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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초상화에 나타난
철선묘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2)3)

김선영*ㆍ이주원**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통 초상화에 나타난 철선묘의 사상적 배경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교육적 활용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전통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조형요소로 ‘선’
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선’에 관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쉬한 단순하고 획일화된 이해방식에
서 벗어나, 조형적 인식과 기법 교육의 다양성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초상화에
철선묘는 전신사조라는 회화이론을 기반으로, 형태 이외에도 인물의 정신성을 담으려는 미학
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이 때 전신사조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형사신, 즉 형태를 완전하게
갖춤으로 정신을 그릴 수 있다는 개념은 철저한 관찰과 정확한 묘사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철선묘는 전신사조를 이루는 실기적 방법론으로 제시된다. 철선묘는 조선시대 후기 특히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초상화, 풍속화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에 조선시대의 초상화
에 나타난 철선묘를 분석해 보기위해 <강세황 초상>과 <채제공 초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철선묘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이 때 나타난 학생들의 작품을 분
석해 보았다. 이러한 철선묘의 교육적 활용은 붓의 사용이 서툰 현대의 학생들에게 전통회화
에 관한 흥미유발을 가져올 수 있고 작품의 완성도와 깊이감을 더해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었
다. 이러한 철선묘의 교육을 통해 전통미술 교육에 관한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실제적인 수업방안을 제안한 본 연구는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전통 초상화(traditional portrait), 철선묘(line drawn like wire), 전신사조(Junsinsajo),
교육적 활용(educational implications)

I. 서론
본 연구는 동양의 전통회화 교육에서 선적인 표현의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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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양의 전통회화에서 선의 표현은 조형적으로 그 비중과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다. 필획의 다양성을 통해 동양회화는 조형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
며, 작가의 정신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전통회화 속 필획의 다양한 변화들이 수용된 난엽묘(蘭葉描) 류의 선적 요소들 장단(길고 짧음), 비수(두껍고 가늠), 건습(메마르고 번짐), 농담(진하고 흐림) -은 동
양회화에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영역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필획인 철선묘(鐵線描) 류 - 획의 두께가 철사와 같이 균일한 상태
를 유지하는 선묘 -역시 동양회화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표현영역들을 주로 담당
하고 있다(김원룡, 2007, p. 177). 하지만 전통회화 교육에서 수묵위주의 난엽묘와 관
련된 내용만 주로 다루어지면서 제한된 선의 범위만 소개되어졌다. 실제 중학교 교과
서의 경우에도 철선묘에 관한 매우 간략한 설명이 풍속화의 의습선 정도로만 소개되
고 있고, 초상화와 연계되어 철선묘의 활용이나 가치설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주연, 류재만. 박규선, 이정희, 고황경, 장윤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동양회화의 필획 중에서도 특히 철선묘의 표현영역과 관련된 작품들을 제시함으
로써 현대 미술교육에서 철선묘의 조형인식과 함께 표현방법의 다양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회화교육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전통회화에 관한 범위의 확
장과 현대에 맞는 활용성을 넓히는데 그 가치가 있다.
동양회화에서 선묘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산수화에 사용되는 준법(皴法)과 인물화에
사용되는 묘법(描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인물화에 주로 사용되는 묘
법에 관련된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며, 초상화와 풍속화인물에 주로 사용된 철선묘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선묘가 현대의 전통미술 교육 속에 활용될 수 있는 실기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철선묘는 조선시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나 주로 화
원화가들에 의해 재현되어 문인화적 조형실기 교육을 위주로 하는 현대 전통회화 교
육에서는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선묘적인 표현요소들이 인
물화에 사용되게 되었던 전통적인 사조들을 고찰하고 해당 작품들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초상화에서 ‘전신사조’의 의미와 해석을 하고, 전통
화론에 나타난 ‘전신사조’에 관한 고찰과 함께 철선묘를 통한 ‘전신사조’의 구현에 대
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전통회화 중 대표적인 초상화인 <강세황의
초상화>와 <채제공의 초상화>를 통하여 철선묘의 표현으로 반영된 ‘전신사조’의 개
념과 조형표현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적인 활용의 예시로는 학생 수업방안의 제시와,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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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작품 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표현적 성취도와 현재 교육과정에서 간과된 동양
전통회화에 대한 다양한 재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들을 분석할 것이다.

Ⅱ. 전신사조(傳神寫照)와 철선묘
전통 인물화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인물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그 역사적 인물이 가진 특수성을 현대에서의 주목할 보편적 가치로 유
추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초상화 속 인물의 정신세계를 현대에 적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전통 초상화가 가지는 ‘전신사조(傳神寫照)’의 회화이론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전신사조’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기를 통
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철선묘에 관하여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 초상
화의 철선묘에 관한 교육을 단순한 기법의 전수차원이 아닌 조형정신에 근거한 접근
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가치를 가진다.

