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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들은 선현들의 숨결이 지금까

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역사의 발자국입니다. 옛 선인

들이 한발 한발 디뎌온 소중한 발자국들이 선명히 남아 현재의 우리들에게 계승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는 국보 7종 7,125책과 보물 26종 166책을 비롯하여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의궤 등을 

포함하여 소장자료 모두가 귀중한 우리의 기록유산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그동안 소장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끊

임없이 노력해 왔고 2011년부터는 보존과학기술에 기반한 ‘규장각고문헌보존수리・

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수리복원, 대체본 제작, 보

존관리의 세 영역에서 총 14개의 개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진행과정, 작업의 내용과 결과를 보존과학계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전통산업의 활

성화와 보존과학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문헌 보존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

여 소장 자료의 영구보존은 물론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의 재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

다. 본격적인 수리복원, 보존처리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 또한 많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 연구자들과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전통기술을 복

원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규장각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본 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를 비롯한 기반연구부 및 각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보

존관리사업위원회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추진에 수고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

다.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교내외 관계 부

처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역사기록을 영구보존하고자 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 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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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Ⅰ.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의미와 특징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2011년 태조, 정종, 태종, 문종, 단종 실록 75책을 복제하기로 하였다. 태조부

터 명종까지의 실록은 일부이긴 하나 간행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1질만 남아 있는 귀중한 자료로

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로 복제해 둘 필요가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이

미 마이크로 필름과 전자파일로 만들어 두었지만 마이크로 필름과 전자파일은 실록의 문자정보 이외에 

제작 방법, 재료, 제책 등의 기술에 관한 정보는 전달하지 못한다. 1질만 남아 있는 실록을 잘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는 실록 제작 기술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원형 복제(재현 복제)를 결정하고 

우선 1차분 75책의 복제에 착수하였으며, 원형 복제를 하되 밀랍처리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밀랍처리된 

실록이 현재 경화, 변색 등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1. 전주사고본 실록의 원형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실록은 원래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사고에 각각 1질씩 봉안하였으나 1592년 

불타 없어지고 전주사고본 실록 1질만 남게 되었다. 4질 중 1질이 남은 전주사고본 실록은 내장산으로 옮

겨졌다가 1593년에는 해주로, 1595년 강화부로, 1597년 영변부로, 1603년에는 다시 강화부로 옮겨졌다. 

1660년에는 신축된 정족산 사고로 옮겨가서 1909년까지 그곳에 있다가 경복궁(조선총독부), 경성제국대

학 도서관을 거쳐 현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전주사고본 실록은 806권(577책)2)으로 원형은 표지가 쪽염색을 한 비단, 내지는 밀랍으로 처리되어 

있다. 각 왕별 권수, 책수는 다음과 같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3)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인종 명종 합계

15 6 36
 목1

163
13 14 49 8 94 37 105 2 34 577책

297 63 806권

1) 이상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사고본은 805권 259책이다. 

3) 1704년『단종대왕실록부록』1책이 간행되어 단종실록은 15책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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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권수와 책수가 일치하는데 성종실록과 연산군일기만 권과 책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종실록

은 전주사고에 봉안할 당시부터 11권이 없었고, 그 사실은 1600년에 확인되었다. 따라서 1600년 이후 전

주사고본 실록은 모두 805권 576책이다. 

태조, 정종, 태종실록은 필사본으로 ‘무겁고 크게’ 4부를 만들어서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사고에 봉안

하였다. 다른 실록에 비해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무겁다. 

세종 이후의 실록은 활자로 인쇄하였는데 『세종실록』은 1454년, 『문종실록』은 1455년에 각각 1부를 

인출하여 춘추관 실록각에만 봉안하였다. 이 2종의 실록은 1592년에 불타 없어졌는데, 이 두 실록 역시

‘무겁고 크다.’고 하였다.

1473년(성종 4) 세조와 예종 실록을 인출할 때 ‘가볍게, 작은 활자로’ 세종실록과 문종실록 3부을 더 

인출하여 지방의 세 사고에 봉안하였다. 작은 활자로 인쇄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태종대까지의 실

록보다 종이의 질이 떨어지고 책의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졌다. 1473년에 간행된 세종실록과 문종실록 3

부 중 2부가 불타버리고 전주사고본 1부만 남게 되었다.

단종실록은 『노산군일기(魯山君日記)』라고 하였으나 1698년(숙종 24)에 묘호를 단종으로 하고 이에 

따라 1704년 실록의 제첨을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바꾸었다.

2. 복제 대상 조선왕조실록의 서지학적 특징

임진왜란 중 1질만 남은 전주사고본 실록은 여러 곳을 전전하기는 하였지만 특별한 피해를 입지는 않

았고, 간행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전주사고본 실록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1636년 병자호

란 때였다. 책 전체가 없어지고 표지와 책장이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되었으며 비와 진흙에 오염되어 부패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1660년대에 피해 실록의 수리와 보수가 이루어졌다. 1664년 가을, 표지가 떨어져나간 실록

에 대해 황장의(黃粧衣) 표지로 개장이 이루어졌고, 겨울에는 청색 비단 표지 실록의 제본 실을 교체하

였다. 낙권 실록은 춘추관 사고본 실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춘추관 사고본 실록으로 대

체하고 춘추관 실록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 적상산사고 실록을 베꼈다. 실록 등서작업은 1665년 10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계속되었고 장정이 마무리되면서 1666년 1월 정족산 사고에 봉안하였다. 이 때

의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 전체 권수
청장(靑粧) 밀랍 황장(黃粧) 락권(落券) 보충

보사(補寫) 없음 보사(補寫) 보사(補寫) 없음 보사(補寫) 춘추관 사고본 적상산본 등사

태조 15 2 1 4 1 0 7

정종 6 2 0 1 0 0 3

태종 36 15 0 8 6 2(2) 5

세종 164 33 2 50 49 3(1) 27(2)

문종 12 6 0 6 0 0 0

단종 14 5 1 6 1 0 1

병자호란으로 인한 피해와 이의 수습 결과 전주사고본 실록은 대체로 6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다. 

복제대상 실록 75책을 유형별로 나누어 권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왕
청장 밀랍본 황장 밀랍본

춘추관 사고본
적상산 사고본 

등사보사 없음 보사 보사 없음 보사

태조 1,3 6 4, 9, 14, 15 12 12
 2, 5, 7, 8,

10, 11, 13

정종 4, 6 - 5 - - 1, 2, 3

태종

2, 3, 8, 10, 

14, 15, 17, 23, 

24, 25, 26, 27, 

34, 35, 36

-
1, 7, 9, 19, 20, 

21, 30, 33
5, 13, 64, 31 11, 12, 16, 29

4, 6, 18, 

22, 32

문종
2, 3, 5, 6,

10, 13
-

1, 4, 7, 8, 

9, 12
- - -

단종 4, 5, 8 3 2, 6, 9, 10, 11 1 - 7

책의 상태

・ 원형유지(1664년 

제본 실을 교체한 

경우는 있다.)

・ 낱장 필사, 밀랍

처리

・표지 개장 

・밀랍본 원형 유지

・표지 개장 

・밀랍본 원형

・ 낱장 필사, 밀랍

처리

・ 활자본, 책크기 

작아짐

・밀랍본 아님

・ 필사본, 책크기

는 춘추관 사고

본과 동일 

・밀랍본 아님

위 표에서 보사는 낙장에 대해 낱장으로 베껴 넣은 것인데 밀랍으로 처리하였다. 낙권을 등사한 책

(적상산 사고본 실록을 등서한 필사본)은 밀랍 처리를 하지 않았다.  

춘추관 사고본 실록은 1606년에 다시 인출된 실록 3질 중 1질을 춘추관에 보관한 것인데 1질 259책

으로 되어 있어서 전주사고본 실록과는 분책과 판형이 다르고 책 크기도 작아졌다. 1606년 인출된 실록 

3질은 하삼도(下三道)에서 공납한 백지(白紙)를 사용하였는데, 백지 중에서는 조금 나은 품질이었다. 새

로 인출된 실록은 물론 밀랍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춘추관 사고가 1624년 이괄의 난으로 다시 소실되었고, 잔존한 실록의 일부를 강화부 사고로 

옮겼던 것인데, 병자호란으로 다시 피해를 입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춘추관 사고본 실록으로 낙권

을 보충하였던 것이다.   

   Ⅱ. 『조선왕조실록』 복제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본 사업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본인 태조실록~명종

실록 중 현존하는 밀납본 실록을 원본과 동일한 재질・형태로 원형복제하고 밀랍처리는 하지 않았다. 이 

복제본은 유사시에 보존용은 물론 국가기록문화유산의 전승 발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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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  유일본 실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왕조실록』중 태조~명종까지 유일본으로 현존하는 밀랍본 실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수립

•  조선왕조실록 원본과 동일한 재질, 형태로 원형복제

    - 유일본 실록을 원본과 동일한 재질과 형태로 제작 원형 복제

    - 전통한지의 재현 및 장황 기술복원 구현

•  실록의 원형복원 기술 구현

    - 복원 실록용 전통한지의 품질 구현을 위한 물성검사

    - 전반적인 복제 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기술관리

3.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주)미래영상

•  사 업 명 :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6월 30일 ~ 2011년 12월 10일

•  사업내용 : 사업 범위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존 관리 중인 조선시대 정족산본 실록 중 

전주사고에 보관되었던 밀랍본 실록(태조실록~명종실록) 가운데 『태조실록』(13책), 『정종실록』(4

책), 『태종실록』(35책), 『세종실록』(23책) 등 총 75책이다. 원본과 동일한 재질, 형태로 원형 복제본 

제작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작 시 투입되어야 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하우(전통한지 확

보, 이미지보정, 표지제작, 장황 등)를 통해 복제본을 제작한다.

•  사업대상 변경

-  사업대상 자료 중 『세종실록』 23책 원본을 정밀 조사한 결과, 1책은 복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

며, 6~7책은 부분적으로 복제가 불가한 상태였으며, 나머지도 복제가 불가능한 책장을 포함하고 있

어 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실무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다른 왕대로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미지 상태가 양호하고 세종실록 분량과 비슷한 실록인 『문종실록』(12책)과 『단종실록』(11책)으로 

대체되었다.

•  사업범위 :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 총 75책 복제본 제작

 Ⅲ. 사업수행 과정 

본 사업은 인쇄용 전통한지 제조기술, 디자인, 인쇄 및 출력, 비단 직조, 능화판 표지 제작, 선장(장황) 

등 다양한 전문기술을 종합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을 성공적으로 완

수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의 범위, 일정, 품질, 위험, 의사소통, 지원분야에 목표를 설정하고, 다년간 사업수

행의 노하우를 각 요소에 적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였다.

1. 사업수행 전략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공정 사업을 진행하였

다. 검증된 전문인력과 최적화된 장비를 확보하여, 사업관리자와의 의사결정 단일화와 컨소시엄간 채널 

단일화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계별 각 분야의 자문위원 그리고 협력업체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실무자와의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품질 관리를 하였다.

2. 사업수행 업무분장

1) (주)미래영상 직원의 작업 분야

성명 소속 직책 업무

1 김석란 (주)미래영상 대표 총관리

2 김영훈 기술개발부 이사(기술개발) 인쇄 및 제책관리

3 조병철 제작부 이사(사업관리) 품질검수 및 선장

4 윤영자 제작부 직원(배첩,제책) 제책 및 선장

5 여요구 제작부 직원(배첩,제책) 제책 및 선장

6 이수진 디자인 직원(디자인실장) 이미지 보정관리 및 품질검수

7 차은주 제작부 직원(사업관리 부장) 출력관리 및 보고서 제작

8 이미연 디자인 직원(디자인과장) 이미지 보정 및 출력관리

9 문준경 디자인 직원(디자이너) 이미지 보정 및 관리

10 최영섭 디자인 직원(디자이너) 이미지 촬영 및 보정

11 김진이 디자인 직원(디자이너)
실측 및 자료조사, 이미지 촬영 

보조 및 보정

12 정우영 촬영부 계약직 촬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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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직책 업무

13 최국주

디자이너 계약직(디자이너) 이미지 보정

14 추성훈

15 김남영

16 원가희

17 강진화

18 이수정

19 조기성

20 김서윤

21 최혜연

2) 외부전문가 참여 분야

(1) 자문위원

성명 소속 담당 분야 업무

1 서병패 문화재청 전문위원 서지학 실록 전체

2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조선왕조 실록 학술

3 최태호 충북대학교 교수 전통한지, 천연염색 전통한지, 천연염색 분석

4 고연석 국가기록원 학예관 기록학 기술

5 천주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보존과학 장황

(2) 협력업체 - [첨부1 : 약력 소개]

성명 소속 담당 분야 업무

1 문쌍후 전통문화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사 천연염색 비단 및 명주실 천연연색

2 김삼식 문경한지 대표 전통한지(외발) 한지 공급

3 김종연 목우헌 명장 능화문양 전각

4 김천우 상주비단 의직물학 비단 및 명주실 제작

5 박상업 전주대학교 교수(예택 전 대표이사) 물리학(나노) 인쇄잉크

6 홍종진 1999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배첩장 배첩/능화 표지배첩 및 능화

3. 사업범위

실록명 책수 매수 비고

태조실록 13책 329매 비단, 한지, 밀랍, 능화

정종실록 4책 142매 비단, 한지, 밀랍, 능화

태종실록 35책 1,813매 비단, 한지, 밀랍, 능화

실록명 책수 매수 비고

문종실록 12책 448매 비단, 한지, 밀랍, 능화

단종실록 11책 344매 비단, 한지, 밀랍, 능화

합계 75책 3,076매

•  이미지 보정 및 책판형 이미지의 제작 : 면별 이미지를 좌우 2면으로 이미지 통합 후 보정 및 탈색

•  출력 및 인쇄

•  표지 제작 및 선장(장황)

   - 비단 및 능화문 표지 제작

   - 5침 또는 6침 안정법으로 선장

•  결과보고서 제작 : 복본 제작과정, 한지, 기타 재료의 품질검수 등 

4. 자료조사 및 제작 방향

1) 자료 조사  

(1) 『태조실록』 : 총 329매 (밀랍본 8책 204매, 생지본 5책 125매)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19 v.1 1 1 -
31.6×54 

24.1~24.5×39.7~8
내지 72매 72 필사 / 밀랍

규12719 v.2 2 2 ①
31.15×43.2 

26.85×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21매
23

활판심 / 생지

첨지 有

규12719 v.3 3 3 -
31.1×54.25 

23.8~24.3×38.9~39.3
내지 15매 15 필사 / 밀랍

규12719 v.4 4 4 ②
31.8×54 

23.4×38.9
내지 17매 17 필사 / 밀랍

규12719 v.5 5 5 ①
31.2×54.1

23.9~24×38.9

속지 2매(앞1뒤1)

 내지 21매
23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19 v.6 6 6 -

31×54

필사광곽 : 24.1~24.4×

39.1~40.1

활판광곽 : 25.2×38.9

내지 23매 23 필사 / 밀랍

규12719 v.7 7 7~8 ①
31.4×43.3

26.6×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31매(7권 14, 

8권 17)

33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19 v.8 8 9 ②
31.3×53.9

23.6~27.1×35.9
내지 11매 11 필사 / 밀랍

규12719 v.9 9 10~11 ①
31×43.3 

26.5~27.1×35.9

속지 2매(앞1뒤1) 

내지 28매(10권 

11,11권 17)

30
활판심 / 생지 

첨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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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19 v.10 10 12 ②

31.1×54.3

필사광곽 : 

25.2~27.3×39.2 

활판광곽 :

25.2~25.5×39.2

내지 14매 14 필사 / 밀랍

규12719 v.11 11 13 ①
31.4×43.3 

26.7~27×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14매
16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19 v.12 12 14 ②
31×54 

24~24.3×39.2~39.5
내지 35매 35 필사 / 밀랍

규12719 v.13 13 15
②

③

31×54.1 

23.9~24.3×39.6~39.7
내지 17매 17 필사 / 밀랍

(2) 「정종실록」 : 총 142매 (밀랍본 3책 90매, 생지본 1책 52매)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20 v.1 1 1~3 ①
30.8×43.1

26.7~27×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50매(1권 17, 

2권 19, 3권 14)

52
활판심 / 생지

첨지 有

규12720 v.2 2 4 -
27.4×49.3

36.2×19.4

속지 1매 (뒤1)

내지 40매
41 필사 / 밀랍

규12720 v.3 3 5 ②
27.4×49.2

19.4~19.7×36.2
내지 24매 24 필사 / 밀랍

규12720 v.4 4 6 -
27.5×49.6

19.4~19.8×36.3~36.5
내지 25매 25 필사 / 밀랍

(3) 「태종실록」 : 총 1,813매 (밀랍본 27책 1,426매, 생지본 8책 387매)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21 v.1 1 1 ②
30.8~32.9×54.2 

24.1~24.9×39.3~39.9
내지 45매 45 필사 / 밀랍

규12721 v.2 2 2 -
31.3×53.9 

24~24.2×38.85~39.3
내지 34매 34 필사 / 밀랍

규12721 v.3 3 3 -
31.1×54 

23.9×39.5~39.6
내지 48매 48 필사 / 밀랍

규12721 v.4 4 4 ①
30.7×43

 27.1~26.7×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28매
30 활판심 / 생지

규12721 v.5 5 5 ②

30.9×53.9

필사광곽 :

24~24.3×39.2~39.6

활판광곽 :

25.3~25.5×38.1

속지 1매(뒤1)

내지 39매
40 필사 / 밀랍

규12721 v.6 6 6 ①
30.6×43 

26.6~27×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33매
35

활판심 / 생지

첨지有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21 v.7 7 7 ②
31.2×54.2 

24~24.2×39.6~39.8
내지 33매 33 필사 / 밀랍

규12721 v.8 8 8 -
31×54.2 

24~24.2×39.5~39.6
내지 38매 38 필사 / 밀랍

규12721 v.9 9 9
②

③

31.1×54.2 

24~24.2×39.6
내지 34매 34 필사 / 밀랍

규12721 v.10 10 10 -
31.2×54.2 

23.9~24.1×39.5~39.6
내지 39매 39 필사 / 밀랍

규12721 v.11 11 11~12 ②
31×43.3 

26.5~26.7×34.8~36

내지 71매(11권 

32, 12권 39)
71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21 v.12 12 13 ②

31.3×54.2 

필사광곽:

24.2~24.4×39.4~40 

활판광곽:

25~25.6×39.3

내지 48매 48 필사 / 밀랍

규12721 v.13 13 14 -
31.4×54.2 

23.9~24.2×9.3~39.5
내지 60매 60 필사 / 밀랍

규12721 v.14 14 15 -
31.1×54.1 

23.9~24.2×39~39.2
내지 43매 43 필사 / 밀랍

규12721 v.15 15 16 ②
30.9×43 

26.5~26.7×36.5
내지 52매 52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21 v.16 16 17 -
31.5×54.2 

24~24.3×39.2~39.6
내지 64매 64 필사 / 밀랍

규12721 v.17 17 18 ①
30.5×43 

26.7~27×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53매
55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21 v.18 18 19
② 

③

31.3×54.2 

23.9×39.1
내지 80매 80 필사 / 밀랍

규12721 v.19 19 20 ②
31×54.2 

24.1~24.3×39.2~39.6
내지 40매 40 필사 / 밀랍

규12721 v.20 20 21 ②
31.5×54.4 

23.9~24.2×39.1~39.6
내지 48매 48 필사 / 밀랍

규12721 v.21 21 22 ①
30.7×43.1 

26.9~27×35.8

속지 2매(앞1뒤1)

내지 57매
59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21 v.22 22 23 -
31.2×54.3 

24~24.3×39.25~39.5

속지 2매(앞1뒤1)

내지 58매
60 필사 / 밀랍

규12721 v.23 23 24 -
31.1×54.2 

24.1~24.2×39.2~39.5
내지 43매 43 필사 / 밀랍

규12721 v.24 24 25 -
31.5×54.1 

24~24.1×39.3~39.6
내지 45매 45 필사 / 밀랍

규12721 v.25 25 26 -
31.5×54.5 

23.9~24.2×8.9~39.6
내지 66매 66 필사 / 밀랍

규12721 v.26 26 27 -
31.5×54.4 

24.1~24.3×39.6~39.9
내지 62매 62 필사 / 밀랍



26 27제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대체본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21 v.27 27 28 ②

31.1×54.2

필사광곽:

24~24.2×39.1~39.3활

판광곽:

25.2~25.4×38.4

내지 59매 59 필사 / 밀랍

규12721 v.28 28 29 ②
31×43.2 

26.1~26.7×36
내지 50매 50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21 v.29 29 30 ②
31×54.5 23.7~24.5×

39.2~39.4
내지 58매 58 필사 / 밀랍

규12721 v.30 30 31 ②

30.5×52.8 

필사광곽:

24~24.4×39.3~39.5 

활판광곽:

25.2~25.9×9.3~39.4

내지 69매 69 필사 / 밀랍

규12721 v.31 31 32 ①
30.9×43 

26.6~27.3×35.9

속지 1매(앞1)내

지 34매
35

활판심 / 생지 

첨지有

규12721 v.32 32 33 ②
31.4×54.4 

24.1~24.2×39.4~39.7
내지 84매 84 필사 / 밀랍

규12721 v.33 33 34 -
31.7×54.5 

23.9~24.2×9.3~39.7

속지 2매(앞1뒤1)

내지 54매
56 필사 / 밀랍

규12721 v.34 34 35 -
31.2×54.7 

24~24.3×39.3~39.8

속지 2매(앞1뒤1)

내지 94매
96 필사 / 밀랍

규12721 v.35 35 36 -
31.2×54.3 

23.9~24.4×9.5~39.7
내지 34매 34 필사 / 밀랍

(4) 「문종실록」 : 총 448매 (밀랍본 17책 448매)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23 v.1 1 1
③

②

30×54.7 

(24.2~24.4×41.4)
내지 38매 38 활판심 / 밀랍

규12723 v.2 2 2 -
29.9×54.8 (24.2×

41.2)

속지 2매(앞1뒤1)

내지 40매
42 활판심 / 밀랍

규12723 v.3 3 3 -
29.9×54.9 

(24.1~24.6×41.4)

속지 2매(앞1뒤1)

내지 43매
45

활판심 / 밀랍 

첨지有

규12723 v.4 4 4 ②
30×54.8 

(24.2~24.4×41.2)
내지 46매 46 활판심 / 밀랍

규12723 v.5 5 5 -
30.3×54.7 

(24.4~24.5×41.2)
내지 48매 48 활판심 / 밀랍

규12723 v.6 6 6 -
29.9×54.6 

(24.2~24.4×41.5)

속지 2매(앞1뒤1)

내지 27매
29 활판심 / 밀랍

규12723 v.7 7 7 ②
30.1×54.7 

(24.1~24.7×41.7)
내지 37매 37 활판심 / 밀랍

규12723 v.8 8 9 ②
30×54.7 

(24.1~24.5×41.5)
내지 35매 35

활판심 /

밀랍 / 첨지有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23 v.9 9 9 ②
29.8×54.6 

(24.2~24.6×41.3)
내지 39매 39 활판심 / 밀랍

규12723 v.10 10 10 -
29.9×54.6 

(24.2~24.6×41.2)

속지 1매(뒤1)

내지27매
28 활판심 / 밀랍

규12723 v.11 11 11 ②
29.7×54.8 

(23.9~24.3×41.6)
내지 33매 33 활판심 / 밀랍

규12723 v.12 12 12 ⑦
29.9×54.9 

(24.1~24.2×41.5

속지 1매(뒤1)

내지27매
28 활판심 / 밀랍

(5) 「단종실록」 : 총 344매 (밀랍본 10책 309매, 생지본 1책 35매)

청구기호 책 권 능화문 고광 / 광곽 구성 매수 특이사항

규12724 v.1 1 1 ②
29.3×54.5 

(23.8~24.3×40.7)
내지 28매 28 활판심 / 밀랍

규12724 v.2 2 2
③

②

28.9×55.3 

(24.2~24.4×41)
내지 28매 28 활판심 / 밀랍

규12724 v.3 3 3 -

29.2×54.5~54.9 

필사본 활판광곽:

23.9~24.5×40.9~41.1

활판본 활판광곽:

24.7~26.1×40.7~41.4

속지 1매(앞1)

내지 21매
22

활판심 / 밀랍 

첨지有

규12724 v.4 4 4 -
29.2×55.2 

(24.2~24.4×41.2)

속지 1매(앞1)

내지 23매
24 활판심 / 밀랍

규12724 v.5 5 5 -
29.2×55.3 

(24.2~24.4×41.1)

속지 2매(앞1 뒤1)

내지 29매
31 활판심 / 밀랍

규12724 v.6 6 6
③

③

29.2×55.4 

(24.2~24.5×41)
내지 40매 40 활판심 / 밀랍

규12724 v.7 7 7 ①
31.2×42.9 

(26.8~27.1×35.9)

속지 2매(앞1 뒤1)

내지 33매
35

활판심 / 밀랍 

첨지有

규12724 v.8 8 9 -
29.3×55.3 

(24.2~24.4×41.15)

속지 2매(앞1 뒤1)

내지 27매
29 활판심 / 밀랍

규12724 v.9 9 9 ②
29.3×55.4 

(24.2~24.4×41.3)
내지 33매 33 활판심 / 밀랍

규12724 v.10 10 10 ②
29.3×55.5

(24.2~24.6×41.2)
내지 37매 37 활판심 / 밀랍

규12724 v.11 11 11
③

②

29.2×55.4 

(24.2~24.5×41)
내지 37매 37 활판심 / 밀랍

실록 구분 책 수 매 수

밀랍본 60책 2,477매

생지본 15책 599매

총 계 75책 3,07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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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행 및 표지 

실록 간행 표지 선장법 비고

태조실록
세종 27년 8책 비단(감색), 장지(황색) 6침, 5침

현종 5년 5책 장지(황색) 6침, 5침

정종실록
세종 27년 3책 비단(감색), 장지(황색) 5침

현종 5년 1책 장지(황색) 5침

태종실록

세종 27년 27책 비단(감색), 장지(황색) 6침, 5침

선조 39년 3책 장지(황색) 6침, 5침

현종 6년 5책 장지(황색) 6침, 5침

문종실록 성종 4년 12책 비단(감색), 장지(황색) 5침

단종실록
성종 4년 10책 비단(감색), 장지(황색) 5침

현종 6년 1책 비단(감색), 장지(황색) 5침

•  복본 대상 실록은 5대왕 시기에 걸쳐서 간행된 것임

•  각 간행 시기별로 선장법과 지질, 표지 등 제작방법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름

•  실록 본문 내에 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대상 자료 75책에 대한 조사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실록관련 전문가의 분석 및 자문을 통해 문제점 해결

(7) 실록의 제본

실록 제첨 능화문 종류 제본용 실색 개장 여부

태조실록 비단 3책, 종이 10책 2종류 갈색 6책, 홍색 7책 원본 8책, 개장 5책

정종실록 비단 4책 2종류 갈색 1책, 홍색 3책 -

태종실록 비단 15책, 종이 20책 3종류 갈색 8책, 백색 27책 원본 20책, 개장 15책

문종실록 비단 2책, 종이 10책 2종류 갈색10책, 홍색2책 -

단종실록 종이 11책 3종류 갈색1책, 홍색1책, 백색1책 -

2) 제작 방향

•  실록 본문의 규격 및 광곽 크기를 실측하여 원형과 유사하게 제작한다.

•  디지털 이미지를 재가공하여 책판형 이미지를 제작한다.

•  미촬영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이미지 확보 및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를 촬영한다.

•   표지는 감색 비단 및 능화문 장지를 활용하여 전통적 방식 구현한다.

- 비단표지는 흰색비단을 직조하여 원형의 색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형의 색으로 염색

- 능화문 표지는 원본의 문양을 추출하여 복원한 후 능화판을 제작하여 제작

-  장지 표지는 황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원본을 황벽염색을 노화시키는 방법으로 역추적하여 황

벽색깔의 원형 색상을 구현하여 제작 

•  선장에 사용할 명주실 색상과 선침 개수는 원형과 동일하게 한다.

-  원본의 선장되어 있는 실들의 종류를 파악하여 사전조사한 후 자문위원들에게 원형 실을 분석

하여 비단 염색과 같은 방법으로 명주실 염색 

3) 자료조사

(1)  실측조사 

•  원본의 책 사이즈와 두께 실측 및 고해상도의 이미지 제작을 위한 촬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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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보존상태

•  『태조실록』 1책-1(앞)

•  『정종실록』 1책-1(앞), 판심

•   『태종실록』 1책-1(앞) 

•  『문종실록』 1책-1(앞), 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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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실록』 1책-1(앞), 판심

(3) 전반적인 상태

① 표지

•  비단표지의 경우 책마다 색이 동일하지 않다. 당시 염색을 할 때 쪽 염색방법이 다르게 되었거

나 시간에 의한 퇴색, 변색 현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오랜 시간에 의한 비단표지 가장자리의 마모현상이 보인다.

•  장지 표지의 경우도 노화로 인하여,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갈색톤으로 변색되어 있다.

② 선침에 사용된 실

•  실록이 보관되는 과정에서 매어진 실이 손상된 경우 다시 매어졌는데, 원본과 같은 꼬임의 명주가 

아니고 매번 조금씩 다른 종류와 색의 실로 묶여 있으며 비단, 면 등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③ 표제

•  정종실록은 표제가 일반적인 민무늬가 아닌 연화무늬의 비단으로 제작되어 있다.

•   단종실록은 후대에 『노산군일기(魯山君日記)』에서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고쳐 위

에 덧붙여져 있다.

④ 내지

•  밀랍본은 전반적으로 황변화되어 있는데, 책에 따라서는 밀랍의 변색과 경화가 더 진행되어 글

씨와 비슷한 정도로 검게 변한 부분도 보인다.

•  생지본은 밀랍본에 비해 뚜렷하고 양호한 상태이며, 필사본의 경우 글씨의 선명도도 잘 보존되

어 있다.

(4) 표지조사

①  비단 조직 조사

•  각 왕대별로 비단조직을 분석하여 원본과 유사한 굵기와 밀도로 직조하기 위한 분석작업 

•  조사자 : 상주명주 김천우

 

②  비단 색상 조사 : 원본 비단을 보고 변색된 비단의 원형 색깔을 찾기 위한 분석작업 

•  조사자 : 천연염색디자인연구소 문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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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주 실 

•  현미경 사진 : 명주실의 색깔과 굵기를 파악하기 위한 확대 사진

<160배율> - 표지비단 <160배율> - 선침실 1 <160배율> - 선침실 2

천연염색 샘플과 칼라칩을 원본 대조

(5)  조선왕조실록 원지의 물질 특성 4) 

① 세종실록 원지의 SEM 관찰

[그림 1]은 세종실록 원지의 SEM 사진이다. 도침 작업 시 쌀가루를 물에 축여 다듬이질하여 사용함

으로써 원지 표면의 미세 공극들이 충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를 통해서 표면에 미세 입자가 충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세종실록 원지 표면의 SEM 사진(×50)

4) 정소영,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그림 2] 세종실록 원지 표면 섬유 및 충전물 SEM 사진(×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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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침작업으로 인하여 섬유의 표면이 평편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침과 미세 입자(전분)의 충전을 통해 평평하고 고밀도의 한지를 제조함으로써 발묵 및 표면 평활성 특

성을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는 세종실록 원지의 이면으로서 표면과는 달리 도침 시 충전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극에 충전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섬유의 표면은 평편하게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초지에 

사용한 닥풀 등에 기인하는 구상의 전분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지 제조 시 식물성 천연 점

질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원지 제조 연대가 600여 년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원지를 구성하고 있는 닥섬유의 상태는 열화에 

의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호한 상태를 나태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세종실록 원지 이면의 SEM 사진(×200)

[그림 3] 세종실록 원지 표면의 SEM 사진(×1000)

② 세종실록 원지의 요오드 반응

원지의 도침 시 사용된 충전물이 전분계 물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오드화칼륨-요오드 지시약

을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 표면은 섬유표면 및 공극이 자색[그림 5]을 나타냈으며 도침 시 사용한 충전

물이 전분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충전물을 사용하지 않은 이면은 지시약의 색상인 적갈색

[그림 6]을 나태내어 도침 시 충전물은 표면에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세종실록 원지 표면의 요오드화칼륨-요오드 반응 사진(×100)

[그림 6] 세종실록 원지 이면의 요오드화칼륨-요오드 반응 사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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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본 제작에 쓰인 한지의 특성 및 물성

옛부터 1,000년을 넘게 간다는 우리나라 전통한지는 현존하는 여러 기록문화유산을 통해서 그 우수성

이 익히 알려져 있다. 세계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지정되고, 그 밖의 조선왕조 의궤 

등이 지정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중요문화재(국보, 보물) 등을 

보존・관리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우리 전통한지는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닥나무의 채취에서부터 껍질 벗

기기, 닥나무 찌기, 잿물로 씻어내기, 황촉규로 닥풀 만들기, 흘림뜨기(외발뜨기), 종이 말리기 등의 모든 과

정을 거의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외발뜨기의 특성은 일본, 중국의 쌍발뜨기와 비교해서 수축과 팽창이 거

의 없고, 2배접의 경우는 역배접(음양지)으로 되어 있어 더욱 질기고 보존성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

히 조선왕조실록에 쓰여진 한지는 인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지를 쌀가루물에 축여 다듬이질(도침)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무게감도 있고 밀도가 조밀하다. 하지만, 현재 제작되고 있는 국내산 닥나무의 섬유가 

500~600년 전 한지의 섬유질 구성과는 많이 달라져 있고, 쌀풀을 쑤어 도침을 재현할 만한 장인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쌀풀 도침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지표면이 보풀과 잡티 등으

로 현대의 프린터나 옵셋인쇄를 하기에 문제점이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2006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물의 물성적 특성을 

활용하고, 세종대의 평균값으로 조사되어 있는 물성을 토대로 하여 전통한지를 주문 제작하였다. 탁월한 

우리 전통한지의 장점(표면의 질감, 보존성등)은 살리고, 문제점은 최소화하여 본사에서 수년간 연구 개

발한 젤라틴 도포 한지(발명 특허출원 : 표면에 인쇄성을 높이고, 프린터나 옵셋 인쇄기를 고장시키는 원

인을 최소화 함)를 사용하여 복제본에 사용하였다. 

