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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 제 22대 국왕인 정조에 의해 설립된 왕실도서

관 겸 학술연구기관으로 많은 국내·외 기록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

장 문화재 중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의궤』 등

과 같이 많이 알려진 자료도 있지만 아직 일반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귀중

한 문화재가 훨씬 많습니다. 이들 자료들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초판본, 규장

각에만 현존하는 유일본 등 대부분이 귀중본 자료들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

구원은 이처럼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막중

한 책임감을 느끼며,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보, 보물, 세계기록유산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존수리사업은 기록문화재의 손상방

지와 수명연장, 예방보존 환경구축,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

습니다.

2014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보존환경 제

어, 대체본 제작, 보존처리 연구, 자체보존관리 등 5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규장각 소장 책판 중 현재 판본으로 존재

하지 않거나 1부만 남아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책판을 새로 인출하여 장서로 

등록하고, 누락부분의 책판은 다시 제작하여 완질 책판으로 보완하는 ‘책판 

인출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재 정본화 및 책판활용을 통

한 장서 확충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머 리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 인 걸

보존수리사업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본을 직접 처리하는 수리복원 뿐만 아니라 모사·복제 등 대체본 제

작, 책갑 및 굵게말이축 제작 등에도 분야별 장인이 참여하여 보존과학을 기

반으로 한 전통재료와 전통기술의 복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존처리사, 한지장, 수직 장인. 전통먹장, 염색장, 매듭장, 모사공, 서각장, 소목

장, 두석장, 칠장 등 전통분야 명장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처리 기술개

발에 여러 학문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존과학, 서지학, 역사학, 동양화, 미

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등의 학제간 연구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

는 전통산업의 활성화와 전통기술 전승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세부 기술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모두 포함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의 배포로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규장각 사업을 검증 받고, 아울러 국내 보존과학계 발전에 도움이 되

길 바랍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

연구부,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관

련부처 담당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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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							주관사업자	:	(주)다해미디어

•							사	업	기	간	:	2014년	5월	1일	~	2015년	1월	20일

1.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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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한다.

•							유일본	실록의	자연적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한다.

•							실록의	원형	복원	가능성을	모색한다.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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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대상 자료 목록

서명 청구 기호 재질
크기(cm)

책수 매수 비고
가로 세로

중종실록

奎12729
v.11~13, 16, 18~20, 24~25, 27~29

32~41, 43~48, 50~55, 57~60, 62~71, 
73, 75, 81

밀랍, 한지 35.0 65.0 51 2,630
정족산본

(밀랍본)

2.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자료 이상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직물 및 염색 박윤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복식연구소 연구원

한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장황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사업 총괄 최윤숙 (주)다해미디어 대표이사

물성

분석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장 직물 및 염료 박윤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복식연구소 연구원

유물 촬영 김영광 (주)다해미디어 촬영팀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부장

신경수

(주)다해미디어 편집 디자이너
편집 검수, 

훼손된 글자 복원
이설화

신혜정

김윤경

최송이

포토샵 프리랜서

신혜원

이미지

김혜인

고정현

김윤미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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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비고

본문 검수 조치 (가필) 송지현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

한지제조 장용훈 장지방 대표/중요무형문화재117호 한지장

표장직물(비단) 직조
김영자

두산손명주연구회(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최복출

염색
장황용 끈 김경렬 색탄자홍화연구소장/염색 명장

표장 비단 정관채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꼰끈 제작 김시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인쇄

김병노 (주)다해미디어 실장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부장

손현옥 (주)다해미디어 사원

장황 정찬정 차가방 대표/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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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물 실측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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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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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복제대상	중종실록	51책	중,	비단	표지는	17책,	한지	능화문	표지는	34책이었다.	비단	표지는	짙은	

쪽빛으로	대부분	탈색,	오염,	훼손되었고,	한지	능화문	표지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본	제작에는	비

단	표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조사하지	않았다.	

내지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필사면이	다수	있었고,	이전	왕대	실록에	비해	첨지가	많은	

편이었다.	또한	한지의	두께가	0.20mm	이상으로	두꺼운	편이었으며,	한	책당	매수가	50장	이상으로	책	또

한	매우	두꺼웠다.	특히	다른	왕대실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심	글자	순서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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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끈이	원형이	아니라는	결론에	따라	이번	사업년도에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실측 결과 및 내지 상태

중종실록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 11 11 비단 34.8 65.7 50 첨지 : 1~5, 7, 10, 12~13, 18, 20, 25, 35, 38, 42, 45

V.12 12 비단 35.1 65.7 50 
첨지 : 2~5, 7~8, 13~19, 23, 27, 31~32, 35, 37, 39~49 /

먹얼룩 : 1

V.13 13 비단 35.0 65.9 46 
첨지 : 3~4, 6, 9~13, 16, 21~22, 24~25, 27, 35, 40~41, 45 /

필사면 : 7, 14~15, 32, 37~38, 42~44 /
 흙오염 : 39, 45, 46 / 표제지 탈락

V.16 16 한지 35.5 65.9 53 
첨지 : 3~5, 7, 9, 13, 16, 22~23, 25, 38, 40~41, 43, 45~46, 49, 53 /

필사면 : 26~35, 42, 46 / 전체적으로 흙에 의해 오염 /
제4장 판심이 권15로 되어 있음.

V.18 18 한지 35.3 65.7 48 첨지 : 10, 15~18, 22~25, 29~38, 40~46

V.19 19 비단 34.8 65.8 47 첨지 : 2, 4~5, 7, 10, 13~14, 16~20, 25, 28~31, 34~37, 40, 43~44

V.20 20 한지 34.8 65.6 47 첨지 : 1~2, 4~7, 9, 10, 12~26, 28, 30~32, 34~35, 40, 43

V.24 24 한지 35.2 65.7 39 
첨지 : 4, 8~10, 12, 18, 20, 26, 28, 38 /

필사면 : 11, 14~17, 23~24, 29~36, 39 / 밀랍이 고르지 않음

V.25 25 비단 34.6 65.8 59 
첨지 : 1, 2, 4~8, 10, 13~14, 16~20, 22~36, 38, 40, 43~47, 

49, 51~52, 56, 59 / 필사면 : 48, 54~5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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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27 27 한지 34.8 65.8 49 
첨지 : 20, 24, 29, 35, 38, 41, 43~44, 49 / 

필사면 : 22~23, 28 / 한지 두께 차이가 많이 남(0.16~0.30)

V.28 28 비단 35.0 65.6 42 첨지 : 1~2, 13, 16~23, 26, 28, 34, 39, 41~42

V.29 29 비단 34.8 65.7 48 첨지 : 3, 7~8, 10, 16~17, 19, 21~23, 26, 29~32, 35~42, 48

V.32 32 한지 34.8 65.5 52 
첨지 : 5~8, 10, 12~14, 16~17, 26, 28, 32, 34

전체적으로 밀랍이 진함/표제지 탈락

V.33 33 비단 35.1 65.8 44 첨지 : 1, 3~5, 15~16, 18~20, 23~28, 30~38, 40, 42~44

V.34 34 비단 35.1 65.7 56 
첨지 : 5, 8, 11, 26, 34, 38, 43, 46, 50, 53 /

전체적으로 밀랍이 진함

V.35 35 한지 34.8 65.5 58 
첨지 : 6~7, 10, 13, 16~17, 19~21, 28~30, 33, 40~41, 43, 46~47, 49 /

필사면 : 42

V.36 36 한지 35.0 65.5 57 첨지 : 1~3, 11, 17, 23, 28~30, 34~36, 38~40, 42, 44~47, 49~50, 53, 56

V.37 37 한지 35.4 65.8 55 
첨지 : 3, 14, 20, 22, 27, 32, 41, 44, 46~49, 52, 54 /

필사면 : 7~8, 21, 25, 25, 40, 53, 55

V.38 38 비단 34.8 65.8 49 첨지 : 4, 7, 15, 25~26, 32, 36~38, 40, 42, 44, 46, 49

V.39 39 비단 34.8 65.9 50 첨지 : 1, 8, 10, 16, 20~25, 27, 29, 30, 33~45, 47~48

V.40 40 한지 34.9 65.5 41 첨지 : 1~11, 13, 16~34, 36~38

V.41 41 한지 34.8 65.7 45 첨지 : 1~2, 5, 8, 10~12, 18, 35, 36

V.43 43 한지 34.8 65.9 48 
첨지 : 1, 2, 5, 8, 13, 16, 19~20, 22, 28~31, 34, 37, 39 /
필사면 : 44~45 / 밀랍이 약한 편이지만 고르지 않음

V.44 44 한지 34.8 65.8 44 
첨지 : 5~7, 11, 19, 21~34, 36~38, 40~41, 43 / 

필사면 : 42 / 전체적으로 밀랍이 진하고 광곽선 밖 오염이 심함.

V.45 45 한지 34.8 65.9 52 
첨지 : 19, 26~27, 29~30, 32~33, 38, 39~40, 42~45, 47~52/
필사면 : 23 / 41장 宗世라고 인쇄한 부분에 世宗이라 써서 붙임

V.46 46 비단 35.0 66.0 44 
첨지 : 1~4, 7, 13, 16, 18~19, 22~28, 36, 38 /
전체적으로 밀랍이 고르지 않음(얼룩)

V.47 47 한지 35.3 66.0 44 첨지 : 4, 6~19, 21~22, 25, 28~38, 40~44

V.48 48 한지 35.0 65.7 47 
첨지 : 1, 4, 6~7, 9~13, 16, 18~19, 21~22, 24~26, 28, 30~31, 

33~37, 40~46 / 판심부분 낡아서 글씨 훼손

V.50 50 한지 35.3 65.7 49 첨지 : 5~6, 9~10, 13, 16, 18~24, 27~29, 31, 34~38, 40~44, 46~49

V.51 51 한지 35.2 66.0 45 
첨지 : 16~19, 26, 28, 30, 31~36, 38~40, 43~45 / 

필사면 : 1~12, 16, 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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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52 52 비단 35.3 65.5 48 
첨지 : 1~4, 6~9, 11, 13, 15~18, 20, 22~23, 25, 27~29, 

31~34, 38, 40, 43~48 / 밀랍이 진한 편임

V.53 53 한지 35.1 65.5 47 
첨지 : 1, 4, 6~7, 9, 12~15, 19~30, 34~35, 37, 40~43 /

필사면 : 16~17 / 42장 이중으로 찍힘

V.54 54 한지 34.8 65.5 54 
첨지 : 4~5, 7~11, 31, 33, 43, 45~54 / 

필사면 : 13~19, 22~23, 25~30, 32, 34~42 / 33장 종이 접힘, 밀랍이 진함.

V.55 55 한지 34.7 65.6 50 
첨지 : 6~7, 9, 11, 15~16, 18~20, 22, 25~26, 28~30, 33~34, 36~43, 48 / 

필사면 : 44~47, 49~50

V.57 57 한지 34.9 65.8 49 
첨지 : 4~7, 9, 11~18, 20~27, 29~42, 45~49 /

필사면 : 2, 4, 8

V.58 58 한지 35.0 65.6 46 첨지 : 6~13, 15~17, 19~40, 42~46 / 밀랍이 진함

V.59 59 한지 35.0 65.2 57 
첨지 : 2, 7, 9, 12~14, 16, 19~20, 22, 26, 28, 32~40, 43, 45~49, 

51~53, 55, 57 / 필사면 : 5

V.60 60 한지 35.2 65.6 58 
첨지 : 1, 4, 7~8, 10~11, 13~14, 16, 18~20, 22~32, 34~38, 40, 43, 

46~58 / 종이 두께 차이 큼(0.12~0.45mm)

V.62 63 한지 34.8 65.4 52 첨지 : 4~8, 10~11, 13, 16~17, 20~21, 25~33, 35, 37, 40~42, 46, 50, 52

V.63 64 한지 34.7 65.7 49 첨지 : 2~5, 7~8, 10, 20~26, 28~31, 33, 35, 37~47

V.64 65 한지 34.7 65.6 66 첨지 : 3, 4, 6, 9~10, 13~21, 26~28, 30~37, 40~44, 51~61, 63~65

V.65 66 한지 34.8 65.9 53 
첨지 : 3~4, 7~12, 14, 16~19, 21~23, 25, 28, 30~32, 34, 37, 40, 42, 45 / 

후반부 오염이 심함

V.66 67 비단 35.0 65.4 46 
첨지 : 1, 3~4, 6~7, 9~14, 17, 20, 22~26, 28~29, 31~34, 

37~41, 43~44, 46

V.67 68 비단 34.7 65.8 49 
첨지 : 1~4, 7, 10~16, 21~23, 25, 28, 31~32, 34~35, 37~39, 41~43 / 

필사면 : 46~49

V.68 69 한지 35.3 65.0 50 
첨지 : 10, 16, 32~34, 36~37, 39~40, 45~46, 48, 50 /
필사면 : 1~8, 11~13, 15~16, 18~33, 38, 42, 49

V.69 70 한지 34.7 65.6 49 
첨지 : 8, 10, 13~14, 22, 24~25, 27~28, 31, 34~35, 38, 43, 46/ 

필사면 : 11 / 밀랍이 진한 편임.

V.70 71 한지 35.1 65.3 41 
첨지 : 1~5, 7~8, 10~14, 16, 19, 21~22, 25, 28, 32, 37~40 /

필사면 : 18, 20, 23~24, 26

V.71 72 비단 35.0 65.9 50 
첨지 : 1, 4, 10~12, 21~24, 27~28, 36, 39, 42~45 /

필사면 : 8/1장 - 흙에 의해 오염됨

V.73 74 한지 34.4 65.2 52 첨지 : 20, 29, 30~33, 35~37, 42 / 필사면 : 1~5, 7~14, 22, 38, 41, 44~52

V.75 76 비단 34.7 65.6 51 
첨지 : 5, 7, 10, 17~21, 23, 26, 35~39, 43~44, 46~48 /

한지가 두꺼움 (0.25~0.35)

V.81 83 한지 34.5 65.7 53 첨지 : 4, 7~8, 14~17, 25, 31, 37~39 / 필사면 : 29, 32, 40,42, 49~50, 53

51책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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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의 유형

유형 1. 전책에 걸쳐 있으며, 책마다 20~30개 정도 있음

유형 2. 본문에 넓게 붙은 첨지 (대부분 비슷한 글자)

유형 3. 오자임을 표기한 첨지 (필사면에만 있음)

유형 4. 위 광곽선 밖에 길게 붙은 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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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문의 오자를 정정한 첨지

판심 오류 사례 

 v.11 - 2장 v.16 - 4장 v.18 - 47장 v.19 - 4장

卷자 탈락 권번호 오류 15 →16 錄實 → 實錄 王大 → 大王

v.24 - 18장  v.27 - 6장 v.28 - 33장 v.52 - 7장

宗中 → 中宗 卷實錄 → 實錄卷 宗宗 → 中宗 錄卷實 → 實錄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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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탈락

v.13 v.32

실측 및 상태 조사

2. 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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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지 분석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교수)

(1)	지질	분석	과정

①	분석	대상	문화재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함.

②	이에	따라	복본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물리적	분석인자	만을	측정함.

③				분석	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의거하여	종

이분석	전용의	장비를	활용함.

•							한지의	두께	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L&W	Micrometer,	Sweden)

•							한지의	광학적	특성	:	백색도	측정기(L&W사	Elrepho,	Sweden)

•							한지의	이미지	분석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Hi-Scope,	HS/30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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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종실록은	오침안정법에	따라	오침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내지는	중첩되어	2장씩	겹쳐져	있는	형태임.

⑤				  분석	대상인	권13	및	권25은	각각	생지	장과	밀랍처리	된	장으로	혼합되어	있었음.

⑥				반면	권36	및	권60은	생지	장은	없었고	밀랍처리	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⑦				  중종실록	권13	및	권25	내지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의	쪽수를	선정하였음.

⑧				내지	중	밀랍처리	장은	임의의	3쪽을	선정하여	글자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	5

회씩	측정하였으며,	생지	장은	임의의	1쪽을	선정하여	글자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하여	각

각	5회씩	측정하여	각	권마다	총	20회를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였으며,	결과에는	평균값,	표준편차

를	나타냄.

⑨				중종실록	권36	및	권60	내지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의	쪽수를	선정하였으며,	내지는	모두	

밀랍처리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⑩			임의의	4쪽을	선정하여	글씨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하여	총	5회씩	측정하여	각	권마다	

총	2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였으며,	결과에는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나타냄.

(2)	중종실록	4책의	지질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

①	중종실록	4책의	물리적	특성

•							중종실록	권13의	내지는	밀랍처리	된	장과	생지	장	등	2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중종실록	권13의	내지	중	밀랍처리	된	임의의	3장에	대한	평균	두께는	373.93㎛,	표준편차는	47.60이

었으며,	생지	장의	임의의	1장에	대한	평균	두께는	213.60㎛,	표준편차는	9.76이었음.

•							중종실록	권13의	내지	중	밀랍처리가	된	임의의	3장에서	글씨	부분의	평균	두께는	387.22㎛,	표준편

차는	49.47이며,	글씨가	없는	부분의	평균	두께는	350.00㎛,	표준편차는	36.80	이었음.

•								중종실록	권13의	내지	중	임의의	1장에서	글자	부분의	평균	두께는	218.00㎛,	표준편차는	10.44이었

으며,	글자가	없는	부분의	평균	두께는	207.00㎛,	표준편차는	4.24이었음.

•							중종실록	권25의	내지	중	밀랍처리	된	장의	임의의	3장에	대한	평균	두께는	487.53㎛,	표준편차는	

102.91이었으며,	생지	장의	임의의	1장에	대한	평균	두께는	207.00㎛,	표준편차는	14.93이었음.

•							중종실록	권25의	내지	중	밀랍처리	된	임의의	3장에서	글자	부분의	평균	두께는	485.00㎛,	표준편차

는	111.97이었으며,	글씨가	없는	부분의	평균	두께는	491.33㎛,	표준편차는	97.79이었음.

•								중종실록	권25의	내지	중	생지	장의	임의의	1장에서	글자	부분의	평균	두께는	209.67㎛,	표준편차는	

7.64이었으며,	글씨가	없는	부분의	평균	두께는	203.00㎛,	표준편차는	26.87이었음.

•								중종실록	권36의	내지는	모두	밀랍처리	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의의	4장에	대한	평균	두께는	

365.80㎛,	표준편차는	70.80이었음.

•							중종실록	권36의	내지	중	임의의	4장에서	글자	부분의	평균	두께는	375.08㎛,	표준편차는	73.90이었

으며,	글자가	없는	부분의	평균	두께는	351.88㎛,	표준편차는	68.24이었음.

•							중종실록	권60의	내지는	모두	밀랍처리	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임의의	4장에	대한	평균	두께

는	491.10㎛,	표준편차는	247.08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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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실록	권60의	내지	중	임의의	4장에서	글자	부분의	평균	두께는	499.92㎛,	표준편차는	259.10	었

으며,	글씨가	없는	부분의	평균	두께는	477.88㎛,	표준편차는	244.68이었음.

  조선왕조실록 내지의 두께 변이

권13

처리 번호
두께(um) average stdev

average stdev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밀랍

1 402 398 374 339 391.33 339.00 15.14 378.25 28.94

2 434 445 444 374 401 441.00 387.50 6.08 19.09 419.60 31.12

3 340 331 317 324 312 329.33 318.00 11.59 8.49 324.80 11.12

387.22 350.00 49.47 36.80 373.93 47.60

생지 1 225 206 223 204 210 218.00 207.00 10.44 4.24 213.60 9.76

중종실록 권25 내지의 두께 변이

권25

처리 번호
두께(um) average stdev

average stdev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밀랍

1 412 414 450 388 466 425.33 427.00 21.39 55.15 426.00 31.46

2 638 647 608 621 571 631.00 596.00 20.42 35.36 617.00 29.81

3 382 383 431 380 522 398.67 451.00 28.01 100.41 419.60 61.11

485.00 491.33 111.97 97.79 487.53 102.91

생지 1 208 203 218 184 222 209.67 203.00 7.64 26.87 207.00 14.93

중종실록 권36 내지의 두께 변이

권36

처리 번호
두께(um) average stdev

average stdev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밀랍

1 277 301 292 291 271 290.00 281.00 12.12 14.14 286.40 12.16

2 402 421 443 426 418 422.00 422.00 20.52 5.66 422.00 14.78

3 305 345 332 277 330 327.33 303.50 20.40 37.48 317.80 27.01

4 438 472 473 373 429 461.00 401.00 19.92 39.60 437.00 40.87

375.08 351.88 73.90 68.24 365.80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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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권60 내지의 두께 변이

권60

처리 번호
두께(um) average stdev

average stdev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글씨 유 글씨 무

밀랍

1 828 992 851 756 884 890.33 820.00 88.79 90.51 862.20 86.45

2 530 513 501 558 523 514.67 540.50 14.57 24.75 525.00 21.44

3 267 252 230 236 250 249.67 243.00 18.61 9.90 247.00 14.53

4 395 316 324 318 298 345.00 308.00 43.49 14.14 330.20 37.50

499.92 477.88 259.10 244.68 491.10 247.08

②	백색도	측정에	의한	내지의	L*,	a*,	b*	value의	분석	및	고찰

•							중종실록	4책에	사용된	한지의	L*	a*	b*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로서	SCI(정반사광	포함),	

SCE(정반사광	제거)	두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나	SCI	결과만	제시하였음.

•							중종실록	4책에	사용된	내지의	L*	a*	b*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지	중	전반,	중반,	후반부	임의의	4쪽

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5회	반복	측정한	결과임.

•							중종실록	권13의	밀랍처리	장	중	임의의	3쪽	각각의	L*값	평균은	74.65,	71.83,	74.03이었으며,	3쪽에	

대한	L*값	평균은	73.50	이었음.	또한	L*값	표준편차는	각각	1.06,	5.70,	5.42이었으며,	3쪽에	대한	표준

편차는	4.42이었음.

•							중종실록	권13의	생지	장	중	임의의	1쪽에	대한	L*값	평균은	84.14이며,	표준편차는	1.68이었음.

•							중종실록	권13의	밀랍처리	장	중	임의의	3쪽에	대한	각각의	a*값	평균은	6.53,	6.23,	5.78이었으며,	3쪽

에	대한	a*	평균값은	6.18이었음.	또한	a*값	표준편차는	각각	0.34,	1.73,	1.63이었으며,	3쪽에	대한	표준

편차는	1.32이었음.

•								중종실록	권13의	생지	장	중	임의의	1쪽에	대한	a*값	평균은	1.9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56이었음.

•							중종실록	권13의	밀랍처리	장	중	임의의	3	쪽	각각의	b*값	평균은	27.24,	26.09,	25.72이었으며,	3쪽에	

대한	b*값의	평균은	26.35이었음.	또한	b*값	표준편차는	각각	0.55,	3.09,	2.86이었으며,	3쪽에	대한	표

준편차는	2.36이었음.

•							중종실록	권13의	생지	장	중	임의의	1쪽에	대한	b*값	평균은	16.05이며,	표준편차는	1.21이었음.	

•							중종실록	권25의	내지	중	생지	장의	임의의	1장에서	글자	부분의	평균	두께는	209.67㎛,	표준편차는	

7.64이었으며,	글씨가	없는	부분의	평균	두께는	203.00㎛,	표준편차는	26.87이었음.

•							중종실록	권36의	내지는	모두	밀랍처리	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의의	4장에	대한	평균	두께는	

365.80㎛,	표준편차는	70.80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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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권13 기저재 L*, a*, b* 값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생지 1장

Min. 73.62 64.39 65.30 81.24

Max. 75.93 76.44 79.29 85.20

Mean 74.65 71.83 74.03

stdev 1.06 5.70 5.42

Total Mean 73.50 84.14

Total stdev 4.42 1.68

a*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생지 1장

Min. 6.09 4.88 4.23 1.71

Max. 6.80 8.38 8.41 2.98

Mean 6.53 6.23 5.78

stdev 0.34 1.73 1.63

Total Mean 6.18 1.98

Total stdev 1.32 0.56

a*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생지 1장

Min. 26.67 23.64 22.87 15.03

Max. 28.02 29.62 30.33 18.06

Mean 27.24 26.09 25.72

stdev 0.55 3.09 2.86

Total Mean 26.35 16.05

Total stdev 2.36 1.21

•							L*값은	명도로서	검은색이면	0에	가깝고,	흰색이면	100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종실록	권13	내지의	경

우	L*값	평균은	84.14로	밝은색을	유지하였으나,	밀랍처리된	장의	L*값	평균은	73.50로	열화로	인한	갈

변이	야기되어	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							a*값은	적색을	뜻하는	것으로	+∞에서	-∞까지로서,	+값이	크면	빨강색의	비중이	높으며	-값이	크면	

빨강색의	보색	계열로	청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권13	내지의	경우	a*값	평균은	1.98로서	적색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밀랍처리된	장의	a*값	평균은	6.18로	생지	장에	비해	적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음.

•							b*값은	노란색을	뜻하는	것으로,	+값이	크면	노란색	정도가	크며	-값이	크면	노란색	보색	계열색의	

정도가	커짐을	의미.	생지에서의	b*값	평균은	16.05이었으며,	밀랍처리	된	장의	b*값	평균은	26.35로서	

노란색	계열의	색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중종실록	권25의	밀랍처리된	장	중	임의의	4쪽에	대한	각각의	L*값	평균은	77.17,	68.99,	68.64,	59.20

이었으며,	4쪽	전체의	L*값	평균은	68.50이었음.	또한	L*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0.89,	7.14,	7.66,	12.6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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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4쪽	전체에	대한	표준편차는	9.99이었음.

•							중종실록	권25의	밀랍처리된	장	중	임의의	4쪽에	대한	각각의	a*값	평균은	5.45,	7.75,	7.95,	10.35	이었

으며,	4쪽	전체에	대한	a*값	평균은	7.87이었음.	또한	a*값	표준편차는	각각	0.31,	2.75,	3.32,	3.70이었으

며,	4쪽	전체에	대한	표준편차는	3.16이었음.

•							중종실록	권25의	밀랍처리장	중	임의의	4쪽에	대한	각각의	b*값	평균은	25.43,	28.25,	29.53,	26.53	이

었으며,	4쪽	전체에	대한	b*값	평균은	27.44이었음.	또한	b*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0.92,	3.79,	4.62,	3.19

이었으며,	4쪽	전체에	대한	표준편차는	3.53이었음.

중종실록 권25 기저재 L*, a*, b* 값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76.18 59.32 60.19 45.75

Max. 78.27 76.50 75.10 73.25

Mean 77.17 68.99 68.64 59.20

stdev 0.89 7.14 7.66 12.69

Total Mean 68.50

Total stdev 9.99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5.07 5.12 5.39 6.30

Max. 5.93 11.50 12.02 15.07

Mean 5.45 7.75 7.95 10.35

stdev 0.31 2.75 3.32 3.70

Total Mean 7.87

Total stdev 3.16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24.68 25.08 25.53 22.60

Max. 26.88 33.32 35.03 30.90

Mean 25.43 28.25 29.53 26.53

stdev 0.92 3.79 4.62 3.19

Total Mean 27.44

Total stdev 3.53

•							중종실록	권25의	내지	중	밀랍처리	된	장의	L*값	평균이	68.50으로서	중종실록	권13	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밀랍처리로	인한	내지의	갈・흑변	현상으로	기인됨.

•							밀랍처리로	인해	a*값	평균은	7.87,	b*값	평균은	27.44로서	흑변과	함께	적색	및	황색으로	내지의	색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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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실록	권36의	밀랍처리된	장	중	임의의	4쪽에	대한	각각의	L*값	평균은	75.47,	63.42,	65.36,	67.21이

었으며,	4쪽	전체에	대한	L*값	평균은	67.87이었음.	또한	L*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1.40,	3.51,	5.16,	5.59이

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6.11이었음.

•							중종실록	권36의	밀랍처리된	장	중	임의의	4쪽	각각의	a*값	평균은	5.51,	9.82,	9.61,	8.11이었으며,	4쪽	

전체의	평균	a*값은	8.26이었음.	또한	a*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0.36,	1.52,	1.98,	2.02이었으며,	4쪽	전체

에	대한	표준편차는	2.31이었음.

•							중종실록	권36의	밀랍처리장	중	임의의	4쪽	각각의	b*값	평균은	26.01,	34.87,	33.56,	31.73이었으며,	4

쪽	전체의	b*값	평균은	31.54이었음.	또한	b*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0.58,	3.02,	3.71,	3.63이었으며,	4쪽	

전체에	대한	표준편차는	4.44이었음.

중종실록 권36 기저재 L*, a*, b* 값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73.29 60.66 60.58 60.87

Max. 76.92 69.47 73.96 73.78

Mean 75.47 63.42 65.36 67.21

stdev 1.40 3.51 5.16 5.59

Total Mean 67.87

Total stdev 6.11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4.90 7.14 6.37 5.89

Max. 5.82 10.85 11.61 9.76

Mean 5.51 9.82 9.61 8.11

stdev 0.36 1.52 1.98 2.02

Total Mean 8.26

Total stdev 2.31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25.53 29.55 27.22 27.68

Max. 26.91 37.02 36.53 34,98

Mean 26.01 34.87 33.56 31.73

stdev 0.58 3.02 3.71 3.63

Total Mean 31.54

Total stdev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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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실록	권36의	밀랍처리된	장의	L*값	평균은	67.87로	중종실록	권25와	유사한	색도값을	보였음.

•							내지의	밀랍처리로	인해	a*값	평균은	8.26,	b*값은	31.54로서	내지	색은	명도가	높은	적색	계열로	추

정할	수	있음.

•							중종실록	권60의	밀랍처리된	장	중	임의의	4	쪽에	대한	각각의	L*값	평균은	62.15,	65.60,	68.26,	70.89

이었으며,	4쪽에	대한	L*값	평균은	66.72이었음.	또한	L*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7.37,	1.93,	5.14,	2.08이었

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5.45이었음.

•							중종실록	권60의	밀랍처리된	장	중	임의의	4쪽에	대한	각각의	a*값	평균은	9.91,	7.95,	8.27,	7.57이었으

며,	4쪽	전체의	평균	a*값은	8.43이었음.	또한	a*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2.43,	1.07,	2.53,	1.15이었으며,	4

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1.99이었음.

•							중종실록	권60의	밀랍처리된	장	중	임의의	4쪽	각각의	b*값	평균은	31.39,	30.48,	30.21,	27.04이었으며,	

4쪽	전체의	평균	b*값은	29.78이었음.	또한	b*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4.21,	2.13,	5.32,	1.83이었으며,	4쪽	

전체에	대한	표준편차는	3.76이었음.

중종실록 권60 기저재 L*, a*, b* 값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54.93 63.34 62.70 67.57

Max. 70.99 68.63 74.70 72.60

Mean 62.15 65.60 68.26 70.89

stdev 7.37 1.93 5.14 2.08

Total Mean 66.72

Total stdev 5.45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7.15 6.13 5.35 6.54

Max. 13.45 8.80 11.28 9.47

Mean 9.91 7.95 8.27 7.57

stdev 2.43 1.07 2.53 1.51

Total Mean 8.43

Total stdev 1.99

L* 밀랍처리 1장 밀랍처리 2장 밀랍처리 3장 밀랍처리 4장

Min. 28.65 28.14 24.30 25.31

Max. 38.85 32.52 37.37 30.10

Mean 31.39 30.48 30.21 27.04

stdev 4.21 2.13 5.32 1.83

Total Mean 29.78

Total stdev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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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실록	권60의	밀랍처리된	장의	평균	L*값이	66.72로	중종실록	권25,	권36에서와	같이	흑변이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음.

•								내지의	밀랍처리로	인해	a*값	평균은	8.43,	b*값은	29.78로서	적색	및	황색의	발현이	나타남.

(3)	광학현미경에	의한	중종실록의	이미지	분석	및	고찰

•							중종실록	4책에	사용된	내지의	L*a*b*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를	사용하였으며,	SCI(정반사

광	포함),	SCE(정반사광	제거)	두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나	SCI	측정만	제시하였음.

•							중종실록	4책에	사용된	내지의	지질은	표면의	반사	및	투과	이미지를	통해	관찰한	바	치밀한	지합구

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종실록	4책	모두	지질이	좋은	편임.

•							밀랍처리된	장의	경우	생지	장에	비해	빛의	투과가	어려워	밀랍	기저	내지의	섬유	조직	형상	상태의	

구분이	어려움.	중종실록	4책에	사용된	기저재는	섬유	형상으로	보았을	때	한지로	사료됨.

•							밀랍처리장의	경우	생지장에	비해	균	등에	의한	생물학적	열화의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음.

 

중종실록 권13 내지 및 내지에 쓰인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이미지 특성

1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100) 2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반사, x100)

3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100) 4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투과,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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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생지 표면 (반사, x100) 6 : 생지 기저부 인쇄면 (반사, x100)

7 : 생지 표면 (투과, x100) 8 : 생지 기저부 인쇄면 (투과, x100)

9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400) 10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반사, x400)

11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400) 12 : 기저부 인쇄면 (투과,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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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생지 표면 (반사, x400) 14 : 생지 기저부 인쇄면 (반사, x400)

15 : 생지 표면 (투과, x400) 16 : 생지 기저부 인쇄면 (투과, x400)

중종실록 권25 내지 및 내지에 쓰인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이미지 특성

17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100) 18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반사, x100)

19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100) 20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투과,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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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생지 표면 (반사, x100) 22 : 생지 기저부 인쇄면 (반사, x100)

23 : 생지 표면 (투과, x100) 24 : 생지 기저부 인쇄면 (투과, x100)

25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400) 26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반사, x400)

27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400) 28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투과,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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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생지 표면 (반사, x400) 30 : 생지 기저부 인쇄면 (반사, x400)

31 : 생지 표면 (투과, x400) 32 : 생지 기저부 인쇄면 (투과, x400)

중종실록 권36 내지 및 내지에 쓰인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이미지 특성

33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100) 34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반사, x100)

35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100) 36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투과,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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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400) 38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반사, x400)

39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400) 40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투과, x400)

중종실록 권60 내지 및 내지에 쓰인 글자부에 대한 광학현미경 이미지 특성

41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100) 42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반사, x100)

43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100) 44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투과,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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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400) 46 : 밀랍처리 표면 (반사, x400)

47 : 밀랍처리 표면 (투과, x400) 48 : 밀랍처리 기저부 인쇄면 (투과, x400)

한지 물성 분석

 045



3권  대체본

2) 표장직물 분석(박윤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중종실록中宗實錄』은	조선시대	제11대	왕	중종의	재위	기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중종의	재

위	기간은	1506년	10월부터	1544년	12월까지	38년	3개월이며,	책의	정식	이름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

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이다.

본	사업의	복제	대상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종실록』	51책으로	이중	비단	표장은	17

책이다.	중종실록의	표지는	다른	실록과	마찬가지로	푸른색	견직물로	장황되어	있으며	표제는	대부분	백

색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실록	표장직물의	복제를	위해	규장각에서	유물에	대한	실물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분석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방법	

①	섬유	성분	분석	

섬유의	성분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태워서	확인하는	연소법燃燒法,	특정	시약에	대한	용해도	차

이를	이용하는	용해도	시험법,	시료를	채취하여	단면과	측면을	고배율의	주사전자현미경走査電子顯微鏡으로	

관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모두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야만	가능한	방법이나	유물은	

파괴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시각과	촉감에	의해	판별하였다.	각	섬유는	고유의	태態를	지니

고	있으므로	시각과	촉각에	의해서	특징적인	태를	파악하여	성분을	구분하였다.	

②	직물	조직	분석

직물은	2올	이상의	실이	교차하며	직조된	것으로	직물의	조직에	의해	직물	명칭이	구분되기도	하였

다.	조직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확대경으로	세밀하게	관찰한	후	실체현미경으

로	그	부분을	관찰,	촬영하여	조직을	분석하였다.	유물조사에서	사용한	실체현미경은	Nikon	Shuttle	Pix,	

Leica	EC3이다.	

③	실직경	및	직물	밀도	측정

직물의	표면에서	올이	고른	부분을	실체현미경으로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촬영한	이미지는	Image	

Processing	Software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지점을	5회	이상	측정하여	직물밀도와	실직경을	평균값으로	산

정하였다.	실직경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mm로	기록하고,	직물	밀도는	cm당	경사×위사/올수로	표시하였다.	

④	색상분석	

대부분의	직물이	퇴색,	변색된	것들이	많아	본래의	색을	육안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나	좀	

더	정확한	색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색차계(Minolta	CR-10)를	사용하여	본래의	색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을	측정하였다.	책의	안쪽	시접부분에	배접이	떨어져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본래의	색상이	거의	완전하

게	남아있으므로	색차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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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	색은	L*(명도),	a*(+a*	:	빨강,	-a*	:	초록	방향),	b*(+b*	:	노랑,	-b*	:	파랑	방향)값으로	표시하였다.

직물 분석 기구

밀도경 실체현미경, Nikon Shullte Pis 색차계, Minolta CR-10

(2)	분석	결과

①	직물	특성	

본	사업의	복제	대상	중종실록의	비단은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얼룩이	있고	책의	가장자리가	닳

아	해진	것도	있다.

표장은	모두	평직으로	제직된	주紬가	사용되었다.	주는	비교적	견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견직물이다.

표지의	청색주는	거의	꼬임이	없는	실을	사용하여	직조하였는데	실의	직경은	굵기	차이가	많이	나서	

고르지	않다.	직물의	밀도는	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사의	밀도는	cm당	약	20~30올	정도인데,	중

종실록	가운데	권33은	40올로	본	조사의	실록	가운데	가장	치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제에	사용된	백색주는	경사가	위사에	비해	굵으며	밀도는	경사는	약	40올,	위사는	약	20올	정도로	

밀도비의	차이가	2배	정도	되는	직물이다.

표장직물의 조직

권11 표지 직물 표제 직물 평직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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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상	특성

표지의	직물은	모두	쪽으로	염색하여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17책이	동일하지	않고	책마다	색상이	달

랐다.	변색과	탈색이	많이	진행된	책도	있고	비교적	본래의	색이	남아있는	책도	있으며,	같은	책이라도	책

의	앞면	보다는	뒷면의	색이	짙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표장직물의	색은	L*(명도),	a*(+a*	:	빨강,	-a*	:	초

록	방향),	b*(+b*	:	노랑,	-b*	:	파랑	방향)값으로	표시하였다.

표장직물의 특성

중종

실록
부분

직물

종류
조직 구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권11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5 - 0.34-0.73

위사 20 - 0.28-0.46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5 - 0.15-0.25

위사 20 - 0.40-0.48

권12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0 - 0.30-0.82

위사 30 - 0.20-0.45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5-0.20

위사 20 - 0.45-0.50

권13 표지 주(紬) 평직

경사 15 - 0.45-0.80

위사 20 - 0.18-0.60

권19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5 - 0.27-0.64

위사 20 - 0.18-0.36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4-0.27

위사 20 - 0.40-0.45

권25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0 - 0.30-0.78

위사 20 - 0.15-0.35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5-0.30

위사 20 - 0.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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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실록
부분

직물

종류
조직 구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권28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5 - 0.25-0.43

위사 35 - 0.20-0.41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5-0.23

위사 25 - 0.29-0.35

권29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0 - 0.46-0.57

위사 30 - 0.15-0.57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8-0.27

위사 20 - 0.30-0.48

권33

표지 주(紬) 평직

경사 40 - 0.11-0.17

위사 40 ? 0.13-0.25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3-0.24

위사 20 - 0.40-0.48

권34

표지 주(紬) 평직

경사 15 - 0.43-0.73

위사 20 - 0.15-0.34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3-0.21

위사 20 - 0.43-0.45

권38

표지 주(紬) 평직

경사 15 - 0.43-0.53

위사 30 - 0.23-0.58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6-0.27

위사 20 - 0.44-0.46

권39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0 - 0.38-0.51

위사 25 - 0.19-0.45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4-0.23

위사 20 - 0.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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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실록
부분

직물

종류
조직 구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권46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0 - 0.34-0.78

위사 20 - 0.19-0.45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3-0.20

위사 25 - 0.30-0.37

권52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0 - 0.31-0.53

위사 20 - 0.23-0.55

표제 주(紬) 평직

경사 30 - 0.18-0.22

위사 20 - 0.42-0.51

권62

표지 주(紬) 평직

경사 15 - 0.58-0.84

위사 20 - 0.22-0.57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4-0.27

위사 20 - 0.40-0.49

권66

표지 주(紬) 평직

경사 15 - 0.37-0.68

위사 25 - 0.23-0.52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5-0.27

위사 25 - 0.36-0.52

권67

표지 주(紬) 평직

경사 15 - 0.42-0.62

위사 25 - 0.22-0.40

표제 주(紬) 평직

경사 40 - 0.18-0.30

위사 20 - 0.62-0.85

권71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3 - 0.23-0.51

위사 25 - 0.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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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실록
부분

직물

종류
조직 구분

직물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
(mm)

권75

표지 주(紬) 평직

경사 24 - 0.34-0.78

위사 20 - 0.19-0.45

표제 주(紬) 평직

경사 38 - 0.29-0.51

위사 22 - 0.22-0.46

표장직물의 색상 분석

중종실록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권11   

표지(앞)

1 43.5 -2.9 -6.1

2 44.0 -3.2 -4.2

3 43.4 -3.5 -4.2

표지(뒤)

1 38.1 -3.2 -8.6

2 39.0 -3.7 -6.9

권12   

표지(앞)

1 44.2 -4.0 -7.0

2
(시접)

43.7 -4.0 -13.6

표지(뒤)

1 39.3 -4.6 -8.7

2 40.0 -4.4 -11.9

권13   

표지(앞)

1 38.5 -3.0 -6.7

2 38.4 -3.4 -2.3

표지(뒤)

1 40.8 -4.1 -10.6

2 43.4 -3.4 -10.6

1

1

2

2

1

2

2
1

1

1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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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권19   

표지(앞)

1 41.1 -3.3 -8.2

2 44.5 -3.7 -6.2

표지(뒤)

1 43.5 -3.1 -6.4

2 42.4 -3.3 -5.4

권25   

표지(앞)

1 41.3 -3.3 -4.3

2 40.7 -3.7 -5.2

표지(뒤)

1 43.4 -3.4 -6.8

2 44.0 -2.8 -5.6

권28   

표지(앞)

1 44.1 -3.3 -9.0

2 42.5 -2.9 -8.9

표지(뒤)

1 40.1 -3.5 -6.6

2 41.1 -3.5 -10.1

권29   

표지(앞)

1 41.4 -3.1 -7.3

2 43.1 -3.4 -7.6

표지(뒤)

1 36.1 -3.2 -10.0

2 38.5 -3.1 -8.3

1

1

2 2

1
1

2

2

1

1

2

2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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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권33   

표지(앞)

1 36.2 -1.9 -7.2

2 39.8 -2.2 -7.2

표지(뒤)

1 40.8 -3.8 -12.1

2 42.5 -4.1 -9.8

권34   

표지(앞)

1 35.1 -1.6 -4.6

2 33.3 -1.0 -6.8

표지(뒤)

1 31.5 -0.2 -10.2

2 33.5 -0.6 -9.7

권38   

표지(앞)

1 43.5 -3.0 -8.0

2 40.2 -2.9 -8.3

표지(뒤)

1 42.1 -3.2 -9.7

2 41.3 -2.7 -11.4

권39   

표지(앞)

1 44.2 -3.1 -6.6

2 42.9 -2.7 -6.8

표지(뒤)

1 36.8 -3.9 -10.5

2 37.5 -3.3 -9.1

1
1

2

2

1
1

2
2

11

2

2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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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권46   

표지(앞)

1 38.7 -2.8 -9.2

2 33.0 -1.5 -10.4

표지(뒤)

1 34.1 -2.3 -13.1

2 35.9 -2.5 -12.0

권52   

표지(앞)

1 41.4 -2.7 -4.4

2 39.9 -3.2 -5.1

표지(뒤)

1 41.5 -3.8 -4.4

2 39.6 -3.6 -6.7

권62   

표지(앞)

1 44.7 -3.7 -4.2

2 37.9 -2.6 -3.3

표지(뒤)

1 39.5 -3.5 -8.6

2 42.7 -3.3 -6.1

권66   

표지(앞)

1 42.6 -3.4 -2.9

2 41.8 -1.5 -4.0

표지(뒤)

1 45.0 -3.3 -4.0

2 41.2 -3.6 -7.0

1

1

2

2

1
1

2
2

1 1
2

2

1
1

2 2

054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중종실록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권67   

표지(앞)

1 42.3 -3.2 -5.8

2 44.2 -3.5 -8.0

표지(뒤)

1 40.9 -3.3 -8.7

2
(시접)

42.6 -3.6 -8.2

권71   

표지(앞)

1 44.8 -0.3 -3.8

2 36.8 -3.2 -6.8

표지(뒤)

1 43.8 -2.7 -2.7

2
(시접)

40.3 -2.8 -3.6

권75   

표지(앞)

1 41.3 -2.4 -1.3

2 45.3 -1.6 1.7

표지(뒤)

1 50.2 -0.9 0.2

2 53.5 -0.6 0.2

직물 물성 분석

1
12

2

1

2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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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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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본문을	편집하는데	있어서	결정할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물성분석에	따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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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서는	인쇄	검수	후	지심	장정한	견본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표제	편집	방안에	대해	결정하였다.	

1. 제1차 자문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4년	5월	29일(목)	오후	2시	~	3시	20분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위원	: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표지	직물)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이상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장정)

•							회의	안건	:	복제	대상	유물의	전반적인	상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작	방안	결정

2) 회의 결과

(1)	표지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비단 표장 : 17책/탈색과 오염, 
훼손이 심한 편임

한지 능화 표장 : 34책/오염, 
훼손이 심한편임

원형은 전책이 비단표장이었으나 후대에 
일부 한지능화문으로 개장된 것이므로 
원형복제 방침에 따라 전책을 비단으로 

표장함

비단 표장의 중종실록이 명종때 간행된 
것이고 후에 한지로 개장한 것이 

분명하고, 비단표장이 원형이므로 전책을
비단으로 표장함.