1. 초상화의 전신사조
조선시대 초상화는 여러 전통회화 장르 가운데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화문이다. 이
는 초상화의 특성 상 보존이 다른 회화작품에 비해 잘 이루어진 면도 있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의 마치 그 인물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 정밀한 우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선시대 초상화의 우수성은 매우 섬세한 현상적 재현력과 함께 감상자에게 그려진 인
물의 정신성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표현력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대상인물의 정신
성까지를 보여주는 회화정신의 바탕에는 ‘전신사조’라는 회화이론을 근거로 한다. ‘전신
사조’는 초상화를 그릴 때 초상화에 그려진 개인의 외모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개인적 성격, 사상, 인품, 교양, 정기 등 그 인물의 정신세계를 담아내고자
하는 회화개념이다(안휘준, 2012). 즉 ‘전신사조’는 초상화에서 그려지는 대상의 외형에
관한 재현 뿐 아니라 대상의 정신과 기운까지를 담아내려는 화가의 노력이다.
‘전신사조’의 미학이 가능한 철학적 배경으로는 먼저 서한시대의 회남홍열(淮南鴻
烈)로 대표되는 양한미학(兩漢美學)의 ‘형(形)’, ‘신(神)’, ‘기(氣)’의 미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남홍열(淮南鴻烈)에서 설명하기를 형체는 생명의 집이요, 기(氣)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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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명의 실(實)이요, 신(神)이라는 것은 생명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여, 사람의 형태
와 정신은 천지에게 부여받은 것이며, 사람의 독창적 감각, 의지, 정감, 사유 등이 사
람의 신체를 통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이택후, 1978/1992, p. 588). 이는 사람의
정신을 신체와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상
적 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인물지(人物志)에서 인물의 외형을 그린 초상화가 그려진 인물의 정신을 담
을 수 있다고 생각한 회화이론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인물의 골상과
관상을 보고 그 인물을 파악해 인재로 등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물지(人物志)
는 중국 육조시대 가운데 삼국시대의 위(魏)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난
세 가운데 조조가 세운 위의 명신인 유소(劉邵, 176-245)가 집필한 인사교과서이다(박
찬철, 2009). 이러한 인물지의 인물품평의 가치는 형질(形質)과 성정설(性情設)에 의
거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였으며, 이 후 회화론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김선영,
2013). 즉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질을 통해 성정까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정한 것이
다. 이러한 형질을 통해 성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고는 이 후 전통회화에 그대로
나타나며, 특히 실제로 인물을 그린 초상화에 잘 나타난다.
전통회화의 외형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질과 내재된 기운을 추구하는 조형
정신은 화조화의 ‘사생(寫生)’과 산수의 ‘유영(遊泳)’, 초상화에서는 ‘전신(傳神)’과 같은
사조를 통해 나타났다(신조복, 1995, p. 57). ‘전신’이란 ‘전신사조’의 줄인 말로, 정신이
전해져 겉으로 드러남을 추구하는 것으로 객관사물에 내재된 생명의 기운과 작가의
사상적 감정이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김병종, 1997, p. 27). 이러한 ‘전신사조’의
회화정신은 처음 초상화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후에 산수화까지 확대되어 ‘기운론’으로
자리 잡는다. 즉 처음 전신론을 펼친 고개지가 살았던 시기는 인물화가 유행하던 시
기였던 만큼 인물을 통한 전신의 개념이었으나, 육조시대 산수화가 싹트면서 산수전
신으로 전용되어 후대까지 이어진다(장언원, 847/2002, p. 194).

