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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자료는 조선시대 국왕과 정부 각 기관의 행정 기록을 비롯하여 왕실 도서관이 소

장하고 있던 고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

사적 경험을 오늘날에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한지)로 되어 있어서 열람, 이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가능하면 손상을 예방하거나 손상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손상 자료의 수리 복원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 정보 재생산

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세부 사업 각각에 보존처리사・한지장・수직장・전통먹장・염색장・

매듭장・모사공・서각장・소목장・두석장・칠장 등 분야별 장인들을 참여시켜 전통 재료와 기

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기술 분야 이외에도 보존과학・서지학・역사학

・동양화・미술사학・화학・제지공학・섬유공학 등 여러 관련 학문 분야의 전공자를 참여하도

록 하여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규장각 문화재보존수리사업보고서는 수리복원・보존처리, 대체본, 모사본, 보존

환경 제어, 보존 연구 등 5개 분야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에 1권씩 

총 5권의 결과 보고서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세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기술과 재료를 포함한 작업의 내용, 참여 인력 등이 낱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통 기술을 매뉴얼 화하여 종이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존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 정보 재생산을 통한 자료의 보존관리가 최선의 한국

학 연구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자랑스러운 우리 종이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신 사업자 측 참여 인력, 실무를 담

당해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연구부 구성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모든 관계자 여러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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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요약

과 제 명

국 문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영 문
Archival Research on Visual Materials Preserved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여대 산학렵력관

총괄책임자

성 명 장남원

소 속 이화여자대학교

직 위 교수

○ 연구 목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서화 및 서적 내 시각자료의 내용과 상태를 살펴 보존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형식의 시각자료’를 해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계 및 문화사업계에서 원활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 내용

① 각 시각자료의 기존 해제와 연구의 검토 수정

② 규장각 소장 시각자료 분류 및 심층 해제 및 자료 목록화

③ 규장각 소장 시각자료의 연구가치 평가

④ 보존수리의 필요성 평가

규장각 소장 회화 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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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 공 및 학 위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고연희 서울대 연구교수 박사
2000(박사)

2012(박사)

한문학

미술사
이화여대

윤지양 서울대 강사 박사 2014(박사) 중문학 서울대

김종태
한국고전

번역원
연구원 박사수료 2014(박사수료) 한문학 성균관대

권형인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수료 2017(석사수료) 미술사 이화여대

김송이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수료 2015(석사수료) 미술사 이화여대

김지인 건국대 대학원 박사수료 2017(박사수료) 문화콘텐츠 건국대

박소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수료 2016(석사수료) 미술사 이화여대

최종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수료 2016(석사수료) 미술사 이화여대

Ⅰ. 회화자료 기초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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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두루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고, 그림에 실린 제찬 제발을 옮기는 과정에서 誤字와 누락된 글자가 

적지 않고 국역이 전혀 없다.

이에 본 조사팀은 매주 기공개 규장각 서화작품에 대한 해제와 연구성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미

공개 작품 중에 중요작들을 우선적으로 실견하고 검토하였다. 

2. 조사 과정

〇 매주 일정 양의 작품 혹은 서적을 실견한 후, 해제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살핀다.

〇 실견한 모든 시각자료 (삽도, 그림 앞면의 회화작품, 판화집 포함)는 사진으로 찍는다. 

〇 실견한 시각자료에 관련된 추가 연구나 도록게재 등이 있었는지 살핀다. 

〇 해제를 작성한다. 

〇 조사기간 동안 실견한 작품의 목록을 표와 사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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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행 현황

○ 2016-2017년 4차 조사사업 

분류 이미지 조사완료 백분율

經部

總經類 3 3 100.00%

易類 24 24 100.00%

書類 18 18 100.00%

禮類 40 40 100.00%

樂類 2 2 100.00%

史部

別史類 5 5 100.00%

雜史類 18 18 100.00%

史表類 3 3 100.00%

詔令·奏議類 4 4 100.00%

傳記類 73 72 98.63%

譜系類 20 20 100.00%

職官類 10 9 90.00%

政法類 99 95 95.95%

産業類 3 3 100.00%

金石類 1 1 100.00%

子部

儒家類 98 29 29.59%

道家類 7 7 100.00%

釋家類 121 6 4.95%

兵家類 35 35 100.00%

農家類 12 12 100.00%

醫家類 26 26 100.00%

雜家類 8 7 87.50%

天文·算法類 81 78 96.29%

術數類 25 25 100.00%

藝術類 32 32 100.00%

正音類 3 2 66.67%

譜錄類 1 1 100.00%

類書類 4 2 50.00%

3. 해제틀 구축 

〇 시각자료 보고를 위해 국내외 미술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종합비교, 수정하여 해체 틀을 

구축하였다.

*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조사의 해제틀

청구기호  작가 자료명  수량

 시각자료 소재양상

 국적/시대/연대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冊)

규격 전 체   화 면   

제작기법

자료상태

인장

관지 

제발

이미지

기존해제

해 제

특징

조사자의견

참고문헌

4. 해제 작성

〇 해제한 결과는 다음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한국작품 기공개된 서화작품

•한국작품 미공개된 서화작품 및 시각자료들

•국외작품 기공개된 서화작품

•국외작품 미공개된 서화작품 및 시각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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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미지 조사완료 백분율

子部
西學類 5 3 60.00%

基他宗敎類 7 1 14.28%

集部

總集類 1 1 100.00%

別集類 72 70 92.22%

小說類 20 16 80.00%

○ 본 조사사업 진행 현황표는 1994년 발간된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上·下)』을 기준으로 하

여 작성하였다. 2차 년도(2014-2015)에는 經部·史部·子部·集部에 걸친 전반적인 시각자료 조사

를 통해 1차적인 목록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차 년도(2015-2016)에서는 經部의 시

각자료 조사 완료하였다. 4차 년도(2016-2017)에서는 史部, 集部의 조사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며, 

최근 추가된 기증자료도 포함하여 총 2,329권 20,783개의 시각자료를 조사 완료하였다.

○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장면 사진

Ⅲ. 심화해제

본 심화해제는 규장각 소장의 외국화보 해제 및 번역으로 제출(2017.2.28)한 결과물 총 53건(280

쪽) 중 12건(50쪽 이내 분량)을 예시한 것이다.

1. 『검협전劍俠傳』

1) 『검협전劍俠傳』奎中 4960

청구기호 奎中 4960-v.1-2 작가 왕령(王齡) 자료명 검협전(劍俠傳) 수량 2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33명의 인물도(人物圖)가 수록되어 있다. 

국적/시대/연대 중국 / 청 / 1858년

형태 軸ㆍ橫卷ㆍ帖 (胡蝶 / 經折)ㆍ屛風ㆍ其他 (冊)

규격 전체 26.4×15.3cm 화면 17,4×11 cm 

제작기법 목판본

자료상태 약간의 오염이 있다. 

이미지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관지 없음

제발 각 화면의 인물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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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奎中 4960 〈2〉 奎中 5647〈1〉 王齡(淸) ㅈ校 〈2〉 王齡(淸) 編 〈1〉 1858년(咸豊 8) 〈2〉 1886년(光

緖 12)〈1〉 4권2책, 圖, 목판본, 26.4×15.3㎝ 〈2〉 1책(69張). 圖. 목판본. 19.6×12.5㎝저자 미상인 唐

代 劍俠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傳記이다. 편자인 王齡은 字는 映河, 江蘇省 常熟縣 출신이다. 寫意(사물

의 내용정신을 그려내는데 힘쓰는 화법)로서 人物, 花果를 그렸고 화법이 능했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

이 자유로워 명대 화가인 陳洪綬의 뒤를 이었다. 본서의 ＜서문＞에 의하면 왕령은 咸豊(1850-1861) 연

간에 유명한 화가였던 任熊(1823-1857)의 친구였고, 임웅의 族叔인 任淇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아 주로 함풍연간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生沒 연대와 자세한 行蹟은 알 수가 없다. ≪검협전

≫ 4권의 원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春秋時代 越과 隋代를 배경으로 한 ＜老人化

猿＞, ＜扶餘國主＞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唐代와 宋代의 이야기가 많아 송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짐작

된다.(≪叢書集成初編≫ 수록 1668년(康熙 6) 汪士漢 ＜서문＞) 그러나 ≪四庫全書總目≫에서는 ≪검

협전≫ 舊本에 당대 인물이 찬했다라고 題가 되어 있으므로 당대의 작품이라 추측하고 있다. ≪검협전≫ 

은 宋代 ≪太平廣記≫ 권193-권196에 기록된 ＜豪俠＞ 4권과 문장이 모두 동일하다. 예를 들어 권3의 ＜潘

將軍＞ 편은 그 내용 아래 注를 달고 반장군이 潘鶻硉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태평광기≫

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鶻硉을 鶴碎라고 잘못 쓴 것으로 이는 모두 명대인들이 ≪태평광기≫의 문장을 그대

로 옮겨 적었기 때문이다. 규장각 소장 ≪검협전≫은 1858년(咸豊 8), 1886년(光緖 12) 두 종류가 있는데 이를 

판본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奎中 4960＞은 4권2책으로 표지는 “劍俠像傳”, 서두에는 왕령의 1857년

(함풍 7) ＜重劍俠傳像傳序文＞이 있다. ＜서문＞다음에는 ＜목록＞이 있으며, 본문 전에 있는 33명의 圖는 임

웅이 그린 것이다. ＜서문＞에서 왕령은 ≪검협전≫을 완성하고도 당시 청조가 太平天國 亂에 휩싸여 있었으므

로 주로 권력에 저항하고 약자들을 도운 검협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검협전≫을 발간하는 것을 꺼려 난

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 발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 1책의 권1 : 老人化猿-蘭陵老人 등 7편, 

제 2책의 권2 : 盧生-田膨郞 등 5편, 권3 : 崑崙奴-乖崖劍術 등 11편, 권4 : 秀州刺客- 郭倫觀燈 등10편으

로 되어 있다. 〈2〉 ＜奎中 5647＞는 1권1책으로 표지는 “劍俠傳 附續劍俠傳”, 書頭에는 1668년(강희 7) 汪士

漢의 ＜劍俠傳序＞, 1857년(함풍 7) 왕령의 ＜重劍俠傳像傳序文＞이 있다. 〈2〉 ＜奎中 5647＞은 〈1〉 ＜奎中 

4960＞의 속편으로 볼 수 있으며, 〈1〉에 기재된 33명의 인물 이외에 宋代-淸初의 검협 39명이 수록되어 본서

에는 모두 72명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한 질로 같이 간행된 ≪고사전≫(〈2〉 奎中 5646)이 임웅의 필체를 여

러 사람이 모방하여 인물들의 도를 그린 것으로 보아 본서에 실린 인물들의 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려졌

을 것으로 보인다. 인물들의 도와 함께 贊을 함께 싣고 있어 ≪高士傳≫(〈2〉 奎中 5646) ≪於越先賢傳≫(奎中 

5515), ≪列仙酒牌≫(奎中 5645)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劍俠傳≫과 ≪

고사전≫(〈2〉 奎中 5646) ≪於越先賢傳≫(奎中 5515), ≪列仙酒牌≫(奎中 5645)는 모두 임웅이 도를 그린 것

으로 1886년 한 질로 간행된 것이나 편의상 분리한 것이다. 明代 吳琯의 ≪古今逸史≫에 수록되어 있고 이를 

底本으로 한 ≪검협전≫이 ≪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에 수록되어 있다. ≪사고전서총목≫에서는 子部 

小說家 類存目으로 구분하여 著錄하고 있다. (오병한) 참고문헌: ≪四庫全書總目≫ ≪中國美術家人名辭典≫

해제

중국 춘추시대로부터 송대에 이르는 검협(劍俠) 33인의 이야기와 그림을 수록한 책이다. 책의 표지에 “검협상전

(劍俠像傳)”이라 전서로 적혀있고, 책을 펼치면 “검협전(劍俠傳)”이라는 제목이 등장하고, 그 곁에 “위장(渭長, 

任熊의 字)이 상(像)을 그리고 임기(任淇)가 표제를 적다(渭長畫像 任淇 題)”라 하였다. 다음 면에 “咸豊戊午五

月初吉, 王令敍, 和堂校刊.”이라 적혀 있어, 간행시기는 함풍 8년, 1858년이고 왕령이 펴내고 화당(和堂)이 교

정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옆면에 왕령(王齡)이 쓴 「중간검협전상전서(重刊劍俠傳像傳敍)」(1857년, 咸豐 7)이

다. 이 서문을 보면, “예전에 태사공이 「자객전」과 「유협전」 두 열전을 서술할 때에 그들의 모습, 뜻과 태도, 한 

일을 기록하였는데 어느 것 하나 그 사람됨을 핍진하게 닮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책 4권은 편찬자는 알 수 없

지만 그 문장과 조리는 태사공이 남긴 뜻에 맞게 하였다. 내 친구 위장(渭長, 任熊)이 마음을 다해 모사하여 점

획으로 고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었는데 모두 33인이다. 그림을 대하면 생생하게 생기가 있어서 또한 이 

책과 신묘함이 같으니 그 뜻을 돌아보면 심원하다 하겠다.”고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서문의 전체 내용은 

부록 참조). 서문 다음에는 「목록」이다. 수록된 인물 총 33명 전기문의 제목으로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제 1권에서는 총 33명의 인물도(人物圖)와 인물의 이름이 두 면에 걸쳐 차례로 보여주고, 그 후 왕사한(汪士漢)

의 「검현전서(劍俠傳序)」(강희 7년, 1668년)가 있고 제 1권에 해당하는 7명의 인물전기가 실려 있다. 제 2권에

서는 5명의 전기문, 제 3권에는 11명의 전기문, 제 4권에는 10명의 전기문이 차례로 실려 있다. 각 권마다 수록

된 전기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해제

- 제1권: 노인화원(老人化猿), 부여국주(夫餘國主), 가흥승기(嘉興繩技), 거중여자(車中女子), 승협(僧俠), 

            서경점노인(西京店老人), 난릉노인(蘭陵老人) - 7명

- 제2권: 노생(盧生), 섭은낭(聶隱娘), 형십삼랑(刑十三娘), 홍선(紅線), 전팽랑(田膨郞) - 5명

- 제3권:  곤륜노(崑崙奴), 허적(許寂), 정수재(丁秀才), 반장군(潘將軍), 선자사문자(宣慈寺門子), 이귀수(李龜

壽), 고인처(賈人妻), 규수수(虬鬚叟), 위순미(韋洵美), 이승(李勝), 괴애검술(乖崖劒術) - 11명

- 제4권:  수주자객(秀州刺客), 장훈처(張訓妻), 반의(潘扆), 홍주서생(洪州書生), 의협(義俠), 임원(任愿), 화월

신문(花月新聞), 협부인(俠婦人), 해순취부(解洵娶婦), 곽륜관등(郭倫觀燈) - 10명

「목록」에서 보듯이, 제 1권 제 1의 목록 제목은 ‘노인화원(老人化猿, 노인이 원숭이로 변하다)’이며, 주인공은 인

물도에 그려진 ‘조처녀(趙處女)’이다. 이와 같이 목록의 제목과 인물도의 제목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

록」의 ‘전팽랑(田膨郞)’은 인물상에 ‘왕경굉복(王敬宏僕)’으로만 적혀있고, 목록의 ‘허적(許寂)’은 인물상에 ‘두타

승(頭陀僧)’으로 적혀있다.  

전기문의 내용은 무예가 뛰어난 주인공의 행적이다. 예컨대 ‘노인화원’의 내용을 보면, 월왕(越王)이 범려(范蠡)

에게 검술을 배우고자 뛰어난 인물을 널리 찾았더니, 범려가 조씨 처녀를 추천하였다. 왕이 조처녀에게 청하여 

처녀가 월왕을 보러 갔는데, 도중에 만난 원공(袁公)이라는 노인이 검술을 보여달라고 한다. 대나무 가지를 이용

해 검술대결을 펼치던 중, 처녀의 뛰어난 검술 실력을 이기지 못한 노인이 도망을 쳤고, 노인은 흰 원숭이로 변

해 울부짖었다. 

왕령의 서문과 왕사한의 서문을 통하여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춘추시대(春秋時代) 월

(越)과 수대(隋代)를 배경으로 한 노인화원(老人化猿), 부여국주(扶餘國主)를 제외하면 대부분 당송대(唐宋代)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송대말에 이루어진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송대 『태평광기(太平廣記)』 권193에서 권

196에 기록된 호협(豪俠) 4권과 문장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권3의 ‘반장군(潘將軍)편은 그 내용 아래 주를 달

고 반장군이 반골률(潘鶻硉)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부분이 『태평광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명대인들이 ‘鶻硉’

을 ‘鶴碎’라고 옮겨 적은 데 기인한다.

수록된 인물 33명 중 11명이 여인이라는 점에서 여협(女俠)의 비중이 높은 것이 『검협전』의 특징이다. 11명

의 여인은 앞서 소개한 (1) ‘조처사’외에 다음과 같다. (2) 거중여자(車中女子): 당나라 수도에 명경과(明經科)

를 보러 가던 유생(儒生)이 겪은 경험담으로 젊은 남성들을 자유롭게 부리며 가마를 타고 다니는 신비한 여

성의 이야기임. 아름다운 외모와 지략으로 젊은이들의 무술능력을 시험하고, 또한 유생에게도 무술 능력을 

보이라 한다. 유생이 누명을 쓰고 위기에 빠지자, 직접 나타나 목숨을 구해주고 앞날을 예언하고 사라진다.

방되어 곤궁하게 된 인물이 구걸하며 살다 우연히 아름다운 부인과 뜻이 맞아 함께 살기로 한다. 부인은 상인

의 아내로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장사를 하면서 생활했으나, 새로 남편을 맞이하여 돈을 벌며 성실히 집안살

림을 꾸린다. 어느 날 원한이 쌓였던 원수의 목을 베었다며 남편에게 이별을 고하고, 인연을 끊고자 자기의 갓

난 아기를 죽이고 홀연히 사라진다. (8) 장훈처(張訓妻): 장교인 장훈의 아내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남의 

꿈에 신(神)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주려 한다. 이 사실을 안 장훈이 아내를 기이하게 여

기다가, 아내가 사람의 머리를 쪄서 먹은 사실을 알고는 그녀를 죽일 생각을 한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

차렸으나 먼저 해치지 않았다. 종과 아내를 함께 죽이고, 그녀의 예언대로 자사 벼슬에 오른다. (9) 협부인(俠

婦人): 전쟁으로 인해서 적국 땅에 신분을 숨기고 살던 동국도에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첩을 주변인이 구해준

다. 첩은 지혜롭게 생계를 꾸려가며 생활하던 중 남편이 향수(鄕愁)가 심한 것을 알고, 자기 오빠를 불러 귀향

을 도모함. 그러나 신분이 탄로나 화를 입을 것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동국도를 잘 달래어서 무사히 귀국시키

고 위기를 모면케 한다. (10) 해순부(解洵婦): 해순이 전쟁으로 타향에 발이 묶여 가족들과 헤어지고, 새로 아내

를 얻어 살게 된다. 전쟁 후 형의 도움으로 벼슬을 하게 되고, 새 아내의 고생 덕분으로 어려움을 이겨가며 고

향 땅을 찾아가게 됨. 고관벼슬을 하는 형이 동생인 해순에게 별장과 4명이 첩을 얻어주자 아내에 대한 사랑

이 식고, 아내와의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다. 아내는 남편의 배은망덕을 책하며 늙은 사매(死魅)로 변하여 

해순의 목을 자르고 사라진다. 해순의 형이 많은 수의 무사를 동원해 그녀를 잡으려 했으나 끝내 찾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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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제 1권의 「목록」의 다음 면부터 33인이 모두 실려 있다. 한 면에는 배경이 없이 인물상이 있고, 그 다음 

면으로 넘기면 이 그림 속 인물의 이름이 적혀있다. 제 1권에서 처음 실린 인물은 ‘조처녀(趙處女)’이다. - 이는 

책머리의 「목록」에서 ‘노인화원(老人化猿)’에 해당하는 화상이다. 인물상을 보면 인물의 코가 길고 눈끝은 위로 

오른 모습이며, 옷의 주름표현이 유려하고 휘날리듯 옷자락을 표현하고 있다. 배경은 전혀 없고 여인의 자태는 

다소곳하게 그려져 있다. 두 번째의 인물인 ‘부여국사’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곧게 세운 자세의 자태과 빗겨

찬 검이 뒷모습에서 의연하게 부각되어 있다. 인물상의 표현은 다양한 자세와 복장의 표현으로 흥미롭게 펼쳐

진다. 세 번 째 인물 ‘가흥승기(嘉興繩技)’는 화면의 좌편 아래 치우치게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의 ‘거중여자(車

中女子)’는 바위게 걸터앉은 뒷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여인의 헤어스타일과 장식, 목에 두른 숄의 문양 등이 섬

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승협(僧俠)’은 승복의 과장된 옷자락이 승협의 무예와 기개를 보여주는 듯하다. 유난히 

특이한 표현은 8개의 검을 공중으로 돌리는 무예를 자랑하며 옷자락이 휘날리는 장관의 ‘난릉노인(蘭陵老人)’, 

기하학적인 곡선의 반복으로 승복을 그린 두타승 등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다소곳한 미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점이 특징적이다. 

인물상의 밑그림을 그린 임웅(任熊, 1823-1857)은 자(字)가 위장(渭長)이며 절강(浙江) 출신이다. 청나라 말기

의 “해파(海派)” 혹은 “해상화파(海上畫派)”의 한 사람으로 인물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해상화

파는 아편전쟁 이후 화가들이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 상해로 몰려들어 형성된 화파로 전통의 기초 위에 파격

적인 참신함과 자유로운 개성이 가미되어 아속공상(雅俗共賞)의 경지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며, 조지겸(趙之謙) 

허곡(虛谷) 임이(任頤) 등이 포함된다. 임웅은 동생 임훈(任薰), 조카 임이(任颐)와 더불어 특이 이름이 높았고  

여기에 아들 임예(任预)를 더하여 사임(四任)이라고도 불렸다. 임웅은 영파(寧波)의 문인이자 수장품이 많았던 

요섭(姚燮)에게 초청되어 송원명청(宋元明清)의 역대 작품을 학습하고 또한 《요섭시의도(姚燮詩意圖)》 120폭

(北京故宮博物院)을 그린 것이 유명하다. 임웅은 영파, 항주(杭州), 상해(上海), 소주(蘇州) 등지로 다니며 그림

을 그리며 생계를 꾸렸다. 임웅의 인물화는 진홍수(陳洪綬)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웅의 자화상(自

畫像)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열선주패(列仙酒牌)』, 『어월선현전(於越先賢傳)』, 

『고사전(高士傳)』이 모두 임웅이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한편 그림 뒷면에 이름을 쓴 임기(任淇, ? 1861)는 임웅의 족숙(族叔)이며 글씨를 잘 쓰고 전각, 금석, 화훼화 

등에 능했다. 이름은 임기(任琪)라고도 한다.

조사자 의견
왕사한(汪士漢)의 「검현전서(劍俠傳序)」(강희 7년, 1668년)이 본 규장각본의 제 1권의 그림이 끝난 부분에 실려

있는데, 기존해제는 이를 누락하고 다른 서적에 실린 왕사한의 서문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수정을 요한다. 

참고문헌

남은경, <한ㆍ중 고전문학 속의 여성 이미지 비교 - 《검협도전(劍俠圖傳)》의 여성 俠客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 10권, 2005.

任熊, 『任渭長先生畵傳四種』 , 北京: 中國書店, 1985, pp. 1-2
汪聚應, 『唐代俠風與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3
羅立群,  「《劍俠傳》的版本,作者及其意義」, 華南師範大學報 第5期, 2014.

2) 『검협전劍俠傳』 (奎中 5647)

청구기호 奎中 5647 작가 왕령(王齡) 자료명 검협전(劍俠傳) 수량 1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72명의 인물도가 그들의 행적과 함께 삽도로 수록

국적/시대/연대 중국 / 청 / 1886년

형태 軸ㆍ橫卷ㆍ帖 (胡蝶 / 經折)ㆍ屛風ㆍ其他 (冊)

규격 전체 19.6×12.5㎝ 화면 15×11 cm

제작기법 석인본

자료상태 양호

이미지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관지 

제발

기존해제 『검협전』 (奎中 4960)의 기존해제와 동일하여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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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표제에 “검협전 부속검협전(劍俠傳 附續劍俠傳)”이라 하여 원래의 『검협전(劍俠傳)』의 속편임을 보여준

다. 책을 펼치면 다시 한번 ‘검협전’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면에는 “광서(光緖) 12년 (1886년) 병술년 12월에 

상해의 동문서국(同文書局)에서 석인하다(光緖丙戌季冬上海同文書局石印)”라 하였고 그 옆면에 왕사한(汪士

漢)의 「검현전서(劍俠傳序)」(강희 7년, 1668년)가 필기체본으로 실려 있다. 그 다음 면부터 왕령이 쓴 「중간검협

전상전 서문(重刊劍俠傳像傳敍)」이 시작된다. 이는 1867년(함풍 7)의 글이다. 서문 다음에는 「목록」이 있어, 수

록된 인물 총 72명의 전기문 제목을 보여준다. 이후로는 총 72명의 인물도(人物圖)가 등장하는데 한 면에 인물

도는 하단 구석에 밀려나 있고, 상단에는 인물의 이름과 인물전이 실려 있다. - 따라서 목록상의 제목은 해당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인물도과 인물전은 한 면에 실리거나 혹은 인물전이 길면 두 면이

나 세 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화면의 인물도는 마치 삽도(揷圖)처럼 화면 구석에 작게 배치된다. 

이 책에 실린 72명은 다음과 같다. 노인화원(老人化猿), 부여국주(夫餘國主), 가흥승기(嘉興繩技), 거중여자(車

中女子), 승협(僧俠),  서경점노인(西京店老人), 난릉노인(蘭陵老人),노생(盧生), 섭은낭(聶隱娘), 형십삼랑(刑

十三娘), 홍선(紅線), 전팽랑(田膨郞),곤륜노(崑崙奴), 허적(許寂), 정수재(丁秀才), 반장군(潘將軍), 선자사문자

(宣慈寺門子), 이귀수(李龜壽), 고인처(賈人妻), 규수수(虬鬚叟), 위순미(韋洵美), 이승(李勝), 괴애검술(乖崖劒

術) ,수주자객(秀州刺客), 장훈처(張訓妻), 반의(潘扆), 홍주서생(洪州書生), 의협(義俠), 임원(任愿), 화월신문(花

月新聞), 협부인(俠婦人), 해순취부(解洵娶婦), 곽륜관등(郭倫觀燈), 이감보(李鑒夫), 청구자(靑邱子), 정항화상

(頂缸和尙), 이복달(李福達), 문객(門客), 대철추(大鐵椎), 고고여니(高䯻女尼),  위남자(偉男子),  비파고녀(琵琶

瞽女), 연적하(燕赤霞), 협녀(俠女),  동객(佟客), 모생(毛生), 갈의인(葛衣人), 요노자매(了奴姉妹), 유객철환(遊

客鐵丸), 수선생(水先生), 역려소년(逆旅少年), 말좌객(末坐客), 유생(柳生), 위녀(衛女), 원객(遠客), 왕객(王客), 

공공아(空空兒), 주아(珠兒), 황수생(黃瘦生), 주역원희(周櫟園姬), 도인(道人), 동지걸(童之杰), 하해객(河海客), 

여객(余客), 협여자(俠女子), 유남(柳南), 노승(老僧), 상사(相士), 비검장국(飛劍將軍), 장청노(張靑奴), 주진옥(朱

振玉), 해성장(奚成章) 이다. 새로 첨가된 39명은 청대까지 해당하는 역사적 인물들이다. 

33명을 수록한 『검협전』에서 두 배가 넘은 72명으로 검협의 주인공들을 확장시킨 이 책은 당시 상해에서의 검

협서사물이 누린 인기를 반영한다. 더욱 많은 검협들은 작은 책자 1권으로 보여주는 석인본 『검협전』은 이후 중

국 무협소설 발전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문학사적 역할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무협소설 및 여협

(女俠) 관련 작품의 창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광(徐廣)의 『이협전(二俠傳)』, 정관응(鄭觀應)

의 『속검협전(續劍俠傳)』 그리고 추지린(鄒之麟)의 『여협전(女俠傳)』 등의 무협소설집 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었다. 또한 청대 여협(女俠) 관련 작품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왕사정(王士禎)의 「여협(女俠)」, 포송령(蒲松齡)의 「협녀俠女」, 유수(鈕琇)의 「운랑(雲娘)」, 심기

봉(沈起鳳)의 「악전(惡餞)」, 오진염(吳陳琰)의 「비파고녀(琵琶瞽女)」, 관세호(管世灏)의 「승기협녀(繩技俠女)」, 선

정(宣鼎)의 「쟁랑(筝娘)」, 주매숙(朱梅叔)의 「공공아(空空兒)」, 수방옥(須方嶽)의 「두소고(窦小姑)」 등 청대의 폭

발적인 여협(女俠)관련 서사물의 창작에 직접적 기반이 되었다. 

『검협전』(奎中5647)에 수록된 인물도를 보면, 처음의 33명은 임웅이 그린 『검협상전』(奎中4960)의 인물도와 

동일하나, 인물도의 크기가 작고 화면 배치는 화면의 모퉁이로 놓았다. 또한 새로 입전되어 그려진 39명의 인물

도는 임웅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으므로 다른 화가의 그림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일한 화풍을 유지한다. 다

만 처음 33명의 인물도보다 인물도의 비중이 좀더 크고 복장은 더욱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다는 차이를 보여준

다. 예컨대 ‘주락원희’의 여인의 옷주름은 임웅의 스타일보다 과장되어 있다. 매우 큰 차이는 배경을 새로 그려

진 인물도에는 배경을 그린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청구자’의 경우 화면의 반 이상을 인물도에 할당하면서 

화면의 길이를 가득 채우은 소나무를 인물의 배경으로 배치했다. 소나무의 등걸과 잎을 세밀하고 힘찬 필선으

로 구사하여 청구자의 신비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유사하게 ‘위녀’의 경우에는 파도가 이는 물가와 주변의 수

목처리로 여인의 의연함을 부각하였다.

참고 - 전반부 33명에 대한 내용 및 인물도에 대한 해설, 화가 임웅(任熊, 1823-1857)에 관련된 해설은, 『검협

전』(奎中 4960)의 해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한다. 

특징 『검협전』(奎中 4960)과 글의 내용은 완전히 중복되며, 도면은 풍부하다.

조사자 의견
왕사한(汪士漢)의 「검현전서(劍俠傳序)」(강희 7년, 1668년)이 본 규장각본의 표제 바로 다음, 책의 첫머리에 실

려있다. 기존해제는 이를 누락하고 다른 서적에 실린 왕사한의 서문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검협전』(奎中 4960)의 해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한다.

3) 부록 1. 왕령, 「중간검협상전서重刻劍俠象傳」의 서문

태사공太史公(사마천)이 「자객열전刺客列傳」과 「유협열전游俠列傳」을 짓고 나서 비로소 당대唐代에 이르

러 그러한 인물전이 더욱 성행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자객이나 유협의 행위와 부합하였으니 술법을 

신묘하게 하여 자객과 유협의 뜻을 크게 발양하였다. 이에 이른바 「검협전劍俠傳」이란 것이 등장하였

는데 전대와 후대를 돌아보면 들어보지 못한 것이니, 어쩌면 그 사람이 영령하고 준걸스러워 하늘이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은 대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러한 것이며, 또한 한 때의 사회 분위기가 좋아하

고 숭상하여서 그러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 내용이 어찌 이처럼 기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릇 세도란 날이 갈수록 낮아진다. 강포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고 권세가들이 서로 다투

느라 계략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쌓이고 술수가 치밀해져서 옛날을 능가한다. 조말曹沫, 섭정

聶政, 주가朱家, 곽해郭解1 같은 사람들이 대적한다 하더라도 처리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자신이 죽을 것

이다. 곁에서 살펴보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고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주저하게 된다. 

그럼 사방에서 이런 자객이나 유협을 흠모하여 날마다 종적을 감추고 출몰하며 천리 밖에 몸을 숨기

고 있다가 복수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면서도 머리털 하나 남기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개 지혜가 다하고 능력은 고갈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불평한 기운으로 분노에 차서 기필코 

조금이라도 설욕하기를 기약한다. 어쩔 수 없이 기이한 변화를 창작해 내어 천고의 임협任俠이 암살하

여 지금까지의 국면을 일신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막혀 있던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나면 곧 천고에 사

람들의 마음을 크게 시원하게 해 주기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뜻을 펴지 못하는 선비들이 이 책을 좋

아하여 읽고 현명하고 호걸스러운 어르신들이나 강개하여 의를 좋아하는 인사들 역시 그러한 의를 

실행한 이야기를 좋아하여 점점 그 즐거움에 빠져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태사공이 「자객전」과 「유협전」 두 열전을 서술할 때에 그들의 모습, 뜻과 태도, 한 일을 기

록하였는데 어느 것 하나 그 사람됨을 핍진하게 닮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책 4권은  편찬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장과 조리는 태사공이 남긴 뜻에 맞게 하고자 한 것이다. 내 친구 위장渭長 임웅任熊이 마

음을 다해 모사하여 점획으로 고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었는데 모두 33인다. 그림을 대하면 생

생하게 생기가 있어서 또한 이 책과 신묘함이 같으니 그 뜻을 돌아보면 심원하다 하겠다. 

동남 지방에 일이 많고 도적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협객이 출현하여 오랫동안 시간

을 소비하지도 않고 장사들을 수고스럽게 하지도 않고 한 손과 한 발의 힘으로 조만간에 모조리 잡

아다 남김없이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인하여 중각본과 아울러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2 이에 서문을 쓴다.

1_ 조말(曹沫) ……곽해(郭解) : 모두 사마천의 『사기』 권86 「자객열전(刺客列傳)」과 권124 「유협열전(游俠列傳)」에 실린 유명한 자객이거나 협격

이다. 조말은 춘추시대 노나라, 섭정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자객으로 「자객열전」에 실려 있고, 주가는 한 고조 때 노나라, 곽해는 한 무제 때 지

현(軹縣) 출신의 협객으로 「유협열전」에 실려 있다.

2_인하여… 것이다 : 이 말은 글로 된 「검협전」과 함께 그림으로 된 이 책이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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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咸豐 7년 정사년(1857) 겨울 왕령王齡 소황보歗篁甫.

(원문)

重刻劍俠象傳序

自太史公爲刺客·游俠列傳, 始至唐乃益侈, 言之且合刺客游俠之所爲, 神其術以張大其志. 于是有

所謂劍俠傳者, 顧前與後, 則無聞焉, 豈其人英靈傑異, 天所鍾愛不可代有歟, 亦一時風氣所好尙然耶? 

抑何其言之奇怪如此也? 

且夫世道之日趨而日下也. 豪暴侵陵, 權勢相傾軋, 機械陷阱之設, 積功密變勝于古. 雖以曹沫·聶

政·朱家·郭解諸人當之, 且無濟, 適亡其軀. 傍觀者觸目, 心傷躊蹉. 四顧想望之, 日有能出入有無, 

隱現其身于千里外, 報仇殺人, 而幷其毛髮不存者乎. 

盖旣已智盡能索, 不可奈何矣, 而憤懣不平之氣, 必期于少洩. 不得已創意出奇變, 千古任俠行刺之, 

陳局一新之. 旣已舒其抑鬱無聊, 卽以圖千古人心之大快. 故士之不得志者, 喜讀其書, 而賢豪長者, 慷

慨好義之人, 亦喜其行義, 津津樂道之不置.

昔太史公敍刺客游俠兩傳, 記其狀貌‧意態‧行事, 無不逼肖其爲人. 是書四卷, 雖不知編纂, 所自

要其文詞條理, 頗得史公遺意. 予友渭長任君因心摹手, 追點畵成象, 凡三十三人. 對之奕奕有生氣, 亦

與此書同妙, 顧其意則深且遠也. 方今東南多事, 盜賊不靖, 斯人者出, 不曠日持久, 不勞將士一手一足

之力, 旦夕間, 盡取而誅鋤之無遣類, 豈不幸歟?

因幷重刻, 其傳于後, 而爲之序. 

咸豐七年歲次丁巳冬月王齡歗篁甫.

4) 부록 2. 『검협전劍俠傳』(奎中 4960)과 『검협전劍俠傳』(奎中 5647)의 인물도 비교

『검협전(劍俠傳)』(奎中 4960) 『검협전(劍俠傳)』(奎中 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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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사전高士傳』 

1) 『고사전高士傳』 (奎中 4522) 

청구기호 奎中 4522 v.1-2 작가 王齡 編 任熊 畵 자료명 고사전(高士傳) 수량 2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上책에 26점의 인물도 수록

국적/시대/연대 중국 / 청  / 1877

형태 軸ㆍ橫卷ㆍ帖 (胡蝶 / 經折)ㆍ屛風ㆍ其他 (冊)

규격 전체 29.3×17.6cm 화면 22×11cm

제작기법 목판본

자료상태
표지의 모서리가 박락되고 묶은 실이 풀어져 있어서 이는 계속하여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 

표제의 일부가 박락되고 모서리가 찢겨져 있다. 표지보수가 시급하다.

이미지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圖書印

관지 없음

제발 각 화면의 인물전

기존해제

〈1〉 奎中 4522 〈2〉 奎中 5646〈1〉 黃甫謐(晉) 撰, 王齡(淸)校 〈2〉 黃甫謐(晉) 撰〈1〉 1877년(淸 光緖 3) 〈2〉 

1886년(淸 光緖 12)〈1〉 2책, 목판본, 29.3×17.6㎝ 〈2〉 1책(53장), 석각본, 19.8×12.6㎝ 중국의 古代(堯)-三

國時代 魏의 8代에 걸친 隱逸 지사들의 傳記이다. 저자인 皇甫謐 자신이 高士로서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

과 뜻을 같이 한 先人들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삼국시대 魏 嵇康의 ≪고사전≫을 모방해 지은 것으로 생각된

다. 황보밀(214-282)은 西晉의 高士로 幼名은 靜, 字는 士安이다. 安定 朝那人(甘肅省 平凉市)으로 後漢代 太

尉를 지낸 崇의 曾孫이다. 어려서는 학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20살 때 숙모 任氏의 말에 감화를 받아 학

문에 정진했다. 성격이 조용하고 욕심이 없어 저술에 전념해 玄晏先生이라 자칭했고, 세인들은 書淫이라 칭했

다. 일찍이 武帝가 賢良方正科로 천거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대신 무제에게 서적을 보내줄 것을 청해 독서에 

전념했다. 晉 元帝 景元 (260-263) 初 다시 孝廉으로 천거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고, 司馬昭가 불렀어도 응하

지 않았다. 이후에도 모든 徵召를 고사하고 隱逸의 志士로서 일관했다. 생전에 詩賦와 誄頌에 대한 논의가 많

았고, 본서 이외에 ≪帝王世紀≫, ≪年曆傳≫, ≪逸士傳≫, ≪列女傳≫등을 남겼고, ≪玄晏春秋≫는 후세에 중

시되었다. 기재 인물의 수에 대해서는 소개한 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南宋 李石의 ≪續博物志≫에는 劉向

의 ≪列仙傳≫ 72명, ≪고사전≫도 72명이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수록 인물은 72명이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수록 인물이 96명까지 된다. ≪太平御覽≫ 권506-권509에 실린 ≪고사전≫은 71
명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황보밀의 ≪고사전≫에 수록된 71명과 동일하다. 東郭先生은 원래 ≪고사전≫에는 

없는 인물이었으나, ≪태평어람≫에는 보이고 있다. 宋代 晁公武의 ≪群齋讀書志≫에는 수록 인물이 96명, 陳

振孫의 ≪直載書錄解題≫는 披衣에서 管寧惟까지 8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대에 유행한 ≪고사전≫은 상고

시대인 堯代의 披衣-(三國時代)魏의 焦先 까지 96명을 수록하고 있다. ≪고사전≫은 ≪태평어람≫ 이외에 오

랫동안 善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子州支父人, 石戶之農, 小臣稷, 商客, 榮啓期, 長沮, 桀溺, 荷蓧丈人, 

漢陰丈人, 顔斸 등 10명은 모두 晉 嵇康의 ≪고사전≫의 문장을, 閔公王覇, 嚴光, 梁鴻, 臺佟, 韓康, 矯愼, 法

眞, 漢濱老父, 龐公 등 10명 등은 ≪후한서≫의 문장을 ≪태평어람≫이 인용한 것이다. 반면 披衣, 老耼, 庚桑

楚, 栐類, 老商氏, 莊周 등 6명은 ≪태평어람≫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현재 규장각 소장 ≪고사전≫은 

1877년(光緖 3),1886년(광서 12) 간본 두 종류가 있다. 먼저 〈1〉 1877년＜奎中 4522＞ 간본은 上中下 3권上

下 2책으로 되어 있다. 표지는 “高士傳圖像”, 1858년(함풍 8) 王齡, 1877년(광서 3) 沙家英의 ＜서문＞이 있고, 

＜서문＞ 다음에는 등장 인물의 圖가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제 1책의 권上 : 被衣-原憲 등 28명, 

제 2책의 권中 : 漢陰丈人- 閔公 등 35명, 권下 : 王覇-焦先 등 28명 등 모두 91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圖는 원래 함풍 연간에 왕령이 간행한 ≪고사전≫에 수록된 도로서 任熊이 그린 것이다. 

그러나 임웅이 披衣, 彦子를 제외한 권上의 26명의 圖만을 완성하고 사망하자 권中下의 인물은 도가 없게 되

었다. 따라서 沙家英이 다시 본서를 간행할 때 모두 91명의 인물 가운데 권上에 수록된 26명의 圖만 있고, 권

中과 권下에 도가 없게 되었다. 〈2〉 1886년＜奎中 5646＞ 간본은 표지는 “高士傳”, 황보시, 1858년(함풍 8) 

왕령, 1877년(광서 3) 사가영, 1886년(淸 光緖 12) 趙宗麟의 ＜서문＞이 있다. 본서는 被衣-焦先 등 모두 91
명의 인물의 圖와 인물에 대한 傳이 수록되어 있다. ≪고사전≫ 〈1〉은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圖가 별도로 있는 

반면 본서는 圖와 함께 인물의 傳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1877년 간행한 ≪고사전≫ 〈1〉에 대한 일종의 

補輯이라 할 수 있는데 권上이 수록된 인물 26명의 圖만이 있으므로 임웅의 필체를 모방해 여러 사람이 圖를 

그리고 내용을 썼다. ≪고사전≫은 ≪漢魏叢書≫, ≪古今逸史≫, ≪指海≫, ≪崇文書局彙刻≫, ≪龍鷄精舍叢

書≫에도 수록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사전≫ 〈2〉는 ≪於越先賢傳≫(奎中 5515), ≪列仙

酒牌≫(奎中 5645), ≪劍俠傳≫(奎中 5647)은 모두 1886년 왕령이 편집하고 임웅이 도를 그려 한 질로 간행된 

것이나, 편의상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叢書集成初編≫(中華書局, 1985)에 수록되어 있다. (오병한)참고문헌: 

≪四庫全書總目≫ ≪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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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중국 고대로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은일지사들의 전기(傳記)와 도상(圖像)을 엮은 책이다다. 엮은 이는 왕령(王

齡)이며 전기문의 저자는 황보밀(皇甫謐)이고, 도상을 그린 이는 임웅(任熊)이다.

황보밀(214-282)은 어려서 이름은 정(靜)이고, 자(字)는 사안(士安)이다. 서진(西晉)의 은일지사로 감숙성(甘肅

省) 출신이다. 일찍이 무제(武帝)와 진(晉) 원제(元帝)가 불렀으나 모두 거절하고 출사하지 않았고 은일지사를 

일관했다. 현안선생(玄晏先生)이라 자칭했고, 세인들은 서음(書淫)이라 칭했다. 황보밀의 고사전은 『태평어람

(太平御覽)』에 전한다. 子州支父人, 石戶之農, 小臣稷, 商客, 榮啓期, 長沮, 桀溺, 荷蓧丈人, 漢陰丈人, 顔斸 등 

10명은 晉 嵇康의 『고사전』에서, 閔公王覇, 嚴光, 梁鴻, 臺佟, 韓康, 矯愼, 法眞, 漢濱老父, 龐公 등 10명 등은 

『후한서』에서 태평어람이 취한 것이다. 또한 披衣, 老耼, 庚桑楚, 栐類, 老商氏, 莊周 등 6명은 태평어람에도 수

록되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이책 『고사전』은 황보밀의 저술 위에 다양한 보완이 더하여진 내용이다. 이 책에 실

린 황보밀의 서문에 따르면, “요 임금 때로부터 위(魏)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90여인이다. 비록 백이숙제처럼 

절개를 지키고 공승(龔勝)·공사(龔舍)처럼 거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수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임웅(任熊, 1823-1857)은 자(字)가 위장(渭長)이며 절강(浙江) 출신이다. 청나라 말기의 “해파(海派)” 혹은 “해

상화파(海上畫派)”의 한 사람으로 인물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해상화파는 아편전쟁 이후 화가

들이 상업적으로 발달된 상해로 몰려들어 형성된 화파로 전통의 기초 위에 파격적인 참신함과 자유로운 개성

이 가미되어 아속공상(雅俗共賞)의 경지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며, 조지겸(趙之謙), 허곡(虛谷), 임이(任頤) 등이 

포함된다. 임웅은 동생 임훈(任薰), 조카 임이(任颐)와 더불어 이름이 높았고, 아들 임예(任预)를 더하여 사임(四

任)이라 불렸다. 임웅은, 영파(寧波)의 문인이자 수장품이 많았던 요섭(姚燮)에게 초청되어, 송원명청(宋元明清)

의 역대 작품을 학습하고 또한 《요섭시의도(姚燮詩意圖)》120폭(故宮博物院)을 그린 것이 유명하다. 임웅은 영

파, 항주(杭州), 상해(上海), 소주(蘇州) 등지로 다니며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꾸렸다. 임웅의 인물화는 진홍수(陳

洪綬)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웅의 자화상(自畫像)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

장된 『열선주패(列仙酒牌)』, 『어월선현전(於越先賢傳)』, 『검협전(劍俠傳)』이 모두 임웅이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본 규장각소장본은 上下 2책이며, 내용은 上中下의 3권 구성이다. 上책의 표지에 “고사전도상(高士傳圖像)” 상

책(上冊)이라 적혀있고, 진진손 제참(陳振孫 題籤)이 적혀있다. 그 다음 면에는 “高士傳”이 전서로 크고 그 왼쪽 

곁으로 “임웅이 상을 그리고 임기가 제하다(渭長畫像 任淇題)”라 하였다. 그리고 왕령(王齡)의 서문(1858년, 함

풍 8), 사가영(沙家英)의 서문(1877년, 광서 3), 황보밀(皇甫謐)의 「고사전서(高士傳序)」가 있다. 그 다음에는 등

장인물의 권별 목록이 수록되었다. 이후가 인물도상인데, 上권의 인물 중 피의(披衣)와 안자(彦子)의 도상이 누

락되어 26명만이 실려 있다. 下책에는 수록된 인물의 인물전만 실려 있다.

책에 수록된 인물은 上권에  피의(被衣)에서 원헌(原憲)에 이르는 28명, 中권의 한음장인(漢陰丈人)에서 민공

(閔公)의 35명, 下권의 왕패(王覇)에서 초선(焦先)에 이르는 28명으로 모두 91명이다. 이 가운데 도상(圖像)이 

그려진 인물은 上권에서 2명이 누락된 상태의 26명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上) 

1 피의(被衣) 요(堯)나라 시인   2 왕예(王倪) 요(堯)나라 시인

3 교결(嚙缺) 요(堯)나라 시인   4 소부(巢父) 요(堯)나라 은인

5 허유(許由) 요(堯)나라 현인   6 선권(善卷) 요(堯)나라 현인, 요의 스승 

7 자주지부(子州支父) 요(堯)나라 시인  8 양보(壤父) 요(堯)나라 시인

9 석호지농(石戶之農) 순(舜)의 벗.  10 포의자(蒲衣子) 순(舜)의 벗.

11 피구공(披裘公) 오(吳) 나라 은인  12 강상장인(江上丈人) 초(楚)나라 고사

13 소신직(小臣稷) 제(齊) 환공(桓公)이 만난 현인 14 현고(弦高) 정(鄭) 목공(穆公) 때의 은인

15 상용(商容) 노자(老子)와 대화를 나눈 은자  16 노자리이(老子李耳) 은(殷)에서 태어난 진(陳)인

17 경상초(庚桑楚) 초(楚)인이며 노담(老聃)의 제자 18 노래자老萊子) 초의 피세인

19 임류(林類) 위(魏)의 현인. 공자가 언급  20 영계기(榮啟期) 음악연주하고, 공자가 태산에서 만남

21 하괴(荷蕢) 위(衛)의 은자. 공자가 만남  22 장저걸익(長沮桀溺) 공자 시대의 은인

23 석문수(石門守) 노(魯)나라 사람으로 공자를 조롱한 현인   

24 하소장인(荷篠丈人) 공자시대의 은자

해제

25 육통(陸通)의 자(字)는 접여(接輿). 초(楚)인, 공자시대 은자

26 증삼(曾參) 위(衛)에 거주한 현인

27 안회(顏回) 노(魯)인이며, 공자의 제자

28 원헌(原憲) 송(宋)인이며, 공자의 제자

이상의 인물 28명 중 제1의 피의, 제27의 안회가 누락된 26명의 인물도가 임웅의 밑그림으로 실려있다. 대개는 

인물상만을 그리고 배경을 그리지 않았으나 서사적 내용에 관련된 기물이나 동반인물이 함께 그려진 경우가 있

다. 인물의 얼굴과 복장이 모두 인물의 시대와 행적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특히 인물의 자세와 복장으로 인물의 

특성 및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로 삼았다. 

中권과 下권의 인물은 아래와 같다.(인물전은 수록, 인물도상은 수록되지 않았다. )

중(中)

1 한음장인(漢陰丈人)  2 호구자림(壺丘子林)  3 노상씨(老商氏) 

4 열어구(列禦寇)  5 장주(莊周)   6 단간목(段幹木)

7 동곽순자(東郭順子)  8 공의잠(公儀潛)  9 왕투(王鬥)

10 안촉(顏斶)  11 검루선생(黔婁先生) 12 진중자(陳仲子)

13 어부(漁父)  14 안기생(安期生)   15 하상장인(河上丈人)

16 악신공(樂臣公)  17 개공(蓋公)  18 사호(四皓)

19 황석공(黃石公)  20 노이정사(魯二征士) 21 전하(田何)

22 왕생(王生)  23 지준(摯峻)   24 한복(韓福)

25 성공(成公)  26 안구망지(安丘望之) 27 송승지(宋勝之)

28 장중위(張仲蔚)  29 엄준(嚴遵)   30 팽성농부(彭城老父)

31 한순(韓順)  32 정박(鄭樸)  33 이홍(李弘)

34 향장(向長)  35 민공(閔貢)

하(下) 

1 왕패(王霸)  2 엄광(嚴光)   3 우뢰(牛牢)

4 동해은자(東海隱者)  5 량홍(梁鴻)   6 고회(高恢)

7 대동(臺佟)  8 한강(韓康)   9 구소(丘訢)

10 교신(矯慎)  11 임당(任棠)   12 지순(贄恂)

13 법진(法真)  14 한빈노부(漢濱老父) 15 서치(徐稚)

16 하복(夏馥)  17 곽태(郭太)  18 신도반(申屠蟠)

19 원굉(袁閎)  20 강굉(姜肱)   21 관녕(管寧)

22 정현(鄭玄)  23 임안(任安)   24 방공(龐公)

25 강기(姜岐)  26 순정(荀靖)   27 호소(胡昭)

28 초선(焦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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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사전高士傳』 (奎中 4646) 

청구기호 奎中 4646 작가 王齡 編 자료명 고사전(高士傳) 수량 1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91명의 인물도 수록 

국적/시대/연대 중국 / 청  / 1886

형태 軸ㆍ橫卷ㆍ帖 (胡蝶 / 經折)ㆍ屛風ㆍ其他 (冊)

규격 전체 19.8×12.6cm 화면  작게 배치 (다양)  

제작기법  석판본

자료상태 표지 위로 묶은 줄이 풀어지고 있다. (시급 간단한 보수로 계속 풀어지는 손상의 진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미지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圖書印 

관지 없음

제발 (각 화면에 인물전기가 적혀 있고 서체에 따른 인장이 함께 있음)

기존해제 『고사전(高士傳)』奎中 4522의 기존해제와 동일하여 생략

해제
중국 고대로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은일지사들의 전기(傳記)와 도상(圖像)이다. 엮은 이는 왕령(王齡)이며 전기

문의 저자는 황포밀(皇甫謐)이며, 그린 이는 임웅(任熊)의 화풍을 따른 화가들이다.  

해제

표지에 “고사전(高士傳)”이란 표제가 있고 그 아래 “부보(附補) 고사전(高士傳)”이라 부기되어 있다. 내지에는 

“임위장 선생 화전 4종(任渭長先生畫傳 四種)”이란 새로운 표제가 등장한다. 이 새로운 표제의 뒷면에는 “고사

전, 어월선현전, 열선주패, 검협전(高士傳, 於越先賢傳, 列仙酒牌, 劍俠傳)”의 서적명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 

면에 “高士傳”이란 본 표제가 크게 다시 등장한다. 이로 보아, 이 책 『고사전』과 규장각에 소장된 『於越先賢傳』

(奎中 5515), 『列仙酒牌』(奎中 5645), 『劍俠傳』(奎中 5647)이 모두 1886년에 왕령이 편집하고 임웅이 그린 이

른 바 “임위장 선생 화전 4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사전』외의 다른 세 종의 책들에는 모두 “임위장 선생 

화전 4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4종의 세트시리지가 분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그 다음 면

에는 “光緖丙戌 季冬 上海 同文書局 石印” 이라 하여 1886년 동문서국에서 간행되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는 서문이 4편이다. 황포밀(皇甫謐)의 「고사전서(高士傳序)」, 왕령(王齡)의 서문(1858년,함풍 8), 사가영(沙家英)

의 서문(1877년, 광서3년), 그리고 조종린(趙宗麟)의 서문(1886년,光緖 12)이 있다.

수록인물은 권별구별이 없이 91명이며, 91명의 인물도와 인물전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1 피의(被衣)  2 왕예(王倪)  3 교결(嚙缺) 4 소부(巢父)

5 허유(許由) 6 선권(善卷) 7 자주지부(子州支父) 8 양보(壤父)

9 석호지농(石戶之農) 10 포의자(蒲衣子) 11 피구공(披裘公)   12 강상장인(江上丈人)  

13 소신직(小臣稷) 14 현고(弦高)  15 상용(商容)  16 노자리이(老子李耳)       

17 경상초(庚桑楚) 18 노래자老萊子) 19 임류(林類)  20 영계기(榮啟期)     

21 하괴(荷蕢) 22 장저걸익(長沮桀溺)  23 석문수(石門守) 24 하소장인(荷篠丈人)    

25 육통(陸通)  26 증삼(曾參) 27 안회(顏回)  28 원헌(原憲) 

29 한음장인(漢陰丈人) 30 호구자림(壺丘子林) 31 노상씨(老商氏)  32 열어구(列禦寇) 

33 장주(莊周)      34 단간목(段幹木) 35 동곽순자(東郭順子) 36 공의잠(公儀潛)

37 왕투(王鬥)  38 안촉(顏斶) 39 검루선생(黔婁先生) 40 진중자(陳仲子) 

41 어부(漁父) 42 안기생(安期生) 43 하상장인(河上丈人) 44 악신공(樂臣公)  

45 개공(蓋公) 46 사호(四皓) 47 황석공(黃石公)   48 노이정사(魯二征士) 

49 전하(田何) 50 왕생(王生) 51 지준(摯峻)  52 한복(韓福) 

53 성공(成公)  54 안구망지(安丘望之) 55 송승지(宋勝之)  56 장중위(張仲蔚)

57 엄준(嚴遵) 58 팽성농부(彭城老父)  59 한순(韓順)  60 정박(鄭樸)      

61 이홍(李弘) 62 향장(向長) 63 민공(閔貢)  64 왕패(王霸)

65 엄광(嚴光)  66 우뢰(牛牢) 67 동해은자(東海隱者) 68 량홍(梁鴻)

69 고회(高恢) 70 대동(臺佟)  71 한강(韓康)  72 구소(丘訢)     

73 교신(矯慎) 74 임당(任棠) 75 지순(贄恂)  76 법진(法真) 

77 한빈노부(漢濱老父) 78 서치(徐稚) 79 하복(夏馥)  80 곽태(郭太) 

81 신도반(申屠蟠) 82 원굉(袁閎) 83 강굉(姜肱)  84 관녕(管寧)    

85 정현(鄭玄) 86 임안(任安) 87 방공(龐公)   88 강기(姜岐)        

89 순정(荀靖) 90 호소(胡昭) 91 초선(焦先)

인물도상은 전기문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 글의 삽도처럼 작게 삽입되어 있다. 『고사전』 1877년본에서 임웅이 

그린 26명의 도상은 거의 동일하게 옮겨져 있다. 다만 그 크기를 작게 하여 삽도와 같이 글 아래 작게 배치한 

점이 다르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75명의 도상을 더 그려서 91명 모두 인물도상과 전기문이 나란히 배치

하였다. 전기문의 글씨체는 모두 다르게 하여 해서체, 초서체, 전서체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새로 그려진 75명의 도상을 보면, 1877년본에서 누락된 피의(被衣)와 안회(顏回)가 새로 그려졌고, 새로 그려

진 인물도상은 대체적으로 임웅의 화풍을 따르면서 임웅의 그것보다 역동적인 측면이 있다. 도상보다 역동성이 

있고 배경 처리도 다양하다. <장주>의 경우에는 잠든 장주의 부들포를 조직망을 섬세하게 그렸고 화면 상단에 

나비를 크고 예쁘게 그려서 장식적 효과를 더하였다. 마지막의 인물 <초선>은 쓰러져 누운 인물 곁에 다리를 꼬

고 선 학의 우아한 자태가 대비적으로 표현도어 있고 화면의 좌우로 수목을 처리하여 글의 주변을 도상으로 가

득 채웠다. 

특징

『고사전』 1877년본에 비교하여 차이를 보면, 이 책 1886년본은  

1) 조종린(趙宗麟)의 서문(1886년,光緖 12)이 더하여져 있고,

2) 인물도와 인물전이 한 화면에 있고,

3) 인물전 91명에 해당하는 모든 인물도상이 있다.

