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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왕조실록』 등 국보 7종 7,125책, 『대동여지도』 

등 보물 26종 166책,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일성록』 

등 UNESCO 세계기록유산 4종 9,788책 등 24만여 점의 기록문화재를 보존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록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2011

년부터 보존과학기술에 기초한 보존수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년 차

인 2013년 사업부터는 손상자료의 보존수리를 통한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예

방 보존 체계를 도입하고, 규장각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며, 

규장각 자료 특성에 적합한 기술 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보존수리사업을 추

진해 왔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의 결과물을 간행하여 배포함으

로써 보존과학계와 전통산업 발전, 전통기술 육성 및 전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 리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 인 걸

2013년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결과보고서는 수리복원·보존처리, 보존

환경제어, 대체본 제작, 보존처리연구, 자체보존관리로 5개 분야 18개 세부 사

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규장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

행하고 있는 수리복원, 모사본 제작, 디지털 매체화의 보고서도 포함함으로써, 

규장각 자체 사업의 성과와 기술력을 공유하고 검증받으려 합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연

구부 및 각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 그리고 

각 세부 사업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을 보

존하고 계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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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요약

과 제 명
국 문 규장각 고문헌 보존관리 기초자료 수립 연구사업

영 문 Study of basic data for preservation of rare books of Kyujanggak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유번호 119-82-03684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총괄책임자

성 명 오 수 창

소 속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전 화 (02) 880-6178

직 위 교수 F A X (02) 871-3526

•         연구 목적

규장각 고문헌 보존관리 기초자료수립 연구는 고문헌 정밀상태조사와 장토문적류 재분류의 두 가지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작업을 통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의 상태를 조사하여 지속적

인 보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자료의 경우 즉각적인 복원작업을 실시하고자 했다.

먼저 고문헌 정밀상태조사는 규장각 고문헌 자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자료의 손상 상태, 증상의 경

향, 처리대상 수량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규장각 소장 고문헌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상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열화 상태의 현황 정리를 통해 자료가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고, 자료의 

수리복원 필요와 보존처리 요구 사항을 파악하며, 보존처리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반자료

를 갖추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장토문적류 재분류는 규장각 소장 장토문적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

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작업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접혀진 상태로 오랜 기간 봉투에 담기거나 노끈으로 묶

여진 채 보관되어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서들은 접힌 부분이 마모되어 지질紙質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고문헌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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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습기에 노출되어 본문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장토문적류 재분류 작업에서는 문서의 상

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개별 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수리・복원을 시행함으로써 열람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열화의 진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연구 내용

- 고문헌 정밀상태조사 

- 상태조사 매뉴얼 작성

- 상태조사 작업

- 장토문적류 재분류

•         참여 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 공 및 학 위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오 수 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박사 1996 국사학 서울대

한 보 람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수료 석사 2005 국사학 서울대

김 은 주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수료 석사 2011 국사학 서울대

문 미 정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석사 2012 동양사학 서울대

이 현 욱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 석사 2013 국사학 서울대

윤 현 상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학사 2012 역사교육 서울대

오 희 은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수료 학사 2010 국사학 서울대

박 주 선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수료 학사 2010 국사학 서강대

윤 여 진
서울대

기록관리학과
석사수료 학사 2010 통상통역 금강대

풍 지 혜
명지대

기록정보학과
석사 석사 2013 기록정보학 명지대

황 향 주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수료 석사 2011 국사학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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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업내용

1. 고문헌 정밀상태조사

1) 작업대상 및 작업방법 

(1) 작업대상

- 1서고에 소장된 자료 총 8,000책을 대상으로 자료상태조사 작업을 완료하였다.

(2) 작업방법

① 자료상태조사 및 상태조사표 작성

- 1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들을 서가순으로 열람하면서 奎 1부터 한 책씩 상태를 조사하였다.

-   고문헌의 열화 상태를 파악하여 전년도 사업에서 작성한 상태조사 매뉴얼의 기입원칙에 따라 상태

조사표에 기입하였다.(상태조사표는 [그림 1] 참조)

[그림 1] 자료상태조사표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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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조사표 작성의 오류사항을 줄이기 위해 검수자 1인이 전체 작업자의 1차 작업을 2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조사표에 기입이 누락되는 부분이나 각 작업

자별 판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등급 판정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다.

-   검수자가 전체 작업자의 작업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기록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1차로 알리고, 

전체 작업자들의 작업 오류 내용을 매달 정기회의에서 2차로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작업자별로 

본인의 오류 내용을 파악, 정정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전체 작업자들이 작업상 문제점을 공유

하고 토의할 수 있었다.(세부 내역은 [표 1] 참조)

표 1.  작업오류내역 공유표

작업자 1 작업자 2 작업자 3 작업자 4 작업자 5 작업자 6

5월

수정요구 사항 
없음.

1.   속지 분리를 과
하게 판정함.

2.   미세먼지 등급을 
약하게 판정함. 
(약간으로 판정
한정도가 다른 
작업자들에게는 
중간등급임)

3.   잉크에 체크하지 
말 것

1.   경성제대 첨지 
기입 시 위치정
보는 기입하지 
않음.

2.   모서리 종이접힘 
검토 시 책 상단
도 함께 봐야 함.

3.   낱장돌출 기입 
누락됨.

4.   배접지 분리  
기입 누락 많음.

5.   광곽 번짐 기입 
누락 많음.

6.   미세먼지가 
내지에 있을 경
우 체크 누락
됨.(보통 내지 첫 
페이지에 먼지가 
많으므로 확인 
후 체크해야함.)

7.   테두리 접힘, 
속지 분리를  
과도하게  
판정함.

1.   모서리 결손  
등급을 과하게  
판정함.

2.   곰팡이 자국  
기입 누락이  
많음.  
곰팡이 자국  
표기 시 곰팡이 
항목에도  
체크해  
주어야 함.

3.   속지 분리를 
과하게 판정함.

4.   미세먼지에서 
크기 차이 기입 
누락됨.

5.   미세먼지가  
내지에 있을 
경우 체크 누락됨. 
(보통 내지 첫  
페이지에 먼지가 
많으므로 확인 
후 체크해야함.)

6.   배접지 분리  
누락 기입 많음.

7.   충해 기입 누락 
많음.

8.   내지 모서리  
결손을 기입했더
라도 판심 종이
찢김이 있으면 
별도로 종이찢김
란에도 기입 
해야 함.

1.   내지 판심 종이
찢김 기입 누락
이 많음.

2.   습기 얼룩과  
물자국 구분  
필요. 
(물자국을 습기 
얼룩으로 표기하
였음.)

3.   기보존처리,  
앞표지 속지 분
리 등 기입사항 
누락이 많음.

4.   곰팡이 자국  
기입 누락이 많
음. 곰팡이 자국 
표기 시 곰팡이 
항목에도 체크해 
주어야 함.

5.   미세먼지가 내지
에 있을 경우 체
크 누락됨. 
(보통 내지 첫 페
이지에 먼지가 
많으므로 확인 
후 체크해야함.)

1.   배접지 분리,  
충해 기입 누락
됨.

2.   속지 분리 기입 
누락됨.

3.   모서리 결손 등
급을 약하게 판
정함.

4.   습기 얼룩은  
변색 - 종이란에  
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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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1 작업자 2 작업자 3 작업자 4 작업자 5 작업자 6

6월

수정요구 사항 
없음.

1.   총독부라벨지  
기입 누락됨.

2.   표면 분리가  
심각한경우 
(책겉표면한꺼풀

이너덜거릴경우)

에도 등급을중간
에 체크했음.  
심각판정해주고 
C등급 줘야함.

3.   모서리 결손의 
영향이 내지까지 
미칠 경우 등급
은 심각임.

4.   앞표지 뒷표지에 
모서리 결손이 있
을 경우 앞표지 
뒷표지 모서리 종
이접힘은 중복되
므로 넣지 말 것.

5.   테두리 충해일 경
우(테두리) 기입
해주고, 심각으로 
등급 판정해야함.

1.   표지/내지 체크 
누락 다수임.

2.   C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친 요
소는 기록사항에 
적어주어야 함.

3.   모서리 결손  
등급 및 표면분
리 등급을 과하
게 판정함.

4.   표지와 표지속지
에 충해가 같이 
있을 경우 표지
만 표기함.

수정요구 사항  
없음.

1.   표지와 표지속지
에 충해가 같이 
있을 경우 표지
만 표기함.

2.   테두리 결손의  
경우 ‘앞표지/뒷
표지충해(테두

리)’로 표기함.

1.   물에 젖은 흔적 
약간/중강/심함 
정도 판정 시 매
뉴얼 기준대로 
해야 함.

2.   내지에 판심 종
이찢김 체크 누
락이 많음.

3.   ‘앞표지 테두리 
충해’가 아니라 
‘앞표지 충해 
(테두리)’임.

4.   표면 분리 판정 
등급을 과하게 
판정함.

7월

수정요구 사항 
없음.

1.   앞표지 뒷표지 일
부가 하얗게 변색
되었을 경우 비고
란에 ‘크기차이’ 
기입해야 함.

2.   앞표지 들뜸 기록 
누락됨.

1.     앞표지 뒷표지 이
물질(종이)  
누락됨.(표지에 스
티커 조각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2.   속지 분리 누락  
많음.

3.   특이한 열화사항
은 사진으로  
남겨야 함. 
(예:규295v.4뒷표
지,규296v.2뒷표
지-격자무늬의지

질열화가있었음.)

4.   앞표지 뒷표지에 
스티커 떼어낸  
자국은 물에  
젖은 흔적이아님.

1.   물에 젖은  
흔적은 확실할 경
우에만 표기함.

1.   곰팡이 자국  
표기 누락됨.

2.   앞표지 뒷표지 이물
질(종이) 누락됨.(표
지에 스티커 조각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
고 남아있을 때)

3.   충해 입은 면적이 
1-2센티 정도 될 
경우 충해  
결손도 함께 표시
해 주어야 함.

4.   충해 표기 누락 많음.
5.   앞표지 뒷표지 표면 
분리 등급을 과하게 
판정함.

6.   종이 내지 부분 변색 
체크 거의 누락됨.

7.   이물질의 경우  
종류를 기입해줄 것. 
그런데 이물질로 기
입한 대부분의 경우 
종이질이  
원래 그런 것으로  
이물질이아님.

8.   물에 젖은 흔적이 
없는데 표기되어 있
는 것이 많음.

9.   경성제대 첨지는 앞
에 위치표시 안해주
어도 됨.(뒷표지속지
경성제대첨지X/경
성제대첨지O)

수정요구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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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1 작업자 2 작업자 3 작업자 4 작업자 5 작업자 6

8월 1.   표면 분리, 모서
리 결손 판정 기
준 완화해야 함.

2.   얼룩, 더러워짐 
파트 기입 누락 
다수임.(물자국, 
종이 등)

1.   미세먼지 판정 
기준 완화해야 
함.

2.   앞표지 뒷표지 
초반이물질(종

이) 누락됨.

1.   보존처리요구등급
의 기록사항 순서
대로 기입할 것.

2.   표지 속지 충해  
기입방법에 오류
가 있음.

3.   타 자료삽입 기재
가 많은데, 삽입된 
타 자료를 찾을 수 
없음.

4.   오타, 체크 누락 
등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음.

5.   표면 분리, 모서리 
결손 판정 기준  
완화해야 함.

1.   경성제대 첨지기
입 시 위치정보
는 필요 없음.

2.   미세먼지 판정 
기준 완화해야 
함.

3.   테두리 결손의 
경우 ‘앞표지/뒷
표지 충해(테두
리)’로 표기함.

1.   표면 분리 판정 
기준 완화해야 
함.

2.   지면 종이접힘, 
계단형 종이접힘 
다수 누락됨.

3.   표지풀림 기입 
누락됨.

1.   표면 분리, 모서
리 결손 판정 기
준 완화해야 함.

2.   이물질 기입  
누락 다수임. 
(예:앞표지이 
물질(종이))

9월 1.   표지 변색 항목에 
‘크기 차이’ 표기 
누락 많음.

2.   모서리 결손이  
확실한 경우에도 
기입 누락이 많음.

3.   오염의 경우 ‘초반 
후반 오염(먹 등)’
으로 ‘등’을 써서 
뭉뚱그려 기입하
지 말고, ‘초반 후
반 오염(먹), 후반
오염’식으로 구분
해서 기입할 것.

1.   약간/중간/심각 
체크누락 많음.

2.   앞표지, 뒷표지
에 총독부 라벨
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을 경우 ‘총독
부 라벨지’만 표
기해주면 됨.

1.   ‘앞표지 들뜸’ 기
입 누락 많음.

2.   판심 종이 찢김 
기입 누락 많음.

1.   충해(테두리) 기
입 누락이 많음.

2.   표면 분리 판정
기준 완화 요망.

3.   미세먼지 : 중간
→약간

4.   앞표지 들뜸 기
입 누락 많음.

1.   오염 항목은 확
실한 것만 기입
할 것.

2.   전체복원/부분복
원 기입할 것.

3.   먹은 이물질이 
아니라 오염임.

1.   충해(테두리) 및 
충해 결손 기입 
누락이 많음.

10월 1.   약간/중간/심각/
표지/내지 체크 누
락이 많음.

2.   오염의 경우  
‘초반 후반 오염
(먹 등)’으로 ‘등’을 
써서 뭉뚱그려 기
입하지 말고,’ 초반 
후반 오염(먹), 후
반 오염’식으로 구
분해서 기입할 것.

3.   배접지 분리가 표면 
분리로 기입되어 있
는 경우가 있음.

4.   전체복원을 부분
복원으로 체크해
놓은 것 다수 있음.

5.   기록사항에 c등급 
판정 사유 기록시 
세부내역 누락됨.

1.   미세먼지 체크에 
내지 누락된 경
우가 많음.

2.   앞표지 들뜸 기
입 누락 많음.

3.   라벨지 분리를 
앞표지 표제 분
리로 잘못쓴 것
이 있음.

4.   오염 항목 기입 
누락 많음.

1.   앞표지 충해, 뒷표
지 속지 충해X→
앞표지 뒷표지 속
지 충해O

2.   모서리 결손 누락 
많음.

3.   배접지 분리가 표면 
분리로 기입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음

4.   기록사항에 c등급 
판정사유 기록시 세
부내역 누락 다수임.

5.   위치 기입순서 : 
앞표지 뒷표지 초
반 중반 후반

6.   표지, 내지 체크 
누락 다수임.

7.   전체복원을 부분
복원으로 체크해 
놓은 것 다수임.

8.   표지 풀림 기입 누
락 있음.

9.   표면 분리, 모서리 
결손을 과도하게 
판정함.

1.   배접지 분리가 
표면 분리로 기
입되어 있는 경
우가 많음.

2.   판심 종이 찢김 
누락이 많음.

3.   표면 분리, 모서
리 결손을 과도
하게 기입함.

4.   곰팡이 자국 기
입 누락 다수임.

5.   지질 열화 기입 
누락 다수임.

6.   앞표지 들뜸 누
락 많음.

7.   필사본 체크 누
락 있음.

8.   전체복원을 부분
복원으로 체크해 
놓은 것 다수임.

1.   배접지 분리가 
표면 분리로 기
입되어 있는 경
우가 많음.

1.   배접지 분리가 표면 
분리로 기입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음.

2.   표지 모서리 결손
으로 내지까지 손
상이 있을 경우에
는 C등급임.

3.   경성제대 첨지는 
‘경성제대 첨지’만 
기입함.

4.   C등급 이유 표기 
원칙:결손(충해)X, 
결손(충해결손)O

5.   판심 종이찢김 기
입 누락 많음.

6.   속지분리로 C등급
을 주는 경우는 전
체 속지가 분리되
어 있을 경우임.

7.   표지 테두리 충해
의 경우(테두리) 
기입 누락 다수임.

8.   표면 분리, 모서리 
결손을 과도하게 
기입함.

024



제 1장  고문헌 보존관리 기초자료 수립연구

작업자 1 작업자 2 작업자 3 작업자 4 작업자 5 작업자 6

11월 수정요구 사항 
없음.

1.   내지에 미세먼지
가 묻어 있는 것 
표시 누락 다수임.

2.   모서리 결손의 
경우 내지까지 
열화가 들어갔으
면 심각에 체크
해야 함.

3.   이물질, 오염 항목 
기입 누락 많음.

4.   뒷표지 모서리 
결손, 초반 후반 
모서리 결손X→
뒷표지 초반 후
반 모서리 결손O

1.   앞표지 표지  
풀림 X →  
앞표지 풀림 O

2.   미세먼지 비고란
에 ‘크기 차이’  
기입 누락 다수임.

3.   종이 변색 체크 
누락 다수임

4.   앞표지 들뜸,  
테두리 접힘  
누락 다수임.

5.   기본체크사항  
누락이 빈번함. 
신경 써서 최종
확인 요망.

1.   미세먼지 중간 
→ 약간

2.   모서리 결손의 
경우 내지까지 
열화가 들어갔으
면 심각에 체크
해야 함.

3.   판심 종이찢김 
누락이 많음.

1.   미세먼지 비고란
에 ‘크기 차이’  
기입 누락 다수임.

1.   표지 속지가 사면이 
붙어 있고 중간만 
약간 떠있을 경우는 
속지 분리 아님.

2.   모서리 결손의 경
우 내지까지 열화
가 들어갔으면 심
각에 체크해야 함.

3.   기편철작업결손 
기입 누락이 많음.

4.   침수 변형 기입  
누락 많음. 단,  
침수변형 및 지질 
열화가 있다고  
무조건 심각은 아님.

5.   앞표지 들뜸 기입 
누락 많음.

12월 1.   표지 풀림을  
기록사항에 기재
할 때 ‘풀림’X→’
표지 풀림’O

2.   속지 분리가  
전체장인 경우 
심각등급으로  
판정함.

1.   표지에 표면분리
를 지면 종이찢
김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2.   앞표지, 뒷표지
에 총독부라벨지
가 떨어지지 않
은 채로 붙어 있
을 경우 위치 표
기 없이 ‘총독부
라벨지’ 만 표기
해주면 됨.

3.     편철 충해의  
경우도 약간,  
중간, 심각 등급 나
누어 판정해야 함.

1.   판심 종이 찢김
을 약간/중간/심
각 등급 나누어 
주어야 함.

1.   배접지 분리가 
표면 분리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2.   앞표지, 뒷표지
에 총독부라벨지
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을 경우 위치
표기 없이  
‘총독부라벨지’만 
표기해주면 됨.

② 전년도 상태조사 매뉴얼의 수정 보완

-   보조연구원들이 조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전년도 작업에서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열화 상태가 나타

날 경우 동료 보조연구원들과 토의를 통해 1차적으로 작업원칙을 보완하였다.

-   전체 보조연구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통해 그간 축적된 새로운 열화 상태에 대해 1차로 결정한 

조사 작업 및 1차 논의 전체 회의 시 최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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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원칙을 공식적으로 전체 연구원이 공유, 논의를 거쳐 작업원칙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다.

  (정기회의는 기본 월 1회 일정으로 진행하였고, 신출 열화상태가 많은 자료들의 작업 시에는 회의 

빈도수를 높였음.)

- 본 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열화사항 및 표기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질 표기원칙

•       표지가 푸른 빛 염색 한지일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쪽 염색’이라고 기입함. 해당란에 ‘능

화’, ‘분홍’ 등의 기타 기록 사항이 있는 경우 ‘,’로 구분하여 함께 기입함.

※ 얼룩, 더러워짐(오손)

•       먹, 물감, 잉크 등 이물질이 아니어서 복원처리를 해줄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오염이 있는 경

우, ‘위치 + 오염(먹, 물감, 잉크)’ 표기

•       경성제대 인장이 찍힌 첨지가 앞표지 혹은 뒷표지 속지 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경성제대 

첨지’로 표기

•       앞표지, 뒷표지에 총독부 라벨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을 경우, 비고란에 ‘총독부 라벨지’로 

표기

※ 종이 찢김

•       내지에 종이 올이 풀려 나와 있을 경우, ‘위치 + 지면 올풀림’으로 표기

※ 결손 

•       표지에 비단 재질의 천이 덧씌워져 있는 책에서 천이 떨어져 나간 경우 ‘앞표지/뒷표지 비단 표지 

탈락’으로 표기

•       내지 일부에 마모로 인한 결손이 있는 경우 ‘위치 + 마모 결손’으로 표기

※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 기록 원칙

•       청구기호 라벨지에 RF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RF를 표기

•       C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친 열화 항목을 기재할 때, 종이 찢김과 결손의 경우 C등급 준 이유에 대한 

세부 항목을 괄호 안에 기록

•       해당 책자와 상관없는 문서들이 낱장으로 꽂혀 있을 경우, ‘위치 + 타자료 삽입’으로 기록

•       태그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 ‘위치 + 태그 삽입 불량’으로 기록

•       표지가 들떠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들뜸’으로 기록

•       테두리 부분의 종이가 마모되었을 경우, ‘테두리 마모’로 기록

•       내지 부분이 여러 크기의 종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지 크기 차이’로 기록

•       표지나 내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경우, ‘위치 + 눌린 자국’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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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휘 용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위치 + 피휘 용지 분리’로 기록

•       내지의 크기보다 표지의 크기가 작아서 내지가 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내지 돌출’로 기록

•       표지 테두리가 말려들어가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말림’으로 기록

2) 작업원칙

Ⅰ. 기본 원칙

1. 열화 상태 세부 평가기준

-   보존처리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각」, 「중간」, 「약간」을 판정함. 특히, 책장을 넘기거나 서고

에서 자료 출납 시 더 심해질 수 있는 향후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함.

- 「심각」의 경우는 향후 열화의 계속적인 진행가능성이 높은 상태

- 「중간」은 열화의 향후 진행가능성은 낮지만 열화면적이 넓거나 페이지수가 많은 상태

- 「약간」은 열화의 향후 진행 가능성은 없으며, 열화면적 및 페이지수도 「중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상태

2. 열화 위치 표시원칙 
- 책 전체를 3등분하여 초반 / 중반 / 후반으로 나누어서 기록

- 한 페이지 내 상세 위치(EX : 상단, 하단 등)는 기록하지 않음.

3. 열화 상태 세부내역 비고란 기록 원칙

- 검색 편의를 위해 용어, 띄어쓰기, 기록사항 배열순서 통일에 유의해야 함.

- 위치 표시를 제일 앞에 기록함.(초반 / 중반 / 후반)

-   위치 표시를 할 때, 동일한 열화 상태가 여러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열화 상태 앞에 여러 위치를 

띄어쓰기로 구분함.

•       표기 방법 : ‘초반V중반V후반/앞표지V뒷표지 + 해당 열화 상태’

•       예시 : 초반 후반 판심 충해

•       앞표지 뒷표지 충해

- 쉼표(,)는 각 열화 항목 구분 시에만 사용함.

- 비고란과 기록사항란에 마침표 (.)는 사용하지 않음.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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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루마리 자료의 경우,

-   자료 원본에 해당하는 본문 부분의 열화는 「내지」에 체크하고, 자료를 보존해 놓은 장황 부분의 열화

는 「표지」에 체크함.

-   두루마리 자료의 열화 상태를 비고란에 기재 시 말미에 첨부된 두루마리 자료 명칭표에 따라 각 부위 

명칭을 기재함. 이 때, 자료 원본 부분은 ‘본문’으로 기재함.

- 장황 후면에 마모 등 열화가 있을 경우는 위치를 ‘후면’으로 표기함.

5. 사진 등록

- 특이한 열화 상태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등록하고, 팀원들과 논의함.

-   사진 등록 방법은 자료상태 입력 페이지의 사진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업로드하며, 파일명은 (등록번

호_001), (등록번호_002)의 형식으로 변경해 주어야 함.

(각 책별 등록번호는 자료상태 입력 페이지 우측 상단에 나와 있음.)

6. 개인별 열화 이미지 사진 정리

- 심각한 열화상태의 경우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개인별로 이미지를 촬영하여 팀장에게 전송함.

- 이 때, 파일명은 ‘청구기호 + 열화상태’로 기입함.

(파일명 예시: ‘奎 1234 v.1 지질 열화’)

Ⅱ. 상태조사표 상단부 표기원칙

1. 형태 표기원칙

-   변철이 국화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 - 「변철」 - 「기타」에 체크하고 ‘국화동’라고 기입함. 변철이 민

무늬 못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 - 「변철」 - 「기타」에 체크하고 ‘못’이라고 기입함.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한번 더 덧대어 있을 경우, 「형태」 - 「이중장정」에 체크함.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3중장정일 경우, 「형태」 - 「이중장정」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체크한 후 ‘삼중장

정’이라고 기입함.

- 자료 형태가 병풍처럼 접혀 있을 경우, 「형태」 - 「절첩식」에 체크함.

-   자료 형태가 끈으로 묶이지 않고 접착제로 살짝 붙어 있을 경우, 「형태」 - 「기타」에 체크하고, ‘첩’이라고 

기입함.

-   두루마리 자료일 경우, 「형태」 - 「두루마리」에 체크하고, 고리나 끈이 달려 있을 경우 「기타」에도 체크하

고 ‘고리, 끈’이라고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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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납방법 표기원칙

-   현대식 포갑 안에 기존의 포갑이 있는 경우, 「수납방법」 - 「포갑」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다시 체크한 후 

‘이중포갑(재질의 종류)’라고 기입함.

-   자료가 종이로 둘러서 끈으로 한 번 더 묶여 있는 경우, 「수납방법」 - 「기타」에 체크하고, ‘끈’이라고 기입함.

•       비고란 표기 예시

  이중포갑(종이)

  이중포갑(비단)

  끈

3. 재질 표기원칙

- 표지에 무늬가 있는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능화’라고 기입함.

-   표지가 분홍빛이 도는 책의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분홍’이라고 기입함. 능화와 함께 분홍빛

이 돌 경우, 같은 칸에 ‘능화, 분홍’이라고 함께 기입함.

-   표지가 푸른 빛 염색 한지일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쪽 염색’이라고 기입함. 해당란에 ‘능화’, 

‘분홍’ ‘황염’ 등의 기타 기록 사항이 있는 경우 ‘,’로 구분하여 함께 기입함.(2013년 신설)

- 표지가 겉싸개로 한 번 더 싸여있는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외장지’라고 기입함.

- 한 책이 여러 질의 종이로 이루어진 경우 「내지」 - 「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지질 상이’라고 기입함.

- 표지 재질이 천이지만 어떤 종류의 천인지 판단이 힘들 때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섬유’라고 기입함.

4. 기록재료 표기원칙

- 표지나 내지에 붉은 표시가 있는 경우 「기록재료」 - 「안료」에 체크함.

- 판심에 수용성 잉크(적색, 청색 등)로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기록재료」 - 「잉크」에 체크함.

- 책 내지에 페이지수가 잉크로 찍혀 있는 경우, 「기록재료」 - 「잉크」에 체크함.

-   책 판심부에 쪽수가 싸인펜으로 적혀 있거나, 내용 부분에 싸인펜으로 수정 혹은 표기해놓은 부분이 

있을 경우, 「기록재료」 - 「기타」에 체크하고 ‘싸인펜’을 기입함.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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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태조사표 하단부 표기원칙 (열화 항목별 등급 체크 및 비고란)

1. 미세먼지

- 표지와 내지에 묻어 있는 먼지 오염의 정도를 판정함.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작업자가 「약간」,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체크해 주고, 비고란에는 기록하

지 않음.

-   앞뒤에 놓여 있던 책의 크기가 다른 이유로 생긴 부분적 미세먼지의 경우, 「약간」과 중간」, 「심각」을 판

단하여 체크해 주고, 비고란에 ‘크기 차이’ 기록

- 선반 상단에 보존된 책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의함.

•         비고란 표기 방법 : ‘크기 차이’

  예시 : 크기 차이

2. 벌레로 인한 손상

- 표지와 내지에 충해를 입은 정도를 판정함.

-   책장을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함.(따라서 편철 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상가능성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① 표지

•       약간 - 일반적인 충해손상 10개 미만

•       중간 - 일반적인 충해손상 10개 이상

•       심각 - Ⓐ   편철 부분 손상(단, 책표지를 넘겨도 손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작업자가 판

단하여 「약간」, 「중간」 등급을 줄 수 있음.)

 Ⓑ   지름 2cm 이상의 구멍(이 경우, 「결손」에도 체크하고, 결손비고란에도 ‘위치 + 충해 결손’으로 표기함.)

 Ⓒ   표지 테두리 손상(테두리 부분에 충해로 인한 구멍이 생겨서 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찢어질 우려

가 있을 경우, 「심각」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지 충해(테두리)’로 표기함. 단, 손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작업자가 판단하여 「약간」, 「중간」 등급을 줄 수 있음.)

② 내지

•       약간 - 작고 깊은 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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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 비교적 넓은 충해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       심각 - Ⓐ   편철부분의 충해(단, 책장을 넘겨도 손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작업자가 판단

하여 「약간」, 「중간」 등급을 줄 수 있음.)

 Ⓑ 넓은 면적의 충해로 인해 한 장이라도 너덜거리는 경우

 Ⓒ   지름 2cm 이상의 구멍(이 경우, 「결손」에도 체크, 결손비고란에도 ‘위치 + 충해 결손’으로 표기)

•       비고란 표기 방법 : ‘초반/중반/후반 + 편철/지면/판심 + 충해’

  ‘초반/중반/후반 + 전면 + 충해’  (한 페이지 내에 지면, 편철, 판심 모두 손상을 입

은 경우)

  ‘앞표지/뒷표지 충해(테두리)’

예시 :   초반 후반 편철 충해

 후반 편철 충해

 중반 지면 충해

 초반 후반 판심 충해

 초반 후반 전면 충해

 앞표지 충해

 뒷표지 충해

 앞표지 뒷표지 충해

 초반 후반 편철 충해, 중반 지면 충해

 (★ 편철 충해와 지면 충해가 각각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 쉼표로 각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앞표지 뒷표지 충해(테두리)

 앞표지 충해(테두리)

3. 얼룩, 더러워짐(오손)

- 이물질(건식클리닝 대상) 또는 오염이 있는 부분을 의미함.

- 첨지자국과 지문, 아주 작은 단순 얼룩 등은 무시함.

- 두루마리 자료 경우 비고란에 ‘전면/후면 이물질’로 기입함.

- 2013년 2차년도 작업부터 오염 항목을 신설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책 전체적으로 10개 미만

•       중간 - 책 전체적으로 10개 이상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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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 - X(차후 다른 자료 작업 시 필요할 경우 재논의)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라색 곰팡이 등 묻어나지 않는 곰팡이의 경우, 비고란에 위치 + 곰팡이 자국’으로 표기

•       불에 그을렸지만 구멍은 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위치 + 그을림 자국’으로 표기

•       영인본 작업을 위한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위치 + 영인 표식’으로 표기 

•       앞표지 혹은 뒷표지 안쪽에 책 구분을 위한 종이 표시가 붙어있는 경우 ‘앞표지 속지/뒷표지 속지

+ 이물질(종이)’로 표기

•       원형 테두리 물자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위치 + 물자국(형태)’ 표기

•       총독부 첨지가 도삭 결손 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 「약간」으로 판정하고, 비고란에 ‘위치 + 총독부 첨

지’로 표기

•       괘선, 판심의 먹이 번졌을 경우, 「약간」, 「중간」을 판정하고, 비고란에 ‘위치 + 광곽 번짐’으로 표기

•       먹, 물감, 잉크 등 이물질이 아니어서 복원처리를 해줄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오염이 있는 경

우, ‘위치 + 오염(먹, 물감, 잉크)’ 표기(2013년 신설)

•       경성제대 인장이 찍힌 첨지가 앞표지 혹은 뒷표지 속지 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경성제대 

첨지’로 표기(2013년 신설)

•       앞표지, 뒷표지에 총독부 라벨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을 경우, 비고란에 ‘총독부 라벨지’

로 표기(2013년 신설)

 

•       비고란 표기 방법 : ‘초반/중반/후반 + 이물질’

  ‘초반/중반/후반 + 이물질(종류)’ 

  (★ 이물질의 종류가 확실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물질 종류 표기)

  ‘초반/중반/후반 + 곰팡이 자국’

  ‘초반/중반/후반 + 그을림 자국’

  ‘초반/중반/후반 + 영인 표식’

  ‘앞표지 속지/뒷표지 속지 + 이물질(종이)’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물자국(원형)’

  ‘초반/중반/후반 + 광곽 번짐’

  ‘앞표지 오염(먹)’

  ‘뒷표지 후반 오염(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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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중반 이물질

 초반 중반 이물질(벌레)

 초반 이물질(밥풀, 벌레, 테이프, 식물, 총독부 용지 등)

 후반 곰팡이 자국

 초반 그을림 자국

 초반 후반 영인 표식

 앞표지 속지 이물질(종이)

 앞표지 물자국(원형)

 초반 광곽 번짐

4. 물에 젖은 흔적

- 물에 젖어서 물얼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일반적인 물얼룩의 경우는 위치 정보 필요 없음.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중간 기준 이하

 •      중간 - 진행가능성이 없지만 열화면적(1/2)이 넓고, 페이지수가 많은 경우(1/2)

  면적과 두께가 모두 넓거나 많을 경우만 해당

  면적과 두께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중간」에 체크, 면적이 좁고 두께가 많을 경우 「약간」에 체크

 •      심각 -   일반적인 물흔적의 경우 차후 손상 진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함에 표시하지 않으나, ‘지질 

열화’의 경우는 판정 후 「심각」에 체크할 수 있음.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거북이 등껍질 같은 물얼룩, 이로 인해 구멍이 난 경우까지도 ‘위치 + 지질 열화’로 표기, 등급은 상태

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을 줄 수 있음.

 •      침수에 의해 종이가 울거나 전체적인 상태 변형이 있을 경우, ‘위치 + 침수 변형’으로 표기, 등급은 상

태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을 줄 수 있음.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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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지질 열화’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침수 변형’

 예시 : 중반 지질 열화

 앞표지 초반 침수 변형

5. 변색 - 글자

- 글자의 변색이 심한 경우 상태를 판정해서 「약간」 「중간」 「심각」 체크함.

6. 변색 - 종이

- 표지와 내지에 변색이 있을 경우를 의미함.

- 표지의 일부분 변색 혹은 내지의 전체적인 변색일 경우는 위치 정보 필요 없음.

•       약간 - 약간 정도의 변색 혹은 10장 미만의 변색

•       중간 - 중간 정도의 변색 혹은 10장 이상의 변색

•       심각 - 전체적으로 심한 종이 변색이 있을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끈이염이 있을 경우 ‘위치 + 끈이염’으로 표기, 10장 미만이면 「약간」, 10장 이상이면 「중간」 등급을 

판정함. 끈이염의 경우 「심각」으로 판정하지 않음.

•       표지와 내지에 습기로 인한 변색, 얼룩이 있을 경우 ‘위치 + 습기 얼룩’으로 표기, 10장 미만이면 「약

간」, 10장 이상이면 「중간」 등급을 판정함. 습기 얼룩의 경우 「심각」으로 판정하지 않음.

•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끈이염’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습기 얼룩’

예시 : 앞표지 뒷표지 끈이염

 초반 중반 습기 얼룩

7. 변색 - 안료, 도료 :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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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곰팡이

- 천으로 만져서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경우 및 곰팡이 자국이 남은 경우를 의미함.

•       약간 - 천으로 만져서 묻어나오지 않는 경우, 10장 미만

•       중간 - 천으로 만져서 묻어나오지 않는 경우, 10장 이상

•       심각 - 천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는 모든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모든 경우, 향후 손상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두 「심각」으로 판정하고, ‘위

치 + 곰팡이’로 표기함.

•       곰팡이 자국만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약간」 「중간」에 체크하고, 비고란에는 기입하지 않음. 단 이 경

우에는 「얼룩, 더러워짐(오손)」 항목의 비고란에 ‘위치 + 곰팡이 자국’을 표기함.

•       책 전체적으로 곰팡이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존처리 요구 사항」에 ‘건식’ 클리닝란에 체크함.

•        비고란 표기 방법 : ‘초반/중반/후반/책등 + 곰팡이

  예시 : 초반 곰팡이, 책등 곰팡이

9. 비듬(팽창)

- 물에 젖어서 종이가 팽창되어 있거나, 심각한 팽창이 아니라도 보풀이 일어났을 경우를 의미함.

- 단, 책장 넘김으로 인한 종이보풀을 구분하여, 단순한 종이보풀의 경우는 표기하지 않음.

•       약간 - 전체 중 10장 미만이거나 지면 비듬일 경우

•       중간 - 전체 중 10장 이상

•       심각 - 책 전체에 걸쳐 있을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단순히 종이가 물에 젖어서 팽창하거나 보풀이 일어난 비듬일 경우 비고란에는 따로 기입하지 않음.

•       내지가 물에 젖어서 보풀이 일면서 먹 부분도 같이 일어나 있는 부분은 ‘위치 + 지면 비듬’ 표기

10. 종이 찢김

-   자료에 판심, 지면, 편철 종이 찢김, 표면 분리, 속지 분리, 배접지 분리 등 각종 찢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종이 찢김의 상태를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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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질의 얇고 두꺼운 정도, 찢어진 부위의 길이 정도를 보고 향후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약간」 「중

간」 「심각」을 판정함.

•       약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종이 찢김이 10개 미만일 경우

•       중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종이 찢김이 10개 이상일 경우

•       심각 - 향후 손상가능성이 높은 종이 찢김이 있을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판심, 지면, 편철 부분에 종이 찢김이 있는 경우, ‘위치 + 판심/지면/편철 + 종이 찢김’으로 표기함.

•       앞표지, 뒷표지의 속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지 + 속지 분리’로 표기함. 

표지의 속지가 1/2이하로 떨어져 있고, 표지의 형태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약간」 , 표지의 속지가 

1/2이상 떨어져 있고, 표지의 형태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중간」, 속지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표지가 비늘처럼 여러 겹으로 떨어져 나온 경우 ‘앞표지/뒷표지 + 표면 분리’로 표기함. 향후 손상가능

성을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       표지에 표제 혹은 정보를 기입한 종이가 분리되어 너덜거리는 경우, 「표지」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

지 표제 분리’로 표기함. 표제 분리의 경우 「심각」으로 판정하지 않음.

•       기보존처리 책의 경우, 배접지 분리 여부를 확인하여 ‘위치 + 배접지 분리’로 표기함.

•       지면 일부를 도삭했으나, 도삭된 부분이 해당 지면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심각」에 체크하고, 비고란

에 ‘위치 + 도삭 분리’로 표기함.

•       책 속에 그림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심각」에 체크하고, 비고란에 ‘위치 + 그림 분리’로 

표기함.

•       책 속에 본문 내용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하고, 비고란에 

‘위치 + 본문 분리’로 표기함.

•       책이 몇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완전히 분리된 경우, ‘제본 분리’로 표기함.

•       판심이 완전히 찢어진 안쪽을 이용하여 글씨를 써 놓았을 경우, ‘위치 +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으로 

표기함.

•       두루마리 자료의 비고란 기입 예 : 위회장 찢김, 영자 분리, 본문 분리

•       청구기호가 기입된 라벨지가 너덜거릴 경우, ‘라벨지 분리’로 표기하고, 「약간」으로 판정함.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왔지만 분리된 지면이 해당 부분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위치 + 전장 

분리’로 기록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도삭 과정에서 도삭지면이 아닌 다른 면에도 칼자국이 나 있는 경우, ‘위치 + 지면/판심/편철 종이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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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칼자국)’으로 표기하고, 「약간」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판정함.

•       도삭 과정에서 도삭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 ‘위치 + 도삭 종이 찢김’으로 표기

하고, 「약간」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판정함.

•       본문 중 첨지가 떨어졌을 경우 ‘위치 + 첨지 분리’로 기록하고, 「약간」으로 판정함.

•       내지에 종이 올이 풀려 나와 있을 경우, ‘위치 + 지면 올풀림’으로 표기함.(2013년 신설)

•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판심/편철/지면 + 종이 찢김’

 ‘초반/중반/후반 + 배접지 분리’

 ‘앞표지/뒷표지 속지 분리’

 ‘초반/중반/후반 + 전장 분리’

 ‘앞표지/뒷표지 + 표면 분리’

 ‘앞표지/뒷표지 + 표제 분리’

 ‘초반/중반/후반 + 본문 분리’

 ‘초반/중반/후반 +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칼자국)’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도삭 종이 찢김’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지면 올풀림’

예시 : 초반 판심 종이 찢김

 초반 후반 배접지 분리

 앞표지 속지 분리

 앞표지 뒷표지 속지 분리

 뒷표지 속지 탈락

 초반 전장 분리

 앞표지 뒷표지 표면 분리

 뒷표지 표제 분리

 초반 중반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초반 편철 종이 찢김(칼자국)

 중반 도삭 종이 찢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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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손

- 자료에 각종 결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약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결손이 10개 미만일 경우

•       중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결손이 10개 이상일 경우

•       심각 - 향후 손상가능성이 높은 결손이 있을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지와 내지에 모서리 헤짐이 있는 경우, ‘위치 + 모서리 결손’으로 표기함. 표지의 모서리 결손이 내

지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인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책 전체적으로 종이의 모서리 부분이 낡아서 달아있는 경우 ‘앞표지 뒷표지 초반 중반 후반 모서리 

결손’으로 기록하면 이러한 상태인 것을 표시한 것임. 이 경우, 전체적으로 모서리 종이 접힘도 같이 

나타나므로 모서리 종이 접힘 항목을 따로 다시 기입하지 않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달은 경우가 아니

라서 결손과 종이 접힘이 각각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 따로 따로 기입함.)

•       표지 편철끈이 헤졌거나 끊어졌거나 풀렸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끈손상’으로 표기함. 편철끈이 헤졌

거나, 풀렸지만 책의 형태가 흩어질 가능성은 없는 경우 「약간」으로, 편철끈이 끊어지거나 풀려서 책

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표지 가장자리가 풀린 경우, ‘앞표지/뒷표지 풀림’으로 표기함.

•       충해로 인해 지름 2cm 이상의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 + 충해 결손’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종이가 찢겨 나간 경우 ‘위치 + 종이 찢김 결손’으로 표기함.

•       불에 그을려서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 + 그을림 결손’으로 표기함.

•       이전 편철작업에서 심각한 결손이 생긴 경우 ‘위치 + 기편철작업 결손’으로 표기함.

•       물로 인한 지질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2cm이상의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 + 지질 열화 결손’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내지 한 장의 양면 중 한 면 전체가 찢겨 나갔을 경우 ‘위치 + 단면 결손’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

정함.

•       앞표지 뒷표지가 탈락했거나 속지가 탈락했을 경우 ‘위치 + 속지 탈락’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

정함.

•       일정 부분을 칼로 도려낸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박취, 절삭, 한지 대체, 한지 필사 대체)’로 

표기함.

  (단, 도려낼 때 종이를 한 겹만 얇게 벗겨낸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박취)’로, 완전히 도려

낸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절삭)’으로, 도려낸 부분을 한지로 막은 뒤 해당 내용을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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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한지 필사 대체)’로, 필사가 없이 한지로만 되어 있을 경

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한지 대체)’로 기록)

•       종이 찢김 결손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조그만 구멍의 경우 ‘위치 + 구멍’으로 표기하고, 「약간」으로 판

정함.

•       자료의 외지, 내지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헐어 있는 경우 ‘위치 + 테두리 부식’으로 표기함.

•       외장지가 풀려 있을 경우 ‘외장지 풀림’, 책등 부분의 손상일 경우 ‘책등 손상’으로 표기함.

•       책 속에 본문을 붙여 놓은 자료에서 본문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 ‘위치 + 본문 분리 결손’으로 기록하

고, 등급 판정은 하지 않음.

•       설치류가 이빨로 갉아먹은 흔적이 있을 경우 ‘위치 + 서해 결손’으로 표기함.

•       이중장정의 원표지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경우 ‘원표지 부식’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표지에 표제가 없어진 경우, ‘앞표지/뒷표지 표제 탈락’으로 표기하고, 등급 판정은 하지 않음.

•       두루마리 자료의 비고란 기입 예 : 위회장 아래회장 마모, 축두 결손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와서 사라졌을 경우, ‘위치 + 전장 분리 결손’로 표기하고 「중간」으로 

판정함.

•       표지에 비단 재질의 천이 덧씌워져 있는 책에서 천이 떨어져 나간 경우 ‘앞표지/뒷표지 비단 표지 탈

락’으로 표기함.(2013년 신설)

•       내지 일부에 마모로 인한 결손이 있는 경우 ‘위치 + 마모 결손’으로 표기함.(2013년 신설)

•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모서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외장지 + 풀림’

 ‘앞표지/뒷표지 + 끈손상’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충해 결손’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종이 찢김 결손’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박취, 절삭, 한지 대체, 한지 필사 대체)’

 ‘초반/중반/후반 + 그을림 결손’

 ‘초반/중반/후반 + 기편철작업 결손’

 ‘초반/중반/후반 + 지질 열화 결손’

 ‘초반/중반/후반 + 단면 결손’

 ‘초반/중반/후반 + 구멍’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테두리 부식’

 ‘책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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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중반/후반 + 본문 분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서해 결손’

 ‘원표지 부식’

 ‘앞표지/뒷표지 탈락’

 ‘앞표지/뒷표지 속지 탈락’

 ‘앞표지/뒷표지 표제 탈락’

 ‘초반/중반/후반 + 전장 분리 결손’

예시 : 앞표지 모서리 결손

 뒷표지 풀림

 외장지 풀림

 앞표지 끈손상

 앞표지 초반 후반 충해 결손

 중반 종이 찢김 결손

 초반 도삭 결손(박취)

 초반 중반 도삭 결손(박취, 절삭)

 초반 단면 결손

 중반 후반 구멍

 초반 중반 후반 테두리 부식

 후반 본문 분리 결손

 중반 서해 결손

 뒷표지 탈락

 앞표지 뒷표지 속지 탈락

 앞표지 표제 탈락

 초반 전장 분리 결손

12. 녹슴

- 변철 및 기타 부분에 녹이 슨 경우를 의미함.

- 녹이 슨 정도에 따라 약간/중간/심각으로 구분

•       약간 - 녹은 슬었으나, 녹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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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 물리적 힘을 강하게 가해 문지르면 가루가 묻어나오는 정도일 경우

•       심각 - 녹을 건드리면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는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변철 부분에 녹이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변철 녹슴’으로 표기함.

•       두루마리 자료일 경우, 고리가 녹슬어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한 후, ‘고리 녹슴’으로 표기

•       변철에 녹이 슨 경우에는 다른 책(특히 표지)에 2차적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많음.이 경우, 이물질에 

표시 (예시 : 앞표지 이물질(녹))

13. 안료 박리 : 추후 해당 열화상태가 나오면 논의

14. 안료 벗겨짐 : 추후 해당 열화상태가 나오면 논의

Ⅳ.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본원칙

1. 「보존처리요구등급」 판정 기본원칙

- 향후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여 A~D 등급 판정

-   D등급은 손으로 만지기 힘들만큼 심각한 경우 혹은 C등급에 해당되는 열화상태가 매우 많아 빠른 보

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부여(손으로 만지기 힘들만큼 자료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료에 손을 

대서 세부 상태를 조사하지 말고 등급만 D등급에 체크함.)

- C등급은 향후 자료의 열람이 반복될 때 손상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부여

- B등급은 향후 손상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보존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부여

- A등급은 보존처리가 불필요한 상태일 경우에 부여

2.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 기록 원칙 (①- 순서대로 기록)

① 청구기호 라벨지에 RF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RF를 표기함.(2013년 신설)

② 기존에 보존처리 된 적이 있는 경우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에 ‘기보존처리’ 기록

*   단, 古 자료군의 경우 현대의 포갑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 자체에 기보존처리 흔적이 없다

면 ‘기보존처리’ 기록하지 않음.

*   기보존처리에 문제가 보인다면(예: 배접지 구멍, 배접용지 크기 일정하지 않아서 종이 접힘 생김 등) 

‘기보존처리(재검토 요망)’으로 기록함.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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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친 열화 항목을 다시 한 번 언급함.

* 이 때, 1-23번까지 제시된 열화의 순서대로 기록함.

* 종이 찢김과 결손의 경우, C등급 준 이유에 대한 세부 항목을 괄호 안에 기록할 것(2013년 신설)

•        기록사항에 표기할 용어는 다음과 같이 통일함.

  충해, 이물질, 지질 열화, 종이 변색, 곰팡이, 비듬, 종이 찢김(표면 분리, 판심/편철/지면 종이 찢김, 

배접지

분리, 속지 분리), 결손(모서리 결손, 표지 풀림, 끈손상, 충해 결손, 서해 결손)

④ 종이 접힘은 항목에 없지만 기록사항에 기록

* 단, 일반적인 책넘김으로 생긴 경미한 정도의 종이 접힘은 기록하지 않음.

•        표기 방법 (여러 유형의 종이 접힘이 나올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기록)

‘초반/중반/후반 + 계단형 종이 접힘’

‘초반/중반/후반 + 모서리 종이 접힘’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지면 종이 접힘’

‘초반/중반/후반 + 편철 종이 접힘’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판심 종이 접힘’

⑤   표지와 첫 장 혹은 마지막 장 지면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 지면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는 항목에 없지

만 기록사항에 기록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지면 상접’

‘초반/중반/후반 지면 상접’

⑥ 제본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 기록사항에 기록

•        표기 방법 

‘첫장/마지막장 제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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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송곳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지면을 찍은 자국이나 칼자국이 나타나는 경우 기록사항에 기록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송곳자국’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칼자국’

⑧   내지 일부분의 종이 전면 혹은 한 면 중 일부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아져 있는 경우(전면 마모, 부분마모)

원래 지질이 얇아서 글씨 부분이 떨어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부분 마모)

•        표기 방법 

‘초반/중반/후반 전면 마모’

‘초반/중반/후반 부분 마모’

⑨ 표지 또는 외장지가 헐어 있는 경우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마모’

‘외장지 마모’

⑩ 표지가 내지보다 커서 표지의 테두리가 접힌 경우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테두리 접힘’

⑪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복사본으로 대체했을 경우,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빈 한지로 대체했을 경우

•        표기 방법 

‘낙장(복사 대체 「복사된 장의 수」)’

예 : 낙장(복사 대체 3)

‘낙장(한지 대체 「빈 한지로 보충된 장의 수」)’

예 : 낙장(한지 대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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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절첩식 책에서 접히는 부분이 흩어져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책의 물리적 형태 변형이 있

는 경우는 기록 사항에 ‘형태 변형’ 기재하고 상태는 ‘심각’으로 판정

•        표기 방법 

‘형태 변형’

⑬ 기존 포갑이 손상되었을 경우 ‘포갑 손상’으로 기록함.

•        표기 방법 

‘포갑 손상’

⑭   책 중 일부분의 크기가 다르거나 편철이 잘못된 등의 이유로 종이가 삐져나와서 구겨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위치 + 낱장 돌출’로 기록함. 

•        표기 방법 

‘위치 + 낱장 돌출’

예 : 뒷표지 속지 낱장 돌출, 초반 낱장 돌출

⑮   해당 책자와 상관없는 문서들이 낱장으로 꽂혀 있을 경우, ‘위치 + 타자료 삽입’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타자료 삽입’

예 : 초반 타자료 삽입

⑯ 태그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 ‘위치 + 태그 삽입 불량’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태그 삽입 불량’

예 : 초반 태그 삽입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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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표지가 들떠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들뜸’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표지 테두리가 말려들어가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말림’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들뜸’

예 : 앞표지 들뜸, 뒷표지 들뜸, 앞표지 뒷표지 들뜸

⑱ 테두리 부분의 종이가 마모되었을 경우, ‘테두리 마모’로 기록함.(2013년 신설)

⑲ 내지 부분이 여러 크기의 종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지 크기 차이’로 기록함.(2013년 신설)

⑳ 표지나 내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경우, ‘위치 + 눌린 자국’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눌린 자국’

예 : 앞표지 뒷표지 눌린 자국, 초반 눌린 자국

� 피휘 용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위치 + 피휘 용지 분리’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피휘 용지 분리’

예 : 초반 피휘 용지 분리

�   내지의 크기보다 표지의 크기가 작아서 내지가 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내지 돌출’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지 테두리가 말려들어가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말림’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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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존처리요구사항」 체크 원칙

- 복원 작업 시 편철부분을 풀어야 되는 사항일 경우 「전체 복원」으로 들어감.

(예 : 결손, 충해가 편철부분일 경우, 표지 끈손상의 경우 등)

- 보존처리 요구등급이 D일 경우 「전체 복원」에 체크함.

-   복원필요 장수가 10장 이상일 경우 「전체 복원」, 10장 미만일 경우 「부분 복원」에 체크함.(2013년 신설)

-   전체적으로 건식 처리로 끝낼 수 있는 곰팡이, 얼룩, 이물질 등의 문제만 있을 경우, 「클리닝 건식」에 체크함.

-   하나의 책이 「전체 복원」(EX : 편철부분 손상)과 「클리닝 건식」(EX : 이물질 부착)  모두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복원」에만 체크함.

3) 결과 및 특징

(1) 열화상태 및 등급 적용 실제

① 미세먼지

미세먼지(약간) 미세먼지(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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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벌레로 인한 손상

표지 충해(테두리/심각)

이물질(진흙/약간)

오염(먹/약간)

내지 충해(심각)

이물질(종이/약간)

오염(기름/약간)

이물질(약간)

오염(녹/약간)

③ 얼룩, 더러워짐(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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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에 젖은 흔적

침수 변형(심각)

지질 열화(약간)

끈이염(약간)

침수 변형(심각)

지질 열화(중간) 지질 열화(심각)

⑤ 변색-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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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곰팡이

곰팡이(심각)

배접지 분리(약간)

본문 분리(심각)

지면 종이 찢김(약간)

도삭 분리(심각)

편철 종이 찢김(심각)

표면 분리(심각)

⑦ 종이 찢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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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올풀림(약간) 전장 분리(심각)

⑧ 결손

충해 결손(심각)

그을림 결손(심각)그을림 결손(약간)

지질 열화 결손(심각)

그을림 결손(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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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록사항에 기재하는 열화(상태 등급 나누지 않음)

구멍(심각)끈손상(심각) 책등 손상(약간)

지면 종이 접힘

내지 크기 차이지면 상접

편철 종이 접힘

타자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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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대상 자료의 열화상태 현황

① 보존처리 요구등급 판정 결과 및 특징

대상 자료의 총체적인 열화상태를 종합하여 A, B, C, D의 총 네 등급으로 각각 등급을 나누어 판정하

였다.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등급 – 보존처리 불요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처리가 필요 없는 자료]

•       B 등급 – 보존처리 필요(기초)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       C 등급 – 보존처리 필요

[비교적 열화 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처리가 신속히 필요한 자료]

•       D 등급 – 보존처리 시급

[열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손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표 2.  2차 년도 작업대상자료 보존처리 요구등급 판정 결과

A B C D

113(1.4%) 5,060(63.2%) 2,821(35.2%) 6(0.08%)

전체 작업대상 자료를 4등급으로 나눈 결과 산출된 수치는 위의 [표 2]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전체 대상자료 중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A등급의 자료는 113건으로 전체의 1.4% 정도에 불과했

고, 나머지는 모두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로 판정되었다. 

보존처리가 필요한 B-D 등급의 자료들 중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B등급의 자료가 5,060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고,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C와 D등급의 자료

부분 마모테두리 마모 표지 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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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의 35% 이상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본년도인 2차 년도 작업대상 자료의 열화상태를 전년도인 1차 년도 작업대상과 비교해 보면, 2차 년도 

작업대상이었던 1서고 소장본들의 열화 상태는 1차 년도 작업대상이었던 귀중본 수장 서고 소장본들에 비

해 비교적 양호하였다. 1차 년도 작업 결과 귀중본 도서인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기타 귀중본 도서류 등

에서 매우 심각한 정도의 열화를 보이는 자료가 다수 조사되었고,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바로 훼손될 정

도의 자료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1차 년도 자료들의 경우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C와 D 등급의 

자료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였다. 따라서 C, D 등급이 전체의 약 35% 가량으로 나타난 2차 년도 

대상 자료들의 경우 1차 년도 자료들의 심각한 열화 상태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판단된다.

하지만 C,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자료들이 35%에 이르는 만큼 전년도에 비

해서는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소중한 문화유산인 규장각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본년도 작업대상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가 시급히 요구됨은 분명하다. 또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인 B등급 판정 자료들의 비율이 전체의 63%를 넘어서는 만큼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더 이상의 열화를 막는 작업이 신속히 수행되어야만 현재 상태의 문화유산들을 후

대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작업대상 자료들의 열화상태 세부내역

표 3.  세부항목별 열화상태 집계표

순번 열화 항목 약간 중간 심각 계

1 미세먼지 5,096 2,825 24 7,945

2 벌레로 인한 손상 2,110 566 608 3,284

3 얼룩, 더러워짐 4,036 404 3 4,443

4 물에 젖은 흔적 3,964 263 147 4,374

5 변색-글자 7 1 0 8

6 변색-종이 6,060 907 2 6,969

7 변색-도료, 안료 2 0 0 2

8 곰팡이 305 92 47 444

9 비듬(팽창) 29 2 1 32

10 종이 찢김 3,650 1,343 1,490 6,483

11 결손 2,643 856 1,877 5,376

12 녹슴 1 1 0 2

13 안료 박리 0 0 0 0

14 안료 벗겨짐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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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년도 작업대상 자료의 경우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먼지, 벌레로 인한 손상, 얼룩 등 이물

질, 물에 젖은 흔적, 종이 변색, 곰팡이, 종이 찢김, 결손 등의 열화 항목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심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이 찢김과 결손 항목이다. 종이 찢김은 주로 판심 종

이 찢김, 지면 종이 찢김, 편철 종이 찢김, 배접지 분리, 전장 분리, 속지 분리, 표면 분리, 표제 분리, 본문 

분리 등의 상태로 나타났다. 이 중 표면 분리와 판심 종이 찢김, 전장 분리의 열화가 있다고 판정된 자료들

의 처리가 시급하다. 표면 분리는 표지 표면이 비늘처럼 벗겨진 열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자료의 

출납시 표지 표면의 일어난 종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찢어지거나 탈락할 위험이 있다. 또한 판심 종이 찢

김의 경우 자료 열람자 혹은 관리자가 열람하거나 보존 관리하면서 책장을 한 장씩 넘기게 될 때 판심 부

분의 찢김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장 분리의 경우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와서 분리

된 지면이 해당 부분에 접착력 없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부주의한 자료 취급만으로도 

해당 부분의 내용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열화 상태가 심각한 자료들의 경우 자료 취

급시 주의 및 신속한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그 밖에 배접지 분리, 속지 분리 등의 열화도 당장 자료에 심각

한 열화를 진행시킬 요소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인 자료 보존을 위해 세심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결손은 모서리 결손, 표지 풀림, 끈손상, 충해 결손, 서해 결손, 종이 찢김 결손, 도삭 결손, 그을림 결손, 

기편철작업 결손, 지질 열화 결손, 테두리 부식, 책등 손상 등의 열화이다. 이 중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

한 열화 상태는 표지 풀림, 끈손상, 충해 결손, 지질 열화 결손, 테두리 부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앞표지 

혹은 뒷표지의 마감이 풀어진 경우인 표지 풀림과 책을 묶는 끈이 풀어지거나 손상된 끈손상 열화의 경

우는 책의 형태를 흐트러트릴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이 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만약 표지 풀림을 그대로 둔다면 책의 겉을 싸고 있는 표지

의 특성상 내지의 내용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심각한 끈손상을 그대로 방치

한다면 자료의 취급 과정에서 책이 각각의 낱장으로 풀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해 결손과 지질 열화 결손도 신속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충해와 지질 열화로 

인해 자료가 1-2cm 이상 손상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향후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열화

의 진행을 현재의 상태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테두리 부식의 경우 자료의 테

두리가 전체적으로 부식된 것인데, 자료의 상태가 이러할 경우에는 자료의 지질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테두리 부식이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별도로 취급하여 향후 손상 가능

성을 낮출 수 있는 취급 및 보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본년도 작업대상 자료의 경우 전년도보다 벌레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자료의 비율은 낮았다. 충

해를 입은 자료는 전체의 41%로,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손상 가능성이 낮은 충해, 즉 ‘약

간’ 등급의 판정을 받은 것이 전체 충해 자료의 2/3를 차지하므로 전년도 대상자료들에 비해 본년도 대상

자료들의 충해로 인한 손상의 정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 등급을 받은 상태의 자료들도 

총 608건이 나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물에 젖은 흔적의 열화 항목에서도 ‘심각’ 등급인 자료가 147건이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물자국과 같은 

물에 젖은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침수로 인해 자료 전체 혹은 일부가 쭈글쭈글하게 변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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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침수 변형), 자료의 종이가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더 심하면 종이 찢김, 결

손에 이르는(지질 열화) 열화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 8,000건 중 4,374건에 해당하는 자료가 물에 젖은 흔

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147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곰팡이 피해를 본 자료도 총 444건으로 집계되어 본년도 대상 자료의 열화 상태 중 무시할 수 없는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약간’과 ‘중간’ 등급은 현재 곰팡이가 묻어나지는 않지만 이전에 곰팡이가 

존재했던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심각’ 등급을 받은 자료의 

경우 현재 곰팡이가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태가 심각하다. 곰팡이의 경우 현재에는 피해 면적이 

크지 않더라도 주위 환경에 따라 갑작스런 확산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곰팡이 관련 열화 상태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향후 자료의 손상 가능성에서는 다른 열화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

만 미세먼지, 오염, 이물질, 종이 변색 등의 열화도 상당부분 발견되었다. 미세먼지의 경우 먼지로 인해 상

태조사를 하는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과 작업 효율에 영향이 있을 만큼 전체 자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

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자료에서 대부분 미세먼지 문제는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수 

백 년을 이어온 자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향후 이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밀하고 과학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가 자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

면 그것을 제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룩, 더러워짐도 총 6,969건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얼룩, 더러워짐 열화는 자료가 

먹, 물감, 잉크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와 자료에 벌레, 흙, 종이 등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들을 의미한

다. 특히 기존 라벨지 등 접착제로 부착했던 부분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

는 종이조각들이 상당수 발견되며, 벌레와 흙 등의 이물질이 종이에 말라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이 경우 향후 붙어 있는 이물질이 화학적, 물리적으로 자료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원 자료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염의 경우 이미 먹, 물감, 잉크, 기름 등이 묻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물질이 아니므

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오염 물질이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태 조사 대상

으로 판단하여 조사표에 상태를 표시해 놓았다. 특히 기름 같은 경우에는 표지와 내지 부분에 넓은 면적

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

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장토문적류 재분류

1) 작업대상 및 작업방법 

(1) 작업대상

- 규장각 청구기호 奎19302부터 奎19307까지 총 9,094건의 장토문적류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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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방법

① 사전 공통 작업

㉮ 상태 조사 : 작업을 하기 전 문서의 상태를 간단히 조사

-   문서의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양호, 경미한 손상, 일부 손상, 손상, 심각한 손상의 총 5단계로 

나누어 적는다. 

- 세부사항(접힘, 구김, 충해, 얼룩, 오염, 결손, 해짐, 찢어짐, 마모, 변색, 곰팡이 등)을 간략히 기입한다.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입하여 문서에 대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 낱장이 아닌 묶음문서일 경우 장수를 세어 기입한다. 

- 위의 내용을 [그림 2]처럼 엑셀파일로 정리하였다. 

[그림 2] 상태조사 정리 파일 예

㉯ 원형 복원 : 구겨진 부분, 접힌 부분 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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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대상인 문서들은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접힌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났거나 혹은 

일정한 크기로 접혀져 묶여 있었다. 본 폴더(bone folder)
1

를 사용하여 가장자리 구겨지거나 말린 

곳, 접힌 부분을 펴주는 작업을 하였다.

② 작업 분류

㉮ 아카이브 폴리에스테르 필름 삽입

-   도서번호 奎19302~奎19307의 문서를 각각 펴서 아카이브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삽입한다. 필름 삽

입과정에서 문서가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문서들 가운데 형태가 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봉투를 제작하여 넣는다. 

봉투의 제작은 필름을 절단과 동시에 봉합하여 손쉽게 봉투 제작이 가능하게 해주는 절단기를 사

용하였다. 봉투에 넣은 책자는 필름에 넣은 문서와 동일하게 라벨을 붙여 중성지 상자에 넣는다. 

1　  접지주걱[bone folder] 

서적 등의 제본공정에서 손접지를 할 때 사용하는 주걱 모양의 연장. 일본말로는 오리베라(折べら)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주로 골재骨

材로 되어 있어 ‘본 폴더(bone folder)’라고 하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대나무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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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크기가 폴리에스테르 필름보다 큰 문서인 경우 접혔던 선을 따라 접어 필름 앞・뒷면으로 문

서의 내용이 보이게 넣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접어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 작업으로 넘어간다. 

-   마지막으로 문서를 넣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50개 내외로 중성지 상자에 넣어 서고에 보관한다. 중

성지 상자에 책 단위가 기본이 되도록 나누어 담는다. 

㉯ 두루마리 중성지 상자 제작 삽입

-   위의 ㉮ 작업 중 문서가 폴리에스테르 필름(76＊51)보다 클 경우 두루마리로 말아, 중성지 상자를 제

작하여 넣는다. 

-   중성지 상자는 기재단된 것(11＊75＊9)을 사용하는데, 지난 사업에서는 뚜껑부분과 본체 부분이 따

로 떨어진 것을 사용하였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일체형으로 된 크램쉘(cramshell) 형태의 것을 사용

하였다. 다만 문서의 길이가 중성지 상자보다 현저히 짧은 경우 여러 두루마리 문서를 한 상자에 칸

막이로 나누어 담아 서고의 공간 활용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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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특징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낱장의 문서를 넣음으로써 열람 시 훼손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

존에는 공기 중에 바로 노출되어 있었으나 필름작업 후 중성지 상자에 한 번 더 넣음으로 써 외부의 오염

물을 쉽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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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선책 제안

1. 고문헌 정밀상태조사

현재 2개년에 걸쳐 고문헌 정밀상태조사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국가적 문화유산인 규장각 고

문헌 전체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첫 시도로 큰 의미를 갖는

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최초의 작업인 만큼 기존에 축적된 경험이나 참고할 수 있는 사례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

으로 파악, 분석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작업을 통해 향후 체계적이고 정밀한 수준의 상태조사 매뉴얼 및 

상태조사표가 완성될 것을 기대한다. 

본년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개선점들은 다음과 같다.

