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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궐도(東闕圖)>의 러버쉬팅변환을 통한  
창덕궁 돈화문 지역의 입체적 식생 경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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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동궐도(東闕圖)>의 분석을 통해 창덕궁 돈화문 지역의 식생 경관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

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궐도>에 묘사된 수목은 17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수목 표현 입문서인 『개자원화전(芥子

園畵傳)』을 토대로 유형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동궐도>의 돈화문 지역에 표현된 수목은 10종 50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동궐도>의 입면 제작 축척을 이용하여 그림에 묘사된 수목의 실제 크기를 산정할 수 있었다. 산출된 수목의 수고는 최소 4.37m

에서 최대 22.37m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궐도> 제작 이전부터 창덕궁에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거수와의 비교를 통해 그

림에 묘사된 수목들이 과도하지 않게 현실감 있는 크기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궐도>의 러버쉬팅변환(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을 통해 현재 수치지형도에 <동궐도>의 식재 평면도 제작이 가능하였다. 특히, 변환 지역의 세분화와 통제점 추가를 

통해 제작된 평면도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작성된 <동궐도>의 식재 평면도를 통해서 수목의 위치와 밀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궐도>에서 취득된 수목의 형상 정보와 식재 평면도를 이용하여 3차원 식생 모델의 제작이 가능하였다. 3차원 모

델은 실제 사람의 눈높이에서 조망축, 스카이라인, 주변으로의 개방과 차폐 정도 등 현황과의 입체적 경관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조망 특성을 검토하는데 유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어 온 <동궐도>의 사실적 표현을 입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록화

에 묘사된 동궐의 식생 경관의 원형을 규명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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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의 진정한 가치

는 전각들의 건축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건축과 자연, 외

부 공간인 조경과의 조화에서 발현된다. 특히, 수목은 전

각에 비견될 만큼 창덕궁의 중심을 차지하는 요소로 궁

궐의 식생 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모, 

2008). 그러나 식생 경관은 살아있는 수목의 특성상 지속

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식, 제

거, 보식(補植) 등의 변경 행위는 과거의 모습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다행히도 창덕궁은 조선 후기의 

식생 경관이 <동궐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식

생 구성, 규모, 위치, 밀도 등을 추정하기 위한 유용한 단

서들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동궐도>의 식생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은 그림에 묘사된 수목의 유형 분류와 분포 특

성을 살피는 수준에 머물렀다(김현준과 심우경, 2007; 문

화재청, 2002). 이는 <동궐도>와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기록화의 다양한 공간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궐도>와 같이 계화기법으로 제

작된 기록화가 발달해 온 중국에서는 기록화의 공간 분석

을 통한 원형 추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오고 있

다. 대표적 사례로는 1999년부터 진행된 중국 청나라 황실 

정원인 원명원(圓明園)의 디지털 복원 연구가 있다. 이 연구

는 원명원의 독특한 양식이 전각과 어우러진 식생 경관에

서 비롯됨을 주지하면서 가능한 한 그림에 묘사된 식생 경

관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재현하고자 시도하였다(Liang 

Bing 등, 2015).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록화의 분석을 통

해 그림에 묘사된 전각의 규모와 배치뿐만 아니라 당시 지

형과 식생의 입체적 재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동궐도>의 분석을 통해 그림에 묘사된 식생의 유형, 

크기, 위치의 파악을 시도하고 3차원 식생 경관 모델을 제

작하여 현존 식생과 비교해 봄으로써 창덕궁 돈화문 지역

의 식생 경관의 원형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궁궐의 진입공간으로 식생 경관이 궁궐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덕궁의 돈화문 지역

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분석에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에 소장중인 <동궐도(국보 제249-1호)>가 사용되었으며 연

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첫째, 현장조사를 통해 돈화문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형상과 위치 정보를 구축하고 식재 현황도를 작성

한다. <동궐도>와의 조망 특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돈화

문-금호문-금천교 등 주요 지점 4곳에서 식생 경관을 촬

그림 1. 연구의 범위(동궐도, 고려대학교박물관). 그림 2. 연구의 절차.