(2)	표제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표제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감
(v.13, v.32)

표제 글자가 일부 훼손됨

비단표장이 원형이므로 중종실록의  
비단 표장 중에서 표제가 가장 완전한 
글자를 따서 편집하고 각각의 권차는  
편집하여 비단에 인쇄하여 부착

능화문 표장은 1664년(현종)에 개장한 것이 
확실하므로, 중종실록 전체 비단 표장 중에서 

가장 완전한 표제를 차용하여 제작
표제 부착시 현재 능화문으로 되어 있는  
표지는 비단 표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원래부착되었던 위치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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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편집

글자의 탈락, 훼손된 부분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먹번짐, 종이 구멍, 종이 접힘, 
첨지 등에 의해 글자가 
탈락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태백산 사고본)에서 원문 글자를 
확인한 후 동일한 책 내에서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원형 복원

종이접힘 : 편집시 포토샵으로 펼 수는 있지만 원
칙적으로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므
로 촬영 전에 종이를 편 후 촬영(접힌 상태에서 장
정이 된 경우는 끈이 원형이 아니므로 끈을 풀고 
촬영 - 규장각과 협의하여 진행)
먹번짐, 종이 구멍 : 작년과 동일하게 편집
첨지 : 첨지를 복제할 필요는 없지만 뗄 수 있으면 
떼고 촬영 후 재부착(특히 1910년도 조선총독부
가 실록 발췌작업할 때 부착한 첨지) → 첨지를 뗄 
수는 있지만 원본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
가 필요함. 규장각과 협의하여 진행
다른 종류의 첨지는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첨지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첨지 부착 이전의 판본으로 복제하고, 결과보고서에 몇 권, 몇 
장, 몇 행에 있었는지를 첨지 이미지와 함께 기록

→  이상찬 자문위원의 개별자문을 통해 원본과 동일하게 첨지
를 부착하기로 함

원본 내용과 함께 검토한 후 결정
첨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재논의(첨지가 붙은 원본 책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듯함)

 →  첨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상찬 자문위원의 개별자문을 
통해 원본 유지하기로 함.

판심부분 종이가 닳아서 제목과 권차 글자가 훼손된 경우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판심부분의 제목과 권차의 글자를 
동일한 권 중 가장 완전하고 깨끗한 

장을 따서 전 장을 편집

종이양면을 붙이는 것보다 붙여서 
촬영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함

(권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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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	제작

한지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전반적으로 0.20mm 
이상으로 두꺼운 편이며, 
동일한 책내에서도 두께의 
편차가 큼
(v.60의 경우 0.12~0.45mm)

얇은 부분 : 0.12~0.13mm
중간 부분 : 0.20~0.22mm
두꺼운 부분 : 0.28~0.30mm 
                      (최대 0.45mm)
생지(필사면) : 0.11~0.12mm

본문 한지의 두께에 따라 책의 
두께에도 차이가 많이 남

중간 두께로 제작→
기준 0.20mm

<자문의견>

0.20mm 이상 정도의 두께라면 3합지 정도로 보임.
중간 두께로 잡을 것이 아니라 측정 데이터 값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책의 두께를 감안하여 본문 한지의 두께를 차별화하는 방법이 어떤지 -> 
인쇄시 종이 두께에 따라 인쇄성이 달라지므로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음.
필사부분도 똑같은 종이를 쓰게 되면 원본에 필사면이 많은 경우는 복제본 
책의 두께가 원본보다 두꺼워질 수 있음. 전체 51책의 두께는 비슷하게 됨.

<결론>

물성분석 데이터 값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사항을 보고서에 기록
자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듯하므로 규장각과 협의한 후 
자문위원회에 결과 보고

<기타 의견>
장지방 종이를 계속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작된 종이를 물성분석하여 
품질에 대한 시험이 필요함.
복제본의 한지가 원본의 한지와 같을 수는 없지만,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복제본 한지가 우수하다고 판명된다면 사업자나 장지방에게도 더 좋은 
것이 됨.
한 업체와만 계속 거래하다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문제가 나타나면 
변경 검토).

비단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직물 표장은 모두 평직의 
주(紬)로서 

견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음 (12~13새 

정도로 보임)

원본 표장 비단의 꼬임, 두께, 밀도 등을 
분석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제직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 고치(춘잠)에서 실을 
뽑아서 전통 베틀에서 수작업으로 제직

제직한 비단을 검수 후 인수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염색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3년도 중종실록 염색 색상)
자문의견

짙은 쪽빛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낡고 탈색됨

전년도에 제작한 중종실록과 
동일한 색상으로 염색 올해 복제대상 중종실록이 전년도 복제대상 

중종실록과 별 차이가 없다면 전년도 
중종실록을 기준으로 함.

물성분석 결과 전년도 복제대상 중종실록과 
올해 복제대상 중종실록의 색상에 차이가 

있다면 자문위원회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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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용 끈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전부 개장한 것이며, 
원형은 남아있지 않음

원형으로 추정되는 끈 복제본에 사용 예정인 끈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원형으로 추정되는 끈은 2012년도 복제 대상 실록의 끈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탈색 정도 등으로 보아 

가장 오래된 끈으로 추정되었으며, 굵기가 적당하고 꼬임의 정도가 
단단하여 실록 장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함.(규장각에서 확인)

원형으로 추정되는 끈으로 장정된 원본실록 : 
세조실록(규 12725 v.2, v17)

인쇄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편집이 완성된 데이터를 리핑을 거쳐 인쇄판에 출력
(CTP(computer to plate) 작업)하여 교정기로 인쇄 안료는 

인쇄용으로 개발된 전통먹 사용
먹으로 인쇄한 견본을 자문회의에서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본인쇄 진행

인쇄용 전통먹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쇄용 잉크보다는 낫다고 생각함(이상찬)

탄소 자체가 갖고 있는 견뢰도가 어떤 잉크보다도 좋고, 
고유의 먹색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먹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임(이상현)

현재 개발된 인쇄용 전통먹이 100% 완벽하게 재현된 
상태가아니라 실험단계에 있으므로 최적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통먹 자체라고 하기는 어려움. 한상묵 장인 이외에 
다른 먹장인도 알아보고, 보다 더 다양한 시도와 연구개발이 

필요함(이상찬)

표지배접 및 장정 

제작계획 
(2012~2013년도 제작 방법 반영)

자문의견

비단 배접한지를 열십자 모양으로 두번 배접 표지의 안쪽 
배접지가 비단에 밀착되도록 염주알로 고루 문질러 줌, 
오침과 지심의 구멍 위치, 표제지의 부착 위치 등을 원본과 

동일하게 맞춤

표제는 위치를 잘 맞추어서 부착

(5)	기타

•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빨리	결정	(첨지	등)

•							2차	자문위원회의(9월	예정)	때	한지,	비단,	끈	등	재료에	대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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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문회의 

2. 제2차 자문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위원	: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이상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장정)

•							회의	안건	:	판심	오류	편집	방안	및	재료	검토	

2) 회의 결과

(1)	판심	오류	편집	방안

복제대상 유물의 상태

판심 권제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됨

v.16 4장 v.18 47장 v.19 4장 v.24 18장 v.27 6장 v.28 33장

자문의견

원본 그대로 두고, 이러한 사항을 보고서에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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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

논의사항 자문의견

밀랍, 오염, 집자 등을 완료한 데이터를 인쇄판에 출력하여 먹으로 
인쇄한 후 규장각의 검수를 받은 샘플을 제출하여 검수 요청함.

규장각의 사전 검수시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규장각의 재검을 받기로 함.

(3)	한지

논의사항 자문의견

규장각과 협의하여 한지 두께를 0.20mm 이상으로 제작한 
한지 샘플을 제출하여 검수 요청함.

한지 도침의 정도를 수치로 맞추어 균일하게 하고, 표면거칠기와 
밀도를 측정하여 데이터화해야 함. 표면을 매끄럽게 하면 인쇄 

품질도 좋아질 것임

(4)	비단	염색(쪽염)	색상

논의 사항 자문의견

올해 중종실록의 비단표지는 전년도 복제 대상 실록에 비해 
색상이 짙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전년도 색상보다 짙은 색상으로 염색한 

비단 샘플 2종을 제출하여 검수요청 함.

중종실록의 비단 표지가 전년도 보다 진해 보이므로
 ①번 색상으로 하되, 이상현 위원의 염료에 대한 
내구성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①번 색상 선정의 

타당성을 보고서에 기록할 것.

전년도 색상 색상 ① 
(5회 염색)

색상 ②
(7회 염색)

(5)	장황	끈

논의 사항 자문의견

중종실록은 전년도 사업 대상 실록에 비해 종이가 두껍고 매수가 많아 
책의 두께가 두꺼운 편임. 장황끈의 두께도 전년 보다 두꺼운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에 비해 두껍게 제작한 끈을 제작함.

②번 끈(14합)으로 제작

전년도 끈 (10합) 끈 ① (12합) 끈 ② (1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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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문회의 

3. 제3차 자문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5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위원	: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이상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							회의	안건	:	표지	배접,	지심	장정,	표제	등	검수

2) 회의 결과

(1)	비단	표지	배접

논의 사항 자문의견

2차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색상대로 비단을 염색하여 
표지용으로 배접을 완료한 표지 샘플 검토

특별한 조치사항이나 의견 없이 샘플대로 진행함

(2)	지심	장정

논의 사항 자문의견

원본의 지심 위치가 각각 다르고, 표지 촬영데이터만으로는 
지심의 위치나 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서책의 지심 묶는 방식대로 제작한 샘플 검토
특별한 조치사항이나 의견 없이 샘플대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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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제

논의 사항 자문의견

한지표지의 표제 및 훼손된 표제의 복원 방안 검토

한지의 표제는 비단 표지의 표제 형식으로 바꿈.
표제가 없는 경우는 비단 표제 중에서 발췌하여 
집자하되, 권지만 집자(연간지는 복원하지 않음) 
글자의 획이 탈락되거나 약화된 경우에는 온전한 

표제에서 집자하여 보완.
표제의 농담(권지는 진하고, 연간지는 약함)을 
원본대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농담을 반영할 것.

v.13 v.33 v.32

 

제3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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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유물 촬영

1) 촬영 준비

(1)	촬영	수칙	및	관리

•							촬영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안경	외	시계,	반지	등	금속	물질	착용을	금지한다.

•							향수	및	화장품	등을	일절	금한다.

•							자료	취급	시	장갑과	마스크,	두건,	가운	등을	착용한다.

•							장갑	및	마스크	가운	등은	점검하여	수시로	교체한다.

•							작업장에	날카로운	물체를	반입하지	않는다.

•							연필이외의	필기도구는	반입을	금지한다.

•							작업장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자료의	훼손이	심할	경우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에	따른다.

•								자료	입,	반출	시	기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다.

•							자료	보존에	위반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다.

•							작업장은	항시	청결을	유지	한다.	항온	20도,	항습	55%	유지한다.

•							플래시	조명은	5500K(Kelvin)의	색온도로	태양광과	유사한	조명으로	정확한	색	재현을	가능하게	설

정	한다.

•							자료보호를	위해	조명은	직접광을	피하고	반사광을	사용한다.

(2)	촬영장비

①	고해상도	확보를	위한	중형	디지털백	사용

고해상도	파일확보를	위해	일반	고서촬영에	사용되는	35mm카메라보다는	해상도가	높은	중형	디지털	

백을	사용하였다.

중형디지털백(P65+) 과 5D Mark3 비교

중형디지털백 (P65+) 일반 카메라 (5D Mark3)

이미지센서크기 53.9×40.4 mm 36×24 mm

형태 CCD 센서 CMOS 센서

유효 화소수 약 6,050만 화소 약 2,230 만 화소

기록 화소수 약 60.5메가픽셀 (8948×6732) 약 22.10메가픽셀 (576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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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ONE 645DF P65+

②	T스탠드/책받침대	사용

조선왕조실록은	일반도서보다	크기가	크고	보유하고	있는	중형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어	일

반	촬영스탠드에서	촬영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스튜디오용	T스탠드를	사용했으며	실록을	받치기	위해	충

격흡수가	되는	책받침대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주문제작한 책 받침대 T 스탠드

③	기타	장비

조명

적용사항 디지털 촬영

장비사항

•     5500K 태양광과 유사한 광질
•     균일한 광질 및 광량 재현
•     짧은광량 충전시간으로 신속한 촬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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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라

적용사항 촬영용 조명장비

장비사항

•     직사광을 반사광으로 전환
•     엄브렐라 표면반사로 인한 고른 빛 분산
•     확산광으로 인한 피사체의 균등한 조도

그래픽 전용 모니터

적용사항 이미지 확인 및 검수

장비사항

•     EIZO 모니터
•       고해상도 이미지 결과물 확인을 위한 그래픽 
   전문가용 모니터
•     Adobe RGB 지원
•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지원

(3)	촬영	전	건초제거	작업

실록을	봉안하면서	해충	및	외부	요인으로	부터	자료의	훼손방지를	위해	실록궤(櫃)에	함께	넣었던	약

초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제때	제거되지	않아	바짝	마른	풀로	변해	밀납	표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	건초들은	촬영	시	글자의	획을	가려	정확한	이미지	해독에	방해가	되어	복제본	제작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이	건초들은	약초로써의	기능마저도	상

실하였고,	오히려	자료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기관과	상의하여	규장각	

자체	수리복원실의	도움을	받아	건초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제거된	약초는	추후	천연약초	개발	연구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규장각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

건초 제거작업에 사용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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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제거 전 건초제거 후 

2) 촬영

(1)	카메라설정

•							Time&Date	설정	:			조선왕조실록의	정확한	촬영날짜와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추후	데이터	관리와	활

용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							조리개	:	F11~F16의	조리개	수치를	설정함으로써	깊은	심도를	확보

•							셔터	:			Normal	latency	(Zero	latency는	반응시간이	짧은반면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배터

리를	오래	사용	하기	위해	Normal	latency로	선택)

•							ISO	:			50~100	(중형디지털백의	경우	일반	35mm	센서를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보다	노이즈	발생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감도를	높이는	것	보다는	가능한	많은	조명을	사용하여	밝기를	조리개로	

조절하였다.)

•							파일포맷	:	IIQ	Raw	L	(8984	x	6732)	최대	해상도설정

•							Virtual	Horizon	:	촬영	시	카메라의	수평을	잡을	때	용이했다.	수평이	되면	선이	녹색으로	표시된다.

•							Sensor+	:			Off	(Sensor+를	On으로	설정하면	1500만화소로	촬영된다.	고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은	작

업이나	빠른	워크플로우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지만	고해상도의	복제본	촬영을	위해	꺼	두

었다.)

•							화이트밸런스	:			Auto	(촬영시작	전	기준이	되는	컬러패치를	먼저	촬영하고	Capture	one에서	화이트밸

런스를	설정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했다.)

•							Storage	:			Autodetect	(Autodetect가	설정되어	있고	FireWire와	CF카드	모두	연결	되어	있다면,	FireWire

가	기본설정으로	선택	된다.	하지만	간혹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Firewire로	설정했다.)	

•							Power	Source	:			Autodetect	(IEEE1394/FireWire	연결로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P+백은	이를	감지하

여	자동적으로	배터리	전력을	차단한다.	복제본	촬영시에는	컴퓨터에	연결해	모니터

를	보며	촬영했기	때문에	IEEE1394/FireWire	연결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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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 Main Menu

(2)	노출테스트

조명	광을	피사체에	고르게	주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점이면서	복제본	촬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균등한	노출이란	카메라	센서에	미치는	빛의	양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균등한	노출을	확인하는	

데는	노출계가	필요하다.	피사체에	닿는	빛을	노출계로	측정하여	가장	고르게	조명이	비춰줄	때	촬영을	

시작한다.	피사체의	양	옆에서	2개의	조명헤드를	이용해	45도	정도의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설치한다.

실록의 9개 지점의 노출을 측정하고 균등하도록 조명을 조절한다.

(3)	밀납본	촬영의	특징

•							피사체가	밀납본인	점을	고려하여	피사체에	떨어지는	반사가	적고	좀	더	부드럽게	빛을	확산시키는	

은색	엄브렐라	대신	흰색	엄브렐라를	사용

•							한	면씩	촬영하여	디지털백의	최대	해상도	이미지	확보

•							컬러패치를	촬영함으로써	컨버팅작업에서	원본과	같은	색상과	재질감을	표현

•							촬영	시마다	캡쳐원프로그램의	루페기능으로	이미지와	원본의	1대1	대조를	통해	혹시	모를	노출	및	

포커스	오류를	방지

•							간지작업으로	이미지의	가독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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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책에	첨지가	붙어있어	촬영	전	첨지부착	면의	위치를	사전	조사,	판심부분에	끼워져	잘	안	보이

는	첨지까지	확인

•							첨지	밑에	가려진	글씨도	촬영하여	첨지전과	후,	두	이미지를	모두	구축

1. 사전 조사를 통해 첨지부분을 확인한다.

2. 원본과 컬러차트를 같이 촬영한다. 3. 간지작업을 해준다.

4. 한 면 촬영시마다 캡쳐원으로 노출을 확인하고 루페툴로 포커스오류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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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지 전과 후를 모두 촬영해 기록한다.

 ⊙ 간지작업 전 후 사진 비교 ⊙ 직접광 사용과 반사광 촬영비교

간지작업 후 촬영 간지작업 전 촬영
직접광 촬영

(직접광 사용시 밀납본에 의한 표면반
사가 발생해 이미지 품질을 떨어트려 
정확한 색상과 재질감 표현이 불가능하
고 글자의 정확한 판독이 힘들다. )

반사확산광 촬영

070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2. 이미지 제작 

1) 편집 및 보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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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지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복원하지	않지만,	오자를	정정하기	위한	첨지와	필사면에서	오자

임을	표시한	첨지는	원본대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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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실록에	있는	글자를	집자한다.

•									이미지	상에서	밀랍	등을	제거할	때는	글자의	획이	탈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본문 편집 방법

기본 편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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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원본 사이즈에 맞게 조정하고 판심에 맞게 붙인 후 촬영시 
왜곡된 부분을 반듯하게 맞춘다. 

     (사용 툴 : Free Transform, W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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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글자와 계선을 제외한 바탕색, 오염 등을 세부적으로 꼼꼼
히 제거한 후 첨지, 건초 등에 의해 획이 가려진 부분은 동
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복원한다.

     (사용 툴 : Brush, Dodge,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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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편집 방법

편집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글자의	탈락,	훼

손된	부분,	접힌	부분	등은	전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자하기로	하였다.	이번	복제	대상	중종실록에서는	

다른	왕대	실록에	비해	첨지가	매우	많은	편이었으며,	첨지의	복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첨지를	유형별

로	분류한	후	개별	자문(이상찬	교수)을	통해	오자를	정정한	첨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제거하기로	하

였다.	또한	다른	왕대실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심	권제의	글자	순서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부분

은	자문회의를	통해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원본대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❶ 종이가 접힌 부분 복원

v.54 33장 원본 구겨진 부분을 펴고,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완성

❷ 첨지에 의한 가려진 글자 복원 

v.11 45장 원본
첨지가 분리되는 경우는 분리 후 

재촬영
편집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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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첨지에 의한 가려진 글자 복원 

 

v.12 27장 원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에서 

원문 글자 확인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편집 완성

❸ 떨어져나간 글자 복원

v.51 44장 원본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완성

❹ 오자를 정정한 첨지 (필사면에만 있음)

v.25 48장 원본 원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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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오자를 정정한 첨지

v.45 41장 원본 첨지 제거 후 집자 원본과 동일한 첨지를 제작하여 부착

❻ 제거한 첨지 유형

3) 표지 편집 방법

이번	복제	대상	중종실록의	표지는	비단	표지가	17책,	한지	능화문	표지가	34책이었으나,	모두	비단표

지로	제작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표제	또한	비단	표지의	표제	형식을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제3차	자문

회의에서	표제	글자가	탈락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비단	표제	중	가장	완전한	표제에서	발췌하기로	하였으

며,	표제에	연간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본대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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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v.32 v.46

v.13 v.32 v.46

표제지 인쇄판

원본의 
표제

복제본의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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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재료 확보

1) 한지 제조 (장지방, 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1)	실록	복제용	한지	제조	요건

이번	복제	대상	중종실록의	한지는	다른	왕대실록에	비해	한지의	두께가	매우	두꺼웠으며,	한	책내에

서	두께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었다.	한지의	두께를	얇은	부분,	중간	부분,	두꺼운	부분,	필사면으로	구분

하여	그	결과를	제1차	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규장각과	협의하여	중간	부분	평균두께인	0.20mm	이상으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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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고려인자 제조 조건

한지의 두께 범위 122±20 ㎛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여부

도침함

도침방법 : 1.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2. 1차 도침
                 3. 1차 도침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4. 2차 도침

크기 76cm×80cm 

(2)	복제용	한지	제조과정

①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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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작에	꼭	필요한	황촉규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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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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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특히	종이를	만들	때	닥나무	섬유를	부드럽고	곱게	만드

는데	사용된다.	잿물을	만드는	재는	목화대,	메밀대,	고추대,	짚,	참나무대,	수수대를	주

로	사용하지만	이번	종이	제작에는	고추대와	짚을	태운	재로	잿물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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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촉규(닥풀)	:			황촉규는	1년생	풀로서	봄이	오는	4월말	내지는	5월초에	파종하여	서리	내리기	직전

에	거두어서	사용하는	작물이다.	황촉규	뿌리	속에	있는	즙액을	빼내어	사용하는데,	

종이의	표면과	지합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닥나무껍질 외피 벗겨내기

잿물 이온 농도 맞추기

고춧대 태우기

황촉규근 상처내기

②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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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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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세척	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였다.

일광표백(색바래기) 산소 이온 농도 확인

해리작업 세척 후 색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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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과	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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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도련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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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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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여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도	두드려	평활도를	높였다.

(4)	장지방	한지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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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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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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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럽고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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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한지	공급이	가능하다.

•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작한다.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 제조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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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	깨끗한	지하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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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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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침	:	디딤방아를	이용해	도침하여	평활도가	높음

•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다.

2) 표장직물(비단) 직조

(1)		전통	명주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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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7호	명주짜기	조옥이	보유자가	2007년도에	사망한	이후	그	마을에서는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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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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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의	명주를	생산하고	있다.	15새는	많이	짜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11~13새의	명주를	짜고	있다.	두산리

의	명주는	‘손명주’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주로	수의용으로	제작되므로	성주에	비해	다소	거칠게	직조하

는	경우가	많다.

(2)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직조	

김영자(82세,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최복출(81세,	소재지	:	경주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3)	비단	직조	요건

•							밀도	:	13새

•							폭	:	35c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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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한다.

(4)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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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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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한다.	

②		실잣기	: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과정으로서	전기솥에	물을	넣고	뜨거워지면	누에고치	2~3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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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실의	두께를	확인하며	왕쳉이(물레의	경상도	사투리)에	올

린다.	어느	정도	감기면	타래로	묶는다.

③	자은실	고르기	:			자은실의	실타래를	발에	걸고	한	올씩	뜯어낸다.	이렇게	하면	돌것에서	실을	내릴	

때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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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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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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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에	따라	날꼬지의	수가	많아진다.	반대편에는	들말위에	무거운	돌맹이로	고정시키고	들

말	앞쪽에	꽂힌	두	개의	막대에	날실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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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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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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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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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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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알칼리액에	삶고	하루,	이틀	우려내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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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치기

베매기

돌것에서 실 내리기

실잣기

풀바르기

새좇기

자은실 고르기

경주 김영자의 명주짜기

베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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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단 및 명주실 염색

(1)		염색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	비단	쪽염

김경열(색탄자홍화연구소장)	-	장황용	명주실	홍화염

(2)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염색	조건

천연	염료(쪽과	홍화)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염색

(3)	비단	염색

이번	복제대상	중종실록은	다른	왕대	실록에	비해	염색	색상이	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제본	표지

용	샘플	제작을	위해	정관채	염색장이	원본을	실사하여	현재의	바랜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변색	이전의	

색상을	유추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제2차	자문회의에서	전년도	염색	색상과	이번	복제본에	사용할	염

색	색상	2종을	검토하여	①번	샘플	색상대로	염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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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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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지	염색	:	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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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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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파란물이	쪽대에서	우러난다.	우러난	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아	조개회

나	석회를	풀어	저어주면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건조한	회가	공기와	만나	쪽풀의	색소를	품어	가라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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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띤	좋은	염료가	된다.

전년도 색상 색상 ① 
(5회 염색)

색상 ②
(7회 염색)

염색 샘플 제작 전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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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콩대재나	찰볏짚재,	명아주재	등의	잿물을	넣고	저어주면	처음	염액이	만들어질	때와	같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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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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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용수,	잿물이	어우러져	염액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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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풀

색소 추출

교반

쪽염액 만들기

석회가루 풀기

정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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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염색하기 산화발색

③		명주실	염색	:	소방목과	홍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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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으며	수입된다.	신라시대부터	소방蘇榜,	소방목蘇

榜木으로	표기	되었다.	조선조에는	단목丹木으로	기록되었으며	소홍小紅,	목홍木紅,	반홍礬紅,	

선홍蘚紅	등의	색명이	있다.	끓여서	염액을	채취한다.

소방목 염재 염액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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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화	:			잇꽃이라	하고	이시利市,	황람黃藍,	오람吳藍,	홍람紅藍,	자홍화刺紅花,	대홍화大紅花,	약화藥花,	홍

화초紅花草라고도	했다.	꽃잎에는	수용성인	황색소와	불용성인	적색소	카타민의	두	가지가	있

어	황색	및	홍색	염색에	사용하는	염재이다.	연수에	황색소를	뺀	후,	오미자를	우려낸	오미자	

초에	중화	발색시켜	염색한다.	본	염색	재료인	명주실을	1차	소목에	염색한	후	위의	방법으

로	염액을	만든	홍화	염액에	담가	염색하여	목표색으로	물들였다.

홍화 2차 염색 염색된 명주실 건조

소방목 1차 염색 소방목 2차 염색

홍화꽃 건조된 홍화꽃 황색소 추출

잿물내리기 잿물에서 홍색소 추출 홍색소+오미자액으로 중화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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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침	:			전통	자연염색에서	염직물의	후가공	도침법은	직물의	특성을	살리고	염색의	심미성을	돋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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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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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황용 꼰끈 제작(김시재, 중요무형문화제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1)	복제본	실록	장황용	꼰끈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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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S(우)현으로	하였다.	이번	복제대상	중종실록은	전년도	사업	대상	실록에	비해	종이가	두껍고	매수가	

많아	책의	두께가	두꺼워	14합으로	제작하였다.

(3)	복제본	실록	장황용	꼰끈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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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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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다른데,	이번	사업에	사용한	실의	경우	10m를	날라서	꼬았을	때	8m의	끈을	얻을	수	있었다.

•							꼰	실을	실패에	옮겨	스팀을	쬐어	고정시킨다.

염색 완료된 비단 손질하기

전년도 끈(10합) 끈 ① (12합) 끈 ② (1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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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

완성된 꼰끈

꼰끈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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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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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제본 실록 인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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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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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통먹(유연먹)의 제조

•	피마자	재배	및	추출	:			식물성	기름(채종유	오동나무	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에서	유연을	채집할	수	

있으나,	비교적	구하기	쉬운	피마자	기름을	사용함

 087



3권  대체본

•							유연받기	:	접시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박은	다음	불을	붙여서	그을음을	채집

•							반죽	:	그을음에	콩기름,	피마자유,	꿀,	황벽자추출액을	넣고	반죽

•							교반	:	반죽된	덩어리에	기름을	추가해서	인쇄기계에	적합하도록	만듦

•							숙성	:	유연먹을	섭씨	5~10도	온도에서	1주일	숙성한	후	사용

유연먹의 제조 과정

그을음 채집

반죽 숙성

인쇄용으로 만든 유연먹

3) 인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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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P(Computer	to	Plate)작업)

•							데이터가	출력된	PS판을	이용하여	교정기에서	인쇄

•							일반	한지에	교정	인쇄	후	복제용	한지에	본인쇄

•							인쇄된	한지를	말리고	재단사이즈에	맞춰	재단	후	판심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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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판심 접기 후 재단

인쇄기에 PS판 고정인쇄판(PS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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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에 인쇄 인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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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물 검수

1) 검수 일정

2014년	12월	4일(목)	~	2015년	1월	2일(금)

검수일 검수대상 책 검수자

12월 4일(목) v.11, v.12 김남윤, 박정철

12월 5일(금) v.13, v.16, v.18, v.19 김남윤, 박정철

12월 8일(월) v.20, v.24, v.25, v.27, v.28, v.29 김남윤, 박정철

12월 9일(화) v.32, v.34, v.37, v.38, v.39, v.40 김남윤, 박정철

12월 11일(목) v.35, v.41, v.43, v.44, v.46, v.52 김남윤, 박정철

12월 15일(월)
재검 : v.12, v.19, v.20, v.25, v.32, v.35 v.37, 

v.38, v.39, v.44 
김남윤, 박정철

12월 16일(화) v.36, v.45, v.48, v.50, v.54, v.55 김남윤, 박정철

12월 17일(수) v.47, v.51, v.57, v.59, v.60, v.66 김남윤, 박정철

12월 18일(목)
재검 : v.16, v.19, v.20, v.24, v.28, v.36, v.47, 
v.48, v.50, v.51, v.54, v.55, v.57, v.60, v.66

김남윤, 박정철

12월 22일(월) v.53, v.62, v.63, v.64, v.68, v.70 김남윤, 박정철

12월 24일(수)
재검 : v.11, v.18, v.27, v.29, v.34, v.40, 

v.41, v.43, v.46, v.48, v.52, v.59, v.62, v.63, 
v.64, v.68, v.70 

12월 26일(금) v.58, v.65, v.69, v.73 김남윤, 박정철

12월 30일(화) v.33, v.67, v.71, v.75
재검 : v.52, v.58, v.65

김남윤, 박정철

12월 31일(수) v.81
재검 : v.75

2015년 1월 2일(금) 재검 : v.81

2) 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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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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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록원본과	대조하여	글자의	뭉개짐이나	획의	탈락	등이	없는가?

•							판심	접기가	정확한가?

•							인쇄	농담이	고른가?

•							원본의	이물질이	글자와	겹쳐	획처럼	인쇄된	것이	없는가?

•							규격과	순서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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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수결과 및 조치

위의	검수	사항에	따라	불합격된	인쇄물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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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	가필하였다.	(모사	담당	:	송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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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	농담이	고르지	않은	경우	:	재인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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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기록지 (예)

1차 검수시 보완할 사항 기록 재검수시 보완 여부 확인

검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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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황 (차가방, 대표 : 정찬정,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42호)

1) 장황 조건

•							천연풀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정한다.

•							오침과	지심	구멍의	위치를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맞춘다.

•							표지	안쪽	배접지가	들뜨지	않도록	한다.

•							표제	위치를	실록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부착한다.

2) 장황 과정

(1)	표지

비단	펼쳐	무늬	잡기	→	비단	1차	배접	→	건조판에	부착하여	건조	→	염주알로	문지르기	→		

표제	부착	→	2차	배접	→	2차	배접후	건조

2차 배접후 건조

비단 펼쳐 무늬잡기 건조판에 부착하여 건조비단 1차 배접

표제 부착 비단 2차 배접염주알로 문지르기(유연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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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지	정리	및	지끈	장황

	내지	정리	→	규격	맞춰	재단(기준으로	잡을	한쪽	면)	→	지심	박기	→	규격	맞춰	재단(삼면	:	위,	아래,	

책등)	→	구멍	뚫기(오침	뚫기)	

(3)	표지접기	및	주실묶기

표지접기	→	표지부착	→	주실	묶기	→	끈정리

지심 박기

내지 재단내지 정리 구멍 뚫기

지끈장황

표지 접기

주실 묶기 

표지 부착

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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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1) 자체 검수 

기관에	장황검수를	의뢰하기	전에	완성품에	대하여	표지의	배접상태와	표제	등을	확인하고,	내지	권수

와	표제	권수가	일치하는지,	내지가	누락되거나	뒤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자체	검수하였다.

2) 완성품 검수

표지의	배접상태,	장정,	표제지,	내지	페이지	등에	대해	규장각	수리복원실	담당자가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	납품하였다.

납품 전 자체 검수

장황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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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품

본문

표지(앞) 표지(뒤)

 095



3권  대체본096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Ⅴ. 결론 및 사업자 제언

본	사업에서는	정족산본	실록	중	중종실록	51책의	밀랍본	실록을	원형	복제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원형복제	사업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재료나	제작	과정에서	원본	물성분석	데

이터를	바탕으로	전통과	원형을	찾아서	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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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와	비단으로	장정된	표지는	제작	당시	비단이었음을	감안하여	자문위원의	자문과	규장각한국학연구

원과의	협의에	의해	전부	비단으로	장정하였다.	한지,	비단,	명주실,	염색,	장황	등에	대해	분야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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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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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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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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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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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찾아	집자하여	원형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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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거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한	13새	명주를	사용하였으며,	염색은	전통	정련	방식을	복원하여	가장	효

과적인	염색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쇄	작업에서는	도구는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

였지만	인쇄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게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장황에서는	표지의	견뢰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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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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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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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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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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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에서	인쇄용	전통	먹을	인쇄에	적용하였는데,	전통	먹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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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바인더로	하여	각각의	바인더를	적용했을	때의	인쇄	결과물과	바인더의	혼합비율을	조절해가면서	

다양한	실험을	거친	결과	인쇄에	가장	적합한	먹을	제조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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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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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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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097





Ⅰ.	 사업개요

Ⅱ.	사전조사	및	물성분석

Ⅲ.	자문위원회

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Ⅴ.	 사업자	제언

Ⅵ.	기타

제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주) 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03

Copy of rare books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사업

•							주관사업자	: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							사	업	기	간	:	2014년	5월	12일	~	2015년	1월	16일

1.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1)	원본	대용으로	활용

•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로	원형	복제

(2)	이용으로	인한	고문헌의	훼손	방지와	유사시에	대비한	유일본	자료의	복본	제작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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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대상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청구기호 재질
크기(cm)

책수 매수 특이사항
세로 가로

1 新註無寃錄 奎貴 12120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2.4 19.8 1 104

조선 초기 간행 귀중본
- 내용 일부탈락

2 交食通軌 奎貴 12438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7.7 24.9 1 35 세종대 간행된 귀중본

3 交食推步法 奎貴 67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8.8 23.7 1 106 1459년 간행된 귀중본

4 七政算內篇 奎貴 894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7.8 24.8 1 61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5 七政算外篇 奎貴 81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8 24.9 1 97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마지막장 내용 일부 탈락

6 高麗史 奎貴 3539 v.2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4.4 20.8 1 69

활용도가 높은 귀중본
(내사기)

7 東國地理誌 奎貴 3979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1.5 21.7 1 65

활용도가 높은 귀중본
- 제21장, 발문2장 :
낙장-복사본 대체

- 목판 인출불량 1장 포함 

8 訓蒙字會 奎貴 26
표지 능화
내지 한지 40 24.8 1 114

활용도가 높은 귀중본
(내사기)

9 國朝寶鑑 奎貴 1213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4 21.4 1 75 1457년 太祖, 太宗, 世宗, 文宗 4朝의 

기사 수록, 간행된 귀중본

10 攷事撮要
일사古貴 327.51 

Eo1ga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0.2 21.1 1 94

활용도가 높은 귀중본

11 御製兵將說 奎貴 5133
표지 능화
내지 한지 28 18.7 1 72 1462년 간행된 귀중본

12 大典後續錄 古貴 349.102 Y97d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5.3 22 1 58 1543년 간행된 초간본

(내사기)

합계 12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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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중도서 원형복제본 제작 대상자료 해설

강	문	식1

(1)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奎貴	12120)

조선초기의	학자	최치운崔致雲・이세형李世衡・변효문卞孝文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원나라	학자	왕여王與

가	편찬한	『무원록無寃錄』에	주해註解를	더하고	음훈音訓을	붙여	편찬한	법의학	서적이다.	1438년(세종	20)

에	편찬되었으며	1440년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되었다.	원나라의	『무원록』은	왕여가	편찬한	원간본(1308

년)과	임천臨川	양각산수羊角山叟가	제작한	중간본(1384년)이	있는데,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은	양각산수의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본서(규귀	12120)는	원주에서	간행된	지	7년	후인	1447년(세종	29)에	영남	지

역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책	끝부분에	수록된	손조서孫肇瑞의	발문跋文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서

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는	글로,	고금古今의	시신	검험檢驗의	차

이점들을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두	번째는	상권上卷의	격례格例로,	『시장식屍帳式』・『시장례屍帳

例』	등	17개	항목이	실려	있다.	세	번째는	하권으로	시신을	검시하는	실제적인	방법,	각종	징후徵候의	판단	

및	처리	방법	등이	『검복총설檢覆總說』・『험법驗法』	등	43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신주무원록』

은	처음	편찬된	이래로	조선말까지	검시의	지침서로서	이용됐으며,	따라서	증보본이	계속해서	출간되었다.

(2)	『교식통궤交食通軌』(奎貴	12438)

조선	세종대의	학자	이순지李純之와	김담金淡이	명나라의	『대통력통궤大統曆通軌』를	우리	실정에	맞게	교

정하여	재편찬한	역서曆書로,	1책의	활자본이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째	『용수목록用數目錄』에서는	주천周天・반주천半周天・반세주半歲周・주천상한周天象限・교종도交終度	등의	상수

를	정리하였다.	두	번째	『변일월식한수辨日月食限數』에서는	양식입교陽食入交와	음식입교陰食入交로	나누어	일

식과	월식의	기준	시각을	정리하였다.	세	번째는	『일식통궤日食通軌』와	『월식통궤月食通軌』로,	각각	일식과	월

식을	추보推步하는	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은	『수시력각년교식授時曆各年交食』으로,	일식과	월식이	발생했던	

10건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3)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奎貴	67)

1459년(세조	5)에	이순지李純之・김석제金石悌	등이	편찬・간행한	천문학	서적으로,	1책의	활자본이다.	교

식交食,	즉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의	시각과	상황을	추산하여	예보하는	방법을	실제의	계산	사례에	의하여	설

명하였다.	이보다	먼저	편찬된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의	『교식』편에는	공식과	상수常數만	실려	있고	구체적

인	계산	사례는	없었는데,	이	책은	그것을	보충하는	해설서로	생각된다.	『산학발몽算學發蒙』에는	일식・월식

1　규장각한국한연구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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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산하는	수학	공식과	계산	사례를	실었고,	그	다음에는	『교식추보법가령交食推步法假令』을	수록하였다.	

‘가령’은	실제로	계산된	실례를	뜻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시간의	기점은	원대元代	『수

시력授時曆』의	기준	시점이	아니라	1444년(세종	26)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기준	시점에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1447년	8월의	일식과	월식에	대한	계산	실례가	수록되어	있다.

(4)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奎貴	894	v.1)

1442년(세종	24)에	이순지李純之와	김담金淡이	편찬한	역서曆書인	『칠정산七政算』의	내편內篇이다.	‘칠정七政’

이란	일日・월月과	오성五星,	즉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5개	행성行星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종은	1423년

(세종	5)에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宣明曆』,	『수시력授時曆』,	『보교회步交會』,	『보중성역요步中星曆要』	등	여러	

역서들을	비교	연구하도록	했다.	또,	1432년(세종	14)에는	정인지鄭麟趾・정초鄭招	등에게	『칠정추보七政推步』・

『대통통궤大統通軌』・『태양통궤太陽通軌』・『태음통궤太陰通軌』・『수시력』・『회회력回回曆』	등을	연구하여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외편』을	편찬하게	했는데,	이중	내편은	1442년에	완성되었다.	『칠정산내편』은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수시력授時曆에	대한	해설서로,	권두에	여러	가지	천문상수天文常數,	즉	천행제율天行諸率・일행제율

日行諸率・일월식日月食	등의	상수가	실려	있고,	이어	『역일曆日』・『태양』・『태음』・『중성中星』・『교식交食』・『오성五

星』・『사여성四餘星』	등의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또,	권말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이지

二至,	즉	동지冬至와	하지夏至	후의	일출몰日出沒	시각과	밤낮의	길이를	나타낸	표가	실려	있고,	각	장마다	필

요한	곳에는	입성立成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수표數表가	들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도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중국의	『칠정추보七政推步』・『명사력지明史曆志』	등과	함께	동양	천문학사에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이다.	

(5)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奎貴	81	v.1)

1444년(세종	26)에	이순지李純之와	김담金淡이	편찬한	역서曆書인	『칠정산七政算』의	외편外篇이다.	세종은	

1423년(세종	5)에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宣明曆』,	『수시력授時曆』,	『보교회步交會』,	『보중성역요步中星曆要』	

등	여러	역서들을	비교	연구하도록	했다.	또,	1432년(세종	14)에는	정인지鄭麟趾・정초鄭招	등에게	『칠정추보

七政推步』・『대통통궤大統通軌』・『태양통궤太陽通軌』・『태음통궤太陰通軌・『수시력』・『회회력回回曆』	등을	연구하여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편찬하게	했다.	이중	『칠정산외편』은	1444년(세종	26)에	완성된	것으로,	아

라비아의	회회력법回回曆法을	근간으로	하되	조선의	상황에	맞추어	다소의	수정을	가하였다.	『태양太陽』・

『태음太陰』・『교식交食』・『오성五星』・『태음오성능범太陰五星凌犯』	등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교식』,	

즉	일식과	월식의	계산에서는	『칠정산외편』이	『칠정산내편』보다	정확하다고	하여	이후의	일식・월식	계산

에서는	『칠정산외편』이	주로	사용되었다.	『칠정산내편』과	함께	『세종실록』에	부록으로	수록되었으며,	조선

시대	역법曆法을	대표하는	역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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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려사高麗史』(奎貴	3539	v.2)

조선초기의	학자	정인지鄭麟趾・김종서金宗瑞・정창손鄭昌孫	등이	고려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	방식으로	정

리한	역사서로,	1449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1451년(문종	1)에	완성되었다.	조선초기	사대부들의	고려	인식

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서로	사학사적	의미를	갖는다.	규장각에는	모두	18종의	『고려사』가	소장되어	있는

데,	본서(규귀	3539)는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에	소장되어	있던	책이

다.	규장각	소장본으로는	<규	3579>본과	함께	보사補寫된	부분이	없는	완질본이다.	『고려사』는	『목록』을	포

함하여	모두	139권에	달하는	거질이다.	제1책에	『목록目錄』과	『고려세계高麗世系』・『범례凡例』가	있으며,	제2

책의	앞부분에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이	실려	있다.	권1~46은	『세가世家』로서	고려	태조太祖에서	공양왕恭

讓王까지의	역사를	국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단,	우왕禑王・창왕昌王의	기록은	『열전列傳』에	수록하였다.	

권47~85는	『지志』로,	천문天文・역曆・오행五行・지리地理・예禮・악樂・여복輿服・선거選擧・백관百官・식화食貨・병

兵・형법刑法	등의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86~87은	『연표年表』이다.	권88~137은	『열전列傳』으로	후

비后妃・종실宗室・제신諸臣・양리良吏・효우孝友・열녀烈女・방기方技・환자宦者・혹리酷吏・폐행嬖幸・간신姦臣・반역

叛逆	등의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왕・창왕대의	역사가	『반역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우

왕・창왕을	신돈辛旽의	자손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7)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奎貴	3979)

1615년(광해군	7)경에	한백겸韓百謙(1552~1615)이	지은	역사지리서이다.	한백겸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字

는	명길鳴吉,	호號는	구암久菴이다.	17세기	서울	실학實學의	주역	중	한	사람이며,	특히	실증적이며	고증학적

인	방법으로	조선의	역사・지리를	연구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우리나라	고대의	북방지역	국가에	대한	서

술,	삼국三國에	대한	서술,	고려에	대한	서술	부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국가에	대한	서술은	

『전한서前漢書』의	『조선전朝鮮傳』,	『후한서後漢書』의	『고구려전高句麗傳』・『동옥저전東沃沮傳』・『예전濊傳』・『부여전

扶餘傳』	등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자신의	사론적史論的	성격의	견해를	덧붙였다.	고대	국가들의	위치・

강역・종족	및	사실史實의	신빙성	문제	등이	언급되어	있다.	삼국에	관한	부분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순

서로	국도國都・봉강封疆・형세形勢・관방關防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고려에	관한	서술도	국도・봉강・형

세・관방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서술에서는	『동사東史』・『삼국사기三國史

記』・『고려사高麗史』・『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통전通典』・『문헌통고文獻通考』・『송사宋史』・『한서漢書』	등이	

인용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의	효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

사지리	연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8)	『훈몽자회訓蒙字會』(奎貴	26)

16세기의	학자	최세진崔世珍이	1527년(중종	22)에	어린이들의	한자漢字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본서(규귀	26)는	1613년(광해군	5)에	중간重刊된	것으로,	1613년	9월에	강화사고江華史庫에	내려주었다는	

내사기內賜記가	기록되어	있다.	최세진은	기존에	초학자용	한자	교본인	『천자문千字文』・『유합類合』	등이	어

린이	학습용으로는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새・짐승・풀・나무의	이름과	같은	실자實字를	위주로	교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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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면서	이	책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1,120자씩	총	

3,360자가	수록되어	있다.	상권의	『천문天文』	이하	16개	항목,	중권의	『인류人類』	이하	16개	항목은	모두	실

자實字를	수록하였고,	하권은	『잡어雜語』라	하여	반실반허자半實半虛字를	수록하였다.	권두에는	『훈몽자회인

訓蒙字會引』과	『범례』(10개	조)가	실려	있으며,	또	당시의	한글	체계와	용법을	설명한	『언문자모諺文字母』도	

수록되어	있다.	국어사	및	교육사	연구의	자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9)	『국조보감國朝寶鑑』(奎貴	1213	v.1)

조선시대	역대	국왕의	업적	가운데	후대에	모범이	될	만한	선정善政들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서

이다.	『국조보감』	편찬이	처음	기획된	것은	세종대로,	세종은	정치에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모아	후세의	

귀감龜鑑을	삼기	위해	권제權踶・정인지鄭麟趾	등에게	태조・태종의	보감을	편찬하도록	했으나	완성하지	못

했다.	세조가	이를	계승해	1457년(세조	3)에	수찬청修纂廳을	설치하고	신숙주申叔舟・권람權擥	등에게	태조・

태종・세종・문종	등	4조의	보감을	편찬하도록	하여	완성을	보았다.	이후	1684년(숙종	10)에	이단하李端夏

가	『선묘보감宣廟寶鑑』을	편찬했고,	1730년(영조	6)에는	이덕수李德壽	등이	『숙묘보감肅廟寶鑑』을	완성하였다.	

