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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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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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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록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2011

년부터 보존과학기술에 기초한 보존수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년 차

인 2013년 사업부터는 손상자료의 보존수리를 통한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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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 자료 특성에 적합한 기술 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보존수리사업을 추

진해 왔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의 결과물을 간행하여 배포함으

로써 보존과학계와 전통산업 발전, 전통기술 육성 및 전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 리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 인 걸

2013년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결과보고서는 수리복원·보존처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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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규장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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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 자체 사업의 성과와 기술력을 공유하고 검증받으려 합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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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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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을 보

존하고 계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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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       주관사업자 : (주)다해미디어

•       사 업 기 간 : 2013년 5월 2일~2014년 1월 15일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임진왜란 이전 편찬된 유일본 실록을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로 원형 복제하여 원본 대용으로 활

용한다.

•       유일본 실록의 자연적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한다.

•       실록의 원형 복원 가능성을 모색한다.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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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대상 자료 목록

서 명 청구 기호 재 질
크 기(cm)

책 수 매 수 비 고
가 로 세 로

성종실록

奎 12727 v.89~94, 96~101, 104~106, 
109~116, 118~124, 126~129, 131~134, 

136~137, 140, 143~148, 150
밀랍, 한지 34.5 60.0 48 1,391

정족산본

(밀랍본)
연산군일기

奎 12728 v.1, 3, 5~10, 12~13, 15, 17~20, 
24~27, 30~31, 33~35, 37~46

밀랍, 한지 35.6 66.0 34 898

중종실록 奎 12729 v. 2, 4, 6~7, 9~10 밀랍, 한지 35.0 65.0 6 322

합계 88 2,611

2.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자료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먹 박문열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직물 및 염색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한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장황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사업 총괄 최윤숙 (주)다해미디어 대표이사

물성

분석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장 직물 및 염료 김아람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연구원

유물 촬영 김영광 (주)다해미디어 촬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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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이미지 편집 및 보정

강승연 (주)다해미디어 디자인 실장

신경수

(주)다해미디어 편집 디자이너
이설화

신혜정

김윤경

김영희

포토샵 프리랜서

이수정

이수진

정영미

구영희

구영애

류주연

정범선

신혜원

이현정

김혜원

김혜인

고정연

김윤미

검수 조치 (가필) 전다정 (전)국립중앙도서관 수리복원팀

한지제조 장용훈 장지방 대표/중요무형문화재117호 한지장

표장직물(비단) 직조
김영자

두산손명주연구회(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최복출

염색
장황용 끈 김경렬 색탄자홍화연구소장/염색 명장

표장 비단 정관채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꼰끈 제작 김시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인쇄

김병노 (주)다해미디어 실장

박환석 (주)다해미디어 과장

손현옥 (주)다해미디어 사원

장황 정찬정 차가방 대표/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42호

사업관리 및 보고서 작성 김성미 (주)다해미디어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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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1. 유물 실측 및 조사

복제 대상 유물의 크기, 장수, 표지 및 내지의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사하여 조사표를 작

성하고, 복제 방향과 작업 방법 등 1차 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표지 및 내지의 전반적인 상태

표지는 비단과 한지 능화문으로 장정되어 있고, 비단 표장은 짙은 감색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낡고 

탈색, 오염되어 있었다. 능화문 표지는 5종류의 문양으로 제작되었고 일부는 앞표지와 뒷표지의 문양이 

다른 책도 있었다. 내지에서는 밀랍의 황변, 곰팡이 등이 발견되었고, 특히 밀랍의 황변이 심하거나 진한 

부분에서는 글자가 두껍게 퍼져있었다. 또한 작은 첨지가 여러 군데 부착되었거나 떨어진 상태로 끼워져 

있었다.  내지 한지는 선대 실록보다 두꺼운 편이었으며, 같은 책에서도 두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성종실록 (奎12727, 48책, 1,320장)

청구

기호
권 표 지

크 기 장 수
내지 상태

폭(cm) 높 이(cm) 내 지 속 지

v.89 164 한지 34.2 60.3 10 -
앞뒤표지에서 배접지가 분리되어 있음

첨지: 2장, 6장 

v.90 165 한지 34.4 60.4 8 -
앞뒤표지에서 배접지가 분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밀랍이 진해서 글씨가 두껍게 퍼져있음

v.91 166~168 한지 34.3 60.3 42 -

밀랍이 진하고 글씨가 두꺼움. 종이두께와 밀랍 농도차이가 큼 
권166, 첨지: 1장, 3장
권167, 첨지: 1장
권168, 첨지: 2장

v.92 170~172 비단 34.7 65.8 33 2

v.93 173 한지 34.3 60.1 17 - 필사본: 2~5장, 10장, 13장, 16장 

v.94 174 한지 34.2 60.3 24 -
필사본: 3장, 7장, 20~22장

첨지: 6장

v.96 178~180 비단 34.2 65.6 32 2 권183, 첨지: 13장

v.97 181 한지 34.2 60.3 18 -

v.98 182 한지 34.3 60.1 7 - 필사본: 4장

v.99 183 한지 34.3 60.1 7 -

v.100 184~186 비단 34.2 65.7 36 2

v.101 187~189 비단 34.3 65.6 39 2 권188, 첨지: 2장,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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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호
권 표 지

크 기 장 수
내지 상태

폭(cm) 높 이(cm) 내 지 속 지

v.104 199~201 비단 34.2 65.4 35 2
권200, 첨지: 3장, 4장
권201, 첨지: 4장, 8장

v.105 202~204 비단 34.1 65.6 35 2
권202, 첨지: 3장

권203, 첨지: 4장, 12~14장
권204, 첨지: 3장, 4장, 6장, 9~11장

v.106 205 한지 34.2 60.1 11 - 필사본: 6~11장

v.109 212~214 비단 34.0 65.7 38 2
권212, 첨지: 4장, 13장, 16~17장

권213, 첨지: 9장
권214, 첨지: 8장, 11장

v.110 215~217 비단 34.2 65.7 40 2
권215, 첨지: 8장, 11장
권216, 첨지: 3장

v.111 218~220 한지 34.2 60.4 31 -

v.112 221~222 한지 34.2 60.4 39 -
권221, 첨지: 18~19장

권222, 첨지: 15장, 18장 / 18장 흙에 의한 오염

v.113 223~224 한지 34.1 60.2 39 -

v.114 225 한지 34.2 60.2 15 - 필사본: 2~3장, 5장, 9장, 14장, 첨지: 11장, 15장

v.115 226 한지 34.1 60.2 11 - 필사본: 3장, 6~8장, 첨지: 9장, 11장

v.116 227 한지 34.2 60.2 11 - 필사본: 2~3장

v.118 230~233 비단 34.2 65.4 42 2 권233, 첨지: 2장, 11~12장, 14장

v.119 234~236 한지 34.5 60.3 48 - 권234, 첨지: 6장, 12장, 14장, 19장

v.120 237~240 한지 34.5 60.4 40 -
권237, 첨지: 7장

권240, 필사본: 8장 10장, 14~15장, 첨지: 9장

v.121 241~243 비단 34.2 65.4 44 2
권241, 첨지: 11장
권243, 첨지: 13장

v.122 244~247 비단 34.2 65.6 41 2
권245, 첨지: 6장
권246, 첨지: 8장

v.123 248~251 비단 34.3 65.9 45 2
권249, 첨지: 8~9장
권250, 첨지: 2장, 14장
권251, 첨지: 6장, 8장

v.124 252~253 비단 34.1 65.7 48 2
권252, 첨지: 4장, 7장, 16장, 19장, 21~23장

권253, 첨지: 2장, 7장, 13장

v.126 257 한지 34.2 60.2 12 - 첨지: 3장, 5장, 10~11장

v.127 258~259 한지 34.3 60.3 30 -
권258, 첨지: 14장

권259, 첨지: 6장, 11~12장, 16장

v.128 260~261 한지 34.2 60.4 25 -
권260, 첨지: 4장
권261, 첨지: 7장

v.129 262 한지 34.2 60.2 12 - 필사본: 2장, 5장, 8장, 11장

v.131 264 한지 34.2 60.2 12 - 필사본: 1장, 5장 / 2장 광곽선 밖에 붓글씨

v.132 265 한지 34.0 60.3 16 - 필사본: 6~8장, 10장 / 첨지: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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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호
권 표 지

크 기 장 수
내지 상태

폭(cm) 높 이(cm) 내 지 속 지

v.133 266~268 비단 34.4 65.6 44 2

v.134 269~270 한지 34.2 60.2 16 권270, 첨지: 7장

v.136 275 한지 34.2 60.2 14 - 첨지: 14장

v.137 276 한지 34.5 60.4 20 - 첨지: 2장

v.140 280 한지 33.6 60.0 27 - 필사본: 20장, 23장 / 첨지: 11~13장, 27장

v.143 285 한지 34.1 60.2 14 - 필사본: 7~8장

v.144 286 한지 34.1 60.2 14 - 필사본: 3장, 7장, 10장, 12장, 13장

v.145 267 한지 34.2 60.2 19 - 필사본: 2~3장, 6장 / 첨지: 9장, 16장, 19장

v.146 288 한지 34.3 60.2 19 - 필사본: 17~19장 / 첨지: 1장, 7장, 9~10장, 12~16장

v.147 289 한지 34.1 60.2 21 - 첨지: 12장

v.148 290~291 한지 34.1 60.1 44 -

권290, 첨지: 2장, 4장, 7장, 11장, 12장, 14장, 
19장 21~22장, 26장, 29장

권291, 첨지: 1장, 3~7장, 11장, 14~15장

v.150 295~297
부록

비단 34.3 65.4 45 2

권295, 첨지: 1장, 13장
권296, 첨지: 11장

권297, 첨지: 11장, 16~17장, 
부록(교찬진), 첨지: 1장, 4장

48책

• 연산군일기 (奎12728, 34책, 830장)

청구

기호
권 표 지

크 기 장 수

내지 상태폭

(cm)
높 이
(cm)

내 지 속 지

v.1 1~2 한지 35.1 60.3 30 -

나뭇잎과 곰팡이가 많이 있음
권1, 필사본: 5장 / 첨지: 7장

권2, 첨지 23장

v.3 4 한지 34.7 60.3 15 -
필사본: 1장, 9~10장, 12~13장, 1장

첨지: 1장, 12장

v.5 8 한지 34.7 60.2 12 - 필사본: 1장 / 첨지: 12장

v.6 9 한지 34.7 60.4 15 - 필사본 12장 / 첨지: 4장, 12장, 15장 / 12장 이중으로 찍임

v.7 10 한지 35.3 60.3 19 - 필사본: 6~7장, 9장, 11~13장, 15장 / 첨지: 1~4장, 17장

v.8 11 한지 34.7 60.4 8 -
필사본: 1장 / 첨지: 4장, 6장 / 4장 먹번짐에 의해 판독이 
불가한 글자가 있음 / 7장 종이구김으로 인한 글자 탈락, 훼손

v.9 12 한지 35.2 60.3 29 -
필사본 : 1장, 3장, 5장, 16~26장 / 첨지: 1장, 4장, 8장 / 

2장,4장,6장 흙에 의한 오염

v.10 13 한지 35.0 60.3 21 - 필사본: 18~21장 / 첨지: 2, 7, 17장

v.12 15 한지 34.3 60.2 21 - 필사본: 1장, 4장, 18~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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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호
권 표 지

크 기 장 수

내지 상태폭

(cm)
높 이
(cm)

내 지 속 지

v.13 16 한지 35.2 60.4 12 - 필사본: 1~3장

v.15 18 한지 35.0 60.3 21 - 첨지: 7장, 17장, 21장

v.17 21 한지 34.7 60.4 33 -
필사본: 5~6장, 11장, 15장, 17~19장, 21장, 25장, 28장, 

33장 / 첨지: 3장, 20장

v.18 22 한지 35.1 60.3 25 - 필사본: 3장, 5장 / 첨지 7장

v.19 23~24 한지 35.0 60.3 40 -
권23, 첨지: 14장
권24, 첨지 4장, 15장 

v.20 25~26 한지 35.1 60.2 48 - 권26, 첨지: 4장, 10장 

v.24 32~33 한지 34.7 60.4 37 - 권32, 첨지: 11장, 17장

v.25 34~35 한지 34.8 60.3 41 - 권35, 첨지: 17~18장, 23장

v.26 36 한지 34.7 60.2 17 - 첨지: 5~6장

v.27 37 한지 35.0 60.2 17 - 필사본: 2장

v.30 44~45 한지 34.7 60.4 35 -
권44, 첨지: 10~11장

권45, 필사본: 14~15장 / 첨지: 2장 10~11장

v.31 46 한지 34.8 60.2 19 -
필사본: 3장, 5장, 7~8장, 10~12장, 14~19장 / 

4장 종이가 훼손되어 글자 탈락

v.33 48 한지 35.1 60.4 20 - 필사본: 1~2장

v.34 49 한지 34.7 60.3 23 - 필사본: 16장 / 첨지: 3장, 7장, 14장, 21~22장

v.35 50~51 한지 35.0 60.1 37 - 내지에서 떨어진 첨지가 다수 끼어 있음

v.37 53 한지 34.7 60.3 36 -
첨지: 2장, 7~10장, 14장, 16~17장, 19~20장, 26장, 

28~29장, 31~33장, 35~36장

v.38 54 한지 34.8 60.3 27 - 첨지: 8장, 10장, 13장

v.39 55 한지 35.1 60.4 21 -
필사본: 6장, 9장 / 첨지: 4장, 13~15장, 19장

4장, 7장 종이구김에 의한 글자 탈락

v.40 56 한지 34.5 60.4 25 -
필사본: 1장, 4~5장, 10장, 16~19장

첨지: 9장, 23장

v.41 57~58 한지 34.8 60.2 40 - 권57, 첨지: 12장, 22장

v.42 59 한지 35.0 60.4 15 -

1장 심한 구김과 얼룩 / 2장 먹번짐 / 
1~10장, 12장, 15장 흙에 의한 오염으로 글자 탈락

필사본: 11장, 13장 / 첨지: 2~3장

v.43 60 한지 35.4 60.4 17 -
1장 종이에 구멍, 4~8장 흙에 의한 오염

필사본: 3장 / 첨지: 1장, 5~11장, 13장, 17장

v.44 61 한지 35.0 60.4 20 - 첨지: 2장, 5장, 6장, 11장

v.45 62 한지 34.7 60.2 16 - 첨지: 2장, 13장, 15~16장

v.46 63 한지 34.9 60.2 18 - 필사본: 12~14장

34책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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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실록 (奎12729, 6책,   장)

청구

기호
권 표 지

크 기 장 수

내지 상태폭

(cm)
높 이
(cm)

내 지 속 지

v.2 2 한지 34.6 65.6 56 -

필사본: 55~56장
첨지: 3~4장, 11장, 13장, 20장, 31장, 33~40장, 

46~47장, 49장

v.4 4 한지 34.5 65.5 51 -

12장 종이 구김으로 인한 훼손 / 13장 누락 / 
14장 판심부분 종이찢김 

필사본: 3장, 5장, 8장, 33장 / 첨지: 1장, 4장, 7장, 10장, 12장, 
15~16장, 18~19장, 22~30장, 32장, 34~42장, 44장, 46장, 

48~50장, 52장

v.6 6 한지 34.4 65.7 48 -
필사본: 6~8장 / 첨지: 4장, 9장, 11장, 14장, 16장, 26~27장, 

29장, 31~32장, 34~37장, 40~45장, 47~48장

v.7 7 한지 34.7 65.6 52 -

1장 오물과 먹번짐으로 인한 훼손 / 11~12장 종이 구김
필사본: 15장, 19~26장, 40장, 45~46장, 48장, 50장
첨지: 4~5장, 8~9장, 12~14장, 16~17장, 32~34장, 

36~37장, 39장, 43장

v.9 9 비단 34.8 65.4 54 2
필사본 54장 / 첨지: 1~2장, 4장, 7장, 15장, 19장, 22장, 

27~29장, 34장, 36장, 40~43장, 49장

v.10 10 한지 34.7 65.4 48 -
필사본: 44~47장 / 첨지: 2~8장, 10~11장, 13~17장, 19장, 

21~23장, 25~34장, 37~43장, 48장

34책 309

2) 장황용 끈  

장황용 끈은 색상, 굵기, 꼬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2012년도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시 조사 

분석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끈이 원형이 아니라는 결론에 따라 이번에는 조사하지 않았다.

2. 물성 분석

유물 복제 재료 제작 및 선정을 위해 한지, 표장직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측 및 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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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지 분석 

(1) 분석 기관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김형진 교수

(2) 분석 과정

•        분석 대상 유물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

리적·광학적 분석인자만을 측정하였다.

•       분석 대상 유물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인증된 종

이 분석 전용 장비를 활용하였다. 

•        두께측정 : 종이 두께 측정용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L&W Micrometer, Sweden)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고, 분석 대상 유물 내지의 생지 부분과 밀랍처리 부분 기저재의 두께 분석을 위하여 임의의 쪽수

를 선정하여 각 쪽 당 3~5회 반복 측정하여 총 10~15회를 측정하였으며, 최종 평균값을 구하였다. 

(3) 분석 결과 

① 생지와 밀랍처리 지질 분석

•       성종실록 권202~4의 내지 중 밀랍지의 평균 두께는 281㎛, 표준편차는 14.45로 높았으며, 생지는 없었다.

•       성종실록 권237~40은 밀랍지로 구성되었으나 보사된 한지의 경우 생지로 남아 있었다. 밀랍지의 평

균 두께는 429㎛, 표준편차는 23.74로 높았음. 보사된 생지의 평균 두께는 221㎛, 표준편차는 7.08

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연산군일기 권10의 내지 중 밀랍지의 평균 두께는 411㎛, 표준편차는 24.06으로 높았으며, 보사된 

생지의 평균 두께는 171㎛, 표준편차는 6.79로서 균일한 상태였다.

•       연산군일기 권56의 내지 중 밀랍처리 된 부분의 임의의 3장 평균 두께는 449㎛, 표준편차는 29.78

이었으며, 보사된 생지의 평균 두께는 145㎛, 표준편차는 7.99으로서 비교적 균일한 상태였다.

•       중종실록 권4의 내지 중 밀랍지의 평균 두께는 450㎛, 표준편차는 21.61이며, 보사된 생지의 평균 

두께는 232㎛, 표준편차는 12.65으로서 균일한 상태였다.

•       중종실록 권9의 내지 중 밀랍지의 평균 두께는 347㎛, 표준편차는 19.29이었으며, 보사된 생지의 평

균 두께는 171㎛, 표준편차는 26.17으로서 균일한 상태였다.

두께 측정 현미경 이미지 분석 현미경 이미지 분석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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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선왕조실록 내지의 두께 변이

•       성종실록 권202

처 리 번 호 두 께(um) 평 균 표준편차

밀랍 1 284 266 270 254 260 267 11.37

밀랍 2 337 370 340 339 316 340 19.27

밀랍 3 244 222 221 237 249 235 12.70

밀랍 281 14.45

•       성종실록 권237

처 리 번 호 두 께(um) 평 균 표준편차

밀랍 1 493 467 509 484 432 477 29.39

밀랍 2 416 438 395 397 395 408 18.86

밀랍 3 373 418 427 402 382 400 22.96

생지 1 218 217 216 211 219 216 3.12

생지 2 230 218 217 224 244 227 11.04

밀랍 429 23.74

생지 221 7.08

•       연산군일기 권10

처 리 번 호 두 께(um) 평 균 표준편차

밀랍 1 474 504 515 520 548 512 26.82

밀랍 2 418 382 405 415 421 408 15.83

밀랍 3 362 312 283 300 309 313 29.52

생지 1 182 172 158 161 166 168 9.55

생지 2 174 170 179 178 171 174 4.04

밀랍 411 24.06

생지 171 6.79

•       연산군일기 권56

처 리 번 호 두 께(um) 평 균 표준편차

밀랍 1 442 507 518 506 442 483 37.72

밀랍 2 536 455 439 451 496 475 40.10

밀랍 3 383 404 383 397 376 389 11.50

생지 1 184 168 156 162 153 165 12.28

생지 2 122 123 127 128 131 126 3.70

밀랍 449 29.78

생지 145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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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실록 권4

처 리 번 호 두 께(um) 평 균 표준편차

밀랍 1 499 505 496 498 502 500 3.54

밀랍 2 472 420 414 464 418 438 27.98

밀랍 3 470 407 392 395 393 411 33.31

생지 1 230 240 228 223 214 227 9.54

생지 2 250 252 243 228 215 238 15.76

밀랍 450 21.61

생지 232 12.65

•       중종실록 권9

처 리 번 호 두 께(um) 평 균 표준편차

밀랍 1 356 371 368 378 376 370 8.67

밀랍 2 351 320 350 277 263 312 40.79

밀랍 3 363 365 365 360 345 360 8.41

생지 1 159 146 158 182 212 171 26.17

밀랍 347 19.29

생지 171 26.17

③ 광학 이미지 특성 분석

•       분석 장비 : 광학현미경(Hi-Scope, HS/300U, 알파시스텍)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 사용

•       분석 대상 조선왕조실록에 사용된 생지 및 밀랍지의 구조를 고정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

를 분석한 결과 지합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당시 실록 제작에 주로 사용되던 양질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생지 및 밀랍지의 기저재 조성은 닥섬유의 주요 특징인 투명막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닥을 사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광학현미경에 의한 섬유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지합 구조가 매우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한 결과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

쇄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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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선왕조실록 내지 및 내지에 쓰인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특성

성종실록 권202~204 밀랍처리 표면 성종실록 권202~204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상태

성종실록 권237~40 밀랍처리 표면 성종실록 권237~40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상태

성종실록 권237~40 생지 표면 성종실록 권237~40 생지 기저부 인쇄면 상태

연산군일기 권7 밀랍처리 표면 연산군일기 권7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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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권7 생지 표면 연산군일기 권7 생지 기저부 상태

연산군일기 권56 밀랍처리 표면 연산군일기 권56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상태

연산군일기 권56 생지 표면 연산군일기 권56 생지 기저부 인쇄면 상태

중종실록 권4 밀랍처리 표면 중종실록 권4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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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권4 생지 표면 중종실록 권4 생지 기저부 인쇄면 상태

중종실록 권4 생지 표면(×1000) 중종실록 권4 생지 기저부 인쇄면 상태(×1000)

중종실록 권9 밀랍처리 표면 중종실록 권9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상태(×1000)

중종실록 권9 생지 표면 중종실록 권9 생지 기저부 인쇄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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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 분석에 따른 복제용 한지의 제안

•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류문화재로서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실록의 재료적 가

치 등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한다. 

고려인자 제조 조건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권장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 사용

건조 방법 철판 또는 목판건조 사용

도침 여부 실시

•       단,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는 왕대별 실록의 두께가 각각 달랐으므로 복제용 실록의 한지는 원 실록

의 두께 값을 동일하게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록의 두께 편차 값을 이

용하여 최종 평균값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표장직물 분석

(1) 분석 담당자 : 김아람(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연구원)

(2) 분석 대상 : 성종실록 14책, 중종실록 1책

(3) 분석 방법 

복제 대상의 표장직물은 먼저 육안으로 대략적인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손상과 오염 정도 등을 살

핀다. 확대경[룩배]으로 표장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 촬영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현미경 촬영도 확대경 관찰과 같이 올이 고르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

정하여 저배율과 고배율로 확대 촬영한다.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가지고 표장직물과 표제직물에 사용된 

실의 굵기와 직물의 밀도를 측정한다. 실은 굵기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기록하고, 직물의 밀도는 평균

값으로 환산한다. 색차계를 사용하여 직물에 남아있는 색을 측정하는데 측색은 책의 앞면과 뒷면에서 각

각 색이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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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본 사업의 복제 대상 실록은 모두 직물로 표장되어 있으며 표제에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장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책의 가장자리가 닳아 해진 경우가 많았다.

표장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제직된 주紬가 사용되었다. 주는 평직으로 제직된 견직물을 일컫는데 비교

적 견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직물이다.

복제 대상의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통해 직물의 밀도와 실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실은 거의 꼬임이 없

는 무연사에 가까운 실을 사용하였으며, 실의 직경은 가장 가는 곳과 굵은 곳의 직경이 0.10mm 이상 차

이가나는 등 일정하지 않았다. 표장직물은 대부분 경사經絲보다 위사緯絲에 가는 실을 사용하였으며 표제

직물은 이와 반대로 위사보다 경사에 가는 실을 사용하였다. 직물의 경사 밀도는 1cm에 15올~25올 사이

며 위사 밀도는 1cm에 16올~29올 사이이다. 

표장직물은 모두 쪽색이나 책마다 색의 농도가 조금씩 달랐다. 또한 같은 책이라도 탈색으로 인하여 

책의 앞면보다는 뒷면의 색이 짙게 남아있었다.

표장직물의 색은 L*(명도), a*(+a*:빨강, -a*:초록 방향), b*(+b*:노랑, -b*:파랑 방향)값으로 표시하였다. 표장

직물의 L*값은 58~40 사이로 중간정도의 명도를 나타냈고 a*값은 초록 방향인 -0.1~-6 사이이며 b*값은 대

부분 파랑 방향인 -0.3~-11사이이지만 탈색이 심한 부분은 노랑 방향인 +0.3~+11사이의 값이 측정되었다.

• 성종실록 v.92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1

2

3
4

표장(앞)

1 54.3 -3.6 -3.9 

2 54.0 -3.7 -2.6 

3 52.8 -4.2 -3.4 

표장(뒤)

1 56.9 -4.8 -1.6 

2 55.4 -4.6 -0.6 

3 55.2 -4.5 -0.6 

4 53.6 -4.6 -3.2 

확대경 관찰 현미경 관찰 색차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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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5 없음 0.28~0.40

위사 25 없음 0.16~0.25

표장(뒤) 주(紬)

경사 20 없음 0.26~0.29

위사 20 없음 0.14~0.24

표제 주(紬)

경사 21 없음 0.12~0.17

위사 22 없음 0.24~0.27

• 성종실록 v.96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2

3

4

표장(앞) - - - -

표장(뒤)

1 54.7 -3.7 -1.8 

2 50.6 -4.1 -5.1 

3 50.5 -4.2 -4.0 

4 52.4 -4.5 -3.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5 없음 0.28~0.40

위사 25 없음 0.16~0.25

표장(뒤) 주(紬)

경사 20 없음 0.26~0.29

위사 20 없음 0.14~0.24

표제 주(紬)

경사 21 없음 0.12~0.17

위사 22 없음 0.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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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실록 v.100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표장(앞)

1 57.2 -4.1 -2.3

2 57.6 -0.1 -3.3

3 57.1 -0.4 -4.1

표장(뒤)

4 54.8 -4.2 -4.8

1 56.1 -4.5 -2.2

2 54.5 -4.7 -1.2

3 56.5 -4.8 -1.5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20 없음 0.23~0.35

위사 20 없음 0.17~0.30

표장(뒤) 주(紬)

경사 25 없음 0.15~0.24

위사 21 없음 0.20~0.30

표제 주(紬)

경사 20 없음 0.12~0.18

위사 20 없음 0.25~0.35

• 성종실록 v.101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표장(앞)

1 56.6 -4.3 0.3

2 53.6 -4.6 -1.9

3 56.3 -3.2 2.2

표장(뒤)

1 53.5 -3.8 -3.1

2 52.1 -4 -4.2

3 54.4 -4.2 -3.2

4 53.2 -4.1 -3.8

1

2

43

1

2

3

1

2

3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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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8 없음 0.20~0.33

위사 20 없음 0.16~0.26

표장(뒤) 주(紬)

경사 20 없음 0.18~0.25

위사 26 없음 0.16~0.21

표제 주(紬)

경사 20 없음 0.13~0.24

위사 17 없음 0.30~0.35

• 성종실록 v.104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1

2

3

표장(앞)

1 41.8 -3.7 -5.3

2 44.5 -4.2 -3.1

3 45 -3.6 -4.4

표장(뒤)

1 55.1 -4 -4.2

2 51.6 -4 -5.9

3 53.8 -4.4 -5.6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20 없음 0.21~0.36

위사 24 없음 0.18~0.25

표장(뒤) 주(紬)

경사 15 없음 0.30~0.40

위사 25 없음 0.16~0.25

표제 주(紬)

경사 24 없음 0.12~0.25

위사 18 없음 0.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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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실록 v.105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1

2

3

4

표장(앞)

1 43.9 -5.1 -9

2 44.2 -5 -9.1

3 43.7 -5 -6.3

4 42.6 -4.8 -7.8

표장(뒤)

1 53.4 -4.4 -6.3

2 52.4 -4.4 -5.5

3 53.9 -4.7 -5.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8 없음 0.13~0.32

위사 24 없음 0.21~0.41

표장(뒤) 주(紬)

경사 15 없음 0.30~0.40

위사 23 없음 0.18~0.30

표제 주(紬)

경사 23 없음 0.12~0.21

위사 20 없음 0.18~0.25

• 성종실록 v.109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표장(앞)

1 55.2 -3.1 5.1

2 55.1 -3.1 6.1

3 54.2 -2.8 5.4

4 54.2 -2.8 5.4

5 57.7 -4.2 4.4

6 57.7 -4.1 3.7

표장(뒤)

1 49.8 -4.7 -4.2

2 48.4 -5 -4.1

3 53.4 -5.2 -5.2

1

2

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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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8 없음 0.26~0.35

위사 20 없음 0.17~0.30

표장(뒤) 주(紬)

경사 18 없음 0.26~0.42

위사 20 없음 0.15~0.19

표제 주(紬)

경사 20 없음 0.16~0.21

위사 25 없음 0.17~0.20

• 성종실록 v.110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표장(앞)

1 48.8 -4.9 -1.6

2 46.6 -4.7 -1.7

3 47.7 -4.3 0.3

4 48.5 -4.7 -2.7

표장(뒤)

1 49.4 -4.5 -2.2

2 48.9 -5 -3.4

3 50.3 -4.9 -2.8

4 50.3 -4.5 -1.6

5 49.2 -4.6 -3.8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25 없음 0.17~0.30

위사 21 없음 0.18~0.24

표장(뒤) 주(紬)

경사 21 없음 0.15~0.25

위사 16 없음 0.21~0.26

표제 주(紬)

경사 21 없음 0.11~0.18

위사 21 없음 0.21~0.26

1

2

4
3

1

2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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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실록 v.118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표장(앞)

1 50.4 -4.9 -6.1

2 47.6 -4.8 -6.9

3 46 -3.8 -1.9

4 45.4 -4.1 -0.8

표장(뒤)

1 50.9 -4.8 -6.3

2 47.8 -4.6 -7.3

3 50.3 -4.9 -5.8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6 없음 0.25~0.30

위사 23 없음 0.15~0.30

표장(뒤) 주(紬)

경사 18 없음 0.23~0.26

위사 23 없음 0.15~0.30

표제 주(紬)

경사 22 없음 0.15~0.20

위사 19 없음 0.30~0.40

• 성종실록 v.121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1

2

3

표장(앞)

1 54.7 -4.9 0.8

2 52.1 -4.7 2.7

3 53 -4.7 1.8

표장(뒤)

1 50.7 -5.3 -3.6

2 54.5 -5.2 -0.7

3 54 -4.7 0.8

1

2

3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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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24 없음 0.20~0.30

위사 23 없음 0.13~0.16

표장(뒤) 주(紬)

경사 24 없음 0.20~0.23

위사 23 없음 0.14~0.16

표제 주(紬)

경사 23 없음 0.15~0.20

위사 20 없음 0.30~0.35

• 성종실록 v.122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표장(앞) - - - -

표장(뒤)

1 49.8 -5.1 -3.8

2 51.4 -5.1 -1.4

3 53.8 -4.9 -2.4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5 없음 0.30~0.50

위사 20 없음 0.12~0.35

표장(뒤) 주(紬)

경사 13 없음 0.30~0.68

위사 20 없음 0.12~0.21

표제 주(紬)

경사 20 없음 0.13~0.20

위사 20 없음 0.2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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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실록 v.123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표장(앞) - - - -

표장(뒤)

1 52.5 -4.8 -3.7

2 52.7 -5.1 -2.1

3 52.6 -4.9 -3.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20 없음 0.23~0.38

위사 23 없음 0.15~0.30

표장(뒤) 주(紬)

경사 19 없음 0.20~0.30

위사 20 없음 0.13~0.21

표제 주(紬)

경사 20 없음 0.23~0.33

위사 15 없음 0.16~0.21

• 성종실록 v.124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1

2

3

표장(앞)

1 55.7 -3.2 8

2 55.4 -2.2 10.8

3 56.9 -3.2 8.4

표장(뒤)

1 42.3 -4.6 -8.3

2 44 -4.5 -4.8

3 52.4 -4.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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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9 없음 0.24~0.30

위사 21 없음 0.12~0.20

표장(뒤) 주(紬)

경사 20 없음 0.20~0.26

위사 20 없음 0.11~0.21

표제 주(紬)

경사 20 없음 0.14~0.23

위사 15 없음 0.25~0.40

• 성종실록 v.133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4

표장(앞) - - - -

표장(뒤)

1 54.2 -4.5 -0.3

2 54.5 -4.4 0.1

3 52.6 -4.8 -1.9

4 53.1 -4.6 -2.2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23 없음 0.21~0.26

위사 24 없음 0.13~0.15

표장(뒤) 주(紬)

경사 21 없음 0.18~0.28

위사 23 없음 0.15~0.23

표제 주(紬)

경사 20 없음 0.16~0.21

위사 23 없음 0.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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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실록 v.9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 색

L* a* b*

1

2

3

1

2

3

표장(앞)

1 50.1 -5.7 -3.8

2 49.5 -6.6 -6.2

3 51 -5.7 -3.4

표장(뒤)

1 41.9 -5.1 -11

2 44.6 -5.9 -9.8

3 39.9 -5 -10.4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 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 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표장(앞) 주(紬)

경사 16 없음 0.28~0.35

위사 25 없음 0.13~0.25

표장(뒤) 주(紬)

경사 25 없음 0.16~0.25

위사 29 없음 0.13~0.24

표제 주(紬)

경사 43 없음 0.10~0.15

위사 21 없음 0.25~0.25

(5) 실록 복제용 표장 직물 복제에 대한 제언 

이번 복제본 제작 대상 조선왕조실록에는 11~13새에 해당되는 명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실록의 

크기는 가로 30~30.5cm, 세로 65cm 정도이므로 제작에 필요한 직물의 소요량은 35cm 폭을 기준으로 

했을때 대략 8필 정도이나 염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0~11필 정도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자연염색 가운데 쪽 염색은 산화에 의해 발색되므로 고르게 염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로 넉넉하게 직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전통명주를 제직하는 곳은 성주와 경주 두 지역이 있는데 성주에서는 15새를 주로 제직하고 있으므로 

복제 대상의 표장직물에 비해 치밀한 편이나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필요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

의 것이 성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다소 거친 태가 나지만 11~13새를 제직하고 있으므로 가장 근접한 직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물공장의 직기에서 생산된 명주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수직기에서 직조할 때 나오

는 약간 거친 느낌의 ‘손맛’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표장직물의 특성과 태를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경주에

서 생산되는 명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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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위원회

작업 공정 단계별로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유물의 상태를 조사한 

후 이미지 제작에 있어서 결정할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물성분석에 따라 제조한 

한지 및 비단, 인쇄, 염색한 비단 등에 대한 견본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료를 결정하였다. 제3차 

자문회의에서는 인쇄 및 장황을 마친 복제본 완성품 1책을 샘플로 제시하여  최종 점검하였다.  

1. 제1차 자문회의 

1) 개최 일시 

2013년 6월 7일(금) 오전 10시30분~11시20분

2) 참석 자문위원

박문열(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먹 부문), 박윤미(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직물 부문),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한지 부문),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장황 부문)

3) 주요 회의 안건   

(1) 이미지 제작 및 편집

논의 사항 원본의 상태 논의 결과 비 고

먹번짐, 흙오염, 구김, 첨지, 
종이 찢김 등에 의해 글자가 
탈락되거나 훼손된 부분의 
복원 방안

2012년도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 글자를 
확인한 후 같은 책에서 동일한 
글자를 집자함 
⇒ 2012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자하여 복원할 것

첨지의 복원 여부

2012년도에는 첨지가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복원하지 
않음. 

첨지 또는 광곽선 밖의 글씨가 본문 
글자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본대로 복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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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

원본 실록의 한지 두께

서 명
두께 (단위: mm)

두꺼운 부분 중간부분 얇은 부분 필사본(생지) 비 고

성종실록

0.29~0.31 0.21~0.23 0.12~0.14

0.09~0.10 - 중간 두께가 많이 분포함.
-    종이 두께는 밀랍의 농도, 측정 부위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연산군일기 0.09~0.10

중종실록 0.11~0.13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전 책의 종이 두께를 동일하게 제작
하는지 여부와 그 기준

  • 2012년도의 경우 평균치를 내어서 두께를 통일함.
  •   윤혜정 : 그냥 보기 위해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 수준이 원형이라면 두께를  
원본과 동일하게 해야 함. 

  •    박문열 : 종이가 좀 얇더라도 제대로 된 한지를 제대로 써야한다. 두께는 한 장씩  
맞출 수 없으므로 평균을 내서 맞추어야 하며 밀랍이 적게 묻은 부분으로 평균을  
낸다. 

⇒   한지 물성분석 결과에 따라 한지 샘플을 제작한 후 제2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재논의 

(3) 표장

원본 실록의 표장 상태

서 명 비 단 한지 능화 계 비 고

성종실록 15책 33책 48책

연산군일기 - 34책 34책

중종실록 1책 5책 6책

계 16책 72책 88책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표장 방법을 원본과 동일하게 하는지 여부
제작 당시는 전부 비단 표장이었으나 후대에 한지 
능화문으로 개장된 것이므로 전부 비단으로 표장
(규장각의 복제 방침)

(4) 책의 크기

원본 실록의 크기(평균)

서 명
비단 표장

(가로×세로, cm)
한지 능화 표장
(가로×세로, cm)

비 고

성종실록 34.5×65.5 34.3×60.3

연산군일기 - 34.8×60.3
원형: 34.5×71.5
(기타 산엽본의 크기)

중종실록 34.8×65.4 34.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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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책의 크기를 원본과 동일하게 
하는지 여부

현재 비단 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형이고, 한지 능화문 
표장은 개장시 책의 윗부분을 절단한 것이므로 전 책을 비단 
표장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

연산군일기는 전부 한지 능화 표장으로 
되어 있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
산엽본의 크기로 제작

(5) 표제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원본이 비단 표장인 경우는 표제도 비단으로, 
한지 능화 표장인 경우에는 한지로 되어 있는데 
원본과 동일하게 하는지 여부

표장은 전부 비단으로 제작하므로 표제도 비단으로 
제첨(전년도에도 비단으로 제첨함)

(6) 장황 끈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원본의 장황용 꼰끈은 6~7가지 종류가 파악되었으나, 전부 후대에 
개장하면서 바꾼 것이고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012년도의 경우, 다음의 끈이 가장 오래된 끈으로 추정되고 굵기가 적당하며 
꼬임의 정도가 단단해 장황에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자문위원회의에서 결정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작

(7) 비단의 색상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원본의 비단 색상은 색이 많이 바래있는 상태이다. 
원형을 어떤 색으로 볼 것인지

전년과 동일한 색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연 쪽염의 특성상 동일 색상을 내기 어렵다면 동일한
톤을 유지

(8) 결락된 장의 복원 (중종실록 v.4 13장)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중종실록 v.4의 13번째 장이 결락되어 있다. 
결락된 장의 복원 여부 및 방법
<다음 네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복원>
1. 다른 책에 끼어들어 갔는지 확인
2. 기타 산엽본에 동일한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
3. 다른 사고본에서 글자를 확인한 후 중종실록 내에서 글자를 집자 -> 
    현재의 원본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지양 
4. 보사 -> 보사하는 경우 보사한 기록을 표시

규장각 측과 협의 및 방안을 
모색하여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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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업 진행 중 사소한 문제가 나타나면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전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제작

2. 제2차 자문회의 

1) 개최 일시

2013년 9월 27일(금) 오후 4시~4시 40분

2) 참석 자문위원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자료 부문), 박문열(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

수/먹 부문), 박윤미(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직물 부문),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한

지 부문),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장황 부문)

3) 주요 회의 안건   

(1) 한지 검수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국민대학교 김형진 교수의 물성분석 결과에 따라 제조하였으며, 전년
도(0.11~0.13) 보다 두껍게 제작(0.15~0.16mm)한 종이 샘플 제출

특별한 의견 없이 검수 통과함

(2) 비단(염색) 검수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물성분석 결과에 따라 13새로 제직하여 천연 쪽염으로 염색한 샘플 제출 
(전년도와 동일한 색상과 전년 보다 약간 더 진한 색상 제출)

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색을 재현하기 위
해서 비단의 색상을 전년보다 더 진한 색
상으로 결정함  

1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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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색상 원본의 비단 표장

(3) 장황 끈 검수 

논의 사항 논의 결과 장황 끈 샘플

1차 자문회의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색상, 
꼬임, 굵기로 제작하기로 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샘플 제출 

특별한 의견 없이 검수 통과함

(4) 인쇄 샘플 검수 

논의 사항 논의 결과 유연먹으로 인쇄한 샘플

먹장인(한상묵)이 전통방법으로 제조한 
유연먹(바인더: 피마자)으로 세 가지 농도
(각 1회, 2회, 3회 찍음)로 인쇄한 샘플 제출

촬영 이미지에서 바탕색을 제거하고 글자와 
괘선만 저장하여 인쇄판(CTP)에 출력한 후 
교정기로 눌러 찍음(전통적인 인쇄 방법) 

작년의 잉크로 인쇄한 것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검수 
통과함. 

농도는 1회 찍은 것이 제일 자연스럽게 
보여 1회 찍은 샘플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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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락된 장(중종실록 v.4 13장)의 복원

논의 사항 논의 내용 필사 샘플

중종실록 v.4의 13장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v.4 내에 있는 
필사본(3장)의 서체(구양순체)를 참고로 
하여 신흥식 선생이 필사한 샘플 제시 

샘플대로 필사하되, 필사한 장의 광곽선 
밖 위에 ‘v.4 3장 필사본의 필체에 근거
해서 보사하였음’을 표시할 것

⇒   자문회의 후에 규장각과 협의하여  
다른 사고본에서 집자하기로 함

중종실록 v.4 필사본 결락된 장 필사본

1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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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자문회의 

1) 개최 일시

2014년 1월 7일(화) 오후 2시~2시 30분

2) 참석 자문위원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자료 부문), 박윤미(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

원/직물 부문),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장황 부문)

3) 주요 회의 안건   

- 복제 완성품 검수

논의 사항 논의 결과

한지, 비단(염색), 장황 끈, 인쇄 및 장정 등 복제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위원의 자문 및 검수 결과에 따라 복제한 완성품을 

샘플로 제시
특별한 조치사항이나 의견 없이 검수 통과함

복제 완성품 샘플

표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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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유물 촬영 

1) 담당 : (주)다해미디어 촬영팀

2) 촬영 과정

(1) 촬영 전 준비

① 투입 장비

고해상 디지털 카메라

적용사항 디지털 촬영

장비사항

모델 : Canon 1Ds MarkⅢ
촬영소자 : CMOS

유효화소 : 2,100만 화소

디지털 렌즈

적용사항
디지털 촬영

다양한 조건에 맞는 촬영가능

장비사항
28-70 L렌즈
50mm L렌즈

조 명

적용사항 디지털 촬영

장비사항

5500K 태양광과 유사한 광질
균일한 광질 및 광량 재현

짧은 리싸이클링 시간으로 신속한 
촬영 가능

스트로브 전면 UV코팅으로 자외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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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용 스탠드

적용사항 디지털 촬영

장비사항

자체 특수제작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오류 최소화
유뮬의 안정성 최우선 고려

소프트 박스

적용사항 촬영용 조명장비

장비사항
직선광을 확산광으로 전환
디퓨전 표면에 고른 빛 분산

그래픽 전용 모니터

적용사항 이미지 확인 및 검수

장비사항

EIZO 모니터
고해상도 이미지 결과물 확인을 위한 

그래픽 전문가용 모니터

그 외 보조장비

적용사항 디지털 촬영용 보조장비

장비사항

정확한 조도 측정
측광장치

카메라 수평 유지

② 노출 테스트

•       카메라 장착이 끝난 후 실록과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를 정한다.

