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서화 감정과 근거 자료의 운용: 
1850년 이후에 제작된 안견‹몽도원도›제첨 ‘몽유도원도’와 

위작 정선‹계상정거도› 등을 중심으로

이동천

이동천은 우리나라 유일의 미술품 감정학자이다. 중국 서화감정의 최고봉인 양인개楊仁愷 선생

의 수제자로 북경 중앙미술학원에서 박사학위(감정학)을 받은 뒤, 외국인으로는 처음

으로 요령성박물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중국 심양이공대학 교수를 거쳐, 2001년에 

명지대 대학원에 예술품감정학과를 개설하여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대학

원에서 ‹작품감정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요령성박물관의 특빙연구원으로 선임되어 

있다. 저서로 『진상眞相: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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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calligraphy and paintings authenti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based material:

based on the artworks produced after 1850 such as the label with the title ‘Mongyudo-
wondo (夢遊桃源圖)’ of ‘Mongdowondo (夢桃源圖)’ by Ahn Gyeon and transcript of 

‘Gyesangjeonggeodo (溪上靜居圖)’ by Jeong Seon 

Lee, Dong Chun

Art history based on fakes is only a castle in the air. We have not done any validation for 
the accumulated fakes for this time. �erefore, for the first time, I have published an art 
work authentication book called ‘Jinsang (眞相)-�e Secret of Appraising Real Works 
of Art’ to form a scientific analyzing system and to cultivate accurate judgment toward 
an art work according to the reality. �is study suggests an effective application of based 
materials through concrete examples in today’s Korean calligraphy and paintings authen-
tication based on that book. 

�is study categorizes the foundation of authentication into ‘periodic featur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e ‘periodic features’ are exposed on the works,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 and the contemporaneousness of the creation era,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exposed at the log which preserved the personal characteris-
tics of the artists and the artistic world of the artists. Both ‘periodic featur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rticulate a relationship of master and servant, as its main basis are dif-
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but should organically function so each shall not be 
isolated.

Examples which applied the ‘periodic features’ as main basis: 1. �e well known 
‘Mongyudowondo’ by Ahn Gyeon was verified that it should be renamed as ‘Mong-
dowondo’. Based on the ‘periodic features’ such as relationship between the martial,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the text style, Su Ling (素綾), and the mountings, it has 
been verified that a word, ‘Mongyudowondo’, could not be written during the period of 
Prince An-pyeong and was proved as an error since the label with the title of the work is 
on it. 

2. �e white paint, which are used on many fake paintings that have imitated the 
Korean paintings prior to 1850, shows ‘lead (Pb)’ returning symptoms, which white 
paint turns into brown or black. �is white paint was used since around 1850 and this 
indication of lead shows whether the paint was from China or whether it was new Pb-
powder similar to the genuine white paint. �is white paint is a new Pb-powde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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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es from ‘Korea powder (高麗 鉛粉)’, a white powder with ‘lead (Pb)’ elements 
contained, which maintains its current true color and was made during the JoSeon 
Dynasty by traditional methods. 

Examples which appli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s main basis: 1. Based on 
the styles of brush and ink and the expression of the calligrapher, which are the essence 
of an artwork, Jeong Seon’s ‘Gyesangjeonggeodo’ (National Treasure No. 585), the 
transcript on the reverse side of 1,000 Korean won bill, is verified as fake. Jeong Seon 
mixed the ink from Mi’s family landscape (米家山水) and the brush from Can Wei (蠶
尾) with Luan Chai Cun (亂柴皴) and well adapted and innovated the Gyum Jae’s land-
scape, which is suitable to our mountains. �e differences between the authentic piece 
and the work of Jeong Seon are the fast and strong movement of the brush and the free 
and proper application of the density of ink. �e most difficult part to forge from brush 
is the stroke and the thin lines, which connects the strokes. Regarding the expression, 
Jeong Seon organically expresses the dynamic beauty of the object with fast and accurate 
movements of the brush. �e landscape by Jeong Seon is an imaginary world where we 
can play around but also is a living mountain and river.

2. Based on the ‘take the old and create a new’ ink and brush method, ‘Gye-
sangjeonggeodo’ was verified as fake in which Jeong Seon has taken the old to make a 
new. Even Jeong Seon’s ‘take the old and create a new’ method, the Mi’s family land-
scape style, the most fundamental essence haven’t changed, which is to draw the outline 
of mountain first and then Mi Dian Cun (Luo Qie Cun) (米點皴(落茄皴)). Even though 
the outlines are sometimes buried by the Mi Dian Cun and are often ignored, it must 
be drawn first. �is is the essence of Mi’s family landscape style, which is still followed. 
However, among the precious work of Jeong Seon, there are many forged variation 
works that did not even follow this basic method. �ey have skipped the outlines and 
have drawn the shape of a mountain by gradation or Mi Dian Cun.

�e visual appraisal method is critical as the basis of work authentication, however 
one should also understand the basic knowledge of creation and storage. It is only pos-
sible to reconstruct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creating of an art work when you have 
the proper knowledge. �e literature approach must be utilized after the knowledge of 
creation and storage and should be done after looking at the work first. 

Keywords:  Korean calligraphy and paintings authentication, based material, periodic fea-
tures, pers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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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문인들의 文集에서 서화 작품의 수장, 감상, 위조, 사기 등에 관련한 당시 기

록들을 찾을 수 있다. 18세기 전반에는 고서화 수장이 크게 유행하여 이를 비판하는 목

소리조차도 커졌는데 李廷燮은 “요즘 사람들은 고서화를 많이 모으는 것을 깨끗한 정

취로 삼아 다른 사람 손에 비단 한 조각 작품이라도 있다고 들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구입하여 농짝을 가득 채우고 보배인 양 수장하고 자랑한다”1고 하였다. 

골동서화 수장에 심취한 兪晩柱(1755~1788)는 1783년 음력 7월 23일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 

중국의 박식하고 고아한 선비들은 여행길에 반드시 서화를 지니고 집에 거

처할 때에 반드시 골동품을 쌓아놓고 이로써 자신의 정취와 사상을 빗대니 

어찌 헛되다 하리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둔해서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뿐더러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2 

유명 작가의 서화 작품에 대한 폭발적 수요로 인해 작가 사후나 생존 시에 이미 위작의 

폐해는 심각하였다. 南泰膺(1687~1740)은 1732년 음력 4월 상순에 쓴 『聽竹漫錄 · 畵

史』에서 당시 尹斗緖(1668~1715)의 그림은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하고,3 그 후 

『聽竹漫錄 · 畵史補錄(下)』에서 “윤두서의 진작으로 퍼져있는 것은 중로인이 사대부 

집보다 많았다. 수표교에 사는 최씨 성을 가진 한 중인은 더욱 많이 비축하여 두루마리

와 족자로 만들었다. 이로써 근래에 중로인이 가짜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공재의 도장

을 다른 사람 그림에 날인하여 이로써 공재 윤두서의 예술세계를 어지럽혔는데 혹 속

아서 사가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4고 하였다. 

1 李廷燮, 「題李一源所藏雲間四景帖後」, 『樗村集』卷4. “今人以多畜古書畵爲淸致, 聞人有片絹, 必旁
蹊曲徑, 以購之, 充籠溢簏, 詑爲寶藏.”

2 兪晩柱, 『欽英』第16冊 癸卯部 7月 23日條. “中原博雅之士, 郵程必携書畵, 家居必畜古器, 以寓趣想, 

豈徒然也? 東人則鈍甚, 不貴此, 亦不知有此矣.”
3 南泰膺, 『聽竹漫錄 · 畵史』. “是以恭齋之畵罕傳于世”
4 南泰膺, 『聽竹漫錄 · 畵史補錄(下)』. “恭齋眞跡之行于世者, 中路多於士夫家. 水標橋崔姓中人尤多

畜積成卷軸. 是以近來中路人至僞造, 恭齋標章印于他畵, 以亂之. 或多見欺而取買者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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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燮(1671~1759)은 자신과 매우 친하고 畵才가 絶倫한 鄭敾(1676~1759) 그림

의 ‘入神處’를 알아보고 그를 ‘當世一人’으로 꼽았다.5 권섭은 78세인 1748년에 쓴 「題畵

帖」에서 자신이 욕심을 부려 수장한 정선의 화첩에 진작과 위작이 뒤섞였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그 위작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기꺼이 즐기려 

하였다. 따라서 권섭은 이 글의 제목을 ‘題謙齋畵帖’이 아닌 ‘題畵帖’으로 한 것 같다. 

권섭은 또한 이 글에서 정선의 노년 작품을 빙자한 위작을 변호하는, 항간에 떠도는 代

筆이나 駄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겸재 노인의 세상에 보기 드문 그림으로 이미 각기 다른 畵目의 그림을 구

해 화첩 하나를 꾸미고, 곧 더욱 그 그림의 종류를 넓히고자 하였다. 이 12폭

에 또 10폭이 있는데, 그림의 얻고 잃음이 각기 다르다. 그래 이 벗이 늙고 

고단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그리게 하겠는가? 맘껏 거침없이 그림을 

그릴 때, 또한 혹 뜻대로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겠는가? 기왕에 겸재 노인 그

림이라고 하는데, 어찌 헛되이 취사선택 하겠는가? 합쳐서 다른 화첩을 꾸

미는데 이를 붙여 寒泉莊, 花枝莊 두 곳 書案에 나누어 비치하였다. 가히 78

세 노인의 남은 세월을 즐겁고 기쁘게 할 만하다.6

흥미로운 일은 1748년에 권섭의 손자인 權信應(1728~1786)이 정선의 禽獸와 魚蟹 그

림을 模倣하여 그렸는데, 권섭이 ‘정선 화첩’을 꾸미면서 그 끝에 권신응의 그림을 시험 

삼아 붙였더니, 그림을 아는 사람조차도 그 眞僞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았다

는 사실이다.7 상술한 권섭의 題跋 문장들은 당시 생존 작가의 예술세계를 모방한 위

조 작품에 속고 속이는 복잡다단한 상황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沈魯崇(1762~1837)은 1791년 음력 6월 19일에 金弘道(1745~1806이후)의 산수

5 權燮, 「十六贊 · 鄭謙齋山水」, 『玉所稿(提川本)』卷8. “獨趙觀我齋宗父及尹斗緖, 相上下, 而若數當世
一人, 則指先屈於謙齋. 謙齋入神處何可當, 牋緗淋漓, 鬼泣龍吼, 幾人沄沄, 不知袖手.” 

6 權燮, 「題畵帖」, 『玉所稿(提川本)』卷8. “謙翁稀世之畵, 旣各體之成一帖, 則更欲廣其物種. 有此十二
幅, 又十幅, 而各有得失之異, 豈此友老倦而使其子代手耶. 縱筆揮洒之際, 或有得意未得意時耶. 旣
曰謙翁畵, 則何可以妄見取舍. 幷付之爲別帖, 分置于寒泉、花枝兩莊之案. 可作七十八歲翁餘年嬉
怡.”

7 權燮, 「畵帖跋」, 『玉所稿(提川本)』卷8; 權燮, 「題謙齋畵」, 『玉所稿(提川本)』卷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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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빼어난 기량의 그의 풍속화와는 전혀 다르게 맥이 빠져 볼만한 게 없다고 하였

다.8 이는 곧 김홍도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 이미 수많은 위작에 의해 그의 산수화 예

술세계가 상당히 훼손됐으며, 또한 그 당시 사람들조차도 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서울의 한 노인은 가짜 골동품에 속아 살림이 거덜 났는데,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

르고 사는 이야기를 趙秀三(1762~1849)은 이렇게 적었다. 

