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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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수리복원실 운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하 규장각) 자체수리복원실은 규장각 소장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

리복원 하고자 한다. 수리복원은 서고조사와 보존처리등급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 진행하는 것

을 작업원칙으로 하며, 일반 고문헌 자료 수리복원과 열람 및 전시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고문

헌 보존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 검토, 세부 실행 계획 승인 자문 등 행정 지원

을 하고 있다. 

1. 인력 구성 및 담당 업무 

2013년 2명의 기술 인력을 충원, 총 5명의 보존처리사와 작업장 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작업장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수리복원실을 확장·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름 담당업무

김신미

1. 근대정부기록류 별치작업
2. 관외대여 대상자료 상태조사
3. 전시자료 상태조사

4. 정밀상태조사 지원
5. 기자재 관리 (고해상도 현미경)

노혜선

1. 근대정부기록류 분책작업
2. 수리복원실 물품관리
3. 수리복원자료 기록 관리

4. 서고 환경 모니터링
5. 기자재관리 (자동압착기기)

민여진

1. 수리복원·보존처리 계획 수립
2. 열람, 이미지 촬영대상 자료 응급 수리복원
3. 고문헌보존수리사업(제안서)관리

4. 일반고문헌 자료 수리복원
5. 중앙도서관 기술지원

자체 수리복원
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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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담당업무

신서연

1. 응급수리대상자료수리복원  
     (건식클리닝,이물질 제거) 
2. 기증·기탁자료 응급수리복원
3. 서고조사 (자료정리 및 통계)

4. 세스코 서고 환경 모니터링
5. 기자재 관리 (리프캐스팅, 종이재단기) 

최윤경

1. 상시보존처리 자료 응급 수리복원
2. 고문헌보존수리사업 (장황검수) 관리
3. 일반 고문헌 자료 수리복원

4. 전시자료 응급 수리복원
5. 기자재관리 (초음파가공기, pH meter)

2. 작업실 기자재 현황

2013년 구입 기기로는 보드지 재단용 종이재단기와, 비가시광역 관찰을 위한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하

였다. 이 외 붓, 보존 용지 등의 소모품을 구입하였다.

　 기기명 수량 모델명(제조사) 구입시기 용도

1 작업대 1 주문 제작 2011 배접용작업대 

2 자동압착기기 1 주문 제작 2011 자료평판화작업용

3 비디오 현미경 시스템 1 ICS-P302B(SOMETEC)　 2011 섬유 및 안료 분석

4 색차계 1 6834(BYK-GARDNER) 2011 색도측정

5 pH 측정기 1 H14221(HANNA) 2011 pH 측정

6 시약장 2 주문 제작 2011 화학약품 보관

7 풀 보관 냉장고 1 GC-052GHMP(LG) 2011 소맥전분풀 및 아교 보관

8 싱크대 3 주문 제작 2011 습식클리닝 및 각종 물 작업

9 인덕션렌지 1 KR-100TCP(Wellchi) 2011 풀 제조 및 염료 제작용

10 건조판 2 주문제작 2011 유물 건조

11 종이두께측정기 2 MDC-25SB(MITUTOYO) 2011 종이두께 측정

12 함수율측정기 1 KG-101(SANKO) 2011 함수율 측정

13 라이트 박스 4 주문 제작 2011 낱장자료 관찰

14 저울 1 AVG213C(OHAUS) 2011 약품 및 펄프량 측정

15 DSLR 카메라 1 D-100(NIKON) 2011 유물 촬영

16 보관장 2 주문 제작 2011/2012 한지 및 폴더지 보관

17 아크릴 작업대 2 주문 제작 2011/2012 수리복원 작업대

18 건조대 1 주문 제작 2012 낱장 문서 건조

19 초음파가공기 1 325DC(HONDA ELECTRONICS) 2012 폴리에스테르 필름 씰링

20 테이프제거기 1 set 주문제작 2012 테이프 제거

21 Conservation pencil 1 set 2243209(PEL) 2012 미세수분 분사기

22 Suction table 1 주문 제작 2012 suction클리닝 작업대

23 리프캐스팅기 1 N-3A(NICHIMY) 2012 리프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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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명 수량 모델명(제조사) 구입시기 용도

24 Hot spatula 1 set P805-609(PEL)　 2012 소형 인두

25 모사 작업대 1 주문 제작 2013 모사작업용 테이블

26 적외선카메라 1 650D IR(Pentax) 2013 비 가시광역 관찰

27 재단기 1 IDEAL-1110(IDEAL) 2013 종이 재단

28 라이트 시트 1 IAC-M2B-200-S 2013 낱장자료 관찰

3. 2013년 수리복원 

1) 서고조사

•       1서고 장서 상태조사 

•       청구기호 奎 13075 번부터 13600번까지 조사

•       우선수리복원 대상 선정(총 250책 선정)

2) 일반고문헌자료 수리복원 

•       긴급수리복원 대상 자료 중 東文選(奎3602 vol.4) 등 4책 211매

•       해체, 상태조사, 건식클리닝, 습식클리닝 진행 

3) 근대정부기록류 응급수리복원 (분책, 별치)

•       상태조사 및 작업 원칙 수립

•       분책 2책 17건, 별치 10건 완료

4) 응급수리

•       번호표 제거 : 469건 19,129매

•       실록 건식클리닝 : 45책 1128매

•       열람·상시 보존처리 : 164건 3,321매

•       전시자료 : 22건 35책 

5) 중앙도서관 기술지원

•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앨범 외 1건 보존처리

6) 기증도서 수리복원

•       44책 수리복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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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보존 시스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전적 등 유물은 약 25만 여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지류, 목재류, 섬유

류 등의 유기물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장유물은 오랜 세월이 경과되면 그 재질이 매우 약하고, 

곰팡이 충해 등 생물학적 손상을 입으면 원형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

저한 유해생물방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예방보존시스템을 두 가

지 방법으로 구축하여 실사하고자 하였다. 

1) 종합적 유해 생물 관리 시스템 도입과 규장각 전체 모니터링 실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건물 주변은 나무와 넓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각종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

러한 생물 중에서는 문화재 가해 해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생된 해충들은 건물 내부로 잠입하

여 규장각 소장 자료의 일차적 피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 유해 생물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예방보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실시한 IPM은 서

고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자체 실시하였으나, 인력부족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구축이 어려워 2010년부터 

해충전문 업체와 연 계약을 통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서고 및 연구

실 전체를 모니터링 하여 해충방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대한 구획화 실시 및 전산 등록

•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트랩 설치

•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쥐, 바퀴, 비래해충을 초기에 퇴치

•       자체경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한 후 사후 관리

•       매월 처리 사항에 한 종합점검 및 작업내용 보고서 제출

단, 하절기에는 비래해충 등이 외부에서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침입하므로 완전 퇴치는 불가능 하다 판

단하여 외부 동력분무를 추가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해충침입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2) 자체 훈증소독실 설치

해충이 발생되면 자료의 피해가 생기기 전에 부분적 방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장각 내부

에 훈증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시스템을 2011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열람 또는 이용된 고도서, 신규 구

입 도서, 수증 고도서, 전시 대여 후 반환 자료를 대상으로 서고 반입 전에 소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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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방법 : 고·저 감압 훈증소독, 高減壓 -90kPa 低減壓 -10kPa

•       사용약제 :   MB+EO 혼합가스(Methyl Bromide 86wt% + Ethylene Oxide 14wt%) 

EO가스제제(Ethylene Oxide 15wt% + HFC-134a 85wt%) 

질소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저산소농도 소독

•       운전방법 : 자동화 시스템

•       훈증온도 : 25 ～30℃ 표준

•       훈증시간 

훈증목적 MB+EO 혼합가스 EO가스제제

살충(殺虫, 卵)
4시간 (-90kPa) 4시간 (-90kPa)

24시간 (-10kPa) 24시간 (-10kPa)

살충(殺虫, 卵)·살미(殺黴) 24시간 (-10kPa) 24시간 (-10kPa)

•       배기시간 : 감압배기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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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리복원 결과보고

1. 서고조사

1) 개 요

•       기 간 : 2013. 3. 4. ~ 5. 21

•       대상자료 : 1서고 청구기호 奎 13075 번부터 13600번까지

2) 목 적

규장각은 25만 여점의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자료들은 열람, 전시 과정 또는 자연적 

열화로 손상되어 왔지만 손상 상태 점검 및 수리복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자체수리복

원실에서는 서고조사를 통하여 소장 자료의 상태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자료 보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손상이 심한 자료는 긴급수리대상자료로 분리하고, 자체수리복원실의 일반고문헌수리복원 대

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3) 작업원칙 및 방법 

•       조사대상은 2012년 작업에 이어서 1서고를 대상으로 하며 청구기호 奎 13075부터 시작한다.

•       주 1회, 2인 1조로 조사하도록 한다.

•       작업 결과를 작성하여 목록화 한다.  

:   오염 및 얼룩, 책끈 및 표지손상, 전체손상 여부를 표시하고 긴급수리가 필요한 자료는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4) 조사 결과



제 1장  자체 수리복원     025

•       조사 대상 자료(奎 13075 ~ 13600) 중 간단한 응급수리 및 전체적인 수리복원 요하는 자료는 총 252책 

상태 수량 비고

오염 및 얼룩 54

오염 및 얼룩과 표지손상이 동시에 나타난 자료 5책
책끈손상 2

표지손상 142

전체손상 45

기타 14
- 변철손상

- 기보존처리로 인한 손상

•       전체 손상 25책에 대해서는 우선수리복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 후 작업

2. 일반 고문헌

1) 개요

•       기간 : 2013. 4. 19 ~ 2014. 2. 28

•       대상자료 

연번 자료명 청구기호 책수 간행연도 상태등급

1 皇明通紀輯要 奎3592 vol.19 1 英祖48年(1772) C

2 皇明通紀輯要 奎3592 vol.20 1 英祖48年(1772) C

3 皇明通紀輯要 奎3592 vol.21 1 英祖48年(1772) C

4 東文選 奎3602 vol.4 1 肅宗39年(1713) C

총 4건 4책

•‘상태등급’ 판정 기준
   - A : 상태가 양호하여 특별한 보존처리 필요 없음
   - B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 필요
   - C : 비교적 열화 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처리 필요
   - D : 열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손상이 진행 중이며 시급한 보존처리 필요

• 향후 손상 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여 A∼D 등급 판정

2) 목적

자체 수리복원실에서는 장서 상태 조사를 통하여 수리복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대상 자료 4건은 침수

로 인하여 오염물이 고착되고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경화된 상태였다. 더 이상 손상이 진행되지 않

도록 하여 자료의 기대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본 작업의 목적이다. 수리복원 대상 목록은 조사를 통해 지

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작업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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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거나 글자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습식클리닝 전에 잉크테스트를 실시하고 박락 방지 작업

을 진행한다.

•       수리복원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며, 작업 시 가역성을 고려한다.

•       책끈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근거를 찾아 원형을 재현한다. 제책 시 원형과 최대한 비슷

한 재질과 색상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       청구기호 라벨은 원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한다. 새로 제작한 라벨은 표지의 글자를 

가리지 않도록 적합한 위치에 부착한다.

3) 대상 자료 상태조사 기록 카드

자체 수리복원 자료 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3592 vol.19 자료명 : 皇明通紀輯要

간행연도 : 英祖48年(1772) 형 태 : 5침 선장, 활자본(壬辰字)

규 격(cm) : 22×34×1.4
재질

표지 : 능화문(연화문), 황염 닥지

매 수 : 49매(표지, 속지 포함) 내지 : 닥지

특이사항 : 붉은 면끈 장정 상태등급 : C

요구처 : 자체수리 조사일 : 2013.9.

담당자 : 민여진 예상소요일 : 20일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물에 젖은 흔적(주름, 물얼룩)과 곰팡이가 발생되어있다.
- 물에 젖어 크게 주름이 지고 불룩해진 부분이 관찰된다.
- 표지 일부분은 지질이 약해진 상태로 굳어진 상태(경화)이다.
- 앞표지 : 물 얼룩 및 곰팡이, 일부 경화, 지질 열화, 좌측 결손부가 관찰된다.
- 뒤표지 :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으며 일부 지질이 열화된 흔적이 있다.  

다른 책에 압착된 부분을 제외하고 오염물질이 고착되어 있다.
- 내지 : 판심부 지질이 약해진 상태이며, 편철부에 이물질이 관찰된다. 

앞표지 곰팡이 및 물얼룩 뒤표지 압착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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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복원 계획

① 사진촬영 : 처리 전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② 해체 : 책실 및 지정 제거 후 낱장으로 분리한다.
③ 물성조사 및 분석 :   내지 중 일정 간격으로 샘플을 지정하여 기초 물성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평량, 밀도, 색도, 산성도 측정, 표

면 현미경 촬영 등이 포함되며 분석 내용은 완료 보고서에 기록한다. 
④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이물질 및 미세 먼지를 제거한다.
⑤ 습식클리닝 : 수리복원용 분무기를 이용, 정제수를 분사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⑥ 내지 메움 :   열화된 판심부를 메우고 보강한다. 메움 작업시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성질의 닥지를 사용하며, 소맥 전문풀과 우뭇가

사리 풀을 이용하여 접착한다.
⑦ 내지 주름 펴기 :   내지 낱장마다 수리복원용 분무기로 소량의 정제수를 분무하여 주름을 펴준 후, 화학지와 흡습지 사이에 넣고 압

착하여 건조한다.
⑧ 표지보존처리 : 건식·습식클리닝 및 열화부분 보강 및 메움작업을 실시한다.
⑨ 제책 : 원본의 끈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비슷한 색으로 염색 후 제책한다.

※ 습식클리닝 과정에서 물얼룩 및 이물질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표지 및 판심 결손부 보강을 위한 메움 작업이 필요하다.

•협의사항

- 사진 촬영 : 디지털매체화 팀과 협의를 통해 고화질 사진촬영 여부를 결정한다.
- 자문회의 : 각 수리복원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앞표지 좌측 결손

글자(먹)가 마주보는 면에 묻어남

앞표지 및 속지 결손

내지 물얼룩 및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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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리복원 자료 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3592 vol.20 자료명 : 皇明通紀輯要

간행연도 : 英祖48年(1772) 형 태 : 5침 선장, 활자본(壬辰字)

규 격(cm) : 21.9×34×1.3
재질

표지 : 능화문(연화문), 황염 닥지

매 수 : 52매(표지, 속지 포함) 내지 : 닥지

특이사항 : 붉은 면끈 장정 상태등급 : C

요구처 : 자체수리 조사일 : 2013.9.

담당자 : 최윤경 예상소요일 : 20일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물에 젖은 흔적(주름, 물얼룩)과 곰팡이가 발생되어있다.
- 물에 젖어 크게 주름이 지고 불룩해진 부분이 관찰된다.
- 앞표지 : 물 얼룩 및 곰팡이, 표면 마모, 다른 책에 압착된 흔적이 있다.
- 뒤표지 :   전체적으로 주름 및 얼룩이 있으며, 오염물질이 고착되어있다. 

일부 지질약화 및 경화되었으며 우측 결손부와 하단 큰 얼룩이 관찰된다.
- 내지 :   전체적으로 젖어서 구겨진 상태이며, 특히 후반부 주름 및 얼룩이 심하다. 

글자(먹)가 마주보는 장에 묻어난 상태이며, 내지의 지력은 비교적 양호하다.

앞표지 물얼룩 및 곰팡이

뒤표지 안쪽 오염 및 얼룩

뒤표지 오염과 얼룩

뒤표지 안쪽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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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계획

① 사진촬영 : 처리 전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② 해체 : 책실 및 지정 제거 후 낱장으로 분리한다.
③ 물성조사 및 분석 :   내지 중 일정 간격으로 샘플을 지정하여 기초 물성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평량, 밀도, 색도, 산성도 측정, 표

면 현미경 촬영 등이 포함되며 분석 내용은 완료 보고서에 기록한다. 
④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이물질 및 미세 먼지를 제거한다.
⑤ 습식클리닝 : 수리복원용 분무기를 이용, 정제수를 분사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⑥ 내지 메움 :   열화된 판심부를 메우고 보강한다. 메움 작업시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성질의 닥지를 사용하며, 소맥 전문풀과 우뭇가

사리 풀을 이용하여 접착한다.
⑦ 내지 주름 펴기 :   내지 낱장마다 수리복원용 분무기로 소량의 정제수를 분무하여 주름을 펴준 후, 화학지와 흡습지 사이에 넣고 압

착하여 건조한다.
⑧ 표지보존처리 : 건식·습식클리닝 및 열화부분 보강 및 메움작업을 실시한다.
⑨ 제책 : 원본의 끈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비슷한 색으로 염색 후 제책한다.

※ 습식클리닝 과정에서 물얼룩 및 이물질 제거 및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표지 및 판심 결손부 보강을 위한 메움 작업이 필요하다.

•협의사항

- 사진 촬영 : 디지털매체화 팀과 협의를 통해 고화질 사진촬영 여부를 결정한다.
- 자문회의 : 각 수리복원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내지 판심부 지질 약화 및 경화 내지 후반부 주름 및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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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리복원 자료 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3592 vol.21 자료명 : 皇明通紀輯要

간행연도 : 英祖48年(1772) 형 태 : 5침 선장, 활자본(壬辰字)

규 격(cm) : 21.7×34×1.1
재질

표지 : 능화문(연화문), 황염 닥지

매 수 : 42매(표지, 속지 포함) 내지 : 닥지

특이사항 : 붉은 면끈 장정 상태등급 : C

요구처 : 자체수리 조사일 : 2013.9.

담당자 : 최윤경 예상소요일 : 20일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물에 젖은 흔적(주름, 물얼룩)과 곰팡이가 발생되어있다.
- 물에 젖어 크게 주름이 지고 불룩해진 부분이 관찰된다.
- 표지 일부분은 지질이 약해진 상태로 굳어진 상태(경화)이다.
- 앞표지 : 물 얼룩 및 곰팡이, 편철부 오염과 경화가 관찰된다.
- 뒤표지 :   전체적으로 주름, 편철부 하단 얼룩 및 지질 열화된 흔적이 있다.  

다른 책에 압착된 흔적 외 부분의 오염이 심하며 이염 흔적이 보인다.
- 내지 : 편철부 얼룩 및 지질이 약해진 상태이며, 곰팡이가 발생되어있다. 

앞표지 곰팡이, 얼룩 및 이염 흔적

물에 젖어 전체적으로 불룩해진 모습

뒤표지 압착 및 이염 흔적

앞표지 안쪽 곰팡이 발생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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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복원 계획

① 사진촬영 : 처리 전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② 해체 : 책실 및 지정 제거 후 낱장으로 분리한다.
③ 물성조사 및 분석 :   내지 중 일정 간격으로 샘플을 지정하여 기초 물성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평량, 밀도, 색도, 산성도 측정, 표

면 현미경 촬영 등이 포함되며 분석 내용은 완료 보고서에 기록한다. 
④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이물질 및 미세 먼지를 제거한다.
⑤ 습식클리닝 : 수리복원용 분무기를 이용, 정제수를 분사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⑥ 내지 메움 :   열화된 판심부를 메우고 보강한다. 메움 작업시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성질의 닥지를 사용하며, 소맥 전문풀과 우뭇가

사리 풀을 이용하여 접착한다.
⑦ 내지 주름 펴기 :   내지 낱장마다 수리복원용 분무기로 소량의 정제수를 분무하여 주름을 펴준 후, 화학지와 흡습지 사이에 넣고 압

착하여 건조한다.
⑧ 표지보존처리 : 건식·습식클리닝 및 열화부분 보강 및 메움작업을 실시한다.
⑨ 제책 : 원본의 끈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비슷한 색으로 염색 후 제책한다.

※   표지의 염료가 내지까지 스며들어 이염된 상태이므로 습식클리닝 과정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통해 물얼룩 및 이물질이 대부분 제
거되어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지 및 판심부 보강을 위한 메움 작업이 필요하다.

•협의사항

- 사진 촬영 : 디지털매체화 팀과 협의를 통해 고화질 사진촬영 여부를 결정한다.
- 자문회의 : 각 수리복원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뒤표지 안쪽 이염 흔적과 얼룩 내지 글자 부분의 오염물질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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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리복원 자료 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3602 vol.4 자료명 : 東文選

간행연도 : 肅宗39年(1713) 형 태 : 5침 선장, 목판본(顯宗實錄字)

규 격(cm) : 20.5×32.3×2
재질

표지 : 능화문(연당초문), 황염 닥지

매 수 : 68매(표지, 속지 포함) 내지 : 닥지

특이사항 : 갈색 면끈 장정 상태등급 : C

요구처 : 자체수리 조사일 : 2013.9.

담당자 : 민여진 예상소요일 : 20일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물에 젖은 흔적(주름, 물얼룩)과 곰팡이가 발생되어있다.
- 표지 일부분은 지질 열화로 경화된 상태이며, 염색제가 내지까지 스며들어 있다.
- 앞표지 :   편철부 갈색 얼룩(책끈의 염색제가 번진 것으로 추정)이 관찰된다. 

물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되었으며 지질 열화로 좌측 상단이 경화되었다. 
안쪽에 묵서가 있다. 다른 문서를 배접지로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뒤표지 : 다른 책이 압착되었던 자국이 있으며 노란색 종이(다른 책의 표지 일부분으로 추정)가 붙어 있다. 일부 지질이 열화되었다. 
- 내지 : 뒤표지로부터 이염되었으며, 상단에 붉은 염료(인장으로 추정)가 번져 있다.

앞표지 편철부 곰팡이 및 오염

표지 안쪽에 묵서가 있음

뒤표지 압착 및 이염 흔적

뒤표지의 염료가 속지에 이염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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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복원 계획

① 사진촬영 : 처리 전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② 해체 : 책실 및 지정 제거 후 낱장으로 분리한다.
③ 물성조사 및 분석 :   내지 중 일정 간격으로 샘플을 지정하여 기초 물성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평량, 밀도, 색도, 산성도 측정, 표

면 현미경 촬영 등이 포함되며 분석 내용은 완료 보고서에 기록한다. 
④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이물질 및 미세 먼지를 제거한다.
⑤ 습식클리닝 : 수리복원용 분무기를 이용, 정제수를 분사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⑥ 내지 보강 :   내지의 열화된 판심부를 메우거나 보강한다. 메움 작업시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성질의 닥지를 사용하며, 소맥 전문풀

과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하여 접착한다.
⑦ 내지 주름 펴기 :   내지 낱장마다 수리복원용 분무기로 소량의 정제수를 분무하여 주름을 펴준 후, 화학지와 흡습지 사이에 넣고 압

착하여 건조한다.
⑧ 표지보존처리 : 건식·습식클리닝 및 열화부분 보강 및 메움작업을 실시한다.
⑨ 제책 : 원본의 끈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비슷한 색으로 염색 후 제책한다.

※ 습식클리닝 과정을 통해 이염된 부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내지 습식클리닝 실시가 요구된다.

•협의사항

- 사진 촬영 : 디지털매체화 팀과 협의를 통해 고화질 사진촬영 여부를 결정한다.
- 자문회의 : 각 수리복원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글자(먹)가 마주보는 면에 묻어남 뒤표지의 염료가 내지까지 이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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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 조사

•       낱장으로 해체된 내지를 조사한다. 10장 당 1장을 샘플로 지정한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cm), 두께(mm), 무게(g), 발수(개/1寸), 평량(g/m2), 밀도(g/cm3)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       클리닝 전·후 유물의 산성도와 색의 변화 비교를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한다.

•       미량의 섬유를 채취, C염색액으로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여 섬유의 종류를 확인한다. 

•       조사를 통해 섬유의 종류와 초지법, 가공여부 등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원본과 동일한 조건의 메움지

를 제작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수리복원 과정

(1) 해체

•       책끈과 종이심을 제거하고 표지와 내지를 분리한다. 

•       내지는 낱장으로 순서에 맞게 번호를 매긴다.

책끈 제거

크기 측정

낱장 해체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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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양모 평필을 사용하여 건식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털어내고 집진 장치를 이용해 흡입한다. 

한지의 특성상 표면의 잔류와 섬유질 속으로 들어가 잔류할 수 있는 클리닝 전용 고무는 사용하지 않

는다.

•       박락 위험이 있는 글자와 인장부분은 열화의 정도와 번짐의 위험정도에 따라 아교 수용액(1~3%)과 

반수액(1~2%)을 더한다.

chain-line 간격 측정

색도 측정

섬유 현미경 관찰(×160)

1寸(약 3.03cm)당 발 촉수 측정

산성도(pH) 측정

섬유 현미경 관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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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로 인한 곰팡이의 가루 입자 등은 에어브러쉬(Air Brush)와 붓, 메스나 인도印刀등을 이용하여 조

심스럽게 제거한다. 이때 섬유 깊숙이 침투된 곰팡이 얼룩은 무리하여 제거하지 않는다.

(4) 습식클리닝

•       습식클리닝 전, 물과 접촉할 경우 번짐이 예상되는 부분에 테스트를 실시한다.

•       스테인리스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 오염 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

으로 클리닝한다.

•       양모 펠트 위에 올려 건조한다. 

(5) 수리재료 준비

•       모든 재료는 분석, 관찰 결과를 토대로 자료의 보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섬유분석 결과에 따라 메움용 한지를 주문 제작한다. 색 맞춤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회의 결과에 따

라 천연염료로 염색한다.

•       제본 끈을 섬유 분석 결과에 따라 천연 염색하여 적절한 굵기로 꼬아서 사용한다.

양모 평필을 이용한 건식클리닝

여과수 분무

집진 장치

건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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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결과

(1) 물성조사

내지 10장당 1장을 샘플로 지정하여 물성 조사를 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를 측정하여 평

량과 밀도를 도출하였으며, 발촉수와 발끈 폭도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하여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고 메움용 종이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문선』은 낱장의 크기가 비교적 일정하고 무게와 두께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발끈 폭은 한 장 내

에서 0.3~0.7의 차이를 보이며, 발끈 폭은 17~18개이다. 밀도는 일정하지 않으나 일부가 높은 것으로 미루

어 도침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샘플명
가로

(cm)
세로

(cm)
두께

(mm)
무게

(g)
평량

(g/m2)

밀도

(g/cm3)

발끈폭

(cm)
발촉수

(개/1寸)

앞속지 40.7 32.2 0.08 3.56 27.2 0.34 1.6~1.9 17

1 40.8 32.2 0.08 3.61 27.5 0.34 1.8~2.3 17

11 40.8 32.2 0.09 4.31 32.8 0.36 1.8~2.3 18

21 40.8 32.2 0.09 4.39 33.4 0.37 1.6~2.2 17

31 40.8 32.1 0.12 5.48 41.8 0.35 1.7~2.3 18

41 40.8 32.1 0.09 4.02 30.7 0.34 1.7~2.4 18

51 40.8 32.1 0.09 4.93 37.6 0.42 1.7~2.4 18

61 40.8 32.1 0.13 5.24 40.0 0.31 1.8~2.3 18

뒷속지 40.5 32.1 0.09 4.12 31.7 0.35 1.6~1.9 17

(2) 클리닝 전·후의 색도 및 산성도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을 두 군데 정하여 적용하였다. 

색도 조사 결과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란색과 붉은색

의 색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일부 약산성에서 pH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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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 앞속지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도

L* : 84.44
 a* : 3.21

b* : 21.75

L* : 87.93
 a* : 2.18

b* : 18.66

pH 7.3 7.3

2

색

도

L* : 73.82
 a* : 2.02

b* : 14.27

L* : 81.39
 a* : 1.83

b* : 12.95

pH 6.5 7.4

동문선 - 1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도

L* : 85.08
 a* : 2.14

b* : 25.17

L* : 89.24
 a* : 0.54

b* : 17.79

pH 7.4 7.2

2

색

도

L* : 87.73
 a* : 1.25

b* : 17.47

L* : 90.16
 a* : 0.74

b* : 14.29

pH 7.1 7.5

동문선 - 11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도

L* : 89.06
 a* : 1.03

b* : 14.91

L* : 89.72
 a* : 0.45

b* : 14.04

pH 7.7 7.8

2

색도

L* : 89.53
 a* : 0.27

b* : 10.87

L* : 83.13
a* : 0.63
b* : 9.04

pH 7.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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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 21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도

L* : 81.97
 a* : 3.05

b* : 22.83

L* : 85.72
 a* : 1.57

b* : 16.86

pH 7.5 7.5

2

색

도

L* : 73.45
a* : 0.64
b* : 8.14

L* : 74.18
a* : 0.50
b* : 7.37

pH 7.9 7.9

동문선 - 31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차 
값

L* : 85.99
 a* : 0.43

b* : 24.75

L* : 86.37
 a* : 0.27

b* : 18.83

pH 7.3 7.3

2

색

차 
값

L* : 62.59
 a* : 7.04

b* : 18.69

L* : 65.51
 a* : 5.58

b* : 15.53

pH 6.6 7.2

동문선 - 41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차 
값

L* : 89.72
 a* : 0.67

b* : 13.94

L* : 89.08
 a* : 1.46

b* : 13.89

pH 7.6 7.5

2

색

차 
값

L* : 88.42
 a* : 1.94

b* : 25.03

L* : 84.75
a* : -1.40
b* : 32.25

pH 7.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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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 51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차 
값

L* : 80.24
 a* : 0.76

b* : 30.56

L* : 86.87
 a* : 0.69

b* : 13.02

pH 7.5 7.5

2

색

차 
값

L* : 83.66
 a* : 0.30

b* : 28.43

L* : 84.54
a* : -0.45
b* : 25.56

pH 7.3 7.4

동문선 - 61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차 
값

L* : 87.38
 a* : 5.52

b* : 13.76

L* : 89.29
 a* : 2.93

b* : 11.63

pH 7.5 7.6

2

색

차 
값

L* : 83.24
 a* : 0.56

b* : 28.15

L* : 86.45
 a* : 1.06

b* : 14.93

pH 7.2 7.4

동문선 - 뒷속지 구 분 클리닝 전 클리닝 후

1

색

차 
값

L* : 76.77
 a* : 2.23

b* : 44.83

L* : 76.79
 a* : 2.72

b* : 42.49

pH 7.0 7.3

2

색

차 
값

L* : 76.42
 a* : 5.57

b* : 21.58

L* : 79.49
 a* : 3.80

b* : 17.34

pH 6.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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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정부기록류 응급수리 

1) 개요

•       기 간 : 2013. 3. 12~12. 21

•       대상목록

연번 청구기호 자료명 건명(별치자료만 해당) 건수 매수 간행연도 구분

1 奎15295 v.1 歲入歲出豫算表
第一號 光武二年度結
錢摠地稅一覽表

1 22
光武2-6年
(1898-1902)

별치

10건
8책

400매

2 奎15295 v.2 歲入歲出豫算表
第一號 光武三年度結
錢摠地稅一覽表

1 23
光武2-6年
(1898-1902)

3 奎15295 v.3 歲入歲出豫算表
第一號 光武四年度結稅

摠額一覽表
1 24

光武2-6年
(1898-1902)

4 奎15295 v.4 歲入歲出豫算表
第一號 光武五年度結稅

摠額一覽表
1 25

光武2-6年
(1898-1902)

5 奎15725 駐日公使館日記 日電局의 電費 請求 1 236

19世紀末-
20世紀初

(高宗30年-光武9
年:1893-1905)

6 奎17133 邊界戶籍案 호적작성양식 1 46 光武6年(1902)

7 奎17174

東萊港絶影島에 俄兵艦所
需石炭庫租借地를 俄公使

가 請求에 關한 
請議書

東來港絶影島 實測圖 1 5 光武2年(1898)

8

奎17204 司畜署事目 

北署汝火島羊村居農民

張學淳의 請願書 1

19 光武4年(1900)9
北署汝火島羊村居農民

張學淳의 請願書 1

10 乙未九月汝矣島秋收記 1

11 奎16691 咸鏡南道各郡收租成冊 · 1 47 高宗35年(1898) 분책

2건2책
66매12 奎17123 楊口郡各年結戶錢區別成冊 · 1 19 高宗35年(1898)

총 12건 10책 466매

2) 목적

규장각은 고종 시기의 공문서철 원본 23,000여 책을 소장하고 있다. 첨부 문서까지 당시에 편철하였기 

때문에 원 문서보다 큰 대형자료, 혹은 양지 자료 등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문서철이 많이 있다. 그로 인

해 열람 시 대형자료 자체가 손상되거나, 같이 묶여있는 전후의 문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형자료, 양지 자료 등을 문서철에서 분리하여 별도 보관한다면 문서철은 물론 별치되는 자료 둘 다 손

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규장각은 독립된 여러 책이 한 책으로 묶인 합철본 118책을 소장하고 있다. 대체로 일제가 역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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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궁장토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집,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가 끝나면서 1910년대에 적당

한 분량을 한 책으로 묶었을 것이다. 합철본 118책은 모두 5,441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8책은 서명 색

인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5,441책 한권 한권은 서지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합철본 1책

당 평균 47책을 합철하고 있는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들을 한꺼번에 묶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이용에도 매우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한 책의 두께가 매우 두꺼워서 열람 이용 시 훼손 우려가 크

다. 합철되어 있는 책들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그로 인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 합철본 118책을 5,441책

으로 분책하고 5,441책의 서지 데이터를 작성하며 서지 DB를 구축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연구이용에 

편의를 제공 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012년 대상자료에 대한 목록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3) 분책 별치 작업 기반 사업

(1) 개 요

•       사 업 명 : 근대정부기록류 분류 및 목록화 사업

•       기 간 : 2012. 6. 21 ~ 2013. 1. 31

•       참여인력 : 정진숙(한국 근대사), 이규철(한국 조선사)

•       목 적 :   근대정부기록류 수리복원을 위한 선작업 

분책 별치 대상 자료 목록 작성

(2) 사업내용

① 근대정부기록류

규장각 청구기호 1만 5천 번대 자료는 대체로 1894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근대정

부기록류’라 한다. 근대정부기록류는 갑오개혁 이후의 공문서식의 변경에 따라 작성된 조선 정부의 공문

서이다. 근대정부기록류는 일제가 조선 정부의 공문서를(조선총독부의 편의에 따라) 묶은 것이 대부분이다. 