[젤라틴 도포한지와 미도포 한지 물성비교표] 5)

① 기본 물성

두께(mm) 평량(g/m2) 밀도(g/m3)

젤라틴 미도포 0.142 61.3 0.429

젤라틴 도포 0.135 58.2 0.430

② 색 측정

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L* a* b* WI YI Munsell L* a* b* WI YI Munsell

0시간 85.75 1.12 11.55 17.60 23.75 2.0Y 8.5/1.6 82.27 2.06 13.55 7.01 29.10 1.1Y 8.1/1.9

24시간 열화 88.06 1.30 12.74 14.95 25.53 1.8Y 8.7/1.7 83.70 2.49 14.83 3.28 31.41 0.9Y 8.3/2.1

48시간 열화 88.92 1.11 12.06 18.66 23.98 2.0Y 8.8/1.6 84.82 2.32 14.58 4.97 30.49 1.0Y 8.4/2.1

72시간 열화 89.50 1.00 11.56 21.44 22.87 2.1Y 8.9/1.5 85.67 2.16 14.79 4.77 30.49 1.2Y 8.5/2.1

5) 충북대학교 최태호 교수 연구실 제공
*****

③ 색도 분석

젤라틴 미도포

L* a* b* △E

0시간 85.75 1.12 11.55 -

24시간 열화 88.06 1.30 12.74 2.60

48시간 열화 88.92 1.11 12.06 3.21

72시간 열화 89.50 1.00 11.56 3.75

젤라틴 도포

L* a* b* △E

0시간 82.27 2.06 13.55 -

24시간 열화 83.70 2.49 14.83 1.97

48시간 열화 84.82 2.32 14.58 2.76

72시간 열화 85.67 2.16 14.79 3.62

④ 젤라틴 미도포와 도포의 색도

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색도

L* a* b* L* a* b* △E

0시간 85.75 1.12 11.55 82.27 2.06 13.55 4.12

24시간 열화 88.06 1.30 12.74 83.70 2.49 14.83 4.98

48시간 열화 88.923 1.11 12.06 84.82 2.32 14.58 4.96

72시간 열화 89.50 1.00 11.56 85.67 2.16 14.79 5.14

* 전통한지 젤라틴 미도포나 도포한지를 열화시키면 백색도가 약간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음.

⑤ 강도 측정

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Air permeability(sec) 1.13 0.78 0.75 0.62

Tensile 

index(Nm/g)

MD 101.03 77.88 120.53 111.56

CD 109.81 100.21 109.00 100.38

Breaking 

length(km)

MD 10.30 7.94 12.29 11.38

CD 11.20 10.22 11.12 10.24

Elongation(mm)
MD 2.78 2.48 2.93 2.43

CD 2.73 2.38 2.73 2.36

TEA(J/M2)
MD 107.16 72.63 126.67 99.72

CD 114.53 90.86 109.05 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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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index(Nm/g) MD

Tensile index(Nm/g)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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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TEA index(J/g)
MD 1.75 1.18 2.18 1.71

CD 1.87 1.48 1.87 1.48

Burst index(kPa.m2) 423.39 284.31 564.40 279.62

Tear index

(mN.m2/g)

MD 364.00 236.00 250.67 169.00

CD 307.00 232.00 225.00 226.00

M.I.T folding

(times)

MD 793 435 535 518

CD 780 519 562 528

⑥ 인장 강도 - Burst index(kPa.m2)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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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folding(times) MD

  M.I.T folding(times) CD

⑦ 인열강도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열화 전 72시간 열화 후 

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⑧ 내절도

열화전 72시간 열화후 열화전 72시간 열화후 

젤라틴 미도포 젤라틴 도포

*  위의 물성검사 결과 미래영상의 젤라틴 도포는 미도포한 물성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내절도는 오히려 

도포 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Tear index(mN.m2/g) MD

  Tear index(mN.m2/g)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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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1. 1차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1) 일정

•  일 시  : 2011년 8월 9일 오전 11시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자문위원 : 서병패(문화재청 전문위원), 최태호(충북대학교 교수), 양진석(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

예연구관), 고연석(국가기록원 학예관)

- 미래영상 : 김석란 대표, 이수진 디자인 실장, 이미연 디자인 과장, 김진이 디자이너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박숙희 팀장

2) 자문내용

(1) 이미지 확보 및  보정  

사전조사 내용 자문내용

・원본 이미지 대조 및 데이터 이미지 분석 

・책사이즈 측정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2003년 것으로 더 높은 

질의 이미지 확보에 대한 건

・황변 이미지 탈색 시 결락 이미지에 대한 건

・원본의 내용, 사이즈 실측하기

・ 이미지 데이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

에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이미지 보정 시 황변된 부분을 탈색하면 결락되는 부분이 있

어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필요함

▶ 결론 : 고해상도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재촬영하기로 함

(2) 복제할 실록 원본 물성분석 및 복제할 전통한지 물성분석 건

사전조사 내용 자문내용

・태조, 정종, 태종실록 - 밀랍본 및 생지본 분석

・비파괴 방법으로 표면과 이면을 분석 

  (초지 : 흘림 뜨기, 평량, 두께, 밀도, 도침 등)

・ 2006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물성 데이터를 참고할 예정

・ 태조, 정종, 태종실록 종이에 대한 조사된 바가 없고 이러한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이번 기회에 분석하고 복제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함.

・태조, 정종, 태종실록 종이 조사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 

  : 홑, 겹지 여부를 분석하기 어려움

  : 귀중본이기에 부분채취를 하기 어려움

・ 현 상황으로는 이전에 세종실록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때 기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미지 데이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생지본일 경우 번짐이 있어 선명도가 떨어지나, 젤라틴이 도포된 인쇄용 

한지에 인쇄할 경우 번짐이 거의 없고, 젤라틴이 보존성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인쇄용 한지에 인쇄하는 것이 사업 진행과 차후 보

존에 더 알맞을 것으로 의견을 모음.

▶ 결론 : 세종실록 종이를 표준으로 스펙의 물성 검사를 통과한 종이를 젤라틴 도포한 인쇄용 한지로 제작해 사용함.

※ 2006년 조사된 물성데이터 기록

발촉수 발끈폭

조선왕조실록 10~20개 1.5~1.8cm

기본물성 사이즈(cm) 두께(mm) 평량(g/m3) 밀도(g/m3)

조선왕조실록 60×90 0.102 61.300 0.610

 

색상 L* a* b* WI-ASTM

조선왕조실록 75~85 0.7~102 12~20 -

(3) 사용 잉크 특성 및 분석 건

사전조사 내용 자문내용

・프린터기와 최적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정품 잉크 사용 

・안료 블랙잉크는 먹과 같은 탄소이므로 보존성이 높음

  -박상업(전주대교수-물리학, 잉크자문) 

・ 염료는 번지고 자외선이나 외부 영향에 약하므로 안료 잉크를 

사용하되 프린터기에 맞는 정품 잉크를 사용해야 함

・글씨에 윤기가 나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

▶ 결론 : 안료 정품잉크를 사용함, 윤기를 표현하기 어려움

※  일광 내구성6) 

시료구분 일관견뢰도(급) 비고

CYAN(안료) 5 ・ 조광시간 20시간

・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에 의한 급수임CYAN(안료) 2

(4) 능화문양 복원 및 제작 분석 건

사전조사 내용 자문내용

・ 왕조실록 표지문양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지 

문양이 많이 마모되어 있어, 본사에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문양을 다시 검증하고, 문양을 추출 하는 방법으로 복원 할 예정임

・ 보통은 표지 뒷면이 양각으로 되어 문양을 추출하기 용이하나, 실록

은 뒷면에 종이가 붙어 있어 문양을 추출해 내기가 어려움

・실록 표지를 여러 장의 부분 촬영으로 이미지를 복원함

・추출한 문양을 일러스트로 작업

・능화판 판독 의뢰기관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권희 교수팀 

・문양을 능화판에 전각 - 재료 : 나무(김종연 명장)

・문양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 장지에 황벽 또는 치자로 천연염색을 하여 현존하는 

갈변된 실록 표지색깔과 동일하게 외부의 요건(자외

선, 열화 등)을 주어 연대를 추측해 장지에 천연염색을 

하도록 함

▶ 결론 : 문양을 최대한 복원하여 능화판을 제작토록 함

 

6)  내구성이 가장 약한 색상은 파랑(cyan)으로 염료와 안료에 대한 일광 견뢰도 자료이다. 자외선을 20시간 연속으로 쪼인 

상태에서 안료는 5급으로 변색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염료는 2로 변색이 많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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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단조직 및 천연염색의 건

사전 조사 내용 자문내용

・ 명주의 형태분석 : 비단의 굵기 및 직조 상태

  (김천우 상주)  

・명주를 쪽으로  천연염색하여  원형을 구현함

・명주실 소목 염색 : 문쌍후(천연 염색 전문가 의뢰)

・ 국산 누에고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산 누에고치가 실록 표지

에 적합한 명주를 만들기에 부적합할 경우 다시 논의가 필요함

・쪽 염색의 원형의 색깔이 중요함

・ 명주실의 원본 두께와 소목 염색 진행(소목의 붉은 색깔은 견뢰도가 약함)

▶ 결론 : 국산 누에고치를 공급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쪽 염색이나, 소목염색에 있어서는 색깔재현이 중요함 

(6) 제책방법 및 순서 건 

•  속 제본 → 재단 → 표지 만들기 → 표지 밀랍 칠하기 → 구멍 뚫기 → 5침 또는 6침

※  자문회의 결론 : 위의 모든 공정이 확정되면 동시에 발주해서 사업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자문회의 사진

2. 2차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1) 일정

•  일 시  : 2011년 10월 7일 오전 11시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자문위원 : 서병패(문화재청 전문위원), 최태호(충북대학교 교수), 양진석(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

예연구관), 고연석(국가기록원 학예관), 천주연(국립중앙박물관 보존처리 학예연구원)

-  미래영상 : 김석란 대표, 이수진 디자인 실장, 이미연 디자인 과장, 김진이 디자이너 문준경 디자

이너, 최영섭 촬영 및 디자이너, 정우영 촬영보조

샘플 복제본 제작하여 인쇄성을 루폐 및 돋보기로 관찰

2) 자문내용

(1) 이미지 확보 및 보정 건

•  이미지 촬영 및 보정 방법

- 현재 미래영상에서 원본 실측과 함께 이미지 촬영 중

- 태종 및 세종대의 황변화가 심해 황변을 걷어내 작업할 시 글씨의 결락 손상에 관한 건

- 표지 이미지 미확보 

→  해결방법 :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 스캔으로 결락된 이미지 보완 및 표지 능화문양을 추출하

여,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함

자문 받을 내용 자문내용

・원본의 내용, 사이즈 실측하기

・이미지 보정한 데이터와 원본 비교 

  (광곽선, 판심, 첨지 등의 문제)

・ 황변된 부분을 탈색하면 결락되는 부분

에 대한 이미지보정 자문이 필요함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촬영과 실측에 주의하여 촬영한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사이즈보다 더 크게 촬영된 이미지(실

사이즈 300dpi)이므로 좀 더 선명하게 복제 이미지 작업이 가능함

・ 그러나 황변 이미지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씨의 결락이나, 삐침 등의 

훼손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혹시 글씨의 판독이 어렵다 하더라

도 이미 영인되어 있는 책 속에 글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하다.

・ 실측 시 발생되는 문제 중에 삐뚤어진 광곽선은 다른 쪽의 광곽선과 같이 한다. 

또 판심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부분은 비슷한 위치를 정해서 맞추도록 한다. 또한 

첨지는 현존하는 원본의 상태대로 표현한다. 

 

(2) 복제할 실록 원본 물성분석 및 복제할 전통한지 물성분석 건

     •  사전조사 내용

-  태조, 정종, 태종실록 : 밀랍본 및 생지본 분석

   비파괴 방법으로 표면과 이면을 분석(초지 : 흘림 뜨기, 평량, 두께, 밀도, 도침 등)

-  2006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물성데이터와 이번 사업에 쓸 한지의 물성 분석

비교

구분 발촉수 발끈폭

조선왕조실록 10~20개 1.5~1.8cm

2011년 실록 한지 25.8개 1.6cm

 

색상 L* a* b* WI-ASTM WI-ASTM

조선왕조실록 75~85 0.7~102 12-20 - -

2011년 실록 한지 80.58 -0.28 8.81 7.50 22.98

기본물성 사이즈(cm) 두께(mm) 평량(g/m3) 밀도(g/m3)

조선왕조실록 60×90 0.102 61.300 0.610

2011년 실록 한지 88×60 0.140 60.29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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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 실록 한지

Formation(LT) -

Air permeability(sec) 1.2

Tensile index(Nm/g)
MD 100.4

CD 76.4

Breaking length(km)
MD 10.24

CD 7.79

Elongation(mm)
MD 2.14

CD 1.68

TEA(J/M2)
MD 105.8

CD 74.4

TEA Index(mJ./g)
MD 1.755

CD 1.234

Burst index(kpa.㎡/g) 7.9

M.I.T Folding(times)
MD 2160

CD 695

자문 받을 내용 결정 사항

・ 세종실록 종이를 표준으로 스펙의 물성을 검사한 결과 큰 

편차가 없으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본 사업에 쓸 한지

는 제작준비 완료

・ 2011년 조선왕조실록 복제본으로 사용될 한지 : 문경 김삼식선

생이 제작(음양지, 외발)한 한지로 위의 표와 같은 물성 분석을 

통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3) 능화문양 복원 및 제작 분석 건

•  사전조사 내용

-  각 왕대별로 비단과 3종류의 문양이 있는데, 3종류의 문양 중 2종류는 모양이 비슷하여 추출하

기에 용이하였으나, 1종류는 아직 그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고해상도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 

추출하여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확보, 능화판을 제작하려고 함

- 문양을 능화판에 전각

- 재료 : 은행나무 - 김종연(명장)  

- 장지표지의 천연염색 황벽, 황벽+치자(1:1), 치자의 색깔을 세 가지로 샘플 제작하였음

 (2011년 9월 25일 ~ 30일)

자문 받을 내용 자문 내용

・장지표지 색깔 지정

・능화하는 방법

・ 삭힌 풀에 대한 자문 - 소맥전분을 4개

월 삭혀 사용함

・ 위의 3종류의 천연염색(황벽, 황벽+치자(1:1), 치자)은 너무 채도가 높아 열화를 시

켜 약간의 갈색으로 하기를 권함

・ 3~4겹의 한지를 능화판에 두드려 풀을 바른 후 능화문양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장

지 표지를 구현하기로 함

・사용하는 풀은 삭힌 풀의 부패를 제거해 낸 순수 정제된 풀로 제작해야 함

(4) 비단조직 및 천연염색의 건 

사전분석 및 자문 받을 내용 자문내용

・ 명주의 형태분석 : 비단의 굵기 및 직조 상태를 조사, 분석한 후 두 

종류로 직조하였음.

・ 명주 쪽 염색 : 문쌍후(천연 염색 전문가 의뢰) : 샘플 쪽 염색 10가

지 색을 염색하였음.

・ 명주실 소목 염색 : 명주실 굵기는 원본 실의 굵기에 근접하게 하

고, 원래의 색과 소목 염색 샘플 제시

・비단쪽 염색은 샘플 1-1로 결정함

・명주실은 그대로 하되 명주실 염색은 좀 더 부드럽고,

  명도가 더 맑은  빨강으로 하기를 권함

※ 비단직조 샘플(2종) / 쪽 염색 샘플(10개)

(5) 제책 방법 및 순서 건 

자문 받을 내용 자문 내용

・ 속 제본 → 재단 → 표지 만들기 → 표지 밀랍 칠하기 → 구멍 

뚫기 → 5침 또는 6침

・ 속제본은 드릴로 뚫고, 겉 표지는 송곳으로 뚫으며, 구멍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뚫는다.

(6) 자문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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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록복제 실측 후 관련 논의사항 및 결정 사항

(1) 실

자문 받을 내용 결정 사항

・실은 각 종류별로 조사하고 기록함 ・복제에 해당하는 실록 전량을 명주실로 제책하기로 함

(2) 정종실록의 표지

자문 받을 내용 결정 사항

・원본 조사 결과 모두 명주로 되어 있으며, 연꽃무늬가 짜여져 있음. ・비슷한 크기의 연꽃문양 명주를 표제로 쓰기로 함

 붉은 실(면으로 추정)  황토색 실(명주로 추정) 흰색 실(견으로 추정)

(3) 장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사이즈

자문 받을 내용 결정 사항

・ 밀랍본은 광곽도 필사이기 때문에 각 장마다 사

이즈의 차이가 있음 

・ 각 장별 세부적 사이즈 조정은 사업 진행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오차의 

평균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광곽의 기준점을 맞추고자 함

 

예1) 태조실록 1책의 내지에 대한 실측 예2) 태조실록 10책

매수 72장

・1장 : 광곽 필사본

・2~12장 : 판심 있음 - 장마다 판심의 위치가 많이 차이남

・13, 14장 : 광곽 필사본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판심의 위치를 원본과 동일하게 하기

를 원함. 자문회의에서 논의함

고광 (세로×가로) 54×63.2cm

광각 (세로×가로)
약 39.75×24.1cm(1쪽)

약 39.75×50.8cm(양쪽)

판심 가운데 폭 약 1.55~1.85cm

여백
위 7.75~7.85cm

아래 6.45~6.75cm

종이
재질 초주지, 밀랍

두께 0.19~0.23mm

 

(4) 첨지

자문 받을 내용 결정 사항

・본래 첨지가 많았으나 현재 많이 소실되어 없어진 상태임 ・현존하는 상태로 하기로 함

①  일부 첨지를 붙였던 풀의 흔적이나 약간의 종이가 남아 있는 경우 : 비치는 글씨를 살려 깨끗한 

상태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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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태조실록 9책 예2) 태조실록 11책

・2003년 이미지엔 첨지가 있었음 

  → 현재는 소실되어 없음(박숙희 팀장, 권재철 선생 확인) 

・ 5장에 用을 종이 첨지가 가리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항들

은 가려져 있는 부분을 첨지 없이 그대로 복제 후 첨지를 별

도로 제작하여 부착하겠음.

②  종이에 쓰여진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 일부분만 복제하여 첨지

로 만들어 붙임.

③  밀랍본에서 밀랍으로 된 첨지가 약간 남아서 책에 붙어버린 경우 : 책에 붙어진 그대로 한 장으로 

만들어 복제.

태조실록 12책 : 완전히 붙어버린 밀랍 첨지가 있음

(5) 두 가지 이상의 종이가 한권을 이루고 있는 실록의 복제

자문 받을 내용 결정사항

-
・세종대 종이로 하기로 하였기에 한 종류로 함

예) 태조실록 6책, 태조실록 10책, 태종실록 5책, 태종실록 11책 등

(6) 구겨져 눌려 있는 장

자문 받을 내용 결정사항

-
・ 원본이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펴진 상태로 촬영 이미지 보

정을 요함

3. 3차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1) 일정

•  일 시 : 2011년 12월 8일 오후 5시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자문위원 : 최태호(충북대학교 교수), 양진석(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 미래영상 : 김석란 대표, 이수진 디자인 실장 

2) 자문내용

(1) 장지표지의 원형 색깔에 대한 자문 내용

자문 받을 내용 자문내용

・ 장지표지의 원형색의 천연염색 재확인  

  : 2차 자문회의에 제시했던 샘플 제시

  -  황벽, 치자, 황벽+치자(1:1) 천연염색 샘플

・ 최태호 자문위원이 진행한 노화측정 실험결과 황벽이 원형에 가장 가깝다는 의견 제시

   : 노화시켜 색깔원형을 역추적함

   : 황벽 염색은 72시간 후 변화가 적어 표지색으로 적합하다고 함(사진 참조)

・ 양진석 자문위원의 문헌기록 조사와 실록제작 당시 황벽 천연염색 하였음을 확인함 

 예) 태종실록 1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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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염색 한지의 열화 시험

•  [열화 : 황벽]

•  [열화 : 치자]

•  [열화 : 황벽+치자]

(2) 능화 및 제책에 대한 자문

자문 받을 내용 자문내용

・능화하는 방법

・제책하는 방법

・ 능화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그 기법이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표지문양은 음각으로 되어 있어 

예전 방법으로 수작업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 수동인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음각의 능화를 

하기로 함

・ 실의 꼬임의 정도는 현미경 사진을 참고로하여 밀랍을 발라가며 꼬았음. 또한 선장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 강도를 세게 하여 묶지 않기를 권함

 

(3) 전통 한지의 도침 및 젤라틴 도포한 한지에 대한 자문

자문 받을 내용 자문내용

・전통한지 도침 및 젤라틴 도포한 한지

・  전통한지에서의 도침은 예나 지금이나 종이표면의 평활도를 높이고, 인쇄적성을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풀 등을 쑤어 한지에 바르며 두드리는 것으로서 밀도가 

0.7G/M3 이상까지 올라가는 매끈한 한지를 만들기 위해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쌀

풀을 도침에 이용하면 곰팡이균을 발생시켜 오히려 종이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그

냥 도침을 해서 밀도가 0.7G/M3을 넘어가면 종이 섬유가 파손하여 오히려 보존성

을 훼손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고서화를 통해서 본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래영상의 발명특허인 젤라틴 도포의 농도는 보존성을 해치는 데 영

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젤라틴의 특성상 인쇄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보존성

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4) 자문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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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선

광곽

 Ⅴ. 복제본 제작과정

1. 이미지 보정

1) 이미지 보정 작업

① 실측은 각 책에서 앞, 뒤와 중간의 부분으로 평균값을 내어 가이드 선을 정한다. 

②   원본사진 이미지는 책 외곽선으로 트리밍하여 가이드의 책 외곽 상, 하 기준선과 중앙에 맞추어 

양쪽 페이지를 붙인다.(제본되는 양쪽부분 외곽은 맞출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세 변을 맞

춘다. 가로, 세로를 동일비율로 조정)

③   가운데 판심은 접힌 부분이 틈이 벌어지므로 판심을 따로 촬영한 것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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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촬영한 원본 사진이미지는 최대한 부분적인 스케일의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과 다

르게 심한 왜곡이 생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수정 지침을 정한다. 

•  책의 굴곡에 따른 광곽의 왜곡(곡선으로 휘는 현상) : 가이드선에 맞추어 직선으로 교정한다. 

이때 광곽의 가로 폭은 가이드선에 기준하여 맞추고 상하의 곡선으로 휘어진 부분만 수직으로 

이동하여 교정한다.

•  책의 굴곡으로 인해 가로 폭이 좁아지는 현상 : 원본보다 사진 이미지에서 폭이 좁아졌기 때문

에 기준 가이드선(실측한 평균 광곽의 폭)에 맞추어 가로 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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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광곽 필사본의 경우 각 장마다 광곽의 크기가 다르므로, 기준되는 세 변(2번 내용 참고)을 맞추

어 채운 후(가이드 중앙 판심부분이 책과 평행으로 들어가게함), 광곽의 시작점부터 각 권마다 기

준으로 정한 폭의 크기를 맞춘다. 또한 접는 중심선에서 광곽 세로선 사이도 같은 간격으로 한 책 

전체를 통일하여 맞춘다.

⑥   광곽 인쇄본(원본)의 경우 광곽의 크기는 동일하나 각 장의 광곽이 찍힌 위치와 중심선의 접힌 위

치가 약간씩 불규칙하므로, 책의 외곽 트리밍을 최대한 가이드선에 맞추고 광곽이 기울어 찍힌 것

은 기울어진 그대로 원본대로 간다. 전체 광곽 사이즈에서 폭이 줄어든 것(촬영 시 굴곡으로 인해)

에 대해서만 폭을 가이드선에 맞추어 조정한다.

⑦  광곽의 하단 높이는 책별로 평균적인 하나의 기준선에 맞추어 준다.(광곽 필사본, 광곽 인쇄본 모두)

⑧     밀랍의 황변된 색과 오염 물질을 이미지 보정 작업에서 제거하고, 글씨의 선명도를 높여 한지의 

퍼짐없이 인쇄할 수 있게 만든다.

2) 보정작업 완료 후 출력한 복제본 원본 대조



60 61제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대체본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2. 인쇄용 한지

1) 전통 수록한지 인수

① 생산자로부터 복본용 전통 수록한지를 인수

• 전통한지 주문제작 : 외발뜨기 음양지 

      (스펙 : 2합, 무게 : 45~55g/m2, PH농도 : 6.5~7.5, 두께 : 0.07~0.10mm)

•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종이를 만드는 제조기법

으로 전통한지를 제작하여,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어진 외발뜨기 음양

지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이 과정은 닥나무의 채취에서부터 껍질 벗기기, 닥나무 찌기, 잿물로 

씻어내기, 황촉규로 닥풀 만들기, 종이뜨기(외발뜨기), 종이 말리기 등의 모든 과정을 거의 수작

업으로 진행한다. 

② 인수한 전통 수록한지 수량 검수

2) 품질 검사 의뢰

①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 의뢰

• 최태호(충북대학교 교수 - 전통한지 제조 및 한지 천연염색 연구실 지정) 

② 문경한지 물성검사 내용

사이즈 88×59cm 밀도 0.39g/m3

두께 0.104mm 발촉 수 26개

평량 50.53g/m2 발끈 폭 1.6cm

3) 한지 재가공(도포처리)

① 출력 및 인쇄가 가능하도록 수록한지 도포 처리

•  본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활용(특허 제0515397호)  

•  젤라틴을 이용한 특허기술로 인쇄가 불가능했던 한지

를 인쇄 및 프린트가 가능하도록 한 신기술

L* a* b* WI-ASTM

81.83 2.02 13.51 18.47

② 건조 및 합착

•  전통 수록한지 도포 후 음지에서 자연 건조

•  인쇄용 전통한지의 평활도를 위하여 압착

4) 품질 검수 및 재단

•  압착 후 인쇄용 한지 재단 이전에 품질 검수

•  한지 제조 시 또는 도포 시 발생한 결합 제거

•  출력(인쇄)용 한지 규격으로 재단

3. 인쇄

1) 인쇄용 한지 준비

•  재가공 처리된 출력용 한지 준비

•  생산자별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책별로 한지를 배분

2) 출력

① 왕대별 책별로 낱장 출력

② 전용 출력기를 이용

•  한지 출력은 출력 전용 플로터를 이용함

•  낱장 출력 방식을 이용해야 하며, 롤 단위나 여

러 장을 셋팅하여 출력하지 않음

•   출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지에 잉크가 흡착할 

수 있도록 시간의 유격을 둠

•  종이의 색상이 한 책 내에 혼합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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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검수

•    출력된 한지는 각 실록별로 100% 품질검수를 진행함

- 종이의 눌림이나 겹침 현상

- 잉크의 번짐이나 미흡착 현상

- 출력내용의 비틀림 또는 왜곡

- 불량은 즉시 재출력함

 4) 사용 잉크

•  출력 전용 플로터에 사용하는 잉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

•  중성 성분의 잉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잉크의 흡착률 및 열화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잉크 개발 추진

•  자문회의를 통해 안료잉크의 일괄내구성 검증

Epson Stylus Pro-7900 정품잉크

평균 크기가 300mm 정도의 안료 덩어리가 출력됨 

안료의 물리적 모양 : Pigment Yellow 74

성분(Black) 함량(%)

Black pigment 2 ~ 4

Resin 2 ~ 6

Solvent 90 ~ 96

성분(Color) 함량(%)

Color pigment 1 ~ 4

Resin 2 ~ 10

Solvent 86 ~ 97

잉크의 조성비

4. 표지 제작

1) 비단 표지 제작

(1) 자료조사 : 단종실록 5책(앞, 뒤) 장황직물・색도자료

• 직물조사자 : 김천우 

• 색도조사자 : 문쌍후

①  단종실록 5책 1차 염색과정

·  염색대상 :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5책 외 

·  염색시료 : 견직물(熟紬, 2종류)

·  염색기간 : 2011. 12

·  염료재료 : 니람, 황벽, 천근 외

·  염색조건 : o.w.f 7) 20~300%

·  염색온도 : 30℃, 60℃(30분 ~ 1시간)

·  측정기구 : Minolta, CM 2500d

·  측정조건 : D65, 10°, 3회 평균 측정

[단종실록 5책 색도조사 자료]

유물 번호 유물 종류 직물 종류 조사 내용

국보 제151호 단종실록 5책 견직물(익명주) 염색성 기초조사

구분 색도조사 범위

앞면

L＊ 

a＊ 

b＊

55.26
-3.38 
5.81

54.50 
-3.46 
3.42

57.62
-3.83ㅈ
2,55

H 
V
C

4.38GY 
5.36 
0.91

9.31GY 
5.5 
0.74

1.04G
 5.59
 0.70

L＊ 
a＊ 
b＊

54.39 
-2.44 
7.95

52.24 
-4.85 
-1.95

56.39 
-3.91 
1.06

H 
V 
C

9.75y
5.28 
1.10

9.34BG 
5.07 
1.10

7.12G 
5.47 
0.71

L＊ 
a＊ 
b＊

50.84
 -4.25 
1.31

51.54 
-4.97 
-2.77

52.06 
-4.38 
-0.18

H 
V 
C

6.14G 
4.99 
0.84

2.13G
4.99 
0.84

3.28BG
5.05
8.87

L＊ 
a＊
b＊

58.06 
-3.73 
4.34

52.73 
-4.68 
-0.90

46.24 
-3.51 
4.27

H 
V 
C

7.09GY 
5.64 
0.79

5.46BG
5.09
0.97

6.58GY
4.48 
0.83

7) o.w.f(on the weight of fiber) : 섬유 중량에 대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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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색도조사 범위

뒷면

L＊

a＊

b＊

56.91 
-3.09 
4.39

53.21 
-4.26 
1.11

54.82 
-3.61 
1.84

H
V 
C

5.79GY
 5.52 
0.73

7.30G 
5.16 
0.79

2.75G
5.32 
0.62

L＊
a＊
b＊

56.10 
-3.59 
1.19

49.72 
-4.82 
-3.70

55.09 
-4.19 
-0.88

H 
V 
C

5.72G 
5.44 
0.64

2.68B 
4.82 
1.38

5.90BG 
-4.19
-0.88

L＊
a＊
b＊

55.04 
-4.25 
0.55

52.81 
-4.82 
-3.79

52.51 
-4.76 
-1.37

H 
V 
C

0.05BG
 5.34 
0.80

3.00B 
5.02 
1.40

6.93BG
5.09
 1.02

L＊
a＊
b＊

53.74 
-3.56
 4.10

54.98 
-4.49 
-6.64

54.90 
-4.62 
-0.51

H 
V 
C

7.06GY 
5.21 
0.79

8.21BG
5.33 
1.00

4.41BG
5.33
0.92

견사

L＊

a＊

b＊

66.17
 3.93
 5.63

64.45
3.77
4.99

H 
V 
C

3.42YR
6.45 
1.28

2.98YR 

6.18 

1.16

[단종실록 5책 염색과정]

구분 과정

사용

염료

추출

니람 니람염액 황벽 천근 外

시료

처리

과정

직물

염색

과정

견사

염색

결과

②  단종실록 5책 장황 직물의 제직 특성 분석

종 류 얇은 직물(1) 두꺼운 직물(2)

직물 시료
경사 견사(絹絲) 100%(국내산) 견사(絹絲) 100%(국내산)

위사 견사(絹絲) 100%(국내산) 견사(絹絲) 100%(국내산)

실의 굵기(섬도)
경사 140D / 단사 180D / 단사

위사 140D / 2합사 180D / 2합사

실의 꼬임(tpm)
경사 무연사 무연사

위사 150 150

제직 밀도(올/in)
경사 47 47

위사 67 65

직물 너비(폭)

폭너비 37

내폭너비 36.6

식서너비 0.2mm

직물 조직 평조직 1상 / 1하의 평직물

직기 종류 견직기
현재 평조직 견직물을 짜는 직기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본 시료는 바디 1간격당 2올로 짜여진 직물임

[단종실록 5책 직물의 제직 특성 분석]

종 류 내 용

실의 종류 국내산 무연사로 21D 25합사를 정련한 숙사(熟絲)

실의 굵기(섬도) 21D / 25합사

실의 꼬임(tpm)
Z꼬임 약 900

S꼬임 약 950

(2) 흰색 비단을 직조 또는 구입한 후 쪽염색하여 원본의 색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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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지 표지 제작

(1) 능화문 종류

•  본 사업 대상인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에는 4종류의 능화문양이 사

용되었음

책별 종류

능화 1

・태조실록-2책, 5책, 7책, 9책, 11책

・정종실록-1책

・태종실록-4책, 6책, 17책, 21책, 31책

・단종실록-7책

능화 2

・태조실록-4책, 8책, 10책, 12책, 13책(앞) 

・정종실록-2책

・태종실록-1책, 5책, 7책, 9책(앞), 11책, 12책, 15책, 18책(앞), 19책,  20책, 27책, 28책, 29책, 30책, 32책

・문종실록-1책(뒤), 4책, 7책, 8책, 9책, 11책

・단종실록-1책, 2책(뒤), 9책, 10책, 11책(뒤)

능화 3

・태조실록-13책(뒤)

・태종실록-9책(뒤), 18책(뒤)

・문종실록-1책(앞)

・단종실록-2책(앞), 6책, 11책(앞)

능화 4 ・문종실록-12책

(2) 황벽염색                                                   (3) 배첩

(4) 능화판 제작(실록 표지에서 능화문양 추출)    

•  레이저로 조각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  

으로 서각 

(5) 능화판에 장지 표지를 문질러 문양을 찍음 

(6) 능화문양 종류

•  능화 1     •   능화 2

•  능화 3     •   능화 4

3) 표지용 한지(장지) 제작

•  비단 또는 능화문 표지의 속지에 들어갈 한지 제작 

-  표지용 한지(장지)수 : 75책×2매(앞면, 뒷면)=150매

- 속지 : 75책×2매=150매(58×850cm)

-  비단 소요량 : 29책×2매×60cm=3,480cm(가로변(35cm) 기준 평균치로 계산)

- 능화문 장지 : 46책×2매(40×62cm)=92매(1매 당 4합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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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장(장황)

1) 선장(장황)방법  

①  출력 한지 접기 : 출력(인쇄)이 완료된 한지는 

품질 검수 후 접는다.