현존 식생의 조사·분석

형상 정보 구축

현존 식생과 동궐도의 비교·검토

유형, 층위, 위치, 밀도, 조망특성

동궐도의 식생 분석

형상 정보 구축

식생 현황도 작성

현장 사진 촬영

식생 평면도 작성 

3D 시뮬레이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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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 둘째, <동궐도>의 분석에서는 조선시대 수목 표현 

입문서인 『개자원화전』을 토대로 그림에 묘사된 수목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그림에서 수고·수관폭·수간(樹幹)의 분

기점 등 수목의 크기를 측정하고 <동궐도>의 입면 제작 축

척을 적용하여 실제 크기로 산출한다. 셋째, <동궐도>의 러

버쉬팅변환을 통해 2차원 식재 평면도를 작성한다. 식재 

평면도와 수목의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식생 모델

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동궐도>와 현존 식생을 비교하

며 수목의 유형, 수고에 따른 식생 구조, 식재 위치와 밀도

를 검토하고 주요 지점에서의 조망 특성을 도출하여 식생 

경관의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Ⅱ. 기록화를 통한 식생 경관의 추정

1. 기록화를 통한 식생 경관의 연구 사례

기록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인물, 

장소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이다. 특히, 기록화는 오

늘날의 사진과 같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수리나 복원 시 대상의 형상, 위치, 

규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

이 1999년부터 실시한 청나라 황실 정원인 원명원의 디지

털 복원사업은 기록화 중에서도 <동궐도>와 같이 계화1기

법의 평행사선도법(平行斜線圖法)2으로 작성된 <원명원사

십경도영(圆明园四十景图咏)>의 분석을 통해 당시 경관을 

재현한 대표적 사례이다<그림 3>. 이 연구는 그림으로부터 

당시의 지형과 물길뿐만 아니라 수목의 위치에 대한 공간 

정보를 취득하여 1933년, 1965년, 2002년의 지형도에 매칭

시킴으로써 그림에 묘사된 식생 경관의 고증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또한 주변 지형 및 건축물과의 배치관계를 검토

하여 그림으로부터 취득된 수목 형상 정보의 적절성과 사

실성이 검증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현준과 심우경(2007)이 <동궐도>를 

대상으로 동궐의 식생 경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

는 <동궐도>에 묘사된 수목의 유형을 분류하고 권역별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수목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체적 식생 경관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원명원의 사례와 같이 

궁궐의 식생 경관을 고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화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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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양 투영법의 일종인 사투상도(oblique drawing)와 유사하며 전각의 한 면이 정사면에 놓이고 측면이 정사면에 잇대어 기울어지도록 배치되어 정입면과 측

면입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이다(김왕직·김홍식,  1998; 안휘준, 1997).

그림 3. <원명원사십경도영>을 바탕으로 추정된 행화춘관(杏花春馆) 주변의 식생(Xiangyan WU 등, 2011).

 A. <원명원사십경도영>의 행화춘관  B. 추정된 식재 평면도  C. 재현된 식생 경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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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화의 공간분석 도구로서 러버쉬팅변환의 활용

<원명원사십경도영>이나 <동궐도>와 같은 기록화에

서 평행사선도법으로 넓은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간의 측정을 통해 취득된 평면도를 토

대로 작도하는 것이 용이하다. 즉, 기록화에서 입체적으

로 그려진 공간의 2차원 평면 추정을 통해 공간 분석이 

가능하다. 원명원의 사례에서는 그림에 표현된 건물과 수

목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발굴조사의 결과가 결정적 역

할을 하였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이

미 많은 부분의 지형이 훼손되어 원형을 추정하기 어려

울 경우 그림에 묘사된 실제 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공간

분석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재용과 김영모(2017)는 <동궐도>의 평면을 추정하기 위

한 방법론으로 러버쉬팅변환을 제시한 바 있다. 러버쉬팅

변환3은 지리와 도시 분야에서 도형 자료의 기하보정을 

통해 여러 시기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역사 지도

의 정합에 이용되어 왔고 2000년대 들어서는 역사 경관

의 복원에 사용되어 오고 있다(Arnoud De, B. 등, 2010; 

Bernhard, J. 등, 2007; Shinmizu, E.와 Fuse, T., 2003). 