•       노출계를 이용 노출을 측정한다. 

•       기준점 6개 구역의 노출이 동일하도록 조명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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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메라 테스트

•       카메라와 PC간의 연결을 확인하고, 수평계를 이용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수평을 세밀히 조절한다.

④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Target ×-Rite Color Checker)

•       정확한 색재현을 위한 촬영전 타켓촬영과 유물의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측정 후 정해진 환경에서 촬영한다.

⑤ CMS(Color Management System)

•       Display(모니터), Input Device(카메라), Output Device(프린터 및 기타 디지털 기기) 간의 일관된 색

을 얻기 위한 관리 시스템으로서 원문 이미지 전체 공정에 CMS를 적용한다.

CMS 적용 전 CMS 적용 후

CMS작용을 통한 전 공정에 일관된 색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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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의 특징 및 장점

  디지털 이미지는 디지털 장비를 통해 인식되어지고 이러한 몇 차례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색상 값은

손상되기 쉬운 조건에 노출되어진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CMS 시스템을 적용하여 손상 없는

원본에 가까운 색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색채교정 솔루션

•       ×-Rite I1 Display Pro

•       전문 색측기(Colormeter)를 통한 표준적인 색 적용이 가능

•       정확한 측정으로 표준색상공간 내에서 쉽고 정확한 칼라 정보 공유 및 교환

•       모든 작업 모니터 적용

(2) 건초제거 작업

① 제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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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초 제거 전·후

실록포쇄형지안에 따르면 실록을 봉안하면서 해충 및 외부 요인으로 부터 자료의 훼손방지를 위해 실

록궤櫃에 약초를 함께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제때 제거되지 

않은 이 약초들은 바짝 마른 풀로 변해 있었고, 밀납표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 건초들은 촬영 시 글자

의 획을 가려 정확한 이미지 획득에 방해가 되었고, 시간적인 손실을 초래하여 복제본 제작 품질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이 건초들은 약초로써의 기능마저도 상실하

였고, 오히려 자료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기관과 상의하여 규장각 

자체 수리복원실의 도움을 받아 2달에 걸쳐 건초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거된 약초는 추후 천연약초 

개발 연구실험에 사용될 것이다.

③ 결손되거나 크기가 다른 책자 촬영

<그림 1>의 사진처럼 겉표지 표면의 비단 결이 벗겨지거나 일부 결손이 확인된 책자는 반드시 기관의 

보존처리 전문가와 협의하여 담당자의 철저한 감독아래 자료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촬영하였다.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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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사진처럼 일부 자료는 크기가 상이하여 다른 작은 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다면 렌

즈 외곽에 왜곡(Distortion)현상 또는 주변부 화질(해상도)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

정 조리개 값을 입력하고, 카메라 설정에서 렌즈수차보정을 하여 주변조도 저하 및 색수차를 보정하며, 

초점 영역을 넓게 확대하여 가장자리까지 선명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모든 책에서 동일한 품질의 해상도

를 유지할 수 있었다.

④ 밀납 표면 촬영

촬영 대상 중 일부는 보사된 생지본도 있었지만, 대부분 밀납 처리된 표면이었다. 밀랍본은 다양한 색

감을 갖고 있고, 표면 또한 일정치 않은 반사면을 포함하고 있어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매 

촬영마다 조명의 입사각, 반사각을 조정하였다. 또 소프트 박스(Soft Box) 또는 디퓨져(Diffuser)를 이용

하여 광원을 부드럽게 확산시킴으로써 밀납 표면의 반사를 최대한 제한하고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이미

지를 확보하였다.

⑤ 능화문양 표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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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문양 표지는 한지를 두껍게 제침한 표지로써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추가로 측면 조명을 활용하였고, 적정 조리개 값을 설정하였으며, 카메라 설정에서 컨트라스트를 활

용하여 능화문양의 질감을 부각시켰으며, 필요에 따라 매크로 렌즈(Macro Lens)를 이용한 부분 확대 촬

영도 진행하였다.

⑥ 비단표지 촬영

피사체의 객관적인 색상 및 질감을 확보하고 표현하기 위해 조명, 노출(셔터+조리개+감도), 색온도, 컬

러패치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2. 이미지 제작 

1) 편집 및 보정 원칙

•       밀랍, 오염물질, 건초 등은 이미지 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글씨만 남긴다.

•       첨지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복원하지 않는다. 

•       오염물질, 접힘, 밀랍의 백화현상 등으로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형의 글자를 찾아 동일한 왕

대 실록에 있는 글자를 집자한다.

•       이미지 상에서 밀랍 등을 제거할 때는 글자의 획이 탈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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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편집 방법

기본 편집 방법

❶ 도련을 1cm로 잡고 실록사이즈에 맞춰 document를 만든다.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 이미지를 불러온다. 

❷ 원본 사이즈에 맞게 조정하고 판심에 맞게 붙인 후 촬영시 왜곡
된 부분을 반듯하게 맞춘다.(사용 툴 : Free Transform, Warp)

❸ 밀랍 등 바탕색을 1차 제거한다.(사용 툴 : Smart Sharpen, 
Levels, Curves, Selective Color)

❹ 글자와 계선을 제외한 바탕색, 오염 등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제
거한 후 첨지, 건초 등에 의해 획이 가려진 부분은 동일한 글자를 집

자하여 복원한다. (사용 툴 : Brush, Dodge, Burn)

세부 편집 방법

❶ 종이가 접힌 부분 복원

원본 구겨진 부분을 펴고,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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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첨지, 오염 등에 의한 가려진 글자 복원

첨지에 의해 글자가 가려진 부분
첨지를 제거하고 가려졌던 글자를 집자하여 완성

먹에 의해 글자가 훼손된 부분
훼손된 글자를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동일한 책 또는 왕대에서 집자하여 완성

종이가 찢어진 부분 훼손된 글자를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동일한 책 또는 왕대에서 집자하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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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밀랍의 백화현상 또는 흙에 의한 오염으로 희미해진 글자 복원

밀랍과 함께 글자 획이 떨어져 나간 부분 1차 바닥 제거 작업 후 희미해진 글자들을 부분 
선택해서 먹을 끌어올림

흙에 의해 오염된 부분
1차 바닥 제거 작업 후 희미해진 글자들을 부분 
선택해서 먹을 끌어올리고, 복구되지 않는 글자는 

집자하여 완성

❹ 결락된 장(성종실록 v.4 13번째 장)의 복원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에서 결락된 부분 내용 확인
(중종 2년 정사일(1507년 9월 17일) 첫번째 기사 앞부분부터 경신일(9월 20일) 네번째 기사 끝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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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결락된 장(성종실록 v.4 13번째 장)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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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탈락되거나 훼손된 글자 집자 방법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태백산 사고본에서 탈락된 
글자 확인, 豈, 出로 확인됨

같은 책에서 동일한 글자 검색
두번째장

탈락된 글자에 집자하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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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재료 확보 방법

1) 한지 제조

(1) 제조업체 

장지방 (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2) 실록 복제용 한지 제조 요건

실록 원본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고려인자 제조 조건

한지의 두께 범위 122±20 ㎛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여부

도침함

도침방법 : 1.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2. 1차 도침

3. 1차 도침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4. 2차 도침

크기 76cm×80cm 

(3) 복제용 한지 제조과정

① 원료

•        1년생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부원료로는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도 사용하였던 잿물과 

종이 제작에 꼭 필요한 황촉규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        닥나무 : 봄부터 성장한 닥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 외피에 있는 이물질을 닥칼을 이용하

여 완전히 제거하였다. 

•        잿물(육잿물) : 잿물은 선조들이 가정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였고 염색할 때와 도자기 

유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특히 종이를 만들 때 닥나무 섬유를 부드럽고 곱게 만드는데 사용된

다. 잿물을 만드는 재는 목화대, 메밀대, 고추대, 짚, 참나무대, 수수대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번 종이 

제작에는 고추대와 짚을 태운 재로 잿물을 내렸다.

•        황촉규(닥풀) : 황촉규는 1년생 풀로서 봄이 오는 4월말 내지는 5월초에 파종하여 서리내리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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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두어서 사용하는 작물이다. 황촉규 뿌리 속에 있는 즙액을 빼내어 사용하는데, 종이의 표면과 

지합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닥나무껍질 외피 벗겨내기

잿물 이온 농도 맞추기

고춧대 태우기

황촉규근 상처내기

일광표백(색바래기) 산소 이온 농도 확인

해리작업 세척 후 색도 확인

② 고해 

닥나무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나무로 된 절구

나 돌판에 깨끗하게 손질된 닥나무 껍질을 놓고 두드려 닥 섬유로 만든다. 일광日光으로 자연 표백하고 

분쇄 후 세척 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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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과 발틀  

원본의 물성분석과 연구자료를 근거로 발초수를 24~27개로 하고, 실록의 크기에 맞는 발을 제작하였다.

④ 도련 및 가공 

순수한 닥나무 껍질로 제작한 종이는 평활도平滑度가 낮아 추지법(도침)을 이용하여 종이의 표면을 매

끄럽게 하여 평활도를 높여야 한다. 원본 상태조사 결과 조선왕조실록은 평활도 뿐만 아니라 광택도도 

우수하여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도 두드려 평활도를 높였다.

(4) 장지방 한지의 특징 및 장점 

장지방은 1890년대에 창업하여 4대에 걸쳐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고 있다. 장지방 전통한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를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        초지를 뜰 때 황촉규를 많이 사용하여 10번 이상(대개는 5~6번) 물질을 하기 때문에 한지의 표면

이 매끄럽고 균일하다. 

•        발의 규격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종이의 두께, 색상 등에 대한 물성분석 데이터값을 정확히 반

영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한지 공급이 가능하다. 

•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작한다.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 제조용 발

디딤방아로 두드리기종이 두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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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나무를 직접 재배하여 1년생 닥나무를 채취하여 사용 

- 물 : 깨끗한 지하수 사용

- 전통 잿물인 육재 사용 (고춧대, 메밀대, 참나무대, 콩나무대를 태운 재)

- 타고해 : 닥껍질을 두드려 분해하므로 섬유가 끊어지지 않아 종이의 강도가 높음

- 도침 : 디딤방아를 이용해 도침하여 평활도가 높음

•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다.

2) 표장직물(비단) 직조

(1)  전통 명주 생산지

현재 수방적사를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견직물을 생산하는 곳은 경북 성주와 경주의 두 곳이 있다. 성

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7호 명주짜기 조옥이 보유자가 2007년도에 사망한 이후 그 마을에서는 전수교육

조교인 이규종 선생 혼자 명주를 짜고 있다. 성주에서는 주로 14~15새의 명주를 짜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 연

간 약 5필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경주 두산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명주를 제직하고 있는데 11~15새의 명주를 

생산하고 있다. 15새는 많이 짜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11~13새의 명주를 짜고 있다. 두산리의 명주는 ‘손명주’

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주로 수의용으로 제작되므로 성주에 비해 다소 거칠게 직조하는 경우가 많다.

(2)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직조자 

김영자(82세,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최복출(81세, 소재지 : 경주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3) 비단 직조 요건

•       밀도 : 13새

•       폭 : 35cm 내외

•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메기 등의 작업을 

거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한다.

(4)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직조 과정

①  누에치기 :   경주 두산리에서는 7~8가구가 누에를 친다. 누에씨는 경주 양잠조합에서 구입하며 봄

에는 30장, 가을에는 15장 정도 친다. 모자라는 고치는 1년에 5,000kg 정도를 양잠조합

에서 구입한다.

②  실잣기 :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과정으로서 전기솥에 물을 넣고 뜨거워지면 누에고치 2~30개를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실의 두께를 확인하며 왕쳉이(물레의 경상도 사투리)에 올

린다. 어느 정도 감기면 타래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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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은실 고르기 :   자은실의 실타래를 발에 걸고 한 올씩 뜯어낸다. 이렇게 하면 돌것에서 실을 내릴 

때 수월해진다.

④ 돌것에서 실 내리기 : 자아놓은 실타래를 돌것에 올려 실을 내린다.

⑤  베날기 :   대개는 두필거리를 나는데 필요에 따라 필수가 달라진다. 13개의 구멍이 뚫린 고무대에 실

을 끼워 놓고 첫새, 중간새, 개새, 참새, 그리고 막새의 말뚝을 박고 베날기를 하는데 나는 

필수에 따라 날꼬지의 수가 많아진다. 반대편에는 들말위에 무거운 돌맹이로 고정시키고 

들말 앞쪽에 꽂힌 두 개의 막대에 날실을 건다. 

⑥  베매기 : 베날기가 끝난 날실을 승수에 맞는 바디에 끼워 고끝을 도투마리에 맨다. 

⑦  베짜기 :   두산리의 대부분 가정에는 베틀과 길쌈기구를 갖추고 있다. 베틀은 전부 요직기형의 전통

베틀이다. 

⑧  후처리 :   제직이 완료된 베는 생명주로 둘 경우 물에 불려 풀을 빼며 약한 알칼리액에 담가 오물을 

빼기도 한다. 알칼리세제에 삶아 익명주를 만드는 것을 ‘베 새긴다’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는 잿물을 사용하였다. 우선 베를 물에 담가 불린 후 치대 풀기를 빼고 베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알칼리액에 삶고 하루, 이틀 우려내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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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치기

베매기

돌것에서 실 내리기

실잣기

풀바르기

새좇기

자은실 고르기

경주 김영자의 명주짜기

베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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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단 및 명주실 염색

(1)  염색자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 비단 쪽염

김경열(색탄자홍화연구소장) - 장황용 명주실 홍화염

(2)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염색 조건

천연 염료(쪽과 홍화)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염색

(3) 비단 염색 

① 염색전 처리(정련) :   수직기에 의해 직조한 견직물에는 염색성을 방해하는 세리신(20-30%)이 있으

므로 이를 제거하고, 고른 염색성을 확보하는 과정인 정(숙)련 과정을 거친다. 

② 염색 : 쪽염   

•       8월말에서 9월 초순에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이슬 맞은 쪽풀을 베어 항아리에 넣은 후 연수를 채우

고 꼭꼭 눌러 담은 항아리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뜨지 않도록 하여 삭힌다. 

•       약 3일에서 일주일정도 되면 파란물이 쪽대에서 우러난다. 우러난 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아 조개회나 석

회를 풀어 저어주면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건조한 회가 공기와 만나 쪽풀의 색소를 품어 가라앉는다.

•       웃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회가 품은 색소가 니람 즉 염료가 된다. 해가 묵은 염료는 짙은 검푸른 색

을 띤 좋은 염료가 된다. 

•       여기에 콩대재나 찰볏집재, 명아주재 등의 잿물을 넣고 저어주면 처음 염액이 만들어질 때와 같이 

역순으로 회가 품고 있는 색소가 분리된다. 분리된 색소는 푸른색을 띠며 염액이 완성된다. 

•       발효 발색에는 쌀겨, 막걸리, 소주, 사과초, 감식초, 꿀, 엿 등이 사용된다. 자연의 절기와 바람(공기), 

온도, 용수, 잿물이 어우러져 염액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완성된 염액에 알맞게 정(숙)련  해놓은 직물을 담가 물들인다. 

쪽풀 쪽염액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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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주실 염색 : 소방목과 홍화염

가. 소방목 :   상록수로 잎사귀는 긴 타원형이며 심재 속에는 적황색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홍색 염

료나 한약재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으며 수입된다. 신라시대부터 소방蘇榜, 

소방목蘇榜木으로 표기 되었다. 조선조에는 단목丹木으로 기록되었으며 소홍小紅, 목홍

木紅, 반홍礬紅, 선홍蘚紅 등의 색명이 있다. 끓여서 염액을 채취한다.

소방목 염재

소방목 1차 염색

염액 채취

소방목 2차 염색

염색하기

산화발색 후 건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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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화 :   잇꽃이라 하고 이시利市, 황람黃藍, 오람吳藍, 홍람紅藍, 자홍화刺紅花, 대홍화大紅花, 약화藥花, 

홍화초紅花草라고도 했다. 꽃잎에는 수용성인 황색소와 불용성인 적색소 카타민의 두 가

지가 있어 황색 및 홍색 염색에 사용하는 염재이다. 연수에 황색소를 뺀 후, 오미자를 우

려낸 오미자 초에 중화 발색시켜 염색한다. 본 염색 재료인 명주실을 1차 소목에 염색한 

후 위의 방법으로 염액을 만든 홍화 염액에 담가 염색하여 목표색으로 물들였다.

홍화꽃

잿물에서 홍색소 추출

황색소 추출

건조된 홍화꽃

홍색소+오미자액으로 중화발색

잿물내리기

홍화 2차 염색 염색된 명주실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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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침 :   전통 자연염색에서 염직물의 후가공 도침법은 직물의 특성을 살리고 염색의 심미성을 돋보이

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젖어있을 때부터 손질하며, 마른직물(수건 등)에 덮어 밟아 물기를 

제거하고 홍두깨에 올려 다듬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풀은 아교풀을 사용하였다.  

꼰끈 제작 과정

염색 완료된 비단 손질하기

4) 장황용 명주실 꼰끈 제작

(1) 제작자  

김시재(중요무형문화제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2) 복제본 실록 장황용 꼰끈 제작 조건 

명주실을 붉은 색으로 염색(소목과 홍화의 복합염)하여 합사하고 3겹으로 꼬아 제작하며, 꼬임의 방

향은 S(우)현으로 한다.

(3) 복제본 실록 장황용 꼰끈 제작 과정

•       명주실을 적당한 굵기가 되도록 합사한다. 이 때 3가닥을 합사하며, 각 가닥을 왼편으로 최대한 꼬아준다.

•       왼편으로 꼬은 3가닥을 다시 하나로 모아 오른편으로 되게 꼬아준다. 꼬임을 주는 횟수는 실의 특징

에 따라 다른데, 이번 사업에 사용한 실의 경우 10m를 날라서 꼬았을 때 8m의 끈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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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 실을 실패에 옮겨 스팀을 쬐어 고정시킨다.

4. 인쇄

복제본 제작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쇄 방법인 플로터 인쇄 방식이 아닌, 목판 인쇄방법과 유사한 

판(PS판)에 데이터를 출력하여 판에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인쇄하였다.

1) 인쇄소  

다해미디어 인쇄 공방

2) 복제본 실록 인쇄 조건  

•       현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잉크 대신 먹장인(한상묵)에 의해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유연먹

으로 인쇄 

•       글자의 뭉개짐이나 획의 탈락이 없고, 먹의 농담이 유물 원본과 일치하도록 인쇄  

3) 전통먹(유연먹)의 제조1

•       유채꽃이나 참깨, 콩 등을 전용 가마에서 열흘 간 600℃ 정도로 불완전 연소시켜 나오는 그을음을 

채집

•       그을음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성질이 다르며, 입자가 클수록 진한 검은색의 먹이 만들어짐 

•       채집한 그을음에 피마자유와 물엿(증점제 역할) 등을 섞어 인쇄에 적절한 점도가 될 때까지 반죽 

1　도춘호·이태녕, 1990, 고려팔만대장경 경판의 옻칠,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8:1.33-39)

완성된 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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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의 원료인 그을음을 채집하기 위한 가마

그을음을 걸러서 미세한 입자를 피마자유 등을
혼합하여 인쇄용 먹으로 제조 

가마에서 채집한 그을음

4) 인쇄 과정

•       편집이 완료된 실록 데이터를 입력(리핑작업)한 후 알루미늄 PS판(Presensitized Plate)에 출력

(CTP(Computer to Plate)작업)

•       데이터가 출력된 PS판을 이용하여 교정기에서 인쇄

•       일반 한지에 교정 인쇄 후 복제용 한지에 본인쇄   

•       인쇄된 한지를 말리고 재단사이즈에 맞춰 재단 후 판심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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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에 PS판 고정

한지에 인쇄

먹이 롤러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롤러 회전인쇄기 롤러에 반죽한 먹을 바름

인쇄판(PS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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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물 검수

1) 검수자 

한보람(검수 책임자),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2) 검수 일정  

2014년 1월 2일(목)~1월 28일(화)

검 수 일 검수대상 책 검 수 자

1월 2일 중종실록(奎12729, v4,6,7) 이현욱, 윤현상

1월 3일
중종실록(奎12729, v2,9,10)
성종실록(奎12727, v.89~104)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1월 6일 성종실록(奎12727, v.105~118) 한보람, 윤현상, 김은주

1월 8일 성종실록(奎12727, v.119~127)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1월 10일 성종실록(奎12727, v.128~147)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1월 13일
성종실록(奎12727, v.148~150)
연산군일기(奎12728, v.1~7)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1월 15일
연산군일기(奎12728, v.8~17)
중종실록 및 성종실록 재검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1월 17일 연산군일기(奎12728, v.18~20)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1월 20일
연산군일기(奎12728, v.24~34)

성종실록 재검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1월 22일
연산군일기(奎12728, v.35~v.43)

연산군일기 재검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1월 24일
연산군일기(奎12728, v.44~46)

연산군일기 재검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1월 28일 연산군일기 3차 검수(최종) 한보람

건조 판심 접기 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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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제본 실록 검수 사항

인쇄 및 1차 재단이 완료된 내지 인쇄물을 책별로 정리하여, 원본 유물과 매 페이지를 대조하며 아래 

사항을 중점으로 검수하고, 각 책에 대한 검수 사항을 검수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       실록원본과 대조하여 글자의 뭉개짐이나 획의 탈락 등이 없는가

•       판심 접기가 정확한가

•       인쇄 농담이 고른가

•       원본의 이물질이 글자와 겹쳐 획처럼 인쇄된 것이 없는가

•       규격과 순서가 일치하는가

4) 검수결과 및 조치

위의 검수 사항에 따라 불합격된 인쇄물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       글자가 뭉개지거나 획이 탈락한 경우 : 이미지를 재편집하여 재인쇄하고, 탈락된 획이 가필로 보완

이 가능한 경우 가필하였다. (모사 담당 : 전다정)

•       판심 접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원본과 상관없이 정중앙을 접었다. 

•       인쇄 농담이 고르지 않은 경우 : 재인쇄하였다. 

•       원본의 이물질이 글자와 겹쳐 획처럼 인쇄된 경우 : 재편집하여 재인쇄하였다.

재검수시 보완 여부 확인1차 검수시 보완할 사항 기록

검수 기록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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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황

1) 장황 업체

차가방(대표 : 정찬정,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42호)

2) 복제본 실록 장황 조건

•       천연풀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정한다.  

•       오침과 지심 구멍의 위치를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맞춘다.

•       표지 안쪽 배접지가 들뜨지 않도록 한다. 

•       표제 위치를 실록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부착한다.  

3) 복제본 실록 장황 과정

•       표지 :   비단 펼쳐 무늬 잡기 → 비단 배접 → 비단 건조 → 염주알로 문지르기 → 표제 부착 → 표지 

건조

•       내지 :        내지 정리 → 규격 맞춰 재단(기준으로 잡을 한쪽 면) → 지심 박기 → 규격맞춰 재단(삼면: 

위, 아래, 책등) → 구멍 뚫기(오침 뚫기) → 주실 묶기 → 끈정리

검수 모습

비단 펼쳐 무늬잡기 비단 건조비단 배접(1차,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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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1)  납품 전 자체 검수 

내지 권수와 표제 권수가 일치하는지, 내지가 누락되거나 뒤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검수하였다.

표제 부착 표지 건조염주알로 문지르기(유연화작업)

구멍 뚫기내지 정리 재단(기준면)

주실 묶기 끈 정리

표지 접기지심 박기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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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 후 장황 검수 

표지 비단, 장황 상태, 표제지 등을 규장각 수리복원실에서 검수하였다.

납품 전 자체 검수

장황 검수

성종실록 v.133 원본

3)  최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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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v.133 복제본

연산군일기 v.41 원본

연산군일기 v.41 복제본



    083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중종실록 v.9 원본

중종실록 v.9 복제본

총 88책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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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및 교육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통먹을 이용한 인쇄를 시도하였다. 전통먹 제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사업 참여자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였다. 

•       간담회 내용 :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과 관련, 인쇄용 전통먹 제조 방법 설명, 시연 및 사업 

적용에 대한 논의

•       일     시 : 2013년 8월 29일(목) 오후 16:30~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회의실

•       주     최 : (주)다해미디어

•       참 석 자 : 이상찬(정보자료관리부장), 박숙희(정보자료관리실장) 외 정보자료관리부 직원 8인, 최현

사(다해미디어 대표) 외 다해미디어 직원 2인, 박문열(청주대학교 서지학과 교수), 한상묵(먹 장인), 

박영덕(서각장)

•       진  행 : 최윤숙 ((주)다해미디어 대표)

•       주요내용 :  

-        YTN사이언스 한국사 探, “천년의 흔적, 먹” 시청 : 한상묵 먹장인이 출연하여 전통먹의 제조 방법 

및 과정 등에 대해 설명.

-        전통먹 제조 방법 : 전통먹은 소나무를 재료로 하는 송연먹, 유채꽃이나 참깨, 콩 등을 재료로 하

는 유연먹이 있음. 송연먹은 소나무 뿌리를 전용 가마에서 열흘 간 600℃ 정도로 불완전 연소시

켜 나오는 그을음을 포집하여 만듦. 나무 400kg을 태워 약 10kg 정도의 그을음을 얻을 수 있음. 

그을음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성질이 달라, 입자가 클수록 진한 검은색의 먹이 만들어짐. 아교(접착

제 역할)를 불려 그을음 및 향료와 섞은 후 반죽을 하는데, 3만 번 정도 치대야 적절한 점도를 이

룸. 형틀에 넣어 성형후 귀깎기 된 반죽을 한지와 재 사이에 넣어 몇 달간 건조시킨 후, 쌀뜨물을 

표면에 입히고 필요 부분에 채색을 하면 전통 방식의 송연먹이 완성됨.

-        인쇄용 전통먹 제조 과정 시연 (한상묵 먹장인) : 송연먹 가루에 피마자유와 물엿(증점제 역할) 

등을 섞어 적절한 점도가 될 때까지 반죽을 하여야 함. 반죽이 완료되면 PS인쇄판에 사용 가능한 

유성油性 먹 토너가 됨.

-        기존 수성 전통먹을 이용한 목판 인쇄 시연 (박영덕 서각장) : 목판에 먹물을 바른 후, 고루 퍼지

게 하기 위해 솔로 문지름. 한지를 올려놓고, 인체(사람의 머리털을 뭉친 것)를 가지고 골고루 문질

러 주어야 함.

•       향후 과제

-        사업자 측: 전통 먹 개발에 있어 잉크형태로 인쇄할때에 기름(피마자유 등)을 섞기 때문에 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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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함. 즉, 인공열화실험 등을 통한 과학적 데이터로 기

름이 종이에 미치는 영향(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함.

-        규장각 측 : 전통 인쇄기술을 유지시키기 위해 먹장인 등을 발굴, 육성하여야 하고, 한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업체측의 안전성 검증 이후 조선왕조실록 복제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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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사업자 제언

본 사업에서는 정족산본 실록 총 576책 중 성종실록 48책, 연산군일기 34책, 중종실록 6책 등 총 88

책의 밀랍본 실록을 원형 복제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원형복제 사업이 지닌 중요한 의미

를 살리기 위해 재료나 제작 과정에서 원본 물성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과 원형을 찾아서 복제하고

자 노력하였다.

원본 실록을 촬영하여 밀랍, 오물, 곰팡이 등을 이미지 상에서 지워내고 한지에 글씨만 인쇄하였고,  

능화와 비단으로 장정된 표지는 제작 당시 비단이었음을 감안하여 자문위원의 자문과 규장각한국학연

구원과의 협의에 의해 전부 비단으로 장정하였다. 한지, 비단, 명주실, 염색, 장황 등에 대해 분야별 자문

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자문과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재현하였다.

내지의 밀랍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황변과 곰팡이가 많아 이미지 상에서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밀랍 제거시 글자의 획이 탈락되지 않도록 글자 한자 한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

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종이가 접히거나 밀랍과 함께 떨어져나간 글자, 첨지에 의해 가려진 글

자들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원문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글자를 확인하고 동일한 글자를 동일한 책

에서 찾아 집자하여 원형 복원하였다.

비단은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매기 등의 작업을 

거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한 13새 명주를 사용하였다. 염색은 전통 정연 방식을 복원하여 가장 효과적인 염

색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으며, 이것이 이 사업의 큰 성과중 하나이다. 인쇄 작업에서는 도구

는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였지만 인쇄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게 구현하였다. 장황에서는 표지의 견뢰

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방식으로 배접하여 염주알로 문질러 표지의 유연성을 높여 장황의 품격을 높였다.

이번 사업을 하며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이미지 상에서 내지의 밀랍을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실록 표장과 같은 품질이 우수한 손명주를 국내산 누에고치에서 뽑

은 실로 전통베틀에서 짜는 전수자가 많지 않고, 전수자들의 나이가 연로하여 우수한 품질의 비단을 확

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통기술 전수자들을 양성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다년간 전통 먹을 연구해 온 박문열 교수(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한상묵

(먹장인) 선생이 참여하여 인쇄용 전통 먹을 개발하여 인쇄에 적용하였는데, 전통 먹을 현대 인쇄기계에 

적용하는 데에는 수 차례에 걸친 인쇄 적성 시험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콩기름, 꿀, 피마자유 등을 바인더

로 하여 각각의 바인더를 적용했을 때의 인쇄 결과물과 바인더의 혼합비율을 조절해가면서 다양한 실험

을 거친 결과 인쇄에 가장 적합한 먹을 제조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번 복제사업 과정에서 몇 가지 힘들었던 점은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제작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본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한지, 비단, 염색, 장황 등 협력업체와 장인, 자

문위원,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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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전통먹의 인쇄 적성 시험 보고서

•       일   시 : 2013년 12월 26일 오전 11시20분~오후 5시

•       장   소 : 아이피유브이(주) 기술연구실 내

•       참석자 : 장기원(아이피유브이(주) 대표이사)

  이진학(아이피유브이(주) 기술연구팀/차장)

  한상묵(전통먹 장인)

  최윤숙((주)다해미디어 대표이사)

  신경수((주)다해미디어 사원)

1) 시험 개요

•       전통 방법으로 제조된 송연먹의 인쇄적성 적합성을 알아보고 좀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찾

아 사용하고자 시험함.

•       먹에 대한 인쇄적성 적합성을 테스트 하기위해 상업용 옵셋 잉크 제조 공정시 거치는 시험방법을 적

용하여 송연먹의 Tack(테크-점탄성), Flow(유동성-묽기), Grind(입자크기)를 시험함.

2) 재료 및 시험방법

(1) 재료

구 분 재 료 비 고

1 상업용 옵셋 흑색 잉크 시험 기준값 제공

2 전통 방법으로 만든 인쇄용 송연먹 시험에 사용

(2) 시험방법

① Tack(테크-점탄성) 

•       Ink-O-metter로 측정

•       400rpm, 실내온도 25℃

•       공급량 : 1.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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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low(유동성-묽기)

•       공급량 0.5cc가 115g의 유리판에 눌렸을때 100초에 잉크의 퍼지는 반경을 측정

③ Grind(입자 크기)   

•       안료 입자의 크기 측정

•       다양한 물질의 미립자 크기의 고운 정도를 측정하는 정밀기기인 grind meter(입도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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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적합성 보완 방법

•       Tack, Flow 시험 결과 상업용 옵셋 잉크와 크게 차이가 없어 현상태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함.

•       입도 측정후 3ROLL-MILL을 통과시켜 다소 거친 입자를 고운 상태로 만드는 분산 과정을 진행함.

4) 결과

(1)입도 재측정

•       1차 측정후 분산 과정을 거친뒤 먹의 입자가 좀더 고와졌음을 알 수 있음.



090 3권  대체본 제작

(2) 비교표 

구 분 Tack(점탄성) Flow(유동성) 입도(분산 전) 입도(분산 후)

상업용 옵셋 흑색 잉크 15.2 52~67 25 이상 25 이상

전통 인쇄용 송연먹 10 43~48 측정 안됨 15

(3) 결론

•        상업용 옵셋 잉크와 비교 시험하여 전통 송연먹의 보완점을 찾고 분산 작업 및 재측정을 거쳐 인쇄

시 좀더 용이하도록 하였음.

•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전통 송연먹과 상업용 옵셋 잉크 재료와의 차이점을 감안했을때 상업용 옵

셋 잉크의 물성을 따라가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나 시험 결과를 보았을때 인쇄 적합성에 대해서는 무

리가 없어 보인다는 아이피유브이(주) 기술연구팀의 의견이 있었음.

2. 개량 송연먹과 유연먹의 인쇄적성 안정성 평가 *

1) 개요

•       개량 송연먹 및 유연먹의 인쇄적성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       먹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법은 없음.

•       따라서 먹 자체의 분석 및 먹 인쇄를 통한 열화시험을 실시하여 열화 전, 후의 내광 특성 및 내열 

특성을 평가 함.

1차 측정 2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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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실험방법

(1) 재료

시료번호 재 료 비 고

1 송연먹이 도포된 한지 송연먹

2 유연먹이 도포된 한지 유연먹

(2) 열화 실험

① 건식 열화

•       표준시험법에 의거하여 144 시간 동안 건식 열화를 수행 : KS M ISO 5630-1 종이 및 판지－가속 노

화－제1부：105℃에서의 건열 처리

표 1.  건식 열화 실험 수행 조건

항 목 조 건 비 고

온도 105℃ 항온 챔버

시간 144 시간

② 자외선 열화

•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자외선 열화조건을 선정함.

•       자외선 열화 수행 조건은 표 3과 같음.

•       자외선 열화 실험 광원은 UV-C광원으로 선정함.

•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UV는 그 파장대에 따라, A, B, C로 나뉘며, 그 중 보다 파장이 짧은 UV-C

는 에너지가 높고 유해성 역시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평가 대상인 먹의 경우 주원료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유기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UV-C를 광원으로 선정함.

표 2.  국내 선행 연구

번 호 저 자 제 목 내 용

1 강대일 외
보존환경에 의한 피혁유물의 손상 연구: 자외선과 

수분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자외선 및 수분에 의한 유기물의 손상 연구

2 오준석 외
견본 회화보존처리에 자외선 인공열화 견의 

적용성 평가
UV-C광원을 이용하여 견을 인공적으로 열화, 

복원재료로의 활용 가능성 탐색

3 장혜미 먹의 종류에 따른 한지의 열화 특성
건식 열화, 광 열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먹, 
아교 등이 한지에 미치는 열화 영향에 대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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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외선 열화 실험 수행 조건

항 목 조 건 비 고

온도 23 ± 1 ℃

습도 RH 50 ± 5 %

광원 UV-C
SANKYO DENKI,

GERMICIDAL LAMP
(모델명 : G10T5L/357/4P)

시간 144시간

그림 1. 자외선 광원 파장대

3) 인쇄용 먹의 평가 실험 및 결과

(1) 평가 방법

•       표 4의 시험법에 따라 한지에 도포된 먹 시료의 광학적 특성을 평가함.

표 4.  광학특성 및 실체현미경 이미지 평가 시험법

항 목 규 격 비 고

L, a, b KS M ISO 7026 Elrepho type (Lorentzen-Wettre)

백색도(Brightness) KS M ISO 7026 Elrepho type (Lorentzen-Wettre)

잉크농도 -
Gretag Macbeth 
모델명 : D196

이미지 분석 -
Nikon 

모델명 : Eclipse LV100

① L, a*, b* value

•       인쇄된 먹 시료의 건열 또는 자외선 열화에 따른 색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CIE L a* b* 색 좌표 

지수를 활용함.

Gamma
Rays

Short-waves

(nm  = nanometers)
100 nm 280 nm 320 nm 400 nm

UV-C
100-280 nm

Dangerous
Rays

Burning
Rays

Tanning
Rays

UV-B
280-315 nm

UV-A
315-400 nm

Long-waves

X-rays Ultraviolet Visible Infrared Microwave Radio

ELECTROMAGNETIC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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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 경시변화에 따른 색도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인쇄용으로 개발한 먹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       CIE L a* b* 색좌표는 인간이 색채를 감지하는 노랑-파랑, 초록-빨강의 반대 색설에 기초하여 CIE에

서 정의한 색 공간으로서 색차의 오차 범위와 방향을 예측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음.

•       L* value는 반사율(인간의 시감과 같은 명도)을 나타내며, 0~100까지의 단계로 소수점 이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음.

•       a* value는 색도 다이어그램으로 ＋a*는 빨강, -a*는 초록 방향을 나타냄.

•       b* value는 색도 다이어그램으로 ＋b*는 노랑, -b*는 파랑 방향을 나타냄.

그림 2. CIE L a* b* 색 좌표

•       열화 처리에 따른 색상 변화를 색차계(Elrepho type, Lorentzen-Wettre)를 이용하여 CIE Lab. 색 공

간에 따른  L* , a*, b* value를 측정하고 색상의 변화를 아래 식으로 계산.

∆ C =    (∆ B)2 + (∆ C)2 + (∆ M)2 + (∆ Y)2

② 백색도

•       국제표준화시험법에 의한 종이의 백색도 시험법을 적용함.

•       이 시험법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청색 산란 반사율 지수(diffuse blue reflectance factor, ISO 백색

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열화에 따른 먹의 인쇄적성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적용함.

③ 잉크농도 측정

•       시험 시료의 먹 인자 부위에 대해 잉크농도 측정기(Gretag Macbeth, D196)로 black, cyan, magenta, 

yellow의 color density 농도를 각각 측정한 후, 값의 변동을 구해 잉크로써 먹의 안정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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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용 먹의 상태 평가

① 인쇄면의 표면 특성

•       먹이 도포된 한지의 표면 분석은 실체현미경(Nikon, Ecilpse LV100)을 이용하여 50×, 100×, 200×

로 관찰함.

송연먹 앞면 (50×) 유연먹 앞면 (50×)

송연먹 앞면 (100×) 유연먹 앞면 (100×)

송연먹 앞면 (200×) 유연먹 앞면 (200×)

•       열화 전 시료의 인쇄 상태를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평가한 결과, 종이 뒷면에 인쇄면의 배어남, 뒤비

침 현상이 나타남.

그림 3. 열화 전 시료의 인쇄 상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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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어남, 비침 현상은 유연먹에 비해 송연먹에서 보다 두드러짐을 관찰할 수 있음..

•       유연먹에 비해 송연먹에서 인쇄면의 불균질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송연먹 뒷면 (100×) 유연먹 뒷면 (100×)

그림 4. 열화 전 시료의 인쇄 상태 (뒷면)

그림 5. 광학적 특성 측정

② 광학적 특성

•       송연먹 및 유연먹이 도포된 한지 시료에 대한 광학적 특성은 색차계(Elrepho type, Lorentzen-

Wettre)를 이용하여 CIE Lab. 색 공간에 따른  L*, a*, b* 및 백색도(Brightness)를 측정하고, 그 값을 

표 5 및 6에 나타냄.

•       그림 5에서와 같이 먹이 인쇄된 면의 전면과 후면, 먹이 인쇄되지 않은 부분의 한지 전면과 후면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함. 

•       송연먹 및 유역먹이 인쇄된 한지의 광학적 특성을 표 5~6에 나타냄.

•       먹의 종류에 따른 색상 분석 결과, 명도를 나타내는 L* value는 송연먹과 유연먹이 유사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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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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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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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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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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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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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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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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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송연먹 인쇄면 및 인쇄되지 않은 한지 부분의 L*, a*, b*  value 및 백색도

L* a* b* 백색도 (ISO, %)

먹 인쇄면
(1) 전면 27 0.49 3.37 4.45

(2) 후면 62.52 -1.03 6.64 26.9

한지 부분
(3) 전면 60.69 -0.43 7.79 24.29

(4) 후면 69.17 -0.97 9.33 32.83

표 6.  유연먹 인쇄면 및 인쇄되지 않은 한지 부분의 L, a*, b* value 및 백색도

L* a* b* 백색도 (ISO, %)

먹 인쇄면
(1) 전면 25.7 0.43 3.02 4.14

(2) 후면 62.69 -0.99 6.25 27.32

한지 부분
(3) 전면 68.77 -0.91 7.9 33.32

(4) 후면 69.52 -1.03 8.99 33.5

가. 먹 인쇄 부분의 L*, a*, b* value 및 백색도 변화

•       그림 6에서 붉은 색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먹 인쇄 부분의 L*, a*, b* value 및 백색도를 측정하고, 이

를 비교하여 그림 7~10에 나타냄. 

그림 6. 먹 인쇄 부분(좌: 송연먹, 우: 유연먹)의 광학적 특성 분석

•       먹이 인쇄된 부분의 전면과 후면에 대해 각각 L*, a*, b* value 및 백색도 측정을 수행 함.

•       먹인 인쇄된 전면의 경우 L* value는 유연먹과 송연먹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먹인 인쇄된 후면의 경우에서도 L* value는 유연먹과 송연먹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

•       먹인 인쇄된 전, 후면의 경우 a*, b* value 값은 차이가 크지 않았음.

•       또한 먹 인쇄면의 전, 후면에 대한 백색도 결과에서도 송연먹과 유연먹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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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지 부분 L*, a*, b* value 및 백색도

•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한 한지 부분의 L*, a*, b* value 및 백색도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그림 12~15에 나타냈다.

그림 7. 송연먹 인쇄 부분의 L value(전면, 후면)

그림 9. 송연먹 인쇄 부분의 백색도(전면, 후면)

그림 8. 유연먹 인쇄 부분의 L value(전면, 후면)

그림 10. 유연먹 인쇄 부분의 백색도(전면, 후면)

그림 11. 한지 부분(좌: 송연먹, 우: 유연먹)의 광학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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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인쇄되지 않은 한지면의 전, 후면에 대한 L*, a*, b* value 및 백색도를 측정 함. 

•       송연먹은 인쇄면(전면)이 후면에 비해 한지 부분의 L* 값이 더 낮게 나타남.

•       유연먹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백색도 측정 결과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인쇄 당시 먹 안료 내에 포함된 전색제

가 인쇄면에 전이되어 L* 값 및 백색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연먹에 비해 송연먹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 남.