2. 화론에 나타난 전신사조
‘전신’의 화론을 구체적으로 펼친 4세기의 고개지(顧愷之, 서기345-411년경) 화론
이전에 초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화론은 초상화를 통해 영감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서기 3세기경 조식(曹植, 서기 192-227년경)은 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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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황오제의 초상화들을 보면 사람들은 숭배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하(夏),
은(殷), 주(周)나라의 폭군 초상화들을 볼 때에는 심오와 비애를 느낀다. 사람들은 정권찬
탈자들과 반란자들을 보고는 이를 간다. 그러나 위대한 학자들 앞에서는 칭찬에 넋을 잃
는다. 사람들은 정직한 순교자들을 우러러보고, 방종한 아들들과 신하들을 보고는 후회와
한숨을 쉰다. 간음한 자들과 시기의 여인들을 볼 때 사람들은 곁눈질로 본다. 그러나 착
한 왕비에게는 존경을 바친다. 이렇게 초상화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태
평어람 751)(임어당, 1967/2002, p. 35, 재인용)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회화의 초상화는 단순히 인물에 대한 재현을 넘어
그 인물이 가졌던 정신세계와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어, 감상자로 하여금 그 인물에
대한 감정을 다시 되살리는 효능을 가진다. 이는 초상화를 단순한 옛 사람의 모습을
회상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정신적 가치까지를 인정한 내용이다. 이러한 인물의 초
상화의 전신의 기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한 화가는 고개지이다.
‘전신’에 관한 처음 구체적 화론은 고개지의 ‘전신사조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
신’, 즉 정신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은 고개지에 의해 ‘이형사신(以形寫神)’론, 즉 ‘형상
으로 정신을 그린다’로 제시되면서 전통회화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장언원,
847/2002, p. 194). 즉 정신은 객관사물의 형상 가운데 존재하고 정신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표현되는 것인데, 형상이 없으면 정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과 정신은
모순의 통일체라고 생각하였다(갈로, 1982/1989, p. 82).
고개지는 인물을 그림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을 표현하는 것에 관해 주의하였고 특
히 눈의 묘사를 중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인물을 그린 후 수년 동안이나 눈을
그리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묻자 ‘사지가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은 본래 묘처(妙處)와 무
관하고, 정신을 전하여 인물을 그리는 것(傳神寫照)은 눈동자를 그리는 데 있다’라고
언급하였다(북경중앙미술학원, 1989/1998, p. 103). 아래의 언급은 고개지가 눈동자 표
현에 얼마나 주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표현이다.
눈동자를 그릴 때 아래 위나 크고 작음, 또는 짙고 엹음을 터럭만큼이라도 잃으면 신
기(神氣)가 이와 함께 모두 변하고 만다(갈로, 1982/1989, p. 83 재인용).

또한 그는 인물을 그림에 있어 심리특성과 정신풍모를 묘사하는 데 능했고, 이에
따라 그 시대 많은 초상화를 그렸다. 이 때 그가 인물의 개성과 풍체 뿐 아니라 인물
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전심전력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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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은 세부묘사까지 치밀하게 묘사하는 것이었다(북경중앙미술학원, 1989/1998, p.
103). 대표적인 고개지의 일화는 진의 정치가인 배해(裵孩, 3세기 초)의 초상화를 그
릴 때 빰 위의 털을 세 가닥 그림으로써 돌연 기세를 뛰어나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뺨 위에 터럭 세 개를 덧그리고 이르기를 “배해는 명철하여 식견이 있는데 이것이 바
로 그 식견이다”라고 하였다. 보는 사람이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신명(神明)이 더욱
뛰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갈로, 1982/1989, p. 84, 재인용).

이 기록을 통해 고개지가 전신을 중시하고 전신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인물을 관
찰하고 재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개지의 ‘전신사조론’을 통해 전통적인 초상화가 가지는 ‘전신사조’는 단순
히 인물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표현을 추구하기보다 역설적으
로 인물의 현상적 재현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려지는 인물을 치밀하게 관찰
하고 대상의 털 한 오라기 틀림없는 완벽한 재현을 통해 비로소 그려지는 대상인물의
정신과 기품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의 ‘전신사조’의
특수성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 때 실기적인 방법론으로 철선
묘가 제시되었다. 이는 철선묘가 일정한 굵기로 치밀하게 그릴 수 있는 조형적 특성
에 따라 대상의 특징을 그대로 그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화가들
의 설득력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3. 철선묘와 전신사조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인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려냄으로써 그 정신까지
전달하려는 ‘전신사조’의 개념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철선묘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
되었다. 이에 철선묘에 관해 살펴보고 그 특성을 수업방안으로까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철선묘의 사용에 관한 처음의 기록은 먼저 위지을승(尉遲乙僧, 7세기 활동)의 작품
에 관한 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위지을승은 불상이나 외국인물을
그린 작품이 유명하다. 이러한 그의 그림을 보고 ‘외국의 보살을 그릴 때 작으면 용필
이 강건하여 철사와 같으며 크면 대범하고 기개가 있다’, ‘표표한 모습이 매우 흡사하
다’라고 평하고 있다(북경중앙미술학원, 1989/1998, p. 123). 여기서 철사와 같이 강건
한 선이 철선묘를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철선묘는 그 당시 새로운 느낌을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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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서역의 화풍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북경중앙미술학원 편저,
1989/1998, p. 123).
철선묘는 인물을 그릴 때 사용되는 선을 총칭하는 묘법의 하나이다. 주로 인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묘법은 18개로 구분되는 데 이중 한 묘법이 철선묘이다. 철선묘의
특성은 붓의 끝을 한결 같이 선의 중심에 두는 중봉을 사용하고, 선의 굵기에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긋는 선이다. 또한 그 선조는 철사처럼 굳세고 강해보이는 특성을 가
진다(김원룡, 2007). 북송대까지는 철선묘와 대조를 보이는 선의 굵기에 변화를 주는
난엽묘법이 구사되기도 하였으나, 고고유사묘나 철선묘, 유사철선묘 등의 균정하고 정
제한 묘법은 전통회화에서 주조를 이루는 묘법이라 할 수 있다(김성희, 2000, p. 46).
이러한 철선묘는 우리나라의 회화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나타난다. 특히
조선시대 초상화의 주를 이루는 표현일 뿐 아니라 풍속화 등의 인물화에서도 가장 흔
하게 사용된 기법이기도하다. 아래 도판 <그림 1>은 <이채초상>으로 특정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초상화에서 쓰인 섬세한 철선묘를 보여주며, <그림 2>는 김홍
도의 풍속화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인물묘사에 사용된 철선묘를 관찰할 수 있
다.