4) 이러한 『고사전』 두 본의 차이는, 규장각 소장본 『검협전』두 본의 차이, 규장각 소장본 『어월선현전』 두 본의 

차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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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록 1 : 황보밀,「고사전서」

공자孔子는 “일민逸民(숨어 있는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니 천하의 민심이 돌아왔다.”라고 하였으며,1 

홍애 선생洪厓先生2은 상황上皇3의 시대에 고사高士의 도를 창조하였고, 허유許由와 선권善卷은 요순시절에 

절의를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역周易」에는 현자를 초빙할 때 속백束帛(비단 묶음)을 올리는 예

의가 있고, 『의례儀禮』에는 현자를 초빙할 때 현훈玄纁(검은색 비단)을 마련하는 제도가 있으며 시인은 

백구白駒의 노래를 하였고, 『춘추春秋』에서는 자장子臧의 절개를 드러내었다. 명당明堂의 월령月令에는 늦

봄에 명사를 초빙하고 현자를 예우하였다.4 그렇다면 깊이 사양하는 선비들을 초빙하는 것은 인정을 

펴는 왕의 정사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으로 혼탁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발분하도록 격려하는 

일인 것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 수록된 것은 빠지거나 소략한 부분이 많으며 양

홍梁鴻은 일민을 노래하고, 소순蘇順을 고사高士를 품평하였지만5 혹 절개를 굽힌 사람을 수록하여 뒤섞

이게 되어 순수하지 못하다. 또한 가까이 진한秦漢의 시대에서만 취하고 아주 멀리까지 포괄하지 못하

였다. 무릇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면 그 집의 나무까지 사랑하게 되는 법인데 하물며 그 덕을 칭송하

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나는 고금 팔대의 선비들 중에서 몸을 왕공王公에

게 굽히지 않았고 이름을 시종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채록하였는데, 요 임금 때로부터 위魏나라에 이

르기까지 모두 90여인이다. 비록 백이숙제처럼 절개를 지키고 공승龔勝·공사龔舍처럼 거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수록하지 않았다.6

1_공자는…… 하였으며 : 이 말은 『논어(論語)』 「권20 요왈(堯曰)」에 나오는 것으로 공자가 주나라 무왕(武王)의 행적에 대해 말한 것이다.

2_ 홍애 선생(洪厓先生) : 상고 시대의 신선 이름으로, 황제(黃帝)의 신하인 영륜(伶倫)이라고도 하고, 혹은 요 임금 때 이미 삼천 년을 살았으며 

예장군(豫章郡) 서산(西山)의 홍애(洪崖)에서 연단(煉丹)하였다고 한다. 『列仙全傳』

3_상황(上皇) :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즉 삼황(三皇) 중의 시대가 가장 이른 복희를 가리킨다.

4_ 주역(周易)에는…… 예우하였다 : 공자의 증언과 홍애 선생, 허유, 선권의 행실로 마련된 고사의 전통을 여러 경전과 왕조에서 숭상한 사례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주역』의 인용은 「비괘(賁卦)」 육오(六五)에 “구원에 사는 현자에게서 꾸밈을 얻으니 묶어 놓은 비단이 가지런하다.[賁于

丘園, 束帛戔戔]”라고 한 대목을 가리키고, 『의례(儀禮)』의 인용은 「권8 빙례(聘禮)」에 “예물을 진열하되  흑색과 붉은 색의 비단을 묶음을 제

도로 하여 궤안의 아래에 바친다 (釋幣, 制玄纁束, 奠于几下)”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시인의 노래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백구(白駒)」에서 

어진 이가 흰 망아지를 타고 떠나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가리키며, 『춘추』의 일은 노 성공(魯成公)13년 조에 조 선공(曹宣公) 이 죽었을 때, 

부추(負芻)가 태자를 살해하고 자립하자 제후들이 부추를 토벌하고 자장, 즉 선공의 서자인 공자 흔시(公子欣時)를 세우려 하자 이를 거절하

고 송(宋)으로 망명한 일을 가리킨다. 명당(明堂)은 고대의 제왕들이 정사를 펴던 곳이며 월령(月令)은 국가의 연중행사를 달별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예기』 「월령(月令)」 계춘지월(季春之月) 조항에 “제후들에게 권면하여 명사를 초빙하고 현자를 예우하게 한다.(勉諸侯, 聘名士, 禮賢

者)”라는 대목이 있다.

5_ 양홍(梁鴻)은…… 품평하였지만 : 양홍은 『후한서』 권83 「일민열전(逸民列傳)」에 수록된 은자이고 소순은 『후한서』 권80 상 「문원열전(文苑列

傳)」에 수록된 문인이다. 문맥의 내용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각각 『일민전(逸民傳)』과 『고사전(高士傳)』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존 여

부를 알 수 없다. 다만 이 두 사람은 은거해 살면서 저술에 몰두한 인물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높다.

6_ 백이숙제처럼…… 않았다 : 백이숙제와 공승(龔勝)·공사(龔舍)는 모두 절의를 지키고 거취를 잘한 인물로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 

기록되어 있다. 황보밀의 생각은 왕공, 즉 천자나 제후에게 몸을 굽혀 벼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고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선정 기준

을 밝힌 바 있다. 백이숙제의 경우 무왕에게 간하고 은거한 것은 훌륭해도 문왕 때 귀의하려고 하였고, 공승과 공사 역시 왕망(王莽) 집권기에

는 벼슬하지 않았지만 한 애제 때 벼슬하였기 때문에 후일 절개를 지키고 거취를 맞게 하였어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네 사람

은 실제로 『고사전』에 수록되지 않았고 『고사전』에는 벼슬한 인물이 없다. 황보밀 본인이 벼슬을 일절 하지 않고 은거한 인물이다. 현(軹縣) 출

신의 협객으로 「유협열전」에 실려 있다.

황보밀皇甫謐7 지음

(원문)

高士傳序

孔子稱 “舉逸民, 天下之民歸心焉.” 洪崖先生創高道於上皇之代, 許由·善卷不降節於唐虞之朝. 是

以易有束帛之義, 禮有玄纁之制, 詩人發白駒之歌, 春秋顯子臧之節, 明堂月令以季春聘名士, 禮賢者. 

然則高讓之士, 王政所先, 厲濁激貪之務也. 

史班之載, 多所闕略. 梁鴻頌逸民, 蘇順科高士, 或錄屈節, 雜而不純. 又近取秦漢, 不及遠古, 夫思

其人, 猶愛其樹, 況稱其德而贊其事哉！ 謐采古今八代之士, 身不屈於王公, 名不耗於終始, 自堯至魏, 

凡九十餘人. 雖執節若夷齊, 去就若兩龔, 皆不錄也.

皇甫謐 撰.

7_ 황보밀(皇甫謐) : 215~282. 자는 사안(士安), 자호는 현안선생(玄晏先生)이다. 평생 벼슬하지 않고 전적을 탐구하고 저술에 전념했다. 진 무제

가 여러 차례 초빙하였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황보밀에 관한 전기는 『晉書 卷92 文苑列傳 左思』에 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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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2.  『고사전高士傳』 (奎中 4522)과  『고사전高士傳』 (奎中 4646)의 이미지 비교

『고사전(高士傳)』 (奎中 4522) 『고사전(高士傳)』 (奎中 4646)

3. 『겐타이선생화보玄對先生畵譜』

1)  『겐타이선생화보玄對先生畵譜』 (奎中 4848)  

청구기호 奎中 4848-v.1-6 작가
邊瑛 (와타나베 

겐타이, 渡邊 玄對)
자료명

겐타이선생화보

玄對先生畵譜 
수량 6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6책의 화보에 산수, 인물, 화조, 옥우 등 판화도(版畫圖) 수록

국적/시대/연대 일본 / 에도시대 / 1804년 1805년의 서문 

형태 軸ㆍ橫卷ㆍ帖 (胡蝶 / 經折)ㆍ屛風ㆍ其他 (冊)

규격 전체 26.4×17.2cm 화면
24.5×30.6 (두면)

24.5×15.3 (한면) 

제작기법 목판본

자료상태
표지 - 모서리의 박락, 제 1책(禮)의 표지 표제부문 70%가 박락 제 2책(樂)의 표제도 헐었음. 표제에 오염 있음 

내지 - 양호

이미지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圖書印, 그 뒷면에 京城帝國大學圖書章印  

序文; 주문장반인 :“新新亭”  주문방인 : “瑞鳳”  백문방인 : “古梁氏” 

관지 없음

제발 (각 화면에 제목과 화제시 등이 다양)

기존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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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산수 인물 수목 건축물 등 중국 회화의 기본적 화본을 망라한 화보이다. 저자는 와타나베 겐타이(渡邊 玄對, 

1749-1822)이며 일본에서 1805년 즈음에 발간된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모두 6책이며 겉장에는 모두 ‘玄對先生畫譜’라는 동일한 표제가 붙어있고 예(禮), 악(樂), 사

(射), 어(御), 서(書), 수(數)로 책의 순서를 구별했다. 제 1책(禮)을 펼치면 “천석소오(泉石歗傲)”의 4글자가 제목

처럼 다시 적혀있다. ‘歗’는 ‘嘯’의 이체자로, ‘천석소오’란 자연 속에서 휘파람 불며 즐긴다는 뜻이다. ‘천석소오’ 

곁으로 “현대선생 지음(玄對先生 著)”, “낙선당 장본(樂善堂 藏)”이라 하였다. 한편 판심의 책제목은 ‘邊氏畫譜’

이며, 임록간본(林麓刊本)임을 알려준다. 또한 제 2권 인물화보의 판심 책제목이 ‘나베겐타이화보(邊玄對畫譜)’

로 바뀌고, 권2의 화조 괴석화보에는 책제목은 ‘임록오관(林麓娛觀)’으로 바뀌어 있다. ‘임록오관’의 말미에는 

변씨가 만든 화보라는 내용의 발문(文化 乙丑年 1805)이 더하여져 있다. )

제1책의 제목 뒤에 서문 두 편이 실렸다. “동도의 스님 코료오(東都 沙門 古梁)”의 서문(文化 甲子, 1804년)과 

邊英이 쓴 서문(丙寅年, 1806년으로 추정)이다. 첫 번째 서문에서 코료는 겐타이선생이 중국의 절강을 떠난 지 

십수년이라 하여 겐타이이 중국에서 온 인물임을 말해준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겐타이가 곧 邊英이다) 두번

째의 서문은 “무릇 그림공부에서 귀한 바는 항상 고인의 진적을 임모하는 데 있다(凡畫學之所貴 要恒在臨摹古

人之眞蹟也)”라 하고, 당시에 중요한 서화서적이자 화보였던 『패문재서화보(佩文齋書畫譜)』, 『개자원화전(芥子

園畵傳)』, 『명공선보(名公扇譜)』, 『고금화보(古今畫譜)』를 두루 살폈다고 하였다.

저자 ‘邊瑛’은 곧 ‘겐타이선생(玄對先生)’이며, 본명은 와타나베 겐타이(渡邊 玄對, ワタナベ, ゲンタイ, 1749-

1822)이다. 일본(日本)의 남화(南畫, 중국회화) 화보(畫譜)로 여러 장르를 간행한 에도시대(江戸時代) 중기의 화

가로, 이름은 ‘영(瑛)’, 자(字)는 광휘(廷輝)이며 호가 ‘겐타이(玄對)’이고 송당(松堂) 혹은 ‘임록초당(林麓草堂)’을 

경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대, 『겐타이화보』는 중국화보를 두루 정통한 와타나베 겐타이

가 만든 것이며, 일본에서 ‘나베겐타이화보(邊玄對畫譜)’로도 지칭되던 서적이다.

(혹은 변영이 중국 청나라인이며 호가 현태(玄兑)이며 동도(東都)출신이라 하며 그곳은 지금의 하남(河南) 낙양

(洛陽)이며 고식산수화를 즐겨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인적사항을 중국의 자료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변영이 원래 절강에서 온지 십수년이라는 점과 일본에서 양자였다는 점을 종합하여보면 중국출신의 일본인으

로 보인다. )  

제1책(禮)의 산수화편에는 ‘천보구여(天保九如)’의 시경시구 아래 소나무 계곡과 초승달 바림이 있는 화면,  ‘매

화서옥(梅花書屋)’의 화제 아래 선비가 앉은 매화 속 서옥,  ‘무릉도원(武陵桃源)’의 화제 아래 도화의 계곡 동굴

로 이어지는 물길에 어부의 배가 지나가는 화면, ‘선산누각(仙山樓閣)’의 화제 아래, 산 속 멀리 누각이 서고 기

려 선비가 다리를 건너가는 장면 등으로 이어지고 그 외에 ‘적벽승유(赤壁勝遊)’의 화제 아래 언덕 밑으로 소동

파의 배가 가고, ‘적벽후유(赤壁後遊)’의 화제 아래 소동파가 달밤을 구경한다. ‘서호우경(西湖雨景)’의 화제 아

래 물가의 어스름한 장면 등이 실려 있다. 

제2책(권3)의 인물화편에는 ‘남극수성(南極壽星)’의 화제 아래 이마가 큰 수노인(壽老人)이 구름을 타고 동자와 

선 장면, ‘문창성(文昌星)’의 화제 아래 말을 탄 관리가 두루마리와 먹을 든 동자와 구름타고 가는 장면, ‘동왕공

(東王公)’의 화제 아래 누대 위의 동왕공이 부채를 든 모습, 두 면에 걸친 ‘서왕모(西王母)’의 화제 아래 서왕모

와 네 여인이 각각 선도(仙桃) 봉선(鳳扇) 주호 (酒壺) 모란화병을 들고 가는 모습, 두 면에 걸친 ‘노자통관(老子

通關)’의 화면에 노자가 검은 소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 두 면에 걸친 ‘종려전도(鍾呂傳道)’의 화제 아래 두 

선인이 마주 한 모습, ‘백옥섬(白玉蟾)’의 화제에 두꺼비를 탄 선인, ‘철괴선생(鐵拐先生)’의 화제에 호리병과 지

팡이를 든 남루한 선인 등 외에 ‘남채화(藍采和)’, ‘한상(韓湘)’, ‘종리권(鍾離權)’, ‘여동빈(呂洞賓)’, ‘하선고(何仙

姑)’, ‘마고(麻姑)’, ‘왕자교(王子喬)’ ‘황안(黃安)’ 포대화상 등이 두루 실려있다. 인물 표현은 중국의 화보를 두루 

반영하고 있으나 중국적이지 않는 인물표현들이 적지 않다. 이어서 괴석의 종류가 소개되어 있다. 권2는 각종 

화조 및 화훼화보로 이어진다.

권3은 수목(樹木)의 화보로 다양한 나무 그리는 법이 소개되었고, 제 4책은 화조화보로 화초가 종류별로 그림

만 소개되어 있다. 권3은 인물화보로 이어진다. 그림 속에 점철되는 인물전형들이 소개되어 ‘당백호어촌락도(唐

伯虎漁村樂圖)’와 같은 인물도 유형이 실려 있다. 권4는 ‘원망누전(遠望樓殿)’ 등의 그림 속 각종 건물표현을 다

양하게 소개하였다. 

이 화보는 日本에서 이해한 中國 회화의 전통이며 전범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

특징

비교; 일본 개인소장 (규장각소장본과 동일서적) 

        『邊氏畫譜』（簽題“玄對先生畫譜”）5권

      ; 邊瑛 編輯, 日本文化年間（1804-1817）

        林麓刊本，存三冊 （冊二、三缺）

        25×7.5cm 

        版心下鐫 林麓藏板

        收藏印：上野國山田郡新宿村福田森之助

        （朱圓）

조사자 의견 『江戸南畵Ⅰ- 谷文晁と鈴木芙蓉』 (飯田市美術博物館, 1999)

참고문헌

예(禮),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권수가 표시 되어 있는데 현재 규장각 자료는 이 순서와 권수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를 살펴서 수정해야 한다. 

邊瑛은 渡邊瑛이며, 와타나베 겐타이(渡邊 玄對, ワタナベ, ゲンタイ, 1749-1822)로 본성은 内田이며, 에도

(江戶)인이다. 자는 延輝, 호는 玄對山人, 玄對居士, 林麓草堂, 松堂, 醉愚, 泉石庵 등이다. 渡邊凑水의 양자가 

되어 그림을 배웠다. 겐타이는 유명한 화가 타니분쵸(谷文晁,1763～1840)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따라

서 현재 규장각의 웹에서 청나라 사람으로 표기하고 중국유물로 분류한 것은 수정해야 한다.

서적명은 “겐타이선생화보”로 바꾸어야 한다. 江戶時代를 ‘에도시대’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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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록 : 서문 2편

(1) 겐타이화보玄對畵譜의 서문 (1)

대개 나는 겐타이선생玄對先生과 망형지교忘形之交를 맺었으며, 절강浙江을 떠난 지 십 수 년이 되었다. 

때때로 번藩1의 사대부들이 도시에서 그림을 구하여 돌아와 자랑스럽게 남에게 보여주는 작품을 살펴

보면 수법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논할 것도 없고 화업畵業이 더욱 정밀하여 점차 신묘한 경지로 들어

간다. 나는 비록 서화를 즐기기는 하지만 붓을 움직이는 건 모두 졸렬하여 서화에 관한 글을 읽고 그 

운치를 즐길 따름이다. 무릇 서법의 파책波磔과 그림의 준법峻法은 그 운용을 하는 면에 있어서 어찌 

차이가 나겠는가. 그 작품의 고하로 말하자면 타고난 자질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뿐이다.   

  선생은 군주와 대부 등 여러 호걸스러운 손님들과 교제를 잘하여 근고近古에 해외에서 사들여온 

명적을 널리 살펴보아 육여六如2가 싣지 못한 것과 개자원芥子園에 전해오지 않은 것을 손수 점검하고 

품평하여 화식畵式(그림을 그리는 법식) 5권을 만들었다. 물 하나 돌 하나, 붓질하여 그려낸 것이 구차

하지 않고 농묵과 담묵으로 밝기를 표현하였으며 조각 역시 정밀하였다. 종류와 모양에 따라 분류하

니 여러 체제가 모두 완비되어 조화로우면서도 유려하였다. 비록 종이에 그려져 있지만 완연히 높은 

병풍과 거대한 벽을 대한 것처럼 실감이 난다. 이른바 화훼와 산수는 옛날이 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진실로 증명할 수 있겠다.

예전에 용면 거사龍眠居士3는 고개지顧愷之, 육탐미陸探微, 장승요張僧繇, 오도자吳道子4 및 전대의 여러 명

수를 집대성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마침내 당대에 아름다운 명성을 독차지하였다. 그런데 지금

은 선생이 근대의 여러 명작을 모아 후대의 적임자에게 전하여 큰 도시에서 널리 유통되게5 그 뜻이 

부지런하다 하겠다. 이 법식이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천하에 도화圖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너무도 많지 않겠는가. 나는 곧바로 화업畵業의 유래에 대하여 서문에 쓸 뿐이다.

문화文化6 갑자년(1804) 8월 1일에 동도東都의 승려 고량古梁7이 선대仙臺의 서봉사瑞鳳寺에서 쓴다.

1_번(藩) : 일본 막부 시대에 지방에 300개가량의 구역을 나누어 영주들이 다스렸는데 이를 번이라 한다.

2_육여(六如) : 당인(唐寅, 1470~1523)을 말한다. 육여거사(六如居士)는 당인의 호이다. 그가 편찬한 『육여거사화보(六如居士畵譜)』가 있다.

3_ 용면 거사(龍眠居士) : 이공린(李公麟, 1049~1106)을 말한다. 용면은 그의 호이다. 그는 진나라 당나라 시대의 여러 화가들의 장점을 집대성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_ 고개지(顧愷之)…… 오도자(吳道子) : 이들은 인물화 형성 시기의 4대 화가라 불린다. 당나라 장언원(張彦遠)의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에 

이들의 필법론(筆法論)이 묶여서 실려 있다.

5_후대의…… 하니 : 이 말은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를 쓴 소감을 피력한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나오는 말이다.

6_문화(文化) : 일본 강호 시대(江戶時代)에 덕천가제(德川家齋)가 1804~1817년 동안 사용하던 연호이다.

7_ 고량(高粱) : 1757~1839. 일본 에도 시대의 승려로 선대(仙臺)의 서봉사(瑞峯寺) 주지를 지냈다. 고량(古梁)의 그의 도호이고 법휘는 소민(紹

岷), 속성은 세야(笹野)이며 호는 남산(南山)이다. 그는 선대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사방을 주유하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시에 뛰어났다. 그가 

쓴 오언절구 「송도이로(松島離路)」는 유명하다. 선대, 즉 센다이는 일본 동북지방인 미야기현(宮城縣)에 있는 큰 도시로 주변에 충적 평야가 

발달한 상당한 규모의 고장이다.

(원문)

玄對畵譜序 

蓋余與玄對先生爲忘形交, 自離折8十數年矣. 時觀藩之士大夫, 得其畵于都, 還以誇示人者, 亡論其

手漸高, 業益精, 駸駸入神境矣. 余也雖嗜書畵, 俱拙揮灑, 但讀其論, 娛其致耳. 夫書之於波磔, 畵之

於皴皵, 至其運用, 亦奚間矣? 若其高下, 顧天資如何而已.

先生雅遊君侯大夫諸豪賓, 廣觀近古海舶所致之名蹟, 六如之所未譜, 芥園之所未傳, 撫勒銓定, 以爲

畵式五卷, 一水一石, 點擦不苟, 濃談晦明, 刻雕亦精. 類聚狀分, 諸體皆備, 而調暢瀏灕, 雖赫蹄中, 宛

然若對隆障巨壁也. 所謂花卉山水, 古不及今, 信可徵矣.

昔者, 龍眠居士, 集顧陸張吳及前代諸名手, 以爲己有, 遂擅美一世, 今也, 先生集近代諸名作, 以傳

諸其人, 通邑大都, 其志亦勤矣. 此式一出, 天下從事畵圖者, 其所得不已多乎? 余輒爲敍 此業之所自乎

爾.  - 文化甲子, 秋仲吉, 東都沙門古梁, 題於仙臺瑞鳳蘭若9

(2) 겐타이화보玄對畵譜의 서문 (2)

무릇 그림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고인의 진적眞蹟을 임모臨摹하는 데에 달려 있다. 반드시 고인

의 화론畫論을 단서로 삼아 연구한 뒤에야 그렇게 그린 이유를 알 수 있다. 산수화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대체로 『패문재화보佩文齋畫譜』10에 대해서 그 장단점과 잘잘못을 검토하여 찾아보면 좋을 것이

다. 그러나 옥석이 함께 섞여 있는데다가 번잡한 곳도 있고 간략한 곳도 있으니 후학들이 어떻게 올

바른 길을 취하겠는가. 게다가 이 책조차 구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고인의 진

적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또한 쉽단 말인가. 

예전에 선친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8_折 : ‘浙’자의 오자로 보인다.

9_蘭若 : 사원을 뜻한다.

10_ 패문재화보(佩文齋畫譜) : 원명은 『패문재서화보(佩文齋書畫譜)』이다. 청대 손악반(孫岳頒) 등이 강희제(康熙帝)의 명을 받들어 1705(강희 

44)~08년에 100권으로 편집한 서화 관계의 이론과 화보 등을 망라한 책이다. 이중 42권을 회화에 관한 것이고 화가 왕원기(王原祁) 등도 이 

책의 편집에 참가했다. 패문재(佩文齋)는 강희제의 서재 이름이다.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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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의 법도는 의당 『입옹화전笠翁畵傳』11을 준거로 삼아야 하니 실로 명나라 사람 이장형李長衡12

이 편찬한 것으로 열 가운데 반은 더욱 유익하다. 기타 『명공선보名公扇譜』13와 『고금화보古今畵譜』14 와 

같은 것은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근원을 탐구하지 않고 그 말단으로 인해서 색깔을 마구 칠

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새로운 것을 기뻐하고 옛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비록 인지상정이라고는 해도 

너무도 미워할 만한 것이다.

이에 나는 여름을 보내는 여가에 대략이나마 옛 그림에 근거하여 이 화보를 저술하고 다시 아쉬운 

대로 화보에 실린,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인의 정론正論을 초록하여 매 권의 머

리에 수록하였다. 학식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편찬이라 진실로 빠진 것이 많을 것이지만 나에게 그림

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략이나마 그 유래를 알게 하고자 하였을 따름이다. 붓을 사용하는 법, 먹을 사

용하는 법 등 신묘한 경지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지 않는 가르침15이 있는 법이니 어찌 꼭 말이 필요하

겠는가.

병인년 가을, 변영邊瑛16이 직접 쓴다.

11_ 입옹화전(笠翁畵傳) :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의 별칭이다. 개자원(芥子園)은 남경에 있던 이어(李漁, 1611~1679)의 별장 이름인데 이 별

장에 화보의 주 자료가 된 명말 화가 이유방(李流芳)의 산수화를 소장하고 있었기 개자원화전의 별칭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어는 절강성 난계

(蘭溪) 사람으로 첩으로 구성된 가정 희곡단을 이끌고 자신이 대본을 써 순회 공연을 다닌 사람으로 만년에 서호에서 살아 입옹(笠翁), 호상입

옹(湖上笠翁)이라는 호를 썼다. 

12_ 이장형(李長衡) : 이유방(李流芳, 1575~1629)을 말한다. 장형은 그의 자이다. 지금의 상해 남상(南翔)출신으로 서예는 소식을 회화는 오진을 

배웠는데 서호를 유람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제발을 많이 썼다. 동기창, 왕시민 등과 함께 시와 서화로 당대에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 <오중십

경도(吳中十景圖)> 등의 작품을 남겼다.

13_명공선보(名公扇譜) : 명나라 때 장백운(長白雲)이 선하고 황봉지(黃鳳池)가 편집한 부채 그림을 모은 화보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4_ 고금화보(古今畵譜) : 명나라 때 당인(唐寅)이 방작한 화보를 말한다. 규장각에 소장된 『당해원고금화보(唐解元倣古今畵譜)』가 이 책이다. 해

원(解元)은 향시에 장원했음을 뜻한다. 당인이 향시에 장원한 뒤 과거에 급제나 벼슬을 못하여 당인의 존칭이 되었다. 

15_ 말하지…… 가르침 : 『노자(老子)』 제2장에 “성인은 작위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며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聖人處無爲之事, 行不

言之敎]” 는 말을 인용하여 그림의 심도를 표현했다.

16_ 邊瑛은 渡邊瑛이며, 와타나베 겐타이(渡邊 玄對, ワタナベ, ゲンタイ, 1749-1822)로 본성은 内田이며, 에도(江戶)인이다. 자는 延輝, 호는 

玄對山人, 玄對居士, 林麓草堂, 松堂, 醉愚, 泉石庵 등이다. 이 서문에 비추어 보면, 그는 절강에서 왔다.  

(원문)

玄對畵譜序 

凡畫學之所貴要, 恒在臨摹古人之眞蹟也. 必也又抽繹考究古人之論畵而後, 能爲得其意也. 於山水, 

亦復爾爾. 蓋就『佩文齋畫譜』, 而討搜其長短得失, 爲善矣. 然玉石倂存, 加以繁簡, 則後學何以取是正? 

且也, 此書人多憾歎購, 況卽古人之眞蹟者, 豈亦爲易得乎哉? 

昔先人語瑛曰, “山水之取規, 當根繩于『笠翁畫傳』, 實明人李長衡所輯者, 十居其半, 尤爲有益也. 他

如『名公扇譜』及『古今畫譜』, 雖不中不遠矣, 羽之翼之而可也. 大抵初學之士, 不遡其源, 而因其委, 徒以

塗抹爲好焉, 喜新厭故, 乃雖人之常情, 苦可疾也. 

於是, 余消夏之暇, 粗據古畵, 而著此譜, 復聊抄錄畵譜中古人之正論, 有益于畵學者, 而載卷首矣. 

淺陋之撰, 固雖多漏泄, 欲使問畵于余者, 略知其所由而已. 至若夫用筆, 用墨之神境者, 別有不言之敎

存者乎爾, 豈竢言哉. 丙寅之秋, 邊瑛自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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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상반당전전繡像反唐全傳』 (奎中 5343) 

청구기호
奎中 5343-

v.1-5 
작가

여련거사 (편)

如蓮居士 (編))
자료명

수상반당전전 

繡像反唐全傳
수량 5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제1책 3a면부터 8b면까지 24인의 등장인물의 입상(立像)을 한 폭에 두 사람씩 총 12폭 수록.

국적/시대/연대 중국 / 청대 / 17세기 초~19세기 초

형태
木版本. 10卷 5冊: 揷圖, 四周單邊 半廓 17.7×10.7cm(서문: 16.9×11.1cm), 

無界(일부 有界), 11行 28字(서문: 10行 18字), 上下向黑魚尾; 22.4×12.1cm.

규격 전체 22.4×12.1cm 화면 17.7×10.7cm

제작기법 종이에 목판

자료상태 양호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기존해제 없음

해제

『반당전전(反唐全傳)』은 청대(淸代) 고소(姑蘇) 지역의 여련거사(如莲居士)가 편찬한 소설로 『반당연의(反唐演

義)』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은이 여련거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생애 역시 미상이다. 이 이야기는 여련거사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고, 설서(說書) 및 희곡(戲曲) 등 중국의 공연예술에서 오랜 시간 인기를 끌었던 설강

반당(薛剛反唐) 고사를 기초로 하여 가공한 것이다. 설강반당 고사는 중국 역사상 이름을 날린 설가(薛家)의 명장, 

즉 설가장(薛家將) 고사 계열에 속하며, 다양한 소설 및 희곡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유명한 설가장 소설에는 설인

귀(薛仁貴)를 주인공으로 한 『설인귀정동전전(薛仁貴征東全傳)』(『설당후전(說唐後傳)』이라고도 한다.), 『설당삼전

(說唐三傳)』, 『혼당후전(混唐後傳)』, 설인귀의 아들 설정산(薛丁山)을 주인공으로 한 『설정산정서(薛丁山征西)』, 설

정산의 부인 번리화(樊梨花)를 주인공으로 한 『번리화정서(樊梨花征西)』, 설인귀의 손자인 설강(薛剛)을 주인공으

로 한 『설강반당』, 설강의 손자인 설뢰(薛雷)를 주인공으로 한 『설뢰소북(薛雷掃北)』 등이 있다. 설가장 소설은 양가

장(楊家將) 소설, 호가장(呼家將) 소설과 더불어 중국의 통속소설 역사에서 유명한 가장소설(家將小說)에 속한다.

『반당전전(反唐全傳)』의 다른 제목으로 “반당연의전(反唐演義傳)”, “반당연전(反唐演傳)”, “이설남당연의전전(異

說南唐演義全傳)”, “남당연의(南唐演義)”, “반당여와경전전(反唐女媧鏡全傳)”, “무측천개당연의(武則天改唐演

義)”, “태당중흥연의전(太唐中興演義傳)”, “설가장반당전전(薛家將反唐全傳)” 등이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 설강(薛剛)은 실존 인물인 설숭(薛崇, ?~772)을 극화시킨 인물로, 설숭은 당 고종(高宗) 때의 명

장(名將) 설인귀(薛仁貴)의 손자이다. 『반당전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설강의 아버지 양요왕(兩遼

王) 설정산(薛丁山)은 백호산(白虎山)에 안장되고, 당태종(唐太宗) 치하에 무미낭(武媚娘), 즉 무측천(武則天)이 입

궁하여 태종의 재인(才人)으로서 총애를 받고, 당 고종(高宗)이 즉위하자 황후가 된다. 당 고종이 무후(武后) 및 일

곱 황자(皇子)와 함께 원소절(原宵節)에 화등(花燈)을 구경하는데, 설강이 술에 취해 큰 소란을 일으키자 고종이 

황자들에게 설강을 데려 오게 하는데, 설강은 술김에 황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차 죽이게 되고, 고종은 크

게 놀라 누대에서 쓰러져 얼마 지나지 않아 붕어한다. 이 일로 설정산의 셋째 아들인 설강을 비롯하여 둘째 아들 

설용(薛勇), 넷째 아들 설강(薛强)을 제외한 설가의 395명이 옥에 갇히고, 설강의 어머니 번리화(樊梨花)는 형장에

서 사형을 면한다. 설강은 서주(徐州)로 도망쳐 지내다 기난영(紀鸞英)과 혼인한다. 중종(中宗) 즉위 후 설가에 대

한 사면이 내려지자 무후는 원한을 품어 중종을 폐위시켜 여릉왕(廬陵王)으로 삼고, 자신이 정권을 잡아 설가 일

족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우여곡절 끝에 설강은 여릉왕을 보위하여 함께 무측천의 조카 무삼사(武三思)

와 무승사(武承嗣)가 이끄는 군대와 싸워 이긴다. 여릉왕은 복위하여 남당(南唐)으로 도망친 무측천과 무삼사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고, 무삼사의 죄를 사면한다. 무삼사는 위후(韋后)와 모략하여 여러 공신(功臣)들을 궁에서 

쫓아내고 중종을 독살한다. 설강은 무삼사를 붙잡아 이단(李旦), 즉 예종(睿宗)이 즉위하는 데에 공을 세우고, 설

가 가족은 다시 모인다. 

『반당전전』의 이야기는 90회본 『정서설당삼전(征西說唐三傳)』의 70회에서 90회까지의 이야기와 대체로 일치하

면서도, 줄거리가 보다 풍부하고 상세하다. 『정서설당삼전』은 설인귀(薛仁貴)가 장수가 되어 서쪽을 정벌하는 것

에서 시작하여 설강이 당 예종을 보좌하여 당 예종이 즉위하게 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난다. 『반당전전』의 전반

부는 『정서설당삼전』에 기초한 것이고, 후반부는 설정산과 설강이라는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서문당각본(瑞文堂刻本), 삼화당각본(三和堂刻本), 단주당각본(丹柱堂刻本), 오계당각본(五

桂堂刻本), 숭덕당장판본(崇德堂藏板本), 유경단장판본(維經堂藏板本), 개자원각본(芥子园刻本), 삼양당각본(三

讓堂刻本) 등이 있다. 이들 판본은 크게 10권 100회 본과, 14권 140회 본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서문당각본만 

14권 140회로 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다른 판본은 10권 100회로 되어 있다. 서문당각본은 표제지에 “평점설강

삼제철구분전집(評點薛剛三祭鐵丘墳全集)/이설반당연전(異說反唐演傳)”이라 하였고, 판심제(板心題)는 “반당전

전(反唐全傳)”이다. 삼화당각본은 표제(標題)가 “반당여와경전전(反唐女媧鏡全傳)”이고, 권수제는 “신각이설반

당연의전(新刻異說反唐演義傳)”이다. 유경단장판본 『수상반당여와경(繡像反唐女媧鏡)』(5冊)이 UC 버클리 도서

관에 소장되어 있고, 단주당각본 『수상반당여와경』(5冊)이 UCLA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단주당각본은 간기에 

도광(道光) 연간(1821~1850)에 간행했다고 되어 있다. 또, 오계당각본 『신각이설반당연전(新刻異說反唐演傳)』

이 뉴욕공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형태사항은 다음과 같다. 10卷 5冊(100回): 揷圖, 四周單邊 半郭 13.4×

10.5cm, 12行26字, 白口, 单黑鱼尾; 18cm. 판심제는 “반당연전(反唐演傳)”이고, 봉면지에 “내부봉교투수(内附

鳳嬌投水)/반당여와경전전(反唐女媧鏡全傳)/서고덕하산(徐考德下山)/제칠보오계당(第七甫五桂堂)”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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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연간(1875~1908)에 간행한 것으로, 서문에 “건륭계유여련거사서(乾隆癸酉(1753년)如蓮居士序)”라 

하였다. 

규장각소장본은 삼양당각본으로 10권 100회로 되어 있다. 권수제(卷首題) 및 목록제(目錄題)는 “신각이설남당연

의전전(新刻異說南唐演義全傳)”, 표제(標題) 및 포갑제(包匣題)는 “수상반당전전(繡像反唐全傳)”, 판심제(版心題)

는 “남당연의전전(南唐演義全傳)”이고, 표제(表題)는 없다. 

권말제(卷末題)는 각 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권1부터 권6까지와 권9, 권10에서는 권수제와 같이 “신각이설남

당연의전전(新刻異說南唐演義全傳)”이고, (3책에 수록된 권6의 경우 “新刊異說南唐演義全傳卷之六終”이라 해

야 하는데 “卷之六”이 빠져 있다.) 권7의 권말제는 “반당연의전전(反唐演義全傳)”, 권8의 권말제는 “남당연의전

전(南唐演義全傳)”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책의 표제면(標題面, 1책 1b면)에 “남당연의(南唐演義)/여련거사편차(如蓮居士編次)/수상반당전전(繡像反唐全

傳)/사국별서진간(似菊別墅珍刊)”이라 하였고, 판심 하단에 “사국별서(似菊別墅)”라 인쇄하였으며, 1책의 권말 마

지막 행 하단에 “삼양당(三讓堂)”이라 인쇄하였다. 

전체 10권(卷) 5책(冊)이며, 100회(回)로 되어 있다. 1책의 12a~37b면에 권1(제1회~제8회)을, 38a~67b면

에 권2(제9회~제18회)를, 2책의 1a~30b면에 권3(제19회~제28회)을, 31a~60b면에 권4(제29회~제38회)

를, 3책의 1a~30b면에 권5(제39회~제48회)를, 31a~60a면에 권6(제49회~제58회)을, 4책의 1a~30a면

에 권7(제59회~제69회)을, 31a~60b면에 권8(제70회~제80회)을, 5책 1a~30b면에 권9(제81회~제90회)를, 

31a~61b면에 권10(제91회~제100회)을 수록하였다. 각 권의 내용을 30장 내외(권10은 31장)로 통일시켰다. 

각 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第一回 兩遼王安葬白虎山 狄仁傑拒色臨淸店

第二回　李淳風課識天機 武媚娘初沾雨露

第三回　武才人出宮爲尼 褚遂良入朝直諫

第四回　征西將回朝受爵 武昭儀暗害正宮

第五回　高宗誤信報女仇 杜回忠心救小主

第六回　江夏王救護真龍 通城虎打奸闖禍

第七回　程咬金朝房辯論 張天左忍氣吞聲

第八回　張天右教場受辱 樊梨花堂上生嗅

第九回　夫人護子親面聖 薛剛仗義救冤人

第十回　貧漢受恩得武職 官民奉旨放花燈

第十一回　彩燈下踢死皇子 禦樓上驚崩聖駕

第十二回　武後下旨拿薛族 薛勇修書托孤兒

第十三回　小神廟薛強遇師 大宛國公主招夫

第十四回　教場中神佑良緣 金鑾殿夫妻交拜

第十五回　臥龍山兩雄交鬥 聚義廳雙人配合

第十六回　棄親子薛蛟脫禍 廢中宗武氏專權

第十七回　薛丁山全家遭刑 樊梨花法場脫難

第十八回　武氏削奪唐宗室 馬周挺身當大任

第十九回　江淮侯訴出原由 通城虎知情痛哭

第二十回　薛剛一掃鐵丘墳 馬登力救通城虎

第二十一回　三思領旨剿薛剛 鸞英荒郊產男兒

第二十二回　鸞英避難黑龍村 薛義忘恩貪爵位

第二十三回　通城虎酒醉遭擒 兩英雄截途搶劫

第二十四回　揚州城英王舉義 金陵地兩軍對敵

第二十五回　承業定計襲揚州 鐵頭乘夜刺英王

第二十六回　馬周失勢權居山 武氏篡位移唐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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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七回　謝映登指示咬金 衆功臣避難出鎮

第二十八回　武三思進如意君 魏思泉放徐美祖

第二十九回　女蝸主傳授天書 狄梁公捉拿便嬖

第三十回　薛剛二掃鐵丘墳 仁傑隱藏通城虎

第三十一回　王懷義善蔔瓦笤 安金藏剖腹屠腸

第三十二回　月姑迷惑武三思 魯仲會遇通城虎

第三十三回　銀安殿共議中興 房州城設立擂台

第三十四回　吳奇馬贊打擂台 浮魯薛剛同見駕

第三十五回　廬陵王恩赦薛剛 五方將大戰兩雄

第三十六回　九焰山群雄聚義 通州城李旦落難

第三十七回　七弦琴憂愁萬種 朱砂記天神托夢

第三十八回　楊繡娘爲媒說合 陳解元暗結英雄

第三十九回　射飛鴉太子受辱 買雨具得遇東宮

第四十回　痛離別母女傷心 喜相逢君臣議事

第四十一回　獻漢陽國泰接駕 備吐番承業回朝

第四十二回　馬迪借宿想佳人 於婆做媒遭毒罵

第四十三回　躲雞籠嬌婿被打 貪財利奸尼設計

第四十四回　馬迪倚勢強求親 胡完挺身救主母

第四十五回　文氏窮途逢襟侄 崔母感悟接娘兒

第四十六回　李承業奉旨和番 紫陽仙有意送寶

第四十七回　訪國母聞信哭泣 馬將軍直言苦諫

第四十八回　胡鳳嬌怨命輕生 崔文德送還庚帖

第四十九回　俏書生思諧佳偶 貞烈女投江全節

第五十回　崔文德痛哭鳳嬌 李承業戰勝馬周

第五十一回　李貴設計謀寶鏡 唐王守義卻新婚

第五十二回　入繡房夫妻重會 得寶鏡曹彪回營

第五十三回　鳳嬌失落玉裹肚 陶仁監內困真龍

第五十四回　王將軍漢陽報信 馬元帥湘州救駕

第五十五回　三齊王長安請救 四總兵會剿漢陽

第五十六回　玉鼎仙遣徒下山 徐孝德法收四將

第五十七回　漢陽城災病立除 仙丹藥救活王曹

第五十八回　徐孝德誅斬四將 李承業中計被擒

第五十九回　唐王碎剮李承業 陳進捐金贖進興

第六十回　文氏見婿愈傷心 申妃接駕露真情

第六十一回　唐王班師回漢陽 胡後勸赦親叔嬸

第六十二回　薛剛三祭鐵丘墳 元培私放通城虎

第六十三回　四神祠二星收怪 廬陵王彩樓招親

第六十四回　兩兄弟彩球各半 廬陵王駙馬得雙

第六十五回　薛剛奏章聞子侄 兄弟回訴紀鸞英

第六十六回　薛剛鎖陽會親人 必虎修書遣內侄

第六十七回　新唐國薛剛成親 路旁亭鄭寶結義

第六十八回　兩義弟告友衷情 雙孝王爲君起義

第六十九回　三思初打九焰山 天輝連擒四好漢

第七十回　張先鋒被傷陣亡 四好漢路遇救星第

七十一回　父子未認先交戰 夫妻會面破周兵

第七十二回　武三思花園逢怪 廬陵王長安被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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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十三回　敬暉保駕出長安關仁大戰眾英雄

第七十四回　武則天遣三路將 周總兵歸九焰山

第七十五回　李孝業設連環馬 羅家將教鉤鐮槍

第七十六回　屈浮魯中箭喪身 徐美祖報仇雪恨

第七十七回　武承嗣巧排十陣 徐美祖料敵如神

第七十八回　馬將軍赴敵陣亡 武承嗣誤認替死

第七十九回　紫剛關父子提兵 九焰山兄弟敗陣

第八十回　文豹交戰逢薛葵 羅英奉計救文龍

第八十一回　識天命誘母歸唐 見人事勸父降服

第八十二回　唐魏公命將救將 謝映登以法破法

第八十三回　群雄大戰破周兵 羅昌投軍暗助唐

第八十四回　月姑出陣行妖法 薛蛟交戰逢野合

第八十五回　三思大怒斬狐精 秦文出獵遇奇人

第八十六回　武全忠偶遇佳麗 夏去矜設計害人

第八十七回　方彪入牢見家主 趙武大怒鬧武衙

第八十八回　秦文勢急反周朝 趙武大戰殷楚鴉

第八十九回　文豹元公雙對敵 薛蛟薛鬥各建功

第九十回　薛雲用計取當陽 薛葵獨踹連營將

第九十一回　徐美祖義釋好漢 武丹池順女歸唐

第九十二回　蘇黑虎集眾拒唐 徐美祖遣將破陣

第九十三回　騾頭太子受元戎 梨山老母遣徒弟

第九十四回　樊梨花施法除怪 竇必虎率眾勤王

第九十五回　反周臣洗清宮殿 中興將賜爵分疆

第九十六回　雙孝王大開鐵墳 樊梨花回山修道

第九十七回　下南唐諸奸受縛 上長安武後還宮

第九十八回　武三思複弄權柄 雙孝王出居外藩

第九十九回　山後薛強遇舊友 漢陽李旦暗興師

第一百回　冤仇報新君禦極 功名就薛氏團圓

제1책의 1b면은 표제면이고, 2a~2b면에는 <당전연의서(唐傳演義序)>가 수록되어 있다. 서문의 마지막에 “여련

거사제어사국별서(如蓮居士題於似菊別墅)”라 하였다. 이어서 3a~8b면(총 12면)에는 각 면에 2명씩 인물의 입

상(立像)을 수록했다. 인물의 위쪽 여백에는 해당 인물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삽화의 판각 상태와 인쇄 상태 모

두 양호하고, 판각의 수준도 정교한 편이다. 3a면의 우측에 설정산(薛丁山), 좌측에 당고종(唐高宗)의 입상을 수록

했다. 설정산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채 칼을 차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화면 좌측 상단을 바라보고 있다. 3b면

의 우측에 저수량(禇遂良), 좌측에 강하왕(江夏王) 이개방(李開芳)의 입상을 수록했다. 저수량은 문인의 모습으로, 

관대(冠帶)를 차고 관모(官帽)를 썼으며 수염을 기르고 공수를 하였고, 이개방은 투구를 쓰고 무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 있다. 4a면의 우측에는 적인걸(狄仁傑), 좌측에는 당중종(唐中宗)의 입상을 수록했다. 적인

걸은 수놓은 관복을 입은 노신(老臣)의 모습으로, 수염을 기르고 관모를 썼다. 좌측의 당중종은 용포(龍袍)를 입고 

투구를 쓴 채 망토를 두른 모습이다. 4b면의 우측에 설강(薛剛), 좌측에 기란영(紀鸞英)의 입상을 수록하였다. 설

강은 기란영을 바라보고 있어 얼굴의 왼쪽 면만 보인다. 수염이 있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힘 있고 늠름

한 모습이다. 기란영 역시 갑옷을 입고 오른 손에 검을 든 채 설강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어서 5a면의 우측에 왕

회의(王懷義), 좌측에 무측천(武則天), 5b면의 우측에 위후(韋后), 좌측에 무삼사(武三思), 6a면의 우측에 화월고

(花月姑), 좌측에 설교(薛蛟), 6b면의 우측에 오기(吳奇), 좌측에 마찬(馬賛), 7a면의 우측에 설강(薛强), 좌측에 설

규(薛葵), 7b면의 철판진인(鐵板眞人), 좌측에 나두태자(騾頭太子), 8a면의 우측에 마주(馬周), 좌측에 당예종(唐

睿宗), 8b면의 우측에 서미조(徐美祖), 좌측에 서효덕(徐孝德)의 입상을 수록하였다. 7b면에 수록되어 있는 철판

진인과 나두태자는 사람의 몸에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다. 철판진인의 머리는 뿔 달린 양 혹은 염소의 모습이고, 

나두태자는 나귀의 머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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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책의 9a~11b면에는 <신각이설남당연의전전목록(新刻異說南唐演義全傳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상하 이단

으로 나눈 점, 계선(界線)을 일부, 즉 “卷〇”이라 인쇄된 행의 좌우에만 인쇄한 점이 특이하다. 상단의 첫 행에는 

“신각이설남당연의전전목록(新刻異說南唐演義全傳目錄)”이라 되어 있고, 하단의 첫 행에는 “고소여련거사편집

(姑蘇如蓮居士編輯)”이라 하였다. 

5책에 수록된 권10의 100회 마지막(5책, 31a면)에는 다음과 같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7언시 8구를 수록하였다.  

  화등을 크게 어지럽히니 가당치 않은 일,   大鬧花灯不可当, 

  온 가족이 연루되어 타향으로 달아났네.    全家遭累奔他鄕.

  몇몇 충신들이 나라의 한을 품었고         多少忠臣怀国恨, 

  여러 의사들이 군주를 위해 죽었네         諸人義士为君亡

  방주성(房州城)에서 천자 수레 보위해 왕실 돕고   房州保駕扶王室, 

  위후(韋后) 멸하고 간신 제거하니 이름 향기롭네 滅韋除奸姓氏香

  원수를 갚아 가히 선조의 한을 설욕하니   仇报可雪先人恨, 

  산하를 복원하고 당왕조를 부흥시켰도다   復整山河兴李唐. 

국내에는 규장각소장본 외에 서울대 도서관에 목판본 『신각이설남당연의전전(新刻異說南唐演義全傳)』이 소장되

어 있다. 10卷 5冊(100回): 揷圖, 四周單邊 半郭 18.2×10.3cm, 有界, 11行28字, 花口, 上下向黑魚尾; 20.9×

12.1cm. 간기에 본아장판(本衙藏板)이라 하였다. 판심제(版心題)는 “남당연의전전(南唐演義全傳)”이고, 표제(標

題)는 “수상반당전전(繡像反唐全傳)”이며, <당전연의서(唐傳演義序)>의 말미에 “如蓮居士題於似菊別墅”라 하

였다. 또 삽화 12면 총 12폭이 수록되어 있고, 5책은 배접(背接)이다.   현대에 다양한 단행본이 출판되었으며, 

2000년대에 간행되어 국내에 소장된 것으로 중국금훼소설백부(中國禁毁小說百部) 총서 중 하나로 나온 『반당연

의전전(反唐演義全傳)』(北京: 中國戱劇出版社, 2000)(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남서울대, 대구

대 도서관 소장), 중국고전문학명저백부(中國古典文學名著百部) 총서 중 하나로 나온 『반당연의전전』(北京: 中國

戱劇出版社, 2002)(건국대, 부산대, 연세대 도서관 소장) 등이 있다.

참고문헌

潘国欣, 「佛山祖庙正殿神案“薛刚反唐”戏曲人物木雕考释」, 『文化遗产』, 2007.

李树新, 「胡仁·乌力格尔《薛刚反唐》文本分析」, 『内蒙古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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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58

제1장 I 규장각 소장 회화 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5. 『신간수상팽공안전전新刊繡像彭公案全傳』 (奎中 6120) 

청구기호 奎中 6120 v.1-24 작가
탐몽도인(양읍전)(청)

貪夢道人(楊挹殿)(淸))
자료명

신간수상팽공안전전 

新刊繡像彭公案全傳
수량 23책

시각자료 소재양상 제1책 7a면부터 30b면까지 48인의 등장인물의 입상(立像)을 한 폭에 한 명씩 총 48폭 수록.

국적/시대/연대 중국 / 청대 / 광서(光緖) 18년(1892년)

형태
木版本. 23卷 23冊(缺帙, 全24卷 24冊, 第12冊(卷 11) 逸失): 揷圖, 

四周雙邊 半廓 13.7×10.1cm, 有界, 10行 22字, 上下黑魚尾; 18×12cm.

규격 전체 18×12cm 화면 13.7×10.1cm

제작기법 종이에 목판

자료상태
이염. 

21책 훼손 심함(일부 타거나 그을림), 제7책과 제10책 뒷표지 일부 찢김.

이미지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기존해제

淸 楊挹殿(?-?)이 지은 장편 소설이다. 저자에 대해서는 福建 사람으로, 號가 貪夢道人이며, 시를 잘 지었다는 

점 외에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 있는 『永慶升平后傳』이라는 100회의 장편 소설도 작자를 

그의 이름으로 밝혀놓았다. 

오늘날 남아 있는 이 책의 가장 오래된 판본은 1891년(光緖 17)에 간행된 100回本이다. 그 이후 『續彭公案』 81
回, 『再續彭公案』 81回가 연달아 간행되는 등 續作들이 연이어 나타나서, 결국 그 수가 모두 17集에 이를 만큼 

대단히 유행했다. 1987년 北京 寶文堂書店에서 간행한 『彭公案』은 그 분량이 모두 341回에 이른다.

규장각 소장본은 1892년(光緖 18)에 北京 琉璃廠의 本立堂書店에서 간행한 것으로, 속표지 뒷면에 ‘本宅藏板’이

라고 판본의 출처가 밝혀져 있다. 이 판본의 책머리에는 역시 1892년에 쓴 張繼의 서문과 孫壽彭(號는 松坪)의 

서문, 저자의 ＜自序＞, 그리고 특별히 붉은 색으로 인쇄된 저자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彭公을 비롯한 

이 책의 주요 주인공 48명의 모습을 묘사한 圖像 24장(한 면에 한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과 ＜總目錄＞이 수록되

어 있다. 이 판본의 본문은 10行 22字로 되어 있으며, 대략 4-5회의 분량을 한 卷으로 묶어서 전체 23권으로 엮

었다. 이 판본은 卷首와 각 권을 따로따로 한 책으로 제본하여, 전체 24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에 句讀나 

評點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彭公案』은 그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으로 알려진 『施公案』(『百斷奇觀』, 『施案奇聞』, 『施公案奇聞』 등으로도 칭해

짐)과 더불어 淸末의 公案, 俠義類 小說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彭公案』의 주인공 彭朋은 康熙 연간(1662-1722)

의 저명한 判官 彭鵬(福建 莆田 사람으로, 字는 奮斯, 號는 天山 또는 古愚)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彭鵬에 대

해서는 『淸史稿』 권277 『彭公傳』에 간략한 생애와 업적이 기록되어 있으나, 소설 『彭公案』은 역사서의 기록과 彭

公에 관련된 민간 전설을 조합하여 이야기를 전개했다. 또한 이 작품은 『施公案』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작품에 서

술된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施公案』의 그것보다 이른 시기로 설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彭公案』에서 위풍당

당하게 위세를 부리는 黃天覇와 같은 인물이 『彭公案』에서는 아직 젖냄새도 가시지 않은 어린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 

『彭公案』의 외적인 줄거리는 주인공 彭公이 三河縣의 知縣이 된 후로 李七侯, 黃三太, 張耀宗, 歐陽德 등 여러 

호걸들의 보호와 협조 아래, 당시 부귀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豪族 左奎와 武文華를 처단하고, 周應

龍의 變亂을 진압하며, 大同總兵 傅國恩의 罪狀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등의 공정하고 엄격한 判官의 역할을 수행

하며 封建的 倫理綱常을 수호하고, 황실과 백성의 安寧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彭公의 실제 역

할은 여러 호걸들이 수행한 俠行들을 보여주기 위한 연결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康熙帝의 九龍杯

가 도난 당했을 때, 彭公은 이 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승진되는 포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찾아낸 실제 인물들은 黃

三太 등의 호걸들이었고, 당연히 작품에서 이 부분에 관한 서술도 대부분 호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彭公案』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文體를 비롯해서 그 자체의 작품성만 보면 그다지 뛰어난 바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여기에 서술된 이야기들이 후세의 戱曲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예를 들어서, 北京 戱曲硏究所에서 

간행한 『京劇劇目辭典』에 따르면, 『彭公案』과 관련된 장편의 연속극이 北京에만 18곳에서 공연되고 있었으며, 上

海에서는 34곳에서 공연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 『佟家塢』(12곳)나 『歐陽德』(7곳)처럼 『彭公案』에 등장하는 

주요 호걸의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연속 공연하거나, 혹은 짤막한 단막극으로 만들어 공연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

았던 듯하다. 현대 京劇의 하나인 『三盜九龍杯』 역시 이 작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홍상훈)

참고문헌: 『中國小說大辭典』, 『明淸小說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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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공안전전(彭公案全傳)』은 『안량전(安良傳)』이라고도 불리며, 청대(淸代) 양읍전(楊挹殿)(생몰년 미상)이 지은 

장편 공안소설(公案小說)로, 그보다 조금 일찍 나온 『시공안(施公案)』과 『삼협오의(三俠五義)』의 뒤를 잇는 청말

(淸末)의 대표적 장편 협의(俠義) 공안소설이다. 명청시기 이전에는 대량의 공안(公案) 고사가 예인들의 설창 예술

의 형식으로 향유되다가 청대 중엽에 이르러 첫 번째 장편 장회 공안소설인 『시공안』(“백단기관(百斷奇觀)”, “시안

기문(施案奇聞)”, “시공안기문(施公案奇聞)” 등으로도 칭해짐)이 출판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 팽공안(彭公案)과 관

련한 평서(評書) 및 희곡(戱曲)이 소설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팽공안』의 작자 양읍전은 복건(福建) 사람으로, 호(號)가 탐몽도인(貪夢道人)이고, 시를 잘 지었으며, 『팽공안전

전』 외에도 광서(光緖) 17년(1891년)에 출간된 『영경승평후전(永慶升平后傳)』이라는 100회 소설의 작자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이 외에 양음전의 생애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팽공안』에 북경(北京)의 지형과 지명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점과 『팽공안』과 『영경승평후전』의 「자서(自序)」에서 “도문탐몽도인(都門貪夢道人)”이라 한 

점을 미루어 그가 북경 사람이거나 북경에서 살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武禹含(2016), 3-4면 참고.) 

작품의 주인공 팽붕(彭朋)은 강희(康熙) 연간(1662-1722)의 저명한 판관 팽붕(彭鵬)을 모델로 하여 가공한 인물

로, 『팽공안』은 역사서의 기록과 팽공에 관련된 민간 전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팽붕은 복건(福建) 보전

(莆田) 사람으로, 자(字)는 분사(奮斯), 호는 무산(無山), 혹은 고우(古愚)이다. 관직은 지현(知縣)에서 시작하여 순

무(巡撫)에 이르렀으며, 저서로 『고우심언(古愚心言)』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청사고(淸史稿)』 권277 『팽공전(彭

公傳)』에 간략한 생애와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팽공안』의 줄거리는 주인공 팽공이 삼하현(三河縣)의 지현(知縣)이 된 후로 이칠후(李七侯), 황삼태(黃三太), 장요

종(張耀宗), 구양덕(歐陽德) 등 여러 호걸들의 협조 아래, 당시 부귀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호족(豪族) 

좌규(左奎)와 무문화(武文華)를 처단하고, 주응룡(周應龍)의 변란을 진압하며, 대동총평(大同總兵) 부국은(傅國恩)

의 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등의 공정하고 엄격한 판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봉건적 윤리를 수호하고, 황실과 백

성의 안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팽공의 실제 역할은 여러 호걸들이 수행한 협행(俠行)들을 보

여주기 위한 연결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희제(康熙帝)의 구룡배(九龍杯)가 도난당했을 때, 팽공은 

이 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승진되는 포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찾아낸 실제 인물들은 황삼태 등의 호걸들이었고, 당

연히 작품에서 이 부분에 관한 서술도 대부분 호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팽공안』은 『시공안』보다 후대

에 나왔으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시공안』보다 이른 시기로 설정되어 있어 『팽공안』에서 위풍당당하게 위세

를 부리는 황천패(黃天覇)와 같은 인물이 『팽공안』에서는 어린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

『팽공안』은 문체를 비롯하여 그 자체의 작품성만 보면 그다지 뛰어난 바가 없다고 평가되나, 여기에 서술된 이야

기들이 후세의 희곡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북경 희곡연구소(戱曲硏究所)에서 간행한 『경극극목사

전(京劇劇目辭典)』에 따르면, 『팽공안』과 관련된 장편의 연속극이 북경에만 18곳에서 공연되고 있었으며, 상해(上

海)에서는 34곳에서 공연되고 있었다고 한다. 동가오(佟家塢)나 구양덕(歐陽德)처럼 『팽공안』에 등장하는 주요 호

걸의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연속 공연하거나, 혹은 짤막한 단막극으로 만들어 공연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대 경극

(京劇) 극목 가운데 하나인 『삼도구룡배(三盜九龍杯)』 역시 이 작품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팽공안전전』 출간 이후 『속팽공안(續彭公案)』(80회), 『재속팽공안(再續彭公案)』(81회), 『삼속팽공안(三續彭公案)』

(80회) 등 속작(續作)이 연이어 나와 크게 유행하였다. 1987년 북경(北京) 보문당서점(寶文堂書店)에서 간행한 

『팽공안(彭公案)』은 『팽공안전전』, 『속팽공안』, 『재속팽공안』, 『삼속팽공안』을 합간(合刊)하여 분량이 341회에 이른

다.

