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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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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걸

보존수리사업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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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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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한 전통재료와 전통기술의 복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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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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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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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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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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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통산업의 활성화와 전통기술 전승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세부 기술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모두 포함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의 배포로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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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바랍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

연구부,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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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부처 담당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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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자체수리복원실의 운영과 방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수리복원실에서는	훼손된	소장자료의	복원과	자료의	수명연장을	위해	상태

조사와	함께	응급수리	및	수리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자료의	상태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상태등급	

판정	기준1을	마련하여	소장	자료	상태조사를	진행하고	수리복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2014년에는	수

리복원	요구	등급	C,	D인	자료	중	족자	1점,	고문헌	3책,	화첩	4점을	선정하여	수리복원	하였다.	그밖에	열

람·연구·전시	과정에서	확인되는	응급수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안정화	및	제책	등의	긴급수리를	시행하

고	귀중본	2종에	대하여	건식클리닝을	하였다.	손상된	자료를	수리복원	함으로써	원형을	유지하고,	자료

의	연구와	전시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료의	향후	손상가능성	여부	포함,	손상	상태,	손상	증상의	경향	등을	파악하여	수리복원	요구	등급	A~D로	구분하였다.	A	:	상태가	양호

하여	특별한	보존처리	필요	없음,	B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초적인	보존처리	필요,	C	:	비교적	열화	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처리	필요,	

D	:	열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손상이	진행	중이며,	시급한	보존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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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과정

1. 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월

2. 수리복원

고지도·회화

수리복원
귀중본 건식클리닝

열람·전시

응급수리

관외대여

상태조사 및 응급수리 
고문헌수리복원사업

관리

3건
(7책 175매, 1축)

187책 11,933매
189건
(265책)

22건
고문헌수리복원(36책)
고지도수리복원(1축)

응급수리

열람·전시자료 응급수리 요청서 작성

상태조사 및 작업 실행

열람·전시

결과보고서 작성

기초수립연구(정밀상태조사)·서고조사

소장자료 상태조사, 수리복원요구 등급 판정

대상작 선정
수리복원요구 등급 참조, 내부회의

작업 실시
자문회의, 수리복원 계획 수립, 작업진행

작업완료

검수 자문회의

고지도·회화자료 수리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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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및 협력 기관

구분 작업 비고

민여진
수리복원실 총괄

준천시사열무도, 열람자료 응급수리

내부 
김신미 함경북도지도, 광여도, 전시대상자료 응급수리

노혜선 귀중본 건식클리닝 및 번호표 제거

디지털매체화팀 고지도 및 회화자료 고해상도 촬영

비첸비앤아이 고지도 및 회화자료 출력

외부

박윤미 준천시사열무도 화견 제작

국립민속박물관 (오준석, 전지연) 인공 열화견 제작

내곡목공소 함경북도지도 상·하축 및 상자 제작

4. 자문 및 검수인원 

자문분야 이름 소속 비고

자문위원단

회화사 고연희 이화여자대학교 전임강사

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한문학 김종태 고전번역원 특수번역실

지리학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수리복원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교수

동양사학 구범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장

전공 이름 소속 비고

검수
동양철학 박정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사 이성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 수리복원 원칙

•							소장자료의	수리복원은	손상	인자를	제거	하고	훼손된	부분의	복원	또는	수리를	통하여	자료의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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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료의	상태조사와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수리복원	전	상태를	기록하고	처리	전	자료의	실사를	

출력	하여	수리복원	작업이	용이	하도록	자료로	남기며,	수리복원	후	처리	전·후를	비교	할	수	있도

록	한다.

•							자료의	수리복원은	조사	→	해체	→	클리닝	→	결손부	보강	→	장황의	순으로	진행	하며,	모든	과정은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							수리복원의	재료는	물성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원본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보존성이	검

증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수리복원	과정	중	자문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여	보존과학분야의	시각과	함께	인문학적,	과학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수리복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							수리복원	완료	후	검수	체크	리스트를	작성(책장순서,	글씨탈락,	안료박락,	결손부보강)하여	보존	수

리	작업의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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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수리복원

1. 고지도 및 회화자료 수리복원

1) 광여도

《광여도廣輿圖》는	모두	7책으로	구성된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1책은	<천하도天下圖>,	<중국도中國圖>,	<유구

국琉球國>,	<일본국日本國>,	<요계관방지도遼薊關防地圖>,	<조선지도朝鮮地圖>,	<도성도都城圖>,	<경기도京畿圖>로	구

성되어	있다.	2책은	<충청도>,	3책은	<전라도>,	4책은	<전라도>,	4책은	<경상좌도>,	5책은	<경상우도>,	6책은	

<황해도>,	7책은	<강원도>와	<함경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에는	도별	도지도와	군현지도	및	군사적	요충

지의	지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223종,	1,000여	책(첩),	6000여	도엽(면)에	달하는	고지도가	독립된	형태로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기관별	보유	종수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	이	가운데	규장각	고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군현지도이다.	《광여도》를	비롯하여	《해동지도海東地圖》(古大4709~41),	《여지도輿地圖》,	『1872년	

지방지도』는	다른	기관에는	없는	군현지도이며	조선	후기	전국의	상황을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동지도》는	관의	주도하에	제작된	18세기의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며,	《광여도》는	《해동지도》류

의	18세기	군현지도집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만들어진	지도집으로	추정된다.	19세기에	제작된	『1872년	지

방지도』는	《광여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광여도》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군현지도들	간의	상관관계와	조선후기의	상황과	인

식,	사회상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이다.	현재	《광여도》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미세먼

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고	충해로	인한	비단과	배접지부분의	결손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배접지	분리로	

인하여	비단이	구겨지고	말리는	손상이	심각한	상태이며	잘못된	기보존처리로	인하여	불안전한	염색지로	

배접을	하는	과정에서	배접지의	색이	표지	비단에	이염되어	원본의	색이	변하여	본래의	색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보존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관리하게	될	경우	2차	손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또한,	내지의	경우	판심	분리로	인한	손상과	충해로	인한	박락을	막고	전체적인	클리닝을	통한	보존처

리가	요구된다.	특히	《광여도》	7책	가운데	복원이	가장	시급한	것은	1,	2,	5책이다.

《광여도》는	조선후기	군현지도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지도에	대한	보존처리는	군현지

도	연구의	기초가	된다.2

2　문상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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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제작연대 형태 비고

18世紀(英祖13-英祖52) 지본채색, 선장
과거 수리되었으나, 
관련 기록 없음

구분 광여도 표지

v.1

28.5×37, 58매

v.2

28.7×37, 58매

v.5

28.7×37, 43매

(2)	보존처리	전	상태

광여도는	전체적으로	충해가	심하며	결손으로	인하여	표지의	비단과	배접지가	분리되어	있다.	이	상태

로	보관될	경우	계속적인	손상이	우려되어	상태조사를	통하여	총7권	중	3권의	자료를	먼저	수리복원	하

게	되었다.	내지의	경우	먼지로	인한	오염과	충해로	인한	결손,	판심	갈라짐으로	인한	손상으로	수리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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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급한	상태였고,	표지는	잘못된	기	보존처리로	인하여	원색이	아닌	배접지로부터	이염	된	색으로	변

해	있었다.	또한,	배접지와	분리되어	비단부분이	계속적으로	손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하며,	모서리	부분,	표지	부분의	오염이	심각하다.

•							표지	비단이	들뜨고	충해로	인한	결손으로	열람,	보관	시	계속적인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

•							잘못된	보존처리로	인해	배접지로부터	이염되어	표지	비단	색이	변색되었다.

•							내지의	판심이	분리되어	있어	열람·보관	시	찢어져	분리될	위험이	있다.

•							내지의	오염	및	구김,	충해로	인한	결손으로	손상상태가	심각하다

•							장정끈	부분이	충해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장정되어	있다.

표지 손상

내지 충해

판심 분리

내지 구김 및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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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세부작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 3 4 5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사진촬영 

훈

증

소

독

두께, 산성도,
색차측정

섬유조사,

평량

해체

내지 건식 클리닝

섬유 분석

결손보강용 및
배접지 염색

결손부 보강
메움작업

펼침작업 및
건조

표지 습식 클리닝 및
배접지 제거

표지 페이싱 및
표지비단 염색

표지 메움

표지 1차 배접 및
건조

표지 2차 배접 및
건조

표지 3차 배접 및
건조

장정

마무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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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처리	과정

①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							지도의	크기,	두께	및	무게를	측청하여	평량과	밀도를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pH	meter(HANNA	HI4221)를	이용하여	산성화	정도를	체크하였다.

•							색차계((BYK	Gardner	DE6834)를	이용하여	백색도를	측정	보존처리	전·후를	비교하였다.

•							현미경(IMS-M_345,	SOMETECH)	관찰을	통하여	표지	직물의	섬유를	분석하여	보존	처리	시	비슷한	

조직의	메움용	직물을	준비하였다.

•							디지털매체팀에	의뢰하여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촬영	하여	기록하였다.

②	해체

•							장정끈을	풀어서	표지와	내지를	분리한	후	내지의	순서에	맞게	낱장씩	해체하였다.	해체	시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진 촬영 색차계 측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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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식클리닝

•							표지의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식클리닝을	시행하였다.

•							내지의	모서리	부분이나	표지	부분에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붓을	이용하여	건식클

리닝을	하였다.

•							오염부위가	심한	부분은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④	내지	메움용	종이	준비	및	메움	작업

•							물성조사를	통하여	두께,	밀도,	무게,	발수	등을	조사하여	기록을	바탕으로	원본과	가장	비슷한	닥지

를	조사하여	준비하였다.

•							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고	노화되어	있는	상태	이므로	원본과	색을	맞추기	위하여	오리나

무	열매를	이용하여	천연염색	하였다.

•							광여도의	경우	내지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메움용	종이도	두께를	다르게	하여	준비	하였다.	

•							v.1의	경우	판심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얇은	닥지를	띠로	만들어	소맥전분	풀을	이용하여	갈라진	판

심부분을	보강하여	연결하였다.

•							장정끈을	묶는	부분에	충해로	인한	결손이	심하여	해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메움	작업

을	실시하였다.

건식클리닝

메움용 종이 염색 내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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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여도 sample 물성조사 결과

v.1

page 가로(cm) 세로(cm) 두께(mm) 무게(g) 평량(g/m2) 밀도(g/cm3)

1 56.6 36.8 0.14 23.33 112.0 0.80

18 56.7 36.8 0.18 26.27 125.9 0.70

45 56.4 36.8 0.14 22.58 108.8 0.78

56 55.8 36.7 0.11 19.23 93.9 0.85

v.2

page 가로(cm) 세로(cm) 두께(mm) 무게(g) 평량(g/m2) 밀도(g/cm3)

1 56.6 36.8 0.16 18.62 89.4 0.56

11 56.6 36.8 0.17 19.68 94.5 0.56

31 56.6 36.8 0.17 17.63 84.6 0.50

51 56.6 36.8 0.16 17.95 87.7 0.55

v.5

page 가로(cm) 세로(cm) 두께(mm) 무게(g) 평량(g/m2) 밀도(g/cm3)

1 56.6 36.8 0.15 17.83 85.6 0.57

11 56.6 36.8 0.17 17.02 81.7 0.48

31 56.6 36.8 0.18 17.58 84.4 0.47

41 56.6 36.8 0.15 16.92 82.7 0.55

⑤	펼침	작업	및	건조

•							작업	전	채색부분과	먹에	대한	잉크테스트를	통하여	수분에	안정적인지	확인	후	시행하였다.	

•							메움	작업이	끝나면	구겨진	내지의	모서리	부분과	메움	작업을	진행한	부분의	구김을	펴주기	위하여	

미세수분분사기를	이용하여	펼침	작업을	진행하였다.

•							수분을	준	내지는	흡수지를	위·아래	겹쳐	프레스에	넣어	건조	시킨다.	

제 1장  2014 자체수리복원실 보존처리 033



내지 펼침

구배접지 제거

이염된 표지

건조

습식 클리닝

클리닝 후 원본

⑥	표지의	구배접지	제거	및	습식	클리닝

•							이염된	표지의	상태	그대로	보관할	경우	보관	시	수분으로	인한	2차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습식클

리닝을	통해	원래의	색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duT다.

•							표지의	구	배접지를	제거	후	여과수를	이용하여	습식클리닝을	하였다.

•							기	보존처리	시	안정화	되지	않은	염색지를	배접지로	사용하여,	배접	시	염료가	표지	비단에	이염되

어	변색되었다.	습식	클리닝	하는	과정에서	이염된	염료가	빠지면서	원본	본래의	표지	색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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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표지	페이싱(facing)

•							표지의	충해부분을	메움	작업하기	위하여	우뭇가사리풀3을	이용하여	가배접하였다.

•							가배접	시	표지	직물의	가로,	세로	올을	잘	맞추어	구겨지거나	접힌	부분들도	바로	잡아	주어	메움작

업의	완성도를	높인다.

•							우뭇가사리풀은	물로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메움	작업이	끝나면	제거하였다.

⑧	메움용	표지비단	염색

•							현미경으로	표지	비단의	조직을	관찰한	결과	평직으로	직조되어	있다.

•							이염	되어	변색된	표지를	클리닝하여	원본의	황색으로	되돌린	후	그	색에	맞게	오리나무	열매	8번,	황

벽	1번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⑨	표지	메움

•							가배접	되어	있는	표지의	뒷면	충해로	인한	결실	부분에	소맥전분	새풀을	이용하여	메움	작업을	하였다.

•							직물의	가로·세로	올을	맞춰	결실	부분의	모양에	맞게	메워준다.

3　		홍조류의	일종으로	예부터	주로	식용과	접착제로	사용되어	왔다.	지류와	회화문화재	보존처리에는	유연성을	갖는	접착제로	임시	고정이나	

정착을	위한	가역성을	가지는	작업에	사용된다.	이상현,「지류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접착제」,『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

구소,	2011,	p.206.

표지 페이싱

표지 결손

메움용 표지 염색

표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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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표지	배접	및	건조

•							메움	작업이	끝난	표지를	흡수지	위에	놓고	미세수분기를	이용하여	우뭇가사리	풀을	제거하였다.

•							우뭇가사리	풀을	제거한	다음	흡수지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	한	뒤	닥지와	소맥전분	새풀로	배접하

였다.	배접은	3차까지	하였다.	

•							3차	배접이	끝난	후	건조판에	붙여	충분한	건조시간을	가진다.	

⑪	장정

•							프레스에	건조시킨	내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접어서	정리하였다.

•							표지도	재단하여	내지와	함께	장정끈을	이용하여	장정하였다.

•							뒷속지의	대출도서카드	앞에는	한지를	넣어주어	대출도서카드로	인한	지도	내지의	긁힘	등의	손상을	

최소화하였다.

(4)	자문회의	및	검수

①	자문회의

•							보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							수리복원	작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처리	과정	시에	대두되는	논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시행하

였다.

표지 배접

장정

표지 건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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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자문회의에서는	대상자료의	선정	및	수리복원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							2차	자문회의	에서는	보존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	및	표지의	이염된	부분에	대한	수리복원	방향,	

장정끈,	배접의	정도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							3차	자문회의	에서는	광여도의	보존처리	후	보관	방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차 일시 자문위원 자문 결과

1 2014.4.21

고연희

양보경

이상현

구범진

양진석

• 표지 직물은 무늬를 맞추는 것이 아닌 조직이 유사한 천으로 색을 맞춰서 메움 한다.
• 표지의 구배접지는 제거해 새로 배접한다.
• 내지 충해는 습식클리닝 하지 않고 적은 수분으로 메움한다.
• 대출카드 위에 한지 한겹을 덧대어 손상을 방지한다.
• 내지 판심 갈라진 것은 보강한다.

2 2014.10.31
김성희

이상현

구범진

•   원본의 표지가 녹색으로 보였으나 습식클리닝으로 인해 배접지의 푸른색이 빠지면서 
이염 된 것으로 보아 원래의 황색을 되찾아야 함

• 메움용 염색 비단의 색에 붉은 기운이 더 들어간다면 좋을 것
• 표지 비단은 오리나무를 기본으로 염색 한 후 메움한 다음 색맞춤으로 마무리 할 것
• 장정 끈은 면실로 하되 표지와 어울리도록 염색함
• 표지비단 배접용 종이는 원래 원본과 비슷한 두께로 배접함

3 2015.1.5

고연희

김성희

김종태

이상현

구범진

• 중성 상자를 임시로 제작하여 수리 완료된 유물을 보관
• 전체 세트가 완료 된 후에 보관 상자를 제작하여 함께 보관

②	검수

•							검수작업은	처리	전	상태의	원본	사진과의	비교,	보존처리	후의	상태	등을	검수하였다.

•							클리닝을	통한	오염물	제거	여부,	결손부	메움	작업,	안료의	번짐,	보존	처리	후	장정	시	순서	확인	등

으로	진행되었다.

자문회의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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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처리	전·후	분석결과	

클리닝	전·후의	내지의	산성화와	백색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

다.	측정	부위는	일반적인	바탕	부분과	오염도가	심한	부분,	채색	부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L*의	값이	클리닝	전	보다	후에	증가된	것으로	보아	명도값이	높아져서	클리닝을	통하여	먼지	

등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값과	b*값은	클리닝	전·후	미세먼지의	제거	등에	따라	측정

값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중성쪽으로	가까워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v.1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61.49 4.98 19.29 64.66 5.08 19.44

2 75.94 3.53 22.65 76.79 3.54 21.43

3 71.15 1.27 18.90 72.86 1.13 17.95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6.5 6.8 1page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9.34 1.75 16.96 81.02 2.48 18.59

2 74.01 2.62 18.28 75.88 3.18 18.94

3 56.25 -2.15 13.89 56.08 -6.36 18.11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6.8 7.1 18page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7.36 2.83 25.45 77.06 3.15 19.48

2 52.11 -7.92 25.45 54.39 -8.14 24.73

3 81.03 0.90 15.39 81.46 1.78 15.35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6.8 6.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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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7.97 2.02 18.56 78.60 2.56 17.46

2 73.74 5.07 24.10 73.05 4.67 22.91

3 73.57 2.56 19.85 74.21 3.02 19.06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6.34 6.8 1page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9.47 1.49 16.65 79.57 1.88 15.75

2 75.67 2.74 17.61 78.15 3.77 17.75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6.83 6.9 21page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7.64 1.23 17.63 78.86 2.43 17.35

2 64.40 5.56 14.39 69.70 5.70 16.46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6.52 6.9 51page

v.5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9.37 0.64 14.82 80.09 1.53 13.98

2 69.51 -0.18 13.41 70.20 0.60 12.39

3 68.49 -1.52 17.01 67.02 0.84 14.64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6.58 7.02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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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9.63 1.17 15.36 80.29 1.83 15.17

2 77.76 1.92 17.30 78.97 3.10 16.06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7.04 7.05 21page

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77.86 0.66 14.45 79.25 2.05 14.80

2 62.82 10.95 30.83 61.46 9.98 29.84

3 76.35 0.00 13.32 76.00 0.95 12.54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7.12 7.2 41page

(6)	수리복원	전·후	비교

v.1 앞표지

v.2 앞표지

뒤표지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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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앞표지 뒤표지

표지 손상 보존처리 후

판심 분리 보존처리 후

내지 충해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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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천시사열무도

《준천시사열무도》	는	영조대에	도성	하천의	준천濬川작업	과정과	공로자들에	대한	사은賜恩을	중심으로	그

린	궁중	행사도4로서	네	점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그림이	화첩으로	꾸며져	있는	형식이다.	역사적	사실

을	재현한	하나의	기록화로	역사를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영조는	준천공사의	깊은	관심으로	어제와	그림,	좌목,	발문을	담아	《준천계첩》을	제작하여	한	부는	내

입內入하고	참여	관원들도	한	부씩	나누워	가질	것을	명하였으며,5	『英祖實錄』에는	준천과	관련된	사실

을	날짜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준천계첩》은	미국	버클리	대학교	아사미	문고(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	Asami	Collection),	삼성	리움	미술관,	부산시립박물관	등에	각	다른	표제로	어제어필,	4장의	그

림,	좌목,	발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장각에서는	4점의	그림과	좌목	일부를	소장하고	있으나	과거	

개장되는	과정에서	네점의	그림이	한	점씩	분리되고	순서가	바뀌었으며,	회장	비단이	거의	손실된	상태로	

장황되어있다.	이에	규장각	자체	수리복원실에서는	모사본	제작에6	이어	그림의	구성요소를	바로	잡고	손

상된	부분을	보존처리	하여	첩	형식으로	장황粧潢7	하고자	한다.	

(1)	일반사항

제작연대 형태 비고

18世紀(英祖 年間1724~1776) 견본채색, 화첩 과거 수리되었으나, 관련 기록 없음

4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286.

5　신병주,	<영조의	청계천	준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p.117.

6　		2013년	규장각	자체모사실에서는	각	기관의	<준천계첩>을	연구,	조사	하여	그림	4점과	함께	유실된	모든	요소를	복원하고	원형의	형식으

로	장황하여	모사본을	제작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3,	자체수리복원>,	2014	참조.

7　그림이나	글씨를	감상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비단이나	종이로,	책·첩·족자·병풍·액자·두루마리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꾸미는	과정을	말함.

도서 카드로 인한 손상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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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지 그림

v.1

28.6 × 19.5 × 0.3 28.4×39.8

v.2

27.9 × 19.7 × 0.3 28×39.8

v.3

28.2 × 20.2 × 0.3 28.2×40.3

v.4

28.1 × 19.4 × 0.3 2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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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처리	전	상태

네	점의	그림	모두	20세기	후반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8	

각	첩의	제목은	전해지지	않고,	표지	왼쪽	상단에	《濬川試射閱武圖》	묵서로	표기되어있으며,	만자형과	식

물문이	새겨져	있는	능화문	표지이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충해가	심하여	그림의	상당	부분	유실되었다.	

더불어,	유실된	부분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네	점	모두	결손부의	위치와	모양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각

각의	첩이	아닌	하나의	첩으로	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그림은	푸른색	회장	비단으로	둘러져	있

으나,	그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표지와	회장비단,	첩의	형태를	살펴보면	모두	원형의	모습이	아닌	개장	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Vol.	1

	-	전체적으로	충해가	매우	심하며,	좌·우	대칭의	결손	형태를	보임

	-	전체적으로	변색되었으며,	특히	흰색	안료의	경우	산화되어	검은색으로	변함

	-			일부	결손부는	크라프트지9로	메움작업	되어	있으나(과거	개장	시	작업된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결손부는	짜깁기	하지	않아	흰색의	배접지가	그대로	보임

	-	전	수리	시	배접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이	움직인	상태로	작업되어	그림	일부분이	틀어졌음

	-			과거	수리	시	기존	그림의	중심선을	변경하여	새로운	중심선으로	접어	2줄의	중심선이	보임,									

마모	심함	

•							Vol.	2

	-	전체적으로	충해가	심하며,	좌·우	대칭의	결손	형태를	보임

	-	전체적으로	변색되었으며,	특히	흰색	안료의	경우	산화되어	검은색으로	변함

	-	그림	상단에	갈색	및	검은색	얼룩이	있음

	-	그림의	상단과	왼쪽	장황	비단	손실

•							Vol.	3

	-	충해가	매우	심하며,	그림의	상·하단	가운데	일부	결손

	-	그림의	상단	가운데	남아있는	비단	들뜸	

	-	흰색	안료,	검은색으로	산화

	-	전	수리	시	배접	후	여분의	배접지를	재단하지	않아	장황의	일부처럼	여겨짐

8　경성제국대학의	장서인이	오려져	속지에	붙어있는것으로	보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이후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한다.

9　		크라프트지Kraft	paper,	목재	칩을	수산화나트륨과	황화나트륨의	혼합용액으로	고온과	고압에서	증해하여	제조한	펄프를	이용하여	만든	

종이로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하여	포장지로	많이	사용된다.	정희석,『목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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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4

	-	전체적으로	오염물과	얼룩이	많음

	-	그림의	가운데	중심	마모가	심하며,	일부	손실되었음

	-	상단	가운데	비단	결손

	-	오른쪽	회장비단	결손	

vol.1 의 충해

충해 형태 좌·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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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 얼룩

vol.3 갈색 오염물

vol.4 중심선 비단 결손

vol.2 중심선 비단 마모

vol.3 화견 결손

vol.4 얼룩 및 오염물

vol.1 크라프트지를 이용한 메움, 화본들뜸 vol.1 흰색 안료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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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공정 세부작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사전

조사

상태

조사

훈

증

소

독

분 석

계획,

준비

클리닝

해체

건식

안료

안정화

습식

배접지

제거

제거

페이싱

메 움

비단

준비

뒷면

앞면

배 접
1차

2차

색맞춤

장 황

재료

준비

회장염색 및
배접

능화표지

제작

연결,

배접

건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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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처리	과정

①	조사

대상자료의	수리복원에	앞서	상태조사와	수리복원	전	사진을	촬영하였다.	상태조사는	《준천시사열무

도》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록화를	비교	하는	인문학적	조사와	자료의	실측,	과학	기기를	이용한	

재질	분석	등	3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매체팀에	의뢰하여	처리	전	상태를	촬영하였다.

•							타	기관	소장본과의	비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규장각	소장	《준천시사열무도》는	미국	버클리대학교	아사미	문고	《준천계첩》,	부

산시립박물관《어전준천제명첩》,	삼성	리움미술관《준천첩》과	내용이나	구성	등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다.	

규장각소장	<준천시사열무도>보존처리를	위하여	네	점의	그림을	중점적으로	문헌	조사와	타	기관	소장본

과의	비교	조사	하였다.

소장처
규장각

《준천시사열무도》

버클리대 아사미 문고
《준천계첩》

부산시립박물관

《어전준천제명첩》

삼성 리움미술관
《준천첩》

구성순서

①
① 문상친림관역
水門上親臨觀役

① 수문상친림관역도
水門上親臨觀役圖

① 상친역우동문도
上親役于東門圖

②
② 영화당친림사선
暎花堂親臨賜饍

② 영화당친림사선도
暎花堂親臨賜饍圖

② 상궤선우금원도
上餽饍于禁苑圖

③
④ 연융대사연
鍊戎臺賜宴

유실
④ 상명동사제인연우연융대도
上命蕫事諸人宴于鍊戎臺圖

④
③ 모화관친림시재
慕華館親臨試才

유실
③ 상시재우화관도
上試才于華舘圖

	

버클리대학교 소장
《영화당친림사선》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영화당친림사선도》

삼성 리움미술관
《상궤선우금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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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본과	타	기관	소장본은	동일한	내용의	기록화이나	장황	형식과	구성요소	순서에서	차이

가	있다.	규장각	소장본의	<준천시사열무도>	의	경우	그림	한	점	씩	화첩으로	장황되어	vol.1,	2,	3,	4로	

분리	되어	있으나,	타	기관의	유물은	네	점의	그림이	하나의	화첩으로	장황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규장

각	소장본을	제외한	타	기관의	소장본	에는	그림의	우측	상단에	그림의	제목이	기입되어	있거나	서지상

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	규장각	소장본의	vol.3,	4의	타	기관	소장본의	그림	순서가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첫	번째	그림인	vol.1은	영조가	3월에	흥인문	남쪽에	있는	오간수문에	행차하여	준천의	현장을	관람한	

모습을	묘사10한	것으로,	수문위에	자리	잡은	영조와	수문	아래에	드러난	개천	바닥에서	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가래질을	하고	있는	역군들이	그려져	있다.