<그림 1> 작자미상 <이채초상> 1802년, 98.4x56.3cm
비단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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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홍도 <대장간> 18세기 후반, 27x22.7cm
종이에 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도판에서 보듯이 철선묘는 조선시대 후기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감
각으로 구사된 묘법이다(김성희, 2000, p. 57). 철선묘에 관한 수업의 예시 제시와 가
치 확장으로 전통회화의 선에 관한 인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Ⅲ. 철선묘가 나타난 예시작품 분석
1.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초상화
‘전신사조’의 회화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철선묘로 구사된 예시작품으로 조선시대 초
상화는 매우 우수하다. 철선묘를 위주로 된 초상화 중 예시작품으로 강세황의 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초상화가 주로 화원출신의 화가들에 의해
제작된데 반해 강세황 초상은 문인이었던 강세황에 의해 제작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
세계를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전신사조의 예시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초상화(肖像畵)를 포함하는 인물화는 동양에서 예로부터 감계적, 정교적, 기록적 목
적을 지니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화조화나 산수화보다 훨씬 긴 역사를 지녀 왔다.
특히 초상화는 회화의 어느 분야보다도 강한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기법적인 측면에
서는 전통적인 규범과 형식에 따라 그려야만 하므로 화가 자신이 멋대로 상상력을 발
휘하여 자유롭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고, 또 낡은 초상화를 복원의 차원에서
이모하는 경우 원본에 충실해야 하므로 자연 전통을 이탈하기 어렵게 만든다(안휘준,

전통 초상화에 나타난 철선묘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81

2000, pp. 37-38).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고려 시대 제작되었던 불화나
초상화의 기법을 가장 그대로 전수하여 이어진 전통적 맥락을 가진다. 특별히 선의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으로 철선묘가 주로 사용되었다. 색
채의 표현법에 있어서 견의 뒤쪽에서 칠하는 복채의 사용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의 기
법상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또한 초상화의 장르는 그려진 인물의 생애와 정신을 포
함하는 것으로 각각의 인물에 관한 생애와 그려진 당시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각각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상화의 ‘전신사조’의 정신과
철선묘의 사용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그 예시작품으로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초상화는 인물이
속했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강시황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초상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회화의 다룬 분야와 마찬가지로 삼국시
대부터이다. 이러한 초상화가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고 또 비교적 많은 작품을 남긴 시대
는 조선시대이다. 유교를 정치적 이념과 도덕적 규범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국초부터
도화서를 중심으로 제왕과 왕비의 진영을 빈번하게 제작하였다. 또한 억불숭유정책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문벌을 중요시하고 조상숭배사상이 강했던 이 시대 사대부들은 자기
가문의 선조들의 초상화를 제작하는데 열심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조선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어진과 사대부들의 초상이 그려졌고 이러한 초상화들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안휘준, 2000, p. 46). 이 때 초상화를 남기고자 했던 인물이 주로 왕족이나 선비
계층이었고 이로 인해 추구하는 ‘전신사조’의 정신이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초상화의 ‘전신사조’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예시작품으로 강세황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3>은 강세황이 직접 그린 <강세황의 초상>이다. 그
시절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으며, 강세황은 윤두서와 더불어 예외적
으로 자화상을 그린 인물이다. 더구나 초상화는 주로 화원들이 그리던 영역으로 사대
부인 강세황이 초상화를 그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안휘준, 2012, p. 476). 또한
현존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자화상 중 전신(全身)을 그린 예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
강세황은 문신으로 시·서·화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서화비평과 감식분야에서도 독보
적 경지를 이루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영정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82 造形敎育 第53輯 2015

