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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궐도(東闕圖)」의 작도원리를 기반으로 러버쉬팅변환(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을 통해 조선후기 창덕궁  

금천교 주변의 평면도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궐도(東闕圖)」 제작 당시부터 현존하는 주요 전각의 실제 크기와 그림에 묘사된 크기를 비교하여 전각의 정입면이  

약 1/200으로 축소되어 작성되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측입면에서는 동일한 제작 비율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측입면의 길이가  

실제의 약 절반 정도로 그려지고, 사선 각도가 평균 39°로 파악됨에 따라 캐비닛 투영(Cabinet Projection)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도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궐도(東闕圖)」의 작도 원리를 역추적하여 「사투영평면도」를 작성하고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동궐도(東闕圖)」의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를 제작하였다. 변환 시 투영변환(projective transformation)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 오차는 

2.1208m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나타냄으로써 「동궐도(東闕圖)」의 평면도 제작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동궐도(東闕圖)」뿐만 아니라 

평행사선도법으로 작성된 각종 기록화의 평면도 제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작성된 평면도가 제공하는 공간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천교의 위치, 금천교와 진선문의 배치, 금천의 석축 위치를  

시기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작성된 평면도의 내용이 금천교 발굴조사결과와 그 맥락을 함께 함으로써 러버쉬팅변환이 「동궐도 

(東闕圖)」 제작 당시 모습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러버쉬팅변환을 적용하여 「동궐도(東闕圖)」에 수록된 공간정보를 2차원 평면도로 제작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동궐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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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궐도(東闕圖)」(1827~1830)는 조선후기 동궐의 전

각, 담장, 화계, 교량 등 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는 회화자료로서 동궐의 건축양식이나 평면배

치(손신영 1995; 이동규 1999; 정용재 2003; 우주선 2005; 

김완 2012; 박재산·한동수 2013) 등 동궐의 원형을 추정하

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3차원으로 작성된 

「동궐도」는 일제강점기 「동궐도형(東闕圖形)」(1907~1910 사

이 추정),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面圖)」(1911~1936년 사이 

추정) 등 2차원으로 제작된 평면도와 공간 대응을 통한 비

교 연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완(2012)은 「동궐도」에 기초한 연구의 합

리적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즉, 「동궐도」에 묘사된 조선후기 동궐의 모습을 정

확히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동궐의 평면 변화를 살

피기 위한 「동궐도」의 평면도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3차원으로 제작된 도형자

료의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을 통한 평면 추정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이처럼 과거 도상을 비교

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로 러버쉬팅변환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궐도」의 러버쉬팅변환을 

통한 조선후기 창덕궁 금천교 주변의 평면도 작성을 시도하

고, 3차원 도형자료의 평면 추정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러버쉬팅변환의 효용성과 한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동궐도」는 현재 고려대학교박물관과 동아대학교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본은 채색과 산수, 건물 표현 등에

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화면의 규격, 구도와 배

치, 화풍 등 전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여 동일

한 시기에 같은 화본(畵本)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채색이 강하고, 색상 대비가 

높으며, 건축물 등이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된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첫째, 「동

궐도」에 사용된 작도 기법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1 고려대학교박물관·동아대학교박물관, 2012, 『동궐 특별전시 도록』,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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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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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각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 「동궐도」의 제작 축척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궐도」의 작도 원리를 토대로 창덕궁 

금천교 주변 「사투영평면도」를 작성하고,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동궐도」의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를 제작하였다. 

셋째, 금천교의 위치, 금천교와 진선문의 배치, 금천의 석축 

위치에 따라 작성된 평면도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정확성

이 검토되었다.

3. 러버쉬팅변환을 통한 평면 추정 원리

러버쉬팅변환은 이미 영국 또는 일본에서 역사지도

를 이용한 과거의 토지이용, 도시구조, 지형 및 경관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Fuse, T. 외 

1998; Balletti, C. 2000; Shinmizu, E., Fuse, T. 2003). 러버

쉬팅변환에 의한 기하보정은 여러 시기에 작성된 도형자료

와 현재 지형도의 정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 명칭은 

마치 고무판(rubber sheet)에 그려진 도면을 잡아 늘려서 

변형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일반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는 지

오레퍼런싱(georeferencing)이라 불리기도 한다.2 변환의 원

리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삽입된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3

2 Vertical Conflation, Positional Accuracy Improvement(PAI), Synchronization of Spatial Data, Geometric Fidelity 등과 같은 동의어가 있다. 

