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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정조에 의해 설립 된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

인 규장각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규장각 자료의 보존 관리와 한국학 연구,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규장각 자료는 조선시대 국왕과 정부 각 기관

의 행정 기록을 비롯하여 왕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

니라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재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규장각의 기록문화재는 우리 세대만 누릴 수 없는, 후손 대대로 물

려주어야 할 지적 재산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기록은 한지로 되어 있어서 열

람, 이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

니다. 자연 손상되고 있는 종이 기록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세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규장각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자연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자연 

손상 자료를 수리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수리복원, 대체본제작, 모사본제작, 

보존처리연구, 보존환경제어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 간 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상  찬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기록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한 전통재료와 전통기술을 사용하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보존처리사, 한지장, 수직장인, 전통먹

장, 염색장, 매듭장, 모사공, 서각장, 소목장, 두석장, 칠장 등 분야별 장인들이 

함께 하여 전통재료와 전통기술 복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보존처리연구 

사업에 있어 보존과학, 서지학, 사학, 동양화, 미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공

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제간 연구에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각 세부 사업의 기술과 구체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

였습니다.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화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여 국

내 보존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주신 정보자료관리부를 비롯한 

기반연구부,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및 전 규장각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이 최선의 한

국학 연구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규장각 기록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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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요약

과 제 명

국   문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영   문 Research and Archive on Visual Materials Collected in Kyujangkak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유번호

주   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내 

총괄책임자

성   명 장남원

소   속 이화여자대학교 전   화 02-3277-3481

직   위 교수 F A X

1) 연구 목적

규장각에 소장된 서화 및 서적 내 시각자료의 내용과 상태를 살펴, 보존처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광범

위한 형식의 시각자료’를 해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계 및 문화사업계에서 규장각 시각자료를 원활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 내용

•       각 시각자료의 기존 해제와 연구의 검토 수정

•       규장각 소장 시각자료 분류 및 심층 해제

•       규장각 소장 시각자료의 연구가치 평가

•       보존수리필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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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고연희 서울대
연구

교수
박사

2000(박사)
2012(박사)

한문학

미술사

이화여대

이화여대

윤지양 서울대 강사 박사 2014(박사) 중문학 서울대

양승아

(개명, 이전이름 양선희)
이화여대 대학원재학 석사 2016(석사) 미술사 이화여대

최유미 이화여대 대학원재학 석사 2016(석사) 미술사 이화여대 

김지인 건국대 대학원 재학 석사 2014(석사) 미술사 이화여대 

조유경 이화여대 대학원재학 석사 2016(석사) 미술사 이화여대

1. 전주정절선생집-도정절집箋註靖節先生集-陶靖節集 古貴 895.19 D65j

청구기호
古貴 

895.19 D65j
작가

도잠(진)

陶潛(晉) 
자료명

전주정절선생집-도정절집

箋註靖節先生集

-陶靖節集 
수량

4卷 1冊
(零本)

시각자료 소재 양상  활자로 총 2개의 도설(圖說) 

국적 / 시대 / 연대  선조 년간 (宣祖 年間, 1567-1608)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36.8 x 22.3cm 화면
<정절선생상> 27.0 x 17.8cm
<귀거래도> 27.0 x 35.6cm

제작기법  목판본(木版本)

자료상태
겉표지가 낡아서 덧댄 표지가 있으나, 

내지는 오염이 많고 아래 두 모퉁이가 1센티정도 떨어져 나갔는데 이는 많이 들쳐본 결과이다 

이미지

                           
                   2. 귀거래도(歸去來圖), 27.0 x 35.6cm, 접혀있음.                            <정절선생상(靖節先生像)>, 27.0 x 17.8cm

기존해제

晉의 시인 陶潛(365~427)의 시문집이다. 陶潛은 大司馬 侃의 증손으로, 字는 淵明(泉明, 深明)·元
亮이다. 靖節先生으로 존칭된다. 어려서부터 高趣博學하여 글을 잘 지었는데, 현재 시 120여 수와 산
문 및 사부 10여 편이 전한다. 梁의 蕭統이 8권으로 《陶淵明集》을 엮었고 北齊의 陽休之가 集聖賢羣

輔錄上·下를 더하여 《靖節先生集》 10권을 엮었다. 이 책은 《靖節先生集》에 주를 더한 것이다. 권수
에는 成化 己丑(1469)에 쓴 夏塤의 序와 成化 16년(1480)에 쓴 周鼎의 序가 있다. 夏塤의 序에는 《靖
節集》이 五嶺 이남으로는 얻기 어려웠는데 廣東 按察 僉憲 陶君이 간본을 얻어 이를 간행한다고 하
였고, 周鼎의 序에서는 東廣의 憲副 陶君이 이미 陶詩를 엮었고, 布衣士 陸君汝嘉가 다시 이를 간행
한다고 하였다. 이어 廬陵 後學 李煥集이 기록한 ‘補註靖節先生集總論’은 《朱文公語錄》·《楊龜山
語錄》·《胡仔苕溪漁隱叢話》 ·《西淸詩話》·《雪浪齋日記》 등에서 가려 뽑은 도연명과 관련된 기사
를 모은 것이다. 이어 蕭統이 찬한 〈靖節先生集序〉와 〈靖節先生像〉·〈歸去來圖〉의 그림이 있다. 권1
은 詩四言으로 〈停雲〉·〈歸鳥〉 등 9수가 실려 있는데, 각 작품마다 여러 대가의 시평이 붙어있다. 권2
는 詩五言으로 〈形贈影〉·〈歸田園居〉·〈悲從弟仲德〉 등 22題 30首가 실려 있고, 권3은 詩五言으로 
〈始作鎭軍參軍經曲阿〉·〈飮酒〉·〈四時〉 등 18題 39首가 실려 있다. 권4는 詩五言으로 〈擬古〉·〈雜
詩〉 등 8題 38首와 聯句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본은 10권 가운데 권1~4의 1책만 전하는데 권수의 
목록에 의하여 이하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권5는 〈桃花園記〉·〈歸去來辭〉·〈五柳先生傳〉 등 雜文 
5편이, 권6은 雜文 〈感士不遇賦〉·〈閑情賦〉가 수록되었다. 권7은 〈天子孝傳贊〉·〈扇上畵贊〉 등 傳
贊 6편이, 권8은 〈與子儼等疏〉·〈自祭文〉 등 疏祭文 5편이 실려 있다. 권9·10은 集聖賢羣輔錄 上·
下이다.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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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진(晉)의 문인 도잠(陶潛, 365~427)의 시문집이다. 도잠은 대사마(大司馬) 간(侃)의 증손으로, 자(字)
가 연명(淵明, 泉明, 深明) 혹은 원량(元亮)이며, 정절선생(靖節先生)으로 존칭된다. 현재 도잠의 시는 
120여 수, 산문 및 사부 10여 편이 전한다. 도잠은 심양(尋陽, 江西 九江 縣) 자상(柴桑)에서 태어나 가
난하게 자랐지만 경전(經傳)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젊어서는 생계를 위하여 강주(江州)의 제주(祭酒), 
진군(鎭軍), 참군(參軍) 등의 벼슬을 거쳐 평택(彭澤)의 고을령이 되었으나, 군독우(郡督郵)가 내려왔
을 때 못마땅하여 "내 어찌 오두미(五斗米) 때문에 허리를 굽실거리며 향리 소인(鄕里小人)을 섬기겠
는가"라 하고 벼슬을 내던지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며 전원으로 돌아왔다. 이 뒤로 그는 전원 
속의 생활을 詩로 노래하며 자연 속에 묻혀 일생을 보내었다
도잠의 시문집은 일찍이 양(梁)의 소통(蕭統)이 8권으로 『도연명집(陶淵明集)』을 엮고. 북제(北齊)의 
양휴지(陽休之)가 집성현군보록(集聖賢羣輔錄) 上·下를 더하여 『정절선생집(靖節先生集)』 10권을 
엮었다. 규장각소장본은 이 『정절선생집』에 주를 더한 것이다. 책머리에 두 편의 서문이 있다. 성화(成
化) 기축(己丑 1469)년에 쓴 하훈(夏塤)이 쓴 것과 1480년에 주정(周鼎)의 서문이다. 하훈의 서에 따
르면, 정절집을 오령(五嶺) 이남에서 얻기 어려워 광동(廣東) 안찰사(按察) 첨헌(僉憲) 도군(陶君)이 간
본을 얻어 이를 간행한다고 하였고, 주정의 서문에 따르면, 광동 도군이 엮은 데 포의사(布衣士) 육군
여가(陸君汝嘉)가 다시 이를 간행한다고 하였다. 두 편의 서문에 이어 여릉(廬陵)의 후학 이환집(李煥
集)이 기록한 ‘보주정절선생집론(補註靖節先生集總論)’은 『주문공어록(朱文公語錄)』· 『양귀산어록
(楊龜山語錄)』, 『호존소계어은총화(胡仔苕溪漁隱叢話)』, 『서청시화(西淸詩話)』, 『설랑재일기(雪浪齋
日記)』 등에서 가려 뽑은 도연명과 관련된 기사를 모은 것이다. 주문공이 도잠을 호평한 글이 첫 면이 
등장한 점은 주자학의 발달 속에서 도연명이 선호된 상황을 반영한다. 이어서 소통이 찬한 「정절선생
집서(靖節先生集序)」와 <정절선생상(靖節先生像)>과 <귀거래도(歸去來圖)>의 판화도가 실려있다. 이 
책의 권1에는 사언 시(詩四言)로 「정운(停雲)」·「귀조(歸鳥)」 등 9수가 실려 있는데, 각 작품마다 여러 
대가의 시평이 있다. 권2는 오언 시로  「형증영(形贈影)」, 「귀전원거(歸田園居)」, 「비종제중덕(悲從弟仲
德)」 등 22제 30수가 실려 있고, 권3 오언시 「시작진군참군경곡아(始作鎭軍參軍經曲阿)〉, 「음주飮酒」, 
「사시(四時)」 등 18제 39수가 실려 있다. 권4도 오언시로 「의고(擬古)」, 「잡시(雜詩)」 등 8제 38수와 련
구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본은 이상의 10권 가운데 권1~4의 1책만 전한다. 권수의 목록에 의하여 
이하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규장각에 전하고 있지 않는 내용의 권5-권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5는 「桃花園記」·「歸去來辭」·「五柳先生傳」 등 雜文 5편, 권6은 雜文 「感士不遇賦」·「閑情賦」. 권7
은 「天子孝傳贊」·「扇上畵贊」 등 傳贊 6편, 권8은 「與子儼等」·「自祭文」 등 疏祭文 5편. 권9·10은 
「集聖賢羣輔錄」 上·下이다.)
  이환집이 기록한 ‘보주정절선생집론(補註靖節先生集總論)’에 주문공(朱文公)이 도연명을 호평한 글
이 가장 앞에 나온다는 점에서 이 책은 주자학을 신봉한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
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선조 16년 계미(1583, 만력 11) 음력 10월4일에 승지(承旨)를 성균관(成
均館)에 보내 유생을 시강(侍講)하게 하고 약(略) 이상에게는 『도정절집(陶靖節集)』 1권씩을 각각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 유포가 널리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조선에서 『도정절집』을 펴내며 화가 
김시(金禔 1524-1593)의 <귀거래도>를 붙여 그 문학집을 장식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미루어, 이 
판화도를 그린 사람이 김시라고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귀거래도>를 벽에 걸어두었다는 
기록도 많이 나오는데 『도정절집』과 함께 유포된 <귀거래도>가 하나의 전형이 되어 널리 그려졌을 것
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큰 그림이었다. <정설선생상>은 상반신상이며 두건을 쓴 도연명의 모습이다. 
<귀거래도>는 오른쪽으로 산악과 수목이 왼쪽으로 물풍경이 펼쳐지며 물에 배 한척이 그려져 있다. 이
는 심양호를 거쳐 전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연명의 모습이다.  
이 책(古貴 895.19 D65j)에 실린 판화도 <정절선생상>과 <귀거래도>는 현전하는 도연명관련 그림 중 
매우 이른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다시 판각하여 그린 것인데, 규장각
에만 세 종의 ‘정절선생집’에 전하고 이들 세 종에 동일한 제목의  두 점의 판화도가 실려 있으나 그 표
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 본은 나머지 두 본에 비하여 판이 크고 선이 유려하다. 

특기사항

조사자의견

참고문헌 李鍾淑, 「朝鮮時代 歸去來圖 硏究」, 서울대 석사논문, 2002

부록  규장각 소장 3종 도정절집에 실린 <귀거래도> 비교

전주정절선

생집-도정절

집箋註靖節

先生集-陶靖

節集 
古貴 895.19 D65j

귀거래도(歸去來圖), 27.0 x 35.6cm,

 도정절집
 陶靖節集
 奎中 2307 

귀거래도(歸去來圖 ), 18.5 x 29.0cm, 

도정절집

陶靖節集 
古複

3421-6

귀거래도(歸去來圖) 18.3 x 2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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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 고4660-8

청구기호
古 4660-8-

v.1-5
작가

최성환(崔瑆

煥)(朝鮮) 편
자료명

태상감응편도설

(太上感應篇圖說)
수량 5권 5책, 도(圖)

시각자료 소재 양상

인물명과 그림이 앞면에 나오고 뒷면에 한문 원문과 언해식(諺解式) 국문 번역이 실려 있다.

인(仁)권 : 39개의 도설
의(義)권 : 47개의 도설
예(禮)권 : 37개의 도설
지(智)권 : 38개의 도설
신(信)권 : 48개의 도설

국적 / 시대 / 연대 고종 17년(1880)

형태  軸· 橫卷· 帖 (胡蝶 / 經折)· 屛風· 冊. 其他 

규격 전체  32.7x22cm 화면     23x17.2cm 

제작기법 重刊木板本.

이미지1,2

                                     
           『태상감응편』 (고 4660-8) 권1 대장악보(大將惡報) 편 중 누사덕(婁師德) 

이미지3,4

                                  
『태상감응편』(규중4422) 권1                                               중국중앙민족대 소장본 만주어 부분

인 장  자료상태 상    중    하

제 발

기존해제

태상감응편도설(一簑古170-T122-v.5)에 딸린 해제

〈1〉 古 4660-8朱作鼎 편, 崔瑆煥 언해, 1880년(고종 17).5권 5책, 목판본, 33×22cm.〈2〉 一簑 古 
170-T122a朱作鼎 편, 崔瑆煥 언해, 1852년(철종 3).1책(零本), 목판본, 35.2×22.4cm.〈3〉 一簑 古 
170-T122-v.5朱作鼎 편, 崔瑆煥 언해, 1852년(철종 3).1책(零本), 목판본, 35.4×22.2cm.19세기
의 중인 학자 崔瑆煥(於是齋‚ 1813-1891)이 간행한 道家類의 勸善書이다. 최성환은 1848년(헌종 
14)에 ≪太上感應篇≫을 간행하였고‚ 1852년(철종 3)에 ≪太上感應篇圖說≫을 서울에서 간행하였
는데 ＜一簑 古 170-T122a＞본과 ＜一簑 古 170-T122-v.5＞본이 그것이다. ＜古4660-8＞본은 
1880년(고종 17)에 왕명으로 다시 간행한 것이다. ≪태상감응편≫은 12세기경 중국 송나라에서 편찬
되었는데 작자는 미상이다. ≪文昌帝君陰騭文≫‚≪關聖帝君覺世眞經≫과 더불어 ‘三聖經’이라 불
리며 중국 민중에게 신앙의 대상이자 일상의 규범서로 널리 퍼졌다. ≪태상감응편≫의 원문은 1‚200
자 정도인데 본서는 그림과 그와 관련한 고사를 적어넣어 민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다. 최성환
이 입수한 책은 원래 그림과 한자 그리고 만주어로 되어 있었으나 최성환은 만주어를 빼버리고 한글
로 언해하였다. 서문은 네 가지가 실려 있는데 중국인 王雲錦과 佟賦偉가 쓴 ≪태상감응편≫의 서문

‚ 중국인 朱作鼎이 쓴 ≪태상감응편도설≫의 서문‚ 그리고 최성환이 1852년에 간행할 때 지은 서문이 
그것이다. 서문 다음에는 본문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자세를 다섯 가지의 계율로 나타낸 ＜感應篇讀法
纂要＞‚ 감응편의 ＜靈驗記＞를 실어놓았다. 다음에는 ≪태상감응편≫ 본문을 크게 인쇄하고 언해
하였다. 본문에서는 ≪태상감응편≫에 해당하는 일화를 소개하였는데‚ 매 일화는 그림‚ 한문‚ 언해로 
구성되었다. 각 권에 실린 일화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권1에서는 至孝之報‚ 不陰之報‚ 好義之報‚ 宰
相善報‚ 宰相惡報‚ 大將善報‚ 大將惡報를 주제로 하여 趙居先 등 38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2에
서는 刑官善報‚ 刑官惡報‚ 史官善報‚ 史官惡報‚ 言官善報‚ 言官惡報‚ 養民官善報‚ 養民官惡報를주
제로 하여 范純仁 등 46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3에서는 太監惡報‚ 吏書善報‚ 吏書惡報‚ 士人善
報‚ 士人惡報‚ 農人善報‚ 農人惡報‚ 工人善報‚ 商人善報‚ 商人惡報를 주제로 하여 魚朝恩 등 37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4에서는 臣道善報‚ 臣道惡報‚ 子道惡報‚ 夫婦善報‚ 夫婦惡報‚ 兄弟善報‚ 兄弟
惡報‚ 朋友善報‚ 朋友惡報를 주제로 하여 王祐 등 38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5에서는 婦人善報‚ 
婦人惡報‚ 放生戒殺善報‚ 放生戒殺惡報‚ 方術惡報를 주제로 하여 顧成의 며느리 錢氏 등 48인의 일
화를 소개하였다. 도설이라는 형식과 그에 대한 한글로 언해한 점을 감안하면 일반 백성들에게 반포
하려는 목적이 일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권 앞면 책표지에 왕명으로 간행했다는 글이 
있고‚ 5권 말미에 왕·왕비·세자의 壽福을 기원하는 글이 있다는 점과 본문의 주제가 대부분 관리의 
됨됨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왕을 비롯한 관료 일반을 위한 권선서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성환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책은 道家類의 경세서라고 볼 수도 있겠
다[최성환의 이력은 ≪覺世新編八鑑常目≫＜古 1422-1＞의 해제 참조]. ＜一簑 古 170-T122a＞
는 권4에 해당하는 1책이고‚ ＜一簑 古 170-T122-v.5＞본은 권5에 해당하는 1책이다. 1852년(철
종 3) 서울에서 간행하였다. 서지사항은 ＜古 4660-8＞과 같으나 다만 ＜感應篇讀法纂要＞와 ＜靈
驗記＞가 말미에 실려있다. (이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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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 책은 중국에서 출간된 도서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고종 17년(1880)에 최성환(崔瑆煥)이 번각하여 
출판한 것이다. 최성환은 「계궁지」를 출판한 서정(徐珽), 「중향집(衆香集)」을 출간한 유운(劉雲) 등과 
함께 동묘와 남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교 단체인 무상단(無相壇)을 이끌던 중심인물이다. 이 책은 
그 두 책보다 1년 먼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으며 각 권은 4자로 된 소제목이 몇 조
항 있고 그 아래 해당하는 인물의 사례를 그림, 설명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4자로 된 조항은 예를 들
어 ‘지극한 효도를 한 데 따른 보답[至孝之報]’, ‘음행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보답[不淫之報]’, ‘상인이 악
행을 한 데 따른 응보[商人惡報]’, ‘방술을 한데 따른 응보[方術之報]’ 등으로 마지막에 선보(善報)와 
악보(惡報)를 넣어 구성하였는데 「태상감응편도설」(奎中4422)처럼 악보가 선보보다 더 많다.
먼저 「태상감응편」의 대문이 큰 글씨로 나오고 이어 한글 언해가 나온다. 한글 번역은 축자역을 기본
으로 하고 있는데 그림의 해설 부분에는 애매한 부분은 간편하게 서술하여 대의의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번역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림 우측에 주인공 이름을 한문으로 크게 적고 그림을 시원하게 제시
하였다. 그런 다음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이어 한글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과 설명 부분의 면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설명이 긴 것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 그림이 책의 짝수 면에 그려진 것도 많다. 
이미지 3은 같은 내용이 실린 「태상감응도설」(奎中4422)의 것을 비교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의 
주작정과 최성환의 서문에 따르면 한문 뒤에 원래 만주어로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이미지 4에서 제
시하였다. 참고로 제시한 것은 일화에 해당하는 만문을 구하지 못하여 참고로 대문에 해당하는 부분
의 만주어를 제시한다. 이 책의 출간 경위는 주작정(朱作鼎)의 서문과 최성환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
는데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히기를 소망한다는 점이다. 그림
과 만주어, 한글 언해가 들어 있는 이유이다. 주작정은 서문의 일부이다.
내가 이 책을 공경히 받든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지난번에 군수로 있을 때에 허 학사(許鶴沙) 선생이 도
설(圖說)을 그린 것을 보고 봉록을 덜어 간행해 배포하였다. 그 뒤에 백하(白下)1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금에 와서 관찰사 완 강릉(皖江陵)이 다시 간행하여 만 여 부를 배포하였다. 이번에 다시 경조 태수
(京兆太守) 고군(高君)이 보내준 「감응도설(感應圖說)」 1질은 만문(滿文)과 한문(漢文)으로 아울러 해
석을 해 놓아 도움이 되는 것이 진실로 깊었다. 손을 씻고 읽어본 뒤에 또 나도 모르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또 말하기를, “선을 많이 하는 것이 싫지 않으니 게을리 하지 말고 즐길 뿐이다.”라고 
하고는 바로 번각하려 하는데,  영군 태수(寧郡太守) 동군(佟君)이 선을 좋아하여 나와 마음이 같아 즉
시 훌륭한 각수에게 주어 판각하여 함께 어진 풍습을 드날리게 하였다. 이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응보
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응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책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최성환의 서문의 일부를 본다.
생각건대 우리 동방에 간행되어 유포된 것은 아직도 적막하니 이 점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한스러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무신년(1848, 헌종14)에 본편의 정문(正文)2을 간행하였고 지금 또 만문
과 한문으로 된 선악에 보응한다는 내용의 도설(圖說)로 된 책 약간 권을 구하여 모두 간행한다. 그 도
상과 한문은 본래의 권질대로 베끼고, 만문(滿文)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 언해로 고쳤다. 만문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언해로 된 것은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이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마다 눈으로 보고서 환하게 알아 학사(學士), 대부(大夫)의 주석과 
가르침을 수고롭게 들이지 않아도 되니, 위로는 교화를 돕고 만민을 구제하며 아래로는 자기를 이롭
게 하고 남을 구제할 수 있다. 바라건대 우리 동지들은 두터이 스스로 복을 지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밭을 가는 사람이 가을 추수를 기대한다면 곡식을 파종해야 하고 굶주린 사람이 배부르고 싶으면 음
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다. 가을 추수를 원하면서 곡식을 심지 않고 배부르기를 바라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책의 5권, 즉 지(知)권 마지막에 보면 ‘光緖六年庚辰季春刊印’이라 되어 있어 1880년(고종17)에 
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소개한 최성환의 서문을 보면  1848년에 감응편 정문을 한 
번 간행한 뒤 1852년에 이 책을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1852년에 간행한 것은 현재 규장각에 영본
이 소장되어 있는데 (一簑古170-T122a)와 (一簑古170-T122)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수요가 많아 여러 번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규장각에 이 책과 함께 간행한 동일 판본
의 책이 奎3970을 비롯하여 총 51부 소장되어 있어 당시의 수요와 보급 의지를 짐작하게 한다.
불교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은 시문의 문자를 보면 유학에 상당한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다. 