•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의 보완

-   현재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의 경우 실제 조사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조사

와 작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 과정을 통해 조사, 정리된 작업원칙의 기준

과 정밀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세부 열화사항별 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14개항

에 해당되지 않는 열화상태들도 상당부분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에 기

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열화의 내역만 표시할 수 있고, 등급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열화 상태의 정도를 상세히 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실제 조사 작업의 결과로 완성된 조

사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면 귀중한 고문헌의 

상태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과학적인 정밀 데이터 측정 필요

-   현재 상태조사사업은 순전히 작업자 개인의 육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열화 상태를 약

간/중간/심각으로 구분함에 있어 정확한 기준에 의해 판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미세먼

지, 물에 젖은 정도, 종이 변색 정도 등 열화 상태를 개수 또는 장수 등 정확한 숫자로 파악하기 힘

든 열화 항목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미세먼지의 정도를 판정하는 경

우, 작업자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판이하게 다르며, 같은 작업자도 때

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판정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물에 젖은 정도를 판정할 때도 육안만으로

는 침수된 정도의 약하고 심각한 구분이 모호해 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판정 기준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과학적인 정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사용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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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처리 요구사항 작성의 개선 필요

-   현재 자료상태조사표의 「보존처리 요구사항」 항목에서 체크되는 사항은 부분복원과 전체복원, 클리

닝(건식)이다. 「보존처리 요구사항」에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이 세 가지 사항 뿐 아니라 탈산 처리, 

훈증 소독, 상시보존처리 등 훨씬 많지만 이 항목들을 모두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작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또한 위 세 가지 사항이 체크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으로 작

성되지는 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자료상태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작업자들이 한국학 연구자들로, 

보존처리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아닌 것이 이유이다. 조사자가 보존처리 실무 분야를 실

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보존처리를 요구할 수 없는 점에 대한 향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       요구 등급의 표준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료상태조사 매뉴얼 작성, 보완 및 자료상태조사표 작성 작업은 궁극적으로 규

장각 소장본만이 아닌 현존하는 모든 고문헌의 상태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으로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 2차 년도 동안 진행된 작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현실에 구현해 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완성된 기준으로 등급 판정의 표

준화를 이루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의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고

문헌의 상태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실제 조

사자인 한국학 연구자들과 보존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       수리복원 우선순위 조정

-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료상태조사 작업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 상태의 심

각도를 판정함에 있어 다소 이상적인 측면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고문헌 자료의 이용자로서 많은 애

착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책에 열화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즉 조금이라도 

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수리 

복원 대상 범위를 넓게 지정한 특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된 수리 복원 대상 범위는 현실적

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보존처리 실무자들과 논의를 통해 각 열화 항목별 등급 

선별 기준을 좀 더 현실화하여 표준화시키는 작업과 함께 현재까지 선정된 등급들도 조정하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다.

•       1차 년도 상태조사작업의 보완

-   1차 년도의 작업진행은 작업원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논의하여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기 위해 팀원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열화 등의 특이

점은 바로바로 팀원 간 회의를 통해 원칙으로 작성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원칙을 보완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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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작업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차 년도의 작업 내용을 이후 완성된 표준 기준에 따라 보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 장토문적류 재분류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불량률이 높아 폐기해야 하는 필름이 많았다. 이를 책봉투로 제작하여 결과적으

로는 폐기하지 않게 되었지만 작업하는 도중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필름에 문서를 넣기 전에 필

름이 뜯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 후 문서를 삽입해야했다. 필름이 뜯긴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접착부분이 약하여 필름을 열면서 찢어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다시 문서를 빼서 다른 필름에 넣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서 표면에 작은 손상이 가기도 하고 애써 

구겨진 부분을 핀 문서가 다시 구겨지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25개가 한 팩으로 되어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한 패키지에서 불량이 나오면 그 패키지의 대부분이 불량인 경우가 많아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였

다. 필름 제작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장토문적류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 온 것들로 서고에서 쌓인 먼지가 많았고, 작

업 중 구김을 펴면서 종이 섬유의 일부가 떨어짐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쾌적하지 못하였다. 정기적으로 청

소를 하더라도 먼지 흡입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현재의 작업실에서의 작업은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

기청정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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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첨부문서

1. 고문헌 정밀상태조사

1) 작업 대상 중 긴급처리 요망(D 등급 목록)

순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명

1 20100264266 奎 103 v.3 史記英選

2 20100268243 奎 675 演易治平要覽

3 20100355861 奎 738 v.23 皇明通紀輯要

4 20100268472 奎 756 v.3 書傳諺解

5 20100272414 奎 1679 v.1 簡易集

6 20100267873 奎 1704 v.1 林忠愍公實紀

2) 고문헌 정밀상태조사 전체 목록

순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명 보존처리요구등급

1 20100262833 奎 1 v.1 度支定例 C

2 20100262834 奎 1 v.2 度支定例 C

3 20100262835 奎 1 v.3 度支定例 B

4 20100262836 奎 1 v.4 度支定例 B

5 20100262837 奎 1 v.5 度支定例 B

6 20100262838 奎 1 v.6 度支定例 B

7 20100262839 奎 1 v.7 度支定例 B

8 20100262840 奎 1 v.8 度支定例 B

9 20100262841 奎 1 v.9 度支定例 B

10 20100262842 奎 1 v.10 度支定例 B

11 20100262843 奎 1 v.11 度支定例 C

12 20100262844 奎 1 v.12 度支定例 C

13 20100262882 奎 2 v.1 度支定例 C

14 20100262883 奎 2 v.2 度支定例 C

15 20100262884 奎 2 v.3 度支定例 A

16 20100262885 奎 2 v.4 度支定例 C

    063



4권  보존처리연구

순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명 보존처리요구등급

17 20100262898 奎 3 v.1 宣惠廳定例 C

18 20100262899 奎 3 v.2 宣惠廳定例 B

19 20100262900 奎 3 v.3 宣惠廳定例 B

20 20100262901 奎 3 v.4 宣惠廳定例 C

21 20100262902 奎 3 v.5 宣惠廳定例 C

22 20100262903 奎 3 v.6 宣惠廳定例 B

23 20100262904 奎 3 v.7 宣惠廳定例 C

24 20100262905 奎 4 v.1 國婚定例 B

25 20100262906 奎 4 v.2 國婚定例 B

26 20100262944 奎 5 語錄解 C

27 20100262907 奎 6 v.1 國婚定例 C

28 20100262908 奎 6 v.2 國婚定例 C

29 20100262909 奎 7 v.1 國婚定例 C

30 20100262910 奎 7 v.2 國婚定例 C

31 20100262911 奎 8 v.1 國婚定例 C

32 20100262912 奎 8 v.2 國婚定例 C

33 20100262913 奎 9 v.1 國婚定例 B

34 20100262914 奎 9 v.2 國婚定例 B

35 20100262915 奎 10 v.1 國婚定例 C

36 20100262916 奎 10 v.2 國婚定例 C

37 20100262945 奎 11 v.2 尙方定例 B

38 20100352526 奎 11 v.3 尙方定例 B

39 20100262917 奎 12 v.1 國婚定例 B

40 20100262918 奎 12 v.2 國婚定例 C

41 20100262919 奎 13 卷5/7 國婚定例 B

42 20100262956 奎 14 實錄考出荒政錄 C

43 20100262957 奎 15 實錄考出荒政錄 C

44 20100262958 奎 16 實錄考出荒政錄 B

45 20100262960 奎 17 實錄考出船政條 B

46 20100262962 奎 18 驪興閔氏派譜 C

47 20100262963 奎 19 驪興閔氏派譜 C

48 20100262964 奎 20 v.1 楊州趙氏族譜 B

49 20100262965 奎 20 v.2 楊州趙氏族譜 C

이 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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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토문적류 재분류

1) 필름교체작업현황 - 奎19302 (慶尙道 庄土文績, 12책)

작업일시 
(작업자)

목차(작업순) 상태 세부사항 비고

12.27 
(박지혜)

제 1책 : 慶尙南道-密陽郡下南面-所在庄土金舜基提出圖書文績類

0. 앞뒤표지 일부 손상 오염

1. 下南面貴明洞土地調査冊 손상 오염, 구김 봉투

2. 密陽府國農沼起墾田畓改量案 손상 변색, 구김 봉투

제 2책 : 慶尙南海郡所在庄土朴齊七提出圖書文績

0. 앞뒤표지
손상 구김, 접힘 봉투

1. 불명문기

2. 慶尙南道南海郡三東面龍洞宮宮土結數調査成冊 손상 얼룩, 구김 봉투

3. 丙午二月初七日捧?音記 일부 손상 구김, 접힘

4. 第一白十七號 손상 구김, 오염

5. 南海導掌金明漢處 일부 손상 

1. 2 
(윤여진)

제 3책 : 慶尙南道昌原郡所在庄土柳聖杓提出圖書類

0. 앞뒤표지 손상 결손, 오염

1. 同治十三年-甲戌-六月日前明文

손상 오염, 해짐, 구김 두루마리

2. 道光二十六年-丙午-十月日前明文

3. 嘉慶二十一年-丙子-十月初六日前明文

4. 嘉慶七年-壬戌-十二月二十日張郁前明文

5. 嘉慶五年-庚申-七月初二日韓應前明文

6. 乾隆三十四年-己丑-七月二十一日韓必華前明文

손상 구김, 얼룩, 해짐 두루마리

7. 乾隆三十二年-丁亥-閏七月初二日金希澤前明文

8. 乾隆三十二年-丁亥-七月二十九日金聖翼前明文

9. 乾隆三十一年-丙戌-五月十三日-吳采周丁載迪-兩人前明文

10. 乾隆二十九年-甲申-七月初八日朴道浹前明文

11. 乾隆二十七年-壬午-八月初十日張翼樞前明文

12. 乾隆二十五年-庚辰-七月二十七日丁致慶前明文

손상 변색, 접힘, 구김 두루마리
13. 乾隆二十五年-庚辰-四月十二日李泰炫前明文

14. 乾隆二十一年-丙子-七月初一日鄭德鳳前明文

15. 乾隆十九年-甲戌-七月二十一日-李震昌禹世興-兩人前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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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시 
(작업자)

목차(작업순) 상태 세부사항 비고

1. 2 
(윤여진)

16. 乾隆十四年-己巳-七月初八日韓有良前明文

일부 손상 
얼룩, 구김, 구멍, 

오염
두루마리

17. 乾隆十一年-丙寅-七月初一日禹世興前明文

18. 乾隆九年-甲子-二月日禹世興前明文

19. 雍正十年-壬子-三月十七日金重鎭前明文

20. 雍正二年-甲辰-八月初六日李遇春前明文

21. 導掌盧世璣處

12.28 
(윤여진)

제 4책 : 慶尙南道昆陽郡二西面所在庄土趙載禧提出圖書文績類

0. 앞뒤표지 일부 손상 오염, 찢어짐

1. 內需司工房所屬 昆陽西面量案 일부 손상 표지오염, 해짐 붙임문서 1매

2. 慶尙道昆陽郡明惠公主房折受防堰泥生海澤畓打量成冊 일부 손상 접힘, 얼룩, 해짐 책 (봉투)

3. 慶尙南道昆陽郡西面永川里所在畓圖形 경미한 손상 얼룩 책 (봉투)

4. 乾隆六十年-乙卯-三月十一日權應順前明文 일부 손상 얼룩, 구김

5. 甲午八月初四日金逵前不忘記 손상 변색, 얼룩, 구김
5~6붙어있음

6. 咸豊十一年-辛酉-二月日趙慶顯前明文 경미한 손상 구김

7. 道光十九年-己亥-九月日前明文 경미한 손상 접힘 

8. 道光十八年-戊戌-七月日前明文 양호

9. 道光九年-己丑-八月日朴基定前明文 경미한 손상 얼룩

10. 道光元年-辛巳-八月日梁鍾哲前明文 손상 구김, 얼룩, 해짐

11. 道光七年-丁亥-七月日尹綱仁前明文 경미한 손상 얼룩

12. 道光十六年-丙申-六月日吳翊天前明文 양호

13. 嘉慶十一年-丙寅-四月初八日張志賢前明文 일부 손상 얼룩, 해짐

14. 金逵處 손상 얼룩, 구김, 해짐 배접됨

15. 嘉慶元年-丙辰-五月十六日權應順前明文 일부 손상 해짐, 얼룩

16. 昆陽導掌金盛完處 경미한 손상 변색, 접힘 

17. 金光翼處 손상 해짐, 변색, 구김

18. 昆陽郡首書記處 경미한 손상
얼룩(탄자국), 
접힘

두루마리

19. 晉州府首書記處 경미한 손상 구김 두루마리

이 하 생 략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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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모형 제작

1. 연구 목표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기록 문화유산으로 특히 일부는 세계적으로 희

소 가치를 지니는 밀랍본으로 제작되어 그 가치는 매우 뛰어나다.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은 편찬 당시 방

충과 방습을 통해 장기간 손상 없이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지 표면에 밀랍을 도포하였다. 그러나 밀

랍본 중에서도 일부 장서는 생지본은 물론 다른 밀랍본에 비해 셀를로오스의 분자량이 많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색, 백화 현상, 균해, 꺾임, 고착 등과 같은 생화학적 및 물리적 변성이 관찰된다. 이에 밀랍

이 한지 손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되며 추가적인 한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밀랍본의 보존 

처리가 시급하다1.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중 손상의 정도가 심한 대상을 선정하여 이와 유사한 밀

랍본 모형을 제작하여 복원 실험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본 과제의 1차년도에 실시되

었던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전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손상이 심해 복원이 시급한 실록을 선정하고 훼손 

양상을 파악하여 이와 유사한 물성의 밀랍본 모형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의 주재료로 신현세 전통한지공방(경북 의령군)에서 제조된 전통 수록 한지를 사용하였고, 빈도

림(전남 담양군)에서 생산된 천연 밀랍을 사용하였다. 

속슬렛 추출용 용매로는 디클로로메탄(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이 사용되었고 GC/MS 분석

을 위해서는 클로로포름(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메탄올(99.9%,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삼불화

수소/메탄올(Sigma-Aldrich Korea, Ltd.)이 사용되었으며, GPC 분석을 위해서는 THF(Tetrahydrofuran)

(High Purity HPLC Reagent,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와 GPC/SEC Calibration Kits Polystyrene 

standard(Sigma-Aldrich Korea, Ltd., 대한민국)가 사용되었다. 산가 분석을 위한 용액을 제조하는 데에는 

톨루엔(99.8%,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2-프로판올(99.0%,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수산화칼륨(Junsei, 

일본)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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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와 밀랍의 가속 열화 후 밀랍본 모형 제작

한지와 밀랍을 이용해서 먼저 밀랍본 모형을 제작한 후 인공 열화를 하는 위의 방법과는 달리 한지와 

밀랍을 각각 인공 열화를 실시한 후 열화 한지에 열화 밀랍을 도포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밀랍은 알

루미늄 호일과 샬레에서 가속 열화 하였으며 밀랍지와 같은 조건으로 열화하기 위해서 한지에 도포된 밀

랍의 평량과 같게 단위 면적당 무게를 측정하여 열화하였다. 한지와 밀랍은 위의 방법과 같이 전통 한지

와 지리산 천연 밀랍을 사용하였고 알루미늄 호일은 Shin woo plate의 은박 접시를 사용하였다. 밀랍 도

포 방식은 위와 같이 가열 판이 설치된 자동식 코팅기를 이용하였다. 인공 열화는 KS M ISO 5630-4와 

같은 조건에서 강제 순환식 건조기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1. 

2) 속슬렛 추출법

밀랍본 모형의 밀랍을 추출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속슬렛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밀랍본 모형(150×

150mm)을 1/3으로 잘라 무게를 측정한 후 속슬렛 추출 장치의 유리 초자 안에 원통형으로 말아 넣는다. 

속슬렛 하부 원형 플라스크에는 200ml의 디클로로메탄을 넣고 물중탕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물중탕 온

도가 맞춰지면 응축기를 작동시켜 추출을 시작한다. 추출 시간이 끝나면 속슬렛 장치를 분리하여 한지와 

3. 실험 방법 및 장치

1) 열화 밀랍본 모형 제작 방법

(1) 밀랍본 모형 제작 후 가속 열화

밀랍본 제작에는 전통 한지와 지리산에서 생산된 천연 밀랍을 이용하였다. 한지에 밀랍을 일정한 두께

로 도포하기 위해서 가열 판이 설치된 자동 막대 코팅기를 사용하였다. 밀랍은 도포 도중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95℃로 중탕 가열하여 용융된 형태로 사용하였으며, 코팅기에서도 가열 판 온도를 70℃로 

유지하여 밀랍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한지는 200×300mm 크기로 재단하여 밀랍을 도포하였고, 

도포 후에는 150×150mm로 재단하여 가속 열화하였다. 코팅 속도는 50mm/sec으로 하였고 밀랍 도포 

두께는 코팅기의 막대 규격에 의해 조절하였다. 다음 그림 1-1은 실제로 밀랍본 제작을 나타내고 있다. 제

조된 밀랍본 모형은 한지에 천연 밀랍만 도포되어 있는 상태로 수백 년 동안 상온에서 열화된 실제 조선

왕조실록과는 물성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밀랍본 모형을 인공 열화함으로서 실제 조선왕조실록과 유

사한 열화 상태로 만들고자 하였다. 인공 열화는 KS M ISO 5630-4에 따라 150℃에서 가속 열화를 실시

하였다1.

(1) Cutting

→ →

(2) Coating (3)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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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슬렛 추출 장치

속슬렛 용매로는 밀랍에 대한 용해도가 큰 유기 용매가 사용되었다. 가열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크 내의 

용매를 끓이고 증기가 되면 측면관으로 상승한 후, 냉각수에 의해 응축되면서 속슬렛 추출기 내부에 고인

다. 용매가 지속적으로 응축되어 수위가 일정 이상으로 상승하여 사이폰 관이 차게 되면, 추출기 내부의 

용액이 사이폰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플라스크로 내려가게 된다. 그 후 위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며 용질이 플라스크 내부에 농축된다.

추출물을 회수해 무게를 측정하고 진공오븐에서 용매를 휘발시켜 밀랍을 얻는다.

3) 자동 코팅기

모델 밀랍지 제작을 위해 한지에 밀랍을 도포하는데 자동 막대 코팅기((주)지스트, 대한민국)가 사용되

었다. 밀랍은 쉽게 응고되기 때문에 도포 작업 중간에 밀랍이 액상으로 유지되도록 가열판이 설치되어 온

도 설정이 가능하다. 막대의 규격에 따라 도포된 밀랍의 두께가 조절되며, 본 실험에서는 4번 및 32번 막

대를 사용하였다.

그림 1-2. 자동 코팅기

그림 1-3. 속슬렛 추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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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 적정 장치

지방산의 농도 및 시료의 산가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적정기(TitroLine®6000 SI Analytics)를 사용하

였다. 자동 적정기는 pH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적정 용액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적정해주는 자동 적정 모

드가 존재하고 또한 원하는 양만큼의 적정 용액을 넣을 수 있는 매뉴얼 모드가 존재한다. 그리고 적정 속

도나 교반 속도 또한 조절이 가능하며 교체 가능한 모듈 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교체 가능하다.  

4. 분석 방법

1) 산가 측정

산가 측정은 ASTM D664-11a [Standard Test Method for Acid Number of Petroleum Products by 

Potentiometric Titration]을 이용하였다. 

샘플을 톨루엔과 2-프로판올 그리고 약간에 물이 혼합된 적정 용매(Titration solvent)에 녹이고, 0.1M 

KOH 용액(solution)을 이용하여 적정 한다. 자동 적정 장치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면서 적정 용액을 소

량 넣으며 적정한다. 측정 도중 비커의 용액은 stirring bar를 이용하여 충분히 교반한다. 그림 1-5와 같은 

중화 적정 곡선이 그려진다. 적정 곡선이 그림 1-5의 Curve C, Curve D와 같이 거의 수직으로 그려진다면, 

그 수직인 부분의 가운데가 종점(end point)이다. 만약 Curve B와 같이 곡선에서 수직인 부분을 찾기 힘

들다면, pH가 11이 되는 지점을 종점(end point)로 지정한다2.

그림 1-4. 자동 적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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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외선 분광계(FT-IR spectrophotometer)

FT-Infrared Spectrophotometer 분광광도계는 Thermo Scientific사(USA)의 Nicolet 6700을 사용하

였다. 전처리 없이 고상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감쇠 전반사(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방식을 사

용하였다. 시료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고 측정 결과는 autobase 처리하였다. 

No. of scan : 32

Resolution : 8

Wavenumber range(cm-1) : 4000-650

3) GPC

밀랍의 분자량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THF(Tetrahydrofuran)에 용해시켜 GPC의 용출 패턴을 분석

하였다. 표 1-2에 GPC 분석 조건을 나타내었다.

표 1-2.  GPC 분석 조건

Injection volume 100μl

Run time 45min

Column PL gel mixed AALS. 20μm(*4).7.5*300nm

Flow rate 1.00ml/min

Eluent THF

그림 1-5. 적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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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토의

1)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중 복원 대상 선정

(1) 복원 대상 선정 기준 연구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은 표면에 밀랍이 도포된 상태로 장기간 존재하면서 다양한 훼손 양상이 관찰되

었다. 물리적인 손상으로는 밀랍이 서로 달라붙어서 생기는 고착이나 밀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

된 후 열람과정에서 한지가 찢어지거나 꺾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생화학적 손상으로는 변색, 백화 

현상, 균해, 물에 젖은 흔적 등을 들 수 있다. 지금은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

본 열람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손상은 최소화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생화학적 손상은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서적을 최적의 조건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생화학적 손상의 진행 속도를 늦출 

뿐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하게 손상된 실록의 밀랍본에서 밀랍을 추출하고 손상과

정에서 생성된 불순물을 제거한 후 다시 도포하는 방법으로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화재인 조

선왕조실록을 대상으로 복원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시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서 정종 실록의 경우에 손상 상태가 발견되고 있지만 밀랍이 처리된 실록의 수가 3책으로 전체 

손상된 밀랍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실록 탐색

2012학년도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처리기술 연구에서는 실록의 훼손 상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

다3.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중에서 다른 실록에 비해서 생화학적으로 심각하게 손상

된 실록은 태조 실록, 태종 실록, 세종 실록, 그리고 단종 실록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훼손이 

심한 것은 세종실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은 154책이며 그 중 밀랍본은 129책이고, 훼손이 심각하

여 열람을 할 수 없는 책을 제외한 117책 중 53%인 62책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다. 세종실록을 복

원할 수 있다면 다른 실록의 복원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않다고 판단하여 시료를 세종실록에 가장 가깝

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선행 연구에 손상된 세종실록의 분석 결과가 일부 존재하

여 손상된 밀랍본과 유사한 모형을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종실록을 우선 복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실록의 훼손 양상

세종실록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훼손이 가장 심하게 된 실록으로 대부분의 책들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년도에 실시되었던 전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록의 훼손 양상을 분석해보면 주

로 변색變色, 백화白化, 균해菌害로 인한 손상 비율이 높고 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세종실록 76책 (세종-76)으로 전형적인 훼손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변색變色의 불균일성

은 밀랍의 두께가 불균일한 것과 침수 피해에 의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다. 침

수가 된 책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가장자리 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오랜 기간 높은 수분 함량을 유지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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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운데로 갈수록 변색이 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종실록의 훼손 양

상의 특징은 변색變色의 정도가 다른 실록에 비해 굉장히 심하고 백화白化, 균해菌害등이 복합적으로 나타

난다는 것이다. 특히 밀랍의 경화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도 다수 존재

하였다. 표 1-3을 보면 손상이 심한 실록들을 모아 정리하였을 때 변색變色과 균해菌害가 평균적으로 50%

이상 존재하여 매우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고 평량의 평균값은 141.98로 전체 세종실록의 평균 평량 값인 

127.91보다 10.3% 큰 수치로 편찬 당시 한지 평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밀랍이 더 도포될수록 훼손

이 심각하다고 생각된다3. 이러한 전수 조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

면 세종실록의 밀랍의 산가는 61.5 mg/g정도로 천연 밀랍의 산가인 5~10mg/g에 비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산화가 많이 진행되어 천연 밀랍 보다 카보닐기 함량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세종실록의 한지는 

분자량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전통 한지 분자량의 11% 정도인 상태이다4, 5.

따라서 손상된 세종실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밀랍의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대로 보존된

다면 밀랍의 산가가 높아 한지의 가수분해를 가속화 하여 한지의 물성은 더욱 저하될 것이 생각되어 빠

른 시일 내에 밀랍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지의 분자량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메틸셀룰로오

스와 같은 천연 고분자등을 이용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향후 물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 처리는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6. 세종실록 손상 상태 (세종-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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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세종실록 일람표

실록 명칭 평량(g/m2) 변색(變色)% 백화(白化)% 균해(菌害)% 젖은 흔적% 고착(固着)·꺾임%

세종-9 121.21 15.91 0.00 72.73 63.64 2.27 

세종-11 103.54 26.67 1.67 53.33 63.33 1.67 

세종-12 119.53 33.33 22.22 22.22 33.33 8.33 

세종-13 122.29 53.57 0.00 67.86 67.86 0.00 

세종-15 109.09 1.67 20.00 15.00 36.67 10.00 

세종-16 115.38 73.08 0.00 21.15 82.69 0.00 

세종-17 102.69 7.41 5.56 25.93 61.11 0.00 

세종-18 124.46 57.14 33.93 26.79 100.00 1.79 

세종-23 102.02 25.00 10.00 36.67 86.67 0.00 

세종-25 104.17 75.00 15.63 37.50 62.50 0.00 

세종-30 114.04 7.89 7.89 21.05 52.63 10.53 

세종-61 119.87 22.22 22.22 36.67 40.00 2.22 

세종-66 161.44 65.52 37.93 50.00 44.83 1.72 

세종-67 168.83 85.71 100.00 60.71 96.43 0.00 

세종-68 178.32 84.62 88.46 65.38 88.46 0.00 

세종-72 160.26 82.69 61.54 38.46 75.00 0.00 

세종-74 152.96 66.67 63.10 40.48 17.86 1.19 

세종-76 151.99 100.00 100.00 100.00 98.44 1.56 

세종-79 168.39 93.18 102.27 55.68 95.45 0.00 

세종-83 170.71 90.00 68.33 50.00 75.00 0.00 

세종-85 150.55 61.70 10.64 69.15 74.47 37.23 

세종-87 137.09 95.24 88.10 23.81 85.71 14.29 

세종-90 119.46 46.15 7.69 75.00 73.08 5.77 

세종-91 189.19 87.84 82.43 77.03 85.14 1.35 

세종-92 191.25 83.33 11.11 93.33 87.78 14.44 

세종-94 170.85 93.10 67.24 91.38 91.38 0.00 

세종-98 170.45 100.00 5.00 100.00 100.00 20.00 

세종-99 174.64 92.11 2.63 71.05 94.74 65.79 

세종-100 148.58 100.00 100.00 96.77 100.00 0.00 

세종-102 121.21 81.03 87.93 91.38 77.59 8.62 

세종-107 175.99 76.92 94.23 51.92 92.31 57.69 

세종-108 168.04 97.73 18.18 95.45 102.27 9.09 

세종-109 178.57 85.71 28.57 89.29 82.14 10.71 

세종-111 148.99 48.61 5.56 76.39 30.56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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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명칭 평량(g/m2) 변색(變色)% 백화(白化)% 균해(菌害)% 젖은 흔적% 고착(固着)·꺾임%

세종-119 165.33 11.76 1.47 63.24 41.18 8.82 

세종-122 177.78 93.33 88.33 73.33 93.33 13.33 

세종-123 184.62 72.22 0.93 71.30 72.22 7.41 

세종-131 103.64 3.00 4.00 24.00 15.00 2.00 

세종-134 120.71 23.33 1.67 45.00 38.33 0.00 

세종-135 123.23 98.33 76.67 51.67 100.00 5.00 

세종-137 114.14 36.67 23.33 61.67 45.00 0.00 

세종-138 145.69 7.69 0.00 19.23 61.54 0.00 

세종-142 94.20 22.41 13.79 34.48 65.52 0.00 

세종-151 141.84 6.67 5.00 41.67 91.67 0.00 

세종-152 118.08 13.10 4.76 75.00 47.02 1.79 

세종-153 125.87 13.25 11.45 40.96 30.72 1.81 

평균 141.98 56.92 34.81 56.55 70.01 7.55

그림 1-7. 세종실록 평량과 변색의 상관관계

그림 1-7에는 세종실록 중 책의 평량과 변색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밀랍본에서는 밀랍이 더 도

포될수록 평량이 약 100g/m2에서 약 180g/m2까지 증가되고 있으며 육안으로 측정한 변색의 정도가 대

략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4권  보존처리연구082

2) 밀랍본 모형 제작 방법론 결정 및 열화 후 물성 연구

(1) 밀랍본 모형의 물성 비교

① 밀랍의 산가 변화

그림 1-8에 열화 시간에 따른 밀랍의 산가 변화를 나타내었다. 밀랍이 한지에 도포되어 열화된 경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산가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밀랍 구성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에스터가 가수 분해 되어 지방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알루미늄 호일에서 열화된 밀랍

의 산가는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였다. 즉 밀랍이 고온에서 열화됨에도 산의 함량은 증가하지 않고 일정

하여 한지에 도포된 밀랍과는 달리 에스터의 가수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샬레에서 열

화된 밀랍도 열화 시간 3일까지는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열화 시간 7일의 

경우 산가가 33.8 mg/g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조선왕조실록과 산가를 비교함으로써 모델과 실제 실록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세종

실록 중 손상된 밀랍본의 분석 결과 밀랍의 산가 평균은 61.5 mg/g으로 세 가지 열화 밀랍본 모델 중 한

지에 도포되어 열화된 밀랍의 산가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4. 7일간 열화한 밀랍지의 산가는 66.5 mg/g

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실제 실록이 훨씬 유사성을 보였다. 즉 세 가지 열화 밀랍본 모델 중에서는 한지에 

도포하여 열화하는 방식이 가장 실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8. 열화 시간에 따른 밀랍의 산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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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밀랍의 관능기 변화

그림 1-9, 1-10, 1-11에 열화 시간에 따른 밀랍의 관능기 변화를 IR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9의 경우 밀랍을 한지에 도포하여 가속 열화하였고 그 결과 열화 시간에 따라 2800~2900cm-1에 나타

난 2개의 메틸렌 (-CH2-) 피크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1730cm-1의 카보닐 피크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메틸렌 피크의 크기가 감소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카보닐 피크의 크기가 증가한 것은 카르복시산의 증가한 결과이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

은 상태이지만 열화 시간에 따라 산가가 증가하는 위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1-10과 그림 1-11은 알루미늄 호일과 샬레에서 가속 열화된 밀랍의 IR 분석 결과이다. 알루미늄 

호일에서 열화된 밀랍의 경우 대체적으로 피크의 형태가 거의 같아 밀랍 관능기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이라 생각된다. 샬레에서 열화된 밀랍의 경우에도 열화 시간 5일까지는 피크가 큰 변화 없이 거의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 열화 시간 7일의 경우 한지에 도포되어 열화된 밀랍과 같이 메틸렌 피크의 크기가 감소

하였고 카보닐 피크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즉 샬레나 한지에서 열화된 경우 밀랍이 비슷한 형태로 열화

되어 관능기 변화 양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한지와 함께 열화된 밀랍의 경우 피크의 크기가 

눈에 띄게 변하는 것으로 보아 열화 속도가 알루미늄 호일이나 샬레에 비해 빠름을 알 수 있다.

표 1-3에서 선행 연구에서 세종실록 밀랍본에서 채취한 밀랍과 비교하기 위해서 메틸렌기와 카보닐기 

피크의 intensity 비율인 oxidation index를 측정하여 본 연구에서 열화한 밀랍과 비교하여 보았다.

Intensity of carbonyl group

Intensity of methylene group

Oxidation index    =

세종실록 중 서로 다른 세 쪽에서 채취한 밀랍의 oxidation index는 각기 달랐지만 가장 낮은 값인 

0.31의 경우 (세종실록 154-4)는 1일 열화된 밀랍보다도 낮은 값으로 거의 열화되지 않은 밀랍으로 생각

된다. 반면에 나머지 두 값은 매우 높은 값을 보여 손상된 밀랍본에서 채취되었다고 추측되며 실험에서 

얻어진 밀랍 중 이와 비슷한 값을 가지는 밀랍을 탐색하였다6. 알루미늄 호일과 샬레에서 열화된 밀랍은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oxidation index 값이 약간 증가하였지만 손상된 세종실록 밀랍의 oxidation 

index 값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한지에 도포하여 열화한 밀랍의 경우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oxidation index도 증가하여 7일 동안 열화된 밀랍이 세종실록 밀랍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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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열화 밀랍 IR 분석 결과 (알루미늄 호일)

그림 1-9. 열화 밀랍 IR 분석 결과 (밀랍지)

Wavelength(cm-1)

Wavelength(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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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열화 밀랍의 oxidation index

세종실록 oxidation index   밀랍지 oxidation index

154-4 0.31 열화 시간 1일 0.38

154-9 0.78 열화 시간 2일 0.416

154-17 0.68 열화 시간 3일 0.475

열화 시간 5일 0.585

열화 시간 7일 0.73

  알루미늄 호일 oxidation index   샬레 oxidation index

열화 시간 1일 0.386 열화 시간 1일 0.388

열화 시간 2일 0.367 열화 시간 2일 0.337

열화 시간 3일 0.372 열화 시간 3일 0.386

열화 시간 5일 0.399 열화 시간 5일 0.404

열화 시간 7일 0.407 열화 시간 7일 0.507

③ 밀랍의 분자량 분포 변화

열화 시간에 따른 밀랍의 분자량 분포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GPC 용출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림 

1-12에서 보면 한지에 도포되어 열화된 밀랍은 열화 시간 3일 까지는 분자량 1273.2인 7분대의 피크의 크

그림 1-11. 열화 밀랍 IR 분석 결과 (샬레)

Wavelength(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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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열화 밀랍 GPC 용출 패턴 (밀랍지)

그림 1-13. 열화 밀랍 GPC 용출 패턴 (밀랍지)

그림 1-14. 열화 밀랍 GPC 용출 패턴 (알루미늄 호일)

그림 1-15. 열화 밀랍 GPC 용출 패턴 (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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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약간 감소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양상의 피크를 보여주어 분자량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일 열화된 밀랍은 고온에서 열화되면서 분자량이 큰 물질들이 분해되어 작

은 분자량을 가지는 물질들이 증가하여 대부분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이 더 길어졌고 특히 

분자량 696.9를 가지는 저분자 물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7일간 열화된 밀랍의 경우 7분대의 피크와 

7분 30초대의 피크의 크기가 모두 감소한 반면 분자량이 큰 물질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밀랍의 

주요 구성 물질인 에스터는 분해되고 분자량이 작아진 물질 중 일부는 휘발되는 반면에 일부 분해 산물 

사이에 중합 반응으로 인해 분자량이 큰 물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4은 알루미늄 호일에서 열화된 밀랍의 GPC 용출 패턴인데 열화 시간 5일까지는 거의 같은 양

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자량이 큰 물질이 분해되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한지에 도

포되어 열화된 밀랍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7일간 열화한 밀랍은 855.3과 687.1의 분자량을 가지

는 저분자 영역의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여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이 줄어들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열화 시간이 짧은 밀랍들의 GPC 용출 패턴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1-15에서 보듯이 샬레에서 열화된 밀랍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호일에서 열화된 밀랍과 비슷하게 3일 

열화된 밀랍까지는 거의 같은 용출 패턴을 보여 거의 열화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5일, 

7일간 열화된 밀랍은 분자량 1341을 가지는 7분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고 7분 30초대의 저분자 영역의 피

크 크기가 증가하여 분자량이 큰 물질이 어느 정도 분해되었다고 생각된다. 7일간 열화된 밀랍은 한지에

서 열화된 밀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큰 물질만 증가된 용출 패턴을 보인다. 

6. 결론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중 복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복원 기준을 연구하였으며 생화학적 손상이 심하

고 책 수가 많은 실록을 복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손상이 심한 태조 실록, 태종 실록, 세종 실록, 단종 실

록 중에서 밀랍본 모형 제작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손상된 실록의 책 수가 가장 많은 세종실록을 복원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손상된 세종실록과 유사한 물성을 지니는 밀랍본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3가지 다른 

방법으로 밀랍의 열화를 진행하였으며 열화된 밀랍의 물성을 분석하고 세종실록 분석 결과와 유사한 물

성을 지니는 밀랍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지에 도포되어 열화된 밀랍은 알루미늄 호일이나 샬

레에 열화된 밀랍에 비해 산가가 빠르게 증가하여 카보닐기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높은 oxidation index 

값을 보였다. GPC 용출 패턴에서도 한지에 도포되어 열화된 밀랍의 분자량이 가장 많이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세종실록에서 채취한 밀랍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150℃에서 7일간 한지에 도포하여 열화된 

밀랍이 세종실록의 밀랍에 가장 유사한 산가와 oxidation index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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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밀랍 성분 중 지방산 제거 및 밀랍의 탈색 연구

1. 연구 목표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은 방충과 방습을 목적으로 한지 표면에 밀랍을 도포하였다. 

그러나 장시간 보관 결과 밀랍이 도리어 한지의 열화를 가속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밀랍본의 한지는 

밀랍을 도포하지 않은 생지본에 비해 분자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밀랍에서 변색, 백화 현

상, 균해 등이 관찰되었다. 특히 한지의 열화 기작 중 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 반응은 밀랍 내의 지방산

이 산 촉매로 작용하여 가속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셀룰로오스 가수분해를 방지하고 향후 조

선왕조실록의 장기간 보존을 가능케 하기 위해 밀랍 성분 중 지방산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심하게 변색된 밀랍으로 인해 실록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랍의 

탈색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를 이용해서 밀랍을 탈산, 탈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용된 흡착제를 초임계유체를 이용해서 재생할 수 있는 연구

도 진행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밀랍은 전남 담양군의 빈도림 장인에 의해 생산된 지리산 천연 밀랍을 사용하였

다. 흡착 등온선을 얻기 위한 모델시료로서 리그노세린산(Sigma-Aldrich Korea, Ltd)을 사용하였고, 용

매로는 디클로로메탄(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클로로포름(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사이클

로헥산(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이 사용되었고 지시약으로는 페놀프탈레인(Sigma-Aldrich Korea, Ltd)

이 사용되었다. 밀랍 탈산, 탈색을 위한 흡착제로는 ɤ-알루미나(Engelhard), 실리카 알루미나 (Sigma-

Aldrich Korea, Ltd.), 분자체 13X(Engelhard), 활성 백토(Kanto Chemical Co., INC.)가 사용되었다. 산가 

분석을 위한 용액을 제조하는 데에는 톨루엔(99.8%,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2-프로판올(99.0%, 삼전화

학(주), 대한민국), 수산화칼륨(Junsei, 일본)이 사용되었다.

3. 실험 방법 및 장치

가. 흡착 등온 곡선

소정 량의 모델시료를 바이알에 넣고 40ml의 용매를 넣어 모델시료를 용해시킨다. 미리 120℃에서 24

시간 동안 활성화시킨 다양한 흡착제의 무게를 잰 후 용액에 침지하고 밀폐하여 샘플을 준비하였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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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준비된 샘플들은 항온 교반기(Thermostatic shaker)에 넣고 24시간 이상 내용물을 교반하여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평형에 도달된 샘플(모델시료+용매+흡착제)은 삼각깔대기에 장착시킨 여과지로 흡착

제를 거르고 여과지에 거른 흡착제는 여러 번 용매를 이용하여 표면에 묻어있는 모델시료를 닦아낸다. 여

과된 용액은 상압에서의 끓는점보다 약 20℃정도 낮게 유지된 진공 오븐(60cmHg)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모델시료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모델시료는 적정 용매에 녹인 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적정하였

다. 지방산을 모두 중화시키는데 소모된 수산화칼륨 용액의 양으로 모델시료의 양을 측정하고 흡착등온

선 그래프에서 액상에 함유된 모델시료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지시약으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사

용되었다. 측정된 농도와 초기 농도 사이의 차이로 흡착제에 흡착된 시료의 농도를 측정하여 흡착 등온 

곡선을 도시하였다.   

나. 탈산 방법

250ml sample bottle에 무게를 5g으로 정확하게 평량한 밀랍을 넣은 후 용매(dichloromethane) 

200ml를 넣고 용매가 증발하지 않도록 밀봉한 후 밀랍을 완전히 용해시킨다. 일정 비율의 흡착제를 준비

하여 용액에 침지시켜 밀랍을 탈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흡착제는 상온에서 흡착되어 있던 수분을 탈착

하고자 120℃에서 24시간 동안 활성화 시켜서 사용하였고 실험 온도는 물중탕으로 조절하였다. 용액은 

실험 하는 동안 stirring bar가 자석교반기로 계속 교반되었고 소정 시간에 도달하면 침지된 흡착제를 여

과지로 걸러내었다. 여과된 밀랍 용액의 용매는 진공오븐에서 증발시켜 제거하였고 탈산된 밀랍을 획득하

여 전술한 방법에 의하여 산가를 측정하였다. 

그림 2-1. 밀랍 탈산 장치

다. 자동 적정 장치

지방산의 농도 및 시료의 산가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적정기(TitroLine®6000 SI Analytics)를 사용하

였다. 자동 적정기는 pH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적정 용액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적정해주는 자동 적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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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항온 교반기

드가 존재하고 또한 원하는 양만큼의 적정 용액을 넣을 수 있는 매뉴얼 모드가 존재한다. 그리고 적정 속

도나 교반 속도 또한 조절이 가능하며 교체 가능한 모듈 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교체 가능하다.  

라. 항온 교반기

흡착 등온선을 얻기 위해서 지방산을 녹인 용액에 흡착제를 넣고 항온 교반기에서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항온 교반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교반하여 모델시료가 평형에 도달하도록 한다. 

내부에는 스프링이 설치되어 샘플이 담긴 바이알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2. 자동 적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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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가. 모델시료 물질의 농도 측정

용매들 속의 모델시료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칼륨 용액의 양을 가

지고 농도를 측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그림 2-4. 적정 곡선

나. 산가 측정

산가 측정은 ASTM D664-11a [Standard Test Method for Acid Number of Petroleum Products by 

Potentiometric Titration]을 이용하였다. 

샘플을 톨루엔과 2-프로판올 그리고 약간에 물이 혼합된 적정 용매(Titration solvent)에 녹이고, 0.1M 

KOH 용액(solution)을 이용하여 적정 한다. 자동 적정 장치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면서 적정 용액을 소

량 넣으며 적정한다. 측정 도중 비커의 용액은 stirring bar를 이용하여 충분히 교반한다. 그림 3.8과 같은 

중화 적정 곡선이 그려진다. 적정 곡선이 그림 2-4의 Curve C, Curve D와 같이 거의 수직으로 그려진다

면, 그 수직인 부분의 가운데가 종점(end point)이다. 만약 Curve B와 같이 곡선에서 수직인 부분을 찾기 

힘들다면, pH가 11이 되는 지점을 종점(end point)으로 지정한다2. 이 실험에서는 Curve B와 같이 곡선을 

갖기 때문에 pH가 11이 되는 지점을 종점(end point)로 하였다.

C model  =  C model  -  
V sol

C tit × V 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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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C/MS 

재생공정에서 탈착된 밀랍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를 활용하였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Agilent 6980N 기종을 사용하였고, 칼럼으로는 HP-

INNOWAX(길이 30m, 내경 0.32mm, 박막 두께 0.25μm)를 사용하였으며 운반 기체로는 헬륨을 사용

하였고, 유량은 1ml/min으로 하였다. 주입부의 온도는 250℃로 고정하였고, 오븐의 온도는 50℃에서 

325℃까지 5℃/min의 속도로 승온 후 10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료에 포함된 휘발성 물질

의 분석을 위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연결된 질량 분석기를 활용하였다. 장비는 Agilent 7890A기종

에 5975C형 질량분석기가 연결된 것을 사용하였고, 검출기의 종류는 3축 HED-EM 검출기였다. 표 2-1

에 운전 조건을 나타내었다.

표 2-1.  GC/MS 분석 조건

인자 조건

기체 1.5ml/min

수소기체 1.5ml/min

이동상(He) 17min:2ml/min→ 5min:3ml/min→ 15min:6ml/min

칼럼 Varian CP SIL 5CB capillary column

주입부 온도 250℃

주입 시간 1min

프로그램 속도 5℃/min

설정 온도 325℃

설정 시간 10 min

라. 적외선 분광계(FT-IR spectrophotometer)

FT-Infrared Spectrophotometer 분광광도계는 Thermo Scientific사(USA)의 Nicolet 6700을 사용하

였다. 전처리 없이 고상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감쇠 전반사(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방식을 사

용하였다. 시료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고 측정 결과는 autobase 처리하였다. 

No. of scan : 32

Resolution : 8

Wavenumber range(cm-1) : 40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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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열중량분석기(Thermo Gravimetric Analyzer)

흡착제에 흡착되어 있는 물질을 분석하고 재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중량분석기(TGA)를 사용하였

다. 모델명은 Q-5000 IR(USA)이고 air 조건에서 승온속도 10℃/min으로 700℃까지 승온하여 분석하였다.

사.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흡착제의 결정성은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D-MAX-2500 PC, Rigaku Co., Tokyo, 일본)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2θ 값을 10-90°까지 분석하였으며 속도는 10°/min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는 JCPDS의 자료를 참고하여 물질의 종류를 판독하였다.  

마. 백색도 측정

밀랍과 흡착제 처리 후 밀랍의 백색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2-5의 SpectroEye (Gretagmacbeth, 

Switzerland)를 사용하였고 ISO2470 method 에 의해 L*, a*, b* 값을 측정한다. L* 값은 인식된 밝기이며 a* 

값은 red/green 축의 색 측정, b* 값은 yellow/blue 축의 색 측정이다. 백색도 비교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 하였다.

밀랍의 백색도 L’, a’, b’

흡착제 처리 후 밀랍의 백색도 L*, a*, b*

그림 2-5. 색 농도계

ΔE  =   (L * - L')
2  +   (a * - a')

2 +   (b * - 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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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토의

1) 흡착제를 이용한 탈산 연구

(1) 밀랍의 흡착 등온 곡선

① 모델 시료의 선정

밀랍 성분 중 지방산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흡착제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흡

착제와 용매 중에서 밀랍 탈산에 최적 흡착제와 용매를 확립하기 위해서 밀랍 지방산의 흡착 등온 곡선

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밀랍의 지방산은 탄소 사슬길이가 다양한 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흡착 

등온 곡선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밀랍의 자유 지방산 중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을 모델 시료로 

선정하고 흡착 등온 곡선을 얻고자 하였다. 

표 2-2에서 보듯이 밀랍에는 탄소 사슬길이가 14개부터 36개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유 지방산이 존

재한다. 또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자유 지방산인 리그노세린산 (tetracosanoic acid; 24:0)를 100%

로 하였을 때 다른 자유지방산의 함량을 상대적인 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밀랍의 포화 자유 지방산 

중에는 탄소 사슬 길이가 24개인 리그노세린산 (tetracosanoic acid)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불포화 자유 

지방산 (18 : 1c과 18 : 2)은 그 양이 리그노세린산의 5% 수준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헌

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밀랍의 자유 지방산 모델 시료로 탄소 사슬 길이가 24개인 리그노세린산 

(tetracosanoic acid ; 24 : 0)을 선정하였고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7.

표 2-2.  밀랍의 자유 포화 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s of beeswax

Abbreviation Retention time of 
the derivative(min) Acid Molecular ion of 

the derivative Total(%) Free(%)

12 : 0 21.82 Dodecanoic 214 0.10 -

14: 0 26.30 Tetradecanoic 242 0.23 0.52

15 : 0 28.42 Pentadecanoic 256 - 0.21

16 : 0 30.49 Hexadecanoic 270 100.0 14.36

18 : 0 34.14 Octadecanoic 298 5.87 2.75

20 : 0 37.60 Eicosanoic 326 0.90 0.60

21 : 0 39.23 Heneicosanoic 340 0.03 -

22 : 0 40.80 Docosanoic 354 6.89 13.23

23 : 0 42.30 Tricosanoic 368 0.19 0.30

24 : 0 43.82 Tetracosanoic 382 45.26 100.00

26 : 0 46.55 Hexacosanoic 410 15.7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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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 Retention time of 
the derivative(min) Acid Molecular ion of 

the derivative Total(%) Free(%)

28 : 0 49.15 Octacosanoic 438 15.35 15.96

30 : 0 51.59 Triacontanoic 466 11.73 8.78

32 : 0 53.87 Dotriacontanoic 494 9.71 4.50

34 : 0 56.04 Tetratriacontanoic 522 9.31 3.41

36 : 0 58.42 Hexatriacontanoic 550 0.88 0.06

-,   Not detected. The relative amount of the total acids is referred to 16 : 0 acid and expressed in %; the free acids are 
referred to 24 : 0 acid.

표 2-3.  밀랍의 자유 포화 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s of beeswax

Abbreviation Retention time of 
the derivative(min) Acid Molecular ion of 

the derivative Total(%) Free(%)

16 : 1 29.98 7?-Hexadecenoic 268 0.10 -

18 : 2 33.57 9,12-Octadecadienoic 294 0.17 0.75

18 : 1c 33.69 Cis 9-Octadecenoic 296 23.17 4.48

18 : 1t 33.77 Trans 9-Octadecenoic 296 0.12 -

20 : 1 37.16 11?-Eicosenoic 324 0.47 -

22 : 1 40.41 13?-Docosenoic 352 0.08 -

24 : 1 43.43 15?-Teracosenoic 380 0.05 -

26 : 1 46.23 17?-Hexacosenoic 408 0.06 -

28 : 1 48.86 19?-Octacosenoic 436 0.08 -

30 : 1 51.32 21?-Triacontenoic 464 0.15 -

32 : 1 53.64 23?-Dotriacontenoic 492 0.27 -

34 : 1 55.84 25?-Tetratriacontenoic 520 0.23 -

36 : 1 58.22 27?-Hexatriacontenoic 548 0.004 -

-,   Not detected. The relative amount of the total is referred to 16 : 0 acid and expressed in %; the free acids are 
referred to 24 : 0 acid.

 

② 용매 선정

밀랍의 탈산에 있어서 밀랍을 용매에 용해시켜 용액 상태에서 탈산을 진행하는 것이 상온에서 점도

가 낮고 확산계수가 높아 밀랍 속의 자유지방산이 흡착제로 이동하는 물질전달속도가 빠르게 되어 효과

적이다. 그런데 밀랍은 녹는점이 65℃-70℃ 정도로 높은 편이고 용융한 후 흡착제를 침지하여 처리하더라

도 분리 조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흡착공정과 흡착제와 탈산왁스의 분리공정을 상온에서 실



4권  보존처리연구096

시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용매를 선정하여 흡착 실험과 분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밀랍에 대한 용해도가 

큰 유기 용매로는 dichloromethane, chloroform, tetrahydrofuran, cyclohexane이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Isopropyl alcohol, ethanol, ethyl acetate, toluene 등은 밀랍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 않아 용매 선정에서 

제외하였다8. 

③ 흡착제의 선정

밀랍은 다양한 성분이 존재하는 혼합물로 에스터가 대부분(70-80wt%)이고 지방산이 약 10wt% 정도 

존재하며 나머지는 알칸이나 알코올 등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스터나 알칸, 알코올보

다 지방산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흡착제를 선정하였다. 

ɤ-알루미나는 산패된 기름에서 지방산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므로9 밀랍 탈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되

어 흡착제로 선정되었고 ɤ-알루미나와 비슷한 무기 흡착제인 실리카 알루미나 역시 선정되었다. 무기 흡

착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올라이트 중 13X는 기공의 크기가 10Å으로 다른 분자체들에 비해 

커서 탄소 사슬 길이가 긴 지방산 흡착에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또한 탈색 실험에 

유기 흡착제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활성탄은 비극성 분자 흡착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어 지방산 보

다 알칸이나 탄소 사슬이 긴 에스터 등의 흡착이 활발할 것으로 생각되어 흡착제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

였다. 활성 백토는 탈색에 널리 사용되는 흡착제로 변색된 밀랍을 처리하기 위한 탈색 실험에 사용되었다. 

그림 2-8에는 흡착과 탈색에 사용된 흡착제의 파우더를 나타내었다.

그림 2-8 밀랍 탈산과 탈색에 사용된 흡착제

④ 흡착제 종류에 따른 흡착 등온 곡선

40ml의 용매에 여러 농도의 리그노세린산을 용해한 후 흡착제 2mg을 침지시키고 항온 교반기를 이용해 

평형에 이르게 하였다. 그림 2-9에서 보듯이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 가지 흡착제 중 단위 표면적 당 모

델 물질의 흡착량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은 ɤ-알루미나였다. 이는 용매의 변화가 있더라도 ɤ-알루미나와 

모델 물질 사이의 인력이 다른 흡착제에 비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실리카 알루미나와 분

자체 13x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ɤ-알루미나에 비해 상당히 낮은 단위 표면적 당 흡착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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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흡착제 종류에 따른 흡착 등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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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랍을 구성하는 지방산들은 여러 종류로 탄소 사슬길이가 매우 다양하여 실제 밀랍에서 지방산을 흡

착할 경우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흡착 양상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계산 결과 밀

랍의 자유 지방산 성분 중에서 탄소 사슬 길이가 24, 26, 28개인 지방산들이 약 72% 정도로 매우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리그노세린산을 제외하고 가장 풍부한 두 지방산의 탄소 사슬 길이가 26, 28개

로 24개인 리그노세린산과 유사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밀랍 탈산에 흡착제를 사용할 때 본 연구 

결과와 흡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밀랍 탈산에 최적한 흡착제를 ɤ-알루미나로 선정하

고 추후 밀랍 탈산에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⑤ 용매의 영향

리그노세린산이 등온 흡착할 때 용매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사이클로헥산

에서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2-10에서 보듯이 용매가 디클로로메탄일 경우에 ɤ-알루미

나와 실리카 알루미나의 경우 단위 표면적당 가장 큰 흡착량을 보였다. 이는 디클로로메탄과 모델 물질 

사이의 인력이 다른 용매에 비해서 약해서  모델 물질이 흡착제에 더 잘 흡착한다고 생각된다. 

각 용매와 모델 물질의 용해도 파라미터를 조사하여 인력의 기준으로 생각하였다. 표 2-4를 보면 SI 단

위(J1/2m-3/2)으로 나타낸 용해도 파라미터를 볼 수 있는데 사이클로헥산에서 디클로로메탄 순으로 증가한

다[10]. 이때 밀랍 지방산의 모델 물질인 리그노세린산의 용해도 파라미터 값(δ)은 18.40 J1/2m-3/2으로 테

트라하이드로푸란의 용해도 파라미터 값에 가장 가깝고 디클로로메탄의 값과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용매들 중에서 디클로로메탄과 모델 물질 사이의 인력이 가장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험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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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유기 용매와 리그노세린산의 용해도 파라미터

Materials Solubility parameter (J1/2m-3/2)

Cyclohexane 16.8

Lignoceric acid 18.4

Tetrahydrofuran 18.5

Chloroform 18.7

Dichloromethane 20.2

그림 2-10. 용매 종류에 따른 흡착 등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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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착제를 이용한 실제 밀랍의 탈산

① 온도의 영향

밀랍의 탈산에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5, 35, 45℃에서 흡착제와 밀랍의 무게 비율을 

1 : 5로 일정하게 하고 30분 동안 흡착제를 밀랍을 용해시킨 디클로로메탄에 침지시킨 후 교반을 하면서 

탈산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2-11에서 보듯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탈산된 밀랍의 산가가 증가한다. 

실험영역 내에서는 가장 낮은 온도인 25℃ 조건에서만 탈산된 밀랍의 산가가 거의 0에 가까운 완전한 탈

산이 가능하였다. 

② 탈산 시간의 영향

탈산 시간의 최적화를 위해서 흡착제와 밀랍의 무게 비율을 1 : 10, 온도는 25℃의 일정한 조건에서 여러 

시간 조건에서 탈산을 진행하였다. 그림 2-12에서 보듯이 밀랍의 산가는 30분까지는 급격하게 감소하다

가 그 이후에는 산가 변화 1 이내에서 거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분이상의 시간부터는 밀랍 내

의 지방산이 ɤ-알루미나 표면에서 흡착되는 속도와 탈착 되는 속도가 같아져 평형에 도달했다고 생각된

다. 또한 탈산 시간 30분 이후 밀랍 산가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천연 밀랍의 특성상 구성 성분

의 비율이 매우 균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림 2-11. 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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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탈산 시간의 영향

③ 흡착제와 밀랍의 무게 비율 영향

그림 2-13에 흡착제와 밀랍의 무게 비율과 탈산된 밀랍 산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온도는 25℃, 탈

산 시간은 30분으로 일정할 때 흡착제의 무게 비율이 증가할수록 탈산된 밀랍의 산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흡착제의 절대량이 늘어남에 따라 흡착 가능한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지방산 제거

가 가능하며 실험 영역에서는 흡착제와 밀랍 무게 비율 1 : 5 조건에서 탈산된 밀랍의 산가가 거의 0에 도

달하여 완전 탈산되었다. 

그림 2-13. 흡착제와 밀랍의 무게 비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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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능기 변화 분석

FT-IR 분석을 통해서 밀랍 흡착 전 후 ɤ-알루미나와 밀랍의 탈산 전 후 관능기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림 2-14를 보면 ɤ-알루미나의 경우 무기 재료 특성상 FT-IR로 관찰되는 피크는 없었다. 반면에 밀랍을 흡

착한 ɤ-알루미나에서는 2700cm-1 근처의 메틸렌 피크와 1600cm-1, 1700cm-1 근처의 카보닐 피크가 관찰

되어 지방산의 흡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랍의 경우 탈산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흡사한 형태의 피크를 보이지만 탈산에 사용된 흡착제의 무게 

비율이 증가할수록 카르복시산에서 관찰되는 1730cm-1대의 카보닐 피크의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밀랍과 흡착제의 무게 비율이 1 : 1인 경우에는 탈산된 밀랍의 산가가 거의 0에 가까운 

상태로 지방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1730cm-1대의 피크가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방산의 제

거 비율이 높아질수록 탈산된 밀랍의 산가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피크 크기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14. ɤ-알루미나와 밀랍의 관능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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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랍의 탈색 

밀랍 탈색을 위해 4종류의 흡착제를 이용해서 탈색을 진행하고 색도를 분석하여 밀랍 탈색에 가장 좋

은 흡착제를 찾고자 하였다. 밀랍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는 밝은 노란색이며 색도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15와 같이 나타나며 노란색과 파란색을 나타내는 척도인 b 값이 매우 큰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보아 노란색에 가까운 색도를 보였다. 

흡착제와 밀랍의 비율을 3 : 1로 고정하고 60분간 흡착제로 처리하였을 때 그림 2-16에서 보듯이 활성 

백토를 사용했을 때 원래 밀랍과의 색도 차이를 보여주는 ΔE 값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또한 실제로 처

리한 밀랍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ɤ-알루미나와 실리카 알루미나, 분자

체 13x로 처리한 밀랍은 아직 노란색이 남아있는 반면에 활성 백토로 처리한 밀랍의 경우 하얀색으로 보

이며 거의 탈색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흡착제의 재생*

그림 2-16. 탈색 후 밀랍의 색도 변화

그림 2-15. 밀랍의 색도

*    해당 부분은 특허 출원 및 논문 투고 중이므로 추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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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고찰

초임계유체기술을 이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의 보존 및 복원하고자 손상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과 유사

한 물성을 가지는 밀랍본 모형 제작을 연구하였으며 밀랍 성분 중 셀룰로오스 가수분해 반응의 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산을 제거하고 심하게 변색된 밀랍을 처리하기 위해 밀랍의 탈산 및 탈색을 연구

하였다. 또한 사용된 흡착제를 초임계유체로 재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중 복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생화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생화학

적 손상의 경우 열람 제한 등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리적 손상에 비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1차

년도에 실시된 전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단종실록이 생화학적으로 심하

게 손상된 밀랍본으로 선정하였으며 밀랍본 모형 제작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손상된 실록의 책 수가 가장 

많은 세종실록을 우선 복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종실록 밀랍본 중 53%인 62책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변색, 백화, 균해 등의 훼손이 복합적으로 관찰되어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선행 연구

에서 세종실록 밀랍본을 분석한 결과 한지의 분자량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이며 밀랍의 산가는 매우 높

아 밀랍의 제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실록 밀랍본과 유사한 물성을 지니는 밀랍본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밀랍을 각각 한지와 알루미늄 

호일, 샬레와 함께 열화하고 물성을 분석하였다. 한지에 도포하여 열화한 밀랍은 알루미늄 호일과 샬레에

서 열화된 밀랍에 비해 산가가 높고 카보닐기 함량이 많았으며 분자량도 많이 감소되었다. 특히 7일간 한

지에 도포되어 열화된 밀랍의 산가와 oxidation index 값이 세종실록에 가장 유사하게 분석되어 다른 두 

방법에 비해 한지에 도포하여 열화하는 방법이 실제 실록에 가장 유사한 밀랍본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밀랍의 지방산 중 가장 풍부한 리그노세린산을 모델 물질로 선정하고 밀랍 탈산에 효과적인 흡착제와 

용매를 선정하기 위해 흡착 등온 곡선을 얻었다. 그 결과 ɤ-알루미나와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였을 때 단

위 표면적당 리그노세린산의 흡착량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ɤ-알루미나와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해서 밀랍을 탈산하였으며 25℃, 흡착제와 밀랍의 무게 비율 1:5, 30

분의 실험 조건에서 밀랍의 산가를 17.3에서 거의 0으로 줄여 밀랍이 성공적으로 탈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색이 심한 밀랍을 탈색하기 위해 밀랍을 용매(dichloromethane)에 녹여 흡착제로 처리하였고 그 결

과 사용된 4가지 흡착제 중에서 활성 백토를 사용했을 때 처리 전후 밀랍의 색도 차이가 41.95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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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치를 보였고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도 색이 거의 흰색에 가까워 성공적으로 밀랍이 탈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밀랍 탈산에 사용된 ɤ-알루미나를 재생하기 위해서 초임계수와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였으며 초임

계수 처리는 ɤ-알루미나 표면에 흡착되었던 지방산을 모두 탈착시켰지만 구조를 boehmite로 변화시켜 

500℃의 열처리로 다시 ɤ-알루미나로 구조를 변화시켰다. 초임계 메탄올 처리는 ɤ-알루미나의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ɤ-알루미나를 완전히 재생할 수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복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밀랍본 중에서 우선 복

원 대상 선정과 이와 유사한 모형 제작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1차년도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밀

랍을 성공적으로 탈산 및 탈색하여 향후 조선왕조실록 복원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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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장각 소장 주요 외서 지류자료 상태 및 특성 조사

1. 연구 목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는 한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국내 자료 외에도 중

국서, 외교 문서 등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지류 자료가 존재하며 문서의 제책 형태도 다양하다. 종이의 

원료, 제조 시기, 제조국 등이 다르고 이 자료들의 손상된 상태 및 정도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외국 문

서에 대한 일부 학술적 조사가 진행된 바는 있지만 종이의 상태, 특성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적절한 보강 처리 방법의 탐색에 앞서 자료를 이루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외서, 외교문서 및 

근대자료를 선정하고 현재 노화 상태 및 소장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추후 적절한 보존 기술을 위한 기

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기초 상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서와 외교문서 및 근대자료의 대표 도서를 선정하고 각 표면 위

치에서 두께, 색도, pH, 표면 훼손 정도, FT-IR 이용한 산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선정한 도서를 구성

하고 있는 섬유 분석을 실시하고 표면 처리 여부를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1) 중국서의 상태 및 특성 조사

중국서는 전문가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자문과 육안 판단 하에 노화 상태별로 양호, 불량,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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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분류하여 대표 문서를 선정하였다(표 Ⅱ-1, 그림 Ⅱ-1). 한지로 제작된 도서를 대조군으로 선정

하여 총 14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중국서의 노화 정도는 권당 첫 번째 장上, 가운데 장中, 마지막 

장下의 표면 위치에서 두께, 색도, pH, 함수율을 총 9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고 표면 훼손 정도, FT-

IR 분석을 통해 산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종이 두께는 Micrometer (Mituto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중국서는 대부분 긴 종이 한 장이 접혀 앞, 뒷면을 구성하는 즉, 두 겹이 한 장을 이루고 있는 형태

이기 때문에 두께 측정 시 접혀 있는 2겹을 한 장으로 측정하였다. 색도는 휴대용 색차계인 SpectroEye 

(Gretagmacbeth, USA)를 이용하여 종이 표면의 L*, a*, b* 값을 측정하였다. 도서의 pH 는 IT-HI 4221 

(HANNA, USA)의 표면 pH 전극을 이용하여 TAPPI method T 529에 따라 표면 pH 방법으로 측정하였

다. 측정 시에는 탈이온수를 사용하였고 측정 후 흡습지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였다. 함수

율은 KG-101 (SANKO, Japan) 기기를 이용하여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FT-IR 이용한 산화도 

평가는 인위적으로 샘플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책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부스러기 샘플을 채취하

여 진행하였다. 종이의 구성 섬유 분석은 실체 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분석과 ISO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섬

유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종이의 섬유 조성 분석에 사용된 종이 시료는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찢어서 채취할 수 없어 ‘매우 불량’ 노화 상태를 보이는 도서 2종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종이 조

각 일부를 취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를 획득할 수 있었던 도서의 목록이 표 Ⅱ-2에 제시되어 있다. 종

이의 구성 섬유 분석은 국제 표준 시험법 ISO 9184-4와 TAPPI method T401 om-93을 참고하여 Graff 

C-stain 용액으로 염색한 후,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제작한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 BX51 

표 Ⅱ-1. 선정된 중국서 목록

노화 상태 청구기호 도서명

1

양호

奎中 3174-115-101 佩文韻府拾遺 (六) 패문운부습유

2 奎中 2745-12-1 書經彙纂 (目錄) 서경휘찬

3 奎中 3286-76-11 三才圖會 (十一) - 地理 삼재도회

4 奎中 2852-30-11 博古圖 (十一) 박고도

5

불량

奎中 3203-70-36 歷代名臣奏議 (三十四) 역대명신주의

6 奎中 3209-4-1 通鑑釋文辯誤 (利) 통감석문변오

7 奎中 2928-48-21 淸三通 (志二十一) 청삼통

8 奎中 2845-93-86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八) 대청회전칙례

9 奎中 2845-93-91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九) 대청회전칙례

10

매우 불량

奎中 3175-40-36 康熙字典 (亥集上) 강희자전

11 奎中 2851-23-6 大明會典 (四十二-三) 대명회전

12 奎 25017-55-29 唐書 당서

13 奎 25015-14-6 性理大全書 卷三十五之三十七 (十六) 성리대전서

14 대조군(한지) 奎中 219-10-6 詩傳 (六)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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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정색 반응 및 섬유의 형태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종이 표면 분석은 유

지 처리 여부와 전분계통 처리 여부 분석을 진행하였고 실체 현미경 (IMS M-345, SOMETECH, Korea)

을 이용하여 종이의 표면을 분석하였다. 현미경을 이용하여 각 도서를 구성하는 섬유의 형태를 관찰하고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길이, 폭을 측정하였다.