두	번째	그림은	준천을	완료한	다음날	인	4월	16일	영조는	춘당대에서	준천소	당상과	낭청	이하	패장

을	시사하고	공로자들에게	가자加資를	내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모습이다.11	영화당	실내에서	부터	춘

당대까지	황색의	지의地衣를	깔고	당랑	및	문무신이	열좌하고	있다.

Vol.3은	4월	29일	교명敎命에	의해	연융대에서	영조가	보내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는	장면12으로	건물

의	측면에서	연회장면을	가깝게	묘사하였다.

마지막	그림은	4월	23일	모화관에서	영조가	각	군문과	준천소	군병에	대한	시방試榜에	친림한	사실을	

담은	것이다.13	모화관	주변의	의장과	시위가	장대하나,	그림	하반부에는	대부분	여백으로	남겨	둬	모화관	

주변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시켜	묘사하였다.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규장각	소장본의	<준천시사열무도>구성	순서를	살펴보면	vol.1	→	vol.2	→	

vol.4	→	vol.3으로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기관	소장본의	구성	요소와	같은	것으로	<준천

시사열무도>의	개장되기	이전의	순서를	추정할	수	있다.

•							자료의	실측

자를	이용하여	그림	및	회장비단의	크기	등을	정확하게	실측	하였으며,	종이	두께	측정용	마이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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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㻐,	獨立上前,	不參請對,	後有承旨之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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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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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此洪鳳漢,	請赴役軍民成冊,	洗草錬戎臺,	仍爲設宴,	上許之,	至是又有試射之命。	初閔百福亦爲加資,	而大臣濬川堂上皆言,	‘百福只爲一時之

勞,	而加資則過濫’云,	故上特寢其命,	令銓曹,	備擬閫任。	鳳漢曰:	“重會有老母,	至願在便養,	寧邊倅瓜期在邇,	百福急於閫任矣。”	上仍命開

政曰:	“當用造化。”	寧邊府使李邦綏,	特除五衛將,	重會竟爲其代。	百福爲全羅水使,	閔百祥有筵奏,	不宜遽擬云,	故百福不得赴任。”.

12　『濬川事實』	庚辰	四月	癸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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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試放之命,	上不從。	玉堂亦箚請還寢,	答曰:	“川渠以書生之筆濬乎?	今日書生之言,	大率如此。”	知經筵李昌壽,	請還收堂箚之批,	上從之。	日

暮乘馬,	還御慶熙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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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그림의	두께,	배접지	두께등을	측정하였다.	이는	개장	시	그림의	장황	형식이나	특이점을	찾아	내고,	

원형의	모습을	추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각	그림의	크기는	0.1cm~0.6cm	정도의	차이가	났으며,	그림의	가로	세로	길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장황비단의	너비	또	한	일정하지	않았으며	부분	탈락	된	그림도	있다.

화본 실측

화견 현미경 관찰

화본 두께 측정

회장 비단 현미경 관찰

•							과학적	조사

재질	분석을	위하여	현미경	관찰과	섬유염색을	이용하여	섬유분석을	하였으며,	색차계(BYK	Gardner	

DE6834)와	pH	meter(HANNA	HI4221)를	이용하여	백색도와	산도를	측정하였다.	재질	분석의	경우	수리

복원에	사용될	재료	선정	하는데에	근거가	되며	백색도와	산도	측정	결과는	그림의	열화	정도와	처리	전,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직물

화견과	장황	비단의	재질	조사를	위하여	현미경(IMS-M_345,	SOMETECH)	조사를	하였다.	현미경	관

찰	결과	화견은	생사生絲로서	0.11~0.15	직경의	견사로	경사	2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일종의	변형평직

으로	직조되었다.	회장은	평직으로	직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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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구	배접지의	종이와	과거	메움	작업에	사용된	종이의	재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C-stain14	분석법을	사용

하여	섬유재질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먼저	샘플	제작을	위하여	미량의	섬유를	채취하여	해리한	후	C염색

액으로	염색하여	섬유정색반응에	의한	섬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백색도	측정	및	산도	측정

각	그림의	채색되지	않은	바탕부분의	백색도를	측정하였으며	pH	경우	바탕부분과	구	배접지,	크래프

트지의	산도를	측정하였다.	

②	건식클리닝

그림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식클리닝을	실시하였다.	부드러운	양모	붓을	이용하여	그림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	등을	제거	하였고,	scalpel을	이용하여	두꺼운	오염물질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었다.

14　정색반응에	의한	섬유의	특성	분석	방법의	하나로,	TAPPI	(T	401	om-93),	ISO	(9184-4)에서	표준화	되어있다.

pH 측정

붓을 이용한 먼지제거

바탕부분 백색도 측정

Scalpel을 이용한 오염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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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체

표지와	그림을	분리	한	후	그림으로부터	장황을	해체	하였다.	표지와	그림	연결부분은	대나무칼로	분

리	하였으며,	화본	뒤에	붙어있는	장서인을	제거하였다.	장서인은	추	후	다시	접착하기로	하였다.	

표지와 그림 분리 경성제국대학교 장서인 제거

④	아교더하기

안료의	박락과	분말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아교와	붓을	이용하여	안정화	시켜	주었다.

⑤	습식클리닝

흡습지를	깔고	여과수로	조심스럽게	분무하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습식클리닝	후	오염물질이	제

거되면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밝아졌음을	관찰하였다.	화본이	젖은	상태에서	회장비단을	분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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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	배접지	제거

《준천시사열무도》의	배접지는	개장	시	교체되어	열화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화본과의	접

착이	약화된	부분의	안정화와	메움용	종이로	사용되었던	크라프트지제거를	위하여	기존의	구	배접지를	

제거	하고	새로운	배접지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구	배접지는	여과수	또는	묽은	우뭇가사리	풀15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수분을	가하여	조금씩	제거하였으

며,	배접이	된	화견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으로	판단되어	구	1차	배접지만	남기고	제거하기로	하였다.

《준천시사열무도》는	회장연결	전	2번,	연결	후	3번	총	5번으로	배접되어있었다.	구	1차	배접지는	여러	

조각의	종이(단短섬유)로	배접되어있었으며,	4차의	경우	먹으로	낙서된	종이를	재사용하여	배접하였으며,	

이	후	크라프트지를	이용하여	메움	작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	배접은	화본보다	크게	배접한	후	

재단하지	않고	첩으로	장황하였다.	

V.2	-			구	3차	배접지와	4차	배접지	사이에서	V.3	하단부	결손부분의	비단	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

견하였다.

V.3	-			구	4차	배접지를	제거	한	후에는	칼에	의해	인위적으로	손상된	부분과	찢어진	부분을	발견하였다.

15　		홍조류의	일종으로	예부터	주로	식용과	접착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밖에도	붓풀,	금박장식등에	사용되었다.	지류	보존처리에서는	임시

고정이나	정착을	위한	가역성을	가지는	작업에	주로	사용되며,	대상물에	따라	다른	접착제와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현,「지류문

화재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접착제」,『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206.

배접지 제거 Vol.3 결손부 조각 발견

여과수를 이용한 습식클리닝 회장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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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앞면임시	배접(facing)

구	배접지	제거	후	화면畵面을	보호하고	지지하여	결손부의	메움작업을	보다	안정된	상태로	진행하기	

위하여	앞면	임시	배접을	하였다.	facing16은	메움	작업	후	배접	할	때	제거되어야	하므로	가역성과	유연성

이	뛰어난	우뭇가사리	풀과	레이온지(Rayon	paper)를	사용하였다.

⑧	결손부	메움

《준천시사열무도》는	충해로	인하여	결손부가	많은	상태로	메움작업을	통한	화면	보강이	필요하였다.	

보강	재료로는	그림과	가장	유사한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처리	전	상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준

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천시사열무도》의	화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요소에	의하여	열화劣化가	

진행되어	그	강도가	약해지고	변색된	상태이다.	그리하여	규장각	수리복원실에서는	화본畵本의	현미경	관

찰을	통하여	경사經絲와	위사緯絲의	간격과	두께를	측정한	후	유물과	조직이	비슷한	화견	제작을	의뢰하

16　전지연,「안동권씨족도의	보존처리	및	복원」,	『학술세미나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	2012,	p.75.

보강지로 사용된 크라프트지 제거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하여 앞면 임시 배접

칼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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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7	또	한	새로이	직조된	비단은	유물의	화견과	비교하였을	때	물리적	성질	및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직조된	비단을	인공	열화18하여	보강	재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직조된	비단을	자외선	열화기에서	장파

장	자외선(UV-A)을	이용하여	14일	동안	인공열화19	한	후	오리나무	열매를	이용하여	자연염색하여	메움

용	화견을	준비하였다.

염색된	인공	열화견과	우뭇가사리	풀을	사용하여	화본의	뒷면에서	결손부	보강작업을	하였다.

⑨	배접지	짜깁기	및	아교더하기

구	1차	배접지를	남긴	상태에서	비단이	결실된	부분을	보강하였으므로,	화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7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대학원	연구교수	박윤미	제작.

18　		생견을	이용하여	보강작업을	할	경우	강도	및	신축성의	차이로	원래의	화견과	보강한	비단이	균형을	잃게되어	오히려	보존처리한	서화자

료의	보존에	나쁜	결과를	약시킨다.	오준석,「인공열화견	개발	및	안동권씨족도	보존처리	적용」,『학술세미나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

관,	2012,	p.87.

19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오준석,	학예연구사	전지연	제작.

인공열화견 준비

인공열화견

(염색 전)
오리나무열매

염색 1회
오리나무열매

염색 2회복염

결손부 보강 전 모습 인공열화견 보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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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한	부분을	1차	배접지와	비슷한	재질의	단섬유	종이를	자연염색한	후	짜깁기	하였다.	배접지	짜깁기

가	완료	된	후	1%	아교(W/V)를	전체적으로	분무하여	구	배접지와	화견과의	접착력을	강화하였다.	

짜깁기용 종이 염색 샘플

단섬유 종이를 이용하여 비단 보강부 짜깁기

흡습지를 이용하여 우뭇가사리 풀 제거

보강이 필요한 곳에 소맥전분 풀 바르기

배접지와 화본의 접착력 강화를 위한 아교더하기

1차 배접

⑩	1차	배접

먼저	앞면	보호를	위해	보강하였던	레이온지와	우뭇가사리	풀을	제거한	후	보존과	유연성이	뛰어난	닥

지와	소맥전분	풀을	이용하여	1차	배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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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2차	배접

2차	배접은	저농도의	소맥전분	풀과	닥지로	배접하고	타격솔로	두드린	후	건조판에서	건조하였다.	2차	

배접지의	경우	1차	배접지와	종이	섬유를	반대방향으로	하여	화본의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⑫	결손부	추가	메움(앞면)

배접지	제거	시	발견된	V.3의	파편과	비단은	결손되어있지만	안료가	배접지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앞면에서	배접지가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결손부	보강이	필요하였다.	화본	위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올린	후	비단에	결실부분을	그려	형태에	따라	자른	후	소맥전분	풀을	사용해	보강하였다.

⑬	색맞춤

색맞춤은	결손부	보강한	부분이	원본과	색균형을	이루어	유물	감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20으로	

염료계	안료를	사용하여	화본의	분위기를	맞춰주었다.

⑭	회장비단	준비

원본의	회장	비단은	쪽염색된	평직의	직물로	과거	개장	시	인위적으로	재단되어	일부	소량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2차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준천시사열무도》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타	기관의	《준천계

첩》의	형식을	참고하여	장황	형태를	복원하기로	하여	원래의	회장과	최대한	유사한	비단을	선택하고	정련

한	후	발효	쪽과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자연	염색하였다.

화본과	마찬가지로	종이	섬유의	배향성	등을	고려하여	닥지와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1,2차	배접하

였다.

20　송정주,「지류문화재	보존처리」,『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23.

색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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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회장	연결	및	3,	4차	배접

준비된	회장	비단을	사전	조사한	크기로	재단	한	후	화본과	연결하였다.	먼저	좌·우회장,	상·하회장	순

으로	원래의	구조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였다.

회장을	두른	후	저농도의	소맥전분	풀과	외발지를	이용하여	3,	4차	배접을	진행하였다.	3차	배접	후	자

연건조	하였으며,	4차	배접은	3차와	종이	섬유	방향을	반대로	하여	배접하였다.

회장비단 쪽염

하(下)회장 연결

준비된 회장 비단 배접

쪽염 후 오리나무 열매 복염

3차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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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건조

마지막	배접	완료	후	건조판에	붙여	충분히	건조시켰다.

⑰	표지제작

《준천시사열무도》의	표지는	만자형卍字形과	가운데에	연꽃으로	추정되는	식물문植物紋이	새겨져있는	능

화지로	개장	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제작당시의	표지원형을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자문회의에서의	논의	

결과	《준천시사열무도》와	유사성이	있는	타	기관의	《준천계첩》과	2013년	자체	모사	복원《준천계첩》을	참

고	하여	연화,	보상화,	능화,	당초가	어우러진	능화	문양21의	능화지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							종이염색	

도침된	전통	외발지를	황벽나무	염액을	사용하여	자연염색	한	후	고색처리를	위해	오리나무	열매로	2

회	복염	하고	매염하였다.

•							1~3차	배접

염색된	종이는	화본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두께의	표지로	만들기	위해	3회	배접을	실시하였다.	

배접	시	배접지는	종이	섬유	방향을	각각	다르게	하여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							능화문	밀기

	-			배접된	종이에	수분을	적당히	공급하도록	한다.	과도한	수분은	종이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일정한	수분을	가하도록	하였다.	

	-			능화판과	염색된	종이	표면에	밀랍을	균일하게	칠한다.22	

	-			능화판	위에	염색지를	올려	고정시킨	후	밀돌23을	사용하여	적당한	힘을	가하여	문지른다.

21　		양수연,	「준천계첩	복원	모사본	제작」,	『2013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5	자체보존수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p.192.

22　		밀랍칠은	종이표면을	보호하고	종이의	광택과	방수성을	부여하여	보존성을	높여준다.	임주희,	김지형	「장황의	능화지	사용	사례	연구	-

족자와	병풍을	중심으로-」,	『문화재보존연구5』,	2008,	p.29.

23　밀돌은	표면이	거칠지	않고	둥근	돌을	사용하여	종이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능화판에	새겨진	무늬가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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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표지와	화본	연결

충분히	건조된	화본을	직각과	수평을	맞추어	재단한	후	화본의	중심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헤라를	이

용하여	화견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었다.	준비된	화본,	속지,	표지는	소맥전분	풀을	이용하여	연

결하고	마무리	하였다.

종이 염색

능화판에 밀랍칠하기

중심선 접기

배접된 종이에 수분 공급

밀랍칠 된 종이에 밀돌 문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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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회의	및	검수	

•							자문회의

자체	수리복원실은	수리복원	작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처리	과정	시에	대두된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3번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대상자료	선정의	타당성과	수리복원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보존처리	진행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	한	화견과	배접지의	접착력	강화	방

법과	화견	메움	재료,	회장비단	및	표지	재료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3차	자문회의에서는	타	기관의	<준천계첩>,	모사본과	비교하며	장황	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으

며,	V.3	과	V.4	의	순서	교체에	대해	논의	하였다.

회차 일시 자문위원 자문 결과

1 2014.4.21

고연희

양보경

이상현

구범진

양진석

•   2013년 제작된 모사본과 더불어 수리복원을 진행하게 되면 자료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수리복원 방향 점검
•     장황 크기는 타기관 소장자료와 모사본을 따르되, 하나의 첩으로 합치지 않고 현재처럼 
각각 장황하도록 함

2 2014.10.31
김성희

이상현

구범진

•   화본과 배접지의 접착력이 약해진곳은 소맥전분 풀 또는 아교를 사용하여 접착력을 
강화함

•   새로이 발견된 파편(V.3 하단부)은 본래의 자리에 넣어서 수리복원
•   화본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약간의 색맞춤 작업을 시행하는 것 권장
•   표지의 경우 조금 두꺼운 종이로 배접하여 배접횟수를 줄여서 마무리

3 2015.1.5

고연희

김성희

김종태

이상현

구범진

•   타기관 소장본의 구성요소 순서에 따라 vol.3, vol.4 순서를 바꿀 것.
•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고있는 《준천소좌목》도 준천계첩에 포함된 요소였으므로 수리복
원된 《준천시사열무도》와 함께 보관하도록 함(포갑제작)

•							검수

검수작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성임연구원이	진행하였다.	처리	전	상태의	사진을	실사	출력	하여	

원본과	비교,	검수	하였다.	클리닝을	통한	오염물	제거	여부와	안료	번짐	등을	확인	하였으며,	결손부	메

움	보강	상태를	점검하였다.	검수	과정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어	화본	앞에서	인공열화견과	소

맥전분	풀을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1차 자문회의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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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처리	전·후	비교

-	분석결과	(색차계	측정)

조사위치
클리닝 전 클리닝 후 

L* a* b* L* a* b*

1 70.27 4.80 20.99 72.58 4.89 21.02

2 67.58 3.76 14.54 69.01 3.80 14.61

3 42.54 -1.91 10.46 44.54 -2.1 10.5

4 46.84 11.96 16.85 46.90 12.50 17.03

1 67.41 7.07 24.81 69.21 7.06 24.90

2 47.60 -0.35 15.62 48.24 -0.56 15.89

3 67.11 3.48 14.76 69.03 3.65 14.90

4 68.35 3.50 24.59 69.00 4.26 25.88

1 70.18 4.84 21.53 72.84 5.01 21.55

2 47.12 1.52 14.88 49.09 1.30 15.20

3 57.77 5.65 15.61 59.33 5.67 16.01

4 45.06 5.92 14.29 46.07 6.34 14.41

1 64.86 6.41 23.99 65.82 6.30 24.56

2 62.96 3.92 19.38 64.79 3.98 20.04

3 49.98 -1.48 14.04 50.08 -1.64 14.51

4 50.77 6.88 12.92 53.21 8.03 14.08

1

3

4
2

2 1

3
4

1

4

2

3

1

4

2

3

Vol.1

Vol.2

Vol.3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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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후	

Vol.1 Vol.2

Vol.3 Vol.4

Vol.1 크라프트지 제거, 메움 Vol.2 비단 안정화 및 중심선 비단 메움

Vol.3 갈색 오염물 제거 Vol.3 화견 조각 발견,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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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도지도(함경북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팔도지도》(古軸	4709~8)는	정상기鄭尙驥(1678~1752)의	《동국지

도》원본	계통의	지도이다.	《팔도지도》에는	조선	팔도八道의	지도인	<강원도>,	<경기도·충청도>,	<경상도>,	<전

라도>,	<평안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가	수록되어	있어서	지도의	이름을	《팔도지도》라	명명하였

다.	본	지도는	이	가운데	<함경북도>지도이다.

본	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맥을	연이어	그리고	초록색으로	채색하였으며,	붉은색	선으로	도로를	

잘	표현하였다.	산과	봉우리,	영營과	진,	하천	등의	명칭과	지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상측	여백에는	함

경북도	함흥咸興에	있는	목조穆祖(태조	이성계의	고조)의	덕릉德陵에	대한	기술과	1712년	오라총관	목극등

과	조선의	접반사	박권의	탐사후	조-청간의	강계비를	세운	사실에	대한	기술이	있다.	하측	여백에는	정상

기의	발문과	백리척에	대한	설명과	지도에	대한	소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	지도와	같은	본인	<함경북도>지도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조선전도朝鮮全圖》	중	〈함경북도咸鏡北道〉

(D129),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중	〈함경북도咸鏡北道〉(53),	일본	천리대학	부속	천리

도서관의	《기봉요도箕封瑤圖》	중	〈함경북도咸鏡北道〉(292.1-153)	지도	등이	있다.	이	지도	가운데	본	규장각

의	<함경북도>지도는	지도의	표현과	지명이	가장	자세하고	필체	또한	가장	정교하며	바르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도에는	여백에	기술이	없지만	본	지도에는	위와	같은	기술이	있다.

본	지도는	다른	<함경북도>지도에	비해	가장	자세하며	정교한	지도로	국내에	현존하는	정상기지도	유

형의	<함경북도>지도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될만한	지도이다.	

현재	본	지도	여백	상·하측의	기술은	다른	지도에는	없는	중요한	기록인데	잘못된	기보존처리로	인한	

글자의	번짐이	심한	상태이며,	지도의	선과	지명	등의	번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지도를	그린	종이는	

닥지,	장황을	한	종이는	단섬유의	종이이며,	지도를	말았다	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로꺾임으로	인한	

지도의	손상이	보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기는	미세먼지와	오염으로	훼손이	크게	우려되어	클리닝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상축	연결부분의	종이로	된	장황이	찢어져	축과	분리될	위험이	있으며,	하축은	축

두가	소실되어	지도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지도는	정상기	본의	《팔도지도》라는	지도사의	측면,	

지도의	정교함과	내용의	풍부함을	갖추었다는	측면	등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전체적인	보존처리

가	대두된다.24

24　문상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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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제작연대 형태 비고

正祖14年(1790년) 지본채색, 족자 과거 수리되었으나, 관련 기록 없음

함경북도

전체 : 71.3×125.5

지도 : 66×100.4 

(2)	보존처리	전	상태

팔도지도는	전체적으로	가로꺾임이	심하였다.	족자의	형식상	말았다	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

상형태로	기보존처리	시	얇게	배접하여	꺾임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또한	상축	장황종이가	찢어져	분리	될	위

험이	있으므로	전시나	벽에	걸어서	감상이	불가능	하며,	하축	축수의	소실로	인해	보관	시	어려움이	있다.	족

자의	하단	부분에는	곰팡이로	인한	손상으로	뒷면	배접지에까지	손상을	주어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							전체적으로	먼지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말았다	폈다의	반복으로	인해	가로꺾임의	손상이	심각하다.

•							회장이	종이로	되어	있어	상축	부분이	찢어져	분리될	위험이	있다.	또한	족자를	걸어서	전시가	불가능	

하다.

•							하축	축수의	소실로	인해	말았다	폈다	할	경우	손상이	계속적으로	진행	된다.

•							기존의	잘못된	보존처리로	인해	배접이	얇은	상태이고,	지도의	글씨	부분의	번짐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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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존처리로 인한 번짐하축 축수 손실

상축 부분 회장 찢어짐가로 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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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세부작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 3 4 5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사진촬영 

훈

증

소

독

두께, 산성도,
색차측정

섬유조사, 평량

해 체

건 식

안료안정화

습 식 

섬유 분석,
메움 종이 염색

결손보강용 및
배접지 염색 (함경북도)

결손부

보강

1차 배접

건 조

2차 배접 및
건조

꺾임방지 띠
넣기

장황종이 배접 및
건조

장 황

3차 배접 및
건조

4차 배접 및
건조

마무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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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처리	과정

①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							지도의	크기,	두께	및	장황의	사이즈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사이즈는	지도의	크기,	장황의	크기,	축수의	두께	등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							pH	meter(HANNA	HI4221)를	이용하여	산성화	정도를	측정한다.

•							색차계((BYK	Gardner	DE6834)를	이용하여	백색도를	측정	보존처리	전·후를	비교한다.

•							C-stain분석법을	통하여	섬유의	재질을	분석하였다.

•							디지털매체팀에	의뢰하여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촬영	하였다.

현미경 촬영사진 촬영

해체

②	해체

•							회장	종이와	지도를	분리·해체	하였다.	약간의	수분을	주어	지도에서	회장	종이를	분리하였다.

③	구배접지제거

•							구배접지는	산화가	진행되어	있으므로,	자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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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당시	배접된	구배접지는	약간의	수분을	주어	제거	하였다.

•							구배접지	2겹을	제거	하고	본지가	너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1겹은	남겨	둔	상태로	마무리	하였다.

구배접지 제거

습식 클리닝

④	습식클리닝

•							클리닝	전	잉크테스트를	통하여	먹이나	안료의	안정화	상태를	확인한다.

•							중성의	여과수를	이용하여	여러	겹의	흡수지	위에서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습식	클리닝	하

였다.

•							오염물이	제거되어	맑은	물이	나오기까지	반복해서	클리닝	후	건조시킨다.

⑤	메움용	종이	준비

•							지질의	종류,	두께	및	발수	조사를	근거로	하여	메움용	종이를	준비하였다.

•							메움용	종이의	재질을	C-stain분석법	C염색액	섬유의	색상/	KS규격(KS	M	ISO	9184-4)으로	표준화되

어	있으며,	일본	‘高知縣立紙産業	CENTER’	등	여러	연구소에서	자세히	연구되고	있음을	사용하여	관

찰하여	같은	재질의	종이인	닥지를	준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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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된	고색의	느낌을	맞추기	위하여	오리나무	열매를	이용하여	지도와	

비슷한	색으로	염색하였다.

닥 섬유

⑥	결손부	메움

•							준비된	메움용	종이를	이용하여	발의	방향을	맞추어	결손부분에	메움	작업	하였다.

•							소맥전분	새풀을	이용하여	유물의	뒷면에서	메움	하였다.

•							결손부의	보강	시	메움용	종이와	원본의	겹침은	최소화	하여	2차	손상을	줄인다.

결손부 메움오리나무열매 염색

⑦	1차	배접

•							1차	배접은	닥지를	오리나무로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							소맥전분	새풀을	사용하여	배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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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차	배접	및	건조

•							2차	배접지는	호분을	넣은	닥종이와	소맥전분	삭힌풀25을	이용하여	배접하였다.

•							호분을	넣은	닥지는	약알칼리성으로	유물보존에	도움이	되며	삭힌풀은	새풀에	비해	점도가	낮고,	유

연성이	있어	족자를	말았다	폈다	할	경우	가로꺾임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준다.

•							배접이	끝나면	두드림	붓으로	배접지와	지도가	잘	접착되도록	두드려	준다.

•							배접이	끝난	본지는	건조판에	붙여	건조하였다.

⑨	꺾임방지	띠	넣기

•							메움	작업을	한	경계부위와	가로꺾임이	발생되는	부분에	닥지로	만든	꺾임방지띠를	붙였다.

•							꺾임방지띠를	붙여	줌으로써	가로꺾임의	재발생을	막아주며	메움	작업	부분의	꺾임을	방지	하여	주었다.

25　		밀가루	전분을	끓여	만든	풀을	10년	이상	숙성시켜	만든다.	새풀에	비해	낮은	접착성을	보이고	점도도	낮다.	이	낮은	접착성이	복수의	종

이를	겹쳐가는	표구물에	있어서는	새풀보다	부드러운	효과로	이어져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	이상현,「지류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접

착제」,	『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204.

1차 배접

2차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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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족자	꾸미기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장황되어	있던	종이와	같은	지질의	종이로	회장	종이를	준비	하였다.

•							본지와의	두께에	맞춰	1,	2차	배접을	한	뒤	지도와	연결하여	족자의	형태로	꾸몄다.