그림 12. 인쇄되지 않은 한지면의 L value
(송연먹: 전면, 후면)

그림 13. 인쇄되지 않은 한지면의 L value
(유연먹: 전면, 후면)

그림 14. 인쇄되지 않은 한지면의 백색도
(송연먹: 전면, 후면)

그림 15. 인쇄되지 않은 한지면의  백색도
(유연먹: 전면, 후면)

(3) 열화 안정성 평가

① 현미경 이미지 분석에 따른 표면 특성

•       먹이 도포된 한지면의 열화 전 및 건식 열화 후, 자외선 열화 후의 표면 이미지 특성을 실체현미경

(Nikon, Ecilpse LV100)을 이용하여 관찰함. 

•       열화에 따른 특징적인 표면 특성은 관찰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단, 현미경 분석에 의해 열화 전, 후의 시험편 모두에서 먹 잉크 인쇄에 따른 미세 크기의 다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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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인쇄면에서 관찰됨.

•       먹의 번짐 현상은 유연먹 보다 송연먹에서 보다 확산되는 특징을 나타냄.

송연먹 인쇄부분 열화 전 (100×) 유연먹 인쇄부분 열화 전 (100×)

송연먹 인쇄부분 UV 열화 후 (100×) 유연먹 인쇄부분 UV 열화 후 (100×)

송연먹 인쇄부분 자외선 열화 후 (100×) 유연먹 인쇄부분 자외선 열화 후 (100×)



100 3권  대체본 제작

송연먹 인쇄부분 열화 전 (200x) 유연먹 인쇄부분 열화 전 (200x)

송연먹 인쇄부분 건식 열화 후 (200x) 유연먹 인쇄부분 건식 열화 후 (200x)

송연먹 인쇄부분 자외선 열화 후 (200x) 유연먹 인쇄부분 자외선 열화 후 (200x)

그림 17. 송연먹과 유연먹의 열화 전, 후의 인쇄 상태 (200x)

② 색차분석에 따른 안정성 분석

•       건식열화 및 자외선 열화를 행한 후, 송연먹과 유연먹으로 인쇄한 부위(그림 18.에서 붉은 색으로 표

시한 부분)의 L, a*, b* 값을 측정한 다음 색차(ΔE)를 산출함. 산출한 색차 값은 표 7, 8에 표시함.

•       먹 인쇄 한지의 건식 열화, 자외선 열화를 행했을 경우 송연먹 및 유연먹이 각각 인쇄된 한지면에서

의 색좌표 a*, b* value의 변화는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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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 열화를 실시했을 경우 송연먹 및 유연먹의 경우 모두 L value는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

음. 이는 단순히 온도만을 적용하여 실시한 건식 열화에 의해 유연먹, 송연먹 소재의 인쇄잉크가 고

화, 고착되어 오히려 색상을 반사시킨 결과로 사료됨. 따라서 송연먹 및 유연먹은 건식열화 조건에서 

우수한 내열성 및 내광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자외선 열화를 실시했을 경우 송연먹 및 유연먹의 경우 모두 L value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음. 이는 송연먹 및 유연먹이 인쇄된 면이 자외선에 의해 탈색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사료됨. 그러나 탈

색은 유연먹 및 송연먹의 탄소 입자가 아니라 먹 잉크의 제조과정에서 첨가한 첨가제의 변색에 의해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추정됨. 단, 유연먹에서의 경우 먹이 인쇄된 면의 후면은 건식열화 및 자외선 

열화에 의해 L value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먹의 침착이 진행되

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은 특성은 송연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송연먹은 자외선 열화에 

의해 유연먹보다 낮은 색차 변화를 나타냈으며, 따라서 내광성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송연먹 및 도포 한지의 건식 열화 특성은 자외선 열화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열

화 방법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송연먹의 열화에 따른 L*값, a*값, b* 변화 및 색차

먹 인쇄면 구 분 L* a* b* 색차 (ΔE)

(1) 전면

열화 전 27 0.49 3.37

건식열화 27.55 0.31 2.64 0.93

자외선열화 26.82 0.49 3.21 0.24

(3) 후면

열화 전 62.52 -1.03 6.64

건식열화 61.36 -1.21 8.54 2.23

자외선열화 62.1 -1.03 6.09 0.69

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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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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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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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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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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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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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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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연먹의 열화에 따른 L*값, a*값, b* 변화 및 색차

먹 인쇄면 구 분 L* a* b* 색차 (ΔE)

(1) 전면

열화 전 25.7 0.43 3.02

건식 열화 26.6 0.3 2.69 0.97

자외선 열화 24.75 0.48 2.9 0.98

(3) 후면

열화 전 69.69 -0.99 6.25

건식 열화 61.37 -0.99 6.68 1.39

자외선 열화 62.25 -1.03 6.01 0.50

③ 잉크 농도 분석에 따른 안정성 분석

•       먹 인쇄 한지의 건식 열화, 자외선 열화를 행했을 경우 송연먹 및 유연먹이 각각 인쇄된 한지면을 잉

크농도측정기(Gregtag Macbeth, 모델명 : D196)로 잉크농도 (ΔC)값을 측정함.

잉크 농도 차이를 구하여 표 9, 10에 나타냈으며, 여기서 잉크농도 산출식은 다음 식과 같다.

∆ C =    (∆ B)2 + (∆ C)2 + (∆ M)2 + (∆ Y)2

(B: Black, C: Cyan, M: Magenta, Y: yellow)

•       건식 열화를 실시했을 경우 송연먹의 경우 잉크농도는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색차 분석에서 

L value가 상승하는 결과와 동일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유연먹의 경우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인쇄된 면의 잉크에 건식 열화에 의한 온도가 가해짐으로써 송연먹 소재의 잉크 

농도가 높아진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색차 분석의 L value에서와 마찬가지로 송연먹 및 유연먹은 건식열화 조건에서는 높은 안정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자외선 열화를 실시했을 경우 송연먹 및 유연먹의 경우 모두 색차 분석의 L value에서와 마

찬가지로 잉크 농도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       이는 송연먹 및 유연먹 모두 잉크의 구성성분 중 자외선의 영향에 의해 변색을 야기하며 농도가 낮

아진 것으로 사료됨.

•       단, 유연먹의 경우 먹이 인쇄된 면의 후면은 건식열화 및 자외선 열화에 의해 먹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도 및 자외선의 영향에 따라 후면에 뒤비침되고 배어 나왔던 먹의 입자

가 열화되면서 먹의 농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됨.

•       이와 같은 특성은 송연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       송연먹은 자외선 열화에 의해 유연먹보다 높은 먹 농도를 나타내, 빛의 노출에 대한 먹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결과는 열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색차 변화, L value 즉 명도와 달리, 먹의 농도값 차이(ΔC)

는 안료로써 먹의 내열성 및 내광성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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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송연먹의 열화에 따른 잉크 농도 값 차이 

먹 인쇄면 구 분 잉크농도 (ΔC)

(1) 전면

열화 전 1.74

건식 열화 1.82

자외선 열화 1.62

(3) 후면

열화 전 0.58

건식 열화 0.56

자외선 열화 1.47

표 10.  유연먹의 열화에 따른 잉크 농도 값 차이 

먹 인쇄면 구 분 잉크농도 (ΔC)

(1) 전면

열화 전 1.82

건식 열화 1.82

자외선 열화 1.67

(3) 후면

열화 전 0.43

건식 열화 0.60

자외선 열화 0.49

4) 결론

•       송연먹 및 유연먹 시료 가로 7cm 세로 10cm인 인쇄표면의 먹이 건조된 후 먹의 안료가 되묻어나는 

쵸킹(clalking)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글씨와 같이 표면이 적을 경우에는 쵸킹(clalking)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       이는 먹의 조성물을 구성하는 탄소입자 및 첨가제 중 인쇄과정에서 탄소입자의 분산 및 종이에 고

착시키는 첨가제의 매질 부분이 안료와 함께 경화되기 전에 종이에 흡수됨으로써 고착되지 못한 안

료 즉 먹이 묻어 나오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인쇄용 기저재에 표면처리를 함으로서 흡수성을 낮추거나 먹에 바니스와 같은 첨가제를 첨

가하여 매질의 침투 속도를 줄여야할 필요가 있음.

•       먹이 인쇄되지 않은 부분의 전면과 후면, 인쇄된 면의 전면과 후면에 대해 색차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인쇄 상태는 유연먹이 뒤비침, 균질성 등에 있어 송연먹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인쇄 당시 먹 안료 내에 포함된 전색제가 인쇄면의 한지 부분에 전이되어 L value 및 백색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연먹에 비해 송연먹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또한 한지에 인쇄된 송연먹 및 유연먹의 열화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유연먹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연먹이 한지의 인쇄 안료로써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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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실험 계획

•       송연먹 및 유연먹이 인쇄된 한지 시료의 인쇄상태 및 열화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SEM image

를 통한 먹 입자의 정밀 분포 상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TEM에 의한 미세 안료 입자의 거동 등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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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주관사업자 :  (주)비첸비앤아이

•       사   업   명：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사업 

•       사업기간： 2013년 5월 22일 ~ 2014년 1월 15일  

1. 사업의 목적 및 복제대상 자료 

1) 사업의 목적

•       원본原本과 동일한 재질, 형태로 원형 복제하여 원본 대용으로 활용

•       이용으로 인한 고문헌의 훼손 방지와 유사시에 대비한 유일본자료의 복본 제작

2) 복제대상 자료 목록  

(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가람古貴 915.1-N659d

조선 성종대에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우리나라 지리지地理

誌이다. 1481년(성종 12)에 총 50권으로 처음 편찬된 이후 1486년(성종 17)에 내용이 보완되어 55권으로 

재편집되었으며, 1499년(연산군 5)에 성현成俔, 임사홍任士洪 등에 의해 한 차례 교정이 가해졌다. 그리고 

1530년(중종 25)에 이르러 1486년 이후 변동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증수增修됐는데, 이것이 현재 주로 이용

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복제 대상인 <가람古貴 915.1-N659d>본은 1530년의 증수增修가 이루어지기 전에 편찬된 판본으로,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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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국내에 완질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귀중한 

책이다. 전체 55권 중에서 권11~13 부분 1책만 남아 있는 영본零本으로, 

각 권에 수록된 군현郡縣은 다음과 같다. 권11-양주楊州, 파주坡州, 고양

高陽, 영평永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교하交河. 권12-장단長湍, 강화江華. 권13-

풍덕豊德, 삭녕朔寧, 마전麻田, 연천漣川, 교동喬桐. 각 군현별로 기록된 내용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속현屬縣, 진관鎭管, 관원官員, 군명郡名, 성씨姓氏, 

형세形勝, 산천山川, 토산土産, 봉수烽燧, 궁전宮殿, 학교學校, 역원驛院, 불우佛

宇 사묘祠廟, 능묘陵墓, 고적古跡, 명환名宦, 인물人物, 제영題詠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2)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상백古貴 951.03-Sa44n v.5/6

조선 성종대에 노사신盧思愼, 서거정徐居正, 이파李坡 등이 성종의 명에 

의해 찬진撰進한 역사서이다. 단군 이후 후삼국까지 역사가 편년체編年體

로 서술되어 있으며, 삼국 이전의 역사를 다룬 외기外紀를 포함하여 모두 

15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제 대상인 본서는 이 중에서 권5~6 부분 

1책만 남아 있는 영본零本으로, 서기 407년부터 570년까지 삼국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다. 

삼국사절요의 편찬 경위는 대체로 세조대世祖代부터 시작된 동국통감

東國通鑑의 편찬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조선 이

전의 고대사古代史와 고려사高麗史를 종합·정리한 통사通史 편찬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후삼국 이전의 고대사를 정리하여 1483년(성종 14) 삼국사절요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종대에 편찬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와 통합하고 내용을 첨삭하여 1484년에 1차로 동국통감을 완성했

으며, 여기에 사론史論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을 거쳐 1485년에 신편동국통감新編東國通鑑을 최종 완성하였다. 

삼국사절요는 ① 삼국의 개국시조開國始祖 및 여타 인물들과 관련된 신화神話·설화說話 등을 충실히 채

록한 점, ②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등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연대·인명·지명·관직 등

을 정확하게 보완·서술한 점, ③ 가야사伽倻史를 포함하므로써 고대사 이해의 폭을 넓힌 점, ④ 직서直書 

위주로 삼국을 대등하게 서술한 점 등에서 15세기 지식인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

와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3) 첩해신어捷解新語  奎貴 1638 v.1

강우성康遇聖이 1618년(광해군 10) 경에 편찬한 일본어 학습용 교재로, 1676년(숙종 2)에 사역원司譯院

에서 간행하였다. ‘신어新語’는 일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1415년(태종 15)에 사역원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 

한학漢學: 중국어과 몽학蒙學: 몽고어만 개설되었다가 이후에 왜학倭學: 일본어이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신어’ 

또는 ‘신학新學’으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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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강우성은 1581년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1592년 임진왜란 당시 

12살의 나이로 일본에 잡혀갔다가 10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일본 

체류 기간 동안 일본의 풍습과 일본어를 배운 강우성은 귀국 후 첩해

신어를 지었다. 첩해신어 이전에도 일본어 학습서가 몇 가지 있었으나 

내용이 소략하여 실용성이 없었는데, 첩해신어가 간행되면서 일본어가 

역학譯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첩해신어의 내용을 보면, 일본 문자를 큰 글씨로 쓴 다음 그 오른쪽

에 한글로 발음을 적고 줄을 바꾸어 우리말로 풀이하였다. 대부분이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권1~4와 권9의 전반부는 조선인과 일본인

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고, 권5~8은 조선 사절使節이 일본을 방문 

했을 때의 대화로 되어 있으며, 권10만이 서간문이다. 한편, 권9의 후반부에는 일본의 8도道 66주州에 대

하여 소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일사古貴 294.315-J563ma

고려 후기의 승려 지눌知訥, 1158~1210이 지은 수심결修心訣로, 목우자

牧牛子는 지눌의 법호이다. 저작 연대는 미상이지만 본문 내용에 간화선

看話禪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눌이 41세 때인 1198년 이후

의 저작으로 생각된다. 수심결은 지눌이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대립을 

막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고자 하여 저술한 글로, 지눌이 주장

했던 정혜쌍수定慧雙修에 기초한 돈오점수頓悟漸修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본서에는 ‘수심결’ 외에도 환산정응

선사시몽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

送子行脚法語·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등 4편

의 법어法語가 함께 묶여 있다. 

복제 대상인 <일사古貴 294.315-J563ma>본은 1467년(세조 13)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왕명을 받아 간

행한 언해본諺解本으로, 세조대의 승려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언해하였고 당시의 명필인 안혜安惠·유

환柳晥·박경朴耕 등이 글씨를 썼다. 신미는 세조대의 대표적 학승學僧으로 세조의 불교 옹호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고, 간경도감 설치, 불전佛典의 언해·간행 등을 주관하였다. 이 책은 조선 초기 간경도감에서 간

행한 불경 중에서 현존하는 유일의 원간본原刊本으로 조선 초기 불교사 및 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1984년 5월 30일 보물 제770호로 지정되었다. 

(5)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일사古貴 294.332-B872ba

당唐의 승려 법장法藏, 643~712이 지은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에 북송北宋의 승려 중희仲

希, 생몰년 미상가 주석을 붙인 책을 15세기 조선에서 한글로 언해諺解하여 간행한 책이다. 법장法藏의 법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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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賢首, 또는 국일國一로 중국 화엄종의 2조祖인 지엄智儼에게 화엄을 

배운 후 출가하였다. 중희에 대해서는 북송대 승려라는 것 외에 더 이

상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다. 

복제 대상인 <일사古貴 294.332-B872ba>본은 효령대군孝寧大君과 한

계희韓繼禧가 언해하여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책이다. 개장된 표지의 표제標題는 ‘반야심경般若心經’, 원표제는 ‘반야심

경주서般若心經注序’, 내제內題는 ‘반야심경소현정기般若心經疏顯正記’, 판심제

版心題는 ‘심경心經’이다. 본서에 수록된 한계희의 발문(1464년 작)에 따르

면, 세조가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에 명하여 법장의 반야바라밀경약소를 

언해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송의 승려 중희가 반야바라밀경약소를 

주석한 현정기顯正記를 얻었는데 그 해석이 매우 정밀했지만 중희가 대본으로 삼은 반야바라밀경약소 판

본과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던 판본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효령대군과 여러 고승들이 이를 면밀하게 대조·

교정하고 언해한 후 왕명으로 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서의 체재를 보면, 본문의 경우 법장의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원문은 큰 글씨로, 중희의 주석은 작

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원문의 중간 중간에 한글로 된 구결口訣이 붙어 있으며, 중희의 주석 다음에는 언

해문이 붙어 있다. 본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초간본이며, 판각이 정교하여 인쇄 상태가 선명하다. 

1984년 5월 30일에 보물 제771호로 지정되었다.

(6)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古貴 1730-53 v.1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릉엄

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을 한글로 언해諺解하여 간행한 책

이다. 조선에서 간행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는 모두 송나라 승려 계환戒

環이 해설한 ‘계환해능엄경戒環解楞嚴經’을 언해한 것이다. 능엄경언해는 

원래 1449년(세종 31) 세종의 명령에 따라 수양대군이 번역을 시작했으

나 완성하지 못했고, 이후 세조대에 효령대군의 건의로 언해와 간행이 

이루어졌다. 언해는 세조대 승려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구두句讀를 

달고 그에 따라 한계희韓繼禧와 김수온金守溫이 번역했으며, 다시 신미를 

비롯한 당대 명승들이 교정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이를 1461년(세조 7)

에 교서관校書館에서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했으며, 이듬해(1462년)에 다시 을해자본의 일부 오류를 수정·보

완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능엄경언해의 체재를 보면, 원문에 한글로 구결이 달린 대문大文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쌍행雙行으로 번

역문을 실었는데, 번역문에는 한자마다 독음이 달려 있다. 또 각 권의 끝에는 음석音釋이 있는데, 요해要解, 

의해義解, 회해會解, 집주集註 등으로 구분하였다. 능엄경언해는 15세기 불교정책 및 한글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이며, 특히 1462년 간행 목판본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최초의 언해본으로 이후 간경도감에서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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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른 여러 언해본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규장각에 소장된 능엄경언해 중 <古貴 1730-53 v.1-10>본은 10권 10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제2책

(권2)은 1461년 교서관에서 간행한 을해자본으로 1984년 5월 30일에 보물 제76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9책(권1, 권3~10)은 1462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보물 제765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

가람古貴 294.337-su72n v.2-4>본도 1462년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역시 1984년 5월 30일에 보물 제765

호로 지정되었다. 복제 대상인 본서는 <古貴 1730-53 v.1>본의 제1책(권1)이다.

(7)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가람古貴 294.332-B872g v.2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인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 중에서 중

국의 승려 야부冶父와 종경宗鏡, 조선 초기 승려 기화己和 등 3인의 주석

을 뽑아 한글로 구결을 붙이고 언해諺解한 책이다. 원래의 서명은 ‘금강

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이지만 판심제版心題인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

家解’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강경삼가해는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昭憲王后 서거 이후 세자(문

종)와 수양대군(세조)의 주도로 언해가 추진되어 초고가 만들어졌으나 

1450년 세종의 서거로 간행이 미루어졌고 세조대에도 교정이 마무리되

지 못했다. 결국 성종대에 들어 세조의 비妃 자성대비慈聖大妃가 승려 학

조學祖에게 명하여 금강경삼가해의 교정을 완성하게 했고, 이를 1482년(성종 13)에 내수사內需司에서 간행

하여 배포하였다. 책의 체재를 보면, 우선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경 본문을 적당한 단락으로 나누

어 싣고, 각 단락마다 야부冶父와 종경宗鏡의 주석은 한 글자 내려서, 기화己和의 주석은 두 글자 내려서 기

록하였다. 금강경언해는 활자로 간행되었는데, 금강경 본문은 대자大字인 정축자丁丑字가, 주석 부분은 을해

자乙亥字 중자中字가 사용되었다. 

규장각 소장 <가람古貴 294.332-B872g>본은 전체 5권 5책 중 권2~5의 4책만 남아 있는 판본으로, 

1984년 5월 30일에 보물 제773호로 지정되었다. 이 중 권2 부분 1책이 이번 사업의 복제 대상이다. 

(8) 입학도설入學圖說  古貴 181.11-G995i

여말선초의 학자 권근權近, 1352~1409이 1390년 (고려 공양왕 2)에 유배

지인 익주益州, 전북 익산에서 초학자를 가르치기 위해 지은 성리학 입문서

이다. 입학도설은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집에 25개, 

후집에 14개, 부록附錄 1개 등 모두 40개의 도설로 구성되어 있다. 권근

은 입학도설서入學圖說序에서 도설의 구성에 대해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

太極圖를 근본으로 하고 주자朱子의 장구章句의 설을 참작하여 그림을 그

렸고……그밖에 다른 경서經書의 내용 중에서도 그림으로 그릴 만한 것은 

모두 그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입학도설을 검토해 보면 도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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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이 모두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경문經文과 주석서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학도설은 편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최초의 간본은 1397년(태조 6)에 진양도호부사晉

陽都護府使 김이음金爾音이 진주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전집 내용만 수록되어 있고 간행을 주관한 김이음의 

발문跋文이 실려 있다. 두 번째 간본은 1425년(세종 7)에 역시 진주에서 간행되었는데, 전집·후집·부록이 

모두 수록되었으며, 권근의 제자인 변계량의 발문이 실려 있다. 이후의 판본으로는 전집만 실린 초간본을 

저본으로 1545년(인종 1)에 간행된 ‘낭주본浪州本’, 1547년(명종 2)에 전·후집 합본으로 간행된 ‘영천본榮川

本’, 17세기 중엽 이후 간행된 ‘청도자계서원본淸道紫溪書院本’, 1929년에 간행된 ‘논산본論山本’ 등이 있다. 이

밖에 일본에서도 간행이 이루어져 1648년에 간행된 ‘경안각본慶安刻本’이 전하고 있다. 

복제 대상인 <古貴 181.11-G995i>본은 전집만 수록되어 있고 권근의 서와 김이음의 발문이 실려 있는 

판본으로, 내용상 1397년 간행된 초간본에 해당한다.   

(9) 월인석보月印釋譜  일사古貴 811.05-W49a v.8

1459년(세조 5)에 세조世祖가 편찬한 찬불서讚佛書이다. 1447년(세종 

29) 당시 수양대군首陽大君이던 세조는 석가의 전 생애를 서술한 석보

상절釋譜詳節을 지어 올렸고, 이를 본 세종이 그에 맞추어 부처의 공덕

을 칭송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한 후 

1459년에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하여 월인석보를 편찬하였다. 

월인석보의 체재는 세종의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삼고 세조 자신

이 지은 석보상절을 월인천강지곡에 대한 해설로 편집하는 방식을 취하

였다. 석보상절 및 월인천강지곡의 원서原書에 비해 월인석보는 편찬 시

기가 내려온 까닭에 체제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첨삭이 가해졌고 문장의 표기법도 원서와는 다른 모습

이 있다. 월인석보는 완질본이 전하지 않으며, 현재 남아 있는 영본零本들을 모두 조합해도 완질이 되지 못

한다. 현재 전해지는 부분들은 권1~2, 7~14, 17~18, 21~23 등이며, 이 중 일부 판본은 보물 제745호, 제

935호로 지정되어 있다. 복제 대상인 <일사古貴 811.05-W49a v.8>본은 권8 부분이 실린 1책의 영본으로, 

규장각 소장의 다른 본들과 달리 간기刊記가 없어 간년刊年은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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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장   황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한   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자   료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사업총괄 김은식 (주)비첸비앤아이

이미지보정 윤태주, 송영선, 장진우 (주)비첸비앤아이

한지제조 신현세 신현세한지

능화제작 이창석 / 이운천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 /이수자

내지인쇄 이재영 영일교정

장황(선장) 강문화 간책지류연구소장/ 문화재수리기능자 제1298호

염색물성 홍루까 한국천연염색연구소 소장

분석 최태호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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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조사 

1. 유물 실측 및 조사 

•       제작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유물의 종이, 상태, 선장끈, 표지의 형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하고 정확한 크기를 실측하였다. 

•       실측결과 실제 사이즈는 규장각에서 제시한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 물 명 기제된 크기 실제 크기

동국여지승람 21.7 × 36.8 21.7 × 36.8

삼국사절요 19.2 × 31.1 19.3 × 31.2

첩해신어 22  × 33.1 22.1  × 33

목우자수심결 17  × 23.1 17  × 23.2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19  × 28 19  × 28.2

능엄경언해 22.4 × 31.2 22.5 × 31.1

금강경삼가해 25.3 × 38.6 25.2 × 38.5

입학도설 17.4 × 26.1 17.4 × 26.2

월인석보 21  ×  27.7 21.1  ×  27.7

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 등이 엮은 지리서로, 1530년에 신증新增되기 전에 편찬되어 완

질본이 발견되지 않은 귀중본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92장이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1.7 × 36.8cm 이다. 

•       표지 원본이 매우 훼손되어 있으며 개장을 통해 새로운 겉 표지가 덮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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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       1476년(성종 7) 노사신·서거정 등이 편찬한 단군조선으로부터 삼국의 멸망까지를 다룬 편년체의 역사서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81장이다. 

•       표지는 능화판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훼손되어있다. 

원문기하문능화문판員文幾何文菱花文板이 새겨져 있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19.3 × 31.2cm 이다. 

•       표지와 내지 모두 오염과 훼손이 심하다.

3) 첩해신어捷解新語

•       조선 중기의 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 강우성康遇聖이 일본어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35장이다. 

•       표지는 능화판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회문연화문판回文蓮花文板이 새

겨져 있으며 앞, 뒤의 문양이 다르다. 

•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2.1 × 33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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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       1467년(세조 13)에 간행된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의 저작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57장이다.

•       표지는 능화판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만자문판卍字文板이 새겨져 있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17 × 23.1cm 이다. 

5)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당나라 현장玄奘의 『반야바라밀다심경』을 한글로 번역한 주

석서註釋書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71장이다. 

•       표지는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있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19 × 28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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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       조선조 세조가 중국 송나라 온릉계환溫陵戒環이 요해要解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보통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함.)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책.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119장이다. 

•       표지는 능화판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만자연화과실문판卍字蓮花果實

文板이 새겨져 있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2.5 × 31.1cm 이다. 

7)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       조선 성종 13년(1482)에 불경인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야부송, 종경제강, 함허설의” 등 3가를 택하여 

구결을 달고 언해하여 간행한 책이다.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75장이다. 

•       표지는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5.2 × 38.5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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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학도설入學圖說 

•       1390년(공양왕 2) 권근權近이 초학자들을 위하여 저술한 성리학 입문서.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40장이다. 

•       표지는 능화판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회문연화문판回文蓮花文板이 새

겨져 있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17.4 × 26.2cm이다. 

9) 월인석보月印釋譜

•       1459년(세조 5)에 세조가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본문으로 하고 자신이 지은 『석보

상절釋譜詳節』을 설명부분으로 하여 합편한 책.

•       서책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105장이다.

•       표지는 개장되어 많이 훼손 되어있다. 

•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1.1 × 27.7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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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       작업공정 단계별로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자문회의 : 예비조사 단계 - 복제방법 및 방향결정 

•       제2차 자문회의 : 인쇄전 단계 - 한지확인, 능화문 제작 범위 확인, 인쇄방식, 참고유물조사 

•       제3차 자문회의 : 장황재료 및 염색, 도장 유/무 결정 

자문위원 명단 

- 차병갑 :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 학예연구관

- 김형진 :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 강문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1차 자문회의 

(1) 개최 일시 

2013년 7월 29일 오후3시 ~ 5시  

(2) 논의안건 

- 개장된 표지의 제작방향 

- 개장하면서 변형된 상태의 복원 또는 현상유지 

- 제첨된 글자의 유지여부 

- 한지의 복원정도 (물성검사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잡티)

- 훼손된 글자의 복원 방법 

- 개장하면서 변형된 선장끈의 제작방향 등 

※ 개장된 표지

동국여지승람 입학도설 월인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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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논의사항

- 동국여지승람 

훼손된 부분 번진 글씨 인쇄 시 찍힌 부분

※ 원본을 유지하고 있는 표지

목우자수심결 삼국사절요 첩해신어 금강경삼가해 능엄경언해 반야바라밀다심

경약소

•       겉표지는 개장시 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복제본 제작은 원표지만 제작한다.

•       번진 글씨나 훼손된 부분은 수정, 보완없이 그대로 제작한다. 

•       글씨, 선과 상관없이 인쇄시 바탕이 찍힌 검은 부분은 지운다. 

•       묶는 실은 기존의 것이 화학섬유로 보이므로 복제본 제작 시 전통끈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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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사절요 

원본의 실 접힌 부분의 글씨 덧칠한 부분 덧칠한 부분

•       제첨된 부분과 점 찍힌 부분은 현 상태 그대로 제작하는 것으로 한다. 

•       내지는 백색도를 기준으로 평균값으로 제작한다. 

•       묶는 실은 유물 하단에 남아있던 실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첩해신어 

•       책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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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화문양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

•       제첨된 글씨가 잘린 것으로 볼 때 개장하면서 잘려나간 것 같다. 

•       제첨된 부분은 남긴다. 

- 목우자수심결 

•       표지 안쪽을 살펴 보았을 때 1차로 접힌 부분이 있다. 

•       내지가 잘려 나간 만큼 접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았을 때 기존의 표지는 원유물의 표지가 맞는다고 판단된다. 

•       제첨된 부분은 남긴다. 

-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잘려진 부분(上) 잘려진 부분(下) 내지모습 제첨된 부분 제첨된 부분

잘려진 부분(下) 표지 안쪽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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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엄경언해

한지의 티 제첨 부분 잘려진 부분 잘려진 부분(上) 잘려진 부분(下)

•       내지에 보이는 티는 의도한 것이 아닌 정제작업이 안된, 원료가 좋지 않은 재료로 제작된 한지로 인한 

것이다. 

•       현재 한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동일하게 제작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       위, 아래와 옆면부분이 개장작업을 하며 잘려나갔다. 

•       표지는 내지가 잘려나간 것으로 볼 때, 개장시 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좀먹거나 배접하여 글씨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복제작업과정에서 

수정, 보완되는 것은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 

•       내지는 위쪽 1cm, 아래쪽 0.6cm 가 잘려 나갔다. 

•       제첨된 부분은 책의 내력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여 서지학적으로 제첨된 부분은 함께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제첨된 글씨가 잘린 것으로 보아 개장 전 작성된 글씨로 보인다. 

- 금강경삼가해 

숫자 표시 부분 표제 부분의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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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의 티 부분을 일부러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닥의 피 부분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질기지 않고 재질이 좋지 않다. 

•       초지된 한지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하단의 숫자 표시는 지우는 것으로 한다. 

•       표지에서 문양을 찾아보기 어렵다. 

•       표제부분은 덧칠한 부분이 있어 내지의 첫 줄의 제목을 사용할지 현재의 표제를 사용할지에 대해 규

장각측과 논의가 필요하다. 

- 입학도설

•       먹의 번진 부분은 남기지 않는다 (글씨, 선과 상관없는 부분)

•       훼손된 부분의 글씨는 복원하지 않는다. 

•       표지의 능화 및 재질은 전통 방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장서각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유사유물을 조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월인석보

필사된 부분 먹이 찍힌 부분 먹이 찍힌 부분 먹이 찍힌 부분 벌레먹은 부분

발방향 가로 능화문양 원본의 실 훼손된 부분 배접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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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및 보수작업이 비전문가에게 의해 이뤄진 것 같다. 

•       훼손된 부분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현재 상태 그대로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배접된 종이를 봤을 때 개장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       잘린 부분은 원형으로 복원한다. 현재 4침으로 묶여있는 것을 오침안정법으로 한다.

•       개장을 하며 묶은실은 원본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표지는 일반적인 것으로 한다. 능화문은 없다. 원지는 황백과 치자를 이용하여 염색을 통해 표지를 제

작한다. 

•       훼손된 글씨부분은 귀중본이라 동일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우며, 글씨를 찾아 넣기가 어렵다고 본다.

(4) 자문회의 결과 

- 한지관련

•       한지의 밝기는 조사된 백색도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제작하기로 한다.

•       현재 유물들에 사용된 질낮은 한지 그대로 제작하는 것 보다, 그와 유사한 질좋은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모든 유물의 발방향은 가로이다. 

•       능엄경언해, 금강경삼가해의 내지에서 확인되는 티는 일부러 넣을 필요없다. 

- 복원정도 

•       제첨된 글씨는 살리고, 글씨, 선과 상관없는 얼룩은 지운다. 

•       오류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훼손되거나 가려진 글씨는 복원하지 않는다. 

•       개장시 잘려나간 부분은 원형으로 복원한다. 

•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의 경우 문양의 확인이 어렵다.

•       『월인석보』, 『동국여지승람』 표지는 능화가 없는 일반적인 전통방식의 황백과 치자를 이용한 염색한지

를 사용한다.

•       『입학도설』 표지는 전통방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타 기관의 유사유물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묶는 실의 경우 원형이 남아 있는 것 이외의 것은 전통 실로 제작하여 장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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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1) 개최 

2차 : 2013년 11월 20일 오전11시 ~ 12시 

(2) 논의안건 

- 한지확인 

- 능화문 제작 범위 결정

- 참고유물 조사 

- 선장끈의 조사

- 인쇄방식 결정 

(3) 세부 논의사항

- 능화판 제작 범위 

•       개장되거나 문양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능화판 제작 

•       능화판제작 유물 

삼국사절요 첩해신어  입학도설 능엄경언해 목우자수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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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절요 : 전체문양이 세밀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비슷한 유형을 찾을 수 있음 

첩해신어 : 회문/ 연화문 패턴, 앞, 뒤문양이 다르다. 

입학도설 : 장서각소장본에서 능화문양이 확인 가능함. 

능엄경언해 : 능화문양이 확인가능하고 일정패턴이 반복되는 구조 

목우자수심결 : 전통적인 능화문양으로 만자문양에 대한 이미지와 사이즈를 확인후 제작 

- 전통한지염색 표지 제작유물   

동국여지승람 금강경삼가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월인석보

•       동국여지승람/금강경삼가해/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월인석보는 문양이 없거나 확인이 어렵다. 

- 참고유물 조사 관련 

조사 대상 유물 소장처 비고

월인석보 숭실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사완료

입학도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조사완료

금강경삼가해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사완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자제암 ×

•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의 경우 자제암에서 실견을 거부하여 조사를 하지 못함. 

(4) 자문회의 결과 

- 한지결정 

•       원본 내지의 지질 상태가 매우 약하고 견고하지 않아 보존에 따른 보완을 위해 원본의 상태보다 보완

된 상태의 한지를 제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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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해신어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두께가 거의 비슷함. 한지두께 : 평균두께 0.08mm 제작한지 두께 

0.08~0.1mm

•       첩해신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한지를 사용함.(0.1mm)

-  결론 

•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입학도설』의 경우 원본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       동국대학교에서 조사한 『월인석보』, 『금강경삼가해』는 개장된 상태이며 그 과정에서 왜곡 및 변형이 

많아 참고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 조사 사진 

•       『월인석보』, 『금강경삼가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조사일자 : 2013년 10월28일 

•       월인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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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월인석보의 경우 개장 시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이번 사업에 적용, 

참고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시킴. 

•       금강경삼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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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도서관측에서 내어준 자료는 금강경삼가해로 설명되어 있지만 [금강경오가해]로 판단됨. 또

한 개장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       『입학도설』 : 장서각 소장본 

조사일자: 2013년 11월 20일 

※ 원본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책의 크기 및 능화문양을 적용할 수 있음

- 선장끈의 제작 관련 

•       복제 대상유물들 중 상당수가 개장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합성섬유로 선장끈이 교체된 점이 확인

되었다. 본사업에는 전통방식으로 제작·염색된 선장끈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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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시 합성섬유로 교체된 유물

동국여지승람 목우자수심결 입학도설

첩해신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삼국사절요 능엄경언해

금강경삼가해 월인석보

- 전통방식의 끈으로 장책되어 있는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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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방식 결정 

•       기존에 제안된 인쇄방식은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Plate)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다. 

•       사업과정중에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좀 더 인쇄효과가 좋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필름을 제작하는 과

정없이 컴퓨터에서 바로 인쇄판(Plate)을 제작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서 인쇄방식을 변경하기로 한다. 

CTF(Computer To Film)방식에서 CTP(Computer To Plate)방식으로 교체

Before After

CTF(Computer To Film) CTP(Computer To Plate)

필름을 PS판에 밀착시켜 현상함. 
소부과정에서 망점 손실이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필름의 
농도와 인쇄 시 오차가 발생됨.

데이터를 PS판에 출력
(3% 미만의 미세한 작업까지 표현함으로 망점의 손실이 없음)
망점 손실이 없어 색상의 표현이 훨씬 풍부함.
소부과정 생략으로 작업공정이 간소화됨.
작업시간이 빠름

소부 과정에서 필름의 훼손된 부분이 그대로 표현이 되며,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 인쇄 시 나타날 우려가 있음.
(오류부분을 수작업으로 지워주는 처리를 함)

판에 직접 출력되므로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음.

인쇄 시 소부판에 현상된 농도를 보고 인쇄하므로 100% 인쇄 
기장의 실력에 좌우됨.

데이터 값을 인쇄기에 전달됨으로 90% 농도 값은 자동 
인식되며, 나머지 10%의 농도값만 기장이 조정하기 때문에 
인쇄가 고르게 됨.

CTF방식 컴퓨터 → 필름출력 → 필름소부 → 인쇄

CTP방식 컴퓨터 → 인쇄판 출력 → 인쇄

•       제작방식 비교 

CTF 방식 CTP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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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F방식으로 필름을 소부할 경우 망점이 3 ~5% 이하는 재현되지 않지만, CTP방식은 1%의 망점까

지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름 출력에 비해 좀 더 섬세한 농도의 차이를 구현할 수 있다. 

CTF 방식 CTP 방식

필름을 제작하지 않고 컴퓨터의 데이터를 바로 인쇄판에 새기는 방식. 

인쇄판 위에 필름을 놓고 노광하여 인쇄판에 새기는 CTF방식의 경우 인쇄판과의 간격이 있어 CTP방

식에 비하여 정교함이 떨어진다.

•       인쇄장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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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P방식은 필름의 제작과정 없이 컴퓨터에서 바로 인쇄판을 제작한 후 인쇄작업으로 진행되기 때

문에 작업속도 또한 CTF방식보다 빠르다. 

•       인쇄 결과물의 비교 

CTF 방식(500×) CTP 방식(500×)

※   CTP방식의 경우 현미경으로 확인하였을 때 CTF보다 필선의 끝라인 및 글씨를 이루고 있는 가장자리 

라인의 연결선이 고르고 인쇄망점이 풍부하다. 

3) 3차 자문회의

(1) 개최 

2013년 12월 27일 오후9시 ~ 11시 

(2) 논의안건 

- 각 책별 표지 염색 결정  

- 선장끈 결정 

- 표제제작 

(3) 세부논의 사항

- 대상 유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염색된 표지와 비교하며 색상을 검토하였다.

- 염색된 실과 유물 표지의 실색상을 비교해가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색상을 정하였다. 

-   표제의 적용은 훼손된 부분이 있어도 원본의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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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색상결정 

-   현재 유물들에서 보여지는 표지 색상중에 많은 부분이 훼손이 심하여 변색이 진행된 상태이다. 초기 

제작당시의 색상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유물들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표지를 기준으로 전

통방식의 염색을 통한 색상을 3가지로 정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치자염색(2) 첩해신어 목우자수심결 능엄경언해 반야심경

치자염색(3) 동국여지승람 금강경삼가해 삼국사절요 입학도설

치자염색(1) 월인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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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물분석

•       유물복제 재료 제작 및 선정을 위해 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       분석일시 : 2013년 07월 01일 오전 10 ~ 14시

•       분석기관 :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       분석참여자 : 최태호 교수 외 2명

1) 분석방법

•       한지의 물성검사는 외형적인 자료 수집과 비파괴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대상유물의 훼

- 선장끈의 결정

-   유물들의 상당수가 개장을 진행하면서 끈들이 합성섬유로 교체되었다. 함성섬유가 아닌 끈들을 기준

으로 전통염색을 통해 색상을 3가지로 제작하여 장책하도록 한다. 

- 표제 결정 

원본에서 표제의 형태가 분명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며, 개장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것은 내지의 내용에

서 발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삼국사절요

첩해신어 반야바라밀다

심경약소

능엄경언해 목우자수심결 금강경삼가해 삼국사절요 

능엄경언해 월인석보

※ 원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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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막기 위하여 비파괴분석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따라 물리적인 분석자료만 측정하였다.

•       분석장비는 국제표준화규격(ISO) 및 한국산업규격(KC)에서 인증된 종이분석장비를 활용하였다. 

- 한지두께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 

- 한지의 광학적 특성 : 백색도 측정기 (MINOLTA SPECTROPHOTO METER CM-2002)

- 한지의 이미지분석 : 문화재 분석용 LED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2) 분석결과

[기본물성 분석]

유물명
평량

(g/m2)

먹무게*보정 평량
(g/m2)

밀도

(g/m3)

두께

(mm)
두께표준편차

삼국사절요 33.89 33.55 0.41 0.0810 0.0213

능엄경언해 36.52 36.15 0.43 0.0832 0.0303

동국여지승람 33.00 32.67 0.41 0.0789 0.0184

금강경삼가해 49.32 48.83 0.50 0.0982 0.0199

목우자수심결 23.95 23.71 0.47 0.0508 0.0052

입학도설 35.23 34.87 0.47 0.0737 0.0155

월인석보 32.95 32.62 0.54 0.0610 0.0080

첩해신어 61.00 60.39 0.66 0.0920 0.0096

반야바라밀다

심경약소
39.04 38.65 0.62 0.0623 0.0097

�먹 무게 1% 계산함

[두께 편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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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촉 수, 편사 폭 조사자료] 

유물명 발촉수 (3cm 당) 편사폭 (cm)

삼국사절요 12 2.25

능엄경언해 12 3

동국여지승람 15 2

금강경삼가해 16 2

목우자수심결 측정불가 측정불가

입학도설 측정불가 측정불가

월인석보 12 3

첩해신어 15 2.2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21 측정불가

[색상분석 결과자료]

유물명 L* a* b* Munsell 백색도(ISO)

삼국사절요 75.64 3.8 17.20 1.9Y 7.4 / 2.3 45

능엄경언해 76.41 3.4 18.68 1.1Y 7.6 / 2.9 40

동국여지승람 75.15 4.50 19.96 0.7Y 7.6 / 3.0 37.5

금강경삼가해 77.49 2.91 18.71 1.3Y 7.8 / 2.9 35.5

목우자수심결 67.00 3.27 18.05 1.5Y 6.6 / 3.0 35

입학도설 79.93 2.33 14.52 0.9Y 8.1 / 2.2 51

월인석보 71.18 3.50 18.06 1.2Y 7.2 / 2.8 31

첩해신어 85.64 1.83 14.57 1.7Y 8.6 / 1.8 61

반야바라밀다

심경약소
66.44 7.03 22.08 0.2Y 6.6 / 3.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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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유물별 조사 자료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삼국사절요 33.55 0.0810 0.41 45

인쇄 면 뒷면 끈

•       재질은 닥섬유이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인쇄 면 뒷면 끈

•       재질은 닥섬유이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혼입 섬유가 포함되어있으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괴분석이 필요하다.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능엄경언해 36.15 0.0832 0.43 40

인쇄 면 뒷면 끈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동국여지승람 32.67 0.0789 0.4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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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면 뒷면 끈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금강경삼가해 48.83 0.0982 0.50 35.5

•       재질은 닥섬유이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끈이 합성섬유로 확인된다. 

