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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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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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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개요 023

 1. 사업목적 023

 2. 대상유물 목록 024

 3. 사업 참여인력 현황 031

 

Ⅱ. 수리복원 개요 033

 1. 기본방침 033

 2. 보존처리 개요 033

 3. 사용재료 037

Ⅲ. 내각일력류의 보존처리 042

 1. 해제 042

 2. 보존처리 과정 043

 3. 내각일력 奎13030 vol.180 054

 4. 내각일력 奎13030 vol.204 062

 5. 내각일력 奎13030 vol.229 070

 6. 내각일력 奎13030 vol.373 078

 7. 내각일력 奎13030 vol.376 085

 8. 내각일력 奎13030 vol.379 093

 9. 내각일력 奎13030 vol.382 100

 10. 내각일력 奎13030 vol.388 107

 11. 내각일력 奎13030 vol.390 116

 12. 내각일력 奎13030 vol.406 123

 13. 내각일력 奎13030 vol.458 131

 14. 내각일력 奎13030 vol.682 139

 15. 내각일력 奎13030 vol.801 147

 16. 내각일력 奎13030 vol.805 154

 17. 내각일력 奎13030 vol.1067 162

목    차

1 장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8. 내각일력 奎13030 vol.1115 171

 19. 내각일력 奎13030 vol.1118 179

 20. 내각일력 奎13030 vol.1121 188

 21. 내각일력 奎13030 vol.1126 196

 22. 내각일력 奎13030 vol.1192 204

 

Ⅳ. 선원록류의 보존처리 213

 1. 해제 213

 2. 보존처리 과정 215

 3. 정묘식년선원가현록 奎8807 vol.4  225

 4. 기유식년선원가현록 奎8827 vol.1  233

 5.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ol.1 240

 6. 을유무자양식년선원가현록 奎8989 vol.1  247

 7. 기묘식년종친가현록 奎8995 254

 8. 기묘식년류부가현록 奎9118 261

 9. 세종대왕 종친록 圭9127 267

 

Ⅴ. 타량성책류의 보존처리 276

 1. 해제  276

 2. 보존처리 과정  277

 3. 보성군용동궁절수삼양부무주전답타량성책 奎18303   286

 4. 평안도타량성책 奎18303  294

 5. 경상도 타량성책 奎18802  302

 6. 신생안주목 타량성책 奎18303   310

 

Ⅵ. 기타 전적류 318

 1. 해제 318

 2. 보존처리 과정 319

 3. 협길통의 奎2827 vol.3 329

 4. 태각지 奎15172 vol.1 337

 5. 태각지 奎15172 vol.2 345

 6. 실록고출시형지안 奎9205 353

Ⅶ. 정본당현판탁본의 보존처리 361

 1. 해제 361

 2. 보존처리 과정 361

 3. 정본당묘당현판탁본 奎16043 368

 

Ⅷ. 자문회의 376

 1. 일반사항 376

 2. 1차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377



 3. 2차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381

 4. 3차 자문회의 결과 382

Ⅸ. 사업자 제언 383

Ⅰ. 사업개요 387

 1. 사업목적 387

 2. 참여인력 387

 3. 자문위원  387

Ⅱ. 보존처리 388

 1. 해제 388

 2. 처리 전 상태조사 389

 3. 보존처리 과정 391

 4. 분석 401

Ⅲ. 보존처리 전·후 403

 1. 처리 전 403

 2. 처리 후 404

 3. 전·후 세부사진 405

Ⅳ. 자문회의 408

 1. 자문위원 및 자문일정 408

 2. 1차 자문회의 안건 처리 사항 409

 3. 2차 자문회의 410

Ⅴ. 사업자 제언 411

Ⅰ. 사업개요 415

 1. 사업개요 415 

 2. 참여인력 현황 416

 3. 책판 수리복원의 역사적 고찰 417

Ⅱ. 사전작업 420

 1. 사전조사 420

 2.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결과 425

 

2장    
조선팔도지도
수리복원 사업

3 장    
책판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Ⅲ. 책판문화재 수리복원 428

 1. 수리복원 방법 428

 2. 목재수급 428

 3. 제재 및 건조 428

 4. 작업원칙 및 기법 429

 5. 제작 과정 430

 6. 후송 수리 대상 책판문화재 436

Ⅳ. 사업자 제언 446

Ⅴ. 첨부자료 447

 1. 산지증명서 447

 2. 책판 손잡이 수리복원 목록 448

Ⅰ. 개요 471

 1. 사업개요 471

 2. 사업목적 471

 3. 사업내용 472

 4. 조선시대 포쇄에서 바라본 상시보존처리 의미 472

 5. 대상자료 474

 6. 참여인력 476

Ⅱ. 사전조사 477

 1. 사전조사 477

 2. 작업원칙 480

Ⅲ. 상시보존처리 487

 1. 상시보존처리 기대효과 487

 2. 자문회의 487

 3. 작업절차 488

 4. 작업진행 490

Ⅳ. 보존처리 495

 1. 항목별 보존처리 495

 2. 기타 보존처리 512

 3. 기자재 517

 4. 첨부자료 518

Ⅴ. 사업자 제언 521

4장    
고문헌 상시보존처리



Ⅵ. 고문헌 목록화 사업 522

 1. 사업명 522

 2. 사업기간 522

 3. 사업목적 522

 4. 참여인력 현황 522

 5. 작업내용 523

 6. 제언 :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530

Ⅰ. 사업개요 023

 1. 사업개요 023

 2. 참여인력 현황 024

 3. 왕실족보의 봉안과 책갑 025

Ⅱ. 사전조사 027

 1. 조사대상 027

 2. 도면제작 028

 3. 자문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029

Ⅲ. 책갑제작 031

 1. 목재수급 031

 2. 제재 031

 3. 세척 및 건조 032

 4. 제작 033

 5. 청소 및 운송 039

 6. 서명필사 부착 039

 7. 입함 작업 및 서가배열 040

Ⅳ. 제작내역 및 관리 041

 1. 제작내역 041

 2. 관리 041

Ⅴ. 사업자 제언 043

Ⅵ. 첨부자료 044

1장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 

보존환경제어



 1. 훈증실시결과보고서(1차) 044

 2. 훈증실시결과보고서(2차) 051

 3. 산지증명서(1차) 058

 4. 산지증명서(2차) 060

Ⅰ. 사업개요 065

 1. 사업 목적 및 제작 시방서 065

 2. 사업기간 및 참여인력 현황 067

Ⅱ. 사전조사 069

 1. 규격조사 069

 2. 도면제작 070

Ⅲ. 자문회의 073

 1. 자문회의 개최 073

 2. 회의 결과 073

Ⅳ. 제작 075

 1. 목재수급 075

 2. 제재 075

 3. 세척과 건조 076

 4. 제작 077

 5. 훈증소독 084

 6. 청소 및 운송 084

 7. 서명필사 및 부착 085

 8. 입함작업 및 서가배열 086

Ⅴ. 제작내역 및 관리 087

 1. 제작내역 087

 2. 관리 088

Ⅵ. 사업자 제언 089

Ⅶ. 붙임자료 090

 1. 훈증실시결과보고서 090

 2. 산지증명서 098

2장    
굵게말이축 
제작 사업



4장    
규장각 서고 
특별청소

Ⅰ. 사업개요 103

 1. 개요 103

Ⅱ. 사업상세내용 105

 1. RFID 시스템 구축 105

 2. 종합관리시스템 구성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139

Ⅲ. 사업자 제언 154

Ⅳ. 첨부문서 155

Ⅰ. 사업개요 165

 1. 서고 특별청소의 필요성 및 특징 165

 2. 청소 범위 166

 3. 수행업체 경력 및 참여인력 166

Ⅱ. 사전 교육 및 상태점검, 작업도구 167

 1. 작업 지침 사전 교육 167

 2. 작업 구역 상태 점검 168

 3. 구역별 바닥 재질, 작업 도구, 사용 약품 172

Ⅲ. 파트별 작업 과정 175

 1. 습방통로 175

 2. 공조기 176

 3. 서가 및 장 177

 4. 서고 벽면 및 서가 하단 178

 5. 전시실 179

 6. 기타 기물 180

 7. 바닥 182

 8. 계단 및 창고 184

 9. 계단 물막이 시설 페인트 도색작업 185

Ⅳ. 작업 효과 186

 1. 습방통로 186

 2. 공조기 186

 3. 서가 및 장 187

 4. 서고 벽면 및 서가 하단 188

 5. 전시실 189

3장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6. 기타 기물 189

 7. 바닥 190

  8. 계단 및 창고 191

 9. 계단 물막이 시설 페인트 도색 작업 192

Ⅴ. 작업성과 및 건의사항 193

 1. 작업 성과 193

 2. 건의사항 등 193

Ⅵ. 사업자 제언 195

Ⅰ. 사업개요 199

 1. 사업 개요 199

 2. 참여인력 현황 201

 

Ⅱ.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시스템 범위 203

 1. 규장각 서비스 팀 203

 

Ⅲ.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시스템 제공 206

 1. 일반방제 서비스(외곽) 206

 2. 일반방제 서비스(내부) 210

 3. 해충 및 위생 안전관리 교육 실시 212

 

Ⅳ. 방제 서비스 결과 및 모니터링 213

 1. 전체 해충 모니터링 내역 213

Ⅴ. 결론 219

 1. 전년 대비 결과 219

 2. 2014년 방제서비스 결과 및 제언 219

Ⅵ. 첨부자료 221

 1. 규장각 교육자료 221

 2. 현재 포획되는 해충 내역 228

 3. 서고모니터링 230

5장    
규장각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Ⅰ. 사업개요 023      

 1. 사업개요 023

 2. 참여인력 현황 024

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026

 1. 유물 실측 및 조사 026

 2. 물성 분석 031

Ⅲ. 자문위원회 056

 1. 제1차 자문회의 056

 2. 제2차 자문회의 060

 3. 제3차 자문회의 062

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064

 1. 유물 촬영 064

 2. 이미지 제작 071

 3. 주요재료 확보 076

 4. 인쇄 087

 5. 인쇄물 검수 090

 6. 장황 092

 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094

Ⅴ. 결론 및 사업자 제언 097

Ⅰ. 사업개요 101

 1. 사업개요 101

 2. 참여인력 현황  108

 Ⅱ. 사전조사 및 물성분석 109

 1. 사전조사 109

 2. 물성분석 110

 3. 표지 능화문양 분석 159

 4. 내지 인쇄 먹 분석 166

 5. 꼰끈 분석 167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대체본



 6. 장황 168

 7. 유사판본조사 169

Ⅲ. 자문위원회 179

 1. 1차 자문회의  179

 2. 2차 자문회의 182

 3. 3차 자문회의 188

 

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93

 1. 재료 제작 193

 2. 이미지 편집 및 보정 206

 3. 인쇄 215

 4. 한지 인쇄물 검수 216

 5. 장황 218

 6. 필사 220

Ⅴ. 사업자 제언 224

Ⅵ. 기타 225

Ⅰ. 사업개요 229

 1. 사업명 229

 2.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230

 3. 제작 환경 232

 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235

 5. 모사도 제작 원칙 236

Ⅱ. 모사본 제작의 내용 237

 1. 대상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회화적 분석 237

 2. 모사본 제작의 방법 및 특성 255

 3. 모사본 제작 과정 265

Ⅲ. 자문회의 363

 1. 1차 자문회의 363

 2. 2차 자문회의 367

Ⅳ. 모사본 제작 의의 371

Ⅴ. 사업자 제언 373

3장    
회화자료 및 고지도
모사본 제작



Ⅰ. 사업개요 379

 1. 사업개요 379

 2. 인력현황 381

 3. 책판 인출의 역사적 고찰 382

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384

 1. 유물 실측 및 조사 384

 2. 물성 분석 386

Ⅲ. 자문위원회 393

 1. 자문회의 안건 393

 2. 자문회의 내용 393

Ⅳ. 사업수행 과정 395

 1. 재료 수급 및 확보방법 395

 2. 책판 제작과정 403

 3. 책판클리닝 과정 및 방법 411

 4. 책판의 인출과정 및 방법 415

 5. 검수 421

 6. 장황 및 표지서명필사 424

 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443

Ⅴ. 사업자 제언 445

참고문헌 447

연구 과제 요약 023

Ⅰ. 탈랍에 적절한 (공)용매 탐색 025

 1. 연구의 필요성  025

 2. 연구 목표 025

 3. 실험 재료 및 시약 025

 4. 실험 방법 및 장치 026

보존처리연구

1장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4장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2장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 자료의 보강 
기술 개발

 5. 분석 방법 027

 6. 결과 및 토의 028

 7. 결론 035

Ⅱ. 밀랍 추출 연구 036

 1. 연구 필요성 036

 2. 연구 목표 및 방법 036

 3. 실험 재료 및 시약 036

 4. 실험 방법 및 장치 037

 5. 분석 방법 040

 6. 결과 및 토의 041

 7. 결론 051

Ⅲ. 결론 및 고찰 052

참고문헌 054

연구 과제 요약 059

Ⅰ. 서론 060

 1. 연구의 필요성 060

 2. 물리적 보강 기술 061

Ⅱ.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형태 조사 065

 1. 연구 목적 065

 2.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형태 066

 3. 요약 068

Ⅲ. 리프캐스팅에 의한 물리적 보강 069

 1. 연구 목적 069

 2. 리프캐스팅용 손상모델 제작 069

 3. 리프캐스팅의 보강 성능 평가 077

 4. 리프캐스팅 보강 종이의 노화 거동 평가 087

 5. 요약 094

Ⅳ. 라이닝에 의한 물리적 보강 095

 1. 연구목적 095

 2. 라이닝에 의한 종이 보강  095

 3. 라이닝 보강 종이의 보강 성능 및 노화 거동 평가 099



 4. 요약 108

Ⅴ. 보강처리 기술의 가역성 분석 109

 1. 연구 목적 109

 2. 국내외 연구 동향 109

 3. 화학적 보강처리 방법의 가역성 평가 110

 4. 물리적 보강처리 방법 제거 및 평가 112

 5. 요약 117

Ⅵ. 결론 118

참고문헌 120

부록. 중국서별 물리적 손상 상태 124

연구과제 요약 139

Ⅰ. 기공개 주요작의 해제와 연구에 대한 재검토 & 

 미공개 서화 및 서적 내 판화도의 실견 및 조사 140

 1. 조사의 목적과 방향 140

 2. 조사의 방법 140

 3. 해제목차 150

Ⅰ. 사업개요 205

 1. 사업목적 205

 2. 사업 기간 및 참여 인력 현황 206

Ⅱ. 작업내용 207

 1. 작업대상 및 작업방법 207

 2. 결과 및 특징 231

Ⅲ. 개선책 제안 242

Ⅳ. 첨부자료 244

3장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4장    
규장각 고문헌 
보존관리
기초자료 수립연구



Ⅰ. 자체수리복원실의 운영과 방안 023

Ⅱ. 수리복원 027

 1. 고지도 및 회화자료 수리복원 027

 2. 응급수리 077

Ⅲ. 족자·첩 형태의 지도자료 보존처리 단기연수 079

 1. 개요 079

 2. 보존처리 연수 과정 079

Ⅳ. 맺음말 091

Ⅰ. 사업개요 095

 

Ⅱ. 모사대상작품 098

 1. <인평대군방전도>(麟坪大君坊全圖, 古4655-6) 098

 2. <인평대군방전도>에 나타난 지명과 건물명 111

 3. 기초 상태 조사 122

Ⅲ. 모사본 제작의 방법 137

 1. 박락된 화면의 복원 137

 2. 유실된 지명, 건물명의 복원 139

Ⅳ. 모사본 제작 과정 141

 1. 모사본 제작 141

Ⅴ. 자문회의 166

 1. 1차 자문회의 166

 2. 2차 자문회의 169

 3. 3차 자문회의 172

Ⅵ. 맺음말 175

Ⅶ. 첨부자료 176

1장    
2014 자체수리복원실
보존처리

2장    
2014 
 <인평대군방전도>
모사본 제작사업

자체보존관리



Ⅰ.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구성 목적 185

Ⅱ.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운영 186

 1. 인력구성 및 담당업무 186

 2. 자체 디지털매체화팀의 특징 및 효과   187

 3. 자료 관리 수칙  187

 4. 촬영 수칙   188

 5. 디지털문화재의 가치재고   188

 6. 활용도 및 연구지원   188

 7. 촬영실 기자재현황  189

Ⅲ. 자체 디지털매체화 192

 1. 2014 디지털매체화 목록 192

 2. 디지털매체화 과정 193

Ⅳ.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제언 229

 1. 촬영 229

 2. 데이터 관리 및 백업 229

3장    
2014 자체 디지털 
매체화 제작사업







연구 과제 요약

Ⅰ. 탈랍에 적절한 (공)용매 탐색

Ⅱ. 밀랍 추출 연구

Ⅲ.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제1장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04

Development of preservation technique for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using supercritical technology





제 1장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제  1  장

연구 과제 요약

과제명

국   문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영   문 Development of preservation technique for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using supercritical technology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유번호 119-82-03684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총괄책임자

성   명 이 윤 우

소   속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전   화 (02) 880-1883

직   위 교수 F A X (02) 883-9124

1) 연구 목적

조선왕조실록 복원을 위해 전통적인 보존 수리 복원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및 노

하우를 확보하고 국내외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1) 탈랍에 적절한 (공)용매 탐색

•       높은 밀랍 용해도를 갖는 용매 선정 연구

•       인쇄 안정성 연구 

•       화재에 대한 안정성 연구

•       용매의 독성 연구

    023



4권  보존처리연구

(2) 밀랍 추출 연구

•       용매 추출

•       공용매를 이용한 초임계이산화탄소 추출

•       밀랍 추출 방법 비교

•       최적 추출 방법 선정

3) 참여 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연구담당분야

전공 및 학위
연락처

학위 년도 전공 학교

이상찬
서울대

국사학과
부교수

조선왕조실록과 모형
밀랍지 및 탈랍지 비교

박사 1996 한국사 서울대 (02)880-9001

서범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통합과정 용매 추출 학사 2011 화학공학 서울대 (02)880-9124

손원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 초임계 건조 석사 2013 화학공학 서울대 (02)880-1585

우희석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석사 2014 화학공학 서울대 (02)880-9124

강지문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사통합과정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학사 2013 화학공학 서울대 (02)880-9124

이휘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사과정 용매 추출 학사 2014 화학공학 아주대 (02)880-9124

024



제 1장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Ⅰ. 탈랍에 적절한 (공)용매 탐색

1. 연구의 필요성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희소가치를 지니는 세계문화 유산으로 특히 태조실

록부터 명종실록까지는 밀랍본으로 제작되어 그 가치가 더욱 뛰어나다.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은 편찬 

당시 장기간 동안 실록의 손상을 방지하고 충해와 습기로부터 실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지 표면에 밀랍

을 도포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밀랍본 중에서 약 20% 정도는 생지본은 물론 다른 밀랍본에 비

해 셀를로오스의 분자량이 많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색, 백화 현상, 균해, 꺾임, 고착 등과 같은 생

화학적 및 물리적 변성이 관찰된다. 이에 밀랍이 한지 손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되며 추가적인 

한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밀랍본의 보존 처리가 시급하다.1 따라서 손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밀

랍을 실록으로부터 제거하고 추가적인 보존 처리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연구 목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을 복원하기 위해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밀랍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매의 물성에 대한 조사 및 추출 공정 적용시 안정성에 대

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밀랍에 대해 높은 용해성을 갖는 용매를 탐색하고 이를 위주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이들 중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추출에 가장 적절한 용매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3.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의 주재료로 전통 방법으로 제작된 한지(신현세, 전통한지공방 경북 의령군)와 지리산에서 생산

된 천연 밀랍(빈도림, 전남 담양군)을 사용하였고 먹은 국내산 송연먹(취묵향공방, 충북 음성군)과 일본산 

송연먹과 유연먹(구하산방, 서울 종로구 인사동)을 사용하였다. 유기 용매로는 디클로로메탄(99.5%, 삼전

화학(주), 대한민국), 클로로포름(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THF(Tetrahydrofuran)(99.8%, 삼전화학

(주), 대한민국), 시클로헥산(99.0%,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헥산(95.0%,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톨루엔

(99.8%,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아세톤(99.7%,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자일렌(99.0%, 삼전화학(주), 대

한민국), DMSO(99.8%,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DMF(Junsei, 일본)이 사용되었다. 

UV-Vis spectrophotometer 분석을 위해서는 Bradford reagent(Sigma-Aldrich Korea, Ltd.)를 사용하

였고 standard material로는 Bovine Serum Albumin(Sigma-Aldrich Korea, Ltd.)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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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및 장치

1) 유기 용매의 밀랍 용해성 비교

탈랍에 적절한 용매를 탐색하기 위해서 유기 용매의 밀랍과 열화 밀랍에 대한 용해성을 비교하였다. 

5ml 바이알에 준비된 용매를 각각 4ml씩 넣고 밀랍 또는 열화 밀랍은 정해진 농도에 맞는 무게만큼을 바

이알에 넣는다. 그리고 뚜껑으로 밀폐하고 상온에서 24시간을 방치하여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한다. 

24시간 후에 밀랍이 모두 용해되어 남은 고체가 없고 용매 색이 밀랍 색과 같이 노란색으로 변하는지 육

안으로 관찰한다. 밀랍이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아 있거나 떠 있으면 용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2) 유기 용매 내 먹의 인쇄 안정성

(1) 먹 성분 중 아교의 유기 용매 용해성 탐색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유기 용매 탈랍 시 먹 성분이 용매에 용해될 수 있으므로 국내산 송연먹과 일

본산 송연먹, 유연먹을 유기 용매에 용해시켜 먹 성분 용해성을 탐색하였다. 증류수 5g에 국내산 송연먹

과 일본산 송연먹, 유연먹을 각각 150mg씩 갈아 동일한 농도의 샘플을 준비한다. 20ml 바이알에 갈아놓

은 먹 1g을 넣고 진공 오븐 온도 35℃, 600mmHg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다. 건조 후에 높은 밀랍 용해

성을 갖는 4가지 유기 용매(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를 각각 5ml씩 바이알에 넣고 24

시간 기다린다. 24시간 후에 용액을 10ml 시린지로 모두 샘플링하고 이를 시린지 필터(Millipore Millex-

HV, PVDF 0.45μm)를 이용해 걸러 준비한다. 이후 먹 성분 중 아교가 용해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Bradford method를 사용하였고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한지에 인쇄된 먹 안정성 탐색

한지에 인쇄된 먹의 유기 용매에 대한 안정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된 스탬프로 한지에 먹을 직접 

인쇄한 후 이를 실험에 사용하고 인쇄하지 않은 한지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주문 제

작된 스탬프를 이용하여 국내산 송연먹과 일본산 송연먹, 유연먹을 증류수에 갈아 만든 먹물로 전통 한지에 

인쇄하였다. 대조군 한지와 인쇄된 한지를 항온 항습조에 24시간 동안 보관 후 무게를 측정한 값을 W1이라

고 하고 이후 유기용매인 디클로로메탄에 침지하고 24시간 후에 꺼내어 진공 오븐 온도 35℃, 600mmHg에

서 6시간 동안 건조한다. 건조가 완료된 한지의 무게를 W2, 항온 항습조에 넣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무

게를 측정한 값을 W3이라 하고 ∆W=W1-W3라고 정의하여 유기 용매에 침지 전과 비교한다.

 

그림 1-1. 스탬프로 인쇄한 전통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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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1) Bradford method

유기 용매에 의한 먹의 성분 중 아교의 용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먹물에서 수분을 건조하고 이를 각

각의 용매에 담근 후 아교 성분의 추출 여부를 측정하였다. 아교 성분은 <표 1-1>에서 보면 주로 콜라겐

으로 기본 구조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4 이것이 유기 용매에 얼마나 용해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백질 측정 방법의 하나인 Bradford method를 사용하였다. Bradford method는 신속 정확하고 

감도(0.02~1mg/ml)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 시약으로 Bradford reagent(Sigma-Aldrich Korea, Ltd.)와 증류수를 준비하고 표준 단백질 용액

으로 bovine serum albumin(Sigma-Aldrich Korea, Ltd.)을 준비한다.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분석 순서

① 5개의 20ml test tube에 표준단백질을 농도에 맞게 물어 녹여 standard solution 5ml를 만든다.

② Standard solution에 Bradford reagent 5ml 씩 첨가하여 혼합 후 5분간 방치한다.

③   시료의 안정성을 위해 1시간 이내에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파장 595nm에서 흡광

도를 3번 측정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④ 흡광도와 농도를 가지고 검량 선을 작성한다.

⑤ 실제 샘플도 마찬가지로 증류수 5ml에 녹인 후 Bradford reagent 5ml을 첨가한다.

⑥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파장 595nm에서 흡광도를 3번 측정하고 검량 선을 이용

하여 단백질 농도를 계산한다.

표 1-1. 소 아교의 구성 성분

성분 구성 비율

물 64%

단백질

콜라겐 29%

케라틴 2%

알부민 1%

무틴 0.7%

지방 2%

무기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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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및 토의

1) 유기 용매의 밀랍 용해성

탈랍에 적절한 유기 용매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유기 용매의 밀랍 및 열화 밀랍 용해성을 측정

하고 기존에 밀랍을 잘 용해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유기 용매와 비교하였다. 밀랍은 단일 성분이 아닌 복

합물로서 용해도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용해성을 비교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 용매를 선정하였다. 기

존에 밀랍 용해성이 높은 유기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이며 이와 비교하기 위

해서 유기 용매 헥산, 톨루엔, 아세톤, 자일렌, DMSO, DMF의 밀랍 용해성을 추가적으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톨루엔과 자일렌만이 1ml 당 30mg이상의 밀랍을 용해시킬 수 있었고 헥산과 아세톤 

DMSO, DMF는 1ml 당 10mg의 밀랍조차도 용해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톨루엔과 자일렌을 추가적으로 

실험해본 결과 1ml 당 50mg의 밀랍은 용해시킬 수 있었지만 100mg은 용해시키지 못하였다. 선행 연구

와 비교해보면 디클로로메탄은 1ml에 밀랍 약 160mg이 용해되고 클로로포름의 경우 600mg이상이 용

해되어 실험에 사용된 유기 용매에 비해 훨씬 높은 밀랍 용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

열화 밀랍의 경우 대부분의 용매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헥산과 아세톤, DMSO, DMF는 1ml 당 

10mg의 열화 밀랍을 용해시키지 못하였다. 반면에 톨루엔과 자일렌의 용해성 테스트는 밀랍과 다른 결

과를 보였는데 1ml당 열화 밀랍 50mg을 용해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밀랍이 고온에서 열화 되는 과정에

서 산화되어 극성 물질이 증가하여3 극성이 낮은 톨루엔과 자일렌에 용해성이 감소한 결과를 보인 것이

라 생각된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용매들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용매보다 밀랍 용해성이 뛰어나지 못

하였으며 탈랍에 적절한 유기 용매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 중 

하나로 선정하기로 하고 추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유기 용매 내 먹의 인쇄 안정성

(1) 유기 용매의 아교 용해성

유기 용매를 이용하여 조선왕조실록 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밀랍을 제거할 때, 먹 성분 중 아교 성분을 

용해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인쇄 상태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밀랍 용해성이 높은 4가지 유기 용

매(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의 아교 용해성을 탐색하였다. <그림 1-2, 1-3, 1-4>를 보면 

4가지 유기 용매로 3종류의 먹을 추출한 후 용매 색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가지 정

도로 첫 번째는 일본산 송연먹을 추출한 유기 용매의 색이 가장 진하게 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을 제

조할 때 첨가하는 향료 성분이 용매에 용해되어 나타난 결과 또는 먹의 주성분인 그을음 성분 중 극미량

의 분자량이 아주 작은 성분이 용해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일본산 송연먹은 국내산 송연먹과 일

본산 유연먹에 비해 제조 당시 가장 많은 양의 향료가 첨가되었거나 분자량이 매우 작은 성분의 그을음

이 다른 먹에 비해 다수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시클로헥산,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순

으로 색이 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클로헥산은 향료 계통의 화합물이나 분자량이 매우 작은 그을

음 성분을 거의 용해시키지 못하여 색 변화가 거의 없고 디클로로메탄이 두 번째로 용해력이 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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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먹에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탈랍에 사용될 (공)용매를 시클로헥산이

나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5>는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표준물질인 Bovine Serum Albumin의 농도

별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 선을 작성하였다. 이 검량 선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표 1-2>로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국내산 송연먹은 THF에서 가장 높은 단백질 농도인 0.334mg/ml를 보였고 이를 제외하면 

0.1mg/ml 이하의 단백질이 검출되었으며 아주 미량만이 용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산 송연먹은 4개

의 유기 용매에 대해서 대체로 단백질이 굉장히 소량만이 용해되었고, 일본산 유연먹의 경우에 디클로로

메탄에서 가장 높은 단백질 농도가 검출되었고 THF에서 가장 낮은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다른 두 용매의 

경우 비슷한 값을 보였다. 이렇게 세 가지 먹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먹을 제작할 때 사용된 아교

의 종류가 달라 차이를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고 미미하여 대부분의 먹 성분 중 

단백질은 유기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림 1-2. 유기 용매별 국내산 송연먹 추출물

         MC            Chloroform         THF          Cyclohexane

그림 1-3. 유기 용매별 일본산 송연먹 추출물 그림 1-4. 유기 용매별 일본산 유연먹 추출물

         MC            Chloroform         THF          Cyclohexane          MC            Chloroform         THF          Cyclo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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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단백질 표준물질의 검량선

표 1-2.  용매 내 단백질의 농도 (mg/ml)

                               용매 종류
  먹 종류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

국내산 송연먹 0.056 0.100 0.334 0.118

일본산 송연먹 0.010 0.069 0.083 0.137

일본산 유연먹 0.232 0.180 0.021 0.138

(2) 먹의 인쇄 안정성

먹이 종이에 인쇄되었을 때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조된 먹물을 주문 제작된 스탬프로 전통 한지

에 인쇄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대조군인 인쇄되지 않은 한지와 제작된 샘플들을 용매에 침지한 후 24

시간 후 꺼내어 무게를 측정하여 먹 성분과 종이에 유기 용매가 손상을 주는지를 파악하였다. 용매에 의

한 손상을 알아보고자 용매 침지 전과 후를 사진 촬영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6, 1-7, 1-8>에 보면 국내

산 송연먹, 일본산 송연먹, 일본산 유연먹 샘플의 용매 침지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다. 육안으로 관찰하

기에는 큰 변화는 볼 수 없었고 이미지 상으로도 먹 선의 변화을 포함한 인쇄 상태에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아 용매 내에서 인쇄된 먹은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1-4, 1-5, 1-6>에서 보면 대조군 한지, 국내산 송연먹, 일본산 송연먹, 일본산 유연먹 샘플의 무

게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실험 후 무게가 감소하였다가 24시간 동안 항습조에 보관 후 무게를 재 측정하였

Ab
so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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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Bovine serum albumin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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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다시 무게가 일정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한지로부터 제거되었던 수분이 재 흡착되어 무게가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표 1-7>에서 보듯이 유기 용매에 24시간 동안 침지하였다가 건조된 한지는 유기 

용매에 의해 수분량이 감소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조군 한지와 샘플들은 약간의 무게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측정 오차 범위 정도로 생각되지만 먹 성분 중 극미량 포함되어 있는 지방 성분이나 

저분자 물질이 용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게 감소율을 살펴보면 상당히 미미한 값으로 먹 성분 중 아

교가 거의 유기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위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그림 1-6. 국내산 송연먹 샘플 용매 침지 전(좌)과 후(우)

그림 1-7. 일본산 송연먹 샘플 용매 침지 전(좌)과 후(우)

그림 1-8. 일본산 유연먹 샘플 용매 침지 전(좌)과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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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대조군 한지의 무게 변화

샘플 종류 W1 (mg) W3 (mg) ∆W (%)

대조군 한지 샘플1 66.1 66.1 0.0

대조군 한지 샘플2 63.9 63.7 0.31

대조군 한지 샘플3 64.1 63.8 0.47

대조군 한지 샘플4 62.2 62.0 0.32

대조군 한지 샘플5 63.2 63.1 0.16

대조군 한지 샘플6 59.4 59.2 0.34

대조군 한지 샘플7 69.7 69.2 0.72

대조군 한지 샘플8 65.4 65.0 0.61

대조군 한지 샘플9 59.8 59.5 0.5

대조군 한지 샘플10 65.2 65.1 0.15

표 1-4. 국내산 송연먹 샘플의 무게 변화

샘플 종류 W1 (mg) W2 (mg) W3 (mg) ∆W (%)

국내산 송연먹 샘플1 59.8 58.6 59.3 0.84 

국내산 송연먹 샘플2 62.9 62 62.5 0.64 

국내산 송연먹 샘플3 60.2 59.1 59.8 0.66 

국내산 송연먹 샘플4 60 59.1 59.6 0.67 

국내산 송연먹 샘플5 61.1 60.5 61 0.16 

국내산 송연먹 샘플6 60.2 59.3 60 0.33 

국내산 송연먹 샘플7 60.9 60.1 60.7 0.33 

국내산 송연먹 샘플8 56.1 55.4 55.9 0.36 

국내산 송연먹 샘플9 59.5 58.4 59.3 0.34 

국내산 송연먹 샘플10 58.9 58.1 58.8 0.17 

표 1-5. 일본산 송연먹 샘플의 무게 변화

샘플 종류 W1 (mg) W2 (mg) W3 (mg) ∆W (%)

일본산 송연먹 샘플1 62.5 62.2 62.5 0.00 

일본산 송연먹 샘플2 61.6 61.2 61.4 0.32 

일본산 송연먹 샘플3 54.8 54.4 54.7 0.18 

일본산 송연먹 샘플4 58.6 58.4 58.4 0.34 

일본산 송연먹 샘플5 65.4 65.1 65.3 0.15 

일본산 송연먹 샘플6 63.7 63.4 63.7 0.00 

일본산 송연먹 샘플7 61.8 61.5 61.6 0.32 

일본산 송연먹 샘플8 62.9 62.4 62.7 0.32 

일본산 송연먹 샘플9 66.8 66.3 66.7 0.15 

일본산 송연먹 샘플10 63.4 63.1 63.2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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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일본산 유연먹 샘플의 무게 변화

샘플 종류 W1 (mg) W2 (mg) W3 (mg) ∆W (%)

일본산 유연먹 샘플1 56.5 55.9 56.1 0.71 

일본산 유연먹 샘플2 59.1 58.5 58.7 0.68 

일본산 유연먹 샘플3 60.5 59.9 60.1 0.66 

일본산 유연먹 샘플4 59.3 58.6 59 0.51 

일본산 유연먹 샘플5 59.7 59.1 59.4 0.50 

일본산 유연먹 샘플6 59.2 58.5 58.8 0.68 

일본산 유연먹 샘플7 65.5 64.5 64.8 1.07 

일본산 유연먹 샘플8 62.4 61.6 61.9 0.80 

일본산 유연먹 샘플9 58.9 58.3 58.4 0.85 

일본산 유연먹 샘플10 56 55.5 55.5 0.89 

표 1-7. 유기 용매에 의한 한지의 수분 변화

한지 수분(%)
용매 종류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6.25 4.27 4.01 3.38

6.88 3.98 4.51 4.36 

6.27 4.20 4.42

6.37

4.95

평균 (%) 6.15 4.15 4.31 3.87 

(3) 유기 용매의 화재 안전성

탈랍에 적절한 (공)용매 선정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다. 왜냐하면 조

선왕조실록은 서지문화재로서 화재에 취약하고 자칫 큰 화재가 일어날 경우 대량의 문화재 손실이 불가

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용매의 후보 4가지 유기 용매들의 자동 발화 온도와 인화점 등을 문헌 조사

하여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표 1-8>을 보면 4가지 유기 용매의 자동 발화 온도와 인화점을 볼 수 있다.5 자동 발화 온도는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물질 자체에 발화하여 연소할 수 있는 최소의 온도이다. 반면에 인화점은 일정한 용기 내

에서 액체가 증발하여 액면 근처의 공기와 섞여 발화할 수 있는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이다. 즉 자동 발화 온도는 액체 자체의 발화가 일어나는 온도이고 인화점은 증기에 의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온도이다.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포름은 인화점이 존재하지 않아 화재로부터 안전하지만 

THF와 시클로헥산은 상온에서 충분히 발화할 수 있는 인화점을 가지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존재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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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발화 온도를 살펴보면 시클로헥산과 THF는 각각 260℃도 와 2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 화재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디클로로메탄은 556℃로 매우 높고 클로로포름은 자동 발

화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매우 낮다. 

표 1-8. 유기 용매의 자동 발화 온도와 인화점

자동 발화 온도 (℃) 인화점 (℃)

디클로로메탄 556 -

클로로포름 - -

THF 212 -14 

시클로헥산 260 -20

(4) 유기 용매의 독성 비교

유기 용매는 보통 용해력이 좋고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휘발성이 좋고 휘발된 증기가 독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기 용매의 독성을 비교하여 탈랍에 적절한 

용매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표 1-9>는 네 가지 유기 용매의 급성경구독성과 급성흡입독성을 비교하였다.4 

LD50은 용매를 경구투여 할 경우 실험군의 50%정도가 사망할 농도이고 LC50은 용매를 증기 상태로 흡

입할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실험군의 50%정도가 사망할 증기의 농도이다. LD50을 비교해보면 클로로포

름, 시클로헥산, 디클로로메탄, THF 순으로 농도가 증가하므로 THF가 가장 약한 독성을 보였고 디클로로

메탄과 THF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독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LC50을 비교해보면 THF의 경우 2시간

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매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여 상당히 독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디클로로메탄은 1시간으로 시간이 짧은데 비해 농도는 다른 용매에 비해 높아서 증기의 독성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실험이 행해진 시간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디클로

로메탄과 클로로포름의 증기는 비슷한 독성을 나타내고 시클로헥산과 THF 순으로 독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네 개의 유기용매는 경구투여 시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고 특히 클로로포름이 가

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클로로메탄과 THF가 다른 두 용매에 비해 독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

났고 흡입 독성의 경우는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포름이 독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용매는 경구 투여의 위험보다 증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

포름의 독성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6 디클로로메탄의 농도가 3300-5300ppm 정도에서 증기에 20분 

동안 노출된 작업자는 두통과 구역질, 현기증, 나른함, 구강 건조 증세 등이 나타났고 두통을 제외한 증

상들은 몇 시간 안에 사라졌다. 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되었다. 클로로포름의 경우 사람이 113분간 

8000ppm에 노출되었을 경우 혼수상태에 빠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22500ppm에서는 30분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보고되었다. 이 두 용매의 대기 중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농도가 보고된 사례

가 많지 않아 비교가 어렵지만 증기의 독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급성경구독성

을 비교하면 클로로포름이 더 유독하여 디클로로메탄이 가장 유독하지 않은 용매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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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유기 용매의 급성 독성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디클로로메탄 LD50 1600 mg/kg [쥐] LC50 52000 mg/m3 (1시간) [쥐]

클로로포름 LD50 36 mg/kg [쥐] LC50 47702 mg/m3 (4시간) [쥐]

THF LD50 1650 mg/kg [쥐] LC50 24000 mg/m3 (2시간) [쥐]

시클로헥산 LD50 813 mg/kg [쥐] LC50 32880 mg/m3 (4시간) [쥐]

7. 결론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손상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 밀랍 제거에 사용될 (공)용매를 선정하기 위

해서 밀랍에 대한 용해성이 좋지 않은 헥산, 아세톤, DMSO, DMF, 톨루엔, 자일렌을 제외하고 디클로로메

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을 후보 용매로 선정하였다. 

먹의 용매 내 안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분 중 국내산 송연먹, 일본산 송연먹, 유연먹을 후보 용매

에 용해시킨 결과 시클로헥산과 디클로로메탄이 먹의 성분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매 내 단백

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후보 용매들은 모두 아교 성분을 거의 용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인쇄 안정

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된 스탬프로 만든 샘플을 후보 용매에 침지하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 수

분이 제거되어 일시적으로 무게가 감소하였다가 항습조에서 다시 수분 재흡착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무게 

변화가 미미하여 먹이 용매 내에서 비교적 안정하다고 판단된다. 후보 유기 용매의 자동 발화온도와 인화

점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연구하였고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포름은 인화점이 존재하

지 않고 자동 발화 온도가 매우 높거나 존재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

로 유기 용매의 독성 연구 결과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디클로로

메탄과 클로로포름이 나머지 두 용매에 비해 유독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먹 성분을 거의 용해시키지 않고 화재에 대해 안정하며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클로로메탄을 (공)용매

로 선정하고 추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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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밀랍 추출 연구

1. 연구 필요성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은 방충과 방습을 목적으로 한지 표면에 밀랍을 도포하였다. 

그러나 현재 밀랍본 중 일부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한지는 밀랍을 도포하지 않은 생지본에 비해 분자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밀랍에서 변색, 백화 현상, 균해 등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한지의 열화를 

가속화하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밀랍이라고 추정되며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조선왕조실록

의 보존을 위해서 밀랍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목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모형 밀랍본에서 한지의 손상 없이 밀랍을 추출하고 여러 추출 방법 중 

최적의 추출 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해서 조선왕

조실록 모형 밀랍본의 밀랍을 탈랍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00%에 가까운 탈랍 효율을 보였다.2 본 연

구에서는 유기 용매 추출과 다양한 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실록의 손상 없이 밀랍본의 밀랍을 제거하면서 

초임계유체 추출법을 이용한 탈랍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려 하였다. 초임계유체 추출법은 실록의 손상 없

이 밀랍본의 밀랍을 제거할 수 있지만 유기 용매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산화탄소의 사용량도 많아 

효율적인 탈랍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먼저 밀랍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유기 용매로 밀랍을 추출하고 

이후 용매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구조 손상을 방지와 잔존 용매 제거를 위해서 다양한 건조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의 모델 밀랍본 재료로는 신현세 전통한지공방(경북 의령군)에서 제조된 전통 수록 한지, 전남 

담양군의 빈도림 장인에 의해 생산된 천연 밀랍을 사용하였다. 

속슬렛 추출용 용매로써 디클로로메탄(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클로로포름(99.5%, 삼전화학

(주), 대한민국), 테트라하이드로푸란(99.8%,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을 사용하였다. 

초임계유체 건조법을 위해서 고순도 이산화탄소(99.999%, 협신종합가스상사, 대한민국)를 사용하였다. 

동결 건조법을 위해서 치환용 용매로는 시클로헥산(99.0%,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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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Siphon arm

Thimble

Ectraction chamber

Ectraction solvent

Vapor

Boiling flask

4. 실험 방법 및 장치

1) 속슬렛 추출 장치

속슬렛 용매로는 밀랍에 대한 용해도가 큰 유기 용매가 사용되었다. 가열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크 내의 

용매를 끓이고 증기가 되면 측면관으로 상승한 후, 냉각수에 의해 응축되면서 속슬렛 추출기 내부에 고인

다. 용매가 지속적으로 응축되어 수위가 일정 이상으로 상승하여 사이폰 관이 차게 되면, 추출기 내부의 

용액이 사이폰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플라스크로 내려가게 된다. 그 후 위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며 용질이 플라스크 내부에 농축된다.

모형 밀랍지(150×150mm)를 1/3으로 잘라 무게를 측정한 후 속슬렛 추출 장치의 유리 초자 안에 원통

형으로 말아 넣는다. 속슬렛 하부 원형 플라스크에는 200ml의 용매를 넣고 물중탕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물중탕 온도가 맞춰지면 응축기를 작동시켜 추출을 시작한다. 추출 시간이 끝나면 속슬렛 장치를 분리하

여 한지와 추출물을 회수해 무게를 측정하고 탈랍 수율을 계산한다. 

그림 2-1. 속슬렛 추출 장치

2) 초임계유체 건조기

초임계 건조기는 자체 제작된 것으로 고압용 펌프가 존재하여 이산화탄소의 이송과 내부 압력을 상승

시키는 역할을 하며 내부 압력 조절은 후방 압력 조절기를 통해 가능하다. 순환 수조 중 하나는 초임계 

건조 장치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항온 수조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였고, 다른 하나는 펌프에서 

냉각된 액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예냉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였다. 펌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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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예냉된 액체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열 교환이 되도록 관의 길이를 충분히 하였다. 초임계유체 건

조기에는 압력계와 thermocouple이 연결되어 있어 내부 압력과 온도를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

소가 순환하는 관은 단열재로 감아 응결을 방지하였다.

건조 실험은 모형 밀랍지를 속슬렛 추출법으로 탈랍한 후 유기 용매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를 건조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건조기는 원통 모형으로 지름이 2cm, 높이가 2cm이다. 우선 모형 밀랍지는 유기 용

매에 충분히 접촉하게 하여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이를 건조기 내부에 원통 모양으로 감아 넣

어 이산화탄소와 충분히 접촉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일정량의 용매를 넣어 주어 밀폐하기 전에 순식간

에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순환 수조로 예열기와 항온 수조의 온도를 목표 온도로 조정하였고,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이산화탄소 실린더의 밸브를 열어 예냉된 액체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후방 압력 조절

기와 펌프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하고 압력이 목표 압력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액체 이산화탄소의 용매 

치환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이 후 펌프를 이용하여 액체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유량으로 주입

하면서 한지의 용매가 완전히 액체 이산화탄소로 치환되도록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한다. 소정 시간

이 지난 후에는 펌프 작동을 중단하여 더 이상 이산화탄소의 흐름이 없도록 한 후 온도와 압력을 상승시

켜 건조기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초임계 상이 되도록 한다. 초임계 상이 된 후 감압하여 이산화탄소를 기

체 상태로 만들어 건조를 수행한다. 이산화탄소가 모두 건조기 밖으로 빠져 나가면 건조기를 해체하여 

건조된 모형 밀랍지를 회수하였다.

그림 2-2. 초임계 건조 장치

3) 동결 건조

동결 건조는 건조하고자하는 용매를 완전히 냉각시켜 얼리고 이후 진공을 걸어 승화시키는 형태로 건

조를 수행한다. 먼저 -80℃의 freezer로 완전히 용매를 얼린 후 이를 -60℃로 유지되는 동결 건조기 내부

에 넣은 후 진공을 걸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린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생물공학기기

실에 분석 의뢰 하였으며 제조 회사는 일신랩, 모델명은 Bondir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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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코팅기

모델 밀랍지 제작을 위해 한지에 밀랍을 도포하는데 자동 막대 코팅기((주)지스트, 대한민국)가 사용되

었다. 밀랍은 쉽게 응고되기 때문에 도포 작업 중간에 밀랍이 액상으로 유지되도록 가열 판이 설치되어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 막대의 규격에 따라 도포된 밀랍의 두께가 조절되며, 본 실험에서는 4번 및 32번 

막대를 사용하였다.

그림 2-3. 동결 건조기

그림 2-4. 자동 코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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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1) 탈랍 수율 측정

밀랍 도포 전의 한지, 밀랍지, 열화 밀랍지, 추출 후 밀랍지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탈랍 수

율을 계산하였다. 탈랍 수율을 아래 식과 같이 정의하여 탈랍 정도를 비교하였다.

Weight of dewaxed Hanji - Weight of Hanji

Weight of aged Hanji - Weight of Hanji
Dewaxing yield(%)  =  100 -   × 100

2) 주사전자현미경(FE-SEM)

주사전자현미경은 JEOL사(일본)에서 제작된 JSM 5410LV를 사용하였다. 종이는 측정을 위해서는 백금 

파우더로 코팅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이를 가로, 세로 3mm정도로 작게 잘라낸 후 셀 표면에 붙

여 코팅한 후 표면을 관찰하였다.

3) 적외선 분광계(FT-IR spectrophotometer)

FT-Infrared Spectrophotometer 분광광도계는 Thermo Scientific사(USA)의 Nicolet 6700을 사용하

였다. 전처리 없이 고상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감쇠 전반사(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방식을 사

용하였다. 시료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고 측정 결과는 autobase 처리하였다. 

No. of scan : 32

Resolution : 8

Wavenumber range(cm-1) : 4000-650

4) 인장 지수(tensile index) 측정

인장 강도 측정기는 Lorentzen&Wettre (Sweden)를 사용하였다. 인장 지수 측정 방법은 TAPPI test 

method 494om-96에 의거하였다. 측정 전에 종이의 폭을 1.5cm, 길이는 15cm 이상으로 일정하게 잘라

낸 후 인장 강도를 측정하였고 각 시료 마다 3번 이상 반복 측정을 통해서 얻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인

장 지수는 인장 강도를 종이의 단위 면적당 무게인 평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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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및 토의

1) 가속 열화를 이용한 밀랍본 모형 제작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은 편찬 당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 빗물과 같은 

외부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어 그 물성이 현재의 밀랍과 다르다. 따라서 밀랍본 모형 제작 과정에는 밀랍

의 가속 열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속 열화는 KS M ISO 5630-4 방법에 따라 150℃에서 24시간 동안 진

행되었다.7

본 연구에서 먹 성분 및 아교 성분은 유기 용매에 의해 거의 추출되지 않으므로 먹은 사용하지 않았고 

종이에 밀랍을 용융 도포한 후 가속열화 하였다. 가속 열화 후 밀랍지는 색이 진해지고 변색 된 반점 같

은 것이 존재한다. 또한 밀랍의 녹는점인 65℃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속 열화를 실시하므로 밀랍의 일부분

이 녹아 내려 질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2) 밀랍본 모형의 속슬렛 추출

(1) 유기 용매 선정

속슬렛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밀랍을 잘 용해할 수 있는 적절한 유기 용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로부터 밀랍에 대한 용해성이 높은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을 후보 용매로 선정

하였다. 실험 온도 용매의 끓는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동일한 열을 

주었을 때 탈랍율을 비교하여 탈랍에 적합한 용매를 탐색하기로 하고 water bath 온도 80℃에서 속슬렛 

추출을 하여 탈랍율을 비교하였다. 