② 분책

근대정부기록류의 원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방법은 분책이다. 본래 책이라 함은 표지와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근대정부기록류는 이러한 여러 책이 합철 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또 이것은 

자료 작성 시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일제시기에 묶인 것으로 보인다. 원형을 찾고, 크기가 서로 다른 자료

가 묶여있음으로 인한 자료의 물리적 손상을 막기 위하여 분책작업이 필요하다. 

•       분책 내용

- 합철본 118책의 목록 작성

- 합철본 1책에 묶여있는 정확한 책 수의 파악

- 합철본 118책에 묶여있는 4,500여 책에 대해 1책 단위로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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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치

근대정부기록류의 보존을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별치이다. 근대 정부기록류는 기본적으로 행정문서철

이다. 따라서 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들 문서 중에는 다수의 문서 재질과 상이

하거나 크기가 상이하여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자료 이용에도 불편하다. 따라서 전체 문서에 비해 

크기가 커서 몇 차례 접혀져 있어 이용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훼손된 것을 따로 보관하여 보존하고 열람

을 용이하게 한다. 

- 별치자료의 특징

•       문서자료와 지도(그림)자료로 분리

•       사법품보의 경우 형명부와 성책류를 따로 언급- 형명부는 원래 사법품보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문

서였고, 성책류는 표지가 있는 문서를 말함. 사법품보의 경우 부검안이나 산송 관련 도형기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       지도는 실측도 이외에 청사진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이 청사

진류이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별치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 청사진의 대부분은 한지가 아니라 화학

지이기 때문에 책에 손상을 줄 우려가 크다. 

•       문서의 경우에는 일안, 덕안, 미안 등 외교관련 서류는 표지가 떨어져 나갔거나 원본이 국한문혼용본

과 외국어본이 뒤섞여 있다. 훼손이 상당하므로 신속히 보존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업결과

•       분책 총 5,441건, 별치 4,906건의 목록 완성

4) 작업 과정

(1) 사전 조사

① 분책 유형 분류

•       근대정부기록류 분책 자료 총 5,441번 중 1~138번 까지 목록 순으로 조사

•       각 분책 대상 표지 유·무 및 분량 확인

•       조사 결과 긴급수리 대상은 없고 보존처리 필요 대상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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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상태 비 고

표지 없음
상태조사 138 중 

1~28번

속표지 있음 

• 분량 
10장 미만

20건

• 분량 
100장 
이상 1건

한쪽 속표지만 있음

속표지 없음 

표지 있음
상태조사 138 중  

48~138번

통합표지만 있음 

통합 및 책별 표지  
있음

앞쪽에 몰아있는 경우

각 권별 자리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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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치 유형 분류

•       근대정부기록류 별치 자료 총 4,906건 중 361건 까지 목록 순으로 조사

•       별치 대상의 재질, 크기 및 상태 확인

•       크기나 재질이 상이한 자료들이 한 번에 묶여 있거나, 열람 시 문서들의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음

•       청사진이나 지도 같은 대형자료는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

문서의 크기가 상이한 자료

문서의 재질이 상이한 자료

청사진, 지도와 같은 대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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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계획 수립

•       2013년 4월 ~ 10월 내부회의 총 5차 실시 :   작업 원칙, 방법 논의 및 결정 

(참석자 : 이상찬, 박숙희, 권재철, 이혜윤, 윤성호, 민여진, 최윤경, 김신미, 노혜선)

(3) 세부 계획

① 분책

가. 세부 계획 결정

•       대상자료 목록 작성 담당자와 자문회의를 통해 작성목록과 원본을 대조, 확인한다.

나. 작업 원칙

•       작업 전과 후 사진을 촬영해 두고, 작업 착수 이전에 분책 대상 한 책마다 기존표지 존재여부를 기록해 둔다.

•       분책되는 책의 앞표지는 기존표지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제작한다. 

•       뒷표지는 원본 자료의 맨 뒷면에 글자가 있는 경우에만 새로 제작한다.

•       합철본 1책을 단위로 중성 보관 상자 1개에 분책되는 책을 보관한다. 

•       서로 다른 크기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책과 책 사이에 중 성 보드판을 넣어 준다. 

•       합철본 표지는 분리해 분책 0번으로 표기하고 보관상자에 함께 보관하도 록 한다.

•       사용되었던 장정 재료(지끈 등)는 가능하면 재사용한다. 

다. 작업 후 관리

•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서지정보를 수정, 등록한다. 

•       분책 사실을 서지에 기입하여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분책된 책 1책마다 RFID칩과 청구기호표를 부착하되, RFID 태그는 새로 제작한 표지 이면에 부착하

고, 청구기호표는 앞표지 위에 부착한다. 

•       청구기호표 규칙 : 소괄호 안에 분책 권호를 기입한다. [예: 奎 17983 2-1(2)]

② 별치

가. 세부 계획 결정

•       대상자료 목록 작성 담당자와 자문회의를 통해 자료의 정보(자료명, 간행연도 등)를 확인한다.

나. 작업 원칙

•       작업 전과 후의 사진 촬영한다.

•       대상 자료에 대해 상태조사 카드를 작성한다. 

•       대상 자료의 크기가 60인치 이상일 경우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양면에서 감싼 다음 두루마리 형태로 

중성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60인치 이하 자료, 책자 형태 자료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넣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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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치 목록 중 성책류로 분류된 자료는 분책작업과 동시에 진행한다.

가) 별치 자료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넣어 중성상자에 보관한다.

나) 책자 형태의 별치 자료는 초음파가공기로 필름 주머니를 제작하여 보관한다.

다) 별치 자료가 원래 있던 원본의 위치에 별치자료의 위치와 정보를 입력한 간지를 끼워 넣는다.

라)   문서철을 해체할 때 실 장정 상태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적용한다. 별치 작업이 끝나면 원본의 형

태 그대로 재 장정한다. 

다. 작업 후 관리

가) 별치된 자료의 서지 정보를 작성하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나) 별치 사실을 서지 사항에 기입하여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별치된 자료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RFID칩과 청구기호표를 부착한다.

라) 청구기호 부여 : 청구기호표에 별치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기입한다.

예시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一部冊數

   內別番號

   別置番號

서울大學校

③ 서지정보 등록 및 수정

가. 방침

가) 청구기호 규칙

(가) 분책 :   소괄호안에 분책 권호를 기입 [예시 : 奎 17983 2-1(2)]

(나) 별치 :   청구기호표에 별치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기입한다. 

* 위의 청구기호표 예시와 동일

나) 작업순서

(가) 분책 및 별치가 되는 부분에 간지로 표시한다.

(나)   별치 내별번호를 부여한다. (분책과 별치가 같이 있는 경우, 분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별치 내별번호를 부여함)

(다) 분책과 별치자료에 부착할 레이블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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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지정보 수정

가) 분책

(가) 내용

•       분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분책된 각 자료의 건명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나) 작업 순서

(가) e규장각 관리시스템(CMS) > 목록.해제관리 > 목록(서명별대표-BT) > 해당자료 검색

(나) 목차를 ‘분책대상자료목록’에 따라 내별번호와 건명을 추가 기입하거나 수정한다. 

(다) 통합표지의 경우 내별번호로 0번을 부여하고 건명을 ‘통합표지’로 한다.

(라) 청구기호와 책권수를 수정한다.

(마) 예시 (奎16691, 咸鏡南道各郡收租成冊)

(바) 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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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치

(가) 내용 : 별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문제점 :   일부 자료의 경우 별치되는 자료 수가 너무 많아(1800여건) 검색을 위해 목차에 풀어주

는 어려움이 있다.

(사)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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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방법 :   서지의 목차 부분에 ‘별치 ○건(별치자료목록 바로가기)’를 입력하고 별치자료목록으로 

하이퍼링크 연결한다.

(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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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치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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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이사항

(가) 장점 : 별치목록파일을 열어 검색이 가능함

(나) 단점 : e규장각홈페이지에서 1차적으로 검색은 불가능함

바) 별치의 내별번호

(가) 분책의 내별번호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별○○’ 로 한다.

(나) 예시 :   奎 17278 128-45-별1 (청구기호 ‘奎 17278’인 자료의 전체 책 수는128책이며 그 중 45책의 

첫 번째 별치자료)

사) 분책과 별책이 겹치는 경우(136건)

(가) 분책을 먼저 한 뒤 별치한다.

(나)   예시   : 奎 17983

•       분책 : 奎 17983 첫 번째 책을 5책으로 분책함

              奎 17983 2-1(1)

              奎 17983 2-1(2)

              奎 17983 2-1(3)

              奎 17983 2-1(4)

              奎 17983 2-1(5)

•       별치 : 해당 분책 내에서 별치 함(2, 4번째 분책에 별치가 있다고 가정)

              奎 17983 2-1(2)-별1

              1 奎 17983 2-1(4)-별1

다. RFID 입력

가) RFID 부착

(가) 분책

•       작업 : 수리복원팀

•       특이사항 : 각 분책마다 한지로 표지를 제작함

•       작업순서

→ 한지로 표지를 제작

→ 한지표지 사이에 RFID 태그를 부착

→ 한지표지에 레이블을 부착

(나) 별치

•       작업 : 수리복원팀

•       특이사항 : 폴리에스테르필름에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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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순서

→ 별치자료를 폴리에스테르필름에 보존처리

→ RFID를 필름 위에 부착

→ 필름위에 레이블 부착

5) 자문회의

(1) 2013년 11월~12월 자문회의 총 6차 실시

•       분책 목록 순번 1~192번 까지 목록과 원본 대조 및 확인

•       별치 목록 순번   1~232번, 분책 목록 순번 97~192번 별치 자료 목록과 원본 대조 및 확인

(2) 붙임 자료 첨부

6) 작업 내용

(1) 분책

•       상태조사 카드 작성 : 표지 제작 여부 및 물리적 손상 여부 파악

•       처리기록 카드 작성 : 분책대상 목록 확인 후, 상태 및 표지 여부 등을 기록한다.

•       사진촬영 : 분책 전, 후 사진 촬영한다. 

•       분책 : 장정을 해체 한 후 조사된 목록에 따라 한 책씩 분리한다. 

•       앞 표지 제작

① 중성 보관 상자 제작 

② 분책된 책을 중성 보관 상자에 넣는다. 합철본 표지도 함께 보관한다.

③ 상태조사 카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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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책 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 16691 자료명 : 咸鏡南道各郡收租成冊

간행연도 : 高宗35年(1898) 형 태 : 포배장

규 격(cm) : 19.3×27.5×1.5
재질

표지 : 닥지

매 수 : 47장 내지 : 닥지

특이사항 : 통합표지 앞뒤 있음 상태등급 : A

요구처 : 자체수리 조사일 : 2013.10

담당자 : 노혜선 예상소요일 : 30일

•자료 상태
<전체>

- 통합표지와 분책 대상 14책 모두 크기 다름
- 성책별 개별 장정 지끈으로 일부분 되어 있음
- 통합표지와 성책 지끈 장정 후 종이띠 부착됨
- 전체적으로 장정주변 충해 흔적 있음
- 책별 사이즈 다름으로 인한 먼지로 인한 오염부 있음
- 전체적으로 자료 상태 좋음

*표지유무 △ : 따로 표지는 없으나 마지막 면 글자 없음. 새로 분책표지 만들지 않음
*상태 등급

- A : 상태 좋음. 보존처리 필요 없음.
- B : 경미한 손상으로 간단한 응급처리 요구되는 경우.
- C : 면적 3/1가량 손상(곰팡이,충해,탈락,변색 등)되거나 2차 손상 우려되는 경우.
- D :   면적 3/1이상 손상(곰팡이,충해,탈락,변색 등)되거나 2차 손상 우려되는 경우. 

보관 시 다른 도서의 손상 피해가 우려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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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도서

번호/
내별

번호

건 명
분

류

표지

유무

분량

(장)

크기

(cm)
손상

단계
사 진

1
奎 16691
1-1-1

咸鏡南道德源府各郡戊戌

度收租成冊
성책

앞 ×
뒤 O 3 19.8×

27.9 A

2
奎 16691
1-1-2

咸興郡陸續結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O 4 19.2×

26.3 A

3
奎 16691
1-1-3

端川郡收租案 성책
앞 O
뒤 O 4 17.2×

25.3 A

4
奎 16691
1-1-4

永興郡戊戌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3 19.2×
27.2 A

5
奎 16691
1-1-5

北靑郡戊戌年度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4 17.5×
26.6 A

6
奎 16691
1-1-6

安邊郡戊戌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3 19.4×
27.5 A

7
奎 16691
1-1-7

定平郡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O 4 18.6×

27.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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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도서

번호/
내별

번호

건 명 분류
표지

유무

분량

(장)

크기

(cm)
손상

단계
사 진

8
奎 16691
1-1-8

三水郡戊戌年終收租

成冊
성책

앞 O
뒤 O 3 18.1×

27.4 A

9
奎 16691
1-1-9

咸鏡南道甲山郡收

租案
성책

앞 O
뒤 × 3 17.9×

26.9 A

10
奎 16691
1-1-10

文川郡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O 3 19.5×

27.5 A

11
奎 16691
1-1-11

利原郡戊戌年

度收租案
성책

앞 O
뒤 O 3 18.1×

27.4 A

12
奎 16691
1-1-12

高原郡戊戌度

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O 3 18.9×

27.3 A

13
奎 16691
1-1-13

洪原郡戊戌年

終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O 4 17.1×

27.1 A

14
奎 16691
1-1-14

長津郡戊戌度

收租成冊
성책

앞 O
뒤△

2 19.5×
27.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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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책 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 17123 자료명 : 楊口郡各年結戶錢區別成冊

간행연도 : 高宗35年(1898) 형 태 : 포배장

규 격(cm) : 27×18.3×0.8 재질 표지 : 닥지

매 수 : 19장 내지 : 닥지

특이사항 : 통합표지 앞뒤 있음 상태등급 : A

요구처 : 자체수리 조사일 : 2013.10

담당자 : 노혜선 예상소요일 : 20일

•자료 상태
<전체> 

- 통합표지와 분책 대상 3책 모두 크기 동일함
- 성책별 개별 장정 되어 있지 않음
- 통합표지와 성책 한 지끈으로 장정 후 종이띠 부착됨
- 전체적으로 자료 상태 좋음 

*표지유무 △ : 따로 표지는 없으나 마지막 면 글자 없음. 새로 분책표지 만들지 않음
*상태 등급

- A : 상태 좋음. 보존처리 필요 없음.
- B : 경미한 손상으로 간단한 응급처리 요구되는 경우.
- C : 면적 3/1가량 손상(곰팡이,충해,탈락,변색 등)되거나 2차 손상 우려되는 경우.
- D :   면적 3/1이상 손상(곰팡이,충해,탈락,변색 등)되거나 2차 손상 우려되는 경우. 

보관 시 다른 도서의 손상 피해가 우려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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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도서

번호/
내별

번호

건 명 분류
표지

유무

분량

(장)

크기

(cm)
손상

단계
사 진

15
奎 17123
1-1-1

楊口郡各年結戶錢區

別成冊
성책

앞 ×
뒤 × 4

27×
18.3 A

16
奎 171231

1-1-2
春川郡各年結戶錢區

別成冊
성책

앞 ×
뒤 O 5 27×

18.3 A

17
奎 17123
1-1-3

江原道觀察府自乙未

爲始各郡結戶錢捧上

及府經費用下成冊

성책
앞 O
뒤 O 8 27×

18.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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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리 기록카드

분책 처리 기록 카드

순번/도서번호: 1~14 / 규 16691

내별 번호/분류/권별 표지상태 및 분량

1-1-1성책 앞×뒤Ο 총3장 1-1-11성책 앞뒤Ο 총3장

1-1-2성책 앞뒤Ο 총4장 1-1-12성책 앞뒤Ο 총3장

1-1-3성책 앞뒤Ο 총4장 1-1-13성책 앞뒤Ο 총4장

1-1-4성책 앞Ο뒤△ 총3장
1-1-14성책 앞Ο뒤△ 총2장

1-1-5성택 앞Ο뒤△ 총4장

자료 상태: A √/ B / C / D
전체적으로 장정주변 충해 흔적 있으나 처리필요 단계 아님.
1-1-10에 내지 사이즈 다름으로 인한 판심부분 얼룩 있음.

처리 기간: 2013.10.15.~2013.11.15 작업자: 노혜선

•처리 전 상태 기록/처리 내용/상자 제작 사이즈

  *  표지 장정부분 덧대어진 종이 분리  
 →지심으로 가장정 상태(내지도 같은 방식으로 가장정)

  *가로×세로×두께(cm) → 19.3×27.5×1.5 
  *성책 표지 새로 제작 15장 → 두께 0.4
  *성책 표지 제작 사이즈 / 지정 재사용 여부
    1-1-1 : 19.8×27.9 / 없음
    1-1-2 : 19.2×26.3 / 아래
    1-1-3 : 17.2×25.3 / 위
    1-1-4 : 19.2×27.2 / 아래
    1-1-5 : 17.5×26.6 / 없음
    1-1-6 : 19.4×27.5 / 위
    1-1-7 : 18.6×27.5 / 없음
    1-1-8 : 18.1×27.4 / 없음
    1-1-9 : 17.9×26.9(앞뒤 모두) / 없음
    1-1-10 : 19.5×27.5 / 없음
    1-1-11 : 18.1×26.9 / 없음
    1-1-12 : 18.9×27.3 / 없음
    1-1-13 : 17.1×27.1 / 없음
    1-1-14 : 19.5×27.2 / 없음

*보드 두께 1.65mm
*총14장 필요 → 총 높이2.3mm
*보드 사이즈 → 27.5×19.5
*보관 상자 크기
책 크기 + (cm)
가로 0.5
세로 1.2
높이 0.5
→
가로 19.8
세로 28.7
높이 1.5



5권  자체보존관리060

분책 처리 기록 카드

순번/도서번호: 15~17 / 규 17123 합철본 표지 상태: 앞뒤O, 지끈 후 종이띠 처리 됨

내별 번호/분류/권별 표지상태 및 분량

1-1-1 성책 앞뒤× 총4장

1-1-2 성책 앞×뒤O 총5장

1-1-3 성책 앞뒤O 총8장

자료 상태: A √/ B / C / D
상태 좋음

처리 기간: 2013.11.20.~2013.12.12 처리자: 노혜선

•처리 전 상태 기록/처리 내용/상자 제작 크기

  *합철본 표지와 3책 모두 크기 동일함 
    18.3×27×0.8 (cm)
  *내지와 표지가 지끈으로 한번에 묶음
  *새로 만드는 성책표지 4장
    →두께 0.1cm 추가
  *성책별 개별 장정 되어있지 않음
  *성책별 표지 제작 크기
    3권 크기 동일 18.2×26.9
  *보드 크기
    가로0.5×세로0.2 더 크게→18.6×27.2
    가로를 더 크게 해야 자료 출납시 손상 줄일 수 있음
  *보드 3장 두께 0.66
  *보관 상자 크기(cm)
    18.8×28.2×2.1

(1) 별치

① 사진촬영 : 원본의 앞, 뒤, 별치자료의 별치 전 위치를 사진 촬영한다.

② 상태조사 카드 작성 : 자료의 크기, 재질 등 상태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③ 문서철 해체 

가. 실 장정은 실을 푼다. 

나. 풀로 붙여 장정한 경우 Methyl Cellulose를 살짝 도포한 후 분리한다. 

④ 폴리에스테르 L자형 폴더, ㄷ자형 봉투, 두루마리용 필름 재단, 보관상자 제작 

⑤ 간지 작성 : 별치된 자료의 정보를 간지에 작성, RFID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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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문서철 재 장정 : 해체된 책을 원래의 모습으로 재 장정한다

⑦ 상태조사 카드

별치 상태 조사 카드

청구기호 : 奎 15295 vol.1 자료명 : 歲入歲出豫算表

간행연도 : 光武2-6年(1898-1902)
형태

자료 :  
낱장문서

원본 : 선장

규격(cm) 
원본 : 18.3 × 25

재질 
원본 : 표지-양지/ 내지-양지

자료 : 57.1 × 46.2 자료 : 양지

매 수 
원본 : 22

예상소요일 : 10일
자료 : 1

자료상태 등급 : A 조사일 : 2013. 10

요구처 : 자체수리 담당자 : 김신미

•자료 상태 

- 원본보다 큰 별치자료가 접힌 상태로 끼워져 있음
- 24~25면 사이에 별치자료가 같이 장정되어 있음
- 별치 자료가 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실로 같이 장정되어 있음
- 자료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오른쪽 중간부분( 부분)이 찢어져 있음
- 원본보다 크기 때문에 열람시 훼손될 우려가 큼

원본(앞) 원본(뒤)

별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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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작업 전·후

가. 분책

나. 별치

작업 전

별치 작업 전

작업 후

L자형 폴더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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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수리

1) 번호표 제거 

(1) 개 요

•       기 간 : 2013. 10. 3 ~ 2014. 1

•       대상자료 

연번 자료명 청구기호 책수 상태 비고

1 益齋亂藁 奎4259 v.1~4 4 양지

총 1건 4책

(2) 목적

작업 대상 자료들은 과거 소장 자료 복제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지 촬영 시 페이지를 연필이나 스탬프

로 표기하거나 양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원형이 훼손되어있다. 양지 부착 건은 해당 부위의 두께가 1.2cm

정도 증가되어 변형이 일어났다. 따라서 넘버링 및 양지 제거로 원형복원 작업이 요구된다.

(3) 수리복원 방법

① 사전조사 

가. 상태조사 : 육안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첨부한다.

나. 지질조사 : 내지 두께 측정 및 현미경 촬영

② 소요물품 및 기기

가. 소요품 :   건식클리닝 붓, Smoke sponge, Methyl Cellulose(MC), 흡수지, 레이온지, 핀셋, 문진, 면봉, 

뼈 헤라, Acetone, 미술용 지우개

나. 기 기 : 테이프 제거기, 자동압착프레스기

③ 작업 방법

가.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과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나. 연필표기 제거 : 미술용지우개를 이용하여 번호를 제거한다.

다. 양지 제거 :   Methyl cellulose(MC)를 양지에 도포하고 30초가량 기다린 후 핀셋을 이용하여 제거한

다. 제거 후 흡수지, 레이온지, 문진을 이용해 해당 부위를 건조시킨다. MC의 잔여분은 

면봉에 20%농도의 아세톤을 소량 묻혀 닦아내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시킨다.

라. 셀로판 테이프 제거 : 테이프 제거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마. 프레스 : 책이 전체적으로 평편해 질 수 있도록 자동압착기기를 이용하여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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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복원 과정

① 처리 전 상태

•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       경화된 셀로판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       내지 하단, 각 페이지 마다 양지에 프린트된 번호표가 부착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하단 부위 볼록하게 부풀어 있는 상태이다. 

(기존 책 두께는 2.4cm이나 볼록한 부분은 3.5cm로 1cm이상 차이 남)

•       서명과 권卷이 프린트된 양지가 편철 부분에 부착되어있다.

② 과정

•       부드러운 붓과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건식크리닝을 하였다. 

•       Methyl cellulose(MC)를 이용해 양지를 제거한 뒤 해당부위를 건조시켰다.

•       테이프 제거기를 이용하여 셀로판 테이프와 접차제를 제거하였다.

•       지제거 후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하단부분을 프레스 하여 두께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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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과 편철 부분에 부착된 양지

번호표로 인한 책의 두께변화셀로판 테이프와 양지

 양지 제거건식클리닝

 테이프 제거테이프 제거기를 이용한 제거 

3.5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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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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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 대여 자료

(1) 개 요

•       기 간 : 2013. 3.1~2014. 2.28

•       작업대상 : 열람, 대여 자료 중 응급수리 대상

(2) 목적

규장각 소장 자료는 보존과 공개라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소장 자료가 항온·항

습을 갖춘 보존환경에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열람이나 대여, 전시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열람이나 대여, 전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간단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응급수리복원 대

상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손상상태에 따라 안정화 작업, 펼침 작업, 곰팡이 

제거 등의 작업을 시행하여 더 이상의 훼손됨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수리복원 과정

① 작업방침

•       열람·대여 자료 등 응급 수리복원을 요하는 자료들은 각 담당자로부터 응급수리 작업 요청서를 받은 

후 작업 하도록 한다. 

•       간단한 응급수리를 대상으로 하며, 상태가 심각할 시 별치하여 추 후 일반 고문헌 자료 수리복원 대

상 자료로 한다. 

•       응급수리 작업 전 사진촬영으로 상태를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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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리 요청서

작업요청서/접수증

( � 수리복원     �  촬영)

결재

담당 팀장 실장 부장

• 요청내역

요청자 요청일자

요구사항 및 
범위

비고

• 접수내역

                                                            접수번호       수리복원 :  

 촬      영 : 

접수자 접수일자

작업내용

완료예정일

비고

• 입고확인

입고일 :                                                     확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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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과정

응급수리 대상 자료는 열람, 대여, 상시자료들에 관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료의 상태에 따라, 응급수리 

요구사항에 따라, 자료의 목적에 따라 안정화 작업, 곰팡이 제거, 펼침 작업, 제책 등 다양한 작업이 이루

어진다. 

•       사진촬영 : 응급수리 전·후 대상 자료의 상태를 촬영하여 기록

•       상태조사카드 작성 : 응급수리 전 자료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이나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

•       대상자료 상태에 따른 응급수리복원

가. 안정화 작업 :   대상 자료의 표지나 내지부분의 산화가 진행되어 들뜨거나, 회화 자료의 장황 부분에 

접착력이 약해져서 떨어진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약해진 부분을 소맥 

전분풀과 Methyl Cellulose와 같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안정화 시켜주는 작업

나. 곰팡이 제거 :   침수의 피해나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경우 부드러운 붓이나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는 작업

다. 펼침 작업 :   자료가 접히거나 가장자리 부분이 약해져 말아 올라온 경우 수분미세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부드러운 붓으로 펴서 흡습지 사이에 눌러 주는 작업

라. 제책 :   장정되어 있는 실이 끊어지거나 풀어진 경우 기존의 실을 이용 하여 재장성하거나 염색된 실을 

이용하여 장정하는 작업

마. 양지 제거 :   내지에 붙어 있는 청구기호표나 기보존처리 시 붙여 놨던 불 필요한 양지를 제거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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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작업

곰팡이 제거

펼침 작업

제책 작업

양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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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수리 대상 자료 완료 목록

연번 청구기호 작업 내용 수량

1 奎14957, 奎14958 양지 해체 제거

2 奎14959~14974 능화문 표지 들뜬 부분, 내지 모서리 접힌 부분 등 정리

3 奎15000 내지 접힌 부분 펼침 

4 古軸 4709-114 ‘화동고지도’ 들뜬부분 안정화 1건

5 奎軸 12162 ‘ 영변지도’ 들뜬부분 안정화 1건

6 奎2859 v.4 능화표지 접착 1책 2매

7 古3436 10 3 간지 신문지 제거, 해체 후 제책 1책 3매

8 진주지도 모사본 1건

9 奎中882의 5 능화표지 접착 1책 2매

10 古5120 17 능화표지 접착 1책 2매

11 奎中919 v.1 능화표지 접착 1책 1매

12 奎中919 v.1~15 곰팡이 제거 15책 1080매

13 奎中920 v.1~5 곰팡이 제거 15책 900매

14 奎中935 v.1 표지에 부착된 양지 제거 1책 1매

15 奎中935 v.8 능화표지 접착 1책 2매

16 奎中570 v.47 능화표지 접착 1책 1매

17 奎5732 v.1~2 제책 2책

18 古348 67.17 청구기호 부착 1책 1매

19 奎15085 v.1 양지 제거 1책 1매

20 奎中1150 v.5 곰팡이 제거 및 건식클리닝 1책 128매

21 古大4258.5-17a 양지 제거 1책 3매

22 奎中1525 v.5 낱장분리 1책 63매

23 奎中1581 v.3 청구기호 부착 1책 1매

24 奎19573 v.3 간지 부착 1책 1매

25 奎19574 v.1 간지 부착 1책 1매

26 奎中1631 양지띠 제거 1책 1매

27 奎12729 v.8 표제 붙이기 1책 1매

28 奎中1651 v.1 표제 붙이기 1책 1매

29
一蓑古181.1 Im2e

v.19-21 1책 20매

30 奎中1662 v.1 ,2 표제 부착 2책 2매

31 奎中1665 v.1 표제 부착 1책 1매

32 一蓑古181.1 J868g v.1-4 기한표 대출카드 제거 4책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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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청구기호 작업 내용 수량

33 奎19303 v.6 낱장 분리 1책

34 奎中1685 v.1 낱장 분리 1책 91매

35 奎中19164 v.5 청구기호표 제거 1책 1매

36 奎中19148 v.1 청구기호표 제거 1책 1매

37 奎中17703 v.116 청구기호표 제거 1책 1매

38 奎中1785 v.1 내지절살면 부착 1책 1매

39 奎19008 v.19 제책 1책 

40 一蓑古181.1 J868i y.1 제책 1책 

41 奎貴5554 v.13 내지 낱장 분리 1책 107매

42 奎中2101 v.3 곰팡이 제거, 부분적 지질 보강

43 奎中2068 v.1 곰팡이 제거, 표제 부착

44 奎中2049 v.1 떨어진 면 재부착

45 奎中2485~2486 양지제거 2건

46 古0160 v.6,13, 16 청구기호표 부착 1건

47 古0320-2-10 ,17 별치자료 프레스 후 재부착 2책 2매

48 古0320-2-23 표지 부착 1책 1매

49 古0320-2-1~22 양지 제거 22책 22매

50 奎19306 v.1 제책 1책

51 奎19305 v.26 제책 1책

3) 특별전시 대상 자료

(1) 개요

•       수리복원 기간 : 2013. 9. 25 ~ 10. 11

•       수리복원 대상 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청구기호 책수 간행연도 크기(cm)
상태

등급

1 《고려사》〈食貨志〉 奎貴 5553 v.46 1 미상 30.8×18.4 C

2 《공신녹권》 古351.5-G118g 1
太祖4年(1395), 
16世紀 末 後寫 33.4×23.6 C

3 《구운몽》 古 3350-91-v.1-4 4 미상 31.2×21.3 C

4 《기우제등록》 奎 12901-v.2,4 2 40×26.6 B

5 《당의통략》 古 4250-106-v.1-2 2 28.4×17.7 B

6 《대전회통》 奎 12146의2-v.1-3 3 29.5×21.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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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료명 청구기호 책수 간행연도 크기(cm)
상태

등급

7 《동경대전》
想白古 

299.52-C454d2 1 高宗25年(1888) 27.5×18.5 C

8 《동경잡기》 奎 1255-v.1 1 憲宗11年(1845) 33.2×22.4 C

9 《무당내력》 古 1430-18 1 20.8×16.9 B

10 《선화봉사고려도경》 奎中 2190-v.1-4 4 26.8×18.5 B

11 《승정원일기》 奎 12788-v.1,2 2 41.2×29.4 B

12 《신라국사산비명》 古 4016-13 1 미상 27.5×18.3 C

13 《신오위장본집》
가람古

781.751-Si61s-v.1 1 19世紀 後半-20世紀初
(高宗年間:1863-1907) 後寫 24×16.2 C

14 《신증동국여지승람》 奎 799-v.1 1 光海君3年(1611) 36.7×22.1 C

15 《완월회맹연》 古 3350-65-v.1,2,93 3 30×19.2 B

《진감국사[비]》 想白古 929.5-C452j 1 B16

17 《징비록》
想白古 

951.0521-Y93J-v.1/2 1 17世紀 以後 30.3×20.5 C

18 《환구일록》 古 5700 1 1 1896년 22×15 C

19 《효경언해》 古 1328-2 1 B

20 朝鮮禪敎史
古 1840 18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소장) 1 1930년 21×15 B

21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大K080 1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 1737년 56×54 C

22 A Korean-English
dictionary 

一蓑413.2 G131k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 1897년 27×19 B

총 22건 35책

•‘상태등급’ 판정 기준

- A : 상태가 양호하여 특별한 보존처리 필요 없음
- B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 필요
- C : 비교적 열화 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처리 필요
- D : 열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손상이 진행 중이며 시급한 보존처리 필요

•   향후 손상 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여 A∼D 등급 판정

  (전시 대상 자료는 전시 환경에 3개월 이상 노출 시 손상 가능성 여부)

•D등급 기준 예외로 D등급 부여

- 수리한 자료지만 잘못된 수리로 인해 곰팡이가 전면에 퍼져있고 글자 부분의 훼손이 우려 되는 경우
- 변철이 휘어져서 보관 시 다른 도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책 끈이 끊어져 자료가 분리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목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매년 가을 특별 전시를 개관한다. 전시 출품 자료 목록이 완성되면 자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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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원팀이 자료의 상태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긴다. 전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심각한 자료는 보류 

판정을 내리고, 비교적 간단한 수리복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수리복원 대상으로 분류한다. 약 3개월간 전

시 환경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지 않아야 하므로, 상태등급 D인 경우 전시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응급수리복원 대상 자료는 목록화 하여 상태조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수리를 진행한 

후 전시팀에 인계한다. 전시 기간이 끝나면 상태 조사 후 입고한다. 출품 예정 자료를 응급 수리복원하여 최

적의 상태로 전시하는 것이 본 작업의 목적이다. 