회장종이 붙이기

4차 배접

꺾임방지띠 넣기

3차 배접

⑪	3차	배접

•							2차	배접과	마찬가지로	호분을	넣은	닥종이를	소맥전분	삭힌풀을	이용하여	배접하였다.

⑫	4차	배접	및	건조

•							마지막	배접은	오리나무열매로	염색한	닥지를	소맥전분	새풀을	이용하여	배접하였다.

•							마지막	배접인	만큼	건조판에	붙여서	충분한	건조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건조시간의	반은	유물의	뒷

면을	보고	건조하고,	나머지	반은	유물의	앞면을	보고	건조함으로써	유물의	안정감을	준다.

⑬	서명	재	부착

•							기존의	지도	뒷면에	붙여	있던	서명을	분리하여	결손부분을	보강한	뒤	지도의	보존처리	후	같은	위치

에	재부착	하였다.

•							서명	및	경성제국대학	장서인,	청구기호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위치를	정하여	재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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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마무리

•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되었던	축수의	모양과	상·하	축을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하여	

달아주어	마무리	하였다.

⑮	보관

•							가록꺾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굵게말이	축에	말아	오동나무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굵게말이 축오동나무 상자

(4)	자문회의	및	검수

①	자문회의

•							보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							수리복원	작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처리	과정	시에	대두되는	논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시행하

였다.

•							1차	자문회의에서는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수리복원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							2차	자문회의는	장황의	방법,	색맞춤의	필요	여부,	상·하축의	제작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3차	자문회의는	서명,	경성제국대학교의	장서인,	청구기호의	부착	시	위치에	관한	문제,	보존처리가	끝

난	후	기존의	상·하축의	보관	여부에	따른	논의가	진행되었다.

②	검수

•							검수작업은	처리	전	상태의	원본	사진과	비교,	보존처리	후의	상태	등을	검수하였다.

•							클리닝을	통한	오염물	제거	여부,	결손부	메움	작업,	안료의	번짐,	보존	처리	후	장황에	관한	검수가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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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문위원	및	결과

회차 일시 자문위원 자문 결과

1 2014.4.21

고연희

양보경

이상현

구범진

양진석

• 규남 하백원 집안 소장 동국지도를 참고
• 배접지는 원본을 지지해줘야 할 정도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제거
• 장황형식은 유물 해체 후 2차 자문회의 또는 별도의 자문을 받아 진행

2 2014.10.31
김성희

이상현

구범진

• 장황종이는 종이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그림 방향에 맞도록 사용
• 결손부분이 크지 않으므로 색맞춤은 불필요
• 2차 배접 후 꺾임방지띠 보강 필요
• 상·하축은 원래의 축과 같은 크기, 두께로 새로 제작하여 장황

3 2015.1.5

고연희

김성희

김종태

이상현

구범진

•   수리 후 표제는 원본과 동일한 위치인 상축 뒷면에 부착하고 경성제국대학 장서인은 표
제 밑에 청구기호는 가장 아래 부착

• 기존의 상·하축은 중성상자를 제작하여 보관

(5)	보존처리	전·후	분석결과

클리닝	전·후의	산성화의	변화와	백색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

다.	측정	부위는	일반적인	바탕	부분과	오염도가	심한	부분,	채색	부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L*의	

값이	클리닝	전	보다	후에	증가된	것으로	보아	명도값이	높아져서	클리닝을	통하여	먼지	등이	제거된	것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값과	b*값은	클리닝	전·후	미세먼지의	제거	등에	따라	측정값이	변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중성쪽으로	가까워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수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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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 전 색차값 클리닝 후 색차값

L* a* b* L* a* b*

1 65.30 0.46 23.94 68.46 1.31 24.77

2 64.17 -1.45 10.09 69.87 1.88 7.92

3 77.98 2.30 17.85 78.88 2.25 15.98

클리닝 전 pH 클리닝 후 pH

1 5.08 6.9

2 5.67 7.1

(6)	수리복원	전·후	비교	

보존처리 후보존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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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후상축 회장 찢어짐

보존처리 후하축 축수 손실

보존처리 후가로 꺾임

보존처리 후가로 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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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수리

1) 귀중본 건식클리닝 및 번호표 제거

작업	대상	자료는	과거	소장	자료	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지	촬영	시	작업이	용이하도록	펄프지에	

인쇄한	권제와	페이지	번호가	편철	부위에	부착되어	있었다.	인쇄된	종이가	부착된	부위는	부피가	증가된	

상태였다.	따라서	인쇄된	권제와	번호표를	제거하는	원형	복원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소요	물품

	-	건식클리닝	붓,	3%	Methyl	Cellulose(W/V,	여과수),	흡습지,	레이온지,	핀셋,	문진

•							작업	과정

	-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양모	붓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			번호표	제거	:	3%	Methyl	Cellulose를	번호표(인쇄지)	위에	도포한	후	핀셋을	이용하여	번호표를	

제거하였다.	번호표	제거	후	흡습지,	레이온지와	문진을	이용해	해당	부분을	건조시켰다.	MC의	잔

여분은	면봉에	소량의20%	아세톤(V/V,	여과수)을	묻혀	닦아내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2) 열람·대여·전시자료 응급수리

•							대상자료	:	열람·관외대여·전시	자료	중	안정화	및	제책등의	응급수리가	필요한	자료

규장각은	25만	여점의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들은	수시로	열람객들의	신청과	연구자들에	

의해	열람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	전시	자료로	대여되고	있다.	더불어	규장각에서는	일	년에	한번	특별전

을	개최되고	이후	상설전시의	대상자료가	부분	교체된다.	이에	수리복원실에서는	자료의	예방보존과	열람

과	대여,	전시가	용이하도록	자료의	상태에	따라	안정화	작업,	펼침	작업	등을	시행하였다.	

•							작업과정

먼저	응급수리가	요구되는	자료들은	각	담당자로부터	응급수리	작업요청서와	함께	접수되며,	자료의	

상태·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응급수리가	이루어진다.	

	-			안정화	작업	:	자료의	표지	또는	내지	부분이	들뜨거나,	박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소맥전분	풀을	이

표 제거 후 상태내지 권차표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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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안정화	시켜	주었다.	

	-			펼침	작업	:	자료가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은	미세수분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부드러운	붓

으로	펴서	흡습지	올려	놓은	후	눌러주었다.

	-			내지	분리	:	침수의	피해나	습기로	인해	내지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는	이미지	촬영이나	열람이	어

렵기	때문에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분리하거나	미세수분분사기를	이용하여	수분을	가한	후	분리

하였다.

	-			제책	:	책끈이	끊어지거나	풀어진	자료의	경우	기존의	실을	이용	하여	재	장정하거나	구비된	책실

을	이용하여	새로이	장정하였다.

	-			서명	및	청구기호	부착	:	표지로	부터	서명이	부분	분리된	경우,	청구기호가	분리된	경우	자료의	관

리	또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응급수리 작업요청서

5권  자체보존관리078



Ⅲ. 족자·첩 형태의 지도자료 보존처리 단기연수

1. 개요

1) 연수 기관

•							도쿄국립공문서관,	마스미(マスミ)공방

•							2014.	7.	28	~	8.	6(10일간)

•							연수	목적

	-	일본	보존처리	기관의	전반적인	보존	현황	파악

	-	족자,	책	등의	장황에	관한	실습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황	기술과의	차이점	비교

	-	지류문화재	관한	수리복원	기술	및	보관	방법에	관한	정보	습득

	-			수리복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프케스팅을	이용한	단섬유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	방법에	관한		

실습

	-	보존처리	시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의	정보	파악	

2. 보존처리 연수 과정

1) 마스미(マスミ)공방

•							족자,	첩,	병풍	등의	장황	기술	교육

•							일본	국보,	지정문화재의	수리	재료인	비단,	도구,	오동나무	상자	등	대부분의	재료를	제작	판매

•							일본	전통	비단	문양이	소실되어	사라진	경우,	문양	디자인의	사진자료를	제공	하면	직조	및	복원	가능

(1)	족자	장황	과정

①	작품	배접	

•							작품에	수분을	주어	주름이	생기지	않게	펴	준	후	소맥전분	새풀을	이용하여	배접한다.	

•							이때	배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규장각)에서는	배접지에	풀	칠	후	들대로	종이를	들어	작

품위에	맞춰	문지르는	붓을	이용하여	배접하지만,	일본(마스미(マスミ)공방)의	경우	작품	옆에	배접지

의	위치를	잡고	수분으로	고정	시킨	후	풀칠한다.	그리고	들대로	들어	문지르지	않고	그대로	작품위에	

올려놓는다.	이미	위치를	처음부터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구겨지거나	움직이지	않고	문지르는	것을	최

소한으로	하여	종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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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규장각)

풀칠하기 문지르며 배접 문지르기

日本 (마스미공방)

풀칠하기 그대로 놓기 문지르기

②	회장비단	배접

•							작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접한다.	비단의	경우	종이보다는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두드리는	붓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두드려	준다.

③	족자	꾸미기

•							작품과	비단의	배접이	충분히	건조	된	후	회장비단을	연결한다.

•							작품과	비단이	붙는	면적이	얇기	때문에	망치로	살짝	두드려	준	후	자로	눌러	건조	시킨다.

회장비단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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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축주머니	붙이기

•							족자의	상·하	축을	달기	위한	주머니를	달아준다.

•							축	둘레	사이즈에	맞춰	재단	후	작품	뒷면에	붙인다.

⑤	전체	배접

•							전체	배접하기에	앞서	족자의	긴	방향으로	올	푼	띠종이를	붙여준다.	배접	후	건조판에	붙일	때	당기

는	힘을	견디기	위한	역할을	한다.

•							마지막	배접이므로	배접지의	경계에	올을	풀어	묽은	풀로	배접한다.

족자 꾸미기

축 주머니 붙이기

전체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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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슬	문지르기

•							백납을	전체적으로	도포	후	구슬을	이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준다.

•							이	작업은	방습의	효과를	주고,	구슬을	문질러줌으로써	표면을	부드럽게	마무리	하는	효과가	있다.

⑦	상·하축	달기

•							상·하축을	축주머니로	감싸서	붙인다.

•							하축의	경우	양	옆을	깎아서	축수를	단다.

⑧	고리달기

•							상축에	걸끈과	매는	끈을	달기	위한	고리를	달아준다.

구슬 문지르기

끈 달기

하축 달기

백납 문지르기

고리 달기

상축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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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마무리

•							걸끈과	매는	끈을	달아주면	족자	완성

고리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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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책	장황	과정(절첩)

①	내지	접기	및	프레스	하기

•							내지를	반으로	접어서	접혀진	부분의	수분을	살짝	주어	망치로	두들긴	후	프레스	하여	높이를	일정

하게	만든다.

②	내지	붙이기

•							접은	내지를	잘	정리	후	가장자리	1cm가량	풀칠하여	붙여	준다.

③	표지제단	및	비단	감싸기

•							단단한	중성보드지를	표지	크기대로	재단	후	대패를	이용하여	사방	모서리	45도	각을	주어	자른다.

•							비단을	이용하여	중성보드지를	감싸준다.

망치로 두드리기

풀칠 하기

수분 주기

정리하기

5권  자체보존관리084



④	표지와	내지	붙이기

•							표지의	비단을	붙이고	잘	건조	시킨	뒤	미리	만들어	두었던	내지와	표지를	연결한다.

(3)	포갑	만들기

①	판	제단

•							포갑으로	쌀	책의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에	맞게	포갑	판을	제단	한다.

비단 감싸기

포갑 판 제단

완성

대패로 각주기

사이즈 측정

표지와 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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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단으로	감싸기

•							포갑	판을	45도로	각을	준	후	제단	한	비단에	순서대로	붙인다.

③	포갑	고리	구멍	뚫기

•							비단	접착	후	잘	건조	시킨	후	고리를	연결하는	구멍을	뚫는다.

•							구멍의	위치를	잡은	후	도구를	이용하여	뚫는다.

④	고리	연결	및	마무리

•							끈에	고리를	연결한	뒤	구멍에	걸어	마무리	한다.

•							중성	종이를	이용하여	포갑	안쪽에	마무리	한다.

비단 접착

구멍 뚫기

마무리

대패로 각주기

위치 잡기

고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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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국립공문서관

•							아시아	역사자료센터로	조선총독부자료	및	군	관계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관동대지진에	관련된	

공문서	자료들도	다수	소장

•							공문서	관리	법률이	있어	이	기본법에	입각하여	관리,	보존	등을	적절히	수행.

•							화재예방을	위하여	탄산가스	및	방화문	설치,	자외선	차단등,	자동센서	조명을	설치

•							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열람	가능하나	귀중한	자료의	

경우	이용허가	심사	후	열람이	가능

(1)	리프케스팅	과정

•							도쿄국립공문서관에서는	전통적인	수리방법과	리프케스팅을	이용한	수리복원	방법이	병행되고	있다.

•							양지	및	일본종이의	경우	리프케스팅을	이용하여	수리한다.

•							양면으로	인쇄된	문서도	리프케스팅	가능하다.

①	칩	분쇄	및	준비

•							보존처리	대상인	문서의	가로,	세로와	두께에	따라	필요한	칩의	양을	계산	하여	분쇄	한다.

•							리프케스팅	기계위에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네트를	깐다.

완성

네트 깔기칩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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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서	올리기	및	칩	넣기

•							네트	사방에	필름을	깔고	문서를	올린다.	이때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단섬유로	분쇄된	칩을	수조에	넣고	물과	함께	잘	풀어준다.

③	결손부	메우기

•							수조에	분쇄된	섬유를	문서로	흘려보낸	후	물을	빼낸다.

•							충해로	인한	결손	부분에	섬유가	메워진다.

④	프레스

•							필름을	제거	후	흡수지를	덮고	살짝	눌러	고정	시킨	후	흡수지로	샌드위치	하여	프레스에	넣어	건조

한다.

•							수분이	어느	정도	제거	되면	네트를	제거하고	마른	흡수지로	교체하여	수동	프레스에	넣고	건조시킨다.

칩 넣기

메움 작업

문서 올리기

섬유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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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를 리프케스팅 할 경우 문서를 네트에 올리기 전 탱구지로 양면을 배접하여 에탄올을 뿌린 후 리프케스팅을 진행한다. 양지

는 산화되어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이다.

(2)	보존처리	과정	

①	양지	보존처리

•							결손	부분을	닥지로	메움	작업	한다.

•							양지가	많이	산화	되었을	경우	탱구지로	앞·뒷면을	배접하여	보강해	주었다.	

프레스

프레스

메움 작업

흡수지 건조

흡수지 건조

결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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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존	표지

•							도쿄국립공문서관에서는	표지가	얇은	문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성	보드지를	가표지로	만든다.

•							풀을	사용하지	않고	실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	제거	할	때	실만	끊어	주면	제거가	

가능하다

보존용 표지

③	보존	상자

•							책자	형태의	문서들을	보관	할	때	중성	보드지를	이용하여	상자를	만든다.

•							쉽고,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로	문서를	보관할	때	용이하다.

보존용 상자

(3)	맺음말	

•							일본과	우리나라의	족자,	첩의	장황	기술력을	비교	및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							리프케스팅을	이용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본	및	근대자료의	보존처리에	적용	한다.

•							일본	문서들의	보존·보관	방법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용한다.

건조탱구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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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맺음말

규장각	자체수리복원실에서는	기초자료수립연구(정밀상태조사)와	자체	서고	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상

태에	따라	보존처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고지도.	회화자료	3건	8점을	보존

처리	하였으며	더불어	열람과	전시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211건에	대한	응급수리를	실시하였다.	

규장각에는	약	223종의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	및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규장각	자체수리복원실에서는	고지도의	연구	지원과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광여도》와	팔도

지도《함경북도》지도를	수리복원	하였다.	《광여도》는	조선	후기의	상황과	인식,	사회상	등을	보여주며,	군

현지도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표지	손상이	심하고,	판심부분이	갈라져	열람이	어려우며	관

리함에	있어	2차	손상이	예상	되었다.	보존처리를	통하여	결손부분을	보강해	주었으며,	박락의	위험이	있

는	부분에	안정화	해줌으로써	열람	및	연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습식클리닝을	통

하여	색지로	인한	표지	직물의	이염을	제거	해줌으로써	표지	본래의	색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등	큰	수

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규장각	소장	《함경북도》지도는	다른	《함경북도》지도에	비해	자세하며,	정교한	

지도로	높게	평가될	만	한	지도이다.	그러나	잘못된	기	보존처리로	인하여,	글자의	번짐이	심한	상태이며,	

지도를	말았다	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로	꺾임이	심한	상태이다.	상축	연결부분이	찢어졌으며	하축은	

축수가	손실되어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가로꺾임을	완화	시

켜	주었으며,	새로운	상·하축을	제작하여	연결,	보관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고지도	자료와	더불어	회화자료	중	《준천시사열무》도	4점을	수리복원	하였는데	이는	2013년	자체	모사

제작에	이어	보존처리	함으로써	인문학,	회화,	보존과학	등	타	학문간의	협력이	이루어진	성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준천시사열무도》	역시	과거	수리가	되었지만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원형을	유추하기	어

려웠으나,	사전	조사를	통하여	이본을	발견하고	규장각	소장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원형을	추정	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좌우	대칭의	결손	상태를	비교하여	자료의	순서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자체	모사본	제작과	보존처리를	통하여	자료의	원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배접지	교체	등	

의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회화	및	제작	기법을	유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자체수리복원실에서는	과거	영인본	제작	사업	시	원본에	기록되었던	번호표와	권제명을	제거	

하고	건식클리닝	하여	자료의	원형으로	되돌리고자	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특별전	대상	자료와	상설전

시	대상	자료에	대하여	응급수리	하여	전시가	용이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체수리복원실에서는	자료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추후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와	궁중기록화	등의	연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지속적으로	

열람	자료와	전시자료에	대하여	응급	수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자·열람자·서고	관리자와의	소통의	역할

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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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평대군방전도〉

모사본 제작사업

제  2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자체 모사 제작 사업

서명 청구기호 재질
그림크기

자료수 면수 특이사항
가로 세로

인평대군방전도 古軸4655-6 종이 90.5 184.5 1 1 족자 형태로 장황

합계 1건 1매

1) 자료명 : 인평대군방전도麟坪大君坊全圖

2) 사업기간 : 2014년 3월 1일 ~ 2015년 1월 31일

2.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

1) 자체 모사 제작실

이름 경력 사항

양수연

• 동양화 전공(미술학 석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보조연구원
• 2012년 규장각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모사본 제작사업 참여
• 2013년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 홍포본> 모사도 제작사업 참여
• 2013년 규장각 <준천시사열무도> 4첩 복원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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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

업체명 작업내용

국립현대미술관 안료 분석 및 적외선 촬영

규장각 자체 디지털 매체화팀 유물 촬영, 모사본 촬영

비첸비앤아이 유물 실사 출력

신현세 전통한지 한지 제작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장황

3. 자문 및 검수인원

자문위원단

전공분야 이름 소속

회화 김성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수리복원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 교수

회화사 고연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전임강사

한문학 김종태 한국고전번역원

검수인원

전공분야 이름 소속

회화사

김지인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양성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최유미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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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사본 제작기간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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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예비

조사

대상작

선정

규격

실측

상태

조사

촬영
유물

촬영

안료

분석

안료

분석

유물

조사

역사적,

회화적

연구

모사도

제작

초본

제작

1차
자문회의

정본

제작

2차
자문회의

원본

대조

3차
자문회의

품질

관리

검수

보고서

작성

장황
족자

제작

납품 납품

일정

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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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사대상작품

1.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 古4655-6)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 古4655-6,
종이에 수묵담채, 185 Ⅹ 90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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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대군방전도>는	규장각	소장	회화유물로,	수묵의	활달한	선과	담한	채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본	

유물은	두	폭의	종이가	이어져	있으며	상단과	하단	각각에	저택이	그려져	있는데,	두	저택이	마주	보도록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유물의	뒷면에는	‘麟坪大君坊全圖’라는	서명이	붙어있어	그림	속	저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추정	

가능하였다.	그러나	‘동궐도’,	‘서궐도안’,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이	왕이	살았던,	혹은	왕이	주체가	되는	공

간을	그렸던	타	사료들과	달리,	대군의	저택을	소재로	한	본	유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평대군방전도>는	가로	꺾임과	세로	꺾임이	매우	심하여	그림이	부분적으로	유실,	박락되었으며	바탕

지의	변색과	오염이	많이	진행되어	유물의	보존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하였다.	더불어	본	유물의	제작	배경

과	가치,	작품	속의	지명과	건물명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규장각	자체모사제작실은	유물을	보호하고	본	작품의	내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본	유물을	2014년도	대상작으로	지정하고	복원모사본을	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인평대군방전도>의	

제작	배경과	형식적	특징,	회화적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 <인평대군방전도>의 제작 배경

이전까지	본	유물이	인평대군과	효종이	생존하였던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정조실록』	

1792년	9월	23일	정조가	인평대군의	저택과	어의동	별궁을	그림으로	그려	올릴	것을	명하는	기사내용을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견하였다.1

인평대군麟坪大君의	묘소에	제사를	올리라는	명이	내려지자,	그	사손祀孫인	동돈령同敦寧	이진익李鎭翼이	

상소하여	묘소에	가서	지수祇受할	말미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진익이	사폐辭陛할	때	상이	인견하니,	이진

익이	아뢰기를,

“효묘孝廟와	숙묘肅廟의	어제	어필御製御筆의	제문祭文이	있어서	이	제문들을	합하여	비석에	새겼으나	감

히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조의	어제	제문이	있는바,	지금	내리신	어제	제문과	합하여	비

석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효묘와	숙묘의	어제	제문을	비석에	새긴	것은	곧	세우도록	하고	선조	및	당저當

宁의	어제	제문도	비석에	새기되,	비석의	한	면을	3등분하여	선조의	어제는	윗	칸에	새기고	당저의	어제는	

중간	칸에	새기고	그	아랫	칸과	뒷면은	비워	두는	것이	좋겠다.”

1	 고전번역원	김종태	선임연구원이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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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하여	호조에	명하여	물력物力을	공급하게	하고	기영畿營에	명하여	비각碑閣을	하나	세워서	두	

비석을	보호하게	하였다.	또	각신	서영보徐榮輔를	보내서	어의동於義洞	별궁別宮을	봉심하고	아울러	대군의	

사당을	봉심한	다음	별궁	및	대군의	저택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였다.2

정조는	인평대군의	사손祀孫인	이진익에게	인평대군의	묘소에	제를	올리게	하고	효종과	숙종,	영조	등	

선대왕들이	남긴	제문과	자신이	쓴	제문을	비석에	새기도록	한다.	정조는	비석에	제문을	기입하는	형식을	

매우	상세하게	지시하였으며,	인평대군의	저택을	그리도록	명을	내릴	뿐	아니라	어의동	별궁,	즉	효종의	잠

저3	또한	함께	그리도록	하였다.	

화가가	건축물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으나,	왕명에	의해	대군의	저택과	

선대왕의	잠저를	그리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건축물의	그림은	

궁전이나	지방	관청에서	거행된	행사장면을	묘사하면서	함께	그려진	것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건축물	그

림은	18세기	이후	급증하게	되면서	행사	기록화	이외에	건축물의	그림을	오로지	건축물의	규모나	특징을	

기록해두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게	되는데,	<동궐도東闕圖>와	<서궐도안西闕圖案>,	<옥호정도玉壺亭圖>와	같

은	그림들이	대표적이다.4	<인평대군방전도>도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대군의	저택을	묘사하여	남길	목적으

로	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인평대군방전도>는	대군방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효종의	잠저가	함께	그려진	것이	매우	독특한데,	그

것은	효종과	인평대군의	각별한	우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평대군麟坪大君(1622~1658)은	인조仁祖(조선	제	16대	왕,	1595~1649)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요㴭’,	자

는	용함用涵,	호는	송계松溪이다.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	그의	형제인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과	함께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기도	했다.	봉림대군과의	사이는	어려서부터	각별하여	잘	적에	이불을	같이	덮고	하

루라도	떨어져	지내지	못하였다.	효종은	인평대군을	청나라에	사은사로	4차례	보내어	중한	일을	수행하

게	하였는데,	대군이	떠날	때에는	매우	안타까워하였으며	돌아올	때에는	영접하는	사개使价를	압록강까지	

보내어	맞이하였다.	인평대군은	3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효종은	그의	죽음을	매우	슬

2	 		『正祖實錄』	券35,	16년	9월	23일(己未),	1792년.	“麟坪大君墓致祭命下,	其祀孫同敦寧李鎭翼上疏,	請暇往墓祗受,	許之。	及辭陛,	上引見,	

鎭翼奏曰:	“孝、肅兩廟,	有御製御筆致祭文,	故合刻于石,	而不敢擅竪。	又有先朝御製祭文,	竊欲與今下御製祭文,	復合而刻之。”	上曰:	“事誠

希貴。	兩朝御製刻石,	卽爲竪建,	先朝及當宁御製,	亦入刻,	而就石之一面,	分排三格,	先朝御製,	刻于上格,	當宁御製,	刻于中格,	空其下格及

後面可也。”	仍命戶曹給物力,	畿營創一閣,	以覆兩石。	又遣閣臣徐榮輔,	奉審於義洞別宮,	仍審大君祠宇,	圖畫別宮及大君第以進。“.

3	 		잠저(潛邸)	:	국왕의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나	사정으로	인해	임금으로	추대된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던	곳

을	일컫는다.

4	 김도경,	「의궤에	기록된	건축	그림	-	건축	그림의	목적과	종류」,	『영건의궤』,	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pp.58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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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염습殮襲하는	자리까지	임하였다.5	

이처럼	각별한	형제간의	우애는	후대의	임금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	특히	영조는	효종이	두	형제를	

잃은	것과	자신	역시	두	형제(경종景宗,	연령군延齡君)를	일찍	잃은	것을	동일시하며	효종과	인평대군의	우

애를	기렸다.