이어	1782년(정조	6)에	정조는	조경趙璥에게	명하여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

효종・현종・경종・영조	등	13조의	보감을	편찬하게	한	다음,	이를	기존의	보감들과	합해서	『국조보감』68

권	19책을	완성하였다.	이후	1847년(헌종	13)에	조인영趙寅永	등이	왕명을	받아	정조・순조・익종	때의	보감

을	찬수하고,	1908년(융희	2)에는	이용원李容元	등이	헌종・철종	2조의	보감을	편찬해서	기존의	보감과	종

합함으로써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국조보감』	90권	28책이	완성되었다.	본서(규귀	1213)는	1457년에	편찬

된	태조・태종・세종・문종	등	네	국왕의	보감이다.	신숙주의	전箋과	서序,	신숙주・권람・강희맹姜希孟	등	수

찬관修撰官	8인의	명단	등이	실려	있으며,	권1에는	태조,	권2・3에는	태종,	권4~6에는	세종,	권7에는	문종의	

보감이	수록되어	있다.

(10)	『고사촬요攷事撮要』(일사古貴	327.51	Eo1ga	v.1)

16세기의	학자	어숙권魚叔權이	1554년(명종	9)에	편찬한	유서類書이다.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	문제와	

관제官制,	과거科擧,	서식書式,	서책書冊	및	약물藥物의	가격,	도로道路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일반	상식	등

을	정리하였다.	어숙권이	처음	편찬한	이후	1771년(영조	47)	서명응徐命膺이	『고사신서攷事新書』로	대폭	개

정・증보하기까지	12차에	걸쳐	간행되었다.	본서(일사古貴	327.51	Eo1ga	v.1)는	1636년(인조	14)	최명길崔鳴

吉・이식李植	등이	개정하여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간행한	판본이다.	서두에	어숙권의	서문이	있으며,	본문

은	상권과	하권의	일부분만	남아	있는	1책의	영본零本이다.	상권에는	『기년紀年』(1368년~1635년)이	수록되

어	있으며,	하권은	『중조기신中朝忌辰』・『탄일誕日』・『표전장식表箋狀式』・『문서봉진식文書封進式』・『진공방물수목

進貢方物數目』・『마색馬色』・『중원진공로정中原進貢路程』・『대명관제大明官制』・『성부주현총수省府州縣總數』・『각성도

리各省道里』・『문관복색文官服色』・『무관복색武官服色』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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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제병장설御製兵將說』(奎貴	5133)

1461년(세조	7)	9월에	세조가	친히	편찬한	『병장설兵將說』에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이승소李承召・서거정

徐居正	등이	주해와	부록을	덧붙여	1462년에	간행한	병서兵書이다.	본서奎貴(5133)는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권두에는	1462년(세조	8)	2월에	신숙주	등이	세조에게	올린	「어제병장설해전御製兵將說解箋」과	같

은	해에	신숙주가	쓴	서문序文이	실려	있다.	본문은	「병설兵說」과	「장설將說」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조가	찬

한	『병장설』	원문은	대자大字로	썼고	주해註解는	중자中字로	썼으며,	한	장이	끝난	다음에는	‘신등문臣等聞’이

라	쓰고	그	장에	대한	전반적인	주석	[장하주章下註]을	수록하였다.	또,	장하주	아래	다시	‘부록附錄’이라	

쓰고	해당	본문과	관련된	역대	전쟁의	실례와	전인前人들의	논설을	상세히	부기하였다.	권말에는	별도로	

「병설病說」이라	하여	군사	운영에서	주의・경계해야	할	계언誡言	28개의	조항을	수록하였다.

(12)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古貴	349.102	Y97d)

1492년(성종	23)	『대전속록大典續錄』	편찬	이후	1542년(중종	37)까지	50년간의	수교受敎들을	정리해서	

1543년에	간행・반포한	법전이다.	조선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이후	내려진	수교	중에서	영세준행永

世遵行할	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육전六典	체제에	맞추어	『대전속록』을	편찬한	바	있었는데,	이	책은	그	이

후에	발령된	수교들을	같은	방식으로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의정	윤은보尹

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유관柳灌,	공조판서	유인숙柳仁淑,	호조판서成世昌(成

世昌)	등이다.	권두에	성세창의	서문(1543년)과	「목록目錄」이	실려	있고,	이어	본문이	각	전典별로	정리되어	

있다.	각	전의	수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吏典」	:	관직제수官職除授,	포폄褒貶,	고과考課,	차정差定,	잡령雜令.

②	「호전戶典」	:	조전漕轉,	세공稅貢,	잡령雜令.

③	「예전禮典」	:	혼례婚禮,	입후立後,	상장喪葬,	금제禁制,	제과諸科,	장권奬勸,	잡령雜令.

④		「병전兵典」	:			제수除授,	급사給仕,	시취試取,	장권奬勸,	번상番上,	반초伴稍,	영송迎送,	금화禁火,	체아遞兒,	복

호復戶,	금제禁制,	연재鍊才,	구목廐牧,	면역免役,	유방留防,	역로驛路,	부경赴京,	수군水軍,	조예皀

隷,	나장羅將,	차정差定,	성보城堡,	군기軍器,	교열敎閱,	급보給保,	잡령雜令.

⑤		「형전刑典」	:			결송일한決訟日限,	추단推斷,	장도贓盜,	금제禁制,	천제賤制,	천첩자녀賤妾子女,	사천私賤,	공천公

賤,	잡령雜令.

⑥	「공전工典」	:	영선營膳,	원우院宇,	주거舟車,	재직裁直,	경역리京役吏,	공장工匠,	시장柴場,	잡령雜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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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한국학 이상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지 최태호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목재·종이과학과 

인쇄 이종권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황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사업총괄 심재근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물성분석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원문해제 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유물촬영 고형모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이사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이재근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팀장

신송희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대리

백흥기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사원

조호연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사원

한지제조 및 염색 장용훈 장지방 대표 /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능화판제작 박영덕 운봉서각원 대표

꼰끈제작 및 염색 김시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인쇄 김병노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실장

필사 신철우

장황 강문화 간책지류연구소 대표

사업관리 및 보고서 작성 이재근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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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조사 및 물성분석

1. 사전조사

복제	대상인	귀중도서	12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도서의	크기,	두께,	매수,	능화문양,	내

지	특이사항	등을	조사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하였다.

담당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이재근 팀장, 신송희 대리

날짜 2014년 5월 21일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1) 귀중도서 실측 및 조사

번호 서명 세로 가로 책수 매수 표지 능화문양 특이사항

1 新註無寃錄 32.5 19.8 1 104 만자회문혼합형 내지얼룩, 내지훼손,내지인장

2 交食通軌 37.3 24.6 1 35 만자회문혼합형 내지인장

3 交食推步法 38.7 23.8 1 106 만자회문혼합형

4 七政算內篇 37.7 24 1 61 만자회문혼합형 내지얼룩, 내지인장

5 七政算外篇 37.8 25 1 97 만자회문혼합형 내지인장

6 高麗史 34.3 21.3 1 69 연화문·회자문혼합형 내지인장

7 東國地理誌 31.6 21.8 1 66 사격만자혼합형 내지얼룩, 내지인출불량, 내지인장

8 訓蒙字會 40 24.7 1 114 만자회문혼합형 내지인장

9 國朝寶鑑 34 21.5 1 75 만자회문혼합형

10 攷事撮要 30 21 1 100 사격만자혼합형 내지얼룩, 내지필사,내지인장

11 御製兵將說 27.8 18.3 1 72 만자회문혼합형 내지얼룩, 내지필사,내지인장

12 大典後續錄 35.3 22 1 58 연화문·회자문혼합형 내지얼룩, 내지인장

합계 12 957

•							실견	및	조사	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시한	크기와	매수에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

•							신주무원록과	대전후속록의	표지는	훼손이	심하여	능화문양	확인이	어려웠다.

•							동국지리지	내지	중	일부	인출	불량	및	확인이	어려운	페이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							신주무원록은	어미부분의	훼손이	심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

•							내지	한지	중	부분	얼룩이	심하여	디지털	작업	과정에서	얼룩을	제거하는	작업이	추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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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분석

귀중도서	12책의	표지와	내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	도서가	손상되지	않는	비파괴	분석

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제도서의	한지를	제작하였다.	

참석자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김형진 교수팀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이재근 팀장, 신송희 대리
장지방 장석균 대표, 간책지류연구소 강문화 소장

날짜 2014년 6월 12일

장비
마이크로미터기 후도계(Micrometer, L&M Micrometer, Sweden), 

전자현미경

방법 비파괴 분석, 물리적·광학적 분석인자 측정

대상 귀중도서 12책 한지(내지, 표지)

내용

분석대상 유물 내지의 생지부분과 표지 두께분석을 위하여 
임의의 쪽수를 선정하여 각 쪽 당 3~5회 반복 측정하여 
총10~15회를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구하였다.

1)	『신주무원록』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773 593 123 109 138 129

Max. 818 674 185 182 172 152

Mean 792.80 634.00 146.40 137.40 150.60 139.00

Total Mean 713.40 143.35

•							내지	중	임의의	4쪽을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45.35

㎛,	표준편차는	20.16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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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69.41 69.59 60.43 67.72

Max. 73.98 73.24 74.51 72.94

Mean 72.10 71.22 70.07 70.15

stdev 1.72 1.83 5.73 2.26

Total Mean 70.89

Total stdev 1.91

a* 1 2 3 4

Min. 2.29 3.35 2.18 2.83

Max. 4.12 4.72 4.58 5.14

Mean 3.19 3.84 3.28 3.73

stdev 0.69 0.53 1.19 0.91

Total Mean 3.51

Total stdev 0.29

b* 1 2 3 4

Min. 18.63 20.37 15.53 18.04

Max. 22.78 24.33 22.85 23.52

Mean 20.17 22.41 19.08 21.09

stdev 1.59 1.52 3.27 2.71

Total Mean 20.69

Total stdev 0.86

•							각각의	L*	값	평균은	72.10,	71.22,	70.07,	70.15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70.89이었음.

	또한	L*	값	표준편차는	각각	1.72,	1.83,	5.73,	2.26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1.91이었음.

•							각각의	a*	값	평균은	3.19,	3.84,	3.28,	3.73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3.51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차

는	0.69,	0.53,	1.19,	0.9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29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20.17,	22.41,	19.08,	21.09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0.69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1.59,	1.52,	3.27,	2.7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86이었음.

•							여기서	L*	값은	명도로	검은색이면	0이고,	흰색이면	100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주무원록』에서	쓰인	한

지의	경우	평균	L*	값이	70.89로	백색도가	높지	않은	한지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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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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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113



3권  대체본

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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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식통궤』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486 478 129 143 128 158

Max. 525 541 145 220 165 183

Mean 503.40 502.00 140.40 171.60 142.80 168.60

Total Mean 502.70 155.85

•							『교식통궤』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03.4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02.0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55.85㎛,	

표준편차는	20.10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74.18 70.34 76.06 78.22

Max. 76.75 74.56 77.62 79.03

Mean 75.64 73.11 76.70 78.71

stdev 1.23 1.62 0.67 0.35

Total Mean 76.04

Total stdev 0.57

a* 1 2 3 4
Min. 4.83 5.85 4.54 4.09

Max. 5.75 7.54 5.16 4.30

Mean 5.26 6.49 4.95 4.24

stdev 0.36 0.64 0.26 0.09

Total Mean 5.24

Total stdev 0.23

b* 1 2 3 4
Min. 22.33 23.57 20.99 19.74

Max. 23.73 26.24 22.39 20.72

Mean 23.20 24.51 21.71 20.41

stdev 0.56 1.02 0.56 0.41

Total Mean 22.46

Total stdev 0.27

•							각각의	L*	값	평균은	75.64,	73.11,	76.70,	78.71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76.04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1.23,	1.62,	0.67,	0.35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23이었음.

•							각각의	a*	값	평균은	5.26,	6.49,	4.95,	4.24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5.24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차

는	0.36,	0.64,	0.26,	0.09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23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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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b*	값	평균은	23.20,	24.51,	21.71,	20.41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2.46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56,	1.02,	0.56,	0.4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27이었음.	

•							교식통궤』에서	쓰인	한지의	경우	평균	L*	값이	76.04로	백색도가	높지	않은	한지를	사용하였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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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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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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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식추보법』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513 535 183 133 142 154

Max. 573 687 196 171 179 214

Mean 543.60 584.00 189.20 150.80 167.40 175.20

Total Mean 563.80 170.65

•									『교식추보법』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43.6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84.0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70.65

㎛,	표준편차는	20.63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75.75 77.31 78.07 76.00

Max. 77.29 79.50 79.12 77.89

Mean 76.70 78.44 78.70 77.15

stdev 0.59 0.80 0.44 0.71

Total Mean 77.75

Total stdev 0.16

a* 1 2 3 4
Min. 4.59 4.17 3.90 4.79

Max. 5.07 4.70 4.35 5.69

Mean 4.78 4.47 4.13 5.20

stdev 0.20 0.20 0.17 0.36

Total Mean 4.65

Total stdev 0.09

b* 1 2 3 4
Min. 20.95 19.48 19.09 22.39

Max. 22.13 20.61 20.33 23.85

Mean 21.44 20.13 19.67 23.08

stdev 0.44 0.44 0.50 0.54

Total Mean 21.08

Total stdev 0.05

•							각각의	L*	값	평균은	76.70,	78.44,	78.70,	77.15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77.75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0.59,	0.80,	0.44,	0.7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16이었음.

•							각각의	a*	값	평균은	4.78,	4.47,	4.13,	5.20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4.65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차

는	0.20,	0.20,	0.17,	0.36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09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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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b*	값	평균은	21.44,	20.13,	19.67,	23.08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1.08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44,	0.44,	0.50,	0.54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05이었음.	

•							『교식추보법』에	쓰인	한지의	경우	평균	L*	값이	77.75로	백색도가	높지	않은	한지를	사용하였으며,	평

균	a*	값이	4.65로서	적색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설명되며,	평균	b*	값이	21.08로	노란색	계열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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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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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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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칠정산내편』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494 508 228 223 210 177

Max. 561 538 274 249 224 251

Mean 530.00 526.40 248.40 237.80 218.80 207.40

Total Mean 528.20 228.10

•									『칠정산내편』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30.0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26.4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228.10

㎛,	표준편차는	24.38	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80.37 80.60 76.79 77.72

Max. 82.60 81.61 79.50 81.31

Mean 81.58 81.10 78.26 79.66

stdev 0.97 0.43 1.26 1.81 

Total Mean 80.15

Total stdev 0.57

a* 1 2 3 4

Min. 2.99 3.49 3.99 3.65

Max. 3.45 3.71 5.01 5.16

Mean 3.20 3.63 4.43 4.30

stdev 0.17 0.08 0.42 0.76

Total Mean 3.89

Total stdev 0.30

b* 1 2 3 4

Min. 18.33 18.65 19.42 19.70

Max. 19.13 19.80 21.62 22.88

Mean 18.70 19.36 20.33 21.06

stdev 0.35 0.42 0.88 1.37

Total Mean 19.86

Total stdev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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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L*	값	평균은	81.58,	81.10,	78.26,	79.66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80.15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0.97,	0.43,	1.26,	1.8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57이었음.

•							각각의	a*	값	평균은	3.20,	3.63,	4.43,	4.30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3.89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

차는	0.17,	0.08,	0.42,	0.76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30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18.70,	19.36,	20.33,	21.06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19.86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35,	0.42,	0.88,	1.37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47이었음.	

•							평균	L*	값이	80.15로	다른	귀중	문서에	비해	백색도가	높은	한지를	사용.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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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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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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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칠정산외편』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475 499 144 114 121 161

Max. 551 567 158 135 128 184

Mean 525.00 517.40 151.00 123.20 124.20 173.80

Total Mean 521.20 143.05

•							『칠정산외편』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25.0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17.4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43.05㎛,	

표준편차는	22.63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80.17 80.49 78.67 19.75

Max. 80.92 81.63 79.85 20.86

Mean 80.56 80.96 79.34 20.38

stdev 0.33 0.44 0.52 0.41

Total Mean 80.26

Total stdev 0.09

a* 1 2 3 4
Min. 3.39 3.17 3.46 3.27

Max. 3.74 3.68 3.93 3.52

Mean 3.52 3.44 3.70 3.39

stdev 0.15 0.21 0.21 0.09

Total Mean 3.51

Total stdev 0.06

b* 1 2 3 4

Min. 18.35 19.96 20.37 19.75

Max. 19.19 21.33 21.58 20.86

Mean 18.77 20.58 20.85 20.38

stdev 0.40 0.51 0.48 0.41

Total Mean 20.15

Total stdev 0.05

•							각각의	L*	값	평균은	80.56,	80.96,	79.34,	80.17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80.26이었음.	또한	L*	값	

표준편차는	각각	0.33,	0.44,	0.52,	0.36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09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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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a*	값	평균은	3.52,	3.44,	3.70,	3.39	이었으며,	4	쪽의	a*값	평균은	3.51	이었음.	또한	a*	값	표준

편차는	0.15,	0.21,	0.21,	0.09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06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18.77,	20.58,	20.85,	20.38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0.15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40,	0.51,	0.48,	0.4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05이었음.	

•							평균	L*	값이	80.26로	다른	귀중	문서에	비해	백색도가	높은	한지를	사용.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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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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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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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려사』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536 483 164 197 174 160

Max. 600 543 219 231 212 210

Mean 571.20 505.20 178.80 214.20 193.60 179.00

Total Mean 538.20 191.40

•							『고려사』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71.2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05.2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91.40㎛,	

표준편차는	22.80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86.87 84.67 84.79 84.12

Max. 88.01 86.24 86.04 85.39

Mean 87.49 85.47 85.55 84.67

stdev 0.58 0.62 0.51 0.51

Total Mean 85.80

Total stdev 0.05

a* 1 2 3 4
Min. 1.10 1.42 1.17 1.58

Max. 1.37 1.57 1.61 2.36

Mean 1.28 1.49 1.34 1.50

stdev 0.11 0.07 0.16 0.10

Total Mean 1.50

Total stdev 0.10

b* 1 2 3 4
Min. 13.29 17.05 14.91 15.55

Max. 14.88 18.87 16.68 17.65

Mean 14.37 17.85 15.50 16.50

stdev 0.64 0.66 0.68 0.80

Total Mean 16.05

Total stdev 0.07

•							각각의	L*	값	평균은	87.49,	85.47,	85.55,	84.67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85.80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0.58,	0.62,	0.51,	0.5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05이었음.

•							각각의	a*	값	평균은	1.28,	1.49,	1.34,	1.91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1.50	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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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0.11,	0.07,	0.16,	0.29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10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14.37,	17.85,	15.50,	16.50	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16.05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64,	0.66,	0.68,	0.80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07이었음.

•							평균	L*	값이	85.80으로	『고려사』의	경우	내지가	한지이지만	높은	백색도	값을	보였으며,	평균	a*	값이	

1.50으로	적색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설명되며,	평균	b*	값이	16.05로	다른	도서보다	옅은	노란

색	계열의	한지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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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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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134



7)	『동국지리지』

두 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454 489 240 225 210 186

Max. 554 518 327 249 281 312

Mean 484.80 504.60 277.60 241.20 238.60 222.0

Total Mean 494.70 244.85

•							『동국지리지』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484.8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04.6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244.85

㎛,	표준편차는	39.04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80.85 82.00 82.76 81.77

Max. 82.34 83.16 83.82 84.41

Mean 81.65 82.60 83.10 82.92

stdev 0.68 0.45 0.48 1.04

Total Mean 82.57

Total stdev 0.27

a* 1 2 3 4
Min. 1.75 1.65 1.60 1.60

Max. 2.06 2.79 2.04 1.89

Mean 1.95 2.14 1.86 1.69

stdev 0.12 0.44 0.18 0.13

Total Mean 1.91

Total stdev 0.15

b* 1 2 3 4
Min. 17.62 13.64 17.40 15.94

Max. 18.64 19.08 19.14 17.55

Mean 18.23 17.29 18.50 16.65

stdev 0.39 2.19 0.68 0.66

Total Mean 17.67

Total stdev 0.82

•							각각의	L*	값	평균은	81.65,	82.60,	83.10,	82.92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82.57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0.68,	0.45,	048,	1.04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27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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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a*	값	평균은	1.95,	2.14,	1.86,	1.69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1.91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차

는	0.12,	0.44,	0.18,	0.13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15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18.23,	17.29,	18.50,	16.65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17.67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39,	2.19,	0.68,	0.66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82이었음.	

•							평균	L*	값이	82.57로	높은	백색도	값을	보였으며,	평균	a*	값이	1.91로	적색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

로	설명되며,	평균	b*	값이	17.67로	다른	도서보다	옅은	노란색	계열의	한지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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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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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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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훈몽자회』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533 606 141 134 148 139

Max. 608 622 193 153 168 163

Mean 573.00 614.00 164.20 144.80 159.40 148.20

Total Mean 593.50 154.15

•							『훈몽자회』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73.0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614.0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54.15

㎛,	표준편차는	16.21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84.93 84.15 84.90 82.43

Max. 99.50 85.27 85.83 84.75

Mean 88.04 84.67 85.40 83.75

stdev 6.41 0.52 0.40 0.91

Total Mean 85.47

Total stdev 2.91

a* 1 2 3 4
Min. -0.07 1.25 1.12 1.73

Max. 1.25 1.67 1.54 2.28

Mean 0.95 1.42 1.30 2.03

stdev 0.57 0.18 0.15 0.21

Total Mean 1.43

Total stdev 0.20

b* 1 2 3 4
Min. -0.11 15.24 14.47 16.76

Max. 15.27 15.99 16.11 18.75

Mean 12.06 15.73 15.07 17.72

stdev 6.80 0.30 0.68 0.75

Total Mean 15.15

Total stdev 3.12

•									각각의	L*	값	평균은	88.04,	84.67,	85.40,	83.75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85.47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6.41,	0.52,	0.40,	0.9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2.91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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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a*	값	평균은	0.95,	1.42,	1.30,	2.03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1.43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차

는	0.57,	0.18,	0.15,	0.21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20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12.06,	15.73,	15.07,	17.72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15.15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39,	2.19,	0.68,	0.75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3.12이었음.	

•							평균	L*	값이	85.47로	높은	백색도	값을	보였으며,	평균	a*	값이	1.43로	적색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

로	설명되며,	평균	b*	값이	15.15로	다른	도서보다	옅은	노란색	계열의	한지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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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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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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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조보감』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584 634 148 198 150 123

Max. 648 685 163 226 165 226

Mean 594.80 662.20 156.40 208.80 156.80 200.20

Total Mean 628.50 180.55

•							『국조보감』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94.8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662.2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80.55

㎛,	표준편차는	32.36	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73.69 71.14 71.77 71.35

Max. 74.27 72.73 72.48 72.64

Mean 74.11 71.71 72.04 72.06

stdev 0.25 0.44 0.26 0.54

Total Mean 72.48

Total stdev 0.14

a* 1 2 3 4
Min. 4.73 4.82 4.71 4.37

Max. 5.47 5.85 5.69 4.58

Mean 5.15 5.26 5.27 4.41

stdev 0.33 0.47 0.39 0.16

Total Mean 5.02

Total stdev 0.13

b* 1 2 3 4
Min. 23.53 23.96 23.75 22.54

Max. 24.44 25.05 25.27 23.88

Mean 23.99 24.48 24.63 22.97

stdev 0.38 0.54 0.61 0.53

Total Mean 24.02

Total stdev 0.10

•							각각의	L*	값	평균은	74.11,	71.71,	72.04,	72.06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72.06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0.25,	0.44,	0.26,	0.54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14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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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a*	값	평균은	5.15,	5.26,	5.27,	4.41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5.02	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

차는	0.33,	0.47,	0.39,	0.16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13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23.99,	24.48,	24.63,	22.97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4.02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0.38,	0.54,	0.61,	0.53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10이었음.	

•							『국조보감』에	쓰인	한지의	평균	L*	값이	72.48로	다소	낮은	백색도	값을	보였으며,	평균	a*	값이	5.02이

며,	평균	b*	값이	24.02로	다른	도서보다	약간	어두운	노란색	계열의	한지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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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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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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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사촬요』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711 560 118 157 121 174

Max. 761 624 127 230 130 190

Mean 738.00 592.40 122.20 181.00 124.80 183.00

Total Mean 665.20 152.75

•									『고사촬요』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738.0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92.4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52.75

㎛,	표준편차는	33.05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68.45 69.91 67.52 66.27

Max. 75.88 75.84 74.63 75.04

Mean 73.17 7.53 71.29 71.47

stdev 2.88 2.36 2.60 3.69

Total Mean 72.37

Total stdev 0.58

a* 1 2 3 4
Min. 3.34 3.14 4.06 3.76

Max. 4.64 4.57 4.46 4.89

Mean 4.17 4.05 4.28 4.47

stdev 0.53 0.56 0.20 0.45

Total Mean 4.25

Total stdev 0.16

b* 1 2 3 4
Min. 19.40 19.79 21.07 19.74

Max. 22.04 21.97 23.33 24.58

Mean 21.44 21.46 22.11 22.23

stdev 1.37 1.35 0.82 1.84

Total Mean 21.81

Total stdev 0.42

•							각각의	L*	값	평균은	73.17,	73.53,	71.29,	71.47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72.37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2.88,	2.36,	2.60,	3.69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58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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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a*	값	평균은	4.17,	4.05,	4.28,	4.47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4.25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차

는	0.53,	0.56,	0.20,	0.45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16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21.44,	21.46,	22.11,	22.23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1.81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1.37,	1.35,	0.82,	1.84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42이었음.	

•							『고사촬요』에	쓰인	한지의	평균	L*	값이	72.37로	다소	낮은	백색도	값을	보였으며,	평균	a*	값이	4.25이

며,	평균	b*	값이	21.81로	다른	도서보다	약간	어두운	노란색	계열의	한지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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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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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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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제병장설』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398 487 126 184 177 202

Max. 431 522 250 288 238 273

Mean 417.60 408.60 213.60 215.40 203.20 240.80

Total Mean 463.10

•									『어제병장설』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417.6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08.6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218.25

㎛,	표준편차는	38.09	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71.68 69.03 65.27 68.14

Max. 76.11 75.99 71.38 70.64

Mean 74.07 71.84 67.62 69.64

stdev 2.02 2.82 2.29 0.94

Total Mean 70.79

Total stdev 0.79

a* 1 2 3 4
Min. 4.17 4.34 5.82 6.17

Max. 6.32 6.23 7.85 6.89

Mean 5.26 5.40 7.10 6.47

stdev 0.95 0.68 0.76 0.32

Total Mean 6.06

Total stdev 0.27

b* 1 2 3 4
Min. 21.75 22.23 24.70 25.70

Max. 24.84 25.51 27.22 26.61

Mean 23.51 24.40 26.42 26.05

stdev 1.38 1.28 1.01 0.37

Total Mean 25.10

Total stdev 0.45

•							각각의	L*	값	평균은	74.07,	71.84,	67.62,	69.64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70.79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2.02,	2.82,	2.29,	0.94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79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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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a*	값	평균은	5.26,	5.40,	7.10,	6.47이었으며,	4쪽의	a*값	평균은	6.06이었음.	또한	a*	값	표준편차

는	0.95,	0.68,	0.76,	0.32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27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23.51,	24.40,	26.42,	26.05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5.10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1.38,	1.28,	1.01,	0.37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37이었음.	

•							어제병장설』에	쓰인	한지의	평균	L*	값이	70.79로	다소	낮은	백색도	값을	보였으며,	평균	a*	값이	6.06

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약간의	붉은색	계열을	띨	수	있으며,	평균	b*	값이	25.10으로	다른	

도서보다	약간	어두운	노란색	계열의	한지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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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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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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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전후속록』

두께, ㎛

표지 내지

앞 표지 뒤 표지 1 2 3 4

Min. 461 450 188 173 141 157

Max. 692 587 222 191 169 183

Mean 559.80 532.40 211.60 180.20 156.00 166.80

Total Mean 546.10 178.65

•							『대전후속록』의	앞	표지	평균	두께는	559.80㎛이며,	뒷	표지	평균	두께는	532.40㎛임.

•							내지	중	임의의	4쪽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쪽	당	5번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두께는	178.65

㎛,	표준편차는	23.66이었음.

기저재 L*, a*, b* 값

L* 1 2 3 4
Min. 78.53 71.80 78.56 74.13

Max. 81.70 79.45 81.39 80.55

Mean 80.02 77.00 79.82 77.52

stdev 1.53 3.16 1.17 3.04

Total Mean 78.59

Total stdev 1.02

a* 1 2 3 4
Min. 2.99 2.87 3.06 3.01

Max. 4.53 6.40 3.71 5.39

Mean 3.36 4.36 3.43 3.86

stdev 0.67 1.32 0.28 1.05

Total Mean 3.75

Total stdev 0.46

b* 1 2 3 4
Min. 18.28 18.18 18.15 19.02

Max. 22.38 26.35 19.23 22.84

Mean 19.45 21.77 18.68 20.80

stdev 1.67 3.00 0.45 1.70

Total Mean 20.17

Total stdev 1.04

•							각각의	L*	값	평균은	80.02,	77.00,	79.82,	77.52이었으며,	4쪽의	L*	값	평균은	78.59이었음.	또한	L*	값	표

준편차는	각각	1.53,	3.16,	1.17,	3.04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1.02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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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a*	값	평균은	3.36,	4.36,	3.43,	3.86	이었으며,	4	쪽의	a*값	평균은	3.75	이었음.	또한	a*	값	표준

편차는	0.67,	1.32,	0.28,	1.05	이었으며,	4	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0.46	이었음.	

•							각각의	b*	값	평균은	19.45,	21.77,	18.68,	20.80	이었으며,	4쪽의	b*값	평균은	20.17이었음.	또한	b*값	표

준편차는	1.67,	3.00,	0.45,	1.70이었으며,	4쪽에	대한	표준편차는	1.04이었음.	

•									『대전후속록』에	쓰인	한지의	평균	L*	값이	78.59의	백색도	값을	보였으며,	평균	a*	값이	3.75로	붉은색

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평균	b*	값은	20.17로	약간	노란색	계열의	한지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100)

표지 및 표제부의 상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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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반사이미지(×100)

내지의 반사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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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의 투과이미지(×100)

내지의 투과이미지(×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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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능화문양 분석

귀중도서	12책의	각	한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	도서가	손상되지	않는	비파괴	분석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제도서의	한지를	제작하였다.

촬영 담당 (주) 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고형모 이사

촬영 장비 캐논 EOS 1D Mark2 카메라, KENKO PRO1D R72 fite

1) 적외선 촬영 분석

(1)	적외선	촬영

캐논	EOS	1D	Mark2	카메라를	분해하여	CCD	앞의	로우	패스	필터(low	pass	filter)를	제거하고	그	자

리에	KENKO	PRO1D	R72	filter를	부착하여	적외선만을	투과시키는	적외선	카메라로	개조하였다.	적외선	

필터는	720nm와	800nm가	있는데	적외선만	투과시키기에는	800nm	필터가	더	유리하지만,	이는	색	변형

이	심하고	컬러심도에서	조명이나	주변	온도에	따른	변화가	불규칙한	단점이	있어	720nm	필터를	선택하

였다.	720nm	필터	중	KENKO	PRO1D	R72	filter는	문서	복제시	숨은	문양을	재현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컬러심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깊고	색	변형이	심하지	않다는	해외의	평가가	많았다.	적외선	필터를	부

착하면	파장의	변화로	인해	초점	거리가	변화하므로	이에	따는	거리	보정이	필요한데	CCD	모듈의	위치

와	렌즈의	초점거리를	정확히	설정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조명은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필라멘트	지속광을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색온도는	2800K였으며	전압의	

변화에	따라	±300K의	편차가	있지만	책	표지의	문양을	재현해	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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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 앞표지 『대전후속록』 앞표지

일

반

촬

영

적

외

선

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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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 뒷표지

적

외

선

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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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후속록』 뒷표지

적

외

선

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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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화판 분석결과

능화판 만자회문혼합 문양

신

주

무

원

록

교

식

통

궤

교

식

추

보

법

칠

성

산

내

편

칠

정

산

외

편

훈

몽

자

회

국

조

보

감

어

제

병

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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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판 사격만자 문양 (기울어짐)

동

국

지

리

지

고

사

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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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판 특수문양(연화문, 회자문)

고

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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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지 인쇄 먹 분석

귀중도서	12책의	인쇄	방식을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

라	복제본	인쇄	시	송연먹과	유연먹으로	분류하여	인쇄하였다.

번호 서명 판본 종류 먹 종류 비고

1 新註無寃錄 목활자 송연먹

2 交食通軌 금속활자 유연먹

3 交食推步法 금속활자 유연먹

4 七政算內篇 금속활자 유연먹

5 七政算外篇 금속활자 유연먹

6 高麗史 금속활자 유연먹

7 東國地理誌 목활자 송연먹

8 訓蒙字會 목활자 송연먹

9 國朝寶鑑 금속활자 유연먹

10 攷事撮要 금속활자 유연먹

11 御製兵將說 금속활자 유연먹

12 大典後續錄 금속활자 유연먹

활자 종류 구분 비고

목활자

 - 꼭 같은 글자모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글자의 획에 나무결이 생긴다. 글자의 획이 날카롭고 뾰족하며 굵기가 일정 치 않는 경우도 있다.
 - 광곽의 네 귀퉁이에 틈이 없이 붙어 있고, 어미와 판심의 좌우 계선이 붙어서 간격이 없다.

금속활자

 - 꼭 같은 글자모양이 자주 나타난다.
 - 글자의 획이 고르고 일정하며, 윗 글자와 아래글자 사이가 떨어져 있다.
 - 조립식으로 조판한 경우 어미와 판심의 좌우의 계선이 떨어져 간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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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꼰끈 분석

귀중도서	12책의	장황에	사용된	꼰끈에	대하여	색상,	꼬임방향,	겹수	등을	분석하였다.	파악된	결과를	

반영하여	복제본	장황에	사용될	꼰끈을	제작하게	하였다.

번호 서명 겹수 꼬임방향 색상 이미지

1 新註無寃錄 3겹 S(우) 홍색

2 交食通軌 3겹 S(우) 백색

3 交食推步法 3겹 S(우) 홍색

4 七政算內篇 3겹 S(우) 백색

5 七政算外篇 3겹 S(우) 백색

6 高麗史 3겹 S(우) 홍색

7 東國地理誌 3겹 S(우) 홍색

8 訓蒙字會 3겹 S(우) 백색

9 國朝寶鑑 3겹 S(우) 홍색

10 攷事撮要 3겹 S(우) 홍색

11 御製兵將說 3겹 S(우) 백색

12 大典後續錄 3겹 S(우) 홍색

복제할	대상의	장황끈은	모두	3겹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꼰끈인데,	책	제작	당시의	원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교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색상은	바랜	정도는	다르지만	홍색과	백색	

2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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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황

귀중도서	12책의	장황	방식을	조사하였다.	육안으로	확인결과	12책	모두	오침안정법을	사용하여	장황되

어	있었다.	하지만	제작될	당시의	원형이	아닌	추후에	선장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주무원록 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고려사

동국지리지 훈몽자회 국조보감 고사촬요 어제병장설 대전후속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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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판본조사

귀중도서	12책과	유사판본을	조사하여	크기,	표지상태를	비교하고	내지의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대체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다.

1. 신주무원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2120) 국립중앙도서관(古貴6637-12)

표제/책임표시사항 : 新註無寃錄/崔致雲(朝鮮) 受命編
판  사  항 : 木活字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29(1447)]
형태사항 :   1冊(101張) : 四周雙邊 半葉匡郭 : 27.2×16.7cm,
                 11行24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34.8×21.4cm
주기사항 : 跋文 : 正統十二年丁卯(1447)哉生...孫肇瑞敬跋

표제/책임표시사항 : 新註無寃錄/崔致雲(朝鮮) 註최치운
판  사  항 : 木活字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22(1440)頃
형태사항 :   1冊(99張) : 四周雙邊 半郭 27.3×16.8 cm, 有界, 
                 11行24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2.3×21.0cm
주기사항 :   본문 이면에 占書내용 있음 序 : 洪武十七年

(1384)...臨川羊角山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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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신주무원록』은	조사	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신주무원록』과	동일	판본으로	확인되었으나,	내지	앞	2페이지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서는	소실되어	있으며	내지	중	중간에	일부	페이지가	없었음.

•							결					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신주무원록』의	내지	원문의	일부	훼손된	부분은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본으로	90%정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5. 칠정산외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충남대학교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   七政算外篇/李純之(朝鮮),金淡(朝鮮)     
[共]受命編

판  사  항 : 金屬活字本(甲寅字)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   冊 : 四周單邊 半郭 27.8×20.0cm, 11行19字 註雙

行, 上下黑魚尾; 37.8×25.0cm
주기사항 : 版心題 : 外篇

서명/저자사항 : 七政算外篇.卷上/[著者未詳]. 
판  사  항 : 木活字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   零1卷1冊: 四周雙邊, 半郭 25.2×17.9cm, 有界, 半

葉 12行 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8×23.2cm. 

일반주기 : 表題 : 七政算  紙質 : 楮紙
일반주제명 : 子部, 算法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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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칠정산외편』은	조사	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본	『칠정산외편』과	동일	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지	20페이지	분량의	내용	또

한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음.	

•							결					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와	판본이	달라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6. 『고려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 高麗史. 1-85(卷1-139)/鄭麟趾(朝鮮) 等撰
판  사  항 : 木版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海君5(1613)]
형태사항 :   139卷85冊 : 四周單邊, 半郭 : 20.1×14.3cm, 有

界, 9行17字 注雙行, 版心 : 上下花紋黑魚尾; 34.4×
21.0cm

주기사항 : 卷末 : 修史官...鄭麟趾[等者臣銜名]
卷首 : 景泰二年(1451) 八月二十五日...鄭麟趾 等上箋
內賜記 :   3539 : 萬曆四十一年(1613)九月日 內賜高麗史一件 

太白山史庫上 左承旨臣李[手決]3579 : 五臺山史庫
上...貴重本

서명/저자사항 : 高麗史/鄭麟趾(朝鮮) 等 奉敎修
판  사  항 : 木板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仁祖年間(1623-

1649)]
형태사항 :   目錄2卷 137卷 合80冊(全) : 四周單邊 半郭 20.0

× 14.7cm, 有界, 9行17字, 內向黑1-3葉花紋魚尾; 
33.7×20.8cm

일반주기 :
箋:   景泰二年(1451)八月二十五日…鄭麟趾等上箋
刊年推定 : 表紙古文書, 天啓二-六年(162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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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고려사』는	조사	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	중인	

『고려사』와	동일	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결					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와	판본이	달라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7. 『동국지리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대학교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 東國地理志/韓百謙(朝鮮) 著
판  사  항 : 木版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仁祖年間(1568-1608)]
형태사항 :   1冊(60張) : 四周雙邊 半郭 21.6×16.6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上下花紋魚尾; 31.7×21.8cm

서명/저자사항 : 東國地理誌.
판  사  항 : 木版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庚辰[1640]跋. 
형태사항 :   1冊: 四周雙邊 半郭 21.1×17.1cm, 有界, 10行字數不

定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7.5×20.6cm. 

•							조사내용	:			경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동국지리지』는	조사	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되어	

있는	『동국지리지』와	동일	판본으로	확인	되었으나,	도서의	크기가	규장각한국한연구원	

의	소장	도서보다	작고,	광곽선	밖에	여백이	적은	것으로	보아	훼손으로	인하여	절단	된	

것으로	추정됨.

•							결					과	:			도서	크기는	작으나	광곽선	밖의	여백이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문은	영인복제에는	사

용해도	이상	없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동국지리지』의	본문을	대체하

여	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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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훈몽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 訓蒙字會/崔世珍(朝鮮) 編
판  사  항 : 木版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海君5(1613)]
형태사항 : 1冊(112張) : 四周雙邊, 半郭 : 29.4×19.5cm, 有界, 
                 4行, 版心 : 上下花紋魚尾; 39.9×24.7cm
주기사항 : 卷首 : 訓蒙字會引...嘉靖六年(1527) 四月日...崔世珍題
內賜記 :   3754 : 萬曆四十一年九月日...太白山上. 26 : 江華上 . 

27: 五臺山上
貴重本 : 奎26, 奎27

표제/책임표시사항 : 訓蒙字會 / 崔世珍 編 
판  사  항 : 石板本
발행사항 : 京城: 朝鮮光文會, 1913 
형태사항 : 3卷1冊; 21.9×15.2cm
주기사항 引 : 嘉靖六年(1527)...崔世珍
再刊例 : 壬子(1912)...周時經 

•							조사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훈몽자회』는	조사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훈몽자회』

와	유사	판본이었으나,	내용은	일부	다르게	확인되었음.

•							결					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훈몽자회』의	훼손	및	탈락	된	원문를	파악하여	집자에	활용하는	용

도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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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조보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 國朝寶鑑/世祖(朝鮮) 命編
판  사  항 : 甲寅字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3年(1457)]
형태사항 :   7卷3冊 : 四周單邊, 半葉匡郭 : 24.8×16.4cm, 10行

17字 注雙行, 上下黑魚尾; 36.0×22.0cm
주기사항 : 序 : 1214 : 天順元年(1457)...申叔舟
내용 : 內容目次: 卷1; 太祖. -卷2-3; 太宗.
          -卷4-6; 世宗. -卷7; 文宗 貴重本 : 奎1213

서명/저자사항 : 國朝寶鑑/ 蔡濟恭(朝鮮) 等 奉命纂
판  사  항 : 木板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 正祖6(1782)
형태사항 :   68卷22冊 : 四周單邊 半郭 23.3×17.0 cm, 有界, 10

行18字 小字雙行, 上2葉花紋魚尾; 34.0×22.1cm
일반주기 : 御製序: 時予踐位之六年壬寅(1782)陽月
                 跋: 上之六年仲夏…金鍾秀拜手稽首謹跋
                 太祖-英祖朝까지 燕山·光海를 除外한 19 朝事

•							조사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국조보감』은	조사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국조

보감』과	동일	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조보감』	중	다른	권으로	확인되었음.

•							결					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와	판본이	달라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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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사촬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 故事撮要. 卷1-3/魚叔權(朝鮮) 著
판  사  항 : 金屬活字本(戊申字)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顯宗年間(1659-

1674)]
형태사항 :   3卷, 附錄, 共3冊 : 四周雙邊, 半郭 : 24.3×16.8cm, 

10行17字 註雙行, 版心 : 上下花紋魚尾(板式不同); 
30.6×21.0cm 

주기사항 : 跋 : 崇禎丙子(1636)...李 序 : 嘉靖甲寅(1554)...魚叔權

서명/저자사항 : 攷事撮要/魚叔權(朝鮮) 編; 李植(朝鮮) 續編
판  사  항 : 乙亥字體訓監字
발행사항 : 서울 : 訓鍊都監, 仁祖14(1636)
형태사항 :   3卷2冊(全) : 四周雙邊 半郭 22.2×6.3cm, 有界, 10行

17字 字雙行, 白口, 內向3葉花紋魚尾; 31.7×21.0cm
일반주기 : …嘉靖甲寅(1554)至月日咸從魚叔權序
                 跋: 禎丙子(1636)元月晦日…李植謹識 
                   內賜記 : 崇禎九年(1636)五月日 內賜行副軍張顯光攷

事撮要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睦(手決) 

•							조사내용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인	『고사촬요』는	조사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고

사촬요』와	동일	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사촬요』	중	다른	권으로	확인되었음.

•							결					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와	판본이	달라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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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제병장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표제/책임표시사항 : 國朝寶鑑/世祖(朝鮮) 命編
판  사  항 : 甲寅字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3年(1457)]
형태사항 :   7卷3冊 : 四周單邊, 半葉匡郭 : 24.8×16.4cm, 10行

17字 注雙行, 上下黑魚尾 ; 36.0×22.0cm
주기사항 : 序 : 1214: 天順元年(1457)...申叔舟
내용 : 內容目次: 卷1; 太祖. -卷2-3; 太宗.
           -卷4-6; 世宗. -卷7; 文宗 貴重本 : 奎1213

서명/저자사항 : 國朝寶鑑/ 蔡濟恭(朝鮮) 等 奉命纂
판  사  항 : 木板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 正祖6(1782)
형태사항 :   68卷22冊 : 四周單邊 半郭 23.3×17.0 cm, 有界, 10

行18字 小字雙行, 上2葉花紋魚尾 ; 34.0×22.1cm
일반주기 : 御製序: 時予踐位之六年壬寅(1782)陽月
                    跋: 上之六年仲夏… 金鍾秀拜手稽首謹跋 太祖-英祖

朝까지 燕山·光海를 除外한 19 朝事

•							조사내용	: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중인	어제병장설은	조사	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어제병장설과	동일	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결					과	:	전체	내용	중	3%	정도만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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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전후속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 大典後續錄/尹殷輔(朝鮮)...等受命編
판  사  항 : 金屬活字本(甲寅字)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中宗38(1543)]
형태사항 :   6卷1冊(55張) : 四周雙邊 半郭 : 25.2×16.8cm, 10行

17字 註雙行, 版心 : 大黑口, 上下細花紋魚尾 ; 35.2×
21.8cm

주기사항 : 卷頭書名 : 後續錄
內賜記 : 嘉靖二十二年十一月日內 賜...都承旨臣李[手決]
서 : 嘉靖二十二年(1543)...成世昌

표제/책임표시사항 : 大典後續錄 / 尹殷輔(朝鮮) 等編 
판  사  항 : 木板本(訓鍊都監字覆刻)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中宗38(1543)
형태사항 :    6卷1冊(31張) : 四周雙邊 半郭 23.9×17.1cm, 有

界,10行17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32.9×21.1cm

주기사항 : 裝訂: 正字紋淺草綠色厚褙表紙, 土紅絲綴
                 序 : 嘉靖二十二年癸卯(1543)...成世昌序

•							조사내용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대전후속록』은	조사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

는	『대전후속록』과	동일	판본으로	확인되었으며,	온라인으로	확인	결과	전체내용	또한	동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결					과	:	규장각	소장	도서와	동일판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에	참고용으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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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동일본 조사 결과

1 신주무원록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는 동일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에 
참고 및 대체용으로 적합함.