<그림 2-6>을 보면 디클로로메탄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탈랍율 100%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디클로로메탄의 끓는점은 39.6℃으로 다른 후보 세 용매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실험 온도인 

그림 2-5. 인장 강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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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와 용매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므로 전달되는 열이 커서 같은 온도에서도 더 빨리 휘발하여 추출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탈랍율이 높다. 또한 시클로헥산의 끓는점은 80.74℃로 추출이 진행되는 온도보

다 높기 때문에 휘발되는 양이 작아 밀랍지는 전혀 탈랍 되지 않았다.

그림 2-6. 유기 용매 별 탈랍율

(2) 공정 변수의 영향

속슬렛 추출에서 디클로로메탄을 용매로 하여 공정 변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정 변수

는 water bath 온도와 추출 시간으로 온도는 디클로로메탄의 끓는점이 39.6℃ 이므로 이보다 높은 온도인 

50℃부터 시작하여 65℃, 80℃로 선정하였으며 추출 시간은 30분, 60분, 120분으로 정하였다. 이때 사용

된 용매의 양은 200 ml로 동일하게 하였다. 온도 조건 80℃의 경우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탈랍 

기술의 최적 온도이고 이 때 탈랍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시간 동안 추출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

라서 세밀한 추출 시간 비교를 위해 추출 시간 15분을 추가적으로 실험하였다. 

<그림 2-7>에서 보듯이 온도가 높을수록 열에 의해 디클로로메탄의 휘발되는 속도가 증가하여 휘발 

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탈랍율 100%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다. 세 온도 중 가장 낮은 

온도인 50℃에서도 2시간의 추출이면 100%에 도달하였고 가장 높은 온도인 80℃에서는 15분 만에 밀

랍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한 탈랍 기술에 비해서 훨씬 단시간 내에 

100%에 가까운 탈랍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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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랍본 모형의 속슬렛 추출 후 건조

(1) 진공 오븐 건조

속슬렛 추출을 이용하여 밀랍을 제거한 후 한지는 용매에 젖은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건조 과정이 

필수적이다.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지의 미세구조 손상 등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적고 탈랍에 

사용되었던 유기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끓는점이 39.6℃로 상당히 낮고 휘발성이 좋아 상당히 건조가 

용이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진공 오븐 건조를 통해서 용매에 젖은 한지를 건조 하고자 하였

고 온도는 40℃, 600mmHg의 조건에서 2시간 동안 건조를 진행하였다. 샘플 회수하여 육안으로 관찰하

기에 한지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였으며 외관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임계 건조

① 초임계 건조의 조건

속슬렛 추출용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을 건조하기 위해서 초임계 건조를 실시하였다. 초임계 건조는 건

조 과정에서 계면이 존재하지 않아 건조 대상의 미세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잔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임계 건조기는 원통형으로 지름 2cm, 높이 2cm이며 종이는 건조기 내부에 위치할 수 있고 건조 후

에 물성 측정을 위해서 폭은 1.5cm로 정하였으며 길이는 15cm로 정하였다. 초임계 건조 과정에서 초기

에 액체 이산화탄소에 의해 용매가 치환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건조기 내부의 액체 이산화탄소와 디

클로로메탄의 몰분율이 달라진다. 건조 초기에는 디클로로메탄의 몰분율이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 2-7. water bath 온도와 추출 시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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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보존처리연구

점점 감소한다. 이산화탄소와 디클로로메탄 혼합물의 임계점은 몰분율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초임계 건

조에서 50℃, 150bar에서 초임계 단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2-8과 같이 액체 이산화탄소의 몰분율이 

0.9065 이상 되어야 하며 건조기 부피를 고려하여 계산해보았을 때, 디클로로메탄이 1.027g 이하로 존재

하여야 한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용매 치환 과정에서 건조기 내에 디클로

로메탄의 양이 1.027g 이하로 존재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러 공정 변수를 달리하면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림 2-8. 디클로로메탄과 이산화탄소 2성분계의 임계 온도 압력

② 액체 이산화탄소 유량의 영향

액체 이산화탄소의 용매 치환에 유량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5℃, 60bar의 조건에서 3ml/

min, 5ml/min, 9ml/min으로 유량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사용된 액체 이산화탄소의 

양은 모두 90ml로 같게 하여 각각 30분, 18분, 10분 간 액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였다. 

<그림 2-9>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 영역 내에서는 용매 제거율은 유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액체 이산화탄소와 디클로로메탄을 단시간에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 유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량에 따른 용매 제거율 차이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유량을 9ml/min으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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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③ 액체 이산화탄소 사용량의 영향

15℃, 60bar의 조건에서 유량을 9ml/min으로 설정하고 건조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액체 이산화

탄소 사용량을 달리하여 용매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림 2-10>에서 보듯이 액체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용매 치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용매가 이산화탄소로 치환된다. 또한 짧은 

시간에도 80% 이상의 용매가 치환되는 것으로 보아 액체 이산화탄소가 용매와 섞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분 동안 치환할 경우 4.26g 중 3.33g이 제거되어 디클로로메탄이 0.93g 남기 때문에 

액체 이산화탄소와 혼합물이 되었을 경우 초임계 단일상이 되어 건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량 9ml로 10

분 이상 액체 이산화탄소로 치환해줄 경우 완전한 초임계 건조가 가능하다.

그림 2-9. 액체 이산화탄소 유량의 영향

그림 2-10. 액체 이산화탄소 사용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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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결 건조

밀랍지를 탈랍하는데 사용한 유기 용매를 건조하기 위해서 동결 건조 방법을 시도하였다. 동결건조 시 

온도 조건이 -60℃이기 때문에 건조하고자 하는 용매의 어는점이 -60℃이상이어야 한다. 탈랍에 사용되

었던 디클로로메탄의 어는점은 -96.7℃이기 때문에 위 조건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용매

로 치환하여 건조를 수행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탈랍에 적절한 용매로서 연구 되었던 클로로포름과 THF

와 시클로헥산의 어는점은 각각 -63.5℃, -108.4℃, 6.47℃로 세 가지 용매 중 시클로헥산만이 동결 건조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디클로로메탄을 시클로헥산으로 치환하였으며 실제 동결 건조는 서울대학교 농생명

과학공동기기원 생물공학기기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4) 공용매를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본 연구에서 탈랍에 적절한 용매를 선정하고자 밀랍 용해성, 인쇄 안정성, 화재 안정성, 용매의 독성 연

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문헌 조사와 아교 용해성 측정, 속슬렛 추출 실험을 통해 디클로로메탄을 (공)용

매로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선행 연구가 존재하며 본 과제인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 

처리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순수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가지는 한계를 극

복하고자 디클로로메탄을 공용매로 선정하고 다양한 공정 변수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을 진

행하여 밀랍본 모형을 100%에 가깝게 탈랍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2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정

리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된 추출 방법과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그림 2-11>의 왼쪽 그림을 보면 압력을 40MPa로 고정하고 온도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80℃에서 가장 높은 탈랍율을 보여 이를 최적 온도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온도

를 60℃로 고정하고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탈랍율을 측정하였고 40MPa에서 가장 높은 탈랍율을 보였

다. <그림 2-12>에서는 온도는 80℃, 압력은 40MPa로 고정하고 공용매 분율을 증가시키면서 탈랍율을 

측정한 결과 0.27% mole fraction 이상에서 추출 시간 1시간이면 100%에 가깝게 밀랍을 추출할 수 있

었다. 

그림 2-11. 온도와 압력의 영향

35 30

40 35

45
40

50
45

55

50
60

5565

70 60

Pressure : 40 MPa Temperature : 60℃

40℃
60℃
80℃

20MPa
30MPa
40MPa

0.00 0.000.02 0.020.04 0.040.06 0.060.08 0.080.10 0.12 0.10

De
w

ax
in

g 
yi

el
d(

%
)

De
w

ax
in

g 
yi

el
d(

%
)

Mole fraction of co-solvent Mole fraction of co-solvent

046



제 1장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5) 최적 추출 방법 선정

(1) 밀랍 추출 방법 비교

① 공정의 단순성

밀랍을 추출하는 선행 연구는 <그림 2-13>처럼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초임계이

산화탄소와 디클로로메탄을 공용매로 사용하여 탈랍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14>처럼 유기 용매로 밀랍을 추출하고 이를 진공 오븐 건조, 초임계유체 건조, 동결 건조를 통해서 각각 

건조를 수행하여 탈랍지를 획득하였다. 초임계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사용하는 추출 방법은 추출 후 용

매가 기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단일 공정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유기 용매 추출 후 건조 과정은 유기 용매로 추출 시 한지가 젖어 있는 상태로 얻어져 추가적인 건조 과

정이 필요한 2step 공정이기 때문에 단일 공정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12. 공용매 분율의 영향

그림 2-13.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 공정 그림 2-14. 유기 용매 추출 및 건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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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 시간 및 용매 사용량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로 100%에 가깝게 탈랍하기 위해서는 공용매의 분율 0.27% mole 

fraction에서 1시간의 추출 공정이 필요하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 공정의 단점은 공용매의 

분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1시간 동안 사용량이 대략 900ml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용매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속슬렛 추출의 경우 용매 사용량이 200ml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 공정에 비

해 대략 1/4 정도 수준으로 적으며 추출 시간도 15분으로 1/4 가량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초임계 

건조 공정을 사용할 경우 10분 정도의 액체 이산화탄소 치환 후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공정 시간은 

25분 정도로 공정 시간을 상당히 단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건조 공정으로 진공 오븐 건조나 

동결 건조를 사용할 경우 공정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밀랍 추출 후 한지의 물성 비교

① FE-SEM을 이용한 탈랍지 물성 비교 

<그림 2-15>에서 FE-SEM을 통해 탈랍 기술별 한지 표면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한지는 셀룰로오

스 표면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밀랍을 도포하여 열화 시킨 밀랍지의 표면은 밀랍에 의해 도포되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매끈하게 보인다. 이를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해서 탈랍할 경우 밀랍

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셀룰로오스 표면 구조가 선명하게 관찰되며 표면 구조에는 손상은 관찰 되지 않

았다.2 또한 밀랍지를 디클로로메탄을 용매로 하는 속슬렛 추출로 밀랍을 모두 제거하고 오븐 건조, 동결 

건조, 초임계 건조를 통해서 잔류 용매를 제거한 경우에도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을 이용하여 

밀랍을 제거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셀룰로오스 표면 구조가 선명하게 보여 탈랍 기술별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림 2-15. 탈랍 전후 FE-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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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T-IR을 이용한 탈랍지 물성 비교 

<그림 2-16>에서 화학적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지와 밀랍지,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

출을 이용한 탈랍지, 속슬렛 추출과 진공 오븐 건조, 초임계 건조, 동결 건조를 이용한 탈랍지의 FT-IR 피

크를 비교하였다. 한지에 밀랍을 도포할 경우 한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2800cm-1대의 메틸렌 피크와 

1700cm-1대의 카보닐 피크가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이는 밀랍 성분 중 대부분이 에스터 성분이고 지방

산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초임계 추출을 이용해 완전히 탈랍 실시 이후에는 두드러지는 메틸렌 

피크와 카보닐 피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속슬렛 추출 후 세 가지 방법으로 건

조를 시행한 경우에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보아 밀랍 추출 방법에 따른 한지의 작용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건조 방법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작용기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6. 탈랍 전후 FT-IR peak

③ 인장 지수 측정을 이용한 탈랍지 물성 비교 

<그림 2-17>을 보면 탈랍 기술별로 한지 물성을 비교하고 열화가 인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지와 열화 한지, 열화 밀랍지, 초임계추출을 이용한 탈랍지와 속슬렛 추출과 진공 오븐 건조, 초

임계 건조, 동결 건조를 이용한 탈랍지의 인장 지수를 측정 및 비교하였다. 밀랍을 도포하지 않고 가속 열

화를 거친 한지의 경우 인장 지수가 약간 감소한 반면에 열화 밀랍지의 경우 확연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표면에 밀랍이 도포되면서 평량이 증가하였고 열화에 의해 인장 강도가 감소하는 두 가지 효과에 의해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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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랍지의 인장 지수는 열화 밀랍지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밀랍이 제거됨으로서 단위 면적당 무게

인 평량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탈랍지의 인장 지수를 열화 한지와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밀랍을 도포한 후 열화 하는 과정에서 밀랍에 의해 한지 열화가 인장 지수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탈랍지 사이의 인장 지수를 비교해보면 속슬렛 추출 후 초임계 

건조한 탈랍지의 인장 지수가 가장 큰 수치를 보였고 진공 오븐 건조와 동결 건조,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한 탈랍지의 인장 지수 순으로 작아졌다. 속슬렛 추출 후 건조 방법을 다르게 한 탈랍지는 

인장 지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건조 과정에서 계면 장력이 존재하지 않아 한지의 미세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잔존 용매가 전혀 남지 않는 초임계 건조한 탈랍지의 인장 지수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한지 건조에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한 탈랍지는 네 

가지 탈랍지 중 가장 낮은 인장 지수를 보였는데 공정상에서 한지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속슬렛 추출과 초임계 건조를 이용한 탈랍 

기술은 한지의 물성 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잔존 용매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초임계 유체 탈랍과 

더불어 안전한 복원 기술이라 생각된다.

그림 2-17. 탈랍지의 인장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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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중 약 20% 정도는 생지본과 다른 밀랍본에 비해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고 밀랍

의 변색, 백화 현상, 균해 등이 관찰된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물성

이 약화된 한지 보강을 위해서 밀랍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밀랍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절한 추출 

방법을 선정하고자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과 속슬렛 추출 후 다양한 건조 방법을 비교하였다. 

속슬렛 추출용 용매로는 밀랍에 대한 용해성이 좋은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을 이용

하였으며 water bath 온도 80℃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가장 빠르게 탈랍율 100%를 달성하였다. 추가적

인 속슬렛 추출 실험을 통해서 디클로로메탄을 용매로 하였을 때 water bath 온도 80℃에서 15분이면 밀

랍을 100%에 가깝게 제거할 수 있었다. 

속슬렛 추출 후 용매에 젖어 있는 탈랍지를 진공 오븐 건조, 초임계 건조, 동결 건조를 통해 용매를 제

거하고자 하였으며 초임계 건조의 경우 액체 이산화탄소 유량 9ml에서 10분간 치환 후 50℃, 150bar의 

조건에서 디클로로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초임계 단일상이 되어 완전 건조가 가능하였다. 동결 건조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빙점이 -96.7℃로 매우 낮은 디클로로메탄을 대신하여 시클로헥산으로 치환하였고 서울

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생물공학기기실에 의뢰하여 건조를 진행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디클로로메탄을 공용매로 사용하여 밀랍을 제거하는 연구는 이미 선행 연구가 

존재하여 80℃, 400bar, 0.27% mole fraction, 1시간의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진행하여 완전히 밀랍이 제

거되는지 확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적 밀랍 추출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밀랍 추출 공정을 비교해 본 결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

매 추출 공정은 단일 공정으로 속슬렛 추출과 건조 공정에 비해 공정의 단순성면에서는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속슬렛 추출과 초임계 건조 공정을 이용할 경우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 공정에 비해 용

매 사용량과 공정 시간이 1/4 정도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밀랍 추출 후 한지의 물성을 비교해 보면 

FE-SEM과 FT-IR을 통해 두 기술 모두 밀랍을 100%에 가깝게 제거하여 밀랍 추출 효율에 있어서는 모두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장 지수 측정을 통해 밀랍 추출 공정이 한지 물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속슬렛 추출과 초임계 건조 공정을 거친 탈랍지의 인장 지수가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여 한지 물성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잔존 용매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손상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에 적합하고 안전한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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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론 및 고찰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손상 원인 중 하나라고 추측되는 밀랍을 제거하고 조선왕조실록을 보존 및 복

원하고자 밀랍을 추출하는데 적절한 (공)용매 선정을 연구하였으며 최적 밀랍 추출 방법을 선정하고자 

(공)용매를 이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 추출 공정, 속슬렛 추출 및 건조 공정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탈랍에 적절한 (공)용매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밀랍 용해성을 비교하였으며 디클로로메탄, 클로

로포름, THF, 시클로헥산은 밀랍 용해성이 좋은데 반해 헥산, 톨루엔, 아세톤, 자일렌, DMSO, DMF은 밀

랍을 잘 용해시키지 못하여 후보 용매에서 제외하였다.

인쇄 안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산 송연먹과 일본산 송연먹, 유연먹을 후보 용매인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HF, 시클로헥산에 용해시켜 보고 주문 제작한 스탬프와 직접 갈아 제작한 먹물을 이용하

여 만든 샘플을 용매에 24시간 동안 침지하여 무게 변화를 살펴보았다. 네 가지 용매 중에서는 시클로헥

산과 디클로로메탄에 먹의 염료 계통 성분이 잘 용해되지 않아 색 변화가 크지 않았고 아교 용해성 측정 

결과 단백질도 거의 용해되지 않아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지에 먹물을 인쇄한 샘플의 경우 네 용매

에 24시간 동안 침치 후에도 큰 무게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서 먹 성분은 후보 용매에 대해 안정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후보 용매의 화재 안정성과 독성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후보 용매 중 디클로로메탄

과 클로로포름이 인화점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동 발화온도가 매우 높거나 존재하지 않아 다른 두 용매

에 비해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높았다. 급성경구독성과 급성흡입독성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네 용매 중에

서 디클로로메탄이 가장 유독하지 않은 용매로 판단된다. 

밀랍을 추출하기 위해서 속슬렛 추출을 사용하였으며 water bath 온도 80℃에서 디클로로메탄을 용매

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단 시간 내에 밀랍을 100%에 가깝게 추출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디

클로로메탄을 용매로 하여 water bath 온도 80℃에서 15분 만에 밀랍 추출율 100%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었다. 

속슬렛 추출 후 디클로로메탄을 건조하기 위해 초임계 건조를 수행하였으며 액체 이산화탄소 유량 

9ml로 10분간 용매 치환 후 50℃, 150bar에서 초임계 단일 상을 만든 후 완전히 건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진공 오븐에서 40℃, 600mmHg, 2시간의 조건으로 건조를 수행하였고 빙점이 낮은 디클로로메탄 대신 

시클로헥산으로 치환하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생물공학기기실에 동결 건조를 의뢰하여 다

양한 방법으로 한지 건조를 시도하고 물성을 분석하여 건조 방법을 비교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한 밀랍 추출 공정은 선행 연구가 존재하여 밀랍을 100% 가깝게 

추출할 수 있는 80℃, 400bar, 0.27% mole fraction, 1시간의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수행하여 밀랍이 완전

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였고 물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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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밀랍 추출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한 밀랍 추출 공정과 속슬

렛 추출 및 건조 공정을 비교하였으며 공정 단순성에서는 초임계 유체 추출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용매 

사용량과 공정 시간은 속슬렛 추출 및 초임계 건조 공정이 1/4 정도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장 지

수 측정 결과 속슬렛 추출 및 초임계 건조 공정을 거친 탈랍지의 인장 지수가 가장 높아 한지의 물성 저하

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에 적합한 안전한 복원 기술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공용매를 이용한 밀랍 추출 공정은 선행 연구가 존재하여 

밀랍을 100% 가깝게 추출할 수 있는 80℃, 400bar, 0.27% mole fraction, 1시간의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수행하여 밀랍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였고 물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추가적인 손상 방지와 복원을 위해 필수적인 밀랍 추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서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에 적합한 용

매를 탐색하고 밀랍을 성공적으로 추출함과 동시에 잔존 용매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물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 개발을 도모하여 향후 조선왕조실록 복원 과정에 기

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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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는 크게 국내본과 중국본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중국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같은 보존환경 속에서 보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질

상의 차이로 인해 훼손 상태는 한지로 제작된 국내서에 비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존 방안

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열화가 심각한 중국본은 다양한 훼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손상 원

인에 따른 적절한 보강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류문화재의 손상 원인은 물리적 원인, 화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

다. 현재 지류 자료의 손상은 보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손상

된 종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에서 보강 기술이 연구되어야 한다. 

종이의 손상 원인 중 물리적 원인은 종이가 파손된다든가 제책이 부서지는 것에서부터 온습도의 변화

에 의한 열화까지 그 범위가 넓다. 지류 자료의 물리적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취급 부주의로 발

생하는 문제이다. 책을 펼치거나 복사할 때, 자료를 들어 올릴 때 지류 자료에 끼치는 물리적인 힘이 원인

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료를 취급하다가 부주의로 접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한다. 생물학적인 원인은 곰

팡이 등과 같은 미생물에 의한 피해나 각종 벌레들에 의한 충해의 패해 또는 설치류 등에 의한 피해 등

이 있다. 미생물에 의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여 종이 자료가 습한 곳에서 햇볕을 쬐지 못한 채 보관되

면 종이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부식되며 종이 색깔이 변색되고 지류 자료를 오염시킨다. 환경에 따라 

곰팡이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면 공기 중에 있는 포자가 부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곰팡이보다 심각한 해를 끼치는 손상 원인은 벌레와 동물이 일으키는 손상으로 벌레로는 바퀴벌레, 권연

벌레, 흰개미, 좀벌레, 다듬이 벌레 등이 있으며 동물로는 쥐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벌레들은 지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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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캐스팅 라이닝(배접) 라이닝(결손부 메움)

그림 1-1. 다양한 물리적 훼손에 대한 복원 방법

갉아먹어 전체적으로 충해를 일으켜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

습도 관리와 청소가 중요하다.

이러한 물리적 원인에 의해 손상된 회화나 전적류 문화재들은 그대로 두면본지가 점점 약해지기 때

문에 특히 물리적으로 훼손된 부위에 섬유를 메우거나 종이를 붙이는 물리적인 보강처리 기술이 필요

하다. 다양한 유형의 손상된 부위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물리적 보강 방법으로 리프캐스팅(leaf 

casting) 방법과 본지 전체 또는 훼손부 일부를 다른 종이로 덧대는 라이닝(lining) 방법이 있다. 라이닝 

방법은 전체를 종이로 강화하는 배접 방법과 보수용 종이로 결손부부위만큼 잘라서 일부를 보강하는 결

손부 메움(부분배접)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멍 또는 찢김과 같은 물리적 손상이 있는 종이를 보강하기 위한물리적 보강 방안으

로 리프캐스팅과 라이닝에 초점을 맞추어 각 보강기술의 보강성능과 보존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물리적 보강 기술

1)리프캐스팅(Leaf casting)

리프캐스팅은 1950년대 후반 Esther Alkalay와 Ulia Petrovna Nyuksha가 섬유현탁액을 흘려 종이의 

결손 부위를 메우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발전된 기술이다. 1960년대 이 개념을 이용한 리프캐스팅 기기가 

개발되었고 동유럽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세계 여러 기관에서 지류문화재 수리 복원 작

업 시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오늘날 동서양에서 손실된 종이의 보수 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리프

캐스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이 초지를 하는 것처럼 특수 제작한 초지 틀에 손상된 종이를 고정시키고 

균일하게 분산된 보강 섬유 현탁액을 탈수시키면 자연스럽게 손실된 부분으로 물이 빠지며 그 부위가 섬

유로 메워진다.

리프캐스팅 과정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1　R. Futernick, Leaf casting on the suction table,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22(2):82-91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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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본지의 섬유 분석 및 리프캐스터용 섬유 준비

② 복원대상물의 잉크, 섬유상태의 안정도 확인 후 리프캐스터에 기록물을 안착

③ 안정화, 표면 수평조절이 완료되면 준비한 섬유 흘려 메우기 작업

④ 진공흡입에 의한 수분 제거 후 작업대로 이동

⑤ 불순물 제거, 가장자리 섬유가 잘 접착됐는지 확인 후 표면 처리

⑥ 압착기로 건조

단시간에 많은 양을 수리, 보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물 속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수용성 잉크로 

기록된 지류문화재와 손상이 심한 종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섬유가 결손부 외에도 본지 

전체에 얹혀져서 두께가 다소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다. 리프캐스팅과 관련하여 섬유 종류, 보강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노화된 양지에 보강재로 한지 섬유를 적용하는 연구가 보고

된 바 있다.2, 3

2) 라이닝(Lining)

라이닝 방법은 글씨가 있는 책, 그림이 있는 회화에 종이를 한 겹 혹은 여러 장을 붙이는 방법으로 전

체 혹은 약한 일부분에 붙여 보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주로 회화와 전적류 등의 서화에 전체를 붙이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배접이라고도 부른다. 라이닝은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재질적으로 약해진 문화

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문화재 감상의 실용성과 문화재의 심미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

지는 족자, 병풍, 첩, 책, 두루마리 등의 제작을 위한 장황의 기초단계로서도 중요성이 있다.4 라이닝은 전

통적인 동양의 복원 기술로서 결손 부위만 크기에 맞춰 덧대기 때문에 두께 변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수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종이 문서의 결손 부위를 보강하는 라이닝 작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그림 1-2>에 제시되었다.

① 상태 조사, 관찰하여 수리방침을 세운다.

② 수리방침에 의해 보수용지, 배접용 종이, 보호용 종이를 선택한다.

③ 충해를 입은 부분 및 결손 부분과 같은 형태로 보수용지를 본지의 발촉에 맞춰서 자른다.

④ 풀을 가장자리에 얇게 바르고 메우듯이 붙인다.

2　  박소연, 이귀복, 리프캐스팅처리 원료로서 한지의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9).

3　  박소연, 이귀복, 기계식 배접처리를 위한 한지섬유와 화학펄프의 최적 배합비 탐색 및 평가,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12년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pp. 207-213 (2012).

4　천주현, 배접에 사용된 종이에 관한 연구, 제3회 동아시아 종이문화재 보존 심포지엄, 한국장황연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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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활하게 건조시켜서 완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지에 덧대는 보수용지와 이를 본지에 결합시키는 풀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다. 보수용지의 경우 본지의 지질, 강도, 두께, 크기, 색 등을 기준으로 동질의 종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동양의 복원 기술인 라이닝 방법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

내에서는 배접 방법에 대한 연구6, 7와 국내·외 배접지의 물성 비교8, 제작방법에 따른 배접지 특성9, 배접지 

안정성 연구10, 열화에 따른 배접지의 물성11, 기능성 배접지의 보존 특성12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5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6　이충현, 효율적인 복원·보존을 위한 배접 및 표장 연구, 인하대하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7　김성준, 전통장황의 의의와 보존수복 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8　정소영, 최경화, 박지희, 강영석, 국내·외 배접지의 물성 비교 분석, 펄프·종이기술 41(3):60-64(2009).

9　최경화, 서진호, 강영석, 윤경동, 정소영, 육재/소다회 첨가에 따른 국내 배접지의 특성 비교 분석,펄프·종이기술 41(3):65-69 (2009).

10　정선영, 정소영, 정선화, 서진호, 유기질 문화재 복원재료의 재질안정성에 대한 연구, 보존과학연구. 29:5-18 (2008).

11　  정선화, 최경화, 박지희, 강영석, 윤경동, 열처리 인공촉진열화가 배접지의 광학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연구 30:93-

102 (2009).

12　최경화, 박지희, 서진호, 기능성 배접지의 보존 특성 분석 : 호분지, 보존과학연구 31:79-88 (2010).

① 결실된 원본지의 뒷면 ② 결실부의 크기대로
보수지 준비

③ 가장자리 풀칠 ④ 보수지 접착

그림 1-2. 결손부 보강 과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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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지류 소장 자료를 위한 적절한 보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규장각 소장 중국

서의 물리적 손상 유형을 분석하고 물리적 손상에 적합한 물리적 보강 기술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물리

적 손상 유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적합한 손상모델 종이 시료를 제작하고 이에 리프캐스팅과 

라이닝을 적용하여 보강하고자 한다. 각 물리적 보강 방법에 의한 보강 성능과 처리 시 중요 인자의 영향

을 구명하고, 화학적·물리적 보강제의 제거 용이성 측면에서 적용 보강 기술의 가역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       물리적 보강 방법에 따른 노화 종이의 강도 향상 능력 및 보존성 평가

 - 물리적 보강 방법 선정

 - 선정 보강 방법 실험에 적합한 모델 시료 제작

 - 각 방법별 보강 능력 평가 및 보존성 평가

•       적용한 보강 처리 제거 및 물성 평가

 - 손상 종이에 가해진 보강 처리 제거

 - 제거 후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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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형태 조사

1. 연구 목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도서 중 중국본은 책 수 대비 약 45%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대기 환경에서 보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질상의 특성으로 인해 열화와 손상 상태가 국

내본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서의 상태 조사 및 보강 처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화학적 보강 처

리와 달리 리프캐스팅이나 라이닝과 같은 물리적 보강 방법은 구멍, 찢김 등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종이

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보강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기에 앞서 적절한 노화 모

델을 만들기 위해 규장각 보유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상태를 조사하였다. 1차년도(2013년) 중국서 기초 

조사 시 선정한 도서 총 12권 54책에 대해 물리적 손상 유형, 형태, 크기 등을 조사하였다(표 2-1).

표 2-1. 조사한 중국서 목록

노화상태 청구기호 도서명

1

양호

奎中 3174-115-(101~105) 패문운부습유 (佩文韻府拾遺)

2
奎中 2745-12-1
奎中 3286-76-2

서경휘찬 (書經彙纂)

3 奎中 3286-76-(11~12) 삼재도회 (三才圖會)

4 奎中 2852-30-(11~20) 박고도 (博古圖)

5

불량

奎中 3203-70-(36~40) 역대명신주의 (歷代名臣奏議)

6 奎中 3209-4-(1~4) 통감석문변오 (通鑑釋文辯誤)

7 奎中 2928-48-(22~27, 30) 청삼통 (淸三通)

8 奎中 2845-93-(86~90) 대청회전칙례 (大淸會典則例)

9 奎中 2845-93-(91~93) 대청회전칙례 (大淸會典則例)

10

매우

불량

奎中 3175-40-(36~40) 강희자전 (康熙字典)

11 奎中 2851-23-(6~10) 대명회전 (大明會典)

12 奎 25017-55-29 당서 (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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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형태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형태는 <그림 2-1>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인 충해로 인한 손상과 찢김으로 

인한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충해로 인한 손상은 원형 형태 또는 원형 손상이 여러 개가 모여 일정

한 형태를 띠지 않는 비정형 형태로 나타났다. 찢김으로 인한 손상은 다양한 형태의 손상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가장자리 부분은 찢기거나 부스러진 형태를 보였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서 중 1차년도

에 조사하였던 12권 54책의 물리적 손상 상태를 이런 유형별로 정리하여 <표 2-2>에 나타내었다. 물리적 

손상 유형에 따라 구멍 또는 찢김 등의 존재 건수를 집계하여 제시하였다. 손상 크기는 <그림 2-2>와 같

이 천공의 경우 지름의 크기로, 비정형 또는 찢김 손상인 경우 손상 부위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로 측정

하여 나타내었다. 비정형 및 찢김 손상은 형태가 일정하지 못하여 정확한 치수를 제시하기 어려운 제약을 

가지고 있고 추후 물리적 보강 처리 시 손상 부위를 사각형의 보강재로 덮는다는 가정 하에 손상 부위

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로 비정형 및 찢김 손상의 크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도서별 손상 유형과 크기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2-2>에서 보듯 도서마다 주요 물리적 손상 유형이 상이하

였으며 이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보관하기 이전에 도서들이 처해있던 환경이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일부 도서를 제외하고 대체로 노화 상태가 불량할수록 강도 저하 뿐 아니라 충해 손상이나 

찢김과 같은 물리적 손상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충해로 인한 손상 – 원형>

<찢김 손상 – 내부 손상>

<충해로 인한 손상 - 비정형>

<찢김 손상 – 가장자리 손상>

그림 2-1. 중국서의 손상 상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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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의 손상 유형을 총 세 가지 유형인 충해로 인한 천공, 충해로 인한 비정형 손상, 찢김 손상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표 2-2> 충해로 인한 천공은 11.2%, 충해로 인한 비정형 손상은 43.6%, 찢김 손상

은 45.2%를 차지하였다. 손상 크기별로 정리하였을 때<표 2-3> 천공은 0.5cm 이하 크기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비정형 손상의 경우 대체로 1cm~2cm 정도의 것이 가장 많았다. 찢김의 경우 10c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것도 있었지만 1cm~2cm 범위의 찢김이 많았으며 이는 주로 도서의 가장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1cm~2cm 크기의 손상 비율이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2.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상태 유형       (총 12권 54책)

노화상태 도서명
물리적 손상 상태 유형 도서별 손상 상태

유형 총합천공(충해) 충해 손상 찢김

1

양호

패문운부습유 0 0 13 13

2 서경휘찬 4 0 0 4

3 삼재도회 5 3 0 8

4 박고도 5 25 2 32

5

불량

역대명신주의 0 1 15 16

6 통감석문변오 2 15 5 22

7 청삼통 1 12 3 16

8 대청회전칙례1 2 10 7 19

9 대청회전칙례2 1 12 0 13

10

매우

불량

강희자전 1 0 23 24

11 대명회전 0 4 11 15

12 당서 0 0 6 6

총합 21 82 85 168

비율, % 11.2 43.6 45.2 100

그림 2-2. 중국서의 손상 상태 크기 측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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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물리적 손상별 분류 비율 (총 12권 54책)

크기
물리적 손상 상태 유형

총합 비율, %
천공(충해) 충해 손상 찢김

1 0cm~0.5cm 미만 17 0 0 17 9.0

2 0.5cm 이상~1cm 미만 2 12 12 26 13.8

3 1cm 이상~2cm 미만 2 21 22 45 23.9

4 2cm 이상~3cm 미만 1 19 16 36 19.1

5 3cm 이상~4cm 미만 0 6 9 15 8.0

6 4cm 이상~5cm 미만 0 5 6 11 5.9

7 5cm 이상~10cm 미만 0 15 6 21 11.2

8 10cm 이상~20cm 미만 0 3 12 15 8.0

9 20cm~이상 0 0 2 2 1.1

188 100

3. 요약

본 장에서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서 조사를 통해 물리적 손상을 유형별로 파악하고자 하

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선정된 12권 54책 중국서를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물리적 손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 충해로 인한 천공 손상, 충해에 의한 비정형 손상 및 찢김 손상으로 구분되었다. 세 가지 유형별 

손상 비율을 살펴보면 충해로 인한 천공 손상 형태는 11.2%, 충해로 인한 비정형 손상 형태는 43.6%, 찢

김으로 인한 손상은 45.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중국서의 손상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 자료별 적절한 보강

기술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물리적 보강 연구에 적

합한 모델 시료를 제작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그림 2-3. 손상 유형별 점유 비율

4권  보존처리연구068



 Ⅲ. 리프캐스팅에 의한 물리적 보강

1. 연구 목적

여러 인자들의 영향으로 손상된 종이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강될 수 있다. 그 중 리프캐스팅 방

법은 손실된 부분을 섬유 현탁액으로 메워 보강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지류문화재 보강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양권에서 개발된 라이닝 방법으로 주로 보강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리프캐스팅 방법의 적용 빈도가 적어 리프캐스팅 적용 후 보강 능력 및 보강 양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점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본에 여러 보강 방법 중 리프캐스팅 방법

을 적용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죽지를 대상으로 리프캐스팅 주요 인자에 따른 보강 

능력을 평가하여 리프캐스팅 보강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 리프캐스팅용 손상모델 제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서 원본에 리프캐스팅 실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2장에서 조사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중국서 손상 상태 결과를 바탕으로 임의의 손상모델을 제작

하여 리프캐스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리프캐스팅 실험에 앞서 종이에 원형, 사각형, 가

장자리 손상을 모사하여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손상모델을 제작하여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리프캐

스팅 손상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손상 형태의 대표성,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 리프캐스팅 처리 후 성능 

평가의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 리프캐스팅 결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리프캐스팅된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메틸셀룰로오스 분사처리 여부에 따른 종

이의 보강 성능을 평가하였다.

1) 재료 및 방법

리프캐스팅에 사용된 모델 종이는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시판용 죽지(천양제지)로, 섬유 분석 결과 

목재 섬유와 대나무 섬유로 구성된 종이이다. 평량은 32 g/m2, 두께는 90㎛이었다. 리프캐스팅 시 섬유의 

결합력 향상을 위해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 우수한 강도 향상 효과를 보인 메틸셀룰로오스를 사용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는 2% 현탁액의 점도가 25cPs인 제품으로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2장의 물리적 손상 상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cm~5cm 크기의 손상 비율이 가장 높아 천공의 직경을 

1cm, 2cm, 3cm로 선정하여 손상모델 시료를 제작하였다. 충해에 의한 원형 손상(circular defects)은 각

각 직경 1cm, 2cm, 3cm 크기의 천공으로 모사하였으나, 비정형 충해 손상은 일정한 형태로 규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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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본 연구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인 정사각형 손상(square defects)으로 모사하였다(그

림 3-2, 좌). 가장자리 손상(end defects)은 1.5cm×7cm 크기의 사각형으로 죽지에 임의로 결함을 부여

하여 결손부 손상모델을 제작하였다(그림 3-2, 우).

리프캐스팅 손상모델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 항목을 작성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

타내는 손상모델을 리프캐스팅에 적합한 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이후 리프캐스팅 보강 처리에 이용하였다. 

손상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손상모델의 비손상 부분과 리프캐스팅 처리로 메워진 부분의 두께를 

측정하고 지합을 살펴보았다. 또한 손상모델의 강도 측정 적합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 인장강도를 측정하

였고 측정 후, 손상모델시료의 파괴 양상을 살펴보았다.

① 외관 및 두께

리프캐스팅은 탈수에 의해 섬유가 자연스럽게 빈 곳으로 이동하며 채워지기 때문에 비교적 본래 종이

와 유사한 모습과 두께로 보수가 된다. 그러나 섬유량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종이의 두께가 변화되고 특

히 손상부위의 두께가 높아지거나 오히려 얇아져 주변의 원 종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리프

캐스팅이 진행되었는지 보기 위해 종이의 외관과 두께를 평가하였다. 가장자리 손상 형태와 원형 손상 형

태를 대표로 리프캐스팅을 실시한 후 각각의 종이에 대해 비손상 부위와 리프캐스팅으로 메워진 부분의 

그림 3-2. 리프캐스팅 실험용 손상형태별 모델 시료 (좌 : 원형 및 사각형 손상모델, 우 : 가장자리 손상모델)

그림 3-1. 리프캐스팅에 사용된 모델용 죽지(좌) 및 구성섬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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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측정하였다. 두께 측정은 L&W micrometer(Lorentzen & Wettre, Sweden) 기기를 이용하였다.

② 인장강도

리프캐스팅이 된 섬유가 적절하게 빈 곳을 메우고 쉽게 떨어져 나오지 않는지 즉, 보강처리의 안정성이 

우수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강도 측정이 필요하다. 이 일환으로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손상 부위가 측정 

시험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후 너비1.5cm×길이15cm로 재단하여 시험편을 준비하고, 국제표준시험법인 

ISO 1924-2에 의거하여 L&W Tensile tester(Lorentzen & Wettre, Sweden)로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③ 리프캐스팅 손상모델 적합성 테스트

리프캐스팅의 과정, 처리된 종이의 외관, 두께 및 인장강도 결과를 바탕으로 리프캐스팅 손상모델 적합

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은 세 가지로 손상 형태의 대표성,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 리프캐스팅 처

리에 따른 성능 평가의 용이성으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에 적합하면 ○, 부적합하면 ×, 상황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한 경우는 △로 평가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① 리프캐스팅된 종이의 외관과 두께

리프캐스팅 보강 능력 평가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리프캐스팅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종이

의 외관을 살펴봄으로써 평가하였다. 또한 처리한 손상 부분과 비손상 부분의 두께를 비교하여 적절한 

모델 시편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량에 따라 두껍게 또는 얇게 메워

질 수 있다. 이는 종이를 빛에 비춰봄으로써 알 수 있으며 또는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림 3-3> 가운데 사진의 경우 종이가 외관상 적절하게 리프캐스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손상모델

에 대한 리프캐스팅 후 양호 종이의 리프캐스팅 두께를 측정한 결과, 가장자리 모델의 경우 약 130㎛, 원

형 모델의 경우 약 125㎛ 정도로 비손상 부위의 두께인 92㎛보다 메워진 부분이 다소 두꺼웠다.

리프캐스팅으로 메워진 부분이 얇은 경우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너무 두꺼울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위

화감을 주었다<그림 3-3>. 리프캐스팅으로 메워진 부분을 원지의 두께와 유사하고 적절한 두께로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웠으며 적절한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손상형태가 클수록 원지와 유사하고 적절한 두께로 종이를 뜨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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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장강도

손상 형태에 따라 손상모델을 제작하고 리프캐스팅을 이용하여 보강처리를 진행하였다. 손상 부위가 

시편 가운데 위치하도록 너비 1.5cm×길이 15cm인 시편으로 재단한 후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리프캐스

팅 후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하지 않은 미분사처리 샘플에서는 지름 1cm의 원형 손상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도가 약해 측정이 되지 않았다. 즉, 사각형 손상 형태 1cm×1cm, 2cm×2cm, 3cm×3cm 크기와 

원형 손상 형태 지름 2cm, 3cm 크기, 너비 1.5cm×7cm의 가장자리 손상모델 종이는 보강 능력 평가에

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프캐스팅 후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샘플은 제작한 손상 

형태 크기와 상관없이 인장강도 측정이 가능하였다. 인장강도 시험편의 모습과 인장강도 측정 후 시험편의 

모습이 <그림 3-4~6>에 제시되어 있다. 시험편 재단 형태에서 점선은 손상 부위를 의미한다. <그림 3-4>

얇게 리프캐스팅된 경우 (좌 : 원형, 우 : 가장자리)

적절하게 리프캐스팅된 경우 (좌 : 원형, 우 : 가장자리)

두껍게 리프캐스팅된 경우 (좌 : 원형, 우 : 가장자리)

그림 3-3. 손상모델별 리프캐스팅 예비 실험 후 시료 사진

4권  보존처리연구07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모델에서 강도가 너무 약해 측정값

을 낼 수 없는 문제를 보였다.

처리상태 손상상태 크기 시험편 재단 형태 측정 시험편

메틸

셀롤로오스

미분사 처리

사각형

1cm×1cm

2cm×2cm
3cm×3cm

원형

1cm×1cm

2cm×2cm
3cm×3cm

사각형 손상형태
2cm×2cm
3cm×3cm

시험편과 동일하게
강도 측정이
용이하지 않음

가장자리 1.5cm×7cm

그림 3-4. 메틸셀룰로오스 미분사처리 시료의 인장강도 측정시편 및 측정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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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손상상태 크기 시험편 재단 형태 측정 시험편

메틸

셀롤로오스

분사

사각형

1cm×1cm

2cm×2cm

3cm×3cm

그림 3-5.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시료의 인장강도 측정시편 및 측정 후 모습 (사각형손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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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손상상태 크기 시험편 재단 형태 측정 시험편

메틸

셀롤로오스

분사

원형

1cm×1cm

2cm×2cm

3cm×3cm

가장자리 1.5cm×7cm

그림 3-6.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시료의 인장강도 측정시편 및 측정 후 모습 (원형 및 가장자리 손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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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프캐스팅 손상모델 적합성 평가

리프캐스팅 손상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손상 형태별 모델 시료에 대해서 손

상 형태의 대표성,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 리프캐스팅 처리 후 성능 평가의 용이성을 평가하였다. 리

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은 보강 부위의 외관과 두께가 원 종이와 유사하고 쉽게 리프캐스팅이 될 수 있

는지를 말한다. 또한 성능 평가 용이성은 인장강도 측정 가능 여부로 평가하였다. 직경 1cm의 원형 손상

모델 시료의 경우 손상 형태의 대표성,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 리프캐스팅 처리 후 성능 평가의 용이

성이 메틸셀룰로오스 분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합하였다. 반면, 직경 2cm와 3cm의 원형 손상모델의 경우 

손상 형태의 대표성은 있으나 결손부위의 크기가 커서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이 떨어지고 특히 메틸

셀룰로오스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장강도 및 물리적 분석에 의한 성능 평가가 적합하지 못했다. 메틸셀

룰로오스의 보강 처리 후에도 성능평가의 용이성이 적합하지 않았다. 가장자리 모델 시료의 경우 메틸셀

룰로오스 보강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성능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메틸셀룰로오스 보강 처리를 한 

경우에는 손상 형태의 대표성,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 리프캐스팅 처리 후 성능 평가의 용이성 모두 

적합하였다. 가장자리 모델 시료의 경우 비록 메틸셀룰로오스 미분사처리의 경우 강도가 나오지 않았지

만, 찢김 손상을 모사한다는 중요성 때문에 본 연구의 손상모델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예비실험 및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자리 손상 형태와 지름 1cm의 원형 손상 형

태가 이후 리프캐스팅용 손상모델 형태로 선정되었다.

표 3-1. 리프캐스팅 손상모델 평가 결과 (메틸셀룰로오스 미분사처리)

구분

메틸셀롤로오스 미분사처리

원형 원형 원형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가장자리

Φ 1 Φ2 Φ 3 1×1 2×2 3×3

손상 형태의 대표성 ◦ ◦ ◦ ◦ ◦ ◦ ◦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 ◦ △ △ ◦ △ △ ◦

리프캐스팅 처리에 따른 
성능 평가의 용이성

◦ Ⅹ Ⅹ △ Ⅹ Ⅹ Ⅹ

표 3-2. 리프캐스팅 손상모델 적합성 평가 결과 (메틸셀룰로오스 분사처리)

구분

메틸셀룰로오스 보강처리

원형 원형 원형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가장자리

Φ 1 Φ2 Φ 3 1×1 2×2 3×3

손상 형태의 대표성 ◦ ◦ ◦ ◦ ◦ ◦ ◦

리프캐스팅 처리의 용이성 ◦ △ △ ◦ △ △ ◦

리프캐스팅 처리에 따른 
성능 평가의 용이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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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프캐스팅의 보강 성능 평가

앞서 선정된 직경 1cm의 원형 손상과 가장자리 손상 형태를 가지는 모델 종이를 제작하고, 이에 리프

캐스팅을 적용한 후 종이의 겉보기 외관과 보강 성능을 평가하였다. 리프캐스팅 시 물에 분산된 섬유가 

빈 곳을 메우고 이후 압착, 건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소결합이 발생한다. 그러나 습식 성

형이라 하더라도 이미 한번 건조된 종이에 섬유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 섬유와 원 종이의 섬유간 

결합이 약할 수 있다. 결합력이 낮은 경우 메운 부위가 스스로 떨어져 보강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실제 리프캐스팅 적용 시에는 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보강 약품을 적절히 처리해 주기도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리프캐스팅 시 조절 인자로서 보강 약품 처리 여부, 처리량 및 처리 위치와 리프캐스팅

용 펄프 섬유의 종류가 리프캐스팅된 종이의 보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 재료 및 방법

리프캐스팅 과정이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죽지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손부를 부여한 손상모델

을 제작한 후 리프캐스팅 장비의 틀 위에 올리고, 죽지 섬유 현탁액을 틀 안에서 고르게 분산시켰다. 물

을 탈수시켜 섬유가 결손부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결손부 보강을 실시하였다. 섬유간 결합력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강 약품을 분사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 적용 여부에 따른 리프캐스

팅 보강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탈수 후 습윤 종이에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하고 압착 건조를 실시하거나

(Wet 처리), 리프캐스팅 후 압착 및 건조를 마친 다음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하였다(Dry 처리). 메틸셀룰

로오스를 적용하지 않은 시료를 미분사처리 시료라 칭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는 2% 농도로 만들어 분무

기를 이용하여 분사하였다. 분사량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사 횟수를 1회와 3회로 달리하였다. 

Non은 메틸셀룰로오스(MC)를 분사하지 않은 미분사처리 상태이고 Wet 처리는 리프캐스팅 실시한 직후 

즉, 탈수 후 젖은 상태에서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결과이며, Dry 처리는 리프캐스팅 후 종이가 건조된 

상태에서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하여 얻은 결과이다. 여기서 MC 1, MC 3의 의미는 메틸셀룰로오스의 1

회, 3회의 분사 횟수를 말한다.

리프캐스팅에 사용된 보강 펄프는 일반적으로 보강하려는 원 종이와 유사한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시중에는 리프캐스팅용 펄프 섬유라 하여 영국,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

다. 이러한 상용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섬유의 사용이 리프캐스팅 성능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원 종이(죽지)를 해리하여 얻은 죽지 펄프와 리프캐스팅용 섬유로 시판되고 있는 리프캐스팅

용 펄프 시트 A, B 2종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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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프캐스팅용 섬유 분석

현재 리프캐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제조한 다양한 종류의 펄프를 수입하여 사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판용 죽지와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 B, 총 3 종에 대

해 현미경을 이용하여 섬유를 관찰하였다.

