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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주사도분군도론고

(三道舟師都分軍圖論攷)

서울大學校敎授 柳  永  博

1. 서언(序言)

이 『삼도주사도분군(三道舟師都分軍)』1)의 그림(이하주사도(以下舟師圖)라고 칭(稱)함)

은 전자(前者)에 필자(筆者)가 소개(紹介)의 범위(範圍)에서 단편적(斷片的)으로 언급(言及)

한바 있었거니와2) 그때에 상세(詳細)한 본격적(本格的)인 논문(論文)을 발표(發表)하기로 

약속(約束)을 하고 그 사이 틈틈이 상고(詳考)에 용력(用力)을 기우려 오던 바에 이면 본

(本)『문화재』지(誌)의 청탁(請託)으로 여기 그 간(間)의 논고(論考)를 세상(世上)에 내놓

기로 한다. 필자(筆者)가 간단하나마 이미 주사도(舟師圖)에 관하여 소개(紹介)하는 을 발

표(發表)하기 전(前)에 이 그림은 벌써 여러 곳에서 눈에 띄어, 점차로 깊은 관심(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수년전(數年前) 이은상(李殷相)씨가 이충무공(李忠武公)의 저 유명(有

名)한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역간(譯刊)한 바 있어, 그분의 자못 뜻깊은 수고로 하여 매

우 유려(流麗)한 역문(譯文)을 읽을 수 있어서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분의 역서(譯書) 

『난중일기』에는 <충무공 해전도>(덕수궁미술관소장)라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음을 보았

다. 뿐만 아니라, 『난중일기』케이스 및 경장본(輕裝本)의 표지(表紙)에도 이 그림의 부분

도(部分圖)가 넣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大韓造船公社)의 간행물(刊

行物)인 <KSEC>(Korea Shipbuilding & Engineering Corp)의 표지(表紙)에서도 같은 그

림을 다시 보게 되었고,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의 주최측에서 간행(刊行)한 <The 1st 

Korea Trade Fair>라는 책자(冊子)속에서 역시 거듭하여 이 주사도(舟師圖)의 부분도(部

分圖)를 볼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필자(筆者)는 거듭하여 궁금한 생각이 자심하여져서 역

서(譯書)『난중일기』 속에 주사도(舟師圖)의 소재(所在)가 덕수궁미술관(德壽宮美術館)이

라 되어 있기에 그 원화(原畵)를 찾아 덕수궁미술관에 가보았으나 그 곳에는 그러한 그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前)에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필자(筆者)는 의아한 생각과 궁금

한 마음이 더해가던 어느날, 당시(當時)에 필자(筆者)가 계획진행중(計劃進行中)에 있던 사

료탐색(史料探索)을 위하여 고전적(古典籍)과 고서화(古書畵)를 많이 소장(所藏)한 우해(于

海) 이일우선생댁(李一雨先生宅)을 찾게 되자, 그곳에서 뜻밖에 그 주사도(舟師圖)의 원화

(原畵)를 발견(發見)하게 된 것이었다.

이 주사도(舟師圖)의 소장자(所藏者) 이일우선생(李一雨先生)에게 들으니 역서(譯書), 

『난중일기』와 조선공사(造船公社)가 어떻게 해서 자기소장(自己所藏)의 주사도(舟師圖)를 

세상(世上)에 공개(公開)하 는지 알 수 없고 다만 한국무역박람회 측에만 미리 만들어 놓

았던 주사도(舟師圖)를 찍은 스라이드 한 장을 제공(提供)한 일 밖에는 없다고 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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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자(筆者)는 우해선생소장(于海先生所藏)의 주사도이외(舟師圖以外)에 이와 동일(同

一)하거나 유사(類似)한 그림이 혹시 타처(他處)에 또 있을까 해서 무척 애를 써서 여러 방

면(方面)에 걸쳐 알아 보았으나 헛일로 그치고 말았다. 사실(事實)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띄게된 주사도(舟師圖)는 모두가 우해선생소장(于海先生所藏)의 주사도원화(舟師圖原畵)를 

찍은 스라이드 사진을 대한무역박람회간행물(大韓貿易博覽會刊行物)에 의해서 나온 것을 

재복사한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조선공사(造船公社)는 배를 만드는 곳이니 그 간행물(刊行

物) 표지(表紙)에 배가 그려진 그림을, 그리고 무역박람회에서 내놓은 책자(冊子)에서도 오

늘날 무역의 태반(太半)이 선편(船便)에 의하고 있는 만큼 또한 배의 그림을 한폭 넣었을 

것으로 이해(理解)된다. 그러나 역서(譯書)『난중일기』의 경우는 원문번역(原文飜譯) 자체

(自體)가 엄격히 가려서 학문(學文)일수 없으나 저명(著名)한 『난중일기(亂中日記)』의 품

격(品格)을 위해서도 자기가 간출(刊出)하는 책에 수록(收錄)한 그림의 소재(所在)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서 충무공의 해전도(海戰圖)라고 한것인지 매우 

큰 유감이 아닐수 없다. 필자(筆者)의 생각으로서는 역서(譯書)『난중일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림으로서 수록(收錄)할 만한 그림은 따로 있고3) 또한 이 주사도(舟師圖)가 귀

선(龜船)을 위시(爲始)한 옛 병선도(兵船圖)이므로 겸해서 넣기로 한다면 그 소재(所在)와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라는 것을 명백(明白)히 파악(把握)하여 설명(說明)했어야 옳았을 것

이다.

아무튼 학문분야(學文分野)가 아닌 각계각층(各界各層)에서 까지도 적지 않은 흥미(興味)

를 모은 것이 사실이고4) 학계(學界)에 비상한 관심(關心)을 이르켰음은 물론(勿論)이었다. 

이러한 주사도(舟師圖)를 소장(所藏)한 우해(于海)이일우선생(李一雨先生)은 한말(韓末)의 

시서화(詩書畵)의 명인(名人)이었던 백련지운 (白蓮池雲英), 서예가(書藝家)로 유명(有名)

했던 우하민형식선생(又荷閔衡植先生)의 제자(弟子)이고, 우리 정부수립후(政府樹立後) 이시

(李始榮) 초대(初代) 부통령(副統領)의 총무비서관(總務秘書官)을 지내시고 한편 우리나

라 고서화(古書畵)에 깊은 조예를 가지신 분이거니와 이분은 또한 우리나라 법조계(法曹界)

에 명성(名聲)이 높은 정예(精銳)의 변호사 이상혁(李相赫) 씨의 엄친(嚴親)이시다. 이 주사

도(舟師圖)는 이 명문(名文)의 가정(家庭)에 옛부터 전승(傳承)되는 실로 귀중(貴重)한 문화

재(文化財)로서 우해선생(于海先生)의 선친(先親)이신 이종렬공(李鍾烈公)은 일제(日帝)이 

가혹(苛酷)한 식민탄압정책하(植民彈壓政策下) 던 1925年(을축(乙丑)) 김종한(金宗漢), 이

민섭(李敏燮), 유석관(柳錫觀), 유석풍(柳錫豊), 유석태(柳錫泰), 이광종(李光鍾), 이택종(李

宅鍾), 임응진등(林應鎭等) 경향각처(京鄕各處)의 유지삼십여명(有志三十餘命)과 더불어 

『이충무공사원중수(李忠武公祠院重修) 및 전서복간기념사업회(全書復刊記念事業會)』를 발

기(發起)하시여 우리의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불러일으키는 데 지대(至大)한 공로(功勞)를 

세우신 매우 반명(班名)이 높은 문헌지가(文獻之家)이다. 이러한 소장자(所藏者)의 계보(系

譜)는 이 주사도(舟師圖)에 관한 보다 깊은 고찰(考察)에의 관심(關心)을 자극하는 것을 당

연한 일이라 하겠다.

2. 주사도(舟師圖)의 체재(體裁)

주사도(舟師圖)의 크기는 가로 97㎝, 세로 141.5㎝의 매우 큰 체재(體裁)의 화폭(畵幅)이

다. 이중에 그림이 그려진 순화면(純畵面)은 조선왕조중엽(朝鮮王朝中葉)에 특수(特殊)하게 

직조(織造)된 비단 바닥으로 가로 89.5㎝, 세로134㎝의 넓이고 사면주위(四面周圍)(3.8㎝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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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幅))에 화제(畵題)가 아닌 조선왕조(朝鮮王朝) 어느 시대(時代) (그 고증(考證)은 후술(後

述))의 수군(水軍)에 관한 제반내용(諸般內容)이 기록(記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사도(舟

師圖)는 현재(現在)의 소장자(所藏者)가 화려(華麗)하게 표구(表具)(어느 의미(意味)에서는 

원형보존(原形保存)의 흠도 되지만)를 하여 그 보존상태(保存狀態)가 우수(優秀)하다.

3. 주사도(舟師圖)의 내용(內容)

주사도(舟師圖)의 내용(內容)은 크게 두 분야(分野)로 구별(區別)하여 보아야 옳다. 즉 그

것은 첫째 화폭사변(畵幅四邊)에 수록(收錄)된 수군관계기록(水軍關係記錄)과 순회화(純繪

畵)와는 반드시 일치(一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5) 따라서 기록부분(記錄部分)은 회화

(繪畵)와 관련(關聯)없이도 그 자체(自體)만으로도 독립분리(獨立分離)시켜 놓아도 실(實)로 

중요(重要)한 사료가치(史料價値)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림 또한 기록부분(記錄部分)이 

없더라도 놀라울만한 독특(獨特)한 색채(色彩)와 특수(特殊)한 묘사(描寫)의 기법(技法), 그

리고 솜씨가 탁월한 구도(構圖)를 과시(誇示)하고 있어, 그야말로 기록(記錄)과 회화(繪畵)

의 두 부분(部分)이 어느 한쪽에서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성(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먼저 그림 부분(部分)부터 고찰(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A. 회화(繪畵)의 감상(鑑賞)

화보(畵報)(원색(原色))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사도(舟師圖) 전면(全面)을 우선 대(對)할 

때 이 그림이 무엇을 어떻게 그린 그림이냐를 판단(判斷)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이끄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던 우리나라 특유(特有)의 색채미(色彩

美)에 있다. 즉 주사도(舟師圖) 색채(色彩)의 기조(基調)를 이루는 바다의 색갈은 엷은 회록

색(灰綠色)이다. 이 표현(表現)하기 어려운 고상(高尙)한 담회록(淡灰綠)의 색채위에 팽팽히 

해풍(海風)을 감싸안은 이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돛대(범(帆)은 격조(格調)높은 울금색

(鬱金色)으로 안목(眼目)을 사로잡고 거칠은 바다바람에 씩씩하게 펄럭이는 각양각종(各樣

各種)의 위세(威勢)로운 군기(軍旗)들은 군청색(群靑色)과 연지색(臙脂色)으로 수를 놓아, 

위압적(威壓的)이면서도 슬기가 깃든 군청색(群靑色)과 강렬(强烈)하면서도 여리게 아름다

운 연지색(臙脂色)을 배합(配合)한 청산(靑山)에 치솟은 수목(樹木)같은 군기(軍旗)들은 한

국(寒國)의 전통적(傳統的)인 사대색채(四大色彩)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멋을 다하여 이

끄 다. 거기에다 주함(主艦)과 중군사령선(中軍司令船)에 보인 백색(白色)차일은 검푸른 해

풍(海風)을 마음껏 품어 안아, 터질 듯 부풀었는가 하면 스치는 바다바람에 한끝이 주름져 

하늘거리는 모양은 가히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을 것인가. 묵색기폭(墨色旗幅)위에 백색(白

