에 등장하는 의자와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도판11] 용교의(龍交椅),
『진찬의궤(進饌儀軌)』, 47a,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참고도판12] 은교의(銀交椅),
『진찬의궤(進饌儀軌)』, 55b,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공신화상에서 교의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교의가 의
례에 사용되는 것은 의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에
서 처음으로 등장한다.51) 하지만 이보다 앞선 초선 초기 공신화상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6).
50) 김미라,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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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교의가 그려졌다. 고려 시대 공신화상의 형식을 보여주는 <강
민첨(姜民瞻, 963-1021) 초상>(참고도판13) 또한 형태는 다르지만
인물이 앉아 있는 의자가 표현되었는데, 여기에서 예로부터 중요한
행사에 의자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공신화상에서는 교의의 둥근 등받이와 끝이 말려 있는
팔걸이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정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신
숙주(申叔舟, 1417-1475) 초상>이나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초
상>에서는 등받이의 곡선이 일부 드러나 있고 나란히 앞쪽으로 나
온 팔걸이 끝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 <장말손(張末孫,
1431-1486) 초상>이나 <이천우(李天祐, ?-1417) 초상>(참고도판14)
에는 팔걸이 양쪽 끝부분만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팔걸이가 인물
의 허리춤에서 튀어나온 형상을 하고 있어 의자의 형태와 크기가
어색하게 표현되었다.

[참고도판13] 작자 미상, <강민첨 [참고도판14] 작자 미상, <이천우
초상>, 1788년 이모본, 비단에 채색, 초상>, 1774년 이모본, 비단에 채색,
80×61.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9×104cm,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51) 김미라, 위 논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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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에는 공신화상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교의의 표현 역시
양식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7세기 초, 선조 대 공신화상에서 교
의는 조선 초기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양방향으로 뻗은 둥근
팔걸이 끝부분만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 교의를 마치 정면에서 바라
본 듯한 형태는 좌안 7분면인 인물의 자세와 일치하지 않는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에서는 팔걸이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긴 하지만
오른쪽 팔걸이를 더 길게 그려 완전한 정면이 되지 않게 하면서 자
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했다. 팔걸이의 아래쪽으로 이어
지는 지지대에는 금니(金泥)로 문양을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의자
표현은 광해군대 이전과 이후의 공신화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형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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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사본 제작과 재료기법
‘모사(摹寫)’란 “기존의 그림이나 글씨를 베껴 내는 작업”을 뜻한
다.52) 모사는 전통적으로 회화의 학습 방법인 동시에 작품의 형태와
기법을 보존하는 방법53) 중 하나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회화유물이
‘모사’ 혹은 ‘이모(移模)’되어 전해진다. 공신화상의 경우 종가에 의한
보전이 중요한 만큼 모사본이 다수 제작되었다. 이 모사본들은 원본
소실시 원본을 대체하는 유물이 되기도 하고, 원본과 함께 전해지며
보조적인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모사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깊
은 활동인데, 오늘날 연구방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으로서의 모사
학습 방법으로서의 모사는 역사가 깊다. 사혁(謝赫)의 ‘육법(六法)’
중 하나로 이전 시대 작품을 존중하여 회화제작에 반영하는 ‘전이모
사(傳移摹寫)’가 있었다. 이는 청(淸)대 화보인 『개자원화전(芥子園
畵傳)』에서도 언급할 만큼, 동아시아의 존고관(尊古觀)과 결부되어
수천 년에 걸쳐 회화 제작에 영향을 주는 전통이 되었다.54)
중국에서는 여러 문헌상에 모사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청대의
동계(董棨, 1772-1844)는 『양소거화학구심(養素居畵學鉤深)』에서
“임화(臨畵)는 ‘숙(熟)’자의 한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을 배
울 때는 반드시 임모로 들어가서 고인의 필묵이 모두 자신의 손에
52) 고연희, 「조선시대 ‘모사(摹寫)’의 양상과 미술사적 의미」, 『동양예술』
43(2019).
53) 정두희. 「조선 후기 어진의 제작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
문(2012)
54) 고연희,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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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것처럼 하고, 고인의 신묘함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처
럼 하라.55)”고 하여 모사를 통한 훈련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조선에서도 모사가 회화의 학습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데, 문헌에서
는 ‘전습(傳習)’ 혹은 ‘모습(模習)’으로 나타난다. 『세종실록(世宗實
錄)』에도 화가의 육성 시 모사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
화원(畫員) 중에 여러 가지 연고[雜故]와 시사자(時仕者)를 제외하면
겨우 20여 인에 불과하온데, 그림 그릴 일은 대단히 많아서 항상 부족
함을 걱정하고 있사오며, 또 그림을 배우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10년 가까이 익혀야만 비로소 공을 이룰 수 있사오니, 비옵건대 사역
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의 생도(生徒)의 예에 따라, 액수(額數)에 구
애됨이 없이 입속시켜 전습(傳習)하도록 하소서.56)

이 외에도 청대 초기에 간행된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이 조선
시대를 걸쳐 학습의 교본으로서 수많은 모사가 되었음은 유명한 사
실이다.
이렇게 모사는 그 과정을 통해 운필법(運筆法)이나 준법(皴法), 필
묵법(筆墨法) 등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을 배우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는
모사의 궁극적인 이유로 “서화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산석수목(山石
水木 )과 같은 자연 사물들의 존재이유와 그렇게 생긴 이치를 터득
하기 위한 것”57)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즉 필법 등 형
55) 동계, 「양소거화학구심」, 臨亦不外一熟字 … ʻ故學畵 必從臨摹入門 使古人之
筆墨 皆若出於吾之手 繼以披玩 使古人之神妙 皆若出於吾之心, 유검화 편저,
『중국역대화론 2』, 조남권 역(서울:다운샘, 2005),
56)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1월 23일 을축 2번째기사. 畫員除雜故時仕者
僅二十餘人 繪事至多 常患不足 且學畫爲難 習之近十年 乃能成功
乞依司譯院典醫監生徒例 不拘額數 入屬傳習,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57) 변명희, 「동양 서화 임모의 예술철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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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 자연의 이치인 ‘신(神)’과 ‘의(意)’를 배우
고 옮겨내는 것58)이 모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는 어떤 유형의 모사가 이루어져야 할까?