(3) 대상 자료 상태조사 기록 카드

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貴 5553-v.46 자료명 : 《고려사》〈食貨志〉

간행연도 : 미상 상태등급 : C

형 태 : 필사본, 5침 선장
재 질

표지 : 능화(닥지)

규 격 : 30.8×18.4×2.3cm 내지 : 볏짚 섞인 닥지

•자료 상태

- 앞표지 : 비교적 양호
- 뒤표지 :   마모가 심하며 표지와 배접지가 분리되어 있음 

일부 충해
- 내지 :   비교적 양호, 가장자리 접힘 

후반부 물얼룩 
소제목이 양지에 프린트되어 붙어있음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표지 안정화 : 뒤표지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
- 내지 가장자리 접힌 부분 수분미세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흡습지 사이에 넣고 눌러서 펴줌

※ 뒤표지 마모가 심한 상태이므로 전시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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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古 351.5-G118g 자료명 : 《공신녹권》

간행연도 : 太祖4年(1395), 16世紀 末 後寫 상태등급 : C

형 태 : 사본, 5침 선장
재 질

표지 : 녹색 비단

규 격 : 33.4×23.6×0.8cm 내지 : 닥지

•자료 상태

- 앞표지 :   약간의 충해, 마모, 비단 가장자리 일부 결손  
세로로 크게 꺾임, 접힘 

- 뒤표지 :   비단 1/3가량 결손, 가장자리 마모, 일부 배접지와 분리 
속지 하단 구겨짐

- 내지 : 오염, 비교적 양호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표지 안정화 :   표지 비단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배접지에 고정, 속지 구겨진 부분에 미세수분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흡습지 사이에 넣고 눌러서 펴 줌

- 풀린 장정끈을 제자리에 고정
※   16세기 말 간행자료로 표지 결손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전시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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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古 3350-91-v.1-4 자료명 : 《구운몽》

간행연도 : 미상 상태등급 : C

형 태 : 필사본, 철장
재 질

표지 : 푸른색 비단

규 격 : 31.2×21.3×2cm 내지 : 닥지

•자료 상태

- 앞표지 :   표지 비단과 제첨 대부분이 마모로 결손된 상태 
일부 비단 배접지와 분리됨 

- 뒤표지 : 앞표지와 동일, 4책 손상 상태 동일 
- 내지 :   마모로 인하여 판심 갈라진 부분 있음 

가장자리 접힌 부분 있음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표지 안정화 : 뒤표지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
- 내지 가장자리 접힌 부분 수분미세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흡습지 사이에 넣고 눌러서 펴줌

※   표지 결손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전시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
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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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想白古 299.52-C454d2 자료명 : 《동경대전》

간행연도 : 高宗25年(1888) 상태등급 : C

형 태 : 판본, 5침 선장
재 질

표지 : 닥지

규 격 : 27.5×18.5×1cm 내지 : 닥지

•자료 상태

- 앞표지 :   표면 마모로 묵서 제목이 흐려져 있는 상태 
표지 마모로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 및 얼룩

- 뒤표지 :   표지 마모로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 및 얼룩

- 내지 :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 및 물얼룩 
가장자리 접힌 부분 있음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표지 안정화 : 뒤표지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
- 내지 가장자리 접힌 부분 수분미세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흡습지 사이에 넣고 눌러서 펴줌

※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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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 1255-v.1 자료명 : 《동경잡기》

간행연도 : 憲宗11年(1845) 상태등급 : C

형 태 : 판본, 5침 선장
재 질

표지 : 닥지(능화)

규 격 : 33.2×22.4×1.5cm 내지 : 닥지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장정끈이 끊어지고 일부 풀어져 있는 상태 
반복적인 열람 시 훼손 가능성 있음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풀린 장정끈을 제자리에 고정

※   전시 시 전시용 받침대를 이용하여 편철부를 고정하도록 한다. 추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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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古 4016-13 자료명 : 《신라국사산비명》

간행연도 : 미상 상태등급 : C

형 태 : 사본, 5침 선장
재 질

표지 : 닥지(능화)

규 격 : 27.5×18.3×1cm 내지 : 닥지

•자료 상태

- 앞표지 :   표면 마모가 심하여 능화의 대부분이 결실되고 일부만 확인됨 
가장자리 마모되어 속지와 분리됨 
미세먼지와 오랜 사용으로 인한 오염 
장정끈이 끊어져 불안정한 상태, 지정으로 고정되어 있음

- 뒤표지 :   표면 마모가 심하여 능화의 대부분이 결실되고 일부만 확인됨 
미세먼지와 오랜 사용으로 인한 오염

- 내지 :   오염 및 물얼룩 
판심부 갈라진 부분 있음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표지 안정화 :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

※   전시 시 편철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전시용 받침대로 고정하도록 한다. 추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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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가람古 781.751-Si61s-v.1 자료명 : 《신오위장본집》

간행연도 : 19世紀 後半-20世紀 初
(高宗 年間:1863-1907) 後寫

상태등급 : C

형 태 : 사본, 4침 선장
재 질

표지 : 근대 종이(단섬유)

규 격 : 24×16.2×0.9cm 내지 : 국지(삼지닥)

•자료 상태

-   앞표지 :   편철부 접히는 부분을 따라 세로로 길게 찢어짐 
단섬유 재질 특성상 반복적인 열람으로 인한 손상이 관찰됨

- 뒤표지 : 비교적 양호
- 내지 : 단섬유 재질 특성상 노출된 판심부분 갈라짐이 관찰됨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표지 편철부 보강 : 표지 결손된 부분에 뒷면에서 띠로 덧대어 보강
- 표지 안정화 : 속지와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부착

※   표지와 속지 모두 단섬유로 내절도(접었다 폈다를 계속해서 끊어질 때까지 버티는 힘)가 낮으므로 전시 시 편철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시 시 전시용 받침대를 이용하여 편철부를 고정하도록 한다. 추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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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奎 799-v.1 자료명 :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연도 : 光海君3年(1611) 상태등급 : C

형 태 : 판본, 5침 선장
재 질

표지 : 닥지(능화)

규 격 : 36.7×22.1×0.8cm 내지 : 닥지

•자료 상태

- 표지 :   비교적 양호, 가장자리 마모 
편철부 하단 장정끈 끊어져 풀려 있음

- 내지 : 상태 양호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풀린 장정끈을 제자리에 고정

※   전시 시 전시용 받침대를 이용하여 편철부를 고정하도록 한다. 추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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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想白古 951.0521-Y93j v.1/2 자료명 : 《징비록》

간행연도 : 17世紀 以後 상태등급 : C

형 태 : 판본, 5침 선장
재 질

표지 : 닥지(능화)

규 격 : 30.3×20.5×2.3cm 내지 : 닥지

•자료 상태

-   앞표지 :   표면 마모로 능화 일부만 확인됨, 꺾임 결손 심각 
편철부 장정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지정으로 고정되어 있음

- 뒤표지 : 표면 마모, 일부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있음
- 내지 :   오염, 가장자리 접힌 부분 있음 

판심부 마모로 인해 갈라진 부분 확인됨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

- 표지 안정화 :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
- 내지 가장자리 접힌 부분 수분미세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흡습지 사이에 넣고 눌러서 펴줌

※   전시 시 편철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전시용 받침대로 고정하도록 한다. 추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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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청구기호 : 古 5700-1 자료명 : 《환구일록》

간행연도 : 1896년 상태등급 : C

형 태 : 배장·선장 혼재
재 질

표지 : 닥지(능화)

규 격 : 22×15×1.3cm 내지 : 중국지(죽지)

•자료 상태

- 앞표지 :   포배장 형태로 책등을 감싼 후 지승으로 묶어 고정 
책등부분의 표지 결손 심각 
표면 마모 심각

- 뒤표지 :   표면 마모가 심하고 비교적 얇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 
안쪽에 기한표가 부착되어 있음

- 내지 : 가장자리 접힌 부분 있음

•보존처리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 
표지가 심하게 마모된 상태이므로 주의 요함

- 표지 안정화 :   책등부분 표지 안정화·고정, 
속지와 분리된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

- 내지 가장자리 접힌 부분 수분미세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흡습지 사이에 넣고 눌러서 펴줌
- 얇은 한지로 책등을 감싸서 보관 

※   책등의 표지가 마찰로 인하여 약해졌으므로 책등 부분을 얇은 한지로 감싼 상태로 전시 케이스에 펼쳐 전시하도록 한다. 추후 전
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이후 자료의 보존을 위한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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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자료명 :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청구기호 : 大 K080 13(서울대 중도 소장) 저 자 : Anville

형 태 : 양장본 연 대 : 1737년

재 질 : 표지 - 양피지(Vellum), 내지 - 양지(수제)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훼손된 상태

- 표지 :   앞표지 뒤틀림이 있으며, 가장자리 마모 심함  
책등의 상·하 결손 부분이 있으며 갈라진 상태

- 속지 :   앞속지는 표지로부터 떨어져 갈라지고 찢어진 부분이 있음 
뒷속지는 주름이 있으며 찢어진 부분 있음

- 본문 : 상태 양호
- 제본 상태 : 지도책의 특성상 제본(바느질)부분이 약해져 있는 상태

책등 갈라짐 및 결손 앞속지 갈라짐 및 찢어짐표지 가장자리 마모

첫 번째 장 결손 및 접힘뒤속지 주름 및 접힘 약해진 책 바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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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조사 기록카드

•보존처리 계획 및 소요 물품

- 표지 : 마모로 인한 갈라진 부분 안정화 필요
- 속지 : 주름과 접혀있는 부분은 미세분사기를 이용하여 펴고 찢어지지 않도록 보강
- 제본(바느질 부분)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책 받침대를 제작하여 책등과 제본 보호를 위하여 책 받침대를 제작하여 전시
- 소요 물품 : 미세 분사기, 전분풀 및 중성풀 보존용지, 중성보드지(책 받침대, 보관상자), 상자 커버용 천

※ 전시 책 반납 시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중성상자를 제작하여 함께 반납

책 받침대의 예 보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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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복원 전·후 비교

청구기호 : 奎貴 5553-v.46 자료명 : 《고려사》〈食貨志〉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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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古 351.5-G118g 자료명 : 《공신녹권》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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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古 3350-91-v.1-4 자료명 : 《구운몽》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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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想白古 299.52-C454d2 자료명 : 《동경대전》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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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奎 1255-v.1 자료명 : 《동경잡기》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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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古 4016-13 자료명 : 《신라국사산비명》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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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가람古 781.751-Si61s-v.1 자료명 : 《신오위장본집》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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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奎 799-v.1 자료명 : 《신증동국여지승람》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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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想白古 951.0521-Y93j v.1/2 자료명 : 《징비록》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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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古 5700-1 자료명 : 《환구일록》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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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大 K080 13(서울대 중도 소장)
자료명 :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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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도서관 기술지원

1) 개요

•       기 간 : 2013. 5. 8 ~ 11. 25

•       대상자료 

일련

번호
자료명 건수 매수 보존상태(등급) 보존처리 방침 비고

1 경성의학전문학교 1 70 산화, 변색, 부스러짐(D)
건식, 탈산처리, 
앨범 형태로 제작

2 용고졸업장 외 1 44
비교적 양호, 일부 형태 

변형(B)
건식, 탈산처리, 
앨범 형태로 제작

여러 형태의 자료 
혼재

합계 2 114

•‘상태등급’ 판정 기준

- A : 상태가 양호하여 특별한 보존처리 필요 없음
- B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 필요
- C : 비교적 열화 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처리 필요
- D : 열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손상이 진행 중이며 시급한 보존처리 필요

•향후 손상 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여 A∼D 등급 판정

2) 수리복원 원칙

•       작업에 필요한 폴리에스테르 필름(MelinexⓇ), 폴더지, bookcloth 등은 PAT를 통과한 보존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       모든 작업 과정은 사진과 함께 기록한다.

•       앨범에 부착된 접착제로 인한 산화가 우려되므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형태가 변형된 자료는 원형을 찾아 복원하도록 한다.

•       셀로판 테이프가 부착된 경우 경화 및 손상을 야기하므로 제거한다.

•       지질이 약화된 자료는 소맥전분풀과 닥지를 이용하여 보강한다. 

3) 소요 물품 및 기기

(1) 사용 기기

디지털카메라(Nikon D100), 테이프 제거기(Hot air pencil), 인두, 초음파 가공기(sealing)

(2) 소모품

양모 붓(2호) 1개, smoke sponge 2개, 라스코(접착제)200g, 소맥전분풀 20g, Bookkeeper 2통, 

  중성 폴더지(미색/355×275mm) 35장, 중성 폴더지(미색/390×500mm) 22장, MelinexⓇ (340×420mm) 

70장, MelinexⓇ(420×520mm) 44장, 부착식 필름(모서리 고정용)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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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폴더지(짙은 회색/두께 15mm, 40×60inch) 4장, 중성 접착제 3통, 

bookcloth(짙은 회색/1000×4400mm) 1roll, 링 바인더(80mm) 4개

4) 대상 자료 보존처리 기록 카드

중앙도서관 앨범 보존처리 기록카드

자료명 :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앨범 연 대 : 대정 12년

규격

(cm) 

처리 전 : 30.4×33.5×7.3 매 수 : 70매

처리 후 : 40.5×33×8.5 보존처리 요구등급 : D

• 자료 형식

- 표지 1장, 내지 69장의 앨범
- 원래의 형태는 가로로 길게 오른쪽에서 제본했던 것으로 추정
- 현재는 접착식의 기성 앨범에 낱장으로 보관되어 있음 (그림 1)
 · 표지 : 낱장의 bookcloth1로 앨범에 보관 (그림 2)
 · 내지 : 양지에 사진이 인쇄되어 있으며 제목은 별개의 용지 부착

•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열화·변색되었으며, 특히 왼쪽 하단이 심각
 · 표지 :   배접되지 않은 낱장의 푸른색 bookcloth만 남아 있음 (그림 3) 

왼쪽 하단 결손, 열화와 변색 심각, 가장자리 마모 
흰 가루형태의 이물질, 곰팡이 발생

 · 내지 :   오른쪽 제책 흔적(금속 부식 흔적) 남아 있음 (그림 4) 
좌측 하단 변색과 열화 심각, 겹겹이 갈라짐 (그림 5) 
전·후반부로 갈수록 결손부 넓음 (그림 6, 7)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거나 크게 찢어진 장 있음 (그림 8)

그림 1. 접착식 앨범 표지 그림 2. 원 표지 보관 상태

1   직물을 얇게 배접한 후 중성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제본용 재료로 널리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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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앨범 보존처리 기록카드

• 수리복원 요청 사항 

해체 → 건식클리닝 → 내지 보강 → 탈산처리 → 폴리에스테르 필름+앨범 보관

• 수리복원 과정

1. 조사 및 사진촬영
본격적인 처리에 앞서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해체 전 낱장을 촬영하고, 
손상이 심하거나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상세 촬영한다.
해체 후에는 낱장의 전·후면을 촬영하고, 보존처리 후에도 전·후면을 촬영한다.
앨범을 제작하여 보관 후의 상태를 촬영한다.

그림 3. 해체 후 표지(결손, 곰팡이)

그림 5. 내지 좌측 하단부 변색과 열화

그림 7. 후반부 내지 결손

그림 4. 제책 흔적(금속 부식 흔적)

그림 6. 전반부 내지 결손

그림 8. 내지 찢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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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앨범 보존처리 기록카드

2. 해체 
앨범에 부착된 낱장을 분리한다. 열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지질이 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앨범지를 뒤에서부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그림 10~13)

3. 건식클리닝
부드러운 양모 붓과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표면의 미세먼지 및 곰팡이를 
제거한다.(그림 14)

* 코팅된 지질의 특성상 물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습식클리닝은 실시하지 않음

4. 안정화 및 보강
내지의 열화가 심하고 금속 부식 흔적이 있으므로 수분을 최대한 배제하여 보강한다.
접힌 부분은 인두와 문진을 이용하여 펴 주고,(그림 15) 찢어지거나 약해진 부분은 보존처리용 종이(heat-set tissue)를 제작하여 
보강한다. 열화가 진행되어 약해지거나 겹으로 갈라진 부분은 천연염색한 한지(닥지, 두께0.06mm, 오리나무열매 염색)와 소량의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안정화 및 보강(그림 16, 17)한 후 인두로 빠르게 건조하고 문진으로 눌러서 고정한다.

5. 탈산 처리 
안정화 및 보강이 끝난 낱장에 Bookkeeper액을 분무한다. 사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뒷면에 분무한 후 건조한다. (그림 18)

6. Sealing작업
미색의 중성 폴더지 양쪽에 탈산처리가 끝난 내지의 모서리를 필름으로 고정(그림 19)한 후 보존용 폴리에스테르 필름(Melinex®)
을 겹쳐 초음파 가공기를 이용하여 밀봉한다.(그림 20) 

* 작업에 필요한 폴더지, 모서리 고정용 필름, sealing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Melinex®) 등은 모두 기록물 보존용으로 검증받은 중성 재료를 사용

7. 앨범 제작
보관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중성 폴더지와 bookcloth, 중성 접착제를 이용하여 앨범을 제작한다.(그림 21~23)
앨범 형태의 보관 방식은 부피가 비교적 작아 보관이 수월하고 열람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나, 자료를 앞뒤로 넘기게 되므로 불안정할 
수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빳빳한 중성 폴더지에 내지를 고정한 후 폴리에스테르 필름(Melinex®)으로 사면을 밀봉하여 자
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산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 기존 앨범에서 해체 그림 11. 부착된 앨범지 가르기

그림 13. 표지 뒷면에 부착된 앨범지 제거그림 12. 가른 뒷면에서 앨범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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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앨범 보존처리 기록카드

그림 14. smoke sponge로 곰팡이 제거

그림 18. 탈산 처리(Bookkeeper 분무)

그림 15. 인두로 접힌 부분 펴 주기

그림 19. 중성 필름으로 모서리 고정

그림 17. 열화된 부분 한지 띠로 보강

그림 21. 중성 폴더지로 앨범 제작

그림 23. 링 바인더 고정

그림 16. 갈라진 부분 소맥전분풀로 고정

그림 20. 초음파가공기를 이용한 sealing

그림 22. bookcloth 중성 접착제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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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앨범 보존처리 기록카드

자료명 : 용고졸업장 외 연 대 : 각각 기재

규격

(cm) 

처리 전 : 32.5×33.4×5.4 매 수 : 44매(일부제외)

처리 후 : 54.6×43.2×8.1 보존처리 요구등급 : B

• 자료 형식

- 여러 재질의 문서(원고지, 신문용지, 인쇄지 등)를 접착식의 기성 앨범에 보관(그림 1, 2)
- 내지 44장의 앨범(후반부 가족사진 등은 수리복원 대상에서 제외)
- 앨범 크기에 맞춰 접거나 잘라서 보관

• 자료 상태 

- 전체적으로 얼룩 및 오염
- 매우 얇은 종이부터 두꺼운 상장까지 여러 재질과 크기의 자료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상태도 다름
- 크기가 큰 자료를 앨범 크기에 맞춰 접거나 잘라서 보관(그림 3, 4)
- 약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셀로판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그림 5)
- 수용성 펜을 사용하여 잉크 번짐이 우려됨(그림 6)
- 여러 장이 한꺼번에 스테이플러 심으로 묶여있음(그림 7, 8)

그림 1. 접착식 앨범 표지 그림 2. 기존 보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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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복원 요청 사항 

해체 → 건식클리닝 → 내지 보강 → 탈산처리 → 폴리에스테르 필름+앨범 보관

• 수리복원 과정

1. 조사 및 사진촬영
본격적인 처리에 앞서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해체 전 낱장을 촬영하고, 
손상이 심하거나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상세 촬영한다.
해체 후에는 낱장의 전·후면을 촬영하고, 보존처리 후에도 전·후면을 촬영한다.
앨범을 제작하여 보관 후의 상태를 촬영한다.

2. 해체 
앨범에 부착된 접착제로 인한 산화가 우려되므로 낱장을 분리한다.(그림 9)
자료에 따라 두께가 얇거나 결손이 진행되어 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앨범지를 뒤에서부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그림 10) 
스테이플러 심으로 묶여 있는 장들은 심을 제거하고 낱장으로 분리한다.(그림 11, 12) 셀로판테이프가 붙어 있는 부분은 테이프 제거
기(Hot air pencil)(그림 13)를 이용하여 제거하고(그림 14) 표면에 남아있는 접착제는 아세톤 20% 수용액을 묻힌 면봉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제거한다. 아세톤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핀셋과 인도(印刀)(도장을 파는데 쓰이는 작은 칼)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한다.(그림 15, 16)

그림 3. 앨범 크기에 맞춰 자른 채로 보관 그림 4. 앨범 크기에 맞춰 접어서 보관

그림 6. 수용성 펜 사용으로 번짐 우려

그림 8. 스테이플러 묶음

그림 5. 일부 셀로판테이프 부착

그림 7. 스테이플러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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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식클리닝
부드러운 양모 붓과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한다.(그림 17, 18)

* 수용성 잉크와 코팅된 지질의 특성상 물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습식클리닝은 실시하지 않음

4. 안정화 및 보강
내지의 재질과 상태에 따라 다른 재료와 방법으로 안정화 및 보강을 실시한다. 재질이 얇거나 지력이 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분을 
최대한 배제하여 보강한다.
접힌 부분은 인두와 문진을 이용하여 펴 주고, 찢어지거나 약해진 부분은 보존처리용 종이(heat-set tissue)를 제작하여 보강한
다.(그림 19~21) 앨범 크기에 맞춰 자르거나 꺾인 부분은 천연염색한 한지(닥지, 두께0.11mm, 오리나무열매 및 치자 염색)와 소량
의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안정화 및 보강(그림 22)한 후 인두로 빠르게 건조하고 문진으로 눌러서 고정한다.

5. 탈산 처리 
안정화 및 보강이 끝난 낱장에 Bookkeeper액을 분무한다. 사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뒷면에 분무한 후 건조한다. (그림 23)

6. Sealing작업
미색의 중성 폴더지 양쪽에 탈산처리가 끝난 내지의 모서리를 필름으로 고정(그림 24)한 후 보존용 폴리에스테르 필름(Melinex®)
을 겹쳐 초음파 가공기를 이용하여 밀봉한다.(그림 25) 

* 작업에 필요한 폴더지, 모서리 고정용 필름, sealing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Melinex®) 등은 모두 기록물 보존용으로 검증받은 중성 재료를 사용

7. 앨범 제작
보관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중성 폴더지와 bookcloth, 중성 접착제를 이용하여 앨범을 제작한다.(그림 26~28) 앨범 크기에 맞춰 잘
랐던 자료들을 이번에 연결하여 크게 보관해야 하므로 이전에 비해 크게 제작한다.
앨범 형태의 보관 방식은 부피가 비교적 작아 보관이 수월하고 열람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나, 자료를 앞뒤로 넘기게 되므로 불안정할 
수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빳빳한 중성 폴더지에 내지를 고정한 후 폴리에스테르 필름(Melinex®)으로 사면을 밀봉하여 자
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산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 분리된 앨범지 가르기 그림 10. 앨범지 뒷면에서 제거

그림 12. 스테이플러 심 제거그림 11. 스테이플러 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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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테이프 제거기(Hot air pencil)

그림 17. 양모 붓으로 건식클리닝

그림 14. 셀로판테이프 제거

그림 18. smoke sponge로 미세먼지 제거

그림 16. 인도(印刀)로 접착제 제거

그림 20. heat-set tissue로 보강

그림 22. 약한 부분에 한지 띠 부착

그림 15. 핀셋으로 접착제 제거

그림 19. 결손 부위 처리 전

그림 21. 인두를 이용하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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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탈산 처리(Bookkeeper 분무)

그림 27. 중성 폴더지와 bookcloth 부착

그림 24. 중성 필름으로 모서리 고정

그림 28. 앨범에 링바인더 고정

그림 26. 중성 폴더지로 앨범 제작그림 25. 초음파가공기를 이용한 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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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리복원 전·후 사진

(1)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앨범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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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고졸업장 외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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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증도서 수리복원

1) 개요

•       수리복원 기간 : 2012. 3. 21 ~ 2013. 8. 9

•       수리복원 대상 

일련

번호
서명 책수 보존상태(등급) 보존처리 방침 비고

1 磻溪隨錄 一 1 양호(A) 건식클리닝, 제책 전표지 첨지 1장

2 磻溪隨錄 二 1 양호(A) 건식클리닝

3 磻溪隨錄 三 1 양호(A) 건식클리닝

4 磻溪隨錄 四 1
앞표지 포함 13장 정도 
하단부 탈락(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5 磻溪隨錄 五 1 침수 오염, 얼룩(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6 磻溪隨錄 六 1 양호(B) 건식클리닝, 제책

7 磻溪隨錄 七 1 앞 표지 곰팡이(B)
건식, 습식클리닝, 
표지수리복원, 제책

8 磻溪隨錄 八 1 전체적 열화 심각(D)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9 磻溪隨錄 九 1 상단부 열화, 비듬(D)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10 磻溪隨錄 十 1 지질 열화(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11 磻溪隨錄 十一 1 하단부 침수, 열화(B)
건식, 습식클리닝, 
표지수리복원, 제책

12 磻溪隨錄 十二 1 양호(A) 건식클리닝

13 磻溪隨錄 十三 1 침수 오염, 얼룩(B)
건식, 습식클리닝, 
표지수리복원, 제책

14 文譜 1 표지 변색(B)
건식, 습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문팔세보갑자삼월 등출

15 大丘徐氏族譜 一 1 양호, 일부 결손(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16 大丘徐氏族譜 三 1 표지 곰팡이(B)
건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17 大丘徐氏族譜 四 1 물얼룩, 잉크(B)
건식, 습식(test), 
표지수리, 제책

18 大丘徐氏族譜 五 1
표지 변색, 내지 일부 

결손(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19 大丘徐氏族譜 六 1 전체 침수, 곰팡이, 얼룩(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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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서명 책수 보존상태(등급) 보존처리 방침 비고

20 大丘徐氏族譜 七 1 전체 침수, 곰팡이, 얼룩(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 수리복원, 제책

21 大丘徐氏族譜 八 1 전체 침수, 곰팡이, 얼룩(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22 大丘徐氏族譜 九 1 양호(A) 건식클리닝, 제책

23
大丘徐氏世譜

戊編, 癸編 1 변색, 결손(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전,후표지 첨지4장

24 大丘徐氏世譜 三 1 비교적 양호(A)
건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25 暘嵎散人焦尾集 1 열화 심각(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26 焦尾集 1 열화 심각(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첨지 다수

27 養一齋集 一 1 변색, 곰팡이(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28 養一齋集 四 1 비교적 양호(B)
건식클리닝, 

표지클리닝, 제책

29 私淑疾書 二 1 비교적 양호(A)
건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첨지 다수

30 私淑疾書 三 1 비교적 양호(A)
건식클리닝, 

표지클리닝, 제책

31 私淑疾書 四 1 변색, 곰팡이, 판심 결손(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제책

전표지 첨지1

32 私淑疾書 五 1 오염, 변색(B)
건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33 節和堂集 1 비교적 양호, 얼룩(B)
건식클리닝, 

표지클리닝, 제책

34 璿源譜略 1 모서리 결손(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제책

35 無寃錄 1 판심부 일부 결손(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丁巳七月嶺營新刊

36 浿城諸樓記 1 양호, 책끈 결손(B)
건식, 습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37 武候心書 1 변색, 오염(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첨지 다수

38 孫武子直解 上 1
하단 침수, 얼룩, 
곰팡이, 열화(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제책

庚午仲夏箕營新刊

39 孫武子直解 中 1 변색, 얼룩, 곰팡이(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40 孫武子直解 下 1 변색, 얼룩, 곰팡이(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앞에서부터 14장 
기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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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서명 책수 보존상태(등급) 보존처리 방침 비고

41 典律通考 1 오염, 변색, 판심 결손(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제책

42 南華經鈔 1 오염, 변색, 판심 결손(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43 見睫綠 一 1
변색, 마모, 판심 결손 

심각(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제책

44 見睫綠 五 1
변색, 마모, 판심 결손 

심각(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제책

45 增刪韻府群玉定本 1 황변, 편철 하단부 결손(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46 心壺靑粧錄 1 변색, 표지 손상(B)
건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첨지, 내용 일부 탈락, 
표지 경화

47 達成徐氏立朝錄 1 표지 결손, 오염(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 제책

48 韋蘇州集 二 1 지질 열화 심각(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제책

기보존처리

49 韋蘇州集 三 1 모서리 결손(B)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기보존처리

50 外案 1 변색, 이물질(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첩, 첨지다수

51 趙大諫墓表 1
변색, 충해, 곰팡이, 
물얼룩(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첩

52 [拓本] 1 표지 결손, 곰팡이(C)
건식, 습식클리닝, 
전체수리복원, 제책

첩

53 賡載詩帖 1 비교적 양호(B) 건식클리닝, 표지수리, 제책
첩

보호용 책갑有

54 竹石書帖 1 오염, 변색(C)
건식, 습식클리닝, 
부분수리복원, 제책

첩

55 [拓本] 1 전,후 부분 탈락(C) 표지제작, 제책
첩(전,후 상당부분 탈락
되고 일부만 남음), 
표지 없음

합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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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자료 보존처리 기록 카드

보존처리 기록카드

자료명 : 반계수록8 형 태 : 5침 선장, 목판본

규격 
보존처리 전 : 21.9×33.1×1.7 보존처리자 : 수리복원실

보존처리 후 : 21.9×33.1×1.7 보존처리 기간 : 2013.3.21-4.8

기 타 : 능화문(卍), 염색 표지, 붉은 면끈 장정

보존처리 요구 등급 : D

• 자료 상태

침수피해 심각. 곰팡이와 물얼룩 심각. 지질 열화. 책끈 끊어짐.