色)으로 써넣은 진역(陳域)을 표시하는 기(旗)빨 또한 당당하고 고압적(高壓的)인데다가 사

령선두(司令船頭)에 치솟아 펄럭이는 용기(龍旗)가 보여주는 전의(戰意)는 하늘 높이 치닫

고 함선(艦船)머리를 장식한 귀면(鬼面)은 감(敢)히 범접(犯接)을 허치 않는가 하면 전선(戰

船) 사이사이를 누비며 넘나드는 소선(小船)들은 자못 간들어진 멋을 다 부리고 있다. 그런

가 하면 무수(無數)히 포진(布陣)한 귀선단(龜船團)은 돌격(突擊)의 기세(氣勢)가 약여(躍

如)하고 사령주함(司令主艦)위에 높은 사령탑(司令塔)에는 삼도(三道)의 제독인함(提督印函)

이 위엄을 다하여 놓여 있으며 그 뒤에는 대장도(大將刀)와 귀도(鬼刀) 및 참도(斬刀)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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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발을 머금고 배열(配列)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보급선(補給船)에서 주함(主艦)으로 물자

(物資)를 실어 올리는 광경은 어딘지 모르게 여유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귀선(龜船)의 거

북이 눈알은 신바람이 나있다. 주함(主艦)으로 가기 위해 작은 보급선(補給船)위에 올라앉

은 여자(女子)는 이 어이한 문인가. 아무튼 그 눈매에는 살며시 미소가 스쳐있고 그 삼단

같은 거문 머리채는 육감(肉感)스러워, 용기(龍旗)에 그려진 용(龍)은 해강풍(海强風)에 일

이며 살아나 무변대해(無邊大海)를 삼킬 듯이 몸부림 친다. 그러면서도 이 그림이 어디까

지나 전선도(戰船圖)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때에는 위세(威勢)로운 기풍(氣風)에 압도(壓

倒)를 당(當)하면서도 한편 색상조화(色相調和)를 주시(注視)하면 마치 조선왕조시대(朝鮮

王朝時代)의 귀부인(貴婦人)이 성장(盛裝)한 호화찬란한 장신구(裝身具)의 배색(配色)같기도 

하다. 위에서도 이미 지적(指摘)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대색채(四大色彩)인 회록색(灰綠

色), 울금색(鬱金色), 군청색(群靑色), 연지색(臙脂色)이 균형있고 멋스럽게 배색(配色)을 이

루고 있는 주사도(舟師圖)의 색채미(色彩美)는 조선왕조(朝鮮王朝) 특유(特有)의 색채감각

(色彩感覺)이 맥맥히 넘치고 있다.6)

사진 2. 「병학통」(권지이)의 삼도주사방 도(「兵學通」(卷之二)의 三道舟師方營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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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병학통」(권지이)의 첨자찰도(「兵學通」(卷之二)의 尖字札圖)

그러면 이 주사도(舟師圖)가 보여주는 그림의 기법(技法)은 어떠한가. 우선 이 그림에 나

타난 기본적(基本的)인 기법(技法)은 약(約) 십오도각도(十五度角度)의 부감법(俯瞰法)과 설

채(設彩)의 기법(技法)을 마음껏 발휘(發揮)하고 있다. 특(特)히 인물(人物) 묘사(描寫)에 드

러난 특징(特徵)은 너무나 흥미(興味)진진하다. 선상(船上)에 늘어선 수군(水軍)들의 얼굴을 

보면 그눈을 바다를 깊게 의시하면서도 입매에 미소가 있고 그 늠늠한 체구(體軀)는 조금도 

구애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살짝 올려쓴 전립(轉立)은 동화적(童話的)인 표현(表現)인데다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운 군기(軍旗)가 펄럭이지만 조금도 지루하지 않다. 병선(兵船)의 노

(櫓)(격(格))는 실제(實際)보다 그 수자(數字)를 생략(省略)하여 그렸지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 좋고 소선(小船)들에 걸쳐진 노(櫓)는 실물(實物)보다 길지만 그것이 오히려 회화적

(繪畵的)으로 더한층 어울리고 귀선(龜船)의 거북이의 빨간색(色) 코가 균형없이 큰 것 같

으나 그런대로 야무지고 홍색(紅色) 복 두레는 신기롭기까지 하다. 어쩌면 배보다도 더 큰 

닻은 볼상사납지만도 않아 재미가 있어 보이고 아무리 작은 배에도 하나같이 넓다란 기폭

을 달아7) 소선(小船)일지라도 결코 녹녹하지 않다. 조선왕조회화사상(朝鮮王朝繪畵史上) 많

은 기법상(技法上)의 문제(問題)를 이 주사도(舟師圖)는 제시(提示)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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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에는 화면구도(畵面構圖)를 보기로 하자 어느 한곳도 허술한데 없이 짜임새가 있어 

원숙한 구성(九成)은 한마디로 요약(要約)하여 웅건(雄建)하고 활활(活濶)하다. 화폭(畵幅) 

가득히 넘실거리는 해상(海上)에 전함군(戰艦群)을 배치(配置)한 그 유동감(流動感)의 묘미

(妙美)는 형언(形言)하기 어렵고 더욱이 병선(兵船)들의 액티브한 군열(群列)은 과연 그 위

세(威勢)가 극치(極致)에 이르 다. 이러한 화면구성(畵面構成)을 단순한 회화적(繪畵的)인 

수법(手法)에 의(依)한 배열(配列)이라기 보다는 실제(實際)의 병법상(兵法上)에 존재(存在)

하는 어느 진법(陳法)임에 틀림없겠는데 이 주사도(舟師圖)의 그림이 보여주는 진법(陳法)

은 첨자진법(尖字陳法)이다. 동양병법(東洋兵法)의 육십여(六十餘)가지 진법중(陳法中)에도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 진법(陳法)이다.8)

사진4. 주사도에 기입된 기록의 일부(舟師圖에 記入된 記錄의 一部)

B. 기록(記錄)의 고찰(考察)

이 주사도(舟師圖)는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회화적(繪畵的)인 측면(側面)과 기록상(記

錄上)의 부문(部門)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환언(換言)하면 그림과 기록(記錄)은 일치(一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회화(繪畵)는 그림으로서의 독자(獨自)의 차원(次元)이 있는 것이

며 기록(記錄) 또한 엄연(嚴然)한 자체(自體)의 기록성(記錄性)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동

양회화(東洋繪畵)의 일반적속성(一般的屬性)인 화제(畵題)와는 엄격(嚴格)히 구별(區別)되는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전(傳)하는 사적가치(史的價値)를 가지고 있는 기록(記錄)이 

그림과 동시(同時)에 제시(提示)된 이 주사도(舟師圖)는 전대(前代)에 보기 어려운 특별(特

別)한 사례(事例)를 남겨 주고 있다. 가로 97㎝  세로 141.5㎝ 에다 3.8㎝ 의 회황색(灰黃

色) 비단폭 위에 정교(精巧)하게 기입(記入)한 이 주사도(舟師圖)의 기록(記錄)은 과연 어떠

한 내용(內容)인지 이하(以下)에 그 전문(全文)을 읽어 보기로 하겠다.

삼도주사(三道舟師)     

도분군(都分軍)         

천자일호좌(天字一號座) 

선(船)                 

천자일부(天字一副)     

선별장(船別將)         

좌정탐선(左偵探船)   

장(將)

우정탐선(右偵探船)

장(將)

일령천자일호(一領天字一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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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좌한선장(親左翰船將)

 전령천자이(前領天字二)

 호친삼천권(號親三千權)

 관(管)                  

 좌령천자삼(左領天字三)  

 호친귀선(號親龜船)      

 장(將)                  

 중령천자사(中領天字四)  

 호친곤양군(號親昆陽郡)  

 수(守)                  

 우령천자오(右領天字五)    

 호친고성현(號親固城縣)    

 령(令)                    

 후령천자육(後領天字六)    

 호친율포권(號親栗浦權)    

 관(管)                    

 이령지자이호(二領地字二號)

 친우한선장(親右翰船將)    

 전령지자이(前領地字二)    

 호친가석양(號親加昔梁)    

 만호(萬戶)                

 좌령지자삼(左領地字三)    

 호친진해(號親鎭海)        

 현감(縣監)                

 중령지자사(中領地字四)    

 호친귀산(號親龜山)        

 첨사(僉使)                

 우령지자오(右領地字五)    

 호친장목포(號親長木浦)    

 별장(別將)                

 후령지자육(後領地字六)    

 호친남촌별(號親南村別)    

 장(將)                    

 좌선봉서척결(左先鋒庶斥缺)

 장천자칠호선(將天字七號船)

 등만호(永登萬戶)        

 우선봉서척(右先鋒庶斥)    

 장지자칠호선(將地字七號船)

 당포만호(唐浦萬戶)        

 중 장중(中營將中)        

 군지자일호선(軍地字一號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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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虞侯)                

  전사파총현(前司把摠玄)    

  자일호선가덕(字一號船加德)

  첨사(僉使)

  전초관현자(前哨官玄字)

  이호선천성만(二號船天城萬)

  호(戶)

  좌초관현자(左哨官玄字)

  삼호선안골(三號船安骨)

  포만호(浦萬戶)

  우초관현자(右哨官玄字)

  사호선청천(四號船晴川)

  별장(別將)

  후초관현자(後哨官玄字)

  오호선가덕이(五號船加德二)

  선장(船將)

  좌사파총황자(左司把摠黃字)

  일호선창원부(一號船昌原府)

  사(使)

  전초관황자(前哨官黃字)

  이호선제포(二號船薺浦)

  만호(萬戶)

  좌초관황자(左哨官黃字)

  삼호선웅천(三號船熊川)

  현감(縣監)

  우초관황자(右哨官黃字)

  사호선신문(四號船新門)

  별장(別將)

  후초관황자(後哨官黃字)

  오호선김해(五號船金海)

  대장(代將)

  중사파총우자(中司把摠宇字)

  일호선거제부(一號船巨濟府)

  사(使)

  전초관우자(前哨官宇字)

  이호선옥포만(二號船玉浦萬)

  호(戶)

  좌초관우자(左哨官宇字)

  삼호선지세포(三號船知世浦)

  호(萬戶)

  우초관우자(右哨官宇字)

89



- 9 -

  사호선조라(四號船助羅)

  포만호(浦萬戶)

  후초관우자(後哨官宇字)

  오호선거제(五號船巨濟)

  이선장(二船將)

  우사파총주자(右司把摠宙字)  

  일호선적양첨(一號船赤梁僉)  

  사(使)                      

  전초관주자(前哨官宙字)      

  이호선사양(二號船蛇梁)      

  만호(萬號)                  

  좌초관주자(左哨官宙字)      

  삼호선사천(三號船泗川)      

  현감(縣監)                  

  우초관주자(右哨官宙字)      

  사호선진주(四號船晋州)      

  목사(牧使)                  

  후초관주자(後哨官宙字)      

  오호선진주(五號船晋宙)      

  이선장(二船將)              

  후사파총홍자(後司把摠洪字)  

  일호선미조항(一號船彌助項)  

  첨사(僉使)                  

  전초관홍자(前哨官洪字)      

  이호선평산(二號船平山)      

  포만호(浦萬戶)              

  좌초관홍자(左哨官洪字)      

  삼호선구비(三號船舊□非)    

  포별장(浦別將)              

  우초관홍자(右哨官洪字)      

  사호선남해(四號船南海)      

  현령(縣令)                  

  후초관홍자(後哨官洪字)      

  오호선하동(五號船河東)      

  부사(府使)                  

  전 장구자일(前營將具字一)  

  호선전라좌수(號船全羅左水)  