섬유 분석에는 국제 표준 시험법 ISO 9184와 TAPPI method T401 om-93에 의거하여 Graff C-stain 

용액을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를 30ml 넣고 섬유를 넣어 해리시킨 후 스포이드로 

섬유 해리액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리고 섬유들이 서로 잘 분산되게 한다. C-stain 염색약으로 염색한 

뒤 커버 글라스를 덮고 여분의 염색약은 제거하여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프레파라트는 광학

현미경 BX51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정색 반응 및 섬유의 형태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펄프의 섬유장을 Kajaani Fiberlab (Metso,Finland)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② 리프캐스팅 종이 특성 평가

리프캐스팅된 종이의 비손상 부위와 리프캐스팅 처리로 메워진 부분의 두께를 예비실험과 동일한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리프캐스팅된 종이의 보강 성능으로 인장강도와 박리강도를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는 예비실험과 동

일한 방법으로 시험편을 재단하여 ISO 1924-2에 따라 측정하였다. 파괴 시 인장강도와 인장에너지흡수

(tensile energy absorption, TEA)로 제시하였다. 박리강도(peel strength)는 비손상 부위와 손상 부위가 

섬유 해리

건조 또는 건조 후 메틸셀룰
로오스 분사(건식)

현탁액 수조에 투입

탈수 및 메틸분사(습식)

현탁액 분산

프레스

그림 3-7. 리프캐스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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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는 결합 부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자리 모델에 한하여 측정하였다. 인장강도 시편

과 마찬가지로 손상 부위와 비손상 부위의 경계면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너비 1.5cm×길이 15cm로 시험

편을 재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측정기기는 Texture analyzer (Texture Technologies Corp, U.S.A.)를 

이용하였으며 박리강도는 시험편 단위 폭당 파괴 시 힘으로 나타내었다.

2) 결과 및 고찰

(1) 원형 손상모델의 보강 성능

① 두께

외관상 주변 종이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적절하게 리프캐스팅되었다고 판단된 시료들을 추려 보강 성

능 평가에 이용하였다. 적절하게 리프캐스팅되었다고 판단된 종이의 보강된 부분의 평균 두께는 135㎛ 정

도로 원지보다 다소 높은 값을 가졌다.

② 인장강도

<그림 3-8>은 원형 손상모델 종이에 리프캐스팅 처리하고 각 조건별 측정한 인장강도의 결과이다. 전체

적으로 미분사처리 종이(Non)에 비해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시트가 인장강도 값이 높았다. 메틸셀룰

로오스를 습윤 시트에 분사한 경우는 미분사처리 종이보다 강도 향상 폭이 크지 않았지만 메틸셀룰로오

스를 건식 시트에 분사한 경우는 약 700N/m의 값을 가지며 미분사처리 종이에 비해 약 3배 정도 큰 폭

으로 향상되었다. 공시 재료인 죽지의 인장강도가 1000N/m인 것을 고려하면 리프캐스팅 처리 시 메틸셀

룰로오스 분사가 강도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식 처리와 달리 습식 

분사의 경우 강도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이후 압착 공정에서 표면에 분사된 메틸셀룰로

오스가 수분과 같이 주변의 흡습지로 이동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사량은 최종 인장강도에 크게 영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사량보다는 적절한 위치에서 

약품을 처리하는 것이 섬유간 결합강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원형 모델 리프캐스팅 처리 및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후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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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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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리프캐스팅된 원형 손상모델 종이의 인장에너지흡수(TEA) 결과이다. 습윤 시트에 메틸

셀룰로오스를 분사한 경우 미분사처리 종이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반면 건식 시트에 분사한 경

우 인장에너지흡수는 인장강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횟수의 영향은 역시

미비하였다.

(2) 가장자리 손상모델의 보강 성능

① 두께

가장자리 손상모델에 리프캐스팅 한 후 보강 부위의 두께는 136㎛이었다. 원형손상 모델에 비해 다소 

두껍게 메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장자리 형태와 같이 손상범위가 클수록 섬유량 조절이 어려워

지면서 이런 결과가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인장강도

그림 3-9. 원형모델 리프캐스팅 처리 및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후 인장에너지흡수

그림 3-10. 가장자리 모델 리프캐스팅 처리 및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후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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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은 가장자리 손상 종이에 리프캐스팅을 실시한 후의 인장강도 결과이다. 가장자리 모델은 

결손부 면적이 넓은 관계로 섬유가 결합되는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가 미분사처리 종이의 경우 측정 자체

가 불가능하였지만 습윤 시트와 건식 시트에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경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식 시트 처리가 습윤 시트 처리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형 손상모델과

는 달리 분사 횟수가 많을수록 즉, 분사량이 많을수록 높은 강도를 가졌다. 원형 손상의 경우 손상 부위

가 작기 때문에 분사 횟수가 3회로 늘어남에도 손상 부위에 존재하는 실제 메틸셀룰로오스 양은 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가장자리 손상의 경우 면적이 넓어 분사 횟수에 따른 보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Ⅲ.3.2).(1)의 원형 손상모델 인장강도 결과와 비교하면 원형 손상모델의 미분사 처리 종이의 인장강도

는 320.3N/m로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가장자리 모델에 비해 높은 강도를 보였다. 원형 손상모델의 습

윤 시트에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경우는 가장자리 손상모델의 강도와 비슷한 정도였다.

원형 손상모델의 건조시트에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경우에는 약 700N/m 이상의 인장강도 값을 나

타내었지만 가장자리 손상모델은 분사 횟수가 3회일 때 약 566N/m의 값을 보였다. 이로부터 손상 크기

가 작은 경우 리프캐스팅이 균일하고 결함 부위가 작아 강도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프캐스팅 처리

가 비교적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③ 박리강도

그림 3-11. 가장자리 모델의 리프캐스팅 처리 및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후 박리강도

박리강도는 손상 부위와 비손상 부위가 모두 맞닿는 부분이 박리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자

리 손상모델에 한해 측정하였다. <그림 3-11>은 가장자리 손상모델에 대하여 리프캐스팅된 종이의 메틸셀

룰로오스 분사에 따른 박리강도이다. 미분사처리 종이에 비해 습윤 시트와 건식 시트에 메틸셀룰로오스

를 분사한 종이는 강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인장강도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건

식 시트와 습윤 시트 모두 분사 횟수가 많을수록 즉, 종이 위에 얹힌 메틸셀룰로오스 양이 많을수록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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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도를 보였다. 건식 시트는 3번 분사한 경우 미분사처리 종이에 비해 약 5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는 분

사횟수가 많을수록 강도 상승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자리 손상모델과 같이 손상부

위가 큰 경우에는 리프캐스팅 처리 후 건식 상태에서 보강 약품의 분사량을 많게 하는 것이 보강 능력을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3) 리프캐스팅용 섬유의 영향

① 리프캐스팅용 섬유 분석

리프캐스팅에 사용된 섬유를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시판용 죽지의 경우 대나무와 목재 펄프

가 혼합된 것으로 보이며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의 경우는 닥 섬유,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B의 경우 

면 섬유와 마 섬유(hemp)의 혼합으로 보인다.

배율 죽지
Leafcasting pulp

sheet A
Leafcasting pulp

sheet B

×50

×100

×200

그림 3-12. 리프캐스팅 처리에 사용한 펄프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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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죽지,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와 B의 평균 섬유 폭에 대한 결과이다. 죽지의 섬유 폭

은 25.2㎛, 닥섬유는 19.7㎛, 리프캐스팅 펄프 시트 B는 20㎛로 죽지가 더 큰 폭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Ilvessalo-Pfäffli13에 따르면 죽지의 대나무 섬유 평균 폭은 14㎛, 닥섬유는 평균 폭이 6-20㎛, 면섬유는 

평균 10-40㎛, 마섬유(hemp)는 5-55㎛ 정도이다. 목재 섬유는 일반적으로 활엽수는 10-20㎛, 침엽수는 

20-40㎛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죽지는 대나무 섬유와 목재 섬유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

에 25.2㎛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죽지,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와 B의 길이 평균 섬유장 결과가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다. 죽지의 

경우 2.18mm,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는 3.26mm,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B는 2.12mm로 닥섬유로 

이루어진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가 가장 긴 섬유장을 가졌다.

13　Ilvessalo-Pfäffli, M., Fiber Atlas : Identification of papermaking fibers, Springer, 1995

그림 3-14. 리프캐스팅 처리에 사용한 펄프 섬유의 섬유장

그림 3-13. 리프캐스팅 처리에 사용한 펄프 섬유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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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는 죽지,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와 B의 길이 평균 섬유장 분포에 대한 결과이다. 죽지의 

경우 주로 약 0.3mm~3.3mm 범위에서 섬유가 분포하고 있고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의 섬유장은 전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약 2mm~5mm 범위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B

는 약 0.3mm~2.5mm 범위의 섬유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그림 3-15>로부터 평균 1mm 내외의 섬유와 

평균 4mm 내외의 섬유 즉, 두 종의 섬유가 혼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리프캐스팅 처리에 사용한 펄프 섬유의 섬유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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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섬유 종류에 따른 리프캐스팅 보강 성능

리프캐스팅 섬유 종류별 두께 결과를 살펴보면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 B는 원형 모델의 경우 148㎛, 

가장자리 모델의 경우 142㎛로 다소 두껍게 섬유가 얹혀졌으며 같은 섬유인 죽지 펄프로 리프캐스팅을 실

시했을 때 두께인 136㎛보다 다소 두꺼워졌다. 이는 섬유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6>과 <그림 3-17>은 리프캐스팅용 섬유 종류에 따른 원형 손상모델 시험편과 가장자리 손상

모델 시험편의 보강 후 인장강도 결과이다. 섬유 종류에 따른 손상모델은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처리를 진

행하지 않았다. 원형 손상모델 시험편과 가장자리 손상모델 시험편 모두 리프캐스팅 펄프 시트 A가 사용

되었을 때 다른 두 섬유보다 더 큰 강도를 보였다. 리프캐스팅 펄프 시트 A의 평균 섬유장이 죽지와 리프

캐스팅 펄프 시트 B의 평균 섬유장보다 더 길어 결합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Ⅲ.3.2).(1)장과 Ⅲ.3.2).(2)장의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후 인장강도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원형 손상모델 

시험편의 경우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가 사용되었을 때 메틸셀룰로오스를 습윤 시트에 3회 분사한 경

우의 인장강도보다 더 큰 인장강도 값을 보였다. 가장자리 손상모델 시험편의 경우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

트 A 사용이 메틸셀룰로오스를 1회 분사한 것보다는 크지만 3회 분사한 것보다는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원형 손상모델 시험편의 인장강도 값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손상 부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부터 긴 섬유로 리프캐스팅 하는 것이 약품 분사에 비해 더 우수한 보강 효

과를 보였으며 특히 손상 크기가 작을 때는 보강용 섬유의 길이에 더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리프캐스팅용 섬유 종류에 따른 가장자리 손상모델 종이의 보강 후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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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리프캐스팅용 섬유 종류에 따른 원형 손상모델 종이의 보강 후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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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은 리프캐스팅 보강처리에 죽지,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 B를 적용하여 보강한 가장자

리 손상모델의 박리강도 결과이다. 인장강도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인장강도와 박리강도 결과

로부터 긴 섬유장을 가진 섬유가 보강되었을 때 보강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8. 리프캐스팅용 섬유 종류에 따른 가장자리 손상모델 종이의 보강 후 박리강도

죽지

그림 3-19. 리프캐스팅용 섬유 종류에 따른 가장자리 손상모델 외관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B

<그림 3-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리프캐스팅된 종이의 외관을 볼 때 비교적 리프캐스팅이 잘 된 것으

로 보이나 리프캐스팅 펄프 시트 B는 백색도가 65%로서 본 종이의 백색도인 57%에 비해 밝은 색을 띠어 

보강 부위가 튀는 위화감이 있었다. 반면 같은 지질의 죽지 펄프는 위화감이 전혀 없었으며, 본 종이와 백

색도가 유사하였던 리프캐스팅 펄프 시트 A(백색도 59%)로 처리된 종이 역시 색상의 이질감이 없었다. 다

만 색상의 이질감을 보이지 않은 리프캐스팅 펄프 시트 A는 긴 섬유장으로 인해 리프캐스팅 처리 시 지합 

등 종이 구조가 균일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프캐스팅 섬유를 선택하는 데

에 있어서 강도 향상 능력 뿐 아니라 색상 및 종이 구조 또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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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프캐스팅 보강 종이의 노화 거동 평가

1) 연구 목적

문화재는 끊임없이 수리와 복원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노화되기 때문

이며 원형(original)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방법 혹은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리, 복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판단하고 선정하는 것은 복원 전문가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보존복원 분야에서는 새로운 수리 및 복원 기술과 물질에 관한 안정성 문제에 늘 직면해 왔으

며 신기술 적용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프캐스팅 후 메틸셀룰로오

스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노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종이의 노화 거동을 평가

하고 보강 처리의 유지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손상 종이의 리프캐스팅

본 연구의 공시 재료로 앞서 언급한 상업용 죽지를 사용하였다. 가장자리 결함 형태의 손상을 부여

한 손상모델 종이에 리프캐스팅을 실시한 뒤, 메틸셀룰로오스로 보강 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Ⅲ.3.1)과 같다. 리프캐스팅용 섬유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원 종이 펄프인 죽지 펄프와 리프캐스팅용 펄프

로 시판되고 있는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와 B를 분양받아 리프캐스팅을 실시한 뒤 노화 실험을 실시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강화 처리는 하지 않았다.

(2) 리프캐스팅 종이의 노화

리프캐스팅된 종이는 ISO 5630-3에 의거하여 습식 노화조건인 80℃, 65% RH의 조건에서 7일과 14일

간 노화시켰다. 노화 종이의 pH, CIELAB color system에 근거한 L*, a*, b* 및 박리강도를 측정하였다. 각 

조건별로 10매의 시험편을 노화시킨 후 물성을 평가했다.

① pH

종이의 노화 과정 중 산 가수분해와 산화 등을 통해 셀룰로오스가 분해되는데 이때 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수분과 반응할 경우 산을 형성하여 셀룰로오스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

다. 따라서 pH는 종이의 노화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pH는 ISO 6588에 

의거하여 전건 2g 섬유를 0.5cm로 잘라 20±5℃에서 한 시간 동안 냉수 추출한 후 용수의 pH를 측정하

였다.

② 색도

종이의 색은 종이의 겉모습에 크게 영향하기 때문에 특히 심미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류 문화

재에서는 노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로 여겨진다. 종이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황변된다. 이러한 종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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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CIELAB color system에 근거한 L*, a*, b* 색도를 측정하였다. 색도는 Elrepho 기

기를 이용하여 D65 광원 하에서 측정하였다.

③ 박리강도

박리강도는 비손상 부위와 손상 부위의 맞닿는 결합 부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자리 

모델에 한하여 측정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너비 1.5cm×길이 15cm로 재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기기는 Texture analyzer(Texture Technologies Corp, U.S.A.)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① pH

노화 시간이 상이한 리프캐스팅 보강 종이의 pH를 냉수추출법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그림 3-20>

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pH 값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미분사처리 죽지와 습윤 

시트와 건식 시트에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종이의 pH는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같은 값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추후 복원 작업 시 메틸셀룰로오스를 적용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지인 죽지의 열화를 더 야기시키거나 손상을 유발하는 데에 영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즉, 메틸셀룰로오스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종이의 pH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노

화에 따른 섬유별 리프캐스팅 보강 종이의 냉수추출 pH 결과가 <그림 3-21>에 제시되었다. 세 펄프 모두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pH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섬유 종류별 리프캐스팅 후 pH는 죽지 펄프를 사

용했을 때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죽지 펄프는 면이나 마 또는 닥섬유로 이루어진 펄프에 비해 화학적 조

성분이 다양하고 열화에 안정적이지 못한 성분 즉, 리그닌이나 헤미셀룰로오스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메틸셀룰로오스와 달리 리프캐스팅용 펄프는 그 자체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노화

에 의해 pH가 변할 수 있으므로 복원하려는 자료를 리프캐스팅 하는데 있어서 섬유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림 3-20. 노화에 따른 리프캐스팅 처리한 종이의 pH 변화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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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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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Non ◆ Wet MC 1 ▲ Dry M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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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Non ◆ Wet MC 3 ▲ Dry MC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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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이나 마, 닥섬유 펄프는 노화에 따라 pH가 저하되기는 하지만 상대

적으로 죽지 펄프에 비해서는 노화 시 pH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색도

종이는 노화가 진행되며 황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이의 색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L*, a*, b* 색도

를 측정하였다. L*은 밝기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을 100에 가까울수록 흰색을 나타낸다. 색을 

표현하는 a*값이 양수이면 빨간색/보라색을, 음수이면 초록색을 나타내며, b*는 양수이면 노란색, 음수이

면 파란색을 나타낸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황변이 되며 밝기는 감소하며 종이의 색은 점점 빨강/보라색과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림 3-22>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메틸셀룰로오스로 보강 처리한 리프캐스팅 종이의 L*값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조건 및 횟수와 관련 없이 노화가 진행될수록 L*값이 감소하는 결

과를 보였다. 미분사처리 죽지와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처리된 종이는 14일 간 노화 후 초기 대비 6 정도 L*

값이 저하되었다.

노화 시간에 따른 a*값의 변화는 <그림 3-23>에 제시하였다. a*값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값이 양의 

값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화에 따라 종이가 붉은 색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일부 습식 시트 처리와 

건식 시트 처리간 a* 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색 변화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화 시간에 따른 b*값은 <그림 3-24>에 제시하였다. b*값 또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고 a*값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색상의 변화는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여부보다는 원지

와 보강 펄프의 색상에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노화에 리프캐스팅용 섬유 종류별 pH 변화

pH

Aging ti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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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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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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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노화시간에 따른 리프캐스팅 종이의 L* 값 변화

L* L*

Aging time, day Aging time, day

0 0
78 78

81 81

84 84

87 87

90 90

96 96

93 93

14 147 7

□ Non □ Non◆ Wet MC 1 ◆ Wet MC 3▲ Dry MC 1 ▲ Dry MC 3

21 21

그림 3-23. 노화시간에 따른 리프캐스팅 종이의 a* 값 변화

a* a*

Aging time, day Aging time, day
-2

-1

0

1

2

5

4

3

14 147 7

□ Non □ Non◆ Wet MC 1 ◆ Wet MC 3▲ Dry MC 1 ▲ Dry MC 3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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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노화시간에 따른 리프캐스팅 종이의 b* 값 변화

b* b*

Aging time, day Aging time, day

10 10

13 13

16 16

19 19

25 25

22 22

14 147 700

□ Non □ Non◆ Wet MC 1 ◆ Wet MC 3▲ Dry MC 1 ▲ Dry MC 3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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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리프캐스팅용 보강 섬유 종류별 색도 변화를 <그림 3-25>에 제시하였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의 경우 L*값이 상승하였고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B의 경우 거의 동일

한 값을 보였으며 죽지의 경우 L*값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a*값은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 B 에 비

해 죽지가 노화 후에 4까지 증가하여 점점 붉은 색을 띠었다.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B의 경우 0에서 1 

정도로만 증가하여 안정적이었다. b*값의 경우도 a*값과 유사하게 죽지의 변화가 다른 두 펄프에 비해 컸

으며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 B의 경우 b*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즉, 면이나 마, 닥섬유는 리그닌 등 

발색단 물질이 적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색상 변화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5. 노화에 따른 리프캐스팅용 보강 섬유 종류별 색도 변화

L*

Aging time, day

78

81

84

87

9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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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21

□ model paper ◆   Leafcasting pulp 
sheet A▲   Leafcasting pulp 

shee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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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리강도

<그림 3-26>은 메틸셀룰로오스로 리프캐스팅 보강 처리한 후 노화에 따른 박리강도 및 박리강도의 감

소율 결과이다. 박리강도의 감소율은 노화 전 강도 대비 일정기간 노화 후 강도 변화량의 백분율로 계산

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박리강도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미분사처리의 경우 노화 7일 이후 강도

가 매우 낮아져 더 이상의 강도 감소 없이 일정한 값을 보였다. 메틸셀룰로오스를 습윤 시트에 1회 분사

한 경우 초기 279N/m에서 노화 후 135N/m로 약 50% 감소하였고, 건식 시트 처리의 경우 444N/m에서 

323N/m로 감소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 3회 분사한 습윤 시트는 초기 377N/m에서 노화 후 334N/m로 감소하였고 건식 시트

의 경우 685N/m에서 420N/m로 감소하였다. 박리강도의 감소 정도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노

화 후 74.2% 감소율을 보인 미분사처리 시편에 비해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사한 시편의 박리강도 감소율

은 더 낮았다. 이는 노화 후에도 보강 유지 능력이 미분사처리 시편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

화에 따른 리프캐스팅 보강 섬유의 종류별 박리강도 및 감소율 결과를 <그림 3-27>에 제시하였다. 노화 

전 죽지는 136N/m, 리프캐스팅 보강시트 A는 345N/m, 리프캐스팅 보강시트 B는 172N/m였고 노화 후 

박리강도 값은 초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사용한 리프캐스팅 펄프 모두 70% 정도의 강도 감소를 

보였지만 리프캐스팅용 보강시트 A는 보강 후 강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동일한 감소율로 떨어졌다 해

도 14일 후 인장강도는 다른 두 종의 펄프보다 더 높은 값을 가졌다. 

죽지와 리프캐스팅 보강 시트 B는 노화 후 박리강도 값이 현저하게 감소한 뒤로 유사한 값을 보였고 

최소한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프캐스팅 및 메틸셀룰로오스 분사에 의해 종이의 결손부가 

메워지고 종이의 강도 역시 올라가나 노화에 의해 강도는 다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보강 처리로 인해 

강도의 절대값은 노화에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보강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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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노화에 따른 리프캐스팅 박리강도 및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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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노화에 따른 리프캐스팅용 보강 섬유 종류별 박리강도 및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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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본 장에서는 리프캐스팅 손상모델의 보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물리적 손상모델을 제작하고 이

에 리프캐스팅을 실시하여 보강 능력 및 보강 종이의 노화 거동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1cm 직경의 원형 

손상과 가장자리 손상모델 제작이 선행되었다. 리프캐스팅의 변수로 리프캐스팅용 펄프의 종류 및 보강

약품인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사 조건을 달리하여 보강 성능을 평가하였다.

원형 손상모델과 가장자리 모델 모두 메틸셀룰로오스로 분사한 종이가 인장강도 및 박리강도 상승효

과를 보였다. 결손부 면적이 작은 경우는 메틸셀룰로오스 분사량보다는 분사 위치 즉, 건조 후 분사 시 보

강 효과가 우수했던 반면 결손부 면적이 넓은 가장자리 모델은 분사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효과적이었다. 

보강 섬유 종류를 달리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원형 및 가장자리 손상모델 시험편 모두 섬유장이 긴 리프

캐스팅 펄프 시트 A가 사용되었을 때 더 높은 강도를 보였다.

그러나 외관상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프캐스팅용 펄프를 선택할 때 강도 성능 뿐 아니라 색

상 및 종이 구졸르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리프캐스팅 보강 성능은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조건 

및 횟수, 보강용 섬유 종류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리프캐스팅 손상모델을 습식 노화 조건에서 노화시킨 결과, 노화가 진행될수록 미처리분사 시편과 메

틸셀룰로오스 분사 시편 모두 pH와 색상이 변화되었으며, 이는 메틸셀룰로오스보다 보강섬유의 구성 성

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노화 후 박리강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지만 메틸셀룰로오스로 보

강 처리 시 미분사처리에 비해 노화 후에도 높은 강도를 가졌다.

따라서 리프캐스팅 방법의 보강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손상 형태에 맞추어 메틸셀룰로오

스와 같은 보강 약품을 적절하게 분사하거나 긴 섬유장의 보강 섬유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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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라이닝에 의한 물리적 보강

1. 연구목적

라이닝 기술은 섬유를 흘려보내 결손부를 메우는 리프캐스팅 방법과 달리 종이 전체 혹은 약한 결손 

부위에 다른 종이(대지)를 한 겹 혹은 여러 장을 붙이는 방법으로 보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라이닝 처

리 과정에는 아교, 풀, 우묵가사리, 라이닝용 종이 등 여러 재료와 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선택은 매

우 중요하다. 문화재 복원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 재료와 최근 

복원 현장에 등장한 재료로 크게 나뉜다. 신재료의 경우 공업제품이기도 하므로 제조자로부터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있으나, 문화재에 적용한 경우 후대에 문화재 및 보수제에 어떠한 변

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복원용 종이 종류와 접착제를 중심으로 

현재 새롭게 개발된 풀과 함께 라이닝 처리에 적용하여 보강 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라이닝에 의한 종이 보강 

1) 재료 및 방법

복원 현장에서 본지에 덧붙이는 대지와 풀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기서 본지는 지류 자료의 원본 자료를 

말하며, 대지는 결손부위나 전체에 덧붙이는 종이를 말한다. 본지에 덧붙이는 대지의 선택은 크기(가로×

세로), 두께(mm), 발수(1寸=약 3.03cm당 개수), 평량(g/m2), 밀도(g/cm3), 섬유배향성을 고려하여 본지와 

비슷한 종이로 선정한다. 섬유배향성은 초지할 때 물의 흐름에 따라 섬유가 배향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섬유가 주되게 놓이는 방향을 보통 기계지에서는 기계방향(machine direction, MD)이라 하고, 이의 수직 

방향을 기계폭방향(cross machine direction, CD)이라 한다. MD 방향, CD 방향에 따라 종이 물성이 확

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양지에서는 무척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

접착제의 선택은 복원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소맥전풀로 바로 만든 신풀은 접착력이 좋아 1차 배접에 

사용되며, 소맥전풀을 삭힌 풀은 배접 후에도 딱딱하지가 않아 족자, 두루마리 등을 말아서 보관하는 축 

형태의 유물에 2차, 3차 배접용으로 사용된다.14

본 연구에서 종이 보강을 위해 사용된 재료로는 죽지, 한지, 화선지를 선택하였는데, 죽지의 경우 본 연

구에서 중국서를 모사하는 종이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라이닝 처리할 때 현장에서 자주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문헌 보존 수리 관리 사업 보고서Ⅰ, 수리복원Ⅰ:24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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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종이를 기준으로 한지와 화선지를 선택하였다. 죽지는 국내에서 생산한 대나무 펄프와

목재펄프가 혼합된 종이이며, 가급적 본지와 유사한 평량과 두께를 지닌 한지(신현세, 한국)와 화선지

(홍성선지, 중국)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표 4-1>.

풀은 종류를 달리하여 신풀, 숙성풀, 시판용풀을 선정하고 대표적 보강 약품인 메틸셀룰로오스도 선정

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신풀과 숙성풀은 복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접착제이므로 선정하였으며, 시판용

풀은 새로운 재료로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채택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의 경우 전년도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적 보강 효과가 우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신풀과 숙성된 풀(3년간 숙성)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상현 교수 연구팀이 제조한 것을 분양받았다. 

일본에서 상품화되어 시판 중인 문화재보수 및 복원용풀((주)林原)과 메틸셀룰로오스 (Sigma-Aldrich)는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본 라이닝 처리에서 사용되는 풀은 풀과 물의 비율을 1:4 비율로 희석하여 풀을 만

들고 풀솔을 이용하여 2장을 접착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는 2% 농도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접착 

후 풀의 도포량은 <표 4-2>와 <표 4-3>과 같다. 접착 후 풀의 도포량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대한 

복원 작업의 모습을 실험실 단위로 옮겨와서 유사하게 재현하여 실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일일

이 붓으로 풀칠을 하여 라이닝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풀의 점도, 농도의 차이로 인해 발

림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표 4-1. 대지의 주요물성

구분 두께(㎛) 평량(g/m2) 밀도(g/cm3)

죽지 92 32 0.348

한지 102 32 0.314

화선지 84 33 0.393

표 4-2. 라이닝에 사용된 풀의 종류와 도포량

풀의 종류 도포량, g/m2(기건량)

신풀 Fresh starch paste 2.3

숙성풀 Aged starch paste 1.5

시판용 풀 Commercial starch paste 2.6

메틸셀룰로오스 Methyl cellulose 3.1

표 4-3. 대지의 종류를 달리할 시 조건

대지의 종류와 풀의 종류 도포량, g/m2(기건량)

죽지

Commercial aged starch paste

3.1

한지 2.3

화선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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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닝에 사용된 풀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숙성풀과 이의 초기 형태인 신풀, 상용풀, 그리고 대표적 보강약품 

메틸셀룰로오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고풀이라 불리는 숙성풀은 추운 대한(大寒) 시기에 끓인 

풀을 원료로 하고 옹기에 넣은 후 주로 마루 밑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 보관 기간은 각 공방에 따라 다

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보관된 풀을 고풀로 사용되게 된다. 전분에서 글루텐을 뺀 풀을 생침이라고 

하며, 끓인 지 얼마 안 된 풀은 침풀이라고 부른다. 고풀은 제조자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크다. 침풀은 시

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부드러운 상태에서의 풀의 농도는 옹기 속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며 색도 침풀과 유사한 백색부터 옅은 차색, 황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일한 공방 안에서도 

물을 갈아주느냐 갈지 않느냐에 의해서 균의 유무가 영향받고 결과적으로 외관이 상이한 숙성풀이 된다. 

그러나 양상에 관계없이 이를 통틀어 고풀이라고 한다.15

이러한 풀은 제조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전통 방법을 고수하는 공방에서 널리 이용한다. 반면, 최근 

수리, 복원 분야에서는 고풀은 아니지만 3-4년된 숙성풀을 이용하여 라이닝 작업에 이용하기도 하고 이

를 모사하여 제품으로 상용화한 풀이 시판되기도 한다. 신풀과 숙성풀은 글루텐을 제거한 소맥전분으로 

제조한다. 소백분을 60℃에서 4시간 동안 잘 저어가며 끓여 호화한 것을 신풀로 사용하였으며, 숙성풀은 

신풀을 3년 저장한 것으로 밀봉한 것을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시판용 풀은 일본에서 복원용풀((주)林原)로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 풀은 일본 동경

문화재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풀로 신풀에 α-아밀라아제를 첨가하여 노화시킨 다당류 기반 

숙성풀이다.16 메틸셀룰로오스는 리프캐스팅 보강 방법에서 사용한 메틸셀룰로오스와 동일한 제품을 사

용하였다. 라이닝 실험에 사용한 풀의 초기 상태는 <표 4-4>와 같다. 풀이 라이닝 보강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사용한 풀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분양받는 형태로 각 풀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라이닝 적용 시의 형태인 물과 희석된 용액 상태로 pH와 점도를 측정하였다. 풀의 점도는 21℃±1 온도 

조건에서 Brookfield (DV-Ⅱ+ Pro viscometer) 기기를 이용하여 Spindle S61로 100rpm 조건으로 측정하

였다. 전분 풀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William 등17과 양 등18의 비색법에 의하여 정량하였다. 전분 20mg을 

100mL의 메스플라스크에 담고, 0.5N KOH 용액 10mL를 가하여 5분간 저어 시료를 분산시킨 다음, 증류

수로 100mL가 되게 희석하였다. 이 중 10mL를 취하여 0.1NHCl 5mL와 요오드 용액(0.2% I와 2% KI 혼

합물) 0.5mL를 가하고 증류수 50mL를 정용하여 실온에서 5분 방치한 후, UV/VIS spectrometer를 사용

15　早川典子, 木川りか, 川野邊渉, 古糊の物性と化学組成に関する基礎的研究, 保存科学 41:15-28 (2002).

16　  Yoshiko N., et al., Preparation of Furunori-like Polysaccharide and the Similarity with Structures and Physical Properties of 

Furunori, The Japanese Society of Applied Glycoscience 57: 77-85(2010).

17　  Williams, P.C., Kuzina, F.D. and Hlynka, I., A rapid colorimetric procedure for estimating the amylose content of starches and 

flours, Cereal Chemistry, 47:411-421 (1970).

18　  양은정, 조경실, 최태호, 지류 문화재 보존처리용 전분계 풀의 특성(제1보)-전분의 종류에 따른 접착 특성-, Journal of Korea TAPPI, 

45(4):52-6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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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농도 표준 곡선(검량선)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이상

과 같이 측정한 풀의 특성이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신풀에 비해 속성풀은 농도가 낮았으며 특히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았다. 3년의 숙성을 통해 자연스럽

게 아밀로오스가 분해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pH의 경우 신풀이나 시판용풀과 달리 숙성풀이 

의외로 높은 pH 6.4를 나타냈는데 이는 옹기 안에 균막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pH

가 저하되더라도 아미노산 등의 대사물질의 완충작용에 의해서 pH가 상승하기19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표 4-4. 라이닝용 풀의 기초 정보

종류 제조년도 제조 후 보관기관 물갈이 유무 색상

신풀 2014년 11월 14일 즉시 사용 무 백색

숙성풀 2011년 3년 무 백색

시판용 풀 2014년 개봉 후 즉시 사용 무 백색

MC용액 (2%) 2014년 즉시 사용 무 투명

표 4-5. 라이닝용 풀 주요 특성

풀 종류 농도(%) pH 점도(cPs)20 아밀로오스 함량(%)

신풀 18.6 4.7 8.8 6.1

숙성풀 13.1 6.4 9.5 1.8

시판용 풀 17.3 4.4 16.6 4.5

MC용액 (2%) 2.0 5.9 20.4 -

19　  藤波朋子、高瀬亜津子、飯野久和、大沢眞澄, 古糊生成過程における微生物調査, 昭和女子大学大学 院生活機構研究科紀要, Vol.10:31-

42 (2001).

20　신풀, 숙성풀, 시판용풀은 풀과 물을 1:4로 희석한 후 측정하였으며, 메틸셀룰로오스는 2% 용액에 대해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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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닝 보강 종이의 보강 성능 및 노화 거동 평가

1) 연구 목적

본 실험에서는 죽지(본지)의 결손 부분에 재질이 다른 종이를 라이닝 처리로 덧대었을 때의 보강 능력

을 평가하고 노화 후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라이닝 처리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풀 종류별(신

풀, 숙성풀, 시판용 풀, 메틸셀룰로오스 용액)로 죽지(본지)에 보강처리한 후 치수안정성과 풀의 종이에 대

한 접착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노화실험을 실시하여 노화에 따른 라이닝된 종이의 물성 변화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① 라이닝 처리

죽지에 지질이 다른 세 종류의 종이를 덧대어 라이닝 후 종이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4-1>은 라이

닝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죽지+죽지, 죽지+한지, 죽지+화선지를 라이닝하기 위해 재질이 다른 두 장

의 종이를 재단하고 물을 본지와 대지에 분사한다. 이어 본지 한쪽 가장자리 선단으로부터 5cm의 너비

에 시판용 풀로 도포한 후 두 종이를 접착하였다. 두 종이 윗부분에 얇은 시트를 깔고 배접용 붓으로 두

드려서 접착한 후, 다시 위, 아래로 얇은 흡습지와 여과지를 덮어 3-4일간 20kg 하중 하에 압착하여 건조

시켰다.

풀 종류에 따른 보강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죽지에 풀 종류를 달리하여 라이닝 처리하였다. 죽지 두 

장을 재단하고 물을 분사한 뒤 죽지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5cm너비 부위에 상이한 풀을 붓으로 바르고 

두 장을 접착하였다. 두 종이는 얇은 흡습지를 덮어 배접용 붓으로 두드린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착, 

건조시켰다.

그림 4-1. 라이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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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진을 보면 죽지+죽지의 경우 원지와 대지가 동일한 종이이기 때문에 위화감 없이 잘 접

착되어 상용성이 좋았으나, 죽지+화선지의 경우는 서로 다른 색상 즉, 화선지의 밝은 색으로 인해 육안상 

이질감이 있어 보였다. 죽지+한지의 경우 한지의 색상이 죽지와 유사하여 색상간 이질감은 없었으나, 한지

는 긴 섬유장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지합과 같은 종이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질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라이닝 시 보강 능력도 중요하지만 복원 수리된 종이에 대한 첫 느낌은 육안상, 촉감상으로 느

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보통 라이닝 시 동일한 지질의 종이를 탐색하여 적용하고 있다.

② 라이닝 종이의 보강 성능 평가

라이닝 처리된 종이의 보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박리강도를 측정하였다. ASTM D3330/D3330M-04

에 의거하여 측정하였으며 샘플의 크기는 너비 1.5cm×길이 15cm로 재단하고 준비하고 Texture 

analyzer(Texture Technologies Corp,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대지 종류 또는 풀의 종류에 따른 대지의 물성 변화를 보기 위해 대표적 특성인 pH와 색상을 측

정하였다. 라이닝한 종이를 즉, 대지와 본지가 합쳐진 상태로 잘라서 냉수추출 후 pH를 ISO 6588에 의거

하여 측정하였다. 종이의 종류별, 풀 종류별로 노화 전, 후 색상 측정은 박리강도 평가 후 분리된 배접면

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D65 광원 하에 CIELAB color system에 의거한 L*, a*, b*로 색상을 평가했다.

③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 거동 평가

라이닝 처리된 종이의 시간에 따른 열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라이닝 종이를 7일 및 14일간 ISO 

56303에 의거하여 80℃, 65% RH 조건에 방치하여 노화시켰다. 노화된 종이의 pH, 색상 및 박리 강도를 

평가하여 대지 및 풀의 종류에 따른 노화 거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죽지+죽지 죽지+한지 죽지+화선지

그림 4-2. 라이닝 후 시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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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라이닝 종이의 보강 성능 평가

라이닝 후 종이의 보강 능력을 박리강도로 평가하였다. <그림 4-3>은 대지 종류별 라이닝 후 박리강도

를 보여주고 있다. 죽지, 한지, 화선지와 같이 세 종류의 대지가 사용되었으나, 박리강도로 측정한 보강 능

력은 대지 종류에 의해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 이 실험에는 풀의 균일성을 위해 각각의 상이한 대지에 시

판용 풀만 사용하여 접착하였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한 박리강도가 나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박리강도

풀 종류에 따른 보강 성능 평가를 위한 박리강도 결과를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본지에 대한 대지

의 보강 성능은 신풀의 경우 다른 풀보다 높은 접착력을 보였고, 숙성풀의 박리강도는 신풀의 절반 정도

의 그쳤다. 숙성풀을 모델로 하여 개발된 시판용풀은 보강 능력은 고풀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메틸셀

룰로오스는 화학적 보강 또는 리프캐스팅 후, 처리 시 높은 강도 향상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이

닝에 적용한 경우에는 접착력이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대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박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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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 거동 평가

① pH

노화시간에 따라 라이닝된 종이의 pH를 냉수추출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전

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pH 값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초지 시의 영향으로 화선지의 노화 전 원

지의 pH 값은 다른 종이보다 높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며 노화가 진행된 뒤에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여

전히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어느 정도 pH 값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즉, 

노화를 촉진하는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아 셀룰로오스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한지의 경우 화선지보다 낮은 pH를 가지며 노화에 따라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중성 

근처의 pH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안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종류의 대지 중에 가장 낮은 pH

를 보이는 것은 죽지로서, 초지 시의 영향도 있지만 죽지를 구성하는 섬유 내 화학적 조성분에 의해 pH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산에 의해 셀룰로오스의 열화가 더 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대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에 따른 pH의 변화

② 색상

대지 종류에 관계없이 노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종이의 밝기는 어두워지고 색상은 붉은 계통으로 

변화되었다. 다만 화선지로 라이닝 처리된 종이는 높은 백색도를 가진 화선지 덕분에 노화 후에도 가장 

높은 L*값을 나타냈다. 죽지+죽지도 죽지+화선지처럼 L*값의 감소 기울기는 비슷하였으나 노화 전의 L*값

은 화선지보다 다소 낮았다. 죽지+한지의 경우 다른 죽지+화선지나, 죽지+죽지에 비해 감소율이 둔한 편이

였다. 하지만 모든 종이가 노화 전, 후로 색도가 떨어지면서 어두워지는 것은 공통된 결과였다.

노화 전 a*값은 세 종류의 종이 모두 비슷하였으나 죽지+죽지의 라이닝 처리 경우 노화 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다른 종류의 종이보다 a*값이 더 급격히 증가하며 붉은색을 띠었다. 죽지+한지와 죽지+화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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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a*값이 증가하였다. 죽지+죽지의 b*값은 노화 전에도 높은 값을 가졌는데, 이는 다른 종이와 달리 리

그닌과 같은 화학적 성분이 아직 남아 있어 종이 본래의 색상이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죽지로 라

이닝 처리한 경우 노화가 진행될수록 foxing 현상도 발견되었다. 죽지+한지 또한 죽지처럼 본래의 색상이 

죽지보다는 밝지만 약간의 노란빛을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대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에 따른 색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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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리 강도

노화 전의 박리강도는 세 종이가 비슷하였으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종이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종이는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박리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접

착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풀의 경화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른 종류의 종이에 비해 

죽지+한지의 경우 노화에 의해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한지 재료가 장섬유인 닥으로 이루어져 표면이 거

칠기 때문에 결합의 불균일성이 야기될 수 있고, 종이 사이 존재하는 풀의 경화가 더 유발되거나, 측정 시 

편차가 더 많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4-7. 대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에 따른 박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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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 거동 평가

① pH

풀의 종류를 달리하여 라이닝한 종이의 노화 시간에 따른 pH를 냉수추출법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그림 4-8>에 나타내었다. 풀 자체의 pH는 <표 4-5>와 같이 대체로 산성이었으며 특히 숙성풀을 제외하고

는 더 낮은 산성을 띠었다. 그러나 라이닝된 종이의 냉수추출 pH의 경우 노화 전 풀의 종류에 관계없이 

약 6.4 정도의 값을 가졌다. 이는 라이닝된 종이에서 추출된 성분이 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신풀과 시판용풀은 14일 노화 후 6.0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pH가 상대적

으로 높았던 숙성풀은 노화 14일 째 5.76로 감소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가 사용된 경우도 노화 전 pH도 

6.39에서 노화 후 5.72로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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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상

풀 종류를 달리하여 라이닝한 후 노화시간에 따른 종이의 색상 변화를 <그림 4-9>에 제시하였다. 육안

상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풀칠된 부분에 있어 풀 종류간 차이는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

풀의 노화 특성은 주로 풀칠된 부분을 중심으로 색상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노화 전에 비해 L*값은 

풀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화 후 비슷한 수치로 감소되었다. 노화 전에 모든 풀들의 a*값은 비슷하였으나 노

화가 진행됨에 따라 a*값이 증가하여 풀의 색상에 있어서 붉은 기운이 많아졌다. b*값 역시 노화가 진행

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L*, a*, b*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풀보다는 종이의 변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세밀하게 보면 노화에 의해 숙성풀과 메틸셀룰로오스의 색상 변화가 다른 풀에 비

해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이닝을 할 때 노화에 따른 풀의 색상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에 따른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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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에 따른 색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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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리강도

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시간에 따른 박리강도 측정 결과가 <그림 4-10>에 제시되어 있다. 신풀

의 노화 전 박리강도는 다른 풀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접착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화가 진

행됨에 따라 다른 풀보다 노화 진행속도가 빨라 박리강도의 감소폭이 컸다. 시판용 풀을 사용한 경우 박

리강도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셀룰로오스의 경우 거의 접착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이며, 노화 전에도 접착력이 거의 없었으며 노화가 진행된 후에도 여전히 접착력을 보이지 않았다. 

화학적 보강제로 쓰이거나 리프캐스팅 시 분사할 때는 섬유간 결합을 높여 강도를 향상시켰으나, 두 종

이를 붙이는 접착제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숙성풀은 노화에 따라 오히려 강도가 

다소 증가한 것처럼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도 풀의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0. 풀 종류별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에 따른 박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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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물리적 보강 방법의 일환으로 라이닝 처리한 종이의 보강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라이닝 시 주요 

인자인 대지와 풀의 종류가 라이닝 보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라이닝된 종이의 노화 거동을 

평가하였다. 세 종류의 대지와 네 종류의 접착제를 라이닝 시 적용하였으며, 박리강도를 통한 접착력을 

평가하였다. 

대지 종류에 따른 보강 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지와 관계없이 접착제가 시판용풀로 동일하게 사용되어 

거의 비슷한 박리강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의 종류에 따른 보강 성능을 평가한 결과 신풀의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숙성풀과 시판용풀은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메틸셀룰로오스의 경우 

화학적 보강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라이닝 처리에 사용될 경우 접착 성능이 매우 열악하였다. 박리

강도로 평가한 보강 성능은 대지 종류보다 풀에 의해 영향받았지만, 본지와의 외관상 이질감 측면에서 유

사한 색상과 지질 구조를 가지는 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이닝된 종이를 노

화시킨 경우 pH와 색상은 종이의 특성에 의해 주로 영향받았다. 일부 풀의 경우 노화에 의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색상이 다소 변할 수 있으니 풀의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 신풀을 제외하고 노화 후에도 박

리강도가 유지되어 라이닝 처리의 경우 노화가 진행됨에도 접착력이나 보강 성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고강도의 접착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풀의 적용이 좋으나, 접착력이 약해도 되는 두

루마리와 같은 형태와 2, 3차 배접의 경우에는 고풀이나 시판용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에서는 수리전문가들이 경험적으로 문화재의 상태 및 용도에 따라 대지 및 풀의 종류를 선정하

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 적절한 보강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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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보강처리 기술의 가역성 분석

1. 연구 목적

지류 문화재는 시간이 흐르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를 수리하거나 더 오랜 시간 

보존하기 위해 화학적, 물리적 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가해진 보강 처리

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기존 보강 처리제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보강법으로 재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기존 보강처리가 적절하게 제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강 처리의 

제거 정도의 용이성을 보강처리의 가역성(Reversibility)이라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표적 보

강 방법인 메틸셀룰로오스를 도포하는 화학적 보강과 리프캐스팅이나 라이닝과 같은 물리적 보강을 종

이에 적용한 후 이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제거된 정도를 물성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다.

2. 국내외 연구 동향

1) 화학적 보강의 제거

셀룰로오스 유도체 보강처리의 제거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Bonet 등21은 일정한 시간 동안 용매에 

담근 후 보강처리 전의 종이와 보강처리 후 종이, 용매에 담근 종이 총 세 종류의 종이를 FT-ATR-IR로 

분석하여 셀룰로오스 유도체가 제거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용매에 종이를 침지한 초기에 제거되는 양이 

많고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거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2) 라이닝 처리의 제거

Daniels22는 신풀과 고풀을 이용하여 접착시킨 종이를 열수에 담근 후 결합 부위가 분리되는 온도를 측

정하였다. 양 등은 배접지의 종류와 풀의 종류를 달리하여 접착한 후, 수침처리 후 습박리강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배접용 전분을 탐색하였다. 백 등23은 한지를 3종의 수침시킨 밀가루 전분으로 접착한 후, 스프레이

로 수분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박리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경향이 유사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 등24은 배접 종이의 박리면에 대한 요오드 반응 관찰을 진행하여 전분의 분포와 침투 정도를 

살펴보았다.

21　Bonet, M., Munoz-vinas, S. and Cases, F., A note on the reversibility of cellulose ethers, Restaurator, 28:29-38 (2007).

22　Daniels, V.D., A study of the properties of aged starch paste(FURU-NORI), 33(1): 5-10 (1998).

23　  백영미, 조경실, 이영희, 밀가루의 수침기간이 전분 및 배접용 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5(1):39-47 (2009).

24　  이선조, 제지용 전분을 이용한 문화재 보존용 기능성 풀 개발(제1보)-풀의 종류에 따른 접착 특성, Journal of Korea TAPPI, 46(4):44-5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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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적 보강처리 방법의 가역성 평가

1) 재료 및 방법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가장 좋은 보강효과를 보인 조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노화 상태가 다른 양

호, 불량, 매우 불량 모델 종이에 메틸셀룰로오스를 침지 방법(impregnation)으로 보강 처리하여 실험 시

료를 제작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에 담그는 침지

(immersion) 방법을 채택하였다. 용매인 탈이온수에 <표 5-1>과 같이 일정시간 동안 담근 후 메틸셀룰로

오스의 제거 정도를 평가했다.

표 5-1. 보강 처리 제거 조건

탈이온수 온도 침지 시간

21±1℃ 1분, 5분, 15분, 30분, 60분

보강처리 제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종이를 일정시간 담근 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측정

하고 침지 후 물 속에서 꺼낸 종이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메틸셀룰로오스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였다. 