인쇄 면

인쇄 면

뒷면

뒷면

끈

끈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목우자수심결 23.71 0.0508 0.47 35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입학도설 34.87 0.0737 0.47 51

•       재질은 닥섬유이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혼입 섬유가 포함되어 있으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괴분석이 필요하다. 

•       재질은 닥섬유이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끈이 합성섬유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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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면 뒷면 끈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입학도설 34.87 0.0737 0.47 51

•       재질은 닥섬유이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끈이 합성섬유로 확인된다.

•       재질은 닥섬유이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인쇄 면

인쇄 면

뒷면

뒷면

끈

끈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첩해신어 60.39 0.0920 0.66 61

유물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m2) 백색도(%)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38.65 0.0623 0.62 29

•       원료 섬유 및 초지법 식별이 어렵다. 

•       끈이 합성섬유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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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외형조사 종이두께 측정

•       원료 섬유 및 초지법 식별이 어렵다. 

•       끈이 합성섬유로 확인된다. 

4) 유물조사 사진

조직구조 조사백색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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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촬영 / 편집 및 이미지보정  

•       복제본 작업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Hassel Blad사의 3900만 화소의 디지털팩카메라를 

이용하여 유물을 촬영하였다. 원본과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1) 사진촬영 

현장에서 모니터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사전조사

촬영 모습

무반사유리 촬영

•       디지털팩을 이용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컴퓨터 제어를 통해 촬영을 하였다. 유물을 해체할 수 

없는 관계로 글씨의 인쇄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무반사유리를 이용하

여 촬영을 진행하였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제어함으로써 현장에서 촬영이미지에 대한 섬세한 확인이 가능하였고 

데이터확인이 즉시 이루어져 오류발생이 줄었다. 

•       Broncolor 파워팩을 이용한 촬영으로 유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인 환경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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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카메라 디지털팩 카메라

[일반적인 카메라와 디지털팩의 데이터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

2) 편집 및 이미지 보정 

•       원형복제 원칙에 따라 바탕색 및 오염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였다. 

유물 원본 바탕색, 오염된 부분을 제거

•       결락된 부분은 복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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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복원 원칙에 따라 장서인부분은 제거하였다. 

•       금강경삼가해 하단의 숫자표기부분은 삭제하였다.

•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도장은 모두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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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재료 확보 

1) 한지제조 

•       한지제작업체 : 신현세한지 

•       많은 복제 사업에서 한지부분을 담당하여 제작한 경험이 많고, 외발뜨기 방식으로 제작된 한지의 

밀도도 높았다. 

•       주문 제작되는 한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목판으로 한지를 건조하여 인장력이 좋은 반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철판건조의 경우  급속한 건조로 만들어진 한지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자연 습도

와 친수성이 없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이의 평량이 증가하고 유연성이 떨어져 딱딱해진다. 또한  

건조시에 묻어 나오는 철판의 녹 때문에 종이의 산화가 촉진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잿물내리기 닥 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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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물로 삶은 것은 티가 많으나 광택이 뛰어나고 섬유 분산이 좋은 반면 강도가 떨어지고 조롱이 많

이 생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섬유분해가 빨라진다. 

•       닥을 삶을 때는 잿물을 일정 시간 가열하여 잿물 온도가 80℃ 이상이 되면 닥원료를 넣으며, 삶은 

후에도 일정 시간 뜸을 들이고 나서 꺼낸다. 삶을 때 쓰는 잿물의 pH 농도는 10~12정도이고 닥섬유

가 증해가 다 되었는지 섬유상태를 보고 알 수 있다. (섬유를 손으로 잘랐을 때 잘 끊어지면 된다.)

티고르기

두드리기

•       세척과 표백이 끝난 인피 원료는 보통 고해 과정에 앞서 티 고르기 작업을 한다. 티는 우박, 서리, 병

충해로 인한 피해나 싹 난 자국등에 의해 발생된다. 원료를 물속에서 건져내어 원료에 남아 있는 잡

티를 일일이 손으로 없앤다. 한사람이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양은 서너 근 정도이다. 표백 약품을 

써서 티를 없앨 수도 있으나, 표백약품은 섬유에 손상을 입히므로 전통한지 제조시에는 반드시 손

으로 티를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히 닥나무 인피는 섬유의 성질 때문에 기계로 티 고르기가 

어려워 대개 수작업으로 티를 골라낸다. 주로 흐르는 맑은 물가나 수세탱크 부근에서 작업을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물이 흐르는 곳에서 바닥이 낮은 대바구니에 원료를 넣어 원료를 

떠올리며서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원료에 붙은 티를 없앤다. 



3권  대체본 제작150

•       씻기와 햇볕쬐기 등의 과정을 마친 백피를 닥돌에 올려놓고 닥방망이로 40~60분 정도 두들겨서 닥 

섬유를 찧는다. 시간은 지종에 따라 다르나 두들긴 섬유 부피가 처음 백피보다 두배정도 늘어나고 

섬유가 튀어나갈 정도면 끝낸다. 섬유를 물에 풀어 보아 뿌옇게 분산되면 그만한다. 두들기는 판은 

돌판이나 나무판을 쓰는데 돌판은 평활한 판위에 원료를 늘어 놓고 닥방방이로 우에서 좌로 , 좌에

서 우로 가지런히 원료를 두들긴다. 두드릴 때 처음에는 수분없이 하다가 중간에 물을 주고 두드린

다. 나무판은 가장 강한 박달나무를 사용하여 그 위에 원료를 늘어 놓고 두드린다.

한지뜨기

•       한지뜨기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초지 방법이다. 외발은 전후 좌우로 물을 흘려보내 닥 섬유가 

서로 엇갈리게 결합함으로 인장력이 뛰어난 종이를 만들 수 있다. 외발은 외곽에 발틀 턱이 없는 평

평한 상태이므로 발 틈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외곽으로 흘려 보내는 양이 더 많아 섬유질

이 발에 안착되는 시간이 적게 든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섬유질 방향도 결정되므로 종

이 표면을 잘 살펴보면 섬유와 대살의 방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외발뜨기는 섬유가 우물 정井자 모

양으로 얽혀 질기고 강한 종이를 만들 수 있다. 

목판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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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판건조는 목판을 벽이나 목판지대에 약간 기울여 놓고 종이를 한 장씩 서서히 떼내어 구김이 생

기지 않도록 목판위에 습지를 펴고 말털 등으로 만든 건조비로 쓸어 내린다. 목판에 접한 면이 종이 

이면이 되고 초지발에 접한 면이 종이표면이 된다. 압착한 종이는 베개에 대나무를 평평하게 대고 

실 한쪽 끝을 끌어올려 떨어져 나온 습지끝을 이랫대에 휘감아서 천천히 떼어내어 목판에 붙인다. 

목판 한쪽 면에 붙인 다음 판을 돌려 뒷면에도 붙이고 먼지나 티끌이 없는 볕이 잘드는 건조한 장

소로 옮겨 기대어 세워둔다. 

도침

•       도침은 마무리 가공 처리 방법중 하나이다. 먼저 디딜방아 모양으로 생긴 도침기로 수십장씩 포개

어 놓은 다음 여러 번 두들김으로써 종이를 치밀하고 평활하게 만들며 강도와 광택을 더해주는 방

법이다. 예전에는 쌀가루 및 돌가루를 사용하여 좀더 치밀하고 견고한 한지를 제작하는 방식을 사

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재현하는 곳이 없다. 이번 사업에 사용될 한지는 0.08mm~0.1mm 정도의 

두께로 한지를 제작하였다. 

종이두께 (mm) 가로×세로(cm) 무게(g) 밀도(g/cm³) 평량(g/m³)

0.08(mm) 70×93(cm) 33.86(g) 0.43(g/cm³) 36.23(g/m³)

0.1(mm) 70×93(cm) 60.1(g) 0.66(g/cm³) 61.24(g/m³)



3권  대체본 제작152

•       닥지의 초지방법에는 외발뜨기와 쌍발뜨기가 있다. 외발뜨기는 우리나라 전통 제지 방식으로 초지

할 때 물질의 속도가 빠르며 방향이 다양하여 지료가 발위에 머무를 틈이 없어 여러 방향으로 결합

하며 결합도가 높다. 쌍발뜨기란 한일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발틀이 

이중구조로 되어 초지시 지료가 발틀위에 일정시간 머무르게 된다. 이때 지장은 앞, 뒤로  물질하며 

가두어진 지료의 물은 밑으로 빠진다. 외발뜨기에 비해 섬유가 한 방향으로 결합되며 결합강도가 

낮다. 쌍발지는 외발지에 비해 종이로서의 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한

지가 외발뜨기에서 쌍발뜨기로 바뀐 이유는 외발뜨기는 지장만이 뜰 수 있는 반면 쌍발뜨기는 기

술적으로 쉬우며 제지속도가 빨라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2) 능화판 제작 

전체 대상유물 9점중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5종에 대한 능화판을 제작하였다. 

제작대상: 삼국사절요, 첩해신어, 입학도설 , 능엄경언해 , 목우자수심결

•       입학도설은 장서각 소장본의 표지의 능화문양을 사용하였다. 

외발뜨기 쌍발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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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한 고서표지 사진을 통해 색분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       훼손되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능화문양 DB와 대조하여 패턴을 참고하였다. 

•       라이트박스 위에 올려놓고 수작업으로 완성시켰다. 

(2) 판목선정

(1) 문양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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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한자尺, 길이 다섯 자 반(30 × 165cm) 이상의 은행나무 3판을 선정 하였다.

•       2005년 강원도 속초에서 벌목하여 8년 건조한 은행목을 사용하였다. 

•       본래는 능화판에 은행목을 사용하지 않으나 이번 경우에는 제작시기 및 기타 사항등을 고려하여 

은행목으로 제작하였다. 

(3) 판재 치목

규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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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은행나무 판재

규격에 맞게 자르기

(4) 문양본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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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기기 

•       마구리면 밀랍 바르기 (수분침투를 막아 갈라짐을 예방함)

(6) 완성된 능화판

첩해신어 앞 “회문연화문판(回文蓮花文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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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절요 “원문기하문능화문판(員文幾何文菱花文板)”

첩해신어 뒷면 “회문연화문판(回文蓮花文板)”

능엄경언해 “만자연화과실문판(卍字蓮花果實文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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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자수심결 “만자문판(卍字文板)”

입학도설 “회문연화문판(回文蓮花文板)”

3) 능화지 제작 

-   한지는 신현세한지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며, 의궤용 고급한지를 사용하였다. 두께 0.18 ~ 0.20mm 

의 한지를 도침을 통해 0.14~0.16mm 의 두께를 맞췄다. 치자를 이용하여 염색을 진행한 후 동일한 

한지를 이용하여 배접을 진행하였다. 

한지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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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에 농도의 차이를 주어 3가지로 표지를 제작하였다.

•       완성된 민무늬 능화지

4) 능화밀기 

•       능화판에 밀랍을 발라 종이를 고정시킨 후 밀돌이나 사기그릇으로 밀어 능화 문양을 냄. 

능화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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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배접

3. 인쇄작업 

•       이미지작업이 완료된 파일을 CTP출력기를 이용하여 Plate를 제작한다. 

•       레이저 CTP 현상기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Plate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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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수작업  

•       1차적으로 최종 인쇄 전 유물 9종에 대한 샘플 인쇄작업을 진행한 후 원본과 비교 대조작업을 통해 

먹의 농도를 체크한다. 

•       농도체크를 완료한 뒤 전체 인쇄를 진행한 후 3차에 걸쳐 검수자를 통한 검수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 검수일 : 2013년 12월 23일 (검수자 2명)

2차 검수일 : 2014년 01월 07일 (검수자 1명)

3차 검수일 : 2014년 01월 09일 (검수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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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장 

최종 검수 완료된 결과물에 접지 및 재단을 진행한 후 책을 묶는다.

•       책을 묶기 전 촬영데이터와 함께 최종적으로 내용 순서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       순서에 맞게 정리한 후 재단하여 종이못으로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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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검수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 납품 전 완성품에 대한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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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자 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사업’을 수주하여 문화재 보존의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하였다. 대상유물의 대부분이 개장되면서 변형 및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자문회의를 통해 최대한 원

본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집중하였다.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유물의 조사를 통해 유물의 원래의 

상태를 재현하려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물이 유일본이라 참고할 만한 대상이 거의 없었다. 대상유물 

중 ‘입학도설’, ‘월인석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비교조사가 가능하였지만 입학도설(장서각 소장본)을 

제외하고는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서 참고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이번 복제본 사업을 시작할 당시 규장각측과 논의한 내용 중 단순한 복제작업이 아닌 정본사업이 함

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유사유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조사대상 유물들 또한 개장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참고하기는 어려웠으나, 앞

으로 복제본 정본화 사업에 조사유물이 포함될 경우, 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한 단계 더 낳아가 대상유물을 촬영 또는 실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능화문양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표지 안쪽을 확인 조사하는 등의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커진다. 물론 유물의 보호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

나, 보존처리 전문가와 함께 작업이 이뤄진다면 훼손부분에 대한 염려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진행되는 복제사업은 현재 유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유사유물의 조사를 통한 폭넓은 정

보데이터의 확보와 보존처리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며 학술적인 측면에서

도, 보다 완성된 결과물 제작에 있어서도 좀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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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복제 결과물

제목 원본 유물 복제본

동국여지승람

삼국사절요

첩해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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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본 유물 복제본

목우자수심결

반야바라밀다

심경약소

능엄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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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본 유물 복제본

금강경삼가해

입학도설 

월인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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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개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교육 및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유일한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과 더불어 그 문화재의 모사본을 만들어 교육과 연

구에 있어서 다목적 용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서는 전통적

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그 결실로서 미술품보존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은 그나마 불모지

와 같았던 미술품 보존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현대문명의 발전적 상황에

서 과거의 전통을 쉽게 버리는 우를 범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미술품 보존

센터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여 본래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

러 토론을 거쳐 후진양성과 미술품 보존연구를 동시에 얻어야 할 것이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회화

유물 중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의 모사본 제작사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사업명 : 2013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사업

번호 서명 청구기호 재질
그림크기

자료수 면수 특이사항
가로 세로

1 화동고지도 고축4709-114 비단 199.3 180.7 1축 1면 족자, 보물 1590호

　 합계 1축

1) 발주처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 사업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

3) 사업기간 : 2013.04.30 ~ 2014.01.10

2013

고지도 모사본 제작 사업

제 3장

〈화동고지도〉 모사본 제작의 과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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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1)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산학협력단장 : 연구처장 겸직

감사팀

(일상

감사,

상시

감사)

산학협력정책부단장

연구부처장 겸직

연구기획본부(2명)

 산학협력기획부(11명)

 •R&D 전략기획팀
 •R&D 연구지원팀
   (제도, 통계, 평가,
   연구계획 지원)
 •교육연수팀

 운영관리부(17명)

 •총무팀(인사,조직,세무)
 •  재무회계팀(예산, 결산, 
자금운용)

 •  감사팀(일상감시, 자체
감사)

 •  전산관리팀

 연구협약·정산부(22명)

 •협약1팀
 •협약2팀
 •협약3팀

 연구비관리부(19명)

 •  지출1팀(국가 R&D   
연구비

 •  지출2팀(간접비, 기타
연구비, 세무)

 •  자산관리팀(계약, 구매, 
검수)

 지식재산관리부(1명)

 •지식재산관리팀
   (지식재산 특허관리,
    발명신고접수
 •연구관리팀
   (연구계약서 검토, 자문 
    기술이전 계약체결)

 성과관리부(2명)

 •  성과관리팀
     (사업화 관련 논문,     
특허, 과제, 제안서 및 
상표관리

연구관리본부(2명) 지식재산관리본부(5명) 자회사

1

자회사

2

자회사

3

자회사

4

자회사

5

자회사

6

자회사

7

산학협력사업부단장(신설)

/ 연건분원17명)

연구

행정

민원실

(비윤리적 
연구

행위, 
연구비

부적정

사례 
감사

및

연구

행정

민원 
담당)

미
래
국
가 R

&
D

 

연
구
기
획
단(

싱
크
탱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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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

조형연구소장

부소장

교육부

전시기획실

최고위과정교육실

평생교육실

우석홀

기획부

학과별 연구사업실

예술환경 연구사업실

행정실

운영위원회

한국미술연구센터

도서자료실

기록관리실

센터장

(학과장겸직)

교수 신하순

창의인성개발센터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차동하

전임연구원  이광수

전임연구원  정두희

전임연구원  이승우

전임연구원  왕신연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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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조직 및 인원현황

조 직 조 직 구 성 전 공 인원수(명) 비고

미술품

보존

연구

센터

센터장 전통회화 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과장 겸임

책임연구원 전통회화 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겸임

전임연구원 전통회화, 서예, 모사 5 각 사업별로 구성 변경

보조연구원 전통회화, 서예, 모사 10 각 사업별로 구성 변경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전통회화, 미술사, 미술이론 6 - 전통회화, 미술사, 모사 지도

강사
전통회화, 미술사,미술이론, 
서예, 전통회화재료, 장황 37 - 모사, 서예, 장황 경력

조교 전통회화 2 - 행정

박사 전통회화, 모사 2
- 2011 규장각고문헌복제 사업 참여 경력

- 2012~2013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및 고지도 모사사업 참여 경력
- 201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모사도 제작 사업 참여 경력

박사과정
전통회화, 모사, 
전통회화재료 20

석사 전통회화, 모사 50

석사 과정 전통회화, 모사 20

학부과정 전통회화, 모사 60

3)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 및 인원현황

담당 업무 성 명 소속 및 지위

사업 총괄 차동하 책임연구원, 동양화과 교수

예비조사 및 
안료분석

촬영, 출력 김은식 비첸비앤아이

안료분석 국립현대미술관

적외선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모사 및 임서
이광수, 정두희,
이승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유물조사 및 보조 김초윤, 허승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내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보조연구원 

기자재 및 업무 관리 이호욱, 정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조교

장황 정찬정 장황문화재연구소

자문위원단

전공분야 이름 소속

고지도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교수

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한문 김윤제 규장각 학국학연구원 기반연구실장

장황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

관리팀 보존과학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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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환경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위   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내 모사연구실, 한지제작실, 문향실, 갤러리 등

- 기자재 :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재료장,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CCTV 등 

- 재   료 : 전통안료 및 붓 등 

동양화과
1층 구관 배치도 (50동)

50-105
(전통회화실
-세미나실)

50-106
(대학원 실기실)

50-105
(전통회화실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50-102
(한지제작실)

50-108
(미술경영 
전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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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사연구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5호 

(1) 면적 - 121m2

(2) 기기 - 재료장, 현미경,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라이트 테이블, CCTV 등

(3) 특징 - 마룻바닥 및 제습 벽 설치 (모사 제작 환경 고려) 

2) 한지제작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2호 

(1) 면적 - 50m2

(2) 기기 - 한지제작 관련 기기, 비터, 건조대, 쌍발 및 외발

(3) 특징 -  미술 작품과 관련된 종이 직접 제작, 전통 종이 재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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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향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1호

(1) 면적 – 83.25m2

(2) 기기 - 서예, 전각 및 문인화 관련 일체

4) 장황실습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1동 309호

(1) 면적 - 40m2

(2) 기기 - 장황 관련 일체

  

5) 세미나 및 전통회화갤러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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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4 5 6 7 8 9 10 11 12 1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예비

조사

규격 실측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1차
자문회의

규장각

촬영

출력

유물 촬영
및 출력

비첸비앤아이

안료

분석
안료 분석

국립현대

미술관

유물

조사

역사,

회화적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모사도

제작

초본 제작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2차
자문회의

규장각

정본 제작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원본 대조

장황

족자 및 
보관상자 
제작

장황문화재

연구소

품질

관리

시찰 및 
검수

규장각

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납품 납품

일정

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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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사본 제작의 내용 

1. 대상 유물의 역사적·회화적 특징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규장각 소장의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1는 16세기에 제작된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혼일역대국도

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와 더불어 15세기 「동국지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지도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지도 중 현전하는 지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때, 이 지도는 조선 전기 지도의 모습을 보

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2013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인 모사본 제작사업의 대상 자료인 <화동고지도>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

떠한 방향으로 모사할 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모사의 종류는 현상모사現狀模寫, 복원모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상모사는 안료의 박락이나 손상, 

가필된 부분을 포함한 원본의 현재 상태를 충실히 옮기는 모사를 말한다. 복원모사는 원본이 제작된 당

1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는 규장각 청구기호 古軸4709-114이며, 족자의 크기는 199.3×180.7cm, 보물 1590호이다.

<화동고지도>, 16세기경, 견본채색, 199.3×180.7cm, 규장각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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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모습을 미술사적,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도안이나 색채를 추정하여 그리는 모사이다. <화동고지

도>의 모사본 제작은 현재 유물의 상태가 아닌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처럼 살려내는 복원모사復原模寫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화동고지도>의 원형을 찾아내고, 훼손된 부분을 살려내는 과정이 이번 모

사본 제작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화동고지도>에 대한 예비 조사로 문헌 조사, 과학적 분석, 회화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 

조사를 통해 유물을 연구하고, 올바른 모사본 제작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유물을 실견實見하면서 이루어지는 예비조사와 모사는 가장 정확한 모사본 제작의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 역사적 특징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古軸 4709-114)는 16세기에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인 세계지도로 현재 보물 제

1590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가로 198cm, 세로 187cm의 크기이다. 지도의 

외형은 족자의 형태로 되어 있다. 지도 상단의 왼쪽과 오른쪽 일부가 훼손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보존 상

태는 양호한 편이다. 

『화동고지도』는 인촌기념관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와 동일 계열의 사본이

다. 같은 계열의 사본들이 일본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묘우신지[妙心寺] 린쇼우인[麟祥院]에 소장된 『혼일역

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쿠나이쪼우[宮內廳]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미토[水戶] 쇼오코오칸[彰考館]소장의 『대명국지도大明國地圖』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도들은 1526년 중국

에서 제작된 양자기楊子器의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사본들은 최소한 1526

년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화동고지도』의 제작시기에 관한 별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지도에 수록된 내용들

을 토대로 추정해 볼 뿐이다. 지도상의 지명으로 본다면, 1549년(명종 4)에 유신현惟新縣으로 강등되었던 

충주목忠州牧이 여전히 충주로 표기되어 있고, 경상도의 좌수영이 울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상도

의 좌수영을 울산에서 동래로 옮기는 논의가 1534년에 이루어졌는데, 정확하게 이전된 해는 알기 어려우

나 실록의 기록을 통해볼 때는 1544년경에는 이미 동래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화동고

지도』는 충주목이 유신현으로 강등되기 이전이면서 아울러 경상 좌수영이 동래로 이전되기 전인 대략 

153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자기의 지도가 제작된 1526년에서 경상 좌수영이 동래 

이전이 결정된 1534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도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 연간에 천하도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1536년 중종은 중국에 가는 성절사聖節使를 통해 천하도를 구입할 것을 전교하였다.2 

이는 최신의 천하도를 중국으로부터 얻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그 후 중국으로 간 사신이 천하

2 『중종실록』 권81, 중종 31년 5월 10일(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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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이듬해 중국 사

신이 조선에 왔을 때 임금이 천하도를 부탁하였는데3 그 후 중국의 상사上使는 집에 보관해 있던 지도를 

조선의 사은사謝恩使 편에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4 전통시대 국가의 상세한 지도는 기밀사항에 해당

하는 만큼 이 때 지도를 보낸 것은 아마 중국 조정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을 통해 구득求得했던 지도가 현존하는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류였는지 단언하기

는 곤란하다. 그러나 중국 사신들 가운데 총책임자인 上使가 직접 얻어 보냈던 지도로 본다면 당시 중국

에서도 가장 최신의 지도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 무렵 제작된 양자기楊子器의 지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의 사례는 중국을 통해 최신의 천하지도를 입수하려 했던 대표

적인 보기로 국왕을 비롯한 관료들이 최신의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주

고 있다. 

『화동고지도』가 1544년 이전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양자기楊子器의 지도가 제작된 얼마 뒤 바로 조선으

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지도를 누가 제작하였을까? 현재 『화동고

지도』의 제작자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이 전무하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 비단에 그려진 점, 정교한 필체, 

지도의 내용 등을 토대로 볼 때 개인이 제작했다기보다는 조정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1402년의 『혼

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제작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세한 대형의 세계지도를 개인 혼

자의 힘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지도의 유통을 통제하던 조선전기의 사정

을 고려한다면 『화동고지도』는 국가 기관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

국에서 입수한 최신의 지도를 수차에 걸쳐 제작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계열의 지도 제목도 

앞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작되었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거의 유사한 ‘혼일역대국

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라고 되어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5 

화동고지도의 내용

•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그렸다는 점에 착안해 후대 사람들이 “화동고지도”라 이름 붙였으며, 원래 

지도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6

•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지도 중 현전하는 지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때, 이 지도는 조선 전기 지

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       16세기에 제작된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와 더불어 

3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15일(갑오).

4 『중종실록』 권95, 중종 33년 11월 25일(을미).

5   현재 중국 大連市 旅順博物館에 소장된 양자기의 지도에는 제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라는 제목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6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공저,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사, 2003, p.251.



3권  대체본 제작182

15세기 「동국지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지도이다.

•       한국의 서해와 산동반도 남쪽의 황해 사이에 변동이 많았던 황하黃河의 물길이 변천한 역사를 기록

하였다.

•       삼불제三佛齊, 점성店城, 조와爪蛙, 안남安南, 섬라暹羅, 만라가 등 동남아 국가들이 그려져 있다.7

2) 회화적 특징

(1) 조선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짐 : 한반도가 과장되어 실제보다 크게 그려졌다. 이것은 1402년(태종 2)

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공통된 점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전국의 군현郡縣을 모두 기입하

다보니 자연히 지도가 커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문

화적 자존의식이 반영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8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지만, 

「화동고지도」에서는 조선부분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려졌으며 일본은 조선의 남쪽에 위치를 표시하

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2) 5방색 사용 :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합성시킨 이 지도는 백두대간이 뚜렷하게 강조되어있다. 또한 

조선 8도와 중국 13성은 군현명의 바탕색을 달리하였다. 8도 군현의 이름이 청백적흑황淸白赤黑黃의 5방색

으로 칠해져있는데, 5방색 채색은 풍수지리사상이 반영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채색법이라고 한다.

(3) 회화적 요소 - 수파묘 : 미술사학자인 안휘준 교수는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나 표현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고지도를 회화식 지도와 도면식 지도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화동고지도」는 도면식 지도에 속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식 지도에 종종 회화적 요소가 보이기도 하는데 「화동고지도」에 나타난 수파

묘(水波描 : 바다의 물결무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각 수파의 머리 부분에 가해진 네 개의 곡선들을 제

외하고는 여러 개의 직선들을 서로 엇빗겨 가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대단히 도식적이며 평면적인 특징

을 가지고 있다.9

3) 서예사적 특징 

글씨에 대한 내용과 분석

동아시아의 史流에서 紙筆墨의 용도는 한자의 기원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붓이라는 도구

를 사용함으로써 시대의 변천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起筆法

이 생겼다. 그 起筆法 속에서 다양한 서체가 탄생되었으며 그에 따른 풍부한 書風을 남기게 된다. 또한 글

7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공저, 앞의 책, p.243.

8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공저, 앞의 책, p.240.

9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공저, 앞의 책,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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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인격을 나타낸다는 철학적 含意가 작용하여 역대로 書法은 빼놓을 수 없는 학습의 항목이 되었다. 

이처럼 문화적 소양으로 인식되며 서법이 단지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않고, 形而上學的 의미

를 부여하여 붓의 놀림을 병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신체의 호흡과 기운의 작용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예술적 측면에서도 서법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이론과 그에 따른 유파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傳承과 

創造를 반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법 예술을 시대적 특성에 따라 정의하면, 晋代에는 韻致를 숭상하고, 唐代에는 法式을 숭상하였으

며, 宋代는 의미를 강조하고, 元·明代에는 姿態를 중시하는 풍조가 강했다는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수많은 서예가들은 크게 唐代의 顔眞卿10을 기준으로 뚜렷한 분기를 이루는데, 안진경 이전의 시기는 주

로 書體의 변화가 書法 藝術을 주도했으며, 이후의 시기는 대체로 서체가 이미 고정되어 서법가들은 자

신들의 독창적 풍격을 창조하는 데 몰두하였다.11

<華東古地圖>에서의 글씨들은 크기가 작아, 記筆하는 목적이며 예술적 성향은 찾을 수가 없지만 그 

筆寫의 섬세함이 서법을 뚜렷이 익힌 능숙한 글씨의 品格을 가지고 있다. 

제작 시기는 임진왜란 이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 초 중기 때 地圖上의 글씨와 기입방법이나 

異體字를 照明하는데 중요한 證憑사료가 된다. 筆寫者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고정된 小楷書體의 범주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반적 筆寫에서 나타나는 筆者의 습관, 붓의 재질, 먹의 양이나 濃度에 따른 

변화를 이 고지도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異體字 또한 발견 되었다. 적외선 촬영은 도면의 박락된 부분의 

판독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한반도 서해 부분에 위치한 주기의 초고12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그 외 지도상의 北部와 西部 지역에서는 以前의 地域史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起筆內容이 많아 짧은 시간에 일률적으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筆寫者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글씨의 記筆에 있어 시간적 차이가 나타난 것이 곳곳에 보인다. 다음과 같이 筆寫된 정황과 地名

과 內容, 剝落된 부분을 분석하였다. 

10   자는 청신(淸臣). 안사(安史)의 난과 이희열(李希烈)의 난 때 큰 공을 세웠으나 난중에 순국했다. 공훈과 예술적인 재능으로 인해 사

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남북조시대 이래로 그의 선조 가운데 안등지(顔騰之)·안지추(顔之推)·안사고(顔師古)·안근례(安勤禮) 등

이 모두 고문자학(古文字學)을 연구했고 서예에도 뛰어났었다. 벼슬길에 나간 후에는 장욱(張旭)에게 수학했으며, 남북을 두루 다니

며 관리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석각(石刻)을 많이 보았다. 예컨대 한대(漢代)의 여러 비(碑), 泰山에 있는 북제(北齊) 때의 〈금강경 金

剛經〉, 남량(南梁) 때의 〈예학명 瘞鶴銘〉 등을 두루 보면서 시야가 넓어져 필법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해서·행서(行書)·초서(草書)에 

모두 능했다. 〈제질문고 祭侄文稿〉의 필적, 〈제백부고 祭佰父稿〉·〈쟁좌위 爭座位〉 등의 첩(帖)에 나타난 그의 서체는 힘차면서도 급

작스럽게 꺾이는 등 변화무쌍하며 전서체(篆書體)와 주문(籒文)을 겸비했다. 소동파(蘇東坡)는 안진경의 서예와 두보(杜甫)의 시, 그

리고 오도현(吳道玄)의 그림을 최고의 모범이 된다고 평했다. 안진경의 서예는 후대의 유공권(柳公權)·소식·황정견(黃庭堅)·미불(米

芾)·동기창(董其昌)·왕탁(王鐸)·하소기(何紹基) 등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안진경의 가문에서 만들어놓은 '안씨자양'(顔氏字

樣)은 당대부터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과거시험장에서 '정체'(正體)의 글씨로 쓰였다. 명(明) 만력연간(萬曆年間：

1573~1620)에 이르러서는 간행된 서책의 글자체가 모두 안진경체로 되었는데, 이른바 '노송체자'(老宋體字)로서 수백 년 동안 성행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1 배규하,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서법 예술』

12 『黃河古今道』 황하의 수로가 역대에 걸쳐 어떻게 바뀌었나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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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半島에서의 글씨와 剝落된 部分 

표 8.  

내 용 분 석 및 설 명

筆寫가 
다른 경우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 기필자가 다르거나 또는 붓의 材質이 다른 상황이다. 柒
原,金海,熊川은 주변 지역의 필체와 같으며, 金海, 熊川은 박락이 심한 경우이다. 
咸安,昌原,兵營이 차후에 기필된 것으로 먼저 기필한 글씨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지역

배정의 
수정

전라도와 충청도 사이의 지명 恩津을 전라지역의 軟 白色으로 기필한 후 誤記임
을 알고 修訂 하였고, 붉은 界線으로 지역을 區分하였다.

于山島13

(독도)와 
鬱陵島

剝落이 심한 于山島(독도)와 鬱陵島 그림이다. 남아있는 글씨 부분을 관찰 해 본 
결과 于山島의 ‘于’ 머리 부분과 島의 아랫부분이 보인다. 울릉도는 鬱자의 윗부
분이 보인다.

지역

위치의 
오류

<晋州>는 위치파악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사천, 창원, 삼가, 함양, 병영, 함
안, 동래는 글씨의 필체가 달라 筆者가 다르고 추가로 기필한 것으로 파악된다.

13   지명변천 :우산도(512년) → 삼봉도(1471) → 가지도(1794) → 석도(1900) → 독도(1906) 

고려사에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

는 문장이 있으며,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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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華地域에서의 글씨와 剝落된 部分 

표 9.  筆寫者 五人의 다른 글씨 分析 

내용 설명

筆寫者A
筆寫에는 문제가 
없으나 風格이 
떨어진다. 

筆寫者B

唐代의 顔眞卿 
筆體에 영향을 
받았으며 柔然하게 
필사하였다.

筆寫者C

唐代의 歐陽詢 
筆體를 익힌 

격조 높은 筆寫를
구사하였다.

筆寫者D

글씨가 조잡하며, 
筆法을 익히지 
않은 글씨로 풍격이
떨어진다. 

筆寫者E
格式에 얽매인 
글씨로 반듯하지만
유연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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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글씨공간에 따른 변화

장방형 평방형 극세필 설명

空間에 
따른

變化

극세필(隙細筆)의 
경우 글씨가 작아 뚜렷한 
필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剝落된 경우

내용 설명

剝落된

경우 

南蠻14 榜葛剌15 革甸長官16 廣西道

광서도(廣西道)는 
剝落이 심하지만 
글씨의 윤곽을
찾을 수 있다.

표 12.  誤記된 地名을 바꾸어 修訂한 例  

내 용 설명

誤記된 地名을 
바꾸어 
修訂한 例

柳州와 慶遠을 바꿔 수정 筆寫한 경우이며, 
또한 주위의 地名과 筆體가 다름을 알 수 있다.

14   『後漢書』 열전 76, 南蠻 : 중국 사람들이 야만족으로 여기던 사방의 이민족. 곧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을 통틀

어 이르던 말이다.

15 지금의 방글라데시, 『明史』 열전, 외국전7.

16 명나라 영락4년에 영녕부 밑에 소속된 革甸長官司, 『明史』 권46, 永寧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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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異形同意者,俗字,異體字모음

匯 柒 瓠 宝 單

澤 承 節 燥 劍

僰 庾 殺 匈 滿 

潛 邊 泰 發 董

 

鶴 永 崇 瓊 鼠

寧 萼 關 沔 貫

拏 靈 遷 鹽 兒 

番 貫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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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附記에 대한 分析 

표 14.  剝落된 部分 

내용 내용 분석

附記117
唐虞以上曰山戎(赤)曰熏鬻(夏)曰淳維殷曰鬼方周曰玁

狁秦漢曰匈奴魏隨唐曰突厥(  )匈奴天子之號猶華
(言)皇帝也.

附記218 稽落山在燕然山之南匈奴中山也

附記319 其先匈奴也十五種姓藥葛羅居薛延陀北

17   요순 이전에는 山戎이라 불렀는데 또한 熏鬻으로 부르기도 했다. 夏나라 때는 淳維라고 불렀고, 殷나라때는 鬼方, 周나라때는 玁狁으

로 불렀다. 秦나라 漢나라 때부터 匈奴라고 불렀으며, 魏나라 隨나라 唐나라때에는 突厥로 불렀다. (單于는) 匈奴의 天子를 가리키는 

호칭이니 중국말로 皇帝와 같다. 

18 燕나라에 있는 落山에 머물렀는데, 然山의 남쪽은 匈奴의 中山과 같다.

19 그 선조는 흉노족으로 15종족이 있다. 성씨는 藥葛羅이고 薛延陀 북쪽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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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剝落된 部分 

내용 내용분석

附記420

元憲宗帥師至寬田吉思

海大風海水固遂進師屠其衆

虜其酋長以歸.

附記521

自靈州過黃河行三千里始涉沙磧 
人(*바로잡을쟁)項界自此沙行四百餘里登沙 

嶺渡白亭河至凉州.自凉州西五百里至甘州自甘州

 ? 涉沙磧無水.西北五百里至肅州渡金河西百里

出天門關.又西百里出玉門關西至瓜州瓜州南???
沙山冬?夏殷殷有吉如雷云

20   원나라 헌종이 군대를 이끌고 寬田吉思에 이르렀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다. 바다가 안정된 후 군대를 진격하여 그 무리들을 죽이

고 추장을 붙잡아서 돌아갔다.

21   靈州로부터 황하를 건너 3천리를 가면 비로소 사막을 건너게 된다. 人?項界 여기부터 사막을 4백리 가면 沙嶺에 오르는데  白亭河를 

건너면 凉州에 도착한다. 凉州에서 서쪽으로 5백리 가면 甘州에 이르는데 甘州부터 사막을 건너기까지 물이 없다. 서북쪽으로 5백리 

가면 肅州에 도달하고 金河를 건너 서쪽으로 백리 가면 天門關을 나서게 된다. 또 서쪽으로 백리를 가면 玉門關을 나서게 되고 서쪽

으로 瓜州에 도달한다. 瓜州 남쪽 ???沙山冬?夏殷 殷에는 吉如雷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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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附記에 대한 分析과 復元의 例

표 16.  附記의 例

고지도 원본 복 원

例1

高二千五百里上有大池22

玻瓈獅子口徙多河流出一匝池東北海去入,焚語謂黃河曰徙多河.23

표 17.  附記의 例

고지도 원본 복 원

例1

韃靼24

本天山也. 匈奴呼天曰祈連也.一名雪山一名太白山在伊川伊吾浿北百二十里在酒泉張北水之問25

22 높이가 이천 오백 리 이며 그 위에 큰 못이 있다.

23 玻瓈獅子口徙多河는 흘러나와 한 바퀴 돈 다음 동북 해 쪽으로 흘러간다. 범어로 황하를 徙多河로 부른다.

24 예전에 東蒙古에 살던 몽고계 遊牧民. 明나라 이후로는 蒙古지방 또는 몽고민족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음.   

25   祈連山은 본래 天山이다. 흉노가 天을 祈連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일명 설산 혹은 태백산으로도 부르는데 伊川에 있다. 伊吾浿 북쪽 

120리에는 주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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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락剝落이 가장 심한 것 중의 하나로 <표 17>에 있는 <附記 1>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書體의 風格은 

약하지만 비교적 반듯하게 기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판독되었다.

- <附記1>

唐虞26以上曰山戎(赤)曰熏鬻/ 

(夏)曰淳維殷曰鬼方周曰玁/ 

狁秦漢曰匈奴魏隨唐曰突/ 

厥( )匈奴天子之號猶華/ 

(吉)皇帝也./ 

첫줄에서의 赤은 원래 亦이어야 하는데 誤記된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文의 첫 글자는 『사기』 「색은」

에 의하여 夏로 추정되며27 네 번째 文의 ( )은 역사적 사료로 볼 때 흉노 때의 황제인 單于가 누락되었으

며, 吉은 풀이 상 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서해상의 부기 

 

현존하는 서해상의 부기는 초고가 있었다. 黃河古今圖라는 題가 있었으며 내용이 더 많이 실려 있었

고 筆寫者는 同一人이며 草稿는 行間이 一定하지 않고 엄격히 규격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시 문장을 

수정하여 軟白色으로 덮어 行間을 일정하게 다시 附記하였다. 그 수정된 내용은 <표 17>에서와 같이 草

稿의 붉은색 글씨를 생략하거나 수정하였다. 수정한 내용 또한 잘못 생략된 것도 볼 수 있다. 

遂 → 생략. 州 → 注. 會 → 合. 

九 → 생략. 縣 → 생략. 熙 → 생략.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으로 筆寫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붓의 재질, 먹의 농담, 필자의 개성이나 수준, 오

기, 수정, 위치 변경, 이체자, 속자 등의 현상들을 찾을 수 있었고, 誤記된 글씨 또한 그대로 筆寫하였다. 

단, 글자가 많은 附記에서는 흐름까지 模寫할 수는 없었으며, 草稿를 95%이상을 찾은 것에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26   [唐虞] 중국 고대의 임금인 도당씨(陶唐氏) 요(堯)와 유우씨(有虞氏) 순(舜)을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역사에서 이상적인 태평 시대

로 꼽힌다.

27 “唐虞已上曰山戎 亦曰薰粥 夏曰淳維 殷曰鬼方 周曰玁狁 漢曰匈奴---” 사기의 주석서인 「索隱」의 이에 대한 《葷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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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附記의 修訂

草 稿 修訂된 現存 附記

黃河古今道  
大禹導河東過洛汭至於大伾北入于海,周定王五年河遂南徒

砱礫. 漢文十二年河
決酸棗東南流經豊丘入長垣自東昌濮州至長秋入海. 至五季
河水南徙至

山東曺縣分爲二派一入徐州合泗水一州東北會于會通河至

豊口分爲九道名九龍口. 
漢文時河決酸棗(今延津縣). 武帝時決瓠子(今開甘?城南
二十里)又決館陶分爲

屯氏河(今衛州). 元成時決東郡(今東昌府)分流博州(今聊城)
又決平原決

渤海決淸河(今棗强(縣))決信都(今徐州)東北流 並靑冀之域. 
宋仁宗

至和間河始決大名神宗(熙)寧間決於澶州曺林(今開州)北流

斷絶河

道南徒東滙於梁山濼(今東平州西)分爲二派一入南淸河(今

淮安淸河縣)入

淮一合北淸河 由濟水故道經濟南府濟河蒲臺等地入于海
汶水自古東北入海矣以智力導引南接

唯洄而通會通漕運而北遭白何者自元

始也南田湖*平也開**門*南
流閑諸南閘則北流故水如入意(者?)莫

*涼河*(右or左)期灌*寧今之古門灌(間?)淸

……

大禹導河東過洛汭至於大伾北入于海,周定王五年河( )南徒

砱礫. 漢文十二年河
決酸棗東南流經豊丘入長垣自東昌濮州至長秋入海. 至五季
河水南徙至

山東曺縣分爲二派一入徐州合泗水一注東北 合于會通河至
豊口分爲九道名  龍口. 
漢文時河決酸棗(今延津縣). 武帝時決瓠子(今開甘?城南
二十里)又決館陶分爲

屯氏河(今衛州). 元成時決東郡(今東昌府)分流博州(今聊城)
又決平原決

渤海決淸河(今棗强( ))決信都(今徐州)東北流 並靑冀之域. 
宋仁宗

至和間河始決大名神宗( )寧間決於澶州曺林(今開州)北流斷

絶河

道南徒東滙於梁山濼(今東平州西)分爲二派一入南淸河(今

淮安淸河縣)入

淮一合北淸河 由濟水故道經濟南府濟河蒲臺等地入于海
…… 생략 ……

→

黃河古今道附記 (草稿) 當時修訂된 現存 附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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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유물의 지명복원 연구

『화동고지도』에는 수많은 지명이 적혀 있으며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도 많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동

일계열 사본들과의 비교, 『화동고지도』 계열 연구, 『화동고지도』에 나타나는 지리인식 연구를 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한 각각의 지명을 복원한 내용 또한 함께 수록하였다. 