임금이	어의궁於義宮의	잠저潛邸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가	어가御駕를	수행하였다.	임금이	조양루朝陽樓

에	나가서	왕세자에게	하유下諭하기를,

“효종과	나는	다	들어가서	대통大統을	계승하였다.	효종은	형제兄弟가	세	분인데	소현	세자昭顯世子는	일

찍	세상을	떠났고	인평	대군麟坪大君도	또한	세상을	떠나셨다.	나도	또한	형제가	세	사람인데	황형皇兄이	승

하昇遐하고	연령군延齡君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아!	나의	일이	효종과	서로	부합附合되는	점이	많다.	오늘

날의	세도世道를	돌아볼	때	내가	만난	시기가	어찌	지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구궁舊宮을	와서	

바라보고	오도위五都尉의	자손子孫들을	소견召見하니	갑절이나	감회가	더	일어난다....(중략)6	

정조	역시	영조의	뜻을	받들어	효종과	인평대군의	각별한	관계를	본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세

자와	혜빈	홍씨惠嬪	洪氏	사이에는	의소세손과	정조가	있고,	양제	임씨良娣	林氏와의	사이에서는	은언군恩彦

君과	은신군恩信君이	있었다.	또	수칙	박씨守則	朴氏	사이에서는	은전군恩全君이	있었는데,	은언군을	제외한	

두	왕자는	일찍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살아있었던	은언군마저	아들	상계군尙溪君이	정조의	양자가	된	

것을	계기로	역적으로	몰려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7	

이후에도	은언군에	대한	신하들의	끊임없는	처단	요구에	정조는	강경하게	맞선다.	그러한	가운데	인평

대군의	묘소에	제를	올리고	대군의	방과	효종의	잠저를	그려서	올리도록	한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신의	이복동생을	향한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5	 		孝宗大王	行狀,	“麟坪大君㴭,	自幼時宿必同衾,	不忍一日相離。	及長,	暫相阻,	則輒戀戀不置,	出入禁中,	無朝無暮。麟坪自戊戌春,	遘疾沈

痼,	王日夜伻問,	醫藥交道。	一日親自臨視,	以家人禮相接,	麟坪感幸,	若沈痾之忽蘇。	自是少差有日,	五月十三日,	病革報急,	王乘小輿,	蒼黃

徑出,	近臣步而從,	臨呼已絶矣。	撫而長號,	淚如泉逬。	侍衛之臣,	無不哽咽。	時暑熱方熾,	而坐不暫離,	粥亦不御,	冒雨連臨,	親莅襲斂。	自

附身附棺,	以至殯而靷而塴于墓,	皆從內辦,	而官它焉。	其夫人繼而歿,	自始卒比窆,	賻檖優厚,	遣中官監護,	亦如大君時。…	麟坪自戊戌春,	

遘疾沈痼,	王日夜伻問,	醫藥交道。	一日親自臨視,	以家人禮相接,	麟坪感幸,	若沈痾之忽蘇。	自是少差有日,	五月十三日,	病革報急,	王乘小

輿,	蒼黃徑出,	近臣步而從,	臨呼已絶矣。	撫而長號,	淚如泉逬。	侍衛之臣,	無不哽咽。	時暑熱方熾,	而坐不暫離,	粥亦不御,	冒雨連臨,	親莅

襲斂。	自附身附棺,	以至殯而靷而塴于墓,	皆從內辦,	而官它焉。	其夫人繼而歿,	自始卒比窆,	賻檖優厚,	遣中官監護,	亦如大君時。”.

6	 			『英祖實錄』,	券74,	27년,	10월	8일(辛丑),	1751년,	“上幸於義宮潛邸,	王世子隨駕。	上御朝陽樓,	諭王世子曰:	“孝廟及予,	皆入承大統。	孝廟

兄弟三人,	而昭顯早世,	麟坪亦下世矣。	予亦兄弟三人,	而皇兄賓天,	延齡早歿,	嗟!	予之事,	多相符於孝廟矣。	顧今世道,	予之遭時,	則豈非至

艱之會耶?	來瞻舊宮,	召見五都尉子孫,	一倍興感矣。	噫!	明廟諡號之敎,	曾諭故左相,	而將來所望,	不過宋之英宗矣。	英宗晩後事,	予何慕

也?	而但謹守吾舍之言及其行李蕭然,	惟書冊數廚而已,	則亦豈不賢?	而正若予矣。	聖祖志事,	不能遵述,	是用痛心。	聖祖己亥之敎,	足令志

士感泣,	而不幸其年龍馭莫攀,	豈不慟哉?	顧今聖祖血脈,	只有汝與元孫,	念聖祖垂後之謨,	以及生民,	是國家之幸也。	汝欲保國,	當保此百

姓。	且夫世臣,	國之元氣。	董仲舒不云乎?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汝須以保世臣,	諴小民爲念,	毋忘今日之事也。”	以御筆,	書下

御製,	命刻板揭壁。”.

7	 			홍기은,	『日省錄의	削除에	대한	硏究	:	정조대	恩彦君家	관련	기록의	削除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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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평대군방전도>의 소장 경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도서원부에	따르면	<인평대군방전도>는	소화昭和	6년(1931년)	‘이성의李聖儀’라는	사

람으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이전까지	본	유물이	왕의	명에	의해	제작되어	왕실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

하였으나,	외부로부터	반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여러	가지를	추론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로	<

인평대군방전도>가	제작된	이후	왕실에	보관되어왔으나	일제강점기라는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외부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경성제국대학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인평대군방전도>가	제작된	후	인

평대군의	후손들에	의해	전해지다가	반입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작품을	판매한	‘이성의’라는	인물

은,	당시	서울	와룡동에	‘화산서림華山書林’이라는	고서점을	운영하던	‘이성의’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

으나,	더	세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인평대군방전도>의 형식적 특징

본	유물은	인평대군의	저택과	효종의	잠저가	마주	보고	있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인평

대군과	효종의	저택이	실제로	마주	보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비고에서	인평대군의	집을	설명하기를,	‘타락산	아래에	있으며	용흥궁과	동서로	마주	서	있다’라

고	하였다.	또한	강준흠의	시에	보면	인평대군의	집이	‘조양루에서	동쪽으로	1리에	있다’8라고	표현한	것으

로	보아	실제로	동서로	마주	서	있었으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강준흠(姜浚欽),	『삼명시집(三溟詩集)』,	三溟詩集六編,	[詩]漢京雜詠.	 	 	 	 	 	

	 		卽麟坪大君	㴭	第。在朝陽樓東一里。漢陽城東杜鵑花。城中最說麟坪家。麟坪昔日盛繁華。園中種花如種麻。花外闌干宿綺羅。花前歌舞步笙笳。

蒙古毡子越溪紗。長白參稏武夷茶。炊金餐玉矜豪奢。傳與兒孫作生涯。百年富貴一朝嗟。花落隨風浪淘沙。樵斧登墻一任加。枯枿逢春少蘖芽。

唯有荒亭暎綠波。捿鳥游人自來過。梁園脩竹半虺蛇。小山叢桂空烟霞。方知建武椉牛車。較得安平靑盖多。.

도서수입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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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도성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성대지도>에서는	대군방과	본궁이	마주	보고	있음을	

글씨의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지도에서	표현되고	있는	각	건축물과	지명	표기	등이	실제로	위치하

였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선전도(首善全圖)> 부분, 김정호, 목판인쇄본, 1840년대, 보물 제 853호.

<도성도(都城圖)> 부분, 종이에 수묵담채, 18세기 후반, 보물 제 1560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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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대군방전도>의	건축물들은	모두	정면의	모습을	담고	있으나,	건물의	높이에	따라	각	부분에	시점

이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석양루’에	표현된	시점을	보면,	지붕부와	기단은	윗면이	보이도록	그려져	조감鳥瞰의	시점이	사용된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처마의	밑	부분이	그려져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앙시의	시점이	사용되었으며,	건

물과	기단의	정면부는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건물	안에서	다

양한	시점이	사용된	것은	영건의궤	정면도	형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건물의	정면	형상을	더욱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9

또한	<인평대군방전도>에서는	대군의	저택과	효종의	잠저를	배치도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건물의	위치

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각	건물들을	그	건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정면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협문이나	꺾인	형태의	건물들은	동선動線을	우선시하여	정면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10	언뜻	보기에는	건물들이	일관성	없이	좌우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나,	

건물을	들어갈	때의	가장	자연스러운	동선을	따라	건물들의	정면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건축물의	전체적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일반적인	건축도의	형식이었다.

9	 김도경,	위의	글,	pp.588~590.

10	 김도경,	앞의	글,	pp.590~591.

조감

앙시

정면

조감

‘석양루’에 표현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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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평대군방전도>의 회화적 특징

(1)	『개자원화전』의	영향

<인평대군방전도>에는	건축물의	그림과	함께	많은	수의	수목樹木들이	그려져	있다.	이	수목들에서	조선	

후기	회화의	교본으로	여겨졌던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혹은	개자원화보芥子園畵譜)』의	영향이	엿보인다.	『개

자원화전』은	청나라	초	희곡작가인	이어李漁(1611-1680)의	사위	심심우沈心友가	이어의	집안에	가전家傳되

던	이유방李流芳(1575-1629)의	화집에	왕개王槪로	하여금	몇몇	그림을	증보편집하게	하면서	만들어진	화보

이다.	『개자원화전』의	초집初集은	1679년(康熙	18년)에	간행되며	산수화보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22

년	후	왕개王槪,	왕시王蓍,	왕얼王臬	삼형제가	제2집의	전편	「난죽매국보蘭竹梅菊譜」와	후편	「초충화훼보草蟲花

卉譜」,	「영모화훼보翎毛花卉譜」를	1701년	편집간행하며	또	다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다.11

11	 전연숙,	「개자원화전이	조선후기	화단에	미친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p.15~16.

<인평대군방> 동선에 따른 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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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자원화전』이	간행된	17세기	후반에는	조선	내에서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과	북벌대의론北伐大義論이	우

세하여	조선과	청의	관계가	다소	경직되어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전반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청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행使行을	통한	문물교환이	활발해져,	이	시기에	『개자원화전』를	비롯한	많은	양의	

중국	화보들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2	『개자원화전』의	정확한	유입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

나,	빠르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	늦게도	영조	초년	간	이미	조선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추정된다.13

①	수목樹木의	구성

<인평대군방전도>에	그려진	수목들은	『개자원화전』의	초집에	수록된	「수보樹譜」를	많은	부분	참고한	것

으로	보인다.	「수보」의	내용	중	기본	수목을	그리는	법과	본	유물에서	보이는	수목들의	표현과	구성이	매

우	유사하다.	‘뿌리와	수정樹頂이	똑바로	오지	않게	하고	좌우로	서로	양보하면서	고저高低의	조합이	자연

스럽게	보이도록	그리는’14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12	 전연숙,	앞의	글,	p.17.

13	 김명선,	「조선후기	남종문인화에	미친	개자원화전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p.29.

14	 『개자원화전』	중	삼주화법(三株畵法).

『개자원화전』 중 ‘수보樹譜’, 두 그루와 세 그루의 나무를 그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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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나무

본	유물에는	많은	수의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개자원화전』에서	소나무는	단정하고	기품이	높은	군자

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심연深淵에	가라앉은	젊은	용과	같이	유곡幽谷에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기품	높은	분위기를	지닐	것을	말하고	있다.	화보에서는	소나무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마원馬遠(南宋),	이성

李成(五代,	919~967),	왕몽王蒙(元,	1308~1385)	등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

<인평대군방전도>의	소나무	잎은	점엽법點葉法	중	서족점鼠足點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엽법은	필

筆을	세워	찍은	다음	중앙을	향하도록	4~5개의	잎을	그리는	것이다.	

특히	소나무는	이성李成의	소나무를	배운	듯,	본	유물에서	‘꾸불꾸불하고	용이	서리고	있으며	봉황이	

춤추며	올라간	듯한	모습’으로	소나무를	표현하고	있다.

서족점 <인평대군방전도>의 송엽 묘법(松葉描法)

이성의 소나무 <인평대군방전도>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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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추점엽묘點葉描

후추열매	같은	점을	찍어	잎사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슷하게	매화점엽묘梅華點葉描가	있다.	두	

방식	모두	점으로	잎을	표현하는	것이	동일하나,	매화점엽묘의	경우	매화의	꽃잎처럼	군을	이루어	찍는	

경우도	있다.	원나라의	화가	오진吳鎭(1280~1353)이	즐겨	그렸던	수목이다.	

오진의 후추점 수목 <인평대군방전도>의 후추점 수목

후추점과 매화점 후추점의 수목(胡椒點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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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의	표현

<인평대군방전도>의	수목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점이	찍혀있다.	작품	속의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지만,	채색점들이	꽃을	표현한	것인지	낙엽을	표현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기	힘

들다.	이에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추측을	해보고자	하였다.

①	봄

본	유물의	시간적	배경이	봄일	경우,	수목에	찍혀있는	붉은색과	노란색	점은	만개한	꽃을	표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붉은	꽃은	홍매·복숭아꽃·진달래꽃·살구꽃,	노란	꽃은	개나리	등일	것이다.	『개자원화전』	

점화수간법點花樹幹法에는	꽃이	있는	나무를	그리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대체적으로	매梅의	가지는	줄기에서	직각으로	나와있으며,	옆으로	힘차게	뻗어있다.	행杏은	고인古人의	

화법에	수간樹幹만을	그려서	이에	꽃을	점한다.	도桃의	가지는	복잡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그려야한다.’

유물	속의	나무들은	가지가	매우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나무	가지	사이사이에	점들

이	찍혀있다.	이는	화보에서	설명하였던	도화桃花의	표현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가을

본	유물은	1792년	9월	23일	정조의	명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화사畵師가	명을	받은	후	바로	그림을	제

작하였다면,	당시의	계절인	가을의	풍광을	보고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붉은색과	노란색은	가을의	

낙엽색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색상이다.

꽃이 있는 수목 <인평대군방전도> 나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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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	화가	조맹부趙孟頫(1254~1322)의	대표작	‘작화추색도鵲華秋色圖’에서는	완연한	가을의	풍경을	묘

사하고	있는데,	가을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점묘하여	낙엽을	표현하였다.

『개자원화전』	「수보」에서	가을	경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소개한	‘녹각수鹿角樹’는	서리를	맞은	가

을의	숲을	그릴	때	주朱와	대자代赭를	섞은	홍엽紅葉을	가한다고	되어있다.

<작화추색도> 부분

<작화추색도(鵲華秋色圖)>, 조맹부, 종이에 먹과 채색, 93.2×28.4, 타이베이 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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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평대군방전도>의 역사적, 회화적 가치

<인평대군방전도>는	대군의	저택을	회화적	자료로	남긴	역사적	기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	대군

들의	저택	규모와	그	모양새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유물	속의	건축물을	표현하는	방식은	현대의	우리들이	이해하는	‘사실성’과	거리가	있으나,	각각의	

요소를	더욱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나	배치도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사실성’

을	획득하고	있다.

본	유물의	묘법과	준법에서는	18세기	당시의	화풍을	읽을	수	있다.	조선에	큰	영향을	끼쳤던	『개자원화

전』의	수지법樹枝法과	엽묘법葉描法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왕명에	의

해	제작된	자료로서,	왕실	자료의	제작	기법과	회화적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유물이	단순히	‘인평대군’과	‘효종’의	우애를	기리는	것을	넘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조의	우회적	내면	표현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2. <인평대군방전도>에 나타난 지명과 건물명

<인평대군방전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유물	속에	기록되어있는	지명과	건물명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였다.	각	지명과	건물명을	검색하여	그것이	포함되어있는	역사	사료,	시문집,	문헌	등을	수집하

였다.

녹각수(鹿角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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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평대군의 저택 : 대군방大君房

앞서	보았던	한양의	옛	지도들에서	낙산駱山	밑에	‘대군방大君房’이라고	표기되어있어,	인평대군의	저택

을	‘대군방’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1)	석양루夕陽樓

<인평대군방>의	석양루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비고

東國輿地備攷』	제택조第宅調에	남아있다.

건덕방建德坊	타락산駝駱山	아래에	있는데,	용흥궁龍興宮과	동·서쪽으로	마주	서	있다.	‘석양루夕陽樓’가	있

는데	기와	벽돌에	모두	그림을	새겼으며,	규모의	넓고	화려하기가	여러	제택第宅	중에	제일이다.	지금은	장

생전長生殿이	되었다.15

1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제택조(第宅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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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춘헌留春軒

‘이남규’	선생이	쓴	수당집	제7권의	발跋에	‘유춘헌’에	관한	시가	있으나,	이남규	선생이	구한말의	사람이

기에	본	유물	속의	유춘헌과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된다.16	

(3)	영파정暎波亭

인평대군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	인평대군의	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있다.

16	 李南珪,	『修堂集』,	제	7권,	跋.	 	 	 	 	 	 	 	 	 	

	 선군先君께서	‘유춘헌(留春軒)’이라	쓰신	세	글자	뒤에	삼가	쓰다.		 	 	 	 	 	 	

	 		이것은	우리	선군(先君)께서	손수	쓰신	글씨이다.	그런데	만일	후세의	사람들이	이	글자의	체례(體例)와	이	헌영(軒楹)에	대해	이름	지은	

뜻을	살펴본다면	그	장중(莊重)하고	화후(和厚)한	기상을	아마도	여전히	징험(徵驗)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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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집이	낙봉駱峯의	밑에	있었는데,	장원莊園의	수림과	계곡이	매우	시원스러웠다.	장원	가운데다	정

사精舍를	지었는데,	영파청의映波淸漪의	호칭이	있고	집에다	붙인	사의四宜의	편액은	임금이	써준	어필御筆

이다.	공이	이곳을	좋아하여	조정에서	물러나면	건巾을	뒤로	제쳐서	쓰고	배회하며	속세를	초월한	지취가	

있었다.17

(4)	서계소書計所

‘서계소’의	경우,	본	유물에서	보이는	다른	서체들에	비해	매우	미흡해보여	후대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유물의	기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모사본에도	유물과	똑같이	임서하였다.

(5)	청의정구기淸漪亭舊基

‘청의정구기淸漪亭舊基’는	‘청의정’의	옛터라는	뜻으로,	이전에	낙산의	자락에	청의정이라는	정자가	존재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창덕궁의	정자	중	‘청의정’이라는	곳이	존재하며	현재까지도	그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청의정’은	선조宣祖의	계판啓版이	남아있어	왜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

나,	인조	14년(1636년)에	다시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인조	때에	낙산의	옛터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

은	아닌지,	정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창덕궁의	청의정은	옥류천	태극정	서쪽	사각	연못에	있는	초가지붕의	정자이다.	기둥이	네	개,	천정이	

팔각,	지붕은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남을	형상화한	

것이다.18	이	정자	옆에는	인공으로	만든	물논이	있는데,	왕이	이곳에	손수	벼를	심고	그	볏집으로	지붕을	

잇는	모습을	보이며	농사의	막중함을	일깨웠다.	‘청의淸漪’는	맑은	물결이라는	뜻이다.19	

17	 		李景奭,	『麟坪大君	神道碑銘』,	“公之第在駱峰下。園林澗壑。亦甚瀟灑。就園中築精舍。有暎波淸漪之號。堂035_313d之以四宜額者。乃御筆也。

公尤好之。朝退輒岸巾徜徉。”.

18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2003,	pp.257~266.

19	 수류산방	편집부	저,	『궁궐의	현판과	주련	2–창덕궁,	창경궁』,	수류산방,	2007,	pp.2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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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속	‘淸漪亭舊基’의	漪는	猗의	犭(개사슴록변)이	彳(두인변)처럼	표현되었다.	漪의	이체자가	쓰인	것

으로	보인다.20

20	 “漪”,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	2002,	p.181.

‘漪’의 이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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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벽하정구기碧霞亭舊基

인평대군	저택	뒤의	후원에는	‘벽하정’이	있었던	옛터가	그려져	있다.	『유하집柳下集』21에	벽하정에	대한	

시가	전해지고	있다.

벽하정	낙산	자락에	서	있는데

텅	빈	공원	종들이	문을	잠가	두었네

왕실	형제	일찍이	우애가	아주	남달라

큰	저택	짓고	온갖	놀이	이	누대에서	하였지

뜬	구름	한	생애	냇물처럼	흘러가니

지난	일	봄과	같은데	새만	슬피	우네

우물가	복숭아는	벌레가	다	파먹고

때때로	객이	와서	꽃을	감상하고	가네

21	 조선	중기의	문인	홍세태(洪世泰)의	시문집.

『유하집』 - 벽하정에 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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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옥청동玉淸洞

인평대군의	문집	‘송계집’	券2에서	인평대군이	지은	시가	전해지고	있다.

낙봉에	있던	시절	내	그리워하노니

옥청	골짜기	샘물	흘러	가슴	시원한데

단청	입힌	집	곁에서	봄	술	무르익었네

달빛	희게	빛나는데	비단	창문	괜히	닫으니

나그네	정	근심	생각	한꺼번에	터져	나오네

알지	못하여라,	이	걸음은	언제나	끝날까

관산은	넘기	힘들어	보기에도	아득하구나

옥청은	동명이다.(고을	이름이다)22

22	 		『松溪集』	券2,	我所思兮在駱峰。玉淸泉流爽襟胸。畵堂側畔春酒濃。空掩紗窻月皎皎。旅情愁思一時肇。未知此行何日了。關山難越目眇眇。玉

淸洞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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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종의 잠저 : 하어의궁下於義宮, 용흥궁龍興宮, 본궁本宮

어의궁은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상어의궁上於義宮으로	인조가	즉위하기	이전에	살던	곳이며	중부	경

행방,	오늘날의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하였다.	하어의궁下於義宮은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던	곳

으로,	동부	숭교방,	지금의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평대군방전도>의	하단에	그려

진	건물이	이것으로	사료된다.	

숙종肅宗은	‘어의궁	정당의	제액	아래에	붙이는	글(於義宮正堂題額下小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궁은	효종이	즉위하기	전에	살던	집이다.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	천명을	계승하였으니,	우리	국가의	

끝없는	편안함이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두었다.	어찌	영원함을	드러내	줄	제액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한경지략漢京識略』에는	어의궁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어의궁은	왕실의	가례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곳에서	가례를	올린	역대	왕과	비의	기록도	함께	남아있다.23	

(1)	조양루朝陽樓

효묘孝廟께서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의	옛	사저私邸를	‘조양루朝陽樓’라	하고,	인평대군麟坪大君의	고택

古宅을	‘석양루夕陽樓’라	하였으니,	대개	《주례周禮》의	산서山西와	산동山東의	뜻을	취한	것인데24,	‘조양’이라는	

23	 윤한택	외	역,	『궁궐지2–창경궁,	경희궁,	도성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6,	pp.	172-175.

24	 		『弘齋全書』	176권,	日得錄	16,	訓語	3,	“孝廟龍潛舊邸曰朝陽樓。麟坪故宅曰夕陽樓。蓋取周禮山西山東之義。而朝陽之號。其義甚美。有無限

長遠底氣象。此亦有不期然而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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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그	뜻이	매우	아름다운	데다	무한하고	장구한	기상을	지니고	있으니	이	또한	그러하기를	기약하

지	않아도	그러함이	있는	것이다.25

(2)	낙선재樂善齋

본	유물에서	‘낙선재’의	글자가	부분적으로	유실되어있어	판독이	어려웠고,	가운데의	글자의	‘羊’에서	

가로획과	양옆의	두	획이	닿아있어	‘영英’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문헌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역사	기록에서	어의궁의	건물	명칭으로	‘낙선재’가	기록되어있었다.

25	 		《이아(爾雅)》	석산(釋山)에,	“산서를	석양(夕陽)이라	하고	산동을	조양(朝陽)이라	한다.”	하였다.	여기서	《주례》는	아마도	《이아》의	착오인	

듯하다.

낙선재

‘낙선재’ 적외선 촬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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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동於義洞의	본궁本宮을	봉심하니,	정당正堂은	비가	새는	곳이	23곳이고	완렴薍簾	12부浮가	훼손되고	

바람을	막는	초둔草芚	2번番이	훼손되고	현판懸板	2부部의	사롱紗籠	및	개복복蓋覆袱이	찢어졌으며,	조양루朝

陽樓는	비가	새는	곳이	40곳이고	현판의	사롱	및	개복복이	찢어졌으며,	낙선재樂善齋는	비가	새는	곳이	16

곳이며,	계경헌啓慶軒은	비가	새는	곳이	6곳이고	현판의	개복복이	찢어졌으며,	외행각外行閣은	곳곳이	기울

었으며,	내외	담장	곳곳이	무너졌으니,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속히	수개하도록	하되,	본조의	낭청으로	하

여금	감동監董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의궁於義宮의	봉안각奉安閣과	창의궁彰義宮을	정식대로	봉심하니,	어의궁의	봉안각은	비가	새는	곳이	1

곳이고	창호窓戶에	바른	종이가	찢어지고	퇴청退廳의	지의地衣	1부가	훼손되고	주근柱根에	바른	종이	곳곳

이	찢어졌으며,	완렴	7부가	훼손되고	초둔	2번이	훼손되고	내장內牆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창의궁의	함일재

咸一齋는	비가	새는	곳이	3곳이고	동협문東挾門의	판자	1척隻이	부서졌으며,	팔상함八祥檻은	뒤쪽	중문中門의	

둔테屯太가	부서졌으며,	칠상루七相樓는	네모난	서까래	17개가	부식되고	창호	및	청판廳板	곳곳이	부서졌으

며,	일한재日閑齋는	비가	새는	곳이	2곳이고	후면의	차양遮陽	2부와	개복蓋覆이	찢어졌으며,	치심재治心齋는	

전퇴前退	3칸이	썩어	손상되고	동쪽	담장의	기와가	떨어져	나갔으며,	구사재九思齋는	외행각의	창호	곳곳이	

부서졌으니,	각	해사에	분부하여	속히	수개하도록	하되,	본조의	낭청으로	하여금	감동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26

낙선재의	명칭이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善’의	이체자異體字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체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체자전異體字典에	나온	‘善’의	이체자	중	‘羊’의	가로획이	생략되고	양옆의	

획이	붙어있는	이체자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유물에서는	이러한	자형의	이체자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27

	

26	 『日省錄』,	正祖	13년	4월	1일(1789년).

27	 “善”,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	2002,	p.42.

5권  자체보존관리120



(3)	계경헌啓慶軒

‘낙선재’와	마찬가지로	‘계경헌’의	건물명	또한	일성록의	기록에서	발견되어	어의궁에	속해있던	건물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계경헌’의	현판28이	전해지고	있어,	이것이	어의궁	계

경헌의	현판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8	 ‘계경헌	현판’,	나무,	78×31.5cm,	현판류(懸板類)	000305-000,	국립고궁박물관.

‘善’의 이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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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상태 조사

1) 실측

‘계경헌’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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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안관찰

(1)	장황

<인평대군방전도>의	현재	장황은	3가지	색의	비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장	넓은	천장과	마루	비단은	아

이보리색에	무늬가	있으며,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회장	비단은	짙은	푸른색에	금색	꽃문양이	있다.	그림의	

상,	하에는	그림과	회장	비단	사이에	얇은	흰색	비단이	자리하고	있다.	금실로	문양이	그려진	이	비단은,	

주로	70~80년대	장황에	많이	사용되었던	장황	비단으로	추정된다.	

<인평대군방전도> 장황 비단

천장, 마루 비단

기둥, 중회장 비단 일문자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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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황은	일본	장황	형식인	‘당배幢褙’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배’는	본	유물의	장황	형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림과	회장	비단	사이에	‘일문자一文字’라고	하는	얇은	비단을	넣는	것이	특징이다.29

그림의	상측	뒷면에는	서명과	청구기호표가	부착되어있다.

	

29	 국립고궁박물관	편,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국립고궁박물관,	2008(장황	형식	참고	도판	참조).