Shekhar, S·Xiong, Hui., 2008, 『Encyclopedia of GIS』, Springer, p.129, 885, 1002.

3 특정 위치에서 저장되고 연산된 일정 크기의 격자(영상소: Pixel)의 집합으로 구성된 영상 자료이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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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러버쉬팅변환의 원리.

표 1. 러버쉬팅변환의 유형(http://www.esri.com)

유 형 특 징

1차 다항변환

(1st Order Polynomial 또는 Affine)

아핀변환이라 불리기도 하며, 크기조절•이동•회전의 동일한 변환을 발생시켜 직선이 유지되며, 최소 3개 

이상의 기준점이 필요

2차 다항변환

(2nd Order Polynomial 또는 Warps)

워프변환이라 불리기도 하며, 크기조절·이동·회전 이외에 구부러짐과 휘어짐의 변환을 발생시켜 직선이 

유지되지 않고, 최소 6개 이상의 기준점이 필요

3차 다항변환

(3rd Order Polynomial)

워프변환이라 불리기도 하며, 크기조절·이동·회전 이외에 구부러짐과 휘어짐의 변환을 발생시켜 직선이 

유지되지 않고, 최소 10개 이상의 기준점이 필요

어드저스트 변환

(Adjust)

다항변환과 TIN보정기술이 결합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최소제곱법과 지역적 정확성에 최적화 되어 있으

며, 최소 3개 이상의 기준점이 필요

프로젝티브 변환

(Projective)

좌표의 선형 회전 및 평행 이동을 발생시키고, 주로 사선으로 작성된 이미지(oblique imagery), 스캔된 이미

지, 위성 이미지 등에 적용되며, 최소 4개 이상의 기준점이 필요

스플라인 변환

(Spline)

광역 보다 지역적 정확성에 최적화되어 있고, 부분 변환으로 연속성과 부드러움이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변

환 지점을 기준점에 정확히 정렬시킬 수 있으나 왜곡이 많이 발생

따라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기준점이 있을 경우 사용해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기준점이 필요

0차 다항변환

(Zero Order Polynomial 또는 Shift)
일반적으로 이미 러버쉬팅변환된 자료의 이동에 사용되며, 최소 1개의 기준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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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전(rotation), 크기조절(scale), 비틀기(skew), 이동(shift 

또는 translation) 등을 발생시켜 정합하고자 하는 대상의 

좌표체계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그림 2).

변환 결과의 정확성은 표준 오차(Root Mean Square 

Error)로 설명될 수 있다. 표준 오차는 동일한 대상일지라

도 변환 유형(표 1) 또는 설정된 기준점에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낮은 표준 오차가 항상 정확한 변환을 의미하지 않는

다. 따라서 정확한 변환을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건물의 모서리, 주요 도로의 교차점, 동선, 담

장 등을 중심으로 한 기준점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표준 

오차는 기준점의 재설정을 통해 보완 또는 개선될 수 있다.

4. 기존 연구 동향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 Shinmizu, E.와 Fuse, 

T.(2003)는 불규칙 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과 평면 아핀 변환(planar affine transformation)

에 기초한 러버쉬팅변환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에도시대부

터 현재까지 일본 도쿄지역의 고지도들(1693, 1843, 1860, 

1892년)을 중첩하여 도로, 하천, 주거지 등 당시의 토지이

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3차원 경관을 재현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 기술

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작업의 효율성과 지형학적 의미에서 

도형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당시에 제작된 목판화와 

3차원으로 재현된 경관을 비교하여 연구의 결과를 검증했

다는데 있다.