<그림 3> 강세황, <강세황 초상>, 1782년, 88.7cm x 51cm
비단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은 18세기 예단의 총수였으며, 소위 태서화법으로 불리는
서양화법을 중국에서 배워 그 당시 화단에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다. 그림 뿐 아니라
글씨도 뛰어났던 화가로서, 좋은 글을 많이 남긴 문장가로서, 한성판윤을 지낸 관리로
서 또한 김홍도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강세황(姜世晃·1713-1791)은 여러 폭
의 자화상을 직접 그렸다. 그 가운데 걸작으로 꼽는 것이 70세 때인 1782년에 직접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다른 초상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 머리에는 관리가 쓰는 관모
를 썼고, 몸에는 관복이 아닌 야인의 도포 차림이다. 초상화 상단에는 직접 짓고 쓴
찬(讚)이 적혀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눈썹 수염 하얗구나. 오사모(烏紗帽)를 쓰고서 야복(野服)을 걸쳤
다네. 산림(山林)에 마음 두고, 조정에 이름 둠을 이를 보고 알 수 있지. 가슴 속엔 기이
한 책 간직해두고, 붓으로는 오악을 뒤흔드누나. 남들이야 어이 알리, 나 혼자서 즐길 뿐.
옹의 나이 칠십이요, 옹의 호는 노죽(露竹)이다. 그 초상은 직접 그리고, 찬도 직접 지었
다네(박동욱, 2008, p. 199).

강세황은 말 그대로 본인 자신 스스로를 칭송하는 자화자찬(自畵自讚)을 하고 있다.
본인이 본인 얼굴을 그려놓은 후 칭송하는 글을 썼다. 그런데 이러한 강세황 자신이 가
진 자부의 핵심을 관모를 쓰고 야복을 걸친 모습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야복에 오
사모(烏紗帽)를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은 다분히 시사성을 가자고 있다(안휘준, 2012, p.
476). 그는 66세가 되던 1778년에 문신 정시(廷試)에서 장원으로 뽑혀 종2품 가의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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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고, 1781년에 호조참판이 되었다. 무척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오르고 보니 그것이 매
우 자랑스러워 초상화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머리에 쓴 관모는 현재 자신이 벼슬길에
몸담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최소한의 징표가 된다. 초상화에서 의상이나 관모는 그 인물
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복 대신 야복을 입힘으로써
정신의 추구만은 아직 은일사상에 기초한 산림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내 비록 관부에
몸담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산림 선비의 청정한 정신으로 산다. 이것이 강세황이
이 자화상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었던 내용이다. 도판에서 보듯이 또한 강세황의 높은 경
지의 ‘전신(傳神)’은 눈동자의 표현과 함께 얼굴의 육리(肉理) 묘사와 더불어 정교한 철
선묘의 필치와 설채법, 수염의 세심한 처리 등으로 강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안휘준,
2012, p. 476). 의복에 나타난 꼿꼿한 철선묘는 강세황의 강직한 성품과 선비정신을 강조
하여 표현한 듯하다. 수염과 얼굴에서 보이는 세밀한 철선묘 역시 강세황의 은일의 정신
을 나타내기 위한 세밀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초상화의 철선묘가 가지는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마치 철사처럼 두께 변화 없이 강직한 선으로 표현된 강세황 얼굴의 철저한
묘사는 강직한 강세황의 선비정신까지를 표현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철선
묘의 특성은 강세황 자화상의 유지초본인 아래의 <그림 4>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강세황 <자화상>, 1766년, 28.6x19.8cm
유지초본, 개인소장

2. 채제공의 초상화
채제공의 초상을 그린 이명기(李命基, 본관 개성(開城), 호 화산관(華山館))는 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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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찰방을 지냈다. 초상을 잘 그려 1791년 정조어진을 그릴 때 주관화사(主管
畵師)로 활약하였고, 1796년에는 김홍도와 <서직수초상徐直修肖像>을 그렸다. <그림
5>에서 보여지는 채제공 초상 일괄-시복본(蔡濟恭 肖像 一括-時服本)은 수원화성박
물관에 있는 초상화이다. 이명기가 그린 채제공의 초상화는 모두 3점이 전해지고 있
는데 그중에 이 초상화는 옅은 분홍색 관복차림의 반측면상으로서 얼굴의 분명한 주
름살, 음영법을 쓴 입체묘사, 명암법으로 처리된 사실적인 옷주름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5> 이명기 <채제공 초상>, 1792년, 120x79.8cm,
비단에 채색, 수원 화성 박물관

<그림 6>은 채제공 초상 시복본의 유지초본으로, 각각 65세때의 모습을 옮긴 것 2
점과 72세 때의 모습을 옮긴 것 1점이다. 이명기는 채제공 초상을 제작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그의 모습을 관찰묘사하였다. 이는 채제공의 초상화를 위한 초본작업을 오
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 진행한 것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본작업을 통하여 꾸준
한 관찰을 통한 대상의 성정표현과 정확한 인상묘사가 가능했던 점을 알 수 있다. 앞
서 소개한 채제공 초상의 완성작인 시복본은 그 다음해인 73세에 완성되었던 것을 감
안할 때, 초상화에서 ‘이형사신’의 조형개념과 ‘전신사조’의 사유가 상당한 시간에 걸
쳐 철선묘로 표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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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초본(65세)
65.5x50.6cm