해제

위에 이미지로 제시한 것은 이 책 1권의 마지막에 실린 것으로 장군악보(將軍惡報)의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 누사덕(婁師德)은 당나라 때 장군으로 토번을 쳐 큰 공을 세워 벼슬과 포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사람 2명을 잘못 죽인 일이 있어 천상에서 이를 알고 누사덕에게 그 죄값으로 수명
이 다했다고 통보하자, 누사덕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죽는다는 내용이다. 그림의 내용은 사
람들이 죽은이의 혼령을 부르는 ‘복(復)’을 하듯이 지붕에 올라가 떠나가는 누사덕을 전송하고 있다. 
화표주를 연상하게 하는 높은 기둥과 구름을 그려 누사덕이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였다.  아래에 함께 비교용으로 제시한 것은 중국본인 「태상감응편도설」(奎中4422)이다. 아래 그림은 
핵심만 묘사한데 비해 이 책의 그림은 장식적 요소가 더 가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최성환은 「중향집(衆香集)」을 편찬한 유운(劉雲), 「계궁지(桂宮志)」를 편찬한 서정(徐珽)
등과 함께 1877년(고종14)에 도교단체인 무상단을 조직한 인물이다. 이들은 도교 활동을 하기 이전 
이들은 모도 도사(導師)들로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의 직원이기도 하고 이 거점을 중심으로 포교활동
을 하였으며 종교적 의례를 행하였다. 이들은 중국에 가서 책과 상을 구입해 오고 국내에서 여러 종류
의 권선서를 출간하였는데 그 책들의 면면을 보면 지식층과 하층민을 두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책
의 내용도 다양하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과 조선 왕실, 중국 화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이해에 요긴한 청나라 사람 주작정(朱作鼎)의 서문과 조선 사람 최성환(崔�煥)의 서문을 번
역하여 부록에 제시한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1. 규장각 소장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奎中4422)
2. 규장각 소장  「태상감응편도설」 (一簑古170-T122-v.5)
3. 규장각 소장  「태상감응편」 (奎中5325)
4. 규장각 소장  「감응편직강」(奎古199)
5. 규장각 소장  「월아당총서(粵雅堂叢書)」(奎中 5969)
6. 규장각 소장  「경신록(敬信錄)」(奎中1154)
7. 규장각 소장  「경신록언해(敬信錄諺解)」(가람 古 299)
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해제집2」, 경인문화사, 2013.
9. 朴盛鍾,  「太上感應篇 및 그 圖說類 이본에 대한 管見」, 민족문화논총, 2012.
10. 김윤수, 「高宗時代의 鸞壇道敎」, 「東洋哲學」 제30집, 2008.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
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해제집2」, 경인문화사, 2013.

1　백하(白下) : 강소성 남경시 서북에 있는 지명이다.

2　정문(正文) :   본문을 말한다. 「감응편」은 여러 종류 있지만 책 구성이 크게 대문, 주석, 도설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문은 바로 대문

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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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

중국인 주작정朱作鼎 서문

예로부터 천도天道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방탕한 자에게 화를 내려

준다.1 그러므로 말하기를,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일을 쌓은 집에는 반드

시 남은 재앙이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不善之家, 必有餘殃]”2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생의 인연

을 알고자 하면 이번 생에서 받은 것을 보면 알고, 내세의 인연을 알고자 하면 이번 생에 짓는 인연을 보면 

안다.[要知前世因, 今生受者是, 要知來世因, 今生作者是」”3 라고 하였으니, 이번 생의 부와 귀가 모두 전생에

서 선을 쌓은 결과이며 이번 생의 가난과 천함 역시 전생에서 악을 쌓아 그렇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간사한 말을 하고 괴벽한 행동을 하며 남을 방해하고 남에게 각박하게 대하며 잔인하게 사람을 

해친다면 오늘 부귀한 자가 내세에 반드시 빈천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빈천한 자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만약 선을 쌓고 인仁을 행하며 방편을 널리 베풀어 여러 생령들을 구제한다면 오늘 빈천한 사람이 내세에

는 반드시 부귀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부귀한 자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또한 굳이 내세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그 보답이 드러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른바 “선악은 끝내 보답이 있고 다만 보답

이 빠른지 늦는지의 차이만 있다.”4 라고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단지 한 때의 탐욕과 분노

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면서 다음에 받을 응보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어찌 인생이 꿈과 같아 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안단 말인가?5 살아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고 죽은 뒤에 그저 슬퍼한다면 이른바 

“만 척의 배가 가지 않고 오직 재앙이 그 몸을 따른다.[萬船將不去, 惟有孼隨身]”라고 하는 것이다. 태상太

上6 께서 사람이 미혹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감응편」을 지어 사람을 깨우쳐 사람

들이 허물을 고쳐 선으로 옮겨 가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공경히 받든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지난번에 군수로 있을 때에 허 학사許鶴沙 선생이 도설

1　  선한……내려준다 : 「서경(書經)」 「상서(商書) 탕고(湯誥)」에 “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방탕한 자에게 화를 내려준다. 그리하여 하(夏)

나라에 재앙을 내려 그 죄를 드러낸 것이다.[天道, 福善禍淫. 降災于夏, 以彰厥罪]”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2　  선을……있다 :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서 인용한 말이다.

3　전생의……안다 : 명나라 풍몽룡(馮夢龍)의 소설 「유세성언(喻世明言)」 제29장에 이 말이 보인다.

4　  선악은……있다 : 이 말은 「명심보감(明心寶鑑)」, 「증광현문(增廣賢文)」, 「수호전(水滸傳)」, 「금병매(金甁梅)」, 풍몽룡(馮夢龍)의 「성세항

언(醒世恒言)」 등에 두루 보이는데, 도종의(陶宗儀)의 「설부(說郛)」 권15 「선악유보(善惡有報)」에 의하면 고시라 한다. 누구의 시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5　어찌……말인가 : 인생이 잠시의 꿈처럼 짧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6　태상(太上) : 도교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상제(上帝)를 지칭하는 말이다.

圖說을 그린 것을 보고 봉록을 덜어 간행해 배포하였다. 그 뒤에 백하白下7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금에 와서 

관찰사 완 강릉皖江陵이 다시 간행하여 만 여 부를 배포하였다. 이번에 다시 경조 태수京兆太守 고군高君이 보

내준 「감응도설感應圖說」 1질은 만문滿文과 한문漢文으로 아울러 해석을 해 놓아 도움이 되는 것이 진실로 깊

었다. 손을 씻고 읽어본 뒤에 또 나도 모르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또 말하기를, “선을 많이 하

는 것이 싫지 않으니 게을리 하지 말고 즐길 뿐이다.”라고 하고는 바로 번각하려 하는데, 영군 태수寧郡太守 

동군佟君이 선을 좋아하여 나와 마음이 같아 즉시 훌륭한 각수에게 주어 판각하여 함께 어진 풍습을 드

날리게 하였다. 이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응보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응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상제가 내려다보고 귀신이 살펴보니 만약 양계陽界, 인간 세계의 그물을 벗어난다 해도 결단코 음계陰界의 그

물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험 삼아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살펴  보라. 그 그물을 피해간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오직 보는 자 중에 공경하고 믿지 않는 자가 없어서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

지 않은 사람도 속히 뉘우쳐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이른바 “고해苦海는 끝이 없고 고개를 돌리면 그

곳이 바로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힘써 실천하지 않겠는가. 만약 이 책을 번각

翻刻하여 다시 널리 배포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보우하고 자손이 그를 현창할 것이며 공덕이 무량할 것

임을 나는 안다. 이에 서문을 쓴다. 삼한三韓 주작정朱作鼎 구당씨瞿堂氏는 삼가 적는다. 

(원문)

太上感應篇圖說序 從來天道, 好善而惡惡, 福善而禍淫. 故曰 :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不善之家, 必有

餘殃”. 又曰 : “要知前世因, 今生受者是, 要知來世因, 今生作者是.” 可知今生之富與貴, 皆前生積善所致, 今

生之貧且賤, 亦前生積惡而然. 

倘若言奸·行僻·利己·妨人·刻薄·殘害, 則今之富貴者, 來生必致貧賤, 况貧賤者乎! 苟能積善行仁, 溥施方便, 

救濟群生, 則今之貧賤者, 來生必致富貴, 况富貴者乎! 且有不必俟諸來生, 而今世現報者, 亦甚多也. 所謂‘善惡

到頭終有報, 只爭來早與來遲’. 奈何世人, 祇任一時之貪嗔, 不顧日後之報應? 豈知人生若蒙, 爲日幾何? 生時不

善, 死後徒悲, 所謂‘萬船將不去, 惟有孼隨身’. 太上憫人之迷而不悟, 故作<<感應篇>>, 以警之, 欲人之遷善改過也. 

予敬奉此篇, 歷有年所. 前作郡時, 卽照許鶴沙先生繪畫圖說, 捐俸刊施. 厥後, 量移白下, 及今觀察皖江陵, 

續刷佈已萬餘部矣. 玆復得京兆太守高君所遺感應圖說一帙, 滿漢兼釋, 裨益良深. 盥誦之餘, 又不覺播傳

心切, 亦曰 : “善不厭多, 樂此勿倦耳”. 正將翻刻間, 而寧郡太守佟君, 好善同情, 卽授良剞劂, 登之梨棗, 共揚

仁風. 斯知善有善報, 惡有惡報. 

上帝鑒觀, 鬼神照察, 卽或脫得陽羅, 斷難逃于飮綱. 試看篇中所載, 曾見放過誰來? 幸惟覽者莫不敬且

信焉, 庶善者益臻于善, 而否者亦可速改自新. 所謂‘苦海無邊, 回頭是岸’, 人胡不勉而行之? 倘有翻刻此書, 

再爲廣布, 吾知天必祐之, 子孫顯之, 功德無量矣. 是爲序. 三韓朱作鼎瞿堂氏謹識. 

7　백하(白下) : 강소성 남경시 서북에 있는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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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

중각 감응편도설重刻太上感應篇圖說의 서문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보며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

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하였다.1 또 이르기를, “눈은 보는 것을 담당하고 귀는 듣는 것을 담당한다.”라고 하

였다.2 무릇 하늘이 보고 듣는 것은 백성들을 기다려야 하고, 백성들이 보고 듣는 것은 귀와 눈을 기다려

야 하며, 귀와 눈은 오히려 스스로 보고 들을 수 없으니 반드시 형체와 소리를 기다려야 할 뿐이다. 그렇

다면 형체는 본래 눈을 필요로 하고 소리는 본래 귀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형체는 혹 형제가 없는 상

태가 되기도 하고 소리는 혹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하니, 귀와 눈도 때로 궁색해질 때가 있는 

것이다. 이는 형체로써 형체를 알고 소리로써 소리를 아는 것이 쉽게 깨우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그림자

로써 형체를 알고 메아리로써 소리를 아는 것이 친근하고 절실하여 귀와 눈이 더 이상 궁색해지지 않는 

것은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한 번 이쪽의 그림자와 메아리를 듣고 보면 저쪽의 형체와 소리와 같으니 오

늘의 응함이 전일에 감응한 것이다. 이것을 한 가지 이치로 종합해 보건대 어느 것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 책의 이름을 「감응편」이라 한 것일까. 이 편을 지은 유래는 구서舊序에 갖추어져 있다. 

생각건대 우리 동방에 간행되어 유포된 것은 아직도 적막하니 이 점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한스러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무신년(1848, 헌종14)에 본편의 정문正文3을 간행하였고 지금 또 만문과 한문

으로 된 선악에 보응한다는 내용의 도설圖說로 된 책 약간 권을 구하여 모두 간행한다. 그 도상과 한문은 

본래의 권질대로 베끼고, 만문滿文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 언해로 고쳤다. 만문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

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언해로 된 것은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이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사람들마다 눈으로 보고서 환하게 알아 학사學士, 대부大夫의 주석과 가르침을 수고롭게 들이지 않아

도 되니, 위로는 교화를 돕고 만민을 구제하며 아래로는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구제할 수 있다. 

바라건대 우리 동지들은 두터이 스스로 복을 지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밭을 가는 사람이 가을 추수

를 기대한다면 곡식을 파종해야 하고 굶주린 사람이 배부르고 싶으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다. 가

을 추수를 원하면서 곡식을 심지 않고 배부르기를 바라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1　옛말에……하였다 : 「서경」 「주서(周書) 태서(泰誓)」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서도 이 말을 인용하였다.

2　눈은…… 하였다 : 이 말은 「관자(管子)」 권10 「주합(宙合)」에 보인다.

3　  정문(正文) : 본문을 말한다. 「감응편」은 여러 종류 있지만 책 구성이 크게 대문, 주석, 도설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문은 바로 대문

을 지칭한다. 

그런데 곡식을 심는 데도 도가 있고 음식을 먹는 데도 기술이 있다. 좋은 곡식을 심으면  좋은 곡식이 

자라고 나쁜 잡초를 심으면 나쁜 잡초가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심은 것이다. 맛좋은 음

식을 먹으면 나를 기르는데 알맞지만 짐독을 마시면 곧 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역시 내가 먹는 대로 

된 것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요행을 바라 나쁜 잡초를 심기도 하고 짐독을 마시기도 하였다. 어찌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고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요행이다’라고 말한단 말인가. 다시 한 번 바라건

대 동인同人들이 두 가지 이치가 없고 실천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잘 타이른다면 거의 가능할 것이다. 

- 구각을 한 무신년 4년 뒤 임자년(1852, 철종3)에 예성蘂城, 충주 최성환崔瑆煥 성옥보星玉甫는 삼가 쓴다. 

(원문)

한국인 崔瑆煥 서문

重刻太上感應篇圖說序  古云 :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又曰 : “目司視, 耳司聽”.  夫天之視聽待

乎民, 民之視聽待乎耳目, 而目耳猶不能自爲視聽, 必有待乎形聲而已, 則形固需目, 聲固需耳矣. 然而形或止

於無形, 聲或止於無聲, 則目耳亦有時窮矣. 是徒知以形知形, 以聲知聲之爲易曉, 而殊不知以影而知形, 以

響而知聲之視聽之爲親切, 而目耳之爲更不窮也. 試看借邊之影響, 卽彼邊之形聲, 猶之, 今日之應, 是前日

之感. 摠之一理, 無有或爽, 是其名篇者耶? 此篇之由舊序備矣.

惟是吾邦之刊布, 尙此廖廖, 寔爲吾人之所同恨也. 是以前在戊申歲, 以所得本篇正文登刻, 今又得善惡

所報圖說, 滿漢字一部若干卷, 幷付棗梨, 其圖像與漢子, 依本秩翻寫, 滿字則改以東諺, 以滿字之吾東所不

解, 而俚語之爲婦孺之所同知也. 於是人人可得以寓目瞭然, 而不勞於學士大夫之註釋指敎, 而上可以助化

濟物, 下可以利己救人. 

願我同志厚自造福, 如畊者之望秋, 惟其播種, 如飢者之求飽, 惟其進食, 欲秋而不種, 欲飽而不食, 吾知

其難矣哉. 

然而種之有道, 食亦有術, 種之嘉穀, 嘉穀生焉, 種之稂莠, 稂莠成焉. 是惟自我所種, 食之甘旨, 則滋養

宜之, 食之酖毒, 則死亡隨之, 是亦惟我所食. 古往今來, 未或不然, 而人亦未嘗, 僥倖於萬一, 而稂莠之, 酖

毒之也. 何獨於善善惡惡, 而曰無庸乎? 曰僥倖乎? 更願同人誘以理無二致, 行之一切, 則庶乎其可也已. - 

舊刻戊申歲後, 四年壬子, 蘂城, 崔瑆煥 星玉甫, 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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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 一簑古170-T122-v.5

청구기호
一簑古

170-T122-v.5
작가

주작정(朱作鼎)편, 
최성환(崔瑆煥)(朝鮮) 편

자료명
태상감응편도설

(太上感應篇圖說)
수량 2책(零本), 도(圖)

시각자료 소재 양상
인물명과 그림이 앞면에 나오고 뒷면에 한문 원문과 언해식(諺解式) 국문 번역이 실려 있다.