서울에 사는 손씨 늙은이는 본래 부자였다. 골동품을 좋아하지만 식견이 없

어서 사람들이 가짜를 가지고 와도 모르고 사들였다. 때문에 집 살림이 얼

마 안 가서 거덜 났다. 그러나 늙은이는 속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홀로 집에 

앉아서 옛 먹을 端溪 벼루에 갈며 아름다운 차를 漢나라 자기 찻잔에 부어 

마셨다.9 

 

이처럼 위조 작품의 폐해가 많았던 민간의 수장품에 비하여, 수장 경로가 분명한 왕실

의 수장품은 비교적 믿을 수 있다. 특히 당시 왕실의 수요에 의해 제작되어 수장된 작

품은 작품의 ‘시대적 특징’과 ‘개인적 특징’ 연구에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

나 조선왕실의 서화 수장품은 肅宗(1674~1720) 이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란과 

수차례의 궁궐화재로 인해 대부분 산실되었고, 1906년 일제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침탈 해체되었다. 나아가 “일본인들이 박물관의 설립과 수장을 모두 

담당했기에 박물관의 수장품은 주로 일본인 골동상에게서 구매한 서화작품으로 채워

졌다. 따라서 박물관의 서화수장품은 우리 미술품을 모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작품의 진위 여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도외시되었다. 이왕가박물관과 총독부

박물관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작품들은 당시의 이러한 문제점

들을 여실히 보여준다.”10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출품한 ‹전 鄭崑壽 초상›(도1)은 이를 

8 沈魯崇, 「西行詩敍」, 『孝田散稿』6冊. “近世畵者金弘道, 善畵俗物日用事物, 臨眞境無不曲盡態色, 而
畵山水委靡無可觀, 將此較彼殆二人之所爲.”

9 趙秀三, 『이야기책 읽어 주는 노인』, 박윤영, 박세영 공역 (보리, 2005), p. 166.
10 李慈遠, 「吳世昌의 書畵收藏 硏究 – «槿域畵彙»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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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한 예로 “중국 청대 초상화 위에 복식 부분을 조선식으로 수정하여 제작”11된 

위조 작품이다. 작품의 명칭과 수장 경위를 보면 “화면에 주인공에 대해 알려주는 근거

는 없으나 유물카드에 정곤수 초상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도록 『한국초상화』(1979)에 ‹정곤수 초상›으로 수록되었다. 1918년에 朴駿和
에게 구입하였다”12고 한다. 이 위조 작품은 中國産 위조 작품을 싼 가격에 사서 우리 

시장에 맞게 다시 위조한 ‘중위작’13이다. 

도1 중위작 ‹전 정곤수 초상›과 ‹전 정곤수 초상›의 X선 사진. 

위조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데 반하여 그동안 이를 찾

아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정하는 과정은 거의 없었다.14 그러므로 수많은 위조 작품

들이 여전히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미술사 연구 서적과 석사 · 박사 

학위논문에서 버젓이 명품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鑑定의 역사가 증명하듯 

11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국립중앙박물관, 2009), p. 115.
12 『조선시대 초상화Ⅱ』(국립중앙박물관, 2008), p. 258.
13 ‘중위작’은 기존 위작을 새로운 성격으로 다시 위조한 변종위작이다. 李東泉,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동아일보사, 2008), pp. 226~233 참조. 
14 그동안 한국 서화 작품의 진위를 거론한 논저로는 鄭馨民, 「張承業과 韓國 近現代 畵壇: 

진위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통권83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 83~103; 王信然, 
「李命基의 肖像畵 鑑定硏究 – 士大夫像의 眞僞 · 無款誤定 鑑定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李東泉,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 李慈遠, 「吳世昌의 書畵收藏 硏
究 – «槿域畵彙»를 中心으로 –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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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眞相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밝혀지며, 위조 작품으로 쌓은 미술사는 사상누

각에 불과하다. 

2008년에 출판한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은 우리 현실에 맞춰 쓴 서화 

작품 감정 학습서로, 감정의 과학적 사고체계를 형성하고 작품을 보는 정확한 눈을 기

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은 이 책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조선서화 

감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근거 자료의 운용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여기서 거론하는 작품들은 이미 대부분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에서 다루

었으나 그 내용이 비교적 簡明해서, 다시 본문 목적에 맞춰 작품마다 감정근거의 노출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였다. 

Ⅱ. 조선서화 감정에 있어서 근거 자료의 운용

무엇을 근거로 서화 감정을 할 것인가? 현대 중국서화 감정학의 최초 전문서적인 『怎

樣鑑定書畵』에서 張珩(1915~1963)은 예전의 편협한 개인적 흥미나 억측에서 벗어나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설정하고 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진작은 진짜로서의 법

칙이 있고, 위작은 가짜로서의 법칙이 있다”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근거를 ‘주요

근거’와 ‘보조근거’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주요근거’는 작품의 時代風格과 작가의 個

人風格, ‘보조근거’는 印章 · 紙絹 · 題跋 · 收藏印 · 著錄 · 裝裱〔표구〕 등 작품에 관한 여

러 방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감정할 때 먼저 작품의 시대풍격을 보고 다시 작

가의 개인풍격을 본 다음 마지막으로 작품에 관한 보조적인 여러 방면을 본다. 그는 ‘주

요근거’와 ‘보조근거’들 간에 구체적 관계를 잘 파악한 융통성 있는 운용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화 감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

석하여야 하는데, 만약 근거 자료들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면 마땅히 작품의 주요하

고도 결정적인 자료에 근거해야지 부차적이고 표면적인 자료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고 하였다. 또한 “서화 작품 연구에 있어서 당연히 문헌의 도움을 빌려야 하며, 서화 작

품 실물 또한 항상 문헌의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 잡는 게 가능하다”

고 하였다.15 

15 張珩, 『怎樣鑑定書畵』(文物出版社,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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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현대 중국서화 감정학 성과의 토대 위에서 조선서화 감정에 적합한 새로

운 이론체계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근거 자료의 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문은 

작품 감정의 근거를 크게 ‘시대적 특징’과 ‘개인적 특징’으로 나누었다. ‘시대적 특징’은 

작품의 시대풍격과 인장 · 지견 · 장표 등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자료들에

서 나타나며, ‘개인적 특징’은 작가의 개인풍격과 작가의 예술세계를 기술한 저록 등에

서 찾을 수 있다. ‘개인적 특징’은 ‘시대적 특징’ 안에서 이루어지고, 大家의 ‘개인적 특

징’은 동시대와 후대의 主流로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 ‘시대적 특징’의 형성을 주도한

다. 서화 감정에 있어 작품에 나타나는 ‘시대적 특징’과 ‘개인적 특징’은 상황에 따라 각

기 다르게 주요한 근거로서 주종관계를 형성하지만 이를 서로 고립되지 않게 유기적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문은 조선서화 감정에 있어 작품에 따라 다르게 주요한 근거가 되는 ‘시대적 특

징’과 ‘개인적 특징’의 실례를 통하여 그 운용의 예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시대적 특징

1) 소릉에 쓰인 안견‹몽도원도›제첨 ‘몽유도원도’ 감정

安堅의 ‹夢桃源圖›의 ‘夢遊桃源圖’ 글씨(도2)는 작가의 서명이나 인장 등 낙관이 없는 

無款 작품이다. 미술사가 안휘준은 2009년 9월 29일에 펴낸 『(개정판) 안견과 몽유도

원도』에서 여전히 이 ‘몽유도원도’ 글씨를 安平大君 李瑢(1418~1453)의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이 두루마리의……안쪽에는 첫머리에 ‹몽유도원도›라고 쓰여진 38.6×6㎝ 

크기의 題簽이 붙어 있다. 그 다음에는, 폭 25㎝의 푸른색 비단 바탕에 6행

의 글이 朱書로 쓰여 있다. 이 주서의 글은 안평대군이 1450년, 즉 ‹몽유도

원도›가 완성된 3년 뒤에 쓴 것으로 제첨의 書體와 일치한다. 따라서 王羲

之의 行書體를 연상시키는 제첨의 ‘夢遊桃源圖’라는 발군의 글씨도 안평대

군의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16 

16 안휘준, 『(개정판) 안견과 몽유도원도』(사회평론, 2009),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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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 작가미상, 안견 

‹몽도원도›의 ‘몽유도원도’ 

글씨, 19세기 말 20세기 초, 

소릉에 먹, 38.6×6㎝,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도3 박팽년, ‹몽도원서›부분, 

1477년, 쇄금전지에 먹, 

38.7×85.7㎝,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도4 이현로, ‹몽도원도부›부분, 

1477년, 쇄금전지에 먹, 

38.7×200.6㎝,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  먼저 조선시대 君臣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림에 딸린 현전하는 신하들의 제

발 문장을 통하여 안평대군이 안견에게 그리게 한 것이 ‹몽유도원도›가 아니라 ‹몽도

원도›라는 사실을 밝혀보자. 안평대군은 1447년 음력 4월 20일에 꿈을 꾸고 이로부터 

사흘째인 음력 4월 23일에 몸소 그림의 題記를 짓고 썼으며 3년 후인 1450년 정월에 

칠언절구 自作詩를 朱書로 썼다. 또한 안평대군은 1447년 음력 4월 23일 이후에 신하

들로 하여금 그림에 맞게 제발을 짓고 쓰도록 하였다. 이렇게 써진 현전하는 21명 신하

의 제발 문장에 제목이 붙은 경우는 朴彭年(1417~1456)의 「夢桃源序」(도3)와 李賢老
(?~1453)의 「夢桃源圖賦」(도4)뿐이다. 당시 박팽년과 이현로가 신하로서 안평대군의 

뜻과 다르게 임의로 제목을 지어서 글을 썼을 리는 만무하다. 특히 미술사가 안휘준의 

이현로에 대한 서술은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현로는 안평대군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수양대군과 정권경쟁에서 안평

대군의 참모 역할을 했고, <몽유도원도>에도 시문을 썼던 인물……무계정

사는 안평대군이 1447년에 桃源을 꿈꾼 뒤로부터 4년 후에 꿈속에서 본 경

치와 비슷한 곳을 택하여 지은 것으로 수양대군과의 정권경쟁에 사용되기

도 하였다. 이처럼 무계정사는 안평대군 및 그 주변의 인물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또 <몽유도원도>와도 관련이 깊으므로 잠시 살펴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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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종실록」에 의하면 안평대군은 이현로의 권유와 ‘萬代興王之地
(만대에 걸쳐 왕이 흥할 땅)’라는 풍수설에 따라 무계정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17

㉯ 이 ‘몽유도원도’ 글씨의 서체에 대하여 미술사가 안휘준은 왕희지의 행서체를 연

상시키고 안평대군이 쓴 朱書 自作詩와도 일치하여 안평대군의 서체임에 의심의 여지

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씨는 왕희지는 물론 안평대군의 서체와도 큰 차이가 있

다. 주지하듯이 당시 안평대군은 朝鮮뿐 아니라 明나라 황제 및 사신들로부터도 趙孟

頫(1254~1322) 서체의 진수를 얻은 글씨로 평가받는 명필이었다. 본문은 이 글씨와 왕

희지, 조맹부, 안평대군의 글씨를 서로 비교하고 나아가 ‹몽도원도›의 제발 글씨와도 

비교하여 이 글씨가 안평대군의 글씨가 아님은 물론 당시에 쓰인 서체도 아니라는 사

실을 밝히고자 한다. 

도8 조맹부 글씨로 집자한 

‘몽유도원도’.

도6 조맹부, 

‹二體千字文冊›부분, 

종이에 먹, 24.7×25㎝, 북경 

고궁박물원.

도7 조맹부, ‹이체천자문책›중 

‘遊’ · ‘圖’부분, 종이에 먹, 

24.7×25㎝, 북경 고궁박물원.

도5 왕희지 글씨로 집자한 

‘몽유도원도’. 

이 ‘몽유도원도’ 글씨(도2)와 왕희지 작품에서 집자한 글씨(도5)18를 서로 비교하면, 用

17 안휘준, 『(개정판) 안견과 몽유도원도』, pp. 38~39.
18 集字한 왕희지 글씨에서 “夢”자는 ‹懷仁集王書聖敎序›, “遊”자는 ‹淸晏帖›, “桃”자는 ‹胡桃帖›, 

“圖”자는 ‹丘令帖›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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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과 結體가 전혀 다르다. 특히 筆勢의 경우 대부분 글자의 오른쪽이 약간 위로 올라가

게 써진 데 반하여, 이 글씨는 오른쪽이 약간 밑으로 처지게 쓰였다. 