  사(使)                      

  좌사파총진자(左司把摠辰字)  

  일호선사도첨(一號船蛇渡僉)  

  사(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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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초관진자(前哨官辰字)      

  이호선장흥부(二號船長興府)  

  사(使)                      

  좌초관진자(左哨官辰字)

  삼호발포만(三號鉢浦萬)

  호(戶)

  중초관진자(中哨官辰字)

  사호선안(四號船安)

  군수(郡守)

  우초관진자(右哨官辰字)

  오호선사도(五號船蛇渡)

  이선장(二船將)

  후초관진자(後哨官辰字)

  육호선록□(六號船鹿□)

  만호(萬戶)

  중사파총숙자(中司把摠宿字)

  일호선동 이(一號船同營二)

  선우후(船虞候)

  전초관숙자(前哨官宿字)

  이호선동 (二號船同營)

  제사귀선장(第四龜船將)

  좌초관숙자(左哨官宿字)

  삼호선순천(三號船順天)

  부사(府使)

  중초관숙자(中哨官宿字)

  사호선방답(四號船防踏)

  이선장(二船將)

  우초관숙자(右哨官宿字)

  오호선흥장(五號船興場)

  현감(縣監)

  후초관숙자(後哨官宿字)

  육호선동 (六號船同營)

  삼선장(三船將)

  우사파총열자(右司把摠列字)

  일호선방답(一號船防踏)

  첨사(僉使)

  전초관열자(前哨官列字)

  이호선여□ (二號船呂□)

  만호(萬戶)

  좌초관열자(左哨官列字)

  삼호선회 (三號船會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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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만호(浦萬戶)

  중초관열자(中哨官列字)

  사호선 광양(四號船光陽)

  현감(縣監)                   

  우초관열자(右哨官列字)       

  오호선고돌(五號船古突)       

  산별장(山別將)               

  후초관열자(後哨官列字)       

  육호선보성(六號船寶城)       

  군수(郡守)                   

  좌 장황자(左營將荒字)       

  일호선경상(一號船慶尙)       

  좌수사(左水使)               

  중군황자(中軍荒字)           

  이호선동 (二號船同營)       

  이선우후(二船虞候)           

  친선황자(親船荒字)           

  삼호동 사(三號同營四)       

  선장(船將)                   

  좌선봉황자(左船鋒荒字)       

  사호선포이(四號船包伊)       

  포만호(浦萬戶)               

  우선봉황자(右先鋒荒字)       

  오호선동 (五號船同營)       

  삼선장(三船將)               

  좌사파총일자(左司把摠日字)   

  일호선다대포(一號船多大浦)   

  첨사(僉使)                   

  전초관일자(前哨官日字)       

  이호선동진이(二號船同鎭二)   

  귀선장(龜船將)               

  좌초관일자(左哨官日字)       

  삼호선서평(三號船西平)       

  포만호(浦萬戶)               

  우초관일자(右哨官日字)       

  사호선서생(四號船西生)       

  첨사(僉使)                   

  후초관일자(後哨官日字)       

  오호선울산(五號船蔚山)       

  부사(府使)                   

  우사파총월자(右司把摠月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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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호선부산첨(一號船釜山僉)   

  사(使)                       

  전초관월자(前哨官月字)       

  이호선동진(二號船同鎭)

  이귀선장(二龜船將)

  좌초관월자(左哨官月字)

  삼호선개운(三號船開云)

  포만호(浦萬號)

  우초관월자(右哨官月字)

  사호선두모(四號船豆毛)

  포만호(浦萬戶)

  후초관월자(後哨官月字)

  오호선기장(五號船機張)

  현감(縣監)

  우 총장자(右營摠張字)

  일호선전라우(一號船全羅右)

  수사(水使)

  중군장자이(中軍張字二)

  호선동 이(號船同營二)

  선우후(船虞候)

  전사파총한(前司把摠寒)

  자일호선고(字一號船古)

  금도첨사(今島僉使)

  전초관한(前哨官寒)

  자이호선마(字二號船馬)

  도만호(島萬戶)

  좌초관한자(左哨官寒字)

  삼호선신지(三號船新知)

  도만호(島萬戶)

  중초관한자(中哨官寒字)

  사호선 암(四號船靈岩)

  군수(郡守)

  우초관한자(右哨官寒字)

  오호선리진(五號船梨津)

  만호(萬戶)

  후초관한자(後哨官寒字)

  육호선어란(六號船於蘭)

  만호(萬戶)

  좌사파총래자(左司把摠來字)

  일호선가리포(一號船加里浦)

  첨사(僉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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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초관래자(前哨官來字)

  이호선동진(二號船同鎭)

  이선장(二船將)

  좌초관래자(左哨官來字)      

  삼호선해남(三號船海南)      

  현감(縣監)                  

  중초관래자(中哨官來字)      

  사호선남도(四號船南桃)      

  포만호(浦萬戶)              

  우초관래자(右哨官來字)      

  오호선진도(五號船珎島)      

  군수(郡守)                  

  후초관래자(後哨官來字)      

  육호선금갑(六號船金甲)      

  만호(萬號)                  

  우사파총서자(右司把摠暑字)  

  일호선임류첨(一號船臨溜僉)  

  사(使)                      

  전초관서(前哨官暑)          

  자이호선(字二號船)          

  동 삼귀(同營三龜)          

  선장(船將)                  

  좌초관서(左哨官暑)          

  자삼호선(字三號船)          

  동 사귀(同營四龜)          

  선장(船將)                  

  중초관서(中哨官暑)          

  자사호선(字四號船)          

  목포만호(木浦萬戶)          

  우초관서(右哨官暑)          

  자오호선(字五號船)          

  무안현(務安縣)              

  감(監)                      

  후초관서자(後哨官暑字)      

  육호선함평(六號船咸平)      

  현감(縣監)                  

  후사파총□자(後司把摠□字)      

  일호선임자도(一號船荏子島)  

  첨사(僉使)                  

  전초관□자(前哨官□字)          

  이호선나주(二號船羅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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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牧使)                  

  좌초관□자(左哨官□字)          

  삼호선라주(三號船羅州)      

  이귀선장(二龜船將)

  우초관□자(右哨官□字)

  사호선다경(四號船多慶)

  포만호(浦萬戶)

  전초관□자(前哨官□字)

  오호선지도(五號船智島)

  만호(萬戶)

  산북독진(山北獨鎭)

  추자일호선고(秋字一號船古)

  군산첨사(羣山僉使)

  전초관추자(前哨官秋字)

  이호선법성(二號船法聖)

  첨사(僉使)

  좌초관추자(左哨官秋字)

  삼호선 광(三號船靈光)

  군수(郡守)

  중초관추자(中哨官秋字)

  사호선위도(四號船蝟島)

  첨사(僉使)

  우초관추자(右哨官秋字)

  오호선검모(五號船黔毛)

  포만호(浦萬戶)

  후초관추자(後哨官秋字)

  육호선군산(六號船羣山)

  첨사(僉使)

  후 장수자(後營將收字)

  호선충청수(號船忠淸水)

  사(使)

  전사파총동자(前司把摠冬字)

  일호선마량첨(一號船馬梁僉)

  사(使)

  전초관동자(前哨官冬字)

  이호선마량(二號船馬梁)

  방패선장(防牌船將)

  좌초관동자(左哨官冬字)

  삼호선임천일(三號船林川一)

  방패선장(防牌船將)

  중초관동자(中哨官冬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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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호선홍주방(四號船洪州防)

  패선장(牌船將)

  우초관동자(右哨官冬字)

  오호선홍주(五號船洪州)      

  일선(一船)                  

  후초관동자(後哨官冬字)      

  육호선임천이(六號船林川二)  

  방패선장(防牌船將)          

  우사파총장자(右司把摠藏字)  

  일호선소근첨(一號船所斤僉)  

  사(使)                      

  전초관장자(前哨官藏字)      

  이호선소근(二號船所斤)      

  방패선장(防牌船將)          

  좌초관장자(左哨官藏字)      

  삼호선안흥(三號船安興)      

  첨사(僉使)                  

  중초관장자(中哨官藏字)      

  사호선안흥(四號船安興)      

  이방초선장(二防哨船將)      

  우초관장자(右哨官藏字)      

  오호선태안(五號船泰安)      

  군수(郡守)                  

  후초관장자(後哨官藏字)      

  육호선비인(六號船庇仁)      

  방패선장(防牌船將)          

  중사파총윤자(中司把摠閏字)  

  일호선동 우(一號船同營虞)  

  후(候)                      

  전초관윤자(前哨官閏字)      

  이호선동 (二號船同營)      

  귀선장(龜船將)              

  좌초관윤자(左哨官閏字)      

  삼호선해미(三號船海美)      

  방패선장(防牌船將)          

  중초관윤자(中哨官閏字)      

  사호선보 (四號船保寧)      

  방패선장(防牌船將)          

  우선관윤자(右船官閏字)      

  오호선동 (五號船同營)      

  방패선장(防牌船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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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초관윤자(後哨官閏字)      

  육호선결성(六號船結城)      

  현감(縣監)                  

  우사파총여자(右司把摠餘字)

  일호선평신일방(一號船平薪一防)

  패선(牌船)

  전초관여자(前哨官餘字)

  이호선서산군(二號船瑞山郡)

  수(守)

  좌초관여자(左哨官餘字)

  삼호선서산(三號船瑞山)

  방초관장(防哨官將)

  중초관여자(中哨官餘字)

  사호선당진(四號船唐津)

  현감(縣監)

  우초관여자(右哨官餘字)

  오호선면천(五號船沔川)

  군수(郡守)

  후초관여자(後哨官餘字)

  육호선평신(六號船平薪)

  이방패선장(二防牌船將)

  후사파총성자(後司把摠成字)

  일호선서천포(一號船舒川浦)

  만호(萬戶)

  전초관성자(前哨官成字)

  이호선서천(二號船舒川)

  일방패선장(一防牌船將)

  좌초관성자(左哨官成字)

  삼호선한산(三號船韓山)

  군수(郡守)

  중초관성자(中哨官成字)

  사호선감포(四號船監浦)

  방패선장(防牌船將)

  우초관성자(右哨官成字)

  오호선한산(五號船韓山)

  이방패선장(二防牌船將)

  후초관성자(後哨官成字)

  육호선서천(六號船舒川)

  이방패선장(二防牌船將)

  이상전선일백삼(已上戰船一百三)

  십팔척내(十八隻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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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속전(本營所屬戰)

  선사십이척(船四十二隻)

  전 장전라(前營將全羅)

  좌수사소속(左水使所屬)                     

  십구척(船十九隻)

  좌 장경(左營將慶)

  상좌수사소(尙左水使所)

  속선십오척(屬船十五隻)

  우 장전라(右營將全羅)

  우수사소속(右水使所屬)

  선삼십일척(船三十一隻)

  산북패진소(山北□鎭所)

  속선육척(屬船六隻)

  후 장충청(後營將忠淸)

  수사소속선(水使所屬船)

  삼십일척(三十一隻)

  각선군총(營各船軍摠)

  좌선군병팔백(座船軍兵八百)

  육십육명내(六十六名內)

  병선이척사후(兵船二隻伺候)

  선칠척병(船七隻幷)

  사부사십명별(射夫四十名別)

  □대구십삼명(□隊九十三名)

  주사화포교사(舟師火砲敎師)

  삼십사명포수(三十四名砲手)

  오십칠명사령(五十七名使令)

  육십일명군뢰(六十一名軍牢)

  팔십명처령수(八十名處令手)

  팔십명취고수(八十名吹鼓手)

  칠십삼명군곡(七十三名軍哭)