4권 : 38개의 도설   /  5권 : 48개의 도설

국적 / 시대 / 연대 철종 3년(1852)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冊. 其他 

규격 전체 35.4x22.2cm 화면 23x14cm 

제작기법 목판본

이미지1

                                     
「태상감응편」 권4 「신도선보(臣道善報)」 안진경(顔眞卿)

이미지3

                                  
「태상감응편」  권5 부인악보 (婦人惡報) 용유민처 (龍游民妻)

기존해제 

1〉 古 4660-8朱作鼎 편, 崔瑆煥 언해, 1880년(고종 17).5권 5책, 목판본, 33×22cm.〈2〉 一簑 古 170-T122a
朱作鼎 편, 崔瑆煥 언해, 1852년(철종 3).1책(零本), 목판본, 35.2×22.4cm.〈3〉 一簑 古 170-T122-v.5朱作鼎 
편, 崔瑆煥 언해, 1852년(철종 3).1책(零本), 목판본, 35.4×22.2cm.19세기의 중인 학자 崔瑆煥(於是齋‚ 1813-
1891)이 간행한 道家類의 勸善書이다. 최성환은 1848년(헌종 14)에 ≪太上感應篇≫을 간행하였고‚ 1852년(철종 
3)에 ≪太上感應篇圖說≫을 서울에서 간행하였는데 ＜一簑 古 170-T122a＞본과 ＜一簑 古 170-T122-v.5＞
본이 그것이다. ＜古4660-8＞본은 1880년(고종 17)에 왕명으로 다시 간행한 것이다. ≪태상감응편≫은 12세기
경 중국 송나라에서 편찬되었는데 작자는 미상이다. ≪文昌帝君陰騭文≫‚≪關聖帝君覺世眞經≫과 더불어 ‘三聖
經’이라 불리며 중국 민중에게 신앙의 대상이자 일상의 규범서로 널리 퍼졌다. ≪태상감응편≫의 원문은 1‚200자 
정도인데 본서는 그림과 그와 관련한 고사를 적어넣어 민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다. 최성환이 입수한 책은 원
래 그림과 한자 그리고 만주어로 되어 있었으나 최성환은 만주어를 빼버리고 한글로 언해하였다. 서문은 네 가지
가 실려 있는데 중국인 王雲錦과 佟賦偉가 쓴 ≪태상감응편≫의 서문‚ 중국인 朱作鼎이 쓴 ≪태상감응편도설≫의 
서문‚ 그리고 최성환이 1852년에 간행할 때 지은 서문이 그것이다. 서문 다음에는 본문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자세
를 다섯 가지의 계율로 나타낸 ＜感應篇讀法纂要＞‚ 감응편의 ＜靈驗記＞를 실어놓았다. 다음에는 ≪태상감응편
≫ 본문을 크게 인쇄하고 언해하였다. 본문에서는 ≪태상감응편≫에 해당하는 일화를 소개하였는데‚ 매 일화는 그
림‚ 한문‚ 언해로 구성되었다. 각 권에 실린 일화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권1에서는 至孝之報‚ 不陰之報‚ 好義之報
‚ 宰相善報‚ 宰相惡報‚ 大將善報‚ 大將惡報를 주제로 하여 趙居先 등 38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2에서는 刑官
善報‚ 刑官惡報‚ 史官善報‚ 史官惡報‚ 言官善報‚ 言官惡報‚ 養民官善報‚ 養民官惡報를주제로 하여 范純仁 등 46
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3에서는 太監惡報‚ 吏書善報‚ 吏書惡報‚ 士人善報‚ 士人惡報‚ 農人善報‚ 農人惡報‚ 工
人善報‚ 商人善報‚ 商人惡報를 주제로 하여 魚朝恩 등 37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4에서는 臣道善報‚ 臣道惡報
‚ 子道惡報‚ 夫婦善報‚ 夫婦惡報‚ 兄弟善報‚ 兄弟惡報‚ 朋友善報‚ 朋友惡報를 주제로 하여 王祐 등 38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권5에서는 婦人善報‚ 婦人惡報‚ 放生戒殺善報‚ 放生戒殺惡報‚ 方術惡報를 주제로 하여 顧成의 며느
리 錢氏 등 48인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도설이라는 형식과 그에 대한 한글로 언해한 점을 감안하면 일반 백성들에
게 반포하려는 목적이 일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권 앞면 책표지에 왕명으로 간행했다는 글이 있고
‚ 5권 말미에 왕·왕비·세자의 壽福을 기원하는 글이 있다는 점과 본문의 주제가 대부분 관리의 됨됨이에 관한 내
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왕을 비롯한 관료 일반을 위한 권선서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성환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책은 道家類의 경세서라고 볼 수도 있겠다[최성환의 이력은 ≪覺世新編八鑑常目≫
＜古 1422-1＞의 해제 참조]. ＜一簑 古 170-T122a＞는 권4에 해당하는 1책이고‚ ＜一簑 古 170-T122-v.5＞
본은 권5에 해당하는 1책이다. 1852년(철종 3) 서울에서 간행하였다. 서지사항은 ＜古 4660-8＞과 같으나 다만 
＜感應篇讀法纂要＞와 ＜靈驗記＞가 말미에 실려있다. (이경구)

해제 

이 책은 「태상감응편도설」(古4660)과 내용이 완전히 같은 책이다.  「태상감응편도설」(古4660)에 실린 최성환의 서
문에 1852년(철종3)에 구각을 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책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책 뒤에 붙은 “咸豊壬子京
中新刊”의 함풍 임자가 바로 그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은 「감응편독법찬요(感應篇讀法纂要)」가 본문이 끝나고 뒤에 붙어 있는 점이 다른데, 이는 나중에 책을 
다시 묶어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감응편독법찬요(感應篇讀法
纂要)」를 뒤에 붙였다가 1880년에 다시 책을 찍을 때 앞으로 돌린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중 일사고는 
(고4660)의 4, 5권에 해당한다. 그림과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첫 번째 그림은 이 책 4권에 실린 안진경의 일화를 다룬 것으로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선한 보답[臣道善報]을 받았
다는 예시이다. 안진경은 당나라 안록산의 난 때 평원군(平原君)을 목숨을 걸고 지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여기서는 
이희열(李希烈)이 반란하였을 때 재상 노기(盧杞)가 안진경을 해치기 위하여 그를 보내 이희열을 항복하게 하였는
데 안진경이 적을 달랬으나 되지 않자 유서를 남기고 순국한 뒤에 그 보답으로 신선이 되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났
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림의 장면은 이희열이 진중에 불을 피우고 자신에게 항목하지 않으면 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안진경을 협박하자 안진경이 신하의 도리로 권유한 뒤 불로 뛰어들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오만한 
이희열과 그를 설득하는 안진경,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다소 놀라고 있는 부관과 불을 붙이는 사람의 모습이 적절
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두 번째 그림은 잘못한 부인이 악한 응보를 받는다[婦人惡報]는 사례로 든 이야기이다. 송나라 때 용유(龍游) 지역
에 살던 어떤 백성의 아내 오씨(吳氏)가 시어미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까워 다투다 그 밥을 빼앗아 돼지에게 주었는
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오씨와 두 아들은 물론 돼지까지 모조리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내용이다. 그림은 시어미
에게 빼앗을 밥을 막 돼지에게 주는 장면을 그렸는데 널찍하고 번듯한 집과 뒤안의 대나무가 집안이 풍족함을 드러
내고 시어미의 모습은 야위게 그렸으며 마당의 아이들은 무심하게 그렸다. 글의 핵심을 잡아 그리고 있다.
참고로 두 편의 언해문을 읽어보면 번역 수준이 상당하다. 한문 특유의 어법으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기 곤란한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또 중간에 생략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잘 전달하고 
있다. 당시 대중의 표교에 힘쓴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과 그림은 모두 「태상감응편도설」 (古4660)에 똑
같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태상감응편도설」 중에서는 1852년(철종3)에 출간되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는 가치가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태상감응편도설」(古4660)과 부록으로 붙인 서문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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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의견
이 책은 一簑古170-T122a와 一簑古170-T122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책이므로 하나의 청구기호로 분
류하여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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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향집(衆香集), 奎中1998

청구기호 奎中1998 작가

당(唐) 여암(呂嵓) 저‚ 
유운(劉雲) 휘집‚ 

이배근(李培根) 교정(校訂)
자료명

중향집

(衆香集) 
수량 8卷 8冊.  圖

시각자료 소재 양상 1권 목차 뒤 18면에 부우제군상(孚佑帝君像)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조선/ 1881년(고종 18)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冊. 其他 

규격 전체
 책 전체 : 31.6×20.5cm

四周單邊, 半葉匡郭:21.3×14.8cm, 9行 20字 注雙行.
화면   半葉匡郭:21.5×15cm

제작기법 활자본(全史字)

이미지1

                                     

인장 매권 1면 ‘溟洲 劉雲 彙集’ 글자 아래 주문방인 “金城金生復之印”

자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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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唐代人 呂嵓(798~·)의 시문집. 淸代 문인 劉雲·李培根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1881년(고종 18) 金昌熙
가 쓴 서문이, 권말에 柳守元·劉雲의 발문이 있다. 여암의 자는 洞賓·巖客, 호는 衆香이며 河中府 永樂縣 사람이
다. 서문에서 김창희는 衆香의 뜻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다. 서문에 이어 總目, 聖像, 總義疏, 諸葉問答이 있다. 권
1은 玉華葉으로 淸微三品大乘度劫眞經三卷·洞妙玄微五品經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同參經三卷·醒心
眞經·先天一·度人妙經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皇極證眞洞妙八品經·延生證聖眞經·金玉寶經·心經·
聖德諸品經 2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4는 佛檀葉으로 道世指歸·福報指南·金華宗旨·微言摘要와 仙蔘葉
으로 藥言寶典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5는 孤竹葉으로 求心篇·正敎編과 惺蘇葉으로 玉詮語錄·新月壇語錄·玉
淸語錄·涵三語錄·雲巢精舍語錄, 趵突泉語錄·片金語錄·無相壇語錄 등 어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권6에는 悅
栢葉으로 〈大洞玉經序〉 등 序 25편, 扶麻葉으로 〈終南得道記〉 등 記 4편, 甘蔗葉으로 〈忠孝誥總論〉 등 論 6편, 香
菊葉으로 〈訓世說〉 등 說 6편, 錦花葉으로 〈求子文〉 등 文 30편, 瑤草葉으로 〈度斗疏〉 등 疏 1편, 妙果葉으로 〈三
寶心·跋〉 등 跋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7은 靈芝葉으로 詩 358수가 詩體別로 수록되어 있고, 이어 蟠桃葉으로 
賦 5편, 英雲葉으로 贊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8은 金蓮葉으로 自敍傳 1편과 부록으로 〈帝君本傳〉 1편이 수록되
어 있고, 이어 神蓍葉으로 聖蹟紀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에 따르면, 본서는 여암의 全集이 아니고 전해오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抄하여 엮은 것이라 하였다. 저자는 儒·佛·道 三敎에 정통하여 본서에 각 敎의 經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小品이라 할 만한 짤막하고 가벼운 글들도 다수 있다. 명말 청초의 소품문과 비교해 볼 만한 자
료이다. 詩에도 〈悟道歌〉 등 도를 깨우치는 내용의 것이 많고, 〈絶慾歌〉 ·〈戒淫歌〉·〈戒食牛肉歌〉·〈放生歌〉 등 
불교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안순태) 

기존해제 2

이 책은 唐 呂嵓(生卒年代 未詳)의 전집이다.여암은 권8에 수록된 ＜帝君本傳＞에 의하면 字는 洞賓으로 河中府 
永樂縣(지금의 山西省 安澤縣 부근) 사람으로 전한다고 한다. 또한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날마다 적지 않은 글을 
지었는데 입에서 내뱉으면 문장을 이루었으며‚ 華陽巾을 쓰고 白黃襴衫을 입고 크고 검은 띠를 매기 좋아하여 모
습이 張子房과 흡사하였다 한다. 20세가 되었으나 장가들지 않고 草野에 은거하였다가 속세로 돌아와 훗날 咸通
(859-873) 年間에 進士에 급제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64세였다고 한다. 그리고 景靈宮에 초상을 세워 당시에 해마
다 제사를 지냈는데‚ 신통하고 오묘한 효과가 傳記에 실려있는 것을 이루다 서술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며‚ 나중
에는 元 世祖에 의해 ‘純陽演警化眞君’에 봉해지고‚ 元 武宗은 다시 ‘純陽演警化孚佑帝’에 봉하였다고 한다.이 책
에 수록된 金昌熙의 서문과 劉雲의 발문이 1881년(光緖 辛巳)에 쓰여진 점을 감안할 때 奎章閣 所藏本은 1881년
에 간행된 版本으로 추정된다. 각 권의 첫 장에는 劉雲이 편집하고 李培根이 교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이 책의 體
裁는 다음과 같다. 총 8권 8책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권은 순서대로 ‘乾部’‚ ‘兌部’‚ ‘離部’‚ 震部‘‚ 巽部‚ 坎部‚ 艮部

‚ 坤部라 명명되었다. 제 1책의 서두에는 文昌의 ‘衆香集序’‚ 金昌熙의 서문 및 ‘衆香集總目’이 실려있고‚ 각 권의 앞
에는 다시 해당 권의 목록을 싣고있다. 권1의 앞부분에는 孚佑帝君의 초상과 ＜總義疏＞‚ ＜諸葉問答＞이 실려있
으며‚ 권1에는 ＜三品眞經＞과 ＜五品經＞이 실려있다. 권2는 ＜同叅經＞‚ ＜醒心眞經＞‚ ＜度人妙經＞‚ 권3은 
＜八品經＞‚ ＜誕生經＞‚ ＜金玉寶經＞‚ ＜心經＞‚ ＜聖德經＞ 등이 실려있으며‚ 권4는 ＜道世指歸＞‚ ＜福報指
南＞‚ ＜金華宗旨＞‚ ＜闡幽問答＞‚ ＜微言摘要＞가 실려있고‚ 하반부에는 ＜藥言寶典＞ 상‚ 하권이 실려있다. 권
5는 ＜求心篇＞과 ＜正敎編＞이 실려있으며‚ 하반부에는 ＜玉詮語錄＞‚ ＜新月壇語錄＞등이 수록되어있다. 권6
은 문장 편으로 각종 經‚ 解‚ 文集의 서문과 記‚ 論‚ 說‚ 文‚ 疏‚ 跋이 순서대로 실려있고‚ 권7은 시편으로 古體詩‚ 五
言律詩‚ 七言律詩‚ 五言絶句‚ 七言絶句‚ 雜體詩‚ 詩餘‚ 賦‚ 贊의 순서로 수록하였다. 권8은 自敍傳과 聖蹟紀要 등
이 수록되어있으며 그 말미에는 柳守元과 1881년(光緖 辛巳)에 쓰여진 劉雲의 발문이 실려있다.柳守元은 발문에
서 “이 ≪중향집≫은 孚佑帝師의 聖典에서 뽑아 엮은 것이다”라 하고 여암을 종교적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래서 중
반부에는 “대저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불사르고 조아리며”‚ “바라는 바에 응답하고 大道를 성취하며 
생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기를 청하였다. 큰 것은 크게 응하고 작은 것은 작게 응하였는데‚ 사람의 발원하는 것
에 제각각 대소가 있기에‚ 老師의 감응도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운의 발문에서는 “무릇 香이
라는 물질은 보려해도 볼 수 없으며‚ 들으려해도 들을 수 없는데‚ 향기를 쐬면 심신이 즐거워지고 온 몸이 편안해져
‚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하기 어려우니‚ 향의 덕과 쓰임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성인의 법도가 가진 향내 또
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논함으로써‚ 이 책이 ‘중향집’이라고 명명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창희는 서문에서 “≪중
향집≫은 孚佑帝君이 聖人을 만들고 衆生을 구제하는 책이다”고 전제하고 “아! 이 책은 ≪中庸≫‚ ≪周易≫과 서
로 표리를 이루고 있어서 儒家의 서적이라 이를 만하고‚ ≪老子≫‚ ≪莊子≫와 서로 조응하고 있으니 道家의 서적
이라 이를 만하며‚ ≪法華經≫‚ ≪楞嚴經≫과 함께 大乘을 실증하였으니 佛家의 서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를 총괄하여 본다면‚ 이 책은 여암을 떠받든 이들이 그의 글을 종교의 경전으로 삼아 편찬한 전집
으로 여겨지며‚ 더불어 그의 사상은 유‚ 불‚ 선이 통합된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은 그의 작품 가
운데 ＜仙況＞‚ ＜念佛＞‚ ＜論道五首＞‚ ＜登仙賦＞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백광준)
이 책 「중향집」에는 책 이름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발간 경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계궁지」의 서문 「중향집」
의 서문과 발문이 쓰여진 시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책은 1881년에 서정(徐珽)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중향집」
에서 유운(劉雲)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뽑아 발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운은 서정과 마찬가지로 도교의 진
흥을 위해 노력한 도사로 당시 동묘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중향(衆香)이란 말은 유운이 쓴 발문에 자세하다. 그 요점은 “여러 향기로운 말씀으로 대천세계(大千世界 광활무변
한 세계)를 널리 교화하여 지각과 감정이 있는 온갖 만물로 하여금 모두 오묘한 말씀의 향기를 하나하나 다 듣게 하
여 그 향기와 빛으로 법계를 장엄하고자 한 것이다.以衆香廣薰大千, 使群品含識, 咸聞妙香一一得, 以香光莊嚴法
界也]”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여동빈의 말과 행적을 숭앙하여 세상을 교화하겠다는 의지에서 붙인 이름이다.

[ 책이름에 ‘집(集)’이 붙은 것은 문집의 체제를 따른 것인데 실제로는 경문을 모아 놓은 형태로 되어 있어 일종의 종
교 성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유운의 발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염화미소는 영취산에서 설법을 베푼 부처의 향기이고, 황홀한 도의 말씀은 함곡관을 나선 노자의 말씀이며, 내가 너
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이구산에서 나신 공자의 말씀이다. 이 향기는 비단 성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일체의 중생이 모두 한 이삭의 마음의 향기가 있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어서 모자라거나 지나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오직 범부들은 그것을 지키고 잘 수양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拈花微笑, 鷲嶺之香也, 恍兮惚兮, 
函關之香也, 吾无隱乎爾, 尼山之香也. 是香也, 非但聖人所存, 一切衆生, 皆有一穂心香, 本來具足, 無欠無餘, 而
惟凡夫不能保任薰修耳.”

유운이 쓰는 말에 이미 불교어가 많듯이 이 책은 유가 윤리를 근간으로 불교와 도교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는 이 책
을 편찬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계궁지(桂宮志)」(奎中2119)와 서로 비교가 
되는 책이므로 두 책을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 책에 비해 「계궁지」가 더 종교적인 색체가 강하고 비교적 실제 
사실이 많이 들어 있는 책이 「관제성적도지」이다. 이 세 책은 모두 서정이 중국에서 가지고 와 간행한 것이다.
여동빈의 행적은 8권 「제군본전(帝君本傳)」에 자세하다. 도상과 관련된 일부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군은 태어날 때 금형(金形)에 목질(木質)1 이었다. 학의 정수리에 거북이 등이요, 호랑이 체격에 용의 뺨을 하였다. 
푸른 눈썹이 층이 지고 모가 났으며 봉황의 눈이 귀밑머리로 찢어졌고 목이 길고 광대뼈가 튀어 나왔다. 이마가 넓고 
몸이 둥그스름하였다. 코볼이 높고 곧게 솟았으며 얼굴은 황백색이다. 왼쪽 눈썹 일각에 검은 점 하나가 있고 왼쪽 눈 
아래에도 검은 점 하나가 있다. 머리는 크고 두 발 아래 문양이 은은하게 나 있는데 거북이처럼 갈라져 있다. 어려서 
총명하고 민첩하여 한 번에 만 마디 말을 기억하였으며 입을 열면 그대로 문장이 되었다. 자라서는 키가 5척 2촌(어
떤 본에는 8척 2촌이라 한 곳도 있다.)이었다. 머리에 화양건(華陽巾)을 쓰기를 좋아하고 백황색의 난삼2을 입었으며 
크고 검은 띠를 매었다. 모습이 장자방(張子房)과 같았다.”

* 여동빈은 <요지연도(瑤池宴圖)>, 검선도(劍仙圖) 등 많은 회화의 소재가 될뿐만 아니라 도자기 등에도 동정호를 날
아다니는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널리 알려진 신선이며, 동정호와 관련한 시문에 종종 나오는 인물이다. 이 도상에
서도 여동빈의 주요 특징인 화양건(華陽巾)과 등에 찬 칼, 품이 넓은 도포(黃爛襂) 차림 등의 형상화가 나타나 있다. 
「제군본전(帝君本傳)」은 여동빈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원천 자료가 되므로 그 일부를 번역하여 부록에 첨부한다.

특기의견

규장각의 대부분의 「중향집」 해제에서는 유운(劉雲)을 청나라 사람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유운은 1881년 당시 동묘
를 관리하던 한국사람으로 도사이다. 본관이 강릉(고호 溟州)으로 가선대부(嘉義大夫) 행용양위군(行龍衛護軍)의 
무관직 고관으로 동관왕묘(東關王廟)의 관리를 하던 도관(道官)이었다. 이는 규장각 소장 「성계집(聖乩集)」 2쪽 일
기 「進新刊聖蹟圖誌賀箋」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유운은 순조 21년(1821)에 태어나 고종 21년(1884)에 향
년 64세로 별세하였다. 29세 때인 헌종(憲宗) 15년 (1849)에 불교거사로 삼교회통사상가인 월창거사(月窓居士) 
김대현(金大鉉)(~1870)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불교의 묘련사(妙蓮社)의 난단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였음을 김
윤수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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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장각 도서 「삼성보전(三聖寶典)」(奎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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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형(金形)에 목질(木質) : 외모가 강해보이고 내면의 성질이 부드럽다는 뜻이다. 인간의 관상과 타고난 성질을 오행인 목화토금수의 성

질로 이해하여 분류한 일종의 술수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금형은 외모에 강인한 기운이 느껴지고 단아한 형모를 말하는데 사각턱 같은 

것을 말하고 목질은 부드러운 내면 성질을 말하므로 여동빈이 남을 돕기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2　삼(襴衫) : 유생들이 흔히 입는 옷차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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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향집 권8 坤 金蓮葉 自敍傳 付 帝君本傳

제군 본전帝君本傳

제군은 성이 여呂이고, 휘가 암嵓이며(어떤 곳에는 암巖으로 되어 있다.) 자가 동빈洞賓인데, 대대로 하중

부河中府 영락현永樂懸에 살았다.(어떤 본에는 포판蒲阪이라 되어 있다.) 증조 여연지呂延之는 당나라에 벼슬하여 

하동 절도사河東節度使로 재직하다 죽었다. 조 여위呂渭는 예부 상서禮部侍郞를 지냈다. 부 여양呂讓은 해주 자사

海州刺史를 지냈다.(어떤 본에는 온溫, 양良, 공恭, 검儉 4형이 있다고 되어 있다.)1 정원貞元 14년(798)(어떤 본에

는 정관貞觀 병오丙午, 646로 되어 있다) 4월 4일 사시巳時,오전 9시~11시에 태어났다.