유지초본(65세)
71.5x47.5cm

유지초본(72세)
72.5x47.2cm

<그림 6> 이명기 <채제공 초본> 1784년, 1791년, 수원 화성 박물관

초본은 식물성 기름을 도포한 한지 위에 버드나무가지를 태워서 만든 유탄을 사용
하여 드로잉을 한 후, 그 위에 먹선으로 인물을 표현하였다(정두희, 2012, p. 169). 한
지에 기름을 도포한 유지는 반투명한 효과로 인해 견화에서의 화지의 뒷면에 채색하
는 기법인 배채효과를 화지에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지는 먹선의 고착을 지연
시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지초본의 사실적 묘사는 얼
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의뢰자와의 소통을 통해 수정작업등의 조율이 가능하였다
(정두희, 2012, p. 116).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조형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우
선 대상의 객관적인 묘사가 중요시 된 점으로, 상당 기간 동안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을 위하여 감정표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난엽묘의 사용보다는 철선묘의 사용을 주로 하였다는 점이다. 털이나 피부
의 윤곽, 주름등의 묘사에서 철선묘는 정교한 묘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채제공초상>
에서 보여지는 치밀한 표현 또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며, 세밀한 묘사에 유리한 철
선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지초본을 통해 작가와 의뢰인과의 소통관계가 생성되
었다는 점도 주목할 조형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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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철선묘의 교육적 활용방안
1. 철선묘의 수업 예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와 다양성, 그리고 소통이 중시되는 현대의 문화적 맥락 가운데
전통미술에서도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포스트모더니티는 모더니티의
다음단계를 의미하며, 모더니티와 연관된 사회형태들의 초기적, 혹은 실제적 해체를 가
리키며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에 다양한 형태를 강조한다(마단사럽, 1993/2005, p. 213).
전통을 이상을 향한 획일적 체제와 구조로 인식할 경우,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에
게 더 이상 흥미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현대에 적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표현하는 철선묘의 선질에 관하여 이해하
고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전통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식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제시된 실기 수업을 통해 철선묘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쉬운 단순한 현상재
현의 목적에 따른 단순한 표현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려지는 대상의 눈
동자나 치밀한 관찰표현에 의해 정신까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전신사조의 개념은 철
선묘의 방법론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나며, 본 수업의 활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선묘의 방법을 통한 자화상 표현의 수업예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명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선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실습이 선행되어야 본인들이 설
정한 표현영역을 통해서 조형적으로 성취도가 있는 작품을 그릴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그러한 수업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표 1> 수업예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교수학습활동

철선묘를 통한 자화상표현
비고
동양 전통회화의 초상화에 관한 사유와 조형요소를 이해한다. 그리
고 철선묘의 표현요소들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개성을 가
진 자화상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
1단계: 전통 초상화의 이형사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객관적인 관찰
묘사를 통한 표현방식을 강조한다.
7차시
종이에 연필로 자화상을 스케치한다.(1차시)
3시간
2단계: 스케치한 자화상 위에 얇은 한지를 덧대어 투사되는 형태를
바탕으로 초본을 제작한다. 철선묘의 사용을 강조하며 먼저 흐린 먹
선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선묘한다. 차츰 진한 먹선으로 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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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준비물

먹선 위에 겹쳐서 표현한다.(2, 3차시)
3단계: 비단그림 작업을 위해 견틀에 비단을 고착시키고, 아교포수
를 하여 바탕칠을 한다.(4차시)
4단계: 아교포수가 완료된 견틀 위의 비단에 철선묘를 사용하여 자
화상을 제작한다. 투명한 비단의 아래에는 한지에 그린 초본을 비추
어 전사하듯이 먹선작업을 진행한다. 흐린 먹선으로 전체를 묘사한
후, 차츰 진한 선을 겹쳐서 완성한다.(5,6차시)
5단계: 학습자 상호간에 그려진 자화상들을 감상하고, 초본과 비단
그림 작업에 관한 경험을 비교하여 개별발표한다, 전통회화의 재료
적인 특성과 조형적인 특성에 관하여 전체토론한다.(7차시)
한지, 비단, 견화 틀, 먹, 붓(세필), 채색도구, 연필,