1) 동일계열 사본들의 비교

현존하는 같은 계열의 사본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 소장된 『혼일역대국도강리

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를 비롯하여 일본의 묘우신지 린쇼우인에 소장된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쿠나이

쪼우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미토 쇼오코오칸 소장의 『대명국지도』28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

불어 동경東京 한국연구원韓國硏究員 소장본, 개인소장본으로 守屋考藏씨 소장본29 등이 알려져 있다. 여러 

사본들의 제목이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라고 되어 있어서 통상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계열로 불린다.

현존하는 사본들의 작자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단지 지도에 수

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추정해 볼 뿐이다. 지도 하단 범례의 ‘가정오년(嘉靖五年: 1526)’이라는 년기年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양자기楊子器의 지도 범례가 쓰여 진 1526년 이후에 사본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상의 지명으로 본다면, 일본의 묘우신지妙心寺 소장본과 쿠나이쪼우宮內廳 소장본에는 충주忠州

를 ‘유신惟新’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충주목이 유신현으로 강등되었던 1549년(명종 4)과 1567년(선조 

원년) 사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사본은 지명으로만 본다면 1549년～156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촌기념관 소장본이나 『화동고지도』에는 ‘충주忠州’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경상도의 좌수영이 

울산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상도의 좌수영은 울산에서 동래로 옮기는 논의가 1534년에 결정되

었는데 정확하게 이전된 해는 알기 어려우나 실록의 기록을 통해볼 때는 1544년경에는 이미 동래로 이전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30 따라서 인촌기념관 소장본이나 『화동고지도』는 충주목忠州牧이 유신현惟新

縣으로 강등되기 이전에 해당하고 아울러 경상 좌수영이 동래로 이전되기 전인 대략 1534년 이전에 제작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자기楊子器의 지도가 제작된 1526년에서 경상 좌수영이 동래 이전이 결정된 

1534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28   이 지도에 대해서는 일찍이 일본의 靑山定雄이 학계에 보고했다.(靑山定雄, 1937, “明代の地圖について,” “歷史學硏究” 1卷 11號, 

pp.285～286). 

29   ‘代’와 ‘國’자가 탈락되어 있으나 원래 제목은 다른 사본과 마찬가지로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라 쓰여 있다(辻 稜三, 1981, “李朝の世

界地圖,” 『月刊韓國文化』 3卷 6號, p.30쪽). 

30 『중종실록』 권104, 중종 39년 9월 26일(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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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계열의 사본 비교

인촌기념관 소장본 화동고지도 妙心寺 소장본

규 격 178cm×168.5cm 179cm×198.5cm 176cm×179cm

판 본 絹本彩色 絹本彩色 紙本彩色

제작 시기 1526~1534년 1526~1534년 1549~1567년

題跋, 凡例 유무 有 無 有

기 타 황하의 유로변경에 관한 注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인촌기념관 소장)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일본 妙心寺 소장)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일본 宮內廳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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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기념관에 소장된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는 원래 일본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최근에 구입한 것이

다. 지도 상단에 전서篆書로 제목이 표기되어 있고 그 밑에는 ‘역대제왕국도歷代帝王國都’를 수록하고 있다. 

이 역대제왕국도의 기록은 동일 계열의 다른 사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1402년의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기록과 형식·순서·내용 등이 동일하다.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그려져 있고, 그 

동쪽에 조선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처럼 확대되어 그려져 있으나 일본은 작은 원형의 섬에 일본이라

고 표기된 정도이다. 지도 하단에는 명의 위소명衛所名이 실려 있고 지도를 만들게 된 동기를 쓴 양자기楊

子器의 발문과 범례가 수록되어 있으나 간기刊記가 있는 부분은 훼손되어 있다.31

『화동고지도』를 인촌기념관 소장본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윤곽이나 형태가 일치하면서도 일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지도상에서 보면 황하는 개봉開封에서 이분二分되고 남쪽의 분류는 직접 회안淮安을 거쳐 

산동반도 남쪽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두 지도가 같다. 그러나 북쪽의 분류에서는 차이가 뚜

렷하다. 또한 만리장성의 표시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인촌기념관 소장본에 그려진 장성은 명대明代의 

것이지만 그 경로가 불확실하고 요동반도의 변장邊牆까지 장성에 포함되어 있다. 장성은 실제의 경로와 

달리 거의 수평으로 그려져 있고, 북쪽에서 산해관으로 연결되는 성곽은 그려져 있지 않다. 반면 『화동고

지도』는 산해관山海關에서 난주蘭州까지 정확한 경로를 따르고 있고 난주에서 가욕관嘉峪關32까지의 경로

도 현대 지도와 별 차이가 없다. 만리장성에 설치된 관문도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그 밖에 요동반도의 윤

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바다에 그려진 섬의 모습도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화동고지도』의 남경 부분과 인촌기념관 소장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의 남경 부분을 비교해 보면 남

경 주변 하천의 유로나 주변의 고을의 위치 대략적으로 유사하여 서로 같은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위계를 나타내는 부호가 다르고 『화동고지도』에는 인촌기념관 소장본에 없는 산의 지

명이 추가되어 있다. 

31 李燦, 1992, 앞의 논문, p.168. 

32 『화동고지도』에는 ‘嘉峪’이 ‘嘉谷’으로 표기되어 있다.

화동고지도의 남경 부분 인촌기념관 소장본의 남경 부분



3권  대체본 제작196

황하의 발원지라고 알려진 성수해 주변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면, 유로의 전체적인 구도는 대략 유사

하나 세부적으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화동고지도』에는 인촌기념관 소장본에 없는 세

부 지명이 수록되어 있고 주요 지역에 상세한 주기문을 첨부하여 지도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

러 주변 지역의 지형도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화동고지도』가 훨씬 정교한 느낌을 준다. 이는 『화

동고지도』가 인촌기념관 소장본처럼 동일 지도를 저본으로 활용하였지만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보를 더 추가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화동고지도의 성수해 부분 인촌기념관 소장본의 성수해 부분

화동고지도의 한반도 부분 인촌기념관 소장본의 한반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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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촌기념관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와 『화동고지도』에는 조선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에서 지도를 편집하면서 최신의 조선전도를 바탕으로 그려 넣은 것이다. 두 지도는 모두 산지를 

연맥식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촌기념관 소장본이 더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즉, 인촌기념관 소장본

에는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여기서 뻗어내린 2차 산줄기인 정맥까지도 그려 넣었지만 『화동고지도』에는 

일부 정맥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 인촌기념관 소장본에는 해안의 포구나 섬이 그려져 있는 반면에 『화동

고지도』에는 해안의 포구나 섬들이 거의 그려져 있지 않다. 주요 하천이 그려져 있고 군현명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두 지도가 동일하다. 특히 『화동고지도』에는 군현명 이외의 다른 인문적 요

소는 보이지 않아 더 소략한 느낌을 준다. 1402년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 지도에 비해서는 수

록된 정보의 양이 적다. 

묘우신지妙心寺 린쇼우인麟祥院에 소장된 지도는 세로 176, 가로 179cm의 크기로 종이에 채색으로 그려

졌으며, 지도의 상단에 전서篆書로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라고 씌어 있다. 지도를 보관하

는 상자의 뚜껑 안쪽에는 1636년(寬永 13)에 德川家光이 기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지도에 그려진 범위

는 북은 고비사막, 동은 조선朝鮮, 남으로는 운남雲南·진랍眞臘·남해제국南海諸國, 서로는 하원河源까지 이르

고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인촌기념관 소장본처럼 양자기楊子器의 발문跋文과 역대제왕歷代帝王의 국도國都, 

위소명衛所名, 그리고 범례凡例가 수록되어 있다.33 전체적으로 보아 『화동고지도』보다는 인촌기념관 지도와 

같은 사본임을 알 수 있다. 

2) 지도의 계보: 중국 양자기 여지도 계열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유럽, 아라비아 등의 지역은 그려져 있

지 않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 『화동고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16세기 

전반의 양자기 지도를 저본으로 삼고 최신의 조선지도를 추가하여 편집·제작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뤼순

박물관旅順博物館에 소장된 양자기의 여지도와 비교해 보면 지도의 형태나 내용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

다. 양자기 여지도의 하단에 있는 명대의 위소명衛所名, 양자기의 발문, 범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양자기의 지도에 없는 황하의 유로변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황해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도 황하

와 장강長江의 유로를 상세하게 그렸는데 지도 여백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양자기(楊子器: 1458-1513)는 자字가 명부名父, 호號는 유당柳塘, 절강浙江 자계현인慈溪縣人으로 선정善政

으로 이름나기도 했다. 1487년(成化 23)에 진사進士, 곤산崑山·고평高平의 지현知縣을 거쳐 1495년(弘治 8)

에 상숙지현常熟知縣이 되어 수리水利를 강講했으며 1499년(弘治 12) 상유桑瑜와 합작하여 『상숙현지常熟縣

志』 4권을 편찬하기도 했던 인물이다.34

33 宮崎市定, 1957, “妙心寺麟祥院藏の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について,” 『神田博士還曆記念書誌學論集』, p.578.

34 宮崎市定, 1957, 앞의 논문, pp.5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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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楊子器 발문의 지도는 현존하고 있는데 중국 대련시大連市 여순박물관旅順博物館에 소장되어 있

다.35 가로 164cm, 세로 180cm로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진 이 지도에는 오른쪽 아래에 ‘도사위소부주현

명칭都司衛所府州縣名稱’, 중간 부분에 양자기의 발문跋文, 그 왼편에 범례凡例가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지

명을 토대로 볼 때 양자기의 말년인 1512-151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범례에 표기된 ‘가정

오년嘉靖五年’란 간기가 있기 때문에 범례는 그의 사후 1526년에 쓰여진 것이다. 양자기는 정치, 행정에 이

용하기 위해 이 지도를 제작한 것인데 주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기초 자료로 삼았다.36 그러나 지도의 

윤곽, 내용 등을 토대로 볼 때 다른 지도와 지리 자료들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기楊子器 여지도輿地圖의 축척은 대략 1 : 176만이고 산동반도, 요동반도, 조선반도의 해안선 윤곽 이

외의 다른 부분은 비교적 정확하다. 행정구역명이 1,600여개 수록될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고 특히 황하

원黃河源의 표시가 자세하다. 또한 범례가 수록되어 있고 부호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행정구역의 위계를 

표시하였는데, 경사京師는 팔각형, 번사蕃司는 원, 부府와 주州는 작은 원, 현縣은 직사각형, 위衛와 소所는 

마름모꼴 등의 부호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부호의 사용은 현존하는 중국의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자기의 지도는 명대의 대표적인 지도인 나홍선羅洪先의 『광여도(廣輿圖, 1555년)』와 윤곽, 내용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 『광여도』가 원대元代 주사본朱思本의 『여지도輿地圖』를 토대로 제작된 점을 고려

한다면 양자기의 지도도 주사본의 지도를 기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

35   이 지도는 일본의 靑山定雄에 의해 최초로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靑山定雄, 1935, “古地志地圖等の調査,” 『東方學報』 제5책 속편).

36   楊子器의 跋文: 前略… 此輿地圖所以有補于政體也 間常參考大一統志及官制 而布爲是圖 比諸家詳略頗異 若京師 若省 若府 州 縣 

若衛 若所 若衛所之幷居府州縣者 若內外夷方之師化與賓界者 勢同異其形 遠近險易 一覽可視 願治者常目在焉 則于用人行政 諒能留

意 慈溪楊子器跋(鄭錫煌, 1995, “楊子器跋輿地圖及其圖式符號,” 『中國古代地圖集:明代』, 文物出版社, p.64에서 재인용).

양자기의 여지도 『화동고지도』의 하계망과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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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양자기의 지도는 현존하지 않는 주사본의 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37

『화동고지도』와 양자기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해안선의 윤곽이나 하계망이 매우 유사하다. 특히 황해

의 발원지인 성수해의 표현과 황화의 유로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지도

상에서 보면 황하는 개봉開封에서 둘로 갈라지고 남쪽의 분류는 직접 회안淮安을 거쳐 산동반도 남쪽에

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두 지도가 같다. 그러나 북쪽의 분류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만리

장성의 표시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양자기의 지도에 그려진 장성은 명대明代의 것이지만 그 경로가 불

확실하고 요동반도의 변장邊牆까지 장성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화동고지도』는 산해관山海關에서 난주蘭州

까지 정확한 경로를 따르고 있고 난주에서 가욕관嘉峪關까지의 경로도 현대 지도와 별 차이가 없다. 

해안선의 윤곽에서도 두 지도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남쪽 해안 지금의 하이난섬의 북

쪽 레이저우 반도의 뇌주부雷州府의 표현에서 차이가 난다. 양자기의 지도에서는 뇌주부를 반도가 아닌 

섬으로 묘사한 오류를 보이고 있으나 『화동고지도』에서는 이것이 수정되어 반도의 형태로 수정하였다. 

랴오뚱반도의 윤곽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양자기의 지도에서는 랴오뚱반도가 반도가 아닌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화동고지도』에서는 반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반도의 끝부부에 위치한 금

주金州가 흡사 커다란 섬처럼 그려져 있다. 양자기의 지도에서는 발해만의 많은 섬들이 그려져 있으나 『화

동고지도』에서는 갈석碣石을 제외하고는 섬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

해안선 윤곽, 하계망, 만리장성의 형태뿐만 아니라 지도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화동고지도』

와 양자기의 지도 내용을 비교해 보면 『화동고지도』에는 양자기 지도에 없는 지명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

다. 양자기의 지도에 없는 행정구역 명칭이 더 수록되어 있으며, 산의 지명도 훨씬 많이 개재되어 있다. 중

요한 지명에는 양자기의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주기문을 첨가하기도 했다. 지도에서 사용한 부호에서도 차

이가 있는데, 양자기의 지도에서 마름모로 표현되었던 위, 소 지명들이 『화동고지도』에서는 길쭉한 육각

형의 부호를 사용하였다. 관關의 표현도 양자기의 지도에서는 문의 모습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화동고지

도』에서는 파란 지붕의 건물 모습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 밖에 바다에 그려진 섬의 모습도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양자기의 지도에서는 대부분의 섬을 원으

로 단순화시켜 표현했으나 『화동고지도』에서는 구불구불한 해안선 윤곽을 지닌 형태로 묘사했다. 파도의 

문양은 양자기의 지도처럼 마름모꼴의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표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한 차

이들은 『화동고지도』가 양자기 지도를 저본으로 제작했지만 다른 지도와 최신의 정보를 참고하여 수정, 

제작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7 鄭錫煌, 1995, “楊子器跋輿地圖及其圖式符號,” 『中國古代地圖集:明代』,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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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동고지도』의 지리인식의 특성

『화동고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지리적 세계의 범위는 동쪽으로 조선, 중심에 중국, 남쪽의 동남아시아, 

서쪽으로는 황하의 하원河源인 성수해星宿海, 북쪽은 만리장성과 위쪽의 사막沙漠에 이르고 있다. 앞서 제

작되었던 조선초기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6세기 전반기 양자기

楊子器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지도에는 15세기 초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보이는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 등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지리적 범위로만 보았을 때는 전통적인 직방세계로 지

리적 세계가 축소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가 직방세계로 축소되어 표현된 것은 주자성리학적 논리 구조 속에서 세계를 파악하는 경향이 두

드러졌음을 의미한다. 그려진 범위 가운데 서쪽은 하원河源을 한계로 하여 곤륜산과 그 아래의 성수해가 

묘사되어 있고 그 남방에 운남雲南에 속하는 등충騰衝, 남전南甸 등의 지명이 표기된 정도이다. 직방세계를 

중심으로 그린 세계지도 중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서역과 인도는 아예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도에 

수록된 내용은 최신의 정보이며 이전 시기의 지도보다 정교하게 된 점이 특징이다.

중국 부분에서는 선초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원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명

대의 지명으로 완전히 수정되었다. 또한 선초의 지도와는 달리 각성各省의 경계도 표시되어 있다. 선초의 

지도에 비해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것은 만리장성의 표시로 이전보다 정확해진 점이 특징이다. 『혼일강

리역대국도지도』 사본인 용곡대본龍谷大本의 장성은 동쪽은 만주지방의 개주開州, 開元에서 시작하여 산서

성山西省의 북서쪽에서 황하를 건너 계속 황하의 남쪽을 따라 임조부臨洮府의 공동산空同山에 그치고 있다. 

장성의 동쪽과 서쪽의 끝나는 지점을 보면 진대秦代의 장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진대의 장성은 오르도스 

지방에서 황하의 북쪽과 서쪽을 따라서 현재의 난주蘭州 남쪽에 이르는 경로가 일반적이나 용곡대본龍谷

大本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경로에서 차이가 있다. 송대에 만든 지리도墬理圖에 나타난 장성長城은 

용곡대본龍谷大本의 장성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1247년(淳祐7년)에 석각한 이 지도의 장성과 용곡대

본龍谷大本의 원도가 되고 있는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의 장성도 같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인촌기념

관 소장본에서는 장성이 거의 직선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에서 용곡대본龍谷大本의 장성과 유사하나 명

대에 난주蘭州에서 북쪽으로 가욕관嘉峪關까지 연장시킨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명대의 장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38

하계망의 표시도 비교적 자세한데 본류와 지류의 구분도 가능하다. 특히 황하 유로의 변천을 황해 부

분의 여백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다음은 지도에 기재된 황하 유로변경에 대한 전문이다. 

大禹導河 東過洛汭 至於大  北入于海 周定王五年 河南徙砱礫 漢文十二年 河決酸棗 東南流經豊

丘入長垣 自東昌濮州至長秋入海 至五季河水南徙 至山東曺縣 分爲二派 一入徐州合泗水 一注東北

合于會通 河至豊口分爲九道名龍口 漢文時河決酸棗(今延津縣) 武帝時決瓠子(今??城南二十里) 又

38 李燦, 1992, 앞의 논문,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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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館陶分爲屯氏河(今?州) 分流博州(今聊城) 又決平原決渤海決淸河(今棗强縣) 決信都(今徐州) 東

北流並靑冀之域 宋仁宗至和間 河始決大名 神宗熙寧間 決澶州曺林(今開州) 北流斷絶 河道南徙 東

滙於梁山濼(今東平州西) 分爲二派 一入南淸河(今淮安淸河縣)入淮 一合北淸河 由濟水故道 經濟南

府濟河浦臺等地 入于海 

그 내용을 보면 우공禹貢의 도하경로導河經路, 주왕周王 5년의 하도의 남도南徒, 한 문제漢文帝 12년(BC. 

168)의 산극酸棘에서의 홍수로 인한 유로 변천, 한 무제시(漢武帝時: BC. 140～88)의 홍수, 원 성종시(元

成宗時: 1295～1306)의 홍수로 인한 유로 변천, 송 인종시宋仁宗時의 대명大名에서의 홍수, 송 신종宋神宗의 

희령년간(熙寧年間: 1068～1077)에 단주조림澶州曺林, 開州에서의 홍수로 북류北流가 단절되고 하도河道는 

남도南徒하여 동쪽 복주濮州까지의 양산악梁山樂, 東平州西에서 2분파分派되어 그중 하나는 남청하南淸河, 淮

安 淸河縣로 유입되어 회하淮河로 들어간다. 또 하나는 북청하北淸河와 합쳐서 제수濟水의 옛 하도河道를 따

라 제남부濟南府를 경유하여 제하濟河의 포대등지蒲臺等地에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하의 유로 변경은 조선의 학자들에게도 관심사였다. 비록 조선에 있는 강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유

로의 변경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그 변천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의 기록에도 보인다. 다음은 이익의 『성

호사설』에 등장하는 황하의 유로변경에 대한 기록이다. 

後晋 開運 원년에 滑州에서 황하가 터져서 汴州, 曹州, 濮州, 單州, 鄆州 등 다섯 고을의 지역을 침범

하고 梁山을 돌아서 汶水에 합류되었다. 이것이 황하 전체의 위치가 첫 번째로 남쪽으로 변경된 것이

1402년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일본 류우코쿠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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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宋 熙寧 10년에 황하가 澶州에서 터져서 북쪽으로 통하는 길이 끊어지고 황하의 물길이 남쪽으

로 변경되어 동쪽으로 梁山 밑에서 괴어가지고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한 갈래는 南淸河에 합류

되어 淮水로 들어가고 한 갈래는 北淸河에 합류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남청하가 회수로 들어간 물길

은 곧 지금 沂와 泗가 남쪽으로 흘러 徐州와 下邳를 경유하여 회수로 들어가는 길인데, 宋과 元 이후

로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북쪽 수로는 張秋가 제방을 헐어낸 이후로 황하가 이쪽으로는 다시 들

어오지 않았고, 회수로 들어가는 물이 황하의 흐름을 받아 남쪽으로 굽이치다 북쪽으로 굽이치다 하

였다. 여기서 바다까지의 거리가 수백 리나 되므로 국가의 힘을 기울였어도 마침내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이것이 황하가 터져서 남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경위다.39 

황하 원류의 표시도 선초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는 다르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원사元史』 

「지리지地理志」, 『하원지河源志』 등의 지식을 반영한 것이다. 황하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중국 고대로부터 관

심이 많았는데 『한서漢書』 「장건전張騫傳」에서는 곤륜崑崙에서 발원한다고 되어있고, 등전鄧展은 적석積石에

서 발원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40 이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원대元代에 이르

러 가능했는데 1280년 쿠빌라이 칸은 도실都實이 지휘하는 과학적 탐험대를 파견하여 하원河源에 대해 보

다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반앙소潘昻霄에 의해 『하원지河源志』로 정리되어 뒤에 『원사元史』에 

수록되었다.41

『원사元史』 「지리지」에는 반앙소潘昻霄와 원대의 유명한 지도학자인 주사본朱思本의 설을 종합하여 기술

하였다. 여기서는 하원河源을 ‘화돈뇌아火敦腦兒’라 했는데, 몽고어로 ‘화돈火敦’은 성숙星宿에 해당하고 ‘뇌아

腦兒’는 해海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황하의 발원지는 성숙해星宿海가 되는데 높은 곳에서 보면 이곳이 

마치 별들이 벌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42 선초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는 황

하의 발원지가 단지 곤륜崑崙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화동고지도』에서는 성수해星宿海에서 발원하여 흘러

가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화동고지도』에는 황하와 관련해서도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부분은 선초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지도와 거의 유사하다. 산계와 수계의 모습

도 거의 유사하고 두 지도 모두 북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왜곡이 심하다. 용곡대본龍谷大本과는 달리 백두

산의 모습이 흰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금강산의 모습도 보인다. 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전국의 군현

과 兵·水營 정도로 매우 소략하다. 이는 당시의 조선전도가 이전 시기의 지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되

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39 이익, 『성호사설』, 제1권, 천지문, 全河兩徙

40 李德懋, 『靑莊館全書』 권58, 앙엽기5, 황하의 진원

41 J. ニーダム, 1976, 앞의 책, pp.27～28.

42 『元史』 卷六十三, 志第十五, 地理六, 河源附錄.(中華書局 영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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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동고지도』의 가치

『화동고지도』는 16세기 조선의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가치가 있

다. 16세기 이전 조선의 세계지도가 대부분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화동고지도』는 국

내에 소장된 세계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에 해당한다. 

16세기 조선사회는 주자성리학이 향촌사회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성리학에 정통한 

사람세력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서 유교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는 시기였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15세기에 비해 중국과의 사대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화동고지도』에서

는 이전 시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달리 지리적 세계가 크게 축소되었다. 교류가 거의 없었던 유럽, 

아프리카와 심지어 아라비아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중국 전통의 직방세계로 회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6세기 주자성리학이 사회운영의 원리로 정착됨에 따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문화적 

중화관인 화이관華夷觀이 지배하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 중화中華인 중국과 소중화小中華인 조선 이외에는 

이夷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중국과 조선의 관계도 군신관계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곳은 중국과 조선 정도이며 그 주변의 나머지 지역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화동고지도』는 바로 이러한 세계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유교적 기준에 입각하여 

의미 있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그려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동고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상은 중국과 조선 및 주변 조공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수록된 내용

은 최신의 것들이다. 1526년 중국에서 제작된 양자기의 지도를 입수하여 바로 조선에서 다시 편집·제작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도가 당대 최신의 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지명도 이전 시기의 『혼일강

리역대국도지도』와 달리 명대의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계망의 표시도 비교적 자세한데 본류와 지류

의 구분도 가능하다. 특히 황하 유로의 변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은 최신의 정보를 지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화동고지도』는 인촌기념관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와 같은 동일 계열의 사본과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다. 『화동고지도』는 중국 양자기의 여지도를 저본 지도로 활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

곽은 동일 계열의 사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사본과 차이가 나고 있어서 『화동고지

도』는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계열의 수정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화동고지도』는 양자가의 여지도

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수정, 보완했고 주요 지명에는 중국 자료를 참

고로 상세한 주석을 첨가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세기 제작된 조선의 지도 중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집하면서 정교하게 제작한 수준 높은 세계지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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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명 색인

 

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사막 沙漠 자연-사막 1A 중국

조해 潮海 자연-호수 1A 중국

회흘 回紇 인문-행정 1A 중국

합려 合黎 자연-산지 1A 중국

기연 祈連 자연-산지 1A 중국

하란 賀蘭 자연-산지 1A 중국

백염 白鹽 자연-소금 2A 중국

흑염 黑鹽 자연-소금 2A 중국

A B C D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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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청염 靑鹽 자연-소금 2A 중국

홍염 紅鹽 자연-호수 2A 중국

거연진 居延津 자연-호수 2A 중국

진향 鎭香 인문-군사 2A 중국

서락보 西樂保 인문-행정 2A 중국

홍상 紅上 인문-행정 2A 중국

백정해 白亭海 인문-행정 2A 중국

홍류채 紅流寨 인문-행정 2A 중국

난수채 煖水寨 인문-행정 2A 중국

량주 凉州 인문-군사 2A 중국

고장성 姑藏城 인문-행정 2A 중국

락선보 樂善保 인문-행정 2A 중국

영창부 永昌府 인문-군사 2A 중국

산지단 山丹 인문-군사 2A 중국

감주 甘州 인문-군사 2A 중국

진평보 鎭平保 인문-행정 2A 중국

래서도사 來西都事 인문-군사 2A 중국

사문보 沙門保 인문-행정 2A 중국

숙주 肅州 인문-군사 2A 중국

사주 沙州 인문-행정 2A 중국

서녕 西寧 인문-군사 2A 중국

서해 西海 인문-행정 2A 중국

백해보 白頦保 인문-행정 2A 중국

호원 浩源 인문-군사 2A 중국

태란 台蘭 자연-산지 2A 중국

여구산 廬朐山 자연-산지 2A 중국

금하 金河 자연-강 2A 중국

가곡 嘉谷 인문-군사 2A 중국 곡은 峪의 오기

류사 流沙 자연-호수 2A 중국

금휘 金徽 자연-산지 2A 중국

천산지 天山 자연-산지 2A 중국

한동위 罕東衛 인문-행정 2A 중국

안정위 安定衛 인문-행정 2A 중국

아선위 亞先衛 인문-행정 2A 중국

천전위 千闐衛 인문-행정 2A 중국

적근몽석 赤斤蒙石 인문-행정 2A 중국

산지단위 刪端衛 인문-행정 2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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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살마아한 撒馬兒罕 인문-행정 2A 중국

합밀 哈密 인문-행정 2A 중국

합열 哈烈 인문-행정 2A 중국

제번 諸番 인문-행정 2A 중국

화주 火州 인문-행정 2A 중국

포류해 蒲類海 자연-호수 2A 중국

장하 長河 인문-행정 2A 중국

적석산지 赤石山 자연-산지 2A 중국

가팔 加八 인문-행정 2A 중국

조해 朝海 인문-행정 2A 중국

열해 熱海 인문-행정 2A 중국

조구 兆口 인문-행정 2A 중국

만해 滿海 인문-행정 2A 중국

륜탑 倫荅 인문-행정 2A 중국

납행 納行 인문-행정 2A 중국

과전 果田 인문-행정 2A 중국

열충 列忠 인문-행정 2A-3A 중국

색리 索里 인문-행정 2A-3A 중국

여리 汝里 인문-행정 2A-3A 중국

마아 磨兒 인문-행정 3A 중국

천팽 天彭 자연-산지 2A 중국

민산지 岷山 자연-산지 2A 중국

합자 哈刺 자연-강 2A 중국

양주계 梁州界 자연-산지 2A 중국

사타 沙佗 자연-산지 2A 중국

금령 金嶺 자연-산지 2A 중국

은산지 銀山 자연-산지 2A 중국

제번 諸番 자연-산지 2A 중국

백산지 白山 자연-산지 2A 중국

삼위 三危 자연-산지 2A 중국

대소적 大小磧 자연-산지 2A 중국

설산지 雪山 자연-산지 2A 중국

토문 土門 자연-호수 2A 중국

화도 火稻 자연-산지 2A 중국

적석유 積石硫 자연-산지 2A 중국

사현 沙峴 인문-행정 3A 중국

색리 索里 인문-행정 3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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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나사 羅思 인문-행정 3A 중국

오사장 烏思藏 인문-행정 3A 중국

자종 刺宗 인문-행정 3A 중국

타감 朶甘 인문-행정 3A 중국

일곡 日哭 인문-행정 3A 중국

삼복 參卜 인문-행정 3A 중국

훈하 薰下 인문-행정 3A 중국

타감 朶甘 인문-행정 3A 중국 두번나옴

내죽 乃竹 자연-산지 3A 중국

간측 間惻 자연-산지 3A 중국

포창해 蒲昌海 자연-호수 3A 중국

륵도 勒都 인문-행정 3A 중국

음평색 陰平塞 인문-행정 3A 중국

북정 北定 인문-행정 3A 중국

포장 包莊 인문-행정 3A 중국

하석 何昔 인문-행정 3A 중국

첩계 疊溪 인문-행정 3A 중국

하각 河角 인문-행정 3A 중국

자다 者多 인문-행정 3A 중국

화 和 인문-행정 3A 중국

북정 北定 군사-관애 3A 중국

서령 西寧 군사-관애 3A 중국

반 班 인문-행정 3A 중국

첩계 疊溪 군사-관애 3A 중국

선동 仙同 인문-행정 3A 중국

팔즉 八莭 인문-행정 3A 중국

송번 松番 인문-군사 3A 중국

첩계 疊溪 인문-행정 3A 중국

남교 南橋 인문-행정 3A 중국

무주 茂州 인문-행정 3A 중국

사창 思昌 인문-행정 3A 중국

용안 龍安 자연-산지 3A 중국

안 安 인문-행정 3A 중국

문천 汶川 인문-행정 3A 중국

관 灌 인문-행정 3A 중국

구룡 九龍 인문-행정 3A 중국

단경 丹景 자연-산지 3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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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금마 金馬 자연-산지 3A 중국

숭녕 崇寧 인문-행정 3A 중국

위주 威州 인문-행정 3A 중국

보주 保州 인문-행정 3A 중국

보주 保州 인문-행정 3A 중국 두번나옴

쌍류 雙流 인문-행정 3A 중국

숭광 崇廣 인문-행정 3A 중국

신진 新津 인문-행정 3A 중국

대읍 大邑 인문-행정 3A 중국

금사 金沙 인문-행정 3A 중국

락희 樂希 인문-행정 3A 중국

노산지 蘆山 인문-행정 3A 중국

공아 供雅 인문-행정 3A 중국

설산지 雪山 자연-산지 3A 중국

임 臨 군사-관애 3A 중국

화험 火險 군사-관애 3A 중국

칠대 七臺 자연-산지 3A 중국

천창 天倉 자연-산지 3A 중국

동대 桐臺 자연-산지 3A 중국

명산지 名山 인문-행정 3A 중국

포강 蒲江 인문-행정 3A 중국

공 功 인문-행정 3A 중국

래강 來江 인문-행정 3A 중국

단릉 丹陵 인문-행정 3A 중국

구선 九仙 자연-산지 3A 중국

다동 多銅 자연-산지 3A 중국

래관 來官 인문-행정 3A 중국

아주 雅州 인문-행정 3A 중국

영계 榮鷄 인문-행정 3A 중국

천전 天全 인문-행정 3A 중국

천전초 天全招 인문-행정 3A 중국

첩위 捷爲 인문-행정 3A 중국

려주안 黎州安 인문-행정 3A 중국

마호실 馬湖室 인문-행정 3A 중국

만이 蠻夷 인문-행정 3A 중국

휴천 休川 인문-행정 3A 중국

청의 靑衣 군사-관애 3A 중국



제 3장  2013 고지도 모사본 제작 사업     209

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해당 海棠 군사-관애 3A 중국

자백 刺伯 군사-관애 3A 중국

지타 池他 군사-관애 3A 중국

비산 比山 군사-관애 3A 중국

영번 寧番 인문-행정 3A 중국

면산 冕山 인문-행정 3A 중국

월수 越嶲 인문-행정 3A 중국

대록 大鹿 자연-산지 3A 중국

뇌향 雷香 자연-산지 3A 중국

중애 中崖 자연-산지 3A 중국

사경 師經 군사-관애 3A 중국

자애 紫崖 군사-관애 3A 중국

흑애 黑崖 군사-관애 3A 중국 추측입니다

궁석 窮石 자연-산지 3A 중국

영녕 永寧 인문-행정 3A 중국

대설 大雪 자연-산지 3A 중국

마호 馬湖室 자연-호수 4A 중국

기부 芑部 인문-행정 4A 중국

오몽 烏蒙 인문-행정 4A 중국

오철 烏撤 인문-행정 4A 중국

아적 阿赤 군사-관애 4A 중국

첨익 添益 인문-행정 4A 중국

동천 東川 인문-행정 4A 중국

사천성 泗川省 사각형 4A 중국

성룡 城龍 인문-행정 4A 중국

회주 會州 인문-행정 4A 중국

미양 迷陽 군사-관애 4A 중국

건양 建陽 인문-행정 4A 중국

천룡 天龍 군사-관애 4A 중국

영창 永昌 군사-관애 4A 중국

창주 昌州 인문-행정 4A 중국

건창 建昌 인문-행정 4A 중국

보제 普濟 인문-행정 4A 중국

마자 馬刺 인문-행정 4A 중국

예주 禮州 인문-행정 4A 중국

사천 四川 인문-행정 4A 중국

무자 茂滋 자연-산지 4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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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相公 자연-산지 4A 중국

상공 相公 군사-관애 4A 중국

타충 打沖 인문-행정 4A 중국

타충중 打沖中 인문-행정 4A 중국

염정 鹽井 인문-행정 4A 중국

공도 笻都 인문-행정 4A 중국

쌍교 雙橋 인문-행정 4A 중국

랑거 蒗蕖 인문-행정 4A 중국

신화 新化 인문-행정 4A 중국

북승 北勝 인문-행정 4A 중국

순주 順州 인문-행정 4A 중국

고덕 古德 군사-관애 4A 중국

백염정 白鹽井 사각형 4A 중국

보산 寶山 인문-행정 4A 중국

차전 車甸 군사-관애 4A 중국

란창 瀾倉 인문-군사 4A 중국

대요 大姚 인문-행정 4A 중국

요안 姚安 인문-행정 4A 중국

요주 姚州 인문-행정 4A 중국

송평 松平 군사-관애 4A 중국

임서 臨西 인문-행정 4A 중국

운산 雲山 군사-관애 4A 중국

난주 蘭州 인문-행정 4A 중국

거진 巨津 인문-행정 4A 중국

여강 麗江 인문-행정 4A 중국

통안 通安 인문-행정 4A 중국

소록 蘇祿 인문-행정 4A 중국

팽정 彭亭 인문-행정 4A 중국

마림 麻林 인문-행정 4A 중국

고마 古麻 인문-행정 4A 중국

영평 永平 인문-행정 4A 중국

하강 下江 인문-행정 4A 중국

봉계 鳳溪 사각형 4A 중국

시전 施甸 사각형 4A 중국

결주 魝州 인문-행정 4A 중국

순천 順川 인문-행정 4A 중국

등천 鄧川 인문-행정 4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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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룡 雲龍 인문-행정 4A 중국

순령 順寧 인문-행정 4A 중국

영년 永年 인문-행정 4A 중국

석전 石甸 인문-행정 4A 중국

보산 保山 인문-행정 4A 중국

영창 永昌 인문-행정 4A 중국

천방 天方 인문-행정 4A 중국

등충 騰衝 인문-행정 4A 중국

등월 騰越 인문-행정 4A 중국

화양 和陽 자연-산지 4A 중국

등충 騰衝 인문-군사 4A 중국

남전 南甸 인문-행정 4A 중국

천애 千崖 인문-행정 4A 중국

동봉산 東鳳山 자연-산지 4A 중국

무귀 無鬼 자연-산지 4A 중국

귀굴산 鬼窟山 자연-산지 4A 중국

기시 芑市 인문-행정 4A 중국

로강 路江 인문-행정 4A 중국

귀교 鬼橋 군사-관애 4A 중국

귀만나 鬼蠻羅 인문-행정 4A 중국

맹권선무 孟飬宣撫 인문-행정 4A 중국

면전 緬甸 인문-행정 4A 중국

맹정 孟定 인문-행정 4A 중국

진강 鎭康 인문-행정 4A 중국

금치 金齒 인문-행정 4A 중국

맹랑 孟浪 인문-행정 4A 중국

대후 大候 인문-행정 4A 중국

몽락 蒙樂 군사-관애 4A 중국

만전 灣甸 인문-행정 4A 중국

정원 定遠 인문-행정 4A 중국

진항 鎭沆 인문-행정 4A 중국

학경 鶴慶 인문-행정 4A 중국

랑궁 浪躬 인문-행정 4A 중국

대리 大理 인문-행정 4A 중국

조주 趙州 인문-행정 4A 중국

몽화 蒙化 인문-행정 4A 중국

운남 雲南 인문-행정 4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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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산 古石山 자연-산지 4A 중국

진남 鎭南 인문-행정 4A 중국

초웅 楚雄 인문-행정 4A 중국

록곡 祿谷 인문-행정 4A 중국

광통 廣通 인문-행정 4A 중국

조가 燥嘉 인문-행정 4A 중국

안남 安南 인문-행정 4A 중국

전완 田玩 인문-행정 4A 중국

록풍 祿豊 인문-행정 4A 중국

옥토 玉土 자연-산지 4A 중국

옥봉 玉鋒 자연-산지 4A 중국

평이 平夷 인문-행정 4A 중국

대밀 大密 인문-군사 4A 중국

심전 尋甸 인문-행정 4A 중국

곡정 曲靖 인문-행정 4A 중국

육량 陸梁 인문-행정 4A 중국

육원 陸原 인문-군사 4A 중국

읍시 邑市 인문-군사 4A 중국

천생 天生 군사-관애 4A 중국

평이 平夷 인문-군사 4A 중국

마룡 馬龍 인문-행정 4A 중국

고명 高明 인문-행정 4A 중국

양림 楊林 인문-행정 4A 중국

운남부 雲南府 인문-행정 4A 중국

운남 雲南 자연-산지 4A 중국

전지 滇池 인문-행정 4A 중국

정공 呈貢 인문-행정 4A 중국

박화 敀化 인문-행정 4A 중국

로남 路南 인문-행정 4A 중국

양종 陽宗 인문-행정 4A 중국

의량 宜良 인문-행정 4A 중국

진녕 晉寧 인문-행정 4A 중국

역문 易門 인문-행정 4A 중국

역문 易門 인문-행정 4A 중국 두번나옴

곤양 昆陽 인문-행정 4A 중국

랑박 浪泊 인문-행정 4A 중국

신흥 新興 인문-행정 4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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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아 嶍峨 인문-행정 4A 중국

하서 河西 인문-행정 4A 중국

통해 通海 인문-행정 4A 중국

아미 阿迷 인문-행정 4A 중국

징강 澂江 인문-행정 4A 중국

강주 江州 인문-행정 4A 중국

녕주 寧州 인문-행정 4A 중국

석병 石屛 인문-행정 4A 중국

임안 臨安 인문-행정 4A 중국

휴용 虧容 인문-행정 4A 중국

건수 建水 인문-행정 4A 중국

수주 水州 인문-행정 4A 중국

몽일 蒙日 인문-행정 4A 중국

안남 安南 인문-행정 4A 중국

미륵 彌勒 인문-행정 4A 중국

휴용산 虧容山 자연-산지 4A 중국

반산지 盤山 자연-산지 4A 중국

소룡산 小龍山 자연-산지 5A 중국

휴곡 虧谷 인문-행정 5A 중국

롱왕 弄王 인문-행정 5A 중국

낙훼 落虫 인문-행정 5A 중국

노화 老化 인문-행정 5A 중국

녕원 寧遠 인문-행정 5A 중국

위원 威遠 인문-행정 5A 중국

소주자 蘇州刺 자연-섬 5A 중국

백화 百花 자연-섬 5A 중국

고리반졸 古里班卒 자연-섬 5A 중국

설리 碟里 자연-섬 5A 중국

묵덕군 默德郡 자연-섬 5A 중국

파나 婆羅 자연-섬 5A 중국

마릉 馬陵 인문-행정 5A 중국

목방 木邦 인문-행정 5A 중국

백복 百濮 인문-행정 5A 중국

백이 百夷 인문-행정 5A 중국

결원산 魝元山 자연-산지 5A 중국

일원자다 日遠者多 인문-행정 5A 중국

귀타 鬼陀 인문-행정 5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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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능 左能 인문-행정 5A 중국

락공 落蛩 인문-행정 5A 중국

납서 納西 인문-행정 5A 중국

계릉 溪庱 인문-행정 5A 중국

고월상 古越裳 인문-행정 5A 중국

아백 阿伯 인문-행정 5A 중국

만석차리왜니 蠻石車里倭泥 인문-행정 5A 중국

차리선위 車里宣慰 인문-행정 5A 중국

팔백식부국 八百媳婦國 인문-행정 5A 중국

팔백대전 八百大甸 인문-행정 5A 중국

선위사 宣慰使 인문-행정 5A 중국

백리위전 百里爲甸 인문-행정 5A 중국

선위사 宣慰使 인문-행정 5A 중국

석난산지 錫蘭山 자연-섬 5A 중국

일나하치 日羅夏治 자연-섬 5A 중국

타면 打面 자연-섬 5A 중국

불림 拂林 자연-섬 5A 중국

가어일 呵魚日 자연-섬 5A 중국

조법아 祖法兒 자연-섬 5A 중국

소납박아 紹納撲兒 자연-섬 5A 중국

백갈달 白葛達 자연-섬 5A 중국

감파리 甘巴里 자연-섬 5A 중국

금위 金衛 인문-행정 1B 중국

대풍 大風 인문-행정 1B 중국

숙귀구 宿鬼口 인문-행정 1B 중국

진북 鎭北 인문-행정 1B 중국

랑거서산 狼居胥山 자연-산지 1B 중국

위원 威遠 인문-군사 1B 중국

단우성 單于城 인문-행정 1B 중국

고엄답교락 古奄答郊落 인문-행정 1B 중국

해자 海子 자연-호수 2B 중국

홍염 紅鹽 인문-행정 2B 중국

백염 白鹽 자연-소금 2B 중국

희리보 噫理保 인문-행정 2B 중국

소무 蘇武 자연-산지지 2B 중국

고랑 古浪 인문-군사 2B 중국

잡부 雜否 군사-관애 2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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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등보 王登堡 인문-행정 2B 중국