어머니가 해산하기 직전에 기이한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고 하늘의 음악이 공중에 맴돌았다. 한 마리 

흰 학이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마침내 휘장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제군은 태어날 때 금형金形에 목

질木質2이었다. 학의 정수리에 거북이 등이요, 호랑이 체격에 용의 뺨을 하였다. 푸른 눈썹이 층이 지고 모

가 났으며 봉황의 눈이 귀밑머리로 찢어져 있으며, 목이 길고 광대뼈가 튀어 나왔다. 이마가 넓고 몸이 둥

그스름하였다. 코볼이 높고 곧게 솟았으며 얼굴은 황백색이다. 왼쪽 눈썹 일각에 검은 점 하나가 있고 왼

쪽 눈 아래에도 검은 점 하나가 있다. 머리는 크고 두 발 아래 문양이 은은하게 나 있는데 거북이처럼 갈

라져 있다. 어려서 총명하고 민첩하여 한 번에 만 마디 말을 기억하였으며 입을 열면 그대로 문장이 되었

다. 자라서는 키가 5척 2촌(어떤 본에는 8척 2촌이라 한 곳도 있다.)이었다. 머리에 화양건華陽巾을 쓰기를 

좋아하고 백황색의 난삼襴衫3을 입었으며 크고 검은 띠를 매었다. 모습이 장자방張子房과 같았다. 나이가 20

인데도 장가들지 않았다.(어떤 본에는 유 교위劉校尉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제군이 강보에 쌓여 있을 때 마조馬祖4가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골상이 비범하니 본래 풍진 세상을 초월해 살 것이로다. 후일 여廬를 만나면 살고 종鍾을 보

1　  부 여양(呂讓)은……되어 있다 : 이럴 경우 여동빈의 아버지는 5남 중 막내가 된다. 『논어』 「학이(學而)」에 공자(孔子)가 국정에 참여하

는 방식과 관련하여 자공(子貢)이 “선생님은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경하고 검소하고 겸양하는 덕을 바탕으로 해서 얻으신 것이니, 선생

님이 구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夫子溫良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異乎人之求之與〕”라고 말

한 내용이 있다. 여동빈의 아버지 형제 이름 온(溫), 양(良), 공(恭), 검(儉)은 여기서 나온 것인데, 아버지 이름이 양(讓)이므로 여동빈의 

아버지는 5형제 중 막내에 해당한다.

2　  금형(金形)에 목질(木質) : 외모가 강해보이고 내면의 성질이 부드럽다는 뜻이다. 인간의 관상과 타고난 성질을 오행인 목화토금수의 성

질로 이해하여 분류한 일종의 술수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금형은 외모에 강인한 기운이 느껴지고 단아한 형모를 말하는데 사각턱 같은 

것을 말하고 목질은 부드러운 내면 성질을 말하므로 여동빈이 남을 돕기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난삼(襴衫) : 유생들이 흔히 입는 옷차림이다.

4　  마조(馬祖) : 709~788. 당나라 때 유명한 선사인 마조 도일(馬祖道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글에 보인 여동빈의 생년과 잘 

맞지 않는다. 

면 두드리라!”

라고 하기에 마음에 담아 잘 기억하였다. 후에 여산廬山에서 노닐다가 비로소 화룡진인火龍眞人을 만나 천

둔검법天遁劍法을 전수 받았다. 이 때부터 인간 세상에서 세속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먹을 팔았는데 호를 

순양자純陽子라 하였다. 함통咸通, 860~873 중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는데(어떤 본에는 회창會昌, 841~845 중에 두 

번 진사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 때 거의 나이가 64세였다. 

후에 장안의 술집에서 노닐다가 도사 한 사람을 만났다. 푸른 두건에 흰 도포를 입고 긴 수엽에 눈이 

수려하였다. 손에는 자줏빛 지팡이를 짚었고 허리에는 큰 표주박을 찼다. 절구 세 수를 써서 벽에 붙였다. 

첫 수는 이랬다.

앉으나 누우나 늘 술 한 병을 차고서  坐臥常携酒一壺

두 눈이 장안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네  不敎雙眼識皇都

천지가 이처럼 커 이름붙일 수 없는데  乾坤許大無名姓

나는 인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한 장부  疏散人間一丈夫

두 번째 수는 이랬다.

도를 얻은 신선 만나기 쉽지 않으니  得道眞仙不易逢

어느 때나 귀의하여 종유할 수 있을까  幾時歸去願相從

그의 말로는 사는 곳이 창해와 닿아 있고  自言柱處連滄海 

봉래산 제일봉이라는 별천지라 하던데  別是蓬萊第一峰

세 번 째 수는 이랬다.

자주 즐기며 웃고 떠드는 걸 싫어하지 말라 莫厭追歡笑語頻 

깊이 생각해 어지러우면 정신을 상한다네  尋思離亂可傷神

한가하게 손가락 꼽으며 처음부터 헤아려 보니 閑來屈指從頭數

맑고 평안함 얻은 이 몇 사람이나 있던가  得到淸平有幾人

제군이 그의 모습이 기이하면서도 예스럽고 시의 뜻이 표일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읍을 하고 성씨를 

물었더니 도사가 말하기를,

“나의 성은 종리鍾離이고 이름은 권權이며 자는 운방雲房이다.”

라고 하였다. 제군이 두 번 절하고 함께 자리에 앉기를 청하였다. 종리가 말하기를,

“좋네. 시 한수 읊어보게! 내가 살펴보리라!”

라고 하였다. 제군이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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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집에서 태어나 태평 세상을 만났으나  生在儒家遇太平

매단 갓끈은 너무 무겁고 포의가 가볍다네  懸纓重滯布衣輕

누가 세상의 명리를 다투는가    誰能世上爭名利

옥백을 바치고 하늘에 귀의해 섬기리라   臣事玉帛歸上淸

종리권이 그 시를 보고 속으로 가만히 기뻐하여 이로부터 10가지 시험을 하였다. 

(이하 생략/ 총 27면 중 앞 3~4면 번역.)

帝君姓呂, 諱嵓(一作巖), 字洞賓, 世爲河中府永樂懸人(一作蒲阪), 曾祖延之仕唐, 終河東節度使. 祖渭

禮部侍郞. 父讓海州刺史(一云有溫良恭儉四兄). 貞元十四年(一云貞觀丙午), 四月十四日巳時生.

母就蓐時, 異香滿室, 天樂浮空, 一白鶴自天飛下, 竟入帳中不見. 生而金形木質, 鶴頂龜背, 虎體龍腮, 翠

眉層稜, 鳳眼朝鬢, 頸修顴露, 額濶身圓, 鼻粱聳直, 面色黃白, 左尾角一黑子, 左眼下一黑子, 筋頭大, 兩足下

紋隱起如龜坼. 少聰敏, 一記萬言, 矢口成文. 旣長, 身五尺二寸(一云八尺二寸), 喜頂華陽巾, 衣白黃襴衫, 繫

大皀絛, 狀類張子房. 二十不娶(一云娶劉校尉女). 

始在襁褓, 馬祖見之曰 : “此兒骨相不凡, 自是風塵表物, 他時遇廬則居, 見鍾則扣” 留心記取. 後游於廬

山, 始遇火龍眞人, 傳天遁劍法. 自是混俗貨墨於人間, 號純陽子. 咸通中, 擧進仕第(一云會昌中, 兩擧進士, 

不第), 時年六十四歲. 

後游長安酒肆, 見一䣁士, 靑巾白袍, 長髥秀目, 手携紫筇, 腰掛大瓢, 書三絶句于壁.

一曰 : “坐臥常携酒一壺, 不敎雙眼識皇都. 乾坤許大無名姓, 疏散人間一丈夫.”. 二曰 : “得道眞仙不易逢, 

幾時歸去願相從. 自言柱處連滄海, 別是蓬萊第一峰.” 三曰 : “莫厭追歡笑語頻, 尋思離亂可傷神. 閑來屈指

從頭數, 得到淸平有幾人.” 帝君訝其狀貌奇古, 詩意飄逸, 因揖問姓氏. 䣁士曰  : “吾姓鍾離, 名權, 字雲房.” 

帝君再拜延坐. 鍾離曰 :“可. 吟一絶! 予欲觀之!” 帝君遂呈一絶曰 : “生在儒家遇太平, 懸纓重滯布衣輕. 誰

能世上爭名利, 臣事玉帛歸上淸.” 鍾離見詩暗喜, 自是十試. (이하 생략/ 총 27면 중 앞 3~4면 번역.)

5. 계궁지(桂宮誌), 奎中2119

청구기호 奎中2119 작가
서정(徐珽) 휘집(彙輯), 
이배근(李培根) 교정(校訂)

자료명
계궁지

(桂宮志) 
수량 9권 7책, 圖

시각자료 소재 양상 1권 21면에 문창제군상(文昌帝君像)
3권 70면(끝부분)에 단계적도(丹桂籍圖) 

국적 / 시대 / 연대  한국 / 조선 / 1881년(고종 18)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冊. 其他 

규격 전체
 책 전체 : 28.4×19.3cm

四周單邊, 半葉匡郭:21.3×14.8cm, 9行 20字 注雙行.
화면 半葉匡郭:21.3×15.5cm

제작기법 활자본(全史字)

이미지1

                                     
『계궁지』 권1 문창제군상(文昌帝君像)

이미지2

                                     
『계궁지』 권3 단계적도(丹桂籍圖)

인장 자료상태    상    중    하

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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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1881년(고종 18) 조선에서 중국 도교의 주요 天神인 文昌帝君과 관련한 경전 및 기타 문건들을 모아 편집한 책자. 
명·청시대 중국 민간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도교 신앙에 바탕한 善書(一名勸善書)‚ 곧 ≪太上感應篇≫‚ ≪文昌
帝君陰隲文≫‚ ≪關聖帝君覺世眞經≫ 등이 널리 보급되었다. 사원 등에서는 보시용으로 많은 선서들을 보급하였
으며 집집마다 이들 善書들을 구비‚ 功過思想이 널리 신앙되었다. 이는 조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우선 
三聖帝君 신앙이 조선에 처음 도입된 것은 임난을 통해 關聖帝君 신앙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조선후기에는 
關聖帝君‚ 文昌帝君‚ 孚佑帝君의 三聖帝君 신앙이 널리 보급되었는데‚ 조선후기 삼성제군 신앙을 주도한 집단으
로 無相壇侍士 집단이 있다. 무상단시사 집단은 三聖과 관련한 많은 경적류를 간행‚ 보급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였
다. 조선말 고종대에는 국왕 고종이 삼성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삼성신앙은 국가적으로도 권장되어 ≪太
上感應篇≫‚ ≪太上感應篇圖說≫‚ ≪敬信錄≫‚ ≪敬信錄諺解≫‚ ≪過化存神≫ 등 많은 善書들이 왕명으로 간행 
보급되었으며 고종말에는 關聖廟도 중창되었다. 본서는 고종대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조선의 삼성제군 신앙을 주도
하던 무상단시사 집단이 편집‚ 간행한 책자이다. 매 권의 첫머리의 ‘安南 徐珽 彙輯‚ 鷄林 李培根 校訂’이라는 記文
은 본서의 편집자와 교정자를 알려 준다. 연이은 두종의 서문‚ 곧 1877년 純陽道人 呂氏‚ 1881년 申正熙의 서문은 
본서의 편찬 경위를 잘 보여 준다. 특히 申正熙의 서문에서는 ‘우리 東土는 萬曆 임진왜란시 관성제군의 도움을 입
음을 계기로 東廟·南廟의 2廟가 설립되었고 이후 王室 및 民庶에 의해 신봉되었다. 그러나 文昌帝君 및 孚佑帝
君의 경우에는 관련 경전이 없었는데 이때 徐珽이 淸에 가서 二聖의 聖像을 구해왔고 또 동지와 더불어 ＜關聖聖
蹟圖志＞를 간행하고 이어 ＜二聖鸞書＞‚ ＜桂宮誌＞‚ ＜文昌乩宣重香集＞‚ ＜孚佑降筆＞ 등을 간행하였는데 이
들 경적은 모두 서정이 중국에서 구해온 것들이다’고 하였다. 편집자 徐珽의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권9 ‘詩類’ 
부분 중에서 ‘無相壇謁文帝’라는 詩文를 올리고 있는 점에서 무상단시사의 일원임을 알 수 있다. 서문에 이어 聖像
‚ 總例論‚ 總論이 있다. ‘聖像’은 文昌帝君의 圖像으로 여기에는 玄天上帝의 讚文 등 4종의 찬문이 부기되어 있다. 
‘總例論’은 道德‚ 行化‚ 方便‚ 靈驗‚ 功烈‚ 消劫‚ 會通 등 문창제군의 행적 및 功力에 대한 기본 설명이며‚ ‘總論’은 문
창제군이 내린 가르침의 대강에 대한 설명이다. 본문은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대항목은 권1 ＜天蓬
編＞ 玉敎函‚ 권2 ＜天芮篇＞ 璇機函‚ 권3 ＜天衝篇＞ 月宮函‚ 권4 ＜天輔篇＞ 龍門函‚ 권5 ＜天禽篇＞ 鳳章函

‚ 鸞錮函‚ 天源函‚ 권6 ＜天心編＞ 海恩函‚ 同慈函‚ 不忘函‚ 護經函‚ 觀物函‚ 珍愛函‚ 권7 ＜天主編＞ 金聲函‚ 兩儀
函‚ 권8 ＜天荏編＞ 普應函‚ 輔相函‚ 瑤冊函‚ 文壽函‚ 권9 ＜天英編＞ 藝垣函‚ 啓類‚ 疏類‚ 序類‚ 記類‚ 文類‚ 詩類

‚ 四言詩‚ 五言古詩‚ 七言古詩‚ 五言排律‚ 五言律詩‚ 七言律詩‚ 五言絶句‚ 賦類‚ 贊類‚ 跋類이다. 대항목 아래에는 
수많은 소항목이 분입되어 있는데‚ 가령 권1의 玉敎函 아래에 孝經‚ 忠經‚ 君子經‚ 太上洞玄靈寶梓潼本願眞經 등
이 분입되어 있는 형식이다. 매 권은 주제별로 나뉘어 있는데‚ 대체로 권1은 문창제군이 내린 經‚ 권2는 문창제군의 
傳記‚ 권3-권4는 문창제군이 내린 文‚ 권5-권6 海恩函까지는 문창제군이 내린 戒則이나 寶訓‚ 권6 同慈函부터는 
여러 聖神들이 내린 序文‚ 記文‚ 跋文‚ 銘‚ 篇 등‚ 권7은 문창제군이 내린 詩文‚ 권8은 문창제군에 대한 歷代왕실의 
封爵‚ 祀典‚ 遺蹟‚ 墓宮 등의 제도에 대한 기록‚ 권9는 문창제군을 모신 祠堂‚ 또는 여러 인물들이 올린 啓文‚ 疏文‚ 
序文‚ 記文‚ 祭文‚ 각종 詩文‚ 賦文‚ 讚文‚ 跋文 등이다. 권9에서는 중국 歷代의 많은 인사들의 頌文을 싣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인들의 송문도 싣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 인물들의 頌文 아래에 小字로 ‘淸 彭定求’와 같이 국명·
성명을 달았으나 조선인의 경우 국명을 달지 않고 성명만을 달았는데 徐珽‚ 劉雲‚ 丁鶴九‚ 張旭‚ 劉晟欽‚ 崔晃‚ 李
璹 등이 이들이다. 이들이 올린 송문의 제목 중에는 ‘無相壇謁文帝’‚‘無相壇下恭祝’‚‘文星閣齋檀’‚ ‘謁文昌壇’ 등 無
相壇 및 文昌閣과 관련한 것들이 많아 고종대 삼성제군 신앙이 이들 기관을 통해 주도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본서
의 마지막 면에는 丁丑年(1877) 劉雲이 쓴 발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동방은 궁벽하여 천백년 동안 文昌帝君
의 法化를 입지 못한 것이 유감인데 丁丑年 봄에 徐珽이 여러 同社‚ 곧 여러 無相壇 侍士들과 더불어 이 聖誌를 편
집하였다’고 했다. 규장각 도서인 ≪聖乩集≫중에는 光緖 2년 十月에 興仁門의 外聖廟(東關王廟)에서 ≪聖蹟圖誌
≫의 新刊을 기념하여 嘉義大夫行龍驤衛護軍 劉雲 등이 箋文을 올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유운이 1877년 무렵 
行龍驤衛護軍로서 흥인문 동관왕묘를 관리하는 직임에 종사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조선말 고종대 삼
성제군 신앙이 조선 사회에 널리 확충되던 분위기를 잘 보여 주는 책자로 주목된다. (정경희)

해제

이 책은 1881년 조선 말기 동묘(東廟)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도교 집단 무상단(無相壇)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서정
(徐珽)에 의해 간행된 9권 7책의 목판본이다. 5권과 6권이 7책에 7권과 8권이 8책에 합본되어 있다. 서정은 당시 
남관왕묘의 도사로 고종대 우리나라 도교 집단인 무상단에서 출판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로 이들이 신봉하
던 관우, 문창제군, 여동빈의 상을 만들고 그와 관련한 책인 『관제성적도지(關帝聖蹟圖誌)』, 『중향집(衆香集)』, 『계
궁지(桂宮誌)』 등을 중국에 가서 가져와 출판한 인물이다. 그 내용은 신정희(申正熙)가 쓴 『계궁지』의 서문에 잘 나
타나 있고 최근 김윤수(金侖壽)의 논문에서 무상단의 실체가 잘 밝혀져 있다. 
이 책은 문창제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행적과 그가 사람을 통해 내린 말씀을 기록하고 중국과 한국인의 시와 
글을 모아 놓은 책이다. 
책 제목 계궁(桂宮)은 달을 의미하는데 이는 달 속에 계수나무가 산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였으며 옛 고사에 의해 과거 급제를 
절계(折桂)라고 하는데 문창제군 신앙이 민간에서 주로 수험생의 구복 신앙으로 성행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창제군은 그 설이 분분하나 이 책과 함께 관련된 다른 규장각 도서를 참조하여 서술한다. 『계궁지』 권2 끝에 「영
응대제사실(靈應大帝事實)」과 「본전(本傳)」이 붙어 있는데 각각, 진(晉)나라 때 촉(蜀) 지역 재동현(梓潼縣)에서 모
시던 장아(張亞)와 황제(皇帝)의 후손으로 주(周)나라 초기에 오회(吳會) 지역에 살던 장선훈(張善勳)이라 말하고 있
어 두 신앙이 서로 합쳐진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권1에 실린 문창제군 상과 권 3에 실린 음즐문(陰騭文)1, 
그리고 『삼성보전(三聖寶典)』(奎)12687 「文昌帝君孝經」에 실린 내용 등을 참조해 보면 기본은 촉의 장아(張亞)로 
판단된다. 『삼성보전』에 의하면 문창제군은 이름이 장아(張亞)이고 자가 방부(霶夫)로, 진(晉)나라 시대에 재동현
(梓潼縣)에서 살았는데, 효성이 너무도 지극하여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주어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 

성인이 된 뒤에는 남궁(南宮)에서 거처하면서 관제(關帝, 관우), 여조(呂祖, 여동빈)와 함께 하늘의 명을 받들어 천하
를 교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규장각 도서 『남궁계적(南宮桂籍)』(古1422-13) 「남궁계젹셔」의 주석에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표교할 때 이렇게 정리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계궁지」 권2 「영응대제사실(靈應大帝事實)」에
서는 장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대제는 성이 장(張)이고 이름이 아(亞)이며 자가 방부(霶夫)이다. 성체는 살이 쪄 있는데 대략 사산(祠山)에 있는 모습과 비
슷하다. 얼굴은 자색이고 코는 높다. 눈은 크고 눈동자는 떠져 있으며 입은 방정하고 붉다. 이마는 넓고 크며 귀는 길어서 
입으로 향하고 있다. 수염 3가닥이 자라 있으며 두 뺨에도 터럭 몇 가닥이 나 있다.(다른 판본에는 根자가 株로 바뀌었다.
大帝姓張, 諱亞, 字霶夫. 聖體肥滿, 大略與祠山相似. 面顔紫色, 隆準, 眼大而睛露, 口方而紅, 額闊而方, 耳大而朝
口, 三丫鬚多而長, 兩臉亦有鬚數根.(一作株)

이 서술은 이미지 1 문창제군상과 일치한다. 
이 책이 『관제성적도지』나 『태상감응편』 등과 크게 다른 점은 앞에 소개한 책은 선을 권장하는 권선서이며 구체적
인 예증을 들고 있어 유교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회 교화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이 책과 함께 서정이 같이 
간행한 여동빈을 신앙하는 『중향집』은 모두 강신의 말씀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서(鸞書 강신할 때 생긴 
글자를 기록, 서문 주석 참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현세적인 복을 기원하는 음즐문(陰騭

文)이 함께 있다는 점이다. 규장각에는 당시 무상단(無相壇)에서 포교할 때 나누어 준 여러 치병이나 부적, 생활 수
칙, 일기 등이 함께 소장되어 있어 20세기 후반 격변기 민중들의 신앙생활과 함께 한국 도교의 구체적 실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도교의 삼성인 관제, 문창, 부우에 대해 서술한 『관제성적도』, 『계궁지』, 『중향집』에는 모두 그 상이 1권에 찍혀 있다. 이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신정희(申正熙)의 서문에 의하면 이 상은 서정이 북경에 가
서 구해 온 것으로 관제 신앙과 달리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서문은 이렇게 적었다. “우
리나라는 만력 임진년의 난리 때에 비로소 관성(關聖)을 맞이하여 도움을 받아 동묘(東廟)와 남묘(南廟) 두 사당을 
건립하여 조정에서 존중하여 받들자 많은 백성들이 달려왔다. 그러나 다만 문창제군과 부우제군은 성대하게 받들 
겨를이 없어 훗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서군 정(徐君珽)이 성인의 가르침을 독실이 믿어 착한 일을 널리 행하였으니 삶과 죽음의 이치에 통달한 자라 할 만
하다. 비로소 두 성인의 수용(睟容 유상)을 연경에서 구해와2 동지들과 모의하여 먼저 <<관제성덕도지(關帝聖蹟圖
誌)>> 약간 권을 간행하고, 이어 두 성인의 난서(鸞書)3를 간행하였다. <<계궁지(桂宮誌>> 몇 권은 문창제군이 내려
주신 말씀이고4 <<중향집(衆香集)>> 몇 권은 부우제군이 내려 준신 글씨5이다. 이는 모두 서군이 중국에서 널리 구
하여 와서 단회를(壇會)를 열어 사람을 보아 완성한 것이다. 이 책도 아울러 판각하는 사람에게 맡겨 장차 여러 방면
으로 유포하여 행여 사람들이 깨달아 지향할 바를 알기를 바란 것이니, 또한 어진 사람의 마음씨라 하겠다.”
이 서문에 의하면 문창제군과 부우제군의 상은 1881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이고 3성인의 책을 이 때 서
정이 모두 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창제군의 상은 앞에 소개한 「계궁지」 권2 「영응대제사실(靈應大帝事實)」의 
내용이 많은 참고가 된다. 문창제군이 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여의주(如意珠)이다. 