조맹부는 스스로 말하길 20년에 걸쳐 ‹천자문›(도6)을 백 수십여 작품을 썼다고 

한다. 안평대군이 文宗 卽位年(1450)에 조맹부의 ‹趙子昻眞草千字› 등을 진상했다는 

사실19로 미루어 보아 안평대군에게 있어 ‹조자앙진초천자›는 다른 조맹부 작품보다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이 글씨와 ‹천자문› 중의 글자 ‘遊’, ‘圖’(도7)를 비교해도 상술한 

것처럼 전혀 다르고 조맹부 작품에서 집자한 글씨(도8)20와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이다. 특히 조맹부 글씨는 기본적으로 좌우로 퍼진 형태이나 이 글씨의 서체는 이러한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안평대군의 ‹몽도원도› 題記에서 집자한 글씨(도9)와 주서 자작시의 “몽도원” 글

씨(도10)를 이 글씨와 비교해도 전혀 다르며, 나아가 이 글씨는 ‹몽도원도›의 申叔舟
(1417~1475)와 박팽년의 제발에서 집자한 글씨(도11)와도 전혀 달라 당시에 써진 글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9 안평대군, 

‹몽도원도›제기에서 

집자한 ‘몽유도원도’.

도10 안평대군, 

‹몽도원도›자작시 중 

‘몽도원’ 글자.

도11 신숙주와 박팽년의 

‹몽도원도›제발 글씨에서 

집자한 ‘몽유도원도’.

19 문종 즉위년 11월 庚戌(10일)條, 「文宗實錄」2冊, p. 110. 
20 集字한 조맹부 글씨에서 “夢”자는 ‹般若波羅蜜多心經冊›, “遊”자는 ‹高峰禪師行狀卷›, “桃”자는 

‹行書烟江疊嶂詩卷›, “源”자는 ‹行草書絶交書卷›, “圖”자는 ‹行書烟江疊嶂詩卷›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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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몽유도원도’와 왕희지, 조맹부, 안평대군, 신숙주, 박팽년 글씨 비교.

作家未詳

이 ‘몽유도원도’ 글씨는 唐宋의 今草書를 배운 것으로, 왕희지와 조맹부의 서체에 기본

을 둔 안평대군의 글씨와는 전혀 다르다. 이 글씨를 왕희지, 조맹부, 안평대군, 신숙주, 

박팽년의 글씨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비교하면, 이 글씨는 趙孟頫體가 유행했던 안평

대군 생존 당시의 글씨와 전혀 다르다.(표1) 

㉰  미술사가 안휘준은 안견‹몽도원도›의 제첨 ‘몽유도원도’ 글씨의 재료를 일본학

자 스즈키 오사무(鈴木治)의 1977년 연구논문과 최인숙의 1986년 석사학위 논문에 실

린 실측표에 의거하여 종이로 간주하였다.21 그러나 필자가 직접 본 결과 이 ‘몽유도원

도’ 글씨(도2)는 종이가 아닌 문양이 없는 중국제 서화용 소릉에 쓰였다.22 중국제 서화 

창작용 비단인 素綾은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에 의하면 1880년대부터 우리

나라 書畵家에 의해 쓰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글씨는 1880년 이후에 쓴 것이다. 

만약 안평대군이 이 글씨를 썼다면 아마도 ‹몽도원도› 그림이 그려진 비단이나 제발

이 쓰인 종이와 동일한 비단이나 종이에 쓰였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제 서화 창작용 소

릉은 본래 명나라 成化(1465~1487), 弘治(1488~1505) 年間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안평대군이 1453년 癸酉靖亂으로 賜死된 이후의 일이다. 

미술사가 안휘준은 스즈키 오사무의 1977년 연구 논문에 근거하여 ‹몽도원도›

가 “1893년 11월 23일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23 ‘安平大君 

21 안휘준, 『(개정판) 안견과 몽유도원도』, pp. 125~127. 
22 ‹몽도원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전시되었다. 
23 “‹몽도원도›의 체일내력”은 안휘준, 『(개정판) 안견과 몽유도원도』, pp. 114~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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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로 이 ‘몽유도원도’ 글씨와 주서 자작시가 하나로 장표되어 도판(도12)으로 처음 소

개된 것은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의 1929년 논문 「朝鮮 安堅の夢遊桃源圖」부터로 추

정된다.24 따라서 이 글씨는 늦어도 1929년 이전에 쓰였다. 만약 1880년부터 1929년 사

이에 우리나라 사람이 ‘몽유도원도’ 글씨를 썼다면, (이 작품은 임금이 보는 御覽用이 

아니므로) 관지에 ‘모모 敬書’ 등 선대에 대한 존경을 표했을 것이다. 

도12 나이토 고난의 1929년 논문에 ‘안평대군 제’로 수록된 

‘몽유도원도’와 자작시.

도13 오창석, ‹금착도›, 1912년, 소릉에 

먹, 142×42㎝, 일본 種瓜園丁.

우리는 여기서 이 ‘몽유도원도’ 글씨가 일본인에 의해 쓰였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연구

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1929년 이전에 일본인도 소릉을 사용하였는가? 만약 

사용했다면 그 시기는 대략 언제인가? 옛날에는 지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비단이나 종이를 서화가에게 제공하였다. 일본인이 1893년에서 192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작품을 구입한 중국서화가는 吳昌碩(1844~1927)이다. 당시 일본에 오창석의 서

화 작품은 적어도 1000여 점이 팔렸다. 따라서 오창석이 일본인에게 판매한 서화 작품 

24 內藤湖南, 「朝鮮 安堅の夢遊桃源圖」, 『東洋美術』3號(奈良: 飛鳥園, 1929),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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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릉이 있는지 여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본

에 수장된 오창석의 일부 작품을 수록한 『日本藏吳昌碩金石書畵精選』25에서 보면, 그

의 1912년 작품 ‹金錯刀›(도13)처럼 1910년대에 소릉에 제작된 작품이 적지 않다. 따

라서 일본인이 늦어도 1910년을 전후하여 소릉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소릉에 

이 ‘몽유도원도’ 글씨(도2)를 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몽도원도›는 본래 족자로 ‘장표〔裝背裱軸〕’되었기에 두루마리〔手卷〕 형식에 있

는 제첨이 있을 수 없다. 미술사가 안휘준은 스즈키 오사무의 1977년 연구논문을 정리

하여 ‹몽도원도›의 과거 상태와 현재 장표가 이루어진 경위를 이렇게 소개하였다. 

 

1947년에 이르러 도쿄 류우센도(龍泉堂)의 마유야마 준기치(繭山順吉)가 

‹몽유도원도›를 구입했다. ……당시에 ‹몽유도원도›의 그림은 扁額으로 

되어 있었고, 시문들은 별도의 기다란 두루마리로 혼잡하게 흐트러져 높게 

포개져 있었다고 한다. 마유야마는 1m 정도의 편액을 만원 열차에 싣고 도

쿄로 돌아가 곧 하라(原)라는 표구사에 의뢰하여 현재 상태대로 표구를 하

였다고 한다. 편액의 그림을 감색(紺色) 바탕의 비단에 주서(朱書)로 써진 

안평대군의 시(‹몽유도원도›보다 3년 뒤에 써진 것)다음에 배치한 것도 이 

때이다.26 

도14 두루마리 장표 형식. 

25 『日本藏吳昌碩金石書畵精選』(西泠印社出版社, 2004) 참조.
26 안휘준, 『(개정판) 안견과 몽유도원도』,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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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도쿄에 하라 표구사에서 장표하기 전, 이 ‘몽유도원도’ 글씨와 주서 자작시(도

12)는 편액의 ‹몽도원도› 그림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제첨은 일반적으로 현재처럼 두

루마리 장표일 때 있을 수 있으나 벽에 붙이는 편액이나 족자 장표일 경우에는 있을 수 

없다.27 나아가 이 ‘몽유도원도’ 글씨가 쓰인 소릉의 위치와 크기는 두루마리 장표에서 

天頭와 引首 사이에 위치한 隔水와 같다.(도14)28

‹몽도원도›(도15)는 벽에 걸거나 붙여서 감상하는 형식으로 그려졌다. 본래 두루

마리 형식의 그림이 관찰자의 시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그리는 것과 다

르게, 관찰자의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그렸다. 따라서 현재처럼 ‹몽도

원도›와 제첨이 한 두루마리에 같이 장표되었을 리 만무하며, 隔水에 쓰인 이 ‘몽유도

원도’ 글씨는 후대 수장가가 안평대군의 뜻과 상관없이 첨가한 것이다. 

도15 안견 ‹몽도원도›와 장표 앞부분. 

현전하는 ‹몽도원도›의 高得宗 제발 중 “記를 짓고 그림을 그려 방 가운데 걸었다〔作

記作圖垂中堂〕”와 徐居正(1420~1488) 제발 중 “높은 방에 늘어뜨린 그림족자〔垂垂一

簇畵堂高〕”라는 시구에 근거하면, ‹몽도원도›는 본래 안평대군에 의해 족자로 장표되

어 방에 걸렸다. 따라서 이 ‘몽유도원도’ 글씨를 당시 안평대군이 썼을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이상과 같이 군신 간의 관계, 글씨 서체의 시대풍격, 소릉, 장표 등 ‘시대적 특징’을 

근거로 현재 ‹몽도원도›에 장표된 이 ‘몽유도원도’ 글씨가 안평대군 생존 당시에 쓰였

27 臺北 故宮博物院에 수장된 중국 五代 黃居寀의 ‹山鷓棘雀圖軸›는 현재 宋 徽宗의 제첨이 남아 
있으나, 이는 송 휘종이 두루마리로 고쳐서 장표하면서 제작한 제첨이 남은 것이다. 이 밖에 
족자로 장표된 慶基殿 소장 ‹太祖高皇帝御眞› 등 御眞의 우측 상단에 따로 덧붙인 標題는 
특별한 경우이다. 

28 故宮博物院修復廠裱畵組編著, 『書畵的裝裱與修復』(文物出版社, 198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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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리 만무하다는 사실과 제첨으로 오인됐음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이를 감정하는 과

정에서 안평대군이 안견에게 그리게 한 그림은 ‘꿈에 도원을 노닐던 것을 그린 그림〔夢

遊桃源圖〕’이 아닌 ‘꿈에 본 도원을 그린 산수화〔夢桃源圖〕’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그림은 안평대군의 뜻대로 ‹몽도원도›로 고쳐서 부르는 것이 옳다. 

이 그림의 제목을 ‘몽도원도’라 정하고 1450년 안평대군이 쓴 자작시(도16)를 읽

으면 다음과 같다. 

世間何處‹夢桃源›, 

野服山冠尙宛然. 

着畵看來定好事, 

自多千載擬相傳. 

‹꿈에 본 도원›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산관야복의 그 사람 아직도 눈에 선하네.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아, 

이대로 여러 천년 전할 만하네.

도16 안평대군, ‹몽도원도›자작시, 

1450년, 비단에 주묵, 38.6×25㎝,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참고로, 미술사가 안휘준은 “1930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조선총독부 土地調査局의 측

량기사였던 마츠다(松田甲, 필명: 學鷗漁夫)가 총독부 간행의 『朝鮮』이라는 잡지에(2

호~4호)「安堅の夢遊桃源圖」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判讀을 따라 ‘著畵’라 하

였으나29 안평대군이 쓴 대로 하면 ‘著畵’가 아니라 ‘着畵’이다. 

2)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1850년 이후 조선서화 위조에 쓰인 새로운 연분 감정

위조 작품은 書畵鑑定學에서 항상 중점 연구 대상이다. 필자는 현전하는 조선시대 위

조 작품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1850년 이전의 

조선회화를 빙자한 수많은 위조 작품에 쓰인 백색 안료에서 갈색이나 흑색으로 변하

는 返鉛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백색 안료는 1850년 무렵 이후로 쓰인, 현재 

29 안휘준, 『(개정판) 안견과 몽유도원도』, p. 116, 121, 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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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 현상이 나타난 당시 中國産 혹은 이를 본받은 새로운 鉛粉을 사용하였기 때문이

다. 이는 조선시대에 전통 비법으로 제작된, 현재 본색을 유지하고 있는 ‘납(Pb)’ 성분을 

함유한 백색 안료와 구별되는 새로운 연분이다. 그러나 2008년에 출판된 『眞相 – 미술

품 진위 감정의 비밀』 이전까지, 정작 조선시대 미술사 연구 논저에서 현재 반연 현상

이 나타난 새로운 연분에 대한 관심과 해석은 전혀 없었다. 