② 왕대별 - 책별 분류

③  한지 심 박기 : 겉표지 안쪽에 배접될 속지를 

삽입하여 내지와 같이 속제본한다.

④  표지마감 : 마감 처리된 표지는 규격보다 사방으로 1~2cm 크게 재단한다. 표지 안쪽으로 규격에 맞추

어 접어 넣는다.

•   『조선왕조실록』 원본의 크기가 왕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표지를 재단할 때에는 각 책

별로 표지를 대고 접지할 선을 그은 다음 안으로 접어 넣을 부분을 감안하여 잘라낸 뒤 모서리 

접기를 한다.

⑤ 선창(꿰매기) : 원본과 일치하는 위치에 구멍을 뚫어 오침 및 육침 안정법을 한다.

⑥ 한지 덧붙임 : 표지에 배접되는 속지를 표지 안쪽 삼면 가장자리에 풀로 부착한다.

⑦ 제첨지 제작, 부착 : 책 제목(표지) 첨지 제작 및 부착

⑧ 완성된 책 눌러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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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수

1) 검수단 구성

•  구성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사학 전공)

•  검수지 양식

검수일 검수자
총면

청구기호 자료명

페이지 구분 비적합 항목 검수내용 조치

규격 □ 책 □ 광곽 □ 판심 □ 글자

제책 □ 원본일치 □ 종이두께

표지 □ 천의 올굵기 □ 문양 □ 색상

인쇄 □ 글자탈락 □ 페이지 순서 □ 선명도 □ 도장

•  검수 내용 : 비적합 항목에 대한 상세 기재

•  조치 사항 : 검수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 기재

2) 검수

검수일정 실록명 검수원

11월 22일
태조실록 1, 2, 3, 4, 5, 8, 9, 10, 11, 12, 13

정종실록 1, 2, 3, 4

정동훈, 조낙영, 양선비, 고바야시 타쿠야, 

이현주, 김은주, 김영인, 정진숙

11월 25일

태조실록 6

정종실록 2 

태종실록 2, 3, 4, 5, 6, 7, 8, 9, 10

이현주, 정진숙, 정동훈, 김수진, 김은주, 

정희찬, 정성학, 고바야시 타쿠야

11월 28일 태종실록 1, 11, 12, 13, 14, 15, 16, 20
김수진, 김영인, 고바야시 타쿠야, 이현주

김은주, 정동훈, 정성학, 양선비

11월 30일 태종실록 18, 19, 21, 24 정성학, 정희찬, 김영인

12월 5일
태종실록 16, 17, 22, 23, 29, 35

문종실록 2, 3, 4, 5

김영인, 이현주, 정동훈, 김수진, 정희찬, 

정진숙, 정성학, 보가야시 타쿠야, 양선비

12월 6일

태종실록 25, 26, 31, 34

문종실록 1

단종실록 1, 2, 3, 4, 5

조낙영, 이현주, 정동훈, 김은주, 김수진,

정희찬, 고바야시 타쿠야

12월 8일
태종실록 27, 28, 29, 30, 33

문종실록 6, 7, 8, 9

정동훈, 김은주, 김수진, 정진숙, 양선비

정희찬, 정성학, 김영인

12월 9일

태종실록 32

문종실록 10, 11

단종실록 6, 7, 8, 9, 10, 11

양선비, 조낙영, 고바야시 타쿠야, 정성학

정희찬, 정동훈, 김은주, 이현주

12월 12일

태조실록 7

태종실록 10

문종실록 12

김수진, 조낙영

검수일정 실록명 검수원

12월 13일

태조실록 1, 2, 4, 5, 6, 7, 8, 9, 10, 11, 13

정종실록 1, 2, 3, 4

태종실록  7, 8, 9, 11, 15, 16, 18, 21, 22, 31, 32, 35

문종실록 2, 6, 7, 8, 10, 11

단종실록 1, 2, 3, 4, 5, 6, 7, 8, 11

이현주, 정동훈, 김수진, 정성학, 김영인

12월 14일

태조실록 3, 12

태종실록  1, 2, 3, 4, 5, 6, 9, 10, 12, 13, 14, 17, 19,  

20, 23, 24, 25, 26, 27, 28, 29, 30, 33, 34

정종실록 4

문종실록 1, 3, 4, 5, 9, 10, 12

단종실록 6, 9, 10

조낙영, 이현주, 양선비

3) 검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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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요 기록문화재들의 복제본 제작이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검토・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선두에 서서 어려운 시작을 하였음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복제본 제작을 

하는 당사로서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 기록문화재들의 복제본 제작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고, 사

업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업은 유일본으로 남아 있는 전주사고본의 조선왕조실록 복제로 밀랍본이 많았는데, 밀랍으

로 인해 훼손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복제본 제작에서는 현상복제가 아닌 원형복제로 진행하였다. 즉 밀

랍을 이미지 보정작업으로 걷어내어, 한지 원지에 검은 글씨만을 추출해서 인쇄하고 장지표지, 비단표지, 

선장의 실들은 원본을 분석하여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사적・과학적 분석에 근거

한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추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는 한계가 있어 시행착오는 

어쩌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했다고 사료된다.

유일본인 조선왕조실록을 촬영하고, 복제하기 위해 원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감격적인 

일이였고, 실측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 열람 방

침에 최대한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였다.

실록의 이미지 보정작업을 마치고 출력하여 기본제책 후 검수팀의 검수를 받았는데, 제작 후반부에 

검수받기보다는 차라리 사업 초기에 실록의 복제본 샘플을 제작하여 사업 시행자와 검수팀 그리고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실무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작방향의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좀 더 

확실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검수팀의 검수 기준

도 개인별로 주관적인 부분이 다소 있으므로, 검수단의 개별적인 판단기준에 조금 더 객관적 기준이 적

용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사업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높은 기술력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그 과정 

중에 나타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나갈 것이며, 좀 더 나은 미래영상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관하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실무팀을 비

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첨부 문서

제작 참여자 약력 소개

1. 비단 및 명주실 천연 염색

•  문쌍후 : 문쌍후천연염직디자인연구소 대표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809번지 구반포아파트 상가 1블럭 15호

•  약력

- 서울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계승발전 지원사업 선정자(2003~2004, 2007년) 천연염색 부문 선정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제25~31회 천연염색 부문 입상

- 중요 무형문화재 제115호 윤병운 염색장 전수자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2008 세계여성발명대회 전통 염직물분야 은상 수상(코엑스 태평양홀)

- 2009 제25회 대한민국전통미술공예대전 우수상

- 2011 제31회 한국전통공예명품전 출품전시(국립진주박물관 두암관 기획전시실)

- 주요저서 : 아름다운 우리전통<천연염색>, 미진사, 2011

2. 문경한지

•  김삼식 :  경북도지정 문화재 지장인 / 문경한지 대표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22번지

•  약력

- 1999 삼식지소(三植指所)라고 이름붙인 작업장을 마련, 아들 춘호가 기술 전수

- 2005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3-나호 지정

-  전통적인 메밀짚 잿물을 이용하여 사고지(소지), 이물지, 삼합지, 두장무이, 석장무이(장판지) 등

의 전통한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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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화판 문양

•  김종연 : 목우헌 대표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태조로 8

•  약력

- 목침 기능전승자 제05-02호

- 1991 제9회 한국예술대제전 대상(세종문화회관)

- 1992 제15회 전라북도 공예대전 대상(전북예술회관)

- 2001 제33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종합대상

- 2007 스페인 마드리드 문화교류전, 대한민국 기능전승자선, AMANO GALLERY(OSAKA), 

    한국공예작가 100인 초대전

- 2009 한국공예 100인 초대전(코엑스)

-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심사 및 심사장 역임

4. 비단 및 명주실 제작

•  김천우 : 상주명주 대표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62번지

•  약력

- 삼베의 고장 상주명주의 명맥을 잇고 있음

- 천연염색용 명주와 명주수의, 한복지를 생산, 판매

- 2011년 2월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표창장 수상

5. 배첩 및 능화

•  홍종진 : 1999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배첩장 

•  약력

- 2004 청주시 배첩 전수교육관 관장

- 제1회 유네스코 직지상 상장 제작(체코 국립도서관 소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세계도서전 FBF 장정 시연

- 2007 대한민국 국새제작단 의장품 실행위원(배첩장)

   제2회 세계유네스코 직지상 상장 제작(오스트리아 과학기술원 음성기록보관소 소장)

   유엔본부 특별전(직지 장정 전시)

- 2008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도침, 장정)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국새제작)

- 2010 캐나다 벤쿠퍼 동계올림픽 한・캐나다 공예특별전 장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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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등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주)다해미디어

• 사 업 명 : 의궤 등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7월 8일 ~ 2011년 12월 10일

1. 사업 목적 및 복제대상 자료

1) 사업 목적

• 원본과 동일한 재질, 형태로 원형 복제하여 원본 대용으로 활용

• 이용으로 인한 고문헌의 훼손 방지와 유사시에 대비한 유일본자료의 복본 제작

2) 복제대상 자료 목록

• 송조표전총류 권7(宋朝表牋總類 卷七)

태종 3년(1403)에 경연고주(經筵古註)의 시·서·춘추좌씨전을 

저본으로 주성한 계미자본으로 태종 연간(1403~1418)에 인출된 

책이다. 주로 계미소자를 사용하여 인출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제1~12장의 영본(零本) 1책으로서, 판식은 상하단변, 좌우쌍

변, 반엽(半葉)의 크기는 23.1×14.3㎝이며, 8행 자수부정(字數不

定), 주쌍행(註雙行),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 전체크기 

29.0×19.0㎝이다. 판심서명은 ‘송표(宋表)’라 되어 있다. 전체 12장 

중 제10·11·12장의 광곽(匡郭) 상변(上邊) 좌단부 일대의 서미

(書眉)와 본문의 일부가 파손되고 권말 책장의 뒷면 백지(본문이 

없는 뒷면 반장)가 결락되어 있다. 원표지는 없고 책의 앞뒤에 여

지 1매를 각각 삽입한 다음 황색 표지를 사용하여 홍사(紅絲)로 

오침안정법에 의해 개장한 선장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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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년(영조 19) 윤 4월 7일에 영조가 반궁에서 행한 대사

례에 대한 기록이다. 목록은 어사례도·시사례도·시사관상벌

도·대사례도해·제집사급시사관좌목·계사·의주·이문·감결·

물목·대사례기·의궤의 순이다. ＜좌목＞에 의하면 집사관은 

병조판서 서종옥과 병조정랑 이섭원이고, 시사관은 종친·의

빈·문신·무신 각 10명씩이다. ＜계사질＞에는 습의날짜(초도 

: 4월 25일, 재도 : 30일, 삼도 : 윤 4월 3일), 작헌례후대사례시

사시응행절목, 대사례후익일반교진하시응행절목, 시사관사우

별단, 대사례시경비절목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의주＞에

는 문묘작례시출환궁의·문묘작헌례의·문과시취의·대사례의·

무과시취의·문무과방방의·대사례악장이 있다. 물목에는 대사

례 시 소용되는 어궁·어시·어결·어십·웅후·미후·양후·정·복핍·화용고 등의 채색도가 있다.

보인소의궤 목록은 시일(時日)·좌목(座目)·전교(傳敎)·재

용(財用)·감결(甘結)·상전(賞典)·품목(稟目)·이문(移文)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는 상전과 품목 사이에 도설

(圖說)과 봉과식(封裹式)이 있다. 의궤의 기록은 1876년 11월 

8일부터 1887년 1월까지이다. 전교에는 1876년 11월 8일에, 궁

중의 보와 인이 닳았으므로 무위소(武衛所)와 호조가 그 개

주·개조·수보를 거행하라는 왕명이 실려 있다.

도설과 함께 실린 보인의 종류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

之印)·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조선왕보(朝鮮

王寶)·위정이덕(爲政以德)·소신지보(昭信之寶)·시명지보(施

命之寶)·유서지보(諭書之寶)·과거지보(科擧之寶)·선사지기

(宣賜之記)·무위소·왕세자인(王世子印) 등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것에 대해서는 보·인의 외형(外形) 및 자형(字形) 그리고 보통(寶筒)·보록(寶盝)·

인통(印筒)·인록(印盝)·호갑(護匣) 등이 채색도로 그려져 있다. 동시에 각각의 보·인 및 그에 딸린 부속 

물건의 모양·규모·재료 등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다. 품목과 이문은 일에 소용된 물품에 관한 재정 관계 

사항을 적은 것이다.

1614년(광해군 6)부터 1615년까지 사이에 화기도감에서 대

포를 만들 때의 기록이다. 목록은 없으며, 내용은 도설·좌목·

계사·품목·논상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도설＞에는 동철로 

만든 불랑기·현자·백자와 정철로 만든 삼안총·소승자장가·

쾌쟁의 도설이 있다. 1614년 7월 14일 입시시에 대포를 많이 만

드는 것이 방호의 제일책이라 하여 각 처의 한만문구지사를 파

하고, 조총청을 화기도감으로 고쳤다. 그 ＜좌목＞에 의하면, 도

제조에 영의정 기자헌, 제조에 유근 박승종 이상의 이수일 이

경량이고, 도청에 유희량 외 1인이고, 낭청은 좌변과 우변이 각

각 2인이다. 7월 15일 시역하여 다음해 3월 14일 불랑기가 완성

되는 것을 처음으로, 4월 28일 화기도감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있

다. 1614년 7월 21일의 도감단자에는 도감응행절목이, 7월 27일에는 매탄낭청과 백령진의 매탄사목이 있

다. 또 1615년 5월 2일의 도감단자에는 화기도감에서 제조한 화기가 이미 입송한 것과 현재 있는 것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있는 것도 각 도에 보낼 것과 군기사에 보관할 것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

다. 또 5월 30일의 도감단자에는 품목이, 5월의 화기도감단자에는 도감의궤응행제사가 수록되어 있다.

초계문신은 문과를 거친 37세 이하의 관원 중 가장 우수하

다고 추천받은 인물들을 선발하여 왕실의 도서관에서 3년여 

간의 기간 동안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국왕 측근에서 정책을 충

실히 보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되었다. 이후 과정을 마친 초

계문신 출신들에게 정조는 지방수령직-중앙관청의 실무직-기

장관찰사-중앙고위직 순으로 경력을 쌓게 하였다. 지방의 실정

과 중앙관서의 실무를 두루 경험하게 한 후 국정을 이끌어 나

갈 주요 인물로 발탁하려는 장기적인 인재 육성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정조년간 초계문신은 총 10회 138명이 선발되

었으며 그 명단이 기록된 책이다.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 

•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

•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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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의궤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모사 손광석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직물 및 염색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장황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사업 총괄 최윤숙 (주)다해미디어 대표이사

물

성

분

석

종이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장 직물 및 염료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안료 김  민 세종문화재 연구소장

이미지 보정

이근호 (주)다해미디어 상무

강승연 (주)다해미디어 디자인 실장

장선영 (주)다해미디어 사원

최송이 (주)다해미디어 사원

한지제조 장용훈 장지방 대표 중요무형문화재117호 한지장

표장직물 직조
황은경 한국실크연구원장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표장직물 염색 김경렬 색탄자홍화연구소장

표장(능화문)제작 박지선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

장황재료 제작 양현승 아현장식 대표/대한민국 기능전승자(전통장석분야)

인쇄

노정상 (주)다해미디어 공방장

최  윤 (주)다해미디어 부사장

이세환 (주)다해미디어 사원

모사 김  민 세종문화재 연구소장

장황(선장) 강문화 간책지류연구소장/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98호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충신편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상백고귀

삼강행실도는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나뉘어진다. 한문본은 

1434년(세종 16)에 직제학 설순(?~1435) 등이 왕명에 의하여 간행

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110명씩 뽑아 그들의 행실

을 그림과 한문 설명과 시, 찬을 붙여 3권 3책으로 간행하였다. 언

해본은 1471년(성종 12)에 효자·충신·열녀의 인원수를 35명으로 

줄이고, 난상에 언해를 붙여서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

이다. 본 해제 대상들은 대체로 간기가 없어서 정확한 간행시기를 

알 수 없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윤리 및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고, 국어사의 연구 및 전통 회화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

가 된다.

삼강행실도 <상백고귀173-Se63s>는 3권 1책으로서 권채의 

서문 및 언해와 구두점이 찍혀있는 판본이다. 삼강행실도 <고귀

172.1-Se63s-v.2>는 충신도 110편 중에서 한기원훈·극전수분·곽

영타매몽·주운명·길재항절·원계함진 등 6편이 결락되어 있다. 앞

에 맹사성의 서(1432년 세종14) 및 권채의 서(1432)와 삼강행실도

총목의 일부분 및 충신도목록이 있다. 3권 3책의 첫 번째 권으로

서 1432년 간본이다. 이 판본의 특징은 구두점이 정확히 찍혀 있

어서 조선 후기 이후에 관찬서적에서 구두점이 사라지는 것과 대

비해 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삼강행실도 <상백고귀173-Se63s>는 3권 1책으로서 권채의 서

문 및 언해와 구두점이 찍혀 있는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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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 사전 조사

1. 유물 실측 및 조사

•  제작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유물의 종이, 안료, 표장직물, 배접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

고, 책의 정확한 크기를 실측하였다.

•  실측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시한 크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실측한 크기에 맞춰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유물명 기재된 크기 실제크기

송조표전총류 29.0×19.0cm 28.0×18.0cm

화기도감의궤 43.0×33.2cm 43.3×33.5cm

초계문신제명록 50.9×36.4cm 51.2×36.5cm

삼강행실도(고귀) 34.3×20.0cm 34.3×20.3cm

삼강행실도(상백고귀) 37.4×22.0cm 37.1×22.3cm

1)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  보인소의궤는 1876년(고종 13)에 행한 궁중의 보와 인의 개주(改鑄)·개조(改造)·수보(修補)에 대한 의궤

로서, 도설에는 새로 갖추어진 寶(보)·印(인) 및 통(筒)·록(盝)·호갑(護匣) 등이 채색도로 그려져 있다.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79장이다. 

•  보인소의궤는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5×32cm이다.

•  표지재질은 쪽 염색된 녹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장정은 변철되어 있다. 

•  표지는 전반적으로 탈색 정도가 심하며 가장자리 부위의 마모가 매우 심하게 관찰되며 부분적으

로 찢어짐, 얼룩 등의 열화상태가 관찰되었다. 

2)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대사례의궤는 1743년(英祖 19) 윤 4월 7일에 영조가 반궁에서 행한 대사례에 대한 기록으로서 대

사례 시 소용되는 어궁(御弓)·어시(御矢)·어결(御玦)·어십(御拾)·웅후(熊侯)·미후(麋侯)·양후(羊

侯)·정(㫌)·복핍(福乏)·화용고(畵龍鼓) 등의 채색도가 있다.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94장이다. 

•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6×33cm이다.

•  표지재질은 평직으로 제조된 홍포로 장황되어 있으며, 장정은 변철되어 있다. 

•  표지는 전반적으로 탈색되어 있으며 얼룩, 반점 등도 관찰되었다. 

3)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73장이다. 

•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3.3×33.5cm이다.

•  본문은 불에 타서 괘선과 글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얼룩진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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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31장이다. 

•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51.2×36.5cm이다.

•  표지재질은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표지의 가장자리 부분은 마모로 인한 훼손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변색되어 있다.

5)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충신편)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123장이다. 

•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34.3×20.3cm이다.

•  표지재질은 능화판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표지는 마모가 매우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찢어짐 등의 열화가 관찰되었다. 

6)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상백고귀)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115장이다. 

•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37.1×22.3cm이다.

•   표지재질은 청색 종이로 개장되어 있으며, 4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2.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  작업 공정 단계별로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자문회의 : 예비조사 단계-복제방법 및 방향 결정

•  제2차 자문회의 :  인쇄전 단계-인쇄, 염색, 장황재료 등에 대한 샘플을 제시하고 검토 및 수정 

•  제3차 자문회의 : 장황재료, 표장 직물 염색색상 결정

1) 자문위원 명단

•  강문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  김형진 :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  손광석 :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  박윤미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  김연수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2) 개최 일시

•  1차 : 2011년 8월 12일(금) 오후 2시 ~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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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11년 10월 26일(수) 오후 3시 ~ 5시 30분  

•  3차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3시 ~ 4시 

3) 주요안건 

•  유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표장 직물 직조, 염색, 한지 제조, 인쇄, 안료, 모사, 장황 등 부

분별 복제 방안

4) 회의결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기본 방침대로 원형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장 직물은 물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밀도와 직물의 특성을 원형대로 기계직 또는 수직으로 

짜는 것을 한다.(단, 소목인 경우 구입도 가능하다)

•   염색은 장인에게 의뢰하여 표지 안쪽에 남아 있는 원형의 색을 찾아 재현하되 같은 시대의 유물

을 참고하고 고증에 의한 홍화염과 소목 염색으로 하되 채도가 높고 발색이 무거운 색상으로 한다. 

•  한지 제조는 원형 복제로 하되 물성분석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제조하되, 두께는 +, - 값을 반영

하여 최대한 맞춘다. 

•  인쇄는 바탕색을 빼고 글자와 적선 등만 추출하고, 결락된 글자 보수는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인

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서인은 모두 지우고 오물도 제거한다. 

•  잉크의 번짐과 농도는 원본상태에 충실하게 인쇄한다.

•  인찰선의 구멍은 지우되 보고서에 기록한다.

•  삼강행실도 표지는 그 시대의 문양을 찾아 같은 재질로 재현한다.

•  표제지는 원형대로 한다.

•  모사에서 안료는 탈락된 부분을 채워서 모사한다.

•  색상(채도)은 원색으로(원형모사) 한다. 인장, 외곽선 등 먹선부분의 일부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곳은 채워서 모사한다.  

•  보인소의궤 변철은 어람용 의궤의 변철을 참고하여 원형대로 제작한다.

•   화기도감의궤와 대사례의궤는 그 시대에 제작된 동국신속행실도 찬진첩의궤와 『숙종인경왕후가례

도감의궤』를 참고하여 그대로 제작한다.

•  책에 남아 있는 변철모양, 넓이 등을 원형크기로 복원한다.

•  무소변철은 옻칠 등으로 검은 색도를 유지한다.

•  황동은 원형복원(밝은 황색 유지)한다.   

•  손잡이 고리가 돌지 않도록 고정한다. 

3. 유물분석

•  유물복제 재료 제작 및 선정을 위해 한지, 표장직물 및 염료, 모사 안료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일시 : 2011년 8월 26일(금요일) 오후 1시 ~ 5시

1) 한지 

(1) 분석기관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2) 분석 참여자

•  김형진 :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교수

•  이태주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연구원

•  서진호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연구원

•  강광호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연구원

(3)  분석방법 

 한지물성 검사는 선행자료 조사와 비파괴 분석을 통해 물성검사를 실시하였다.

•  분석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복제용 한지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분석대상 문화재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리적 분석인자만을 측정하였다.

•   분석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인증된 종

이 분석 전용의 장비를 활용하였다. 

   - 한지의 두께 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L&W사의 Micrometer, Sweden)

   - 한지의 광학적 특성 : 백색도 측정기(L&W사의 Elrepho, Sweden)

   - 한지의 이미지 분석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 알파시스텍)

•  분석대상 서책 내지의 기저재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쪽수에 따라 3~5 분할하여 분석대상 쪽수

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쪽에 대한 기저재의 두께, 백색도, 현미경 이미지 분석 등의 기본적인 분



90 91제2장 의궤 등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대체본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석인자를 각각의 쪽당 약 3회씩 측정하여 총 9~15회 이상을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

고서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범위를 나타냈다.

(4)  분석결과

•   화기도감의궤, 초계문신제명록, 대사례의궤, 보인소의궤 등은 각각 작성시기로 미루어 보아 1615년, 

1786년, 1743년, 1876년 등 약 400년에서 135년 전에 제작되었으며, 당시 조선시대 왕실 의궤인 점

으로 미루어 고급 품질의 초주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초지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기도감의궤, 초계문신제명록, 대사례의궤, 보인소의궤 등 의궤의 기본

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

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였다.   

- 섬유배합비 : 국산닥 100% 사용

- 증해조건 : 육재

- 표백방법 : 일광유수표백 

- 고해방법 : 타고해

- 점질물 :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 초지방법 : 흘림뜨기

- 건조방법 : 철판또는 목판건조

- 도침 : 도침 실시

•    단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고귀) 및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상백고귀) 등은 한지의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열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새로 복제하여 보관 및 보존의 의미가 높기 때문

에 상기의 한지제조 품질 제안에 맞게 제작하되 한지의 두께는 원본의 평균 두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표장직물 및 염료

(1) 분석기관 

•    한국실크연구원

(2)   분석참여자

•    박윤미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황은경 : 한국실크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영석 : 진양텍스타일아트 대표

(3)  분석방법 

•     섬유성분 분석 : 섬유의 성분 분석은 대체로 섬유의 단면과 측면을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한다. 

분석대상인 4책은 파괴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직물의 표면을 고배율로 관찰하고 직물의 특성과 

상태로 구분하였다.

•    직물특성 : 제직에 사용된 실의 꼬임과 굵기, 그리고 직물의 밀도가 직물의 특성을 좌우한다. 실

은 꼬이는 방향에 따라 좌연(左撚)과 우연(右撚)이 있으며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나 가는 실

은 확대관찰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 실의 굵기는 먼저 현재 직조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21D~140D까지의 실 샘플과 분석대상 직물과 비교하여 육안에 의해 유사한 굵기를 선별하였으며, 

실체현미경(Leica EC3)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미지 분석 Software인 Matrox Inspector ver. 4.1을 

사용하여 수 회 측정한 것을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직물의 밀도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하

였다. 먼저 밀도경으로 관찰하여 경사와 위사의 올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실체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굵기 측정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산출하여 측정한 후 밀도경으로 측정한 밀도와 비

교하여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견사의 굵기는 데니어로, 삼베와 무명은 ㎜로 표시

하며, 직물의 밀도는 경사×위사/㎠로 표시한다.

•     직물문양 : 분석대상인 4책 가운데 무늬가 있는 직물은 초기문신제명록에 사용된 문단(紋緞)이 

있다. 직물에서 가장 고르게 잘 짜여진 곳을 택하여 단위무늬를 측정하는데 장황할 때 올이 밀리

는 경우도 있으므로 3곳 이상을 측정한다.

•    직물색상 : 표장직물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염이 묻고 변색과 퇴색이 되어 본래의 색상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지 안쪽의 시접부분은 작지만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본

래의 색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색을 원래 색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색차계(MINOLTA CR-10)를 사용하여 색의 상태가 가장 선명한 곳을 측정하였으며, COLOR 

SYSTEM CHART에서 유사한 색상을 선별하였다. 또한 자연염료로 염색한 샘플직물과 대조하여 

본래의 색상을 유추하였다.

백색도 측정 조직구조 조사 두께 측정

색차계에 의한 측정 COLOR SYSTEM CHART와 대조쪽염직물과의 색상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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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① 보인소의궤

•     표장직물은 초록화주(草綠禾紬)이다. 이 직물은 주(紬)의 일종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명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초록화주의 밀도는 53×28올/㎠로 직물의 폭을 36㎝로 추정한다면 23~24새 

정도의 직물이기 때문에 전통명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는 아주 특이한 직물은 아니므로 굳

이 제직하지 않더라도 상주에서 생산하는 직물 가운데 유사한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사용해도 

무관할 것으로 여겨진다. 

•    표장직물의 초록색은 COLOR SYSTEM CHART의 pantone 18-0228TP가 가장 유사한 색상이

다. 초록색은 염재를 두 종류 이상 사용하는 복합염재에서의 염색으로 표현이 가능한 색이다. 

의궤의 앞표지에는 쪽과 노란색염재의 채도가 낮은 녹색으로 보이나 뒤표지에는 비교적 채도가 

높은 녹색이다. 녹색은 쪽과 노란염재(울금,치자,황백 등)가 있으므로 표장할 직물로 샘플링 염색

작업 확인 후 염색하여야 한다. 

② 대사례의궤

•     대사례의궤는 홍염포(紅染布)로 표장되어 있다. 비교적 올이 살아 있고 보풀이 없는 삼베는 안동과 

곡성에서 제직되므로 두 지역의 삼베로 택하는 것이 가장 원래의 표장직물과 근접하다고 본다. 

•     앞표지는 밤색으로 변해 있으나 뒷면에 약간의 붉은 빛이 남아 있어 홍염으로 염색된 직물로 

장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앞표지에 남아 있는 노랑을 머금은 변색으로 보아 홍화염색의 가능성

이 있다고 본다. 직물의 복원색상의 농담(濃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홍색의 명도가 살아 있

는 가장 아름다운 색상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③ 화기도감의궤

•    표장직물은 홍목면(紅木棉)이다. 목면(木棉)은 삼베에 비해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

통직물이다. 이 의궤의 홍목면은 실의 굵기 차이가 크고 밀도는 6~7새 정도로 그다지 곱고 치밀

하지는 않다. 현재 전통제직 방식에 의해 새롭게 직조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시중에는 다행히 전

통 무명을 판매하는 곳이 있으므로 비슷한 밀도의 무명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언한다. 

•    현재 표장직물의 염색 상태는 변색이 심하여 무슨 염색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을 만큼 변해있

다. 그러나 뒷면에 약간의 홍색 빛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어 홍색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대사례

의궤의 홍색과 차이점이 있다. 대사례의궤의 홍색은 노랑을 머금은 밤색으로 변해있으나 본 화

기 도감의궤는 부분에 따라 채도가 낮은 보라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염재의 차이가 있어 보

인다. 원래 표장직물의 색상의 농담을 알 수 없으므로 염색 재현 시 홍색의 아름다운 색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④ 초계문신제명록

•     초계문신제명록은 문단으로 표장되어 있다. 이 문단은 전통 문직기에서의 직조는 불가능하므로 

현대의 쟈카드직기에서의 직조를 제언한다. 그러나 유물과는 시대차이가 있어 현재 똑같은 실

을 구입하기는 어려우므로 유사한 굵기의 실을 구입하고 단위무늬의 크기도 같도록 의장과 직

조를 하는 것을 권한다.

•    초계문신제명록의 시접부분은 COLOR SYSTEM CHART의 pantone 19-3928TP 색상과 가장 

유사하였다. 앞과 뒤표지는 탈색이 되어 회색 또는 청회색으로 변해 있으나 표지 안쪽의 시접부

분을 보면 약간 바랜 청색이 선명하다. 이러한 청색은 쪽의 단일 염재의 염색으로 가능하므로 

쪽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안료 

(1)  분석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2)  분석참여자

• 박민수 :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실습조교

• 강원구 :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실습조교

• 이상옥 :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실습조교

(3)  분석방법

① P-XRF를 이용한 채색안료 성분분석

•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

•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

•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

• 휴대용 X-ray Fluorescence Analyser α-2000(Innov X Systems, USA) 사용

② 분광측색계

• 색을 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 ‘빛 - 눈 - 물체’에 근거한 측색방법

• CIE 표준광원과 표준관측자를 사용, 분광반사율을 측정하여 색채값을 구하는 측색기

• BYK, USA-6800를 사용

③  디지털현미경

• 안료의 세부 촬영

• 일본 Scalar 社의 DG-3 사용

(4)  분석 결과

① 보인소의궤

•  황색 안료에서 납(Pb)이 검출되어 황단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수치가 낮고 검출되지 않은 측

정 부분도 있어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P-XRF를 이용한 채색안료 

성분분석
디지털현미경을 통한 

안료의 세부 촬영

색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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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주색의 경우 납(Pb)와 수은(Hg)의 수치가 높게 나와 연단과 진사로 추정할 수 있다.

• 백색에서 납(Pb)이 검출되어 연백과 호분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옥색 및 청색에서는 각각 납(Pb), 납(0Pb)과 비소(As)가 검출되었으나, 발색에 관여하는지에 대

한 가능성은 알 수 없고, XRF로 검출이 어려운 경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② 대사례의궤

•  적색 및 주색은 보인소의궤와 마찬가지로 납(Pb)와 수은(Hg)의 수치가 높게 나와 연단과 진사

로 추정할 수 있다.

Ⅲ.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편집 및 이미지 보정

•  원형복제 원칙에 따라 바탕색, 장서인, 오물 등은 완전히 제거하였다. 

•  바탕색과 장서인, 오물 등을 제거한 후 먹색(글자), 적선, 적 테두리의 색상을 분리하여 별도의 파

일로 저장하였다.  

•  단, 삼강행실도 등의 결락된 글자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수하지 않고 현상태로 제작하였다. 

•  보인소의궤의 인찰선 위치에 점이 있었으나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거하였다. 

유물 원본 바탕색, 장서인, 오물 등을 제거

유물 원본 먹색(글자)

적선 적테두리

유물 원본 편집본

유물 원본 점선 제거 편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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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시 생긴 왜곡은 편집 시 수정하였으며, 인찰선이 희미해진 경우는 색을 조금 진하게 하였다.

•  면별 좌우 이미지를 한 장으로 통합하여 판심과 테두리를 일치시켰다. 

2. 주요재료 확보

1) 한지 제조

한지 물성검사 결과에 의한 데이터값을 기준으로 한지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유물의 제

작 시기를 고려하여, 그리고 당시 조선시대 왕실 의궤인 점으로 미루어 고급 품질의 초주지를 사용하였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유물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  섬유배합비 : 국산 닥 100% 사용

•  증해 조건 : 육재

유물 원본 왜곡된 부분 수정

•   표백 방법 : 일광유수표백 

•  고해 방법 : 타고해

•  점짐물 : 닥풀(황촉규 점액) 사용

•  초지 방법 : 흘림뜨기

•  건조 방법 : 철판또는 목판건조

•  도침 : 도침 실시

단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상백 173) 및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충신편) 등은 한지의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열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새로 복제하여 보관 및 보존의 의미가 높기 때문에 상기

의 한지제조 품질 제안에 맞게 제작하되 한지의 두께는 원본보다 두껍게 제작하였다. 

①  제조업체 : 장지방(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  사업제안서에는 신현세전통한지와 한지 제작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현세전통한지의 경우 발틀

의 규격이 다양하지 않아(630×960 일괄 제작) 종이 손실률이 커서, 기관의 승인을 얻어 발틀의 

규격이 다양한 장지방으로 변경하였다. 

②  제조과정

•  백닥만들기 : 외피와 같이 있는 닥나무에 외피를 제거하여 백닥을 만든다.