표지- 앞 :   표지 전면 곰팡이 발생, 변색. 
침수로 인한 지질 열화 (단섬유화, 표면 갈라짐.) 
하단 편철부 찢어짐, 결손.

          뒤 :   손상 정도 심각. 지질 열화로 인한 단섬유화, 비듬. 
상단 편철부 결손 심각. 
하단부 갈라짐, 결손, 지질 열화.

속지- 앞:   표지로부터 분리됨. 보라색 곰팡이 자국. 물얼룩. 
왼쪽 물얼룩 부분 단섬유화, 종이 갈라짐.

뒤 :   표지로부터 분리, 곰팡이 발생. 단섬유화. 
상단 1/2 가량 결손, 세로 접힘. 
내지- 같은 모양의 큰 얼룩이 존재.

상단부 :   전체적으로(전면) 보라색 곰팡이. 
하단 편철부 지질열화로 인한 단섬유화, 종이 갈라짐.

하단부 : 지질 열화가 눈에 띄며, 이로 인하여 편철부 결손. 비듬 부분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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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기록카드

• 보존처리 계획

건식클리닝 → 습식클리닝 → 짜깁기 및 보강 → 표지수리 → 제책

• 보존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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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기록카드

자료명 : 반계수록9 형 태 : 5침 선장, 목판본

규격 
보존처리 전 : 22×33.5×1.8 보존처리자 : 수리복원실

보존처리 후 : 22×33.5×1.8 보존처리 기간 : 2013.4.9-30

기 타 : 능화문(卍), 염색 표지, 붉은 면끈 장정

보존처리 요구 등급 : D

• 자료 상태

침수로 인한 지질 열화, 비듬·팽창 심각.

표지 - 앞 :   편철부분 상단 비듬·팽창. 침수로 인한 열화(갈라짐), 결손. 
상단부 침수로 인한 변색(탈색)

뒤 :   편철부분 상단 침수로 인한 열화 심각(비듬, 팽창, 변색, 결손) 
상단부 물얼룩, 변색. 보라색 곰팡이 자국. 검은 자국(먹/곰팡이 확인 요)

속지 - 앞 : 편철부분 상단 침수로 인한 열화(비듬, 팽창, 결손), 물얼룩.
뒤 :   표지로부터 편철부분 상단 열화, 결손 이어짐. 
보라색 곰팡이 자국, 물얼룩.

내지 -   전체적으로 편철부분 상단 지질 열화와 변색. 비듬·팽창(후반부가 더 심각). 
(침수로 인한 지질변화. 변색된 부분은 두께가 얇고 섬유도 짧아진 상태. 
섬유끼리 얽히는 힘이 약하여 흐물흐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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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기록카드

• 보존처리 계획

열화 부분 조사 → 건식클리닝 → 습식클리닝 → 짜깁기 및 보강 → 표지수리 → 제책

• 보존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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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기록카드

자료명 : 47. 달성서씨입조록 형 태 : 5침 선장

규격 
보존처리 전 : 15.5×24.6×1.5 보존처리자 : 수리복원실

보존처리 후 : 15.5×24.6×1.5 보존처리 기간 : 2013.4

기 타 : 분홍빛 종이표지, 푸른색 실

보존처리 요구 등급 : B

• 자료 상태

전체적으로 변색, 사용에 의한 오염 심각.

표지- 앞 : 표면 마모 심각. 왼쪽 하단 속지와 함께 결손. 변색.
뒤 : 표면·가장자리 마모 심각. 접힌 부분 있음. 변색.

속지- 앞 :   상단 글자 있음. 왼쪽 하단 결손. 
푸른색 책끈 보임. 사용에 의한 오염.

뒤 :   작은 얼룩이 여러 개 있음.  
가장자리 사용에 의한 오염. 판심부분 갈라짐. 

내지-   전체적으로 사용에 의한 오염. 얼룩 있음. 
색종이 첨지 있음. 마모로 인한 판심부분 갈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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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기록카드

• 보존처리 계획

건식클리닝 → 해체 → 습식클리닝 → 짜깁기 → 표지수리 → 제책

• 보존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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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자체수리복원실에서는 서고조사를 통하여 우선 수리복원 대상 자료 250책을 선정하여 목록화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4책을 선정하여 우선 수리복원 진행하고 있으며(2014년 완료 예정), 근대정부기록류 응급

수리복원 27건, 기증도서 44책 수리복원을 포함하여 총 721건을 수리복원 하였다. 이는 2012년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량 이다. 또한 수리복원 작업 뿐만 아니라,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검토와 대체본 사업 장황 검수, 정밀상태조사 등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하였다. 

자체수리복원실 운영을 통하여 매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수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고조

사를 통하여 규장각 자료의 손상 상태, 수리복원 대상 수량 등을 파악, 목록화 하는 작업은 앞으로 규장

각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체수리복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반 고문헌 자료 수리복원 이외,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열람 자료와 전시 자료 등

의 응급 수리복원은 간단한 작업이 요구 되는 것으로 용역 발주를 통한 수리복원 보다 지속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리복원 뿐만 아니라, 서고환경 관리 및 자료 보관방법 제안하는 등 서고 

담당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규장각 소장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

문헌 수리복원 사업 및 대체본 제작 사업 등의 대상작을 선정하고 제안서 검토, 사업 완료 후 검수 하는 

등 보존수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이 원활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수리복원실의 운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규장각 소장자료를 수리복원 하고, 자료를 관

리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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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체 모사 제작실의 설치 및 운영

규장각 자체모사제작실은 훼손의 우려가 있는 유일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모사본 제작을 하고자 한

다. 모사본 제작은 ‘원형모사’를 기본 방침으로 하며, 되도록 원본과 동일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회화 모사본 제작 사업 추진 과정에 따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 검토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자문과 행정 지원을 하고자 한다.

1. 인력 구성 및 담당 업무 

2013년 모사 담당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름 주요경력 담당업무

양수연

동양화 전공 (미술학 석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보조연구원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복원 모사 사업 보조연구원

1. 모사본 제작 계획 수립
2. 모사본 제작
3. 회화 모사본 제작 사업 관리
4. 전통 회화 재료 및 기법에 대한 분석 연구
5. 기자재 관리 (색차계, 적외선 카메라)

준천계첩 복원 

모사본 제작

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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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모사 사업의 특징

•       외부 발주 대비 예산 절감 효과

•       전통에 더욱 근접한 재료 사용 가능 (국내 수직견 직조)

•       다양한 재료에 대한 실험 진행

•       연습작 제작을 통한 본작의 완성도 향상

•       다학제간 연구 연계 

관련 분야 연구 내용

섬유학과 섬유 구조 분석

미술사학 유물의 미술사학적 의의

회화 회화적 특징 분석

보존 유물의 장황, 안료 성분 분석

3. 2013 자체모사제작

1) 자체모사제작

•       준천계첩 복원 모사본 제작

2) 전통 회화 재료와 기법 연구

•       안료 수집

•       색상 샘플 제작

•       비단 샘플 수집 및 현미경 촬영 분석

•       탁본 기법 재현을 위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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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 모사 제작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준천계첩 복원 모사본 제작

서 명 청구기호 재 질
그림크기

자료수 면 수 특이사항
가 로 세 로

준천시사열무도 古4206-20 비 단 39.4 27.3 1 4 각각의 첩으로 개장

합계 1건 4매

(1) 대상자료 : 준천시사열무도濬川試射閱武圖

(2) 사업기간 : 2013.3.1. - 2014.2.28.

2)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

(1) 자체 모사 제작실

•       담당 : 양수연

(2) 협력업체

협력업체 작업내용

국립현대미술관 안료분석 및 적외선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적외선 촬영

규장각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유물 촬영 및 출력

운봉서각원 능화판, 어제어필 서각 및 탁본 제작

박윤미 수직견 제작

신현세전통한지 한지 제작

장황문화재연구소 장 황

다해미디어 준천소좌목 인쇄

이승우 서명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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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 및 검수인원

전공분야 이 름 소 속 비 고

자문위원단

회 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외부
회화사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회화사 진준현 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관

수리복원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 교수

국사학 이상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내부

국사학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전공분야 이 름 소 속

검수인원

회 화 박주영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수료,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보조연구원

국사학 한보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수료

국사학 정진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수료

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일 정

   업무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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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 2 3 4 1 2 3 4

예비

조사

대상작

선정

규격

실측

촬 영
유물

촬영

안료

분석

안료

분석

유물

조사

역사적,

회화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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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업무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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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 2 3 4 1 2 3 4

모사본

제작

초본

제작

1차 
자문

회의

수직견

제작

능화판

제작

서각 및
탁본 

준천소

좌목 
인쇄

정본

제작

2차 
자문

회의

원본

대조

품질

관리

검 수

보고서 
작성

장 황
화첩

제작

납 품 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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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사대상작품

1) 준천시사열무도의 역사적 의의와 회화적 가치

(1) 제작배경과 역사적 의의

① 조선 초·중기의 준천 사업

1405년 도읍을 개경에서 한성으로 옮긴 이후, 한성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홍수의 발생은 필연적이었

다. 한성은 북쪽으로는 북악산, 남쪽의 목멱산,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으로 둘러싸여있는 분지 형태

의 지형이다. 북악산과 인왕산 등에서 내려온 물들이 청계천으로 모이게 되는데, 청계천의 물들이 남산에 

막혀 한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도성 안의 홍수 피해는 매우 심각

하였다. 이에 태종은 1406년 한성부의 정부丁夫 600명을 동원하여 개천을 파게 하였고1, 1412년 본격적인 

준천공사를 시행하였다. 

태종은 개천도감開川都監을 설치하고 삼남의 군인들을 징발하여 작업에 착수하게 하였고, ‘역군사의役軍

事宜’를 내려 역사役事시에 지켜야할 수칙을 정해 작업에 징발된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였다. 이때 완성된 

수로는 대광통(지금의 광교)에서 오간수문(五間水門, 지금의 흥인지문 근처)을 지나 중랑천과 합류되어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현재 청계천의 원형이 되었다. 2

1444년 세종대의 이현로는 풍수지리설을 들며 개천에 오물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발표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신하들의 반대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300년간 개천의 관리가 소홀하여 오물과 

퇴적물이 쌓였고 그로인해 수로가 막혀 비가 오면 범람하고 개천에서 악취가 났다. 백성들은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고 이에 준천사업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겪은 두 차례의 전란과 

붕당정치의 심화로 인해 쉽게 시행되지 못하였다.3

② 영조의 준천사업

준천공사를 다시 일으킨 것은 영조였다. 영조는 서민군주를 표방한 왕으로 매사에 ‘성誠’을 강조하며 크

고 작은 향사享祀에도 친히 나아가 정성을 다하였다. 사치나 화려한 것을 싫어하여 절검한 생활이 몸에 배

어있었으며, 절검을 강조하며 절용節用이 애민의 근본이고 애민愛民은 위국爲國의 근본이라 하였다.4 백성의 

편안함이 국가경영의 요체임을 강조했던 영조는 작은 일에도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였는데, 그 애민정신이 

1   『太宗實錄』卷11, 태종6년, 1월 16일(丁未), 1406년. “忠淸, 江原道丁夫三千至都
。
 德壽宮, 昌德宮赴役各一千名; 漢城府六百名, 掌開鑿川

渠; 軍資監, 儲, 廣興倉, 司 署各一百名, 掌修葺 宇
。
”

2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함께, 2007, p. 54.

3 신병주, 『조선 최고의 명저들』, 휴머니스트, 2006, pp.182-185.

4 영조 撰, 『어제조훈(御製祖訓)』 권절검(勸節儉), 1764.



제 2장  준천계첩 복원 모사본 제작     129

근본이 되어 균역법, 서얼의 통청, 비공의 폐지와 같은 정책으로 드러났다.5 이와 더불어 탕평책을 펼쳤는

데, 비로소 조선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영조는 준

천 공사를 국가적 사업으로 실행시킬 수 있었다.

준천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760년(영조36) ‘경진 준천庚辰濬川’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2월 18일부터 시작된 준천 공사는 57일간 시행되며 한성부민 15만명, 노임을 지불하는 ‘고정雇丁’ 5만명으

로 총 20만명의 인력과 전錢 3만 5000민緡, 쌀 2300여 석이 투입되었다.6 첫 번째 준천은 오간수문부터 영

도교까지의 구간을 5곳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토사를 걷어내고 개천의 깊이와 폭을 이전과 같이 복

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또한 무너진 다리와 오간수문을 보수하고 오간수문의 철문을 교체하여 예전

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다.7 그리고 이와 함께 개천 양안에 버드나무를 심어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방

지하였다. 두 번째 준천 사업은 1773년(영조49, 계사)에 시행되었다. ‘계사 준천癸巳濬川’은 경진 준천에서 공

사 인력과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해 개천 양안을 목책으로 하였던 것을 석축으로 바꾸는 작업을 위주로 

시행하였다.8

경진 준천(1760년)이 끝난 뒤 영조는 광통교와 오간수문, 영도교의 돌 위에 ‘경진지평庚辰地平’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 앞으로의 개천 준설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9 더불어 『준천사실』을 편찬하여 준천 사업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후대에 준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준천계첩’의 제작 - 준천 공사의 기록

『준천사실』과 함께 영조는 <준천계첩>의 제작을 직접 지시하고 진헌할 것을 명령하였다. 17세기 이후 계

병을 제작하는 것이 매우 유행하게 되었으나,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도감에서 계병契屛을 제작하

거나 관청 주도하에 관례적으로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몇몇 관원들이 물력을 내어 계병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0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그림 제작을 주도하였던 관아나 소속 관료들의 집에 보관되던 것

이 일반적이던 궁중행사도가 공식적으로 궁에 내입되는 관행이 굳어지게 되면서 왕이 점차 계병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서화를 애호하였던 영조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11

 영조는 경진 준천의 공역에 참여한 신료들과 이를 오래도록 기념하고자 준천소 제조濬川所 提調겸 행호

조판서行戶曹判書 홍봉한洪鳳漢에게 직접 <준천계첩>을 찬진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특별히 영조는 도감에서 

5 박용만, 「영조의 가족과 생애」, 『영조대왕』,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p.347.

6 조광권,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 여성신문사, 2005, p.100.

7 조광권, 앞의 책, pp.99-100.

8 조광권, 앞의 책, p.101.

9 신병주, 『영조의 청계천 준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73.

10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268.

11 박정혜, 위의 책,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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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병契屛을 만드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실제 행사 장면을 그려 화첩畵帖으로 만들 것을 명하였으며, 한 건

은 내입內入하고 준천 당상들도 한 첩씩 나눠가질 것을 하명하였다.12

임금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은 자체의 계병이 있어 왔으나, 이번 준천 공역의 계병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친림동문親

臨東門, 춘당시사春塘試射, 훈융세초訓戎洗草는 도화서에서 화첩을 만들어 하나는 내입하고, 경 등도 각각 한 

책씩 갖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신 등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홍계희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하사하신 어제운을 맨 앞에 배열하고, 그 밑에 제절을 그려서 화병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좋

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13

④ 역사적 의의

영조는 자기 생애의 세 가지 업적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탕평蕩平, 균역均役, 준천濬川이었다. 그만큼 나

머지 업적과 함께 준천 사업을 시행한 것에 큰 의미를 두었으며, 정조도 선왕의 지대한 업적을 기리며 이

를 받들어 준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영조 자신도 자기 생애의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여겼던 준천 사업을 시각화된 자료, 기록화

로 남겼다는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옛 청계천의 모습과 공사 현장, 공신들에게 포상을 하

던 모습 등을 그림으로 남겨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유물의 그림 4첩은 어제어필 서문, 어제시, 준천소좌목과 발문 그리고 준천사실 등의 문헌적 자료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준천계첩>은 단순한 행사기록화

가 아닌, 역사 기록물과 연계를 이루며 준천 공역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

고 있다.

12 박정혜, 앞의 책, p.271.

13   『承政院日記』 第1180冊, 영조36년, 4월 21일(乙未), 1760년. “上曰, 都監自有契屛, 今番濬川, 則不必有稧屛, 而親臨東門, 春塘試射, 訓

戎洗草, 圖畫作帖, 一則內入, 而卿等各持一本, 似好矣
。
鳳漢曰, 臣等亦有此意矣

。
啓禧曰, 然則以製下御製韻, 爲首弁, 其下, 圖畫諸節爲

屛, 誠好矣
。
上曰, 依爲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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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화적 가치

<준천계첩>은 왕이 직접 그림의 제작을 지시하고 진헌進獻할 것을 명한 기록을 갖고 있는 예로는 가장 이

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이다. 영조는 화첩 안에 수록될 그림의 내용을 세세히 언급하였는데, 이 때문에 <준

천계첩>이 일률적으로 제작되던 다른 행사도와 차별화되는 내용과 주제를 담게 되었다.14

4첩의 그림은 가늘지만 탄력 있는 빠른 필치로 그려져 있다. 획의 시작에서 힘을 주었다가 끝에서 가늘

게 획을 빼는 ‘정두서미묘釘頭鼠尾描15’와 선조가 굳세고 강건하며 직선적인 ‘철선묘鐵線描16’의 사용이 돋보인

다. 정두서미묘로 표현된 인물의 옷깃은 주름의 시작이나 동세動勢의 첫 부분을 강조하며 그려지기 때문

에, 인물의 표현이 가늘고 정세하면서도 힘이 있고 동적이다. 철선묘로 묘사된 인물들은 선의 느낌이 소략

하면서도 꾸밈이 없어 그림 전체의 느낌을 정갈하게 보이게 한다. 

설채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매우 담하게 채색되어있는데, 이는 진하고 명료한 윤곽선과 채색 기법

을 보여주던 기존의 궁중행사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것이다.17 이와 같은 표현 기법으로 인

해 <준천계첩>은 도식적이고 일률적으로 묘사가 된 다른 행사도과 비교하여 개성 있는 화법畵法을 느끼

게 한다.

계첩에 수록된 4첩의 그림은 영조의 행적과 공로자들의 사은賜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ol.1, 2 등과 

같이 서명이 되어있는 <준천시사열무도>와 달리, 버클리 소장본과 리움 소장본, 부산박물관 소장본은 각 

14 『박정혜, 앞의 책, pp.270-271.

15   이 묘법의 두부(頭部)는 못 머리와 같이 강한 획이 가해지고, 선미(線尾)는 쥐꼬리와 같이 점점 가늘고 가볍게 그어지는 것이다. 정두

서미묘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걸쳐 많은 화가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묘법이다. 특히 윤두서를 위시한 이후의 조선 후기 풍속화가들이 

이를 자주 구사하였는데, 그 중 김홍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김성희, 「18종 인물화 묘법의 개념과 조선후기 인물화 묘법」,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00, p.48, pp.65-66.

16   철선묘는 송곳으로 돌의 면을 아로새긴 것처럼 정봉(正鋒)의 장점으로 그린 것으로, 비수(肥瘦)의 변화 없이 선조가 굳세고 강건한 것

이 특징이다. - 김성희, 위의 논문, p.44-45.

17   박정혜, 앞의 책, p.287.

vol.1 상단 – 정두사미묘의 사용 vol.4 중앙 – 철선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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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제목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제목은 그림 옆의 회장 비단 혹은 화면 우측 상단에 한자로 기입이 

되어있거나 서지정보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후대에 기입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처
       작품 

버클리 리움 부산

수문상친림관역

(水門上親臨觀役)

상친역우동문도

(上親役于東門圖)

수문상친림관역도

(水門上親臨觀役圖)

영화당친림사선

(暎花堂親臨賜饍)

상궤선우금원도

(上餽饍于禁苑圖)

영화당친림사선도

(暎花堂親臨賜饍圖)

모화관친림시재

(慕華館親臨試才 )
상시재우화관도

(上試才于華舘圖)
유 실

연융대사연

(鍊戎臺賜宴)

상명동사제인연우연융대도

(上命蕫事諸人宴于鍊戎臺圖)
유 실

비 고
(작품의 순서는 타 기관 소장처

의 순서를 따랐음)
회장 비단에 기입

- 화면 우측 상단에 기입
- 마지막 그림은 우측 상단 

  회장 비단에 기입

vol.1은 영조가 흥인문 남쪽에 있는 오간수문에 행차하여 준천 현장을 관람한 것을 그린 것이다.18 연輦

을 타고 계단을 올라 수문 위에 자리 잡은 영조와 오간수문 밑에서 소를 이용하거나 3인이 한 조가 되어 

흙을 퍼내는 역군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있다. 개천의 양안에 점심상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는 

일군들과 구경꾼들의 모습도 잔잔한 필체로 그려져있다. 주변에 그려진 수목의 표현은 화보풍의 다양한 

점엽법으로 표현되어 전형적인 남종화풍과 당시 유행하던 진경화풍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19

18   『英祖實錄』 卷95, 36년 4월 9일(癸未), 1760년, “大祭罷後, 命臨五間水門, 觀濬川
。
 時風雨大作, 藥院政院玉堂, 請對還寢, 上不許

。
 應

敎任㻐, 獨立上前, 不參請對, 後有承旨之除
。
”

19   박정혜, 앞의 책,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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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2는 준천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 영조가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춘당대에서 준천소 당상과 낭청 이

하 패장을 시사하고 공로자들을 가자加資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모습을 담았다.20 이곳에서 영조는 

두 편의 어제를 하사하였다. 그림의 하단에는 사각형의 과녁과 허수아비 표적들이 그려져 있어 이 자리에

서 시사試射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부감시俯瞰視로 그려졌으나 

영화당의 차일은 정면상으로 표현되어있다.

20   『英祖實錄』 卷95, 36년 4월 16일(庚寅), 1760년, “上御春塘臺, 試射濬川堂郞後賜宴, 仍命親政, 都廳許汲·元重會竝加資, 內濬川堂上

洪樂性亦加資, 行司直鄭汝稷, 以帿箭四中加資
。
 李昌誼·洪啓禧·洪鳳漢, 以輔國, 難參籌坐爲辭, 上從其言, 不爲加資, 時人有開川堂上

之譏
。
 先此洪鳳漢, 請赴役軍民成冊, 洗草錬戎臺, 仍爲設宴, 上許之, 至是又有試射之命

。
 初閔百福亦爲加資, 而大臣濬川堂上皆言, ‘百

福只爲一時之勞, 而加資則過濫’云, 故上特寢其命, 令銓曹, 備擬閫任
。
 鳳漢曰: “重會有老母, 至願在便養, 寧邊倅瓜期在邇, 百福急於閫

任矣
。
” 上仍命開政曰: “當用造化

。
” 寧邊府使李邦綏, 特除五衛將, 重會竟爲其代

。
 百福爲全羅水使, 閔百祥有筵奏, 不宜遽擬云, 故百福

不得赴任
。
”

<준천시사열무도> vol.1

<준천시사열무도>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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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는 영조가 잔치를 베풀어 준천소 당랑 이하 군졸과 이예吏隸에 이르기까지 연융대에 모인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다른 그림과 달리 건물과 인물을 부각시켜 그렸으며, 건물의 측면에서 부감하여 

과감한 대각선 구도를 사용하였다. 

vol.4는 4월 23일 영조가 모화관에 거둥하여 각 군문과 준천소 군병의 시방試榜에 친림한 것이다.21 모

화관은 돈화문 밖 서북쪽에 있는 누각으로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곳이나, 평상시에는 열무閱武, 관무재

觀武才, 무과 시험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림의 우측 하단에 보이는 청기와가 덮인 문은 영은문迎恩門이다.22

21   『英祖實錄』 卷95, 36년 4월 23일(丁酉), 1760년, “上幸慕華館, 親臨試放各軍門濬川軍兵
。
 上具戎服乘馬, 用陵幸時例, 先是, 三公箚請還

寢試放之命, 上不從
。
 玉堂亦箚請還寢, 答曰: “川渠以書生之筆濬乎? 今日書生之言, 大率如此

。
” 知經筵李昌壽, 請還收堂箚之批, 上從

之
。
 日暮乘馬, 還御慶熙宮

。
”

22   박정혜, 앞의 책, p.290.

<준천시사열무도> vol.3

영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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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도 앞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군졸의 대열과 건물의 포치 등이 어좌를 중심으로 모이는 삼각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단을 여백으로 두어 모화관에서의 사건 묘사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구성하였으

며, 원산에 미점과 부분적 선염으로 양감을 표현한 것이 돋보인다.23

대부분의 궁중행사도는 여러 명의 화원이 합작하여 제작하고 그림 속에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

아 작가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본 유물의 경우, 『준천소좌목』의 별간역(別看役 : 현장에서 공사의 

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직책) 항목에 세 명의 별군직別軍職과 당상군관堂上軍官 김희성金喜誠의 이름이 발견

되었다. 김희성(일명 金喜謙)은 도화서 화원이었으나 서반 체아직을 제수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화

첩의 제작 화원으로 김희성을 자연스럽게 발탁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희성의 유작에서 

정선의 진경화풍과 남종화풍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

한다. 그의 유작으로 <석천한유도石泉閒遊圖>, <오수청천도午睡聽泉圖> 등이 전해지며, 초상화의 전신傳神에 뛰

어났다고 하나 인물화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준천시사열무도>는 18세기 후반에 변화된 궁중행사도의 양식과 화풍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특

히 많은 이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 행사가 여러 경로로, 다양한 양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

물이기도 하다. 본 유물은 진경화풍과 남종화풍의 영향이 공존하는 화풍과 섬세한 필치가 돋보여 당대의 

화원화가들의 역량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제작한 화원을 파악하는 데 난해하였던 기존의 

궁중행사도와 달리 좌목을 근거로 화원을 추정해볼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23   박정혜, 앞의 책, p.291.

<준천시사열무도> 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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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상태조사

모사본을 제작하기에 앞서 상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상태조사는 크게 원본 크기 실측, 육안관찰, 과학

적 기기를 활용한 분석 등 3가지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본 과정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크기와 재료,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원형 모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먼저 유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유물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모사작의 크기를 결정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물의 미묘한 크기 차이로 인한 특징을 포착해내어 유물의 장황형식이나 개장되었을 

때의 특이점 등을 찾아내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 

크기를 측정한 후, 육안관찰을 하여 원본 유물의 특징들을 포착하였다. 이를 통해 장황에 쓰인 표지, 

장황 형식, 장황에 쓰인 비단 등을 관찰하여 유물의 장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의 충해나 오염 여

부를 관찰하였다. 준천시사열무도의 경우 충해를 많이 입어 유실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부분들

을 면밀히 살펴보아 유실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충해 입은 흔적들을 맞

춰봄으로써 본 유물이 충해를 입었을 당시 보관되고 있던 상태를 유추하고자 하였다. 유물의 오염 여부를 

관찰하는 것은 작품의 원본 상태와 훼손 상태를 가려내기 위함이며, 이는 모사작을 제작할 시에 매우 중

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준천시사열무도>는 20세기 중·후반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의 첩 형식으로 되어있다. 각 첩의 

제목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기호가 volume 1, 2, 3, 4로 분류되어 있다.

(1) 실측

각 첩의 크기는 0.1~0.5cm 내외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vol.1의 경우 작품의 왼쪽과 오른쪽, 

위, 아래의 변의 길이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내부의 작품은 반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였으며 접힌 면이 정확하게 그림의 중앙에 위치하지는 않았다. 

작품 자체가 정확하게 반으로 접힌 것이 아니라 좌우의 면이 비대칭으로 접혀있었던 것인데, 특정한 이유

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작품에 대한 실측을 진행하면서 각 첩에 장황비단으로 추정되는 쪽염 비단의 너비도 측정하였으며, 쪽

염 비단이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 부위까지도 측정하여 작품의 전체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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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시사열무도 v.1 준천시사열무도 v.1, 내부

준천시사열무도 v.2 준천시사열무도 v.2 내부

준천시사열무도 v.3 준천시사열무도 v.3 내부

준천시사열무도 v.4 준천시사열무도 v.4 내부

19.7cm
38.8cm

39.2cm

39.2cm

38.6cm

0.6cm

0.5cm

0.3cm

0.5cm

0.4cm

0.2cm

0.3cm

0.5cm
0.5cm

0.3cm

0.4cm

0.2cm

0.6cm

0.3cm

0.3cm

39.4cm

39.7cm

40.4cm

38.9cm

28.4cm

27.9cm

28.2cm

28.1cm

28.6cm
26.9cm

27.3cm

27.5cm

27.5cm

19.9cm

19.7cm

20.2cm

1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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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안관찰

① 장황

가. 표지

표지는 엷은 황색 빛을 띠고 있으며 만자형卍字形과 중앙부분에 연꽃으로 추정되는 식물문植物紋이 원형 

안에 새겨져있는 능화문菱花紋표지이다. 겉표지에는 ‘준천시사열무도濬川試射閱武圖’가 묵서墨書로 표기되어있

으며 청구기호표가 부착되어있다. 

표지앞면 표지뒷면

- 濬川試射閱武圖(준천시사열무도) 묵서 표기
- 만자(卍)형 능화
- 중앙에 원형 형태 안에 식물문(연꽃으로 추정)

- 앞면과 동일

나. 형식

각 첩은 겉표지와 내지(작품원본 2면), 뒤표지로 구성되어있다. 겉표지와 작품원본은 한지로 연결되어

있는데(장황형식 참고), 경성대학의 도서관인장이 찍혀있는 종이가 오려져 붙어있어 경성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이후에 개장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미지

장황형식

대상작

풀칠
표지와 연결
하는 종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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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장황형식 
실제 이미지

v.1 앞표지

앞표지와 작품 우측면의 연결 상황

v.1 뒤표지

뒤표지와 작품 좌측면의 연결 상황

표지와 연결된 부분

v.1 경성제국대학의 인장

인장이 오려붙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장황은 1930년대 이후에 개장(改裝) 
되었을 것이라 추정

충해로 인해 원본과 배접지의 단면이 드러나 유물의 배접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유물은 최소 3

번 이상의 배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충해가 가장 심한 vol.1의 경우 부분적으로 양지(洋紙, 크라

프트지로 추정)가 덧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유물을 개장, 혹은 개장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보존처리를 위해 유물에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유물의 전체 크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크기의 최종배접지가 배접되어 있으며, 이것은 표지와 연결하기 위해 부착된 종이와 부분적으로 연

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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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배접 상황

장황형식 
실제 이미지

v.2 좌측 하단 

- 배접지의 층을 관찰할 수 있음
- 한지의 겹을 감안하여 볼 때, 최소 3번의 배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v.1 중앙부 상단, 160배 촬영

- 배접지의 단층 세부관찰

v.1 중앙부 

- 보존처리 추정 부위

v.1 중앙부 하단

- 보존처리 추정 부위

대상작

배접지1, 2, 3

보존처리(추정)

최종배접지

표지와 연결 종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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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황 비단

장황 비단은 쪽염된 평직 비단으로, 각 유물에 약 4-5mm의 너비로 남아있다. 타 기관 소장본의 경우 

비슷한 재질과 색상, 구조의 쪽염 비단이 4.5-5cm의 너비로 남아있어 규장각 소장본도 타 기관 소장본과 

동일한 모습이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다만 근대에 개장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잘린 것으로 생

각된다.