2 교식통궤 유사판본 조사 불가.

3 교식추보법 유사판본 조사 불가.

4 칠정산내편 유사판본 조사 불가.

5 칠정산외편 충남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일부 참고로 적합함.

6 고려사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7 동국지리지
경기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동일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에 
참고 및 대체용으로 적합함.

8 훈몽자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는 유사판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 참고용으로 적합함.

9 국조보감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10 고사촬요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11 어제병장설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12 대전후속록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는 동일판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 참고용으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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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위원회

1. 1차 자문회의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8일(수)	14시	~	17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2) 참석자 

•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2명

•							자문위원	:			이상찬(서울대학교	교수),	최태호(충북대학교	교수)	 	 	 	 	

이종건(건국대학교	교수),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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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자문회의 안건

(1)	한국사	부문

번 호 내 용 대 상 결정사항

1 본문 탈락 신주무원록, 칠정산 내편

타 기관의 동일 판본을 비교 확인 후 진행한다.2 인출 불량 동국지리지

3 낙장(복사본대체) 동국지리지

4 내지 부분 접힘
어제병장설, 교식추보법, 

고사촬요
내지 중 접힌 한지는 촬영과정에서 최대한 펼쳐서 촬영한다.

5 내지 얼룩
칠정산내편, 신주무원록, 
대전후속록, 동국지리지, 
어제병장설, 고사촬요

원형상태를 복제하기 위해 이미지 상 내지얼룩은 제거한다.

6 내지 부분 훼손
신주무원록, 교식통궤, 
훈몽자회, 어제병장설

타 기관 동일한 판본 내에서 원문을 확인 대조하여 집자한다.

7 광곽선 밖 필사 어제병장설, 고사촬요
필사는 모두 재현한다.

(표지 안쪽 면 필사는 동일한 판본 분석 후 있으면 재현한다.)

8
내지 중 광곽선 
불일치

어제병장설, 동국지리지,
 신주무원록

편집과 제책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작한다.
(광곽선이 불규칙한 것은 실제 원본의 판본은 더 크지만 
현유물이 보존처리 과정에서 절단 된 것일 수 있으므로 

유사도서를 파악 후 동일하게 진행한다.)

9 내지 인장

신주무원록, 교식통궤,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고려사, 동국지리지, 
훈몽자회, 고사촬요, 
어제병장설, 대전후속록

인장은 조선시대까지
 인장만 재현하며, 그 후의 인장은 제거한다.
(신주무원록 상단 번호 인장 제거)

10 첨지 재현 칠정산내편 복제는 하지만 도서에 붙이지는 않는다.

11 도서 하단 필사

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동국지리지, 훈몽자회, 
국조보감, 어제병장설

서울대학교 모사팀에 의뢰하여 유사한 필체로 모사한다.

12 문헌연구
신주무원록, 동국지리지,

 칠정산외편
타 기관 동일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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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	부문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한지 제작

•   한 책의 내지는 두께가 모두 다르므로 평량을 통일해서 제작한다.

•   12권의 서책 분석 결과를 통해 어느 서책들을 통일해서 제작할지 결정한다.

•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한지가 유사할 경우 만들어져 있는 한지로 사용
한다.(새로 만든 한지 보다 1년 이상 된 한지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   한지의 원할한 수급을 위하여 제작은 두 가지 안을 준비한다.(신현세전통한지, 장지방)

•   물성분석 진행 후 결과를 최태호 교수께 전달한다.

(3)	인쇄	부문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CTP 판 인쇄

•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300DPI급 이상 유지한다.

•   촬영 시 안쪽면까지 최대한 촬영하여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   정확한 CMS를 적용하여 최상의 색상을 만들어낸다. 

•   CTP판 출력 시 전통 먹을 사용한 인쇄 과정에서 먹 농도 조절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압
조절로 선명도 손실이 없도록 한다.

•   송연먹과 유연먹을 구분하여 인쇄한다.

    - 목활자(신주무원록, 동국지리지, 훈몽자회)는 송연먹
    -   금속활자(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친정산내편, 칠정산외편, 고려사, 국조보감, 고사촬요, 어
제병장설, 대전후속록)는 유연먹으로 진행한다.

(4)	장황	부문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 고

장황

•   표제는 조선총독부가 도서정리하면서 써넣었는지 확인한다.(유사판본 조사하여 확인한다.)

•   능화문양 종류 및 규격 적정성 여부

    - 『신주무원록』과 『대전후속록』은 적외선 촬영으로 분석한다. 
    -   5가지로 추정되나 개장 가능성으로 인해 타기관 동일본 비교 및 표장조사 진행 후 다시 논
의한다.

•   능화판 제작자 선정의 적정성 

    - 능화판 제작은 운봉서각원 박영덕 선생이 작업한다.

•   꼰끈 제작(두께 및 색상, 방향 등)의 추천

    - 모두 개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대 유사본 조사 후 논의한다.
    - 영인본 이외에 별도로 원본유물용 꼰끈 추가 제작한다.

•   현 유물의 표지 개장여부 확인

    - 전체 12권 모두 개장 된 것으로 추정된다.
    - 동일 판본을 조사하여 다시 논의 한다.

•   표지 염색의 진행방향

    - 천연염색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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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0일(금)	14시	~	17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2) 참석자 

•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2명

•							자문위원	:			이상찬(서울대학교	교수),	이종건(건국대학교	교수),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최태호(충북대학교	교수,	Online참석)

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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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자문회의 안건

(1)	귀중도서와	유사판본의	비교	결과

번호 서명 비고 결과

1
신주무원록

新註無寃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는 동일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에 참고 및 

대체용으로 적합함.

- 동일판본이 있으나 역시 훼손이 심함
-   김호 박사가 번역한 『역주신주무원록』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판독불능인 경우 참고
- 동일판본이 아니더라도 유사도서로 내용을 확인한다.

2
교식통궤

交食通軌
유사판본 조사 불가.

3
교식추보법

交食推步法
유사판본 조사 불가.

4
칠정산내편

七政算內篇
유사판본 조사 불가.

5
칠정산외편

七政算外篇

충남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일부 참고로 적합함.

-   규장각 도서 확인 후 동일본 아닐지라도 참조로 활용한다.

6
고려사

高麗史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7
동국지리지

東國地理誌

경기대학교 도서관 도서는동일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에 참고 및 

대체용으로 적합함.

8
훈몽자회

訓蒙字會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는 
유사판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에 참고용으로 적합함

9
국조보감

國朝寶鑑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10
고사촬요

攷事撮要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11
어제병장설

御製兵將說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는 
복제 대상으로 부적합.

 - 규장각 도서 확인
 - 규장각 소장의 병장설 도서와 비교 확인

12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는 
동일판본으로 확인되어 훼손 및 탈자 

복원에 참고용으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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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중도서	내지	훼손,	탈락,	접힘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훼손된 부분 
복원 여부

•   동일본이 없는 경우 유사판본의 내용과 글자를 확인한다.

•   확인된 글자는 원본도서 내 같은 글자를 찾아서 집자한다

•   『신주무원록』 어미 부분 훼손
   - 어미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2~3가지 문양으로 재현한다.
   - 기존의 훼손되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재현한다. 
   - 어미의 패턴을 확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사용하여 편집한다.
   - 판심 제목은 내지 첫 페이지 제목으로 편집한다.
   - 장수 표시는 내지에서 집자하여 편집한다.

(3)	제안	한지	진행부분

번호 두께 대상 도서 평균

초지1 55.93

신주무원록 71.68

74.92

교식통궤 77.93

칠정산외편 71.53

훈몽자회 77.08

고사촬요 76.38

초지2 97.62

어제병장설 85.33

90.16

고려사 95.70

국조보감 90.28

대전후속록 89.33

초지3 109.27

칠정산내편 114.05

115.20동국지리지 122.43

어제병장설 109.13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물성분석 결과

•   제안 한지로 진행한다.

•   한지 발촉수 재확인
   - 『신주무원록』(25), 『국조보감』(27) 서책의 내지 발촉수 재확인 요청.
   - 육안으로 확인 결과 20이상의 개수는 아닐 것으로 추정.
   - 재확인 결과 20이하일 경우 발촉수는 1종류로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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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	테스트	결과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CTP 판 인쇄

•   유물의 농도를 동일하게 인출한다.
•   목판본의 느낌이 재현되도록 인출한다.
•   원고의 글씨가 흐리더라도 영인본은 농도를 진하게 인출한다.
•   글씨의 획 끝이 소실되지 않도록 인출한다.
•   특히 글씨 중 작은 점으로 된 획은 소실되지 않도록 인출한다.
•   이물질과 획을 구분하여 인출한다.

(5)	광곽선	밖	여백	보완사항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서책 원형 
크기 유추

•   광곽선 밖 여백부분은 현재 훼손 전 상태를 유추하여 넓게 인쇄한다.
   -   『신주무원록』,『고사촬요』,『어제병장설』은 광곽선 밖 여백을 상단 5cm, 하단 4cm, 
       좌.우 8cm 여백으로 인출한다.

『신주무원록』

 

『고사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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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병장설』

 

(6)	표지제목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표지 제목
기존의 제목으로 제작 1점, 각 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 제목으로 제작 1점으로 표제 2가지 
샘플을 3차 자문회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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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능화문양	분석	결과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능화 문양
능화판은 대부분 근대에 표지가 개장된 상태이므로 능화문양의 원형은 찾기가 쉽지 
않았고, 유사판본의 경우에도 표지능화문양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재 제작되어 있는 
상태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능화판 만자회문혼합형

적용 서책 : 신주무원록, 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훈몽자회, 국조보감, 어제병장설

능화판 사격만자 문양(기울어짐)

적용 서책 : 동국지리지, 고사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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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판 특수문양(연화문, 회자문)

적용 서책 : 고려사, 대전후속록

(8)	꼰끈	분석	및	제안	진행여부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꼰끈

• 꼰끈 역시 근대에 개장되었으며, 꼰끈제작은 당사가 제시한 전통 제작 방식으로 제작한다.

•   색상은 귀중본의 소중함을 높이기 위해 적색으로 통일하여 제작하며, 기존 샘플보다 진하
게 염색하여 제작한다.

• 제시한 5종의 꼰끈 두께 중 14합 이상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한다.

• 14합과 16합 2종으로 제작하여 고서를 2가지 두께로 분류한다.
   - 14합 : 교식통궤, 고려사, 동국지리지, 국조보감, 어제병장설, 대전후속록
   - 16합 : 신주무원록, 교식추보법, 칠정산외편, 훈몽자회, 고사촬요, 칠정산내편

3. 3차 자문회의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5일(월)	16시	~	17시30분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2) 참석자 

•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2명

•							자문위원	:			이상찬(서울대학교	교수),	최태호(충북대학교	교수),		 	 	 	 	

이종건(건국대학교	교수),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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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사진

4) 3차 자문회의 안건

(1)	내지	출력	검수(검수자	:	이성임,	김지영)	확인

일 자 검수 대상 보완 내용

12월 10일 (1차) 국조보감,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재인쇄 : 4 / 가필 : 3 / 오염제거 : 6 

12월 11일 (2차) 고려사, 훈몽자회, 교식통궤 재인쇄 : 29 / 가필 : 5 / 오염제거 : 11

12월 16일 (3차) 교식추보법, 대전후속록, 고사촬요, 어제병장설 재인쇄 : 21 / 가필 : 13 / 오염제거 : 11

12월 23일 (4차) 신주무원록, 동국지리지 재인쇄 : 37 / 가필 : 9 / 오염제거 : 20

전 체 재인쇄 : 91 / 가필 : 3 / 오염제거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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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화판	문양	확인

제작된 능화판 

만자회문혼합무늬 연화문·회자문혼합형 사격만자무늬(기울어짐)

(3)	표지	제목	선정	확인

신주무원록 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고려사

내지 내지 내지 내지 내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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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지리지 훈몽자회 국조보감 고사촬요 어제병장설 대전후속록

표지 내지 표지 표지 표지 내지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표지 제목

• 훈몽자회의 제목 하단 “全”은 복제 시 제거한다.

• 칠정산내편, 외편의 제목 하단 “一”은 복제 시 ”上”로 대체한다.

• 고사촬요의 제목 하단 “上”은 복제 시 제거한다.

• 어제병장설은 현재 제목은 “병장설”이지만 복제 시 “어제병장설”로 진행한다.

• 어제병장설 본문내용의 첫 제목을 사용한다.

• 대전후속록은 표제지를 이용하여 제목을 쓴다.

• 수평, 수직을 유지한다.

• 제목의 획이 비어있을 경우 먹으로 채워서 진행한다.

• 국조보감 제목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이며 이를 참고한다.

• 표지에 제목 위치는 상단과 좌측 공간 비율은 3:2 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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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	하단	필사

도서 하단 필사

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동국지리지 훈몽자회

국조보감 어제병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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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재료 제작

1) 한지 제작

귀중도서	12책의	한지를	물성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지를	제작하여	2차	물성분석	한	결과에	따라	

부분	보완하여	한지를	제작한다.

한지 제작 담당 “장지방”장용훈 대표 /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한지 제작 재료 1년생 국내산 닥, 일광유수표백, 닥풀(황촉규근 점액)

한지 제작 방법
증해조건 : 육재사용 / 표백방법 : 일광유수표백
고해방법 : 타고해 / 점 진 물 : 닥풀사용

초지방법 : 흘림뜨기(외발지) / 건조방법 : 열판 건조 / 도침여부 : 도침함

① 1년된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닥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 외피에 있는 이물질을 닥칼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② 닥나무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며 
나무로 된 절구나 돌판에 깨끗하게 손질된 닥나무 껍질을 놓고 두드려 닥섬유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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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광으로 자연 표백하여 분쇄 후 세척 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인다.

④ 물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발촉수의 발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⑤ 외발은 전후좌우로 물을 흘려보내 닥섬유가 서로 엇갈리게 결합함으로 인장력이 뛰어난 종이를 만든다.

⑥  열판 위에 종이를 한 장씩 붙여 건조 시키며 열판에 접한 면이 종이이면이 되며 초지발에 접한 면이 종이표면이 된다.
⑦ 추지법(도침)을 하여 평활도가 낮은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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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한지	초지에	대한	두께	분석

•							두꺼운	두께의	1번	시료의	평균	두께는	109.27㎛이었으며,	표준편차는	8,28임.

•							중간	두께의	2번	시료의	평균	두께는	97.62㎛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16임.

•							얇은	두께의	3번	시료의	평균	두께는	55.93㎛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79임.

1번 시료

두께(nm) average stdev

1 120 112 117 111 118 116 4

2 115 115 110 118 126 117 6

3 116 116 105 121 115 115 6

4 116 111 118 105 104 111 6

5 96 100 104 103 126 106 12

6 100 96 98 106 107 101 5

7 97 94 102 104 109 101 6

8 97 100 107 113 111 106 7

9 112 110 120 105 111 112 5

average 109.27 109 6

stdev 8.28

2번 시료

두께(nm) average stdev

1 98 100 97 100 100 99 1

2 96 100 102 104 110 102 5

3 102 103 96 100 103 101 3

4 91 87 92 100 107 95 8

5 114 94 104 101 94 101 8

6 92 100 97 92 97 96 4

7 93 88 91 85 82 88 4

8 99 95 100 97 95 97 2

9 103 93 99 101 99 99 4

average 97.62 98 4

stdev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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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시료

두께(nm) average stdev

1 56 57 52 58 60 57 3

2 57 56 53 58 54 56 2

3 57 50 55 54 52 54 3

4 56 52 56 51 57 54 3

5 56 54 63 58 57 58 3

6 55 55 56 55 57 56 1

7 56 54 60 61 60 58 3

8 56 58 54 61 57 57 3

9 56 61 54 57 59 57 3

10 55 56 56 58 61 57 2

11 53 51 53 53 56 53 2

12 56 52 55 53 57 55 2

average 55.93 56 2

stdev 2.79

(2)	백색도	측정에	의한	L*,	a*,	b*	값의	분석

•							1번	시료의	L*	값	평균은	86.15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12이었음.

•							1번	시료의	a*	값	평균은	1.2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04이었음.

•							1번	시료의	b*	값	평균은	12.1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22이었음.

•							2번	시료의	L*	값	평균은	83.6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18이었음.

•							2번	시료의	a*	값	평균은	1.90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04이었음.

•							2번	시료의	b*	값	평균은	14.32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19이었음.

•							3번	시료의	L*	값	평균은	82.42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15이었음.

•							3번	시료의	a*	값	평균은	1.4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04이었음.

•							3번	시료의	b*	값	평균은	12.4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15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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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색도	측정에	의한	L*,	a*,	b*	값의	분석

번호 서명 두께 발촉수 제작수량

1 신주무원록 74.92 28 70

2 교식통궤 74.92 11 30

3 교식추보법 90.16 18 70

4 칠정산내편 115.20 18 45

5 칠정산외편 74.92 18 70

6 고려사 90.16 11 50

7 동국지리지 115.20 18 50

8 훈몽자회 74.92 18 80

9 국조보감 90.16 28 55

10 고사촬요 74.92 18 70

11 어제병장설 90.16 18 50

12 대전후속록 115.20 11 40

전체 3종류 3종류 680장

Te
ns

ile
 s

tr
en

gt
h(

kN
m
)

0.0
#1 #2 #3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
#1 #2 #3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Fo
ld

in
g 

en
du

ra
nc

e(
nu

m
be

rs
)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197



3권  대체본

2) 표지용 한지 염색

(1)	한지염색

표지제작용	한지를	천연	염료인	치자열매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한지 염색 장지방 장용훈 대표 /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염색 재료 치자열매

표지한지 치자염색

한지 염색용 치자열매 염색용 치자 중량 측정

온수를 이용한 숙성 및 발효 한지 염색 준비

염색 농도 테스트 치자염색 완료

198



3) 천연먹

(1)	천연먹	종류

천연먹은	송연먹과	유연먹으로	구분되며,	복제	대상	도서는	송연먹	3종류,	유연먹	9종류로	구분되었다

먹 제조 한상묵

먹 제조 재료
송연먹 : 소나무

유연먹 : 유채꽃, 참깨, 콩

먹 제조 방법
송연먹 :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제조

유연먹 : 동유(桐油)와 채유(菜油), 유채기름 등을 태워 제조

제조 먹 종류

송연먹: 신주무원록, 동국지리지, 훈몽자회

유연먹: 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칠정산외편 고려사, 국조보감,어제병장설, 대전후속록 

천연먹 제조

소나무를 태우는 가마 기름 그을음 채집기

일반 먹 종류 인쇄용으로 제작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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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능화판

(1)	능화판	제작

귀중도서	12책의	표지	능화문양은	3종류였으며	만자회문혼합형,	사격만자회문혼합형,	연화문・회자문

혼합형으로	분류되었다.

능화판 제작
운봉서각원 박영덕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6673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이수자

능화판 재료 자작나무

능화판	제작에	쓰인	목재는	음지쪽에서	자란	자작나무를	소금물에	1년	동안	침수하여	진을	빼고	결을	

삭힌	다음	1년	정도를	노지에서	자연	숙성	건조를	한	후	두께	36mm로	제재한	후	소금물에	48시간	이상	

삶고	찐	다음	통풍이	잘되도록	음지에서	2년	이상	건조시킨	목재이다.

① 목제준비 〉 소금물담그기 〉 제재

② 마름질 ③ 판하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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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판의	마구리는	책판의	마구리와	달리	판면과	평면을	이루는	것이	좋다.	면이	고운	돌을	이용하여	

능화지를	밀어낼	때	마구리	턱에	걸림이	없이	좀	더	자유롭고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목재는	판목의	변

형과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목과	같은	재질인	자작나무로	판목의	두께보다	두껍게	반닫이	형식으

로	제작하였다.	표지문양	제작은	기존의	유물을	해체하여	탁본을	떠서	하는	방법과	문양을	모사하여	제

작하는	방법이	있다.	고려사	연화문의	경우	15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많이	사용되던	문양으

로	15세기에	간행한	진서의	표지	문양을	모본으로	모사하여	제작하였으며,	훈몽자회,	동국지리지의	만자

문양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능화문양을	탁본하여	제작하였다.

표지문양(화고)이	완성되면	준비된	판목의	판면을	#600번	사포로	2차	마름질을	한	후	찹쌀풀을	사용

하여	화고를	붙이는데	최대한	얇은	종이에	모사하여	뒤집어	붙이고	그	위에	다시금	풀칠을	하여	말린	다

음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식물성	기름으로	바르고	헝겊으로	닦아낸다.

새김작업에는	양각과	음각이	있는데	양각은	문양의	선을	돌출되게	새겨주고	음각은	문양의	선을	함몰

되게	새겨주는	방법으로	창칼과	망치를	이용해	40°~60°의	입사각을	주어	음각하였다.

④ 2차 마름질 ⑤ 판하본 붙이기

⑥ 기름 먹이기 ⑦ 문양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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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화판	제작	완료

모든	새김작업이	끝나면	마감	칠을	하는데	능화판에는	옻칠보다는	유칠을	많이	하였다.	유칠은	동백유	

또는	피마자유에	송진을	첨가하여	끊인	기름을	말하는데	붓으로	바른	다음	헝겊을	이용하여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골고루	닦아준다.	칠을	하는	이유는	방습,	방충,	방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된 능화판

5) 표지 능화문양 추출

염색된	표지는	창호지와	배접한	후	제작된	능화판을	이용하여	능화문양을	추출한다.

표지 추출 담당 간책지류연구소 강문화 / 문화재수리기능자 1298호

표지 추출 재료 능화판 3종, 염색된 한지, 밀랍, 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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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용	능화문양	추출

표지한지 능화문양 추출

연색된 한지와 창호지를 배접한 표지 표지 표면을 칠하게 되는 밀랍

염색된 한지와 창호지로 배접된 표지 능화문양 밀기

문양 추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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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꼰끈

꼰끈은	제작	대상도서	12권	전부가	당초제작	이후에	개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작	당시의	

꼰끈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고문헌을	참고하여	새롭게	제작	하였으며,	두께에	따라	2종류를	제작하였다.

꼰끈 제작 김시제

꼰끈 재료 명주실

꼰끈 염색 소목, 홍화염액

꼰끈 종류

14합 : 교식통궤, 고려사, 동국지리지, 국조보감, 어제병장설,대전후속록

 16합 : 신주무원록, 교식추보법, 칠정산외편, 훈몽자회, 고사촬요, 칠정산내편

(1)	꼰끈	분석

•							복제할	대상의	장황끈을	조사한	결과,	형태는	12책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3겹을	꼰	끈으로	장정되어	

있었다.	색상은	홍색과	백색	2가지로	나뉘었는데,	책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특징은	찾지	못하였다.

•									본	사업에	사용할	장황끈의	형태는	오른쪽	방향으로	3겹이	꼬인	꼰끈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색상과	

굵기는	규장각한국학연국원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제작	대상	자료와	동일시기에	제작된	고문헌

의	꼰끈이	대부분	홍화염으로	염색된	홍색이었으므로	이번	복제본	제작에	있어서도	책의	규격에	따

라	굵기를	달리한	2종(14합,16합)	의	홍색	3겹	꼰끈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2)	꼰끈제작	방법

①	염색

•							먼저	소목을	끓여서	염액을	채취한	뒤,	명주실에	1차	염색을	한다.	그	위에	홍화염액에	2차	염색을	하

는데,	황화에서	수용성인	황색소를	뺀	후	적색소를	오미자초에	중화	발색시켜	염색한다.	

②	꼰끈	제작

•							명주실을	적당한	굵기가	되도록	합사한	것을	3가닥	만들어,	각	가닥을	왼편으로	최대한	꼬아준다.	왼

편으로	꼬은	3가닥을	다시	하나로	모아	오른편으로	되게	꼬아준다.	꼰	실을	실패에	옮겨	증기를	쬐어

서	꼬임을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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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꼰끈	제작	완료

제작된 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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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편집 및 보정

1) 디지털 촬영

고해상도	촬영	장비와	조명을	설치하여	적정	노출을	측정한	뒤	한지의	뒷	페이지가	투과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간지를	삽입	후	촬영하였다.

촬영 담당 (주)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고형모 이사

촬영 장비

입력 장비 조명 장비

  

• 화소수 : 2,230만 화소
• 렌즈와 화각이 1:1비
• CMOS 크기 : 24×36mm
• 감도지원 : IOS 100~16,000
• 노출시간 : 1/10,000 초~약 1분
• 촬영속도 : 6fps 

• 일정한 듀레이션
• 균일한 색온도
• 정밀한 전원출력

① 컬러차트 촬영 ② 조명 세팅 ③ 촬영 서책 간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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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촬영

디지털	촬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두	페이지를	편집하여	한	장의	데이터로	만든다.

촬영 데이터

페이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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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합성 및 복구

훼손	및	오염된	부분의	복구	작업과	편집을	통하여	원형	상태로	작업한다.

(1)	훼손,	탈락,	접힘

수정전 수정 후

훼

손

탈

락

접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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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 원본 샘플

판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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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판본 대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의	훼손으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타	기관에	소장중인	유사판본

을	조사하여	자문회의에서	검수	후	훼손	부분을	대체하였다.

(1)	신주무원록

신주무원록(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주무원록(국립중앙도서관)

20page

39page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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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주무원록(국립중앙도서관)

43page

66page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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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주무원록(국립중앙도서관)

70page

80page

212



(2)	동국지리지

동국지리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지리지(경기도박물관)

대체 페이지 : 1~19 page, 20 page 왼쪽면, 21~39 page, 41~59 page, 발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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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추출

디지털	합성	및	복구	된	데이터는	두	페이지를	편집하여	한	장의	데이터를	만들며	바탕을	제거하고	먹

만	남겨놓는	추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페이지 편집

바탕 제거 먹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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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1) CTP 인쇄

내지	한지	인쇄는	과거	목판,	활자	인출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인	CTP	판인쇄로	진행하였다.	단	잉크	

대신	인쇄용으로	개발된	천연먹을	사용하였다.

인쇄 담당 방산UV·교정 김병노 실장

인쇄 장소 충무로

인쇄 장비 CTP 판 출력기, 인쇄기

인쇄 재료 한지, 천연먹(송연먹, 유연먹)

2) 내지 한지 인쇄 방법

천연먹을 바른 인쇄기 롤러 제작된 CTP 인쇄판

CTP 판 잔여물 닦아내기 인쇄 진행 모습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215



3권  대체본

4. 한지 인쇄물 검수

1) 내지 인쇄물 검수 

인쇄가	완료된	내지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검수팀에서	원본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검수를	진행하였다.	

글자	획의	탈락이나	뭉개짐	등이	확인된	내지는	재인쇄를	거쳐	2차	검수를	진행하였다.

검수 담당 이성임, 김지영

검수 기간 12월 10일, 11일, 16일, 23일

2) 검수 내용

날짜 검수 대상
보완내용

재인쇄 가필 오염제거

12월 10일
(1차)

국조보감,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4 3 6

12월 11일
(2차)

고려사, 훈몽자회, 교식통궤 29 5 11

12월 16일
(3차)

교식추보법, 대전후속록, 
고사촬요, 어제병장설 21 13 11

12월 23일
(4차)

신주무원록, 동국지리지 37 9 20

합계 91건 30건 48건

①	인쇄된	내용은	원본과	비교하여	먹	농도와	글자의	선명도를	검수하였다.

②	귀중도서	12책과	내용을	대조하여	광곽선	크기,	글자	크기,	훼손,	뭉게짐,	접힘	등을	비교	확인하였다.

③	검수에서	지적된	내용	중	원본의	훼손이	많은	글자의	경우	다른	페이지의	글자로	집자하였다.

④			검수에서	지적된	내용	중	원본의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의	경우	유사판본을	참고하여	확인	후	집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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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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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황

1) 오침안정법 

장황 담당 간책지류연구소 강문화 / 문화재수리기능자 1298호

장황 방법 선장 / 오침안정법

① 인쇄한지의 동보선에 규격에 맞게 재단할 수 있도록 홈을 만들어 표시한 뒤 날로 쳐낸다.

④ 심을 짧게 자른 뒤 중간을 갈라 양옆으로 벌려 고정시킨다.

② 내지한지들을 수직수평이 맞도록 잘 추린 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③ 구멍을 뚫고 책을 묶기 전 고정시켜줄 한지심을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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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묶어놓은 내지와 다시한번 규격을 확인한 후 사방 모서리를 쳐낸다.

⑥ 풀칠하여 내지에 붙인 뒤 눌러준다.

⑦ 책의 위치에 맞게 송곳으로 5개의 구멍을 뚫은 뒤 꼰끈을 바늘에 꿰어 묶는다.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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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사

필사 담당 서예가 신철우

필사 방법 먹과 붓을 이용하여 동일한 글씨체로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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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 교식통궤

교식추보법 칠정산내편

본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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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산외편 고려사

동국지리지 훈몽자회

본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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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고사촬요

어제병장설 대전후속록

본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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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자 제언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료	중에는	훼손상태가	심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훼손이	심하여	알아	

볼	수	없는	글자의	복원	여부는	자문회의	과정에서	유사판본의	조사를	요청하였다.	본사에는	역사학이나	

한국학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유사판본	조사에	어려움과	많은	착오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디지털	작업	시간보다	판본	조사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큰	오류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훼손이	가장	심한	“신주무원록”과	내지	인출불량이	많은	“동국지리지”의	동일	판본을	찾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학	전문	인력의	조언을	사전에	받아서	진행하였으면	전체적으로	

일정을	앞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으며,	본사는	추후	진행시에는	전문인력을	사

전에	협약하여	더욱	정확하고	착오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규장각에서

의	추후	다른	사업에서도	역사학	전문	인력이	포함된	업체와의	진행이나	전문인력	동원에	대한	계약이	확

인	후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업대상	자료	12책에	한지	분석	결과	다양하게	확인되어	한지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물성분석	

결과	내지	총	두께는	3종류로	분류	할	수	있었으며,	발촉수	또한	3종류로	분류	되었다.	각	책의	내지	두께

와	발촉수가	다른	한지를	분류한	결과	총	8종의	한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총	8종의	한

지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장지방,	의령한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지만으로	물성분석	결과

에	만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체	8종의	한지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아무래도	제작되어지고	1년	이

상	된	한지에	비해서는	새로	제작된	한지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추후	시행될	

사업에서는	이러한	사전	조사가	미리	진행되어	한지	제작부터	사전에	준비하여	더욱	좋은	완성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본	사업을	함께	해주신	한지,	장황,	인쇄	협력업체와	장인,	자문위원,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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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자료 및 고지도

모사본 제작

제  3  장

I. 사업개요

2014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와	회화자료인	<공신교서

부도功臣敎書附圖>,	<천산대렵지도天山大獵之圖>의	모사도를	제작하여	유물의	안정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시	등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유일한	문화재에	대한	유사시	대비	목적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가	주관하였다.	

1. 사업명 : 2014 고지도 및 회화자료 모사본 제작사업

서명 청구기호 재질
그림크기(cm)

수량 특이사항
세로 가로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古軸4709 22A 종이 150 201.5 1축 보물1537-2호
功臣敎書附圖 古貴951.052 G588 견 135.5 49.5 1축 귀중본

天山大獵之圖 古貴2435-1 견 23.3 22 1장 고려공민왕연간

합계 3점

•							발주처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사업기간	:	2014년	4월	30일	~	2015년	1월	20일

•							사업내용

	-	유물	원래의	형태로	모사도	제작

	-	전통	방식과	재료를	사용

	-	유물	실물	및	관련	문헌조사	병행,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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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교육	및	후진양성을	목

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도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고궁박물관	소장	

회화유물	<태조어진太祖御眞>	모사도	제작	사업을	주관하였다.	학술회의,	세미나,	전시회,	집담회	등을	개최

하여	모사도	제작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를	기반으로	유물에	가장	근접한	모사도를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미술대학	동양화과	중심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각	

전공별	전문가들과의	융합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조직도

조형연구소장

부소장

교육부

전시기획실

최고위과정교육실

평생교육실

우석홀

기획부

학과별 연구사업실

예술환경 연구사업실

행정실

운영위원회

한국미술연구센터

도서자료실

기록관리실

센터장

(학과장겸직)

교수 차동하

창의인성개발센터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이광수

전임연구원  정두희

전임연구원  이승우

보조연구원

230



2)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명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미술품

보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신하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2012 규장각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전임연구원

정두희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2013 고궁박물관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2012 규장각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2009 국보 제317호 태조어진 청포본 모사

2007 보물 제1491호 연잉군 초상 모사 외 

다수 초상화 모사

이광수

서울대학교 미술박사

2013 고궁박물관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2012 규장각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2011 국보 249호 동궐도 모사 외 다수 모사

2007 국보 249호 동궐도 모사

이승우

한세대학교 초빙교수/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2013 고궁박물관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2012 규장각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9회 대한민국서예한마당 휘호대회 심사위원역임

보조연구원

허승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3 규장각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박주영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3 고궁박물관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김초윤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3 규장각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송지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수료 

2013 고궁박물관소장 회화유물 모사 참여

서기환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박사과정 수료

안소윤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수료

김종규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과정 재학 중

조형연구소 행정 김용녀 사업 계약 및 완료 등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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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작업내용

(주)비첸비앤아이  유물 촬영 및 출력, 디지털 복원, 밑본 제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바탕 비단 제작

피데스 인터내셔널(신현세 장인) 바탕 종이 제작

 장황문화재연구소 장황

자문위원 소속 / 전공분야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 고지도 

김성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 회화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 회화, 장황

김문숙 서울대학교 의류학 박사 / 복식사

김윤제 규장각 학국학연구원 / 한문

이상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한문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 장황

3. 제작 환경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위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내	모사연구실,	한지제작실,	문향실,	갤러리	등

•							기자재	:	현미경,	라이트	테이블,	재료장,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CCTV	등

•							재료	:	전통안료	및	붓	등	

1) 모사연구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5호 

•							면적	:	121m2

•							기기	:	현미경,	라이트테이블,	재료장,	냉난방기,	제습기,	온도계,	CCTV	등

•							특징	:	마룻바닥	및	제습	벽	설치	(모사	제작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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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제작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2호 

•							면적	:	50m2

•							기기	:	한지제작	관련	기기,	비터,	건조대,	쌍발	및	외발

•							특징	:	미술	작품과	관련된	종이	직접	제작,	전통	종이	재현	연구

3) 문향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101호

•							면적	:	83.25m2

•							기기	:	서예,	전각	및	문인화	관련	일체

234



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일정

업무

구분

4 5 6 7 8 9 10 11 12 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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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조사

규격실

측직물

조사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1차
자문회의

규장각

촬영

출력

유물 촬영
및 출력

비첸비앤아

이

안료

분석

현미경,

적외선,

XRF

국립현대

미술관

유물

조사

역사적.

회화적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모사

도

제작

샘플

제작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정본

제작

2차
자문

회의

원본

대조

장황

족자, 
보관상자 
제작

장황문화재

연구소

품질

관리

검수 규장각

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

연구센터

납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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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사도 제작 원칙

지도	및	회화자료	모사도	제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모사도	제작은	최대한	유물	원래의	형태로	제작하는	원형모사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②	작업방향은	규장각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한다.

③			바탕	재질,	안료	등	최대한	유물과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모든	사용	재료,도구	등은	규장

각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유물의	원래	크기	및	형태,	보관	당시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⑤	모든	제작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긴다.

예비조사

기초자료 분석

실제 유물과의
비교검토 및 
모사도 완성

장황 및 장식
- 표장비단
- 쇠고리, 장석, 옥
- 보관함

모사방침의 결정

최대한 유물과
동일한 바탕재 및
안료 선택,
모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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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모사본 제작의 내용 

1. 대상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회화적 분석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兩界萬里一覽之圖 

(1)	역사적	가치

규장각	소장의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1는	조선	서북지방과	중국	만주	일대

를	그린	관방지도關防地圖2로	18세기	중엽에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국가	주도의	지도제작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하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수행되

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형지세를	파악하고	적절한	장소에	군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도가	필수적

으로	이용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북방	영토인	4군과	6진이	개척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지도가	많이	제작되

었는데,	4군	지역에	해당하는	<여연무창우예삼읍도閭延茂昌虞芮三邑圖>,	<양계연변방술도兩界沿邊防戌圖>,	<평안

도연변도平安道沿邊圖』	등이	대표적인	군사지도였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대	전란을	겪은	다음에

는	청나라의	침입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접경지대를	상세히	그린	<요계관방지도遼薊關防地圖>,	<서북피아양

계만리일람지도>	등과	같은	군사지도가	제작되어	이용되었다.3

조선이	북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전란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효종・현종대	이후였으

며	북방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대	부터라	할	수	있다.4

이	무렵	조선과	청국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인삼・초피	등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양국	주민의	충돌이	빈

번해져,	1712년(숙종	38)	조선과	청나라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西爲鴨綠	東爲土門)’으로	국경을	정

하고	백두산	남쪽	10리	지점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지역을	둘러싼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	백두산	정계	이

후	변화한	북방지역	및	고대국가의	강역에	대한	관심이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의	제작을	이끌었으

며5	조선과	청국	양측에서	보인	백두산에	대한	관심과	국경	획정	문제는	다시	이	일대의	지도제작을	활

발하게	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18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관방지도로	알려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로	

계승되었다.6	

1　보물	1537-2호,	청구기호	古軸4709	22A,	150×201.5cm,	현재	축軸	형태.

2　		국경	부근이나	산지의	고갯길과	같은	요충지에	관문을	설치하고	방어하는	것을	관방이라	하여	관방시설을	그린	지도를	관방지도라	하

였으며,	통상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관방지도라	일컬음.

3　『한국미의	재발견(과학문화)』,	솔출판사,	2004.

4　강석화,	「1712년	조朝청(淸)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79,	1995,	p.	138.

5　강석화,	「특집1	한국의	영토와	영토의식;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129,	2005,	p.	106.

6　양보경,	「조선시대고지도와	북방인식」,『지리학연구』29,	1997,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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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제작자와	제작년도가	모두	미상이지만	숙종	38년(1712)에	세운	백두산	정계비는	그려져	있

고,	조선	정조	11년(1787)에	세운	장진부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선	영조대에	그려진	지도로	추정된

다.7	여진족의	첫	수도였던	심양瀋陽,	즉	성경盛京지역에	대한	지도	및	지리정보는	정조	때	『고금도서집성古今

圖書集成』을	수입하기	이전까지는	남구만의	<성경지도>가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북피아

양계만리일람지도>는	남구만의	<성경지도>를	모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8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백두산白頭山과	압록강・두만강을	중심으로	만주	흑룡강부터	서쪽	산해

관山海關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모든	산줄기는	백두산과	통하고,	산줄기에	의해서	물줄기의	흐름

이	결정된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원리,	곧	백두대간의	원리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제작되었다.	한국고

지도의	특성은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대간大幹을	산맥의	대종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흘러내린	물줄기를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하여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하는	데	있는데,9	이러한	인식은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

지도>에도	나타난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중앙이 좁고 아래(남쪽)가 넉넉하다. 백산(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대령(大嶺, 백두대간)이 척추다. 사람이 머리를 옆으로 하고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영남

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도(제주도)는 마치 두 다리와 같다. 해(亥,서북방)에 앉아서 사(巳, 동남방)를 향하

7　강석화,	앞의	글,	p.106.

8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2003,	p.64.

9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앞의	책,	p.22.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18세기 중엽, 지본채색, 150×201.5cm,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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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감여가(堪輿家, 풍수가)의 정론이다. 경도(京都)를 기준으로 사방의 위치를 알아보면, 
(함경도) 경성(鏡城)이 자(子, 正北)가 되고, (전라도) 해남(海南)이 오(午, 正南)가 되며, 유(酉, 正西)는 (황

해도) 풍청, 묘(卯, 正東)는 (강원도)강릉이다.10	

또한	고려	때	윤관이	쌓은	것으로	알려진	9성의	선춘령비先春嶺碑가	두만강	이북에	그려져	있고,	고려의	

북방경계선이	이곳까지	미친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두만강과	분계강分界江을	따로	그려,	백두산	정계비에서	

언급한	토문강을	분계강으로	해석하고	있다.	평양에서	의주와	성경(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노정路程이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산해관까지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하계망과	산맥	및	주요	산,	군현,	도로망과	주요지점	등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고,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지대의	세밀한	교통망과	군사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만주	지방은	우리나라의	

북부지방처럼	자세하지는	않지만,	목책장성木柵長城과	만리장성의	일부가	표시되어	있고,	의주→봉황성→성

경을	거쳐	산해관에	이르는	자세한	경로와	관關・참站・보堡	등의	군사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우

리나라의	회령・경원에서	영고탑・개원을	거쳐	성경에	이르는	경로도	비교적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의	왼쪽	위에는	만주	지방의	역사가	오른쪽	아래에는	조선	국토	인식의	기본틀과	관련된	

10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앞의	책,	p.24.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18세기 중반, 지본 채색, 162.2×191.4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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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적혀있는데,11	만주지방의	연혁	및	이곳이	우리	민족의	옛터였던	사실과	청나라에	들어	심양・요양・

건주가	각각	성경・동경・흥경으로	개명된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북부지방에	대한	관심,	북부지방의	정확한	지도표현,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국경을	넘어	만주	

일대로	확대되고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2	특히,	두만강	북쪽에	선춘령의	

위치를	상정하고	그곳이	고려의	옛	강역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고대	국가의	강역을	확인하고	지도상에	

표기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영토상실에	대한	아쉬움과	강렬한	고토회복의지를	나타내고	있다.13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숙종	때	이이명이	제작한	<요계관방지도>와	함께	당시	우리나라의	북

방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조선	후기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가	관찬지도로	공인되기	이전

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북방	강역의	양강	일대를	그린	관방지도라는	점에서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학술

적인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	제작된	피아지도	중	가장	걸작으로	평가된다.

(2)	회화적	분석

이	지도는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회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히	수준	높은	지도로	평가된다.	

우선	필선을	보면	비수肥瘦의	차이를	풍부하게	주어	일반적인	철선鐵線이	갖는	선묘의	강직함이나	단조

로움과	다른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선묘는	일반적으로	회화부분이나	다른	지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선묘이나,	<서북피아양계만

리일람지도>는	그	선묘가	특히	유려하고	자연스러워	전문화사의	솜씨가	엿보인다.	길이나	외곽선같이	긴	

선묘의	경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호흡을	필요로	하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선이	

11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앞의	책,	p.63.

12　양보경,	앞의	글,	p.112.

13　강석화,	위의	글,	p.106.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의 선 모사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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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필선에	평형을	유지하되	둔좌鈍挫에	따라	붓의	율동감이	표현되어야	한다.	율

동이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미건조한	필선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숙련이	요구된다.	일반

적으로	인식하는	자유분방한	필선보다	더욱	세련된	필선을	구현하는	것으로	그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천지의	물	표현을	보면	전통산수화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이	지도를	제작한	화사가	전통	산수

에도	능한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의	표현을	보면	붓끝을	역입逆入하여	정두釘頭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필법은	서예에서	특히	강조되는	방법으로	붓에	대한	이해와	많은	숙련이	요구된다.

채색의	경우도	다른	지도와	다른	특이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영역에	걸쳐	담채	위주로	제작되었

다는	점이다.	산의	표현을	보면,	일차적으로	화청으로	아주	담하게	밑	색을	칠하고	그	밑	색이	마르기전에	

14　전자건,	<유춘도>,	6세기,	비단에	채색,	43×80.5cm,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15　이사훈,	<강범누각도>,	7세기,	비단에	채색,	101.9×54.7cm,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유춘도>14의 물 표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물 표현

<강범누각도>15의 물 표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산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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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한	화청으로	산봉우리의	진한	부분을	채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단에	채색하게	되면	진한부분

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여린	색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지도는	종이라는	특수

성으로	제작방법을	달리	한	듯하다.	보통	채색이	강한	경우는	산봉우리와	산	밑의	색상을	달리하여	화려

함을	강조하였으나	이	지도는	전반적으로	담채를	위주로	하여	마치	문인적	취향을	드러내놓고	있는	듯	보

인다.

특히	압록강을	경계로	한	외부	영토는	상당히	흐린	화청으로	담하게	염색하여	자칫	채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넘어갈	뻔하였다.	애초에	외곽의	색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

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여리게	칠하면서도	그	차이를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주려했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산맥과	산의	중요도에	따라	농담차이를	구분하여	화청을	이용하여	마치	먹으로	농담을	내는	

것처럼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작에	임하여	이러한	부분도	집중하여	원본이	가지는	색의	미묘한	

차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지도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다량의	지도가	제작되어온	정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

는데,	수요에	비하여	전문화사는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보니	그	수

준도	천차만별이어서	회화적	가치가	부족한	것도	더러	존재한다.	그러나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세련된	필선과	절제된	채색으로	그	품위를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한	폭의	거대한	수묵	산수화를	연

상시키는	회화성	또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	생각한다.