COD 측정은 유기 물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산화제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에서 환원성 물질을 

산화시키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다. 보강 처리를 제거한 종이는 흡습지 사이에 끼워 

압착시키고 항온항습실에서 건조한 후 ISO 1924-2에 의거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1) 메틸셀룰로오스 용출 성능

양호, 불량, 매우불량 종이를 메틸셀룰로오스로 보강처리하고 이를 탈이온수 속에 담근 후 침지 시간

에 따라 물의 COD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다. 종이를 물 속에 담그면 종이 내 

존재하던 헤미셀룰로오스와 같은 다당류도 용출될 수 있지만, 용출된 물질의 대부분은 화학적 보강에 사

용한 메틸셀룰로오스로 판단된다. 양호, 불량, 매우불량 상태의 종이 모두 물에 침지한 시간이 길어질수

록 물 속에 용출되는 유기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물에 담근 후 초반에 급격하게 용출되

지만 30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유기물 용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노화 상태와 관련 없이 용출

되는 양은 유사하고 장시간 침지한다고 해서 용출되는 보강제의 양이 많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 속으로 용출되는 유기물의 양은 시간의 로그함수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에 담근 시간

에 따른 COD 용출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노화 상태의 COD 용출량에 대한 회귀식은 <그림 

5-1>에서 위에서 순차적으로 양호, 불량, 매우불량 순으로 나타내었다. 이 회귀식을 바탕으로 용출량이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60분을 100%으로 두고 약 80% 제거되는 시간을 산출해보았다. 양호 모델의 경우 

약 6분, 불량 모델의 경우 약 12분, 매우 불량 모델의 경우 약 18분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물에 담그는 것이 메틸셀룰로오스를 제거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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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강제 제거 후의 종이 인장강도

화학적 보강 방법으로 보강처리한 후, 물에 담가 보강제를 제거하고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5-2>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COD 변화와 같이 5분여까지는 급격하게 인장강도가 떨어지지만 15분 후

부터는 인장강도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물에 담근 시간 초기에 보강제의 제거가 대부분 이루어

져 종이의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5-1. 탈이온수 침지 시간에 따른 물의 COD

그림 5-2. 탈이온수 침지 시간에 따른 리프캐스팅된 종이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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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13년 연구 결과에서 죽지 원지의 화학적 보강 처리 전 인장강도 수치는 1.0kN/m이었고 양

호 종이의 경우 화학적 보강 처리 후 인장강도는 약 1.8kN/m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60분 침지 후에는 약 

1.2kN/m 정도로, 화학적 보강 전보다는 여전히 다소 높았지만 상당량의 보강제가 제거된 것으로 판단 된

다<그림5-3>. 15분 침지 시 섬유의 풀어짐은 보이지 않았으며 형태가 유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

면 물의 침지 시간 15분 이후에 COD양과 인장강도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분 침지가 

보강제 제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2장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 자료의 보강 기술 개발     111



4. 물리적 보강처리 방법 제거 및 평가

1) 재료 및 방법

Ⅲ.3 장에서 리프캐스팅용 섬유종류 및 메틸셀룰로오스 적용 여부를 달리한 리프캐스팅 보강 종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라이닝 보강 종이는 역시 Ⅳ.2장에서와 같이 대지 종류와 풀 종류를 달리하여 라이닝

한 종이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물리적 보강의 경우 물 속에 침지할 때 원지의 변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화학적 보강제 제거법과 달리 표면에 탈이온수를 분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1) 습식 박리강도 측정 조건 선정

복원 현장에서는 보강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분사량이 문화재의 상태, 두께, 재질, 밀도, 안

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일정한 조건에서 물리적 보강처리 방법의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물의 분무횟수 및 분무 후 방치 시간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사 후 방

치시간은 결국 분사된 물이 종이 내로 흡수되어 적실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된다. 라이닝 시편에 분무 횟수, 

분사 방치 시간을 달리하여 적절한 측정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표 5-2>에 조건 선정을 위한 실험 조건

이 제시되어있다.

표 5-2. 습식 박리강도 측정 조건 선정을 위한 실험 조건

분사 횟수 침지 분사 후 방치 시간

1번, 2번, 3번 1분, 2분 30초, 5분, 7분 30초, 10분

(2) 리프캐스팅 시편

리프캐스팅 시편은 Ⅲ장에서 선정된 가장자리 손상 모델과 직경 1cm 원형 손상모델로 제작한 뒤 리프

그림 5-3. 죽지 원지, 보강처리 후 및 보강제 제거 후 죽지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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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을 실시하여 공시재료를 만들었다. 보강처리제는 탈이온수를 시편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였

다. 탈이온수를 시편에 분사하고 일정시간 방치한 후 습식 박리강도를 평가하여 제거 용이성을 살펴보았

다. 습식 박리강도는 Ⅲ장에서 진행한 박리강도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3) 라이닝 시편

라이닝 시편은 죽지에 죽지, 한지, 화선지를 각각 라이닝한 것과 죽지에 풀종류를 달리하여 라이닝한 

종이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공시재료는 복원 현장에서 작업하듯이 제거할 라이닝 시편의 표면 위에 탈이

온수를 분사하고 일정시간 방치한 후 습식 박리강도를 평가하여 종이 종류 및 풀 종류에 따른 제거 용이

성을 살펴보았다. 라이닝 습식 박리강도는 Ⅳ장에서 진행한 박리강도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2) 보강 처리 제거 후 물성 평가

(1) 보강 처리 제거를 위한 조건 선정

습식 박리강도의 조건 선정을 위해 분사 횟수, 분사 후 방치 시간을 달리하여 평가한 결과가 <그림 

5-4>에 제시되어 있다. 라이닝 보강 시편을 이용하였으며 수분 분사량에 차이를 주기 위해 분무기로 1회

부터 3회까지 분무 횟수를 달리하였다. 종이의 박리강도를 측정한 결과 분사량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분무 1회의 경우 10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여 다시 수소 결합이 형성되며 

결합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토대로 습식 박리강도 측정 전 보강처리 제거를 위해 분무 1

회, 10분 이내에 종이를 제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무 1회, 분사 후 방

치 시간 2분으로 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4. 수분 분사 횟수 및 분사 후 방치 시간에 따른 종이의 박리강도

Waiting time after spraying, min

□ Spray 1 ◆ Spray 2 ▲ Spra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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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프캐스팅 방법의 보강처리 제거

보강 처리제의 제거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많지 않다. 기존문헌과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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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리프캐스팅과 같은 물리적 보강처리제를 제거하기 위해 수분을 부여한 뒤, 어느 정도 박리강도가 감소

하였는지를 통하여 제거용이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리프캐스팅을 실시한 직후의 박리강도는 죽지의 경우 135.6N/m이었지만 수분을 분사한 후 측

정한 박리강도는 31.0N/m으로 약 77%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리프캐스팅용 펄프 시트 A의 경우 수치가 

345.4N/m에서 30.9N/m으로 죽지 펄프에 비해 훨씬 큰 폭인 약 91%감소하였다. 리프캐스팅 펄프 시트 B

의 경우도 171.8N/m에서 29.1N/m로 약 83%감소하였다. 즉 수분 분무를 통하여 충분히 리프캐스팅된 부

분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림 5-6. 메틸셀룰로오스 처리 리프캐스팅 시편의 수분 분사 전후 박리강도

메틸셀룰로오스를 처리한 리프캐스팅 시편의 보강제 제거와 관련하여 보강 종이에 탈이온수를 분무

한 후 박리강도를 측정하여 <그림 5-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식 메

틸셀룰로오스 분사 시편이 박리강도가 높았으나, 보강 종이에 수분을 부여해 주면 종이의 박리강도는 미

분무처리 종이와 거의 비슷해졌다. 습식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시편의 경우도 건식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시편과 거의 동일한 강도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메틸셀룰로오스 처리는 리프캐스팅된 섬유에 결합력

을 충분히 부여해주지만, 수분을 분사한 경우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5. 수분 분사 전후 리프캐스팅 시편의 박리강도

Model paper Leafcasting pulp
sheet A

Leafcasting pulp
shee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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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닝 방법의 보강처리 제거

시판용 풀을 이용하여 대지의 종류를 달리하여 라이닝을 실시한 종이로부터 대지 제거가 용이한지 알

아보기 위해 탈이온수를 분무한 후 종이의 박리강도를 측정하였다. 라이닝 후 종이의 박리강도는 사용한 

종이 종류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60-70N/m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수분을 부여한 후 박리강도를 측정한 

결과 19N/m 내외의 값으로 세 경우 모두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그림 5-7>의 경우 동일한 접착제로 

라이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박리강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8. 풀 종류별 라이닝 제거 전후 박리강도

<그림 5-8>은 풀 종류별 라이닝 제거 전후 박리강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풀마다 접착력의 차

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 가장 강한 접착 박리강도를 보인 것은 신풀이었지만 수분 분사 후 박리강도

는 18.2N/m로 탈이온수 분사에 의해 감소하였다. 숙성풀과 시판용풀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만 다른 접착제와 다르게 습식박리강도 후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메틸셀룰로오스를 이

용하여 라이닝한 대지의 경우 건조되면 오히려 저절로 쉽게 떼어질 정도로 접착력이 매우 약했는데, 수분

이 분사되면서 두 종이 사이에 존재하는 물의 표면장력으로 인해 오히려 강도가 다소 올라간 것으로 측

정되었다.

그림 5-7. 종이 종류별 라이닝 제거 전후 박리강도

Bamboo paper Hanji Chinese draw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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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이의 노화는 종이 자체 즉 셀룰로오스의 열화에 의해 물성이 변화되지만, 라이닝 종이의 

경우 사용한 대지 및 풀의 종류에 따라 노화 후 거동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풀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대지

가 노화에 의해 쉽게 약해질 수도 있다. 노화에 따른 이러한 물성의 변화는 이후 보강처리제 제거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닝된 종이를 습식 열화 조건인 80°C, 65% RH 조건

에서 노화시킨 후 수분을 분사하여 종이가 쉽게 분리되는지를 박리강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림 5-9>는 

노화된 라이닝 종이의 대지 재질별 보강제 제거의 용이성에 대한 결과이다. 각각의 종이는 모두 같은 접착

제인 시판용 풀로 접착되어서 <그림 5-10>의 시판용풀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값을 얻었다. 노화가 더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제 제거는 충분히 이루어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

이에 물을 분무한 후, 핀셋으로 들어 올려보았을 때에도 쉽게 분리되어 제거가 용이하였다.

<그림 5-10>은 노화된 라이닝 종이의 풀 종류별 보강제 제거의 용이성에 대한 결과이다. 풀 종류별로 

라이닝을 실시한 후 노화를 시키고 수분을 부여한 뒤, 박리강도를 측정한 결과 제거가 어려운 풀은 없었

다. 수치상으로는 시판용풀의 수치가 다른 종류의 풀보다 다소 높아 보이나, 실제로 종이에 물을 분무한 

뒤 핀셋으로 들어 올려보면 쉽게 라이닝 종이가 분리되었다. 따라서 접착제가 노화되면서 보강제의 제거

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9. 노화된 라이닝 종이의 대지 종류별 습식 박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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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boo paper ◆ Hanji ▲ Chinese drawing paper

그림 5-10. 노화된 라이닝 종이의 풀 종류별 습식 박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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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 starch paste ■ Aged starch paste
△ Methyl cellulose◆ Commercial starch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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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문화재 복원처리 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강제를 제거하거나 재처리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때 기존에 가해졌던 보강 처리제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보강처리 

기술의 가역성을 보강처리제의 제거 용이성과 종이의 물성으로 평가하였다.

화학적 보강과 리프캐스팅 및 라이닝의 물리적 보강 처리 방법의 가역성을 평가하였다. 화학적 보강 처

리제의 제거는 물 속에 침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침지 시간에 따른 보강제의 제거 양과 제거 후 

종이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물의 침지 시간 15분 이후 물 속에 용출된 유기물 양

과 인장강도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0-15분 정도가 화학적 약품의 제거 시간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리적 보강처리 방법 제거를 위해 증류수를 분무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무 시 분무기로 1회 분사

하고 2분 정도 방치하는 조건이 결합력은 충분히 떨어뜨리며 종이에 손상을 미치지 않고 물리적 보강제

를 제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의 분무를 통해서 충분히 리프캐스팅된 부분 및 라이닝된 부

분을 제거할 수 있었다. 리프캐스팅 시 결합력 향상을 위해 메틸셀룰로오스를 사용한 경우도 수분 분사

에 의해 쉽게 보강 부위를 제거할 수 있었으며, 라이닝 시에도 대지의 종류 및 풀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

분 분사에 의해 보강 부위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화학적 보강처리 및 물리적 

보강처리 모두 적절한 보강제 제거 조건을 선정한다면 가역성있는 기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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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본 연구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외서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적절한 보

강 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당해연도에는 물리적 손상을 보강할 수 있는 물리적 보강 기술

로 리프캐스팅과 라이닝 기술을 적용하였다. 각 기술별 주요 인자의 영향을 탐색하고 노화거동을 평가하

였으며, 보강 처리 기술의 가역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보강 기술에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손상 모델 시료를 제작하고자 우선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상태를 조사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선정된 12권 54책을 조사한 결과 충해에 의한 천공 손상과 비정형 

손상 및 찢김 손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특히 1cm~2cm 크기의 손상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손상 모델을 제작하고 사용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1cm

의 원형 손상과 가장자리 손상을 모델 손상 형태로 선정하였다. 리프캐스팅을 통한 보강 능력을 평가한 

결과, 결손부위가 클수록 균일한 보강 처리가 어려워 리프캐스팅은 작은 손상 부위 보강에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리프캐스팅 섬유의 선택에 의해 결합 강도와 외관 모습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수리 후 외관상 이질감이 없다면 가능한 긴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강도에는 유리하였다. 손상 형태에 

따라 적절한 메틸셀룰로오스 분사 위치 및 분사량을 선정하는 것이 보강 처리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중

요하였다. 노화 후 종이의 물성은 사용한 리프캐스팅용 섬유의 종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절한

섬유의 선택이 중요하다. 리프캐스팅은 다른 방식에 비해 숙련도가 더욱 요구되었으며, 물 속에 넣고 보

강하는 방법이므로 물에 넣어도 피해가 없는 대상에 한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손부에 대지를 덧붙여 보강하는 방법인 라이닝의 보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인자로서 대지 

및 풀의 종류가 보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노화거동을 살펴보았다. 박리강도로 평가된 보강 

성능은 대지의 종류보다 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강된 종이의 심미적 관점에서는 대지

의 선택이 중요하였다. 신풀의 결합력이 우수하였으며 숙성풀과 시판용복원풀은 유사한 보강 성능을 가

졌다. 인공 노화에도 불구하고 라이닝 종이의 강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아 보강 성능이 잘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재 복원처리에 있어 추후 보강제를 제거하거나 재처리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때 기존에 

처리되었던 보강제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학적 보강 처리와 물리적 보강 처

리의 가역성을 평가하였다. 적절한 보강제 제거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보강 기술의 가역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보강 기술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강도 향상 측면에

서는 화학적 보강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나, 결손 부위를 메울 수 없기 때문에 형태적 측면의 보

존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물리적 손상을 가지는 지류자료의 경우 리프캐스팅 또는 라이닝 기

술의 적용을 통해 형태적 보완과 함께 강도 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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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물리적, 화학적 보강방법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보강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상

태 및 용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맞춤형 보강 기술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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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국서별 물리적 손상 상태

1. 패문운부습유佩文韻府拾遺

5책 모두 찢김에 의한 손상이 많지만 천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3174-115-101 (六) 내지 찢김 1cm×0.3cm, 2.8cm×1cm, 14cm×3cm

3174-115-102 (七) 내지 찢김
0.6cm×0.6cm, 6cm×2cm,
2cm×1cm

3174-115-103 (八) 내지 찢김

1.5cm×1cm, 2.8cm×0.3cm,
3.5cm×1cm, 2.8cm×0.5cm,
2.3cm×1cm

3174-115-104 (九) 내지 찢김 2cm×1.8cm

3174-115-105 (十) 내지 찢김 1cm×1cm

2. 서경휘찬

표지, 내지, 책등 모두 천공 형태의 손상 상태가 존재하였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2745-12-1 (目錄)
표지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지름 0.3cm

3286-76-2 (一) 책등
충해

(비정형)
0.7cm×0.2cm, 1cm×0.8cm

3. 삼재도회

표지 및 내지에 원형의 천공 형태와 비정형의 충해 손상이 존재하였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3286-76-11 (十一)

표지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지름 0.3cm, 지름 0.4cm,
지름 0.5cm

표지

내지

충해

(비정형)

2.8cm×0.2cm, 2cm×0.5cm,
1.8cm×0.3cm

3286-76-12 (十二)
충해

(천공)
지름 0.2cm

표지 손상 - 충해 내지 손상 - 충해

그림 A-1. 삼재도회 손상 형태

내지 손상 - 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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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고도

조사한 열권의 책에는 충해로 인한 손상과 찢김으로 인한 손상이 존재하였다. 특히 충해로 인한 비정

형 형태의 손상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2852-30-11 (十一)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2852-30-12 (十二) 내지 찢김
삼각형 : 1cm×0.7cm
선형 : 16.5cm

2852-30-13 (十三) 표지
충해

(비정형)
2cm×1.8cm, 2.7cm×1.6cm

2852-30-14 (十四)
표지

충해

(비정형)

6.5cm×2.6cm

내지 1.5cm×1.3cm

2852-30-15 (十五)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표지
충해

(비정형)

3cm×1.5cm
선형 : 2.5cm×0.2cm

2852-30-16 (十六)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표지
충해

(비정형)
선형 : 11.3cm×0.4cm

2852-30-17 (十七)
표지

충해

(비정형)

선형 : 11.3cm×0.4cm

내지 대각선 : 4.5cm×0.2cm

2852-30-18 (十八) 표지
충해

(비정형)

2cm×1.8cm, 4cm×0.3cm
6cm×1cm, 1.3cm×1cm,
3cm×0.7cm, 2cm×0.2cm,
2.5cm×2cm

2852-30-19 (十九)

내지
충해

(천공)
지름 1cm, 지름 0.2cm

표지
충해

(비정형)

선형 : 2cm×0.2cm
선형 : 10cm×0.5cm
사각형 : 4.5cm×1cm

2852-30-20 (二十) 내지
충해

(비정형)

5.5cm×1.8cm, 9.8cm×0.2cm
2.6cm×0.2cm, 1.8cm×0.5cm
1.5cm×0.5cm

1.7cm×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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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명신주의

찢김, 충해 손상 모두 발견되었으며 찢김으로 인한 손상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였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3203-70-36 (三十四) 내지 찢김 2.5cm×1.2cm, 3.5cm×0.6cm

203-70-37 (三十五)

내지 찢김 원형, 지름 1cm

내지
충해

(비정형)
2cm×0.3cm

3203-70-38 (三十六) 내지 찢김
삼각형 : 7.3cm×1.5cm
타원형 : 3.5cm×1cm

3203-70-39 (三十七) 내지 찢김

사각형 : 3.5cm×1cm, 26cm×4cm,
9cm×1.3cm
삼각형 : 4cm×2.5cm
선형 : 2cm×0.1cm

3203-70-40 (三十八) 내지 찢김

사각형 : 5.5cm×4cm, 3.5cm×1.5cm
타원형 : 1cm×0.7cm
2cm×1cm, 3.5cm×0.7cm

표지 손상 - 충해 표지 손상 - 충해

그림 A-2. 삼재도회 손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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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손상 - 충해 내지 손상 - 찢김

내지 손상 - 찢김 내지 손상 - 찢김

내지 손상 - 찢김 내지 손상 - 찢김

내지 손상 - 찢김 내지 손상 - 찢김

그림 A-3. 역대명신주의 손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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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감석문변오

찢김 및 충해로 인한 손상 모두 존재하였으며 특히 첫 페이지부터 책의 2/3지점까지 천공형태의 손상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3209-4-1 (利))

표지
충해

(비정형)

2cm×2cm, 2.5cm×2cm,
2cm×1.8cm, 2.5cm×0.5cm,
1cm×0.3cm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3209-4-3 (元)

내지 찢김

삼각형 : 0.8cm×0.5cm
원형 : 지름 0.6cm,
선형 : 2cm, 2.5cm, 5cm

표지
충해

(비정형)

2.5cm×0.5cm

내지
타원형 : 1.2cm×0.6cm
1.5cm×0.3cm

(亨) 표지
충해

(비정형)
4cm×3cm, 1cm×0.5cm

(貞)
표지

충해

(비정형)

1cm×0.2cm, 7.5cm×2cm,
2.6cm×1.7, 1cm×0.1cm,
1cm×0.8cm

내지 1.5cm×1.2cm

내지 - 충해 내지 - 충해

내지 손상 - 찢김 내지 손상 - 찢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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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삼통

충해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았고 손상 크기 또한 큰 편이었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2928-48-22 (二十二) 표지
충해

(비정형)
7.8cm×1.8cm

2928-48-23 (二十三)
내지

충해

(비정형)
7.8cm×1.8cm, 1.1cm×0.3cm

내지 찢김 3.3cm

2928-48-24 (二十四) 표지
충해

(비정형)
9.8cm×6.6cm, 2.2cm×0.2cm

2928-48-25 (二十五)

표지 찢김 1.2cm

측면 충해

(비정형)

7.8cm×1cm, 10cm×0.8cm

내지 1cm×0.5cm, 1.8cm×0.1cm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2928-48-26 (二十六) 측면
충해

(비정형)
1cm×0.3cm

2928-48-27 (二十七)
내지 찢김 6cm×1cm

내지
충해

(비정형)
1.1cm×1cm

2928-48-30 (三十) 내지
충해

(비정형)
2cm×0.6cm

내지 손상 - 찢김

그림 A-4. 통감석문변오 손상 형태

표지 - 충해 표지 및 내지 - 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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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청회전칙례 (冊十三 第八卷)

표지 및 내지 모두 충해로 인한 손상 및 찢김이 존재하였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2845-93-86
(冊十三 第八卷)

내지 찢김 선형 : 2.5cm, 17cm

표지
충해

(비정형)

1.8cm×1.2cm, 4.5cm×0.8cm,
3cm×1.6cm

2845-93-87
(冊十三 第八卷)

표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2845-93-88
(冊十三 第八卷)

내지 찢김
선형 : 1.4cm, 3cm
타원형 : 3cm×0.9cm

표지

내지

충해

(비정형)

6cm×2cm, 16cm×4cm,
1.5cm×0.5cm, 3.5cm×2cm

2845-93-89
(冊十三 第八卷)

내지 찢김 사각형 : 1.1cm×0.8cm

표지

측면

충해

(천공)
지름, 0.1cm

2845-93-90
(冊十三 第八卷)

내지 찢김
원형 : 지름 1.5cm
4cm×3cm

표지
충해

(비정형)
4.3cm×0.6cm

표지
충해

(천공)
지름 0.2cm, 지름 2.5cm,

표지 - 충해 내지 - 찢김

표지 - 충해 내지 - 충해

그림 A-5. 청삼통 손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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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청회전칙례 (冊十三 第九卷)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2845-93-91
(冊十三 第九卷 169)

표지 충해

(비정형)

6cm×5cm, 5.5cm×3.5cm

내지 1cm×0.1cm

2845-93-92
(冊十三 第九卷 170)

표지
충해

(비정형)

4cm×3.5cm, 2.5cm×0.2cm
4cm×3.5cm, 2.5cm×0.2cm

2845-93-93
(冊十三 第九卷 279)

표지

내지

충해

(천공)
지름 0.4cm

내지
충해

(비정형)

1cm×0.2cm, 2.5cm×0.2cm
4.5cm×1cm, 1cm×2.2cm,
0.8cm×0.7cm

내지 - 찢김 내지 - 찢김

표지 및 내지 - 충해 내지 - 충해

표지 - 충해 표지 및 내지 - 충해

그림 A-6. 대청회전칙례 손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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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희자전

노화 상태가 매우 불량한 도서로 찢기거나 부스러진 형태가 많이 발견되었고 충해로 인한 천공 손상도 

발견되었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3175-40-36
(亥集上)

표지

찢김

3cm×3cm, 1.5cm×3cm,
2cm×1.5cm

내지

1.3cm×0.5cm
16cm×0.2cm
선형 : 3cm, 전체 찢김

모서리 전체적으로 마모됨

3175-40-37
(亥集中)

내지
충해

(천공)
지름 1cm

내지 찢김 1.7cm×1cm, 1.7cm×0.4cm

3175-40-38
(亥集下)

내지
찢김

2.7cm×1.7cm, 1cm×0.2cm, 3cm
2cm×1cm, 3cm×0.7cm

모서리 마모됨

3175-40-39
(補遺)

표지

찢김

1.6cm×1cm

내지
0.7cm×0.5cm, 1.5cm×0.4cm,
5cm×2.6cm

3175-40-40
(備老)

내지 찢김

16cm×3cm, 4.2cm×2.5cm,
1.7cm×1.4cm, 17cm×5.8cm,
17cm×5cm
1cm×0.2cm

내지 - 찢김 내지 - 충해

표지 및 내지 - 충해 표지 - 충해

그림 A-7. 대청회전칙례 손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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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명회전

강희자전 도서와 같이 매우 불량한 도서로 찢김 손상을 많이 존재하였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2851-23-6 내지 찢김

선형 : 1cm, 1.5cm, 3cm
5cm×1.5cm, 1.5cm×1cm,
5.5cm×1cm

2851-23-7

내지 찢김 2cm×1cm

표지

내지

충해

(비정형)

6cm×0.5cm, 3cm×1cm,
2.5cm×0.5cm, 4cm×3.5cm

2851-23-8 내지 찢김 5cm×1cm

2851-23-9 내지 찢김 1.6cm×0.5cm, 3.2cm×0.7cm

2851-23-10 내지 찢김 선형 : 14cm

그림 A-8. 강희자전 손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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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 찢김

내지 - 찢김 내지 - 찢김

그림 A-9. 대명회전 손상 형태

내지 - 찢김 내지 - 찢김

내지 - 충해 내지 - 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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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서

당서 도서의 경우 노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도서 한 책에 한해서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책에 한

해서는 충해로 인한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부스러짐, 찢김의 손상이 많았다.

청구번호 손상 부위 손상 형태 손상 크기 및 특이사항

25017-55-29

내지
모서리 : 흰색 반점
(모서리 주변에 많음-석회가능성)

표지

찢김

상단부 모서리 : 17.7cm×0.3cm
측면 모서리 : 27cm×1.4cm
하단부 모서리 : 15.7cm×1.5cm
사각형 : 17.7cm×8.8cm, 13.7cm×0.6cm,
2.5cm×0.5cm

내지
모서리 손상 외 갈변 현상, 손대면 부스러짐, 표
지에 비해 양호한 상태

표지 및 내지 - 찢김

표지 및 내지 - 찢김 표지 - 찢김

그림 A-10. 당서 손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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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요약

과 제 명

국   문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영   문 Research and Archive on Visu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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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유번호 2-2014-1073-001-1

주   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총괄책임자

성   명 홍선표

소   속 이화여자대학교 전   화  02-3277-3476

직   위 교수 F A X

1) 연구 목적

규장각에 소장된 서화 및 서적 내 시각자료의 내용과 상태를 살펴, 보존처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광범

위한 형식의 시각자료’를 해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계 및 문화사업계에서 규장각 시각자료를 원활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 내용

•       각 시각자료의 기존 해제와 연구의 검토 수정

•       규장각 소장 시각자료 분류 및 심층 해제 및 자료 목록화

•       규장각 소장 시각자료의 연구가치 평가

•       보존수리필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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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홍선표  이화여대 교수 박사 2000(박사) 미술사 큐슈대학

고연희 이화여대 강사 박사
2000(박사)
2012(박사)

한문학

미술사
이화여대

김종태
한국고전

번역원

선임

연구원
박사수료

2009(석사)
2013(박사수료)

한문학 성균관대

양선희 이화여대 재학 석사수료 2013(석사수료) 미술사 이화여대

최유미 이화여대 재학 석사수료 2014(석사수료) 미술사 이화여대

Ⅰ.   기공개 주요작의 해제와 연구에 대한 재검토 &  
 미공개 서화 및 서적 내 판화도의 실견 및 조사

1. 조사의 목적과 방향 

기기존의 문제는 기공개 주요작 서화작품에 대한 해제의 수준과 내용이 안휘준의 소논문 「奎章閣所藏 

繪畵의 內容과 性格」 (『韓國文化』10, 198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작품을 

두루 다루지 않은 한계도 있고, 그림에 실린 제찬 제발을 옮기는 과정에서 誤字와 누락된 글자가 적지 않

고 ‘국역이 전혀 없다.’ 

이에, 본 조사팀은 매주 기공개 규장각 서화작품에 대한 해제와 연구성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미공개 작

품 중에 중요작들을 우선적으로 실견하고 검토하며, 아울러 서적내에 삽도로 존재하는 회화자료를 찾아

내어 조사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방법

•       작품 혹은 서적을 실견한 후, 해제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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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견한 시각자료에 관련된 추가 연구나 도록게재 등이 있었는지 살핀다. 

•       모든 실견작품의 이미지를 목록으로 작성한다. 

•       실견작품의 일부에 대한 심화해제를 작성한다.

•       조사기간 동안 실견한 작품의 목록과 조사의 상황은, 다음의 표와 사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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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장각 소장 서화자료 조사 및 해제 집필 프로젝트 일지  (2014년 8월  – 2015년 2월 )

회차 열람날짜 자료명 책수 청구기호

1차 2014.03.21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8卷 18冊 奎1832-v.1-18

白下眞墨 1帖(12折22面), 圖 가람古754.3-Y98b 

茶飯更嚼 2卷 1冊, 肖像 古 814.56-Ss63d

名山勝槩記 卷首, 46卷, 合29冊, 圖
奎中3235-v.1-29, 
奎中4756-v.1-29  

2차 2014.05.16 古畵帖 1帖(5折 9面) 奎11681

3차 2014.05.22
金剛山集 1冊 奎22158 

關東十境  1帖(20折 42面), 彩色地圖 奎10292

4차 2014.05.23 蠶桑輯要  1冊(44張) 奎4622 

5차 2014.05.29
集慶殿舊基圖帖 1帖(3折) 奎10697 

王陵山圖 1帖(5折), 彩色圖 古1430-10 

6차 2014.06.12 壬辰戰亂圖 1軸, 彩色圖 
古軸4252.4-31, 
模寫古軸4252.4-31

7차 2014.07.03 申紫霞書帖 1冊(15折), 圖 古2410-32 

8차 2014.07.10

宗廟儀軌 4冊 奎14220-v.1-4 

箕城全圖 1軸, 彩色圖
古軸4709-12, 
模寫古軸4709-12 

10차 2014.07.24

全州地圖 1軸, 彩色圖
古軸4709-46, 
模寫古軸4709-46 

晋州地圖 1軸, 彩色圖 
古軸4709-51, 
模寫古軸4709-51 

東國輿圖 1帖(16折), 彩色圖 古大4790-50 

11차 2014.08.28

修堂印存 1帖(13折) 古貴2400-3

輔仁稧帖  蝴蝶裝 1冊(10張), 圖 古大5129-9

骨牌譜 1冊(18張), 圖 古2800-1

 骰譜 21冊(10張), 圖 가람古795.1-T79 

石碁板帖 1帖(1折 1面) 奎貴9997 

聚說 1冊(6張) 奎3643 

12차 2014.09.05

九數略 4卷 2冊, 圖 古7090-1-v.1-2 

籌書管見 1冊(98張) 古7090-11

九一集 9卷 3冊, 圖 古7090-7-v.1-3 

米海岳靑楚眞帖  1冊(5張), 圖 古754.3-M58m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5卷 2冊 奎中1689

列聖御筆奎 1帖(21折 42面) 10310,奎10311

行年錄(연록) 1冊(19張), 彩色圖 古1283-9 

후분녹 1冊(15張), 彩色圖 古1283-7

13차 2014.09.12

天文類抄 1冊(77張) 奎中1907, 奎中1908 

揆日考 1冊(36張), 圖 古7300-2

五行妙法 1冊(44張) 奎12243

우쥬 1冊(27張), 彩色圖 古12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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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열람날짜 자료명 책수 청구기호

13차

2014.09.12

天文圖說 4卷 1冊(86張) 奎中3491

神應經 1冊(72張) 一簑古615.135-J562s

茶飯更嚼 2卷 1冊, 肖像 古814.56-Ss63d 

馬經抄集 2卷 1冊, 圖 古9580-2

馬經諺解 2冊 奎720-v.1-2

馬經諺解 2冊 奎720-v.1-2

2014.09.16

古今活幼奇書 1冊(62枚, 零本), 圖 古7608-2 

佛說阿彌陀經[諺解 1冊(30張)
一簑古

294.3355-B872eh  

2014.09.16

佛說觀無量壽佛經 1冊(37張)
古1730-88, 
古1730-98, 
奎中2217

佛說無量壽經 2卷 1冊, 圖 古294.3353-G155b 

天文類抄 1冊(77張) 奎中1907

學顔錄  1冊(48張) 奎1477

巫黨來歷  1帖(6折 13面) 가람古398.3-M883 

우쥬 1冊(27張), 彩色圖 古1283-10 

연록 1冊(19張), 彩色圖 古1283-9 

九數略 4卷 2冊, 圖 古7090-1 

후분녹 1冊(7張), 彩色圖 古1283-8 

儀器輯說 2冊 奎4781-v.1-2  

五行妙法 1冊(44張) 奎12243 

陞京圖 1帖 古5122-4

李忠武公全書 卷首, 14卷, 合8冊 奎1107-v.1-8   

馬經抄集 2卷 1冊, 圖 古9580-2 

樂學軌範 9卷 3冊 奎91-v.1-3 

感泉孝感圖 2卷 1冊(75張), 圖 奎15528 

孝感圖 1冊(45張), 圖 古173-O1h 

八仙臥游圖 1冊(58張) 가람 古915.2-P187 

天文圖說(86張) 4卷 1冊 奎中3491   

天文圖說 4卷 1冊 (86張) 奎中3491 

14차 2014.09.19

朝野詩選 4卷 2冊 古3441-41

經驗痘方 1冊(47張), 圖 古 7608-3

蠶桑撮要 1冊(36張) 

奎11690, 
奎11691, 
奎11692, 
奎11693, 
奎11694,
奎11695, 
奎11696 

家禮輯覽 10卷, 圖說, 合6冊 奎6913-v.1-6

各船圖本  1冊(6張), 彩色圖 奎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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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2014.09.19

樂學軌範 9卷 3冊 奎91 

馬經抄集 2卷 1冊, 圖 古9580-2

李忠武公全書 卷首, 14卷, 合8冊 奎1107-v.1-8

陞京圖 1帖 古5122-4  

 神應經 1冊(75張) 奎中1984 

佛說無量壽經 2卷 1冊, 圖 古294.3353-G155b

佛說觀無量壽佛經 1冊(37張)
古1730-88, 
古1730-98, 
奎中2217

南冥先生學記類編 5卷 2冊 奎6593-v.1-2

學顔錄 1冊(48張) 奎1477

天文類抄 1冊(77張) 奎中1907

骰譜  1冊(10張), 圖 가람古795.1-T79 

연록 1冊(19張), 彩色圖 古1283-9

茶飯更嚼  2卷 1冊, 肖像 古814.56-Ss63d 

우쥬 1冊(27張), 彩色圖 古1283-10

巫黨來歷 1帖(6折 13面) 가람古398.3-M883  

輔仁稧帖 蝴蝶裝 1冊(10張), 圖 古大 5129-9 

五行妙法 1冊(44張) 奎12243 

후분녹 1冊(7張), 彩色圖 古1283-8

九數略 4卷 2冊, 圖 古7090-1

易學二十四圖總解 1冊(21張), 圖 古181.111-G425y

初等小學 1冊(73張, 零本), 圖, 地圖
想白古 

372.412-G939c-v.5/6

八仙臥游圖 1冊(58張) 가람古915.2-P187

孝感圖 1冊(45張), 圖 古173-O1h

感泉孝感圖 2卷 1冊(75張), 圖 奎15528

天文圖說 4卷 1冊(86張) 奎中3491 

15차 2014.09.22
草訣百韻歌 1帖(28折54面) 奎古130  

白下眞墨 1帖(12折22面), 圖 가람古754.3-Y98b 

16차 2014.09.26

眞鍍金見本帖 3帖 奎10268-v.1-3

書帖 〈3〉 1帖(12折 25面) 가람古754.3-Se61 

印藪 1冊(40張) 想白古097-In8 

三禮圖 20卷 2冊, 圖 奎中5666

欽定書經圖說 50卷 16冊, 圖 古181.112-So57h-v.1-16 

17차 2014.10.10

欽定書經圖說 50卷 16冊, 圖 古181.112-So57h-v.1-16

印藪 1冊(40張) 想白古097-In8  

家禮輯覽 10卷, 圖說, 合6冊 奎6913-v.1-6 

書帖 〈3〉 1帖(12折 25面) 가람古754.3-Se61

集古印藪 4卷 8冊 奎中 3212-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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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2014.10.10

步天歌 1 1冊(22張) 奎中1956 

分金法 1冊(37張), 圖 古1430-2

統營地圖 2帖(2面), 彩色圖 奎軸10513의 2

養正圖解 2卷 2冊 奎中1933-v.1-2  

星辰圖說 1冊(34張) 奎6285

新法步天歌 1冊(36張) 奎3968

18차 2014.10.17 八仙臥游圖 1冊(58張) 가람古915.2-P187

18차 2014.10.17

廣陵名勝圖 1冊(52張) 奎中6415

分金法 1冊(37張), 圖 古1430-2 

集古印藪 4卷 8冊 奎中3212-v.1-8

佛說阿彌陁經 1冊(22張) 奎中2484 

19차 2014.10.24

八仙臥游圖 1冊(58張) 가람古915.2-P187

搢紳畵像帖 1帖(11折 21面) 奎10301

先賢影幀帖 2冊, 圖 古2420-1

孔夫子聖蹟圖 1帖(58析 115面), 彩色圖 奎中2405

續修聖蹟圖後學錄 1冊(51張), 圖 古299.512-J

心器圖說 1冊(79張) 奎12467

火輪船圖說 1冊(62張) 奎12466

廣陵名勝圖 1冊(52張) 奎中6415

帝鑑圖說 6冊 奎中5034

歷代名媛圖說 2冊, 圖 奎中5166

佛說阿彌陁經 1冊(22張) 奎中2484

20차 2014.10.28

八仙臥游圖 1冊(58張) 가람古915.2-P187

先賢影幀帖 2冊, 圖 古2420-1

續修聖蹟圖後學錄 1冊(51張), 圖 古299.512-J463s 

統營圖 1軸, 彩色圖 古軸912.515-T614 

統營地圖 2帖(2面), 彩色圖 奎軸10513의 2 

慶尙道名勝圖 1雙(8幅), 彩色圖 古屛貴915.15-G99 

21차 2014.10.31

先賢影幀帖 2冊, 圖 古2420-1

八仙臥游圖 1冊(58張) 가람古915.2-P187

統營地圖 2帖(2面), 彩色圖 奎軸10513의 2 

22차 2014.11.04 輿載撮要 5冊, 地圖 奎15568 

23차 2014.11.07

續修聖蹟圖後學錄 1冊(51張), 圖 古299.512-J463s 

先賢影幀帖 2冊, 圖 古2420-1

輿載撮要 1冊(83張), 地圖 一蓑古915.1-Y56y

24차 2014.12.02

漢畵指南二編  3冊 奎11932-v.1-3

關帝聖蹟圖志全集 5卷 5冊 奎中2050

海岡蘭竹譜 1帖(32折 62面) 가람古795.951-G419h 

初等小學 1冊(73張, 零本), 圖, 地圖 想白古372.412-G939c

有象列仙全傳 9卷 6冊, 圖 奎中5218-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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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2014.12.02

徽慶園遷奉都監儀軌 4卷 4冊 奎13945-v.1-4

名山勝槩記 卷首, 46卷, 合29冊, 圖
奎中3235-v.1-29,
奎中4756-v.1-29

25차 2014.12.05 列仙酒牌 1冊(24張), 圖 奎中5645

25차 2014.12.05

漢畵指南二編 3冊 奎11932-v.1-3 

荷棲集 11卷, 附錄, 合5冊 奎4710 

列仙傳 1冊(零本), 圖 奎中5088    

二倫行實圖 1冊(52張) 奎137, 奎3502  

咸興全圖 10枚(屛風), 彩色圖 古枚 4709-65-v.1-10 

續修聖蹟圖後學錄 1冊(51張), 圖 古299.512-J463s

會講班次圖 1帖(6折5面), 彩色圖 奎10295 

感泉孝感圖 2卷 1冊(75張), 圖 奎15528

關帝聖蹟圖誌全集 5卷 5冊 奎中2050 

26차 2014.12.10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2冊 奎13640

新法步天歌 1冊(36張) 奎3968 

山海經 4卷 4冊, 圖 奎中3556

三禮圖 20卷 2冊, 圖 奎中5666

國朝五禮儀 8卷 6冊
奎1136-v.1-6, 奎1880-

v.1-6, 奎2275-v.1- 

27차 2014.12.15 寶蘇堂印存 14冊 古 2400-4-v.1-14 

28차 2014.12.17

增補山林經濟 16卷 12冊 奎12688-v.1-12   

南冥先生學記類編 2卷 2冊, 圖 古1340-12

九數略 4卷 2冊, 圖 7090-1 

揆日考 1冊(36張), 圖 古 7300-2 

29차 2014.12.19 九數略 4卷 2冊, 圖 古7090-1 

30차 2014.12.26

洋鎗隊大操圖說  1冊(35張), 圖 奎7915

弗離十圖 1帖(7折), 肖像(彩色) 古大1344-23  

初等小學 1冊(73張, 零本), 圖, 地圖 想白古372.412-G939c

歷代名媛圖說 2冊, 圖 奎中5166  

三禮圖 20卷 2冊, 圖 奎中5666 

光州地圖 1張, 彩色圖 奎10497 

松廣寺事蹟 1帖(6張), 彩色地圖 圖 奎10329 

 咸興誌 2卷 1冊(71張) 奎1314 

國朝五禮序例 5卷 2冊 圖 奎185

篆大學 1冊(68張) 奎11997

天文類抄 1冊(77張) 奎中1907

書雲觀志 4卷 2冊 奎56

九數略 4卷 2冊, 圖 古7090-1

光州邑誌 1冊(69張), 彩色地圖 奎10787

31차 2014.12.29 易學啓蒙集箋 4卷 2冊, 圖 奎557-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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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 2014.12.29

東國文獻備考 1冊(零本) 一簔古031-H757d-v.59-60

管窺輯要 80권 22책 奎中2286

溫宮事實 3卷 3冊 奎貴178-v.1-3

歷代名媛圖說 2冊, 圖 奎中5166

易學啓蒙要解 4卷 2冊 圖 奎948

三禮圖 20卷 2冊, 圖 奎中5666

九數略 4卷 2冊, 圖 古7090-1

天文類抄 1冊(77張) 奎中1907

書雲觀志 4卷 2冊 奎56 

天文圖說 4卷 1冊(86張) 奎中3491

四七續編 1冊(51張) 奎4114

朱子語類抄 21卷 8冊 奎433-v.1-8 

海東野言 3卷 1冊 想白古951.05-H41h  

靈槐臺記 1帖(5折9面), 彩色圖 奎10179 

32차 2014.12.30

管窺輯要 80권 22책 奎中2286 

古列女傳 8卷 4冊, 圖 奎中5047-v.1-4  

天文圖說 4卷 1冊(86張) 奎中3491

溫宮事實 3卷 3冊 奎貴178-v.1-3 

靈槐臺記 1帖(5折9面), 彩色圖 奎10179 

尤菴先生後集 40卷 40冊 奎4855-v.1-40

四七續編 1冊(51張) 奎4114 

弗離十圖 1帖(7折), 肖像(彩色) 古大1344-23 

歷代名媛圖說 2冊, 圖 奎中5166 

33차 2015.01.02

繪圖歷代神仙傳  24卷8冊 奎古169-v.1-8

列代仙史 8卷 6冊 奎中4599 

列代仙史 8卷 6冊 奎中4599 

有象列仙全傳 9卷 6冊, 圖 奎中5218-v.1-6 

列仙傳 1冊(零本), 圖 奎中5088 

溫宮事實 3卷 3冊 奎貴178-v.1-3 

地理傳道 1冊(83張) 古133.3-J564  

袁天綱五星三命指南 10卷 1冊 古133.7-W49w 

地理新法 1冊(43張) 奎中2219

應天歌 2冊 奎中2062-v.1-2 

袁天綱五星三命指南 10卷 1冊 古133.7-W49w  

地理全書靑烏先生葬經 1冊(9張) 想白古 133-Y17j2 

重訂地理人子須知 8卷 16冊 奎中3159

 深谷秘訣 3卷 5冊 古1430-9

당국시법 1冊(19張) 古1283-13 

先賢影幀帖 2冊, 圖 古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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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 2015.01.02
錦囊經 1冊(44張) 奎中1741

明山論 1冊(18張) 奎中1946 

36차 2015.01.06

松廣寺事蹟碑  蝴蝶裝 1帖(11折 21面) 奎15160

列聖御筆 1冊(102張)
奎9826, 奎9827, 奎9828, 
奎9829, 奎9830, 奎9831, 

奎9832 

列聖御筆 1帖(21折 42面) 奎10311 

列聖御筆 奎9825 1冊(78張)

關帝聖蹟圖誌全集 5卷 5冊 奎中2050

續投壺譜  帖裝 1冊(19張), 彩色圖 古2800-2

輔仁稧帖 蝴蝶裝 1冊(10張), 圖 古大5129-9 

國朝五禮序例 5卷 2冊 圖 奎185

冶隱先生言行拾遺 原集3卷 續集3卷 合2冊 奎4257

翼宗簡帖 2帖 古貴3438-32 

孝感圖 1冊(45張), 圖 古173-O1h 

管窺輯要  80卷 22冊, 圖 奎中2284  

一善義烈圖 1冊(13張), 圖 가람古398.4-Il9 

兄弟急難之圖 1冊(36張), 圖 奎5708

龍城誌 7卷 2冊 奎17402 

南原府地圖 1張, 彩色圖 奎10484 

37차 2015.01.09

巫黨來歷 1帖(6折 13面) 가람古398.3-M883

管窺輯要 80卷 22冊, 圖 奎中2284

龍城誌 7卷 2冊 奎17402 

乘槎印譜 1冊 奎古 92 

國朝五禮序例 5卷 2冊 圖 奎185  

南原府地圖 1張, 彩色圖 奎10484

國朝五禮序例 5卷 2冊 圖 奎185  

翼宗簡帖 2帖 古貴3438-32 

38차 2015.01.12

우쥬 1冊(27張), 彩色圖 古1283-10

후분녹 1冊(15張), 彩色圖 古1283-7 

연록 1冊(19張), 彩色圖 古1283-9   

眞鍍金見本帖 3帖 奎10268-v.1-3 

直星行年便覽 1冊(27張) 一簑古615.135-G998 

39차

2015.01.1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冊(22張) 古1730-103  

陞京圖 1帖 古5122-4

후분녹 1冊(15張), 彩色圖 古1283-7 

후분녹 1冊(7張), 彩色圖 古1283-8 

太乙經 1冊(75張) 古133.3-T122 

2015.01.1
增修無寃錄諺解 3卷 2冊 가람古 340.092-Se61j

增修無寃錄諺解 3卷 2冊 一簑古 340.092-Se6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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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열람날짜 자료명 책수 청구기호

39차 2015.01.1

佛說觀無量壽佛經 1冊(53張) 一簑古294.3354-B872b 

佛說觀無量壽佛經 1冊(37張)
古1730-88, 
古1730-98, 
奎中2217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冊(22張) 奎中379

40차 2015.01.16

弗離十圖 1帖(7折), 肖像(彩色) 古大1344-23 

古今活幼奇書 1冊(62枚, 零本), 圖 古7608-2   

太師徽國文公年譜 2책 奎中1809 

南原府地圖 1張, 彩色圖 奎10484  

江華府全圖 1軸, 彩色圖 奎軸10350 

江華府全圖 1軸, 彩色圖 奎軸10350 

江華地圖 1軸, 彩色圖 古軸4709-57

霞谷集 11冊 古3428-326-v.1-11 

啓蒙圖說 6卷 3冊 圖 奎4639    

馬經抄集 2卷 1冊, 圖 古9580-2 

馬經諺解 2冊 奎720-v.1-2 

弗離十圖 1帖(7折), 肖像(彩色) 古大1344-23  

續修聖蹟圖後學錄  1冊(51張), 圖 古299.512-J463s 

續修聖蹟圖後學錄 1冊, 圖 古1360-54-v.1-2   

洋鎗隊大操圖說 1冊(35張), 圖 奎7915 

李忠武公全書  卷首, 14卷, 合8冊 奎457-v.1-8 

太乙經 1冊(75張) 古133.3-T122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5卷 2冊 奎中1689-v.1-2 

41차 2015.01.20

溫宮事實 3卷 3冊 奎貴178-v.1-3 

古今活幼奇書 1冊(62枚, 零本), 圖 古7608-2

귀곡주경 2冊, 彩色圖 古1283-6 

聖諭像解 20卷 4冊 奎中5503 

古今活幼奇書 1冊(62枚, 零本), 圖 古7608-2

聖諭像解 20卷 4冊 奎中5503 

42차 2015.02.06

巫黨來歷 <1> 1帖(6折 14面) 古1430-18

巫黨來歷 1帖(6折 13面) 가람古398.3-M883

太上感應篇圖說 7冊 奎中4422-v.1-7

洋鎗隊大操圖說 1冊(35張), 圖 奎7915

 火輪船圖說 1冊(62張) 奎12466 

43차 2015.02.09

御定歷代題畵詩類 13冊(零本) 奎中5239

詩學指南 6卷 5冊 奎中2184-v.1-5

詩學指南 3冊(零木) 奎中1715

太上感應篇圖說 7冊 奎中4422-v.1-7 

畵譜 2冊, 圖 奎中4129

4권  보존처리연구148



회차 열람날짜 자료명 책수 청구기호

44차 2015.02.13

新鐫草本花詩譜 1冊(50張) 奎中5582 

畵譜 2冊, 圖 奎中4129-v.1-2

新鐫五言唐詩畵譜 1冊(35張), 圖 奎中5581 

唐解元倣古今畵譜 1冊(9張) 奎中5580 

唐詩畵譜 4冊 奎中414 

畵譜 4冊 가람古759.952-D212h-v

•       규장각 소장 서화 자료 해제 프로젝트 조사 장면 사진

자료조사

사진촬영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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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목차

1) 고화첩

청구기호 奎11681 작가
정선(鄭敾)

미상
자료명

고화첩

古畵帖
수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화첩 안에 산수화 2점, 화훼 5점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화첩 36×25.3cm 화면
산수화 28×21.5cm
화훼화 24.8×17.9cm

제작기법 <유점사> <불정대> 비단에 수묵 / <묵죽> <묵난> 외 삼베에 수묵  

이미지

      
                    금강산 그림 중 <유점사>                                       화훼도 중 <묵죽> <묵난>

인장 元伯 (혹은 元白) 선명하지 않음 자료상태
충해가 심하여 작품 손상 많으나, 보전

처리 되어 있음 (양호)

제발 楡店寺, 謙齋, 佛頂臺, 謙齋, / 石榴, 葡萄

기존해제

안휘준, 『한국미술사 연구』, pp. 517-521
이 화첩에는 ‘奇’, ‘賞’이라는 두 자의 초서에 이어서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의 <불정
대(佛頂臺)>와 <유점사(楡岾寺)>, 필자미상의 <묵란도(墨蘭圖)>, <묵포도도(墨葡萄圖)>, <오동도
(梧桐圖)>, <석류도(石榴圖)>,  다섯 작품 등 모두 일곱 폭의 그림이 실려 있다.
정선의 작품들에는 각기 오른편 상부에 화제와 함께 ‘謙齋’의 관서가 있고 ‘元伯’이라는 도인이 
찍혀 있으며, 박락이 심하고 좀이 슨 부분도 많은 편이다. 두 폭 모두 금강산을 소재로 한 그림들
이다. 본래 정선의 자는 元伯인데 도인은 元白으로 되어 있어 훗날(後捺)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러나 그림들은 정선의 진작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불정대>의 경우 화제 아래 두 자가 박락되어 있으나 정선의 다른 불정대 그림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가 불정대를 그리고 쓰고 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근경에는 왼편에 소나무가 우거진 
박달령과 그 건너편 중앙부에 불정대가 마주보듯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잇고 이것들이 이루는 
천 길 낭떠리지는 통나무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박달령과 불정대의 뒤편에는 절벽처럼 솟아 있
는 산의 골짜기를 굽이쳐 쏟아지는 십이폭(十二瀑)이 표현되어 있고, 근경의 오른편 하단부에는 
원통암의 지붕들이 생략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구성, 암산과 토산의 두드러진 
대조, 능숙한 필묵법 등이 돋보인다. 배경의 암산들은 일종의 수직준법으로 근경의 불정대는 일
종의 소악착준(小握鑿皴)을 잇대어 서서 바위결을 이루도록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암석
법과 수지법, 숙달된 솜씨로 미루어보아 이 작품은 정선의 노년작일 것으로 믿어진다.
<유점사>도 <불정대>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임이 화풍으로 보아 분명하다. (중략) 그림의 오른
편 상단부 ‘楡岾寺’라고 쓰인 화제 밑에는 하나의 수결이 보이는데 이것이 필자인 정선의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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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고화첩에는 <묵란> <묵죽> <묵포도> <오동> <석류>등 5폭의 그림들이 실려 있다. (중략) 이 그림들
의 필자는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소재의 실험적 묘사와 화풍에는 어딘지 표암(豹菴) 강세황(姜世
晃, 1713~1791)의 습작기의 취향이 엿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이 그림들을 강세황 자신의 것으
로는 볼 수 없으나 누군가가 그의 습작기의 작품을 방작한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해제

겸재(謙齋) 정선(1676-1759)의 금강산 그림 2폭 <유점사>와 <불정대>, 그리고 작자 미상의 화훼
화 5폭 <난>, <죽>, <포도>, <오동>, <석류>이 『고화첩』으로 장첩된 서화첩에 실려 있다. 화첩을 펼
치면 첫 두면에 초서(草書)로 ‘奇’, ‘賞’(기상, 기이한 감상)’ 이란 두 글자가 있고, 금강산도와 화훼
도가 그 뒤로 이어진다. 첫 두 면의 초서는 화훼도 5폭의 바탕과 먹빛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화훼
도를 그린 화가의 필치로 보인다.
정선의 <유점사>는 정선의 현전 작품을 보거나 문헌기록을 볼 때 정선이 좀처럼 화제로 삼아 그
리지 않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모처럼 자세하게 그려진 ‘유점사’의 모습이 해충의 
탓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그림의 하단에는 인물상이 있으나 이도 거의 다 헤어져서, 말 탄 인물과 
동자의 흔적이 겨우 보일 뿐이다. 한편 <불정대>는 정선이 가장 빈번하게 그렸던 주제이며 문헌
기록으로나 현전작으로 여러 점이 전하는 주제여서 현전작들과 비교가능하다. <불정대>는 ‘불정
대망십이폭(佛頂臺望十二幅)’의 제목으로도 그려졌던 화면이라 불정대에서는 십이폭의 장관을 
바라보는 장소로 유람자들에게 인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 <불정대>에도 왼편상단에서 
길게 내리는 폭포들을 볼 수 있다. 그림의 필치와 구도 등을 보면, <유점사>의 사찰을 그린 차분하
고 힘찬 필력, <불정대>의 바위산을 표현하며 내리그은 필선에서 정선 필선 특유의 기력 및 <불정
대>의 화면 구도가 모두 정선 그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5폭의 화면에 각각 <난(蘭)>·<죽(竹)>,<포도(葡萄)>·<오동(梧桐)>·<석류(石榴)>가 그려져 있다. 
옅은 묵과 갈필을 활용하여 능숙하게 그린 그림들이다. 이 화훼도들과 초서 두 글자는 18세기 대
표적 문인화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필치와 매우 흡사하다. 강세황의 현전작 가운데 
‘묵난’ ‘묵죽’과 비교하면 난의 잎과 꽃을 그리는 필세와 농담의 구조가 이 『고화첩』의 그림들과 흡
사하며, 그 외 강세황이 그린 ‘묵포도’ 와 ‘석류’ 여러 폭이 현전하고 있어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석류 잎과 벌어진 석류의 형태를 그리는 방식은 강세황의 독특한 스타일이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규장각 명품도록』 2000.  
안휘준, 『한국미술사 연구』, 사회평론, 2012

조사자의견

제 3장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151



2) 관동십경

청구기호 奎10292 작가 미상(18세기) 자료명
관동십경

 (關東十境)
수량 9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서화첩 1권에 그림 9점이 붙어 있음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세기 중엽 

형태 軸· 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화첩 44×30.6cm 화면 31.5×22.5cm

제작기법 비단 위에 채색화(彩色畵)

이미지1

    

인장 없음 자료상태

비단에 좀이 먹고,
<총석정> 경우 제목의 20%,

그림의 8%가 좀 먹었고  가필이 있다.
현재 보수처리 되어 있다. 