그 옆에 시동하는 동자 2인은 각각 천롱(天籠)과 지아(地啞)라고 하는데 이는 문창제군이 관장하는 문운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되므로 아예 듣지 못하거나 알아도 발설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제군의 앞에서 두루마리를 올리는 노
인은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 
2번째 이미지는 「계궁지」 권3 말미에 붙은 「단계적도(丹桂籍圖)」이다. 「계궁지」 권3은 「월궁함(月宮函)」이라는 글
이 있는데 이는 음즐문으로 문창제군이 자신이 사대부의 몸으로 촉 땅에서 현신하여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어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고 그 뒤에 매 구절마다 주석이 있다. 이 주석에 
의하면 주(周)나라 때 태어난 장선훈(張善勳)이라는 사람은 장아의 전신이므로 결국 같은 사람이다.
이 도상의 이름에 나오는 ‘단계(丹桂)’는 위에서 말한 대로 과거급제를 의미하며, ‘적(籍)’은 부적을 뜻하므로 과거 급
제를 기원하는 부적이라는 뜻을 제목에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부적이 실린 「문창대동치온보록(文昌大洞治瘟寶籙) 
」古1422-7)과  「기령현묘경(奇靈玄妙經) 」 (古1422-4)의 부적과 비교해 보면 똑 같은 것은 없지만 각 부분의 도안 
양상을 통해 도안이 부적임을 알 수 있다. 
도형의 표현은 문창제군이 거주하는 ‘남궁(南宮)’의 전서체 2 글자를 부적의 모양으로 변화시킨 것이며, 「원궁함」의 
음즐문 대문 전체를 이 부적의 글자 안에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돌아가며 빼곡히 적어 놓아 상당한 공력을 들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부적이 이 책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단순한 권선서가 아니라 종교적 색채가 강
한 도교서임을 말해준다. 이 부적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특이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참고로 규
장각에 소장된 문창제군 신앙과 관련하여 치병, 부적, 주문 등의 책이 함께 소장되어 있고 이 책이 대부분 1880년대 
동묘와 남묘를 중심으로 한 무상단과 왕실과 연관된 것을 볼 때 당시 도교에 대한 운동이 왕성하여 민간의 현실적인 
수요에 응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상단을 중심으로 하여 왕실, 중국 화교 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과 도상 이해에 필요한 신정희의 서문을 별지에 제시한다.

특기의견

1.기존 정경희의 해제에서 “＜二聖鸞書＞‚ ＜桂宮誌＞‚ ＜文昌乩宣重香集＞‚ ＜孚佑降筆＞ 등을 간행하였다.”고 
하면서 경전 이름을 열거하였는데 이는 문헌 판독을 잘못한 것이다. 이성(二聖)의 난서(鸞書)가 곧 『계궁지』와 『중향
집』을 가리키며,  ‘文昌乩宣’과 ‘孚佑降筆’은 모두 『계궁지』와 『중향집』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 계궁지에는 문창제군
의 말씀이, 『중향집』에는 여동빈, 즉 부우제군이 내려준 글이 적혀 있다는 뜻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제에 첨부한 서
문 번역을 참조. 『중향집』은 규중1988 『중향집』 참조.
2. 『문창제군음즐문(文昌帝君陰騭文)』의 ‘음즐(陰騭)’이 음등(陰騰)으로 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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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즐문(陰騭文) : 남에게 복선화음을 권유하는 글을 말한다. 음즐(陰騭)의 ‘즐(騭)’은 ‘정하다[定]’라는 의미이며 ‘음즐(陰騭)’은 ‘마음속으

로 작정하여 남을 가만히 돕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서경』에서 유래한 말이다. 『서경』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오직 하늘이 아

래의 백성들을 남몰래 안정시켜 거처하는 곳을 도와 화합하게 하였다.[惟天陰騭下民,  相協厥居]”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2　연경에서 구해와 : 원문은 ‘燕楂’이다. 이는 해로를 통해 북경을 다녀왔다는 의미이다.

3　  난서(鸞書) : 통상 황제나 임금이 내리는 조서를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문창제군 등이 강림하여 내린 말을 가리킨다. 이는 일반적

인 권선서를 선서(善書)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며 종교적인 색채가 더욱 강하다,

4　  말씀이고 : 원운은 ‘乩宣’이다. 이 말은 일종의 점을 쳐서 받은 계시나 예언을 말한다. ‘계선(乩宣)’의 ‘계(乩)’는 부계(扶乩) 나 부난(扶鸞)

이라 부르는 말로, 신령을 맞이할 때 두 사람이 ‘丁’자 형태의 나무를 모래 판 위에 쥐고 있으면 신령이 강신하여 모래판에 글자가 쓰여

지는데 이를 판독하여 얻은 계시나 예언, 비결 등을 말한다.

5　내려 주신 글씨 : 웜문은 ‘降筆’이다. 각주 12번과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  계궁지  계궁지서 桂宮誌序  申正熙서문

계궁지桂宮誌1 의 서문

지극한 성덕을 가진 사람은 살아서는 성현聖賢이 되고 죽어서는 명신明神이 되어 신과 사람이 같고 살아

서나 죽어서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문왕文王의 오르내리심이 상제의 좌우에 있다.”2 라고 하였

으니 신도神道에 대해 설교한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신이 직접 가르침을 폈다는 말을 전에 들어본 일

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본래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또 어떤 말하는 사람이, 

“‘신에게 말을 듣는지 백성에게 말을 듣는지에 따라 나라의 흥망과 쇠락이 갈라진다.’3 라고 하는데 이 점

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려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언젠가 경전을 상고해 보니, “위대하신 상제가 아래를 굽

어보심이 밝다.”4 라고 하였고, “상제가 그대에게 임하였으니 그대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5 하였으며, “신

과 사람이 화합한다.”6 라고 하였고, “온갖 신이 제사를 받는다”7 고 하여 교郊, 사祀, 체禘, 상嘗이 전례典禮의 

으뜸이 되었다. 이 어찌 모방하고 헤아리며 이치로 추정하여 한 것이겠는가? 상제와 백신이 하늘에 임어

해 있고 옆에서 질정할 수 있으니 재앙을 내리고 상서를 내리는 것이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다. 그러므로 

“신명의 강림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싫어해서야 되겠는가?”8 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모두 융성한 옛날에 성인으로 신명과 통한 덕 있는 사람일 것이다. 

1　  계궁지(桂宮誌) : 책 이름에 대해 이 책에 밝혀진 글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추정해 보자면 계궁(桂宮)은 달을 의미라고 그 달 안에 과거

시험 합격을 뜻하는 ‘절계(折桂)’와 관련된 계수나무가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문창제성 신앙에서 중요한 과거 급제 발원과 관련하여 이

런 작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문왕의……있다 : 『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나오는 말이다.

3　  신에게…… 갈라진다 : 신의 말보다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좌전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좌전』에 “괵(虢)나라는 아마도 망할 것이

다. 나라가 흥하려 할 때는 임금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나라가 망하려 할 때는 임금이 신의 말을 듣는다. [虢其亡乎! 吾聞之, 國將興, 聽於

民; 將亡, 聽於神.]”라고 하였다. 『左傳 莊公 32年』

4　  위대하신……밝다 : 『시경』 『대아(大雅) 황의(皇矣)』에 “위대하신 상제가 아래를 굽어봄이 밝아 사방을 관찰하여 백성의 안정을 구한

다.[皇矣上帝, 臨下有赫. 監觀四方, 求民之莫]”라고 대목에서 인용한 말이다.

5　상제가…… 말라 : 『시경』 「대아(大雅) 大明」에서 인용한 말이다.

6　  신과……화합한다 : 송나라 송기(宋祁)의 「대악도의서(大樂圖義序)」에 “나라는 신과 사람을 화합하게 하여 재앙을 조화롭게 한다. [邦

國以和神人, 以諧疵癘]”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7　  온갖…… 받는다 : 원문은 ‘百神受紀’이다. 이 말은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 『예기(禮記)』 「예운(禮運)」에 “교 제사를 예에 맞게 행하

여 백신이 직분을 받았다. [禮行於郊, 而百神受職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그러나 ‘受紀’는 ‘受記’와 같은 뜻으로 ‘제사를 받는다’는 

말로 글쓴이가 간접 인용하면서 글자를 문맥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8　  신명의……되겠는가 : 『시경』 「억(抑)」에서 인용한 말이다. 성의(誠意)를 다하여 신에게 제사하더라도 오히려 정성이 부족하여 신이 올지 

알 수 없으니 신을 공경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5권  보존연구 제 1장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046     047



말세가 된 뒤로 성인이 나타나지 않아 신도가 그에 따라 묻혀 대지에 사는 사람이 그치지 않고 악행을 

하는데도 구하여 그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리하여 장무壯繆9, 문창文昌10, 부우孚佑11의 세 성인이 이어 출

현하여 오랜 세월을 드나들면서 공덕이 원만하고 자비가 넓고 깊어 현호顯號를 받아 밝은 명을 받들어 어

리석은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을 잣ㄴ의 임무로 삼았다. 천여 년이 지나는 동안 위령이 혁혁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신 자취가 무궁하여 중국의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 사당을 건립하고 상을 조성하

면서도 혹 뒤처지지나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만력 임진년의 난리 때에 비로소 관성關聖을 

맞이하여 도움을 받아 동묘東廟와 남묘南廟 두 사당을 건립하여 조정에서 존중하여 받들자 많은 백성들이 

달려왔다. 그러나 다만 문창제군과 부우제군은 성대하게 받들 겨를이 없어 훗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서군 정徐君珽이 성인의 가르침을 독실이 믿어 착한 일을 널리 행하였으니 삶과 죽음의 이치에 통달한 

자라 할 만하다. 비로소 두 성인의 수용睟容 유상을 연경에서 구해와12 동지들과 모의하여 먼저 <<관제성덕

도지關帝聖蹟圖誌>> 약간 권을 간행하고, 이어 두 성인의 난서鸞書13를 간행하였다. <<계궁지桂宮誌>> 몇 권은 문창

제군이 내려주신 말씀이고14 <<중향집衆香集>> 몇 권은 부우제군이 내려 준신 글씨15이다. 이는 모두 서군이 

중국에서 널리 구하여 와서 단회壇會를 열어 사람을 보아 완성한 것이다. 이 책도 아울러 판각하는 사람에

게 맡겨 장차 여러 방면으로 유포하여 행여 사람들이 깨달아 지향할 바를 알기를 바란 것이니, 또한 어진 

사람의 마음씨라 하겠다. 

어허! 삼대三代 이전에는 성현이 태어나시어 사람들도 신과 같이 되었지만 삼대 이후로는 성현이 나지 

9　  장무(壯繆) : 관우(關羽), 즉 관제(關帝)를 말한다. 관우는 죽은 뒤에 촉한 후주(後主) 경요(景耀) 3년(260년)에 장무후(壯繆侯)라는 시

호를 받았다. 관제 신앙은 본래 무인들이 숭상하던 것이나 관우가 의리가 분명하다 하여 상인들이 숭배하여 나중에는 무신과 재신으로 

크게 숭앙받게 되었다.

10　  문창(文昌) : 문창제군(文昌帝君)을 말한다. 문창제군은 그 설이 복잡하나 대체적으로 성신이 인신과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두

칠성 옆에 있는 문창성은 사람의 문운(文運)과 이록(利祿)을 관장하여 예로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책 『계궁지』 권2 끝에 「영응

대제사실(靈應大帝事實)」과 「본전(本傳)」이 붙어 있는데 각각, 진(晉)나라 때 촉(蜀) 지역 재동현(梓潼縣)에서 모시던 장아(張亞)와 황

제(皇帝)의 후손으로 주(周)나라 초기에 오회(吳會) 지역에 살던 장선훈(張善勳)이라 말하고 있어 두 신앙이 서로 합쳐진 것을 시사

한다. 한편 규장각에 소장된 『삼성보전(三聖寶典)』에 의하면 문창제군은 촉에 살던 장아이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

주어 성인이 되어 남궁(南宮)에 거처하면서 관제, 여조와 함께 하늘의 칙령을 받아 천하를 교화하는데 주로 효를 담당한다고 서술하

고 있다. 이 문창제군 신앙은 후대에 여러 이적이 일어나 전국적인 신앙이 되었고 또 과거 시험에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으로 명대

에 크게 성행하였다. 

11　  부우(孚佑) : 여동빈, 즉 부우제군을 말한다. 여동빈은 원래 당나라 사람인데 신선 종리권(鍾離權)에게 선술을 전수받은 뒤에 도인이 

되었다. 여동빈은 도인이 된 뒤 여러 차례 이적을 보이며 사람을 도와 그 인기가 원나라 때 더욱 높아졌으며, 1310년 무종(武宗)으로부

터 부우제군(孚佑帝君)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부우라는 말은 『서경』 「탕고(湯誥)」에서 유래한 말로 남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12　연경에서 구해와 : 원문은 ‘燕楂’이다. 이는 해로를 통해 북경을 다녀왔다는 의미이다.

13　  난서(鸞書) : 통상 황제나 임금이 내리는 조서를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문창제군 등이 강림하여 내린 말을 가리킨다. 이는 일반적

인 권선서를 선서(善書)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며 종교적인 색채가 더욱 강하다,

14　  말씀이고 : 원운은 ‘乩宣’이다. 이 말은 일종의 점을 쳐서 받은 계시나 예언을 말한다. ‘계선(乩宣)’의 ‘계(乩)’는 부계(扶乩) 나 부난(扶

鸞)이라 부르는 말로, 신령을 맞이할 때 두 사람이 ‘丁’자 형태의 나무를 모래 판 위에 쥐고 있으면 신령이 강신하여 모래판에 글자가 

쓰여지는데 이를 판독하여 얻은 계시나 예언, 비결 등을 말한다.

15　내려 주신 글씨 : 웜문은 ‘降筆’이다. 각주 12번과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않아 신도 사람과 같이 되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이치는 한 가지이다. 이 세 책16이 나

타나 안타깝고 자비롭게 보시는 뜻과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귀를 당겨 알려주고 얼굴을 대면해

서 말씀해 주시는 정도뿐만이 아니거늘, 세상에 아직도 의심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또한 

믿는 자는 스스로 믿을 것이고 의심하는 자는 스스로 의심하는 대로 내버려 둘 따름이다. 

서군이 일찍이 『계궁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한 마디 말을 부탁하여 서문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성신聖神의 오묘한 뜻은 원래 얕은 식견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와 별의 문채는 모방해 따라 그

릴 수 없는 법이다. 다만 서군이 상像을 사오고 글을 판각한 전말을 서술하여 돌려보낸다. 이치가 얕고 말

이 졸렬하여 성신聖神의 뜻에 부합하는 바가 없을까 몹시 두려우니 어찌한단 말인가?

광서光緖 신사년(1881) 음력 9월, 동양東陽 신정희申正熙는 삼가 쓴다.

원문

桂宮誌序

聖德之至, 生而爲聖賢, 歿而爲明神, 神人一致, 生死無間. 故曰 : “文王陟降, 在帝左右”, 神道說敎, 其來尙

矣. 而神親宣敎, 未或前聞, 故世固有疑焉者·信焉者矣. 且有說者曰 : “‘聽於神民, 而國之隆衰辨焉’, 此何以

解之?” 余嘗考之經典, 曰 : “皇矣上帝, 臨下有赫”, 曰 : “上帝臨女, 無貳爾心”, 曰 : “神人以諧”, 曰 : “百神受紀”, 

而郊祀禘嘗, 爲典禮之首, 是豈仿像測度, 理推而爲之者乎? 上帝百神, 臨之在上, 質之在傍, 降菑降祥, 如影

隨形. 故曰 : “神之格思, 不可度思, 矧可斁思”. 然則爲此言者, 皆是隆古之盛, 聖人而通神明之德者也. 

叔季以還, 聖人不作, 而神道隨隱, 大地之人, 作惡不已, 莫可救止. 于是焉, 壯繆, 文昌, 孚佑, 三聖繼作, 

出入曠劫, 功德圓滿, 悲願弘深, 誕膺顯號, 祇承明命, 導善牖迷, 以爲己任. 千有年來, 威靈赫濯, 顯化無窮, 

神州之衆, 罔不信從, 建祠葆像, 惟恐或後. 而惟我東土, 萬曆龍蛇之難, 始徼關聖顯佑, 刱建東南二廟, 朝

家尊奉, 衆庶駿奔, 而獨於文昌, 孚佑, 未遑盛典, 事有待也. 徐君珽, 篤信聖誥, 廣行善事, 可謂達於幽明之

故者矣. 始求二聖睟容于燕楂, 謀於同志, 先刊<<關帝聖蹟圖誌>>若干卷, 繼刊二聖鸞書, <<桂宮誌>>幾卷, 爲

文昌乩宣, <<衆香集>>幾卷, 爲孚佑降筆, 是皆徐君廣購中朝, 薈粹壇會, 而成者也. 幷付手民, 將以流布諸方, 

庶幾開悟, 知所趣向, 亦仁人之用心也. 

嗚呼! 三代以上, 聖賢之生也, 人而神者也, 三代以降, 聖賢之歿也, 神而人者也. 顯晦雖殊, 其致則一, 三書

出, 而忉怛悲愍之志, 叮嚀告誡之辭, 不啻耳提而面命, 世尙有懷疑不信者乎? 亦聽其信者自信, 疑者自疑而已. 

徐君曾以桂宮誌, 屬余一言爲引, 然聖神之奧, 原非蠡管可竅, 而日星之彩, 又非摸畫所及, 止敍徐君購像·

刻文本末而歸之. 深懼理淺辭拙, 無所契於聖意也, 則如之何?

歲光緖辛巳季秋, 東陽申正熙謹書.

16　  이 세책 : 앞에서 말한 관우의 이적을 다룬 『관제성적도지』, 문창제군의 말씀을 수록한 『계궁지』, 여동빈의 말씀을 수록한 『중향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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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단욱화 奎中 2433의 2

청구기호 奎中 2433의 2 작가
비단욱

費丹旭 
자료명

 비단욱화
費丹旭 畵 

수량 1책

시각자료 소재 양상 3장의 그림(판화도)이 1점은 낱장, 2점이 한 장에 전한다.
종이에 판화도 

국적 / 시대 / 연대 중국/ 청대 말기 

형태  軸·橫卷·帖 (胡蝶 / 經折)·屛風·其他 

규격 전체 화면 각 폭  135.2×34.5cm 

제작기법  판화 ( 다색 판화, 석인본 )

자료상태  접혀진 부분 마모, 구겨짐 있으나 양호 

이미지1

    

인장 주문방인 “丹旭”

제 발 부록 참조 – 각 여인그림 위로 시가 적혀있다. 

기존해제 없음

해제

세 폭의 미인도 판화도로 왕소군(王昭君), 서시(西施), 그리고 양귀비(楊貴妃)를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귀
비에 관한 시문에 초선에 관련된 시구가 섞여 있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 4대 미인도의 유행 속에서 착간이 일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밑그림의 화가 비단욱(費丹旭, 1802-1850）은 자(字)가 자초(子苕) 호(號)가 효루(曉樓)혹은 우옹(偶翁) 환도생(環
渚生)、삼비향인(三碑鄉人)、장방후예(長房後裔)이다. 우옹(偶翁)은 만연의 호이며, 오정현 삼비향(烏程縣三碑鄉) 
출신（지금 절강성 호주浙江湖洲) 사람이다. 부친 비각(費珏)도 그림에 뛰어났고 비단욱은 특히 사녀화 즉 미인도
를 잘 그려 이름이 높아졌다. 진조영(秦祖永)의 『동음화론(桐陰論畫)』에서 사녀와 산수를 섬세하게 잘 그렸다고 칭
송하였다. 또한 만청(晩淸)시기의 중국미인도의 양식에 영향력이 막강했다. 일종의 병태미가 있는 갸날픈 여인이 
특징적이다. 