•  닥삶기 : 백닥을 삶기 위해서는 육 잿물이 필요하다. 육 잿물은 목화, 메밀, 짚, 고추대, 참나무 등

을 태워 재를 만든 후 여과장치를 만들고 재를 넣는다. 재를 넣은 여과장치에 물을 부어 내려 온 

물이 잿물이다. 이 잿물을 솥에 넣고 잿물을 끓인 후 백닥을 넣고 3-4시간 정도 끓여 익힌다.

•  티고르기 : 삶아진 백닥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  고해 : 두드려진 백닥을 통에 넣고 저어준다.

•  해리 : 이물질이 제거된 백닥을 햇빛에 노출시켜 색이 바래도록 한다. 햇빛 쐬기를 한 백닥을 절

구나 닥돌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린다.

•  음양지 뜨기 

- 지통에 물을 잡고 해리된 백닥과 황촉규를 혼합시킨다.(혼합비 80 : 3 : 8)

-  음양지를 뜨기 위한 발틀과 발을 이용하여 닥 섬유를 발에 앉혀 음양지를 만든다.

-  두 장을 합지로 만든다 하여 음양지라고 하는데, 때로는 홑지(1합), 3합으로도 종이를 만드는데, 

이것은 두께를 만들기 위함이다.

•  압착하기 : 음양지를 쌓아 만든 것을 바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압착하여 탈수한다. 

•  건조하기 : 일부 남아 있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 장씩 떼어내어 말리는 판에 붙인다.

•  도침하기 및 건조하기 : 다듬이질 하기 위해 약간의 수분을 주고 디딤방아에 놓고 두드린다. 두

드려진 음양지를 건조대에 걸어 말린다. 다듬이질이 되고 건조된 음양지를 다시 한 번 두드려 

마름질한다.

유물 원본 이미지 통합 후 판심과 테두리 일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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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장 직물 직조

(1) 보인소의궤

보인소의궤의 표장직물은 초록화주(草綠禾紬)이다. 일정치 않은 굵기의 견사(絹絲)로 제직하였으며 

밀도도 부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직물이다. 평직으로 제직되었으며 견직물을 일컫는데 비교적 견

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직물이다. 평직의 직물은 일반 수직기에서도 직조가 

가능하므로 수직기에서 제직하기로 하였다. 

• 직조과정 : 60D 생사 준비 → 정경하기 → 도투마리에 감기 → 잉아와 바디에 실 끼우기

• 직조하기  

60D 생사 정경하는 모습 도투마리에 감은 실

잉아에 실 끼우기 바디에 끼운 실

직조하기 제직 중의 상태

제직이 끝난 상태 제직 직물 확대

음양지뜨기 음양지뜨기 압착하기

도침하기 건조하기건조하기

백닥만들기 잿물내리기 티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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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계문신제명록

•  의장하기 : 초계문신제명록의 표장에는 청색의 문단(紋緞)이 사용되었다. 실 형태의 구름을 묘사

한 사운(絲雲) 사이에 원형으로 도식화한 복숭아와 영지형태의 구름무늬가 가로로 엇갈리게 배치

된 도류운문단(桃榴雲紋緞)이다. 바닥과 무늬 조직은 5매수자직인데 위사에 굵은 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시문하였다. 도류운문단을 제직하기 위해 사전 유물조사에서 분석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의장을 하였다. 

•  직조하기 : 초계문신제명록은 크기 36.5×51㎝로 직물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직물부분은 36.5㎝ 

이나 양쪽 시접 3.2㎝(1.6×2)를 포함하여 40㎝ 폭이다. 그러나 제직 후 축소율 2.4% 정도를 감안

하여 50㎝가 소요되므로 충분히 56㎝ 폭으로 제직하였다. 

 표장직물의 경사에 사용된 실은 정련하지 않은 생사(生絲)로 25~30D 정도의 굵기 2올을 사용하

였으며 실에는 Z방향으로 약한 꼬임이 있다. 위사는 정련한 숙사(熟絲)로 150~170D 정도의 굵기

를 보이고 있고 S방향으로 꼬임이 있다. 

• 경·위사준비하기(경사 : 28D 생사, 위사 : 48D 4합사)

(2) 대사례의궤

대사례의궤의 표장직물은 삼베이다. 삼베의 제직은 삼실을 째서 삼기를 하여 실을 만드는 과정부터 

직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통방식에 의해 제직하고 있는 곳은 안동, 보성, 남해, 

진주 등 여러 지역이 있다. 그런데 대사례의궤의 표장직물은 실에 S꼬임이 고르게 있는데 현재 이러한 꼬

임이 있는 삼베는 안동과 곡성에서만 직조되고 있다. 곡성의 양남숙 선생이 짠 삼베에는 꼬임이 있어 곡

성의 것으로 정하였다.  

대사례의궤의 표장직물의 경·위사의 밀도는 약 10~13올이며 전통옷감의 승수(升數)로 산정한다면 

6~7새 정도이다. 선생이 작업한 삼베에서 6새의 것이 실의 굵기, 삼실 간의 간격 등 유사하게 보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택하였다.

(3) 화기도감의궤

화기도감의궤는 무명으로 표장되어 있다. 제직에 사용된 실에는 S방향으로 꼬임이 있으며 실의 굵기

는 0.30~1.10㎜까지로 굵기의 차이가 크다. 무명은 목화의 방적사로 짜므로 실의 굵기가 고르지 않게 된

다. 직물의 평균밀도는 11×11올/㎠로 무명 가운데 7새 정도의 무명이다.  

경상북도의 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무명짜기 백문기 보유자의 전수교육조교인 안옥란 선생은 한 마

을에서 계속 무명짜기를 하고 있으므로 안옥란선생의 7새 무명을 구입하였다.

안옥란 선생 7새 무명

양남숙 선생 6새의 삼베

조직분석 컴퓨터 의장 의장 완료 후 비교

① 구입한 원사 ② 해사 공정

③ 합사 과정 ④ 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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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장 직물 염색

(1)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보인소의궤는 어람용 의궤로 초록화주(草綠禾紬)로 표장되어 있다. 초록화주(草綠禾紬)는 경사와 위

사에 모두 생사(生絲)를 사용하여 직조하여 까실까실한 느낌이 드는 직물이다. 

초록은 두 가지 이상 염재를 사용하는 복합염색으로 가능한 색상이다. 보인소의궤의 초록은 오랜 세

월이 흐르는 동안 변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표장색보다 짙은 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색상은 사전조사 시에 확인했던 COLOR SYSTEM CHART색차계에 의한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염색을 하였다. 

직물이 생지이므로 염색에 앞서 따뜻한 물에 담가 전처리를 하였다. 전처리를 한 후 쪽으로 염색을 

하여 직물의 농담 정도를 맞추었다. 어느 정도 맞춘 후 깨끗이 수세하여 잿물과 회가루 등을 제거하였

다. 남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초록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대개 노란색 계통의 염료와 복합염

색을 하여야 하는데 표장직물의 색상으로 보아 울금과 치자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울금과 치자로 우려

낸 염액에 쪽으로 염색한 직물을 넣고 색상을 맞추어 염색하였다.  

• 정경하기

• 연경하기

•  문지설치와 제직 : 문직물의 문양은 위사가 통과될 때 경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문양이 표현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위사 한 올마다에 해당하는 천공된 종이(문지)를 제직기에 연결한다. 경사, 

위사, 그리고 제직기의 조건을 살핀 후 시직하여 무늬가 유물과 같은지를 살피고 차이가 나면 다

시 조절하여 시직한다.

실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 문지연결 위사를 넣으며 제직 시작

제직 과정 제직이 끝난 직물

발색된 쪽 염액 울금 치자쪽풀

정경을 시작한 단계 정경기에서 정경이 완료된 상태

연경과정  연경 완료 후 연결된 경사

보인소의궤와 염색한 직물의 비교

염색이 끝난 직물의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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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대사례의궤는 삼베로 표장되어 있으며 갈색을 띠고 있다. 대사례의궤의 표장에 대해 ‘홍염포(紅染布)’

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록으로 보아 홍색 삼베였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갈색계통으로 변색되었다. 표장

의 가장자리와 변철 아래부분 등 세심하게 여러 곳을 살폈으나 홍색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대사례의궤의 표장직물은 짙은 홍색으로 염색하는데 홍화를 사용하여 복합염으로 염색하기로 정하

였다. 먼저, 소목의 염액을 우려낸 물로 1차 염색한 후, 홍화와 오미자에서 나온 염색에 담가 홍색소를 가

미한 후 다시 소목으로 염색하였다. 염색한 시염포(試染布) 가운데 자문위원 회의에서 선택된 색상으로 

결정하여 염색하였다. 소목은 견뢰도가 그다지 좋지 않으므로 반복 염색으로 완성하였다. 

(4)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

화기도감의궤는 무명으로 표장되어 있는데 갈색계통의 색상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의궤에는 ‘홍목면

(紅木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홍색 무명으로 표장되었으나 갈색으로 변색되었다고 짐작된다. 

화기도감의궤의 표장직물은 자문단 회의에서 소목으로 염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소목염으로 염색하였다. 

소목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사용하던 염재로 소방(蘇枋), 소방목(蘇枋木), 홍목(紅木), 적목(赤

木), 단목(丹木) 등으로 불리어졌으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소방목의 목홍색이 명반에 의하여 

홍색으로 발색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

초계문신제명록의 표장에는 청색의 문단(紋緞)이 사용되었다. 현재 앞표장은 탈색이 심하여 회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뒤표지에는 청색이 남아 있다. 특히 표지 안의 시접부분에는 청색이 선명하게 남

아 있어 그 부분의 색을 기준으로 하여 복원하려고 하였다.

표장직물은 미리 발색시켜 놓은 염액을 자배기에 붓고 표장직물과 가장 근접색이 될 때까지 여러 차

례 염색하였다. 유사한 색상으로 염색된 후에 연수에 담궈 잿물과 회 등을 제거한 후에 콩즙과 풀을 하

여 다림질을 하고 마무리하였다. 

염액에 직물을 넣고 염색 유사한 색상이 나올 때까지 반복 염색 염색과정 중의 직물

쪽 염색이 끝난 직물 건조염액에 담긴 직물

홍화 오미자 콩대 및 홍화대 잿물 홍화 염액에 직물을 
담가 염색

초계문신제명록과 염색한 직물의 비교

화기도감의궤와 염색한 직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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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황 재료 제작

•  보인소의궤의  변철은 두드림 방식으로 제작하되, 19세기말에 제작된 어람용 의궤의 원형 변철을 

참고하여 그대로 제작하였다. 

•  화기도감의궤는 제작 연대를 추정하여 그 당시 제작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찬진첩의궤를 참고하

였고, 대사례의궤는 숙종 인경왕후 가례도감의궤를 참고하였다.

-  샘플을 원본과 대조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차 자문위원회의에 완성본을 제출하고 

자문위원의 승인을 얻었다.

(1) 보인소의궤

① 재료 : 주석

②  장석의 조각과 만드는 과정

•  사용 도구 : 걸림정, 공글림, 소형망치

•  제작과정 : 

-  의궤 원본을 실측한 후 재료를 동일한 크기로 재단 

-  원본 의궤의 조각을 촬영하고 실측한대로 얇은 종이에 1대1 크기로 그린다.

-  그림을 재료 위에 붙여놓고 걸림정으로 선을 따라 약하게 조각을 놓은 다음 종이와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 그 선을 따라 조각을 깊게 새긴다. 

-  조각의 사이에는 공금정으로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게 꽉채워 놓으면 넝쿨조각(당초무늬)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입체감 있게 보인다.

•  국화받침

 국화받침은 견본을 실물크기와 같이 정으로 찍어서 문양을 오려낸 다음 닦달망치로 반듯하게 펴

서 주석판 1mm 재료 위에 정확하게 그린 다음 홈정으로 견본과 같게 찍어낸 다음 줄로 곱게 다

듬어서 깨끗한 납판 위에 국화 받침을 뒤집어 놓고 봉우리에 맞는 정으로 때려주면 앞으로 튀어나

와 입체감이 있게 보인다.

•  과등과 고정핀

 13mm가 되게 원형을 그린 다음 정으로 찍어내서 구멍을 뚫은 다음 뒤에서 때려주면 전면에는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 과등 고정핀은 3mm로 구멍이 뚫어져 있는 상태에서 4mm 선을 알맞게 

절단하고 과등 구멍에 끼워서 조립한 뒤 은땜을 해서 줄로 갈아내고 곱게 마무리한다.

•  손잡이 링고리와 대못

 링고리는 재료가 6mm 선이기 때문에 불에 달구어서 재료가 물러지게 한다음 둥글게 말아야 한

다. 이음쇠 부분에는 9~10mm의 과등을 끼워 넣은 다음 땜질한다. 대못은 1.5mm 판 재료를 대

못 넓이로 절단하며 대못머리 부분을 둥글고 많이 부풀어 오르게 하여 여러 번 불에 과열해가면

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못이 대못머리가 마치 꿩알과 비슷하다해서 꿩알이대못(배못)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소목 소목을 우려낸 염액에 무명 염색이 끝난 직물을 건조

26mm

450mm

32mm

손잡이 링고리
재료굵기 6mm재료두께 

1.5mm

팔봉받침

22mm

13mm

과등 고정핀

35mm

대못

대못머리
11×13×15mm

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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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기도감의궤

3. 인쇄·출력

•  먹색(글씨), 적선, 그림을 분해한 데이터로 인쇄판을 만들어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하였다. 

•  보인소의궤, 초계문신제명록 : 3도 인쇄

•  대사례의궤, 화기도감의궤 : 2도 인쇄

•  삼강행실도(충신편, 상백고귀), 송조표전총류 : 1도 인쇄

(2) 대사례의궤

① 재료 : 시우쇠(철 또는 쇠)

② 장석의 조각과 만드는 과정

•  정확한 크기로 재단해서 장석 모서리를 매끈하게 하고 양쪽에 못구멍 자리와 중앙에 손잡이 

고리가 들어가게 사각형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와 대못이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했다. 못은 

5.5mm 선을 먼저 못머리를 만들기 위해 반마루가 되게 두들겨서 불에 벌겋게 달군 재료를 접

어 말아서 머리가 둥글게 나오게 한다음 못머리를 잡고 못길이를 가늘게 뽑은 다음에 끝을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톱으로 썰고 다듬는다.

•  손잡이 링고리는 45mm 선으로 양쪽 끝을 1.5cm 정도 접힐 수 있게 자른 다음 불에 달궈서 

둥글게 말고 다시 불에 넣어 쇠가 녹을 정도가 될 때 순간적으로 접착시켜야 한다. 

•  다시 열을 달구어서 둥글게 한 뒤 접착된 곳이나 튀어나온 곳을 줄로 갈고 다듬어야 한다. 링 

고리 대못은 7mm 재료를 반달로 머리부분을 두들겨 다시 열처리 후 6mm 철사를 넣어서 대

못이 되게 만든 다음 곱게 다듬어 다시 열을 가해 대못을 벌려서 손잡이 링고리를 집어넣고 원

래 상태로 두들겨 맞춰서 마무리하였다. 

30mm

423mm

41mm

손잡이 링고리
재료굵기 4mm

재료두께 
1.6mm

못높이 
9.5mm

48mm

굵기
4mm

과등과 고정핀 국화받침

실크반자동기계 실크수동기계 인쇄기 엡손 9900 프린터

30mm

458mm

41mm

손잡이 링고리
재료굵기 4.5mm

재료두께 
1.6mm

못머리
8×7.8×9.6mm

35mm

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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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사

1) 모사방법

•  단순히 학습을 위한 모사작품이 아닌 원화의 대체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와 동일한 크기

로 제작했다. 

•  사전에 조사한 안료 분석을 토대로 원화에 사용한 재료를 모사작품에도 똑같이 제작·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외관상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붓의 흐름 및 채색 순서에 따라, 안료가 올라간 순서에 따라 감

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원화와 같은 느낌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

작했다.

• 추정이 가능한 결손부위는 가필하여 제작했다.

•  원화와 관련하여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형과 내면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도록 충실히 연구하

여 제작했다. 

(1) 보인소의궤

번호/색 촬영부위 주된 원소 비고

1/노란색 Pb ・노란색 유기염료 (등황)와 연백의 혼색으로 추정

2/노란색 특정원소 미검출 ・유기염료인 등황만 사용가능성이 큼

3/적색 Hg, Pb ・황화수은주<Hgs>와 연단<Pb3O3>의 혼색으로 추정함

4/적색 Hg, Pb ・황화수은주<Hgs>와 연단<Pb3O3>의 혼색으로 추정

5/생지 특정원소 미검출 ・미도포 생지로 판단

6/적색 Hg, Pb ・황화수은주<Hgs>와 연단<Pb3O3>의 혼색으로 추정

7/노란색 특정원소 미검출 ・황화수은주<Hgs>와 연단<Pb3O3>의 혼색으로 추정

8/노란색 Pb ・노란색 유기염료 (등황)와 연백의 혼색으로 추정

9/녹색 Cu, Pb
・ 연백 바탕에 구리산화물인 공작석의 석청을 도포한 것

으로 추정

10/검정색 C ・탄소성분의 먹으로 추정

번호/색 촬영부위 주된 원소 비고

11/백색 Pb ・납의 백색 산화물인 연백

12/옥색 Pb
・ 납의 백색 산화물인 연백 기타 유기염료를 혼색하여 

만들어 사용

(2) 대사례의궤

번호/ 색 촬영부위 원소 비고

13/하늘색 Pb ・연백과 쪽의 혼색으로 추정

14/연한분홍색 Pb ・연백과 연지의 혼색으로 추정

15/적색 Hg, Pb
・ 황화수은주<Hgs>와 연단<Pb3O3>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 

되며 부분 검변현상이 보임

16/연한녹색 미검출
・무기물은 검출되지 않음.

·유기염료인 등황과 쪽을 혼색하여 채색 

17/미채색 미검출 ・미도포 생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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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조견표 작성

실물을 직접 보고 진행하는 색조견표 작성은 원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배색 및 색의 단계 등

을 숫자가 아닌 색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이다. 이번 모사작업은 원본이 놓여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만

큼 원본과 모사본의 외부 조명에 의한 편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원화에 가장 근접한 색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1) 보인소의궤  

(2) 대사례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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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 후 비교

(1) 보인소의궤

원

본

모

사

원

본

모

사

원

본

모

사

원

본

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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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례의궤

•  1. 원본 사진 촬영 →  2. 원본의 외곽선을 연하게 단색으로 인쇄 →  3. 인쇄본 위에 먹선 긋기 →    

    4. 분석데이터를 바탕으로 채색 후 완성

•   투광촬영 : 원본의 채색이 두껍게 도포된 곳을 보면, 먹선이 가리워 먹선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투광촬영하여 먹선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모사제작 시에는 비

록 표면에 먹선이 가려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먹선을 그려 넣은 후에 채색을 하여 완성하였다. 

원

본

모

사

원

본

모

사

1. 원본 2. 연하게 먹선 인쇄 3. 먹선 긋기 4. 채색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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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장(장황)

•   표지제작 : 직조 및 염색한 삼베를 한지에 배접한 후 표제를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하였다.

Ⅳ. 사업자 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의궤 등 귀중도서> 등 복제본 사업을 수주하여 문화재보존 사업의 책임감

을 갖고 사업에 임하였다.

대상자료의 구체적인 규격 및 장수, 재질 등을 조사한 바 화기도감의궤는 불에 타서 훼손의 흔적이 

많았으며, 초계문신제명록은 표지 등 가장자리 부분의 훼손이 있어 전반적으로 변색이 되어 있었다. 대

사례의궤는 얼룩과 반점 등이 있었으며 보인소의궤는 찢어짐과 얼룩 등 열화상태가 관찰되었다. 그 밖의 

유물 훼손이 심하여 이를 현상복원과 원형복원의 형태를 구분하여 제작에 앞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

업이니만큼 사전 준비 작업에 비중을 두어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유물을 원형복원으로 복원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옛 전통방법에 의한 물성, 재료 등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 있어 공정과정이 많은 관

계로 실질적인 제작 일정이 촉박한 상태였다. 

우선은 한지, 직조, 염색 유물 기능 보유자와 작업장이 지방에 있어 제작 과정을 확인하고 수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지와 염색 등 재료의 공급이 계절에 많은 차이가 나는 관계로  최상의 품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였다.

또한 인쇄는 유물의 촬영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사의 편집 기능과 인쇄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최상품으로 인쇄하여 제작할 수 있었다.

이번 의궤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으며, 전통적 방법으

로 복제 제작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작 기간이 촉박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

었고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우고 얻는 것이 많았다.

끝으로 짧은 기간에 사업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진심으로 감

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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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복제 결과물

 제목 원본 유물 복제본

송조표전총류

보인소의궤

대사례의궤

화기도감의궤

 제목 원본 유물 복제본

초계신문제명록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123제2장 의궤 등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첨부 문서 

 Ⅰ. 한지분석 보고서1)

1. 분석 개요

1)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

•  화기도감의궤는 1614년(光海君 6)부터 1615년까지 사이에 화기도감(火

器都監)에서 대포(大砲)를 만들 때의 기록을 수록한 서적이다. 목록(目

錄)은 없으며, 내용은 도설(圖說)・좌목(座目)・계사(啓辭)・품목(稟目)・

논상(論賞)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 ＜도설(圖說)＞에는 동철(銅鐵)로 만든 불랑기(佛狼機)·현자(玄字)・백

자(百字)와 정철(正鐵)로 만든 삼안총(三眼銃)·소승자장가(小勝字粧

家)・쾌쟁(快鎗)의 도설(圖說)이 있다. 

•  화기도감의궤는 서기 1615년 광해군 7년에 작성된 서책 1권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73쪽이다. 

•  화기도감의궤는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3×33.2cm이다.

2)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

•  초계문신제명록은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뽑힌 인물(人物)의 제명록(題

名錄)이다. 초계문신(抄啓文臣)은 정조(正祖)가 문풍(文風)을 진작시키

기 위해 37세 이하의 연소문신(年少文臣)을 뽑아 월강(月講)・순제(旬

製)로 경서(經書)와 시문(詩文)을 익히고 시험을 보여 그 전최(殿最)로 

상벌을 내리게 한 제도이다.

•  초계문식제명록은 서기 1786년 정조 10년에 작성된 서책 1권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31쪽이다. 

•   초계문식제명록은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50.9×

36.4cm이다.

1)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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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상백고귀)

•   삼강행실도는 세종(世宗)의 명(命)을 받아 설순(偰循) 등이 편간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1431)의 중간본(重刊本)이다.

•   삼강행실도는 16세기(世紀) 이전(以前) 선조조(宣祖祖) 이후(以前)

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

수는 총 115쪽이다. 

•   삼강행실도는 목판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37×

21.9cm이다.

•   표지재질은 청색 종이로 개장되어 있으며, 4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표지가 저급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다.

6)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충신편)

•   삼강행실도는 세종(世宗)의 명(命)을 받아 설순(偰循) 등이 편간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1431)의 중간본(重刊本)이다.

•    삼강행실도는 간행미상이며,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

는 총 123쪽이다. 

•   삼강행실도는 목판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34.1×

20cm이다.

•   표지재질은 능화판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표지는 마모가 매우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찢어짐 등의 열화가 관

찰되었다.

•   표지재질은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표지의 가장자리 부분은 마모로 인한 훼손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변색되어 있다.

3)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대사례의궤는 1743년(英祖 19) 윤 4월 7일에 영조(英祖)가 반궁(泮宮)

에서 행한 대사례(大射禮)에 대한 기록이다. 목록(目錄)으로는 어사례

도(御射禮圖)・시사례도(侍射禮圖)・시사관상벌도(侍射官賞罰圖)・대

사례도해(大射禮圖解)・제집사급시사관자목(諸執事及侍射官座目)・계

사(啓辭)・의주(儀註)・이문(移文)・감결(甘結)・물목(物目)・대사례기(大

射禮記)・의궤(儀軌)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대사례시 소용되는 어궁

(御弓)・어시(御矢)・어결(御玦)・어십(御拾)・웅후(熊侯)・미후(麋侯)・양

후(羊侯)・정(㫌)・복핍(福乏)・화용고(畵龍鼓)등의 채색도가 있다. 

•   대사례의궤는 서기 1743년 정조 19년에 작성된 서책 1권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94쪽이다. 

•   대사례의궤는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6×33cm이다.

•   표지재질은 평직으로 제조된 홍포로 장황되어 있으며, 장정은 변철되

어 있다. 

•   표지는 전반적으로 탈색되어 있으며, 얼룩, 반점 등도 관찰된다. 

4)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   보인소의궤는 1876년(高宗 13)에 행한 궁중(宮中)의 보(寶)와 인

(印)의 개주(改鑄)・개조(改造)・수보(修補)에 대한 의궤(儀軌)이다. 

도설(圖說)에는 새로 갖추어진 보(寶)・인(印) 및 통(筒)・록(盝)・호

갑(護匣) 등이 채색도로 그려져 있다.

•   보인소의궤는 서기 1876년 고종 13년에 작성된 서책 1권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79쪽이다. 

•   보인소의궤는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5×

32cm 이다.

•    표지재질은 쪽 염색된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장정은 변

철되어 있다. 

•   표지는 전반적으로 탈색 정도가 심하며 가장자리 부위의 마모

가 매우 심하게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찢어짐, 얼룩 등의 열화상

태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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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도감의궤 기저재 내지의 두께 변이

두께, ㎛ 두께, ㎛

Min. 201 Mean 312.5

Max. 460 Std. Dev. 75.2

화기도감의궤 기저재 내지의 광학적 특성 변이

Property Min. Max. Mean Std. Dev.

L* C C/2 84.25 87.89 85.88 1.31

a* C C/2 -0.92 0.75 -0.07 0.53

b* C C/2 13.15 16.86 15.18 1.15

Brightness 49.1 55.75 52.19 2.64

Yellowness C  C/2 25.28 32.94 29.67 2.52

(2) 광학현미경에 의한 표지 및 표제부의 이미지 분석

•   화기도감의궤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접촉 및 마찰에 의한 표면 마모, 탈색, 변색, 꺾임 등의 열화 현

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가장자리 부분에서의 손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화기도감의궤 표제는 표지 위에 직접 쓰여 있었다. 표제의 글자는 대부분 탈색이 이루어진 상

태로 남아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섬유 표면에서 박락되어 결락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상존하였다.

화기도감의궤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2. 표지 및 기저재 분석 과정

•    분석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복제용 한지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분석대상 문화재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리적 분석인자만을 측정하였다.

•   분석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인증된 종

이 분석 전용의 장비를 활용하였다. 

- 한지의 두께 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L&W사의 Micrometer, Sweden)

- 한지의 광학적 특성 : 백색도 측정기(L&W사의 Elrepho, Sweden)

- 한지의이미지 분석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 알파시스텍)

•   분석대상 서책 내지의 기저재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쪽수에 따라 3~5 분할하여 분석대상 쪽수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쪽에 대한 기저재의 두께, 백색도, 현미경 이미지 분석 등의 기본적인 분석

인자를 각각의 쪽 당 약 3회씩 측정하여 총 9~15회 이상을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

고서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범위를 나타냈다.

3. 표지 및 기저재 분석에 대한 고찰

1) 화기도감의궤

(1) 육안적, 물리적 특성 및 광학적 이미지 분석

•   표지재질은 홍포로 장황되어 있으며, 장정은 변철되어 있었다. 

•   화기도감의궤 표지 및 내지 상단 일부분은 불탄 자국이 남아 있었다.

•   화기도감의궤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평균 두께는 312.5㎛,  표준편차는 75.2였다.

•   화기도감의궤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whiteness 정도를 나타내는 L 

value는 평균값은 85.88, 표준편차는 1.31이었다.

•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Green(-60)에서 R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a value

는 평균값은 -0.07, 표준편차는 0.53이었다.

•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Blue(-60)에서 Yellow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b 

value는 평균값은 15.18, 표준편차는 1.15였다.

•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ISO 백색도의 평균값은 52.19%, 표준편차는 

2.64였다.

•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Yellowness의 평균값은 29.67%, 표준편차는 

2.52였다. 

 A : 표지부 홍포의 변색 및 마모(×90)

 D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420) 

B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200)

E : 표제부 인쇄 상태(×200)

C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200)

F : 표제부 글자 박락 부위(×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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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Blue(-60)에서 Yellow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b 

value는 평균값은 16.1, 표준편차는 0.5였다.

•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ISO 백색도의 평균값은 48.03%, 표준편차는 

0.92였다.

•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Yellowness의 평균값은 32.42%, 표준편차는 

1.00이었다. 

초계문신제명록 내지의 두께 변이

두께(하권), ㎛ 두께(하권), ㎛

Min. 475 Mean 583.6

Max. 711 Std. Dev. 62.9

초계문신제명록 내지의 광학적 특성 변이

Property Min. Max. Mean Std. Dev.

L* C C/2 82.98 84.55 83.89 0.48

a* C C/2 0.32 0.83 0.55 0.17

b* C C/2 15.42 16.98 16.1 0.5

Brightness 45.83 48.9 48.03 0.92

Yellowness C  C/2 31.27 34.48 32.42 1

(2)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표지 및 표제부의 이미지 분석

•   초계문신제명록의 표지는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표지의 내측 부위는 섬유의 손

상 없이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가장자리 부위에서는 손상된 부위를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표지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탈색이 나타나 있었다. 

•   또한 표제 부분에서의 글자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표제부에 사용한 한지의 상태

도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표제부에 사용된 한지에서의 먹 번짐 특성을 관찰한 바 글자 

모서리 면이 매우 선명한 것으로 보아 밀도가 높은 양질의 한지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초계문신제명록 표지 및 표제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3)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내지 기저재의 이미지 분석

•   화기도감의궤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지합 구조

는 매우 우수하였으며, 평균 두께도 312.5㎛ 정도의 두꺼운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의궤 

제작에 주로 사용되던 양질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화기도감의궤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학 

현미경에 의한 섬유장 및 섬유폭의 특성뿐 아니라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닥섬유에서 주로 

나타나는 투명막의 존재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화기도감의궤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쇄상태는 양호하였다. 또한 인쇄상태를 관찰했을 때 먹의 번짐 정도로 보

아 사용한 한지의 밀도는 높지 않을 것을 판단된다. 

화기도감의궤 내지 기저재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2) 초계문신제명록

(1) 물리적 특성 및 광학적 이미지 분석 결과

•   초계문신제명록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평균 두께는 583.6㎛,  표준편차는 62.9였다.

•    초계문신제명록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whiteness 정도를 나타내는 L 

value는 평균값은 83.89, 표준편차는 0.48이었다.

•    화기도감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Green(-60)에서 R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a value

는 평균값은 0.55, 표준편차는 0.17이었다.

A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90)

D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B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420) 

 E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상태(×90)  

C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F : 내지 기저부의 도장부 인쇄 상태(×90)

A : 표지부 비단의 상태(×90) B : 표지부 비단의 상태(×90) C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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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내지 기저재의 이미지 분석

•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초계문신제명록의 한지 구조 이미지를 분석하였을 경우, 지합상태가 매우 

우수한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내지에 사용된 한지의 평균 두께 결과는 583.6㎛로

서 매우 두꺼운 한지를 사용하였다.

•    초계문신제명록에 사용된 한지 섬유는 양질의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닥 섬유

의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세포막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초계문신제명록의 글자 모서리 부위를 관찰하였을 때, 먹 번짐이 매우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도침 처리한 고급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초계문신제명록 내지 기저재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3) 대사례의궤

(1) 육안적, 물리적 특성 및 광학적 이미지 분석

•    대사례의궤의 표지재질은 홍포로 장황되어 있으며, 장정은 변철되어 있었다. 

•    대사례의궤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탈색이 진행되어 있었다.

•    대사례의궤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평균 두께는 328.9㎛, 표준편차는 52.8이었다.

•     대사례의궤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whiteness 정도를 나타내는 L 

value는 평균값은 80.71, 표준편차는 6.95였다.

•     대사례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Green(-60)에서 R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a value는 

평균값은 0.17, 표준편차는 0.31이었다.

•     대사례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Blue(-60)에서 Yellow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b 

value는 평균값은 16.91, 표준편차는 1.88이었다.

•     대사례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ISO 백색도의 평균값은 43.11%, 표준편차는 

8.88이었다.

•     대사례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Yellowness의 평균값은 34.5%, 표준편차는 2.9

였다. 

대사례의궤 기저재 내지의 두께 변이

두께(하권), ㎛ 두께(하권), ㎛

Min. 243 Mean 328.9

Max. 401 Std. Dev. 52.8

대사례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변이

Property Min. Max. Mean Std. Dev.

L* C C/2 68.99 87.42 80.71 6.95

a* C C/2 -0.4 0.73 0.17 0.31

b* C C/2 14.24 20.05 16.91 1.88

Brightness 28.87 53.25 43.11 8.88

Yellowness C  C/2 29.61 39.51 34.5 2.9

(2) 광학현미경에 의한 표지 및 표제부의 이미지 분석

•    대사례의궤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탈색되어 있었으나 접촉 및 마찰에 의한 섬유 표면의 마모는 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자리 부분에서의 손상은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대사례의궤 표제는 표지 위에 직접 쓰여 있었다. 표제의 글자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D : 표제부 인쇄 상태(×90) E : 표제부 글자 인쇄 상태(×420)

A : 내지표면 구조(투과 이미지 ×90)

D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B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90)

E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상태(×90)

C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F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상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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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인소의궤

(1) 육안적, 물리적 특성 및 광학적 이미지 분석

•    표지재질은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장정은 어람용 국화동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    보인소의궤 표지 상단 일부분은 찢어진 상태로 배접지가 드러난 상태로서 열화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인소의궤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평균 두께는 326.0㎛, 표준편차는 60.1이었다.

•    보인소의궤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whiteness 정도를 나타내는 L 

value는 평균값 84.49, 표준편차는 1.05였다.

•    보인소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Green(-60)에서 R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a value는 

평균값 0.63, 표준편차는 0.47이었다.

•    보인소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Blue(-60)에서 Yellow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b 

value는 평균값 16.63, 표준편차는 1.6이었다.

•    보인소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ISO 백색도의 평균값은 48.58%, 표준편차는 

3.05였다.

•    보인소의궤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Yellowness의 평균값은 33.25%, 표준편차는 

3.5였다.