중국은 漢나라 이전에 蜃粉〔蛤粉〕을 많이 사용하였고 鉛粉〔Pb(OH)₂· PbCO₃〕30

의 사용은 적었다.31 중국은 연분을 胡粉이라고 칭한다. 胡粉의 ‘胡’자는 오랜 세월 변화 

발전한 種族文化 개념으로 西漢 때는 匈奴와 西域, 東漢 부터는 西域을 지칭하였다.32 

西域은 漢나라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로 소그디아나(Sogdiana, 粟特),33 파

르티아(Partia, 安息) 지역과 그 주변이다. 중국 미술사에서 처음 이름이 기록된 외국인 

화가 烈裔(Rayy)는 파르티아의 아르사세스(Arsaces)가 기원전 246년에 秦始皇에게 보

낸 화가로 카스피 해(Caspian Sea) 남부 Rayy 출신이다.34 東漢 靈帝(168~189)가 좋아

했던 胡服, 胡帳, 胡床, 胡座, 胡飯, 胡公侯, 胡笛, 胡舞 등 또한 모두 파르티아 혹은 파

르티아를 통해 소그디아나를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 따라서 胡粉의 ‘胡’자는 연분이 고

대 이란 지역인 파르티아 화가에 의해 중국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말해준다. 

隋나라 高祖는 胡를 꺼려하여 ‘胡’자가 들어간 기물의 명칭을 모두 고치게 하였

는데,35 이 무렵부터 호분이 연분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唐나라 長安에 거주하

30 『漢語大詞典(第11卷)』(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p. 1236. 
31 蔣玄 , 『中國繪畵材料史』(上海書畵出版社, 1986), p. 117, 119. 
32 蔡鴻生, 『唐代九姓胡與突厥文化』(中華書局, 1998), p. 1.
33 소그디아나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5개국 –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이다. 
34 沈福偉, 『中國與西亞非洲文化交流志』 中華文化通志 · 中外文化交流典(上海人民出版社, 1998), pp. 

54~55 참조. 
35 (宋) 程大昌, 『演繁露』. “隋高祖意在忌胡, 器物涉‘胡’者咸令改之, 其‘胡床’曰‘交床’, 

則‘交床’之名始於隋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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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소그드인(sogdians, 九姓胡, 粟特人)들은 소그드인 安祿山36과 史思明의 安史의 亂
(755~763)이 실패하자, 代宗(762~779) 때부터는 唐나라를 도와 安史의 난을 진압한 

回鶻(Uigur)인으로 행세하였다.37 이후 憲宗(806~820) 말 長安에는 回鶻族 부녀자들

의 화장법인 回鶻裝이 유행하기도 하였다.38 이렇듯 安史의 난 이후 중국은 胡文化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옛 방식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전통 양식에 이를 

융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연분의 中國化를 짐작하게 한다. 

연분은 중국에서 호분 이외에도 粉錫, 解錫, 鉛華, 定粉, 瓦粉, 光粉, 白粉, 水粉, 官

粉, 桂鉛, 原箱粉 등으로 불렸다. 이처럼 연분은 그동안 대체로 생산지와 품질에 따라 

다르게 불려왔으나, 그 바탕은 모두 ‘납(Pb)’이다. 화가들은 다른 안료에 비하여 연분을 

까다롭게 고르고 雄黃이나 宿膠 등을 피하여 조심스럽게 사용하였다. 화가가 사용하

는 연분은 모두 精製品이며 연분 중의 上品만을 선택하여 다시 精製하여 사용하였다. 

백색 연분은 오랜 시간 빛과 습기에 영향을 받으면 짙은 갈색 또는 흑색으로 변하

는 반연 현상이 나타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옛날 안료 제작 공인들은 반연 현상이 나

타나지 않는 연분을 제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대략 4가지 연분 정제법이 소개되어 있

다. 첫째는 ‘무 형태 독(蘿卜瓮子)’에 上品 연분을 넣고 밀봉하여 다시 쪄서 사용한다. 둘

째는 연분 1근에 콩가루 2냥과 蛤粉 4냥을 넣어 瓦形으로 제조한다. 여기서 연분의 색

36 安祿山은 체중이 350斤(1斤은 16兩, 1兩은 41.3그램, 1斤은 596.816그램)으로 突厥과 西
胡의 혼혈이다. 어머니 阿德氏는 吐藩 突厥의 무당이며, 아버지는 사해(Dead Sea)의 지류인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兩江 유역에 분포한 唐代 九姓胡(雜種胡: 康, 安, 曹, 石, 米, 何, 史, 

火尋, 戊地)의 하나인 安息州의 소그드인이다. 어머니 阿德氏는 자식이 없어 기도하는 중에 
신의 계시로 안록산을 얻었으며, 신의 명에 따라 兒名을 軋犖山(突厥은 鬪戰神을 軋犖山라 
부른다)이라 이름 지었다. ‘祿山’은 ‘光’ · ‘明’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roxšan을 漢字로 음역한 
것이다. 안록산은 조로아스터교 신도에게 있어서 ‘光明之神’의 화신으로, 조로아스터교를 
이용하여 소그드인들을 응집시키고, 상업무역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소그드인들을 
단결시켰다. (唐) 姚汝能, 『安祿山事迹』鈔本; 蔡鴻生, 『唐代九姓胡與突厥文化』, p. 1, pp. 38~39; 榮
新江, 張志淸 主編, 『從撤馬爾干到長安 – 粟特人在中國的文化遺迹』(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pp. 
168~169; 沈福偉, 『中國與西亞非洲文化交流志』, p. 115 참조.

37 『新唐書 · 回紇傳』. “代宗之世, 九姓胡常冒回紇之名雜居京師.” 
38 『新唐書 · 五行志』. “元和末, 婦人爲圓鬟椎髻, 不設鬢飾, 不施朱粉, 惟以烏膏注脣, 狀似悲啼者.” 

참고로, 回鶻裝은 周昉 화파의 그림인 北京 故宮博物院 소장 ‹揮扇仕女圖›의 얼굴 묘사에 잘 
나타났다. 周昉의 그림은 晩唐시기에 新羅人들이 江淮(江蘇省과 安徽省 일대)지역에서 高價로 
사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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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전부 합분에 있다.39 셋째는 두부 중간에 구멍을 내서 반죽한 연분

을 그 안에 넣은 다음 솥에 넣고 1시간 쯤 찐 다음 연분 뭉치를 꺼내면 鉛氣가 빠진다. 

넷째는 연분에 진한 아교를 넣고 반죽하여 딱딱한 밀반죽 뭉치처럼 만들어서 손바닥 안

에 놓고 두 손으로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비비면 사람 체온에 의해 鉛氣가 제거된다.40

조선시대 회화 작품에는 오랜 세월 변색이 거의 되지 않는 ‘납(Pb)’ 성분을 가진 

백색 안료가 쓰였으나 제조 비법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현재로서는 그 제조법

을 모른다. 이 ‘오랜 세월 변색이 거의 되지 않은 납(Pb) 성분을 가진 백색 안료’는,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고대에 쓰인 연분이나 1850년 무렵 이후로 제조된 새로운 연분과 

그 구성 성분과 제조법이 다르기에 연분이라고 통칭하기에는 무리다. 따라서 본문의 

연구 목적에 따라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새로운 연분과 구별이 쉽도록 이를 ‘高麗 

鉛粉’이라고 지칭한다. ‘고려 연분’도 세부적으로 더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이는 ‘名物攷’

에서 다루어질 부분이기에 본문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는다.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은 처음으로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1850년 

무렵 이후로 쓰인 새로운 연분의 존재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한

다. 첫째, 적어도 안견부터 신윤복까지는 그림에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새로운) 연

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장승업 생존 당시 화가들이 이러한 연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초에 널리 유행하였으며 1940년대까지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안

견부터 신윤복까지의 그림 중 이러한 연분을 사용한 그림은 19세기 말부터 1940년대 

사이에 만든 위조 작품이다.”41 

안료는 작품 창작 시기를 파악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된다. 특히 조선시대 회화

사 연구에서 전통 비법으로 제작한 백색 안료인 ‘고려 연분’과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1850년 무렵 이후로 쓰인 당시 中國産 혹은 이를 본받은 새로운 연분에 대한 명확한 

구별은 작품의 창작 시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문은 먼저 조선시대 御眞

39 蔣玄 , 『中國繪畵材料史』, pp. 117~119. 본문에 수록한 두 번째 정제법을 于非
闇, 『中國畵顔色的硏究』(朝光美術出版社, 1955), p. 6는 일반적 연분 제조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朱子弘, 『中國色彩硏究』(台北: 藝術家出版社, 1986), p. 135와 王定理, 
『中國畵顔色的運用與製作』(台北: 藝術家出版社, 1993), p. 130는 于非闇의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40 王定理, 『中國畵顔色的運用與製作』, p. 130. 
41 李東泉,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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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850년 이전 肖像畵에서 ‘고려 연분’의 사용을 고찰하고, 수장 과정을 짐작케 하는 

궁중에서 감상을 목적으로 한 그림과 기록화에서 합분과 ‘고려 연분’ 사용을 살펴서 현

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새로운 연분이 1850년 이전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나아가 1850년 무렵부터 중국에서 쓰인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중국산 새

로운 연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모방하여 새로운 연분을 쓴 1850년 이후의 우리 그

림도 찾아본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연분을 사용해 그려진 19세기 말부

터 1940년대 사이에 위조된 조선회화 작품을 읽고 감정한다. 

㉮  조선시대 회화 작품은 19세기 중기까지 주로 조개껍데기로 제작한 蛤粉을 사용

하는 가운데 ‘고려 연분’ 등 백색 안료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특히 ‘고려 연분’은 초

상화 背彩에 주로 쓰였고 前彩에도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慶基殿 소장의 ‹太祖高皇帝御眞›(보물 제931호)은 高宗 9년(1872)에 趙重黙이 

모사한 翼善冠本이다. 엑스선형광분석기(XRF)를 사용한 ‹태조고황제어진› 안료에

서 검출한 성분원소 및 추정광물에 대한 분석에서 “흰색 안료는 흰색 눈자위와 수염부

분에 사용된 것으로, XRF 분석결과 그 주성분이 납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백〔2PbCO₃· 

Pb(OH)₂〕으로 추정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수은이 함께 검출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채색된 안료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확인하였다.42 육안관찰이 어려운 각 부

분의 안료 층과 채색기법을 관찰하기 위해 앞면에서 현미경으로 100배 확대 촬영하여 

“얼굴 전체를 뒷면에서 연백을 사용하여 배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43 ‹태조고

황제어진›의 배채와 전채에 쓰인 납이 주성분인 백색 안료에서는 현재 반연 현상이 나

타나지 않아 1872년에 ‘고려 연분’이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조선시대 초상화Ⅰ』의 「초상화의 채색 분석」을 종합하면, 얼굴과 몸체 등에 ‘납

(Pb)’ 성분이 든 백색 안료가 배채 또는 전채에 조금이라도 사용되었으나,44 현재 반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바로 ‘고려 연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조선시대 초상화Ⅰ』에 수록된 대부분의 肖像畵가 배채와 전채에 그 양이 많든 적든 간

에 ‘고려 연분’을 사용하였고, 이와 달리 1850년 이후에 새로운 연분을 사용하여 현재 반

연 현상이 나타난 경우는 ‹李最中 肖像›(도17), ‹愚堂 肖像›, ‹宋炳華 肖像› 등이 있다. 

42 유혜선, 「태조어진 안료 분석」, 『왕의 초상 – 경기전과 태조 이성계』(국립전주박물관, 2005), pp. 
242~260. 

43 천주현, 「태조어진의 현미경조사」, 『왕의 초상 – 경기전과 태조 이성계』, pp. 261~262. 
44 『조선시대 초상화Ⅰ』(국립중앙박물관, 2007), pp. 2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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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7 작가미상, ‹이최중 초상›, 19세기 말, 비단에 색, 

59.3×47㎝, 국립중앙박물관.