16　<화동고지도>,	보물	1590호,	견본	채색,	16세기,	179×198.5cm,	규장각	소장.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산맥 채색 <화동고지도>16 산맥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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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신교서부도功臣敎書附圖 

(1)	역사적	가치

규장각	소장의	<공신교서부도>는	18세기	전반	왕이	공신교서를	내린	행사를	기록한	그림으로,	교서를	

내리는	장면과	술을	내리는	장면이	상하로	나뉘어	그려져	있다.

그림에	그려진	구체적	행사는	알	수	없으나	족자	제첨에	‘공신교서부도功臣敎書附圖’라	적혀	있어	공신교

서를	내린	뒤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그림으로	보이며,	화면상단	인장의	윤순尹淳(1680~1741)17의	활동연대

와	문헌기록	및	화풍의	양상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18세기	전반기의	공신교서를	내린	궁중행사를	기록

한	그림으로	판단한다.	

그림의	내용은	1728년	9월	19일	영조가	분무공신奮武功臣에게	교서를	나누어	준	뒤	선온하는	행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18	실록에	의하면	1728년	4월	29일에	무신란戊申亂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공로자들을	분무공신이라	칭하여	분무일등공신奮武一等功臣	오명항吳命恒등	15명에게	녹훈한	기사가	보인

17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화가.	시문은	물론	산수・인물・화조	등	두루	능함.	특히,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글씨의	대가로	우리나라의	역대

서법과	중국	서법을	아울러	익혀	한국적	서풍을	일으킴.『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음,	『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	216.

<공신교서부도>, 18세기 전반(1744년 제작추정), 견본채색, 135.5×49.5cm,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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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의	공신』에서	1728년	9월	29일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분무	1등	공신	오명항이	우의정의	

신분으로	그	해	9월	9일	작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정원일기≫의	관련기사를	상고해	보면	1728년	4월	

29일에	공신으로	책봉	받은	사람들이	이비吏批(이조의	인사위원회)와	병비兵批(병조의	인사위원회)의	정사

政事(인사행정)기사에	등장하고	있어	공신	녹훈이	4월	29일에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

단에	그려진	그림이	이날을	기념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무공신들에게	특별히	선온을	한	기사는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각각	1744년	10월	9일에	보인다.	이	날	영조는	손수	쓴	글씨를	써서	충

훈부에	내려주었는데	그	골자는	술을	내려	연회를	베풀도록	하고	자신의	뜻을	직접	써서	교서를	대신한

다는	것이다.	이	날	영조는	5동이의	법온과	3쟁반의	가효를	하사하였다.

이	그림에	그려진	인물은	왕을	시종하는	내시와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을	제외하고	초청	받은	공신들

이	모두	12명이다.	원래	분무공신을	15명이었지만	1728년	9월	9일에	오명항吳命恒이	죽고,	1732년	10월	9일

에	조문명趙文命이	죽었으며,	1735년	1월	10일에	이삼李森이	죽었다(이들의	사망	기사는	모두	실록에서	확

인되며	오명항은	영조의	비망기가	있고	조문명은	사관의	졸기卒記가	있다.)	이들	외에도	박필건,	이수량,	박

동혁	등도	죽었다.	공신은	적장자가	4대에	걸쳐	세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3사람은	반드

시	유고가	있었을	것이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	단순하게	그려	신성미를	노린	수법,	건물과	공산의	특징	등을	종합해서	판

단해	볼	때	이	그림은	1744년	10월	9일	분무공신에게	교서를	주고	선온을	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라	판

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화면은	3단으로	나뉜다.	각	단과	단	사이는	붉은	선이	곧게	그어져	구획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제	1단에는	그림이	없고	우측에	인장이	상하로	나란히	찍혀있다.	제	2단과	제	3단은	동일한	공간을	반복

적으로	표현하였다.	궁전	안의	전각,	전각에	딸린	계단,	그리고	담과	문이	반복된	공간이다.	제	2단과	3단

은	각각	이	전각	안에서	왕이	공신功臣에게	교서敎書를	나누어	주는	장면,	선온宣醞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

다.	연속된	행사를	상하의	두	화면으로	나누어	그린	것이다.	건물의	표현을	보면,	전각殿閣의	기와골	요철

이	강조되어	묘사된	점과	전각	좌우를	앞이	넓고	뒤가	좁게	그린	투시기법	등	18세기	기록화에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	있다.	지붕에	다섯	개의	잡물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백색	차양에	남색	테두리를	두른	

차양이	행사의	격조를	잘	표현한다.	전각의	좌우로	소나무가	3그루씩	지붕보다	약간	높이	솟아있으며,	전

각	앞에	계단이	있고	그	앞에	너른	공간을	둔	후	그	아래	문과	담을	그렸다.	전각	내부에는	상단에	왕의	

붉은	어좌(교자)가	빈	의자로	그려져	있고	그	뒤로	문양이	표시되지	않은	옥색	병풍이	둘러져	있다.	건물	

내부의	인물표현을	보면,	왕좌	좌우로	각각	3명씩	읍을	한	채	허리를	약간	숙이고	걷는	듯한	자세로	서	있

으니,	서	있는	신하는	총	6명이다.	그	앞의	공간에	12명이	앉거나	엎드려	있다.	서거나	앉은	신하는	총	18

명으로	담홍포를	동일하게	입었다.	6명의	적색	단령을	입은	이들이	시중을	들고	있다.	이들은	승정원의	승

지承旨와	주서主書로	추측된다.	흥미로운	점은,	왕좌	곁에	선	6명의	담홍포의	체구가	앉아있는	12명의	담홍

포의	인물들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제	2단과	제	3단의	건물은	동일하나	인물표현은	차이

가	있다.	제	2단의	앉은	12명은	좌우로	6명씩	2줄로	열을	맞추어	앉아	엎드려	있다면,	3단의	12명	앉은	인

물들은	상하로	6명씩	2줄로	열을	맞추어	앉아	소반을	받아	식사	중이다.	담홍포	인물들이	받은	소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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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이고	홍색도포	인물은	갈색	상을	받고	있다.

전체적인	필선과	수묵의	처리를	보면,	모든	건물,	인물,	기물,	수목	등은	먹으로	윤곽선을	먼저	긋고,	채

색을	하였다.	녹회색의	지붕,	남색	테두리의	흰	차양,	짙은	적색의	기둥이	어울려	화면	색상이	화사한	느낌

을	주며,	지붕의	녹회색은	적색	건물기둥과	대조되어	주목성을	가진다.	소나무	표현에서는	회화적인	필선

의	율동감을	볼	수	있으며	지붕과	유사한	톤으로	사용된	설색이	정교하다.	건물	내부의	짙은	녹색이	사용

된	간이	기둥과	건물	외부의	황색	간이기둥,	소나무	둥지와	벽의	기둥에	사용된	짙은	갈색이	차분하게	어

울린다.	흰색으로	창호를	표현하고,	계단	위,	담의	장식을	옅은	흰색으로	마무리	하였다.	계단부분은	윤곽

선을	먼저	그리고	위에	흰색을	엷게	칠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볼	때	흰색이	들뜨는	인상을	주지만	전반적

으로	정교하게	그려졌으며	선	처리가	정교하다.	형태는	직선으로	구획하였고	계단은	매우	단순화되었는데	

선의	끝처리가	섬세하여	화원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	회화적	분석

조선시기	공신교서에	관한	기록화는	상당량이	제작되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의	주도하에	제작되

었다면	대부분	화원화가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을	것이고,	화원화가의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

이라	생각한다.	화원화가를	별도로	선발하고	관리했다면	그	역할과	임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	가장	역점을	두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점은	바로	화가의	기량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당대	가장	우수한	

기량을	갖춘	화가가	궁정의	그림을	담당했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인	<공신교서부도>또한	전선화원화풍

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특이한	점은	대체로	그림이	간소화된	느낌이	있다.

뒷면을	해체하여	보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지만,	인물	이외에	건물	등에	배채한	흔적은	없으며	건물	또

한	정확한	규칙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자유분방한	느낌이	든다.	인물의	표현	또한	편안하게	작가의	의도

대로	그리고	있어	일정한	형식에	얽매여	있지	않다.	이러한	화풍은	조선시기	빈번히	보인다.	

19　안지윤,	천주현,	김효지,	지주연,「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의	보존과	채색	분석」,『보존과학회지』,	vol.29,	No.2,	pp.	149-159,	2013.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의 뒷면 배채19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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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화가이지만	그림이	다소	자유롭다는	점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성의	없

이	그린	하수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이를	초월한	고수인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궁중	기록화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비교적	연배가	있는	원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나	인

물의	표현은	다소	간소하게	보이지만,	소나무의	표현을	보면	매우	실력	있는	화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솔잎의	강건함과	나무의	질감을	표현해내는	필력은	상당히	노련한	필치로	보인다.	견에	갈필을	위주로	

표현하는	방식은	문인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문기를	추구하는	조선화원화풍의	대표적	성향

이라	할	수	있다.

20　작자미상,	<어전준천도>,	18세기	후반,	견본	채색,	34×44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21　<동궐도>,	19세기,	견본	채색,	1폭에	274×35cm,	16폭,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어전준천도>20 상단 소나무 표현

<공신교서부도> 좌측 하단 소나무 표현 

<동궐도>21 소나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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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표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	앞서	인물의	표현이	간결하고	자유분방하게	보인다고	했지

만,	실제로	제작에	임하면	난이도가	상당하며,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

핏	보기와는	달리	세밀한	부분이	의외로	많아	예상	제작	기간보다	두	세배	이상	시일이	소요되었다.	

관복의	요대부분을	따로	석황	등의	광물성	안료로	그린점이나,	관복색과	다과상과의	색	차이를	의도적

으로	구분하여	그린	점	등에서	보이	듯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지붕은	정확하고	세심하게	그려	넣고	대문에	보이는	장식은	생략하거나	대략적으로	무심

한	듯	그려	넣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만약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다면	매우	어설프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의도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임진전란도>,	1834년,	견본	채색,	142×86.5cm,	규장각	소장.

<임진전란도>22 갈필 표현

<공신교서부도> 상단 인물들의 관복 <공신교서부도> 하단 인물 의복과 다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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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화의	조형성과	문인의	심미안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천산대렵지도天山大獵之圖

(1)	역사적	가치

규장각	소장의	<천산대렵지도>23는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백산白山또는	설산雪山이라고

도	불리는	천산天山에서의	수렵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본래의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는	횡권	형태였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조각만이	남아	있다.	또한	공민왕의	작품이라고	전칭되고	있으나	국립중앙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명同名의	그림	3쪽과는	그	솜씨가	달라서	동일인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3　고려공민왕연간,	청구번호	古貴951.052	G588,	23.3×22cm.

<공신교서부도> 건물 지붕과 대분 장식 부분 비교

<천산대렵지도>, 고려시대 말, 견본 채색, 23.3×22cm,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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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3월	7일자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저축은행(제일은행의	전신)의	은

행장이었던	모리	고이치가	소장했다가	그가	죽자	그	미망인이	총독부에	기증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이후	

경성제국	대학을	거쳐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인계된	것으로	보이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	작품

이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후손가에	전하던	것이	모리	고이치에게	넘어갔다가	1934년에	경성제국대학

으로	넘어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모리	고이치는	조선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서화와	골동	불상을	수집

했던	인물로	수백여점의	문화재를	소장하여	그의	사후에	모리	고이치	애장품	전시회가	열리고	관련	책이	

출판될	정도였다.

화면	전반에	걸쳐	박락이	매우	심하고	상하좌우	모두	훼손되었으며,	원래	두루마리로	제작되었으나	오

래	전에	작은	폭으로	잘려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살펴보면,	박락으로	배경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화면	중앙에	배치된	가마인물이	세	

명이	백마에	올라타	사슴	한	마리를	중심으로	좌,	우,	후면에서	몰아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역동적으

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세	명의	동작은	모두	다르다.	좌측	상단의	인물은	곧장	사슴	뒤에서	

쫓아오며	달려드는	기세로,	화살통을	달고	화살을	쥐고	있다.	우측	상단의	인물은	몸을	뒤로	돌려	사슴의	

앞쪽으로	말을	몰며,	사슴의	질주를	방해하고	있으며,	화살통을	달고	화살을	쥐고	있다.	이들	보다	화면	

하단에	위치한	중앙의	인물은	곤봉을	들고	사슴을	내려치려	하고	있다.	작은	화폭은	인물들은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생생한	동세로	수렵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활을	쏜	뒤의	자세나	화살통

에서	화살을	뽑는	자세가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인물들이	타고	있는	말들도	그	움직임이	매

우	역동적이며	사실적이다.	또한	인물의	표정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사냥	중의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사냥을	하고	있는	세	명의	복장은	그	문양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금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하였

으며,	복색을	모두	달리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다.	비단의	박락으로	배경부분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토파가	

먹으로	처리되고	갈색의	잎들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작가와	제작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	조각만이	남아있어	그림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제작자의	높은	기량을	보

여주는	작품이다.

표현기법을	보면,	화면	중앙에	배치된	인물	세	명이	세필로	정교하게	묘사되었고,	색채	안료와	금분金粉

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다.	등장인물의	복식색이	모두	다르게	채색되어	있는데	좌측인물은	녹색,	우측인

물은	남색,	그리고	이들보다	약간	하단의	중앙에	위치하고	등을	돌린	인물은	홍색이다.	이	가운데	홍색	복

장	위에	금분의	문양처리는	현재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이다.	원색의	조화로	화려한	느낌을	주며	금박의	

장식으로	원화는	매우	화려한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전하는	규장각본은	비록	잔편에	불과하지

만,	금분과	섬려한	채색에	능숙한	필선이	돋보이는,	상당	수준의	화격畵格의	그림이다.	

고려말에	제작된	회화작품은	전해지는	작품이	극소수로	매우	희귀하다는	점에서	모사뿐	아니라	문화

재	보존면에서도	의미가	크며	고려시대의	불화와	비교하여	기법의	상관성에	대해	비교연구	할	가치가	있

다.	금분	처리의	흔적이	보이며,	상세한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사용된	안료와	배채	기법의	변화과정을	조

선	후기와	비교하여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더불어	고려후기나	조선초기의	장황	형식도	

함께	연구하여	전통	복원의	의미와	역사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작품은	회화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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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귀중하고	규장각	소장본	회화작품으로	그	제작시기가	최고最古로	올라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존

의	가치가	높다.

(2)	회화적	분석

이	작품은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며,	시기적으로나	회화적으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보이는	장면	이외에	더	많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나,	현재는	아쉽게	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안료분석	결과	일제시기	가필의	흔적이	보여	원형에	대한	훼손이	안타깝기도	하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른	박락과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복원을	진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있다하여	원작에	대한	가치와	회화성이	전혀	반감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작

품성은	여전히	뛰어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필화의	세밀한	기법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어	일반	화

사에	버금가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심지어	인물의	눈동자와	안구를	구분하여	그린	것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그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말의	장신구나	재갈등도	정밀하게	표현되어	정교함의	극치

를	보여주고	있다.

섬세함의	정도로	보아	공민왕이	직접	그렸는가에	대해	의심이	들	정도이지만,	화원화가의	정형화되고	

숙달된	필치와는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옷	주름의	선묘는	어눌한	듯	자연스러운	느낌이	

조선시대	기록화나	의궤에서	보이는	필선과	유사하여	중국의	필선에서	느껴지는	칼	같은	정교함과는	차

이를	보인다.

<천산대렵지도> 얼굴 표현과 말 장신구 표현

<천산대렵지도> 옷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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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표정과	역동적	동세의	표현에서	화보에	의한	정형적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하고	체험한	듯	

한	생생함이	느껴진다.	또한	인물의	옷	주름	묘사나	말들의	동세와	필선이	매우	세련되어	작품의	격을	높

여주고	있다.

박락과	훼손이	심한	원본은	디지털	복원과정을	통해	최대한	밑그림을	살려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형을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제작함에	특이한	점이라면,	세련되고	정교한	인

물이나	말의	표현에	비해	수목의	표현은	상당	서툴고	어색하다는	점이다.	마치	두	사람이	그린	듯	전혀	다

른	필선과	표현에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수목의	표현을	보면	전문적이고	숙련된	느낌은	찾아볼	수	없

다는	점이	이	유물의	특이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와	원인	등은	차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할	것	같다.

	또한	중앙	인물의	옷	문양	및	우측	인물의	화살통	문양에서	금분을	이용한	정황이	보였다.	안료분석	

결과상으로는	금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분석결과	노란색	문양은	연백에	유기안료라	추정하였다.	그러

나	선묘	테스트	결과	연백에	유기안료는	그와	같은	섬세한	선묘는	불가능하였으며	금분이	갖는	극세한	밀

도가	있어야	가능하였다.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한	결과	석채와	같은	알갱이	입자가	확인되어	안료분석	상

으로는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금분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은	과학적	분석과	토대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경험과	안목이	작품의	완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공신교서부도> 옷 주름 <어전준천첩> 옷 주름 <임진전란도> 옷 주름

<천산대렵지도> 말과 인물의 동세 <모사도> 말과 인물의 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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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에	고려불화의	전통적	바탕이	있다면	이처럼	섬세한	작품은	고려	말의	특성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다만,	이러한	세밀한	회화기법이	조선에	널리	전승되지	않아	더	이상	볼	수	없음은	다소	아쉬움

을	남긴다.	하지만	<천산대렵지도>에서	중국회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적	정서와	회화성은	고스란히	담

겨	있어	한국회화의	원류를	가늠하는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천산대렵도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	또한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나	규장각	소장본과	화풍에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	작품	또한	왕

이	직접	그렸다고	믿기	어려울정도로	회화적	숙련도나	완성도는	완벽하다.	오히려	전문화가의	숙달된	필

치가	엿보이고	있어	화원화가가	그린	원체화元體畵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립중앙박물

관의	유물은	중국	송원시기	원체화풍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주고	있어	전형적인	중국화의	여운이	남는다.	

즉,	고려에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24

24　		이와	관련하여	모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학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행연

구가	다각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차후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무리한	견해임을	알면서도	조심스럽

게	피력하였다.

<천산대렵지도> 나무 표현 <천산대렵지도> 금분 사용 추정 부분 현미경 사진

<천산대렵지도> 옷 문양과 화살통의 금분 사용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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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민왕,	<천산대렵도>,	14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21.8×24.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6　이숭,	<시담영희도>,	13세기	초,	비단에	채색,	25.8×27.6cm,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27　안휘,	<하마도>,	13세기	후반-14세기	초반,	비단에	채색,	161×79.8cm,	경도.

규장각 소장 <천산대렵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산대렵도>25

규장각 소장<천산대렵지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천산대렵도> 부분

<시담영희도>26 인물 표현 <하마도>27 인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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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고려시대의	회화작품은	극히	드물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림들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

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안향상安珦像>28과	이제현의	<기마도강도騎馬渡江圖>,	공민왕	전칭	작품인	수렵도

狩獵圖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	또는	<음산대렵도陰山大獵圖>라고	하는	잔	폭들이	

주목되는	정도이다.	이	잔폭들은	모두	비단에	채색으로	수렵	장면을	묘사하였고	크기도	엇비슷하여	같은	

작품에서	조각난	것들이라고	믿어진다.29

이밖에	공민왕,	이제현	전칭작품들은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과연	고려시대의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규장각	소장의	<천산대렵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것들과는	그	필치

가	달라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민왕의	작품	여부를	떠나	회화사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

는	작품이	될	수	있다.	

규장각	소장의	<천산대렵지도>는	비록	근대에	가필한	정황이	약간	보이지만,	중국회화사에서	보기	드

문	화풍이며	제작기법	또한	그러하다.	배채의	적극적인	활용에서	고려불화의	전통과	연결된다.	중국회화

에서도	견본에	채색을	할	경우	배채를	사용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사용한다.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본	또한	견본	채색이지만,	배채의	흔적이	약하고	오히려	종이에	담채로	그린	듯하며,	채색보다	

먹의	농담을	강조하는	화법으로	송원시기	유행한	화풍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표현방법도	대체로	정형

성을	강조하여	화면의	완벽미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	생동감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점은	규장각의	<천산대렵지도>는	고구려	벽화와	고려	불

화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8　		<안향상>은	필자	미상이지만,	1318년에	제작되었고,	국보	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단에	설채로	그려져	있는데	반신상이며	그림의	위

쪽	여백에는	맏아들	안우기가	쓴	장문의	찬문이	적혀	있다.	(참고: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	(주)시공사,	2000,	pp.229-230).

29　안휘준,	위의	책,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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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사본 제작의 방법 및 특성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1)	제작	형식

먼저,	족자	형식으로	된	현재의	상태	그대로	모사할	것인지,	원형	그대로의	첩	형식으로	제작할	것인지,	

첩	형식으로	재현	한	후	족자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차	자문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원형모사원

칙에	따라	첩의	형식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형의	첩	형식	자체가	확인이	어렵고	접는	방식의	복원

이	가능하더라도	정교하게	접혀지지	않거나	접히는	부분의	손상이	우려되어	족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이	추후	모사본의	활용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지어졌다.	

(2)	바탕	종이	

화지로	사용될	종이는	유물	실견	후,	선이나	채색의	번짐의	정도가	적어	아교포수	후	그려졌거나	도침

된	종이를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가지	경우의	샘플	작업을	통해	정도의	차이를	미리	알아보았다.	

1차	자문회의	결과	지도제작	당시에는	아교포수를	한	후	제작했을	가능성이	적고,	지도에	사용된	종이는	

대부분	도침지를	써왔으므로	원형모사원칙에	따라	도침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도침지 샘플

아교포수 샘플

제 3장  회화자료 및 고지도 모사본 제작     255



3권  대체본

전통제작	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신현세	장인의	종이를	주문하여	미술품	보존센터에서	직접	도침

을	하여	모사본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를	준비하였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8조각이	연접되어	한	지도를	이루고	있는데	원본	상태	그대로	연접하기	

위해	70×140cm	크기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3)	서예	관련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지도의	제일	상단에	제목題目,	좌측	상단과	하단	양	옆으로	서문序文,	지

도	중간	중간에	부기附記,	그리고	각각의	지명地名이	필사되어	있다.	

①	제목	

제목	부분은	조선	글씨의	근간이며	주류를	이룬	당해唐楷의	구양순과	안진경	필의의	복합된	서사로	단

아하고	정갈하게	구사되었다.

小 63x93cm

大 70x140cm

: 연접 부분

: 종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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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문

서문	부분은	당해의	기본	틀은	가지고	가면서	방향을	상향이	아닌	수평	구조인	고딕형식을	이뤄	엄격

함을	나타내었으며,	해서의	일반적	성향인	상향의	필사와	혼융하였다.

제목 부분

서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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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기

부기	부분은	지명에	대한	사료나	구체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비교적	필속의	기운이	나타나며	필사의	

시점이나	여건이	다른	점도	파악할	수가	있다.	좌측과	중앙	이미지에	필사된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필사한	시점이	다르며,	우측	이미지로	보아	동일인이	필사했음에도	붓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지명

일반적	필사로	경사	진	곳,	좁은	곳,	먹물의	농담미숙,	덧칠	등이	나타난다.	지명	중	‘狄踰岺’은	필사	끝

에	먹물	아닌	물을	찍어	필사,	‘通川界’의	川과	界는	해서에	가까움에도	연접하여	필사,	‘妙香山’은	공간의	

형태에	따라	가로나	세로의	직선	나열의	통상적	필사를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기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부기 부분

지명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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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당해의	기틀은	가지고	있으나	가로획의	상향이	평	방향으로	운필되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

로	쏠려	있어	모사의	어려움	예상되었으나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필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와	달

리	지도를	제작할	때	나타나는	특정	이체자의	확인과	손상된	부분의	지명	등은	자문을	통해	연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2) 공신교서부도

(1)	모사	방향

바탕처리를	회화적으로	보았을	때,	호분이	칠해진	부분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해	밑	색을	처리했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복원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었다.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배접	할	때	색이	있는	종이를	뒤에	대어	바탕에	색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원본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비단	자체의	색이	아닌	뒤의	종이가	변색되어	지금의	색이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므로	바탕색을	처리하지	않고	진행한	후	배접지의	색감으로	배접	실험을	진

행하여	색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박락의	정도가	심한	좌측	상단	소나무	부분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림	하단부의	세	번째	소

나무를	근거로	하여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였다.

어긋난	비단	부분인	상단부	붉은	색	의자는	부분적으로	비단이	상하로	늘어나고	좌우로	틀어진	후	찝

힌	채로	배접이	되어있어	컴퓨터로도	이미지	복구가	불가해	하단부분에	있는	의자부분을	참고로	하여	어

긋난	부분을	맞춰	그렸다.

: 연접 부분

: 종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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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탕	비단

바탕	비단은	박윤미(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장인이	직접	제조한	견으로	주문제작하였다.	원본

과	최대한	유사한	비단을	사용하기	위해	화견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화견	특성	분석(박윤미	교수)

유물
직물

종류

직물

성분

직물

조직

실의 특성 밀도

(올/
cm2)

크기

(cm)
직물사진

구분 직경(mm) 꼬임

공신교서부

도
紗 絹

변형

평직

경사 0.08-0.11 무연 32

65×150

위사 0.08-0.11 무연 25

경사	2올마다	간격이	벌어진	변형평직으로	직조	견사	가운데	정련하지	않은	생사를	사용하였으며,	실

의	직경은	약	0.08~0.11mm로	측정되나	접착제가	묻어있고	도침과정을	거쳤으므로	실제	직조시의	직경

은	조금	더	가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직물의	밀도는	cm당	32×25올	정도로	치밀하지	않았다.

공신교서부도 화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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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관	부분	

공신교서부도의	낙관	부분은	바탕	비단의	훼손과	변색으로	그	인장의	형상을	육안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낙관	부분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이를	디지털	작업으로	보정한	

뒤	분석하였다.	디지털	작업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한	글자를	기준	삼아	전각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자형을	비교하였고,	관련	자료를	찾아	근거를	유추해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낙관	내용의	유추	결과	상단	음각	인장의	경우	‘백하초수白下樵叟’를,	하단	양각	인장은	‘윤순중화尹淳仲和’/	

‘윤순화중尹淳和仲’30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	판독의	경우로	보았을	때는	‘윤순중화’,	回印으로	읽을	경우에

는	‘윤순화중’이라고	볼	수	있다.	판독	후	유추한	‘백하초순’,	‘윤순화중’의	모양을	찾아	위와	같이	배열하여	

확인하고	모각을	진행하였다.	

인장의	판독과	복원,	그리고	모각에	관한	내용은	제작과정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0　「근역인수(槿域印藪)」,	『위창오세창집편(葦滄吳世昌集偏)』,	국회도서관발행,	1968.

낙관 부분 확대              : 낙관 부분

디지털 보정 작업의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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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산대렵도 

(1)	박락부분

인물	이외의	배경	부분	박락이	심해	적외선	카메라	촬영	이미지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고화질	촬영	이미지를	포토샵	작업(밝기,	대비	등	조정)으로	조정하여	선의	사용	내용은	어느	정도	유

추하여	진행하였다.

천산대렵지도 원본

탈락부분 색상제거 배경부분 색상제거

밝기 조절 대비 - 먹선 강조

262



(2)	장황

현재	유물의	장황	형식인	액자는	원본	표면의	안료를	박락시킬	위험이	있고	원본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없어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사본은	현재와	같은	장황형식이	아닌	장기간	보관에	용이한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본의	장황형식을	참고한	첩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규장각 유물 형식 - 액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형식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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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주로	옅은	녹색계열의	장황을	하였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것이지

만	이전의	초상화를	보고	모사한	것으로	여말선초의	인물화인	조반	초상과	하연부부상의	장황을	참고하

였다.

(3)	바탕	비단

바탕	비단은	박윤미(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장인이	직접	제조한	견으로	주문	제작하였다.	원본

과	최대한	유사한	비단을	사용하기	위해	화견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화견	특성	분석(박윤미	교수)

유물
직물

종류

직물

성분

직물

조직

실의 특성
밀도

(올/cm2)

크기

(cm)
직물사진

구분
직경

(mm)
꼬임

천산대렵지도 紗 絹
변형

평직

경사 0.07-0.11 무연 38

35×40

위사 0.13-0.19 무연 19

<공신교서부도>와	동일한	변형평직으로	직조되어	있으며,	실의	직경은	약	0.07~0.11mm로	측정되었고	

위사는	경사	2올을	합쳐	사용하였다.	직물의	밀도는	cm당	38×19올	정도이다.

<조반 초상>, 88.5×70.6cm, 견본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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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사본 제작 과정

1) 안료 및 바탕 분석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공신교서부도>,	<천산대렵지도>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XRF	촬영(안료	분

석),	현미경	촬영,	적외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유물은	모두	장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품의	앞

면만을	조사하였고,	안료	분석과	현미경	촬영	부분을	유물의	사진	위에	붉은	점으로	표시하여	분석	결과	

확인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채색	안료의	성분은	XRF(X-ray	Fluorescence)를	이용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기준

으로	모사를	진행하였다.	XRF를	사용한	안료	분석	방법은	비파괴분석으로	색상에	따른	주성분의	차

이를	조사하고	안료의	원료	및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측정하였으며,	휴대용	X선형광분석기(Portable	XRF,	INNOV-X	

System,	USA)를	사용하였다.	

광학	관찰은	영상전자	현미경(Digital	Microscope,	KH-7700,	HIROX,	Japan)과	적외선	사진촬영(Pentax	

645DIR,	Japan)을	통해	진행되었다.	현미경	조사는	휴대용	영상현미경(EGVM-452M)을	이용하였다.	현미

경	조사를	통해서는	비단의	구조와	안료의	채색	상태	및	입자의	크기,	채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적

외석	촬영은	회화의	밑그림	및	먹선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	

육안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안료의	종류와	사용은	위와	같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는	모사본	제작을	할	때	유물에	사용된	동일한	안료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

한	근거가	된다.

XRF 촬영 현미경 촬영 적외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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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①	XRF	분석결과

XRF 분석결과

분석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Ca Fe Hg Pb

1 BackGround 27330 284 ND 15

2 BackGround 23421 332 ND 14

3 흑색 25659 365 ND 17

4 황색 27182 443 94 463

5 적색 20831 449 535 971

6 청색 26651 383 ND 1403

7 청색 23361 384 51 544

8 청색 22981 271 ND 102

9 청색 24359 360 ND 132

10 청색 24689 369 ND 823

11 백색 22023 302 ND 15

12 백색 16688 352 ND 34

13 백색 23817 345 ND 23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색에	따른	사용	안료에	대해	추정할	수	있었다.	

적색의	경우	주요	성분이	Hg,	Pb로	검출되어(5번)	진사(HgS)와	연백[2PbCO3・Pb(OH)2]을	사용한	것으

로	추정하였다.	청색의	경우	주요	성분으로	Pb로	검출되어(6,	7,	8,	9,	10번)연백에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

XRF 분석위치

266



로	추정하였다.	황색	역시	Pb가	다량	검출되어(4번)	이	역시	연백에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육안으로	보았을	때	바탕종이로	보이는	부분은	종이와	관련된	성분만	검출되어	안료를	사용하지	않

고	종이위에	선으로만	그려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흑색	역시	주요	검출성분은	없어,	탄소화합

물인	먹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여	이를	기반으로	모사본을	제작하였다.	

②	영상현미경	분석결과

영상현미경 분석위치

분석위치 1 분석위치 2 분석위치 3

분석위치 4 분석위치 5 분석위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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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로	분석한	각각의	위치와	같은	부분의	현미경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물에	사용한	안료에	대한	근거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위치	5,	7의	경우	안료의	입자를	확인할	수	있어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었으며,	분석위치	3,	4,	6,	8,	11의	경우	안료의	입자가	보이지	않아	유기	염료나	먹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③	적외선	분석결과

분석위치 7 분석위치 8 분석위치 9

분석위치 10 분석위치 11 분석위치 12

적외선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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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사진과	적외선으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본	결과	화면(畵面)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밑

그림의	먹선이나	숨겨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모사본	

제작을	진행하였다.

분석위치 1

분석위치 3

분석위치 2

분석위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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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신교서부도>

XRF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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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 분석결과

분석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Ca Fe Cu Ba Hg Pb

1 BackGround 15816 318 ND 158 ND 42

2 적색(인주) 16320 540 ND 176 256 808

3 갈색 15370 1160 ND 138 ND 74

4 녹색 23965 524 26 122 ND 370

5 백색 12066 256 ND 129 ND 7816

6 옅은청색 3415 234 ND 121 ND 78752

7 짙은청색 10533 3665 538 7747 ND 22140

8 적색 49375 651 138 162 14381 45040

9 녹색 15489 454 76666 285 ND 1453

10 갈색 15329 3342 26 140 ND 1097

11 적색 17716 304 36 144 794 2117

12 옅은적색 17868 300 ND 145 ND 1016

13 옅은녹색 8766 293 5437 112 10 19233

14 갈색 13124 29652 50 167 5.3 672

15 녹색 18347 269 ND 193 ND 66

16 황색 16599 238 ND 147 5.8 1348

17 황색 9451 364 ND 135 ND 12718

18 녹색 16096 253 ND 156 4 215

위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각각의	색상별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색계열(적색,	옅은	적색)의	경우,	Hg,	Pb,	Ca이	주요	성분으로	검출되었는데.	분석위치	2,	11번

의	적색은	진사(HgS)와	연백[2PbCO3・Pb(OH)2],	분석위치	8번의	적색은	Ca의	검출로	보아	호분의	사

용도	추청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12번의	옅은	적색은	유기염료와	연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

다.	갈색	부분에서는	Fe와	Pb이	주요	성분으로	검출되었다.	각각의	위치별로	안료를	추정해보자면,	분석

위치	3번은	대자(Fe2O3)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분석위치	10,	14번은	대자와	연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청색에서는	Pb의	성분이	주로	검출되었는데,	분석위치	6번은	유기염료에	연백을,	7번

은	군청[2CuCO3・Cu(OH)2]과	연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검출원소에서	Fe가	나오는	것은	대자

를	사용한	밑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녹색에서는	Cu,	Pb이	주로	검출되었다.	분석위치	4,	15,	18번

은	Cu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분석위치	9,	13번은	녹청

[CuCO3・Cu(OH)2]과	연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황색에서의	분석위치	16,	17번은	Pb의	검

출로	보아	유기염료와	연백의	사용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이어지는	영상현미경	분석	결과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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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현미경	분석결과

영상현미경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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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위치 1 분석위치 2

분석위치 5 분석위치 6

분석위치 3 분석위치 4

분석위치 7 분석위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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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위치 9 분석위치 10

분석위치 13 분석위치 14

분석위치 11 분석위치 12

분석위치 15 분석위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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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외선	분석결과

유물의	이미지와	적외선으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본	결과,	화면畵面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밑그림의	먹선이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육안을	확인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사본을	제작하

기로	계획하였다.

적외선 분석위치 분석위치 2

분석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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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산대렵지도>

①	XRF	분석결과

XRF 분석결과

분석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Ca Ti Fe Cu Hg Pb

(1) BackGround(1) 3021 ND 170 14974 ND 53

(2) BackGround(2) 27711 288 2379 14298 9.5 501

(3) BackGround(3) 24489 ND 2284 17973 7 851

1 청색 27987 35068 76418 439993 102 121541

2 백색 9357 157 2857 7948 ND 337570

3 적색 8821 131 1504 5321 17649 29743

4 녹색 22518 209 2797 238430 ND 133707

5 적색 7041 ND 1497 5196 2670 241807

6 황색 17776 237 2547 18555 227 164907

7 황색 16502 438 3411 14249 968 203892

8 청색 27732 22896 31321 194845 80 67765

9 적색 12342 314 5303 12930 63684 80281

10 옅은적색 15707 203 3520 7155 1192 384470

11 황색 13754 ND 2344 11691 185 73238

12 녹색 16877 194 1558 43282 126 751

13 옅은청색 9328 ND 1480 11629 ND 176567

XRF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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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색에	따른	사용	안료에	대해	추정할	수	있었다.	각	색상별로	이를	

살펴보자면,	적색에서는	Hg와,	Pb이	주요	성분으로	검출되었는데,	분석위치	3,	5,	9,	10번은	진사(HgS)와	

연백[2PbCO3・Pb(OH)2]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청색의	경우에는	Cu,	Pb,	Fe,	Ti가	검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안료로는	분석위치	1,	8번은	군청[2CuCO3・Cu(OH)2]과	연백을	사용한	것

으로,	두	곳	모두	Fe와	특히	Ti가	검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유물의	제작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

았던	안료의	성분으로,	후대에	보존처리	과정에서	가필된	것으로	추정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에	모사본	제작에는	천연	안료만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13번은	Pb만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유

기염료와	연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에서는	Cu,	Pb이	주요	성분으로	검출되었는데,	분석위치	4번

은	녹청[CuCO3・Cu(OH)2]과	연백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12번은	녹청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색에

서는	Pb이	주로	검출되었다.	분석위치	6,	7,	11번은	유기염료와	연백으로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나	분석위

치	7번의	검출원소에서	Hg가	나오는	것은	진사를	사용한	밑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백

색에서는	Pb이	주로	검출되었는데	분석위치	2번의	경우	연백을	사용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으로	인한	사용	안료의	추정은	이어지는	현미경	촬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②	영상현미경	분석결과

영상현미경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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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위치 1 분석위치 2

분석위치 5 분석위치 6

분석위치 3 분석위치 4

분석위치 7 분석위치 8

278



분석위치 9 분석위치 10

분석위치 13 분석위치 14

분석위치 11 분석위치 12

분석위치 15 분석위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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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외선	분석결과	

유물의	이미지와	적외선으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본	결과,	화면畵面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밑그림의	먹선이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육안을	확인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사본을	제작하

기로	계획하였다.

2) 유물 촬영 및 출력

(1)	담당업체	:	비첸비앤아이

유물	촬영은	비첸비앤아이에서	담당하였으며,	분할	촬영하여	디지털	합성한	후	출력하였다.	1차	출력	

후	유물과	출력본을	비교하여	색조와	밝기를	조정한	후	2차	출력하였다.	2차	보정	후	3차	출력하여,	그	출

력본을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3) 비단 준비

(1)	비단	조사

다양한	비단	조사를	통해	유물과	가장	유사한	바탕	비단을	선택하였다.

적외선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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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교포수	실험

유물의	조직과	유사한	비단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조직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아교포수를	

하고	먹을	칠해	나타나는	표현	기법도	실험하여	유물과	가장	가까운	비단과	아교포수의	농도를	결정하

였다.

다양한 비단의 종류와 조직의 현미경 촬영

농도별로 아교포수 한 비단 조직의 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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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과정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①	바탕	종이	도침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바탕	종이를	도침지로	진행하게	되어	도침	과정을	거쳤다.	종이	위에	물소	가죽

을	덮어	우레탄	망치로	두들기는	1차	도침과정을	거친	후,	수작업으로는	균등하지	못한	힘의	분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프레스기로	2차	도침을	하였다.

농도별로 아교포수 후, 먹 실험을 한 비단 조직의 현미경 촬영

도침 재료(우레탄 망치, 물소 가죽) 도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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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탕	종이	연접

유물의	상태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	8부분으로	된	종이를	연접하여	진행하였다.

③	샘플	작업

모사	원본	제작에	앞서	유물에	사용된	선의	특징과	채색	방식을	미리	익혀	원본	제작시	실수를	최소

화하고	원본과	같은	생생함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샘플	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로	유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샘플작업을	한	후,	2차로	전체크기의	연접된	종이에	샘플	작업을	진행하였다.

④	색	비교

샘플	작업을	하면서	채색에	사용되는	색상에	있어서의	원본과	츨력물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실견을	

통하여	색	비교를	진행하였다.

연접 전 연접 후

부분 샘플 작업 전체 샘플 작업

부분 샘플 작업 전체 샘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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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명	부분	도장	제작	

지명	부분에	처리된	원	모양의	붉은	테두리는	선의굵기과	번짐의	정도,	크기의	일정함으로	보아	붓으

로	그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모양의	도장	같은	형태로	찍어서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물의	원	크기

에	맞는	도장	두	가지(큰	지명용,	작은	지명용)를	나무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⑥	산맥	표현상의	특이점

유물을	실견하면서	큰	산맥을	경계로	원래의	바탕색과는	미세하게	다른	푸른	색상이	감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물	촬영본을	바탕으로	컴퓨터	작업을	통해	큰	산맥들	주위의	묽게	칠해진	청색을	확인하

여	모사본	원본	제작	시	참고하였다.

황색 원 부분 청색 원 부분

원 테두리 부분 바다 부분

원 테두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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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촬영본

디지털 작업 후(청색 부분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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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부분 도장 찍기

선 긋기 산맥 채색

⑦	모사도	원본	제작

앞의	과정을	거쳐	모사본	원본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이트	박스	위에	유물의	실제	크기	출력물을	놓고	

그	위에	연접한	종이를	올려	선을	그은	후	유물상의	채색	된	순서대로	채색하였다.

지명 부분 도장 찍기 황색 원, 청색 원, 바다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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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 과정

채색 과정(산맥 주위의 푸른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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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서예	부분(글씨	모사의	특징)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地圖>의	글씨	분포는	최상단에	가로로	지도의	표제表題,	세

로로	우측하단(서문1),	좌측상단(서문2),	좌측하단(서문3)의	서문,	몇	몇	지역의	사료를	쓴	부기,	각각의	지

명,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단의	가로로	쓰여	진	표제	부분은	지도의	제목인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地圖’가	글자	한	자당	가로	

7cm,	세로8cm의	비교적	큰	정방형의	정자체,	해서로	정갈하게	쓰여져	있다.

서문1에는	이	지도의	亥(북북서)와	巳(남남동)	방향을	南과	北의	표준으로	삼고,	서쪽의	의주와	북쪽의	

경흥을	기준삼아	적당히	안배한	다른	지도와의	차이를	밝히며,	지형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였다.	서문2에

는	영고탑寧古塔31을	중심으로	몽고와	러시아의	지리적	역사를,	서문3에는	주요	지역	간의	거리를	구체적으

로	기록해	놓았다.

서문	1,2,3은	소해小楷32로	판각체板刻體33의	이미지를	가진	특징이	있다.	해서楷書는	진서眞書에	해당	하며,	

글자	크기에	구분이	있어	그	요要하는	바가	다르다.	큰	글자는	짜임새가	있어	긴밀히	맺어지고,	작은	글자

는	너그럽고	느긋한	것이	장점이다.	넓고	너그러운	글씨는	청석淸晰해서	보는	사람이	작은	글자를	큰	글자

로	보게	하는	예술적	감흥을	주게	한다.	

표제의	글씨는	해서체로	대자의	범위에	들며	해서의	글씨가	한석봉체로	전이轉移되어	판각체와	중화된	

모습이다.	부기의	글씨는	서문의	글씨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글씨가	작은	관계로	비교적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며	내용을	기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1　		홍양호,	『耳溪外集』	卷十二<,北塞記畧,江外記聞>	 	 	 	 	 	 	 	

영고탑(寧古塔)은	토문강(土門江)	북쪽	600리로	호이합하(虎爾哈河)	북안(北岸)이다.	동쪽으로는	대해(大海)에	가깝고	서쪽으로는	오

라(烏喇)를	접하며	남쪽으로는	토문을	당기고	북쪽으로는	흑수(黑水)를	넘는다.	토지는	넓고	멀며	산천이	둘러	이어져	있다.	옛날	숙

신국(肅愼國)의	땅으로	한(漢)과	진(晉)나라	때는	읍루국(挹婁國)이었다.	후위(後魏)는	물길(勿吉)이라	불렀으며,	수(隋)나라때는	말갈

(靺鞨),	당(唐)나라	때는	속말말갈(粟末靺鞨)이	있었다.	대씨(大氏)가	이곳에	상경용천부(上京龍泉府)를	두고	국호를	발해(渤海)라고	

하였다.	요(遙)나라	때에는	여진(女眞)의	여러	부족의	땅이	되었고	후에	나라를	세워	금(金)이라	하였다.	옛	땅에	상경회령부(上京會

寧府)를	두었다.	급합(及合)과	라혈품(懶血品)과	호리개등로(胡里改等路)에는	원(元)나라는	군민만호부(君民萬戶府)	5곳을	설치했는

데,	이름하여	도온(桃溫),	호리개(呼里改),	알타련(斡朶憐),	탈알련(脫斡憐),	패고강(孛苦江),이었다.	모두	합란부(合蘭府)에	예속되었다.	

수달달등로(水達達等路)는	명(明)나라초기에	건주모련등위(建州毛憐等衛)에	속했으나	후에	청(淸)나라에	속하고	영고탑(寧古塔)이라	

이름하였다.	순치(順治)	10년(1654)에	앙방장경(昻邦章京)을	설치했고,	강희(康熙)원년(1662)에는	진수영고탑등처장군(鎭守寧古塔等

處將軍)으로	고쳤다.	15년(1676)에는	장군이	길림오라성(吉林烏喇城)으로	진(鎭)을	옮기고	부도통(副都統)	등의	관원을	머무르게	하

여	이곳에	진수(鎭守)했다.

32　		소해는	작은	글씨를	이른다.	글씨가	비록	작지만	법이	다	갖추어져야하고,	필획은	비록	짧더라도	뜻은	길어야	하며,	글자체는	비록	비

좁더라도	기세는	원대해야	한다.	근대(近代)	사람인	요맹기(姚孟起)가	이르기를	“파리머리만한	해서를	쓰는	데에	큰	붓을	잡고	공간에	

휘두르는	듯	써야만	필세가	전개된다.”고	했다.	옛사람이	소해를	쓸	때에는	용필을	펼쳐지게	하여	외부는	긴박하고	내부로는	느슨하게	

하여	공령(空靈)의	운치가	있게	하였다.