『팽공안전전』의 목판본은 본립당각본(本立堂刻本), 덕림당각본(德林堂刻本), 민안당각본(民安堂刻本), 선성당각

본(善成堂刻本) 등 최소 4종이 확인된다. 먼저, 본립당각본은 광서(光緖) 17년(1891년)에 북경(北京) 유리창(琉璃

廠)의 본립당(本立堂)에서 최초로 “신간수상팽공안(新刊繡像彭公案)”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고, 이후 광서 18년

(1892년) 복각되었다. 이 목판본은 전체 23권(卷) 100회로 되어 있다. 그 후, 광서 18년(1892년) 덕림당(德林堂)

에서 『신간수상팽공안(新刊繡像彭公案)』(23권 100회)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손해제(孫楷第)의 『중국통속소설

서목(中國通俗小說書目)』(作家出版社, 1957.)의 서목에서 확인된다. 광서 20년(1894년) 민안당(民安堂)에서 출

간한 『팽공안(彭公案)』이 천진도서관(天津圖書館)에 소장되어 있고, 광서연간 선성당(善成堂)에서 출간한 『신강수

상팽공안(新刊繡像彭公案)』(23권) 이 사천도서관(四川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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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공안전전』의 석인본은 종류가 매우 많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광서 19년(1893년) 상해(上海)의 상해서국(上海

書局)에서 출간한 석인본 『회도팽공안전전(繪圖彭公案全傳)』(6책, 100회)이다. 이 판본은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샌프란시스코 대학 도서관,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Bayerische Staatsbibliothek)에 소장되어 있다. 

또, 강소성사회과학원명청소설연구중심(江蘇省社會科學院明淸小說研究中心)에서 편찬한 『중국통속소설총목제

요(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中國文聯出版公司, 1990)의 목록에서 확인된다. 이후 석인본은 상해의 소엽산방(掃

葉山房)에서 광서 26년(1900년), 상해의 장복기서국(章福記書局)에서 광서 30년(1910년) 출간되었다. 이후, 20
세기 초반 상해의 홍장서국(鴻章書局), 천보서국(天寶書局), 무기서장(茂記書莊), 광익서국(廣益書局), 금장서국

(錦章書局), 문휘서국(文彙書局) 등에서 석인본이 출간되었다.

규장각 소장본은 본립당(本立堂)의 초간본보다 한 해 늦은 광서(光緖) 18년(1892년)에 간행된 것으로, 속표지 뒷

면에 ‘본택장판(本宅藏板)’이라고 인쇄하였다. 북경의 수도도서관(首都圖書館)에도 본립당의 광서 18년 간본이 소

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의 권수제(卷首題), 목록제(目錄題), 권말제(卷末題)는 “신간수상팽공안(新刊繡像彭公案)”, 표제(標

題)와 포갑제(包匣題)는 “신간수상팽공안전전(新刊繡像彭公案全傳)”, 판심제(版心題)는 “팽공안(彭公案)”이고, 표

제(表題)는 없다. 표제면에 “신간수상팽공안전전(新刊繡像彭公案全傳)/경도유리창서문로남본립당서점인쇄출수

(京都琉璃廠西門路南本立堂書店刷印出售)”라 하였고, 뒷면의 간기(刊記)에 “광서십팔년세차임진동월본택장판본

택장판(光緖十八年歲次壬辰桐月本宅藏板)”이라 하였다. 봉면지는 자색(紫色)이다. 

제1책의 2a~3a면에는 장계기(張繼起)의 「서(敍)」가 수록되어 있다. 행초(行草)로 되어 있으며, 말미에 “무수술재

장계기평(武遂述齋張繼起評), 광서세차임진동월(光緖歲次壬辰桐月)”이라 하였다. 4a~4b면에는 손수팽(孫壽彭)

의 「서(序)」가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 “광서(光緖) 18년 임진(壬辰) 모춘(暮春)에 도문(都門)의 유리창사(琉璃廠肆)

의 괴음서재(槐蔭書齋)에서 무강(武强)의 손수팽(孫壽彭) 송평씨(松坪氏)가 정정하다.〔光緖十八年歲次壬辰暮春

書於都門琉璃廠肆槐蔭書齋武强孫壽彭松坪氏訂〕”라 하였다. 5a~5b면에는 탐몽도인(貪夢道人)의 「자서(自序)」

가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 “광서십팔년세차임진동월도문탐몽도인저술(光緖十八年歲次壬辰桐月都門貪夢道人著

述)”이라 하였다. 좌측하단에 “만약 이 판본을 번각하면 남자는 도둑이고 여자는 창녀이다.〔如翻此板男盜女娼〕”

라고 쓴 정자 모양의 인장을 인쇄하였다. 정자의 현판 부분에는 “류서정(柳西亭)”이라 하였다. 6a~6b면에는 “나

는 재주와 지식이 천박하고 좁으며 성질이 우둔하여 하나의 기술도 이루지 못하였다.…〔余才識譾陋, 性質愚鈍, 

一技無成〕”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저자의 서문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주묵(朱墨), 6행 15자로 

인쇄하여 이 책의 다른 서문이 10행 22자인 것과 차별을 두었다. 

제1책의 7a~30b면에는 총48면에 걸쳐 1면에 1폭씩 삽화 48폭을 수록하였다. 한 폭에 한 명씩 총 48명의 등장

인물의 입상(立像)을 수록하였다. 판각과 인쇄 상태가 양호하며, 판각 자체가 정교하지는 않으나, 인물의 표정, 복

장, 장신구, 동작이 매우 다양하다. 팽공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청대(淸代)의 복장을 하고 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경극(京劇) 등 중국 희곡 공연에서 배우들이 입는 희의(戱衣)를 입고 있거나, 희의를 입고 경극 배우가 무

대에서 취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동작은 모두 중국 희곡 공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량상(亮相: 

희곡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거나 하장하기 전, 혹은 공연의 중간에 무도 동작이 완결된 후 잠시 동작을 멈추고 포

즈를 취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팽공안이 희곡 공연으로 유행했음을 잘 보여 준다.

삽도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7a면에 팽공(彭公), 7b면에 백마이칠후(白馬李七侯), 8a면에 비천표

무성(飛天豹武成), 8b면에 남패천비표황삼태(南覇天飛標黃三泰)(즉, 黃三太), 9a면에 수저교룡고통해

(水底蛟龍高通海), 9b면에 다배방류방자덕태(多背膀劉芳字德太), 10a면에 새모수양향무(賽毛遂楊香

武), 10b면에 봉황장무륭(鳳凰張茂隆), 11a면에 철번간채경(銕番杆蔡慶), 11b면에 금두오공두씨(金頭

蜈蚣竇氏), 12a면에 화도무우전새리광류세창(花刀無羽箭賽李廣劉世昌), 12b면에 화려고량(華驢賈亮)

(즉, 花驢賈亮), 13a면에 악마녀채금화(惡魔女蔡金花), 13b면에 채시천주광조(蔡時千朱光祖)(즉, 蔡時

遷朱光祖), 14a면에 소방삭구양덕(小方朔毆陽德), 14b면에 우설표소영록(雨雪豹蘇永祿), 15a면에 분

면금강서승(粉面金剛徐勝), 15b면에 소갈자무걸(小蝎子武杰), 16a면에 황천패(黃天覇), 16b면에 하

천보(賀天保), 17a면에 복천조(濮天鵰), 17b면에 무천규(武天虬), 18a면에 어앵자하로통(魚鶯子何路

通)(즉, 魚鷹子何路通), 18b면에 옥면호장요종(玉面虎張耀宗), 19a면에 협량고장요영(俠良姑張耀英), 

해제



063062

제1장 I 규장각 소장 회화 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19b면에 신안계전(神眼季全), 20a면에 철배웅저표(鐵背熊褚彪), 20b면에 어안고항(魚眼高恒), 21a면에 신수대

장기유덕(神手大將紀有德), 21b면에 은두호수승규(銀頭皓叟勝奎)(즉, 銀頭皓首勝奎), 22a면에 팔배나타만군조

(八背哪吒萬君兆), 22b면에 기운하(紀雲霞), 23a면에 활재신새심만삼송사규(活財神賽沈萬三宋仕奎), 23b면에 

독패산동철나한두이돈(獨覇山東銕羅漢竇二墩), 24a면에 무문화(武文華), 24b면에 태리괴호철정(胎裏壞胡銕丁)

(즉, 胎裏壞胡鐵釘), 25a면에 홍련화상(紅蓮和尙), 25b면에 좌청룡좌규(左靑龍左奎), 26a면에악법사마도현(惡法

師馬道玄), 26b면에 금시대붕주응룡(金翅大鵬周應龍), 27a면에 화덕뢰(花德雷), 27b면에 부국은(傅國恩),  28a
면에 채천화(蔡天化), 28b면에 영팔화상(英八和尙), 29a면에 상씨구화낭(桑氏九花娘), 29b면에 채화봉윤량(彩花

蜂尹亮), 30a면에 왕련봉(王連鳳), 30b면에 청모사자오태산(靑毛獅子吳太山)의 입상(立像)을 수록하였다.

  제1책의 31a~10b면에는 「신간수상팽공안전전목록(新刊繡像彭公案全傳目錄)」을 수록하였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第1回 彭公授任三河縣 路遇私訪浬江洔

  第2回 英雄憤怒打張宏 賢臣接任訪惡棍

  第3回 李八侯拷打彭縣令 彭管家送信救主人

  第4回 常把營調兵剿賊 劉典史獻計擒寇

  第5回 惡霸被擒入虎穴 淸官遇救出龍潭

  第6回 講大義恩收好漢 爲民情二次私行

  第7回 李七侯替弟領罪 左青龍作惡害人

  第8回 因小事悞傷人命 爲驗屍又遇新聞

  第9回 驗屍場又遇奇案 拷賊徒巧得眞情

  第10回 魏保英吐露眞情 彭友仁私訪惡霸

  第11回 趙永珍屍場鳴冤 彭縣令邀請義士

  第12回 設奇謀拿獲左奎 審惡霸完案具結

  第13回 和合站日驗雙屍 彭縣令智斷奇案

  第14回 伶黃狗替主鳴冤 智英雄捉拿兇犯

  第15回 翻舊案詳究細情 巧改扮拿獲兇犯

  第16回 胡明告狀獻人頭 彭公被參聞凶信

  第17回 衆盜寇剪徑劫人 南霸天獨鬪羣寇

  第18回 商家林英雄小聚會 湯家店羣寇大征鋒

  第19回 鮑家店羣雄聚會 彭縣令官復原職

  第20回 衆豪傑捉拿武文華 張茂隆定計擒勢棍

  第21回 愣黑雄拿獲武文華 彭縣令嚴刑審惡棍

  第22回 精忠廟羣雄受薰香 河間府豪杰大聚會

  第23回 德州郡三太打墩 河間府二墩報仇

  第24回 浮浪子貪淫惹禍 聚盜寇反獄劫牢

  第25回 隱林泉授徒教子 慶生辰又起風波

  第26回 論英雄激惱黃三太 賭暗氣搶劫補平銀

  第27回 聞凶信親赴揚州府 劫聖駕打虎大紅門

  第28回 招商店訪得寔信 劫聖駕打虎成名

  第29回 飛天豹酌酒論英雄 楊香武頭盜九龍杯

  第30回 丟玉杯捉拿黃三太 聞凶信自投府衙門

  第31回 黃三太刑部投審 蒙聖恩賞假尋杯

  第32回 周應龍祝壽會羣雄 楊香武二盜九龍杯

  第33回 避俠莊羣雄聚會 黃三太入都獻杯

  第34回 楊香武大鬧避俠莊 黃三太接應拿羣寇

  第35回 李公然初試神彈子 黃三太大戰周應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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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6回 賽李廣火燒避俠莊 楊香武見駕安樂亭

  第37回 黃三太帶罪見駕 楊香武三盜玉杯

  第38回 奉恩赦三太歸家 賞金銀羣雄散夥

  第39回 李七侯大鬧馮家莊 高通海剪徑齊邑渡

  第40回 惡法師古廟行刺 鑌鐵塔施勇擒賊

  第41回 問眞情拿獲賊寇 因案件私訪豪强

  第42回 張耀聯看破行跡 彭撫臺被拷馬棚

  第43回 玉面虎獨鬪聖手仙 張耀宗氣走李七侯

  第44回 蒙聖恩淸官復任 良鄉縣刺客行凶

  第45回 姜家店羣賊行刺 密松林一人成功

  第46回 小方朔獨戰羣寇 玉面虎尋找淸官

  第47回 彭撫臺悞入連窪莊 胡黑狗認識討金牌

  第48回 羣賊定計藏金牌 淸官受困連窪莊

  第49回 鐵霸王夜探連窪莊 勇金剛戲耍玉面虎

  第50回 劉德太怒打花臉狼 鐵旛杆保府雙賣藝

  第51回 義士奮勇要金牌 山寇安排使巧計

  第52回 吳太山暗獻機謀 歐陽德山寨被困

  第53回 賽李廣智盜金牌 周應龍割袍斷義

  第54回 歐陽德二上紫金山 周應龍智兼小方朔

  第55回 高家莊羣雄聚會 玉面虎二盜金牌

  第56回 四霸天頭探北邱山 俠良姑單身盜金牌

  第57回 張耀宗大戰紫金山 水底龍聚衆捉羣寇

  第58回 彭都司帶兵剿山 玉面虎勘問金牌

  第59回 高恒頭探寒泉穴 劉芳扶靈回故鄉

  第60回 粉金剛大鬧茶樓 歐陽德恩收弟子

  第61回 徐廣治拳贏尤四虎 宋仕奎大開禮賢門

  第62回 粉金剛逛廟救難女 于秋香捨死罵賊人

  第63回 賽姚期忿怒行刺 徐廣治設計誆賊

  第64回 鐵旛杆夜探宋家堡 歐陽德巧得珍珠衫

  第65回 張耀宗奉諭剿賊 歐陽德生擒首逆

  第66回 彭巡撫入都召見 奉聖旨查辦大同

  第67回 鐵羅漢回家祭祖 白如意大鬧昌平

  第68回 竇二墩誤走紀家寨 對花刀高劉雙收妻

  第69回 神手將目識豪傑 小方朔釋放英雄

  第70回 彭欽差私訪北新莊 劉德太調兵剿賊人

  第71回 想奇謀義僕救主 聞凶信夜探賊巢

  第72回 李通調賊困劉芳 高源請神捉賊盜

  第73回 花得雨中途被獲 張耀宗施勇殺賊

  第74回 辦陰曹夜審花得雨 送密信欽差防賊人

  第75回 彭欽差私行改扮 假仙姑捨藥跳神

  第76回 粉金剛夜探迷人館 九花娘見色起淫心

  第77回 老龍背火燒歐陽德 靠山莊淫婦暫避難

  第78回 彭欽差思念歐陽德 小蝎子單人鬪羣寇

  第79回 武杰釋勇鬪吳鐸 桑婆害人用巧計

  第80回 使迷藥反被迷己 拍花人終被人拍

  第81回 徐廣治探松林莊 馬萬春筵接羣寇

해제



065064

제1장 I 규장각 소장 회화 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해제

  第82回 武杰養傷眞武頂 勝奎剿滅松林莊

  第83回 武國興大鬧勝家樓 銀頭叟親傳驚人藝

  第84回 採花蜂大鬧上蔡縣 蘇永祿巡捕惡淫賊

  第85回 尹亮悞入紀家寨 烈女無故被賊殺

  第86回 陳淸捉拿採花蜂 尹亮夜入三聖廟

  第87回 採花蜂夜入勝家寨 蘇永祿設計捉淫賊

  第88回 羣賊聚會溪花莊 蘇永祿偷探賊穴

  第89回 粉金剛暗探溪花莊 蘇永祿定計拿淫賊

  第90回 神手將拿獲淫賊 赤松嶺路逢羣寇

  第91回 懷安縣賊寇劫欽差 蓬萊莊賈亮定巧計

  第92回 朱桂芳公館送信 定妙策共破賊巢

  第93回 審淫賊完結大案 誅惡霸公頌淸平

  第94回 衆英雄三探畫春園 劉德太中計被賊獲

  第95回 徐廣治辱罵羣賊 高通海絶處逢生

  第96回 勝奎獻計請英雄 俠女復探畫春園

  第97回 羣雄共破畫春園 英雄談笑破削器

  第98回 俠良姑標打周坤 紀有德獻策定計

  第99回 羣雄共破畫春園 劉芳奮勇戰賊寇

  第100回 高源捉拿傅國恩 徐勝單探磨盤山 

제2책에 권1(제1회~제5회), 제3책에 권2(제6회~제10회), 제4책에 권3(제11회~제14회), 제5책에 권4(제15회

~제19회), 제6책에 권5(제20회~제23회), 제7책에 권6(제24회~제28회), 제8책에 권7(제29회~제33회), 제9책

에 권8(제34회~제37회), 제10책에 권9(제38회~제41회), 제11책에 권10(제42회~제49회), 제13책에 권12(제

50회~제54회), 제14책에 권13(제55회~제59회), 제15책에 권14(제60회~제63회), 제16책에 권15(제64회~제

67회), 제17책에 권16(제68회~제72회), 제18책에 권17(제73회~제76회), 제19책에 권18(제77회~제80회), 제

20책에 권19(제81회~제84회), 제21책에 권20(제85회~제88회), 제22책에 권21(제89회~제92회), 제23책에 

권22(제93회~제96회), 제24책에 권23(제97회~제100회)을 수록하였고, 제12책(권11 수록)은 일실되었다.

참고문헌

武禹含, 「『彭公案』硏究」,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6. 

『中國大百科全書』 권17 

『中國小說大辭典』 

『明淸小說辭典』

조사자 의견 21책의 훼손이 심각하여 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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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요약

과제명

국문 규장각 소장 고지도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영문
An  Investigative Research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Old Maps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돈암동) 

총괄책임자

성 명 양 보 경

소 속 성신여대 지리학과

직 위 교 수

○ 연구 목적

본 조사와 자료조사 및 정리, 소장 고지도의 모든 이미지를 목록으로 작성하는 목록화 작업은 지

리·고지도를 포함한 한국 지도사·역사·회화·문화 등 각 분야 연구자들에게 규장각 고지도의 목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과 특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연

구된 고지도 연구 성과 반영은 물론 각 지도의 자세한 해제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고지도 서지사항의 

틀과 해제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이는 고지도를 소장한 유사기관들의 자료 목록화에 기틀을 마련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훼손된 고지도의 보존처리를 확정, 후학들의 연구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규장각 소장 고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규장각�소장�고지도�자료의��
보존수리를�위한�정리�및�기초조사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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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함)은 국내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이다. 또

한 소장 지도의 대부분이 유일본으로 자료적 가치와 뛰어난 회화성을 지닌 국가적 자료들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223종, 1,100여책(첩), 6,000장(면)에 달하는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16세

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있으며,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지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한 지도도 소장

되어 있어, 고지도 자료의 표준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지도들이 대부분이다.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목록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錄』(1981, 수정판 1994),『奎章閣圖書中國

本綜合目錄』(1982)의 史部 地理類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수록된 고지도 목록은 매우 간략하

게 정리되어 고지도의 제작 시기, 지도첩으로 구성된 지도들의 도엽명,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

다. 또한 상당수의 자료가 누락되었고, 발행된지 20여년이 지나 이후 진행된 고지도 연구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지 못한 단점이 있다. 간략한 해설을 포함한 규장각 소장 지도에 대한 DB 구축은 1993년 

『奎章閣 古地圖 解題』에서 시작되었다. 『奎章閣 古地圖 解題』에는 천하도 24종, 관방도 7종, 전도 52

종, 도별도 31종, 분도 47종, 기타 31종이 포함되었으나, 이 작업은 다년간의 작업을 전제로 한 제1

차년도 작업이었으며, 이후 작업이 계속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 양적, 질적으로 가장 훌륭한 지

도들을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 소장 고지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지도 목록집, 해설집, 도

판 등이 없다.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 한국 고지도의 보존·관리에 적합한 서지사항 항목을 제시하여, 규장각 소

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고지도를 소장한 타 기관의 고지도의 보존 및 

관리 체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지도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보

존 수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규장각 소장 지도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존과 수리의 단계별 대안과 전망, 고지도 자료의 서비스 합리적 방안,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의 

우선 순위 책정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장각 소장 전체 고지도의 목록화와 

서비스화 작업은 국내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인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소개하는 기반이 된다. 국내외 연구자는 물론 일반대중, 각 지역 사업자에게도 한국의 중요한 문화재

로서의 고지도의 특징과 중요도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연구내용

•기존 해제와 연구의 검토 및 수정

•규장각 소장 고지도 분류

•고지도 서지사항 및 해제 기본틀 작성

•규장각 소장 고지도 목록화 및 보존수리를 위한 기초조사 

•규장각 소장 고지도 집중해제 50건

•보존수리 필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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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 목록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한다.

• 고지도에 적합한 서지사항을 포함한 DB 항목을 설정한다. 이 항목에는 지도 관리와 보존 항목까

지 포함한다.

•규장각 소장 모든 고지도의 자료를 목록화하며, 중요 고지도 중심의 도록을 제작한다.

•  기존 해제 및 연구 성과 위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사항을 보완수정하고 해제의 내용에 최근까지

의 연구 성과를 추가하며 참고문헌을 수록하여, ‘심층 해제의 완성’을 추구한다.

• 규장각 소장 고지도 중 보존처리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보존처리 및 모사제작을 권한다. 

규장각 소장 고지도 현황12

유형
수량

주요 지도 연구 연도
종(건) 수 책(첩) 수 도엽수

천하도(세계지도) 24 37 688 곤여전도, 화동고지도, 1차년도

전도 51 201 1,754
동국지도, 청구요람, 

대동여지도, 동여도
1차년도

도별도 30 70 649 영남여지도, 팔도지도 2차년도

도별도 내 군현도 352 352 352 강화부지도, 안주목지도 2차년도

군현도합 도별도 5 5 245 경기도지도, 충청도지도 2차년도

분도, 군현도 53 53 159 경상좌수영지도, 울릉도도형 2차년도

궁궐도 3 3 3 동궐도형, 북궐도형 2차년도

관방도 11 16 37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서북계도
2차년도

산도 6 6 50 왕릉산도 2차년도

중국지도 8 35 1,355
황조중외일통여도, 

황청지리도
3차년도

일본지도 23 23 33 거제도가배량계측도 3차년도

기타 37 43 772 사산금표도 3차년도

합계 6032 844 6,097

1_규장각�소장�고지도의�현황은�2003년�“규장각�소장�고지도�자료의�현황과�활용방안(오상학,�『규장각�26』,�pp.�61-75.)를�참조하여�작성함.

2_�전체�합계의�지도�종수가�앞서�제시한�223종보다�많은�603종으로�되어�있다.�이는�도별도내�군현도�유형에�속한�지도들이�종합목록에는�《강원
도지도》,��《경기도지도》,��《전라도지도》,��《충청도지도》,��《평안도지도》,��《함경도지도》,��《황해도지도》�첩에�수록되어�있으나�별도의�도서번호

가�부여되어�있어서�각각을�독립적인�종(건)으로�분류했기�때문이다.

2. 사업 기간 및 참여 인력 현황 

1) 사업 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7년 2월 28일

2) 참여 인력

•사업 책임자 :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참여 연구원

분야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소속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오상학 제주대학교 교수 박 사 2001 역사지리학 서울대학교

양윤정 고려대학교 강사 박 사 2010
문화역사, 

지리학
성신여자대학교

김주현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이 슬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김하연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3.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1) 추진방향 

4차년도의 계획으로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연도 기 간 목 표 내 용

1차년도
2016년 4월~

2017년 2월

① 목록화 2,000건 작성(세계지도, 전도 중심)  

② 집중해제 50건

① 고지도 자료조사 

② 집중해제

2차년도
2017년 4월~

2018년 2월

①  목록화 2,000건 작성(도별도, 군현지도,  

 궁궐도와 관방도를 포함한 단독지도 중심) 

② 보존처리 지도 선정

① 1차년도 해제 검토 

② 고지도 자료조사 

③  지도의 중요도와 지도의 훼손 정도에 따른  

 보존처리 지도 선정

3차년도
2018년 4월~

2019년 2월

①  목록화 2,000건 작성(중국, 일본을 포함한   

    외국지도, 기타 지도 중심) 

② 고지도 보존처리 작업

① 2차년도 해제 검토 

②  고지도 보존처리 자업 및 추후 보존처리가  

 필요한 지도의 선정

4차년도
2019년 4월~

2020년 2월

① 목록 보완 및 고지도 전체목록 검토

   (지리지, 고문서 등에 포함된 지도) 

② 고지도 보존처리 작업

① 3차년도 해제 검토 및 전체 목록 작업 검토 

② 보존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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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조사조사 준비

2. 고지도 자료 조사 기본틀 수립

• 고지도 자료 조사 기본틀은 고지도, 서지학, 그리고 역사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진

의 회의를 걸쳐 1차 기본틀을 작성하였다.

• 1차 작성된 기본틀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임시회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  작업 기간 중 3번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본틀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수정이 필요한 항목

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작업원칙 및 매뉴얼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1) 고지도 자료 조사 기본틀

분류 형식분류, 내용분류

자료명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청구기호

제작주체 인물, 기관

제작시기

크기 첩(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외도곽·내도곽)

형태 판본, 책권수, 재질, 인장, 서명

내용 목차(지도 수록 순서), 주기 유무, 표기문자, 주요지역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보,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 부분, 보존처리-처리내용·기간·담당자

복제정보 사진·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상세정보 간략 해제

Ⅱ.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1. 사업 진행 과정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 정리는 1993년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의 사부 지리류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에 고지도 원문서비스를 위한 총 48종 지도의 별도 해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① 현재 규장각 소장 지도자료 전체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이며, 

② 보물 제1560호 도성도(古軸 4709-3)를 포함 규장각 소장 일부 지도들의 해제가 누락되어 있다. 

③ 현재 규장각 소장 고지도 서지사항은 문헌 중심의 기존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지도’의 특징과 중

요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④ 현재 고지도 서지사항과 해제 부분을 포함한 조사에 고

지도의 보존과 수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 사항인고지도의 훼손 부분 및 훼손 정도, 현상 파악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포

함, DB 구축을 위한 작업이다. 

1) 작업 준비

(1) 사전교육

• 고지도 취급 요령 교육

• 고지도 자료조사 매뉴얼 교육

• 작업실 관리 교육

(2) 작업 도구 및 준비물

• 카메라 : 지도 이미지 촬영에 사용함

• 줄자 : 지도 크기 확인에 사용함

• 필기도구 : 고지도 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결과 메모를 위해 사용함

• 장갑, 마스크 : 고지도 오염 방지와 작업자의 위생 및 건강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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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크기

• 첩(책) 크기 – 고지도의 물리적 크기로, 세로×가로cm. 지도의 기본 형태에 따라 접혀서 보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접혀진 상태의 크기이며, 첩(책)에 수록된 경우에는 첩(책)의 크기를 의미한

다. 단, 축형태의 지도인 경우에는 펼쳐진 상태에서 축까지의 길이를 포함한다. 

• 도엽별 크기 – 도엽별 크기는 지도가 펼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첩(책)에 접혀서 수록된 

지도의 경우 펼쳐진 상태에서 크기를 측정한다. 크기 측정은 세로×가로cm를 기본으로 한다.

• 도곽선 크기 – 지도 중 도곽선이 그려진 경우, 도곽선의 크기를 세로×가로cm로 측정하며, 외

도곽선과 내도곽선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⑺ 형태

• 판본 - 지도의 판본 형태. 필사본, 채색필사본, 목판본, 목판채색본, 인쇄본으로 구분한다.

• 책권수 – 고지도의 물리적 수량으로, 단독지도는 1장으로, 지도첩의 경우 1첩 ◯장, 지도집의 

경우 ◯책으로 표기하며, 각 책 첫 조사표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시한다.

• 재질 – 지도의 재질.

• 인장 – 지도, 지도의 표지, 또는 새로 장정한 이중표지에 찍힌 인기.

• 서명 

⑻ 내용

• 목차 -단독으로 제작된 지도를 제외하고, 지도가 수록된 목차.

• 주기 유무 - 도의 여백, 또는 지도 이면에 기록된 주기 유무.

• 표기문자 – 지도에 표기된 언어로, 한자, 한글,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명시한다.

• 주요지역 – 지도에 반영된 지역의 범위.

⑼ 소장처

• 원소장처 – 인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 명시한다.

• 현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⑽ 관리 :  관리 항목의 경우 본 사업에서는 ‘문화재정보’만 명시하며, 이 항목들은 앞으로 고지도 관

리를 위한 항목으로 기본틀에 설정된 것이다.

• 문화재정보 – 문화재 지정구분

• 대여정보 

• 전시정보

• 연관자료

2) 고지도 자료 조사 매뉴얼

고지도 자료 조사는 지도 1면을 기준으로 한다. 즉, 지도첩과 지도집의 경우 수록되어 있는 지도 

1면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된다.

⑴ 분류 

• 형식분류 : 형식 분류는 지도의 형식, 제작년도에 따른 분류, 형태.

   분류(1) - 지도, 지리지, 고문서 등 자료의 형식 분

   분류(2) - 고지도, 근대지도, 현재지도의 분류

   분류(3) - 낱장(Sheet)과 지도집(Atlas)의 분류

• 내용분류 :  지도의 지역범위에 따라 세계지도, 외국지도 전도, 도별도, 군현도로 구분하며, 지도 

제작 목적에 따라 도성도, 군사지도 등으로 구분한다. 지도첩 또는 지도집의 경우 수

록되어 있는 모든 지도를 각각 내용분류한다.

⑵ 자료명 : 자료명은 한글과 한자 모두 명시해준다.

• 표지제목 - 지도의 표지제목. 표지제목과 서지정보의 원서명이 다를 경우 체크하여 메모한다.

• 지도제목(내제) - 내제는 내지에 표기된 지도명, 또는 각 지도에 수록된 지도명. 단독으로 제작

된 지도의 경우 표제와 내제가 일치하므로 내제를 따로 기입할 필요는 없다. 단, 지도첩이나 지

도집에 수록된 지도의 경우 지도명이 표기되어 있으면 그대로 표기하고, 지도명이 표기되어 있

지 않으나 도별도와 군현도 등 내제가 필요한 경우와 지도명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  ]’로 

표기한다.

    예) [조선전도], [경기도], [수원부]

⑶ 청구기호 : 규장각에서 부여한 각 지도의 청구기호.

⑷ 제작주체

• 인물 - 지도 제작자. 한국 고지도의 경우 대부분 지도 제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

할 수 없을 경우 규장각 서지정보 기준에 따라 작자미상으로 표기한다. 단,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같이 지도 제작자가 확실한 경우 지도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김정호’로 한다. 

• 기관 - 지도를 제작한 기관.

⑸ 제작시기 :  지도가 제작된 시기. 한국 고지도의 경우 제작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

다. 지도의 제작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를 바탕으

로 제작시기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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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크기 측정 모습 고지도 자료 조사 작업 모습

• 고지도 자료 조사 결과는 조사 기본틀 항목을 기준으로 엑셀에 입력하여 DB화 한다. 

⑾ 보존

• 훼손 부분 – 지도 각 1면을 기준으로 훼손 부분을 확인하고, 엑셀에 훼손 부분을 기술한다. 그

리고 각 지도 이미지에 훼손 부위를 포토샵을 통해 표시한다.

• 보존처리-처리내용 – 보전처리 내용

• 기간 – 보전처리 기간 및 명시된 완료일자

• 담당자 – 보전처리 담당자

⑿ 복제정보

• 사진·MF번호 – 사진·MF자료가 있을 경우 번호 명시

• 복제본 – 복제본이 있을 경우 유무 명시

• 영인본 – 영인본이 있을 경우 유무 명시

• 모사본 – 모사본이 있을 경우 유무 명시

⒀ 정보기술 :  정보기술 항목의 경우 앞으로 고지도 관리 차원에서 고지도 기본틀 항목으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명시

• 디지털화 – 디지털화 내역과 링크정보

• 레코드정보 – 레코드 작성일자, 생성번, 작성자

⒁ 상세정보

• 간략 해제 – 고지도의 내용 소개

3. 고지도 자료 조사 작업 및 결과

1) 고지도 자료 조사 작업

• 고지도의 자료 조사는 지도 1면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 자료 조사는 원본 열람을 통해 크기, 상태, 훼손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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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단독지도 유형의 화동고지도

도서번호 화동고지도

조사번호 81

분류
형식분류 분류(1) - 지도/분류(2) - 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 - 세계지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화동고지도 한자 華東古地圖

원상태 한글 화동고지도 한자 華東古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제작주체
인물 작자미상

기관

제작시기 16세기

크기

책
현상태 258 ×213.2cm 

원상태

도엽
현상태 187×198cm 

원상태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원상태

비고 축길이: 224cm, 축지름: 4.8cm

형태

판본(판종) 필사본 

책권수 1장

재질 비단

인기

인장 서울대학교 도서

서명 x

비고 229108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

간략해제 《화동고지도》는 16세기에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인 세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2016년 보존수리를 위한 고지도 정리 및 기조초사 연구결과

•총 81종 4356건 (연구계획안 총 75종 2000건)

연구계획안 연구결과 비고

천하도 24종 25종
-  지나조선지도(규 10332)의 경우 현재 서지사항에서 중국본 해제본으로 되어 있

지만, 조사과정에서 추가됨

전도 51종 56종

-  현재 원문자료 검색 시스템상에서 같은 지도로 검색되지만, 실제 다른 지도이거

나, 판본이 다른 경우 이를 분리하여 추가 조사함  

·조선전도 - 고 4709-42, 고4709-101 

·대동여지도 – 규 10333, 규 12380 

·대한여지도 – 고축 26680, 고축 4709-47 

·해좌전도 – 고축 4709-100, 고축 4709-72
  * 해좌전도의 경우 규장각의 총 3종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연구계획안에서는  

이를 1종으로 보았음. 그러나 3종 모두 다른 판본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추가 조

사함

• 고지도의 경우 각 1면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계획안 2,000건에서 총 4,356건

으로 증가했다.

   예)  22첩 대동여지도의 경우 기존 조사 기준으로는 1종 22첩으로 조사결과가 22건이었으나, 1면

을 기준으로 할 때 대동여지도의 경우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1종 22첩 227면

이 조사 대상이 된다.  

• 조사결과는 엑셀로 제출하며, 결과보고서에는 한글파일에 맞춰 화동고지도(고축 4709-114), 동

국지도(일사고 912.51-d717)에 대한 조사결과를 예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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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도첩 형태의 동국지도(고 4709-112) _ 총19개 조사표

•동국지도 조사표(1)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현재표지)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6cm

원상태 35.8×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x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장, 경성제국대학도서

서명 x

비고 285898

내용

목차

경기-경기지계리수-충청도-충청도지계리수-경상도-경상도지계리- 

전라도-전라도지계리수-황해도-황해도지계리수-강원도-강원도지계

리수 -평안도-평안도지계리수-함경도-함경도지계리수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조선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현재표지

관리

문화재정보 보물 제1590호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전체적으로 갈라짐으로 인한 훼손 및 탈락 심함

2) 우측 상단 43.2x29.6cm 탈락

3) 좌측 상단 93.7cm 부분 탈락

4) 중앙 상단 일부 탈락

5) 중앙 부분 일부 탈락으로 인한 훼손

6) 우측 중앙 탈락으로 인한 훼손

7) 우측 하단 탈락으로 인한 훼손

8) 좌측 중앙 탈락으로 인한 훼손

9) 중앙 하단 탈락으로 인한 훼손

10) 좌측 하단 얼룩, 훼손

보존처리내용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보물 제1590호

MF번호 M/F81-103-463-I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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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2)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현재표지)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x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장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한반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원표지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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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3)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2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경기 한자 京畿

원상태 한글 경기 한자 京畿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6×47.5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2×42.8 cm, 내도곽-27.8×33 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경성제국대학도서

서명 x

비고 583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경기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경기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측 : 표제 부분 먹 번짐  

2) 우측상단 : 종이탈락 

3) 하단 :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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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4)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3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경기지계리수 한자 京畿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경기지계리수 한자 京畿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3×47.0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5.5×43.5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경기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경기도 

지계리수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2) 좌측상단 : 5.5*3cm 종이탈락

3) 중앙상단 :주기 부분 먹번짐

4) 우측상단 : 세 군데 먹 얼룩

5) 우측상단 : 2.3*3cm 종이탈락

6) 지도 좌우 : 16*0.4cm 해충 

7) 좌측하단 : 6*9cm 종이탈락

8) 우측하단 : 9*3cm 종이탈락 

9) 우측하단 : 인기부분 붉은색 두 줄 낙서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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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5)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4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충청도 한자 忠淸道

원상태 한글 충청도 한자 忠淸道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3×47.6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3.6×43.7cm, 내도곽-26.8×33.4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충청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충청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 전체적으로 먹번짐 및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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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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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번호 45_5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충청도지계리수 한자 忠淸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충청도지계리수 한자 忠淸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4×47.5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5.5×43.6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충청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충청도 

지계리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지도 좌우 : 11*1cm 해충  

4) 지도우측 : 검은 먹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095094

제2장 I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동국지도 조사표(7)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6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경상도 한자 慶尙道

원상태 한글 경상도 한자 慶尙道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5×46.7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2.3×42.6cm, 내도곽-26.9×32.8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경상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경상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 전체적으로 먹번짐 및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097096

제2장 I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동국지도 조사표(8)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7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경상도지계리수 한자 慶尙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경상도지계리수 한자 慶尙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2×47.5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5.2×43.6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경상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경상도 

지계리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우측중앙 : 푸른색 얼룩 

4) 우측중앙 : 1.4*0.8cm 종이탈락 

5) 좌측하단 : 얼룩으로 일부 지명 훼손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099098

제2장 I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동국지도 조사표(9)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8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전라도 한자 全羅道

원상태 한글 전라도 한자 全羅道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2×47.3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5.1×42cm, 내도곽-26.6×33.4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전라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전라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 전체적으로 먹번짐 및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101100

제2장 I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동국지도 조사표(10)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9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전라도지계리수 한자 全羅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전라도지계리수 한자 全羅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4×47.8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4.5×43.8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전라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전라도 

지계리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지도 좌우 : 11*1cm 해충  

4) 지도우측 : 검은 먹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103102

제2장 I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동국지도 조사표(11)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0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황해도 한자 黃海道

원상태 한글 황해도 한자 黃海道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3×47.8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2×43.4cm, 내도곽-27×33.6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황해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황해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우측상단 : 황색얼룩 

4) 좌측하단 : 검은 먹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105104

제2장 I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동국지도 조사표(12)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1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황해도지리계수 한자 黃海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황해도지리계수 한자 黃海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6×47.2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3.8×43.3cm, 내도곽-27×33.5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황해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황해도 

지계리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 전체적으로 먹 얼룩 및 황색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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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13)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2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강원도 한자 江原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강원도 한자 江原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3×47.8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3.8×43.3cm, 내도곽-27×33.5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강원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강원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지도중앙 : 검은 먹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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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14)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3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강원도지계리수 한자 江原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강원도지계리수 한자 江原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2×47.3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5×43.6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강원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강원도 

지계리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상단 : 검은 먹 얼룩 두 군데 

4) 좌측중앙 : 황색얼룩 

5) 지도중앙 : 먹 얼룩 

6) 중앙하단 : 황색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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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15)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4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평안도 한자 平安道

원상태 한글 평안도 한자 平安道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2×47.8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2.6×41.8cm, 내도곽-26.8×33.3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평안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평안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지도 좌우 : 먹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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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16)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5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평안도지계리수 한자 平安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평안도지계리수 한자 平安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4×47.4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0.5×44.0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평안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평안도 

지계리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 지도 전체적으로 먹얼룩 및 황색 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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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17)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6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함경도 한자 咸鏡道

원상태 한글 함경도 한자 咸鏡道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3×47.0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2.7×42 cm, 내도곽-27.5×33.3 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함경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함경도지도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 지도 전체적으로 황색얼룩 및 검은 얼룩 심함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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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18)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7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함경도지계리수 한자 咸鏡道地界里數

원상태 한글 함경도지계리수 한자 咸鏡道地界里數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36.4×47.2cm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외도곽-34.8×43.4cm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함경도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함경도 

지계리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3) 좌측상단 : 먹얼룩

4) 우측중앙 : 먹얼룩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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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도 조사표(19)

도서번호 일사고 912.51 D717

조사번호 45_18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도별도

자료명

표지제목
현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원상태 한글 동국지도 한자 東國地圖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6세기 중엽

크기

책
현상태 47.5×53.5cm

원상태 37.7×24.0cm

도엽
현상태 x

원상태 x

도곽

(외도곽, 내도곽)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형태

판본(판종) 목판본

책권수 현상태 –1책 11장/원상태 -1책 18장 16면

재질 한지

인기

인장 x

서명 x

비고 x

내용

목차 x

주기 x

표기문자 x

주요지역 x

간략해제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원(뒷)표지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좌우상하 모서리 부분 훼손

2) 좌우 1/2 접혔던 부분 훼손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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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밀상태조사

1) 작업 대상 

2016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자료조사 대상 고지도의 손상 상태를 정밀조

사하였다. 자료조사 대상은 총 81종이며, 현재 ‘규장각 고지도 목록(1993)’에서 천하도와 전도에 해

당하는 지도이다.

2) 작업방법

⑴ 자료 상태조사 및 상태조사표 작성

• 한국 고지도의 경우 여러 종의 지도가 하나의 지도첩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면의 지

도가 합쳐져 지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고지도의 특성상 1면당 상태조사표 1부를 작

업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예) 조선지도(고 4709-101) : 1종의 지도첩 안에 전도, 도별도, 외국지도, 세계지도 등 총 13종

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음. 

해동지도(고대 4709-41) : 총 8책으로 구성된 해동지도의 제3책에는 〈요계관방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도의 경우 9면이 합쳐져 지도가 됨.

• Sheet 형태의 고지도인 경우 1종이 1면에 해당하며, 지도첩, 또는 지도집과 같은 Atlas의 경우

에는 수록되어 있는 지도 1면을 상태조사의 기본으로 하였다.

• 조사 기간인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고지도를 직접 열람하고 엑셀을 이용하여 상태조사표를 

작성하였다.

• 고지도 열람 시 촬영한 이미지에 포토샵을 활용하여 손상 부위를 표시하였다.

• 2017년 1월에 8종 4356건에 해당하는 자료조사 작업을 2011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개

발·구축한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구축한 표준에 근거하여 

web상에서 상태조사표를 작성하였다.

•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구축된 ‘자료상태조사시스템’과 매뉴얼은 서책을 기준으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태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거쳐 작업원칙을 보완하였다.

• 작업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연구원들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토의를 진행하여 각 개인별 

판정기준 차이를 줄여나갔다.

• 개인이 판별하기 어려운 손상 상태와 등급판정이 있을 경우 작업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

식을 취했다.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책 묶음 흔적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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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의 보완

• 정밀상태조사표의 내용과 상태 조사 작업의 원칙 등은 고지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원칙을 수

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밀상태조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상태조사 매뉴얼 항목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기간이 전체 연구 기간 중 2달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작

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회의로 

작업원칙을 수정, 공유하도록 하였다.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 기본 원칙

•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의 원칙은 규장각 상태조사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나, 일부 항목의 경우 고지도의 자료 형태를 

고려하여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 기본 원칙’을 정한다.

• 고지도의 경우 서지번호(종)의 기준이 아닌 지도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지도 1면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명은 현재 기준에 따라 표제로 한다. Atlas 형식의 지도인 경우 ‘고대 4709 41, 고대 4709 

41(1_0), 고대 4709 41(1_1), 고대 4709 41(1_2)…’식으로 일련번호가 추가되며, 내제는 자료조사 작업에서 ‘1_1, 1_1_1…’

의 일련번호 형태로 작성된 엑셀에 기록하여 추가 연구물로 제출한다.

• 저자, 출판년도, 크기는 현재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료조사 작업을 진행한 엑

셀에 기록하여 연구물로 제출한다. 축의 크기는 시스템의 ‘기록사항’과 엑셀의 ‘비고’란에 기록한다. 

• 장수는 1면당 1장 기준으로 하며, 여러 면으로 구성된 지도의 경우 각 지도 일련번호 첫 번째 상태조사(예:古大 4709 41)에 

책 수를, 각 책의 첫 번째 일련번호 상태조사(예:古大 4709 41 (1_0))에 장수를 입력한다. 그리고 각 지도 면의 장수는 1면으

로 정한다

• 형태 

- 고지도의 형태의 따라 ‘낱장’, ‘족자’, ‘병풍’ 등으로 표시한다.

- 지도첩의 경우 ‘첩장’으로 표시한다.

- 새표지와 원상태 표지가 함께 장정된 경우 ‘이중표지’에 표시한다.

• 재질

- ‘이중표지’에 표시한 경우 바깥쪽 표지를 기준으로 표지의 재질을 표시한다.

- ‘이중표지’에 표시한 경우 원상태 표지 재질은 내지의 재질에 표시한다.

• 손상 상태

- 벌레로 인한 손상은 상태조사시스템 원칙에 맞춰 ‘충해’로 통일한다.

- 고지도의 손상 부위는 위치에 따라 ‘좌측, 우측’, ‘상단, 중앙, 하단’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이미지는 손상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최대 2.0MB(2000KB)로 줄여서 첨부한다.

• 기록사항

- ‘이중표지’에 표시한 경우 원상태 표지와 현상태 표지를 각각 구별하여 ‘원상태’, ‘현상태’로 표기한다.

- 표지는 ‘앞표지’, ‘뒷표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자료상태조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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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루마리 자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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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는 「표지」에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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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명칭을 기재함. 이때, 자료 원본 부분은 ‘본문’으로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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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낱장 자료의 경우

•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초반/중반/후반을 나눔.

• 낱장의 뒷면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 ‘앞표지’로 표기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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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_01_상태’의 형식으로 저장함.

사. 사진 자료 저장

• 보존처리등급 C/D과 응급수리 대상 자료는 열화 상태를 촬영하여 개인 저장 및 상태조사시스템 

해당 항목에 업로드 함. 

• 특이 사항은 등급과 상관없이 촬영하여 개인 저장 및 공용 사진 폴더에 저장함.

• 보고서용 사진 자료는 담당 팀원이 별도로 저장함.

• 파일명 기록 방법

표기 방법 : 청구기호_열화 상태

        청구기호_01_열화 상태

        청구기호√.v.1_01_열화 상태

 예시 : 규4323_충해

  규4322_01_산화

  규4322_02_산화

  규4025 v.2_01_곰팡이

  규4025 v.2_02_곰팡이  

  규4730 v.4_곰팡이

  규4730 v.4_종이 찢김

⑶ 규장각 상태조사 시스템 기본 작업원칙

① 기본원칙

가. 열화 상태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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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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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면적(한 면의 1/2이상)이 넓거나 페이지수가 많

은 상태(책 전체 장수의 1/2이상)

• 「약간」은 열화의 향후 진행 가능성은 없으며, 열화면적 및 페이지수도 「중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

인 상태

나. 열화 위치 표시원칙 

•책 전체를 표지와 내지로 구분하여 기록함.

   표지 : 앞표지/앞표지 속지/뒷표지/뒷표지 속지/책등 

   내지 : 초반/중반/후반

•한 페이지 내 상세 위치(EX : 상, 하, 좌, 우 등)는 기록하지 않음.

다. 열화 상태 세부내역 비고란 기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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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표시를 제일 앞에 기록함.

위치 순서: 앞표지/앞표지 속지/뒷표지/뒷표지 속지/책등/초반/중반/후반

내지 순서: 지면/판심/편철

• 위치 표시를 할 때, 동일한 열화 상태가 여러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열화상태 앞에 여러 위

치를 띄어쓰기로 구분함.

•쉼표(,)는 각 열화 항목 구분 시에만 사용함.

•비고란과 기록사항란에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음.

표기 방법 : ‘위치√위치√위치+해당 열화 상태’

예시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초반 후반 판심 충해

 앞표지 책등 충해, 중반 후반 편철 충해, 초반 전면 충해

        초반 오염, 앞표지 뒷표지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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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납방법 표기원칙

㉠  오동나무 상자 : 오동나무 상자 안에 자료가 수납된 경우, 「수납방법」-「오동나무 상자」에 체크함.

㉡  포갑 : 현대식 포갑 안에 기존의 포갑이 있는 경우, 「수납방법」-「포갑」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다시 체크한 후 ‘이중포갑’라고 기록함.

㉢  기타 : 자료가 종이로 둘러서 끈으로 한 번 더 묶여 있는 경우, 「수납방법」-「기타」에 체크하고, 

‘끈’이라고 기록함.

 비고란 표기 예시: 이중포갑

                      끈

마. 재질 표기원칙

㉠ 표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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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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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빛이 돌 경우, 같은 칸에 ‘능화, 분홍’이라고 함께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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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화', '분홍' 등의 기타 기록 사항이 있는 경우 ','로 구분하여 함께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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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가 양지인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양지’라고 기록함.

• 양지에 능화 무늬 있는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능화, 양지’라고 기록함.

• 표지나 내지의 재질이 단섬유인 경우에는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단섬유’라고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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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함.

㉡ 내지-기타

• 한 책이 여러 재질의 종이로 이루어진 경우 「내지」-「한지」-「기타」에 체크하고 ‘지질 상이’라고 기

록함.

 

③ 상태조사표 하단부 표기원칙(열화 항목별 등급 체크 및 비고란)

가. 미세먼지

• 표지와 내지에 묻어 있는 먼지 오염의 정도를 판정함.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향후 자료의 손상가능성과 상관이 없으므로 「약간」에 체크함. 

• 앞뒤에 놓여 있던 책의 크기가 다른 이유로 생긴 부분적 미세먼지의 경우 비고란에 ‘위치+크기 

차이’ 기록함. 경계가 뚜렷하고 면적이 넓은 경우 「중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면적이 좁은 경

② 상태조사표 상단부 표기원칙 

가. 형태 표기원칙 : 중복 체크 허용  

• 선장이면서 이중표지인 경우, 「선장」과 「이중표지」에 중복 체크함

• 선장이면서 합철본인 경우, 「선장」과 「합철본」에 중복 체크함

㉠  첩장 : 자료 형태가 병풍처럼 접혀 있을 경우나 자료 형태가 끈으로 묶이지 않고 접착제로 살짝 

붙어 있을 경우, 「형태」-「첩장」에 체크함.

㉡ 낱장 :  자료가 한 장인 경우, 「형태」-「낱장」에 체크함.

㉢  철장 : 변철이 국화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철장」-「기타」에 체크하고 ‘국화동’이라고 기

입함. 변철이 민무늬 못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철장」-「기타」에 체크 하고 ‘못’이라고 기록함.

㉣ 두루마리

• 두루마리 자료일 경우, 「형태」-「두루마리」에 체크함 .

• 고리나 끈이 달려 있 을 경우, 「기타」에도 체크하고 ‘고리, 끈’이라고 기록함.

㉤ 이중표지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한 번 더 덧대어 있을 경우, 「형태」-「이중표지」에 체크함.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3중 표지일 경우, 「형태」-「이중표지」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체크한 후 ‘삼

중표지’이라고 기록함.

㉥  합철본 : 2개 이상의 자료를 합쳐서 제본한 경우, 「형태」-「합철본」에 체크함.

나. 기록방법 표기원칙 : 기록 방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모두 체크함

㉠ 인쇄 : 인쇄판으로 찍어낸 경우, 「기록방법」-「인쇄」에 체크함

㉡ 필사본 : 손으로 직접 쓴 경우, 「기록방법」-「필사본」에 체크함.

㉢  탁본 : 나무와 금석에 새긴 문자와 부조를 종이에 모양을 뜬 경우, 「기록방법」-「탁본」에 체크함

다. 기록재료 표기원칙

㉠ 잉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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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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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책 판심부에 쪽수가 싸인펜으로 적혀 있거나, 내용 부분에 싸인펜으로 수정 혹은 표기해 놓은 부

분이 있을 경우, 「기록재료」-「기타」에 체크하고 ‘싸인펜’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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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충해 표기 방법 (충해있음O 충해없음X)

앞표지O 앞표지 속지X   => 앞표지 충해

앞표지X 앞표지 속지O   => 앞표지 속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 앞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뒷표지O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뒷표지O 뒷표지 속지X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뒷표지X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뒷표지 속지 충해

앞표지X 앞표지 속지O 뒷표지O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속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X 앞표지 속지O 뒷표지X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속지 뒷표지 속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X 뒷표지O 뒷표지 속지X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X 뒷표지X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뒷표지 속지 충해

다. 얼룩, 더러워짐(오손)

• 이물질(건식클리닝 대상) 또는 오염이 있는 부분을 의미함.

• 첨지자국과 지문, 아주 작은 단순 얼룩 등은 무시함.

• 내지에 있는 단순 첨지, 정보가 있는 첨지의 경우 무시함.

• 두루마리 자료 경우 비고란에 ‘전면/후면 이물질’로 기록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지질에 변형이 없는 경우, 자료 판독이 분명한 경우, 제거 가능한 경우

- 중간 : 지질에 변형이 있지만 향후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자료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   심각 : 지질에 변형이 있고 향후 위험성이 높은 경우, 자료 판독이 불가능하며 복구가 불가능

한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오염 : 오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얼룩일 경우, ‘위치+오염’으로 기록함.

-   오염(종류) : 오염 종류가 확실하거나 뚜렷한 색깔로 판별이 가능할 경우, ‘위치+오염(종류:먹,

물감,잉크,연필,볼펜,인주,빨간색,파란색,검정색,흰색)’으로 기록함.

* 오염원을 기준으로 표기하며 그 순서는 위에 적어 놓은 순서대로 한다. 

-  이물질 : 제거가 가능한 오염의 경우, 외부 유입이 확실한 경우, ‘위치+이물질’로 기록함.

-   이물질(종류) : 이물질 종류가 확실한 경우, ‘위치+이물질(종류: 밥풀,벌레,테이프, 식물,총독

부용지)’로 기록함.

-  산화 : 오염으로 인하여 산화한 경우, ‘위치+산화’로 기록함.

-   곰팡이 자국 : 묻어나지 않는 곰팡이의 경우, 비고란에 ‘위치+곰팡이 자국’으로 기록하고, ‘곰

팡이’ 항목에도 표지/내지 체크, 판정함.

-  그을림 자국 : 불에 그을렸지만 구멍은 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위치+그을림 자국’으로 기록함.

-  영인 표식 : 영인본 작업을 위한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위치+영인표식’으로 기록함.

우는 ‘얼룩, 더러워짐’ 항목에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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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약간」에 체크만 하고 비고란에 표기하지 않음.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크기 차이

예시 : 뒷표지 크기 차이

나. 벌레로 인한 손상

• 표지와 내지에 충해로 인한 손상 정도를 판정함.

• 책장을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판단기준으로함.

• 표지의 손상이 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함

• 본문 훼손을 더 높게 책정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천공 형태의 경우, 글씨를 손상시켰지만 면적이 작고 양이 적은 경우, 향후 손상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된 충해의 경우

-   중간 : 형태가 지그재그로 나타난 경우, 손상 면적이 크고 양이 많은 충해의 경우, 판심이나 편

철에 있기는 하나 찢어질 위험이 크지 않은 충해의 경우

- 심각 : 결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고란 표기 방법 : 

  (표지) 앞표지/앞표지 속지/뒷표지/뒷표지 속지/책등+충해

  (내지) 초반/중반/후반+지면/판심/편철+충해

  (충해가 각각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 쉼표로 각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예시 : 앞표지 충해 

  앞표지 뒷표지 속지 책등 충해

  초반 후반 편철 충해

         후반 지면 충해

         초반 중반 판심 충해

         중반 후반 편철 충해

         초반 후반 전면 충해

         앞표지 속지 충해, 후반 지면 충해, 중반 편철 충해, 초반 전면 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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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심각 - 일반적인 물흔적의 경우 차후 손상 진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함에 표시하지 않으

나, ‘지질 열화’의 경우는 판정 후 「심각」에 체크할 수 있음.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지질 열화 : 거북이 등껍질 같은 물 얼룩, 이로 인해 구멍, 종이 찢김, 보풀 등이 난 경우까지도 

‘위치+지질 열화’로 기록함. 등급은 상태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   경침수 변형 : 침수에 의해 종이가 울거나 전체적인 상태 변형이 있을 경우, ‘위치+침수 변형’

으로 기록함. 등급은 상태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   경글씨 번짐 : 물얼룩이 글자의 변색,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위치+글씨 번짐’으로 기

록함. 등급은 「중간」으로 판정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지질 열화’

                         ‘위치+침수 변형’

                         ‘위치+글씨 번짐’

                          (일반적인 물얼룩)‘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예시 : 중반 지질 열화

         앞표지 초반 침수 변형

         앞표지 중반 후반

마. 변색-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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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변색-종이

• 표지와 내지에 변색이 있을 경우를 의미함.

• 종이의 색깔이 하얗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톤이 같으면 종이 자체의 색깔이며 변색이 아님.

• 표지·내지의 전체적인 변색일 경우는 위치 정보 필요 없음.

• 표지·내지의 부분적인 변색일 경우 ‘위치+ 변색’으로 표기함.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끈이염 : 장정끈의 색깔이 자료에 옮겨 묻은 경우, ‘위치+끈이염’으로 기록함.