도18 강세황, ‹복천오부인팔십육세진›, 

1759년경, 비단에 색, 78.3×60.1㎝, 개인.

‘고려 연분’ 역시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福川吳夫

人八十六歲眞›(도18)45을 보면 얼굴과 몸체에 사용된 ‘고려 연분’에서 반연 현상이 나

타났다. 이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낀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오염으

로 인해 연분의 반연 현상을 방지하였던 ‘고려 연분’ 성분에 영향을 주어 반연이란 화학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  2009년 9월 29일부터 11월 8일 중에 출품되고 도록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실린 1447년의 ‹몽도원도›, 1562년의 ‹羅漢圖(오백나한도 제153 덕

세위존자)›와 2008년 8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회화실에

서 개최한 테마전 ‘왕의 글이 있는 그림’에 출품되고 도록46에 실린 1656년의 ‹金櫃圖›, 

1695년의 ‹諸葛武侯圖›, 1697년의 ‹蠶織圖›, 1715년의 ‹漁樵問答圖›, 1715년의 ‹陳

45 ‹福川吳夫人八十六歲眞›은 “전주 이씨 密昌君 李樴(1677~1746)의 묘에서 출토된 밀창군의 부인 
오씨(1676~1761 이후)의 초상화다.”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p. 180.

46 『왕의 글이 있는 그림』(국립중앙박물관,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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摶墮驢圖›, 1715년의 ‹謝玄破秦百萬大兵圖›와 궁중 기록화47인 1719~1720년의 «己

亥耆社帖»(보물 929호), 1795년의 ‹華城陵幸圖屛›, 1829년의 ‹己丑年進饌圖屛›, 

1848년의 ‹戊申年進饌圖屛›, 1874년의 ‹王世子誕降陳賀圖屛› 등에 사용된 합분과 

‘고려 연분’은 그 백색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1850년 이전 그림에 쓰

인 백색 안료에서는 반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난 새로운 연분은 중국에서 먼저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任熊(1823~1857)의 1854년 작품 ‹花卉圖卷›(도19)과 陳師曾(1876~1923)의 1918년 작

품 ‹花卉四條之三›(도20) 등을 근거하면 1850년 무렵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사용되었

다. 현대 중국 위조자들은 우리와 다르게 이 시기 그림을 위조하는 데 返鉛法(근래 서구 

안료인 징크 화이트나 티타늄 화이트를 가지고 반연 현상을 위조하는 법)을 사용한다. 

도21 오경림, ‹매화도›, 종이에 수묵담채, 

22.7×27.4㎝,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19 임웅, ‹화훼도권› 부분, 1854년, 비단에 색, 34.5×345.5㎝, 

북경 고궁박물원.

이러한 중국산 새로운 연분은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크게 유행하였

다. 그 시작 단계에서는 주로 중국 문물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나 그런 사

람을 후원자로 둔 화가가 사용하였다. 이러한 중국산 새로운 연분을 사용한 진작으로, 

吳慶林(1835~?)의 ‹梅花圖›(도21), 張承業(1843~1897)의 중년작 ‹三人問年›(도22), 

安中植(1861~1919)의 1909년 작품 «기명절지10폭병풍» 중 ‹南薰華堂›(도23), 李道

47 『朝鮮時代 風俗畵』(국립중앙박물관, 2002), pp. 16~23; 『잔치풍경 –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국립중앙박물관, 2009) 참조.

275

조선서화 감정과 근거 자료의 운용



榮(1884~1933)의 1919년 작품 ‹離情脉脉›(도24), 金殷鎬(1892~197 9)의 초년작 ‹達

磨渡海›(도25)와 중년작 ‹모란›(도26) 등 많은 작품이 현전한다. 

도22 장승업, 

‹삼인문년›, 비단에 

색, 152×69㎝, 

간송미술관.

도23 안중식, 

‹남훈화당›, 

1909년, 비단에 

색, 158.5×45.7㎝, 

간송미술관.

도20 진사증, 

‹화훼사조지삼›, 

1918년, 종이에 

색, 173×43㎝, 

천진인민미술출판사. 

도25 김은호, ‹달마도해›, 

비단에 색, 32.5×19.6㎝, 

간송미술관.

도24 이도영, ‹이정맥맥›, 1919년, 

비단에 색, 28.5×21.5㎝, 간송미술관.

도26 김은호, ‹모란›, 종이에 색, 24×36㎝, 간송미술관.

㉱  주지하듯이 鄭敾(1676~1759)은 실경을 그렸는데,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金剛

內山›(도27)을 보면 눈이 쌓여 있어야 할 산봉우리에 흙이 덮여 있다. 이는 위조자가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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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인 산봉우리를 그린 게 아니라 눈 덮인 산봉우리를 그렸는데, 1850년 이후에 제조된 

새로운 연분을 사용하여 현재 반연 현상이 나타나 마치 흙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선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작품은 이미 중국 北京에서 수요가 있었으며, 당시 중

국 사람들은 합분을 쓰는 게 가장 絶妙하다고 하였다.48 정선의 1711년 작품 «辛卯年

楓嶽圖帖» 중 ‹金剛內山總圖›(도28)와 1747년 작품 «海嶽傳神帖»중 ‹金剛內山總

圖›(도29)는 합분으로 눈 덮인 산봉우리를 그려낸 것이다. 위작 ‹金剛內山›(도27)을 

이들 진작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27 위작, 정선, ‹금강내산›, 비단에 색, 28.2×33.6㎝,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28 정선, ‹금강내산총도›,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7.5×35.9㎝, 간송미술관.

도29 정선, ‹금강내산총도›,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5×49.5㎝, 간송미술관.

48 蔣驥, 『傳神秘要』, 劉劍華 編著, 『(修訂本)中國古代畵論類編(上)』(人民美術出版社, 1998), p. 509. 
“然用蛤粉最妙, 不變色兼有光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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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특징

1)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실린 위작 정선‹계상정거도›(보물 585호) 감정

작품 감정에 있어서 ‘개인적 특징’의 근거 운용에 앞서,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실린 위

작 정선의 ‹계상정거도›(보물 585호) 감정에 대해 최근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먼저 알

아보자. 

도30 위작, 정선, ‹계상정거도›, 1746년, 종이에 수묵, 25.4×40㎝, 

개인, 보물 585호.

도31 위작, 정선, ‹무봉산중도›, 1746년, 

종이에 수묵, 32.5×22.3㎝, 개인, 

보물 585호.

도33 위작, 정선, ‹인곡정사도›, 1746년, 

종이에 수묵, 32.5×22.5㎝, 개인, 

보물 585호.

도32 위작, 정선, ‹풍계유택도›, 1746년, 

종이에 수묵, 32.5×22.3㎝, 개인, 

보물 585호.

278

조형_아카이브



필자는 2008년 5월 20일에 출판한 『眞相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에서 «退尤二先生

眞蹟帖»에 실린 鄭敾(1676~1759)의 1746년 작품 ‹溪上靜居圖›(도30)49 · ‹舞鳳山中

圖›(도31)50 · ‹楓溪遺宅圖›(도32)51 · ‹仁谷精舍圖›(도33)52가 모두 임본 위작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같은 해 7월 5일 서울대 학술강연에서 ‘천원권 뒷면의 정선 그림 ‹계상정

거도›(보물 585호)가 왜 가짜인가’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53 

이에 대하여, 같은 해 8월 15일에 출판한 『秋史精魂 – 추사작품의 진위와 예술혼』 별책 

「퇴우이선생진적첩의 제 고찰」에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 

한 인사가 «退尤二先生眞蹟帖»내의 겸재의 4폭 진경산수 기록화를 임본

위작이라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니 주장의 근거나 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참 허접하기 이를 데 없다. ……임본위작이라 했는데, 만일 그렇다

면 이 첩의 꾸며진 상태로 보아 원본그림들을 이 첩에서 빼어내고 임본위작 

그림들로 바꾸어 첩 안에 집어넣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진적첩은 본고의 

앞부분 «퇴우이선생진적첩»의 구성편에서 밝혔듯 아무런 수리나 변형된 

흔적이 없는 원본 본연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이 진적첩 내의 ‹계상정거›도 상단, 그리고 좌우 배접된 부분을 

살펴보면 겸재의 本 그림의 붓선이 배접된 부분까지 그려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특히 좌측의 배접된 부분의 그림은 겸재가 의도적으로 낙천(낙동

강)의 물줄기를 온전히 표현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계상정거›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림 ‹무봉산중과 풍계유택›도 첩의 10~11면, 그리고 ‹인곡정사

49 ‹계상정거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겸재 정선 서거 2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테마전 “겸재 
정선 –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에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시되었다. 

50 ‹무봉산중도›는 “겸재 정선 –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전에 2009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시되었다. 

51 ‹풍계유택도›는 “겸재 정선 –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전에 2009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시되었다. 

52 ‹인곡정사도›는 “겸재 정선 –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전에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시되었다. 

5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행사 VOD’ 자료검색 (http://even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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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천 이병연의 제시›가 위치하고 있는 첩의 12~13면에서 보여지고 있

다. 이러한 점들은 겸재와 겸재 차자 만수가 이 첩을 미리 꾸몄었고 그 원본

첩 위에 겸재가 그렸다는 점을 더욱 견고히 입증한다 할 수 있다. 

진적첩 내의 배접된 면들은 진적첩 총16면 중(앞뒤 표지포함) 10면

에 나타나는데 이는 퇴계 선생의 4면에 걸친 親筆手稿本 ‹회암서절요서›

와 두 면의 우암 선생의 발문을 꾸며 붙이는 데 따른 것이다.(우암의 발문 옆

에 위치한 정만수의 부기는 원본 면에 적혀 있다.) 첩의 2~3면에 걸친 ‹계상

정거›도와 10~11면의 ‹무봉산중과 풍계유택›도 부분까지 배접이 되어있

는 이유는 각 뒷면과 앞면의 장의 가장자리만 풀(접착제)을 발라 배접을 하

게 되면 앞뒷면 힘의 불균형으로 종이의 상태가 변형되게 된다. 이러한 점

을 막기 위하여 각 앞면들과 뒷면의 가장자리 부분도 배접을 한 것이다. 다

음 뒷면들에 위치한 ‹인곡정사와 사천 이병연의 제시› 그리고 다음 장의 두 

면은 배접이 되어있지 않다.54 

이를 정리하면, ⓐ정선의 둘째 아들 鄭萬遂(1710~1795)가 李滉(1501~1570)의 ‹晦菴

書節要序›와 宋時烈(1603~1689)의 발문만을 가지고 새로 «퇴우이선생진적첩»을 꾸

몄다. ⓑ새로 꾸며진 «퇴우이선생진적첩»의 빈 면에 정선이 그림을 그렸다. ⓒ정만수

의 발문도 새로 꾸며진 «퇴우이선생진적첩»의 원본 면에 쓰였다. ⓓ새로 꾸며진 «퇴

우이선생진적첩»의 장표(특히 배접)는 합당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는 정만수가 쓴 발문의 위치(도34)55가 禮에 맞

지 않다. 주장하는 ⓐⓑⓒ가 옳다면 정만수의 발문은 정선 그림과 李秉淵(1671~1751)

의 발문 다음에 쓰였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子孫된 자가 감히 先代의 글(그림) 앞에 

발문을 쓴다(‘敬書’)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는 ⓓ새로 꾸며진 «퇴우이선생진적첩»

의 장표(특히 배접)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렬하다. 4폭 정선 그림의 장표는 3

종류로 되어 있다. ‹계상정거도›는 일반적이고, ‹무봉산중도›와 ‹풍계유택도›는 원본 

면에 다시 종이를 덧대고 그렸으며, ‹인곡정사도›는 원본 면에 그림을 그렸다. 예나 지

54 이영재 · 이용수, 「퇴우이선생진적첩의 제고찰」, 『秋史精魂 – 추사작품의 진위와 예술혼』(선, 
2008), pp. 38~39.