특징
이 세 폭의 판화도는, 규장각에 소장된 임백년 판화도 4폭과 더불어, 인기 있는 인물도 작가의 판화도가 대량생산
되어 싼 가격에 공급되던 문화를 보여준다. 

조사자의견

참고문헌 汪曾唯,『费丹旭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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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단욱 미인도의 제시

1. 서시西施

저라산1 아래는 나의 집     苧蘿山下是儂家

약야계2 가에서 빨래를 잘 하였네   若耶溪邊善浣紗

곳곳마다 푸른 봉우리 물도 아름다운데   處處峰靑兼水秀

새 울고 꽃 피는 봄빛을 가슴에 품었네   滿懷春色間鶯花

낚싯대 들고 홀로 선 모습 신선과 같은데   持竿獨立若神仙

한 번 웃으며 만나는 것이 어찌 우연이랴   一笑相逢豈偶然

찡그리는 모습 흉내 내는 못난 시골 여자여  寄語效顰村女子

가슴 뜯으며 굳이 고운 표정 지을 것 없네   捧心未必盡生姸

時維秋月上澣, 曉樓寫於省過廬, 竝題. 주문방인 “丹旭”

가을 상순에 효루曉樓3가 성과려省過廬에서 그리고 함께 시를 적는다.

2. 왕소군王昭君

깨끗한 맘 옥 같은 얼굴 궁정에 묻혀 있으나  氷心玉貌備宮庭   

출중하여라 아름다운 그 자태 열일곱 나이  綽約超群十七齡   

비파 한 곡조에 한도 무한하여라    一曲琵琶無限恨   

그림을 잘 못 그려 차마 여복을 망친단 말인가  忍敎豔福誤丹靑

삭풍이 차갑게 몰아치는 안문관4으로 가는 길  朔風凜冽雁門關

아침 안개 속에 말을 채찍질하며 길을 떠나네  策馬登程紫霧間 

1　  『이태백집(李太白集)』 권6 ‘잠징군을 전송하며 지은 명고가[鳴皐歌 送岑徵君]’에 나온다. 월왕(越王)의 총애를 받기 전에, 서시(西施)가 

저라산(苧蘿山)에서 장작을 팔았다는 일화가 전한다.

2　서시가 동네 아낙들과 어울려 빨래를 하던 냇가 이름이다.

3　효루(曉樓) : 비단욱(費丹旭)의 호이다.

4　안문관 : 이곳을 지나 흉노로 간다.

번아5에게 분부하여 그 직임 잘 지키게 했느니   吩咐番兒供厥守   

장한 홍안의 여인이여 천고에 이름이 남으리라  名留千古壯紅顔  

庚子日躔壽星之次, 費丹旭作. 주문방인 “丹旭”

경자년 8월에 비단욱이 제작하다.

3. 양귀비(楊貴妃)

   -  초선(貂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양귀비

크고 작은 연회 열어 술잔에 술 그득하고   小大筵開酒滿巵

새 곡이 지어질 때마다 생황 소리에 춤을 추네  笙歌婉轉譜新詞

백화정6 위에서 봄빛이 농염하니    百花亭上春光豔

아름다운 미인에게 가장 혼미할 때일세   最是迷魂錦繡時

* 초선

연환계의 그 묘책 얼마나 환상적인가   連環妙計幻如何

꽃가지에 달뜬 밤 추파의 눈길 보냈네7   月轉花梢眼轉波

선계의 누각을 걸어가는 하나의 향이랄까   移步瑤臺香一炷

오묘한 이 계책 많은 사람보다 나은 줄 누가 알리8  誰知機彀勝人多

曉樓寫於虎林客次幷句. 주문방인 “단욱”

효루曉樓가 객지 호림虎林9의 거처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구를 아울러 적다.

5　번아 : 흉노 추장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6　백화정 : 이곳에서 양귀비가 당 현종과 만나기로 했는데 현종이 오지 않아 술에 취한 일이 있다.

7　초선이 동탁의 품에 안겨 여포를 향해 추파를 던진 일이 있다. 일부러 여포를 분노하게 하여 동탁을 공격하려는 연환계의 책략이다.

8　동탁의 전횡 속에서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왕윤이 초선을 이용하여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9　호림(虎林) : 옛날 항주 일대를 호림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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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상동주열국지繡像東周列國志 奎中 4743-v.1-24

청구기호
奎中 4743-

v.1-24
작가

풍몽룡(명)

馮夢龍(明) 著,
채호(청)蔡昊(淸) 評點

자료명
수상동주열국지

繡像東周列國志
수량 24冊

시각자료 소재 양상 1책의 23a면부터 34b면까지 삽화 12폭 수록.

국적 / 시대 / 연대 중국/청대/1886년(光緖 12年)

형태
木版本, 23卷 24冊: 揷圖, 四周雙邊 半廓 15.8×11.85cm, 無界, 

12行 26字(서문: 7行 14字) 上下向黑魚尾; 23.8×15.3cm. 

규격 전체 23.8×15.3cm 화면 15.8×11.85cm

제작기법 종이에 목판.

자료상태 양호

이미지1,2

    

이미지3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京城帝國大學圖書章, 江左書林督造書籍(규장각 서지정보에는 누락됨.)

기존해제 

〈1〉 奎中 5802 〈2〉 奎中 4183 〈3〉 奎中 4743
〈1〉 蔡昦(淸) 評點‚ 點石齋‚ 1888(光緖 14)
〈2〉 編者 未詳‚ (淸版本)
〈3〉 蔡昦(淸) 評點‚ 江左書林‚ 1886(光緖 12)
〈1〉 27권 8책‚ 圖‚ 석인본‚ 20.4×12.4cm
〈2〉 6책(零本)‚ 목판본‚ 24.9×16.1cm
〈3〉 卷首‚ 23권‚ 합 24책‚ 圖‚ 목판본‚ 23.8×15.3cm
〈1〉 奎中 5802 〈2〉 奎中 4183 〈3〉 奎中 4743
〈1〉 蔡昦(淸) 評點‚ 點石齋‚ 1888(光緖 14)
〈2〉 編者 未詳‚ (淸版本)
〈3〉 蔡昦(淸) 評點‚ 江左書林‚ 1886(光緖 12)
〈1〉 27권 8책‚ 圖‚ 석인본‚ 20.4×12.4cm
〈2〉 6책(零本)‚ 목판본‚ 24.9×16.1cm
〈3〉 卷首‚ 23권‚ 합 24책‚ 圖‚ 목판본‚ 23.8×15.3cm
明末 淸初의 馮夢龍(1574-1646)과 蔡昦(?-?)에 의해 편찬된 장편 역사소설이다. 편찬자 가운데 蔡昦는 江寧(지
금의 江蘇省 南京에 속함) 사람으로‚ 字는 元放이고‚ 號는 七都夢夫 또는 野雲主人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밖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또 다른 편찬자인 馮夢龍(字는 猶龍 또는 子猶‚ 耳猶이고‚ 號는 龍子猶
‚ 顧曲散人‚ 墨憨齋主人‚ 姑蘇詞奴 등을 사용했다)에 대해서는 『醒世恒言』의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東周列國志』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列國’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宋‚ 元代에 
『七國春秋平話』나 『秦幷六國平話』와 같은 ‘講史類’ 話本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는 明 嘉靖
‚ 隆慶 연간(1522-1572)에 余邵魚(?-?: 字는 畏齋)가 편찬한 『列國志傳』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나의 제목 아래 묶
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아직 章回를 나누지 않았고‚ 周 武王이 殷 紂王을 정벌한 데에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는 점도 나중에 나온 『東周列國志』와는 약간 다르다. 馮夢龍은 바로 이 작품을 토대로 삼되‚ 역사서의 기록을 토
대로 전체 줄거리를 약간 고치고 늘리면서‚ 아울러 『列國志傳』에 들어 있던 민간 전설들을 상당히 삭제하여‚ 모두 
108회 분량의 『新列國志』(『新刻出相玉鼎列國志』라고도 함)를 편찬‚ 간행했다. 다시 淸 乾隆 연간(1736-1795)
에 이르러 蔡昦가 馮夢龍의 판본에 약간의 수정과 윤색을 가한 후‚ 제목을 『東周列國志』로 바꾸고‚ 아울러 서문과 
＜讀法＞‚ 評語와 註釋을 덧붙여서‚ 이후 200여년 동안 유행하게 되는 판본을 내놓았다. 
이 작품의 판본으로는 星聚堂本‚ 義和齋本‚ 그리고 1854년(咸豊 4)에 漢口의 森寶齋에서 나온 硃墨本 등이 유
명하다. 1955년 人民文學出版社에서는 淸代에 간행된 書成山房本과 經綸堂本을 토대로 하되‚ 서문과 ＜凡例＞‚ 
＜讀法＞‚ 評語 등을 뺀 판본을 발행한 바 있고‚ 그 후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판본들이 다시 간행되었다.

소장본 〈3〉은 1886년(光緖 12)에 上海 江左書林에서 重校하여 간행한 판본으로‚ 모두 108회를 23권으로 나누
어 수록했다. 이 책의 속표지에는 ≪繡像東周列國志≫라고 되어 있고‚ 版心에는 ≪東周列國志≫‚ 卷首題에는 ≪
東周列國全志≫라고 되어 있다. 별도의 1책으로 엮어진 이 판본의 卷首에는 蔡昦의 1752년(乾隆 17) 서문과 전
체 ＜目次＞‚ ＜讀法＞‚ ＜封建地圖考＞‚ 繡像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讀法＞과 ＜封建地
圖考＞의 첫머리에 ≪訂正東周列國志善本≫이라는 제목과 함께‚ 1854년(咸豊 4) 봄에 板刻을 시작해서 校訂까
지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는 것이다. 즉 소장본 〈3〉은 1854년의 판본에 새롭게 校訂을 거쳐 간행한 것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封建地圖考＞에서는 먼저 周나라 때의 封建 列國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두 
쪽에 걸쳐서 수록한 후‚ 각 諸侯國의 都邑과 그 변천 과정을 ≪史記≫에서 뽑아 간략한 註釋과 함께 정리했다. 이 
책의 繡像은 周 宣王부터 荊軻까지 모두 14명의 주요 등장 인물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모두 앞면에는 주인공의 
全身像과 姓名을 담았고‚ 뒷면에 해당 인물의 事績이나 性格을 압축한 짤막한 해설을 실었다. 이 책의 본문과 評
語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소장본 〈1〉과 같지만‚ 評點이 찍혀 있지는 않다. 다만 본문 가운데 諸侯國의 명칭에는 사
각형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또한 소장본 〈2〉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에는 오른쪽에 선을 그어놓아서 쉽게 구
별할 수 있도록 했다.
『東周列國志』는 기원전 789년(西周 宣王 39)부터 서기 221년(秦始皇)에 전국이 통일되는 시점까지를 서술한 작
품이다. 이 작품은 『左傳』‚ 『國語』‚ 『戰國策』‚ 『史記』 등의 역사서에 의거해서‚ 周 幽王‚ 衛 宣公‚ 齊 襄公‚ 陳 靈公‚ 
楚 靈王 등등 西周부터 春秋 戰國까지의 음란하고 포악한 君主들과 齊 桓公‚ 秦 穆公‚ 楚 莊王 등 善政을 통해 富
强한 나라를 키운 君主와 王侯‚ 百里奚‚ 孫叔敖‚ 商鞅 등 名臣과 文士들의 이야기가 대개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
다. 이처럼 많은 인물들과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나‚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전개의 조리가 뚜렷하고‚ 
각각 독립적이고 생동적인 이야기로 엮어진 回目들이 전체적으로 有機的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은 없으나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간결한 언어로 생동감 있게 묘사
되었다.(홍상훈)

참고문헌: 『中國大書典』‚ 『明淸小說辭典』
이 책은 명말청초(明末淸初)의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편찬한 장편 역사소설에 청대(淸代)에 채호(蔡昦: 
생몰년 미상, 자는 원방(元放))가 <서(序)>, ＜독법(讀法)＞‚ 평어(評語), 주석을 덧붙이고 본문에 수정을 가하여 편
찬한 책이다. 이 작품의 판본으로는 성취당본(星聚堂本)‚ 의화재본(義和齋本)‚  1854년(咸豊 4년)에 한구(漢口)의 
삼보재(森寶齋)에서 출간한 주묵본(硃墨本) 등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1886년(光緖 12년)에 상해(上海)의 강좌
서림(江左書林)에서 중교(重校)하여 간행한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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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인 풍몽룡은 장주(長洲.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는 유룡(猶龍) 또는 자유(子猶)‚ 이유
(耳猶)이고‚ 호는 용자유(龍子猶)‚ 고곡산인(顧曲散人)‚ 목감재주인(墨憨齋主人)‚ 고소사노(姑蘇詞奴)이다. 그는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관에 머물며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1630년(崇禎 3년)
에야 공생(貢生)이 되어 단도현(丹徒縣) 훈도(訓導)‚ 복건(福建) 수녕현(壽寧縣) 지현(知縣) 등을 지냈다. 그는 경학
과 시문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특히 소설과 희곡 등 통속문학을 중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일찍이 오
(吳) 지역의 민가를 모아 『괘지아(掛枝兒)』와 『산가(山歌)』를 편찬했고‚ 고대의 백화(白話) 단편 소설 가운데 120편
을 골라 이른바 ‘삼언(三言)’으로 일컬어지는 『유세명언(諭世明言)』과 『경세통언(警世通言)』‚ 그리고 『성세항언(醒
世恒言)』을 편찬했고‚ 장편 소설 『삼수평요전(三遂平妖傳)』과 『신열국지(新列國志)』를 증보(增補)‚ 개작하기도 했
다. 이 밖에도 산곡집(散曲集)으로 『태하신주(太霞新奏)』를 편찬했고‚ 필기소설인 『고금담개(古今談槪)』와 『정사
(情史)』‚ 전기극본(傳奇劇本)인 『쌍웅회(雙雄會)』와 『묵감재정본전기(墨憨齋定本傳奇)』 등을 남겼다.(『성세항언(醒
世恒言)』에 대한 홍상훈의 규장각 해제에서 인용.)
이 책에 평점을 단 채호는 강녕(江寧.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에 속함) 사람으로‚ 자는 원방이고‚ 호는 칠
도몽부(七都夢夫), 야운주인(野雲主人)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동주열국지』는 오랜 기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열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송원대(宋元代)에 『칠국
춘추평화(七國春秋平話)』나 『진병육국평화(秦幷六國平話)』와 같은 ‘강사류(講史類)’ 화본(話本)이 존재했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명(明) 가정(嘉靖)‚ 융경(隆慶) 연간(1522-1572)에 여소어(余邵魚 : ?-?, 자는 외
재(畏齋))가 편찬한 『열국지전(列國志傳)』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나의 제목 아래 묶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아
직 장회를 나누지 않았고‚ 주무왕(周武王)이 은주왕(殷紂王)을 정벌한 데에서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점도 나중에 나
온 『동주열국지』와는 약간 다르다. 풍몽룡은 바로 이 작품을 토대로 삼되‚ 역사서의 기록을 토대로 전체 줄거리를 
약간 고치고 늘리면서‚ 아울러 『열국지전』에 들어 있던 민간 전설들을 상당히 삭제하여‚ 모두 108회 분량의 『신열
국지(新列國志)』(『신각출상옥정열국지(新刻出相玉鼎列國志)』라고도 함)를 편찬‚ 간행했다. 다시 청(淸) 건륭(乾隆) 
연간(1736-1795)에 이르러 채호가 풍몽룡의 판본에 약간의 수정과 윤색을 가한 후‚ 제목을 『동주열국지』로 바꾸
고‚ 아울러 서문과 ＜독법＞‚ 평어와 주석을 덧붙여서‚ 이후 200여 년 동안 유행하게 되는 판본을 내놓았다. 『동주
렬국지』는 기원전 789년(西周 宣王 39)부터 서기 221년(秦始皇)에 전국이 통일되는 시점까지를 서술한 작품으로, 
『좌전(左傳)』‚ 『국어(國語)』‚ 『전국책(戰國策)』‚ 『사기(史記)』 등의 역사서에 의거해서‚ 주(周) 유왕(幽王)‚ 위(衛) 선공
(宣公)‚ 제(齊) 양공(襄公)‚ 진(陳) 영공(靈公)‚ 초(楚) 영공(靈王) 등등 서주(西周)부터 춘추전국(春秋戰國)까지의 음
란하고 포악한 군주들과 제(齊) 환공(桓公)‚ 진(秦) 목공(穆公)‚ 초(楚) 장왕(莊王) 등 선정(善政)을 통해 부강한 나라
를 키운 군주와 왕후‚ 백리해(百里奚)‚ 손숙오(孫叔敖)‚ 상앙(商鞅) 등 명신과 문사들의 이야기가 대개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인물들과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나‚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전개의 조리
가 뚜렷하고‚ 각각 독립적이고 생동적인 이야기로 엮어진 회목(回目)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은 없으나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간결한 언
어로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다.(이 단락 전체는 홍상훈의 기존해제에서 인용.) 
규장각소장본의 표제(標題)는 “수상동주열국지(繡像東周列國志)/말릉채원방평(秣陵蔡元放評)”이고, 간기(刊記)
에 “광서병술년추월상해강좌서림중교간(光緖丙戌年秋月上海江左書林重校刊)”이라 했다. 강좌서림은 청대 상해
의 출판사로 대략 도광연간(道光年間)부터 청말(淸末)까지 출판한 책들이 남아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동주열국전지(東周列國全志)”이고, 판심제(版心題)는 “동주열국지(東周列國志)”이다. 광서(光
緖) 병술년(丙戌年)은 광서 12년으로 1886년이다. 
제1책의 1a면부터 5a면(표지 뒤의 황색선지(黃色宣紙)를 빼고 센 면수이다. 이하 이와 같다.)까지 행초(行草)로 쓴 
장문의 <서(序)>를 실었다. 서문 마지막에 “건륭임신이월칠몽부채원방제어록정산방(乾隆壬申二月七夢夫蔡元放
題於綠淨山房”이라 하였다. 건륭(乾隆) 임신년(壬申年)은 1752년이다. 
6a면부터 10b면까지 <동주열국전지목차(東周列國全志目次)>를 실었다. 제1회부터 제108회까지이며, 제목은 제
일회의 제목 “주선왕문요경살(周宣王聞謠輕殺), 두 대부화려명원(杜大夫化厲鳴冤)”과 같이 7~8자로 된 구절 두 
개로 되어 있다. 

11a면부터 17a면까지 <독법(讀法)>을 수록했다. 첫 행에 “정정동주열국지선본(訂正東周列國志善本)”이라 했고, 
두 번째 행에 위의 두 칸을 띄워 “독법(讀法)”이라 했다. 독법은 모두 34조이며, 제10조에서 “김성탄이 『수호전(水
滸傳)』과 『서상기(西廂記)』에 비평을 하면서 자제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였는데, 그가 유익하다고 하는 점은 글을 짓
는 방법에 불과하다. 지금 자제들이 『열국지』를 읽고 나면 그 안에는 무수한 실용적인 배움이 있으니, 이것을 『수호
전』 및 『서상기』와 어찌 같은 날 말할 수 있겠는가?(金聖嘆批水滸傳西廂記, 便說於子弟有益, 渠說有益處, 不過是
作文字方法耳. 今子弟讀了列國志, 便有無數實學在內, 此與水滸傳西廂記, 豈可同日而語?)”라고 하였다. 김성탄
의 『수호전』 및 『서상기』 비평에 비하여 『열국지』가 더 낫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대체로 『열국지』의 우수함을 광
고하는 내용이다. 
1책의 18a면에는 <봉건지도고(封建地圖考)>라는 제목의 짧은 문장을 싣고, 18b면과 19a면에 걸쳐 동주(東周) 시
기의 봉토 지도를 실었다. 19b면부터 22a면까지는 각 제후국과 관련된 기록을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수록했다. 
수록된 제후국은 노(魯), 위(衛), 제(齊), 진(晉), 송(宋), 정(鄭), 진(陳), 채(蔡), 조(曹), 허(許), 진(秦), 초(楚), 오(吳), 월
(越)(이상에 대해 “모두 대국이다.(皆大國也.)”라 하였다.) 등이다. 노(魯)에 대해서는 “도읍은 곡부이다. 『우공』(『尙
書』의 편명)의 제도에 관한 주에 보인다.(都曲阜, 見禹貢帝都注.)”라고 하였다. 