이미지

v.3 좌측상단

- 작품 외곽에 둘러져 있는 쪽염된 비단

v.2 우측상단

- 둘레에 남아있는 쪽염 비단

v.1 좌측하단

- 비단이 탈락되어 비단의 배접지만 남은 경우

v.4 하단 장황 비단

- 장황 비단 160배 촬영
- 평직 구조
- 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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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해

<준천시사열무도>는 많은 부분 충해를 입어 유물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실되었다. 중앙부 접힌 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충해 모양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접힌 상태에서 충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vol.1, 

2, 3, 4에서 충해로 인해 유실된 부분의 모양이 대부분 일치하여 4첩이 각각의 첩이 아닌, 하나의 첩으로 

묶여서 보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v.1

- vol.1의 충해가 가장 심함
- 둘레의 장황비단까지 충해 입었음

v.2 중앙부

- 충해로 인한 작품 내용 유실

v.1의 좌우 충해부분 (좌측 : 파란색 / 우측 : 붉은색)
v.1 좌우 겹친 모습

- 좌우 충해의 모양이 많은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음

③ 오염

본 유물에서 3가지의 오염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나는 필기류에 의한 오염으로, 작품의 우측 하

단에 볼펜으로 추정되는 필기류를 이용하여 숫자가 기입되어있다. vol.1에는 78, vol.2는 79, vol.3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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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는 81이라는 숫자가 기입되어있어 본 유물이 어떤 컬렉션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와 비슷한 양식으로 숫자가 기입된 유물이 있는지, 그 유물들과 본 유물이 연관성이 있는지 등 여러 방면

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먹으로 추정되는 붓질에 의한 오염, 세 번째는 갈색 액

체에 의한 오염이다. 

이미지

v.1 우측하단 v.4 좌측상단 v.4 좌측상단

- 볼펜으로 추정되는 재료로 숫자가 
  기입되어있음

- 먹에 의한 오염 - 갈색 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3) 안료 및 바탕 재질 분석

비디오 현미경과 XRF,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준천시사열무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유물은 장황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앞면에 대한 조사만을 실시하였다. 

비디오 현미경을 이용하여 <준천시사열무도>의 바탕 재질의 소재와 구조 등을 관찰하고, 사용된 안료

의 입자를 확인하였다. 또한 안료의 채색 상태와 순서 등을 살펴보았다. 

XRF를 이용하여 유물에 채색된 안료의 성분 분석을 하였다. X선 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는 시료에 X선을 조사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X선(형광X선)을 이용하여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종류와 정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시료를 부수지 않고 크기에 상관없이 원자번호 분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분석법은 비파괴적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고고학, 미술자료 등의 자료 분석에 널리 

쓰이고 있다.24

적외선 카메라로 유물을 촬영하여 두꺼운 안료 층 밑의 먹선과 같이 육안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영

역을 관찰하였다. 

24   정두희, 「조선 후기 어진의 제작기법 연구: 의궤 및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술학 박사 학위논문, 2012, p.108.

v.2 좌측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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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미경 관찰

•       IMS-M-345, SOMETECH, Korea

•       160배 촬영 

가. 백색 안료

가) 천막과 옷에 주로 사용

나)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아닌, 안료 자체가 검게 변한 흔적으로 보아 연백 사용에 의한 반연현상反鉛 

 現象으로 추정

나. 적색 안료

가) 인물의 옷과 깃발, 건물의 기둥

나) 깃발과 건물에는 무기안료의 사용이 관찰됨, 인물의 옷에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 두 가지의 사용 

  이 모두 관찰

다) 건물의 벽에는 적색 안료와 황색 계통의 안료가 섞여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

라) 붉은 무기안료의 사용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안료의 변색이 관찰됨. XRF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 

  로 안료의 변색으로 인한 현상인지, 혼색에 의한 의도된 색상인지 추정해보아야 함

v.1 중앙부상단 천막(#5) v.1 좌측상단 천막(#38) v.1 좌측상단 천막(#39) v.1 우측하단 인물 옷(#7)

v.2 중앙부 상단 천막(#41) v.2 좌측 천막(#49) v.2 좌측중앙 천막(#81) v.2 좌측중앙 옷(#85)

v.2 중앙부 상단 천막(#41) v.2 좌측 천막(#49) v.2 좌측중앙 천막(#81) v.2 좌측중앙 옷(#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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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색 안료

가) 건물의 기와, 천막, 깃발, 인물의 옷

나) 기와에는 푸른 계통의 유기안료 사용된 것으로 추정. 천막과 깃발에는 무기안료 사용 추정. 인물 

 의 옷에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 모두 사용된 것으로 추정

v.3 우측 인물2(#104) v.3 우측인물3(#106) v.3 우측인물4(#107) v.3 우측인물5(#108)

v.4 우측 깃발(#147) v.4 우측 기둥(#153) v.4 우측 인물(#161) v.4 우측 말(#164)

v.4 우측하단 기둥(#167) v.3 좌측건물(#91) v.3 좌측건물2(#92) v.3 우측 인물(#103)

v.1 좌측인물(#18) v.1 중앙 깃발(#19) v.1 우측 인물(#23) v.1 중앙 천막(#29)

v.1 중앙 성벽(#30) v.2 중앙상단 기와(#42) v.3 좌측 인물(#99) v.3 중앙 인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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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 안료

① 인물의 옷과 산, 나뭇잎 채색에 쓰임

② 쪽과 등황의 혼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③ 어좌 뒤에 있는 ‘일월오봉도’와 vol.4의 우측 하단 기와 지붕에는 녹색 무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

v.3 중앙인물(#101) v.3 중앙인물(#105) v.3 우측상단 봉우리(#122) v.4 중앙인물(#144)

v.4 중앙상단 벽(#137) v.4 좌측인물(#142) v.4 우측 깃발(#148) v.4 우측 가마(#151)

v.1 좌측인물(#9) v.1 중앙깃발(#16) v.1 중앙상단 기둥(#28) v.1 우측인물(#21)

v.1 우측인물(#22) v.1 우측 나무(#32) v.1 우측 나무2(#33) v.2 좌측인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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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색 안료

① 인물의 옷, 깃발, 땅의 표현에 사용됨

② 현미경 이미지 상에서 입자감이 관찰되지 않아 대부분 황색의 유기안료(등황)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

③ 건물의 외벽과 소, 인물의 얼굴에서는 황색의 입자감이 관찰되어 황색무기안료를 사용했을 가능성

이 있음

(6) 오염된 부분

① 각 화첩 우측 하단에 볼펜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

② 검은 얼룩은 먹, 갈색 얼룩은 액체 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

v.1 좌측 땅(#26) v.1 좌측인물(#14) v.1 좌측 깃발(#15) v.2 우측 건물벽(#60)

v.3 우측하단 글씨(#117) v.4 중앙상단 얼룩(#128) v.4 중앙상단 얼룩2(#134) v.4 우측상단 얼룩(#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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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RF 분석

•       협력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       휴대용 X선형광분석기(Portable XRF, INNOV-X System, USA)

•       40㎸, 4W, Measurement Time 30sec

(1) XRF 분석 위치 및 결과

준천시사열무도-1 XRF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As Ca Cu Fe Hg K Pb S Ti Zn

1 Background <LOD 7573 89 506 52 3212 92 <LOD 178 147

2 적색 <LOD 6940 59 545 86 3876 85 <LOD <LOD 156

3 적색 3870 6287 2392 417 14551 2376 13404 202 <LOD 177

4 청색 357 6586 28760 1143 2595 9907 4049 51 <LOD <LOD

5 청색 66 7197 42 541 <LOD 4009 211 <LOD <LOD 146

6 옅은청색 107 7469 9025 816 100 7367 344 <LOD <LOD 101

7 백색 4320 1808 5226 287 591 1485 14702 233 <LOD 103

8 적색 1477 5444 192 416 5335 3038 4941 55 <LOD 180

9 주황색 836 6652 74 475 3013 2900 2889 39 <LOD 168

10 백색 1292 4778 <LOD 400 195 2382 4334 72 <LOD 147

11 황색 115 7210 394 604 182 3783 370 8 <LOD 115

12 녹색 <LOD 6644 33 499 <LOD 3686 81 <LOD <LOD 146

13 짙은녹색 31 6975 <LOD 463 <LOD 3774 69 <LOD 132 152

14 백색 3433 2410 72 273 431 1764 11126 181 <LOD 156

15 녹색 41 8566 72 581 <LOD 2988 135 <LOD <LOD 175

준천시사열무도-1 XRF 분석 위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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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As Ca Cu Fe Hg K Pb S Ti Zn

16 적색 1806 5210 102 521 6752 2845 5995 71 <LOD 183

17 적색 50 7059 33 550 138 3411 160 <LOD <LOD 165

18 옅은청색 52 6600 <LOD 465 <LOD 3686 116 7 <LOD 129

19 옅은청색 24 5938 45 492 <LOD 3224 57 <LOD <LOD 147

20 분홍색 184 6452 66 703 396 3615 549 26 <LOD 129

준천시사열무도-2 XRF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As Ca Cu Fe Hg K Pb S Ti Zn

1 Background 15 6211 40 501 <LOD 3362 23 <LOD <LOD 130

2 청색 692 8183 10841 1041 2148 6628 2933 22 <LOD 89

3 녹색 <LOD 8222 65 718 <LOD 3120 103 <LOD <LOD 126

4 짙은청색 1534 20675 <LOD 468 5113 3273 7627 165 <LOD 148

5 옅은청색 <LOD 8508 90 502 <LOD 3410 47 <LOD <LOD 101

6 황색 376 5953 66 492 1580 3523 1978 <LOD <LOD 117

7 주황색 4213 14809 1100 432 11793 2586 17117 223 <LOD 160

8 적색 2855 14173 166 423 11317 2828 11456 145 <LOD 191

9 백색 2149 3778 299 410 2423 2415 7589 123 <LOD 116

10 옅은분홍색 837 6299 33 2240 68 3185 657 9 <LOD 164

11 주황색 638 9781 53 505 389 3473 1923 40 <LOD 149

12 흰색 2682 2811 72 428 429 2151 8839 141 <LOD 145

준천시사열무도-2 XRF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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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시사열무도-3 XRF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As Ca Cu Fe Hg K Pb S Ti Zn

1 Background <LOD 6754 41 616 <LOD 2864 28 <LOD <LOD 136

2 청색 <LOD 9195 <LOD 637 <LOD 3114 42 <LOD <LOD 170

3 청색 548 9130 72 548 563 3334 1726 19 <LOD 173

4 분홍색 1436 5767 86 561 171 3145 4950 34 <LOD 150

5 연회색 1329 4829 42 497 155 2885 4077 84 <LOD 167

6 적색 116 5928 83 999 <LOD 2870 353 23 <LOD 126

7 연분홍색 243 7235 32 579 <LOD 3854 71 8 <LOD 172

8 갈색 136 6947 124 1722 147 3598 213 10 <LOD 163

준천시사열무도-3 XRF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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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시사열무도-4 XRF 분석 결과

분석

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As Ca Cu Fe Hg K Pb S Ti Zn

1 Background <LOD 5713 47 488 <LOD 3350 37 <LOD <LOD 112

2 녹색 338 7452 35256 933 1343 4578 1337 13 <LOD <LOD

3 적색 1353 6340 158 528 4968 3421 5320 52 <LOD 143

4 연분홍색 1292 5592 84 440 5412 2577 3824 82 <LOD 202

5 얼굴색 <LOD 6137 <LOD 566 59 3838 76 <LOD <LOD 101

(2) 색상별 세부 분석 내역

① 적색계열 : 적색, 주황색, 분홍색

•       주요 검출성분 : Ca, Hg, Pb

•       추정 안료 : 

- 분석위치 그림1-2번, 17번, 3-7번은 염료(연지)

- 분석위치 그림3-4번, 6번은 연백에 염료(연지)를 사용

-   분석위치 그림1-8번, 9번, 20번, 2-7번, 8번, 11번, 4-3번, 4번은 진사(HgS)와 연단(Pb3O4) 혼합하여 

사용

- 분석위치 그림1-20, 2-10, 4-5번은 진사, 연단, 황토 사용

준천시사열무도-4 XRF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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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지점에서 수은(Hg), 납(Pb), 황(S)이 다량 검출된 경우의 붉은 색 표현 연구

관찰한 지점들 중 붉은 색이 칠해진 것으로 추정되나 검붉게 산화 혹은 변색이 된 지점을 다수 발견하

였다. 일반적으로 채색 부위가 검게 산화되는 것은 납의 반연현상反鉛現象에 의한 변색으로 볼 수 있다. 대

표적인 예로 납으로 만들어진 ‘연백鉛白’이 흑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연백과 진사를 사용하여 색 샘플을 만든 후 원본의 붉은 색과 비교하였다. 색 샘플은 연백과 진사의 

혼합, 연백을 전채前彩한 후 진사를 앞에 칠한 것, 연백을 배채背彩한 후 진사를 앞에 칠한 것 등 3가지이다. 

관찰 결과, 연백과 진사의 혼합은 옅은 분홍색을 띠었으며, 연백 전채 후 진사를 칠한 것 또한 연백의 색

이 묻어나면서 색이 탁해졌다. 연백을 배채 후 진사를 칠한 것은 진사의 색만이 보였다. 따라서 원본의 다

홍빛이 도는 붉은 색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되었다. 

vol.1- 연백의 흑화 현상

연백과 진사
(중국 진사#5) 혼합

연백과 진사(일본) 혼합 연백 전채(前彩) 후 
진사 전채

연백 배채(背彩) 후 
진사 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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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납으로 만들어진 안료 중 붉은 빛을 띠는 안료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그 중 연단을 사용하게 되었

다. 연단은 밀타승이나 연분을 약 480℃로 구워서 만든 것으로 적황색을 띤다.

연단

진사(중국 진사 #5)와 
연단 혼합

겸창주(일본) 연단 혼합

원본과 연백, 진사 혼합 샘플 색 비교

적황색의 연단과 붉은 색의 진사를 혼색한 후 원본과 비교한 결과, 원본의 느낌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결과를 통해 본 분석지점의 붉은색은 진사와 연단의 혼색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원본의 붉은 색 안에서 미묘한 색상의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진사의 입자나 걸러낸 정도에 따라 

진사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형의 색상을 추정하여 채색을 하되, 원본

이 갖는 색상의 범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을 만들어 채색하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 진사의 거름 정도

를 달리하여 연단과 혼색하거나, 중국산 진사와 일본산 겸창주를 각각 연단과 섞어 그 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본 진사와 연단의 혼색은 vol.2에서 어좌 뒤쪽의 색상과 매우 유사하여 이곳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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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색

•       주요 검출성분 : Cu, Pb

•       추정 안료 : 

-   분석위치 그림1-4번, 6번, 2-2번은 석청[2CuCO3·Cu(OH)2]과 연백

-   분석위치 그림1-5번, 18번, 2-4번, 3-3번은 염료(쪽)와 연백

-   분석위치 그림1-19번, 2-5번, 3-2번은 유기염료(쪽)를 사용

③ 녹색

•       주요 검출성분 : Cu, Pb

•       추정 안료 : 

-   분석위치 그림4-2번 석록[CuCO3·Cu(OH)2]과 연백

-   분석위치 그림1-12번, 13번, 15번은 유기염료(쪽+등황)를 사용 추정

④ 황색

•       주요 검출성분 : -

•       채색방법 : 분석위치 그림1-11번, 2-6번은 유기염료(등황)로 채색한 것으로 추정

⑤ 갈색

•       주요 검출성분 : Fe

•       채색방법 : 

-   분석위치 그림3-8번은 대자(Fe2O3)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

-   분석위치 그림1-16, 4-3은 진사, 연단, 대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 

원본과 진사(중국), 연단 혼합 샘플 색 비교 원본과 진사(일본), 연단 혼합 샘플 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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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백색

•       주요 검출성분 : Pb

•       추정 안료 : 분석위치 그림1-7번, 10번, 14번, 2-9번은 연백을 사용 한 것으로 판단

⑦ 회색

•       주요 검출성분 : Pb

•       추정 안료 : 분석위치 그림3-5번 연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4) 적외선 촬영

•       협력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1) 적외선 촬영 이미지

준천시사열무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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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외선 촬영 분석 결과

원본과 적외선 촬영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밑그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적외선 이미지를 통해 안료가 두껍게 채색되어있는 부분의 먹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초上綃 시에 참

고하였다. 

준천시사열무도 v.2

준천시사열무도 v.3

준천시사열무도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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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사본 제작의 방법

1) 타 기관 소장본과 비교 연구

본 모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천시사열무도>와 같은, 혹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을 다수 발견

하였다. 이들은 내용이나 구성 등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었으나, 화면의 내용이나 장황의 형

식, 그림의 개수, 구성 요소의 유무 등이 매우 상이한 것들도 있었다. 여러 형식을 갖고 있는 타 기관 소장

본과의 비교를 통해 규장각 소장본의 유실된 이미지와 개장되기 이전의 원본 형식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 소장본들의 구성요소와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

견 본 지 본

규장각 리 움
부산

박물관

버클리대학

(아사미 
문고)

이해철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역사

박물관

경남대학교

(데우라치 
문고)

어제어필 
서문

① ⑤ ① ①

어제사언시 ② ④ ② ② ① ① ① ①

vol.1 ① ③ ③ ③ ③

vol.2 ② ④ ② ④ ④

vol.3 ③ ⑥ ⑥ ⑥

vol.4 ④ ⑤ ⑤ ⑤

준천소좌목 ⑤ ⑦ ① ⑦ ⑦

발문 ⑧ ⑧ ⑧

준천당랑

연구
⑥ ② ② ② ②

비 고

각각 
첩으로 개장

준천

소좌목은 
4면이 
남아있고, 
vol.3과 
vol.4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

      준천
소좌목은 

v.1만 
존재 

      v.3와 v.4
는 유실

목판본에 
채색

※ 규장각 소장본과 리움 소장본, 부산박물관 소장본은 실견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다.

※ 버클리소장본은 도서관측으로부터 전체 이미지를 협조 받았으며, 이해철 개인소장본은 『청계천을 가꾸다 : <준천계첩>연구 국역 그리고 청계천 

 의 역사』를 통해 전체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은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에서 발행한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안료』, 서울역사박물관, 2009, pp.88-97을 참고하였다.

※ vol.3과 vol.4의 명칭은 규장각 소장본을 기준으로 한다.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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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들을 살펴보자면 크게 견본絹本 작품과 지본紙本 작품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형식으로 보았을 때 어제어필, 그림, 준천소좌목 등의 구성요소들이 있는 A형과 vol.2의 그림과 준천당랑

연구濬川堂郞聯句만이 있는 B형으로 나뉜다. 이것은 준천을 소재로 한 화첩이 서로 다른 집단에 의해 두 경

로로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25

타 기관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의 가장 큰 차이는 장황의 형식이다. 가장 원형에 가깝고 모든 요소

가 갖춰진 것으로 추정되는 리움 소장본과 버클리 소장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규장각 소장본은 각각

의 첩으로 개장되어 있으며 그림 주변의 회장 비단 또한 잘려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장각의 청구기호

를 보았을 때, 규장각 소장본의 요소들이 타 유물들의 순서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준천시사열무도>의 

vol.4가 세 번째 그림인 것으로, vol.3가 마지막 그림인 것으로 추정되며, <준천소좌목>도 vol.3와 vol.4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타 기관 소장품들 중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준천첩>과 부산박물관 소장 <어전준천제명첩>을 실견하였

다. 각각의 장황형식과 구성 요소의 순서, 크기, 견조직, 화면의 내용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준천시사열무

도>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았다.

 

(1)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준천첩>

① 장황형식 

•       선풍엽26(비교적 옛 형식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황색 능화문표지

•       비단으로 추정되는 제첨에 ‘준천첩濬川帖’ 필사 서명

•       어제어필 서문御製御筆序文, 어제시御製詩, 그림 4폭, 준천소좌목, 발문跋文의 순서

•       각 페이지 테두리에 5cm 너비의 쪽염 평직 비단

② 크기 

•       전체 : 약 49cm × 37cm 

•       그림 : 약 38.6cm × 27cm

25   박정혜, 앞의 책, pp.282-283.

26   선풍엽(旋風葉) : 반씩 접은 낱장들을 풀로 연결하여 펼쳤을 때 두 면씩 보이도록 한 것. 표지를 앞, 뒷면에 각각 바르거나 하나로 싸

서 연결성을 보강하기도 한다. 주로 낱장의 글씨나 그림 등을 붙이는데 화본을 반으로 접거나 단면에 하나씩 붙인다. 그림의 주변에 

종이나 비단으로 선을 두르는데, 이것은 충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문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김

경미, 박윤희, 「조선 왕실의 장황」,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국립고궁박물관, 2008, 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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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천시사열무도>와의 비교 

•       vol.1, vol.2, vol.4, vol.3의 순서로 되어있음

•       전체적으로 채색이 옅고 부분적으로 규장각본과 색상이 다르기도 함

•       흰색(연백으로 추정)에 흑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남

•       다른 두 유물에 비해 흰색(연백으로 추정)의 밝기가 매우 밝고 화려하게 느껴짐

•       그림의 빈 여백부분이나 테두리 비단에 그림의 제목이 기입되어 있음(그림이 제작된 시기보다 후대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

•       건물의 벽부분이 더 붉게 처리되어있음

④ 견조직 

•       경사 2올, 위사 1올의 변화평직(식서방향이 가로방향으로 돌려져 있음, <준천시사열무도>와 비슷한 견

을 사용하였을 가능성)

⑤ 화면畵面 내용

가. vol.1

•       능숙한 필치의 깔끔한 그림 표현이 돋보임

•       나뭇잎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음

나. vol.2

•       중앙, 좌측 하단 인물의 옷에서 준천시사열무도에서 보이지 않는 자주색, 노란색, 녹색 등의 색이 사용됨

•       우측 중앙 깃발의 붉은 색이 준천시사열무도보다 주황빛이 도는 것이 특징

•       깃발에 용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표현됨

•       노란색 평상平床의 길이가 다른 유물들에 비해 짧음

다. vol.3

•      어좌 뒷부분에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가 보이지 않음

•      우측 중앙의 인물들의 옷색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오른편 말의 색이 흰색으로 표현되어있음

•      배경의 산수에서 직선적인 표현이 많이 보임

라. vol.4

•      좌측 하단 인물들의 옷 색깔 구성이 준천시사열무도와 차이가 있음

•      배경의 산과 나무가 간략하게 표현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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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박물관 소장 <어전준천제명첩>

① 장황형식 

•      경절장27 형식으로 개장되어있음(70년대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

•      원본의 표지로 추정되는 황색 능화표지

•      능화표지에 내지 회장비단과 동일한 비단이 둘러져 있음

•      제첨 없이 ‘어전준천제명첩御前濬川題名帖’ 필사 서명

•      내지 구성요소의 장황 비단은 무늬가 있는 황색 비단(좌우 양쪽의 테두리 비단이 상하의 테두리 비

단보다 좁게 장황되어 있음)

•      준천소좌목 1면, 그림 vol.2, vol.1, 어제시, 어제어필 서문, 준천당랑연구의 순서

② 크기 

•      전체 : 약 44cm × 37cm 

•      그림 : 약 38.6cm × 27cm

③ <준천시사열무도>와 비교 

•      vol.3와 vol.4가 누락되어있음

•      흰색(연백으로 추정)의 흑화 현상은 동일

•      <준천소좌목>은 첫 번째 장만 남아있음

•       vol.2, vol.1의 순서로 되어있음

④ 견조직 

•      경사 2올, 위사 1올의 변화평직(식서방향이 가로방향으로 돌려져 있음, 리움소장본, 규장각소장본과 

비슷한 견조직)

⑤ 화면의 내용

가. vol.1

•      중앙의 인물들의 옷색이 매우 옅게 채색되어있음

•      나뭇잎의 표현에서 녹색의 가지 수가 많고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음

•      나무의 표현이 정갈하고 수준이 높아보임

27   경절장(經折裝) : 불교 경전에서 유래된 형식. 긴 두루마리를 일정한 폭으로 접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엽씩 열어볼 수 있게 만들

었다. 보고 싶은 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닫으면 납작하게 포개져 휴대와 보관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맨 윗면과 아랫면에 표지를 

바르고 제첨을 붙이는데, 왕에게 올리는 것은 표지를 비단으로 하고 책갑에 넣어 바쳤다.- 김경미, 박윤희, 앞의 책,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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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ol.2

•      나뭇잎 녹색의 표현이 풍부함

•      상단 인물의 옷주름 표현이 다른 유물들에 비해 간략하게 처리

(3) 기타 기관 소장본 이미지

①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 <준천계첩>

② 이해철 개인소장 <준천계첩>



5권  자체보존관리162

③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준천당랑시사연구첩>

④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총대첩』 중 <서총대친림사연도>

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어제준천제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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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실된 부분의 복원

(1) 중앙부 접힘에 의한 손상 복원

본 유물은 화면이 반으로 접혀있어, 화견의 꺾임에 의해 이미지의 훼손이 발생하였다. 훼손된 이미지의 

복원 방법에 관하여 자문회의에 논의한 결과,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타 기

관 소장본의 이미지가 확인 가능할 경우, 그 이미지를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그러나 타 기관 소장본의 이

미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좌우대칭형의 도상은 온전한 쪽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훼손된 부분의 형태

를 유추하였다.

• 타기관 소장본 이미지 비교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준천첩)
부산박물관 소장본
(어전준천제명첩)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본
(준천계첩)

v.1

①

②

③

v.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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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준천첩)
부산박물관 소장본
(어전준천제명첩)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본
(준천계첩)

v.2

②

③

④

v.3 28 ① 유실

28

28   본 표에서 vol.3와 vol.4는 각 소장본의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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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준천첩)
부산박물관 소장본
(어전준천제명첩)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본
(준천계첩)

v.3

② -

③ -

v.4

유실

-

- 



5권  자체보존관리166

• 규장각 소장본과 모사본 이미지 비교

규장각 소장본 모사본

v.1

①

②

③

v.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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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본 모사본

v.2

③

④

v.329

①

②

③

 29

29   본 표에서 vol.3와 vol.4는 규장각 소장본의 순서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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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본 모사본

v.4

①

②

③

① 충해 유실 부위의 복원

원본 유물과 타 기관 소장본을 비교한 결과, 화면 중앙의 인물과 건물의 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표현은 각 유물마다 상이하였다. 이 경우 한 유물을 지정하여 그것의 도상을 그대로 따라 복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자문회의 결과, 중앙의 중요 행사 도상은 타 소장본을 충실히 따르되, 주변부의 수목 표현

은 규장각 소장본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그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앙부를 제외한 충해 

유실 부위는 남아있는 도상의 필법과 느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좇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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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 모사본

v.1

右上

右下

左上

左中

左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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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 모사본

v.2

右上

右下

左中

左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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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 모사본

v.3

右上 

右下

左上

左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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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 모사본

v.4

右上 

右中

右下

右上

右中

右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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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본의 형태 복원

규장각 소장본은 그림 4첩과 준천소좌목 4첩이 전해지고 있다. 비록 각각의 첩으로 개장되어있고 누락

된 요소들이 많지만, 그림과 준천소좌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리움 소장본과 버클리대학 도

서관 소장본, 이해철 개인 소장본과 같이 하나의 화첩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어제어필 서문 2면과 어제시 2면, 준천소좌목 5면과 발문 3면 등 누락된 모든 요소들을 모두 

제작하여 화첩 장황이 되어있던 원형의 모습을 찾는 것으로 복원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1) 장황의 형식

원형의 형식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리움 소장 <준천첩>과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 

<준천계첩>, 이해철 개인 소장 <준천계첩>이었다. 이들은 모두 선풍엽 형식으로 장황의 형식이 일치하였으

며, 능화문의 표지와 쪽염 회장 비단(이해철 소장본은 쪽염 한지로 추정)과 같은 형식도 동일하였다. 또한 

화첩의 구성요소와 그 순서가 일치하였다. 위의 세 유물에서 장황의 형식과 구성요소들이 동일하였기 때

문에, 이를 기준으로 화첩의 원형 모습과 그 순서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자문회

의에서 논의한 결과, 실견을 하였던 리움 소장 <준천첩>을 기준으로 장황의 형식과 내용, 순서를 동일하게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누락된 요소의 복원

① 어제어필 서문, 어제사언시

본 모사사업에서 서문과 시의 제작 기법의 방향과 결과물의 느낌을 정하는 데 있어 실견을 하였던 리

움 소장본과 부산박물관 소장본을 근거로 하였다. 복제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또한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과 기법을 추정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복제본을 제작하기 위해 타 기관 소장본을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작 

과정과 기법을 유추하여 보았다.

버클리 소장 <준천계첩> - 표지 리움 소장 <준천첩> -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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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 소장본과 부산박물관 소장본의 어제어필 서문御製御筆序文과 어제사언시御製四言詩는 각각 2면으로,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문은 1760년 4월 16일 영조가 사연賜宴하는 자리에서 준천소 당상인 판

돈녕부사 이창의, 판윤 홍계희, 판서 홍봉한에게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여 내려준 것이다.30 서문의 내용은 

‘面賜濬川諸堂以示 嘉尙仍命勿謝’로, 해석하자면 ‘준천제당을 면대하여 포상을 내려주어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이고 인하여 사양하지 말 것을 명하노라.’이다.31

어제사언시는 같은 날 행호조판서 홍봉한에게 하사한 것이다. 영조는 준천을 하는 것이 백성에게 이로

운 것이 분명하나, 준천 공사로 인해 백성이 고통을 겪을 것을 염려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영조 36년 

만에 비로소 준천의 일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그 노고를 치하함에 이 사언시를 하사하게 되었다.32 그 내

용은 ‘濬川功訖 卿等竭誠 予聞光武 有志竟成’으로, ‘준천의 공역을 끝마쳤음은 경 등이 정성을 다함이었

다. 내가 듣건대 광무제도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하였도다.’이다.33

리움 소장본과 부산박물관 소장본의 어제어필 4면은 바탕 먹의 색이 매우 검고 균일하게 칠이 되어있

었으며, 표면에 윤기가 나고 요철이 없었다. 글씨부분은 간혹 한지에 주름이 생겨 있었다. 

유물의 제작 기법과 방법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글씨를 좌우로 돌

려 새겨서 먹을 칠한 후, 그 위에 종이를 놓아 문지르는 인출印出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글씨를 바로 새긴 

판 위에 종이를 밀착시켜 먹방망이로 두들기는 탁본拓本방식이다. 두 가지의 방식은 판을 새기는 법부터 글

씨를 찍어내는 방식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결정을 요하였다.

이를 위해 인출 샘플과 탁본 샘플을 모두 제작하여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인출본의 바탕 

먹색은 매우 흐리고 색이 균일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반면, 탁본샘플은 색이 매우 진하고 균일하게 나타났

으며 그와 더불어 글씨가 매우 또렷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30   이해철, 『청계천을 가꾸다 : <준천계첩>연구 국역 그리고 청계천의 역사』, 열화당, p.50.