보인소의궤 기저재 내지의 두께 변이

두께, ㎛ 두께, ㎛

Min. 227 Mean 326

Max. 481 Std. Dev. 60.1

대사례의궤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3)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내지 기저재의 이미지 분석

•     대사례의궤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지합 상태는 

매우 우수하였다. 또한 평균 두께 결과를 참조해 보았을 경우 328.9㎛ 정도의 비교적 두꺼운 한지

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의궤 제작에 주로 사용되던 양질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대사례의궤에 사용된 한지 섬유는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학 현미경에 

의한 섬유장 및 섬유폭의 특성뿐 아니라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닥섬유에서 주로 나타나는 

투명막의 존재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대사례의궤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먹의 번짐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글자

면의 모서리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사례의궤에 사용한 한지는 밀도가 높은 치밀한 

구조로서 도침 처리를 행한 한지를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사례의궤의내지에서 부분적으로 얼룩에 의한 오염이 관찰되었으며 이물질 흔적도 나타났다. 

대사례의궤 내지 기저재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A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90)

D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B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420)

E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상태(×90)

C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90)

F : 내지 기저부의 도장부 인쇄 상태(×90)

A : 표지부 홍포의 변색 및 마모(×90) B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200)

G : 내지 기저부의 오염부 상태(×90) H : 내지 기저부의 오염부 상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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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인소의궤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학 현

미경에 의한 섬유장 및 섬유폭의 특성뿐 아니라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닥섬유에서 주로 나

타나는 투명막의 존재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보인소의궤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먹의 번짐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사용한 한지는 밀도가 높은 치밀한 구조로서 도침 처리를 행한 한지를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보인소의궤의 그림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안료의 부분적 박락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인소의궤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보인소의궤 내지의 광학적 특성 변이

Property Min. Max. Mean Std. Dev.

L* C C/2 82.85 85.9 84.49 1.05

a* C C/2 0.09 1.48 0.63 0.47

b* C C/2 14.99 19.99 16.63 1.6

Brightness 43.04 52.04 48.58 3.05

Yellowness C  C/2 29.55 40.4 33.25 3.5

(2)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내지 기저재의 이미지 분석

•    보인소의궤의 표지는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었으며 표지 전반에 걸쳐 섬유 표면의 마모, 탈색, 변

색, 찢어짐 등의 열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표지부의 상부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찢어짐에 의한 

배접지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보인소의궤 표제는 비단에 쓴 다음 표지 위에 장황되어 있었으며, 표제부의 글자는 탈색이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훼손된 부분은 관찰되지 않았다. 

보인소의궤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3)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내지 기저재의 이미지 분석

•    보인소의궤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현미경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지합 구조는 매우 우수하

였으며, 평균 두께도 326㎛ 정도의 두꺼운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의궤 제작에 주로 사

용되던 양질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 : 표지부 홍포의 변색 및 마모(×90) B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420) C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90)

D :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420) E : 표제부 인쇄 상태(×90)

A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90)

D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G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상태(×420)

B : 내지표면 구조(투과 이미지 ×90)

E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상태(×90)

C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F : 내지 기저부의 도장부 인쇄 상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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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내지 기저재의 이미지 분석

•    삼강행실도(상백고귀)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매우 

좋지 않은 저급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지의 평균 두께도 141.9㎛ 정도로서 얇은 한지를 

사용하였으며, 한지의 구조 중에는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    또한 삼강행실도(상백고귀)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기본적인 원료조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닥섬유만이 아닌 타섬유 재료가 포함된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삼강행실도(상백고귀)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먹의 번짐현상이 심하며 글자 부위의 

탈색 및 섬유 표면의 손상에 따른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강행실도(상백고귀) 내지 기저재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5) 삼강행실도(상백고귀)

(1) 육안적, 물리적 특성 및 광학적 이미지 분석

•    삼강행실도(상백고귀)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평균 두께는 141.9㎛, 표준편차는 42.6이었다.

•    삼강행실도(상백고귀)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whiteness 정도를 나타

내는 L value는 평균값은 72.65, 표준편차는 2.17였다.

•    삼강행실도(상백고귀)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Green(-60)에서 R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a value는 평균값은 0.99, 표준편차는 0.76이었다.

•    삼강행실도(상백고귀)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Blue(-60)에서 Yellow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

내는 b value는 평균값은 17.55, 표준편차는 2.19였다.

•    삼강행실도(상백고귀)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ISO 백색도의 평균값은 31.34%, 표준

편차는 2.27이었다.

•    삼강행실도(상백고귀)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Yellowness의 평균값은 39.26%, 표

준편차는 4.72였다. 

삼강행실도(상백고귀) 기저재 내지의 두께 변이

두께, ㎛ 두께, ㎛

Min. 97 Mean 141.9

Max. 22 Std. Dev. 42.6

삼강행실도(상백고귀) 내지의 광학적 특성 변이

Property Min. Max. Mean Std. Dev.

L* C C/2 68.48 75,06 72.65 2.17

a* C C/2 -0.33 2.29 0.99 0.76

b* C C/2 12.68 20.95 17.55 2.19

Brightness 27.41 34.24 31.34 2.27

Yellowness C C/2 29.6 46.42 39.26 4.72

(2) 광학현미경에 의한 표지 및 표제부의 육안적 관찰

•    삼강행실도(상백고귀)의 표지는 제작 당시의 장황된 표지가 아니라 후에 보수된 것으로 관찰되며, 

표지의 상태는 매우 조잡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장자리 부분에서의 찢어짐 

등이 나타났다.

•    또한 삼강행실도(상백고귀) 표제는 한지에 쓴 다음 표지 위에 장황되어 있었으며, 표제부의 글자

는 보수한 상태로서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A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90)

D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G : 내지 기저부의 글자부 상태(×420)

B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420)

E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상태(×90)

H : 내지 기저부의 글자부 상태(×420)

C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90)

F : 내지 기저부의 도장부 인쇄 상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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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학적 현미경에 의한 내지 기저재의 이미지 분석

•  삼강행실도(충신편)에 사용된 한지 구조의 광학현미경에 의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지합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저급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지의 평균 두께도 139.9㎛ 정도로서 얇은 한

지가 사용되었으며, 한지의 구조 중에는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  또한 삼강행실도(충신편)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기본적인 원료조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물질이 다수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닥섬유만이 아닌 이종의 섬유 원료

가 포함된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삼강행실도(충신편)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먹의 번짐현상이 심하며 글자 부위의 탈

색 및 섬유 표면의 손상에 따른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강행실도(충신편)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삼강행실도(충신편)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6) 삼강행실도(충신편)

(1) 육안적, 물리적 특성 및 광학적 이미지 분석

•    표지재질은 능화문양 한지로 배접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삼강행실도(충신편)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평균 두께는 139.9㎛, 표준편차는 37.5였다.

•    삼강행실도(충신편)의 내지에 사용된 기저재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whiteness 정도를 나타내

는 L value는 평균값은 69.14, 표준편차는 2.8이었다.

•    삼강행실도(충신편)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Green(-60)에서 R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는 a 

value는 평균값은 2.21, 표준편차는 1.54였다.

•    삼강행실도(충신편) 내지의 광학적 특성 중 Blue(-60)에서 Yellowed(+60) 영역의 색상을 나타내

는 b value는 평균값은 21.76, 표준편차는 3.02였다.

•    삼강행실도(충신편)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ISO 백색도의 평균값은 24.87%, 표준

편차는 2.99였다.

•    삼강행실도(충신편) 내지의 한지의 광학적 특성 중 한지의 Yellowness의 평균값은 49.98%, 표준

편차는 7.13이었다. 

삼강행실도(충신편) 기저재 내지의 두께 변이

두께, ㎛ 두께, ㎛

Min. 107 Mean 139.9

Max. 229 Std. Dev. 37.5

삼강행실도(충신편) 내지의 광학적 특성 변이

Property Min. Max. Mean Std. Dev.

L* C C/2 65.94 74.64 69.14 2.8

a* C C/2 -0.51 4.43 2.21 1.54

b* C C/2 15.53 25.24 21.76 3.02

Brightness 20.84 29.87 24.87 2.99

Yellowness C  C/2 36.38 59.92 49.98 7.13

(2) 광학현미경에 의한 표지 및 표제부의 육안적 관찰

•  삼강행실도(충신편)의 표지는 능화문양 한지로 배접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접촉 및 마찰에 의한 표면 마모가 심각하였으며 탈색, 변색, 얼룩 등의 열화현상이 심

하게 관찰되었으며, 특히 가장자리 부분에서의 얼룰 및 마찰에 의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삼강행실도(충신편) 표제는 표지 위에 직접 쓰여 있었으며, 표제의 글자 부위는 탈색이 이루

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A : 표지 종이의 오염(×420)

C : 표제 글자의 탈색(×90)

B : 표지 종이의 오염(×90)

D : 표제 글자의 상태(×420)

A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90) B : 내지표면 구조(반사 이미지 ×420) C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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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에 의한 복제용 한지의 제안

 화기도감의궤, 초계문신제명록, 대사례의궤, 보인소의궤 등은 각각 작성시기로 미루어 1615년, 1786

년, 1743년, 1876년 등 약 400년에서 135년 전에 제작되었으며, 당시 조선시대 왕실의궤인 점으로 미루어 

고급 품질의 초주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기도감의궤, 초계문신제명록, 대사례의궤, 보인소의궤 등 의궤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공

정인지를 고려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한다. 

・ 섬유배합비 : 국산닥 100% 사용

・ 증해조건 : 육재

・  표백방법 : 일광유수표백 

・  고해방법 : 타고해

・ 점질물 :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 초지방법 : 흘림뜨기

・ 건조방법 : 철판또는 목판건조

・  도침 : 도침 실시

단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상백고귀) 및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충신편) 등은 한지의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열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새로 복제하여 보관 및 보존의 의미가 높기 때문에 상기

의 한지제조 품질 제안에 맞게 제작하되 한지의 두께는 원본의 평균 두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Ⅱ. 표장 직물 및 염료 분석 보고서2)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보인소의궤, 대사례의궤, 화기도감의궤, 그리고 초기문신제명록

의 4책의 복제를 위해 표장직물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초계문신제명록을 제외한 3冊에는 표

장직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직물의 종류와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장직물에 관한 분석결

과와 그에 따른 복제 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방법

1) 섬유 성분분석  

섬유의 성분분석은 대체로 섬유의 단면과 측면을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한다. 분석대상인 4책은 파

괴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직물의 표면을 고배율로 관찰하고 직물의 특성과 태로 구분하였다. 

2) 직물 특성

제직에 사용된 실의 꼬임과 굵기, 그리고 직물의 밀도가 직물의 특성을 좌우한다. 실은 꼬이는 방향

에 따라 좌연(左撚)과 우연(右撚)이 있으며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나 가는 실은 확대관찰에 의해서

만 측정할 수 있다. 실의 굵기는 먼저 현재 직조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21D~140D까지의 실 샘플과 분

석대상 직물과 비교하여 육안에 의해 유사한 굵기를 선별하였으며, 실체현미경(Leica EC3)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미지 분석 Software인 Matrox Inspector ver. 4.1을 사용하여 수 회 측정한 것을 평균값으

로 산정하였다. 

직물의 밀도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하였다. 먼저 밀도경으로 관찰하여 경사와 위사의 올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실체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굵기 측정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산출하여 측정

한 후 밀도경으로 측정한 밀도와 비교하여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견사의 굵기는 데니어

로, 삼베와 무명은 ㎜로 표시하며, 직물의 밀도는 경사×위사/㎠로 표시한다.

3) 직물 문양

분석대상인 4책 가운데 무늬가 있는 직물은 초기문신제명록에 사용된 문단(紋緞)이 있다. 직물에서 

가장 고르게 잘 짜여진 곳을 택하여 단위무늬를 측정하는데 장황할 때 올이 밀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3

곳 이상을 측정한다.

D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D : 내지의 닥섬유 세포벽 구조(×420) F : 내지 기저부의 도장부 인쇄 상태(×420)

2) 박윤미(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G : 내지 기저부의 인쇄면 번짐 상태(×420)    H : 내지 기저부 내의 이물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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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었으며, 위사는 경사보다 굵은 168D 정도이다. 경사와 위사 모두 생사(生絲)를 사용하였으며, 위

사는 S방향으로 약한 꼬임이 있는 우연사(右撚絲)이다. 백색 공단의 평균 밀도는 47×38올이다.

 구 분 초록화주 백색 공단

조직 평직 5매 주자직

실꼬임 약연 약연

실굵기 30~60D 56×168D

직물밀도 53×28 47×38

직물폭 36㎝ 이상 -

직물두께 0.10~0.11㎜ -

4) 직물 색상

표장직물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염이 묻고 변색과 퇴색이 되어 본래의 색상이 남아 있는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지 안쪽의 시접부분은 작지만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본래의 색이 남

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색을 원래 색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색차계(MINOLTA CR-10)를 사용하여 색의 상태가 가장 선명한 곳을 측정하였으며, COLOR 

SYSTEM CHART에서 유사한 색상을 선별하였다. 또한 자연염료로 염색한 샘플직물과 대조하여 본래의 

색상을 유추하였다.

2. 표장 직물의 특성

1) 보인소의궤 

보인소의궤는 어람용 의궤로 초록색 계통의 주(紬)로 표장되어 있다. 주는 평직으로 제직된 견직물을 

일컫는데 비교적 견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직물이다. 의궤에는 표장직물에 

대해 ‘초록화주 칠척이촌 백릉장칠촌광일촌삼편 홍화주 장칠촌광오분삼편(草綠禾紬 七尺二寸 白綾長七

寸廣一寸三片 紅禾紬 長七寸廣五分三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 의궤의 표장직물과 비교해보면 색상

이 초록색이며 평직의 주(紬)이므로 의궤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다. 

표지의 안쪽으로 시접이 2㎝정도 들어가 있는데 철장부분의 시접은 측정할 수 없으나 전체 직물의 

폭은 36㎝이상으로 추정된다. 앞표지의 위에는 찢긴 부분이 있고 뒤표지의 아래에도 표지의 한지와 분

리된 부분도 있다. 분리된 부분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0.10~0.11㎜정도임이 확인되었다. 시접부분에는 

1.0㎝너비의 식서(飾緖)가 남아 있다.

초록화주(草綠禾紬)의 제직에 사용된 실은 굵기가 30~60D(데이어)까지로 일정하지 않아 그다지 상

품의 견사인 것 같지는 않다. 확대경으로 관찰해보면 실에는 거의 꼬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방적할 

때 생기는 자연스런 꼬임이 있는 정도이다. 경사와 위사는 모두 정련하지 않은 생사(生絲)를 사용하여 

약간 감촉이 까실까실하다. 

직물의 경사의 밀도는 43~56올, 위사의 밀도는 부분적으로 29~40올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위사방향으로 심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직조할 때 바디를 치는 힘이 일정치 않아 위사의 간격이 달

라진 이유이기도 하며, 초록화주(草綠禾紬)가 얇은 직물이므로 장황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더 늘려

진 곳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지의 한지와 분리된 부분의 밀도는 약 53×28올이므로 이 밀도를 평

균밀도로 한다. 

의궤의 제목은 5매 주자직으로 직조된 백색의 공단(貢緞)이 사용되었다. 공단은 주자직으로 제직된 직

물 가운데 무늬가 없는 것을 일컫는다. 의궤에서 명시한 제목은 백능(白綾)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백색 공단이 대체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공단에서도 조직점에 의해 사선으로 주자선(朱子線)

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 선이 능(綾)과 유사하게 보이므로 대신 사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의 가장

자리에는 약 2㎜ 정도의 홍화주(紅禾紬)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백색공단의 경사는 28D 정도의 실 2올

보인소의궤 앞 보인소의궤 뒤 제목부분 의궤 표장직물에 관한 내용

초록화주 확대(저배율) 초록화주 확대(고배율) 평직의 조직도

백색공단 확대(저배율) 백색공단 확대(고배율) 5매 주자직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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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례의궤 

대사례의궤는 갈색계통의 마직물로 표장되어 있는데 가장자리부분은 

닳아서 내지가 보이며 여러 곳에 헤어지거나 찢긴 부분이 있다. 직물의 

군데군데 삼실을 잇는 ‘삼기’의 흔적이 보이므로 마직물이 확실하며 직물

의 태로 보아 삼베로 짐작된다. 표지의 직물에 대해 ‘의궤사건장의차홍염

포각장이척이촌광팔촌(儀軌四件粧衣次紅染布各長二尺二寸廣八寸)’이라

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 문헌에 ‘포(布)’는 삼베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대사례의궤 표지의 직물은 삼베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제직에 사용된 삼실에는 S방향으로 꼬임이 있으며, 실의 굵기는 

0.45~1.15㎜까지 일정하지 않은데 성근 마직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경·위

사의 밀도는 약 10~13올이며 전통옷감의 승수(升數)로 산정한다면 6~7

새 정도의 삼베로 치밀하거나 곱지는 않다. 뒤표지 아래의 내지와 분리된 

부분에서 두께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평균두께는 0.56㎜이다. 철장이 있

는 오른쪽 부분의 시접은 측정할 수 없으나 다른 한쪽은 1㎝의 시접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직물의 폭은 35~36㎝정도로 추정된다. 

대사례의궤 표장직물의 특성

 구 분 홍염포

조직 평직

실꼬임 S

실굵기 0.45~1.15mm

직물밀도 12×12

직물폭 35~36cm

직물두께 0.65mm

3) 화기도감의궤 

화기도감의궤는 평직으로 제직된 무명으로 표장되어 있다. 앞표지의 왼쪽 상단과 뒤표지의 하단에 

마직물을 배접하여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마직물은 직물의 태로 보아 삼베로 추정된다. 표장의 앞

과 뒤는 모두 갈색이나 뒤표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붉은 색상이 약간 남아 있다. 화기도감의궤의 표장직

물에 관해 홍목면이라는 기록이 있어 본래는 홍색의 무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변색되어 

갈색으로 남아 있다.

실에는 S방향으로 꼬임이 있으며, 실의 굵기는 0.30~1.10㎜까지로 굵기의 차이가 크다. 무명은 목화를 

방적한 실로 짜므로 실을 뽑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실의 굵기가 고르거나 균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화

기도감의궤의 무명은 굵기의 차이가 심하여 발이 곱지 않은 거친 직물이다. 직물의 평균밀도는 11×11올/

㎠로 그다지 고운 무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화기도감의궤 표장직물의 특성

의궤 표장직물에 관한 내용        

홍염포 확대(저배율)

홍염포 확대(고배율)대사례의궤 앞 대사례의궤 뒤

화기도감의궤 앞 화기도감의궤 뒤 의궤 표장직물에 관한 내용

홍목면 확대(저배율) 홍목면 확대(고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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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홍염표

조직 수자직

실꼬임 Z약연×S

실굵기 56×168D

직물밀도 44×31

직물폭 40cm 이상

직물두께 0.22 ㎜

단위무늬 6.5×7.2

3. 표장 직물의 색상 분석

1) 보인소의궤 

보인소의궤의 앞표지는 오염이 심하여 군데군데 얼룩이 있고 퇴색의 정도가 심하다. 뒤표지는 앞

에 비해 색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나 역시 얼룩이 지고 변색되어 본래의 색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시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가장 깨끗하고 선명하게 남아 있다.

색차계로 뒤표지와 시접부분을 측정한 결과 다양한 측색결과가 나와 색차계에 의한 측색보다는 

COLOR SYSTEM CHART와 대조하여 유사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색차계에 의한 색상 측정 결과

측정부분
문단

L* a* b*

뒤

36.6 -9.2 +12.9

35.4 -8.2 +11.3

35.7 -7.6 +13.3

시접
42.8 _8.0 +14.8

39.6 _8.4 +12.7

 구 분 홍염표

조직 평직

실꼬임 S

실굵기 0.30~1.00 ㎜

직물밀도 11×11

직물폭 35.5cm 이상

직물두께 0.56 ㎜

4) 초계문신제명록 

초계문신제명록의 표장에는 청색의 문단(紋緞)이 사용되었다. 단(緞, 段)은 수자직으로 제직한 직물

로 고려시대 이후 사용되었다. 무늬가 시문된 문단은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무늬로 표현되었으며 대표적

인 고급 견직물이었다. 

초계문신제명록의 문단은 5매 수자직의 직물로 바닥과 무늬가 모두 5매 수자직으로 제직되었다. 직

물의 무늬는 바닥 가는 실 형태의 구름을 묘사한 사운(絲雲) 사이에 원형으로 도식화한 복숭아와 영지

형태의 구름무늬가 가로로 엇갈리게 배치된 도류운문(桃榴雲紋)이며 단위무늬의 크기는 6.5×7.2㎝이다. 

경사는 28D 정도 굵기의 실을 2올 사용하였으며 실에는 Z방향으로 약한 꼬임이 있고 생사(生絲)이다. 

위사는 S방향으로 꼬임이 있는 168D 정도 굵기로 경사에 비해 3배 가량 굵으며, 정련을 한 숙사(熟絲)이

다. 위사의 밀도는 굵기는 168D이다. 직물의 밀도는 44×31올/㎠ 정도로 경사방향이 약간 더 치밀하다.

표지의 한지와 분리된 부분을 살펴보면 두께는 0.22㎜이며, 0.6㎝의 식서(飾緖)가 있고 시접으로 1.6

㎝가 들어가 있다. 직물의 폭은 40㎝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계문신제명록 표장직물의 특성

세부 무늬(도류문) 세부 무늬(운문) 문단 확대(저배율) 문단 확대(고배율)

초계문신제명록 앞 단위 무늬 측정초계문신제명록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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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기도감의궤 

화기도감의궤의 표장 직물은 전체가 갈색계통의 색을 띠고 있다. 의궤에 기록된 표장직물은 홍목면

(紅木棉)으로 홍색이어야 하나 변색이 심하게 되어 홍색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시접부분에서도 

홍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표장직물의 현재 상태가 아닌 본래의 직물복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색차

계에 의한 측색은 무의미하여 생략하였다.

4) 초계문신제명록 

초계문신제명록의 표장은 대체로 청회색을 띠고 있는데 특히 앞표지는 탈색이 되어 회색이 많이 나

타나고 있다. 뒤표지는 청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시접부분에 가장 선명한 청색계통의 색이 남아있

어서 그 부분을 본래의 색으로 기준을 하였다. 

색차계를 사용하여 뒤표지와 시접부분을 측정하였으며 COLOR SYSTEM CHART로 시접부분의 

색을 구분해 보았다. 또한 쪽염을 한 명주 샘플과 대조하며 본래 색상과 가장 근접한 것을 비교 선택

하였다.

색차계에 의한 색상 측정 결과

측정부분
문단

L* a* b*

뒤
33.6 -0.2 -7.7

34.6 -0.2 -6.5

시접

36.1 -0.5 -6.8

37.3 _0.1 -5.7

38.3 _0.4 -8.4

초계문신제명록 표장직물의 색상 조사

보인소의궤의 색상조사

2) 대사례의궤 

현재 의궤의 앞표지와 뒤표지 모두 갈색계통의 색으로 남아 있는데 뒤표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붉은 

색이 얼룩처럼 남아 있다. 표장직물이 홍염포(紅染布)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으로 

붉은색으로 염색했던 직물이다. 자연염색은 화학염색과 달리 일광이나 오염에 대한 견뢰도가 좋지 못하

여 색상이 장시간 보존되기 어려우며 홍화나 소목과 같은 홍색은 대체로 갈색계통으로 변색되는 경향이 

많다. 다음은  뒤표지에서 붉은색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을 색차계로 측정한 결과이다.

색차계에 의한 색상 측정 결과 

측정부분
문단

L* a* b*

뒤

43.1 +9.1 +17.1

45.6 +8.6 +16.9

43.4 +9.4 +16.7

대사례의궤의 색상조사

색차계에 의한 측정쪽염 직물과의 대조COLOR SYSTEM CHART와 대조

COLOR SYSTEM CHART와 대조 색차계에 의한 측정

색차계에 의한 측정 뒤표지 가운데 부분 뒤표지 가운데 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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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례의궤 

(1) 제직에 관한 제언

대사례의궤는 홍염포(紅染布)로 표장되어 있다. 포는 마직물의 총칭이기도 한데 섬유학의 분류에 의

하면 마는 아마·저마·대마·황마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직물로는 삼베(대마)와 모시(저마)

가 있다. 고대에 관한 문헌에서는 삼베와 모시의 구별이 없이 ‘마(麻)’ 혹은 ‘포(布)’가 마직물의 총칭으로 

사용되다가 통일신라시대 헌안왕 4년(860)의 기록에 “한 사람은 집에 재물이 넉넉하여 사치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항상 삼베와 모시옷으로 스스로 즐거워했다.” 3)라는 기록에서 삼베(麻)와 모시(紵)를 

구분하고 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삼베와 모시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대사례의궤의 홍염포는 재질이 삼베일 가능성이 높으며, 직물의 태와 특성도 삼베임을 뒷

받침해주고 있다. 

홍염포는 6~7새의 그리 치밀한 삼베는 아니나 실에 전체적으로 S방향으로 꼬임이 있는데 삼기부

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꼬임을 주었으며 올도 눌리지 않고 톡톡하게 살아 있다. 

삼베는 무명이나 명주에 비해 전통방식에 의해 직조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 돌실나이, 시도무형문화재 제1호 안동포 이외에도 보성, 남해, 무주 등지에서 삼베를 직조하

고 있다. 삼베는 삼실의 특성에 따라 생냉이와 익냉이로 구분하는데 안동에서만 생냉이로 직조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익냉이로 짜고 있다. 안동포의 생냉이인 경우에는 15새까지 직조하고 있으나 예

삼베의 비교

4. 제직과 염색에 대한 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 4책에 사용된 표장직물은 명주, 삼베, 무명, 문단으로 이 가운데는 현재

까지 직조되는 직물도 있으나 전통기법으로의 제직이 단절된 직물도 있다. 표장직물 복제의 적절한 직

물과 염색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1) 보인소의궤 

(1) 제직에 관한 제언

보인소의궤의 표장직물은 초록화주(草綠禾紬)이다. 이 직물은 주(紬)의 일종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명

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주짜기는 1988년 4월 1일에 경북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의 

조옥이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하였으나 2007년 보유자가 별세한 이후 이규종 전수교육조

교(1991년 선정)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나 활발하게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경주 양북면 두산

리와 바로 옆 마을인 송전 1,2리에서도 전통방법에 의해 명주를 짜고 있으나 주로 15새까지만 직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조에 참여하며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나 중국 등지에서 수입

되는 값싼 명주로 인해 수요가 감소되어 직조량이 많지는 않다. 경북 상주에서는 근대 재래식자동직기에

서 평직의 견직물을 제직하고 있으나 주로 한복지로 사용되고 있다.

초록화주는 밀도는 53×28올/㎠로 직물의 폭을 36㎝로 추정한다면 23~24새 정도의 직물이기 때문

에 전통명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는 아주 특이한 직물은 아니므로 굳이 제직하지 않더라도 상주에서 

생산하는 직물 가운데 유사한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사용해도 무관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목에 사용된 백능(白綾)은 3매능직으로 직조된 능직물이다. 능직물은 고대부터 사용된 직물이나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제직이 감소하는 직물이다. 백능은 무늬가 없는 무문능이기는 하나 현재 이

와 똑같은 직물을 생산하는 곳은 없다. 직조가 가능한 직물이기는 하나 제직공장에서 한 종류의 직물을 

제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야드 정도 의뢰를 해야하는데 제목에 필요한 직물의 크기는 20×4㎝ 정도

이므로 수직기에서의 제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2) 염색에 관한 제언

보인소의궤의 초록색은 COLOR SYSTEM CHART의 pantone 18-0228TP가 가장 유사한 색상이다. 

초록색은 염재를 두 종류 이상 사용하는 복합염재에서의 염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의궤의 앞표지에는 쪽과 노란색염재의 채도가 낮은 녹색으로 보이나 뒤표지에는 비교적 채도가 높

은 녹색이다. 녹색은 쪽과 노란염재(울금, 치자, 황백 등)가 있으므로 표장할 직물로 샘플링 염색작업 

확인 후 염색하여야 한다. 

대사례의궤의 홍염포 안동포 곡성 삼베

남해 삼배 무주 삼베강포

3)『 삼국사기』권11, 憲安王 4년“일가부어재 가이치의복 이상이마저자희(一家富於財 可以侈衣服 而常以麻紵自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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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계문신제명록

(1) 제직에 관한 제언

초계문신제명록은 문단(紋緞)으로 표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방식의 문단 제직은 단절되

었으며 근대 이후 쟈카드직기에서 제직하고 있다. 문단은 문직기에 의해서만 가능한 직물로 전통 문직기

는 현전하는 실물 유물은 없으나 조선 후기 서유구(1764~1845)가 저술한 『임원십육지』에 문직기의 그림

이 실려 있다. 이 직기는 직기의 중앙부분에 기둥을 세워 문양을 관장하는 화루(花樓) 장치가 있는 직기

로 직기의 앞쪽에 직조자가 앉고 직기 중앙의 윗부분에 문양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앉아 두 사람이 호

흡을 맞추어 문직물을 직조하는 구조이다. 1801년 프랑스의 쟈카드에 의한 문직기의 발명으로 보조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문직물의 직조가 가능해졌으며, 우리나라에도 이 쟈카드직기의 도입으로 화루가 있는 

전통 문직기에 의한 직조는 단절되었다.   

초계문신제명록의 문단은 전통 문직기에서의 직조는 불가능하므로 현대의 쟈카드직기에서의 직조를 

제언한다. 그러나 유물과는 시대차이가 있어 현재 똑같은 실을 구입하기는 어려우므로 유사한 굵기의 실

을 구입하고 단위무늬의 크기도 같도록 의장과 직조를 하는 것을 권한다.

(2) 염색에 관한 제언

초계문신제명록의 시접부분은 COLOR SYSTEM CHART의 pantone 19-3928TP색상과 가장 유사하

였다. 

앞과 뒤표지는 탈색이 되어 회색 또는 청회색으로 변해 있으나 표지 안쪽의 시접부분을 보면 약간 

바랜 청색이 선명하다. 이러한 청색은 쪽의 단일 염재의 염색이 가능하므로 쪽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

전에 비해 삼과 방적기술 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익냉이인 경우 주로 5~7새까지의 성근베만 직조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6새 이하의 성근 베만 짜고 있는데 전통방식으로 짠다고 하더라도 대

부분 삼기 부분에만 실을 비비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실에는 거의 꼬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또한 제직 후 실젓 앉히기4)에도 깨끗하게 빨리 처리되도록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다듬이질과 같은 

작업을 하여 올이 눌리고 있고 보풀이 많다. 비교적 올이 살아있고 보풀이 없는 삼베는 안동과 곡성에

서 제직되므로 두 지역의 삼베로 택하는 것이 가장 원래의 표장직물과 근접하다고 본다.

(2) 염색에 관한 제언

앞표지는 밤색으로 변해 있으나 뒷면에 약간의 붉은 빛이 남아 있어 홍염으로 염색된 직물로 장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앞표지에 남아 있는 노랑을 머금은 변색으로 보아 홍화염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직물의 복원색상의 농담(濃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홍색의 명도가 살아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색상으

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3) 화기도감의궤

(1) 제직에 관한 제언

화기도감의궤의 표장직물은 홍목면(紅木棉)이다. 목면(木棉)은 삼베에 비해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전통직물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와 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무명짜기가 

있다. 나주에서는 노진남 전수교육조교가 무명을 짜고는 있으나 활발하게 직조하고 있지 않으며 공장에

서 방적해 온 실로 전통방식에 의해 나머지 공정을 작업하고 있는 정도이다. 경북 성주군의 무명짜기 지

정문화재인 백문기선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하여 전승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화기도감의궤의 홍목면(紅木棉)은 실의 굵기 차이가 크고 밀도는 6~7새 정도로 그다지 곱고 치밀하

지는 않다. 현재 전통 제직 방식에 의해 새롭게 직조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시중에는 다행히 전통 무명을 

판매하는 곳이 있으므로 비슷한 밀도의 무명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2) 염색에 관한 제언

현재 표장직물의 염색 상태는 변색이 심하여 무슨 염색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을 만큼 변해 있다. 

그러나 뒷면에 약간의 홍색 빛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어 홍색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대사례의궤의 홍

색과 차이점이 있다.

대사례의궤의 홍색은 노랑을 머금은 밤색으로 변해 있으나 본 화기도감의궤는 부분에 따라 채도가 

낮은 보라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염재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원래 표장직물의 색상의 농담을 알 수 없

으므로 염색재현 시 홍색의 아름다운 색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임원십육지』의 문직기 초기 쟈카드직기(1804년) 현대 쟈카드직기

4)  돌깃에 올렸던 실타래를‘실젓’이라고 하는데 실젓을 끓인 양잿물에 푹 담갔다가 물기를 뺀 다음 왕겨를 묻혀서 따뜻한 

방에 1~일 동안 재운다. 이것을 맹물에 삶았다가 세척하는 과정을 4~5회 반복하여 잿물을 빼내면 태모시의 겉껍질이 벗

겨져 깨끗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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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안료 분석 보고서5)

1. 분석 방법

1)  P-XRF를 이용한 채색안료 성분분석

•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

•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

•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

• 휴대용 X-ray Fluorescence Analyser α-2000(Innov X Systems, USA) 사용

2)  분광측색계

• 색을 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 ‘빛-눈-물체’에 근거한 측색방법

• CIE 표준광원과 표준관측자를 사용, 분광반사율을 측정하여 색채값을 구하는 측색기

• BYK, USA-6800을 사용

3)  디지털현미경

• 안료의 세부 촬영

• 일본 Scalar 社의 DG-3 사용

2. 분석 결과

1) 보인소의궤

•  황색 안료에서 납(Pb)이 검출되어 황단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수치가 낮고 검출되지 않은 측점

도 있어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  적색, 주색의 경우 납(Pb)와 수은(Hg)의 수치가 높게 나와 연단과 진사로 추정할 수 있다.