기존에 러버쉬팅변환은 2차원 도형 자료의 보간(補間)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반면 이재용과 김영모(2017)는 

3차원 도형 자료인 <동궐도>와 2차원 평면 자료인 수치

지형도의 정합에 이용함으로써 기록화의 공간 분석도구

로서 러버쉬팅변환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재용과 김영모(2017)가 제시한 <동궐도>의 러버

쉬팅변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표 1>. 첫째, 

<동궐도>에 묘사된 지물(地物)의 바닥 외곽선을 추적하여 

<사투영평면도>4를 작성한다. 둘째, 각종 도형자료를 검토

하여 <동궐도> 제작 이후 위치가 변하지 않은 변환의 통

제점(Ground Control Points, GCP)을 설정한다. 셋째, 

GCP를 이용한 <사투영평면도>의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현

재 수치지형도에 정합한다. 넷째, 현재 수치지형도에 정합

된 <사투영평면도>를 벡터(vector)로 전환하여 공간정보

가 포함된 <동궐도>의 평면도를 제작한다. 이 연구는 <동

궐도>의 러버쉬팅변환시 가장 적합한 변환 유형으로 투영

변환(projective transformation)을 제시하였으며 작성된 

평면도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약 2.1208m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처럼 기록화의 공간분석 도구로써 러버쉬팅변환의 활용

3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는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이라 불린다.

4 평행사선도법으로 제작된 입체도의 바닥선을 그린 것으로 평행사선도법의 작성 원리와 유사한 사투영도/사투상도(oblique drawing)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름 붙였다.  

표 1. 러버쉬팅변환을 이용한 <동궐도>의 평면도 작성 과정(이재용과 김영모(2017)의 연구결과를 재정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물(地物)의 바닥 외곽선을

추적하여 사투영평면도 작성

시기별 평면 검토를 통해 

변환의 통제점 설정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현재

지형도에 사투영평면도 정합

정합된 이미지를 벡터로

전환하여 최종 평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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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에 입체적으로 묘사된 공간의 평면뿐만 아니라 건

물이나 수목, 시설물 등의 위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Ⅲ. 연구결과

1. 현존 식생분석

현장조사는 돈화문-금호문-진선문의 행각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으로 한정되었으며 교목과 아교목을 중심

으로 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다. 초본과 관목은 추후 조

망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고와 위치

에 대한 간이 조사로 진행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지

역에 생육하고 있는 교목과 아교목은 10종 55주로 확인되

었고 소나무가 22주로 전체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

이 나타났다<그림 4>.

위치에 따른 수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돈화문의 서

쪽 행각 전면에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삼공(三公)을 상

징하는 의미로 궁궐에 식재되었던 회화나무 3주(천연기

념물 제472호)가 생육하고 있다<그림 5B>. 금천의 서쪽

에는 소나무 5주와 단풍나무 3주가 상층을 형성하고 매

실나무, 복사나무, 살구나무 등 분홍 꽃이 피는 아교목이 

하층을 이루고 있다. 그 사이로 함박꽃나무, 산수유 등이 

산재해 있다<그림 5C>. 한편, 북행각의 전면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등 교목이 분포하며 지하 구조물을 차폐하기 

위한 초본이 하층 식재되어 있다<그림 5D>. 금천을 따라

서는 높이 약 1~1.2m 내외의 화살나무와 미선나무가 경

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5E>. 진선문과 창덕궁관리소 사이

의 식재 공간에는 소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함박꽃나

무, 병꽃나무, 앵도나무, 무궁화나무, 화살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화목류가 밀식되어 있다<그림 5F와 5G>.

2. <동궐도>의 식생분석

1) 식생의 유형 분류와 크기 산출

<동궐도>와 같은 기록화는 건물, 수목, 산천을 동시

에 그리는 경우가 많고 다소 회화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목의 화법(畵法)으로 계통을 파악할 수 있다.5 진경산화

풍이 점차 쇠퇴하는 19세기를 전후로 남종화풍이 유행하

심볼 수종 수량 비율

소나무 22 40.0

회화나무 8 14.5

느티나무 7 12.7

단풍나무 4 7.3

버드나무 1 1.8

매실나무 6 11.0

함박꽃나무 4 7.3

복사나무 1 1.8

살구나무 1 1.8

산수유 1 1.8

 합 계 55 100

그림 4. 현존 식생의 식재 평면도와 수량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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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서 기록화의 수목 표현에도 남종화법이 혼용되어 

나타났다.6 이미 17세기 초 중국으로부터 남종화풍의 화보

류(畵譜類)가 상당수 유입되었고 그 중에서 수목 표현을 

위한 회화 학습 입문서인 『개자원화전』이 널리 이용되었

다.7 이에 『개자원화전』의 2권에 수록된 「수보(樹譜)」의 엽

법(葉法) 60종을 검토하여 <동궐도>의 돈화문 지역의 수

목 표현과 동일한 유형 10종을 도출하였다<표 2의 A~I>. 