31   조광권, 앞의 책, p.389.

32   이해철, 위의 책, p.51.

33   조광원, 앞의 책, p.389.

리움 소장 <준천첩> - 어제어필서문, 어제사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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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험결과와 리움 소장본과 부산박물관 소장본 실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유물의 서

문과 시문은 목판 혹은 석판에 서각書刻한 것을 탁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자문회의 결과, 본 탁본

에 사용된 종이는 밀도가 높고 도침이 매우 잘 된 한지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도침이 균일하게 시

행된 4匁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② 준천소좌목

<준천소좌목>은 준천소 관원의 명단과 위계의 차례를 기록한 것이다. 먼저 삼공구관 3명, 제조 8명, 내

준천소 당상 1명, 도청 8명, 낭청 10명 등 준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료들의 명단이 들어있다. 또한 

별간역 4명, 패장 41명, 원역 85명 등 현장을 지휘하고 공역의 진행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역에 참여하였던 역군의 총수, 별소감동, 별소패장, 별소원역 등이 기록되어있다. 이 좌

목에 의하면 방민坊民 32,932명, 각군문장교군병各軍門將校軍兵 50,102명, 각사 원역各司 員役 23,556명, 각전 시

민各廛 市民 11,346명, 각공인各貢人 4,008명, 각색장인各色匠人 2,769명, 승군僧軍 2,274명, 방민추별자원坊民追別

自願 16,388명, 외방자원군外方自願軍 8,705명, 모군募軍 63,300여명 등 공역에 동원된 인력의 수가 총 망라되

어있다.34

규장각 소장본은 총 5면 중 4면만이 전해지고 있다. 바탕 견은 회화 유물 4첩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직

물의 견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 또한 경·위사의 방향을 직각으로 돌려서 사용하였다. <준천시사열무

도>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첩으로 개장되어있으며, 주변 회장 비단이 0.4-0.5cm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타 기관 소장본과 같은 형식으로 장황되어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타 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였을 때 규장

각 소장본의 vol.3와 vol.4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한 장은 유실이 된 상태이다. <준천시사열

무도>와 마찬가지로 충해를 입어 부분적으로 글자가 유실되었다. 목판 혹은 석판 인쇄본으로 추정된다.

34   박정혜, 앞의 책, p.286.

부산박물관 소장 <어전준천제명첩> - 어제어필서문, 어제사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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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 소장본과 부산박물관 소장본의 <준천소좌목>에는 인명人名이 훼손된 흔적이 관찰된다. 두 본 모두 

김상로金尙魯35의 이름이 훼손되어있으며, 부산박물관 소장본은 김상로 외에 홍계희洪啓禧36와 구선복具善

35   김상로(金尙魯, 1702-?) :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관직을 시작해, 이조좌랑, 대사간, 대사헌, 도승지, 병조와 예조 참판, 공조판서 등

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영조35년(1759년)에는 영의정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1762년 사도세자의 처벌에 적극 참여한 죄를 물어 정조 

즉위 후 관직을 추탈 당하고 그 아들은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손자는 종이 되었다. 

36   홍계희(洪啓禧, 1703-1771) : 김한구(金漢耈), 윤급(尹汲)과 모의하여 나경언(羅景彦)의 상변(上變) 사건을 일으켜 사도세자의 죽음을 

촉진하였다. 1777년(정조 1)에 아들 술해(述海)와 손자 상간(相簡)이 대역죄로 사형을 받자 그의 관직도 추탈 당하였다.

vol.3

규장각 소장 <준천소좌목> vol.1

리움 소장 <준천첩> - vol.5
(규장각 소장본에서 유실된 마지막 면)

vol.4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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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37의 이름 또한 훼손되어있음을 관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버클리 소장본과 이해철 개인소장본에도 

이들의 이름에 먹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세 인물의 공통점은 영조의 사도세자 처벌에 크게 동조하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조 즉

위 후 관직을 추탈 당하거나 형사刑死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름이 훼손된 것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되며,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규장각 소장본은 유일하게 이들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다. 인명을 지운 

것은 당대의 상황에 의한 것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나, 규장각본의 원형에서는 훼손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인명이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들의 이름은 규장각 

소장본의 다른 글자를 집자하여 복원하였으며, 이것을 제외한 충해 유실 부위는 타 기관 소장본의 글자

를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김상로’ 훼손 부위

리움 소장본 부산박물관 소장본 버클리대학 소장본

37   구선복(具善復, ?-1786) : 사도세자 사후에 상계군(常溪君) 담(湛)을 추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1786년(정조 10) 아들 이겸(以謙), 조

카 명겸(鳴謙)과 함께 형사(刑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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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희’ 훼손 부위 ‘구선복’ 훼손 부위

부산박물관 소장본 버클리대학 소장본 부산박물관 소장본 버클리대학 소장본

규장각 소장 <준천소좌목> vol.1
‘김상로’ 충해 유실 부위

집자 작업 후 복원 (인쇄용 이미지)

③ 발문

<준천계첩>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발문>은 준천소 제조濬川所 提調 홍봉한洪鳳漢이 쓴 것으로, 

<준천계첩>의 편찬 간행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리움 소장본의 <발문>을 관찰한 결과, <준천시사열무도>

와 <준천소좌목>에 쓰인 비단과 굵기, 구조, 밀도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

지로 비단을 직각으로 돌려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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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본은 3면으로 이루어진 <발문> 모두가 유실된 상태였다. 이에 리움 소장본과 버클리 소장

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식을 통해 복원하였다.

“경도의 천거를 파서 통하게 한 것은 지난 세종 때에 있었고, 중간에 수치한 것은 상고할 수 없었는데, 

근래에 내려오면서 메워지고 막혀서 백성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형

세가 준천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준천을 하지 않으면 그 해를 진실로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인데도 준천

하는 일을 또한 쉽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체로 민정의 편부가 고르지 못하고 천시의 가물고 장마 지

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여 모두 근심하게 되고, 만약 일을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폐지하게 되면, 그 해는 도

리어 전날에 우물쭈물하면서 구차스럽게 지낸 것만 같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성상께서 뛰어난 계책을 미리 결정하시고, 모든 신료의 계획이 임금의 뜻에 잘 순응하여 준

천의 논의가 드디어 결의되었습니다. 신 등이 왕명을 받잡고 그 준천하는 역사를 동독한 것이 대략 육십 

일에, 백성들은 서로 다투어 나가 일하기를 원하면서 남에게 뒤질세라 걱정하고, 하늘은 종일토록 비를 내

리는 경우가 없어 서로 돕는 듯하였으니, 백년토록 겨를을 내지 못하였던 일을 하루아침에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상께서 우근하시는 정성이 신명에 통하고, 편안하게 부리는 어지신 마음이 백성들에게 

두루 미치지 않았다면, 그 어찌 ‘날이 개고 화창할 것이니, 급히 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백성들이) 자식처

럼 와서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어, 도성의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시어 능히 조종조

에서 처음으로 개통하셨던 큰 규모의 역사를 계승하셨겠습니까. 아, 아름답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동문에서 관역하시고, 금원에서 궤선하셨으며, 화관에서 시재하심은 매우 성대한 거사

였습니다.

신 등에게 역사를 동독한 여러 사람을 인솔하도록 명하시고 연융대에서 잔치를 베푸시니, 성은이 지극

히 우악한데다, 이 어제의 사언일장을 신 등이 금원에 나아가 뵈올 때에 내려주시어 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신 등은 교지를 받자옵고 단지 그 죄가 없었던 것만도 다행스럽게 여기는 처지에 

무슨 조금만큼의 노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천고에 드문 은총을 입어, 두 편의 운한을 받자오니 황송 감격할 뿐이고, 유곤의 포상을 

감히 받자와 감당하지 못하오며, 공벽과 같은 보배는 이를 나누어 완상함이 마땅합니다.

삼가 이 돌에 본떠서 이를 인쇄하고, 또 전후 세 차례의 성대한 거사와 신 등의 연대 모임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신의 성명을 그 끝에 열서하여 화첩을 만들어 올리고, 또 각각 한 책씩을 간직하오니, 이 또한 

성상의 하명을 받든 것입니다.

경진 4월 일 행호조판서 신 홍봉한은 교지를 받자옵고 삼가 발문합니다.” 38

38   이해철, 앞의 책,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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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

리움 소장 <준천계첩>-발문 vol.1 vol.2

4. 모사본 제작 과정

1) 모사본 제작

(1) 유물 촬영 및 출력

•       협력기관 : 자체디지털매체화팀

유물 촬영은 규장각 자체디지털매체화팀에서 진행하였다. 카메라 기종은 Phaseone 645DF+를 이용하

였으며 디지털백 Phaseone_p65+를 장착하여 촬영하였다. 이 장비는 6천만화소급의 중형카메라로, 고화

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풍부한 색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원본과 유사한 색감의 이미지로 촬영할 

수 있었다. 

1차 촬영한 후,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출력하여 원본과 크기, 색감 등을 대조하고 2차례의 보정작업을 

거쳤다. 최종 출력본을 이용하여 모사본의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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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연습 및 연습작 제작

본작을 제작하기에 앞서 종이 위에 선연습을 진행하고 본작과 비슷한 조건의 견에 연습작을 제작하여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세를 손에 익힌다. 전통 회화에서 ‘선’은 매우 중요하며 선의 느낌

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와 필세筆勢의 기운생동氣運生動함이 좌우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양의 연습을 진

행하여 원본의 느낌을 익혔다. 또한 견 연습작을 통해 견의 아교포수 농도나 안료 색, 두께, 먹선의 농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견 연습작을 원본과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안료의 색

상과 그림의 전체적 농담과 느낌을 확인하고 본작을 제작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모사작

을 제작할 수 있었다.

견연습작 vol.1 vol.2

Phaseone 645DF+

종이 연습작 상초 채색 과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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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 vol.4

원본과 견연습작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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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단 직조

•       협력기관 : 박윤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본 모사사업은 원본 유물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유물의 견 구조와 실의 굵기 등을 조사하고, 그 데

이터를 바탕으로 수직견을 직조하여 사용하였다. 

① 준천시사열무도에 사용된 화견畵絹의 재현과정

우리나라의 전통 직물 가운데 불화나 어진 등의 화견畵絹으로 사용된 직물은 대개 삼베나 견絹 등 평직

으로 직조된 직물들로 무늬가 시문되어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 직조된 직물들이다. 근래 다

양한 유물의 복원, 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화 유물의 보존처리뿐만 아니라 복제도 여러 기

관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소재가 되는 직물이 절실히 필요하나 수급이 용이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물과 같은 재료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직조기술의 전승이 단절된 이유를 

들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준천시사열무도>는 영조 때의 청계천 공사에 관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4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에서는 2013년도에 준천시사열무도의 복제사업을 시행하였으

며, 유물과 유사한 화견을 직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화견을 재현함에 있어 먼저 유물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그 특징에 맞는 직물을 직조하였다. 

가. 화견의 특성

가) 직물 성분

화견의 직조에 사용된 실은 絹이다. 직물의 파괴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성

분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실이 매우 가늘고 윤기가 나며, 짧은 단섬유를 이은 마사麻絲에서 보이는 이음

부분이 전혀 없어 견으로 추정된다. 견에는 누에고치에서 방적한 상태의 생사生絲와 정련과정을 거친 숙

련熟練이 있는데 <준천시사열무도>의 화견은 생사를 사용하였다.

나) 직물의 조직

화견은 평직의 구조이나 경사 2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일종의 변형평직으로 직조되었다. 이런 직물

은 바디를 사용하여야만 직조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대39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사용된 

직물이며 모두 견직물이다. 고대에 사용된 직물의 명칭은 아직 규명되지 못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紗’로 

분류되었던 직물이다. 1979년 경북 대구에 소재하는 파계사 원통전圓通殿의 관세음보살상을 개금改金하는 

39   박윤미, 2010, 「직물의 특성」, 『경주 계림로 14호분』, 국립경주박물관, pp.181-182.

 박윤미, 2011, 「백제 금동관 및 관식 부착 직물의 종류와 특성」, 『백제의 관』, 국립공주박물관,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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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복장腹藏되었던 도포 한 벌이 발견되었다. 도포는 옅은 푸른색이며 <준천시사열무도>의 화견과 

동일한 조직으로 직조되었고 소재는 絹이다. 도포의 뒷길 등 부분 안쪽에 한지가 꿰매어져있는데 ‘건륭5

년(1740) 성상의 청사상의 한 벌을 복장하여 만세유전을 빈다乾隆五年康申十二月十一日 腹藏記 聖上主甲戊生李氏靑

紗上衣一領 萬歲流專干 杷溪寺者國家願堂三殿誕日佛供處也’라고 묵서가 적혀있다. 이 복장기腹藏記에 기록되어 있는 성

상은 영조이며 왕의 도포를 ‘청사상의靑紗上衣’로 표현하고 있어 당시에 이러한 유형의 직물이 ‘紗’로 불리었

음을 알 수 있다. 영조의 도포는 1987년 중요민속문화재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다) 실의 특성과 직물 밀도

<준천시사열무도> 1첩~4첩의 화견은 대체로 특성이 비슷하여 한 종류의 직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화견의 경사는 0.11~0.15mm 직경의 견사 한 올을 사용하였고 위사는 경사와 동일한 실 2올로 직조하였

다. 경사는 cm당 28~31올 정도이며 위사는 25~30올 범위로 위사가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손으로 위사

를 위입하고 바디를 치는 과정에서 힘 조절에 의해 생기는 차이이므로 <준천시사열무도>의 화견이 수직기

手織機에서 직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표 1> 준천시사열무도 화견의 특성 

유물
직물

종류

직물

조직

실의 특성 밀도

(올/cm2)
직물사진

구분 직경 (mm) 꼬임

1첩 紗 변형평직

경사 0.12-0.15 무연 28-31

위사 0.13-0.17 무연 25-30

2첩 紗 변형평직

경사 0.13-0.18 무연 30-31

위사 0.12-0.18 무연 26-29

3첩 紗 변형평직

경사 0.14-0.16 무연 30-31

위사 0.10-0.17 무연 25-26

4첩 紗 변형평직

경사 0.11-0.15 무연 28-29

위사 0.11-0.16 무연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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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견 직조 과정

가) 실 준비

직물의 제직에 앞서 유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실을 마련하였다. 실은 견사絹絲이며, 0.11~0.15mm 정

도 직경의 생사生絲이므로 진주의 직물공장에서 사용하는 42데니어40 단사를 구입하였다. 

나) 베날기

베날기는 직조하려는 직물의 길이에 따라 경사의 길이와 숫자를 균일하게 정하는 것으로 정경(政經, 

warping)이라고도 한다. 베날기는 현재 한산지역에서 모시를 짤 때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전통방법

에 의해 작업하였다. 

 화견의 길이에 여유분을 더한 길이에 맞춰 정경대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정경대에 경사를 거는데 

새쫓기를 하여 사침을 걸어둔다. ‘새쫓기’는 2개의 잉앗대에 차례대로 경사를 끼울 때 필요한 과정으로 새

쫓기를 한 후 정경대에 그대로 ╳ 의 상태로 사침걸기를 한다. 베날기가 끝나면 실을 손에 걸고 단단하게 

마치 공과 같이 동그랗게 감고 사침걸기를 한 부분에 사침대를 끼워 고정시킨다.

 전통 직물의 직조과정에는 베날기 다음에 실에 풀을 먹이는 베매기 과정이 있다. 그러나 화견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직물에 남아있는 풀기를 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베

매기의 과정은 생략하였다.

다) 직기에 경사 걸기

베날기가 끝나면 사침대에 끼워진 순서에 맞춰 잉아에 한 올씩 넣고 끼운다. 2개의 잉앗대를 사용하므

로 1번 잉아 → 2번 잉아의 순서대로 끼워야 한다. 잉아에 끼우기가 끝나면 실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개의 

작은 다발로 묶어둔다. 화견의 밀도에 맞는 바디를 준비하고 바디구멍에 경사 2올씩 끼운다. 도투마리(경

사 빔)에 실을 감고 반대편 말코에 실을 묶어 직기에 경사 걸기를 마무리 한다.  

라) 직조하기

화견의 직조에 사용한 직기는 마루형 족답식 직기이다. 족답식足踏式 직기는 잉앗대(종광판)를 발로 밟

아 들어 올리는 직기로 이미 고대부터 사용되던 구조이다. 직기에 올린 실은 장력이 일정하도록 조절하는

데 생사生絲로 작업하므로 너무 팽팽하게 하지 않는다. 

 위사로 사용할 실을 북에 감는데 유물의 특성상 견사 2올이 사용되었으므로 북에 2올을 한꺼번에 감

아둔다. 짜인 직물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직조한다. 

40   ‘데니어(denier)’는 섬유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로 d 또는 D라고 표시하며, ‘중(中)’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1 데니어는 실길이가 

9,000m일 때 1g의 단위이다. 



5권  자체보존관리186

사침걸기 베날기한 실 감기 베날기가 끝난 상태

사침대 끼우기 잉아에 실 끼우기 실 끼우기가 끝난 잉아

바디에 실 끼우기 직기에 경사 걸기가 끝난 상태 직조하기

직조 과정 직조가 끝난 화견 직조한 화견의 확대

42중 단사 베날기 새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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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씩 봉으로 두들김

도구 준비 5mm 간격으로 줄을 그은 종이 부착

봉에 비단을 감아서 준비 
– 비단이 어긋나거나 헐렁해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감는다.

감긴 비단 위에 5mm 간격으로 줄을 그은 종이를 감음
– 색을 칠하여 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비단 도침

비단에 대한 도침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모사 사업을 위해 제작된 수직견은 생사生絲로 만들어진 견이

었기 때문에, 견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요철이 있었다. 원본 유물에서의 선이 속도감이 있고 깨끗하며 

유려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단의 도침 작업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비단을 도침한 후, 비단의 두께가 얇아졌으며 길이가 길어졌다. 비단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실 자체

의 너비는 조금 넓어지고, 비단이 유연해지며 광택이 조금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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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침 전, 후 비교

도침 전 측정

도침 후 측정

라. 쟁틀에 비단 고정

도침이 완료된 비단을 쟁틀에 고정시켜 부착하였다. 본 유물의 견 구조가 경사가 가로로, 위사가 세로

로 놓여있었기 때문에 경, 위사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부착하였다. 쟁틀에 고정한 후 아교포수 작

업을 거쳐 견의 직조가 고정되기 때문에 경, 위사가 틀어지지 않도록 실의 수직, 수평에 주의하여 부착하

였다. 본 과정에서 견의 구조가 틀어질 경우 완성된 그림의 도안이 틀어지거나 변형될 뿐만 아니라 안료

의 박락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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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교포수

쟁틀에 부착된 견 위에 아교포수를 진행하였다. 아교포수액은 2~3%, 명반은 0.1~0.18% 정도의 농도로 

하여 앞, 뒤로 1-2회씩 진행한다. 각 바탕재질의 특성마다 아교포수의 농도나 횟수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가장 적당한 농도와 횟수 등을 결정한다. 

바. 상초

고해상도로 촬영한 이미지를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출력하여 모사의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쟁틀의 내

경內徑과 맞는 크기의 틀에 밑본을 붙인 뒤, 쟁틀에 끼워 비단에 밑본이 비치도록 준비한다. 비단 위로 보

이는 잔상을 따라 초를 비단에 옮긴다. 원본의 먹색과 농도, 선의 굵기 등을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

을 유념하며 초를 옮긴다.

견틀에 풀칠 경, 위사 방향에 주의하며 부착 견 부착 완료

아교포수 과정 아교포수 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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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차 배접

원본 유물의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경·위사 사이의 공극에 안료의 입자가 관찰되었다. 유물 

제작 당시 배접을 진행한 후 채색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모사본도 동일하게 1차 배접을 진행하

였다. 배접 후, 원본과 대조를 통해 먹선과 먹의 농담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색을 진행하였다. 

아. 채색

XR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본에 사용된 안료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안료 결과에 대한 색 샘플을 

만들어 원본과 대조를 하여 가장 적합한 안료와 안료의 혼색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변색과 박락으

로 인해 달라진 현재의 색을 원형의 색에 가깝도록 복원하고자 하였다. 

 전통회화의 채색은 배채背彩와 전채前彩 과정을 거치는데, 배채는 후면後面에서 색을 칠하는 것이며, 전

채는 견의 전면前面에서 채색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채의 여부는 현미경 관찰을 통해 추정하는데, 

본 유물에서는 전체적으로 색이 담淡하게 칠해져 있었고 배채가 관찰되지 않아 본 모사본 제작 시에 시행

하지 않았다.

자. 원본 대조

채색이 완료된 모사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채색이 누락된 부분을 점검하고, 원본의 색상을 정확히 재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각 부분에서 부족한 색감을 보완하고 조금 더 원본과 가까운 모사본을 제작하

기 위한 과정으로서, 모사본 제작 시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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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화판 제작

•       담당업체 : 운봉서각원

(1) 능화표지

능화표지는 광택이 나며 오톨도톨한 무늬가 새겨져있는 것으로 예로부터 책이나 화첩 등의 표지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 도드라진 표지의 무늬를 능화문菱花紋이라 하며 그 문양을 내는 데 사용된 목판을 능화판菱花

板이라 일컫는다.41 능화판 제작에 쓰이는 목재는 뼈대나 옹이가 없고 칼에 잘 깎이는 배나무, 감나무, 피나무, 

탱자나무 등의 목재로 웅덩이에 몇 년 간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내는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한다. 목재에 무

늬를 각刻한 다음 밀랍처리를 하고 습기를 준 종이를 위에 올리고 밀돌로 밀어주는 공정을 거친다.42

표지 염색에 쓰이는 염료는 쪽藍도 간혹 쓰였으나 주로 황벽黃蘗과 치자梔子가 많이 쓰였다. 표지를 염색

함으로써 미적인 효과도 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먼지에 의한 표지의 훼손을 방지하였다. 또한 황벽과 

치자는 방충防蟲 작용이 있어 서책의 보존효과를 더욱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43

(2) 규장각 소장본의 능화표지

규장각 소장본의 현재 표지는 엷은 황색 빛을 띠고 있으며 만자형卍字形과 중앙부분에 연꽃으로 추정되

는 식물문植物紋이 원형 안에 새겨져있는 능화문菱花紋표지이다. 본 유물의 경우 20세기경에 개장된 것으

로 추정되기에 황벽이나 치자와 같은 전통 천연염료로 제작한 것인지, 현대 화학염료로 제작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겉표지에는 ‘준천시사열무도濬川試射閱武圖’가 묵서墨書로 표기되어있으며 청구기호표

가 부착되어있다.

(3) 타 기관 소장본의 능화표지

리움미술관 소장 ‘준천첩’은 어두운 적갈색의 능화표지로 장황되어있다.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능화문

양이 희미해졌으며, 표지의 색상도 원색보다 많이 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버클리대학 소장 ‘준천계첩’은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색상

을 보았을 때, 리움 소장본과 비슷한 색상일 것으로 사료된다. 

(4) 능화 문양 복원

오랜 세월의 흔적 때문에 문양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남

41   김윤경, 「조선시대 능화문 표지 복원 제작 연구」, 용인대 예술대학원, 2007, pp.1-2.

42   김윤경, 위의 논문, p.32.

43   김윤경, 위의 논문,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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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문양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능화 문양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유교 경전으로 

오경五經 중 하나인 『춘추春秋』의 표지 문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44 『춘추』는 연화, 보상화, 능화, 

당초가 어우러진 능화 문양으로 제작되었다. 

(5) 능화판 제작 과정

① 목재

능화판 제작에 쓰일 목재는 조직이 균일하고 조밀하며 단단한 나무가 좋다. 그것은 무른 나무의 경우, 

곱돌로 문지르는 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가 밀려서 상처가 생기거나 새겨진 문양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산벚나무, 돌배나무, 박달나무, 대추나무 등이 쓰인다. 

본 판 제작에 사용된 목재는 음지쪽에서 자란 산벚나무로, 뒤틀림과 갈라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

를 장시간 삶거나 찌고 건조시키는 작업을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44   남권희, 『능화판 : 우리 옛 책의 아름다운 표지 문양』, 대원사, 2006.

『춘추』 표지 문양리움미술관 소장 『준천첩』 표지 문양

② 소금물 침수① 목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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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재목 재임③ 원목 제재

⑥ 건조(자연건조)⑤ 판목 삶기(소금물 48-72시간)

② 마름질

원본 표지의 크기보다 5cm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판의 크기를 정하였다. 다른 책판과 마찬가지로 마

구리(손잡이)를 부착하였는데, 책판과 다르게 마구리의 높이가 판면의 높이와 일치하게 만든다. 능화표지

를 밀돌로 미는 작업을 할 때, 마구리 턱에 걸리지 않게 하여 자유롭고 용이한 작업을 하기 위함이다. 마

구리의 목재는 판목의 뒤틀림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판목과 같은 재질인 산벚나무를 사용하였다.

•       책의 크기 : 가로 24.7 × 세로 37cm

•       능화판의 크기 : 가로 30 × 세로 50cm

•       판목 재단 : 가로 31cm × 세로 60cm ×  두께 2.7cm

•       마구리 : 가로 31cm × 세로 5cm ×  두께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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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하본 제작 및 부착

판면을 #600번 사포로 곱게 다듬은 후, 판하본을 최대한 얇은 종이에 복사하여 뒤집어 찹쌀 풀을 이

용하여 붙인다. 그 위에 다시 풀칠을 하여 말린 다음,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식물성 기름으로 바르고 헝겊

으로 닦아낸다.

④ 문양 새기기

새김작업에는 양각과 음각이 있는데, 양각은 문양의 선을 돌출되게 새겨주는 것이고 음각은 문양의 선

을 함몰되게 새겨주는 방법이다. 본 능화판의 문양은 문양이 파져있는 음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음각의 

방법으로 새겨주었다. 창칼과 망치를 이용해 40°~60°의 입사각을 주어 음각하였다.

2차 마름질판하본 제작

기름 먹이기판하본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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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정 새기기

새김작업이 끝나면 판하본의 남겨진 부분의 종이와 풀을 제거한다. 그림의 선 굵기나 곡선의 각진 부

분 등의 획을 수정하여 준다.

⑥ 완성

모든 새김작업이 끝나면 마감 칠을 한다. 본 능화판에는 유칠을 진행하였는데, 유칠은 동백유 또는 피

마자유에 송진을 첨가하여 끊인 기름을 말한다. 유칠은 방습, 방충, 방부의 효과가 있어 판을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도록 해준다. 유칠을 붓으로 바른 다음 헝겊을 이용하여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골고루 닦아

준다.

3) 어제어필 서문과 어제사언시 서각 

•       협력업체 : 운봉서각원

(1) 판하본 제작

타 기관 소장본의 <어제어필 서문>과 <어제사언시>를 실제 사이즈로 출력하여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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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 선정 및 가공45

단단하고 조직이 균일한 산벚나무를 사용하여 판을 제작하였다. 손잡이로 쓰일 목재는 판목과 동일하

거나 단단한 목재를 사용한다. 손잡이의 두께와 너비 모두 판목보다 0.5-1cm 크게 제작하여 손잡이의 기

능과 함께 판목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책판의 크기 

•       책면의 크기 : 가로 18cm × 세로 27.3cm

•       판면의 크기 : 가로 20cm × 세로 29cm (사방 약 1cm 정도의 여유를 주었음)

•       목판의 크기 : 가로 20cm × 세로 42cm × 두께 3cm

•       마구리 형식 : 가로 25cm × 세로 3cm × 높이 6cm (1.5cm × 16cm의 홈을 파낸 내달이 형식)

45   능화판 제작 과정에서의 목재 선정과 치목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목재를 사용하였다.

판목 재단 판면 가공

마구리 작업 손잡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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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름질

600번 사포로 판면을 요철이 없도록 곱게 다듬는다.

(4) 판하본 부착

참쌀풀을 이용해서 판면에 판하본을 붙인다. 

(5) 글자 새기기

창칼과 망치를 이용하여 40°~60°의 입사각을 주어 글씨부분을 음각한다. 원본보다 사방 1cm 정도의 

여유를 주고 그 외의 부분은 평칼(끌칼)을 이용하여 상하 6.5mm의 경계를 주어 깎아낸다.   

(6) 마구리 조립

마구리는 판재의 뒤틀림이나 변형을 막아주고 운반의 용이함과 각자부분이 맞닿아 훼손되는 것을 방

지하고 보관 시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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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리에 쓰이는 목재는 일반적으로 판목과 동일한 목재 또는 더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는데, 기존의 

전해지는 판목의 마구리를 보면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가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현 목판은 판목과 동일한 산벚나무로 마구리를 제작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 대나무 못으로 고정하였다.

(7) 수정새기기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글자의 모양을 확인하며 수정한다.

 

(8) 옻칠

판목의 방습, 방충 등의 효과를 위해 옻칠을 하였다. 옻칠은 이러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탁본 작업 시 

판목이 수분을 먼저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여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작업을 용이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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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성

4) 탁본 제작

•       협력업체 : 운봉서각원(박영덕, 이희영)

(1) 한지 제단, 먹 갈기

판면의 크기보다 여유를 둬서 한지를 제단한다. 벼루의 면이 고은 단계연에 4~5시간 정도 갈아서 진한 

농도의 먹을 준비하였다. 먹의 농도가 흐릴 경우 탁본 작업 시 먹물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진한 먹이 적

당하다. 송연먹과 유연먹을 각각 200cc 정도 만들어 두 가지 종류의 탁본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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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면에 한지 부착

물을 뿌려 한지를 판면에 밀착시킨다. 돌과 목재의 특성과 판의 크기에 따라 물 뿌리는 양의 정도를 가

감한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판면과 한지를 배첩솔을 이용하여 잘 펴서 붙인다. 다시 한지 위에 물을 뿌

려주어 탄력 있는 한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3) 요철 만들기

두드림솔을 이용하여 한지를 두드려 준다. 탁본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과정으로 골고루 섬세하게 두

드려서 요철의 정도를 선명하게 한다. 오래 두드리거나 세게 두드리면 한지의 섬유질이 부풀어 올라 한지

가 훼손되기 때문에, 비닐이나 유산지 등을 놓고 두드린다.

(4) 부착된 한지의 습기 제거

한지면의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먹방망이의 먹을 묻혀 두드리면 먹물이 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지

(티슈) 등 흡습이 좋은 종이로 한지의 수분을 적당히 제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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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탁본 

먹방망이를 2~3개 정도를 준비하여 2~3단계로 먹물을 묻히고 글씨 부분부터 엷고 고르게 두드려 찍

기를 5~6회 정도 반복한다. 먹의 농도와 먹방망이에 묻힌 먹의 정도에 따라 약 70~200탁 정도 두드림을 

해 주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먹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광택이 난다.

(6) 건조

탁본이 끝나면 판면 위에서 한지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완전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지를 떼어내

면 먹물이 번질 염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7) 판면 정리

탁본이 끝난 판목은 판면에 묻어있는 먹물이나 이물질을 물걸레나 솔을 이용하여 잘 닦아내고 건조하

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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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성

5) 탁본 재현

•       협력업체 : 장황문화재연구소(오금탁 재현), 자체모사제작실(문지름 광택 실험)

(1) 탁본 재현을 위한 실험

① <준천시사열무도>의 ‘어제어필’ 4면을 복원하기 위한 실험으로서 진행

② 유연먹 가루에 아교액을 혼합하여 탁본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가정하여 실험

③ 유연먹 가루와 혼합되는 아교액의 농도를 달리하여 채색된 느낌 비교 : 

  1%, 2%, 3%, 4%의 아교액을 제조하여 유연먹 가루와 혼합한 후 채색한 결과, 아교액의 농도가 높

을수록 유연먹 가루가 한지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농도가 높을수록 표

면의 광택도가 조금 증가하였음을 관찰함.