<양호>

<매우 불량>

<불량>

<대조군>

그림 Ⅱ-1. 중국서의 노화 상태별 분류

표 Ⅱ-2. 섬유식별 분석 대상 도서

청구기호 도서명

1 奎中 3175-40-36 康熙字典 (亥集上) (강희자전)

2 奎 25017-55-29 唐書 (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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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문서 및 근대 기록물의 상태 및 특성 조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외교문서 및 근대 기록물은 1894년부터 1910년 사이에 발생

한 기록물이다. 국가와 주고받은 외교 서신부터 다양한 주제의 문서가 존재하였다. 문서의 형태, 종이의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지류 자료를 선정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전문가

의 자문 하에 주요 7개국과의 외교문서와 다양한 재질을 갖는 근대문서 8종을 선정하였다. 외교문서를 

주고 받은 주요 7개국은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 독일, 중국(청)이다. 선정된 지류 자료의 목록

은 표 Ⅱ-3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서와 달리 도서마다 종이 재질이 달라 재질에 따라 상태 조사를 진행하

였다. 상태 조사 방법은 재질마다 상, 중, 하 표면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이 중국 외서에 비해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분광학적 분석 또는 현미경적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종이의 특성 분석은 실체 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섬유 관

찰만 진행하였다.

표 Ⅱ-3.  선정된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 목록

청구기호 도서명

1

외교 문서

18043-10-6 俄案(아안) 原文六 - 光武三年

2 18046의 2-2-1 義來案(의래안) - 光武六年

3 18050-9-1 英案(영안)

4 18046의 1 20-15 美原案(미원안) - 光武五年

5 18045-9-5 德來案(덕래안) - 光武四年, 光武五年

6 18052-41-31 淸來案(청래안) - 光武五年 ~ 光武六年

7 18120-1-2 日案(일안) - 第初卷

8

근대 
기록물

25267 以文會詩集編纂寄稿原稿(이문회시집편찬기고원고)

9 21292 釜山馬山狀況一班(부산마산상황일반) 

10 20126
平安北道熙川郡西面克城里側洞金鑛採掘特許出願陳情二關スル覺書 
(평안북도희천군서면극성리측동금광채굴특허출원진정에관한각서)

11 21974 (請求書綴 청구서철)

12 20959 土地許借ニ關スル文書(토지허차에 관한 문서)

13 17277-33-12 起案(기안) - 建陽元年九月至十月

14 17289-180-146 韓國官報(한국관보) 

15 중 4148-106-91 삼재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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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1) 중국서 상태 및 특성 조사 결과

(1) 두께 및 지질 특성

중국서와 대조군인 한지 도서의 두께는 2겹의 결과로, 책의 종류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중국서가 

한지 도서보다 낮은 두께를 보였다. 대부분의 중국서를 이루는 종이의 한 겹 두께는 약 30~50㎛ 정도로 

대조군 한지의 평균 두께 90㎛에 비해 더 얇았다. 노화상태가 매우 불량인 성리대전서의 경우 중국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종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중국본과는 다른 섬유 및 지질 구조를 보여 국내에서 한지

를 이용하여 인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께 역시 매우 불량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36㎛의 두께

로 한 겹 당 78㎛의 두께를 가졌다. 강희자전의 경우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책 내부에 사용된 종이와 다

르게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다른 책의 경우 상, 중, 하로 표시된 첫 장, 가운데 장, 

마지막 장 종이의 두께가 일부 차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편차 범위 내에 있었다. 대체로 중국서의 경

우 한지보다는 종이의 두께가 얇아 사용 및 보관 시 접힘, 꺾임, 찢어짐 등의 훼손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다만 현재 노화 상태는 종이 두께와 일치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께 요인도 있지만 

사용 빈도나 보관 조건에 따라 노화 상태가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이를 빛에 비춰볼 때 보이는 종이 발의 간격과 도침 여부 등은 도서 종류에 따라 상이하였다. 성리

대전서나 박고도의 경우 발 간격이 2.5cm 정도였으며, 패문운부습유 및 서경휘찬은 약 2cm 정도의 발 

간격을 가졌다. 패문운부습유는 일부 0.5cm 간격의 미세한 발 간격을 가진 종이도 있었다. 이 외 통감석

문변오, 청삼통, 대청회전칙례는 1cm 간격의 발을 이용하여 제조된 종이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인쇄면

은 대체로 표면 매끄러움이 좋으나 겹쳐진 면의 평활도는 낮으며, 통감석문변오의 경우 다른 종이에 비해 

표면 평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색도 

종이의 색은 사용자가 노화를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통 종이 색이 누렇게 변한 경우 노

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종이의 강도 저하는 적어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이가 갈변된 경우 노화 상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져보기 전에 시각적으로 판

단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색도는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중국본 도서의 색도를 휴대용 색차계인 SpectroEye (Gretagmacbeth,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종이의 색도는 종이 표면의 L*, a*, b* 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L＊ 값은 명도를 나

타내는 값으로 0과 +100 범위 내에서 나타내며, 0은 흑색, 100은 흰색을 표현한다. 100에 가까운 값을 가

질수록 밝은 색을 나타낸다. a＊의 경우 양(+)의 값은 적색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녹색을 나타낸다. 또

한 b＊의 경우 양(+) 값은 황색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청색을 나타낸다.

한지로 제작된 대조군 자료의 경우 L＊ 값은 평균 86.6의 값을 띠며 흰색에 가까웠다. 양호한 노화 상

태를 갖는 중국본 도서는 대조군 자료의 L＊ 값과 유사하거나 일부 다소 낮은 값을 가졌으나 모두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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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났다. 노화 상태가 불량해질수록 명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불량의 노화 상태를 보이

는 지류는 대청회전칙례를 제외하고는 73 내외의 명도값을 가졌으며, 매우 불량의 노화 상태를 보이는 지

류는 65 정도의 값을 나타냈다. 책의 페이지별 명도를 살펴본 결과, 양호 지료의 경우 측정 위치별 차이

가 크지 않았으나 매우 불량 지료의 경우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 그리고 가운데 장간의 차이가 존재하였

다. 가운데 장 종이의 명도는 책 표지에 가까운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비해 높은 명도를 나타냈다. 표준편

차 또한 매우 불량 도서의 경우 값이 커져서, 한 장의 종이 내에서도 공기에 노출이 되는 부위와 가까울

수록 더욱 낮은 명도 값을 가졌다. 이러한 경향은 a＊, b＊ 값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변화폭은 더욱 

컸다. 노화상태가 불량인 도서는 a＊, b＊ 값이 증가하였고 육안으로도 황변 및 적변된 표면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도서 종이의 상단부와 하단부는 중간 부분의 값에 비해 L＊ 값이 더 낮고, a＊, b＊ 값

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간 위치보다 상·하단부가 주변 환경인 대기, 먼지, 사람, 곤충 등에 노

출되어있기 때문에 황변 또는 적변 현상이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3) pH

종이는 산 촉진 가수분해와 산화 분해에 의해 노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 종이 

내 카르복실산이 생성되어 셀룰로오스 체인의 분해를 야기한다. 셀룰로오스 분해에 따른 중합도 감소는 

궁극적으로 종이의 강도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산 가수분해와 산화 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이 특

성과 보관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종이의 pH는 종이 노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종이 보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사용하는 인쇄용지의 경우 탄산칼슘과 같이 

종이에 존재하는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알칼리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보존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만, 과

그림 Ⅱ-2. 산 가수분해에 따른 셀룰로오스의 필링 반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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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만들어진 종이는 알칼리 물질의 존재가 희박하고 펄프 원료의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낮은 pH

에 의한 노화 문제가 더 크다.

노화 상태에 따라 선정된 중국 외서의 pH를 도서 위치별로 반복 측정하여 정리한 결과 대조군인 한

지는 pH 6으로 나타났으며 노화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pH 6.8로 거의 중성에 가까웠다. 도서 제작 후 오

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에 가까운 pH는 결국 보존성이 양호한 상태로 현재까지 종이의 성

질을 유지하게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노화상태 불량과 매우 불량 도서는 pH 4~5 사이로 약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매우 불량 선정 도서에서 강희자전과 당서의 경우 pH 평균값이 4.3 정도였으며 위치

에 따라 3.9의 값을 갖는 곳도 있었다. 또한 상, 중, 하 측정 위치에서 상단부와 하단부가 중간에 비해 pH 

값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색도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상단부와 하단부가 주변 환경인 대기, 먼

지, 사람 등에 노출되어 노화가 더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낮은 pH는 결국 산에 의한 

연쇄적 필링 반응 (그림 2-2)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중합도 감소 및 강도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노화

가 많이 진행된 도서에서 매우 낮은 pH 값을 갖기 때문에 노화가 많이 진행된 도서의 경우 종이 내 산

을 중화시키는 탈산처리와 노화요인에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 노화 상태별 pH 평균

치를 간단히 그림 Ⅱ-3에 나타내었다.

(4) 함수율

선정 도서의 함수율 측정 결과 전체적으로 7%~9% 의 함수율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도서의 처음과 

마지막 장에 비해 가운데 장이 함수율이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상, 중, 하 위치에서는 하단부의 

함수율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관 방법 및 대기 중 노출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노화 상태에 따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Ⅱ-3. 중국서의 노화 상태별 pH

pH 1 2 3 4 5 6 7 8 9 10 11 pH

매우
불량

불량 양호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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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  중국서 상태 및 특성

노화 상태 도서명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양호

佩文韻府拾遺 (六) 
패문운부습유

상 0.082 80.9 0.6 13.1 6.6

중 0.077 79.0 0.3 10.6 6.7

하 0.070 80.9 0.7 13.7 6.6

書經彙纂 (目錄) 
서경휘찬

상 0.090 86.1 0.4 15.8 6.6

중 0.101 84.9 0.0 11.9 6.8

하 0.103 85.8 0.7 15.2 6.7

三才圖會 (十一) - 地理 
삼재도회

상 0.087 86.8 0.7 11.9 6.6

중 0.109 83.6 0.0 8.6 6.9

하 0.113 80.3 0.5 12.0 6.8

博古圖 (十一) 
박고도

상 0.107 85.9 0.4 16.3 6.9

중 0.122 86.7 0.3 11.5 7.0

하 0.086 86.0 0.4 14.7 6.9

불량

歷代名臣奏議 (三十四) 
역대명신주의

상 0.074 75.1 4.4 23.4 4.4

중 0.079 76.6 2.7 21.1 5.1

하 0.072 73.0 5.2 24.4 4.6

通鑑釋文辯誤 (利) 
통감석문변오

상 0.073 72.2 4.7 22.2 4.9

중 0.072 72.7 1.6 18.2 5.6

하 0.059 69.5 5.2 23.1 5.1

불량

淸三通 (志二十一) 
청삼통

상 0.077 72.6 5.6 23.6 5.1

중 0.071 74.9 3.0 20.9 5.2

하 0.067 71.7 5.9 24.3 4.7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八) 
대청회전칙례

상 0.087 81.4 3.0 18.9 4.8

중 0.073 81.9 2.1 17.6 5.1

하 0.092 80.2 3.6 20.3 4.5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九) 
대청회전칙례

상 0.093 78.6 4.3 21.6 4.7

중 0.123 80.6 2.6 18.7 4.9

하 0.105 77.6 4.8 22.2 4.7

제 3장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자료의 보강 기술 개발     119



노화 상태 도서명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매우 불량

康熙字典 (亥集上) 
강희자전

상 - 끝 0.202 53.6 10.0 24.9 4.1

상 - 안 0.096 71.3 6.7 25.5 -

중 0.084 78.9 2.8 21.1 3.9

하 - 안 0.077 57.1 9.5 25.0 -

하 - 끝 0.165 52.0 10.3 24.4 5.0

大明會典 (四十二-三) 
대명회전

상 0.064 68.5 6.9 24.5 4.8

중 0.081 72.6 4.3 22.4 5.0

하 0.072 64.2 7.5 24.8 4.9

唐書 
당서

상 0.118 66.4 8.1 25.3 4.2

중 0.124 74.6 3.4 20.0 4.6

하 0.092 60.7 9.0 25.6 4.2

性理大全書 卷三十五之
三十七 (十六) 
성리대전서

상 - 끝 0.116 60.3 8.4 24.2 4.1

상 - 안 - 70.2 5.6 22.1 -

중 0.172 75.6 2.2 17.6 5.1

하 - 안 - 64.2 7.0 23.3 -

하 - 끝 0.121 59.3 8.2 24.2 4.5

대조군

(한지)

詩傳 (六) 
시전

상 0.178 87.2 0.5 14.9 5.9

중 0.164 86.0 0.3 12.7 6.2

하 0.203 86.6 0.3 15.3 6.2

(5) 표면 훼손 정도

노화 상태 양호로 선정된 도서들은 전체적으로 본래 종이 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기 또는 사람 

손의 유기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상단부, 하단부에는 적색 반점이 분포하거나 손때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서경휘찬 도서는 겉표지가 도서 크기 차이로 인해 미세먼지로 오염되어 있었고 삼재도회 도서는 도

서 전체 상단부와 하단부에 충해 피해로 인해 손실된 부분이 존재하였다.

노화 상태 불량으로 선정된 도서들은 전체적으로 종이 표면이 황색 또는 적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특히 상단, 하단부가 중앙에 비해 더 변색이 진행되어 있었다. 역대명신주의 도서와 청삼통 도서는 각각 

도서 끝 부분에 물에 얼룩진 부분이 있었다. 통감석문변오 도서는 표지 일부분에 충해피해를 입은 부분

이 있었고 대청회전칙례 도서에도 표지 및 내지에 충해 피해를 입어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 이 경우 유실

된 종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화학적 보강 처리 외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화 상태 매우 불량으로 선정된 도서들은 전체적으로 노화 상태가 불량인 도서보다 종이 표면이 황

색 또는 적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또한 노화 상태 불량 도서와 유사하지만 상단, 하단부가 중앙에 비해 

더 심각하게 변색이 진행되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노화되었다. 강희자전 도서의 경우 상단, 하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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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반점>

그림 Ⅱ-4. 패문운부습유 佩文韻府拾遺 (六)의 노화 상태

<크기차이로 인한 오염> <적색 반점>

그림 Ⅱ-5. 서경휘찬 書經彙纂 (目錄)의 노화 상태

<충해 피해 및 적색 반점> <충해 피해 및 손때>

그림 Ⅱ-6. 삼재도회 三才圖會 (十一) - 地理의 노화 상태

<적색 반점>

그림 Ⅱ-7. 박고도 博古圖 (十一)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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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의한 얼룩>

<하단부 황변>

그림 Ⅱ-8. 역대명신주의 歷代名臣奏議 (三十四)의 노화 상태

<물에 의한 얼룩 및 황변>

<하단부 황변>

그림 Ⅱ-9. 통감석문변오 通鑑釋文辯誤 (利)

<충해피해>

그림 Ⅱ-10. 청삼통 淸三通 (志二十一)의 노화 상태

갈변되어 있었고 찢겨있었다. 또한 종이가 약해 조금만 힘을 가해도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당서와 

성리대전서의 경우 귀중본으로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상자에서 꺼내거나 종이를 넘길 때마다 부

스러기가 조금씩 떨어져 나올 정도로 노화 상태가 심각하였다. 당서는 표면 분리, 찢김, 황변, 흰색 반점, 

얼룩 등 훼손되어 있었고 성리대전서는 도서 크기 차이와 물에 의한 얼룩, 황변 및 갈변, 표면분리 등의 

요인들로 훼손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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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대청회전칙례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八)의 노화 상태

<충해 및 훼손>

<충해 및 훼손 (내지)><충해 및 훼손 (표지)>

<황변>

그림 Ⅱ-12. 대청회전칙례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九)의 노화 상태

<갈변 및 황변>

그림 Ⅱ-13. 강희자전 康熙字典 (亥集上)의 노화 상태

<찢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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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4. 대명회전 大明會典 (四十二-三)의 노화 상태

그림 Ⅱ-15. 당서 唐書의 노화 상태

<표지 분리 및 찢김><얼룩, 훼손, 황변>

<황변>

<붉은 점 얼룩><흰색 반점 및 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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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김><갈변 및 황변>

그림 Ⅱ-16. 강희자전 康熙字典 (亥集上)의 노화 상태

<얼룩 및 훼손> <주름 및 훼손>

<물에 의한 얼룩 및 황변> <얼룩, 황변, 반점, 접힘>

그림 Ⅱ-17. 성리대전서 性理大全書 卷三十五之三十七 (十六)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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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IR 분석

노화에 따른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분광학적 분석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휴대용 측정기가 아닌 이상 측정을 위해서는 시료를 절단하는 등 파괴적인 방법에 의한 시료 확보가 요

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귀중본이기 때문에 FT-IR 측정 시 종이 시료를 중국본 도서로부

터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찢어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기초 조사 중 ‘매우 불량’ 노화 상태

로 선정된 도서에서 노화를 거치며 떨어져 나와 있던 종잇조각 일부를 채취해 측정하였다. Lojewska 등

의 논문을 참고하여 산화지수(oxidation index)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매우 작은 시료량으로 인해 측정값

이 매우 작아 산화지수를 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carbonyl기 영역인 1620cm-1과 

carboxyl기 영역인 1730cm-1 값을 비교하였다. carbonyl 영역대인 1620cm-1 에서 강희자전과 당서는 각각 

0.006582, 0.01239 값을 보였고 carboxyl기 영역인 1730cm-1 에서는 각각 0.002625, 0.00389 값을 보였다.

중국서 관련 자문 결과 강희자전은 중국 청나라 시대 제작된 도서이고 당서는 중국 명나라에서 청나

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당서가 강희자전보다 먼저 제작되었기 때문에 FT-

IR 결과에서 근소하게 carbonyl 기와 carboxyl 기 값이 크게 나왔으며 노화 정도도 더 진행되었다고 추

정할 수 있다. 

그림 Ⅱ-18. FT-IR 측정 스펙트럼 그림 Ⅱ-19. Carboxyl기와 carbonyl기 영역

2) 중국서 종이의 섬유 분석

(1) 프레파라트를 이용한 섬유 식별

종이의 섬유 조성 분석에 사용된 종이 시료는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찢어서 채취할 수 없어 ‘매우 불

량’ 노화 상태를 보이는 도서에서 떨어져 나온 종잇조각 일부를 취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 강희자전康熙字典

프레파라트 제작을 위해 섬유를 유리구슬을 이용하여 해리하였다. C-stain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하였을 때 유리구슬로 인해 노화 섬유가 절단되어 정확한 길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TAPPI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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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TAPPI T401 om-93)에 의하면 미표백, 표백된 짚 섬유, 대나무 섬유, 사탕수수 줄기 섬유 등은 밝은 

녹회색, 어두운 청회색, 보랏빛 회색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C-stain 용액으로 염색한 후 섬유의 발색은 

남색과 녹회색을 띠었으며 섬유의 형태로 미루어볼 때 짚, 대나무 등의 섬유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일부 시료만으로 명확한 조성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50

×100

×200

그림 Ⅱ-20. 강희자전 종이의 섬유식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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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서唐書

당서의 경우 TAPPI method T401 om-93의 짚, 대나무 섬유의 정색반응을 참고하였을 때 당서 종이의 

섬유는 남색과 녹회색을 띠고 있고 밝은 갈색계통으로 염색된 섬유도 볼 수 있었다. 남색과 녹회색의 발

색반응과 섬유의 형태로 볼 때 짚, 대나무 등의 섬유로 추정할 수 있고 밝은 갈색계통의 섬유는 섬유 마

디에 주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마섬유 혹은 닥섬유가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0

×100

×200

그림 Ⅱ-21. 당서 종이의 섬유식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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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 현미경을 이용한 종이 표면 분석

12권의 중국서 종이 표면을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가 그림 Ⅱ-22에 제시되었다. 종이 표면을 구

성하는 섬유의 형태가 비슷하였다. 종이 표면에는 가늘고 긴 섬유의 형태 외에도 활엽수 도관과 같은 넓

적한 형태의 섬유도 볼 수 있었다.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크기를 측정한 결과 섬유 폭은 9㎛~25

㎛의 범위로 나타났다. 섬유 길이는 상기한 프레파라트 사진과 달리 더 길게 나타났다. 프레파라트 제작 

시 유리구슬에 의한 노화된 섬유의 절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佩文韻府拾遺 (六) (패문운부습유) 書經彙纂 (目錄) (서경휘찬)

三才圖會 (十一) - 地理 (삼재도회) 博古圖 (十一) (박고도)

歷代名臣奏議 (三十四) (역대명신주의) 通鑑釋文辯誤 (利) (통감석문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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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三通 (志二十一) (청삼통)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八) (대청회전칙례)

大淸會典則例 (冊十三 第九) (대청회전칙례) 康熙字典 (亥集上) (강희자전)

大明會典 (四十二-三) (대명회전) 唐書 (당서)

性理大全書 (성리대전서) 詩傳 (六) (시전)

그림 Ⅱ-22. 중국서 종이 표면의 실체 현미경 관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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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문서 및 근대 기록물의 상태 및 특성 조사 결과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은 종이의 재질과 형태가 다양하여 중국서 조사방법과 동일한 방법 즉, 책의 첫 

장, 가운데 장, 마지막 장을 측정하는 방식은 채택하기 어려웠다. 외교문서의 경우 날짜별로 발생한 외국어 

문서(서신)과 함께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서신이 같이 제책되어 있다. 낱장의 문서를 하나의 책으로 제책하

다 보니, 문서 발생일에 따라 사용한 용지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어 문

서는 동일한 종류(재질)의 종이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으나, 지종이 상이한 종이를 사용하여 기록된 경우가 

더 많았다. 기록의 방식 역시 미국은 타이핑으로 기록한 반면 영국의 경우 펜글씨로 문서가 작성되었다. 즉 

사용한 잉크가 다르고, 이 잉크 성분에 따라 노화되는 정도 또한 상이하였다. 펜글씨의 경우 글자가 쓰인 

부분이 철 등의 중금속에 의한 셀룰로오스 분해로 인해 더 갈변되고 부식된 결과를 보였다. 외교 문서의 

특이점은 외국어로 쓰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 번역한 문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된 종이

는 한지도 있으나, 시전지(서신지)라 하여 분홍색, 연두색과 같이 화려한 색을 띠는 얇은 종이가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이 시전지는 접힌 상태로 같이 제책되어 있다 보니 강도 특성이 더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일반적으로 외국어로 쓰인 외교문서는 두꺼운 양질의 종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

이러한 특성상 외교 문서와 근대기록물은 책 전반의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의 종류별

로, 그 기록물 내 사용된 종이 종류(지종, 재질)별로 특성을 조사하여 열거하였다. 여기서 종이의 지종은 

그림 Ⅱ-23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은화(워터마크, water mark)에 새겨진 종이 품명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1-23의 경우 ‘The Metropolitan Superfine’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종이 제조 시에는 제조자 및 제조 공

장 이름을 문양과 같이 워터마크로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7개국의 외교 문서에는 

워터마크를 갖는 다양한 지종의 종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워터마크에 적힌 지종명에 따라 

종이를 구분하고 각 지종별 특성을 평가하였다. 한 권으로 제책된 외교문서 내 존재하는 지종을 모두 조

사하여 국가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국 외교문서가 가장 많은 종류의 종이가 사용되었으며, 독일은 외

국어 문서의 경우 두 종류의 지종이 사용되었고, 일본은 화지만 문서용지로 이용되었다.

그림 Ⅱ-23. 은화 (watermark)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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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께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의 조사 결과 같은 지종의 경우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지종간에는 상이한 두

께를 나타내었다. 외교문서와 근대기록물에서 사용된 양지는 중국서를 이루고 있는 얇은 죽지에 비하여 

종이 두께가 더 두꺼워 종이가 손상되는 정도가 덜했다. 번역 문서용지로 사용된 시전지는 상태가 취약

한 것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어로 쓰인 외교문서는 두꺼운 양질의 종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태

가 매우 양호하였다. 반면 근대기록물에서 사용된 일부 얇은 종이는 접힘과 찢김에 취약하고 다소 손상

된 부분이 존재하였다.

(2) 색도

선정한 총 7개의 외교문서 중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영국 외교문서는 워터마크가 새겨진 용지를 사용

하였다. 이러한 용지들은 흰 바탕이 아닌 노란색, 옥색, 푸른색 등을 띠고 있고 각 도서마다 용지의 색이 

미묘하게 달랐다. 대체적으로 양지는 본래 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분은 색이 바랜 현상을 보이고 있었

다. 또한 외국에서 잉크로 작성한 서신은 글씨 주위가 번져 보이거나 뒷장에 이염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

한 서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기 위해 사용한 시전지는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였으나 황변 현상 또한 볼 

수 있었다.

근대기록물에는 한지, 양지, 죽지 등 다양한 용지가 사용되었다. 양지의 경우 대체적으로 황색이 많았

고 이는 본래 종이의 색이 황색이었는지 노화가 진행되어 더 노랗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한지의 경우 한지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얇은 한지와 트레싱지와 같은 화학지로 지도 또는 도

면을 그리기도 하였다. 지도 또는 도면에 사용된 한지는 전체적으로 황변이 많이 진행되어있고 황색반점

이 상단 및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의 색도는 전체적으로 측정 부위인 상단부와 하단부의 값이 중간에서 측정한 

값보다 L＊값이 작고 a＊, b＊ 값이 큰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영향인자의 노출부위

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3) pH

시전지의 경우 pH 표면 측정에서 사용하는 탈이온수를 떨어뜨릴 경우 종종 종이의 색이 바래지는 경

우가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외교문서의 pH는 한지와 죽지, 양지 등 재질에 따라 다른 pH 값을 보였다. 한지의 경우 pH 5.5 이상이

었지만 죽지, 양지의 경우 pH 4~6 사이 값을 나타내어 약산성을 띠고 있었다. 이 시기의 제작된 양지는 

잉크의 침투를 제어하기 위해 로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pH 4~5 조건에서 초지되었으며, 따라서 약산성

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본 외교문서 종이는 pH 7 이상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양지 기법

으로 제조되기보다 전통 기법으로 제조된 종이를 사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근대기록물은 외교문서보다 종이의 종류가 다양하고 크기 또한 다양하였다. 한지의 경우에도 각각 종

이의 형태와 두께에 따라 pH가 다르게 나왔으나 대체적으로 pH 5~7 사이 범위였다. ‘평안북도 희천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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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군 서면 극성리 측동 금광 채굴 특허 출원 진정에 관한 각서’의 도서를 제외하고 양지의 경우 대체적으

로 pH 5~6 사이의 범위였다. ‘기안’도서의 경우 한지로 제작되었고 pH 6 정도를 보였으나 표지와 맞닿는 

부분은 표지의 갈색이 이염되어 pH가 4.7 정도를 나타내었다.

중국서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도 대체적으로 도서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비해 

중앙 위치의 pH가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대기, 먼지, 사람 등 노출

이 잦은 부분이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pH 값이 약산성 또는 중성을 띠고 있지

만 더욱 노화가 가속화되는 원인을 막기 위하여 탈산 처리 및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4) 함수율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의 함수율 측정 결과 7%~9% 범위에서 함수율 값을 나타내었다. 종이의 재질

별, 위치별 함수율 값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Ⅱ-5.  러시아 외교문서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Raleigh FINE

상 0.125 86.4 1.2 16.8 4.7 

중 0.125 86.8 0.9 16.0 5.5 

하 0.123 86.0 1.1 16.9 4.6 

한지

상 0.095 85.0 0.8 16.1 6.3 

중 0.108 84.9 0.7 15.3 6.9 

하 0.116 84.2 0.8 15.9 6.5 

Extra strong

상 0.143 88.4 1.0 16.1 4.7 

중 0.133 87.5 1.3 17.1 4.7 

하 0.141 88.2 1.1 16.6 4.8 

트레싱지 (지도) 0.064 77.4 -0.4 15.6 5.7

The Metropolitan SUPERFINE

상 0.114 85.8 0.8 15.5 5.1 

중 0.116 86.1 0.6 15.1 5.8 

하 0.108 85.2 1.0 16.4 5.0 

ORIGINAL TURKEY MILL KENT 0.142 91.9 -0.4 8.8 4.9 

ORIGINAL TURKEY MILL KENT 
유사 종이

상 0.092 84.0 0.9 16.8 5.1 

중 0.090 84.3 0.8 16.2 5.1 

하 0.088 84.1 1.1 16.8 5.2 

The NEW NORTH MILL SUPERFINE 0.134 81.2 2.9 18.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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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이탈리아 외교문서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CANSELL 1884 0.127 87.4 -0.85 8.9 5.5

무은화 양지
(paper without watermark) 0.098 80.8 2.6 21.1 5.1

죽지 0.074 82.2 2.6 20.3 5.8

THSAUNDERS 1895 0.133 85.0 1.4 18.1 4.8

COMMERCIAL LEDGER

상 0.115 84.3 1.6 14.9 4.7

중 0.114 84.6 1.6 14.3 4.7

하 0.134 84.0 1.7 14.8 4.8

CONQUEROR LONDON

상 0.131 85.5 -0.6 12.6 4.8

중 0.132 86.3 -0.6 12.2 4.8

하 0.131 85.5 -0.5 13.2 4.8

Extra STRONG

상 0.058 86.5 -1.5 11.4 4.8

중 0.058 85.7 -1.4 11.4 4.7

하 0.056 85.0 -1.3 12.1 4.9

표 Ⅱ-7.  영국 외교문서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CANCELL 1884

상 0.127 88.1 -1.2 9.5 4.8 

중 0.123 87.3 -1.3 8.7 4.8 

하 0.127 86.9 -1.3 8.6 4.7 

SUPERFINE KENT

상 0.121 78.8 -0.5 -4.4 4.7 

중 0.118 78.4 -0.5 -3.8 4.6 

하 0.118 79.5 -0.6 -3.2 4.7 

R. Turner CHAFFORD MILL

상 0.144 86.8 -1.9 10.6 4.5 

중 0.152 86.4 -1.7 11.4 4.6 

하 0.148 85.5 -1.8 11.7 4.5 

W. KING ALTON MILL 

상 0.116 85.6 -1.7 8.7 4.7 

중 0.118 86.0 -1.7 7.8 4.8 

하 0.111 86.7 -1.4 8.8 4.8 

무은화 양지 1

상 0.100 78.6 3.2 20.2 4.7 

중 0.102 78.2 3.3 20.4 4.6 

하 0.098 79.6 2.7 19.7 4.5 

무은화 양지 2

상 0.124 84.8 1.3 15.4 4.5 

중 0.123 84.7 1.6 16.3 4.4 

하 0.122 83.7 1.4 16.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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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A PIRIE & SONS REGISTER 1882

상 0.103 76.6 0.3 0.3 4.8 

중 0.104 77.2 0.4 -0.1 4.8 

하 0.105 77.2 0.2 0.2 4.8 

A COWAN & SONS LOFT DRIED 
RECORD FOOLSCAP 

상 0.121 78.8 -0.4 3.4 4.7 

중 0.120 78.7 -0.3 3.1 4.7 

하 0.118 79.4 -0.3 3.6 4.6 

STACEY WISE 1883 0.155 88.6 -1.4 8.9 4.6 

HODCKINSON 1880 0.110 87.6 -1.9 7.9 5.2 

Original MALLING MILL KENT 0.135 84.5 -1.5 3.0 5.8 

J. G. SMITH 1877

상 0.122 88.6 -1.7 5.6 6.4 

중 0.116 87.7 -1.7 6.4 6.4 

하 0.120 88.0 -1.7 6.2 6.4 

표 Ⅱ-8.  미국 외교문서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무은화 양지 1 0.112 79.9 2.5 19.7 5.3

트레싱지(타이핑) 0.060 85.8 -0.5 15.6 5.8

1899 ALL LINEN

상 0.081 85.8 0.4 13.8 5.0

중 0.078 86.3 -0.2 15.1 5.3

하 0.083 85.1 0.1 15.8 5.1

DEPARTMENT OF STATE 
U.S.

상 0.154 86.0 0.2 15.3 5.7

중 0.148 86.0 -0.2 15.1 5.9

하 0.150 86.8 -0.6 13.8 6.0

한지

상 0.115 87.9 0.1 13.2 6.3

중 0.118 87.9 0.0 12.7 6.5

하 0.116 88.1 0.2 13.4 6.3

시전지

상 0.062 81.1 1.0 18.0 5.6

중 0.066 79.5 1.2 18.1 5.5

하 0.065 81.2 2.2 21.5 5.8

무은화 양지 2
푸른색

상 0.083 

75.7 -4.9 0.4 5.2중 0.087 

하 0.086 

베이지색 - 85.9 0.8 18.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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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독일 외교문서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한지

상 0.212 86.9 0.1 13.5 6.0 

중 0.209 87.4 -0.1 13.3 6.2 

하 0.198 86.7 0.0 14.7 6.0 

시전지 0.070 80.6 2.0 20.5 -

양지 1 (편지-선이 있음) 0.104 
78.0 1.7 16.3 -

83.3 3.3 20.2 -

양지 2

잉크번짐 0.109 87.3 0.8 14.1 -

상 - 84.4 1.5 16.6 5.4 

잉크번짐 0.109 87.5 0.7 13.9 -

중 - 84.0 1.2 16.2 5.5 

잉크번짐 0.106 86.9 0.5 14.1 -

하 - 85.1 1.0 15.3 5.5 

표 Ⅱ-10.  중국 청나라 외교문서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죽지 1

상 0.068 79.6 3.4 24.2 5.3

중 0.069 80.0 2.6 23.7 5.5

하 0.070 79.1 3.4 24.3 5.5

죽지 2 (색이 더 밝음)

상 0.071 85.9 1.1 15.7 5.6

중 0.071 85.5 1.2 14.7 5.8

하 0.069 85.0 1.5 15.8 5.7

죽지 3 

상 0.046 79.4 2.8 20.2 5.4

중 0.044 80.2 1.9 19.4 5.7

하 0.045 79.4 2.1 19.6 5.6

시전지

핑크색

상 0.074 

53.7 53.4 -0.6 -중 0.071 

하 0.069 

베이지색

-

81.8 3.2 16.5 -

빨강색 48.0 57.1 22.6 -

흰색 87.6 1.1 10.2 -

갈색 68.2 6.1 21.5 -

한지 (국서복본) 0.087 87.1 1.6 15.6 5.9

한지 (청국공사폐견시답사) 0.179 86.1 0.6 1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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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일본 외교문서의 두께

측정 페이지 및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시전지

연두색 상 0.062 77.8 -6.6 11.1 -

진분홍1 중 0.065 51.4 54.6 1.6 -

진분홍2 하 0.057 53.3 58.0 -3.3 -

화지

상 0.160 83.9 0.2 15.2 7.8 

중 0.146 84.8 -0.1 14.5 7.9 

하 0.155 82.6 -0.2 14.8 8.2 

표 Ⅱ-12.  이문회시집편찬기고원고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이문회규 한지

상 0.114 84.4 0.7 15.3 5.3

중 0.108 86.0 0.9 15.3 5.7

하 0.121 85.0 1.2 15.7 5.5

(뒷면) 朝鮮總督府參事官室分室宛 
(조선총독부삼사관실분실원)

한지

상 0.102 86.5 -0.3 9.3 6.1

중 0.102 86.3 -0.1 10.8 6.5

하 0.104 86.4 0.0 10.2 6.5

한중 (閒中)지 한지

상 0.164 84.2 0.1 16.9 6.4

중 0.154 84.0 -0.2 15.8 6.4

하 0.151 83.3 0.1 17.5 6.2

박 (博) 한지

상 0.104 86.8 -0.5 11.4 6.8

중 0.105 87.9 -0.6 10.6 6.8

하 0.099 87.0 -0.4 11.9 6.7

유거 (幽居) 한지

상 0.067 85.2 -0.6 11.5 6.2

중 0.064 84.6 -0.6 12.0 6.6

하 0.062 85.8 -0.1 14.5 6.1

등고도남문루 
(登故都南門摟)

한지

상 0.099 86.9 -0.1 13.9 6.2

중 0.101 87.4 -0.5 12.7 6.3

하 0.100 87.3 0.1 14.5 6.2

거정금 (居停金) 한지

상 0.071 88.2 -0.4 9.9 6.4

중 0.074 85.0 0.1 8.0 6.4

하 0.084 86.3 -0.2 8.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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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페이지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삼경금욕

(三庚今欲)
양지

상 0.075 72.9 5.4 23.3 4.8

중 0.075 75.2 4.5 22.6 5.0

하 0.076 73.5 5.3 23.8 4.8

백마산이O 
(白馬山二O)

한지

상 0.105 78.4 3.2 19.6 5.7

중 0.102 79.0 2.6 19.1 5.7

하 0.104 77.4 2.7 19.1 5.5

O별O산백병사락윤 
(O別O山白兵使樂倫)

한지 0.148 82.4 -0.7 10.6 6.5

제일OO (第一OO) 한지 0.039 81.2 1.8 14.5 6.3

기고자 (寄稿者) 한지 0.100 79.4 2.7 20.3 5.9

신서십일월 
(辛西十一月)

한지

상 0.081 82.7 0.7 15.4 6.2

중 0.087 83.6 0.5 15.4 6.1

하 0.084 74.5 0.7 16.2 6.2

가O보생용 
(家O報生勇)

한지

상 0.060 83.6 0.7 12.3 6.2

중 0.058 85.7 -0.2 11.1 6.3

하 0.060 86.7 -0.2 12.1 6.2

기고자 박OO 
(寄稿者 朴OO)

양지

상 0.107 74.5 5.8 24.5 5.3

중 0.101 77.5 3.6 21.9 5.4

하 0.101 73.4 6.1 25.1 5.4

거주강화군길상면온수리 
(居住江華郡吉祥面溫水里)

양지

상 0.101 68.1 7.4 25.3 5.9

중 0.105 71.0 5.1 23.3 6.0

하 0.110 66.3 8.1 26.1 5.9

아동OO 
(我東OO)

한지

상 0.092 85.8 -0.1 11.9 6.4

중 0.095 86.8 0.4 12.7 6.5

하 0.092 85.9 1.1 14.4 6.4

기고자 
(寄稿者)

한지

상 0.061 84.6 -0.1 14.7 5.9

중 0.062 86.4 -0.3 13.5 5.8

하 0.061 85.0 0.1 15.2 5.9

경기도O 
(京畿道O)

양지

상 0.094 74.7 -0.4 19.4 5.6

중 0.094 75.2 -0.7 18.9 5.8

하 0.090 72.5 0.8 21.2 5.6

기고 
(奇禞)

양지

상 0.085 71.2 7.2 25.6 5.4

중 0.096 75.3 3.8 22.2 5.5

하 0.092 73.7 5.6 24.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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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부산마산상황일반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청사진 양지 0.097 43.8 -5.2 -20.7 6.1

마산상황일반

(馬山狀況一斑)

양지

중

하

상 0.076 35.2 -2.0 -26.2 5.2

0.081 83.2 0.8 15.4 5.4

0.081 83.9 0.5 14.8 5.2

마산부호O인구조사표, 
(馬山府戶O人口調査表) 

한지 0.107 80.7 1.6 17.5 5.5

부내면 (府內面) 한지 0.086 84.1 1.3 14.1 5.6

학교일람

(學校一覽)
양지

표지
0.129 83.8 0.8 13.3 5.3

상 0.067 88.9 0.2 15.3 5.2

내지
중 0.067 88.7 0.1 15.5 5.2

하 0.068 87.7 0.6 16.3 5.2

부산거류민단역소처무규정 
(釜山居留民團役所處務規程)

한지

중

하

상 0.080 82.7 2.0 16.7 6.0

0.081 83.1 1.8 16.3 6.4

0.086 80.4 2.9 18.5 6.1

명치43년도부산거류민단세입출총계예산서
한지

중

하

상 0.088 84.9 0.9 16.5 5.8

0.085 83.5 0.2 15.4 5.7

0.093 85.2 0.6 16.0 5.7

예제칠호의안

(豫第七號議按)

한지

중

하

상 0.091 85.4 0.5 14.4 5.9

0.095 85.1 0.1 14.0 5.9

0.103 85.7 0.6 15.8 6.2

부산경찰서 한지 0.078 87.7 -0.2 12.1 6.2

적이병발생정촌별급전귀표

한지

중

하

상 0.093 85.4 -0.4 11.7 5.9

0.100 86.7 0.3 14.9 6.0

0.097 83.0 -0.2 13.2 5.9

명치42년도부산거류민단세입출결산서
한지

중

하

상 0.092 84.4 0.6 13.7 6.0

0.090 85.2 0.4 13.1 5.9

0.090 83.2 1.0 14.5 6.1

부산거류민단통계 
(釜山居留民團統計)

한지

중

하

상 0.096 87.2 -0.1 15.6 6.1

0.098 85.7 -0.7 11.9 6.3

0.106 85.1 0.0 14.9 6.1

민단입학교표

한지

중

하

상 0.112 88.5 -0.1 16.2 6.3

0.113 88.2 -0.8 12.8 6.4

0.122 87.8 -0.6 14.3 6.3

부산거류민단적산조

한지

중

하

상 0.093 89.7 -0.1 14.0 6.0

0.096 88.0 -0.8 10.4 6.1

0.102 87.7 -0.6 11.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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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평안북도희천군서면극성리측동금광채굴특허출원진정에관한각서의 상태 및 특성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양지

상 0.238 86.9 1.4 15.5 6.5

중 0.242 86.8 1.4 15.1 6.7

하 0.240 86.7 1.3 16.2 6.5

표 Ⅱ-15.  청구서철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1, 2번 청구서

상 0.077 81.4 1.7 18.8 5.4

중 0.075 81.1 1.8 19.0 5.5

하 0.075 78.8 2.1 19.8 5.4

3 번 청구서

상 0.062 84.2 1.0 16.7 5.7

중 0.064 85.0 0.8 16.6 5.8

하 0.060 84.9 0.9 16.8 5.9

4번 청구서

상 0.082 84.6 -0.6 15.6 5.6

중 0.087 84.5 0.1 15.8 5.8

하 0.087 84.3 0.3 16.1 5.8

표 Ⅱ-16.  토지허차에 관한 문서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한지

상 0.099 84.1 0.9 16.0 5.7

중 0.101 84.1 0.6 14.4 5.8

하 0.099 82.7 0.2 15.5 6.0

도면 도면

상 0.045 82.3 1.8 18.6 5.5

중 0.042 84.0 0.8 15.4 5.6

하 0.041 82.9 1.2 16.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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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페이지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봉투 1 도면 0.037 81.8 -0.2 15.6 6.2

봉투 2
도면1 0.049 - - - 5.6

도면2 0.038 81.7 0.2 18.4 6.1

봉투 3 도면 0.041 82.2 1.3 20.5 4.8

봉투 4 도면 0.026 77.7 2.1 21.4 4.8

봉투 5 도면 0.034 83.5 0.2 14.1 6.4

봉투 6 도면 0.040 78.9 2.2 20.3 4.8

봉투 7
도면1 0.073 82.2 1.2 14.6 4.6

도면2 0.019 76.9 3.2 20.8 5.4

宮內府有土地貸附願  
(궁내부유토지대부원 
(제 2126호)

상 0.080 81.4 1.7 16.2 6.0

중 0.079 83.0 1.3 15.6 6.1

하 0.083 82.0 1.7 17.2 6.1

宮內府 ~  
(隆熙 二年 四月十,
日 제 2567호)

상 0.120 87.3 0.5 13.5 6.2

중 0.120 87.3 0.4 12.3 5.7

하 0.113 86.5 0.4 13.7 6.0

한지(空閑地貸下請願)  
(隆熙 二年六月二日, 
제 4182호)

0.150 79.4 1.5 18.6 5.9

표 Ⅱ-17.  기안의 상태 및 특성

측정 페이지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한지 갈변

상

0.156
73.7 4.4 24.4 -

이염 44.9 17.0 27.7 4.5

중

0.158
75.3 3.9 23.8 -

이염 49.8 16.2 32.5 4.7

하

0.028
75.6 3.9 22.8 -

이염 45.4 17.5 28.5 4.7

한지

상 0.128 83.8 1.0 19.0 6.1

중 0.125 83.8 1.0 16.8 6.1

하 0.133 83.1 1.4 19.1 6.1

한지 단면

상 0.050 86.0 0.3 18.5 5.8

중 0.060 84.8 0.8 16.4 6.1

하 0.053 84.8 0.6 17.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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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한국관보의 상태 및 특성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양지

상 0.103 82.2 0.1 13.3 5.6

중 0.103 83.1 -0.4 12.6 5.6

하 0.103 81.9 0.3 13.7 5.6

표 Ⅱ-19. 삼재도회의 상태 및 특성

재질 측정 위치
두께 
(mm)

색도
표면 pH

L＊ 값 a＊ 값 b＊ 값

한지

상 0.189 85.8 0.7 13.8 6.8

중 0.181 85.4 0.7 13.5 6.9

하 0.191 85.1 0.7 13.7 7.0

(5) 표면 상태 및 종이 재질

선정된 외교문서 중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미국 국가의 경우 워터마크가 있는 외교서신을 사용하였

고 한지 및 죽지, 시전지를 이용하였다. 외교문서에 사용된 종이는 황변, 손실, 잉크 번짐, 종이 크기 차이

로 인한 먼지 오염, 손상 등과 같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근대기록물에서는 양지, 한지 등이 사용되었고 특히 도면과 지도는 얇은 한지 또는 얇고 뒷면이 비치

는 종이를 이용하였다. 주로 황변과 반점현상이 보였고 손때로 인한 얼룩자국, 잉크 번짐, 손상 등의 상태

를 보이고 있었다.

<워터마크>

<워터마크 (The Metropolitan superfine)>

<워터마크 (Raleigh Fine)>

<워터마크 (Original Turkey Mill K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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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The New North Mill Superfine)>

<한지, 손상, 황변>

<시전지, 번짐, 손상, 황변>

<양지, 손상, 황변>

<양지, 손때, 황변, 잉크번짐>

<양지, 손때>

<황변 및 손실>

그림 Ⅱ-24. 러시아 외교문서의 노화 상태

그림 Ⅱ-25. 이탈리아 외교문서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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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Superfine)>

<실 제본>

<워터마크 (W. King Alton Mill)>

<손상, 황변>

<워터마크 >
(A PIRIE & SONS REGISTER 1882)

<황변, 잉크 번짐>

<워터마크> 
(A COWAN & SONS LOFT DRIED RECORD FOOLSCAP)

<잉크 번짐, 황변>

그림 Ⅱ-26. 영국 외교문서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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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 손때, 크기차이로 인한 얼룩>

<한지><잉크 번짐, 양지>

<죽지, 손상, 황변><잉크 번짐, 황변>

<시전지 및 크기차이로 인한 얼룩><워터마크 (DEPARTMENT OF STATE U.S.)>

그림 Ⅱ-27. 미국 외교문서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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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지>

<시전지><한지, 시전지, 황변, 손때>

<황변, 번짐><죽지, 황변>

<낙인 번짐><황변, 양지>

그림 Ⅱ-28. 독일 외교문서의 노화 상태

그림 Ⅱ-29. 중국(청나라) 외교문서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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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황변, 양지>

<양지, 글씨 주위 번짐, 황변><번짐, 얼룩, 손때, 황변>

<시전지, 황변, 손때>

그림 Ⅱ-30. 일본 외교문서의 노화 상태

그림 Ⅱ-31. 이문회시집편찬기고원고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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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 반점>

<하단부 황변, 양지>

<충해피해 및 황변, 손때>

<황변, 반점, 한지>

<손상 및 먼지 얼룩>

<글씨 주위 번짐><청사진, 양지, 손상, 얼룩>

그림 Ⅱ-32. 부산마산상황일반의 노화 상태

그림 Ⅱ-33. 평안북도희천군서면극성리측동금광채굴특허출원진정에관한각서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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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 손실>

<황변, 손때><손상, 접힘, 황변>

<황변, 반점><황변, 손때, 낙서>

<황변, 손상><황변, 손상>

그림 Ⅱ-34. 청구서철의 노화 상태

그림 Ⅱ-35. 토지허차에 관한 문서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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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황변><표지 손실, 색 이염>

<황변, 양지>

<표지 이염><표지 분리, 손상>

그림 Ⅱ-36. 기안의 노화 상태 

그림 Ⅱ-37. 한국관보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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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체 현미경을 이용한 종이 표면 분석

외교문서와 근대기록물의 종이 표면을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양지의 경우 표면 처리가 되어 있

어 정확한 섬유의 형태를 관찰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외교문서와 근대기록물의 종이 표면에는 중국서

와 동일하게 가늘고 긴 섬유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한지 및 죽지의 경우 부분적으로 넓적한 형태의 섬

유도 볼 수 있었다.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크기를 측정한 결과 섬유 폭은 10㎛~50㎛의 범위로 나

타났으며 중국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일부 외교문서의 경우 매우 평활성이 높은 종이가 

사용된 바 있는데, 이 경우 종이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경우 한지, 죽지와 다르게 매우 치밀한 구

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한 고해와 캘린더링을 통해 표면 공극이 매우 적고 매끄러운 표면의 

종이를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변, 반점>

<황변, 손때><표지 손상 및 손실>

그림 Ⅱ-38. 삼재도회의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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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외교문서

Raleigh FINE 한지

Extra strong 트레싱지 (지도)

The Metropolitan SUPERFINE ORIGINAL TURKEY MILL KENT

그림 Ⅱ-39. 러시아 외교문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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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외교문서

CANSELL 1884 무은화 양지

죽지 THSAUNDERS 1895

COMMERCIAL LEDGER CONQUEROR LONDON

그림 Ⅱ-40. 이탈리아 외교문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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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외교문서

SUPERFINE KENT R. Turner CHAFFORD MILL

W. KING ALTON MILL A PIRIE & SONS REGISTER 1882

무은화 양지 1 무은화 양지 2

4권  보존처리연구154



A COWAN & SONS LOFT DRIED RECORD FOOLSCAP STACEY WISE 1883

HODCKINSON 1880 Original MALLING MILL KENT

J. G. SMITH 1877

그림 Ⅱ-41. 영국 외교문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제 3장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자료의 보강 기술 개발     155



- 미국 외교문서

무은화 양지 1 트레싱지(타이핑)

1899 ALL LINEN DEPARTMENT OF STATE U.S.

한지 시전지

무은화 양지 2

그림 Ⅱ-42. 미국 외교문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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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외교문서

한지 시전지

양지 1 (줄이 있음) 양지 2 (줄이 없음)

그림 Ⅱ-43. 독일 외교문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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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청나라) 외교문서

죽지 1 (대청광서) 시전지

한지 (국서복본) 한지 (청국공사폐견시답사)

그림 Ⅱ-44. 중국 청나라 외교문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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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교문서

시전지 1 시전지 2

화지

그림 Ⅱ-45. 일본 외교문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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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회시집편찬기고원고

이문회규, 한지 한중 (閒中O), 한지

박(博), 한지 유거 (幽居), 한지

등고도남문루 (登故都南門摟), 한지 삼경금욕(三庚今欲), 양지

거정금 (居停金), 한지 백마산이O (白馬山二O),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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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별O산백병사락윤 (O別O山白兵使樂倫), 한지 제일OO (第一OO), 한지

기고자 박OO (寄稿者 朴OO), 양지 가O보생용 (家O報生勇), 한지

거주강화군길상면온수리, 양지 아동OO (我東OO), 한지

경기도O (京畿道O), 양지 기고 (奇禞), 양지

그림 Ⅱ-46. 이문회시집편찬기고원고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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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7. 부산마산상황일반 실체 현미경 관찰 (×1.6)

- 부산마산상황일반

청사진, 양지 마산상황일반(馬山狀況一斑), 양지

마산부호O인구조사표, (馬山府戶O人口調査表), 한지 학교일람(學校一覽), 내지, 양지

학교일람(學校一覽), 표지, 양지 부산거류민단역소처무규정 (釜山居留民團役所處務規程),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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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북도희천군서면극성리측동금광채굴특허출원진정에과한각서

- 청구서철

청구서 1 청구서 3, 표지

청구서 3, 내지 청구서 4, 표지

청구서 4, 내지

그림 Ⅱ-48. 평안북도희천군서면극성리측동금광채굴특허출원진정에과한각서 실체 현미경 관찰 (×1.6)

양지

그림 Ⅱ-49. 청구서철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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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허차에 관한 문서

한지 도면 (지도)

도면 (봉투 1) 도면 (봉투 2)

도면 (봉투 3) 도면

봉투 7 (양지) 한지(空閑地貸下請願)

그림 Ⅱ-50. 토지허차 실체 현미경 관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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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한지, 갈변

한지, 내지

- 한국관보

그림 Ⅱ-52. 한국관보 실체 현미경 관찰 (×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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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재도회

4. 요약

규장각 소장 주요 외서 지류 자료의 상태 및 특성 조사를 통하여 중국서, 외교문서, 근대기록물들의 

노화 상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노화 상태 조사에서는 육안판단 하에 선정된 중국서 양호 도서는 pH 6.8을 나타냄으로써 안정한 상

태였으며 불량, 매우불량 도서는 각각 pH 4.5, 4.3을 나타내어 종이 내 셀룰로오스의 지속적 분해가 발생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서는 한지에 비해 얇은 종이로 구성되어 있어 노화에 더

욱 취약한 종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에서는 각각 재질별로 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성 재질 중 양지와 죽지의 

경우 pH 4~6 범위였고 한지의 경우 pH 5 이상을 나타내었다. 양지의 경우 두껍고 표면 평활성이 좋아 

오히려 근대기록물의 한지와 죽지보다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 다만 잉크의 종류에 따라 일부 잉크 

번짐 및 잉크 주변 노화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에 사용된 한지 및 죽

지는 양지보다 두께가 얇아 손상 및 손실될 가능성이 더 크고 특히 도면, 지도로 사용된 종이는 황변과 

황색 반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서와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에서 도서 표면 훼손 정도와 색도 결과는 대기, 먼지, 미생물, 사람들

과 접촉할 수 있는 도서 상·하단부가 중앙부에 비해 훼손된 부분이 더 많았다.

이상과 같은 노화 상태와 종이 특성 분석 결과는 중국 외서, 외교 문서 및 근대기록물의 현 상태를 파

악하여 이후 적절한 보존 방안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는 서고 내에서 적절한 

온습도 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지만 훼손된 부분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강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림 Ⅱ-53. 삼재도희 실체 현미경 관찰 (×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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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 선정 

1. 연구 목적

중국외서,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의 노화 상태를 파악한 결과 양호한 상태부터 매우 불량한 상태까

지 훼손된 정도가 상이하였다. 따라서 각 도서 자료의 노화 상태에 알맞은 보존처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선행 실험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가 진행되어 강도가 저하된 도서의 보강처리를 위

해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를 제작 또는 선정하여 보강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중국외서,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에 대한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지만 보강 실험의 경우 중국 외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따라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외서와 유사한 구성 섬유를 갖는 종이를 이용하여 노화 모델을 제작하였다.

2. 연구 방법

1)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 선정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는 섬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서 구성 섬유와 유사한 종이를 인사동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대나무 펄프와 목재펄프가 혼합되어 제작되었으나 통상적으로 죽지라 불리며 판매

되고 있는 종이로서 이합지이며 평량 32 g/m2, 두께 93 ㎛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한 펄프 섬유를 배합하여 실험용 종이를 수초지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균일한 품질의 비목

재 펄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렵고 또한 이들로부터 제조된 실험용 수초지 물성의 균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상용 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노화 모델 종이로서 죽지의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염색약에 따른 정색반응 및 형태를 관

찰하고 중국서 섬유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Graff C-stain 용액으로 염색한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BX 

51,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정색반응, 섬유의 형태학적 특징, 섬유 길이와 폭을 관찰하고 측정하였

다. 또한 종이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Ⅲ-1 보강 실험에 사용한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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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화정도가 상이한 모델 종이 제작 

실험용 종이 모델 제작을 위해 ISO 5630-1 건식 노화방법과 ISO 5630-3 습식 노화 방법에 의거하여 

종이를 노화시켰다. 노화 후, 강도 특성으로 인열강도, 내절도와 보존 특성으로 pH, 색도, 셀룰로오스 중

합도, 결정화도를 측정하였다. 강도 특성인 인장강도는 ISO 1924, 인열강도는 ISO 1974에 의거하여 측정

하였고 내절도는 ISO 5626를 참고하여 추 무게 0.5 kgf 하에 측정하였다. 보존 특성인 색도는 Elrepho 분

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셀룰로오스 중합도(DP, Degree of polymerization)를 구하기 위한 점도는 

ISO 5351-1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노화 모델 종이는 노화 전·후의 인열 강도 감소율이 0%, 40%, 70% 

인 조건으로 노화 상태가 상이한 3가지로 제작하였다. 모델 종이 제작 조건을 선정한 후, 각 모델종이의 

결정화도와 FT-IR-ATR을 측정하였다. 결정화도는 Powder XRD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였고 

FT-IR-ATR을 이용하여 종이의 화학적 구조를 평가하였다. 결정화도는 가장 널리 쓰이는 Segal법 (Peak 

height ratio법)3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결정면 200 plane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I200과 110 plane과 200 plane 사이 최소값을 보일 때의 값인 IAM 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Crystallinity(%) =  ×100 
I200 - IAM

      I200

셀룰로오스 중합도(DP, Degree of polymerization)를 구하기 위한 점도는 Capillary viscometer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ISO 방법 외 신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V = C × t × d  [Eq. 1]

V = CED 용액의 점도, mPa·s (cP)

C = viscometer 상수 

t = 평균 경과 시간, s

d = 펄프의 밀도, g/cm3 

[Eq. 1] 으로 V값을 산출한 후 [Eq. 2]를 이용하여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 ŋi) 값으로 전환하였다.

ŋi = 954 log [V] - 325  [Eq. 2]

고유점성도값을 중합도(degree of polymerization, DP)로 전환할 때는 [Eq. 3]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DP 0.905 = 0.75 [ŋi]  [Eq. 3]

세 가지 식 [Eq. 1], [Eq. 2], [Eq. 3]을 이용하여 중합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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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실험용 재료 적절성 평가

노화 상태에 따라 선정된 중국서 중 서경휘찬, 삼재도회, 박고도, 통감석문변오, 대명회전은 중국 명나

라 시대 도서, 역대명신주의와 당서는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도서, 청삼통, 대청회전칙례, 강희자

전은 청나라 시대 도서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사용된 종이의 원료는 대나무, 마, 나무껍질, 볏짚 등

이 있고 그 중에서 죽지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5. 대나무, 마, 볏짚 섬유의 형태는 그림 Ⅲ-26와 같다. 실

체현미경 및 섬유식별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선정된 중국서들은 이러한 섬유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Ⅲ-2. 중국서 종이의 구성 섬유 형태6

볏짚섬유

마섬유

대나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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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죽지 섬유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활엽수 섬유와 대나무 섬유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고 염색약

에 따른 발색 또한 청색과 청회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섬유 길이는 0.7mm~1.7mm, 섬유 폭은 13㎛~68㎛ 

정도였다. 섬유 종류에 따른 길이는 측정할 수 없었으나 목재 활엽수 섬유 폭은 25㎛~68㎛, 대나무 섬유 

폭은 13㎛~44㎛ 정도였다. 중국서 강희자전, 당서의 섬유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섬유 형태, 섬유 길

이 및 섬유 폭이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한 죽지가 실험용 재료로 사용

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Ⅲ-3. 모델 종이의 섬유식별 사진

×200 배율

×100 배율

×50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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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의 구성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적 조성분을 분석한 결과 셀룰로오스를 이루는 글루코오스 

74.4%, 헤미셀룰로오스 15.8%, 리그닌 9.4%, 회분 0.5%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험에 사용한 죽지는 전통 

방법으로 제작한 한지의 구성성분과 비교하였을 때 셀룰로오스 함량이 더 낮고 헤미셀룰로오스 함량이 

2배 가량 높았다.

표 Ⅲ-1. 죽지와 한지의 구성 성분

구성성분 함량 죽지 한지

Cellulose, % glucose 74.4 82.2

Hemicellulose, %

xylose 8.9 4.0

arabinose 0.1 0.5

galactose 0.1 0.1

mannose 4.1 0.2

etc 2.6 2.2

Lignin, %
ASL 1.4 0.8

AinSL 8.0 8.8

Ash, % 0.5 1.1

합계, % 100 99.9

2) 노화 모델 제작 및 선정

죽지를 실험용 재료로 하여 상이한 노화 상태를 갖는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를 준비하였다. 노화 상태

는 색, 훼손 정도, 강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세 부류로 나뉘었다. 각 노화 상태에 따라 노화의 

진행 정도, 강도 보강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모델 종이 또한 세 그룹의 노화 상태를 

모사할 필요가 있었다.

실험용 종이 모델 제작은 ISO 5630-1 건식 노화방법과 ISO 5630-3 습식 노화 방법에 의거하여 노화

를 진행시킨 후 평가한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노화 후, 강도 특성으로 인열강도, 내절도를 측

정하였고 보존 특성으로 pH, 색도, 셀룰로오스 중합도를 측정하였다. 모델 조건 선정 후, 각 모델의 결정

화도를 측정하여 노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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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 특성

노화가 진행되면서 섬유는 분해되며, 이로 인해 섬유 자체의 강도가 감소되거나 섬유간 결합이 끊어지

기 때문에 종이의 강도는 감소한다. 종이의 인열강도는 섬유의 강도를 비교하는 척도로 인열강도가 감소

될수록 섬유가 더욱 분해된 것을 의미한다. 보존용지 규격을 정하는 표준법에서도 종이의 인열강도가 일

정 값 이상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물성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열강도의 감소에 따

라 노화상태를 분류하였다. 노화 초기에 인열강도는 빠르게 감소되었으며, 9일을 기점으로 인열강도는 상

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감소하였다. 즉, 노화 9일까지 섬유의 분해가 촉진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후에는 

건식노화종이가 습식노화 종이의 인열강도 값보다 더 빨리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약 4주간의 노화동안 종이의 인열강도는 최대 80% 정도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내절도 역시 건식 노화된 종이가 습식 노화된 종이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였다. 인열강도는 노화 9일 

이후에 감소폭이 완만한 반면, 내절도는 노화 9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노화 9일 정도면 섬유

의 분해에 의해 섬유 자체의 강도는 충분히 약해지지만, 섬유간 결합은 지속적으로 끊어지는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9일 이후에는 10회 이내의 값을 가져 강도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 습·건식 노화 후 인열강도 감소율

그림 Ⅲ-5. 습·건식 노화 후 내절도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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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도

종이는 노화가 진행되며 황변 현상을 발생한다. 이러한 종이의 색 변화를 제시하기 위해 L＊, a＊, b＊ 색

도를 측정하였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종이의 밝기는 감소하였으며 종이의 색은 점점 빨강/보라색과 노랑

색으로 치우쳐졌다. Ⅱ장에 제시된 매우 불량 상태의 중국서는 20–25 정도의 b＊값을 나타내어 실험용 

모델 종이와 약 5 정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L＊값은 모델 종이보다 현저히 낮은 값(평균 65)을 가졌고 a＊ 

값 또한 5–7 정도로 모델 종이에 비해 더 붉은 색을 띠었다. 따라서 인열강도와 내절도는 80%에 가까운 

저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로 노화시킨 종이의 색도는 실제 중국 외서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색을 실험용 모델 종이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노화상태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3) 종이의 pH

종이의 노화 과정 중 산 가수분해와 산화 등을 통해 섬유는 분해되는데 이 때 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수분과 반응할 경우 산을 형성하여 셀룰로오스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 따

라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종이의 pH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림 2-12는 노화시간에 따른 종이의 표면 

pH를 측정한 결과이다. 노화 전 6 정도의 pH를 나타냈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4.5 정도까지 감소하

였으며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건식 노화와 습식 노화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3-13은 점도로 측

그림 Ⅲ-6. 습·건식 노화 후 색도 L＊값 그림 Ⅲ-7. 습·건식 노화 후 색도 a＊값

그림 Ⅲ-8. 습·건식 노화 후 색도 b＊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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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셀룰로오스의 중합도를 나타낸다. 노화 시간에 따른 중합도의 감소는 섬유가 분해되는 것을 의미한

다. 셀룰로오스의 중합도 감소와 종이의 표면 pH의 감소는 공통적으로 노화 9일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으

며 그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폭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림 2-4의 인열강도 감소 경향과 유사한 결과로 노

화 초기에 빠르게 분해되다가 9일을 기점으로 분해 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Ⅲ-9. 습·건식 노화 후 pH 그림 Ⅲ-10. 습·건식 노화 후 중합도

(4) 노화 모델 종이 조건 선정

노화 후 강도특성, pH 및 중합도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종이의 제작은 비교적 강도 감소율이 빠른 건식 

노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노화 정도는 그림 Ⅲ-4의 노화 전·후의 인열강도 감소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강도 감소율이 0%인 조건 (노화처리 하지 않은 종이)을 양호 모델, 인열강도 감소율이 40%인 조건

을 불량 모델, 70%인 조건을 매우 불량 모델로 선정하였다. 즉, 건식 조건 (105℃)에서 노화 시간 0일, 6일, 

18일로 달리 처리하여 얻은 종이를 각 노화상태를 모사하는 모델로 준비하고 보강 실험에 사용하였다.