이외에 수형(버드나무류: 유형 I)이나 꽃의 색(화목류: 유

형 J)으로 구분이 확실한 유형은 별도로 지정하였다. 분류

결과, 돈화문 지역의 식생은 10종 50주로 유형 I와 J 유형

이 각각 15주, 14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형 A

가 6주로 나타났다.

16개 화첩이 모두 펼쳐진 크기(273×578.0㎝)로 <동

궐도>를 맞추고 그림에 묘사된 수목의 수고, 수관폭, 수

간의 분기 높이 를 측정하였다<그림 6>. 취득된 데이터

는 <동궐도>의 입면 제작 축척인 1/200(이재용과 김영

B. 1번 지점 C. 2번 지점 D. 3번 지점

A. 촬영지점 E. 4번 지점 F. 5번 지점 G. 6번 지점

그림 5. 주요 지점에서 바라본 현존 식생의 경관.

표 2. <동궐도>에 묘사된 수목의 유형과 수량

구분 A B C D E F G H I J 계

엽법
(葉法)

소혼점
(小混點)

수엽점
(垂葉點)

평두점
(平頭點) 

앙두점
(仰頭點)

개자점
( 字点) 

긴타원형 
구엽(勾葉)

원형 구엽
(勾葉)

앙엽점
(仰葉點)

버드나무 화목류 -

- - -

동궐도
형상 -

수량 6 1 1 1 4 3 1 4 15 14 50

5 김왕직, 김홍식, 1998, 「조선시대 건축 배치도의 도법과 사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7권 2호』 통권 15호, pp.93-94.

6 이예성, 2005, 「19세기 특정한 지역을 그린 고지도와 회화: 장서각 소장 고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pp.56-57.

7 초집(1집) 5권은 청초 1679년에 남경에서 왕개(王槪)·왕시(王蓍)·왕얼(王臬)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중국회화의 표준 교과서이자 회화기법도해(繪畵技

法圖解)이다. 책의 구성은 1권 「이론편(理論編)」, 2권 「수보(樹譜)」, 3권 「산석보(山石譜)」, 4권 「인물옥자보(人物屋字譜)」, 5권 「모방명가화보(摸倣名家畵

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자원화전』은 조선시대 최고의 도화서인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책에 수록된 심주(沈周)의 <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

를 모사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널리 이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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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2017)을 적용하여 수목의 실제 크기로 환산되었다 

<표 3>. 그림에서 확인된 수목의 수고는 최소 4.37m(39번)

에서 최대 22.37m(7번)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수간이 

다간(多幹)으로 형성된 수목(분기 높이=0)은 유형 J에서

만 나타났다.

산출된 수목의 크기는 현재 창덕궁에 생육하고 있

는 노거수와의 비교를 통해 적절성이 검토되었다. 창덕궁

에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는 전체 102주(문화재청, 2016)

로 <동궐도>의 제작 시기를 고려하여 수령이 200년 이상

인 노거수 28주를 선정하여  수종별 평균 수고를 확인

하였다<표 4>. 향나무, 주목, 측백나무가 포함된 상록침엽

수의 최대 수고는 19.0m, 평균 수고는 13.5m이며 버드나

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갈참나무로 구성된 낙엽활엽수의 

최대 수고는 27.0m, 평균 수고는 17.4m로 나타났다. 한편, 

<동궐도>에서 산출된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의 최대 수

고는 각각 17.7m, 22.4m, 평균 수고는 각각 12.4m, 12.0m

로 창덕궁 노거수의 최대 수고와 평균 수고를 넘지 않았다

<표 5>. 즉, <동궐도>에 묘사된 수목은 그림의 제작 당시 생

육하던 수목의 실제 크기가 과도하지 않게 사실적인 크

기로 작도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궐도>에서 유형 I(버드나

무)의 평균 수고는 13.8m로 현재 창덕궁 버드나무의 평

A. 측정부위 B. 측정대상

그림 6. <동궐도>에 묘사된 수목의 크기 측정.