위의 표에서와 같이 수업과정은 7차시로 구성되었으며, 3시간 씩 수업을 진행하였
다. 실습과제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업시간 외에 보충과제
를 주어 학습자들에게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먼저 일반 종이에 자신의
자화상을 연필로 큰 형태 위주의 드로잉을 진행하였다. 거울이나 사진자료를 바탕으
로 관찰묘사에 집중하여 작업하였다. 이때 관찰묘사의 집중력과 면이나 명암법을 배
제한 선중심의 작업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된 전신사조의 정신도 관찰을 통하여 이루
어지는 만큼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충분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 다음
유지초본과 같은 밑그림 단계로서 종이 위에 얇고 질긴 한지를 놓고서 세필을 사용하
여 철선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번지지 않고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
는 철선묘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견화 작업 이전의 철선묘 작업은 본 작
업에 앞서 학습자에게 철선묘에 관하여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초
본작업은 견화 작업에서 견틀의 아래쪽에 두어 비춰보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
화의 본 작업을 시작한다. 견화에서의 철선묘 작업은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흐린 선묘로 우선 묘사를 한 뒤에 점차 진한 선묘로 겹
쳐지며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철선묘의 농담변화에 있어서 돌출된 부분들은
선묘를 진하게 하고 물러나 있는 부분들은 선묘를 흐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본작업이 완성된 다음에는 비단그림(견화)에 사용될 나무틀과 비단, 아교액을 사
용하여 견화작업을 실시하였다. 비단을 견틀에 고착시키고 아교포수를 하였으며, 비단
아래에는 한지에 초본작업을 한 자화상을 덧대어 견화에 자화상작업을 실행하였다.
그림에 쓰이는 비단은 종이와는 달리 평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나무틀에 고착
시켜 올을 바르게 한다. 견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단(견), 비단틀(견
틀), 풀, 아교액, 명반, 평필 정도이다. 비단틀은 시중에 캔버스 틀을 사서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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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다. 아교액은 아교알을 액상으로 풀어놓은 것으로, 비단 위에 아교포수를 할때
적당량의 물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다. 견화를 위한 준비는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비단은 비단틀 가장자리에 풀을 도포한 뒤, 씨줄날줄의 올
이 곧게 펴지도록 배열하여 당기듯이 비단틀에 고착시킨다. 두 번째로는 아교액을 칠
하는 과정으로 아교칠액은 물 500ml, 아교 10g, 명반 2g 정도의 비율로 중탕하여 섞
어 만든다. 그리고 평붓을 이용하여 비단 위에 씨줄방향으로 한 번, 마른 후 날줄방향
으로 한 번씩 칠한다. 동일한 작업을 뒷면에서도 반복한다. 세 번째는 작업을 실행하
는 과정으로 아교액이 고착되어 있는 비단 위에 먹선 작업을 한다. 견화는 잘 번지지
않아 정교한 선묘의 작업이 가능하며, 완전히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물이나 아교액으
로 지워낸 후 수정작업도 가능하다.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견화 뒷면에 한지에 그린
초본을 대고 그대로 옮겨서 작업할 수 있다(김선영, 김선아, 이주원, 2010, p. 43). 수
업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객관적인 묘사를 전제로 각자의 개성적인 면모들을 발견하
도록 교수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동양회화의 ‘이형사신’과 관련된 사유를 강조한 것
으로, 마지막 차시에 실시한 개별발표와 토론에서 다양한 작업결과물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학생작품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예시작품들을 통해 철선묘 수업과 관련된 작품들을 분석
해 보겠다. 학생들은 수업과정 속에서 동양의 전통회화 중 철선묘에 관한 개념을 이
해하고 실기를 진행하며 필획의 확장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기존의 비수변화
가 강한 난엽묘 류의 선묘를 주로하던 학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철선묘는 작업동기를 부여하는데에 효과적이었다.
아래의 <표2>는 학습자들이 제작한 자화상 작업에서 한지에 철선묘를 표현한 것
과, 이를 토대로 비단에 철선묘를 표현한 작품에 관하여 상호 비교를 진행한 작품분
석이다. 학습자들은 초본작업과 견화작업에서 동일한 객관적 방식을 추구하거나, 또
는 다른 차이를 두어 화면에 표현하고자 했던 개성적인 내용들을 다양하게 생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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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시작품과 분석
번호

1

2

3

4

예시작품
(한지에 철선묘)

예시작품
(비단에 철선묘)

작품분석
본 작업은 자화상 속 표정의 포착에 중점을
두고 사실적인 철선묘를 사용하였다. 학습
자의 긴 모발에서 보이는 흐름에 대한 묘사
와 함께 피부의 여드름이나, 입술가의 주름
등을 사실적으로 관찰하여 표현하였다.