  직팔명자패(直八名芓牌)

  칠명사공삼십(七名沙工三十)

  육명격이백오(六名格二百五)

  십육명란후(十六名欄後)

  친병사십일명(親兵四十一名)

  부선군병삼백사(副船軍兵三百四)

  십육명내(十六名內)

  병선일척사후(兵船一隻伺候)

  선이척병(船二隻幷)

  사부삼십명별(射夫三十名別)

  □대십일명주사(□隊十一名舟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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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포교사이십이(火砲敎師二十二)

  각포수오십이(各砲手五十二)

  명사령사명군(名使令四名軍)

  뢰육명취고수(牢六名吹鼓手)

  팔명군곡직칠(八名軍哭直七)

  명자패이명(名芓牌二名)

  사공이십오명(沙工二十五名)

  격일백칠십구명(格一百七十九名)

  좌한선군병삼(左翰船軍兵三)

  백십오명내(百十五名內)

  병선일척사후(兵船一隻伺候)

  선이척병(船二隻幷)

  사부이십팔명(射夫二十八名)

  별□대팔명(別□隊八名)

  주사화포교사(舟師火砲敎師)

  이십이명포수오(二十二名砲手五)

  십이명사령이(十二名使令二)

  명군뢰사명(名軍牢四名)

  취고수육명군(吹鼓手六名軍)

  직육명□패(直六名□牌)

  이명사공이십명(二名沙工二十名)

  격일백육십오명(格一百六十五名)

  우한선군병(右翰船軍兵)

  삼백십오명내(三百十五名內)

  병선일척사후(兵船一隻伺候)

  선이척병(船二隻幷)

  사부이십팔명(射夫二十八名)

  별□대팔명(別□隊八名)

  주사화포교사(舟師火砲敎師)

  이십이명포수오(二十二名砲手五)

  십이명사령이명(十二名使令二名)

  군뢰사명취고(軍牢四名吹鼓)

  수육명군곡(手六名軍哭)

  직육명□패(直六名□牌)

  이명사공이십(二名沙工二十)

  명격일백육오십(名格一百六十五名)

  귀선군병삼백(龜船軍兵三百)

  칠명내(七名內)

  병선일척사후(兵船一隻伺候)

  선이척병(船二隻幷)

  사부팔명별□(射夫八名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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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팔명주사화(隊八名舟師火)

  포교사이십이명(砲敎師二十二名)

  사령이명군뢰(使令二名軍牢)

  이명취고수삼(二名吹鼓手三)

  명군곡직육(名軍哭直六)

  명서패이명(名芧牌二名)

  사공십구명격일(沙工十九名格一)

  백육십오명(百六十五名)

  좌탐선군병일백(左探船軍兵一百)

  칠십사명내(七十四名內)

  사후선이척(伺候船二隻)

  사부십명별□(射夫十名別□)

  대이명주사화(隊二名舟師火)

  포교사십사명(砲敎師十四名)

  포수이십사명군(砲手二十四名軍)

  뢰이명취고수(牢二名吹鼓手)

  이명군곡직육(二名軍哭直六)

  명서패이명사(名芧牌二名沙)

  공십오명격구십(工十五名格九十)

  팔명(八名)

  우탐선군병일(右探船軍兵一)

  백칠십일명내(百七十一名內)

  사후선이척(伺候船二隻)

  사부십명별□(射夫十名別□)

  대이명주사화(隊二名舟師火)

  포교사십명포(砲敎師十名砲)

  수이십삼명군(手二十三名軍)

  뢰이명취고(牢二名吹鼓)

  수이명군곡(手二名軍哭)

  직사명서패(直四名芧牌)

  이명사공십오명(二名沙工十五名)

  격구십칠명(格九十七名)

  기상군병이천사(己上軍兵二千四)

  백구십사명(百九十四名)

  이선군병사백오(二船軍兵四百五)

  십오명내(十五名內)

  가왜선사십팔(假倭船四十八)

  척(隻)

  사부이십팔명(射夫二十八名)

  별□대이십이(別□隊二十二)

  명화포이십이명(名火砲二十二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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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수오십이명(砲手五十二名)

  군곡직사명(軍哭直四名)

  사령팔명군(使令八名軍)

  뢰이십육명(牢二十六名)

  령수이십이명(令手二十二名)

  취고수이십팔(吹鼓手二十八)

  명사공삼십삼(名沙工三十三)

  각격이백십(各格二百十)

  명(名)

  도이상군병삼(都已上軍兵三)

  천사십삼명(千四十三名)

  삼도명읍전(三道名邑戰)

  선일척소속(船一隻所屬)

  선병선일척(船兵船一隻)

  사후선일척(伺候船一隻)

  방패선일척(防牌船一隻)

  산성군총(山城軍摠)

  대장소졸일백삼십이명(大將所卒一百三十二名)

  중군소졸이십일명(中軍所卒二十一名)

  천총소졸팔십사(千摠所卒八十四)

  명(名)

  파총소졸일백이(把摠所卒一百二)

  십팔명(十八名)

  친병십육초군(親兵十六哨軍)

  이천육십사명(二千六十四名)

  이상군병이천사백(已上軍兵二千四百)

  이십구명(二十九名)

  성정군사백사십일명(城丁軍四百四十一名)

  의승군삼십사명(義僧軍三十四名)

  도이상군병이천구백사(都已上軍兵已千九百四)

지금까지 읽어본 주사도(舟師圖)의 기록(記錄)은 그 자수(字數)가 모두 2,640자(字)에 달

(達)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記錄)은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여러 기본적(基本的)인 문헌(文

獻)에 보인 주사관계(舟師關係)의 어느 기록(記錄)보다도 구체적(具體的)이 내용(內容)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조선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의 수군통수(水軍統帥)와 그 지휘계통(指揮系

統)은 물론(勿論)이요 , 수병수(水兵數) 및 그에 소속(所屬)한 병원수(兵員數), 수군제도(水

軍制度), 수군기지(水軍基地), 장비(裝備), 왜선(倭船)을 가장한 가왜선단(假倭船團), 유명(有

名)한 귀선단(龜船團)등 수군편제(水軍編制)가 소상각지(昭詳各知)하게 기록(記錄)되어 있

다.

그런데 이렇듯이 웅대(雄大)하고 화려(華麗)한 그림과 구체적(具體的)인 사적기록(史的記

錄)이 한데 어울려 작성(作成)된 조선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의 특례(特例)에 속(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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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도(舟師圖)는 작자미상(作者未詳)에 다 기년미지(紀年未知)의 것이라는 점(點)은 지극

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이 귀중(貴重)한 작품(作品)을 막연하게 그림

을 감상하고 기록(記錄)을 읽고 그것으로 만족(滿足)하여 그대로 말아 버릴 수는 없는 일이

다. 그러면 구체적(具體的)이고도 정 (情密)한 고증(考證)을 얻어 보기로 하겠다. 이 기록

(記錄)은 주사도(舟師圖)가 지닌 귀중(貴重)한 가치(價値)의 그 반분이상(半分以上)을 차지

하고 있다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4. 유사도(類似図)의 문제(問題)

지금 거론(擧論)하고 있는 주사도(舟師圖)는 회화상(繪畵上)의 성격(性格)을 분류(分類)하

면 명백(明白)한 의궤도류(儀軌圖類)에 속(屬)하는 그림이다. 그러면 이와 유사(類似)한 의

궤도(儀軌圖)가 다른데에 또 있는가를 알어보아야 하겠다.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다행히

도 여러곳에 있다. 이 주사도(舟師圖)와 그 궤(軌)를 같이하는 그림이 현재(現在)까지 알려

진 것으로는 사진에서 보듯 충청남도아산군(忠淸南道牙山郡) 소재(所在)의 현충사(顯忠祠)

에 있다. 유물전시관(唯物展示館)에 소장전시(所藏展示)되고 있는 『귀갑선지도(龜甲船之

圖)』를 지적(指摘)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그림은 현현충사(現顯忠祠) 유물전시관(唯物展

示館)이 건립(建立)되기 전(前)까지는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소장(所藏)되어 있다가 현

재의 장소(場所)로 옮겨 놓은 것인데 이 그림은 10폭(幅) 병풍(屛風)으로서 한폭은 가로 47

㎝ 세로 200㎝의 크기이므로 전체화폭(全體畵幅)의 넓이는 가로470㎝, 세로 200㎝의 대형화

면(大形畵面)을 이루고 있는바 전시현장(展示現場)에는 <삼도수군관함도>라고 되어있다. 

이 그림 역시 정확(正確)한 의미(意味)에서 볼때에는 작자미상(作者未詳)9) 연대미상(年代未

詳)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자(字)의 문자(文字)도 기입(記入)되지 아니 하 다. 

또하나는 일본(日本)에 있는 것인데10) 이 그림은 10폭의 병풍(屛風)으로 되어 있으나 실물

(實物)을 고찰(考察)할 도리(道理)가 없어서 간접적(間接的)인 방법(方法)에 의해서 살필 수 

밖에 없었음은 매우 답답한 노릇이다.11) 이 이외(以外)에도 유사도(類似圖)는 여러 곳에 있

다. 즉 고방종현씨장(故方鍾鉉氏藏) 「병선도(兵船圖)」, 인천시립박물관소장(仁川市立博物

館所藏)의 이른바 「이순신장군포진도(李舜臣將軍布陣圖)」, <에멜레․하우스>소장(所藏)

의 「삼도수군연합조련도(三道水軍聯合操鍊圖)」, 경남(慶南) 진주시(晋州市)의 대아중고교

소장도(大亞中高校所藏圖), 광주시립박물관소장(光州市立博物館所藏)의 「당포(唐布)전양증

첩지도」등등이 그것이다.12) 그러나 본졸고(本拙稿)에서는 주사도(舟師圖)를 위시(爲始)하

여 현충사소장도(顯忠祠所藏圖) 및 일본소재도(日本所在圖)에다 앵 을 맞추어 논급(論及)

하고자 한다.

102



- 22 -

사진5. 현충사소장의 귀갑선지도(顯忠祠所藏의 龜甲船之圖)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주사도(舟師圖)를 포함(包含)해서 모두 팔점(八點)이 있는바, 위에

서 말한 세가지 그림은 사실상 대차(大差)없는 내용(內容)을 보여주고 있어, 주사도(舟師圖)

를 고증(考證)함에 있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인가 한다. 주사도(舟師圖)와 기외(其外)의 이점

(二點) 유사도(類似圖)와 대차(大差)를 보이는 점(點)이 있다면 그것은 주사도(舟師圖)의 화

폭(畵幅)이 단폭(單幅)인데 비(比)해서 나머지 두 점(點)의 그림은 대형병풍(大形屛風)이라

는 차이(差異)와 또 한가지는 주사도(舟師圖)가 기록(記錄)을 가지고 있는데 반(反)하여 다

른 그림에는 기록(記錄)이 전(全)혀 한 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차이 뿐이다. 이밖에는 특

별(特別)히 지적(指摘)해야할 큰 차이점은 별반 없을 정도의 유사점(類似點)을 가지고 있는

바, 묘사(描寫)의 기법(技法)과 색채(色彩)와 구도(構圖)가 거의 동일(同一)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면 우선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귀갑선지도(龜甲船之圖)』와 일본(日本)에 있는 

그림과 주사(主事)돝를 대비(對比)하여 따져 볼 필요(必要)가 있겠다.