표 3. <동궐도>에 묘사된 수목의 크기 환산 결과(단위:m)

연번 유형 수고 수관폭 분기높이 연번 유형 수고 수관폭 분기높이 연번 유형 수고 수관폭 분기높이

1 A 10.69 11.96 4.51 18 H 8.82 7.52 2.63 35 I 19.28 16.73 3.29

2 A 11.07 9.09 3.21 19 H 9.60 7.91 2.79 36 I 9.37 9.38 4.52

3 A 11.09 9.41 4.19 20 H 13.11 8.23 4.31 37 J 7.25 7.48 0.00

4 A 11.09 10.45 3.82 21 H 17.71 9.23 7.93 38 J 8.05 7.12 0.00

5 A 12.29 13.40 3.07 22 I 9.49 8.86 2.68 39 J 4.37 5.17 0.00

6 A 13.18 15.51 6.71 23 I 9.90 12.11 6.31 40 J 4.57 5.09 1.59

7 B 22.37 13.80 3.16 24 I 10.67 13.26 5.74 41 J 5.16 12.14 0.00

8 C 4.86 3.59 2.29 25 I 11.51 11.05 4.23 42 J 5.39 8.08 0.00

9 D 10.44 6.53 4.27 26 I 11.63 10.82 7.03 43 J 5.43 4.23 0.00

10 E 6.64 4.91 2.83 27 I 13.24 18.96 4.24 44 J 5.84 8.06 2.10

11 E 7.88 8.66 2.14 28 I 14.00 16.80 7.44 45 J 6.14 10.73 0.00

12 E 11.49 9.17 4.48 29 I 14.73 8.77 10.27 46 J 6.49 3.47 1.56

13 E 12.29 13.33 5.35 30 I 15.45 16.79 3.84 47 J 6.68 7.30 0.00

14 F 7.01 8.11 2.18 31 I 15.63 15.56 7.65 48 J 7.32 9.23 2.37

15 F 11.91 7.43 6.04 32 I 16.58 18.07 7.11 49 J 8.83 8.78 2.44

16 F 16.82 15.32 7.09 33 I 17.18 18.50 6.85 50 J 6.78 8.89 0.00

17 G 11.49 10.13 6.32 34 I 18.61 19.4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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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수고(14.0m)와 유사하여 <동궐도>에 묘사된 버드나무

는 지금과 같은 노거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목류에 해

당하는 유형 J는 아쉽게도 창덕궁 내에 수령이 200년 이

상인 노거수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생육하

는 수목 중에서 분홍 꽃이 피는 매실, 살구, 복사나무의 평

균 수고와 비교해 보았다.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에 의하면 매실

나무(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는 평

균 약 4~6m, 살구나무(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는 5~10m, 복사나무(Prunus persica (L.) 

Batsch)는 약 6m까지 생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

목들의 평균 수고는 유형 J의 평균 수고(6.3m)와 큰 차이

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유형 J의 산출 크기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내용을 종합해보면 <동궐도>에 묘

사된 수목은 현실성이 감안된 사실적 크기로 제작되었으

며 이는 당시의 식생 경관을 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표 4. 창덕궁의 노거수의 평균 수고(문화재청, 2016)

구분 수종
수고(m)

최소 최대 평균

상록침엽

향나무 14.0 19.0 16.5

13.5주목 9.0 9.0 9.0

측백나무 15.0 15.0 15.0

낙엽침엽 은행나무 16.0 18.0 17.0 17.0

낙엽활엽

버드나무 14.0 14.0 14.0

17.4
회화나무 14.0 25.0 18.0

느티나무 14.0 27.0 18.6

갈참나무 19.0 19.0 19.0

표 5. <동궐도>의 돈화문 지역에 묘사된 수목의 평균 수고

구분 수종
수고(m)

최소 최대 평균

상록침엽 H 9.2 17.7 12.4 12.4

낙엽활엽

A 10.7 13.2 11.6

12.0

B 22.4 22.4 22.4
C 4.9 4.9 4.9
D 10.4 10.4 10.4
E 6.6 12.3 9.6
F 7.0 16.8 11.9
G 11.5 11.5 11.5
I 9.4 19.3 13.8
J 4.4 8.8 6.3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수목의 위치가 포함된

사투영평면도 작성
변환의 통제점 추가(파란색)

러버쉬팅변환을 위한

지역의 세분화(A와 B)

현재 지형도에

A지역의 사투영평면도 정합

현재 지형도에 

B지역의 사투영평면도 정합

정합된 A와 B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동궐도>의 평면도 완성

표 6. 수목의 위치 추정을 위한 <동궐도>의 평면도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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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재 평면도와 3차원 식생 모델 제작

<동궐도>의 평면도는 이재용과 김영모(2017)가 제시

한 방법론을 기초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보완되어 제작

되었다<표 6>. 첫째, <사투영평면도> 작성 시 수목의 위치

를 입력하여 변환된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요 전각과 담장을 중심으로 GCP를 추가하고 <동