(5) 노화 종이의 결정화도

셀룰로오스는 결정영역과 비결정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정영역의 비율에 따라 강도, 노화에 대한 

저항성 등이 영향받는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여 왔다.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는 결정영역의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종이의 노화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XRD를 이용하여 각 노화 조건별(상태별) 

종이의 결정화도를 측정하였다. 결정면 200 plane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I200과 110 plane과 200 plane 

사이 최소값을 보일 때의 값인 IAM 을 이용하는 Segal법 (Peak height ratio법)으로 결정화도 결과를 도출

하였다. 양호상태의 노화 모델 종이(노화처리하지 않은 시료) 의 결정화도 65.8%였고 불량상태의 노화 모

델 종이(인열강도 40% 감소 시료)의 결정화도는 64.1%, 매우불량 상태의 노화 모델 종이(인열강도 70% 감

소 시료)의 결정화도는 55.4%였다. 노화상태가 불량할수록 결정화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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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IR-ATR에 의한 화학적 구조 분석

Ⅱ장 중국본 도서의 FT-IR-ATR 방법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Lojewska 등의 논문을 참고하

여 산화 지수(oxidation index)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측정값이 매우 작아 산화 지수를 구하기가 어려웠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carbonyl기 영역인 1620cm-1과 carboxyl기 영역인 1730cm-1 값을 비

교하였다. carbonyl 영역대인 1620cm-1 에서 양호, 불량, 매우 불량은 0.007969, 0.009477, 0.011061의 값

을 보였고 carboxyl기 영역대인 1730cm-1 에서는 0.002438, 0.00331, 0.003491 값을 보였다. 중국본 도

서의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carbonyl 기와 carboxyl 기의 값이 매우 작았다. 노화 상태가 불량해질수록 

carbonyl 기와 carboxyl 기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종이 노화에 있어 두 작용기가 영향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1. 노화 모델 종이 XRD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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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노화된 중국 외서의 보강처리를 위해 유사한 구성성분을 갖는 죽지를 구매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건식 노화 조건과 습식 노화 조건에서 4주간 노화를 진행하며 노화시간에 따른 시료 종이의 강도 특성, 

pH 및 중합도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노화상태를 갖는 모델 제작 조건을 선정하였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열강도와 내절도는 감소하였으며, 중합도 및 pH 역시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인열강도와 중합도, pH는 노화시간 9일 정도까지는 급격히 떨어지지만 그 이상 노화를 시킬 경우 

저하 속도는 줄어들었다. 종이의 색 역시 황변 현상이 발생되지만, 실제 오랜 기간 보관되어 온 중국 외서

와 같은 수준의 황변 및 갈변을 실험실 조건으로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강도를 나

타내는 인열강도를 기준으로 삼아 인열강도 저하률 40%와 70%를 불량 및 매우 불량 노화상태로 간주하

고 노화 모델 종이를 제작하고 이에 보강처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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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학적 보강 방법에 따른 노화 종이의 강도 향상 

능력 및 보존성 평가

1. 연구 목적 및 방법

종이의 노화는 산 촉매 가수분해(acid catalyst hydrolysis)와 산화(oxidation) 반응 기작에 의해 셀룰

로오스 분자 체인이 분해됨으로써 강도저하 및 황변 등이 발생한다7, 8, 9, 10. 이러한 기작을 통해 노화된 종

이의 산을 제거하고 약화된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보존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특히 손상이 극심한 밀랍본의 밀랍 제거 및 보강 처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주로 한지로 이루어진 지류자료에 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에 존재

하는 닥 섬유 외 다른 섬유로 구성된 지류 자료에 대해서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한지 외 기타 섬유로 

구성된 지류 자료의 강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강도보강 방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외서의 기초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노화모델을 제작하고 

여러 보강 방법 중 화학적 보강 방법으로 강도 향상 능력과 보존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강도 향상 능력

으로는 인열강도, 내절도, 인장강도를 측정하였고 보존성 평가로 pH, 셀룰로오스 중합도, 결정화도를 평

가하였다. 또한 재노화 후 특성을 평가하였다.

2. 화학적 보강 방법 조사  

열화된 종이 내 산을 중화하고 강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30년대 알칼리토금속을 이용하는 탈산처리 

방법이 개발된 이후, 여러 화합물을 적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기록물관련 기관에서

는 노화된 지류 자료의 효과적인 탈산 및 강도보강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1, 12.

노화 종이의 강도를 보강하는 방법에는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표면코팅, 라미네이팅(laminating), 라이

닝(lining), 배접, 리프캐스팅(leaf-casting), parylene 코팅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라미네

이팅, 라이닝, 배접, 리프캐스팅은 훼손된 부분 또는 구멍 등을 유사 섬유나 종이 또는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하여 보강처리하는 일종의 물리적 보강 방법이다.

화학적 보강 방법으로는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표면코팅, 그라프트 공중합(graft copolymeration)

를 이용하는 방법, parylene 코팅, aminosilane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셀

룰로오스를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13 또는 에테르화(etherification)하여 변성 처리한 것으로 CMC 

(carboxymethylcellulose), HPC(hydroxypropylcellulose), MC(methylcellulose),  EC(ethylcellulose), CN 

(cellulose nitrate), CA(cellulose acetate) 등 여러 종류가 있다. CMC 또는 MC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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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화된 종이의 강도를 보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14, 15, 16, 17, 현재는 강도 보강과 노화안

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보이는 MC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

어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밀랍본 보존복원에 대한 방안으로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

고 MC가 열화 후에도 보존성이 우수하고 강도 유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19. 하지만 

원료, 적용 방식, 노화 방식에 따른 차이로 인해 연구자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약품의 종류가 상

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라프트 공중합 방법(graft copolymeration)20의 한 예는 단량체 ethyl acrylate(EA)

와 methyl metacrylate(MMA)를 이용하여 셀룰로오스와 반응시키는 방법이다. ethyl acrylate(EA)와 

methyl metacrylate (MMA)의 혼합 기체를 종이 내 침투시키고 약 18시간 동안 Co-60이 방출하는 감마

선을 조사하면 종이 내에서 공중합 반응이 일어난다. 처리 후에는 종이 구조를 강화시키지만 감마선 조

사로 인해 셀룰로오스의 중합도가 감소하고 종이 무게가 10~20%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Parylene 코

팅방법21은 poly-para-xylylene 분자를 이용하여 종이 표면을 코팅시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분말형태의 parylene dimer를 150~250℃ 진공에서 승화시킨다. 두 번째는 dimeric 

parylene 기체를 650℃~690℃에서 열분해 챔버를 통과시킨다. 세 번째로 열분해 챔버를 통과한 기체를 

상온 챔버에 확산시켜 종이 표면에 흡수되도록 한다. 이 코팅방법은 종이 내부로 침투하여 균일하고 얇

은 필름을 형성된다. 하지만 제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Aminosilane을 이용하는 방법22은 탈

산과 강도 보강 처리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amino alkyl alkoxy silane 약품을 이용하여 비

수용성 용액 또는 가스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주로 탈산은 침적방법으로 진행하고 보강은 가스상 플

라즈마 처리로 진행된다. 이 방법은 종이가 황색으로 변색이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노화된 지류 자료에 

적용하기까지는 안정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실험용 노화 종이의 보강 처리 및 성능 평가*

1) 공시 재료

본 연구를 위해 Ⅲ장에서 인열강도 감소율 0% ‘양호’, 40% ‘불량’, 70% ‘매우 불량’의 해당 조건으로 제

작한 모델 종이를 사용하였다. 보강실험에 사용한 약품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메

틸 셀룰로오스(MC, methyl cellulose),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CMC, carboxymethyl cellulose)와 폴리

비닐 알코올(PV, polyvinyl alcohol), 산화 전분(OS, oxidized starch)을 선정하였다.

*　해당 내용은 논문 투고 중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요약 발췌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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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강도보강 선정 약품

약품명 표기 특성 구입처

1
메틸 셀룰로오스

Methyl cellulose 

MC 15 15 cP, 2% in H2O (20℃)(lit.) SIGMA-
ALDRICH

MC 25 25 cP, 2% in H2O (20℃)(lit.) SIGMA-
ALDRICH

2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arboxymethy lcellulose CMC low viscosity, 50-200 cP, 
4% in H2O (25℃)(lit.)

SIGMA-
ALDRICH

3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PV Mw 31,000 ~ 50,000 g/mol SIGMA-
ALDRICH

4
산화전분

Oxidized Starch OS C-3010 SAMYANG GENEX

2) 보강 처리 방법 및 성능 평가

선정된 약품 중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기존에 보고된 문헌17을 참고하여 용액을 준비하였다. 폴리비닐

알코올(PVOH)은 90℃ 이상의 온도에서 20분 동안 교반하여 용해시켰고 산화전분(OS)은 90℃ 이상 온

도에서 30분간 호화하여 준비하였다.

세 노화 모델 종이의 강도 보강 처리는 침지법(impregnation or immersion, 이후 ‘I’로 표기), 도포법 

(coating, 이후 ‘C’로 표기), 분사법(spray, 이후 ‘S’로 표기) 세 가지로 진행하였다 (그림 4-1~그림 4-3). 침

지법은 보강 용액에 1분간 침지시킨 후 실험에 사용된 죽지를 대고 고무 롤러를 이용하여 종이 표면에 

도포된 과량 용액을 제거하고 23℃, RH 50% 조건에서 자연건조 하였다. 도포법은 붓을 이용하여 종이 

양면에 도포한 후, 종이 표면의 과량 용액을 제거하고 침지법과 동일하게 자연 건조하였다. 분사법은 압

축식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판 위에 종이를 두고 좌우 5번, 상하 5번씩 양면 분사 하였다. 분사 후에는 

과량 용액 제거 후 침지법, 도포법과 동일하게 자연 건조하였다. 과량의 용액 제거 및 건조 과정은 그림 

Ⅳ-4~Ⅳ-5에 나타나 있다

강도 보강 처리 시 약품의 목표 픽업량(pickup weight)을 1 g/m2~3 g/m2 으로 조절하였다. 보강능력 

평가는 강도 특성으로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절도를 측정하였고 보존 특성으로 색도, 점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Ⅳ-1. 침지법(1분간 침지) 그림 Ⅳ-2. 도포법(붓으로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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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강도 보강 약품별 종이의 물성 변화 

노화 상태가 각각 ‘양호’, ‘불량’, ‘매우 불량’인 모델 종이에 대해 각각 메틸 셀룰로오스 (MC, methyl 

cellulose),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MC, carboxymethyl cellulose), 폴리비닐 알코올 (PV, polyvinyl 

alcohol), 산화 전분 (OS, oxidized starch)을 이용하여 강도 보강 처리를 실시하였다. 처리 방법으로는 침

지법 (I), 도포법 (C), 분사법 (S)을 이용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도포법으로 강도 보강 처리된 종이에 대해 

약품 종류 및 원지 노화 상태에 따른 물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Ⅳ-6은 도포법으로 강도 보강 처리 시 약품의 종류에 따른 종이의 인장강도 결과이다. 강도 보강 

약품의 픽업량이 약 1 g/m2에서 약 3 g/m2까지 증가함에 따라 종이의 인장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강도 보강 약품의 종류별로는 MC15, MC25 및 CMC를 사용한 경우 대체적으로 유사한 

픽업량 조건에서 PV 또는 OS 처리된 종이에 비해 더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냈다. 무처리 종이의 인장강도 

대비 강도 보강 처리된 종이의 인장강도 변화율을 동일 픽업량 (2 g/m2)에서 비교하였을 때 모든 노화 상

태 조건에서 MC15, M25, CMC 사용 시 높은 인장강도 증가율을 보였다. 노화 상태가 양호인 종이에 보강 

처리한 경우 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소 72%에서 최대 110%까지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MC15, MC25 및 

CMC를 사용하였을 때 인장강도가 90%이상 증가하였고, PV와 OS 사용 시 72%가량 증가하였다. 노화 상

태가 불량인 종이의 경우 최소 61%에서 최대 94%까지 인장강도가 증가하였고, 매우 불량인 종이의 경우 

그림 Ⅳ-4. 과량의 용액 제거그림 Ⅳ-3. 분사법(스프레이 이용)

그림 Ⅳ-5. 자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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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에서 최대 65%까지 인장강도가 증가하여 다른 노화 상태 조건 (양호, 불량)에 비해 더 적은 증가

율을 나타냈다. 양호 종이의 보강율이 가장 좋고 노화상태가 매우 불량인 경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

다. 이는 노화 시 발생한 섬유간 각질화와 셀룰로오스 분해로 인해 한정된 픽업량 조건에서 화학약품에 의

한 강도 효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절도 역시 인장강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Ⅳ-6. 약품 도포에 따른 양호 시료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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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MC와 CMC가 적용되었을 때 강도 개선 효과가 가장 좋았으며 픽업

량의 증가는 강도 개선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일 미쳤다. 시료의 상태에 따라서는 양호 시료의 경우 화학적 

보강 처리에 의해 강도가 두 배 가량 향상되었으나, 노화 상태가 불량인 경우 강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 강도 보강 처리 방법별 물성 변화

강도 보강 약품의 종류 중 MC 15, MC 25 및 CMC를 이용한 처리가 종이의 인장강도 및 내절도 향상

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고 서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따

라서 본 절에서는 이들 약품 중 하나 (CMC)를 선정하여 강도 보강 처리 방법 (침지법, 도포법, 분사법)에 

따른 종이 물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CMC를 이용한 강도 보강 처리 시 처리 방법 및 원지의 노화 상태에 따른 종이의 내절도 결과가 그림 

Ⅳ-7에 제시되어있다. 처리 방법 중 분사법이 침지법 및 도포법에 비해 내절도가 다소 낮았고, 매우 불량 

원지의 경우 처리 방법간 내절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동일 픽업량 (2 g/m2)에서의 내절도 값을 비교해

보면 양호 원지의 경우 침지법 및 도포법 이용 시 내절도가 각각 무처리 종이 대비 120%, 119% 증가하

였고 분사법이 100%로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불량 원지도 마찬가지로 침지법과 도포법이 

분사법에 비해 내절도가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매우 불량 원지의 경우 세 가지 방법간 내절도 증가율이 

최소 53.0%에서 최대 63.9%로 크지 않았다. 동일 픽업량에서 침지법과 도포법이 분사법에 비해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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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절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섬유간 공극 및 섬유간 계면으로 약품의 침투가 더 용이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강도 보강 처리 방법에 따른 종이의 L*, a*, b* 값은 CMC의 픽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처리 종이 대비 

L*값이 감소하였으나 처리 방법 (침지법, 도포법, 분사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도 보강 

처리 방법이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7. CMC 처리에 따른 양호 모델 종이의 내절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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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강 처리에 따른 보존성 평가*

1) 재료 및 방법

보강 처리를 통해 노화 종이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보강 처리된 종이의 보존성이 향상되었는

지 알기 위해서는 재노화 시 보강 효과 유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어떤 약품 처리가 우수한 강도 개

선 효과를 보였다하더라도 보관 시 종이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이는 보존 특성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약품 처리에 의한 보강 효과 못지않게 재노화 시 강도 유지 성능을 평가하는 보존성 평가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노화를 통한 보존성 평가를 보강 처리 시 우수한 강도를 보인 보강 방법으

*　해당 내용은 논문 투고 중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요약 발췌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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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한 시편으로 진행하였다. 재노화는 ISO 5630-3 습식 노화 방법에 의거하여 80℃, RH 65% 조건에

서 7일간 진행하였다. 노화 후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절도를 평가하여 보존성을 평가하였다. 물성 감소율

(reduction rate)는 아래 식과 같이 보강 처리된 종이의 물성 대비 변화된 물성의 백분율로 구하였다.

감소율(reduction rate, %) =  ×100
재노화 전 보강종이물성치 - 재노화후물성치

재노화 전 보강종이물성치

감소율이 양의 값을 가지면 보강 처리되었던 종이의 물성이 재노화 과정에 의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

고, 음의 값을 가지면 재노화 후 물성 값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 결과 및 고찰

강도 보강 처리된 종이를 습식 조건에서 다시 노화시키고 물성 변화를 측정하여 보강 처리 효과의 지

속성으로부터 보존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Ⅳ-8은 도포법으로 보강 처리 후 재노화시킨 종이의 인

장강도와 재노화 전 강도 대비 감소율을 나타낸 것으로 처리 약품 및 픽업량에 따라 도시한 그래프이다. 

왼쪽 그림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강도 보강 처리를 하기 전 양호 종이의 인장강도 값이다 (control 

값). 원지의 인장강도 값은 약 30 Nm/g 이었고, 강도 보강 처리된 종이를 재노화시킴에 따라 강도가 감소

하더라도 절대값 자체는 30 Nm/g보다 더 큰 수준이었다. 특히 약품이 픽업이 1 g/m2 근처로 가장 적게 

도포되더라도 재노화 후 모든 약품에 있어서 기존 control 종이의 인장강도 보다 더 높은 값을 여전히 유

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강 후 값과 비교시 강도 개선 효과가 적었던 PVOH와 전분을 제외하고는 재

노화에 의해 강도가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강도 보강 처리 후 종이를 재노화시키더라도 기

존 원지 강도 대비 높은 값을 유지하므로 종이의 인장강도 측면에서는 보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오랜 시간 보존을 고려한다면 재노화에 따른 강도 감소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약품을 선정할 필

요가 있다.

5.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외서의 기초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노화모델을 제작하고 

여러 보강 방법 중 화학적 보강 방법으로 강도 향상 능력과 보존성을 평가하였다.

강도 보강 처리에 의해 종이의 인장강도 및 내절도가 증가하였지만 인열강도는 감소하였다. 약품 종류 

중 MC15, MC25, CMC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냈으며 픽업량이 증가할수록 보강 효과는 더욱 증대하였

다. 강도 보강 방법 중 침지법 및 도포법으로 처리 시 분사법에 비해 종이의 인장강도와 내절도가 더 크

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매우 불량 원지를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별 보강 효과 차이는 미비하였

다. 노화상태가 양호한 종이는 보강 처리에 의해 두 배 가까운 강도 향상 효과를 보였지만 노화상태가 

매우 불량인 종이는 보강 처리에 의한 강도 향상 능력이 양호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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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무처리 원지에 비해서는 높은 강도 값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화학적 보강 처리의 경우 

약품의 종류와 픽업량이 가장 큰 영향인자이며 처리 방법에 의한 영향은 작음이 밝혀졌다.

모든 강도 보강 약품에 대해서 재노화 후 강도 유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보강처리된 종이는 습식 열화

에 의해 강도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무처리 원지보다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내절도 및 인열강도는 원지

의 노화 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우수한 강도 개선 효과를 보였던 약품이 재노화 후 강도 감소

율이 높았으며 일부 약품의 경우 재노화 후 종이의 pH가 낮았다. 따라서 지류 자료를 보강 처리 후 오랜 

기간 보관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강 약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8. 양호 시료의 보강 후 재노화에 따른 인장강도(좌)와 인장강도 감소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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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지류 소장 자료를 위한 적절한 보강 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외

서 지류 자료를 분석하여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 보강 기술을 적용 및 평가하며, 새로운 보강 처리 방안

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 외서,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험

실적 화학적 보강 기술 연구를 위해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를 선정하고 다양한 약품을 이용한 화학적 보

강 처리 후 보강 능력 및 보존성을 평가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 중 육안상 양호, 불량, 매우불량 세 가지 노화상태로 대표적 중국 외

서를 선정하고 섬유 특성, 훼손정도, 두께, pH 및 산화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노화상태 양호 

도서는 pH 6.8, 불량 도서는 pH 4.5, 매우 불량 도서는 pH 4.3을 나타내어 불량 및 매우 불량 도서의 경

우 셀룰로오스의 지속적 분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강 처리 외에 중화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서는 한지에 비해 얇은 종이로 구성되어 있어 노화에 더욱 취약한 종이 구조를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문서 및 근대기록물은 각각 재질별로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외교문서의 경우 다양한 워터

마크가 있는 양지가 사용되었는데 이 양지는 대체로 두껍고 평활성이 좋아 보존상태가 양호하였다. 다만 

잉크의 종류에 따라 일부 잉크의 번짐과 잉크 주변의 노화 및 변색이 진행되고 있었다. 근대기록물의 경

우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도면, 지도로 사용된 종이는 두께도 매우 얇고 황변과 황색 반점

이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 도서를 제외하고 한 도서 내 종이의 크기, 두께 등이 다양하여 이에 따른 

훼손 현상도 빈번하게 볼 수 있어 적절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질의 종류, 크기 등의 특성에 맞게 분류

하여 분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는 서고 내에서 적절한 온습도 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지

만 훼손된 부분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강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대기, 먼지, 미생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도서 상·하단부가 중앙부에 비해 훼손된 부분이 더 많

고 변색 정도도 심한 결과로부터 외부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중국서, 외교문서, 근대기록물의 기초 노화 상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보강 방법을 마련하기 위

해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를 선정하고 이에 화학적 보강 기술을 적용하였다. 노화된 중국 외서의 보강처

리를 위해 유사한 구성성분을 갖는 죽지를 구매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건식 및 습식 노화 방법으로 시

간에 따른 종이의 특성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노화상태를 갖는 모델 제작 조건을 선정하였다. 노

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열강도와 내절도는 감소하였으며, 중합도 및 pH 역시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

히 인열강도와 중합도, pH는 노화시간 9일 정도까지는 급격히 떨어지지만 그 이상 노화를 시킬 경우 저

하 속도는 줄어들었다.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 조건은 섬유의 강도를 나타내는 인열강도를 기준으로 삼

아 인열강도 감소율 40%와 70%를 불량 및 매우 불량 노화상태로 간주하여 노화 모델 종이를 제작하고 

이에 보강처리를 실시하였다.

강도 보강 처리 약품 중 메틸셀룰로오스(MC)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가 가장 좋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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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인장강도 및 내절도를 향상시켰다. 픽업량이 증가할수록 보강 효과는 더욱 증대하였지만, 인열

강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강도 보강 방법 중 침지법 및 도포법으로 처리 시 분사법에 비해 종이의 인장

강도와 내절도가 더 증가하였지만 방법간의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았다. 특히 매우 불량 원지를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별 보강 효과 차이는 미비하였다. 노화상태에 따라 강도 개선 효과가 상이하였으며, 매우 

불량인 경우 화학적 보강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도값에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화학

적 보강 처리의 경우 약품의 종류와 픽업량이 가장 큰 영향인자이며 처리 방법에 의한 영향은 작음이 밝

혀졌다. 모든 강도 보강 약품에 대해서 재노화 후 강도 유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보강처리된 종이는 습식 

열화에 의해 강도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무처리 원지보다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우수한 강도 개선 효

과를 보였던 약품이 재노화 후 강도 감소율이 높았고 일부 약품의 경우 재노화 후 종이의 pH가 낮았다. 

따라서 지류 자료를 보강 처리 후 오랜 기간 보관하고자 할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강 약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물리적 보강 방법 적용 및 보강 처리의 가역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노화 지류에 대한 다양한 

보강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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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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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아교 포수 처리 전후의 역학적·화학적 성질을 비교 고찰

-   객관화된 평가 시스템인 KES-FB System(Kato Tech Co., Ltd., 일본)을 이용하여 역학적 성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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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물조사 및 결과

1. 연구 목표 및 방법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가운데 일부 서화 및 지도류는 종이바탕이 아닌 직물 바탕에 그려져 있

다. 직물은 섬유를 기본 단위로 하지만 종이와는 다른 역학적·화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들 유물의 적

절한 유지 관리 및 추후 모사 제작을 위해서는 바탕재질로 사용된 직물소재의 재질/구조/특성에 대해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실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떠한 종류의 직물이 바

탕재질에 사용되었는지 그 구조를 관찰·분석 하였으며, 자연 박락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주사현

미경을 이용한 섬유 동정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방법

규장각 소장 문화재의 상태 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       자료목록 선정

•       Video Microscope를 이용한 조직구성 분석

•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색상 분석

자료목록의 선정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의 양수연 연구원의 도움으로 소장 유물 가운데 직물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되는 채색 고서화 및 지도류를 선별하였고, 그 가운데 직물 바탕인 것이 확인되는 총 

21점의 유물을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표 1, 표 22와 같으며, 해제의 내용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의 원문

자료 DB에서 제공하는 것을 요약하고 원문에서와 같이 저자명을 ( )안에 표기하였다. 규장각의 해제가 

누락된 일부 유물에 대해서만 다른 자료를 인용하고, 이는 참고문헌에 표기 하였음을 일러둔다.

Video Microscope(Sometech) 관찰은 ×60, ×160의 두 배율(자체 배율로 일반 현미경 배율과 차이 

있음)에서 실시하였고 유물의 세로방향을 경사방향으로 하여 촬영하였다. 저배율에서는 직물의 조직구조

를, 고배율에서는 사용된 실의 굵기 및 조직점 구성을 관찰하였다. 실물화상을 그래픽 이미지로 저장하여 

직물의 밀도 및 실 굵기를 측정, 기록하였다. Spectrophotometer(Minolta, 2600-d)를 이용한 색상분석은 

바탕소재의 동정 및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각 유물의 바탕(그림 또는 글씨가 없는 바탕부분)의 색도를 측

정하여 그 결과를 CIE L*a*b*, Munsell color value(Hue)의 색상 표시 체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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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직물 조직 관찰) 2) 자연 박락편 샘플 채취

4) Video Microscope를 이용한 세부 관찰3) Video Microscope를 이용한 세부 관찰

그림 1. 실물조사 과정

6) Spectrophotometor를 이용한 색상 분석5) Spectrophotometor를 이용한 색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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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물 바탕의 규장각 소장 문화재 - 서화류(12점)

청구기호 서명 저자 간행년대 책수 size 해제 요약

奎古 
312 1

兪彦鎬影幀 
유언호 초상

李命基 
(이명기)

正祖 
11(1787) 1첩

116.0×
56.0 cm 
175.0×
74.0 cm

조선후기의 학자 유언호(兪彦鎬, 1730~1796)의 58세 때의 초
상화이다. 유언호는 본관이 기계(杞溪), 자는 사경(士京), 호는 칙
지헌(則止軒)으로 정조 연간의 대표적인 문신이다. 세 「유언호초
상」은 그림 왼편에 “崇禎三丁未 畵官 李命基 寫”란 기록이 있어 
1787년에 이명기(李命基)가 그렸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의 윗부
분에는 정조의 어평(御平)이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청)

奎古 
310

兪漢雋影幀 
유한준 영정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은 조선 후기 학자로 자는 만천(曼
倩) 또는 여성(汝成)이고, 호는 저암(著庵) 또는 창애(蒼厓)이다. 
남유용(南有容)의 문인으로 영조 44년(1768) 진사시에 합격하고 

김포군수·형조참의 등을 지냈다. (허인욱, 2009)

古

4206-
20

濬川試射閱武圖 
준천시사열무도

편자

미상

18세기 
영조년간 
:1724-
1776)

4책 28.6×
20cm

영조대에 행한 도성 하천의 준천 작업과 試射를 그린 채색 그림이
다. ≪濬川所座目≫＜古 4206-21＞과 같은 크기의 흰색 비단을 

그림의 바탕으로 삼았다. (김세은)

古貴

2435-1
天山大獵之圖 
천산대렵도

傳

공민왕
미상 1매 24.3×

22cm

고려의 恭愍王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白山 또는 雪山이라고도 불
리는 天山에서의 수렵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지름 37.5cm인 원
형액자 속에 보관되어 있다. 본래의 天山大獵圖는 횡권형태였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조각만이 남아 있다. 또한 공민
왕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同名의 그림 3쪽과는 그 솜씨가 틀려 동일인의 작품이 아닌 것으

로 판단된다. (이광렬)

古貴 
4250-
108-
v.1-5

義順館迎詔圖 
의순관영조도

鄭惟吉 
(정유길)

編

16C후
반-17C
초(선조 연
간 1567-

1608)

1첩 
(5절)

46.5×
38.5cm

義順館에서 명나라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파견된 遠接使 일행
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행의 명단과 의순관 주변의 경관을 그림
으로 남긴 화첩. 의순관은 平安道 義州의 압록강가에 있는 館으로 
世祖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
었다. 정유길은 1572년(선조 5)에 명나라에서 韓能世·陳三謨가 
새 황제(神宗)의 등극을 알리는 詔를 반포하러 왔을 때 원접사에 임
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도 이 때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
다. 드물게 남아 있는 16세기의 彩色圖로서 주목된다. (윤경진)

古大 
2435-3

安東附近繪圖 
안동부근회도

미상 미상
4폭 
병풍

97×39cm 
(各枚圖

幅:72.7×
32cm)

화면이 흐리며 민화 정도의 회화 수준, 19세기 이후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된다. (안휘준, 1989)

古屛 
915.18-
P993

平壤風景圖 
평양풍경도

미상 19세기경 10폭 
병풍

185×
33.5cm,  
原圖:87.5
×32.3cm

19세기경 평양의 풍경을 담은 그림 병풍. 모두 10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체가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다. 그림의 구도를 살
펴보면 평양의 풍경이 대략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평양의 전체 모습
을 자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그려놓고 있는 점에서 감상화와 지도
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평가된다. (노경희)

古軸 
2435-2

東門送別圖 
동문송별도

미상
숙종8年 序 
(1682) 1축 47.3×

1048cm

兪瑒(1614-1692‚ 字 伯圭‚ 號 秋潭)의 송별연 장면을 그린 그림으
로 비단 위에 채색화로 그렸으며‚ 그림 왼쪽에는 남용익의 서문과 당
시 자리를 함께 했던 유창‚ 남용익‚ 이조은‚ 그리고 유창의 아들 兪得一
(1650-1712‚ 字 寧叔‚ 號 歸窩)이 지은 송별시가 적혀 있다. (노경희)

古軸 
1149-

10

耆碩設宴之圖 
기석설연지도

沈喜壽 
(심희수)

撰

光海君13
年 
(1621)

1축 168×
57.5cm

1621년에 베풀어진 耆老會의 모습을 담은 그림과 심희수가 撰한 
贊文‚ 참여자의 座目 등으로 구성된 작품. 그림의 크기는 87.6× 
52.7Cm이나 이보다 컸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윗 부분과 오른
쪽에도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잘려나간 흔적이 뚜렷하
기 때문이다. 그림 아래 쓰여진 沈喜壽(1548-1622)의 贊文은 그
의 문집인 ≪一松先生文集≫에도 실려있어 두 글을 대조할 수 있
는데 대략 4-5줄 분량이 절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희수가 
쓴 찬문 끝에는 ‘天啓元年辛酉 冬至前一日(卽初八月)靺線老拙
靑城沈喜壽謹稿’의 款識가 적혀 있어 그림의 제작연대는 1621년
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원래 제목은 심희수의 문집에도 보이듯이 
＜耆英會圖＞였음이 확실하나 후대에 들어와 누군가가 족자의 뒷
면에 ＜기석설연지도＞라는 제목을 쓴 것으로 보인다. (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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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서명 저자 간행년대 책수 size 해제 요약

古軸 
4252.4-

31

壬辰戰亂圖  
임진전란도

李時訥 
(이시눌)

純祖34年 
(1834) 1축

172×
99cm 

(그림 141×
85.8cm)

1834년에 畵師 李時訥이 임진왜란 당시 釜山鎭과 多大浦鎭의 
전투 장면과 주변의 지리적 환경을 묘사한 족자 그림. 그림의 우측 
하단에는‘萬曆壬辰後二百四十參年甲午六月日 畵師本府軍器監
官 李時訥’이라는 款識가 적혀 있어 1834년 6월에 畵師 李時訥
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정밀하게 전투장면과 인물을 묘사하였으
며‚ 색채의 선택 등에서도 19세기 기록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200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제작한 ≪규

장각명품도록≫에 그림과 해설이 실려 있다. (강문식)

奎 
10292

關東十境 
관동십경

미상

18世紀 
(英祖年間: 

1724-
1776)

1첩 
(20
절 
42
면)

37.5×
25.2cm

關東十境의 그림과 그에 대한 詩를 모아 놓은 詩畵帖이다. 만든 때
는 확실하지 않다. 關東九境은 侍中臺‚ 叢石亭‚ 三日浦‚ 海山亭‚ 淸
澗亭‚ 洛山寺‚ 鏡浦臺‚ 竹西樓‚ 望洋亭 등이다. 十境이라 表題에 쓰
여 있으나 실제로는 九境밖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림은 靑·紅·
黃·褐色 등 다양한 色彩를 썼으며 수법도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奎 
10301

搢紳畵像帖 
진신화상첩

미상

18世紀 
(英-正祖年

間: 
1725-
1800)

1첩 
(11
절  
21
면)

44.6×
32.2cm

“ 英祖·正祖 年間의 高官의 畵像帖이다. 모두 22명의 畵像이 수
록돼 있다. {1}判書 성명미상. {2}判書 具翼, {3}判書 元戎 李敬懋, 
{4}判書 李在學이라 되어있을 뿐 화상은 없다. {5}判書 尹師國, {6}
參判 沈履之, {7}參判 宋淳明, {8}判書 閔台爀, {9}參判 任希敎, 

{10}判書 洪明浩, {11}參議 安聖彬, {12}參議 南鶴用, {13}參判 吳
載紹, {14}參議 李晋圭, {15}參議 洪鑰, {16}庶尹 鄭麟煥, {17}郡
守 具允斌, {20}參判 李義綱, {18,19,21,22}는 姓名未詳.

표 2.  직물 바탕의 규장각 소장 문화재 – 지도류 (9점)

청구기호 서명 저자 간행년대 책수 size 해제 요약

古大 
4709-
118

支那古地圖 
지나고지도

미상 미상

1첩  
(19
절)

74.2×
39.3cm N/A

古大 
4709-

91

遼薊關防地圖 
요계관방지도

李頤命 
作 

(이이명)

숙종32年
(1706) 末

10매 
병풍

241.5×
64.5cm 
(134.5×
64cm)

보물 제 1542호( 2008.03.12 지정). 『요계관방지도』는 어람용(御
覽用)으로 비단에 그린 10폭의 병풍이다. 우리나라 지도로서는 
매우 드물게 편찬자와 제작시기가 명시된 이 지도는 북방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18세기 초 조선의 지도 제작 수준을 보여준
다. 중국의 요동 지방에서 북경 근처의 계(薊) 지역에 이르기까지
의 상황을 그린 관방지도(關防地圖)이다. 1705년 청나라에 사행
(使行)을 다녀온 이이명은 사행 과정에서 구입한 명나라의 『주승
필람(籌勝必覽)』, 청대(淸代)에 만들어진 『성경지(盛京志)』의 「오
라지방도(烏喇地方圖)」, 조선의 「항해공로도(航海貢路圖)」와 「서
북강해변계도(西北江海邊界圖)」, 그리고 사행 과정에서 화사(畵
師)를 시켜 모사한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 등을 참고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손환일, 2011)

古屛 
759.
951-

G995g

耕織圖 
경직도

權東壽 
題 

(권동수)

고종39年
(1902)

12폭 
병풍

195.5×
41.5cm
(屛風) 

143.3×
35.8cm
(그림)

농사짓는 일과 누에치고 비단짜는 일을 그린 그림. 원래 안락한 궁
궐생활에 젖은 제왕에게 백성들의 생업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근
검절약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권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규장
각명품도록≫에는 앞 부분 6폭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강문식)

古屛 
912.
51-

J773-
v.1-2

朝鮮八道地圖 
조선팔도지도

미상

18世紀 
(英-正

祖 年
間:1725-

1800)

12폭 
병풍 
2책

180×
63.5cm

2쌍 6폭의 병풍으로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
도를 그린 지도이다.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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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서명 저자 간행년대 책수 size 해제 요약

古軸 
4709-
114

華東古地圖 
화동고지도

미상

선조25年
(1592)
以前

1축 187×
198cm

보물 제1590호(2008.12.22 지정). 조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
시아 지역을 그린 세계지도이다. 바다의 물결무늬 [수파묘(水波
描)], 중국의 연호와 지명 등을 볼 때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윤곽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
歷代國都之圖)』 (1402)와 유사하지만, 조선 부분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려졌다. 반면, 일본은 지도가 생략된 채 조선 남쪽에 
위치만 표시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조선만 자세히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위치만 간략히 표시한 방식은 16세기에 등장하는 중국 중
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지도로서 현전하는 것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본 지도는 16세기 동
아시아의 판도 및 조선전기 조선지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도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2014)

古軸 
4709-

12

箕城全圖 
기성전도

미상 미상 1축 167×
96cm

조선 인조 때 이징(李澄)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평양성 그림지도
의 사본으로 18세기 말 평양 성내를 비단에 채색으로 그린 지도이
다. 대동강에 떠 있는 배의 형국이라는 평양의 형세를 묘사한 회
화식 지도라는 점이 이채롭다. 서울을 그린 도성도(都城圖) 및 전
주전도와 함께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인 그림지도로서 과거의 
평양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古軸 
912.
515-
T614

統營圖 
통영도

미상

19세기  
초중반 
(純祖-哲宗

年間: 
1800-
1863)

1축 217×
107cm

통영의 산성과 내부의 관아 배치 및 군항(軍港)을 중심으로 주변
의 섬과 해역(海域)을 그린 그림지도이다. 비단에 채색하였으며 
글자가 마모되고 퇴색하여 해독이 어려운 곳도 있다. 실측지도와
는 차이가 많으나 당시의 통영에 대한 공간적인 인지(認知)를 제
공하며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옛 모습을 복원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奎 
12419

朝鮮八道地圖 
조선팔도지도

미상

18世紀 
(英-正祖 
年間: 
1725-
1800)

1첩  
(5절 

10면)

152×
93cm 
(102×

50.5cm)

정상기의 《동국지도》원본 계통의 필사본 지도로 10폭으로 되어 
있으며 8도를 축소 해 그린 전도, 정상기의 발문을 포함하여 8도
를 그린 지도이다. 발문에는 군현을 채색할 때 경기는 純黃(중심)
으로, 충청도는 紅白(남서)으로, 전라도는 純紅(남)으로, 경상도
는 靑紅(동남)으로, 황해도는 純白(서)으로, 강원도는 純靑(동)으
로, 평안도는 白黑(서북)으로, 함경도는 純黑(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지도에는 모든 군현을 純紅으로 채색하여 발문의 

내용을 따르고 있지 않다. (이기봉)

奎軸 
12167

唐畵綃本中國

地圖 
당화초본중국

지도

金喜敏 
編 

(김희민)

영조 41年
(1765) 1축 250×

357.4cm

대형 초(綃)비단에 섬세하게 중국 전역의 성곽을 그린 것으로 지
도 내 명칭들로 미루어 효종이 봉림대군으로 심양에 인질로 갔다
가 인조 23년(1645)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 첩으로 
된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으로 수백 개의 중국 성곽을 
성곽도로 나타내고 성의 위치를 정확히 그렸다. (동아일보, 1972)

3. 조사 결과

1) 조직구성 

예비조사에서 4~60배의 확대경으로 관찰 한 결과 총 21점의 자료목록 가운데 서화 9점, 지도 3점의 

12점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그림용 견직물(이하 화견)에 그린 것이고, 나머지 9 점은 평직의 견 또는 면직

물, 그리고 드물게 수자직물에 그린 것(당화초본중국지도)이 있었다. 따라서 크게는 화견과 그 외 직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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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견

견직물은 종이와는 다르게 배채背彩기법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얇은 견에 아교포수를 하여 투명하게 

한 바탕에 뒤에서 채색을 짙게 하면 앞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효과를 이용하여 화면의 앞뒤에서 함께 칠

하는 것이다. 이 배채기법은 고려불화에서도 보이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비단바탕이 아닌 삼베·모시 등의 

불투명한 재질로 바뀌면서 불화에서는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초상화에서는 이 배채기법이 한층 발전되

어 보다 계획적이고, 화면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박지선, 2004)

화견은 畵絹(한국, 중국) 또는 絵絹(えぎぬ, 일본)으로 표시하며, 현재 국내 생산·유통되는 것이 없

어 주로 중국산 기계직 화견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보존처리 용도로 특수 제작된 것

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용어에 대해 따로 정의하지 않으나 일본의 

Japanese Architecture and Art Net Users System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Parent, 2011) : 

Eginu絵絹 

Silk used for painting. Plain, nonglossy raw silk was favored. Called huajuan(Jp; *gaken画絹) in 

China. Until the Nara period in Japan, paper and hemp were used for painting, but from the 

Heian period onwards, eginu was employed. The very oldest silk was finely woven, but during 

the Muromachi period, a coarser weave called ashikagaginu 足利絹 was employed. In addition 

to plain weaves, patterned weaves(such as aya 綾; twill weave silk, and nume 絖; satin weave 

silk) were popular. The width of woven silk in Japan is generally 30-60cm, but some oversized 

pieces were woven for special commissions. For example, the width of the silk used for the 

Kamakura period, Mandala of the Womb World *Taima mandara 当麻曼荼羅 in Zenrinji 禅林

寺, Kyoto, is approximately 390.7 cm. However, usually, when a wider piece of silk was needed, 

two or more pieces were sewn together. Today various sizes of silk are woven.1

보존처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화견을 사용하였다는 언급은 있으나, 그 직조 정보, 또는 구조적 특징

이 언급된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유물의 구조 분석을 통해 이에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규장각 유물에 사용된 화견의 구조는 경사 2올이 1조로 교차 하는 사이로 위사가 통과하는 구조를 

가졌으며, 이는 <황희黃喜 영정> (박지선, 2004) 과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천주현 외, 2013)에 사용된 화

1    한글 역 : 회화에 사용되는 견. 평직의 광택이 없는 생견이 선호된다. 중국에서는 화견이라 불린다. 나라시대(~749) 까지는 종이나 삼베

(대마)를 많이 사용했으나 헤이안 시대(794~1185) 이래로는 견이 사용되었다. 가장 오래된 견직물은 곱게 짠 것이었으나, 무로마치 시

대(1336~1573)를 지나면서 아시카가기누(足利絹)라 불리는 성근 조직이 등장했다. 평직 뿐만 아니라 무늬가 있는 직조인 아야(綾, 능

직), 누메(絖, 수자직)와 같은 직물 또한 인기를 끌었다. 일본에서 수직물의 폭은 보통 30-60cm사이 이나, 간혹 특별한 목적으로 대형 

직물을 제작한 경우도 보인다. 교토 젠린지(禅林寺) 소장의 타이마 만다라(当麻曼荼羅)는 그 폭이 약 390.7cm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

적인 경우에는 넓은 폭의 견이 필요할 경우 폭을 이어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폭의 화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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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유사한 구조이다(그림 2, 3). 규장각 자료에 사용된 화견은 크게 3 분류로 나눌 수 있다:

① 경위사 같은 굵기의 실로 모사직模紗織, imitation gauze2으로 직조

② 위사에 더 굵은 실(경사의 약 1.5~2배)을 사용하여 직조

③ 경위사에 동일한 굵기의 실을 사용하나 위사를 2올 합사로 하여 직조

①은 요계관방지도, 화동고지도, 임진전란도 일부 등에 사용된 화견으로 경위사의 올 굵기가 거의 같

아 사紗직물과 같이 보인다(그림 4, 5). 두 지도에 사용된 화견은 상당히 가는 실로 제작되었으며 밀도는 

약 60 × 40 / inch. 로 유사하다. 

표 3.  직물 바탕의 구조 분석 결과

Title
실 굵기(mm) 밀도

구조적 
특징

실 간격 (mm) 위사 
올수

비고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간격 위사간격

유언호 초상 0.22 0.37 46 43 화견 0.2~0.6 0.65 1 위사 경사의 약 2배 한올로 사용

장황1 0.28 0.35 86 48 1×1 평직

장황2 0.35 0.35 89 53 1×1 평직

유한준영정 0.55 1.3 51 53 화견 0.5 1.9 2
위사 경사의 약 2배, 
조직 치밀한 편

장황(쪽색) 0.3 0.42 46 38 1×1 평직

2    화견의 구조는 경사 2올이 1조가 되어 위사를 위아래로 감싸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경사 2올이 1조로 위사를 감싸

는 것은 사직물(紗織物)과 유사한 방식이나, 사직에서는 경사가 위사를 감싸면서 대각선으로 교차하지만 화견은 위아래로 움직이기

만 하는 것이 다르고, 경사 1조간의 간격이 큰 성근 gauze 직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모사직(模紗織), 즉 imitation gauze로 

명명하였다.

그림 3.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의 화견 및 그 구조 (우)그림 2. 황희 영정 화견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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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실 굵기(mm) 밀도

구조적 
특징

실 간격 (mm) 위사 
올수

비고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간격 위사간격

준천시사

열무도 -1 0.12 0.25 60 50

화견

0.7 0.35 2 4책 모두 경위사 방향 
수직으로 사용

2 0.15 0.27 60 50 0.7 0.4 2 위사 2올 합사

3 0.15 0.35 60 40 0.9 0.5 2

4 0.12 0.25 60 40 0.9 0.5 2

천산대렵도 0.17 0.22 60 30 화견 0.6 0.55 1

장황
0.3/
0.25 0.1 90 40 3×1 바스

켓직
1 1 1

경사에 꼰사/푼사 임의로 배열, 
교직물

의순관영조도 0.16 0.2 60 40 화견 0.6 0.5 1
성근 밀도, 경사보다 약간

 굵은 위사 사용

동문송별도 0.13 0.13 46 38 화견 0.7 0.6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화-서간 여백 0.3 0.5 46 33 화견 0.2 0.3 1 경사 2배굵기의 위사 사용

표제 0.5 0.5 51 36 5매 경수자 문단, 5매 경수자 (비수 3)

서문 0.2 0.6 51 38 1×1 평직
실 너비로 미루어 경사방향 

가로로 사용

기석설연지도 0.2 0.4 61 14 화견 0.5 0.3 2
같은 너비의 실, 위사 2중 합사, 

조직이 느슨해보임

진신화상첩 -1 0.2 0.3 46 48

화견

0.7 0.3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2 0.2 0.4 46 48 0.6 0.4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3 0.15 0.3 46 38 0.8 0.6 1

4 낙장(샘플링)

5 0.15 0.3 46 38 0.7 0.4 1

6 0.2 0.3 51 43 0.7 0.25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7 0.2 0.2 51 43 0.7 0.35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8 0.2 0.3 48 33 0.6 0.3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9 0.2 0.4 43 41 0.6 0.4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0 0.2 0.3 43 51 0.8 0.3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1 0.2 0.3 46 48 0.6 0.3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2 0.15 0.3 41 36 0.7 0.3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3 0.2 0.35 43 58 0.8 0.3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4 0.2 0.3 43 46 0.6 0.4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5 0.2 0.3 41 51 0.6 0.15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6 0.2 0.4 46 41 0.8 3 2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17 0.2 0.2 51 38 0.6 0.5 1

18 0.2 0.2 51 33 0.7 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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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실 굵기(mm) 밀도

구조적 
특징

실 간격 (mm) 위사 
올수

비고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간격 위사간격

19 0.2 0.2 46 41

화견

0.7 0.4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20 0.2 0.4 46 38 0.8 0.25 1 경사방향을 가로로 사용

21 0.2 0.3 51 38 0.7 0.5 1

22 0.2 0.3 51 33 0.7 0.5 1

지나고지도 0.2 0.25 46 36 화견 0.6 0.3 1 경사 방향을 가로로 사용

요계관방지도 
-1 0.13 0.25 60 45

화견

0.75 0.2 2 같은실 위사 2올 합사

2 0.13 0.17 60 30 0.6 0.75 1
중간에 보견(평직, 방향 45’ 
틀어져있음). 경2부직의 
문직으로 추정

3 0.13 0.17 60 30 0.6 0.7 1

4 0.15 0.19 60 30 0.7 0.8 1

5 0.13 0.16 60 40 0.7 0.5 1

6 0.13 0.15 60 40 0.7 0.5 1

7 0.14 0.22 60 40 0.9 0.5 1

8 0.12 0.12 60 40 0.5 0.6 1 성근 밀도

9 0.12 0.15 60 40 0.7 0.7 1 성근 밀도.

10 0.13 0.18 60 30 0.5 0.5 1

보견 1 0.4 0.4 70 40 1×2 능직 1×2 능직, 45° 방향으로 사용됨

보견 2 0.3 0.6 120 30 5매수자 5매 경수자, 45° 방향으로 
사용됨

화동고지도 0.17 0.19 51 56 화견 0.6 0.4 1
위사 1올, 얇고 고운 조직 
폭을 이어 붙임(감침질)

임진전란도 0.15 0.17 36 58 화견 0.3 0.3 1축 내 3폭의 화견 이어 사용

안동부근회도 03 0.4 40 38 1×1 평직 4면 병풍, 평균값

평양풍경도 0.5 0.5 42 45 1×1 평직 10폭 병풍, 평균값

관동십경 0.3 0.3 50 57
1×1 평직

2종류의 다른 직물 사용: 
1~3, 5~10,  

경위사 같고 밀도 성근 조직
(10면은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

4 0.4 0.6 50 35 위사 굵고 치밀한 조직

경직도 1.1 1.3 20 28 1×1 평직 12폭 병풍, 평균값. 치밀한 조직

조선팔도지도 
上

0.4 0.5 30 38 1×1 평직 2쌍 6폭 병풍, 각 권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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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실 굵기(mm) 밀도

구조적 
특징

실 간격 (mm) 위사 
올수

비고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간격 위사간격

조선팔도지도 
下

0.4 0.5 30 30 하권의 직물이 좀 더 성글다

기성전도 0.4 0.4 36 30 1×1 평직 실 굵기 대체로 균일

통영도 0.3 0.4 30 25 1×1 평직
실 굵기 불균, 성근 밀도, 

면으로 추정

조선팔도지도

(12419) 0.5 0.6 30 33 1×1 평직 10폭의 평균값, 성근 밀도

당화초본중국

지도
0.7 1.2 119 48 5매 수자 1축, 생사(綃)로 짠 5매 

수자직 사용

※   note : 실 굵기 및 조직점 간 거리 수치는 최소 3개 이상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밀도는 1 × 1 inch 단위 내 경사 수/ 위사 수 이다.

측정은 Video Microscope애서 ×60, ×160배율을 이용하여 이미지화 한 후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기준 calibration을 이용해 실

제 수치로 환산한 값을 표에 나타내었다.

실 굵기 -   평면 이미지상에서 측정한 너비를 토대로 유추한 것이므로 실제 굵기와는 차이가 있으나, 측정 값이 클수록 굵은 실로 생각할 수 있다.

실 간격-경사간격은 1조를 이루는 두 경사 중 두 번째 경사에서 다음 조의 첫 번째 경사까지의 거리, 

위사 간격은 개구를 통과한 1조의 위사로부터 다음 개구를 통과한 1조의 위사간의 간격.

그림 4. 요계관방지도 (3면) (×160) 그림 5. 화동고지도 (×160)

②는 ①과 유사하나 측정시 위사의 굵기가 경사의 약 1.5배~2배정도인 화견으로, 의순관영조도, 천산

대렵도, 진신화상첩 일부의 화견이 이에 해당한다(그림 5-7). 이들 화견은 1올의 위사를 사용 하였으나 그 

굵기가 경사에 비해 약간 더 굵다. 일반적으로 견사는 매우 가는 필라멘트 1올을 7배수로 여러 가닥 합쳐 

사용하고 여기에 꼬임을 주어 실을 견고하게 하거나 직물의 표면 느낌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이 

유사한 사직물의 경우 같은 실을 사용하더라도 힘을 더 많이 받는 경사에는 꼬임을 더 주어 견고하게 한

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같은 실로 꼬임수를 조절하여 굵기가 다른 효과를 내거나 또는 처음부터 합사 수

가 다른 더 굵은 실을 위사에 사용한 경우이다.



제 4장  규장각 소장 문화재의 섬유재질 및 유기물의 과학적 동정 및 분석     205

그림 6. 진신화상첩 (21면) (×160) 그림 7. 의순관영조도 (×160)

③은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위사를 2올 합사로 사용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로, 준천시사열무도 

4책과 기석설연지도, 유한준 영정에 사용된 화견이다(그림 8, 9). 측정치를 토대로 유추 했을 때 경위사에 

같은 굵기의 실을 쓰되, 위사는 2올을 넣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그림 3의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의 화견 구조와 동일하다. 

 

그림 9. 기석설연지도 (×160)그림 8. 유한준 영정 (×160)

변화평직 가운데 하나인 하부타에羽二重 직물은 위사를 2올 1조로 하는 독특한 구조로, ③의 경우에는 

경위사 방향을 90°로 전환하면 하부타에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0). 이 때문에 전수조사 가

장 초기, 준천시사열무도의 바탕재질에 사용된 화견(경사방향을 수직으로 사용, 그림 13. 준천시사열무도 

그림 10. 평직(平織), 하부타에(羽二重), 사직(紗織)의 구조 (a : 지경사, b : 익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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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 (×160)) 을 보고 하부타에 방식으로 제직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으나, 화견의 경우 경사 2올로 된 1

조 간의 간격이 위사간 간격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직조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사의 경

우 직기에 매어 놓기 때문에 초기에 간격을 설정할 수 있으나, 위사는 실을 넣고 바디로 치는 과정에서 장

력을 일정하게 맞추지 않으면 직물이 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화견은 두께, 즉 위사의 굵기에 따라 나뉘

며, 주로 사용되는 것은 위사 2丁樋, 위사 2 丁樋 重目, 또는 위사 3 丁樋이다. 위사의 올수가 많을수록 화

견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상용의 것은 2 丁樋, 2 丁樋 重目의 경우 폭 약 30cm에서 90cm까지가 있고, 3 

丁樋의 경우 폭 약 40cm에서 180cm까지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 2m폭의 것도 제작되기도 한다(武蔵野美

術大学, 2006-2009). 위사 올수가 많은 경우 더 넓은 폭의 것이 나오는 것은 위사가 굵을수록 면적이 구

성되는 속도가 빨라 더 넓은 폭을 채우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조사를 통해 관찰한 규장각 유물의 화견에는 실 굵기와 조직점 크기(실 간의 거리), 밀도 등이 다양

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직물은 준천시사열무도의 화견으로 4책의 평균 밀도

는 60 × 45 / inch이다. 대개 한 작품 내에서는 유사한 설계의 직물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일부는 위

사 올 수가 다르거나(요계관방지도 1면), 아예 다른 두 종류의 화견을 한 작품 내에서 사용한 경우(동문

송별도, 임진전란도) 가 있어 당시 직물 수급에 한계가 었음을 시사한다(그림 11, 그림 12).

주목할 점은, 의복구성에서와 달리 회화에서는 직물의 경위사 방향을 항상 맞추어 사용한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준천시사열무도의 경우 4책이 모두 경사방향을 가로로 하여 사용하였고, 진신화상첩의 경우 

3, 5, 17, 18, 21, 22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사방향을 가로로 하여 그렸다(그림 13, 그림 14). 임진전란

도의 경우 크게 세 폭의 직물을 이어서 사용한 것으로 윗부분에 횡방향으로 한 폭, 아래에는 종방향으로 

두 폭을 나란히 이었다. 위와 아래폭간의 연결 부분을 보면 양쪽의 경위사 방향이 서로 다르게 사용된 것

을 알 수 있다(그림 15). 이는 1)그림을 제작하는 화원이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거나, 2) 직물 수급 문제

로 인해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 3)또는 아교포수 처리를 하므로 경위사 방향의 힘 

작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11. 동문송별도 본그림 (×60) 그림 12. 동문송별도 그림-서문간 여백 부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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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준천시사열무도 1책 (×160)

그림 15. 임진전란도와 각 폭 이음매 확대도(×60)

그림 14. 진신화상첩 (14면) (×160)

위와 같이 분석해 본 결과, 화견 직물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일반 복식류에서는 유례를 보기 힘든 독특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직 방식에 있어서는 사직紗織과 가장 유사하지만 경사의 교차 방식이 다르고, 다

중 위사의 사용은 변화평직과 유사하다. 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견畵絹 이라는 명칭은 다양한 조직의 

견직물을 지칭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특정 구조를 지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모

사직(模紗織, plain imitation gauze)으로 부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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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직물

주로 1 × 1 평직물에 그린 것이며 드물게 수자직에 그린 것이 한 점 있다. 여러 면으로 구성된 작품은 같

은 직물로 추정되는 유사한 바탕재질을 사용하여 화견을 사용한 작품에 비해 통일성이 있다. 이는 같은 견

직물이라도 평이한 구조의 것이 화견에 비해 수급이 훨씬 용이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관동십경의 4면에 사

용된 견직물은 나머지 9면의 것과는 달리 위사가 더 굵고 치밀한 조직으로, 밀도 차이도 50 × 60—50 × 35/

inch로 확연하다. 그 외에는 경위사 굵기가 거의 동일한 평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관동십경에 사용된 직물이 

가장 밀도가 높고 고운 것이고, 가장 성근 직물은 통영도의 바탕직물로 그 밀도는 약 30 × 25/inch였다. 유

일하게 평직이 아닌 것은 당화초본중국지도의 바탕직물로 화제에 초綃로 언급되어 있다. 초는 정련을 하지 

않은 생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사로 짠 비단피륙을 아울러 칭하는 것이다. 해당 유물의 바탕직물은 5

매 수자직으로, 다른 유물의 평직바탕에 비해 실 꼬임이 적고 밀도가 119 × 48로 매우 치밀하다(그림 16-23).

그림 21. 12419_조선팔도지도 (5면) (×160)

그림 17. 기성전도 (×60)그림 16. 통영도 (×60)

그림 19. 관동십경 (9면) (×160)

그림 20. 평양풍경도 (2면) (×160)

그림 18. 관동십경 (4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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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물은 화견바탕과 기타재질 바탕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차후 실험연구의 색상분석 결과와 대조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바탕색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실험연구의 1) 염색특성에서 함

께 비교·고찰 하였다.

2) 섬유동정

자연 박락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FE-SEM(전계방출 전자 주사 현미경)을 이용하여 섬유의 측·단

면을 관찰하였다. 대부분의 샘플에서 견섬유 고유의 삼각형 단면이 잘 드러나 화견 또는 평직의 견(명주)

을 바탕재질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섬유는 겉을 둘러싼 단백질인 세리신Sericin과 안에 들

어있는 삼각형 단면의 단백질인 피브로인 Fibroin으로 구성되며, 특유의 부드러운 태와 광택이 피브로인

에서 비롯하므로 보통은 겉의 세리신을 열과 약알칼리로 정련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그림 24). 반면 

회화용 견은 생사를 선호한다는 언급이 있어(Parent, 2011), 진신화상첩과 화동고지도 샘플에서 깨끗한 

삼각형의 단면이 잘 드러난 것은 정련사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겉을 감싸고 있던 아교가 노화로 인해 분

리되면서 세리신이 함께 떨어져서 나타난 결과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통영도의 경우에는 시료의 상태가 나쁘기는 하나 단면에서 중공의 존재, 측면관찰에서 리본모양 꼬임

이 잘 드러나 면섬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5).

그림 22. 당화초본중국지도 (×60, × 160)

그림 23. 조선팔도지도 上-4, 下-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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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cross-section longitudinal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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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견섬유의 단면구조 (좌 : ©Hiroshima Univ. 우) : DermaSi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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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cross-section longitudinal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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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

그림 25. FE-SEM microscopic images of the fiber samples

4. 색상분석

직물은 섬유, 즉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빛과 공기, 수분, 병충해 등에 의해 노화한다. 따라서 아

무리 양호한 환경에서 보존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료 유물의 직물 바탕재질은 장기간에 걸친 자연적 노화

로 인해 황변黃變, 또는 갈변褐變해 있으나, 사용한 재료, 처리 방식, 보존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정도가 다

양하다. 따라서 연대가 오래 된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더 노화한 것은 아니며, 또 결과가 항상 같은 

톤의 색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물의 보다 적합한 유지 관리 및 보존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의 집중도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보수 재료

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료 유물의 바탕재질의 현재 상태를 색상 분석을 

통해 고찰 해 보기로 하였다. 

바탕소재의 현재 상태 및 색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ectrophotometer(Minolta, 2600-d)를 이용

하여 유물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측정 광원-D65 10°(UV 100%), 측정 반경-3mm). 가시광

선 영역(400-700nm)내의 반사율 값으로 색상과 그 세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CIE 

L*a*b* 색공간 좌표를 산출하여 그 명도와 색상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연황색 또는 갈색 계열

의 특성상 모든 유물에서 특정 색상 영역의 흡수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분석을 위해서 흡수파장 

420nm에서의 값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일러둔다. 

CIE L*a*b* color space는 3자극치에 의한 색 공간으로, 색의 밝기(L*)와 색상(a*, b*)의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 노란색 영역을 측정하는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Hunter Associates Laboratory 

Inc.,, 2012). L*은 lightness, 즉 명도이며 그 값이 0 이면 검은색, 100 이면 흰색을 나타낸다. a*와 b*는 색

상을 나타내는데, a*는 x축 상에 나타내며 양수로 갈수록 빨강/보라색에, 음수로 갈 수록 초록색이 강한 

색상을, b*는 y축 상에 나타내며 양수로 갈수록 노란색, 음수로 갈수록 파란색이 강해지고, 양축 모두 0

으로 수렴할수록 흰색에 가까워진다. 

L* 값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여 황변현상이 덜한 유물에서 높은 값이 나타났다. 화견을 사용한 유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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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는 화동고지도가 최저값, 동문송별도가 최고값을 보였고, 기타 재질을 사용한 유물 가운데서는 조

선팔도지도(奎12419)가 최저값을, 관동십경이 최고값을 나타내었다(그림 26). 화동고지도(c. 1592)는 전체

적으로 열화와 훼손으로 인한 심한 갈변褐變 상태를 보이며, 이와 비슷한 연대에 제작된 의순관영조

(c. 1608) 보다도 낮은 L*값을 나타냈다. 화동고지도와 의순관영조도에 이어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천산

대렵도(14C 추정), 기석설연지도(1621), 요계관방지도(1706), 임진전란도(1834) 순이었다. 측정 지점의 선정

은 최대한 훼손부위를 벗어나 채색 또는 글씨가 없고 가장 색이 밝은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화동고지도의 바탕재질은 일반적인 노화과정 이외

에 심한 열화를 촉진하는 다른 자극 요인(열, 균에 의한 침식 등)을 많이 받았거나, 또는 애초에 바탕색을 

입혀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동문송별도(1682)의 경우, 차순으로 낮은 값

을 나타낸 다른 유물들과 비교할 때 연대가 100년 이상 내려가는 점에서 미루어 화견의 황변도가 가장 

낮고 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7). 또, 화견이 아닌 기타 직물을 사용한 유물의 경우 

전체적으로 L*값의 상한분포가 화견을 사용한 유물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화견의 경우 공극이 넓고 이 

부분이 아교로 채워져 있어 뒤의 흰 종이 배접이 비쳐보이고, 이 때문에 더 높은 반사율을 나타낼 수 있

기 때문이다.

3    염색된 직물의 경우, 색소성분이 퇴화하면서 점차 초기 색상이 사라지고 갈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표면의 색상이 섬유 자체

의 노화로 인한 황변보다 더욱 진한 색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26. CIE L* index of the base materials used in the list of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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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화동고지도 (187x198cm)

그림 28. 동문송별도 (47.3×1048cm)

그림 27. Timeline of history of the artifacts (identified piec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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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나타난 색공간 좌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육안 관찰과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색상으로 분

포하고 있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유물들은 전반적으로 a* +, b*+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붉은

톤의 노란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흰색을 많이 띠는 것은 동문송별도, 가장 노란색이 강한 것

은 임진전란도, 그리고 가장 붉은색인 것은 화동고지도였다 (그림 30). a*=4, b*=20~25 영역에 위치하는 

준천시사열무도, 진신화상첩, 유언호초상 그리고 유한준영정의 경우 제작 시기와 장소에 있어 유사한 작

품으로, 그 명도, 색상, 그리고 반사율이 모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 모두 큰 변화 없이 잘 보존되

어 온 작품임을 감안할 때, 색상분석 결과로 미루어 유사한 바탕재질을 사용하고, 역시 유사한 제작 방식

(처리한 아교 종류, 포수 농도 등)을 적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론

총 21점의 자료목록 가운데 12점(유언호초상, 유한준영정, 천산대렵도,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화

동고지도, 지나고지도, 동문송별도, 기석설연지도, 요계관방지도, 진신화상첩, 준천시사열무도) 은 독특한 

그림 30. CIE a*, b* index of the base materials used in the list of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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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화견을 바탕재질로 사용하였고, 8점은 평견직물 (안동부근회도, 평양풍경도, 관동십경, 경직도, 조

선팔도지도, 12419 조선팔도지도, 기성전도, 통영도), 나머지 1점(당화초본중국지도)은 생사로 짠5매 수자 

견직물에 그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물 구조 및 밀도 분석 결과 특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화견은 실 굵기, 올수, 밀도가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규장각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경위사 굵기

가 같은 것에서부터, 위사에만 굵은 실을 사용한 것, 또는 같은 굵기의 실이지만 위사를 2올까지 사

용한 것이 있다. 

2) 여러 면이 있는 작품의 경우 반드시 같은 직물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3)   복식에서와는 달리 회화에서는 직물의 경위사 방향을 항상 맞추어 사용하지 않았다. 한 점의 작품 

내의 여러 면이 모두 경사방향을 수직으로 하여 그렸거나(준천시사열무도), 한 점의 작품 내에 사용

한 여러 폭의 바탕천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임진전란도), 또는 화첩의 여러 면 중 일부만 방향이 다

르게 된 것도 있었다(진신화상첩). 

4)   화견 직물의 독특한 구조는 일반 복식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변화 평직, 또는 사직紗織과 

유사하지만 일치하는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화견은 painting silk로 지칭하나, 이 범주에는 평직이

나 수자직 또한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구조를 지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모사직模紗織, 

plain imitation gauze으로 명명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일부 보존처리를 거쳐 결손부위에 보견이 되어 있는 작품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보견에 사용한 

재질이 화견과 상이한 구조를 가졌으며, 심지어 조직의 각도가 45°로 어긋나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특

히 요계관방지도의 경우, 바탕재질은 성근 조직의 화견인데 반하여 보견은 경2부직으로 생각되는 문직물

을 사용하여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보견에 사용한 직물은 염색을 하여 색상을 맞춘 것을 알 수 있

었다(그림 31). 이러한 부분은 실험연구의 설계에서 참고로 하였다.

그림 31. 요계관방지도에 사용된 두 종류의 보견직물 (좌: 능직, 우: 수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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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록 가운데 일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부서져 박락되거나, 낙

장이 발생하여 잘려나간 자리에 실오라기가 남아있어 샘플링이 가능했던 경우에 한하여 FE-SEM 관찰을 

통한 섬유 동정을 실시하였다. 동문송별도, 진신화상첩, 천산대렵도, 화동고지도, 경직도, 임진전란도, 조

선팔도지도, 당화초본중국지도는 모두 측단면 관찰에서 전형적인 견섬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련하지 않은 실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통영도에서 채취한 섬유의 경우 방적사 특

유의 많은 꼬임, 노화와 아교처리 등에 의해 많이 변형되었기는 하나 섬유 단면 가운데의 중공과 섬유 측

면에 길이방향으로 나타나는 리본모양 꼬임의 존재로 면섬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색상분석 결과, 동문송별도의 바탕재질이 가장 밝고 옅은 색을 나타내었고, 화동고지도가 가장 붉으면서 

어두운 색을, 임진전란도가 가장 노랗고 어두운 색을 나타냈다. 이는 바탕의 황변 정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화동고지도의 경우 제작 연대가 훨씬 후인 다른 작품에 비해 낮은 L*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자연적

인 노화 외에 열화현상을 촉진시킨 다른 원인이 있었거나 또는 제작시에 바탕에 색을 입혔던 것으로 추정된

다. 각 자료 유물의 색상분포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혼합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는 제작 연대가 

유사하면서 그 색상 분포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고, 일부는 연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색상을 보

이는 반면 일부는 갈변이 상당히 진행된 결과를 나타내는 등, 현재의 수장 환경은 동일하나 유물의 상태가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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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계직 화견 그림 33. 수직기로 짠 화견

(東京芸術大学大学院文化財保存学日本画研究室, 2005, p. 36)

Ⅱ. 실험연구 및 결과

1. 연구배경

실물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견의 역학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를 설

계하였다. 시료 확보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화견 특유의 구조를 가진 견직물은 현재 국내에

서는 제작 기술의 맥이 끊어졌으며, 중국 또는 일본산 화견이 소량 수입·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수입 화

견의 경우에도 수직기로 제직한 전통방식의 화견은 찾아볼 수 없고 자동직기를 이용하여 짠 것이었다. 