1) 모사의 유형
모사는 방법에 따라 모(摹), 임(臨), 방(倣) 등으로 나뉜다.59) ‘모’는
원본에 겹쳐 놓고 본을 뜨는 방식이며, ‘임’은 원본을 옆에 두고 보
면서 베끼는 방식이다. ‘방’은 작가가 자신만의 필법으로 재해석하여
그리는 방식이다. 조선 시대에는 ‘임’과 ‘모’의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
으며, 주로 조선 후기 중국에서 들여온 화보(畫譜)를 교재로 삼았
다.60) 원본과 모사본이 멀어질수록 화가의 창작성이 더욱 필요해지
므로 방법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방’이 제일 높
은 단계의 모사 방법으로,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한 것인데
모사보다는 창작의 성격에 가깝다.
오늘날 모사의 분류는 ‘모(摹)’의 의미 안에서 세분되어 있다. 원본
에 겹쳐 놓고 그리는 것은 전제로 가져가되, 유물이 처음 그려졌을
상태를 추정하여 그리는 원형모사(元型摹寫) 혹은 복원모사(復元摹
寫)와 유물의 현재 모습을 손상된 부분까지 그대로 베껴 내는 현상
모사(現像摹寫)로 나뉜다. 이는 모사가 문화재 보존 방법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정확도가 중시되어 모(摹)의 개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
기 때문이며, 정확도에 대한 해석에서 위의 분류가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모사의 목적이 학습에서 보존의 의미로 변화되면서 창작
(2017), 39.
58) 변명희, 위 논문.
59) 이동천, 「중국 서화 위조의 유형」, 『명·청 근대기의 진작 위작 대비 중국서
화감정』(예술의 전당, 2001) ; 박지선, 「한국 서화유물 모사의 역사와 현황」,
『丹豪文化硏究』 7(2003)
60) 조선시대 모사의 방법의 문헌기록에 관한 내용은, 고연희, 위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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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가 있는 ‘임’과 ‘방’이 매우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모사의 과정
전통적으로 모사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치를 완전히 깨닫고 체화하여 필묵으로 표현하는 ‘방’의
단계에 가기까지 다른 모사 방법을 이용해왔다.
먼저 모사 이전에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찰(察)’을 거쳐야
했는데, 잘못된 관찰에 의한 모사는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가져오
기61) 때문에 경계해야 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인데, 모사를 하기 전에 직관적인 관찰과 분석적인 관찰을 병행해야
만 원본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용하는 도구와 예술적인 미감이 달라지게 마련인데, 현대 사람들
이 옛 그림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그 심상과 필묵의 리듬을 따
라잡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부정확한 형태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
대에 모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찰이란 필수적인 단계가 아닐 수
없다.
그다음으로는 원본 위에 대고 그리는 ‘모’를 통해 정확한 형태와 운
필법을 터득해야 한다. 점차 필법을 이해하게 되면 ‘임’을 통해 자신
의 개성을 추구62)해 나갈 수 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작가의 뜻대로 원본을 재구성하는 ‘방’의 단계에 갈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현대의 모사는 보다 분석적이다. 대상 원본에 어떤 성분의 재
료가 사용되었는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고화질로 촬영한
원본 사진을 놓고 그 위로 바탕재를 올려 ‘모’를 하며, 과정 중간마
다 타인의 혹은 자체적인 검수를 통해 틀린 점을 바로잡는다.
61) 변명희, 위 논문.
62) 변명희,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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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현대의 모사 방법에 따라 대상 유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안료 분석 등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재료와 기법에 관해 논리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실천하는 예로 규장각 한국
학연구원의 모사 사업을 들 수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소장
회화유물의 모사본 제작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영인본 인쇄
와 달리 모사라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원형모
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원본의 제작 당시 재료를 최대한 재
현하여 생산하고, 손상되기 이전의 모습을 기법 연구를 통해 밝혀내
는 등 전통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사는 예로부터 선현의 작품을 모방함으로써 그림과 글씨를 학습
하는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의 연구 방법으로서의 모사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모본의 형(形)을 배워 자기 뜻
을 담아 창작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현대의 ‘모사’라는 개념은
창작보다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방법
으로 모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63),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순서
로 그렸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은 원본 작품을 관찰
하고 화가의 뜻을 이해해야 정확한 모사가 가능하므로, 전통적인 학
습 방법으로서의 모사가 오늘날의 모사 과정에도 일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3) 박지선,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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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회화유물의 안료 분석은 소장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으며, 그중 일부만이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어 있다. 광해군
대 공신 화상의 안료 분석 결과로는 윤은영·장연희의 논문이 있
다.64) 위 논문의 대상이 되는 <심희수 초상>은 1613년 위성공신의
화상이므로 본 논문의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결과와 함께 광해
군 대 공신 화상의 안료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18세기 서양으로부터 합성 안료가 유입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회
화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회화에 사용된 천연 안료
들은 화학적 성분에서 색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 점을 이용
하여 X선 형광분석(XRF)65)을 통해 안료가 어떤 성분을 띠고 있는
지 파악하고, 그 성분이 어떤 안료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여 분석한
다.
X선 형광분석과 동시에 각 지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촬영하여
분석한다. 바탕재의 상태와 채색 순서, 채색 안료의 종류와 입자 크
기 등을 분석한다.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물에 사용된 기법을 확인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사
방법이다. 보통 과학적 안료 분석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위
방법 이외에도 적외선 촬영을 통해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먹선들
을 찾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필수적인 방법은 아니며, 필요시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응구 초상>의 안료 분석은 소장처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졌으며, 현미경 촬영 및 XRF 분석은 전통문화대학교
64) 윤은영, 장연희, 「조선시대 심희수 초상화 채색 안료 분석」, 『보존과학회
지』 32( 2016), 571-578.
65) XRF란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X선 형광분석)의 약자로, 시료에
X-선을 주사한 후 시료에서 발생되는 형광 X-선을 이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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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주식회사 킨테크’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표9]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X선 형광분석기
사용 기기
X선 발생
측정 시간
측정 가능 원소

XRF, VANTA, C series, Olympus, USA
RH target, 10~30mA
10keV - 30초, 40keV – 30초
알루미늄(Al)부터 검출 가능

[표10]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현미경
사용 기기
측정 배율

Digital Microscope, DG-3, Scalar, Japan
30배, 100배, 200배

[참고도판15] 신응구 초상 XRF 분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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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6] 신응구 초상 XRF 분석 지도 부분 1

[참고도판17] 신응구 초상 XRF 분석 지도 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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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8] 신응구 초상 XRF 분석 지도 부분 3

[참고도판19] 신응구 초상 XRF 분석 지도 부분 4

안료 분석은 미리 협의 과정을 거쳐 기법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어 선정한 지점에 진행하였다. 각 지점을 표시한 지도와
함께 분석 결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검출 원소 중 붉은색 글씨로 표
시한 것은 각 지점에서 다른 원소들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다량이
검출된 주요 검출 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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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는 그 성분에 따라 무기안료(無機顔料)와 유기안료(有機顔料)
로 나뉜다(표11). 석채나 금속 안료 등 광물성 무기질을 띠는 것은
무기안료로, 나무나 풀꽃 등을 가공하여 만든 식물성·동물성 유기질
을 띠는 것은 유기안료로 분류된다.
[표11] 무기안료 및 유기안료의 분류
무기안료
유기안료

주사, 웅황, 자황, 석록, 석청, 연백, 석간주 등
연지, 등황, 쪽, 먹 등

1) 바탕
안료 분석 시 일반적으로 유물의 바탕을 먼저 조사한다. 이후 채색
된 부분의 검출 성분에서 바탕의 성분을 제외하면 채색된 안료의
성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응구 초상>의 경우 바탕에서 채색
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교포수는 마모가 진행되어 온전하지 않
지만 비단 조직 사이에서 그 흔적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
다(표12).
주요 성분으로는 칼슘(Ca), 철(Fe), 칼륨(K), 브롬(Br) 등이 미량
검출되었다. 규장각 등의 소장처에서는 유물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
해 정기적으로 훈증을 통해 유물에 착생하는 가해 생물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훈증제로는 취화메틸(methyl Bromide) 등이 사용되는
데66), 잔효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간혹 미량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신응구 초상>에서도 취화메틸에 포함된 Br(브롬) 성분이 검
66) 강현식, 「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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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훈증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2]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바탕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추정 안료
호
1

바탕

Ca, Fe, K, Br

현미경
사진(×200)

없음

2) 적색
적색으로는 주사와 연단이 검출되었고, 유기안료 또한 부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자가 큰 적색 무기안료는 주황빛이 강
한 것으로 보아, 주사에 연단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규
장각 의궤 반차도에서도 안료 분석을 통해 주사와 연단을 섞어 적
색안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67) 도화서에서 궁중의 회화를 제
작할 때 전통적으로 이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채전 하부의 십자 문양(참고도판20)은 바탕에 분홍색 채색을 한 후
적색 점을 찍어 표현하였는데, 해당 부분에서 납과 황, 수은이 검출
되었다. 연백이 납 성분을, 주사가 황화수은(HgS) 성분을 띠므로 연
백과 주사를 섞어 분홍색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 분홍색을 채색한 후 주사 점을 찍어 무늬를 표현하였다.
배채는 흰색으로, 해당 구역을 한꺼번에 채색하였다.