-  먹이염 : 먹가루가 묻어날 경우, ‘위치+먹이염’으로 기록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끈이염’

     ‘위치+변색’

     ‘위치+먹이염’

 예시 : 앞표지 뒷표지 끈이염

          앞표지 후반 변색

          뒷표지 중반 먹이염  

사. 변색-안료, 도료 : 추후 논의

-   경성제대 첨지 : 경성제대 인장이 찍힌 첨지가 붙어 있을 경우, 「약간」 판정, 비고란에 ‘위치+경

성제대 첨지’로 기록함.

-   총독부 라벨지 : 총독부 라벨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을 경우, 「약간」 판정, 비고란에 

‘위치+ 총독부 라벨지’로 기록함.

-   총독부 첨지 : 총독부 첨지가 도삭 결손 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 「약간」 판정, 비고란에 위치 

+총독부 첨지’로 기록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오염’

  ‘위치+오염(먹,물감,잉크,연필,볼펜,인주,빨간색,파란색,검정색,흰색)’       

  ‘위치+이물질’ 

  ‘위치+이물질(종이,밥풀,벌레,테이프,식물,총독부 용지)’ 

  ‘위치+산화’

  ‘위치+곰팡이 자국’

  ‘위치+그을림 자국’

  ‘위치+영인 표식’

  ‘위치+경성제대 첨지’

  ‘위치+총동부 라벨지’

  ‘위치+총독부 첨지’

  예시 : 앞표지 중반 후반 오염

   후반 오염(먹), 뒷표지 초반 오염(연필,빨간색), 앞표지 오염(흰색)

   뒷표지 중반 이물질

   뒷표지 초반 이물질(종이), 중반 이물질(벌레)

   책등 후반 산화 

   후반 곰팡이 자국

   초반 그을림 자국

   초반 후반 영인 표식

   뒷표지 속지 경성제대 첨지

   초반 총독부 라벨지

   후반 총독부 첨지

라. 물에 젖은 흔적

• 물에 젖어서 물얼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물에 젖은 흔적만 있고 지질에 손상이 없는 경우(일반적인 물흔적), 비고란에 위치만 기록함.

• 물에 의해 지질이 약화되어 손상이 있는 경우, ‘위치+지질 열화’로 기록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경약간 – 얼룩만 있는 경우(일반적인 물흔적), 면적이 작거나 양이 적은 경우

-  경중간 – 진행가능성이 없지만 열화면적(1/2)이 넓고, 페이지수가 많은 경우(1/2)면적과 두께 

모두 넓거나 많을 경우에 해당될 경우만 「중간」에 체크, 면적이 좁고 두께가 많을 경우 「약간」에 

체크 - 물얼룩이 글자의 변색,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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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으로 판정. 판심 종이 찢김은 판심이 일부라도 붙어 있는 경우 「약간」, 다른 손상 없이 완

전히 떨어진 경우 「중간」, 다른 손상이 있어 2차 손상 가능성이 큰 경우 「심각」으로 판정.

-   종이 찢김(이면 활용) : 판심이 완전히 찢어진 안쪽을 이용하여 글씨를 써놓았을 경우, ‘위치+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으로 기록함. 

-   종이 찢김(칼자국) : 도삭 과정에서 도삭 지면이 아닌 다른 면에도 칼자국이 나있는 경우, ‘위치

+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칼자국)’으로 기록함.

-   도삭 종이 찢김 : 도삭 과정에서 도삭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 ‘위치+도삭 

종이 찢김’으로 기록하고, 분리 위험이 없는 경우「약간」, 분리 위험이 작은 경우 「중간」, 분리 위

험이 큰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배접지 분리 : 기보존처리된 자료의 경우, 배접지 분리 여부를 확인하여 ‘위치+배접지 분리’로 

기록함.

-   속지 분리 : 앞표지, 뒷표지의 속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지+속

지 분리’로 기록함. 일부만 떨어진 경우 「약간」, 다른 손상이 없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 「중간」, 

다른 손상이 있어 2차 손상 가능성이 큰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단면 분리 : 내지 한 장의 양면 중 한 면이 분리되었거나 제본이 되지 않은 경우, ‘위치+단면 분

리’로 기록하고  「중간」 「심각」으로 판정함.

-   전장 분리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왔지만 분리된 지면이 해당부분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위치+전장 분리’로 기록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표면 분리 : 표지가 여러 겹으로 떨어져 나온 경우, ‘앞표지/뒷표지+표면 분리’로 기록함. 향후 

손상가능성을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심각」의 경우 기록사항에 ‘응급수리요

망’ 기록하고 응급 수리 요구서를 작성함.

-   표제 분리 : 표지에 표제 혹은 정보를 기입한 종이가 분리되어 너덜거리는 경우,「표지」에 체크

하고 ‘앞표지/뒷표지 표제 분리’로 기록함. 표제가 완전히 떨어져 지면에 남겨진 경우나 탈락 

위험이 큰 경우 기록사항에 ‘응급수리 요망’ 기록하고 응급 수리 요구서를 작성함.

-   본문 분리 : 본문 내용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위치+본문 분리’로 기록하고 향

후 손상가능성을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분리 위험이 큰 겨우 기록사항에 ‘응

급수리요망’ 기록하고 응급 수리 요구서를 작성함.

-   도삭 분리 : 지면 일부를 도삭했으나, 도삭된 부분이 해당 지면에 보존되어있는 경우, ‘위치+

도삭 분리’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 기록사항에 ‘응급수리요망’ 기록함.

-   그림 분리 : 책 속에 그림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위치+ 그림분리’로 기록하고 

「중간」 「심각」으로 판정함.

-   제본 분리 : 책이 몇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완전히 분리된 경우, ‘제본 분리’로 기록함.

아. 곰팡이

•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모든 경우, 향후 손상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두 「심각」으로 판정하

고, ‘위치+곰팡이’로 기록함.

-   곰팡이 자국만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약간」 「중간」에 체크하고, 비고란에는 표기하지 않음. 단 

이 경우에는 「얼룩, 더러워짐(오손)」 항목의 비고란에 ‘위치+곰팡이 자국’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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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곰팡이’

예시 : 앞표지 책등 후반 곰팡이

자. 비듬(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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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책장 넘김으로 인한 종이보풀을 구분하여, 단순한 종이보풀의 경우는 기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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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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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함.

차. 종이 찢김

• 자료에 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이나 표면 분리, 속지 분리, 배접지 분리 등 각종 찢김과 분리

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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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질의 얇고 두꺼운 정도, 찢어진 부위의 길이 정도를 보고 향후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약

간」, 「중간」, 「심각」 을 판정함.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종이 찢김 : 종이의 지면·판심·편철이 찢긴 경우, ‘위치+판심/지면/편철+종이찢김’으로 기록

함. 지면과 편철은 1/5이하 찢김은 「약간」, 약간과 심각의 중간 상태는 「중간」, 1/2이상 찢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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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결손

-  중간 : 2차 손상가능성이 있는 결손

-   심각 : 2차 손상가능성이 높은 결손이 있을 경우 ⇒ 글씨부분 결손, 편철 결손, 테두리 결손, 종

이가 너덜해져서 찢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상태임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모서리 결손 : 표지와 내지에 모서리 헤짐이 있는 경우, ‘위치+모서리 결손’으로 기록함.(책 전

체적으로 종이의 모서리 부분이 낡아서 닳아 있는 경우나 없어진 경우, ‘앞표지 뒷표지 초반 중

반 후반 모서리 결손’으로 기록하며 이러한 상태인 것을 표시한 것임. 이 경우, 전체적으로 모

서리 종이 접힘도 같이 나타나므로 모서리 종이 접힘 항목을 따로 다시 기입하지 않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닳은 경우가 아니라서 결손과 종이 접힘이 각각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 따로 

따로 기입함.)

-   풀림 : 표지/외장지의 가장자리가 풀린 경우, ‘앞표지/뒷표지/외장지 풀림’으로 기록함.

-   끈손상 : 책의 끈이 헤지거나 끊어진 경우 ‘앞표지/뒷표지+끈손상’으로 표기함. 헤지거나 1~2

군데 끊어진 경우 「약간」, 책의 끝부분과 책등 첫번째 부분이 함께 끊어진 경우 「중간」, 책의 끝

부분과 책등 첫 번째 부분이 함께 끊어지고 연속적으로 추가 끊어짐이 있어 책의 형태가 풀어

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충해 결손 : 충해로 인해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충해 결손’으로 기록함.지름 2cm 정도 「중간」, 

지름 2cm 이상이고 글자 판독이 불가하며 범위가 넓거나 장수가 많은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종이 찢김 결손 : 종이가 찢겨 나간 경우, ‘위치+종이 찢김 결손’으로 기록함.

-   도삭 결손 : 일정 부분을 칼로 도려낸 경우는 ‘위치+도삭 결손’으로 표기함. 결손 면적을 고려

하여 「중간」, 「심각」으로 판정함. 

-  그을림 결손 : 불에 그을려서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그을림 결손’으로 기록함.

-   기편철작업 결손 : 이전 편철작업에서 심각한 결손이 생긴 경우, ‘위치+기편철작업 결손’으로 

기록함.

-   지질 열화 결손 : 물로 인한 지질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2cm이상의 구멍이 생긴 경우, ‘위

치+지질 열화 결손’으로 기록함.

-   단면 결손 : 내지 한 장의 양면 중 한 면 전체가 찢겨 나갔을 경우, ‘위치+단면 결손’으로 기록

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구멍 : 찢김으로 인한 결손이 아닌 단순 결손일 경우, ‘위치+구멍’으로 기록함. 

-  책등 손상 : 책등을 감싼 비단이 손상된 경우 ‘책등 손상’으로 기록함.

-   본문 분리 결손 : 자료의 내용 부분이 분리되었거나 분리 위험이 있을 경우, 책속에 본문을 붙

여 놓은 자료에서 본문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 ‘위치+본문 분리 결손’으로 기록하고, 등급 판정

은 하지 않음.

-   라벨지 분리 : 청구기호가 기입된 라벨지가 너덜거릴 경우(라벨지1/3 이상 분리 되었을 때부터 

표기) ‘라벨지 분리’로 기록하고, 1/3정도 떨어진 경우 「약간」, 1/2이상 떨어진 경우 「중간」 으로 

판정함.

-   첨지 분리 : 본문 중 첨지가 떨어졌을 경우 ‘위치+첨지 분리’로 기록하고,지면에 붙어 있는 경

우 「약간」, 분리 위험이 큰 경우 「중간」, 완전히 분리되어 지면에 보존된 경우 「심각」으로 판정

함. 「중간」 「심각」은 기록사항에 ‘응급수리요망’ 기록함. 접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자료의 

메모인 경우에도 ‘위치+첨지 분리’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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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지면/판심/편철+종이 찢김’

                         ‘위치+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위치+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칼자국)’

                         ‘위치+도삭 종이 찢김’

                         ‘위치+배접지 분리’

                         ‘앞표지/뒷표지 속지 분리’

                         ‘위치+단면 분리’

                         ‘위치+전장 분리’

                         ‘앞표지/뒷표지+표면 분리’

                         ‘위치+표제 분리’

                         ‘위치+본문 분리’

                         ‘위치+도삭 분리’

                         ‘위치+그림 분리’

                         ‘위치+제본 분리’

                         ‘위치+라벨지 분리’

                         ‘위치+첨지 분리’

   예시 : 초반 판심 종이 찢김

     중반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후반 판심 종이 찢김(칼자국)

     초반 도삭 종이 찢김

     초반 후반 배접지 분리

     앞표지 뒷표지 속지 분리

     중반 단면 분리

     초반 전장 분리

     앞표지 뒷표지 표면 분리

     뒷표지 표제 분리

     중반 도삭 분리

     초반 후반 그림 분리

     초반 제본 분리

     앞표지 라벨지 분리

     후반 첨지 분리

카. 결손 

• 자료에 각종 결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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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모서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외장지+풀림’

                         ‘앞표지/뒷표지+끈손상’

                         ‘위치+충해 결손’

                         ‘위치+종이 찢김 결손’

                         ‘위치+도삭 결손’

                         ‘위치+그을림 결손’

                         ‘위치+기편철작업 결손’

                         ‘위치+지질 열화 결손’

                         ‘위치+단면 결손’

                         ‘위치+구멍’

                         ‘책등 손상’

                         ‘위치+본문 분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원표지 부식’

                         ‘앞표지/뒷표지+탈락’

                         ‘앞표지/뒷표지+속지 탈락’

                         ‘앞표지/뒷표지+표제 탈락’

                         ‘위치+전장 분리 결손’

                         ‘앞표지/뒷표지+비단 표지 탈락’

                         ‘위치+마모 결손’

                         ‘위치+산화 결손’

예시 : 앞표지 모서리 결손

         뒷표지 외장지 풀림

         앞표지 끈손상

         앞표지 초반 후반 충해 결손

         중반 종이 찢김 결손

         초반 중반 도삭 결손

         뒷표지 후반 그을림 결손

         책등 기편철작업 결손

         앞표지 초반 지질 열화 결손

         초반 단면 결손

         중반 후반 구멍

         초반 중반 후반 테두리 부식

         후반 본문 분리 결손

         뒷표지 원표지 부식

         뒷표지 탈락

         앞표지 뒷표지 속지 탈락

         앞표지 표제 탈락

         초반 전장 분리 결손 

         앞표지 뒷표지 비단 표지 탈락

         중반 후반 마모 결손

         초반 중반 산화 결손

타. 녹슴

• 변철 및 기타 부분에 녹이 슨 경우를 의미함.

-   원표지 부식 : 이중장정의 원표지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경우, ‘원표지 부식’으로 기록하고, 「심

각」으로 판정함.

-  표지 탈락 : 표지가 없는 경우, ‘앞표지/뒷표지+표지 탈락’으로 기록함. 

-   속지 탈락 : 표지의 속지가 탈락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속지 탈락’으로 기록하고, 「중간」으

로 판정함.

-   표제 탈락 : 표지에 표제가 원래 없는 경우, ‘앞표지/뒷표지 표제 탈락’으로 기록하고, 「표지」 체

크, 등급 판정은 하지 않음.

-   표제 결손 : 표제가 일부분 또는 전체가 없어진 경우, ‘앞표지/뒷표지+표제 결손’으로 기록하고 

「약간」이나 「중간」판정함.

-   전장 분리 결손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와서 사라졌을 경우, ‘위치+전장 분리 결손’

로 기록하고 「중간」으로 판정함.

-   비단 표지 탈락 : 표지에 비단 재질의 천이 덧씌워져 있는 책에서 천이 떨어져 나간 경우, ‘앞표

지/뒷표지 비단 표지 탈락’으로 기록함.

- 마모 결손 : 마모로 인한 결손이 있는 경우, ‘위치+마모 결손’으로 기록함.

- 산화 결손 : 산화로 인해 구멍 생긴 경우, ‘위치+산화 결손’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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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자국 : 칼로 자른 경우(도삭이 아닌 경우)

 표기 방법 

  ‘위치+ 칼자국’

• 전면 마모 : 내지 일부분의 종이 전면 혹은 한 면 중 일부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아져 있는 경우

 표기 방법 

  ‘위치+ 전면 마모

• 부분 마모 :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마찰되어 일부분이 닳아서 없어진 경우

 표기 방법 

  ‘위치+ 부분 마모’

• 마모 : 표지 또는 외장지가 헐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외장지+ 마모’

• 테두리 접힘 : 표지가 내지보다 커서 표지의 테두리가 접힌 경우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테두리 접힘’

• 낙장 :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복사본으로 대체했을 경우,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빈 한지로 대체

했을 경우 

표기 방법 

  ‘위치+낙장(복사 대체 「복사된 장의 수」)’

   예 : 초반 낙장(복사 대체 3)

  ‘위치+낙장(한지 대체 「빈 한지로 보충된 장의 수」)’

   예 : 중반 낙장(한지 대체 2)

• 형태 변형 : 첩장 자료에서 접히는 부분이 흩어져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책의 물리적 

형태 변형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형태 변형’

• 녹이 슨 정도에 따라 약간/중간/심각으로 구분함.

-  약간 : 녹은 슬었으나, 녹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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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함.

-  두루마리 자료일 경우, 고리가 녹슬어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한 후, ‘고리 녹슴’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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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에 표시 (예시 : 앞표지 이물질(녹))

파. 안료 박리·벗겨짐 : 추후 해당 열화상태가 나오면 논의

하. 기록사항

•  종이 접힘 : 종이가 접혀있거나 접힌 자국이 심하여 펴지지 않는 경우(단, 일반적인 책넘김으로 

생긴 경미한 정도의 종이 접힘은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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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계단형 종이 접힘’

  ‘위치+모서리 종이 접힘’

  ‘위치+지면 종이 접힘’

  ‘위치+판심 종이 접힘’

• 지면 상접 : 본문의 지면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위치+지면 상접’

• 제본 오류 : 책장이 거꾸로 제본된 경우, 순서가 바뀐 경우, 끈에 묶이지 않거나 모서리 부분이 

접혀서 함께 제본된 경우, 책이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제본된 경우 

표기 방법 

  ‘위치+제본 오류’

• 송곳자국 : 송곳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지면을 뚫은 경우

표기 방법 

  ‘위치+ 송곳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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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돌출 : 내지의 크기보다 표지의 크기가 작아서 내지가 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표기 방법 

 ‘내지 돌출’

• 표지 말림 : 표지 테두리가 말려들어가 있을 경우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 말림’

•  합지 분리 : 내지의 종이겹이 분리된 경우

 표기 방법 

 ‘위치 + 합지 분리’

• 첨지 부착 : 표지에 표제 외의 첨지가 부착된 경우

 표기 방법 

 ‘위치 + 첨지 부착’

• 보풀 : 마찰에 의해 종이가 일어난 경우

 표기 방법 

 ‘위치 + 보풀’

• 찍힌 자국 : 날카로운 것에 찍혔을 경우

 표기 방법 

 ‘위치 + 찍힌 자국’

④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 기록 원칙(㉠ - ㉣ 순서대로 기록) 

㉠  청구기호 라벨지에 RF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RF를 기록함.

㉡ 기존에 보존처리 된 적이 있는 경우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에 ‘기보존처리’라고 기록함.   

• 단, 古 자료군의 경우 현대의 포갑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 자체에 기보존처리 흔적

이 없다면 ‘기보존처리’ 기록하지 않음.

•  기 보존처리한 자료 중 C/D등급으로 재판정된 자료는 ‘기보존처리(재검토 요망)’으로 기록함.

㉢  최근 보존처리된 책은 ‘년도+기보존처리’로 기록함. 

    예시 : 2014기보존처리  

• 포갑 손상 : 기존 포갑이 손상되었을 경우

 표기 방법 

  ‘포갑 손상’

• 낱장 돌출 : 책 중 일부분의 크기가 다르거나 편철이 잘못된 등의 이유로 종이가 삐져나와서 구

겨질 위험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위치+낱장 돌출’

• 타자료 삽입 : 해당 책자와 상관없는 문서들이 낱장으로 꽂혀 있을 경우

 표기 방법 

  ‘위치+타자료 삽입’

• 표지 들뜸 : 표지가 들떠있을 경우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들뜸’

• 테두리 마모 : 표지의 테두리 부분이 마모되었을 경우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테두리 마모’

• 내지 크기 차이 : 내지 부분이 여러 크기의 종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위치+내지 크기 차이’

• 눌린 자국 : 표지나 내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위치 + 눌린 자국’

• 피휘 용지 분리 : 피휘 용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표기 방법 

 ‘위치 + 피휘 용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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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중해제

1. 곤여만국전도(奎 25289)

청구기호 奎 25289 작가 미상 자료명
곤여만국전도 

坤輿萬國全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간년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조선후기 (수정)

형태 사진

내용 1708년 영의정 최석정의 주도하에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의 사진

규격 전 체 29×62.0cm (기존) 도엽 사진크기: 23.4×56.0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3-35-68-M 

이미지

기존해제 없음

해제

1708년 영의정 최석정의 주도하에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의 사진이다. 《곤여만국전도》의 원본으로 추정되

는 사진으로 봉선사에 소장되었던 『곤여만국전도』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 박물관에 동일한 사본이 남아 있는

데, 이것은 부본으로 추정된다. 마테오 리치의 다른 세계지도와는 달리 각종의 동물, 선박 등의 그림이 삽입된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흔히 ‘회입(繪入) 「곤여만국전도」’라고도 불리고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회입 《곤여

만국전도》는 서울대 박물관 소장본, 중국의 남경박물원(南京博物院) 소장본, 일본의 남만문화관(南蠻文化館) 

소장본 등 세 점만이 알려져 있다. 회입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 북경판 『곤여만국전도』와 내용이 거의 유사

하고 단지 선박, 동물들이 추가로 삽입되어 있다. 6폭이 아닌 8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폭과 8폭에 마테오 

리치의 지구도설과 「논지구비구중천지성원차대기하(論地球比九重天之星遠且大幾何)」, 최석정의 서문을 수

록하고 있다. 조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서구식 세계지도를 제작한 최초의 사례로 당시 서양 역법을 수용하려 

했던 시대 상황에서 제작되었다. 서구식 세계지도를 통해 이문을 넓히려 했던 조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

표적인 지도이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 상태조사시스템에 기작업자가 작성해 놓은 표는 보존, 수리 후 상태로 새카드 작성함.

㉣  C/D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친 열화 항목을 다시 한 번 언급함.

• 조사표의 열화 항목 순서대로 기록함.

• 종이 찢김과 결손의 경우, C등급을 준 이유에 대한 세부 항목을 괄호 안에 기록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종이 찢김(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 속지 분리, 전장 분리, 표면 분리,…) 

                          결손(모서리 결손, 끈손상, 충해 결손, 종이 찢김 결손,…)

예시 : 기보존처리(재검토 요망), 충해(지면 종이 찢김), 결손(끈손상)

⑤ 「보존처리요구사항」 체크 원칙

•  수리복원 작업 시 자료를 해체해야 하는 경우 「전체 복원」에 체크함.

    (예 : 결손, 충해가 편철부분일 경우, 표지 끈손상의 경우 등)

• 보존처리 요구등급이 D일 경우 「전체 복원」에 체크함.

•  전체적으로 건식 처리로 끝낼 수 있는 곰팡이, 얼룩, 이물질 등의 문제만 있을 경우, 「클리닝 건

식」에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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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전체 복원」에만 체크함.

3)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작업 결과 

• 고지도 자료에서 주로 나타나는 열화 상태는 크게, 충해, 얼룩(물얼룩, 먹얼룩, 연필), 결손 및 

찢김 등의 형태임.

• 상태조사 작업 결과 고지도 보존 및 수리복원 유형을 구분함

① 자료의 중요성, 유일본 자료 및 특수도 등의 보존 및 수리복원

  예) 16세기 중역에 편찬된 동국지도(일사고 912.51 D717) 등

② 축, 병풍 등 형태 자료의 보존 및 수리복원

   예) 해좌전도, 팔도총도, 조선팔도지도(고병 912-51-i773-1-2) 등

③ 한지 이외의 재질로 제작된 자료의 보존 및 수리복원

   예) 화동고지도(고축 4709-114) - 비단 등

④ 기존 보존처리 이력이 있는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

   예) 조선지도(고 4709-100), 팔도지도(규 10331), 조선지도(규 16030) 등

⑤ 근대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  

   예) 조선해륙전도(경고 912.51-G535i) 등

⑥ 위 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손상 정도가 심한 지도의 보존 및 수리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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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하도_여지도(古 4709-58)

청구기호 古 4709-58 작가 미상 자료명
천하도

天下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간년 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49년 (수정)

형태 목판본 (기존)

내용 조선후기에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여지도책에 수록된 원형의 천하도

규격 전 체 
20.5×19.0cm (기존)

30.4×18.8ccm (수정) 
도엽 30.8×34.2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4-16-227-I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여지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해제

조선후기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여지도》책에 수록된 원형의 천하도이다. 《여지도》책은 세계지도인 〈천하

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유구등의 외국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가 같이 수록된 지도책이다. 여기의 원

형 천하도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전체 81개국의 나라를 수록했고, 좌우측 여백에는 세계의 동서

남북 길이를 수록하였다. 지도는 원 안에 그려져 있는데 제일 안쪽부터 내대륙-내해-외대륙-외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대륙에는 중국, 조선, 안남, 인도 등의 실재하는 나라들이 그려져 있다. 내해에는 일본국, 류

구국 등의 실재하는 나라들과 일목국(一目国), 대인국(大人国), 삼수국(三首国), 관흉국(貫胸国) 등 중국의 고

전인 『산해경山海經』에 나오는 가상의 나라들이 혼재되어 있다. 외대륙에는 대부분 가상의 나라들로 채워져 

있다. 외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에는 신목(神木)도 그려져 있는데, 일월이 뜨는 곳에는 부상(扶桑)이, 일월이 지

는 곳에는 반격송(盤格松)이 그려져 있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2. 곤여전도(奎 26678)

청구기호 奎 26678 작가 미상 자료명
곤여전도 

坤輿全圖 
수량 1종 6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60년 (기존)

형태 목판인쇄본

내용 벨기에 선교사 페르비스트가  1674년에 제작한 한역세계지도를 1860년 조선에서 중간한 지도

규격 전 체 
146.5×58.3cm (기존)

160.0×54.0cm (수정)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2-35-67-G

이미지1

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해제

선교사 페르비스트가 1674년에 제작한 한역(漢譯) 세계지도를 1860년 조선에서 중간한 지도이다. 전체 8폭 

가운데 주기가 있는 것은 결본으로 총 6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곤여전도》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알레니의 《만국전도》와 더불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서구식 세계지도이다. 『곤

여만국전도』와는 달리 동서양반구를 분리하여 그렸고 도설을 결합한 양식을 띠고 있는데, 1672년 페르비스트

의 『곤여도설』에 수록된 각종 선박·동물의 그림까지 그려져 있다. 『곤여전도』는 시점을 적도상에 둔 평사도법

으로 동반구에는 아세아(亞細亞, 아시아), 구라파(歐羅巴, 유럽), 이미아(利) 벨기에(未亞, 아프리카), 서반구에

는 남북아묵리가(南北亞墨利加, 아메리카)가 그려져 있고 묵아랍니가(墨瓦蠟泥加, 남방대륙)는 양반구에 걸쳐 

있다. 자오선은 양반구가 모두 9개씩 그어져 있고 위선은 적도와 남북회귀선 및 극권(極圈)이 그어져 있을 뿐

이다. 『곤여전도』는 1569년판 메르카토르의 수정 세계지도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도의 지명은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를 주로 따랐다. 조선에서는 1860년 중간되었고, 당시 인쇄했던 지도의 판목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 있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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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하도_여지도(古 4709-78)

청구기호 古 4709-78 작가 미상 자료명
천하도지도

天下都地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간년 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수정)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세기 말 정조대에 편찬된 서구식 한역세계지도

규격 전 체 31.8 x 21.3cm 도엽 60.3x103.2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여지도-보물 제1592호

복제정보 M/F84-35-80-E 

이미지

기존해제

해제

18세기 말 정조대에 편찬된 서구식 한역세계지도(漢譯世界地圖)이다. 이 지도는 중국에 왔던 서양선교사 알

레니(艾儒略)의 『직방외기(職方外紀,1632년)』에 수록된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직방외

기』에 실린 지도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지도의 윤곽·도법·지명 등에서 대부분이 일치한다.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와 같이 지도의 중앙경선을 태평양 중앙에 둠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

아시아를 중앙 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중화사상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유럽 중심의 구도를 태평

양 중심의 구도로 바꾼 것이다. 근대식 지도제작기법을 사용한 지도이지만 남방의 대륙은 미지의 땅으로 표현

되어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을 비롯한 남방이 아직 탐험이 안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4. 천하도_지나조선지도(奎 10332)

청구기호 奎 10332 작가 미상 자료명
천하도

天下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간년 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수정)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조선후기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원형 천하도

규격 전 체 
32.7×21.4cm (기존)

32.8×21.4cm (수정) 
도엽 32.8×42.8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79-103-164-F

이미지

기존해제 《지나조선지도》에 대한 해제가 있음

해제

조선후기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지나조선지도》책에 수록된 원형의 천하도이다. 《지나조선지도》책은 세계

지도인 천하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유구등의 외국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가 같이 수록된 지도책이다. 

여기의 원형 천하도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전체 81개국의 나라를 수록했고, 좌우측 여백에는 세

계의 동서남북 길이를 수록하였다. 지도는 원 안에 그려져 있는데 제일 안쪽부터 내대륙-내해-외대륙-외해

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대륙에는 중국, 조선, 안남, 인도 등의 실재하는 나라들이 그려져 있다. 내해에는 

일본국, 류구국 등의 실재하는 나라들과 일목국(一目国), 대인국(大人国), 삼수국(三首国), 관흉국(貫胸国) 등 

중국의 고전인 『산해경(山海經)』에 나오는 가상의 나라들이 혼재되어 있다. 외대륙에는 대부분 가상의 나라들

로 채워져 있다. 외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에는 신목(神木)도 그려져 있는데, 일월이 뜨는 곳에는 부상(扶桑)이, 

일월이 지는 곳에는 반격송(盤格松)이 그려져 있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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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동고지도(古軸 4709-114)

청구기호 古軸 4709-114 작가 미상 자료명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宣祖25年(1592) 以前] (기존)

한국 /조선시대 /16세기 (수정)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6세기에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인 세계지도

규격 전 체 187×198cm 도엽 1장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90호

복제정보 M/F81-103-463-I

이미지

기존해제 없음

6. 해동삼국도(奎 15506)

청구기호 奎 15506 작가 미상 자료명
해동삼국도

海東三國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간년 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수정)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조선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만주와 해안 지역, 유구국 및 대만에 이르는 지역을 대축척으로 정교하게 

그려낸 지도

규격 전 체 248×264.4cm 도엽 60.3x103.2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79-103-165-P

이미지

기존해제 서지정보에서 기본해제 제공

해제

조선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만주와 해안 지역, 유구국(琉球國, 일본 오키나와) 및 대만에 이르는 지역을 

대축척으로 정교하게 그려낸 지도이다. 지도의 표지에는 “日本朝鮮琉球全圖”라 되어 있고, 한반도를 비롯하

여 중국의 만주 지역과 북경, 동부 연해지역, 대만의 서쪽 해안, 유구, 일본 등이 그려져 있다. 세로 248cm, 가

로 264cm의 대형 지도로 일본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조선의 한양에서 사방 각지에 이르는 육

로와 해로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지도의 한반도 동쪽에는 18세기 조선의 뛰어난 지도학자인 정상기가 고안

한 백리척을 그려 축척을 표시하였다. 지도의 하단에는 일본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도별 각 주의 명

칭과 주에 소속된 각 군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끝 부분에 살마주(薩摩州)에서 절강성(浙江省)까지, 대마

도에서 부산포까지의 거리와 항해 일수, 그리고 살마주(薩摩州)에서 유구, 대만, 안남(安南), 여송국(呂宋國)에 

이르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이전 시기에 제작되었던 지도에 비해 일본과 유구국의 지도가 사실적으로 그려

져 있다. 중국 부분은 서양 선교사들의 실측에 의해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상

단에는 중국 주요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하였는데 지상을 이해하는데 경위도의 개념도 고려하고 있는 진

전된 모습을 띠고 있다. 조선초기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처럼 주변국가의 지도를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편

집·제작했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지도이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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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마도지도_해동제국기(奎 12715)

청구기호 奎 12715 작가 신숙주 자료명
대마도지도

對馬島地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471년

형태 목판인쇄본

내용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대마도 지도로 현존하는 독립된 판본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마도

지도

규격 전 체 33.8×22.2cm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3-16-27-C

이미지 제공하는 이미지 없음

기존해제 <대마도지도>에 대한 해제 없음

해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대마도 지도로 현존하는 독립된 판본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마도

지도가 된다. 지도의 제목은 “日本國對馬島之圖”라고 표기되어 대마도가 일본에 소속된 지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도에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진 대마도의 해안선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포구의 표시가 

상세하다. 산지는 조선의 전통적인 연맥식 표현 방법으로 그려져 있다. 대마도의 8군에 소속된 82개의 포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실지의 조사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포구의 지명이 우리나라 한자음의 

음과 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자적인 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임을 입증하는 것

이다.  『해동제국기』의 대마도 지도는 조선전기 가장 대표적인 지도로 이후에도 그대로 모사되는 경우가 있고, 

전도에도 유사한 형태의 대마도 지도가 간략하게 그려지기도 했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해제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 古軸 4709-114)》는 16세기에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인 세계지도로 현재 보물 제

1590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가로 198cm, 세로 187m의 크기이다. 지도의 외형

은 족자의 형태로 되어 있다. 지도 상단의 왼쪽과 오른쪽 일부가 훼손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

한 편이다. 

《화동고지도》는 인촌기념관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歷代國都疆理地圖)》와 동일 계열의 사본이

다. 같은 계열의 사본들이 일본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묘우신지[妙心寺] 린쇼우인[麟祥院]에 소장된 《혼일역대

국도강리지도(混一歷代國都疆理地圖)》, 쿠나이쪼우[宮內廳]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歷代國都疆

理地圖)》, 미토[水戶] 쇼오코오칸[彰考館]소장의 《대명국지도(大明國地圖)》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도들은 

1526년 중국에서 제작된 양자기(楊子器)의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사본들은 최

소한 1526년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화동고지도》의 제작시기에 관한 별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지도에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추정해 볼 뿐이다. 지도상의 지명으로 본다면, 1549년(명종 4)에 유신현惟新縣으로 강등되었던 충주목忠州牧

이 여전히 충주로 표기되어 있고, 경상도의 좌수영이 울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상도의 좌수영을 울산

에서 동래로 옮기는 논의가 1534년에 결정되었는데, 정확하게 이전된 해는 알기 어려우나 실록의 기록을 통

해볼 때는 1544년경에는 이미 동래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화동고지도』는 충주목이 유신

현으로 강등되기 이전이면서 아울러 경상 좌수영이 동래로 이전되기 전인 대략 153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자기의 지도가 제작된 1526년에서 경상 좌수영이 동래 이전이 결정된 1534년 사이에 제

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화동고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16세기 전반의 양자기 지도를 저본으로 삼고 최신의 조선지도를 추가하여 

편집·제작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뤼순박물관(旅順博物館)에 소장된 양자기의 여지도와 비교해 보면 지도의 

형태나 내용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양자기 여지도의 하단에 있는 명대의 위소명(衛所名), 양자기의 발

문, 범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양자기의 지도에 없는 황하의 유로변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황해 부

분에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도 황하와 장강(長江)의 유로를 상세하게 그렸는데 지도 여백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화동고지도》는 16세기 조선의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가치가 있다. 16세

기 이전 조선의 세계지도가 대부분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화동고지도》는 국내에 소장된 

세계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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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동방여전도(奎 10341)

청구기호 奎 10341 작가 미상 자료명
대동방여전도

大東方輿全圖
수량 1종(21첩）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世紀 中盤(哲宗 年間:1849-1863)]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형태
채색도 (기존)

채색필사본 (수정)

내용 21첩으로 구성된 《대동여지도》 계열의 필사본 전국지도

규격 전 체 
32.2×20.7cm (기존)

32.3×20.8cm (수정) 
도엽 32×41.5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79-103-154-B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이미지2

9. 해동제국총도_해동제국기(奎 12715)

청구기호 奎 12715 작가 신숙주 자료명
해동제국총도

海東諸國總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471년

형태 목판인쇄본

내용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일본 지도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판본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

규격 전 체 33.8×22.2cm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3-16-27-C

이미지 제공하는 이미지 없음

기존해제 <해동제국총도>에 대한 해제 없음

해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일본 지도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판본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면서, 

독립된 일본지도의 판본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기본적으

로 행기도를 따르고 있는데, 이전 시기 박돈지(朴敦之)나 도안(道安)이 들여온 일본지도들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도(京都)에 있던 일본국도(日本國都)를 본주(本州)의 중앙에 배치시키고 그 동서로 근강국(近江國) 

등의 ‘국(國)’을 ‘주(州)’로 표기하고 경계를 그렸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구역인 ‘국(國)’을 조선의 지방 행정조직

인 ‘주(州)’로 대치시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구도와 ‘주(州)’의 표현은 행기도와 유사하나 부분적으

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볼 수 있다.  『해동제국기』가 이후 대일 교류의 교과서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 『해동제

국기』의 일본지도는 15세기 일본 인식의 개방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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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동여지도(奎 10333)

청구기호 奎 10333 작가 김정호 자료명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수량 1종(22첩）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哲宗12年(1861)

형태
채색도 (기존)

목판본 (수정)

내용 1861년 김정호가 간행한 목판본 《대동여지도》 

규격 전 체 
30.2×20.1cm(기존)

   30×20.2cm (수정) 
도엽

기존 서지사항에 없음

30×40.4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3-16-66-B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대동방여전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해제

《대동방여전도》는 김정호가 제작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제작된 필사본 지도이다. 

22첩으로 구성된 《대동여지도》와 달리 21첩으로 구성된 것은 21첩에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추자도 부분을 

22첩의 제주도를 연결하여 총 22첩이 아닌 21첩으로 구성하였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제1첩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등을 밝힌 표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안표와 지도유설, 각 도별 통계

가 수록되어 있으며, 〈도성도〉와 〈경부오조〉에 표현된 산 등 자연지리 정보와 지명 등의 인문지리 정보가 매우 

정교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다만, 〈도성도〉에 《대동여지도》나 《동여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

무대(景武臺)가 표시되어 있다.   

《대동방여전도》는 《동여도》와 같이 지도의 제작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의 제작시기 역시 《대

동여지도》의 제작과정 연구와 함께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나, 아직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지도에 반

영된 지리정보의 표현방법과 내용을 《대동여지도》와 비교해 보자면, 우선 표현방법에 있어 산지 지형을 비교

할 수 있다. 산의 크기(높이)와 중요도에 따라 그 굵기에 차이를 두고, 백두산과 금강산의 경우 다른 산들에 비

해 과장하여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대동여지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산줄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동

방여전도》는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제작되기 이전에 유행했던 삼각형을 연이어 그리는 산줄기 표현법과 비

슷한 방법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방법에 회화적 기법을 가미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산줄기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톱니

바퀴 모양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지형 표현 방법의 차이는 필사본과 목판본이라는 제작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작시기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의 

내용적인 측면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동방여전도》는 장상훈이 정리한 《대동여지도》의 발달 단계 가운데 3
단계 이전인 초기 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여지도》의 발달 3단계에서는 황초령의 지형과 군현 

경계가 수정되었으나, 《대동방여전도》에서는 《대동여지도》의 초기본과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제작시기를 파악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대동방여전도》의 경우 《대동여지도》의 

발달 단계 중 3단계 이전인 초기 단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초기본 판본 연구

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방여전도》에서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같이 지도표가 사용되었다. 《대동방여전도》의 지도표는 《대동

여지도》와 같이 14개 항목 22종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필사본 《동여도》가 12개 항목 26종의 기호

를 사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록된 지명 역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비교했을 때 일부 누락된 지

명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동여도》의 경우에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비해 약 5,550여 개의 지

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필사본 《대동방여전도》와의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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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산줄기의 굵기는 산의 크기(높이)와 중요도에 

따라 그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대간-대간에서 갈라져 나가 큰 강을 나누는 정맥-정맥

에서 갈라져 나가 큰 내를 이루고 있는 줄기 순으로 굵기 표현에 차등을 두었다. 이는 산줄기의 위계에 따라 

산의 굵기를 달리한 것이다. 조선 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산천에 대한 인식체계를 지도에 반영한 것이다. 그리

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산줄기를 연결하여 마치 톱니바퀴 모양과 비슷하게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대동여지

도》에서 시작된 특징적인 표현방법이다. 그리고 《대동여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를 살펴보면, 김정호가 얼마

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지리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 시대 사람

들이 지녔던 산천에 대한 인식체계를 지도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산줄기 표현 방법 이외에 백두산과 금강산

의 경우 다른 산들에 비해 과장하여 표현한 점, 왕릉의 경우 풍수나 묘자리를 그린 산도에서 보이는 방법과 유

사하게 산줄기가 능을 감싸 안은 듯 표현한 점 등은 조선시대 제작되었던 회화식 지도의 모습을 지도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조선인들의 사고와 인식체계를 사실적 지리정보와 함께 지도상에 묘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목판으로 간행한 목판본 지도, 즉 인쇄본 지도라는 점이다. 목판지도

는 지도의 보급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축척 《대동여지도》의 경우, 지도에 반영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 목판본 전국지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지도였을 것이다. 또한 《대동여지도》내용상의 풍부함 

외에도 목판으로서의 아름다음과 선명함을 지니고 있으며, 정밀한 도로와 하천, 정돈된 글씨와 기호, 힘 있는 

산줄기의 조화와 명료함은 판화로서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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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지도의 대명사이자, 우리나라 지도의 고전인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 간행된 대축척 분

첩절첩식 전국지도이다. 1861년에 신유본을 처음 간행하였으며, 1864년에 갑자본을 간행하였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국토 전체를 120리 간격으로 나누고(22층), 각 층에 해당하

는 지역의 지도를 《동여도》와 같이 연결하여 각각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각 권의 책은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병풍과 같이 접고 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사용의 편리함을 더했다. 22층을 모두 연결한 《대동여지도》는 세로 

6.6m, 가로 4.2m에 이르는 대형 지도로, 적어도 3층 높이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전시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지도에 축척을 명시한 축척지도이며, 경위선표식 지도이다. 경위선표식 지도란 앞에서 언급한 

방안을 이용한 방안지도로, 옛 문헌의 표현을 빌려 경위선표식(經緯線表式) 지도, 선표도(線表圖), 방안좌표지

도(方眼座標地圖) 등으로 불려 왔다. 과거 방안지도와 비교해 볼 때,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은 유사하나 축척

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만의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과거 방안지도와 같이 지도 

위에 일일이 방안을 그리는 대신 《대동여지도》 1층에 원고지 모양(가로 8개, 세로 12개로 구성)의 ‘방안표(方

眼標)’를 수록하였다. 방안표의 작은 사각형 한 개의 눈금(方眼)에 ‘매방(每方) 10리’라고 기록해 놓아 눈금 하

나가 10리임을 명시하였다. 또 ‘매편(每片) 종(從) 120리 횡(橫) 80리’라고 기록하여 지도 한 면(片)의 동서 길

이가 80리, 남북 길이가 120리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축척은 지도 내용 속에도 표시되어 있다. 즉 도로 위 10
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거리·축척 표시방법은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

나이다. 지형에 따라 도로에 찍힌 10리 방점의 간격이 다른데, 이는 축척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형적인 조건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직선으로 표시된 《대동여지도》의 도로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상의 

거리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에는 11,500여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현대 

지도의 범례에 해당하는 ‘지도표(地圖標)’를 고안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동여지도》 가장 상단인 제1층에 

수록된 ‘지도표’는 지표상의 각종 현상을 14개 항목 22종의 기호로 표시하였다. 이는 능·역·창고·산성·진보·

고현(古縣)·방리(坊里) 등의 경우 지명에서 공통되는 어미를 생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목판에 판각해야 하는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동

여지도》에는 지도를 제작할 당시 지표상의 주요 현상은 물론 옛 현古縣, 옛 진보, 옛 산성 등 이미 사라진 역

사적인 흔적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 기존 지도와는 차별되는 지형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대동여지도》 이전에 제작되

었던 필사본 지도의 경우 백두산과 금강산, 또는 주요 장소를 표현함에 있어 주변 지역보다 과장되게 표현하

거나, 회화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목판본의 경우에는 동람도 유형의 도별도와 같이 간략하면서 필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서는 필사본의 표현 기법의 독특성과 한 번에 여러 장

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목판본의 제작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대동여지도》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

줄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산줄기의 굵기는 산의 크기(높이)와 중요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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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_古 4709-5》1861년 고산자 김정호가 간행한 대축척 분첩절첩식 전국지도이다. 목판본으로 제작

되어 있는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신유본을 처음 간행하였으며, 1864년에 갑자본을 간행하였다. 《대동여

지도_古 4709-5》는 제1첩과 13첩이 누락되어 총 20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표제에 나타난 시

기를 기준으로 신유본과 갑자본으로 구분하는데, 본 지도의 경우 지도의 수정사항 단계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는 현재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1864년 재간행 되기까지 총 9단계의 수정이 이루

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제1첩이 누락되어 있어 제작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표제가 없지만, 본 지도의 내용은 

신유본에 속한다. 첫 번째 단계는 대동여지도의 지도 부분이 완성된 단계로 제1첩에 일반적으로 수록되어 있

는 표제, 지도유설, 통계, 도성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표제가 처음으로 수록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제6첩의 황초령, 제15첩의 보은 인근의 사각형, 제17첩의 동진 고현의 교정 사항

을 처음으로 반영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와 같이 제6첩, 제15첩, 제17첩(동진 고현)의 교정 사

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처음으로 목판으로 인쇄된 지도유설과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세 번

째 단계와 같이 제6첩, 제15첩, 제17첩(동진 고현)의 교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처음으로 제17첩 청도의 

월경지에 대한 표시가 수정되어 있으며,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제4첩의 삼수 경계, 제9첩의 통달역, 제17첩의 

안언역과 동진 고현의 위치가 수정되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신유본의 최종단계로, 십만령 교정사항이 처

음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앞서 말해온 현재 보고된 교정사항이 모두 수정되어 있다. 별도 표지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는 갑자본이 등장하는 단계로 표제에 ‘당저원년갑자(當宁元年甲

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아홉 번째 단계는 여덟 번째 단계까지의 모든 교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갑

자본의 최종단계로 보고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총 3종 소장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대동여지도_古 

4709-5》와 《대동여지도_奎 10333》은 신유본이며, 《대동여지도_古 4709-6》은 갑자본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유본에 해당하는 2종의 《대동여지도》를 비교해 보면, 서로 수정 및 보완 단계가 다른 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17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7첩 동진고현과 안언역의 위치 교정 사항은 두 지도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청도 월경지 표시에 있어서는 두 지도에서 차이가 보인다. 《대동여지도_古 4709-5》에서는 실선으로, 

그리고 《대동여지도_奎 10333》에서는 점선으로 수정되었다. 갑자본인 《대동여지도_古 4709-6》에는 이 부

분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외에 단계별 수정 및 보완 단계를 살펴보면, 《대동여지도_古 4709-5》는 제

1첩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3단계 이전 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대동여지도_奎 10333》의 경우에는 일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단계인 표지가 수록되어 있고, 5
단계인 청도 월경지 표시에 대한 수정이 반영되었으므로 《대동여지도_古 4709-5》보다는 수정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_古 4709-5》 17첩 청도 월경지 표시-실선 《대동여지도_奎 10333》17첩 청도 월경지 표시-점선

12. 대동여지도(古 4709-5)

청구기호 古 4709-5 작가 김정호 자료명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수량 1종(20첩）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哲宗12年(1861)

형태 목판본 (기존)

내용 1861년 김정호가 간행한 목판본 《대동여지도》로, 1첩과 13첩이 누락되어 있음.

규격 전 체 
30.5×20cm (기존)

30.4×20cm (수정)
도엽

기존 서지사항에 없음

30.4×40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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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동여지도(古 4709-6)

청구기호 古 4709-6 작가 김정호 자료명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수량 1종(22첩）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高宗1年(1864)

형태 목판본 (기존)

내용 1864년 김정호가 간행한 갑자본 《대동여지도》

규격 전 체 30×20cm (기존) 도엽
기존 서지사항에 없음

30×40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850-3호 

복제정보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해제

2013년 성신여자대학교 소장 《해좌여도》와 《대동여지도_古 4709-5》의 비교 연구를 통해, 《대동여지도_古 

4709-5》에서는 초기본 《해좌여도》에서의 많은 오류가 수정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기존 9단계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 사례들이다. 초기본 《해좌여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동여지도_古 4709-5》에는 

12개의 첩에서 20개의 수정 및 보완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마지막 9단계에 속하는 갑자본 《대동여

지도_古 4709-6》에서 3가지 수정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예로, 제12첩 개성 북쪽에 표시되어 있던 고진

보인 ‘청석’의 지명과 기호의 경우 《해좌여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동여지도_古 4709-5》에는 표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대동여지도_古 4709-6》에서는 생략되었다. 그리고 제13첩 교통 서남쪽, 강화 서쪽 

부근의 섬과 지명의 경우에는 《해좌여도》, 《대동여지도_古 4709-5》, 《대동여지도_奎 10333》에는 존재했으

나, 《대동여지도_古 4709-6》에 이르러 생략되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는 지도를 제작하기까지 조선 후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도 발달의 

성과를 종합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종합,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겸비한 대축척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김정호는 목판을 제작한 후에도 계속적인 수정 작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음을 

현재 남아있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수정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좌여도》와 

《대동여지도_古 4709-5》의 비교를 통해 초기본의 오류들이 제2단계 혹은 제3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

폭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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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동여지도(古 4709-4)

청구기호 古 4709-4 작가 미상 자료명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수량 1종(22첩）

국적/시대/연대
간행연도 / 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61년 이후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19세기에 제작된 필사본 《대동여지도》

규격 전 체 
31.4×21.3cm (기존)

31.6×21.5cm (수정)
도엽

기존 서지사항에 없음

31.6×43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이미지 pdf 파일로 제공)

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해제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마지막 지도로, 한국 고지도의 대명사이자 고전이다. 김정호는 1861
년(철종 12)에 《대동여지도》 신유본이라고 불리는 초간본을, 그리고 1864년(고종 원년) 갑자본이라고 불리

는 재간본을 간행했다.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그린 전도인 《대동여지도》는 《청구도》, 《동여도》와 함께 현존하

는 조서시대의 조선전도 중 가장 큰 지도, 즉 대축척 전도에 해당한다. 《대동여지도》는 국토 전체를 120리 간

격으로 나누고(22층), 각 층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도를 《동여도》와 같이 연결하여 각각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각 권의 책은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병풍과 같이 접고 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사용의 편리함을 더했다. 22층

을 모두 연결한 《대동여지도》는 세로 6.6m, 가로 4.2m에 이르는 대형 지도로, 적어도 3층 높이 이상의 공간

이 있어야 전시할 수 있다.  

현존하는 《대동여지도》 가운데 총 3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50호),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50호-2)은 신유본이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보물 제850호-3)은 갑자본이

다. 특히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갑자본 《대동여지도》는 국내에 현존하는 3본 가운데 상태가 가장 양호한 판

본이며, 아울러 인쇄 후에 각종 기호에 채색을 하여 가독성은 물론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신유본과 갑자본은 요즘 책의 형태로 보자면 속표지에 해당하는 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표제에는 목판인쇄로 ‘大東輿地圖’라는 지도명과 제작자 김정호의 호인 ‘고산자(古山子)’, 그리고 제작연대

가 밝혀져 있다. 즉, 이 제작연대를 통해 신유본과 갑자본이 구별되는데, 신유본의 경우 ‘십이년신유(十二年辛

酉)’, 그리고 갑자본은 ‘원년갑자(元年甲子)’로 표기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표제 부분의 《대동여지도》 판

목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판목에는 제작연대를 나타내는 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이는 당초 ‘십이년신유’라고 

판각한 부분을 도려내고 ‘원년갑자’라는 글자 조각을 끼워 인쇄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다

른 판목에서 김정호가 지도 내 오류 부분을 수정함에 있어서 판목을 재사용한 것과 비슷한 방법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재 이 글자조각은 탈락되어 전하지 않는다. 

《대동여지도》의 제1첩에는 ‘방안표(方眼標)’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축척을 표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방안표에는 ‘매방십리’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모눈의 길이가 10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도상의 축척은 일

반적으로 지도 이용자가 거리를 짐작하는데 사용된다. 즉, 《대동여지도》는 한 면이 남북 120리, 동서 80리로

서 쉽게 거리를 짐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축척지도인 것이다. 분첩절첩식 지도는 휴대, 보관, 연람이 매우 편

리함은 물론, 일부분이 필요할 경우 부분만 뽑아서 분합하여 휴대하며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김정호가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도 이용자들의 편의까지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한국의 고지도 중에서 가장 지도학적으로 우수한 지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내

려 온 동양 지도의 지지적인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즉 지도 내의 글씨를 줄이고, 지리정보를 기호화하

는 방식을 확립해 현대 지도와 같은 세련된 형식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현대 지도의 범례에 해

당하는 ‘지도표(地圖標’라는 방법을 고안했다. 지도표에는 14개 항목 22종의 내용이 표시되었다. 예를 늘어 

능, 역, 창, 방리, 산성, 진보, 고현 등의 경우 지명에서 공통되는 어미를 지도에는 기록하지 않아 글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 결과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에는 총 11,760여 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글

자 수를 줄이고 지리정보의 기호화를 통해 그만큼 풍부한 내용을 지도 안에 담을 수 있었던 결과이다. 특히 고

현, 고진보, 고산성 등 당시에는 이미 사라진 역사적인 흔적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지도는 없다. 그리고 현존하

는 대부분의 《대동여지도》의 기호에는 채색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편의를 위해 인쇄 후 채색을 가미

한 것이다. 그러나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기호는 모두 채색 없이도 식별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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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동여지도(奎 12380)

청구기호 奎 12380 작가 미상 자료명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수량 1종(22첩）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哲宗12年(1861)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61년 이후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19세기에 제작된 필사본 《대동여지도》

규격 전 체 
30.2×20.1cm (기존)

30.6×20cm (수정)
도엽

기존 서지사항에 없음

30.6×40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이미지 없음)

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해제

대동여지도_古 4709-4》는 김정호가 제작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같이 총 22첩으로 구성된 필사본 《대동

여지도》이다. 전국을 남북 120리 간격으로 나누고, 각 층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도를 연결하여 각각 한권의 책

으로 엮은 것으로,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지도에 반영된 대부분의 내용 또한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기본

으로 필사한 지도이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제1첩 첫 장인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는 표제가 본 지도에는 생략되어 있지

만, 지도에 반영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신유본에 해당하는 필사본 《대동여지도》이

다. 그리고 표제는 생략되어 있으나, 각 첩 표지에 지도명과 첩의 순서, 그리고 각 첩에 포함된 지역이 표기되

어 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특징 중 하나는 조선전도 외에 《대동여지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지도유설(地圖類說)’

과 조선 팔도의 행정구역, 군사시설, 산성, 봉수, 역참의 수를 정리한 ‘통계자료’, 그리고 일정한 축척을 적용하

여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는 반영하지 못한 도성의 모습을 확대하여 ‘도성도(都城圖)’와 ‘경조오부京兆五部’라

는 현대의 삽입도 형식의 지도를 제1첩에 수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자료의 경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

어 있는 《대동여지도》 5종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 총 5종 가운데 지도유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총 3
종이다. 목판본 《대동여지도_奎 10333》과 필사본 《대동여지도》 2종에 지도유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목판본 

《대동여지도_奎 10333》와 필사본 《대동여지도_奎 12380》의 경우에는 제작할 당시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후

에 소장자가 제1첩 첫 부분에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필사본 《대동여지도_古 4709-4》는 제작당시

에 지도유설을 필사한 것이다. 지도유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의 고전에 있는 지리 관련 글귀를 인

용하여 지도의 제작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진나라의 지리학자 배수(裵秀, 224~271)의 지도제작 방법으

로 정리하였다. 이는 지도에서의 ‘분율(分率), 준망(準望), 도리(道里), 高下, 방사(方邪), 우직(迂直)’에 대한 내

용이지만, 실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이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배수

의 육체론은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 외에도 최한기의 ‘청구도제’와 신헌의 ‘대동방여도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전통적인 도법이 조선에 들어와 지도 제작의 대원칙으로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도법이 우리나라의 지형, 지도 제작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배수의 

육체론이 적용되었는지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선시대 지도제작 방법과 함께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도유설의 세 번째 내용은 손자(孫子)의 글을 빌려 지도의 효용을 평화시와 전쟁시로 나

누어 지도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은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여 국토의 

크기를 기록하였다.

제1첩에 수록되어 있는 〈도성도〉와 〈경조오부〉는 1첩과 13첩이 결여된 목판본 《대동여지도_대동여지도_古 

4709-5》를 제외한 4종의 《대동여지도》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도성도〉는 왕궁과 각종 관청 등 국가 중요시

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성 성곽 내부의 시가지를 자세히 그린 지도이며, 〈경조오부〉는 조선의 수도를 관장하는 

한성부의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성부 지도이다. 즉, ‘경조’는 수도를 가리키는 용어 중 하나이고, 

‘오부’는 한성부 바로 아래의 최고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상세지도이다. 〈도성도〉와 〈경조오

부〉는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동일한 축척을 적용하여 지도를 제작하면서 주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김정호가 삽입도 형식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청구도》에서 《대동여지

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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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사본 《대동여지도_奎 12380》와 《대동여지도_古 4709-4》의 모사 상태를 비교해보면, 《대동여지

도_奎 12380》에 표현된 산에 모습과 글씨 등에서 《대동여지도_古 4709-4》보다 정교한 편이다. 그리고 내용

적인 측면에서도 《대동여지도_奎 12380》가 정확하다. 《대동여지도_古 4709-4》의 경우 제16첩의 영동 북쪽

에 박달산의 지명이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지명이 생략되어 있거나 군현 경계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창고, 역, 복수 기호 등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경우 목판본 《대동여지

도》를 지속적으로 필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함께 연구되어야 할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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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필사본 《대동여지도》가 총 2종 소장되어 있다. 이는 도서번호 ‘奎 12380’

과 ‘古 4709-4’번으로, 이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지도에 반영된 내용까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에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필사본 두 종의 《대동여지도》에서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수정 및 보완단계에 따른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사본 《대동여지도_奎 12380》 제1첩에 표제, 원고지 모양(가로 8개, 세로 12개로 구성)의 ‘방안표(方眼標)’, 

그리고 ‘지도유설(地圖類說)’이 포함되어 있다. 표제의 경우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표지의 형

식을 그대로 따라 우측  상단에 제작시기를 알려주는 ‘당저십이년신유(當宁十二年辛酉)’, 중앙에 지도명인 ‘대

동여지도(大東輿地圖)’,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지도 제작자를 명시해주는 ‘고산자교간古山子校刊’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형식뿐만 아니라 글자체까지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다. 그리고 방안표 옆에 

수록된 ‘지도유설’은 지도를 제작할 당시 함께 필사한 것이 아니라, 후에 소장자가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기호표와 〈도성도〉와 〈경조오부〉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여지도_奎 12380》는 장상훈의 연구 결과인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수정 및 보완단계 가운데 5단계에 속하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대

동여지도》가운데 《대동여지도_奎 10333》과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 즉, 제6첩의 황초령의 지형 오류, 제17첩 

청도의 월경지 표시가 실선에서 점선으로 수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_奎 10333》같이 동진고현의 위

치 수정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_奎 12380》의 경우 군현 경계 표시가 몇 군데 생략되어 있다. 