④ 채색된 샘플에 문지름 도구를 이용하여 광택이 증가하는 지 여부 실험 : 

  플라스틱 헤라, 뼈 헤라, 대나무 헤라를 이용하여 문지른 후, 문지르기 전후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

고, 광택도의 증가를 육안관찰 함. 관찰 결과 문지르는 과정을 통해 표면광택도가 증가하였으며 광

택도는 뼈>대나무>플라스틱 순으로 나타났음.

유연먹 가루와 혼합하여 채색농도별 아교액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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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변화 측정 및 광택도 관찰

문지름 도구로 문지름탁본 샘플도 함께 시행

(2) 오금탁 재현

작품의 표면을 문지름 돌을 이용하여 오금탁(烏金拓) 광택작업을 실시해준다. 평평한 작업대위에 압축 

중성지를 깔고 문지름 돌을 이용하여 글씨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게 문질러준다.

오금탁 재현 작업

문지름돌을 이용한 문지르기 문지름 보강 전

문지름 보강 후 문지름 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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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천소좌목 및 발문 인쇄

•       협력업체 : 다해미디어(인쇄), 한상묵(전통 먹 제조)

현재 규장각 소장 <준천소좌목>(古4206-21 vol.1-4)은 원형 <준천소좌목> 전체 5면 중 4면만이 남아있

고 충해로 인해 유실된 부분이 있었다. 또한 규장각 소장본은 <발문>이 유실된 상태여서 완전한 구성 요

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타 기관 소장본을 이용하여 충해를 입은 부분의 복원을 진행하고, 

유실된 요소를 복원복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리움 소장 <준천첩>과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 <준천계

첩>에 수록되어 있는 준천소좌목과 발문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인쇄용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준천소좌목> vol.1-4는 규장각 소장본을 기준으로 하되, 충해를 입은 부분은 타 기관 소장본을 참고하

여 편집하였다. 나머지 1면과 발문 3면은 리움 소장본과 버클리 소장본을 참고하여 편집하였다. 세 곳의 

소장본 모두에서 글씨가 누락되거나 희미한  부분은 무리하여 복원하지 않았으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규

장각 소장본의 글씨를 집자하여 복원하였다. 국사학 전공자를 통한 검수와 자체 검수 등 여러 차례의 검

수 과정을 거치며 인쇄용 이미지와 원본 유물(혹은 타 기관 소장본의 고해상도 이미지)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누락된 획의 여부나 원본 유물 이미지와 관계없는 티끌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다 원본과 

동일한 인쇄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원본 유물이 견에 인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인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기존의 플로터 인쇄 방식

이 아닌, 판(PS판) 인쇄 방식을 이용하였다. 기존의 플로터 인쇄 방식은 글자의 획이 실제 이미지보다 가늘

게 인쇄가 되며, 희미하거나 가는 획은 인쇄본에서 잘 표현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

발된 PS판 인쇄 방식은 기존의 플로터 인쇄 방식보다 인쇄가 정교하고 글자 획의 망점이 거의 남지 않으며, 

목판 인쇄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 

편집이 완료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한 후 알루미늄 PS판(Presensitized Plate)에 출력하고, 교정기에서 

종이에 1차 인쇄를 하였다. 1차 인쇄본을 원본과 대조 후, 인쇄본의 전체 크기, 획의 누락, 잔여 티끌 등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2-3차례 대조 및 수정작업을 거친 다음 인쇄용 견에 최종 인쇄를 진행하고, 인쇄된 

견을 1-2일 정도 건조시킨 후 배접 작업을 하였다.

인쇄용 잉크는 기존에 사용되던 화학 잉크 대신, 전통 먹장인이 제조한 인쇄용 먹을 이용하였다. 이는 

화학 잉크보다 안정적인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본과 더욱 가까운 복제본을 제작하기 위한 시도이다. 향후 

전통 먹 잉크에 대한 보존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전통 재료의 제

작을 재현하고, 앞으로 이 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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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인쇄 

<준천소좌목>, <발문> 인쇄용 편집 이미지

준천소좌목 1 준천소좌목 2

준천소좌목 3 준천소좌목 4

준천소좌목 5 발문 1

발문 2 발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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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수

검수작업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생 2명과 미술대학 동양화과 석사과정생 1명을 중심으로 2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동양화 전공자는 모사본과 원본을 비교하며 모사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 먹

의 농담, 세밀한 색 등을 확인하며 회화적인 부분의 검수를 진행하였다. 국사학 전공자는 <준천소좌목>과 

<발문> 인쇄본을 원본과 비교하며 한자의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모사본에서 복원한 유실 부위의 형태 

및 색상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 검수에서는 모사본과 원본의 대조를 통해 모사본에서 누락된 획과 채색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

하였다.

2차 검수에서는 1차 검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준천소좌목 인쇄본을 원

본과 비교하며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회 차 일 시 검 수 내 용

1차 검수 2014.2.24 그림 부분 검수

2차 검수 2012.2.26 준천소좌목 인쇄 검수, 그림 부분 검수

8) 장황

•       협력업체 : 장황문화재연구소(장황), 이황조(제첨용 비단 염색), 이승우(서명 필사)

타 기관 소장본과의 비교결과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본 모사작의 장황 형식을 결정하

였다. 실견하였던 리움 소장 <준천첩>을 기준으로 하여 장황의 형식과 구성 요소의 순서, 회장 비단의 색 

등을 정하였다. 

 능화표지는 리움 소장 <준천첩>을 기준으로, 부산박물관 소장 <어전준천제명첩>,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 <준천계첩>의 표지 색을 참고하여 색을 맞추었다. 자문회의에서 논의 결과, 황벽과 오리나무 염액으

로 염색한 표지일 것으로 추정되어 두 열매를 이용해 원본의 표지와 색을 맞추었다. 본 모사사업이 원형

모사를 기본 방침으로 하기에, 육안상 관찰되는 고색의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색을 재현하고자 하였

다. 염색이 완료된 한지를 배접하고 수분을 충분히 주어 하루를 묵힌 후, 능화판 위에 올려 밀랍칠과 문지

름 작업을 하였다.

 어제어필 4면과 그림 4첩, 준천소좌목, 발문은 총 4번의 배접을 진행하였다. 배접이 완료된 후 원본과 

대조하여 동일한 곳을 접고, 회장비단으로 각 변을 둘렀다. 구성요소들을 모두 접고 표지와 함께 순서에 

맞게 붙인 후, 프레스기에 눌러 열흘 정도 재워두었다. 이를 통해 화첩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모양을 오랫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모사작의 제첨題簽은 리움 미술관 소장 <준천첩>과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 <준천계첩>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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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준천시사열무도>의 본래 서명으로 <준천계첩>이 가장 적절할 것으

로 논의되어 버클리 소장본의 서명을 따랐다. 그리고 실견하였던 리움 소장본을 토대로 제첨의 비단에 쓰

인 실의 굵기와 비단의 두께, 구조, 제첨의 형식 등을 따랐다. 

제첨용 비단은 오리나무 염액으로 엷게 염색을 하여 표지와 어우러졌을 때 생경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다. 리움소장본과 버클리소장본의 제첨 주변에 0.15cm 정도의 흰 띠가 관찰되어, 제첨 비단 2차 배접 

시 배접지를 0.15cm의 여유를 두고 재단하였다. 서명은 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본의 ‘준천계첩濬川稧帖’ 글

씨를 참고하여 전문 서예가가 임서하였다.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여 글씨를 ‘그리듯이’ 기입하였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전문 서예가가 원본의 글씨를 파악하고 임서하도록 하여 필세筆勢가 살아있는 서명을 제작

하였다. 제첨 비단 샘플에 여러 차례 연습을 하여 비단의 느낌과 먹의 번짐 등을 파악한 후 본작을 임서

하였다.

(1) 모사본 배접

① 1차 배접

모사도의 경우 배접을 실시하는 도중에 작품이 번지거나 안료가 묻어나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레이온지를 작품의 전면에 보강 후 배접을 실시하였다.

1차 배접

레이온지 보강 한지를 이용한 배접1

한지를 이용한 배접2 타솔을 이용한 밀착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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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배접

2차 배접

미세분사 스프레이 습식 한지를 이용한 배접

건조판 부착 모사도 배접

배접완료 건조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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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품 접기

모사 작품의 중심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접어준다.

작품 접기

대나무 칼을 이용해 뒷면 접기 대나무칼을 이용한 작품 접기

④ 작품 재단 및 접기

장황을 실시할 작품만 남겨두고 재단을 실시한다. 연결되어있는 작품은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접어준다.

작품 재단 및 접기

작품 재단 작품 접기

⑤ 장황비단 배접

준천계첩 장황에 쓰일 회장비단을 배접하였다. 비단에 습濕을 가하고 원단의 결을 보정한 다음, 비단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고 배접을 실시하였다. 천연염색 원단의 경우 배접 중 물 빠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서 배접을 실시한다. 배접지의 연접부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배접 후 타솔을 이용해 밀착력

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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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비단 배접

비단 펴기 한비단 보정

보정 후 습기 제거 한지를 이용한 배접

타솔을 이용한 밀착력 강화 건조판 부착, 건조

⑥ 3차, 4차 배접

모사본에 비단이 두른 후 3차, 4차 배접을 실시한다. 3차 배접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완전건조 시킨 

다음 4차 배접을 실시하며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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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4차 배접

3차 배접 3차 배접

4차 배접 건조판 부착

⑦ 작품 재단

작품의 간격과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재단하였다. 작품을 연결할 수 있게 재단을 실시하였다.

작품 재단

작품 재단범위 측정 작품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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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작품 연결

재단이 완료된 작품을 연결하였다. 아크릴자를 이용해 정확한 틀을 만든 후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좌, 우에 칠을 해서 차례대로 부착하였다. 작품 순서와 각도 뒤틀림에 유의한다.

작품 연결

작품 연결 연결 부위 풀칠

틀에 맞추어 작품연결 아크릴 틀

아크릴 틀 연결된 준천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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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화표지

① 염액 제조 및 표지 염색

염색은 미색한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1차 오리나무 염액, 2차 황벽나무 염액을 이용해 염색을 실시

하여 원본의 색상을 재현하였다. 

표지 염색

오리나무 염색 황벽 염색

황벽 염색 염색후 건조

염색 후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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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능화문 밀기

능화판을 이용하여 표지를 제작하였다. 염색한 한지에 습기를 가한 뒤 재워두었다가 밀랍을 칠하고, 밀

랍칠이 된 능화판 위에 올려 둥근 돌로 힘차게 골고루 문질렀다. 

능화판 표지제작

한지에 수분 가하기 재워두기

능화판 위에 올려 밀돌로 밀기 능화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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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부착

능화판에 밀어 제작된 표지를 접어 부착하였다. 연결된 준천계첩의 크기를 정확히 재단하여 부착해주

며 준천계첩의 내용물보다 약 1mm 돌출되게 표지를 접어주었다. 

표지 접기 및 부착

표지 접기 표지 부착

표지 부착 표지 부착된 모습

표지 부착 부착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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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착

표지부착까지 완료된 준천계첩을 한지로 1차 포장을 한 뒤 압축해 눌러주었다. 최소 10일간 압축을 실

시해 준천계첩을 안정화시킨다.

압 축

압 축 압축틀 안 준천계첩

압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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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첨 제작 및 서명 필사

① 제첨 비단 1차 배접 및 아교 포수

표제 제작용 명주를 습기을 가한 후 배접하였다. 배접이 완료된 명주에 아교포수를 2~3회 실시한 뒤 

건조판에 부착해 건조시켰다.

표제 배접 및 아교포수

표제용 명주 명주 배접

아교용액 제작 아교 반수

수회 아교반수 실시 건조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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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배접 및 재단

배접 및 아교포수가 완료된 표제를 다른 한지를 이용하여 2차 배접을 실시하였다. 2차 배접은 배접지

를 재단할 때 명주의 가장자리 1.5mm가량 남게 재단을 해주었다. 

명주 재단

명주 재단 명주 재단

명주 2차배접 배접지 재단

재단된 배접지 배접 완료된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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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명 필사46

배접 완료된 비단에 서명 작업을 진행하였다. 버클리 소장본의 서명을 실제 크기와 같게 출력한 후 이

를 본으로 하여 샘플용 비단에 여러 차례 연습을 하였다. 글자의 획과 구성, 비단의 느낌과 먹의 번짐을 

익힌 후 본작 서명 작업을 진행하였다.

서명 필사

리움 소장 준천첩 버클리 소장 준천계첩 서명

서명 이미지 서명 필사

④ 부착

46   ‘일반적으로 계회도, 계첩, 계병 등에 쓰인 ‘계’는 ‘契’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 유물의 이본인 버클리 소장본과 이해철 개인소장본에는 

‘稧’가 사용되었다. 두 글자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사용과 뜻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사업에서는 버클리 

소장본의 서명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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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표지앞표지

2. 어제사언시1. 어제어필서문

4. vol.23. vol.1

6. vol.45. vol.3

9)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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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천소좌목 27. 준천소좌목 1

10. 준천소좌목 49. 준천소좌목 3

12. 발문 111. 준천소좌목 5

14. 발문 313. 발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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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문회의

본 사업에서는 모사본 제작의 방향을 점검하고, 모사본 제작 시에 대두된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한 자문

을 얻고자 2번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원본의 유실된 부분의 복원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바탕 비단, 안료 색상 등

과 같이 본작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또한 타 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였을 때 규장각 소장본

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능화표지, 어제어필 탁본, 준천소좌목의 요소들을 복원할 지의 여부와 그 복

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1차 자문회의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된 본작을 원본과 비교하여 본작의 진

행 사항과 복원 방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와 더불어 능화표지와 어제어필 서각과 탁본 

작업, 준천소좌목 인쇄 샘플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였다. 

회 차 일 시 안 건

1차 자문회의 2013.10.21
- 모사본 제작의 방향 설정(바탕재질/안료분석/회화)
- 연습작과 원본의 비교
- 누락된 요소(능화표지, 어제어필, 준천소좌목)의 복원 여부

2차 자문회의 2014.2.18

- 유물의 유실 부분 복원 방향 확인
- 어제어필 서각과 탁본, 능화표지, 준천소좌목의 복원 방향 확인
- 모사본 제작과정 자문(회화/장황) 
- 유물과 모사본 비교, 모사본 장황의 방향과 계획(회화/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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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       일시 : 2013년 10월 21일 (월) 16시 30분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원본열람실

(2) 참석대상자

①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비고

회화 김성희(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외부
회화사 박정혜(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과)

회화사 진준현(서울대학교 박물관)

장황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

국사학 이상찬(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부

국사학 양진석(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자체모사제작실 : 양수연

(3) 자문회의 과정

① 유물 실견 및 타기관 소장본 이미지 확인

② 자문회의

③ 자문회의 과정 기록

④ 자문회의 결과 확인

(4) 1차 자문회의 결과

① 유실된 부분의 복원

•       박정혜, 이상찬 : vol.1, vol.2의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복원 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 어좌의 경우 좌우대칭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좌우대칭으로 하여 그리도록 한다.

•       박정혜 : vol.1과 vol.2의 유실된 부분은 부산박물관 ‘어전준천제명첩’을 참고하도록 하고 vol.3와 vol.4

의 유실된 부분은 리움 소장 ‘준천첩’을 참고하도록 한다.

•       진준현 : 각 첩의 중앙부분에 있는 중요 내용들은 타기관 소장본들과 규장각 소장본 모두 대체로 동

일한 것으로 보이나 주변을 둘러싼 나무의 표현은 각각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의 화

가도 중앙의 초를 공유하되 주변부의 나무는 화가의 재량으로 표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사작

도 이와 동일하게 중앙부의 내용들은 타기관본을 참고하며 복원하되, 나무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표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권  자체보존관리224

② 장황형식

•       박정혜 : 어제어필과 준천소좌목 등 모든 요소들을 갖추도록 한다. 부산박물관 소장본의 어제어필이 

탁본의 표현이 좋은 편이다. 부산박물관의 전체 이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모사본의 제목은 ‘준천계

첩’ 쪽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상현 : 준천소좌목의 경우 비단에 목판으로 인쇄되어있는 것인데, 이는 화견을 배접해서 목판 이미

지를 인쇄하고 부족한 먹의 농담표현은 가필하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어제어필의 탁본표현의 경

우 종이에 어필 이미지를 인쇄한 후 흑연, 송연가루와 먹을 이용하여 문질러 탁본의 느낌을 표현하도

록 한다.

조선시대의 평직비단은 요즘도 직물시장에서 충분히 구입 가능하다. 쪽염된 장황비단은 요즘도 흔

히 쓰이는 것으로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양진석 : 각 준천소좌목의 내용을 비교하여 후대에 삭제가 된 내용들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준천사실’

을 참고하여 당시의 제작 배경 등을 연구해보도록 한다.

•       공통의견 : 표지와 장황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한다.

③ 바탕 비단

•       이상현 : 유물의 바탕 견은 염색된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작의 비단은 고

색의 느낌은 내되, 모사연습작의 염색보다는 연하게 하도록 한다. 

생견에 그림을 제작할 경우, 생견의 요철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견을 도침한 

후 쟁틀에 매서 아교포수를 진행하도록 한다.

비단을 먼저 배접하여서 진행할 경우, 채색 시에 얼룩이 생길 수 있다. 작업 도중 배접이 필요할 경우 

80% 정도 진행한 후 배접할 것을 권장한다.

연습작에 아교포수가 많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교포수를 지금의 반으로 줄여 시행하도록 한다. 

④ 안료 및 채색

•       박정혜 : 현재 연습작의 색상이 유물에 비해 밝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       진준현 : 본 유물은 18세기 후반 영조시대 회화의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채색이 맑으며 겸재의 

산수표현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는 수목의 표현에서 선염을 먼저 한 후 초를 그려 

넣기도 하였으며, 초를 뜰 때 먹뿐만 아니라 푸른 계열의 안료를 섞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성희 : 초를 뜰 때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선으로 작업하도록 한다. 유기안료와 연백을 섞을 경우 연백

의 색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연백의 사용을 줄이고 채색을 하도록 한다. 특히 석청+연백의 색

상과 쪽+연백의 색상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쪽 + 연백의 채도를 낮출 것)

•       이상현 : 쪽+연백의 경우 본람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채도를 낮추고 연백의 양보다 쪽의 양을 많게 

하여서 진행하도록 한다.

현재 시판되는 연지는 색상만 맞춘 것으로 정확한 연지가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조선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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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렉충의 분비물로 만든 연지가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렉충 연지를 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무기안료의 경우 안료의 원석에 따라, 입자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각 입자가 갖고 있는 자연

스러운 색상을 이용하여, 본 유물 속에서 밝기나 채도의 조금씩의 차이를 표현하도록 한다.

2) 2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       일시 : 2014년 2월 18일 (화) 14시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원본열람실

(2) 참석대상자

①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비고

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외부

장황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

② 자체모사제작실 :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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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과정

① 유물실견

② 자문회의

③ 자문회의 과정 기록

④ 자문회의 결과 확인

(4) 2차 자문회의 결과

① 능화 표지

•       이상현 : 제작된 능화판을 이용해서 능화표지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원본 표지 이미지를 보았을 

때, 색상이 치자보다 황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치자와 황벽, 울금 모두 황색을 띠고 세월이 지나

면 갈색으로 변하지만, 치자는 더욱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황벽이 적합할 것으로 추정) 장황 시 황벽

을 이용하여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오리목으로 색을 맞춰준다.  

② 어제어필 탁본 작업

•       이상현 : 열성어필(奎10324)을 보면 먹의 색이 더욱 진하고 검게 느껴진다. 송연먹과 유연먹 색상 샘플

과 비교하였을 때 송연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유연먹은 광택이 나지만 뿌연 느낌이 있어 색이 

검게 느껴지지 않음) 현재 문지름 작업을 진행한 샘플과 원본(열성어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샘플

이 문지름 작업으로 인해 먹색이 뿌옇게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글씨 부분에 먹색이 얹어진 느낌

이 들어 글씨의 색도 어두워졌다. 열성어필의 경우 도침이 매우 잘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표면에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이라면 기름류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김성희 : 열성어필 원본을 관찰 시 글씨 부분을 피해서 문지름 작업을 진행하거나 어떠한 물질을 바

른 흔적이 보인다. 글씨 부분을 남기고 작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지름 작업과 원본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면 탁본 작업 위에 문지름 작업이 아닌 물질을 표면에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콩 수지(혹은 콩 기름류)를 발랐을 가능성이 있다.

•       공통 의견 : 현재 진행된 탁본 작업 중 원본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진행한다. 탁본의 느낌을 원본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다방면의 많은 연구가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결과보고서에 현재 작업된 

탁본의 한계성을 밝히고 2차적 연구가 필요함을 명시한다. 규장각 소장 열성어필 등의 탁본류의 작업 

공정과 재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볼 것을 제언하여 본다. 

③ 바탕 견의 사용과 안료의 색상 확인

•       이상현 : 현재 본작 비단의 염색 색상은 조금 진하게 보이지만 그대로 작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필

요할 경우 물에 세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수은(Hg), 황(S), 납(Pb)이 모두 검출된 붉은 색은 중국 

진사를 사용하여 색을 맞춘다. 일본 안료의 경우 정련이 세밀하게 되어있어 본래 진사가 갖는 색상과 

차이가 존재한다. 본래 조선 시대에 사용된 진사의 색상을 보면, 안료 입자의 크기가 달라서 같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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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도 채색한 곳에 따라 다른 색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 안료가 이를 비슷하게 표현하

기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진사을 세밀하게 정련하여 원본에서 보이는 붉은 색에 가깝

게 구현하도록 한다.(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며 화가의 재량으로 색상을 재현하여 채색하도록 

함) vol.2의 노란색 채색부분은 비록 비소(As)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석황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석황이 채색되었다면 채색된 부분에 입자감이 느껴지고 채색층이 두꺼웠을 것) 입자감이 느껴지

지 않는다는 점과 표현된 색상으로 보아 유기 염료인 등황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습작보다 농

도를 옅게 해서 채색하도록 한다.

•       김성희 : 필력과 먹의 농담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작업한다. 연습작 수목 표현의 경우, 먹의 농도와 녹

색의 채색이 매우 진하게 느껴진다. 먹의 농담을 자세히 관찰하고 녹색을 더욱 맑게 하여 채색하도록 

한다. 연백과 쪽의 혼합이 사용된 부분의 경우 연백의 비율이 높아 불투명하게 느껴진다. 연백의 비율

을 줄이고 색을 맑게 하여 원본의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채색한다.

④ 준천소좌목 인쇄

•       이상현 : ‘이먹’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백악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인쇄 후 아교 포수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       김성희 : ‘이먹’이 가장 이미지가 뚜렷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먹을 사용하되, 인쇄할 때 먹이 번

질 수 있으므로 인쇄 작업 후에 이미지의 정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 목판 인쇄에서 살아있는 획의 느

낌이 인쇄본에서 많이 축소되어 표현된 점이 아쉽다. 가능하다면 인쇄용 이미지에서 획의 느낌을 살

려 수정한 후 인쇄하는 방향을 고려해본다.

•       공통 의견 : ‘이먹’을 사용하여 인쇄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있지 않은 나머지 4면은, 리움 소장본을 실

제 크기로 출력한 후 크기를 측정하여 그것을 적용하도록 한다.

⑤ 모사작의 장황

•       이상현 : 리움의 표지 이미지를 보았을 때, 제첨은 능직의 무늬가 없는 비단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필요한 경우 제첨 비단은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오리목을 이용하여 옅게 염색 후 사용하도록 

한다. 화첩에 들어갈 그림과 준천소좌목 등의 접히는 선(중앙선)은 원본과 꼭 동일하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과 소좌목의 전체 크기를 표시한 후, 전체 가로 길이의 중앙을 측정하여 

그것을 중심선으로 삼고 접어서 장황하도록 한다.

•       김성희 : 서명書名은 임서臨書 작업을 통해 기입하도록 한다.

•       공통 의견 : 어제어필 1, 2, 3, 4면 각각의 순서와 준천소좌목 8면의 순서는 한문학 연구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리움과 버클리 소장본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개장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현상

태가 원형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작 당시에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규장각 소장 유

물의 vol.3와 vol.4의 순서는, 버클리소장본, 리움 소장본 등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였을 때 뒤바뀐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작업의 장황 시 vol.3과 vol.4의 순서를 바꾸도록 한다. 모사본의 장황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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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교적 원형의 형태가 잘 남아있는 리움 소장본과 버클리 소장본을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장황 

형식, 쪽염의 색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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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준천시사열무도>는 영조 36년에 행해진 준천 공사의 과정과 공신들에 대한 사은賜恩행사 등을 기록한 

궁중기록화로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다. 실록과 승정원일기, <준

천사실> 등에 기록되어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시각적인 자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모사본 제작 사업을 통해서 <준천시사열무도>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본의 발견하고, 그를 통

해 규장각 소장본의 원형 형태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큰 수확이다. 유실된 어제어

필과 준천소좌목 일부, 발문 등을 복원하게 되면서 회화작품의 원형모사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과 형식의 

원형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용과 형식과 함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원형 복원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림에 사용된 

화견과 준천소좌목 인쇄용 비단은 모두 원본의 구조와 실의 굵기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장인이 직접 손

으로 짠 수직비단을 사용하였다. 어제서문과 어제사언시에 사용된 종이는 장인이 만든 전통 한지를 사용

하였으며, 빛이 어둡고 광택이 나는 탁본 기법인 오금탁烏金拓을 재현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그림의 필획과 화법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연습을 거쳤으며, 안료 색상 실험을 진행하여 원형의 색

감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타 기관 유물을 적극적으로 실견하여 원형의 모습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규장

각 유물에서 얻을 수 있는 한정적 데이터를 보완하고 보다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다. 특히 

장황의 경우, 규장각 소장본은 각각의 첩으로 개장되어 원본의 형태를 추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리움과 버

클리 소장본을 확인함으로써 모사본의 원형 재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모사사업은 규장각 자체 내에서 시행하게 된 첫 번째 자체 모사본 제작 사업이었다. 그림 4첩과 함

께 유실된 모든 요소를 복원하고 원형의 형식으로 장황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연구, 실험이 필

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자체 모사 사업이었던 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다. 

특히 ‘오금탁’ 재현의 경우, 오금탁에 대한 문헌 자료나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자료에 대한 파괴 분석을 진

행할 수 없어 육안과 촉감에 의존하여 기법의 재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다. 얻을 수 있었던 자료의 

한계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본 모사사업에서는 유물에서 느껴졌던 시각적 특징만을 재현하는 것에 그쳤

다. 그러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다수의 어필 탁본첩 등에서 이러한 기법이 보이므로 후속 연구를 진

행하여 ‘오금탁’의 전통 재료와 기법을 재현할 수 있다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모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완성도 평가위원회’를 소집

하여 모사 결과물에 대한 작품성과 완성도, 복원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여 본

다.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모사 결과물의 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된다면 모사 분야를 비롯한 미

술사, 회화사, 보존과학 등의 다각적 분야가 함께 의논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처럼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는 사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본 유물의 원본을 찾고 그 원형의 모습으로 

모사, 복원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 본 모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회화 모사 분야뿐만 아니라 전

통 직물, 서각, 탁본, 전통 먹 인쇄, 전통 장황 등의 다양한 분야가 일보 도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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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또한 본 유물에 대한 역사적, 회화사적 고찰을 함께 하게 되어 본 유물에 대한 다각적 자료와 정보

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사업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본 유물의 수리복원 작업을 진

행하는 데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도 꾸준한 연구와 실

험을 진행하여 규장각 자체 모사 제작 사업을 통해 규장각 소장 유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환기하게 되

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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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디지털매체화사업

2) 사업주관 : 규장각 자체사업

3) 인원구성 : 7명(사업팀장 1명, 촬영담당 5명, 전산담당 1명)

4) 도입장비

•       촬영장비 (35mm DSLR 2식, 중형디지털백 1식, 조명 등)

•       전산장비 (WebServer 2식, Storage 1식, 이미지작업용 PC 등)

5) 사업내용 : 디지털매체 제작 및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       고문헌 자료에 대한 고품질 이미지를 제작, 관리, 활용함

•       각종 디지털자료(DB) 및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 관리함

6) 사업기간 : 2013년 4월 ~ 2014년 2월

자체 디지털 매체화
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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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적

고문헌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은,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원본 열람에 따른 훼손을 예방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소장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류紙類 문화재로, 출납과 열람에 의한 훼손 우려가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록 문화들은 그 내

용의 분석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만 그 가치를 더욱 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훼손의 위험과 열람의 

필요가 공존하는, 유물이면서 동시에 사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굳이 원본을 열람하지 않고서도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 즉 대체본代替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규장각이 마이크로필

름 촬영이나 영인본 출간, 복제본 제작에 힘을 쏟아온 것이 그런 이유에서이며, 원본의 디지털화 작업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디지털 대체본 제작을 통한 원본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고문헌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체본으로서의 디지털매체는 투여되는 자원의 절약, 이용의 보편성과 편의성, 판독의 정

확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대체본(종이 복제본, MF 등)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다. 과거 『日省錄』의 영인본 제작에 16년(1982 ~ 1996년)이 소요되었는데, 같

은 자료를 디지털매체화하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또한 영인본 제작의 경우 통상 1책에 1천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데 비해(2004, 『朱子書節要』 영인본, 504면), 같은 분량을 디지털화할 경우 드는 비용

은 5십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보급의 광범위성을 들 수 있다. 영인본의 경우 부수의 제한이 있어(500부 인쇄) 연구자 각

각에게 그 결과물이 돌아가기 어렵고, 마이크로필름의 경우도 소장기관을 방문 열람해야 하는 한계가 있

다. 반면 디지털 자료의 경우 온라인 열람시스템을 적절히 갖추고 활용할 경우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접

근의 제한이 사실상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본의 상태를 비교적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매체의 경우 나날이 

발달되어 가는 SW/HW를 활용하여 글자는 물론 자료의 지질의 상태파악까지 가능하고, 자료의 색깔을 

원본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어 고지도나 서화자료의 경우 훨씬 더 정확한 자료분석이 가능하다. 축소 인

쇄한 영인본이나 필름의 열화劣化로 인해 세밀한 판독이 어려운 마이크로필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효과

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장각 기록문화재의 디지털화율은 10%에 머물고 있다. 2000년부터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왔지만, 소장 자료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2008년 이후에는 디지

털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존수리 사업 예산 당국자가 원본 보호

를 위한 디지털 대체본 제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 디지털 대체본 

제작을 재개하게 되었다. 디지털 대체본은 원본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학 자료의 인터넷 공개와 

일반 국민들의 열람 이용, 한국학 연구수준 제고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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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

1) 자체 디지털매체화팀의 구성

규장각은 지난 2000년부터 소장 기록문화재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왔다. 고도서·고문서·고지도·책판 등

의 원문이미지 및 텍스트 구축, 그리고 웹서비스를 통해 기록문화재의 디지털화와 대국민서비스를 선도

함은 물론, 이를 통한 한국학 연구 수준 제고에 적지 않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규장각 기구축 DB 현황(2000년~2012년)

자료명 내용
권리

보유기관

자료

형태

파일

형식
수량

규장각 소장자료
목록

규장각 소장 79,566종 243 421점의 자료 목록, 
서명별, 연도별, 디렉토리별 분류

규장각 텍스트
XML
RDB 4,000,000자

해제

(국문, 영문)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구진이 작성한 소장자료에 대한 
해제(서지사항, 저자, 내용)를 독립 디렉터리로 구분해서 

서비스 중임
규장각 텍스트

XML
RDB 4,830,000자

고도서 사부분류중 집부에 해당됨. 규장각 소장 자료의 원문과
이미지를 담고 있음

규장각

규장각

텍스트
XML
RDB 51,000,000자

이미지 JPG 400,000면

고문서
조선시대 및 근대의 각종 문서를 ‘고문서’ 디렉토리로 

분류해 서비스 중임.
규장각

목록 XML 13,729건

텍스트
XML
RDB 5,525,794자

이미지 JPG 14,000면

근대정부

기록류

대한제국기 정부 각 부처간의 공문, 개인과 관청 사이의 
왕복 문서, 재판 기록 등을 말함.