55 정만수 «퇴우이선생진적첩»발문은 “겸재 정선 –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전에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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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일반적 장표인 경우, ‹회암서절요서›면(도35)처럼 준비된 그림(글씨)의 사면을 

紙絹으로 감싸서 장표한다. 혹여 이미 장표가 된 빈 화첩의 경우 빈 화폭 주위로 이미 

지견으로 장표가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다면 적어도 «단원풍속화첩» 중 ‹서당›(도

36)처럼 그려질 부분을 표시하는 윤곽선을 그려 넣는다. 일반적으로 화가가 작품을 그

리는 데 ‹무봉산중도› · ‹풍계유택도› · ‹인곡정사도›처럼 자신이 그릴 화면에 대한 고

려 없이 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34 정만수가 쓴 발문의 위치.

도35 이황, ‹회암서절요서›부분, 1558년, 종이에 먹, 

개인, 보물 585호.

도36 김홍도, ‹서당›, 종이에 수묵담채, 

27×22.7㎝,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527호.

정만수가 정선의 뜻을 받들어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서화첩은 어떠했을까? 정만수는 

朴自振(1625~1694)의 長曾孫 朴宗祥(1680~1745)으로부터 이황의 ‹회암서절요서›

와 송시열의 발문이 같이 장표된 서첩을 물려받는다. 이황의 外裔로서 송시열의 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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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잇고 있는 정선에게 이 서첩은 ‘至寶 중의 至寶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정선과 아

들 정만수는 박자진이 소장했던 ‘본래 서첩(«退尤二先生眞蹟帖»)’에서 이황의 ‹회암

서절요서›와 송시열의 발문을 잘라내고, 거기에 서첩이 자신의 집까지 내려온 과정을 

그린 정선의 4폭 수묵화를 덧붙여서 존경과 정성이 듬뿍 담긴 서화첩을 만들었다. 따라

서 이 서화첩은 ‘본래 서첩(«退尤二先生眞蹟帖»)’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 후에 

이 서화첩에 정만수의 발문이 쓰였다. 1746년경에 만들어진 이 서화첩의 장표는 1720

년경에 제작된 보물 929호 «己亥耆社帖»(도37)과 1747년경에 제작된 «三世圖像

帖»(도38) 등의 장표를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이병연의 제발56은 위작

으로 그 내용57 또한 이 서화첩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는 위조자가 신뢰성을 더 확보하

기 위해 임의로 첨가한 것으로, 정만수의 발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만약 이병연의 

발문이 존재했다면 아마도 먼저 先賢에 대한 존경을 표한 후에 정선이 이 서화첩을 꾸

민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문장이었을 것이다. 

도37 김진여 등, ‹기해기사첩›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도38 장경주 등, ‹삼세도상첩›부분, 개인.

이상으로 「퇴우이선생진적첩의 제 고찰」에서 필자를 반박하면서 다룬 «퇴우이선생진

적첩» 제작 경위와 장표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감정하였다. 나아가 당시 

정선과 정만수가 만들었을 진작 서화첩의 장표 형식을 재구성하고 이병연 발문이 위

조됐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이는 당시 收藏 예절과 작품 장표 등 ‘시대적 특징’을 근거

로 감정한 것이다. 

56 이병연 «퇴우이선생진적첩»제발은 “겸재 정선 –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전에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시되었다. 

57 “짙푸른 소나무 가 대나무 바람소리 속에 간략하게 붓을 써서 아이들에 응하네. 망천도는 
다른 이가 그린 게 아니라 주인인 마힐옹이 그린 그림이다. 병인년(1746)에 벗 사천 
노인(松翠之邊竹籟中, 揮毫草草應兒童. 輞川不是他人畵, 畵是主人摩詰翁. 丙寅秋, 友人 槎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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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문의 목적에 맞게 작가의 ‘개인적 특징’을 근거로 운용하여 «퇴우이선생

진적첩»에 실린 위작 정선 ‹계상정거도›(도30)를 감정해보자. 

서화 작품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서화 작품은 書畵家가 筆墨을 사용하

여 시각적 형태를 描寫하기에 필묵과 묘사가 작품의 본질이다. 서화가의 필묵과 묘사

는 전통 학습과 시대성을 기반으로 개성적으로 일관성 있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문

은 작품 감정의 근거인 ‘개인적 특징’에서 서화가의 개성적 필묵과 묘사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서화가의 개성적 필묵과 묘사는 작가의 功力 · 나이 · 성격 · 습관 · 주변 환경 등

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 筆墨은 筆과 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筆이 아니면 墨을 움직일 수 없고 墨
이 아니면 筆이 나타나지 못한다. 나아가 필묵은 작가의 붓놀림을 통하여 형상화되어 

한 시기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서화

가 노년의 완숙한 경지에서 더더욱 두드러져, 작품 곳곳에서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된 자

유롭고 습관적인 필묵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선의 70세를 전후하여 그의 뼛속 깊이 자

리한 본질적인 필묵은 무엇일까? 진작과 위작의 비교에 앞서, 진작과 진작의 비교를 통

하여 당시 정선 작품의 본질을 이룬 필묵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자. 

도39 정선, ‹우화등선›, 1742년, 비단에 수묵담채, 33.1×93.8㎝, 개인.

도40 정선, ‹웅연계람›, 1742년, 비단에 수묵담채, 33.1×93.8㎝, 개인.

도41 정선, ‹불정대›,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3.6×25.6㎝, 간송미술관. 

283

조선서화 감정과 근거 자료의 운용



도42 정선, ‹총석정›,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3㎝, 간송미술관.

도43 정선, ‹문암›,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8×25㎝, 간송미술관.

도44 정선, ‹삼부연›,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1.4×24.2㎝, 간송미술관.

㉠ 진작과 진작의 필묵 비교

위작 ‹계상정거도›(도30)는 정선이 71세 때인 1746년 작품을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4년 전인 1742년 작품 ‹우화등선›(도39), ‹웅연계람›(도40)과 1년 후인 1747

년 작품 ‹불정대›(도41), ‹총석정›(도42), ‹문암›(도43), ‹삼부연›(도44), ‹화적연›(도

45), ‹만폭동›(도46), ‹칠성암›(도47) 등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이 창조한 새로운 화법

〔‘自創新格’〕으로 비로소 우리 산수화의 새로운 세계를 연〔‘始開闢’〕 노화가 정선의 일

부가 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필묵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정선의 필획은 筆의 骨과 筋이 발달하여 굳세고 빨랐다. 아래로 긋든 옆

으로 긋든, 그 길이가 길든 짧든 탄력〔筋〕에 의해 필선의 삐침과 필선 간의 연결이 그대

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정선의 붓놀림은 그가 붓글씨를 쓰듯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

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우화등선›의 암벽 부분(도48)과 ‹불정대›, ‹총석정›, ‹문암›

의 산의 묘사(도49)를 보면, 옆으로 그은 짧은 필선이나 아래로 그은 긴 필획 모두 붓글

씨의 ‘⼅’처럼 끝을 삐쳤다. 이는 인물화 필획의 結尾인 蠶尾(도50)와 산수화 亂柴皴(도

51)의 창의적 발전이다. 잠미는 본래 중국 六朝시대 畵工이 인물화에 썼던 필법이고, 난

시준은 산수화 皴法 중의 ‘變調’로 많은 화가들이 우연히 썼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발전

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든 화가는 동아시아 韓中日 삼국에서 謙齋 鄭敾이 유일하다. 

濃墨을 활용한 필선 간의 연결 역시 ‹웅연계람›의 나무(도52)와 ‹삼부연›, ‹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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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해산정›의 나무(도53)를 보면, 붓을 세우고〔‘竪尖’〕들어가서 탄력을 이용하여 간

결하면서도 거침없이 강하게 그려졌다. 정선의 그림에 표출된 이러한 힘은 붓글씨 공

력에 근원하는 것으로, 그의 ‹웅연계람›발문(도54)과 ‹화적연›, ‹문암›, ‹단발령망금

강› 등의 관지 글씨(도55)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米家山水가 筆보다 墨이 성한 米點皴(落茄皴)을 창안했다면, 정선은 미가산수

에 필이 성한 蠶尾와 亂柴皴을 융합하여 환골탈태하고 우리 산에 적합한 ‘謙齋山水’를 

창신하였다. 

도46 정선, ‹만폭동›,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8㎝, 

간송미술관.

도47 정선, ‹칠성암›,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1.9×17.3㎝, 

간송미술관.

도45 정선, ‹화적연›,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5㎝, 

간송미술관.

도48 ‹우화등선›의 암벽. 도49 ‹불정대›, ‹총석정›, ‹문암›의 산. 도50 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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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1 『개자원화전』중 난시준. 도51 난시준 부분.

도52 ‹웅연계람›의 나무.

도53 ‹삼부연›, ‹화적연›, ‹해산정›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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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4 정선, ‹웅연계람›발문, 

1742년, 종이에 먹.

도55 ‹화적연›, ‹문암›, ‹단발령망금강›의 관지.

㉡ 진작과 위작의 필묵 비교

상술한 정선의 필묵과 위작 ‹계상정거도›(도30)에 쓰인 필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현격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암벽에 쓰인 용필을 비교하면, 진작 ‹우화등선›의 암벽 부분(도48)과 ‹불정

대›, ‹만폭동›의 암벽 부분(도56)에 쓰인 결미 필획은 마치 빠르게 붓글씨를 쓰듯이 蠶

尾(도50), 蛇尾, 亂柴皴(도51)이 강하고 탄력 있게 표출되었다. 이에 반해 위작 ‹계상정

거도›의 天淵臺(도57)에 쓰인 필획은 느리고 무기력하고 난잡하다. 다시 위조자의 이

러한 필획을 정선 손자 鄭榥(1735~1800)의 그림(도58)에 쓰인 필획과 비교하면, 위조

자나 정황 모두 정선 필획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나마 정황의 필획이 위조자에 

비해 자신감이 있고 안정되어 있다. 위조자의 필획은 그저 따라서 흉내 내는 것으로 스

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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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7 위작 ‹계상정거도›중 천연대.

도56 ‹불정대›, ‹만폭동›의 암벽.

도58 정황, ‹문암›, 모시에 수묵담채, 23×16.5㎝, 

국립중앙박물관. 

도59 위작 ‹계상정거도›부분.

정선 작품의 진작과 위작의 차이는 바로 빠른 붓놀림과 굳센 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이는 李夏坤(1677~1724)이 말한 “정선의 이 화권은 비록 꽤 빠르게 그렸지

만〔‘忙筆’〕, 자세히 살펴보면 의태와 법도가 갖가지로 두루 갖추어져 털끝만큼도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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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곳이 없다. 정선을 미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여기에 있다”58와 李天輔(1698~1761)

가 말한 “정선의 그림이 나오자 세상의 정선을 배우는 사람들이 정선의 필력이 없이 헛

되이 그 화법을 훔치려한다”59와 일맥상통한다. 

나무줄기에 쓰인 필묵을 살펴보면, 진작(도52, 도53)은 정교하게 먹의 농담을 조

절할 뿐 아니라, 특히 농묵으로 한 번에 자신 있고 분명한 필획을 리듬감 있게 구사하

였다. 이에 반하여, 위작 ‹계상정거도› (도59)는 먹의 농담이 전체적으로 옅고, 담묵으

로 그린 위로 다시 담묵이나 농묵으로 지저분하게 덧칠하였다. 나무 사이사이 또한 대

충 그려 간격도 제멋대로고 리듬감도 없다. 

위조자가 筆에 있어서 특히 위조하기 어려운 것은 정선 그림에서 나타나는 필획

과 필획을 이어주는 난잡한 듯 보이는 가는 필선들이다. 위조자가 <계상정거도>에 쓴 

화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筆墨보다는 渲染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렸다. 정선이 아주 적

절하게 濃墨과 淡墨을 구사하고 특히 농묵을 탁월하게 사용한 데 반하여, 위조자는 농

묵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그리고 후대 위조자는 정선 필묵의 강함을 단지 禿筆로 그

리면 되는 줄 알았다. 이는 마치 수준 낮은 위조자가 김정희 글씨를 위조할 때 포악하

게 쓰기만 하면 그의 강한 글씨체가 표현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나. 전통 회화의 묘사는 서화가가 필묵을 사용하여 사물을 그려내는 것으로 필묵

의 내공이 그 기본을 형성한다. 따라서 사물 묘사의 단계를 넘어, 작가의 필묵의 경지에 

따라 묘사 능력은 다르게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대가의 경우 전통 서화의 내공은 나

이가 들수록 깊어지는데 정선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문헌 기록과 진작과 위작

의 비교 검증을 통하여 이를 밝히고, 나아가 아마추어 위조자에 의해 위작 ‹계상정거

도›가 어떻게 황당하게 그려졌는지 알아보자. 