본 작업에서 학습자는 꽃을 머리에 장식하
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웃는 모
습에서 교정 중인 치아의 사실적인 묘사와
선의 강약조절에 의한 밀도높은 완성도가
한지 위 초본과 비단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본 작업에서 학습자는 한지 위 초본작업에
는 먹선을 사용한 반면, 비단그림에서는 보
라색의 선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화상 속에
서 자신의 성격을 색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철선묘의 사실적인 묘사 위에 주관적인 느
낌을 전달하고 있다.

본 작업에서 학습자는 사실적인 묘사를 위
주로 한 초본작업을 하였다. 반면 비단그림
에서 학습자는 견화의 맑은 물성을 반영하
여 투명하고 은은한 화면을 구성하여 감성
적인 방식으로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위의 예시작품 분석에서와 같이 철선묘는 학생들에게 집중도 높은 관찰표현의 기회
를 제공해주었다. 감정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전의 수묵화작업의 경우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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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빠른시간에 여러 장을 작업하여 선택하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하지만 철선묘를
위주로 한 본 수업에서는 균일한 선묘들의 축적과정을 통해 먹이나 붓이 가지는 새로
운 표현영역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붓으로도 원하는 만
큼의 정교한 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흐린 먹선에서 부터 점
차 농도를 진하게 축적시키며 표현하는 초상화의 선묘기법은 오랜 시간동안 질료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밀도가 높은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그에 의한 작업 성
취도 또한 커졌으며, 일반적으로 붓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흥
미유발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양의 전통회화장르는 선의 조형적 비중이 강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의 다양한 변화에 의한 작가의 감정표현은 동양회화
가 가지는 보편적인 방법론이 되어왔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 전통 동양회화의 선은 비수변화가 강한 난엽묘류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전통회
화 교육에 있어서 선적 표현의 다양성이 제한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선묘의 구사는 동양회화의 수준 높은 문인화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그 정신
적 사유의 이해와 깊이 있는 수련과정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그러나 붓의 사용이
생경한 현대 미술교육현장의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난엽묘류의 표현을 처음부터 요
구하게 되면 흥미와 동기유발을 저해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관찰의 과정이 배제된
관념적 선묘의 추구는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습관적인 조형적 공식만을 습득하게 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전통 동양회화 속에서 철선묘는 다양하게 활용되어져 왔으며, 그
것은 대상의 객관적인 접근과 조형적인 밀도, 그리고 대상의 정신성을 담는 완성도
높은 표현방식이었다. 이러한 철선묘는 조선시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나 주로 화
원화가들에 의해 재현되어 문인화 교육을 위주로 하는 현대 동양화 교육에서는 소외
되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특성을 가진 철선묘법은 장인적이고 사실묘사적인 기
술로만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초상화에서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이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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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따른 전신사조의 회화이론에 의해 철선묘의 관찰묘사가 오히려 정신성을 표출하
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형사신’이란 대상의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획득되는 정신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이러한
관점은 터럭하나도 빠짐없이 화면에 모두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의도로 반영되어졌으
며, 이는 철선묘의 활용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화면 속 인물에 정신을 담는다는 ‘전
신사조’는 이러한 사실적 재현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
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관찰묘사를 통해 인물의 정신성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 교육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필획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수업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드로잉을 하고, 초본제작을 하면서 인물의 특징적인
면모를 관찰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단에 초본을 바탕으로
최종작업을 완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실습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철선묘의 묘사와
관찰재현을 체험하면서 생성되는 조형적 밀도와 정신적 완성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동양의 전통회화 속 선적 표현방식의 다양함을 인식하게 된 직접적인 기회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선묘의 활용이 현대적인 미술교육에서 동양회화의 다양한 표
현방식을 제시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계기로
전통회화에 관한 다양한 인식과 교육적 방법론이 제시되고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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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ne drawn like wire in the Traditional
Portrait for the Implications for Art Education
Sunyoung KIMㆍJoow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formative value about the
line drawn like wire which is called Chulsunmyo of the traditional portrait and
implicate for art education. In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paintings,
there is a oversimplified analysis of the line, which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mative

element

in

traditional

painting.

Considering

the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 the multi-dimensional study on the various meanings
of traditional painting are very essential. This study attempts to bring an increase
of attention on the fact that in traditional art, there was more emphasis placed on
the various meanings of the line in the traditional portrait.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line
drawn like wire in order to unveil the width and breadth of meanings entailed by
line of the traditional painting. The idea of ‘Junsinsajo’ supports the expression of
the line drawn like wire because the idea could appear by an accurate observation
and form. This study focused on the various applications of the line drawn like
wire of Kang, Sehang and Chae Jegong in the Chosun Dynasty. Throug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formative meanings of line drawn like wire,
I suggest a practical education method that creates various portraits by the
compose of the line drawn like wire.
This research has the implications for traditional art education that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the line about traditional portraits, which is included in the
idea of ‘Junsinsajo’, by revisiting its ideological and aesthetic significances in
traditional 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