33　		板刻體(판각체)는	訓民正音體의	일종이며,	板本體(판본체),	頒布體(반포체)등으로	불려진다.	이	체는	한글최초의	서체인데,	판본	판각

용의	글자여서	판본,	판각	체라	하고	훈민정음	체라	하여	정음체	또는	반포당시의	체라	하여	반포체	라고도	한다.	초기의	서체는	판본

에	가까운	고딕체와	비슷한	판본용	체이다.	중기에	이르러	서체로서의	느낌이	들게	부드럽게	표현하였고,	현재에	와서는	예서,	전서체

로	된	고체라	하여	이를	정음	체라고	하여	쓰고	있다.	이체는	시선이	일정하고	직선적이며	수직,	수평,	사선,	원등이	단순하게	기하학

적으로	결체되어	있어서	붓글씨다운	느낌을	찾아	볼	수	없다.	자형은	정사각형	구조이며	묵직한	기분이	드는	정중한	서체이다.	초기의	

정음체는	일상생활에	실용할	때는	비경제적이고	부자연스러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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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의	글씨

西 北 彼 我 兩 界 萬 里 一 覽 地 圖

 표제

 분석

가로획과 세로획에서 판각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노봉(露鋒)으로 입필(入筆)과 수필(收筆)을 하였으며, 특히 수
필의 방향을 의도한 바가 일반적인 해서의 수필과는 뚜렷이 다른 특징을 보인다. 
비교적 대자의 글씨로 무거워 보임을 경계한 운필이며 획의 삐침을 시원히 드러냈다. ‘兩’의 세 번째 획의 갈고리와 
‘萬’의 16획의 세로와 갈고리는 가필(加筆)한 모습도 보인다. 특히 ‘之’의 파임은 판각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							서문의	글씨

서문1,	2,	3의	글씨는	판각	이미지의	글씨로,	용필用筆에서	나타나는	판각체의	난점難點34을	비교적	잘	

소화하여	필사筆寫하였다.	해서의	전형적인	틀인	정正・장방형長方形을	갖추고	있으며	목판	글씨의	형체를	

가지는데	필사의	노련함으로	단점을	잘	소화하였다.

박락된	부분은	남은	획의	이미지와	문맥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복원필사	하였으며,	필사	시	결

구	즉	변邊과	방傍의	불균형으로	필사되어있는	경우는	원	글씨	그대로	모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34	 		用筆點劃最忌“板刻”二字,	章法結字最忌“平齊”二字,	因其不符自然美也.용필함에	있어	점획을	그을	때	가장	꺼리는	것은	板刻	두	글자

이며,	장법에	있어	가장	꺼리는	것은	平齊	두	글자이니	그것은	자연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각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	조각에	

새기듯	밋밋하기만	하고	기세와	생동감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평제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틀에	박힘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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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에	나타난	이체자異體字

이체자 또는 
변체자 (變體字)

北35 南36 興37은 대만이체사전에서 참고 설명하였다. 

•							획의	가감법加減法에	의한	변형된	경우

然          惠        減  

然과 惠는 획을 減한 경우이며, 
昌은 획을 可한 경우이다.

35	 		*北(異體):「 」為「北」之異體。北，《說文解字．北部》篆體作「 」，從二人相背，隸定作「北」，但俗字或連筆作「 」，見於《佛教難字字典	匕

部》，而從北之「背」，亦字作「 」（見《六朝別字記新編》所收〈安喜公碑〉）。故「」宜收為「北」之異體。

36	 				*南(異體):	「 」為「南」之異體。南，《說文解字． 部》：「 ，艸木至南方有枝任也。從 、 聲。」《漢隸字源．平聲．覃韻》引〈征南將軍劉君神

道〉南作 ，《碑別字新編．九畫》引〈唐八關齋會報德記〉南作「			」，《中華字海．十部》「 」下注云：「同南。字見唐《八關齋會報德記》。」蓋「 」

下之「午」形本當隸定作「 」，因與「午」形同化而變。「 」當為「南」之異體字。

37	 		興:[關鍵文獻]	《海峽兩岸簡體字研究．國共先後所頒佈的簡體字簡化字異同對照一覽表》：「興」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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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락된	글씨	유형	1

剝落後 殘劃으로
판독이 된 경우

者          爲        萬  

剝落이 크지 않아
판독이 비교적 쉽다.

훼손된 지도를 
장황으로 복원해 
놓은 경우

主          之        以  

主의 경우 장황시 훼손된 
경우이며, 之와 以는 지도가 
완성된 이후의 훼손된 곳을 
부분 복원한 경우이다.

•							박락된	글씨	유형	2

이체자 또는 
변체자 (變體字)

碁子於一局之上 而强自指點 不過只據白頭山 ...不靖.大抵女眞...

皇帝一曰 山之一派忽大 種落而 宗族之所居故

내용 전문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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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글자를	추가하여	기필한	경우

추가 기필 
방법의 경우

則鏡城,or 則(禾+急)城 瀋陽其一鎭

鏡 옆의 두 점 『 〝 』은 본래 亦자의 草書化 된 모습으
로, 앞 글자와 같은 字 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는 같은 자가 아닌 동일한 의미로 경성이라는 지명이 
은성으로도 알려져 있음을 기필한 것이다.

좌측의 『ㅇ』 는 우측의 陽, 一이 기입되어야 할 위치를 
표한 경우로 瀋陽其一鎭을 설명한 것이다.

•							부기의	글씨

기필상 난해한
용필의 경우

筆寫時 먹의 농도가 다름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極 細筆의 경우 먹의 농
도변화가 자주 일어남을 보여준다.
 : 瀋陽은 옛날 挹婁國인데 당나라때는 瀋州를 설치했다가 요나라때는 興遼軍으
로 바꾸었다. 명나라 홍무년간에 비로소 (瀋陽)衛를 설치했는데, 천계 년간에 오랑
캐(청나라)에게 함락되어 그 수도가 되었다가 곧 (瀋陽)衛에서 奉(天)府로 바꾸었
으며 盛京으로 부르기도 했다. 五部衙門(오부아문)을 두었는데 특히 將軍 一人을 
두지않고 承天府尹 一員을 두어 承德縣을 다스렸다고 한다.38

필획이 작아 서체를 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필세를 분명히 하여 윤곽이 뚜렷
이 나타나야함이 중요하다. 특히 拔,甎 같은 글자들은 운필의 어려움이 나타난 경우
라 할 수 있다.
 :老刺赤가 요동을 공격했는데 오랫동안 함락시키지 못했다. 함락시킨 다음에 鐵騎
를 세워 성벽을 허물고 벽돌을 말로 실어 날라 하루 밤 사이에 강의 북 쪽에 새 성을 
옮겨 쌓았다. 그러므로 馬上城이라 말한다.39

38　		瀋陽古挹婁國	唐置瀋州	遼改爲/興遼軍	大明洪武始置衛	天啓陷於/胡爲其都,	近改衛爲奉府	亦曰盛京/置五部衙門	而獨不置將軍一人,	

承/天府尹一員	承德縣知縣云/

39　老刺赤攻遼東	久不下	及其拔也	列立/鐵騎	毁其城甎	馬上遆傳	一夜之間	移/築新城於水北	故曰/馬上城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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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락이 심하여 判
讀이 難解한 경우

이 附記의 위치는 錦州의 남쪽 조선의 서해상에 기필하였는데, 錦州의 서북쪽의 
당시 情勢를 설명하였다. 보관상 접힌 부분의 박락이 심하였으나 남은 필획의 정
황으로 판독되어진다.
錦州南距寧遠不過數三十里之近而/
錦州城西北十餘里有一帶山此卽古背而/
口外皆蒙古地方近或五六十里蒙古之入/
北京者皆初路於此極其鬧熱識者以/
爲他日此地爲蒙古巢窟或當如淸人/之瀋陽云矣40

이 附記의 위치는 경기도 내 京城의 자리에 空欄으로 비워두고 기록하였는데, 본 지
도의 핵심위치에서 거점 주요지역의 거리를 명시한 변방에 해당한다. 박락되어 없어
진 글씨는 국립중앙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朝鮮八歷圖>참고 하였다.41 
自京城至平壤一千二百四十里/
自平壤至安州一百五十里/
경성으로부터 평양까지는 1240리,평양으로부터 안주는 150리이다. 
自安州至義州三百三十三里/
自平壤至江界七八日程/自江界至原州江四百十里/自江界至義州六百七十五里/

40	 				錦州	南쪽으로	불과	수	삼	십리에	寧遠이	있다.	금주성	서북쪽	십리에	띠	모양의	산이	있는데	이것이	古背이다.	만리장성	북쪽	지역은	

모두	몽고지방으로	오	육십	리	정도만	가면	된다.	몽고의	북경	침입	시	모두	처음	이	길로	왔다.	지극히	번성하여	식자들은	이곳이	몽

고	소굴이	되었다고	하고	혹은	청나라의	근거지였던	심양과	같다고	하였다.	

41	 		원본:	정상기,	1740년대	제작,	필사본,	1863년	이후,	243.0×138.7cm,	한	古朝61-7(영인본)		 	 	 	

정상기(1678~1752)는	말년인	1740년대에	전국	고을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그림식	전국	고을	지도책(1720년대),	전국	

모든	길의	중요	지점과	거리를	기록한	정리표(程里表)등의	위치정보를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여,	현대	지도와	거의	유사한	우리나라지

도를	제작하였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국을	8장으로	나누어	그린	정상기의	분도(分圖)는	18세기후반	이후	국가와	민간의	대형	지

도에	대한	수요를	장악하여	현재도	수십	종이나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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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의 예

白頭山을 附記한 것으로 剝落된 부분은 쉬이 判讀이 된다.

明志曰 橫亘千餘里 高二百里.
:大明一統志등 명의 지리지에, 가로로 천여리가 뻗혀있고 높이는 이백리가 된다.

백두산을 부기한 것으로 비교적 글씨가 세필임에도 뚜렷이 정리되어 기필 잘 되어 
있다

山上有澤 周八十里 南流爲鴨綠江 東流爲豆滿江 北流爲混洞江
:산의 정상에 둘레가 팔십리 되는 연못이 있는데 남쪽으로는 압록강이되고 동쪽으로
는 두만 강이 되고 북쪽으로는 混洞 강이 된다. 

부기의 예

옛날 家鋪서쪽은 요동의 끝으로 여기부터 봉수대가 있는데 이는 곧 戚繼光42이 설
치한 것이다. 서쪽으로 산해관에 이르기까지 가까이는 5리마다, 멀게는 10리마다 
바둑판이나 별자리처럼 늘어서서 밝혔다. 명나라는 이 사업으로 재력이 고갈되었
지만 오랑캐에 대한 방어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43

寧古塔아래 德林石에 대한 부기로 보존 상 접혀있는 부분(夏無蚊虻木生樺楡)의 박
락이나 비교적 判讀에는 어려움이 없다. 
有大石 廣三十里 長百餘里 孔洞不可數計 澄淸凝碧 夏無蚊虻 木生樺楡鹿馬群嬉; 
큰 바위가 있는데 너비가 30리 이고 길이가 백여 리 이다. 구멍이 다 셀 수 없을 정도
이며, 맑고 깨끗한 나머지 푸른 빛을 띤다. 여름에도 모기 같은 벌레가 없고, 나무는 
자작나무나 느릅나무가 자라며, 사슴이나 말들이 무리지어 노닌다.

42　		명(明)	말기의	장수로서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紀效新書	등의	병서를	남겼다.	자(字)는	원경(元敬),호는	남당

(南塘),맹제(孟諸)이며,	시호는	무의(武毅)다.	

43　旧家鋪以西遼野盡而始有烟臺/此卽戚繼光所設西至山海關近或/五里遠則十里碁布星列而明明財/力竭於此役而亦無	補於防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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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락된	지명

박락된 예

孟山 柔遠 博川 義州/乾川 楸仇非

笳坡岺 四栗島 棘城岺 紅觜 呼憐 ,終浦

獅子島 茄坡岺 黃水院 車輦 白馬山城

獅子島의 경우 誤記된 地名으로 紙面을 도려내고 곁에 筆寫한 경우이며, 
笳坡岺의 경우 岺의 殘劃과 주위의 岺字의 결구로 판독된 경우이다.

•							부기	또는	지명에	나타난	이체자

이체자

 또는 
변체자

量   盤   剛  龍  逋  

純  碞  泰  屯  肉  

臾  臺  寬  繼  舊  

桃  寧  棘  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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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를	표한	글씨

방위와 
부기

亥 :
본 지도에서 한반도를 중심
으로 볼 때 亥는 북북서 (11
시방향)에서 남쪽을 바라보
고 있는 관계로 남에서 볼 
때 글씨가 뒤집어 기필하였
다.

正北 :
정 북 쪽의 방위를 위치하
여 기필하였다. 亥와 같이 
남쪽을 바라보는 형세로 글
씨는 뒤집어져 기필하였다.

巳44 :
巳(남남동)로부터 亥(북북
서)방향은 백두산이 중심이 
된다. 또한 일국 팔도의 중
심이 아님을 자세히 볼 수 
있다.

正南45 :
방위는 흑룡강 이북의 면적
을 아우른다. 우리나라 서
울의 방위는 아니다.

亥, 正北, 巳, 正南 글씨는 本 地圖의 題와 같은 필치로 바른 楷書 즉 眞書이다. 露峰으로 筆寫하였으며, 收筆은 板刻의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위로 향하게 하여 마무리한 특징이 보인다.

•							서문의	내용

원문	내용	중	괄호	안의	붉은	글씨는	글씨박락이	심했거나,	이체자의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규장각	한

국학	연구원(김윤제)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서문1
蓋我國地形北高而西低中殺而下贏(以)白山爲頭大嶺爲(脊)若人之側腦僂背而立者嶺南之/
對馬島湖南之耽羅島又如兩趾之支焉坐亥(向)巳卽堪輿家之正論而以京都而定四方之位則鏡

(禾+急)城/
爲子海南爲午其酉豊川其卯江陵依此而覘之疆域之向背偏正如指諸掌而凡今之所謂地圖者一/
何錯也類皆因幅而排位因位而成圖或長廣(乖)勢或闊狹失宜輒以西之義州北之慶(興)視之若東西二

界之準而對布兩角如扇子之撒開以鴨綠之入于海者謂之極西豆滿之入于海者謂之極東然後列/
置八道三百六十州如亂布碁子於一(局之)上而(强自)指點而議其山川程路則殆無異於反鏡索照而其/
不見笑於職方氏者希矣其所以爲此者亦不過(只據)白頭山兩波水西流爲鴨綠東流爲豆滿之古語硬/
執以爲膠柱之論殊不知所謂二水之分東西者特取最初發源處爲之說未嘗倂論其末流歸趣矣/
試看豆滿之向穩城者或東或北而流到美錢堡然後卽南注而入于西水羅鴨江則其流最長過三甲廢/

44　自巳向亥以白山爲主也.亦非一國八道道里之中也.觀者詳之.	

45　此方位卽	幷	黑龍江異北量也非我國京都之方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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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郡之際許多屈曲戞江界渭原猶向西南而及昌城以下則直爲南瀉包統軍亭之西而入于大緫/
江故郵程之出六鎭者皆曰北上使价之向燕薊者皆曰西渡卽此見之則吾之說豈曰無稽今之此/
圖以亥巳爲南北之標而其所以排絡西北者與他本絶不相同覽者不察也必將眩而괴之故先以地形/
說爲之首焉/

서문2
寧古塔卽古肅慎氏之遺墟也漢唐以前東北無强國雄部故惟我靑/
丘一域檀東土之形勢此所以隨唐以來每以擊朝鮮爲征東大役其/
時則遼東西太半爲我土而白山內外諸種落多服屬於我一自女眞滿萬/
之種起於鏡泊之中駸駸盛大遂伐宋而入主中夏是爲金國及夫被元人/
之歐逐東歸則其餘黨散處於豆滿鴨綠二江之西北或稱野人或稱蕃胡 /
頻頻侵軼我二境北則梨湯介西則李滿住卽其大者也自茲以還我國邊界/
不靖大(抵)女眞餘部有熟女眞生女眞之別至於皇明萬曆以後生女眞董/
山之一(派忽)大建州衛而統屬毛獜衛左衛右衛等(種落)而廢四郡密邇之/
故最受其獘此所以四郡之廢而及洪太始以後兵力日强盛仍以北上而自開/
元定瀋陽東下而拔 遼陽以瀋陽稱盛京以遼陽稱東京以建州稱興京而寧/
古塔以西幷據而有之遂百戰於大小凌河之間崇禎末入主燕京而建州卽陵/
墓之所在老城卽宗族之所(居)故其所制置與盛京無異云矣/
遼野以東列置三將軍其一 鎭守奉天等處地方而坐瀋陽其一鎭守寧古塔等/
地方而坐船敞其一鎭守黑龍江等處地方而坐艾(滸물가호)城秩皆一品各統滿州/
固大四員/
康熙末年最憂黑龍江以北蒙古故加設白度納將軍一員云而其坐地不能/
詳知然似在黑 龍混同之間/
蒙古四十八部中東北諸種最盛大鼻獺子亦在黑龍江之北/
東自黑龍江至開元以 沿秦長城之外逶北逶西至于漢西域于闐(성할전)地方皆是/
蒙古之界其廣比中國不啻累倍上古則不載於版圖荒漠無人居唐宋以後/
地益拓人益繁分爲四 十六部互相雄長各帝一隅号稱東西南北皇(帝一曰)/
皇太極一曰靑太極此在中國之西南一曰厄斯羅卽大鼻也一曰(口+容)爾(口+容)此在/
東北/

서문1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중간이 가늘고 아래가 넓다. 백두산을 머리라고 하면 큰 산

맥들이 척추가 되어 마치 사람이 머리를 옆으로 하고 등을 구부린 채 서있는 모습과 같다. 영남지방 아래 
대마도와 호남지방 아래 제주도가 마치 양 발로 서서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한반도 전체의 위치는) 亥(북북서) 방향에 자리를 잡고 巳(남남동)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 풍수가들의 정

론이다. 한양을 중심으로 사방을 정하면 鏡城46이 북쪽이 되고 海南이 남쪽, 서쪽은 豊川, 동쪽은 江陵이 
된다. 이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강역의 모양이 손바닥처럼 확연한데 지금의 지도가 왜 잘못되었는가? 대개 
폭으로 위치를 안배하고 그 위치에 따라 지도를 그려서, 혹은 길이와 폭이 추세(전체 흐름)에 맞지 않고, 혹

46	 		鏡城	:	1398년	(태조7년)	경성이라	개칭하고	만호진(萬戶鎭)을	설치하였다.	:	[1107년(고려	예종2)윤관이	구축한	동북9성(東北9城)의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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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넓고 좁음이 마땅함을 잃게 되었다. 서쪽의 義州와 북쪽의 경흥을 동쪽과 서쪽 두 경계의 기준으로 보

고 마치 부채를 펼친 것처럼 양 쪽으로 마주 배치해 놓았다. 압록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을 극서라 
하고 두만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을 극동이라 한 다음에 8도 360개 군현을 배치하니, 마치 바둑판 위에 
돌을 어지럽게 늘어놓고 억지로 점을 찍고 山川과 거리를 논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거울을 뒤집은 채 비

추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지도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지 백두산의 두 물줄기가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된다

는 옛날 말에 근거해 이를 융통성 없이 굳게 믿은데 지나지 않는다. 소위 두 물줄기가 동서로 갈린다는 것

은 최초의 발원지가 그렇다는 설이지 그 끝부분 하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만강이 穩城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 동쪽 혹은 북쪽으로 가다가 美錢堡에 이르러 남쪽으로 흘

러 西水羅로 들어간다. 압록강은 물줄기가 가장 길어 三甲(삼수 갑산)과 廢四郡을 지날 무렵 많은 굴곡이 
있고 江界와 渭原을 지날 때는 오히려 서남쪽으로 틀었다가 昌城 이하부터 곧장 남쪽으로 향해 統軍亭 서

쪽을 지나 大緫江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연락관으로 六鎭에 가는 자들은 모두 北쪽으로 올라간다고 하

고, 사신으로 중국에 가는 자들은 모두 서쪽으로 건너간다고 하니 이로 볼 때 내 주장에 어찌 근거가 없다 
하겠는가? 지금 이 지도는 亥(북북서)와 巳(남남동) 방향을 南北의 표준으로 삼았으니, 서쪽(의 義州)과 북

쪽(의 경흥)을 기준삼아 적당히 안배한 다른 지도와는 절대로 같지 않다. 보는 사람들이 잘 살피지 않는다

면 반드시 현혹되어 괴이하게 생각할 것 같아 먼저 지형에 대한 설명을 앞에 두는 것이다.

서문2
영고탑은 옛날 肅慎氏가 살던 곳이다. 한나라 당나라 이전 동북쪽에는 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우

리나라(靑丘) 일대가 동쪽 땅을 차지하는 형세였다. 이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 이후 매번 조선을 공격하는 
것으로 征東大役(동쪽을 정벌하는 큰 사업)을 삼았다. 그 때는 요동과 요서의 대부분이 우리 땅이고 백두

산 내외의 여러 종족 부락이 대개 우리나라에 복속하였다. 여진족의 여러 종족이 鏡泊 지역에서 일어난 이

후 점점 성대해져서 결국 송나라를 정벌하고 중국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나라이다. (그후) 원나라

의 공격을 받고 동쪽으로 쫓겨 갔는데 그 나머지는 두만 압록 두 강의 서북쪽에 흩어져 살며 혹은 ‘野人’ 혹

은 ‘蕃胡’라고 불렸다. (이들이) 우리나라 두 변방을 자주 침략했는데 북쪽에는 梨湯介가, 서쪽에는 李滿住

가 우두머리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국경이 편치 않았다. 대개 여진에는 숙여진과 생여진의 구별이 있었

는데, 명나라 만력 년 간 이후 생여진의 董山 일파가 홀연 建州衛 세력을 키워 毛獜衛와 左衛, 右衛 등 종

족을 통일하였다. 폐사군은 가까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는데, 이것이 四郡을 폐하게 
된 까닭이다. 洪太始(청나라 태종) 이후 병력이 날로 강성해짐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북상하여 開元을 거

쳐 심양을 평정하고 동쪽으로 내려와서는 요양을 함락시켰다. 심양은 성경이라 부르고 요양은 동경이라 
부르고 건주는 흥경이라 불렀다. 영고탑 서쪽지역을 모두 점거해 소유했는데 드디어 大小凌河의 전투에

서 모두 승리해 숭정년간 말년에는 북경으로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 建州는 조상들의 陵墓가 있는 곳이고, 
老城은 종족들이 사는 곳이어서 그 제도가 盛京과 같았다고 한다.

요동지역에는 세 장군을 두었는데, 하나는 奉天 지역을 지키며 심양에 본부를 두었다. 하나는 영고탑 지

역을 지키며 船敞에 본부를 두었고, 하나는 흑룡강 지역을 지키며 艾滸城에 본부를 두었다. (각 장군의) 
품계는 모두 一品이며 滿州 固大四員을 거느렸다. 강희 년 간 말년에는 흑룡강 이북의 몽고가 가장 걱정

되어 白度納將軍 한명을 더 두었다고 하는데 그 본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黑龍과 混同 사이에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몽고의 四十八 부락 중 동북의 종족이 가장 번성했으며, 大鼻獺子47 역시 흑룡강 북쪽

47　大鼻獺子	:	大鼻는	코큰	서양인(코쟁이).	獺子(달자)는	달단족,	타타르	족으로	몽고족.	大鼻獺子는	러시아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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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았다.

동쪽으로 흑룡강부터 開元에 이르고 만리장성을 따라 구불구불 서역의 于闐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몽

고의 땅으로 그 넓이가 중국의 몇 배 이상이다. 옛날에는 지도에도 수록되지 않았고 황량해서 사람도 살지 
않았지만 당나라 송나라 이후에는 땅이 점차 개척되고 사람도 점차 많아져서 四十六部로 나뉘었는데 서

로 크다고 경쟁하고 자기 땅에서는 황제노릇을 하였다. 동서남북 황제라고 불렀는데, 하나는 황태극이라 
불렀고 하나는 청태극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중국의 서남쪽에 있었다. 하나는 厄斯羅(아사라)라고 불렀으

니 곧 코쟁이들이다. 하나는 (口容)爾(口容)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동북쪽에 있었다.

⑨	모사본	완성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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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대체본

•							서문	부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좌측 상단 서문

모사본 좌측 상단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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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좌측 하단 서문

모사본 좌측 하단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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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우측 하단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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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본 우측 하단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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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장황

•							1차	배접

배접 전 습식 한지를 이용한 배접

한지를 이용한 1차 배접 문지름 솔을 이용한 밀착력 강화

한지를 이용한 1차 배접 1차 배접 후 자연건조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작품에	전체적으로	습식을	가한	후,	한지에	소맥전분풀을	도포하여	배

접을	실시하였다.	배접시	연접되는	부위의	두께가	2mm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문지름솔을	이용하여	완

전히	부착한	뒤	자연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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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황	명주	배접	및	표장

배접 전 습식 한지를 이용한 명주 배접

좌ㆍ우 기둥 표장 좌ㆍ우 기둥 표장

상ㆍ하회장 표장 상ㆍ하회장 표장

염색	손명주를	한지를	이용하여	배접	한	후,	건조판에	부착해	완전건조	하였다.	완전히	건조된	명주를	

제원에	맞게	재단하여	작품의	좌ㆍ우	기둥부터	장황을	실시하고	이어서	상ㆍ하회장도	장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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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접이	및	2차	배접,	표제부착

족자 귀접이 축 날개 부착

표지비단 장황 2차 배접

하축 축 받침대 부착 타솔을 이용한 밀착력 및 유연성 강화

표제 부착

배접을	실시하기	전	족자유물	양쪽	기둥을	약	5mm	가량	안쪽으로	접는	귀접이	작업을	실시하고	2차	

배접	전	축	날개를	부착하여	배접	후에	축을	잡아	줄	수	있는	한지를	부착하였다.	상회장	후면에는	족자

가	말렸을	시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얇은	표지비단을	배접하고	2차	배접은	한지를	이용하여	연결해	표

제	부착	실시하였다.

비교적	무거운	하축을	지탱할	수	있는	축받침대를	장황하고,	배접	후	타솔로	두드려	족자	특유의	유연

성을	좋게	하여	배접지가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조	후	표제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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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문지름	작업	및	상・하축	장황

상ㆍ하축 제작 작품 문지름 작업

좌ㆍ우 기둥 배접지 제거 상축 장황

하축 장황 상ㆍ하축 장황 완료

상・하	축	및	축두를	장황하여	조립하였다.	상축의	재질은	삼나무재질의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축두는	

미송목을	사용하였다.

좌・우	기둥에	남은	배접지를	안쪽으로	접어	완전히	제거한	후,	작품	후면에	초칠을	한	뒤	구슬뭉치를	

문질러	족자	특유의	유연함을	살려주었다.	소맥전분풀을	축날개의	가장자리에	도포한	뒤,	상ㆍ하축을	장

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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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자고리못	및	족자끈	장황

족자 고리못 족자 끈 장황

족자 끈 장황 족자 끈 정리

족자 끈 정리 장황 완료

족자	고리못을	부착하여	끈을	장황하고	정리하여	장황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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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게말이축	및	족자보관상자	제작

굵게말이축 제작 굵게말이축을 이용한 유물말기

족자 보관상자 제작 표제 부착

의향 삽입

오동나무를	사용하여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를	제작하였다.

족자	보관상자는	양	끝에	의향함을	제작하여	의향을	삽입한다.	의향은	5가지	한약재(정향,	백단향,	영

릉향,	팔각회향,	감송향)를	잘게	썰어	한지에	첩지한	것으로	향균	및	방충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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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황	완성사진

(2)	<공신교서부도>

①	비단	준비

•							화견의	특성

<공신교서부도>의	화견은	조선후기에는	‘사紗’로	불리던	직물로	매우	가는	미세사微細絲를	사용하여	변

형평직으로	직조한	직물이다.	변형평직에는	여러	구조가	있는데	화견의	직조에	사용된	변형평직은	경사	

두올과	두올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있는	구조이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면의	크기는	136.0×49.8cm이나	

가장자리의	여유분을	감안하여	150×65cm로	직조하기로	하였다.	

화견에	사용된	실은	가는	견사絹絲로	실의	직경은	약	0.08~0.11mm로	매우	가늘다.	실에는	거의	꼬임

이	없으며	정련되지	않은	생사生絲이다.	직물의	평균	밀도는	32×25올/cm2인데	경사는	30~33올	사이이며	

위사는	22~26올	정도로	위사방향의	밀도가	차이가	크며	경사에	비해	위사가	성근	편이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좌측 상단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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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꼬임 : 무연

경사 직경 :
0.08~0.11mm

위사 직경 : 
0.08~0.11mm 

직물 밀도 : 
32×25올/cm2

직물 조직 : 
변형평직

<공신교서부도> 일부 변형평직 조직도

<천산대렵지도> 확대 <천산대렵지도> 확대

•							화견	직조	과정

	-			실	준비

<공신교서부도>	화견의	실의	직경은	0.08~0.11mm로	측정되었으나	배접과	도침과정을	거친	후라는	것

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약간	더	가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사

용하고	있는	가장	가는	견사는	21데니어의	실이며,	이	실이	유물에	가장	근접하므로	21D의	실을	사용하기

로	했다.	실은	생사상태로	구입하였으며	별다른	가공이나	처리를	하지	않고	생사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21데니어 생사 정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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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하기

정경政經(warping)은	직조하려는	직물의	길이에	따라	경사의	길이와	숫자를	균일하게	정하는	것으로	

전통	베짜기에서는	베날기라고도	한다.	화견의	길이에	여유분을	더한	길이로	정경을	하며,	시작부분에서	

X의	상태로	사침걸기를	한다.	

	-			직기에	경사	걸기

정경이	끝나면	잉아에	한	올씩	넣고	끼우는데,	2개의	잉앗대에	차례로	번갈아	가며	한	올씩	끼운다.	잉

아에	끼우기가	끝나면	실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개의	작은	다발로	묶어둔다.	잉아에	실	끼우기가	끝나면	

바디에	실을	끼워야	한다.	바디는	직조할	때	직물의	폭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바디의	한	구멍에	경

사	2올을	끼운다.	바디에	실	끼우기가	끝나면	도투마리에	감고	실을	묶고	정리를	한다.

	-			직조하기

화견은	마루형	족답식	직기에서	직조하였다.	실이	매우	가늠으로	힘	조절을	잘	하면서	직조를	한다.

잉아에 경사를 끼운 상태 바디에 실 끼우기 직기에 경사 걸기가 끝난 상태

직조하기 직조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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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물의	특이점

공신교서부도는	모사시	발견된	특이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원형복원모사를	원칙으로	그대

로	모사를	진행하였으나	원형	자체가	변형된	부분은	유사한	부분을	토대로	복원하였다.	먼저	유물이	전

체적으로	수평이	맞지	않는	부분은	유물의	대부분이	건축물인	직선으로	이루어져	육안으로	보아도	기

울어진	부분을	선명하게	알	수	있지만,	원형	그대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상단의	붉은	색	의자가	어긋난	

부분은	비단이	상하로	늘어나고	좌우로	틀어진	후	찝힌	채로	배접이	되어있는데	하단의	붉은	색	의자가	

원형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	그	모습을	토대로	복원하였다.	세	번째로	상단	우측	소나무의	박락부분은	역

시	하단	우측의	소나무의	형태를	토대로	복원하였다.

완성된 화견 완성된 화견의 확대

 흰 점선으로 평행선을 그어 기울어진 정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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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사본	밑	본	제작

모사에	사용할	밑	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본	촬영본을	디지털	작업으로	색상은	없애고	먹	선만	남겨	

출력하였다.	

원본 의자 부분 복원 의자 부분 복원 의자 선

원본 출력본 모사용 밑 본 출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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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장	복원과	모각

•							백하	윤순의	인장	복원

	-			인장의	성격과	용도

고대로부터	종족宗族의	보존이나	업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일련의	방법으로	바위나	옥	또는	우골

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약속된	부호나	그림	문자를	새겨	두었다.	역사를	거듭하며	청동이나	견직

물의	발전으로	철기문화와	더불어	견직물에	그림이나	백서가	탄생하였으며	인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

기에는	주로	임금이나	관료들만이	사용되는	권력의	신표48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물물교환의	성행으로	방

대해지면서	사인私印이	생겼으며,	후한	초기에	종이의	발명으로	더욱	성행하여	인장의	문화가	정립되어	한

인의	풍격이	생겼다.	후세에는	예술적	가치로의	신표49와	작품으로	용도가	세분화	되었다.	

산수화에 사용된 인장의 예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광지 강세황

謙齋란 號를 書名후 ‘鄭’과‘敾’을 捺
印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각만을 사용한 경우이다.

官縣監自號檀園一號醉畵士의 서명 후 양각의 ‘弘
道’와 음각 ‘士能’를 하였다. 일반의 양식은 백문을 
먼저 날인하나 이 작품에선 그 반대로 하였다.

...詩라는 서명 후 음각인 ‘姜世晃印’과 
양각인 ‘光之’를 날인 하였다. 이는 일

반적인 관례에 해당한다.

	-			인장의	판독

인장은	후대에	전각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전서체의	문자로	새겼다”는	뜻이다.	전서50는	문

자의	서체	변천사에서	진시황의	통일을	기준으로	漢	이전까지의	서체를	말하며,	이는	漢의	隷書시대에	비

문의	題를	고대秦	문자인	篆書,	즉	小篆으로	표하여	엄숙함과	무게와	장식을	더하였다.	전서체의	변화가	

48　관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또는	재산이나	사물의	소유를	표하기,	확인이나	서명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이른다.	

49　서화작품에	낙성관지의	전각과	표현예술의	기법으로	표제나	타이틀	또는	건축물	등에	도입되는	양식.

50　書體	史에서	秦의	통일문자를	기준으로	이전의	문자를	大篆,	통일문자를	小篆이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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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를	탄생시켰는데,	그	과정이	漢의	전각	즉	漢印風의	모태로	정립되었다.	이후의	전각은	한인	풍을	기

초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황제의	인	즉	옥새와	관인은	진시황의	통일문자인	전서를	사용하여	淸末까지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새겨진	문자를	판독하는	데는	무엇보다	글자의	고문자나	異體	字를	알아보는	鑑識眼

이	있어야	하겠다.	

•							<공신교서부도>의	인장	판독	및	모각

	-			「근역인수」의	윤순	인장	부분

<공신교서부도>의	인장은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진	않으나	남은	윤곽이	있으므로	대략	알	수	있었으며,	

「근역인수(槿域印藪)」51를	참고하여	복원하는	근거로	삼았다.	「근역인수」는	오세창吳世昌이	조선	초기에서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서화가書畫家들과	학자들의	인장을	모아서	엮은	인보印譜인데,	윤순의	많은	인장이	수록

되어있지는	않지만,	공신교서부도의	인장을	판독하고	모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담겨있었다.	아래의	

인장	중	노란색	표시	인장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다.

51　「근역인수」,	『위창오세창집편』,	국회도서관,	1968

「근역인수」의 윤순 인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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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下樵叟(백하초수)’

		「근역인수」‘백하초수’	인장

		공신교서부도	상단	음각	인장

디지털	작업으로	보정한	「근역인수」	‘백하초수’	인장(좌)과	공신교서부도	음각	인장(우)	비교

<공신교서부도>	낙관	부분을	보면,	전형적인	한인풍의	포자를	하였다.	음각인	‘白下樵叟(백하초수)’에

서	가장	선명한	글씨는	왼쪽	하단의	‘叟(수)’자로,	叟의	이체자異體字를	각刻하였다.	우측	하단의	글자는	‘下

(하)’자로	판독하였다.	윤순의	본本이	해평海平임으로	‘平(평)’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海와	백白의	자형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윤순의	호號인	‘白下(백하)’로	판독하였다.	판별이	가장	어려운	왼쪽	상단의	‘樵(초)’자

의	경우,	육안으로는	‘鶴(학)’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윤순52의	「백하시첩白下詩帖」에	‘白下樵夫(백하초부)’라

는	인장이	있다는	「간송문필澗松文華」53을	바탕으로	‘樵(초)’자를	유추하였다.	이는	「근역인수」에	기재된	윤

순의	인장	중	일부(아래	그림)에서	실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樵(초)’자가	맞는	판독으로	재

확인할	수	있었다.

52　		윤순(尹淳)	:	(1680~1741)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	당대	명필이며	저서로	『白下集』	「숙묘보감(肅廟寶鑑)」,	

「백하서첩(白下書帖)」와	〈고려적석사비(高麗積石寺碑)〉,	〈참찬윤순지묘표(參贊尹順之墓表)〉가	있다.

53　「간송문필(澗松文華)」,	간송문화미술재단	발행,	한국민족미술연구소기획편집,	2014,	p.227

디지털 작업으로 보정한 「근역인수」 ‘백하초수’ 인장(좌)과 공신교서부도 음각 인장(우) 비교

「근역인수」‘백하초수’ 인장 공신교서부도 상단 음각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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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淳仲和(윤순중화)’

「근역인수」‘윤순중화’	인장

<공신교서부도>	유물에	있는	두	개의	낙관	중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양각은	상단의	음각에	비해	그	자

형이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있다.	유물의	현	상태에서는	바탕	비단과	인주의	변색으로	육안으로는	판독이	

어려운	듯하였으나,	면밀히	관찰해보면	글씨의	윤곽이	나타남으로	판독이	가능하다.	바로	‘尹淳仲和(윤순

중화)’이다.	이는	디지털	작업으로	보정한	결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근역인수」에서도	‘尹淳

仲和(윤순중화)’의	인장이	실제	윤순의	작품에	사용되었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디지털	작업을	통해	근

역인수의	인장과	공신교서부도의	인장을	비교해본	결과,	자형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두	인장

이	동일한	인장이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종이와	비단	표면	차이로	인해	낙관할	

때에	인주가	찍히는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글씨	두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획의	각도나	모서리	

부분의	특징들을	관찰해보면,	두	인장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복원한	

자형들	중,	‘淳(순)’의	형태는	판별이	가능하긴	하나,	모각하는	과정에서는	전서체의	다른	이체자형異體字形

을	종합하여	판독하였다.

<공신교서부도>에서	확인된	이러한	인장들은	이를	찍은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증된다.	일반

적인	서화작품에서는	인장만	따로	날인하는	경우가	적은데다가,	백하	윤순은	궁중	화원이	아닌	학자였으

며	명필가였다.	공신교서부도	유물의	날인	위치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림	상단에	윤순의	글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디지털 작업으로 보정한 「근역인수」 ‘윤순중화’ 인장(좌)과 공신교서부도 양각 인장(우) 비교

「근역인수」‘윤순중화’ 인장 공신교서부도 하단 양각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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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각

음각인	‘白下樵叟(백하초수)’의	좌특	하단의	‘叟(수)’자의	경우,	이체자이긴	하지만	직인의	획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쉽게	판독할	수	있었다.	양각인	‘尹淳仲和(윤순중화)’의	변은	상당히	가는	획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비단에	찍을	경우,	표면의	요철로	인해	찍히는	인주의	양과	획의	두께를	감

안하여	원래의	변	크기로	모각하였다.

유물의 인장과 유추 글자 및 자전 내 자형 자료

樵 白 仲 尹

叟 下 和 淳
각 글자별 참고 자형 

원본 유물의 낙관 부분 복원 인장 비단 위에 모각인장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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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사	원본	제작	

•							바탕	작업

유물의	실측	크기에	맞게	직조한	비단을	준비한	쟁틀에	맞게	재단하여	쟁틀에	고정시킨	후,	풀을	완전	

건조시켜	아교포수를	하였다.	교반수의	농도는	바탕비단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3%정도로	설정

하여	진행하였다.

•							먹선	연습

<공신교서부도>는	건축물	표현에	사용된	직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모사도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	연습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또한	건물	양측에	자리한	소나무는	건물이나	인물의	직선적인이면서

도	간소한	표현과는	달리	솔잎의	강건함과	나무의	질감을	자세하게	표현해내	노련한	필력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	또한	사전에	충분한	선	연습을	통해	유물의	생생함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유물에	사용된	선의	특징을	미리	익혀	원본	모사도	제작시	실수를	최소화하고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함이다.	1차로	부분적	선	연습을,	2차로	전체	크기의	선	연습을	진행하였다.

쟁틀에 비단 고정

비단 고정 후 아교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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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채

뒷면의	배접지를	해체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단의	뒷면에	채색을	하는	배채의	유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현미경	촬영	결과	인물부분에만	비단	뒤의	안료를	확인할	수	있어	배채한	흔적으로	추

정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궁중기록화와는	달리	건축물의	배채의	흔적은	뚜렷이	찾을	수	없어	인

물에만	배채를	진행하였다.

배채는	비단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채색	층의	깊이를	더해주고	은은한	색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공

신교서부도에서는	붉은	관복의	배채는	색상의	중첩을	통해	색의	채도가	더	올라가는	효과를	내었고,	분

홍색	관복은	배채로	연백을	사용하고	전채로	흐린	연지를	사용하여	은은함을	나타내었다.

부분 선 연습

전체 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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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 배채 과정

상단 건축물과 인물 배채 부분

하단 건축물과 인물 배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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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 배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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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채

배채가	끝나고	비단의	앞면에서	채색을	하는	전채	과정은	안료분석	결과에	따라	무기안료와	유기안료

로	나누어	채색을	진행하였다.	유물의	현재	색상과	검출된	안료로	채색된	색상이	미세하게	다른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료의	변색으로	추정하여	안료분석	결과를	따르는	현상모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유물의	부분도를	보면,	우측	나무줄기의	경우	지붕과	겹쳐지는	부분의	줄기가	그려지지	않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박락이나	유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유물에	근거하

여	모사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좌측 상단 지붕 끝과 나무

좌측 하단 지붕들과 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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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의자	부분의	경우,	수리	보존	과정에서	어그러져	배접되어있는	부분을	비단의	결을	고려하여	디

지털	작업을	통해	복원시켰다.

상단 건축물 내부의 인물 부분 비교

좌측 하단 지붕들과 나무들 부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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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건축물은	상단의	건축물에	비해	수직	수평이	상당히	틀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

의	틀어져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었으나,	모사본의	방향이	유물의	원형을	복원시키는	목

적이기에,	유물의	근거에	반영하여	이	또한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단 건축물과 인물 부분 비교

하단 건축물과 인물 부분 비교

중앙의 문 부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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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문 부분 비교

유물과 모사본 채색 완료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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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황

•							1차	배접

배접 전 습식 화견 결 맞추기

한지를 이용한 1차 배접 문지름솔을 이용한 밀착력 강화

한지를 이용한 1차 배접 건조판에 부착 후 완전건조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작품에	전체적으로	습식을	가한	후,	한지에	소맥전분풀을	도포하여	배

접을	실시하였는데	배접	시	연접되는	부위의	두께가	2mm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문지름솔을	이용하여	

완전히	부착한	뒤	자연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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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장용	명주	배접

배접 전 습식 한지를 이용한 명주 배접

한지를 이용한 명주 배접 장황명주 결맞추기

장황명주 배접 타솔을 이용한 밀착력 강화

염색	손명주를	충분한	습식을	가하여	명주의	결을	정확히	정돈해	한지로	배접을	실시하였다.	염색	손명

주는	상・하회장용	녹색	명주와,	화본의	변아에	둘러지는	미색	회장	명주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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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본	회장	및	귀접이

변아 두르기 변아 두르기

변아 두르기 하회장 장황

손망치를 이용한 밀착력 강화 귀 접이

배접이	완료된	비단을	재단하여	화본에	장황하였다.	비단은	손명주를	사용하였으며	약	5~7mm	가량	

연접하여	회장하였다.	회장이	완료	후	양쪽	기둥부위에	송곳금을	넣고	귀접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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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날개	부착	및	2차	배접

축 날개 부착 2차 배접

타솔을 이용한 밀착력 강화 하축 받침대 장황

건조판 부착 및 완전건조 표제 부착

2차	배접	전	축	날개를	부착하여	배접	후에	축을	잡아	줄	수	있는	한지를	부착하였다.	상회장	후면에

는	족자가	말렸을	시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얇은	표지비단을	배접하고,	2차	배접은	한지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비교적	무거운	하축을	지탱할	수	있는	축	받침대를	장황하였다.	배접	후	타솔로	두드려	족자	특유의	유

연성을	좋게	하고,	배접지가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접	후	완전건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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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문지름	작업	및	상・하축	장황

문지름 작업 상축 가장자리 단면 비단 부착

상축 장황 장황된 상축

장황된 하축 상ㆍ하축 장황 완료

배접이	완료된	작품의	후면에	초칠	후	구슬뭉치를	이용하여	문지름	작업을	실시하였다.	초칠을	함으로

써	종이섬유를	안정화	하고	구슬뭉치로	문지름으로써	족자	특유의	유연성을	좋게	하였다.

상축을	작품의	폭과	동일하게	재단하여	가장자리에	표지비단을	부착해	장황하였으며	흑단	축두로	제

작된	하축까지	장황하여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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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자고리못	및	족자끈	장황

족자 고리못 족자 끈 장황

족자 끈 장황 족자 끈 정리 

장황 완료

상・하	축	및	축두를	장황하여	조립하였다.	상축의	재질은	삼나무재질의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축두는	

미송목을	사용하였다.

좌・우	기둥에	남은	배접지를	안쪽으로	접어	완전히	제거하고	소맥전분풀을	축	날개의	가장자리에	도

포한	뒤,	상・하축을	장황하였다.

족자	고리못을	부착하여	끈을	장황하고	정리하여	장황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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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게말이축	및	족자보관상자	제작

족자 보관상자 제작 족자 보관상자 제작

굵게말이축을 이용한 유물 말기 의향함

유물 격납

오동나무를	사용하여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를	제작하였다.	굵게말이축으로	족자를	안전하게	말아서	

보관상자에	격납한	뒤	보관상자	양	끝에	제작된	의향함에	의향을	삽입하여	마무리	짓는다.	의향은	귀중

한	어진이나	공신상	초상화에	삽입하던	향균	및	방충제로써	5가지	한약재(정향,	백단향,	영릉향,	팔각회향,	

감송향)를	잘게	썰어	한지에	첩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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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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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산대렵지도>

①	비단	준비

원본	유물에	사용된	비단과	최대한	유사한	상태의	비단을	사용하기	위해	비단	직물	검사(박윤미)를	통

한	결과를	토대로	직조한	비단을	사용하였다.	