㉠ 정선의 70~80세 때 묘사 능력에 대한 문헌 기록 

정선 그림에 심취한 權燮(1671~1759)은 정선이 73세(1748년)에 그림을 마치 살아있

는 듯 그려서 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하였다. 

58 李夏坤, 「題鄭元伯敾畵卷」, 『頭陀草』冊15. “元伯此卷, 雖多忙筆, 然諦觀之, 法度意態, 種種具足, 無
一毫蹉跌處. 元伯難及處正在此.”

59 李天輔, 「鄭元伯畵帖跋」, 『晉菴集』卷7. “然元伯之畵出, 而世之學元伯者, 無元伯筆力, 而徒竊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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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꽃의 나비, 패랭이꽃의 벌레, 병아리 품은 닭, 산쥐의 열매 찾기, 사람이 언

덕에 앉아 폭포보기, 그 나귀타고 다리 건너기, 배 안에서 봉창에 기대기, 숲 

밖에서 지팡이 끌기, 그 새가 울고 까치 짖기, 짐승이 쭈그려 앉고 고양이 엎

드리기, 물고기가 들고 게가 나가기. 아! 정선은 어찌 그리 逼眞하여 入神하

였는가.60 

정선은 82세에도 부채 그림에 낙관한 글자가 실낱 같아 그 정신의 왕성함이 가히 이상

할 정도였으며,61 나이 80이 넘어서 안경에 겹 돋보기를 끼고 촛불 아래에서 세밀한 그

림을 그려도 털끝만큼도 그릇됨이 없었다고 한다.62 

㉡ 진작과 위작의 사물 묘사 비교 

정선은 정적이기 보다는 동적인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정선의 붓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사물을 묘사하여 작품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

고 있다. 정선의 산수화는 우리가 노닐 수 있는〔可遊〕 또 다른 살아있는 江山이다.

진작 ‹우화등선›(도60)과 ‹웅연계람›(도61)은 1742년 음력 10월 보름 임진강 상

류에 불던 강바람의 방향을 나무 가지의 흔들림을 통하여 실감나게 묘사하고, 소나무 

잎(도52)을 유기적으로 날카로우면서도 두툼하고 힘있게 그렸다. 이에 반해, 위작 ‹계

상정거도›(도59)의 나뭇가지는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도 모른 채 필획의 두께마저 

균일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엉성하게 묘사되었고, 소나무의 잎 또한 얇고 가볍게 그려

졌다. 이는 오히려 정선 화법을 배웠으나 ‘畵派의 말기적 현상〔화파를 연 대가와 비슷

하게 묘사하나 필획이 작게 부서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18세기 중후기 작품 ‹유점사

도›(도62)에도 크게 못 미친다. 

60 權燮, 「畵帖跋」, 『玉所稿(提川本)』卷8. “匏華之蝶, 石竹之虫, 抱雛之鷄, 山鼠之探草實, 人坐岸而觀
瀑, 其騎驢而登橋, 舟中依篷牕, 林外曳笻杖, 其鳥啼鵲噪, 榴蹲猫伏, 魚入蟹出. 嗟乎, 鄭謙齋何其逼
眞而入神.”

61 辛敦復, 『鶴山閑言』. “我伯氏嘗得一扇, 謙齋畵桃源圖, 甚精細, 而題之曰, 八十二歲翁作, 字如絲毫, 

其精神之旺, 又如此, 可異也.” 
62 朴趾源, 「冽上畵譜」, 『燕巖集』卷12. “年八十餘, 眼掛數重鏡, 燭下作細畵, 不錯毫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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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2 작가미상, ‹유점사도›, 비단에 수묵담채, 

53.5×37㎝, 일본 유현재.

도60 ‹우화등선› 부분.

도61 ‹웅연계람› 부분.

정선 그림에 묘사된 나무의 배열과 밑동은 1711년 작품 ‹피금정›(도63)과 1742년 작

품 ‹우화등선›(도64), 1747년 작품 ‹화강백전›(도65) 등을 보면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

이다. 나아가 산길의 나무 배치에 있어서도 정선은 거닐 수 있도록 그린 데(도66, 도67) 

반하여, 위작 ‹계상정거도›(도59)는 이를 전혀 흉내내지 못하였다. 

도64 ‹우화등선› 부분.

도65 정선, ‹화강백전›,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9㎝, 

간송미술관.

도63 정선, ‹피금정›,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5.8×33.6㎝,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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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6 정선, ‹장안사비홍교›,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8㎝, 간송미술관.

도67 정선, ‹단발령망금강›,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24.4㎝, 간송미술관.

도70 정선, ‹장안사› 기와집,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6.6×37.5㎝, 

국립중앙박물관.

도69 정선, ‹해산정› 기와집,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26.8×37.6㎝, 

국립중앙박물관.

도68 정선, ‹총석정› 기와집,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8.3×37.5㎝, 

국립중앙박물관.

도74 위작 ‹계상정거도› 기와집.도73 정선, ‹해산정› 

기와집,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3.5×25.4㎝, 

간송미술관.

도72 ‹총석정› 기와집.도71 ‹우화등선› 기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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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의 기와지붕의 묘사를 보면, 1711년 작품 ‹총석정›(도68), ‹해산정›(도69), 

‹장안사›(도70)와 1742년 작품 ‹우화등선›(도71) 등은 팔작지붕의 용마루와 추녀마

루의 각도나 형태묘사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 1747년 작품 ‹총석정›(도72), ‹해산

정›(도73), ‹장안사 비홍교›(도66) 등에서 정선은 굳센 필력을 이용하여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기와지붕의 용마루와 추녀마루를 그려냈다. 특히 팔작지붕이든 맞배지붕이

든 기와지붕의 용마루는 항상 망와 아래로 연결되게 그렸다. 이를 위작 ‹계상정거도›

의 기와지붕(도74)과 비교하면, 위작은 엉성할 뿐 아니라 필획의 두께마저도 한 번에 

그려내지 못하고 겹칠하고 있다. 

예로부터 물결 묘사는 화가의 필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였다. 1747년 작품 ‹문

암›(도43), ‹칠성암›(도47), ‹화적연›, ‹삼부연›, ‹만폭동›의 물결(도75) 등을 보면, 中

鋒으로 거침 없이 경쾌하고 빠르게 이어지듯 그린 데 반하여, 위작 ‹계상정거도›의 물

결(도76)은 힘 없이 側鋒으로 느리고 끊어지게 그렸다. 

물가의 묘사에 있어서도 정선(도77)은 강한 필획으로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

현한 데 반하여, 위작 ‹계상정거도›(도78)는 얇고 가벼운 필치와 渲染으로 흉내냈으며 

敗筆 또한 많다. 정선의 경우 선염이 안정되어 있으나, 위조자는 위작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길게 느껴져 서둘렀기에 ‘火氣’가 크다. 

도75 ‹화적연›, ‹삼부연›, ‹만폭동›의 물결.

도76 위작 ‹계상정거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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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7 ‹웅연계람› 물가.

도78 위작 ‹계상정거도› 물가.

위작 ‹계상정거도›(도30)는 상술한 것처럼 수준 낮은 위조자가 정선의 창작 의도와 화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원작을 옆에 놓고 베끼는 데 급급한 臨本 위작이다. 따라

서 위작을 이루고 있는 부분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 아마추어 위조자의 황당한 위조 방식

그림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전 자신이 그릴 종이나 비단의 크기를 

가늠한 후, 자신의 창작 의도에 맞게 그 안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위작 ‹계상정거

도›(도30)는 장표 부분(도79)까지도 그림이 그려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가가 정해진 

화폭 안에 그림을 그린다는 상식에 위배된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위조자가 원작을 보면서 베끼는 과정에서, 먼저 그린 부분

들이 원작보다 크게 묘사되면서, 나중에 그린 부분들을 제대로 (원작의 본래) 위치나 

크기에 맞게 그리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숙한 위조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로, 그

렇다고 위조자가 미처 그리지 못한 부분을 장표에까지 그려 넣지는 않는다. 부족하면 

부족한 데로 그림을 적당하게 마감한다. 위조자가 자신이 잘못 그린 부분들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장표 부분에까지 그림을 그린 것은 명백한 사족으로, 위조자가 위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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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로 그 수준이 얼마나 졸렬한지를 잘 보여준다. 

도79 위작 ‹계상정거도› 작품을 둘러싼 부분〔鑲料〕.

위작 ‹계상정거도›(도30)의 장표 부분(도79)을 살펴보면, 위조자는 원작의 우측과 하

단 부분부터 베끼기 시작하여 좌측을 그린 후 상단 부분을 제일 늦게 그렸다. 상단 부

분의 陶山과 西翠屛을 그린 것을 보면, 우측처럼 그리다가 실수로 먹물이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위조자가 산수화법을 무시하고 그린 것이다. 

도산과 서취병은 가까운 산이기에 산수화법으로 그린다면, 먼저 산의 능선과 

봉우리의 윤곽을 그린 후 산의 질감을 필선 등으로 묘사한다.(도80) 위작 ‹계상정거

도›(도81)는 화폭에 맞게 도산의 능선 윤곽선을 그린 후, 봉우리의 윤곽선을 무리하게 

화폭 밖에까지 그리지 않았는데 이는 위조자가 화폭을 의식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서취병 산 능선과 봉우리(도82)는 선염의 방식으로 그렸다. 이는 위조자가 臨의 

방식으로 위조하면서 예상보다 사물들이 커져서 화폭 윗부분에 산을 그릴 만한 공간

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황한 것이다. 

이때 만약 장표가 되지 않은 종이에 그린 거라면, 그림 윗부분이 새로 장표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갔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 작품의 경우 이미 장표된 화폭에 그렸기에 

위조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淡墨을 사용하여 선염의 방식으로 서취병 

산봉우리와 능선을 대충 그려 넣은 것이다. 위조자도 장표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위조의 근거가 된 정선의 원작과 많은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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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까지 단 것이다. 

도80 ‹우화등선›, ‹웅연계람›의 산.

도81 위작 ‹계상정거도›에 묘사된 도산.

도82 위작 ‹계상정거도›에 묘사된 서취병.

참고로, 이토록 황당한 위작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임본 

위작은 대체로 모태가 된 원작을 수장한 수장가의 주도 하에 위조가 이루어진다. 사람

들은 그 수장가 손에 원작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그 수장가가 넘겨주는 작품을 자신

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원작이라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 위작은 任憲晦
(1811~1876)의 발문을 근거로 하면, 대략 1872년 무렵에 위조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退尤二先生眞蹟帖» 표제와 임헌회 발문에 써진 ‘尤’자의 우측 상단에 찍는 점이 똑

같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정만수의 경우, ‘尤’자 우측 상단의 점이 우측 중간에 위치하

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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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선의 법고창신 필묵을 근거한 위조 작품 감정 

주지하듯이 정선 畵學의 淵源은 米芾(1052~1107)과 董其昌(1555~1636)이다. 미가산

수는 元代 高克恭(1248~1310)에 의해 明代로 전해져 동기창에 의하여 문인 산수화의 

대표적 양식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정선의 1711년 작품 «辛卯年楓嶽圖帖»에서는 고

극공(도83)과 동기창(도84)의 영향이 모두 보이나, 1747년의 «海嶽傳神帖»은 동기창

에서 나와서 蠶尾와 亂柴皴을 융합하여 우리 산에 적합한 ‘謙齋山水’를 창신하였다. 

정선은 미가산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현전하는 정선의 1711년 작품 ‹피금

정›(도63)과 ‹장안사›(도70), 1747년 작품‹단발령망금강›(도67)과 ‹장안사비홍교›(도

66) 등에서 그 화법을 찾을 수 있다. 정선의 法古創新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은 가장 근

본적인 米家山水 화법은 산을 그릴 때 먼저 윤곽을 그린 후에 米點皴(落茄皴)을 한다

는 사실이다. 비록 완성된 작품에서 미점준이 원래 윤곽선을 가리고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는 먼저 그려진 윤곽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도 지켜지는 미가산수 화법의 근본이다.(도85) 예를 들어, 劉在韶가 1849년 여름에 처

음 그림을 배우고 金正喜(1786~1856)로부터 가르침도 받았던 그 해에 그렸던 ‹산수

도›(도86) 또한 당연히 이러한 기본 화법을 지켰다.  