•  백색에서 납(Pb)이 검출되어 연백과 호분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옥색 및 청색에서는 각각 납(Pb), 납(Pb)과 비소(As)가 검출되었으나, 발색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알 수 없고, XRF로 검출이 어려운 경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6.7 8.9

10 11 12

5) 김민(세종문화재연구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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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색상 주요 검출원소 추정광물 비고

보인소의궤

황 Ca, Pb 황단(PbO) #1, #2, #7, #8

적 Ca, Pb, As, Hg 연단(Pb3O4), 진사(HgS) #3, #4

주 Ca, Pb, Hg, As 진사(HgS), 연단(Pb3O4) #6

녹 Ca, Cu, As, Pb 석록(2CuO・CO2・H2O) #9

흑 Ca - #10

백 Ca, Pb 호분(CaCO3), 연백{2PbCO3・Pb(OH)2} #11

옥 Ca, Pb ? #12

바탕 Ca - #5

(2) 대사례의궤

•  적색 및 주색은 보인소의궤와 마찬가지로 납(Pb)와 수은(Hg)의 수치가 높게 나와 연단과 진사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대상 색상 주요 검출원소 추정광물 비고

대사례의궤

청 Pb, Ca, As ? #13

적 Ca, Pb 연단(Pb3O4) #14

주 Hg, Ca, Pb, As 진사(HgS), 연단(Pb3O4) #15

녹 Ca - #16

바탕 Ca - #17

13.14

15

16.17

13

14

15

16

17

No
element(ppm)

P S Cl K Ca Cr Mn Fe Co Cu Zn As Se Br R Sr Cd Sn Sn Ba Au Hg Pb

13 374661 26294 1356 9465 22 150 265 156 136 3943 124 66 63 830 25034

14 1381 1500 35789 28 256 59 781 33 316 1204

15 118338565925 28654 1644 34092 38 335 679 514 5830 438 763 131 67335 32288

16 11244 1818 1631 32157 46 171 43 748 88 522

17 1131 1174 36706 52 137 36 833 8 560

No

element(ppm)

P S Cl K Ca Cr Mn Fe Co Cu Zn As Se Br R Sr Cd Sn Sn Ba Au Hg Pb

1 716 30450 67 412 74 800 83 729 2483

2 725 369 25537 29 15 97 38 741 132

3 525789 36466 2021 66872 30 266 742 328 7750 275 116 260 253 121 1499 54845

4 433379 30473 1790 52798 25 212 605 281 5459 190 85 1305 42272

5 446 203 2587 42 386 42 8 47

6 279990 17767 1283 43313 16 151 331 102 2472 123 163 13100 18670

7 802 920 33495 45 133 43 622 17 610

8 13462 1021 29925 64 223 491 301 65 836 31 807 2256

9 11815 1162 22483 33 157 10635 4733 20 218 89 835 3266 765 2446

10 3737 710 767 26443 106 45 258 61 696 31 517 904

11 43156 4397 675 23393 145 83 246 62 932 17 376 3136

12 47470 4709 851 18467 187 116 190 42 664 272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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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도 측정 결과

분석 위치 주요 검출원소 추정광물 비고

보인소의궤

#1 77.92 5.05 63.69

#5 82.29 1.56 13.65

#6 52.63 41.92 35.88

#8 74.26 11.45 56.53

#10 30.12 0.31 2.16

#11 79.87 1.13 11.36

#12 77.23 -1.29 24.36

대사례의궤

#13 69.85 -4.44 -0.52

#15 48.54 38.57 28.43

#16 80.12 2.9 16.88

• XRF 분석을 실시한 측정점 중 측정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색채값 측정을 실시

• 정확한 색의 파악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획득과 색의 전달 및 재현을 위해 실시

※ L* a* b* 색표계

L*a*b*는 보다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된 결과로 인간

이 색채를 감지하는 Yellow ~ Blue, Green ~ Red 간의 반대색설에 

기초한 것이다. 기호 중 a*는 Green ~ Red의 관계를, b*는 Yellow ~ 

Blue의 관계를 표시한다. L*는 명도를 나타낸다. 이 색표계의 특징은 

조색을 하거나 색채의 오차를 알기 쉬우며 색채의 변환 방향을 쉽

게 집작 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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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모사본 제작

 Ⅰ. 사업개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문화재인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의 모사작품을 제

작하여 원본의 훼손을 줄이는 한편,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제작한 모사작품을 연구·전시·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서 고지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넓혀나가고, 문화재 모사·복원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다.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주)세종문화재연구소

• 사 업 명 : 고지도 모사본 제작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8월 1일 ~ 2011년 12월 10일

Ⅱ. 사업 참여인력 현황

구분 상호 직위 성명  주요경력

시행처 세종문화재연구소

소장 김민

전통미술지도사 1급

문화재 회화복원사 1급

2005 일본경도시립예술대학 보존수복 박사

2006 강진무위사 후불벽화 현상모사제작

2010 통도사 영산전다보탑벽화 현상모사제작

2011 모사로부터 창조 통도사성보박물관초대전

2011 숭례문 전통단청을 위한 교착제 연구

이사 정무훈 문화재수리기능인 화공(2306)

연구원 김조은 2010 한국전통문화학교 연수원 중퇴

연구원 전세미 2010 한국전통문화학교 연수원 수료

연구원 임정민 2006 원광대학교 회화보존수복학과 졸업

연구원 박주영

편집 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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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작업내용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종이물성 분석 및 초고화상 입력 스캐너 작업

日本京都大學工學研究科 井手研究室 초고화상 입력 스캐너 작업

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 연구소 안료분석 및 적외선 촬영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장황

장지방 전통수록한지 제작

신현세 전통수록한지 제작

다해미디어 보고서 편집디자인

자문위원단

전공분야 이름 소속

고 지 도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종이분석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서체연구 김광욱 계명대학교 서예과 교수

장      황 박지선 용인대학교 보존수복학과 교수

Ⅲ. 모사 제작기간 및 공정별 작업내용과 일정

공정 세부작업 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사전

조사

사진촬영,고화상스캐닝 국민대학교, 경도대학교

육안관찰,색조견표 작성 세종문화재연구소

안료재질 분석 전통문화학교보존과학과

자문회의 1차 스캐닝완료 후 안료분석 전

재료준비 한지제조, 안료준비 신현세한지

모사제작

먹선긋기 세종문화재연구소

채색하기 세종문화재연구소

글씨모사 세종문화재연구소

자문회의 2차 장황 전

장황
배접,회장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보존상자제작

자문회의 3차 모사완료 후, 장황완료 후

품질관리
검수 1,2차 나누어 실시

보고서작성

납품 모사본, 이미지데이터, 보고서 

Ⅳ. 고지도의 역사적 가치와 이해1)

사람은 위치와 장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또한 사람은 시간에 대한 사유 보다 공간에 대

한 사유를 더 절실해 한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국가로 조직된 조직체는 영역의 

확보와 확인을 개인보다 더욱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지도는 인간이 영역성(領域性)을 의식한 오랜 옛날

부터 시작되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후손

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점토판에 그린 그림지도를 비롯하여, 종

이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진흙판, 바위, 나무조각, 나뭇잎, 나무껍질, 갈대, 자갈, 뼈, 모래, 짐승의 가죽 

등에 그림지도를 그려 자신의 거주 공간을 지도로 표현하였다. 

동양에서는 옛부터 좌도우서(左圖右書)라 하여 왼편에 지도를, 오른편에 서책을 두고 가까이 하였다. 

지도는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치와 행정,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당대인이 지녔

던 종교, 주술, 믿음, 신앙 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도는 현실의 위치나 지역의 표상을 뛰

어넘어 인간 정신을 표상하는 그림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작게는 사람들의 모듬살이에 필요한 물자가 

있는 곳, 이웃 지역, 길 등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남기기 위하여 만들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울산시 언양읍 대곡리에 있는 ‘반구대암각화’는 3,000년 전의 태화강 지류에 살

았던 선조들의 생활모습과 환경을 나타낸 훌륭한 그림지도이며, ‘요동성총’ 등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도 

그림지도가 전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말 원나라와의 오랜 전쟁, 그리고 임진왜란・병자호란, 가까이는 한

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전란을 겪어 현전하는 우리나라의 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의 것이라 

할 수 있다.

1. 지도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지도는 그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축소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지도이다. 즉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정한 약속에 따라 기호, 문자, 색채를 사용해 그림의 형태로 줄여

서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 지도이다. 그러나 그림의 내용과 표현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고대・중세

에는 사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니 이를 회화식지도 또는 그림지도라 부른다. 근대 이후의 지도는 사

실적 그림보다는 기호를 사용하여 간략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록하였으니, 이것이 기호식지도이다. 

지도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담은 과학이자 예술품이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하늘(天)・땅

(地)・사람(人)의 세 가지 요소[三才]를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하였다. 그중에서 땅은 만물의 형성 기반

이며(周易 : 至哉坤元 萬物資生) 만물의 활동의 근거지로서 중시되었다.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 토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기초적인 물적 토대였다. 이 때문에 땅의 이치 즉 지리(地理)

1)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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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대부터 탐구되었으며 중요시되었다. 지리의 한 부분이었던 지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큰 그릇 속에 담겨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의 행위와 제도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서 우주를 닮으려는 소우주의 구현이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지도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려진 세계와 공간의 표상이다. 지도는 인간 내부의 정신적 세계와 

외부의 물리적 세계의 매개체이며, 다양한 규모에서 인간 정신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이다. 또한 문자언어나 숫자보다도 앞선 인간의 의사소통의 오랜 형태이다.

지도는 과학, 기술, 미술, 사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지도는 문화적 산물이며, 사회적 산물이

다. 지도가 제작되기까지는 지도를 필요로 하였던 사회・문화적 요청이 있다. 지도는 시간과 공간의 교차 

속에서 탄생된다. 지도 속에는 역사와 과학이 있고 지리와 환경이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이룩한 조상들

의 숨결이 스며 있다. 

2. 한국 고지도의 유형과 가치

한국의 고지도의 유형은 지도가 포괄하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즉 천하도(天下圖 : 世界地圖), 전도(全圖), 도별지도(道別地圖), 분도(分圖 : 郡縣地圖), 관

방지도(關防地圖), 도성도(都城圖), 특수도(特殊圖)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천하도는 

천하 즉 세계를 그린 세계지도, 전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지도, 도별지도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도를 단위로 그린 지도, 분도는 군현 및 그 하위 지역을 그린 지도, 관방지도는 군사지역과 변경지역을 

그린 군사지도, 도성도는 대부분 성곽으로 둘러싸인 수도였던 도시들을 그린 지도를 지칭한다. 그 밖에 

외국지도(外國地圖), 궁궐도(宮闕圖), 관아도(官衙圖), 산도(山圖), 천문도(天文圖), 도로지도,(道路地圖) 

명승지와 관광지를 그린 명승도(名勝圖), 휴대용 수진본지도 등을 특수도라 부른다.

지도는 지역 및 공간 현상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각

인된 그림이다.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시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

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고지도는 한국의 사회, 역사를 이해하는 많은 분야의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

한다.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는 물론, 지역의 역사적 제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등 일반적

인 분야에서도 역사적 시간과 공간의 자연, 지명, 인문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고지도는 

필수적 자료이다. 나아가 고지도는 지방에 대한 국가의 행정, 군사적 파악 정도와 능력, 우리 문화의 특

성과 수준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화원(畵員)들이 대부분 지도 제작을 담당하여 회화적인 예

술품으로서도 귀중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 민간에서 제작한 지도들은 당시 일반 민중들의 세

계관과 공간관을 보여 주는 점에서 귀중한 의의를 지닌다. 

1) 세계관과 공간관의 반영

다양한 고지도의 유형을 보면, 지도는 땅을 그린 것이지만 그 속에 인간의 사고와 감정, 예술과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옛 세계지도와 외국지도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지

니고 있던 세계관과 우주관 즉 세계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이 지도들은 종교적 세계, 실재 세계 

및 외국에 대한 인식 범위와 그 변화, 서양 및 외국의 영향, 서양 각국 지명의 표기와 변모 등을 이해하

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의 세계관을 나타낸 원형 천하도류의 세계지도와 서양의 영

향을 받은 서구식 세계지도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기도 하며, 또한 양 세계관이 습합된 지도도 있다. 이

러한 지도는 실재 세계가 아닌, 인식된 세계에 관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지역의 역사와 시대상 이해의 바탕 자료

각 유형의 지도들도 비록 그 대상과 범위는 다르지만, 세계지도와 같은 방식으로 당시 사람들의 각 지

역에 대한 이해 노력, 인식 정도, 인식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실제 모습과 변화, 특정 현상의 역사적 의미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때로 고지도는 국경분쟁이나 영토 문제의 핵심적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는 축척이 크고 자세한 도별도, 군현도, 궁궐도・관아도・도로지도・산도・천문도・명승도・

수진본지도 등 주제별 특수지도의 제작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상세한 지도들은 특히 지역 연구, 특정 지

역의 현상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상세한 지도를 제작하였던 이유와 배경을 추구함으로

써 지도가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회화식지도가 풍부한 한국의 옛지도

우리나라 고지도의 특징은 회화식지도 즉 그림지도가 많은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도의 발달 과정을 

논할 때 회화식지도로부터 기호식지도로 발달해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 발달 과정을 

살피면 회화식지도가 18~19세기에 절정을 이루어 한국 고지도의 특징을 이루었음을 보게 된다. 우리 선

조들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족자나 병풍으로 만들어 감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풍요롭게 제작된 회화식 지도의 발달은 진경산수화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숙종대 이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도 제작은 화원들이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대로 그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18세기 이후 여행의 증가, 지역간 유통의 증대, 도로와 교통의 이용의 증대, 북방 및 

도서지역과 같은 변방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가 지도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회화

식지도의 발달을 가져왔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회화식지도의 가치가 발휘된 지도는 군현지도, 그리

고 궁궐도・관아도, 명승도, 산도, 도성도와 같은 특수도였다. 이들은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므로 산

천이나 경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지리관념인 풍수적 사고는 지도의 기본 구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묘

지나 사찰, 산을 중심으로 그린 산도(山圖)나 묘도(墓圖)가 풍수적 구도로 제작된 회화식지도의 전형을 

보인다. 또한 관동팔경이나 관서팔경, 금강산 등의 절경과 명승지를 그린 명승도(名勝圖), 계회도와 같은 

기록화풍의 지도, 18세기 이후 증대된 민화풍의 지도 등도 회화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도이다.

회화식지도의 장점은 예술성이 높은 예술품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을 이해하기 쉽

게 나타냈으며,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점에 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 5만분의 1 지형도를 보

려면 지도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필요하다. 등고선의 개념도 알아야 하고, 기호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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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지도는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지역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며, 지역의 산

천과 마을, 도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알려 주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회화식 지

도 즉 그림지도는 지도가 일반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지도 양식이다. 기호에 대한 지식, 설명

이 필요 없이 지역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으며, 예술적 감동까지 줄 수 있어 감상을 위한 예술품으로 지

도가 가까이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가치와 복제본 제작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한국의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이다. 특히 

규장각 소장 고지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한 가치 높은 귀중한 지도들을 소장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소장처의 지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 지도들이 많다.

고지도는 목판본보다 필사본이 많고, 이들 필사본은 대체로 유일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는 자료의 보존상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본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열람자는 마이

크로필름이나 복사본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도는 채색이고 대형이어서 복사본이나 마이크로필름 이용에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도의 영인본 간행, 전시회 개최 

및 도록 출간, 지도책과 연구 편집서의 간행 등이 이루어져야 고지도의 연구와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본을 모든 사람

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본과 동일한 상태로 감상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모사본

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에 모사본 제작 대상이 된 ＜아국총도(我國總圖)＞, <도성도(都城圖)>, <전주지도(全州地圖)>는 

한국 고지도 중 조선전도, 도성도, 군현지도 중 그 의미와 가치가 뛰어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1)＜아국총도(我國總圖)> : 18세기의 사실적 조선전도(朝鮮全圖) 

<아국총도>는 사실적 조선전도의 대표적인 지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조선전도이다. 특히 지

도제작의 절정기였던 18세기에 제작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형 조선전도 중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린 조선전도는 우리 국토를 표현하고 상징하는 지도로서, 한국을 대표

하는 지도이다. 조선전도에는 선조들의 국토 인식, 표현 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표현

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 기술, 지도제작 기술, 예술적 표현 등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전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에서 만든 지리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조선 후기까지 널리 민간에

서 지도를 만들 때 원형이 되었던 ‘동람도(東覽圖)’식 지도이다. 둘째는 조선 초기부터 국가에서 정확한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하였던 사실적이고 정확한 조선전도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변화와 함께 조선의 지도 제작도 18세기 영조・정조대에 크게 발전하였다. 그 중 가

장 중요한 변화가 대축척지도(大縮尺地圖)의 발달이었다. 이 변화는 특히 전국지도 즉 전도에서 현저했

다. 축척이 큰 지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도의 크기도 대형화되었으며, 따라서 지도에 표시되는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해졌으며 풍부해졌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들도 정확한 지도의 제

작에 기여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상기(鄭尙驥)와 그 후손들, 그리고 고산자 김정호(金正

浩)이다. 

조선 후기의 대축척지도의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지도학자가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이다. 

김정호보다 1세기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실학자인 그는 백리척(百里尺)을 사용하여 ‘동국지도(東國地

圖)’를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는 조선시대 지도제작의 수준을 한단계 높인 획기적인 지도였다. 그의 지도

는 그의 아들인 정항령(鄭恒齡, 1710~1770)에 의해 한층 발전되었으며, 손자 정원림(鄭元霖, 1731~1800)

과 종손 정수영(鄭遂榮, 1743~1831)도 지도를 계속 교정 수보하여 더욱 정교하고 훌륭한 지도를 제작하

였다. 정상기는 대형의 조선전도인 ‘동국대전도’를 먼저 그리고, 이를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도별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도별 지도를 합하면 전도가 되도록 고안하였다. 도별 지도는 축척을 적용하여 그렸기 때문

에 면적이 좁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 한 장에 그리고, 면적이 넓은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각각 그린 점이 기존의 도별지도와 다른 특징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일정한 축척을 사용하여 도별 지도를 합하면 전도가 되도록 고안되었으며, 축

척인 백리척을 표시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점, 축척 약 1 : 420.000의 대축척지도로 커짐에 따

라 도로・봉수・지명 등을 상세하게 나타낸 점, 조선의 윤곽 특히 북부 지방의 윤곽이 정확해진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1757년(영조 33)에는 국왕 영조가 이 지도를 보고 감탄하면서 모사하여 비치하도록 명하였다. 여암 

신경준은 정항령(鄭恒齡)의 지도를 국가적인 지도 제작 사업에 참고하였으며, 성호 이익 등 지식인들이 

그의 지도를 전사하여 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도 그의 저서 『대동

수경(大東水經)』에서 정항령의 지도를 여러차례 인용하여 조선의 수경(水經) 즉 강줄기의 갈래와 흐름

을 설명하고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東國地圖)’는 특히 북부 지방의 윤곽이 매우 정확해졌다. 따라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조선 전기 지도의 가장 큰 결점이었던 함경, 평안도 지방의 부정확성을 극복했다

고 평가받았다. 이후의 조선 지도들은 대부분 이 지도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대축척지도의 발달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국지도는 <대동여지도>와 거의 유사한 윤곽을 

가진 지도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18세기 말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의 <여지도(輿地圖)>첩에 수록된 <아

국총도>도 이 유형이다. <여지도>는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지도책이다. 1권에는 ＜세계지도＞, ＜중국지도＞, 

북경과 한양도성도, 전도를 포함한 6장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2권에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조선 도별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에는 중국의 지방을 행정구역별로 나눈 16장의 지도가 

수록되어서 있어 일반 도별도만으로 구성된 지도책과는 차이가 있다. ＜아국총도＞는 <여지도> 제2첩에 

수록된 조선전도이다. 특히 해안의 섬들이 매우 자세하며, ‘동해’ 지명, 울릉도와 우산도 등이 정확하게 

표시된 중요한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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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성도(都城圖)> : 국가의 중심을 그린 도시도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도를 둘러싼 

성을 도성(都城), 지방 도시의 중심지를 둘러싼 성을 읍성(邑城)이라 불렀다. 특히 도성 내부에는 궁궐, 

관청 등 도시 시설이 집중해 있었으므로 지도로 표현할 내용이 많았고 이에 따라 성곽 안쪽을 자세히 

그린 지도가 많았다. 수도의 성곽 내부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를 도성도(都城圖)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울의 일반 지도를 지칭한다. 때로는 과거 역사시대의 수도였던 지역 즉 경주, 평양, 개성의 지도를 도성

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은 국가 및 국토라는 소우주의 심장이자 상징이었으며, 국민들이 지역과 공

간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중심이었다. 지방의 위치를 표현할 때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록하거

나, 서울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우를 인식하는 것 등도 이러한 사고의 반영이다. 즉 경상좌우

도・전라좌우도・충청좌우도 등 행정 구역 편제도 서울에서 임금이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이 좌도, 

오른쪽이 우도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각 지방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절대적 위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또는 도의 행

정・군사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명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상대적인 위치 표현 방법 즉 환경

(situation)에 의한 위치 표시로서, 이 또한 국토의 중심을 서울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그려진 <도성도>는 세련되고 아름다우며 정교한 필치로 그려진 걸작품이다. 

이 지도에는 서울의 상세한 도로망, 청계천 및 그 지류들의 물줄기, 하천 위의 주요 다리 등이 소상하게 

표시되었다. 지금은 복개되어 옛 자취를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도성의 중앙을 서에서 동으로 흘렀던 개천

(開川 : 청계천)과 남북에서 모여들었던 지류들은 서울의 도로나 시가 배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천과 

그 사이에 혈맥처럼 펼쳐진 도로망은 크기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 하고, 각기 청색과 적색으로 나타냄

으로써 대비를 시켰다. 직선화된 도로와 하천의 인공적인 모습은 서울이 훌륭한 계획도시였음을 보여 준

다. 여백에는 기호로 나타낸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 서울의 행정구역을 기록하였다. 우측 하단에 기재된 

당시 서울의 행정구역은 5부(部) 43방(坊) 329계(契)이며, 서부의 용산방・서강방과 남부의 둔지방・한강

방・두모방이 새로 생겼음을 밝혔다. 이는 18세기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남대

문과 서대문 밖의 한강변에 인구와 취락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옛지도는 보편적인 가치와 특수한 가치의 양 측면에서 파악해야 지도의 본래 면모에 접근할 수 있다. 

보편성이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로서의 특성과 내용을 얼마나 정

확하게 담고 있는가 하는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다.

지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모습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한가가 지도의 가치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된

다. 우리의 옛 지도 중 정상기의 지도, 김정호의 지도를 훌륭하고 과학적인 지도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고지도의 특수한 가치란 지도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지도에 반영된 지

리적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다. 정신사로서의 미술사나 도상학(iconography)적인 연구와도 관련된다. 우

리가 흔히 부정확한 지도로 치부해 버리는 지도 중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공간관을 반

영하고 있는 것이 많다. 옛지도는 일차적으로는 그 지도를 그린 사람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것이지만, 나

아가서는 그러한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한 이용자나 사회분위기 속에서 탄생되었음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서울지도인 <도성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표시한 방위의 문제, 읍 중

심부의 상세한 표현과 주변과의 비대칭, 읍 중심부의 위치를 지도의 중앙에 그리는 것, 글씨들이 여러 방

향으로 누워 있는 등의 표현은 당시의 지역을 바라보는 사고 즉 서울・임금・읍치(邑治) 중심의 사고를 반

영하는 것이다.

3) <전주지도(全州地圖)> : 지역정보의 축척과 아름다운 회화식 군현지도

조선 후기 지도 발달에서 주목할 또다른 측면은 지방 각 군현의 지도 즉 군현지도(郡縣地圖)의 제작

이다. 군현지도는 당시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다. 16세기 

이후 꾸준하게 편찬된 각 지방 지리지인 읍지(邑誌)에 첨부된 군현지도와 함께 조선 후기에는 개별 군현

지도의 제작이 급증하였다. 18세기 이후에 전개된 군현지도의 활성화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발

달과 어우러져 예술성이 뛰어난 회화식 지도를 발달시켰다. 회화식 지도는 지역의 정보와 지역의 감성을 

예술로 승화시켜 예술적 지도유형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고지도의 특징은 회화식지도 즉 그림지도가 많은 점이다. 우리 선조들은 지역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족자나 병풍으로 만들

어 감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회화식지도의 가치가 발휘된 지도는 군현지도나 궁궐도・관아도 같

은 특수도였다. 

그림지도의 장점은 이해가 쉽고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점에 있다. 그림지도는 눈으로 보

는 순간 그 지역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 오며, 지역의 산천과 마을, 도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알려 주고 싶은 내

용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회화식 지도 즉 그림지도는 원시적인 형태의 지도로 간주되

기도 하지만, 지도가 일반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지도 양식이다. 기호에 대한 지식, 설명이 필

요없이 지역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으며, 예술적 감동까지 줄 수 있어 감상을 위한 예술품으로 지도가 

가까이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도>는 18세기에 제작된 군현지도이다. 군현지도란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기본단위였던 부府)・

목(牧)・군(郡)・현(縣)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로서, 군현도(郡縣圖) 또는 읍지도(邑地圖)로 불리웠다. 흔히 

‘군현’으로 줄여 부르는 부・목・군・현은 1895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읍격(邑格)이 폐지되어 군(郡)으로 통

일된 이후, 현재 시・군으로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사회・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근

간을 이루는 행정단위이자 문화단위이다. 군현 즉 지방을 단위로 만든 군현지도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지도 제작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군현지도가 발달했다고 표현한 것은 군현지도의 양

적 증가, 군현지도 제작과 이용 주체의 다양화, 지도 제작 기법, 지도 형태 등 외형적인 변화 등 여러 면에

서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내용과 형태에 발전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현지도도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작 주체에 따라 관찬(官撰)과 사찬(私撰)

으로, 표현양식에 따라 회화식과 기호식으로, 판종에 따라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축척에 따라 대축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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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축척 지도, 축척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단독 군현지도들은 대부분 지역의 모습을 산수화식으로 그린 회화식 지도이다. 회화식 지도 중

에는 대형 지도가 많다. 18세기 이후 단독 군현지도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발달과 함께 그 전

성기를 맞게 된다. 역으로 화원들에게 맡겨지던 지도 제작의 경험이 축적되어 진경산수화의 발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전주성과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

의 신성함을 흰색의 학이 노니는 모습으로 나타낸 <전주지도>는 한 폭의 예술품이며, 지역의 모습을 

충실하게 그린 국토의 초상화이다.

조선 지도의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는 회화식지도는 사실상 군현지도 제작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

으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지도나 도별지도는 수록할 정보의 양이 많고 대상 지역의 규모가 너무 

넓어 그림식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군현지도는 그리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자연적 배경

이 회화식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회화식지도의 장점은 예술성이 높은 예술품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며,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점에 있다. 회화식 지도는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지역의 구조와 배치를 확연하게 알려 준다. 뿐만 아니라 기호식 지도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현상의 

전체적인 경관과 분위기, 인상까지도 조망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화식 지도는 누구에게나 쉽게 

낯선 고장을 안내해 주는 친근감이 있어 널리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줄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회화식 지도 즉 그림지도는 지도가 일반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지도 양식이다. 

기호에 대한 지식, 설명이 필요없이 지역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으며, 예술적 감동까지 준다.

• 모사대상작품

번호 대상작품 재질 그림크기(cm) 제작 년도 비고

1 도성도 지본착색 91.5×67 1788년경 보물 제1560호, 족자

2 전주지도 지본착색 89.6×173.5 18세기 후반 보물 제1586호, 족자

3 아국총도 지본착색 82×151 18세기 후반 보물 제1592호, 족자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

 Ⅴ. 모사제작의 필요성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만물도 시간에 저항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 생명체는 물론 물, 흙, 돌 등의 

무생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월의 옷을 덧입으며 처음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거나 변형

되게 마련이다. 하물며 인간의 손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문화재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힘 앞에 

그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을 버티며 ‘고색창연’한 멋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본래의 모습은 흔적으

로만 남거나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된다.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유산은 이미 없다. 미래와 

비교했을 때보다 원형에 가까운 유산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나마 손상이 덜 된 지금이 원형을 추정

하여 최대한 원형에 근접한 모사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박리(剝離), 박락(剝落)하면서 결국엔 사라지게 될 유한한 존재인 문화재. 이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더욱 오래 보존하는 한편 현재에서도 그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고 즐기

기 위해서 모사제작은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아울러 선대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도 지금 남겨져 있는 원형만이라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로 문화재 보존과 수복의 역

사적 의무를 비롯하여 예술・문화적 가치의 항구성을 위해서도 모사제작은 꼭 필요하며 그 시기 역시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Ⅵ. 모사제작의 목적

모사제작의 이유와 목적은 크게 원화의 학습・계승・기록・대체・보존(學習・繼承・記錄・代替・保存)으

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사제작은 문화재에 사용한 전통 재료와 기법을 학습(學習)하고, 원형과 

함께 이것을 후세에 전하고 남기면서[繼承・記錄], 대중에게 선조의 유산을 널리 알리고[代替], 문화재를 

보존[保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사제작이 단순히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문화재 보존・수복의 새로운 방안으

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모사작품은 손상 위험이 많은 원형 문화재를 대신하여(代替) 원화의 역

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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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모사제작 방법 및 특성

모사제작은 크게 현상모사(現像模寫), 복원모사(復元模寫), 고색복원모사(古色復元模寫)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상모사란 한자 뜻 그대로 현재의 시점에서 원화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안료의 고색(古色), 박락(剝落), 결손(缺損), 얼룩 등 원형의 모습에 시간의 흐름까지 담아냄으로써 원

화가 가진 가치에 시간의 흐름이 만든 감동까지 재현하는 것이다. 

반면 복원모사는 제작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현상모사와 달리 결손부분까지 되살려

야 하기 때문에 미술사적 고증과 더불어 원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화에 사용한 재료는 

물론이고, 원화 작가의 자연과학적・인문학적・미술학적・역사적 배경과 지식까지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색복원모사는 이 둘을 절충한 방법이다. 바로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여 제작함으로

써 생경해 보이는 복원모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박락, 결손, 얼룩 등 시간의 흐름 

이외의 훼손까지 복원・수복하지만 채색만은 고색(古色)으로 재현하여 제작되었을 당시의 원형 모습

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각각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면, 현상모사는 세월이 만들어낸 현재 원화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제작방법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복원모사의 경우는 현재 원화의 모습을 

보고 원형을 추정하여 결손부분을 재현하는 까닭에 추정의 결과가 실제 원형의 모습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제작 당시의 원형이 존재하지 않기에 비교할 수 있는 절대값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곧 복원모사에는 ‘완벽’이란 결과물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모사작품을 제작할 때 현상모사, 복원모사, 고색복원모사를 모두 절충하는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전시목적으로 제작한다고 할 때, 원래의 원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저해하는 얼룩이

나 균열들이 있다면 비록 현상모사라 하더라도 얼룩, 균열 등을 생략하고 그리는 것이다. 또 다른 방

법은 얼룩은 제거하되 박리, 박락은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사제작 방법은 모사제작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비단이나 평면회화뿐 아니라 단

Ⅶ. 모사제작의 요건

모사작품이 원화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모사작품’은 단지 흉내 내거나 똑같이 베끼어 그리고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원화가 가지고 있는 느

낌이나 감동까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모사작품만이 문화재의 보존수복을 위해 원화를 대신한다는 존재이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원화에 대한 정보의 양, 탁월한 관찰력, 이해의 깊이는 모사작품의 완성도에 결정적이다. 

문화재 수복가나 모사제작자가 외면의 섬세함과 내면의 깊이를 통찰하고 재현할 수 있는 안력(眼力)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곧 문화재 수복가나 모사제작자는 선대의 유산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선대의 유산과 함께 후대에 전

하는 파수꾼이자 메신저인 셈이다. 이들은 현세대의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

고 수복하는 역사적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이 지닌 생명의 한계를 연장하고 나아가 그 가치

를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화가 가지고 있는 감동을 어떻게 모사작품에 재현할 것인가?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기술

이 아닌, 원화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을 파악하고 습득하여 스스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비

로소 모사작품의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모사작가는 자연과학적 지식과 함께 작품의 사

회적・사상적 배경 및 제작 의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미술사적 지식을 겸비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야 한다.

Ⅷ. 고지도 모사제작의 필요성

연구 대상작품인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는 지본착색(紙本着色)으로 제작되어 있다. ‘종이’라

는 기저재, 특히 닥 섬유로 된 한지의 수명은 천 년을 훨씬 넘는다. 그간 이루어진 여러 연구 결과물이나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이의 수명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천처럼 섬유를 꼬

아 실을 만든 다음 이것을 다시 엮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밀도가 높은 기저재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가느

다란 셀룰로오스 섬유를 아주 얇게 시트 상태로 만들어 놓았을 뿐인 종이가 다른 형태의 문화재와 비교

했을 때 물리적 충격에 매우 약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번 모사제작 대상으로 삼은 세 점 모두에서 발견되는 마모, 균열, 꺾임 등의 현상에서도 종이의 취

약성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항구적 보존과 생명연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회화문화재

영구보존

연구전시교육

다양한 활동

회화문화재

훼손방지

회화문화재

대중성 강화

모사작품

제작

•  모사제작의 궁극적 목표는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작품을 제

작하는 것이다.

•  (주)세종문화재 연구소는 본 사업을 통해 ‘도성도’, ‘전주지

도’, ‘아국총도’의 항구적 보존을 꾀하고자 한다.

•  대상작품에 사용했던 전통 재료와 기법을 연구[學習]·기록

[記錄]하여 후세에 전하는[繼承] 한편 원본을 대신 전시하여

[代替] 본 문화재를 보호[保存]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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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각종 공예품의 채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목적에 따라 모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재 수

복가나 모사제작자는 각각의 방법이 가진 장단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현명하게 모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사작품을 제작할 때 반드시 지키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방침이 있

다. 첫째 작가는 절대로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모사작품이라는 제작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모사에는 ‘모사’라는 별도의 작품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사작품은 원화가 있음으

로 해서 존재하고, 그로 인해 존재할 필요와 가치를 허락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Ⅹ. 본 사업의 모사방법 결정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의 상태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다고는 하나, 이는 제작 당시로

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간의 간극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일 뿐이다. 이미 고색화는 물론이

요, 글씨가 지워지는 등 상당부분 훼손이 진행되어서 원형 그대로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지도는 실용성이라는 목적으로 제작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본래의 지도가 가졌던 기능을 충

실히 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도는 그 특성상 시대를 막론하고 정교함과 정확함이 생명이

다. 즉 고지도 모사에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사용된 재료, 기법, 필법 등을 비롯해 지도에 사용한 ‘활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원모사’가 가장 적절한 모사 제작방법이라고 뜻을 모았다. 