녕하군 寧夏郡 인문-행정 2B 중국

옥경보 玉京堡 인문-행정 2B 중국

녕해 寧海 인문-행정 2B 중국

유림 楡林 인문-군사 2B 중국

신수 神水 인문-행정 2B 중국

부곡 府谷 인문-행정 2B 중국

하곡 河曲 인문-행정 2B 중국

가주 葭州 인문-행정 2B 중국

흥 興 인문-행정 2B 중국

설 薛 인문-행정 2B 중국 추정

보덕 保德 인문-군사 2B 중국

가람 苛嵐 인문-행정 2B 중국

람 嵐 인문-행정 2B 중국 추정

응문 應門 인문-군사 2B 중국

정동 靜東 인문-행정 2B 중국

문수 文水 인문-행정 2B 중국

영녕 永寧 인문-행정 2B 중국

분 汾 인문-행정 2B 중국

녕향 寧鄕 인문-행정 2B 중국

임 臨 인문-행정 2B 중국

오보 吳堡 인문-행정 2B 중국

수덕 綏德 인문-행정 2B 중국

청간 淸澗 인문-행정 2B 중국

안정 安定 인문-행정 2B 중국

보안 保安 인문-행정 2B 중국

안색 安塞 인문-행정 2B 중국

환 環 인문-행정 2B 중국

평요 平遙 인문-행정 2B 중국

개휴 介休 인문-행정 2B 중국

조성 趙城 인문-행정 2B 중국

영석 靈石 인문-행정 2B 중국

홍동 洪洞 인문-행정 2B 중국

분서 汾西 인문-행정 2B 중국

습 隰 인문-행정 2B 중국

석루 石樓 인문-행정 2B 중국

영화 永和 인문-행정 2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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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 淸凉 자연-산지 2B 중국

연주 延州 인문-행정 2B 중국

미지 米脂 인문-행정 2B 중국

연안 延安 인문-행정 2B 중국

의천 宜川 인문-행정 2B 중국

경양 慶陽 인문-행정 2B 중국

합수 合水 인문-행정 2B 중국

감천 甘泉 인문-행정 2B 중국

녕주 寧州 인문-행정 2B 중국

부 鄜 인문-행정 2B 중국

락천 洛川 인문-행정 2B 중국

대녕 大寧 인문-행정 2B 중국

길 吉 인문-행정 2B 중국

주원 周原 인문-행정 2B 중국

정로 靖虜 인문-행정 2B 중국

진녕 眞寧 인문-행정 2B 중국

영대 靈臺 인문-행정 2B 중국

경주 涇州 인문-행정 2B 중국

색신 索信 인문-행정 2B 중국

평량 平凉 인문-행정 2B 중국

유원채 柔遠寨 인문-행정 2B 중국

청평 淸平 군사-관애 2B 중국

개성 開城 인문-행정 2B 중국

정녕 靜寧 인문-행정 2B 중국

강덕 降德 인문-행정 2B 중국

장랑 莊浪 인문-행정 2B 중국

태안 泰安 인문-행정 2B 중국

회령 會寧 인문-행정 2B 중국

통위 通渭 인문-행정 2B 중국

평양 平陽 인문-행정 2B 중국

양릉 襄陵 인문-행정 2B 중국

향녕 鄕寧 인문-행정 2B 중국

하진 河津 인문-행정 2B 중국

합양 郃陽 인문-행정 2B 중국

동 同 인문-행정 2B 중국

조읍 朝邑 인문-행정 2B 중국

연안 延安 인문-행정 2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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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延長 인문-행정 2B 중국

한성 韓城 인문-행정 2B 중국

등성 登城 인문-행정 2B 중국

중부 中部 인문-행정 2B 중국

의군 宜君 인문-행정 2B 중국

요 耀 인문-행정 2B 중국

영수 永壽 인문-행정 2B 중국

빈주 邠州 인문-행정 2B 중국

정화 渟化 인문-행정 2B 중국

삼수 三水 인문-행정 2B 중국

봉상 鳳翔 인문-행정 2B 중국

영대 靈臺 자연-산지 2B 중국

기산 岐山 인문-행정 2B 중국

부풍 扶風 인문-행정 2B 중국

미 郿 인문-행정 2B 중국

보계 寶溪 인문-행정 2B 중국

화정 華亭 인문-행정 2B 중국

견양 汧陽 인문-행정 2B 중국

롱주 隴州 인문-행정 2B 중국

예천 醴泉 인문-행정 2B 중국

함양 咸陽 인문-행정 2B 중국

흥평 興平 인문-행정 2B 중국

무공 武功 인문-행정 2B 중국

위남 渭南 인문-행정 2B 중국

백수 白水 인문-행정 2B 중국

부평 富平 인문-행정 2B 중국

동관 同官 인문-행정 2B 중국

삼원 三原 인문-행정 2B 중국

경양 涇陽 인문-행정 2B 중국

소성 瀟城 인문-행정 2B 중국

임동 臨潼 인문-행정 2B 중국

서안부 西安府 인문-행정 2B 중국

신 莘 인문-행정 2B 중국

신음 莘陰 인문-행정 2B 중국

산지양 山陽 인문-행정 2B 중국

태령 泰嶺 자연-산지 2B 중국

종남 終南 자연-산지 2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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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陜 인문-행정 2B 중국

영보 靈寶 인문-행정 2B 중국

문향 閿鄕 인문-행정 2B 중국

영녕 永寧 인문-행정 2B 중국

노씨 盧氏 인문-행정 2B 중국

백화 白華 군사-관애 2B 중국

극곡 亟谷 군사-관애 2B 중국

남전 藍田 인문-행정 2B 중국

호 鄠 인문-행정 2B 중국

태백 太白 자연-산지 2B 중국

상 商 인문-행정 2B 중국

상남 商南 인문-행정 2B 중국

량당 兩當 인문-행정 2B 중국

봉주 鳳州 인문-행정 2B 중국

사곡 斜谷 자연-산지 2B 중국

봉두 鳳頭 군사-관애 2B 중국

락곡 駱谷 자연-산지 2B 중국

한천 寒泉 자연-산지 2B 중국

청산 聽山 자연-산지 2B 중국

봉황 鳳凰 자연-산지 2B 중국

성주 成州 인문-행정 2B 중국

예점 禮店 인문-군사 2B 중국

서하 西河 인문-행정 2B 중국

공동 崆峒 자연-산지 2B 중국

녕주 寧州 인문-행정 2B 중국 두번나옴

민주 岷州 인문-군사 2B 중국

면산 沔山 자연-산지 2B 중국

영원 寧遠 인문-행정 2B 중국

복강 伏羗 인문-행정 2B 중국

소염타 小鹽他 인문-행정 2B 중국

임도 臨洮 인문-행정 2B 중국

위원 渭源 인문-행정 2B 중국

열양 熱羊 군사-관애 2B 중국

태주 泰州 인문-행정 2B 중국

장도 長道 인문-행정 2B 중국

백교보 白郊堡 인문-행정 2B 중국

장 漳 인문-행정 2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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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 鞏昌 인문-행정 2B 중국

질호보 質狐堡 인문-행정 2B 중국

오해 烏海 자연-호소 2B 중국

하주 河州 인문-군사 2B 중국

도주 洮州 인문-군사 2B 중국

석령 石嶺 군사-관애 2B 중국

석령 石嶺 자연-산지 2B 중국

서풍 西風 인문-군사 2B 중국

아림채 雅林寨 인문-행정 2B 중국

계주 階州 인문-행정 2B 중국

대염지 大鹽池 자연-호수 2B 중국

흑수 黑水 자연-하천 2B 중국

설산 雪山 자연-산지 2B 중국

예 禮 인문-행정 2B 중국

휘 徽 인문-행정 2B 중국

안읍 安邑 인문-행정 2B 중국

선 鮮 인문-행정 2B 중국

고릉 高陵 인문-행정 2B 중국

하산 河山 자연-산지 2B 중국

서추 西顀 자연-산지 2B 중국

곡산 哭山 자연-산지 2B 중국

산지하 山河 인문-군사 3A-3B 중국

백하 白河 인문-행정 3B 중국

광화 光化 인문-행정 3B 중국

균주 均州 인문-행정 3B 중국

죽계 竹溪 인문-행정 3B 중국

광주 廣州 인문-행정 3B 중국

평리 平利 인문-행정 3B 중국

금주 金州 인문-행정 3B 중국

순양 洵陽 인문-행정 3B 중국

석천 石泉 인문-행정 3B 중국

한음 漢陰 인문-행정 3B 중국

서향 西鄕 인문-행정 3B 중국

동향 東鄕 인문-행정 3B 중국

석계산 石桂山 자연-산지 3B 중국

봉산 鳳山 자연-산지 3B 중국

건고 建鼓 자연-산지 3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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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武當 자연-산지 3B 중국

양양 襄陽 인문-행정 3B 중국

곡성 谷城 인문-행정 3B 중국

자양 紫陽 인문-행정 3B 중국

양 洋 인문-행정 3B 중국

성고 城固 인문-행정 3B 중국

한중 漢中 인문-행정 3B 중국

포성 褒城 인문-행정 3B 중국

청석 靑石 군사-관애 3B 중국

자주 紫州 자연-산지 3B 중국

팔미령 八米嶺 자연-산지 3B 중국

대파 大巴 자연-산지 3B 중국

청생 靑鉎 자연-산지 3B 중국 추청

광원 廣元 자연-산지 3B 중국

소화 昭化 인문-행정 3B 중국

태연 太燕 자연-산지 3B 중국

추금 秋錦 자연-산지 3B 중국

통강 通江 인문-행정 3B 중국

파서 巴西 인문-행정 3B 중국

대죽 大竹 인문-행정 3B 중국

악지 岳池 인문-행정 3B 중국

양산 羊山 자연-산지 3B 중국

영산 營山 인문-행정 3B 중국

의롱 儀儱 인문-행정 3B 중국

봉주 蓬州 인문-행정 3B 중국

창계 篬溪 인문-행정 3B 중국

보녕 保寧 인문-행정 3B 중국

검주 劍州 인문-행정 3B 중국

대별 大別 자연-산지 3B 중국

면수 沔水 인문-행정 3B 중국

략양 畧陽 인문-행정 3B 중국

문성 文星 인문-군사 3B 중국

고강리 古羌里 인문-행정 3B 중국

망아 芒兒 인문-행정 3B 중국

선동 仙洞 자연-산지 3B 중국

대화 大華 자연-산지 3B 중국

천계 天桂 자연-산지 3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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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 龍岩 자연-산지 3B 중국

장향 長鄕 자연-산지 3B 중국

용지 龍池 자연-산지 3B 중국

나강 羅江 인문-행정 3B 중국

임정 臨亭 인문-행정 3B 중국

면병 綿屛 자연-산지 3B 중국

남부 南部 인문-행정 3B 중국

서충 西充 인문-행정 3B 중국

남민 南岷 자연-산지 3B 중국

의사 依思 자연-산지 3B 중국

순경 順慶 인문-행정 3B 중국

정원 定遠 인문-행정 3B 중국

합주 合州 인문-행정 3B 중국

거 渠 인문-행정 3B 중국

마 溤 인문-행정 3B 중국

점강 墊江 인문-행정 3B 중국

금봉 金鳳 자연-산지 3B 중국

양산 梁山 인문-행정 3B 중국

개주 開州 인문-행정 3B 중국

만주 萬州 인문-행정 3B 중국

충주 忠州 인문-행정 3B 중국

의천 倚天 자연-산지 3B 중국

린수 隣水 인문-행정 3B 중국

남천 南川 인문-행정 3B 중국

안거 安居 인문-행정 3B 중국

악읍 岳邑 인문-행정 3B 중국

중경 重慶 인문-행정 3B 중국

동량 銅梁 인문-행정 3B 중국

영창 榮昌 인문-행정 3B 중국

자주 資州 인문-행정 3B 중국

간 間 인문-행정 3B 중국

영 榮 인문-행정 3B 중국

자산 釨山 인문-행정 3B 중국

인수 仁壽 인문-행정 3B 중국

병연 幷硏 인문-행정 3B 중국

사홍 射洪 인문-행정 3B 중국

동산 東山 자연-산지 3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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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 金堂 인문-행정 3B 중국

석면 石緬 자연-산지 3B 중국

려원 麗元 자연-산지 3B 중국

영천 永川 인문-행정 3B 중국

합강 合江 인문-행정 3B 중국

미량 米良 군사-관애 3B 중국

태족 太足 군사-관애 3B 중국

태족 太足 인문-행정 3B 중국

화룡 化龍 군사-관애 3B 중국

화조 華藻 자연-산지 3B 중국

삼화 三華 자연-산지 3B 중국

부순 富順 인문-행정 3B 중국

위원 威遠 인문-행정 3B 중국

천강 天江 자연-산지 3B 중국

호두 虎頭 자연-산지 3B 중국

안락 安樂 자연-산지 3B 중국

로주 瀘州 인문-행정 3B 중국

서주 叙州 인문-행정 3B 중국

선려 仙侶 자연-산지 3B 중국

니계 泥溪 자연-산지 3B 중국

위원 威遠 인문-행정 3B 중국 두번나옴

온강 溫江 인문-행정 3B 중국

성도 成都 인문-행정 3B 중국

신번 新繁 인문-행정 3B 중국

미주 眉州 인문-행정 3B 중국

팽산 彭山 인문-행정 3B 중국

영 榮 인문-행정 3B 중국 자주나옴

청신 靑神 인문-행정 3B 중국

가정 嘉定 인문-행정 3B 중국

홍아 洪雅 인문-행정 3B 중국

마호 馬湖 인문-행정 3B 중국

진주 眞州 인문-행정 3B 중국

파주 播州 인문-행정 3B 중국

고양가 古牂柯 인문-행정 3B 중국

파양 播陽 인문-행정 3B 중국

강진 江津 인문-행정 3B 중국

기강 綦江 인문-행정 3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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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壁山 인문-행정 3B 중국

백니 白泥 인문-행정 3B 중국

단당 單塘 인문-행정 3B 중국

무봉 武䧏 인문-행정 3B 중국

읍매 邑梅 인문-행정 3B 중국

유양 酉陽 인문-행정 3B 중국

석야 石耶 인문-행정 3B 중국

배주 培州 인문-행정 3B 중국

장수 長壽 인문-행정 3B 중국

장수 長壽 자연-산지 3B 중국

중안 重安 인문-행정 3B 중국

무천 婺川 인문-행정 3B 중국

황평 黃平 인문-행정 3B 중국

팽수 彭水 인문-행정 3B 중국

당애 唐崖 인문-행정 3B 중국

서평 西平 인문-행정 3B 중국

충효 忠孝 인문-행정 3B 중국

검강 黔江 인문-행정 3B 중국

금동 金洞 인문-행정 3B 중국

대전 大田 인문-군사 3B 중국

시주 施州 인문-군사 3B 중국

검남 劒南 인문-행정 3B 중국

오로 五路 인문-행정 3B 중국

대천 大川 인문-행정 3B 중국

오봉 五峯 인문-행정 3B 중국

충동 忠洞 인문-행정 3B 중국

단우 單于 인문-행정 3B 중국

오색 五塞 인문-행정 3B 중국

동류 東流 인문-행정 3B 중국

하수 下受 인문-행정 3B 중국

상수 上受 인문-행정 3B 중국

객성 客星 자연-산지 3B 중국

평림동 平林洞 인문-행정 3B 중국

성계 省溪 인문-행정 3B 중국

제계 提溪 인문-행정 3B 중국

대만 大萬 인문-행정 3B 중국

황산 晃山 자연-산지 3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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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銅仁 인문-행정 3B 중국

동인 銅仁 인문-행정 3B 중국 두번나옴

무산 武山 자연-산지 3B 중국

마양 麻陽 인문-행정 3B 중국

원주 沅州 인문-행정 3B 중국

검양 黔陽 인문-행정 3B 중국

정주 靖州 인문-행정 3B 중국

보계 寶溪 인문-행정 3B 중국

보계 寶溪 자연-산지 3B 중국

건시 建始 인문-행정 3B 중국

진원 鎭遠 인문-행정 3B 중국

석량 石梁 인문-행정 3B 중국

쌍석 雙石 자연-산지 3B 중국

흥산 興山 인문-행정 3B 중국

귀 歸 인문-행정 3B 중국

백염 白鹽 자연-산지 3B 중국

무산지 巫山 자연-산지 3B 중국

요파 榣把 인문-행정 3B 중국

동향 東鄕 인문-행정 3B 중국

영순 永順 인문-행정 3B 중국

대애 大崖 인문-군사 3B 중국

자리 慈利 인문-행정 3B 중국

남위 南渭 인문-행정 3B 중국

이 弛 인문-행정 3B 중국

고군 高君 자연-산지 3B 중국

대량 大梁 자연-산지 3B 중국

대문 大門 자연-산지 3B 중국

진주 辰州 인문-행정 3B 중국

도원 桃源 인문-행정 3B 중국

신화 新化 인문-행정 3B 중국

장계 長溪 자연-산지 3B 중국

홀산 笏山 자연-산지 3B 중국

매탄 梅灘 자연-산지 3B 중국

문화 文化 자연-산지 3B 중국

한양 漢陽 자연-산지 3B 중국

산지양 山梁 자연-산지 3B 중국

용등 龍騰 자연-산지 3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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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계 納溪 인문-행정 3B-4B 중국

평계 平溪 인문-군사 3B-4B 중국

황통 黃通 인문-행정 3B-4B 중국

경부 慶府 인문-행정 3B-4B 중국

도마 倒馬 군사-관애 4B 중국

석성 石城 인문-행정 4B 중국

화주 化州 인문-행정 4B 중국

육천 陸川 인문-행정 4B 중국

고주 高州 인문-행정 4B 중국

신선 信宣 인문-행정 4B 중국

박백 博白 인문-행정 4B 중국

령계 岺溪 인문-행정 4B 중국

용주 容州 인문-행정 4B 중국

배류 背流 인문-행정 4B 중국

흥업 興業 인문-행정 4B 중국

심주 潯州 인문-행정 4B 중국

귀주 貴州 인문-행정 4B 중국

무정 武靖 인문-행정 4B 중국

영순 永淳 인문-행정 4B 중국

롱수 瀧水 인문-행정 4B 중국

평남 平南 인문-행정 4B 중국

천강 遷江 인문-행정 4B 중국

슬주 膝州 인문-행정 4B 중국

오주 梧州 인문-행정 4B 중국

봉주 封州 인문-행정 4B 중국

개건 開建 인문-행정 4B 중국

회집 懷集 인문-행정 4B 중국

육우 六友 자연-산지 4B 중국

양삭 陽朔 인문-행정 4B 중국

평락 平樂 인문-행정 4B 중국

평락 平樂 인문-행정 4B 중국 두번나옴

보경 寶慶 인문-행정 4B 중국

대도 大途 자연-산지 4B 중국

자양 紫陽 자연-산지 4B 중국

신녕 新寧 인문-행정 4B 중국

동안 東安 인문-행정 4B 중국

벽왕 碧王 자연-산지 4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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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西山 자연-산지 4B 중국

도주 道州 인문-행정 4B 중국

영명 永明 인문-행정 4B 중국

녕원 寧遠 인문-행정 4B 중국

관양 灌陽 인문-행정 4B 중국

전부 全州 인문-행정 4B 중국

흥안 興安 인문-행정 4B 중국

부천 富川 인문-행정 4B 중국

하주 賀州 인문-행정 4B 중국

무강 武崗 인문-행정 4B 중국

신화 新化 인문-행정 4B 중국

회동 會同 인문-행정 4B 중국

통도 通道 인문-행정 4B 중국

시계 施溪 인문-행정 4B 중국

사주 思州 인문-행정 4B 중국

려평 黎平 인문-행정 4B 중국

팔단 八丹 인문-행정 4B 중국

서평 西平 인문-행정 4B 중국

고주 古州 인문-행정 4B 중국

신화 新化 인문-군사 4B 중국

려평 黎平 인문-군사 4B 중국

용리 龍里 인문-군사 4B 중국

동문 銅門 자연-산지 4B 중국

담계 潭溪 인문-행정 4B 중국

예씨 芮氏 인문-행정 4B 중국

석천 石阡 인문-행정 4B 중국

석천 石阡 인문-행정 4B 중국

용천 龍泉 인문-행정 4B 중국

구양 歐陽 인문-행정 4B 중국

도소 都素 인문-행정 4B 중국

황도 黃道 인문-행정 4B 중국

상랑 商浪 인문-군사 4B 중국

공수 功水 인문-행정 4B 중국

용천 龍泉 인문-행정 4B 중국

마금 麻今 군사-관애 4B 중국

평월 平越 인문-군사 4B 중국

진원 鎭遠 인문-행정 4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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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강 施康 인문-행정 4B 중국

대만산 大萬山 인문-행정 4B 중국

갈창 葛彰 인문-행정 4B 중국

균교 囷橋 인문-행정 4B 중국

사은 思恩 인문-행정 4B 중국

마합 麻哈 인문-행정 4B 중국

도백 都白 인문-행정 4B 중국

패산 伂山 인문-행정 4B 중국

도백 都白 인문-행정 4B 중국 두번나옴

귀주성 貴州省 인문-행정 4B 중국

영덕 永德 인문-행정 4B 중국

만이 蠻夷 인문-행정 4B 중국

옹성 甕城 인문-행정 4B 중국

우계 祐溪 인문-행정 4B 중국

랑계 朗溪 인문-행정 4B 중국

용리 龍里 인문-군사 4B 중국

평랑 平浪 인문-행정 4B 중국

장형 長衡 군사-관애 4B 중국

단평 丹平 인문-행정 4B 중국

모행 母行 인문-행정 4B 중국

적수하 赤水河 군사-관애 4B 중국

백납 白納 인문-행정 4B 중국

용문 龍門 인문-행정 4B 중국

청산 靑山 인문-행정 4B 중국

중부 中富 인문-행정 4B 중국

귀양부 貴陽府 인문-행정 4B 중국

저채 底寨 인문-군사 4B 중국

평패 平覇 인문-행정 4B 중국

안순 安順 인문-행정 4B 중국

위청 威淸 인문-행정 4B 중국

보시 普市 인문-행정 4B 중국

영녕 永寧 인문-행정 4B 중국

진문 晋文 인문-행정 4B 중국

안용 安龍 인문-행정 4B 중국

안장 安莊 인문-행정 4B 중국

파집 巴集 군사-관애 4B 중국

모후 慕後 자연-산지 4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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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민 樂民 인문-군사 4B 중국

채민 蔡民 인문-군사 4B 중국

역좌 亦佐 인문-행정 4B 중국

월천 越川 인문-군사 4B 중국

평이 平夷 인문-군사 4B 중국

용산 容山 인문-행정 4B 중국

황평안 黃平安 인문-행정 4B 중국

파주 播州 인문-행정 4B 중국

청평 淸平 인문-군사 4B 중국

여경 餘慶 인문-군사 4B 중국

용산 龍山 자연-산지 4B 중국

흑수 黑水 군사-관애 4B 중국

백살 白撒 인문-군사 4B 중국

보시 普市 인문-군사 4B 중국

적수 赤水 인문-군사 4B 중국

도작 都勺 인문-군사 4B 중국

강안 江安 인문-행정 4B 중국

장녕 長寧 인문-행정 4B 중국

다란 多蘭 자연-산지 4B 중국

공주 珙州 인문-행정 4B 중국

술천 戌川 인문-행정 4B 중국

균연 筠連 인문-행정 4B 중국

아락 阿落 인문-군사 4B 중국

영녕 永寧 인문-군사 4B 중국

오철 烏撤 인문-군사 4B 중국

구성 九姓 인문-행정 4B 중국

평다 平茶 인문-행정 4B 중국

칠리 七里 인문-행정 4B 중국

나웅 羅雄 인문-행정 4B 중국

박종 敀宗 인문-행정 4B 중국

경서 慶西 인문-행정 4B 중국

부산 富山 자연-산지 4B 중국

광남 廣南 인문-행정 4B 중국

안남 安南 인문-군사 4B 중국

관녕 關寧 인문-군사 4B 중국

오명 烏鳴 인문-행정 4B 중국

진안 鎭安 인문-행정 4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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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龍州 인문-행정 4B 중국

안평 安平 인문-행정 4B 중국

상동하언 上東下言 인문-행정 4B 중국

숭오 崇吾 인문-행정 4B 중국

당로 當勞 인문-행정 4B 중국

봉의 奉議 인문-행정 4B 중국

명영 茗盈 인문-행정 4B 중국

태평 太平 인문-행정 4B 중국

태평 太平 인문-행정 4B 중국 두번나옴

용영 龍英 인문-행정 4B 중국

나양 羅陽 인문-행정 4B 중국

태리 泰利 인문-행정 4B 중국

리주 利州 인문-행정 4B 중국

용안 龍安 인문-행정 4B 중국

진원 鎭遠 인문-행정 4B 중국

만승 萬承 인문-행정 4B 중국

좌주 左州 인문-행정 4B 중국

강주 江州 인문-행정 4B 중국

나백 羅白 인문-행정 4B 중국

전명 全名 인문-행정 4B 중국

결안 結安 인문-행정 4B 중국

타릉 陀陵 인문-행정 4B 중국

전주 田州 인문-행정 4B 중국

결륜 結綸 인문-행정 4B 중국

결도 結都 인문-행정 4B 중국

영강 永康 인문-행정 4B 중국

상림 上林 인문-행정 4B 중국

과화 果化 인문-행정 4B 중국

풍상 馮祥 인문-행정 4B 중국

박순 敀順 인문-행정 4B 중국

상석서 上石西 인문-행정 4B 중국

사명 思明 인문-행정 4B 중국

사주 思州 인문-행정 4B 중국

상사 上思 인문-행정 4B 중국

하석서 下石西 인문-행정 4B 중국

사릉 思陵 인문-행정 4B 중국

서평 西平 인문-행정 4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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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 尋州 인문-행정 4B 중국

충주 忠州 인문-행정 4B 중국

사성 泗城 인문-행정 4B 중국

정 程 인문-행정 4B 중국

상릉 上陵 인문-행정 4B 중국

사은 思恩 인문-행정 4B 중국

동란 東蘭 인문-행정 4B 중국

남단 南丹 인문-행정 4B 중국

?덕 ?德 인문-행정 4B 중국

군(?)덕 郡(?)德 인문-행정 4B 중국

흔성 忻城 인문-행정 4B 중국

려파 荔波 인문-행정 4B 중국

경원 慶遠 인문-행정 4B 중국

상림 上林 인문-행정 4B 중국 두번나옴

빈주 賓州 인문-행정 4B 중국

무록 武祿 인문-행정 4B 중국

남녕 南寧 인문-행정 4B 중국

능안 陵安 인문-행정 4B 중국

횡주 橫州 인문-행정 4B 중국

천강 遷江 인문-행정 4B 중국

명석 鳴石 자연-산지 4B 중국

마양 馬陽 자연-산지 4B 중국

나방 羅方 자연-산지 4B 중국

청평 淸平 인문-행정 4B 중국

천하 天河 인문-행정 4B 중국

나성 羅城 인문-행정 4B 중국

융 融 인문-행정 4B 중국

류성 柳城 인문-행정 4B 중국

류주 柳州 인문-행정 4B 중국

마안 馬安 자연-산지 4B 중국

수인 修仁 인문-행정 4B 중국

수인 修仁 자연-산지 4B 중국

회원 懷遠 인문-행정 4B 중국

낙용 落容 인문-행정 4B 중국

구룡 九龍 자연-산지 4B 중국

래빈 來賓 인문-행정 4B 중국

남녕 南寧 인문-행정 4B 중국 두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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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중 石中 자연-산지 4B 중국

무선 武宣 인문-행정 4B 중국

영안 永安 인문-행정 4B 중국

고전 古田 인문-행정 4B 중국

수인 修仁 인문-행정 4B 중국 두번나옴

려포 荔浦 인문-행정 4B 중국

설산 雪山 자연-산지 4B 중국

의녕 義寧 인문-행정 4B 중국

임계 臨桂 인문-행정 4B 중국

영주 靈州 인문-행정 4B 중국

전주 全州 인문-행정 4B 중국

옥암 玉岩 자연-산지 4B 중국

림치 林治 자연-산지 4B 중국

대산 大山 자연-산지 4B 중국

대인 大人 자연-산지 4B 중국

서영 西靈 자연-산지 4B 중국

영산 靈山 인문-행정 4B 중국

흠주 欽州 인문-행정 4B 중국

부량강 富良江 자연-강 4B 중국

렴주 廉州 인문-행정 4B-5B 중국

합포 合浦 인문-행정 4B-5B 중국

옥천 玉泉 자연-산지 4B-5B 중국

서문 徐聞 인문-행정 5B 중국

뇌주 雷州 인문-행정 5B 중국

수계 遂溪 인문-행정 5B 중국

악민 樂民 인문-행정 5B 중국

영안 永安 인문-행정 5B 중국

용산 龍山 자연-산지 5B 중국

석문 石門 자연-산지 5B 중국

석강 石康 인문-행정 5B 중국

유마 維摩 인문-행정 5B 중국

만년산 萬年山 자연-산지 5B 중국

광남도 廣南道 인문-행정 5B 중국

진국산 鎭國山 자연-산지 5B 중국

발니 勃泥 자연-섬 5B 보르네오 지도에는 浡자로 적혀있음

옥롱 玉弄 인문-행정 5B 중국

교릉 敎陵 인문-행정 5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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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 阿魯 인문-행정 5B 중국

홀노한충 忽魯漢忠 자연-섬 5B 중국

가지 柯枝 자연-섬 5B 중국

유유 溜由 자연-섬 5B

만자가 滿刺加 자연-섬 5B 외국

섬나 暹羅 자연-섬 5B 외국

진납 眞臘 인문-행정 5B 외국

부남 扶南 인문-행정 5B 외국

홀노사안 忽魯漢安 자연-섬 5B 외국

불마 茀蔴 자연-섬 5B 외국

가와 呵哇 자연-섬 5B 와국

점성 占城 인문-행정 5B 외국

부노 不勞 자연-산지 5B 외국

금산 金山 자연-산지 5B 외국

?아 ?雅 자연-산지 5B 외국

삼불제 三佛齊 자연-섬 5B 외국

과와 瓜哇 자연-섬 5B 외국

순강 洵康 인문-행정 5B 중국

금낭 錦囊 인문-행정 5B 중국

창화 昌化 인문-행정 5B 중국

창화 昌化 인문-행정 5B 중국 두번나옴

수란 壽蘭 인문-행정 5B 중국

악회 樂會 인문-행정 5B 중국

애 崖 인문-행정 5B 중국

릉수 陵水 인문-행정 5B 중국

회동 會同 인문-행정 5B 중국

만 萬 인문-행정 5B 중국

안정 安定 인문-행정 5B 중국

임고 臨高 인문-행정 5B 중국

전백 電白 인문-행정 5B 중국

무명 茂名 인문-행정 5B 중국

옥림 玉林 인문-군사 1C 중국

대동우 大同右 인문-군사 1C 중국

대동우 大同 인문-행정 1C 중국

무주 武州 자연-산지 1C 중국

극하 極河 자연-강 1C 중국

녕무 寧武 군사-관애 1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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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 七寶 자연-산지 1C 중국

폐호 杮狐 자연-산지 1C 중국

대? 大? 자연-산지 1C 중국

회안 懷安 인문-군사 1C 중국

선부 宣府 인문-행정 1C 중국

만전우 萬全右 인문-군사 1C 중국

흥화 興和 인문-군사 1C 중국

보안 保安 인문-행정 1C 중국

만전좌 萬全左 인문-군사 1C 중국

만전 萬全 인문-군사 1C 중국

용문 龍門 인문-군사 1C 중국

심진 深津 인문-행정 1C 중국

동? 東? 인문-행정 1C 중국

석주 析州 인문-행정 1C 중국

서산 西山 자연-산지 1C 중국

회래 懷來 인문-군사 1C 중국

분수령 分水嶺 자연-산지 1C 중국

소황하 小黃河 자연-강 1C 중국

래수 淶水 인문-행정 1C 중국

즉향 卽鄕 인문-행정 1C 중국

보안 保安 인문-군사 1C 중국

연경 延慶 인문-행정 1C 중국

영녕 永寧 인문-행정 1C 중국

순의 順義 인문-행정 1C 중국

용문 龍門 인문-군사 1C 중국 두번나옴

개평 開平 인문-군사 1C 중국

밀운 密雲 인문-군사 1C 중국

회유 懷柔 인문-행정 1C 중국

평곡 平谷 인문-행정 1C 중국

준화 遵化 인문-행정 1C 중국

삼하 三河 인문-행정 1C 중국

계 薊 인문-행정 1C 중국

개평 開平 인문-행정 1C 중국

옥전 玉田 인문-행정 1C 중국

단주 檀州 자연-산지 1C 중국

백단 白檀 자연-산지 1C 중국

영대 靈臺 자연-산지 1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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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鴉散 자연-산지 1C 중국

투수 渝水 자연-강 1C 중국

서산 西山 자연-산지 1C 중국

황화 黃花 인문-행정 1C 중국

백룡진 白龍津 교통-진도 1C 중국

란 灤 인문-행정 1C 중국

창려 昌黎 인문-행정 1C 중국

산지해 山海 인문-군사 1C 중국

영평 永平 인문-행정 1C 중국

노룡 盧龍 인문-행정 1C 중국

무녕 撫寧 인문-행정 1C 중국

갈석 碣石 자연-산지 1C 중국

산지해 山海 군사-관애-만리장성 1C 중국

무녕 武寧 군사-관애-만리장성 1C 중국

안문 雁門 군사-관애-만리장성 1C 중국

도마 倒馬 군사-관애-만리장성 1C 중국

자형 紫刑 군사-관애-만리장성 1C 중국

송림유 松林楡 군사-관애 1C 중국

무녕 撫寧 인문-군사 1C 중국

?송 ?松 자연-산지 1C 중국

오지 五脂 자연-산지 1C 중국

선비 鮮卑 자연-산지 1C 중국

천안 遷安 인문-행정 1C 중국

수건구 壽建口 군사-관애 1C 중국

오환 烏桓 자연-산지 1C 중국

용강 龍岡 자연-산지 1C 중국

희봉 喜峰 군사-관애 1C 중국

대정 大定 인문-행정 1C 중국

흥평 興平 인문-행정 1C 중국

건주 建州 인문-행정 1C 중국

육주하 六州河 자연-강 1C 중국

금주 錦州 인문-행정 1C 중국

대진 大鎭 인문-행정 1C 중국

대흥 大興 인문-행정 1C 중국

백답 白答 인문-행정 1C 중국

소원 小遠 인문-행정 1C 중국

금천 錦川 인문-행정 1C 중국



제 3장  2013 고지도 모사본 제작 사업     235

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조재 遭在 인문-행정 1C 중국

흥목 興木 인문-행정 1C 중국

신흥 新興 인문-행정 1C 중국

삼도 三道 인문-행정 1C 중국

녕원 寧遠 인문-행정 1C 중국

동개 東開 인문-행정 1C 중국

?후 ?後 인문-행정 1C 중국

의주 義州 인문-행정 1C 중국

목래산 木萊山 자연-산지 1C 중국

우중 右中 인문-행정 1C 중국

태녕 太寧 인문-군사 1C

내? 乃? 인문-행정 1C

니동지 泥同池 자연-호소 1C

가령 可令 인문-군사 1C

탑산 塔山 인문-군사 1C

수탑 水塔 인문-군사 1C

비아 肥阿 인문-군사 1C

고리 古里 인문-군사 1C

가가 嘉可 인문-군사 1C

홀입 忽入 인문-군사 1C

적속 赤速 인문-군사 1C

홀란 忽蘭 인문-군사 1C

고노 高魯 인문-군사 1C

탑한 塔罕 인문-군사 1C

소온 蘇溫 인문-군사 1C

철지 撤只 인문-군사 1C

락정 樂亭 인문-행정 1C-2C 중국

풍윤 豊潤 인문-행정 1C-2C 중국

통주 通州 인문-행정 1C-2C 중국

혼원 渾源 인문-행정 1C-2C 중국

염성 鹽城 인문-행정 2C 중국

흥화 興化 인문-행정 2C 중국

안동 安東 인문-행정 2C 중국

회안 淮安 인문-행정 2C 중국

공성 孔聖 자연-산지 2C 중국

구산 駒山 자연-산지 2C 중국

해주 海州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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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韓山 자연-산지 2C 중국

술양 沭陽 인문-행정 2C 중국

청하 淸河 인문-행정 2C 중국

도원 桃源 인문-행정 2C 중국

사주 泗州 인문-행정 2C 중국

오하 五河 인문-행정 2C 중국

제미 齊眉 자연-산지 2C 중국

홍 虹 인문-행정 2C 중국

숙천 宿遷 인문-행정 2C 중국

비 邳 인문-행정 2C 중국

수녕 睢寧 인문-행정 2C 중국

영벽 靈璧 인문-행정 2C 중국

숙 宿 인문-행정 2C 중국

서 徐 인문-행정 2C 중국

서산 徐山 자연-산지 2C 중국

소 蕭 인문-행정 2C 중국

망탕 芒碭 자연-산지 2C 중국

호 毫 인문-행정 2C 중국

태화 太和 인문-행정 2C 중국

조 曹 인문-행정 2C 중국

조 曹 인문-행정 2C 중국 두번나옴

단 單 인문-행정 2C 중국

풍 豊 인문-행정 2C 중국

패 沛 인문-행정 2C 중국

추 鄒 인문-행정 2C 중국

자항 自亢 자연-산지 2C 중국

등 滕 인문-행정 2C 중국

사수 泗水 인문-행정 2C 중국

역 嶧 인문-행정 2C 중국

역산 嶧山 자연-산지 2C 중국

우공 禹貢 인문-행정 2C 중국

가산 家山 자연-산지 2C 중국

비 費 인문-행정 2C 중국

담성 郯城 인문-행정 2C 중국

기 沂 인문-행정 2C 중국

몽음 蒙陰 인문-행정 2C 중국

난릉 蘭陵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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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 沂山 자연-산지 2C 중국

곡부 曲阜 인문-행정 2C 중국

선성 宣聖 군사-관애 2C 중국

봉황 鳳凰 자연-산지 2C 중국

신태 新泰 인문-행정 2C 중국

연주 兗州 인문-행정 2C 중국

여혼 女婚 인문-행정 2C 중국

제녕 濟寧 인문-행정 2C 중국

문상 汶上 인문-행정 2C 중국

남왕호 南旺湖 인문-행정 2C 중국

금향 金鄕 인문-행정 2C 중국

거야 鉅野 인문-행정 2C 중국

관성 觀城 인문-행정 2C 중국

복 濮 인문-행정 2C 중국

가상 嘉祥 인문-행정 2C 중국

조성 朝城 인문-행정 2C 중국

운성 鄆城 인문-행정 2C 중국

범 范 인문-행정 2C 중국

양곡 陽穀 인문-행정 2C 중국

수장 壽長 인문-행정 2C 중국

구 丘 인문-행정 2C 중국

화 華 인문-행정 2C 중국

완 完 인문-행정 2C 중국

관도 館陶 인문-행정 2C 중국

고양 高陽 인문-행정 2C 중국

당읍 堂邑 인문-행정 2C 중국

동창 東昌 인문-행정 2C 중국

위면 衛沔 인문-행정 2C 중국

임청 臨淸 인문-행정 2C 중국

무성 武城 인문-행정 2C 중국

사 思 인문-행정 2C 중국

하진 夏津 인문-행정 2C 중국

덕주 德州 인문-행정 2C 중국

박평 博平 인문-행정 2C 중국

릉 陵 인문-행정 2C 중국

평원 平原 인문-행정 2C 중국

치평 茌平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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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禹城 인문-행정 2C 중국

제하 濟河 인문-행정 2C 중국

임읍 臨邑 인문-행정 2C 중국

덕평 德平 인문-행정 2C 중국

낙양 洛陽 인문-행정 2C 중국

적하 啇河 인문-행정 2C 중국

무정 武定 인문-행정 2C 중국

낙릉 樂陵 인문-행정 2C 중국

양신 陽信 인문-행정 2C 중국

염산 鹽山 인문-행정 2C 중국

정해 靜海 인문-행정 2C 중국

천진 天津 인문-군사 2C 중국

해풍 海豊 인문-행정 2C 중국

첨화 沾化 인문-행정 2C 중국

빈주 濱州 인문-행정 2C 중국

리진 梨津 인문-행정 2C 중국

포대 蒲臺 인문-행정 2C 중국

고원 高苑 인문-행정 2C 중국

청성 靑城 인문-행정 2C 중국

제동 濟東 인문-행정 2C 중국

장청 長靑 인문-행정 2C 중국

전흥 傳興 인문-행정 2C 중국

신성 新城 인문-행정 2C 중국

장산 長山 인문-행정 2C 중국

추평 鄒平 인문-행정 2C 중국

장구 章丘 인문-행정 2C 중국

산지동 山東 2C 중국

제남부 濟南府 인문-행정 2C 중국

화주 華注 자연-산지 2C 중국

추구 鄒丘 인문-행정 2C 중국

치천 淄川 인문-행정 2C 중국

태산 泰山 자연-산지 2C 중국

안락 安樂 인문-행정 2C 중국

청주 靑州 인문-행정 2C 중국

운문 雲門 자연-산지 2C 중국

임치 臨淄 인문-행정 2C 중국

창락 昌樂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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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維 인문-행정 2C 중국

수광 壽光 인문-행정 2C 중국

영산지 靈山 자연-산지 2C 중국

임구 臨昫 인문-행정 2C 중국

창읍 昌邑 인문-행정 2C 중국

제성 諸城 인문-행정 2C 중국

부산지 浮山 인문-군사 2C 중국

안구 安丘 인문-행정 2C 중국

음산지 陰山 자연-산지 2C 중국

거 莒 인문-행정 2C 중국

랑야 琅瑘 인문-행정 2C 중국

교 膠 인문-행정 2C 중국

고밀 高密 인문-행정 2C 중국

영산 靈山 인문-행정 2C 중국

일조 日照 인문-행정 2C 중국

기수 沂水 인문-행정 2C 중국

헌원 軒轅 군사-관애 2C 중국

래주 萊州 인문-행정 2C 중국

대성 大聖 자연-산지 2C 중국

대호 大蒿 인문-군사 2C 중국

래양 萊陽 인문-행정 2C 중국

초수 招遂 인문-행정 2C 중국

오산 鰲山 인문-군사 2C 중국

즉묵 卽墨 인문-행정 2C 중국

북문 北汶 자연-산지 2C 중국

니구 尼丘 자연-산지 2C 중국

경래 涇來 자연-산지 2C 중국

영성 永城 인문-행정 2C 중국

하읍 夏邑 인문-행정 2C 중국

귀덕 歸德 인문-행정 2C 중국

상구 商丘 인문-행정 2C 중국

우성 虞城 인문-행정 2C 중국

자성 柘城 인문-행정 2C 중국

녹읍 鹿邑 인문-행정 2C 중국

침구 沈丘 인문-행정 2C 중국

녕릉 寧陵 인문-행정 2C 중국

대강 大康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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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懷遠 인문-행정 2C 중국