Bernhard, J. 외(2007)는 러버쉬팅변환을 이용하여 오

늘날 프랑스와 독일에 인접한 스위스 바젤과 프렉탈 지역

의 고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1798년에 제작된 

지도가 적어도 2개 이상의 지도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

정 아래 러버쉬팅변환을 통한 벡터의 이동 시 회전과 크기

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의 동쪽과 서쪽에

서 각기 다른 크기와 회전변화가 확인됨에 따라 연구의 가

설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변환의 유형이 분석의 정

확도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rnoud De, B. 외(2010)는 현재는 거의 사라진 17세

기에 조성된 네델란드 혼셀러스다이크(Honselersdijk) 궁

전 및 주변지역의 3차원 가상역사경관(Virtual Historical 

Landscape) 복원에 러버쉬팅변환을 활용하였다. Arnoud 

De, B.는 대상지의 과거경관을 추정하기 위해 20개 기준

점을 중심으로 2차원 다항변환을 실시하여 여러 장의 고

지도를 하나의 지도로 정합하였다. 그는 변환된 지도의 표

준 오차가 10~15m로 당시 지도 제작기술을 고려할 때 높

은 정확도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된 

Shinmizu, E.와 Fuse, T.(2003)의 연구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지가 묘사된 회화자료에서 과거의 도로, 수로, 건물, 수

목 등의 위치뿐만 아니라 형상까지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광범위한 연구 대상지로 인해 작성된 

자료의 정확도가 다소 낮은 단점이 있다. 이처럼 러버쉬팅

변환은 각기 다른 도형자료의 형태와 크기를 변환시키고, 

공간참조정보를 부여하여 현재 지도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동궐도」의 평면도 제작을 통해 

다양한 시기의 동궐 평면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조선후기 동

궐의 공간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일

으킨다.

Ⅱ. 「동궐도」의 작도 원리

1. 「동궐도」의 작도 기법

계화(界畫)방식으로4 제작된 「동궐도」는 조선시대 궁

궐의 대표적인 기록화로서 궁궐도(宮闕圖)로 분류되기도 

한다. 궁궐도에 묘사된 건축물의 표현기법은 건물들의 정

입면(正立面)을 위주로 평면적으로 표현되는 ‘전개도법(展

4 계화(界畫)는 계필(界筆)을 이용하여 곧은 자로 선을 그리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수레, 배, 다리 등 정밀한 묘사나 구체적인 이미지 표현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양신, 1999, 『중국 회화사 삼천년』, 학고재,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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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圖法)’과 사선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사

선도법(斜線圖法)’으로 구분된다.5 「동궐도」에 사용된 평행

사선도법(平行斜線圖法)은 전각의 한 면이 정사면에 놓이

고, 측면이 정사면에 잇대어 기울어지도록 표현되어 전각

의 정입면과 측입면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방법

으로 서양의 입면경사투영법과 유사하다(안휘준 1997; 김

왕직 1998; 이동규 1999; 정용재 2003; 강서연 2006; 김

완 2012). 입면경사투영법은 측면의 사선 각도와 길이에 

따라 ‘캐벌리어 투영(Cavalier Projection)’과 ‘캐비닛 투영

(Cabinet Projection)’으로 구분된다(그림 3). 대체로 캐벌리

어 투영은 측입면을 45° 기울여 실제 길이(A)로 작도된다. 

반면, 캐비닛 투영은 측입면이 실제 길이의 절반(1/2A)으로 

작도되고, 30°~45° 사이의 사선 각도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평행사선도법으로 작성된 「동궐도」의 작도 원

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각과 「동궐도」에 묘사된 전

각의 비교를 통해 전각의 축소 비율, 측입면의 사선 길이와 

각도 등 작도 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동궐도」의 작도 특성

「동궐도」 제작 시점부터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된 창덕

궁의 돈화문, 인정전, 주합루와 창경궁의 문정전, 환경전, 양

화당 등 6개 전각을 대상으로 「동궐도」의 제작 축척을 추정

하였다(그림 4). 6개 전각 중 일부는 「동궐도」 제작 이후 화재

로 소실된 후 재건(再建)되기도 하였으나, 재건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지 않아 원래의 위치와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실측자료에서 확인된 전각의 크기와 「동궐도」에 

묘사된 크기를 비교하여 제작 축척을 산출하였다(표 2). 