궐도>와 실제 공간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을 분

리(Ⓐ와 Ⓑ)하여 변환의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와 Ⓑ지역의 변환에는 각각 9개와 12개의 통제

점이 사용되었고 금천의 남북쪽에 지정된 2개의 통제점

은 Ⓐ와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두 지역에서 유사

한 품질의 변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대상지의 경계를 

형성하는 담장과 주요 전각의 모서리들이 통제점으로 설

정되었다. <사투영평면도>는 투영변환을 통해 현재 지형

도에 정합되었다. 작성된 평면도의 RMSE 평균은 1.94m

로 선행 연구(RMSE : 2.1208m) 보다 다소 높은 정밀도

심볼 유형 수량 비율

A 6 12.0

B 1 2.0

C 1 2.0

D 1 2.0

E 4 8.0

F 3 6.0

G 1 2.0

H 4 8.0

I 15 30.0

J 14 28.0

 합 계 50 100

그림 7. <동궐도>의 식재 평면도와 수량 산출표.

A. 원경 B. 근경

그림 8. 라이노(Rhino)로 제작된 <동궐도> 돈화문 지역의 식생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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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수목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오차

범위로 판단되었다. 작성된 평면도에는 수목의 유형과 수

관폭 등 형상 정보가 탑재되어 식재 평면도가 완성되었다 

<그림 7>. 마지막으로 라이노(Rhino)에서 2015년 

수치지형도와 전각의 보수·실측자료를 바탕으로 돈화문 

지역의 지형과 전각이 3차원 모델로 제작되었다. 추정된 

식재 위치에는 <동궐도>의 수목 이미지가 삽입되었고 산

출된 수목의 크기에 따라 이미지가 조절되어 최종적인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었다<그림 8>. 

3. 현존 식생과 <동궐도> 식생의 비교

1) 구성

<동궐도>의 돈화문 지역에서 식생 구성은 낙엽활

엽수가 전체 약 92%를 차지하며 우세하게 나타났다<그

림 9A>. 반면 현존 식생에서는 <동궐도>에 비해 상록침엽

수가 약 5배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계절에 따른 식생 

경관의 변화가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궐도>에서는 화목류와 버드나무가 각각 28.0%, 

30.0%를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14.5%와 1.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현재는 소나무 위주로 변화된 금천 주

변의 식생 경관은 버드나무의 급격한 감소 원인이 되었다. 

식생의 입면 구조는 <동궐도>에서 수고 6~15m 사

이 수목이 전체 약 72.0%로 가장 많았고 수고 5m 이하

와 16m 이상 수목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9B>. 

현존 식생에서 수고 6~15m 사이의 수목은 49.1%로 <동

궐도>에 비해 약 22.9%로 감소한 반면 수고 5m 이하의 

수목은 약 40.0%까지 증가하였다. 수고 16m 이상의 수

목은 <동궐도>와 비교할 때 약 3.1%정도로 미미하게 감

소하였고 현존하는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노거수가 대부

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위치와 밀도

수목의 식재 위치는 공간별로 차이를 보였다<그

림 10>. 우선 금천의 주변은 <동궐도>와 현존 식생이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쪽과 북쪽 행각의 전면은 

<동궐도>에 비해 식재 면적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진선문과 

창덕궁관리소 사이의 식재 면적은 현격히 감소하였다. 이

는 1908년 이곳에 들어선 ‘궁내부청사’의 건립 공사로 인한 

수목 제거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전체 면적(약 7,362.9㎡)에 

따른 식재 밀도는 <동궐도>에서 단위 면적(㎡)당 식재 주가 

0.016(전체 40%)이며 현재는 0.014(전체 5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식재 밀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주변으로의 시각적 개방감은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유사한 식재 밀도에서 식생의 중층을 이루는 수고 6m이상 

15m이하의 수목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면서 시야의 

저해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조망

주요 조망지점 3곳(돈화문-북행각, 금호문-진선문, 금

천교-돈화문)에서 실제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동궐

도>의 3차원 시뮬레이션과 현존 식생 사이의 조망축, 스카

A. 수종(좌: <동궐도>, 우: 현존 식생)

(상록침엽수:■, 낙엽활엽수: 화목류■, 버드나무■, 기타■)

B. 수고(좌: <동궐도>, 우: 현존 식생)

(5이하:■, 6이상~15이하:■, 16m이상~:■)

그림 9. 수종과 수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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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인, 주변으로의 개방과 차폐 등 조망 특성이 검토되었

다. 현재 돈화문에서 조망되는 전체적인 경관은 <동궐도>

에서 어도(御道)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망축과 유사한 모

습을 보인다<그림 11A>. 다만 현재는 북쪽 행각의 전면에 

식재된 수목에 의해 조망축의 일부가 단절되어 있다<그림 

11B>. 부분적으로는 돈화문 동쪽 지역의 식재 공간이 확

대되면서 금천교와 진선문으로의 조망이 차폐되어 있다. 