제7첩 상검산(上劍山) 동남쪽에 있어야 할 정평定平의 동쪽 군현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제9첩의 경우 

숙천(肅川)의 남쪽 경계이자 순안(順安)의 북쪽 경계선이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계선의 생략 또는 잘못

된 기호의 표시 등은 필사자가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종의 필사본 《대동여지도_古 4709-4》의 경우에는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명시되어 있는 표지가 생략되

어 있으나, 지도를 필사하면서 ‘지도유설’을 함께 필사하여 지도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반영된 지리정보를 확

인해 보면, 《대동여지도_奎 12380》에서 수정되지 않았던 안언역의 위치가 수정되었고, 제4첩의 십만령 부분

은 갑자본 《대동여지도_古 4709-6》와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군현경계 교정이 《대동여지

도_古 4709-6》처럼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대동여지도_古 4709-4》의 경우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수정 및 발달단계에 정확하게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유본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정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만, 갑자본에 해당하는 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8단계로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대동여지도_古 4709-4》는 신유본 마지막 단계와 갑자본 초

기 단계의 지도를 바탕으로 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여지도_奎 12380》 제17첩 《대동여지도_古 4709-4》 제17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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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도_奎 103401》제1첩의 지도목록을 포함하여 총 23층으로 제작된 채색필사본 조선전도로, 보물 제 

1358-2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1첩의 지도목록이란 1권에서 22권까지 각 권마다 수록되어 있는 읍치의 목록

을 정리한 것으로, 찾고자 하는 군현의 지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역할을 하고 있다. 2첩부터 23첩까지 

남북을 120리 간격의 22층으로 나누고, 동서 80리 간격이 1면에 해당하며, 각 층은 병풍 형식으로 접었다 펼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지도 제작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한반도와 윤곽과 산줄기 및 물줄기의 기본 흐

름을 포함하여 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 등은 김정호게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매우 유사하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제작과정을 연구와 함께 《동여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동

여도》에 직접적으로 지도의 제작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여도》가 언제, 어떤 계기로 제작되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지도의 내용 중 인릉(仁陵) 위치에 관한 주기를 바탕으로 《동

여도》의 제작은 1857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정확한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

다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첫째, 《동여도》의 내용과 형식이 《대동여지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

동여지도》 판각을 위한 선행 지도로, 그 시기를 1857년에서 1861년 사이로 추청하고 있다. 둘째, 신헌(申櫶, 

1801~1888)의 문집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동방여도서』를 《동여도》라고 추정할 때 1857년 귀양에서 풀려난 

직후 《동여도》를 제작했다는 것은 서문에서 언급한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내용

과 비교된다. 지도에 수록된 정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여도》가 《대동여지도》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확신하

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셋째, 《동여도》가 《대동여지도》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며, 이는 김정호가 목판본을 제

작하기에 앞서서 직접 제작했다고 판단하지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동여도》의 경우에는 김

정호가 최초로 만든 원본이 아니라 1872년 또는 19세기 후반 한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이 함

께 필사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동여도》의 제작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동여도》의 경우 《대동여지도》초기본에서 보이는 황초령 지형과 군현 경계의 모습

과 동진고현의 오류가 수정되어 있다. 그러나 안언역의 위치와 오류와 십만령 인근 군현경계 조정은 수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즉, 《동여도》에 반영된 지리정보는 1861년 《대동여지도》의 수정 단계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유본의 최종단계가 제작되기 이전의 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여도》 제1권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표’는 오늘날 범례와 같은 것으로, 12개 항목 26종의 기호가 사용하여 

보다 많은 지리정보를 지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지도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전 시기에 제작된 지도보다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교해졌으며, 《청구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계와 수계를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산줄기의 흐름을 연맥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또한 《청구

도》에서 곡선으로 표시했던 도로를 《대동여지도》와 같이 직선으로 표시하고 10리마다 점을 찍어 지도 이용자

로 하여금 두 지역 사이의 거리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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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여도(奎 10340)

청구기호 奎 10340 작가 미상 자료명
동여도

東輿圖 
수량 1종(23첩）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世紀 中盤(哲宗 年間:1849-1863)]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형태
채색도 (기존)

 채색필사본 (수정)

내용 23첩으로 구성된 《대동여지도》 계열의 전국지도

규격 전 체 30.5×20cm 도엽
기존 서지사항에 없음

30.5×39.8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358-2호

복제정보 M/F79-103-154-C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로 제공됨)

이미지2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동여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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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 가운데 제8첩에 수록된 대형 전도이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경상도 안음과 산음의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이므로 대략 1750년로 추정된다. 《해동지도》는 조선후기 국가에서 행정, 군사적 용도로 

제작된 대표적인 지도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천하도〉와 같은 세계지도, 〈요계관방도〉와 같은 국방지

도, 중국·일본·유구 등의 외국지도, 조선전도, 군현도, 도성도 등이 총 망라되어 있다.

전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지도를 따르고 있어서 북부지방이 왜곡된 형태로 그려져 있다. 우

리나라의 윤곽은 18세기 중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르러 실제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는데 이 지도는 정상

기의 지도 이전에 제작된 것이다. 

산지의 묘사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연맥을 강조하여 그렸으며 압록강 이북의 산지도 그려 넣었다. 하천은 

청색으로 그렸으며 일부의 하중도도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도서지방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데 이 당시 도서 지

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팔도의 군현은 색채를 달리하여 구분하였고 좌우도를 표시하였다. 또한 감영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병영, 수영, 

진영 등을 부각시켰고 해안의 봉수도 비교적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해안의 군사기지인 진보도 청색을 사용하

여  표시하였으며 산성도 성첩을 그려 강조하였다. 도로의 경우는 육로는 홍색의 실선, 해로는 점선으로 표시

했으며 육로의 경우는 굵기를 달리하여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였다. 아울러 도로상의 찰방역도 노란색의 타원

에 표시하였다.

무엇보다 방위의 표시가 독특한데 이는 우리나라 지형의 방향에서 기인한다. 지형의 방향이 해좌사향亥坐巳

向(북북서-동남남)으로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세웠을 경우 동서남북의 방위가 지면과 정방향으

로 되지 않게 된다. 지도 하단의 주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다른 지도와는 달리 방위를 조정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17. 대동총도(古 4709-41)

청구기호 古 4709-41 작가 미상 자료명
대동총도

大東總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장각 소장의 『해동지도』 가운데 제8첩에 수록된 대형 전도

규격 전 체 257.7×157.7cm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191호

복제정보 M/F81-103-466-A 

이미지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해동지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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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첩에 포함된 <아국총도>는 18세기 후반의 훌륭한 조선전도이며, <천하도지도>는 중국에서 제작된 서양식 

세계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접한 세계지리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 또한 <조선일본유

구국도>의 경우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지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제2첩에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8도의 도별지도가 수록되

어 있다. 18세기 중후반의 정확한 도별지도인 정상기의 도별도 형태이다. 제3첩은 강남성(江南省), 강서성(江

西省), 광동성(廣東省), 광서성(廣西省), 귀주성(貴州省), 복건성(福建省), 사천성(泗川省), 산동성(山東省), 산서

성(山西省), 성경성(盛京省), 운남성(雲南省), 절강성(浙江省), 직예성(直隷省), 하남성(河南省), 섬서성(陝西省), 

호광성(湖廣省) 둥 중국 청대의 16성의 성별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지도≫ 및 <아국총도>의 제작시기는 1789년(정조 13)~1795년(정조 19)으로 추정된다. 제2첩 <경기도> 

지도에 ‘현륭원(顯隆園)’이 그려져 있고, 수원의 행정 중심지가 신도시를 조성해 새로 이전한 곳에 표시되어 있

기 때문이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무덤은 양주 배봉산(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 부근)에 조성

되어 수은묘(垂恩墓)로 불렸다. 정조는 즉위 후 사도세자의 존호(尊號)를 장헌(莊憲)으로 바꾸고 당시 무덤의 

봉호를 수은묘(垂恩墓)에서 영우원(永祐園)으로 고쳤다. 정조는 1789년(정조 13)에 다시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읍치 부근으로 이장하고 무덤의 존호를 ‘현륭원(顯隆園)’으로 바꾸었다. 또 수원에 신도시 조성을 완료

한 후 정조는 경기도 ‘금천(衿川)’현의  이름을 ‘시흥(始興)’현으로 개칭했다. 그러나 <아국총도>나 <경기도> 지

도에 ‘금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 1795년 시흥으로의 개칭 이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이 밖에 1776년

(정조 1)에 개칭된 군현 지명들이 새로운 명칭으로 기록되었으나, 순조 즉위 후 개칭된 지명들은 예전 지명으

로 기록된 점도 이 지도가 정조대에 제작된 것임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아국총도>에 평안도 이산(理山)이 

개칭 지명인 초산(楚山)으로, 충청도 이산(尼山)이 개칭 지명인 이성(尼城)으로 기록된 것 등이다. 또 1787년

에 함경도에 신설된 장진(長津)도호부도 표시되어 있다. 반면 1800년에 이원(利原)으로 개칭된 함경도의 이성

(利城), 충청도의 노성(魯城)은 옛 지명인 이성(尼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 한성부를 그린 <도성도>

에 아직 ‘영우원(永祐園)’의 명칭이  남아 있고, <경상도> 지도에는 1767년에 안의(安義), 산청(山淸)으로 바뀐 

안음(安陰), 산음(山陰) 등의 군현 이름이 옛 명칭으로 되어 있어 지도 제작 시에 지역에 따라 변경 사항을 모

두 반영하지 못했음도 보인다.

<아국총도>는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지도이다. 팔도의 군현의 바탕을 다르게 채색해 도별 구분했다. 기본적

으로 오방색을 적용했으나 약간의 변형을 가했다. 중앙인 경기도는 황색, 남쪽의 전라도는 적색, 동쪽의 강원

도는 녹색, 서쪽의 평안도는 백색, 북쪽의 함경도는 흑색 대신 청색을, 동남쪽 경상도는 분홍색, 충청도는 회청

색, 황해도는 연분홍색을 사용하였다. 

산봉우리를 연속으로 그려 산줄기를 나타내는 전통적 방식을 사용하였다. 산줄기는 석녹 바탕에 석청을 칠했

는데, 높은 산지는 석녹 바탕에 석청을 두껍게 도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산맥은 석청을 얇게 칠하여 산맥의 

높낮이와 가파름을 드러냈다. 하천과 바다는 쪽염으로 표현해 입체감을 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산지 중 가장 

특색있는 부분은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이다. 백두산과 장백산은 매우 신성시되던 산이다. 백두산

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이 시작되는 산이며, 함경도 경성도호부, 무산도호부, 명천도호부에 걸쳐 있는 장백산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동쪽으로 지금의 함경북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장백정간(長白正幹)이 시작되는 산이기 

기 때문이다.  백두산과 장백산의 정상에는 녹색과 청색 외에 백색이 채색되어 있다. 눈으로 뒤덮힌 성스러움

과 신비감의 설산(雪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국총도>의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도로·봉수 등을 생략하고 도별지도에 표시한 반면, 섬을 상세하게 그리

고 섬의 이름을 모두 표기해 18세기의 바다와 섬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남해·서

해 등 바다 이름을 기록하고, 울릉도 동쪽에 지금의 독도인 ‘우도(于島)’를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했다. 이는 안

용복 사건 이후 명확해진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 지금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원도에는 고성의 고성포와 삼일포, 간성의 간성포, 양양의 대포, 강릉의 안일포와 연곡포, 삼척의 삼척

포, 울진의 울진포, 평해의 월성포, 영해의 축산포 등을 섬처럼 크게 그리고 이름을 기록했다. 이 또한 동해 해

역과 동해의 포구와 항구들을 강조한 것으로서 조선시대 지도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표현이다.

참고문헌

18. 아국총도_여지도(古 4709-78)

청구기호 古 4709-78 작가 미상 자료명
아국총도 

我國摠圖
수량

3첩 33 중 

제1첩 수록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89~1795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지도 여백에 주기

규격 전 체 152.5×82.0cm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92호

복제정보  M/F84-35-80-E / 模寫古 4709-78 v.1(4)

이미지

(현재 원문 이미지 제공하지 않음)

기존해제 없음

해제

<아국총도(我國摠圖)>는 크기가 크지 않은 지도이지만, 조선후기 문화의 절정기였던 18세기 중후반 영정조

대의 지도제작과 지리학의 성과를 종합한 조선전도이다. <아국총도>는 총 3첩으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

첩 《여지도(輿地圖)》 제1첩에 포함된 조선전도이다. ≪여지도≫ 제1첩에는 세계지도인 <천하도지도(天下都地

圖)>, [중국지도(中國地圖)], <북경도성삼가육시오단팔묘전도(北京都城三街六市五壇八廟全圖)>, <의주북경사

행로(義州北京使行路)>, [조선일본유구국도(朝鮮日本琉球國圖)], <아국총도(我國摠圖)>, [도성도(都城圖)] 등 

세계, 중국, 북경, 중국에의 사행길, 조선과 일본과  유구(琉球, 지금의 오키나와)를 그린 6장의 지도가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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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해제

18세기 말 정조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필사본 조선전도이다. 지도의 제작 시기는 1795년(정조 

19)에 경기도 금천(衿川)이 시흥(始興)으로 개칭된 후, 1800년(순조 즉위년)에 이름이 바뀐 충청도 노성(魯

城)이 옛 지명인 이성(尼城)으로, 같은 해 개명된 함경도 이원利原이 옛 이름인 이성(利城)으로 표기되어, 

1795~180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팔도지도》는 조선 후기 지도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수정본 계열에 속하는 축

소본 전도(全圖)이다. 18세기 중엽 농포자 정상기(鄭尙驥, 1678~1752)는 《동국지도》를 제작해 조선 후기 지

도 발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수정과 발

달을 거듭해 4종의 수정본 계열이 제작된다. 첫째는 정상기 원도 계열, 둘째는 초기 수정본 계열, 셋째 정철조

(鄭喆祚, 1730~1781)·정후조(鄭厚祚, 1758~1793) 형제가 제작한 ‘해주신본(海州新本)’ 지도 계열, 넷째 여

암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제작한 수정본 지도 계열 등이다. 특히 1770년에 왕명을 받아 신경준이 제

작한 20리 방안의 군현지도, 도별도, 전도는 정상기의 아들 정항령의 지도 등 민간 지도를 비롯해 국가가 소장

했던 각종 지도와 지리지 정보를 사용해 훨씬 자세하고 정확한 완성도 높은 지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팔도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수정본 계열 지도 중 신경준의 수정본 계열 지도로 분류할 수 있는 

지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 계통에 비해 산줄기와 물줄기 및 지명 등이 훨씬 상세

해지고 많은 보완과 교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압록강 유로 중 평안도의 가장 북쪽 만포, 중강진 지역이 원도나 

초기 수정본 계열과 달리 깊숙하게 구부러져 만곡되게 표현된 부분은 신경준 지도 계열로 추정할 수 있는 대

표적인 부분이다. 신경준이 제작한 20리 방안 군현지도, 그리고 도별도와 전도는 19세기 후반 조선을 대표하

는 김정호의 지도들에 나타난 압록강의 유로와 거의 동일해 김정호의 지도가 이 유형의 지도들을 주요하게 참

조했음을 보여 준다. 

군현을 나타내는 원 안에 채색을 달리해 도를 구별했다. 군현 이름은 원 밖에 품계 없이 기재했다. 경기도는 

원의 바탕색을 황색으로, 충청도는 황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 전라도는 적색 으로, 경상도는 살구색(?), 강원도

는 엷은 청색, 황해도는 황색바탕에 적색의 작은 원을 가운데에 추가하고, 평안도는 짙은 녹색, 함경도는 주색 

바탕에 검은색테두리로 각각 표현했다. 감영·병영·수영은 사각형으로, 군사시설인 진보(鎭堡)와 역(驛)은 바

탕색을 칠하지 않은 작은 원을 그리고 이름을 원 밖에 기록했다.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는 지명을 기록하지 않

은 점도 수정본 계열 지도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이다. 산지는 산봉우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연속으로 그린 후 

엷은 청색으로 채색했으며, 강과 하천도 검은색 먹으로 그리고 엷은 청색으로 덧칠했다. 지도 동해 바다 우측 

여백을 이용해 ‘서울에서 정동은 영해(寧海) 540리, 정서 고양 50리, 동남 울산 940리, 서북 의주 1140리, 정

남 장흥 975리, 정북 강계 1330리, 서남 진도 900리, 동북 경흥 2359리“로  팔방의 거리와 국토의 크기를 기

록했다.

도로를 표시하지 않아 미완성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충청도 홍성(洪城)을 홍천(洪川)으로,  전라도 강진(康

津)을 당진(唐津)으로, 제주 화북소(禾北所)를 목북소(木北所)로 기록한 오류도 보인다. 그러나 《조선팔도지

도》는 원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여암 신경준 계열 지도 중 조선전도의 유형을 보여 준다는 점, 18세기의 대

표적 지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로부터 19세기의 대표적 지도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로 이행해가는 과정

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도이다.

참고문헌
오상학, 1994,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 : 제작과정과 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조선팔도지도(古軸 4709-2)

청구기호 古軸 4709-2 작가 미상 자료명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수량 1축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후반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세기 말 정조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필사본 조선전도

규격 전 체 240.3×108cm 도엽 168×93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4-35-79-J

이미지1

(원문 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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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청구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해제

《해동지도_古大4709-41》와 《광여도_古4790-58》, 《조선지도_奎16030》 등과 같이 19세기 이전까지 조선

에서 제작된 전국 지도책은 지도를 군현별로 나눠 제작한 후 도별로 묶어 여러 권의 책으로 제작되었다. 이 지

도들 가운데 《해동지도》와 같은 회화식 군현지도는 ‘정확한 지도’라는 측면 보다는 지도제작 목적 또는 각 군

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조선지도》와 같이 일정한 축척이 반영된 

방안지도는 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 측면과 더불어 보다 형태적으로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작된 지도였지만, 일정한 축척을 위해 그려진 방안이 강을 자르고 산을 끊어 지도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었

다. 또한 이와 같은 지도책들은 ‘전국지도책’으로 제작되긴 하였지만 각 군현마다 제작되어 각 군현간의 위치

적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추기도 힘들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한 김

정호가 군현의 경계와 상관없이 전국을 같은 면적으로 나누어 지도를 제작하고 책으로 묶어 1834년 전국지도

인 《청구도》를 제작했다.

《청구도》는 전국을 가로 22판, 세로 29층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홀수 층과 짝수 층을 나눠 각각 하나의 책(건

곤(乾坤)으로 구성)으로 묶었다. 그리도 31.7×21.3cm 크기인 지도 한 면의 면적은 가로 70리, 세로 100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쉽게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외곽에 가로 7, 세로 10의 눈금을 표시하였다. 서

울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청구도_古4709-21》의 경우 기본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4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6층과 27층에는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2권 표지에 기록된 층을 보

면 ‘2, 6, 10, 14, 18, 22, 28층’이다. 26층과 27층은 한반도 남쪽에서 제주도까지의 바다를 생략한 것이며, 따

라서 28층과 29층의 제외하고 각 권에 속한 층은 1권에서 4권까지 1,2,3,4층으로 하여 각각 4를 더한 층을 포

함하고 있다. 현재 《청구도_古4709-21》를 포함하여 국내외에 전해지는 《청구도》 총 17본으로 대체적으로 4
개의 이본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청구도_古4709-21》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개의 이본 

형태 모두를 김정호가 제작했다는 견해와 일부는 김정호 보다는 실제 이용 과정에서 다른 필사자에 의해 만들

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또 다른 

이본인 《청구요람_古4709-21A》의 경우에는  '청구도제' 가장 마지막에는 "乙未八月(1895년)曺協承"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95년(고종 32)인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정호가 아닌 다른 

필사자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도》의 경우 1책과 2책 앞부분인 1층과 2층에 ‘청구도

제-청구도범례-동방제국도-사군삼한도-삼국전도-신라구주군현총도-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본조팔도주현

도총목-도성도-전국지도-군국총목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도_古4709-21》에는 ‘청구도범례, 도

성도, 군국총목표’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1권에 ‘일본도日本刀’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도_古4709-

21》를 제작한 이후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제첨한 지도이다. ‘청구도제’는 최한기가 1834년에 쓴 서문으로 

《청구도》를 필사하는 과정에 서문도 함께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도_古4709-21》는 ‘청구도범례’

가 누락되어 있다. ‘청구도범례’에는 지도의 제작과 이용 및 교정, 지리지의 편찬 방법 등 지도와 지리지에 대

한 다양한 측면에 방대하게 수록되 있으며, 이는 김정호가 지도를 제작하는 입장이 아닌 사용하는 입장에 지

도에 수록할 지영을 선별하고 지도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범례에 따르면 지도의 번잡스러움을 

염려하여 산줄기가 물이 분리된 사이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산의 봉우리만 그려 넣었다

고 하였으나, 《청구도_古4709-21》에서 산지의 형태는 봉우리가 아닌 봉우리를 이어 연결시킨 산줄기의 형태

로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오상학, 2001，“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의의”，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 용역 논문집，pp.41－49.

이기봉, 2009，“《청구도》 이본 4개 유형의 지도적 특징과 변화에 대한 연구”，한국고지도연구학회，pp.5-25.

이기봉, 2016, “19세기 한국에서 김정호의 대중적인 대축척 지도 제작”, 한국고지도연구학회，pp.133-140.

장상훈，2009，“〈청구도〉이본 비교 시론”，한국고지도연구학회，pp.19-30.

20. 청구도(古 4709-21)

청구기호 古 4709-21 작가 미상 자료명
청구도

靑邱圖 
수량 1종(４책）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純祖34年(1834) 序]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34년 이후

형태
채색도 (기존)

 채색필사본 (수정)

내용 4책으로 구성된 김정호의 《청구도》 이본 중 하나인 전국지도

규격 전 체 
31.5×21.5cm (기존)

31.7×21.3cm (수정)
도엽 31×20.3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4-16-227-K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로 제공됨)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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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좌전도(古軸 915.51-H118)

청구기호
古軸

915.51-H118
작가 미상 자료명

해좌전도

海左全圖
수량 1종(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20세기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57~1859년 사이 (수정)

형태
목판본 (기존)

목판채색본 (수정)

내용 19세기 중반 세로 길이 1m 정도로 제작된 목판본 조선전도

규격 전 체 
112×59.8cm (기존)

101.5×59.6cm (수정)
도엽 97.8×56.5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6-35-4-L

이미지1

(현재 제공하는 이미지 없음)

21. 팔도총도_『신증동국여지승람』(一簑古915.1-D679c v.36 )

청구기호
一簑古 

915.1-D679c v.36
작가 미상 자료명

팔도총도

八道總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6세기

형태 목판본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도 형식으로 실려 있는 조선전도

규격 전 체 34.2×21.4cm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이미지

기존해제 〈팔도총도〉에 대한 해제는 없음．

해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부도(附圖)로 “동람도(東覽圖)”라고도 불린다. 『동국여지

승람』은 조선 초기 세종대 이후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사업의 결실로 나타난 것인데, 성종 12년(1481)에 완

성되었다.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친 개찬(改撰)과 증보(增補)를 거쳐 중종 25년(1530)에 전55권으로 증보 간행

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62년(天順 7)에 간행된 중국의 『大明一統志』의 체

제와 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대명일통지』에는 중국전도와 13성의 지도를 부도로 삽입하고 있는데 『신증동

국여지승람』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팔도총도〉와 팔도의 지도를 부도로서 수록하였는다. 여기에 실린 지도는 

중종 연간에 증보될 때 실린 것이 아니라 서거정의 서문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성종 12년 발행시 이미 실려 있

었다.

“동람도”는 지지를 보완하는 부도로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소략하다. 지지에 이

미 많은 내용들이 지역별로 수록되어 지도에서는 단지 지역의 개략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규격이 작은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지도에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도 없었다. 세종대에 제작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이전 시대 지리지는 국가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을 파악하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

에 군사·행정·경제 등과 같은 실용적 측면에 비중이 주어졌다.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전국적 지배

체제의 확립 이후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원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우세하여 시문·인물·예속(禮俗)·고적 

등과 같은 항목이 강화되었다. “동람도”에도 이러한 지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祀典)에 기재되어 있는 악(嶽)·독(瀆)·해(海)와 명산대천(名山大川) 등을 표시하고 있고 팔도의 각 도(道)에 

지도에는 주현의 진산(鎭山)과 사지사도(四至四到)만을 표시하였다. 국토의 산천 파악이 국방과 같은 실용적 

차원이 아니라 제사를 통한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 이념을 확립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도의 표현 양식을 보면, 수계(水系)를 중심으로 하여 각 주현의 진산(鎭山)을 배치하였고, 산의 모습도 『대명

일통지』에 보이는 것처럼 독립적인 산봉우리의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바다는 중국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결 모양의 수파묘(水波描)로 채웠다. 한반도의 모양이 동서로 부풀려져 있고 남북으로는 압축되어 있는 모

습이다. 특히 북부 지방이 남부 지방에 비해 매우 작게 그려져 있다. 또한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가 거의 수평

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함경도 지방이 남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져 있어 당시 변경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내용은 사전祀典에 기재되어 있는 악(嶽)·독(瀆)·해(海)와 명산대천(名山大

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소략하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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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좌전도(古軸 4709-100)

청구기호 古軸 4709-100 작가 미상 자료명
해좌전도

海左全圖
수량 1종(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중반(철종년간 1849~1863)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57~1859년 (수정)

형태
목판본 (기존)

목판채색본(수정) 

내용 19세기 중반 정상기 유형의 목판본 조선전도

규격 전 체 
98×57.5cm (기존)

 98.3.5×56.2cm (수정)
도엽 97.9×55.8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4-35-79-R

이미지1

(현재 제공하는 이미지 없음)

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해제

세로 길이 1m 정도의 《해좌전도(海左全圖)》는 한 장으로 된 목판본 지도로,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우리나라 전국지도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는 정상기 계열의 지도와 유사

하며, 여러 종류의 지도를 종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도로 제작되

었음에도 휴대하기에 용이한 크기로 제작되었고, 비슷한 크기의 다른 지도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는 점이다. 산·하천·섬 등의 자연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경京과 군현에 관한 행정정보·군사정보·역(驛)·거리

를 표시한 교통 정보·사찰 등의 문화 정보인 인문적인 정보까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작은 지명 공간에 많

은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 기호를 사용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

은 지도 여백에 있는 주기(註記)이다. 주기에는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의 변천과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등 10여 개에 이르는 유명한 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울릉도(鬱

陵島)·대마도(對馬島)·제주도 등 섬에 관한 역사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유명한 산과 관동팔경 등의 명승지가 

기록되어 있다. 지도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는 고조선(古朝鮮, 한사군(漢四郡, 신라구주(新羅九州), 고려팔도

(高麗八道)의 마을 수를 기록하였다. 

지도에 표현된 지리 정보를 살펴보면, 국토의 형태가 비교적 정확한 본 지도는 각 군현을 원형(圓形)으로 그리

고 도별로 채색을 달리하였다. 각 읍 옆에 서울까지의 거리를 기록하였으며, 도로는 홍색으로 표시하였다. 도

(道)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한 뒤 채색을 하여 구분하였다. 바다에 해당되는 사방의 여백에는 각 지역의 연혁

과 역사적 사실을 기입하였다. 

현재 《해좌전도》는 본 박물관을 포함하여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등에 다

수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는 《해좌전도》는 3종류의 판본으로 나뉜다. 3개의 판

본의 크기나 형태, 지도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판이 나눠진 위치, 주기에서의 오자(誤字)와 글자모양, 그리고 

지도상에서의 하천과 산, 8도의 경계선의 표현·정보의 추가·첨의 추가 및 삭제·오자 등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 세 종류의 판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지도 전체가 4개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두 

유형에는 모두 표시되어 있는 신도진신도진의 진보 표시가 누락되어 있으며, 청량산(淸凉山)이 청경산(淸京

山)으로 판각되어 있다.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누락된 정보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먼저 판각된 판으

로 추정되며, 정보상의 오류가 보이기는 하지만 판각의 수준이나 섬세함 등은 나머지 두 유형보다 뛰어나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같이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첫 번째 유형에서 보였던 오류들이 수정

되었고, 섬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마지막 유형은 5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해좌전도》는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양보경·양윤정, 2006, “木版本 朝鮮全圖 《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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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좌전도(古軸 4709-72)

청구기호 古軸 4709-72 작가 미상 자료명
해좌전도

海左全圖
수량 1종(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중반(철종년간 1849~1863)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57~1859년 (수정)

형태
목판본 (기존)

목판채색본(수정) 

내용 19세기 중반 4개의 유형으로 제작된 목판본 조선전도

규격 전 체 
98×57.5cm (기존)

 98.3.5x56.2cm (수정)
도엽 97.9x55.8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4-35-79-R

이미지1

(현재 제공하는 이미지 없음)

해제

세로 길이 1m 정도의 《해좌전도(海左全圖)》는 한 장으로 된 목판본 지도로,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우리나라 전국지도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총 3종의 《해좌

전도》가 소장되어 있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는 정상기 계열의 지도와 유사하며, 여러 종류의 지도를 종합하

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도로 제작되었음에도 휴대하기에 용이한 크기

인 1m 정도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축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목판본으로 제작된 《해좌전도》는 필사본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도 여백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註記)를 통해 그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다. 또한 《대동여지도》와 같이 따로 

지도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정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를 사용하였다. 《해좌

전도》에 수록된 지리정보는 크게 자연 정보와 인문 정보로 나눠 볼 수 있다.

《해좌전도》는 산지·고개·하천, 그리고 도서 등의 자연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지도에 비해 매우 자세한 편이다. 지도에서 산은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방법인 겹쳐진 산(∧)

의 줄기형으로 산지를 표현하고 있다. 함경도의 백두산과 장백산, 전라도의 지리산 부분을 살펴보면, ∧의 높

이와 겹침의 정도로 산지의 고저(高低)와 험이(險夷)까지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산을 표현

한 《대동여지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산에 대한 지리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지도에 반

영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기를 통해 지리 정보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데, 지도 오른쪽 여백에 기록된 주기 내용은 유명한 산에 대한 정보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산의 위치나 높이만

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까지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백두산에 대한 내용 중에는 대

지(大池)를 ‘사람의 뺨에 있는 구멍(보조개)과 같다’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잇으며, 그곳에 눈이 쌓여 있는 풍경

을 ‘한한은해(漢漢銀海)’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흡곡~고성의 해안선을 따라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사

선정, 그리고 간선의 청간정의 모습을 묘사함과 동시에 관동팔경에 속하는 나머지 지명 또한 그대로 나열하

고 있다. 《해좌전도》에는 총 250개가 넘는 섬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주기에는 중요한 섬들에 대해 기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와 문화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울릉도의 주기 내용을 보면 신라 시대

에 이사부에 의해 독립국이었던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산국의 정확한 위치를 표

시하고 있다. 다라서 오늘날 독도 연구와 관련해 《해좌전도》는 중요한 자료이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초기 ‘고양부(高梁夫)’ 3성이 그 땅을 나누어 살았다는 『고려사』의 지리지 부분

에 나오는 개벽설화와 함께 제주도의 연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해좌전도》에 나타나 있는 인문 정보는 군현의 행정·진보·도로·역원 등의 행정·군사·교통과 관련된 지리 정

보, 그리고 사찰이나 사고(史庫)·명승지 등의 문화와 관련된 지리 정보이다. 필사본 지도에서 ‘색’으로 구분하

는 도별 경계를 목판본인 《해좌전도》에서는 점선을 이용해 경계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후에 지도 이용

자에 편의에 따라 그 위에 색을 더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지도에서는 점선 위에 붉은 색이 더해져 도별 경

계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좌전도》는 인문 정보를 표시함에 있어 약속

된 기호를 사용해 보다 많은 지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은 서울은 이중의 원(◎) 안에 ‘京’이

라고 표시하였고, 일반 군현의 경우에는 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군현을 표시하는 원(○) 안에는 군현명 

이외에 도리도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서울까지의 거리(里數)를 표시한 것으로, 현재 우

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숫자 체계와는 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함경도 온성의 경우 서울까지의 거리가 

‘1,930里’로 이는 보통 ‘一千九百三十里’라고 표기하지만, 《해좌전도》에서는 ‘一0九0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0’은 아라비아 숫자 ‘0’이 아니라 기호로 약속된 것이다. 또한 지도의 여

백을 활용해 많은 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의 왼쪽 위 여백에는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에 관

한 내용과 폐사군이 설치된 시기를 포함하여 새로 개척한 폐사군과 육진을 포함한 함경도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해좌전도》는 지도 한 장 위에 현재의 모습과 더불어 과거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적 

정보에 대한 주기는 중요 산과 섬들의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경관이 뛰어난 공간에 대한 정보, 연혁을 포함한 

역사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자세한 지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해좌전도》는 당시 단순

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도 사용 목적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양보경·양윤정, 2006, “木版本 朝鮮全圖 《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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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판수 4 4 5

주기

定界碑文

穴

可

大漬(오자)

矢

丁

大淸(정자)

穴

可

大淸(정자)

穴

可

하천모습

白頭山 大池 부분

分水岺 윗 부분(咸)

楚山 부근(平)

古津江(平)

對馬島

○

○

단선

○

○

X
X
쌍선

X
X

X
X
쌍선

X
△

섬

洋島(咸)

高原 부근(咸)

현 위화도 부근(平)

永柔 부근(平)

扵淸島 부근(忠)

馬梁鎭 부근(忠)

蝟島 부근(全)

○

○

○

○

○

○

X
X(섬 추가)

X
X(섬 추가)

X(섬 추가)

X(섬 추가)

X
X(섬 추가)

X
X(섬 추가)

X(섬 추가)

X(섬 추가)

정보
薪島(平)의

鎭堡 표시 有無
無 有 有

誤字
淸凉山(慶)

대마도까지 수로 ‘百’

淸京山(誤)

有

淸凉山(정)

無

淸凉山(정)

有

목판본 《해좌전도》의 판본이 여러 유형 존재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목판본 지도의 경우 필사본 지도

와 달리 여러 장의 지도를 한번에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이 여러 종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의미한기 때문이다. 《해좌전도》는 많은 지리적 정보가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기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지리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도에 반영

된 오류를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해좌전도》가 제작되

었다는데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규장각에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３종의 《해좌전도》가 모두 소장되어 있으므로, 목판본 지도연구자와 

조선후기 전도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양보경·양윤정, 2006, “木版本 朝鮮全圖 《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pp.63-77.

이미지2

인장 경성제국대학도서장, 74130

기존해제 없음

해제

《해좌전도(海左全圖)》는 세로 길이 1m 정도의 한 장으로 된 목판본 지도로,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우리나라 전도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는 정상기 계열의 지도와 유사하

지만, 여러 종류의 지도를 종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도로 제작되

었음에도 휴대하기에 용이한 크기의 목판본 지도로 제작되었고, 비슷한 크기의 다른 지도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하천·섬 등의 자연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경(京)과 군현에 관한 행정정보·군사정

보·역(驛)·거리를 표시한 교통 정보·사찰 등의 문화 정보인 인문적인 정보까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작은 지

명 공간에 많은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 기호를 사용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도 여백에 있는 주기註記이다. 주기에는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의 변천과 백두

산, 금강산, 설악산 등 10여 개에 이르는 유명한 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

고 울릉도(鬱陵島)·대마도(對馬島)·제주도 등 섬에 관한 역사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유명한 산과 관동팔경 등

의 명승지가 기록되어 있다. 지도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는 고조선(古朝鮮), 한사군(漢四郡), 신라구주(新羅九

州), 고려팔도(高麗八道)의 마을 수를 기록하였다. 

목판본으로 제작된 《해좌전도》는 현재 본 박물관을 포함하여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등에 다수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는 다수의 《해좌전도》는 3종류의 

판본으로 나뉜다. 3개의 판본의 크기나 형태, 지도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판이 나눠진 위치, 주기에서의 오자

誤字와 글자모양, 그리고 지도상에서의 하천과 산, 8도의 경계선의 표현·정보의 추가·첨의 추가 및 삭제·오

자 등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 세 종류의 판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지도 전체가 4개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두 유형에는 모두 표시되어 있는 신도진의 진보 표시가 누락되어 있으며, 청량산(淸凉

山)이 청경산(淸京山)으로 판각되어 있다.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누락된 정보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먼저 판각된 판으로 추정되며, 정보상의 오류가 보이기는 하지만 판각의 수준이나 섬세함 등은 나머지 두 유

형보다 뛰어나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해좌전도》_일사고 912.51-H118’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판본 지도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같이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첫 번째 유형에서 

보였던 오류들이 수정되었고, 섬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이는 ‘《해좌전도》_고축 4709-100’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해좌전도》_고축 4709-72’의 유형으로 판이 ５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두 번째 

판본과 유사하나 경기도의 남양과 수원 아래 부분에서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판 구성 이외에도 각 유

형별로 지도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３종의 《해좌전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187186

제2장 I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제Ⅴ권 I 보존연구

해제

《영남지도》에서는 읍의 중심지를 표시하기 위해 분홍색 바탕에 적색 윤곽선을 가진 직사각형 안에 ‘읍치’라 기

록하였고, 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각형 둘레에 성가퀴 표시를 하였다. 2첩과 6첩의 9개 군현이 같은 양식의 지

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4첩이 거의 같은 양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2첩과 6첩에서는 읍치(邑治)의 표현 형태는 

같으나 채색이 다르다. 사각형 안의 바탕색이 짙은 자주색 혹은 밝은 적색이며, 사각형의 테두리는 짙은 청색

이다.

면은 황색 바탕에 적색 윤곽선을 가진 직사각형 속에 이름을 기록하였으며, 역은 짙은 살구색 바탕에 청색 테

두리선을 가진 직사각형 속에 이름을 기록하였다. 대로는 적색, 중로는 황색, 소로는 청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영애(嶺阨)·고개 등은 적갈색 타원형 안에 이름을 기록하여 눈에 띄도록 하였다.

군현 지도에서는 주요 건물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서원은 엷은 청색 지붕에 4개의 자주색 기둥을 가진 건물

로, 향교는 지붕 색과 모양은 동일하나 기둥과 지붕 측면이 짙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며, 절[寺]은 바닥이 처

리된 건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을 바라보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서원, 향교, 절의 모양

은 군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곳도 있고, 구분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정자를 2층 누각으로 표시한 지도도 

있다. 또 창고는 벽면이 있는 형태의 집으로 그렸다. 사직단, 여단, 성황단은 사각형 안에 제단 모양을 그렸으

며 회색을 채색한 경우도 있다.

봉수는 산 위에 흑색 윤곽선을 가진 적색 사각형으로 나타냈으며, 2첩과 6첩에서는 횃불 모양으로 표시하였

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호남지도》 《함경도전도》에서는 굴뚝 모양의 회색 또는 청색 기둥 위에 적색의 불꽃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봉수로는 적색 또는 주황색의 가는 직선으로 표시하였다. 진보(鎭堡)는 정사각형 속에 

이름을 기입하였으며, 성이 있으면 성곽의 표시로 두줄의 윤곽선을 그렸다. 제2첩에는 사각형 안에 건물을 그

리고 진의 이름을 써 넣었으며, 성의 표시도 성가퀴 모양으로 하였다. 성은 두 줄의 테두리선 사이를 회색으로 

칠한 원형으로 나타냈으며, 임진왜란 중에 일본군이 쌓았던 왜성은 반달 모양의 회색 성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기호화된 것으로 예시한 사항들은 당시 지도에 대부분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군현 지도에 포함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로 나타낼 필요성을 느껴 공통된 표현 방식을 취했던 것

으로 이해된다. 기호화는 과학성과 정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에서는 중요한 표현 방식의 진전으로 간주된

다. 그러나 표현의 진전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기호화하였던 내용을 통해 당시 지도 편찬의 목적과 중

시한 사항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도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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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남지도(奎 12154)

청구기호 奎 12154 작가 미상 자료명
영남지도

嶺南地圖
수량 6帖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엽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편찬된 경상도 군현지도집

규격 전 체  36.3×22.2cm 도엽 106~108cm×83~89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85호

복제정보 M/F77-103-202-B

이미지 원문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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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의 71개 고을의 지도가 모두 수록된 채색필사본 군현지도집이다. 1리 방안 위에 그려진 방안지도로서 

가장 축척이 큰 조선후기의 도별 군현지도집이다. 《영남지도》는 현전하는 다른 도의 군현지도집과 비교할 때 

보존 상태나 지질, 정돈 등이 가장 양호하다. ‘비변사’인이 제2첩의 경주, 제4첩의 남해·개령·의령·안음, 제5첩

의 창원, 제6첩의 하양 도폭의 뒷면에 실려 있어, 비변사에서 소장 이용했던 지도임을 보여 준다.

군현지도는 대부분 8.3~8.5mm의 크기의 방안좌표 위에 지도를 그려, 약 1:54,000~1:53,000의 대축척지

도들이다. 제2첩의 대구·안동·경주, 제5첩의 상주·진주 도폭은 다른 지도보다 방안의 간격이 조밀하다. 즉 대

구·안동·경주는 5.9mm, 상주·진주 지도는 6.6~6.7mm 크기의 방안 위에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일정한 규격

의 종이를 사용하여 지도를 그린 데에 기인한 것이다. 경주, 안동, 상주, 진주, 대구와 같이 행정구역이 넓은 큰 

고을은 방안의 크기를 작게 그림으로써 넓은 지역을 같은 크기의 종이에 그려 넣었다. 이들 지역의 지도는 다

른 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척이 작은 지도가 되어, 약 1:76,000~1:67,000 축척 지도이다.

지도의 표현 방식을 보면, 2첩과 6첩의 9개 군현(경산(慶山), 하양(河陽) 제외)이 같은 양식이며, 나머지 4첩이 

비슷한 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에 수록한 내용은 읍치, 산천, 영애, 면, 봉수, 향교, 서원, 사찰, 창고, 역원, 

누정, 사직단·여단, 도로 등이며, 위치와 이름을 기입하였다. 특히 도로는 1리 방안지도의 특징인 직선으로 표

시했으며, 대로를 적색, 중로를 황색, 소로를 청색선으로, 봉수로는 주황색 세선으로 표현하였다. 주기에는 민

호, 전결(양부전답(量付田畓)), 행용실결(行用實結), 원회미(元會米) 등 세곡수, 군정수, 서울[京都]로부터의 거

리, 사방강계, 면, 향교·서원·사당의 이름·위치·사액 여부, 창고·역·절의 위치, 역의 마필수, 산천의 이름과 위

치, 진 등 해당 지역의 지지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제1첩 영일 지도에 ‘포항창’이 그려져 있어 포항창이 설치된 1731년 이후, 하동의 읍치가 1745년에 이전된 곳

으로 표시되어 있고, 고령지도에는 1745년에 설립된 개호정(開湖亭)이 표시되어 있어 1745년 이후에 지도첩

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원 지도에는 1760년(영조 36)에 설치한 조창인 반산창(盤山倉)이 표시되

지 않았으며, 안음(安陰)과 산음(山陰)은 1767년에 읍명을 안의(安義)와 산청(山淸)으로 고치기 이전의 지명으

로 표시되었으므로 1760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1리방안 지도는 많은 부분에서 기호화를 시도하였다. 지도는 현실을 일정한 크기의 종이에 축소하여 나타낸

다. 따라서 현실을 그대로 포함할 수 없으며, 지도 편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취사선택하

여 제한된 지면에 표현하게 된다. 현실의 축소와 선택이라는 지도의 기본 성격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을 지도 위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일정한 기호나 형태로 표시하게 된다. 비변사에서 제작한 1리 방안 

도별 군현지도집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각도별로는 지도에 담는 내용을 일정한 형태로 규식

화하려 했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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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여지도>는 총 3책((건(乾)·곤(坤)·보(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군현지도는 ‘건(乾)’·‘곤(坤)’ 편에 수록

되어 있다. 20리 방안위에 그려진 것은 다른 방안지도와 유사하나 동일한 크기의 광곽에 고을을 그렸기 때문

에 군현 크기에 따라 사용된 방안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이 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지도가 1면에 1개 

군현을 그린 것과는 달리 1면에 1~8개 군현까지 그리고 있으며, 일부 군현은 서로 연결되어 묘사되어 있다. 

이들 지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조선지도』는 <동국지도3>의 경우 군현의 수록 순서와 방안의 크기 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반면에 지도에 표시된경위선 수치를 보면 <동국지도3>과 <해동여지도>가 동일하다. 

『조선지도』에는 경위선 수치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산지 묘사에 있어서 표현 방법은 유사하나 정밀도에서 차

이가 난다. 가장 세밀하게 표현된 지도는 <동국지도3>이다. 청녹색으로 처리한 연봉에 농담(濃淡)을 통해 산지

의 험준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선지도>에서는 이와 같은 묘사 방법이 생략되고 연봉위에 연한 청

색으로 산지를 표현하였다. <해동여지도>에 있어서는 더욱 단순화되어 연봉 표시에 황색을 칠하였다. 하천의 

경우 청색 겹선으로 처리된 것과 군현 경계를 산지나 하천 등 자연 지물을 이용한 곳 외에는 동일하게 흑색 점

선으로 표시한 것은 세 지도책이 동일하다.

도로망의 표시에서는 내용상 지도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국지도3>의 경우 71개 군현 중 15개 

고을(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의성(義城), 영천(榮川), 진보(眞寶), 신령(新寧), 청하(淸河), 흥해(興

海), 성주(星州), 개령(開寧), 김산(金山), 용궁(龍宮), 상주(尙州), 선산(善山))에서만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

며 다른 군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도로 묘사 내용은 『조선지도』에 비해 매우 상세하다. <조선지도>는 읍치

와 인근 고을을 연결하는 주 도로만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고, 다른 도로는 생략되어 있는 등 71개 군현에 

일률적인 방법으로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해동여지도>에서는 도로망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봉수는 모두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나 <동국지도3>과 <해동여지도>에서 봉수의 지명이 기재되

어 있는 반면, <조선지도>에서는 지명이 생략되고 기호와 함께 ‘봉(烽)’ 자만 기재한 경우가 많다. 창(倉)도 <동

국지도3>과 <해동여지도>에서 건물 표시와 함께 '창倉'을 기입하였으나 <조선지도>에서는 건물 표시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

내용에서 볼 때 지도책별로 차이를 보이는 곳은 적지 않다. 동래부의 경우 수영천(水營川)상류에 위치한 소산

역(蘇山驛) 일대의 지류와 산지 표현이다. <동국지도3>에서 그려진 지류는 <조선지도>에서 생략되어 묘사되고 

있지 않으나 <해동여지도>와 <청구도>에서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산지 표현에서 <동국지도3>에서는 계명산

(鷄鳴山) 아래에서 소산역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그려져 있다. 이 산지는 <조선지도>에서 묘사되지 않고 있으

나 <해동여지도>에서는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국지도3>과 <조선지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

류와 산지는 <동국지도3>에서 다른 하천과 산지 표시와는 달리 검은 색으로 되어 있어 원래의 지도위에 덧칠

되어 있다. 이는 <동국지도3>가 제작된 후 이후 수정ㆍ가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수정된 내용은 <해동

여지도>에 반영되었으나 <조선지도>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세 지도책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이

점은 <동국지도3>과 <조선지도>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 지도책의 지도학적 위치를 가늠

할 수 있게 한다.

<조선지도>는 20리 방안식 지도가 제작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군현별 통일성을 기하면서 편집되어 제작된 지

도이다. 바탕이 된 지도의 원형은 <동국지도3>과 유사한 지도인 것으로 보인다. 편집 과정에서 도로망이 체계

적으로 묘사되고, 일부 지리 정보의 경우 기호나 지명((서원(書院), 창(倉), 봉(烽))을 이용하여 부호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 <여지도> 등의 다른 방안식 지도와 유사한 것을 볼 때 이 지도가 모사 

제작되면서 지리정보의 보급에 큰 역할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지도>가 제작된 이후 『동국지도3』은 수정·가필이 이루어졌고, 이 내용이 <해동여지도>에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수정·가필한 내용의 대부분은 <해동여지도>에 반영되어 있으나 <조선지도>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

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해동여지도>에 삽입된 「경위전도(經緯全圖)」의 내용과 일부 <청구도>에 삽입된

「팔도분표」가 거의 비슷하고 <청구도>가 <해동여지도>과 읍치의 위치 묘사와 수록 지명에서 상당 부분이 일치하

는 것으로 보아『조선지도』를 비롯한 방안식 지도는 조선 후기 대축척 지도 제작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양보경, 1995,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시민강좌, 16. pp. 84-121. 

김기혁 외, 200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연구 - 동래부를 사례로 -,” 대한지리학회지, 40(1), pp. 1-26.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 『동국지도3』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1), 

          pp. 19-36.

장상훈, 2016,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제작과 『동국지도』 제7책,” 한국고지도연구, 8(1), pp. 65-77.

26. 조선지도(奎 16030)

청구기호 奎 16030 작가 미상 자료명
조선지도

朝鮮地圖
수량 7帖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67~1768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20리 방안 전국 군현지도집

규격 전 체 49.8×38.5cm 도엽 49.8×38.5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87호

복제정보 M/F70-15-3-C 

이미지 원문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있음

해제

20리 방안 위에 전국 군현의 지도를 그린 군현지도집이다. 제3책 강원도와 제7책의 경상도 목차 부분에 ‘비

변사(備邊司)’ 인이 있어, 비변사에서 사용했던 지도임을 보여 준다. 팔도의 지도 모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지만, 현재 전라도 지도는 결본이다. 제5책 경기도 지도에는 연천·가평·양주·포천·영평 의 5개 군현지도

가 누락되었다. 제2책 평안도에는 <폐사군(廢四郡)> 지역이 강계(江界)와 함께 두면에 걸쳐 그려져 있으며, 강

원도에는 울릉도가 1면에 그려져 있다. 군현지도책임에도 이들이 그려진 것은 중앙에서 인식하였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상도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이 1767년(영조 43)에 개칭된 산청(山淸)과 안의(安義)로 표기되었

고, 1776년에 이성(尼城)으로 바뀐 충청도의 이산(尼山)이 옛 지명으로 기록되었다. 평안도 곽산(郭山) 읍치가 

1746년(영조 22)~1768년(영조 44)에 있었던 곳에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1767년~1768년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된다.

20리를 주척 2촌 즉 4.2cm의 방안으로 나타내었으며, 군현의 면적에 따라 방안 의 수가 다르다. 1면에 1개 

군현을 그렸으나 면적이 넓은 군현은 두 면에 걸친 곳도 있다. 지도의 표현 양식은 8도가 통일되어 있어, 중앙

에서 정서한 지도임을알 수 있다. 인문 정보의 경우 범례의 사용이 매우 뛰어나다. 이 지도에서는 고을의 읍치

와 감영·병영·수영, 찰방역, 진보(鎭堡), 봉수, 창고, 도로망 등을 중심으로 지리 정보가 묘사되고 있으며 이들

은 동일한 형태의 부호를 이용하여 표현되어 있다. 읍치의 위치는 적색의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웃 고을과 연결되는 주 도로망이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감영, 병영, 수영 등은 겹선의 사각형으로 표

현하였고 일부 감영의 경우 청색으로 칠하여 여장(女薔) 표현도 하였다. 진보는 ‘◇’로 표현하였다. 찰방역의 

경우 읍치보다 작은 적색 원으로 표현하였다. 창고는 건물 모양으로, 봉수는 적색의 불꽃 모습으로 표시하였

다. 인문정보에서 이와 같은 표현방식이 모든 고을에서 거의 동일한 것은 이 지도가 중앙에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 편집되어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지도책은 학계에서 조선 후기 군현지도책 중 20리 방안위에 그려진 대표적인 지도로 소개되어 왔으며 영

인을 통하여 일반에게 보급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와 동일한 형태의 방안을 바탕으로 그려

진 지도가 4개 기관에 8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지도책들은 내용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규장각의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 국립중앙도서관의 『팔도지도』, 장서각의 『지도』, 고려대도서관의

『여지도』, 『지도』는 동일한 형태의 지도로서 서로 모사관계에 있다. 이들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국립중앙도

서관의 『동국지도3』과 『해동여지도』이다. <동국지도3>은 경상도 남아 있는 지도책이다. 각 고을은 동일한 크기

(4.2cm)의 정방형 방안에 그려져 있으며 이는 『조선지도』와 동일하다. 이 지도의 특징은 읍치와 가까운 방안

의 격자를 기준으로 경위선표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군현의 경우 흑색으로 수정·가필하여 내용이 수

정된 경우가 있다. 산청ㆍ안의 지명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1767년(영조 43)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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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군현지도에는 ‘비도(備圖)’ 즉 비변사지도를 참조하여 수정했음을 나타내주는 첨지가 

붙어 있다. 첨지에 기록된 비변사지도는 1리 방안으로 된 방안식 군현지도집이다. 비변사에서는 초기의 회화

식 군현지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1740년대 후반부터 1리 방안의 대축척 군현지도집을 도별로 제작해 활

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비변사와는 다른 기관이 초기 비변사지도를 바탕으로 후기 비변사지도를 참고해 해

동지도를 편찬했음을 보여 준다. 영조대 중반경에 비변사와 함께 지도 및 지리지 제작을 주도하고 있었던 유

일한 기관은 홍문관이었다. 해동지도는 지도를 중심으로 지리지를 결합한 측면이 강한 반면 영조대 후반에 편

찬된 여지도서는 지리지를 중심으로 하고 지도를 부도로 활용한 책자이다. 해동지도는 홍문관이 주도하는 정

책 자료 편찬의 전통이 여지도서로 결실을 맺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동지도》

는 18세기 이후 매우 활발하게 편찬된 회화식 도별 군현지도집의 전범이 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양보경, 199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海東地圖 : 解說ㆍ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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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동지도(古大 4790-41)

청구기호 古大 4790-41 작가 미상 자료명
해동지도 

海東地圖
수량 8帖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엽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세계지도, 외국지도, 조선전도, 관방지도, 도별도 등을 포함한 18세기 중엽의 회화식 전국 군현지도집.

규격 전 체 47.0×30.5cm 도엽 첩별 상이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91호

복제정보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M/F81-103-466-A

이미지 원문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있음

해제

《해동지도》는 〈천하도〉와 같은 세계지도로부터 외국지도, 조선여진분계도와 요계관방도 등 국경 지역 지도, 

팔도의 도별 지도, 330여 군현지도, 영종도와 같은 진보(鎭堡)지도, 영애도(嶺隘圖) 등 거의 유형의 지도를 망

라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제8첩에는 조선전도인 〈대동총도(大東摠圖)〉, 제4첩에는 관방지도인 〈서북피아양계

전도(西北彼我兩界全圖)〉 등 대형 회화식 낱장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집이 아니라 국가

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찬 군현지도집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동지도》의 도지도와 군현지도는 지도와 주기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군현지도의 지도에는 산천, 면, 

관아, 역원, 진도, 제언, 교량, 서원, 향교, 누정, 능묘 등 고적, 단묘, 강계, 창고 등이 그려져 있다. 가장 간략하

게 기록된 충청도의 주기의 경우, 호구, 전답, 곡물총수, 군병총수, 면명(초경, 종경)이 적혀 있다. 경기도·경상

도·전라도와 같이 풍부한 주기를 기록한 지역에는 연혁, 산천, 고적, 영애, 강계, 누정, 불우, 사묘, 서원, 토산, 

제언, 역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에 수록된 내용들은 편집 시기가 지역에 따라 상이함을 보인다. 도지도의 경우 지도 및 지도 여백

에 적힌 주기에는 1730년대 중엽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지도의 뒷면에 적혀 있는 설명에는 1740년

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군현지도의 지도 부분에는 대체로 1720-1730년대의 상황이 반영되

어 있다. 무신란(戊申亂)으로 인해 1728년(정조 4)부터 1736(영조 12) 폐지된 경상도 안음현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이다. 그런데 이들 군현지도들은 이 지도집을 위해 새롭게 그려진 것은 아니다. 도면의 지도 

부분이 오려붙여진 흔적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오려붙여진 원본 지도는 1730년대에 비변사에

서 지역 정책을 논의하는 데 활용한 초기 비변사지도와 동일하다. 호구, 전결, 곡물, 군병 항목 등 군사적, 사회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을 기록하는 형식도 도별로 심한 편차가 있다. 다만 경기도, 경상도의 모

든 군현과 전라도 일부 군현의 경우에는 호수나 인구수가 모두 표시된 점, 양안상의 토지인 원전답과 실제 경

작되는 토지인 실전답 수치가 모두 표시된 점, 건치연혁에서 토산에 이르는 항목이 포함된 점 등이 공통적으

로 발견된다. 

군현지도의 주기는 1748~1750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서울지도 주기에 기록된 훈련도감 금군 등 군영 

관련 내용이 1751년(영조 31)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1750년(영조 26) 시행된 균역법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1751년(영조 27) 초에 폐지된 경상도 7진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1750~1751년

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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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호남지도(奎 12155)

청구기호 奎 12155 작가 미상 자료명
호남지도

湖南地圖
수량 7帖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엽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편찬된 전라도 군현지도집

규격 전 체 36.7×22.6cm 도엽 102~104.5cm×8.5~80.5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88호

복제정보 M/F77-103-202-C

이미지 원문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있음

해제

총 7책으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전라도 군현지도집이다. 군현지도는 1리 방안, 도 단위의 지도는 10리 방안 위

에 지도를 그렸다. 제1책부터 제6책에는 제주도내 제주, 정의, 대정의 3개 군현을 제외한 전라도 53개 고을의 

지도가, 제7책에는 호남전도와 전라좌도지도, 전라우도지도 등 3폭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비변사 도장이 

제1책의 나주, 제3책의 무주부, 제6책의 광주, 제7책의 호남전도 뒷면에 찍혀 있어, 비변사에서 제작 사용했던 

지도임을 보여 준다. 책의 크기는 세로 36.6cm, 가로 22.6cm이며, 군현 지도의 크기는 세로 102~104.5cm 

가로 78.5~80.5cm이다.

《호남지도》는 1리를 나타내는 방안의 크기가 다양하며, 타도에 비하여 방안 간격이 좁은 지도가 상대적으로 

많다. 즉 순천의 3.2mm로부터 진산·운봉·용안·정읍·함열·화순·흥덕의 9.5∼9.6mm까지 여러 크기의 방

안이 지도에 보인다. 이는 전라도의군현들이 서남해안의 섬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일정한 규격의 종이

에 멀리 떨어진 섬까지 나타내려는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제작 시기는 남원도호부의 군현명이 일신(一新)으로 표시되어 있어, 1739년(영조 15)부터 1750년(영

조 26)까지 강등되었던 시기에 제작된 지도로 보인다. 