예를 들어, 인정전은 「동궐도」에서 정면(도리 방향) 

5 건축도법에 관한 명칭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송인호(2012)가 제시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3.   입면경사투영법의 종류(http://www.tilemapeditor.com) A:캐벌리어 

투영(Cavalier Projection), B:캐비닛 투영(Cabinet Projection).

1/2A
30~45°

A
45° 1/2A

30~45°
A

45°

A B

그림 4.    「동궐도」에 묘사된 주요 전각의 크기(단위:㎜) A:인정전, B:돈화문, C:주합루, D:문정전, E:환경전, F:양화당.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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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mm, 측면(보 방향) 43mm, 높이 128mm로, 실측자료

에서는 정면 24,449mm, 측면 18,378mm, 높이 21,820mm

로 확인되었다. 즉, 인정전의 축소 비율은 정면 1:228, 측면 

1:427, 높이 1:170로 측면이 정면과 높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5개 전각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2>에서 6개 전각의 측면을 제외한 정면과 높이의 축소

비율은 각 1/203, 1/196이며, 평균은 약 1/200이다. 즉, 「동

궐도」에 그려진 전각의 정입면은 실제 크기의 약 1/200로 

축소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축소 비율은 향후 

전각뿐만 아니라 담장, 화계, 수목과 같이 수직적이고 입면

적 요소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전각의 측면을 살펴보면, 인정전의 경우 정입

면의 축소비율은 평균 1/199(1:228과 1:170의 평균)로 이 

비율이 측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실제 

18,378㎜인 측면은 「동궐도」에서 약 92㎜로 그려져야 한

다. 그러나 「동궐도」에는 이 값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3㎜로 표현되어 있고 6개 전각의 측면 축소 비율이 평균 

1/1.54로 실제 길이의 약 절반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서 언

급된 캐비닛 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각 묘사에 사용된 축척(단위:mm)

구 분 정면(도리) 측면(보) 높이 사선각도 사선축소비

인정전6

실측도 24,449 18,378 21,820 - -

동궐도 107 43 128 43° -

축척 1/228 1/427 1/170 - 1/1.87

돈화문7

실측도 22,140 7,740 14,900 - -

동궐도 96 30 79 35° -

축척 1/230 1/258 1/189 - 1/1.12

주합루8

실측도 13,667 9,338 9,506

동궐도 67 28 43 39°

축척 1/203 1/334 1/221 1/1.64

문정전9

실측도 13,300 10,200 11,477 - -

동궐도 59 33 50 43° -

축척 1/225 1/309 1/230 - 1/1.37

환경전10

실측도 19,095 8,640 8,144 - -

동궐도 119 39 44 41° -

축척 1/160 1/222 1/185 - 1/1.38

양화당11

실측도 15,200 8,980 8,046 - -

동궐도 90 28 45 35° -

축척 1/169 1/321 1/179 - 1/1.89

평 균 축척 1/203 1/312 1/196 39° 1/1.54

6 문화재관리국, 1998, 『창덕궁 인정전 실측조사보고서』, pp.119~120.

7 문화재청, 2015, 『창덕궁 돈화문 정밀구조안전진단 보고서』, pp.25~33.

8 문화재청, 2016, 『창덕궁 주합루 정밀실측보고서』, p.32, 108.

9 문화재관리국, 1987, 『창경궁 중건보고서(도판)』, 도면 27~32.

10 문화재청, 2010, 『창경궁 환경전 보수공사』, p.44, 49.

11 문화재청, 2015, 『창경궁 양화당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p.4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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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궐도」의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 제작

1. 「사투영평면도」의 작성

「동궐도」의 평면도 제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입면

경사투영법의 원리를 역으로 추적하여 「동궐도」에 묘사된 

지물(地物)의 평면 외곽선이 동일한 바닥면에 투영된 「사투

영평면도」가 작성되었다(그림 5). 이때, 건물의 외벽 또는 다

른 물체와 중첩으로 인해 가려진 부분도 작성되었으며, 제

작순서는 다음과 같다(그림 6A).