이 지역은 1990년대 창덕궁 복원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된 식생 정비 사업으로 인해 단풍나무, 함박꽃나무, 병꽃

나무, 산수유, 화살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유입되면서 식

재 공간이 확대되었다. 또한 상층을 형성하는 수목이 버

드나무에서 소나무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비해 다소 거친 

질감의 식생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하층을 이

루는 수종은 분홍 꽃이 피는 매실나무, 복사나무, 살구나

무 등으로 <동궐도>의 식생 경관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동궐도>의 금호문에서 진선문을 바라보

면 진선문을 향해 수목의 스카이라인이 낮아지면

서 강한 초점경관이 형성되어 있었다<그림 11C>. 그러

나 현재는 금천교의 북쪽에 거대하게 성장한 느티나무

가 진선문의 지붕선을 차폐하고 남쪽으로는 <동궐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키 작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이

는 금천교를 중심으로 좌우가 비대칭적인 스카이라인

을 형성하여 진선문으로의 조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동궐도>에서는 버드나무의 하층 식재 밀도가 지금 보다 낮

아서 진선문을 향해 열린 조망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

재는 금천의 경계를 따라 식재되어 있는 화살나무와 미선나

무에 의해 진선문으로의 조망이 차단되어 있다. 다른 지점에

서와 마찬가지로 식생 경관을 이루는 주요 수종은 <그림 

11B>에서와 같이 버드나무에서 소나무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식생 경관은 금천교에서 돈화문으로의 

조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곳은 <동궐도>에서 금

천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목의 수고가 높아지는 스카이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이와 반대로 금천을 향

해 높아져 있다. 또한 현재는 돈화문 동쪽의 식재 공간 

으로 인해 돈화문으로의 조망이 저해되고 있다<그림 11D>. 

<그림 11D>의 <동궐도>에서는 진선문과 창덕궁 관리소 사

이에 키 큰 버드나무들이 우거진 식생 경관이 연출되어 있

지만 현재는 아교목, 관목, 초본이 혼식되어 있어 진입공

간에서 가장 산만하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변화되어 있다.

A. 현존 식생과 <동궐도> 식생의 중첩 
B. <동궐도> 식생(회색과 녹색)과

1911년 <창덕궁평면도>(붉은색)의 중첩 

그림 10. 식재 위치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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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존 식생의 관리 방향

<동궐도>에 묘사된 식생 경관의 입체적 추정을 통

해 도출된 현존 식생의 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재 상록침엽교목 위주로 형성된 식생 경관을 매실나무, 살

구나무, 복사나무 등 화목류와 버드나무류의 낙엽활엽교

목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식생 구조는 수고 

6~15m 사이의 수목이 중층을 형성하도록 하며 수고 5m 

이하의 비율을 감소시켜 과도하게 증가한 하층의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 셋째, 서쪽과 북쪽 행각의 전면에 식재된 

소나무의 이식과 제거를 통해 전체적인 식재 밀도를 감소

시켜야 한다. 진선문과 창덕궁관리소 사이의 식재 공간에

서는 함박꽃나무, 병꽃나무, 무궁화나무, 화살나무 등 궁

궐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수목을 제거하고 그 자리는 

화목류와 버드나무류로 대체하되 수목의 특성을 고려한 

생육 환경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상지의 조망 관리를 위해서는 북쪽 행각의 전면에 

식재된 수목의 일부를 제거하여 돈화문에서의 조망축을 

회복하도록 한다. 또한 돈화문 동쪽 지역에 식재된 수목의 

밀도를 조절하여 돈화문에서 금천교와 진선문 그리고 금천

교에서 돈화문으로의 상호가시가 확보되도록 한다. 그리고 

금천교의 북쪽에 위치한 느티나무의 가지치기를 통해 금호

문에서 보이는 진선문의 스카이라인이 확보되도록 한다. 금

천교의 남쪽에 식재되어 있는 아교목의 일부를 교목으로 

A. 돈화문에서 북측 행각 조망

B. 돈화문에서 진선문 조망

C. 금호문에서 진선문 조망

D. 금천교에서 돈화문 조망

그림 11. 주요 조망점에서의 식생 경관(좌: <동궐도>, 우: 현존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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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고 금호문에서 금천교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초점경관이 형성되도록하여 진선문으로의 조망을 강화한

다. 이와 함께 금천 주변에 식재된 화살나무와 미선나무를 

제거하여 하층부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이식할 때에는 금천에 가

까울수록 아교목을 그리고 멀어질수록 교목을 배치하여 금

천을 향해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한다.