통허 通許 인문-행정 2C 중국

상성 商城 인문-행정 2C 중국

진 陳 인문-행정 2C 중국

서화 西華 인문-행정 2C 중국

상수 商水 인문-행정 2C 중국

상채 上蔡 인문-행정 2C 중국

언성 郾城 인문-행정 2C 중국

부구 扶沟 인문-행정 2C 중국

양성 襄城 인문-행정 2C 중국

임영 臨潁 인문-행정 2C 중국

언릉 鄢陵 인문-행정 2C 중국

위씨 尉氏 인문-행정 2C 중국

중악 中岳 인문-행정 2C 중국

겹 郏 인문-행정 2C 중국

허 許 인문-행정 2C 중국

여주 汝州 인문-행정 2C 중국

이양 伊陽 인문-행정 2C 중국

숭주 崇州 인문-행정 2C 중국

유 裕 인문-행정 2C 중국

오주 汻州 인문-행정 2C 중국

정 鄭 인문-행정 2C 중국

영양 榮陽 인문-행정 2C 중국

중모 中牟 인문-행정 2C 중국

영택 榮澤 인문-행정 2C 중국

범수 氾水 인문-행정 2C 중국

맹진 孟津 인문-행정 2C 중국

맹 孟 인문-행정 2C 중국

제원 濟原 인문-행정 2C 중국

하양 河陽 인문-행정 2C 중국

신안 新安 인문-행정 2C 중국

면지 渑池 인문-행정 2C 중국

회경 懷慶 인문-행정 2C 중국

온 溫 인문-행정 2C 중국

무척 武陟 인문-행정 2C 중국

수무 修武 인문-행정 2C 중국

획가 獲嘉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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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 源武 인문-행정 2C 중국

신향 新鄕 인문-행정 2C 중국

홍 洪 인문-행정 2C 중국

양무 陽武 인문-행정 2C 중국

연진 延津 인문-행정 2C 중국

휘 輝 인문-행정 2C 중국

조가 朝歌 인문-행정 2C 중국

탕음 湯陰 인문-행정 2C 중국

조성 胙城 인문-행정 2C 중국

봉구 封丘 인문-행정 2C 중국

난양 蘭陽 인문-행정 2C 중국

자성 子城 인문-행정 2C 중국

릉천 陵川 인문-행정 2C 중국

창덕 彰德 인문-행정 2C 중국

림 林 인문-행정 2C 중국

임택 臨澤 인문-행정 2C 중국

림 林 인문-행정 2C 중국

림 林 인문-행정 2C 중국 두번나옴

자 磁 인문-행정 2C 중국

무안 武安 인문-행정 2C 중국

척 陟 인문-행정 2C 중국

동명 東明 인문-행정 2C 중국

개봉부 開封府 인문-행정 2C 중국

우봉 又封 인문-행정 2C 중국

기 杞 인문-행정 2C 중국

진유 陳留 인문-행정 2C 중국

고성 考城 인문-행정 2C 중국

수 睢 인문-행정 2C 중국

균 鈞 인문-행정 2C 중국

오? 烏? 군사-관애 2C 중국

망해 望海 군사-관애-만리장성 2C 중국

락 樂 인문-행정 2C 중국

흥주 興州 인문-군사 2C 중국

이성 利城 인문-군사 2C 중국

보지 寶坻 인문-행정 2C 중국

향하 香河 인문-행정 2C 중국

무청 武淸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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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郭 인문-행정 2C 중국

보정 保定 인문-행정 2C 중국

영청 永淸 인문-행정 2C 중국

동안 東安 인문-행정 2C 중국

방산 房山 인문-행정 2C 중국

패주 覇州 인문-행정 2C 중국

탁주 涿州 인문-행정 2C 중국

정흥 定興 인문-행정 2C 중국

역수 易水 인문-행정 2C 중국

수현 首顯 인문-행정 2C 중국

문안 文安 인문-행정 2C 중국

대성 大城 인문-행정 2C 중국

청현 靑顯 인문-행정 2C 중국

헌주 獻州 인문-행정 2C 중국

신안 新安 인문-행정 2C 중국

안 安 인문-행정 2C 중국

고성 固城 인문-행정 2C 중국

고양 高陽 인문-행정 2C 중국

용성 容城 인문-행정 2C 중국

안숙 安肅 인문-행정 2C 중국

탁 涿 인문-행정 2C 중국

웅 雄 인문-행정 2C 중국

려 蠡 인문-행정 2C 중국

보정 保定 인문-행정 2C 중국 두번나옴

박야 博野 인문-행정 2C 중국

만성 滿城 인문-행정 2C 중국

완주 完州 인문-행정 2C 중국

광창 廣昌 인문-행정 2C 중국

광영 廣靈 인문-행정 2C 중국

영구 靈丘 인문-행정 2C 중국

당주 唐州 인문-행정 2C 중국

신성 新城 인문-행정 2C 중국

경도 慶都 인문-행정 2C 중국

무? 無? 인문-행정 2C 중국

신락 新樂 인문-행정 2C 중국

진정 眞定 인문-행정 2C 중국

북악 北岳 군사-관애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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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양 曲陽 인문-행정 2C 중국

영수 靈壽 인문-행정 2C 중국

하간 河間 인문-행정 2C 중국

요양 饒陽 인문-행정 2C 중국

무강 武强 인문-행정 2C 중국

심주 深州 인문-행정 2C 중국

진주 晋州 인문-행정 2C 중국

회택 恢澤 인문-행정 2C 중국

부평 阜平 인문-행정 2C 중국

호성 蒿城 인문-행정 2C 중국

안평 安平 인문-행정 2C 중국

염고 鹽古 인문-행정 2C 중국

흥락 興洛 인문-행정 2C 중국

하심(?)도 河心(?)道 인문-행정 2C 중국

남문 南文 인문-행정 2C 중국

창주 滄州 인문-행정 2C 중국

동광 東光 인문-행정 2C 중국

경운 慶云 인문-행정 2C 중국

녕진 寧津 인문-행정 2C 중국

오교 吳橋 인문-행정 2C 중국

경주 景州 인문-행정 2C 중국

형수 衡水 인문-행정 2C 중국

부성 阜城 인문-행정 2C 중국

숙읍 肅邑 인문-행정 2C 중국

고성 故城 인문-행정 2C 중국

조강 棗强 인문-행정 2C 중국

청하 淸河 인문-행정 2C 중국

남궁 南宮 인문-행정 2C 중국

무품 武品 인문-행정 2C 중국

기 冀 인문-행정 2C 중국

위수 衛水 인문-행정 2C 중국

위주 威州 인문-행정 2C 중국

곡주 曲周 인문-행정 2C 중국

거록 鉅鹿 인문-행정 2C 중국

광평 廣平 인문-행정 2C 중국

광평 廣平 인문-행정 2C 중국 두번나옴

감단 邯鄲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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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 維澤 인문-행정 2C 중국 維자 추정

비향 肥鄕 인문-행정 2C 중국

위 魏 인문-행정 2C 중국

대명 大名 인문-행정 2C 중국

남락 南樂 인문-행정 2C 중국

대명 大名 인문-행정 2C 중국 두번나옴

청풍 淸風 인문-행정 2C 중국

내황 內黃 인문-행정 2C 중국

준 濬 인문-행정 2C 중국

활 滑 인문-행정 2C 중국

개주 開州 인문-행정 2C 중국

장원 長垣 인문-행정 2C 중국

육평 陸平 인문-행정 2C 중국

백향 栢鄕 인문-행정 2C 중국

고품 高品 인문-행정 2C 중국

란성 欒城 인문-행정 2C 중국

조주 趙州 인문-행정 2C 중국

원씨 元氏 인문-행정 2C 중국

찬황 贊皇 인문-행정 2C 중국

당산 唐山 인문-행정 2C 중국

임성 臨城 인문-행정 2C 중국

내구 內丘 인문-행정 2C 중국

임 任 인문-행정 2C 중국

광시 廣示 인문-행정 2C 중국

평향 平鄕 인문-행정 2C 중국

남하 南菏 인문-행정 2C 중국

사하 沙河 인문-행정 2C 중국

순덕 順德 인문-행정 2C 중국

번치 繁峙 인문-행정 2C 중국

안문 雁門 인문-행정 2C 중국

대주 代州 인문-행정 2C 중국

흔 忻 인문-행정 2C 중국

삭주 朔州 인문-행정 2C 중국

정양 定襄 인문-행정 2C 중국

오대 五臺 인문-행정 2C 중국

산지문 山門 군사-관애 2C 중국

오대 五臺 인문-행정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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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일 沙河溢 자연-강 2C 중국

락평 樂平 인문-행정 2C 중국

평정 平定 인문-행정 2C 중국

맹 孟 인문-행정 2C 중국

태원부 太原府 인문-행정 2C 중국

청원 淸源 인문-행정 2C 중국

교성 交城 인문-행정 2C 중국

수양 壽陽 인문-행정 2C 중국

유차 楡次 인문-행정 2C 중국

고당 古唐 인문-행정 2C 중국

선옹 仙翁 자연-산지 2C 중국

료 遼 인문-행정 2C 중국

화순 和順 인문-행정 2C 중국

유사 楡社 인문-행정 2C 중국

무향 武鄕 인문-행정 2C 중국

대곡 大谷 인문-행정 2C 중국

서구 徐溝 인문-행정 2C 중국

기 祁 인문-행정 2C 중국

곽주 霍州 인문-행정 2C 중국

제수 濟水 자연-산지 2C 중국

심주 沁州 인문-행정 2C 중국

둔유 屯留 인문-행정 2C 중국

양원 襄垣 인문-행정 2C 중국

로성 潞城 인문-행정 2C 중국

려성 黎城 인문-행정 2C 중국

호관 壺關 인문-행정 2C 중국

로안 潞安 인문-행정 2C 중국

고평 高平 인문-행정 2C 중국

장자 長子 인문-행정 2C 중국

장평 長平 인문-행정 2C 중국

양성 陽城 인문-행정 2C 중국

심수 沁水 인문-행정 2C 중국

부산 浮山 인문-행정 2C 중국

악양 岳陽 인문-행정 2C 중국

임분 臨汾 인문-행정 2C 중국

곽산 霍山 자연-산지 2C 중국

석? 石? 자연-산지 2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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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행 太行 자연-산지 2C 중국

?산 ?山 자연-산지 2C 중국

항성 項城 인문-행정 2C-3C 중국

무양 舞陽 인문-행정 2C-3C 중국

여고 如皐 인문-행정 2C-3C-
2D-3D

중국

용양 龍陽 인문-행정 3B-3C 중국

상덕 常德 인문-행정 3B-3C 중국

례주 澧州 인문-행정 3B-3C 중국

백학 白鶴 자연-산지 3C 중국

남악 南岳 군사-관애 3C 중국

형산 衡山 인문-행정 3C 중국

형산 衡山 자연-산지 3C 중국

안화 安化 인문-행정 3C 중국

원강 沅江 인문-행정 3C 중국

녕향 寧鄕 인문-행정 3C 중국

상향 湘鄕 인문-행정 3C 중국

상담 湘潭 인문-행정 3C 중국

설산 雪山 자연-산지 3C 중국

상음 湘陰 인문-행정 3C 중국

류양 瀏陽 인문-행정 3C 중국

비파 琵琶 자연-산지 3C 중국

사공 司空 자연-산지 3C 중국 司자 추정

명월 明月 자연-산지 3C 중국

강안 江安 자연-산지 3C 중국

?양 ?陽 인문-행정 3C 중국

?릉 ?陵 인문-행정 3C 중국

화? 華? 자연-산지 3C 중국

장사 長沙 인문-행정 3C 중국

사공 司空 자연-산지 3C 중국 司자 추정

명월 明月 자연-산지 3C 중국

강안 江安 자연-산지 3C 중국

?양 ?陽 인문-행정 3C 중국

?릉 ?陵 인문-행정 3C 중국

화? 華? 자연-산지 3C 중국

장사 長沙 인문-행정 3C 중국

부구 浮丘 자연-산지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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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 浮君 자연-산지 3C 중국

안향 安鄕 인문-행정 3C 중국

망천 望天 자연-산지 3C 중국

석수 石首 인문-행정 3C 중국

군산 群山 인문-행정 3C 중국

상강 湘江 인문-행정 3C 중국

평뉴 平沑 인문-행정 3C 중국

화용 華容 인문-행정 3C 중국

예릉 醴陵 인문-행정 3C 중국

옥녀 玉女 자연-산지 3C 중국

숭양 崇陽 인문-행정 3C 중국

포절 蒲折 인문-행정 3C 중국

가어 嘉魚 인문-행정 3C 중국

임상 臨湘 인문-행정 3C 중국

악주 岳州 인문-행정 3C 중국

공안 公安 인문-행정 3C 중국

염리 鹽利 인문-행정 3C 중국

지강 枝江 인문-행정 3C 중국

형주 刑州 인문-행정 3C 중국

승천 承天 인문-행정 3C 중국

양림 陽林 자연-산지 3C 중국

면양 沔陽 인문-행정 3C 중국

?의 ?義 인문-행정 3C 중국

경릉 景陵 인문-행정 3C 중국

안육 安陸 인문-행정 3C 중국

한양 漢陽 인문-행정 3C 중국

운몽 雲夢 인문-행정 3C 중국

덕안 德安 인문-행정 3C 중국

수 隨 인문-행정 3C 중국

조양 棗陽 인문-행정 3C 중국

대홍 大洪 자연-산지 3C 중국

장산 張山 자연-산지 3C 중국

응산 應山 인문-행정 3C 중국

효감 孝感 인문-행정 3C 중국

마성 麻城 인문-행정 3C 중국

부광 浮光 인문-행정 3C 중국

나산 羅山 인문-행정 3C 중국



3권  대체본 제작248

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황 黃 인문-행정 3C 중국

황강 黃崗 인문-행정 3C 중국

단수 鄲水 인문-행정 3C 중국 지도에 鄲자의 부수변이 
斤으로 되어있음

황해 黃海 인문-행정 3C 중국

단 鄲 인문-행정 3C 중국 지도에 鄲자의 부수변이 
斤으로 되어있음

광제 廣濟 인문-행정 3C 중국

황파 黃波 인문-행정 3C 중국

무창부 武昌府 인문-행정 3C 중국

무창 武昌 인문-행정 3C 중국

흥국 興國 인문-행정 3C 중국

대치 大治 인문-행정 3C 중국

통산 通山 인문-행정 3C 중국

통주 通州 인문-행정 3C 중국

함녕 咸寧 인문-행정 3C 중국

황학 黃鶴 자연-산지 3C 중국

신산 神山 자연-산지 3C 중국

무창 武昌 자연-산지 3C 중국

무공 武功 자연-산지 3C 중국

고봉 高峰 자연-산지 3C 중국

태평 太平 자연-산지 3C 중국

수선 手仙 자연-산지 3C 중국

고호 高湖 자연-산지 3C 중국

평향 萍鄕 인문-행정 3C 중국

원주 袁州 인문-행정 3C 중국

길안 吉安 인문-행정 3C 중국

전거 嵮居 자연-산지 3C 중국

협강 峽江 인문-행정 3C 중국

반룡 蟠龍 자연-산지 3C 중국

임강 臨江 인문-행정 3C 중국

구봉 九峯 자연-산지 3C 중국

신유 新喩 인문-행정 3C 중국

종산 鐘山 자연-산지 3C 중국

구봉 九峯 자연-산지 3C 중국

분의 分宜 인문-행정 3C 중국

황벽 黃蘗 자연-산지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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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 新昌 인문-행정 3C 중국

공고 工高 인문-행정 3C 중국

백장 百丈 자연-산지 3C 중국

정안 靖安 인문-행정 3C 중국

서주 瑞州 인문-행정 3C 중국

태신 泰新 인문-행정 3C 중국

안의 安義 인문-행정 3C 중국

덕안 德安 인문-행정 3C 중국

서창 瑞昌 인문-행정 3C 중국

구강 九江 인문-행정 3C 중국

강주 江州 인문-행정 3C 중국

남강 南康 인문-행정 3C 중국

건창 建昌 인문-행정 3C 중국

운산 雲山 자연-산지 3C 중국

팽택 彭澤 인문-행정 3C 중국

호구 湖口 인문-행정 3C 중국

화산 華山 자연-산지 3C 중국

원진 元進 자연-산지 3C 중국

도창 都昌 인문-행정 3C 중국

량지 梁芝 자연-산지 3C 중국

부량 浮梁 인문-행정 3C 중국

요주 饒州 인문-행정 3C 중국

락평 樂平 인문-행정 3C 중국

여간 餘干 인문-행정 3C 중국

장고 張古 자연-산지 3C 중국

안인 安仁 인문-행정 3C 중국

진인 眞人 인문-행정 3C 중국

귀계 貴溪 인문-행정 3C 중국

요양 要陽 인문-행정 3C 중국

덕흥 德興 인문-행정 3C 중국

흥안 興安 인문-행정 3C 중국

광신 廣信 인문-행정 3C 중국

옥산 玉山 인문-행정 3C 중국

영풍 永豊 인문-행정 3C 중국

연산 鉛山 인문-행정 3C 중국

사곡 思谷 인문-행정 3C 중국

옥전 玉田 자연-산지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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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仁靈 자연-산지 3C 중국

운림 雲林 자연-산지 3C 중국

진현 進賢 인문-행정 3C 중국

동향 東鄕 인문-행정 3C 중국

금계 金溪 인문-행정 3C 중국

무주 撫州 인문-행정 3C 중국

건창 建昌 인문-행정 3C 중국

의황 宜黃 인문-행정 3C 중국

남풍 南豊 인문-행정 3C 중국

광창 廣昌 인문-행정 3C 중국

갈산 葛山 자연-산지 3C 중국

노계 盧溪 인문-행정 3C 중국

?산 ?山 자연-산지 3C 중국

락안 樂安 인문-행정 3C 중국

신감 新淦 인문-행정 3C 중국

길수 吉水 인문-행정 3C 중국

선녀 仙女 자연-산지 3C 중국

매령 梅嶺 자연-산지 3C 중국

망부 望夫 자연-산지 3C 중국

분수 分水 군사-관애 3C 중국

숭안 崇安 인문-행정 3C 중국

광택 光澤 인문-행정 3C 중국

건양 建陽 인문-행정 3C 중국

포성 浦城 인문-행정 3C 중국

송양 松陽 자연-산지 3C 중국

봉성 鳳星 자연-산지 3C 중국

용천 龍泉 인문-행정 3C 중국

석장 石丈 자연-산지 3C 중국

경원 慶元 인문-행정 3C 중국

?운 ?雲 자연-산지 3C 중국

대? 大? 자연-산지 3C 중국

경녕 景寧 인문-행정 3C 중국

복금 福金 자연-산지 3C 중국

청전 靑田 인문-행정 3C 중국

처주 處州 인문-행정 3C 중국

운화 雲和 인문-행정 3C 중국

수창 遂昌 인문-행정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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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화 雲和 인문-행정 3C 중국 두번나옴

진운 縉雲 인문-행정 3C 중국

선도 仙都 인문-행정 3C 중국

선로 仙露 군사-관애 3C 중국

강산 江山 인문-행정 3C 중국

구주 衢州 인문-행정 3C 중국

상산 常山 인문-행정 3C 중국

석영 石英 자연-산지 3C 중국

수안 遂安 인문-행정 3C 중국

문탑 文塔 자연-산지 3C 중국

사영 四靈 자연-산지 3C 중국

수창 壽昌 인문-행정 3C 중국

용성 龍成 인문-행정 3C 중국

양계 楊溪 인문-행정 3C 중국

무의 武義 인문-행정 3C 중국

영강 永康 인문-행정 3C 중국

무릉 武陵 인문-행정 3C 중국

소봉래 小蓬萊 자연-산지 3C 중국

대태 大台 자연-산지 3C 중국

동양 東陽 인문-행정 3C 중국

의오 義烏 인문-행정 3C 중국

엄주 嚴州 인문-행정 3C 중국

란계 蘭溪 인문-행정 3C 중국

운횡 雲橫 자연-산지 3C 중국

포강 浦江 인문-행정 3C 중국

만세 萬歲 자연-산지 3C 중국

순안 淳安 인문-행정 3C 중국

동천 東泉 자연-산지 3C 중국

창화 昌化 인문-행정 3C 중국

분수 汾水 인문-행정 3C 중국

자맹 紫孟 자연-산지 3C 중국

금화 金華 인문-행정 3C 중국

동려 桐廬 인문-행정 3C 중국

유춘 留春 자연-산지 3C 중국 留자 추정

경운 慶雲 자연-산지 3C 중국

신성 新城 인문-행정 3C 중국

부평 富平 인문-행정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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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 消山 인문-행정 3C 중국

제기 諸暨 인문-행정 3C 중국

선화 仙華 자연-산지 3C 중국

소흥 紹興 인문-행정 3C 중국

어잠 於潛 인문-행정 3C 중국

대조 大條 자연-산지 3C 중국

오산 吴山 자연-산지 3C 중국

무강 武康 인문-행정 3C 중국

천자 天自 자연-산지 3C 중국

임안 臨安 인문-행정 3C 중국

항주부 杭州府 인문-행정 3C 중국

?광 ?桄 인문-행정 3C 중국

효풍 孝豊 인문-행정 3C 중국

안길 安吉 인문-행정 3C 중국

장흥 長興 인문-행정 3C 중국

서색 西塞 자연-산지 3C 중국

호주 湖州 인문-행정 3C 중국

박안 敀安 인문-행정 3C 중국

포산 包山 자연-산지 3C 중국

숭덕 崇德 인문-행정 3C 중국

덕제 德濟 인문-행정 3C 중국

옥대 玉臺 자연-산지 3C 중국

무수 婺水 인문-행정 3C 중국

검 黔 인문-행정 3C 중국

휴녕 休寧 인문-행정 3C 중국

휘주 徽州 인문-행정 3C 중국

적계 績溪 인문-행정 3C 중국

녕국 寧國 인문-행정 3C 중국

백악 白岳 자연-산지 3C 중국

신문 新門 인문-행정 3C 중국

건덕 建德 인문-행정 3C 중국

동류 東流 인문-행정 3C 중국

지주 池州 인문-행정 3C 중국

구화 九華 자연-산지 3C 중국

태평 太平 인문-행정 3C 중국

청양 靑陽 인문-행정 3C 중국

건녕 建寧 인문-행정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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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 旌德 인문-행정 3C 중국

녕국 寧國 인문-행정 3C 중국 두번나옴

석구 石球 인문-행정 3C 중국

남릉 南陵 인문-행정 3C 중국

잠주 潛州 인문-행정 3C 중국

번창 繁昌 인문-행정 3C 중국

동릉 銅陵 인문-행정 3C 중국

행산 杏山 자연-산지 3C 중국

고정 高渟 인문-행정 3C 중국

건평 建平 인문-행정 3C 중국

광덕 廣德 인문-행정 3C 중국

오봉 五峯 자연-산지 3C 중국

무호 蕪湖 인문-행정 3C 중국

태평 太平 인문-행정 3C 중국 두번 나옴

율양 栗陽 인문-행정 3C 중국

은산 銀山 자연-산지 3C 중국

표수 漂水 인문-행정 3C 중국

백용 白容 인문-행정 3C 중국

의흥 宜興 인문-행정 3C 중국

금단 金壇 인문-행정 3C 중국

진강 鎭江 인문-행정 3C 중국

단양 丹陽 인문-행정 3C 중국

강음 江陰 인문-행정 3C 중국

상주 常州 인문-행정 3C 중국

연릉 延陵 인문-행정 3C 중국

무석 無錫 인문-행정 3C 중국

정강 靖江 인문-행정 3C 중국

소주 蘇州 인문-행정 3C 중국

상열 常熱 인문-행정 3C 중국

응천부 應天府 인문-행정 3C 중국

통천 通川 인문-행정 3C 중국

태주 泰州 인문-행정 3C 중국

의진 儀眞 인문-행정 3C 중국

양주 楊州 인문-행정 3C 중국

고우 高郵 인문-행정 3C 중국

임회 臨淮 인문-행정 3C 중국

간태 肝胎 인문-행정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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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大長 인문-행정 3C 중국

백용 白容 인문-행정 3C 중국

육합 六合 인문-행정 3C 중국

?안 ?安 인문-행정 3C 중국

저주 滁州 인문-행정 3C 중국

금초 金椒 인문-행정 3C 중국

강포 江浦 인문-행정 3C 중국

화 和 인문-행정 3C 중국

사산 舍山 인문-행정 3C 중국

비웅 飛熊 인문-군사 3C 중국

소 巢 인문-행정 3C 중국

육단 六丹 자연-산지 3C 중국

백? 白? 군사-관애 3C 중국

정원 政遠 인문-행정 3C 중국

여주 廬州 인문-행정 3C 중국

회원 懷遠 인문-행정 3C 중국

용혈 龍穴 자연-산지 3C 중국

육촉 六蜀 자연-산지 3C 중국

량 兩 군사-관애 3C 중국

영무 英武 인문-군사 3C 중국

수주 壽州 인문-행정 3C 중국

근정 根定 인문-행정 3C 중국 根자 추정

몽성 蒙城 인문-행정 3C 중국

영상 潁上 인문-행정 3C 중국

영주 潁州 인문-행정 3C 중국

?선 ?仙 자연-산지 3C 중국

금강 金剛 자연-산지 3C 중국

맹주 孟州 인문-행정 3C 중국

서성 舒城 인문-행정 3C 중국

영산 靈山 인문-행정 3C 중국

영산 英山 인문-행정 3C 중국

숙송 宿松 인문-행정 3C 중국

잠산 潛山 인문-행정 3C 중국

태호 太湖 인문-행정 3C 중국

구산 九山 자연-산지 3C 중국

흡수 洽水 군사-관애 3C 중국

동성 桐城 인문-행정 3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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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 廬江 인문-행정 3C 중국

무위 無爲 인문-행정 3C 중국

안경 安慶 인문-행정 3C 중국

회녕 懷寧 인문-행정 3C 중국

망강 望江 인문-행정 3C 중국

진평 鎭平 인문-행정 3C 중국

등주 鄧州 인문-행정 3C 중국

양주 穰州 인문-행정 3C 중국

신야 新野 인문-행정 3C 중국

남양 南陽 인문-행정 3C 중국

당 唐 인문-행정 3C 중국

필양 泌陽 인문-행정 3C 중국

동백 桐栢 자연-산지 3C 중국

동백 桐栢 인문-행정 3C 중국

진양 眞陽 인문-행정 3C 중국

신양 信陽 인문-행정 3C 중국

동산 銅山 자연-산지 3C 중국

번아 蹯牙 자연-산지 3C 중국

단산 丹山 자연-산지 3C 중국

수평 遂平 인문-행정 3C 중국

서평 西平 인문-행정 3C 중국

신채 新蔡 인문-행정 3C 중국

탕산 碭山 인문-행정 3C 중국

여녕 汝寧 인문-행정 3C 중국

식 息 인문-행정 3C 중국

상성 商城 인문-행정 3C 중국

광주 光州 인문-행정 3C 중국

광산 光山 인문-행정 3C 중국

고시 固始 인문-행정 3C 중국

형양 衡陽 인문-행정 3C-4C 중국

안인 安仁 인문-행정 3C-4C 중국

다릉 茶陵 인문-행정 3C-4C 중국

영신 永新 인문-행정 3C-4C 중국

무산 武山 자연-산지 3C-4C 중국

태화 泰和 인문-행정 3C-4C 중국

영풍 永豊 인문-행정 3C-4C 중국

태녕 泰寧 인문-행정 3C-4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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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녕 建寧 인문-행정 3C-4C 중국

소무 邵武 인문-행정 3C-4C 중국

소무 邵武 인문-행정 3C-4C 중국 두번나옴

신전 神電 인문-행정 4C 중국

광해 廣海 인문-행정 4C 중국

양 陽 인문-행정 4C 중국

신회 新會 인문-행정 4C 중국

쌍도 雙島 인문-군사 4C 중국

해랑 海朗 인문-행정 4C 중국

부구 浮丘 자연-산지 4C 중국

고명 高明 인문-행정 4C 중국

신흥 新興 인문-행정 4C 중국

용문 龍門 인문-행정 4C 중국

순덕 順德 인문-행정 4C 중국

덕경 德慶 인문-행정 4C 중국

조경 肇慶 인문-행정 4C 중국

고협 高峽 자연-산지 4C 중국

사회 四會 인문-행정 4C 중국

삼수 三水 인문-행정 4C 중국

삼수 三水 인문-행정 4C 중국 두번나옴

광주부 廣州府 인문-행정 4C 중국

증성 增城 인문-행정 4C 중국

광동성 廣東省 인문-행정 4C 중국

박나 博羅 인문-행정 4C 중국

동완 東莞 인문-행정 4C 중국

석고 石鼓 자연-산지 4C 중국

보산 寶山 자연-산지 4C 중국

평해 平海 인문-행정 4C 중국

혜주 惠州 인문-행정 4C 중국

하원 河源 인문-행정 4C 중국

나부 羅浮 자연-산지 4C 중국

은평 恩平 인문-행정 4C 중국

난가 爛柯 자연-산지 4C 중국

청원 淸遠 인문-행정 4C 중국

영덕 英德 인문-행정 4C 중국

송재 松梓 자연-산지 4C 중국

대설 大雪 자연-산지 4C 중국



제 3장  2013 고지도 모사본 제작 사업     257

한글 한자 속성 위치 소속 비고

용주 龍州 인문-행정 4C 중국

신회 新會 인문-행정 4C 중국 두번나옴

연주 連州 인문-행정 4C 중국

연현 連縣 인문-행정 4C 중국

쌍봉 雙峯 자연-산지 4C 중국

순산 順山 자연-산지 4C 중국

종유 鐘乳 자연-산지 4C 중국

유원 乳源 인문-행정 4C 중국

소주 韶州 인문-행정 4C 중국

양산 陽山 인문-행정 4C 중국

옹원 翁源 인문-행정 4C 중국

시흥 始興 인문-행정 4C 중국

인화 仁化 인문-행정 4C 중국

석산 石山 자연-산지 4C 중국

영암 靈岩 자연-산지 4C 중국

락창 樂昌 인문-행정 4C 중국

남웅 南雄 인문-행정 4C 중국

장녕 長寧 인문-행정 4C 중국

곽산 霍山 자연-산지 4C 중국

흥녕 興寧 인문-행정 4C 중국

신광 神光 자연-산지 4C 중국

장락 長樂 인문-행정 4C 중국

영안 永安 인문-행정 4C 중국

해풍 海豊 인문-행정 4C 중국

명산 明山 자연-산지 4C 중국

정향 程鄕 인문-행정 4C 중국

요평 饒平 인문-행정 4C 중국

첩승 捷勝 인문-군사 4C 중국

갈석 碣石 인문-군사 4C 중국

갑자 甲子 인문-군사 4C 중국

해문 海門 인문-행정 4C 중국

조양 潮陽 인문-군사 4C 중국

갈양 擖陽 인문-행정 4C 중국

혜래 惠來 인문-행정 4C 중국

봉주 蓬州 인문-행정 4C 중국

대성 大城 인문-행정 4C 중국

평원 平遠 인문-행정 4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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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 潮州 인문-행정 4C 중국

대포 大浦 인문-행정 4C 중국

녕양 寧洋 인문-행정 4C 중국

현종 玄鐘 인문-행정 4C 중국

대성 大城 인문-행정 4C 중국

화평 和平 인문-행정 4C 중국

장녕 長寧 인문-행정 4C 중국

정남 定南 인문-행정 4C 중국

대경 大庚 인문-행정 4C 중국

오동 梧桐 자연-산지 4C 중국

진해 鎭海 인문-행정 4C 중국

동산 銅山 인문-행정 4C 중국

영녕 永寧 인문-행정 4C 중국

복전 福全 인문-행정 4C 중국

금문 金門 인문-행정 4C 중국

중좌 中左 인문-행정 4C 중국

장주 漳州 인문-행정 4C 중국

장포 漳浦 인문-행정 4C 중국

대무 大武 자연-산지 4C 중국

남정 南靖 인문-행정 4C 중국

영정 永定 인문-행정 4C 중국

평화 平和 인문-행정 4C 중국

삼평 三平 자연-산지 4C 중국

금보 金寶 자연-산지 4C 중국

오산 五山 자연-산지 4C 중국

고포 高浦 인문-행정 4C 중국

동안 同安 인문-행정 4C 중국

천주 泉州 인문-행정 4C 중국

남안 南安 인문-행정 4C 중국

영춘 永春 인문-행정 4C 중국

안계 安溪 인문-행정 4C 중국

조안 詔安 인문-행정 4C 중국

장평 漳平 인문-행정 4C 중국

장태 長泰 인문-행정 4C 중국

용암 龍岩 인문-행정 4C 중국

연성 連城 인문-행정 4C 중국

상항 上杭 인문-행정 4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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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梁山 자연-산지 4C 중국

무평 武平 인문-행정 4C 중국

정주 汀州 인문-행정 4C 중국

녕화 寧化 인문-행정 4C 중국

청류 淸流 인문-행정 4C 중국

박화 敀化 인문-행정 4C 중국

영안 永安 인문-행정 4C 중국

대전 大田 인문-행정 4C 중국

사주 沙州 인문-행정 4C 중국

장락 長樂 인문-행정 4C 중국

용계 龍溪 인문-행정 4C 중국

고전 古田 인문-행정 4C 중국

민청 閩淸 인문-행정 4C 중국

장태 長泰 인문-행정 4C 중국

연평 延平 인문-행정 4C 중국

순창 順昌 인문-행정 4C 중국

건녕 建寧 인문-행정 4C 중국

정화 政和 인문-행정 4C 중국

동반 同盤 자연-산지 4C 중국

동궁 洞宮 자연-산지 4C 중국

수녕 壽寧 인문-행정 4C 중국

나원 羅源 인문-행정 4C 중국

복안 福安 인문-행정 4C 중국

연산 連山 인문-행정 4C 중국

복주부 福州府 인문-행정 4C 중국

복청 福靑 인문-행정 4C 중국

선유 仙遊 인문-행정 4C 중국

흥화 興化 인문-행정 4C 중국

금과 金科 자연-산지 4C 중국

혜안 惠安 인문-행정 4C 중국

복건도 福建道 인문-행정 4C 중국

영복 永福 인문-행정 4C 중국

동봉 董峯 인문-행정 4C 중국

장태 長泰 인문-행정 4C 중국 두번나옴

덕화 德化 인문-행정 4C 중국

대운 帶雲 자연-산지 4C 중국

구선 九仙 자연-산지 4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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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 大鵬 자연-산지 4C 중국

구일 九日 자연-산지 4C 중국

녕도 寧都 인문-행정 4C 중국

석성 石城 인문-행정 4C 중국

서금 瑞金 인문-행정 4C 중국

회창 會昌 인문-행정 4C 중국

석성 石城 인문-행정 4C 중국

안원 安遠 인문-행정 4C 중국

용남 龍南 인문-행정 4C 중국

신풍 信豊 인문-행정 4C 중국

우군 雩郡 인문-행정 4C 중국

태평 太平 자연-산지 4C 중국

절강서성 浙江西省 인문-행정 4C 중국

상락 上洛 자연-산지 4C 중국

흥국 興國 인문-행정 4C 중국

나사 羅笥 자연-산지 4C 중국

용두 龍頭 자연-산지 4C 중국

용천 龍泉 인문-행정 4C 중국

양령 羊嶺 자연-산지 4C 중국

금규 金圭 자연-산지 4C 중국

혈수 頁水 자연-산지 4C 중국

공주 贛州 인문-행정 4C 중국

공 贛 인문-행정 4C 중국 지도엔贑으로표시됨

용봉 龍鳳 자연-산지 4C 중국

남안 南安 인문-행정 4C 중국

상유 上猶 인문-행정 4C 중국

남강 南康 인문-행정 4C 중국

만안 萬安 인문-행정 4C 중국

광안 廣安 인문-군사 4C 중국

계양 桂陽 인문-행정 4C 중국

목산 木山 자연-산지 4C 중국

부용 芙蓉 자연-산지 4C 중국

영녕 永寧 인문-행정 4C 중국 두번나옴

용의 龍宜 인문-행정 4C 중국

영흥 永興 인문-행정 4C 중국

임무 臨武 인문-행정 4C 중국

용도 龍度 자연-산지 4C 중국 度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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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藍山 인문-행정 4C 중국

의장 宜章 인문-행정 4C 중국

침 郴 인문-행정 4C 중국

계양 桂陽 인문-행정 4C 중국 다른 행정단위임

천문 天門 자연-산지 4C 중국

수 受 군사-관애 4C 중국

금전 錦田 인문-군사 4C 중국

녕원 寧遠 인문-군사 4C 중국

강화 江華 인문-행정 4C 중국

영주 永州 인문-행정 4C 중국

구? 九? 자연-산지 4C 중국

?봉 ?峯 자연-산지 4C 중국

호광성 湖廣省 인문-행정 4C 중국

마고 馬皐 자연-산지 4C 중국

상녕 常寧 인문-행정 4C 중국

래양 來陽 인문-행정 4C 중국

회? 回? 자연-산지 4C 중국

형주 衡州 인문-행정 4C 중국

운모 雲母 자연-산지 4C 중국

화락 化樂 자연-산지 4C 중국

웅이 熊耳 자연-산지 4C 중국

계동 桂東 인문-행정 4C 중국

염제 炎帝 인문-행정 4C 중국

흥녕 興寧 인문-행정 4C 중국

양강 楊江 인문-행정 4C-5C 중국

쌍어 雙魚 인문-행정 5C 중국

해랑 海郞 인문-행정 5C 중국

마팔아 馬八兒 자연-섬 5C 외국

소인국 小人國 자연-섬 5C 외국

대인국 大人國 자연-섬 5C 외국

려송 呂宋 자연-섬 5C 외국

장백산 長白山 자연-산지 1D 중국

수녕 水寧 인문-군사 1D 중국

범란 凡蘭 인문-군사 1D 중국

고진 古眞 인문-군사 1D 중국

등화 滕和 인문-군사 1D 중국

백운 白雲 자연-산지 1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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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답 罕答 인문-군사 1D 중국

복여 福餘 인문-군사 1D 중국

회골 回鶻 인문-행정 1D 중국

주자하 珠子河 자연-강 1D 중국

삼익하 三益河 자연-강 1D 중국

진 鎭 인문-행정 1D 중국

진안 鎭安 인문-행정 1D 중국

?정 ?靜 인문-행정 1D 중국

?원 ?遠 인문-행정 1D 중국

진녕 鎭寧 인문-행정 1D 중국

진무 鎭武 인문-행정 1D 중국

청원 靑原 인문-행정 1D 중국

서녕 西寧 인문-행정 1D 중국

서흥 西興 인문-행정 1D 중국

광녕 廣寧 인문-행정 1D 중국

대릉하 大凌河 인문-행정 1D 중국

동등 東滕 인문-행정 1D 중국

해주 海州 인문-행정 1D 중국

요동 遼東 인문-행정 1D 중국

무정 武靖 인문-행정 1D 중국

심양 瀋陽 인문-행정 1D 중국

무안 撫安 인문-행정 1D 중국

혼하 渾河 인문-행정 1D 중국

무순? 撫順? 인문-행정 1D 중국

?가 ?家 인문-행정 1D 중국

류하 柳河 인문-행정 1D 중국

?집 ?集 인문-행정 1D 중국

정자 丁字 인문-행정 1D 중국

백답 白答 인문-행정 1D 중국

위녕 威寧 인문-행정 1D 중국

동? 東? 인문-행정 1D 중국

마? 馬? 인문-행정 1D 중국

오십채 五十寨 인문-군사 1D 중국

복주 復州 인문-행정 1D 중국

웅주 熊州 인문-행정 1D 중국

개주 盖州 인문-행정 1D 중국

패나 孛羅 인문-행정 1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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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하 五星河 자연-강 1D 중국

초자하 初子河 자연-강 1D 중국

운양 雲陽 자연-산지 1D 중국

신녀 新女 자연-산지 1D 중국

진? 鎭? 인문-행정 1D 중국

망해고 望海高 인문-행정 2D 중국

흑해 黑海 인문-행정 2D 중국

패란 孛蘭 인문-행정 2D 중국

화상 和尙 인문-행정 2D 중국

왕관 王官 인문-행정 2D 중국

류관 劉官 인문-행정 2D 중국

여순구 旅順口 인문-행정 2D 중국

황골? 黃骨? 인문-행정 2D 중국

진동임 鎭東臨 인문-행정 2D 중국

봉황산 鳳凰山 자연-산지 2D 중국

파사 婆娑 인문-행정 2D 중국

건주위 建州衛 인문-행정 2D 중국

두 頭 인문-행정 2D 중국

등주 登州 인문-행정 2D 중국

전횡 田橫 자연-산지 2D 중국

우산 羽山 자연-산지 2D 중국

황 黃 인문-행정 2D 중국

서하 栖霞 인문-행정 2D 중국

?산 ?山 인문-군사 2D 중국

복산 福山 인문-행정 2D 중국

녕해 寧海 인문-행정 2D 중국

문등 文登 인문-행정 2D 중국

위해 威海 인문-군사 2D 중국

문등 汶登 자연-산지 2D 중국

성산 成山 인문-군사 2D 중국

녕진 寧津 인문-군사 2D 중국

정해 精海 인문-군사 2D 중국

우문 右門 자연-산지 2D 중국

내산 萊山 자연-산지 2D 중국

곤륜 崑崙 자연-산지 2D 중국

해문 海門 인문-행정 3D 중국

대강구 大江口 인문-행정 3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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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 太倉 인문-행정 3D 중국

숭명 崇明 인문-행정 3D 중국

곤산 崑山 인문-행정 3D 중국

오산 吳山 인문-행정 3D 중국

사천 思天 자연-산지 3D 중국

가정 嘉定 인문-행정 3D 중국

가흥부 嘉興府 인문-행정 3D 중국

가선 嘉善 인문-행정 3D 중국

송강 松江 인문-행정 3D 중국

상해 上海 인문-행정 3D 중국

청행 靑行 인문-군사 3D 중국

보산지 寶山 자연-산지 3D 중국

봉황 鳳皇 자연-산지 3D 중국

금산지 金山 인문-군사 3D 중국

금포 金浦 인문-군사 3D 중국

해림 海臨 인문-행정 3D 중국

태주 泰住 자연-산지 3D 중국

평해 平海 인문-행정 3D 중국

발포 發浦 자연-포구 3D 중국

여수 餘睡 인문-행정 3D 중국

회계 懷溪 인문-행정 3D 중국

용산 龍山 인문-군사 3D 중국

용산 龍山 인문-군사 3D 중국 두번나옴

정해 定海 인문-행정 3D 중국

관해 觀海 인문-군사 3D 중국

상우 上虞 인문-행정 3D 중국

녕파 寧波 인문-행정 3D 중국

섬 剡 인문-행정 3D 중국

회? 會? 자연-산지 3D 중국

천태 天台 인문-행정 3D 중국

신창 新昌 인문-행정 3D 중국

선거 仙居 인문-행정 3D 중국

태주 台州 인문-행정 3D 중국

옥주 沃州 자연-산지 3D 중국

전창 錢倉 인문-군사 3D 중국 倉자 추정

봉화 奉化 인문-행정 3D 중국

포 蒲 인문-군사 3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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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後 인문-군사 3D 중국