첫째, 기준 수직선①을 설정한다. 둘째, ①과 그림에 

묘사된 전각의 바닥이 만나는 지점을 작도의 기준높이②

로 지정한다. 셋째, ①과 기준면②가 만나는 지점에서 전각

의 경사를 따라 평면 외곽선③을 작도한다. 넷째, ①과 평

행한 기둥④에서 외벽에 의해 가려진 평면 외곽선⑤을 작

도한다. 다섯째, 왼쪽으로 연장된 전각의 모서리 기둥⑥을 

작도한다. 여섯째, ⑤와 ⑥이 만나는 지점에서 경사를 따라 

평면 외곽선⑦을 작도한다. 일곱째, ⑤와 평행한 숨은선⑧

을 작도한다. 여덟째, ⑥으로부터 기둥 간격만큼 떨어진 지

점에 수직기둥⑨를 작도한다. 아홉째, ⑨에서 ⑦과 평행한 

평면 외곽선⑩을 추가하여 완성한다. 만약, 작성된 평면 외

곽선이 기단이나 석축으로 인해 주변보다 높거나 낮을 경

우 기준높이로 조정하여 마무리한다(그림 6B). 정확한 「사

투영평면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궐의 지형변화를 감안

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일제강점기 「창덕궁평면도」의 좌표변환을 통한  

기준점 설정

동궐의 모습은 「동궐도」 제작 이후 약 190여년이라

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동궐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는 도형자료로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동

궐도형(東闕圖形)」(1907~1910 사이 추정), 「창경궁급비원평

면도(昌慶宮及秘苑平面圖)」(1908),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

面圖)」(1911~1936년 사이 추정)12가 있다. 특히, 간가도(間

架圖)형식으로 제작된 「동궐도형」은 1990년대에 문화재청

12 「창덕궁평면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총 4본이 소장되어 있고, 제작시기는 각각 1911년 무렵, 1921~1932년 사이, 1932~1936년 사이, 1936년 

이후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근대건축도면집 - 해설편 -』, pp.42~44.

그림 5. 「사투영평면도」 작성결과.

그림 6.    「사투영평면도」의 제작순서 A:「사투영평면도」의 작도 순서, B:작성

된 평면 외곽선의 높이 조정.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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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한 ‘창덕궁 제 모습 찾기’ 사업의 근거자료로 다른 

도형자료와 비교하면 1907년 이후부터 1936년사이의 건물

과 배치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13 그러나 본 연

구는 「동궐도」의 공간정보를 평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

성을 진단하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방식이 유사한 

「창덕궁평면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그림 7).14 「동궐도

형」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도면의 검토는 후속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창덕궁평면도」는 「사투영평면도」의 러버쉬팅변환을 

위한 기준점 설정을 위해 현재 수치지형도로 좌표 변환되

었다(그림 8). 좌표변환의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등고선이 1m 간격으로 제작된 1936년 평면도와 2015년 수

치지형도 사이에 66개의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기준점을 중

심으로 3차원 다항변환을 실행하여 현재 수치지형도의 좌

표계로 변환하였다. 둘째, 동일한 방법으로 1911년 무렵과 

1932~1936년 사이에 제작된 평면도의 좌표를 변환하였다. 

이때 각각 71개, 39개의 기준점이 설정되었다. 이로써 동일

한 좌표체계를 지닌 보정된 「창덕궁평면도」가 작성되었고 

표준 오차 평균이 약 1.67m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

다(표 3). 마지막으로 보정된 「창덕궁평면도」 3본의 공간정

보를 벡터라이징(vectorizing)하여 완성하였다.

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앞의 책, p.15. 

14 「창덕궁평면도」 4본 중 1921~1932년 사이와 1932~1936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본에서는 종묘와 창경궁 사이에 개통된 도로와 창경궁  

영역의 몇 가지 변화를 제외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강근, 2014, 「근대기 창덕궁 건축의 변천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42권 42호, pp.26~27.  