23a면부터 34b면까지는 삽도이다. 앞면에 인물의 도상을 싣고, 그 뒷면에는 해당 인물과 관련된 짧은 문장을 수
록하였다. 모두 12명의 인물상을 실었다. 기존 해제에서 14명의 인물상을 실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유하혜
(柳下惠)의 인물상에 등장하는 여성과, 송양공(宋襄公)의 인물상에 등장하는 종자(從者)를 인물 수에 포함시킨 것
이 아닌가 한다. 인물은 『열국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로 삽화의 판각은 목판화로서는 비교적 정교한 편이고, 
인쇄 상태도 깨끗하다. 
삽도 수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a면에는 주선왕(周宣王)의 입상(立像)을 싣고, 오른쪽 위에 “주
선왕(周宣王)”이라 썼다. 23b면에는 “예복 갖춘 만국 사신 동도 낙양에 조회오니, 험윤(獫狁)의 더러운 기운 깨끗
이 제거되었네. 팔백 년 면면히 이어온 주나라 운세 영원하리니 선왕의 중흥은 문왕의 정사에 정말 짝할 만하네.(衣
冠萬國會東都, 玁狁腥羶淨掃除. 八百綿延周祚永, 中興端足配文謨.)”라 하여 주선왕의 사적에 대해 읊은 시를 수
록하였다. 24a면에는 유하혜의 좌상(坐像)을 싣고 오른쪽 위에 “유하혜(柳下惠)”라 썼다. 유하혜의 오른쪽에 여인
상이 함께 그려져 있다. 25a면에는 영고숙(潁考叔)의 입상을 실었다. 간소한 무관(武官) 복장을 하고 있다. 26a면
에는 정장공(鄭莊公)의 입상을 실었다. 긴 수염에 관복을 입고 검을 차고 있다. 27a면에는 관중(管仲)의 입상을 실
었다. 관복을 입고 관대(冠帶)를 차고 연꽃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하였다. 28a면에는 안평중(晏平仲)의 입상을 수록
했다. 관복을 입고 복숭아를 담은 쟁반을 들고 있으며 측면을 표현했다. 29a면에는 송양공의 입상을 수록했다. 관
복을 입고 긴 수염을 잡고서 측면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이며 송양공 뒤에 종자가 의상기(儀狀旗)를 들고 있
다. 30a면에는 양요기(養繇基)의 입상을 실었다. 갑옷을 입고 측면을 향해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으며 화살
은 없다. 31a면에는 범려(范蠡)의 좌상을 실었다. 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32a면에는 염파(廉頗)의 입상을 실
었다. 투구를 쓰고 관복을 입었으며 장봉(長棒)을 뒤로 들었다. 33a면에는 감라(甘羅)의 입상을 수록했다. 관포를 
입고 소매에 손을 감추고 두 손을 모았다. 34a면에는 형가(荊軻)의 입상을 수록했다. 긴 두루마기를 들고 수염을 
휘날리며 뒤를 돌아본 채 큰 보폭으로 달아나는 모습이다. 34b면에 “‘예전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오늘 물은 여전
히 차구나’라는 구절을 읽으면, 문득 형경(荊卿)의 혼이 나타나 마음을 움직이는 듯하게 느껴진다.(讀昔時人已沒, 
今日水猶寒, 便覺荊卿魂來心動.)”라고 하였다. “昔時人已沒, 今日水猶寒”은 당대(唐代) 시인 낙빈왕(駱賓王: 약 
638-684)의 <역수에서 전송하며(於易水送人)>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은 크게 소엽산방본(掃葉山房本)과 강좌서림본(江左書林本)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
서관과 경희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과 같이 상해의 강좌서림에서 1886년(光緖 12년)에 간행한 『동주열국전지(東
周列國全志)』(23卷 24冊; 23.7x15.2cm. 청구기호: 대학원 C14 B2A 0~23)가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
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에는 소엽산방(掃葉山房) 간행본 『동주열국전지』(1880년(光緖 6
년)에 간행)가 소장되어 있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조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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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상전도삼국연의增像全圖三國演義 古895.135-N11s-1-8

청구기호
古895.135-
N11s-1-8

작가
나관중(원)

羅貫中(元) 著
자료명

증상전도삼국연의

增像全圖三國演義
수량 8冊

시각자료 소재 양상

1책부터 5책까지 총 52폭의 삽도 수록.
(인물 삽도 32폭, 내용 삽도 20폭)
1책: 5a~8b면까지 등장인물 삽도 32폭 수록. 
1책: 9ab면, 2책: 1ab면, 3책: 1ab면, 4책: 1ab면, 5책: 1ab면에 한 면에 두 폭씩, 각 회의 내용 삽도 총 
20폭 수록.

국적 / 시대 / 연대 중국/민국시기(1911-1949)/미상

형태 石印本. 16卷 8冊: 揷圖, 四周雙邊 半廓 17.9×11.9cm, 無界, 31行 75字, 上下向黑魚尾; 20.2×13.4cm.

규격 전체 20.2×13.4cm 화면 17.9×11.9cm

제작기법 종이에 목판.

자료상태 양호.

이미지1,2

    

이미지3

인장
임눌(任訥), 리납교치(李納喬治) (규장각 서지정보에는 “교치리납(喬治李納)”이라 되어 있다. 주인은 미상이다. ‘喬
治’는 George의 음차로 많이 쓰인다.)

기존해제 

8권 8책의 석판본으로‚ 淸末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표제는 ‘회도삼국지연의(繪圖三國志演義)’‚ 내제는 ‘증상
전도삼국연의(增像全圖三國演義)’이다. 120회의 모종강 평본을 저본으로 삼아‚ 권수(卷首)에 서문‚ 범례‚ ＜독삼
국지법(讀三國志法)＞‚ 목차‚ 인물삽화를 차례로 실었다. 본문 내용은 대체로 <1>본(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中 
2087, 2088, 2089, 2090)과 같고 장회 총평에 해당하는 ‘회두평(回頭評)’은 상단 난외에 기술했다. 각 장회 말미
의 삽입시구 등 본문의 극히 일부 구절이 빠져 있고 협주(夾注)가 없다는 점이 〈1〉본과 다르다.(정길수)

해제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연의(三國演義)』에 삽도를 덧붙여 간행한 16권 8책의 석인본이다. 정확한 간행지와 간행
시기는 미상이나 민국시기(1911-1949년) 초엽 상해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제(表題)는 “회도삼국지
연의(繪圖三國志演義)”이고, 1책 1a면의 표제(標題)는 “증상전도삼국연의(增像全圖三國演義)”이다. 31행 75자
로 여백이 거의 없이 빼곡하게 인쇄한 저가의 판본이다.
1책 1b면에는 1644년(順治 17년) 김인서(金人瑞)가 쓴 <서(序)>, <범례(凡例)>가 수록되어 있고, 1b면의 마지막 
행에 다음 글의 제목 “독삼국지법(讀三國志法)”이라 쓰고, 2a면부터 4a면까지 <독삼국지법(讀三國志法)>, 4a~4b
면에 <제일재자서삼국지총목(第一才子書三國志總目)>을 수록하였다. 
1책 5a면부터 8b면까지 각 면에 한 폭씩, 한 폭에 여러 명 씩 수록하여, 8면에 총 32명의 인물상을 수록하였다. 5a
면에 복황후(伏皇后), 한헌제(漢獻帝), 동승(董承)등 3인, 5b면에 초선(貂蟬), 여포(呂布), 왕윤(王允), 동탁(董卓) 등 
4인, 6a면에 관장무(關壯繆: 關羽), 장환후(張桓侯), 소열제(昭烈帝), 서서(徐庶), 방통(徐庶), 방통(龐統), 제갈무후
(諸葛武侯) 등 6인, 6b면에 황충(黃忠), 위연(魏延), 조운(趙雲), 마초(馬超)등 4인, 7a면에 마속(馬謖), 장송(張松), 
엄안(嚴顔), 강유(姜維), 마대(馬岱) 등 5인, 7b면에 감부인(甘夫人), 손부인(孫夫人), 미부인(糜夫人) 등 3인, 8a면
에 노숙(魯肅), 손권(孫權), 주유(周瑜), 황개(黃蓋) 등 4인, 8b면에 장료(張遼), 조조(曹操), 허저(許褚) 등 3인의 도
상을 수록했다. 세부 묘사가 세밀하며 인물 표정이 다채롭다.
9a면부터 9b면까지는 작품의 내용을 표현한 삽화를 1면에 두 폭씩 모두 네 폭을 수록하였다. 화면을 상하로 나누
어 한 폭씩 실었는데, 계선(界線)은 없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상해의 금장서국(錦章書局)에서 간행한 20책본 『증
상전도삼국연의(增像全圖三國演義)』(규장각소장, 청구기호: 奎古 404-v.1-4)와 동일하다. 판심의 위쪽과 아래쪽
에 각각 위쪽 삽화와 아래쪽 삽화가 몇회인지 써 두었고,(예: “第一回”) 삽도의 여백에 제목을 써 두었다. 9a면의 위
쪽에는 제1회 「연도원호걸삼결의(宴桃園豪傑三結義)」에 해당하는 삽화를, 아래쪽에는 제2회 「장익덕노편독우(張
翼德怒鞭督郵)」에 해당하는 삽화를, 9b면의 위쪽에는 제3회 「궤김주이숙열여포(饋金珠李肅說呂布)」에 해당하는 
삽화를, 아래쪽에는 제4회 「모동탁맹덕헌도(謀董卓孟德獻刀)」에 해당하는 삽화를 수록하였다.
1책의 10a면부터 권1이 시작되며 제1회부터 제8회까지 수록하였다. 
제2책부터는 각 책의 서두에 제1책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2면에 걸쳐 네 폭의 삽도를 수록하였다. 삽도는 각 책이 
수록하고 있는 내용에서 서두의 네 회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제2책 1a면의 위쪽에는 제9회 「범장안이굴청가후
(犯長安李倔聽賈詡)」, 아래쪽에는 제10회 「근왕실마등거의(勤王室馬騰擧義)」, 1b면의 위쪽에는 제11회 「류황숙
북해구공융(劉皇叔北海救孔融)」, 아래쪽에는 제12회 「도공조삼양서주(陶公祖三讓徐州)」의 내용을 표현한 삽도
를 수록하였다.
제3책의 1a면 위쪽에는 제25회 「둔토산관공약삼사(屯土山關公約三事)」, 아래쪽에는 제26회 「원본초손병절장(袁
本初損兵折將)」, 1b면 위쪽에는 제27회 「미염공천리주단기(美髥公千里走單騎)」, 아래쪽에는 제28회 「참채양형
제석의(斬蔡陽兄弟釋疑)」의 내용을 표현한 삽도를 수록하였다.
제4책의 1a면 위쪽에는 제41회 「조자룡단기구주(趙子龍單騎救主)」, 아래쪽에는 제42회 「장익덕대료장판교(張翼
德大鬧長板橋)」, 1b면 위쪽에는 제43회 「노자경력배중의(魯子敬力排衆議)」, 아래쪽에는 제44회 「공명용지격주
유(孔明用智激周瑜)」의 내용을 표현한 삽도를 수록하였다.
제5책의 1a면 위쪽에는 제57회 「자상구와룡조상(紫桑口臥龍弔喪)」, 아래쪽에는 제58회 「마맹기흥병설한(馬孟起
興兵雪恨)」, 1b면 위쪽에는 제59회 「허저나의투마초(許褚裸衣鬪馬超)」, 아래쪽에는 제60회 「장영년반난양수(張
永年反難楊修)」의 내용을 표현한 삽도를 수록하였다.
제6책, 제7책, 제8책의 권두에는 삽도가 없다. 
권1은 제1회~제8회, 권2는 제9회~제24회, 권3은 제25회~제40회, 권4는 제41회~56회, 권5는 제57회~제72회, 
권6은 제73회~제88회, 권7은 제89회~제104회, 권8은 제105회~제120회에 해당한다. 
포갑제(包匣題) 아래에 작은 글씨로 “임눌장서(任訥藏書)”라 썼고, 각 책의 표제 아래에 “임눌(任訥)”이라는 방인
(方印)을 압인하였다. 임눌은 임중민(任中敏:1897~1991)의 본명이다. 임반당(任半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 
현대의 저명한 희곡이론가, 사곡학자(詞曲學者), 돈황학자(敦煌學者)로서 그의 구장서가 국내로 유입된 점이 흥미
롭다. 임중민은 강소성 회안(江蘇省 淮安)에서 태어나 양주(揚州)에서 생을 마쳤다. 필명으로 이북(二北), 반당(半
塘)을 사용하였다. 북경대학(北京大學) 중문과에서 오매(吳梅)로부터 송사(宋詞)와 금원산곡(金元散曲), 음악 이
론을 배웠고, 1920년에 졸업하였다. 희곡사(戱曲史), 희곡이론, 당대(唐代) 음악 연구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한악
부(漢樂府), 돈황가사(敦煌歌辭), 당성시(唐聲詩), 사(詞), 산곡의 음악 계통을 정리하였고, 당대의 음악과 연관되는 
각종 예술 양식을 정리하고 관련 이론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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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국무원(國務院)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작으로 『돈황곡초탐(敦煌曲初探)』, 『돈황가곡
교록(敦煌歌曲校錄)』, 『당희롱(唐戱弄)』, 『교방기전정(教坊記箋訂)』, 『우어집(優語集)』, 『당성시(唐聲詩)』, 『돈황가
사총편(敦煌歌辭總編)』, 『수당오대연악잡언가사집(隋唐五代燕樂雜言歌辭集)』, 『작사십법소증(作詞十法疏證)』, 
『산곡개론(散曲槪論)』, 『곡해(曲諧)』, 『신곡원(新曲苑)』, 『산곡총간(散曲叢刊)』 등이 있다. 대표작인 『당희롱』은 당대
에서 오대(五代)까지 당희(唐戱)의 발전 과정을 연구한 저작으로, 희곡사 연구에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 받는다. 
당희가 희곡의 초기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상세히 논증하고, 당희의 각본, 무대, 음악, 화장, 복식, 도구 등의 특징
을 고증하였다. 이로써 중국에서 고사를 연출하는 희극이 한대에 시작되어 당대에 성행하였으며, 주대(周代)에 희
례(戱禮), 한대부터 수대(隋代)에 희상(戱象), 당대에 희롱(戱弄), 송대 이후 희곡이 출현했다고 주장하였다. 임중민
은 이 저작으로 제1회 전국희극이론저작상을 수상하였다. 역작인 『돈황가사총편』에서는 돈황가사 연구를 위한 상
세한 연표를 만들었고, 최초로 돈황가사 150여 수를 잡곡(雜曲), 척곡(隻曲), 련장(聯章), 대곡(大曲) 등의 체재에 
따라 분류·수록하였으며, 수록된 모든 가사에 대하여 엄격한 정정(訂正), 복원, 분석, 비교, 위작 판별 작업을 하였
다. 송사와 산곡 연구에 있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곡원』은 원명청의 산곡 작품집 30여종
을 편집한 희곡이론총서로 흩어져 있던 곡화(曲話), 곡록(曲論), 곡운(曲韻), 곡보(曲譜) 등의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희곡 사료 및 희곡이론 저작의 수집과 연구에 공헌하였다. 광동대학(廣東大學: 現 中山大學), 상해대학(上海大學), 
복단대학(復旦大學), 사천대학(四川大學), 강소양주사범학원(江蘇揚州師範學院), 남경대학(南京大學) 교수를 역
임하였다. 
규장각소장 『회도홍루몽(繪圖紅樓夢)』(청구기호:古 895.135-J569h-v.1-10)의 포갑제와 각 책 표제(表題) 아래
에도 작은 글씨로 “임눌장서(任訥藏書)”라 썼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조사자의견

9. 논화천설論畵淺說 First Lessons in Drawing 奎中 5405

청구기호 奎中 5405 작가

봉상씨(청)

鳳翔氏(淸) 編
산영거사(청)

山英居士(淸) 譯

자료명
논화천설

論畵淺說 
수량 1冊

시각자료 소재 양상 2ab, 3a, 4ab, 5ab, 6ab, 7ab, 8ab, 9ab, 10ab, 11ab, 12ab면의 곳곳에 27폭의 삽도를 수록.

국적 / 시대 / 연대 중국/청대/1879년(光緖 5년)

형태 古活字本. 1冊: 揷圖, 四周雙邊 半廓 18.2×12.8cm, 無界, 行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4.1×14.7cm.  

규격 전체 24.1×14.7cm 화면 18.2×12.8cm

제작기법 종이에 고활자 인쇄.

자료상태 양호

이미지1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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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4

인장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기존해제 

淸 光緖年間에 서양의 畵法書를 漢譯한 책이다. 원책의 서명은 ‘Fist lessons in dawing’이다. 역자는 ‘山英居
士’이며‚ ‘鳳翔氏’가 서문을 썼는데‚ 이름을 비롯하여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뒷면에 영문 서명과 ‘Shanghai: 
office of the child’s pape’라는 출판사명이 적혀 있어 이 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에는 출간연도가 1879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鳳翔氏’가 서문을 쓴 연도이며
‚ 실제 책이 출간된 연도는 1880년이다. 또한 鳳翔氏를 編者로 보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서두에 ‘鳳翔氏’와 역
자의 서문이 있어 출간 경위를 살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寫意’에만 지나치게 몰두하
여 구성이나 표현을 등한시하는 것이 병폐였는데‚ 지금 서양인들의 책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에 산영거사
에게 번역을 맡기어 서구의 화법을 소개한다고 하였다. 역자서문에서는 근래 중국에서 西學이 크게 유행하니 장차 
西國의 화법이 중국의 화법과 자리를 같이 할 것이라면서‚ 이 책을 통해 초학자들이 쉽게 서양의 화법을 익힐 수 있
을 것이라 하였다. 이 책은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章마다 선 그리기부터 시작하여 명암표현까지 그림 그
리는 항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장부터 3장은 선 그리는 방법‚ 4장은 물건의 윤곽을 그리는 법‚ 5장에서 
7장은 定點과 平線을 정해 구도를 잡는 방법‚ 8장에서 12장은 소실점과 원근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
법‚ 13장에서 14장은 그림자를 그리는 방법‚ 15장은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 16장은 ‘球’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
법‚ 17장은 나무와 나뭇잎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각 장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그림을 예로 들면서 상세
히 설명하고 있어 초학자가 쉽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노경희)

해제

이 책의 포갑제(包匣題)와 판심제(版心題), 표제(標題) 모두 “논화천설(論畵淺說)”이고, 표제(表題)는 없다. 표제면
(標題面)에 “세차기묘(歲次己卯)/논화천설(論畵淺說)/신강청심서원간(申江淸心書院刊)”이라 하였다. 신강(申江)
은 상해(上海) 황포강(黄浦江) 인근이다. 청심서원(淸心書院)은 1860년 2월 6일에 상해의 조계지에 창립된 미북
장로회(美北長老會) 예배당 상해장로회제일회당(上海長老會第一會堂. 중문 명칭은 ‘清心堂’)에 부속된 학교이다. 
이 학교 학생이었던 하서방(夏瑞芳: 1871-1914)은 학교에서 출판 기술을 익혀 졸업 이후 포함은(鲍咸恩: 1861-
1910)과 함께 중국 최초의 현대적 출판사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을 설립하였다.
책의 뒷표지는 황색이며 “First Lessons In Drawing”이라는 원서 제목을 써 두었다. 책 제목 아래에는 원서
의 저자 이름을 Rev. J. M. W. FARNHAM, D.D.라 밝혀 놓았다. 그 아래에 “Shanghai: office of the child’s 
paper. 1880”이라 하여 원서의 출판사를 밝혔다. 1880년은 원서의 출간연도가 아니라 이 번역서의 출간연도인 
것으로 보인다.
Rev. J. M. W. FARNHAM, D.D.는 상해에 온 기독교 선교사였다. 그에 관한 전기는 『1867년 이전에 중국에 온 
기독교 선교사 열전과 저작 목록(1867年以前來華基督教傳教士列傳及著作目錄)』(偉烈亞力 著, 倪文君 譯, 广西
师范大学出版社, 2011.)이라는 책의 236번째에 소개되어 있다. 그는 “范”이라는 중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1b면에 수록된 「논화천설서(論畵淺說序)」는 마지막에 “광서오년기묘지세영천봉황씨서어존진초사(光緖五年己卯
之歲潁川鳳翔氏書於存眞艸舍)”라 하였다. 광서(光緖) 5년은 1879년이다. 서문을 통해 봉상씨가 산영거사가 번역
한 책을 출판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상씨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존진초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기존해제에서 “봉상씨를 편자로 보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라고 하였는데, 봉상씨는 편자가 맞는 듯
하다.