103



- 23 -

사진6. 일본에 있다는 유사도의 일부분(日本에 있다는 類似圖의 一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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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인천시립박물관소장의 「이순신장군포진도」(仁川市立博物館所藏의 

「李舜臣將軍布陣圖」)

사진8. 광주시립박물관소장의 「당포전양첩지도」(光州市立博物館所藏의 

「唐浦前洋捷之圖」)

105



- 25 -

다음 표(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가지 그림에 나타난 총척수(摠隻數)는 동일(同一)하게 

138척(隻)으로 일치(一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동일(同一)한 폭(幅)속에 들어있는 귀선(龜

船)과 병선(兵船)의 수자(數字)가 차이(差異)를 보이고 또한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그림

과 일본소재(日本所在)의 그림 사이에 귀선(龜船)과 병선(兵船)의 수자(數字)가 다르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몇가지 중대(重大)한 사실은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가왜선(假倭船)의 존재(存在)이다. 주사도(舟師圖)의 경우 그림에는 없고 기록(記錄)에만 가

왜선(假倭船)의 수자(數字)가 기입(記入)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그림을 통(通)해서 상호보

충(相互補充)할 수가 있어서 커다란 소득(所得)이 아날 수 없다. 이러한 가왜선(假倭船)의 

문제(問題)와 더불어 또 한가지는 주사도(舟師圖) 및 일본소재(日本所在)의 그림에는 주함

선(主艦船)에 현재(現在)의 국기(國旗)와 매우 비슷한 태극도(太極圖)가 그려진 기(旗)가 나

부끼는데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그림에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인천시립박물관소

장(仁川市立博物館所藏)의 「이순신장군포진도(李舜臣將軍布陣圖)」에는 본래(本來) 백색기

(白色旗) 는데 근래(近來)에 누가 주색(朱色)으로 태극(太極)을 장난스러히 그려 넣어 속기

(俗氣)가 많은 원화(原畵)를 더욱 속(俗)스럽게 해놓았다.)

사진9. 「에 레․하우스」소장의 「삼도수군연합조련도」(「에 레․하우스」

所藏의「三道水軍聯合操鍊圖」)

106



- 26 -

        ○귀선(龜船)                       □병선(兵船)

병풍폭순

(屛風幅順)
1 2 3 4 5 6 7 8 9 10 計

현충사

(顯忠祠)

○□

15

○□

7 11

○□

10 

11

○□

7 9

○□

   11

○□

5 11

○□

6 14

○□

3 11

○□

4 6

○□

2 4

○□

45 

93

138

일본소재

(日本所在)

의그림

2 6 4 8 9 11 9 10 15
5  

14
6 13 5 10 2 7   2

42 

96
138

주사도

(舟師圖)

44 

94
138

※병풍폭순(屛風幅順)은 좌(左)로부터 본다.

주사도(舟師圖)는 병풍(屛風)이 아니므로 합계(合計)만을 기입(記入)한다.

사진10.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귀갑선지도(龜甲船之圖)에 그려진 가왜선(假倭船)

A. 묘사상(描寫上)의 비교(比較)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그림과 주사도(舟師圖)와의 그 묘사의 차이를 세 (細密)하게 

비교(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일본소재(日本所在)의 그림을 대비(對比)치 못하는 것은 그 실

물(實物)이 이 땅에 없어, 겨우 간접적(間接的)인 자료(資料)(사진4)에 입각(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삼자대조(三者對照)를 못함이 여간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주사도(舟師圖)에는 가

왜선(假倭船)이 기록(記錄)만 있지 그림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던 차에 귀갑선지도(龜甲船之

圖) (이하(以下) 귀갑선도(龜甲船圖)이라 칭(稱)한다)에는 그 가왜선(假倭船)이 너무나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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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明)히 그것도 第9폭에 2척(隻) 第10폭에 18척(隻)으로 모두 20척(隻)의 가왜선(假倭船)

이 나타나 있다. 이 20척(隻)의 가왜선(假倭船)은 3척(隻)의 지휘선(指揮船)이 있는데 그 지

휘선(指揮船)에는 가왜선(假倭船)이라 쓴 기(旗)를 달고 있다. 전(前)가왜선기(假倭船旗)는 

녹질(綠質)에 변(邊)이 홍색(紅色)이며 후(後)가왜선기(假倭船旗)는 홍질(紅質)에 변(邊)이 

녹색(綠色)이고 가왜선기(假倭船旗)는 백질(白質)에 변(邊)이 흑색(黑色)이다. 선기(船旗)는 

모두 범선(帆船)으로서 지휘선상(指揮船上)에는 왜병(倭兵)이 갑(甲)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흥미를 자아낸다. 다음에는 통 귀선(統營龜船)이 주사도(舟師圖)에는 최선두(最先頭)에 배

치(配置)되어 있는데 반(反)하여 귀갑선도(龜甲船圖)에는 병풍(屛風) 第6폭에 그려져 사령

선(司令船) 뒤에 있다. (사진7) 그리고 귀갑선도(龜甲船圖)에 그려진 급수선(給水船)과 기타

(其他) 보급선(補給船)은 모두가 차일을 가지고 있는데 주사도(舟師圖)에는 그것이 없는 반

면(反面)에 넓다란 기폭을 달고 있고 귀갑선도(龜甲船圖)에는 대개 기빨이 없다. 사령(司令)

함선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백색(白色) 차일의 변(邊)에다 회색(灰色)단을 붙인 것

이 귀갑선도(龜甲船圖)에는 있는데 주사도(舟師圖)에는 백색(白色)차일에 회색변단(灰色邊

段)이 없다. 그리고 주함(主艦)에 물자보급(物資補給)하는 광경에는 다소의 차이가 뜨인다. 

즉 주사도(舟師圖)의 경우를 보면 보급선(補給船)에서 주함(主艦)으로 물자(物資)를 올려 싣

는데 그것은 여자(女子)가 머리에 이고 올라가는데 귀갑선도(龜甲船圖)의 경우는 남자(男

子)가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받아 올리고 있다. 정 하게 가려 볼 때에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묘사기법(描寫技法)이 동일(同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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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가왜선단(假倭船團)과 그 지휘선(指揮船)의 기폭(旗幅)

B. 함선배치(艦船配置)의 비교(比較)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귀갑선도(龜甲船圖)와 일본소재(日本所在)의 그림과의 전선배

치(戰船配置)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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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 현충사소장도(顯忠祠所藏圖)의 통 귀선(統營龜船)

사진13. 현충사소장도(顯忠祠所藏圖)의 사령함선(司令艦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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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幅
龜船之圖 機․韓一․監․韓二․舒二․平二

日本所在圖 ?․監․韓二․舒二․沔․?․

第二幅
龜船之圖

慶左․釜二․開․豆․中․三․加一․川․瑞一․瑞二․唐․舒

一․海․保․庇․忠四․沔․結

日本所在圖 釜二․開․豆․機․平一․瑞一․瑞二․唐․美․保․忠四․結

第三幅

龜船之圖
釜一․包․慶三․左四․蔚․彌․玉․平․舊․安․天․忠水․

忠水二․薪․忠․所二․洪一․林二․安二․泰

日本所在圖
慶左水․包․慶左二․慶左四․中․彌․平․舊․三․背․天․

忠水․忠二․忠三․所二․安一․安二․泰․林二․鹿

第四幅

龜船之圖
多一․多二․平․西․赤․蛇․栗․知․薺․山․右探․馬一․

馬二․所一․林一․洪二

日本所在圖
釜一․多二․西平․西生․蔚․蛇․栗․知․王․右探․薺․

龜․安․所一․馬․馬一․林․洪一․洪二

第五幅

龜船之圖 長․固․加二․昆․中․師․副․左翰․右翰

日本所在圖
蛇․永․唐․多一․木․固․昆․加一․河․中․赤․師․副․

左翰․右翰

第六幅

龜船之圖
蛇一․長․鉢․樂․晋一․村․南․河․昌․鎭․左探․加一․

靈․薪․馬․右令

日本所在圖
興․鉢․樂․蛇․鹿․晋二․晋一․南村․南․熊․昌․鎭․左

探․加里一․右․馬․薪․巖․梨

第七幅

龜船之圖
全左水․蛇二․全左二․全左四․鹿․巨一․泗․助․晋二․加

一․熊․龜․全右․中․加二․海․南․珍․梨․於ㅋ

日本所在圖
全左水․全左二․全左四․順․巨二․助․泗․巨一․龜․加

一․全右水․全右二․法․加?․海․南․珍?․甲․蘭.

第八幅
龜船之圖

防一․興․防二․順․全左二․金․巨二․臨․黔․蝟․靈․

法․右․金

日本所在圖 防一․呂․會․全左二․長․防二․金․全左四․黔․蝟

第九幅
龜船之圖 呂․會鎭․光․突․荏․全右三․全右四․木․務․君羊

日本所在圖 光․突․寶․荏․羅一․羅二․木․咸․務

第十幅
龜船之圖 實․羅一․羅二․多․智․咸

日本所在圖 智

위에서 보듯이 두 개의 그림에 전선배치(戰船配置)가 다소 다른데가 있음이 사실이다. 그

러나 그것 역시 대차(大差)없는 것으로서 두 그림의 제5폭을 비교할 때 이 병풍(屛風) 제5

폭에는 사령선(司令船)을 다같이 배치(配置)하고 있고 귀갑선도(龜甲船圖)에는 주함(主艦)

을 위시(爲始)하여 모두 11척(隻)의 배가 그려져 있는데 일본소재도(日本所在圖)에는 이보

다 4척(隻)이 더 많아 13척(隻)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양자(兩者)의 차이(差異)는 결국 

전선(戰船)의 총수(總數)에 있어서는 합치(合致)되고 있음을 본다.

5. 시대고증(時代考證)

이번에는 주사도(舟師圖)의 시대고증(時代考證)이 요청(要請)된다. 호화로운 화면(畵面)의 

여러 가지 양상(樣相)은 전문가(專門家)의 감식안(鑑識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아 잘 알

수 있는 터이지만 이 작품(作品)은 과연 어느때의 것이냐 하는 문제(問題)에 이르러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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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전문적(專門的) 견해(見解)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조차 충분(充分)한 근거(根據)를 

제시(提示)하지 못하 던 것이다. 이 주사도(舟師圖)는 귀선(龜船)을 주축(主軸)으로 한 수

군함대(水軍艦隊)의 그림이니만치 제일먼저 귀선(龜船)을 중심(中心)으로 그 묘사(描寫)된 

양상(樣相)을 고찰(考察)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주사도(舟師圖)에는 기록(記錄)

이 들어있으므로 그 기록(記錄)이 어느 시대(時代)의 사실(事實)을 기입(記入)한 것인가를 

분명(分明)히 밝히면 그거으로서 매우 쉽사리 주사도(舟師圖)의 작품제작년대(作品製作年

代)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方法)의 고증(考證)을 위한 작업(作業)은 

그다지 쉬운 일이 결(決)코 아니어서 조선왕조중기이후(朝鮮王朝中期以後)의 기본문헌(基本

文獻)은 말할 것도 없고 주사관계기록(舟師關係記錄)과 더불어 가능(可能)한 한(限), 온갖 

문헌적(文獻的) 자료(資料)를 다 동원(動員)하여야 하는 막중(莫重)한 과제(課題)에 부딪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完全)하게 그리고 만족(滿足)할 만한 시대고증(時代考證)을 

하기 위해서는 회화면(繪畵面)에 대한 고찰(考察)과 기록(記錄)에 입각(立脚)한 고구(考究)

를 아울러 병행(倂行)하여야 되겠다고 믿는다. 따라서 먼저 그림에 나타난 양상을 살패고 

그 다음에 기록(記錄)에 관(關)한 고증(考證)을 가(加)하는 순서로 고증작업(考證作業)을 진

행시켜 나가기로 하겠다.