이에 본 연구에는 창덕궁 금천교 주변의 가장 큰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한 1911년 무렵의 「창덕궁평면도」, 1921년에서 1936년 사이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1932~1936년 사이의 「창덕궁평면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마지막 창덕궁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1936년 이후의 「창덕궁평면도」 총 3본이 사용되었다.

그림 7. 「창덕궁평면도」(장서각소장) A:1911년 무렵 추정(1/2400), B:1932~36년 사이 추정(1/2400), C:1936년 이후 추정(1/1200).

A CB

그림 8. 「창덕궁평면도」의 좌표 변환 결과(노란색: 2015년 수치지형도) A:1911년 무렵 추정, B:1932~36년 사이 추정, C:1936년 이후 추정.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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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제강점기 창덕궁 금천교 지역의 평면 변화 

보정된 「창덕궁평면도」 3본을 통해 확인된 일제강점기 

동궐의 평면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천교 주변 전각의 

평면배치는 1921~36년15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특히 돈화문 우측의 상의원 지역과 인정전 좌측의 홍문관 

지역의 전각 훼철이 급속히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림 9A). 둘째, 동궐의 경계를 이루는 주요 담장은 큰 변화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9B). 동궐의 외곽 담장은 금

호문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인정전 좌측에 위치했던 궐내각사 지역의 내부 담장의 훼

철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 셋째, 동선체계는 급격한 변

화를 나타났다(그림 9C). 이는 일제강점기 궁궐에 차량진

입을 위한 도로개설과 화단조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

된다. 현재 진입공간의 관람동선 좌우에 위치한 식재대는 

1932~36년 평면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명당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천의 석축 위

치는 과거에 비해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특히, 금천교의 위치는 1911년 이후 점차 북쪽으로 이

동되었고, 현재 모습은 1936년 무렵과 거의 일치한다(그림 

9D). 그러나 1932~36년 사이의 금천교가 1911년과 1936년 

사이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적어도 두 번의 위치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보정된 「창덕궁평면도」

의 표준 오차(약 1.67m)를 감안한다면 1932~36년과 1936

년 평면도에 표시된 금천교의 위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즉, 금천교의 위치는 1911년에서 1932년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궐도」의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 작성

마지막 단계로 앞서 작성된 「사투영평면도」의 러버쉬

팅변환을 통해 「동궐도」의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가 

작성되었다(그림 10). 변환에는 보정된 「창덕궁평면도」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돈화문 주변 행각, 돈화

문, 수문장청(守門將廳)의 우측 전각과 금천 등 총 6개 기

준점이 적용되었다. 변환의 유형으로는 투영변환(projective 

transformation)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 

오차는 2.1208m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어 「동궐

도」의 평면도 제작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동궐도」뿐만 아니

라 입면경사투영법(또는 평행사선도법)의 방식으로 작성된 

각종 기록화의 평면도 제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5.   「동궐도」의 평면도 제작을 위한 러버쉬팅변환의  

효용성 검토

작성된 평면도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검토

하기 위해 금천교 주변을 중심으로 금천교의 위치, 금천교와 

진선문의 배치, 금천의 석축 위치를 시기에 따라 비교하였다. 

첫째, 「동궐도」의 금천교(그림 11A의 남색)는 1911년 

무렵의 금천교(그림 11B의 적색)와 동일한 축선에서 북서쪽

으로 약 4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반면, 현재의 금

15 본 연구에 사용된 「창덕궁평면도」는 1932~1936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지만 1921~1932년 사이에 제작된 「창덕궁평면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1921년부터 

1936년 사이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표 3. 변환 유형에 따른 표준 오차

정합 기준 1936 → 2015 1932~36 → 보정 1936 1911 → 보정 1936
평균

기준점 개수 66 39 71

변환유형

1차 다항변환 2.1916 2.2787 2.2513 2.24

2차 다항변환 1.8842 2.1914 1.9771 2.02

3차 다항변환 1.7554 1.9552 1.290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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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교(그림 11C의 녹색)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작성된 평면도의 정밀도 또는 「동궐도」의 표현방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우선 작성된 도면을 살펴보면 「동궐도」의 평