제발

없음

(열 폭 화면 위에 제발은 없다. 시화첩에 실린 관련시문들은
시화첩의 시문들은 그림이 그려지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도 많다)

기존해제

김남기, 「체제와 제작 경위」, 『시화첩 관동십경』 (효형출판,1999), pp.111
-114.에서 발췌
“김상성은 1746년 춘순(春巡) 이후 금강산 내산과 외산, 영동과 영서 등 4공의 시화첩 ‘와유첩(臥遊
帖)’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자신의 시에 화답해줄 것을 요청했고, 또한 그 해 가을에 경상도 여러 고
을이 빼어난 경치를 그린 그림과 이에 제영한 ‘영남첩(嶺南帖)’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제시(題
詩)해줄 것을 부탁했음을 알 수 있다.… 김상성은 1745년과 1746년 열읍을 순시할 때 화공(畵工)
을 데리고 가서 그림을 그리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십경도를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화풍
이 정제되어 있고 독창적인 구도를 택했으며 색감과 질감을 살린 것 등으로 보아 그림에 비교적 조
예가 있었던 화공의 작품으로 작품으로 추정된다. … 본 시화첩에 시를 쓴 문인은 관찰사 김상성(金
尙星,1703-1755)을 포함하여, 태백(太白, 생몰연대 미상), 조명교(曹命敎, 1687-1753), 조하망
(曹夏望, 1682-1747), 김상익(金尙翼, 1699-1775), 오수채(吳邃采, 1692-1759), 조적명(趙迪命, 
1685-?), 이철보(李喆輔, 1691-1775)의 8명이다. 이상성 22수, 태백 11수, 조명교 1수, 조하망 10
수, 김상익 7수, 오수채 9수, 조적명 5수, 이철보 1수 등 총 66수가 수록되어 있다. … 이 가운데 조명
교는 1748년 이 화첩을 보고 시를 지었음을 시중대 뒤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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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
關東十境의 그림과 그에 대한 詩를 모아 놓은 詩畵帖이다. 만든 때는 확실하지 않다. 關東九境은 
侍中臺‚ 叢石亭‚ 三日浦‚ 海山亭‚ 淸澗亭‚ 洛山寺‚ 鏡浦臺‚ 竹西樓‚ 望洋亭 등이다. 十境이라 表題
에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九境밖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림은 靑·紅·黃·褐色 등 다양한 色彩
를 썼으며 수법도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그림의 題名은 그림 윗쪽에 쓰여 있다. 대개 바다와 山水
를 배경으로 한 절경을 그린 것이다. 詩文은 세 사람이 각각 그림 한 폭에 五言詩 또는 七言詩 一絶
씩 쓰고 落款이나 이름을 써 놓고 있다. 쓴 사람은 金士精‚ 金士弼‚ 金湖退士曹彛甫 등이다. 詩의 
내용은 경치를 읊은 것이다.

해제 

『관동십경』은 조선후기에 ‘관동팔경(關東八景)’이라 불리던 곳을 십경(十景)으로 모아 채색으로 그
리고 제화시를 더하여 엮은 시화첩(詩畵帖)이다. 화첩의 표지에는 ‘관동십일경(關東十一境)’이라 되
어 있으나, 화첩의 내용상 원래 ‘십경’을 그린 것이라 판단되어 현재 규장각에서 ‘관동십경(關東十
境)으로 하였다. 『관동십경』에 실려 있는 그림은 <시중대(侍中臺)>, <총석정(叢石亭)>, <삼일포(三日
浦)>, <해산정(海山亭)>, <청간정(淸澗亭)>, <낙산사(洛山寺)>, <경포대(鏡浦臺)>, <죽서루(竹西樓)>, 
<망양정(望洋亭)>, <월송정(月松亭)>의 ‘십경(十景)’인데, 월송정은 일실되어 현재 9점이 붙어 있다. 
그림에 시를 부친 이는 김상성(金尙星,1703-1755), 태백(太白, 미상), 조명교(曹命敎, 1687-
1753), 조하망(曹夏望, 1682-1747), 김상익(金尙翼,1699-1775), 오수채(吳邃采, 1692-1759), 
조적명(趙迪命, 1685-?), 이철보(李喆輔, 1691-1775)의 8명이며, 이들의 시문에 의거하면 이 화
첩은 1748년 이전에 완성되었다. 
『관동십경』의 그림들은 모두 실경의 경관을 주제로 하였지만, 풍수지리(風水地理)의 공간개념으로 길
지(吉地)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구성된 형국의 구도라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시중대>, <경포대
>, <망양정>의 3 화면은 모두 두 팔로 감싸안은 형세를 하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형상이
고, <삼일포>, <해산정>, <죽서루>, 그리고 (현재 『관동십경』에는 일실되었으나 『금강산집(金剛山集)』
에서 그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월송정> 등의 4화면은 모두 화면에 가득 차는 원형의 구도를 보
여주는 원만한 형세를 취하였으며, <낙산사>는 방향을 달리하여 바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그리면서 
낙산사가 여러 겹의 꽃송이 안에 안치된 형세로 보이도록 처리하였다. 10경 중 <총석정>과 <삼일포>
를 제외한 8개의 화면에 물 위로 해가 반쯤 솟아난 장면을 그려 넣은 것도 특이한데, 이는 떠오른 해
를 넣어 길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망양정>의 바다에는 거북이 물을 품으며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어 신령함이 땅을 호위해주는 복된 기운을 느끼도록 해준다.
모든 화면은 지형과 산세는 그 윤곽을 먹선으로 처리하고 황색과 녹색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베풀었
다. 그 위에 수목(樹木)은 청록의 농담을 달리하는 소나무와 붉은 색을 위주로 하는 꽃나무만을 그
려 넣었다. 이로써 모든 화면은 전반적으로 황(黃)-녹(綠)-적(赤)의 어울림이 화사하게 보인다. 바
다는 잔잔한 물결선을 모두 가는 먹선으로 처리하고 파도의 물살이 언덕에 닿은 부분에만 솟아올라 
굽어지는 비자연적 형상을 동일하게 그려넣고 백색 호분을 베풀어서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에 하
얀 포말이 평화롭고 어여쁘게 번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관동십경』이 그려지던 당시는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 1759)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관동지역 및 금강산을 그리며 인기를 누리던 
시기이다. 정선의 그림은 실경의 기이한 장관(壯觀)을 표현하는 데 그 초점이 있었다면, 『관동십경』
의 초점은 복된 땅으로 지형을 인식하고자 하는 풍수적 지리관이 배경이 된 화면이라는 점에서 비
교되며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동십경』의 산수지형표현이 더욱 전통적인 표현인지 화가의 
독창적 표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관동지역을 표현한 지도나 읍지 및 기록에 대한 더욱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단 18세기 중엽 관동지역 특히 관동팔경을 그리는 산수화법의 다양성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회화사에서 귀중한 자료이며, 지형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
다는 점에서  고지도 연구 및 지역사 연구에도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판단한다.

특기의견
규장각 소장 『금강산집』(奎15449)에 ‘관동십경’의 밑그림 필사본이 인쇄되어 실려 있다. 규장각 소
장 『관동십경』에서 일실된 <월송정>이 『금강산집』에 실려 있다.  

참고문헌

규장각 편, 김남기 해설, 『시화첩 관동십경』, 효형출판, 1999.
박은순,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1997, 211면.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돌베개, 2007,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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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하서첩

청구기호 古 2410-32 작가 
전(傳) 
신위(申緯)

자료명
신자하서첩

申紫霞書帖
수량 2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신자하서첩(申紫霞書帖)》 내부의 앞뒤로 수묵화 한 점씩. 각각 두 면에 걸쳐 그려져 있다.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형태 軸·橫卷· 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서첩, 27.5×17.0cm 화면 27.3×34.0cm

제작기법 종이 위에 수묵

이미지1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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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서첩 속) 紫霞, 石墨書樓  자료상태 양호

제발 
<묵매> “世外僊香” “淸霞”

 <묵란>  “淸霞寫生”

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 
申緯(1769-1847)의 詩文과 그림을 모아 엮은 書畵帖이다. 신위는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書畵家로 자는 漢叟‚ 호는 
紫霞·警脩堂‚ 본관은 平山이다. 본첩에는 매화 그림 1점‚ 七言絶句 4수‚ 七言古詩 1수‚ 문장 1편‚ “寧靜致遠‚ 澹泊
明志”‚ 난초 그림 1점 등의 순서로 실려 있다. 시 5수는 제목이 적혀 있지 않아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은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문장 1편은 신위가 송나라 米芾의 글씨를 臨書[紫霞臨米]한 
것으로‚ 寶晋齋 주변의 풍경과 怪石을 옮긴 사실을 적었다. 그런데 미불(1051-1107)이 王羲之의 筆帖을 愛藏하고 
堂號를 寶晋齋라 한 것으로 보아 이 글은 아마도 미불의 작품을 臨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매화 그림은 濃淡의 
효과를 살려 구불구불한 매화 등걸과 작은 가지에 핀 매화를 그렸는데‚ 여백에 “世外僊香”과 “淸霞”가 쓰여져 있다. 
난초 그림은 濃淡과 剛柔의 필획이 조화롭고 길게 뻗은 난초잎에 앉아 있는 풀벌레를 그렸는데‚ 우측 하단에 “淸霞
寫生”이 쓰여져 있다. 두 그림에 淸霞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 청하는 신위의 또 다른 호로 추정된다. 신위의 필체와 그
림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남기)

해제

자하(紫霞) 신위(1769-1847)의 필적으로 전하는 『신자하서첩』의 첫 면과 마지막 면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묵매> 
한 폭과 <묵란> 한 폭이 실려 있다. <묵매>에는 굵은 등걸이 강조된 매화 위로 ‘世外僊香’(세외선향, 세상 너머 선계
의 향기)이 예서로 적혀있고 그 아래 ‘淸霞’(청하, 맑은 노을)라 하여 그린 이를 표시했으며, <묵란>에도 같은 필치의 
‘淸霞寫生’(청하사생, 청하가 화조를 그리다)이 관지로 적혀있다.  
이 두 폭의 그림은 그 동안 신위의 진작으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기에 ‘전칭작’으
로 보는 것이 옳다. 『신자하서첩』에 실린 서체와 그림의 필치를 신위의 친필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림과 화
제의 필치에 생삽(生澁)함이 있고 관지로 사용된 ‘청하(淸霞)’는 신위에 의해 사용된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신자하서첩』에는 15면에 걸쳐 「행서건주첩(行書建州帖)」 등 송나라 미불(米芾)의 글을 옮겨 적은 뒤 그 하단에 “紫
霞臨米”(자하임미, 자하가 미불을 임모하다)라 하였으며, 신위의 대표 인장 ‘紫霞’(자하)와 ‘石墨樓印’(석묵루인)이 
찍혀 있고, 그 뒷면에 네 글자의 예서(隷書) 두 폭이 더하여져 있다. 그런데 임서의 방식은 미불의 글씨를 그대로 따
르기보다 자형과 배행을 달리하였다. 미불의 7언 고시 중 잘못 쓴 ‘水’ 자를 미불은 ‘出’자로 바꾸었고 신위의 문집
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稿)』에도 바뀌어 있는데, 이 서첩에서 잘못 되어 있다. 임모에 초보적 습기가 심하고 인장
도 어울리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치밀한 성품의 신위의 필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서첩의 앞 뒤에 그려져 있는 두 점의 수묵화 <묵매>와 <묵란>은 모두 먹의 농담(濃淡)차이를 강하게 하여 운치를 도
모하였는데, 매화가지의 필선이 어눌하고 난의 꽃은 법식대로 그리지 않아 마치 잡풀이 섞이어 난 듯하며, 난 잎에 
앉은 베짱이도 난 그림의 틀에서 한결 벗어나 있다. 그렇지만, 신위가 “신사(神似, 정신을 닮게 그리다)를 스승 삼고, 
형사(形似, 형태를 닮게 그리다)는 스승으로 삼지 않노라”고 하고 “어찌 일일이 묘사할까. 구성과 설색은 나 자신을 
따르리라”고 하며 소품의 수묵화를 많이 그렸던 사정 및 19세기 수묵화의 초솔(草率)한 화풍의 묵향기를, 이 그림
들을 통하여 음미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신자하서첩』은 신위 서화의 ‘전칭작(傳稱作)’으로 그 나름의 특별한 
서화사적 가치를 가진다.

특기의견
《신자하서첩》의 작자를 ‘전(傳)’ 신위(申緯)로 본 심화해제에서 수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이 서화첩에 대한 도록과 해
제는 신위의 진작이라는 데 의심을 두지 않았기에 이 점을 특기한다. 

참고문헌
이현일, 「紫霞詩 硏究」, 成均館大學校 博士論文, 2006.
조미엘, 「紫霞 申緯(1769-1847) 書畵硏究」 高麗大學校, 석사논문. 2011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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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은선생언행습유 속 <길재 초상화> 날짜 : 2014. 8. 30 (3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4650-115 작가 미상 자료명
야은선생언행습유

<길재초상화>
수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야은선생언행습유』에 실린 1면의 판화도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세기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책 23.4×17.3cm 화면 23.4×17.3cm

제작기법 종이에 판화 (목판)

이미지1

인장 자료상태 양호

제발

기존해제 없음 

해제

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9)의 문집 『야은선생속집』의 권상에 「유상(遺象)」이란 제목 아
래 실려 있는 초상화 목판화이다. ‘유상((遺象)’이란 주인공 사후에 기억으로 그린 초상을 뜻한다. 
따라서 이 그림이 언제 누가 그렸는지 알기 어렵다. 『야은선생속집』은 임란 이후 판각된 것이라, 
이 유상의 판화도는 조선후기 17세기의 제작물이다. 
초상화에는 유복을 입은 길재가 무릎을 꿇은 단정한 자세로 가슴에 손을 모아 공수를 취하고 있
으며 머리에는 높은 모자를 썼다. 문집 내 유상의 옆면에는 권우(權遇)가 쓴 「유상찬(遺象贊)」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 권우는 “높은 관에 품이 넓은 유복 차림”(巍冠裒衣)이라 하였다. 한편 김간
(金榦)은 ‘야은화상’의 머리에 거사들이 쓰는 승감두(繩㔶頭)를 썼다고 하였는데, 이 그림 속 모자
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던 것을 말해준다.
(권우의 유상찬은 부록으로 따로 싣는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조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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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權遇가 쓴「유상찬遺象贊」

사람에겐 본래 도가 있지만     人固有道

걸출한 자 드물다      挺生者稀

오직 우리 길재 공은      惟我吉公

거의 가까운 인물이리라     其殆庶幾

문관의 영예와       珪組之榮

무관의 위엄을       斧鉞之威

뜬 구름처럼 보고      視如浮雲

귀향하여 은거하였다      高蹈而歸

고향 땅에 텃밭 일구고      桑梓十畒

초가집에 사립문 달아      茅屋柴扉

책을 둔 방 하나에      圖書一室

높은 관 유복儒服 차림      巍冠裒衣 

아, 주나라 덕이 하늘과 같아     噫 周德之如天兮

고사리 꺾던 서산의 백이숙제 탓하지 않았고   不問西山之采薇

한나라가 중흥하였을 때에도     曁漢祚之中興兮

갖옷차림으로 낚시하던 엄자릉을 놓아주었다   亦放羊裘於釣磯

지금 천여 년이 지났어도     雖迄今千餘載兮

이런 마음 이런 이치 어긋나지 않는구나    信此心此理之無違 

부록  야은선생습유/길재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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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응구 초상

청구기호 奎古 793 작가 미상 자료명
신응구 초상
申應榘肖像

수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족자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세기 전반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146.7×91.0 화면

제작기법 비단 위에 채색화(彩色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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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자료상태 접혔던 부분의 안료 박탈

제발 없음

기존해제 없음

해제 

<신응구 영정>은 신응구(申應榘,1553-1623)의 초상이며, 17세기 초상화이며, 그린 이는 미상이다. 
신응구(1553-1623)의 호는 만퇴당(晩退堂), 자는 자방(子方)이며,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인
이다. 신숙주(申叔舟)의 6대손이며 신용개(申用漑, 1463-1519)의 손자이다. 신응구는 1582(선조
15)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1583년 광해군의 사부(師傅)가 되고, 사직참봉(社稷參奉), 각지의 현감, 
한성서윤(漢城庶尹), 각지의 목사와 군수를 역임하고 1615년 형조참의 후,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
부승지, 장악원판결사가 되었다. 강직하고 학덕이 높았다고 하며, 문집 『만퇴헌유고晩退軒遺稿)』는 
손자 신익상(申翼相(1634-1697)이 간행했다.  
<신응구 영정>은 오사모(烏紗帽)에 흑색 단령(團領)을 입고 의자에 앉은 좌상으로 얼굴의 왼편이 더 
많이 보이도록 하는 좌안칠분면으로 그려진 조선시대 공신상(功臣像)의 전형이다. 오사모는 모정이 
낮고 날개가 둥글며, 단령은 파임이 적어 17세기작임을 말해준다. 흉배에 운안(雲雁)이 수놓아져 있
고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둘렀으니 종2품의 직급이다. 흉배에는 수놓아져 있는 수실의 질감이 묘사
되어 있고, 바닥의 채전(彩氈)에는 양탄자의 질감 표현이 섬세하다. 

특기의견

*   규장각에 신씨 집안 초상화 세 점이 기증되었다. 신응구, 신용개, 의 초상이다.  이 가운데 세간의 관
심을 끌 만한 것이 ‘신용개 영정’이다. 조선전기 굴지의 정치가요 학자인 신용개의 초상으로 현전하
는 것이 없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소장된 ‘신용개 초상’은 후대에 제작물이며, 신응구 영정의 양상을 
활용한 제작이다. 신응구는 그의 증조부 신용개의 문집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을 때 다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필사하여 그의 손자가 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훌륭한 선조 신용개의 초상을 모시고
자 신응구의 초상화와유사하게 만들어 본 데서, 조선시대 초상화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돌베개, 2009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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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언호 영정

청구기호 奎古 312 작가
이명기

李命基
자료명

유언호영정

兪彦鎬影幀
수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축 (족자)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87년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175.0 × 74.0 cm 화면 116.0 x 56.0cm

제작기법 비단 위에 채색화(彩色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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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없음 자료상태 양호

제발

화면상단 (정조어평) “相見于离 先卜於夢 一弦一韋 示此伯仲”
“朝鮮 議政大臣 經筵講官 內閣學士 杞溪 兪彦鎬 字士京 五十八世像”

“容體長闊 視元身減一半”
“崇禎三 丁未 畫官 李命基 寫”

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이 제공하는 해제

해제 

유언호(1730-1796)의 초상화는 기계(杞溪) 유(兪)씨 집안의 여러 폭 초상화와 함께 규장각에 기
증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이다. 명실공이 18세기 후반 초상화의 최고명수인 이명
기가 특수한 제작기법으로 이 초상화를 그렸노라 밝혔고, 정조(正祖)가 또한 어평(御評)을 더해
주었다. 특히 신장을 반으로 줄였다는 제작기법의 기록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유일한 예이기에, 
이 초상화는 한국회화사에 각별한 조명을 받고 있다.
화면 상단에 붙은 정조의 어평은, “경을 서연에서 만났는데, 먼저 꿈에 계시가 있었노라. 적절히 
성정을 다스리는 도리를 형제 같은 이 몸에게 가르쳐 주었도다.”라는 내용으로 유언호가 꿈의 계
시로 얻은 현신이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며 깊은 총애가 표현되어 있고, 그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유언호는 실로 정조의 규장각 설치를 주도했고, 정조 치하에서 이조참의, 우의정, 돈령부 영
사 등을 역임했다. 이 초상화는 그가 우의정이 되면서 그려진 것이다. 
화가 이명기는 화면 상단 우측에 “조선 의정대신 경연강관 내각학사 기계 유언호 자 사경 58세 
초상 (朝鮮 議政大臣 經筵講官 內閣學士 杞溪 兪彦鎬 字士京 五十八世像)”이라 쓰고, 화면의 
하단 우측에 “신체가 커서 원래 몸에 비해 반으로 줄였다 (容體長闊 視元身減一半)”고 썼다. 화
면의 좌측 아래에 “숭정 기원 후 3번째 정미년(1787, 정조11) 화관(도화서 화원) 이명기가 그리
다(崇禎三 丁未 畫官 李命基 寫)”라 적혀있다. 그림 속 유언호의 신장은 81cm 정도이다. 유언호
의 실제 신장은 162cm 정도였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제작법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사용으로 가
능하다는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얼굴의 세밀한 음영처리와 살결의 표현 및 오른손이 살짝 보이도록 그린 데서, 이명기의 뛰어한 
묘사력을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관복을 입은 입상은 매우 드물기 때문인지 관복
의 좌상표현이 운용된 듯 입상의 비율이 자연스럽지 못한 한계가 엿보인다. 

특기의견  (보물 제 1504호)

참고문헌
이태호, 「조선후기에 ‘카메라 옵스큐라’로 초상화를 그렸다. 
정조시절 정약용의 증언과 이명기의 초상화법을 중심으로」, 『다산학』 6호, 2005.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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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유언호 영정兪彦鎬影幀』

정조 임금의 어평御評

경을 서연1에서 만났는데    相見于离

먼저 꿈에 계시가 있었노라.2    先卜於夢

적절히 성정을 다스리는 도리3를    一弦一韋

형제 같은 이 몸4에게 가르쳐 주었도다.   示此伯仲

1　  서연(書筵) : 원문의 ‘离’는 세자시강원에서 행하는 서연(書筵)을 말한다. ‘离’는 ‘離’와 통용하는 글자로 왕세자를 뜻하는 의미로 쓰인다. 

『주역』 「이괘(離卦) 상전(象傳)」에 “밝음 두 개가 이괘를 이루나니, 대인이 이를 보고서 밝음을 이어받아 사방을 비추느니라.〔明兩作离, 

大人以繼明, 照于四方.〕”라고 하였는데 정자(程子)의 전(傳)에 “그러므로 군위를 세습하여 이어 비추는 것을 말하였다.[故以世襲繼照言

之]” 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2　  먼저 …… 있었노라 : 정조가 동궁 시절에 어진 인재를 간절히 구하였고 유언호가 훌륭한 신하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은나라 고

종(殷高宗) 무정(武丁)이 꿈에 성인을 보고 부암(傅巖) 들판에서 현상(賢相) 부열(傅說)을 얻은 고사가 있다. 『史記 卷3 殷本紀』 또 주 

문왕(周文王)이 사냥을 나갈 때 비웅(非熊)을 잡으리라는 점사(占辭)를 얻고는 위수(渭水) 물가에서 낚시질하는 태공망(太公望) 여상

(呂尙)을 찾아 얻었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3　  적절히 …… 도리 : 원문의 ‘一弦一韋’는 조급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중용지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언호가 경연

관으로서 정조에게 간언하여 잘 보도한 것을 의미한다. 현은 활시위이고 위는 다룬 가죽을 말하는데, 전국 시대 위(魏)나라 서문표(西

門豹)는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가죽을 허리에 두르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고, 춘추 시대 진(晉)나라 동안우(董安于)는 성격이 

느슨했기 때문에 활시위를 차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려 경계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韓非子 觀行』 『예기(禮記)』 「잡기 하(雜記下)」에 나

오는 일장일이(一張一弛)’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라면, ‘일현일위(一弦一韋)’는 자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쓰인 말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형제 같은 이 몸 : 원문의 ‘伯仲’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형제처럼 친애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홍재전서』 권24

에 실린 「영돈녕부사유언호치제문<領敦寧府事兪彥鎬致祭文>」에 “자상하고 끊임없는 강설은 어진 형을 만난 것 같이 즐거웠다. [纚纚

經說, 樂有賢兄.]”라는 대목이 있고, 또  「문충공유언호치제문<忠文公兪彥鎬致祭文>」에서 “옛적 세손 시절부터 경은 나와 의기가 투합

하였네「自昔潛龍, 卿際風雲.」”라고 한 대목에서 사용한 ‘현형(賢兄)’이나 ‘풍운(風雲)’이란 조어(措語)를 미루어 유언호와 자신의 관계를 

‘백중’이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겸사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백중이란 말은 본래 「시경」 「소아(小雅) 하

인사(何人斯)」에 “백씨가 질나팔을 불거든 중씨는 젓대를 부는지라, 너와 더불어 한 꿰미에 있는 것 같네[伯氏吹壎，仲氏吹篪, 及爾如

貫.]”라는 대목이 있고, 주자의 주석에 “그 마음이 서로 친애하고 소리가 서로 응화(應和)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한 데서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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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위> 

조선 의정대신 경연강관 내각학사 기계 유언호 자 사경 58세 초상

朝鮮 議政大臣 經筵講官 內閣學士 杞溪 兪彦鎬 字士京 五十八世像.

<우측 아래> 

신체가 커서 원래 몸에 비해 반으로 줄였다.

容體長闊, 視元身減一半.

<좌측 아래>

숭정 기원 후 3번째 정미년(1787, 정조11) 화관(도화서 화원) 이명기 그림

崇禎三 丁未 畫官 李命基 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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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현영정첩

청구기호 古2420-1 작가
미상

(19세기 초)
자료명

선현영정첩

 先賢影幀帖
수량 24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두 권의 화첩(畵帖)에 초상화가 한 면에 한 장 씩 붙어 있음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초

형 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 격 전 체  화책 38.9×29.5cm 화 면 33.8×27cm

제작기법 종위 위에 수묵 담채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표지의 오염, 초상화 일부 오염, 그

림 두 점 유실.

제발

기존해제

안휘준, 『한국미술사 연구』, pp. 572-573
(《선현영정첩》 두 권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초상화들을 그린 사람은 도화서 화원이 틀림없을 것이며 제작시기는 피사인물들의 연대
나 초상화법으로 보아 모두 18세기일 가능성이 높다.
초상화는 모두 담홍포(淡紅袍)을 입고 서대(犀帶)을 둘렀으며 사모(紗帽)를 쓰고 연만(年晩)한 인
물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모두 반신상으로서 좌안팔분면(左顔八分面)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안
면의 묘사에는 약간씩이나마 음영이 가해졌으며 전신사조(傳神寫照)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이 잘 드러나 있다. 오사모(烏紗帽)의 뿔은 좌우로 비교적 길레 뻗어 있으며 양 끝 
쪽의 폭이 넓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조선 후기의 특징을 드러낸다. 의습(衣褶)의 표현은 비교
적 간결하게 처리되었으며 주로 철선묘(鐵線描)가 활용되었다. 

기존해제2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pp. 42-45. 
《선현영정첩》은 숙종에서 정조 연간에 활약한 고위 관리들의 초상화를 모아놓은 화첩이다. 주로 
영조 정조 연간에 판서 이상의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들의 관복차림 모습을 그렸으며,1790년대
를 기준으로 생존하지 않는 인물은 기존의 초상화를 베껴 그렸다. (중략) 결국, 첫 번째 화첩은 노
론의 중심인물로서 조선후기 최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들의 초상을 모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중
략) 두 번째 화첩은 노론 중심의 화첩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남인이나 종친 등
을 끼워 넣은 초상화집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화첩은 노론계 인물의 주관 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흰 수염과 눈썹이 두드러지는 남인의 영수 허목, 낯빛이 검은 이천보, 코가 빨간 유척기 등 조선 
후기 정치, 사상계를 이끌었던 쟁쟁한 인물들의 모습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것이 본 화첩의 가장 큰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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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영정첩》에는, 숙종대에서 정조대에 왕의 측근에서 활동한 관리 및 종실의 초상화 반신상 초
상화 24점이 수록되어 있다; 이 화첩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권에는 14점, 제 2권에는 
10점의 초상화가 실려 있다. 수록인물들은 모두 오사모(烏紗帽)에 분홍빛 홍포(淡紅袍)를 입은 
공복 차림이며, 그림의 상단 오른편에는 ‘〇領相〇〇’, ‘〇判書〇〇’등 벼슬호칭 위주로 기록되
어 있다.   
 제 1권에 수록된 인물은 이여(李畬), 김재노(金在魯), 유척기(兪拓基, 1691~1767), 이천보(李天
輔), 이후(李 王+厚) 신만(申晩), 민백상(閔百祥), 홍낙성(洪樂性) 등 영의정 대신들, 그리고 조관
빈(趙觀彬), 이기진(李箕鎭), 윤급(尹汲), 홍상한(洪象漢), 윤봉오(尹鳳五), 조명정(趙明鼎) 등 판
서를 지낸 인사이다. 단, 윤봉오는 판서를 지내지 않았는데 판서로 기록되어 있다. 수록의 순서는 
벼슬의 순서이며, 모두가 노론(老論)계 인사이다. 주의할 점은,  같은 시대 저명한 노론 인사가 다
수 빠져 있는 사실이다. 이로 보아 이 화첩은 수록하는 인물을 분류하고자 노론을 모은 것으로 판
단되며, 노론계 최고위직의 모음은 아니다. 제 2권에는 허목(許穆), 권대운(權大運), 목내선(睦來
善), 이명(李溟)의 남인계 인물, 영조 때의 탕평파 임정(任珽) 및 임원군(林原君), 서평군(西平君), 
낙창군(洛昌君), 안흥군(安興君)등 왕실의 종친, 왕실과 가까운 소론계 장신 이삼(李森)이 수록되
어 있다.
《선현영정첩》에 실려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왕을 측근에서 보좌한 경력을 가진다는 점이
다. 대개의 인물들이 대개 ‘승지(承旨)’를 지냈다는 사실이 그 관건이다. 제도적으로 관로가 제한
된 종실 인사, 영조를 동궁시절에 보좌한 윤봉오, 왕실과 가까운 장신 이삼을 제외하면, 모두가 승
지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승지는 후설지직(喉舌之職)’이라는 말이 있듯이, 왕의 목과 혀처럼 왕
명을 내고 들이는 근신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선현영정첩》은 이전의 왕실에서 왕을 보좌했던 중요한 측근 인사들을 열
람하기 편하도록 엮어놓은 앨범이며, ‘선현(先賢)’이라 부른 것으로 미루어, 이 화첩은 작고한 관
료로 귀감이 되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 모은 것이다. 수록인물은 신하와 종실로 나누고 다시 신하
들은 당파로 나누면서, 노론은 첫 권에 두고 그 외 남인계와 종신을 둘째 권으로 편집하였다. 또
한 벼슬의 순으로 배열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편집하였다. 따라서 이 화첩은 19세기 초 왕실의 
주관 아래 왕실의 열람용으로 제작된 화첩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선대 왕실의 내밀한 일들에 
관련이 있는 측근관리들을 쉽게 살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기능적 초상화첩이다.   
《선현영정첩》 두 권에 수록된 인물의 생몰년과 경력은 다음과 같다. 

제 1권
1. 이여(李畬, 1645~1718), 자 자삼(子三), 치보(治甫), 호 수곡(睡谷),
    1710년 영의정. 노론. 1701년 의금부판사(義禁府判事)로서 신사옥사(辛巳獄事)를 처결.
2. 김재로(金在魯, 1682~1759), 1740년 영의정. 노론. 영조의 제문.
3. 유척기(兪拓基, 1691~1767), 1758년 영의정. 노론.
4. 이천보(李天輔, 1698~1754), 1754년 영의정. 어유봉(魚有鳳)의 문인.노론
5.   이후(李玉+厚후, 1694~1761), 1758년 좌의정. 세자부로 있을 때 사도세자의 평양 원유 사건
에 책임을 느끼고 민백상, 이천보 등과 함께 음독 자결. 동생 이유(李瑜)도 판서. 노론.

6. 신만(申晩, 1703~1765), 1762년 영의정. 노론.
7.   민백상(閔百祥, 1711~1761), 1760년 우의정. 노론의 거두 민진원(閔鎭遠1664~1736)의 손
자. 노론.

8. 홍낙성(洪樂性, 1718~1798) 아경 1768년. 1793년 영의정. 노론.
   *   ‘아경(亞卿)’은 정2품 경(卿)의 반열인 판서의 버금이라는 뜻으로, 6조 참판과 그에 버금가는 
한성부 좌우윤(左右尹)을 등을 말한다. 홍낙성은 1761년 이조 참판을, 1768년에 이조 판서
를 하였으므로, ‘아경시’는 1761~1768년을 말한다.

9. 조관빈(趙觀彬, 1691~1757), 1746년 예조 판서. 노론.
10. 이기진(李箕鎭, 1687~1755), 1741년 이조 판서. 노론.
11. 윤급(尹汲, 1697~1770), 1756년 예조 판서. 이재(李縡)의 문인. 기로소에 들어감. 노론.
12. 홍상한(洪象漢, 1701~1769), 1754년 예조 판서. 어유봉의 문인. 노론.

13.   윤봉오(尹鳳五, 1688~1769), 1763년 판돈녕부사. 1768년 기로소에 들어감. 1749년에 통
정 대부가 되었다. 1767년 4월 정형복(鄭亨復), 유최기(兪㝡基), 윤급(尹汲), 남유용(南有容)
과 오로회(五老會)를 결성.

      윤봉구(尹鳳九)의 아우. 노론.
  * 윤봉오는 판서를 지낸 일이 없으므로, ‘尹判書’란 기록은 오류.
14.   조명정(趙明鼎, 1709~1779). 1768년 이조 판서. 1762년에 이조참판을 지냈으므로 아경시
는 1762~1768년이다. 노론.

제 2권
1. 초상 일실.
2. 허목(許穆, 1595~1682), 호 미수(眉叟), 우의정, 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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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대운(權大運, 1612~1699), 영의정. 기로소.  남인.
4. 목내선(睦來善, 1617~1704), 좌의정. 허목의 문인, 남인.
5.   이명(李溟, 1570~1648), 1637년 호조 판서. 호령대군의 7대손으로 왕실 종친. 허목이 ‘戶曹
李判書墓碑銘’을 쓴 것으로 보아 당색은 남인 계열.

6. 임정(任珽, 1694~1750), 1738년 이조 참의. 영조대 탕평파(?)
7. 임원군(林原君), 이표(李杓). 왕실 종친. 1682년 봉군. 종부시 제조.
8.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 생몰년 미상. 선조의 왕자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증손자. 
영조의 신임으로 중국에 사은사로 여러 번 다녀옴.

9. 낙창군(洛昌君), 이당(李樘). 생몰년 미상. 영조대 중국에 사신으로 여러     번 다녀옴
10. 안흥군(安興君), 이숙(李琡). 인평대군의 후사가 된 인물. 귀머거리.
11. 초상 일실.
12.   이삼(李森, 1677~1735), 1729년 병조 판서. 1727년 훈련대장 역임. 윤증의 문하로 소론 학
통을 잇고, 경종의 신임을 받아 총융사·어영 대장을 지낸 소론계 장신(將臣).

인물의 표현을 보면, 얼굴은 모두 갈색 선묘의 윤곽선에 음영이 가미된 설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얼굴색이 희거나 검거나 붉은 빛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인물의 특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
록 그려져 있으며 이들은 도화서 화원들이 이 화첩을 제작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그린 초상화들인 
것을 말해준다. 초상화의 일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기도 혹 일부는 그 표현이 지나치게 간략하
다. 이러한 이유는 대개 왕실에 저장된 초본을 사용하여 제작한 결과로 추정된다. 옷의 표현을 보
면, 윤곽선 주변에 조금 더 붉은 색을 덧칠하여 음영의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는 도식적 효과일 뿐
이며, 간단한 의습의 윤곽선에서도 필치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여러 화원들이 합작으로 그려
낸 화첩임을 알 수 있다.

이 초상화첩의 초상화들은 매우 우수한 작품은 아니지만, ‘열람용’ 초상화 첩의 한 예로 초상화의 
특정한 기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인물들의 특징이 비교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린 집단초상
화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초상화 연구의 좋은 자료이며, 또한 일정한 시기의 조선 왕실에서 활약
한 관료들을 모아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인물 자료의 하나로도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

특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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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의견

이 화첩의 기능상, 초상화 뿐 아니라 초상화에 붙인 제목이나 그림 주변의 글씨와 첩지 등이 중시되
어야 한다. 이들은 화첩의 실제적 역사적 활용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첩을 오로지 초상화첩으로만 보고 그림만 중시하지 말고 주변의 글이나 첩지가 유실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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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신화상첩

청구기호 奎10301 작가 미상 자료명
진신화상첩

(搢紳畵像帖)
수량 2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한 권의 화첩(畵帖)에 21점의 초상화가 붙어 있음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초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44.5×32cm 화면 38×27.9cm

제작기법 비단 위에 채색 

이미지

인장 없음 자료상태 양호, 초상화 1점 유실

제발

기존해제

안휘준,  『한국 미술사 연구』
《진신화상첩》의 초상화들도 앞에서 살펴본 《선현영정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안팔분면의 반
신상을 묘사하고 있다. 제 1폭부터 제 15폭까지의 인물들은 담홍포에 오사모를 쓴 모습으로, 제 
16폭에서 제 21폭까지의 인물들은 녹색의 포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맨 끝의 인물만은 예
외적으로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복건(幞巾)을 쓰고 있어 이채롭다. 
피사인물들을 살펴보면, 판서나 참판 등 높은 관직을 지낸 사람들과 서윤이나 군수 등 4품직을 
지낸 사람들이 섞여있고 옷에도 차이가 있어, 22폭의 초상화들이 일시에 그려져 화첩으로 꾸려
진 것인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려진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제작연대도 분명
치 않다. 표기 된 관직에 있던 나이와 초상화에 나타난 모습을 견주어볼 때 차이가 있어 관직연대
로 제작연대를 추정하는 것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중략) 이들의 초상화와 표기된 관직의 연대
를 대조하면 나이에 비해 너무 젊은 모습을 한 (경우가)있다. (중략) 제작연대는 18세기후반이나 
18세기말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초상화는 생전에 그려졌고 관직명과 성명은 후서일 것
으로 믿어진다.

기존해제2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p.46
《진신화상첩 (搢紳畵像帖)》은 영조부터 순조 연간에 활동한 관리들의 초상화를 모아놓은 화첩이
다. 관복을 입은 22명의 관리가 그려져 있는데 주로 영조 말년 이후 육조관리, 참판, 참의로 활동
한 인물로서 《선현영정첩》에 비해 직급이 떨어진다. 서윤(庶尹)이나 군수를 역임한 인물도 포함
되어 있다. 정조연간에 공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지낸 윤사국, 영조 연간에 대사헌, 형조참판 등을 
지낸 심이지의 초상화가 눈길을 끈다. 오재소의 얼굴에는 곰보자국이 선명히 나타나 있어서 당시 
천연두(마마)가 유행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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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진신화상첩》은 18세기말 19세기초에 활동한 왕실의 관료 21점의 초상화로 구성된 화첩이다. 
원래 22점이 실려 있었는데 한 장이 유실되었다. 수록된 초상화의 복장을 보면, 오사모를 쓰고 홍
포를 입고 관대를 두른 당상관에서, 청포의 시복을 입은 당하관, 그리고 유건을 쓴 심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 초상화들의 주인공은 판서를 지낸 구익(具翼), 이경무(李敬懋), 이재학(李在學), 윤사국(尹師
國), 심이지(沈履之), 송순명(宋淳明), 민태혁(閔台赫), 임희교(任希敎), 홍명호(洪明浩), 참의를 
지낸 안성빈(安聖彬), 남학문(南鶴聞), 오재소(吳載紹), 이진규(李晋圭), 홍륜(洪錀), 평양 서윤(平
壤庶尹)을 지낸 정인환(鄭麟煥), 군수였던 구윤빈(具允斌), 참판 이의강(李義綱)이며, 이름과 신
분이 적혀 있지 않은 4점(18, 19, 21, 22번째의 화폭)이 함께 실려 있다. 유실된 1점은 4번째 화
면의 판서 이재학(李在學)의 초상화이다. 
‘진신화상(搢紳畵像)’은 ‘고관을 지낸 사람의 얼굴 그림’을 뜻이며, 수록된 초상인물의 벼슬은 선
대의 관료를 기록한 《선현화상첩》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낮다. 화첩 제작 당시의 현직벼슬명으
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벼슬이 낮게 기록되는 요인이 되었는데, 한편 적혀있는 벼슬명은 화첩
의 제작시기와 화첩의 용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이경무의 관직명 ‘원융’(元戎)은 
1775년 그가 통제사로 제수되어 1793년 형조 판서에 제수되기 이전을 말하지만, 오재소의 벼슬
명 ‘참판’은 그가 호조참판이던 시절(1801~1807년)을 가리킨다. 이로 보아 이 화첩의 제작은 19
세기 초에 이루어졌고, 이와 가까운 시기에 인물을 필요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글
로 ‘안셩빈’, ‘오ᄌᆡ소’ 등이 기입된 점은 여성관람자의 존재가 고려된 사정을 암시한다. 이와 관
련하여  오재소(吳載紹)가 1801년에 호조 참판을 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 때는 정조가 죽
고 순조가 즉위하며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김조순의 딸이 세자비로 간
택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진신화상첩》에 실린 인물들도 대부분이 승지를 지냈거나 왕실과 가
까운 관계라는 점에서 《선현화상첩》과 유사한데, 다만 《선현화상첩》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당
파적 편집양상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진신화상첩》에 실린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미상. 판서.
2. 구익(具翼,1737~1804) 1791년 공조 판서.
3.   이경무(李敬懋, 1727~1799) 1793년 형조 판서. 1775삼도수군통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원융
(元戎)이라 썼다.

4. 이재학(李在學, 1745~1806) 판서. 초상 일실
5. 윤사국(尹師國, 1728~1809) 1793년 공조 판서. 기로소.
6. 심이지(沈履之, ?~1780) 형조 참판.
7. 송순명(宋淳明, 1708~?) 병조 참판.
8. 민태혁(閔台赫, 1746~1806) 1803년 예조 판서,
9. 임희교(任希敎, 1719~?)  공조 참판.
10. 홍명호(洪明浩, 1736~1819) 예조 판서. 판의금부사.
11. 안성빈(安聖彬, 1732~?) 병조 참의.
12. 남학문(南鶴聞, 1736~?) 병조 참의.
13. 오재소(吳載紹, 1729~1811) 1801년 호조 참판.1807년 예조 판서.
14. 이진규(李晋圭, 1727~?) 1775년 이전에 이조 참의.
15. 홍륜(洪錀, 생몰년 미상) 1769년 병조 참의.
16. 정인환(鄭麟煥, 생몰년 미상) 1780년 평양 서윤(平壤庶尹).
17. 구윤빈(具允斌, 군수. 도승지 구윤옥(具允鈺)의 동생.
18. 성명, 관직 미상.
19. 성명, 관직 미상.
20. 이의강(李義綱) 참판.
21. 성명, 관직 미상.
22. 성명, 관직 미상.