동경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에서 발간한 『図解日本画の伝統と継承(도해 일본화의 전통과 계승)』에 

따르면 기계직 견은 실에 강한 장력이 걸리므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짤 수 있다. 그러나 밀도가 높은 만

큼 습기를 가하면 쪼그라들 수 있다. 반면 수직기로 짠 견은 위사의 장력이 가벼워 조직점이 성글게 짜이

고, 뒤에서부터 채색이 가능하며 습기에 닿아도 잘 쪼그라들지 않는다(東京芸術大学大学院文化財保存学

日本画研究室, 2005). 또한 모사본 제작 또는 보존처리에 사용할 경우 배경의 색을 맞추기 위해 식물염색

을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기계직과 수직기 직물의 경우 같은 두께라고 하더라도 조직 밀도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의 색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32, 33).

이러한 고찰과 실물조사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에 주안을 두고, 실험연구를 설계함에 앞서 다음과 같이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수직 및 기계직 화견 조직의 다양한 역학적 성질을 비교 분석한다.

- 경·위사 방향에 따른 역학정 성질을 평가

- 아교 포수에 따른 역학적 성질 변화를 평가

- 염색 전후의 역학적 성질 변화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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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직 및 기계직 화견의 보존처리용 갈색계 염료에의 염색성 및 항균성을 알아본다.

- 염색 전후의 항균성 비교

- 염색한 시료의 아교포수 처리 전후의 항균성 비교

2. 연구방법

1) 시료

시판 자동기계직 화견 (중국산, 구하산방) (이하 기계직 견) 과 수직기직 화견 (국산, 전통복식연구소) 

(이하 수직 견) 두 종류의 화견 직물을 준비하였다. 가급적 동일한 설계로 만들어진 수직과 기계직 직물

을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험재료 수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계직의 경

우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 중 가장 너비가 좁고 성근 것을 선택하였고, 수직의 경우 준천

시사열무도의 모사본 제작을 위해 전통복식연구소의 박윤미 선생에게 의뢰·제작한 것으로 하였다. 두 직

물의 특징은 표 4와 같다. 

표 4.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 silks

Hand woven Machine woven

Microscopic
image
(× 60)

Density(/in.) 76 × 80(2) 140 × 80(3)

Thread count
warp 42 중 warp 42 중

weft 42 × 2 중 weft 42 × 3 중

Thread Thickness 
(평면측정치)

warp 0.12~0.13

mm

warp 0.095

mm
weft 0.23 weft 0.25

Thread gap
warp 0.58~0.65 warp 0.3~0.342

weft 0.25~0.34 weft 0.18~0.20

Weight 0.103 g /5 × 5 cm 0.084 g /5 × 5 cm

Width appro×. 42cm appro×. 8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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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색

먼저 각 직물을 경사방향을 맞추어 폭(위사방향) 42cm, 길이(경사방향) 35cm로 잘라 준비하였다. 이

는 시료 수급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초기 설계한 시험의 소요량에 못 미치는 양 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폭 42cm, 길이 490cm의 총 분량으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각종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

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산한 수치이다.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 화견을 raw sample로 칭하고, 염색

처리와 동일한 조건(온도, 시간)에서 증류수로만 처리한 샘플을 control로 하였음을 일러둔다. 

염재로는 오리나무 열매(Alnus Japonica fruits) 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탄닌계 염료인 오배자(gallnut) 

그리고 계피(cinnamon)를 선정하였다. 오리나무 열매는 국내에서 서화 및 복식류 유물의 보존처리에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식물염재로 주 색소 성분은 가수분해형 탄닌(hydrolazable tannins)이다. 계피는 

식용 또는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구하기 쉽고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염재로, 껍질에 다량의 축합

형 탄닌(condensed tannins)인 catechol tannins를 함유하고 있다. 오배자는 옻나무과의 붉나무(Rhus 

javanica L.) 또는 동속 식물의 잎에 오배자 진딧물(Melaphis chinensis Bell)이 기생하여 만든 긴 벌레집

蟲癭으로, 서양에서는 gallnut(또는 nutgall), oak gall, oak apple 등으로 부르며, 다량의 가수분해형 갈로

탄닌(gallotannins)을 함유하고 있다.

염재는 모두 한약재용으로 건조된 것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거칠게 분쇄한 다음 사용하였다. 염액의 추

출은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300g의 염재에 3L의 물을 붓고 1시간동안 수비水沸하는 과정을 3회 반복

하고, 각 단계에서 얻은 염액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1시간에 걸쳐 끓이는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증발하

였고, 원래 건재상태였던 염재가 많은 수분을 흡수한 결과, 오리나무 열매로부터 약 3050ml, 계피로부터 

3,150ml, 오배자로부터 5,300ml의 염액을 얻었다. 얻어진 염액의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

하여 각 염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 검량 곡선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UV absorbance를 0.6에 맞

추어 염액을 제조하였다(계피 50ppm 기준, Abs unit 0.6). 

시료는 염색에 앞서 10분간 실온의 증류수에 완전히 침지하였다가 한번 헹구어내고 투입하였다. 염

색 처리는 액비 1 : 250에서 60°C의 염액에 20분간 교반하며 실시하였다. 염색조건의 설정은 식물염색의 

일반적인 특성상 60°C 이상의 고온에서는 염료성분이 불안정 해 질 우려가 있으며(BaeH.S., 2002), 20

분 이상 고온의 물에 있게 되면 생사의 세리신이 녹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ZhuL.J, AraiM., 

HirabayashiK., 1996)의 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3) 아교포수

염색을 마친 시료는 완전건조 후 24시간 컨디셔닝을 한 다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의 이광

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아교포수 처리를 실시하였다. 30 × 30사이즈의 쟁틀에 밀가루 풀을 이용하여 화

견의 네 변을 고정한 뒤, 붓을 이용하여 아교 용액을 흠뻑 젖도록 칠하고 직사일광을 피해 자연건조 하였

다. 아교 용액의 제조는 2%의 알아교(중국, 구하산방) 와 0.35%의 명반(Al2(SO4)3) (일본, 鳳凰 39940)으

로 하였다. 아교 용액을 칠하는 횟수는 총 4회로, 앞면에서 전체적으로 바른 뒤 자연건조 하고 다시 뒷면

에서 전체적으로 바르는 과정을 차례로 2회 반복한 것이다(그림 34). 가급적 붓자국이나 여분의 용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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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아교포수의 도구 및 재료(좌), 시료용 화견에 아교포수하는 과정(우)

인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붓에 적시고 이를 화면이 고르게 잘 젖도록 칠하는 것이 요건이다. 

또한 고르게 아교포수 처리가 되었으면 화견 표면에 물을 떨어트렸을 때 번지거나 흡수되지 않고 발수상

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제작하기 위해 현재 보존처리 및 모사작업에 적용되는 그대로의 

방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작업자의 숙련도와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아교의 정확한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정보가 규명되지 않은 점, 아교액 조제 처방에 대한 수치화된 근거자료가 없는 점은 아쉽다. 

4) 시험방법

모든 시료는 박물관 환경과 유사한 통제된 환경에서 보관·컨디셔닝 되었으며 실험과정에서 다량의 온

습도 상승이 불가피한 염색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테스트가 해당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환경 통제 는 박

물관 수장 권장환경 및 섬유실험 권장 환경인 온도 18-21 °C, 상대습도 ±65% 에서 빛과 오염을 피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였으며, 온습도 조절은 자동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였다.

염색성은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 염색물의 가시광선 영역인 400~700nm에서의 반사율을 조사하

고, 색상을 나타내는 CIE L*a*b* index, 그리고 염색성을 나타내는 K/S value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항균성 항목은 기술표준 KS K ISO 20645 : 2010, Textiles-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agar 

diffusion plate test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역학적 성질의 평가는 직물의 태(hand properties)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KES-FB(Kawabata) 

auto system의 1-4번을 이용하여 Tensile/Shearing(인장특성/전단특성), Bending(굽힘특성), 

Compression(압축특성), Surface properties(표면특성)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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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KES-FB Systems (Jevšnik et al., 2011)

KES-FB 1 
Tensile tester

KES-FB 2 
Bending tester

KES-FB 2 
Compression tester

KES-FB 4 Surface 
Friction tester 

geometrical roughness 
tester

3. 결과 및 고찰

1) 염색특성

먼저 염색 전후의 사이즈 변화를 측정하여 수축률을 계산하였다. 생사를 사용한 직물이기 때문에 수

분에 닿았다가 건조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축이 있을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모든 샘플에서, 위사방향인 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서를 잘라내고 실험한 결과이므로 이는 

식서로 인한 결과는 아니다. 반면 경사방향인 길이는 약간씩 수축하였는데, control에 비해 염색한 샘플에

서의 수축률이 더 컸으며, 가장 수축률이 큰 것은 오배자로 염색한 수직 견 이었다. 길이방향으로의 수축

만이 일어난 것은 경사 두올이 1조로 위사를 감싸고 있는 화견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제직 당

시 경사에 걸려 있던 장력이 이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염색을 거치면서 섬유의 팽윤이 

일어나 실의 꼬임이 풀리면서 조직이 느슨해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염색처리 전후의 조직 모습에서 

잘 관찰된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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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size:
42 × 35 cm

Hand woven silk Machine woven silk

width length (%) width length (%)

Control 42 33.7 4 42 33.7 4

Alnus J. 42 32.8 6 42 32.7 7

Cinnamon 42 32.5 7 42 32..5 7

Gallnut 42 32.5 7 42 32.5 7

그림 36. Shiringkage factors of painting silks samples after dyeing

또한, 염재의 주 활성성분이 탄닌산임을 감안하여 염액의 pH를 측정하고, 시료의 염색 후, 그리고 아교

포수 처리 후의 pH를 각각 측정하였다. 추출에 사용한 1차 증류수의 pH는 6.5였고, 각각의 염액은 오배

자 pH3.9, 오리나무 pH 5, 계피 pH5.5 로 약산성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백질 섬유인 견은 산성 조

건에서 염색이 더 잘 되므로 오배자에 대한 염색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염색 후의 직물은 

다시 중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염색에 사용된 염료성분이 워낙 미량이고, 처리 시간이 일반 직물 염색에 

비해 짧은 데다(천연염색 통상 60분), 염색 후 수세 및 안정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pH로 돌아왔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교포수 처리는 pH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표 5). 

표 5.  pH of samples after dyeing and glueing

Extraction Hand woven silk Machine woven silk

Au(1.2) Dyed Glued Dyed Glued

Control 6.5 6.5 6.54 6.58 6.54

Alnus J. 5 6.6 6.61 6.59 6.6

Cinnamon 5.5 6.58 6.56 6.61 6.58

Gallnut 3.9 6.56 6.6 6.59 6.59

염액의 추출 수율은 식물염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질, 보관 상태, 기후 등에 따라 매번 달라지

며, 같은 조건으로 추출한다고 해도 일정할 수 없다. 동일 농도의 용액으로부터 얻어진 표준 검량 곡선으

로부터 산출한 초기 추출액의 농도는 오리나무열매, 오배자, 계피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리나무 열매 추출

액의 경우 계피 추출액에 비해 10배가까이 진한 농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추출액의 

염욕 내 농도가 아니라 각 염액의 흡광도를 같은 레벨로 통일하여 염욕을 제조함으로써, 화견 시료의 각 

염료에 대한 염색성 및 결과물간의 색상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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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Optical images of the samples

그림 37. Standard absorption curves of th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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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염색 결과물의 실물이미지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육안 관찰을 통한 색상 변

화의 관찰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아래 색상 index를 이용한 객관적 분석 결과에 참고용으로 제시한다.

색상 특성가운데 먼저 염색성을 평가하기 위해 염색물의 색상을 CIE L*a*b* index로 구현하였다. L*은 

lightness를, a* 와 b*는 color를 나타낸다(0. 색상분석 참조, p. 22). a*값이 양수로 갈수록 red, 음수로 갈

수록 green 영역이며, b*값이 양수로 갈수록 yellow, 음수로 갈수록 blue 영역이 된다(그림 39). 측정대상

은 수직과 기계직의 raw 샘플, control, 그리고 오리나무 열매와 계피, 오배자로 염색한 시료 및 이들을 아

교포수 처리 한 샘플 모두로 하였다. 다만 raw샘플과 control간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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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L*a*b* index of dyed samples (λmax=42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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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K/S value of dyed samples and UV-absorbance level (ave.) (λmax=42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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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는 control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염색 후 색상값은 모두 a*, b* 축 모두 + 영역으로 이동하여 red

와 yellow를 띄는 색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한 샘플은 명도가 더 높고 보다 노란 

색을, 계피로 염색한 샘플은 이보다는 명도가 낮고 빨간 색을 더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배자 염색물은 

앞의 두 염재에 비해서는 색상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육안으로 볼 때 색상이 나타났다기 보다는 

명도가 낮아진 것이다.

측정된 반사 스펙트럼에서 최대흡수파장(λmax.)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K/S 값을 산출하였다. 여

기에서는 자료유물과 조건을 맞추어 420nm에서의 값을 사용하였다. K/S 값은 Kubelka-Munk의 함수를 

이용하여 분광반사율과 산란계수의 비로 나타내어 해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불투명한 바탕에 입혀진 색

의 정도를 분석하는데에 사용되며 그 값이 높을수록 염색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S = (1-Rλ)2/2Rλ

K, 염색물의 흡수계수로서 염색농도에 거의 비례하는 값

S, 염색물의 확산계수로 염색물에 의하여 정해지는 상수

Rλ, 파장λ인 빛에 대한 염색물의 반사율

K/S value는 색상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Lightness index나 UV 흡광도와는 그 경향이 

반비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종류의 염재 가운데 가장 염색성이 좋은 것은 계피로, 명도가 가장 낮으

면서 염료성분이 가장 많이 흡착되었고, 따라서 K/S value가 가장 높다. 이는 수직과 기계직 모두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그 다음으로는 오배자, 오리나무 순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염액 추출시 수율(yield)

이 가장 낮았던 계피가 동일흡광도의 염액으로 염색하였을 때는 가장 염색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 그

리고 색상 변화의 폭이 작은 오배자 염색물이 색상 변화가 큰 오리나무 염색물보다 높은 K/S value를 갖는

다는 점이다. 오배자 염색은 연한 회색의 탁한 추출액과 유사한 톤을 나타냈는데, 이는 색상은 진하지 않지

만 오배자에 포함된 높은 함량의 탄닌이 직물 표면에 흡착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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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성은 수직 견 보다는 기계직 견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밀도가 더 높아 염착이 가능한 표면

적이 크고, 직물 자체의 불투명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용한 실이 훨씬 가늘고 따라서 두께가 얇다

는 점에서도 함께 비롯한 결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염색 후 아교포수를 마친 샘플과 실제 유물의 CIE L*a*b* 값을 비교하였다. 아교포수처리를 

마침으로써 실제 화면과 같은 상태의 시료의 상을 실제 유물의 바탕재질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유물들의 

보존처리와 현상 모사 제작의 경우에 염색과정이 필요할 경우 가장 실물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

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그림 41. Lightness index of the samples in comparison with the group of artifacts based on imitation gauze weave

그림 42. CIE a*, b* index of the samples in comparison with the group of artifacts based on imitation gau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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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자료유물에 비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염색한 화견의 명도가 훨씬 높은 것을 보여준다. 수직

과 기계직 간의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다만 오리나무열매, 계피, 오배자 순으로 명도가 낮아진다. 그림 

42는 자료유물의 색상 분포와 더불어 시료의 색상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오리나무 염색 시료의 경

우 통영도의 바탕과 매우 유사한 색 분포를 보이며, 계피 염색 시료는 조선팔도지도(1)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오배자 염색 시료의 경우, 다른 염재에 비해 노란색 또는 붉은색이 두드러지지 않으

나 L*값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색을 거의 갖지 않는 탄닌 성분이 표면에 많이 흡착되었음을 시

사한다. 그리고 염색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유물과의 색상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보존처리 과정 중 보견

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염색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와 같은 색공간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보

존처리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출 농도 및 염색 조건을 참고로 하여 대상유물에 적합한 염재를 

선정하고 그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

2) 아교포수 처리와 역학적 특성

염색 후 24시간동안 박물관 환경에서 컨디셔닝한 시료에 아교포수 처리를 실시하고 처리 전후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 염색으로 인해 느슨해졌던 조직이 정리되어 다시 정돈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성근 조직인 수직 견이나 치밀한 조직인 기계직 견 모두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난 현상이다. 견섬유는 약 1g의 누에고치에서 1~1.5km의 실이 나오는 매우 긴 필라멘트섬유로, 면

과 같이 길이가 짧은 스테이플 섬유와는 달리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꼬임이 꼭 필요하지 않다. 시료는 모

두 큰 꼬임이 없는 푼사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염욕 내에서 수분과 온도에 의하여 섬유간의 간격이 느

슨해 질 수 있다. 이렇게 벌어진 섬유간, 조직간의 간격은 아교포수를 위해 쟁틀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사방으로 당겨지고, 또 섬유가 아교에 완전히 젖으면서 섬유 사이와 실 사이의 공극이 채워져 코팅되는 

효과를 줌으로써 그 장력이 유지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교포수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이 정돈되는 효

과는 치밀한 조직에서 더 효과적이었다(표 6).

또한, 아교포수 처리를 한 시료에서는 공극사이에 투명한 아교 막이 생기면서 필름과 같은 형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필름과 같은 공간이 클수록 배채裵彩 하기에 더 적합한 특성을 갖는다. 이

러한 특성은 고배율의 나노이미징을 통해 관찰했을 때 더욱 잘 드러났다. 아래 그림 43는 각 샘플의 FE-

SEM 이미지로, 아교포수 처리 전후의 막 생성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FE-SEM 현미경 관찰을 

위해서는 미량의 시료(3 × 3mm)를 채취하여 카본테이프를 이용, 실린더에 고정하여 두므로 왼쪽 이미지

에서는 카본테이프 표면에 도포된 접착물질이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는 공간의 빈 틈으로 비쳐보인다. 그

러나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공극 사이에 불투명한 막이 생겨 카본테이프가 비쳐 보이지 않을뿐더러, 실과 

실 사이의 입체적인 틈이 채워져 훨씬 더 평면에 가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FE-SEM 관찰시에는 

표면 noise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pt코팅을 하므로, 실제의 막은 이미지에서처럼 불투명하지 않다. 또한, 일

부 이미지에는 보이는 열상은 시료 고정시 가해진 자극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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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he structure of silk samples before and after the dyeing and glueing(×160)

Hand woven silk + glued Machine woven silk + glued

raw
control

Alnus J
.

Cinnam
on

G
allnut

또한, 실제 자료 유물에서 채취한 약 2 × 2mm 가량의 박락편 조직 샘플을 함께 촬영하여 비교해 본 

결과, 공극 사이의 아교 막이 잘 관찰되었다. 화동고지도 샘플의 경우 상당히 노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진

신화상첩 샘플의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양쪽 모두 마찰 또는 접힘에 의한 실의 부스러짐 

등 물리적 손상이 일부 관찰되나, 겉을 둘러싼 아교 막의 박락을 차치하고 본다면 섬유 자체의 상태는 비

교적 양호하다. 따라서 유물 바탕재질의 변퇴색은 직물 자체의 열화보다도 아교 막의 열화에 상당부분 영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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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FE-SEM images of the samples before/after glueing(×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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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아교포수 처리를 한 화견의 역학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KES-FB system을 이용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견에 아교 처리를 하여 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아교포수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찰된 바가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Kawabata와 Niwa가 개발한 역학적 성질의 객관적 평가 시스템인 KES-

FB(Kawabata’s Evaluation System for Fabrics)를 이용하여 화견직물의 전단성질, 인장성질, 굽힘성질, 압

축성질, 표면 성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S.Kawabata., 1980). 

- KES-FB 0. 전단 성질(Shearing property)

전단강성(G)과 전단이력(2HG), 전단히스테리시스(2HG5)가 모두 아교포수 후에 크게 증가하였다.따라

서 아교처리를 통하여 강성이 증가하고 회복되지 않는 전단 변형량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붓

질과 같이 강도가 낮은 물리적 자극에 대해 안정하게 되어 그림을 그리기에 편리한 상태가 되며, 뒤틀림

에 안정한 평면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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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은 Shearing test(KES-FB 0) 전후의 조직을 관찰한것이다. 비록 아교막은 물리적 자극에 의해 

터지거나 또는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변형된 자국이 드러나지만, 경사와 위사는 변형 없이 형태를 잘 유

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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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The shearing properties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glu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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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The physical changes in glue layers on the samples-before(left) and after(right) the shearing test 

- KES-FB 1. 인장 성질(Tensile property)

인장 성질 중 Extension은 아교처리 후에 경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값의 증가폭은 기계직에서 보다 

수직에서 더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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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The tensile properties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glu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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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S-FB 2. 압축 성질(Compressional property)

압축성질의 변화에 따른 직물두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염색 시의 팽윤에 의해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아

교포수에 의해 두께가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염색 시 팽윤되었던 직물의 경사와 위사가 아교포수에 의해 

밀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8).

그림 48. The compression properties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glu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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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S-FB 3. 굽힘 성질(Bending property)

굽힘특성은 직물의 드레이프성과 관계가 있으며, 구성 섬유의 역학적 성질 및 섬유 집합상태, 그리고 

섬유들 간의 마찰특성 등의 상호작용과 같은 구조적 인자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박연희, 배현숙, 

2005). 샘플의 굽힘강성은 아교포수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직물이 상당히 뻣뻣해

져서 일정 각도로 굽히기 위해서 드는 물리적 힘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김현아, 유효선(2010)의 연구에

서 굽힘특성값은 직물의 밀도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아교포수 처리가 경위사 사이의 

공간에 막을 만들어 채워줌으로써 직물의 밀도가 증가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굽힘특성값

을 증가시킨것으로 보인다. 수직 화견에서 나타난 위사의 (-)값은 측정 범위 이상의 결과값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당히 뻣뻣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9). 



4권  보존처리연구236

- KES-FB 4. 표면 성질(Surface property)

표면특성값(MIU, coefficient of friction, 0 to 1 with higher value corresponding to greater friction 

or resistance and drag)의 변화는 염색 후에는 증가하였다가, 아교포수 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염색 후에 값이 증가한 것은 염색과정에서 세리신이 일부 제거되면서 표면에 붙어있던 잔섬유들이 일

어나면서 표면 마찰계수가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김현아,유효선, 2010)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아교포

수 처리 후에 나타난 값의 감소는 직물의 빈 공간이 아교막으로 채워지고 전체적으로 코팅을 입힌 것과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표면에 매끄러움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그림 50).

 

그림 49. The bending properties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glueing

그림 50.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glu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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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포수 처리로 인한 화견직물의 역학적 성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염색에 의한 팽윤 수축이 나타났다. 그러나 염색으로 인해 느슨해진 직물 조직이 아교 포수 후 정

돈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아교가 화견의 특징인 경사와 위사 사이의 넓은 공간 사이에 투명한 막을 생

성함으로써 마치 필름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밀도가 낮은 직물임에

도 밀도가 높은 직물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아교포수에 의해 굽힘강성(bending)과 전단강성

(shearing)이 증가하였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는 변형이 적고 안정하지만, 자극에 대한 회복률이 낮

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에는 섬유보다 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교포수는 빈 공간을 투명하게 유지함으로

써 배채기법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채색이 용이하게 하고, 마치 밀도가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유연한 만큼 낮은 화견 직물의 형태안정성을 높여주나, 접거나 굽히는 자극이 

클 경우에는 아교 막이 파손될 뿐 아니라 다시 회복되지 않으므로 취급에 상당히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염색이 바탕직물의 역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염재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보

수 또는 모사 제작시에 염색이 필요한 경우라면, 색상 등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염재를 사용해도 무방

할 것이다. 

4. 항균성

기술표준 KS K ISO 20645:2010, Textiles-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agar diffusion plate 

test에 준하여 염색 및 아교포수 처리 각 단계에서의 항균성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및 시험편의 변화는 

아래 표 7에 정리하였고 그 양상은 그림 51, 52와 같다.

항균성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오배자 염색물로 수직/기계직 모두에서 우수한 항

균성을 나타냈고, 염색 후 아교포수 한 샘플에서는 기계직에서만 좋은 항균성을 나타냈다. 염색성이 가장 

높았으며 항균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계피 염색물에서 우수한 항균성을 기대하였으나, 계피에

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오배자 염색물에서 나타난 우수한 항균성은 오배자에 함유된 갈로탄

닌 성분이 오리나무 열매나 계피에 포함된 다른 탄닌 성분에 비해 공시균에 대하여 우수한 항균성을 발

휘하였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워낙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염료의 양이 적고 또 이에 관한 종합적인 

선행연구가 아직 미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학문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 (김병희, 송화순, 2001) (최태호 외, 2009) (윤석한 외, 2003)에

서 그 항균성이 여러 차례 증명된 염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배자 염색 시료에서만 항균성이 나

타난 것은 표면적이 적고 공극이 큰 화견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오배자 염색 후 아교포수 처리 한 것은 기계직 견에서만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냈으며, 포도상구

균 보다는 폐렴구균에 대해 저지대 생장에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입증하였다. 수직 견

과 기계직 견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 논의한 염색성의 차이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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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시균은 단백질에 공격성을 갖는 균으로써, 동물성 단백질 섬유인 견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동

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아교를 처리함으로써 대상 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인 자료유물의 특성상, 보견 

또는 모사작 제작 시 염색을 고려할 경우, 항균성을 갖는 염재의 사용은 차후 유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

을 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7.  Antibacterial efficiency of each sample—resistance to bacterial attack

Inhibition
zone

Strain 1 Strain 2

Growth Determination Inhibition
zone Growth Determination

H
and W

oven

control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control+glue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Alnus Japonica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Alnus+glue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cinnamon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cinnamon+glue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gallnut 1.0 none good effect 1.0 none good effect

gallnut+glue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M
achine W

oven

control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control+glue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Alnus Japonica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Alnus+glue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cinnamon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cinnamon+glue 0 moderate insufficient 0 moderate insufficient

gallnut 1.0 none good effect 1.0 none good effect

gallnut+glue 0 none good effect 1.0 none good effect

Inhibition zone : 저지대(mm)의 평균값

Growth : 시험편 아래의 Trypticase Soy 배지에서 세균 성장
공시균주 :   1.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포도상구균) 

2.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폐렴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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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Klebsiella pneumonia ATCC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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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The micrographs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hand-woven silk samples against standard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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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Klebsiella pneumonia ATCC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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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The micrographs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machine-woven silk samples against standard strains

5. 결론

박물관 환경과 유사한 통제된 환경에서 화견의 염색성 및 역학적 성질을 시험하였다. 화견은 수직기로 

제작한 것과 자동기계직기로 제작한 것 2종류를 사용하였다. 

먼저 수축률을 살펴보았다. 모든 시료에서 위사방향의 수축은 일어나지 않았고 경사방향의 수축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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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는데, 그 정도는 증류수 침지만을 한control에 비해 염색처리를 한 샘플에서 3%가량 더 컸다. 이는 

직조시에 경사에 걸려 있던 상당한 양의 장력이 이완되고, 수분과 온도에 의해 섬유의 수축이 일어난 결

과로 보인다. 그러나 수직과 기계직 견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S value를 통한 염색성 평가에서는 계피가 가장 우수한 염색성을, 그 다음이 오배자, 오리나무열매 

순이었다. CIE L*a*b* index를 통한 평가에서도 역시 L*값(명도)은 계피, 오배자, 오리나무열매 순으로 낮게 

나타나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색상의 경우에는 계피 염색은 붉은색을 띈 노란색, 오리나무열매는 노란색, 

그리고 오배자의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는 미비했으나 L*은 계피염색물과 유사한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표

면에 탄닌성분이 많이 흡착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수직과 기계직 화견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직 화

견이 조금 더 좋은 염색성을 보였는데, 이것은 위사의 올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 염색 가능한 표면적이 크

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염색한 샘플은 아교포수 처리를 하여 FE-SEM 및 Video Microscope를 이용한 표면 관찰 KES-

FB(Kawabata) system을 이용한 역학적 성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교포수처리를 통하여 경위

사 간의 공간에 투명한 단백질 막이 생성되며, 염색과정에서 이완수축 및 섬유의 팽윤으로 인해 일어난 

조직의 흐트러짐이 정리되고 안정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막의 생성으로 밀도가 증가한 것과 유

사한 효과가 나타나 전단특성과 굽힘특성이 증가하였고, 표면이 매끄럽게 코팅된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해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굽히거나 꺾는 자극에 대한 회복률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취급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유물 자료와의 비교 관찰 결과 아교의 성분 

특성상 직물 단일로 사용할 때 보다 열화에 취약한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지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술표준 KS K ISO 20645 : 2010, Textiles-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agar diffusion plate 

test에 따른 항균성 시험 결과, 오배자 염색물은 아교포수 전후에 모두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계피

와 오리나무 열매 역시 우수한 항균성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화견의 구조적 특성 상 염색 표

면적이 적고, 오배자의 탄닌과는 다른 종류의 탄닌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비롯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염색이 바탕직물의 역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염재에 따른 차이는 없었

으므로, 따라서 보수 또는 모사 제작시에 염색이 필요한 경우라면, 색상 등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염재

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오배자 염색을 할 경우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므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

의 보존처리에 사용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실험 연구 결과, 화견의 시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직과 기계직이 같은 설계로 구성되지 않아 

수직과 기계직 간의 정확한 차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아교포수에 있어 실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제작하기 위해 현재 보존처리 및 모사작업에 적용되는 그대로의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그럼으로써 

아교의 정확한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정보가 규명되지 않은 점, 그리고 아교액 조제 처방에 대한 수치화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이러한 부분은 여건을 갖추어 추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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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결과 종합 요약

규장각 소장 문화재 가운데 규장각 소장 문화재 가운데 서화 및 지도류를 중심으로 섬유재질, 특히 직

물을 바탕으로 하는 유물 21점을 선정, 이를 대상으로 비파괴 실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

험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실물조사에서는 Video Microscope를 이용하여 상태조사 및 조직구성 관찰을 한 결과, 총 21점

의 자료목록 가운데 12점(유언호초상, 유한준영정, 천산대렵도,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화동고지도, 지

나고지도, 동문송별도, 기석설연지도, 요계관방지도, 진신화상첩, 준천시사열무도)은 독특한 구조의 화견

을 바탕재질로 사용하였고, 8점은 평견직물(안동부근회도, 평양풍경도, 관동십경, 경직도, 조선팔도지도, 

12419 조선팔도지도, 기성전도, 통영도), 나머지 1점(당화초본중국지도)은 생사로 짠5매 수자 견직물에 그

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물에 사용된 직물소재의 구조 및 밀도 분석 결과, 화견은 실 굵기, 올수, 밀도가 다양하게 제작

되었으며, 규장각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경위사 굵기가 같은 것에서부터, 위사에만 굵은 실을 사용한 

것, 또는 같은 굵기의 실이지만 위사를 2올까지 사용한 것이 있었다. 또한 여러 면이 있는 작품의 경우 반

드시 같은 직물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복식에서와는 달리 회화에서는 직물의 경위사 방향을 항상 

맞추어 사용하지 않았다. 한 점의 작품 내의 여러 면이 모두 경사방향을 수직으로 하여 그렸거나(준천시

사열무도), 한 점의 작품 내에 사용한 여러 폭의 바탕천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임진전란도), 또는 화첩의 

여러 면 중 일부만 방향이 다르게 된 것도 있었다(진신화상첩). 

화견 직물의 독특한 구조는 일반 복식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변화 평직, 또는 사직紗織과 유

사하지만 일치하는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화견은 painting silk로 지칭하나, 이 범주에는 평직이나 수자

직 또한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구조를 지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모사직模紗織, plain imitation 

gauze으로 명명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일부 보존처리를 거쳐 결손부위에 보견이 되어 있는 작품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보견에 사용한 

재질이 화견과 상이한 구조를 가졌으며, 심지어 조직의 각도가 45°로 어긋나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특

히 요계관방지도의 경우, 바탕재질은 성근 조직의 화견인데 반하여 보견은 경2부직으로 생각되는 문직물

을 사용하여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보견에 사용한 직물은 염색을 하여 색상을 맞춘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부분은 실험연구의 설계에서 참고로 하여 추후 자료유물의 관리 과정에서 유지보수에 필요

한 자료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자료목록 가운데 일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부서져 박락되거나, 낙

장이 발생하여 잘려나간 자리에 실오라기가 남아있어 샘플링이 가능했던 경우에 한하여 FE-SEM(전계방

출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한 섬유 동정을 실시하였다. 동문송별도, 진신화상첩, 천산대렵도, 화동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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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도, 임진전란도, 조선팔도지도, 당화초본중국지도는 모두 측단면 관찰에서 전형적인 견섬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련하지 않은 실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영도에서 채취한 

섬유의 경우, 채취한 샘플에서 방적사 특유의 많은 꼬임, 노화와 아교처리 등에 의해 많이 변형되었기는 

하나 섬유 단면 가운데의 중공과 섬유 측면에 길이방향으로 리본모양의 꼬임이 나타나 견에 그렸다고 되

어 있는 해제와는 달리 면섬유인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 유물을 대상으로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색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색상분석 결과, 동문송

별도의 바탕재질이 가장 밝고 옅은 색을 나타내었고, 화동고지도가 가장 붉으면서 어두운 색을, 임진전란

도가 가장 노랗고 어두운 색을 나타냈다. 이는 바탕의 황변 정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화동고지도의 경우 

제작 연대가 훨씬 후인 다른 작품에 비해 낮은L*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자연적인 노화 외에 열화

현상을 촉진시킨 다른 원인이 있었거나 또는 제작시에 바탕에 색을 입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자료 유

물의 색상분포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혼합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는 제작 연대가 유사하면서 

그 색상 분포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고, 일부는 연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색상을 보이는 반면 

일부는 갈변이 상당히 진행된 결과를 나타내는 등, 현재의 수장 환경은 동일하나 유물의 상태가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실물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견의 역학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를 실

시하였다. 화견은 수직기로 제작한 것과 자동기계직기로 제작한 것 2종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료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화견 특유의 구조를 가진 견직물은 현재 국내에서는 제작 기술의 맥이 

끊어졌으며, 중국 또는 일본산 화견이 소량 수입·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수입 화견의 경우에도 수직기로 

제직한 전통방식의 화견은 찾아볼 수 없고 자동직기를 이용하여 짠 것이었기 때문에 시료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수직과 기계직 화견의 설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수급이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최대한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 유물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화견의 설계는 경

사에 42~63중의 실, 위사에 동일한 굵기의 실을 2올 사용하고, 경사 1조간 간격은 0.7mm 로 하는 것이다. 

실험은 염색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물관 환경과 유사한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하였으며, 직물의 염색

성 및 아교포수 처리 전후의 역학적 성질을 시험하였다. 

먼저 보존처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항균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갈색계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계피, 

오배자를 대상으로 염색실험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염재는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하였고, 식물염재의 특성

을 고려하여 추출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 염액의 흡광농도를 통일하여 사용함으로써 색상 분석 결

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염색처리 후의 수축률을 살펴보았더니, 모든 시료에서 위사방향의 수축은 일어나지 않았고 경사방향

의 수축만이 일어났는데, 그 정도는 증류수 침지만을 한 control에 비해 염색처리를 한 샘플에서 3%가량 

더 컸다. 이는 직조시에 경사에 걸려 있던 상당한 양의 장력이 이완되고, 수분과 온도에 의해 섬유의 수축

이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수직과 기계직 견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는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색상 분석 및 염색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K/S value를 통한 

염색성 평가에서는 계피가 가장 우수한 염색성을, 그 다음이 오배자, 오리나무열매 순이었다. CI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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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를 통한 평가에서도 역시 L*값(명도)은 계피, 오배자, 오리나무열매 순으로 낮게 나타나 일관된 경

향을 보였다. 색상의 경우에는 계피 염색은 붉은색을 띈 노란색, 오리나무열매는 노란색, 그리고 오배자의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는 약간의 노란색 영역으로의 이동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오배자 염색물의 L*은 계

피염색물과 유사한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표면에 탄닌성분이 많이 흡착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수직과 기계

직 화견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직 화견이 조금 더 좋은 염색성을 보였는데, 이것은 위사의 올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 염색 가능한 표면적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염색한 샘플은 아교포수 처리를 하여 FE-SEM 및 Video Microscope를 이용한 표면 관찰 KES-

FB(Kawabata) system을 이용한 역학적 성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교포수처리를 통하여 경

위사 간의 공간에 투명한 단백질 막이 생성되며, 염색과정에서 이완수축 및 섬유의 팽윤으로 인해 일어

난 실과 조직의 흐트러짐이 정돈되어 처리 전의 상태와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막의 생성으

로 밀도가 증가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 전단특성과 굽힘특성이 증가하였고, 표면이 매끄럽게 코팅

된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해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굽히거나 

꺾는 자극에 대한 회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급시에는 접힘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유물 자

료를 관찰 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인 아교의 특성상 직물 단일로 사용할 때 보다 퇴화 정도가 심한것으로 

생각되므로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염색과 아교포수를 거친 샘플의 항균성을 기술표준 KS K ISO 20645 : 2010, Textiles-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agar diffusion plate test에 따라 시험하였다. 그 결과, 오배자 염색물은 아교포수 전

후에 모두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계피와 오리나무 열매 역시 우수한 항균성을 가진 것으로 잘 알

려져 있으나, 화견의 구조적 특성 상 염색 표면적이 적고, 오배자의 탄닌과는 다른 종류의 탄닌성분을 함

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염색이 바탕직물의 역학적 성질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염재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므로, 따라서 보수 또는 모사 제작시에 염색이 필요한 경우

라면, 색상 등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염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오배자 염색을 할 경우 우수한 항균성

을 나타내므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의 보존처리에 사용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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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성과

본 연구의 성과는 기술적인 측면과 학술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적 측면

다양한 유물을 조사하여 섬유재질, 특히 그림용 견직물의 특수한 구조를 파악하고 그 설계를 유추함으

로써, 맥이 끊긴 수직물 화견 제작의 기술 복원 및 보존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과 유사한 바탕재질을 사용한 서화, 지도, 책류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모

사품 제작의 재료 선택에 도움이 되며, 이는 보다 원본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2) 학술적 측면

학제간 연구(의류직물학-미술-국학)의 효과적인 보기를 제시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로써 기능할 수 있

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화견 직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직물 바탕에 동양화를 제작할 

경우 필수적인 아교포수 처리가 직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특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3) 경제·산업적 측면

상당한 비용 및 인력, 시간을 요하는 보존처리 및 모사 제작 작업에 있어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차후 유

물의 유지 보수, 관리에 이르는 폭 넓은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 또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프로세스 대비 각종 비용의 감축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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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공개 주요작의 해제와 연구에 대한 재검토 &  
 미공개 서화 및 서적내 판화도의 실견 및 조사

1. 조사의 목적과 방향 
  

기존의 문제는, 기공개 주요작 서화작품에 대한 해제의 수준과 내용이 안휘준의 소논문 「奎章閣所藏 

繪畵의 內容과 性格」 (『韓國文化』10, 198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작품을 

두루 다루지 않은 한계도 있고, 그림에 실린 제찬 제발을 옮기는 과정에서 誤字와 누락된 글자가 적지 않

고 ‘국역이 전혀 없다.’ 

이에, 본 조사팀은 매주 기공개 규장각 서화작품에 대한 해제와 연구성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미공개 작

품 중에 중요작들을 우선적으로 실견하고 검토하였다. 

2. 조사의 방법

•       매주 일정 양의 작품 혹은 서적을 실견한 후, 해제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살핀다.

•       실견한 모든 시각자료 (삽도, 그림 앞면의 회화작품, 판화집 포함)는 사진으로 찍는다. 

•       실견한 시각자료에 관련된 추가 연구나 도록게재 등이 있었는지 살핀다. 

•       해제를 작성한다. 

•       조사기간 동안 실견한 작품의 목록과 조사의 상황은, 다음의 표와 사진으로 제시한다.

표 1.  규장각 소장 서화자료 조사 및 해제 집필 프로젝트 일지 

회 차 조사 날짜 유물 제목 소장기관 청구번호

1차 2013년 8월 20일

금오좌목 奎10173

의순관영조도 古貴4250-108

원세개소장 서양건축도 奎軸 25129

준천시사열무도 古4206-20

2차 2013년 8월 25일

경여 古 1320-1

사미인곡첩 가람古 811.05-J462sm

산천역설 古 1322-3-v.1-6

삼경통의 건곤 奎 15594-v.1-2

오복연혁도 奎 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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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조사 날짜 유물 제목 소장기관 청구번호

3차 2013년 8월 30일

동문송별도 古軸 2435-2

천산대렵도 古貴 2435-1

윤정 채색화조도 화첩 奎 10294

선현영정첩 古 2420-1-v.1-2

4차
(4-1차)

2013년 9월 13일
2013년 9월 16일

왕릉산도 古 1430-10

계몽도설 奎1128-v.3(5/6), 奎 4639-v.1-3

귀곡사주경 古 1283-6-v.1-2

안동부근회도 4폭 병풍 古大 2435-3

연회도 奎15261

오악진형도황당 一簑古 816.5-Oa3

평양풍경도 병풍 古屛 915.18-P993

참의공사연도 古 4655-23

천주교도처형도 및 유품 奎 26473

중국고화 (중국인물화) 奎軸 11947

5차 2013년 9월 27일

경직도 12폭 병풍 古屛759.951-G995g

공부자성적도 奎中 2405

어제 경직도 奎中 4533, 奎中 4534

어제 경직도 奎中 5691-v.1-2

6차 2013년 10월 4일 

무송중당인물화 奎中軸 6517

일선의렬도 가람古 398.4-Il9

임백년 원장배 奎中軸 6519

증정회상일기고사 奎中 5064

효제문자도판화 古 2435-4-v.1-4

7차 2013년 10월 18일

평생도 병풍 古軸 6630-3

녹천암학서 奎中軸 6520

어기 奎 26192

의봉설인물화 奎中軸 6518

형제급난지도

古 172.1-Y58h

古 1149-19

奎 5708

홍경래진도 古軸 4252.4-23

4권  보존처리연구254



회 차 조사 날짜 유물 제목 소장기관 청구번호

8차 2013년 11월 1일

관성제군성적도지속집 古1422-21

관성제군명성경

古1422-6A

古1422-6

一簑古398.3-G994my

一簑古398.3-G994m

관성제군성적도지속집 古 1422-21-v.1-3

관제성적도지전집

中 2050-v.1-5, 奎中 2051-v.1-5, 
奎中 2052-v.1-5, 
奎中 2193-v.1-5

관제성적도지전집

古 299.514-N658ga-v.1-5

古 299.514-N658g-v.1

궁원전성록

奎 9912

奎 3755

보인부신총수 奎 10291

집경전구기도첩 奎 10697

9차 2013년 11월 15일 기석설연지도 古軸 1149-10

10차 2013년 11월 22일

유언호 초상 奎古 312 1

유치선 초상 奎古 313

유한갈 초상 奎古 311

유한준 초상 奎古 310

유황 초상 奎古 309

점석재 시화방 奎中 6356-v.1-6

한화지남이편 奎11932-v.1-3

화림초존 古 2430-1

11차 2013년 11월 29일

설문해자징 奎 6135-v.1-6, 奎 6993-v.1-6

해강난죽보 가람古 795.951-G419h

덕행교범 奎 15671

온고지신(데라우치서예) 古 754.3-T155o

선원전각실영정봉안의 奎27030

서첩 가람古754.3-S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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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조사 날짜 유물 제목 소장기관 청구번호

12차 2013년 12월 6일

불리십도 古大 1344-23

충렬록 古4650-168

충렬록 奎12020

소약난직금도 古 3350-92

13차 2013년 12월 13일 
십죽재서화보

奎中 4949의 1-v.1-8
奎中 4949의 2-v.1-8

신강승경도 奎中 5352-v.1-2

14차 2013년 12월 27일

장보첩 奎 10249

신정심상소학 古 372.24-J773s-v.1-2

신정심상소학 古 2181-1-v.1-3

15차 2014년 1월 6일

신증도상소학일기고사대전 古 1340-7

속수성적도후학록 古 1360-54-v.1-2 

성현전수도 一簑古 181.11-Se65

16차 2014년 1월 17일

화첩 奎 10294 

금오좌목 奎 10173

금오좌목 古 4650-111 

천산대렵지도 古貴 2435-1

천주교도처형도 및 유품 奎 26473

17차 2014년 1월 24일
진신화상첩 奎 10301

이원기로회계첩좌목 가람古 361.4-Iw9

18차 2014년 2월 5일

충렬록 奎 1320-v.1-2

충렬록 奎 1695-v.1-2

금오계첩 古 4650-99 M

공신교서부도 古貴軸 951.052-G588

19차 2014년 2월 11일 

공부자성적도 奎中 392

공부자성적도 奎中 390 

금오계첩 古 4650-98

충렬록 古 4650-168 

충렬록 奎 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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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0일 1차 실견 조사

2013년 8월 25일 2차 실견 조사 당시 회의 장면

•       규장각 소장 서화 자료 해제 프로젝트 조사 장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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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4일 6차 실견 조사 당시 실측 장면

2013년 10월 18일 7차 실사 당시 한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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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0일 1차 실견 조사

2013년 8월 25일 2차 실견 조사 당시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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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1) 의순관영조도 날짜 : 2013. 8. 20 (1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貴4250-

108
작 가 미상 자료명

의순관영조도

(義順館迎詔圖)
수 량  1첩 5절

시각자료 소재 양상  표제 1면, 회화 2면, 명단 및 인적사항 2면으로 구성된 화첩상태

국적/시대/연대  조선시대 / 1572년

형 태  軸 橫卷 · 帖 (胡蝶 / 經折) · 屛風 · 其他 

규 격 전 체   화 면
표제 46.4 × 29 cm
좌목 각 46.5 × 39 cm
그림 각 46.5 × 38.5cm   

제작기법

이미지

      

인 장 없음  자료상태

상    중    하
균열과 박락, 풀어진 바탕 깁등, 

보존상태 불량. 
(모사본이 제작되었음)

제 발  없음 (표제, 좌목이 화면에 이어져 있음)

기존해제

義順館에서 명나라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파견된 遠接使 일행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
행의 명단과 의순관 주변의 경관을 그림으로 남긴 화첩. 의순관은 平安道 義州의 압록강가에 있
는 館으로 世祖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遠接使 鄭惟
吉, 迎慰使 朴大立, 從事官 鄭惟一·權擘 등과 問禮官, 都事, 都差使員, 州官, 差使員, 寫字官, 
漢吏學官, 別通事, 小通事, 醫員, 頭目 등이 열기되어 있다. 
정유길의 문집인 ≪林塘遺稿≫에 수록된 年譜에 따르면 정유길은 1572년(선조 5)에 명나라에
서 韓能世·陳三謨가 새 황제(神宗)의 등극을 알리는 詔를 반포하러 왔을 때 원접사에 임명된 것
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도 이 때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드물게 남아 있는 16세기의 彩色
圖로서 주목된다.(윤경진)

1572년(선조 5년) 10월에 명나라 사신이 신종(神宗)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의주 의순과에 들렀
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규장각 소장 기록화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자료이다. 본래
는 제목을 쓴 상단, 사신의 영접 장면을 그린 중단, 행사에 참여한 인물과 명단과 인적사항을 기
록한 하단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제목1점 그림 2점 좌목 쩜의 다매로 절단된 화
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순관영조도’라는 제목글씨는 깔끔하고 단아한 전서체로 쓰여져 있다. 
명나라 사신들이 탄 가마를 작게 그리고 국궁을 한 채 의순관을 향하고 있는 조선원접사 일행을 
크게 그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16세기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관계 및 사신 접대의 구체적인 상
황이 표현되어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뛰어나다. 의주성 및 의순관을 모습을 정밀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16세기 실경산수화 기법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규장각,『명품도록』(2006), 서화 圖22의 도판해설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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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 1 

黑田省三, 「義順館迎詔圖に就て」 ,『靑丘學叢』 제18호, 1934. 11. 
이 작품은 宣祖 5年 壬申(1572) 10月11日 明의 詔使 韓世能과 副使 陳三謨가 神宗(1572-
1620)의 登極을 朝鮮王朝에 알리기 위하여 鴨綠江을 건너 義州에 있던 義順館에 들던 때의 모
습을 담은 것이다. 

기존연구2 

안휘준, 「규장각 소장 조선 왕조의 회화」, 『한국미술사 연구』, 2012.

규장각에 소장된 기록화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 
원래상태는, 제목(上段) + 행사장면(中段) + 인물명단 인적사항(下段)의 3단으로 구성된 계회축
(契會軸)의 형식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글씨 밑 주선(朱線)은 본래 축(軸)으로 되어 있을 때 상단
제목과 중단회화를 경계 짓기 위하여 그었던 것이다. 
글씨와 그림 모두 후대의 중모본(重模本)일 가능성이 없다. 언덕 묘사에 16세기에 유행한 단선점
준(短線點皴)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산수배경을 중시하는 조선 초기 계회나 기록화의 전통이 그
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림내용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전개된다. 중국 조사일행이 압록강을 건넌 후 가마 타고 의순관
(義順館)으로 향하는 모습이며 가마를 탄 중국 정사와 부사, 자비관 일행의 수행이 묘사, 근경 오
른편에는 의주성에 둘러싸인 의주읍 성밖의 의순관, 의순관으로 향하는 원접사 일행이 그려져 
있다. 
“국궁(鞠躬)을 한 채 의순관으로 가는 원접사를 크게 그리고 명 사신의 가마를 비교적 작게 그렸는
데, 이는 사대사상이 아닌 자주사상의 반영으로 추측된다.”  

해 제

1572년 (선조 5) 10월 의주 의순관(義順館)에서 명나라 사신단을 맞이하는 조선원접사(遠接使) 
일행의 모습과 의순관 주변의 산수경관이 담긴 기록화이다.  
‘의순관영조도’라는 제목글씨는 전서체의 소전(小篆)으로, 사자관으로 참석한 한호(韓濩) 혹은 참
석한 전서전문가가 썼을 것이다. 세로로 우측에 세 글자 좌측에 세 글자를 나란히 적었으며 주선
으로 구획을 했다. 
좌목에는, 원접사(遠接使) 정유길(鄭惟吉), 영위사(迎慰使) 박대립(朴大立), 종사관(從事官) 정유
일(鄭惟一)·권벽(權擘), 문례관(問禮官), 도사(都事), 도차사원(都差使員), 주관(州官), 차사원(差
使員), 사자관(寫字官), 한리학관(漢吏學官), 별통사(別通事), 소통사(小通事), 의원(醫員), 두목
(頭目) 등 64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화면의 상단은 산수와 잡목, 그 아래 오른편으로 의순관, 평안도 의주의 성곽의 흐름과 의주 성곽 
안의 관청, 주변 가옥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화면 하단에는 명나라 사신단과 조선 
원접사일행의 모습이 배로 이동하는 사신, 말과 가마로 이동하는 사신, 이들을 접대하고자 의순
관으로 드는 원접사 일행이 그려져 있다. 사신의 이동과 원접의 절차가 한 화면에 그려졌으며, 중
심행사인 원접장면이 하단의 중심부에 비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인물들은 도강 전과 도강 
후의 모습으로 다루었는데, 조사단이 머무는 의순관을 향해 국궁하고 있는 원접사와 영위사 등을 
크게 그려 넣었다. 이를 가장 중요한 모티프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원접사행의 고관들이 영조행
사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화이다. 
명나라 조사 일행과 이들을 맞이하는 기마 및 도보 행렬 등이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에 의해 파
노라마처럼 그려지면서, 의주성읍과 의순관, 압록강, 마이산(馬耳山), 구련성( 九連城) 등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보여준다. 
성곽과 강의 분기는 회화식 지도 또는 지형도의 다소 도식화된 지물(地物)경관식으로 나타냈지
만, 산과 수목 및 토파는 산수화의 양식으로 다루었다. 주봉을 원산으로 배설하여 확트인 좌우 대
칭의 평행 3단구도상에 배치한 것이나, 가장 먼 원경의 잔산을 밝은 청색으로 선염하여 오행감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다. 이는 이 그림에서 처음 대두된 것으로 확대된 공간개념을 반영하려 한 것
으로 보인다. 배경이 되는 산과 언덕에는 가늘고 짧은 선들을 잇대어 통일적으로 준(皴)을 처리
하고 산세의 윤곽선 아래를 희게 남겨 양감을 표시하는 일관된 16세기 조선시대 산수화의 표현
기법과 공간구성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산만은 윤곽부분을 짙게 처리하는 설색선염으로, 
남송(南宋)이래 화원화풍을 반영한다. 산과 언덕의 지세와 양감을 나타내기 위해 암부와 명부로 
나누어 표면 처리하였다. 암부는 선염과 부벽준의 붓질로 조성하고 윤곽부분에 침형세수 대신 호
초점을 성글게 찍고 있다. 이는 1560년대부터 새롭게 대두되는 신흥양식을 반영한 것이다. 흰 바
탕의 명부에 세선과 짧은 선 토막들을 반복적으로 거칠게 구사하여 흑백 대비감을 조성시킨 파선 
또는 쇄선류의 준법이 나타난다. 이는 16세기 전반부터 성행한 것으로, 1570.80년대를 통해 도
식화되기 직전의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행사의 기록을 위하여 주요 건물을 부각하여 그렸고, 주제가 되는 행사내용은 크게 그리고 
부수적 내용은 작게 드림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서사의 주제가 한 화면에 제시되도록 하였다. 원
접사일행이 크게 그려진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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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인물은 의궤반차도의 오랜 전통을 이루게 되는 이목구비가 생략된 소묘풍으로 묘사되었으며, 등
이 굽은 측면관으로 다루어졌다. 인물들에 비해 측대보(側對步) 보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말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는데, 농묵의 몰골풍 다리 양태는 조선 중기에 유행하는 절파화풍의 
우마도 양식을 연상시킨다. 건물도 정면관 팔작지붕의 삼각형 합각부분을 측면에서 본 것처럼 묘
사한 것과, 대각선 방향에서 부감하여 평행사선으로 배치하는 계화풍(界畵風)의 초기 사례로서 
주목된다.

이 작품은 16세기 산수화법, 인물표현법, 공간구성기법 및 행사기록의 시각적 방법 등을 보여주
는 회화사적 자료이다. 현존하는 파노라마식 횡권 형식 행사기록화의 가장 이른 작품이며, 1664
년 《북쇄선은도권》등의 선구적 사례로서 중요하다. 실루엣풍 원경 잔산들의 윤곽부분을 짙게 처
리한 수법은 1531년 <독서당계회도>의 실경화풍을 계승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 내용면에서 
16세기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관계 및 사신 접대 의식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역사학적 자료, 함경
도 의주지역의 성곽과 관청을 보여주는 인문지리학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黑田省三, 「義順館迎詔圖に就て」 ,『靑丘學叢』 제18호, 1934.
안휘준, 「규장각 소장 조선 왕조의 회화」, 『한국미술사 연구』, 2012. 

조사자 의견

이 그림은 원래 횡권이었다. 화면이 낡아서 5절 화첩으로 새롭게 장황한 것으로 보인다. 횡권의 
두루마리로 제작된 기록화라는 점에서 작품의 회화사적 의미가 크다. (다만 이의 모사품을 제작
할 때 축(軸)으로 해석하여 재배치한 것은, 작품의 원래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한다.) 글자 아래 주선들은 원래부터 세로로 적혀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주선으로 바탕천이 분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폭의 세로 길이가 유사하다. 이들은 원래 가로로 이어져 있었던 횡권작
품이다. 

2) 공민왕(전칭) 천산대렵지도 날짜 : 2013. 8. 30 (3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貴2435-1 작 가
전(傳) 공민왕
(恭愍王)

자료명
천산대렵지도

(天山大獵之圖)
수 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원형(圓形) 유리 액자(額字) 안에 들어 있음

국적/시대/연대 (기존 연구) 고려시대 추정 

형 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 격 전 체  유리액자 지름 37.5cm 화 면 24.3×22cm   

제작기법  비단 위에 채색화(彩色畵)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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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2

인 장 없음 자료상태

상    중    하
이 그림은 원래상태에서 
잘려진 일부이며,
비단의 훼손이 심하여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제 발 없음

기존해제

고려의 恭愍王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白山 또는 雪山이라고도 불리는 天山에서의 수렵장면을 묘사
한 그림으로 지름 37.5cm인 원형액자 속에 보관되어 있다. 본래의 天山大獵圖는 횡권형태였을 것
으로 믿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조각만이 남아 있다. 또한 공민왕의 작품이라고 전칭되고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同名의 그림 3쪽과는 그 솜씨가 달라서 동일인의 작품이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에 대해 살펴보면‚전반적으로 박락이 심하여 배경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고 
있지만 화면 중앙에 배치된 인물 세 명이 사슴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역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냥을 하고 있는 세 명의 복장은 그 문양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금을 사용
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 명의 복색을 모두 달리하여 변화의 묘도 살리고 있다. 인물 
동작의 경우 활을 쏜 뒤의 자세나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는 자세가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
고‚인물들이 타고 있는 말들도 그 움직임이 매우 역동적이며 사실적이다. 인물의 표정도 세밀히 묘
사되어 사냥하는 중의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온다. 작자와 제작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현
재 조각만이 남아있어 그림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제작자의 높은 기량을 보여주는 작품
이다. (이광렬)

해 제 

고려의 공민왕(恭愍王)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수렵도 잔편이다. 
이 그림은, 전체크기를 알 수 없는 화면의 일부로 즉 잔편이다. 이 잔편에는 세 명의 기마인물이 사
냥 중이다. 이는 천산(天山)에서 수렵을 하는 장면으로 전해진다. 작은 화면에 세 명의 기마인물이 
백마를 올라탄 채 사슴 한 마리를 몰아 와서 잡기 직전의 숨막히는 장면이 역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세 사람의 기마 인물이 사슴류의 동물을 중심으로 좌, 우, 후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백미이다. 
세 명의 동작은 모두 다르다. 좌측 상단의 인물은 곧장 사슴 뒤에서 쫓아오며 달려드는 기세이다. 화
살통을 달고 화살을 쥐고 있다. 우측 상단의 인물은 몸을 돌려 사슴의 앞쪽으로 말을 몰며, 사슴의 
질주를 방해하는 태도이다. 화살통을 달고 화살을 쥐고 있다. 이들 보다 화면 하단에 위치한 중앙의 
인물은 곤봉을 들고 사슴을 내려칠 기세이다. 작은 화폭은 인물의 역삼각형 구도를 이루면서 동태
가 생생하여 수렵장면이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다. 비단의 박락으로 배경처리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토파가 먹으로 처리되고 갈색의 잎들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표현기법은 필선과 채색이 모두 정교하고 화려하다. 화면 중앙에 배치된 인물 세 명이 세필로 세밀
하고 부드러운 필선으로 묘사되었고, 색채는 안료와 금분(金粉)을 사용하여 정세한 표현을 가했다. 
이들은 복식색이 모두 다르다. 좌측인물은 녹색, 우측인물은 남색, 그리고 이들보다 약간 하단의 중
앙에 위치하고 등을 돌린 인물은 홍색이다. 이 가운데 홍색 복장 위에 금분의 문양처리는 현재 비교
적 잘 보존된 상태이다. 원색의 조화가 화려하고 금박의 장식으로 원화는 매우 화려한 그림이었을 
것을 간취할 수 있다. 현전하는 규장각본은 비록 잔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분과 섬려한 채색에 능
숙한 필선이 돋보이는, 상당 수준의 화격(畵格)의 그림이다.   

제 5장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263



특기의견1

이 작품은 20세기초에, 17세기 조선의 집안을 통해 전수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저축은행(제일은행의 전신)의 은행장이었던 모리 고
이치(森悟一)가 소장했다가 그가 죽자 그 미망인이 총독부에 기증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이후 경성
제국 대학을 거쳐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인계된 것으로 보이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 작
품이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후손가에 전하던 것이 모리 고이치(森悟一)에게 넘어갔다가 
1934년에 경성제국대학으로 넘어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모리 고이치는 조선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서화와 골동 불상을 수집했던 인물로 수백여점의 문화재를 소장했었고, 그의 사후에는 모리 
고이치 애장품 전시회가 열리고 관련 책이 출판될 정도였다. 1934년 3월 7일자 매일신보에서도 공
민왕 전칭 <천산대렵도>외에도 모리 고이치가 소장했던 狩野探圓 필 <宇治川先陣> 등 총 13점의 
작품이 총독부에 기증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934년 3월 7일자 매일신보 기사)

특기의견 1 이미지  

 특기의견2

•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는 공민왕 전칭 천산대렵도들과 비교된다. 
비교할 만한 국립중앙박물관 작품들은,
덕수 2097 즉 『화원별집(畵苑別集)』 내 한 폭, 
본관 2094 즉 공민왕 필 <천산대렵지도> 한 폭, 
본관 5386 즉 『화집(畵集)』 4책 중 제 4책의 한 폭 공민왕 <천산대렵도>
등이다. 본 규장각본 공민왕 전칭작의 밀접한 연관성, 혹은 동일작품이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첫째, 국립중앙박물관들을 본 규장각본과 비교해본 결과, 그 필선, 채색법 및 바탕비단 
등이 모두 다르다. 즉 같은 작품이 잘려진 것은 아니라 서로 다른 작품들이다.  
둘째, 국립중앙박물관본보다 본 규장각본은 안료가 두텁고 선명하며 화려하다. 전반적 제작방식으
로 보아, 규장각본의 제작시기가 국립중앙박물관본들의 제작시기보다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여부는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의 필선에 상당히 고식적 부분
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기비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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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의견 2 이미지

 

특기의견 3 

•   공민왕의 회화작품, 특히 천산대렵도(음산대렵도)라 불리는 회화작품이 조선후기 기록에 등장하
고 있어 주목된다. 17세기 허목의 열람기록,  18세기 왕실과 문인들의 열람기록 등의 대략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   허목(許穆 : 1595∼1682), 왕자 낭선군(朗善君) 이우(1637∼1693)이 소장한 공민왕 필 <천산대
렵도> 열람.

*   정조, 『홍재전서』 권1, 「음산대렵도(陰山大獵圖) 병풍을 읊다」  
대막의 남쪽엔 오랑캐의 조정이 비었으니 / 大漠之南曠虜庭 
한 나라 천자가 위세와 명성을 떨쳤네 / 漢家天子振威聲 
백등의 치욕은 갚기 쉬웠겠으나 / 白登餘恥酬容易 
천고에 무를 남용했다 말들 하리라. / 千古應辭黷武名 
(백등; 한무제가 융노 묵특에서 7일동안 포위당한 일)

*   이익(李瀷),  『星湖先生全集』 卷4, 「陰山大獵圖」 
문장 중에 평소 흉노전을 좋아했는데 / 文章素愛匈奴傳, 
기세 넘치는 대렵도를 오늘에야 보네 / 氣勢今看大獵圖.  
끝없는 음산이라 만 마리 말이 달리고 / 無限陰山萬馬走,  
하나의 깃발에 군대의 함성이 응답하네 / 軍聲回答一蟊弧. 
(무호(蟊弧) : 무호(蝥弧)와 같은 말로 춘추 시대 정백(鄭伯)이 사용하던 군기인데,  
여기서는 군대의 깃발로 쓰임.)

* 이하곤, 『頭陀草』 冊17 「恭愍王畫馬跋」 중
공민왕의 그림이 세상에 많이 보이지 않는데, 낭선공자가 소장한 <음산대렵도> 두루마리는 더욱 신
묘하여 진실로 기이한 보배다. 공자가 죽자 그 집안에서 그다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호사자들이 
다투어 잘라 갔는데 이 그림은 그 중 하나다. 채색이 떨어졌으나 그 의경과 자태는 오히려 볼 만 것
이 있어 자못 이부인(李夫人)이 병들었을 때와 같아, 그 형모는 비록 초췌하지만 얼굴 표정은 오히
려 더욱 아름다우니, 사랑스럽다.  이것은 오직 아는 사람만이 알 뿐이다.  (恭愍王畫世不多見, 而朗
善公子所藏陰山大獵啚橫卷, 尤神妙. 洵爲奇寶. 公子死, 其家不甚珍惜, 好事者爭割取以去. 此幅
卽其一也. 丹彩已剝, 其意態猶有可觀者, 頗似李夫人病時, 其形貌雖甚憔悴, 神情尙復婉孌, 可念. 
此惟知者知之爾.) 
이부인 : 한 무제가 사랑했던 여인으로 예쁘고 춤을 잘 추었다.

*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 54, 앙엽기(盎葉記)1, 「공민왕(恭愍王)의 그림」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이 손수 파평군(坡平君) 윤준(尹俊)의 상(像)과 율정(栗亭) 윤택(尹澤)ㆍ행촌
(杏村) 이암(李嵒)의 상을 그려서 내려주고 또 추산도(秋山圖)를 그려 밀직(密直) 윤호(尹虎)에게 내
려주었으며, 달마절로도해도(達磨折蘆渡海圖)ㆍ동자보현육아백상도(童子普賢六牙白象圖)와 각
운귀곡(覺雲龜谷)이란 큰 글씨를 써서 조계종사(曹溪宗師) 운공(雲公)에게 주었다. 내가 일찍이 이
서구(李書九)의 집에 보관된 공민왕의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를 보았다. 찢어진 깁이 다 해진 나
비의 날개 같은데, 거기에 다만 경가(麖麚 사슴의 일종) 두세 무리만 남았을 뿐이나, 우사(藕絲 연꽃 
줄기 속에 있는 가느다란 실)와 같이 섬세한 그림이 참으로 천인(天人)의 필치(筆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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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의견

이 작품은 회화사적으로 귀중하고 규장각 소장본 회화작품으로 그 제작시기가 최고(最古)로 올라가
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존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현제 박락이 이미 심한데다 유리 액자 속에 붙여
져 보관되고 있으니 보관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 작품의 좀더 정확한 연대측정을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가 요구된다. 바탕천의 조사 및 금니선에 
사용된 안료의 분석을 하고 이 조사결과를  려말선초의 채색불화의 바탕 및 안료와 비교하는 과정
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학적 조사기반 위에서, 이 작품의 인물표현을 『무예통보』 및 조선후기 유행하는 호렵도류
의 표현과 비교한다면, 수렵도의 회화사 이해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정밀한 보존처리 및 적절한 보관처리가 시급한 작품이다. 