XI. 모사제작 방침 : 원형을 추정한 복원모사

앞으로 원형이 추정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 가능한 결손 부위를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손 부위는 물론 안료와 종이의 산화로 인한 고색화 현상 등 시간의 간극을 최

소화하여 원본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다. 또 지도가 정보전달이라는 실용성을 지니는 만큼 활자의 

재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원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

-  단순히 학습을 위한 모사작품이 아닌 원화의 대체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했다. 

•동재료 및 동기법 재현 

-  기본적으로 원화에 사용한 재료를 모사작품에도 똑같이 제작・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외관상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붓의 흐름 및 채색 순서에 따라, 또 안료가 올라간 순서에 따

라 감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원화와 같은 느낌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결손부위 추정 가필

- 추정이 가능한 결손부위는 가필하여 제작했다.

- 단, 판독이 불가능한 글씨모사는 현상모사도 검토했다. 

•원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숙지 

-  원화와 관련하여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형과 내면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도록 충실히 연구

하여 제작했다.

•원형복원모사를 원칙으로 하되, 마모되거나 결손되어 문자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규장각과 자문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모사방안을 결정했다. 

- 방안1 결손 마모되어 판독이 어려운 부분만을 현상모사 한다.  

- 방안2 결손 한자를 고증을 통해 추정한 다음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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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조사 

1) 도성도

(1) 산수화에 담긴 지도 

도성도에는 한양의 전경이 주변 산에 둘러싸여 마치 새 둥우리에 담긴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특

히 한양 도성을 감싸고 있는 산수와 가옥, 강 등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길은 주선으로 상

직적으로 표현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강 이름, 행정구역, 지명 등도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

다. 이렇게 산수화의 회화적인 표현과 지도의 기하학적 주선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있

어 마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또한 도성도는 얼핏 보면 작품이 거꾸로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구도에서도 위쪽을 북

쪽으로 하는 일반적인 지도의 배치와 달리 남쪽을 위쪽으로 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좀 더 크고 무거

운 느낌을 주는 북쪽의 삼각산, 도봉산을 위에 배치하는 것이 편안한 느낌을 주었을 텐데 도성도는 

반대로 남쪽의 목멱산을 위로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구도에 산수화의 회화적 표현으로 그려진 주변 산세가 어우러져, 평면적으로 처리된 도성 

안 시가지의 모습은 마치 마술구슬 안에 펼쳐진 세상처럼 보인다. 호기심에 시선은 도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느새 홀연히 그 세계로 빠져들고 싶은 묘한 신비감마저 불러일으킨다. 

(2) 간결한 글씨에 담긴 장인의 섬세한 가공기술

도성도에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빼곡할 정도로 화면을 채우고 있는 간결하고도 섬세한 글

씨다. 사용한 붓은 물론이고, 종이의 도침이라는 가공이 없으면 써내기 어려운 기술이다. 곧 선인들의 종

이 제지 및 가공 기술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축의직경  •아국총도 : 3.5cm  •전주지도 : 3.5cm  •도성도 : 4.8cm

<아국총도>

(단위 : cm)

40.5

2.5

2.5

13

229

82

93
5.5

5.5

8.5

15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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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어서 보관한 흔적 

가로 4등분 세로 3등분으로 접어서 보관해 놓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접혀진 부분이 마모된 것 역

시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족자형태의 작품이었는지 그냥 접어서 보관해 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단, 현재의 원본이 족자 형태이고, 전시 및 보존을 위해서도 족자 형태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

여 본 모사에서도 족자형태로 완성했다.

간결한 선을 따라 지명이 매우 섬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접혀진 곳의 모서리 부분에서 마모된 자국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왼쪽 부분에서 작품을 말아두었

을 때 생기는 일정한 패턴의 얼룩도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본 작품이 원래 족자형태였는지 접어서 보관했는

지 가름하기 어려웠다.

 

2) 전주지도

(1) 지‘圖’도 그림이다

전주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부감법으로 그려졌다. 전주 성시 전체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

변에 산봉우리가 이어지듯 산수를 둘렀다. 성 내부에는 격자식의 도로를 경계로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

고, 그 주변으로 희고 붉은 복사꽃이 만개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산수의 준법이나 길과 수로의 표현에 있어서도 일반 지도처럼 상징화하여 도식화하지 않고 실제 모

습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또한 성내 우측 하단에 무리 지어 날고 있는 학들과 화면 아래쪽 언덕에 지

방관 행차 장면까지 매우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처럼 전주지도는 일반 지도와 달리 당시 상황을 이례적일 만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작품 위에 

‘전주지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도가 맞나?’라고 여겨질 정도로, 계절을 입힌 산수에 풍속까지 

담았다. 작품을 그린 화가는 자신의 기량과 화풍을 녹여내어 기능성을 지닌 지도를 하나의 회화작품으

로 감상하게 만들었다.

(2) 감춰져 있던 1.7㎝를 되찾다  

작품을 앞으로 배치하여 장황을 하지 않고, 작품을 뒤로 하여 회장용 능화문 한지를 두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방의 산수가 똑같이 가지런하게 절단되어 있어 분명히 가려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적외선 촬영을 통해 먹선의 흔적은 발견하였으나 모사제작에 참고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라이트박스 위에 올려놓으니 감춰진 먹선의 형태가 분명히 드러났다. 

장황된 상태에서 전주지도의 실크기는 89.6×173.5㎝이지만, 이번 모사작품은 가려져 있던 사방 

1.7㎝를 더해 91.3×175.2㎝으로 제작하였다. 복원모사 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추

정하여 밝힐 수 있는 한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였다. 

전주지도는 표장용 능화문에 의해 작품 일부분이 가려져 있다. 

작품뒷면에 라이트박스를 설치하여 감춰져 있는 부분까지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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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화문 한지를 회장용으로 사용하다

전주지도는 현재 족자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작품을 두르고 있는 천장과 마루 기둥은 능화문 한지

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황시 회장용 비단이나 천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드문 예이다. 능화

문에는 한문으로 전주지도라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본 제작 당시 쓰여진 것인지 기록이 없어 추정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사제작 시에는 현재 원본의 이미지에 따라 이 부분까지 재현하였다.

(4) 백색옷에서 청색 안료의 흔적을 찾아내다

원본 우측 하단의 10여 센티 정도 폭에 그려진 지방관 행차 군상을 보면, 백색 의복의 군상과 분홍

색 의복의 군상이 어우러져 보인다. 그런데 백색 의복의 군상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아주 연하게 청색이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을 다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청색안료의 흔적을 찾아내었다. 특히 

번호 3번의 인물과, 번호 6의 앉아 있는 여인의 치마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채색의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백색 의복처럼 보였던 인물 군상 대부분이 사실은 청색 의복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백색 의복의 경우 아무런 채색도 하지 않고 비워둔 게 아니라 백색의 안료를 

채색하여 명확하게 백색으로 표현하였다는 것도 알아내었다. 

이러한 발견은 본 모사 제작 방침이 복원모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는 부분이다. 만약 현상모사

로 제작하였다면, 모사본에서도 청색 의복은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의 흔적에 씻겨져 과거의 자취가 영

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전주지도는 족자의 천정부분에 전주지도라는 한자 표기가 되어 있으며, 

재질은 책자의 표지와 같은 능화문 한지로 되어있다. 
11.5cm

➊

➋

➌

➍
➎

➏

<원본>

<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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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석청

에 의한 열화로 종이의 황변현상도 보인

▲5 

안료의 흔적으로부터 백색과 청색이 어우

러진 의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색

부분은 비워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백색안

료로 채색 되어있다.

▲6 

앉아 있는 여인들의 치마에서도 석청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3) 아국총도 

(1) 입체적인 채색효과

아국총도는 총천연색의 물감들을 짜놓은 팔레트처럼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지도이다. 팔도의 

군현을 서로 다른 색채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는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각각에 사용한 안료와 채색기

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먼저 작품의 근간이 되는 산줄기는 석녹 바탕에 석청을 올려 자연스럽게 색의 단계를 표현하였다. 높

은 산맥은 석녹 바탕에 석청을 두껍게 도포하여 표현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산맥은 석청을 얇게 도포

하여 산맥의 높낮이와 가파름 정도를 달리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하천과 바다는 쪽염으로 표현하였다. 비단 색만으로 산과 하천을 나누어 표현한 데 그

친 것이 아니라, 무기안료와 유기염료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작품에 입체감을 

더하는 효과를 연출한 것으로 짐작된다. 

곧 산줄기에는 질료로서 체적을 가지고 있는 광물성 무기안료를 도톰하게 쌓듯 안료를 올려서 산맥

이 가지고 있는 지면에서 솟아나는 느낌을, 하천과 바다에는 체적이 거의 없는 유기염료인 쪽을 사용하

여 한지에 평면적인 느낌으로 채색하였다. 이렇게 아국총도는 평면작품임에도 재료의 특성과 다양한 표

현기법을 통해 입체적인 화법을 완성했다. 

➊

➋ ➌

▲1 염료에 의한 채색 

염료자체가 거의 체적이 없으므로 색이 진하게 도포되어도 종

이의 표면이 가리워지지 않고 그대로 보여진다.

▲2 안료에 의한 채색

광물성무기물로부터 채취한 안료는 형태상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부터 쌓아 올라가듯 채색층이 형성된다.

▲3 

육안으로 보면 백색의복으로 

▲3 

3의 부분에서 일부분이지만, 안료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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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 산화물 안료에 의한 종이 황변현상

구리산화물(염기성탄산동<CuCo3×Cu(OH)2>)인 석녹은 산소와 반응하기 쉬운 안료다. 이런 안료는 

기저재인 종이의 산화를 촉진시키는데, 본 대상작품에서도 석녹에 의한 종이의 황변현상이 보였다. 또한 

타 안료에 비해 입자가 굵은 석녹, 석청의 경우 아교의 농도도 타 안료에 비해 높게 사용하는데, 이 역시 

종이의 황변산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다. 그로 인해 원본 전체적으로 황색이 가미되어 부드러운 느낌이 

어려 있다. 모사제작에서는 원형의 복원모사 방침상 이와 같은 황변은 표현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설산(雪山)으로 만년설까지 표현한 작가의 기지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지도상 북쪽에 위치한 백두산과 장백산의 정상엔 아무 것도 채색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스캐닝과 현미경 관찰을 통해 백색안료가 채색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였다 원본을 제작한 작가는 의도적으로 백두산과 장백산을 설산(雪山)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리산화물인 석녹에 의한 종이의 황변 열화 현상

➊

➋

흰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종이의 바탕색을 이용, 그대로 비워두는 방법과 백색안료를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국총도에서

는 일부러 설산을 강조하기 위해 백색안료로 채색하였다.

➊ ➋

➊ ➋ ➌ 

➊ 산맥의 완급을 색의 농담으로 표현하였다.

➋  하천에 유기염료를 사용하여 평면적인 느낌을 살렸다. 체적이 거의 없으므로 종이의 섬유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➌   석녹과 석청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스런 색의 단계를 표현하였다. 입자형태의 광물성 무기안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종이 위에 쌓아올리듯 채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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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먹조견표 작성

원본 조건에 맞는 종이샘플 제작 후 먹의 색깔・농담・번짐 등 비교 관찰하였다.

송연은 일반적으로 입자가 크고 먹색은 청색을 띤다. 반면 유연은 입자가 작고 갈색을 띤다. 그런데 

먹의 입자 크기는 최소 1만배 이상의 현미경 사진 자료가 동원되어야 할 뿐 아니라 파괴검사가 아니고는 

판별이 매우 난해하다. 본 모사 제작에서는 각각의 먹색의 샘플을 제작한 후 이것을 원본과 대조 비교하

면서 가장 유사한 먹색을 찾아내었다. 

5. 종이분석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 세 작품 모두 투명막을 통해 닥종이를 기저재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먹의 번짐이 매우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도침 처리한 고급한지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원본의 완성도 및 모사 작품의 향후 보존성 등을 고려하여 닥섬유 100%, 육재에 의한 증해, 

닥풀 점질물의 사용, 흘림뜨기 초지법, 목판건조, 도침처리 등의 공정을 거친 보존용 한지를 사용하였

다. 또한 기저재인 한지의 물리적 특성 및 족자 형태임을 고려함에 있어 신장율 특성을 세심히 검토하

였다.(※ 첨부 문서 중 한지분석 보고서 참조)

(4) 총6장의 한지를 이어붙여 제작

3. 색조견표 작성

실물을 직접 보고 진행하는 색조견표 작성은 원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배색 및 색의 단계 등

을 숫자가 아닌 색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이다. 이번 모사작업은 원본이 놓여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만

큼 원본과 모사본의 외부 조명에 의한 편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원화에 가장 근접한 색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충남 음성의 한상묵선생님으로부터 유연먹과 송연먹을 제조 받아 사용하였다.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으로 접어진 부분이 남아 있어 원래의 모습은 족자가 아닌 접책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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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료분석

색상에 따라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하여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첨부자료 2 참조)

1) 도성도

➊ 미처리 생지

칼슘 외에 발색에 관여하는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으나 호분입자는 보이지 않았다. 

원화에 호분을 도포한 것이 아닌, 배접지에 호분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➋ 엷은 청색

특이할 만한 무기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소 분포 역시 ➊의 생지와 거의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기염료인 쪽으로 추정된다.

➌ 붉은색 <Hgs>황화수은

수은의 검출로 보아 천연진사 혹은 인공주로 추정할 수 있다.

➊

➋

➌

X100 1mm

X100 1mm

X100 1mm

p-XRF를 이용한 채색 안료 성분 분석, 40kV, 4W, Measurement Rime 30sec Innov-X Systems, α-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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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➍ 노란색점 <PbO>산화납

납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밀타승 혹은 연백과 등황의 혼색일 가능성이 있다.

모사제작시에는 연백과 등황의 혼색을 사용했다.

➎ 붉은색 위에  ➏ 노란점 <Hgs>, <PbO>

수은과 납이 검출되었다. 붉은색은 진사 내지 수은주, 노란색 점은 ➎와 같이 밀타승이나 

연백과 등황의 혼색으로 추측된다.

➐ 갈색

색은 석간주색과 흡사하게 보였으나 분석결과 발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철의 원소는 검색되지 않았다. 

붉은색 유기 염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X100 1mm

X100 1mm

❼

X100 1mm

➎,➏

2) 전주지도

➊ 미처리 생지

도성도와 같이 칼슘 외 발색에 관여하는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미경 관찰을 해봤으나 호분입자는 보이지 않았다. 

원화에 호분을 도포한 것이 아닌, 배접지에 호분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➋ 엷은 청색 1

특이할 만한 무기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소 분포 역시 ➊의 생지와 거의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기염료인 쪽으로 추정된다.

➌ 엷은 청색 2

무기물 안료가 아닌 청색 유기염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원소 분포 역시 ➊의 생지와 거의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

X100 1mm

X100 1mm

X100 1mm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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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엷은 붉은색 <FeO>산화철

소량이지만 미도포된 생지와 비교했을 때 철이 조금 더 검출되었다. 

원본샘플 역시 매우 묽게 채색된 것을 미루어 산화철이 주성분인 황토내지 석간주로 추측된다.

➎ 엷은 백색 <PbO>산화납

납이 검출되었으며. 연백으로 추정된다. 연백의 흑변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➏ 백색 <PbO>산화납

샘플➎보다 납이 높게 검출되었다. 샘플➎보다 연백을 두껍게 채색하였다.

X100 1mm

X100 1mm

➍

❼

X100 1mm

➎

➏

➐ 적색 <Hgs>, <PbO>

수은과 납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수은주와 황단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변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➑ 회장용 능화문

➊의 미처리 생지 샘플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며 발색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무기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➒ 엷은 황토 <FeO>산화철

샘플➍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철의 함유량은 샘플➍보다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육안으로도 샘플➍에 비해 황토색이 약한 걸 알 수 있다. 

X100 1mm

X100 1mm

X100 1mm

➏

➐

➑

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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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국총도

➊ 적색 <Hgs>, <PbO>

수은주인 진사와 산화납인 연단을 혼색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은(13.6)과 납(11.4)은 비중이 비슷한 중금속으로 혼색이 용이하나, 수은의 황(S)은 연단의 납을 흑변화시키는 요인으로 

흑변의 위험이 있으며 원본에서도 일부 흑변 현상이 보였다.

➋ 청색 <2CuCO3·Cu(OH)2> 염기성 탄산동

다른 원소에 비해 동(Cu) 원소가 상당량 검출된 것으로 보아 염기성 탄산동인 석청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➌ 엷은 청색 

작품에 전체적으로 분포된 칼슘(Ca)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무기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청색 유기염료인 쪽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X100 1mm

X100 1mm

X100 1mm

➊

➋

➌

➍ 분홍색 <PbO>산화납

소량 납이 검출되었다. 고배율 사진에서 백색 투명한 입자가 확인되었으며, 

납의 백색 체질안료에 연지를 같이 섞어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➎ 미도포 공간

칼슘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이할 만한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➌의 쪽색의 원소 분포도와 거의 흡사한 분포도를 보였는데, 이는 ➌의 쪽 외에 다른 무기물을 사용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➏ 엷은 청색 <PbO>산화납

➍의 분홍색과 거의 같은 원소 분포도를 나타냈다. ➍의 확대 사진처럼 여기저기 백색의 투명한 입자도 

눈에 띄는데, 마찬가지로 백색 체질안료에 청색염료인 쪽을 같이 섞어 도포한 것으로 보인다.

X100 1mm

X100 1mm

X100 1mm

➍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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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노란색 <PbO>산화납

매우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다. 다른 원소에 비해 비교적 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납의 산화물인 황연, 밀타승의 가능성과 등황에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➑ 녹색 <CuCo3·Cu(OH)2> 염기성 탄산동

동의 원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어 염기성 탄산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 석녹과 비교했을 때 밝은 느낌이 강하다

➒ 엷은 분홍색 <PbO>산화납

주된 원소로 칼슘과 납이 검출되었다. 붉은색으로 추정되는 무기물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➍, ➏샘플과 같은 백색입자를 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적색 유기염료인 연지에 연백을 혼

합하여 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X100 1mm

X100 1mm

X100 1mm

➑

➒

➐

➓ 백색 <PbO>산화납

➒의 엷은 분홍색과 거의 유사하게 칼슘과 납이 검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칼슘이 분포된 것을 고려했을 때 연

백의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선명한 노란색 <PbO>산화납

매우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다. 다른 원소에 비해 비교적 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아 납의 

산화물인, 황연, 밀타승의 가능성과 등황에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녹·청혼색 

구리의 산화물로 천연 석녹 위에 석청을 채색하여 색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X100 1mm

X100 1mm

X100 1mm

12         

12          

11          

11          

10         



202 203제3장 고지도 모사본 제작대체본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7. 글씨훼손부분 조사

•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지명의 모사는 성신여대 지리학과 양보경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복원하였다.

• 복원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는 현상모사도 고려하였다.

•  사라진 글씨의 복원은 계명대학교 서예과 김광욱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서체연구를 하였으며, 원

본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써 넣었다.

① 글자마모 : 동일지도에서 동일한 글자를 집자(集字) 

② 부분마모 : 동일지도에서 부분 획을 조합하여 집자(集字)

③ 지도에 없는 글자 마모 : 가장 유사한 서체로 쓴 다음 스캔하여 주입

⑤ 유사필치가 가능한 전문인을 선정(김민, 윤지혜)

⑥ 제작하는 동일한 종이에 충분히 습작한다.

⑦ 유의사항 : 집자(集字)하거나 직접 써서 주입하는 경우에도 검증 후 제작

아국총도 훼손 지명 복원 

1. 갑산(甲山), 진동(鎭東)  

2. 강계(江界)  

3. 묘향산(妙香山)  

4. 영흥(永興), 고원(高原), 문천(文川)

5. 금화(金化)  

6. 광교산(光敎山), 용인(龍仁), 양지(陽智)  

7. 안산(安山)  

8. 삼척(三陟) 

9. 울진(蔚珍)  

10. 평창(平昌)  

11. 가리포(加里浦), 사(沙), 부인(富仁)  

12. 식송(植松) 

8. 고화상스캐닝 작업

원본의 이미지데이터가 모사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원본에 대한 화상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본 

모사 제작에서는 고화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평면회화문화재에 특화한 비접

촉 고화상스캐너를 도입하여 촬영하였다. 스캐너는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学）공과대학 이대(井手) 교

수팀이 개발한 것이다. 원본의 디지털 화상을 기록・보존함에 있어서 원본과 색도・색차가 동일한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촬영한 화상데이터로부터 재료 및 기법에 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 일시 : 2011년 7월 1일 ~ 7월 2일

• 참여기관 : 국민대학교 김형진 교수 외 2명, 일본경도대학교 공학연구과 Jay Arre

• 촬영조건 : 1200dpi로 나누어 수 회 촬영

도성도 훼손 지명 복원 1. 성내측대략이척수

   (城內則大略以步數)  

2. 마장(馬場)  

3. 중양포(中梁浦)  

4. 왕십리(往十里)  

5. 광희문(光熙門)

6. 어청교(於淸橋)  

7. 훈도방(薰陶坊), 냉정동(冷井洞),     

   이전동(履廛洞), 천숙동(川椒洞)  

8. 소욜동(小龍洞)  

9. 합동(蛤洞)  

10. 연(蓮)

11. 수(壽)  

12.혜화문(惠化門)  

13. 광교(廣橋) 

14. 양덕방(陽德坊) 

11

12

10
9

8

7

6

5

4

2

1

3

11

12

13
14

10

9
8

76

5

4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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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사제작 과정

모사제작은 스캐닝 및 사진촬영에서 얻은 데이터를 실물 크기로 출력한 다음, 출력물을 견본으로 

삼아 제작한다. 종이 재단 및 이어붙이기도 원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작업을 실시했다. 

1) 한지준비

종이는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김형진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대상작품과 가장 근접한 한지를 주

문 제작하였다. 한지의 일반적인 발의 크기는 90×60인데 반하여 도성도(103×67)와 전주지도(89.7×

173.5)는 일반적인 발의 크기를 훨씬 웃도는 크기다. 이번 모사제작을 위해 장지방에서 주문 제작하여 

모사제작 하였다. 아국총도는 신현세 선생님의 전통수록 한지를 총 6장 이어 붙여 모사제작용으로 준

비하였다.

• 도성도 : 장지방 광선지  3.5勿 /백닥/외발/목판

• 전주지도 : 장지방 삼육지 1합 3.5勿 /백닥/외발/목판

• 아국총도 : 신현세 공방 보수지 5.0勿 /백닥/외발/목판

 주요특징

•3라인CCD LED조명 탑재    

•해상도 600∼1200dpi 

•RAW데이터 취득  

•국제표준규격 컬러 매니지먼트 

•LED조명을 이용한 경량화

① 세팅  ② 정보수집 ③ 정보저장

2) 종이가공 

대상작품 중 도성도와 아국총도는 글씨의 외측 번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삐침 등이 아주 잘 정돈되

어 있다. 한지에 도침질을 하면 밀도, 탄력성, 평활도가 높아지고 매끈한 글을 쓸 수 있다. 또 물을 흠뻑 

올렸을 때 보여지는 얼룩 등은 도침만으로는 어려운 현상으로, 아교포수와 도침이라는 두 가지 가공을 

통해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이는 길고 가는 섬유들이 여러 갈래 겹겹이 엉킨 시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와 섬유의 사

이에는 공극(空隙)이 무수히 존재하게 된다. 이런 종이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곧바로 종이에 번

지게 된다. 셀룰로오스로 되어 있는 종이의 친수성 및 다공질의 모세관 현상에 의한 것이다. 곧 종이의 

번짐 차이는 공극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공극이 많거나 클수록 잉크의 번짐 현상이 커지

며, 공극이 적거나 작으면 잉크의 번짐도 줄어든다. 

공극은 종이의 재료 및 종이의 제조 공정에 의해 차이가 생긴다. 닥이나 마처럼 섬유가 길고 두꺼운 

인피섬유의 경우에는 그만큼 공극도 많아지기 때문에 잉크의 번짐이 커진다. 반면 안피나 펄프와 같이 

섬유가 짧고 가는 종이는 공극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의 번짐도 적어진다. 하지만 제조과정에서 

고해나 도침을 많이 하게 되면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섬유 사이의 공극이 적어지게 돼서 자연히 잉크

에 의한 번짐도 작아지게 된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종이의 내수성을 증가시킨 것이 아교액에 백반을 넣어 실시하는 아교포수법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잉크의 번짐을 조절하는 것이 도침이다. 도침은 종이의 밀도를 높일 뿐 아니라 종이

의 평활도도 좋게 하는 방법이다. 이번 대상작품과 같이 글씨의 획이 간결하고 매끈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도침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모사제작 준비단계에서 원본에 근접한 종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아교포수 후 도침 가공하여 번짐 효

과를 충분히 테스트 해본 뒤 모사제작에 착수했다.

이음새, 이음간격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원화와 똑같은 조건의 제작용 종이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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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도와 아국총도는 글씨의 외측 번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삐침 등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다. 한지

에 도침질을 하면 밀도, 탄력성, 평활도가 높아져 매끈하게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물을 흠뻑 올렸을 때 

보여지는 얼룩 등은 도침만으로는 어려운 현상으로, 아교포수와 도침이라는 두 가지 가공을 거쳤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3) 아교포수

아교포수는 건조한 날을 골라 아교 : 10g, 물 : 500g, 백반 : 0.6g을 넣고 실시하였다.

아국총도  획의 외곽이 간결하고 번짐이 없다

도성도  도침의 흔적, 수적(水滴)에 의한 얼룩현상

아교포수 후 수적에 의한 얼룩 현상 ▶

4) 도침

한지의 우수성은 한국에서 자생하는 닥의 우수성과 전통적인 제지방법에 기인한다. 그러한 제지 기

술 중 하나가 도침이며, 일반적으로 종이를 건조시킨 후 디딜방아를 이용하여 도침질을 한다. 하지만 사

업 대상 작품은 한지의 제조공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도침보다 더 평활하고 매끈한 종이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따로 준비한 한지를 유리판 위에 올려 놓고 유약 처리된 매끈한 그릇을 가지고 종이의 뒷면에서 

문질러주듯 도침을 하였다. 도침으로 종이에 윤이 나기 시작했고 표면도 더욱 매끈하게 만들 수 있었다.

5) 선묘작업(먹선긋기)

먼저 고화상 디지털 이미지를 실크기로 인화지에 인쇄하여 모사제작 시의 초본으로 삼았다. 초본 위

에 미리 준비한 모사제작용 한지를 올려 놓고 한지 밑에 보이는 잔상을 토대로 먹선을 따라 그었다. 잔상

을 찾아내기 위해 제작용 한지를 말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방법과 작업대에 라이트박스를 설치하

여 잔상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쇄물은 보관용, 관찰용, 초본용 등 총 3장을 준비하였다.

전통적인 도침방법(장지방)     모사제작을 위한 재도침               도침 전                        도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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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도>

<전주지도>

6) 채색

안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채색샘플을 제작・분석한 뒤 이것을 원본데이터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안료를 구하여 제작하였다. 채색순서는 혼색인지, 중첩된 색인지 구분하여 원본과 동일한 채색순을 찾아

내어 제작하였다. 안료와 염료의 혼색은 다양한 샘플을 제작하여 가장 적합한 농도의 비율을 토대로 제

작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안료 샘플을 가지고 안료의 입자 굵기, 산화 정도를 비교・관찰할 

수 있었다. 

<아국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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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총도><도성도>

<전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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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화 대조비교 및 검수

사진자료만으로는 섬세한 부분까지 모사제작하기에 한계가 있다. 제작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원

화와 제작・대조하면서 오류들을 점검하고 최대한 근접하게 재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  현장에서 원화와 모사제작본을 비교하면서 색상의 차이, 먹의 농담 변화 및 안료의 두께감 등을 

미세 조정할 수 있었다.

• 규장각 학예연구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사제작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 검수과정을 통하여 누락 및 오류 등을 재점검한 뒤 수정・보완하였다.

8) 글씨모사

운필모사(작은 글씨체) : 폭 0.3㎝ 정도의 작은 글씨의 경우 획이나 삐침 등이 매우 가늘고 날렵한 

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붓질로 점묘하듯 제작하는 기존 모사제작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

려웠고, 이로 인해 글씨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변질시킬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원본 글씨체의 운

필을 충분히 훈련하여 습득한 다음, 원본 제작자가 글을 쓴 것과 같이 단봉으로 한 획을 긋듯 운필하

여 모사하였다.

• 점묘모사(큰 글씨체) : 큰 글씨는 외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점묘하듯 모사하였다. 

• 운필・점묘 혼용모사 : 운필로 글씨를 쓴 후, 가필하여 섬세한 형태를 맞추어 나갔다.

9) 장황 2)

동양의 그림은 그 바탕재질이 비단이나 종이와 같은 약한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어 제작 후 이를 감

상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배접하여 튼튼히 하고 그림의 주위를 사용 목적과 공간에 맞춰 꾸미고 갖추어

야 하는데, 이를 장황(粧䌙)이라고 한다. 그림의 장황은 지역, 시대, 사용 주체의 계급, 건축양식에 따라서

도 형식이 달라진다. 즉 한국, 중국, 일본의 미술양식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장황 양식 역시 차이가 있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 장황기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기술과 재료

가 단절되어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전통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 장황기술자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장황이

라는 단어조차도 표구(表具)라는 일본식 단어로 대체되어 버렸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표구사에게 교육

받은 한국인 기술자들은 전통 장황 형식이 아닌 일본식에 조선식이 가미된 새로운 표구 형태를 만들어 

냈고, 이 형태는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림에 사용된다. 

이번 모사 대상이었던 지도 3점 중 아국총도와 도성도는 1970년대 이후 유행하였던 이러한 형식으

로 완전히 개장(改粧)된 상태였으며 전주지도는 원래의 회장(回粧)부분을 남기고 상, 하축 부분에 새로

운 회장을 덧대 개장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새로 모사된 그림에는 조선시대 18세기 경에 주로 사용된 족

자형식을 기본으로 장황하였다. 현재 조선시대의 장황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러나 다행히도 산수화, 화조화와 같이 감상의 대상이 되는 그림은 여러 소장자를 거치면서 개장되어 그 

원형을 알 수 없으나, 유교사회에서 효(孝)의 대상이 되는 초상화는 개장되지 않고 소중히 전해지는 경우

가 많아 조선시대 전통 장황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지도 모사본 3점의 장황은 첫째, 제작 당시의 장황형식을 재현한다.(조선 18세기 경의 족자 형태를 참

고한다.) 둘째, 외형은 조선시대 족자의 형태를 갖추나, 재료는 보존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셋째, 재료

는 전통적이고 수작업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1) 1차 배접

• 1차 배접지는 국내산 닥 100%인 닥지를 사용하였다.

•  소맥전분3) 새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소맥전분 새풀이란 밀가루에서 단백질을 제거한 전분만

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동양의 접착재료를 말한다.

2) 조은혜(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수석연구원)  

3)  소맥전분풀이란 밀가루에서 단백질 등을 제거하여 전분만을 남긴 것이다. 소맥전분풀은 조선시대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

는데 제조방법은『산림경제』,『이제난고』등에 실려 있다. 밀가루에서 단백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벌레, 곰팡이의 영양분이 되

기 쉬운 단백질을 제거하여 충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렇듯 밀가루전분을 물에 넣고 끓인 것을 소맥전분 새풀이라 하며, 

이 소맥전분 새풀을 항아리에 담아 7~10년 삭힌 것을 소맥전분 삭힌풀이라 한다. 소맥전분 새풀은 접착력이 좋아 1차 배

접에 사용되며, 소맥전분 삭힌풀은 배접 후에도 딱딱하지 않아 족자, 두루마리 등 말아서 보관하는 축 형태의 유물의 2, 3

차 배접에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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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배접 및 건조

•  호분을 넣은 닥종이와 소맥전분 삭힌 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소맥전분 삭힌풀은 소맥전분 새 풀

을 7~10년 삭힌 풀로써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기 때문에 족자형식 유물의 가로꺾임을 줄일 수 있다.

 

(3) 족자 꾸미기

•  아국총도와 도성도는 손비단을 천연 염색하여 회장비단을 준비하였다. 상하 회장은 쪽과 오리나

무 열매 등으로 염색하였고, 중회장은 백색이 시간이 경과하여 갈변된 느낌을 내기 위해 오리나

무 열매 등으로 염색하였다.

•  전주지도는 유물의 능화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닥지를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자

연 염색하여 능화문을 만들었다.

1차 배접

2차 배접

• 그림과 연결하여 족자형태로 꾸몄다.

•  족자의 형태는 조선식 전통족자로 바꾸었다. 조선식 족자는 일본식 족자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

고 단아한 느낌이 있는데 특히 지도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를 사용하므로 이에 맞추어 장

황하였다.

칠해서 염색하기 능화문 제작

회장비단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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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배접

•   2차 배접과 마찬가지로 호분을 넣은 닥종이와 소맥전분 삭힌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족자유물

의 경우 1차 배접과 마지막 배접을 제외한 2차, 3차 배접에 호분이 들어간 미스지(일본 나라지방에

서 제작)와 소맥전분 삭힌풀을 사용한다. 미스지는 약 알칼리성으로 유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며, 

소맥전분 삭힌풀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족자가 딱딱해지지 않으므로 말았다 폈다 하는 족자의 경

우 가로꺾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마지막 배접

•  마지막 배접은 염색한 닥지를 사용하여 묽은 소맥전분 새풀로 배접하여 조선식 족자의 느낌을 더

하였다. 일본식 족자의 경우 마지막 배접을 우다지(일본 나라지방에서 제작)라는 백토가 들어간 

닥지를 사용하여 족자의 보존성을 높이는데, 우리나라 전통 족자에 우다지를 사용할 경우 일본식 

족자 느낌이 나므로 마지막 배접에 한지를 사용하였다.

회장과 그림의 연결

3차 배접

(6) 건조

•  배접이 끝난 유물을 건조판에 붙여 건조하였다.

•  총 건조일 중 1/2은 그림의 앞면을 보이게 하고, 나머지 1/2은 뒤집어서 건조하였다.

(7) 족자 마무리

•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족자 양식에 따라 상・하축, 축수를 달아 마무리하였다.