A. 회화적측면(繪畵的側面)의 고증(考證)

주사도(舟師圖)의 화면(畵面)에서 가장 중심적(中心的)인 존재(存在)는 귀선(龜船) 그것이

라고 하겠다. 이 귀선(龜船)에 관한 지금까지의 고찰(考察)은 많이 있고13) 또한 수준급(水

準級)의 논문(論文)이 더러 있지만14)문제(問題)는 대부분(大部分)이 문헌적기록(文獻的記

錄)에 의지(依支)되어 왔으나 이 주사도(舟師圖)의 경우는 문헌적기록(文獻的記錄)도 포함

(包含)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주사도(舟師圖) 자체(自體)의 시대고증(時代考證)만

이 아니라, 귀선연구(龜船硏究)를 위해서도 적지않이 도움된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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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4. 이충무공전서(수권)의 도설(李忠武公全書(首卷)의 圖說)

사진15. 이충무공전서(수권)의 도설(李忠武公全書(首卷)의 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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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사도(舟師圖)에 그려진 귀선(龜船)은 다음과 같은 특색(特色)을 지니고 있다. 즉 

그 형태면(形態面)에서 고찰(考察)하면 임진전란(壬辰戰亂) 당시(當時)의 귀선형태(龜船形

態)는 선두(船頭)에 용두(龍頭)를 만들었고 선미(船尾)에 귀미(龜眉)를 만들었다. 그러나 주

사도(舟師圖)는 선두(船頭)가 귀두(龜頭)이며 선미(船尾)는 쌍엽(雙葉)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임란당시(壬亂當時)의 귀선(龜船)은 용두(龍頭)에 용구(龍口)가 있어서 현자포환(玄字砲丸)

을 발사(發射)하게 되어있는 형태(形態) 으나 주사도(舟師圖)에는 귀구(龜口)에서 유황염

소(硫黃焰焇)를 피워 연기를 내뿜고 있다. (사진7)이러한 기본형태(基本形態)의 차이로 보아

서 주사도(舟師圖)는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의 귀선(龜船)을 묘사(描寫)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以後) 귀선(龜船)의 형태(形態)가 변화(變化)된 모습을 나타내 그렸다. 이밖에 회화상

(繪畵上)에 나타난 묘사(描寫)는 모두가 어디까지나 회화적차원(繪畵的次元)에서 그려진 것

이지 사실적(事實的)인 묘사(描寫)가 아니므로 거론(擧論)할 것이 못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알기 위운 사례(事例)를 말하면 어느 시대(時代)를 막론(莫論)하고 삼도수군(三道水軍)의 병

원수(兵員數)가 640명(名) 밖에는 안될 리가 없는 터에 이 주사도(舟師圖)에 그려진 인원

(人員)은 그것 밖에 더 그려 넣지 않았던 것이 그 좋은 예(例)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거북선

은 물론이요 사령함선(司令艦船)의 노(櫓)가 사개(四個)내지 오개(五個)만 그려져 있으나 실

제(實際)와는 실로 거리가 먼 묘사(描寫)가 아닌가 따라서 화면(畵面)을 통(通)해서 고증(考

證)을 얻게 된 가장 큰 소득(所得)은 귀선형태(龜船形態)이다. 그리하여 이 화폭(畵幅)에 그

려진 귀선(龜船)의 모양으로 보아 임진란당시(壬辰亂當時)로부터 훨씬 후대(後代)로 시대

(時代)가 내려온 사실을 증명(證明)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重要)한 것

은 특(特)히 인물묘사(人物描寫)의 기법상(技法上)의 문제(問題)인바, 이 역시 임란당시(壬

亂當時)의 수법(手法)이 아니라, 그 후대(後代)에 드러난 기법(技法)이라는 것도 겸해서 증

거(證據)를 드러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重要)한 사실은 그림과 기록(記

錄)이 완전(完全)히 일치(一致)하고 있는바, 그것은 화면(畵面)에 그려진 선척수(船隻數)와 

기록(記錄)이 합치(合致)되고 있다.

B. 기록(記錄)에 입각(立脚)한 고증(考證)

주사도(舟師圖)의 시대고증(時代考證)을 얻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반이상(半以上)은 주사

도자체(舟師圖自體)가 밝혀 보여주고 있었다. 이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사도면사변(舟師

圖面四邊)에 수록(收錄)된 기록(記錄)이 즉 그것이다. 이미 읽어 본바와 같이 기록(記錄)에 

드러난 전선총수(戰船總數)는 138척(隻)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時代)의 전선

척수(戰船隻數)가 이 주사도(舟師圖)에 기록(記錄)된 138척(隻)과 동일(同一)한가 하는 기록

(記錄)을 찾아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임진란직후(壬辰亂直後)의 수군상황중(水軍狀況中)

에서 전선수(戰船數)를 살펴보면 삼도(三道)를 통(通)해서 겨우 60여척(餘隻) 밖에 되지 아

니한 실정(實情)이었다.15) 그러던 것이 이 60여소(餘艄)속에 귀선(龜船)은 얼마나 있었는가 

분명(分明)치 않으나 숙종시대(肅宗時代)에 하삼도(下三道)에 귀선(龜船)은 5척(隻)이 있었

다16). 그러다가 조시대(英祖時代)에 이르러서는 삼도(三道)에 배치(配置)된 귀선수(龜船

數)는 14척(隻)으로 증가(增價)되었다.17) 숙종(肅宗) 42年에 실시(實施)하게 된 양남수군변

통절목(兩南水軍變通節目)에 부기(附記)된 <각군선제정액수(各軍船制定額數)>에 의하면 귀

선(龜船)1척(隻)에 승선(乘船)하는 수군정수(水軍定數)는 148명으로 되어 있는바, 주사도(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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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圖)에 기록(記錄)된 귀선수군수(龜船水軍數)는 307명(名)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귀선수(龜

船數)(그림에 의함)는 21척(隻)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307명(名)이 귀선(龜船)에 승무(乘務)

하는 총인원수(總人員數)가 아니라, 귀선(龜船) 한 척(隻)에 승선(乘船)하는 수병(水兵)이 

307명(名)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숙종시대(肅宗時代)에 비(比)하여 159명(名)이 귀선일소(龜

船一艄)에 더 증원(增員)되었다는 것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귀선(龜船)이 

점차로 대형화(大型化) 하 다는 것을 알수가 있게 된다. 이것은 귀선변화(龜船變化)의 역

사적사실(歷史的事實)과도 부0합(符合)된다18). 주사도(舟師圖)에 드러난 138척(隻)이라는 

수자(數字)를 문헌(文獻)을 통(通)하여 찾아내기 위한 용력(用力)을 다 기울여도 일치(一致)

되는 수자(數字)는 아직까지 발견(發見)되지 않았고 다만 정조연간(正祖年間)에 나온 <조선

전도(朝鮮全圖)>에 기재(記載)된 수군관계기록(水軍關係記錄)에 의하면 하삼도(下三道) 수

군병선수(水軍兵船數)는 128척(隻)으로 기록(記錄)되어 있음을 발견(發見)하 다.19) 필자(筆

者)가 지금까지 찾아본 기록중(記錄中) 138척(隻)과 가장 근사(近似)한 수자(數字)이다. 그

러나 이 조선전도(朝鮮全圖)에 나오는 귀선수(龜船數)는 하삼도(下三道)에 모두 5척(隻)밖

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문제(問題)가 되고 만다20). 그러나 같은 정조시대

(正祖時代) 그것도 연대(年代)가 확실(確實)한 정조(正祖)18年 즉 서기(西紀) 1794年에 간행

(刊行)된 『군국총목(軍國摠目)』21)에 의하면 전라좌우수 (全羅左右水營)의 선척수(船隻

數)만으로도 무려 219척(隻)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內容)을 보면

  전라좌수 (全羅左水營)(순천(順天))

  군총이만육십사명내(軍摠二萬六十四名內)

  선척팔십척내(船隻八十隻內)

  전선십삼척(戰船十三隻)

  귀선(龜船) 육척(六隻)

  병선이십척(兵船二十隻)

  사후선사십일척(伺候船四十一隻)

  전라우수 (全羅右水營)(해남(海南))

  군총이만육천구백육십이명(軍摠二萬六千九百六十二名)

  선척일백삼십구척(船隻一百三十九隻)

  전선이십일척(戰船二十一隻)

  귀선십척(龜船十隻)

  해골선일척(海鶻船一隻)

  병선삼십척(兵船三十隻)

  방선십척(防船十隻)

  사후선육십이척(伺候船六十二隻)

이상(以上)과 같거니와 주사도(舟師圖)에는 귀선(龜船)만을 보면 전라좌수 (全羅左水營)

에 4척(隻), 나주(羅州)에 2척(隻), 우수 (右水營)에 7척(隻)으로서 『군국총목(軍國摠目)』

에 나타난 귀선(龜船)17척(隻)에 비(比)하여 주사도(舟師圖)의 경우는 13척(隻)으로 4척(隻)

이 부족(不足)하다. 이와같이 귀선수(龜船數)만을 비교(比較)할 때에는 『군국총목(軍國摠

目)』과 주사도(舟師圖)의 기록(記錄)이 대차(大差)가 없지만, 전체(全體)의 전선소수(戰船

艄數)로 생각하면 커다란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주사도(舟師圖)의 기록(記錄)에 나타난 선

척수자(船隻數字)는 『군국총목(軍國摠目)』이 간행(刊行)된 시기이전(時期以前)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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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되는 것은 자명(自明)한 이치(理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수(數)많은 문헌(文獻)을 고찰(考察)하여 본 바에 의하면22) 선소수자면(船艄數

字面)에서 주사도(舟師圖)에 기입(記入)된 138척(隻)을 가지고 비교(比較)할 때 『군국총목

(軍國摠目)』이 나온 정조(正祖)18年보다는 시기(時期)를 훨씬 소상하게 되고 귀선수(龜船

數)가 하삼도(下三道)에 합(合)하여 14척(隻)이었다는 조시(英祖時)의 기록(記錄)보다는 

다소 후(後)로 내려오게된다. 그렇다면 조말기(英祖末期)로 잡아 보아 틀림없는 일인 것

이다. 더욱이 회화상(繪畵上)의 기법(技法)으로 보아서 정연간(英正年間)에 걸쳐 그러한 

묘사(描寫)의 수법(手法)을 썼음으로 보아 기록(記錄)과 회화상(繪畵上)의 수법(手法)의 양

자(兩者)가 일치(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사도(舟師圖)의 시대고증(時代考證)

은 조말기(英祖末期) 또는 중기(中期)쯤으로 보아 서기(西紀) 1750년대(年代)로 추정(推

定)된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約 200년전(年前)의  작품(作品)이라 하겠다.

C. 유사도(類似圖)는 어느 시대(時代)의 작품(作品)인가

이미 지적(指摘)한바 있듯이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귀갑선지도(龜甲船之圖)와 일본소

재(日本所在)의 그림이 대체적(大體的)으로 주사도(舟師圖)와 유사(類似)하므로 주사도(舟師

圖)와 동시대(同時代)의 작품(作品)이라는 것이 자동적(自動的)으로 고증(考證)된 셈인데 여

기에서 거듭 분명(分明)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주사도(舟師圖)와 나머지 두 작품(作品)과의 

작품제작(作品製作)의 시기문제(時期問題)이다. 필자(筆者)가 현재(現在)까지 고찰(考察)한 

바에 의하면 당초(當初)에 그림을  제작(製作)한 것은 조중기경(英祖中期頃)의 주사관계

기록(舟師關係記錄)에 입각(立脚)하여 그것을 회화(繪畵)로서 제작(製作)하 던바, 이것이 

단폭(單幅)이었으므로 그 후(後)에 이 주사도(舟師圖)를 보다 넓은 화폭(畵幅)에 다시금 주

사도(舟師圖)보다도 크게 그리게 되었고 보다 화면(畵面)이 확대(擴大)되므로 병풍십폭(屛

風十幅)을 제작(製作)하게 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기록(記錄)을 포함(包含)하고 있는 

주사도(舟師圖)가 그 유사도(類似圖)보다도 사적가치(史的價値)가 높으거니와 제작시기(製

作時期)의 면(面)에서도 앞섰던 것은 물론이라고 하겠다.