67) 윤은형 외,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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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0] <신응구 초상> 채전 부분

입술의 붉은색(20번)의 경우 주사를 옅게 채색하여 표현하였다. 수
은(Hg) 성분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붉은색 안료의 입자가 크고 수용
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납(Pb)이 높
게 검출된 것은 다른 얼굴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백이 포함된 색으
로 배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13]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적색 무기안료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호

추정 안료

10 흉배 배경 Pb, Hg, S, Au 금분, 주사, 연단
14 채전 적색 Pb, Hg,Fe S Ca,

연단,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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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200)

38

채전
분홍색

염료, 주사
Pb, S, Hg, Ca 연백,연백(배채)

20

입술

Pb, Hg, S, Ca

연단, 주사
연백(배채)

흉배의 모란과 구름에는 적색 유기안료, 연지가 사용되었다. 연지
는 적색 유기안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소방, 홍화, 랙충, 코치닐, 꼭두
서니 등이 포함된다.68)
자색 구름의 어두운 부분은 적색 유기안료로 짙게 채색하였으며,
밝은 부분은 적색 유기안료에 연백을 섞어 채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적색 유기안료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추정 안료
호
29 흉배 모란

Pb, Ca, K

염료

9 흉배구름
(자색)

Pb, K, Ca

염료

68) 이상현, 『전통 회화의 색』(서울:가일아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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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200)

흉배구름
42 (옅은
자색)

Pb, K, Ca

연백, 염료

3) 황색
앞에서 살펴본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나 『소무·영사공신
도감의궤』에는 공신 화상에 황색 무기안료인 석웅황과 석자황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응구 초상>에서는 황색 무기안
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안료에 대한 기록이 없어 석황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반면 같은 시기의 화상인 <심희수(沈喜壽, 1548-1622) 초상>(참고
도판21)의 분석 결과에서는 석황이 검출되었다고 결론지었는데, 안
료 분석 결과를 보면 석황의 주성분인 비소(As)가 검출된 정황이
없어 확실치 않다. 대신 연백과 황색 염료(혹은 밀타승)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는 분석이 있었다. 흉배의 곳곳에서 황색의 은폐력이 있
는 안료가 관찰되는데, 연백과 황색염료의 혼합물 혹은 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심희수 초상>과 <신응구 초상>만의 분석 결과를 토대
로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광해군대 공신화상에서는 석황이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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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1] 작자 미상, <심문정공초상(심희수 초상)> 종가보존본,
17세기 초, 178×10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응구 초상>에서 사용된 황색은 주요 검출 원소가 없어 황색
유기안료로 채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대와 채전 등에 사용되었
다.
채전은 모직물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점을 찍어 표현하였는데,
적, 청, 녹, 황, 백, 흑 등 각 색으로 문양에 따라 배채를 한 후 앞에
서 같은 색으로 점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황색의 경우 배
채를 황색이 아닌 적색으로 하였으며, 점을 연백으로 찍고 황색 유
기안료를 그 위에 칠해 황색을 표현하였다. 배채한 적색 안료는 주
사일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분석 결과에서 납 성분이 확연히 높게
검출되었고 수은은 검출되지 않아 주사가 아닌 연단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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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황색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호
12

각대

추정 안료

Ca, Fe, K, Pb

현미경
사진(×200)

염료

전채: 연백, 염료
35 채전 황색 Pb, Ca, Fe, K 배채: 연단,
주사(少)

4) 녹색
단령 자락 사이로 보이는 청색 철릭과 녹색 답호의 경우 석청, 석
록 등 석채로 배채한 후 앞면에서 채색의 차이를 주어 운문을 표현
하였다. 답호는 앞면에서 석록을 전체적으로 채색한 후에, 무늬를
같은 안료로 다시 한번 두껍게 채색해 두께를 달리하여 표현하였다.
무늬 부분의 채색은 부조(浮彫)처럼 두텁게 올라와 있다.
본 작품에서 사용된 녹색 안료는 구리(Cu)와 염소(Cl)가 함께 검출
되어 구리광석류 중 하나인 아타카마이트(Atacamite, 녹염동광)로
추정된다. 오늘날 석록은 말라카이트(Malachite, 공작석)으로 제조하
며 아타카마이트가 원료인 안료는 녹염동광이라 칭해서 따로 구분
하기도 한다. 17세기 초상화들의 안료 분석 결과에서 아타카마이트
와 말라카이트 검출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아69)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9) 윤은형, 장연희,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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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광물성 안료들을 아울러 ‘석록’으로 칭하며, 아타카마이트는
현재 시판되는 안료들 중에서 찾기 어렵다.70) 따라서 모사본 제작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말라카이트 석록 안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흉배에 등장하는 모란과 버들의 녹색 잎은 석록으로 채색되었다.
또한, 흉배 상단에 있는 구름은 녹색, 청색, 자색, 금색, 은색이 있는
데, 녹색 구름의 안료는 모란 잎과 같은 석록으로 추정된다. 옅고 짙
은 색의 구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석록의 입자 크기에 차이를 두어
사용하였다. 옅은 녹색에는 연백을 소량 혼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16]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녹색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호

추정 안료

31 (옅은답호녹색) Cu,Sn,Cl,CaPb,

녹염동광 또는
동록(大)

현미경
사진(×200)

녹염동광 또는
답호
Cu,
Cl,
P
b,
32 (짙은 녹색) Sn, Ca 동록(大)을 31번
위에 중첩
흉배구름 Cu, Cl, Sn,
6 (짙은
녹색) Pb, Ca

녹염동광 또는
동록

흉배구름 Cu, Cl, Pb, 녹염동광 또는
23 (옅은
녹색)
Ca
동록(小) + 연백
70) 문동혁, 한민수, 정혜영, 고인희, 조현구, 「정량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한 국내
시판 단청안료의 광물조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32(2016).
- 50 -

37 채전 녹색

Cu, Cl, Pb,
Sn, Ca

전채: 녹염동광
또는 동록(大)
배채: 녹염동광
또는 동록(小)+
연백

5) 청색
철릭의 경우 앞면에서 석청을 전체적으로 두껍게 채색하고, 그 위
에 청색 유기안료로 무늬를 표현하였다. 무늬와 바탕에 안료 두께
차이를 두었던 답호의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바탕과 무늬 부분에서
채색층의 두께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무늬의 짙은 청색에서 다른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표면 처리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청색 유
기안료를 채색하며 사용한 아교의 작용으로 추정된다.
석청 부분의 현미경 사진에서 갈색 입자와 투명한 입자가 관찰되
고 X선 형광분석에서 철(Fe)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큰 입자와 작
은 입자의 석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료를 제조하는 과
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불순물일 가능성이 크다.
흉배의 청색 구름에도 석청이 사용되었다. 녹색 구름과 마찬가지로
안료의 입자 크기에 차이를 두어 밝고 어두운 색을 표현하였다. 밝
은 청색 부분은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각대의 청색은 흉배의
석청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색 채전에서는 납이 검출되어 배채시 연백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채에 사용된 청색은 연백에 유기안료인 쪽을 혼합한 것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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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청색
번 분석 지점
호

주요 검출
성분

Fe, Ti,
33 철릭 (청색) Cu,
Ba, Ca, Pb
Fe, Ti,
34 (짙은철릭청색) Cu,
Ba, Ca, Pb
Cu, Pb, Ca,
흉배구름
7 (짙은 청색) Fe, Ti, Ba,
Mn