《진신화상첩》은 19세기의 왕실서재에 소장되어 있었다. 『규장각서목(奎章閣書目)』 (고종5년 
1868년에 기록된 규장각 소장도서 목록) 중의 ‘이문원서목(摛文院書目, 규장각이 경복으로 이전
되기 이전 이문원의 소장 목록)’에 ‘진신화상첩’이 실려 있었던 사실은 황정연의 연구가 밝혀준 바 
있다. 왕실에서 사용되던 초상화첩이 이문원(摛文院)에 소장된 상황은 자연스럽다. 즉 이 화첩은, 
19세기 전반 세도정치 시절에 왕실에서 당시의 측근관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하기 위해 제작
하고 활용하던 화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기의견  (보물 제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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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의견

이 화첩의 기능상, 초상화 뿐 아니라 초상화에 붙인 제목이나 그림 주변의 글씨와 첩지 등이 중시되
어야 한다. 이들은 화첩의 실제적 역사적 활용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첩을 오로지 초상화첩으로만 보고 그림만 중시하지 말고 주변의 글이나 첩지가 유실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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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리십도 속 <김기동 초상> 날짜 : 2014.8.30 (3회차 실견조사)

청구기호
古大

1344-23
작가

화가 : 미상
책저자 : 김기동金箕東

자료명
불리십도

弗離十圖
수량 1점

 시각자료 소재양상
김기동(金箕東)이 저술한 『불리십도(弗離十圖)』의 앞부분에

채색도로 실려 있는 김기동의 초상화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 후반

형 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책, 51.5×35cm 화면 33.8 ×25.0cm 

제작기법 비단에 채색화(彩色畵)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안료 박탈, 오염, 낙서

제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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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2012. 2 규장각 웹
金箕東(1808-?)이 성리학의 주요 개념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한 것이다. 저자 김기동은 자가 啓明‚ 호가 
石溪이며‚ 관직은 參奉을 지냈다. 본서의 저자는 ＜白鹿洞書院揭示圖＞의 끝부분에 그려진 光山金氏八
世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金繼輝→金長生→金集→金益炯→金萬里→金鎭寧→金興澤→
金相淵→金箕東으로 이어지는 광산김씨의 가계가 그려져 있고‚ ‘創十圖’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서의 저자가 김기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저자는 1808년에 출생하고‚ 1880년
(고종 17)에 생원에 3등으로 입격하였다. 저술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지 뒷면 표지에 ‘歲在庚寅仲
春’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庚寅은 1890년으로 추정된다. 理氣流行變化說에 1906년(광무 10)에 썼다는 
기록이 있고‚ 中原帝王歷代圖의 좌측 하단에는 隆熙元年(1907)이라는 표기가 있다. 이 몇가지 연도를 
통해 저자 사후에 제자나 후손에 의해 정리되어 하나의 책자로 완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저술
의 성격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오랜 시일에 걸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에서 제시한 연도들로 볼 때 저자 사후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것이라 하겠다. 그 외에 ≪奎章閣圖
書韓國本綜合目錄≫에서 저술시기를 1892년이라고 명기한 것은 心性復初之圖 하단에 “崇禎五壬辰春
三月小望石溪金箕東創圖”에 근거한 것이나‚ 이 연도가 본서의 저술시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
다.본서의 제본 형태는 折帖裝으로 되어 있고‚ 앞쪽 뒤쪽 모두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서술의 편의상 초상
이 있는 곳을 앞쪽이라고 하겠다. 또한 ≪불리십도≫에서 지칭하는 열개의 그림은 앞쪽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뒤쪽의 것은 문인이나 후손이 증보하였거나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쪽은 〈1〉 第一
太極陰陽候圖, 〈2〉 第二理氣生物之圖, 〈3〉 第三心統性精全圖, 〈4〉 第四心性精善惡圖, 〈5〉 第五學庸合
一之圖, 〈6〉 第六西銘之圖, 〈7〉 第七小學題辭之圖, 〈8〉 第八聖賢道統贊圖, 〈9〉 第九學敎之圖, 〈10〉 第十
敎訓來裔之圖 및 ＜弗離十圖後解＞ ＜理氣流行變化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1〉의 앞에는 저자 김기
동의 63세(1872)때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1〉에서 〈10〉까지는 목판으로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뒤쪽으
로는 〈1〉 中庸之圖‚ 〈2〉 中庸天命圖‚ 〈3〉 心性復初之圖‚ 〈4〉 爲學箴圖‚ 〈5〉 持敬箴圖‚ 〈6〉 夙興夜寐箴圖

‚ 〈7〉 中原帝王歷代圖‚ 〈8〉 東國歷代傳統之圖‚ 〈9〉 戒色箴圖‚ 〈10〉 白鹿洞書院揭示圖 등의 10개의 그림
이 그려져 있다. 中庸之圖는 韓元震의 ≪經義記聞錄≫에서 초록한 것이다. 본서는 19세기 후반 주자학 
이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인)

해제

『불리십도(弗離十圖)』에 ‘불리(弗離)’에 대한 설명은 없다. ‘불리(弗離)’란 말은 『천자문(千字文)』의 “인
자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된다.[仁慈惻隱, 造次弗離]”에 나오며, 이 말은 
원래 『논어』 「이인(里仁)」에서 군자는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仁)의 마음을 반
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 데에 기원한다.
『불리십도』를 펼치면, 목차 뒤에 도설을 만든 학자 김기동(1808-?)의 초상이 있다. 그는 광산 김씨이
며 자는 계명(啓明), 호는 석계(石溪)이다. 그의 선조에는 김장생(金長生)과 김집(金集)으로 족보가 이
어진다. 초상에 그려진 그림의 얼굴은 옅은 갈색으로 선을 두르고 음영을 처리하였는데 이마가 넓고 
눈썹과 수염이 정갈하며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청수한 인상을 풍긴다. 흰 호분을 귓불과 코등에 둘렀
다. 옷을 그린 부분이 간략하게 처리되었지만, 망건 위에 치포관(緇布冠)을 쓰고 심의(深衣) 차림을 
하고 있어 정통 유학자의 의관을 고수하고 있다. 배경에 둘러친 병풍은 수묵산수화이다.  
화제에 의하면 이 초상은 이기동 63세 때의 모습이다. 뒷면 첫 장의 제목 옆에 ‘경인중춘(庚寅仲春)’이
라 적고 마지막 그림인 <백록동서원게시도(白鹿洞書院揭示圖)>에 자신의 가계를 소개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이 도상은 1890년에 제작되었고 8번째 그림인 <동국역대전통지도(東
國歷代傳統之圖)>에 ‘임진년’의 관기로 미루어 1892년에 뒷 부분의 설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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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함흥전도

청구기호 古枚 4709-65 작가 미상 자료명
함흥전도

咸興全圖
수량 병풍1건

시각자료 소재 양상 10폭 병풍에 연폭으로 그려짐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조선시대 / 19세기후반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109.8 x 284.7cm 화면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화(彩色畵) 

이미지 1

이미지 2

인장 자료상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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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邑地正東龜景臺, 西雙倉嶺, 南松峴, 北咸關嶺, 東西一百六十五里, 南北一百二十五里. (함흥 
읍지(邑地)의 정동(正東)은 귀경대(龜景臺)이고, 서쪽은 쌍창령(雙倉嶺), 남쪽은 송현(松峴), 북
쪽은 함관령(咸關嶺)이니, 동서는 165리이고, 남북은 125리이다.)

기존해제

규장각 『명품도록』 지도류 37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함흥지도. 함경도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이며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함
흥을 그린 지도이다. 성천강(城川江)과 동해를 배경으로 한 함흥의 모습을 회화식으로 아름답
게 표현하였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치를 자세히 그렸는데 함경도 감영의 본관인 선화당(宣
化堂)을 비롯하여 관청 건물의 배치가 상세하다. 성천강에는 만세교(萬歲橋)의 장관과 강가에 
늘어진 버드나무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태조 이성계가 무술을 연마했다는 치마대(馳馬
臺), 태조 선조의 능인 덕안릉(德安陵), 정화릉(定和陵), 태조의 잠저(潛邸)였던 본궁(本宮) 등
이 강조되어 있다. 삼남 지방의 면(面)에 해당하는 사(社)와 그 밑에 소속된 마을의 이름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창고의 표시가 자세하다. 해안가의 어선과 형제암의 철새, 다리를 건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속화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해제 

10폭 연폭의 병풍그림으로, 4,5,6,폭에 걸쳐 그려진 함흥성(咸興城)을 중심으로 하여, 함흥성을 
돌아 흐르는 성천강(城川江)의 물줄기가 서쪽의 여러 가닥의 물길로 이어지고 동해로 이어지는 
너른 주변산수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제 10폭의 제발 “함흥 읍지(邑地)의 정동(正東)은 귀경대
(龜景臺)이고, 서쪽은 쌍창령(雙倉嶺), 남쪽은 송현(松峴), 북쪽은 함관령(咸關嶺)이니, 동서는 
165리이고, 남북은 125리이다.”는 이 그림의 범주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제 1폭의 읍치에서 정
동에 귀경대가 있고 나머지 쌍창령과 송현, 함관령은 다소 대각선 방향에 놓여 있다. 귀경대를 
정동으로 잡고 나머지 세 지명은 모두 해당 방위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게 그렸다. 함흥부는 지리
적으로 여진과 국경을 접하여 늘 크고 작은 전투가 있는 변경을 관할하는 지역이라 조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며, 또한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에 각별하게 중시되었다. 
함흥에는 조선 왕조에서 추존한 세 왕, 즉 목조(穆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의 능이 있고, 익조
(翼祖)와 익조비의 능이 있는 안변과 문천을 관할하는 지역이었고, 추존한 4왕과 함께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위패를 봉안한 본궁(本宮)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하여 함흥은 태조 이성
계의 고향인 전주(全州)와 더불어 ‘풍패지향(豊沛之鄕)’으로 불렸다. 19세기에 제작된 이 《함흥
전도》은 이러한 함흥을 특성을 반영한다. 채색은 남색과 황색을 주조로 하여 단순하지만 경건
한 분위기를 위주로 하고 나무 또한 소나무를 주로 그렸다. 한편 민가의 지붕은 모두 겨울철 농
번기 때 새로 이엉을 해 이은 양 그 색이 유난히 밝아, 백성들의 태평과 안락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림 속 계절은 사이사이 꽃이 핀 춘삼월이며, 제 9폭의 도화동에는 유난히 복사꽃이 많다.  
함흥의 서북은 높은 산악이고 남동은 동해이다. 함흥성을 돌아 동해로 나가는 성천강(城川江)으
로 인해 남북의 경계가 뚜렷하다. 함흥부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함흥성 사대문이 모두 그
려져 있다. 성곽의 왼편 상단으로 가장 높이 솟은 누각은 북산루(北山樓)로, 성의 안팎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다. 그 우측에는 18세기 초에 세워진 구척간(九尺間)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함흥부를 그린 이 병풍에서 눈여겨 볼 것은 함흥의 내십경(內十景)이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며, 함흥주변 명소에 유람객을 포진시켜 함흥을 구경하는 향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점이다. 
함흥내십경은 본궁(本宮), 제성단(祭星壇), 경구정(擊毬亭), 광포(廣浦), 지락정(知樂亭), 낙민루
(樂民樓), 일우암(一遇巖), 귀경대(龜景臺), 백악폭포(白岳瀑布), 그리고 금수굴(金水窟)이다. 이
들은 모두 그림과 글로 표기되어 있고 이 곳들을 누비는 그림 속 유람객들을 만나볼 수 있다. 병
풍의 첫 폭에서 동해에 홍색 해가 떠오르고 그 아래로 노란색의 돛을 단 배가 떠간다. 십경 중 하
나인 귀경대에는 유람객들이 흰색 도포를 입고 일출(日出)을 바라본다. 그림 속 귀경대는 남구
만이 「함흥십경도기(咸興十境圖記)」에서 읊었듯이, “함흥부 동쪽 40리 바닷가 바위 하나가 10
여 길 우뚝 솟아 그 위에 4, 5십 명이 앉을 수” 있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주변에는 돛단배, 새떼, 
물오리가 활기차다. 전체 병풍의 중앙을 흐르는 성천강을 따라가면 함흥부로 드는 만세교가 있
다. 만세교 위에도 흰 색 도포를 입은 선비들이 다리를 건너며 함흥성을 가르켜 손짓을 하고 있
다.   표현기법을 보면, 수묵담채의 산수화로 산악을 그림에 준법보다는 엷게 물들여 면을 표현
하는 기법을 더 많이 활용하였고 이러한 염법은 동해안의 절벽이나 바닷물의 표현에서도 그러
하다. 필치가 세련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정갈하다. 나무의 잎을 모두 짙고 밝은 남색(藍
色)으로 처리한 점이 독특하다. 초가가옥의 지붕을 반원형 윤곽선 아래 맑은 노란색을 베푼 것
도 결과적으로 특이한 조형감을 연출하고 있으며, 남색과 황색이 전체 화면의 주조를 이루면서, 
그림의 분위기는 밝고 경쾌하다.

특기사항

참고문헌

조선유물유적도감편찬위원회 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성백효 역, 『약천집(藥泉集)』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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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상도명승도  

청구기호
古屛貴

915.15-G998b
작가 미상 자료명

경상도명승도

慶尙道名勝圖
수량 1점(8폭)

시각자료 소재 양상 8폭 병풍에 8폭 그림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890년대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병풍 190×394 cm 화면 각폭, 136×38cm 

제작기법 삼베에 수묵과 옅은 채색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변색, 전반적으로 
몹시 탁하고 어두움

제발 8폭 화면 위 화제시 8수 (부록으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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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없음

해제

경상도의 8곳 명승이 그려진 병풍으로, 각 폭마다 제화시가 적혀있다. 8곳의 내용은 통영의 만하
정(挽河亭), 안동의 영호루(映湖樓), 합천의 해인사(海印寺), 진주의 촉석루(矗石樓), 거창의 수승
대(搜勝臺), 동래의 몰운대(沒雲臺),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포항의 내연산(內延山) 순이다.
각폭에 시를 쓴 문사는 서유봉(徐有鳳), 이선조(李善祚), 서상붕(徐相鵬), 윤필관(尹必觀), 윤효
관(尹傚觀), 김두갑(金斗甲), 최영식(崔暎湜)의 7인이며 윤필관이 두 폭에 시를 부쳤다. 이들의 
행적은 알기 어려우나, 서상붕은 고종대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며 농상공부주사, 영평군수(永
平郡守)와 광양군수(光陽郡守)를 지낸 인물이다.
이 병풍의 제화시를 살펴보면 이 병풍과 관계되는 2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작 연
대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병풍의 감상자이다. 첫 작품 「만하정(挽河亭)」에 나오는 ‘다른 군대와 달
리 특별히 관직을 만들고 이어 통제부를 옮겨 세 바다를 관할하였네. 지금까지 태평이 이어져 
300년이 지났는데 남쪽 바다에선 바람과 파도 일지 않았네. [特設班位絶諸師,仍徙營府管三
陲. 至今昇平三百載, 風濤不作鵾鵬池.]라는 구절을 통해 이 작품이 19세기 말경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보다 폭을 줄여서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 
300년을 더한 1892년 이후 몇 년일 가능성이 높다. 하한선도 1895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
냐하면 통제영이 1895년에 폐지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만하정」 시만 놓고 보아도 통제영이 
없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마방목」과 고종대 「승정원일기」 등에 보이
는 서상붕 관련 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만하정」과 「수승대」> 시에 공통으로 보이는 ‘觀風路’란 표현을 보면 영남 관찰사를 염두
에 두게 된다. 여기 적힌 제화시들은 그 지방 수령과 특별한 연고가 있어 같이 다니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온다. 일례로 「내연산」 시에도 “公餘引路名山 (공무 여가에 길을 잡아 
명산으로 가니)” 는 공무 여가에 명산을 돌아보는 것이라 하였으니 시적 주체가 관찰사나 지방 
수령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예로 든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명승도는 관찰사를 주 작품 감상자로 설정하고 있
어 관찰사에게 선물로 증여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 병풍에 그려진 8곳의 명승이 모두 경
상도 지역에 있고 해인사와 내연산을 제외하면 모두 누정 명소이고 그 누정은 해당 지역의  아
이콘과 같은 명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회화적 기량이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19세기 각 지방에서 지역의 자연적·역사적 자랑을 
드러내고자 제작한 병풍문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특기의견
이 병풍 제작에 관여한 사람으로 吳宖黙(1834~1906)이 유력하다. 이에 대하여는, 김종태, 「규
장각 소장 『경상도명승도』 고찰」, (『奎章閣』 45, 2014. )에 상세하다. 

참고문헌
金仁杰·韓相權 編‚  ≪朝鮮時代社會史硏究史料叢書≫(三)(1986‚保景文化社 발행) pp. 

533-544.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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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명승도慶尙道名勝圖》의 화제시들1

1. 만하정挽河亭2 

統制帥府開南維  통제영의 원수부 남쪽에 설치하니

五百戰艦三萬帥  오백 척 전함에 삼 만병 수군이라네

地軸入海垂斗柄  지형은 바다로 들어가 북두성 자루 같고

樓觀挽河洗戟枝  누각은 은하를 끌어와 창날을 씻을 듯하네

轅門擊柝以固圉  원문에선 딱따기 치며 방비를 튼튼히 하고

浦港戙舟若臨危  포구에 메어 있는 배는 위기를 대비하네

經制設置雄且壯  통제영 만든 규모 웅장하고도 장엄하니

問是當時大將誰  묻노니 당시의 대장은 누구시던가?

宣武元勳李忠武  선무 원훈에 빛나는 충무공 이순신으로 

風雲韜略熊虎姿  군진의 도략 품어 웅호 위용 지니신 분이지

露梁一戰勢初振  노량 일전3 으로 형세가 처음 떨치더니

碧波單舸功絶奇  벽파진에서 한 척 배로 기절한 공 세웠네4

最是合圍閑山島  최고 전승은 적을 포위한 한산 해전인데

刳鼈捉魚漆齒兒  자라와 물고기 잡듯 왜적을 쳐부수었지

1　  여기에 소개한 시에는 상세한 주석을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태, 「규장각 소장 『경상도명승도』 고찰」, 『奎章閣』 45, 2014. 「19세기 

통영바닷가의 누정」『문헌과해석』 68집, 2014 참조.

2　  만하정은 통영에 소재하며 1872 채색필사본 『지방도』 수록된 <통영지도(68×114)>를 보면 통영성의 남문 淸南樓의 서편 성벽 위에 건

립된 누각 형태의 건물이다. 『韓國近代邑誌』32 『統營軍誌』 「亭齋閣」조에 만하정이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만하정은  靖

海亭의 동쪽에 있다. 정조 9년 을사년(1785)에 통제사 李邦一(1724~1805)이 건립하였는데, 산과 바다의 形勝이 千尺樓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이방일은 1785년 1월에 부임하여 그해 11월까지 대략 1년 정도 재임하다 교체되었다

3　  노량 일전 : 이 전투는 泗川 해전을 가리킨다. 이순신은 여수 좌수영을 출발하여 노량 해협을 지나 사천 앞 바다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

였고 이 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해전의 공으로 이순신은 정2품 정헌대부에 오르게 된다. 이항복이 쓴 「全羅左

水營大捷碑」에 “玉浦之戰·露梁之戰·唐浦之戰·栗浦之戰·閑山之戰·安骨之戰, 焚燒賊船二百二十餘艘, 斬首五百九十餘級, 溺水死者, 

又不記其數, 賊死咋不敢近公寨下, 因陣閑山, 以遏賊衝.”라고 쓰인 문맥에서 입증된다. 『이충무공전서』 권10

4　벽파진에서 …… 세웠네 : 벽파진은 진도의 명랑으로 이곳에서 이순신은 초기 전투에서 대장선 1척으로 왜적을 가로막아 싸웠다.

부록  경상도명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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遂遏狂鋒淨海氣  마침내 적의 창칼 막아 바다를 깨끗이 하니

寵膺蕃錫皇恩垂  명황제의 총애로 하사품도 많이 받았지

銅印交輝鬼頭劍  구리 인장에 두 자루 빛나는 귀두검과

豹牌排行督戰旗  표범 조각 영패에 짝 지은 독전기라네

特設班位絶諸師  여러 군대 중에 특별히 관직을 만들고

仍徙營府管三陲  통제부를 옮겨 세 바다를 관할하였네

至今昇平三百載  지금까지 태평세월 삼백년이 지났는데

風濤不作鵾鵬池  남쪽 바다에선 바람과 파도 일지 않네

嶺南大帥觀風路  민정을 살피러 영남 절도사 부임하는 길에 

建牙樹纛張威儀  아기牙旗 둑기纛旗 세우고 위의를 벌렸네

閱武仍欲餙盛觀  무예 훈련은 성대한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데

倂坐樓舡天上疑  함께 누선에 앉으니 천상에 있는듯하네

戚南宮書禦倭術   척계광의 병서는 외적 막는 방책이니

陸鍊水操依樣爲  육군 훈련 수군 조련을 이대로 해야 하리

須臾制勝堂下泊  잠깐 만에 제승당 아래 배를 정박하니

歌扇舞袖紛相隨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 분분히 따르네

豪飮不覺日西下  호기롭게 마시느라 날 저무는 줄도 모르는데

去來都與潮信期  오가는 것을 모두 조수 시간에 맞추어 하네 

神箭飛砲滿天地   신전과 비포 광경 천지에 가득하고

城炬浦燈放一時   성과 포구에 횃불이 일시에 켜지네

黃昏發砲到鷄唱   황혼에 총을 쏘아 새벽까지 이르고

努力人牽百丈絲   힘을 들여 사람들 큰 배의 끈을 당기네 

水嬉灯戱何足道  물놀이와 등불놀이 말할 게 있겠는가

海邦壯觀止於斯  바닷가의 장관이 여기에 다 모였네

文人弱管代雄劍  문인의 약한 붓으로 보검을 대신하니

凱歌聲龢島山詩  개선가 소리에 한산도 시로 화답하네

2. 영호루暎湖樓

華構曾經浩劫多   아름다운 누각 지은 지 오랜 세월 지나

緣有二十九年加   인연 따라 이십구 년 만에 다시 와 보네

麗王避地如南渡  공민왕은 난리 피해 이곳으로 내려왔고

圃老於詩亦大家   정몽주는 시에 있어 또한 대가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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憔悴官堤悲舊柳   초췌한 날 고을 제방의 옛 버들은 애잔하고

淸明客路少飛花   청명절 나그네 길 날리는 꽃잎도 적어라

傳廚風味眞佳絶   부엌에서 날라 온 풍미 정말로 맛 좋은데

鱠玉新登縮項槎  회와 쌀밥 새로 올라 축향사두5 와 같네 

3. 해인사海印寺  

居平靈界夢魂迷   평소에 영계를 꿈에서도 가보고 싶더니

及老眞身到得齊  늘그막에 이 몸이 직접 여기에 와 보네

萬象森羅香水海  만상은 향수의 바다에 두루 펼쳐져 있고

千峰匼匝白雲溪   천봉은 흰 구름 계곡을 빙 둘러싸고 있네

脫簑故事僧樓上   도롱이 벗던 고사 절집 누각서 생각나고

佔畢遺墟內院西   김종직의 유허는 서쪽 내원사에 남아 있네

對雨唫望何所見  비를 마주하여 말없이 무엇을 보는가

殿頭突兀塔身低  전각은 우뚝 솟고 탑의 몸체는 낮구나

4. 촉석루矗石樓 

縠羅皺碧晉江流  비단 논밭 푸른 물결 진주 남강 흐르는데 

兒女紅粧暎綠洲  붉은 치마 처녀애들 푸른 모래톱에 비치네 

劫後關防留舊堞  난리 뒤의 요새지엔 옛 성첩 남아 있고

嶺南佳麗盡玆樓  영남의 아름다운 풍광 이 누각에 다 모였네

居人久識昇平樂  백성들은 오래도록 태평의 즐거움을 알지만

志士還饒弔古愁   지사들은 오히려 옛날 회고하는 슬픔에 젖네 

日暮催舟城下汎   해질녘에 배를 재촉해 성벽 아래 띄우니

衣香露浥徹宵游   옷에 찬 향옷6 이슬에 젖도록 밤새도록 노네

5　  縮項槎頭는 살지고 맛좋은 물고기 이름으로, 「頭縮頸」이라고도 한다. 등이 활처럼 휘고 청색을 띠고 있으며 회 맛이 특히 좋다고 하는

데, 唐나라 시인 孟浩然의 「峴潭作」과 杜甫의 「解悶」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다.

6　  옷에 찬 향 : 예전 고관이나 귀족들은 향주머니를 몸에 차고 다녔다. 의향(衣香)은 보존을 목적으로 의롱 속에 넣기도 하고 방향을 목

적으로 가마에 걸거나 옷에 차고 다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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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승대搜勝臺

誰識觀風路   관찰사로 부임하는 맛을 누가 알려나

居然淸興長   가는 길에 어느덧 맑은 흥이 일어나네

車裳沾澗溜   수레와 관복은 계곡에서 튕기는 물방울에 젖고

冠蓋翳林光   모자와 일산은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어둑하네

犀照潭如鏡   바닥이 보일 듯한 연못은 거울처럼 맑고

龜盤石可牀    거북처럼 생긴 바위는 평상처럼 앉을 만하네

紅裙文字飮   기생과 함께 시 지으며 술을 마시니 

却恨此宵忙   이 밤이 바삐 가는 게 오히려 한스럽네

6. 몰운대沒雲臺 

長空如水淨無雲  넓은 하늘 바다와 같아 구름 한 점 없는데 

馬島迷茫指未分   대마도라 흐릿하여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네

往蹟龍蛇先入想  임진란의 지난 자취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連邨鷄犬若相聞  이웃한 촌락에선 닭과 개 소리 서로 들리네 

山形熨斗坤之柄  인두 같은 산 형세에 자루 모양 지형인데 

人立舂鋤島一群  사람들 백로처럼 서서 여러 섬들 구경하네

歎息臺名終應讖  대 이름이 끝내 도참에 맞은 것 탄식하거니  

殘碑菭碧對斜曛  이끼 낀 채 퇴락한 비석 석양 속에 서 있네 

7. 영남루嶺南樓

金碧樓明蘸水天  하늘 비친 강물에 금벽루7훤하게 서 있으니

嶺南風物落樽前  영남 풍물이 술동이 앞에 다 모였네

烏紗影壓江鷗上  오사모의 그림자 강 갈매기 위에 비치고

紅杏花飛駟馬邊  붉은 살구꽃 수레 끄는 말에게 날리네

7　  영남루가 서 있는 자리에는 원래 신라시대에 영남사(嶺南寺)라는 절이 있었다. 고려 때에 종각 이름이었던 이 금벽루(金碧樓)만  남았기

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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芳杜春深連漲雨  향기로운 풀은 연일 내린 비로 봄빛 깊어지고 

垂楊人隔數家煙   수양버들 너머 몇몇 인가에 연기가 피어나네

黃昏易得佳期遠   황혼은 쉽게 얻지만 아름다운 기약 요원하여

獨自舍情倚錦筵  홀로 정을 머금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네

8. 내연산內延山

曾誰置嶺又標峯  누가 고개를 만들고 또 봉우리도 세웠는가

獨數三潭第一舂  두세 개 연못에 제일가는 폭포 있네 

雲壁四圍棲老鶻   사방을 둘러싼 구름 벽에 늙은 송골매 깃들고

風霆下作護乖龍   바람과 우레 쳐서 이무기를 보호하네

公餘引路名山去   공무 여가에 길을 잡아 명산으로 가니 

佛力攀梯異境逢   부처님 힘으로 사다리에 올라 기이한 경치 만났네

搜勝不辭巾袂濕  경승을 찾느라 소매가 젖는 것도 사양치 않는데

禪樓已打午時鍾   절집에서 이미 정오의 종을 울리네

4권  보존처리연구180



12) 온궁사실  

청구기호
奎貴

178-v.1-3
작가 미상 자료명

온궁사실

溫宮事實
수량 2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책 안에 채색도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95(정조19)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책 38×24cm 화면 35 ×45.0cm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

이미지1

 

이미지2

인장 자료상태 양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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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2012. 02 규장각 웹
王世子인 莊獻世子가 濕瘡으로 溫陽溫泉에 다녀온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一名 ＜溫幸故事＞
라고도 하며 1760년 편찬되었다. {권1}:大朝筵說·小朝筵說·傳敎·下令·啓辭·達辭 그
리고 政院日記로 諸臣私錄·儀註·節目·軍令·關牒. {권2}:擇日·道路·斥喉伏兵·陪
從·軍兵·太僕諸務·船艙諸務·畿甸諸務·湖西諸務. {권3}:排設·糧料·試射·賞典·
靈塊臺事實·神井事蹟이 수록되어 있다. 1760년 7월 10일 藥房都提調 李??의 건의에 의하
여 제반 절차가 논의되고(大朝筵說), 7월 18일 출발하여 西氷庫·果川을 거쳐 溫陽離宮에 도
착하였다. 16일간 요양을 끝내고 8월 1일 출발 8월 4일에 入闕할 때까지, 出發儀式 沿路 경호
와 陪從, 그리고 太僕·船艙 및 각 지방의 업무, 온천의 치료효과에 따르는 診案, 인민을 안무
한 전말을 적고 있다. 특히 ＜諸臣私錄＞항에는 陪行했던 吏曹住郞 徐命瑞, 武兼 李樺, 禁軍 
申達夏, 京畿監司 金文淳, 溫陽郡守卞緯鎭 등의 경과에 관한 기록이 있고, ＜節目＞항에는 
거느리고 갔던 軍兵과 將官 등과 각지의 공급 물품에 관한 것, ＜道路＞항에는 경과한 각지의 
지명, ＜斥喉伏兵＞ 항에는 각지 烽燧의 내용, ＜陪從＞항에는 醫員·隨駕 등의 명단, ＜軍
兵＞항에는 龍虎營의 155員, 訓練都監의 205員, 禁衛營의 182員, 御營廳의 207員, 守禦廳
의 51員의 전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에는 소요된 쌀·나무와 동원된 배의 수자와 船主의 
이름, 그리고 각 觀察使의 狀啓·移文 및 각 邑 校吏差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외에 離
宮에서 소요된 물품과 공급처 그리고 離宮에서의 試射등의 행사, 還宮해서 각인에게 내린 賞
賜, 溫陽離宮의 사정 및 溫泉行宮圖, 靈槐臺圖, 神井에 대한 事蹟記가 첨부되어 있다. 溫陽離
宮의 유래 및 상태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각 지방의 봉수, 船隻관계, 差役事實, 宮中(世子
宮)의 의식절차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방계 자료가 된다.

해제

「온궁사실」에는 1760년(영조36)에 사도세자(1735~1762)가 온양의 별궁으로 온천욕을 하러 
가서 활을 쏜 자리에 심은 3그루의 느티나무에 대한 기록과 그림이 남아 있다. 그 기록은 1795
년(정조19)에 이전의 관련 사실과 함께 편집한 것이다. 정조는 생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
고 또 효를 치국의 이념으로 내세웠기에 사도 세자의 사당 경모궁(景慕宮)에 종묘에 버금가는 
예법을 쓰고 양주에 있던 영우원(永祐園)을 지금의 융릉으로 옮기고 현륭원(顯隆園)이라 이름 
붙였다. 
온궁사실에 보이는 영괴대(靈槐臺) 역시 사도 세자의 추승작업의 일환이다. 「온궁사실」에는 
사도 세자가 온천을 하러 가는 것과 관련한 임금의 전교와 관련한 행정 문서, 여러 물품에 관
한 기록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세자가 심은 느티나무와 관련한 사항이다. 그 사
적을 기록한 「영괴대사적(靈槐臺事跡)」, 이를 기념하여 정조가 비석에 새기게 한 「어제명(御製
銘)」, 온천의 행궁을 상세하게 그린 「온천행궁도(溫泉行宮圖)」, 온천 행궁에서 영괴대 부분을 
활터의 과녁과 함께 확대하여 그린 「영괴대도(靈槐臺圖)」, 그리고 느티나무 주변에 성역화 작
업을 하고 ‘영괴대’라는 이름을 붙인 경위를 기록한 「영괴대기(靈槐臺記)」, 그 이후 정조의 지
시와 상전(賞典)을 담은 전교(傳敎) 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2본의 「영괴대기(靈槐臺記)」 (奎10179, 古 4270-1)가 있는데, 이는 
1795(정조19년) 10월 27일에 탁본한 것이다.  「온궁사실」과 「승정원일기」에는 탁본 30점에 
대한 반사기(頒賜記)가 실려 있는데, 규장각과 외규장각, 주합루(2건) 등에 내려주라는 기록이 
보인다. 「온궁사실」에는 정조의 전교가 1795년 12월 4일까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1795년
에 출간된 책으로 보인다. 「어제명」 등에 20년이라 한 것은 즉위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오
늘날 재위년도와는 1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정조는 자신이 쓴 비석을 새우고 탁본한 것이 궁궐에 들어올 때 예방승지와 각신이 의장을 갖
추고 나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만팔문(萬八門)으로 모시고 들어오라 전교를 내렸다. 그리
고 온양 군수와 충청도 관찰사는 물론이고 느티나무를 심은 이세태(李世泰)에게도 벼슬을 주
어 세업(世業)으로 삼게 하였다. 「영괴대기」는 전 온양군수 윤염(尹琰)의 아들 윤행임(尹行恁)
이 쓴 것이다. 정조의 아버지 사랑이 관련 백성과 나무에까지 미쳤다.
사도 세자가 온천을 한 온천행궁을 그린 그림은 「영괴대기」에 실린 그림보다 선명하다. 중앙 
온천을 중심으로 좌측에 내외 정전(正殿)이 있고 그 주변에 부속 건물이 빼곡하다. 영괴대는 
서북쪽 귀퉁이에 활터의 과녁과 함께 보인다. 영괴대를 그린 그림도 품(品) 자 모양으로 3그루
의 느티나무가 있고 그를 둘러싼 직사각형의 대가 엄숙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약간 외부에 외
계(外階)가 또 설치되어 있다. 이 그림에 비석은 그리지 않았는데 대 옆에 9보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0월 27일 외 관련 기사.
『홍재전서』 권15 「온궁영괴대비명(溫宮靈槐臺碑銘)」.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함께, 2007.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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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괴대사적靈槐臺事蹟

영괴대는 온천 행궁의 북쪽 담장 서쪽에 있다. 경진년(1760, 영조36) 7월 25일에 세자의 가마가 온천 행

궁에 행행幸行하여 27일에 액례掖隷(궁중 하례)들에게 서쪽에 과녁을 설치하게 하고 친히 활을 쏘셨다. 그리

고는 하교하시기를, “이 곳은 기록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28일에 탕지기[湯直] 이한문李漢文에

게 어린 느티나무 세 그루를 캐어와 품品 자 형태로 심으라고 명하였는데, 그루에 각각 두 줄기가 나 있어 

모두 여섯 줄기였다.

을묘년 3월에 군수 변위진卞緯鎭이 도신道臣 이형원李亨元에게 말하고, 수신帥臣 서정수徐鼎修가 나무를 둘러 

대를 쌓았다. 같은 해 4월에 비석을 세우라 명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어필로 ‘영괴대靈槐臺’ 3글자를 비면

에 쓰고 비석 뒷면에는 어제명御製銘을 새겨서, 같은 해 10월 24일 묘시卯時에 대 옆에 세웠다. 비석에서 대

까지 거리는 9보이다.

靈槐臺事蹟

臺在溫泉行宮北墻西. 庚辰七月二十五日, 睿駕幸溫宮, 二十七日, 命掖隷向西設帿親射, 仍敎曰 : “此地不

可不識”.  二十八日, 命湯直李漢文, 採穉槐三株, 以品字形鍾之, 株各二幹, 凡六幹. 乙卯三月, 郡守卞緯鎭, 

言于道臣李亨元, 師臣徐鼎修, 環樹築臺. 同年四月, 命竪石, 記其事, 以御筆書靈槐臺三子於碑面, 碑陰御製

銘, 以同年十月二十四日卯時, 竪于臺傍. 碑之距臺, 爲九步.

어제명御製銘1

온수 가에서 지난 사적 회상해 보니    緬往蹟於溫水之涯兮

화개(일산)처럼 생긴 세 그루 느티나무 울창하게 서 있네   鬱乎童童而如華蓋者有三槐

온탕의 물 흘러 신령한 느티나무 뿌리를 적셔 주니    溫湯之水混混而漑靈根兮

높이 몇 자 되는 대臺로 그 주위를 두르고 있네    繚繞以高數尺之臺

삼가 천지가 내신 아름다운 이 나무를 사랑하니    竊獨愛此后皇之嘉種兮

그 위에는 오색구름이 덮고 있네     其上蓋有五色雲

1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5에는 「온궁영괴대비명(溫宮靈槐臺碑銘)」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부록  온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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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와 가지 백세를 두고 번성하리니     佳占本支之百世兮

쌓인 경사가 후손에게 전해짐을 증명하리라    將以驗積慶之流於後來

소자가 즉위한 지 20년이 된 을묘년(1795, 정조19) 9월, 소자의 생일 사흘 전에 절을 올리고 공경히 명銘

을 쓴다. 옛날 경진년 8월 온궁溫宮 행차 길에 군수郡守 윤염尹琰에게 느티나무 세 그루를 사대射臺에 심도록 

명하였는데, 지금 거의 아름드리나무로 자라고 좋은 그늘이 땅을 덮고 있다. 올해 초봄에 그 고을 수령을 

통해 비로소 그 사실을 듣고서 대를 증축하고 그 사적을 비석에 기록하게 하였다. 윤염의 아들 윤행임尹行

恁이 지금 각신閣臣으로 있어 비의 음기陰記를 쓰게 하였다.

통정대부 예조참의 규장각검교 직각지제교, 신 윤행임尹行恁은 전교를 받들어 삼가 쓴다.

小子卽阼之二十年, 乙卯秋九月, 小子生朝前三日, 拜手敬銘. 昔歲庚辰八月, 幸溫宮, 命郡守尹琰, 植三槐

於射臺, 今幾拱抱, 嘉蔭垂地. 春初始聞於邑守, 增築識其蹟, 琰之子尹行恁, 今爲閣臣, 俾書碑陰.

通政大夫禮曹參議奎章閣檢校直閣知製敎, 臣尹行恁奉敎謹書.

영괴대기靈槐臺記

당저當宁(금상) 20년(1795, 정조19) 봄에 온양 군수 변위진卞緯鎭이 신 이형원李亨元에게 아뢰기를, 

“  온양의 궁궐에 세 그루 느티나무가 있는데 장헌세자께서 이곳에 행차하였을 때 심은 것입니다. 삼가 살

펴하건대 경진년(1760, 영조36) 7월에 우리 장헌세자께서 이 고을에 오셔서 뜰에서 화살을 쏘시고 그 곳

이 햇볕이 내리쬐고 그늘이 없었던 관계로 온천의 관리인에게 이 느티나무를 심어라 명하셨습니다. 알맞

은 거리와 품자의 모양 등은 모두 세자 저하께서 재량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온양 고을의 수령 윤염尹琰과 

같은 사람이 실로 도운 적이 있는데 이제 36년이 지났습니다. 대개 흙을 쌓는 것은 우리 고을에서 잊

지 않으려는 뜻을 붙인 것입니다. 신은 속히 화공을 보내어 그림을 그려오게 하니 실로 온궁의 서북쪽 

뜰이었습니다. 모두 세 그루로 뿌리에서 모두 두 줄기 가지가 나서 6줄기입니다. 마침내 돈 300꿰미를 

받들어 고을의 신하들에게 주며 공장工匠과 장정을 불러 모으고 석재를 떼어내고 흙을 운반하여, 대를 

쌓고 그 위에 사초를 입히니, 대의 높이는 1장 정도이고 넓이는 배가 되었습니다. 이어 나무를 심었습

니다. 긴 곳을 늘려 남북의 길이를 짧게 한 것은 지형을 따른 것이고, 곁에 세 계단을 만든 것은 걸음

걸이에 맞게 한 것이며. 아래에 다시 한 계단을 만든 것은 지세에 맞게 한 것입니다. 우승郵丞, 역驛의 책

임자 찰방)이 일을 돕고 막비幕裨 (군수의 보좌관)가 역사를 감독하여 하루가 지나지 않아 완공하였습

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 이원형李元亨은 다음과 같이 아룁니다.

“  무릇 세 그루를 심은 것은 정鼎의 형상이 되고 여섯 가지는 건乾의 본체가 되며 서북은 또 건의 방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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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생각건대 우리 장헌세자께서 건원乾元의 덕을 지니시고 정鼎이란 귀중한 기물을 주관하시어 쉼 없

이 태어나는 교화를 온갖 사물들에게 모아주시고 억만년 무궁하게 전해질 강역에 큰 기업을 높이시고 

보배로운 명을 단단하게 하셨으니, 이 나무는 아마도 그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데 방

도가 있으니 범상한 나무와 화훼는 반드시 싹이 터져 나오는 시기를 가리니, 햇볕이 적어 절후에 안 맞

거나 거친 토양이 씨앗의 성질을 어기게 될까봐 걱정이지만 이 나무는 이른 가을에 심어 정화가 아직 

수렴되지 않았고 지맥이 이미 누설되었는데도 가지가 번창하고 잎이 무성하여 스스로 그 본성을 펼쳤

으며 4년이 지나지 않아 상서로운 그늘이 뜰에 가득하여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 감돌아 울창하게 천년 

동안 뻗어나갈 형세가 있습니다. 아! 그 우로가 키워주고 신귀神鬼가 비호해 주니 하늘의 기틀을 돌리고 

교화의 권세를 돌리는 것입니다. 

  신 역시 생각하건대, 우리 장헌 세자의 성덕과 광화가 팔도에 펴지고 만물을 밝게 소생시켰습니다. 이 

고을 백성으로 말하자면 심후한 은택이 두루 살과 골수를 무젖었고 장례 때의 의장과 호위 행렬이 완

연히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머리가 흰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감탄하고 있

으니 억지로 좋은 목소리와 웃는 표정을 꾸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을에서 받은 영광

은 이 대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나라 소공昭公의 감당나무는 

훼손하지 말라는 송축의 노래에서 드러났고2 노나라 나무[魯樹]는 북돋우어 심은 명예가 있었습니다.3 

그렇다면 더욱이 우리 장헌 세자께서 방문한 지역과 활을 쏘신 장소에 이 나무를 심었으니, 한나라 때

의 사분社枌4 이나 누상樓桑5 의 기이함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이 감히 나무를 둘러 봉하고 대를 

쌓아 높여 팔천 세가 넘게 영원히 살도록 기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물며 이 해는 여섯 경

사6가 아울러 이르러 만맥성이 다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이 공역의 낙성이 마침 오늘에 있으니 이 나무

와 이 대가 우리 고을의 기쁨일 뿐만이 아닙니다. 신은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마침

내 ‘영괴대’라 이름을 붙입니다.

승정 3번째 을묘년(1795, 정조19) 맹하(음력 4월) 하순에 관찰사 신 이형원(李亨元)은 삼가 기록합니다.

2　  주나라……드러났고 : 주나라 때 소공(昭公)이 남쪽 지방을 순행하며 어진 정사를 베풀자, 그 곳  백성들이 감당(甘棠) 시를 지어 소공

이 머물던 이 감당나무를 잘 보호하자는 노래를 불렀다. 『詩經 召南 甘棠』

3　  노수(魯樹)는……있었습니다 : 진(晉)나라 대부 한 선자(韓宣子)가 노나라에 사신 와서 계무자(季武子)의 집에서 연향을 받을 때, 좋은 

나무[嘉樹]가 있는 것을 보고 칭찬하자, 계무자가 이 나무를 잘 북돋우어 기르겠다고 다짐한 일이 있다. 『左傳 昭公 2年』

4　  사분(社枌) : 달리 분유사(枌楡社)라고도 한다. 한 고조가 고향 풍(豐)에 있는 사당에  느릅나무를 심어 토지의 신으로 삼은 데서 유래

한 것이다.

5　  누상(樓桑) : 촉한(蜀漢)이 소열제(昭烈帝)가 자기 집 동남쪽에 있던 5장(丈)쯤 된 뽕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수레의 일산처럼 보

였으므로 그 마을을 누상리(樓桑里)라 명명한 데서 온 말이다.

6　여섯 경사 : 1795녕에 혜경궁(惠慶宮)의 육순, 환묘(桓廟)의 추향(追享) 등 6가지 경사가 있었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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靈槐臺記

當宁二十年春, 溫陽郡守臣緯鎭, 言于臣亨元曰: “溫之宮有三樹槐, 粵在莊獻聖邸臨幸時所植也. 謹稽庚

辰七月, 我聖邸駐駕是邦, 射的于庭, 以其陽而無蔭, 爰命泉人, 植以是槐, 規步品形, 悉出睿裁. 時則有若官

臣琰實相之, 距今三十有六年. 盖土以封, 寓是邦於不忘之思也. 臣亟遣繢人圖以來, 寔在宮之西北庭, 凡三

本, 本皆兩之爲幹者六, 遂以俸三百繈, 付諸郡臣召工募丁, 伐石搬土, 累而爲臺, 蒙之以莎, 高丈而廣倍, 仍

樹本也. 延脩而袤短, 從地形也, 傍設三級, 取拾步也, 下重一砌, 理土勢也. 郵丞庀事幕裨董役, 不日而竣.”

臣亨元迺言曰 : “夫三植爲鼎象, 六奇爲乾體, 西北又乾之位也. 惟我聖邸, 秉乾元之德, 主鼎器之重, 囿群

彙萬品, 於生生不息之化, 尊丕基凝寶命於億萬世無疆之域, 則是樹也, 盖爲之兆也. 抑種樹有術, 凡木常卉, 

必於句甲之節者, 恐其少陽愆侯, 踈土違性, 而是樹之植, 迺在孟秋, 精華未斂, 地脉已洩, 而條達葉敷, 自遂

其性, 不四紀而祥陰滿庭, 瑞氣蔥籠, 鬱然而有千年之勢. 猗! 其雨露所曼, 神鬼所護, 有以斡天機, 而旋化

權也. 臣亦惟我聖邸聖德光華, 衣被八域, 昭蘇萬物, 而若其是邦之人, 則深仁厚澤, 偏浹其肥髓, 羽葆輿衛, 

宛在其觀膽. 至今白叟黃童, 詠歌之嗟歎之, 不以聲音笑貌爲也, 則是邦之光耀, 若無待乎是臺之有無也. 然

而召棠著勿拜之訟, 魯樹有封植之譽, 則矧玆我聖邸過化之地, 觀德之所, 而是樹也, 不啻若社枌樓桑之異

焉. 臣敢不環以封, 崇以臺, 永其壽於八千歲春秋也. 又況是年六慶竝湊, 萬姓普歡, 而斯役之成, 適在於今日, 

則是樹是臺, 不但爲是邦之飾喜也. 

臣拜手稽首, 遂以名曰靈槐臺.”

崇禎三乙卯孟夏下浣, 觀察使, 臣李亨元, 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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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당내력

청구기호
가람古398.3-

M883 
작가 미상 자료명

무당내력

巫黨來歷
수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책 안에 13가지의 굿거리 그림이 채색도로 그려져 있음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조선시대 / 19세기이후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책 28.1×16.9cm 화면 28.1×16.9cm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彩色)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오염, 표면 손상 

제발 8폭 화면 위 화제시 8수 (부록으로 별첨)

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 
19세기 이후 서울에서 행해진 굿거리에 관한 그림과 설명이 수록되었다. 편자는 號가 ‘蘭谷’이며‚ 그 
외의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작성연대는 미상이나 19세기에 서울의 굿거리 중 하나로 형성된 唱
婦巨里가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품출입이 적힌 고문
서로 배접되어 있는 기록지를 사용하였다. 본책에는 서문같은 글과 굿을 시작할 때 또는 부정의 염
려가 있어 잡귀들을 안정시켜야 할 때 하는 ＜不精巨里＞를 비롯하여 ＜帝釋巨里＞‚ ＜大巨里＞
(崔將軍巨里)‚ ＜戶口巨里＞‚ ＜別星巨里＞‚ ＜感應請陪＞‚ ＜祖上巨里＞‚ ＜만신말명＞‚ ＜구
릉巨里＞‚ ＜成造巨里＞‚ ＜唱婦巨里＞ 등 12가지 유형의 굿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同名異本인 
＜古 1430-18＞본과 비교해 보면 각 굿거리에 대한 설명은 大同小異하나 수록 순서가 다르며 성
조거리 부분은 후대에 작성하여 붙여 놓았다. ＜古 1430-18＞본에 비해 그림의 형태와 색채 등이 
조화롭지 못하다. 자세한 내용은 ≪巫黨來歷≫ ＜古 1430 -18＞의 해제 참조. (김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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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굿의 내력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의례 절차를 개별 굿거리 장면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책의 구성은 
굿이 시작되고 끝나는 흐름에 맞추어 각 면에 하나씩 13굿거리를 소개하였다. 
1.굿을 시작하는 <부정거리(不淨巨里)>, 
2.아이 출생을 비는 <제석거리帝釋巨里>‚ 
3.단군에게 소원을 비는 <대거리(大巨里)>‚ 
4.아이가 천연두에 걸리지 말게 해달라는 <호구거리(戶口巨里)>‚ 
5.농사의 신 고시례(高矢禮)에게 감사를 표하는 <별성거리(別星巨里)>‚ 
6.무녀가 태백산을 향해 단군을 맞이하는 <감응청배(感應請陪)>‚ 
7.조상이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조상거리(祖上巨里)>‚ 
8.무당의 연원을 알려주는 <만신말명>‚ 
9.해로사행(海路使行) 때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구릉거리(구릉巨里＞‚ 
10.돈을 벌 목적으로 예쁜 무녀가 한 바탕 노는 <창부거리(唱婦巨里)>,
11. 잡귀를 내쫓는 축귀<(逐鬼)>‚ 
12.온갖 잡귀를 먹이는 <뒷젼>
13. <구릉거리>와 <창부거리> 사이에 제목이 없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는 집지은 것을 축하는 
데서 유래하여 치성 때마다 하는 <조성거리(成造巨里)> (속칭 셩쥬푸리)로 보인다.
각 면에 제사상이 차려 있고 다양한 무녀 복장 차림을 한 채 칼, 방울, 부채 등의 도구를 양손에 들
고 굿을 하는 무당이 서있다. 상면이나 좌측에 제목을 적고 간결한 풀이를 적어 넣고 세속에서 잘
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의 내용을 첨부했다. 예컨대, <대거리>에서는 “또는 최장군 거리
(崔長君巨里)라고도 한다. 단군을 모셔 와 성령(聖靈)의 뜻으로 소원을 성취하게 해 준다. 근래에
는 최 장군이 내려온다고 한다.”고 하였고, <호구거리>에서는 “천연두 신을 ‘호구’라 한다. 집안에 
아직 천연두를 앓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순탄하게 지나가라는 기원을 한다. 근래에 무녀배들이 
‘호구’를 최장군의 딸이라고 하니 극심한 망발이다.”라 하였으며, <별성거리>에서는 “단군을 모시
고 올 때의 시신(侍臣)이 고시례(高矢禮)이다. 처음으로 백곡을 파종하여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
쳤으므로 백성들이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근래에 사도세자라고 하는데 극히 횡설수설하는 
말이다.”라고 하였고, 
<감응청배>에서는 치성할 때 무녀가 손에 백지를 쥐고 태백산을 바라보며 ‘성령감응(聖靈感應)!’
이라 3번 부르는데 이를 ‘단군청배(檀君請陪)’라고 한다. 근래에는 ‘최장군청배(崔將軍請陪)’라고 
하는데 크게 진실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서문과 아울러 본다면, 이 책의 저자는 무당의 
굿은 태백산의 단군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최영 장군이나 사도세자 등으로 잘못 안
다는 것이다. 서문에 따르면, 원래 요임금 시대에 신인(神人)이 태백산(太白山)에 내려와 신교(神
敎)를 베풀고 그의 장자 부루(扶婁)가 어질고 복이 많아 사람들이 집안에 단을 쌓고 곡물을 넣은 
단지를 모셔두고 해마다 10월이면 시루떡과 주과(酒果)를 마련해 노성한 여인을 초청하여 기도
를 올렸는데 이를 무녀라 했다. 이 후로 온갖 폐단이 생겨났다고 한다.  
‘난곡(蘭谷)’이 손수 장황했다는 사실이 책 제목 아래 적혀 있고 그 외 저자 정보는 미상이다. 19세
기 서울의 굿거리 중 하나인 창부거리(唱婦巨里)가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후의 저
술로 보인다.
13점의 그림들은 화면을 상하를 나누어 상단에는 상을 차린 방식을 정밀하게 보여주고, 하단에는 
무당의 치장을 보여준다. 상 중앙의 꽃장식과 상의 양단에 촛대을 세우고 불을 붙인 모습, 음식을 
차린 양상 등이 그려져 있다. 무당은 앞모습을 그렸으며 복장과 지물의 표현이 매우 상세하다. 대
거리에는 칼과 삼지창을 들었다면 호구거리에는 부치와 방울을 들었으며, 감응청배에서는 흰 천
조각을 들었다. 무당이 입은 도포의 색과 복장, 모자 그리고 고무신의 색이 다르다. 모든 그림은 
먹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원색을 칠해 넣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림의 솜씨는 조악하지만 정밀하게 
보여주는 정성이 담겨 있다.  