규장각

색인어 XML 245,247건

텍스트
XML
RDB 20,002,472자

이미지 JPG 743,748면

일성록

국보 153호로 조선시대 왕실의 모습과 18세기 정치사를 
연구하는 중요 자료임. 현재 원문 이미지 및 텍스트를 

서비스 중임
규장각

색인어 XML 229,907건

텍스트
XML
RDB 65,820,272자

이미지 JPG 338,694면

내각일력

규장각 摛文院 각신이 1779년부터 1883년까지 기록한 
일기로, 규장각 업무와 당대의 정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현재 이미지 및 텍스트를 서비스 중임
규장각

텍스트
XML
RDB 29,389,935자

이미지 JPG 111,098면

승정원일기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의 일기로 2002년 유네
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됨. 현재 원본 이미지 서비스
 중이며 원문텍스트(국편)와 국역본(민족문화추진회)의 

연계서비스가 될 예정임

규장각 이미지 JPG 747,564면

비변사등록
조선시대 국정수행의 최고협의체인 비변사에 기록한 회의 
일지. 국보 152호로 지정됨. 현재 원문이미지를 서비스 중임.

규장각 이미지 JPG 78,9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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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내용
권리

보유기관

자료

형태

파일

형식
수량

의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 유산인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행사의 
전말을 기록한 책으로, 규장각에는 현존하는 전체 의궤 654종 
중에서 80%에 달하는 547종 825책(복본제외)이 소장되어 
있음. 현재 동종에 대한 이미지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원문정보를 구축할 예정임

규장각

목록 XML 740,000건

텍스트
XML
RDB 21,673,006자

이미지 JPG 226,523면

고지도

규장각 소장 220여종 6,000도엽의 고지도 중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대동여지도 등 전체 소장 지도의 약 50%

에 달하는 양을 구축 서비스 하고 있음
규장각

이미지 JPG 5,619도엽

색인 XML 124,971건

해제
XML
RDB 1,718,084자

책판
조선시대 출판을 담당하던 교서관(校書館)이 소장하던 목판, 

102종 17,821장의 책판을 3D로 서비스
규장각 3D 3D 17,821장

관보
대한제국기(1895년~1910년) 내각기록국에서 발행한 관보를 

책별 연도별로 분류하여 서비스 중임
규장각

텍스트
XML
RDB 53,766면

이미지 JPG 53,766면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왕실의 연원)

‘왕실의 연원’은 국왕의 직계 선대, 직계 후대 등 왕실의 구성에 
관계된 자료 및 왕실 범위 내의 척족에 관계된 자료를 말함. 
ㆍ四部 분류체계로는 대부분 史部로 포함되었던 자료 

ㆍ왕실의 연원 자료는 당대 정치세력에 대한 정보를 풍부히 
담고 있기에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임.

규장각

텍스트 XML 3,038,311자

이미지 JPG 14,840면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왕실의 정치)

왕실의 정치는 국왕의 명령을 담은 詔令類와 궁중의식의 제반
과정을 담은 자료 구성되어 있음. 王朝國家인 조선에서 국왕
의 명령은 權力 행사의 첫 단계이자 國政運營의 시발점으로
서 중대한 의미를 지녔던바 王命 자료와 궁중의식 자료는 역
대 국왕의 통치 이념과 실질적·세부적인 治世의 내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줌.

규장각

규장각

텍스트 XML 3,686,002자

이미지 JPG 19,852면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ㆍ1,181책, 국보 151-1호
ㆍ조선왕조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세계적인 역사서
ㆍ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전주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가장 가치가 높음

ㆍ1,181책, 국보 151-1호

규장각

이미지 JPG 110,192면

텍스트 XML 390,325건

텍스트 XML 1,500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일본으로 반출된 74책 가운데, 2006년 7월 13일 규장각에 
반환된 47책과 규장각소장도서 27책의 이미지 구축

규장각 이미지 JPG 18,028면

양안

국가에서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든 토지대장. 토지소유
현황, 토지면적, 경작면적 등을 수량적으로 제시해주는 자료. 
현재 규장각에는 庚子量案 132책, 光武量案 1,232책 등이 

소장되어 있음. 

규장각

텍스트 XML 7,200,000자

이미지 JPG 85,000면

토지문서 조선시대 토지 거래 및 지역별 토지현황 관련 고문서 규장각 이미지 JPG 20,000면

그러나 그간의 디지털화 사업은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프로젝트성 사업

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지속적·중장기적 계획 하에 디지털화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자 등 사용

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즉각적으로 디지털화하지 못하였다. 셋째, 외주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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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가 컸다. 넷째, 항상적인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진 기간에 비해 디지털화율이 높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 계획에 얽매여 진행되다보니 높은 퀄리티의 디지털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실험을 충분

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장각은 2013년 4월부터 자체 디지털매체화팀(이하 디지털팀)을 구

성,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팀은 팀장 1명, 촬영인원 5명, 전산인원 1명으로 구성하여, 디지털 데이터

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일원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팀장은 한국학과 DB 양 쪽에 지식과 경험이 있

는 자로 선발하였다. 촬영인원은 사진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업계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구성하여 디지

털 이미지의 품질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전산인원 역시 관련학과 및 실무경험자로서,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서비스를 도모하였다. 

표 2.  규장각 디지털매체화팀 참여 인원

성명 담 당 업 무 전공

손영상
 1. 고문헌 디지털 매체화 사업 총괄
 2. 규장각 정보화사업 계획·추진·관리

국사학과

이봉기

 1. 디지털 매체 전산시스템 관리
 2. 데이터베이스 관리
 3. 촬영실 및 보정실 PC 관리
 4. 규장각 웹페이지 관리(웹마스터)

컴퓨터과학과

김미미

 1. 디지털 매체화 대상자료 목록 관리
 2. 촬영 대상 고문헌 출납 현황 관리
 3.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사진영상미디어학과

류광일

 1. 조명 관련 장비 관리
 2. 디지털매체화 교육프로그램 기획·진행
 3. 이미지 데이터 변환 관리(RAW, TIFF, JPEG, PDF)
 4.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사진예술학과

박찬석

 1. 디지털매체 제작 관리
 2. 촬영 장비 관리
 3. 촬영실(B106-1) 관리
 4.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영화과

이정민

 1. 디지털 매체 제작 현황 및 일정관리
 2. 이미지 데이터 품질 관리
 3.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미디어영상학과

장향미

 1. 디지털 매체화 관련 회의자료, 촬영일지 등 작성·관리
 2. 보정실(B106-2) 관리
 3.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사진예술과

2) 자체 작업실 설치

디지털팀의 구성과 함께 디지털매체의 생산과 활영을 위한 자체 작업실을 설치하였다. 자체 작업실 설

치·운영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다. 작업 시 빛에 의한 자료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작업장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설치하고 형광등 조명도 제거한 상태에서 유물 촬영에 적합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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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촬영작업실

그림2 촬영실 시스템 구성도

접조명만을 사용하고 있다.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였고, 원본의 출납 관리를 위해 CCTV 2대를 가동

하고 있다. 

둘째, 촬영 작업의 능률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보조 장치들을 도입·활용하였다. 우선 촬영스탠

드와 카메라거치대를 주문 제작하였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의 경우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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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나 고문서의 촬영에 있어 충분한 공간과 거리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촬영용 PC를 카메라와 

연결하고 듀얼모니터를 설치하여 촬영결과물을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풋스위치를 

장착하여 촬영 편의성을 높였다. 고도서 촬영 시 과도하게 펼쳐짐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도서 양 면

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도서거치대를 설계하여 도입하였고, 서고에서 촬영실까지 원본의 이동을 위

해 잠금장치가 달려 있는 북트럭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촬영결과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촬영실 자체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각 작업원이 생산한 이미지파일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안을 위하여, 촬

영실의 전산시스템은 사설대역 IP로 구성하여 외부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3) 장비

(1) 촬영 장비

고문헌 자료의 촬영을 위해 35mm 규격의 디지털카메라 2대와 관련 장비, 중형 규격의 디지털카메라 1

대와 관련 장비를 도입하였다. 35mm 규격은 일반적인 고도서 촬영에 활용하고, 중형 규격은 고지도 등 

매우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 자료나 복제본 제작용 이미지 촬영에 사용하였다.

표 3.  촬영장비 목록

품         명 품 목 수량 단위 구입년도

 PHASEONE_P65+  디지털백 1 대 2013

 PHASEONE  645DF  중형카메라 1 대 2013

 Canon 5D MARK  III  카메라 3 대 2013

 Canon EF 24-70mm  F2.8L II USM  렌즈 3 개 2013

 Canon EF 50mm F1.2L USM  렌즈 2 개 2013

 Phase One Digital 120mm F4.0
 Macro AF  중형렌즈 1 개 2013

 Fomex Ultrafomex u3000  조명파워팩 2 대 2013

 Fomex u3000  조명헤드　 4 대 2013

 Fomex softbox  조명보조장치 4 개 2013

 Fomex Umbrella peri silver  조명보조장치 8 개 2013

 Profoto D4 2400Ws Air  조명파워팩 1 세트 2013

 Profoto Acute D4 Head 500Ws  조명헤드 4 대 2013

 Profoto Pro Lamp Extension Cable 5m  조명헤드
 연장케이블 2 개 2013

 Profoto Umbrella White Medium 
 1,05m diameter  조명보조장치 4 개 2013

 Profoto_Grid Kit_5,10,20 degree,     
 including bag  조명보조장치 1 세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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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품 목 수량 단위 구입년도

 Profoto Snoot for ZoomReflector  조명보조장치 1 개 2013

 Profoto_AirRemote  무선동조기 1 개 2013

 Fomex EX52  조명스탠드 4 개 2013

 Avenger A2033L C-stand 33 
 sliding leg  조명스탠드 2 개 2013

 Avenger 
 D 200 2half grip head  조명스탠드 2 개 2013

 Avenger D520 40” 
 extension grip head  조명스탠드 2 개 2013

 Wacom  intuos5 8X13 PTH-850   
 (Touch Large)

보정용타블렛 4 대 2013

 Manfrotto 055XPROB PRO tripod +    
 808RC4 head  삼각대 1 세트 2013

 Manfrotto 806 MINI SALON 190 +
 Gitzo G1570M head  타워스탠드 1 세트 2013

 Prodeanap 68EX(68L)  카메라보관장치 1 개 2013

 Color checker chart 24 X-RITE  컬러차트 2 개 2013

 magic extension arm  촬영보조도구 4 개 2013

 magic clamp  촬영보조도구 4 개 2013

 Pony clamp(M)  촬영보조도구 2 개 2013

 Fotowand graycard4966  그레이카드　 1 개 2013

 Matin 수평기(2벌식)  수평계 2 개 2013

 Hardy SB 450 Magner  수평계 1 개 2013

 Sabage white  롤배경지 1 개 2013

 Sabage black  롤배경지 1 개 2013

 Sabage gray  롤배경지 1 개 2013

 Sekonic L-758D  노출계 1 개 2013

 Sekonic L-308DC  노출계 1 개 2013

 Matin Grip-type Collapsible Reflector   반사판 1 개 2013

 Fomex EX52 KIT  배경스탠드 1 세트 2013

(2) 전산 장비

이미지 파일을 생산·관리하고, 나아가 규장각의 각종 디지털자료 및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

산 장비들을 아래와 같이 도입하였다. 이 중 웹서버와 DS NAS는 전산실에, 나머지 장비들은 촬영실에 설

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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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산장비 목록 

품명 규격 수량 단위 구입년도

WebServer Oracle Sparc T4 시리즈 2 대 2013

Storage
DS NAS 3016 1 대 2013

Netgear ReadyNAS Ultra6 (13TB) 1 개 2010

촬영 및 편집용PC ATX middle tower 7 대 2013

Monitor

LG 27Inch Monitor (IPS277L) 6 대 2013

LG 24Inch Monitor (IPS224V) 3 대 2013

Eizo Monitor (CG276) 1 대 2013

프린터 SAMSUNG (CLX-4195FW) 1 대 2013

캘리브레이터 X-RITE i1 display pro 1 개 2013

외장하드 Toshiba CANVIO SIMPLE3.0 (1TB) 2 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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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수행 과정 및 방법

1. 사업 방침

1) 대상 자료의 선정

규장각 소장 자료는 그 양이 방대하여 순차적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

다. 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하여 대상 자료를 선정하였다. 첫째, 다른 대체본(영인본·마이크로필름 등)

이 없는 자료를 우선 선정하였다. 둘째, 규장각 이용자들의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를 조사하여 선정하였

다. 셋째,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이용자들의 원본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2) 원본 훼손의 방지

상술한 바와 같이, 자료 디지털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본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작업 

과정에서도 자료에 손상이 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였다. 스캔 방식이 아닌 촬영 

방식을 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버헤드스캐너의 경우, 작업의 효율성은 높지만 스캔 

시 자료를 누르는 유리판의 압력이 너무 강하여 도서 자료의 손상이 미세하나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

었기에, 다소 작업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자료 한 장 한 장을 직접 작업자가 체크하며 촬영하는 방식을 택

하였다. 무엇보다, 자료 출납에 있어 자료 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훼손 우려가 있는 자료는 수

리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촬영 보류 조치하였다. 

3) 최고 품질의 원문이미지 제작

디지털 자료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굳이 원본을 꺼내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지 디

지털화의 목표이고, 장차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하거나 디지털 이미지를 

출력한 또 다른 대체본도 제작하게 될 것이다.   

최고 품질의 원문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과 보정에 있어 원본을 직접 보는 것과 최대한 동일하

게 재현하고자 하였다. 디지털팀을 구성할 때 촬영인력은 전원 사진 전공자로 선발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촬영장비 및 조명장비를 설치·세팅할 때에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가장 최적화된 세팅 값을 찾아

<원본 대비 100%> <원본 대비 300%> <원본 대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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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하였고, 그 뒤 실제 자료를 찍을 때에도 매번 카메라와 조명을 점검하였다. 보정 작업에서도 원본

에 왜곡을 가하는 조작은 모두 금지하였고, 보정프로그램의 Auto-Action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한 면 한 

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교정하였다. 또한, 최대해상도 이미지파일을 제작함으로써 실제 원본 크

기 이상으로 이미지를 확대해도 내용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안으로 원본을 열람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을 얻었다.

4) 데이터 관리

디지털 이미지 파일은 각각 세 종류로 구분하여 보존·관리한다. 최초 생산되는 RAW파일, 이를 보정·

편집한 출판용 대용량 JPG 파일, 그리고 이를 다시 리사이즈한 열람용 JPG파일이다. 당장의 필요만 생각

한다면 열람용 JPG 파일만 있으면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확대 활용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RAW파일과 대용량파일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용량이 충분해

야 하고, 파일관리도 매우 복잡하지만, 한번 촬영한 자료를 다시 촬영하지 않으려면 이런 방식의 파일저장

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이미지파일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만약의 파일 손상에 대비하고 있다.

2. 촬영 준비

1) 대상 자료 출납

촬영목록, 규장각 홈페이지, <규장각종합도서목록> 등을 상호 비교하여 대상 자료를 신청한다. 신청한 

자료는 다음날 오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자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보

고하고 조치한다. 대상자료를 촬영예정·촬영완료·수리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목록파일에 정리한다. (원서

명, 청구기호, 새번호, 권·책수, 실제 책 수, 수정내용, 촬영완료날짜, 촬영 진행상황, 홈페이지 청구기호 기

재사항, 관외대여목록, 기존 PDF업로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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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 세팅

PHASEONE 645DF (P65+) 5D Mark III

외형

조리개 F11~F16 F11~F16

셔터 Normal latency 1/60 ~1/250

ISO 50 100

파일형식 IIQ Raw L (8984×6732) RAW (5760×3840)
JPEG (1920×1080)

화이트밸런스 Auto 5000K ~ 6500K

기타 설정
Sensor+ : Off

Storage : Autodetect
Power Source : Autodetect

픽쳐스타일 : 뉴트럴
렌즈수차보정 : 주변조도유효, 색수차설정

3) 카메라 설치

카메라 설치 전 렌즈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묻어있다면 렌즈 전용 융이

나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해 준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촬영테이블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피사체가 올려질 받침대 위에 촬영 시 광원의 반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검은색 벨벳을 씌운

다. 안정적인 전원을 위해 AC어댑터 키트 ACK-E6를 사용하고 A/V OUT/DIGITAL 단자에 인터페이스 케

이블(P65+에서는 IEEE 1394포트)을 이용해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수평계로 카메라의 수직평을 맞춘다 설치완료 도니 카메라 및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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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보정·저장

1) 촬영

촬영 PC의 프로그램(CaptureOne 또는 EOS Utility)을 사용하여 촬영된 이미지가 PC로 바로 전송될 

수 있게 하고 폴더 및 파일네임을 지정한다. 렌즈의 초점거리는 왜곡이 최대한 적은 50mm에 맞춰두고 라

이브뷰를 실행시켜 Preview 모니터를 보며 촬영 대상물과 Color checker를 프레임 중앙에 위치시킨 후 

촬영을 시작한다.1 

촬영이 시작되면 피사체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게 최대한 주의하며 이물질(먼지, 벌레 등)이 나올 경우 

부드러운 붓이나 에어브러쉬로 제거해 원본이 최대한 잘 보이게 만들어 준다. 또 종이 재질이 얇아 앞뒷

면이 비칠 경우 재질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과 두께의 간지를 사용하여 촬영된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인다. 

촬영이 모두 끝나면 원본과 촬영된 JPEG를 비교해보면서 검수를 진행하고 검수가 완료되면 JPEG 파일은 

삭제하고 RAW 파일에 촬영된 원본의 고유파일 아이디로 네이밍을 해준다.

이미지 파일의 네이밍은 <규장각 파일 네이밍 규칙>을 따른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 네이밍 형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유ID_파일종류_volume번호_페이지번호.확장자’의 구조이다. 첨지가 있는 경

1    Color checker는 RAW 컨버팅 작업에서 카메라프로파일 생성용으로 사용되며 카메라프로파일을 통해 원본과 최대한 가까운 색 재현

을 실현할 수 있다.

4) 조명 세팅

파워팩과 카메라에 무선동조기를 연결한 후 파워팩에 연결된 두 개의 조명(순간광)을 피사체의 양쪽

에 같은 각도, 높이, 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직접광을 피하면서 광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엄브랠러와 소

프트박스를 사용한다. 노출계를 이용해 촬영테이블의 모든 면이 같은 노출값(F)이 되도록 조명을 조절한다. 

파워팩에서 광량을 조절하는 모습 노출계를 이용하여 광량을 측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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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파일명 뒤에 다시 일련번호를 붙여 표기한다. 아래 예시는 『小學諺解(一簑古 181.1-So25d-v.6)』의 

네이밍 사례이다. 

2) 컬러 보정

모니터의 밝기·명암·색표현을 확인한다(쉐도우디테일·그레이스케일·하이라이트 검사). 컬러 보정을 위

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모니터 프로파일을 모니터 환경에 적용시킨다. 

사용자 카메라 프로파일을 형성하여 CMS(Color Management System) 환경을 설정하고, 보정프로그램

CaptureOne EOS Utiliy

컬러 보정 전 컬러 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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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hop)의 컬러값을 세팅한다(Photoshop Working Spaces와 Color Management Policies). 원본을 

확인하여 설정값을 미세조정한 뒤, 컬러 보정을 수행한다(화이트밸런스, 색상, 톤매핑, 노이즈, 샤픈 등). 

3) 편집 및 리사이즈

원본 이미지 파일의 수평, 수직, 왜곡된 부분을 보정하여 가로, 세로 1cm 여백을 남긴다. 검은색 여백 

부분을 선택해 검은색으로 채우고 남아있는 먼지 부분을 지운다. 최고 품질(Quality 12)로 저장한다. 

보정이 끝난 후엔 폴더명을 IH(image high)로 바꾸고 Canon DPP를 이용해 PDF용으로 리사이즈 하면

서 파일명을 IL(image low)로 바꾼다(DPI 72, Quality 2, 양면 가로 1500pixel, 단면가로 800pixel). 리사

이즈한 파일의 저장경로는 IL폴더로 지정한다. 

4) 데이터 관리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 동일 자료에 대해 3종의 이미지파일이 생산된다. 최초 생산된 RAW 이미지, 컬러

보정을 거친 대용량 JPG 이미지, 그리고 편집 완료된 JPG 이미지이다. 이를 웹서비스용 JPG와 PDF로 변환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자료 당 5종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각 단계별 이미지 형식과 용량은 아

래 예시와 같다.

                                       단계           
특징

확장자 펼침면기준 가로세로사이즈 DPI 용량(MB) - 책 1권 기준

 1단계:RAW이미지(IR) CR2 5760×3840 300 2510 (면당 15MB)

 2단계:컨버팅한JPG(IJ) JPG 5760×3840 300 1180 (면당 6.5MB)

 3단계:출판용JPG(IH) JPG 4007×3439 300 728 (면당 4MB)

 4단계:웹용JPG(IL) JPG 1500×1287 72 48 (면당 0.3MB)

 5단계:서비스용PDF PDF 1500×1287 72 49 (면당 0.3MB)

예시자료 : 一簑古 181.1-Y35 禮記大文 (총 180면)

원본 이미지 편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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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산된 이미지 파일은 관리자가 월 2회 이상 디지털팀 전용 스토리지(NAS)로 일괄 백업하여 중

앙집중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용 스토리지는 RAID5 형식으로 볼륨을 구성하여, 안정성 있는 데이

터 보관을 한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관리를 위하여 NAS 스토리지에는 워크플로우에 따라 3개의 

공유폴더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각 폴더의 접근 권한도 제한한다.



제 3장  자체 디지털 매체화     251

Ⅲ. 사업 결과

1. 사업 결과

사업 기간 중 가장 중심을 두고 진행한 작업은 규장각 소장 문고본 자료의 디지털화였다. 일사문고·가

람문고·상백문고 등의 문고본들은 이용자들의 요청 빈도가 상당히 높은 자료이나, 그에 비해 대체본은 매

우 부족한 상태였다. 과거 규장각 자료 DB 구축 사업에서도 디지털화 대상에 별로 포함되지 못하였고, 마

이크로필름조차 제작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많았다. 때문에 금번 자체 디지털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선

적으로 이 문고본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1,980책 284,674면을 디지털 이미지

로 제작 정리할 수 있었다.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2년 정도 후 문고본 자료의 디지털 이미지 구

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료의 훼손 방지와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선학들의 귀중한 자료를 디

지털컬렉션으로 제작·보관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연구자 요청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또는 연구팀의 요청을 받아 해당 자료

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웹서비스 등으로 공개·제공하는 작업으로, 연구자들의 호응이 매우 컸던 작업이었다. 

213책 47,884면을 디지털화하였는데, 금년도에는 규장각 소속 연구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서비스 단

계였으나 앞으로 이용자의 폭을 확대하여 규장각 자료의 활용 폭을 비약적으로 넓히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 출판·방송 등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에 의한 자료 촬영이 있었다. 268책 21,170면이다.

※ 금년도 사업에서 제작된 디지털 이미지의 전체 목록은 별첨함.

2. 사업 효과

정량적 효과로는 생산성 증대와 예산 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프로젝트성 사업에서 연간 4~6만면 

가량의 원문이미지를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생산량 제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기존에 면당 2천2백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데 비해 자체 디지털팀 구성 이후 면당 6백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 바, 약 73%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정성적 효과로는, 첫째, 사업의 지속성·연속성이 확보됨으로 인해 생산량의 증대 뿐 아니라 디지털 자

료의 품질 향상을 얻어낼 수 있었다. 즉 원자료의 정확한 재현을 위한 촬영기법 및 조명사용, 이미지 파일

의 해상도를 높이면서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적 수치의 도출 등이 꾸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다. 둘째,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

에서 정해진 대상 자료 외에는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또한 외주사업자에 의존했기 때문에 프

로젝트 기간이 아니면 디지털화 작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체 디지털팀의 구성 이후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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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필요 자료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한국학 연구자 등 자료 이용자들의 요청에 신속

하게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디지털화의 효과가 원본자료의 유지·보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디지털 매체의 부족(디지털화율의 부진)과 마이크로필름의 劣化 등으로 인한 대체본의 

부재는 연구자(사용자)들에게 원본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고품질 디지털자료의 대량생

산·즉시생산 체제 구축으로 이같은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3. 향후 추진 방향

2013년 4월 디지털팀이 구성된 이후 2014년 2월까지 총 2,461책 353,728면에 달하는 규장각 소장 자료를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정리하였다. 자체 디지털화 사업의 추진으로 디지털화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대한 것

이지만, 또 한편으로 규장각 소장 자료 전체에 비해본다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양이기도 하다. 규장각 

소장 자료는 고도서만도 177,374책에 달하는데, 현재 디지털 자료로 제작된 것은 그 중 18,000여책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화 속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인력·장비의 지원·확충이 절실한 이유이다.

방대한 규장각 소장 자료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예산

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장 자료 중 

보존가치·사료가치·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엄선하여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하

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왕실자료(어제·의궤·선원보 등), 행정자료(등록·관서행정기록 등), 고종시대공문서

철(관서문안·외교통상기록 등), 대외관계자료(對중국·對일본·근대외교문서 등), 인문지리자료(지리서·고

지도·읍지 등), 조세재정자료(양안·호적·조세대장 등), 산업기술자료(의학·농업·천문·광업·상공업 등 관

련 자료), 고문서 등이 디지털화의 우선 대상 자료가 될 것이다.

원문이미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구축,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료의 이해를 위한 심화해제의 작성 및 제공, 검색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원문텍스트의 구

축, 대중적 이용을 위한 국역사업, 나아가 멀티미디어 등 응용컨텐츠 구축 등이 그것이다. 규장각 자료의 

활용성과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작업들이나, 문제는, 이같은 다양한 디지털 데이

터의 구축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원문텍스트의 단순 구축만 해도 원문이

미지 제작의 20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국역이나 응용컨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은 

산정조차 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장각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원본 보호’와 ‘자료 공개’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부응

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되, 그 중 가치가 높은 자료를 엄선하여 추가적인 

디지털화(원문텍스트 등)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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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촬영목록

청구기호 서명 한글서명
 책번호
(순서)  매수 범위 촬영장비 촬영자 촬영일

일사고001-J562h-v.00 學部通辯 학부통변 1 120 전책 5D mk3 이정민,박찬석 13.05.03

일사고001-Si61y 野言 야언 1 114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3

일사고015.52-O8s-v.1 事類賦目錄 사류부목록 1 48 전책 5D mk3 김미미,박찬석 13.05.06

일사고015.52-O8s-v.2 事類賦目錄 사류부목록 2 68 전책 5D mk3 류광일,장향미 13.05.06

일사고015.52-O8s-v.3 事類賦目錄 사류부목록 3 74 전책 5D mk3 김미미,박찬석 13.05.06

일사고015.52-O8s-v.4 事類賦目錄 사류부목록 4 46 전책 5D mk3 류광일,장향미 13.05.06

일사고

028.1-W1847d-v.1
讀書後 독서후 1 148 전책 5D mk3 류광일,장향미 13.05.06

일사고

028.1-W1847d-v.2
讀書後 독서후 2 172 전책 5D mk3

김미미,박찬석,

이정민
13.05.06

일사고028.0-H758h-v.1 洪氏讀書錄 홍씨독서록 1 104 전책 5D mk3 이정민,박찬석 13.05.07

일사고028.0-H758h-v.2 洪氏讀書錄 홍씨독서록 2 112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7

일사고028.0-Se63s
薛文淸公讀書

要語
설문청공독서요어 1 124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7

일사고031-G129 家政野談 가정야담 1 126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7

일사고031-G995d-v.1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 124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8

일사고031-G995d-v.2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2 132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8

일사고031-G995d-v.3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3 126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8

일사고031-G995d-v.4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4 152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8

일사고031-G995d-v.5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5 122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8

일사고031-G995d-v.6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6 140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8

일사고031-G995d-v.7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7 116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08

일사고031-G995d-v.11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1 132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08

일사고031-G995d-v.12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2 126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08

일사고031-G995d-v.13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3 122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08

일사고031-G995d-v.14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4 126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08

일사고031-G995d-v.15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5 124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08

일사고031-H757da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1 188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박찬석
13.05.08

일사고031-G995d-v.8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8 130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09

일사고031-G995d-v.9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9 126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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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서명 한글서명
 책번호
(순서)  매수 범위 촬영장비 촬영자 촬영일

일사고031-G995d-v.10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0 114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장향미
13.05.09

일사고031-G995d-v.16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6 112 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09

일사고031-G995d-v.17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7 136 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09

일사고031-G995d-v.18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8 132 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09

일사고031-G995d-v.19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19 138 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09

일사고031-G995d-v.20 大東韻府群玉 대동운부군옥 20 162 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09

일사고031-H757do-v.4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4 188 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09

일사고031-H757do-v.5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5 164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0

일사고031-H757do-v.6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6 204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0

일사고031-H757do-v.7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7 182 전책 5D mk3 박찬석,장향미 13.05.10

일사고031-H757do-v.9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9 146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0

일사고

031-H757do-v.10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10 120 전책 5D mk3 박찬석,장향미 13.05.10

일사고

031-H757d-v.59-60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 1 150 전책 5D mk3 이정민,장향미 13.05.10

일사고031-J256m 蒙喩篇 몽유편 1 86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0

일사고031-M918m 物名攷 물명고 1 42 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0

일사고031-H757m 文獻備考 문헌비고 1 418 전책 5D mk3 류광일,박찬석 13.05.13

일사고031-Se61g-v.1 攷事新書 고사신서 1 182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13

일사고031-Se61g-v.2 攷事新書 고사신서 2 154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13

일사고031-Se61g-v.3 攷事新書 고사신서 3 172 전책 5D mk3 류광일,박찬석 13.05.13

일사고031-Se61g-v.4 攷事新書 고사신서 4 130 전책 5D mk3 류광일,박찬석 13.05.13

일사고031-Se61g-v.5 攷事新書 고사신서 5 150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13

일사고031-Se61g-v.6 攷事新書 고사신서 6 172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13

일사고031-Se61g-v.7 攷事新書 고사신서 7 168 전책 5D mk3 류광일,박찬석 13.05.13

일사고031-Y98-v.1 類選 유선 1 110 전책 5D mk3 김미미,장향미 13.05.13

일사고031-Y98-v.2 類選 유선 2 128 전책 5D mk3 이정민,박찬석 13.05.13

일사고039.51-C471a
新編古今事文類

聚遺集

신편고금사문류취

유집
1 116 전책 5D mk3

류광일,장향미,

이정민
13.05.14

일사고039.51-C471a
新編古今事文類

聚遺集

신편고금사문류취

유집
2 126 전책 5D mk3 류광일,장향미 13.05.14

일사고

039.51-C471s-v.1
新編古今事文類聚 신편고금사문류취 1 150 부분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14

일사고

039.51-C471s-v.2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2 136 부분전책 5D mk3 박찬석,김미미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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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고

039.51-C471s-v.3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3 130 부분전책 5D mk3 이정민,장향미 13.05.14

일사고

039.51-C471s-v.4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4 158 부분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5

일사고

039.51-C471s-v.5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5 122 부분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5

일사고

039.51-C471s-v.6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6 132 부분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5

일사고

039.51-C471s-v.7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7 138 부분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6

일사고

039.51-C471s-v.8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8 120 부분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6

일사고

039.51-C471s-v.9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9 122 부분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6

일사고

039.51-C471s-v.10
新編古今事文類

聚
신편고금사문류취 10 140 부분전책 5D mk3 류광일,이정민 13.05.16

일사고

039.51-C471s-v.11
新編古今事文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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