추정 안료
전채:
석청(大)+석록(大)+
갈색 입자(大)
배채: 석청(小)
옅은 청색에 비해 표면
코팅 처리 흔적이 남아
있음. 채색층의 두께는
비슷함
전채:
석청(大)+석록(大)+
갈색+투명 입자
배채: 옅은 청색

Cu, Pb, Ca, 석청(小)+ 석록(小) +
흉배구름
22 (옅은 청색) Fe, Ti, Ba, 갈색 입자 + 연백
Mn
전채:
Cu, Fe, Ti, 석청(大)+석록(大)+
26 각대
Ba, Ca, Pb
갈색 입자(大)
배채: 석청(小)
전채:
Cu,
Fe,
Ti,
38 채전 청색 Ba, Ca, Pb 석청+석록+갈색 입자
배채: 연백+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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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200)

6) 흰색
본 유물에서 사용된 흰색 안료는 모두 연백으로 추정되었다.
눈 흰자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 시 백색으로 배채가 되어 있고
앞면에서는 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성
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백 배채 후 전채 과정에서 추가
적인 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관복 깃의 백색 안료 또한 납 성분의 안료로, 연백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단 표면을 완전히 덮도록 두껍게 채색하였다.
흉배 하단 중앙에 있는 두 마리의 기러기는 연백으로 연하게 전채
한 후, 먹으로 깃털을 표현했다. 기러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란
은 연백으로 꽃송이 전체를 채색한 후 적색 또는 자색 염료로 세부
적인 표현을 하였다. 연백은 비단의 조직이 거의 덮일 만큼 두껍게
도포하였다.
[표18]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흰색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호

추정 안료

19

Pb, Ca

연백(배채)

Pb, Ca

연백

눈

4 관복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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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200)

11 흉배 새

Pb, Ca

41 흉배 새 Pb, Ca, Fe, K

연백, 먹
연백, 먹

28 흉배꽃잎모란

Pb, Ca, Cu

연백, 주변 녹색
안료로 인한 구리
성분 검출 추정

36 채전 백색

Pb, Ca

전채: 연백
배채: 연백

7) 흑색
관모와 관복은 매우 어두운 흑색을 띠고 있는데, 뚜렷하게 다량으
로 검출된 주요 원소가 없으므로 먹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먹은 X선 형광분석 시 특정 원소가 검출되지 않는 대표적인 유기안
료이다. 관모에는 송연묵을 사용하여 광택이 없게 표현하고, 관복에
는 유연묵을 사용하여 광택이 돌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응구 초상>에서는 표면의 마모가 다소 진행되어 광택으로 구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관복에서는 다른 부분의 흑색과 달리 약하게 붉은빛이 보이는데,
입자가 없는 붉은색 염료계 유기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관복의 무늬와 배경은 먹의 농도에 차이를 주어 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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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발의 경우 독특한 채색법을 사용했는데, 농묵으로 바탕을 칠한
후 광택이 강한 안료 또는 농도가 진한 아교 등으로 점을 찍어 표
현하였다. 바탕과 점 모두 검출된 원소는 없었다. 점은 광택이 유난
히 강해 아교로 만들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찰되나, 검
출 원소가 없어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
다.
[표19]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흑색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호

추정 안료

2

관모

Ca, Fe, K, S

먹

21

관복

Ca, Pb, Fe, K

먹

40

신발

바탕 채색 후
Pb, Ca, K, Fe 먹으로
점으로 찍어 표현

13

의자

Ca, Pb, Fe, K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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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200)

8) 육색 및 갈색
초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은 총 4곳으
로, 각각 붉은색과 육색(肉色)으로 선염되어 있는 뺨과 귀, 눈, 붉은
색으로 표현된 입술이다. 귀의 경우 육색 이외의 채색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안료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뺨과
입술 부분은 바탕이 되는 육색 위에 어떤 안료로 붉은색을 표현했
는지 알아낼 수 있다.
볼과 귀를 비롯한 얼굴 부분에서는 납(Pb)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
며,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흰색으로 배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산화철 성분을 띠는 석간주(대자)는 XRF 성분 조사 시 철(Fe)
성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점에서도 Fe가 검출되어 석
간주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백이 포함된 색
으로 얼굴 부분에 배채를 하고 앞면에서 석간주 등으로 육색을 다
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은(Hg)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농도가 낮은 주사를 사용하여 뺨과 귀 부분에 선염을 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족좌대의 화문석 부분과 나무 받침 부분은 모두 연백으로 배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문석에는 앞에서 황색 유기안료로 색을
맞춘 다음 갈색 등의 안료로 더 짙은 색을 만들어 선을 그었다. 분
석 결과에는 선에서 주사와 연단이 검출되었다고 하지만 수은 원소
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 가능성이 작으며, 연단 또한 사용될 이유가
없어 검출된 납 성분은 연백 배채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갈색에서는 철 성분이 높게 검출되어 산화철이 주성분인 석간주
계열의 갈색 안료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갈색 안료만으
로 표현하기 힘든 짙은 빛깔은 먹을 섞어 만들었거나 중첩하여 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미경 사진에서 갈색 입자와 함께 검은색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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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함께 관찰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바탕재로 인해 전체적으로 칼
슘, 칼륨, 황 등이 검출되었다.
[표20]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육색 및 갈색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추정 안료
호
Pb, Ca, Fe,
연백, 연단,
3 얼굴
Hg
주사, 석간주

현미경
사진(×200)

연백, 연단,
주사, 석간주
바탕 : 연백,
황색염료
15 족좌대(옅
P
b,
Ca,
Fe,
K
은 황색)
선 : 주사, 연단,
갈색염료
Ca, Fe, K, S, 석간주, 연백
16 족좌대
(갈색)
Pb
18

귀

Pb, Ca, Fe,
Hg

9) 금색 및 은색
금색 안료는 금박과 금분이 사용되었고, 은색 안료는 은박이 사용
되었다. 금박은 흉배의 구름과 각대의 띠돈 부위에 사용되었고, 은
박은 흉배의 구름과 교의의 발 장식에 사용되었다.
금색 구름은 육안 및 현미경 관찰 시 금박으로 확인되었으며, 각대
의 띠돈 테두리에도 금박이 사용되었다. 각대 부분의 현미경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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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금박이 벗겨진 부분에서 연백 배채와 함께 옅은 황색 수용성
안료로 칠한 바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박을 부착할 때 더 안정적
이고 깊은 색감을 위해 붉은색이나 황색 안료를 바탕에 칠하는 것
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본 유물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
었다.
흉배 녹색 잎과 각대의 청색 위로 그어진 금색 선은 금분으로 확
인되었다. 금분은 금박과 비교하면 입자와 질감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 금분과 금박은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현미경으로 관
찰하여 확인하였다.
은색 구름 부분에서는 은(Ag)과 함께 연백이 다량 검출되었다. 은
박이 벗겨진 부분에서 흰색으로 배채된 것이 관찰되어 배채에 연백
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자 하단 양 측면에 부착된 은색 장식은 배채 여부를 알 수 없으
나, 은박을 붙인 후 농묵으로 무늬 선을 긋고 그 위에 흰색 선으로
덮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표21] 신응구 초상 안료 분석 : 금색 및 은색
번 분석 지점 주요 검출 성분 추정 안료
호
43

각대

Au, Fe, K, Pb,
Hg, Ca

금박

27

각대

Au, Cu, Fe, Ca

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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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200)