면도와 보정된 「창덕궁평면도」의 표준 오차는 각각 2.12m, 

1.67m로 두 도면 사이의 최대 오차는 3.79m이다. 이는 <그

림 11B>에서 보이는 금천교 사이의 이격된 거리와 유사하므

로 「동궐도」의 금천교와 1911년 무렵의 금천교는 동일한 위

치로 간주된다. 즉, 「동궐도」가 제작될 당시의 금천교는 현재

와 다른 위치로 진선문을 향해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둘째, 「동궐도」에서 금천교는 진선문과 평행하게 배치

되어 있고(그림 11D), 이는 1911년 무렵 진선문이 훼철된 

이후에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1E). 그러나 현

A B

C D

그림 9.   일제강점기 창덕궁 금천교 지역의 평면변화(녹색: 1911년 무렵, 청색: 1932~36년 사이, 적색: 1936년 이후, 회색: 2015) A:전각, B:담장, C:동선 및 

수계, D:금천교와 금천의 부분상세.

A

그림 10.   「동궐도」의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 작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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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금천교와 진선문이 A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1911년 이후 금천교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보

인다(그림 11F). 금천교와 진선문의 배치관계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의한 2002년 발굴조사에서 어도(御道)로 추정되

는 석렬이 진선문과 직각을 이루며 확인됨으로써 이미 밝

혀진 바 있다.16 이러한 사실은 전술된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으로써 「동궐도」의 평면도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해준다(그림 12).

셋째, 「동궐도」에 표현된 금천의 위치는 현재와 유사하

며 1911년 무렵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그림 11G~I). 주지하듯이 이 정도의 차이는 도면의 최

대 오차를 고려한다면 「동궐도」 작성시기부터 현재까지 금

천의 위치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금

천은 금천교와 달리 위치와 축이 함께 변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즉, 도면에 의한 오차는 거리의 변화를 발생시키

지만 축의 변화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면 제작 이전의 「동궐도」와 「사투영평면

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입면경사투영법을 역추적하

여 작성된 「사투영평면도」에는 금천의 석축선이 동일한 높

이의 바닥면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그림 13A의 남색).17 

그림 11.   시기별 금천교와 금천의 위치 변화 A:「동궐도」의 금천교, B:1911년 무렵 금천교, C:현재 금천교, D:「동궐도」의 금천교와 진선문 배치, E:1911년 무렵 

금천교와 진선문 배치, F:현재 금천교와 진선문 배치, G:「동궐도」의 금천, H:1911년 무렵 금천, I:현재 금천.

G IH

D FE

A CB

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창덕궁 금천교 발굴조사 보고서』, p.37, pp.149~171.

17 3장 1절의 「사투영평면도」의 작성 원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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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금천교 발굴조사결과와 「동궐도」의 금천교 주변 평면도(적색: 어도와 어구 추정선) A:「발굴유구배치도」(2000), B:유구 추정선과 「동궐도」의 평면도 중첩.

A B

A B

그림 13.    「동궐도」와 「사투영평면도」의 작도 오차 A:「사투영평면도」의 금천교 북쪽 지역, B:「사투영평면도」의 금천교 남쪽 지역.

만약 「동궐도」에서도 같은 작도원리가 적용되었다면, 석축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보이는 석축의 면적이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13). 「동궐도」에

서 미세하게 다른 각도로 표현된 금천의 석축선이 「사투영

평면도」로 전환될 때 평행하게 작도되면서 발생된 오차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동궐도」에서 보이는 표현의 차이는 

실제 공간의 왜곡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림 14>에서 

동궐의 B지역이 「동궐도」에서 실제 보다 약 2배 이상 넓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작

성된 평면도는 도면의 정밀도를 감안할 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평면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작성된 평면도의 내

용이 금천교 발굴조사결과와 그 맥락을 함께 함으로써 「동

궐도」 제작 당시 모습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의 활

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동궐도」의 왜곡된 표현이나 

「동궐도」와 「사투영평면도」 사이의 작도 오차는 한계 요소

로 작용될 수 있지만 도법(圖法)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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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동궐도」의 작도 원리를 파악하고, 창덕궁 