•							천산대렵지도	화견의	특성

천산대렵지도의	화견은	가는	실을	사용하여	변형평직으로	제직되어	있다.	실의	직경은	약	

0.07~0.11mm로	매우	가는데	경사에는	1올을	사용하였고	위사에는	경사	2올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실은	

가늘고	윤기가	나며	실이	투명한	감이	있고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보아	견사絹絲이며	세리신을	

제거하지	않은	생사生絲인	것으로	짐작된다.	

직조기법은	직물의	기본조직인	평직과	형식은	같으나	경사	두	올마다	사이가	벌어진	구조의	변형평직

이다.	이와	같이	생사를	사용하여	변형평직으로	제직된	직물을	‘사紗’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화견에	많이	

사용되던	직물이다.	

직물의	밀도는	경사는	cm당	35~37올	정도이며	위사는	15~22올로	위사의	밀도가	적다.	위사는	측정	

위치에	따라	cm당	7올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위사를	위입하고	손으로	바디를	치는	과정에서	힘	

조절에	의해	생기는	차이에서	생기는	결과이므로	화견이	수직기手織機에서	직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한다.

실 꼬임 : 무연

경사 직경 : 
0.07~0.11mm

위사 직경 : 
0.13~0.19mm
 
직물 밀도 : 
38×15올/cm2

직물 조직 : 
변형평직

<천산대렵지도> 변형평직 조직도

<천산대렵지도> 확대 <천산대렵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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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견	직조	과정

천산대렵지도의	유물의	크기는	22×23.2cm이나	장황할	때에	시접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하여	35

×40cm의	크기로	직조하였다.	

	-	실	준비

직물의	제직에	앞서	유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실을	마련하였다.	현재	직물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과	비교,	검토한	결과	21데니어54의	생사가	유물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1데니어는	우리나라에

서	사용하고	있는	견사絹絲	가운데	가장	가는	실이다.	직조에	소용되는	견사는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생사	

상태로	구입하였으므로	추가의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	정경하기

정경政經(warping)은	직조하려는	직물의	길이에	따라	경사의	길이와	숫자를	균일하게	정하는	것으로	

전통	베짜기에서는	베날기라고도	한다.	화견의	길이에	여유분을	더한	길이에	맞춰	정경대에	경사를	거는

데	시작부분에서	X의	상태로	사침걸기를	한다.

	-	직기에	경사	걸기

정경이	끝나면	사침대에	끼워진	순서에	맞춰	잉아에	한	올씩	넣고	끼운다.	평직으로	직조하므로	2개의	

잉앗대가	필요한데	잉아에	올을	끼울	때에는	1번	잉아	→	2번	잉아의	순서대로	끼워야	한다.	잉아에	끼우

기가	끝나면	실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개의	작은	다발로	묶어둔다.	화견의	밀도에	맞는	바디를	준비하고	

바디구멍에	경사	2올씩	끼운다.	도투마리(경사	빔)에	실을	감고	반대편	말코에	실을	묶어	직기에	경사	걸

기를	마무리	한다.

54	 		‘데니어(denier)’는	섬유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로	d	또는	D라고	표시하며,	‘중中’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1	데니어는	실	길이가	

9,000m일	때	1g의	단위이다.	

21데니어 생사 정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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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조하기

화견의	직조에	사용한	직기는	마루형	족답식	직기이다.	족답식足踏式	직기는	잉앗대(종광판)를	발로	밟

아	들어	올리는	직기로	손으로	잉앗대를	들어	올리는	수직기에	비해	작업	능률이	높다.	

위사로	사용할	실을	북에	감는데	유물의	특성상	경사	2올이	사용되었으므로	북에	2올을	합하여	감고	

위입하며	직조한다.

잉아에 실 끼우기 실이 끼워진 잉아 바디에 실 끼우기

잉아에 실 끼우기 직조하기

완성된 화견 완성된 화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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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대	복식	관련	자료	

천산대렵지도에는	고려시대	말에	유행하던	원대의	복식이	나타난다.	의복	형식이	조선시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부분적으로	박락되어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남은	부분을	토대로	유추하여	원

본의	상태를	추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대	복식	중에서	유물의	인물들이	착용한	의상들과	관련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원본 모사의 사용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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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부분

<천산대렵지도> 인물별 모자 부분

원세조출렵도(元世祖出獵圖)부분 원세조황제상 부분 원순종황제상 부분

원세조출렵도 부분 
전면원형후면방 형태의 뒷모습

전면원형후면방 형태의 모습 전가첨모(前加檐帽)

발립모(鏺笠帽) 연색라모(煙色羅帽)

55	 Zhao	Feng,	Shang	Gang	편저,	『Silk	Road	and	Mongol-Yuan	Art』,	ISAT/Costume	Squad	Ltd(Hong	Kong),	2005

원대 복식에 나타난 여러 모자 유형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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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	유형과	문양

<천산대렵지도> 의복 부분

변선포(辮線袍) 
내몽고명수원묘(內蒙古明水元墓)출토

앰무문직금면(鸚鵡紋織金綿) 
변선포(辮線袍)

56	 Zhao	Feng,	Shang	Gang	편저,	앞의	책.	

<천산대렵지도>의 의복과 유사한 원대 의복 형식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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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Zhao	Feng,	Shang	Gang	편저,	앞의	책.

<천산대렵지도> 의복 부분

원세조출렵도 부분 원명종상(元明宗像)

원대 의복 문양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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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Zhao	Feng,	Shang	Gang	편저,	앞의	책.

•							신발	부분

<천산대렵지도> 신발덮개 부분

신발덮개실물

우라차부멍(烏蘭察布盟:내몽고지명) 출토
신발덮개실물

원세조출렵도(元世祖出獵圖) 부분 신발덮개

원대 의복 문양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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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사도	원본	제작

•							바탕	작업

유물에	관한	자료와	분석	이후,	연습과	실험과	함께	<천산대렵지도>	모사본을	위한	바탕	비단의	밑	작

업을	진행하였다.	종이와	비단에서의	연습과정을	거쳤으나,	실제	모사본에	사용하는	비단으로	모사본과	

같은	조건하의	최종	연습을	위해	동일한	두	개의	바탕을	제작했다.	먼저	유물의	실측	크기에	맞게	직조한	

비단을	준비한	쟁틀에	맞게	재단하여	쟁틀에	고정시켰다.	종횡의	올의	방향을	고려하여	결이	휘거나	너무	

팽팽하지	않게	쟁틀에	고정한	이후,	완전히	풀을	건조시킨	뒤	아교포수를	하였다.	교반수의	농도는	바탕

비단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3%정도로	설정하였다.	

•							먹선	연습

모사	원본	제작에	앞서	유물에	사용된	선의	특징과	채색	방식을	미리	익혀	원본	제작시	실수를	최소

화하고	원본과	같은	생생함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선	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말과	인물들의	움직임이	

역동적이어서	활달한	선들이	사용되지만	인물의	표정이	세밀하게	살아있고	전체	유물의	크기가	매우	작

아	그	안에서의	원본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섬세함도	함께	갖춰야	하는	만큼	주로	선	연습을	위

주로	진행되었다.	

쟁틀에 고정시킨 비단

아교포수 과정 아교포수 후 건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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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대렵지도>는	유물	원본의	훼손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락된	부분을	유추하는	과정이	까다로

웠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작업을	통해	육안으로는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근

거를	찾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	선을	그어보는	과정을	통해서만	검증되는	것이기에	먹선	연습은	밑본	제

작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정이었다.	한편	인물의	모자부분	등	완전히	박락되어	육안으로	유추하거나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은,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박락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자연

스럽고	원본의	상황과	어울리게	찾는	과정	또한	선	연습에서	진행되었다.

디지털 작업 출력본

선 연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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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초

선	연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게	된	밑	본을	바탕으로,	앞서	준비한	아교포수된	비단에	상초를	진행하

였다.	모사본의	비단은	올의	간격이	넓고	성글기	때문에	밀도가	치밀하지	않은	바탕이다.	아교포수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단	자체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필획의	진행이	튕기는	현상도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다.	

때문에	앞서	준비한	두	개의	견	중	하나를	활용해	충분히	그	바탕의	감각을	익히고	모사본의	본	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물과	말의	필치는	<천산대렵지도>는	공필화의	세밀한	기법의	뛰어

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의	눈동자와	안구를	구분하여	그린	것은	물론,	말의	장신구나	재갈등도	정

밀하게	표현되어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인물의	표정과	역동적	동세는	실제로	관찰하고	

선 연습을 통한 박락부분 유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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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한	듯한	생생함이	느껴지는데	반해,	배경인	수목의	표현은	화보에	의한	정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두	사람이	그린	듯	전혀	다른	필선과	표현에	이질적인	느낌인데,	유물의	폭넓은	필세를	재현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다.	

•							배채

상초	과정이	끝난	후의	채색	과정은	크게	배채와	전채로	구분할	수	있다.	배채는	상초가	끝난	비단의	

뒷면을	채색하는	것이다.	뒤에서	칠하는	배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전채로	이어지는데,	유물의	배채	유

무는	보존처리	과정에서	배접지를	제거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본	작업에서는	배채와	

관련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미경	촬영을	통해	채색부분을	분석했을	때,	채색층의	두께

와	비단	올	사이의	안료	도포	정도	등을	통해	배채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안료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모사본의	채색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배채를	진행하였다.

선 연습을 통한 박락부분 유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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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채

전채는	배채가	끝난	후	화면의	앞을	채색하여	완성하는	과정이다.	모사도의	배채를	완성한	후	유물의	

원본을	바탕으로	전면의	채색을	진행하였다.	이	역시	안료	분석	결과와	현미경	이미지를	근거로	유물의	

색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한편,	XRF	분석을	결과로	안료의	성분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그	실제	색감은	육안으로	비교	분석해야	더욱	정확하고	유물과	일치하는	색을	찾을	수	있기에	색표를	제

작하여	유물과	색	비교를	진행하였다.

배채 과정

유물과의 색 비교의 예 - 붉은색

배채 완성 - 배면 배채 완성 -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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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사본의	바탕은	따로	염색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유물의	배경	색감과	수목의	채색	등을	고려

하여	기본적인	바탕색을	함께	채색하였다.	또한	인물과	말의	섬세한	필치는	정교한	채색으로	이어지는데,	

의복과	화살통의	문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료	분석에	의하면,	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분석	

결과	노란색	문양은	연백에	유기안료라	추정했었다.	하지만	선묘	테스트	결과,	연백에	유기안료로	그와	같

은	섬세한	선묘는	불가능하였으며,	금분이	갖는	극세한	밀도가	있어야	가능하였다.	이에	다시	유물을	현

미경으로	확대	관찰한	결과	석채와	같은	알갱이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안료	분석에서는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금분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여겼다.

전면 채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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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과 모사본 부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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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도	완성

<천산대렵지도> 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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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황

•							1차	배접

화본 습식 색한지를 이용한 배접

색한지 배접 건조판 부착

표장용 명주 배접 표장용 명주 배접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작품에	전체적으로	습식을	가한다.	화본의	결을	정확하게	맞춘	뒤	습기

를	다시	흡수하고	황색계열의	한지를	이용하여	배접하였다.	

문지름솔을	이용하여	완전히	배접한	뒤	건조판에	부착해	완전건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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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	천	연결	및	배접

명주천 재단 명주천 재단

한지띠 연결 1차 배접

한지 띠 2차 부착 2차 배접

명주천과	화본을	정확히	재단한	뒤	후면에	한지	띠를	부착하여	연결해준다.	한지	띠를	연결	후	한지를	

이용하여	1차	배접하였다.	약	30%	건조	후	한지	띠를	이전보다	더	얇게	재단하여	2차	보강을	하였으며	2

차	배접을	진행해	건조판에	완전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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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제작

표지 아교포수 표지 부착

표지 외부 표지 내부

표지	부착용	비단에	아교포수를	하였다.	온수에	중탕한	토끼	아교와	물을	6:3	비율로	섞어	3~4회	가량	

도포하였다.

목재	화판에	방습지와	한지를	이용하여	띄워	바르기를	진행하고	아교포수가	완료된	비단을	부착하여	

완전건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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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첩	연결	및	색지	부착

화첩 재단 색지 장황

화첩 연결 연결 후

대나무칼을	이용해	화첩의	중앙	접이선을	그어준	뒤	정확히	재단한다.	화첩의	제원에	맞게	재단한	후	

금색	색지를	사용해	가장자리를	감아	꾸며준	뒤,	소백전분풀을	가장자리에	도포하여	화첩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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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부착	및	압축

색지 장황 모습 연결된 내지

표지 부착 표지 부착

재 압축 상ㆍ하축 장황 완료

색지	장황	및	연결이	완료된	내지를	제작된	표지에	부착하여	연결하였다.	가장자리에	소맥전분풀을	도

포하여	부착하며,	화첩이	열리는	방향의	반대쪽(책등방향)	으로	화첩을	밀착해	부착하여	화첩을	열었을	

때	부딪치는	부분을	해결하였다.	

표지연결이	완료된	화첩을	압축기로	압축하여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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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첩	보관함	제작

표제부착 표제 부착

오동나무를	사용하여	화첩	보관상자를	제작하였다.

•							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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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수

검수는	규장각과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센터에서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와	2차	검수는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1차에서는	글씨부분을	중점

으로	누락되거나	원본과	다르게	쓰여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차에서는	1차	검수의	내용을	바탕으

로	수정한	부분들을	확인하였다.	그림	검수도	이루어졌는데	주로	선이	누락된	부분들을	찾아	수정,	보완

하였다.

3차와	4차	검수는	<공신교서부도>와	<천산대렵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3차에서는	복원된	부

분의	표현과	자연스러움을	중점적으로	채색이	누락된	곳이나	원본과	미세하게	다른	색상들을	찾아	확인

하였다.	4차에서는	3차	검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부분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장각의	검수	과정

을	통해	유물과	모사도와의	유사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었다.

회차 일시 검수 내용

1차 검수 2014. 9. 19 글씨, 그림 누락 부분 검수

2차 검수 2014. 10. 10 1차 검수 내용 수정, 보완 

3차 검수 2014. 12. 5 그림 부분 검수

4차 검수 2014. 12. 12 3차 검수 내용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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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검수	내용

E1 글씨누락 ( 위의 글씨 첨가 표시〝 누락)

D4 글씨누락 (지명 주촌 朱村이 누락됨) D4 글씨누락 (새로추가-输(輸)城지명이 누락됨

유물과의 색 비교의 예 -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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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글씨누락 (지명이 누락됨) C6 글씨누락 (지명이 누락됨)

E6 글씨누락 (朴多乙峴(박달고개) (이두)주의) E7 글씨누락 (지명이 누락됨)

C6 표현상이 (호수의 물결을 촘촘하게 엮을 필요가 있음. 아래 
산등성이 부분 회색 명암 처리를 좀 더 진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

음.)

C4 표현상이 (형제암兄弟碞 바위 옆 채색 누락

D4 글씨누락 (西北좌측의 경계부분 지명이 누락됨
마지막글자 岺으로 추정됨 C3 글씨누락 (박락으로 인한 지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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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신교서부도>	검수	내용

상단 내부 용상 채색 (상단 내부 용상의 빈 부분 채색이 누락) 상단 외부 경물 채색 (상단 외부 경물의 채색이 누락)

상,하단 입구의 고리
(상·하단의 입구 부분의 고리표현(개수)이나 각도 확인요망.)

하단 내부 용상 채색 누락 
(하단 내부의 용상 빈부분의 채색이 누락

하단 좌측 소나무 (하단 좌측 소나무 잎 누락) 하단 외부 경물 채색 (하단 외부 경물의 채색이 누락)

하단 입구 오른쪽 기둥 (하단 입구의 오른쪽 기둥 부분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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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산대렵지도>	검수	내용

왼쪽 인물의 귀 표현 왼쪽 인물의 의복문양 (왼쪽 인물의 의복문양 처리 검토 요망)

왼쪽 인물의 활시위
(왼쪽 인물의 활시위 처리 검토 요망. 본래 처리되어 있었을 가능

성)

왼쪽 인물의 소매 끝부분
 (왼쪽 인물의 소매 끝부분 처리 검토 요망 

줄무늬 처리되었을 가능성)

중간 인물 안장 무늬 확인
 (중간 인물 안장의 호피 끝단 처리

오른쪽 인물 의상무늬 확인
 (오른쪽 인물 의상의 무늬배치가 약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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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고지도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회 화 김성희(서울대학교)

한문 및 서예 이상찬(규장각)

장 황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2)	규장각	관계자

①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	신하순

•							연구원	:	이광수,	이승우,	정두희

•							보조연구원	:	허승희,	박주영,	김초윤,	송지현,	안소윤,	서기환,	김종규	

3) 자문회의 과정

•							유물	실견

•							자문회의

•							자문회의	과정	기록	

•							자문회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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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회의 결과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							족자	형식		 	 	 	 	 	 	 	 	 	 	

첩	/	족자	/	첩	형식	제작	후	족자	 	 	 	 	 	 	 	

원형모사원칙에	따라	첩의	형식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형자체의	첩	형식	확인이	어려움.	접는	

방식의	복원은	가능하나	정교하게	접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접혀질	부분의	손상이	우려됨.	또한	

첩	표지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두	가지	본(첩과	족자)	모두	제작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잡아보고	추후	결정.

•							종이		 	 	 	 	 	 	 	 	 	 	

지도	제작	당시에	아교포수	후	제작했을	가능성이	적고	포수를	했을	경우	첩을	만들	때	접히는	부분

에	박락이	생길	수	있음.	지도는	대부분	도침지를	써	왔으므로	원형복원을	목표로	하려면	도침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예	 	 	 	 	 	 	 	 	 	 	 	

기본적으로	제목,	서문,	부기,	지명	4부분으로	나누어	차이를	반영한	필체로	진행.	일반적으로	쓰는	한

자와	다르게	표기된	부분들(지도를	제작할	때	나타나는	특정	이체자)의	확인과	손상된	부분의	지명	

등을	양보경	교수의	자문을	통해	연구하는	방향으로	결정.

(2)	<공신교서부도>

•							도장	 	 	 	 	 	 	 	 	 	 	 	

현재	남아있는	도장	부분을	고화질	촬영	후	확대하여	전각에	주로	쓰이는	글자를	유추해	내도록	함.	

(이승우	선생님)	레이져	커팅이나	실제	원본에	나타난	도장	그대로	인쇄를	하는	것	보다는	앞의	과정	

(글자	유추	후	복원)을	통해	모각을	통해	도장을	제작하여	찍는	것이	바람직함.	

•							바탕처리	 	 	 	 	 	 	 	 	 	 	

회화적으로	보았을	때	호분을	칠해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	밑	색을	처리했다고	생각되어	질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복원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음.	이	외

의	방법으로	배접시에	뒷	종이에	색을	달리하여	밑바탕에	색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방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단	자체의	색이	아닌	뒤의	종이가	변색되어	지금의	색이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음.	따라서	바탕색을	처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됨.	(아교포수	고유의	색으

로	인해	비단의	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접지에	따라	전체적인	색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색

감의	배접지로	배접	실험을	진행하여	색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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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락부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림	하단부의	세	번째	소나무를	근거로	하여	상단의	유실된	소나무를	

복원하도록	함.

•							어긋난	비단	부분	 	 	 	 	 	 	 	 	 	

상단부의	붉은	색	의자가	부분적으로	비단이	상하로	늘어나고	좌우로	틀어진	후	찝어진	채로	배접이	

된	상태라	이	부분은	컴퓨터로	이미지	복구가	불가해	하단부분에	있는	의자부분을	참고로	하여	어긋

난	부분을	맞춰	그리도록	함.

•							안료		 	 	 	 	 	 	 	 	 	 	

안료	분석	결과를	안료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후,	샘플을	제작하여	원본과	색	대조	작업

을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2차	자문회의에	다시	논의하도록	함.

(3)	<천산대렵지도>

•							박락부분	 	 	 	 	 	 	 	 	 	 	

인물	외의	배경	부분의	박락이	심해	적외선	카메라	촬영	이미지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

나	고화질	촬영	이미지를	포토샵	작업(밝기,	대비	등	조정)으로	조정하여	선의	사용	내용은	어느	정도	

추정하여	유추할	수	있음.	

•							장황	 	 	 	 	 	 	 	 	 	 	 	

현재	유물의	장황	형식인	액자는	원본	표면의	안료를	박락시킬	위험이	있어	적당하지	않으며,	원본의	

모습으로	볼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음.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가	필요함.	따라서	모사본은	현재

와	같은	장황형식이	아닌	장기간	보관에	용이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장황형식을	참고하되,	기본

적인	첩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안료	 	 	 	 	 	 	 	 	 	 	 	

인물의	푸른색	의상에서	티타늄(Ti)이	검출되었으며,	금색으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구리(Cu)와	철(Fe)

가	검출됨.	금색	부분에서	금(Au)이나	비소(As)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사용된	색상의	연구가	필요함.	

원본에	인물과	말	부분에	개칠의	흔적이	있는데	이를	반영한	분석	결과를	안료	분석	전문가에게	다시	

자문을	받아	추정한	후	샘플을	제작하여	2차	자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함.

•							비단	 	 	 	 	 	 	 	 	 	 	 	

기본적으로	비단	장인에게	원본과	가장	유사한	조직의	비단을	주문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를	의류학과에	의뢰하여	바탕	재질에	사용된	섬유와	조직	등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도록	함.	

366



2. 2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							일시	:	2014.	10.	22	(수)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회화 및 장황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복식 김문숙(서울대학교)

한문 및 서예 김윤제(규장각)

(2)	규장각	관계자

①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	신하순

•							연구원	:	이광수,	이승우,	정두희

•							보조연구원	:	허승희,	박주영,	김초윤,	송지현,	안소윤,	서기환,	김종규	

3) 자문회의 과정

•									유물	실견

•									자문회의

•							자문회의	과정	기록

•							자문회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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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회의 결과

(1)	<공신교서부도>

•							상단의	붉은	선	모사	유무	 	 	 	 	 	 	 	 	

빼야할	근거가	없으므로	유물에	근거하여	복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							건물의	형태와	형식,	유물	가운데를	세로로	지나는	틀의	흔적으로	보았을	때	병풍의	한	폭으로	추정

되나	짝을	이루는	교서	유무가	확인되지	않음.	

•							우측	상단	낙관의	내용	확인	및	유추	 	 	 	 	 	 	 	

낙관은	유물을	근거로	모든	자형	판독.(윤순의	‘늙은이	수’의	이체자)	 	 	 	 	

모각한	도장을	찍을	경우	유물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방향

으로	진행.	 	 	 	 	 	 	 	 	 	 	

낙관은	인주로	찍는	것으로	진행.	 	 	 	 	 	 	 	

낙관의	위치를	보았을	때	화제	역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됨.

•									백색	부분	칼슘	성분	검출(연분과	호분의	선택)	 	 	 	 	 	 	

검출	결과를	참고할	경우(8번	부분)	칼슘이	평균이상으로	높게	검출.	 	 	 	

안료부분의	검출	칼슘	양이	일반적이지	않음.

•							지붕	차양	끝	부분의	푸른색	 	 	 	 	 	 	 	 	

17세기부터	19세기에	등장하는	회청색으로	분청사기에	이용하는	안료.	 	 	 	

일반	안료가	아니며	코발트	계열에	속하는데	구리성분이	검출됨.	 	 	 	 	

아교에	섞어	사용할	수	있음.

•									배채	 	 	 	 	 	 	 	 	 	 	 	

왕실	제작	그림	중	일반적	기록화는	배채가	일반적임.		 	 	 	 	 	

연단으로	배채를	한	후,	전채로	주사나	진사를	쓰는	예.	 	 	 	 	 	

복원	모사의	경우	색감이	유뮬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2)	<천산대렵지도>

•							박락	부분	관련	 	 	 	 	 	 	 	 	 	

원대	복식사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진행.		 	 	 	 	 	 	

유물에	남아	있는	형상으로	비슷한	유형을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확실한	근거	제시는	불가능함을	

염두하고,	복식의	유형,	포의	주름,	모자	등의	형태를	근거로	한	참고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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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인물의	모자부분은	유물상의	박락이	심해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	깃/건의	추측	성	복원은	위험.	

인물	모자	자료(투구의	변형,	깃/건의	형태	등)	 	 	 	 	 	 	

원대	복식	특유의	금박문양	직물.	 	 	 	 	 	 	 	

포	주름	등의	참고	자료.

•							장황	관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산대렵도>	참고		 	 	 	 	 	 	

그림	옆에	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후	가능성을	염두	할	경우	첩의	형태가	바람직함.	 	

여말선초	시기에는	옥색	바탕	비단의	표장이	일반적이었으며,	표제를	붙여서	쓰는	형식은	후대의	형식

이므로	첩에	직접	쓰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됨.	 	 	 	 	

검증이	안	된	경우,	유물	내에	등장하는	인물의	비단	무늬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현가능

성이	의문.	깔끔한	비단으로	마무리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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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모사본 제작 의의

이번	규장각	모사본	제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첫	번째로,	재료선택의	한계를	벗어나	전통과	적합한	재료를	구비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모사	

뿐	아니라	일반적인	작품의	제작에서도	재료의	선택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작품에	적합한	재

료를	통한	숙련	과정이	작품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통안료의	구입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수입	통로로	인해	이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	진	상황이다.	

그러나	모사의	바탕재로	쓰이는	종이나	비단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제작된	것에	한정되어야	유

물의	원형을	되살리고자	하는	모사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안료	구입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	생

산된	방식	그대로	전수된	것이어야만	과거에	그려진	유물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

의	단절에	따라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장인이	차츰	사라지고,	이에	따른	생산	가격이	상

승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커져	현	실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규장각	모사화	

사업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해결방안이	생기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아	그	생산량이	적기

는	하지만	이러한	모사사업을	계기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모

사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모사	제작과정을	통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된	한지를	체험해	봄으로써	현재	유통되는	개량	한지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작품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된	비

단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비단의	구조,	형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작품의	제작방법	또한	달라져	이에	대

한	난이도가	높아졌다.	기존에	익혀온	경험과	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재료에	대한	제작방법을	연구

하고	이에	따른	숙련과정을	거쳐야	해서	제작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를	계기로	전통의	기법에	

한층	진일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전통회화의	모사를	통해	한국	미술의	맥을	가늠하는	실질적인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러	모사를	통해	조선시대의	화풍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이

어져	온	한국회화만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실례로	한국회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

는	붓의	운필	방식들이	있는데,	이는	조선	중기나	후기	모두	일정하게	나타나는	양식으로	나무나	인물을	

그릴	때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모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	조선회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와	<공신교서부도>,	특히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천

산대렵지도>는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천산대렵지도는	같은	제목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있어	자연스

럽게	비교하여	모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작품	모두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치밀하고	정교

한	실력으로	미루어	보아	왕이	그렸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고,	두	작품을	비

교하는	과정에서	한국화의	특질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은	규장각	소장본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규장각	소장의	천산대렵지도에	앞서	언급했던	조선시대	특유의	회화방식과	감

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옷주름을	표현한	의습선에서	부터	색을	운용하는	기법과	방식	등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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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했던	<임진전란도>와	상당히	흡사했으며,	이	밖에도	의궤나	기록화에	보이는	인물의	필선과	상통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중국의	원체화풍	양식과	유사한	

기법이	보여	의문점을	갖게	한다.	이	점은	차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본인이	모사제

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화풍의	차이를	통한	의구심은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

러한	의구심과	생각을	갖고	한국회화의	전통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모사는	오래전부터	동양회화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왔다.	육조六朝	시기	사혁謝赫59은	6가지	화

법畵六法중	‘전이모사轉移模寫’를	언급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옛	그림을	모사하는	과

정을	통하여	과거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우수한	전통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전통으로	인해	실제로	중국회화에	등장하는	상당량의	작품들은	이모移模되어	전해져온다.	이러한	이모	

작업은	오늘날	우리가	역대회화의	시대적	유형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

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모된	작업의	수가	적은	실정이다.	2013년에	모사한	규장각	소장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의	경우	박락과	훼손이	상당히	심한	편이었다.	모사와	고지도	전문가와의	연구로	유실된	지명의	

80%까지는	복원하였지만,	만약	몇	백,	몇	천	년	전에	이모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모사의	또	다른	중요성과	의의는	전통의	계승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오늘날	제작되는	작품을	천	년	동

안	보존하고	싶다면,	천	년	동안	써온	기법을	쓰면	된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축적하여	온	것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전통이고,	이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민족은	그만큼	문화의	내

적역량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한국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큰	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한	편,	많은	후학을	양성하여	한국미술의	

발전과	계승에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9	 		중국	육조시대	남제(南齊,	479~502)의	화가,	화론가(畫論家).	화가품평(畫家品評)인	『고화품록』(古畫品錄)을	저술하였고,	서(序)에	그

림의	육법(六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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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자 제언

올해도	규장각의	후원과	배려로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	유물을	동시

에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경험도	더	많이	축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사업예산	또한	부족함이	없어	재료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고,	비단이나	종이는	국내	최고의	장인

에게	주문	제작하여	유물과	유사한	모사도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단은	유물을	과학적으로	분

석하여	손으로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에	결과물	또한	유물과	상당	근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모사의	의미가	훼손된	옛	유물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

니다.	이에	대한	협력	및	보완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전통재료의	계승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한국화를	전공하면서도	순수한	전통재료

를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산	견이나	종이에	일본산	현대	안료를	사

용하여	이를	한국화라고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안료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한	안료일지라도	조선시대	전

통의	회화형식과	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격식과	형식은	화원에서	체계화되고	전

통으로	전해져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전통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회화의	전통기법은	규장각의	꾸준한	사업을	통해	차츰	연구

되어	복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재료	또한	그	맥이	유지되길	바라면

서	온전한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회화를	전공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료와	이에	따른	기법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료

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이치입니다.	어떠한	재료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재료의	부적절한	선택은	왜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사와	연계된	여러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면	보다	확실한	전통의	계승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것이

라	확신합니다.

수리복원	부분	또한	모사제작과의	협력이	긴밀하며,	어떤	면에서는	모사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모사한	<천산대렵지도>와	<공신교서부도>는	그	훼손이	심각하고	보존상태가	좋

지	않아	수리가	시급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사도를	제작함에	가장	이상적인	절차는	수리복원과	모사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경우인데,	수리	복

원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본다면	유물을	더욱	정확히	관찰할	수	있어	모사도	제작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만약	시간상	동시에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선	수리	후	모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모사도

를	제작함에	수리복원이	먼저	이루어져	이에	따른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

다.	가령	수리복원을	위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원래의	색과	원본의	크기	형태	등

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배채의	유무를	실제로	확인하여	모사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사제작자가	직접	보지	못한다	하여도	그	과정이나	안료분석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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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사도	제작시	시간도	상당히	절약되어	제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몇	가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과	부족함은	차후	더욱	탄

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좀	더	훌륭한	결과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소중한	경험으로	깊

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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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판문화재 인출사업 제  4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							주관사업자	:	운봉서각원	(대표	박영덕)

•							사업기간	:	2014년	4월	29일	~	2014년	8월	13일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서	인출	및	등록을	통해	미소장	장서	구축

•							해당	도서	열람	등	활용성	제고

•							매체	다양화를	통한	원본	책판	보존

•							완질본이	아닌	책판의	누락부분을	제작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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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 및 내용

(1)	사업대상

연번 서명 책판번호
책판

개수

책판

면수

누락

면수

책판크기

(匡郭, cm)
표지

재질

제본

형태

인출

부수

원본

도서
비고

1 名家筆蹟
6522~6527,

17742~17746 11 19 0 32.6×21.5
(大小不同)

비단 첩 4 不存

2
眞草千文

(華東書法,

夙興夜寐箴)

10542~10553,
17740~17741,
10559~10561

17 31 0 27.5×21.9
(大小不同)

종이 오침 4 1부

3 受敎完文 10554~10558 5 10 1 34.1×22.8 종이 오침 4 1부

4 揄揚盛烈錄 14287~14291 5 5 1 36.0×23.8 종이 오침 4 1부

합계 38 65 2

 * 누락면(신규제작) 책판 포함하여 총 책판개수 40개, 책판면수 67면임.

•							규장각에	완질이	소장된	책판	중	규장각내에	인출된	책이	현존하지	않거나	1부만	남아있는	자료를	인

출대상으로	선정

•							완질이	아닌	경우라도	누락면수가	적고	동일책판으로	찍어낸	책이	현존하는	경우

(2)				사업내용

규장각내에	완질본完帙本책판이	존재하나,	책으로는	없거나	1부만	남아있는	자료를	인출하여	장서로	등

록하는	사업.	누락면이	있는	경우,	해당	책판을	판각하여	제작	후	인출.

•							인출을	위한	책판	클리닝	작업,	장황裝潢,	서명	필사	등	포함.

①	누락분의	책판	제작(목재	수급~먹물취색)

•							수교완문受敎完文	1장	1면

•							유양성열록揄揚盛烈錄	1장	1면

②	책판클리닝	:			원활한	인출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글자의	획	사이에	채워져	있는	먹성분의	잔여

물을	책판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

③	전통한지,	먹(송연묵)을	사용한	원활한	인출

④			능화문양을	입힌	표지	제작	후	오침안정법	또는	첩으로	장황	 	 	 	 	

(4종	4책(1첩	3책)을	각	4부씩	총	16부	제작)

⑤	장황	후	전문서예가의	표지	서명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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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범위

•							책판	문화재	인출사업에	관한	일체사항

	책판	제작,	책판클리닝,	인출,	장황,	표지	서명	필사,	자문위원회,	보고서	작성	등

•							정해진	하자보수	기간내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사항

2. 인력현황

1) 자문위원

성명 소속 비고

박 순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양진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참여인력

   참여인력현황

성명 소속부서 직책 담당업무 비고

박영덕
운봉서각원

(충북 보은군 속리산로 127)
대표

책판제작, 
인출 및 총괄 

-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이수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6673호)

박해원 ˝ 전승자 각자, 인출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7028호)

박지원 ˝ 전승자 인출 보조,클리닝

신철우
동방서예한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복대로 34)
대표 표지서명필사 - 충청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서예)

정찬정
차가방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0)
대표 장황 -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1242호)

편완구

대우임업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길 85-1)

대표 책판용 목재공급

조현태

예온

(경기 남양주시 경강로
849번길 234-19)

대표 책판용 판목 제작
-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6364호),
  칠공(옻칠)

장용훈

장지방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작은매골길 70)

대표 한지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기능보유자

한상묵

취묵향공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로174번길 24-1)

대표 송연먹 - 먹 제조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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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판 인출의 역사적 고찰

책판冊板은	한번	판각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원하는	수량만큼	다시	찍어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조선은	책을	널리	전파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사筆寫나	활자活字보다	책판을	선호했다.	책

판은	조선의	지식과	정보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한	최고의	기록	매체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수행한	‘2014년	책판문화재	인출	사업’의	대상	자료는	『명가필적名家筆跡』을	비

롯해	『진초천문眞草千文』・『수교완문受敎完文』・『유양성열록揄揚盛烈錄』이다.	이	사업은	운봉서각원(대표	박영

덕)에서	주관해	4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3개월	반에	걸쳐	수행했다.	사업	대상	자료의	종수는	4종으로	

많지	않지만,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수고가	요구되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책판	중에서	해당	책이	현존하지	않거나	1건만을	소장한	자

료를	인출	대상으로	했다.	또	그와	반대로	소장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해당	책판이	있으나	누락된	책판이	

있는	건을	대상으로	책판을	제작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가필적』과	『진초천문』이고,	후자의	사례

는	『수교완문』과	『유양성열록』이다.	책판을	찍어내기	위해서	먼저	책판에	새긴	글자의	획	사이에	채워져	

있는	먹성분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클리닝을	시행했다.	책판에	송연묵을	바른	후	전통한지에	인출을	마친	

책지冊紙는	장황을	하여	완성하였다.

책판을	제작하기	전에	글자를	새기는	부분인	판면板面과	손잡이에	해당하는	마고리[莫古里:	조선시대

의	명칭과	표기]의	수종을	분석했다.	판면은	파편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미경	촬영을	실시했는데	

‘산벚나무’로	판명되었다.	마고리는	시료를	채취해	수종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과-소나무속’	중에서	경송류

硬松類로	식별되었다.	이	수종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으로	건축과	가구,	악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조선	후기에	목판으로	인출한	서책	중에서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을	통해	책판의	수종과	판각	과

정을	살펴보자.	『선원계보기략』은	1679년(숙종	5)에	종친인	낭원군朗原君	이간李偘이	편찬한	것을	목판으로	

간인刊印하기	시작한	것이다.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기략』은	왕실	구성원들의	의례와	관련하여	수정	사항

이	발생하면	목판을	마련하여	판각하게	된다.	『선원계보기략』을	수정할	때	쓰는	판목板木은	‘자작판自作板’

이다.	판목은	판각에	들어가기	전에	솥에	삶아내는	‘숙정熟正’과	매끄럽게	다듬는	‘마정磨正’의	연판鍊板	과

정을	거친다.	판목을	소금물에	삶아	내어	서늘한	바람에	말리면	판이	뒤틀리지	않으며	조각하기가	쉽다.	

자작판은	보통	큰	솥	하나에	판자	10닙[立:	목판을	세는	단위]씩	넣고	쪄낸다.	숙정을	마친	자작판은	

마판군磨板軍이	나무를	다듬는	속새[木賊]로	마정한다.	연판	과정을	거친	자작판에	사자관寫字官이	필사한	

정서본正書本을	뒤집어	교말膠末(아교	가루)로	붙이는데	이를	‘부판付板’이라고	한다.	각수가	부판의	글자	모

양을	판각하게	된다.	판각을	마친	자작판은	양	끝에	마고리를	붙이는데	3촌정寸釘으로	양쪽	상하의	네	곳

을	고정시킨다.	‘마고리’는	‘어떤	사물의	끝을	마무리하여	막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길쭉한	물건의	양	

끝에	대는	것이다.	자작판	하나의	마고리에	사용된	목재는	‘소조리小條里’	2척8촌이다.	책판의	마고리는	글

자를	새긴	부분이	맞닿는	것을	방지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책판이	휘는	것을	막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작판은	책판	이외에	책의冊衣(표지를	지칭)에	무늬를	새길	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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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판菱花板을	만들	때에도	사용했다.	

『선원계보기략』은	왕실	종친에	관한	관청인	종부시宗簿寺에서	주관하여	간인했다.	1719년에	『선원계보기

략』을	간인할	때	필요한	자작판으로	인한	종부시와	교서관校書館의	마찰에서	자작판의	조달	과정을	알	수	

있다.	자작판은	숙정과	마판	과정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해	판각	일자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선원보략교

정청校正廳’은	자작판을	공급하는	교서관에	자작판을	대령하라고	감결(甘結:	하급	관청에	지시	사항을	전

달할	때	발급하는	문서)을	보냈다.

그런데	교서관	서리들은	발괄[白活:	서민이나	下吏가	관에	사정을	호소하는	것]을	올려	자신들이	처

한	상황을	호소했다.	자작판이	공가貢價에	비해	시가時價가	비싸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많아져,	자작판	

공물주인貢物主人이	없어	교서관	서리들이	직접	자작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작판	자체를	구하기

가	쉽지	않아	기한	내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서리들은	태장笞杖에서	죽음에	이르는	책임을	감수한다는	것

이다.	자작판만을	고집하는	종부시의	태도에	대한	교서관의	입장은	책판에	쓰이는	판목이	모두	반드시	

자작판일	필요는	없으며,	‘고리수古里樹’	같은	나무는	견고하고	세밀해	자작판보다	더욱	좋다는	의견이었다.	

교서관과	종부시의	마찰에서	보듯이	자작판은	당시	가장	우수한	판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연간(1725~1776년)	52년	동안에	『선원계보기략』은	28회	수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잦은	수정에서	

‘세보洗補’의	방법을	적극	활용했다.	‘세보’란	어떻게	수정하는	것인가는	여러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세보

란	책지를	찍어	낸	후에	오자가	발견되면,	오자가	있는	곳을	도려내고	글자를	고쳐	보완하는	것이다.	책에

서	세보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려낸	부분보다	1.5cm	정도	여유	있게	자른	종이에	교정한	글자를	

찍어	뒷면에서	덧대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보는	책지를	수정할	때만이	아니라	책판	자체도	세보의	방

법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책판에	수정한	부분의	나무	조각이	수축으로	인해	탈락

된	것이	발견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선원계보기략』의	책판	6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5판은	정조의	어제인	「선

원계보기략서」에	해당하는	책판으로	한쪽	면에만	판각했다.	이	서문은	1783년	이전에는	없었던	『선원계보

기략』의	서문으로,	정조가	1783년	1월	16일에	판각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	책판을	현미경	촬영을	통한	수

종	분석을	시도한다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과	같이	하나의	책판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인력과	물자가	들어갔으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

라서	책판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추후의	철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책판의	가치와	활용성이	

제고提高될	것이다.	‘2014년	책판문화재	인출	사업’은	『수교완문』과	『유양성열록』의	누락된	책판을	제작하

여	보완함으로써	향후	인출에	대비하여,	앞으로	책판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례로서	기여할	것이다.

글	:	조계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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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1. 유물 실측 및 조사 (2014. 5. 7)

1) 책판 실측

각 서종별로 1판씩 실측

서명

규격(mm) 인출 광곽(mm)
비고

가로×세로×두께 가로×세로

揄揚盛烈錄 584×242×22 360×240

受敎完文 508×230×13 342×228

眞草千文 510×220×32.7 274×220

1 책夙興夜寐箴 355×198×17 217×197

華東書法 460×210×34.6 305×210

王右軍墨戱 508×215×32.5 324×213

名家筆跡에서 
각 첩으로 분리

晉右將軍王犧之書 508×215×32.5 324×213

羲之筆陳圖帖 500×215×30 324×214

실측(가로, 세로,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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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 조사

3) 장서 규격 실측

한지 조사(두께, 색상 등)

유양성열록 수교완문 진초천문

희지필진도첩 진우장군왕희지서 왕우군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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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 분석

1) 책판의 수종 및 안료 분석

(1)	책판	본판	수종분석

책판	본판은	시료(파편)	채취가	불가하여	육안	분석과	현미경	촬영을	실시한	결과	산벚나무로	판명되

었다.

육안 분석 및 현미경 촬영 분석

유양성열록 : 기존 책판 / 신규 제작 책판

수교완문 : 기존 책판 / 신규 제작 책판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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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판	손잡이	수종분석

책판손잡이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이지만	다른	목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수종	분석을	했다.

•							분석처	:	(주)씨엔티	경담연구소

•							분석일	:	2011년	10월	16일

수종 및 유기물 분석

시료명
분석내용

XRF FT-IR 수종

책판 손잡이 2 6

①	수종조사

시료를	채취하여	실체현미경(Nikon,	C-PS)으로	조사대상	위치를	결정하고,	목재의	3단면을	포함하

는	시편을	만들어	연화하고	paraplast로	embedding	cassette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편블럭을	Rotary	

Microtome을	이용하여	두께	10〜15㎛의	3단면	절편을	만들어	Safranine으로	염색한	후	알콜계열로	탈

수하고	투화과정을	거쳐	영구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E200)을	이용하여	40

〜400배의	배율로	목재	내	구성세포의	종류와	배열형태를	관찰하고,	이미	보고된	목재조직학적인	특성의	

연구	결과와	대조하여	해당수종을	검색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연번 유물명 수종

1 책판손잡이 1 소나무과 - 소나무속 Pinaceae Pinus - 硬松類

2 책판손잡이 2 〃

3 책판손잡이 3 〃

4 책판손잡이 4 〃

5 책판손잡이 5 〃

6 책판손잡이 6 〃

책판손잡이에서	확인된	수종은	소나무과	-	소나무속,	Pinaceae	Pinus	중에서	硬松類로	식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송류에는	소나무(陸松,	赤松),	海松(곰솔,	黑松)등이	있다.	조직이	거칠지만	광택이	있고	

내후	및	보존성이	크고	가공성이	용이하여	가구,	건축,	토목,	선박,	악기	조각	및	기구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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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종별	해부학적	특성

책판손잡이1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2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3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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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판손잡이4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5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6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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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판	손잡이	안료분석

책판손잡이의	표면에서	흑색안료가	확인되었다.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각각	진하고	옅음의	농도가	다

르고	판면과	교차부에는	일부	뭉쳐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으로	만지면	묻어난다.	인경印經	작업	도

중	판면에	바른	먹물이	손잡이에도	묻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기분석을	통해	옻칠의	가능성에	대해서

도	조사하였다.

①	현미경	관찰

옻은	표면에	치밀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끈하게	보이고	균일한	광택이	있으나,	먹과	같은	탄소덩어

리는	표면에	요철이	심하며	광택이	불균일하게	난반사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실체현미경(Nikon,	C-PS)으

로	관찰한	결과,	먹으로	확인되었다.

②	FT-IR분석

적외선	분광법(FT-IR	: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은	옻칠과	같은	문화재의	유기물	분

석에	이용된다.	분광기는	Shimadzu	社의	IR	PRESTIGE-21(model)을	사용하였다.

Fig. 1 옻칠의 표면 Fig. 2 손잡이의 표면

Fig. 3 팔만대장경 옻칠의 FT-IR Fig. 4 손잡이 먹의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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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은	팔만대장경	中	수다라장에서	채취한	옻칠과	남원(産)	옻칠을	분석한	결과이다.	남원산	옻칠을	

상온에서	경화한	것(a)과	100℃에서	경화한	것(b),	팔만대장경	옻칠	시료(c)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옻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을	나타내는	특정	피크가	검출되었다.1

Fig.4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책판	손잡이의	흑색	미지시료(①,	②)를	분석한	결과이다.	3433cm-1에서	

N-H신축	진동이,	1624cm-1에서	지방족	C	=	C	탄소	이중결합이,	1244cm-1에서	C-N결합이	확인되었다.	

먹은	탄소(C)를	주성분으로	동물성	아교와	섞어서	만드는데,	주성분인	탄소의	결합과	아교의	단백질	성분

인	질소가	확인되었다.	