한국의 장황형식 일본의 장황형식 – 당배(幢褙)/행(行)

■일본

고리

표목[表木]

천[天]

중연[中椽]

기둥[柱]

본지[本紙]

일문자[一文字]

노[露]

풍대[風帶]

지[地]

축수[軸首]

■한국

족자고리못[環]

끈[纓子]

화본[畫本]

아래회장
[下回裝]
축두[軸頭]

하축[下軸]

족자끈
상축[上軸]

위회장[上回裝]

유소[流蘇]

가장자리[邊兒]

5권  자체보존관리124



(2)	오염

<인평대군방전도>에는	외부의	오염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얼룩진	곳이	있었다.	이는	외부의	습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되나,	얼룩진	부위가	같은	모양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족자로	말아져있을	때	생

긴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인평대군방> 우측 중앙 오염 부위

<인평대군방> 우측 상단 오염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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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이	꺾임에	의한	유실

본	유물은	오래된	족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로	꺾임	이외에	세로	꺾임이	다소	많이	관찰되고	있다.	세

로	꺾임의	간격은	대략	2.5cm~3cm	정도로	매우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지에서	보이는	체인라인

(chain	line)의	간격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자문회의에서	논의	결과,	본	유물의	세로	꺾임은	장황	된	바탕

지가	받는	힘이	상대적으로	지질이	얇은	체인라인	부분으로	쏠리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때문

에	유물에는	2cm~3cm	간격의	가는	실금이	갔으며,	화면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유실되었다.

세로 꺾임이 매우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효종 잠저> 종이 꺾임에 의한 유실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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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보존처리	시	손상	부위

<인평대군방전도>는	현재의	장황형식과	장황비단으로	미루어	보아	20세기	중후반에	개장된	것으로	보

인다.	개장되기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으나	현재도	황변이	심하고	유실된	부위가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원본의	상태도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개장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원본이	손상된	흔적

이	관찰되었다.

우선	개장을	하기	위해	구舊	배접지를	제거하면서	원본	바탕지도	부분적으로	제거	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원본	유물의	바탕지에	얼룩이	많은	편인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어두운	곳은	오염에	의해	변

색된	것이고	밝은	곳은	바탕지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초배지가	비쳐	보이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유실된	부분에	조잡한	색맞춤을	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본을	육안	관찰하였을	때는	유물	자

체에서	보이는	얼룩으로	보였으나,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유실된	부분에서	붓자국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색맞춤으로	인해	유실된	부분의	생경한	느낌은	덜해졌을	수	있으나,	정교하지	못한	색맞춤으로	인

해	원본을	침범하고	있어	또	다른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구 배접지 과다 제거로 인한 원본 바탕지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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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맞춤으로 인한 손상2

색맞춤으로 인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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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료 및 바탕재질 분석

-	협력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1)	현미경	관찰

-	IMS-M-345,	SOMETECH,	Korea,	160배	촬영

①	분석	위치	및	이미지

광학 현미경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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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21 #22 #23 #24

#1 #2 #3 #4

#13 #14 #15 #16

#5 #6 #7 #8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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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	분석	내역

•							바탕재질

	-	닥	섬유가	관찰되어	본	유물의	바탕지로	한지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분석위치	2번은	유물이	오염에	의해	손상된	곳으로	섬유가	매우	들떠있고	굳어있음을	볼	수	있다.

	-			분석위치	20번과	21번,	23번에서는	유물의	배접지가	관찰되고	있어,	기	수리	시에	유물의	배접지를	

무리하게	제거하여	바탕지가	매우	얇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안료	입자

	-			분석위치	5번과	9번,	22번에서	붉은	색의	안료	입자가	관찰되어	붉은	색	무기	안료를	사용한	것으

로	추정된다.

	-			분석위치	4번,	10번,	12번은	안료	입자가	관찰되지	않아	푸른색,	녹색	계열의	유기	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분석위치	8번에서는	황색의	안료가	관찰되는데	입자가	보이지	않아	황색	유기	안료를	사용한	것으

로	추정하였다.

(2)	XRF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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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kV,	4W,	Measurement	Time	3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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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RF	분석	위치	및	결과

XRF 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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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대군방전도> XRF 분석 결과

분석위치 색상
검출원소(ppm)

Ca Fe Cu Hg Pb

1 BackGround 20817 216 ND ND 13

2 적색 14969 221 ND 1668 1683

3 녹색 23587 200 ND ND 27

4 옅은 적색 21472 119 ND 61 133

5 갈색 20684 699 ND 136 224

6 녹색 24209 124 ND ND 28

7 적색 9649 154 ND 3064 3148

8 갈색 19387 469 170 ND 93

9 짙은 녹색 17091 181 ND ND 41

10 옅은 청색 18517 83 ND ND 14

②	색상별	세부	분석	내역

•							적색계열	:	적색,	갈색

	-	주요	검출성분	:	Hg,	Pb,	Fe

	-	추정	안료	:			분석위치	2,	7번	적색은	진사(HgS)와	연단(Pb3O4)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4번	옅은	

적색은	극소량의	진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분석위치	5,	8번	갈색은	대자(Fe2O3)와	연단(Pb3O4)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							청색계열	:	옅은	청색

	-	주요	검출성분	:	없음

	-	추정	안료	:	분석위치	10번은	특정	검출원소가	없으며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녹색계열	:	녹색,	짙은	녹색

	-	주요	검출성분	:	없음

	-	추정	안료	:	분석위치	3,	6,	9번은	특정	검출원소가	없으며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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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분석위치

(3)	적외선	촬영

-	Pentax	645D	IR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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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분석 이미지

-			원	작품과	적외선으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본	결과,	화면畵面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밑그

림의	먹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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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상단에	회장	비단에	가려진	나무가	있었으나,	적외선	촬영	이미지	분석	결과	가려진	부분의	이

미지가	보이지	않아	무리하여	복원하지	않았다.

좌측 상단 나무의 적외선 촬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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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모사본 제작의 방법

1. 박락된 화면의 복원

종이의	꺾임이나	기	보존처리	시의	훼손으로	인해	박락된	그림의	내용이	상당하여	복원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나	‘원형모사’라는	모사의	원칙에	맞춰	유실된	화면의	내용을	최대한	복원하고자	하였다.	

박락	부위의	복원	원칙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연습작을	제작하고	검수를	진행하여	복원	내용

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박락된	화면의	면적이	적을	경우,	박락되지	않은	앞·뒤의	부위를	보고	유추하여	먹선을	연결하거나	채

색하였다.	박락된	면적이	클	경우,	2가지의	샘플을	제작하여	화면의	내용을	유추해보고,	자문회의를	거쳐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선정하여	그려	넣는	방법으로	복원하였다.

•							복원	샘플	제작

	-			박락	부위가	넓은	부분은	여러	가지의	경우로	샘플을	제작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복원의	방향을	협

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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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모사본

효

종

잠

저

2. 유실된 지명, 건물명의 복원

‘대문大門’과	‘폐대문閉大門’,	‘내대문內大門’,	‘폐내대문閉內大門’의	경우	글자가	반복되는	것이	많았다.	이들의	

유실된	부분	복원은	유실되지	않은	글자를	참고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른	지명과	건물명은	자료	조사를	통해	유실된	부분의	글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체자	등의	여부

도	면밀히	따진	후,	자문회의를	거쳐	글자의	모양을	확정지었다.	

원본 모사본

효

종

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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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모사본 제작 과정

1. 모사본 제작

1) 유물 촬영 및 출력

•							협력기관	:	자체	디지털	매체화팀(유물	촬영),	비첸비앤아이(이미지	출력)

유물	촬영은	규장각	자체	디지털	매체화팀에서	진행하였다.	6천만화소급의	중형카메라	Phaseone	

645DF+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디지털백	Phaseone_p65+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본	촬영장비는	고

화질의	이미지와	풍부한	색	표현이	가능하여	원본과	유사한	색감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1차	촬영한	후,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출력하여	원본과	크기,	색감	등을	대조하고	3차례의	보정작업을	

거쳤다.	최종	출력본을	이용하여	모사본의	밑본으로	사용하였다.

Phaseone 645DF+

고해상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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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연습 

원본의	필세와	흐름을	익히기	위해	선	연습	작업을	실시하였다.	활달한	먹선이	부각되는	본	유물의	특

성상	‘선’의	표현이	모사본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였다.	이에	여러	차례의	선연습을	실시하여	원

작자의	선에서	느껴지는	기세와	생동감을	잘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연습을	하며	원본에서	느껴지는	먹의	색상과	농담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에	맞는	먹과	필의	표현을	

연구하였다.	<인평대군방전도>의	경우	여러	종류의	수목樹木이	그림의	상,	하축에	풍성하게	그려져	있었으

며	이와	상반된	느낌의	직선적인	건축물들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다.	선	연습을	진행하며	수목의	자연스

러운	느낌	표현과	건축물의	반듯한	직선을	긋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본	유물	속	건물의	직선은	자

를	이용하여	그은	것으로	관찰되었기에,	모사본	제작	시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의	직선을	그었다.	

자를	이용하여	직선을	그을	때는	자에	홈을	만들고	그	홈	안에	끝이	뾰족한	붓이나	연필을	넣어	손을	지

탱한	후,	그	지지대를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쥐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붓을	잡은	다음	직선을	그었

다.	지지대가	있더라도	붓을	쥔	손이	흔들려	직선에	떨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익숙해지도록	여러	차례의	

연습을	거쳤다.

원본과 크기, 색 비교

선 연습 자를 이용한 직선 긋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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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샘플 제작

본작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작의	바탕색과	아교의	농도,	먹의	색,	안료의	색	등을	정하기	위해	샘플을	

제작하였다.

(1)	염색지	색상	샘플

염색지	샘플은	오리나무	염액을	이용하여	염색하였으며,	원본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색을	기준으로	3

단계의	염색지를	만들었다.	염색지는	탄산칼륨(K2CO3)	수용액	pH9에	2분간	세척하여	매염하였다.	

(2)	안료	색상	샘플

안료의	경우	과학기기를	활용하여	원본에	사용된	안료를	추정할	수	있으나,	같은	이름의	안료일지라도	

정제	정도나	제조	회사에	따라	미묘한	색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색상	카드를	제작하여	원본과	안

료의	색상을	맞춰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모사본	제작	사업의	기본	방침이	원형모사이기	때문

에	원본에서	보이는	오염된	안료의	색상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은	아니나,	원형의	색상을	파악하고	원색	

안료의	생경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앞서	만든	1번,	2번,	3번	염색지	샘플에	각각	XRF	분석	결과로	추정된	안료를	칠하여	색상	샘플을	제

작하고,	이를	원본의	색과	비교하여	가장	원본의	색에	근접한	안료	제품과	안료의	배합을	찾았다.

염색지 샘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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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습작

1번,	2번,	3번	염색지에	상초를	하고	안료분석	결과로	추정된	안료의	색을	칠하여	부분	모사도를	제작

하였다.	각각의	염색지에	실제	본작과	동일한	제작과정을	거쳐	본작이	완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늠하

고자	하였다.	

안료 색상 샘플과 원본 색 비교

1번 염색지 샘플 2번 염색지 샘플 3번 염색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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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작 종이 염색

본작	제작에	쓰일	종이를	염색하였다.	염색지	샘플	1,	2,	3번을	원본과	비교하며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가장	밝은	1번	염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번	염색지와	같은	색상이	나도록	오리나무	

염액의	농도를	조절한	후,	본작	제작용	종이를	2분	동안	담그고	자연건조	시켰다.	완전히	건조된	종이를	

탄산칼륨	수용액	pH	9에	2분	간	담가	매염을	한	후	물에	2회	세척하고	다시	건조시켰다.

샘플작과 원본 비교

염액 준비

2분간 담금

종이 담그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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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작 종이 도침

염색이	완료된	종이를	도침하였다.	도침	작업은	종이에	물리적	힘을	가하여	종이의	밀도를	높이고	표면

을	매끄럽게	하여	종이의	평활도를	좋게	한다.	이로	인해	먹이	번지지	않고	붓이	부드럽게	나가게	된다.	본	

유물의	바탕지	표면이	매우	매끈하고	먹선의	끝이	맺혀있었다는	점에서	아교	포수	외에	다른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도침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종이에	수분을	가해서	습기가	골고루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워둔다.	종이를	차례대로	겹친	다음,	

‘가죽-크라프트지-종이-크라프트지-가죽’의	순서로	놓는다.	네	모서리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종이가	움직

이지	않도록	한다.	빠진	부분이	없도록	균등하게	망치로	타격하고,	종이의	두께나	평활도,	수분의	정도를	

확인하며	진행한다.	도침질이	끝난	후	무거운	판을	올려	종이가	마르면서	수축되고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

다.30	종이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본	작업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우레탄	망치

를	사용하였으며,	종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무	얇지	않고	부드러운	소가죽을	이용하

였다.

30　이상현,	『문화재	보존과	기법-회화,	지류편』,	소와당,	2014,	pp.146-147.

탄산칼륨 수용액 제조(pH 9)

물에 2회 세척

 탄산칼륨 수용액에 2분간 담금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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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교포수

도침을	한	후	완전히	건조된	종이에	아교포수를	하였다.	본	작업에	사용할	종이가	두꺼워	이에	적절한	

아교액의	농도를	찾기	위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였다.	4%,	5%,	7%의	아교액을	제조한	후	4%는	2회,	5%

와	7%는	1회	포수하였다.	각	샘플에	먹선으로	상초하여	비교한	결과,	4%와	5%에서는	먹선	외곽의	번짐

이	보였던	반면	7%에서는	먹선이	안정적으로	칠해졌음을	볼	수	있었다.

종이에 수분을 가함

망치로 타격

4%, 5%, 7% 아교액 제조 

가죽-크라프트지-종이-크라프트지 순으로 쌓음

도침 완료 후 무거운 판으로 눌러 건조

아교 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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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	농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아교	농도	7%,	명반	0.2%의	아교	포수액을	제조하여	본작	종이에	포수

하였다.	앞면에	1회	포수하였으며	맑은	날을	골라	작업을	진행하였다.

상초

아교액 제조

아교 포수

샘플 비교

아교액을 망에 걸러 불순물을 분리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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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초

원본을	고화질로	찍어	실제	사이즈로	출력한	출력물을	밑본으로	하여	상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종이와	

밑본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한	후,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여	종이에	비치는	잔상을	그렸다.	원본에서	

보이는	먹선의	굵기,	농도,	필세筆勢를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작업하였다.

상초 작업

상단 – 인평대군방 상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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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대군방 상초 부분

효종 잠저 상초 부분

하단 – 효종 잠저 상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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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색

미리	제작해두었던	채색	샘플을	바탕으로	색상을	제조한	후,	상초가	완료된	본작에	채색하였다.	<인평

대군방전도>의	채색은	쪽,	등황	등의	유기염료의	사용이	돋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담하게	채색되어있는	것

이	특징이다.	무기안료의	경우	붉은	색(주,	대자,	연단)만	사용되었다.

(1)	인평대군방	채색	과정

채색 작업 준비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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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대군방 채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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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종	잠저	채색	과정

인평대군방 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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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본 대조

채색이	완료된	모사본을	원본과	대조하였다.	원본과의	대조를	통해	모사본의	먹	농담과	채색의	색상,	

채색	정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원본에	더욱	가깝도록	조정하였다.	본	과정을	거쳐	모사본의	완성도를	높

이고	원본에	더욱	핍진한	모사본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원본에	투명한	필름을	씌우고	채색	시	사용하는	안료	그릇과	물을	원본에서	멀리	두어	원본을	손상시

키기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였다.	

효종 잠저 채색 완료

효종 잠저 채색 부분

5권  자체보존관리154



10) 검수

검수작업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생	3명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검수자들

은	모사본과	원본을	비교하며	모사본의	전체적인	분위기,	먹의	농담,	채색의	색과	농도	등을	확인하며	검

수하였다.	모사본에	쓴	지명과	건물명의	서예	부분도	원본과	비교하여	필세와	서체	등을	확인하였다.	서

예	부분은	한국고전번역원	김종태	선임연구원이	자문회의를	통해	재검토하였다.

1차	검수에서는	모사본과	원본을	비교하며	모사본에서	누락된	선과	채색을	확인하였다.	모사본의	필

선과	채색	위주로	검수하였다.

2차	검수에서는	수정된	내용을	검토하고,	지명과	건물명	필사한	것을	원본과	비교하였다.

11) 장황

•							협력기관	: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현재	유물은	20세기에	개장된	것으로	일본식	장황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70-80년대에	많이	사용되

었던	비단으로	꾸며졌다.	유물의	담淡한	느낌에	비해	장황	비단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색이	강하여	유물의	

감상을	저해하였다.	이에	본	모사본의	장황은	유물의	제작	시기에	걸맞는	장황의	비단과	형식을	갖추어	

작업하기로	하였다.

원본과 모사본 대조

1차 검수

모사본 수정 작업

2차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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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물은	제작된	시기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제작	시기인	18세기	후반(1792년)의	장황	형식에	

맞춰	모사본의	장황을	하도록	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회화유물들의	장황	형식을	

참고하여	쪽염	비단과	아이보리색	비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의	기본	방침이	‘원형모사’이므로	장

황의	비단도	원색을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사본의	바탕지에	담한	오리나무염을	하여	제작하였으므

로	모사본의	장황	비단도	생경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오리나무염	비단과	쪽과	오리나무염을	함께	한	녹

색	비단을	사용하였다.	각	장황	비단의	색상은	3-4가지의	비단	색상	샘플을	제작한	후	모사본과	대조하

고	각각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문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본	모사본에	사용된	바탕지가	매우	두꺼운	편이었기	때문에	배접은	총	2회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1

차	배접은	얇은	닥지를	이용하지만,	본	모사본의	두께가	두꺼운	것을	고려하여	호분지를	이용하여	1차	

배접을	하였다.	장황	비단은	배접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본작의	두께에	맞췄다.

상,	하의	축은	뒤틀림이	없도록	오랜	시간	건조	작업을	거친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굵게말이축을	제작

하여	그림이	얇은	축에	말림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관상자를	만들어	외부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는	건조가	잘	된	오동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1)	작품	재단	및	상·하단	연결

원본의	길이와	너비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모사본을	재단하였다.	원본에서	상,	하단이	겹치는	면적은	

약	5mm	정도였기	때문에	모사본도	이를	따라서	재단하고	연접하였다.	그	외에	다른	면들은	장황	비단과	

연결되는	것을	감안하여	여유를	두고	재단하였다.

작품 재단

재단 위치 확인 재단

연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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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배접

그림에	있는	안료가	박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온지로	그림의	앞면을	먼저	보강해준다.	그림을	

뒤집어서	습기를	가한	후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잘	펴주고,	호분지로	배접하였다.	호분지는	석회가	첨가된	

종이로,	알칼리성을	띠어	작품의	보존성을	향상시키며	족자를	제작할	때에	작품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본	

작업에서는	고풀(숙성풀)을	사용하여	족자를	말아서	보관할	때	생길	수	있는	꺾임을	방지하였다.

1차 배접

레이온지 보강 습기 가함

호분지에 풀칠 배접

타솔질 하여 밀착력 강화 건조판에 부착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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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단	배접

염색된	비단을	배접한다.	여러	차례	배접을	진행하여	작품과	두께를	맞춘다.	서로	다른	재질인	비단과	

종이가	맞닿는	첫	번째	배접에서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한	풀로	배접한다.

비단 배접

배접지 염색 비단 경사, 위사 고정

배접 건조

(4)	비단	연결

배접된	비단을	재단하여	작품과	연결시켰다.	비단을	재단할	때에는	작품과	겹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르고,	연접되는	부분을	망치로	두드려서	고정시켰다.	비단을	연결할	때에는	기둥	비단,	상·하의	중회장

中回粧	비단,	천장·마루	비단의	순서로	붙인다.

비단 연결

비단 재단 비단 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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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연결

비단 연결 망치로 두들김

(5)	귀접기

비단	연결이	완료된	작품을	뒤집어	세로축	2면에	5mm	정도를	남기고	송곳으로	그어	귀접기를	하였다.	

귀접기를	할	때에는	종이의	두께가	두꺼워지므로	송곳으로	그은	바깥	부분의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배접

지를	벗긴	곳에	풀칠을	한	다음	접어	붙이면서	다림질을	하여	접착력을	높였다.

귀접기

송곳으로 길 내기 배접지 제거

풀칠 다림질

제 2장  2014 <인평대군방전도> 모사본 제작사업     159



(6)	축주머니	붙이기	

작품에	축을	연결하기	위한	축주머니를	부착하였다.	

축주머니 붙이기

종이 재단 후 접음 풀칠

축주머니 부착 건조

(7)	온배접

귀접기를	한	곳에	날개를	붙여	작품이	건조될	때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의	두께와	강도를	

생각하여	마지막	배접지의	평량을	정하였다.	앞쪽과	뒤쪽	각각	열흘씩	뒤집어	부착하여	작품이	충분히	

건조되도록	하였다.

온배접

날개 부착 배접지에 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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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접

배접 타솔질로 밀착력 강화

건조

(8)	마무리

임서한	서명31과	청구기호표를	작품의	뒷면에	붙였다.	서명의	글자와	글씨체는	원본에	부착되어있는	것

을	따랐다.

건조가	완료된	작품의	축주머니에	축을	달았다.	상축의	양	끝은	비단으로	씌워서	마감을	하고,	장황	

비단을	먼저	붙인	후	그	위를	축주머니로	덮는다.	하축은	양끝을	깎아서	축수를	붙이고	축주머니,	장황	

비단의	순서로	붙여준다.

축을	부착	한	후,	상축에	고리를	붙이고	끈을	연결하였다.	오동나무로	제작한	굵게말이축에	작품을	감

고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31　		원본의	서명인	<麟坪大君坊全圖>를	따라	임서하였다.	그러나	도서원부에	<麟坪大君房全圖>라고	기록되어있어	원본에	부착된	서명이	후

대에	바뀐	것인지,	혹은	도서원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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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서명 임서 축 붙이기

다림질로 밀착력 강화 건조

고리, 끈 달기 족자 고정 끈 달기

굵게말이축과 보관 상자 굵게말이축에 말아서 끈으로 묶음

		

입함

5권  자체보존관리162



마무리

완료

서명, 청구기호 부착

다림질로 밀착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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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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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자문회의

회차 일시 안건

1차 자문회의 2014.5.22
• 모사본 제작의 방향 설정(바탕재질, 유실된 부분의 복원, 안료, 지명 필사)
• 모사본의 장황 형식
• 모사 대상작의 역사적, 회화사적 가치

2차 자문회의 2014.10.31
• 바탕지 처리(염색, 도침, 아교포수)
• 유실된 부분의 복원 방향 확인
• 부분 모사도와 원본 비교, 본작의 제작 방향 논의

3차 자문회의 2015.1.5
• 유물과 모사본 비교
• 장황의 형식 및 방향 논의(회장 비단의 색, 축수, 축의 두께, 굵게말이축, 함 등)

1. 1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10시

(2)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원본열람실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비고

회화 김성희

외부
회화사 고연희

장황 이상현

한문학 김종태

(2)	자체모사제작실	:	양수연

3) 자문회의 과정

(1)	유물	실견

(2)	자문회의

(3)	자문회의	과정	기록

(4)	자문회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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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자문회의 결과

(1)	모사본	제작의	방향

①	바탕재질

•							김성희	:	바탕재질은	한지가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보존처리가	진행되던	당시	종이(유물의	뒷

면)를	많이	벗겨내어	유물이	부분적으로	얇아진	상태이다.	가장	손상이	덜	되고	기존의	종이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모사본의	종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지명을	쓴	글씨와	나무,	건물을	그린	먹선을	보면	선의	끝부분에	먹물이	맺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종이에	도침	혹은	아교포수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여러	방향의	실험을	진행한	후	본

작	종이	처리의	과정과	정도를	결정하도록	한다.

현재	유물은	황변이	다소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다.	본	사업의	기본방침이	‘원형	모사’이기	

때문에	황변된	것까지	똑같이	표현할	필요는	없겠으나,	원본과의	생경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	종이를	

옅게	염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이상현	:	종이는	5匁	이상의	종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종이가	매우	탄탄하고	밀도	있게	

느껴져	도침	작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모사작을	제작하기	전에	도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본	유물의	균열	부분이	상대적으로	진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후대에	어떠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기

는	힘들다.	균열	부분의	섬유가	일어나면서	보풀이	생겨	그	부분에	때가	많이	묻어서	나타난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	보인다.

②	유실된	부분의	복원

•							고연희	:	그림	상단의	나무와	기와의	유실	부위는	칼로	도려낸	것	같이	그	단면이	깔끔하다.	유실된	

부위	주변에	덧칠한	흔적이	남아있어	덧칠한	선이	엇나가서	의도적으로	자른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더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건물의	다른	유실	부위의	경우	선을	유추할	수	있는	범위에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복원하도록	한다.	나무가	유실된	경우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복원하여	그리되,	유실	부위가	넓거나	복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옅은	색으로	

채색하고	옅은	먹으로	선을	그어	복원	부위가	이질감이	들지	않게	한다.

③	안료의	사용

•							김성희	:	붉은	색	안료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유기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안료분석	결과

(XRF분석	결과)과	현미경	분석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료를	적용하도록	한다.

④	지명	필사

•							김종태	:	‘석양루’와	‘조양루’가	써진	것으로	보아	본	유물이	인평대군과	효종의	자택을	그린	것이	분명

하다고	생각된다.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	한자는	이체자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체자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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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조사해보도록	한다.	‘청의정구기’의	‘의’는	모양으로	보나	뜻으로	보나	‘漪’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	역시	이체자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樂�齋’의	가운데	글자는	‘善’으로	추정된다.	안휘준은	이를	낙

선재라	판독하고	이를	근거로	인평대군의	자택이	창덕궁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으나,	본	유물의	낙선재

는	정조대	이전에	지어졌던	낙선재로	추정된다.	문헌	자료	속에	인평대군의	저택이	‘낙산	밑에’	자리하

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창덕궁과	낙산의	물리적	거리)	남아있는	지명에	대

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書計所’의	경우	다른	지명의	글씨체와	분위기가	매우	다르게	느껴져	후

대에	추가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조사를	진행한	후	임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공통	의견	:	지명에	대한	더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閉大門과	大門의	경우	유실된	부분이	종종	있

으나	유물	안에서	집자와	복원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	따라서	유실되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있

는	閉大門과	大門의	글씨를	참고하여	복원하도록	한다.

(2)	모사본의	장황

•							고연희	:	현재	대상작의	장황은	20세기	중후반에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유물의	제작시기를	추정

하여	그	시기의	장황을	따르는	것이	맞겠으나,	현재로서는	본	유물의	제작시기를	가늠해보는	것은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유물에	쓰인	수지법이나	회화기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작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장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상현	:	본	유물에서	보이는	세로꺾임은	족자가	말려있는	힘으로	인해	종이의	체인라인	부분에	힘이	

가해져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균열	간의	간격이	약	2cm정도로	균일한	것으로	보아	체인라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종이의	체인라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닥	섬유가	얹어져	두께가	얇기	때문에	

물리적	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	세로꺾임과	족자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가로꺾임	이외에	접

힌	흔적	등의	손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유물의	원	장황	형식도	족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황에	쓰일	비단은	무지無地,	평직	비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색은	아이보리나	쪽	계통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한	장황의	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본	유물이	제작된	시기를	추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유물과	유사한	내용의	궁궐도나	궁궐	배치도	등을	살펴보아	그	장황을	참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관련	유물들을	조사한	후	2차	자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3)	역사적,	회화적	의미와	가치

•							김종태	:	‘청의정구기淸漪亭舊基’와	‘벽하정구기碧霞亭舊基’는	옛	터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본	장

소의	설립시기와	없어진	시기를	조사해보면	본	유물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대군의	저택을	그린	유물이	현존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진행해야하겠으나,	본	유물과	같은	형

식은	흔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동궐도’	등과	같은	궁궐	배치도들을	조사하여	형식이나	회화적	표현	

등을	비교해보고,	본	유물이	제작된	목적이나	사용용도	등을	연구해보도록	한다.