25 흉배 잎

Au, Cu, Cl, Pb

금분

24 흉배 구름 Pb, Ag, Cu, Zn

은, 연백

17 의자 장식 Pb, Ag, Cu, Zn

은, 연백

종합해 보면 <신응구 초상>에서 사용된 안료는 주사, 연단, 연지,
등황, 석록, 석청, 연백, 먹, 금박, 금분, 은박 등이다. 석황과 은분을
제외하고 17세기 공신도감의궤에서 살펴보았던 안료의 종류와 매우
유사하였다.71) 다음 장에서는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응구 초
상>을 모사하여 화상에 사용된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71) 본 논문 14쪽 『소무·영사공신도감의궤』 재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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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신응구 초상> 안료 정리
색상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
흑색
육색
및
갈색
금색
및
은색

부위
흉배 배경
채전
채전 분홍색
입술
모란
흉배 구름(자색)
흉배 구름(옅은 자색)
각대
채전
답호(짙은 녹색)
답호(옅은 녹색)
흉배 구름(짙은 녹색)
흉배 구름(옅은 녹색)
채전
철릭
철릭(짙은 청색)
흉배 구름(짙은 청색)
흉배 구름(옅은 청색)
각대
채전
눈
관복 깃
흉배 새
흉배 모란
채전
관모
관복
신발
의자
얼굴
귀
족좌대(미색)
족좌대(갈색)
각대 띠돈
각대
흉배 잎
흉배 구름
의자 장식

전채
주사+연단
주사+연단
연백+염료, 주사+연단
주사+연단
염료
염료
연백+염료
염료
연백, 염료
석록
석록
석록
석록+연백
석록
석청
석청+염료
석청
석청+연백
석청
석청
연백
연백(淡)
연백
연백
먹
먹(+염료)
먹
먹
석간주
석간주
연백+황색염료
석간주
금박, 황색염료
금분
금분
은박
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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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채
주사+연단
주사+연단
연백
연백
연단
석록+연백
밝은 청색
석청
연백+염료
연백
연백
연백
연백
연백
먹
먹
먹
먹
연백+연단+주사
연백+연단+주사
연백
연백
연백
연백

3. 모사를 통한 기법 연구
광해군대 공신화상 중 <신응구 초상>은 원본이라고 생각되는 작
품으로, 유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세 작품이 거의 같은 도상을
가지고 있어 당시 기법을 연구하는 데에 적합하다. 같은 시기 공신
화상인 <임장 초상> 및 <윤중삼 초상> 역시 모사를 진행하였으며
모사 과정에서 밝힌 기법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광해군대 기법 연
구에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응구 초상>을 포함한
세 작품의 기법이 동일하여 여기에서는 <신응구 초상>만을 대표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신응구 초상>의 모사 과정을 통
해 본 작품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대상이 되는 공신화상의 주인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신응구는 광해군 대 문신으로, 호는 만퇴헌(晩退軒)이며 좌부승지(左
副承旨), 춘천부사(春川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성혼(成渾,
1535-1598)과 이이(李珥, 1536-1584)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72) 저서
로는 그의 손자가 엮은 『만퇴헌유고(晩退軒遺稿)』(1684)가 있다.
그는 1613년(광해군 5년) 임해군의 옥사로 익사공신에 녹훈되었으나
거절하고 낙향하였다. 본인이 왕자의 사부를 맡았던 경력이 있고 관
직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신에 들게 되어 비웃음을 샀기 때문이
다.73) 그러나 광해군의 신임이 두터워 그가 사직한 후에도 거듭 불
러 관직을 주려 하였다. 실록에서는 그에 관한 사관의 평이 좋지 않
으나, 당시 노론과 소론의 분열로 인한 정치적 평가일 가능성도 있
72) 『인조실록』 3권, 應榘少游李珥 成渾之門, 인조 1년 11월 2일 무오 3번째 기
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73) 『광해군일기』 정초본 136권, 靈川君 申應榘辭職 上疏辭勳。應榘 少有聲名 選
爲王子師傳 及典州郡 聲稱大損。 且不能潔身持正 以在家憂國 至參臨海獄功臣
爲士論嗤點 故遜辭辭勳。 使其奴 出入禁闥 祈請無不從 士論醜之, 광해 11년 1월
18일 임인 4번째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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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응구 초상>은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청구기호
奎古 793)되어 있다. 뛰어난 솜씨로 그려진 그림뿐만 아니라 청색과
미색의 비단으로 한 장황까지도 당시의 형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법 연구에 적합한 유물이다.

1) 상초
아교포수가 완료된 비단에 먹선와 색선으로 초를 뜬다.74) 부분마다
선의 두께와 종류, 농담과 속도가 각기 다르므로 원본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참고하였다.
공신화상이라는 엄중한 성격 탓인지, 세 작품 모두 대부분 굵기의
변화가 적은 철선묘계(鐵線描系) 선이 사용되였다. 철선묘는 수비(瘦
肥)의 변화가 없는 균일한 묘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고고유사묘(高
古遊絲描), 철선묘(鐵線描), 금현묘(琴絃描)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75)

(1) 안면

얼굴의 경우 매우 가는 선을 느린 속도로 신중하게 그었는데, 철선
묘계 중 고고유사묘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태에 따라 굵기
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나 전체적인 선의 두께가 매우 가늘고 일정
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상초 과정에서도 수비 변화를 주지 않으려
고 노력하며 선묘하였다(작품도판1).
74) 교반수의 농도는 봉황(鳳凰)사의 알아교를 사용하여 4%로 맞추었고, 백반은 아
교 무게의 6% 내외로 사용하였다.
75) 김성희, 「조선후기 회화기법 연구 – 인물화 묘법과 산수화 준법 및 수지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1999).
76) “옛스러운 비단실 묘법”으로, 고개지의 묘법이 포함된다. 매우 가늘고 고른 중
봉의 선이 완만한 속도로 그어지며 둥근 형태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
드러운 형세 속에서도 ‘견고함’이 있다. 김성희, 위 논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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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 <신응구 초상> 상초 중 얼굴

[참고도판22] <신응구 초상> 중 얼굴 부분

이목구비의 선의 경우 대부분 두 번 중첩하여 그었다(참고도판22).
이목구비 안에서도 선의 농담과 굵기로 미세한 차이를 주었는데, 미
간 주름과 눈두덩이, 코의 윤곽선은 비교적 굵게 그어졌다. 눈가 주
름과 팔자주름 등의 주름과 입술은 매우 얇은 선을 사용하였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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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곽선은 다른 부위보다 더 진한 갈색으로 선묘하였다.
눈썹, 수염 등 털의 표현 또한 얼굴과 유사한 묘법을 적용하고 있
으나 비교적 자유분방한 필치를 보인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그어내
려 수염이 가볍게 날리며 구불거리는 느낌을 잘 나타내었다. 담묵으
로 어둡게 선염하고 검은 수염을 농묵으로 먼저 그린 후 그 위로
흰 선을 긋는 순서로 그려졌다.

(2) 복식

얼굴 이외의 부분에서는 굵기의 변화가 전혀 없는 철선묘계 묘법
이 사용되었는데, 느린 속도로 신중하게 그은 선들이 대부분을 이루
고 있다. 얼굴 표현에서 나타났던 고고유사묘와 굵기에서 대조를 이
루어 묘법의 단단한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 관복은 아주 굵고 일정
한 농묵 선으로 윤곽선을 표현하였는데, 굵기 변화가 거의 없으나
주름선의 끝은 뾰족하게 빼내었다.
운문을 그린 선(작품도판2)은 관복 윤곽선보다 현저하게 얇으며,
기본적으로 철선묘계 묘법을 따르지만 빠른 리듬감으로 그려져 있
다. 구름의 꼬리를 그린 선은 끝을 뾰족하게 빼내었지만, 나머지 둥
근 형태의 선들은 맺음을 분명히 잡아주고 있다.