3) 동문송별도 실견날짜 : 2013. 8. 30 (3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軸 2435-2 작 가 미상 자료명
동문송별도

(東門送別圖)
수 량

 시각자료 
소재 양상

횡권 (두루마리 1점)

국적 /
시대/연대  조선시대 / 1682년 ~ 1685년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 격 47.3 ×1048cm 화 면 44.1 ×184.2cm

제작기법  彩色畵 

이미지1

인 장  자료상태 상    중    하

제 발 序:歲壬戌(1682)…南龍翼 외 시 13수 * 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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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兪瑒(1614-1692‚字 伯圭‚號 秋潭)의 송별연 장면을 그린 그림. 1682년(숙종 8) 7월 工部侍郞 유창이 永平의 白雲
山 아래 별장을 지어 놓고 벼슬에서 물러나려 하자‚벗인 南龍翼(1628-1692‚字 雲卿‚號 壺谷)과 李朝隱(이름은 未
詳‚朝隱은 號)이 동대문 밖의 關帝廟(蜀의 名將인 關羽를 모신 東廟)에서 송별연을 열었다. 이 때 남용익은 이 송별
연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이에 대한 序文을 썼다. 그림은 비단 위에 채색화로 그렸으며‚그림 왼쪽에는 남용익의 서
문과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유창‚남용익‚이조은‚그리고 유창의 아들 兪得一(1650-1712‚字 寧叔‚號 歸窩)이 지은 
송별시가 적혀 있다. 그림의 구도를 살펴보면 화면 중앙에 관왕묘에서 송별연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 크게 배치되어 
있고 관왕묘 오른쪽으로 동대문이 작게 그려져 있다. 이는 遠景의 묘사보다는 송별연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창·남용익·이조은 세 사람은 관왕묘 안에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 있으며‚그 주
변으로 이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서 있다. 건물 안팎에는 가마꾼들이 가마 주위에 둘러 앉아 쉬고 있다. 특히 이 
그림은 섬세한 필치가 돋보이는데‚건물의 모습에서부터 주변의 배경을 이루는 나무‚타고 온 말의 말갈기‚가마·부채 
등의 정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각 인물들의 표정과 자세가 각양각색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채색화로 그렸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그림은 
당시의 수준 높은 畵員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에 따르면 남용익은 漢나라 때 문신 䟽廣‚䟽受의 古事를 모방
하여 그림을 제작하였다. 宣帝(.C 73-49)때 䟽廣과 그 형의 아들 䟽受는 각기 太傅와 少傅가 되어 조정의 관리들은 
이를 영화롭게 여겼다. 5년 뒤 황태자의 교육이 상당 수준에 이르자‚이들은 “만족함을 알고 물러날 줄 안다면 위태롭
지 않다”고 하며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이들의 행동을 칭송하면서 東都門에 구름같
이 모여들어 이들을 전별하였다고 한다. 남용익은 유창이 벼슬을 물러나 전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들의 고사에 빗
대어 “족함을 알고 물러난다[知足而止]”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벼슬에 얽매여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며‚자신도 곧 유창을 따라 전원으로 귀의할 것이라 말하였다.남용익의 서문 뒤에는 송별연에서 이들이 주고 받은 
시가 적혀 있다. 특히 첫번째 시는 南朝시대 沈約(441-513‚字 休文‚諡號 隱)이 그의 벗인 范安成과 이별하며 지은 
＜送友詩＞(原題는 ＜別范安成＞)에 차운한 것이다. 제일 앞에 유창의 ＜次沈休文送友詩留別朝隱壺谷＞이 실려 
있고‚다음으로 原詩인 심약의 ＜送友詩＞가 있으며‚그 다음에 남용익의 ＜次沈休文送友詩＞와 이조은‚유득일의 차
운시가 차례로 실려 있다. 두번째로는 유창의 ＜別筵示壺谷朝隱兩尙書＞와 이에 대한 차운시들이 차례로 실려 있으
며‚마지막으로 남용익의 ＜圖成後追寄＞와 이에 대한 차운시들이 실려 있다. (노경희, 규장각 현재 해제 2013).
1682년에 있었던 유창(兪瑒, 1614-1692‚字 伯圭‚號 秋潭)의 송별연 장면을 그린 그림  유창이 송별연 후 영평(永
平) 백운산(白雲山) 별장으로 돌아간 뒤 이 그림을 받았다. 송별연에 참석했던 남용익( 南龍翼, 1628-1692‚字 雲
卿‚號 壺谷)과 조은(朝隱) 이정영(   李正 英(1616-1686)의 송별시 및 유창의 아들 유익일(兪得一, 1650-1712‚
字 寧叔‚號 歸窩)의 시가 그림의 완성 후 더하여져 있다. 이 그림은 송별연(1682)과 이정영의 몰년(1686) 사이에 그
려졌다. 채색화를 정묘하게 그릴 수 있는 화가에게 요청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 밖 관제묘(關帝墓)에서 
유창, 남용익, 이정영이 송별연 하는 모습이 화면의 중심에 그려져 있고, 그 왼편으로는 그림제작을 주도한 남용익
의 서문, 유창의 차운시와 유창이 차운한 심약(沈約, 441~513)의 원시, 남용익과 이정영의 차운시, 유창의 시와 남
용익과  이정영, 유득일의 차운시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그림의 구도를 보면, 화면 중앙에 타원형의 울타리 속 관제묘의 건물내부에서 송별연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관제묘 오른쪽으로 동대문이 작게 그려져 있다. 송별연 주변에는 시중드는 종자, 말을 몰거나 가마를 운반하
는 이들이, 수레와 말 혹은 가마 등을 둘러싸고 서거나 눕거나 앉는 등 자연스런 자세로 대기 중이다.
그림이 그려진 후 쓴 남용익이 이정영의 시 내용으로 미루어, 송별연 장면 중 야복을 입은 이가 유창, 부채를 든 이
가 이정영, 술잔을 들고 뒷모습을 보이는 이가 남용익이다. 또한 뜰의 교자와 수레는 남용익과 이정영의 탈 것이다.     
서문에 따르면 남용익은 한(漢)나라의 소광(䟽廣)과 소수(䟽受)의 고사의 뜻에 부친다고 밝히고 유창이 벼슬을 떠나
는 점에 대하여 “족함을 알고 물러난다[知足而止]”의 의미로 칭송하였다. 또한 이 그림을 대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유창의 은퇴를 칭송하고 “저 조복(朝服)을 입고 교자를 탄 놈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밥이나 처먹는 재상이 아닌가, 야
복을 입고 장막을 친 수레를 탄 분은 어진 대부가 아닌가?”라며 관료인 자신을 비난할 터라 어서 관직을 떠나겠다
고 하였다. 이로써 관직을 떠나는 송별에 대한 대(對)사회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섬세한 필치가 돋보인다. 산수의 처리와 나무, 말, 가마·부채 등이 모두 세밀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인물들의 표정
과 자세가 다양하고 자연스럽다. 채색이 화려하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그림은 당시의 수준 높은 화원(畵
員)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후반의 채색산수 및 채색인물화의 수준과 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관직생활과 은퇴
라는 출처(出處)의 문제에 대한 당시 가치에 대한 언어적 시각적 표현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 

특기사항

이 그림에 대한 국문학계와 미술사학계의 연구성과가 다음과 같다.

산등성이의 윤곽선을 따라 농묵의 작은 태점이 가해진 예는 1682년에 그려진 작가미상의 <동문송별도>에서 확인
된다. 介자형 활엽수 표현은 남종화풍 나무형태지만 농묵의 태점이 청록부분뿐 아니라 갈색부분까지 가해진 것은 
이전 작품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예이다    (문동수, 2006)

<동문송별도>를 그린 이가 남용익이라 추정 (이종묵, 2006)

‘朝隱’이라는 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동안 서문에 기록된 ‘조은’이 ‘李正英’(1616-86)이라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창의 『秋澹集』에 실린 「朝隱李尙書子修改粧古琴以送詩以謝之」  를 통해 ‘조은’이 이정영임을 밝힐 수 
있다. (장진아, 2009)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휴머니스트, 2006 
문동수, 『청록산수, 낙원을 그리다』, 국립중앙박물관, 2006.
장진아, 「동문송별도」, 『조선시대 인물화』 , 학고재, 2009,  pp. 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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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門送別圖序1

동문송별도 서

임술년(1682, 숙종8) 7월에 공부좌시랑工部左侍郞2 추담秋潭 유창兪瑒3 공이 병이 들었다 아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는 대개 공이 오랫동안 벼슬살이에 뜻이 없으면서 당상의 자리4에 수십 년간 있었는데, 오히

려 봉록과 지위가 높은 것을 두렵게 여긴 나머지 영평永平의 백운산白雲山 아래에 거처를 마련하고 방 하나

에 도서를 늘어놓고 편안히 지내려고 해서였다.  

이에 앞서, 대신이 상소를 올려 인재를 천거하면서 공이 명리에 초연하고 사양하는 기절이 있으니 포상

해 달라고 청하였는데,5 상이 가상하게 여겨 즉시 아경亞卿6에 발탁하였다. 공이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렸

지만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억지로 일어나 조정에 출사하였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결연히 옷

자락을 떨치고 귀은歸隱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1   이 서문과 함께 총 13편의 시가 실려 있다. 3개의 제목 아래에 유창(兪瑒 : 1614~1690), 남용익(南龍翼 : 1628~1692), 이정영(李正英: 

1618~1686), 유창의 아들 유득일(兪得一 : 1650~1712)의 순서로 시가 실려 있는데, 첫 제목의 두 번째 수에 그 시의 원운에 해당하는 

심약의 시를 넣었기 때문에 홀수인 13편이 된 것이다. 시의 형식은 모두 5언 율시이다. 유창이 주인공이므로 유별시를 맨 앞에 실었다. 

남용익이 이정영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먼저 차운을 한 것은 아마도 조정에서의 벼슬이나 문단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시 남용익은 여러 참판을 두루 거치고 형조 판서를 역임하고 예문관 대제학을 하고 있었다.

2   공부좌시랑(工部左侍郞) : 공조 참판을 가리킨다. 명나라 관제에 병부 상서 아래 좌시랑과 우시랑이 있고 조선은 판서 아래에 참판과 

참의가 있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해인 숙종 8년(1682) 5월 5일 <<숙종실록>> 기사에 의하면 “壬子/以宋昌、尹嘉績爲承旨, 吳道一爲

副修撰, 特陞兪瑒工曹參判。”라 하여, 유창이 공조 참판에 제수된 기록이 보인다.

3   추담(秋潭) 유창(兪瑒) : 1614~1690.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백규(伯圭), 추담(楸潭)은 그의 호이다. 달리 운계(雲溪)라고도 한다. 

1689년(숙종 15)에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저서로는 『추담집』이 있다. 동문 송별 뒤에 자기 아들 유득일(兪得一)을 변호하기 위해 상소

를 올려 사람들의 비난을 산 일이 실록에 보인다.

4   당상의 자리 : 원문은 ‘緋玉秩’이다. 비옥(緋玉)은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입는 붉은 관복과 망건에 다는 옥관자(玉貫子)를 말하며, 질

(秩)은 관질(官秩), 즉 관리의 직위와 품계를 말한다.

5   대신이 ……청하니 : 대신은 김수흥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 4월 9일에 판부사 김수흥이 유창을 천거한 기사가 <<숙종실록>>에 보

인다. “丙戌/判府事金壽興箚薦兪瑒、李后定、韓垽俱有恬退之節,”

6   아경(亞卿) : 육조의 참판(參判), 지의금(知義禁), 좌우윤(左右尹) 등을 지칭한다. 달리 아당(亞堂)이라고도 한다.

부록  동문송별도東門送別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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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은朝隱 이 상서李尙書7와 함께 동문東門 밖 관제묘關帝廟로 나가 전별연을 벌였다. 이때에 오랜 장마가 

처음으로 걷혀 갠 날씨가 선명하였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나는 조은에게 심약沈約이 벗을 전송한 시를 부

채에 써 달라고 청하는 한편 고사故事8를 모방해서 동문송별도를 그리게 하였다. 이어 각각 그림 뒤에 화답

하는 시를 써서 나중에 공에게 부쳤다. 나는 공을 선양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해 본다. 

“사람이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 은거할 때에 있어서는 적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고 사람이 이별하여 흩어질 때에는 절로 몹시 우울해지지만 늘그막

에 이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는 법이다. 지금 공은 늙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위

태로운 치욕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두 분 소씨가 관직을 그만두고 가는 그림9에 담긴 정신

을 계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황혼의 나이에 임박하여10 더 이상 이별해서는 안 될 

때이니11 아름다운 시문을 노래하여 창화唱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그림과 시는 이 때문에 지은 

것이지만, 다만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림을 지적하면서, ‘저 조복朝服을 입고 교자를 탄 놈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밥이나 처먹는 재상이 아니며, 야복을 입고 장막을 친 수레를 탄 분은 어진 대부

가 아닌가?’12라고 말하게 만들 것이니, 그렇다면 공의 이번 길은 신선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겠지만 

우리들은 부끄러워 죽고만 싶을 것이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우리들도 역시 곧 은거하러 갈 것이다. 

7   조은(朝隱) 이 상서(李尙書) : 이정영(李正英 :1618~1686)을 가리킨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수(子修), 조은(朝隱)은 그의 호이

며 달리 서곡(西谷)이라고도 한다. 1636년(인조 14) 별시 문과에 급제,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가 시종하여 심양(瀋陽) 귀국해 정언·수

찬·헌납 등 주로 사간원과 홍문관의 벼슬을 지냈다. 1674년 이조판서를 지냈고, 1677년(숙종 3) 형조판서 때 시관으로서 부정을 저질

러 철원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이어 판돈녕부사가 되고, 1685년 판의금을 거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전서(篆書)에 뛰어나 

이순신명량대첩비 李舜臣鳴梁大捷碑＞ 등 여러 비석이 남아 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필자는 처음 조은을 이해 7월 20일에 이조 

판서에서 면직된 이숙(李䎘 : 1626~1688)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나, 장진아의 「동문송별도」 『조선시대인물화』(학고재, 2009) 105

쪽 주8)을 통해 이정영임을 알게 되었다. 유창의 문집인 <<추담집(秋潭集)>>에 <조은 이 상서 자수가 고금(古琴)을 개장(改粧)하여 보

내주었기에 시를 지어 사례하다[朝隱李尙書子修改粧古琴以送, 詩以謝之]>라는 시제에 조은이라는 호(號)와 자수(子修)라고 하는 자

(字)가 나오므로 그가 이정영임을 알 수 있다.

8   고사(故事) : 소광(疏廣)과 소수(所受)가 염퇴한 고사이다. 한(漢)나라 난릉(蘭陵) 사람으로 자는 중옹(仲翁)이다. 선제(宣帝) 때 그 

자신은 태부(太傅)가 되고 조카 소수(疏受)는 소부(少傅)가 되었다. 5년 동안 재직하다가 조카와 함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

아갔는데, 떠날 때 천자와 황태자로부터 황금을 하사받는 영광을 얻었고, 또 천자의 명으로 공경대부 및 여러 벗들이 동도문(東都門) 

밖에서 전별연을 벌임에 전송하는 수레가 수백 대가 되었으며, 도로에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칭찬하는가 하면 혹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漢書 卷71》이 이야기는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실려 있는 한유의 <송양거원소윤서(送楊巨源少尹序)>의 앞 

부분에 보인다.

9   두 분 ……그 림 : 앞에 나온 소광과 소수가 관직을 그만두고 갈 때 동문에서 송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상촌 신흠의 <이소

걸해도에 제하다[題二疏乞骸圖]>에 그 그림을 감상한 내용이 보인다. 

10   우리들은 ……임박하여 : 이때 유창은 69세이고 남용익은 55세, 유숙은 57세였다.

11   더 이상 ……때이니 : 뒤에 수록한 심약의 시구를 인용한 표현이다.

12   저 ……아닌가 : 동문송별도의 그림을 보면, 유창은 야복을 입고 관소에 앉아 있고 그의 수레는 장막이 쳐 있다. (도연명도 이 수레를 

탔다.) 한편 남용익과 유숙은 관복 차림이고 그들이 타고 온 것은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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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운계雲溪와 수락산水洛山13에서 수레에 기름칠을 하고 말을 먹여 종유從遊한다면14 화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같이 은거하는 그림15을 다시 공과 함께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호곡壺谷 남운경南雲卿16이 서문을 쓴다.

壺谷南雲卿序.

歲壬戌秋七月, 工部左侍郞秋潭兪公, 告病還鄕, 蓋公久無宦情, 在緋玉秩積數十17稔, 猶懼祿位之高, 

卜築永平白雲山下, 一室, 圖書晏如也. 

大臣剡薦。請褒其恬退. 上嘉之, 卽擢亞卿, 公屢疏不得請, 則强起造朝. 未數月, 拂衣而歸. 

余與朝隱李尙書, 出餞於東門外關帝廟. 于時積潦初收, 霽景鮮明. 酒數行, 余請朝隱書沈約送友詩於

便面, 又倣古事, 作東門送別圖, 仍各書和章于圖下, 追寄公而颺言曰 : 

“人於出處之間, 貴在適宜, 而莫難於知足而止 ; 人於分散之際, 自然作惡, 而莫難於垂老之別. 今公戒在鍾

漏, 能脫殆辱之境, 則二疏之畫, 不可不繼也. 吾輩年迫桑楡, 非復別離之時, 則休文之詠, 不可不和也. 此

圖與詩之所以作, 而但使後之人, 指點而稱之曰, ‘彼朝衣而乘轎者, 非伴食宰耶,  野服而巾車者, 非賢大夫耶’

云爾, 則公之此行, 無異登仙, 而吾輩羞欲死矣. 雖然, 吾亦從此逝矣,18 早晩雲溪水洛, 膏秣相從, 則華山一

半圖, 更與公謀之.”

壺谷南雲卿序.

13   운계(雲溪)와 수락산(水洛山) : 운계는 앞에 나온 유창이 은거하러 가는 백운산을 말하는데 운계라 표현한 것는 그 곳에 백운 계곡이 

유명하기 때문이며, 수락산을 쓴 것은 이곳이 남용익의 부친이 살던 곳이기 때문인데, 실제로도 여기세 써 놓은 것처럼 남용익은 나중

에 수락산에 들어가 살았다.

14   수레에 ……종유람다면 : 이 대목은 한유가 쓴 <송이원귀반곡서(送李愿歸盤谷序)>의 끝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줄여 쓴 것이다.

15   화산의 ……그림 : 화산은 송(宋) 나라 때의 은사(隱士) 진단(陳摶)이 은거하던 곳인데, 그 당시 괴안(乖崖)이라는 사람이 신선을 좋

아해 진단을 종유하다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보였으나 진단이 허락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詩話總龜 後集 卷19 恬退門>> 恬退門

《蔡寬夫詩話》云：乖崖少喜任俠，學擊劍，尤樂聞神仙事。爲舉子時，嘗從陳希夷欲分華山一半。希夷以紙筆蜀箋贈之。公笑曰：「吾知先生

之旨矣，殆欲驅我入閒處乎？」여기서 그림이라 한 것은 동문송별도와 대비하여 표현한 것으로 상상의 그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곡(壺谷) 남운경(南雲卿) : 남용익(南龍翼 : 1628~1692)을 말한다. 본관은 의령(宜寧), 운경(雲卿)은 그의 자이고 호곡(壺谷)은 그의 호

이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1655년(효종 6)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와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1656년 문과중시

에 장원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예문관제학을 거쳐 1683년(숙종 9) 예조판서에 올랐으며, 1687년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지내고 

이조판서가 되었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뛰어났다. 문집에 《호곡집》, 저서에 《기아(箕雅)》 《부상록(扶桑錄)》 등이 있다.

17   十 : <<호곡집>> 권 10에는 이 글자가 없다.

18   矣 : <<호곡집>> 권 10에는 이 글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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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次沈休文送友詩, 留別朝隱壺谷

심휴문(心休文)19이 벗을 전송한 시를 차운하여 조은과 호곡을 이별하다.

忽忽遠于將20 시무룩이 전송을 하며

丁寧問後期. 간곡히 뒷기약을 묻네

況當淸秋日 더욱이 이 맑은 가을날에

俱非少壯時. 모두 젊을 때가 아니라니!

別語莫須出 이별의 말일랑 꺼내지 마시고

深杯且屢持. 우선 가득한 술을 연거푸 드세나 

東歸見曉月 동쪽으로 가서 새벽달을 보면

心向二君思. 그대 두 사람 몹시 그리워질 걸세  -秋潭

2. 沈隱侯休文詩

심은후 후문의 시21

平生少年日 우리 인생 젊을 때에는

分手易前期. 헤어져도 앞날 기약 쉬었지만

及此同衰暮  함께 늙은 지금에 와서는

非復別離時. 더 이상 이별해서는 안 될 때일세

勿言一尊酒 한 동이 술이라 탓하지 마시게

明日難重持. 내일 다시 술잔 잡기 어려울 걸세

夢中不識路 꿈에서는 찾아갈 길 알지 못할 텐데

何以慰相思. 무슨 수로 그리운 마음 달래보겠나

19   심휴문(沈休文) : 심약(沈約 : 441~513)을 말한다. 남조 시대 송나라 오흥(吳興) 무강(武康) 사람으로 휴문(休文)은 그의 자이다. 당시 

임방(任昉)의 문장, 심약의 시를 으뜸으로 꼽았는데, 그의 시는 세밀한 염정(艶情)을 노래하는 데 뛰어나 ‘궁체시(宮體詩)’의 선구(先

驅)가 되었다. 그는 또 불교에 능통하고 음운(音韻)에도 밝아, 비로소 사성(四聲)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시의 팔병설(八病說)을 제창

했다. 그는 송나라를 이어 제(齊)나라 양(梁)나라를 차례로 섬겨 평생 귀현(貴顯)의 자리에 있었는데 은(隱)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아 

심은후(沈隱侯)로 불린다.

20   우장(于將) : 《시경(詩經)》 패풍(邶風) 연연(燕燕)에 “제비와 제비의 낢이여, 오르내리도다. 저 사람이 돌아가매, 멀리 전송하노라.〔燕燕

于飛, 頡之頏之. 之子于歸, 遠于將之.〕”라고 한 말에서 두 글자를 인용한 것으로, 멀리 전송함을 말한다.

21   이 시가 수록된 <<강서통지(江西通志)>>와 <<고금시산(古今詩刪)>>에는 이 시의 제목이 <别范安成>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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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次22

호곡 남용익의 차운시

人生百年內 인생 백년 안에

聚散元有期。 만나고 헤어짐이야 원래 정한 이치

如何垂老別 그런데 어찌하여 늙은 나이 이별에다

又値新秋時。 또 초가을 시절을 만났단 말인가

芳名貴自保 아름다운 이름 귀하게 잘 보존하여

晩節尤當持。 만절을 더욱 잘 지켜야 하리

淸風與朗月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뜨면

只應玄度思 。23 우리 현도 생각이 나리라 -壺谷

4. 조은(朝隱)의 차운시

相見卽相別, 만나면 곧 이별인데

何日是前期. 어느날이 다시 만날 날인가

同遊不暫離, 같이 노닐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아

正想童稚時. 정말이지 어릴 때 생각나네

塵羈我猶紲, 나는 아직도 속세에 얽매이는데

高名君獨持,  그대는 높은 명성 홀로 지켰네

雲山自古異,  백운산은 예로부터 특이한 곳 

奮意徒想思.  간절히 그대 생각을 할 뿐이네 -朝隱

22   次 : 이 글자는 심약의 원운에 대해 추담이 차운을 하고 이어 같은 운자로 차운하였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 수록한 시는 심약

의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운한 추담의 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담의 시를 맨 먼저 저록한 것이다. 

23   현도(玄度)는 동진(東晉) 허순(許詢)의 자(字)로, 승려 지도림(支道林)과 교유하면서 청담(淸談)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는데, 유윤(劉

尹)이 그에 대해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노라면, 문득 현도가 생각난다.[淸風朗月. 輒思玄度.]”라고 평한 말이 유명한다. 《世說

新語 言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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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들 득일(得一)24의 차운시

二疏忽已遠,  소광과 소수는 먼 옛날 사람이니

千秋誰與期.  천추에 누구와 기약할꺼나

吾翁繼二疏,  우리 부친 두 분 소씨 정신 계승해

拂衣辭歸時.  옷자락 떨치고 하직하고 귀은하시네

時維七月初,  때는 칠월 초요

送者盃觴持.  전송하는 인사 술잔을 잡았네

一幅東門圖,  한 폭의 동문 그림

留之慰所思.  남겨 그리운 마음 위로하네 -小子 得一

* 여기까지 한 번 운자를 돌렸다.

6. 別宴示壺谷朝隱兩尙書 

송별연에서 시를 지어 호곡과 조은 두 분 판서에게 보여주다

白雲秋色引歸輿   백운산의 가을 돌아가는 수레 이끄는데

惜別相看鬂雪如。 석별하며 바라보니 귀밑머리 눈과 같네

君是淸朝名宰相   그대는 맑은 조정의 명재상이요

我尋林壑舊茅廬。 나는 두메의 옛날 띠 집을 찾아 가네

停驂莫恠遲遲發  말 멈추고 더디 간다 괴이쩍어 마소

握手眞堪款款攄。 손잡으면 진실로 다정한 마음 알리라

只任兕觥深淺酌   그저 술잔 가득 술을 따르게 하니

爲思明日各離居。  내일부터 떨어져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秋潭

7. 次

호곡의 차운시

24   득일 : 유창의 아들 유득일(兪得一 : 1650~1712)을 말한다. 유득일은 자는 영숙(寧叔), 호는 귀와(歸窩)이다. 대사성, 대사헌, 이조참판,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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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歸非爲出無輿,  귀향하려는 건 외출할 때 수레가 없어서가 아니라

欲把行藏往哲如.  예전 철인처럼 출처를 잘 하고 싶어서이지

楊巨源曾遊某水,   양거원은 일직이 모수(某水)에서 놀았고25

陶淵明自愛吾廬.   도연명은 스스로 나의 집을 사랑하였네26

塵蹤久滯顔先赧,   세속에 오래 얽매어 얼굴 먼저 붉어지고

別袂催分意未攄.   옷자락 부여잡고 이별 재촉하니 마음을 다 못 펴네

若遣龍眠摸此景,   용면(龍眠)27을 보내 이 광경 그리게 하면

全勝魏野畫幽居.   위야(魏野)28의 유거(幽居)를 그린 것보다 완전 나으리29-壺谷

8. 조은의 차운시

白雲山氣正扶輿,  백운산의 산기운 가득 서려있는데

君向其間臥自如.  그대는 그곳에 편안히 누워 있으리

纔感聖恩趨水韻,  성은에 감격하여 물소리를 따라갔다가

不堪秋興返山廬.  산골 집으로 돌아오는 가을 흥치 못 가누네 

東門此別還相惜,  동문의 이번 이별 서로 애석해 여기는데

老境深情恐未攄.  노경의 깊은 정 펴지 못할까 걱정 되네

去後新詩須數枉,   간 뒤에 지은 시 자주 보내 주시게

他人誰肯問吾居.   타인 중에 뉘라서 나의 안부 묻겠는가- 朝隱

25   모수(某水)에서 놀았고 : 한유의 <송양거원소윤서(送楊巨源少尹序)>에 나오는 말로 어린 추억이 있는 곳으로 만년에 귀향해 즐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아무개 물과 아무개 언덕은 내가 어릴 때 고기 잡으며 놀던 곳이다.[某水某丘, 吾童子時所

釣遊也.]”라는 말이 나온다.

26   도연명은 ……사랑하였네 : 도연명이 쓴 <독산해경(讀山海經)> 첫 수에 “초여름 초목이 자라나서, 집을 두르고 우거졌네 . 뭇 새들은 의

지할 곳 있어 좋고, 나 역시 내 집을 사랑하네.[孟夏草木長, 遶屋樹扶疏. 衆鳥欣有託, 吾亦愛吾廬.]”라는 표현이 있다.

27   용면(龍眠) : 송(宋) 나라 이공린(李公麟)을 말한다. 그가 그린 산장도(山莊圖)는 세상의 보물로 일컬어졌으며 특히 인물의 묘사에 뛰

어나 고개지(顧愷之)와 장승요(張僧繇)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宋史 卷444》

28   위야(魏野) : 섬주(陝州) 동교(東郊)에 초당을 짓고 거문고와 시를 즐겼던 송나라의 은자이다. 송나라 구준(寇準)이 30년 동안 재상

(宰相)으로 있으면서 변변한 집 한 채도 짓지 못하고 살자, 처사(處士) 위야(魏野)가 “관직은 재상의 지위에 있건마는, 누대를 세울 땅

은 한 조각도 없네.[有官居鼎鼐, 無地起樓臺.]”라는 시를 지어서 바쳤는데, 뒤에 금(金)나라 사신이 와서 구준을 찾으면서 “어떤 분이 

무지기루대(無地起樓臺) 상공(相公)이시냐.”고 물었다는 고사가 있다. 《國老談苑 卷2》

29   용면을 ……나으리 : 이별할 때의 애틋함이 먼 곳에 사는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더 절실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송나라 진종이 

그의 명성을 듣고 섬령 왕희를 보내 불렀으나 나오지 않자, 사신을 보내 그가 살던 곳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여 두고 보았다. 이는 임금

이 현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宋史 卷457 魏野列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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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들 득일의 차운시

難筵斜日駐箯輿,  어려운 연회 해는 저무는데 대나무 교자는 멈춰 있고

去國行藏出畫如.  도성을 떠나는 출처를 그림으로 그려 내었네

水韻雖閑妨野服,  물소리 한가해도 야복이라 놀기 그렇지만

雲山可樂返鄕廬.  백운산의 고향집에 돌아가는 게 즐겁네

淸詩扇面題仍詠,  맑은 시를 부채에 적어놓고 읊조리고

妙畵毫端洒更攄.  오묘한 그림 붓 끝에 그려내고 다시 음미하네

二百年來稀此擧,   이백년 이래 이런 일 드무니30 

幾人林下保巖居.   몇 사람이나 임하에서 암거를 지켰을까 - 小子 得一

* 여기 까지 두 번째 운자를 돌렸다.

 

10. 次壺谷圖成後追寄韻

그림을 그린 뒤에 나중에 부쳐준 호곡의 시에 차운하다

好事何人作此圖   어떤 사람이 호사스러운 이 그림을 그렸나

壺翁寄我水雲區。 호곡 옹이 물과 구름에 묻혀 사는 내게 보냈구려

金蘭夙契忘形久   금란의 지난 맹세 정신적 교유 오래되었는데

繪素良工絶代無。 그림 잘 그리는 화공 세상에 다시 없으리

送別靑眸君二老   다정하게 송별해 주던 두 분이여

歸來白髮是惟吾。 돌아와 백발된 건 저랍니다

桑田自足餘生了   뽕나무와 밭으로 자족하며 여생을 보내니

願學隆中大丈夫。 융중의 대장부를 배우고자 합니다31 -秋潭

30   이백년 …… 드무니 : 

31   뽕밭으로 ……합니다 : 융중의 대장부는 제갈공명을 말하는데,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죽음에 임하여 표문을 올릴 때 뽕나무 800그

루와 박토 15경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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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原

호곡이 부쳐준 원운

爲寫東門送別圖。 그대 위해 동문송별도를 그리고

兼題詩什寄仙區。 아울러 제시 십 수를 선계로 보내네

高風可與前人並。 고상한 풍도는 전인과 나란할 만하거니

妙畫休言此世無。 오묘한 그림이 이 세상에 없다 말하지 마소

扇面揮毫何許老。 부채에 쓴 글씨는 얼마나 노련한가

壚頭把酒果然吾。 술집에서 술잔 잡으니 과연 나로세

其中野服厖眉客。 그 중에 야복으로 눈썹 긴 객이

自是賢哉一大夫。 본래 어진 대부 그대일세 -壺谷

12. 次

조은의 차운시

送別東門跡入圖,  송별한 동문의 자취 그림으로 그려내어

離情對此更區區.  이별한 정 그림 대하니 새삼 새롭구나

請看今古何曾異,  고금을 보아도 무엇이 다른가

却使丹靑忽欲無.  옛 역사에도 이런 일 없을 것 같네

把酒尊前大宗伯,  술동이 앞에서 술잔 잡은 이는 대종백32이고

題詩扇面病金吾.  부채에 글씨 쓰는 사람은 병든 판금오33일세

人爭歎息知賢處,  사람들이 탄식하며 출처의 어진 점 알거니

一代高名起懦夫.  한 시대의 높은 이름 나약한 사람 일깨우네 - 朝隱

32   대종백(大宗伯) : 예판서인 남용익을 말한다.

33   판금오(判金吾) : 원문의 ‘금오(金吾)’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이정영이 판의금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1676(숙종2)

년부터 이정영은 판의금부사를 지냈다. <<민족문화백과사전>>에는 1685(숙종11)년에 지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의 여러 

기사를 상고하면 이정영은 판의금부사에 여러 번 제수받고 또 수없이 사직을 청한 기사들이 보이고 최종적으로 1685년 1월 19일 ‘행 

판돈영부사 겸 판의금부사(行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의 본직과 겸직을 모두 체차해달라는 사직 상소를 올리고 그 해 2월 20일에 

체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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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들 득일의 차운시

東門送客望如圖,   동문에서 객을 전송하던 모습 그림과 같더니

寫出丹靑寄別區.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어 별구로 보냈네

爲是玆行今始見,   이 때문에 이번 행차 지금에서야 보니

爭稱晩節古猶無.   만절이 예전에도 없었다고 다투어 칭찬하네

恩深志豈相忘世,   은혜가 깊으니 뜻이 어찌 세상을 잊으랴만

老去山憐不負吾.   늙그막에 산을 사랑하니 저의 기대 저버리지 마시길

一幅三宰詩與畫,   한 폭에 세 재상의 시와 그림

傳家可以警頑夫.  전가보라 완악한 사람 깨우치리 -小子 得一

*여기까지 마지막 운자를 돌렸다.

<참고 자료>

1. 문집총간본 『호곡집』 권10에 실린 동문송별도서

東門送別圖序 

歲壬戌秋七月。工部左侍郞秋潭兪公。告病還鄕。蓋公久無宦情。在緋玉秩積數稔。猶懼祿位之高。卜築永

平白雲山下。一室。圖書晏如也。大臣剡薦。請褒其恬退。上嘉之。卽擢亞卿。公屢疏不得請。則強起造朝。未

數月。拂衣而歸。余與朝隱李尙書。出餞於東門外關帝廟。于時積潦初收。霽景鮮明。酒數行。余請朝隱書

沈約送友詩於便面。又倣古事。作東門送別圖。仍各書和章于圖下。追寄公而颺言曰。人於出處之間。貴在

適宜。而莫難於知足而止。人於分散之際。自然作惡。而莫難於垂老之別。今公戒在鍾漏。能脫殆辱之境。

則二疏之畫。不可不繼也。吾輩年迫桑楡。非復別離之時。則休文之詠。不可不和也。此圖與詩之所以作。

而但使後之人。指點而稱之曰。彼朝衣而乘轎者。非伴食宰耶。野服而巾車者。非賢大夫耶云爾。則公之此

行。無異登仙。而吾輩羞欲死矣。雖然。吾亦從此逝。早晩雲溪水洛。膏秣相從。則華山一半圖。更與公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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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沈休文送友韻。別潭翁歸山。

人生百年內。聚散元有期。如何垂老別。又値新秋時。芳名貴自保。晩節尤當持。淸風與朗月。只應玄度思。

題寄潭翁東門送別圖 

送友詩▦扇面

爲寫東門送別圖。兼題詩什寄仙區。高風可與前人並。妙畫休言此世無。扇面揮毫何許老。壚頭把酒果然

吾。其中野服厖眉客。自是賢哉一大夫。

2. 문집총간, 『秋潭集』 卷亨

別席。壺谷詠隱侯詩。朝隱題扇以贈。却次其韻。 

忽忽遠于將。丁寧問後期。况當淸秋日。俱非少壯時。別語莫須出。深杯且屢持。東歸見曉月。心向二君思。

次壺谷東門送別圖韻

好事何人作此圖。壺翁寄我水雲區。金蘭夙契忘形久。繪素良工絶代無。送別靑眸君二老。歸來白髮是惟

吾。桑田自足餘生了。願學隆中大丈夫

陳情歸永山。朝隱李貳相，壺谷南尙書送于關廟。賦一律以謝二公。 

白雲秋色引歸輿。惜別相看鬂雪如。君是淸朝名宰相。我尋林壑舊茅廬。停驂莫恠遅遅發。握手眞堪欵欵

攄。只任兕觥深淺酌。爲思明日各離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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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한준 영정 실견날짜 : 2013. 11. 22 (9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奎古 310 작 가 미상 자료명
유한준영정

兪漢雋影幀
수 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축 (단폭)

국적/시대/연대  조선/  (18세기말- 19세기초 추정)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 격 전 체   (장황포함) 189 × 89cm 화 면
 

그림 : 121 × 76.5
   

제작기법  비단에 채색

이미지1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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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

印 : 曼倩(만천)

* 만천은 유한준의 자. 
한나라 때 문장과 해학으로 유명한 동방삭(東方朔)의 

자이기도 하다. 문장을 지향하는 뜻이 있다. 

 자료상태 상    중    하

제 발

著翁六十九歲眞  저옹의 69세 초상
非此翁而誰    이 늙은이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略似乎處靜之氣像而性則汎 대체로 조용한 은자의 기상과 흡사하지만 성품은 들떠 있고
隱若有遠望之思慮而心也疎  은근히 멀리 내다보는 사려가 있는 듯하지만 마음은 소루하니
斯其所以平生之攸廬    이것이 바로 내가 평소 살아 온 자취로다
非古非今                옛날도 아니요 지금도 아니며
非實非虛                실제도 아니요 허상도 아니며
非道非禪                도학도 아니요 선학도 아니며
非隱非放也              은거도 아니요 방축*도 아니로다
於    아! 

기존해제 없음 

해 제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의 69세 초상화로, 심의를 입고 복건을 쓴 처사의 좌상이며, 필치와 
채색이 섬세하다.   
유한준은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기계(杞溪). 초명은 한경(漢炅), 자는 만천(曼倩) 또는 여성(汝
成), 호는 저암(著菴) 또는 창애(蒼厓)이다. 1768년(영조 44) 진사시에 합격한 뒤 김포군수 등을 
역임하고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남유용(南有容)의 제자였고 송시열(宋時烈)을 추모하여 『송자대
전(宋子大全)』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뛰어난 문장가로 손꼽혔다. 저서로 『저암집』이 있다. 그림
에 대한 재능도 거론되지만 입증할 유작은 알려진 것이 없고, 당시 화가들의 그림 위에 제발(題
跋)을 쓴 것들이 전한다.  

초상화 속 유한준이 심의를 입고 복건을 쓰고 온화한 표정으로 정좌하고 있다.   
초상화 상단좌측에 69세의 모습임이 적혀있고, 또한 자찬(自讚)이 적혀있다. 낙관 ‘만천’은 유한
준의 호이고 이 글이 유한준의 문집 『자저(自著)』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유한준이 자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집에 이 글이 경신(庚申)에 쓴 것으로 명시하였으니, 이는 곧 작고하기 
11년 전 즉 1800년(순조 즉위년)이며, 그림 속 유한준의 나이 69세와 일치하는 해이다. 자찬에서 
유한준은 자기 스스로 성품이 들뜨고 마음이 거칠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은연 중에 은자의 풍모
와 심원한 생각이 있다는 자부가 내비친다. 
채색이 화면의 온화함과 안정감을 준다. 그 이유는 복건과 심의의 깃을 보라색의  톤으로 처리하
여 통일감을 이루고, 입술, 눈자위의 색에도 보라색 톤을 넣어 통일함으로써 안정된 분위기를 돋
우고 있다. 세부묘사가 치밀하다. 얼굴 표현에는 육리문(肉理紋)이 정세(精細)하고, 피부의 얽은 
부분을 꼼꼼히 그려냈다. 필치의 세밀함은 복건 건령(巾領)의 정밀한 그물표현, 심의의 허리띠[大
帶]에 달린 띠[紐]를 장식하며 묶어주는 끈[絛]의 색 처리에 드러난다. 특히 장식끈의 표현을 보
면, 윤곽선을 두지 않고 오직 분홍선과 옅은 청색의 선으로 엇갈리게 그린 후 황색 선을 분홍선과 
같은 방향으로 사이에 넣고 선들의 사이로 흑색 점을 촘촘히 동일한 방향으로 찍어 넣어, 마치 백
색, 분홍색, 옅은 청색, 황색, 검은 색 등의 오색 끈이 꼬아져 있는 듯 보이도록 했다.    
이 초상화는 18세기 초상화의 높은 기량을 보여준다. 초상화 찬의 내용과 유한준 상의 표현이 어
우러져 있으며, 자찬의 후반부 4글자는 자신의 평소 학문 경향을 스스로 집약하여 진단하고 있다
는 면에서 초상화의 그림과 함께 작가 연구에 자료가 된다. 문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제시된 글자가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특기의견 

•1997년 기계유씨 집안에서 일괄적으로 규장각에 기증한 물품들 중 하나이다. 

•   얼굴의 주름 및 터럭의 표현을 면밀히 비교하여 보면, (함께 기증된) <유언호영정(兪彦鎬影幀)>의 
화가와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 

• 아래 위가 파란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비단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 보물지정 가능한 수준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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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준(兪漢雋 :1732~1811) 초상위의 자찬

著翁六十九歲眞  저옹의 69세 초상

非此翁而誰歟   (이 초상화에 그려진 이가) 이 늙은이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略似乎處靜之氣像而性則汎 대체로 조용히 사는 은자의 기상과 흡사하지만 성품은 들떠 있고

隱若有遠望之思慮而心也疎 은근히 멀리 내다보는 사려가 있는 듯하지만 마음은 소루하니

斯其所以平生之攸廬  이것이 바로 내가 평소 살아 온 자취로다

非古非今   옛날도 아니요 지금도 아니며

非實非虛   실제도 아니요 허상도 아니며

非道非禪   도학도 아니요 선학도 아니며

非隱非放也   은거도 아니요 방축34도 아니로다

於       아35

印 : 曼倩(만천)

*   만천은 유한준의 자. 만천은 한나라 때 문장과 해학으로 유명한 동방삭東方朔의 자이기도 하다. 이름과 

자에서 문장을 지향하는 뜻이 보인다. 저옹著翁은 호 저암著庵을 자칭한 것인데, 1783년 자신의 시문을 

모아 『自著』로 펴내니 세인들이 저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34   방축 :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굴원이 쫓겨나 강가에서 노닐고 못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는데 안색이 초췌하고 모습에 생기가 

없었다.〔屈原旣放, 游於江潭, 行吟澤畔, 顔色憔悴, 形容枯槁.〕”라고 한데 보이듯이 ‘방(放)’은 귀양가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유

배보다 낮은 형벌에 흔히 방귀전리(放歸田里 : 벼슬에서 체직되어 고향으로 내려가게 함)가 나오듯이 방은 벼슬에서 내쫓기는 것을 의

미한다. 유한준은 42세, 48세, 63세 때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 

35   아 : 원문의 ‘於’는 탄미사이다. <<서경>> 요전(堯典)〉에 “만방을 화합하여 융화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목해졌다.〔協和

萬邦, 黎民於變時雍.〕”라고 하였는데, 이 대목에서 ‘於’가 탄미사로 쓰였다.

부록  유한준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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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이 초상화의 찬은 낙관에 만천이라는 자를 쓴 것이나 유한준의 문집 『자저自著』에 이 글이 수록

된 것을 볼 때 유한준이 자찬한 것이며 문집에 경신庚申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작고하기 11년 전인 

1800년(순조 즉위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 스스로 성품이 들뜨고 마음이 거칠다고 했지만 은연 중 은자의 풍모와 심원한 생각이 있다는 자

부가 내비친다. 자찬自讚의 후반부 4글자는 자신의 평소 학문 경향을 스스로 집약하여 진단하고 있다는 

면에서 초상화의 그림과 함께 작가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문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

기에 제시된 글자가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차후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自著續集册一 

 

[雜錄] 

寫影自贊 庚申

非此翁而誰歟。略似乎處靜之氣像而性則汎。隱若有望遠之思慮而心也踈。斯其所以平生之攸廬。非古

非今。非實非虗。非道非禪。非隱非放也。於 缺。

更商

* (缺)은 구두와 교감을 한 사람이 써 넣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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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오좌목 실견날짜 : 2013. 8. 20 (1회차 실견조사)

유물번호 奎10173 작가 義禁府 編 작품명
금오좌목

 (金吾座目)
수량  1帖(3折 2面) 

국적/시대/연대  조선시대 1750년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1첩 3절의 화첩)

규 격 전 체  (책의 크기) 35.4 × 22cm 화 면 펼쳐진 한 폭 35.4 × 44.0cm   

재 질 종이에 채색 안 료  채색도

화면 상태 양호 표구 여부 및 상태
모임장면그림 한 폭과 모임인물좌목 한 폭이 펼쳐보이도록 

화첩으로 표구

인 장 作家印 없음 題贊印 없음 鑑藏印 없음

제 발 없음

이미지1

                           

이미지2

기존해제
1750년(英祖 26) 4월의 義禁府 座目으로 都事10명의 명단과, 會座한 그림이 있다. 기재형식은 품계·관직, 
字·生年, 科榜, 本貫으로 되어있다. 10명은 通訓大夫 蔡應一, 具善慶, 南泰胤, 金鳴路, 宋載和, 鄭象仁, 李
迪坤, 任琨, 閔源, 南肅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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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1750년 4월의 의금부 관아(官衙)에서의 계모임을 기록한 그림으로, 의금부 관아의 구조를 보여주는 전경과 
의금부 도사(義禁府 都事)들의 계회장면이 그림의 주제이다.  
화면은 건물구성과 인물묘사를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의금부 관아의 관청이 화면 중앙의 상단에 자리한다. 중
심의 본청(本廳)과 오른편(동쪽)의 당상관청(堂上官廳)은 비워있고, 왼쪽(서쪽)의 낭관청(郞官廳)에서 계회가 
열리고 있다. 동서의 협문(挾門), 정문(正門), 그리고 망문(望門) 등이 모두 그려져 있다. 관아 위로 연지(蓮池)
와 남산(南山)이 모두 그려져 있다. 또한 관아주변으로 기와가옥들이 즐비하다.  
청위에는 10명이 그려져 있다. 뜰에 푸른 바탕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과 문 아래를 지키는 사람은 
나졸들이다. 4명의 나졸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 그려진 계회인물의 구체내용은 다음 면의 좌목(座目)으로 알 수 있다. 좌목에는 계회인물의 관직(官職)
과 품계(品階), 이름, 자(字), 생년, 사마(司馬)의 합격년, 그리고 본관(本貫)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蔡膺一,   敬彦,  丙寅,  丁酉司馬, 平康人.
義禁府都事朝奉大夫, 具善慶,   仲餘,  乙未,  辛酉司馬, 綾城人.
義禁府都事通德郞,  南泰胤,   君錫,  丙戌,  戊午司馬, 宜寧人.
通德郞行義禁府都事,   金鳴魯,   聲遠,  丙戌, 淸風人.

朝散大夫行義禁府都事,  宋載和,   仲協,  丁亥,  癸丑司馬, 恩津人.
義禁府都事通德郞,       鄭象仁,   德元,  庚子,  甲子司馬, 烏川人.
朝奉大夫行義禁府都事,   李迪坤,   載吉,  庚午, 月城人.

義禁府都事朝奉大夫,     任  琨,   景白,  己丑,  乙酉司馬,  西河人.
中直大夫行義禁府都事,   閔  源,   仲淵,  庚寅,  乙酉武科, 驢興人.
義禁府都事中直大夫,    南肅寬,   正叔,  甲申,  乙酉司馬, 宜寧人.
庚午四月 日

좌목의 기록으로 미루어 이 계회는 1750년 채응일(蔡應一), 구선경(具善慶), 남태윤(南泰胤), 김명로(金鳴路), 
송재화(宋載和), 정상인(鄭象仁), 이적갑(李迪坤), 임곤(任琨), 민원(閔源), 남숙관(南肅寬) 등 10명이 모인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시점(視點)을 보면, 건물의 구조와 인물 및 가옥 모두를 비스듬히 조망하여 사실적으로 그린 듯한 사선
조감의 시점을 사용하였다. 단, 계회장면의 방안처리에는 이러한 사선조감을 전혀 적용시키지 못하여, 단색의 
무배경 속에 인물들이 떠 있듯 배치되어 있다.  
그림의 표현기법을 보면, 색채면에서는 주 관청의 내부에 등황의 밝은 황색을 짙게 골고루 베풀어 강조하고, 
모든 건물과 담의 지붕은 푸른 색에 먹을 더하여 짙게 칠하여, 담에는 분홍을 베풀었다. 그 위에 호분을 짙게 
처리하였다. 버드나무의 녹색이 옅게 베풀어져 있다. 이러한 색의 배치는 화면전체를 화사하게 해준다. 표현
법은 비교적 치밀하며 설채의 마무리는 잘 처리되어 윤곽선(먹선)이 물상에서 뜨지 않는다. 선의 처리는 대개 
계화(界畵)로 처리하고, 짧은 선은 계화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화가의 능숙한 선긋기가 돋보인다. 건물이나 인
물의 옷에는 짙은 원색처리를 하였지만, 관아 뒤의 수목이나 원산 및 주변 가옥의 처리는 부드러운 붓질과 선
염의 처리로 일반 감상화의 수준을 반영한다.  
수십점이 넘게 전하는 조선시대 금오계첩들 중에서, 본 금오계첩의 그림은 시점처리와 설채 등의 방면에서 우
수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특기사항

• 망문(望門), 연지, 원산, 주변 가옥 등이 배치되어 있다.
•   사선의 시점으로 조감되어 그려져 있으므로, 사실감이 돋보인다. 이러한 시점의 표현은 규장각에 소장된 다
른 금오계첩들 및 일반적 금오계첩의 건물구성표현의 방식과 다른 큰 차이이다. 사선의 시점으로 조감된 금
오계첩으로, 현전하는 것은 고려대박물관본(1739년), 학고재본(1739년), 개인소장(1751년), 국립중앙박물
관본(1777년) 등이 확인되고 있다. 

•   본 금오계첩과 함께 사선조감의 모든 금오계첩에서 버드나무의 위치가 특이하다. 원래는 관아의 정문이 있
는 담 안에 버드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대부분이 부감시점의 금오계첩이 버드나무의 위치를 
담 안에 배치하였고, 정선(鄭敾)이 회화적으로 그린 <의금부도>에서도 버드나무가 담 안에 자리하고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선조감 금오계첩에서 버드나무가 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선조감 금
오계첩이 처음 만들어진 후 계속 화면을 통한 답습으로 제작된 상황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   『金吾憲錄』 (미국 버클리대학교 소장본)
•   「『金吾憲錄』 解題」, 『金吾憲錄·義禁府謄錄1 (各司謄錄72)』 (國史編纂委員會,1994), pp.3~4.  
•   윤진영, 「의금부(義禁府)의 면신례(免新禮)와 금오계회도(金吾契會圖)」, 『문헌과 해석』 통권13호 
(문헌과해석사, 2000), pp. 66˜82 

•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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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오계첩 실견날짜 : 2013. 2. 11 (19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4650-98 작 가 미상 자료명
금오계첩

(金吾稧帖 ) 
수 량 1책 중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金吾稧帖’이란 첩의 내용 4면 중 첫 두면에 그려진 한 폭 채색화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82년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 격 전 체  34 × 21.5 cm  화 면 34 × 43 cm 
(펼친 한 폭 전체)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

이미지1

  

이미지2         의금부 뒤의 연못이 그려진 부분도

인 장 없음  자료상태
상    중    하

좀 먹은 부분이 많다

제 발 없음

기존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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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1782년 9월 의금부 관아(官衙)에서 열린 계모임을 기록한 그림으로, 의금부 관아의 구조를 보여
주는 전경과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들이 모여앉은 계회장면이 그림의 주제이다.  
화면은 건물구성과 인물묘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금부 관아의 관청이 화면상단에 자리한다. 
중앙의 본청(本廳)인 호두각(虎頭閣)과 동쪽(좌정할 때 왼편)의 당상관청(堂上官廳)은 비어있고, 
서쪽(우측)의 낭관청(郞官廳)에서 계회가 열리고 있다. 
청위에는 계회인원 10명이 모두 그려져 있는데 다 청색 관복을 입고 있어 이들이 당하관임을 드
러내고 있고 한 사람이 정면에 좌정하고 있어 그가 이 모임의 좌장임을 알 수 있다. 계단 아래 분
홍 옷을 입고서 무릎을 꿇고 있는 2명은 예리(禮吏)와 형리(刑吏)이다. 뜰아래 행로를 가운데 두
고 푸른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과 출입하는 서협문(우협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모두 나졸이다. 
이 그림에는 4명의 나졸이 있다.  
안에서부터 정문(正門), 대문(大門), 망문(望門)이 모두 그려져 있다. 정문은 청사 중앙에 보이는 
삼문(三門)인데 도사들은 출입할 수 없으므로 닫혀 있고, 좌우 행랑이 딸린 대문은 당상관이 출입
하는 정문과 낭관이나 전직 관료가 출입하는 서협문(우협문)의 2문 구조로 되어 있다. 의금부 도
사들은 평소 이 문으로 출입하는데 지금 나졸들이 지키고 있다. 『금오헌록(金吾憲錄)』에는 대문
에 죄인이나 하인이 출입하는 동협문(좌협문)이 있다고 하지만, 이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대
문에서 다소 떨어진 정면에 망문이 그려져 있는데, 좌우의 협문을 낀 중앙의 정문은 더 높게 그려 
솟을대문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에 그려진 계회인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면의 좌목(座目)으로 알 수 있다. 좌목에는 계회
인물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이름, 자(字), 생년, 사마시 혹은 무과 급제년의 간지, 그리고 본
관(本貫)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 

承議郞義禁府都事, 李鼎烈,  士凝,  戊午, 三州人.

中直大夫行義禁府都事, 蔡敏恭,  聖訥,  丁巳, 平康人.

義禁府都事承議郞,  尹光柱,  石臣,  癸丑,  辛卯司馬,  坡平人.
朝奉大夫義禁府都事, 尹守黙,  伯深,  庚申,  甲午武科,  坡山人.
承議郞義禁府都事, 李邦仁,  季興,  戊申,     完山人.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徐邁修,  德而,  辛亥,  辛卯司馬,  達成人.
義禁府都事承議郞,  金思羲,  逸如,  壬申,  癸巳司馬,  慶州人.
義禁府都事從仕郞,  李牧永,  述之,  戊辰,  丁酉司馬,  韓山人.
義禁府都事通德郞,   權以經,  常仲,  甲寅,  癸未司馬,   安東人. 
義禁府都事中直大夫,  李寬鼎,  廣伯,  丁未,  癸巳司馬,   完山人.
壬寅 九月 日, 士凝 稽帖.

이정열(李鼎烈), 채민공(蔡敏恭) 윤광주(尹光柱), 윤수묵(尹守黙), 이방인(李邦仁), 서매수(徐邁
修) 김사희(金思羲), 이목영(李牧永), 권이경(權以經), 이관정(李寬鼎) 등이 1782년(정조 6) 9월
에 모였던 모임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시점(視點)을 보면, 건물의 구조는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시점을 사용하였고 실제 건물내
부 및 벽과 문의 형상, 수목, 인물 등의 표현은 측면시점을 사용하여 두 개의 시점이 공존한다. 
그림의 표현기법을 보면, 색채면에서는 주 관청의 내부에 등황의 밝은 황색을 베풀어 강조하고, 
모든 건물과 담의 지붕은 푸른 색을 옅게, 담에는 분홍을 베풀었다. 이러한 삼원색의 기본 구성으
로 화면은 전반적으로 산뜻한 느낌을 준다. 표현법은 치밀하다고 할 수 없으나, 설채의 마무리는 
잘 처리되어 윤곽선이 물상에서 뜨지 않는다. 선의 처리는 긴 수평수직선만을 계화(界畵)로 처리
하고, 짧은 선들이나 창살 등은 계화처리를 하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관청 뒤의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모임이 9월(음력)에 열렸으니 연
꽃은 이미 지고 연잎도 누렇게 시든 후이다. 연못과 연꽃의 표현이 형식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기의견  • 망문(望門) 및 관청 뒤의 연못이 그려져 있다. 

참고문헌

• 『金吾憲錄』 (미국 버클리대학교 소장본)

• 「  『金吾憲錄』 解題」, 『金吾憲錄·義禁府謄錄1 (各司謄錄72)』 (國史編纂委員會,1994), pp.3~4.  

•   윤진영, 「의금부(義禁府)의 면신례(免新禮)와 금오계회도(金吾契會圖)」, 『문헌과 해석』 통권13
호(문헌과해석사, 2000), pp. 66~82 

4권  보존처리연구286



7) 금오계첩 실견날짜 : 2014. 1. 17 (16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 4650-99 작 가 義禁府 編 작품명
금오계첩

(金吾稧帖)
수 량 1帖(3折)

국적/ 시대/ 연대  조선시대, 영조 38년 (1762)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1첩 3절의 화첩)

규 격 전 체   접혀진 책, 35.5 × 23cm 화 면
펼쳐진 화면 

35.5 × 46cm  

재 질 종이에 수묵 채색 안 료  채색도

화면 상태 양호 표구 여부 및 상태

인 장 作家印 없음 題贊印 없음 鑑藏印 없음

제 발 없음

이미지 사진

기존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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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1762년 11월에 열린 의금부 관아(官衙)에서의 계모임을 기록한 그림으로, 의금부 관아의 구조를 
보여주는 전경과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들의 계회장면이 그림의 주제이다.  
화면은 건물구성과 인물묘사를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의금부 관아의 관청이 화면상단에 자리한다. 
중심 본청(本廳)과 오른편(동쪽)의 당상관청(堂上官廳)은 비워있고, 왼쪽(서쪽)의 낭관청(郞官廳)
에서 계회가 열리고 있다. 동서의 협문(挾門), 정문(正門), 그리고 망문(望門) 등이 모두 그려져 있다.
청위에는 9명이 그려져 있다. (계회인원은 10명인데, 빠진 1명은 직당(堂直)을 서기 때문이다.) 계
단 아래 분홍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2명은 예리(禮吏)와 형리(刑吏)이다. 뜰 아래  푸른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과 문 아래를 지키는 사람은 나졸들이다. 이 그림에는 2명의 나졸만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 그려진 계회인물의 구체내용은 다음 면의 좌목(座目)으로 알 수 있다. 좌목에는 계회인물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이름, 자(字), 생년, 사마 혹은 무과의 합격년, 그리고 본관(本貫)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權 瓛, 伯玉, 辛卯, 安東人.

義禁府都事通訓大夫, 洪配漢, 仲直, 乙巳, 己卯司馬, 豐山人.

通訓大夫義禁府都事, 李趾光, 子應,  甲寅, 全州人.

義禁府都事中訓大夫, 金思重, 士鼎,  甲午, 乙卯司馬, 慶州人.
義禁府都事通德郞, 李遠培, 士長,  乙卯, 壬午司馬, 全義人.
中訓大夫行義禁府都事, 韓厚增, 德載,  壬子, 西原人.

義禁府都事奉正大夫, 沈載鎭, 厚之, 丙子司馬, 靑松人.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鄭彦衡, 季平, 甲寅, 乙亥武科, 東萊人.
義禁府都事將仕郞, 沈煥之, 輝遠, 庚戌, 壬午司馬, 靑松人.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金載岳, 華重, 庚戌, 商山人.

壬午 十一月 日.

권환(權瓛), 홍배한(洪配漢), 이지광(李趾光), 김사중(金思重), 이원배(李遠培), 한후증(韓厚增), 심
재진(沈載鎭), 정언형(鄭彦衡), 심환지(沈煥之), 김재악(金載岳) 등이 1762년 11월에 모였음을 알
려주는 좌목이다. 

그림의 시점(視點)을 보면, 건물의 구조는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시점을 사용하였고 실제 건물내부 
및 벽과 문의 형상, 수목, 인물 등의 표현은 측면시점을 사용하여 두 개의 시점이 공존한다. 
그림의 표현기법을 보면, 색채면에서는 주 관청의 내부에 등황의 밝은 황색을 베풀어 강조하고, 모
든 건물과 담의 지붕은 푸른 색을 옅게, 담에는 분홍을 베풀었다. 이러한 삼원색의 기본 구성으로 
화면은 전반적으로 산뜻한 느낌을 준다. 표현법은 치밀하다고 할 수 없으나, 설채의 마무리는 잘 
처리되어 윤곽선이 물상에서 뜨지 않는다. 선의 처리는 긴 수평수직선만을 계화(界畵)로 처리하고, 
짧은 선들이나 창살 등은 계화처리를 하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특기사항

• 화면의 하단에 망문이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고, 청 뒤의 연지와 정자는 생략되어 있다.

•   11월의 계회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림의 관아의 버드나무에는 녹색의 채색이 되어 있다. 이 그림
이 사실재현보다는 관아의 구성과 계회의 행사장면을 기록하는 형식화된 화면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참고문헌

• 『金吾憲錄』 (미국 버클리대학교 소장본)

•  「  『金吾憲錄』 解題」, 『金吾憲錄·義禁府謄錄1 (各司謄錄72)』 (國史編纂委員會,1994),         
pp.3~4.  

•   윤진영, 「의금부(義禁府)의 면신례(免新禮)와 금오계회도(金吾契會圖)」, 『문헌과 해석』 통권13호
(문헌과해석사, 2000), pp. 66~82 

•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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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오계첩 실견날짜 : 2014. 1. 17 (16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 4650-111 작 가
의금부

(義禁府) 編 
작품명

금오계첩

 (金吾禊帖)    
수 량 1帖(3折)

국적/시대/연대  조선시대  1731년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1첩 3절의 화첩)

규 격 전 체 34 × 21.5cm 화 면 34 × 21.5cm 의 2면
( - 34 × 43cm의 한 폭 그림이 접혀져 있음)

재 질 종이 안 료  채색도

화면 상태
벌레 먹음
부분 오염
하

표구 여부 및 상태  34 × 43cm크기의 그림 한 폭과 좌목 한 폭. 
현재 각각 접혀져서 총 4면을 이루고 있다.   

인 장 作家印 없음 題贊印 없음 鑑藏印 없음

제 발 없음  

이미지

    
제4면                                                               제3면

기존해제

1731년(영조 7) 11월에 의금부에 會座한 都事들의 명단을 적은 座目과 이들의 모습을 담은 채색 그림으로 이루어
진 책이다. 겉표지에는 ‘稧帖’이라 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모임을 의금부 都事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합
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의금부에 소속된 도사들간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계모임(廳契)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작성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座目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즉 座目 말미에 ‘辛亥’라는 간지가 나와 있으
며‚좌목에 적힌 관리들이 영조대에 활약한 자들이라는 점을 통해 이 책의 ‘辛亥’는 1731년이 분명하다. 내용을 살
펴보면 먼저 채색 그림에는 10명의 관원이 廳舍에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하인으로 보이는 4명이 그려져 있다. 다
음으로 ＜金吾座目＞이라 하여 관원 1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기재 형식은 품계·관직‚성명‚生年·字‚司馬
試 합격 연도‚本貫 순으로 되어 있다. 10명의 관원 모두 의금부 都事들로서 閔鎭恒‚尹光迪‚尹勉敎‚洪禹集‚朴夏興‚
洪允輔‚李義浹‚趙和璧‚李益兼‚李挺楫 등이다. 법전 규정에 따르면 의금부 都事는 종6품 5명과 종8품 5명 등 10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 책에 적힌 都事들의 경우 정3품 당하관 3명‚종3품 1명‚종4품 6명 등으로 모두 법전 규정
보다 높은 품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朝鮮時代社會史硏究史料叢書(三)≫(金仁杰·韓相權 編‚보경문화
사‚1986)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한편 규장각에는 1750년(영조 26)에 작성된 ≪金吾座目≫＜奎 10173＞이 하나 
더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 책과 비교·검토할 수 있다. ＜奎 10173＞본의 자세한 내용은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 史部 2‚p.284 참조. (심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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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1731년 11월에 열린 의금부 관아(官衙)에서의 계모임을 기록한 그림으로, 의금부 관아의 구조를 보여주는 전경과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들의 계회장면이 그림의 주제이다. 
 그림은 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화면이 접힌 것이므로 원래의 펼쳐진 모습으로 재구성하여 보아야 한다. 
화면은 건물구성과 인물묘사를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의금부 관아의 관청이 화면상단에 자리한다. 중심 본청(本廳)
과 오른편(동쪽)의 당상관청(堂上官廳)은 비워있고, 왼쪽(서쪽)의 낭관청(郞官廳)에서 계회가 열리고 있다. 동서의 
협문(挾門), 정문(正門) 등이 그려져 있다.
계회의 인물 10명이 모두 그려져 있다. 8명이 L자를 꼴로 줄지어 앉고 이들 앞의 공간에 2명이 마주 앉았다. 계단 
아래 분홍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마주한 2명은 예리(禮吏)와 형리(刑吏)이다. 그 앞에 푸른 옷을 입고 마주 서 있는 
나졸이 2명이다.
그림에 그려진 계회인물의 구체내용은 다음 면의 좌목(座目)으로 알 수 있다. 좌목에는 계회인물의 관직(官職)과 품
계(品階), 이름, 자(字), 생년, 사마시의 합격년, 그리고 본관(本貫)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두 순서대로 기재되었는
데 사마시 합격년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다. 

朝奉大夫義禁府都事, 閔鎭恒,  癸亥, 久叔, 驢興人.

義禁府都事朝奉大夫,  尹光迪, 己巳,  啓伯, 癸卯司馬,  坡平人.
義禁府都事朝散大夫,  尹勉敎, 辛未, 子强, 辛丑司馬,  坡平人.
義禁府都事通訓大夫, 洪禹集, 己未, 成伯, 丙午司馬  南陽人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朴夏興,  辛酉,  君時,  潘南人.