본	유물에는	인평대군의	저택과	봉림대군(효종)의	저택이	마주	보게	그려져있다.	또한	둘은	약간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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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모습으로	그려져있는데,	이는	두	궁의	실제	모습이	그러했을	가능성이	있다.	

효종의	잠저潛邸는	본궁本宮,	하어의궁下於義宮,	용흥궁龍興宮	등으로	불렸으며,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가

례소嘉禮所로	사용되었다.	가례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아	본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보도록	한다.

2. 2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4년	10월	31일	10시	

(2)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원본열람실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비고

회화 김성희

외부
회화사 고연희

장황 이상현

한문학 김종태

사학 구범진 내부

(2)	자체모사제작실	: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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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과정

(1)	유물	실견	및	부분모사도와	원본	비교

(2)	자문회의

(3)	자문회의	과정	기록

(4)	자문회의	결과	확인

4) 2차 자문회의 결과

(1)	본작용	종이

①	염색과	도침	작업

•							고연희	:	염색지	샘플을	볼	때	1번	염색지에	그린	것이	가장	적절하다.	2번과	3번의	경우	중후한	느낌

은	있으나	바탕색이	다소	탁해	보인다.	가장	밝은	염색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형모사라는	취지에	더	

맞는	것으로	사료되며	먹색과	채색의	느낌이	화사하게	살아있어	모사본의	효과를	더욱	살려줄	것이

라	생각된다.

•							이상현	:	2번	염색지도	무난한	것으로	생각되나	원형모사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1번	염색지가	가장	적

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김성희	:	도침	작업을	시행한	샘플과	시행하지	않은	샘플을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의	도침	작업을	시행한	것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②	아교포수	

•							이상현	:	4%의	아교	포수액으로	포수하여	제작한	샘플을	보니,	먹이	종이	안으로	침투하여	먹색이	빠

지는	것으로	보인다.	먹색이	의도한	것보다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아교의	농도를	높여서	포수를	하

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하다.	5%,	7%	등	아교의	농도를	조절하여	테스트	해보도록	한다.	

(2)	유실	부분	복원

•							김성희	:	좌측	상단에	있는	나무는	두	그루의	나무가	앞과	뒤에	있어	겹쳐져	있는	모습인데,	오른쪽의	

가지가	앞	나무의	것으로	생각된다.	나무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여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고연희	:	앞	나무와	뒷나무를	따로	그려서	각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지명	필사

•							김종태	:	모사본	샘플작에	기입된	지명의	서체를	보았을	때,	모사작업자의	필사능력으로	충분히	기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여러	차례	필사	연습을	통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							고연희	:	모사한	부분의	필선과	지명	필사한	부분의	필선이	서로	상통해야	모사본의	분위기가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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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어우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명	부분	또한	모사작업자가	작업하는	것으로	한다.

•							김종태	:	일성록과	다른	여러	문헌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건물의	명칭은	‘낙선재樂善齋’,	‘계경헌啓

慶軒’,	‘청의정淸漪亭’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善’과	‘慶’,	‘漪’의	이체자를	확인하여	유실된	부분을	정

확하게	복원하도록	한다.	또한	‘서계소書計所’의	경우,	서체가	다른	지명의	서체와	다르고	후대에	기입된	

것으로	생각되나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채색	안료	색상

•							고연희	:	염색지	샘플에	채색은	원본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담淡하게	채색되어있다.	본작의	채색은	샘

플보다	농도를	더	진하게	하여	채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김성희	:	채색과	함께	먹선의	농도도	더	진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원본를	참고하여	먹선의	

두께도	세밀하게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							이상현	:	원형모사의	기본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색을	섞기	보다	안료의	원색을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나무	기둥의	경우	준皴을	사용하듯	먹선으로	나무	기둥	표현을	먼저	한	후	채색을	한	것으

로	보인다.

(5)	장황	형식

•							이상현	:	본	유물의	제작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정조실록	1792년	9월	23일자	실록	기사내용	

확인),	18세기	후반의	장황형식을	따르도록	한다.	기본적인	아이보리색	비단과	쪽염	비단으로	하되,	정

확한	색상은	그림의	분위기에	맞춰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	장황에	사용된	하축은	그림의	크기에	비해	매우	굵고	무거운	편이다.	모사작의	축은	모사본	크

기에	맞춰	직경	약	4.2cm	정도의	굵기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인평대군에	대한	연구

•							구범진	:	정조실록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평대군에게	내린	치제문의	내용을	찾아보도록	한다.	더

불어	효종,	숙종,	영조,	순조가	내린	치제문	내용도	확인하도록	한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연관된	내

용을	조사하도록	한다.

•							김종태	:	‘궁궐지’와	‘도성도’를	바탕으로	지명과	위치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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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일정

(1)	일시	:	2015년	1월	5일(월)	10시

(2)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원본열람실

2) 참석대상자

(1)	자문위원

자문 분야 자문 위원 비고

회화 김성희

외부
회화사 고연희

장황 이상현

한문학 김종태

사학 구범진 내부

(2)	자체모사제작실	:	양수연

3) 자문회의 과정

(1)	유물	실견	및	모사도와	비교

(2)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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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과정	기록

(4)	자문회의	결과	확인

4) 3차 자문회의 결과

(1)	본작	작업	결과

•							김성희	:	유물과	비교하였을	때	모사본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흐리게	느껴진다.	먹선과	채색의	색을	더	

올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먹선의	농담을	더	올릴	시에는	처음	그었던	선의	필세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긋도록	한다.

인평대군의	저택	위에	그려진	낙산,	혹은	뒤뜰의	구릉에	보이는	선염을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주

도록	한다.	또한	효종의	잠저	뒤뜰에	보이는	구릉에도	선염을	부드럽게	연결	지어	자연스러운	능선이	

보이도록	한다.

또한	효종의	잠저에	있는	대나무	밭의	먹선이	매우	들뜨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주	흐린	농담의	먹을	

이용하여	선염渲染하고	생경함을	가라앉히도록	한다.

•							고연희	:	먹선과	채색의	전체적	농도를	올려주는	것이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원본	유물에서	보이는	등황색의	노란	잎사귀를	더욱	진하게	하여	채색하면	모사본이	조금	

더	화려하고	다채로워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							김종태	:	박락되어	유실된	지명과	건물명의	복원은	잘	복원되었다.	

정조의	명이	1792년	9월	23일에	내려져	그림	속의	계절이	가을이나	겨울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봄의	풍경을	많이	묘사하기	때문에	다른	회화작품과의	비교,	문헌적	연구,	그림	속의	수종	분석	등을	

통하여	연구해보도록	한다.	

(2)	장황

•							이상현	:	이전에	유물의	상하	연접면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아	재단하지	않은	한지의	외곽을	그대로	

쓴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다시	관찰한	결과	유물을	기수리	시	배접지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종이가	얇

아져	부분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저분하게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을	모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원

본	유물의	장황	상태를	추정하기	힘들고	재단하지	않은	한지의	외곽부분이	두께가	일정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칼로	재단하여	연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유물의	축이	그림	전체	크기에	비해	두꺼운	편이므로	모사본의	축은	유물보다	얇은	축을	사용하도

록	한다.	축의	나무는	오래	시간	건조를	거친	소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							공통	의견	:	유물의	제작	시기가	18세기	후반이므로,	18세기의	장황	형식에	따라	모사본의	장황을	하

도록	한다.	모사본의	분위기에	맞춰서	기둥	비단의	색은	오리나무	염액으로	고색을	표현해주고,	쪽색의	

비단은	오리나무	염액과	섞어	모사본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축수는	모사본

에	어울리는	적단	축수를	사용하며,	끝의	모양이	둥글게	깎여있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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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평대군에	대한	연구

•							구범진	:	『송계집松溪集』(奎5137)	권	8에	수록된	효종,	숙종,	영조,	정조의	치제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다.	효종과	인평대군	형제간의	우애를	살펴보고	정조와	은언군,	은신군	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정조가	

본	유물을	제작하도록	명을	내린	연유와	그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해보도록	한다.

장황 비단 색, 축수, 고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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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맺음말

<인평대군방전도>는	정조의	명에	의해	제작된	궁궐도로,	대군의	저택과	효종의	잠저	등	옛	모습을	생생

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다.	현재까지	그	터가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문헌과	사료들	

속에	남아있는	대군방과	효종의	잠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로서	그	의의가	크다.

유물에	부착되어	있는	서명	외에	알	수	있는	사실이	매우	적었던	<인평대군방전도>는,	본	사업을	통해

서	정확한	제작	시기와	제작	배경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속의	건물명과	지명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를	통해	산재해있던	문헌	자료들을	한	번에	엮어볼	수	있었던	점도	매우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사본을	제작하면서	18세기	후반의	회화적	양식과	기법을	연구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조선	회화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개자원화전』의	영향을	본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담한	채색과	활달

한	먹선으로	이루어진	본	유물을	연구하며	당대의	남종문인화풍의	풍격도	엿볼	수	있었다.

본	모사사업은	규장각	자체	모사	사업으로는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첫	해의	많은	시행착

오를	겪은	바탕이	있었기에,	대체로	순탄하게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또한	회화,	미술사,	사학,	한

문학,	보존과학	등의	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며	보다	깊이	있는	모사본을	제작하고	연구

할	수	있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모사본을	완료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사업의	방식에는	많은	아쉬움

이	남는다.	더욱	더	심도	있는	모사본	제작과	연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사인력을	구축하

거나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사업에서	제작된	<인평대군방전도>의	모사본과	연구결과물은	향후	왕실의	문화와	생활	등과	관련

된	많은	연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대왕들의	치제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효

종과	인평대군의	우애가	역대	왕들,	특별히	본	유물을	제작하도록	명을	내린	정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친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던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을	통해	유물을	복원	모사하고	유물에	담긴	의미

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	앞으로도	자체	모사	사업을	시행하여	모사분야와	함께	미술사,	

사학	등의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전통	

한지,	안료	등과	같은	전통	재료	분야와	장황	등과	같은	전통	기술	분야도	함께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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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첨부자료

『송계집松溪集』 卷之八, 致祭文

•							孝廟御製祭文 (戊戌)

嗚呼。世間誰無父母兄弟。而豈有如吾兄弟之情愛乎。粤自稚少。年紀不遠。性又和順。同隊嬉戱。友恭之義備

至。擺脫常規。寢息同處。何嘗暫離。自念人世之樂。永言乃爾。曁乎喪亂。始知有世間之苦况萬狀。自是厥後。

汩沒憂愁。不知其樂也。敵人猖獗。家國幾乎淪喪。君留我西。昌陵坡之一別。千古之所未聞。柔膓之最難堪。泣

涕漣如。叩地叫天。遼山鴨水。長隔參商之濶。龍樓鳳闕。徒有夢魂之勞。時事孔艱。君又西來絶域。轉成兄弟之

團圝。雖慰久曠之懷。無人於至尊之側。寂寞深宮。惟鳥是友之敎。思之至今。五內如割。尙忍言哉。尙忍言哉。

彼有出入。皆與之同。載馳載驅。不免衝冒氷雪之苦。是其積傷之源委也。嗚呼。天心悔禍。鶴駕回轅。吾輩亦與

之同。東西門巷。兩樓相對。巋然煥然。擬遂平生之至樂。何意伯氏捐世。予亦猥膺睿簡。遽入春邸。花朝月夕。

携手相會。伯仲壎箎。頡之頏之之樂。皆歸虗套耶。汝常歎曰。何世上造物之猜至此耶。同氣之情雖重。天王家

禮法截然。曷嘗有伊昔之樂乎。予輒愀然不樂曰汝不須興言及此。吾無樂乎爲君。豈意年未四十。遽爾長逝。使予

不見汝之面目。哭之不應。問之不答。中心如裂。摧折悲號。嗚呼。徐賊之變。言之慘矣。令人氣塞。奸情敗露。置

諸極刑。痛雪其恨。而豈料我世。有此事乎。至今怒氣。伊昔猶然。哭子未久。又有燕山之行。相對唏噓而言曰。

何厄運之不幸。至此之甚也。年年行役。無一歲安居。別多會稀。西望咨嗟。皆非自由。痛迫無奈。長途頓撼。多

傷水土。榮衛致損。病根深痼。嗚呼。國有難事。則汝必往焉不憚勤勞。惟國是徇。常曰國事如此。何以生爲。不

任其忠憤慷慨之志。每與北人言。不顧一身之利害。爭是非不撓。而其爲忠欵動人。彼不敢怵威而䝱迫。曲從汝

意。此豈畏汝而然也。至誠所感而然也。誠所謂質鬼神而無愧矣。雖蠻貊之邦。可行者也。嗚呼。微汝之忠。庚寅

之歲。股肱耆舊之禍。孰得以弭之。摧心殞迫之懷。孰得以解之。賢良是喪。國將何賴。詩云公子維城。寔汝之

謂也。予之所以痛悼之情。不能自已也。去歲之事。言之辱矣。益用憤鬱。而遂致病篤。然猶乍起乍卧。不以爲意。

及至春初。仍焉委頓。危兆敗證。非不驚心。猶冀天道可期。豈謂福善虗說。病卧之後。不見者數月。不任鬱陶之

情。謀於大臣而一往見之。病已去之八九。謂宜因此痊可出入之期。屈指計之。相對喜幸。曾未兩旬。一朝疾革。

蒼皇問疾。顚倒來見。已無及矣。窮泉是造。痛矣終天。於戱惟卿。金玉其質。有德有行。孝友聰明。純粹溫良。

宜享遐壽。何遽云亡。璧碎符彩。劒匿光芒。冥冥長夜。窈窈玄宇。永懷在昔。追亡悼存。天倫之慼。如剡之痛。棣

萼凋零。連枝萎謝。終鮮兄弟。惟予與汝。凡有慶相與之慶。凡有憂相與之憂。今則孰與之喜。孰與之憂。悠悠上

天。我獨何辜。氣結塡胸。不知涕泗之縱橫。㷀㷀孤兒。哀哀寡妻。孤兒寡妻。予皆育之。汝其勿慮。汝常懷滿盈

之懼。每愼謙虗之德。何不見報若此耶。天道無常。長號仰蒼。遠將迫。何不入我夢。而叙平生之至懷耶。如聞笑

語之琅琅。音容倐忽。如在目前。寧忍斯須之忘。日月逾邁。而至痛難抑。形影相弔。有淚如瀉而已。予亦忽忽無

樂乎世事。始知萬緣從此虗矣。舟移夜壑。露晞朝葉。佳城鬱鬱。栢樹森森。孑孑汝魂。悠悠我心。幽明路隔。百

年同胞之情。從此永訣。忽遘厲疾。親臨之禮。亦不得如意。嗚呼。予懷之悲。曷其有極。遺恨無窮。遣官替奠。

卿若有知。歆此予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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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肅廟御製遷葬時祭文 (癸酉)

惟卿金玉之姿。孝友之行。漢朝河間。有鮮忠敬。聖祖知卿。曰篤眷遇。天倫之樂。邁絶千古。居寵若驚。處尊

愈謙。踰分之戒。滿盈之嫌。遭時不幸。國有難事。勇往直前。不較害利。至諴所存。夷虜亦服。始雖危疑。終必

氷釋。一心盡瘁。夙夜匪躬。耿耿之悃。欵欵之忠。俯仰無怍。可質神明。允矣公子。展也維城。天道福善。乃理之

常。宜享遐壽。庶幾無疆。云胡不淑。乘化遽促。德若是卲。報若是蔑。仁壽無徵。厥理難諶。肆惟聖祖。悼衋增

深。雲章昭回。事實備載。字字懇惻。疇不心痗。孤兒寡妻。予育勿慮。此㝡丁寧。至哉天語。噫嘻徐賊。尙忍言

乎。魑魅莫逃。縱正天誅。有徒寔繁。禍心未已。廣設機穽。芟刈異己。指虗謂實。指妖謂逆。一串貫來。造意尤

酷。予莫之察。玉石俱焚。追惟至今。予懷曷云。天運循環。無往不復。衆陰廓淸。羣枉畢雪。收司旣除。爵祿如舊。

眷待之隆。無替前後。盖追先志。必欲伸恩。機政有暇。時臨禁園。睠彼駱峰。祠屋凄凉。悠悠九原。孰知悲傷。光

陰倐忽。寒暑迭遷。自君捐世。于四十年。窀穸將移。宅兆新卜。官司以聞。益用憯怛。禮庀賵襚。寔遵故式。靈輀

戒行。指彼幽堂。緬懷德音。俾也可忘。特遣承宣。遙奠瓣香。侑以忱辭。聊攄至意。英靈不昧。尙冀歆止。

 

•									肅廟御製詩

登本宮凌虗閣。望忠敬公祠堂。有吟。

駱峰霧捲欝嵯峩。祠屋依俙夕照斜。仁壽無徵身便逝。回頭東望永咨嗟。

•							英廟御製祭文 (壬午。遣左承旨李翼元)

瞻彼駱洞。有廟斯屹。親子親弟。金枝玉葉。聖祖友愛。尙今欽服。中夜興惟。予懷難抑。重逢壬午。追慕冞切。

特命整駕。奉審舊跡。乃登朝陽。夕樓咫尺。其無表意。承宣替酌。奚徒予意。仰體于昔。靈若有知。庶幾歆格。

•							  英廟御製祭文 (乙酉。遣都承旨趙榮進)

惟卿寧陵介弟。深荷敦睦。忠敬爲心。金玉其質。昔年塤箎。駱東華萼。宸翰表奬。夙宵戒惕。三瀋九燕。昭載

史牒。聖眷逾隆。累示悼衋。中間零替。予思愴咽。後孫蕃盛。寔卿之德。全恩專對。怳然若昔。每登朝陽。夕樓咫

尺。矧逢此年。追慕冞切。瞻望舊第。其懷何抑。爰命承宣。替奠泂酌。雖小慰心。幽冥難作。有司設饌。文則親

綴。不昧者靈。庶幾歆格。

•							正廟御製祭文 (壬子。遣都承旨李秉鼎)

有亭巋然。駱山之岸。金扁焜煌。聖祖宸翰。聖祖曰咨。咨予介弟。提携備嘗。苦荼甘薺。逖矣遼野。積雪崚嶒。

馬吃白草。人鑿玄氷。呵寒大被。手擁頂抵。東歸有喜。分巷連邸。樓對花萼。朝夕二陽。郵筒迭傳。箎宮塤商。鶴

禁龍墀。莫替斯樂。謙謙慄慄。蹈虎尾若。三棲瀋舘。九渡鴨水。有事則前。國耳公耳。鞮猾縮頸。虜嘖卷舌。保

我耆舊。休我士卒。珊瑚短玦。載屹維城。在漢風下。河間東平。謚曰忠敬。驗之蠻貊。一字一涕。酹文孔赫。兩朝

繼之。世侈殊典。周葬歸豐。晉碑樹峴。煌煌奎藻。若新潑墨。徵稿壽傳。藏之芸閣。予謁光寢。路出祝星。霜楓露

菊。怳接儀型。歸嬴在後。其室蓁蓁。來汝鎭翼。陞汝秉淳。召見文陛。亦逮童穉。于嗟乎麟。寧陵遺思。汪汪松

溪。朝彼驪江。長衛聖祖。佑我家邦。

    177



•							壬子致祭時。傳敎及筵敎。

九月十一日。光陵幸行時。傳曰。麟坪大君墓。在抱川地。遣承旨。卜日致祭。祭文當製下。仰體聖祖盛意。其孫

宜拔例收用。且於日前。輦路過東巷。召見宰臣李鎭翼內外諸孫。欲爲下敎而未果矣。其子內贍直長李秉淳。六品

窠陞叙事下敎。

二十二日。命宰臣李鎭翼入侍。下敎曰。大君墓庭。有孝廟肅廟兩朝御製御筆奉刻之碑云。事甚稀貴。果於何時

入刻。而何爲尙不竪立乎。仍下敎曰。令度支新造一碑。碑面平分三層。第一層。則奉刻英廟御製祭文。而御筆則

令內閣摹寫。第二層。則入刻當宁御製祭文。而當親書以下。碑面之定爲三層。特有意焉。其第三層空處。則並與

後面而以待日後。碑閣則待刻役畢。四朝御製所刻二碑。同爲竪立於一閣之中。分付畿營。碑閣隨卽卜日造成事下

敎。致祭日字。以二十五日擇吉。臣鎭翼陳章乞暇。

(命入侍時。仰對以曾於癸酉年先祖墓遷窆後。兩聖朝御製御筆。治石奉刻。而非但事役甚鉅。且事面極其重

大。欲待一番筵禀後。始可竪立。故因循至今矣。聖敎嘉歎再三。)

•							戊午竪碑時。筵敎及傳敎。

五月日。下敎曰。大君墓碑面御製。初欲親寫矣。近來眼視不如前日。故末由親書。令內閣依忠武公碑集字例。

摹寫入刻事下敎。

(四月日。閣臣以大君墓御製碑。因等待御筆書下。故尙未得奉刻之意筵奏矣。有是敎。)

七月八日。特命前郡守李秉淳付軍職。冠帶常仕入侍。下敎曰。向年召見之諸兒。並好在否。每欲更爲召見。而

連値擾汩。未果矣。又下敎曰。御製奉刻之碑。汝果又新造云。今則碑之大小。與舊碑小無參差之慮乎。汝久不爲

守令。而能辦此新碑。當以從厚給價之意。方下敎矣。仍命入侍承旨鄭尙愚曰。新造碑石及刻役價。令該曹該廳。

從厚磨鍊輸送事。承旨筵退後分付可也。又下敎曰。英廟御製，當宁御製。令內閣就御筆所寫某碑文中。集字摹寫

之意。已有下敎。而內閣待令中一人。善爲摹寫。屢次任使。果合意。今番。亦使此人摹寫可也。又敎曰。摹寫則雖

善爲之。而至於貼字之時。排行之際。或不無疎密不齊之患。汝自始役日。連爲入來內閣。詳細看檢。可也。仍傳

曰。因碑文刻役事。待其嗣孫之闋服。今日召見。而御製御筆。體貌莫重。待移摹畢役。自內閣奉詣時。不可不具

儀仗鼓吹前導矣。印役及竪立之需。令該曹該廳從厚磨鍊輸送。而主家之人。豈可不卽祿仕。司果李秉淳。今日

政。復職調用事。分付銓曹。

(是筵臣秉淳。以戶曹貿來之碑體㨾大小。與舊碑果不相稱。故另具新碑之意仰對。)

•							神道碑銘[領中樞府事臣李景奭奉敎撰]

戊戌五月十三日。麟坪大君。卒于城東之第。三月而且大葬。上命臣景奭。撰隧碑之文。臣不勝悚慄。翌日趨闕

庭。拜疏辭謝。答曰。卿若不撰。無以叙予之至情。噫。臣固不敢當。又何敢辭焉。狀卽大司憲臣吳挺一。承命撰進

者也。謹按其狀而叙之。公諱㴭。字用涵。號松溪。宣祖大王之曾孫。元宗大王之孫。仁祖大王之第三子。今上之

弟也。仁祖龍潛時。仁烈王后。以天啓二年壬戌十二月十日生公。姿相秀異。聰敏超邁。纔學語。念文字甚多。未離

提抱。仁獻王后嘗有疾服藥。公數問其進否。后奇之。輒爲之强進。仁烈王后有不安節之候。則不遑寢食。一惟今

上之爲。與弟龍城大君嬉遊。公被觸傷。仁烈王后責龍城。公遽白曰。蹶由己。龍城患痘。乳嬭負公出避。及聞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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夭。悲號却食者累日。自幼時。隨今上不蹔離。得物雖微。必先進之。上旣禮聘。公思戀不能寐。繼以涕泣。上益憐