6. 소위(所謂) 태극도(太極圖)의 기(旗)는 어떻게 해석(解釋)할 것인가

주사도(舟師圖)와 일본소재도(日本所在圖)의 그림 속에 그려진 그 주함선(主艦船)에 높다

랗게 태극도(太極圖)의 기(旗)가 보인다. 이것을 가리켜 일부(一部)의 견해(見解)는 오늘날 

국기(國旗)로 보려고 한다. 설사(設使)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주사도(舟師圖)에 기록(記錄)

이 없었거나 또는 처음부터 주사도(舟師圖)가 발견(發見)되지 아니한채, 귀갑선도(龜甲船圖)

와 일본소재도(日本所在圖)만이 있었다고 할 때 그 태극도(太極圖)의 기(旗)를 국기(國旗)라

고 우겨댄다고 한다면 논의(論議)의 여지(餘地)를 인정(認定)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나, 주사

도(舟師圖)의 기록(記錄)이 엄연히 기입(記入)되어 있는 바에 그러한 견해(見解)는 조금도 

성립(成立)될 수가 없다. 우리 국기(國旗)의 대체적(大體的)인 고안(考案)은 임오년(壬午年) 

즉 1882年에 작성(作成)되어 이를 정식(正式)으로 일반(一般) 국민(國民)에게 공포실시(公

布實施)한 것은 1883年 1月이었다. 그러나 그 후(後)부터 1945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期間)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음양(陰陽)과 사괘(四卦)의 배치(配置)가 불일치(不一致)하다

가 일제(日帝)로부터 해방(解放)된 후(後)로는 더욱이 그 혼란(混亂)이 심(甚)하여 정부(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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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가 수립(樹立)이 되자 그 간(間)에 국기시정(國旗是正)문제가 대두(擡頭)됨을 보고 1949

年 1月에 문교부(文敎部)내에 위원회(委員會)를 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토의(討議)한 결과 

1949年 3月 15日에 현재(現在)의 국기(國旗)를 최종적(最終的)으로 채택(採擇)한 것이다. 그

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前)부터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을 배합(配合)한 원형도(原形

圖)가 궁아문(宮衙門)에서 기타(其他) 생활기구(生活器具)에 이르기까지 도안화(圖案化), 수

식화(修飾化)하여 내려오는 터이다. 이 태극(太極)이란 고대중국(古代中國)의 형이상학적(形

而上學的)인 역철학(易哲學)의 산물(産物)로서 이 역철학(易哲學)의 원리(原理)에 따라서 태

극도(太極圖)는 그 위치(位置)가 변(變)하여 사괘(四卦)또한 음양소장(陰陽消長)에 의(依)해

서 자연적(自然的)으로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진16. 「속병장도설」의 좌독기(「續兵將圖說」의 坐纛旗)

이러한 태극도(太極圖)의 모형은 과거(過去) 오랜 세월(歲月)을 거쳐 우리 국민(國民)들의 

생활(生活)속에 들어가 각양각태(各樣各態)의 모습으로 등장(登場)하곤 하 다. 다시 말해서 

태극(太極)은 우주(宇宙)의 본체론적(本體論的)인 최고원리(最高原理)를 상징(象徵)하는 것

이어서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어떠한 부문(部門)에서도 즐겨 이끌어다 활용(活用)한바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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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군문(軍門)에서도 이끌어다 쓰지 아니 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막

연히 그러했으리라는 상상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事例)를 명확(明確)히 제시(提示)할 수가 

있다. 주사도(舟師圖)의 기(旗)는 태극기(太極旗)가 아니라 조(英祖) 25年(서기(西紀) 

1949年)에 봉교편집(奉敎編輯)한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의 유권적(有權的) 문헌(文獻)

에 보이는 대장(代將) 또는 원수기(元帥旗)인 좌독기(坐纛旗)이다.23) 두 그림에 그려진 태

극도(太極圖)의 기(旗)는 실측(實測)가로와 세로가 1㎝ 정도이고 또한 기폭(旗幅)이 나부끼

게 그린 그림이므로 사진의 좌독기(坐纛旗)를 보면 필자(筆者)가 제시(提示)한 고증(考證)에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로서도 부족(不足)하다면 사령함선(司

令艦船)에 있는 <삼도주사사명(三道舟師司命)>의 기(旗)를 보면 사진의 사명기(司命旗)와 

동일(同一)하지 않는가. 이 사명기(司命旗) 및 숙정패(肅靜牌)와 표미기(豹尾旗)는 좌독기

(坐纛旗)와 동시(同時)에 사용(使用)된 기(旗)로서 최고(最高)를 상징(象徵)하는 뜻에서 좌

독기(坐纛旗)는 주함(主艦)에만 있는 것이다. 한가지 중국(中國)의 광서연간(光緖年

間)(1875-1908)에 나온 월력(月曆)에 부록(附錄)된 외기보(外旗譜)(중외각국륜선기(中外各

國輪船旗))에 고려국기(高麗國旗)가 나와 있는바, 그것은 사진에 보는 바와 같다. 현국기(現

國旗)와 흡사하다고 하여 분제(分際)되는 것은 아니고 1882년이후(年以後)에 우리나라가 국

기(國旗)를 제정(制定)한 연후(然後)의 것으로서 이 주사도(舟師圖)와 관련(關聯)하여 논의

(論議)할 추호(秋毫)의 여지(餘地)가 없는 것이다.

사진17. 「속병장도설」의 사명기(「續兵將圖說」의 司命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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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8.「속병장도설」의 숙정패(「續兵將圖說」의 肅靜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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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 광서연간중국월력에 들어 있는 고려국기(光緖年間中國月曆에 들어 있는 高麗國旗)

7. 결언(結言)

지금까지의 논급(論及)을 거쳐나오는 동안 한가지 고증(考證)을 얻지 못한 것은 주사도

(舟師圖)를 비롯하여 두 개의 유사도(類似圖)가 그 작자(作者)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현충사

소장(顯忠祠所藏)의 그림 설명(說明)에 의하면 작자(作者)를 전오정.이선병으로 되어 있으

나, 이에 관해서는 보다 더 깊은 상고(詳考)가 요청(要請)되는 일이며 또 작품(作品)의 제작

년대(製作年代)를 「18세기 후반기 무렵」이라고 한 것을 <1750년대(年代)>( 조중기(英祖

中期))로 수정(修正)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리고 현충사소장(顯忠祠所藏)의 그림을 설명(說

明)한 제목(題目)이 「삼도수군관함도」라고 한 것은 매우 무난(無難)한 표현(表現)이지만, 

이것을 좀더 구체적(具體的)으로 『삼도수군관함의전실황도(三道水軍觀艦儀典實況圖)』라고 

함이 좋겠다. 주사도(舟師圖)와 일본소재(日本所在)의 그림도 매한가지 거니와 이것은 기록

(記錄)(주사도(舟師圖))과 그림에 표현(表現)된 양상(樣相)에 의거(依據)해서 규정(規定)하

는 것이다. 이 『삼도수군관함의전실황도(三道水軍觀艦儀典實況圖)』는 조선시대(朝鮮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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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特有)의 아름다운 색채(色彩)와 그 조화(調和)의 묘(妙)를 감동(感動)스럽게 표현(表

現)한 한국고회화예술(韓國古繪畵藝術)의 일대정화(一大精華)라 하겠다. 그리고 수군관계

(水軍關係)의 상세(詳細)한 기록(記錄)이 기입(記入)되어 있는 점(點)은 또한 조선왕조중기

이후(朝鮮王朝中期以後)의 우리 나라 수군(水軍)연구(硏究)에 귀중(貴重)한 사료(史料)의 가

치(價値)를 내포(內包)하고 있거니와 필자(筆者)가 아는 한(限)에 있어서는 『군국총목(軍國

摠目)』에 다음가는 내용(內容)을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끝내 작자(作者)를 밝혀 내지 못하

음은 필자(筆者)의 역부족(力不足)을 자책(自責)하여 마지않는 터이다.

<page 86 사진>  (주석 13) 의 내용에 포함된 그림)

 

 주(註)

1) 舟師圖에 記入된 都分軍의 記錄과 繪畵에 立脚하여 前文化財委員長 金庠基博士의 『三道舟師都分軍圖』라는 題

가 있고 崔淳雨先生이 撰한 名文章을 書藝家 金膺顯先生이 쓴 書가 있다.
2) 1970年 9月27日字 朝鮮日報 4面에 “李朝水軍편재연구에 貴重한 史料『三道舟師都分軍圖 발견”이라는 題下의 記

事가 報道된바 있고 한편 筆者가 『도서관』誌 149호(1970. 9)(국립중앙도서관 발행)에 連載중인 “新史料辯正” 제8

회稿로서 短篇的인 紹介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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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한例로서 「壬辰戰亂圖」를 들 수가 있겠다. 純祖 34年(1834年) 軍器監 李時訥의 그림으로서 東來앞 바다에 무수

히 戰船이 떠있고 白色倭船과 울금색의 우리나라 戰船이있고 釜山鎭城等地에서는 倭兵을 맞아 싸우는 그림이다. 여기에

서 한가지 指摘해 둘 것은 우리나라의 基本色彩가 鬱金色이라는 사실을 古繪畵에서 거듭 認識되거니와 이點 後述되는 

本文에 言及될 터이다. 이 「壬辰戰亂圖」는 서울 大學校에 所藏되어 있는바, 이에 關한 解題는 『韓國古地圖展示會出品

目錄』 73面을 參考하기 바란다.
4) 近者에 開封된 映畵 “聖雄 李舜臣”의 타이틀 백에 이 舟師圖를 쓰고 있다. 그리고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에

서 刊行한 『한국의 해운』(Marine Transport in korea)4面연혁에 이 舟師圖가 천연색사진으로 호화롭게 들어있다.
5) 우선 龜船의 數를 例로 보더라도 그림에는 44隻이 그려져 있으나 記錄에는 21隻으로 되어있다.
6) 1969年 5月 12日에 編史會의 定期月例發表會에서 崔淳雨先生께서 發表한 「韓國美術의 色彩感覺」은 韓國古美

術의 色彩에 關한 이 方面에 참으로 많은 內容提示가 있었다. 
7) 이 旗는 혹 塘報旗(質黃旗方一尺桿高九尺)가 아닌지 싶다.
8)『續兵將圖說』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62個의 陳法이 圖說되어 있다.