義禁府都事朝奉大夫,  洪允輔, 甲戌,  季信,  辛丑司馬,  豊山人.
中訓大夫行義禁府都事,  李義浹,  癸亥, 悅甫, 辛丑司馬,  全義人.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趙和璧, 戊辰,  君獻,  白川人.

朝散大夫行義禁府都事,  李益兼, 戊寅,  仲善,  完山人.

義禁府都事朝奉大夫,  李挺楫,  辛未,  用汝,  丁未司馬,  星山人.
- 辛亥十一月 日   

이 좌목을 통하여 이 모임은 1731년 음력 11월에 민진항(閔鎭恒)‚ 윤광적(尹光迪)‚윤면교(尹勉敎)‚홍우집(洪禹集)‚
박하흥(朴夏興)‚홍윤보(洪允輔)‚이의협(李義浹)‚조화벽(趙和璧)‚이익겸(李益兼)‚이정즙(李挺楫) 의 10명이 모임이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시점(視點)을 보면, 건물의 구조는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시점을 사용하였고 실제 건물내부 및 벽과 문의 형
상, 수목, 인물 등의 표현은 측면시점을 사용하여 두 개의 시점이 공존한다. 
그림의 표현기법을 보면, 색채면에서는 주 관청의 내부나 벽면에 모두 분홍을 베풀고, 건물과 담의 지붕은 푸른 색
을 옅게 베풀었다. 관청내부의 색과 담을 옅은 분홍으로 일괄처리한 점은 다른 금오계첩에 비하여 조악한 설채방식
인데, 건물내부에 흐린 녹청색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화면의 느낌은 화사한 감은 유지하고 있다. 인물의 의복은 주황
색이 얼룩덜룩하게 칠해져 있다. 전반적으로 표현이 거칠고 설채가 단순하다. 선의 처리는 긴 수평수직선만을 계화
(界畵)로 처리하고, 짧은 선들이나 창살 등은 모두 계화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그려진 양 서툴게 표현된 선들
이 있다.

특기사항

•   화면 전경에는 망문(望門)이 그려져 있지 않고, 화면 후경에는 연지(蓮池)나 원산(遠山)이 모두 그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금오계첩의 화면에 비할 때, 단순하고 거칠다.   

•   좌목 아래 간지에서 이 모임이 음력 11월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이를 시각화한 그림에서는 연두빛 버드나무가 그
려져 있다. 이로 미루어, 이 그림은 모임의 실제모습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미 정형화되어있는 의금부의 모임 이
미지를 베껴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그림은 모임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기능보다는 모임의 형식과 전통을 
보여주는 자료의 의미를 유지한다. 

•   장황에서, 그림을 반으로 접을 때 바깥쪽으로 접어 화첩을 펼치면 그림을 온전히 볼 수 없고, 반면씩 볼 수 있게 되
어 있다.  

참고문헌

•   『金吾憲錄』 (미국 버클리대학교 소장본)
• 「  『金吾憲錄』 解題」, 『金吾憲錄)·義禁府謄錄1 (各司謄錄72)』 (國史編纂委員會,1994), pp.3~4.  
•   윤진영, 「의금부(義禁府)의 면신례(免新禮)와 금오계회도(金吾契會圖)」, 『문헌과 해석』 통권13호(문헌과해석사, 

2000), pp. 66~82 
•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조사자의견
이 직품의 표지제목이 ‘계첩’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전체제목은 이런 류의 작품을 지칭하는 ‘금오계첩’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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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석설연지도 실견날짜 : 2013. 11. 1 (7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軸1149-

10
작 가 미상 자료명

기석설연지도

耆碩設宴之圖
수 량 1점

 시각자료 소재양상  긴 축의 상단에 기록 그림이 그려져 있음 

 국적/시대/연대  1621년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 격 전 체   168 × 57.5cm. 화 면   26.4 × 57.5cm.

제작기법  비단 위 묵필의 윤곽선에 채색

이미지     

인 장 없음 자료상태

상    중    하
변색, 오염, 부분적 바탕직물의 손실 
등이 있으며, 그림의 훼손된 일부가 

잘려있다.

(그림 상단 15cm 이상 그림 오른편 
10cm이상 잘려짐)

제 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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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에 베풀어진 耆老會의 모습을 담은 그림과 심희수가 撰한 贊文‚참여자의 座目 등으로 구성된 
작품. 
그림의 크기는 87.6× 52.7Cm이나 이보다 컸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윗 부분과 오른쪽에도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어느 시기엔가 잘려나간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 밑부분에 쓰
여진 沈喜壽(1548-1622)의 贊文은 그의 문집인 ≪一松先生文集≫에도 실려 있어 두 글을 대조할 수 
있는데 대략 4-5줄 분량이 절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희수가 쓴 찬문 끝에는 ‘天啓元年辛酉 冬
至前一日(卽初八月)靺線老拙靑城沈喜壽謹稿’의 款識가 적혀 있어 그림의 제작연대는 1621년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원래 제목은 심희수의 문집에도 보이듯이 ＜耆英會圖＞였음이 확실하나 후대에 들어와 누군
가가 족자의 뒷면에 ＜기석설연지도＞라는 제목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심희수의 자는 伯懼‚호는 一松‚
본관은 靑松이다. 仁順王后의 從弟로서 盧守愼에게 학문을 배웠다. 선조대에 좌찬성‚우찬성‚우의정 
등을 지냈으며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문집으로는 ≪一松集≫이 있다. 계회도 형식
의 그림은 모임이 끝난 후 이를 기념하여 참석자 수대로 그려서 각각 보관하여 후대까지 널리 전승하
였는데 본 그림은 심희수의 贊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沈喜壽家에서 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을 보면 耆老會 모임은 실내에서 열리고 있다. 契員들의 모습은 그림의 윗부분과 우측면이 잘려나
간 까닭에 왼쪽의 末席에 앉아 있는 두 사람만 보일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왼편의 두 
인물은 虎皮를 깔고 앉아 있고 앞에는 음식상을 받아들고 있다. 음식상에는 총 13개의 접시가 보인다. 
실내의 문쪽에는 노랑색 겉옷과 붉은 치마를 착용한 여인들이 앉아 있거나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다. 실
내의 오른편에는 朱漆 탁자위에 꽂가지를 꽂은 靑華白磁大花甁 두 개가 놓여있어 모임의 격조를 높이
고 있다. 그림의 하단부 방 밖의 마루에는 가야금 또는 거문고(3명)‚해금(1명)‚피리(3명)‚장고(1명)‚북(2
명)‚박(1명)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樂工들의 모습이 힘차게 표현되어 있고‚건물의 왼쪽 구석 벽에는 놋
화로에 술을 덥히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림의 자료들은 계회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함께 17세기초 樂工이나 妓女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인물 중심의 契會圖로
서 모임 장면을 강조하여 표현한 조선중기 계회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의 하단에는 심희수가 쓴 서문과 세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역시 우측면이 잘려나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심희수의 문집인 ≪一松集≫ 권4에 실려있는 ＜耆英會詩並序＞가 본 자료 하
단의 글과 꼭 같은 내용이어서 원문 그대로의 모습은 복원할 수 있다. 다만 ＜耆英會詩竝序＞에는 두 
편의 시가 실린데 비해 본 자료에는 한 편의 시가 더 실려있다. 座目에 의거하면 본 耆英會의 구성원은 
총 13명이었으나 序文에 의하면 鄭仁弘‚韓孝純‚趙振‚李準 등 4명은 불참했음이 나타난다. 좌목에 기
록된 명단은 沈喜壽(1548-1622)‚鄭仁弘(1535-1623)‚鄭昌衍(1552-1636)‚韓孝純(1543-1621)‚朴
弘耈 (1552-1624)‚趙挺(1551-1636)‚李光庭(1552-1627)‚柳根(1549-1627)‚李準(1545-1624)‚趙
振(1543-?)‚申湜 (1551-1623)‚南瑾(1552-?)‚閔仁伯 (1552-1626) 등으로 대부분 광해군대에 정국
의 핵심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다. 1621년을 기준하면 정인홍이 87세로 최고령이며‚가장 나이가 어
린 사람도 70세가 된 인물로 耆英會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좌목에는 기영회 구성원들의 성명‚관
직‚생년‚본관‚字號‚사마시와 문과의 登第年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이 실려 있다. 
耆老들의 모임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당나라 때 白居易가 조직한 九老會가 있었으며‚송나라 
때 文彦博과 司馬光을 비롯한 13인이 조직한 耆英會가 있었다. 본 작품의 원래 제목이 ‘耆英會詩並序’

이고 13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宋의 耆英會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려시대에 崔儻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海東耆英會를 조직한 것이 시초이며‚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이
념 실천과 관련하여 특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조처들이 널리 베풀어지면서 耆老會도 보다 활성
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내용만 하더라도 일년에 두 번 士大夫와 庶人에게 
養老宴을 베풀었으며‚70이 되어 致仕하는 宰臣들에게 几杖을 하사하였다. 또한 정 2품 이상의 문관 
實職者로서 70세 이상된 자들의 모임인 耆老所가 있었다. 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만든 
≪耆社契帖≫(숙종)과 ≪耆社慶會帖≫(영조)이 만들어졌으며‚高官들의 기로회 모습은 개인의 문집에
서 散見되고 있다. 권근의 ＜陽村集＞ ＜後耆英會序＞에는 李居易의 건의로 1404년 기로회를 설치
한 기록이 있으며‚본 작품의 소재인 沈喜壽의 ＜耆英會詩序＞를 비롯하여‚金堉(1580-1658)의 ＜耆
老所題名記＞(1654년)‚柳根(1549-1627)의 ＜李元翼賜几杖宴序＞와 같은 기로회 관련 자료들이 
있다. 특히 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기사계첩은 최고의 화원들이 상세하게 기로회의 잔치 모
습과 함께 배행하는 사신들의 행렬‚백성들이 구경하는 모습 등을 담았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사연구에
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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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 겨울의 기영회 장면으로, 심희수(沈喜壽, 1548-1622)을 포함한 9명이 모여앉은 기로
회(耆老會)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단, 그림의 상단과 오른편이 모두 잘려나가 9명 중 1명만
이 온전하게 보이고 1명은 하반신 만 보일 뿐이다. 현재 전하는 그림의 크기는 26.4 × 52.7cm
인데 원래는 상단으로 약 15cm, 오른편으로 약 10cm 이상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잘려나
간 언저리의 훼손과 오염이 심하다. 그림의 상단에 그 제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아래로 
심희수의 서문이 있고, 그 아래의 참여자의 좌목(座目) 등이 있어, 하나의 긴 축(축 전체, 87.6 x 
52.7cm)을 이루고 있다. 

이 그림의 구성을 보면, 기로회가 열리는 장소가 중앙에 있다(현재는 상당이 박락되어 적색 기둥
과 실내공간을 구분하는 표시만이 남아 있다) 이 공간 안팎의 인물과 기물은 모두 측면에서 본 형
태로 그려져 있다. 이 공간의 안쪽의 상단에는 참석한 계원 9명이 열을 맞추어 앉아 있다(현재 그
림에서는 2명만이 확인된다). 계원은 표범가죽문양의 호피(虎皮)를 깔고 앉아서 음식상을 받고 
있다. 상 위에는 각각 10여개 이상의 접시를 헤아릴 수 있다. 가장 아래 앉은 계원의 맞은 편에 붉
은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청화백자 화병 두 개가 올려져 있으며 이 화병들에는 꽃이 꽂혀있다. 아래
로 무희의 복장을 한 여인들이 (현재 그림 속에서)총 11명이 있는데, 8명은 좌우로 4명씩 줄 맞추
어 앉아 있고 1명은 잔을 나르고 있으며, 2명은 춤을 추고 있다(현재 그림에서는 춤추는 여인 2명
의 하반신이 보인다). 이 공간의 밖을 보면, 아래로 남성악단 8명과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 2명이 
있다. 

표현상 특성을 보면, 인물과 기물 묘사의 필선에 힘이 있고 붓을 댈 때의 힘이 표현된 필선인 정두
서미묘(釘頭鼠尾描)가 의습선에 잘 드러나고, 그 외 기물들에는 정교한 철사묘(鐵絲描)가 처리되
어 있다. 채색을 보면, 원색의 안료가 베풀어져 의복의 황, 적, 녹, 백, 담홍 등이 화사하게 처리되
어 있고, 안료의 입자가 전반적으로 고르다. 백자류 도자기 표면에 호분을 두텁게 바르고 청화문
양을 모두 그려넣은 것이 인상적이다. 대개 윤곽선에 맞게 설채가 꼼꼼하게 채워져 있다. 필선의 
능숙함과 형태묘사의 자연스러움 및 설채의 정교함이 모두 화원의 솜씨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의 아래 부분에는 심희수의 찬문이 적혀져 있다. 이 글은 그의 문집인 『일송선생문집(一松
先生文集)』 권4에 실린 「기영회시병서(耆英會詩並序)」가 본 자료 하단의 글과 꼭 같은 내용이다. 
(그림의 오른편이 잘려나가면서, 4-5줄 분량이 절단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집에 실린 「기영회시
병서」과 비교하여, “..幸各樣舊蹟,..”부터 보이므로 그 앞에 104자가 잘려져 있고, 이후 보이는 가
운데도 바탕천에 오염과 박락으로 판독이 불가하게 안보니는 글자가 20여여자이다. 단, 문집에
는 두 편의 시가 있으나, 위의 축에는 세 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서문과 시의 내용은 그림의 내용
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영회시병서」는 문집을 참조하여 원문전문과 축 위의 세 편 시
를 함께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기로회(耆老會)가 있은 지 오래되었다. 당송(唐宋)의 고상한 현인들이 모임을 만들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한 뒤에 동방의 우리나라에도 파급되어 풍류를 아는 선비들이 선배들의 아름다운 자취
를 따르고 꽃다운 이름을 전한 것들이 보첩(譜牒)에 남아 있다. 
우리 조선조에 와서 더욱 규모가 번창하고 성대하였다. 봄가을 좋은 계절에 잔치를 열어 놀며 즐
겼는데, 신하들끼리 자체적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임금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그 표
창하고 물품을 하사한 은전(恩典)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태조 대왕이 본소[기로소(耆老
所)의 서루(西樓)에 어휘(御諱 이름)를 친히 쓰서 남기신 것에서도 그 사실을 역시 징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양한 모습의 옛 자취들이 임진년의 병화로 모조리 망실되었으니, 이
러한 내용은 윤 해평(尹海平) 자고(子固) 상공(上公)의 서문에서 이미 대략 언급되어 있다. 
난리를 겪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모든 일이 처음 새로 하는 것이라 모임을 연 것이 겨우 대여섯 번
인데, 지난해와 올해 겨울에는 모두 연회를 여는 기일을 임금에게 보고하지 못하였으니, 대개 군무
에 관한 일이 많고 변경의 정황이 더욱 급해졌기 때문이니, 어찌 크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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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에 기로소에 든 회원들이 전에 없이 많아졌으니 아, 또한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의 모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참석한 인원이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에 모였던 인원수와 꼭 부
합한다. 그리고 졸렬한 나의 나이가 74세이고,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 상공(柳相公)의 나이
가 73세, 우의정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 상공(趙相公)과 행동지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
事) 신 상공(申相公)의 나이가 각각 71세,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봉래(蓬萊) 정 상공(鄭相公) ·
좌의정 박 상공(朴相公)·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 상공(李相公)·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남 상공(南相公)·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여양(驪陽) 민 상공(閔相公)의 나이가 각각 70세이니, 
고사를 따라 나이를 합산해보면 총 639세가 되니, 아아, 성대하구나! 다만 자질과 나이를 따져볼 
때 재주가 부족한 내가 모두 앞에 있으니 이 또한 외람되어 부끄러운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누군들 장수와 부귀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이를 겸한 사람은 드물다. 밝은 
세상에 나란히 태어나서 남들이 겸하기 어려운 것을 겸하고서 서로 붕우들과 더불어 기로연 자리
에서 노닐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운이란 말인가! 술과 고기와 음악이 비록 성상의 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도 또한 성은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깊은 감격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고결한 인품을 갖춘 분들과 연회 석상에서 가까이 앉고 가득 따른 술잔에는 백발이 비치는데, 대
들보로 퍼져가는 맑은 노래는 귀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이나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하고 조비
연(趙飛燕)의 장중무(掌中舞)와 같은 기묘한 춤은 취한 사람이나 깬 사람이나 모두의 눈을 비비
고 보게 한다. 은으로 만든 등잔과 금으로 만든 향로는 으슬으슬한 밤공기를 느긋하게 하고 아름
다운 거문고와 피리로 연주하는 소리는 대지에서 나오는 잡다한 소리를 묻히게 한다. 주변 사람
들로 하여금 모여서 보게 한다면 하늘의 선녀가 일제히 모이고 서왕모(西王母)도 아울러 왕림한 
것 같은 연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심히 호방하고도 아름답지 
않은가! 

다만 시절이 좋지 않은데 사치를 행해 흥이 다하고 슬픈 기분이 드니 너무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어려움이 날로 심해져서 다음 모임이 언제일지 기약하기
도 어려운 것이 염려되는 마당에, 하물며 늙고 졸렬한 내가 다시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바랄 수 있
겠는가? 말이 이에 미치자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탄식을 면할 수 없다. 마침내 유사(有司) 남상공
에게 말하였다.

“본소의 물력이 박약하여 비록 전성기 때처럼 넒은 폭으로 된 비단 화축(畫軸)을 배설해 주기를 바
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름먹인 삼베로 만든 작은 족자에 이름을 적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구
비를 얻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어 이를 위하여 정회를 서술하고 일을 기록하여 칠언근체시 2수를 지어 여러 늙은 상공의 안하
(案下)에 바쳐 화답하기를 구하니, 이 또한 스스로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다. (이하 세 편의 
시는 부록 참조)

천계 원년 신유(1621, 광해군13) 동지 하루 전 (즉 초팔일),

재주 없는 늙은이 청성(靑城)의 심희수가 삼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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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耆英會詩幷序 /沈喜壽
耆老之有會, 尙矣. 唐宋高賢結社流名之後, 延及我東方, 風流諸彦, 踵美而傳芳者, 厥有譜牒. 逮
于本朝, 益恢張而侈大之, 春秋令節, 宴遊聯翩, 不但在下自相娛樂, 乃至君上亦與焉, 其扶奬錫
賚之典, 靡所不備. 於太祖大王留御諱親筆於本所西樓上, 亦可驗矣. 不幸各樣舊蹟, 蕩然淪失
於壬辰兵火, 尹海平子固相公之序, 略已及之矣. 經亂三十年來, 庶事草創, 設會僅五六遭, 而上
年與今年冬, 皆不以宴日上聞, 蓋以軍興多事及邊警益急也, 豈非大可惜者哉? 然近歲社員之濟
濟, 前古所未有, 吁亦異矣. 今玆之會, 無故在席者, 正符香山諸老之數, 老拙之年七十四, 晉原
柳相公年七十三, 右議政漢川趙相公 · 知樞府申相公, 年各七十一, 領敦府蓬萊鄭相公 · 左
議政朴相公 · 延原李相公 · 知敦府南相公 · 知樞府驪陽閔相公, 年各七十, 倣故事合算, 總
六百三十九籌, 猗歟盛哉? 但論資與齒, 糠粃皆居前, 亦是僭踰之可愧者也. 

人生於世, 孰不欲壽與貴, 而鮮有兼之者, 何幸竝生明時, 能兼人之所難兼者, 而相與盍簪, 優游
於黃耇之場也! 樽俎絃管, 雖若不出於聖上之賜, 而亦莫非聖恩所及, 感激之深, 烏可量也? 至如
氷壺相映於接膝之筵, 鶴髪交輝於蘸甲之杯, 纖歌繞於樑上, 俱悅聰聵之耳, 妙舞運於掌中, 均
揩醒醉之目, 銀燭金爐, 能壓夜寒之稜稜, 瑤琴玉笛, 剩奪地籟之蕭蕭, 使傍人驟而觀之, 未必不
以爲天仙之齊會, 王母之竝臨, 不亦豪逸之甚乎? 第以時屈擧嬴, 興盡悲來, 不能無無已太康之
懼, 且念艱虞日甚, 難卜後會之遲速, 況可望老拙之復得與會耶? 言及于此, 亦難免大耋之嗟, 仍
謂有司南相公曰 : “本所物力綿薄, 雖未效全盛時生綃廣軸之設, 而獨不得紬布小簇子題名傳後
之具乎?” 仍爲之述懷記事, 構拙七言近體二首, 錄奉諸老相公案下, 以冀和敎, 其亦不自量也已. 
(詩 생략- 부록참조)

- 天啓元年, 辛酉 冬至前一日(卽初 八月 日), 韈線老拙, 靑城 沈喜壽謹稿. 
  
좌목(座目)에는 기영회 구성원들의 성명‚관직‚생년‚본관‚자호(字號)‚사마시와 문과의 등제년(登
第年)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심희수 찬문의 마지막 줄에 의거하여, 모임년대와 그림제작의 때가 1621년임을 알 수 있다. 찬문
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모임이 성대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고, 모임의 춤이 중요한 요소였
던 것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현재의 그림에는 춤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좌목에 의거하여, 그림 속 계모임의 구성원은, 원래 총 13명으로, 심희수 외, 정인홍(鄭
仁弘,1535-1623)‚정창연(鄭昌衍, 1552-1636)‚한노순(韓孝, 1543-1621)‚박홍구(朴弘耈, 
1552-1624)‚조정(趙挺, 1551-1636)‚이광정(李光庭, 1552-1627)‚유근(柳根, 1549-1627)‚
이준(李準, 1545-1624)‚조진(趙振, 1543-?)‚신식(申湜, 1551-1623)‚南瑾(1552-?)‚閔仁伯 
(1552-1626) 등인데, 이 가운데 정인홍‚한효순‚조진‚이준 등 4명이 불참하여 모임에는 9명이 있
었고 그림에도 9명이 그려졌을 사정을 알 수 있다. 

특 성  

•   기영회로 실내 잔치의 상황이 상세하다. 심희수의 서문으로 미루어, 양란이후 제대로 잔치를 벌
이지 못하던 궁중 사정의 회복을 축하하고자 형식이 성대한 기영회를 벌인 정황과 그 규모를 기
록하고자 했던, 그림의 의도가 간취된다.  

•   잔치의 성황묘사가 상세하여, 17세기 전반기 도자사의 연구 및 문화예술분야의 역사적 시각자
료로 가치가 높다; 악기연주는 가야금 또는 현금이 3명‚해금 1명‚피리류 3명‚장고 1명‚북 2명‚
박 1명 등의 악기 묘사와 악공 모습, 무희들의 붉은 치마와 노란 겉옷에 녹색소매를 늘어뜨린 
복장과 머리장식, 청화백자(靑華白磁)로 커다란 화준(花樽)과 주호(酒樽)의 형태 및 청화문양, 
화준을 올려놓은 주칠(朱漆) 탁자의 공예디자인 등. 

•   (문제) 육안으로 보아 비단으로 판단했으나 심희수의 찬문으로 미루어, 이 그림의 바탕이 삼베
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과학적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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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회에 붙이는 시[耆英會詩] -서문을 함께 씀

심희수(沈喜壽 : 1548~1622)

기로회耆老會가 있은 지 오래되었다. 당송唐宋의 고상한 현인들이 모임을 만들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

한 뒤에 동방의 우리나라에도 파급되어 풍류를 아는 선비들이 선배들의 아름다운 자취를 따르고 꽃다운 

이름을 전한 것들이 보첩譜牒에 남아 있다. 

우리 조선조에 와서 더욱 규모가 번창하고 성대하였다. 봄가을 좋은 계절에 잔치를 열어 놀며 즐겼는

데, 신하들끼리 자체적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임금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그 표창하고 물품을 

하사한 은전恩典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태조 대왕이 본소(本所 기로소耆老所)의 서루西樓에 어휘御諱 이

름를 친히 쓰서 남기신 것에서도 그 사실을 역시 징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양한 모습의 옛 

자취들이 임진년의 병화로 모조리 망실되었으니, 이러한 내용은 윤 해평尹海平 자고子固 상공上公의 서문에서 

이미 대략 언급되어 있다.36 

난리를 겪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모든 일이 처음 새로 하는 것이라 모임을 연 것이 겨우 대여섯 번인데, 

지난해와 올해 겨울에는 모두 연회를 여는 기일을 임금에게 보고하지 못하였으니, 대개 군무에 관한 일이 

많고 변경의 정황이 더욱 급해졌기 때문이니, 어찌 크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근래에 기로소에 든 회원들이 전에 없이 많아졌으니 아, 또한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의 모

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참석한 인원이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37에 모였던 인원수와 꼭 부합한다. 그리고 졸

렬한 나의 나이가 74세이고,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 상공柳相公의 나이가 73세, 우의정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 상공趙相公38과 행동지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39 신 상공申相公40의 나이가 각각 71세, 영돈녕부사領敦寧府事 봉

36   이러한……·있다 : 윤 해평(尹海平) 자고(子固) 상공(上公)은 윤근수(尹根壽 : 1537~1616)를 말한다. 해평은 그의 관향이고 자고는 자

이며, 월정이 그의 호이다. 윤근수는 윤두수(尹斗壽 :1533~1601)의 동생으로 문장과 필법이 뛰어났다. 여기서 말한 서문은 「기로소계

병서(耆老所契屛序)」를 말하는데, 임진왜란으로 기로소의 문서들이 산실되어 근거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윤근수의 

문집인 『월정집』 권5에 수록되어 있다.

37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 : 백거이(白居易)가 만년에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치사하고 나서는 향산거사(香山居士)라 자칭하고, 여덟 원

로들과 함께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하여 매양 서로 왕래하면서 풍류를 즐긴 일이 있다.

38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 상공(柳相公) : 유근(柳根 : 1549~1627)을 가리킨다.

39 우의정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 상공(趙相公) : 조정(趙珽 : 1551~?)을 가리킨다.

40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 신 상공(申相公) : 신식(申湜 : 1551~1623)을 가리킨다.

부록  기석설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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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蓬萊 정 상공鄭相公41·좌의정 박 상공朴相公42·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 상공李相公43·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남 상

공南相公44·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여양驪陽 민 상공閔相公45의 나이가 각각 70세이니, 고사를 따라 나이를 합산

해 보면46 총 639세가 되니, 아아, 성대하구나! 다만 자질과 나이를 따져볼 때 재주가 부족한 내가 모두 앞

에 있으니47 이 또한 외람되어 부끄러운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누군들 장수와 부귀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이를 겸한 사람은 드물다. 밝은 세상

에 나란히 태어나서 남들이 겸하기 어려운 것을 겸하고서 서로 붕우들과 더불어 기로연 자리에서 노닐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운이란 말인가! 주육과 음악이 비록 성상의 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도 또한 성

은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깊은 감격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고결한 인품을 갖춘 분들과 연회 석상에서 가까이 앉고 가득 따른 술잔에는 백발이 비치는데, 대들보

로 퍼져가는 맑은 노래는 귀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이나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하고 조비연의 장중무掌

中舞와 같은 기묘한 춤은 취한 사람이나 깬 사람이나 모두의 눈을 비비고 보게 한다. 은으로 만든 등잔과 

금으로 만든 향로는 으슬으슬한 밤공기를 누긋하게 하고 아름다운 거문고와 피리로 연주하는 소리는 대

지에서 나오는 잡다한 소리를 묻히게 한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서 보게 한다면 하늘의 선녀가 일

제히 모이고 서왕모西王母도 아울러 왕림한 것 같은 연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심히 호방하고도 아름답지 않은가! 

다만 시절이 좋지 않은데 사치를 행해 흥이 다하고 슬픈 기분이 드니 너무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는 두려움48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어려움이 날로 심해져서 다음 모임이 언제일지 기약하기도 어려운 것

이 염려되는 마당에, 하물며 늙고 졸렬한 내가 다시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이 이에 

미치자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탄식을 면할 수 없다. 마침내 유사有司49 남상공에게 말하였다.

41   영돈녕부사(領敦寧府事) 봉래(蓬萊) 정 상공(鄭相公) : 정창연(鄭昌衍 : 1552~1636)을 가리킨다.

42 좌의정 박 상공(朴相公) : 박홍구(朴弘耈 : 1552~1624)를 가리킨다.

43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 상공(李相公) : 이광정(李光庭 : 1552~1627)을 가리킨다.

44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남 상공(南相公) : 남근(南瑾 : 1552~?)을 가리킨다.

45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여양(驪陽) 민 상공(閔相公) : 민인식(閔仁植 : 1552~1626)을 가리킨다.

46   고사를……합산해 보면 :

47   재주가…… 있으니 : 원문은 ‘糠粃皆居前’이다. 강비(糠粃)는 《진서(晉書)》 권56 〈손작열전(孫綽列傳)〉에 “손작은 성품이 활달하고 농

담을 좋아했는데, 습착치(習鑿齒)와 함께 길을 갈 때에 손작이 앞서 가면서 습착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쌀을 일면 돌들이 뒤에 남

지.〔沙之汰之 瓦石在後〕’ 하니, 습착치가 그 말을 받아서 말하기를, ‘곡식을 까불면 쭉정이가 앞에 날지.〔簸之颺之 糠粃在前〕’하였다.” 

한 데서 온 말로 실력도 없으면서 남의 앞에 나서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여기선 겸사로 쓰였다. 다만 여기서 ‘皆’자는 연자(衍字)로 보

인다. 아니면, 시도 먼저 짓고 좌목에도 이름을 가장 먼저 올려 이 글자를 쓴 것인지, 분명치 않다.

48   너무…… 두려움 : 《시경》 〈실솔(蟋蟀)〉에 “너무 편안하지 않은가. 직분에 맡은 바를 생각하라. 음악을 좋아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어진 선비가 돌아보는 바이다.〔無已大康, 職思其居. 好樂無荒, 良士瞿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9   유사(有司) : 어떤 관청이나 모임에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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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의 물력이 박약하여 비록 전성기 때처럼 넒은 폭으로 된 비단 화축畫軸을 배설해 주기를 바랄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름먹인 삼베로 만든 작은 족자에 이름을 적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구비를 얻을 수

가 없겠습니까?”

이어 이를 위하여 정회를 서술하고 일을 기록하여 칠언 근체 3수50를 지어 여러 늙은 상공의 안하案下에 

바쳐 화답하기를 구하니, 이 또한 스스로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다.

달존51이 이곳에 모여 성대하니  達尊遭地盛於斯,

노인 봉양은 다 나라의 덕택일세  善養周家德澤垂.

평생의 경세제민 사업으로 증명되고  經濟平生徵事業,

만년의 풍류로다 흉금이 툭 트이네  風流晩節暢襟期.

동지를 앞에 두고52 술동이에 술 가득하고 一陽將動金樽滿,

아홉 노인 함께 즐겨 시간이 더디가네  九老同歡玉漏遲.

다만 서변에 경보가 있는 것 한스러우니  只恨西陲方有謦,

드문 잔치를 성상이 알게 하지 말지어다53  稀宴不使聖明知.

  

지금까지 경상 중에 몇분이나 노성하였나  卿相于今幾老成, 

장수한 이54 세상에 드물구나    域躋仁壽世河淸。

묘당에선 마침 원로들55에게 자문을 구하고  廟堂正値詢黃髮,

퇴직한 원로들도 오히려 충심을 다 바치네  祠祿猶知貢赤誠。

틈을 내어 종유하는 건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乘暇游從非愛酒,

연회에서 담소해도 어찌 군무를 잊었겠는가  逢場談笑豈忘兵。

50   3수 : 문집총간본 『일송집9一松集)』에서는 ‘2수(二首)’라 고치고 맨 앞 한 수를 삭제하였다.

51   달존(達尊) : 천하에서 공통적으로 존중하는 세 가지로, 관작(官爵), 고령(高齡), 덕행(德行)을 가리킨다. 《맹자》 〈공손추 하(公孫丑下)〉

에 “천하에는 세 가지의 달존이 있으니, 작(爵)이 그 하나요, 치(齒)가 그 하나며, 덕(德)이 그 하나이다. 조정에서는 작만 한 것이 없고, 

마을에서는 치만 한 것이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는 덕만 한 것이 없다.” 하였다.

52   동지를 앞에 두고 : 동지에 양의 기운이 처음 생겨난다. 이 시를 쓴 날이 동지 하루 전이므로 ‘양 하나가 생겨나려 한다.[一陽將動]’고 

표현한 것이다.

53   다만 …… 말지어다 : 이 말은 서쪽 변방에 있는 후금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임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

에서 한 말이다.

54   장수한 이 : 원문의 인수(仁壽)는 《논어》 옹야(雍也)의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수한다.〔仁者壽〕”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누구나 

천수를 다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뜻한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禮樂志)에 “한 세상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인수의 

영역으로 오르게 한다면, 풍속이 어찌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수명이 어찌 고종 때처럼 되지 않겠는가.〔驅

一世之民, 濟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高宗?〕”라는 말이 나온다.

55   퇴직한 원로들 : 여기선 기로소의 노인들을 가리킨다. 원문의 ‘祠祿’은 송나라 관제에서 나온 말로 대신들이 퇴직하면 도교의 궁관(宮

官)을 관리하게 하여 예우를 하는데, 실직은 없고 다만 관직만 주어 녹봉을 타 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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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촉이 반쯤 타서 먼저 부축 받아 나가니  半燒銀燭先扶出,

궁궐에서 근심스레 옥피리 들을까 해서이네  宮路愁聞玉笛聲。

덕망 있는 노인에게 전엔 자주 연회 열었으니   耆碩從前設宴頻,

하늘의 은택은 성조의 어짐일세     自天雲澤聖朝仁。

어주와 음악을 항상 하사하고     恒宣法醖兼仙樂,

별도로 내시와 근신을 보내었네     別遣中官與近臣。

이번 모임 마침 다난한 날을 맞았으니    此會適丁多難日,

몇 분이나 태평세월 봄을 다시 볼까    幾人重見太平春。

흰 머리털, 등의 반점 그 모습도 예스러우니   鶴毛鮐背形容古,

신묘한 경지에 드는 솜씨로 그림을 그려야 마땅하리  合着丹靑妙入神。

天啓元年, 辛酉 冬至前一日(卽初八日), 韈線老拙, 靑城 沈喜壽謹稿.

천계 원년 신유(1621, 광해군13) 동지 하루 전 (즉 초팔일) 재주 없는 늙은이 청성靑城 심희수沈喜壽는 삼

가 쓴다.

(원문)

耆英會詩幷序 /沈喜壽

耆老之有會, 尙矣. 唐宋高賢結社流名之後, 延及我東方, 風流諸彦, 踵美而傳芳者, 厥有譜牒. 逮于本

朝, 益恢張而侈大之, 春秋令節, 宴遊聯翩, 不但在下自相娛樂, 乃至君上亦與焉, 其扶奬錫賚之典, 靡

所不備. 於太祖大王留御諱親筆於本所西樓上, 亦可驗矣. 不幸各樣舊蹟, 蕩然淪失於壬辰兵火, 尹海

平子固相公之序, 略已及之矣. 經亂三十年來, 庶事草創, 設會僅五六遭, 而上年與今年冬, 皆不以宴日

上聞, 蓋以軍興多事及邊警益急也, 豈非大可惜者哉? 然近歲社員之濟濟, 前古所未有, 吁亦異矣. 今玆

之會, 無故在席者, 正符香山諸老之數, 老拙之年七十四, 晉原柳相公年七十三, 右議政漢川趙相公·知

樞府申相公, 年各七十一, 領敦府蓬萊鄭相公·左議政朴相公·延原李相公·知敦府南相公·知樞府驪

陽閔相公, 年各七十, 倣故事合算, 總六百三十九籌, 猗歟盛哉? 但論資與齒, 糠粃皆居前, 亦是僭踰之

可愧者也. 

人生於世, 孰不欲壽與貴, 而鮮有兼之者, 何幸竝生明時, 能兼人之所難兼者, 而相與盍簪, 優游於黃耇

之場也! 樽俎絃管, 雖若不出於聖上之賜, 而亦莫非聖恩所及, 感激之深, 烏可量也? 至如氷壺相映於

接膝之筵, 鶴髪交輝於蘸甲之杯, 纖歌繞於樑上, 俱悅聰聵之耳, 妙舞運於掌中, 均揩醒醉之目, 銀燭

金爐, 能壓夜寒之稜稜, 瑤琴玉笛, 剩奪地籟之蕭蕭, 使傍人驟而觀之, 未必不以爲天仙之齊會, 王母

之竝臨, 不亦豪逸之甚乎? 第以時屈擧嬴, 興盡悲來, 不能無無已太康之懼, 且念艱虞日甚, 難卜後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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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遲速, 況可望老拙之復得與會耶? 言及56于此, 亦難免大耋之嗟, 仍謂有司南相公曰 : “本所物力綿

薄, 雖未效全盛時生綃廣軸之設, 而獨不得紬布小簇子題名傳後之具乎?” 仍爲之述懷記事, 構拙七言

近體二首, 錄奉諸老相公案下, 以冀和敎, 其亦不自量也已. 

卿相于今幾老成, 

域躋仁壽世河淸。

廟堂正値詢黃髮,

祠祿猶知貢赤誠。

乘暇游從非愛酒,

逢場談笑豈忘兵。

半燒銀燭先扶出,

宮路愁聞玉笛聲。

耆碩從前設宴頻,

自天雲澤聖朝仁。

恒宣法醖兼仙樂,

別遣中官與近臣。

此會適丁多難日,

幾人重見太平春。

鶴毛鮐背形容古,

合着丹靑妙入神。

天啓元年, 辛酉 冬至前一日(卽初 八月 日), 韈線老拙, 靑城 沈喜壽謹稿.

56   문집총간본 『一松集』에는 ‘反’으로 되어 있다. 문맥으로 볼 때 이는 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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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직도 병풍 실견날짜 : 2013. 9. 27 (5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屛

759.951-G995g
작 가

미상

(權東壽 題)
자료명 경직도병풍 수 량   12폭

 시각자료 소재 양상  병풍 12폭 단독

 국적/ 시대/ 연대  조선시대 / 1902년

형 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 격 전 체   195.5 × 41.5cm(병풍각폭) 화 면 143.3 × 35.8cm(그림)   

제작기법  견본채색 

이미지1

  
   

이미지2

 제 4폭의 부분도

인 장 權東壽印, 雲石印   자료상태 상    중    하

제 발  병풍 각 폭의 상단 왼편의 시 자세한 해설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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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농사짓는 일과 누에치고 비단짜는 일을 그린 그림. 원래 안락한 궁궐생활에 젖은 제왕에게 백성
들의 생업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근검절약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권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중국
에서는 南宋代에 현령을 지낸 樓璹이 고종에게 그려 바친 것이 처음이며 淸代에 이르러서는 서
양화풍을 수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목판화로 찍어내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궁중 뿐만 아
니라 일반 서민들 사이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병풍으로 제작되었는데‚본 작품 또한 이러한 배경
을 지니고 그려진 것으로 여겨진다. 본 경직도는 비단 바탕에 水墨과 淡彩로 그려 12폭 병풍으로 
제작한 것이다.이 그림은 민간에 보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가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다. 다
만 끝 폭인 12폭에 ‘壬寅小春上浣 石雲題’라는 款識가 적혀있고 그 밑에 白文方印의 ‘權東壽’印
과 朱文方印인 ‘雲石’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權東壽(1842-?)가 1902년에 贊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동수는 1894년 고종의 밀명을 받고 김옥균과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을 암살하려
다가 실패한 인물이지만 서예에는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찬문이 1902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조선말기까지 경직도가 널리 보급되던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경직도＞는 크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담은 ‘耕作圖’와 누에치는 모습을 담은 ‘蠶織圖’로 대별되며 ＜경작도＞ 21장면과 
＜잠직도＞ 24장면 등 모두 45개 장면이 그려진 것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도는 중국의 영향 속
에서 출발하였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표현방법이나 畵風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살려나갔
으며 본 경직도처럼 12폭으로 압축하여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남송대에 만들어진 耕作圖에 그
려진 장면은 1. 浸種(씨뿌리기)‚2 .耕(논갈기)‚3. 耙耨(거친 써레질)‚4. 耖(고운 써레질)‚5. 碌碡(고

무레질)‚6. 布秧(씨뿌리기)‚7. 淤陰(거름주기)‚8. 拔秧(모찌기)‚9. 揷秧(모심기)‚10. 一耘(초벌김매
기)‚11. 二耘(두벌김매기)‚12. 三耘(세벌김매기)‚13. 灌漑(물대기)‚14. 收刈(벼베기)‚15. 登場(볏
단쌓기)‚16. 持穗(도리깨질)‚17. 箕場(벼까부르기) 18. 礱(맷돌갈기)‚19. 憃碓(방아찧기)‚20. 채거
르기‚21. 入倉(창고들이기)이며‚蠶織圖에는 누에씻기에서 비단자르기까지 등 총 24장면이 그려
져 있다. 그런데 본 경직도는 이를 압축하여 山水를 배경으로 하여 농사짓고 누에치는 모습을 4
계절의 변화에 따라 12폭의 그림으로 나누어 그렸다. 그림으로 표현된 장면은 써레질하고 논두
렁 다듬기‚소 몰고 논 갈기‚뽕따기‚모심기‚우중에 김매기‚비단짜기‚추수‚다듬이질과 마름질‚타작
‚물레질‚논에 거름주기‚달밤에 새끼 꼬기 등의 장면이다. 山水는 기본적으로 남종화법을 따르고 
있으나 계절의 변화를 담고 화폭마다 화풍을 달리하고 있다. 山水나 인물의 표현에 있어서 民畵
風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도 주지만 목가적인 농촌 풍경을 운치있게 표현하고 인물을 적절히 
조화시켜 해학의 멋이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다. 특히 각 폭의 상단에는 권동수의 七言 贊詩가 적
혀 있어 그림을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폭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논에서 농부들이 써래질
하며 논두렁을 다듬는 모습이‚2폭에는 농부들이 소를 몰아 논을 갈고 있는 장면과 뒷편에서 아낙
네들이 식사를 머리에 이고 원경의 마을을 떠나 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장면이‚3폭에는 바구니를 
들고 근경의 집을 떠나 원경의 산으로 향하는 여인들을 묘사하고 있다. 4폭에는 모심기 장면과 새
참을 준비하고 먹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새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강아지 2마리의 모습이 흥
미롭다. 5폭에는 짙은 綠陰이 깔린 여름 雨中에 도롱이를 입고 김매기를 하는 모습이‚6폭에는 집
안에서 베틀을 짜는 여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냇가에서 물놀이하는 소년들과 들에서 귀가하는 농
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7폭에는 들에서 벼를 베고난 후 이것을 소에 싣고 돌아오는 추수의 모
습을 담았다. 어린이들이 과일을 따는 모습을 함께 그려 추수의 풍성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8폭
은 집에서 문을 열어 젖히고 다듬이질하는 여인들과 그 바깥에서 마름질하는 모습을 담은 부분으
로 ‘織圖’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9폭에는 타작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는데 金弘道의 풍속화에도 나
타나는 장면이다. 10폭에는 물레질 장면을 묘사하였는데 中景에는 들판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아
울러 담고 있다. 11폭에는 인분을 지게에다 날라서 논에 뿌려주는 장면으로 낙엽이 떨어진 늦가
을이나 초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2폭은 눈덮히고 달밝은 밤을 배경으로 새끼를 꼬고 夜讀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역시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도 연상되는 장면으로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공부를 통해 새로운 성취를 하려는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본 경직도는 중국에서부터 유래
된 경직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압축시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
촌 생활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중심 주제 이외에 주변의 정황들을 함께 표현하여 넉넉하고 
여유로운 농촌 분위기를 잘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료가 부족한 조선후기 농촌 현장
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사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명
품도록≫(서울대규장각‚2000년 간행)에는 앞 부분 6폭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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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이 작품은 밭갈이, 누에치기, 베짜기 등 우리 옛 생활의 근간이었던 경직(耕織) 장면을 소재로  꾸
민 병풍이다. 경직도는 통치자로 하여금 고되게 일하는 농부와 누에치는 여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여 검약하고 바르게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감계적 (鑑戒的)인 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일종의 세시풍속화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화목으로 자리 잡
았고, 8폭, 10폭, 12폭 병풍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처럼 12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음력 2월에서 시작하여 12달의 풍속을 순서대로 채워서 정월(正月)로 끝을 내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 안의 각 장면의 경우에는 대동소이하지만 한 두 장면이 전혀 다른 
도상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규장각 소장본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가의 생활상과 세시풍속을 소재
로 꾸몄다. 병풍 마지막에는 ‘壬寅小春上浣 石雲題(임인년 음력 10월 초순에 석운이 쓰다)’라는 
관지(款識)가 적혀 있어 이 작품이 1902년에 석운 권동수(權東壽, 1842-?)가 제찬시를 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권동수는 1894년 고종의 밀명을 받고 김옥균과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을 암
살하려다가 실패한 인물로서 서예에는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동수가 러시
아를 방문했을 당시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묵이 현재 러시아 표트르 대제 인류학 박물관에
도 남아 있다. 찬문이 1902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이 경직도 병풍은 1902년 이후에 규장각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규장각에 유입된 것인지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2수의 제시는 권동수가 직접 창작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상 12폭의 그림과 아주 잘 부합한다. 
아마도 그림을 보면서 제시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나, 제시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도 12수의 제시가 소개된 적은 있었으나, 내용을 풀어서 그림과 함
께 비교한 경우는 없었기에, 12폭의 그림과 각각의 제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림 제 시 비 고

1
산으로 둘러싸인 논에서 농부
들이 써레하며 논두렁을 다듬
는 모습.

驚蟄春分二月天, 
경칩 춘분이라 이월 봄날에 

平郊漠漠水如煙.  
교외 들판 아득하고 물은 연기가 깔린 듯 

長堰短堤隨意築,  
길고 짧은 제방 마음에 들게 쌓고 

僧衣繕作上中田. 
좋은 논 승복 같이 잘도 장만했네

제시의 내용은 음력 2월(양력 3월) 봄
을 알리는 경칩 언급. 그림에서는 모내
기 전에 써레질로 논바닥을 편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음. 
그림과 제시가 잘 부합함. 

2

농부들이 소를 몰아 논을 갈
고 있는 장면과 아낙네들이 
머리에 식사를 이고 논으로 
오는 장면 묘사.  

逝然蕩瀁遠山晴, 
어느덧 화창하게 먼 산은 개고

布穀處處飛來鳴. 
뻐꾸기 곳곳에서 날아와 우네

于耟丁男叱烏犍, 
이에 밭을 가는 장정은 검은 소를 꾸짖고

杏花遐日水田明. 
살구꽃 떨어지고 논은 훤하네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모습을 그린 그
림과 이를 묘사한 제시가 잘 어우러짐. 

3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하는 
여인들을 묘사.

大娘携筥小娘隨, 
큰 아씨 바구니 끼고 가고 작은 아씨 따라가니

陌上桑葉綠滿枝. 
밭둑의 뽕잎은 가지 가득 푸르구나

纖手採歸春雨細, 
고운 손으로 뽕잎 따 돌아올 제 봄비가 가늘게 내리니

箔蠶纔到再昏時  
발 위의 누에 이제 겨우 두 잠을 잤구나

잠직(蠶織)과 관련한 장면으로 그림과 
제시에서 모두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
잎을 따러가는 여인들을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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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심기와 새참 준비 모습, 그
리고 새참을 물끄러미 바라보
는 강아지 두 마리 모습.

秧畦水㬉綠針長, 
따뜻한 논물에 모내기 하여 모가 자라는데

日午南郊婦子筐. 
한낮 남쪽들에 처자식이 들밥을 내 오네 

隔水招呼爭就餉, 
물 건너 농부 불러 함께 대들어 밥을 먹으니

蓬頭赤脚招生光. 
더벅머리 붉은 다리 유난히 생광스럽네

모 심는 남자들과 식사를 준비하는 여
인들의 모습을 그림과 제시에서 모두 
묘사함. 

5
짙은 녹음이 깔린 여름 장마
에 도롱이를 입고 김매기를 
하는 모습.

當總軋軋善鳴梭, 
창문 앞서 삐걱삐걱 베를 잘도 짜니

絺裕何須羨綺羅  
갈포옷인들 어찌 비단 옷이 부러우랴

昨夜裁成新犢鼻, 
어젯밤에 새 잠방이를 만들었느니

阿郞身上儉還奢  
낭군의 몸엔 이 옷이 외려 호사로세 

제시와 그림이 부합하지 않음. 도롱이 
쓰고 김을 매는 모습을 그린5번 그림
과 제시 6번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임. 

6

집안에서 베틀을 짜는 여인 
모습, 냇가에서 물놀이하는 
소년들과 들에서 귀가하는 농
부의 모습. 

野色冥濛雨脚斜, 
들녘이 어둑하더니 빗줄기 쏟아지는데
紛紛戴笠又被簑. 
허둥지둥 삿갓 쓰고 또 도롱이 두르네 
努力敢言沾濕苦, 
힘을 다할 뿐 감히 
옷 젖는 고생을 말하랴
農家只是愛嘉禾  
농가에선 곡식 
자라는 것만 좋아라 하지요

제시와 그림이 부합하지 않음. 베 짜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6번 그림과 제
시 5번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으
로 보임.  

7

추수를 한 후 이를 소에 싣고 
돌아오는 모습. 어린이들이 
과일 따는 모습을 함께 그려 
추수의 풍성함을 표현.

村夫遍野割黃雲, 
시골 농부 들판 가득 벼를 베고

老子依筇帶夕曛. 
한 노인이 석양에 지팡이 짚고 서 있네 

閒撫田間禾束了, 
한가로이 논의 볏단을 다 정리하니

今年穡事倍前云.  
금년 농사 지난해 보다 배는 된다 하네

추수 장면을 그림과 제시에서 
모두 잘 묘사함. 

8
다듬이질과 마름질하는 여인
들. ‘직도(織圖)’에 해당하는 
부분

閨中少婦忽驚霜, 
규중의 새댁이 갑자기 찬 서리에 놀라니 

鴻雁南飛夜正長. 
기러기 남으로 날아 진정 밤이 길구나

稚子老翁授衣急, 
아이와 어른에게 해 입힐 옷이 급해

爲持砧杵嗄姑娘. 
시어미와 며느리 도란대며 다듬이질 하네

여인들이 옷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그
린 그림과 제시가 잘 부합함. 

9
타작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는
데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
에도 나타나는 장면

十月家家已滌場, 
시월이라 집집마다 타작마당을 정돈하고

春醪滿酌瓮頭香. 
새 술을 가득 빚으니 항아리에서 향기 나네

無疆萬壽公堂祝, 
우리 임금 만수무강을 축원하니

宛是豳風畵一章. 
완연히 빈풍 7월 장 모습이로세

타작 장면을 마름(주인)이 지켜보는 장
면은 김홍도 풍속화에 등장하는 도상. 
추수의 감사함을 왕에게 돌리며 ‘빈풍’
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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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제 시 비 고

10
물레질 장면과 들판에서 사냥
하는 모습

閒課兒童讀古書, 
한가로이 아동은 고서를 읽고

老妻時復鳴繅車. 
늙은 아내는 이따금 물레를 돌리네

興來日向牕間醉, 
흥이나 날마다 창가에서 취하노니

方是吾家樂裕餘. 
지금 이 때가 우리 집 여유로울 때로세

물레질 하는 여인을 그린 부분과 
제시가 잘 부합함. 

11
인분을 지게에다 날라서 논에 
뿌려주는 장면. 낙엽이 떨어
진 초겨울이 배경.

立冬天氣正喧陽, 
입동 날씨 정말 따뜻하여라

秋麥新芽寸許長. 
가을보리 새 싹이 한 치쯤 자랐구나

辛勤抱瓮時時灌, 
고생스레 장군을 안고 때대로 거름을 주니

爲有明年四月黃. 
내년 4월 보리 풍년을 위해서지

거름을 준비하여 내년의 농사를 대비하
는 모습이 제시와 그림에서 잘 묘사됨. 

12

눈덮히고 달 밝은 밤을 배경
으로 새끼를 꼬고 야독(夜讀)
하는 모습.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에도 나타나는 장면.

隨約茅茨水上村, 
물가 마을 띠 집으로 약속해서 가니

夜來風雪壓林園. 
밤사이 내린 눈보라 숲과 정원을 덮었네 

兒捆屢時翁織席, 
아이는 짚신을 짜고 노옹은 자리를 짜는데

喂牛土室十分溫 
소 먹이는 토방이 참말로 따뜻하네 그려

정월대보름의 설경을 그림으로써 12
폭 경직도 병풍의 마지막을 그리는 경
직도의 보편적인 도상을 따름.  자리 
짜는 모습을 그린 부분과 제시가 잘 부
합함. 

壬寅年 小春 上浣 石雲 題
임인년(1902, 광무6) 음력 10월 상순에 
석운(石雲) 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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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w
 

*규장각 소장본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경직도 12폭 병풍>

특기의견  

참고문헌 

•   정병모, 「朝鮮時代 後半期의 耕職圖」, 『미술사학연구』 192, 1991.
•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   김순아, 「朝鮮時代 耕織圖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   이수진, 「朝鮮後期 耕織圖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2004.

•   안휘준, 『한국미술사 연구』, 사회평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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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직도 병풍

1폭 

驚蟄春分二月天,   경칩 춘분이라 이월 봄날에 

平郊漠漠水如煙.   교외 들판 아득하고 물은 연기가 깔린 듯 

長堰短堤隨意築,    길고 짧은 제방 마음에 들게 쌓고 

僧衣繕作上中田.57  좋은 논 승복 같이58 잘도 장만했네

2폭 

逝然蕩瀁遠山晴,   어느덧 화창하게 먼 산은 개고

布穀59處處飛來鳴.  뻐꾸기 곳곳에서 날아와 우네

于耟丁男叱烏犍,   이에 밭을 가는 장정은 검은 소를 꾸짖고

杏花遐日水田明.   살구꽃 떨어지고 논은 훤하네

3폭 

大娘携筥小娘隨,  큰 아씨 바구니 끼고 가고 작은 아씨 따라가니

陌上桑葉綠滿枝.  밭둑의 뽕 잎은 가지 가득 푸르구나

纖手採歸春雨細,  고운 손으로 뽕잎 따 돌아올 제 봄비가 가늘게 내리니

箔蠶纔到再昏時   발 위의 누에 이제 겨우 두 잠을 잤구나60

4폭 

秧畦水㬉綠針長,  따뜻한 논물에 모내기 하여 모가 자라는데

日午南郊婦子61筐.  한낮 남쪽들에 처자식이 들밥을 내 오네 

57   上中田 : 연분9등급으로 토지의 비옥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을 때 최상인 상상의 바로 아래 단계로 좋은 논을 말한다.

58   승복 같이 : 그림을 보면 논둑의 선들이 기워 만든 승복처럼 보인다.

59   布穀 : ‘곡식 종자를 뿌려라’는 의미를 담은 뻐꾸기의 소리를 음차한 것이다.

60   발 위에 ……잤구나 : 누에는 보통 5잠을 자므로 이제 누에를 키울 일이 아주 바쁘게 될 것을 암시한다.

61   婦子 : 제 7폭에 나오는 노자(老子)는 노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부자(婦子)’는 <<시경>> <빈풍> 7월 5장에 “아, 나의 처자식들아/ 해

가 바뀌게 되었으니/ 이 집에 들어와 거처할지어다.[嗟我婦子아, 曰爲改歲어니, 入此室處어다.]”라고 한 전거를 보거나, 그림에 아낙과 

아이가 함께 그려진 것을 참고 할 때 처와 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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隔水招呼爭就餉,  물 건너 농부 불러 함께 대들어 밥을 먹으니

蓬頭赤脚招生光.  더벅머리 붉은 다리 유난히 생광스럽네

5폭 

當總軋軋善鳴梭,  창문 앞서 삐걱삐걱 베를 잘도 짜니

絺裕何須羨綺羅   갈포옷인들 어찌 비단 옷이 부러우랴

昨夜裁成新犢鼻,  어젯밤에 새 잠방이를 만들었느니

阿郞身上儉還奢   낭군의 몸엔 이 옷이 외려 호사로세 

6폭 

野色冥濛雨脚斜,  들녘이 어둑하더니 빗줄기 쏟아지는데

紛紛戴笠又被簑.  허둥지둥 삿갓 쓰고 또 도롱이 두르네 

努力敢言沾濕苦,  힘을 다할 뿐 감히 옷 젖는 고생을 말하랴

農家只是愛嘉禾   농가에선 곡식 자라는 것만 좋아라 하지요

* 5폭과 6폭은 계절 순서나 그림의 순서로 볼 때 시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7폭 

村夫遍野割黃雲,  시골 농부 들판 가득 벼62를 베고

老子依筇帶夕曛.  한 노인이 석양에 지팡이 짚고 서 있네 

閒撫田間禾束了,  한가로이 논의 볏단을 다 정리하니

今年穡事倍前云.   금년 농사 지난해 보다 배는 된다 하네

8폭 

閨中少婦忽驚霜,  규중의 새댁이 갑자기 찬 서리에 놀라니 

鴻雁南飛夜正長.  기러기 남으로 날아 진정 밤이 길구나

稚子老翁授衣急,  아이와 어른에게 해 입힐 옷이 급해

爲持砧杵嗄姑娘.  시어미와 며느리 도란대며 다듬이질 하네

62   벼 : 원문의 ‘黃雲’은 보리나 벼를 비유하는 말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을 보면 황운을 벤 그루터기가 벼임을 알 수 있고 

옆에 대추인지 밤을 따는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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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폭 

十月家家已滌場,  시월이라 집집마다 타작마당을 정돈하고63

春醪滿酌瓮頭香.  새 술을 가득 빚으니 항아리에서 향기 나네

無疆萬壽公堂祝,  우리 임금 만수무강을 축원하니

宛是豳風畵一章.  완연히 빈풍 7월 장 모습이로세64

10폭 

閒課兒童讀古書,  한가로이 아동은 고서를 읽고

老妻時復鳴繅車.   늙은 아내는 이따금 물레를 돌리네

興來日向牕間醉,  흥이나 날마다 창가에서 취하노니

方是吾家樂裕餘.  지금 이 때가 우리 집 여유로울 때로세

11폭 

立冬天氣正喧陽,  입동 날씨 정말 따뜻하여라

秋麥新芽寸許長.  가을보리 새 싹이 한 치쯤 자랐구나

辛勤抱瓮時時灌,  고생스레 장군을 안고 때대로 거름을 주니65

爲有明年四月黃.  내년 4월 보리 풍년을 위해서지

12폭 

隨約茅茨水上村,  물가 마을 띠 집으로 약속해서 가니

夜來風雪壓林園.  밤사이 내린 눈보라 숲과 정원을 덮었네 

兒捆屢時翁織席,  아이는 짚신을 짜고 노옹은 자리를 짜는데

喂牛土室十分溫  소 먹이는 토방이 참말로 따뜻하네 그려

壬寅年 小春 上浣 石雲 題

임인년(1902, 광무6) 음력 10월 상순에 석운石雲 은 쓰다

63   타작마당을 정돈하고 : 옛 날에 집 안에 있는 뜰의 공간은 ‘장(場’과 ‘포(圃)’로 나누어진다.  장은 마당이고 포는 채마전이라 할 수 있

다. 마당의 경우는 가을에는 타작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타작이 끝나면 다시 생활공간으로 환원되는데 이는 지금의 농가에도 더

러 그 기능이 남아 있다.

64   시월이라 ……모습이로세 : <<시경>> <빈풍(豳風)>의 종장인 제10장 후반에 “9월에 서리가 내리거든/ 10월에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고/ 

두 동이 술로 잔치를 열어/ 작은 양 큰 양을 잡아/ 저 공당에 올라가/ 저 뿔잔을 들어/ 만수무강을 축원드리로다.[九月肅霜，十月滌場, 

朋酒斯饗, 曰殺羔羊, 躋彼公堂, 稱彼兕觥, 萬壽無疆.]”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빈풍> 장은 이상적인 농사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 특

히 경직도와 관계가 깊어 인용한 것이다.

65   장군을 안고 ……주니 : 원문의 글자만 보면 마치 옹기에 물을 받아 밭에 물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맥이나 사리를 생각하고 그림

을 보면 농부가 오줌장군을 지게에 지고 밭에 가서 작은 바가지로 고루 퍼 얹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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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신교서부도 실견날짜 : 2014. 2. 5 (18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貴 951.

052.G.588
작 가 미상 자료명

공신교서부도

功臣敎書附圖
수 량 1

시각자료 소재 양상   한 폭의 긴 축 

국적/시대/연대  조선시대 18세기 전반 / 1744년 10월 9일로 추정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 격 전 체   축전체 209.5 × 62.0cm 화 면 136.0  × 49.8cm 

제작기법 비단 위 먹선의 윤곽선과 채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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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

판독불가능한 백문방인과 ‘尹淳〇〇’라 적힌 
주문방인이 상하로 찍혀있음. 

(인장크기; 백문방인 2.7 x 2.55cm , 주문방인 
2.65x 2.6cm)

 자료상태

상    중    하
화면상태 말아두었기에 
세로와 가로로 금이 가
서 비단의 결이 떨어져 
나갔다. 오염이나 박락
도 있으나 화면상태는 
잘 보존하고 있다. 

제 발 없음

기존해제 없음 

해 제 

전각, 전각에 딸린 계단, 그리고 담과 문이 반복된 공간이다. 제 2단과 3단은, 각각 이 전각 안에서 
왕이 공신(功臣)에게 교서(敎書)를 나누어 주는 장면, 선온(宣醞)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연속된 
행사를 상하의 두 화면으로 나누어 그린 것이다. 
그림에 그려진 구체적 행사는 알 수 없다. 족자의 제첨에 ‘공신교서부도(功臣敎書附圖)’라 적혀 
있어 공신교서를 내린 뒤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그림으로 판단한다. 화면상단의 인장 내 윤순(尹
淳, 1680 –1741)의 활동연대와 문헌기록 및 화풍의 양상 등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18세기 전
반기의 공신교서를 내린 궁중행사를 기록한 그림으로 판단한다.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하여, 1728
년 9월 19일에 영조가 분무공신(奮武功臣)에게 교서를 나누어 준 뒤 선온하는 행사를 기록한 것
으로 추정한 바 있다. (『조선의 공신』 p. 216) 
다만, 실록에 의하면 1728년 4월 29일에 무신란(戊申亂)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공로자들을 분
무공신이라 칭하여 분무일등공신(奮武一等功臣) 오명항(吳命恒) 등 15명에게 녹훈한 기사가 보
인다. (『조선의 공신』에서 1728년 9월 29일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분무1등 공
신 오명항이 우의정의 신분으로 그해 9월 9일에 작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정원일기>>의 관
련 기사를 상고해 보면 1728년 4월 29일에 공신으로 책봉 받은 사람들이 이비(吏批: 이조의 인
사위원회)와 병비(兵批:  병조의 인사위원회)의 정사(政事 : 인사 행정) 기사에 등장하고 있어 공
신 녹훈이 4월 29일에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단에 그려진 그림이 이날을 기념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무공신들에게 특별히 
선온을 한 기사는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각각 1744년 10월 9일에 보인다. 이날 영조
는 손수 쓴 글씨를 써서 충훈부에 내려(그 내용은 첨부 자료에 소개)주었는데,  그 골자는 술을 내
려 연회를 베풀도록 하고 자신의 뜻을 직접 써서 교서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표현을 보면 
‘讌法殿’이라 하여 법전에서 연회를 열게 하였는데, 이 때 영조는 경덕궁(지금의 경희궁)에 있었고 
당시 법전은 창덕궁의 인정전이었다. 그러므로 이날 연회를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연 것이다. 또 
‘示意寫紙, 代以敎坊’이라 하여 자신이 지금 내린 수서로 교서를 대신한다는 것이다.(敎坊은 더 
상고할 여지가 있으나 문맥적 의미는 널리 반포하는 교서의 의미로 보인다.) 이날 영조는 5동이
의 법온과 3쟁반의 가효를 하사하였다.
지금 그림을 살펴보면 외곽을 두른 긴 행랑과 중앙에 우뚝한 건물, 그리고 뒤에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을 뿐 중앙은 공간을 비워두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그림의 구도를 간결하게 해서 신성미
와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두간 정문 옆에 행랑에 붙은 좌우 
협문을 두고 있어 삼문 구조로 된 것 임을 알 수 있고 문에서 건물까지는 어도(御道)로 보이는 길
이 나 있고 건물은 2중으로 된 월대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에 부착한 잡상과 용마루의 
치미, 긴 행랑, 넒은 마당을 볼 때 창덕궁 인정전임을 알 수 있다. 동궐도의 창덕궁 인정전과 비교
할 때 그 구도가 매우 흡사하다. 1728년 4월 29일에 영조는 경덕궁에 있다가 친국을 하러 인정문
(仁政門)으로 올 뿐 이날 연회를 베풀지 않았다. 
이 그림에 그려진 인물은 왕을 시종하는 내시와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을 제외하고 초정 받은 공
신들이 모두 12명이다. 원래 분무공신은 15명이었지만 1728년 9월 9일에 오명항(吳命恒)이 
죽고, 1732년 10월 9일에 조문명(趙文命)이 죽었으며, 1735년 1월 10일에 이삼(李森)이 죽었
다.(이들의 사망 기사는 모두 실록에서 확인되며 오명항은 영조의 비망기가 있고 조문명은 사관
의 졸기(卒記)가 있다.) 이들외에도 박필건, 이수량, 박동혁 등도 죽었다. 공신은 적장자가 4대에 
걸쳐 세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3사람은 반드시 유고가 있었을 것이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 단순하게 그려 신성미를 노린 수법, 건물과 공간의 특징 등을 종합해
서 판단해 볼 때 이 그림은 1744년 10월 9일 분무공신에게 교서를 주고 선온을 하는 장면을 기록
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8세기 전반 왕이 공신교서를 내린 행사를 기록한 그림으로, 교서를 내리는 장면과 술을 내리는 
장면이 상하로 나뉘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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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화면은 3단으로 나뉜다. 각 단  단 사이는 붉은 선(약 0.2cm)이 곧게 그어져 구획을 선명
하게 표시하고 있다. 제 1단(세로 9cm)에는 그림이 없고 우측에 인장이 상하로 나란히 찍혀있
다. 제 2단(세로 60cm)과 제 3단(세로 60Cm)은 동일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 궁전 안
의 (다만 교서의 반포는 1728년 4월 22일, 공신 녹훈은 그해 4월 29일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1744년 10월 9일에 교서 같은 것을 나누어 주었는지 등의 여부는 다소 의문의 여기가 있다.)
건물의 표현을 보면, 전각(殿閣)의 기와골 요철이 강조되어 묘사된 점과 전각 좌우를 앞이 넓고 
뒤가 좁게 그린 투시기법 등 18세기 기록화에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 있다. 지붕에 다섯 개의 잡
물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백색 차양에 남색 테두리를 두른 차양이 행사의 격조를 잘 표현한
다. 전각의 좌우로 소나무 3그루 씩 지붕보다 약간 높이 솟아있다. 전각 앞에 계단이 있고, 그 앞
에 너른 공간을 둔 후, 그 아래 문과 담을 그렸다. 전각 내부에는 상단에 왕의 붉은 어좌(교자)가 
빈 의자로 그려져 있고, 그 뒤로 문양이 표시되지 않은 옥색병풍이 둘러져 있다. 
건물 내부의 인물표현을 보면, 왕좌 좌우로 각각 3명씩 읍을 한 채 허리를 약간 숙이고 걷는 듯한 
자세로 서 있으니, 서있는 신하는 총 6명이다. 그 앞 의 공간에 12명이 앉거나 엎드려 있다. 서거
나 앉은 신하는 총 18명으로 담홍포를 동일하게 입었다. 6명의 적색 단령을 입은 이들이 시중을 
들고 있다. 이들은 승정원의 승지(承旨)와 주서(主書)로 추측된다. 흥미로운 점은, 왕좌 곁에 선 6
명 담홍포의 체구가 앉아있는 12명의 담홍포의 인물들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제 
2단과 제 3단의 건물은 동일하나 인물표현은 차이가 있다. 제 2단의 앉은 12명은 좌우로 6명 씩 
2줄로 열을 맞추어 앉아 엎드려 있다면, 3단의 12명 앉은 인물들은 상하로 6명씩 2줄로 열을 맞
추어 앉아 소반을 받아 식사 중이다. 담홍포 인물들이 받은 소반은 적색이고 홍색도포인물은 갈
색 상을 받고 있다. 
필선과 수묵의 처리를 정리하여 보면, 모든 건물, 인물, 기물, 수목 등은 먹의 윤곽선을 배치하고 
소나무표현은 회화적 필선의 율동감도 보인다. 설색은 정교하다. 건물의 지붕은 녹회색, 남색 테
두리의 흰 차양, 짙은 적색의 기둥 등의 어울려 화면의 색상이 화사하고, 호분으로  창호지를 표현
하고, 계단 위, 담의 장식으로 흰 호분칠의 선을 긋는 등 마지막 장식적 처리를 하였다. 지붕을 표
시한 녹회색은 소나무와 유사한 톤으로 화면에 청록과 적색 건물기둥의 표현과 대조된다. 건물 
내부에 짙은 녹색의 간이기둥과 건물 외부의 황색 간이기둥, 차양의 남색과 백색, 소나무 둥지와 
벽의 기둥에 베풀어진 고동색이 차분하게 어울린다. 계단부분은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호분을 그 
위에 칠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볼 때 호분의 흰색이 들뜨는 인상을 주지만, 전반적으로 정교하게 
그려졌다. 선처리가 정교하다. 형태는 직선으로 구획하였고, 계단을 그린 부분은 매우 단순화되었
는데, 선의 끝처리는 섬세하다. 화원의 수준으로 판단된다. 