지도에 수록한 내용은 읍치, 산천, 영애, 면, 봉수, 향교, 서원, 사찰, 창고, 역원, 누정, 사직단·여단, 도로 등이

며, 위치와 이름을 기입하였다. 특히 도로는 1리 방안지도의 특징인 직선으로 표시했으며, 대로를 적색, 중로

를 황색, 소로를 청색선으로, 봉수로는 주황색 세선으로 표현하였다. 주기에는 민호, 전결((양부전답(量付田

畓), 행용실결(行用實結)), 원회미(元會米) 등 세곡수, 군정수, 서울[京都]로부터의 거리, 사방강계, 면, 향교·서

원·사당의 이름·위치·사액 여부, 창고·역·절의 위치, 역의 마필수, 산천의 이름과 위치, 진 등 해당 지역의 지

지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지도의 내용과 표현을 타도의 지도와 비교할 때 《호남지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표현상 두드러지

는 점은 모든 지도의 사방에 24방위를 기록하여 방향을 상세하게 나타낸 점이다. 또한 모든 군현지도의 표현 

양식이 동일해 지도를 일률적으로 편집, 정서하는 단계를 거쳤음을 보여 준다. 또 바다의 도서와 제언 등을 자

세하게 기록한 점, 주점이나 주막(또는 주참酒站)을 기록한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다른 지도에는 읍의 중심지

에 ‘읍치’라는 글자만을 기입한데 비하여, 《호남지도》에서는 읍치를 상대적으로 사각형 또는 원형의 형태로 크

게 그린 후, 관아 건물 몇 채를 그려 놓았다. <호남전도>의 경우 방안의 개수가 세로는 90개, 가로는 81개에 달

한다. 또 전라좌도와 우도의 군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채색을 다르게 하였다. 면은 검은색 테두리의 분홍색 바

탕의 원 안에 이름을 기입했으며, 도로는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적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군현지도의 상단 여백에 표시된 주기는 서울과 감영으로부터의 거리, 민호와 인구수, 전결, 세곡, 면명 등 지지 

정보를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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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치는 청색 테두리에 분홍색 바탕색의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면의 이름은 청색 테두리의 세로 또는 가로

로 긴 직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봉대는 적색의 긴 직사각형으로 그렸으며, 봉대 사이의 호응관계는 적색의 

직선으로 표시하였다. 도로도 적색·황색·청색으로 대로·중로·소로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주기에는 민호民

戶와 남녀 인구수, 전답의 면적, 세곡의 양, 군정, 서울[京都]로부터의 거리, 창고, 역참, 진도, 면 등 군현의 지

지 정보를 기록해 놓았다. 

제3첩 충청도 전체를 그린 《호서지도》는 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도의 방안 크기는 15.3mm로서, 군현

지도 방안의 약 2배이며, 10리 방안지도이다. 《호서지도》는 타도의 1리방안 군현지도집에 비하여 지도의 정교

함이나 상세함, 내용의 풍부함, 회화로서의 아름다움과 힘 등이 뒤떨어진다. <충청도도지도>는 섬세하지는 않

으나 충청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잘 정리된 지도이다. 특히 군현의 경계를 나타내고, 황토색·연두

색·연분홍색·연하늘색과 무색의 5종류의 바탕색을 교대로 칠하여 군현의 경계와 면적을 쉽게 구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 충청좌도는 황토색 직사각형에, 충청우도는 주황색 직사각형에 군현의 이름을 기록하여 좌·

우도를 구분했다. 또한 일부 군현지도의 주기는 매우 상세하여 지도 편찬의 주안점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제2첩의 서산과 태안 도폭의 주기에는 소속 도서와 진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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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호서지도(奎 12157)

청구기호 奎 12157 작가 미상 자료명
호서지도

湖西地圖
수량 6帖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엽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편찬된 충청도 군현지도집

규격 전 체 36.4×22.6cm 도엽
73×68cm(1,2,3,5첩)

82×70.5cm(4,6첩)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89호

복제정보 M/F77-103-202-E

이미지 원문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있음

해제

군현지도 67매와 도지도(道地圖) 2매로 구성된 총 6첩의 채색필사본 충청도 군현지도집이다. 군현 지도는 1
리 방안, 도별 지도는 10리 방안의 눈금 위에 그렸다. 그러나 제4첩의 12장의 지도와 제6첩의 16장의 지도는 

방안지도가 아니다. 군현 지도들은 대부분 7mm간격의 방안에 그려져 있어 약 1:64,000 축척 지도라 할 수 

있다. 제3첩의 <충청도도지도>는 세로 34개, 가로 65개의 방안이 있고 방안의 크기는 1.53~1.54cm이다. 지

도의 우측 하단 여백에 “동서 65리 남북 330리”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방안 1개가 10리 간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1:294,000~1:292,000 축척 지도가 된다. 제1첩의 임천(林川)·예산(禮山), 제2첩의 홍주(洪州), 제

3첩의 충청도도지도(忠淸道都地圖), 제5첩의 문의(文義) 지도의 뒷면에 ‘비변사(備邊司)’ 인이 찍혀 있어, 비변

사에서 사용하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군현을 그린 각 도엽의 크기가 다른 도 지도와 달리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1첩~3첩·5첩·《충청좌도각

읍지도》의 공주, 홍주, 청주, 충주 등 대읍을 제외하면 세로 73cm 가로 68cm 내외의 지도가 대부분이다. 그

러나 제4첩과 제6첩의 군현지도들은 세로 82cm 가로 70.5cm 내외로 규격화되어 있다. 제4첩과 제6첩은 방

안지도가 아니며, 전통적인 회화식 군현지도이다. 지도의 양식이나 형태가 다르고, ‘비변사’인이 없으며, 다른 

첩에 수록된 군현과 중복되는 지도들이 있어 동일한 지도로 보기 어렵다. 제4첩 12장과 제6첩 16장의 지도를 

제외하면, 《호서지도》의 1·2·3·5첩에 수록된 군현지도는 41장이다. 충청도의 54개 군현 중 13개 군현의 지

도가 누락된 셈이다. 이 누락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도가 《충청좌도각읍지도》(古4709-105)로 보인다. 이 지도

는 13장 1첩으로 구성된 지도로, 충주 도폭의 뒷면에는 현재는 ‘비변사’도장이 없으나 접혀진 반대쪽에 도장

의 흔적이 있다. 이 지도에 수록된 13매의 지도를 《호서지도》의 지도와 합하면 총 54매가 되어 충청도 군현지

도가 완성된다. 

《충청좌도각읍지도》를 《호서지도》의 일부로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좌도각읍지도》도 《호서

지도》와 동일한 7mm 간격의 방안지도이다. 둘째, 도폭의 크기가 양 지도가 유사하다. 세로 73cm가로 68cm 

내외의 지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셋째, 《호서지도》에 누락된 충주와 주변 읍이 수록되어 있다. 넷째, 두 지

도의 지명 표기, 채색 등 지도의 형태, 그리고 지도의 내용, 주기의 내용과 형식 등이 동일한 방식이다.

《호서지도》에는 1733~1736년에 혁파되었던 결성(結城)현이 그려져 있으므로, 1736년 이후에 편찬된 지도

이다. 부여지도와 충청도 도지도 중에 ‘경리청’기록이 있다. 경리청은 북한산성 축성과 관련해 1712년에 설치

되었다가 1747년 5월에 폐지되어 총융청에 합하여졌으므로 1747년 이전에 지도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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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872년 지방지도(奎 10342 ~ 奎 10696)

청구기호
奎 10342 ~

奎 10696
작가 미상 자료명

1872년 

지방지도
수량 459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72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72년에 전국 각 군현과 진보를 그린 회화식 군현지도.

규격 전 체 34.4×50.0㎝ ~ 146.7×114.0㎝ 도엽
34.4×50.0㎝ ~

146.7×114.0㎝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이미지 원문 이미지 있음

기존해제 있음

해제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 말기 전국 군현의 모습을 회화식(繪畵式)으로 그린 지도들의 총칭이다. 전국에서 

도별로 수합된 지도들은 총 459장으로, 경기도 40장, 충청도 52장, 전라도 84장, 경상도 104장, 강원도 28장, 

황해도 42장, 평안도 85장, 함경도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의 형태는 각 군현지도가 첩(帖)으로 분리되

어 있다. 일부 지도(경기도 음죽현, 강원도 울진현, 평안도 평양부보산진과 영변부, 강서현, 함경도 삼수부)의 

표지에 1872년 3월에서 6월로 표기된 지도가 있어 약 4개월이라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지도 편찬 사업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72년 지방지도]의 제작 배경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개혁 정책과 관련이 있다. 당시 조선의 혼란스러

운 정치사회와 서양 열강들의 공세가 강화되던 국제정세 속에서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오랜 세도정치로 

쇠퇴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삼정 문란으로 백성들이 겪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개혁을 단행하였다. 더욱이 병

인양요(丙寅洋擾)와 신미양요(辛未洋擾)로 두 번의 양난을 겪은 후에는 국방 강화정책을 강구하였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흥선대원군이 새롭게 시행했던 정책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병인양요 이후 병사들의 조총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화포청(火砲廳)과 포수청(砲手廳)이 경상도와 전라

도 해안 지역의 지도들에 보인다. 서양세력의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 의지를 고취하고자 세운 척화비(斥和碑)

의 모습도 일부 경상도 지도에 그려져 있다. 1865년부터 1871년까지 서원 혁파를 단행하여 훼철된 서원이 기

록되었으며, 환곡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자치의 마을 단위로 공동 운영하는 사창(社倉)이 지도 곳곳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1872년 지방지도]에는 군현에 소속된 진보(鎭堡), 성(城), 목장(牧場) 등 지방 군사시설을 별도로 그린 

지도 139장이 포함되어 있어 군사적인 이용 목적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2년 지방지도』가 편찬되

기 한 해 앞서 1871년에는 전국의 읍지(邑誌) 편찬이 시행된 바 있고 이 읍지들의 내용도 군사적 내용을 중

심으로 작성되었다. 즉 전 국토의 실정과 군사력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미 187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871년에서 1872년 사이에 정부에서 주도하여 전국의 지리정보와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는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의 삼군부(三軍府) 설치 및 군사제도 정비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말기 지방사회의 모습과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로서 의의

가 있으며 표현 방식에서 고을마다 편차를 보이며 19세기 말 전국의 지도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인 회화식 군현지도로서 가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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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지도(海東地圖)》는 1750년대 초에 관찬에서 제작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다. ‘경기(1책) - 해서·관서(2
책) - 관동·북관(3책) - 서북피아양계전도(4책) - 영남(5책) - 호서·천하도·외국도(6책) - 호남(7책) - 팔도

총도(8책)’의 총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4책과 8책은 지도집의 형태가 아닌 한 장으로 독립된 대

형지도이다.

《해동지도》 제3책에 수록되어 있는 〈강릉부(江陵府)〉지도는 현재의 강원도 강릉시와 정선군의 임계면, 평창군

의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대화면, 방림면, 홍천군의 내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릉시 용강동, 교동, 

임당동, 명주동 일대가 강릉부의 중심지인 읍치(邑治)이다. 지도에서 중앙 우측 성곽 모양의 원 안에 객사(客

舍)·아사(衙舍)·창(倉)이 그려져 있고, 성밖 동쪽에 향교가 위치하고 있다. 다른 군현지도의 경우 지도에서 가

장 눈에 띠는 부분이 읍치인데, 〈강릉부〉지도의 경우 읍치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지도 중앙에 그

려진 산줄기이다. 산을 의미하는 삼각형이 여러 개 겹쳐져서 그려져 있어 표현된 모습을 통해 산이 험준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산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으로, 지도 상단 산줄기의 시작 부근에 표기된 설악산(雪嶽山)에서

부터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읍치의 북쪽에 표시된 향호(香湖)와 경호(鏡湖), 읍치 남쪽의 풍호

(楓湖)는 강원도와 함경도 해안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석호(潟湖)를 표현한 것이다. 석호는 사취(砂嘴) 또는 사

주(砂洲)의 발달로 해안의 만(灣)이 바다로부터 떨어져서 생긴 호소로, 경호는 경포호(鏡浦湖)로 그 앞의 정자

인 경포대는 예로부터 관동팔경의 경승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읍치의 서쪽, 북쪽에서 연결된 백두대간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대산이 위치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

승람』에 "강릉부 서쪽 140리에 있다. 동쪽이 만월봉(滿月峯), 남쪽이 기린봉(麒麟峯), 서쪽이 장령봉(長嶺峯), 

북쪽이 상왕봉(象王峯), 가운데가 지로봉(智爐峯)인데, 다섯 봉우리가 고리처럼 벌려 섰고, 크기가 고른 까닭

에 오대라 이름 하였다.” 기록되어 있다. 지도에 다섯 봉우리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도에 표현된 

산줄기를 따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택리지』에는 “설악산의 남쪽에 있는 오대산은 흙산으로 

바위와 골짜기들이 겹겹으로 막고 있다. 가장 위에는 다섯 개의 대가 있어 경치가 훌륭하고 대마다 암자가 하

나씩 있다. 그중 한 곳인 중대(中臺)에는 부처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 상당부원군 한무외가 이곳에서 선도를 

깨닫고 신선으로 화했는데, 연단할 복지를 꼽으면서 ‘이 산이 제일’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로부

터 전란이 침입하지 않았던 곳으로 산 아래에는 월정사(月精寺)가 위치하고 있고, 그 북쪽에 사고(史庫)가 표

시되어 있다. 이 사고는 1606년(선조 39)에 세운 것으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주요문서를 보관하던 곳이다.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주요문서와 서책은 1910년 국권 상실 후 이왕직도서(관李王職圖書館)에서 관리하

였고, 그 후 1913년 10월 동경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으로 기증되었다. 그러나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대

부분 소실되었다. 그리고 사고는 한국전쟁 때 불타고 현재는 사고지(史庫址)에 주춧돌만이 남아 있어 그 흔적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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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릉부지도_해동지도(古大 4790-41)

청구기호 古大 4790-41 작가 미상 자료명
강릉부

江陵府 
수량

1장

해동지도-8책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世紀(英祖13-英祖52:1737-1776)]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반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해동지도》에 수록된 〈강릉부〉지도

규격 전 체 
47×30.5cm (기존)

48×30.5cm (수정)
도엽 47.3×30.2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91호

복제정보 M/F81-103-466-A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도엽별로 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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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5책에는 ‘안음현(安陰縣)’ ‘산음현(山陰縣)’의 군현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안음현과 산음현은 1776년 

안의(安義)와 산청(山淸)으로 개칭되었는데, 《광여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18세기 관찬을 중심으로 지

속적으로 제작되었던 회화식 군현지도집 편찬이 19세기에는 단절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9세기에

는 일정한 축척과 기호를 반영한 지도가 제작되었고, 이는 회화식 지도에 비해 통치체제와 정책 자료로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시되었고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축척과 기호를 바탕으로 제작한 군현지도에

서는 반영하지 못하는 각 군현의 중요 공간, 즉 당시 사람들의 공간인식과 공간의식은 회화식 지도를 통해 보

다 자세히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광여도》에 의의가 있다. 

《광여도》 제1책에 수록되어 있는 〈개성부(開城府)〉 지도는 지금의 북한 개성시 아래의 위치한 고려의 수도였

던 송도(松都) 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광여도》에 수록된 지도 뒷면에는 호구, 전결, 부세, 군정 등 군현의 사회

경제적 지리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개성부의 경우 이 주기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개성부는 송악, 개경(開京), 개주(開州)로도 불렸으며, 1467년(세조13)에 경기도에 포함되었다. 회화식으로 그

려진 지도 왼쪽에 흐르는 강이 예성강이며, 그 남쪽으로 교동과 강화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지도 오른쪽에

는 푸른색의 실선으로 그려진 임진강이 남쪽 한강과 만나 서쪽 강화도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조강(祖江)’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조강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류 끝의 한강 물줄기를 일컫는 이름

으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앞에 조강나루터가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조강리’라는 지명을 통해 그 흔

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 후기 이규보(李奎報)가 벼슬길에서 좌천되어 계양원으로 부임하는 길에 조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강물결이 몹시 세차고 폭풍까지 만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세를 슬퍼하고 마음

을 달래기 위해 지은 『조강부(祖江賦)』가  전해지고 있다.  

지도의 중앙 부분에는 개성의 진산인 송악산(松岳山)을 중심으로 1392년(태조 2)에 축성된 내성인 반월성(半

月城)의 모습과 거란의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축조한 외성인 나성(羅城)이 그려져 있어 이중의 성곽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도성을 지키기 위한 나성은 송악산 남서 기슭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뻗

었다가 용수산으로 이어지는데, 자연포곡식 토성으로 길이 16㎞로, 8개의 큰 문과 중간 크기의 문 4개, 그리

고 작은 문 13개가 있었다. 내성은 총길이 8.5㎞로, 평면이 반달모양이라 반월성이라고 불렸다. 

송악산 남쪽이자 내성의 안쪽은 개성부의 중심지로, 고려 초부터 정전(正殿) 역할을 하다 고려 말기즘 불에 타

버렸다고 알려진 만월대(滿月臺)의 터와 관아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다. 반월대 남쪽에는 ‘수창궁묘상(壽昌宮

墓上)’이 표기되어 있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연경궁이 불타 수창궁으로 옮겼고, 1388년 창

왕 때 기휘(忌諱)로 수창궁을 일시 수령궁(壽寧宮)으로 개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뒤 그 뒤 공양왕과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이성계가 이곳에서 즉위했던 곳이나, 성종연간에는 이미 허물어져 개성부의 창고로 사용

되었다고 한다. 반월대의 동쪽에는 성균관(成均館)이 표시되어 있고, 그 남쪽의 자남산(子男山)이 보이는데 이

곳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의 자객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선죽교가 바로 자남산 동쪽 개울가에 있

다. 성 안에는 송악에서 시작되는 계류가 만월대 좌우로 통하고 서남쪽의 진봉산 남쪽 용수사나에서 시작되는 

계류가 도성의 동남쪽으로 흘러 보정문 옆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개성에는 선죽교 외에도 만월교, 중대교, 

광화교, 병교, 노군교, 입암교, 현학교 등 많은 다리가 있었다. 그 중 남대문 동쪽에 표기된 ‘탁타교(槖駝橋)’는 

고려 태조때 글안이 고려와 화친을 위해 낙타 50필과 사신을 보냈으나 고려에서는 글안이 발해를 명망시킨 

무도한 나라라 하여 사신을 귀양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 매어 모두 굶겨 죽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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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성부지도_광여도(古 4790-58)

청구기호 古 4790-58 작가 미상 자료명
개성부

開城府
수량

1장 

광여도-7책

국적/시대/연대
간행연도 / [18世紀(英祖13-英祖52:1737-1776)]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전반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광여도》에 수록된 〈개성부〉지도

규격 전 체 
36.8×28.6cm (기존)

37×28.7cm (수정)
도엽 31.5×24.3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5-35-1-H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도엽별로 해제 제공．

해제

《광여도》는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필사본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총 7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1책), 충

청도(2책), 전라도(3책), 경상좌도(4책), 경상우도(5책), 평안도(6책), 황해도(6책), 강원도(7책), 함경도(7책) 도별

도와 군현지도, 그리고 주요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1책에는 경기도의 도별도와 군현지도 

외에 지도책 첫 부분에 원형천하도 형태의 세계지도와 중국, 유구, 일본의 외국지도, 그리고 관북지방과 관서

지방의 접경지역 군사지도인 〈요계관방지도(遼薊關防地圖)〉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제2책에 수록된 충청도 도별도에 반영된 ‘노성(魯城)’ 지명을 근거로 편찬 시점의 하한선이 

1800년임을 추정할 수 있다. 노성현은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시 일대로, 원래 이산尼山으로 불렸던 이 군현은 

1776년(정조 즉위)에 이성(尼城)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800년(순조 즉위)에 다시 노성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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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872년 지방지도]는 지도제작을 계획, 제작, 수합까지 총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

에 각 도별로 지도에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형식 등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1872년 지방지

도』는 민화풍을 반영한 산도 형식에서 실경산수화풍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화풍은 제각각이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 그 편차가 심했다. 이 중 전라도 지도는 청록산수화풍(靑綠山水畵風)으로 화려한 색채와 경물의 구체적

인 묘사 방식을 지도에 반영해 지도학적 측면 이외에 회화적 예술성도 뛰어나며, 전라도 각 군현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라도 지도는 군현과 진지, 포구도 등 총 84매로 구성되었다. 이는 전라감영의 지

휘 아래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과정이 분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제주도 지도를 제외하고 총 80장의 전라

도 지도 가운데 42장은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작업에 각각 4~5명이 참여하여 지도를 함께 필사했기에 가능했

다. 그리고 나머지 38장의 지도는 각 지역에서 21명의 화가가 지도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회화적 수준에 따

라 제작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형지세를 설명하는 풍수지리사상에 지도에 반

영되어 있으며, 실재하는 비경(秘經)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산수화적 표현은 실경산수화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

했다. 즉, 전라도 지도를 포함하여 『1872년 지방지도』는 18세기와 19세기에 형성된 화풍과 19세기 말 지역적

으로 형성된 새로운 화풍이 결합하여 조선 말기 회화식 지도 제작에 하나의 표현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남원부지도》는 조선시대 운봉현이었던 현재의 남원시 운봉읍, 산내면, 산동면, 인월면, 아영면을 제외하고 남

원시,장수군의 산서면과 범안면, 임실군의 삼계면, 지사면 일부, 오수면 일부, 구례군의 산동면, 광의면, 용방면 

일부와 곡성군의 고달면에 이르는 지역인 조선시대 남원부(南原府)를 그린 지도이다. 지도의 상단이 동쪽이

며, 지도에 표현된 산지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지리관과 공간인식을 보여준다. 풍수지리사상을 반영한 지형

의 모습은 행정적으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줄기가 겹겹이 감싸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당시 공간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회화적 예술성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읍치는 현재의 남원 시내 동충동 일대로, 지도에서는 정방형의 읍성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남원부 읍성은 “석축으로 되어 있다. 둘레는 8천 1백 99자, 높이 13자, 안에 우물과 샘이 71개 있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읍성 안에는 객사 등의 관아 건물과 장시場市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남문 밖에는 

춘향전으로 많이 알려진 광한루(廣寒樓)가 그려져 있다. 보물 제281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한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양식인데, 지도에 그려진 광한루 역시 5칸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한루 바로 

좌측에는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속삭인 장소로 유명한 석재 다리인 오작교(烏鵲橋)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서문 밖에는 관우의 사당인 관왕묘(關王廟)가, 북문 밖에는 향교가, 그리고 동문 밖에는 요천요천강변에 있었

던 동림숲이 묘사되어 있다. 십여 리에 달하는 동림숲은 남원부의 기우제가 행해지던 곳이자, 춘향전에서 춘

향이 서울로 떠나는 이도령과 작별인사를 나누던 곳이기도 하다.

읍성 외곽 서북쪽에는(지도에서 읍치의 좌측하단) 교룡산성(蛟龍山城)이 그려져 있다. 이 산성은 돌로 쌓은 석

성으로 통일신라기인 691년(신문왕 11) 남원소경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말기에 백제가 축

성하였다고 추정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곳에 군창(軍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룡산성은 임진

왜란 때 승병장 처영(處英) 등이 수축하여 남원읍성을 함께 지키고자 했던 곳으로 유명하며, 그 뒤에도 계속 

수축과 계축을 하면서 중요한 군사지역으로 유지되었다. 현재는 성문터, 수구, 옹성 등의 시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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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남원부지도_1872년 지방지도(奎 10484)

청구기호 奎 10484 작가 미상 자료명
남원부지도

南原府地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고종 9년(1872) (기존)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1872년 지방지도 중 《남원부지도》

규격 전 체 36×25cm (기존)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77-103-194-B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1872년 지방지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1872년 지방지도]는 1871년 의정부의 주관 아래 전국적으로 읍지를 제작한 성과를 바탕으로, 1872년 국가

적 차원에서 제작한 조선시대 마지막 군현단위의 관찬지도집이다. 일부 지도 표지에 이 지도를 완성하여 올

린 시기가 1872년 3월에서 6월에 걸쳐 있어 1872년 봄에 전국적으로 지도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866년

과 1871년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면서 지방 각 군현의 실정 파악은 서양의 침략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

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흥선대원군은 전국 차원의 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

과 제작된 지도가 총459장으로, 도별로는 경기도 40장, 충청도 52장, 전라도 84장, 경상도 104장, 강원도 28
장, 황해도 42장, 평안도 85장, 그리고 함경도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내용별로 구분해 보

면, 8도의 군현지도가 320장, 진보·목장·산성 등 군사지역을 포함한 주요지역의 지도가 총 139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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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지도_奎 16030》는 18세기 중반 전라도를 제외한 7개 도의 군현을 20리 방안위에 제작한 필사본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제1책에 함경도의 군현지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평안도(제2책)-강원도(제3책)-황해도(제4
책)-경기도(제5책)-충청도(제6책)-경상도(제7책)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주〉 지도가 수록되어 있

는 제7책 경상도 목차 부분에 ‘비변사(備邊司)’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이 지도가 비변사에서 보관하였던 지도

였음을 보여준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평안도 곽산의 읍치가 1747~1768년 사이에 있었던 위치에 표시되어 있고, 철산의 읍치 

또한 1769년 환원되기 이전인 거련참(車輦站)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평안도 위원의 경우 1743년 읍치를 

동쪽의 송현으로 옮긴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경기도 양근의 읍치가 1747년 이후의 위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마전에 1750년에 세워진 미강서원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도에 1767년에 개칭된 안의와 산청이 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67~1768년 사이, 18세기 중반의 조선사회 모습을 반영한 군현지도이다.

회화식 군현지도와 달리 각 군현지도에는 방안이 그려져 있는데, 방안의 크기는 4.2cm의 정방향이다. 각 군

현의 크기에 따라 사용된 방안 개수가 다르며, 1개의 군현을 1면으로 기준하였으나 군현의 면적 크기에 따라 

함경도의 함흥, 경상도의 안동과 같은 경우에는 두면에 걸쳐 군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연천(漣川)·가평(加平)·양주(楊州)·포천(抱川)·영평(永平) 등 5개 군현지도가 누락되어 있다.  

상주목은 조선시대 8도 체제가 확립되면서 1408년(태종 8) 상주에 경상도감영을 두어 경상도감사가 상주목사

를 겸했던 곳이자, 화령현·중모현·산양현·단밀현 등을 속읍으로 거느리며 ‘경상도’라는 도 이름에 그 이름이 

차용될 정도로 영남의 큰 군현이었다. 그리고 1596년(선조 29)에 관찰사영이 대구로 옮겨갈 때까지 경상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상주광역시 전체와 의성군의 단밀면, 단북면, 문경시의 산

양면, 영순면 일부, 산북면 일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읍치는 상주광역시 상주시내 성하리와 성동동 일대에 위

치했다. 〈상주〉 지도에서 읍치는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위치와도 유사하다. 읍치를 중심으

로 상주의 남쪽은 선산과 김산, 북쪽은 문경현, 북서쪽은 갈령, 서쪽으로는 충청도 청산현으로 이어지는 도로

가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읍치 바로 북쪽에 표기된 ‘천봉산天峰山’이 상주목의 진산이며, 서북쪽에는 산의 형상 위에 산성모습이 그려

져 있으며, ‘견훤성(甄萱城)’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지목조에 의하면 “서쪽 50리에 있는 

화령고현성(化寧古縣城)을 세상에선 견훤성이라고 전하나 잘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령고현성을 견훤

성이라 표기한 것은 이곳에 전해지는 설화와 함께 견훤(甄萱,867~935)의 출생지가 당시 기준으로 상주 가은

현(현재는 문경시 가은읍)으로 후삼국에서 한때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를 일으켰던 그의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지도》의 〈상주〉 지도에는 총 5개의 서원이 표시되어 있다. 상주 지역에서 최초 서원은 1606년에 창건된 

도남서원이며, 그 이후 근암, 옥성, 화암, 연악, 속수, 봉산, 서산, 옥동, 효곡, 흥암 서원이 창건되었다. 17세기

에 서원이 성행하다가 1868년부터 옥동서원과 흥암서원을 제외한 서원들이 흥선대원군의 훼철령에 따라 훼

철되었다. 〈상주〉 지도에 표시된 5개 서원 가운데 옥성서원과 동수서원이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서원

으로 표시되어 있다. 동수서원(東水書院)은 속수서원(涑水書院)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읍치 동북쪽에 

서원이라고 표기된 것은 상주 최초의 서원인 도남서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읍치 동북쪽에 표기된 서원은 흥암

서원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치 남쪽에 표기된 서원은 연악서원을 표기한 것이다. 11개의 서

원 중 5개의 서원만이 지도에 반영되었으며, 또 그 가운데 3개는 정확한 명칭 없이 서원으로만 표시된 것은 

〈상주〉지도가 서원을 주제로 제작한 지도가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20리 방안지도의 제작 목적은 회

화식 지도와 비교했을 때 각 군현의 모습과 읍치의 위치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일정한 축척을 사용

했고, 그 과정에서 《광여도》와 같은 회화식 군현지도에는 반영되었던 지리정보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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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주지도_조선지도(奎 16030)

청구기호 奎 16030 작가 미상 자료명
상주지도

尙州地圖
수량

1장

조선지도 - 7책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간년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반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조선지도》에 수록된 〈상주〉 지도

규격 전 체 
49.8×38.5cm (기존)

49.8×38.4cm (수정)
도엽 49.5×38.4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87호

복제정보 M/F70-15-3-C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이미지2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도엽별로 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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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 말기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이다. 각각 낱장으로 된 비교

적 큰 지면에 지역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고, 지도의 크기와 지리정보의 표현 방법 등은 군현마

다 다르게 제작되었다. 이 지도들은 기존의 군현지도의 제작 기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19세기 말 전

국의 지도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화식 군현지도로서의 가치가 높다. 각 군현에서 제작된 지

도가 원본 그대로 중앙에서 합쳐졌기 때문에 회화식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나 《광여도》에 비해 통일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제작 당시 각 군현의 모습과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료史料로서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회화성이 강조된 지도라는 점에서 회화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청주목지도(淸州牧地圖)》 지금의 충북 청주시, 내수읍, 오창면, 옥산면, 강외면, 북이면, 북일면, 낭성면, 미원

면, 남이면, 천안시 수신면 그리고 괴산군 청천면을 포함하는 지역의 지도이다. 청주목은 여러 차례 일시 강등

되기도 했지만, 충청도에서 충주, 공주와 함께 목사가 주재했던 지역으로, 1402년(태종 2)에 충청병영(忠淸兵

營)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청주목을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황당이 

당선산(唐羡山)에 있었고, 이 산이 청주목을 지켜주는 산인 진산(鎭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토성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적 항목에 ‘읍치 동쪽 2리에 있는 둘레 5,022자의 흙으로 쌓은 산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

어졌다’라고 기록이 바로 당선산의 토성터이다. 《청주목지도》는 현재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 지도 좌측(즉, 읍치 동쪽) 산줄기 중간에 산성의 모습이 일부 그려져 있다. 현재는 우암산(353m)의 정상을 

중심으로 남서쪽의 계곡을 둘러싼 둘레 약 2,400~3,000m의 포곡식 토축 우암산성으로 불리고 있으며, 맑은 

날 읍치가 있었던 시내 중심지에서 우암산쪽을 바라보면 산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중앙에 묘사된 청주읍성은 현재의 청주 시가지에서 무심천(無心川)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

대 다른 읍성의 위치와는 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시대 대부분의 읍성은 풍수 논리에 따라 진산을 배후

에 두고 시가지를 형성하는데 주산 방향으로는 대문을 만들지 않는 3대문 형식이 일반적이다. 《해동지도_古

大4709-41》에 수록된 청주목 지도에는 주산 방향의 문을 그리지 않고 3대문 형식으로 그려져 있으며, 《광여

도_古4790-58》의 청주목 지도에서는 동서 방향의 2개문만 그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청주읍성은 우암산 아

래, 무심천가의 완전 평지에 들어선 장방형 모양의 성곽으로, 동서남북의 4대문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도로

망이 남문에서 북문까지의 대로를 중심으로 방격(方格)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지도 하단에 보면 ‘북수북수’

가 표기되어 있고, 나무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풍수적으로 청주의 지세가 남쪽이 막히고 북

쪽이 트여 무심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역수역수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보하기 위해 지금의 수

곡동에 남숲을 조성하고, 운청도에는 북숲인 봉림(鳳林)을 조성하였는데, 봉림수인 북숲을 묘사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읍성 안에 다른 군현에서는 보기 힘든 당간이 그려져 있으며, ‘漢五鳳元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기원전 57년을 뜻한다. 지도에 그려진 당간은 현재 청주 중앙공원 동북쪽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철로 만든 ‘용두사지 철당간’으로 국보 제41호이다. 당간은 화강암으로 만든 지주 사이에 끼워져 있으며, 원통 

모양의 철통 30개를 위아래로 물려 이어지게 만들어졌다. 아래로부터 세 번째 철통에 393여 자의 글자가 주

조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원래 30개의 철통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주 지역의 호가(豪

家)인 김예종(金芮宗)이 사촌형 희일希一 등과 함께 철당간을 주조하여 사찰을 꾸몄다고, 특히 당시에는 유행

병인 염질(染疾)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부처께 재앙의 예방과 사후의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주조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구리 돛대[銅檣]가 고을 성안 용두사(龍頭寺)에 있다. 절은 폐

사가 되었지마는 돛대는 남아 있으며, 높이가 10여 길이다. 세상에서 전하거늘, “처음 주(州)를 설치할 때에 술

자(術者)의 말을 써서, 이것을 세워 배가 가는 형극을 나타내었다”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30개 중 

20개의 철통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35. 청주목지도_1872년 지방지도(奎 10407)

청구기호 奎 10407 작가 미상 자료명
청주목지도

淸州牧地圖 
수량 1장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고종 9년(1872) (기존)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1872년 지방지도 중 《청주목지도》

규격 전 체 36×25.5 cm (기존) 도엽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66-8-1-E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이미지 없음)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도엽별로 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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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진주지도(古軸 4709-51)

청구기호 古軸 4709-51 작가 미상 자료명
진주지도 

晉州地圖
수량 1軸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산수화풍의 회화식 진주지도

규격 전 체 80×121cm 도엽 80×121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模寫古軸4709-51,  M/F81-103-463-F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없음

해제

진주목은 조선시대에 경상우도 남부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다. 지금도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지만, 조선시대

의 진주목의 위상은 지금보다 높았으며 풍부한 물산을 자랑하는 고장이었다. 또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된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첫 승전을 거둔 곳이기도 하다. 

진주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학교 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진주국립박물

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진주지도의 간결한 형태와 절제된 필선, 담묵을 주로 한 묵법

의 구사, 맑고 산뜻한 담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 산과 바위를 묘사할 때 평면적,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

고 전통적인 준법을 구사하지 않고 옅은 선염으로 표현한 점 등 진주지도의 공통적 화풍을 토대로 진재 김윤

겸(金允謙, 1711–1775)의 영향을 비정하기도 하였다. 김윤겸의 화풍은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화풍 가운데 

개성적인 화풍으로 꼽히는데, 그는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의 서자로 평생 높은 관직을 역임하지는 못했지만 시

서화로 이름 높았다. 그는 1760년대 즈음 진주에서 24리 떨어진 소촌역(召村驛) 찰방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미지

기존해제 《청주목지도》에 묘사된 철당간 현재 철당간의 모습

해제

《청주목지도》 하단 읍성과 북수 사이에 ‘석불(石佛)’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5개의 석불이 묘사되어 있다. 이

는 현재 보물 제985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주용화사석불상군’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작은 것은 1.4m, 

가장 큰 것은 5.5m에 이르는 석불로, 이는 고려 시대에 청주의 서북지역 물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고 한다. 현재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위치한 용화사(龍華寺)에 모셔져 있다. 용화사는 1902년 고종의 비

인 순빈(淳嬪) 엄씨(嚴)가 창건한 사찰로, 엄씨는 1901년 어느 날 일곱 미륵이 각각 무지개를 타고 자신의 집

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에 엄씨가 절을 하니 일곱 미륵은 ‘우리는 청주의 한 늪에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절을 짓고 구해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청주의 지주 이희복(李熙復)에게 명하여 늪 속에 빠져

있는 불상 7위를 찾아내 상당산성(上黨山城) 안에 있던 보국사를 옮겨 이 절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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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평양부지도_여지도(古 4709-68)

청구기호 古 4709-68 작가 미상 자료명
평양부지도

平壤府地圖
수량

1장 

여지도 - 6책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간년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반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여지도》에 수록된 〈평양〉 지도

규격 전 체 26.5×19cm (기존) 도엽 19.2×15.3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4-16-227-H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이미지2

해제

또한 《영남기행첩》과 《한산제승당도》 등 영남일대와 통영을 그린 진경산수화도 현존한다. 김윤겸 화풍의 특

징은 경관을 사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추상적,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점이다. 즉 경관의 형태를 기하하적인 형태

로 단순화시키고, 평면적으로 재현하였으며, 산과 바위를 표현할 때는 전통적인, 또는 겸재 정선식의 강한 필

치와 풍부한 묵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간결한 윤곽선으로 형태를 규정짓고 그 안에 담채로 선염하여 담백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이러한 수법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롭고 개성적인 방식으로 시적이고 서정적인 정취가 

잘 표현된 개성적인 화풍이었다(박은순, 2009, 54–56).

규장각 소장 진주지도에는 진주목의 진산인 비봉산 아래 진영과 객사, 그리고 향교가 민가에 둘러싸여 있다. 

병영성(兵營城)인 진주성은 남강과 하안절벽 등 자연 지형을 충실히 이용한 성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

어 내성의 가장 위쪽에 진남루가 있다. 내성에는 촉석루와 중영(中營)이 있었다. 남강과 함께 해자의 역할을 

하는 대사지(大寺池) 주위에 원형 장림(長林)을 조성했다. 진주에는 경상우도병마절도영이 있어 화사군관이 

파견된 지역으로, 조선후기 진주지도의 전형화에는 이곳에서 활동한 화사군관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진주성지도》는 축 형식으로 좌측 하단에 “병오이월일진주성지도(丙午二月日晋州城地

圖)”라 쓰고 수결을 남기고 있다. 지도 위 민가와 관아, 성루 등의 옥우법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평행투

시도법을 사용한 점에서, 병오년은 1786년일 개연성이 높다. 촉석루 뒤에 비각 3기만 그려졌고, 의기비는 보

이지 않아 다른 작품과 차이를 보인다. 화면은 피마준과 미점준을 사용하여 비봉산과 망진봉수 일대를 묘사

하고, 내성의 석축과 의암 등 암석 재질은 거친 절대준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청록으로 거칠

게 채색한 점이 특징이다. 관청이나 제단·향교·객사 등의 건물을 푸른색으로 담채하여 일반 민가와 구분하

였다. 남강 일대에는 배를 타고 유람하는 선비들과 누선이 보이고, 빨래하는 아낙들, 배를 이용하여 땔감을 나

르는 촌부 등 생활 풍속 장면이 가미되어 현장감을 살렸다. 19세기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 접포식 《진주지도》, 

《진주성도》 10폭 병풍, 그리고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및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진주성도》 10폭 병풍은 

진산인 비봉산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은 산줄기가 진주성 일대를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부감법으

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 건물은 평행투시도법으로 충실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화면구도에서 경직된 전형성

이 나타나는데, 청색 진채의 옥우, 산 묘사의 도식적 표현, 대사지의 민화 장식 같은 진채의 연꽃 표현 등이 대

표적 예이다. 또한 산의 능선을 따라 분포한 수목들은 모두 도식적인 수지법을 반복하여 마치 민화 속 장식화

처럼 변모하였다. 내성 동쪽 남강을 면한 높은 절벽을 이루는 지역은 산형이나 바위를 가벼운 윤곽선과 담채

로 처리하여 준법을 최소화하는 감필을 구사한 점과 소방한 나무수지법을 근거로 1770년경 진주목 소촌찰방

을 지낸 김윤겸(1711–1775)의 화풍이 이후 진주지도 제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사군

관이 파견된 지역의 산수화 전통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해당 지역의 군현지도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정은주, 2011).

내성의 촉석루 바로 옆에 위치한 의기사(義妓祠)는 논개를 모신 사당으로 1740년(영조 16) 경상우도병마절

도사 남덕하(南德夏, 1688–1742)가 창건하고, 1823년 진주목사 홍백순(洪百淳)이 중건하였다. 촉석루 뒤에

는 삼충비(三忠碑)와 의기비(義妓碑)가 서있다. 삼충비는 김시민장군전공비(1619), 정충단비(1686), 쌍충비

(1792)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기사, 삼충비 등과 지도의 재질, 채색 등으로 볼 때 규장각 소장 진주지

도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박은순, 2009, “19世紀 繪畫式 郡縣地圖와 地方文化”,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제1호, pp. 31-61.

정은주, 2011, “조선후기 繪畵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3호, pp. 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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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함흥부지도_함경도전도(奎 12156)

청구기호 奎 12156 작가 미상 자료명
함경부

咸鏡府
수량

1장 

함경도전도-5책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世紀 初(純祖 年間:1800-1834)]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함경도전도》에 수록된 〈함흥부〉 지도

규격 전 체 
77×74.3cm (기존)

37.7×22.2cm (수정)
도엽 93×82.5 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83호

복제정보 M/F77-103-202-D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도엽별로 해제 제공．

해제

《함경도전도_奎 12156》는 [북관지도], [함경북도지도], [함경남도지도] 3장과 함경도 관할 18군현의 지도가 5
책으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군현지도집이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제5책 [함경도전도] 주기부분에 ‘정묘식민호

(丁卯式民戶)’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묘년은 1747년(영조 23)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성부 지도에 기

록된 주기에는 보로지보(甫老知堡)가 표시되어 있으나,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보로지보고 1757년(영조 33)

에 혁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787년 도호부로 승격한 장진이 장진책(長津柵)으로 표시되어 있다. 

회령 지도에서는 『대동지지』에서 1731년 볼하진이 운두고성으로 이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 지도에서 

볼하진이 운두봉수 옆에 그려져 있다. 지도에 반영된 이와 같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함경도전도》는 1731년

~1757년 사이 함경도의 모습을 반영하여 제작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함경도의 군현을 살펴보았을 

때 《함경도전도》에는 5개의 군현 ‘갑산, 단천, 북청, 삼수, 이성’ 지도가 누락되어 있다.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여지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해제

《여지도_古 4709-68》는 총 6책으로 구성된 필사본 군현지도집으로, 군현지도 이외에 제1책 첫부분에 요계

관방지도(遼薊關防地圖)와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그리고 제6책 평안도 군현지도 마지막 부분에 조선

여진양국국계도(朝鮮女眞兩國國界圖)가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군현지도와 그 지도 뒷면에 각 군현

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기록된 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총 364장의 지도와 371장의 주기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1728년~1737년 금성현으로 강등되었던 나주목과 1728년 혁파되었다가 1736년에 복구

된 안음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안의현의 경우 1767년 경상도의 안음현과 산음현이 안의현과 산

청현으로 개칭되고, 1776년 평안도의 이산(理山)이 초산으로, 충청도의 이산尼山은 이성으로 개칭되는데 《여

지도》에는 그 이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반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평양〉 지도는 지금의 평양특별시 부근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의 평양부, 대동군 전체와 강서군 북쪽, 평원군 

남쪽 등 서해안까지 뻗어 있었던 큰 지역이었다. 평양부는 평안도 관찰사 소재지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이는 《기성전도_古軸 4709-12》을 포함하여 ‘기성도병(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평양도십

폭병풍(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평양전도(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등의 지도가 전해지고 있다. 〈평양〉

처럼 지도집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 외에 《기성전도_古軸 4709-12》와 같이 단독으로 제작되기도 하였고, ‘평

양도십폭병풍’과 같이 병풍형태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단독으로 제작된 평양부 지도의 경우 한 

폭의 그림처럼 평야성과 그 주변을 묘사하여 회화적 예술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각 명소들에는 지명을 기재하

여 지도학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평양〉지도의 중앙 부분, 성곽과 성루, 그리고 대문까지 자세하게 묘사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평양성이다. 평

양성은 북쪽에 금수산이 자리 잡고 있고 동, 서, 남 세 면에 대동강과 보통강이 둘러막아 해자를 이룬 유리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게 4개의 성으로 나뉜다. 을밀대에서 남산재에 이르는 지대, 즉 지도에서 관청과 

단군(檀君)을 제사지내던 단군전(檀君殿), 군기, 대동관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내성(內城)으로 두 줄로 성곽

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성 서북쪽으로  1714년(숙종 40)에 쌓은 내성의 보위성인 북성(北城)이 있었는데 

〈평양〉지도에서는 내성을 제외하고는 성곽을 자세히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양〉지도와 유사한 《해동지

도》의 〈평양부〉지도에는 성곽과 문의 표시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 안에 1714년(숙종 40)에 중

건된 영명사(永明寺)가, 그리고 그 옆에 석탑이 그려져 있다. 지도에는 7층 석탑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석탑

은 영명사 5층 석탑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성 남쪽으로 창광산, 해방산, 안산 밖으로 멀리 두른 중

성이 있으며, 중성 남쪽 벌판에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구역에는 넓게 외성이 둘러져 있다. 그러나 본 지도에서 

중성과 외성 지역은 실재 축척과는 상관없이 내성에 비해 매우 축소하여 표현하였다. 실제 면적으로는 외성이 

가장 크다. 지도에서 내성 남문 좌측으로 중성과 외성이 표시되어 있는데, 중성이 대동강 상에 표기되어 있다. 

이는 평양부의 중심 지역인 내성을 확대하여 지도에 표현하고, 외성과 내성 지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거나 혹은 이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 필사자가 지도를 필사하는 과

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평양〉지도의 경우 이 지역 이외에도 지도 왼쪽 상단 서해와의 경계선이 마치 하

천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바다를 하천으로 잘못 필사한 오류이다. 외성에 ‘정전(井田)’이라고 표기되

어 있는 것은 평양 외성의 남쪽에서 대동강변에 이르는 지역, 즉 지금의 평양역 부근에 전(田)자의 모양의 할

지법(割地法)에 의해 구획되었던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본 지도에는 ‘정전’이라고 표기만 되어있지만 단독으

로 제작된 대형 평양부 지도에서는 이 부분을 정전모양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기혁·윤용철·배미애·정암, 200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 연구 : 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권 

                                      1호, pp. 1-26.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호, pp. 119-142. 
배우성, 1995, “논문 : 영조대 군현지도집의 (郡縣地圖集) 편찬과 활용”, 일지사(한국학보) 21-4, pp. 154-187.
양보경, 1995, 조선시대의 지방지도-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양윤정, 2013,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제43집 pp.1-30.
전종한, 2008, “조선후기 군현지도에 재현된 공간인식과 공간의식”,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2호, pp. 112-126.
정은주, 2011, “조선후기 繪畵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3호, pp. 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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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황주지도_해서지도(奎 12158)

청구기호 奎 12158 작가 미상 자료명
황주

黃州
수량

1장

해서지도- 3책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英祖21年-32年(1745-1756)]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 (수정)

형태 필사본 (기존)

내용 《해서지도》에 수록된 〈황주〉 지도

규격 전 체 
35.4×26.5cm (기존)

34.6×22.5cm (수정)
도엽 100×100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84호

복제정보 M/F77-103-202-F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비변사인방안지도’ 중 ‘해서지도’ 도엽별로 해제 제공．

해제

《함경도전도》 1리 방안이라는 일정한 축척 위에 그려진 지도로, 방안지도로서는 가장 축척이 큰 도별 군현지

도집이다. 조선시대 보다 큰 대축척 지도의 제작 목적은 보다 정확한 지도 제작이었을 것이다. 즉, 방안이라는 

축척을 이용하여 위치, 거리, 방향 등 지역의 실제 지리 정보를 지도 상에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가

로와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직교된 선 때문에 방안을 현재의 경도 위도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방안과 경

도 위도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의 경위도는 지구 표면상에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좌표 표현으

로, 이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둥근 구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방안지도에서 방안이란 지구를 평면으

로 보고 가로 세로로 평면을 구획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오늘날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 

상에 줄여 나타낸 비율인 축척의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함경도전도》 제2책에 수록되어 있는 〈함흥부〉지도는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부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함경도

라는 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함흥부는 조선시대 함경도의 중심 지역이자,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다. 함흥부

의 읍치는 현재의 함흥시 성천강구역 남문동, 동문동, 서문동 일대로, 〈함흥부〉지도 중앙 성곽 모양이 그려진 

원으로 표시하였다. 읍치 바로 북쪽으로는 함흥부의 진산인 성곶산(城串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읍치 안에는 

감영(監營)과 관(館)이 표시되어 있으며, 읍치로부터 붉은 색의 도로가 뻗어 나가고 있다. 

읍치에서 시작한 도로 가운데 읍치 남쪽으로 뻗어 있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붉은 사각형으로 표시된 ‘본궁

(本宮)’을 지나게 된다. 함흥본궁은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의 왕이 된 후 조상들이 살던 집터에 새로 집을 짓

고, 그곳에 4대 조상들의 신주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던 곳이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이 건물을 본

국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지냈던 곳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함흠본궁’에는 정전과 이성계가 조

상들의 위패를 두었던 이안전(移安殿), 2층 다락집 형태의 풍패루와 특이한 구성으로 알려진 정원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함산와유첩〉은 함흥과 그 부근의 명소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붙인 화첩으로, 제10면에 함흥본궁의 그림에는태조가 손수 심었다는 여섯 그루의 소나

무가 그려져 있다. 함흥본궁과 관련하여 ‘함흥차사(咸興差使)’라는 말이 있는데,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함흥본

궁에서 지내던 이성계가 왕자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이방원이 보낸 사신을 모두 죽여 버린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문헌상에는 판승추부사 박순의 희생만이 알려져 있으며, ‘함흥차사’라는 말은 ‘심부름을 가

서 돌아오지 않거나 아무 소식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읍치에서 서북쪽에 

‘경흥전(慶興殿), 정화릉(定和陵)’이 보이고, 읍치의 서남쪽에는 ‘순릉(純陵)’이 보인다. 경흥전은 이성계가 왕위

에 오르기 전 귀주동 경흥전이라고 추칭(追稱)한 주택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바로 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화릉은 정릉(定陵)과 화릉(和陵)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이성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이고, 순릉은 이성계

의 조부모, 그리고 읍치 북쪽에 보이는 덕안릉은 이성계의 고조부모의 묘이다. 이처럼 함흥부에는 조선 왕조

의 발상지로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있다.

북쪽으로 백두대간(지금의 함경산맥)이 그려져 있고, 이곳에서 발원한 하천이 남쪽으로 흘러 성천강(成川江)

이 된다. 북쪽에서 시작된 성천강을 따라 읍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성천강변에 바위모양으로 묘사된 일우암

(一遇岩)을 볼 수 있다. 숙종 때 함흥감사로 부임했던 약천(藥泉) 남구만은 일우암·일악폭포·금수굴·제성단·

구경대·광포·낙민루·격구정·지락정·본궁심전·광포를 함흥십경이라고 하며 기행문을 남겼다고 한다. 〈함흥

부〉 지도 좌측하단에 표기된 광포는 해안의 융기와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석호로, 북한 천연기념물 제268
호이다. 동해안의 석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광포에는 광포강, 다호천, 봉대천 등 6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

들이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명승지였다. 

참고문헌

김기혁·윤용철·배미애·정암, 200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 연구 : 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권 1호, pp. 1-26.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1호, pp. 19-36.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호, pp. 119-142. 

문화재청, 2008, 한국의 옛지도.

배우성, 1995, “논문 : 영조대 군현지도집의 (郡縣地圖集) 편찬과 활용”, 일지사(한국학보) 21-4, pp. 154-187.
양보경, 1995, 조선시대의 지방지도-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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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성전도(古軸 4709-12)

청구기호 古軸 4709-12 작가 미상 자료명
기성전도

箕城全圖
수량 1軸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95년 이후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9세기 말 이후에 제작된 평안도 평양의 회화식 지도.

규격 전 체 167×96cm 도엽 167×96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模寫古軸 4709-12,  M/F81-103-463-B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없음

해제

《해서지도_奎 12158》는 황해도 전도와 황해도의 군현지도를 3책으로 구성한 채색필사본 군현지도집이다. 1
책과 3책에 총 21개의 군현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24개의 황해도 군현 중 문화, 신천, 안악 3개 군현

의 지도가 누락된 것이다. 그리고 2책은 황해도전도로, 내제인 지도명은 《황해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수록된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1리 방안 위에 그려진 《해서지도》는 방안의 간격이 약 8.3mm
로 약 1:54,000 축척의 대축척 지도이다. 그리고 해주와 같은 대읍의 경우에는 방안의 크기가 6mm로 약 

1:75,000의 축척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제3책 〈백천〉지도 이면에 ‘비변사’ 인이 있어 비변사에서 소장하였 

사용했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1719년(숙종 45)에 수군절도사영으로 승격된 소강진(所江

鎭)이 행영(行營)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변사인이 

찍혀 있는 다른 지역의 1리 방안지도를 참고할 때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해서지도》 제1책에 수록되어 있는 〈황주〉지도는 지금의 황해북도 송림시와 황주군 일대에 위치했던 황주목

을 그린 지도이다. 북쪽으로는 평양직할시와 접하고 있으며, 재령강이 대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

다. 해주목과 함께 목사가 주재하던 곳으로, 황해도라는 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황해도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극성(棘城)에는 진이 설치되었고, 의주대로가 지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중국으로 

오가는 사절이 많이 유숙했던 곳으로 태허루(太虛樓)는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이었다.

황주군 황주읍에 위치한 읍치는 〈황주〉지도 중앙 옹성(甕城)까지 갖춘 성곽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읍치 위쪽

에 표시된 벽화산(碧花山)이 황주목의 진산으로 지도에는 벽하산(碧霞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

승람』 황주목 풍속조에 따르면, “농사짓고 누에치기에 힘쓰며 음사를 숭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대

부분의 지역이 비옥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의 평양준평원과 함께 낙랑준평원에 연속되는 황주준

평원이 형성되어 있는 황주목의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읍치 남쪽으로 읍성만큼 성곽의 모습과 동서남북에 설치된 성문의 모습까지 잘 묘사된 ‘정방산성(正方山城)’

이 보인다. 정방산성의 북쪽은 정방산의 험한 절벽을, 서쪽은 남산령을, 동쪽은 지보앗ㄴ의 서장대와 연결되는 

등성을, 그리고 남쪽은 서장대에서 동쪽으로 정방골에 내리뻗은 능성을 이용하여 쌓은 산성으로, 1633년(인조 

11) 당시 도원수였던 김자점(金自點)의 지휘하에 개축한 것이다. 옛날 성 안에는 48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하

며, 지금도 고려시대의 유명한 사찰인 성불사와 석탑이 남아있다.

참고문헌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1호, pp. 19-36.

문화재청, 2008, 한국의 옛지도

배우성, 1995, “논문 : 영조대 군현지도집의 (郡縣地圖集) 편찬과 활용”, 일지사(한국학보) 21-4, pp. 154-187.
양보경, 1995, 조선시대의 지방지도-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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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성도(古軸 4709-3)

청구기호 古軸 4709-3 작가 미상 자료명
도성도 

都城圖 
수량 1軸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후반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의 도성 안쪽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로 

현존하는 서울의 옛 지도 중 대표적인 걸작

규격 전 체 67.0×92.0cm 도엽 67.0×92.0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60호

복제정보 模寫古軸 4709-3 / M/F79-20-B

이미지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없음

해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의 도성 안쪽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로 현존하는 서울의 옛 지도 중 대표적인 

걸작이다. 도성(都城)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든 가장 특징적인 건조물이었으며, 서울로 들어올 때 일차적으로 

만나는 관문으로서 서울의 상징이었다. 이에 서울의 옛 지도들 중에는 도성 안쪽을 그린 지도가 많았다. 《도성

도》는 서울의 빼어난 지형과 풍수를 진경산수화풍으로 그린 아름다운 회화식 지도이다. 동시에 상세한 서울의 

지리정보를 담아 이후에 제작된 서울 지도의 모범이 되었다.

해제

평양의 별칭이 ‘기성(箕城)’이었으므로 ‘기성도’, ‘기성전도’는 평양지도나 평양도를 뜻한다. 기성은 기자(箕子)

가 중국으로부터 동쪽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을 두고 다스렸다는 기자조선 전승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고조

선 시대부터 정치의 중심지임은 물론, 중국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또한 고구려

의 수도이자 고려의 서경으로, 조선시대에는 관서의 중심지로서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곳이다(진준

현, 2006). 조선시대에 평양은 수도 한양에 이어 제2의 도시였다. 현전하는 평양도와 평양지도는 대형의 회화

식 도폭이 많다. 이렇게 회화식으로 제작된 평양도병풍이 다수가 남아 있는 것도 평양의 역사적·지리적·경제

적 중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평양은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의 사행노정 중 가장 중요한 경

유지였다. 사신들이 오가면서 풍광이 아름다운 평양의 그림과 지도들이 제작되었다. 1537년 명나라 사신들

에게 족자 형태의 평양도형을 그려준 적이 있으며, 화가 이징은 1647년(인조 25) 평양도 병풍을 제작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으로 평양성이 파괴된 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평양지도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11
년(숙종 31) 평양 북성(北城)을 비롯한 산성이 수축되고, 1727년부터 1733년에 내성과 외성이 정비되었으며, 

1764년 평양 내성과 중성이 개축되었다(오수창, 2002). 성을 새로 쌓거나 개축할 때에는 그 전후에 지도를 제

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전하는 대형 평양도와 평양지도는 대부분 18세기 후반 이후의 것이다.