Ⅳ. 결론

궁궐의 식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의 원형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동궐도(東闕圖)>의 분석을 통해 창덕궁 돈화문 지

역의 식생 경관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궐도>에 묘사된 수목은 17세기에 중국으로부

터 유입된 수목 표현 입문서인 『개자원화전』을 토대로 유형

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60종의 엽법(葉法)

을 검토하여 돈화문 지역의 수목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그림에 묘사된 수목은 10종 50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동궐도>의 입면 제작 축척을 이용하여 그림에 

묘사된 수목의 실제 크기를 산정할 수 있었다. 수고는 최

소 4.37m에서 최대 22.37m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산출 결과는 현재 창덕궁에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와의 비

교를 통해 수목들이 과도하지 않게 현실감 있는 크기로 제

작되었음이 검증되었다. 

셋째, <동궐도>의 러버쉬팅변환을 통해 현재 수치지형

도에 <동궐도>의 식재 평면도 제작이 가능하였다. 특히, 변

환 지역의 세분화와 통제점 추가를 통해 제작된 평면도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작성된 <동궐도>의 식재 평

면도에서는 수목의 식재 위치와 밀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마지막으로 <동궐도>에서 취득된 수목의 형상 

정보와 식재 평면도를 이용하여 3차원 식생 모델의 제작

이 가능하였다. 3차원 모델은 실제 사람의 눈높이에서 조

망축, 스카이라인, 주변으로의 개방과 차폐 정도 등 현황과

의 입체적 경관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조망 특

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동궐도>의 3차원 식생 경관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동궐도>의 사실적 표현을 입증하고 

기록화에 묘사된 식생 경관의 원형을 고증하기 위한 방법

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규명된 <동궐도>의 식생 경관은 현존 식생을 유지·관

리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범위가 창덕궁 돈화문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동궐의 전체적인 식생 경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동궐의 전각과 식생

이 어우러진 식생 경관을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방향 제

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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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Three-dimensional Vegetation 
Landscape of the Donhwamun Gate Area in 
Changdeokgung Palace through the 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 of <Donggwoldo(東闕圖)>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onggwoldo(東闕圖)>, which was m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specify the vegetation landscape of the Donhwamun Gate area in Changdeokgung Palace.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based on 『Jieziyuan Huazhuan(芥子園畵傳)』, the introductory book of tree expression delivered 

from China in the 17th century, <Donggwoldo> allowe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trees described in the 

picture to be established and helped identify their types. As a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there were 10 species 

and 50 trees in the Donhwamun Gate area of <Donggwoldo>. 

Second, it was possible to measure the real size of the trees described in the picture through the elevated 

drawing scale of <Donggwoldo>. The height of the trees ranged from a minimum of 4.37 m to a maximum of 

22.37 m.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results, compared to the old trees currently living in Changdeokgung 

Palace, the trees described in the picture were found to be produced in almost actual size without exaggeration. 

Thus, the measured height of the trees turned out to be appropriate as baseline data for reproduction of the 

vegetation landscape. 

Third, through the 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 of <Donggwoldo>, it was possible to make a 

ground plan for the planting of <Donggwoldo> on the current digital topographic map. In particular, as the 

transformed area of <Donggwoldo> was departmentalized and control points were added, the precision of 

transformation improved.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changed position of planting as well as the change in 

planting density through a ground plan of planting of <Donggwoldo>. 

Lastly, it was possible to produce a three-dimensional vegetation landscape model by using the information of 

the shape of the trees and the ground plan for the planting of <Donggwoldo>. Based on the three-dimensional 

model, it was eas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dimensional view of the current vegetation vi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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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axis, skyline, and openness to and cover from the adjacent regions at the level of the eye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others in that it verified the realism of <Donggwoldo>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ascertaining the original form of the vegetation landscape described in the painting.

Keywords  Donggwol, Palace painting, Documentary painting, Historic landscape, Georefer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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