<첨부 자료>

1. 1728(영조4) 4월 29일 실록의 공신 녹훈 기사.
○  封奮武一等功臣, 吳命恒爲海恩府院君, 仍拜右贊成。 二等功臣朴纉新爲咸恩君, 超資憲, 後改
咸寧。 朴文秀超嘉義, 後爲靈城君。 李森爲咸恩君, 趙文命爲豐陵君, 竝超資憲。 朴弼健超嘉善, 
後爲錦陵君。 金重萬爲彦城君, 李萬彬爲韓原君, 竝超資憲。 重萬後還降嘉善。 三等功臣李遂
良爲完春君, 超嘉義, 李益馝超嘉善, 後爲全陽君。 李普赫超通政, 後又加嘉善。 仁平君 趙顯命, 
後爲豐原君。 金浹 花川君, 朴東亨 忠原君, 權喜學 花原君, 竝超嘉善。

2. 1728년(영조4) 4월 29일의 인사 행정 기사.

1) 병비(兵批)의 제수 기사.
* 병비는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아문인 병조의 인사위원회.
* 제수는 신임 보직 임명.

○   以朴弼周爲執義, 權一衡爲說書, 成德潤爲司書, 權喜學爲昆陽郡守, 朴師洙爲同敦寧, 金潗爲
承旨, 海恩府院君吳命恒今超輔國輸忠奮武一等功臣, 咸恩君朴纘新今超資憲, 慶尙監司朴文
秀今超嘉義, 行副護軍李森今超資憲, 吏曹參判趙文命今超資憲, 善山府使朴弼健今超嘉善, 
彦城君金重萬, 韓原君李萬彬今超資憲, 以上輸忠奮武二等功臣, 完春君李遂良今加嘉義, 全
羅兵使李益馝今加嘉善, 星州牧使李普赫今加通政, 以上輸忠奮武三等功臣, 以上功臣例加, 
沃川郡守林世謙, 陽智縣監李龍臣今加通政加資事, 承傳, 以承旨望單子。傳曰, 副校理吳光運
除授。傳曰, 贊成久有窠焉, 以元勳拜焉。右承旨權益淳, 左副承旨鄭錫五, 右副承旨金潗, 同副
承旨吳光運, 右贊成吳命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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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비(吏批)의 제수 기사.
* 이비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아문인 이조의 인사위원회.

3) 1744년(영조 20) 10월 9일 실록에 보이는 영조의 수서(手書)
壬子/下酒肴于忠勳府, 又賜手書曰:
國有今日, 寔攀龍附鳳, 扈聖輸忠之功也。 昔齊桓、管 子, 相戒鉤車, 晋文遺功, 子推藏名, 雖讌

法殿, 惟昔戊申, 麟閣記名, 垂之於後, 丹書鐵券, 銘功於史, 眷眷于此。 特賜五樽法醞, 三盤御肴, 
黃流在樽, 代以錫宴, 示意寫紙, 代以敎坊。 吁嗟! 卿等, 欽體領受, 勉飭子孫, 務以無黨。 遍頒酒
肴, 咸與醉飽, 噫! 今此意, 其豈淺淺乎哉?

4) 1744년(영조 20) 10월 9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영조의 수서
○   手書特賜麒麟勳臣曰, 國之今日, 予之到此, 寔攀龍附鳳, 扈聖輸忠之功。昔齊桓·管子, 相戒
鉤車, 晉文遺功, 子推藏名。雖燕法殿, 惟昔戊申。麟閣記名, 垂之于後。丹書鐵券, 銘功於史。眷
眷于此, 特賜五樽法醞, 三盤御肴。黃流在樽, 代以錫燕, 示意寫紙, 代以敎坊。吁嗟, 卿等, 欽體
領受。勉飭子孫, 務以毋黨。遍頒酒肴, 咸與共飽。噫, 今此意, 其豈淺淺乎哉? 式體式體。 

* 임금이 직접 써서 내려준 문서이므로 승정원 주서가 정확히 기록하였고 실록을 편찬할 때도 그
대로 전재한 것을 볼 때 이 기록은 후대에 가감되지 않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특기사항

• 건축의 표현에서 18세기 전반기 궁중기록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 행사장면의 전후장면을 상하로 연결하여 축을 만든 점이 특이하다.  
•   연회의 장소와 연희 장면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의 잡다한 구성 요소는 제거하여 단
순함이 갖는 의도적인 근엄성과 신성미를 추구한 회화적 발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실록』
• 『승정원일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공신』 (장서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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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원기로회도 실견날짜 : 2014. 1. 24 (17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가람古 

361.4-Iw9
작 가 미상 자료명

이원회기로회계첩

(梨園耆老會稧帖)
수 량  1帖(19折)

 시각자료 소재 양상 19절의 첩(책자)의 첫 두면에 걸쳐 채색도 한 폭이 실려 있다. 

 국적/시대/연대  조선시대 / 1730년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 격 전 체  37 × 25.4cm (책의 크기) 화 면  35 × 48.4cm 
(책을 펼쳤을 때 주선 내 화면의 크기)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

이미지

   
<이원기로회도>

인 장  자료상태 상    중    하

제 발 서문과 관련 시들이 후면에 다량 있음 (해제 및 부록 참조)

기존해제

1730년(영조 6)에 崔柱岳(1651-?) 등이 서울 梨園에서 개최한 耆老會의 稧帖이다. 序에 稧會
를 경술년에 열었다고 하였는데‚≪司馬榜目≫을 통해 최주악이 1651년생으로 1678년(숙종 4)
에 진사시에 합격한 것이 확인되므로‚계회가 1730년에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계원 중 사
마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모두 서울인 점으로 미루어 梨園도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崔柱岳(字 擎天)의 詩序에 따르면 1729년 가을 金弘權(字 汝平)이 耆老會를 가질 것을 제안
하여 1730년 4월 13일에 모임을 열었으며‚중국의 고사를 따라 70세 이상인 사람을 중심으로 사
마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연회의 장면을 그린 채색도와 梨園耆老會稧帖座目‚
耆老會席上口號와 答詩‚梨園耆老會詩序‚계원들의 詩로 구성되어 있다. 座目은 계원들의 명단
으로‚洪受濂 등 계회에 참여한 21인의 관직‚字‚출생년도‚사마시 합격여부‚본관을 수록하였다. 梨
園耆老會詩序는 이 稧帖의 서문에 해당하는데‚최주악이 썼다. 梨園에서 기로회를 열게된 경위
를 술회하고‚耆英會의 例를 따라 모임을 진행하였고‚각자 詩 2수씩을 지어 계첩에 수록하였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모두 계원들의 詩이며 詩序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자료는 金仁杰·韓相權 編

‚≪朝鮮時代社會史硏究史料叢書≫(三)(1986‚保景文化社 발행) 533~544쪽에 영인되어 있다.  
(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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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영조 6)에 최주악(崔柱岳, 1651-?) 등이 이원(梨園)에서 개최한 기로회(耆老會)의 모습
을 그린 그림이다. 이원은 장악원(掌樂院)의 별칭으로 서울 명례방, 지금 을지로 2가 외환은행 자
리에 있었다. 이 그림은 기로회의 정황을 알려주는 좌목, 여러 명의 서문과 시로 꾸려져 있는 책자
인 계첩(稧帖) 맨 앞 두면에 자리한다.
채색도 <이원기로회도>의 다음 면에는 이원기로회 계첩 좌목(梨園耆老會稧帖座目)이 있다. 좌목
(座目)은 참석한 계원들의 명단으로‚계회에 참여한 21명의 관직‚자(字)‚출생년도‚사마시 합격여
부‚본관을 수록하고 있다. 이 계첩에 시와 서문을 수록하였지만 이날 유고가 있어 참석하지 않은 
조위숙(曹偉叔)과 조의중(趙毅仲)은 열서하지 않았다. 좌목은 다음과 같다. 

前道正 洪受濂, 希周/壬午,  唐城人

同知   沈廷佐, 聖輔/己丑,    靑松人 
僉知   金夏鳴, 道叔/庚寅,   延安人

僉知   崔柱岳, 擎天/辛卯,  丁巳司馬, 寧城人

宗廟令 李相儼, 公肅/癸巳,   完山人

典簿   尹春敎, 善伯/甲午,   坡平人

進士   姜碩厚, 德甫/甲午,  丁巳司馬, 晉山人   
前正郞 金夏明, 子亨/乙未,  辛酉司馬, 淸風人

正郞   嚴慶遇, 命世/乙未,  壬戌司馬, 寧月人

主簿   沈尙燦, 晦而/丙申,   靑松人

別提   李衡齡, 仲高/丁酉,    完山人
僉正   金弘權, 汝平/丁酉,     江陵人

前縣令 李以泰, 來仲/戊戌,  辛酉司馬,   完山人
主簿   姜錫泰, 叔通/戊戌,      司馬, 晉山人

僉正   鄭重萬, 汝一/戊戌,      司馬, 海州人

監察   洪敍夏, 龍卿/己亥,  甲子司馬, 唐城人 
前縣監 李師尹, 聖佐/辛丑,  己卯司馬, 完山人

平市令 尹  誼, 士直/辛丑,             坡平人
司議   朴泰範, 士度/壬寅,             潘南人
前縣監 黃夏弼, 弼明/癸卯,  己卯司馬, 昌原人

前縣令 趙  障, 君保/丙午,  庚午司馬,  百川人

좌목은 계회에 참석한 인원 홍수렴(洪受濂), 심정좌(沈廷佐), 김하명(金夏鳴), 최주악(崔柱岳), 이
상엄(李相儼), 윤춘교(尹春敎), 강석후(姜碩厚), 김하명(金夏明), 엄경우(嚴慶遇), 심상찬(沈尙燦), 
이형령(李衡齡), 김홍권(金弘權), 이이태(李以泰), 강석태(姜錫泰), 정중만(鄭重萬), 홍서하(洪敍
夏), 이사윤(李師尹), 윤의(尹誼), 박태범(朴泰範), 황하필(黃夏弼), 조장(趙障) 등 21명의 기본적
인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있다. 이날 시나 서문을 짓지 않은 사람도 있다.  
계첩은 좌목의 기록 이후, 기로회 석상구호(耆老會 席上口號)와 답시(答詩)‚이원기로회시서(梨
園耆老會詩序)외 계원들의 시(詩)가 이어진다. 참석한 21명 가운데 16명이 쓴 시와 서문이 붙어 
있는데, 참석자 중에서 시를 쓰지 않은 사람은, 홍수렴, 심정좌, 이상엄, 심상찬, 이사윤, 윤의, 박
태범 등 7명이고, 그 외 참석자들의 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최주악이 김홍권과 연회
석상에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자고 약속했는데 홍서하가 7언율시를 짓고 최주악에게 시와 서문
을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시를 짓는 분위기가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가장 먼저 기록된 
최주악의 시 후서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시와 서문을 동시에 쓴 사람은 최주악, 엄명세, 이평중, 
정여일 등 4명이다. 이 중 최주악의 서문이 가장 길고 내용도 자세하여 번역하여 소개한다. 
( * 부록)
최주악의 서문에 따르면, 1729년의 가을에 김홍권(위 계원 중 한 사람)이 모임을 제안하여 영조
의 요절한 큰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소상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듬해인 
1730년 초여름인 4월 13일에 모임을 열었다. 당나라 때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와 송나라 때 낙
양기영회(洛陽耆英會)의 고사에 따라 70세 이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되 70이 되지 않은 교분이 
두터운 사람도 3명 포함하였는데 좌목 말미에 적힌 박태범, 황하필, 조장과 이날 참석하지 않은 
조의중 4명이다. 
이 계첩의 말미에는 이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시를 보낸 조위숙과 조의중의 시가 있다. 그날 
현장에서 차운(次韻)을 한 사람은 시의 제목이 「경차(敬次)~」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낸 사람은 
「추차(追次)』로 구별된다. 그 경위를 작자의 이름 뒤에 후서의 형태로 편집자가 밝혀 놓았다. 조위
숙은 계회 날 시골집에 내려갔고 조의중은 나이가 70이 안 되었더도 계회에 참석하도록 허락하
였는데 마침 병이 나서 못 온 사정을 알려준다. 특히 조위숙은 장문의 서문을 함께 보내왔다. 이 
계첩은 연회의 생동감과 함께 계원들의 결속이 잘 드러나 있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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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원계회도>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건물의 외곽이 표현된 가운데 실내에서 열리고 있
는 기로회의 정황이 그려져 있다. 건물은 기와에 잡상(雜像)이 좌우로 둘 씩 그려져 있어 건물의 
공식적 규모를 보여준다. 실내가 넓고 화면하단에는 대문과 담이 표현되어 있고, 건물 주변에 버
드나무외 수목이 그려져 있다. 건물내부에는 21인의 계원이 21개의 소반을 받은 상태이다. 실내
에는 계원 외에도 계원을 수종한 것으로 보이는 갓을 쓴 참석자 10여인이 문가로 앉아있고, 술상, 
춤추는 여인들, 시중드는 여인들이 있다. 실외로 화면 하단에 악단이 있고, 그 아래 담 안으로는 
구경 온 이들이 연회 석상을 주목하고 있다. 악공 반열의 서편에는 술자리의 행주(行酒)를 담당
하고 예절을 감독하는 상정(觴政 : 주감(酒監), 주사(酒史), 주령(酒令)이라고도 한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빈지초연(賓之初筵) 참조)이 칼을 차고 서 있어 이 계회가 화락한 가운데서도 법도가 
엄정함을 보여주는데 구경 온 이들이 의관을 정제한 모습에서도 그런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림의 표현기법을 보면, 화가의 기량이 세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성실한 그림이다. 지붕기와의 요철이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어서, 18세기 기록화의 특
징적 양상을 보여준다. 실내의 공간은 뒷면이 좁아지도록 사선을 그어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지만, 21명의 계원들은 중심인물이라 비례적으로 앞에 있는 여인들이나 악공들보다 크게 그려
져 있다. 필선의 묘사를 보면, 정교하지는 않지만 실내의 처용무의 현황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악공들 5명이나 그 외 여인들도 안정감 있게 그려져 있다. 설채의 방법을 보면, 지붕처리나 
계원들의 복장처리 등 치졸함이 였보이나 모든 윤곽선에 맞추어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다. 
글씨는 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전체가 한 사람의 필적인데 10행의 붉은 윤관선 안에 유려
하고 단정한 행서체로 정성을 들여 쓰여져 있어 이 계첩의 격조를 더해준다. 
18세기 기로회도의 성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각 자료이다.   

특기의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이원기로회도>가 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룬 그림이다. 

참고문헌
金仁杰·韓相權 編‚≪朝鮮時代社會史硏究史料叢書≫(三)(1986‚保景文化社 발행) pp. 533-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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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로회梨園耆老會 시의 서문

최경천崔擎天66

작년 가을에 첨정僉正 김 여평金汝平67이 나에게 들러 말하였다.

“우리들이 나이가 모두 팔십을 바라보고68 있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 없으니 이때에 나이가 많은 사우士

友들을 초대하여 하루 정도 노는 일을 추진하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도정都正 이명숙李明叔69과 ‘진솔회眞率會’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명숙이 갑자기 작고하는 바람에 계

회를 끝내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내가 여평의 말을 들으니 실로 나의 뜻과 부합하여 흔쾌히 그렇게 하자

고 하였다. 여평 등 여러 벗들과 공문을 만들어 여러 노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는 이해 겨울에 

모임을 갖기로 하였는데 우리 춘궁春宮 저하邸下70의 상제祥制71가 마침 이제 끝난 때라 잔치를 열어 서로 취

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닌 관계로 다음해 경술년(1730, 영조6) 4월 13일로 물려 행하기로 하였다.  

66   최경천(崔擎天) : 최주악(崔柱岳 : 1651~?)을 말한다. 경천은 그의 자이다. 호는 계서(溪西)ㆍ만곡(晩谷), 본관은 삭녕(朔寧)으로 최응몽

(崔應夢)의 아들이다. 숙종 때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가 고성(高城), 김제(金堤), 개천(价川) 등의 군수와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을 

지냈다. 홍중성(洪重聖), 이병연(李秉淵), 조하기(曺夏奇), 정선(鄭敾) 등과 함께 시사(詩社)를 만들었으며, 시명이 높았다. 저서에 《계

서집(溪西集)》이 있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졸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등이 최주악에게 준 

시가 그들의 문집에 실려 있다.

67   김여평(金汝平) : 김홍권(金弘權(1657~?))을 말한다. 여평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68   팔십을 바라보고 : 원문은 ‘望八’이다. 흔히 71세를 망팔이라 하나 여기서는 나이를 한정하지 않고 70이 넘은 사람을 포괄하여 말하였다.

69   도정(都正) 이명숙(李明叔) :

70   춘궁(春宮) 저하(邸下) : 영조의 맏아들 진종(眞宗 : 1719~1728.11.16)을 말한다. 이름은 행(緈), 자 성경(聖敬), 시호는 효장(孝章)이다. 

진종이 10살에 죽어 그의 이복 동생 사도 세자가 세자 자리를 계승했으나 그도 즉위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정조가 진종의 양자로 입

적, 즉위하여 진종으로 추존하였다.

71   상제(祥祭) : 상제는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제는 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소상을 말한다.  《승정원일기》를 상고

해 보면 소상은 1729년(영조5) 11월 16일에, 대상은 1730년 같은 날 친림하여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소상 : ○ 己酉十一月十六日四

更一點, 王世子祥祀, 上御魂宮。親臨入侍時, 禮曹判書朴師益, 行都承旨趙顯命 , 左承旨李廷熽, 右承旨徐宗玉, 左副承旨張泰紹, 右副承旨沈

埈, 同副承旨李春躋, 假注書宋胤涵·南泰溫, 記注官尹世鳳·金翰運·朴師益, 告出次。上具縗服, 出幕次, 哭臨後還入幕次。諸臣以次退出。罷祭

後, 諸臣又爲入待, 上, 脫縗服, 御淺淡服, 哭臨後還入大內。諸臣, 以次退出。 대상 : ○ 庚戌十一月十六日曉三更三點, 王世子大祥, 上哭臨魂宮

時, 禮曹判書徐命均, 行都承旨朴文秀, 左承旨安重弼, 右承旨趙命臣, 右副承旨洪尙賓, 同副承旨鄭羽良, 假注書權賢·李顯望, 記事官朴宗儒, 

編修官李喜春, 左通禮鄭再春入侍。上具視事服, 出御魂宮, 通禮唱曰哭, 上哭臨, 諸臣皆哭, 通禮唱止哭, 上止哭, 還入大內。諸臣以次退出。

부록  이원기로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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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평은 이 때 악관樂官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원梨園72에 아악雅樂73을 배설하였다. 이원은 마침 서쪽 

언덕[西岡]의 불룩 속은 지형에 자리를 잡고 있어 삼면으로 조망이 시원하게 트여 도성의 수많은 집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 특별히 저 멀리 하늘 끝으로 세 개의 산이 우뚝이 솟아올라 엄숙하게 이쪽을 바라보며 

읍을 하는 것 같으며, 건물 밖으로는 시장 속에 둘러 쌓여 있지만 원림 속에 있는 정자와 같은 승경이 있

다. 여평이 이곳을 지목하여 모임 장소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날 제현들이 시간에 맞추어 모였는데, 병환이 났거나 집안에 일이 있는 사람74을 제외하고 연회에 모인 

사람이 모두 21명이다. 나이 70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아직 70이 되지 않아도 참석을 허가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당나라 회창會昌 연간의 적감狄監·노윤狄尹과 송나라 원풍元豊 연간의 사마공司馬公의 고사를 사용한 것이

다.75 그래서 위로는 89세에서부터 아래로는 65세에 이르기까지 모인 것이다. 연치로 좌차를 정한 것은 <향

산시서香山詩序>의 취지를 따른 것이고,76 자제들이 뒤따르는 것을 허용하고 술을 돌릴 때 권하지도 말고 사양

하지도 말며 자기 뜻대로 스스로 따라 마시게 한 것은 역시 기영회耆英會의 주령酒令을 준행한 것이다. 

이에 악공들이 각각 악기를 갖추어 연주를 하였는데, 관악기를 부는 사람과 현악기를 뜯는 사람이 차

례로 나아왔다. 노래를 부를 때는 부채를 펼쳐 흔들고 눈을 지그시 내려 감았으며 춤을 출 때는 소매를 

펄럭이며 붉은 허리를 돌렸다.77 등에 검은 점이 나고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그 사이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

고 않아 술잔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예절바른 의표 속에 온화한 모습이었다. 서로 시를 지어 창화

하여 성정性情을 풀어내었다.

72   이원(梨園) : 이원은 본래 당나라 현종 때 악공(樂工)과 기생(妓生) 300명을 뽑아 음악과 노래를 가르치던 원(園)의 이름이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장악원의 별칭으로 쓰인다. 장악원 자리는 《한경지략(漢京誌略)》에 의하면, 선조 이후로는 남부 명례방(明禮坊) 명동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에 위치한 외환은행 자리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73   아악(雅樂) : 향악(鄕樂)과 반대되는 말로 주로 궁중에서 장악원 악공들이 연주하는 정통 음악을 말한다. 이 기로연에서 음악을 제대

로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74   병환이……사람 : 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조의중(趙毅仲)이고 시골에 내려가느라 불참한 사람은 조위숙(曹偉叔)이다. 이들은 

나중에 시를 보내왔는데 특히 조위숙은 장문의 서문도 함께 보냈다. 이 계첩의 마지막 부문에 이들이 보내온 시와 서문이 실려 있고 

그것을 함께 싣는 이유도 밝혀 놓았다.

75   이는 …… 것이다 : 회창(會昌 : 841~845)은 당나라 무종(武宗)의 연호이고 원풍(元豊 : 1078~1085) 은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이다. 

적감(狄監)은 당나라 때 비서감(秘書監)을 지낸 적겸모(狄兼暮)이고 노윤(盧尹)은 하남윤(河南尹)을 지낸 노정(盧貞)을 말한다. 사마

공(司馬公)은 사마광(司馬光)을 말한다. 남송 홍매(洪邁) : 1123~1202의 《용재사필(容齋四筆)》에 의하면, 백거이(白居易)가 회창 5년

(845)에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를 만들었을 때 74세였는데, 80대 노인이 5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비서감(秘書監) 적겸모(狄兼暮)와  

하남윤(河南尹) 노정(盧貞)은 아직 70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계회에 참석은 하게 했어도 좌목에 적지는 않았다. 백거이의 서문

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편 송나라 때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할 때는 부필(富弼), 한기(韓琦)는 79세이고 나머지도 다 70이 넘었

지만 사마광이 64세여서 앞에 나온 적겸모와 노정의 전례를 따라 모임에 참석하게 한 것이다.

76   연차로……것이고 : <이원기로회계첩좌목(梨園耆老會契帖座目)>을 보면 역시 나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전 도정(都正) 홍수렴(洪受濂)

이 임오생(1542)으로 1730년 모임 당시 89세로 가장 연장이고 차차 나이 순서대로 21명을 열기하였는데 마지막 전 현령(縣令) 조장

(趙障)은 병오생(1666)으로 당시 65세였음을 알 수 있다.

77   노래를 돌렸다 : 이 구절은 백거이의  <3월 3일에 낙수 가에서 불계회(祓禊會)를 하며[三月三日祓禊洛濱 > 시에 “춤이 빨라지자 여인

의 허리는 부드러워지고, 노래가 길게 이어지자 화장한 눈썹을 지그시 드리우네. 밤에 돌아갈 때 등촉을 어디다 쓸 것인가. 봉서루 위

에 새 달이 떠 있는데. [舞急紅腰軟,　歌遲翠黛低. 夜歸何用燭,　新月鳳樓西 .]”라고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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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저물어지자 엷은 구름이 숲을 감싸고 드리운 그늘이 뜰에 가득하였으며 남산의 푸른빛은 푸른 

물이 뚝뚝 듣는듯한데 주연 자리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와 답답한 가슴이 절로 씻겨나가는 듯하였다. 

여러 노인들은 오궤烏几78에 기대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기도 하면서 천지를 거만하게 바라보니 의기가 

당당하여 황홀하기가 안기생安期生79과 선문羨門80의 무리가 어깨를 치며81 십주十洲와 삼도三島82에서 노니는 

것만 같았다. 이 광경을 보러 온 도성의 백성들이 와서 담장을 이루다시피 했는데, 감탄하며 서로 말하길, 

“신선 세계에 노니는 사람 같다.”라고 하였다.

술이 얼근하게 취하자 화봉인華封人의 ‘자식을 많이 두라’는 축원83을 외고 《시경詩經》  <노송魯頌)>의 저 언

덕처럼 장수를 누리시라는 시[如岡之章]84를 노래하여 우리 주상 전하께 억만년 무궁한 장수를 누리는 헌수를 

올리고 서로 손을 비비며 하례하고는 춤을 추고 기뻐하니. 흥이 날대로 나고 더 없이 즐거워 흡족한 마음

이 가득하였다. 이것이 이른 바 풍화의 근본이고 선을 좋아하여 싫어할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아, 백년 인생에 70을 사는 것도 드물지만 죽거나 상을 치르며 근심하고 환난 속에서 사는 것이 

그 사이에 들어 있으니 그 가운데 입을 열어 웃는 날이 모두 며칠이나 되겠는가?  예로부터 분분한 세

상을 벗어나고 영예로운 이름을 내던져서 물질을 벗어난 세상에서 노닌 사람이 한 둘이 아니지만, 저 

상상사호商山四皓는 작은 은일에 얽매였고85 한나라 소광疏廣과 소수疏受는 그 은택이 집안사람에 그쳤으

78   오궤(烏几) : 오피궤(烏皮几)라고도 하는데, 앉을 때 몸을 기대는 궤안(几案)으로 검은 염소 가죽으로 장식한 것이다.

79   안기생(安期生) : 진시황(秦始皇)이 동유(東游)할 때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을 보고 싶으면 수십 년 뒤에 봉래산(蓬萊山)으로 찾

아오라고 한 뒤 자취를 감췄다는 선인(仙人)의 이름이다. 《史記 封禪書》 《列仙傳》

80   선문(羨門) : 옛날 선인(仙人)인 선문자고(羨門子高)를 말하는데, 진 시황(秦始皇)이 일찍이 동해(東海)에 노닐면서 선인 선문의 무리

를 찾았다 한다. 《史記 秦始皇本紀》

81   어깨를 치며 : 진(晉)나라 곽박(郭璞, 276~324)의 〈유선시(遊仙詩)〉에 “왼손으로는 부구의 소매를 당기고 오른손으로는 홍애의 어깨를 

치네. 하루살이에게 물어본들 어찌 거북과 학의 나이를 알겠는가.〔左挹浮丘袖 右拍洪崖肩 借問蜉蝣輩 寧知龜鶴年〕” 하였다. 부구와 

홍애는 모두 옛 선인(仙人)의 이름이다.

82   십주(十洲)와 삼도(三島) : 모두 신선이 사는 아름다운 곳을 말한다. 십주는 도교에서 동해의 큰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10곳의 승경을 

말하고 삼도는 전설에 동해에 있다는 봉래, 방장, 영주 세 섬을 말한다.

83   화봉인(華封人)의 자식을 많이 두어라는 축원 : 화봉인은 화(華) 땅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가 일찍이 요(堯) 임금을 

만나보고 수(壽), 부(富), 다남자(多男子 : 장수하고 부유하며 자식을 많이 두라)는 세 가지 축원을 하였으므로 화봉삼축(華封三祝)이

란 말이 생기게 되었다 한다. 《莊子 田子方》

84   《시경(詩經)》 <노송(魯頌)>의 …… 여강지장(如岡之章) : <노송>의 <비궁(閟宮)> 장을 말한다. 이 시는 노나라에서 종묘에 제사를 지내

며 임금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 내용인데 그 구절에 “삼수로 벗을 지어 언덕과 같고 구릉과 같으시기를.[三壽作朋, 如岡如陵]”이라

는 표현이 보인다.  삼수(三壽)는 그 의미가 미상인데 삼경(三卿)이라 하는 설도 있고 강(岡)과 릉(陵)과 높이가 똑 같아져 셋이서 벗

처럼 된다고 하는 풀이도 있다. 이 문맥에선 후자가 타당해 보인다.《詩經》<소아(小雅) 천보(天保)>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하늘이 

당신 안정시켜 흥성하지 않은 것이 없네. 높은 산과 언덕처럼, 산등성이와 구릉처럼, 지금 막 흘러오는 강물처럼, 불어나지 않음이 없

네.[天保定爾, 以莫不興. 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以莫不增.]”라고 한 표현이 보인다.

85   저 …… 얽매였고 : 진(晉) 나라 왕강거(王康琚)의 《반초은(反招隱)》시에 “소은은 구릉이나 숲에 은거하고 대은은 조정이나 시장에 은

거한다.[小隱隱陵藪，大隱隱朝市.]”라는 구절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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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86 <상산의 사호와 한나라 소광·소수는 기영회耆英會의 장창언張昌言의 시에 나온다.> 칠현七賢이라고 칭하

고 팔선八仙이라 부르며, 혹 맑고 마음을 비운 것[淸虛]으로 서로 존중하고 혹 술에 빠져 사는 것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87 또 어찌 말하고 말고 할 게 있겠는가? 

대개 나이 순서대로 모임에서 앉은 것은 백낙천白樂天부터 시작되었는데 송나라 원풍 연간에 와서 기영

회耆英會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서로 전해져 사람들이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

다. 우리 동방은 고려 이래로 그 규범을 계승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옛날 우리 숙종대왕께서는 향년이 60

이었는데 실로 제왕가에서는 상수上壽이다. 당대에 나이 먹은 노인들이 조정에 가득 차 있었는데 명을 받

들어 기로서耆老署를 창설하고 이어 또 연회를 베풀어주어 화려하게 하였다. 온 세상을 장수의 나라에 들

게 하고 만민을 본 언덕 위에서 노닐게 하였으니 아, 성대하다 하겠다. 이때에 여러 노인들이 이원梨園에서 

별도로 나이를 높이는 모임을 가졌는데 나는 병으로 달려가지 못하여 항상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제 여평이 선창한 데 말미암아 다시 선배들의 일을 잇게 되었으니 취향의 차이나 우정의 깊이를 따지

지 말고 기로소의 여러 공들을 모두 초대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으니, 소원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흉금

을 터놓게 되었다. 고인이 이르기를,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형제이다.” 라고 한 말 은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

다. 더욱이 지금은 난리가 끝나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고 풍속도 다시 순후해 졌으며 운세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  성상의 은택을 받아 성상의 보살핌 속에서 한가롭게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좋은 날, 아름다운 경

치, 즐거운 마음, 즐거운 일88이 오늘 완비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세상에 드문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겠는가?

내가 보건대 백낙천의 시에는 “7인의 나이가 474세”라고 하였고,89 백수伯壽의 시에는 “한 자리에 앉은 

사람의 나이가 거의 900을 헤아린다.”라고 하였는데,90 우리들이 명성이나 지위, 나이와 덕망은 비록 당송

86   한나라 …… 그쳤으니 : 한 선제(漢宣帝) 때 태자태부(太子太傅) 소광(疏廣)과 그의 조카 태자소부(太子少傅) 소수(疏受)가 함께 상소

(上疏)하여 사직하자, 천자(天子)가 황금(黃金) 20근을 하사하고 태자가 50근을 주므로, 이것을 가지고 고향인 동해(東海)로 돌아가

서 날마다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즐긴 일이 있다.《漢書 卷71 疏廣傳》여기서는 소광과 소수

가 연회를 열어 즐긴 것이 집안 몇 사람에 불과함을 지적해 말한 것이다.

87   칠현(七賢) ……대해서 : 칠현은 위진 시대의 죽림칠현인 혜강(嵇康), 완적(阮籍), 산도(山濤), 상수(向秀), 유령(劉伶), 완함(阮咸), 왕융

(王戎) 등 7인의 명사를 말한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산림에 은거하며 자기들끼리 청담을 즐겼다. 팔선(八仙)은 

도교에 나오는 8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두보의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 나온 팔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뒤의 문맥을 보면 「음중

팔선가」의 팔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중팔선은 하지장(賀知章), 여양왕(汝陽王) 이진(李璡), 좌승상 이적지(李適之), 최종지(崔

宗之), 소진(蘇晉), 이백(李白), 장욱(張旭), 초수(焦遂)를 말하는데 그들의 음주 행태는 두보의 시에 잘 묘사되어 있다.

88   좋은 날 …… 즐거운 일 :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왕각서(滕王閣序)> “4가지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고 두 가지 어려움이 어울렸다.[四

美俱, 二難並]”라고 한 대목의 소주(小註)에 나오는 말이다. ‘양신(良辰)·미경(美景)·상심(賞心)·낙사(樂事)’를 사미(四美)라고 한다.

89   백낙천의 ……하였고 : 백낙천이 자기집 이도택(履道宅)에서 구로회를 하고 쓴 7언 율시의 첫 구에 나온다. <<御定全唐詩>> 원시 주석

에는 ‘7인의 나이를 합하면 570세이다.[七人五百七十歲]’라고 하고 주석에 ‘다른 본에는 584세로 되어 있다.’라는 주석이 있고 말미의 

주석에도 각인의 나이를 소개하고 570세로 되어 있는데,   실제 <<古今事文類聚>>에 수록된 백낙천이 쓴 시에 보면 ‘五百八十四歲’라 

되어 있다. 본문에 484세라 한 첫 글자는 착오로 보인다.

90   백수(伯壽)의 ……하였는데 : 백수는 낙양기영회 모임에 참석한 유기(劉幾 : 1008~1088)의 자이다. 이 구절은 그 때 유기가 쓴 시에 나

온다. 사마광이 쓴 「기영회서(耆英會序)」에 이어 나이 순서대로 인적 사항을 간략히 쓰고 시를 두어 편씩 적었는데 이 시는 “비서감으

로 벼슬에서 물러난 상주국 유기 백수, 나이 75[秘書監致仕, 上柱國, 劉幾伯壽, 年七十五.]”라고 쓴 뒤에 나온다. 당시 75세인 유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의 나이를 합산하면 892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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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현들과 같기를 바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람 수효는 배가 된다. <백낙천의 시에 ‘사람의 수효가 상

산사호 그림에 나온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였다.>91 게다가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나이가 거의 1700여세

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임은 회창會昌이나 원풍 연간에는  없던 것이다. 또한 장차 그림으로 그려서 후세

에 전하여 오늘과 같은 정황이 옛날에 비해 크게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

해보면 원풍 연간에 제현들이 처음 부필富弼 공의 집에 나아가 한 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에 몇 번의 모

임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 이번 모임은 곧 우리들의 첫 번째 모임이다. 지금 이후로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

여서 매년 모임을 하기로 하여 백세 뒤에 그쳐야 할 것이니, 아 , 여러 군자들은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공들이 말하기를, “이 일은 기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옛날 백낙천도 <낙빈시서洛濱詩序>에

서 “만일 기록하지 않는다면 낙양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감히 보잘 것 없는 글 솜

씨를  헤아리지 않고 그 사실을 이와 같이 기록한다. 아울러 연석에서 나온 시의 운을 거듭 사용하여 각

각 두 수를 종이 끝에 적어92 여러 군자들이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91   백낙천의 …… 하였다 : 이 시 역시 앞의 구로회 때 쓴 시에 나온다.

92   아울러 …… 적어 : 최주악(崔株岳)에 앞서 홍서하(洪敍夏) 궁(宮)자 운과 뒤에 다시 령(齡)자 운을 사용하여 칠언율시를 2수 지었는

데, 저자는 이 운자를 사용해 각각 두수씩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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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미인곡첩 실견날짜 : 2013. 8. 25 (2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가람

古 811.05-
J462sm

작 가
김상숙

(金相肅)
자료명

사미인곡도

(思美人曲圖)
수 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서첩 『사미인곡첩』의 첫 두 면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국적/ 시대/ 연대   조선시대 / 1764년(영조 40)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격 전 체   첩 40.7 × 27.5cm 화 면

40.7 × 55.0cm, 
이 그림 한 폭의 크기는 
첩을 펼쳤을 때의 크기. 

제작기법 비단에 담채

이미지

인 장 없음 자료상태

상    중    하
그림의 하단이 박락되어있고 상단에는 
오염이 있으나, 그림의 전체양상을 

살필 수 있다

제 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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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1764년(영조 40) 坯窩 金相肅(1717-1792)이 松江 鄭澈(1536-1593)의 ＜사미인곡＞‚＜속미
인곡＞을 漢譯한 것과 그 後記‚원 국문가사 등을 수록하여 한 데 묶은 책이다. 김상숙은 자가 季
潤‚호는 坯窩 또는 草樓‚본관은 光山으로 1744년(영조 20) 진사시에 급제한 뒤 郡守‚첨지중추부
사 등을 지냈다. 英祖 말년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金相福의 아우로서 형과는 달리 젊어서부터 정
치를 멀리하고 處士的인 삶을 애호하여 당대에 명망이 높았다. 20여년의 관직 생활도 대부분 閒
職이거나 外職을 지냈다. 김상숙은 특히 글씨로 유명하여 ‘稷下體’(집이 社稷洞에 있어 붙여진 
이름임)로 불리기도 하였다. 시집 ≪坯窩草≫(5권 3책‚필사본)와 문집 ≪坯窩遺稿≫(1책‚필사
본) 등이 전하고 있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사미인곡＞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산수인물도(彩
色圖)가 한 폭 수록되어 있고‚이어 비단에 김상숙의 自筆로 ＜사미인곡＞ 및 ＜속미인곡＞의 漢
譯과 後記‚＜사미인곡＞ 및 ＜속미인곡＞ 국문가사가 실려있고‚끝에 벗 成大中(1732-1809)이 
1790년 직후에 쓴 題後가 붙어 있다. 漢譯은 원 가사를 충실히 직역하는 방식으로 하되‚원 가사
의 2음보 1句를 5-7언의 韻文句로 번역하였다. 예를 들어 ‘이 몸 삼기실제’는 ‘嗟此身之稟生兮’
로‚‘님을 조차 삼기시니’는 ‘從美人以降之’(＜사미인곡＞)로‚‘뎨 가▫ 뎌 각시’는 ‘彼行邁兮姝子
者’로‚‘본 듯도  뎌이고’는 ‘若曾見兮依俙’(＜속미인곡＞)로 한역하고 있다. 楚辭 가운데 ＜思美
人＞이란 작품도 있거니와 漢譯에 楚辭體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漢譯의 
끝에는 작자 자신이 한역을 하게 된 동기를 적은 後記가 있는데 ‘甲申季夏坯窩散人書’라고 되어 
있어 이 글이 1764년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말 노래를 중시하는 작자의 관
점을 살필 수 있다.이 책과는 별도로 ≪坯窩歌謠≫(성균관대 소장‚김상숙 친필본 1책)라는 책이 
있는데‚여기에도 김상숙의 ＜사미인곡＞‚＜속미인곡＞ 漢譯이 들어 있고‚‘海東俚謠’라는 표제 
하에 민간노래 2수‚그 외 ＜相思曲＞‚＜望夫詞＞‚＜悔懊曲＞‚＜白頭吟＞ 같은 樂府調 노래들을 
수록하고 있다. 김상숙의 우리 歌謠에 대한 큰 관심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김상숙의 한역가요
들은 ≪續日知錄≫＜가람 古 818-So24＞이란 책에도 수록되어 있다. 기해제를 참조. 김상숙의 
後記 뒤에는 ＜사미인곡＞ 및 ＜속미인곡＞의 국문 가사가 실려 있고 그 뒤에 성대중의 題後가 
붙어 있다. 원문에는 성대중 글이라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이 글은 ≪靑城集≫ 권8에 ＜書坯

窩所譯思美人曲後＞란 제목으로 실려 있어 성대중의 글임을 알 수 있다. 글 가운데 ‘記昔公因特
除僉樞‚肅命而來也‚過余秘省’이란 구절이 있어 이 글이 김상숙이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된 1790
년 이후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대중은 글의 서두에서 ‘松江鄭相公謫江界‚以方言製思美
人曲‚以寓戀君之意’라 하여 ＜사미인곡＞이 정철의 강계 귀양시(1591-1592)에 창작된 것임을 
말하였고‚이어 김상숙이 정철의 ＜사미인곡＞‚＜속미인곡＞을 漢譯하게 된 의도를 김상숙의 삶
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논하고 있다.이 책은 국문 가사까지만 비단에 적혀 있고 성대중의 글은 종
이에 적힌 것으로 보아‚김상숙가 漢譯을 한 1764년 직후에 편집된 것을 1790년 직후 성대중이 
跋文을 追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영진)

해 제 

김상숙(金相肅)의 그림으로 판단되며, <사미인곡도(思美人曲圖)>라 부를 수 있는 그림이다. 송강
(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지은 한글가사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속미인곡(續美人曲)」
을 한역한 한문본과 후기 및 한글본이 수록된 첩(帖)의 가장 앞면에 그려져 있는 한 폭의 산수화
이다. 그림의 주제는, 글의 주제로 미루어, 미인(혹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판단된다. 

1764년에 김상숙이 쓴 한문본과 한글본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1790년에 성대중(成大中)
의 발문을 받아 완성한 첩(帖)이다. 

김상숙은 정철의 이 가사들을 매우 좋아하여 스스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평생 동안 여러 차
례 거듭 썼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배화시문필적(坯窩詩文筆蹟)』에 김상숙
이 72세에 쓴 한역본이 김상숙의 72세 필치로 실려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소장 『배와가요(坯窩
歌謠)』에 전문이 실려 있다. 현재 모두 세 본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본과 성균관대본이 김상숙의 
서첩에 포함된 것인 데 반해, 규장각 소장본은 정철의 두 <미인곡>만을 따로 장첩한 형태에 그림
까지 붙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 첩이 국문학자였던 가람 이병기 선생의 구장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희귀한 한글가사의 한역본이기도 하거니와 그 유려한 글씨로 인해 소중히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탕인 비단이 많이 훼손되어 전해오다 최근 규장각에서 보수, 개장하였
다. 이러한 김상숙의 태도로 보아, 스스로 미인곡의 주제를 그림을 그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을 보면,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멀리 펼쳐진 산봉우리들이 솟은 신비로운 광경이 화면의 중
심부를 넓게 차지하고 화면의 하단에는 화려한 다층전각이 있고 오른편에는 높은 누대가 있어 천
상의 몽환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누대 위에 한 인물이 앉아 망망한 산봉우리와 구름을 응시하고 
있다. 높이 쌓은 대에 오른 인물이 멀리 바라보고 있는 도상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서정적 
주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 만리 길흘 뉘라셔 찾아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까”라고 읊으며 임금
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비유적 어법으로 표현한 연군(戀君)의 주제가 먼 공간을 바라보는 남성
주인공의 모습과 구름이 자욱한 산수의 묘사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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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의 필법표현을 보면, 기량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18세기 문인산수화
의 풍모가 보인다. 교각이나 누대의 표현은 중국화보에서 가지고 온 요소로 보이고, 구름표현은 
김상숙의 절친한 벗이었던 능호관 이인상(李麟祥)으로부터의 일정한 영향이 간취된다. 먼산을 표
현한 청색 안료의 설채법은 18세기 문인산수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김상숙은 18세기 
해서의 명가로 불리는 반면에 그림을 남겼다는 기록이나 실제 작품이 없다고 여겨졌는데 최근 경
기도 박물관의 서첩에도 두 점의 그림이 들어 있어 김상숙의 진작 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규
장각 소장의 이 서첩에 들어있는 그림과 대조하여 살필 만하다.

이 첩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글씨를 살펴보면, 행서(行書)의 필법을 포함한 해행서인데 글자 크
기가 1㎝ 내외의 세자(細字)이다. 대체로 위아래가 더 긴 장방형의 틀에 맞추어 써서 자간이 일
정한 편이며 행간은 글자의 폭보다 조금 좁게 설정했고, 이왕(二王)의 자형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획의 전절(轉折)이 둥글고 부드러운 점이 눈에 띄며, 일부 획의 연결성은 이왕의 해행서에서 흔히 
보이는 원법(圓法)이므로 이 묵서는 전적으로 이왕의 해서체, 즉 진체(晉體)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상숙은 동한 말기에 활동한 종요(鍾繇)의 해서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만의 서풍을 구현했던 인
물인데, 이 글씨를 쓴 1764년 무렵은 이왕의 서체를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을 만
큼 <사미인곡>에는 왕희지(王羲之) 소해의 서풍(書風)이 완연하다. 

특기의견  •   국문학사에서 유명한 「사미인곡」를 회화로 표현한 그림으로, 현재 조사로는 유일한  
<사미인곡도>이다. 

참고문헌
• 유승민, 「坯窩 金相肅(1717~1792)의 鍾繇體 受容과 그 意義」  
• 『미술사학연구』275·276, 2012.12,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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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부자성적도 실견날짜 : 2013. 9. 27 (5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奎中2405 작 가 미상 자료명
공부자성적도

(孔夫子聖蹟圖) 
수 량 1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1帖(58析 115面)의 화책 속에, 펼치면 한 폭으로 58폭의 채색도

 국적/시대/연대  조선시대/ 1740년대 (1741년)

형 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其他 

규 격 전 체   35.7 × 27.3cm(화첩의 크기) 화 면
31.5 × 50.4cm
화첩을 펼쳐

두 면에 걸쳐 정착된 한 폭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

이미지

 <오승종유>

이미지

<한고사로>

인 장 없음  자료상태
상    중    하

화면에 좀먹은 부분이 매우 많다 이는 
그림의 내용훼손에 이른다

제 발
각 화면 위에 그림의 제목과 그림의 내용이 적혀있다. 

단 이들은 제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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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1〉 奎中 390‚奎中 392‚奎中 393‚奎中 394‚奎中 395‚奎中 396‚奎中 397‚奎中 2406‚奎中 
2407 〈2〉 奎中 2405 〈1〉 呂兆祥(明) 撰. [序‚1904년(光武 8)] 〈2〉 [편자미상] [년기미상]〈1〉 2
帖 목판본 37.8×27.7 〈2〉 1帖(58析 115面). 零本. 채색도. 필사본. 35.7×27.3㎝孔子의 일생
과 그 행적을 나타낸 간략한 설명과 그림을 조선에서 다시 印刊한 것이다. 〈1〉은 모두 동일한 판
본이고 〈2〉도 동일한 내용을 채색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乾坤 두 冊으로 되어 있
는 〈1〉과는 달리 〈2〉는 뒷부분 한 冊만 전하는 零本이다. 〈1〉은 맨 앞부분에 宋秉璿의 ＜聖蹟圖
序＞와 1904년(光武 8) 趙秉式의 ＜聖蹟圖序＞가 있어서 출간 경위를 밝혀 놓고 있다. 이 두 序
에 따르면 孔子의 76世孫이라는 孔在憲이 1901년 가을에 중국에 들어가 甯海府에서 孔昭謙家
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呂聖符(呂兆祥을 말한다. 그에 대해서는 奎中 3984 ≪聖門志≫의 해제를 
참조)의 ≪聖蹟圖≫ 108面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를 私藏할 것이 아니라 널리 보급해야 한다
고 여기고 序를 쓴 두 사람과 더불어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이 두 序 다음에 ≪聖蹟圖≫ 108面
이 시작된다. 제 1面은 “聖蹟之圖”라고 篆書로 쓰여진 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張應登의 ＜聖圖殿
記＞가 제 2면과 3면에 있다. 이 3개의 면을 빼면 전체 108면 중 그림은 105면이고‚맨 앞의 “先
聖小像”이라고 전서로 제목이 붙어 있는 공자의 초상 제 4면을 빼면 실제 공자의 사적을 그린 그
림은 총 104면이다. 1592년(明 萬曆 20)에 쓰여진 張應登의 ＜聖圖殿記＞는 聖蹟圖의 초기 연
혁을 전하고 있다. 즉 孔子의 廟가 있는 闕里에 원래 聖蹟圖란 것이 전해지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
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巡按御史 何出光이 이를 보고 주변 郡邑에서 4千緡의 돈을 
모아 孔廟의 뒤편에 聖圖殿을 짓고 聖蹟圖를 돌에 새겨 후세에 오랫동안 전하도록 하였다고 한
다. 이 작업의 실무는 당시 曲阜의 知縣이던 공자 61대손 孔弘復이 맡았고‚그 후 1년이 경과한 
1592년에 張應登이 闕里에 파견되어 釋奠을 올려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고하였다. 이 때 원래의 
聖蹟圖에 빠져 있는 공자의 행적을 보완하여 112圖로 增定하고 이를 聖圖殿 제단 위에 놓아 탑
본을 뜨거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第 4面에 있는 공자 초상 다음에 나오는 제 5면의 그
림은 ‘尼山致禱’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周靈王 19년‚魯襄公 20년에 魯나라 尼丘山에서 孔子의 
어머니 顔氏가 기도를 올려 그 이듬해 공자가 태어났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어 아직 공자가 태
어나기 전에 麒麟이 나타나 쇠약한 周를 이어 素王이 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玉書를 
토해놓고 갔다는 제 6면의 ‘麒麟玉書’로 이어지며‚시간 경과에 따라 공자의 사적을 그려나가서 
魯哀公 17년 공자가 죽자 哀公은 廟를 세우고 廟를 지킬 100戶를 두었다는 내용까지 설명되어 
있고 그 뒤에도 그림 2面이 있지만 제목과 설명이 빠져 있다. 이 마지막 부분 말고도 중간중간 제
목과 설명이 빠진 채 그림만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제 54圖까지가 乾冊이고 제 55圖부터 제 105
圖가 坤冊이다. 규장각 소장본 ≪聖門志≫(奎中 3984)에 있는 孔胤植의 ＜聖門志序＞에 보이
는 1628년(明 崇禎 1)에 呂兆祥이 曲阜에서 새로 ≪聖蹟圖≫ 1卷을 완성하였다는 언급과 본서 
宋秉璿과 趙秉式의 序에 呂兆祥의 ≪聖蹟圖≫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및 위 ＜聖圖殿記＞의 내
용 등을 종합하면 1592년에 孔廟 聖圖殿에 돌로 새겨진 聖蹟圖를 바탕으로 1628년에 呂兆祥
이 새로 ≪聖蹟圖≫라는 책을 완성하였고 본서는 이 ≪聖蹟圖≫를 조선에서 다시 판각하여 간행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본서에 실려 있는 ＜聖圖殿記＞는 呂兆祥의 ≪聖蹟圖≫ 108圖 안
에 포함되는 내용일 뿐이므로 본서의 원 저자의 서문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2〉도 圖의 
구분‚그림 자체의 구도는 〈1〉과 동일하다. 목판본인 〈1〉의 제 104‚105圖는 설명과 제목이 누락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 〈2〉의 마지막 두 그림에는 제목과 설명이 있으
나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판독하기는 어렵다.〈2〉는 〈1〉의 제 49圖에 해당하는 
그림부터 시작되고 있으며‚그림의 제목과 설명이 곳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앞부분이 빠진 零本임에 틀림없고 앞부분에는 〈1〉과 동일한 내용의 序들
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2〉 또한 조선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2〉의 맨 뒷 장에는 ＜聖蹟圖進
獻時司書李箕彦上書＞로 추정되는 제목의 문장이 있으나 반 이상 지워져 있어 내용을 알기 어
렵다. 〈1〉과 〈2〉는 전자는 목판본이고 채색되지 않았으나‚영본이긴 하지만 후자는 채색하여 필사
한 것이라는 차이를 빼면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판본인 것이다. 
(조성우)

해 제

이 화첩 ‘공자성적도’는, 공자의 행적을 그리고 행적의 내용을 글을 적어 알린 화면 57면으로 이
루어진 책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57면은 20세기 판각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판화본들(규장각 소장 奎中390, 奎中392 
해당)과 비교하면, 공자의 출생이전부터 출생 및 어린시절과 초기활동내용을 다룬 초반부의 한
권이 이 책에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본은 2권이었는데 현재 규장각에는 1권만이 전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판화본들과 비교할 때, 다음의 57면은 판화본 49-105도에 해당하
는 것인데, 순서가 바뀐 것이 10여장이고 빠진 것도 있다. 화면의 내용이 판화본과 거의 동일한데  
글과 그림이 모두 실렸다는 점에서 본 규장각본의 화면이 판화본보다 충실하다. 
 
1. 시석노군(侍席魯君, 노나라 임금을 모시고 정치를 논하다) 
2. 귀서천도(貴黍賤桃, 기장은 귀하고 복숭아는 천하다)
3. 유복유행(儒服儒行, 유학자의 복장과 유학자의 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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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폭은 판화본와 비교하여 볼 때, 좌우가 각각 섞이어 있다. 본 <귀서천도>의 오른편은 판화
본의 <유복유행>과 같고, 본 <유복유행>의 왼편은 판화본의 <귀서천도>과 같다. 그러나 글의 주제
와 그림과의 부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4. 자공사행(子貢辭行, 자공이 인사하고 떠나다)
5. 자고인서(子羔仁恕, 자고는 어질고 용서할 줄 알다)
6. 인번거로(因燔去魯, 번육을 보내지 않은 이유로, 노나라를 떠나다)
7. 야어지덕(夜漁知德, 밤에 고기 잡는 것으로 덕(德)을 알다)
8. 예견남자(禮見南子, 예로서 남자부인을 찾아 보다)
9. 의봉앙성(儀封仰聖, 의봉의 관리가 공자를 성인으로 우러르다)  
10. 영공교영(靈公郊迎, 영공이 교외에서 맞이하다)
11. 광인해위(匡人解圍, 광땅의 사람들이 포위를 풀다)
12. 추차동거(醜次同車, 수레를 타고 영공부부를 따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 
13. 영공문진(靈公問陳, 영공이 진나라에 대하여 묻다) 
14. 송인벌목(宋人伐木, 송나라 사람들이 나무를 베다)
15. 적위격경(適衛擊磬, 위나라로 가는 도중에 경쇠를 치다)
16. 서하반가(西河返駕, 서하에서 수레를 돌리다) 
17. 탈참관인(脫驂館人, 말을 벗겨 관인에게 주다)
18. 과포찬정(過蒲贊政, 포고을을 지나면서 정치를 칭찬하다)
19. 충신제수(忠信濟水, 충신스런 마음으로 물을 건너가다)
20. 진정준집(陳庭準集, 진나라 궁궐 뜰에 새 매가 떨어지다)
21. 미복과송(微服過宋, 미복차림으로 송나라를 지나가다)
22. 오승종유(五乘從遊, 다섯 수레가 따라 나서다)
23. 자로문진(子路問津, 자로가 나루를 묻다)
24. 진후참(陳侯慙, 진나라 임금이 부끄러워하다)
25. 자문금간(紫文金簡, 붉은새가 자주색 무늬의 황금 죽간을 물고 오다)
26. 재진절량(在陳絶糧,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지다)
27. 수어치제(受魚致祭, 물고기를 받아 제사 지내다)
28. 제계찰묘(題季札墓, 계찰의 묘에 이름 붙여 쓰다) 
29. 초광접여(楚狂接輿, 초나라 광인 접여)
30. 자서저봉(子西沮封, 자서가 봉함을 막다)
31. 관주명당(觀周明堂, 주나라의 명당을 관람하다)
32. 금인명배(金人銘背, 쇠로 만든 사람의 등에 글이 써있다)
33. 산량탄치(山梁嘆雉, 산에 있는 다리를 지나며 까투리를 보고 탄식하다)
34. 작가구릉(作歌丘陵, 구릉을 노래하다)  
35. 무성현가(武城絃歌, 무성의 거문고 노래 소리)
36. 행단예악(杏壇禮樂, 행단에서 예악을 가르치다)
37. 작의란조(作猗蘭操, 의란조를 짓다)
38. 극복전안(克復傳顔, 극기복례를 안회에게 전하다)
39. 금음고단(琴吟古壇, 옛 단상에서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다 
40. 효경전증(孝經傳曾, 효경을 증자에게 전하다)
41. 독역유감(讀易有感, 주역을 읽고 감동하다.)
42. 망오문마(望吳門馬, 오나라 수도 창문에 있는 말을 보다)
43. 평실통요(萍實通謠, 평실의 노래를 이해하다)
44. 상양지우(商羊知雨, 상양이란 새를 보고 홍수를 예견하다)
45. 골변방풍(骨辨防風, 방풍의 유골을 알아보다.)
46. 궤수적홍(跪受赤虹, 꿇어앉아 붉은 빛을 받아들이다)
47. 성문사과(聖門四科, 성인 문하의 네 무리의 제자)
48. 관사론속(觀蜡論俗, 납향을 보고 풍속을 논하다)
49. 목욕청토(沐浴請討, 목욕재계하고 토벌을 청하다)
50. 세업극창(世業克昌, 세업이 번창하다)
51. 몽전양영(夢奠兩楹, 꿈에 두 기둥 사이에서 전을 올리다)
52. 서수획린(西狩獲麟, 서쪽지방 사냥에서 기린이 잡히다)
53. 삼롱식해(三龍植楷, 삼롱에 나무를 심다)
54. 치임별귀(治任別歸, 삼년상을 마치고 흩어진 다음 다시 모이다)
55. 입묘치호(立廟置戶, 사당을 짓고 사람을 두다)
56. 한고사로(漢高祠魯, 한 고조가 노나라에서 공자 사당에 제사를 올리다) 
57. 진종사로(眞宗祠魯, 송 진종이 노나라에서 공자 사당에 제사를 올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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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그림의 다음 면인 제 58면은 이 화책이 그려진 경위가 필사로 적혀져 있는데  박락과 훼손이 몹시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다. 단, 보이는 글자들로 미루어 제작년대와 상황의 추적이 가능하다. 앞 부
분에 “司書 李箕彦 上書…… 聖蹟圖〇事 命下已久而畵幅甚多……玆以進獻時, 仍窃伏”.이 보
인다. 즉 “사서인 이기언(李箕彦)이 글을 올려…… 성적도의 일… 임금께서 명을 명하신지 이미 
오래지만 화폭이 몹시 많아서……이로써 올리는 때에 엎드려” 라는 내용이다. 『실록』을 참조하면 
1741년 (영조 17년) 11월 25일에 이기언이 사서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영조의 명을 
받들어 1740-50년대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화면은 기본적으로 화면 상단의 좌측이나 우측에 4자의 제목과 7-8자의 10줄 내외로 된 글
을 적어 그림의 내용을 알려준다. 거의 모든 화면에 공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주변의 
인물들보다 약간 크게 그려진다. 각 화면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상을 중심으로 그렸고 배경은 
간략화되어 구릉의 처리나 사선으로 보이는 가옥의 처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표현기법에서 보자면, 윤곽선을 그린 먹선의 필세가 노련하고 자연스러우며 창살의 표시나 마구의 
표현은 세부까지 그렸다. 새, 수목, 구릉의 잡초 등의 표현에는 윤곽선 없이 그린 경우가 많다. 채색
은 맑은 담채를 위주로 하였다. 모든 의복에는 음영의 처리를 가미하였고, 모든 얼굴에는 볼에 담홍
을 더하여 생기 있어 보이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여성의 얼굴은 남성보다 희게 하였다. 눈동자는 반
드시 시선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처리하였고, 눈의 흰 자위에 호분을 칠하였으며, 스토리 속의 상황
을 반영하여 인물의 표정이 드러나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말 안장의 장식이나 그릇 등 작은 
물건의 장식표현을 섬세하게 처리하였다. 전반적으로 화원화가의 기법과 기량을 보여준다.

특기의견  

•   규장각 소장의 ‘奎中 390 / 奎中 392 (판화본)’의 『공부자성적도(孔夫子聖蹟圖)』는 105개의 화
면을 갖추었고, 그림의 내용과 화면 위의 글이 이 규장각본 (奎中 2405)와 거의 유사하여, 기존
의 해제에서 이 규장각본이 판화본을 옮긴 것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비교하여보면 판화본의 화
면에는 글과 제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규장각본에는 이가 모두 실려있어 판화본에서 알 수 없
는 그림의 내용을 알려준다.  다음의 10폭 화면이 그러하다. 시석노군(侍席魯君), 인번거로(因
燔去魯) 의봉앙성(儀封仰聖), 추차동거(醜次同車), 금음고단(琴吟古壇), 망오문마(望吳門馬), 
한고사로(漢高祠魯), 진종사로(眞宗祠魯) 등이다. 특히 제 34도의 <작가구릉(作歌丘陵, 구릉을 
노래하다)>의 글은 기존의 판화본에 글과 제목이 없는 이유로 ‘공자연의’ 라는 그릇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본 규장각본은 글과 제목을 갖추어 이 그림이 <작가구릉>을 그린 것임을 밝혀
주고 있다. 즉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 또한 <한고사로>와 <진종사로>는 공자가 죽
은 후 한나라 고조와 송나라 진종이 공자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을 그린 화면인데, 전
하는 판화본에는 그림의 반이 누락되었고 글과 제목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본 규장각본에는 
그림이 완전하게 실려 있고 글과 제목도 온전하게 적혀 있다. 예컨대 <한고사로>의 제사상 위에 
소 세 마리가 통째로 올려져 있는 인상적인 장면은 본 규장각본에서만 볼 수 있다.  

•   본 규장각 소장 성적도와 가장 유사한 채색육필본으로 국립중앙박물관본(1741)이 있다. 이 또
한 이기언의 발문이 있으므로 면밀한 비교고찰이 추구 요구된다. 이는 18세기 전반 왕실에서 
공자성적도 제작이 활발하였던 것을 알려준다.  또한 상황이나 필선과 채색의 기법으로 미루어, 
『만고기관』이나 『예원합진』을 그린 화원의 화가들이 이 제작에 동원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채
색에서 황색이나 녹색의 사용에서 본 규장각본이 화사하다. 본 규장각본 『공자성적도』는 영조
대 화원들이 유교적 내용의 화첩제작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좋은 자료이다. 영조대 왕실 차원의 
화첩제작에 관련된 귀중한 자료이며, 회화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   제 34도 <작가구릉(作歌丘陵, 구릉을 노래하다)>의 글과 제목은 기존의 판화본(奎中 390 392 
등)에 글과 제목이 없는 이유로 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기존의 해설서에서는 ‘공자연의’ 
라는 그릇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거나 ( 『孔子聖蹟圖 - 그림으로 보는 공자의 일생』 ), 아예 누
락시키고 다루지 않음으로써 판화본 105면 중 104면만을 다룬 경우도 있다(김기주, 황지원, 이
기훈 역주, 『공자성적도』). 본 규장각본은 이 그림에 대한 글과 제목을 모두 갖추어 이 그림의 내
용이 <작가구릉>을 그린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참고문헌

•   『孔子聖蹟圖 - 그림으로 보는 공자의 일생』,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   김종복 김채식 역, 「화성 궐리사 공자성적도 번역」, 위책, pp. 224-270
•   조선미, 「공자성적도에 대하여」, 위책, pp.146-182
•   김기주, 황지원, 이기훈 역주, 『공자성적도』, 예문서원, 2003.
•   東耳 譯註, 淸 于敏中 繪, 『觀照孔夫子, 聖迹全圖賞析』, 故宮出版社, 2013.

조사자 의견

현재 규장각 공식 온라인 해제 수정요구 
현재 규장각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공자성적도’에는 다음의 많은 이본들이 - 奎中 390, 奎中 
392, 奎中 393, 奎中 394, 奎中 395, 奎中 396, 奎中 397, 奎中 2406, 奎中 2407, 奎中 2407 
등이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의 제작년대에서 수십년의 차이가 나고, 필사본과 목판본 등 
각각 다른데, 모두  반드시 별도의 해제로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본 규장각 회화본은 화면이 청아하여 다른 회화본보다 예술성이 높기에, 그림의 양이 많아 보수
가 늦어질 경우 사진촬영으로 복제본 출판이 요구된다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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