[작품도판2] <신응구 초상> 상초 중 관복의 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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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의 문양(작품도판3)은 가벼운 느낌의 고고유사묘로 표현했는
데, 세 작품 모두 비행하고 있는 새의 생동감을 잘 살려내었다. 눈
과 부리, 깃털과 다리, 솜털 등 부위별로 적절하게 선의 두께를 조
절하였다. 주변 모란의 먹선은 채색에 덮여 잘 드러나지 않으나, 꽃
송이와 이파리는 각각 담묵과 농묵의 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작품도판3] <신응구 초상> 상초 중 관복의 흉배

(3) 채전

채전 부분에는 채색 시 참고하기 위해서 매우 가는 선으로 간략하
게 무늬를 표시하였다. 굵기가 일정하여 마치 연필로 그은 선처럼
보이며, 직선은 자를 이용하여 그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참고도판
23). 직선을 긋기 위해서 손에 선붓과 막대를 고정하여 쥐고, 긴 자
에 그 막대를 지지하여 선을 긋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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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3] 직선 긋기

(4) 교의 및 족좌대

의자의 팔은 관복 윤곽선보다는 다소 얇은 두께의 철선묘를 사용
하였다. 족좌대(작품도판4)의 경우 화문석의 무늬를 옅은 갈색의 가
느다란 선으로 표현하였다. 자를 이용하여 가로선을 그었으며 일정
한 두께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철선묘계 묘법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족좌대 몸통의 짙은 나무 부분의 경우 선마다 차이가
크지만, 관복 운문 선보다는 다소 굵은 선을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도판4] <신응구 초상> 상초 중 족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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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 <신응구 초상> 상초

<신응구 초상>에 사용된 묘법은 주로 철선묘계로, 수비 변화가 없
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2) 배채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 사용되는 배채법(背彩法)의 원류는 고려 불
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섬세한 불화
를 쏟아냈던 시기로, 고려 고유의 배채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배채법은 본디 중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중국에서는 ‘양면착색법(兩
面着色法)’이나 ‘친분법(親粉法)’이라고 지칭하였다. 인물화보다는 대
부분 청록산수나 화조화에서 사용77)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
77) 이태호, 「고려 불화의 제작기법에 대한 고찰 : 염색과 배채법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53(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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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보인다.
중국의 배채법은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분채(粉彩)’78)
를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색을 배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분채를 사
용하는 방식은 앞에서 채색할 안료와 같은 색감의 안료에 흰색 안
료인 ‘분채’를 섞어 다소 밝고 탁한 색감으로 배채하는 방식79)이다.
뒷면에 소요되는 안료를 절약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을 가능성
이 있다. 반면 동일색 배채법은 앞에서 칠한 안료를 뒤에서도 동일
하게 채색하는 방법이다. 고려 시대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
어 나타난다. 백색이나 밝은색의 배채에는 호분을 사용하였고, 적색
이나 녹색 등의 원색의 배채는 해당 색을 그대로 배채80)한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초의 공신 화상에서 배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선무공
신 화상으로 제작된 <조경(趙儆, 1541-1609) 초상>과 정사공신 화
상으로 제작된 <이중로(李重老, 1577-1624) 초상> 이다.
<조경 초상>(참고도판24)의 경우 조경의 직계 존속이 1997년 국립
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2008년에는 해당 유물을 보존처리하고 보
고서를 발표했는데, 보존처리 과정에서 배접지를 들어낸 모습(참고
도판25)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뒷면 모두 안료 분석이 진행되
어 보다 정확한 채색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보고서81)에 따르면 얼굴 부분에는 연백과 진사를 혼합하여 배채하
였고, 단령의 깃, 소매, 신발의 흰색은 연백으로 배채하였다. 흉배 부
분은 옅은 농도의 연백으로 한꺼번에 배채하였으며, 철릭은 석청으
78) 여기서 말하는 ‘분채’는 ‘호분’을 ‘채색한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수간분채(水干粉彩)’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정면에 쓰인 색감의 염료
와 호분을 섞어 사용하는 것인데, ‘호분’ 또한 현재 이 용어가 지칭하는 탄산칼
슘 성분의 백색 안료인지, 연백의 옛 이름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또다른 밝혀지
지 않은 안료가 있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79) 이태호, 위 논문.
80) 이태호, 위 논문, 146.
81) 장연희, 유혜선, 황유정, 「조선중기 조경(趙儆)영정의 보존 및 제작기법 연
구」, 『박물관보존과학』 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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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답호는 석록으로 앞뒷면에 동일한 안료가 채색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고려 시대 배채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도판24]
작자 미상, <조경 초상>,
17세기 초, 비단에 채색,
165.5×9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참고도판25]
<조경 초상> 배면
안료분석 지점

[참고도판26]
<조경 초상> X선
이미지

<이중로 초상>(참고도판27)은 비록 이중로 사후에 추화(追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82)이기는 하나 17세기 전반 공신 화상의 특색
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인조 대 작품인 만큼 광해군 대 공신 화상
과 부분적인 양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관모와 의자는 매우 진한 검은색으로 칠하였는데, 먹으로 낼 수 있
는 색보다 진하게 보인다. 따라서 먹의 원료가 되는 그을음을 가루
형태의 안료로 사용하는 송연을 아교에 개어 채색했을 가능성이 있
다. 얼굴은 분홍색에 가까운 육색으로 칠했으며, 흉배는 도안에 따
라 색을 나누어 배채하였다.83) 흉배뿐 아니라 각대의 문양까지 섬세
82) 조선미, 위의 책.
83) 조선미,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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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누어 채색한 것이 특징적이다. 흑색 관복은 백색 안료가 혼
합된 듯한 회색으로 전체를 도포하였다.

[참고도판27] 작자 미상, <이중로 [참고도판28] <이중로 초상> 배채,
초상>, 1624년경, 비단에 채색,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形과
171.5×94cm, 경기도박물관 소장.
影의 예술』, 492.)

<신응구 초상> 또한 안료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배채의 경
우 대부분 위의 배채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나 관복에서 차이
를 보인다. 흑단령의 배면을 흑색 유기안료만으로 채색한 <신응구
초상>과 달리, <이중로 초상>(참고도판28)에서는 흰색이 섞인 회색
으로 도포하였다. 또한 <이중로 초상>은 철릭과 답호의 경우 흰색
안료를 섞어 채도가 낮은 색으로 채색하였는데, 이는 배채에서도 석
록과 석청을 그대로 사용한 <신응구 초상>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 70 -

3) 전채
배채가 완성되면 비단의 앞면에 본격적으로 채색에 착수한다. 섬세
한 선염과 채색으로 인물의 디테일을 만들어 완성하는 과정이다. 모
사 대상작들의 채색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직물의 질감 표현이다. 인
물이 입고 있는 흑단령, 그 안에 받쳐 입은 철릭과 답호, 바닥에 깔
린 채전의 각기 다른 질감을 표현하였다.

(1) 안면

얼굴의 전채 과정에서는 대부분 유기안료로 색을 맞추었다. 전체적
인 색감은 대자와 청화, 연지로 맞추었고, 주름 등 오목한 부분과
오악(五岳) 부위에 옅은 채색을 추가했다. 입술 부분에서만 주사를
옅게 채색하여 색감에 차이를 주었다.
털이 있는 눈썹, 구레나룻, 수염의 경우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하여
담묵으로 선염하였는데,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하여 턱 아래의 흰 깃
부분까지 이어서 채색하였다.