금천교를 중심으로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조선후기 동궐의 

평면도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궐도」 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현존하는 것

으로 확인된 동궐의 6개 전각을 대상으로 실제 크기와 그

림 상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각의 정입면이 약 1/200으로 

축소되어 작성되었음을 밝혀냈다. 한편, 측입면의 표현에 있

어서는 동일한 제작 비율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측면의 길

이가 실제 약 절반 정도로 그려지고 사선 각도가 평균 39°

로 파악됨에 따라 캐비닛 투영과 유사한 기법으로 작도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궐도」의 작도 원리를 바탕으로 「사투영평면

도」를 작성하고, 일제강점기 「창덕궁평면도」, 2015년 수치지

형도와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동궐도」의 창덕궁 금천교 주

변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변환 시 투영변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 오차는 2.1208m로 확인되어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는 「동궐도」 뿐만 아니라 평행사선도

법으로 작성된 각종 기록화의 평면도 작성 시 투영변환이 

유의미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금천교의 위치, 금천교와 진선문의 배치, 금천의 

석축 위치를 시기에 따라 비교하면서 작성된 평면도가 제

공하는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금천교

의 위치와 금천교와 진선문의 배치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금천의 위치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작성된 도면의 정밀도 보다는 「동궐도」의 왜곡된 표현이나 

「동궐도」와 「사투영평면도」의 작도 오차에 따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즉,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작성된 평면도는 3차원 

「동궐도」가 포함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비교적 신뢰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선후기 동궐의 모습을 이해하

는데 유용한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전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동궐도」의 평면

도 제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창덕궁 금천교 주변 지역에 한해 실시되었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러버쉬팅변환을 이용

하여 「동궐도」 전체에 대한 평면도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동

궐에서 아직까지 발굴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또는 사료가 

부족한 지역을 추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기록화의 작도 원리와 러버쉬팅변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 B

그림 14.   진입공간의 영역 변화 A:2015년 「수치지형도」, B:「동궐도」의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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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produce the floor plan of the surroundings near Geumcheongyo Bridge in 

Changdeokgung Palace of the Late Joseon Period through the use of 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 based on 

the drawing principles of 「Donggwoldo(東闕圖)」.

First, the study compared the actual sizes of the major buildings that have existed since the production 

of 「Donggwoldo(東闕圖)」 with the sizes depicted in the picture to reveal that the front elevation of the 

buildings was produced by reducing it by approximately 1/200. However, the study could not confirm the same 

production proportions for the side elevation. Only the lengths of the side elevation were depicted at around 

half of the actual proportions, and as the diagonal line angles were found to be at an average of 39°, the study 

confirmed they were drawn in a manner similar to cabinet projection.

Second, the study created an obliquely projected floor plan by inversely shadowing the drawing principles 

of 「Donggwoldo(東闕圖)」 and produced a f loor plan of the surroundings near Geumcheongyo Bridge in 

Changdeokgung Palace through the use of 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 Projective transformation was 

confirmed as most suitable during the transformation, and with standard error of 2.1208m, the relatively 

high accuracy of the transformation shows that the production of a floor plan for 「Donggwoldo(東闕圖)」 is 

significant. Furthermore, it implies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floor plans for various documentary paintings 

produced using the paralleled oblique drawing method in addition to 「Donggwoldo(東闕圖)」. 

Third, the study evaluated the accuracy of the spati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roduced floor plan by 

comparing the three items of Geumcheongyo Bridge location, Geumcheongyo Bridge and Jinseonmun Gate 

arrangement, and Geumcheon stone embankment location. The result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f loor plan as a useful tool which helps understand the appearance of the surroundings at the time of 

「Donggwoldo(東闕圖)」 production because it is parallel to the excavation results of the Geumcheongyo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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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context.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eeks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spatial information 

recorded in 「Donggwoldo(東闕圖)」 by applying 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 and consequently in that it 

presents a new methodology for understanding the appearance of the East Palace of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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