之。與之同寢。盖其孝友。天性然也。甲子适賊之變。大駕南狩時。膳夫生獲雉。將供之。公亟令放之曰。何忍殺

生。甫五歲。出寓梨峴宮。聞寒乞兒啼號過門。哀而衣食之。後屢來。恤如初。仁祖賜玉硯。甚寶之。爲侍史誤碎。

內實嗟惜。而及對問。公自引過。其仁恕如此。當崇禎戊辰。公方齔。封麟坪大君。一日。仁祖御萬祥樓。置酒宣勸

諸勳臣禮訖。命公分賜錦以序。不少錯。仁祖嘉之。八歲。受孝經小學於外傅。日開月益。四書經史。次第傳習。甲

戌。行聘禮。禮容閒雅。觀者嘖嘖稱嘆。乙亥。仁烈王后上仙。致毁僅全。丁丑。昭顯及上北轅也。公拜別於昌陵

之下。相携不忍解手。人人莫不嗚咽。庚辰。仁祖違豫。淸國許昭顯歸寧。而俾公替入。與夫人偕。遂行至瀋。行

禮于世子舘所。淸將見其拜。怪問之。公答云雖同氣。禮儲君如此。淸人相與環而觀之。是年冬。與夫人歸。壬午

夏。奉使入瀋。淸國使先詣世子舘。公謂曰。先私親而後公禮。非所以敬大國也。淸國心是之。秋還朝。癸未秋。

又以使事入瀋見留。復令夫人入。甲申秋同歸。乙酉秋。受都摠府都摠管。自後或遞或兼。淸國旣得燕京。世子永

還。公奉命之燕。今上回轅。遇於關外。爲留七日。五月到燕館。聞昭顯訃。設位朝夕哭甚哀。淸國聞公辭意痛切。

許令遄歸。公簡徒從而馳還。時大風雨。八渡河不可渡。徒步緣崖。裝囊告罄。奔慰是急。不顧艱苦。及還。今上

已膺擇封。且悲且喜。益篤怡怡。丁亥夏。以謝使如燕。九王及龍將。要得倭劒。各送其長劒。使之依㨾。公慮後

弊。善辭以塞之。遂不復言。歲輸幣物。爲一國巨弊。公費力請减。得减大米，木綿，綿紬，弓角，刀椒等物者。以

累千百計。秋復命。戊子秋。蒙恩暇薄遊天磨，聖居。己丑五月。仁祖大王上賓。從上宅恤。戚易俱盡。庚寅春。六

勑並至。爲九王請婚。要公爲謝使。又使主義順公主之婚。上拒之以未過朞哀。而終未免。六月。行至鳳城。禮部

官請宴。辭以國哀。終不受。是時。景奭忝爲首相。以倭情叵測。宣繕城壁。淸使來時。縷縷面言。繼而聞于淸國。

於是大疾之。必欲甘心。趙絅提文衡。以謝表中辭意闕略。亦逢責讓。上對六使。反覆開陳。得以降律。俱栫棘于

白馬山城。公之行也。上勖之以緩之意。義順護行使回。淸國論二臣以極律。令本國處斷。公道聞護使言。心甚驚

衋。旣到燕。蹐九王門。單心竭誠。力陳上敎之懇迫。新服之初。殘先朝大臣。尤所未忍云云。而猶未動聽。公歸

舘患瘧。巴將見公病色而問之。答云前告之言。未獲聽納。中心煎撓。因以成病。巴將入告。而亦無所答。秋公還而

淸使踵至。責言又有大焉。必欲公爲謝使。先是公在燕。聞被中已有此議。馳書白諸上曰。國事到此。敢圖私便。

雖顚仆道路。義所不辭。至是公又請行。到燕將奏。文意先言于巴將。又呈文衙門。陳二臣事甚悉已。巴將等來問

曰。李㬅，盧協。何罪而被譴乎。且問二臣在處。至欲致之於燕而更査。盖協爲東萊府使。㬅按嶺南時。馳啓倭情

之可虞者。而及六使査問。恐死不敢明言。以此淸國直之而怒其斥。公據實痛卞。已而許釋二臣。使不收叙。勑未

發。先諭於公。以寬公憂。又令一年一入。以釋兩國之疑。其敬重公如此。冬。又以賀謝使入燕。戶部尙書傳言所進

物皆劣。書太后號又誤。主管者當法之以不敬。而爲大君赦之。其殊遇又如此。景奭之去職也。故相臣李敬輿代

之。坐辨二臣事。又得罪於淸國。公留燕時。乃以上元宴後。從容言於閣老曰。尊太后大慶也。解澤旁流。而獨不

及三臣何也。語極當理。閣老曰。李敬輿得罪先皇。公已袖其前日李相許叙之勑書伸辨。又明鄭譯曰。不使於此。

不面於彼。則雖重任何傷。公卽指舌官之與鄭親者曰。汝聽此言。汝當爲證。公之心以爲聽不聽在彼。吾當盡其

在我者。故臨事必盡其言。壬辰春。還朝。兼司饔院都提調。又兼宗簿寺提調。官無遺事。郞吏憚伏。十月。予告因

作關東行。遍觀海嶽。癸巳。有邊甿冐禁採參。淸國致詰當遣使。廟議咸曰。非公莫可。公遂行。旣至聞將有勑行。

公爲陳國中飢困之狀。遂寢使使事。順付公還。甲午。淸國將有廵瀋之擧。旋止之。公以問安使到安州而還。冬。

又以謝使如燕。乙未春還。丙申春。綾原大君卒。公主治喪。悉遵禮制。公嘗於乙未冬。往夫人兄吳挺一家。有一

    179



醉客乘昏忽至。多失禮。俄知公在座。驚謝之際。語言顚妄。子弟輩傳以爲笑。轉爲不逞者增衍其說漫漫。郡守徐

抃。因此上變。且言某家擊牛會飮。語侵公。上甚驚痛。親御仁政門嚴鞫之。上謂諸大臣曰。予惟一弟在。而敢欲

離間耶。亡亦友于之誠有未孚而然歟。兇言之至。卽予過也。卽召諸臣之見誣者。前之而慰諭之。聞者爲之感泣。

抃及洪萬始等杖斃。傳流言者悉逬窮裔。人皆曰匪惟上之友愛。明斷夐超前古。亦見公之赤心素著也。秋以謝使

兼陳奏。將發隔數日。而哭殤子。上憐公。命副使先行。公上箚言私情雖切。國事甚重。請偕發。上嘉其志而許之。

冬還。丁酉。淸國以公行中人犯禁致責。公馳往謝不能束下。事得已乃還。是年冬十二月。上爲大妃進宴于萬壽殿。

三宮迭前上壽。公亦承命進爵。承顔娛侍。極歡而罷。事故多端。久未行之禮。始行於此日。退歸喜氣猶充然也。

戊戌。自上春感疾沉綿。久未良已。醫藥相屬。悉從內局出。宸札聯翩。珍膳絲絡。四月十九日。上親幸公家。公强

起飭衣帶。祗迎于庭。欲行拜稽。上携手止之。見其羸悴。潸然泣下。世子隨駕。諸公主來會。以家人禮相接。和氣

融融。抵暮還闕。錫賚優渥。公盡班親戚。乃修謝箋。令冢子福寧君栯奉進。又進長律。以寓感頌之忱。閭巷傳說

稱爲千載盛事。上欲置公禁中。親自救視。公不敢當辭焉。至仲夏。一朝病忽革。上大驚。促肩輿由徑行。從臣皆

步。上顚倒而入。執手呼之者再三。已不可爲矣。上憑哭。涕泗橫流。夫人引佩刀自刎。上親救之僅甦。烈日如火

而不蹔休。臨視襲斂。携撫諸孤。朝而至夕。粥飮不御。世子亦從而悲戚甚。左右皆嗚咽拭淚。政府率百官擧哀

陳慰。輟朝市三日。又親幸於棺斂時。三司請停。答曰。終沮抑不行。則是鬱死予也。不敢更言。遂冐雨而行。凡附

身之具。靡不親閱。皆是御衣內帛之新製者。所賜棺材。取上品於長生殿。祭奠諸需及床卓百用。悉自天厨尙方

供給。及卜遠日。上將親臨以祭。適違豫未行。益切悼恨。遣中官祭之。其文則上所親製。叙盡幼長時情愛之篤。

歷陳離合悲歡之始終。辭極悲哀。一字一涕。讀者哽塞。殆不能成聲。公春秋三十七。壽不稱德。而生榮死哀。今

古無二。一篇御製。亦足以不朽公矣。太常議公行。賜謚忠敬公。公以至親貴介。地尊禮絶。宜無與於國事。而不

幸値時艱危。不能寧處優逸。或自彼迫令行入。或因我事急。衝沍寒觸。歊赩崎嶇。跋涉於雪磧霖潦之中。蚊蝱噆

膚。風露逼體。凡入瀋者三。入燕者九。雖曰大限有定。而千金之軀。積傷良多。此聖上之所以益慟。而國人之所

共嗟者也。其使燕而還也。上常馳送御札若詩。逆于鳳城。內膳法醞隨之。其復命也。特賜鞍馬臧獲。又增子之

秩。公感戴。輒形諸歌詠。前卒之一日。神識蘇朗。對親黨談屑霏霏。泣言戀闕之懷。仍謂人生於世。忠於君孝於

親。於兄弟友。於朋友信。心不自欺。行無不義。則死亦何憾。勿以惡少而爲之。勿以善少而不爲。漢昭烈之語。眞

格言也。且言燕行之苦。楓岳之勝。及他溪亭之景致。亹亹不倦。宿夕而奄逝。屬纊。顔色如平日。數年前。公自卜

壽藏。且具石物。人訝其太早。而到今觀之。似已前知。又何異也。公禀質重厚。氣槩俊爽。望其風儀。儼然可敬。

盡誠於君親。惇睦於宗族。公之叔父綾昌大君。不幸於昏時。仁祖命公後。公享祀以禮。接人絶去町畦。待士不挾

尊貴。見人善。必稱道之。見不善。若將凂焉。急人之困。輒加周卹。燕居常整冠以處。能飮而不喜沉酣。有時飮

醉。則瞿然思先王之戒。朝謁惟謹。不以風雨而廢。間或未詣。則上輒召入。終夕而退。雅好書籍。畜數千餘卷。

旁通外紀諸家。素稱難解處。皆能通曉。餘波溢發。綺繡贍麗。觸境揮灑。地有餘裕。時與文士酬唱。長律短章。

造次立就。不事劌鉥。而自成諧叶。篇什甚多。奎藻及公所攀和。淨寫作卷。奉玩而尊閣之。燕行有紀行錄。天聖

及金剛之行。俱有遊山錄。仁祖嘗命撤舊殿材。爲公構亭於漢水上。未及完而登遐。上繼而成之。公侈上之賜。扁

以戴恩。且愛槽溪水石。作亭榭。顔其堂曰永休。公之自號松溪以此也。公之第在駱峰下。園林澗壑。亦甚瀟灑。

就園中築精舍。有暎波淸漪之號。堂之以四宜額者。乃御筆也。公尤好之。朝退輒岸巾徜徉。有出塵之趣。用是年

七月十三日。靷而至于廣陵治之西南麓。將窆於綾昌塋側。乃公所自卜也。有水。移卜其東面卯之原。以八月初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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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克葬。舊窆廣州。後改卜抱川。自始卒比葬。遣中使監護。上念大君常以省弊爲言。敎中使使之務從簡約。以副

其心。公配同福吳氏。封府夫人。觀察使贈右議政端之女。吏曹參判贈領議政百齡之孫。吏曹判書靑松君沈詻之

外孫也。生六男四女。男長卽福寧君栯。娶持平許悅女。餘皆幼。噫。昔在漢，唐之間。宗英貴戚。如河間禮樂。漢

中文雅。往往載於簡編詩史。而若公之驅馳織路。體國忘身。折難排患。賢勞甚於北山之大夫者。固未之有也。御

製中。有曰彼不敢䝱迫。曲從汝意。此豈畏汝而然。至誠所感也。誠所謂質諸鬼神而無愧矣。雖蠻貊之邦。可行者

也。此實寫出公之心事。尙何敢贅以他語哉。公多令子。豈天以是報公者耶。係以銘曰。

王子王弟。貴莫與京。仁厚美質。孝友令名。豪而儒雅。古或流聲。孰復如公。長年遠征。何職之抱。志惟殉國。

行篤言忠。誰不悅服。事急疾馳。萬里咫尺。身則冒險。危轉爲安。病生盡瘁。功存濟艱。哀榮備極。吉凶相尋。彩

仗纔回。素服奄臨。九重震悼。萬人雨泣。花萼已空。蓂景屢戢。林園就荒。繐帷生塵。積德之慶。公子振振。公亡

不亡。吁嗟麟兮。高山屹屹。流水洋洋。穹碑在前。寔公攸藏。望之巍然。其存者長。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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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구성 목적

규장각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매체화	작업은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원본	열람에	따른	훼손을	

예방하고	고해상도의	디지털	대체본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자료연구	및	활용이	가능하다.

•							규장각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원본의	훼손방지

•							디지털문화재로써의	가치재고

•							웹서비스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							연구자	및	내외기관학술정보서비스	지원

•							현재	10%미만의	규장각자료	정보	공개율을	미	구축된	자료의	디지털	DB화를	통해	상향화

•							용역대비	70.6%의	예산절감효과

•							자체촬영을	통한	문화재훼손	방지

2014 자체 디지털 매체화

제작사업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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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운영

1. 인력구성 및 담당업무

2013년	4월부터	경력	2년	이상의	고문헌	사진촬영전공자	5명과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웹서

비스를	위해	전산관리	실무경력자	1명이	규장각	소장문화재의	디지털문화재화를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효

율적인	작업환경	및	촬영방침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름 담당업무

박찬석

1. 디지털매체화팀 총괄관리 및 운영
2. 규장각문화재 촬영원칙 수립
3. 촬영 및 보정 교육진행 및 중장기 계획 수립
4. 촬영 이미지 최종 품질 관리 및 검수
5. 촬영데이터 관리 및 전산업로드 자료 인계

서준혁

1.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2. 조명 관련 장비 관리
3. 촬영 대상 고문헌 출납 현황 관리
4. 촬영실(233-1) 관리

이정민

1.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2. 디지털 매체화팀 장비목록 관리
3. 촬영실(233-3) 관리
4. 촬영, 조명 장비 관련 비품 관리

장향미

1.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2. 디지털 매체화 촬영일지 작성, 관리
3. 촬영실(233-2) 관리
4. 디지털 매체화 진행 및 완료 통계 및 관리 

김미미

1.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2. 디지털 매체화 촬영 대상자료 목록 관리
3. 촬영 대상 고문헌 출납 현황 관리

이민정

1. 디지털매체 전산시스템 관리
2. 데이터베이스 관리
3. 규장각 홈페이지 관리
4. 데이터백업HDD 관리
5. 원문 이미지 보정 및 pdf 자료 업로드
6. 디지털 매체화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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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디지털매체화팀의 특징 및 효과 

1) 보존적 측면(자료관리)

각	자료의	특성	및	형태에	맞는	촬영방식을	적용해	자료의	손상을	막고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감에	따른	철저한	문화재	관리가	가능

2) 예산절감

자체촬영을	통한	용역업체의뢰대비	매우	높은	촬영단가의	절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구자	지원	및	자

체	DB구축율	향상

면당 촬영단가비교

외주업체의뢰 자체촬영

1700원 500원

※	약	70.6%의	예산절감	효과

3) 2차적 저작권 협의

규장각자체촬영을	통한	저작권	확보를	통해	자료의	2차적	활용	및	디지털문화재	관리권	강화

3. 자료 관리 수칙

•							자료	대출	및	반납까지	정해진	절차(대출	및	반납	기록	등)를	철저히	준수한다.

•							당일	대출된	자료는	반납까지	정해진	촬영실에서만	보관한다.

•							자료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절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자료관리	책임자	또는	수리복원팀에	

문의	후	조치한다.	

•							연필	외에	다른	필기구	사용은	엄금한다.

•							촬영실에서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							자료를	다룰	때는	장갑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손으로	만져야	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	후	작업

한다.

•							책장을	넘길	때	구겨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료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촬영실에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	취식은	절대	금지한다.

•							촬영실	정리정돈에	유의한다.	(촬영장비,	비품	이외	다른	물건들은	놓지	말	것)

•							촬영실은	비우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비울	때는	시건	확인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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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실	출입	인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							기록문화재	보존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온도,	습도,	공기청정	등)

4. 촬영 수칙

•							촬영	및	편집용	모니터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한다.

•							카메라의	화이트밸런스는	그레이카드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							초점거리	50mm이상의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							컨버팅작업	시	반드시	컬러차트를	사용한다.

•							촬영	장비	및	테이블의	수평,	수직을	반드시	확인	후	촬영한다.

•							장비(카메라,	렌즈,	무반사	유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촬영에	들어간다.

•							촬영	시	셔터스피드,	노출광량	등의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촬영한다.

•							촬영	후	원본이미지를	철저히	검수한다.

•							촬영데이터	저장	시	규장각	문서분류코드(파일네이밍규칙)를	준수한다.

•							저장된	촬영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관리한다.

5. 디지털문화재의 가치재고

문화재	디지털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본	훼손방지에	있다.	디지털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원본자료

의	열람을	최소한으로	막고	나아가서는	디지털문화재도서관구축을	통해	열람자들의	편의성과	집중적인	

문화재보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활용도 및 연구지원

디지털기술의	최대	장점은	편리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에	있다.	디지털문화재의	생산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의	이해와	확산에	대단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또	연구자	및	내외기관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모니터	상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열람하고	그로인해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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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촬영실 기자재현황
	

1) 장비현황

규장각의	소장	자료	비중에서	고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35mm	풀프레임	카메라가	주로	사

용되고	있으며	대형회화자료의	경우	중형	디지털백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	촬영실	확장이전으로	촬영

실	한곳이	증설됨에	따라	파워팩	및	조명,	노출계	등을	1세트	추가	구매하였다.

장비 목록표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연도

1 소형카메라 Canon 5D MARK III 3 2013

2 중형카메라 PHASEONE 645DF 1 2013

3 중형디지털백 PHASEONE_P65+ 1 2013

4 렌즈 Canon EF 24-70mm F2.8L II USM 3 2013

5 렌즈 Canon EF 50mm F1.2L USM 2 2013

6 렌즈 Phase One Digital 120mm 1 2013

7 조명 (파워팩) Fomex UltraFomex U3000 2 2013

8 조명 (헤드) Fomex U3000 4 2013

9 조명 (파워팩) ProfotoD42400WsAir 1 2013

10 조명 (파워팩) Profoto Acute2 2400 1 2014

11 조명1 (헤드) Profoto_Acute/D4 Head_500Ws 4 2013

11 조명2 (헤드) Profoto_Acute/D4 Head_500Ws 2 2014

12 조명 (연장케이블) Profoto Pro Lamp Extension Cable 5m 2 2013

13 조명 (악세서리) Profoto Grid Kit 5,10,20 degree 1조 2013

14 조명 (악세서리) Profoto_Snoot for ZoomReflector 2세트 2013

15 노출계 Sekonic L-758D 2 2013, 2014

16 StudioStands (T스텐드) 맨프로토806MINISALON190 1 2013

17 모니터 EIZO ColorEdge CG276 1 2013

18 컴퓨터 데스크탑컴퓨터 (NA-1300-DC12, Intel Core) 6 2013

19 태블릿 WACOMINTUOS58X13PTH-850 (Touch Large) 4 2013

20 전산비품 프린터기 (삼성 CN/CLX-4195FW) 1 2013

21 전산비품 비색계 (X-ritei1/DISPLAY PRO)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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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모품현황

촬영실	증설로	촬영	및	조명관련	악세사리	(컬러차트,	풋스위치,	엄브렐라)등을	추가로	구매하였으며	

무선동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의	소모를	막기	위해	충전식	건전지와	충전기를	사용해	운영하고	있다.

소모품 목록표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연도

1 촬영용품(필터) 슈나이더 B+W 007 NEUTRAL MRC 72mm 2 2013

2 촬영용품(필터) 슈나이더 B+W 007 NEUTRAL MRC 82mm 3 2013

3 촬영(필터) 슈나이더 B+W CPL 72mm 1 2013

4 촬영(필터) 슈나이더B+W CPL-E82mm 1 2013

5 전원공급장치(충전기) Kkamnyang LCD-807N 1 2013

6 전원공급장치(충전기) 마하 LCDs Premium 급속충전기 1 2014

7 전원공급장치(충전지) SNAYO Ni-MH 1000 AAA 8 2013

8 전원공급장치(충전지) 에네루프 AAA 8 2014

9 전원공급장치(충전지) 에네루프 AA 10 2014

10 촬영(스위치) Canon Remote 스위치 RS-80N3 3 2013

11 촬영(전원공급장치) Canon ACK-E6 3 2013

12 촬영(모니터) LG IPS277L-BN 5 2013

13 촬영(모니터) LG IPS237L 3 2013

14 촬영(모니터거치대) 애니암 모니터거치대 3 2013

15 촬영(스위치) 촬영용 풋스위치 (FS204 USB 풋스위치) 3 2013, 2014

16 촬영(외장하드) TOSHIBADTP1101TB 2 2013

17 촬영(CF카드) 트랜샌드CF16GB-133배속 1 2013

18 촬영(CF카드리더기) 트랜샌드 멀티리더기 RD-F8 1 2013

19 촬영(전원공급장치) 전기릴선30M 1 2014

20 촬영(컬러챠트) X-rite Color checker chart 24 X-RITE 4 2013, 2014

21 촬영(그레이카드) 포토반드 그레이카드 4966 1 2013

22 촬영(그레이카드) Lastolite EzyBalance Calibration Card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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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연도

23 촬영(삼각대) 맨프로토 055XPROB+808RC4 1 2013

24 촬영(반사판) MATIN Grip-type Collapsible Reflector 1 2013

25 촬영(수평계) 매틴 (2벌식) 5 2013

26 촬영(배경지) 하프(벽걸이형)-블랙 2 2013

27 촬영(배경지) 하프(벽걸이형)-회색 2 2013

28 촬영(배경지스텐드) 이동형 배경스탠드세트 1세트 2013

29 조명(액세서리) Fomex Soft Box (SB60x90) 4 2013

30 조명(액세서리) Fomex Umbrella Peri silver 8 2013

31 조명(엄브렐러) Profoto Umbrella White Medium 6 2013, 2014

32 조명(악세서리) Profoto Disk Reflectorfor Umbrella 4 2013

33 조명(무선동조기) Profoto AirRemote 1 2013

34 조명(스텐드) EX 52 4 2013

35 조명(스텐드) Avenger A0025B ALU Baby Stand 25 2 2014

36 조명(스텐드) Avenger A2033FKIT C-Stand kit 33 2 2014

37 조명(악세서리) 맨프로토 매직암 2 2013

38 조명(악세서리) 맨프로토 익스텐션암 2 2013

39 촬영(노출계) Sekonic L-308DC 1 2013

40 조명(스탠드) 프로키트스탠드V303 4 2013

41 조명(무선동조기) SMDV FLASH WAVE-III 3 2013, 2014

42 촬영(무반사유리) 촬영용 무반사유리 6 2013, 2014

43 촬영(카메라거치대) 카메라 스텐드 CS-1070 3 2013, 2014

44 촬영(테이블) 1500x1000x750mm 3 2013, 2014

45 촬영(북홀더) 고문헌 책 받침대 4 2013, 2014

46 촬영(촬영용 발판) 600*400*200 4 2013, 2014

47 카메라보관함 PRODEANAP-68EX (68L)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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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체 디지털매체화

1. 2014 디지털매체화 목록

1) 목록작성원칙 및 방법

•							촬영당일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촬영결과를	작성하여	목록	화	한다.

	청구기호,	ID,	원서명,	한글서명,	책번호(순서),	면수,	컷수,	범위,	촬영장비,	촬영자,	촬영일)

•							청구기호,	책	번호는	책에	쓰여	있는	기호,	책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ID,	원서명,	한글서명은	각	종별마다	구축되어진	값을	사용한다.

•							컷	수는	촬영된	컷	수이고	면수는	책의	한쪽	면을	한	면이라	한다.

•							범위는	전책,	부분전책,	부분으로	표시하며	부분전책인	자료는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							촬영장비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촬영자는	당일	책을	담당하는	작업자로	작성한다.

2) 촬영대상 촬영목록

종류 종  /  책  /  면

동궁일기(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49종 613책 103,864면

승정원일기(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6종 198책 23,102면

방목류(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183종 365책 44,142면

규장각칼럼 30종 33책 128면

규장각대표도록 249종 559책 1,313면

회화도록 200종 309책 1,843면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서비스 374종 590책 20,907면

그림 1. 일사문고 촬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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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종  /  책  /  면

일사문고 262종 627책 92,489면

가람문고 198종 697책 106,423면

병서류 27종 142책 20,050면

2014특별전도록_조선시대인재양성 108종 114책 633면

동순태 6종 66책 7,176면

규장각 교양총서 제11권 촬영자료 27종 32책 237면

국가전적자료센터 DB구축사업 118종 214책 16,784면

서목류 국가 아카이브 141종 229책 50,534면

고려사 1종 50책 11,234면

총 1,979종 4,838책 500,859면

2. 디지털매체화 과정

1) 촬영준비

(1)	촬영대상	선정

•							국보	및	보물,	유네스코지정문화재	중	디지털이미지화	되지	않거나	다른	대체본(영인본,	마이크로필름	

등)이	없는	자료	

•							홈페이지에서	저해상도,	또는	흑백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

•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	서비스	요청	횟수가	많은	자료

•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이용자들의	원본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자료

•							연구사업	및	각종	도록용	이미지	자료

(2)목록서지조사	및	중복자료	리스트조사

•									촬영대상	목록과	文庫本古圖書日錄을	비교하여	실존여부와	기촬영여부,	청구기호,	권·책	수	등을	확

인하여	정리한	후	엑셀	목록에	다음과	같이	촬영예정과	촬영완료,	수리대상	여부	등을	표시해둔다.	

(실제	목록에는	원서명,	청구기호,	아이디,	권·책	수,	실제	책	수,	수정내용,	촬영	완료	날짜,	촬영	진행

상황,	홈페이지	청구기호	기재사항,	관외대여목록,	기존	PDF업로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3장  2014 자체 디지털 매체화 제작사업     193



(3)	촬영	전	자료상태	점검

열람신청	된	자료가	나오면	촬영	전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촬영	방법을	구상한다.	자료의	

접힌	부분	등	촬영	시	원본의	내용을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펼침	작업을	하고	상태가	심각한	자료

는	수리복원팀에	응급수리를	요청한다.

①	규장각·장서각	연계	기록유산	DB구축	사업

㉮	동궁일기

•							책	수

	-	규12839-v.1_正祖東宮日記	외	49종	613책	103,864면

•							자료상태

	-	첨지의	형태	및	색상이	다양

	-	표지	및	내지상태	양호

•							촬영방법

	-			특이한	형태	및	색상의	첨지가	많이	부착되어	있어	원본에	붙어	있던	첨지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

면서	글자판독이	가능하게	첨지	면은	두	번	촬영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비슷한	재질의	간지를	사

용하였다.

그림 2. 일사문고 촬영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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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 촬영 후

규672-v.1_모훈집요

규12821-v.1_소현동궁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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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							책	수	

	-			규12790-v.1_宮內府日記	외	6종	198책	23,102면

•							자료상태	

	-			제본불량

	-			판심부분	글자	판독	어려움

	-			접힌	부분	많음

•							촬영방법

	-			제본이	잘못되어	판심부분	한	줄의	글자가	거의	안보이거나	서지가	접혀	글자판독이	어려운	부분

이	있어	무반사유리를	사용해	글자판독이	가능하게	촬영하였다.

촬영 전 촬영 후

규12792-v.23_비서원일기

규12792-v.36_비서원일기

㉰	방목류	

•							책	수	

	-			고4652.5-12_甲戌司馬榜目	외	183종	365책	4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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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태	

	-			서지의	도장색상이	다양

	-			충해부분	많음

	-			접힌	부분	많음

•							촬영방법

	-			보통의	고서와는	다르게	다양한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면들과	충해로	훼손이	심한	자료들이	있었다.	

원본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프로파일을	적용하고	색상조절을	하였으며	충해가	심

한	자료에	대해서는	간지작업을	해	주었다.	

촬영 전 촬영 후

고351.306-M88-v.1_무보

고4650-17_갑술증광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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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고본

㉮	일사문고	

•							책	수	

	-			일사고915.1-H758d_東國名山記	외	262종	627책	92,489면

•							자료상태	

	-			서지상태불량(낙장,	충해,	열화,	변색)

	-			첨지형태	다양

•							촬영방법

	-			제본이	잘못되거나	접힌	부분이	많고	서지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많았다.	첨지가	많이	붙어	있어	촬

영	전에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들을	펴고	첨지부분은	첨지가	있던	원본상태와	첨지를	재친	상태	모

두를	촬영하였다.	

촬영 전 촬영 후

일사고952.01-J466j-v.5_이십일사약편

일사고920.051-H653c-v.3_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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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문고	

•							책	수	

	-			가람고952.901-Y41_역대고	외	198종	697책	106,423면

•							자료상태	

	-			서지상태불량(글자	번짐,	구겨짐,	충해,	열화,	변색)

	-			첨지형태	다양

•							촬영방법

	-			서지가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이	많고	글자가	번진부분이	많아	무반사	유리와	고서전용	책	받침대를	

이용해	접힌	부분을	펴서	촬영했고	글자가	번져흐린	부분은	컨버팅	시	Tone	Curve와	Clarity를	조

절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촬영 전 촬영 후

가람고895.11-D85bKyd-v.24_분류두공부시[언해]

가람고952-Y63j_제왕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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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자	지원

㉮	병서류	

•							책	수

	-			고9950-1-v.1_기효신서	외	27종	142책	20,050면

•							자료상태	

	-			첨지형태	다양

	-			서지색상	다양

•							촬영방법

	-			한	면에	여러	개의	첨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떼어지는	첨지는	재치고	한	번	더	촬영했으며	면	

전체에	색상이	들어간	부분은	카메라프로파일	적용	후	원본과	대조해	가며	포토샵을	이용해	같은	

색상으로	맞추었다.