[작품도판6] <신응구 초상> 전채 중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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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복

관모의 경우 모체는 송연먹과 송연 가루를 사용하여 매우 짙은 검
정색을 만든다. 반면 날개 부분은 담먹으로 무늬를 채색하여 너무
짙어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흑단령의 경우 담먹을 중첩하여 칠하여 고르고 윤택한 표면을 만
든다. 원하는 색을 여러 번에 걸쳐 쌓아서 만드는 기법은 넓은 면적
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색감을 더욱 깊어 보이게 한다. 원
본에서 보이는 약한 자줏빛도 유기안료를 사용하여 맞춰주었다.
철릭과 답호에는 석채의 두께를 달리하여 배경과 무늬를 구분하였
다. 관복본 초상화에서 철릭과 답호에 운문을 그려 넣는 것은 <장
말손(張末孫, 1431-1486) 초상>(참고도판29) 등 조선 초기 공신화상
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형식이다. 그러
나 채색의 두께를 이용하는 기법은 조선 중기 공신화상에서만 보이
는 특징이다.

[참고도판29] 작자 미상, <장말손 초상> 부분, 1476년경, 비단에
채색, 보물 제502호, 171×107cm,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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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던 고려식 배채법을 사용하여 석채를 앞뒤로 채색
하고, 청색 철릭의 경우 앞면에 올린 석청 위로 유기안료를 칠하여
무늬를 그려 넣었다. 녹색 답호(작품도판7)는 무늬 부분만 한 번 더
두껍게 올려 요철을 만든다. 석록의 큰 입자가 주는 두께감이 마치
부조와 같이 입체감을 만든다. 전체 작품을 감상할 때에 화려함과
동시에 실재감을 주는 것이다.

[작품도판7] <신응구 초상> 전채 중 답호

흉배(작품도판8)는 <신응구 초상>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색구름의 녹색과 청색은 각각 석록과 석청을 사용하여
두껍게 채색하였고, 연백으로 명도 차이를 주어 연한 색을 만들었
다. 붉은 구름은 연지와 연백으로 채색하였으며 금, 은색 구름은 박
을 붙여 표현하였다.
기러기는 연백으로 바탕을 칠한 뒤 담먹으로 농도를 조절해 가며
바림하여 묘사하였다. 모란 역시 연백으로 바탕을 칠한 후 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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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림하여 꽃잎을 구분해 주었다. 이파리는 석록을 두껍게 채색한 뒤
금분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흉배의 배경은 주사와 연단을 혼합하여 주홍빛으로 채색한 후 금
분으로 격자 무늬, 뇌문과 유사한 사각형 무늬를 그려 넣었다.

[작품도판8] <신응구 초상> 전채 중 흉배

금분은 온도에 따라서 발하는 색감이 다른데, 한 번 가열하여 사용
하면 더욱 밝은색을 얻을 수 있다. 접시에 금분 적정량을 덜어 아교
액과 섞은 후 약한 열로 가열하면서 손가락으로 젓는다. 너무 세게
가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접시에 골고루 퍼지게 한다. 건조되었
을 경우 묽은 아교액을 더하여 녹여 사용한다.

(3) 채전

또 하나의 독특한 질감 표현은 채전 부분에서 나타난다. 점묘법과
같이 무수한 점을 찍어 모직물의 부슬부슬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채
전은 동물의 털로 만든 직물이기 때문에, 씨실과 날실이 만나 요철
이 생긴다. 일찍이 중국은 이와 같은 직조 기술을 뚜렷하게 이해하
고 초상을 그릴 때 역시 질감을 표현하였는데, 조선 또한 이러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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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법을 수용한 것84)이라고 볼 수 있다. 17세기 초 채전 형식이
들어온 즉시 질감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채전 형식과 기
법을 함께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채전의 문양은 대부분 색별로 앞뒤로 같은 색이 채색되었다. 그러
나 황(黃)색의 경우 적색 안료가 배채되어 있다(참고도판30). 앞면에
서는 연백으로 점을 찍은 후에 황색 유기안료로 칠하는 등 채전에
등장하는 여러 색 중 가장 복잡한 채색법을 보여준다.

[참고도판30] <신응구 초상>의
채전 황색 부분

[작품도판9] <신응구 초상> 배채
중 채전

가장 하단 구역의 채전에는 팔각문의 배경으로 검은색 격자 무늬
가 있고, 격자가 만나는 곳에 둥근 꽃문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문
양 안쪽에 십자로 그려진 붉은 문양(작품도판10)은 또 다른 채색법
을 보여준다. 십자 문양과 배경이 되는 흰색 꽃문양은 연백으로 한
번에 배채하였다. 앞면에서는 흰색 점을 찍은 후 분홍색으로 십자
문양을 그리고 그 위로 적색 안료 점을 찍어 다른 적색과 차이를
주었다.

84) 최종현,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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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0] <신응구 초상> 전채 중 채전

(4) 교의 및 족좌대

의자의 발 장식 부분(참고도판31)의 채색법도 눈에 띄는데, <신응
구 초상> 유물 관찰 당시 장식 부분의 연백 선이 박락된 흔적 아래
로 먹선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은박 위로 먹선을 사용해 문양을 그
린 뒤 그 위로 다시 흰 선을 그어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도판31] <신응구 초상> 채전 중 의자 장식

모사 시에는 은박을 붙일 부분에 아교로 칠을 해준 뒤, 크기에 맞
게 잘라놓은 은박을 대나무 집게로 집어 내려놓는다. 마른 붓으로
약하게 눌러 고정한 뒤 쓸어내어 고정되지 않은 박이 떨어져 나오
도록 한다. 그 위로 먹선을 그어 무늬를 나타낸 후, 그 선을 연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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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대로 덮는다.
위에서 살펴본 기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매우 정교한 선묘와 채
색법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4) 완성
지금까지 연구한 기법을 사용하여 <신응구 초상>의 모사본(작품도
판11)을 완성하였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은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
아 재료와 기법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문헌 연구와 초상
화 도상 분석으로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시
유물을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하고 조사할 기회가 있어 연구를 시작
할 수 있었다.