《기성전도》는 1881년(고종 18)에 세운 서묘(西廟)가 그려져 있고, 180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890년에 

중건한 애련당(愛蓮堂)이 있어 1890년 이후로 추정되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서묘 남쪽에 진위영(鎭衛

營)이 그려져 있다. 청일전쟁 후 고종은 갑오개혁을 통해 기존의 군사제도를 폐지하고,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9월에 서울에 친위대를, 전주와 평양에 진위대를 설치했다. 진위영은 진위대의 본영이었으므로, 《기

성전도》는 1895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의 진산인 용악산을 배경으로 성곽을 비롯한 군사시설 및 사적지들과 관아, 도로, 지명, 인가 등을 자세히 

그렸으며, 향동(香洞)의 냉면가(冷麵家) 표시가 이채롭다. 석성이었던 내성과 북성의 흰 성곽, 대동강에 모여

든 여러 종류의 나룻배와 유람선, 10리에 달했다고 하는 장림, 을밀대의 송림, 토성이었던 중성 밖의 정전 등

이 유려한 필치로 표현되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100년 전의 평양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다. 평양을 묘사한 다른 지도들과의 차이점으로는, 전체적인 경관을 조감법으로 구사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

다본 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규장각 소장 「기성전도」는 세로 장축의 특성상 평양성을 대각선 구도로 기울여 대동강이 끼고 도는 평양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특별한 준법을 사용하지 않고 담묵을 사용한 준찰법으로 산의 입체감을 묘사하고, 대

동강변 십리장림(十里長林)을 비롯하여 지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수종을 여러 가지 수지법을 사용하

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규장각 소장 《기성전도》는 1881년(고종 18)에 세운 서묘(西廟)가 그려져 있고, 180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가 1890년에 중건한 애련당(愛蓮堂)이 있어 1890년 이후로 추정되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서묘 남쪽에 

진위영(鎭衛營)이 그려져 있다. 청일전쟁 후 고종은 갑오개혁을 통해 기존의 군사제도를 폐지하고, 을미개혁

의 일환으로 1895년 9월에 서울에 친위대를, 전주와 평양에 진위대를 설치했다. 진위영은 진위대의 본영이었

으므로, 《기성전도》는 1895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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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강부임진도_동국여도(古大 4790-50)

청구기호 古大 4790-50 작가 미상 자료명
경강부임진도

京江附臨津圖 
수량 1帖(16折)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전반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서울 및 주변지역, 도별 지도를 모은 19세기 전반의 지도책 《동국여도》에 수록된 

서울부근 한강과 임진강 사이를 그린 지도

규격 전 체 47.0×33.0cm 도엽 47.0×123.0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이미지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있음

해제

≪동국여도≫는 1800년(정조 24)에 개칭된 충청도 노성(魯城)과 함경도 이원(利原)이 표기되고, 1822년(순조 

22)에 신설되는 함경도의 후주(厚州)가 없으며, 1823년(순조 23)에 혁파된 경기도 풍덕(豊德)이 표시되어 있

어 1800년에서 182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7면으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19세기에 편찬된 서울 

지도 중에는 서울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리거나, 서울 인근의 서울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지역들을 포함하

여 한양을 둘러싼 한양권 지역의 지도로 시야를 넓혀 그린 지도들이 있어 서울지도와 서울 지역구조의 변화상

을 보여 준다. 특히 ≪동국여도≫ 도성과 도성 방위의 핵심 지역이자, 한강을 따라 서울의 범위와 영향권이 확

장되고 있었던 지역을 한 눈에 보여 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지도책의 다섯번째 도엽인 ≪경강부임진도≫는 서울 부근의 한강인 경강京江부터 임진강 일대까지의 산

천, 도로, 성곽, 진보, 나루터, 창고 등을 위에서 조망하듯이 그린 아름다우면서도 명쾌한 지도이다. 한강은 지

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여럿 있었는데, 경강은 도성인 서울 부근의 한강을 가리킨다. 이 지도 는 수도 한양

의 주변 방어체제를 조감도처럼 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이다. 서울인 한성부를 외곽에서 호위하는 방어체계인 

북한산성, 서쪽으로 강화도, 서북쪽으로 파주와 임진나루, 동북쪽으로 임진강 고랑포를 건너 적성과 양주, 동

남쪽으로 남한산성 일대까지 성곽과 나루터 등 서울 방어의 육로와 수로를 한눈에 보여 준다. 서울 서북쪽 방

어 강화를 위해 임진강의 임진나루에는 1765년(영조 41) 임진보(臨津堡)와 장산보(長山堡)가 설치되고, 임진

보에는 관문성(關門城)이, 장산보에는 돈대(墩臺)가 축조되었다. 또 장단에 있던 방영(防營)을 파주(坡州)로 옮

김으로써 군현명의 바탕색이 붉은색으로 채색되었다. 한양도성을 ‘경성(京城)’으로 부르고 있었음도 보이는데, 

이는 조선의 중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도는 18세기 이후 서울에서 연결되는 도로와 

나루, 한강변의 각종 포구와 창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던 강변의 상업취락과 유통경제의 활성화의 지역

적 전개를 잘 보여 준다.

참고문헌 이찬·양보경, 1995, 서울의 옛 지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해제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으로 이어지는 도봉산과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백악산(白岳山)·인왕산(仁王山)·목멱

산(木覓山, 남산)·타락산(駝駱山, 낙산)의 내사산(內四山)이 둘러싸고 있는 한양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위엄

있고 섬세하게 그렸다. 산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반면, 도성 안 시가지의 인문현상은 기호화해 명료하고 평

면적으로 처리해 주위의 산세와 대비되어 입체감을 나타냈다. 도로를 크기에 따라 선 굵기를 달리 하고 적색

으로 나타내 혈맥처럼 표현했다. 반면에 서에서 동으로 흘러 서울의 도로와 시가 배치에 큰 영향을 주었던 개

천[청계천]과 남북에서 흘러들었던 청계천의 지류들은 청색으로 채색해 대비를 시켰다. 

《도성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이는 남쪽을 향해 정사를 보는 왕의 시각에 맞추어 그린 것이다. 그러나 

지명은 여러 방향으로 쓰여 있다. 궁궐, 관청, 사묘, 행정지명, 다리 등 다양한 지명을 써넣어 당시 시가지를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명의 표기 방향을 보면, 도성 밖은 동서남북 방향의 산을 바라보고 쓴 것처럼 보

인다. 도성 안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백악산, 남쪽은 목멱산 즉 남산을 향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 지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를 자세히 그린 점이다. 따

라서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에서 접근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명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議政府)와 

예조(禮曹) 등 경복궁 광화문 앞 육조앞길의 관청의 이름, 숭례문(崇禮門) 등 사대문(四大門)과 소의문(昭義門) 

등 소문(小門)의 이름을 쓴 방식에서 잘 보이고 있다. 즉 지도의 일차적 목적인 접근성의 관점을 중시한 지명 

표기로 보인다.

여백에 지도의 지명 표기 방식, 당시 서울의 행정구역을 기록해 18세기에 서울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인 변화

를 알 수 있다. 지도의 우측 하단 주기에는 서울의 행정구역을 5부(五部), 43방(坊), 329계(契)로 기록하고, 예

전에 49방이었으며 새로 5개방이 증설되었다고 적었다. 당시 서울의 행정구역은 동부(東部) 6방 38계, 서부(西

部) 9방 91계, 남부(南部) 11방 71계, 북부(北部) 9방 38계, 중부(中部) 8방 91계이다.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조

선 초기에 5부 49방이었으나, 세종대에 49방으로 변동되었다가 17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43방으로 축소되었

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지역의 11개 방이 폐지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유민들이 서울 한강[경

강]변에 다수 거주하게 되면서 용산방·서강방·한강방·두모방·둔지방등 5개 방이 새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행

정편제의 변화는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의 도시화가 성 밖으로 확대되고, 한강을 따라 경강상업이 발달하고 

있던 도시공간의 확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788년(정조 12)에 시행된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동부에 경모궁방(景慕宮坊), 북부에 상평방(常平坊)·연희방

(延禧坊)·연은방(延恩坊)이 신설되어 5부 47방 체제로 변화되고, 이는 1894년까지 유지되었다. 경모궁방을 

제외한 3개방은 서울과 의주를 잇는 도로, 서울과 함경도를 잇는 도로변 또는 망원·합정 등 경강지역에 위치

한 곳이었다. 17~18세기 서울의 행정구역의 변화는 서울의 인구 증가와 서울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도성 외

부로 확장된 것을 반영해 도성밖에 방을 신설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도에는 1788년에 실시한 행정체제의 변

화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1788년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즉위 후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복권하고 장헌세자라는 존호를 올렸다. 또한 아버지의 사당인 수은묘

(垂恩廟)를 경모궁(景慕宮)으로 격상시키고, 참배를 위해 1779년에 창경궁 동쪽 담장 홍화문 북쪽에 월근문

(月覲門)을 새로 만들고 이 문을 통해  왕래하였다. 이 지도에는 경모궁, 월근문 등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 정

조대의 변화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종묘(宗廟) 동쪽에 장용영이 표시되어 있어서 지도의 제작시기를 더 

명확히 추정할 수 있다. 정조는 문과 무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문치규장 무설장용(文治奎章 武設

壯勇)’으로 내세우고, 규장각(奎章閣)과 장용영(壯勇營)의 설치로 실현하였다. 정조는 무를 강화하고 국방개혁

의 중심을 위한 기구로 1785년에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하고, 1787년에 장용청(壯勇廳)으로, 1788년에 장용

영(壯勇營)으로 개명했다. 《도성도》에는 장용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지도는 1788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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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2013, “규장각 소장 필사본 도성도의 회화적 특성,” 한국고지도연구, 5(2), 한국고지도연구학회, 

          pp.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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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동국여도》는 17면으로 구성된 전국의 도별 지도첩이다. 기존의 도별 지도첩은 1도를 1장에 그려 8장으로 구

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었으나, 이 지도는 각 도별 지도 앞에 1면부터 7면 까지 서울과 관련된 내용의 

지도가 수록되었다. 한성부 지도를 한장에 표현하지 않고, 도성 내부를 그린 <도성도(都城圖)>, 도성 북쪽에서 

북한산성 사이를 그린 <연융대도(鍊戎臺圖)>, 북한산성 안을 그린 <북한성도(北漢城圖)>, 도성부터 북한산성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그린 <도성연융북한합도(都城鍊戎北漢合圖)>의 4장으로 세분해서 그린 점이 특징

이다. 이어서 한강과 임진강 및 그 사이의 지역을 그린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 그리고 <남한산성도(南

漢山城圖)>, <강화부도(江華府圖)>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성과 도성 방위의 핵심 지역이자, 한강을 따라 

서울의 범위와 영향권이 확장되고 있었던 지역을 한 눈에 보여 주는 것으로 의의가 크다. 

《동국여도》는 1800년(정조 24)에 개칭된 충청도 노성(魯城)과 함경도 이원(利原)이 표기되고, 1822년(순조 

22)에 신설되는 함경도의 후주(厚州)가 없으며, 1823년(순조 23)에 혁파된 경기도 풍덕(豊德)이 표시되어 있

어 1800년에서 182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책의 첫번째 지도인 《도성도》는 한성부의 행정구역 전체를 비교적 균형있게 그렸다. 한양도성 내부와 

성문에서 주변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나루터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도성 안쪽에는 궁궐, 사직, 태묘(太廟, 종

묘), 태학(太學, 성균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景慕宮) 등이 그려져 있다.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

지명이나 관청, 다리 등의 지명 등을 생략한 반면, 성곽 안쪽에 기와지붕 모양의 민가들을 채워 그리고, 서대

문인 돈의문과 남대문인 숭례문 밖으로 기와와 초가로 이루어진 민가들로 주요 마을들을 그린 점이다. 서울의 

도시화가 도성의 서남쪽으로 확장되어 온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의 출발점이

자, 서북쪽 지역과 삼남지방의 물산이 집중되는 한강과 연결된 주요 통로였기 때문이다. 이는 궁궐과 관청 중

심의 시각으로 그렸던 일반적인 도성도와 다른 점으로, 19세기 이후 서울 지도 제작 및 시각의 다양화를 보여 

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강변에는 고마진, 양화진, 광흥창, 태복창, 동막, 마포, 별영, 군자감, 만리창, 용산, 

노량, 동작, 서빙고, 한강진, 두모포 등 중요 포구와 나루, 창고 등을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참고문헌 이찬·양보경, 1995, 서울의 옛 지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43. 도성도_동국여도(古大 4790-50)

청구기호 古大 4790-50 작가 미상 자료명
도성도 

都城圖
수량

1帖(16折) 중 

제1면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전반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서울 및 주변지역, 도별 지도를 모은 19세기 전반의 지도책 《동국여도》에 수록된 

한양도성 안쪽을 중심으로 그린 도성지도

규격 전 체 47.0×33.0cm 도엽 47.0×66.0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이미지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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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도적》은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도별 지도첩으로, 그 크기가 11.4×5.6cm로 소매 속에 넣고 다닐 수 있

도록 고안된 목판본 수진본(袖珍本) 지도첩이다. 수진본지도는 18세기부터 대중화된 지도로, 휴대하기 편리한 

크기에 지도와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간략하게 실려  있다. 이는 조선후기 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

지고,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새로운 서책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동국도적》의 전체적인 구성은 절첩식 형식으로 앞뒤 각각 32면 총 64면으로 이루어졌다. 팔도를 각각 8면씩 

나누어 앞의 2면에는 지도를, 그리고 나머지 8면에는 지도에 반영할 수 없었던 주요 지리 정보를 기술하였다. 

현재 《동국도적》은 경상도 주기 1면과 그 뒷면의 강원도 지도의 1면, 즉 강원도의 우측 1/2이 누락되어 있다. 

크기가 작은 지도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도첩에 수록된 도별도의 형태는 동람도 유형의 매우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군현을 원으로 표시하고 원 안에 군현명을 표기하였다. 군현

의 위치는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한 것이지만, 지도첩의 크기에 맞춰 도별도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군현 이외에 병영과 수영, 진보 등의 행정, 군사시설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에 반영하지 못한 역, 진보, 산성 등의 교통 군사시설과 각 도의 거민(居民), 전(田) 등의 과세정보, 기타 주

요 사적에 관한 내용이 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18세기 지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민간에서까지 

유행했던 동람도 유형의 지도책인 《조선지도첩_고 4709-11》에 수록된 도별도 하단 주기의 내용과 유사하다. 

도별도의 형태와 주기 등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제작된 동람도 유형의 지도책과 수진본지도를 비교해보면, 

수진본지도의 도별도에서는 각 군현명칭 옆에 파견된 관리등급과 서울까지의 거리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

며, 각 군현의 주산 역시 생략되어 있다. 이는 지도의 크기가 작아서 생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조선

지도첩_고 4709-11》과 같은 동람도 유형의 지도책은 도별도와 함께 천하도, 외국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동국도적》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수진본 지도에는 천하도와 외국지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수진본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실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당시 휴대성을 생각해 실용적인 

형태의 지도첩을 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김현정의 연구에서는 수진본지도가 지식정보에 소

외되었던 지방지식인들의 지적 유희를 추구하고 이를 과시했던 용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

고 있다. 지도 제작의 목적은 우선 실용적인 측면에 있지만, 병풍과 같이 제작되는 지도의 경우 관상이나 과시

를 목적으로 하며, 조선시대 세계지도의 제작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제작되었던 것처럼, 지도

는 상황과 지도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제작된다는 점에서 18세기 수진본지도의 제작목적에 대한 연구가 앞으

로 더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현정, 2010, “수진본지도와 18~19세기 지식의 확산”, 고지도연구학회지 2(2), pp. 69-81.

양보경, 1991, “목판본 『동국지도』의 편찬 시기와 의의”, 규장각 14, 규장각한국학연구소, pp.1-28.

양보경, 2009, “조선 전기의 지도.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한국지도학회, pp.58-98.

이기봉, 2014, “16~17세기 동람도식 목판본 지도책의 조선전도와 도별도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2호, pp. 20~37.

이은영, 2011, 동람도형 지도의 유형 비교-도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동국도적(古 4790-54)

청구기호 古 4790-54 작가 미상 자료명
동국도적

東國圖籍
수량 1종(1첩 16절）

국적/시대/연대
간행연도 / 미상 (기존)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반(1767년 이전) (수정)

형태 목판본 (기존)

내용 휴대하기 편리한 크기에 지도와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는 수진본 지도.

규격 전 체 
11.3×5.5cm (기존)

11.4×5.6cm (수정)
도엽 11.3×11cm (수정)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M/F85-16-332-M 

복제정보

이미지1

 (현재 고지도 원문 이미지 없음)

이미지2

기존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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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계도(西北界圖)》는 청나라 강희제의 명으로 제작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의 만주지역 지도를 바탕

으로 정상기형 동국지도를 결합하여 필사한 6첩 분첩절첩식 지도이다. 만주지역 지명들은 대부분 만주어를 한

자로 음차해 기록했으나, 오자와 탈자가 다수 있다. 그러나 지도에 표현된 내용은 이전에 만주지역에 관한 주

요 전거로 활용했던 『성경지(盛京志)』의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상세한 것이다. 특히 역참(驛站)과 도로망 정보

가 상세하다. 이는 1777년(정조 1)에 방대한 백과사전인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청에서 수입한 후 

만주 및 북쪽 국경지역에 대한 지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백에 기록된 주기에

는 만주의 주요 산천, 도시의 사방 영역과 각 장군들의 관할 범위, 변문의 위치와 소속, 성경의 연혁 등을 기록

하였다. 

백두산과 수계를 보면, 두만강 북쪽을 흐르다가 온성 인근에서 두만강과 합류되는 물줄기가 있다. 두 강이 만

나는 자리에 분계강(分界江), 건을가퇴강(件乙加退江)이 보인다. 후춘강(後春江)의 발원처 가까운 곳에 선춘령

(先春嶺)이 표시되어 있고, 그 옆으로 ‘고려계비거경원육백리(高麗界碑去慶源六百里)’라고 되어 있다.

《요계관방지도(遼薊關防地圖)》,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兩界萬里一覽之圖)》 등의 관방지도의 

만주지역 지리 정보는 대부분 『성경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나 《서북계도》는 『성경지』와는 질적으로 다

른 《황여전람도》 계통의 지리 지식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지도 제작 기법상 방안도법과 분첩 절첩식의 아이

디어가 처음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몇몇 기관에 강희제 때 간행된 《황여전람도》의 사본이 

일부 보관되어 있으나 이 지도와는 같지 않다.

《서북계도》는 조선 후기에 《황여전람도》가 유입되어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점, 《황여전람도》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위에 전래의 영토의식을 계승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함경도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물줄기를 백두산에서 흘러내리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황여전람도》를 따랐기 때문이

다. 그러나 분계강이나 선춘령 등을 표시한 것은 조선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참고문헌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24(1), pp. 277-281.

배우성, 2015, 조선과 중화, 돌베개.

양보경·이현군·문상명, 2016,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 속 백두산, 동북아역사재단.

45. 서북계도(古 4709-89)

청구기호 古 4709-89 작가 미상 자료명
서북계도

西北界圖
수량 6帖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후반 이후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조선의 서북지방과 중국의 동북지방을 상세하게 그린 분첩절첩식 관방지도

규격 전 체 23.5×17.0cm 도엽 140.0×135.0㎝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1-103-445-O

이미지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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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조선-청 국경지역을 그린 군사지도이다. 지도 제목의 ‘피아(彼我)’는 청과 조선을 뜻한

다. 조선의 서북지방과 중국의 만주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렸다는 제목의 의미처럼 이 지도는 압록강

과 두만강 일대,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망과 군사 요충지, 지명 등을 표시하고, 여백의 설명 주기에 만주지방의 

연혁과 이 일대가 우리 민족의 옛터임을 밝혔다. 주기에는 청대에 심양, 요양, 건주를 각각 성경, 동경, 흥경으

로 개명한 사실도 기술하였다. 

1746년(영조 22) 청의 봉황성장(鳳凰城將)이 책문(柵門)을 남쪽으로 옮겨 경작지를 늘리려 하였다. 봉황성 책

문은 조선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가 중국의 관료들을 만나는 첫 장소였다. 조선은 청에 자문을 보내 

이를 번복시켰다. 영조는 책문을 옮기는 것과 관련해 옛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 수입된 수정본 『성경지』

를 찾고, 조선과 관련이 깊은 토문강(土門江), 성경(盛京), 영고탑(寧古塔) 등지의 지도를 자세히 그려 올리도

록 했다. 이 지도는 숙종대 이후 청과의 사이에 일어난 월경,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지속된 만주 지역에 대

한 관심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백두산 상단에 『대명일통지』[明志]를 인용해 백두산의 웅장함을 기록했는데, “가로로 천여리를 뻗치고 높이가 

200백리이다”라고 기록했다. 또 “산 위에는 연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남쪽으로 압록강이, 동쪽으로 두

만강이, 북쪽으로 혼동강이 흐른다”고 하였다. 산해관(山海關)에서 시작하는 유조변과 변문, 요동변장(遼東邊

墻)도 자세히 그렸다. 지도상에는 두 길의 연행로가 표시되어 있다. 1665년부터 1678년까지의 ‘연산관→성경

→우가장→광녕→산해관’의 구(舊)노선을 옅은 붉은색 선으로 그리고, 1679년 이후 확정된 ‘의주→압록강→구

련성→탕참→봉황성→요양→심양→광녕→산해관’의 새로운 노선은 굵은 붉은색 선으로 표시했다. 현재 흑룡

강성(黑龍江省) 해림시(海林市) 장정진(長汀鎭) 고성촌(古城村) 서쪽 동구촌(東舊村)에 위치하고 있는 영고탑

(寧古塔)에서 오라, 성경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표시되어 있다. 

두만강 북쪽에 ‘선춘령(先春嶺)’과 ‘고려경(高麗境)’을 적고,  일대에는 고려 윤관 장군이 선춘령을 넘어 공험진

에 세운  ‘철(凸)’자 모양의 고려경비를 그리고 ‘윤시중입비처(尹侍中立碑處) 고려경(高麗境)’이라 표기하였다. 

명대의 요동 변장, 청대의 유조변 등 주요 시설 뿐 아니라 연행로, 교통로와 교통로상의 주요 도시 등 18세기 

만주지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백두산 천지(天池)를 나타낸 ‘대택(大澤)’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정계비가 있고,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이 흐른다. 또, 백두산 대택大澤 바로 아래 그려진 소백산과 산맥으로부터 ‘토문강원(土門江

源)’과 ‘소홍단수(小紅丹水)’를 포함한 4개의 하천이 흘러나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온

성(穩城) 부근에서 ‘분계강(分界江)’과 합해 ‘두만강(豆滿江)’으로 합류된다. 한편, 공험진과 선춘령에 그린 윤

관의 비 부근에서 ‘훈춘강(訓春江)’이 흘러나와 ‘경원(慶源)’부근에서 ‘두만강(豆滿江)’과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

간다. 두만강은 토문강에서 발원하고, 토문강원과 분계강을 각각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토문강이 아닌 

분계강이 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표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

과 1강설을 드러낸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보물 1537-1호)과 함께 200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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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古軸 4709-22A)

청구기호
古軸 

4709-22A
작가 미상 자료명

서북피아양계

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兩界

萬里一覽之圖

수량 1軸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엽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조선 북방지역과 중국 동북지방을 그린 관방지도

규격 전 체 143×203cm 도엽 143×203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37-2호

복제정보 M/F84-35-80-G

이미지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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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거나 벌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선 국왕에게 이첩해서 엄히 금지토록 하라고 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 주민들이 서로의 국경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

과 청의 주요 외교 문제가 되었다.

청과의 위기의식 속에서 조선은 청나라의 발상지인 만주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했다. 사신

으로 북경에 간 이이명이 청나라 지도 구입에 힘을 쓰고, 지도를 몰래 모사해 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다. 조선과 청국 양측에서 보인 백두산에 대한 관심과 국경 획정 문제는 이 일대의 지도 제작을 활발

하게 하였다. 청나라는 17세기 후반부터 조선 북방 지역의 지형 조사를 시도하였다. 1679년(숙종 5) 경원 개

시를 위하여 온 청의 차사원差使員이 평안도, 함경도 일대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으며(『숙종실록』, 숙종 5년 12월 계유. 12월 갑술), 1691년(숙종 17)에는 청에서 사신을 보내 압록강 

상류와 백두산 일대를 살피겠다고 통고하였다. 1713년(숙종 39)에도 조선에 온 사신은 백두산의 물줄기와 산

맥의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기 위해 조선의 지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숙종실록』, 숙종 39년 윤5월 

계유. 6월 정축).

조선이 중국의 지도와 지리지 수집에 기울인 노력은 중국에 비하여 더욱 컸다. 1677년(숙종 3)에 청에 갔던 

동지사 일행이 사 오던 지도를 적발당하여 외교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에 남구만(南九萬)은 중국의 

『성경지(盛京志)』에 수록된 <여지전도(輿地全圖)>가 작고 세밀하지 않다 하여 그것을 확대하고 경위선을 넣어 

그린 〈성경여지도(盛京輿地圖)〉를 바쳤다.

《요계관방지도》는 국방지역을 그린 군사지도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에 조선은 국경을 끼고 있는 관서(평안도)

와 관북(함경도)만 그려져 있다. 중국의 경우 동쪽은 흑룡강부터 서쪽은 산해관(山海關)을 지나 남당아안(南塘

雅安)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며, 그 사이의 성책과 만리장성을 자세히 그렸다. 육로는 통과지점만을 

표시한데 비하여, 조선에서 바다의 산동반도와 산해관에 이르는 해로(海路)는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요새지

의 수비 상태를 지도 안에 기록했으며, 수비하는 군사의 직위와 숫자, 산과 하천 등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또

한 진(鎭)·관(關)·보(堡) 등 요새는 적색으로 표시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렸다. 중국 지역의 산의 

표현, 파도 무늬, 군사 시설의 표현 등은 전형적인 중국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흰색으로 강조해 신성함을 강

조한 백두산, 그리고 조선의 산들은 연맥으로 표현해 조선적인 표현 양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요계관방지도》에 표시된 군사시설은 청대의 상황이 아니라 명나라 말기의 것이었다. 명나라가 멸망

한 지 80년이 지났으므로 이 지역의 군사 시설은 변경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지도는 실제로 북벌을 해서 청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그렸다기보다는 국경지역에 대한 지리,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방비를 

촉진하는 의도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효종대에 추진되었던 북벌 정책이 좌절된 이후에도 청

나라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시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보여준다. 

특히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서북지역 즉 북쪽 국경지역에 대한 조선의 지리 파악이 정확해져 가

고 있음을 보여 주는 점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 특히 두만강의 남류가 더욱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묘사

되고, ‘선춘령’에 대한 인식이 진전된 것을 보여 준다. ‘선춘령(先春嶺, 高麗境)’은 고려시대에 윤관이 영토를 

개척하여 9성과 비석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왔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선춘령의 위치를 두만강 이북 700리 

지점이라고 기록했으나, 『동국여지승람』 이후에는 선춘령을 함경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7세기 후반 지식인들은 선춘령의 두만강 이북설을 회복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 《요계관방지도》에는 

선춘령이 함경도 온성부 가까운 곳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선춘령의 두만강 이북 700리 비정설을 청나라 지리

지인 『성경지』의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수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만주지역의 정보를 대부분 『성경지』에 의

존하였으며, 백두산 정계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그렸기 때문에 중국측의 인식이 반

영된 한계가 있다. 

《요계관방지도》 제작의 배경이 된 청과의 영토 문제, 국경을 둘러싼 긴장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마침내 

1712년(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요계관방지도》의 정신과 전통은 《서북피아

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兩界萬里一覽之圖)》, 《서북계도(西北界圖)》, 《서북피아양계도(西北彼我兩界圖)》, 

《영고탑총람도(寧古塔摠覽圖)》, 《북계지도(北界地圖)》, 《조선여진분계도(朝鮮女眞分界圖)》와 등 지도 제작으

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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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요계관방지도(古大 4709-91)

청구기호 古大 4709-91 작가
이이명

李頤命
자료명

요계관방지도

遼薊關防地圖 
수량 10폭 병풍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06(숙종 32)

형태 채색필사본

내용 1706년에 이이명이 제작한 10폭의 군사지도

규격 전 체 241.5×664cm 도엽 144×64.4 ~ 66.4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보물 제1542호

복제정보 M/F86-35-11-I 

이미지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공)

기존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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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년(숙종 32)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제작한 10폭의 군사지도이다. ‘요계(遼薊)’는 요동과 북경

지방을 가리키므로, 이 지도는 조선의 북부부터 중국 북경의 계(薊) 지방까지의 지역의 환경, 교통로, 군사시설

의 배치를 그린 관방지도이다. 이 지도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이 명확하며, 현존하는 최고의 상세하고 정교

한 군사지도로서 18세기 초 청나라와의 국경문제와 만주일대의 지역정세를 보여주는 초상화이자 18세기 이

후 제작되는 조선의 풍부한 관방지도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도이다. 또한 10폭 병

풍의 대형 화면에 펼쳐진 치밀한 구성력과 세련된 필묘(筆妙), 청록산수기법으로 표현된 산악의 장식적인 효

과 등 회화성이 뛰어난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이명은 1705년 4월에 청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뒤 북경에서 구입한 『주승필람(籌勝必覽)』과, <산동해방지도

(山東海防地圖)>의 모사본을 숙종에게 올렸다. 『주승필람』은 명나라 말 직방랑 벼슬을 한 선극근이 저술한 국

방지리관계 책이었다. <산동해방지도>는 청나라에서 유출을 금지시킨 기밀지도여서 이이명이 수행한 화원을 

시켜 현지에서 몰래 베껴온 지도였다. 숙종은 두 지도를 합하여 새로운 지도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이이명

은 『주승필람(籌勝必覽)』에 포함된 <요계관방도>, 중국에서 모사한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 그리고 『성

경지(盛京志)』의 <오라지방도>, 조선에서 제작한 <서북강해변계도(西北江海邊界圖)> <항해공로도(航海貢路

圖)> 등을 참고하여 1706년 1월에 《요계관방지도》를 완성해 숙종에게 바쳤다. 《요계관방지도》는 어람용으로 

제작되어 비단에 그렸으며, 중국만이 아니라 만주지역과 조선의 서북지역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지도였다. 

17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청나라의 백두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양국의 국경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는 점차 국력을 강화시켰다. 이제 오랑캐가 아니라 중국의 주인이 

된 강력한 청나라와 전면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의 위기의식은 서북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발을 촉진시

켰다. 특히 서북지역의 중심이 되는 백두산은 조선과 조선인이 국가의 뿌리가 되는 조종산(祖宗山)으로 숭앙

하는 특별한 산이었다. 조선에서 신성시하는 백두산을 청나라 역시 자신들의 건국의 발상지로 중시하고, 성역

화해 나갔다. 청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2백리를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설정하고 거주와 진입을 금지시

켰으며, 국경성의 일종인 유조변을 확장시켰다. 특히 1677년에 청나라 성조(聖祖)는 장백산(長白山), 중국쪽에 

서 백두산을 부르는 명칭)이 청나라 조종발상(祖宗發祥)의 땅이라 하여 가서 살펴오도록 하였으며, 1678년에

는 장백산신(長白山神)을 봉하고 오악(五嶽)과 동일하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1644년에는 조선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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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황도남북항성도_지구전후도(古 4709-15)

청구기호 古 4709-15 작가 최한기 자료명
황도남북항성도

黃道南北恒星圖
수량 1첩 5절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34년

형태 목판본

내용 최한기가 1834년에 세계지도인 『지구전후도』와 같이 제작한 목판본 천문도

규격 전 체 34.6×38.1cm 도엽 34.1×35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1-103-445-I  

이미지

기존해제 없음

48. 지구전후도_지구전후도(古 4709-15)

청구기호 古 4709-15 작가 최한기 자료명
지구전후도

地球前後圖
수량 1첩 5절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34년

형태 목판본

내용 1834년에 최한기가 중국 장정부莊廷尃의 《지구도》를 목판으로 중간한 동·서반구도이다.

규격 전 체 5.5×19cm 도엽 37×28.1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M/F81-103-445-I 

이미지

기존해제 없음

해제

1834년에 최한기가 중국 장정부(莊廷尃)의 《지구도》를  목판으로 중간한 동·서반구도이다. 《지구후도(地球

後圖)》의 좌측 하단에 간기(刊記와 제작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태연재(泰然齋는 최한기의 당호堂號이다. 이 지

도는 양반구도로 되어 있는 남회인(남회인, Verbiest, 1623~1688)의 《곤여전도(坤輿全圖)》와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주변으로 가면서 경선 간격이 넓어지는 『곤여전도』와 달리 등간격의 경선으로 그려져 있다. 현재의 반

구도에서는 볼 수 없는 24절기가 표시되어 있고, 적도와 황도, 남·북회귀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곤여전

도》와 달리 오세아니아 대륙이 남극대륙과 분리되어 이 지역이 탐험된 이후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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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천상열차분야지도(古軸 7300-3)

청구기호 古軸 7300-3 작가 최한기 자료명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列次分野之圖
수량 1축

국적/시대/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형태 목판인쇄본

내용 숙종 때 복각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영조 때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도

규격 전 체 206×100cm 도엽 145×88.5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복제정보

이미지

기존해제 원문자료 검색 서지정보 해제

해제

숙종 때 복각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영조 때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도이다. 영

조(英祖)는 호조판서 홍인한(洪鱗漢)에게 명하여 새로 흠경각을 지어 경복궁에 있던 태조대의 석각천문도를 

숙종대의 복각본과 함께 보존토록 하고 따로 목판에 새겨 120장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이 천문도는 이 당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는 숙종대 복각본 표면에 나 있는 여러 균열과 돌이 떨어져 나간 부분 등이 

이 천문도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숙종 석각본을 탑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인쇄 상태로 볼 

때 숙종대 석각본을 그대로 탁본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현재 보물 837호로 지정된 숙종대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비교해 보면, 제목, 천문도 및 여러 기록의 위치, 별자리의 모양 등이 동일하여 이를 바

탕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숙종대의 복각본은 태조대의 석각 천문도를 제목의 배치만 다르게 하여 똑같

이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천문도도 태조대의 천문도를 그대로 모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문도는 석각 천문도처럼 음각으로 제작되었다. 구성을 보면, 상단에 제목을 배치하고 천문도의 중앙에 지름 

76cm의 원을 그려 1,464개의 별들을 그려 넣었다. 원의 중심에 북극이 있고, 북극을 둘러싼 주극원(週極圓, 

항견권의 경계), 28수의 구획선, 적도, 황도, 은하수 등이 그려져 있다. 적도와 황도는 각각 원으로 그려져 있

으며, 이들의 교점인 춘분점은 규수(奎宿)와 외병(外屛) 사이에 있고, 추분점은 각수(角宿)와 절위(折威) 사이

에 있다. 세종 때 이순지(李純之)가 펴낸 『천문류초(天文類抄)』나 중국의 단원자(丹元子)가 저술한 『보천가(步

天歌)』의 별그림과 비교해 보면 별자리 모양이 거의 같다. 그러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천문류초』나 『보천

가』와 달리 28수(宿)와 3원(垣)의 별그림을 하나의 원안에 배치시킨 전천성도(全天星圖)라 할 수 있다. 천문도  

위에는 하늘의 12차(次)에 대응하는 지상의 12분야(分野)와 도수, 해와 달 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별자리가 

그려진 원 모퉁이에는 하늘의 방향에 따라 사방 28수의 별수, 도수, 모양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천문도의 하단

에는 중국의 전통적 우주론과 28수의 거극분도(去極分度, 90도-적위)가 수록되어 있고, 맨 아래에는 천문도

를 만든 역사적 배경과 과정, 제작자들의 관직 성명, 제작년월인 홍무(洪武) 28년(1395) 12월이 새겨져 있다. 

14세기 말 조선 천문학의 지적 총체를 결집하여 규격화한 것으로 조선후기의 새로운 관측 자료는 첨가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해제

최한기가 1834년에 세계지도인 『지구전후도』와 같이 제작한 목판본 천문도이다. 천문도는 ‘황도남항성도(黃

道南恒星圖)’와 ‘황도북항성도(黃道北恒星圖)’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목도 ‘황도남북항성도’로 불리고 있다. 이 

천문도에도 『지구전후도』처럼 ‘도광갑오태연재중간(道光甲午泰然齋重刊’이라는 기록이 지도에서와 똑같이 실

려 있지만 마모되어 잘 보이지는 않는다. 최한기가 제작을 주도했지만 판각은 그의 친구인 김정호가 했다. 이 

천문도는 쾨글러(I. Kögler, 戴進賢)가 1723년에 제작한 『황도남북총성도(黃道南北總星圖)』를 판각한 것으로, 

쾨글러는 청(淸)의 옹정제 시절에 흠천감欽天監 감정監正이 되어 25년간이나 청의 천문치력天文治曆에 종사

했던 인물이다.

쾨글러의 『황도남북총성도』는 사찬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전 아담 샬의 천문도가 적도를 기준으로 그린 데 반해 

황도를 중심으로 그려졌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천문도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아담 샬도 중국적 전통에 맞게 적도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의 진위치(眞位置)를 알 수 

있는 것은 적도보다 황도가 더 편리하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24절기 같은 것도 태양의 진위치에 따라 구분

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시헌력(時憲曆)’을 사용하게 된 청초(淸初)부터 황경(黃經)을 24분한 

소위 ‘정기법(定氣法)’을 채용하여 기후의 변화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쾨글러는 황도좌표계를 사용하여 성

도를 그렸던 것이다.

쾨글러의 『황도남북총성도』는 조선에 수입되어 1743년(영조 19)에 당시 영의정겸관상감령사(領議政兼觀象監

領事) 김재로(金在魯), 행이조판서(行吏曹判書) 이기진(李箕鎭),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종급(徐宗伋) 등의 주

도로 8폭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이때 제작된 천문도는 현재 법주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설(圖說)도 

수록되어 있다. 『황도남북총성도』는 법주사 소장의 천문도를 축소하여 목판본으로 제작한 것이다. 법주사 소

장본이 대형 병풍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휴대와 열람에 불편하여 소형의 목판본으로 다시 제작했다. 천문도는 

지름 31cm 정도로 작지만 쾨글러의 『황도남북총성도』의 성좌와 별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다만 필사본이 

아닌 목판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별의 등급을 6개로 나누어 독특한 기호로 구분하고 있다. 서양의 투영법

(평사도법)을 사용하여 성도를 그린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그려진 별자리는 서양의 것이 아닌 동양의 전통적

인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과 조선에서 볼 수 없는 남극 주위의 별자리 23좌 150성이 추가되어 있다. 이 천문

도는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성신여대 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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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도

·전도

·도별도

·군현도합도별도 

·도별도내군현도

·군현도

·분도

·관방도

·산도

·궁궐도

·중국지도

② 현 유형 분류상의 문제점

·1990년대 규장각 소장 자료 분류법에 의한 유형 분류

·도서번호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sheet와 atlas(지도첩)의 구분이 불가능

·지도첩 내 지도 유형 분류 불가능

 ⇒ 한국 고지도 특징이 반영된 유형 분류의 필요성

③ 한국 고지도 유형 분류(안)

가. 형식 분류

·분류(1) - 지도, 지적도, 지형도, 건축설계도 등 : 현재 지도 성격에 따른

·분류(2) - 고지도, 근대지도, 현대지도 : 시대 구분에 따른

·분류(3) - atlas, sheet : 현 소장 형태에 기준하여

나. 내용 분류

·세계지도 

·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군사지도

·궁궐도, 산도 등 

·천문도

·외국지도

·기타지도

Ⅳ. 자문회의

1. 제1차 자문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6년 10월 15일(토) 오후 6시~8시

○ 장소 : 인사동 “방자네 산골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6길 8-10 (02-722-1891, 02-722-1891)

○ 참석자 : 자문위원, 연구진 등

구분 이름 소속 비고

자문위원
김기혁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배우성 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연구진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사업책임

오상학 제주대학교 공동연구원

양윤정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2) 주요 안건

○ 고지도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를 위한 고지도 유형 분류 

  - 한국 고지도 유형 특징에 따른 분류 설정

○ 고지도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 분류 및 항목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 도록 제작 방향

3) 향후 계획

○ 자문위원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사업 진행

4) 자문회의 자료

⑴ 안건1.  고지도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를 위한 고지도 유형 분류(한국 고지도 유형 특징에 따른 분

류 설정)

① 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유형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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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지도:  봉선사 곤여만국전도(규25289), 곤여전도 판목, 천하도지도(4709-78,만국전도), 회

입곤여만국전도(서울대 박물관 소장본), 곤여전도(서울대 도서관 소장본, 초간본), 지

구전후도, 광여도의 세계지도(4790-58), 

④ 실학의 정신으로 국토를 그려내다.

·기획의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수록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도 계열(팔도지도 고4709-23, 팔도지도 고4709-48), 수정본 

계열(조선팔도지도 고병912.51j773, 조선팔도지도 고4709-54), 아국총도(4709-78), 

해좌전도(고축4709-100), 조선팔도지도(고축4709-2), 조선전도(고축4709-95)

⑤ 불멸의 카토그라퍼 김정호를 다시 보다.

·기획의도: 김정호의 지도학을 재조명

·수록지도:  청구도(고 4709-21), 청구요람(고 4709-21A), 동여도(규 10340), 대동방여전도(규 

10341), 대동여지도(규 10333, 규12380, 고 4709-4, 고 4709-5, 고 4709-6)

⑥ 왕의 위엄으로 한양을 담아내다

·기획의도: 다양한 도성도를 조명

·수록지도:  여지도의 도성도(고 4709-78), 광여도의 도성도(고 4790-58), 해동지도의 도성도

(고 4709-61), 동국여도의 도성도(고대 4709-50), 도성도(고축 4709-3)_보물, 수선

전도(고축 4709-10)

⑦ 방방곡곡 고을의 표정을 드러내다.

·기획의도: 대표적인 군현지도 소개

·수록지도:  광여도(고 4790-58), 해동지도(고대 4709-41), 여지도(고 2709-68),  

 지승(규 15423), 1872년 군현지도에서 8도의 주요 군현 지도 

(경기도–개성, 수원  /  충청도-공주, 충주, 청주  /  전라도–광주, 남원, 순천, 전주, 

제주  /  경상도–경주, 대구, 동래  /  강원도–강릉, 원주  /  황해도–황주, 해주  /              

평안도 : 안주, 의주, 평양  /  함경도 : 경성, 원산, 함흥) 

⑧ 지리를 알아야 적을 이긴다.

·기획의도: 관방지도 소개

·수록지도:  요서북피아도양계만리일람지도(고 4709-22A),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고축 4709-

22), 해동지도의 서북피아야계전도(고대 4709-41), 요계관방지도(고대 4790-91), 광

여도의 요계관방도(고 4709-58), 동국여도의 경강부임진도(고대 4790-50), 동국여

도의 남한산성도(고대 4790-50), 백두산정계비지도(규 26675),          울릉도 내외도

(규 10334, 규 10339, 울릉도도형-규 12166)

⑨ 사대와 교린 지도에 드러나다

·기획의도: 조선에서 제작한 중국, 일본, 유구 등의 지도 소개

⑵ 안건2.  고지도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 분류 및 항목(안)

·도서번호 

·분류 : 형식분류, 내용분류

·자료명_원형 :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자료명_현상태 :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제작주체 : 인물, 기관

·제작시기

·원형정보_크기 및 상태 : 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 외도곽, 내도곽)

                                    상태(형태, 절첩상태, 비고)

·현정보_크기 및 상태 : 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 외도곽, 내도곽)

                                 상태(형태, 절첩상태, 비고)

·형태 : 판본(판종), 책 수, 장정, 재질

·인기 : 인장, 서명, 비고

·내용 : 목차(지도첩 내 지도 순서), 주기, 표기문자, 주요지역, 간략해제

·소장처 : 원소장처, 현소장처

·관리 : 문화재정보, 대여정보, 전시정보, 연관자료

·훼손상태

·보존처리 : 보존처리-처리내용, 기간, 담당자

·복제정보 :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 디지털화, 레코드정도

⑶ 안건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 도록 『규장각 고지도를 펼치다』 제작 방향

① 조선에서 세계를 보다

·기획의도: 조선에서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인 세계지도를 조명한다.

·수록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용곡대 모사본), 화동고지도(고축4709-114), 원형천하도 2점

(규10332, 고4709-58),  세계전도(4709-4)

② 누워서 국토를 유람하다

·기획의도: 다양한 조선전도를 소개한다. 관찬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도를 포함한다.

·수록지도:  증동국여지승람의 전도(일사고 915.1-D679c v.36), 팔도총도(고축 4709-74), 해동

지도의 대동총도(고 4709-61), 광여도의 조선지도(고 4790-58)

③ 서양이 그린 세계 조선을 흔들다.

·기획의도: 서구식 세계지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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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안건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 도록 제작 방향

• 기존 고지도 도록의 형식인 유형별 고지도 분류 및 체계가 아닌 규장각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도를 중심으로 도록을 제작해야 함

• 이미 알려진 지도일 경우, 지도학적 측면과 회화적 측면,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지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타기관 지도와의 관계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함

• 도록 이용자들이 관심분야인 서울, 역사, 영토 문제 등을 고지도를 통해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함

• 각 지도의 해제 등 도록 내용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도록의 경우 보이는 측면 역시 중요하므로 

지도 선정시 이런 점들을 반영해야 함.

2. 제2차 자문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18:00~21:00

○ 장소 : 숙명여대 순헌관 905호

○ 참석자 : 자문위원, 연구진 등

구분 이름 소속 비고

자문위원 이혜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진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사업책임

양윤정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주현 성신여자대학교 보조연구원

2) 주요 안건

○ 지도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 분류 및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제안

3) 향후 계획

○ 자문위원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사업 진행

·수록지도:  『해동제국기』(규 12715 일본지도, 유구지도), 조선일본유구(고4709-78), 해동삼국도

(규15506), 중국지도(4709-119)

⑩ 기타 지도

·기획의도: 천문도, 풍수도, 외국지도

·수록지도:  천상열차분야지도(고축7300-3), 황도남북황성도(고4709-15), 왕릉산도(고1430-

10), 산도(규26303), 괴산군동하면오가리산도(규26009), 대청일통천하전도(고축

4709-56), 당화초본중국지도(규12167), 일본지도

⑪ 조선후기 지도의 대중화시대가 열리다

·기획의도: 다양한 지도 소개_지도첩, 수진본지도, 도리도표 등

·수록지도:   동국지도(일사고 912.51-d717), 여지도(고 4709-37), 팔도지도(고 4709-73), 조선팔

도지도(고 4709-13), 동국도적(고소 4709-54), 도리도표(고 4790-23, 고 4790-52)

⑫ 근대의 여명을 열어보다

·기획의도: 근대적 지도제작법으로 만든 지도 소개

·수록지도: 대한여지도(고축 4709-47, 규 26680), 민필지(규 7695), 대한신지지의 대한전도

5)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⑴ 안건1. 고지도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를 위한 고지도 유형 분류

• 국내외 도서관 내 고지도 분류법 확인 및 앞으로의 방향 모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고지도 유형 분류법 기준을 정해야 함

• 도서번호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는 내용상 여러 유형의 지도가 합쳐져서 지도첩의 형식으로 제

작된 한국고지도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도첩의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각 면당 내용상의 유형분류가 필요함 

• 유형분류의 목적은 지도의 관리차원의 필요성도 있으나, 지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검색

이 용이해야함

• 지도의 분류 방법에 최종 목적은 지도 이용자 측면에서 지역 또는 지명(과거와 현재 모두) 검색

으로 지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⑵ 안건2. 고지도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 분류 및 항목(안)

• 내용 부분에 있어 간략해제는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도서번호 중심의 해제가 아닌 내제 중

심의 독립된 해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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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내용분류

내용 목차(지도 수록 순서), 주기 유무 및 내용, 특징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보,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 부분, 보존처리-처리내용·기간·담당자

복제정보 사진·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상세정보 간략 해제, 참고문헌 및 자료

②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를 위한 제1차 전문가자문회의로 

한국 고지도의 유형 분류 재검토, 기초조사의 기본 분류 및 항목 설정, 도록 제작 방향 등을 논

의함

③  보통 보존처리가 필요하거나 처리시행시 Condition Check가 선행되므로 통합하여 항목을 관

리하면 추후 시스템 구축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④  보존처리 하위 항목에 있어서 용어도 “보존처리-처리내용”을 “보존처리내용”으로 표기해도 될 

것으로 보임

3. 제3차 자문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7. 02. 21(목), 10:00~12:00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참석자 : 자문위원, 연구진 등

구분 이름 소속 비고

자문위원

오수창 서울대학교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연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최윤경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성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 자문회의 자료

○ 안건. 고지도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 분류 및 항목(안)

• 도서번호 

• 분류 : 형식분류, 내용분류

• 자료명_원형 :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 자료명_현상태 :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 제작주체 : 인물, 기관

• 제작시기

• 원형정보_크기 및 상태 : 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 외도곽, 내도곽)

                                    상태(형태, 절첩상태, 비고)

• 현정보_크기 및 상태 : 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 외도곽, 내도곽)

                                 상태(형태, 절첩상태, 비고)

• 형태 : 판본(판종), 책 수, 장정, 재질

• 인기 : 인장, 서명, 비고

• 내용 : 목차(지도첩 내 지도 순서), 주기, 표기문자, 주요지역, 간략해제

• 소장처 : 원소장처, 현소장처

• 관리 : 문화재정보, 대여정보, 전시정보, 연관자료

• 훼손상태

• 보존처리 : 보존처리-처리내용, 기간, 담당자

• 복제정보 : 사진, 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 정보기술 : 디지털화, 레코드정도

5)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① 다음 표의 고지도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 분류 및 항목 검토 및 조정

분류 형식분류, 내용분류

자료명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청구기호

제작주체 인물, 기관

제작시기

크기 첩(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외도곽·내도곽)

형태 판본, 유형, 장정, 수량, 판식, 재질, 표기문자, 인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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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 및 조사 내용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함) 소장 고지도의 보존 및 수리복원을 위한 상태 조

사, 고지도 자료의 열람 및 정리를 위한 지도 각 도엽의 현황 파악.

· 고지도에 적합한 서지사항을 포함한 DB 항목 설정

· 규장각 소장 모든 고지도의 자료의 검색 가능한 목록화

· 규장각 자료 상태 조사시스템에 고지도의 모든 도엽별 정보 및 상태 입력

· 간략 해제 및 중요 고지도 중심의 심층 해제

· 보존처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보존 및 모사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파악 및 제공

② 조사 대상과 결과

구분 이름 소속 비고

연구진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사업책임

양윤정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주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2) 주요 안건

○ 2016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조사 결과의 최종 자문 

○ 고지도 조사기본틀과 규장각 자료조사상태시스템의 적합성

○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을 위한 방향 설정

3) 향후 계획

○ 자문위원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사업 진행

4) 자문회의 자료

⑴ 안건1.  조사내용과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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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크기 : 책 또는 첩의 크기, 펼쳤을 때 크기, 내·외도곽 크기 등

④ 수리 또는 장정으로 원형에서 형태가 바뀌었을 때 서지사항 표기 방식

⑤ 조사자료상태시스템에 업로드 이미지 용량

⑶ 안건3.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을 위한 방향 설정

① 유일본, 희귀본 자료의 보존 : 모사본 또는 복제본 제작 필요 

· 동국지도(일사고 912.51 D717) :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람도 유형의 목판본 도별지도첩.

② 축 형태 자료의 보존과 수리복원

· 해좌전도(고축 4709-100) : 목판본 전도

· 조선팔도총람지도(고축 4709-115) : 목판본 전도

③ 기존 보존처리 이력 자료

· 조선지도(고 4709-101) : 보존처리 되었으나 훼손 진행중

· 팔도지도(규 10331) : 정상기 유형의 도별도

· 조선지도(규 16030) : 군현지도책(7책)

④ 보존처리, 수리복원이 필요한 자료

· 조선팔도지도(고屛 912-51-j773-1-2) : 병풍형태 

· 여지도(고 4709-68) : 지도책 자료

· 조선해륙전도(경고 912.51-G535j) : 근대지도 및 외국지도

5) 자문회의 자료

⑴ 안건1.  조사내용과 기본틀

① 고지도자료 조사 시 자료의 성격상 종과 장의 구분 

· 현재 고지도자료는 청구기호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종과 장의 구분이 필요함

· 한국고지도의 경우 장, 즉 면을 기준으로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

② 관리 항목, 디지털 항목 등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

· 현재 조사 내용으로 DB를 구축할 경우 추후 시스템 상에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항목 유지

③ 유형 재분류 필요 지도

· 현재 고지도 원문 서비스에서는 크기 문제되지 않으나, 고지도에 적합한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상황

· 유형 재분류에 있어 한국 고지도의 경우 분류에 있어 고지도의 특성상 애매한 부분, 또는 판단이 

힘든 부분이 발생하므로 유형 재분류에 있어 우선적으로 유형 분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③ 논의사항

· 고지도자료 조사 시 자료의 성격상 종과 장의 구분 :  해동지도(古大4709-41)의 서북피아양계

전도, 요계관방도, 22첩의 대동여지도

· 관리 항목, 디지털 항목 등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

· 유형 재분류 필요 지도

· 원문자료 검색의 분류와의 불일치 : 필사본(회화식), 필사본(방안식), 목판본(방안식), 목판본

(기타)

⑵ 안건2. 조사기본틀과 규장각자료조사상태시스템의 적합성

분류 형식분류, 내용분류

자료명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청구기호

제작주체 인물, 기관

제작시기

크기 첩(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외도곽·내도곽)

형태 판본, 유형, 장정, 수량, 판식, 재질, 표기문자, 인장, 서명

내용 목차(지도 수록 순서), 주기 유무 및 내용, 특징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보,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 부분, 보존처리-처리내용·기간·담당자

복제정보 사진·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상세정보 간략 해제, 현 홈페이지 수정사항

① 자료상태조사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의 검색시스템(서지사항)

· 고지도 서지사항 정보의 호환성

· 홈페이지 검색시스템의 검색 오류

· 홈페이지 지도원문서비스의 지도 목차(현재 가나다순)

② 자료명 : 표제와 내제

· 고지도자료의 종과 장의 구분 필요성

· 도별도, 군현지도, 지리지 등 책에 수록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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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사자료상태시스템에 업로드 이미지 용량

· 지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지 용량은 식별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작게 설

정하여 업로드

· 규장각에서도 시스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기로 함 

⑧  고지도 훼손 파악 DB 구축과 관련하여, 조사자료상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에 훼손 부분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업량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문제임 

⑶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을 위한 방향 설정

① 우선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해야 함

· 목적에 따라 보존과 수리복원을 필요로 하는 지도의 순위가 결정됨

② 16세기 중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국지도(일사고 912.51 D717)

· 현재 임진왜란 이전 지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본 측면에서 가치가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목판본 복판 제작 건의 필요성이 있음

③ 축형태의 고지도 보존

· 현재 규장각에서 자체 진행하고 있는 굵게말이 축 제작을 통해 훼손 진행을 늦추는 방안으로

· 이는 원본 유지를 위해서이며, 20세기 중후반에 새로 한 축의 경우에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

· 물론 전면해체술을 통한 수리복원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지도의 훼손정도에 따라 수리복원의 방

법도 다르게 적용해야 함

④ 기존 보존처리 이력이 있는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

·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원형 복원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원형 복원 시 발생하는 훼손 부분까지 고려해야 함

⑤ 근대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

· 조선해륙전도(경고 912.51-G535j)의 경우 일본에서 제작한 인쇄본 지도이지만, 규장각에 소장

된 근대지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리복원 필요함

· 근대지도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매움은 양지로, 보강은 한지를 이용한 수리복원이 가능함

⑥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복원 순위

· 문화재 복원 사업이므로 규장각에서도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고지도의 성격, 고지도의 지도학적 중요도, 고지도 내용의 유일성, 

고지도 형태의 특징, 훼손 정도와 진행 등을 고려한 순위와 분류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④ 원문자료 검색의 분류와의 불일치

· 이는 앞으로 고지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규장각에 수정

요청을 함

· 지도를 제공하는 입장과 연구자 입장, 그리고 지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색의 효율

성을 높일 필요성 있음

⑵ 조사기본틀과 규장각 자료조사상태시스템의 적합성

① 자료상태조사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의 검색시스템(서지사항)

· 고지도 서지사항 정보와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의 호환성은 가능함

· 현재 고지도 조사 항목의 DB를 활용해 추가적으로 서지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음

② 홈페이지 검색시스템의 검색 오류

· 홈페이지 검색시스템의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함

· 고지도의 경우 전체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함

· 현재 규장각에서도 오류가 발생 될 경우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

정이 필요한 경우 문의, 요청할 수 있음

 ③ 홈페이지 지도 원문서비스의 지도 목차(현재 가나다순)

·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가나다순으로 원문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뷰어 시스템의 문제로, 규

장각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수정할 방법을 모색 중

④ 자료명 : 표제와 내제

· 고지도의 경우 표제와 내제의 구분이 필요함

· 자료명의 경우 지도 면을 기준으로 함

· 조사사업으로 DB가 구축되면 이는 추후에 업데이트 가능함

⑤ 크기 

· 현재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과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은 고지도가 아니라 책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

· 고지도의 크기의 경우 책의 크기, 펼쳤을 때의 크기, 내·외도곽 크기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우선 

DB 구축 후 고지도에 적합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⑥ 수리 또는 장정으로 원형에서 형태가 바뀌었을 때 서지사항 표기 방식

· 기본적으로는 현재 형태를 기준으로 조사함

· 만약 원본 형태를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와 함께 DB로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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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입력하는 어려움이라는 기간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고지도에 적합하지 않은 매뉴얼에 작업하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에는 보다 고지도에 적합한 매뉴얼로 규장각 상태조사시스템

의 개선이 이루어져서, 정밀 조사 내용이 상태조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고지

도의 보고이자 가장 선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규장각에서 고지도에 적합한 관리 및 입력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고지도를 소장한 타기관들에도 확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 고지도 보존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건의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연구진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고지도 관리 및 보존수리의 방향

과 목적입니다. 장기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고지도 보존과 관리, 수리 및 복원 방향의 설정을 위해 다

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모색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의 고유하

고 특징적인 고지도 보존 및 복원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고지도 보존수리 및 모사사업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고지도 보존수리 및 모사사업은 필사본 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목판본 지도의 복본 제작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고지도 문화의 계승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Ⅴ. 사업자 제언

2016년 5월부터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사업을 통해 규장

각의 귀중한 고지도 자료를 직접 접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지도 조사 공간의 공동 이용과 협소함

고지도의 경우 대형 자료이거나 다양한 형태 및 다양한 크기의 자료들(특히 병풍, 축 등)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본열람실에서 조사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원본열람실을 같이 이용하는 연

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송하고, 크기가 큰 지도의 경우 원본열람실 테이블에 펼쳐놓을 공

간이 마땅하지 않아 지도 조사 작업을 진행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점은 혹시라도 

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지도 조사 및 지도 촬영이 이뤄질 수 있

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고지도에 적합한 서지정보 및 규장각 자료조사 상태조사시스템 매뉴얼 개선

이번 조사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예상했던 자료의 양보다 실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및 정

리 입력 대상 고지도의 건수가 예상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점입니다. 이에 따라 4천 건 이상의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규장각의 자료조사 상태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연

구진이 직접 자료조사 상태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결과의 효율성 부분

에서는 상태조사시스템 상에 고지도 상태를 바로 입력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식이고, 결과보고서 제

출에도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 2개월을 앞두고 

상태조사시스템의 매뉴얼을 연구원들이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상태조사시

스템의 구조는 서책에 적합한 형식이어서, 조사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였던 효과적인 고지도 정리의 

기본틀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점, 그리고 새로 설정한 고지도 조사 정리의 기본틀에 맞추어 조사한 

내용을 다시 상태조사시스템 매뉴얼에 맞추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4천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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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류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강 및 보존 처리를 위하여 전기방사를 이용

한 나노 섬유화 기법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신규 보강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원지의 오염, 손상, 원지 외 물질의 도입을 최소화하며 손상된 지류에 효과적으로 기계적 강도를 부

여하고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전기방사 나노 섬유화 기법을 

이용하여 모델 고지 및 고문헌 지류에 나노섬유 박막 지지체를 형성하고 보강 가능성을 확인함으로

써 향후 규장각 소장 지류 문화재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연구내용

•신규 보강 기술의 적용 구체화 

•신기술을 이용한 규장각 소장 지류의 보강 방안 제시

�지류문화재�자료보강��
신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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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류 문화유산의 수리복원을 위한 신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사

명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 복원 및 보존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복원 소

재 및 기술은 경험에 바탕을 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거나,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수리복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류 

문화유산의 손상 유형과 범위 및 소재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리복원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소재의 도입을 고려할 때, 지류문화재의 가역적 복원에 기

반을 둔 미래 지향형 수리복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일성록 등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포함하여 고도서 17만 5천여책, 고문서 5만여점, 책판 1만 8천여점 등 총 30만여점

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의 양만큼이나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자료의 출판년도와 보

관 상태 그리고 지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까지는 세계기록문화유산이자 국보 151호로 지

정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 역량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한국학에 대한 학술적

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자료들의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

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연적이다. 자료 내용의 학술 연구 측면에서 뿐만 아

니라 자료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담고 있는 지류 

자료의 보존 및 보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즉, 자료가 가진 원형(책, 서류, 족자 등)이 올바로 보존

되고 전승되어야지만 자료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지류 자료의 보존 및 보강은 절실히 필요하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한지로 출판된 81,034책의 한국본 뿐만 아니라 67,785책의 중국본을 소

장하고 있다. 출판물에 사용된 종이의 원료는 제조 국가, 제조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록된 

잉크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족자 또는 책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낱장의 종이를 묶거나 접어서 보

관하는 등 보관 환경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지류 자료의 보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종류 및 손상 유형에 따라 과학적으로 적절한 보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강 처리가 부족하여 보존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과도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야

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적절한 보강 처리로 인해 오히려 보존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앞서 서술한 대로, 현재까지 국내 및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지류자료의 보존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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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지를 기본으로 한 한국서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때문에 한지가 아닌 지류 자료에 대한 보

관 상태 평가 및 보강법에 대한 연구는 2016년 2월 발행된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자

료의 보강 기술 개발>에서 다룬 것을 제외하면 수행된 바가 없다. 또한 기존 연구는 주로 화학적 처

리 및 배접과 같은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연구인력의 부족이 큰 한

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각각의 방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류의 종류 및 상태가 다양해 보

존성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힘들다. 때문에 지류 자료의 종류 및 손상 정도에 따른 보강 

기술을 선택함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같은 지류 자료라 하더라도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강 기술의 표준화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

으나, 관련분야 선행 연구 및 전문 연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기술을 들여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한국 고유의 원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재 복원에 있어 석조와 금속 

문화재 관련 연구자는 많은 편이지만, 공공 및 민간 기록원에 보관된 수 천만권의 지류 자료를 다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한지를 기본으로 한 지류 보존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많다.