특기의견

규장각에는 유사 이본 『무당내력(古1430-18)』이 소장되어 있다. 편차는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
이하다. 
또한 서울대 박물관에 『무당성주기도도(巫黨城主祈禱圖)』가 소장되어 있다.  유사한 책이다. 

참고문헌

朴美宣, 「『巫堂來歷』과 서울 현대 무속 복식의 비교」, 2002. 
노중평·김성원, 『傳承巫敎』, 휴먼컬쳐아리랑, 2014.
『무속, 신과 인간을 잇다』, 국사편찬위원회, 2011.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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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연록

청구기호 古1283-9 작가 미상 자료명 행연록 行年錄 수량 12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책에 12점의 그림에 그려져 있다.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말~20세기초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35.7×23.2cm 화면 35.7×22.0cm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 

이미지 1

이미지 2

인장 자료상태
오염이 매우 심하고, 

책의 우측 하단이 낡아 마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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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 
나이에 해당하는 直星에 따라 唐四柱를 풀이한 역술서이다. 흔히 ‘直星行年法’이라고도 하는데‚ 성
별과 연령에 따라 ‘제용직성‚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이 
주어진다. 그리고 直星의 풀이대로 조신하고 삼가면 厄을 면하고 大吉할 수 있음을 일러주는 내용
으로 되어 있다. 필사자와 필사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언어사실에서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한자어는 예외가 있음)가 완벽하게 표
기에 반영되고 있는 점과 책의 형태서지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어학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조광국)

해제

『ᄒᆡ연록』이란 이 책은, 남녀의 해당 나이에 드는 직성(直星)에 따라 드는 액의 양상과 그 대처 방
법을 그림과 함께 풀이한 역술서이다. 흔히 ‘직성행년법(直星行年法)’이라 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
라 제웅직성·토직성(土直星)·수직성(水直星)·금직성(金直星)·화직성(火直星)·목직성(木直
星)·일직성(日直星)·월직성(月直星)·계도직성(計都直星)의 9개가 들면서 운명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 책에는 전생의 골격(骨格)을 보는 12골이 그림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여기 실린 그림은 전체적
으로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이 눈에  띈다. 
책의 말미에 직성 조견표가 붙어 있다. 직성행년법은 규장각 소장 『직성행년편람(直星行年便覽)』
(一簑古615.135-G998)에 자세하여 참고가 된다. 10세부터 64세까지 남녀에 따라 직성이 기록
되어 있다
『ᄒᆡ연록』의 구성을 보면 우측에는 드는 직성의 양상과 그 대처 방법을 한글로 풀이한 설명이 있
고 그 끝에 한글 시가 덧붙여져 있다. 대개 한문의 문자를 활용한 한글시이며, 필치는 간결하지만 
나름의 솜씨가 있다. 
그 중 한 예로 ‘계도직성’에 해당하는 운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되어 있다. 

시왈

살부가 림ᄐᆡᆨᄒᆞ니
병부인환이라

슈우ᄌᆡ상 아이면
ᄐᆡ중의 물유실
나모불희상ᄒᆞ니
ᄭᅩᆺ과여름이 실치 못ᄒᆞ리라

‘계도직성’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면 (위 이미지란 참조) 액이 든 양상이 병든 남자의 머리 위로 직성
의 불길한 작용을 검은 영기 문양으로 표현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관이 그려져 있으며, 대처 방안으
로 여자가 기도하는데 백약이 무효이고 산천이나 불전에 기도하고 있으나 누워있는 사람 옆에 상
여를 그려져 있어 죽을 운명임을 보여준다. 
이 책의 화면들은 화면의 구도가 안정적이다. 먹의 윤곽선에 채색을 하였는데, 특히 건물의 표현이
나 각종 기물 표현이 매우 차분하고 정밀하며 입체감의 표현이 잘 되어 있다. 표현에는 상징성이 
가미되어 화면의 분위기가 신비하고, 산이나 구름에 색을 베풀 때 여러가지 원색을 배합한 조화의 
감각이 뛰어나다. 

특기의견

직성행년법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직성행년편람(直星行年便覽)』(一簑古615.135-G998)에 
자세하여 ‘행연록’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아울러, 현재 통용되는 토정비결에도 직성행년법이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의 부록에 
붙은 조견표와 일치하고 있다. 이 책이 널리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金赫濟, 『原本土亭秘訣』, 明文堂, 2012
韓重洙, 『唐四柱 秘典 역학총람』, 동반인, 2003.

조사자 의견
사주풀이용 실용서라지만, 화면의 구도 필치, 채색의 감각이 뛰어난 화면들이다. 
그러나 책에 오염이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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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분록

청구기호 古1283-7 작가 미상 자료명 후분녹 수량 12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한 권의 책의 한 면에 上下 이단으로 12면의 그림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9세기말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35.5×23cm 화면 35.5×23cm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오염이 심하고

책의 우측 하단 헤어져 박락 

제발

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 
출생한 간지에 따라 사람의 운세를 기술한 점술책이다. 저자와 연기는 미상이다. 이 자료는 사
람의 운명을 판정하는 방법을 생년월시에 따라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古 
1283-7＞에는 앞뒤에 巫覡이 하강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전체 내
용을 판독하기 어렵다. 먼저 태어난 월·일·시에 따라 ‘슈화관’‚ ‘탕화관’ 등 불행을 나타내는 각
각의 운세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에는 재백궁‚ 쟈식궁‚ 관녹궁‚ 부쳐궁 네 가지 부문을 해
당간지에 따라 각각 상격도‚ 듕격도‚ 하격도로 나누어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목록에는 상·
중·하격도로 제시되었으나 자식궁의 경우 하격도가 없다.＜古 1283-8＞에는 먼저 태어난 해
의 띠와 태어난 時에 따라 숫자가 매겨져 있고‚ 다음 장에 띠별 운수가 제시되어 기본적인 성품과 
초‚ 중‚ 노년의 운세를‚ 그 다음 부분에 병살‚ 고쟝‚ 화H)‚ 반안 등 여러 종류의 살(煞)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해설하였다. 이 자료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사주책 ≪唐四柱≫와 비교할 수 있는데‚ 모
두 주역에서 파생된 사주법으로 인간의 운명을 판정하고‚ 생년월일시에 따라 그림을 덧붙여 설명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당사주≫가 총론으로 시작하여 구성상 체계적인 서술방
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후분녹≫의 경우 이 두 자료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체제를 온전하
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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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후분’이란 말의 뜻은, 규장각에 소장된 동일 제목의 책(古 1283-8)에 띠별 초중년 운세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생(前生)과 상대되는 후생, 즉 ‘후천(後天)의 운세’를 뜻하는 말로 보인다. 
사주(四柱)로 운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의 하나이다.
책의 구성을 보면, 첫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무속에서 애독하는 「태을경(太乙經)」이 적
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을경」은 천지와 일월·성신 속에서 사람이 났음을 인정하고 모
든 악귀로부터 일신이 안전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주술적 내용이다. 그 다음에는 신살(身殺)이 지
지와 생일에 맞추어 적혀 있고, 이어 해당하는 사주에 맞추어 재백궁(財帛宮, 재물 운세), 자식궁
(子息宮, 자식 운세). 관록궁(官祿宮, 벼슬 운세), 부처궁(夫妻宮 부부 운세)이 각각 상중하(上中
下)이 삼격(三格)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뒤에는 전생록(前生錄)이 나와 있고 또한 남녀의 궁합도 
실려 있으니, 실용에 맞게 내용을 엮은 것으로 보인다.
책의 글은 모두 한글이고 그림은 알아보기 쉬운 간명한 채색도이다. 그런데 한글이라지만 네 자 
혹은 일곱 자의 한문을 발음만 옮겨 적은 것이고, 간명한 그림이라지만 그려진 내용은 오랜 기간
에 걸쳐 축적된 고사(故事)와 상징(象徵)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 책 속의 그림들은 물
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물상들은 전통적 상징이라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 책에 실
린 글과 그림은 상당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민간에 이러한 언어문화와 시각적 
상징의 문화가 파급되어 있었던 양상을 살펴보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예컨대 <관록궁상격도>(이미지 1)는 관록궁(벼슬운세) 중에서 가장 좋은 단계인 상격(上格)의 운
세를 그린 것이다. 사당과 그 앞에 그려진 사슴(逐鹿)은 종묘사직을 의미한다. 황색의 향로는 하
(夏)나라 우왕(禹王)이 아홉 나라에서 조공으로 받은 쇠로 주조한 구정(九鼎)이다. 하단 화면의 
종은 주나라 종묘에 있던 대려(大呂)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사당과 사슴은 공신을 의미하고 구
정과 대려는 매우 중요하고 명망이 있는 인물을 비유하고 있다. ‘무무보필위길성’을 그림으로 형
상화한 것이다. 출장입상(出將入相)의 모습을 맨 아래 문신과 무장으로 표현하였다.
<부처궁중격도>(이미지2)는  부처궁(부부 운세) 중에서 중간 단계인 중격(中格)의 운세를 그린 
것이다. 부부가 좋은 기와집에 나란히 앉았고, 또 한 바구니에 담겨 있다. 이들 곁으로 암컷 황
(凰)이 수컷 봉(鳳)을 따르는 그림이 있다. 봉황은 한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부른 노래 가사
를 떠오르게 하는 남녀 애정의 상징이다. 그 아래 단에는 도약하는 잉어가 있어 과거에 급제하는 
뜻을 보여주고,  황학(黃鶴)이 있어 고귀함과 장수를 예견한다.   
그림표현은 상징과 비유의 표현이 특징이다. 하나의 기물과 한 마리의 동물도 배경으로 그려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특정 의미를 가진 고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밀한 해독이 필요한 
이미지들이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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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규집요

청구기호 奎中2286 작가 黃鼎(淸) 纂定 자료명
管窺輯要 
관규집요

수량 다수

시각자료 소재 양상 『관규입요』안에 삽입도(판화도)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숙종대 재간행

형태 軸·橫卷·帖(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27.4×16cm 화면 27.4×16cm

제작기법 종이에 판화도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모서리 헤어짐 

제발

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 
奎中 2284 (黃鼎 纂定, 간년미상(숙종대).80권 22책, 활자본(韓構字), 27.4×16cm)과 奎中 2286 (黃
鼎 纂定, 간년미상(숙종대).80권 22책, 활자본(韓構字), 27.4×16cm)의 두 종이 있다. 明末·淸初의 
天文象數學者 黃鼎(생몰년 미상)이 중국 역대의 道家書‚ 天文書‚ 占書類 등 잡다한 여러 종류의 서적
들을 편집해 놓은 天文·占書. 총 80권 30책의 거질이며, 1656년(淸 世祖 順治 10)에 간행되었다. 표
지서명 및 판심서명은 ‘天文大成’‚ 권두 및 권말서명은 ‘管窺輯要’이다. ‘管窺輯要’는 ‘管窺’ 곧 좁은 식
견으로 무변광대한 天文을 엿본다는 뜻이다. 黃鼎은 六安人으로 字는 玉耳이다. 명말 總兵官으로 활
약하다 淸에 투항‚ 提督의 벼슬에 이르렀다. 매권의 첫머리에 ‘六安 黃鼎 玉耳父 纂定‚ 男 九命 簡臣‚ 
侄 九錫 公位‚ 九疇 倫敍‚ 九如 眉介‚ 姪孫 㺬 琢成‚ 珂 先鳴‚ 桐城方兆及子詒 同閱’ 등 본서의 편집에 
조력한 黃鼎 一門의 여러 人名이 적힌 기문이 있어 황정 가문이 천문상수학을 家學으로 하고 있었음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본문에 앞서 纂例‚ 總目‚ 集用書目이 실려 있는데‚ 이 중 ‘集用書目’에서는≪黃
帝開天圖≫‚ ≪神農五行志≫‚ ≪河圖括地象≫‚ ≪太玄經≫‚ ≪黃帝九宮經≫ 등의 道家書類‚ ≪天原
發微≫‚ ≪漢天文志≫‚ ≪甘氏星經≫‚ ≪天文元鑑≫ 등의 天文書‚ ≪五行類事占≫‚ ≪祥異書≫‚≪
二十三家星占≫‚≪李淳風乙巳占≫‚ ≪天文占≫‚ ≪周公九筮≫의 占書類‚ ≪春秋諸傳≫‚ ≪易≫‚ ≪
書≫‚ ≪周禮註疏≫ 등의 經書類‚ ≪二十一史≫ 등의 史書類‚ ≪冊府元龜≫‚ ≪太平御覽≫‚ ≪玉海
≫ 등의 類書類‚ ≪唐會要≫‚ ≪六典≫ 등의 法典類 등 총 141종의 서적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
서도 특히 도가서‚ 천문서‚ 점서류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經書類‚ 史書類 등의 비중은 매우 낮다. 본문
은 이들 서적들에 실린 說·圖 등을 부분적으로 발췌‚ 인용하는 방식이며 편자가 자신의 견해로 손질
을 가한 부분은 거의 없다. 목차에 대해서는 기해제된 ＜奎中 2285＞본 ≪天文大成≫에 대한 해제를 
참조(≪천문대성≫(≪관규집요≫)이 조선에 도입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략)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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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제목 ‘管窺輯要’는 ‘管窺’ 곧 좁은 식견으로 무변광대한 天文을 엿본다는 뜻이다. 이 책의 편자
는 청나라의 黃鼎이다.
이 책은 표제에 『천문대성(天文大成)』 (奎中 2284 등)이라 적힌 책과 그 내용이 같다. 명말 청초의 천
문학자 황정(?-1730)은 천문상수학(天文象數學)을 가업을 하는 자기 집안사람들과 함께 여러 종류
의 도가서, 천문서, 점복서 등을 모아 편집해 놓은 책(1656년)으로 22책의 방대한 분량의 서적이다. 
규장각의 이 책은 숙종대 간행본이며, 조선후기 윤두서(尹斗緖) 집안에서 제작한 필사본(1700년대 
필사)이 개인소장으로 따로 전한다.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여러 서적을 인용한 집성이다. 인용한 서목은 『황제개천도(黃帝開天圖)』‚ 『신
농오행지(神農五行志)』‚ 『하도괄지상(河圖括地象)』‚ 『태현경(太玄經)』‚ 『황제구궁경(黃帝九宮經)』 등
의 도가서류‚ 『천원발미(天原發微)』‚ 『한천문지(漢天文志)』‚ 『감씨성경(甘氏星經)』‚ 『천문원감(天文元
鑑)』 등의 천문서‚ 『오행유사점(五行類事占)』‚ 『신이서(祥異書)』‚『이십삼가성점(二十三家星占)』‚『이
순풍을사점(李淳風乙巳占)』‚ 『천문점(天文占)』‚ 『주공구서(周公九筮)』의 점서류‚ 『천문재전(春秋諸
傳)』‚ 『역(易)』‚ 『서(書)』‚ 『주례주소(周禮註疏)』 등의 경서류‚ 『이십일사(二十一史)』 등의 사서류‚ 『책
부원귀(冊府元龜)』‚ 『태평어람(太平御覽)』‚ 『옥해(玉海)』 등의 유서류‚ 『당회요(唐會要)』‚ 『육전(六典)』 
등의 법전류 등 총 141종의 서적에 이른다. 도가서‚ 천문서‚ 점서류의 비중이 경서류‚ 사서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 책에 실린 그림들은 옛 문헌의 천문현상 기록이나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천색변상(天色變常)>은 『송지(宋志)』를 인용하여 하늘색은 본래 청명(淸明)한데, 밤낮 어둡
거나 낮에 해가 안 보이고 밤에 별이 안 보이면 내란이나 대수해의 조짐이라 소개하였다. <천우어(天
雨魚)·천우속(天雨粟)·천우석(天雨石)> 등은 하늘에서 물고기·곡식·돌이 내리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소식(蘇軾)의 「희우정기(喜雨亭記)」에 보이는 ‘보리가 내리다(雨麥)’는 표현은 장안(長安) 지
역의 천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운여계림일상(雲如鷄臨日上)> 외 특이한 구름모양과 미래를 암시하
는 구름의 형상들이다. 수탉 모양의 검은 구름이 해 위에 있으면 3년 안에 전쟁이 나고, 검은 용이 해
의 위아래에 있으면 풍우가 그친다. <일생훈(日生暈)·일유중훈(日有重暈)>은 해에 햇무리가 지거나 
여러 가닥의 햇무리가 진 모습이다. <훈유이배(暈有二背)·훈유사배(暈有四背) 는 해에 두 귀고리가 
생기고 그 귀고리에 두 무지개가 관통한 형태, 햇무리에 등 모양의 문양 생긴 형태, 햇무리 안에 4개
의 등 무늬가 생긴 형태이다. 처음의 형태는 장차 전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운관양이(雲貫兩珥)·훈
유일배(暈有一背)>는 구름이 해의 두 귀고리 문양의 햇무리를 관통하는 형상과 햇무리에 등 문양이 
생긴 형상이다. 앞의 형상은 역병이 창궐할 조짐이다. 이들 가운데 ‘일생훈’을 비롯한 다양한 햇무리 
표현은 『승정원일기』에 자주 보이는 천문현상이다. <노자성(老子星) 외 별들, 별똥별[流星]>을 그린 
것도 있다. 여러 별과 별똥별의 모양이 다양하다. 몽성(濛惺)이 밤에 아기(牙旗)처럼 붉게 빛나면 동
방 서방이 크게 어지러울 조짐이다. 
책에 실린 그림들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천문현상들의 그림총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림표현은 조악한 
것도 있지만 전근대기 천문현상을 표현하는 말들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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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수략

청구기호 古 7090-1 작가
최석정

崔錫鼎
자료명

구수략

九數略
수량

시각자료 소재 양상 책 속에 삽도로 실린 판화도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시대 / 1700년(숙종26)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27.5×18cm 화면

제작기법 종이에 판화도(목판본)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바탕종이의 변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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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규장각 웹 
숙종대 관인학자 崔錫鼎(1646-1715)이 지은 算學書. 甲·乙·丙·丁 4편으로 엮어져 있으며 
매편의 첫머리에 ‘完山崔錫鼎述’이라는 기문이 있다. 崔錫鼎의 본관은 全州‚ 初名은 錫萬‚ 字는 
汝時 또는 汝和‚ 호는 存窩 또는 明谷‚ 시호는 文貞이며 영의정 完城府院君 崔鳴吉의 손자‚ 한성
좌윤 後亮의 아들이다. 南九萬‚ 李慶億‚ 朴世采에게 배웠으며 1671년 문과급제 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숙종대 소론의 영수로 활약하였으며 학문적으로는 소론계의 탈주자
학적인 博學風의 영향에다 관료학인으로서의 성향이 더해져 실용적인 학풍을 보였다. 저서로는 
본서 및 ≪明谷集≫‚ ≪禮記類編≫ 등이 있다. 본서의 첫머리에는 목차와 引用書目이 있는데‚ 인
용서의 경우 ≪周易≫‚ ≪詩≫‚ ≪書≫‚ ≪春秋≫‚ ≪周禮≫ 등의 經書‚ ≪莊子≫‚ ≪荀子≫‚ ≪
孫子≫‚ ≪淮南子≫‚ ≪陰符經≫‚ ≪法言≫ 등의 諸子書‚ ≪史記≫‚ ≪漢書≫ 등의 史書‚ ≪邵子
全書≫‚ ≪朱子大全≫‚ ≪大學或問≫ 등의 諸集‚ ≪九章算經≫ 등의 算書 등이 인용되었다. 이 
중 특히 算書로는 黃帝가 지었다고 하는 ≪九章算經≫‚ 元 郭守敬이 지은 ≪七改算≫‚ 元 朱世
傑이 지은 ≪算學啓蒙≫‚ 明 程大位의≪算學統宗≫‚ ≪垂除算≫‚ ≪摘奇算法≫‚ ≪田畝比類≫‚ 
제주이스트회 선교사인 利瑪寶 등에 의한 ≪天學初函≫‚ 역시 제주이스트회 선교사인 羅雅谷이 
지은 ≪籌算≫‚ 明初 安正濟가 편찬한 ＜詳明算法＞‚ 조선 17세기의 慶善徵이 지은 ≪嘿思集≫

이 인용되었다. 목차는 ＜甲篇＞ 數原‚ 數名‚ 數位‚ 數象‚ 數器‚ 數法(統論四法·加減二法·乘除
二法·九九圖四·九九口訣·統論八法·陰陽正數二法·陰陽變數六法·乘除原流·之分約

法)‚ ＜乙篇＞ 數法(統論四象·四象正數八法·四象變數四法)‚ ＜丙篇＞ 數法(四象變數四法·
九章名義·九章分配四象·四象分配九章·古今算學)‚ ＜丁篇·附錄＞ 文算‚ 珠算‚ 籌算‚ 河
洛變數이다. ‘數原’은 수의 근원에 대한 설명‚ ‘數名’은 수의 이름에 대한 설명‚ ‘數位’는 수의 순서
에 대한 설명‚ ‘數象’은 수의 형상에 대한 설명‚ ‘數器’는 수를 계산하기 위한 方便物에 대한 설명이
다. ‘數法’은 수의 활용법을 말한 것으로 다양한 算法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甲篇 중의 
‘數原’‚ 丁篇 중 ‘河洛變數’‚ 丙篇 중의 ‘九章分配四象’‚ 丙篇 중의 ‘古今算學’ 부분 등은 저자 崔錫
鼎의 數理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먼저 ‘數原’ 부분에서는 ‘數는 道에서 생기고 原은 數의 근본이
다. 근본이 비롯된 후 數가 생겨나며 物에는 반드시 근본이 있는 까닭에 數原을 머리로 한다’라고 
전제한 후 河圖와 洛書를 통해 太極에서 兩儀‚ 四象 순으로 數가 생겨나는 원리를 설하였다. 다음 
‘河洛變數’는 하도와 낙서를 근간으로 천지조화의 비밀을 수로써 풀어낸 것들이다. 곧 본서는 중국 
전래의 도가적 우주관에서 연원한 수리철학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九章分配四象’ 부분에
서는 周公이 지은 九章‚ 곧 方田‚ 栗米‚ 衰分‚ 少廣‚ 商功‚ 均輸‚ 盈ㅈ‚ 方程‚ 句股를 四象‚ 곧 太陽
‚ 太陰‚ 小陽‚ 小陰에 분속시키고 四象諸法‚ 곧 參加‚ 總乘‚ 參減‚ 總除法 등 역시 九章에 분속시켰
다. 역시 도가적 우주관과 산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 ‘古今算學’ 부분은 상기한 수리관
하에 數理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 준다. 곧 ‘고대에 黃帝가 堯에게 명하여 甲子를 짓
고 曆을 만들면서 算數가 시작되었는데‚ 이어 伶倫이 律呂를 만들면서 산수가 흥하였다. 禹는 九
數로써 홍수를 다스렸으며 周公은 九章을 짓고 六藝로써 萬民을 가르쳤는데 육예 중 하나가 바로 
數이다. 공자의 제자중 六藝에 통한 자 72인으로부터 산법이 계승되었는데‚ 한의 司馬遷‚ 楊雄 
등‚ 六朝의 祖沖之‚ 劉徽‚ 唐의 孔穎達‚ 五代의 王朴‚ 宋의 胡瑗‚ 邵雍‚ 朱子 등이다. 또 術士로서 
산법에 정미한 자로는 漢 落下閎‚ 晉 郭璞‚ 唐 李淳風이 있다. 近世에는 중국의 楊輝‚ 朱世傑‚ 程
大位‚ 李之藻 등이‚ 北方 이민족으로 耶律楚材‚ 서양 학자로 利瑪寶‚ 湯若望이 있다. 우리나라 학
자로는 신라의 崔致遠이 있으며 조선에 들어 南在號‚ 黃翼成이 있고 儒者로는 徐敬德‚ 李滉‚ 李
珥가 있다. 또 近世의 朝士로는 金始振‚ 李慣‚ 任濬‚ 朴繘이 저명하고 術士로는 慶善徵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서는 중국 전래의 도가적 우주관에서 연원한 수리철학과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
되 이에 머무르지 않고 명대 이래 새로이 전래되기 시작한 서양의 수학 방법론까지도 아우르고 있
다. 곧 중국 고전 수학의 기본 算法인 天元術(算木을 사용하여 방정식의 근을 내는 법)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 수학의 대수방정식‚ 곧 借根方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京城帝國大學圖書章印
이 찍혀 있다.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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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략』은 1700년(숙종26)에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목판본으로 간행한 산학서이다. 
‘구수(九數)’라는 말은 주(周)나라에서 선비들을 가르칠 때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의 육예
(六藝)중에 수(數)에 해당하는 교양 과목으로 9종의 산술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그러므
로  『구수략』은 현대어로는 수학개론이라 할 수 있다.
최석정은 남구만(南九萬)의 제자로 영조 시대에 경종을 지원하는 정치 세력인 소론(少論)의 영수
로 활약하였고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라, 일반적으로 정치적 인물로 부각되었으나 수학에 깊은 조
예가 있었다. 그는 경서와 제자백가는 물론이고 『칠정산(七政算)』이나 「산학계몽(算學啓蒙)』 등 
산학서를 널리 인용하여 수의 근원에서부터 도량형, 각종 셈법과 복잡한 수학 원리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마방진(魔方陣)과 마방진 전 단계의 숫자들의 조합을 보여주는 도표가 많이 들
어 있다. 마방진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아지도록 수를 사각형의 안에 배열한 마술 같은 
도형을 말한다. 
위에 이미지로 든 예의 <낙서 육구도(洛書六九圖) 일명 지수 귀문도(地數龜文圖)>는  “6개의 작
은 벌집의 합이 각 93이다. 9개 벌집의 합은 837이다.” 라는 구성표이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
수 30개를 사용하여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육각형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벌집의 모양과 
같다. 최석정은 이 신기한 마방진을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이의 모양에 비유하고 6개의 작은 
도형이 9개 있으므로 <낙서육구도>라 한 것이다. 만든 이는 1~30까지의 수 중 중위수인 15를 
기준으로 하여 13~18의 숫자를 중간 육각형에 배치한 후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하여 작성을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과 30, 2와 29를 같은 육각형에 배치하는 기법으로 해를 찾아 나가
고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을 했을 것이다. 같은 숫자가 1번, 혹은 2번, 3번까지 겹치므로 99마방
진의 경우와는 달리 육각형의 합이 다른 마방진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번역서에 
그 사례가 보인다.
그 다음 예의 <구구 모수 변궁 양도(九九母數變宮陽道)>는 “이 그림은 본궁(本宮)으로부터 한 번 
변한 것이다.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9개의 숫자가 하나도 중복되지 않는다.”를 그린 것이다. 
1 ~ 9까지의 수를 모두 9번씩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 및 대각선의 합이 모두 45가 되도록 구성
한 마방진을 9차 라틴방진이라고 하는데(1974, 데니쉬),  최석정은 이런 라틴방진 2개를 조합하
는 직교라틴방진을 이해하고 있다. 즉, 1~9까지 사용하는 라틴방진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각각 하나씩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석정은 이들 숫자가 십의 자리의 수를 A, 일의 자리의 수
를 B로 하여 어떤 해법을 가하면 직교라틴방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위 방진
에서 1에서 81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나오도록 A를 x축으로, B를 y축으로 하는 일차 방적
식을 다양하게 세워 직교라틴방진을 구성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간단한 (A-1)x9+B라는 해법을 
이용하여 직교라틴방진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37 48 29 70 81 62 13 24 5
30 38 46 63 71 79 6 14 22
47 28 39 80 61 72 23 4 15
16 27 8 40 51 32 64 75 56
9 17 25 33 41 49 57 65 73

26 7 18 50 31 42 74 55 66
67 78 59 10 21 2 43 54 35
60 68 76 13 11 19 36 44 52
77 58 69 20 1 12 53 34 45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1~81까지의 숫자가 중복이 없고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369가 
된다. 특히 좌측 상단에서 내려오는 대각선은 37~45로 +1의 형태가 되고 우측 상단에서 내려오
는 대각선은 +9의 형태가 된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정해남 · 허민 역, 『구수략』, 敎友社, 2006.
「오일러 앞지른 최석정」, 『과학동아』, 2008.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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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국고화

청구기호
奎軸 

11947
작 가 미상 자료명

중국고화

中國古畵
수량 1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축 (벽화용 족자)

국적 / 시대 / 연대 중국 / 청대 말기 / 19세기말

형 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224×131.4cm 화면 224×131.4cm

제작기법 종이에 채색 

이미지

인장 자료상태 안료박락

제발

기존해제

2015년 02월 규장각 웹 
작자‚ 연기 미상의 대형 인물화이다. 제작 기법이나 내용으로 미루어 중국회화로 판단된다. 그림에 대
해 살펴보면‚ 화면 상단에는 당초문양의 목조 천장 장식을 그려넣고 화면 하단에는 모란을 배치하여 
인물들의 모임이 있는 장소를 표현하고 있다. 공간 구성이 평면적이고 단조롭지만 장식성은 강하게 
엿보인다. 중앙에는 인물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는데 화면 중앙의 나이든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좌
우로 각각 7명과 5명의 여성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인물의 배치로 보아 중앙에 위치한 남성이 모임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며 인물들의 복장과 장식이 화려한 것으로 보아 잔치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
다. 총 13인의 인물을 좌우 일렬로 배치하여 구성이 정적이지만 인물들을 엇갈리게 배치하고 인물들
의 자세와 손동작‚ 시선‚ 복장‚ 복색‚ 머리모양‚ 머리장식‚ 손에 들고 있는 노리개 등을 모두 다르게 표
현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생동감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 그림의 내용이 중국의 고전인 ≪紅樓夢≫
을 연상하게 하여 관련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입 경위와 용도 또한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이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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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면의 중앙에 13명의 여성이 짙은 채색으로 그려져 있고, 위로는 건축물의 당초문 장식이 보이
며, 아래로는 분홍색 모란이 활짝 핀 모습이 담채로 그려져 있다. 이는 ‘홍루몽(紅樓夢)’의 한 장면으
로 ‘금릉십이채(金陵十二釵)’의 12명 여성과 가(賈)씨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 가모(賈
母)를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금릉십이차’란 임대옥(林黛玉), 설보채(薛寶钗), 가원춘(賈元春), 가탐
춘(賈探春), 사상운(史湘雲), 묘옥(妙玉), 강영춘(賈迎春), 가석춘(賈惜春), 왕희봉(王熙鳳), 가교저(賈
巧姐), 이환(李纨), 진가경(秦可卿)의 12명 여성들이 중심이 된 사랑과 운명의 이야기로, 가모는 인자
한 어른이자 이야기의 배경이다.
이 그림은, 거대한 사이즈의 화면이며 등장인물이 주인공으로 그려지며 인물들은 화려한 채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배경은 마치 하늘인 양 푸른 색이라는 점 등에서, 중국에서 청대 말기 희곡의 공연장
에 붙였던 그림들의 크기와 유형의 특색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림이 규장각으로 소장된 경로는 알려
져 있지 않다. 특히 이 그림에는 등장인물이 모두 여성으로 11명의 여인들은 대체로 화려한 단장을 
한 젊은 여성들이로 그 의복의 색이나 꽃단장에 모두 개성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모의 모습은 
머리와 이가 빠졌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환하게 웃고 모습이라, 보는 이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기의견
규장각의 제목 ‘중국고화’는 임시적인 분류명이다. 그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올바른 이름
으로 신속히 고쳐져야 한다. <홍루몽도> 혹은 <금릉십이채도> 등의 이름이 적당하다. 

참고문헌

조사자 의견

제 3장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199



19) 명산승개기

청구기호 奎3235 작 가
하당(何鏜) 撰
정중(鄭重) 畵 

자료명
명산승개기

名山勝槩記
수 량 55점

시각자료 소재 양상 『명산승개기(名山勝槩記)』의 「도부(圖附)」에 판화도로 55점 실림

국적 / 시대 / 연대 중국 / 명대 / 17세기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책 26×16.8cm 화면 각면 19.8 x 27cm

제작기법 종이에 판화도

이미지 1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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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자료상태 양호

제발

기존해제 없음

해제

『명산승개기』는 육조(六朝)에서 명나라 말기 전겸익(錢謙益 1582-1664)에 이르기까지 산수기행문 
1,550여 편을 중국의 지역별로 편집한 방대한 서적이며 마지막권(제 47권)의 ‘도부(圖附)’에 55개의 
판화도가 수록되어 있다. 모두 중국의 명산을 그린 산수화이며 판화도이다.  
『명산승개기』의 첫머리에 탕현조(湯顯祖, 1550-1610)의 「명산기서(名山記序)」,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의 「유명산기서(遊名山記序)」, 왕치등(王稚登, 1535-1612) 「유명산기서(遊名山記序)」
의 서문이 나란히 실려 있으며,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의 판화도 밑그림을 그린 화가는 정중(鄭重), 오우
(吳羽), 조좌(趙左), 두기룡(杜驥龍), 남영(藍瑛), 손자진(孫子眞) 등 명대 강남지역에서 활동한 화가들
로, 두기룡은 심주(沈周)의 제자이며, 손자진은 남영의 제자이다. 
   
『명산승개기』에 실린 산수판화도는 연산(燕山), 반산(盤山), 종산(鍾山), 연기(燕磯), 모산(茅山) 구화
(九華), 황산(黃山), 백악(白岳), 포산(包山), 호구(虎丘), 경구삼산(京口三山),  소금산(小金山), 부사
산(浮槎山), 서호(西湖), 경산(徑山), 천목(天目), 석문(石門), 안탕(雁宕), 용추(龍湫), 선암(仙巖), 석량
(石梁), 적송산(赤松山), 반산(攀山), 무당(武堂), 형악(衡岳), 악양(岳陽), 적벽(赤壁), 석종산(石鐘山), 
숭악(嵩嶽), 태행(太行), 태악(泰嶽), 역산(嶧山), 오대(五臺), 화악(華嶽), 항악(恒嶽), 잔도(棧道), 무이
(武夷), 목란파(木蘭파), 부구(浮丘), 나부(羅浮), 음산(陰山), 계림(桂林), 삼협(三峽), 칠곡산(七曲山), 
수각산(修覺山), 청성산(靑城山), 우두산(牛頭山), 양서(瀼西), 청계삼담(淸溪三潭), 점창산(點蒼山), 
아려삼동(阿廬三洞), 비운암(飛雲巖)의 55점이다. 이 그림들은 명대 문인들의 산수유람 경험을 반영
하여 각 산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명산 하나를 한 폭에 그린 회화작품으로, 밑그림이 
섬세하고 판각의 필선도 유려하다.    

『명산승개기』는 18세기 조선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 발달에 영향을 준 서적이다. 화가 정선(鄭敾, 
1676-1759)을 후원한 김창협(金昌協)과 김창흡(金昌翕)을 비롯하여 그 시절 문사들이 즐겨본 책으
로, 산천유람의 유행을 일으키고 우리 산천을 문학적, 회화적으로 풍성하게 기록하는 데 영향을 주었
다.

특기의견

규장각에 소장된 『명산승개기』(奎中 3235)에는 ‘홍재(弘齋)’와 ‘승화장규(承華藏圭)’의 인장이 있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열람하였음을 알려준다. 규장각에는 또한 낙질의 『명산승개기』(奎中 4756)가 
따로 전한다. 한편 장서각(藏書閣)에는 청나라에서 출간한 『명산승개기』가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소
장본에는 판화도가 책의 앞에 실렸으며 그림은 23점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1.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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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본년도 규장각 고문헌 보존관리 기초자료수립 연구는 4,500건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헌을 

대상으로 정밀상태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작업을 통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 자료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지속적인 보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방치했을 경우 손상이 우

려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즉각적인 복원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고문헌 정밀상태조사는 규장각 고문헌 자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현 상태 파악과 열화 상태의 원인 

분석, 자료의 손상 상태, 증상의 경향, 처리대상 수량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규장각 

소장 고문헌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상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열화 상태의 현황 정리를 통해 자

료가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고, 자료의 수리복원 필요와 보존처리 요구 사항을 파악하며, 보존처리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반자료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문헌 자료

들에 더 이상의 열화가 발생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막고, 현재 훼손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처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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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기간 및 참여 인력 현황

1) 사업기간 : 2014년 4월 3일 ~ 2015년 1월 31일

2) 참여 인력 현황

•       책임연구원 : 이상찬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전공

문 미 정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중국 중세사

박 주 선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졸업 한국 고대사

손 영 상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수료 한국 근대사

오 희 은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수료 한국 중세사

윤 현 상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수료 한국 근대사

한 보 람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수료 한국 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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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작업내용

1. 작업대상 및 작업방법

1) 작업대상

•       귀중본 서고인 5서고에 소장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1,500건 및 1서고에 소장된 자료 3,000건을 

대상으로 총 4,500건에 대한 자료상태조사 작업을 완료하였다.

2) 작업방법

(1) 자료상태조사 및 상태조사표 작성

•       1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들을 서가순으로 열람하면서 한 책씩 상태를 조사하였다. 전년도에 이

어 본년도에는 奎 2016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하였다.

•       아울러 5서고에 소장된 귀중본 도서 고금도서집성(奎中貴 2555)에 대한 상태조사도 v.1부터 순차적으

로 수행하였다.

•       고문헌의 열화 상태를 파악하여 1, 2차년도 사업에서 작성해 온 상태조사 매뉴얼의 기입원칙에 따라 

상태조사표에 기입하였다.(상태조사표는 <그림 1> 참조)

•       작업자 전원이 1년 이상 본 작업에 참여하여 작업 매뉴얼 숙지, 개인적 상태조사표 작성 및 의견 교환 

등 작업숙련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개별 상태조사표 작성을 기본으로 한 가운데 지속적인 소통으로 

개인별 판정기준 차이도 원활하게 줄여나갈 수 있었다.

(2) 자료상태조사 작업 시 주의사항

•       조사를 위한 자료 열람 시 고문헌 보호에 항상 주의하며, 규장각의 고문헌 관리방침을 준수한다.

•       자료의 보호를 위해 열람실 내 온습도에 유의하여 적정 환경을 유지한다.

•       상시적으로 장갑과 마스크 착용한다.

•       자료열람실 내에 연필 이외의 필기도구를 지참하지 않는다.

•       자료열람실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       잠시라도 자료를 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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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도 상태조사 매뉴얼의 수정 보완

•       보조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상태조사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전년도 작업에서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열화 상태가 나타날 경우 동료 보조연구원들과 토의를 통해 1차적으로 작업원칙을 보완하였다.

•       전체 보조연구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그간 축적된 새로운 열화 상태에 대해 1차로 결정한 작업원

칙을 공식적으로 전체 연구원이 공유, 논의를 거쳐 작업원칙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다.

•       본년도 작업 이전에도 2년 동안 상태조사 매뉴얼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미 상당 부

분의 열화사항에 대한 작업성과가 축적되었고, 상태조사 매뉴얼도 보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년도 작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열화사항 및 표기사항은 많지 않았다. 단, 본년도 작업에서는 보존처리 

실무자들과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존의 작업원칙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정작업

에 비중을 두었고, 이에 따라 작업 매뉴얼의 수정이 상당 부분 있었다. 

•       본년도에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열화사항 및 표기원칙은 다음과 같다. (본 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전체 작업원칙에도 굵은 글씨 및 2014년도 신설 혹은 수정으로 표기하였다.)

① 미세먼지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작업자가 「약간」,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체크해 주고, 비고란에는 기록

하지 않음.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향후 자료의 손상가능성과 상관이 없으므로 「약간」에 체크

함. 단, 작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심한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을 경우 논의 후 결정함.

그림 1.  자료상태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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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놓여 있던 책의 크기가 다른 이유로 생긴 부분적 미세먼지의 경우, 「약간」과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체크해 주고, 비고란에 ‘크기 차이’ 기록

② 벌레로 인한 손상

•       심각 등급 판정 기준 변경 → 넓은 면적의 충해로 인해 너덜거리는 경우, 편철 부분에 책장을 넘기면

서 찢어질 위험이 있는 충해의 경우, 테두리가 찢어질 위험이 있는 충해의 경우, 글자 부분을 손상시킨 

충해의 경우

③ 얼룩, 더러워짐(오손)

•       검은색 물방울과 유사한 물질이 떨어져서 종이를 부식시키는 경우, 비고란에 ‘위치+산화’로 표기

※ 물에 젖은 흔적

•       물얼룩이 글자의 변색,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위치+글씨 번짐’으로 표기, 등급은 「중간」 등급

에 체크

④ 변색-종이

•       종이의 색깔이 하얗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톤이 같으면 종이 자체의 색깔이며 변색이 아님.

•       등급 판정 기준 변경 → 

 - 약간 – 약간 정도의 변색 혹은 10장 미만의 변색

 - 중간 – 중간 정도의 변색 혹은 10장 이상의 변색

 - 심각 - 전체적으로 심한 종이 변색이 있을 경우

 →    3차년도 대상 자료는 대부분 약간임. 

 보통과 다른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논의 후 결정함(2014년 수정).

⑤ 종이 찢김

•       등급 판정 기준 변경 → 글씨부분 찢김, 편철 찢김, 테두리 찢김이 있을 경우 심각한 상태임.

•         판심 종이 찢김의 경우, 절반 이상의 찢김은 「심각」, 끝부분 약간의 찢김은 「약간」, 「심각」과 「약간」의 

중간 상태는 「중간」으로 판정함.

⑥ 결손 

•       등급 판정 기준 변경 → 글씨부분 결손, 편철 결손, 테두리 결손, 종이가 너덜해져서 찢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상태임.

•       등급 판정 기준 변경 → 표지 편철끈이 헤졌거나 끊어졌거나 풀렸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끈손상’으

로 표기함. 편철끈이 헤졌거나, 풀렸지만 책의 형태가 흩어질 가능성은 없는 경우 「약간」으로, 편철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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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 원칙

1. 열화 상태 세부 평가기준

-   보존처리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각」, 「중간」, 「약간」을 판정함. 특히, 책장을 넘기거나 서고

에서 자료 출납 시 더 심해질 수 있는 향후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함.

- 「심각」의 경우는 향후 열화의 계속적인 진행가능성이 높은 상태

- 「중간」은 열화의 향후 진행가능성은 낮지만 열화면적이 넓거나 페이지수가 많은 상태

- 「약간」은 열화의 향후 진행 가능성은 없으며, 열화면적 및 페이지수도 「중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상태

2. 열화 위치 표시원칙 
- 책 전체를 3등분하여 초반 / 중반 / 후반으로 나누어서 기록

- 한 페이지 내 상세 위치(EX : 상단, 하단 등)는 기록하지 않음.

3. 열화 상태 세부내역 비고란 기록 원칙

- 검색 편의를 위해 용어, 띄어쓰기, 기록사항 배열순서 통일에 유의해야 함.

- 위치 표시를 제일 앞에 기록함.(초반 / 중반 / 후반)

-   위치 표시를 할 때, 동일한 열화 상태가 여러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열화 상태 앞에 여러 위치를 

띄어쓰기로 구분함.

•       표기 방법 : ‘초반V중반V후반/앞표지V뒷표지 + 해당 열화 상태’

•       예시 : 초반 후반 판심 충해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이 끊어지거나 풀려서 책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표지 편철끈이 

헤졌거나 끊어졌거나 풀렸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끈손상’으로 표기함. 편철끈이 헤졌을 경우 「약간」

으로, 책 끝부분 편철끈이 끊어지거나 풀려서 책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각」으로, 책 

중간 부분 편철끈이 풀렸으나 책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은 낮은 경우 「중간」으로 판정함.

•       종이 찢김 결손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조그만 구멍의 경우 ‘위치+구멍’으로 표기하고, 「약간」으로 판정

함. 단, 구멍이 글자에 위치하고 있어 글자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2) 작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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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는 각 열화 항목 구분 시에만 사용함.

- 비고란과 기록사항란에 마침표 (.)는 사용하지 않음.

4. 두루마리 자료의 경우,

-   자료 원본에 해당하는 본문 부분의 열화는 「내지」에 체크하고, 자료를 보존해 놓은 장황 부분의 열화

는 「표지」에 체크함.

-   두루마리 자료의 열화 상태를 비고란에 기재 시 말미에 첨부된 두루마리 자료 명칭표에 따라 각 부위 

명칭을 기재함. 이 때, 자료 원본 부분은 ‘본문’으로 기재함.

- 장황 후면에 마모 등 열화가 있을 경우는 위치를 ‘후면’으로 표기함.

5. 사진 등록

- 특이한 열화 상태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등록하고, 팀원들과 논의함.

-   사진 등록 방법은 자료상태 입력 페이지의 사진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업로드하며, 파일명은 (등록번

호_001), (등록번호_002)의 형식으로 변경해 주어야 함.

(각 책별 등록번호는 자료상태 입력 페이지 우측 상단에 나와 있음.)

6. 개인별 열화 이미지 사진 정리

- 심각한 열화상태의 경우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개인별로 이미지를 촬영하여 팀장에게 전송함.

- 이 때, 파일명은 ‘청구기호 + 열화상태’로 기입함.

(파일명 예시: ‘奎 1234 v.1 지질 열화’)

Ⅱ. 상태조사표 상단부 표기원칙

1. 형태 표기원칙

-   변철이 국화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 - 「변철」 - 「기타」에 체크하고 ‘국화동’라고 기입함. 변철이 

민무늬 못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 - 「변철」 - 「기타」에 체크하고 ‘못’이라고 기입함.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한번 더 덧대어 있을 경우, 「형태」 - 「이중장정」에 체크함.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3중장정일 경우, 「형태」 - 「이중장정」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체크한 후 ‘삼중장

정’이라고 기입함.

- 자료 형태가 병풍처럼 접혀 있을 경우, 「형태」 - 「절첩식」에 체크함.

-   자료 형태가 끈으로 묶이지 않고 접착제로 살짝 붙어 있을 경우, 「형태」 - 「기타」에 체크하고, ‘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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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입함.

-   두루마리 자료일 경우, 「형태」 - 「두루마리」에 체크하고, 고리나 끈이 달려 있을 경우 「기타」에도 체크

하고 ‘고리, 끈’이라고 기입함.

2. 수납방법 표기원칙

-   현대식 포갑 안에 기존의 포갑이 있는 경우, 「수납방법」 - 「포갑」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다시 체크한 

후 ‘이중포갑(재질의 종류)’라고 기입함.

-   자료가 종이로 둘러서 끈으로 한 번 더 묶여 있는 경우, 「수납방법」 - 「기타」에 체크하고, ‘끈’이라고 기입함.