[작품도판11] <신응구 초상 모사본>, 2020, 비단에 채색, 174×10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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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구 초상>을 모사하며 느낀 점은, 공신화상이라는 작품에 극
진한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인물 자체의 개성보다도 인
물을 둘러싸고 있는 의복이나 흉배, 채전 등 초상의 형식을 중요하
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량
제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당시 조선의 대
명(對明) 관계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의 채전 형식
을 공신화상에 접목하기 시작한 시기라는 배경을 고려하면, 공신화
상의 형식에서 명과의 연결성 및 정치적 방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신화상이 조선의 공적인
초상화였던 만큼 조정의 정치적 의도가 작품의 기법을 통해 나타나
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이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 밝힌 기법들이 앞으로 조선 시대 초상화의 기법 연구
와 창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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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광해군대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공신이 녹훈되었던 시기이다. 17
세기 초의 다른 공신에 관한 의궤에 따르면 10명 내외의 화원들이
공신화상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광해군대 역시 비슷한 수였을 것으
로 보인다. 10명 내외의 화원이 막대한 양의 공신화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과정이 철저한 분업과 반복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의 자세와 복식의 표
현, 채전 문양 등이 굳어져 현존하는 당시 공신화상들에서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양식이 되었다. 선조대의 호성·선무·청난공신과 인조대
의 소무·영사공신과는 다른 광해군대만의 화상의 양식이 존재하였으
며, 가장 많은 수의 화상을 제작했던 이 시기에 조선 중기 초상화의
전형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신 녹훈에 관한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재료
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전후의 기록과 실물 유물의 면밀한 관찰
및 과학적 조사로 조금이나마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현대에도 사용
되고 있는 안료가 많았으며, 안료의 명칭이 다소 달랐다. 특히 청색
석채인 심중청은 그 기록이 적으나 석청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광
해군대 공신화상에 사용된 재료들은 호성·선무·청난공신보다는 그
이후의 소무·영사공신과 더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대의 공
신 화상은 임란 직후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화상의 재료로
고가의 안료를 사들이기에는 여유가 없었으며 점차 상황이 나아지
면서 고가의 안료들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광해군대부터 공신 화상
에 금, 은과 같은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아 광해군대
는 재료 면에서 이후 공신 화상 제작의 표본이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광해군대 공신화상에서 보이는 당시 양식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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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초 공신화상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세부적인 관찰을 통해
전후와의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광해군대 공신화상의 얼굴
표현의 경우 이전에 비해 정확한 오악(五岳)의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오목한 곳을 어둡게 채색하는 음영법 또한 함께 적용되었
다. 당시 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세인데, 좌안 7분면의
표현이 능숙해지면서 어깨선을 완만하게 하여 더욱 자연스럽게 표
현하고 있다. 관모의 높이는 이전 시기보다 낮아졌으며 교의와 족좌
대는 이전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단령 사이로 보이는 철릭과
답호의 형태가 직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이후 공신화상에서 이를 계
승하였다. 흉배는 당시 흉배제도에 따라 공작, 백한, 기러기 등의 동
물과 모란이 함께 등장하는 회화적인 도안이 나타난다. 채전의 경우
문양 한 단이 추가되었으며 전후 시기에서 보이지 않는 초엽문이
특징이다.
위에서 살펴본 양식의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응구 초상>의
모사본을 제작하였는데, 그에 앞서 모사라는 작업의 연구 방법으로
서의 의의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모사는 동양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서화의 학습 방법으로, 실행 방식에 따라 모, 임, 방 등으
로 분류된다. 현대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모사가 행해지고 있으
며 원본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물의 재료
및 기법 연구에 필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사를 위해 <신응구 초상>에 사용된 안료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X선 형광분석과 현미경 촬영을 통해 어떤 안료를 어떤
순서로 채색하였는지 파악하였다. 안료 입자의 종류와 성분을 비교
하여 배채에 사용된 안료 또한 일부 추정할 수 있었다. 17세기 공신
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안료 중 은분과 석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법 역시 17세기 조선 중기 공신화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거
의 흡사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 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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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모사 과정과 함께 제시해 보았다. 선묘의
경우 전체적으로 철선묘계를 사용하였으며 선의 시작과 끝에서 맺
어주고 풀어주는 정도의 변화를 주었다. 얼굴 표현에서 특히 섬세한
필선을 사용하였으며 채전 부분에서는 자를 이용한 직선을 구사하
기도 하였다. 화상의 각 부분마다 선의 굵기가 달랐으며 이는 해당
작품의 섬세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17세기 초 공신화상에서 배채는 고려 시대의 전통과 중국의 영향
이 혼합되어 각 작품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신응구 초상>의 경우
동일색 배채법과 호분법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이
중로 초상>과 달리 동일색 배채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채 과정에서는 다양한 색의 석채와 귀금속 등을 활용하여 섬세
하고 화려한 묘사가 진행되었다. 얼굴에서는 매우 옅은 선염으로 오
악과 음영을 나타내었으며, 관복에서는 여러 번 중첩하여 채색하며
자색이 섞인 흑단령의 미묘한 색을 구현하였다. 흉배는 가장 섬세한
묘사가 필요한 곳으로, 구름, 기러기, 모란 등 구성요소별로 정성을
쏟아야 했다. 모직물의 질감을 살린 채전 부분의 채색도 많은 시간
이 드는 기법이었는데, 색별로 점을 찍어 표현하였다. 그중 황색과
분홍색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공신의 녹훈과 화상 제작이 조선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었던 만큼 기법에서도 그 공력이 느껴졌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공
신화상의 바탕이 되는 비단의 조직에 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후에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아직 기법의 연구가 필요한 회화유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조선 후
기 초상화의 기법에 관해서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조선 중기
와 초기 초상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향후 조선 중기 초상화를
거쳐 초기 초상화의 기법까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유물이
많지 않고 기록도 드물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술사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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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입장에서 재료기법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화
유물의 미술사적 가치와 함께 구체적인 재료기법이 학문적으로 정
리된다면 전통 미술의 저변을 넓힐뿐 아니라 현대의 창작 활동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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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ign of Gwanghaegun saw the largest number of meritorious
subject

appointments

in

the

Joseon

period.

Records

of

such

appointments, however, were destroyed with the portraits of the
meritorious subjects after the 1623 coup d’état when Injo’s reign
stripped the merits of the subjects appointed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Other appointments during a similar period suggested
that about 10 court painters painted these portraits, and the portraits
painted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used similar techniques to the
period after. With such a small number of court painters producing a
large number of portraits, production would have a highly efficient
process involving a strict division of labor and numerous repetitions.
These characteristics developed into a format that manifested in the
portraits,

including

poses,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he

embroidery in the colored mats. Portraits of meritorious subjects painted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had unique formats that were
distinguishable from the subjects appointed during the reigns of Seonjo
and Injo.
While the lack of surviving records makes identifying the
pigments used in these portraits difficult, a close examination of
post-war records and artifacts and a scientific investigation could
provide some estimations. Pigments used for portraits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were supposedly similar to those used during the
reign of Injo. Portraits of meritorious subjects during the reign of
Seonjo reflected the economic difficulties resulting from the aftermath
of the Imjin War, which limited the painters to low-cost pigments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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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y stabilized. Given how precious metals like gold and silver
were used as pigments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the portrait
production method at the time became the standard thereafter.
The production

format

at

the

time

generally followed the

prevalent early 17th century formats, yet detailed observation could
identify some distinct differences. Portraits produced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featured shading and prominent facial protrusions (oak,
五岳). The most distinctive differences can be found in the poses,
where the refinements to the characteristic left-side three-quarter view
(左顔七分面) allowed for gentler, more natural shoulder slopes. The
height of the official hat was reduced, while the chair and the footrest
remained the same. Another layer of pattern was added to the colored
mat, along with patterned plants, which were not seen in portraits made
in the previous periods.
Techniques used during the Gwanghaegun period were similar to
those used during the mid-Joseon period. This study presents the
specific details of such techniques and the replication process. For
drawing techniques, most portraits used the iron-wire texture stroke
(cheolseonmyo) with variations at the beginnings and ends of the lines.
Delicate strokes were used for the face, while straight lines made with
rulers were used for the colored mats.
Baechae(back coloring) used for individual portraits exhibited
considerable variations, which were brought about by the mixture of
Goryeo-era traditions and Chinese influence. The Portrait of Shin
Eung-gu uses both the same-color baechae technique and calcium
carbonate pigments but the technique was used more extensively than
its contemporary, The Portrait of Yi Jun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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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ront coloring stage, the painters utilized delicate and
extravagant techniques using mineral pigments of various colors and
precious metals. Very light line colorings accentuated the shading and
facial protrusions, while the costumes were colored multiple times to
highlight the delicate mixture of indigo and black in the official robes.
The chest insignia required the greatest attention to detail, from the
clouds to the wild geese and peonies. Coloring the mats required
significant time investment

to express

their

textures, which was

achieved by coloring in dots. Using yellow and pink pigments,
specifically, required additional procedures.
Because

the

appointment

of

meritorious

subjects

and

the

production of their portraits played highly important roles in the Joseon
royal court, the painting techniques reflected this importance as well.
This study hopes that future research will explain the production
techniques excluded from this

study, the artistic organization of

production techniques, and the value of paintings from an art history
perspective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art and
inspire modern artistic ende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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