촬영 전 촬영 후

규2452_병학지남

규중2841-v.1_중간무경칠서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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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태

•								책	수	

	-			규27581-v.1_進口各貨艙口單	외	6종	66책	7,176면

•							자료상태

	-			글씨	번짐

	-			이염

	-			찢김

	-			충해

	-			열화

•							촬영방법

	-			자료를	모두	붙여놓아	글자가	가려	촬영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리복원팀에	사전에	분리작업을	요청	

하였고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은	무반사	유리를	사용해	촬영을	진행	하였다.

촬영 전 촬영 후

규27581-v.2_진구각화창구단

규27581-v.2_진구각화창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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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목류	국가아카이브

•							책	수	

	-			규11617_寶文閣冊目錄	외	141종	229책	50,534면

•							자료상태	

	-			이염

	-			첨지형태	다양

	-			서지색상	다양

	-			열화	

•							촬영방법

	-			서지위쪽에	첨지가	여러	개	붙어있는	형태는	검은색	융	안쪽으로	첨지받침을	넣고	무반사유리를	

사용해	첨지의	내용이	보이게	촬영하였으며	면	전체가	붉은색인	고서의	경우	원본색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Raw로	촬영	후	컨버팅	시	색상을	세밀하게	조절하였다.

촬영 전 촬영 후

규11704_집경당폭쇄서목

규26754_당판부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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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

•							책	수	

	-			규7157-v.1_高麗史	외	1종	50책	11,234면

•							자료상태	

	-			글자	번짐

	-			서지상태	양호

•							촬영방법

	-			글자의	번짐이	있는	고서촬영	시	간지사용과	Raw컨버팅	시에	콘트라스트와	클리어리티를	조절하

여	글자의	선명도를	높였으며	서지가	접힌	채로	쓰여	글자가	갈라진	형태로	된	부분은	글자를	원래	

형태로	모아	촬영하였다.

촬영 전 촬영 후

규5874의1-v.1_고려사

규7157-v.1_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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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납신청

①	열람신청	및	확인

촬영	대상을	파악한	뒤	홈페이지에서	청구기호를	검색하고	전날	촬영할	자료들을	미리	신청한다.	이전	

촬영이	미완료	된	책은	재	열람으로	신청하고,	함께	촬영할	책	수를	파악하여	신규	신청한다.	이	때	홈페

이지에	검색이	안	되거나,	권·책	수	등이	文庫本古圖書日錄와	다를	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②	열람

1층	서고에서	열람	가능	통보가	오면	담당자를	통해	책을	인계받는다.	실제	책이	열람하기에	부적합할	

때(훼손이	심하거나,	펼쳐짐의	정도가	촬영에	부적합	할	경우	등)는	수리복원을	의뢰하거나	촬영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한다.	

③	반납

촬영이	완료된	책과	미완료	된	책을	구분하여	열람실	서고	담당자에게	특이	사항(촬영	시	문제가	되었

던	책의	상태나	다음	열람	신청될	책의	목록상	오류	등)	전달	후	반납한다.	

(5)	촬영실	환경	조성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조명을	사용해	촬영하게	되면	광	동조	및	노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촬영실을	분리했다.	이때	각	촬영실을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촬영	환경의	통일성이	필요

했으며	이를	위해	형광등의	반사	방지를	위한	검은색	암막커튼,	무	반사	유리와	검은색	융,	흰색	천장으로	

인한	조명의	난반사	방지를	위해	검은색	무반사	우드락으로	촬영실	천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3. 열람신청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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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메라	및	촬영테이블	설치

설치	전	카메라렌즈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만약에	묻어있다면	렌즈전용	융이나	에

어브러쉬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해	준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촬영테이블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

고	피사체가	올려	질	받침대위에	촬영	시	광원의	반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검은색	밸벳천을	씌운다.	그

리고	안정적인	전원을	위해	AC어댑터	키트	ACK-E6를	사용하고	<A/V	OUT/DIGITAL>단자에	인터페이스	

케이블(P65+에서는IEEE1394포트)을	이용해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그림 4. 촬영실 전경

1.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직수평을 맞춘다.

2. AC어댑터 키트ACK-E6와 <A/V OUT/DIGITAL>단자에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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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반사 검은색 융을 촬영받침대에 씌우고 롤러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한다. 무반사 유리는 렌즈용
 극세사융을 사용해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준다. 

4. 촬영 시 흰색천장과 형광등에 의한 반사를 막기 위해 검은색 우드락으로 흰색천장을 작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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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명세팅

무선동조기를	파워팩과	카메라에	연결한	후	파워팩에	연결된	두	개의	조명(순간광)을	피사체의	양쪽에	

같은	각도,	높이,	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직접광을	피하면서	광원의	확산을	위해	엄브랠러와	소프트박스

를	사용하고	노출계를	이용해	촬영테이블의	모든	면이	같은	노출	값(F)이	되도록	조명을	조절한다.	

2) 촬영

(1)	일반고서	촬영	–	5D	Mark3	

EOS	Utility를	실행시켜	촬영된	이미지가	컴퓨터로	바로	전송될	수	있게	설정하고	폴더	및	파일네임을	

지정한다.	렌즈의	초점거리는	왜곡이	최대한	적은	50mm에	맞춰두고	라이브	뷰를	실행시켜	Preview모니

터를	보며	촬영대상물과	Color	checker를	프레임	중앙에	위치시킨	후	촬영을	시작한다.	Color	checker는	

RAW컨버팅	작업에서	카메라프로파일생성용으로	사용되며	카메라프로파일을	통해	원본과	동일한	색	재

현을	실현할	수	있다.	촬영이	시작되면	피사체(고문헌)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게	최대한	주의하며	이물질

(먼지,	벌레등)이	나올	경우	부드러운	붓이나	에어브러쉬로	제거해	원본이	최대한	잘	보이게	만들어	준다.	

또	종이	재질이	얇아	앞,	뒷면이	비춰질	경우	재질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과	두께의	간지를	사용하여	촬영

된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인다.	촬영이	모두	끝나면	원본과	촬영된	Preview	용	JPEG를	비교해보면서	검수

를	진행하고	검수가	완료되면	JPEG파일은	삭제하고	RAW파일에	촬영된	원본의	고유파일	아이디로	네이

밍을	해준다.

1. 복사촬영을 위해 조명을 45도 각도로 조절한다.

2. 촬영테이블의 모든 면이 균등한 조도인지 측정한다.

3. 파워팩의 광량을 조절해 적합한 조도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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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순서도>

EOS Utility 실행

컬러차트 촬영

1차 DAS 백업 2차 NAS 백업 3차 외부 HDD 백업

자료 촬영

파일 네이밍

폴더 및 파일네임 지정 초점거리 50mm로 조절

라이브 뷰 실행 후 자료위치 조정

1. EOS Utility를 실행시켜 촬영된 이미지가 컴퓨터로 바로 
전송될 수 있게 설정하고 폴더 및 파일네임을 지정한다.  

3. 라이브 뷰를 실행시켜 Preview모니터를 보며 촬영대상물과
Color checker를 프레임 중앙에 위치시킨 후 촬영을 시작한다.

2. 렌즈의 초점거리를 50mm(이상)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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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촬영전용	책	받침대	제작	및	활용

고서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본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촬영	하는	것이	첫

째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고서를	받치는	책받침대가	중요한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복사촬영대의	경

우	카메라스탠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피사체를	올려놓는	테이블의	사이즈가	작아	다양한	크기의	고

서촬영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몇	천	만원에서	몇	억	원대의	독일제	명품	촬영대를	구입하자니	

가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서받침대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었다.	다양한	크기

의	고서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충격완화장치도	필요했기에	오버헤드스캐너의	받침대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	고서촬영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설계해	주문	제작하였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스펀지를	테스트	해봤으며	난반사를	줄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칠하였다.	또	고서의	크기	및	두

께에	따른	조절을	위해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눠	따로	움직일	수	있게	하였으며	검은색	무반사	융을	씌었을	

때	융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밀림방지용	천을	받침대	표면에	부착하였다.	실제로	사용한	결과	

안전하면서도	일반촬영대	대비	30%의	촬영효율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 자료의 재질 및 형태에 따른 촬영방법 

•							재질이	얇은	자료

종이	재질이	얇아	앞,	뒷면의	글자가	비춰질	경우	재질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과	두께의	간지를	사용하

여	촬영된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인다.

주문 제작해 실제사용하고 있는 고서촬영받침대의 모습

제 3장  2014 자체 디지털 매체화 제작사업     209



•							첨지가	부착된	자료

첨지가	부착된	자료의	경우	원본의	글자를	가리거나	단순	이미지파일로만	볼	경우	첨지의	부착	형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원본의	내용을	모두	보여주면서	이미지만	보더라도	첨지의	부착형태를	알	수	있게끔	

원래	첨지가	있던	상태와	첨지를	재친	상태	모두를	촬영한다.

간지작업 없이 촬영 간지작업 후 촬영

첨지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며 핀셋을 사용해 첨지를 재친다

1. 자료의 크기에 맞게 간지를 만든다. 2. 자료에 손상이 가지 않게 최대한 조심히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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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지촬영	예시	(첨지의	파일	네이밍은	페이지번호	뒤에_01로	표시해준다.)

GI40972_00_IH_0001_009 GI40972_00_IH_0001_009_01

GI40996_00_IH_0001_022 GI40996_00_IH_0001_022_01

GI40996_00_IH_0001_069 GI40996_00_IH_0001_069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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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판	촬영

책판의	경우	전체적으로	색상이	어둡고	그로인해	빛(조명)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	복사촬영으로는	글

자부분의	판독이	어렵다.	그렇기에	반사조명보다는	직접조명을	사용하고	조명	헤드를	복사촬영시의	45도

가	아닌	측면	광으로	조절해	글자부분의	윤곽을	살려준다.	

(2)	스캐너	촬영	–	OS12000

스캐너는	자료를	누르는	유리판의	강도조절이	불가능하여	서지상태가	불량한	고서	자료의	경우	손상

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거나	흑백으로	프린트	할	때에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고서는	카메

라로	촬영하고	있다.

그림 5. 스캐너 세팅 화면

복사촬영 시 조명세팅 책판 촬영 시 조명세팅

일반복사조명으로 촬영 측면 직접조명 사용

카메라

조명1 조명1조명2

조명2
피사체

피사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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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촬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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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촬영	/	스캐너	비교

①	촬영속도	

장비에 따른 1일 촬영수치

오버헤드스캐너 카메라(5D Mark3)

1컷촬영시간
(검수 및 컨버팅시간 제외) 5~6초 3~4초

1일 촬영량 700 ~ 800면 900 ~ 1,000면

※ 카메라 촬영 시 1일 20% 작업량 향상

②	오버헤드스캐너의	자료크기에	따른	해상도	손실

•							스캐너는	카메라처럼	광학	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자료를	스캔할	경우	줄어드는	스캔범

위만큼의	해상도를	잃게	된다.	

③	자료의	비침	현상	및	카메라프로파일	적용

<스캐너의 최대 스캔범위> _ 7395x5286 pixel <실제스캔크기>_ 3234x2870 pixel

<오버헤드 스캐너> <카메라 촬영>

5권  자체보존관리214



•							스캐너는	자료의	재질	및	상태에	따라	조명조절이	불가능하고	지속광으로	촬영	되기	때문에	자료의	

비침	현상이	카메라촬영에	비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또	카메라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과의	노출	및	색상차가	발생한다.

(3)	대형회화자료	및	복제본	촬영	–	중형디지털백	(PHASE	ONE	P65+)

대형자료	및	복제	본	촬영의	경우	고해상도	이미지	확보와	풍부한	색상표현을	위해	중형	디지털백

(P65+)을	사용한다.	대형자료의	경우	사이즈가	큰	만큼	강당과	같이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서	촬영을	진

행하고	4개의	조명헤드를	사용해	충분한	광량을	확보한다.	또	입사식	노출측정을	하지	못하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반사식	스팟측정으로	자료의	광량이	고르게	닿도록	조절한다.	또	캡쳐원에서	한	컷	촬영시

마다	루페기능을	사용하여	포커스	오류를	방지한다.	

PHASEONE 645DF PHASEONE P65+

캡쳐원에서 루페기능으로 포커스를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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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디지털백의	높은	해상도	

컬러차트 촬영

Spot노출 측정모습

강당에서 영정촬영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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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수

촬영이	완료된	자료를	이미지파일과	1대1로	대조해가며	노출과	색상의	오류가	없는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판심부분의	글자가	잘	보이는지,	서지가	접혀서	내용을	가리지	않는지	등등	면밀하게	검수를	진

행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분을	재촬영하여	보완한다.	

4) 컨버팅

컬러차트와	같이	촬영된	이미지파일(Raw)을	ACR(Adobe	photoshop	Camera	Raw)로	열어	표준그

레이스케일	수치를	맞추고	DNG(Digital	Negative)파일로	저장한다.	생성된	DNG파일을	Color	Checker	

Passport로	불러와	카메라프로파일을	만들고	촬영된	Raw파일을	ACR로	불러와	생성된	카메라프로파일

을	적용시키고	렌즈왜곡보정,	색차보정,	샤픈	등	작업을	거친	후	JPG또는	TIFF로	컨버팅한다.	

촬영 된 고서를 검수하는 모습

1. 컬러차트와 촬영된 RAW파일을 ACR로 불러와 그레이스케일수치를 맞춘 후 DNG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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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된 카메라프로파일을 적용시킨 후 샤픈, 렌즈왜곡보정, 색차보정 등을 조절한 후 JPG/TIFF 로 컨버팅한다.

컬러차트 표준 데이터 수치

2. ColorChecker Passport를 사용해 카메라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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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G로	촬영한	이미지와	RAW로	촬영해	프로파일을	적용한	이미지	비교	>

5) 폴더/파일 네이밍

(1)	폴더	네이밍	:	청구기호_한글표기명

예)	一簑古	816.53-J567g-v.1-3	簡什通帖

3번째	책의	폴더	네이밍	⇨	일사고816.53-J567g-v.3_간십통첩

(2)	폴더종류

IR	:	RAW이미지파일	폴더	

IJ	:	RAW파일을	컨버팅한	1차	JPG이미지파일	폴더

IH	:	IJ폴더의	파일을	보정한	고해상도	JPG이미지파일	폴더

IL	:	보정된	IH파일을	리사이즈(웹서비스용)한	저용량	JPG이미지파일폴더

IT	:	RAW파일을	컨버팅한	1차	TIFF이미지파일	폴더(인쇄출판용)

JPG로 바로 촬영한 이미지

원본과 다르게 붉은 색이 많이 돌고
종이의 재질감과 테두리부분의

파란색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

원본과 동일한 색상과 재질감을
보이며 테두리부분의 파란색의
색상과 계조가 제대로 표현되었다.

RAW로 촬영해 프로파일을 적용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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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네이밍	:	고유ID_파일종류_volume번호_페이지번호.확장자

예)	一簑古	816.53-J567g-v.1-3	簡什通帖

3번째	책의	파일네이밍		→	 GI40640_00_IR_0003_000.CR2	(앞표지)

		 	 	 	 GI40640_00_IR_0003_001.CR2	(펼침면1)

		 	 	 	 GI40640_00_IR_0003_002.CR2	(펼침면2)

		 	 	 	 	 	 ⇣

		 	 	 	 GI40640_00_IR_0003_999.CR2	(뒤표지)

※			첨지가	있는	경우는,	파일이름	뒤에	_01,	_02,	...	일련번호를	붙인다.	이	때,	열람자의	입장에서	책을	

넘겨보는	순서대로	네이밍한다.

예)	一簑古	181.1-So25d-v.6	小學諺解	첨지예시	

(4)	워크플로우에	따른	5단계	네이밍	분류

1단계	:			RAW	이미지	(원본	데이터)		 	 	 	 	 	 	 	

네이밍	예)	GI40640_00_IR_0003_001.CR2

2단계	:			컨버팅한	JPG	이미지		 	 	 	 	 	 	 	 	

RAW	이미지를	보편적인	데이터포맷인	JPG형식으로	1차	변환한	이미지	 	 	

네이밍	예)	GI40640_00_IH_0003_001.JPG	

3단계	:			보정작업이	완료된	JPG	이미지	 	 	 	 	 	 	 	

추후	다양한	서비스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보정작업(수직,	수평,	왜곡보정,	책	주변	먼

지제거	등)을	거치고,	고품질로	저장한	보정된	원본이미지	 	 	 	 	

네이밍	예)	GI40640_00_IH_0003_001.JPG

GI40164_00_IH_0006_001.JPG GI40164_00_IH_0006_001_01.JPG GI40164_00_IH_0006_001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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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보정작업이	완료된	웹서비스용	JPG	이미지		 	 	 	 	 	

3단계에서	만들어진	IH이미지를	홈페이지PDF업로드를	위해	용량을	줄여	저장한	이미지	

네이밍	예)	GI40640_00_IL_0003_001.JPG

5단계	:			원문서비스를	위한	PDF	이미지	 	 	 	 	 	 	 	

저용량	JPG	이미지(IL)를	홈페이지	원문서비스를	위해	PDF	형식으로	변환	 	 	

네이밍	예)	GI40640_00_0003.PDF	 	 	 	 	 	 	

	 					PDF파일	네이밍은	고유ID_volume번호.PDF

6) 보정

(1)	모니터설정

최소	월1회	이상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밝기와	색감을	맞추고	포토샵컬러세팅은	표준	수

치로	맞춰둔다.

촬영실에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포토샵 컬러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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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보정

①	이미지의	수평,	수직,	왜곡된	부분을	보정하여	가로,	세로	1cm	여백을	남긴다.

②	검은색	여백	부분을	선택해	검은색으로	채우고	남아있는	먼지	부분을	브러쉬툴로	지운다.

③	JPEG	품질	12로	저장한다.

④			보정이	끝난	후엔	폴더명을	IH(image	high)로	바꾸고	Canon	DPP를	이용해	PDF용으로	리사이즈	

하면서	파일명을	IL로	바꾼다.		 	 	 	 	 	 	 	 	

예)	GI40344_00_IH_0002_001	→	GI40344_00_IL_0002_001

⑤	리사이즈한	파일은	IL(image	low)폴더로	저장한다.

일사문고 보정작업 화면

캐논 DPP를 통한 리사이즈작업 화면

보정 전 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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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관리 및 백업

(1)	데이터	관리

생성된	디지털	이미지	파일은	전담처리자	한명이	보존·관리를	한다.	최초	생산되는	RAW파일,	이를	보

정·편집한	출판용	대용량	JPG	파일,	그리고	이를	다시	리사이즈한	열람용	JPG파일을	관리하고	있다.	당장

의	필요	만	생각한다면	열람용	JPG	파일만	있으면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확대	활용하더라도	대응

할	수	있도록	RAW파일과	대용량파일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용

량	이	충분해야	하고,	파일관리도	매우	복잡하지만,	한번	촬영한	자료를	다시	촬영하지	않으려면	이런	방

식의	파일저장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이미지파일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만약의	파일	손상에	대

비하고	있다.

①	최고	품질의	원문이미지	제작기준

원본에	왜곡을	가하는	조작을	하지	않고	보정	프로그램의	Auto-Actio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

로	제작한다.	한	면	한	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교정한다.	최대해상도	이미지	파일을	제작함으로써	

원본	크기	이상으로	이미지를	확대해도	내용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육안으로	원본을	열람할	때	보다	

오히려	더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판심을	자르지	않고	책	테두리를	

기준으로	광곽을	두어	모든	내용을	살리고	책의	형태를	유지하므로	연구자들의	연구를	돕는다.	

②	백원짜리	동전으로	비교해본	원본이미지	해상도	

<원본 대비 100%> <원본 대비 300%> <원본 대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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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저장

촬영용	PC	및	보정용	PC에	생성되는	RAW	이미지	및	보정완료된	산출이미지를	담당자가	4개의	저장소

에	삼중으로	저장한다.	데이터	삼중화를	통해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손상을	대비한다.

순번 IP주소 형태 저장 목록 위치

1 147.46.103.251 스토리지서버

1) 진행 중인 사업 관련 원본, 출력용 이미지
  - 2014 특별전시도록, 문화재청 사업, 방목류 등
  - 업로드 완료(출력용, 서비스용, PDF 파일)
2) 촬영팀 업무 파일
3) 장비 실물

전산실

2 147.46.103.173 스토리지서버

1) 서비스용 JPG 파일
  - 자체 촬영데이터(일사문고, 가람고등)
  - 기록유산DB(승정원,동궁일기등)
  - 기타 연구자 요청자료(고려사등)
2) 장비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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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IP주소 형태 저장 목록 위치

3 147.46.103.230 NAS

1) 진행 중인 사업 관련 원본, 출력용 이미지
   - 가람문고, 도록, 칼럼, 일사문고 등
2) 촬영팀 업무 파일
3) 장비 실물(사진 오른쪽)

전산실

4
업무용 PC와 물리적으

로 연결됨 DAS

1) 원본, 출력, 서비스, PDF 파일 보관
  - 자체 촬영데이터(일사문고, 가람고등) 
  - 기록유산DB(승정원, 동궁일기등)
  - 기타 연구자 요청자료(고려사등)
2) 장비실물(사진의 가운데)

촬영팀 및 
제1서고

①			완료된	사업의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버와	하드디스크에	백업한다.	별도로	백업	된	하드디스크	자료

는	제	1서고로	이동하여	보관된다.

②	관리자	및	담당자

•							총괄	관리	:	이민정

•							담당자	: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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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매체화	서비스	현황	및	효과

①	고도서	디지털매체화	현황

2012년	11월	기준	고도서	부문	디지털매체화	현황은	8.88%였다.	디지털	매체화	제작율을	높이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자체	촬영팀을	구성하였다.	촬영팀을	통해	원본이미지의	디지털	매체화제작율은	2015년	

1월	기준	9.46%까지	향상	되었다.

연도
소장자료 현황

(책)

디지털매체화 완료
디지털 매체화 제

작율
종 책 면

2012 176,611 1,705 15,679 - 8.88%

2014 177,337 2,475 16,777 3,066,251 9.46%

②	서비스	방향

규장각	소장	자료는	그	양이	방대하여	순차적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하여	서비스할	경우	서비스의	효율

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하여	주요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	다른	대체본(영인본·마이크로필름)이	없는	자료

㉯	규장각	이용자들의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

㉰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이용자들의	원본열람이	제한된	자료

㉱	연구자	우선	요청자료

③	서비스	효과

한국역사관련	전공자가	고전적	자료를	조사,	분석,	연구하기	위해	우리	원으로	방문하여	조사하는	시

간은	한건을	기준으로	약	5시간	40분이	필요하다.	시간의	효율성과	연구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디지털화	

서비스를	통해	11분	10초로	약	31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디지털화	서비스를	통해	제한된	장소를	벗

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화	서비스를	진행하므로	우리	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근대정부기록류	원문

이미지	약	30만면을	자료집으로	간행하는	경우	약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하는데	이를	디지털화	서

비스하는	경우	13억원의	비용이	절약된	약	3억원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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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건을	처리하는	과정

시기 디지털화 이전 디지털화 이후

단계 처리단계 처리시간 처리단계 처리시간

1 자료열람실 방문 204분 인터넷연결 10 초

2 관련서적 대출 20분 관련자료 검색 1 분

3 관련서적 조사 30분 관련자료 정리, 분석, 입력 10 분

4 관련자료 복사 10분

5 관련자료 정리, 분석 20분

6 관련자료 전산입력 10분

합계 6단계 1건처리 5시간 40분 소요 3단계 1건처리 11분 10초

비교결과
방문하여 자료 한건을 조사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시간 40분이다. 반면 같은 자료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데 걸리

는 시간은 11분 10초이다.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보는 것의 효율이 약 31배의 이득이 있다. 

㉯	예산	절감	효과

자료집	간행비용과	디지털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아이템 자료량
자료집 

간행시 비용
디지털화 
비용

예산 절감
 효과

비고

근대정부 기록류 약 30만면 약 16억원 약 3억원 약 13억원
권당 700쪽 500부간행시

 1,500만원 소요

④	서비스	방식

㉮	원문	자료	검색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한다.

㉯	자료를	등록한다.

서지정보	상세페이지에서	PDF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PDF만들어진	원문이미지	데이터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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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된	목록을	엑셀로	정리한다.

㉱	공지사항으로	“◌◌등	◌종	◌책	원문이미지	자료	업로드	안내한다.

㉲	2014년	사류부목록등	385종	660책	91,734면이	업로드	되었다.

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디지털화	된	원문이미지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웹뷰어와	PDF뷰어로	제공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

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익스플로러	버전에	따라	웹호

환성	보기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설정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전화,	인터넷	Q&A	게시판,	원격조정을	통

해	이용자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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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제언

1. 촬영

자체디지털매화팀에서는	2014년	3월부터	문화재청사업	및	일사문고	디지털이미지화	완료	등	총	1,979

종	4,838책	500,859면을	디지털DB화	하였다.	규장각	소장	자료의	디지털매체화를	진행하면서	규장각자료

의	특성에	맞는	촬영방법(Raw컨버팅	수치,	자체	북홀더	제작,	각종	촬영보조용품제작)을	연구하였고	이

를	실제촬영에	적용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	디지털매체화를	통

해	예산절감	및	자료보호,	연구자	및	내외기관의	연구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용역의뢰를	통한	디지털

매체화로	일어날	수	있는	불규칙한	디지털이미지의	품질	및	자료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촬영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Colo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장비보

완이	필요하다.	현재	규장각에서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장비만	보유하고	있고	프린트	캘리브레이션	장비

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프린트캘리브레이션	장비와	전문적인	프린터기의	구매를	통해	규장각	소장	

자료에	대한	다양한	촬영테스트를	거친다면	카메라에서부터	모니터,	프린터에	이르기까지	컬러매니지먼

트가	일원화되고	웹서비스	및	복제본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화재에	대한	디지털매체화작업은	해당	자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촬영의	결과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는	한문강독과	월	1회	진행되는	고문헌보존관리	소양	교육을	

통해	규장각	자료에	대한	이해와	자료별	특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로인해	고문헌	촬영에	대한	전

문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자체디지털매체화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자료별	특성에	대한	다

양한	촬영방법의	연구를	통해	규장각	소장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디지털문화재로써의	가치재고	및	활용

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

2. 데이터 관리 및 백업

1) 개선사항

(1)	디지털화	속도의	문제점	

2014년부터	촬영된	일사고	원문이미지는	1,035종	2,509책이다.	현재	보정작업을	거쳐	PDF로	업로드	된	

데이터는	17.18%로	5명으로	구성되어	매일	촬영되는	촬영팀의	원문이미지	분량을	1명의	데이터관리자가	

보정하고	PDF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정	및	업로드를	담당하는	1명은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5명의	촬영자	분량을	따라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으로	원문이미지	디지털화	작업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 3장  2014 자체 디지털 매체화 제작사업     229



(2)	개선	방안

매일	생산되는	원문이미지	분량을	함께	감당할	전문	보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제안사항

(1)	디지털화	이미지를	손안의	모바일로	서비스	확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

러다임인정부	3.0시책에	맞춰	우리의	원문이미지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대부분(95.5%)이	모바일을	통해	인터

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다.	이러한	사용현황을	봤을	때	우리의	원문이미지	디지털화	서비스도	모

바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만족을	위해	한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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