서사계 西射溪 인문-군사 3D 중국

전 前 인문-군사 3D 중국

설저 枻渚 인문-군사 3D 중국

신하 新河 인문-군사 3D 중국

해문 海門 인문-군사 3D 중국

녕해 寧海 인문-군사 3D 중국

상산 象山 인문-행정 3D 중국

송문 松門 인문-군사 3D 중국

액항 扼抗 인문-군사 3D 중국

황암 黃岩 인문-행정 3D 중국

선평 宣平 인문-행정 3D 중국

반고 盤古 인문-군사 3D 중국

태원 泰源 인문-행정 3D 중국

락청 樂淸 인문-행정 3D 중국

포기 蒲歧 인문-군사 3D 중국

위암 爲岩 자연-산지 3D 중국

옥증 玉甑 자연-산지 3D 중국

여인국 女人國 자연-섬 4D 외국

온주 溫州 인문-행정 3D-4D 중국

서안 瑞安 인문-행정 3D-4D 중국

사고 沙固 인문-군사 4D 중국 沙자 추정

포명 浦明 인문-군사 4D 중국

평음 平陰 인문-행정 4D 중국

금향 金鄕 인문-군사 4D 중국

장사 壯士 인문-군사 4D 중국

녕덕 寧德 인문-행정 4D 중국

복녕 福寧 인문-행정 4D 중국

향로 香爐 자연-산지 4D 중국

대금 大金 인문-군사 4D 중국

정해 定海 인문-군사 4D 중국

장락 長樂 인문-행정 4D 중국

진동 鎭東 인문-군사 4D 중국

흥화 興化 인문-군사 4D 중국

평해 平海 인문-군사 4D 중국

소유구 小琉球 자연-섬 4D 외국

남만 南蠻 자연-섬 5D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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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국 加羅國 자연-섬 5D 외국

경도 京都 인문-행정 2D 조선

가평 加平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강화 江華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개성부 開城府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고양 高陽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과천 果川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광주 廣州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교동 喬桐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교하 交河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김포 金浦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남양 南陽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마전 麻田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부평 富平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삭녕 朔寧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수원 水原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금천 衿川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안산 安山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안성 安城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양근 楊根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양성 陽城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양주 楊州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양지 陽智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양천 陽川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여주 驪州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연천 漣川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영평 永平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용인 龍仁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음죽 陰竹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이천 利川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인천 仁川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장단 長湍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적성 積城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죽산 竹山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지평 砥平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진위 振威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통진 通津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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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坡州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평택 平澤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포천 抱川 인문-행정 2D 조선-경기

영춘 永春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제천 堤川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충주 忠州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청풍 淸風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단양 丹陽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보은 報恩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괴산 槐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연풍 延豊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음성 陰城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직산 稷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아산 牙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당진 唐津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면천 沔川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신창 新昌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문의 文義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공주 公州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연기 燕岐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전의 全義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정산 定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진천 鎭川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목천 木川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온양 溫陽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천안 天安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청주 淸州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대흥 大興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예산 禮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태안 泰安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덕산 德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보령 保寧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회인 懷仁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회덕 懷德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해미 海美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홍주 洪州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황간 黃澗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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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산 鴻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서산 瑞山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결성 結城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청양 靑陽 인문-행정 2D 조선-충청

영동 永同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청산 靑山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석성 石城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진잠 鎭岑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옥천 沃川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노성 尼山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연산 連山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부여 扶餘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은진 恩津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비인 庇仁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한산 韓山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임천 林川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서천 舒川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남포 藍浦 인문-행정 3D 조선-충청

영해 寧海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예천 醴泉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영천 榮川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순흥 順興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안동 安東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청송 靑松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진보 眞寶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봉화 奉化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예안 禮安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풍기 豊基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문경 聞慶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용궁 龍宮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청하 淸河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영덕 迎德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영일 迎日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장기 長鬐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경주 慶州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인동 仁同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의흥 義興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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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녕 新寧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군위 軍威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함창 咸昌 인문-행정 2D 조선-경상

흥해 興海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현풍 玄風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합천 陝川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함안 咸安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함양 咸陽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김산 金山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개령 開寧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상주 尙州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선산 善山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하양 河陽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영천 永川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대구 大丘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창녕 昌寧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경산 慶山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청도 淸道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고령 高靈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거창 居昌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안의 安義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성주 星州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지례 智禮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초계 草溪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울산 蔚山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기장 機張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양산 梁山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언양 彦陽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동래 東萊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칠원 漆原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영산 靈山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창원 昌原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밀양 密陽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김해 金海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삼가 三嘉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의령 宜寧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산지 山陰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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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晉州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단성 丹城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웅천 熊川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고성 固城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진해 鎭海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하동 河東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사천 泗川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남해 南海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곤양 昆陽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거제 巨濟 인문-행정 3D 조선-경상

무주 茂朱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진산 珍山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금산 錦山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고산 高山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용안 龍安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여산 礪山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용담 龍潭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익산 益山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임피 臨陂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옥구 沃溝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전주 全州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장수 長水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진안 鎭安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임실 任實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태인 泰仁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금구 金溝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김제 金堤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부안 扶安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만경 萬頃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정읍 井邑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남원 南原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운봉 雲峰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창평 昌平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곡성 谷城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순창 淳昌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담양 潭陽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옥과 玉果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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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求禮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장성 長城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영광 靈光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광주 光州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고창 高敞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무장 茂長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순천 順天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보성 寶城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광양 光陽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낙안 樂安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동복 同福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무안 務安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영암 靈岩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함열 咸悅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흥덕 興德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함평 咸平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화순 和順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흥양 興陽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해남 海南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남평 南平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장흥 長興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나주 羅州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강진 康津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능주 綾州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진도 珍島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대정 大靜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제주 濟州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정의 旌義 인문-행정 3D 조선-전라

한라산 漢拏山 자연-산지 3D 조선-전라

고성 高城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통천 通川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금성 金城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평강 平康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철원 鉄原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안협 安峽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김화 金化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간성 杆城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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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襄陽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흡곡 歙谷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홍천 洪川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횡성 橫城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인제 麟蹄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낭천 狼川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양구 楊口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평창 平昌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강릉 江陵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삼척 三陟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울진 蔚珍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평해 平海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정선 旌善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원주 原州 인문-행정 2D 조선-강원

금강 金剛 자연-산지 2D 조선-강원

개성부 開城府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곡산 谷山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수안 遂安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장연 長連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평산 平山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토산 兎山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신계 新溪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황주 黃州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해주 海州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서흥 瑞興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안악 安岳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신천 信川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재령 載寧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은율 殷栗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송화 松禾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문화 文化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봉산 鳳山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풍천 豊川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장연 長淵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연안 延安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강음 江陰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우봉 牛峰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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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康翎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옹진 瓮津 인문-행정 2D 조선-황해

맹산 孟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가산 嘉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영유 永柔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용천 龍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구성 龜城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평양 平壤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순안 順安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양덕 陽德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상원 祥原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삭주 朔州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삼화 三和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영원 寧遠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중화 中和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위원 渭原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강동 江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이산 理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창성 昌城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희천 熙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은산 殷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강계 江界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자산 慈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운산 雲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함종 咸從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삼등 三登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곽산 郭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증산 甑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철산 鐵山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덕천 德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정주 定州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벽동 碧潼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태천 泰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개천 价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숙천 肅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안주 安州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용강 龍岡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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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成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선천 宣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박천 博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순천 順川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영변 寧邊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강서 江西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의주 義州 인문-행정 2D 조선-평안

온성 穩城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이원 利原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문천 文川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경성 鏡城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갑산 甲山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홍원 洪原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삼수 三水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부령 富寧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북청 北靑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길주 吉州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정평 定平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경원 慶源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종성 鍾城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고원 高原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단천 端川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명천 明川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덕원 德源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함흥 咸興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경흥 慶興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영흥 永興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회령 會寧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안변 安邊 인문-행정 2D 조선-함경

대마도 對馬島 자연-도서 3D 외국

울릉도 鬱陵島 자연-도서 2D 조선-강원

우산도 于山島 자연-도서 2D 조선-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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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부분 추정 1 

덧칠, 수정한 부분 수정, 유실, 덧칠한 부분

연접 부분 추정 2 연접 부분 추정 3

3. 모사본 제작의 방법 및 특성

자문회의를 거쳐 모사본의 비단은, 기술적으로 한 폭은 한계가 있어 불가능하므로 원본과 같이 4폭

을 연결하며, 결봉은 의류학과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박락 및 소실 된 부분이 많은 유물이므

로 박락 및 흑화 부분 복원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다. 회의 결과 재료나 기법은 원형 복원을 중심

으로, 지명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명 이외의 그림부분의 복원은 관련 

고지도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흑화된 부분은 적외선 재촬영을 통해 최대

한 알아내도록 하였다.

- 원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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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사본 제작 과정

1) 안료 및 바탕 분석

(1) 유물의 과학적 분석

<화동고지도>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크게 안료 분석, 적외선 촬영, 현미경 촬영을 실시하였다. 장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품의 앞면만을 조사하였다. 안료 분석을 하고 현미경으로 촬영한 부분을 

유물의 사진에 붉은 점으로 표시한 XRF, 현미경 지도를 제작하였다.

안료 분석은 XRF(X-ray Fluorescence)를 이용하였다. XRF를 사용한 안료 분석 방법은 비파괴분석

으로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이를 조사하고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

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하였으며, 휴대용 X-ray 

Fluorescence Analyser α-2000(Innov X Systems, USA)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촬영은 IS-PRO 카메라

(BRESCIANI, Italy)를 이용하였다. 적외석 촬영은 회화의 밑그림 및 먹선 관찰을 하는 데 유용하다. 현미

경 조사는 휴대형 영상현미경(EGVM-452M)을 이용하였다. 현미경 조사를 통해 비단의 구조와 안료의 

채색 상태 및 입자의 크기, 채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안료의 종류와 사용은 위와 같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는 모사본 제작을 할 때 유물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안료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① 현미경 분석

<화동고지도> 현미경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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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현미경 사진 번호 위치 현미경 사진

1 파랑 지명 20 파도

2 흰색 지명 21 아래 흰 덧부분

3 그림 박락 22 소인도

4 붉은 길 23 섬

5
연백 석록
추정

24 육지 바탕

6 집 붉은 벽면 25 바다 바탕

7 집 지붕 석청 26 육지 바다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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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현미경 사진 번호 위치 현미경 사진

8 주황 지명 27
바다 진한
변색 부분

9 노랑 지명 28 변색된 산

10 녹색 산 29 흰 색칠 위에 빨강

11 흰 바탕 글씨 30 파도 위 흰부분

12
한반도

붉은 글씨 31
파도 위 흰부분
경계(먹선)

13
독도

추정 부분 32
파도 위 흰 부분 
먹선 경계

14 하늘색 부분 배채1 33 분홍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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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현미경 사진 번호 위치 현미경 사진

15 하늘색 부분 배채2 34 붉은 길

16 8무창부진 노랑 35 빨강 지명

17 연지 36 흰 바탕 글씨

18 건물 글씨 37 변색 지명

19 섬 밑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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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XRF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As Ca Cu Fe Hg K Pb S Ti Zn

1 Background <LOD 18538 62 489 <LOD 6396 104 <LOD 571 231

2 청색 6419 10177 24115 1353 624 6205 33222 252 <LOD <LOD

3 백색 3393 12913 180 1646 404 4737 13662 74 746 253

4 녹색 254 17091 7921 1584 <LOD 5858 855 17 862 160

5 적색 1833 12731 99 983 4137 2169 7543 109 539 236

XRF 분석위치

② XRF 분석 

- 담당업체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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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As Ca Cu Fe Hg K Pb S Ti Zn

6 황색 5334 7276 211 590 494 3055 24297 148 <LOD 282

7 연청색 11491 5492 46672 1557 776 3073 60227 490 <LOD <LOD

8 청색 5207 10309 15433 1643 561 3892 26063 147 485 167

9 적색 637 13982 1272 1260 <LOD 2222 2511 29 <LOD 274

10 백색 4876 8195 213 666 439 2167 19221 182 <LOD 233

11 황색 161 20379 257 775 <LOD 1827 486 11 <LOD 216

12 녹색 358 20120 28356 1091 <LOD 5179 1164 21 <LOD <LOD

13 주황 5988 8658 180 507 750 3453 23582 198 <LOD 242

14 흑색 14445 9363 334 658 7425 1770 78560 328 464 316

15 적색 4331 6340 172 442 53607 2742 15687 194 724 341

16 연두색 12040 5337 30432 762 553 4999 61986 376 <LOD <LOD

17 짙은황색 20086 4167 912 942 10817 3753 98829 398 <LOD 300

18 분홍색 7906 6682 400 687 890 3945 34967 231 256 243

19 백색 5622 8079 172 592 629 3917 21335 232 <LOD 209

20 바다(바닥면) <LOD 19861 79 1086 <LOD 1812 69 <LOD <LOD 269

21 육지(바닥면) 61 18285 62 1581 <LOD 2923 225 11 288 232

가. 청색, 연청색

- 주요 검출성분 : Cu, Pb

- 추정 안료 : 검출된 원소로 보아 군청[2CuCO3·Cu(OH)2]과 연백[2PbCO3·Pb(OH)2] 의 사용 추정. 

나. 백색

- 주요 검출성분 : Pb

- 추정 안료 : 연백[2PbCO3·Pb(OH)2]을 사용 한 것으로 판단됨

다. 녹색

- 주요 검출성분 : Cu, Pb

- 추정 안료 : 녹청[CuCO3·Cu(OH)2]을 주성분으로 하고, 분석위치 16번 연두색은 녹청과 연백의 사

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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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색

- 주요 검출성분 : Hg, Pb

- 추정 안료 : 분석위치 5번, 15번은 진사(HgS)와 연백/ 분석위치 9번, 18번은 연단(Pb3O4)이나 염료/ 

분석위치 13번은 연백에 미량의 진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

마. 황색

- 추정안료 : Pb

- 채색방법 : 대부분의 색상은 유기염료로 채색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위치 17번의 경우 Pb의 검출로 

보아 연백과 유기염료의 사용도 추정됨

바. 흑색

- 추정안료 : 탄소산화물 (먹)

- 채색방법 : 연백 바탕위에 먹을 이용한 채색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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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위치 1 촬영위치 2

적외선 촬영 위치

가. 적외선 이미지

③ 적외선 촬영

- 담당업체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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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위치 6 촬영위치 7

촬영위치 3

촬영위치 4 촬영위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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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위치 12

촬영위치 8 촬영위치 9

촬영위치 10 촬영위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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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외선 분석결과

- 화견이 박락되어 남아있는 종이 부분에서는 먹선이 확인 되지 않음

-   흑화 된 부분에 문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영상현미경 등 고배율 관찰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촬영위치 5, 9번은 흰 바탕 아래에 밑그림이 확인되며, 해당 부분이 화견과는 상이한 비단 위에서 행

해진 것인지, 또는 화견 위에 색을 올리고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2) 유물 촬영 및 출력

- 담당업체 : 비첸비앤아이

유물 촬영은 비첸비앤아이에서 담당하였으며, 분할 촬영하여 디지털 합성한 후 출력하였다. 1차 출력 

후 유물과 출력본을 비교하여 색조와 밝기를 조정한 후 2차 출력하였다. 2차 보정 후 3차 출력하여, 그 

출력본을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화동고지도> 유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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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별로 아교포수 한 비단 조직의 현미경 촬영

다양한 비단의 종류와 조직의 현미경 촬영

3) 비단준비

(1) 비단 조사

다양한 비단 조사를 통해 유물과 가장 유사한 바탕 비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아교포수 실험

유물의 조직과 유사한 비단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조직의 유사성뿐만 아니

라 아교포수를 하고 먹을 칠해 나타나는 표현 기법도 실험하여 유물과 가장 가까운 비단

과 아교포수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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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사본 제작 과정 

(1) <화동고지도>의 모사본 제작 과정

① 비단 염색 과정

화동고지도는 전체 화폭 크기가 가로 2m 정도, 네 부분(한 폭당 약 65cm)으로 나뉘어 있다. 유물의 

바탕 비단들을 실로 연결한 것을 의류학과 연구자와 협력하여 확인한 바, 폭 수를 줄일 경우 연결선의 위

치가 달라지므로, 유물 상태 그대로 모사본 비단을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본과 같이 

4폭의 비단을 오리나무 열매를 원료로 염색한 후 의류학과의 도움을 받아 이었다.

농도별로 아교포수 후, 먹 실험을 한 비단 조직의 현미경 촬영

3-1. 염색원료 준비 4. 측량

8. 비단잇기과정①

5. 증류수를 이용 비단의 
풀기 제거

6. 염색시작 7. 증류수에 세정

1. 증류장치 이용 2. 염색용 기구 준비 3. 염색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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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교포수 과정

그동안 사용했던 기존의 아교는 <사진 1>과 같이 밝은 황색에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는 제품으로, 그 

효과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어 이를 주로 사용해왔다. 또한 이 아교에 대한 농도 실험도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4~5%의 양에 3~4회 도포가 가장 적절한 농도임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험결과에서 얻

② 비단 종류 및 색상 선정 후 샘플 제작

비단과 아교포수의 농도에 따른 각각의 재질을 파악하고 원본과 비교하여 색상샘플을 제작하였다.

1. 적외선촬영본과 비교

3. 비단종류 및 색감선정 3-1. 비단종류 및 색감선정 3-2.비단종류 및 색감선정

2. 비단연결부위 샘플제작

8-1. 비단잇기과정② 8-2. 비단잇기과정③ 9. 완성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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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농도는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비단이나 종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포수의 횟수나 농도를 재조정해

야 할 필요도 있어 제작자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43 과거에는 

2%44 이내로 그 비율이 최근의 본 센터에서 도출한 실험결과와 상이한 부분을 보여주어 농도에 대한 새

로운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황 아래 최근 생산된 <사진 2>와 같은 안료를 발견하게 되어 농도에 대한 재 실험을 하게 되

었다. <사진 2>의 아교는 보기와 같이 짙은 갈색으로 그 농도 또한 기존의 아교와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실험결과 <사진 2>의 아교는 2%로도 아교포수가 가능했으며, 옛 문헌에 기록된 농도와도 차이

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아교의 선택에 제작사별로 각기 다른 질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다면, 이 또한 비단이나 종이의 종류나 성질을 파악하는 것 이상 중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이처럼 아교의 

선택 역시 작가의 오랜 경험이 수반되어야함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동고지도>의 제작은 옛 문헌에 기록된 적정량에 근접한 <사진 2>의 아교를 사용하였

으며, 그 결과 또한 만족스런 상태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더 많은 경험과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

어야할 것이다. 이렇듯 현미경으로 분석한 아교포수와 실험 제작한 샘플 작업을 바탕으로 선정한 아교의 

농도에 따라 앞서 제작한 비단을 쟁틀에 고정하여 아교포수하였다.

④ 화동고지도 먹 선 뜨기

촬영한 실사 출력본을 이용해 먹선을 떴다. 원본과 같은 선의 호흡 유지에 그 핵심을 두었다.

43 신학, 『東洋畵에서의 阿膠 硏究』,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44 옛 기록에는 농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만, 포수의 횟수에 대한 기록은 없어 이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정립이 필요하다.

1. 연결해 놓은 비단 

모사본 상초 과정 원본

2. 쟁틀에 비단고정 3-1. 아교포수① 3-2. 아교포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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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동고지도 1차 채색(배채)

1차 연백이 들어가는 부분을 채색하였다. 연백의 농도를 낮춰 여러 번 겹쳐 칠하였다.

⑥ 화동고지도 2차 채색

1차 연백이 채색 이후에 각 부분의 채색을 진행하였다. 안료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원본과 

흡사한 색상을 찾았다.

⑦ 화동고지도 유실 부분

원본의 유실과 흑화, 박락된 부분이 많아 그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지명복원은 연구를 바탕으

로 이루어졌다. 유실된 지형 중 백두대간은 그 흔적이 남아 연결 가능하므로 훼손되어 있더라도 산맥은 

그렸다. 지형(백두대간, 대마도)과 하천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평

야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실된 다른 지형인 위쪽 사막부분은 다른 지도와 비교해 볼 때, 

배채 과정 

채색과정 준비 채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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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진 것이 확실하나, 화동고지도의 경우 훼손이 심해 대부분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지는 않아도 서로 

비교하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측 흰바탕의 글 내용(서해부기)은 적외선촬영

에서 찾은 최초의 정보를 모사본에 최대한 기록하고, 유물에 수정하여 기록된 내용은 별지본을 별도로 

제작 하였다.

 

45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견본채색, 16세기 중기, 178x198.5cm, 인촌기념관 소장, 『한국의 고지도』, p.15 참조.

한반도 백두대간 유실부분 원본. 
화동고지도

한반도 백두대간 유실 부분 비교 유물45 유실된 한반도 백두대간 복원

 중국 북쪽 유실부분 원본. 화동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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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부기 원문 및 수정된 별지본 

※ 서해부기는 적외선 촬영을 통해 얻은 최초의 내용을 모사본에 기록하고, 유물에 보이는 수정한 기

록은 위 사진과 같이 별도로 제작하여 첨부하였다.

46  <천하여지도>, 채색본, 1747년, 186 x 126cm, 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국의 고지도』 p.21 참조.

  중국북쪽 유실부분 비교유물46

모사본 부분

서해부기 초고 - 모사본 수정된 현재 서해부기 - 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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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본 내용(수정된 현재 서해부기)

大禹導河東過洛汭至於大伾北入于海,周定王五年河南徒砱礫, 漢文十

二年河決酸棗東南流經豊丘入長垣自東昌濮州至長秋入海, 至五季河

水南徙至山東曺縣分爲二派一入徐州合泗水一注東北合于會通河至 

豊口分爲九道名龍口 

漢文時河決酸棗(今延津縣), 

武帝時決瓠子?(今**城南二十里)又決館陶分爲屯氏河(今衛州), 元 : **→開甘? 

成時決東郡(今東昌府)分流博州(今聊城)又決平原決渤海決 : 

淸河(今棗强縣)決信都(今徐州)東北流竝靑冀之域, 宋仁 :

宗至和間河始決大名神宗熙寧間決於澶州曺林 : 

(今開州)北流斷絶河道南徒東滙於

梁山濼(今東平州西)分爲二派一入南淸河 : 

(今淮安淸河縣)入淮一合北淸河, 由濟水故道經

濟南府齊河蒲臺等地入于海

해설 : 황하의 수로가 역대에 걸쳐 어떻게 바뀌었나를 설명

우임금이 황하의 물길을 다스려 동쪽으로 洛汭를 지나 大伾에 이르고 북쪽으로 바다로 들어가게 하

였다. 주나라 정왕 5년에 황하의 물길은 남쪽 砱礫으로 이동하였다. 한나라 문제 12년에 황하의 물길은 

酸棗로 나서 東南쪽으로 흘러 豊丘를 거쳐 長垣으로 흘러들어갔는데 東昌 濮州로부터 長秋에 이르러 바

다로 들어갔다. 五季 시대에 이르러 황하의 물길은 남쪽으로 이동해 山東 曺縣에 이르러 2갈래로 갈라졌

다. 하나는 徐州로 들어가 泗水에 합류하고, 하나는 東北쪽으로 들어가 會通河에 합류하였는데, 豊口에 

이르러 9갈래로 갈라져 龍口라고 불렀다. 

한나라 문제때 황하의 물길은 酸棗로 흘렀다. 무제때에는 瓠?로 흘렀고 또 館(?)陶로 흘러 屯氏河로 

나눠졌다. 원나라 성종때 東郡으로 흘러 博州로 갈라졌고 또 平原, 渤海, 淸河, 信都로 흘렀는데 東北쪽

으로 靑冀 지역을 모두 거쳐갔다. 송나라 인종 至和년간(1054-1055)에 황하는 비로소 大名으로 흘렀다. 

신종 熙寧년간(1068-1077)에 澶州 曺林으로 흘렀는데 북쪽으로 흐르다가 끊겼다. 황하의 물줄기는 남쪽

으로 이동하다 동쪽 梁山濼으로 모였다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南淸河로 들어가 淮水로 합해졌

다. 하나는 北淸河로 합쳐져 濟水 옛길로부터 濟南府 齊河 蒲臺 등지를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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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최초기록 내용(서해부기 초고)

黃河古今道

大禹導河東過洛汭至於大伾北入于海,周定王五年河遂南徒砱礫. 漢文十二年河

決酸棗東南流經豊丘入長垣(담원)自東昌濮州至長秋入海. 至五季河水南徙至

山東曺縣分爲二派一入徐州合泗水一州東北會于會通河至豊口分爲九道名九龍口. 

漢文時河決酸棗(今延津縣). 武帝時決瓠子?(今開甘城南二十里)又決館陶分爲

屯氏河(今衛州). 元成時決東郡(今東昌府)分流博州(今聊城)又決平原決

渤海決淸河(今棗强(縣은생략))決信都(今俆(徐)州)東北流 並靑冀之域. 宋仁宗

至和間河始決大名神宗 (熙생략)寧間(or?)決於澶州曺林(今開州)北流斷絶河

道南徒東滙於梁山濼(今東平州西)分爲二派一入南淸河(今淮安淸河縣)入

淮一合北淸河 由濟水故道經濟南府濟河蒲臺等地入于海

汶水自古東北入海矣以智力導列南接

唯洄而通會通漕運而北遭白何者自元

始也南田湖*平也개**門*南

流閑諸南閘則北流故水如入意(者暑?)莫

*涼河*(右or左)則灌*寧今之古門灌(間?)淸

⑧ 유물과 비교 과정 

거의 완성된 모사본을 유물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고, 수정 보완하여 마무리한다.

   

<화동고지도>와 모사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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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본 완성

별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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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수

검수는 규장각에서 유물과 모사본을 비교하며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생들을 중심

으로 3차에 걸쳐 검수가 진행되었다. 

1차 검수는 그림 부분을 중점으로 누락, 약화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확인하였다. 

2차 검수는 1차 검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부분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예 부분의 검수도 이

루어졌다. 그림 검수에서는 유물과 비교하여 모사본에서 생략된 부분과 약화된 부분들을 찾았다. 

3차 검수에서는 2차 검수에서 찾은 부분들을 유물과 다시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서

예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검수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규장각의 검수 과정을 통해 유물과의 유사한 정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특히 3차 검수에서는 

유물을 옆에 놓고 비교하며 보완할 수 있어 모사본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회 차 일 시 검 수 내 용

1차 검수 2013.12.03 그림 부분 검수

2차 검수 2013.12.10 글씨 수정 부분 검수, 그림 부분 검수

3차 검수 2013.12.11 글씨 수정 부분 검수, 글씨 부분 재검 및 확인

 

<화동고지도도> 검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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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황 

- 담당업체 : 장황문화재연구소

완성된 모사본은 장황 과정을 거쳐 전체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장황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

로 하고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장황에 사용되는 비단의 색상 등은 원본 상

태를 존중하며 모사본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전통적인 꾸밈 방식으로 하되,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모사본의 장황작업은 원본 조사, 모사본 배접, 비단 배접, 축 달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에는 굵

게말이축에 모사본을 말아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보관상자는 부드럽고 가벼우며 휘거나 뒤틀리지 

않는 목재를 사용하며 나무결이 곱고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오동나무를 사용한다.

(1) 비단배접 - 유물에 어울리는 비단을 선택하여 한지로 배접하였다.

(2)   비단준비 및 연결 - 유물의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하여 비단을 준비한 후, 유물에 비단을 연결하였다.

(3)   귀접기, 날개 붙이기 - 유물 양쪽을 3mm정도 접어주고, 한지를 3cm 넓이로 한쪽만 올을 풀어서 

자른 후, 유물 양쪽에 붙여 주었다.

(4) 중간배접 - 유물 전체를 배접한 후, 자연건조 하였다.

(5)   총배접 - 위·아래 가위손을 붙이고 전체배접을 하였다. 자연건조 후 표면이 밖으로 향하게 건조판

에 붙이고, 다시 표면이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건조판에 부착하여 완전 건조한다. 

(6) 축달기 - 상하축과 장식, 족자끈을 달아 주었다.

1. 비단배접  2. 비단준비 및 연결 

3. 귀접이  4. 날개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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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배접

7. 건조

9. 상축달기

11. 고리달기 

6. 총배접

 8. 뒷면 문지르기

10. 하축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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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장 후 전체사진

<화동고지도> 모사본 

<화동고지도>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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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회의

모사본 제작 과정에서 모사본 제작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회

의를 개최하였다. 총 2번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자문을 얻었다. 

1차 자문회의는 분석, 회화, 한문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모사본 제작의 방향을 설

정하였다. 안료의 분석 결과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화동고지도>의 경우 유실 박락 흑화된 부분

을 어떻게 모사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유물의 글씨와 결손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2차 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회화, 감정, 장황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물과 시안을 비교하고, 모사본 제

작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또한 모사본 장황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다.

회 차 일 시 안 건

1차 자문회의 2013.06.18 모사본 제작의 방향 설정(분석/회화/한문)

2차 자문회의 2012.11.05
유물과 시안 비교 및 모사본 제작과정 자문(회화/감정/장황) 
유물과 모사본 비교, 모사본 장황의 방향과 계획(회화/장황)

1차 자문회의: 모사본 제작의 방향 설정(분석/회화/한문)

2차 자문회의 : 시안과 유물 비교 및 모사본제작과정 자문(회화/감정/장황)
                      : 유물과 모사본 비교, 모사본 장황의 방향과 계획(회화/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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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3.06.18 (화) 오후 2시

(2) 장소 : 규장각 (유물 실견)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고지도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안료분석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한문 및 서예 김윤제(서울대 규장각)

(2) 규장각 관계자 

(3)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① 책임연구원: 차동하

② 연구원: 이광수, 이승우, 정두희 

③ 보조연구원: 김초윤, 허승희 / 이호욱, 정해나 

3) 자문회의 과정

(1) 유물 실견

(2) 자문회의

(3) 자문회의 과정 기록 

(4) 자문회의 결과 확인 

4) 1차 자문회의 결과

(1) 비단 선정 및 연결 부분 방향 결정

- 이광수 : 전체 화폭 크기가 가로 2m 정도, 네 부분(한 폭당 약 65cm)으로 나뉘어 있다.

- 양보경 : 비단의 연결 부위 확인 필요. 혹시 접었을 가능성 확인.

- 이광수 : 유물의 바탕 비단들을 실로 연결한 것을 의류학과 연구자와 협력하여 확인. 

-   천주현 : 폭 수를 줄일 경우 연결선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유물 상태 그대로 모사본 비단 을 연결하

는 것이 타당.

- 이광수 : 가장 비슷한 조직의 비단을 선택하고, 표현효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방향으로 함.

- 양보경 : 제작과 보존, 양 측면을 고려하여 바탕 비단 선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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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동하 : 일본산과 중국산 등 비단 산지와 조직의 차이를 확인해야 함.

(2) 박락 및 흑화 부분 복원 방향

- 이광수 : 원형 복원에 가까운 쪽으로 제작 방향을 생각하고 있음.

-   양보경 : 원형 복원의 완전 원형 복원일지 중간 정도의 원형 복원할 지 기준 필요함.  

규장각과 모사팀과의 협의 필요함.

-   이광수 : 작년 사업의 모사본의 경우, 새로 제작한 모사본이 원형에 비해 선명한 색감 등 으로 원래 

유물과 차이가 남.

-   김윤제 : 박락 등으로 아예 안 보이는 지명의 경우, 추정은 가능하나 지명 표기는 지양해 야할 듯. 지

명도 변화가 많고, 약자 등 통칭과 달라 지명 복원은 신중해야 함.

-   양보경 : 재료나 기법은 원형 복원으로 가고, 지명은 추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표 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나을 듯. 

- 차동하 : 원형에 가까운 복원으로 가도록 하고, 고증을 최대한 하도록 함.

- 천주현 : 적외선 재촬영 결과를 이용하여 최대한 알아내도록 함.

   지명 이외 그림 부분의 복원 부분은 쉽지 않음.

(3) 비단(화견)의 바탕처리 방향

- 양보경 : 바탕을 무슨 색으로 할지와 비단의 원래 색을 살릴 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함.

-   이광수 : 그러한 문제로 바탕 비단의 유기물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함. 비파

괴 분석으로는 검출 분석 데이터가 나오지 않음.

- 양보경 : 바다는 채색을 했으나, 육지의 채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일반적인 지도의 경우 육지를 채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광수 : 모사도의 생경함을 줄이기 위해 육지 부분을 가볍게 채색할 지 여부.

- 김윤제 : 바탕 채색 처리를 하지 않고 장황시 색배접지 활용하는 방법 제시.

- 천주현 : 바탕의 색처리를 조금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4) 안료의 선택

- 천주현 : 유기 안료가 많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료 선택에 신중해야 함.

   XRF 검색 미검출이라 하더라도 유기 안료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음.

   적외선 촬영 부분 재확인 필요. 해상도가 높은 적외선 카메라 재촬영 필요.

   황색의 경우, Pb 검출되는데 황단일 가능성도 있음. 

- 이광수 : 지명은 뒷부분에 배채를 해서 뒤에 연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천주현 : 분광측색기의 데이터가 보완된다면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녹색의 경우 석녹으로 추정. 연한 녹색의 경우 연백과 석녹의 혼색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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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백, 석녹, 석청, 진사, 연단, 황단 등의 안료수는 적으나 혼색 등으로 색감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함.

(5) 지명 및 글씨 관련

- 이광수 : 지명을 위주로 하나 작업 과정에 따라 지명과 그림 순서 변경 가능.

- 양보경 : 가운데 그림 위에 다시 글씨를 쓴 부분의 처리 과정 중요. 

   16세기 이후 지도 연구 결과로 지명 부분 확인이 가능함.

   지명 부분은 가능하나 그림 부분 복원은 어려움. 

   지명도 먹선으로 쓰고, 지명 부분의 채색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힘듦.

- 이승우 : 지명의 서체는 필사체로, 일반적인 해서체로 분석됨. 

(6) 소실된 지형의 그림 부분 관련

- 양보경 : 진행해 나가면서 부분별로 시안을 제시하여 재검토.

- 이광수 : 실제 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기본적인 방향 설정 필요.

- 양보경 : 오상학 교수님의 참고 지도들을 참고하여 추후에 재결정. 

2. 2차 자문회의 

1) 2차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3.11.05 (화) 오후 2시

(2) 장소 : 규장각 (유물 실견)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고지도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장황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회화 김성희(서울대학교)

(2)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① 책임연구원: 차동하

② 공동연구원: 정두희, 이광수, 이승우 

③ 보조연구원: 허승희, 김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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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과정

(1) 자문회의

(2) 자문회의 과정 기록 

(3) 자문회의 결과 확인 

(4) 필요시 유물 실견

4) 2차 자문회의 결과

(1) 현재 진행 중인 모사본의 전체적인 진행상태 점검

-   회화부분 : 전체적 색감 및 필선의 적절성 여부. 사용된 안료상태 점검

- 서예부분 : 필체와 획의 적합성. 오탈자 점검.

* 의견내용

-   양보경: 같은 섹션 안에 있는 지명중에도 서로 다른 색이 있는데 주석이 박락되어 다르게 보이는 것

일 수도 있음. 조선 후기에는 오방색을 이용하였으나 이 지도에는 아직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지는 않

음. 하지만 팔도 지역 색상이 다른 것으로 보임. 좌측 상단에 훼손된 부분과 연결된 곳이 사막 부분

이어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남. 중국 부분은 성별로 채색 구분되어 있으므로 성별로 채색 검토할 필

요 있음.

- 김성희: 전체 염색 상태 - 오리 

   비단상태(원본과의 대조)에 따른 채색 문제 여부

   아교포수 방법 - 쟁틀에 묶어서 포수, 

   배채(지명이 들어간 도형부분 전부) 후 배접

   채색 시 묽게 여러 번 올리는 방식이 안전

   호분이 두텁게 올라간 부분 박락위험

     넓은 호분 부분은 글을 고치고 다시 칠 해 두텁게 올라간 듯하나 다른 부분은 이보다 연하게 들어

가야 할 듯함.

   원형모사이긴 하지만 너무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원본이 가진 투명도를 유지해 가면서)

     산과 초록계열 지명 부분의 색 - 밑 색 채색 후에 석채를 올리는 초록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갈변 

현상인지 다른 안료를 쓴 것인지 확인 필요. 초록계열 차등 채색해야 함. 16세기 산수화의 활달한 

준법의 느낌을 잘 살려서. 산의 준법, 수파문 등 필법을 더 활달하게.

(2) 복원된 지명의 점검

- 제주대 오상학 교수의 연구결과 확인,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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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내용

- 양보경: 지명 자료(프린트로 확인-제주대 쪽에서 보내온 자료)

천하여지도, 역사박물관 소장 조선본 천하여지도는 지명이 남아있음.

제주대 쪽 자료와 적외선 자료를 보내주시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 궁금한 부분은 

문의.

(3) 서예부분 중, 판독된 부분의 점검 및 불가능한 부분의 처리문제.

- 차후 판독 가능성에 대한 정리 및 확인.

- 판독 불가능한 부분의 처리 문제.

* 의견내용

-   이승우 : 호분 채색부분은 잘 그어지나 기본 포수된 곳은 획이 안 나가는 경향이 있음. 아교포수가 

부분적으로 더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필요. 판독 안 된 지명이나 글 부분은 비워놓는 방향으로. 

좌측 상단 부분의 글씨는 적외선 상으로 확인됨. 

(4) 지도부분 중, 유실된 부분의 처리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 

- 복원가능성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향.

* 의견

- 양보경 : 백두대간 흔적이 남아 연결 가능함. 

지명을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훼손 되어 있더라도 산맥은 그려야 함. 평야처럼 보일 수 있음. 지도

상에 일본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그려야 할 듯. 지형(백두대간, 대마도)과 하천은 시대에 따라 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려 주는 쪽으로. 백두산 또는 장백산이라고도 하는데 ‘백’ 자 없이 ‘두산’ 이라고 

써 있으므로 백두로 쓰는 것으로. 울릉도, 우산도, 대마도, 유구 등 기입 가능 함.

(5) 장황계획

- 장황의 방향 및 재료선택

- 기존의 방식과 새로 진행할 부분에 대한 점검.

* 의견내용

- 차병갑 : 기존 장황은 화동고지도의 장황형식에 맞지 않음(90년대 개장). 

다른 고지도 장황과 비교하여 다른 방식(단색으로 아이보리, 푸른톤, 민무늬, 명주등 고려)의 장황은 

어떨지. 형태는 족자, 보관함에 옻칠을 하여 습기와 온도에 강하게 대비 환고리 주문 제작에서 전통식으

로. 축머리는 흑단으로 고티 나게, 굵기 또한 원본보다 굵게(5cm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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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경: 16세기 말의 지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원형을 찾아가는 방식을 권함.

참고할 고지도가 부족하다면 회화작품이라도 참고하셔서 장황을 새롭게 제작하는 방향(밝은 단색)으

로. 좌우여백도 더 늘려야 할 듯. 고궁박물관에 이 시기 장황 형식이 있을 듯하니 확인바람.

※ 기타의견 : 모사본에 모사본이라는 표제를 명시하는 문제(모사본임을 밝히고 작가와 소속기관을 

밝히는 문제).

※ 규장각 협의 사항 

1) 규장각 : 바다아랫부분의 흰색 덧칠은 없애는 게 어떨지?

- 보존센터 : 지우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나 흔적은 남을 듯.

2) 보존센터 : 위쪽 사막부분은 다른 지도와 비교해 볼 때, 그려진 것이 확실하나, 화동고지도의 경우 

훼손이 심해 대부분 보이지 않는데, 어찌 처리 할지?

- 규장각 : 그리지는 않아도, 서로 비교하여 결과보고서에 첨부.

3) 규장각 : 우측 흰바탕의 글 내용은, 적외선촬영에서 찾은 최초의 정보를 최대한 기록한 후, 다른 여

백 공간에 후에 수정한 것을 따로 기록하면 어떨지?

-   보존센터 : 가능은 하지만, 최초본의 정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여백공간에 또 다시 내용을 

옮겨 적는다면, 원본의 이미지가 상당 왜곡될 것이 우려됨. 별지본 제작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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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사본 제작의 의의

<화동고지도>의 모사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16세기의 지도의 화풍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원형 복원

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예비조사의 문헌 조사에서는 <화동고지도>의 제작 시기, 내용, 안료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실된 부분들의 복원을 뒷받침 하였다. 과학적 분석에서는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무기안료와 유기염료로 채색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적외선 촬영을 통해 서

해상 부기의 원본을 찾아 낼 수 있었다. 회화적 분석에서는 <화동고지도>의 회화적 특징과 기법을 분석

하였다. 특히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지도들과 비교, 부분별 재구성을 통해 <화동고지도>중 특

히 한반도 백두대간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원형과는 다른 형태로 현존하는 문화재에 대해 모사를 통해 그 원형을 제시하고, 기법과 재료를 복원

한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보조연구원들과의 공동연구를 진

행하여 유물의 실견 및 조사와 비단과 안료의 실험, 기법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모사본 제작에 그

치지 않고, 전문인력 후진 양성과 교육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던 부분도 본 사업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미술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모사본 제작 사업이었기 때문에 학교와 교내의 전공별 전문가

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고,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했으며, 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사

본 제작 연구가 앞으로의 전통회화와 보존 분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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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자 제언

늘 한결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업자에 대한 배려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도 규장각의 사업에 성심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과물에 관련 미흡한 부분이 다소 생기면서 이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함에서 계약기간에 따른 시간의 제약에 의해 완전하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었습니다. 물론 규장각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최대한 배려 해주시어 일을 추진함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은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작업 기간을 저희 욕심대로 요청 드리고자 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기간 내 완성이란 제한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다소 한계점이 따를 수도 있지 않

을까하는 걱정에서, 무리한 설정임을 알지만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가의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가령 어느 작가가 전시를 위해 자신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혹 맘에 들지 않은 작품이 있다면, 몇 번을 다시 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만약 그래도 자신이 원

하는 데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지어 전시장에 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작가

의 프로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철저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사작업을 진행함에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고자 중간과정에서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해도 시간적 제약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큰 하자가 아닌 이상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면 미흡한 부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완벽에 가깝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길수도 있고, 미처 다루어보지 못한 기법으로 연

습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혹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

다. 이 모든 변수를 감안하여 혹시나 작업 중 생길 수 있는 난관에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미흡한 부분이 분명 있으리라 봅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의 경험이 큰 공부가 되었음

은 물론이거니와 차후 사업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는 작업 중간에 서로 간 의견이 잠시 교환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작가의 서명에 관한 문제입

니다. 현재는 결과 보고서상에서만, 참여 작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가 없다

면, 누구 그린 것인지 알 도리가 없으며, 모사본이라는 확고한 표식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약하자면 위

작과 차별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양회화의 전통에서는 모사할 경우, 낙관을 통해 

그 근거를 확실히 남기는 전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와서 그런 전통이 약화되고 

모호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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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작가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에 대해 간

과해서 생긴 결과라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작가의 존재감보다 단지 단순기술직으로 그 위

치가 자리매김 될 것이며, 결국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그 작업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질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사작가도 엄연히 작가로서 위치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위작과의 차별성을 인식하게 

하고, 작가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높여 종국적으로는 모사의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직은 낙관이나 표식에 대해 대안은 없지만, 앞으로 반드시 고민해야할 상황이라 봅니다.

끝으로 언제나 큰 관심과 배려해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늘 송구

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사업자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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