옻칠의	분석	결과와는	대조적인	패턴을	보이며	분석	시료와	먹(③,	大新堂筆房作,	古淸墨)은	일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책판손잡이	분석결과	수종은	대부분	소나무과로	식별되었으며,	표면에	도

포된	흑색안료는	먹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목판을	인경하는	과정에서	판면에	바르는	먹물이	손잡이에	전

이된	것으로	확인된다.

1　도춘호・이태녕,	1990,	고려팔만대장경	경판의	옻칠,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8: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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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문양 및 재료 분석

서명 표지재질 제본형태 표지문양 비고

유양성열록 종이 오침 장황 연화, 능화문

수교완문 종이 오침 장황 만자문

진초천문 종이 오침 장황 무

희지필진도첩 종이 첩 장황 무

진우장군왕희지서 종이 첩 장황 만자문

왕우군묵희 종이 첩 장황 무

3) 한지 두께 및 매수 파악

서명 두께 매수 비고

유양성열록 0.1mm(도침) 1권 6매 + 내지 2매×4부 = 32매×3배수

수교완문 0.08mm(도침) 1권 11매 + 내지 2매×4부 = 52매×3배수

진초천문 0.03mm(도침) 1권 31매 + 내지 2매×4부 = 132매×3배수

희지필진도첩 0.03mm(도침) 1첩 7매×4부 = 28매×3배수

진우장군왕희지서 0.03mm(도침) 1첩 8매×4부 = 32매×3배수

왕우군묵희 0.03mm(도침) 1첩 4매×4부 = 16매×3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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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위원회

1. 자문회의 안건

일시 2014년 5월19일(월) 14:00~16:00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자문위원

박순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전문위원 : 054-851-0772)
양진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 02-880-5672)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 02-880-6889)

회의절차

•	운봉서각원 사업 주요내용 및 자재 수급 설명
•	판목 및 책판 제작 관련 설명
•	책판클리닝 및 인출 방법 설명

안건

• 책판 인출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
• 책판 인출 사전 작업(클리닝)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사항
• 책판 수종 분석에 대한 사항
• 책판 제작기(製作記) 위치에 대한 사항
• “眞草千文” 중 “華東書法”의 페이지 순서에 대한 사항
• 신규 제작 책판의 향후 수축에 대한 사항

2. 자문회의 내용

자문회의

내용

• 책판 인출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
   - 한지 : 현존하는 책의 종이두께 등 상태를 기준으로 원본과 최대한 가깝게 제작하여 사용할 것.
   - 먹 : 전통방법 제작한 송연먹으로 사용 

• 책판 인출 사전작업(책판 클리닝)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사항
   - 책판 클리닝 방법은 습식으로 시행.
   -   인출에 무리가 없는 책판은 물을 뿌리고 솔질을 하여 천으로 먼지 또는 이물질을 닦아내는 정도의 클리닝을 시행.
   -   “眞草千文”(21면) 책판은 행초서로 새겨진 글씨부분이 알아보기 힘든 것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클리닝하여 인
출할 것. (클리닝 전 사전인출을 하여 교정을 보듯이 시행하되 책판글씨에 무기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
할 것.)

   - 인출 후 전통적인 방법으로 책판을 클리닝하여 보관할 것. (식염수 농도의 소금물로 세척.)
   - “揄揚盛烈錄” 및 “受敎完文”의 내사기, 도장, 표지 
       우측상단의 질별 표시 등은 후대에 넣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현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책판의 수종분석
   - 책판 :   시료채취가 어려운 관계로 육안분석과 현미경 분석 결과 유양성열록 1판과 수교완문 1판 모두 산벚나

무로 분석.
   - 마구리 : 2종 모두 소나무로 분석.

• 책판 제작기 표기위치에 대한 사항
   - 책판 목제에 대한 기록은 한면에만 새겨진 책판임을 감안하여 2판 모두 뒷면에 기록하는 것이 좋음.

• ‘眞草千文’중 ‘華東書法’의 장차가 역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바로잡는 것에 대한 사항
   - 착오된 장차는 순서대로 바로 잡아 시행.

제 4장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393



자문회의

내용

• ‘眞草千文’중 ‘華東書法’의 인장 부분의 인출에 관한 사항
    -   예전에 ‘華東書法’을 인출할 당시에는 인장 부분에 인주를 사용하여 인출하였으나, 금번에는 인주를 사용하지 
않고 통일되게 먹으로 인출함.

• 신규제작 책판의 수축에 대한 사항
    - 현재 해당 책판과 책의 광곽의 상하 0.8mm 정도의 차이를 배려하여 제작해야 함.

• 명가필적 장황
   - 상하 여백을 두어 첩 장황을 하되 상 5cm 하 3cm 정도의 여백을 두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일듯함.
   - 서체, 광곽 등 책판의 형식이 서로 달라 각각 분리된 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장황할 것.
       ※ 명가필적 확인결과 
       ① 왕우군묵희 책판번호 6522∼6523 (2장) 첩중 일부분
       ② 진우장군왕희지서 책판번호 17742∼5 (4장) 첩
       ③ 희지필진도첩 책판번호 17746. 6524∼7 (5장) 첩
   - 명가필적은 첩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함. 

자문회의(2014년	5월	19일(월)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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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 과정

1. 재료 수급 및 확보방법

1) 책판 제작용 목재

(1)	목재	선정

책판을	만들기	위한	목재는	조직이	균일하고	조

밀하며,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다.	그것은	너무	단

단한	목재는	새기기가	어렵고	너무	무른	목재는	자

획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대추나무

棗木와	배나무梨木	및	가래나무楸木	등을	들고	있으

나,	고려대장경판高麗大藏經板에는	산벚나무류・돌배

나무류・자작나무류・층층나무류・단풍나무류・후

박나무・버드나무류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			유양성열록,	수교완문의	판목은	수종	분석결과	산벚나무로	판명되었으며,	마구리는	소나무로	제작

하였음이	판명됨.

(2)	제재와	건조

책판에	사용될	수종이	결정되면	판형에	부합되는	원목의	뿌리와	줄기를	자르고	옹이의	위치와	파손된	

부분	등을	파악하여	5~6척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또한	나무는	본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

에	자르거나	켜면	온도의	변화에	민감해져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잘	건조시켜야	한다.	건조는	나무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므로	바다의	짠물에	일정한	기간동안	담궜던		

목재는	판각하기	쉽게	노천에서	1년여	결을	삭히는	것이	좋다.	바닷물에	담글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금물에	

쪄서	염팽목鹽烹木을	만들거나	그냥	말리기도	한다.	

목재 선정 (음지에서 자란 산벚나무)

소금물 침수 (바닷물 농도의 1년여) 침수 후 자연건조(1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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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①	선先	노천	숙성	1년	→	후後	소금물	침수	1년

②	선先	소금물	침수	1년	→	후後	노천	숙성	1년

건조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습하지	않고	통풍이	좋은	음지에	1~2년	정도	위치를	바꾸어가며	건조시키

는	것이	좋다.	나무를	켤	때는	2.5~3.5cm	정도로	켜는	것이	적당하나,	너비로	켤	때는	만들고	자하는	책

판의	크기에	맞게	켜야	한다.

①의	경우	1년	정도	노천	숙성과정에서	목재의	변재	부분이	빨리	부식이	되고	버섯이	발생하였으며,	

②의	경우	소금물	침수	후	노천	숙성	결과	부식이	적고	목재의	손실률이	현저히	낮아짐.

2) 한지 제조(음양지)

(1)	제조업체

장지방(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제재 제재목 재임

판목삶기. 염팽목(鹽烹木) 만들기 
(소금물 48~72시간)

건조 (최소 1∼2년 이상 음지에서 자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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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판	인출용	한지	제조	요건

고려인자 제조 조건

한지의 두께 범위
유양성열록                0.11mm±0.01mm
수교완문                     0.09mm±0.01mm
진초천문 및 기타        0.03mm±0.01mm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여부

도침함

도침방법 : 1.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2. 1차 도침
                 3. 1차 도침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4. 2차 도침

원본의	기본적인	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3)	인출용	한지	제조과정

①	원료

1년생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부원료로는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잿물과	종이	제작에	필요한	

황촉규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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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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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특히	종이를	만들	때	닥나무	섬유를	부드럽고	곱게	만드

는데	사용된다.	잿물을	만드는	재는	목화대,	고추대,	메밀대,	짚,	참나무대,	수수대를	주

로	사용	하지만	이번	종이	제작에는	고추대와	짚을	태운	재로	잿물을	내렸다.

•							황촉규(닥풀)	:			황촉규는	1년생	풀로써	봄이	오는	4월말	내지는	5월초에	파종하여	서리내리기	직전에	

거두어서	사용하는	작물이다.	황촉규	뿌리	속에	있는	즙액을	빼내어	사용하는데	종이

의	표면과	지합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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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해	및	가공

닥나무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두드려	닥	섬유를	

만든다.	일광日光으로	자연	표백하고	분해	후	세척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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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럽게	하여	평활도를	높여야	한다.

한지	재료	및	제조	과정

국내산 닥나무 부집(찌기)

껍질 벗기기 백닥 만들기

잿물 만들기 황촉규즙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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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삶기 티 고르기

세척 지통에 닥 풀기

음양지 흘림뜨기 건조

도침 도침지 자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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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지방	한지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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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책판	인출용	한지를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							초지를	뜰	때	황촉규를	많이	사용하여	10번	이상(대개는	5~6번)	물질을	하기때문에	한지의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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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한지	공급이	가능하다.

•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작한다.

	-	닥나무를	직접	재배하여	1년생	닥나무를	채취하여	사용

	-	물	:	깨끗한	지하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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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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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침	:	디딤방아를	이용해	도침하여	평활도가	높음

3) 송연먹 제조

(1)	재현방법

송연먹의	제조비법은	규격화된	절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의	선별과	혼합비율을	비롯한	모

든	과정이	장인의	경험과	체득한	기술로	이루어진

다.	장인의	노하우는	아무에게나	전수하지않는	것

이	한・중・일	삼국의	먹장이	지켜온	금기사항이고	

아직도	지켜진다.	문헌상의	제조량과	혼합비를	기

초로	취묵향공방에서	조묵.

(2)	송연의	채취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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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연	가마	 	 	 	 	 	 	 	 	 	 	

2002년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발굴된가마터를	기초로	재현.	채연실을	덮은	지붕은	주위에서	구

하기	쉬운	재료(갈대,	볏짚,	떡갈나무잎)	등을	사용,	이동이	편하게	제작

②			채연	 	 	 	 	 	 	 	 	 	 	

400kg	정도의	소나무를	태워서	10kg의	그을음을	채취하는데	우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고	건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이루어진다.	10일간	태우고	하루	정도	두어야	일산화

탄소	중독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입구를	막아서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

③			얼개미	작업	 	 	 	 	 	 	 	 	 	

모아진	그을음은	얼개미로	쳐서	불순물을	거르고	다시	고운	채로	쳐서	고운	입자의	송연을	얻는다.

④			아교	녹이기	 	 	 	 	 	 	 	 	 	 	

아교를	하루	정도	찬물에	불린	후	70℃	중탕으로	2시간	정도	저어	주면서	녹인다.	

⑤			아교와	그을음의	교반	 	 	 	 	 	 	 	 	

송연	2kg에	아교액	800g을	교반함.

⑥			치대기	 	 	 	 	 	 	 	 	 	 	

교반된	반죽에	200g정도의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치대고	반죽과	평판의	마찰열로	온도를	유지

한다.	손바닥의	감촉과	반죽의	표면	빛깔로	탄소응집과	아교의	뭉침을	없도록	한다.	평판에	바탕치

기로	반죽	덩어리	속의	기포를	뺀다.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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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형틀	넣기		 	 	 	 	 	 	 	 	 	

먹틀에	들어갈	양만큼	떼어서	무게를	달고	반죽을	쥐고	힘을	주면	손가락	사이로	반죽이	빠져	나가

야	한다.	반죽을	양쪽으로	당겨서	길게	늘어나다가	끊어지는지	확인하고	향료를	참가하여	반죽이	

형틀	안에서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형틀에	넣을	때	반죽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정도가	적당하다.

⑧			압축	 	 	 	 	 	 	 	 	 	 	

적당한	압력으로	40분	정도	눌러	준다.	

⑨			꺼내기	 	 	 	 	 	 	 	 	 	 	

성형틀에서	빼낸	먹은	바깥의	공기와	햇볕,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를	위해	나무상자에	넣어서	보관

하고	빼낸	형틀은	수건으로	닦는다.	나무상자에	먹을	하루	정도	묵혔다가	모서리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

⑩			건조	작업	 	 	 	 	 	 	 	 	 	 	

건조실	온도는	15℃,	습도는	80%가	적당하며,	전통방법으로	재	속에서	5일	종이로	덮어서	10일	뒤

짚어	주면서	휘어진	것을	바로	잡아	준다.	자연건조는	굴비	엮듯이	묶어	천장에	매달아	건조한다.

⑪			마무리	작업	 	 	 	 	 	 	 	 	 	

솔로	먼지를	털고	글자에	금분	또는	원하는	색으로	채색한다.	

⑧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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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판 제작과정

1) 책판의 제작

책판(목판)을	제작하는	것은	서적을	인출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책판은	외형적으로	볼	때	크게	손잡

이(마구리板耳)와	판면版面	및	판심版心으로	나누어진다.	책판을	제작하는	과정은	건조된	산벚나무	판목을	

마름질,	판면가공,	판하본	붙이기,	새기기,	교정하기,	마구리조립	및	먹물	취색	등이다.

제작자가	재현한	전통방법의	책판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유양성열록	

	-			판목	:		 	 	 	 	

길이	584mm,	넓이	242mm,	두께	22mm

	-			마구리	:	내닫이	방식	 	 	

	 길이	265mm,	가로	42mm,	세로	44mm

•							수교완문

	-			판목	:		 	 	 	 	

길이	508mm,	넓이	220mm,	두께	13mm

	-			마구리	:	내닫이	방식	 	 	

	 길이	250mm,	가로	32mm,	세로	37mm

2) 판하본의 제작

책판의	판하본版下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선정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자본	선정

유양성열록(揄揚盛烈錄)

수교완문(受敎完文)

유양성열록(揄揚盛烈錄) 수교완문(受敎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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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수서手書・모사模寫・판본版本	등이	있다.

•							본	책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학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유양성열록	제	四,	수교완문	제	十의	영

인본을	자본으로	선정하였음

(2)	판하본	제작

•							자본을	선정하고	나면	인출하고자	하는	서적의	저작	내용에	따라	판각하고자	하는	크기의	광곽・판

식・계선	등을	갖춘	투식판套式版을	만들고	이를	인출하거나	규격화된	용지에	선정된	자본에	맞게	판

하본板下本	제작한다.	

•			기존	책판의	건조,	축소	비율을	적용하여	어미,	판심제,	장차	등을	집자하여	삽입하고	광곽	크기에	

맞추어	판하본을	제작.

(3)	마름질

책판의	목재가	충분히	마르면	마름질을	하기	위하여	50~60×23~25×2~3cm	정도로	베고	켠다.	대부

분의	책판은	규격이	통일되어	있으나,	용도나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감될	수도	있다.	손잡이로	쓰일	

유양성열록(揄揚盛烈錄) 수교완문(受敎完文)

판목 제단 판목 가공(대패질)
- 유양성열록 : 길이 584mm×넓이 242mm×두께 22mm
- 수교완문 : 길이 508mm×넓이 220mm×두께 1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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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는	책판보다	단단한	나무	또는	구하기	쉬운	소나무로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책판은	아무리	잘	

건조시키고	옻칠을	하더라도	열과	습기에	약하므로,	손잡이는	책판의	뒤틀림을	방지하게	된다.	손잡이를	

만들	때는	목재의	양끝을	끌로	파서	판재의	양끝을	끼워	맞추고	나무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손잡이의	두께는	판재의	두께보다	앞뒷면으로	0.5~1㎝	정도	더	돌출되도록	하고	판재의	너비보다도	넓게	

만든다.	그것은	책판을	보호할	수	있고	인출할	때에	손잡이의	역할을	하며,	보관할	때에	책판의	마모를	줄

이기	위한	것이다.

(4)	판면	가공

판면의	가공은	판재의	면을	고르고	부드럽도록	하

기	위하여	행해지는	과정으로,	대팻날을	짧게	해서	

여러	차례	대패질을	하는	것이	좋다.	대패질이	된	후

에는	다시	사포로	마감	손질을	해서	판면을	부드럽

게	처리해야	한다.

※	참고

•							목재손실율	:	원목	→	제재	:	30%	이상	손실

																		제재	→	판면가공	:	30~40%	손실

•									전체손실율	:	60~70%의	손실을	감안

(5)	판하본	붙이기

판면을	사포砂布로	곱게	다듬은	후에	찹쌀풀을	사용하여	판하본板下本을	뒤집어	붙이고	그	위에다	다시

금	풀칠을	하여	말린다.	완전히	마르면	하얗게	되어	판하본의	글씨가	보이지	않으므로	새기기	직전에	식

물성	기름을	얇게	바르면	글씨가	잘	드러난다.

판면 가공
(#150→#220→#360→#600 단계별로사포질)

마구리 작업 ① 마구리 작업 ②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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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자	새기기

책판	제작에서	글자	새기기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망치・창칼・평칼・둥근

칼・조임쇠	등이	필요하다.	창칼과	망치를	이용해	글씨	테두리에	칼을	넣고	판면의	처리는	끌칼과	둥근칼

을	이용한다.	새김	작업에서	판과	칼의	각도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판재의	나뭇결

을	참작하여	30~60도까지	칼의	기울임을	조절하면서	깊이와	균형을	잘	맞추어	전문	각수가	새겨야	한다.	

책판의	새김	기법에는	주로	양각陽刻・음각陰刻이	쓰인다.	초벌	새기기는	글자와	계선界線・변란邊欄	등을	전

문	각수가	새기고,	전문	각수가	초벌로	새기고	난	후에	바탕과	여백을	파내는	것은	제각수除刻手가	담당하

였다.	초벌새김이	끝나면	판목의	4귀를	경사지게	따주고	초벌인출에	대비한다.

찹쌀풀 바르기 기름 먹이기

글자 새기기(칼 넣기) 글자 새기기(판면의 처리)

판하본 붙이기 ① 판하본 붙이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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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정	새기기

새기기가	끝나면	교정을	위한	초벌	인출을	하여	초교初校・재교再校・삼교三校	등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

쳐	매장마다	내용,	글자의	굵기,	길이,	균형	등을	바로	잡아	수정새기기를	한다.

(8)	마구리	조립

마구리	조립은	마구리와	판재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때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대나무	못

에	아교를	바르고	한	번에	박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헐겁게	되어,	마구리가	판재의	뒤틀림을	막

아주지	못한다.	마구리를	붙이는	것은	운반의	용이함과	각자	부분이	맞닿는	것을	방지하고	통풍을	원활하

게	할	뿐	아니라	책판이	뒤틀리는	것을	막아	오랫동안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9)	제작기	표기	및	먹물취색

수차례	교정과	마무리	새기기를	거친	다음	마구리	조립이	끝나면	광곽	외부	또는	마구리,	뒷면의	공간

에	제작기를	표기하는데	책판의	제작연도,	각수	등을	표기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옻칠을	하는	경우도	있

지만	차후	인출을	하기	위하여	먹물	취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제작기	내용:	西紀二仟十四年五月	刻手

雲峰朴泳德製作).	먹물	취색은	완성된	책판	전체에	붓으로	송연먹을	고루	칠해주고	천으로	문질러	준다.	

이	작업을	2~3회	반복해	준다.	먹물	취색은	직・간적접으로	방부	및	방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벌 인출 수정 새기기

마구리 조립 마구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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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를	거쳐	완전한	책판을	완성하고	인출에	대비한다.

(10)	책판의	완성

3) 책판 제작에 필요한 전통도구

(1)	전통	도구	제작	과정

揄揚盛烈錄 第四面(책판번호 14289-1 부여) 受敎完文 第十面(책판번호 10558-1 부여)

① ②

제작기 표기 먹물 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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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도구들은	숙련된	야장이	열처리와	두드림을	반복하여	성형한	다음	담금질로	강도를	높여	마무

리한다.	

(2)	치목에	필요한	도구

③ ④

⑤ ⑥

박피도구.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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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름질에	필요한	도구

(4)	각자에	필요한	도구

조임쇠 톱

대패 끌과 망치

①, ② ③

자 먹줄과 줄그무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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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도(창칼)	

②	망치	-	글자를	새길	때	기본으로	쓰이는	칼

③	평도(끌칼)	-	바닥을	떼어낼	때	쓰이는	칼(양각)

④	환도	

⑤	인도

⑥	고무망치	-	기타	바닥처리나	음양각에	필요한	칼

3. 책판클리닝 과정 및 방법

1) 책판클리닝의 필요성

책판의	노후와	인출	후	관리가	소홀하여	먹의	잔여물이	찌들어	원활한	인출이	어려워	책판과	책판에	

새겨진	글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먹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

2) 클리닝의 사전 준비 작업

		①과	②의	비교	

먹의	잔여물을	분해하여	닦아내는	실험	결과	①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먹	성분의	분해에는	미

약하였으며,	②의	경우	선조들이	행했다고	전해지는	물에	적신	가마니로	하루정도	덮어	두었다는	설을	뒷

받침하는	결과물을	얻었다.

(1)	책판	클리닝	과정	

③번에서	⑤번까지의	단계를	2~3회	반복하여	먹을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식염수	농도의	소금물을	뿌려

주고	한번	더	반복하여	닦아준다.

① 초목을 태운 재에서 추출한 잿물 ② 볏짚에서 우려낸 추출물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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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리닝	작업	시행	1주일	후	확인결과

•							클리닝전	딱딱하게	굳어있는	찌든	먹성분이	클

리닝	후	건조하였다가	수분	보충을	하였을	때	

푸석거리며	부드럽게	부서지는	것을	발견하고	

먹덩이가	남아있는	부분을	대나무	송곳으로	밀

었을	때	책판에	손상이	가지	않고	수월하게	제

거할	수	있었음.

•							볏짚에	함유된	효소의	활동으로	먹	성분의	분

해	작용으로	추측됨.

⑤ 닦여나온 먹물을 수건으로 제거 해 준다.

③ 볏짚 추출물을 책판에 뿌려준다. ④ 돈모로 제작한 솔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부벼준다.

① 볏짚에서 추출한 물을 책판에 흠뻑 뿌려준다. ② 젖은 수건으로1~2시간 덮어서 딱딱하게 찌든 먹을 불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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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리닝	전・후	비교

유양성열록 클리닝 전(前) → 후(後)

수교완문 클리닝 전(前) → 후(後)

진초천문 클리닝 전(前) → 후(後)

화동서법 클리닝 전(前) → 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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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필진도첩 클리닝 전(前) → 후(後)

왕우군묵희 클리닝 전(前) → 후(後)

진우장군왕희지서 클리닝 전(前) → 후(後)

숙흥야매잠 클리닝 전(前) → 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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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판의 인출과정 및 방법
	

1) 인체印髢 제작 및 과정

(1)	인체란

인체는	책판에	한지를	놓고	한지면을	밀어서	인쇄하는	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로써	중국,	일본,	한국

의	재료	및	제작과정은	물론	이름도	서로	다르게	불려진다.

일본의	경우	바렌(ばわん)이라고	하여	종이를	포개서	옻으로	굳힌	접시모양의	당피当皮에	대나무	껍질

을	잘게	잘라서	꼬아	만든	끈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은	다음	대나무	껍질로	싸서	쓰고	중국

의	경우는	나무틀에	종려나무	껍질의	섬유부분	또는	말총을	여러	겹	덧대어	사용하는	마렴馬簾,	마련馬楝,	

馬連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머리카락人毛	또는	말총을	뭉쳐서	만들고	그	위에	밀랍을	발라	사용하

며	인체印髢라고	한다.

종려나무 껍질 섬유 중국의 마련馬楝, 馬連

사람머리카락(人毛) 우리나라 인체(印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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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제작과정

(3)	책판의	인출과정

책판제작이	완료되어	인출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먹물	및	인쇄도구印刷道具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이는	

우리나라의	한지韓紙를	사용하고	묵은	색이	진하고	선명한	송연묵松烟墨을	주로	사용한다.	인쇄용	먹물은	

① 길이가 15cm이상되는 인모를 3~4묶음 정도를 준비
(인체1개제작분량)

②一자가 되도록 정리
(직모가 좋다)

③ 미지근한 물소에 담그고 서로가 잘 엉키도록 물속에서 성형 ④ 물을 빼주고 2~3일 정도 건조

⑤ 상하, 전후, 좌우로 실을 이용하여 얽어매준다. ⑥ 밀랍에 열을 가하여 녹인 다음 붓으로 
밀랍을 인체면에 발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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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루에	진하게	수마하여	먹물	그릇에	담아두고	인쇄할	때에	알코올성	물질과	명반明礬	등을	섞어서	사용

한다.	술	또는	알코올성	물질	및	명반	등을	섞는	것은	먹물이	고루	스며들게하고	증발을	빠르게	하여	번짐

을	방지하고	아교阿膠의	응결을	촉진시켜	윤기가	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외에	목판인쇄	용구로는	먹솔・

먹비・말총・인체印髢	등을	비롯하여	기름이나	밀랍蜜蠟・묵판墨板・먹물그릇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체는	인

모人毛뭉치를	만들고	위에	밀랍을	발라	만든	것으로	책판의	종이	위를	문지르면	손쉽게	된다.	

2) 책판 준비

책판	제작이	완료된	책판	중에서	찍고자	하는	내용의	책판의	글자가	위로	향하도록	평평하게	놓는다.	

먹 인출도구(인체, 먹, 솔, 붓, 분무기 등)

인출용 한지

유양성열록 수교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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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출 사전작업

먹물을	바르기	전	원활한	인출을	위하여	책판에	물을	뿌리고	젖은	수건으로	덮어주어	충분한	보습을	

하여준다.	

숙흥야매잠 희지필진도첩

왕우군묵희 진우장군왕희지서

책판에 물 뿌리기 젖은 수건으로 보습

진초전문 화동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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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판 인출

붓을	이용하여	먹을	골고루	바르고	먹솔을	이용하여	골고루	펴	준	다음	마구리	끝을	기준점으로	잡아	

양쪽에서	한지를	잡고	가지런히	놓아준	다음	인체를	이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준다.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수대로	인출한다.	책판의	상태에	따라	인출률은	60~70%	정도를	감안

하여	재료를	넉넉히	준비한다.

먹물 바르기 먹솔 이용 먹물 펴주기

한지 놓기 인체로 문지르기

인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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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성열록 수교완문

숙흥야매잠 희지필진도첩

왕우군묵희 진우장군왕희지서

진초전문 화동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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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수

•									2014년	6월	25일	14:00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검수자	:	양진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진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신규	제작	책판	및	책판클리닝,	인출본	검수

(2)	검수	결과

신규 제작 책판 인출본 검수 ② 책판 클리닝 및 원본과 인출본의 비교 검수

신규 제작 책판 사이즈 실측 신규 제작 책판 인출본 검수 ①

수교완문 서문 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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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과	인출본의	비교	검수	

•							한지	두께	및	색상이	적당함

•							수교완문의	경우	먹의	농도는	적당하나	책판의	노후와	자획의	손상	등으로	인해	인출본의	선명도가	

약함.

•							인출	순서에	관계없이	먹의	농도에	맞추어	제책,	제첩할	것.

•							수교완문	장차	五의	入字	부분	원판의	자획이	마모로	인하여	인출이	안됨.

•							수교완문	서문	宗字	자획의	이탈	확인.

•							희지필진도첩	장차	十一의	金字	부분	원판의	획의	결절	확인.

•							왕우군묵희	八쪽	我字,	那字	원판의	획의	결절로	확인.

•							왕우군묵희의	서명은	첩중의	일부분임을	감안하여	王右軍墨戲	中	二로	서명필사할	것.

서문 宗字 희지필진도첩장차 五의 入字

왕우군묵희 원본 왕우군묵희 신규 제작본

왕우군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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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초천문	九・十쪽,	十三・十四쪽,	十五・十六쪽,	二十三・二十四쪽의	책판에	새겨진	순서가	바뀌어	

장책시	잘라서	순서를	바로잡아	장책할	것.

•							진초천문	十四쪽,	二十쪽,	二十一쪽,	二十七쪽,	三十七・三十八쪽의	원판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획의	

결절	확인.

•							진초천문	서명은	본문의	글씨로	필사하는	것이	좋음.

신규	제작	책판,	클리닝,	인출한지,	먹물	농도등	

원만하게	제작,	클리닝,	인출된	것으로	검수	결과	

확인됨.	

왕우군묵희 원본 왕우군묵희 신규 제작본

十四쪽 二十쪽 二十一쪽

二十七쪽 三十七쪽 三十八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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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황 및 표지서명필사

1) 유물 조사 및 협의

(1)	육안조사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유물을	조사하여	제원	및	재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담당자와	검토한다.	

장황기법도	함께	조사하여	모사본	제작시,	정확하게	구체적	장황기법을	규명하고	재구현	한다.

(2)	장황	재료	제작

①	염색

가.	표지염색

이번	사업의	유물은	총	6점이며	절첩이	3점,	선장본이	2점,	지끈	전적류이나	후기에	개장된	것으로	추

정되는	선장본	1점이다.	이중	표지가	견으로	된	유물은	‘희지필진도첩’1점이며	그	외	2점은	한지에	천연염

색하여	배접	후	능화판	밀기로	문양을	낸	형태,	1점은	먹	염색,	2점은	염색	한지를	사용해	제작되었다.	염

색은	다양한	전통	천연염색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유물의	색을	구현하였으며,	‘희지필진도첩’은	니

람(쪽)과	도토리매염제	염색을,	그	외	2점은	밤,	황벽,	치자,	오리나무	등의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구현하

였다.

유물 내부 제원 조사 담당자와 협의

장황기법 조사 ① 장황기법 조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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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색	완료된	표지

•							희지필진도첩	:			도토리	철매염	→	니람(쪽)염색	→	도토리	철매염	→	배접(회색빛의	도토리	철매염을	

실시하여,	푸른계열의	니람염색을	조금	더	탁하게	제작하였다.)

•							수교완문,	유양성열록	:			황벽	+	밤(1:1)단면염색	→	황벽+밤(1:1)단면염색	→	미색배접	(황벽염액과	밤염

액을	1:1비율로	섞어	염액을	제작하며	2회	염색한다.	1회	염색	→	완전건조	→	

재염색	→	완전건조	→	2회	배접	순서로	마무리	짓는다.)

•							진우장군왕희지서	:			미색	한지에	먹을	칠하여	제작한다.	아교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제작하며	

완전	건조시킨	뒤	2회	배접한다.

•							진초천문,	왕우군묵희	:	유물의	색상에	맞는	색한지를	선별하여	2회	배접하였다.

1차 밤 + 황벽 염색 염색 완료된 표지

염색 건조 니람(쪽) 염색

견 매염 니람(쪽)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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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능화판	밀기

•							능화판	밀기		 	 	 	 	 	 	 	 	 	 	

‘수교완문,	유양성열록,	진우장군왕희지서’는	능화판에	종이를	대고	밀어	문양을	내는	표지로	제작한

다.	염색이	완료된	종이를	한지로	배접한	후	완전건조	시킨다.	완전건조	후	종이에	습기를	골고루	가하

여	재운	뒤,	능화에	올려	밀납칠을	하고	매끄러운	돌을	이용하여	밀어	문양을	낸다.	능화판	작업	후	담

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표지색상	및	문양을	선별하였다.

연화.당초문 능화판 만자문(卍字文) 능화판

능화판 밀기(수교완문) 진우장군왕희지서 표지 문양

유양성열록 표지 문양 담당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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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	강화

•							종이	문지르기	 	 	 	 	 	 	 	 	 	

‘진초천문,	왕우군묵희’는	한지를	수	회	배접한	것을	표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능화판	밀기	작업이	완료

된	표지와	비단표지보다	수분이나	물리적	피해에	취약하여	이를	보강하기위한	강화를	실시한다.	목판

이나	단단한	중성매트지위에	표지를	올린	뒤,	매끄러운	돌을	이용하여	종이표면을	문질러	표지의	광

택을	살려냄과	동시에	종이의	밀도가	높여	수분흡수를	막는	작업을	실시한다.

표지 강화 전 문지르기 작업

강화 완료 후 ① 강화 완료 후 ②

수교완문, 유양성열록 표지 문양

제 4장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427



(3)	제책끈,	지끈	제작

•							끈	제작	 	 	 	 	 	 	 	 	 	 	

끈의	색상	및	재질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화학염색된	견사(명주실)을	사용하였다.	견사

를	이용해	4가닥을	우측으로	꼬아	3가닥을	만들고	이	3가닥을	좌측으로	꼬아	제작하였다.	선장본에	

사용된다.	지끈은	장섬유의	100%	닥지로	된	미색	한지를	이용하여	굴려	꼬아	사용한다.

(4)	장황	순서

①	절첩	(희지필진도첩,	진우장군왕희지서,	왕우군묵희)

가.	1차	배접

인출이	완료된	작품의	내지를	배접한다.	작품에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습식을	가한	뒤,	문지름

솔을	이용하여	구겨짐	없이	펴준다.	배접은	한지와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배접이	완료된	작품

은	건조판에	부착해	건조시킨다.	‘진우장군왕희지서’의	경우	원본의	간격과	맞지	않아	가운데에	한지	띠

를	연결해	간격	조절하여	배접을	실시한다.

선장본 끈 지끈

작품 밀착(희지필진도첩) 1차 배접(희지필진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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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아	한지	배접

희지필진도첩’과	‘왕우군묵희’의	원본	유물	장황	기법은,	인출부위에	한지를	재단하여	둘러주는	방식으

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재현하기	위한	한지를	배	접하여	재료를	제작한다.	한지는	유물과	높이를	동일

하게	하기	위해	1회	배접을	실시한다.

다.	유물	및	변아	재단	및	이음

‘희지필진도첩’과	‘왕우군묵희’는	인출부에	배접된	한지를	겹쳐	붙여서	배접한	형태로	되어있어	유물의	

내지에	돌출부가	생겨	유물이	완전히	접히지	않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출부와	

한지를	겹치지	않고	맞물려	배접해	제작하였다.	

유물 펴기(왕우군묵희) 유물 펴기(왕우군묵희)

절첩 간격조절(진우장군왕희지서) 건조판 부착(진우장군왕희지서)

한지 배접 건조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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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차	배접	및	이음부	보강

맞물려진	작품에	2차	배접을	실시한다.	맞물려진	한지와	작품을	고정시키고	견고함을	더해주는	작업

이다.	2차	배접이	완료된	뒤,	작업대에	부착된	상태로	맞물려진	부위에	한지	띠를	부착하여	견고함을	더

해준다.

재단용 중성지(희지필진도첩) 변아 재단(희지필진도첩)

2차 배접(희지필진도첩) 한지띠두르기(왕우군묵희)

재단된 모습(희지필진도첩) 변아와 작품 연결(왕우군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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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3차	배접

한지	보강띠를	부착한	뒤,	이어서	3차	배접을	실시한다.	배접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두껍고	튼튼한	한지

를	사용한다.	소맥전분풀과	문지름	솔을	이용해	밀착력을	강화	해주며	배접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완전

히	건조한다.

바.	작품접기	및	압축

기존	유물의	제원을	정확히	조사한	뒤,	작품이	절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접기와	재단을	실시한다.	작

품의	정확한	위치에	소도구를	이용하여	접이선을	긋고	순서대로	포개어준	뒤	압축기에	눌러	압축한다.

3차 배접(희지필진도첩) 3차 배접(진우장군왕희지서)

이음 부분(왕우군묵희) 건조판 부착(희지필진도첩)

작품 접기 접이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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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작품	연결

작품을	제원에	맞게	삼각자를	이용하여	2면을	재단한다.	순서에	따라	정돈한	뒤,	재단선을	정확히	맞추

고	기존	장황	기법에	따라서	작품부위를	부착해	준다.	부착이	완료되면	작품을	중성지	사이에	끼우고	문

진을	올려	단시간	건조한	뒤,	압축기에	넣어	수일간	눌러준다.

아.	작품	재단

부착	및	압축이	완료된	작품을	기존	제원에	맞게	재단한다.	내지의	폭은	표지의	폭보다	약	2mm	가량	

적게	재단되며	작품이	밀리거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	뒤	재단한다.	

지류 유물 압축기 작품 압축

작품 재단 작품 부착

작품 재단(희지필진도첩) 작품 재단(왕우군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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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표지서명필사

원본의	표지	서명과	동일한	글씨체로	‘유양성열록,	수교완문,	진초천문,	왕우군묵희’는	능화문	표지에	직

접	필사하였으며,	‘진우장군왕희지서,	희지필진도첩’은	한지에	필사하였음.

차.	표제	배접	및	재단

전문	인력을	통해	기존유물에	제원에	따라	제작된	표제를	배접한다.	절첩	인출본은	‘진우장군왕희지

서’,	‘희지필진도첩’이	표제가	부착되어	있으며,	‘왕우군묵희’는	표지에	직접	표제가	쓰여졌다.	표제의	배접

은	2회	실시하며,	기존유물의	제원에	따라	재단한다.

재단 완료(희지필진도첩) 재단 완료(왕우군묵희)

재단 완료(희지필진도첩) 재단 완료(왕우군묵희)

능화문 표지에 직접 필사 한지에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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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표지	접기	및	부착	

각	작품에	맞는	표지를	접어서	부착한다.	각	인출본은	기존유물의	제원과	동일하게	내지가	재단되었으

며,	표지는	사방으로	1mm가량	더	크게	제작되어	내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나무칼을	이용하여	접

어진	곳에	돌출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문질러주고,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유물의	앞・뒷면	사방에	도포하

고	부착한다.

표제 2회 배접 배접 완료

표지 접기 ① (진우장군왕희지서) 표지 접기 ② (진우장군왕희지서)

건조판 부착 붓글씨 표제(王右軍墨戲 中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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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표제	부착	및	압축

‘왕우군묵희’는	표제가	표지에	붓글씨로	직접	기록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진우장군왕희지서’와	‘희지

필진도첩’의	표제를	부착한다.	기존	유물의	제원을	정확히	조사하여	표제가	붙는	위치를	계산하였다.	‘희

지필진도첩’의	경우	표제의	왼쪽상단	여백과	하단여백이	달라서	상단여백으로	수평을	맞추어	부착하였

다.	기존	유물과	같은	제원으로‘진우장군왕희지서’는	상단	여백을	4mm,	좌측	여백은	3mm이며,	‘희지필

진도첩’은	상단	15mm,	좌측은	11mm	여백을	두고	장황하였다.	표제	부착이	완료되면	‘왕우군묵희’를	포

함한	3점의	절첩을	수일간	압축하여	완성한다.

표지 접기(희지필진도첩) 표지 부착(진우장군왕희지서)

표지 부착(왕우군묵희) 표지부착(희지필진도첩)

표제 부착(희지필진도첩) 표제 부착(진우장군왕희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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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장본	및	지끈	서적류	(유양성열록,	수교완문,	진초천문)

가.	작품	접기

인출본	서적류인	위	세	가지	작품은	배접이	되지	않은	작품으로써	인출본	그대로를	정확히	반으로	접

어	장황한다.	‘진초천문’	의	경우	유물의	원본에	비해	한지의	크기가	작게	제작되어	한지를	연접하여	연장

해	원본의	제원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표제 부착(희지필진도첩) 표제 부착(진우장군왕희지서)

작품 연접(진초천문) 작품 접기(진초천문)

압축(희지필진도첩) 압축(진우장군왕희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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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품	지끈	장황

정돈된	서적류를	한지를	이용하여	지끈을	제작해	책을	연결한다.	지끈은	장섬유의	한지를	선별하여	꼬

아	사용되며	정돈된	작품을	문진을	이용하여	고정한	뒤	송곳으로	지끈	구멍을	뚫는다.	기존	유물의	제원

을	조사하여	지끈과	제책끈이	묶여질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한	후	구멍을	뚫어준다.	구멍에	지끈을	삽입

한	뒤	가위로	잘라내고	손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려	돌출부를	눌러준다.

다.	작품	재단	및	정렬

삼각자를	이용해	유물의	제원에	맞게	2면을	재단한다.	작품의	인출부에서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재

단한	후	제책기를	이용해	작품을	정돈한다.

구멍 뚫기 ① 구멍 뚫기 ②

압축(희지필진도첩) 압축(진우장군왕희지서)

작품 재단(수교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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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품	압축

지끈	장황이	완료된	작품을	압축기에	넣어	수	일간	압축을	실시한다.

마.	작품	재단

압축이	완료된	작품을	기존	제원에	맞게	재단한다.	내지의	폭은	표지의	폭보다	약	2mm	가량	적게	재

단되며	작품이	밀리거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	뒤	재단한다

지끈 장황 끈 장황 및 마무리

작품 재단 재단 완료(수교완문)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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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멍	뚫기

기존	유물의	장황방식인	‘오침안정법’으로	제책을	하기	위해	내지에	구멍을	뚫어준다.	각	기존	유물의	

제원을	정확히	조사하여	위치를	지정하고,	‘장황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제책기를	이용하여	구멍

을	뚫어준다.	직접	수작업으로	뚫을	경우	내지의	두께가	두껍게	되면	정확히	수직으로	뚫리지	않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반자동	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히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준다.	

※	‘진초천문’의	경우	표지를	먼저	부착하고	구멍	뚫기	진행

위치 측정(수교완문, 유양성열록) 구멍 뚫기(수교완문, 유양성열록)

구멍 뚫기(수교완문, 유양성열록) 구멍 뚫기(진초천문)

재단 완료(유양성열록) 재단 완료(진초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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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표지	접기

서적류	인출본의	경우	표제가	따로	제작되어	붙는	형식이	아닌	표지에	직접	붓글씨로	표제를	기록한	

형태로	되어있어,	바로	책의	규격에	맞게	표지를	접는	작업을	실시한다.	표지는	‘수교완문’은	만자문양,	‘유

양성열록’은	연화당초문,‘진초천문’은	‘왕우군묵희’와	같은	형식의	색	한지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표지는	

내지보다	2mm정도	크게	접어	내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	표지	부착	및	압축

접어진	표지를	인출본에	부착한다.	표지를	부착하기	전	양끝	대각선	방향	접이	선부분에	돌출부위가	

없도록	대나무	칼로	문질러준	뒤,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유물의	앞・뒷면,	좌・우에	도포하고	부착한다.	

배접이	되지	않은	서적류는	절첩류와	다르게	종이가	얇아	풀에	의해	팽창,	수축이	되어	표지에	맞지	않고,	

표지 접기(유양성열록) 표지 접기(유양성열록)

표지 접은 모습(유양성열록) 표지 크기 측정(유양성열록)

표지 접은 모습(수교완문 겉면) 표지 접은 모습(수교완문 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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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	울기	때문에	미관을	해친다.	따라서	위	서적류	3점은	좌ㆍ우	방향만	풀을	도포하여	부착한다.	표

지	부착이	완료되면	수일간	압축하여	소맥전분풀의	수분에	의한	변형과	뒤틀림을	방지한다.

자.	책	꿰매기	완성

압축이	완료된	인출본을	각	유물별	장황기법과	동일하게	장정을	한다.	‘진초천문’의	후대에	개장한	것으

로	추정되는	표지가	붙어있어	기존	장황방식인	지념志念을	이용한	장정을	진행하고,	‘수교완문’,	‘유양성열록’

은	‘오침안정법’으로	장정하여	마무리	짓는다.	‘진초천문’의	지끈을	사용한	장정은	인출본의	전면에서	지끈

이	삽입되어	후	면에서	매듭짓고,	매듭부위를	손망치로	두드려	돌출부위를	제거한다.	제책이	완료되면	수

일간	압축하여	작품을	안정시켜	완료한다.

표지 부착(유양성열록) 표지 부착(진초천문)

표지 부착(수교완문) 압축

책 꿰매기(수교완문, 유양성열록) 책 꿰매기 오침안정법 (수교완문, 유양성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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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성	사진

책 꿰매기(진초천문 앞면) 책 꿰매기 지끈매기(진초천문 뒷면)

유양성열록(원본) → 신규 제작본

수교완문(원본) → 신규 제작본

진초천문(원본) → 신규 제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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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1) 장황 검수

•							2014.	8.	13	10:0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열람실

•							희지필진도첩	원본에는	앞뒤	공지가	있으나	신규	

제작본에는	공지가	없이	제첩되었으므로	원본에	

준하여	시정	제첩할	것.	

희지필진도첩(원본)) → 신규 제작본

진우장군왕희지서(원본) → 신규 제작본

왕우군묵희(원본) → 신규 제작본

희지필진도첩 공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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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결과물

유양성열록(揄揚盛烈錄) 수교완문(受敎完文) 진초천문(眞草千文)

유양성열록(揄揚盛烈錄) 수교완문(受敎完文) 진초천문(眞草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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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자 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책판문화재	인출사업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방법을	찾

아	진행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옛	유물에서의	많은	배움과	희열을	얻었다.

책판	제작에서	책판클리닝,	인체	제작에서	인출	작업,	장황과	표지서명필사까지	단계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	문화재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사업을	통해	누락면이	있었던	책판	2장을	제작하여	보완하였으며,	책판으로만	존재하였던	자료를	

인출하여	도서로	남김으로써	자료	보존	및	활용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그동안	미뤄왔던	전통기

법	특히	인체	제작	방법과	책판클리닝	방법을	찾은	것이	나름대로	가장	큰	성과중	하나이다.

그리고	인출자가	인출	후	세척	및	사후	관리	등을	세심하게	처리함으로써	책판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후세에	전해주는	것이	현실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적이고	디지털화	되어가는	지금	옛	선조들의	인쇄기법은	점차	사라져가고	책판을	제작하는	각수

가	인출장의	일을	같이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의	여러	박물관,	연구소의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책판문화재들이	세상에	나

와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느림의	철학,	지혜,	위대함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본	사업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분야	협력업체의	장인들과	자문위원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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