도84 동기창, ‹倣古山水圖冊(之八)›, 

종이에 수묵, 29.4×22.8㎝, 상해박물관.

도83 고극공, ‹橫雲秀嶺圖軸›, 비단에 색, 

182.3×106.7㎝, 대북 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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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5 미가산수 화법의 그림 그리는 순서.

도86 유재소, ‹산수도›, 1849년, 종이에 수묵담채, 

17.4×22.1㎝, 국립중앙박물관.

지난 역사를 통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위조 작품들은 작가의 예

술세계와는 전혀 다르게 독자적 발전을 지속하며 변종되었다. 이것들은 작가의 예술세

계를 무참히 훼손하는, 위작을 본받아 위조한, 본질적으로 진작과 다른 변종위작이다.63 

현전하는 정선의 명품으로 도판이 소개된 작품 중에도 이렇게 기본 화법도 지키

지 않은 채 위조된 변종위작이 많다. 이 변종위작 중 한 종류는 모두 윤곽선을 생략한 

채 선염이나 미점준만으로 산의 형태를 그려냈다. 이는 마치 위작 ‹계상정거도›(도30)

에서 가까운 산의 윤곽을 그리지 않고 선염만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위조자가 전혀 산

수화의 기본화법을 모른 채 졸렬하게 위조한 것들이다. 그 예를 들면, 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의 ‹단발령망금강›(도87)과 ‹정양사›(도8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미법산

수도›(도89),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목멱산›(도90) 등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도90 변종위작, 정선, ‹목멱산›, 

비단에 수묵담채, 18.1×16.7㎝,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89 변종위작, 정선, 

‹미법산수도›, 비단에 

수묵, 22.4×16.7㎝,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88 변종위작, 정선, ‹정양사›, 

종이에 수묵, 국립춘천박물관.

도87 변종위작, 정선, 

‹단발령망금강›, 종이에 수묵, 

국립춘천박물관.

63 이동천, 『진상 –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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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은 말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가 기본적인 작품 감정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새로운 연

구 자료를 발견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64 

작품 감정 방법에는 目鑑과 考證이 있다. 목감은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눈으

로 작품의 진위를 감별하는 방법이고, 고증은 작품에 대한 사실 검증을 통해 과학적으

로 감정하는 방법이다. 목감은 수많은 고증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히 감별

하고, 고증은 목감을 기초로 깊이 있는 검증을 한다. 작품은 작가가 활용한 지식의 결

정체이므로 목감에서 인문학 지식 등은 필수이다. 감정에서 과학기기의 사용은 고증의 

한 방법이지만 이때에도 예외 없이 목감을 선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목감에 있어 반드시 創作과 작품 收藏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 창작하는 방법을 모르고서 작품을 분석한다는 것은 마치 시합 규칙을 모르면서 운

동 경기를 해설하고 분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작품 수장에 대한 지식은 작품이 작가

의 손을 떠난 다음의 역사를 이해하고 짐작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에 대한 문헌적 접근 또한 반드시 창작 기법과 수장 지식을 구비한 다음, 먼

저 작품을 보고 난 후에 해야만 한다. 문헌 지식으로 굳어진 선입견은 자칫 작품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문헌 자료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문헌은 문헌일 뿐, 작품 연구는 반드시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특히 작품을 직접 연구하지 않고 기존 연구자의 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

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작품 감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작품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도 창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듣기만 해

서 다 안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무엇이든 직접 같이 해보거나,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檢證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작품 감정의 첫걸음은 검증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無徵不信’〕에서 출발한다. 작품은 감정 연구의 시작이

자 끝이다. 언제나 작품 眞僞의 진실은 작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다.

64 李承珍, 「李可染書畵鑑定 – 以書法、人物畵、牛圖爲中心」(北京: 中央美術學院 박사학위논문, 200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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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도1 중위작‹전 정곤수 초상›과‹전 정곤수 초상›의 X선 사진.
도2  작가미상, 안견‹몽도원도›의 ‘몽유도원도’ 글씨, 19세기 말 20세기 초, 소릉에 먹, 38.6×6㎝,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도3  박팽년,‹몽도원서›부분, 1477년, 쇄금전지에 먹, 38.7×85.7㎝,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도4  이현로,‹몽도원도부›부분, 1477년, 쇄금전지에 먹, 38.7×200.6㎝,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도5  왕희지 글씨로 집자한 ‘몽유도원도’.
도6  조맹부,‹二體千字文冊›부분, 종이에 먹, 24.7×25㎝, 북경 고궁박물원.
도7  조맹부,‹이체천자문책›중 ‘遊’ · ‘圖’부분, 종이에 먹, 24.7×25㎝, 북경 고궁박물원.
도8  조맹부 글씨로 집자한 ‘몽유도원도’.
도9  안평대군,‹몽도원도›제기에서 집자한 ‘몽유도원도’.
도10  안평대군,‹몽도원도›자작시 중 ‘몽도원’ 글자.
도11  신숙주와 박팽년의‹몽도원도›제발 글씨에서 집자한 ‘몽유도원도’.
표1  ‘몽유도원도’와 왕희지, 조맹부, 안평대군, 신숙주, 박팽년 글씨 비교.
도12  나이토 고난의 1929년 논문에 ‘안평대군 제’로 수록된 ‘몽유도원도’와 자작시. 
도13  오창석,‹금착도›, 1912년, 소릉에 먹, 142×42㎝, 일본 種瓜園丁.
도14  두루마리 장표 형식.
도15  안견‹몽도원도›와 장표 앞부분. 
도16  안평대군,‹몽도원도›자작시, 1450년, 비단에 주묵, 38.6×25㎝,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도17  작가미상,‹이최중 초상›, 19세기 말, 비단에 색, 59.3×47㎝, 국립중앙박물관.
도18  강세황,‹복천오부인팔십육세진›, 1759년경, 비단에 색, 78.3×60.1㎝, 개인.
도19  임웅,‹화훼도권›부분, 1854년, 비단에 색, 34.5×345.5㎝, 북경 고궁박물원.
도20  진사증,‹화훼사조지삼›, 1918년, 종이에 색, 173×43㎝, 천진인민미술출판사.
도21  오경림,‹매화도›, 종이에 수묵담채, 22.7×27.4㎝,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22  장승업,‹삼인문년›, 비단에 색, 152×69㎝, 간송미술관. 
도23  안중식,‹남훈화당›, 1909년, 비단에 색, 158.5×45.7㎝, 간송미술관.
도24  이도영,‹이정맥맥›, 1919년, 비단에 색, 28.5×21.5㎝, 간송미술관.
도25  김은호,‹달마도해›, 비단에 색, 32.5×19.6㎝, 간송미술관.
도26  김은호,‹모란›, 종이에 색, 24×36㎝, 간송미술관.
도27  위작, 정선,‹금강내산›, 비단에 색, 28.2×33.6㎝,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28  정선,‹금강내산총도›,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7.5×35.9㎝, 간송미술관.
도29  정선,‹금강내산총도›,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5×49.5㎝, 간송미술관. 
도30  위작, 정선,‹계상정거도›, 1746년, 종이에 수묵, 25.4×40㎝, 개인, 보물 585호.
도31  위작, 정선,‹무봉산중도›, 1746년, 종이에 수묵, 32.5×22.3㎝, 개인, 보물 585호.
도32  위작, 정선,‹풍계유택도›, 1746년, 종이에 수묵, 32.5×22.3㎝, 개인, 보물 585호.
도33  위작, 정선,‹인곡정사도›, 1746년, 종이에 수묵, 32.5×22.5㎝, 개인, 보물 585호.
도34  정만수가 쓴 발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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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5  이황,‹회암서절요서›부분, 1558년, 종이에 먹, 개인, 보물 585호. 
도36  김홍도,‹서당›, 종이에 수묵담채, 27×22.7㎝,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527호.
도37  김진여 등,‹기해기사첩›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도38  장경주 등,‹삼세도상첩›부분, 개인.
도39  정선,‹우화등선›, 1742년, 비단에 수묵담채, 33.1×93.8㎝, 개인.
도40  정선,‹웅연계람›, 1742년, 비단에 수묵담채, 33.1×93.8㎝, 개인.
도41  정선,‹불정대›,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3.6×25.6㎝, 간송미술관.
도42  정선,‹총석정›,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3㎝, 간송미술관.
도43  정선,‹문암›,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8×25㎝, 간송미술관.
도44  정선,‹삼부연›,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1.4×24.2㎝, 간송미술관.
도45  정선,‹화적연›,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5㎝, 간송미술관.
도46  정선,‹만폭동›,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8㎝, 간송미술관.
도47  정선,‹칠성암›,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1.9×17.3㎝, 간송미술관.
도48  ‹우화등선›의 암벽.
도49  ‹불정대›,‹총석정›,‹문암›의 산.
도50  잠미.
도51  『개자원화전』중 난시준. 
도52  ‹웅연계람›의 나무.
도53  ‹삼부연›,‹화적연›,‹해산정›의 나무.
도54  정선,‹웅연계람›발문, 1742년, 종이에 먹.
도55  ‹화적연›,‹문암›,‹단발령망금강›의 관지. 
도56  ‹불정대›,‹만폭동›의 암벽.
도57  위작‹계상정거도›중 천연대.
도58  정황,‹문암›, 모시에 수묵담채, 23×16.5㎝, 국립중앙박물관.
도59  위작‹계상정거도›부분.
도60  ‹우화등선›부분.
도61  ‹웅연계람›부분.
도62  작가미상,‹유점사도›, 비단에 수묵담채, 53.5×37㎝, 일본 유현재.
도63  정선,‹피금정›,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5.8×33.6㎝, 국립중앙박물관.
도64  ‹우화등선›부분.
도65  정선,‹화강백전›,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9㎝, 간송미술관.
도66  정선,‹장안사비홍교›,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4.8㎝, 간송미술관. 
도67  정선,‹단발령망금강›,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2.2×24.4㎝, 간송미술관. 
도68  정선,‹총석정›기와집,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8.3×37.5㎝, 국립중앙박물관.
도69  정선,‹해산정›기와집,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26.8×37.6㎝, 국립중앙박물관.
도70  정선,‹장안사›기와집, 1711년, 비단에 수묵담채, 36.6×37.5㎝, 국립중앙박물관.
도71  ‹우화등선›기와집.
도72  ‹총석정›기와집.
도73  정선,‹해산정›기와집, 17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3.5×25.4㎝,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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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4  위작‹계상정거도›기와집.
도75  ‹화적연›,‹삼부연›,‹만폭동›의 물결.
도76  위작‹계상정거도›물결.
도77  ‹웅연계람›물가.
도78  위작‹계상정거도›물가.
도79  위작‹계상정거도›작품을 둘러싼 부분〔鑲料〕.
도80  ‹우화등선›,‹웅연계람›의 산.
도81  위작‹계상정거도›에 묘사된 도산. 
도82  위작‹계상정거도›에 묘사된 서취병. 
도83  고극공,‹橫雲秀嶺圖軸›, 비단에 색, 182.3×106.7㎝, 대북 고궁박물원.
도84  동기창,‹倣古山水圖冊(之八)›, 종이에 수묵, 29.4×22.8㎝, 상해박물관.
도85  미가산수 화법의 그림 그리는 순서.
도86  유재소,‹산수도›, 1849년, 종이에 수묵담채, 17.4×22.1㎝, 국립중앙박물관. 
도87  변종위작, 정선,‹단발령망금강›, 종이에 수묵, 국립춘천박물관.
도88  변종위작, 정선,‹정양사›, 종이에 수묵, 국립춘천박물관.
도89  변종위작, 정선,‹미법산수도›, 비단에 수묵, 22.4×16.7㎝,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90  변종위작, 정선,‹목멱산›, 비단에 수묵담채, 18.1×16.7㎝, 고려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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