①九宮陳圖 ②八陳圖 ③六花陳圖 ④禁軍七番圓陣圖 ⑤禁軍七番方陣圖 ⑥禁軍七番曲陣圖 ⑦禁軍七番直陣圖 ⑧禁軍

七番銳陣圖 ⑨禁軍七番蜂屯疊陳圖 ⑩禁軍番鶴翼陳圖 ⑪五營合 ⑫閱陳圖 ⑬訓鍊都監圓陣圖 ⑭訓鍊都監方陣圖 ⑮訓

鍊都監曲陣圖 ⒃訓鍊都監直陣圖  ⒔訓鍊都監銳陣圖 ⒕禁衛營五部圓陣圖 ⒖禁衛營五部方陣圖 ⒗禁衛營五部曲陣圖  

꒒꒥禁衛營五部直陣圖 ꒒꒦禁衛營五部銳陣圖 ꒒꒧御營廳五部圓陣圖  ꒒꒨御營廳五部方陣圖  ꒒꒩御營廳五部曲陣圖  ꒒꒪御營廳

五部直陣圖  ꒒꒫御營廳五部銳陣圖  ꒒꒬守禦廳五部圓陣圖  ꒒꒭守禦廳五部方陣圖  守禦廳五部曲陣圖  守禦廳五部直

陣圖  守禦廳五部銳陣圖  摠戎廳三營圓陣圖  摠戎廳三營方陣圖  摠戎廳三營曲陣圖  摠戎廳三營直陣圖  

摠戎廳三營銳陣圖  禁衛營一司圓陣圖  禁衛營一司方陣圖  禁衛營一司曲陣圖  禁衛營一司直陣圖  禁衛

營一司銳陣圖  御營廳一司圓陣圖  御營廳一司方陣圖  御營廳一司曲陣圖 御營廳一司直陣圖  御營廳一司

銳陣圖  守禦廳二司圓陣圖  守禦廳二司方陣圖 守禦廳二司曲陣圖 守禦廳二司直陣圖 守禦廳二司銳陣圖 

摠戎廳一司圓陣圖 摠戎廳一司方陣圖 摠戎廳一司曲陣圖 摠戎廳一司直陣圖 摠戎廳一司銳陣圖 訓鍊都監玄

武陳圖 禁衛營五部玄武陳圖 御營廳五部玄武陳圖 禁衛營一司玄武陳圖 御營廳一司玄武陳圖 
9) 唯物展示館의 說明에는 作者를 전오정 이선병 두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詳考해야 한 줄로 안다.
10) 筆者가 舟師圖와 類似한 그림이 日本에도 있다는 것은 「週刊朝鮮」(1971. 10. 10)에 記事로서 報道된 것을 보

고 알았다. 同誌의 記事가 學的인 對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순신장군의 왜군섬멸도병풍…」云云한 個所

는 實際에 當치 않는 말이다.
11)「週刊朝鮮」記事를 通해서 日本에 있다는 그림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浦項에 人便이 來往한 바 있으나, 充分

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병풍과 같이 入手되었다는 地圖와 두루마리의 記錄은 同誌의 記事대로 現品이 浦項에 있다 

한다. 그러나 과연 그 地圖가 「…임진왜란당시의 조선8도지도」인지는 더 자세한 考察이 있어야 할것이며 記錄도 

分明히 考證되어야 할 일이나 아무튼 매우 價値있는 資料가 아닐까 여겨진다. 
12) 李舜臣장군의 14代宗孫인 李雄烈氏에 의하면 이른바 水操圖라 하여 顯忠祠所藏의 그림과 類似한 그림이 統營

에 있다고 筆者에게 들려 주었다. 古畵商의 손에 數點이 있거니와 연세대학교 博物館에 있는 龜船圖는 十幅屛風中 

그 한폭에 그려진 것인데 上段의 記錄은 李忠武公全書首卷에 보이는 龜船之制의 記錄中 一部를 옮겨쓰고 同時에 

同書에 들어 있는 두 個의 龜船圖를 그대로 옮겨 그리고 그 위에 彩色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彩色 또한 무척 俗

되고 作者․年代가 未詳하거니와 이와 비슷한 作品은 많이 있다.
13) 『史叢』(第三輯) 所收論文 「龜船考」(崔永禧)의 註는 參考가 되며, 1971年 11月 5日字 「中央日報」(4面) 金

在瑾교수의 「거북선의 復原」, 1972年 1月 7日字 同紙(6面)의 浪元植의 記事도 지적해두거니와 「에 레․하우

스」에서 나온 「固城地圖」, 그리고 固城邑의 李光鉉氏所藏의 龜船關係資料도 參考되며 「한국일본」(1972年 2月 

1日字)에 發表된 金龍國교수의 도 깊은 關心의 所産인 줄 안다. 그러나 여기에서 分明히 指摘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즉 固城邑居住 李光鉉씨집에서 발견된 龜船關係資料로서는 <龜船造船式圖>以外에는 直接龜船

에 관한 資料는 못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當時都下各新聞이 다투어 報道한바 있었으나 無責任한 誤導가 많

았던 중에서도 寒心스러웠던 點은 金鍾範은 正祖때 龜船長을 지낸 사람을 「李舜臣장군 휘하에서 龜船長을 지냈

다.」하는 것을 비롯하여 「兵學通」, 「登壇必究」등이 龜船關係資料로서 「또 發見되었다」는 記事에 이르러서는 

그저 失色을 禁치 못할 일이었다. 「兵學通」은 正祖(1777-1800)의 御定書로서 刑判兼訓鍊院事인 長志恒이 正祖卽

位年(1776)에 奉敎彙集한 것으로 正祖9年(1785年)에 즉 乙巳重訂한 木版本 2卷1冊으로 되어있다. 여기 그 書誌學的 

考察은 장황하므로 省略하거니와 國內에 個人所藏은 勿論이요, 奎章閣을 爲始해서 高大, 延大, 國立中央도서관등 

많이 있으며 또한 國外에도 美하바드 大學, 日本, 프랑스에도 있는 것을 가지고 처음 發見된 것으로 알고 報道했으

니 外國學者들에게 창피하여 마지 않을 일이다. 더욱이 「登壇必究」는 明나라 神宗 26年(1598年)에 淮陰王鳴鶴이 

지은 全四十八冊의 兵書로서 이 또한 다알고 있는 冊이거니와 이 「登壇必究」 第 27. 28. 29.冊에 나오는 過盜篇 

및 水戰篇에 나오는 船圖 즉 蜈蚣船式이 거북선의 母型과 비슷하다고 한 것은 無知의 所産이다. 萬曆戊戌 즉 明王

朝 神字 26年은 우리나라 宣祖年으로서 壬辰으로부터 6.7年後에 刊行된 「登壇必究」에 그려진 蜈蚣船이 우리나라 

龜船의 母型과 어떻다고 推定하려는 것은 言語道斷이다. 이 冊 또한 奎章閣에 있어 다알고 있는 冊이다. 充分한 調

査도 없이 新聞이 흥분하여 一般에 認識을 誤導함으로서 빚어지는 責任은 큰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

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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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술원 논문집』(제7집)所收論文 <壬辰倭亂後 龜船의 變遷過程>(金龍國)도 그증의 하나라 하겠다. 
15) 實錄考出船政條
16)朝鮮王朝實錄, 肅宗 48年 8月條 備邊司謄錄(六十九冊) 
17) 續大典

    文獻備考(高宗朝에 增補, 隆熙二年刊)에는 龜船이 40隻으로 되어 있다. 
18) 備邊司謄錄(第四十一冊․六十八冊)
19) 이『朝鮮全圖』서울大學校所藏으로서 同地圖에 記入된 軍關係記錄中에 水軍記錄은 다음과 같다. 

京畿二萬八千八百三十九人戰船六隻兵

船六隻防牌船九隻

忠淸束伍軍二萬五千五百七十四名水營

戰船十四隻防牌船九隻龜船一隻

全羅束伍軍三萬九千一百八十七名左水

營戰船十一隻龜船一隻右水營戰船三十二隻

慶尙束伍軍左道二萬二千一百九十人右道二萬二千一百八十九名左水營戰船十一隻內龜船一隻統營戰船四十四隻防牌

船二隻龜船二隻

平安兵船一隻
20) 朝鮮王朝實錄, 肅宗42年條 備邊司謄錄(第六十九冊)에 依하면 龜船五隻은 상당히 長期間에 걸쳐서 지속된 數字

이므로 그 後代에 記錄을 잘못 引用한 例라 하겠다. 「학술원논문집」(제7집) 所收의 『壬辰倭亂壇龜船의 變遷

過程 154面 참고를 바람. 
21) 軍摠二萬六十四名內 (本營舟師將卒一千五百二十五名○各色軍保七千七百三十一名○屬邑鎭舟師將卒三千六百八名

○防軍七千二百名 

    戰船代將二人

    兵船將 五人

      旗牌官十三人

      知彀官二人

      旗鼓官二人

      捕盜官八人 

      訓導九人

      將下軍三十名

      軍牢一百名

      大旗手一百名

      吹鼓手一百名

      火砲匠四十五名

      射夫一百五名

      砲手一百四十六名

      舵工三十二名

      能櫓軍六百六十九名

      般直軍五名

      休番軍一千六百四十五名

      需用軍八百名

      軍需保一百五十名

      防軍三千二百十名

      各廳保卒十九名

    吏奴作隊哨官一人

      軍卒一百五十二名

    得變兵房二人

      軍官一百五十人

    船倉監官一人

    軍器監官一人 

    守城中軍一人

      千摠二人

      把摠四人

      哨官八人

      旗鼓官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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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守堞軍官五百十人

      城丁軍八百名

    虞侯軍官二十人

      旗牌官十二人

      旗鼓官一人

      將下軍十五名

      軍牢三十人

      旗手二十名 

    山城義僧將一名

      把摠僧一名‘哨官僧二名

      知彀官僧一名

      旗鼓官僧一名

      軍牢僧八名

      旗手僧十名

      吹手僧十名

      火砲匠僧五名

      義僧軍二百六十六名

    屬邑舟師將卒三千六百八名

      防軍七千一百十名 

      募軍九十名 

習操式(春秋操鍊水使主管設行而信地在本營鯨島前洋)

船隻八十隻內(戰船十三隻․龜船六隻․兵般二十隻․伺候船四十一隻) 

本營船二十隻內 (戰船四隻 兵船五隻 伺候船十一隻) 

戰船 (三年改槊七年 改造物力錢一百五十兩水使目備上下) 

兵船 (改槊改造年限 上同物力錢九十兩水使目備上下) 

伺候船 (改槊改造年限 上同物力錢十六兩水使目備上下) 

屬邑鎭船六十隻內 (戰船十五隻 ○兵船十五隻 ○伺候船三十隻)
22)實錄考出船政條

朝鮮王朝實錄(宣祖-純祖)

懲毖錄

忠愍祠記

澤堂集

李忠武公全書

備邊司謄錄

日省錄

文獻備考

續大典

亂中日記

李舜臣行狀及事蹟

軍國摠目

戰兵各線圖本

葛機要覽軍政篇

弘齊全書(三軍摠錄․軍旅)

禁旅操鍊笏記

全羅右水營啓錄

全羅左水營啓錄

全羅左水營來關錄

軍邑記薄

燃藜全記述

國朝寶鑑, 征韓偉略,志摩軍記 
23) 續兵將圖說

이와 關聯한 文獻으로서는 兵將圖說, 親軍海防營都案, 兵學通, 備禦考, 八陳圖, 東國兵鑑, 兵陣圖神器秋訣, 武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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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覽, 兵學操典, 登壇必究, 隷陳總方, 御定洪翼靖公奏藁, 兵學指南, 東錄(第10冊), 東牌(第10冊), 開國紀綱(舟師), 

兵家要集, 武經節目, 壇究捷錄, 紀効新書節要, 陳法, 陳說, 歷代兵要, 御製兵將說, 新傳煮哨方

附記 : 本拙論의 作成過程을 通해서 거듭 많은 協助와 便宜를 베푸신 顯忠祠管理所長 김동수 장군과 文化財管理

局金三奉事務官, 李東永님 그리고 사진촬 에 勞苦하신 사진作家李重翰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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