이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지류문화재 자료의 수리복원 효율을 증진시키고 문화

재 복원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학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 융합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리복원 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함으로써 한국학연구원의 국제 기술 경쟁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지류 손상 유형에 따라 과학적으로 적절한 보강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

여 기존의 보강 기술들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을 탐색하고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강 방법을 표준화하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소장자료 뿐 아

니라 고도서, 근대도서 등 다양한 중요 지류 문화재에 범용적으로 적용하여 훌륭한 역사의 모습을 후

대에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본 연구는 규장각 소장 지류의 효율적 보강을 위한 신규 기술로 전기방사 나노섬유화 기법을 도입

하고 손상 정도 및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보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미래 신기술 개발에 따른 현 보강 소재의 제거 용이성을 확보하여 가역적 지류 자료 보강기법을 

검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연구에 있어서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류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강 및 보존 처리

를 위하여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 섬유화 기법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신규 

보강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원지의 오염, 손상, 원지 외 물질의 도입을 최소화하며 손상된 지류에 효

과적으로 기계적 강도를 부여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기방사 나노섬유

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 고지를 제조하고 나노섬유 박막 지지체를 형성함으로써 보강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고서의 보강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향후 규장각 소장 지류 문화재 적용

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신규 보강 기술의 적용 구체화

- 실험용 노화 모델 종이의 제조 및 보강 특성의 비교 분석

- 전기방사 섬유를 도입하여 손상 지류를 보강하기 위한 기술의 구체화

○ 신기술을 이용한 규장각 소장 지류의 보강 방안 제시

- 전기방사 시스템의 디자인 및 방사 조건별 특성 파악

- 전기방사를 이용한 지류 보강 특성 평가의 체계화

3. 전기방사(Electrospinning)

1) 전기방사(Electrospinning)의 정의 및 원리

전기방사(Electrospinning)는 전기장을 이용하여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나노미터 크기의 직경

을 가지는 연속상의 섬유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특히 나노 섬유의 경우에는 수에서 수천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초극세 섬유로 섬유가 생성됨과 동시에 3차원 네트워크 구조로 적층되어 다공성의 그

물 형태로 제조된다. 따라서 이 나노섬유 네트워크는 초박막, 초경량이며 기존 섬유에 비해 부피 대

비 표면적의 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기공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 기공을 통해 내부의 습기

를 배출할 수 있는 호흡성과 방풍성을 보이며, 섬유의 외부에서 액체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성

까지 부여할 수 있다.1

이러한 나노 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조립(self assembly), 상분리(phase 

seperation), 주형합성(template synthesis)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전기방사는 간단한 과정과 재

료 선택에 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3차원 네트워크 구조에서 기인한 높은 비표면적, 공

1_�박정호,�전기방사(Electrospinning)와�이를�이용한�나노�섬유상�구조,�KOSEN�Expert�Review,�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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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률 및 구조와 크기 조절의 용이성 그리고 높은 상용화 및 제품 기술 응용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방법보다는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 섬유 제조가 가장 각광받고 있다.2

전기방사장치는 그림 1에서 나타낸 것처럼 크게 직류(DC) 고전압 발생기(Power supply), 방적 

돌기(Spinneret), 그리고 섬유를 수집하는 집전판(Collector)의 3가지로 이루어진다. 전기 방사의 과

정은 매우 간단한데, 우선 실린지를 밀어주는 펌프를 이용하여 충분한 점도를 지닌 고분자 용액 또

는 용융체를 일정한 속도로 노즐을 통하여 토출시킨다. 이 때 한 쪽 전극은 DC 고전압 발생기와 노

즐 팁(Nozzle tip)을 연결하여 토출되는 고분자 용액에 전하를 부여하고(charge) 반대 전극은 집진

판에 연결한다. 노즐 끝으로 토출된 고분자는 표면 장력에 의해 반구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0~30kV의 고전압을 노즐 팁에 걸어주면 첫 번째로 (+)와 (+) 또는 (-)와 (-)의 정전기적 반발력과 

두 번째로 외부 전기장에 작용된 쿨롱힘(Coulomb force)에 의해서 액체 상태인 고분자 방울이 원뿔 

형태의 깔때기 형상(Taylor cone)으로 방사된다. 즉, 일단 전기장이 고분자 용액과 맞닿은 노즐 팁

에 걸리면 (+) 또는 (-)의 한쪽 전하가 고분자 용액에 쌓이면서 동일 전하의 상호 반발력에 의해 고

분자 용액이 가지는 고유의 표면 장력을 넘어서면서 노즐 끝의 반구형상의 용액이 Taylor cone 형

상의 제트로 방사 및 연신되게 된다 (그림 2(a), (b)). 이와 동시에 고분자 용액과는 반대의 전하를 가

진 집전판 방향으로 섬유들이 모이고, 방사 도중 액상의 제트가 집전판에 이르기 전에 연신 및 용매

의 휘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미세 섬유상을 얻게 된다.3, 45

그림 1. 섬유 제조를 위한 전기방사 장치의 기본 모식도5 

2_�김동복,�박정호,�전기방사에�의한�나노섬유�제조�및�응용,�전기의�세계,�52(8),�33-40,�2003.

3 _�I-D.�Kim,�A.�Rothschild�et�al.,�Ultrasensitive�Chemiresistors�Based�on�Electrospun�TiO2�Nanofibers,�Nano�Letter,�9(6),�2009-

2013,�2006.

4_�박정호,�전기방사(Electrospinning)와�이를�이용한�나노�섬유상�구조,�KOSEN�Expert�Review,�2011.

5 _�I-D.�Kim,�A.�Rothschild�et�al.,�Ultrasensitive�Chemiresistors�Based�on�Electrospun�TiO2�Nanofibers,�Nano�Letter,�9(6),�2009-

2013,�2006.

2) 전기방사(Electrospinning)로 제조한 섬유의 특성

⑴ 섬유의 치수와 형태

일반적으로 전기방사의 공정에서 방사되는 섬유의 직경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 및 점도, 표면장력, 노즐 팁에서 집전판까지의 거리, 전압의 세기, 용액의 유입 속도, 방사시간 

등이다.

전기방사 공정은 제트의 형성(initiation), 연신(elongation), 나노 섬유로의 고상화(solidification)

으로 나뉘는데, 전기방사 제트는 점도가 낮은 경우에는 표면 장력 때문에 집전판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세방울로 붕괴된다. 그러나 점도가 높은 용액의 경우에는 제트가 붕괴되지 않고 집전판을 향해 날

아가면서 용매가 휘발하고, 집전판에는 (+) 또는 (-)로 하전된 섬유가 축적된다. 이 과정에서 제트의 

탄도가 휘거나 방향이 바뀌기도 하며(그림 2(c)), 비행 중에 가늘어지고, 표면에 전하가 밀집되면서 

전하간 반발력 때문에 하나의 제트가 여러 개의 미세한 필라멘트로 나뉜다(그림 2(d)). 이 때 일반적

으로 섬유의 직경은 고분자 용액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진가방사 공정 변수 중에서 섬유의 치수

와 형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그림 2.  (a) 수직으로 위치한 모세관 끝에 반구형 방울 형태로 매달려 있는 고분자 용액의 사진, (b) 임계 전기장 세기에서 

Taylor cone 끝에서 방출되는 고분자 용액의 jet, (c) jet가 집전판을 향해 날아가는 과정에서 jet의 탄도가 굽어지

거나 방향이 바뀌는 모습, (d) jet가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는 모습, (e) 폴리비닐아세테이트(PVAc) 고분자 나노 섬유

의 SEM 사진).7

6_�D.H.�Reneker,�Alexander�L.�Yarin,�Electrospinning�Jets�and�Polymer�Nanofibers“,�Polymer,�49,�2387-2425,�2008.

7 _�I-D.�Kim,�A.�Rothschild�et�al.,�Ultrasensitive�Chemiresistors�Based�on�Electrospun�TiO2�Nanofibers,�Nano�Letter,�9(6),�2009-

20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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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즐 팁에서 집전판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 용매가 충분히 휘발되기 전에 섬유가 집

전판에 도달하기 때문에 건조되는 과정에서 섬유 간 접착이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는 전기방사에 의

해 제조된 섬유 간 결합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구형의 방울 형태는 타원형으로, 실린

더 형상은 리본상태로 집전판에 축적되어 일정한 형태의 섬유를 얻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특히 구슬(bead) 형태의 섬유는 전기장으로 인해 변형된 표면장력 때문에 제트가 붕괴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압은 섬유의 직경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인자이다. 전압이 높을 경우, 같은 시간동

안 방사하여도 제트 내부로 더 많은 양의 고분자 용액을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큰 

직경의 섬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압은 고분자의 기계적 성질이나 전도도

(conductivity)에 따라 다른 거동을 나타내기도 하며, 고분자 용액에 소금과 같은 염(salt)을 첨가하

여 방사할 경우에는 방사된 섬유의 직경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보고된바 있다. 

만약 전압의 세기를 고정하고 고분자 용액의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 속도가 느릴 때에는 얇

은 직경의 섬유를, 속도를 증가시키면 굵은 직경의 섬유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유입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에는 노즐 팁에 맺히는 방울의 크기가 커져 방사 후 집전판에 도달했을 때 용매가 완벽하게 

증발되지 않아 최종 섬유에 많은 구슬(bead) 형상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닥의 섬유들이 서로 얽힌 구

조를 보이기도 한다.8

다양한 공정 변수들에 의한 전기방사 섬유의 형태는 그림 3에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섬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변수들9

8_�박정호,�전기방사(Electrospinning)와�이를�이용한�나노�섬유상�구조,�KOSEN�Expert�Review,�2011.

9_�김동복,�박정호,�전기방사에�의한�나노섬유�제조�및�응용,�전기의�세계,�52(8),�33-40,�2003.

⑵ 표면 구조

전기방사로 만들어진 섬유의 표면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매끈하지만 이 역시 전기 방사의 공정 변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낮은 점도의 고분자 용액에 높은 전압을 가하여 만들어진 섬유는 섬유상에 

구슬 형태의 입자들이 존재하며, 높은 점도의 고분자 용액에 높은 전압을 가하여 제조된 섬유의 표면

에 비해 매우 거칠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단면은 대부분 원형이지만 때로 

납작한 리본형태의 섬유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고농

도의 고분자 용액을 사용하여 방사를 하였을 때에 발견되는 형상이다. 고농도의 고분자용액을 사용

할 시, 용매의 느린 증발속도로 인해 많은 양의 용매를 함유한 상태에서 집전판으로 섬유가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제트의 표면에 형성된 고분자의 가장 바깥층이 붕괴되면서 납작

한 리본 형태로 고형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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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1. 재료 및 방법

1) 전기방사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특성 평가

⑴ 나노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나노 섬유 전기방사를 위해 현재 나노 섬유 제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폴리비닐알콜(Poly (vinyl 

alcohol), PVA) (＞80% hydrolyzed, Mw=9,000-10,000, Sigma Aldrich Co., USA)과 폴리에틸렌

옥사이드(Poly (ethylene oxide), PEO) (Mw=900,000, Sigma Aldrich Co., USA)를 주재료로 선정

하였다.10 

나노 섬유의 방사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폴리비닐알콜 고분자는 증류수에 각각 30, 35, 40wt%로 

용해하여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고 10, 15, 20kV의 전압을 인가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였다. 이 때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2cm, 용액 유입 속도는 1.2ml/h로 고정하였다.11 

폴리에틸렌옥사이드 고분자는 증류수에 각각 1, 3, 5wt%로 용해하여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고 역

시 10, 15, 20kV의 전압을 인가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였다. 이 때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

리는 12cm, 용액 유입 속도는 1.0ml/h로 고정하였다.12

⑵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마이크로 섬유 전기방사를 위해 마이크로 섬유 제조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폴리카프로락톤

(Polycaprolactone, PCL) (Mw=70,000-90,000, Sigma Aldrich Co., USA)를 고분자로 선택하였

고 지류 자료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와 화학적 구조와 특성이 유사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에서

도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ellulose triacetate, CTA) (Acros Organics, USA)를 선정하였다.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폴리카프로락톤 고분자는 다이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DCM)을 용매로 사용하였고 폴리카프로락톤 용액의 농도는 각각 10, 15, 

20wt%, 전압은 10, 15, 20kV로 고정하였다. 이 때,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2cm, 용액 

10 _�Zheng-Ming Huang et al., A review on polymer nanofibers by electrospinning and their applications in nanocomposites,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63, 2223-2253, 2003.

11 _�Li Yao et al., Electrospinning and stabilization of fully hydrolyzed poly(vinyl alcohol) fibers, Chemistry of Materials, 15,   1860-

1864, 2003.

12 _J.�M.�Deitzel�et�al.,�Controlled�deposition�of�electrospun�poly(ethylene�oxide)�fibers,�Polymer,�42,�8163-8170�2001.

유입 속도는 1.2ml/h로 고정하였다.13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경우 용매는 폴리카프로락톤과 마찬가지로 DCM을 사용하였으며, 

용액의 농도는 5, 7, 10wt%, 전압은 10, 15, 20kV, 노즐 직경 23gauge, 방사 거리는 12cm, 용액 유

입 속도는 3.0ml/h 조건에서 전기방사를 시행하였다.14

⑶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의 형태 분석

나노 섬유와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을 통해 제조된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의 형태는 Carl 

Zeiss(Germany)社의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전계방출형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해 시행하였다. 측정은 SE 2 모드에서 walking distance 4.0mm로 고정하여 500

배에서 먼저 관찰한 후 10000배로 배율을 올려 자세히 관찰하였다.

2) 전기방사 섬유의 보강 능력 평가 I; 무처리 죽지

⑴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제조

전기방사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특성 평가를 통해 확립한 전기방사 섬유의 보강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해 2014~2016년 규장각에서 시행된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자료의 보강 기

술 개발>에 사용되었던 죽지와 동일한 죽지(천양제지)를 사용하였다. 섬유 분석 결과 목재 섬유와 대

나무 섬유로 구성된 종이였으며, 평량은 32g/m2, 두께는 90㎛이었다. 

전기방사는 나노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과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의 형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와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과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의 형태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만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나노 

섬유, 마이크로 섬유 모두 0분, 10분, 20분, 40분, 60분으로 방사 시간을 세분화하였고 이때의 방사 

조건은 나노 섬유와 마이크로 섬유의 확립 조건을 이용하였다. 표면 형상은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의 

형태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⑵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를 방사한 후 죽지의 두께는 BlueBird(Korea)社의 Digital 

Calipers(NA500-300S)를 이용하여 총 세 개의 시료를 준비, 각 시료마다 열 여섯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으며, 무게는 AHAUS(USA)社의 Adventure (사용 범위 4g~3100g, 오차범위 ±

13 _�K. H. Lee et al., Characterization of nano-structured poly( -caprolactone) nonwoven mats via electrospinning, Polymer, 44, 

1287-1294 2003.

14 _Seong�Ok�Han�et�al.,�Ultrafine�porous�fibers�electrospun�form�cellulose�triacetate,�Material�Letters,�59,�2998-3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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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g)을 이용하여 각 시료마다 세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인장강도는 ISO 1924에 의거하여 Lorentzen & 

Wettre(Sweden)社의 Tensile tes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때의 시편 너비는 15mm, 길이는 

100mm로 고정하였고 세 개의 시료를 준비, 각 시료마다 다섯 번 씩 측정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은 제

외 한 후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내절도는 ISO 5626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ISO 5626의 경우, 추 무게가 1kgf이지만 죽지가 너

무 약해 1 kgf 하에서는 끊어지므로 좀 더 약한 하중인 0.5kgf을 주어 측정하였다. 각 조건 마다 세 

개의 시편을 이용, 다섯 번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고 로그 값(log N, N; double folds)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물성은 종이를 23±1℃, 상대습도 50±2%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조습한 후 측정하였다. 

⑶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기계적 물성 평가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죽지는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에서 측정한 기계적 물성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사 조건을 설정하여 제조하였다. 셀룰

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조건을 먼저 고정시키고,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의 

방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죽지 위에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먼저 10, 20, 40, 60분 간 방사한 

후 그 위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방사하여 지류와 마이크로 섬유간의 접착

력을 시험하였다. 접착력 평가는 KS K0533:2005에 준하여 152×51mm의 시편을 길이방향의 끝으

로부터 51mm를 박리한 후, 가동 클램프의 인장 속도를 30.5±1.3 cm/min으로 하여 인장 시험기를 

이용한 박리 강도를 측정하여 실시하였다. 하나의 방사 조건 당 다섯 개의 시편을 이용하여 그 평균

값을 구하였고,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기계적 물성은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

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와 같은 기기와 표준 시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⑷ 나노/마이크로 복함 섬유의 가역성 평가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가역성 평가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와 죽지 간 

접착층 역할을 하는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부터 먼저 실시하였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는 전기

방사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과 같은 조건으로 20분 간 죽지 위에 방사하여 50×20mm 크기로 잘라 

시편을 준비하였다. 100×5mm 페트리디쉬에 증류수를 50ml 채우고 준비된 시편을 증류수에 충분

히 잠기게 한 후 5분부터 60분까지 5분 간격으로 나노 섬유와 죽지 간 접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관찰하였다. 이 후 나노 섬유가 방사된 죽지 위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10분간 방사하여 나노 섬유가 완전히 제거된 담침 조건에서 동일한 크기의 시편을 이용하여 나노/마

이크로 복합 섬유의 가역성을 평가하였다. 

관찰에 사용한 현미경은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의 형태 분석과 같은 FE-SEM을 사용하였으며 

500배와 5000배에서 관찰하였다.

⑸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보관 안정성 평가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보관 안정성 평가는 KS M ISO 5630-1의 기준을 적

용하여 105℃, 습도 0% 건열 조건에서 3일, 6일, 18일, 27일 동안 인공 가속 노화시켜 진행하였다.15 

방사 후 3일, 6일, 18일, 27일 동안 재노화 시킨 죽지는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

의 기계적 물성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인장강도와 내절도를 측정하여 인공 노화 죽지와 그 값을 비교

하였다. 

3) 인공 노화 죽지 제조

⑴ 노화 일수에 따른 인공 노화 죽지 제조

실험에 사용되는 인공 노화 죽지의 제조를 위해 전기방사 섬유의 보강 능력 평가에서 사용한 죽지

를 KS M ISO 5630-1의 기준을 적용하여 105℃, 습도 0% 건열 조건에서 3일, 6일, 18일, 27일 동안 

인공 가속 노화를 실시하였다.

⑵ 인공 노화 죽지의 특성 분석

인공 노화 죽지의 백색도는 ISO 2470에 의거하여 Lorentzen & Wettre(Sweden)社의 Elrepho으

로 C광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장강도와 내절도는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

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4) 전기방사 섬유의 보강 능력 평가 II; 인공 노화 죽지

⑴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인공 노화 죽지 제조

0일, 3일, 6일, 18일, 27일간 인공 노화시킨 죽지 위에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기계적 물성 평가와 같은 조건으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20분 먼저 방사하고 그 위에 셀룰

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10분간 방사하였다. 

⑵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인공 노화 죽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

기계적 물성은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기계적 물성평가와 같은 기기와 표준 

시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5_��Bohuslava�Havlinova,�Svetozar�Katuscak�et�al.,�A�study�of�mechanical�properties�of�papers�exposed�to�various�methods�of�

accelerated�ageing.�Part�I.,�Jorunal�of�Cultural�Heritage,�10,�222-23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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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문헌 지류에 대한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적용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를 이용한 고문헌 보강 연구는 1700년 말~1800년 초반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맹자언해孟子諺解 모사본을 구입(인사동 통문관)하여 진행하였다.  

시료의 제작을 위하여 맹자언해를 낱장으로 분리한 후, 그림 4의 (a)와 같이 70×90mm 크기로 자

른 후 다섯 조각으로 나누거나, 그림 4(b)와 같이 동일 크기로 자른 후 가운데에 지름 30mm의 천공

을 내어 시편을 제작하였다. 이 후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기계적 물성 평가

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기방사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제시한 신규 지류 보강 기술과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류 보강 방법의 비교를 위하여 

여기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전통적 기법에 의한 지류 보강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규장각 고문헌 수리복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이상현 교수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4. 고문헌 지류의 손상 유형 (a) 조각, (b) 천공

2. 결과 및 고찰

1) 전기방사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특성 평가

⑴ 나노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형태 분석

나노 섬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분자로는 수용성 고분자로, 한지에 처리하여 기계적 강도의 보강

을 살펴본 논문이 보고되었던 폴리비닐알콜과 폴리에틸렌옥사이드를 선택하였다.16 

특히 폴리비닐알콜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풀의 주재료로 이용될 만큼 접착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어 지류와 안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으며, 두 재료 모두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지류에 방사를 한 

이후에도 쉽게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7, 18 

폴리비닐알콜 30, 35wt% 방사 용액의 경우, 10, 15, 20kV의 전압 조건에서 섬유상의 구조로 안

정적인 방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드(bead) 및 비드상 섬유(beaded fiber) 형태로 분사되면서 나

노 섬유를 얻을 수 없었다. 이는 방사되는 고분자 용액의 점도가 너무 낮아 표면 장력으로 인해 집

전판에 도달하기 이전에 용매가 충분히 휘발되지 못하여 미세방울로 제트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반

면 40wt% 용액에서는 10kV의 전압조건에서 미세한 비드가 섬유 사이에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30, 

35wt% 용액과 비교해보았을 때에 섬유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 

20kV보다 15kV에서 가장 균일한 나노 섬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40wt%, 15kV에서 전기방사를 수행

하였을 때에 섬유의 평균 직경은 100±20nm로 확인되었다(그림 5). 따라서 이후의 실험은 가장 안

정적인 나노 섬유를 얻을 수 있었던 방사용액 40 wt%, 전압조건 15 kV에서 전기방사를 진행하였다.

폴리에틸렌옥사이드 용액은 1, 3, 5wt%, 10, 15, 20kV 조건으로 전기방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6

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에틸렌옥사이드 1, 3wt% 용액은 섬유상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

은 비드들이 관찰되었으며, 5wt%, 10kV부터 비드가 없는 깨끗한 나노 섬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

나 5wt%, 20kV 조건에서는 납작한 리본 형태의 섬유가 형성되었다. 이는 폴리에틸렌옥사이드의 분

자량이 높음과 동시에 비교적 높은 농도의 용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매의 증발이 느려져 제트의 

표면에서 고분자의 최외곽 층이 붕괴되면서 섬유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고형화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안정적이고 균일한 나노 섬유상을 얻을 수 있었던 조건은 5wt%, 15kV였으며 이 때 섬

유의 평균 직경은 100±25nm로 관찰되었다.

16 _김강재, 이민형, 엄태진, 수용성 고분자를 이용한 열화한지의 보강처리, Journal of Korea TAPPI, 43(5), 1-10, 2011.

17 _J. M. Deitzel et al., Controlled deposition of electrospun poly(ethylene oxide) fibers, Polymer, 42, 8163-8170, 2001.

18 _�A. Koski, K. Yim, S. Shivkumar, Effect of molecular weight on fibrous PVA produced by electrospinning, Materials Letters, 58, 

493-49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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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기방사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의 형상

그림 6. 전기방사로 제조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나노 섬유의 형상

그러나 폴리에틸렌옥사이드의 경우, 분자량이 900,000Da으로 매우 높아 3wt%에서부터 고분자가 

용매에 완전히 용해되지 못하고 현탁액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방사 용액이 불안정하였다. 

이로 인해 전기방사를 실시하였을 시 일정한 섬유상을 얻는 데에 용이하지 않아 이후의 실험에서는 

배제하고 폴리비닐알콜 40wt%, 15kV 조건에서만 나노 섬유를 획득하였다. 

⑵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형태 분석

70,000-90,000Da의 분자량을 갖는 폴리카프로락톤 고분자는 생체 재료로 이용될 만큼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 재료로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 섬유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중의 하나이

다.19 본 실험에서는 10, 15, 20wt%에서 10, 15, 20kV의 전압을 걸어 전기방사를 실시하여 그 형상

을 관찰하였다(그림 7). 폴리카프로락톤 10wt% 용액은 리프(leaf) 형태로 방사가 되어 섬유상을 얻

을 수 없었고 15wt%에서부터 섬유상이 발 견되기는 하였지만 10, 15, 20 kV 모두에서 매우 불규칙

적인 형상을 보였다. 20wt%부터는 안정적인 섬유상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이크로 섬유의 직경 편차가 

매우 심했던 15, 20kV와는 달리 20wt%, 10kV에서 평균 15±5㎛로 일정한 직경을 갖는 마이크로 섬

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전기방사로 제조한 폴리카프로락톤 마이크로 섬유의 형상

19  서윤아, 전기방사를 통한 다공성 폴리카프로락톤 섬유 제조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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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를 구성하는 고분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셀룰로오스의 경우, 완전히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가 없어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기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열가소화 및 용융방사하여 섬유

를 제조하거나 화학적 구조 및 성질이 비슷한 유도체를 이용하여 전기방사 섬유를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에서도 열적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가 현재 전기방사에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어 이를 마이크로 섬

유를 제조하기 위한 고분자로 선택하였다.20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5wt% 용액은 10wt% 폴리

카프로락톤 용액과 마찬가지로 리프 형태로 방사되어 섬유상을 얻을 수 없었다. 7wt%부터 섬유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 형태가 매우 불규칙적이었고, 10wt%, 15kV에서 평균 직경 10±3㎛인 가

장 안정적인 마이크로 섬유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8).

그림 8. 전기방사로 제조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형상

그러나 폴리카프로락톤 마이크로 섬유의 경우, 독성이 없고 안정적인 방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는점이 약 60℃로, 약 300℃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비교하여 열적 안정성이 매

우 떨어지는 섬유가 제조되었다. 이에 추후 전기방사 섬유의 보관 안정성 평가를 위한 105℃ 건열조

20 _Margarent�W.�Frey,�Electrospinning�cellulose�and�cellulose�derivatives,�Polymer�Reviews,�48(2):378-391�(2008)

건을 실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후의 마이크로 섬유 방사는 모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

이트 10wt% 용액을 15kV 조건에서만 진행하였다.

2) 전기방사 섬유의 보강 능력 평가 I; 무처리 죽지

⑴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제조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죽지의 표면은 그림 9의 (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균 약 50㎛의 직경

을 가지는 마이크로 섬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납작한 리본 형상을 띄고 있고 하나의 굵

은 섬유를 중심으로 주변부에 여러 가닥의 미세 섬유가 얽혀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죽지 위에 40wt% 폴리비닐알콜 고분자 용액을 15kV에서 60분 간 방사한 후 동일한 배율에서 죽

지의 표면을 확인해 보면, 원래의 죽지에서 볼 수 있었던 마이크로 섬유는 관찰할 수 없었다(그림 

9(b)). 하지만 미세한 섬유들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면서 표면을 가득 덮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분

을 10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직경 약 100nm의 나노 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죽지 위에 10wt%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고분자 용액을 15kV에서 60분간 방사 한 후 일반 

죽지(그림 9(a))와 동일한 배율로 관찰한 결과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가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

루고 있었던 (b)와 다르게 약 15㎛ 정도의 마이크로 섬유들이 비교적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9(c)). 

      그림 9.  무처리 죽지 (a) 및 (b) 폴리비닐알콜 나노섬유, (c)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표면 형상

(x500)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죽지를 이루고 있는 원섬유와 비교하여 보면, 원섬

유의 경우 섬유가닥이 곧고 길게 뻗어 있는 반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섬유의 경우에는 요철

이나 마디가 관찰되었다. 또한 미세한 섬유가닥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직 마이크로 섬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마이크로 섬유와는 다른, 즉 셀룰로오스 트

리아세테이트 고분자 용액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섬유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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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

폴리비닐리딘 플루오라이드(Poly vinylidene fluoride, PVDF)를 전기방사하여 지류를 보강한 논

문에 따르면, 전기방사 시간이 짧을수록 섬유층의 두께는 얇으나 지류를 보호할 만한 안정적인 파이

버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길수록 지류 위에 섬유가 충분히 덮여지기는 하지만 큰 색도의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 시간에 따른 두께와 무게 변화가 지류 자료의 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21 

본 연구에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시간에 

따른 두께 변화를 그림 10, 무게 변화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의 경우, 무

처리 죽지의 평균 두께는 110㎛였고, 10분 방사 시 112.29㎛, 20분 방사 시 112.5㎛, 40분 방사 시 

114.58㎛이었으며, 60분간 방사하였을 때 죽지의 최종 두께는 117.08㎛로 확인되어 방사시간이 증

가하여도 두께의 증가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

유의 경우에는 10분만 방사하여도 죽지의 두께가 154.16㎛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60분간 방사하였을 

때에는 최종 두께가 290㎛로 무처리 죽지의 약 3배까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룰로

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경우에는 방사 시간이 지류의 두께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

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죽지의 두께 변화

21  Qinglian Li, Sancai Xi, Xiwen Zhang, Conservation of paper relics by electrospun PVDF fiber membran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15, 359-364, 2014.

그림 11.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죽지의 무게 증가율

무처리 죽지 무게 대비 전기방사 처리 시간에 따른 무게의 증가율은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폴리

비닐알콜 나노 섬유는 방사 시간을 0분에서 60분까지 증가시킬 때, 죽지의 원래 무게에 비해 최대 

4.17%, 평균 3.38% 늘어났다. 반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경우에는 10분만 

방사하여도 무게가 평균 15.77%, 20분 방사 시 30.94%, 40분 방사 시 58.14% 증가하였으며 방사 시

간이 60분으로 늘어나면 무게는 최대 89.66%, 평균 81.96% 증가하였다. 따라서 셀룰로오스 트리아

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는 방사 시간이 지류의 두께 뿐 아니라 무게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시간에 따른 두께 및 무게 변화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이유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단위 면적(㎠)당 방사량(mg)의 

변화가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그림 12). 폴리비닐알콜 고분자 용액의 경

우에는 60분간 방사하였을 때 단위 면적 당 최대 0.13mg, 평균 0.11mg의 나노 섬유가 제조되었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는 10분만 방사하여도 최대 0.70mg, 평균 0.51mg의 마이크로 

섬유가 만들어졌으며 60분간 방사 시 단위 면적 당 최대 2.95mg, 평균 2.65mg의 마이크로 섬유가 

지류 위에 방사 되었다. 또한 전기방사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특성 평가에서 분석한 것처럼 셀룰

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평균 직경은 약 10㎛로 100nm인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보다 100배 두껍고, 시간당 방사량은 약 25배 많기 때문에 두께와 무게의 증가량이 방사 시간에 의

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그림 10과 11의 기울기 변화가 그림 13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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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섬유의 단위 면적당 방사량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보강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4년 국립문화재연

구소에서 출판한 <지류의 조사·분석을 위한 표준시험법>을 토대로 인장강도와 내절도를 측정하였

다. 시편이 절단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당겨 최대 인장 하중과 신장률을 측정하는 인장강도 시험은 

지류 자료가 견딜 수 있는 힘의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고, 내절도 측정은 오랜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접힘이나 구김에 대한 저항력을 알 수 있어 전기방사 섬유의 보강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

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방사하기 전 무처리 죽지의 인장강도는 792N이었고,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60분간 방사하였

을 때에는 약 789N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인장강도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내절도의 경우에도 방사 시간을 10분에서 60분까지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에서 무처리 

죽지의 값인 1.2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내절도의 특성상 편차가 인장강도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일정한 값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경우에는 넓은 직경과 셀룰로오스 유도체 자체의 높

은 기계적 강도로 인해 큰 인장강도의 향상을 기대하였다. 방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장강도 또한 초

기 792N에서 60분 방사 시 968N으로 200N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두께는 약 3배, 무게는 약 2

배 증가하는 경향에 비해 인장강도의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15). 내

절도 역시 오랫동안 방사할수록 무처리 죽지보다는 향상된 값을 보였으나 편차가 크고 두께 및 무게 

증가량을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내절도의 증가는 작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그림 16).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방사체의 기계적 물성이 기대와는 달리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그림 17의 (b)에서 보이는 것처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와 죽지 둘 사이

에 어떠한 결합력도 작용하지 못해 접착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마이크로 섬유가 죽지로부터 쉽게 탈

착되기 때문이다. 

반면 그림 17에서 죽지 위에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방사한 (a)를 보면, 죽지와 나노 섬유가 우

수한 접착력을 보여 60분 간 방사를 진행한 후에도 섬유와 죽지가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그림 13, 14를 통해 분석한 것처럼 우수한 물성의 보강 효

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림 13.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죽지의 인장강도

그림 14.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죽지의 내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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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죽지의 인장강도

그림 16.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죽지의 내절도

그림 17. 죽지 위에 (a)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와 (b)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방사하였을 때의 접착 양상 

⑶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및 기계적 물성 평가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를 통해 나노 및 마이크로 섬유를 

죽지 위에 방사하였을 때에,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는 죽지와 우수한 접착력을 보이나 물성 보강의 

효과가 미미하였고,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경우에는 인장강도와 내절도가 향

상된 값을 보이긴 하였으나 죽지와의 접착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폴리비닐

알콜을 죽지 위에 먼저 방사하고, 방사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위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를 방사하여 폴리비닐알콜/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복합 섬유를 도입하였다. 

먼저, 실질적으로 물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방사 

조건을 확립해주기 위해 방사 시간에 따른 두께 증가량(그래프 10), 무게 증가율(그래프 11), 인장 강

도(그래프 15), 내절도(그래프 16)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장 강도와 내절도의 향상만을 생각

한다면, 오랫동안 방사하여 물성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좋지만 그림 10과 11을 분석하여 두께와 

무게 증가량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두께 및 증가량이 가장 적으면서도 강도 보강의 효과

는 기대해 볼 수 있는 10분으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방사 시간을 고정하였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의 경우에는 그림 13, 14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방사하여도 뚜렷한 물성

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그림 10과 같이 전통 풀과 지류 간 접착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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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험법을 적용하여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방사 시간에 따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

이크로 섬유와 지류와의 접착력을 확인하였다(그림 18). 이 때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

로 섬유는 앞서 설정한 방사 조건에 의해 시간을 10 분으로 고정하였다. 그 결과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의 방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죽지 간 접착력 또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20).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방사하지 않은 경우 죽지와 마이크로 섬유의 접착

력은 약 0.15N이지만 나노 섬유를 10분간 먼저 방사하였을 때 약 0.25N, 40분간 방사시 0.3N으로 2

배 정도의 접착력 향상이 관찰되었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역시 접착력의 향상만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오랜시간 방사하는 것이 좋으나 전기 방사를 통한 지류 자료의 보강방법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편차가 가장 작아 안정적인 접

착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됨과 동시에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제작에 걸리는 총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20분으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의 방사 시간을 고정하였다. 

죽지 위에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20분 먼저 방사하고 그 위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

이크로 섬유를 10분간 방사하여 제조한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보강 능력을 그림 21과 22에 나

타내었다. 죽지 위에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만을 20분 방사하였을 때의 인장강도는 779.98N, 셀룰

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만 10분 방사하였을 때에는 812.6N으로 측정되었으나 나노 섬유를 20분 먼

저 방사하고 그 위에 마이크로 섬유를 10분 방사하였을 때에는 1192.5N으로 확인되었다. 내절도의 

경우에는 나노 섬유만 방사하였을 때에는 1.21, 마이크로 섬유만 방사하였을 때에는 1.27이었으나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경우에는 1.38로 나노 섬유 및 마이크로 섬유만 단독으로 방사하였을 때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또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를 단독으로 방사하여 지류를 보강하는 것보다 인장강도는 약 1.5배, 내절도의 경우에도 파단될 때

까지의 접힘 횟수가 약 1.5배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폴리비닐알콜 섬유는 셀

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죽지 사이에 강한 결합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접착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장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섬유가 죽지와 탈착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 KS K0533:2005에 의거한 접착력 평가 시편 제작 예시

그림 19.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접착력 평가

그림 20.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전기방사 시간에 따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지류 사이의 접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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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및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단독 방사와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 

 방사의 인장강도 비교

그림 22.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및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단독 방사와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 

 방사의 내절도 비교

⑷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가역성 평가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방사를 하지 않은 무처리 죽지의 경우 표면이 50㎛의 직경을 가지는 납작

한 리본 형상의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가 방사된 경우에 직경 약 100 

nm의 나노 섬유로 그 표면이 덮여 있는 형상을 관찰하였다(그림 23). 이는 그림 9의 (a), (b)와 유사

한 형태로, 전기방사를 통한 지류 자료 보강 기술의 재현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나노 섬유를 방사한 죽지를 증류수에 담침시켜 나노 섬유의 제거 용이성을 살펴 본 결과, 5분만 

담침하여도 그림 24의 (a)와 같이 표면에 나노 섬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20분 방사하고 그 위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10 분간 방사한 죽지를 증류수에 5분간 담침하여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가역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24(b)). 나노 섬유만 방사했을 때와 동일하게 5분만 증류수에 담침하여도 나노 섬유와 마이크

로 섬유 모두 죽지에서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즉,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지류를 보강할 경우 평소에는 우수한 접착력을 보이나 수분을 가해주었

을 때에는 방사체가 쉽게 지류에서 탈리될 수 있어 추후 미래 신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제거 용이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 (a) 무처리 죽지, (b)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가 방사된 죽지(x500), (c)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가 방사된 죽지(x5000)

  그림 24. 증류수에 5 분간 담침 시킨 후 표면 형상; (a)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b) 폴리비닐알콜 나노/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죽지(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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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보관 안정성 평가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복합 섬유를 죽지위에 방사하여 보

강한 시료를 온도 105℃, 습도 0%의 건열조건에서 인공 가속 노화시킨 후 인장강도와 내절도를 측정

하여 보관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25에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죽지의 재노화 일수에 따른 인장강도를 나타내었

다. 막대그래프는 복합 섬유 방사처리 후 재노화 시킨 죽지의 인장강도이며, 꺾은선 그래프는 아무

런 처리도 하지 않은 죽지를 같은 일수 동안 노화시켰을 때의 인장강도이다. 무처리 죽지의 경우 초

기 792N의 인장강도를 보였으나 노화 18일째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에서 그 값이 확연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화 일수가 증가할수록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나노/마이크로 복

합 섬유로 보강처리 한 죽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인장강도 값을 비교

해 보았을 때에, 복합 섬유를 방사한 죽지의 경우 초기 인장강도는 1192N, 27 일간 노화시킨 후에도 

889.7N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처리 죽지의 초기 인장강도보다 약 100N이나 더 높은 값이다. 즉, 

매우 가혹한 조건하에서의 인공 가속 노화가 계속될수록 인장강도 값은 감소하기는 하지만 27 일간

의 노화가 진행되어도 보강 효과는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인공 가속 노화 일수가 진행될수록 무처리 죽지의 내절도는 인장강도보다 훨씬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복합 섬유를 방사한 후 재노화 시킨 경우

에는 6일째까지는 거의 비슷한 내절도를 유지하다가 18일째부터는 뚜렷하게 감소하였고 편차도 훨

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6). 무처리 죽지의 내절도는 초기 1.2에서 27일간 노화시킨 

후 0.5로, 횟수로 환산하면 약 16회에서 3회로 감소하였다. 반면 복합 섬유로 보강처리 한 죽지의 경

우 초기 1.4에서 27일간 노화시킨 후 0.84로, 횟수로 환산하면 약 25회에서 7회로 감소하여 인공 가

속 노화를 실시하여도 보강처리를 하지 않은 죽지보다 높은 내절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복합화하여 죽

지 위에 방사하면 기계적인 물성이 무처리 죽지보다 약 1.5배 뛰어났으며, 매우 혹독한 조건 하에서

도 인장강도와 내절도가 무처리 죽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무처리 죽지와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복합 섬유를 방사한 

 죽지의 인공 가속 노화 일수에 따른 인장강도 비교

그림 26.  무처리 죽지와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복합 섬유를 방사한  

 죽지의 인공 가속 노화 일수에 따른 내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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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 노화 죽지 제조

⑴ 노화 일수에 따른 인공 노화 죽지 제조

지류 문화재의 보강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배접이나 리프캐스팅, 라이닝 등이 있으나 엄

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셀룰로오스 유도체나 그라프트 공중합체, 파릴

렌 코팅 등의 고분자를 이용한 화학적 보강 처리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나 제거가 용이하지 않거나 

실제 지류 자료에 적용하기 까지는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다. 전기방

사를 이용한 지류의 보강도 실제 고서에 바로 적용시키기 전에 가역성과 안정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일반 지류를 인공적으로 가속 노화 시켜 인공 노화 지류를 제조하여 선 적용 해봄으로써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2009년 Bohuslava는 침엽수와 활엽수 그리고 화학 펄프를 다양한 조건에서 

가속 노화 시켜 인장강도와 내절도의 감소 경향을 알아보았다. 80℃의 온도에서 습도를 25, 45, 65%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고, 105℃와 120℃는 습도 0% 건열조건에서 시행하였을 때에 120℃ 건열 조

건이 3일만 지나도 인장강도와 내절도가 50% 이상 감소하는 등 가장 급격한 인장강도의 감소를 보

여 짧은 시간 노화시키기에는 가장 효율적이었다.22 

그러나 다양한 노화 조건 하에서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지켜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실험에서는 105 ℃ 건열조건에서 0, 3, 6, 18, 27 일간 노화시켜 인공 노화 죽지를 제조하였다.

⑵ 인공 노화 죽지의 특성 분석

105℃ 건열조건에서 제조한 인공 노화 죽지는 그림 27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화 일수가 증가할수

록 표면에서 황변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백색도를 측정한 결과 실제로 노화일이 길어질

수록 백색도는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무처리 죽지의 백색도는 65.2%였으나 노화 일

수가 3, 6, 18, 27일로 증가할수록 61, 56, 53, 50%까지 감소하였다(그림 28). 

22    Bohuslava Havlinova, Svetozar Katuscak et al., A study of mechanical properties of papers exposed to various methods 

of accelerated ageing. Part I., Jorunal of Cultural Heritage, 10, 222-231, 2009.

그림 27. 인공 노화 죽지의 노화 일수에 따른 표면 색상 변화

그림 28. 인공 노화 죽지의 노화 일수에 따른 백색도 변화

인공 노화 죽지의 인장강도는 그림 30에 나타내었다. 각 일수 마다 15 번씩 측정하여 평균을 취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뚜렷한 경향성을 띄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형상을 보였으며 노

화시키지 않은 무처리 죽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모든 시료에서 그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은 인공 노화 죽지의 내절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백색도와 마찬가지로 노화 일수가 증가

할수록 내절도의 감소 경향이 뚜렷했으며, 27 일째가 되면 무처리 죽지의 로그 값에 비해 50 %, 횟

수로는 20 % 정도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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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도와 인장강도, 내절도는 급격한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FE-SEM을 이용하여 무처리 죽지와 

27 일간 인공 노화 시킨 죽지를 비교해 보면 표면의 공극도, 섬유의 형상, 직경 등과같은 모폴로지는 

대체적으로 비슷했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그림 29).

그림 29. 무처리 죽지(좌)와 27 일간 인공 노화 시킨 죽지(우)의 표면 형상

인공 노화 죽지의 노화 일수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 인공 노화 죽지의 노화 일수에 따른 내절도 변화

4) 전기방사 섬유의 보강 능력 평가 II; 인공 노화 죽지

⑴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인공 노화 죽지 제조

인공 노화 죽지 위에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20 분 먼저 방사한 후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10 분 방사하면 나노 섬유만 또는 마이크로 섬유만 방사했을 때와는 다른 표면 형

상이 관찰된다. 그림 32의 (a)는 그림 9의 (c)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표면이나, 그림 9의 (c)에서

는 마이크로 섬유 사이의 공극들이 빈 구멍으로만 남아있었던 반면 그림 32(a)는 공극들이 네트워크 

구조의 섬유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를 1000 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그림 32(b)) 마이크로 섬유의 

공극들이 나노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마이크로 섬유가 방사되어 두 종류의 섬유가 잘 접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복합 방사 시 표면 형상

⑵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가 방사된 인공 노화 죽지의 기계적 물성 평가

노화 시킨 무처리 죽지와 노화 후 전기방사로 보강 처리 한 죽지의 인장강도를 살펴보면, 모든 시

료에서 원래 죽지 강도 대비 약 1.5배의 강도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값은 최대 493N, 평균 410N이었

다(그림 33). 즉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복합 방사

하면 원 지류의 상태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약 400N 정도의 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내절도의 경우에도 인장강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료에서 내절도의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0.2정도의 수치 상승을 보였다(그림 34). 시료가 파단될 때까지의 접힘 횟수는 최대 15

회, 평균 6회 증가하였고 내절도 역시 원 지류의 상태에 따라 보강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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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무처리 인공 노화 죽지와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복합  

 섬유를 방사한 인공 노화 죽지의 노화 일수에  따른 인장강도 비교

그림 34.  무처리 인공 노화 죽지와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복합 섬유 

 를 방사한 인공 노화 죽지의 노화 일수에 따른 내절도 비교

5) 고문헌 지류에 대한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의 적용

고문헌 지류에 전기방사로 보강한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내었다(그림 35, 36). 조각난 지류의 경

우,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20 분 간 먼저 방사하고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를 그 위에 10분 방사하였을 때에 그림 35와 같이 조각들끼리 잘 접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

사 시 지류를 정교하게 맞춰준 부분은 앞면과 뒷면 모두 전기 방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렇

지 못한 부분에서는 지류 조각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전기방사를 적용하여 보강할 때에 지류를 정확

하게 맞추어 주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천공의 경우, 지류 조각들을 

잘 맞추어준 결과 전기방사의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조각들끼리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그림 36). 

결과적으로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20 분 먼저 방사하고 그 위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10 분 방사하여 고문헌 지류를 보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보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었고, 천공 및 조각과 같이 심각한 물

리적 손상 부위에 대면적 방사를 이용하여 고문헌 지류를 쉽게 보강할 수 있었다.

<규장각 고문헌 수리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현 교수팀의 고문헌 지류 보강 결과를 그림 

37과 38에 나타내었다. 천공과 조각 모두 손상된 국소부위를 중심으로 보강이 실시되었고 보강처리

를 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전통적 보강 방법에 의한 정교한 복원 결과를 신규 보강 기술에서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기 방사의 실시 전에 손상된 지류 조각을 정교하게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그림 35. 조각난 고문헌 지류를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로 보강했을 때의 (a) 앞면, (b)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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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천공이 발생한 고문헌 지류를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로 보강했을 때의 (a) 앞면, (b) 뒷면

그림 37. 조각난 고문헌 지류를 전통적 방법으로 보강했을 때의 (a) 앞면, (b) 뒷면

그림 38. 천공이 발생한 고문헌 지류를 전통적 방법으로 보강했을 때의 (a) 앞면, (b) 뒷면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소장 지류의 효율적 보강을 위한 신규 기술로 전기방사 나노 섬유 및 마이

크로 섬유의 복합 섬유 방사체를 제안하였다.

지류 보강 기술로 전기방사를 이용한 고분자 용액의 나노 섬유화 기법을 도입한 결과, 폴리비닐

알콜 나노 섬유 단독 방사는 지류와의 접착력은 우수하였으나 기계적 물성의 안정적인 향상을 도모

하기가 어려웠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의 단독 방사의 경우 지류의 기계적 물

성은 최대 200N 정도 향상되었으나 방사 시 두께가 원 지류의 3배로 증가하고 무게는 원 지류 대비 

80% 까지 증가하였으며, 지류와의 안정적인 접착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에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

유를 방사하여 지류 자료와 방사체 사이에 접착력을 부여한 후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추가 방사함으로써 복합 섬유 방사체를 형성하였다. 복합 섬유 방사체의 도입을 통하여 보강 

소재와 지류간의 안정적인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동시에 높은 인장응력 및 내절도를 부여

할 수 있었다. 복합 섬유 방사체의 경우, 인장 강도는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 또는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를 단독으로 방사하였을 때보다 약 1.5배 높았으며 내절도의 경우에도 횟

수가 1.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 신기술 개발에 따른 현 보강 소재의 제거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

이트 마이크로 섬유와 죽지 사이의 접착층으로 수용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도입하였

다.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은 물에 쉽게 용해되어 짧은 시간의 담침에도 죽지상의 복합방사체가 용

이하게 탈리될 수 있었다.  

죽지를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로 보강처리한 후 재노화시켜 보관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27일 

간 노화 처리하여도 무처리 죽지보다 평균 1.5배의 높은 인장 강도를 유지하였고 내절도 역시 평균 

2배의 높은 내절 횟수를 보였다.

노화시킨 죽지에 나노/마이크로 복합 방사체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인장 강도가 평균적으로 400N 

정도 향상되었고 내절도 역시 노화시킨 죽지에 비해 내절 횟수가 평균 6회 이상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나노/마이크로 복합 섬유 전기방사는 비교적 단시간에 지류를 보강할 수 있으

며, 전통적 보강 방법과 유사한 복원 효율과 기술의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전기방사를 통해 폴리비닐알콜 나노/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 복합

체를 지류에 적용하면 인장 강도와 내절도가 무처리 지류에 비해 각각 1.5배 상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혹한 조건에서도 높은 기계적 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심각한 물리적 손상 부위를 신

속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전기방사를 이용한 지류 자료 보강의 가장 큰 장점이며 기술의 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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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수한 접착력에도 불구하고 조습처리를 통하여 방사체를 지류

로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보강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역성도 확보 가능하였다. 일반 

죽지 뿐 아니라 인공 노화 죽지 및 고문헌 지류 보강 연구에서도 전기방사를 이용한 폴리비닐알콜 나

노/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복합 섬유 형성이 지류 자료 보강을 위한 신규 기술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자문회의

본 연구 과정에서 지류 자료의 보강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2번에 걸쳐 고문헌 복원 관련 전문가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얻었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9월까지 실행한 연구 및 결과를 브리핑하고, 전체적인 연구의 적절성 및 방향

성을 설정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1차 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을 반영한 실험 결과와 최종 연구 

결과를 함께 고찰하였다.

회차 일시 자문위원 주요안건

1차 자문회의 2016년 9월 30일
이상현

최윤경

- 모델 종이 선정의 적절성 및 노화 상태 고찰

- 방사체 적용 범위 및 방사 균일도 확보

- 방사체의 적절한 두께 설정

- 적용 가능한 소재 확보

2차 자문회의 2016년 12월 21일

이상현

송형란

최윤경

- 기 실행된 연구 결과의 고찰

1. 1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 일시: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5222호

2) 참석 대상자

•자문위원 :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규장각 관계자 : 최윤경

•연구원 : 현진호(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이제곤(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박민성(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신성철(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정은수(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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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규장각 소장 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연구사업 1차 자문회의

일    시 2016년 9월 30일 10시~2016년 9월 30일 12시

장    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5222호

대    상 참여연구원, 자문위원, 규장각 연구관리 담당자

자문위원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자문 내용

• 모델 종이 선정의 적절성 : 대상으로 하는 종이의 종류가 죽지로 국한되어있음. 닥지나 현대지로 확장

해서 실험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모델 종이 노화 상태 : 닥종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4년 정도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보존 후 안정된 상태

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방사체 적용 범위의 설정 : 방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고서를 조합하는 작업이 요구되므로 결손부위를 

연결하는 것 보다는 고서의 유연성 및 강도를 향상하는데 적용하는 것도 적절할 것임. 

• 방사 균일도 확보 및 두께 설정 : 방사를 균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방사

체가 두껍게 방사된 부분의 경우 유연성이 떨어지는 형상이 있음. 

• 투명한 방사체 도입 : 투명한 방사체를 도입하더라도 결손부위를 메꾸는 추가적인 작업은 수행되어야

함. 방사체에 염료를 첨가하여 시각적인 보강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임. 

• 적용 가능한 소재 확보 : 사용되고 있는 풀을 방사하여 보강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임. 이때 물을 첨가

하여 용액의 농도조절 및 점도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음. 

• 국소 부위 보강 가능성 :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국소적인 결손부에 대한 보강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음. 마스크를 이용하여 국소부위 방사가 가능함. 

• 용매 설정의 적절성 : 방사용액의 용매를 설정함에 있어서 물을 용매로 사용 시 지류의 치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오히려 유기용매가 공정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더 적절할 수 있음.

2. 2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 일시: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5222호

2) 참석 대상자

•자문위원 :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규장각 관계자 : 최윤경

•연구원 : 현진호(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박민성(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신성철(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정은수(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3) 자문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규장각 소장 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연구사업 2차 자문회의

일    시 2016년 12월 21일 15시~2016년 12월 21일 17시

장    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5222호

대    상 참여연구원, 자문위원, 규장각 연구관리 담당자

자문위원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자문 내용

• 보강된 지류자료의 기계적 물성치 외에 기능적인 부분 및 시각적인 부분, 약품의 친화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책자에 적용하기에는 방사체 자체가 너무 두꺼운 것이 문제가 될 듯함. 따라서 최적의 방사시간을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 구매했던 책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보존처리를 한 결과물과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보강을 진행한 결과

물의 물성 비교를 통해 기준치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결손이 있다면 질량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보강이 진행되면 다시 질량변화가 있을 수 있음. 일

반적인 지류 보존처리는 수작업을 통해 보존을 하다 보니 편차가 심할 수 있음. 보존처리 방법 간의 

질량, 물성치 비교를 통해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함.

• 실제 고서의 경우 낱장별 질량차이가 있으므로 보강과정 이전에 질량을 우선 측정하고 보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방사체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투명한 보강방법이 있으면 좋을 듯함. 투명한 보강방법은 양면에 

인쇄가 되어있는 자료의 보강에 효율적일 듯. 

• 가역성에 대한 데이터를 고서 샘플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지류의 

경우 현재 실험이 진행된 시편과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음. 

• 종이가 노화되는 조건에 습도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습도 조절에 따른 노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 결손부위에 배접한 방사체에 남아있는 접착력이 다른 종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습도조건에 따

라 접착력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사 섬유의 직경 및 두께에 따른 접착력을 조절할 것이며 가역적 보강이 가능한지 평가가 요구됨.

• 접착제로 사용하는 PVA의 경우 열화에 의해 색변화가 있을 수 있음. 방사가 된 상태로 열화를 시켰을 

때에 색도 변화 혹은 지류자료에 있을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 

• 현재 지류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접착제(고풀)를 방사해본 결과 방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분자량이 너

무 낮아 방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었음. 

• 소맥전분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류자료의 유연성을 보존하기 위함임. 소맥전분을 저분자화 하여 건조

됨에 따른 장력을 최소화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함. 

• 현장에서 방사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듯함. 

• 종이 자체가 죽지라고 할 수 있는지 분석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음. 대나무 섬유가 얼마나 첨가되어있

는지 확인. 100%가 아니라면 죽지라는 단어 보다는 시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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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후속 연구 방향 제언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소장 지류의 효율적 보강을 위한 신규 기술로 전기방사 기법을 통한 폴리비

닐알콜 나노/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복합 방사체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방법은 빠르고 재현성

이 우수하며 지류에 효과적으로 기계적 강도를 부여할 수 있고 나아가 제거 용이성까지 확보할 수 있

어 가역적 지류 자료 보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대면적 방사만 실시하여 손상된 부위의 선택적 보강은 수행되지 못

하였다. 대면적 방사는 손상 부위가 넓고 큰 경우에는 효율적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비

효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이크로 섬유 방사체가 두꺼워 족자나 낱장의 지류에 적용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량의 지류가 엮인 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무게 및 부

피의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원지의 두께나 무게 등의 물리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손상 

범위가 국부적인 지류에 대한 맞춤형 보강 방안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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