•       비고란 표기 예시

 이중포갑(종이)

 이중포갑(비단)

 끈

3. 재질 표기원칙

- 표지에 무늬가 있는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능화’라고 기입함.

-   표지가 분홍빛이 도는 책의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분홍’이라고 기입함. 능화와 함께 분홍빛

이 돌 경우, 같은 칸에 ‘능화, 분홍’이라고 함께 기입함.

-   표지가 푸른 빛 염색 한지일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쪽 염색’이라고 기입함. 해당란에 ‘능화’, 

‘분홍’ ‘황염’ 등의 기타 기록 사항이 있는 경우 ‘,’로 구분하여 함께 기입함.(2013년 신설)

- 표지가 겉싸개로 한 번 더 싸여있는 경우,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외장지’라고 기입함.

- 한 책이 여러 질의 종이로 이루어진 경우 「내지」 - 「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지질 상이’라고 기입함.

- 표지 재질이 천이지만 어떤 종류의 천인지 판단이 힘들 때 「표지」 - 「기타」에 체크하고 ‘섬유’라고 기입함.

4. 기록재료 표기원칙

- 표지나 내지에 붉은 표시가 있는 경우 「기록재료」 - 「안료」에 체크함.

- 판심에 수용성 잉크(적색, 청색 등)로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기록재료」 - 「잉크」에 체크함.

- 책 내지에 페이지수가 잉크로 찍혀 있는 경우, 「기록재료」 - 「잉크」에 체크함.

-   책 판심부에 쪽수가 싸인펜으로 적혀 있거나, 내용 부분에 싸인펜으로 수정 혹은 표기해놓은 부분이 

있을 경우, 「기록재료」 - 「기타」에 체크하고 ‘싸인펜’을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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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태조사표 하단부 표기원칙 (열화 항목별 등급 체크 및 비고란)

1. 미세먼지

- 표지와 내지에 묻어 있는 먼지 오염의 정도를 판정함.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작업자가 「약간」,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체크해 주고, 비고란에는 기록

하지 않음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향후 자료의 손상가능성과 상관이 없으므로 「약간」에 체크함. 

단, 작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심한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을 경우 논의 후 결정함.(2014년 수정)

-   앞뒤에 놓여 있던 책의 크기가 다른 이유로 생긴 부분적 미세먼지의 경우. 「약간」과 중간」, 「심각」을 판

단하여 체크해 주고, 비고란에 ‘크기 차이’ 기록(2014년 수정)

- 선반 상단에 보존된 책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의함.

•         비고란 표기 방법 : ‘크기 차이’

 예시 : 크기 차이

2. 벌레로 인한 손상

- 표지와 내지에 충해를 입은 정도를 판정함.

-   책장을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함.(따라서 편철 부분

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상가능성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① 표지

•       약간 - 일반적인 충해손상 10개 미만

•       중간 - 일반적인 충해손상 10개 이상

•       심각 -  Ⓐ   편철 부분 손상(단, 책표지를 넘겨도 손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작업자가 판단

하여 약간 , 중간  등급을 줄 수 있음.)

                Ⓑ   지름 2cm 이상의 구멍(이 경우, 결손 에도 체크하고, 결손비고란에도 ‘위치+충해 결손’으

로 표기함.) 

                Ⓒ   표지 테두리 손상(테두리 부분에 충해로 인한 구멍이 생겨서 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찢

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심각 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지 충해(테두리)’로 표기함. 단, 손상

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작업자가 판단하여 약간 , 중간  등급을 줄 수 있음.)  

→   넓은 면적의 충해로 인해 너덜거리는 경우, 편철 부분에 책장을 넘기면서 찢어질 위험이 있는 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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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테두리가 찢어질 위험이 있는 충해의 경우, 글자 부분을 손상시킨 충해의 경우(2014년 수정)

② 내지

•       약간 - 작고 깊은 충해

•       중간 - 비교적 넓은 충해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       심각 - Ⓐ   편철부분의 충해(단, 책장을 넘겨도 손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작업자가 판단

하여 「약간」, 「중간」 등급을 줄 수 있음.)

 Ⓑ 넓은 면적의 충해로 인해 한 장이라도 너덜거리는 경우

 Ⓒ   지름 2cm 이상의 구멍(이 경우, 결손 에도 체크, 결손비고란에도 ‘위치+충해 결손’으로 표기)

→   넓은 면적의 충해로 인해 한 장이라도 너덜거리는 경우, 편철 부분에 책장을 넘기면서 찢어질 위험이 있는 충해의 

경우, 테두리가 찢어질 위험이 있는 충해의 경우, 글자 부분을 손상시킨 충해의 경우(2014년 수정)

•       비고란 표기 방법 : ‘초반/중반/후반 + 편철/지면/판심 + 충해’

 ‘초반/중반/후반 + 전면 + 충해’  (한 페이지 내에 지면, 편철, 판심 모두 손상을 입

은 경우)

 ‘앞표지/뒷표지 충해(테두리)’

예시 : 초반 후반 편철 충해

 후반 편철 충해

 중반 지면 충해

 초반 후반 판심 충해

 초반 후반 전면 충해

 앞표지 충해

 뒷표지 충해

 앞표지 뒷표지 충해

 초반 후반 편철 충해, 중반 지면 충해

 (★ 편철 충해와 지면 충해가 각각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 쉼표로 각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앞표지 뒷표지 충해(테두리)

 앞표지 충해(테두리)

3. 얼룩, 더러워짐(오손)

- 이물질(건식클리닝 대상) 또는 오염이 있는 부분을 의미함.

- 첨지자국과 지문, 아주 작은 단순 얼룩 등은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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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자료 경우 비고란에 ‘전면/후면 이물질’로 기입함.

- 2013년 2차년도 작업부터 오염 항목을 신설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책 전체적으로 10개 미만

•       중간 - 책 전체적으로 10개 이상

•       심각 - X(차후 다른 자료 작업 시 필요할 경우 재논의)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라색 곰팡이 등 묻어나지 않는 곰팡이의 경우, 비고란에 위치 + 곰팡이 자국’으로 표기

•       불에 그을렸지만 구멍은 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위치 + 그을림 자국’으로 표기

•       영인본 작업을 위한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위치 + 영인 표식’으로 표기 

•       앞표지 혹은 뒷표지 안쪽에 책 구분을 위한 종이 표시가 붙어있는 경우 ‘앞표지 속지/뒷표지 속지

+ 이물질(종이)’로 표기

•       원형 테두리 물자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위치 + 물자국(형태)’ 표기

•       총독부 첨지가 도삭 결손 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 「약간」으로 판정하고, 비고란에 ‘위치 + 총독부 

첨지’로 표기

•       괘선, 판심의 먹이 번졌을 경우, 「약간」, 「중간」을 판정하고, 비고란에 ‘위치 + 광곽 번짐’으로 표기

•       먹, 물감, 잉크 등 이물질이 아니어서 복원처리를 해줄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오염이 있는 경

우, ‘위치 + 오염(먹, 물감, 잉크)’ 표기(2013년 신설)

•       경성제대 인장이 찍힌 첨지가 앞표지 혹은 뒷표지 속지 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경성제

대 첨지’로 표기(2013년 신설)

•       앞표지, 뒷표지에 총독부 라벨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을 경우, 비고란에 ‘총독부 라벨지’

로 표기(2013년 신설)

•       검은색 물방울과 유사한 물질이 떨어져서 종이를 부식시키는 경우, 비고란에 ‘위치+산화’로 표기

(2014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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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 표기 방법 : ‘초반/중반/후반 + 이물질’

 ‘초반/중반/후반 + 이물질(종류)’ 

 (★ 이물질의 종류가 확실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물질 종류 표기)

 ‘초반/중반/후반 + 곰팡이 자국’

 ‘초반/중반/후반 + 그을림 자국’

 ‘초반/중반/후반 + 영인 표식’

 ‘앞표지 속지/뒷표지 속지 + 이물질(종이)’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물자국(원형)’

 ‘초반/중반/후반 + 광곽 번짐’

 ‘앞표지 오염(먹)’

 ‘뒷표지 후반 오염(잉크)’

예시 : 중반 이물질

 초반 중반 이물질(벌레)

 초반 이물질(밥풀, 벌레, 테이프, 식물, 총독부 용지 등)

 후반 곰팡이 자국

 초반 그을림 자국

 초반 후반 영인 표식

 앞표지 속지 이물질(종이)

 앞표지 물자국(원형)

 초반 광곽 번짐

4. 물에 젖은 흔적

- 물에 젖어서 물얼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일반적인 물얼룩의 경우는 위치 정보 필요 없음.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중간 기준 이하

 •      중간 - 진행가능성이 없지만 열화면적(1/2)이 넓고, 페이지수가 많은 경우(1/2)

  면적과 두께가 모두 넓거나 많을 경우만 해당

  면적과 두께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중간」에 체크, 면적이 좁고 두께가 많을 경우 「약간」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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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 -   일반적인 물흔적의 경우 차후 손상 진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함에 표시하지 않으나, ‘지질 

열화’의 경우는 판정 후 「심각」에 체크할 수 있음.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거북이 등껍질 같은 물얼룩, 이로 인해 구멍이 난 경우까지도 ‘위치 + 지질 열화’로 표기, 등급은 상태

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을 줄 수 있음.

 •      침수에 의해 종이가 울거나 전체적인 상태 변형이 있을 경우, ‘위치 + 침수 변형’으로 표기, 등급은 상

태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을 줄 수 있음.

 •      물얼룩이 글자의 변색,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위치+글씨 번짐’으로 표기, 등급은 「중간」 등

급에 체크(2014년 신설)

•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지질 열화’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침수 변형’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글씨 번짐

 예시 : 중반 지질 열화

 앞표지 초반 침수 변형

5. 변색 - 글자

- 글자의 변색이 심한 경우 상태를 판정해서 「약간」 「중간」 「심각」 체크함.

6. 변색 - 종이

- 표지와 내지에 변색이 있을 경우를 의미함.

-   종이의 색깔이 하얗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톤이 같으면 종이 자체의 색깔이며 변색이 아님.(2014년 

신설)

- 표지의 일부분 변색 혹은 내지의 전체적인 변색일 경우는 위치 정보 필요 없음.

• 약간 – 약간 정도의 변색 혹은 10장 미만의 변색

• 중간 – 중간 정도의 변색 혹은 10장 이상의 변색

• 심각 - 전체적으로 심한 종이 변색이 있을 경우 

→   3차년도 대상 자료는 대부분 약간임. 보통과 다른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논의 후 결정함.(2014년 수정)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끈이염이 있을 경우 ‘위치 + 끈이염’으로 표기, 10장 미만이면 「약간」, 10장 이상이면 「중간」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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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함. 끈이염의 경우 「심각」으로 판정하지 않음.

•       표지와 내지에 습기로 인한 변색, 얼룩이 있을 경우 ‘위치 + 습기 얼룩’으로 표기, 10장 미만이면 「약

간」, 10장 이상이면 「중간」 등급을 판정함. 습기 얼룩의 경우 「심각」으로 판정하지 않음.

•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끈이염’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습기 얼룩’

예시 : 앞표지 뒷표지 끈이염

 초반 중반 습기 얼룩

7. 변색 - 안료, 도료 : 추후 논의

8. 곰팡이

- 천으로 만져서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경우 및 곰팡이 자국이 남은 경우를 의미함.

•       약간 - 천으로 만져서 묻어나오지 않는 경우, 10장 미만

•       중간 - 천으로 만져서 묻어나오지 않는 경우, 10장 이상

•       심각 - 천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는 모든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모든 경우, 향후 손상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두 「심각」으로 판정하고, ‘위치 + 곰

팡이’로 표기함.

•       곰팡이 자국만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약간」 「중간」에 체크하고, 비고란에는 기입하지 않음. 단 이 경

우에는 「얼룩, 더러워짐(오손)」 항목의 비고란에 ‘위치 + 곰팡이 자국’을 표기함.

•       책 전체적으로 곰팡이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존처리 요구 사항」에 ‘건식’ 클리닝란에 체크함.

•        비고란 표기 방법 : ‘초반/중반/후반/책등 + 곰팡이

 예시 : 초반 곰팡이, 책등 곰팡이

9. 비듬(팽창)

- 물에 젖어서 종이가 팽창되어 있거나, 심각한 팽창이 아니라도 보풀이 일어났을 경우를 의미함.

- 단, 책장 넘김으로 인한 종이보풀을 구분하여, 단순한 종이보풀의 경우는 표기하지 않음.

•       약간 - 전체 중 10장 미만이거나 지면 비듬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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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 전체 중 10장 이상

•       심각 - 책 전체에 걸쳐 있을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단순히 종이가 물에 젖어서 팽창하거나 보풀이 일어난 비듬일 경우 비고란에는 따로 기입하지 않음.

•       내지가 물에 젖어서 보풀이 일면서 먹 부분도 같이 일어나 있는 부분은 ‘위치 + 지면 비듬’ 표기

10. 종이 찢김

-   자료에 판심, 지면, 편철 종이 찢김, 표면 분리, 속지 분리, 배접지 분리 등 각종 찢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종이 찢김의 상태를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   종이질의 얇고 두꺼운 정도, 찢어진 부위의 길이 정도를 보고 향후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약간」 「중

간」 「심각」을 판정함.

- 2013년 2차년도 작업부터 지면 올풀림 항목을 신설함.

•       약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종이 찢김이 10개 미만일 경우

•       중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종이 찢김이 10개 이상일 경우

•       심각 -   향후 손상가능성이 높은 종이 찢김이 있을 경우     

→ 글씨부분 찢김, 편철 찢김, 테두리 찢김이 있을 경우 심각한 상태임.(2014년 신설)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판심, 지면, 편철 부분에 종이 찢김이 있는 경우, ‘위치 + 판심/지면/편철 + 종이 찢김’으로 표기함.

•       판심 종이 찢김의 경우, 절반 이상의 찢김은 「심각」, 끝부분 약간의 찢김은 「약간」, 「심각」과 「약간」의 

중간 상태는 「중간」으로 판정함.(2014년 신설)

•       앞표지, 뒷표지의 속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지+속지 분리’로 표기함. 

표지의 속지가 1/2이하로 떨어져 있고, 표지의 형태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약간」, 표지의 속지가 

1/2이상 떨어져 있고, 표지의 형태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중간」, 속지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표지가 비늘처럼 여러 겹으로 떨어져 나온 경우 ‘앞표지/뒷표지 + 표면 분리’로 표기함. 향후 손상가

능성을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       표지에 표제 혹은 정보를 기입한 종이가 분리되어 너덜거리는 경우, 「표지」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

지 표제 분리’로 표기함. 표제 분리의 경우 「심각」으로 판정하지 않음.

•       기보존처리 책의 경우, 배접지 분리 여부를 확인하여 ‘위치 + 배접지 분리’로 표기함.

•       지면 일부를 도삭했으나, 도삭된 부분이 해당 지면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심각」에 체크하고, 비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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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 + 도삭 분리’로 표기함.

•       책 속에 그림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심각」에 체크하고, 비고란에 ‘위치 + 그림 분리’

로 표기함.

•       책 속에 본문 내용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하고, 비고란에 

‘위치 + 본문 분리’로 표기함.

•       책이 몇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완전히 분리된 경우, ‘제본 분리’로 표기함.

•       판심이 완전히 찢어진 안쪽을 이용하여 글씨를 써 놓았을 경우, ‘위치 +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으로 

표기함.

•       두루마리 자료의 비고란 기입 예 : 위회장 찢김, 영자 분리, 본문 분리

•       청구기호가 기입된 라벨지가 너덜거릴 경우, ‘라벨지 분리’로 표기하고, 「약간」으로 판정함.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왔지만 분리된 지면이 해당 부분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위치 + 전장 

분리’로 기록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도삭 과정에서 도삭지면이 아닌 다른 면에도 칼자국이 나 있는 경우, ‘위치 + 지면/판심/편철 종이 찢

김(칼자국)’으로 표기하고, 「약간」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판정함.

•       도삭 과정에서 도삭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 ‘위치 + 도삭 종이 찢김’으로 표기

하고, 「약간」 「중간」 「심각」을 판단하여 판정함.

•       본문 중 첨지가 떨어졌을 경우 ‘위치 + 첨지 분리’로 기록하고, 「약간」으로 판정함.

•       내지에 종이 올이 풀려 나와 있을 경우, ‘위치 + 지면 올풀림’으로 표기함.(201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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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판심/편철/지면 + 종이 찢김’

 ‘초반/중반/후반 + 배접지 분리’

 ‘앞표지/뒷표지 속지 분리’

 ‘초반/중반/후반 + 전장 분리’

 ‘앞표지/뒷표지 + 표면 분리’

 ‘앞표지/뒷표지 + 표제 분리’

 ‘초반/중반/후반 + 본문 분리’

 ‘초반/중반/후반 +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칼자국)’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도삭 종이 찢김’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지면 올풀림’

예시 : 초반 판심 종이 찢김

 초반 후반 배접지 분리

 앞표지 속지 분리

 앞표지 뒷표지 속지 분리

 뒷표지 속지 탈락

 초반 전장 분리

 앞표지 뒷표지 표면 분리

 뒷표지 표제 분리

 초반 중반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초반 편철 종이 찢김(칼자국)

 중반 도삭 종이 찢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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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손

- 자료에 각종 결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약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결손이 10개 미만일 경우

•       중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결손이 10개 이상일 경우

•       심각 -   향후 손상가능성이 높은 결손이 있을 경우      

→ 글씨부분 결손, 편철 결손, 테두리 결손, 종이가 너덜해져서 찢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

각한 상태임.(2014년 수정)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지와 내지에 모서리 헤짐이 있는 경우, ‘위치 + 모서리 결손’으로 표기함. 표지의 모서리 결손이 내

지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인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책 전체적으로 종이의 모서리 부분이 낡아서 달아있는 경우 ‘앞표지 뒷표지 초반 중반 후반 모서리 

결손’으로 기록하면 이러한 상태인 것을 표시한 것임. 이 경우, 전체적으로 모서리 종이 접힘도 같이 

나타나므로 모서리 종이 접힘 항목을 따로 다시 기입하지 않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달은 경우가 아니

라서 결손과 종이 접힘이 각각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 따로 따로 기입함.)

•       표지 편철끈이 헤졌거나 끊어졌거나 풀렸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끈손상’으로 표기함. 편철끈이 헤

졌거나, 풀렸지만 책의 형태가 흩어질 가능성은 없는 경우 약간 으로, 편철끈이 끊어지거나 풀려서 

책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각 으로 판정함. → 표지 편철끈이 헤졌거나 끊어졌거나 

풀렸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끈손상’으로 표기함. 편철끈이 헤졌을 경우 「약간」으로, 책 끝부분 편철

끈이 끊어지거나 풀려서 책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각」으로, 책 중간 부분 편철끈이 

풀렸으나 책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은 낮은 경우 「중간」으로 판정함.(2014년 수정)

•       표지 가장자리가 풀린 경우, ‘앞표지/뒷표지 풀림’으로 표기함.

•       충해로 인해 지름 2cm 이상의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 + 충해 결손’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종이가 찢겨 나간 경우 ‘위치 + 종이 찢김 결손’으로 표기함.

•       불에 그을려서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 + 그을림 결손’으로 표기함.

•       이전 편철작업에서 심각한 결손이 생긴 경우 ‘위치 + 기편철작업 결손’으로 표기함.

•       물로 인한 지질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2cm이상의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 + 지질 열화 결손’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내지 한 장의 양면 중 한 면 전체가 찢겨 나갔을 경우 ‘위치 + 단면 결손’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

정함.

•       앞표지 뒷표지가 탈락했거나 속지가 탈락했을 경우 ‘위치 + 속지 탈락’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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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부분을 칼로 도려낸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박취, 절삭, 한지 대체, 한지 필사 대체)’로 

표기함.

  (단, 도려낼 때 종이를 한 겹만 얇게 벗겨낸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박취)’로, 완전히 도

려낸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절삭)’으로, 도려낸 부분을 한지로 막은 뒤 해당 내용을 필

사해 놓은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한지 필사 대체)’로, 필사가 없이 한지로만 되어 있을 

경우는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한지 대체)’로 기록)

•       종이 찢김 결손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조그만 구멍의 경우 ‘위치 + 구멍’으로 표기하고, 「약간」으로 판

정함. 단, 구멍이 글자에 위치하고 있어 글자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2014

년 신설)

•       자료의 외지, 내지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헐어 있는 경우 ‘위치 + 테두리 부식’으로 표기함.

•       외장지가 풀려 있을 경우 ‘외장지 풀림’, 책등 부분의 손상일 경우 ‘책등 손상’으로 표기함.

•       책 속에 본문을 붙여 놓은 자료에서 본문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 ‘위치 + 본문 분리 결손’으로 기록하

고, 등급 판정은 하지 않음.

•       설치류가 이빨로 갉아먹은 흔적이 있을 경우 ‘위치 + 서해 결손’으로 표기함.

•       이중장정의 원표지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경우 ‘원표지 부식’으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표지에 표제가 없어진 경우, ‘앞표지/뒷표지 표제 탈락’으로 표기하고, 등급 판정은 하지 않음.

•       두루마리 자료의 비고란 기입 예 : 위회장 아래회장 마모, 축두 결손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와서 사라졌을 경우, ‘위치 + 전장 분리 결손’로 표기하고 「중간」으로 

판정함.

•       표지에 비단 재질의 천이 덧씌워져 있는 책에서 천이 떨어져 나간 경우 ‘앞표지/뒷표지 비단 표지 탈

락’으로 표기함.(2013년 신설)

•       내지 일부에 마모로 인한 결손이 있는 경우 ‘위치 + 마모 결손’으로 표기함.(201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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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모서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외장지 + 풀림’

 ‘앞표지/뒷표지 + 끈손상’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충해 결손’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종이 찢김 결손’

 ‘초반/중반/후반 + 도삭 결손(박취, 절삭, 한지 대체, 한지 필사 대체)’

 ‘초반/중반/후반 + 그을림 결손’

 ‘초반/중반/후반 + 기편철작업 결손’

 ‘초반/중반/후반 + 지질 열화 결손’

 ‘초반/중반/후반 + 단면 결손’

 ‘초반/중반/후반 + 구멍’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테두리 부식’

 ‘책등 손상’

 ‘초반/중반/후반 + 본문 분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서해 결손’

 ‘원표지 부식’

 ‘앞표지/뒷표지 탈락’

 ‘앞표지/뒷표지 속지 탈락’

 ‘앞표지/뒷표지 표제 탈락’

 ‘초반/중반/후반 + 전장 분리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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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앞표지 모서리 결손

 뒷표지 풀림

 외장지 풀림

 앞표지 끈손상

 앞표지 초반 후반 충해 결손

 중반 종이 찢김 결손

 초반 도삭 결손(박취)

 초반 중반 도삭 결손(박취, 절삭)

 초반 단면 결손

 중반 후반 구멍

 초반 중반 후반 테두리 부식

 후반 본문 분리 결손

 중반 서해 결손

 뒷표지 탈락

 앞표지 뒷표지 속지 탈락

 앞표지 표제 탈락

 초반 전장 분리 결손

12. 녹슴

- 변철 및 기타 부분에 녹이 슨 경우를 의미함.

- 녹이 슨 정도에 따라 약간/중간/심각으로 구분

•       약간 - 녹은 슬었으나, 녹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

•       중간 - 물리적 힘을 강하게 가해 문지르면 가루가 묻어나오는 정도일 경우

•       심각 - 녹을 건드리면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는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변철 부분에 녹이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변철 녹슴’으로 표기함.

•       두루마리 자료일 경우, 고리가 녹슬어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한 후, ‘고리 녹슴’으로 표기

•       변철에 녹이 슨 경우에는 다른 책(특히 표지)에 2차적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많음.이 경우, 이물질에 

표시 (예시 : 앞표지 이물질(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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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료 박리 : 추후 해당 열화상태가 나오면 논의

14. 안료 벗겨짐 : 추후 해당 열화상태가 나오면 논의

Ⅳ.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본원칙

1. 「보존처리요구등급」 판정 기본원칙

- 향후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여 A~D 등급 판정

-   D등급은 손으로 만지기 힘들만큼 심각한 경우 혹은 C등급에 해당되는 열화상태가 매우 많아 빠른 보

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부여(손으로 만지기 힘들만큼 자료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료에 손을 

대서 세부 상태를 조사하지 말고 등급만 D등급에 체크함.)

- C등급은 향후 자료의 열람이 반복될 때 손상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부여

- B등급은 향후 손상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보존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부여

- A등급은 보존처리가 불필요한 상태일 경우에 부여

2.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 기록 원칙 (①-(23) 순서대로 기록)

① 청구기호 라벨지에 RF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RF를 표기함.(2013년 신설)

② 기존에 보존처리 된 적이 있는 경우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에 ‘기보존처리’ 기록

*   단, 古 자료군의 경우 현대의 포갑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 자체에 기보존처리 흔적이 없

다면 ‘기보존처리’ 기록하지 않음.

*   기보존처리에 문제가 보인다면(예: 배접지 구멍, 배접용지 크기 일정하지 않아서 종이 접힘 생김 등) 

‘기보존처리(재검토 요망)’으로 기록함.

③ C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친 열화 항목을 다시 한 번 언급함.

* 이 때, 1-23번까지 제시된 열화의 순서대로 기록함.

* 종이 찢김과 결손의 경우, C등급 준 이유에 대한 세부 항목을 괄호 안에 기록할 것(2013년 신설)

•        기록사항에 표기할 용어는 다음과 같이 통일함.

  충해, 이물질, 지질 열화, 종이 변색, 곰팡이, 비듬, 종이 찢김(표면 분리, 판심/편철/지면 종이 찢

김, 배접지 분리, 속지 분리), 결손(모서리 결손, 표지 풀림, 끈손상, 충해 결손, 서해 결손)

④ 종이 접힘은 항목에 없지만 기록사항에 기록

* 단, 일반적인 책넘김으로 생긴 경미한 정도의 종이 접힘은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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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방법 (여러 유형의 종이 접힘이 나올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기록)

‘초반/중반/후반 + 계단형 종이 접힘’

‘초반/중반/후반 + 모서리 종이 접힘’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지면 종이 접힘’

‘초반/중반/후반 + 편철 종이 접힘’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 판심 종이 접힘’

⑤   표지와 첫 장 혹은 마지막 장 지면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 지면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는 항목에 없

지만 기록사항에 기록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지면 상접’

‘초반/중반/후반 지면 상접’

⑥ 제본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 기록사항에 기록

•        표기 방법 

‘첫장/마지막장 제본 오류’

⑦ 송곳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지면을 찍은 자국이나 칼자국이 나타나는 경우 기록사항에 기록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송곳자국’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칼자국’

⑧   내지 일부분의 종이 전면 혹은 한 면 중 일부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아져 있는 경우(전면 마모, 부분마모)

원래 지질이 얇아서 글씨 부분이 떨어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부분 마모)

•        표기 방법 

‘초반/중반/후반 전면 마모’

‘초반/중반/후반 부분 마모’

⑨ 표지 또는 외장지가 헐어 있는 경우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마모’

‘외장지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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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표지가 내지보다 커서 표지의 테두리가 접힌 경우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테두리 접힘’

⑪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복사본으로 대체했을 경우,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빈 한지로 대체했을 경우

•        표기 방법 

‘낙장(복사 대체 「복사된 장의 수」)’

예 : 낙장(복사 대체 3)

‘낙장(한지 대체 「빈 한지로 보충된 장의 수」)’

예 : 낙장(한지 대체 2)

⑫   절첩식 책에서 접히는 부분이 흩어져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책의 물리적 형태 변형이 있

는 경우는 기록 사항에 ‘형태 변형’ 기재하고 상태는 ‘심각’으로 판정

•        표기 방법 

‘형태 변형’

⑬ 기존 포갑이 손상되었을 경우 ‘포갑 손상’으로 기록함.

•        표기 방법 

‘포갑 손상’

⑭   책 중 일부분의 크기가 다르거나 편철이 잘못된 등의 이유로 종이가 삐져나와서 구겨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위치 + 낱장 돌출’로 기록함. 

•        표기 방법 

‘위치 + 낱장 돌출’

예 : 뒷표지 속지 낱장 돌출, 초반 낱장 돌출

⑮   해당 책자와 상관없는 문서들이 낱장으로 꽂혀 있을 경우, ‘위치 + 타자료 삽입’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타자료 삽입’

예 : 초반 타자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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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태그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 ‘위치 + 태그 삽입 불량’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태그 삽입 불량’

예 : 초반 태그 삽입 불량

⑰ 표지가 들떠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들뜸’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표지 테두리가 말려들어가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말림’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앞표지/뒷표지 들뜸’

예 : 앞표지 들뜸, 뒷표지 들뜸, 앞표지 뒷표지 들뜸

⑱ 테두리 부분의 종이가 마모되었을 경우, ‘테두리 마모’로 기록함.(2013년 신설)

⑲ 내지 부분이 여러 크기의 종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지 크기 차이’로 기록함.(2013년 신설)

⑳ 표지나 내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경우, ‘위치 + 눌린 자국’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눌린 자국’

예 : 앞표지 뒷표지 눌린 자국, 초반 눌린 자국

� 피휘 용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위치 + 피휘 용지 분리’로 기록함.(2013년 신설)

•        표기 방법 

‘위치 + 피휘 용지 분리’

예 : 초반 피휘 용지 분리

�   내지의 크기보다 표지의 크기가 작아서 내지가 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내지 돌출’로 기록함.(2013

년 신설)

� 표지 테두리가 말려들어가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말림’으로 기록함.(201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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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존처리요구사항」 체크 원칙

- 복원 작업 시 편철부분을 풀어야 되는 사항일 경우 「전체 복원」으로 들어감.

(예 : 결손, 충해가 편철부분일 경우, 표지 끈손상의 경우 등)

- 보존처리 요구등급이 D일 경우 「전체 복원」에 체크함.

-   복원필요 장수가 10장 이상일 경우 「전체 복원」, 10장 미만일 경우 「부분 복원」에 체크함.(2013년 신설)

-   전체적으로 건식 처리로 끝낼 수 있는 곰팡이, 얼룩, 이물질 등의 문제만 있을 경우, 「클리닝 건식」에 체크함.

-   하나의 책이 「전체 복원」(EX : 편철부분 손상)과 「클리닝 건식」(EX : 이물질 부착) 모두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복원」에만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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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특징

1) 열화상태 및 등급 적용 실제

① 미세먼지

② 벌레로 인한 손상

크기 차이(약간)

지면 충해(심각) 편철 충해(심각)

판심 충해(심각)

표지 충해(테두리/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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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얼룩, 더러워짐(오손)

④ 물에 젖은 흔적

이물질(벌레/약간)

오염(먹/중간)

이물질(종이/약간)

오염(약간)이물질(끈/약간)

침수 변형(심각)

지질 열화(심각)침수 변형(심각) 지질 열화(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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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색-종이

⑥ 곰팡이

종이 변색(크기 차이/약간) 종이 변색(약간)

종이 변색(끈이염/약간) 종이 변색(약간)

곰팡이(심각) 곰팡이(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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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종이 찢김

지면 종이 찢김(심각) 편철 종이 찢김(심각)

판심 종이 찢김(심각) 본문 분리(심각)

표면 분리(심각)

표면 분리(심각)속지 분리(심각) 표제 분리(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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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결손

2) 작업대상 자료의 열화상태 현황

(1) 보존처리 요구등급 판정 결과 및 특징

대상 자료의 총체적인 열화상태를 종합하여 A, B, C, D의 총 네 등급으로 각각 등급을 나누어 판정하

였다.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등급 – 보존처리 불요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처리가 필요 없는 자료]

•       B 등급 – 보존처리 필요(기초)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지질 열화 결손(심각)서해 결손(심각)

끈손상(심각 구멍(심각)충해 결손(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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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등급 – 보존처리 필요

 [비교적 열화 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처리가 신속히 필요한 자료]

•       D 등급 – 보존처리 시급

 [열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손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표 1. 3차년도 작업대상자료 보존처리 요구등급 판정 결과

A B C D

448(9.9%) 2.610(58.0%) 1.430(31.7%) 12(0.2%)

전체 작업대상 자료를 4등급으로 나눈 결과 산출된 수치는 위의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전체 대상자료 중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A등급의 자료는 448건으로 전체의 9.9% 정도에 불과했

고, 나머지는 모두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로 판정되었다. 

보존처리가 필요한 B-D 등급의 자료들 중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B등급의 자료가 2,610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고,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C와 D등급의 자료도 

전체의 32% 가량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본년도인 3차년도 작업대상 자료의 열화상태를 1, 2차년도 작업대상과 비교해 보면, 1차년도 작업대상

이었던 귀중본 수장 서고 소장본들 및 2차년도 작업대상이었던 1서고 소장본들의 열화 상태에 비해 전체

적으로 좀 더 양호해진 통계 수치를 보인다. 1차년도 작업 대상의 경우 귀중본 도서인 승정원일기, 비변사

등록, 기타 귀중본 도서류 등에서 매우 심각한 정도의 열화를 보이는 자료가 다수 있었으며,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바로 훼손될 정도의 자료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1차년도 자료들의 경우 신속한 보존처리

가 요구되는 C와 D 등급의 자료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또한 2차년도 작업 대상의 경우 심각한 

정도의 열화를 보이는 자료가 1차년도 대상자료에 비해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는 1서고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C, D 등급이 전체의 약 35% 가량으로 나타났다. 본 3차년도 대상 자료들의 경우 C, D등급으로 판

정된 자료는 32% 가량으로, 1차년도 대상자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며, 2차년도 자료들보다

도 조금 더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본년도 대상자료에 고금도서집성이 전체의 1/3 규모로 들어 있

기 때문이다. 고금도서집성의 경우 전질의 보존 상태가 타 자료에 비해 비교적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열화 

등급에서 C, D 등급을 받은 책의 비율이 타 자료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고금도서집성의 비교적 양호한 

보존 상태가 전체 4,500책의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쳐 1, 2차년도에 비해 조금 더 양호한 열화상태 통계

가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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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금도서집성 및 1서고 자료의 보존처리 요구등급 판정 결과 비교표

A B C D

고금 1서고 고금 1서고 고금 1서고 고금 1서고

2책
(0.1%)

446책
(14.8%)

1.162책
(77.4%)

1,448책
(48.2%)

336책
(22.4%)

1,094책
(36.4%)

0책
(0%)

12책
(0.4%)

*괄호 안의 %는 각 자료군 당 비율을 산정한 것임. (고금도서집성 총 1,500책 중 비율과 1서고 소장도서 총 3,000책 중 비율) 

<표 2>에 따르면 고금도서집성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A, B등급을 받은 자료가 고금도서집성 자료군 

내에서 77.5%에 육박하였고 비교적 심각한 상태인 C, D등급을 받은 자료가 22.5% 가량에 그친 반면, 1서

고 수장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군 내에서 A, B등급은 63%, C, D등급은 36.8%에 해당하여 고금도서집성

에 비해 상태가 좋지 않았다.

표 3. 2,3차년도 1서고 수장자료 보존처리 요구등급 판정 결과 비교

A B C D

2차 년도 3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113책
(1.4%)

446책
(14.8%)

5,060책
(63.2%)

1,448책
(48.2%)

2,821책
(35.2%)

1,094책
(36.4%)

6책
(0.08%)

12책
(0.4%)

*괄호 안의 %는 해당 년도별 자료 총 책수 당 비율을 산정한 것임. (2차년도 총 8,000책 중 비율과 3차년도 총 3,000책 중 비율) 

1서고 자료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2차년도 상태조사 결과와 본년도 작업대상 1서고 자료의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 B등급과 C, D등급 자료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2차년도 자료의 경우 A, B등급의 비율이 64.6%, C, D등급의 비율이 35.2%였으며, 3차년도 자료

의 경우 A, B등급의 비율이 63%, C, D등급의 비율이 36.8%로 나타났다.

따라서 1서고 수장 자료의 경우 2차년도의 결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 귀중본 도서의 심각했던 

상황보다는 비교적 낫다고 할 수 있지만 C,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자료들이 

36.8%에 이른다. 그런 만큼 심각한 상태인 1차년도 작업 대상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소중한 

문화유산인 규장각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본년도 작업대상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가 시급히 요구

됨은 분명하다. 

또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인 B등급 판정 자료들의 비율도 전체

의 48.2%를 넘어서는 만큼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더 이상의 열화를 막는 작

업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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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대상 자료들의 열화상태 세부내역

① 1서고 수장 자료

표 4. 1서고 수장 자료 세부항목별 열화상태 집계표

순번 열화 항목　 약간 중간 심각 계

1 미세먼지 2,854 66 - 2,920

2 벌레로 인한 손상 560 130 345 1,035

3 얼룩, 더러워짐 1,764 52 - 1,816

4 물에 젖은 흔적 1,406 71 42 1,519

5 변색-글자 21 - - 21

6 변색-종이 2,375 52 - 2,427

7 변색-도료, 안료 1 - - 1

8 곰팡이 126 15 26 167

9 비듬(팽창) 6 - 1 7

10 종이 찢김 1,421 244 582 2,247

11 결손 470 158 530 1,158

12 녹슴 1 - 1 2

13 안료 박리 - - - -

14 안료 벗겨짐 - - - -

본 년도 1서고 수장 작업대상 자료의 경우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먼지, 벌레로 인한 손상, 

얼룩 등 이물질, 물에 젖은 흔적, 종이 변색, 곰팡이, 종이 찢김, 결손 등의 열화 항목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난다. 이는 2차년도 1서고 수장 작업대상 자료들의 열화 상태와 비슷한데, 동일한 장소에 수장된 동일 자

료군을 순차적으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다음에서 본년도 대상 자료들만의 세부 열화 

상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본 년도 대상 자료의 열화 항목 중 ‘심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벌레로 인한 손상, 종이 찢김과 

결손 항목이다. 

본 년도 작업대상 자료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벌레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자료의 비율이 높

았다. 충해를 입은 자료는 전체의 34.5%로, 2차년도의 41%보다 비율상으로는 낮아졌지만, 2차년도의 경

우 향후 손상 가능성이 낮은 충해, 즉 ‘약간’ 등급의 판정을 받은 것이 전체 충해 자료의 2/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본년도는 ‘약간’ 등급의 판정은 전체의 1/2로 줄었으며 ‘심각’ 등급의 판정이 전체의 33.3%로 

나타났다. 이는 본년도 작업대상 자료들에서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충해 열화상태의 비율이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종이 찢김은 속지 분리, 표면 분리, 판심 종이 찢김, 지면 종이 찢김, 배접지 분리, 표제 분리, 편철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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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김, 본문 분리 등의 상태로 나타났다. 이 중 판심 종이 찢김, 지면 종이 찢김, 표면 분리, 본문 분리 열화

가 있다고 판정된 자료들의 처리가 시급하다. 판심 및 지면 종이 찢김의 경우 자료 열람자 혹은 관리자가 

열람하거나 보존 관리하면서 책장을 한 장씩 넘기게 될 때 판심 부분이나 지면 부분이 찢겨 나가 열화상

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면 분리는 표지 표면이 비늘처럼 벗겨진 열화 상태를 의미하

는데, 이 경우 자료의 출납 시 표지 표면의 일어난 종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찢어지거나 탈락할 위험이 있

다. 또한 본문 분리는 책 속에 본문 내용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료의 본문 

내용이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보존처리를 통해 본문의 유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위 열화 상태가 심각한 자료들의 경우 자료 취급시 주의 및 신속한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그 밖에 

속지 분리, 배접지 분리, 표제 분리 등의 열화도 당장 자료에 심각한 손상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

소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인 자료 보존을 위해 세심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결손은 모서리 결손, 끈손상, 표지 풀림, 구멍, 충해 결손, 도삭 결손, 종이 찢김 결손, 표제 탈락, 그을림 

결손, 서해 결손, 기편철작업 결손, 지질 열화 결손 등의 열화이다. 이 중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열화 

상태는 끈손상, 표지 풀림, 충해 결손, 지질 열화 결손 등이다. 끈손상은 책을 묶는 끈이 풀어진 경우이며 

표지 풀림은 앞표지 혹은 뒷표지의 마감이 풀어진 경우인데, 해당 열화의 경우는 책의 형태를 흐트러트

릴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이 시

급하게 요구된다. 만약 표지 풀림을 그대로 둔다면 책의 겉을 싸고 있는 표지의 특성상 내지의 내용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심각한 끈손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료의 취급 과정에서 

책이 각각의 낱장으로 풀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해 결손과 지질 열화 결손도 신속한 보존

처리가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향후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

문에 열화의 진행을 현재의 상태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물에 젖은 흔적의 열화 항목에서도 ‘심각’ 등급인 자료가 4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본 항목의 

‘심각’ 등급의 경우 단순 물자국이 아닌 경우 향후 보관 상태에 따라 열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심각’ 등급을 받은 자료는 침수로 인해 자료 전체 혹은 일부가 쭈글쭈글하게 변

형되어 있는 침수 변형, 자료의 종이가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더 심하면 종이 

찢김, 결손에 이르는 지질 열화의 상태이다. 물에 젖은 흔적이 있는 자료는 전체 3,000건 중 1,519건에 달

하여 비교적 흔하게 보이는 열화 상태이고 대부분은 약간의 물자국이 있는 상태이므로 별다른 보존처리

가 필요하지 않지만 ‘심각’ 등급으로 판정된 42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 

곰팡이가 생긴 자료는 총 167건이었다. 이 중 ‘심각’ 등급은 26건에 불과하고 ‘약간’과 ‘중간’ 등급이 141

건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심각’ 등급의 경우 현재 곰팡이가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약간’과 ‘중간’ 등급

은 현재 곰팡이가 묻어나지는 않지만 이전에 곰팡이가 존재했던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로, ‘심각’ 이하의 

상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곰팡이의 경우 현재 묻어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습도와 

온도와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곰팡이 피해를 본 

자료라면 ‘심각’, ‘중간’, ‘약간’ 등급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전체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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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먼지, 오염, 이물질, 종이 변색 등의 열화도 상당부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항목의 경우 향후 

자료의 손상 가능성에서는 비교적 낮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먼지로 인해 자료

를 열람하거나 취급할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며, 전체 3,000건 중 2,920건에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피해갈 수 없는 항목이라는 면에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제거 작업을 요한다. 물론 먼지는 

고도서의 특성상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는 항목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향후 이로 인한 손상 가능성

이 있는지에 대해 정밀하고 과학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가 자료에 미치는 악

영향을 파악하여 그것을 제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얼룩, 더러워짐도 총 1,816건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자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얼룩, 더러워짐 열화는 

자료가 먹, 물감, 잉크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와 자료에 벌레, 흙, 종이 등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들

을 의미하는데, 당장 자료에 손상을 줄 만한 열화 상태는 아니므로 ‘심각’ 등급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보

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자료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파악하여 세심한 보존처리 방법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② 고금도서집성

표 5. 고금도서집성 세부항목별 열화상태 집계표

순번 열화 항목　 약간 중간 심각 계

1 미세먼지 1,437 52 8 1,497

2 벌레로 인한 손상 90 34 115 239

3 얼룩, 더러워짐 544 43 - 587

4 물에 젖은 흔적 558 71 22 651

5 변색-글자 1 - - 1

6 변색-종이 1,482 1 - 1,483

7 변색-도료, 안료 - - - -

8 곰팡이 78 11 26 115

9 비듬(팽창) - - - -

10 종이 찢김 774 130 96 1,000

11 결손 1,330 22 127 1,479

12 녹슴 - - - -

13 안료 박리 - - - -

14 안료 벗겨짐 - - - -

고금도서집성 자료군의 경우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종이 변색, 결손, 종이 찢김 항목

의 열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료 손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심각’ 등급의 열화는 종이 찢김,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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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로 인한 손상, 곰팡이, 물에 젖은 흔적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고금도서집성 자료군의 특성상 심각하게 취급해야 하는 열화 상태는 종이 찢김과 벌레로 

인한 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금도서집성의 종이가 매우 얇기 때문인데, 자료의 종이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지면에 조금의 손상이 있어도 찢어지기 매우 쉬운 상황이다. 그러한 종이의 상태를 반

영하듯 실제로 고금도서집성의 열화 상태에는 편철 종이 찢김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편철 종이 찢김의 

경우 다른 자료군들에서도 심각한 상태로 판정하지만 매우 얇은 종이로 만들어진 고금도서집성의 경우 

다른 자료군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 세심하고 신속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벌레로 인한 

손상 및 물에 젖은 흔적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고금도서집성이 얇은 종이로 구성된 

자료이므로 조금의 지면 손상으로도 치명적 열화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열화 항목들이라 

할 수 있다.

결손 항목의 세부 열화 내용은 책등 손상, 끈손상, 모서리 결손, 충해 결손, 서해 결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심각’ 등급에 영향을 미친 대부분은 끈손상이다. 끈손상의 경우 자료에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만 둔다면 자료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는 열화 항목은 아니지만, 책을 열람할 경우에는 책 모양

이 흐트러져 심각한 열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항목이므로 해당 열화 항목의 전체적인 보존 처리가 요구

된다.

곰팡이 항목의 경우 한 포갑에 묶여 있는 전권에 퍼져 있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전체를 

신속히 보존처리해 주어 더 이상의 곰팡이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고금도서집성 자료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귀중본 도서들과 비교할 때 매우 상태가 양호해 보인다. 

실제로 D등급으로 판정된 자료는 1,500건 중 한 책도 없어 극도로 심각한 열화 상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책 한 책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고문헌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는 다른 고문헌에 비해 훨씬 얇고 약한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기인한다. 종이의 특성 때문에 종이 

찢김의 열화 가능성이 타 자료들보다 월등하게 높으며, 현재 진행된 열화들에 대한 보존처리도 매우 시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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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개선책 제안

현재 3개년에 걸쳐 고문헌 정밀상태조사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세계기록유산, 국보, 보물로 지

정된 자료를 다수 포함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규장각소장 고도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현 상태 파악과 열화 상태의 원인 분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더 이상의 열화가 발생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막고, 현재 훼손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기초 조사 작업으로 커다

란 의미를 갖는다. 본 작업은 이미 3년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분석 내용

이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자료들인 만큼 지속적으로 새로운 열화 상태가 발견되

고 있으며, 경험이 쌓일수록 기존의 분석을 수정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

선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분석, 해결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상태조사 매뉴얼 및 상태조사표가 완성

될 것이다. 본년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개선점들은 다음과 같다.

•       요구 등급 판정의 완벽한 표준화

 -   지금까지 총 3개년 간 조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1, 2차년도의 시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

로운 시스템을 구현해 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부족으로 명확히 완성된 기

준으로 등급 판정의 표준화를 이루기는 힘들었다. 본년도인 3차년도에 들어서면서 자료상태조사 매

뉴얼 작성, 보완 및 자료상태조사표 작성에 있어 경험이 축적되고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전년도에 비해 작업자별 등급 판정의 표준화가 상당 부분 이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하지만 자료상태조사 매뉴얼 작성, 보완 및 자료상태조사표 작성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규장

각 소장본만이 아닌 현존하는 모든 고문헌의 상태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며, 어떤 작업자가 조사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조사의 표준화를 이룩하는 

것인 만큼 본년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확한 작업 표준화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상태조사 매뉴얼 정밀화를 위한 정정 작업 및 작업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

고 있는 숙달된 작업자의 양성이 요구된다.

•       다양한 관련 학문 영역의 협업 지속

 -   현재 상태조사사업은 한국학, 동양사학 등 규장각 자료를 실제 이용하는 연구자 및 보존과학 등 자

료 상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자료상태조사 

매뉴얼을 작성, 보완하여 자료상태조사표 작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료상태조사 매뉴얼의 기본 

원칙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는 본 3차년도에는 특히 기존의 경험치를 바탕

으로 학제간 협업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기존의 매뉴얼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등의 성

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각 영역별 전문 인력의 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보

다 축적된 경험 하에서 더욱 활발한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다각적이고 정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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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조사작업 환경의 개선

 -   본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규장각 도서는 수 백 년 간 이어져 내려온 고문헌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

라서 책마다 다량의 먼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작업은 각 책을 한 장씩 넘겨가며 상태를 조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1책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는 상당량의 먼지에 노출된다. 작업자가 

먼지에 노출되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작업 효율과 정확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실 공기 

중에 먼지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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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첨부자료 

■ 작업 대상 중 긴급 처리 요망(D 등급) 목록

순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명

1 20100265006 奎 2305 v.1 大典通編

2 20100270365 奎 2167 v.1 朱書百選

3 20100271230 奎 1927 쇽명의록

4 20100272711 奎 2409 景賢錄

5 20100273524 奎 1921 v.3 龍飛御天歌

6 20100273769 奎 1984 v.3 皇華集

7 20100273916 奎 2169 v.2 朱書百選

8 20100274286 奎 2223 v.1 御定杜陸千選

9 20100274506 奎 2340 v.1 聖學輯要

10 20100274772 奎 2397 v.3 列聖誌狀通記

11 20100354997 奎 2305 v.3 大典通編

12 20100354998 奎 2305 v.4 大典通編

244 4권  보존처리연구



    245제 4장  규장각 고문헌 보존관리 기초자료 수립연구



2014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4

保存處理硏究

총괄 구범진

기획 박숙희

편집 박숙희   권재철   이혜윤   김진호   윤성호   
 이광희   민여진   김신미   박찬석   허승희
발행인 김인걸

발행일 2015년 7월 24일   
발행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 880. 5317
전송 02. 883. 3012
 http://kyujanggak.sun.ac.kr

제작 디자인공방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층 616호
전화 02. 2285. 4132
 www.designgb.co.kr

ISBN 979-11-955338-3-1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재편집 및 출판하는 것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