•  족자를 걸기 위한 전통식 동다회를 묶고 사용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와이어를 뒤에 함께 설

치하였다.

(8) 보관

•  유물을 굵게말이 축에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였다.

상축 달기 동다회와 와이어 설치

마지막 배접

굵게말이 축에 말기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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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성

<도성도>

도성도 원본

모사 먹선 채색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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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완성

모사 장황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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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도 원본 모사 먹선긋기

모사 채색 모사 채색

<전주지도>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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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완성

모사 장황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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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총도 원본 모사 먹선긋기

모사 채색 모사 채색

<아국총도>

모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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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완성

모사 장황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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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본 비교

도성도 원본 도성도 모사본

전주지도 원본 전주지도 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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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사업자 제언

고지도 발굴・연구의 권위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2011년 초 학술행사 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히라타 아쓰시(平田厚志) 류코쿠대((龍谷大) 도서관장으로부터 고지도 본제본을 선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15세기 한국인이 남긴 명품 중의 명품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之圖・약

칭 강리도)’의 디지털 복제본이었다. 비록 복제본이었지만 유려한 채색이나 살아 꿈틀대는 듯한 필치는 

수년 전 류코쿠대에서 열람했던 원본보다 더 생생했다고 한다. 류코쿠대가 장장 10년에 걸쳐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원본에서 색이 바래고 어두워진 부분이나 판독하기 어려워진 글자까지 말끔히 복원해 

낸 덕분이었다. 

1470년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之圖) 사본

아국총도 원본 아국총도 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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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 손으로 만들었으나 한국땅에 남아 있지 않던 강리도가 남의 나

라에서 남의 나라 손으로 되살려져 한국에 온 것이다. 강리도는 제작 시점인 1402년 당시 인류가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가 들어 있는, 15세기 지도로는 동서양을 통틀어 최고의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다. 정확

성에 있어서도 비례는 맞지 않지만 해안선 모양은 오늘날 지도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뛰어나다. 세계 학

계가 공인하는 현존 최고(最古)의 세계지도이기에 그 서글픔이 한층 더 깊다. 

일본 류코쿠대가 디지털 파일로 복원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중앙SUNDAY 2011. 1. 30)

일본 류코쿠대가 디지털 파일로 복원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부분 캡쳐 ②)

1. 시대의 복합 문화유산‘고지도’

이번에 모사 대상으로 선정한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는 조선시대에 제작되었다. 효율적인 국

가 경영을 위해 국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조선 초기부터 지도 제작은 국가적인 사업으

로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들 지도의 완성도 및 역사적・예술적 가치는 상당하다. 더욱이 원형도 다른 

고지도에 비하여 잘 보존되어 있는 덕분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자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

품들이다. 

고지도는 과거에 존재했던 실제의 지역과 지형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시각자

료이다. 또 지도라는 기능적 목적에 의해 정확성이 전제되는 만큼 제작 당시의 과학기술이 잘 반영되

어 있다. 특히 고지도는 지배계층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사

상과 관념, 종교적 믿음까지 담겨 있다. 곧 고지도는 한 사회의 과학・사상・예술이 지리적 지식과 어우

러져 있는 수준 높은 복합 문화유산이다.   

이처럼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와 같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원형 상태까지 상대적

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

자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원형을 정확하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앞으로도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모사작품 제작이 절실하며 그 시기 역

시 가장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의 원형 vs 제작 당시 모습으로 재현한 모사본

200여 년 전에 제작된 작품을 최대한 간극 없이 원형의 모습으로 재현하기에 4개월여에 걸친 이번 

모사본 제작기간은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다. 더욱이 현재 원형이 아닌 제작되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모사본을 완성하는 작업이었기에 어려움이 컸다. 특히 장황은 현존해 있는 원화의 상당수가 당시에 제

작된 장황이 아닌 탓에, 참고할 작품이 부족하여 원형 제작 당시의 형태로 재현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장황이 장식적인 역할 이외에도 장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

사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역사적 고증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때문에 원본을 바로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혜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만큼 원

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직접 채집할 수 있었으며, 최대한 오타를 줄이고 원본에 근접한 모사본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원본과 수시로 대조하며 끊임없이 논의

하고 실험・훈련・검증을 거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모사본은 원형을 추정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 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 제작되었을 당시의 

형태를 추정하여 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본과의 비교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대에 원화의 가치를 고스란히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현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한 우려의 뜻을 담은 것이다. 이번 제작과정에서 도출한 성과는 향후 결손부위의 수복, 원화에 사

용한 안료, 고색화 과정 등의 지속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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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사·복원 분야의 활성화 기대

진정한 문화재의 가치는 물건 자체보다 그것을 매개로 과거와 현대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보다 큰 

의미가 생겨난다.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가짜는 진짜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진품을 고스란히 재현한 모사작품을 통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활용

하면서 과거와 현대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선조의 유산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이다.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시

간의 단절로 빚어진 간극을 이어가면서 전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화재 모사・복원은 이런 역

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작업이다. 긴 안목으로 후손을 생각하면서 몇 십 

년, 몇 백 년을 위한 밑돌을 쌓는 의미 깊은 활동이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그림들을 모사・복원하고 이를 관람객들이 열람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적극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모사복원분야는 아직까지 제대로 양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후학 양성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도 적고 정부 차원의 지

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는 불과 한두 세대만으로도 전수가 끊기기도 하고 일단 전수가 끊기면 그 원형을 알아보기가 굉

장히 힘들다. ‘역사’가 ‘신화’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더욱이 모사・복원은 창작이 아닌 원

본 그대로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문화재 수리복원과 전통기법 재현 등의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까닭이다. 

이와 함께 모사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수・검증’ 단계를 거쳐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검증은 모사본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잡한 모사본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를 위한 충분한 기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이번 사

업에서도 검증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

한 때이다. 모사・복원 분야 활성화는 역사문화유산 보호・관리・전수에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 

선조의 유산을 되살리는 만큼 선조의 기술과 의식을 이해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한국인의 노

력으로 역사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작된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의 모사본이 모사・복원 분야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사회적 필요를 알리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문서

 Ⅰ. 한지분석 보고서1)

1. 고문헌 모사본 제작사업을 위한 분석 개요

1) 작품의 특성 및 기저재의 분석

•  모사본 제작을 위한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는 모두 지도로서 작품의 전면에 걸쳐 안료로 채색

되어 있었으며, 족자형태로서 감겨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미세한 갈라짐 현

상 및 채색 부위의 탈색 또는 탈락 부분이 관찰되었다.

•  작품에 사용된 기저재를 분석하기 위하여 간단한 비파괴 분석의 일환으로 광학현미경을 통해 

작품의 표면을 관찰하였으며, 기저재에 사용된 종이 소재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  그림 1, 2, 3에서와 같이 작품의 일부 손상 부위를 비파괴에 의한 현미경 분석을 실시한 바 작품의 

채색된 표면 일부에서 안료의 부분탈락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작품에 사용된 기저재에 대한 분석

•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에 사용된 종이는 닥섬유로 초지된 한지로 추정할 수 있었다.

•  또한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의 작품제작 연대가 각각 1788년경, 18세기 후반 및 말경이었을 

경우 당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흘림뜨기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  작품의 표면부위를 비파괴에 의한 접촉식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닥섬유에 대한 주요 특성인 

투명막이 관찰됨으로써 닥섬유를 사용한 한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성도에서 안료의 부분 탈락 예 도성도에서 안료의 완전 탈락 예 아국총도에서 안료의 부분 탈락 예

1)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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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에 사용된 기저재는 한지로서 먹의 번짐이 매우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도침 처리한 고급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2. 고문헌 모사제작 사업에 사용할 한지 선정에 관한 의견

1)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의 기저재 한지의 최적 평량에 관한 의견

•  작품이 그려져 있는 기저재는 3점 모두 장황이 되어 있어 비파괴 분석에 의해서는 사용된 한지의 

두께 및 평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그러나 작품의 모사를 위해 비교적 평량이 낮은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침처리한 약 30g/㎡ 정도의 평량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의 기저재 한지의 특성

•  대상작품 3점은 모두 지본착색된 작품으로서 육안 관찰 시 사용된 한지의 크기를 관찰할 수 있다.

•  따라서 한지의 크기는 원본과 동일한 한지를 선택, 또는 제작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도성도(91.5cm×67cm)는 이음새 부분이 없으며 한 장으로 제작된 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성도에서의 필획의 먹번짐 특성 예 아국총도에서의 필획의 먹번짐 특성 예

탈락 부위 섬유에서의 닥섬유 투명막의 예 한지에서의 닥섬유 투명막의 예

•   전주지도(89.7cm×173.5cm)는 이음새 부분이 없으며 대발을 이용한 한 장으로 제작된 한지를 사

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아국총도(82cm×151cm)는 총 6장의 한지를 이어 붙여 제작한 작품으로 각각의 한지에 대한 크기

를 세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의 기저재 한지의 먹 번짐 특성을 이용한 한지의 특성

•  그림 9에서와 같이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는 모두 채색된 지도류로서 글자 부분 및 선의 형

태가 매우 선명한 형태로 관찰된다.

•  따라서 작품의 모사 작업과정에서 채색된 부분과 글자부분의 먹 번짐 특성을 각각 달리 분석하

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번짐 특선을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재질의 선택, 모사 제작 방법의 선택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고문헌 모사본 제작에 사용할 한지의 추천

•  도성도, 전주지도, 아국총도는 작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장인에 의해 초지된 전통 수록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모사작품의 향후 보존성 등을 고려할 때 닥섬유 100%, 육재에 의한 증해, 닥풀 점질물의 사용, 흘

림뜨기 초지법, 목판건조, 도침처리 등의 공정을 거친 보존용 한지를 추천한다.

•  또한 세 작품 모두 족자형태로서 기저재 한지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 신장율 특성을 세

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통한지 제조공방의 보수지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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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안료분석 보고서2)

1. 분석대상

1) 아국총도

➊

➋

➌

➍

➎

➏

➑

➒

➐

➓

12         

11          

2)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2) 도성도

3) 전주지도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➒

➊ ➋ ➌

➎➏
➍

➐

*****



242 243제3장 고지도 모사본 제작대체본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2. 분석방법 

1) P-XRF를 이용한 채색안료 성분분석

•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

•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

•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

2) 적외선 촬영

•  이전 보수 기록 확인

•  육안으로 잘 관찰되지 않는 세부 문양 및 묵서 확인

•  Hamamatsu사 적외선 촬영기 사용(Infrared Reflectography System, 

    Hamamatsu Super Eye C2847)

3) 디지털현미경

•  안료의 세부 촬영

•  일본 Scalar社의 DG-3 사용

3. 분석결과

1) P-XRF

분석

대상
No.

element(ppm)

P S Cl K Ca Cr Mn Fe Co Cu

아

국

총

도

1 228925 587149 30919 2104 5538 63 393 953 521 580

2 - 115895 14242 13489 8120 127 2139 3629 300 99631

3 - - 19934 689 14181 - - 129 - -

4 - 97282 16758 865 11546 19 42 413 - 88

5 - - 10180 490 14166 25 - 157 - -

6 - 32036 17437 759 14186 24 - 288 - 600

7 - 207213 22969 1126 6506 31 146 1355 - 133

8 72412 17122 8373 3398 8106 120 383 1724 - 161907

9 - 150816 19983 1053 9619 20 95 799 - 133

10 - 142489 17607 900 10327 31 74 723 - 164

11 - 113880 19653 843 10994 25 59 693 - 1672

12 - 21674 11684 2365 11833 44 275 1221 - 34485

분석

대상
No.

element(ppm)

P S Cl K Ca Cr Mn Fe Co Cu

전

주

지

도

1 - - 15979 1427 8596 - - 142 - -

2 - 4587 6031 1770 10045 - - 167 - -

3 - - 22994 1581 8999 - - 124 - -

4 - - 6228 2433 9832 19 32 389 - -

5 - 166387 16344 1306 7161 28 85 303 - -

6 - 305891 26919 1843 6733 37 135 295 143 -

7 - 180612 14711 1662 8150 22 119 260 - -

8 - - 8884 3109 9841 21 - 149 - -

9 - - 6623 1768 9570 21 - 207 - -

도

성

도

1 - - 29339 584 12154 - - 245 - -

2 - - 18048 689 13087 25 31 229 - -

3 39583 64704 21296 638 11146 23 51 253 - -

4 - - 30098 742 12915 30 33 289 - -

5 92323 124337 24958 1289 10137 25 111 355 - -

6 78404 116088 19572 1215 9923 33 84 334 - -

7 - - 30499 638 11615 - 33 262 - -

분석

대상
No.

element(ppm)

Zn As Se Br Rb Sr I Ba Au Hg Pb

아

국

총

도

1 1199 10411 692 - 1295 - - 230 - 104759 56020

2 - 1834 49 - 29 76 - 659 - 209 9017

3 305 - - 122 - 142 - 332 - - 23

4 303 904 33 - 19 142 - 262 - 146 4413

5 282 - - 151 - 148 - 283 - - 20

6 292 404 14 83 14 154 - 219 - 73 2038

7 293 2891 92 - 54 107 - 169 - 444 14733

8 - 199 - 122 - 51 - 835 - - 936

9 307 1843 69 - 35 124 - 233 - 250 8721

10 320 1730 53 - 40 119 - 223 - 223 8767

11 271 1160 45 - 22 122 - 289 - 156 5722

12 - 199 - 101 - 131 - 456 - - 772

전

주

지

도

1 315 - - 179 - 134 - 324 - - 38

2 261 - - 229 - 136 - 299 - - 38

3 303 - - 170 - 142 - 312 - - 34

4 269 37 - 274 - 155 - 238 - - 52

5 266 1333 46 53 24 125 - 231 - 155 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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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No.

element(ppm)

Zn As Se Br Rb Sr I Ba Au Hg Pb

전

주

지

도

6 287 4254 141 - 96 76 - 210 - 661 25264

7 316 1951 98 - 119 32 - 229 - 7816 9963

8 259 - - 312 - 129 - 259 - - 27

9 296 22 - 210 - 138 - 293 - - 42

도

성

도

1 330 - - 93 - 138 - 343 - - 55

2 315 - - 198 - 137 - 341 34 - 2157

3 372 230 29 - 67 85 - 361 - 6175 909

4 348 - - 158 - 140 - 372 32 - 2078

5 535 935 100 - 219 - - 387 - 18719 2780

6 475 739 63 - 166 - - 298 - 14173 2082

7 331 15 - 97 - 134 - 402 - 119 71

2) 적외선 촬영

(1) 아국총도

(2) 전주지도

(3) 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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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미경 촬영

(1) 아국총도

#7 #8 #9

#10 #11 #12

#1 #2 #3

#4 #5 #6

(2) 전주지도

(3) 도성도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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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의견

1) 형광X선 분석(아국총도)

• 색상별로 적, 청, 백, 황, 녹, 자색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  대부분의 측정 결과에서 칼슘이 검출되는 것에 따라 채색 전의 바탕으로 호분을 사용하였거나, 

안료의 양을 늘리기 위한 체질안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적색은 주로 수은과 납이 검출되어 진사와 연단을 사용하였고, 녹색, 청색은 구리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석청, 녹청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황색의 경우, 납이 높게 검출되어 밀타승 혹은 황단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아국총도의 청색의 경우, 납이 검출되었으나 XRF로 검출하기 어려운 경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광물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색상 주요 검출원소 추정광물 비고

아국총도

적 Hg, Pb, As 진사(HgS), 연단(Pb3O4)

청
Cu, Ca 석청{Cu3(CO3)2(OH)2}

Ca, Pb - 체질안료 사용

백 Ca 호분(CaCO3)

황 Pb, Ca 밀타승 or 황단(PbO)

녹 Cu, Ca 녹청(CuCo3Cu(OH)2)

자 Ca - 체질안료 사용

전주지도

녹 Ca -

청 Ca -

적 Pb, Ca, Hg 진사(HgS), 연단(Pb3O4)

백 Pb, Ca 호분(CaCO3), 연백Pb(OH)2}

바탕 Ca -

도성도

청 Ca -

적 Hg, Ca 진사(HgS)

금 Ca -

바탕 Ca -

2) 현미경 촬영

• XRF 분석을 실시한 측정점에 대하여 현미경 촬영을 실시하였다.

• 입자의 유무를 통해 광물안료 혹은 염료의 사용을 판단 가능하였다.

3) 적외선 촬영

•  아국총도에 대한 적외선 촬영 결과, 채색 전의 먹 선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으나, 손상된 부

위의 글자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전주지도의 경우, 지도의 가장자리 부분이 배접된 상태로 적외선 촬영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덮

여 있는 도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색상분석 보고서

1. 분석대상

[P-XRF 분석 목록]

No. 분석 목록 No. 분석 목록

#1 도성도 연노랑 #10 아국총도 지명 백색

#2 도성도 주 #11 아국총도 지명 보라색

#3 도성도 대자 #12 아국총도 지명 하늘색

#4 도성도 종이 #13 아국총도 지명 네모 노란색

#5 전주지도 갈색 #14 아국총도 북쪽지명 녹청

#6 전주지도 적색 #15 아국총도 남쪽지명 군청

#7 전주지도 백색 #16 아국총도 지명 빨강

#8 전주지도 종이 #17 아국총도 지명 분홍

#9 아국총도 바다 #18 아국총도 종이

2. 분석결과

ppm 수치로 나온 분석결과와 P-XRF spectrum에서 counts/s가 높게 나온 것을 비교분석하여 주 

색상원소로 추정하였다. 또한 X-선이 투과율이 있어 그 바탕 지지체인 종이 분석결과와 비교하였고, 

지지체의 counts/s가 매우 낮게 나와 분석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하였다. 9번 아국총도 바다 

또한 counts/s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색상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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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석 목록 색상원소 No. 분석 목록 색상원소

1 도성도 연노랑 Pb, S 10 아국총도 지명 백색 Pb, Ca, S

2 도성도 주 Hg, S 11 아국총도 지명 보라색 Pb, Ca, S

3 도성도 대자 Fe, Ca 12 아국총도 지명 하늘색 Pb, Ca, Cu, S

4 도성도 종이 - 13 아국총도 지명 네모 노란색 Pb, Ca, S

5 전주지도 갈색 Fe 14 아국총도 북쪽지명 녹청 Cu

6 전주지도 적색 Pb, Hg, S 15 아국총도 남쪽지명 군청 Cu

7 전주지도 백색 Pb, Hg, S 16 아국총도 지명 빨강 Pb, Hg, S

8 전주지도 종이 - 17 아국총도 지명 분홍 Pb, Ca, S

9 아국총도 바다 - 18 아국총도 종이 -

 

[P-XRF 분석결과]

No.
element(ppm)

P S Cl K Ca Ti Cr Mn Fe Co Cu Zn

#1 <LOD 1695491 121993 3030 47262 3477 185 611 1341 2693 <LOD 858

#2 1244832 878491 15751 2263 2193 <LOD 93 628 994 2189 <LOD 14673

#3 <LOD <LOD 84102 23900 106797 <LOD 400 3037 101666 <LOD <LOD <LOD

#4 <LOD <LOD <LOD <LOD 50584 <LOD <LOD <LOD 1715 <LOD <LOD <LOD

#5 <LOD <LOD 78614 24452 98414 <LOD 361 2949 98704 <LOD 490 <LOD

#6 601304 883673 40324 2903 4225 <LOD 90 567 807 1418 <LOD 8054

#7 <LOD 291811 28193 10707 1290095 2907 <LOD 147 668 <LOD <LOD 937

#8 <LOD <LOD <LOD <LOD 42074 <LOD <LOD <LOD 918 <LOD <LOD <LOD

#9 <LOD <LOD 32057 16419 218329 <LOD <LOD <LOD 8911 <LOD 3795 <LOD

#10 <LOD 447904 42144 8789 1562284 2983 84 300 893 <LOD <LOD 685

#11 <LOD 426361 41360 7975 1180699 2381 106 263 1103 <LOD 953 1359

#12 <LOD 381271 49185 6431 1235075 4190 138 <LOD 1197 <LOD 1410 1111

#13 <LOD 1808046 120506 2957 81012 7861 171 812 1365 2749 2241 1123

#14 210756 56789 15705 4410 9552 <LOD 454 815 7836 <LOD 1559778 <LOD

#15 <LOD <LOD 19370 6129 19576 <LOD 334 502 3591 <LOD 1344907 <LOD

#16 1155942 1090700 34324 2974 998 <LOD 103 812 1071 2425 1892 9485

#17 <LOD 414106 42861 7850 1357769 5056 <LOD 170 1005 <LOD 1930 696

#18 <LOD <LOD <LOD 6813 42475 <LOD <LOD <LOD 1002 <LOD 1483 <LOD

No.
element(ppm)

As Se Br Rb Sr Mo Cd Sb Ba Hg Pb Bi

#1 83827 2821 <LOD 1831 <LOD 481 <LOD <LOD 489 16317 447111 <LOD

#2 <LOD 5160 <LOD 15678 <LOD <LOD <LOD <LOD 412 1628618 <LOD 2657

#3 <LOD <LOD <LOD <LOD <LOD <LOD <LOD <LOD <LOD 1269 <LOD <LOD

#4 <LOD <LOD <LOD <LOD <LOD <LOD <LOD <LOD <LOD 820 <LOD <LOD

#5 <LOD <LOD <LOD <LOD 77 <LOD <LOD <LOD <LOD <LOD <LOD <LOD

#6 39512 3675 <LOD 8692 <LOD 86 <LOD <LOD 378 762266 175212 1236

#7 12917 414 <LOD 309 840 128 <LOD <LOD <LOD 2044 72808 <LOD

#8 <LOD <LOD <LOD <LOD 102 141 <LOD <LOD <LOD <LOD <LOD <LOD

#9 <LOD <LOD <LOD <LOD 132 <LOD <LOD <LOD 1646 <LOD 902 <LOD

#10 13075 439 <LOD 328 840 96 <LOD <LOD <LOD 1835 72101 <LOD

#11 16347 501 <LOD 373 633 176 <LOD <LOD 732 4110 84446 <LOD

#12 6871 190 <LOD 141 476 104 <LOD 515 <LOD 885 34050 <LOD

#13 90895 2890 <LOD 2002 <LOD 551 1201 <LOD <LOD 11346 496383 <LOD

#14 <LOD <LOD 418 <LOD <LOD 487 <LOD <LOD 2828 <LOD <LOD <LOD

#15 <LOD <LOD 422 <LOD <LOD 459 <LOD <LOD 2119 <LOD <LOD <LOD

#16 24267 4346 <LOD 10660 <LOD <LOD <LOD <LOD 326 978367 95535 1611

#17 10867 398 <LOD 286 654 159 <LOD <LOD <LOD 1924 55060 <LOD

#18 <LOD <LOD <LOD <LOD 88 <LOD <LOD <LOD 845 <LOD <LOD <LOD

[P-XRF spectrum 분석결과]

도성도 연노랑 도성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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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도 갈색 전주지도 적색

전주지도 백색 전주지도 종이

아국총도 바다 아국총도 지명 백색

아국총도 지명 보라색 아국총도 지명 하늘색

아국총도 지명 네모 노란색 아국총도 북쪽지명 녹청

도성도 대자 도성도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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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총도 지명 분홍 아국총도 종이

아국총도 남쪽지명 군청 아국총도 지명 빨강



취규루 현판 
복제본 제작

제4장

김각한(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전수교육조교)

 Ⅰ. 사업개요

 Ⅱ. 사전 조사

 Ⅲ. 복원복제 과정

Ⅳ. 사업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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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루 현판 복제본 제작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김각한(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전수교육조교)

• 사 업 명 : 취규루 현판 복제본 제작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9월 10일 ~ 2011년 12월 15일

1. 사업 필요성 및 선정사유

① 유일본 현판 문화재

② 현판 문화재의 장기간 외부노출에 따른 훼손 우려

③ 전시 활용도 높음

④   원본의 보존처리를 통한 항구보존과 함께 복제본으로 제작하여 전시 및 보존용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취규루 현판의 내력1)

취규루(聚奎樓) 편액 뒷면에 ‘통치칠년무진(同治七年戊辰) 이어시(移御時) 자경희궁내각(自慶熙宮內

閣 ) 이래○○(移來○○)’라는 묵서(墨書)가 있다. 이는 ‘1868년 이어(移御)할 때 경희궁 내각에서 옮겨 와 

○○’라는 의미인데, 이어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옮기는 것이다. 1864년 경복궁 중건의 명이 있은 후 4

년 뒤인 1868년(고종 5년) 7월 2일에 경복궁이 중건되어, 고종은 경희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취규루는 경희궁에서 이문원(離文院)의 남쪽에 있었고, 이문원은 위선당(爲善堂) 남쪽에 위치하였

다. 위선당은 현재 남아 있는 경희궁의 영렬천(靈冽泉) 부근에 있었다.2) 1834년 9월 6일 순조(純祖)가 경

희궁에 있을 때 사자관(寫字官)의 취재(取才)에 방액체(榜額體)로 ‘취규루(聚奎樓)’를 쓰게 하였다.3) 이

로 미루어 보면 취규루 현판은 1834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조계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2)「宮闕志」「慶熙宮志」‘摛文院 在爲善堂南 聚奎樓 卽摛文院南’

3)「내각일력(內閣日曆)」1834년 9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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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취규루 편액]

취규루(聚奎樓) 현판의 앞면 취규루(聚奎樓) 현판의 뒷면

3. 취규루 현판 복원복제 시방서

취규루 현판 복원복제 시방서

현판명 규격 형태 수량 재질 비고(격자형태)

취규루 1240×580mm 모판식 1 목재(육송) 원판 양각

1. 작업내용

1) 현판유물 ‛취규루’의 글씨와 형태・문양은 현물을 탁본하여 사용하되, 탁본에 

      따른 원본훼손 방지 방안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한다.

2) 수분함량 10% 이내의 육송 통판 판재에 글씨를 새긴 후 약 5mm 깊이로 나머지 

     부분을 깎아 내어 양각으로 한다.

3) 알판과 모판(테두리)의 단청 문양과 색감은 현물과 최대한 같게 한다.

4) 온습도 차이 등으로 갈라지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작 완료 후 납품 전 단계에서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2011년 12월 15일 이내 납품한다.

7) 납품 후 1년 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

2.  현판 복원복제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제품 납품 시 10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3.   기타 세부사항과 본 시방서에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담당자와 

    상의 후 제작한다.

4.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주요경력

시행자 김각한
・1998. 7.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이수자 선정

・2005. 4.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전수교육조교(문화재청장)

 

구분 상호 성명 담당업무

협력업체

(주)씨엔티 경담연구소
수종조자분석

단청안료분석

개인 양용호(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단청장) 단청 채색

개인 신동엽(대한민국 미술협회 초대작가) 현판 후면 글씨 현자

 

 Ⅱ. 사전 조사

1. 제작 기법 및 규격 조사

• 현판 제작에 앞서 기존 현판의 제작 기법과 규격을 조사하였다.

•  기존의 현판 양식은 낙양식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낙양이 잘려 나가고 없어 낙양이 잘려 나간 모

양대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  복제할 현판 취규루의 규격은 1240×580mm로, 이것은 모판의 크기이다. 알판은 1110×440mm, 

두께는 30mm였다. 글씨는 양각으로 깊이가 평균 2mm이다. 변재의 두께는 13mm, 너비 120mm, 

모판너비는 평균 70mm였다.

2. 자문회의

• 일시 : 2011년 10월 16일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자문위원(가나다순)

- 김삼대자 : 문화재위원

- 남유미 : 삼성미술관 Leeum 책임연구원

- 서준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 양진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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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

- 수종, 안료 종류는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 취색염료는 전문기관 분석결과에 따르고 농도는 원형에 가깝게 한다.

-  원래 낙양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어떤 모양의 문양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 모양

대로 자른 흔적만 남겨두고 제작한다.

3. 수종분석

• (주)씨엔티 경담연구소에 의뢰하여 현판 목재 수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  분석방법 : 시료를 채취하여 실체현미경(Nikon, C-PS)으로 조사대상 위치를 결정하고, 목재의 3단

면을 포함하는 시편을 만들어 연화하고 paraplast로 embedding cassette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편블럭은 Rotary Microtome 이용하여 두께 10～15㎛의 3단면 절편을 만들어 Safranine으로 염

색한 후 알콜계열로 탈수하고 투화과정을 거쳐 영구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E200)을 이용하여 40～400배의 배율로 목재 내 구성세포의 종류와 배열형태를 관찰하고, 

기 보고된 목재조직학적인 특성의 연구 결과와 대조하여 해당수종을 검색하고 사진촬영 하였다.

•  분석결과 피나무속(피나무과 - 피나무속, Tiliaceae - Tilia)임이 확인되었다. 서원과 사찰 등의 현

판으로 피나무가 자주 사용된다. 목재 경도가 무른편이지만 변형이 적고 조직이 고르며 착색과 보

존성이 좋다. 그 외 불경을 얹어 두는 경상(經床), 교자상 등 고급 가구재로 많이 쓰이고 껍질도 

질기고 길어 밧줄이나 각종 농용 용구 등 섬유자원으로서 대단히 귀중하게 이용되었다. 해부학적

으로 보았을 때, 심재는 담황갈색을 띠며, 산공재이다. 관공은 다각형이고 고립관공이거나, 2~3개

씩 복합한다. 단천공이고, 도관벽에는 나선비후가 현저하다. 축방향유조직은 짧은 접선상이며, 방

사조직은 동성형이며 1~4세포나비이다. 목섬유는 층계상으로 배열하는 경향이 있다. 

•  국내산 피나무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재질이 비슷한 중국산 피나무를 사용하기로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측과 협의했다.

횡단면 방사단 접선단면

4. 안료분석

• (주)씨엔티 경담연구소에 의뢰하여 안료분석을 시행하였다.

현판 틀의 적색 바탕(①, ②)은 납(Pb)함량이 높아 연단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녹색을 띠는 ③에서는 

다량의 Cu와 소량의 Pb가 주요 색상 기여 원소로 공작석(malachite, Cu2(CO3)(OH)2) 등의 녹색안료에 

흰색(연백)으로 조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의 하늘색에서는 소량의 Co가 확인된다.

백색안료는 ⑤와 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에서는 Pb가 높게 나와 연백이 확실시되지만 

⑥의 현판 서체의 여백에서 근대 이후의 백색 안료인 Ti와 Zn이 확인되어 덧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규루 현판 안료분석위치

❶❺

❹

❸

❻ ❷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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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현판을 살펴본 결과 모판의 네 모서리를 자른 흔적으로 보

아 낙양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어떤 문양이 있었는지 확

인되지 않아, 현 모양대로 자른 흔적을 남겨두고 제작하기로 

자문위원의 의견을 따랐다.

•  네 귀를 자른 흔적을 남겨두고 자르니 앞면 모서리가 뾰족하

게 튀어 나오게 되어(사진과 같이) 연귀를 맞추듯이 자르고 마

무리 하였다.

•  또한 모판의 단청 그림이 알판의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네 

모서리의 그림이 사괴물림의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본래의 알판과 모판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

다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Ⅲ. 복원복제 과정

1. 알판재 및 변재 제작

•  원본과 동일한 수종인 피나무를 준비한다.

현판의 알판재 취목 목재 다듬질 장면

알판재와 변재(다듬질 완성) 알판과 변재의 맞춤 작업

피나무 취목 장면 현판의 변재 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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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청 채색 및 문양 모사

•  단청은 서울지방무형문화재 양용호의 도움을 받았으며, 단청안료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행

하였다. 

• 문양은 문양 하나하나 모사를 하여 본 현판과 같이 시행하였다.

•  네 귀를 자른 흔적을 남겨두었다. 낙양에 어떠한 문양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흔적만 남겨두었다. 

2.“취규루”각자

•  목조 문화재의 글씨를 탁본할 때 습탁을 하면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탁 먹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종이는 얇은 순지를 사용해야만 글씨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건탁방법을 

사용하였다.

• 글씨를 새길 때에는 끌로서 얕게 깎아내면서 깊이를 맞춘다. 원판의 평균 깊이는 2mm였다. 

③ 모판 변 뒤쪽의 밑칠하는 작업 ④ 단청그림(문양 모사)

①  단청을 올리기 전의 밑 작업으로 아교로 포수를 올린다. 

이것은 색감이 고르게 올라가고 색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한 전통기법 중 하나이다.

② 모판 변에 문양을 그리기 전 밑칠을 하는 작업

건탁 탁본 모습 글씨 배자

현판 글씨 새김질 새김질에 쓰인 도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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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판 뒷면 각자 내용 : “이천십일년 고원 김각한 복원제작”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훈증소독실에서 소독 실시 후 납품하였다.

4. 현판 후면 현자

•  현판의 후면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크리닝 작업으로 인하여 먹으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나

타나 복제 현판의 같은 위치에 써 넣었다.

• 글씨는 가람 신동엽(대한민국미술협회 초대작가)씨에게 의뢰하여 썼다.

• 마지막 두 글자는 마모되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

• 완성된 복제품(좌)과 원본(우)의 비교

⑤ 문양을 그려넣고 원본과 비교

⑥ 알판의 바닥면은 단청 먹으로 밑칠한다. ⑦  글씨는 지당으로 두 번 올리게 된다. 그래야만 흰색이 

얼룩이 생기지 않고 고르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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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자 제언

경희궁, 경복궁에 걸려 있던 깊은 역사를 간직한 취규루 현판을 복원복제하게 되어 중요무형문화재 

각자장으로서 큰 보람과 책임감으로 작업에 임하였다. 잘려나간 변부분의 원래 모습이 보이도록 재현하

는 등 최대한 원 모습을 복원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국산 피나무를 구할 수 없어 중국산을 사용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현판 복제품을 완성한 후에는 뒷면 오른쪽에 제작자의 이름과 날짜를 새겨 증명하였다. 현판 문화재

를 수리복원을 하다보면 언제 누가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고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꼭 

필요하다고 이해된다.

목재현판 문화재를 수리할 때는 전통으로 현판을 제작할 수기능자가 수리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현판유물을 수리하거나 재현한 것을 볼 때면 규격에 맞지 않는 대못을 박는가 하면, 알판과 변의 각

도도 살피지 않고 고정을 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기능자

의 복원이 필수인 것이다. 또한 원본이든 복제품이든 앞으로 적절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보존관

리해야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복원복제 사업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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