이 책의 역자는 산영거사(山英居士)라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2a면에는 번역자인 산영거사가 쓴 
「논화천설서(論畵淺說序)」가 수록되어 있다. 봉상씨가 쓴 서문이 문언문로 되어 있는데 반해, 산영거사의 서문은 
백화로 되어 있다. 마지막에 “해상산영거사지(海上山英居士識)”라 썼다. 해상(海上)은 상해의 옛 이름이다. 책의 
목적은 서문에 자세하다(뒤의 부록 참조). 이 서문에 따르면, 산영거사가 서양화법을 익히려는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여 책을 썼다는 것과 앞으로 속편을 계속해서 출판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장(章)마다 선 그리기부터 시작하여 명암표현까지 그림 그리는 항목을 순
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장부터 3장은 선 그리는 방법‚ 4장은 물건의 윤곽을 그리는 법‚ 5장에서 7장은 정점(定
點)과 평선(平線)을 정해 구도를 잡는 방법‚ 8장에서 12장은 소실점과 원근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
‚ 13장에서 14장은 그림자를 그리는 방법‚ 15장은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 16장은 ‘구(球)’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
법‚ 17장은 나무와 나뭇잎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각 장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그림을 예로 들면서 상세
히 설명하고 있어 초학자가 쉽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이 단락 전체는 기존해제에서 인용.)
2a면에는 <논화천설제일장(論畵淺說第一章)>을 수록하였다. 여기에서는 자를 대고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직
선을 그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2a면에 수록된 그림은 직선과 점선 그리기를 연습하도록 고안된 그림이다. 그림
을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의 직선과 점선으로 각각에 二에서 九까지 번호를 붙여 두었다.(본 해제에서 그림 수
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 설명문에는 자 없이 잘못 그린 예로서 “제일도(第一圖)”가 등장하나 ‘一’번이 부여된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은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장(章)마다 선 그리기부터 시작하여 명암표현까지 그림 그리는 항목을 순
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장부터 3장은 선 그리는 방법‚ 4장은 물건의 윤곽을 그리는 법‚ 5장에서 7장은 정점(定
點)과 평선(平線)을 정해 구도를 잡는 방법‚ 8장에서 12장은 소실점과 원근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
‚ 13장에서 14장은 그림자를 그리는 방법‚ 15장은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 16장은 ‘구(球)’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
법‚ 17장은 나무와 나뭇잎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각 장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그림을 예로 들면서 상세
히 설명하고 있어 초학자가 쉽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이 단락 전체는 기존해제에서 인용.)
2a면에는 <논화천설제일장(論畵淺說第一章)>을 수록하였다. 여기에서는 자를 대고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직
선을 그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2a면에 수록된 그림은 직선과 점선 그리기를 연습하도록 고안된 그림이다. 그림
을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의 직선과 점선으로 각각에 二에서 九까지 번호를 붙여 두었다.(본 해제에서 그림 수
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 설명문에는 자 없이 잘못 그린 예로서 “제일도(第一圖)”가 등장하나 ‘一’번이 부여된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2b면에는 <논화천설제이장(論畵淺說第二章)>과 <논화천설제삼장(論畵淺說第三章)>이 수
록되어 있다. 2장은 곡선과 직선을 섞어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상단에 두 개의 형태가 있고 각각 十, 
十一이라 번호를 붙여 두었다. 제십도(第十圖)는 연습을 위한 표본그림이고 제십일도(第十一圖)는 완성된 모습이
다.(본 해제에서 그림 수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 3장에서는 앞의 두 장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복잡한 그림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3a면 전체에 十二부터 十八까지 십자가, 계단, 풀잎, 성문 등 그림 7개(본 해제에서 
그림 수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가 수록되어 있다. 설명문에서는 제십이도(第十二圖), 제십삼도(第十三圖), 
제십사도(第十四圖), 제십오도(第十五圖)를 그리는 방법까지만 설명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제십육
도(第十六圖)는 제십오도(第十五圖)의 설명을 위한 것이다.
3b면에 수록된 <논화천설제사장(論畵淺說第四章)>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는 손이 정밀한 것보다 마음이 정밀한 
것이 중요하니, 대상의 부분을 나누어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예시로 4a면에 수록된 第十九圖, 第
二十圖, 第二十一圖, 第二十二圖, 第二十三圖(본 해제에서 그림 수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를 그리는 방법
을 설명하였다. 第十九圖는 지갑, 第二十圖는 간략한 포도 잎, 第二十一圖는 보다 자세한 포도 잎의 그림이고, 第
二十二圖는 구두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으며, 第二十三圖는 술잔의 측면이다.
4b면의 상단에는 第二十四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오장(論畵淺說第五章)>을 수록하였다. 5장의 내용은 화면
의 가장 아래 기준이 되는 기지(基址), 눈의 높이와 같은 높이에 있는 평선(平線), 눈의 시야가 일직선으로 연장되어 
머무는 정점(定點: 소실점과 유사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二十四圖는 책상 위의 여러 서책들을 그린 것이다.
5a면의 상단에는 第二十五圖와 第二十六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육장(論畵淺說第六章)>을 수록하였다. 6장
의 내용은 5b면에까지 이어지고, 5b면의 상단 우측에 第二十七圖, 第二十八圖를 수록하였다. 이 장에서는 원근법
을 설명하였다. 또,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림을 보고 베껴 그리는 것,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 상상하여 그리는 것이 있으며, 그림을 보고 베껴 그리는 것이 가장 쉽고, 상상하여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평면인 도로를 표현한 第二十五圖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지, 평선, 정점을 설명하였고, 도로 옆의 벽을 함께 
표현한 第二十六圖를 통해 원경(遠景)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第二十七圖, 第二十八圖에 대해서는 따로 설
명하지 않았으나, 역시 평선과 정점을 이용해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6a면의 상단에는 第二十九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칠장(論畵淺說第七章)>을 수록하였다. 제7장의 내용은 제
5장과 제6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응용한 것이다. 그림은 벽 사이에 뚫린 문을 측면에서 원근법에 따라 표현한 것으
로 평선과 정점을 표시해 두었다.    
6b면의 상단에는 第三十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팔장(論畵淺說第八章)>을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
인 취점(聚點)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은 가옥의 밖에서 본 벽면이다. 원근을 표현한 여러 선들이 모이는 점이 취
점으로 그림의 상단에 위치한다. 
7a면의 상단에는 第三十一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구장(論畵淺說第九章)>을 수록하였다. 역시 취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번에는 취점이 그림의 위와 아래에 있다. 설명문에서 취점은 그림의 위, 아래, 좌우 어느 곳에든 
놓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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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면의 상단에는 第三十二圖, 第三十三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십장(論畵淺說第十章)>을 수록하였다. 이번
에는 취점이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경우를 설명하였다.
8a면의 우측에는 第三十四圖를, 좌측에는 <논화천설제십일장(論畵淺說第十一章)>을 수록하였다.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이론을 종합하여 응용하여 좀 더 자세히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第三十四圖는 길거리의 
여러 집을 표현하였다.
8b면의 상단에는 第三十五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십이장(論畵淺說第十二章)>을 수록하였다. 역시 종합 응용 
부분이며, 그림은 성곽의 아치형 문을 표현하였다.
9a면의 상단에는 <논화천설제십삼장(論畵淺說第十三章)>을, 하단에는 第三十六圖, 第三十七圖를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사물의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9b면의 상단에는 第三十八圖, 第三十九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십삼장(論畵淺說第十三章>을 수록하였다. 제
목을 표기할 공간이 부족하여 “第十三章”은 생략하였다. 계단과 같은 평평하지 않은 면에 생긴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10a면의 상단에는 第四十圖, 第四十一圖, 第四十二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십사장(論畵淺說第十四章)>을 수
록하였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길이와 방향이 달라지는 막대의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10b면의 상단에는 第四十三圖, 第四十四圖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십오장(論畵淺說第十五章)>을 수록하였다. 
15장부터는 둥글거나 요철이 있는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선을 교차하여 표현하는 법, 선의 굵기를 다
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였다.
11a면의 상단에는 第四十五圖, 第四十六圖, 第四十七圖(본 해제에서 그림 수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를, 하
단에는 <논화천설제십육장(論畵淺說第十六章)>을 수록하였다. 다양한 선의 표현을 통해서 구와 구의 그림자를 표
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11b면의 상단에는 第五十五圖, 第五十六圖, 第五十七圖, 第五十三圖(12a면의 상단에도 第五十三圖가 있으므
로 번호를 잘못 매긴 듯하다.)(본 해제에서 그림 수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를, 하단에는 <논화천설제십칠장
(論畵淺說第十七章)>을, 이어서 12a면의 상단에 第四十八圖, 第四十九圖, 第五十圖, 第五十一圖, 第五十二圖, 
第五十三圖, 第五十四圖(본 해제에서 그림 수를 셀 때에는 한 폭으로 셌다.)를, 하단에 나무의 둥치와 가지를 표현
한 第五十八圖를 수록하였고, 이어서 12b면의 상단에는 커다란 아름드린 나무를 표현한 第五十九圖를, 아래에는 
11b면에서 이어서 <논화천설제십칠장(論畵淺說第十七章)>을 수록하였다. 3면에 걸쳐서 이 책에서 설명한 이론을 
종합한 최종 과정으로 나무의 가지와 잎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특기의견

참고문헌 兪劍華 編著, 金大源 註釋, 『중국화론집성 주석본: 일반론』, 學古房, 2013.

조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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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손상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을 보존 및 복원 처리하기 위해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밀랍본으로부터 밀랍을 제거한 뒤 물성이 약화된 한지의 물성을 

보강 하고 표면 개질을 통해서 방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존 셀룰로오스에 사용되었던 표면 

개질 방법인 아세틸화 기법을 전통 한지에 적용하였으며 셀룰로오스 섬유 사이의 가교 결합을 통해 한지

의 물성 개선을 시도하였다. 

3.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의 주재료로 전통 방법으로 제작된 한지(장지방,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를 실험에 적당한 크기

로 잘라 20℃, 10% RH 조건의 데시케이터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으며 지리산에서 생산된 천연 밀랍(빈도

림, 전남 담양군)을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이산화탄소 (99.9%, 협신 종합 가스상사, 대한민국)와 에탄올(99.9%,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Milli-Q Advantage A10 ultra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장치를 통해 얻은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한지 표면 아세틸화 반응물로 사용된 시약은 무수 아세트산 (99%,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이고 황산

(95.0%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이 촉매로 사용되었다. 셀룰로오스 사이의 가교 결합을 위한 반응물질로

는 1,2,3,4-Butanetetracarboxylic acid(BTCA)(99.0%, Sigma-Aldrich Korea, Ltd.)을 사용하였고 촉매로는 

Sodium hypophosphite(SHP)(anhydrous, 98-101%, Sigma-Aldrich Korea, Ltd.)이 사용되었다. 

4. 실험 방법 및 장치

1) 고압 용해도 장치

용해도는 내부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셀이 장착된 고온, 고압장치에서 측정된다. 셀은 높은 니켈함

량의 오스테나이트계 강으로 제작하였으며 외경 5.7cm, 내경 1.59cm, 최대 25cm3의 부피를 가진다. 내

부 압력은 셀 후방에 설치된 피스톤(High Pressure Equipment Co., 50-6-15)을 가압기(High pressure 

generator, High-Pressure Equipment Co, model 62-2-10)를 통해 전진/후진시켜 변화시킨다. 셀의 앞

에는 강화유리로 이루어진 시창이 있어 실험 중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앞 쪽의 시창에는 보로스

코프 (Boroscope, Olympus Corp., model R100-038-000-50)가 연결된 카메라(Veltek International 

Inc., model CVC-5520)를 장착하여 셀 내부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내부 온도는 셀 주변에 설치된 공

기 순환기를 통해 조절하였으며 셀의 온도는 PRT 타입의 온도계(Hart Scientific Inc., model 5622-32SR, 

accurate to±0.045K)로 측정하였다. 셀 내부의 압력은 전자 압력 변환기(Digital pressure transducer, 

• 참여 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연구담당분야

전 공 및 학 위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이상찬
서울대 
국사학과

부교수
조선왕조실록 손상 상태에 대한 

역사적 검증
박사 1996 한국사 서울대

류제빈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 고분자를 이용한 한지 보강 석사 2014 화학공학 서울대

우희석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밀랍 함침

석사 2014 화학공학 서울대

심승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통합과정

화학 결합을 이용한 
한지 보강

학사 2013 화학공학 서울대

강지문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통합과정

한지의 작용기 치환을 이용한 
한지 보강

학사 2013 화학공학 서울대

이휘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사과정 한지의 물성 평가 및 비교 학사 2014 화학공학 아주대

윤태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사통합과정 한지의 물성 평가 및 비교 학사 2014 화학공학 서울대

신승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사통합과정

화학 결합을 
이용한 한지 보강

학사 2015 화학공학 서울대

Ⅰ. 탈랍 한지의 보강 기술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을 통칭하는 것으로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

록 28종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오래되고 잘 보존된 기록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희소가치를 지니는 세계문화 유산이다. 특히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는 편찬 당시 한지의 손상을 방

지하고 충해와 습기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지 표면에 밀랍을 도포하였을 것이라 추

정된다. 그러나 몇 세기가 지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 중인 밀랍본 중에서 약 20% 정도는 생지

본 뿐만 아니라 다른 밀랍본에 비해 셀를로오스의 분자량이 많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색, 백화 현

상, 균해, 꺾임, 고착 등과 같은 생화학적 및 물리적 변성이 관찰된다. 현재 밀랍 내 존재하는 지방산 성분

이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손상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밀랍본

의 보존 처리가 시급하다1. 따라서 손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밀랍을 실록으로부터 제거하고 추가적

인 탈랍 한지의 강도 보강 같은 보존 처리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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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분식 반응기

초임계 아세틸화 반응을 위해서 <그림 1-3>의 회분식 반응기를 스테인리스 강(SUS 316)으로 주문 제

작하였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계를 주

입구와 연결된 관에 설치하였다. 관의 끝은 밸브를 가지고 있어서 밸브를 통해 이산화탄소 주입장치를 이

용하여 반응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관과 반응기의 총 부피는 물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부피는 

58ml이다.

Paro-scientific Inc., model 43KR-HHT-101, accurate to 0.01% of reading)와 압력계(Paro0scientific Inc., 

model 730)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림 1-1>에 고압 용해도 측정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2 운점(Cloud point) 전, 후 모습

그림 1-3 회분식 반응기

3) 한지의 아세틸화 반응

(1) 액체 아세틸화 반응

준비된 한지(7×25cm, 1 ± 0.05g)의 무게를 측정한 뒤 튜브에 넣는다. 그림 1-4와 같이 각각의 튜브에 

무수아세트산으로 한지가 잠길 때까지 투입한다. 뚜껑을 닫고 120℃로 예열된 유조에 넣고 정해진 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한다2. 시간조건으로 2, 4, 6, 8시간동안 반응을 각각 3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반응을 

마친 후에 튜브는 흐르는 물에 바로 냉각시킨 후에 한지는 꺼낸다. 꺼내진 한지는 잔여 무수 아세트산을 

제거하기 위해 바로 에탄올로 씻은 후에 60℃의 진공오븐에서 1시간동안 건조하였다. 건조 후에는 20℃, 

10% RH 조건의 데시케이터에서 12시간이상 한지를 조습시켜 보관하였다.

1 : Camera  2 : Light supporter  3 : Light source  4 : Temperature indicator  5 : Pressure indicator

6 : Air bath  7 : Thermocouple  8 : View cell  9 : Stirringbar  10 : Piston  11 : Valve  12 : CO2 cylinder

13 : Magnetic stirrer  14 : Monitor  15 : Pressure generator  16 : Water cylinder

(1) 용해도 측정 방법

초임계유체 내에서 물질의 상평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해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였다. 셀 안에 일정량 

시료 물질을 넣고 밀폐한 후 밸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주입한다. 셀의 온도는 공기 순환기의 

온도를 설정함으로써 조절하며, 압력은 가압기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전진/후진 시켜 조절한다. 용해도의 

측정은 운점(Cloud point) 측정 방식을 이용한다. 우선 소정의 온도로 내부 온도를 설정한 후 용질이 완전

히 녹아 내부가 맑아질 때까지 압력을 상승시킨다. 그 후 압력을 서서히 감소시키면서 용질의 석출이 일

어나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내부를 교반하고 있는 stirringbar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의 압력을 운점

이라고 지정하고 기록한다.

그림 1-1 고압용해도 측정 장치

1 : 카메라  2 : 광 지지대  3 : 광원  4 : 온도 표시기  5 : 압력 표시기  6 : 공기 순환기  7 : 열전대  8 : 시창  9 : 교반 막대  

10 : 피스톤  11 :  밸브  12 : 이산화탄소 실린더  13 : 교반기  14 : 모니터  15 : 가압기  16 : 물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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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용해도는 미량이므로4, 이때 배출되는 무수아세트산의 양은 무시한다. 준비된 반응기는 원하는 온도

로 예열된 유조에 투입한다. 실험조건은 고압 용해도 장치를 사용하여 용해도 측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온

도조건은 120, 140, 160 ℃에서 실험하였고 2, 4, 6, 8시간에서,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은 0.10, 0.20, 0.30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임계 아세틸화의 경우 압력 변화에 따른 영향이 200bar이후로 작고5 용해도 

실험을 한 결과 임계압력이 200bar미만인 것을 바탕으로 압력은 200bar로 고정하고 실험하였다. 실제로 

주어진 온도와 몰분율의 조건에서 한 개의 상을 이루는 것을 150~170bar 부근에서 확인하였다.

반응시간이 지난 후에 흐르는 물에 바로 냉각시킨 뒤에 밸브를 열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반응기로

부터 한지를 꺼내어 에탄올로 잔여 무수아세트산의 제거를 위해 씻어낸다. 그 후에 60 ℃의 진공오븐에서 

1시간동안 건조하고 20 ℃, 10% RH 조건의 항온항습조에서 12시간이상 한지를 방치한다. 

그림 1-4 한지의 액체 아세틸화 실험 과정

그림 1-5 촉매를 이용한 한지의 액체 아세틸화 실험 과정

그림 1-6 한지의 초임계 아세틸화 실험 과정

(2) 촉매를 사용한 액체 아세틸화 반응

<그림 1-5>와 같이 초임계 아세틸화와 비교를 위한 여러 종류의 촉매를 사용한 아세틸화 반응을 실시

하였다. 촉매는 황산3을 사용했고 방법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하였다. 

준비된 한지(7×25cm, 1 ± 0.05g)의 무게를 측정한 뒤 튜브에 넣고 황산과 0.2 v/v% 비율로 혼합된 무

수아세트산을 각각의 튜브의 한지가 잠길 때까지 투입한다.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반

응을 진행한다. 시간 조건으로 2, 4, 6, 8시간동안 반응을 각각 3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반응을 마친 후

에 꺼내진 한지는 잔여 무수아세트산과 촉매를 제거하기 위해 바로 에탄올로 씻은 후에 60℃의 진공오븐

에서 1시간동안 건조된다. 요오드의 경우는 요오드화물로 변화시켜 요오드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티오황

산나트륨수용액으로 한지를 씻은 후에 마찬가지로 에탄올로 씻고 동일하게 건조하였다. 건조 후에는 20 

℃, 10% RH 조건의 데시케이터에서 12시간 이상 한지를 보관한다.

(3) 초임계 아세틸화 반응

<그림 1-6>에서 본 실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준비된 한지(7×25cm, 1 ± 0.05g)의 무게를 측

정한 뒤 회분식 반응기에 넣는다. 원하는 조건(온도, 압력,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을 이루도록 계산된 양

의 무수아세트산을 반응기에 넣는다. 반응기를 잠그고 밸브와 압력계가 달린 관을 연결한 뒤, 이산화탄소 

주입장치를 통해 원하는 조건을 이루도록 계산된 양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원하는 양을 주입 전에 이

산화탄소를 미량 넣었다가 배출시킴으로써 내부의 공기를 제거한다. 과도하게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밸브

를 열어 원하는 양에 도달할 때까지 배출시킨다. 비교적 저압과 상온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무수아세트

4) 한지의 가교 결합 반응 

(1) 초임계 가교 결합 반응

한지의 가교 결합을 위해서 한지를 적당한 크기(1×6cm)로 잘라 준비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무게가 측

정된 한지를 회분식 반응기에 넣고 원하는 조건(온도, 압력, BTCA의 몰분율)을 이루도록 계산된 양의 

BTCA를 반응기에 넣는다. 반응기를 잠그고 밸브와 압력계가 달린 관을 연결한 뒤, 이산화탄소 주입장치

를 통해 원하는 조건을 이루도록 계산된 양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원하는 양을 주입 전에 이산화탄

소를 미량 넣었다가 배출시킴으로써 내부의 공기를 제거한다. 과도하게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밸브를 열어 

원하는 양에 도달할 때까지 배출시킨다. 준비된 반응기는 원하는 온도로 예열된 유조에 투입하여 한지의 

가교 결합 반응을 진행하였다. 

(2) 촉매를 사용한 초임계 가교 결합 반응

촉매를 이용한 한지의 가교 결합을 위해서 한지를 적당한 크기(1×6cm)로 잘라 준비하고 무게를 측정

한다. 촉매는 셀룰로오스의 가교 결합 반응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Sodium hypophosphite(SHP)를 

사용하였다6. 무게가 측정된 한지를 회분식 반응기에 넣고 원하는 조건(온도, 압력, BTCA의 몰분율, SHP

의 몰분율)을 이루도록 계산된 양의 BTCA와 SHP 반응기에 넣는다. 반응기를 잠그고 밸브와 압력계가 달

린 관을 연결한 뒤, 이산화탄소 주입장치를 통해 원하는 조건을 이루도록 계산된 양의 이산화탄소를 주입

한다. 원하는 양을 주입 전에 이산화탄소를 미량 넣었다가 배출시킴으로써 내부의 공기를 제거한다. 과도

       Temperature : 120℃

       Reaction time : 2, 4, 6, 8h

Injection of Ac2O

: Korean paper
: Ac2O

Injection of Korean

paper and put into

the oil bath

Injection of mixture

of Ac2O and H2SO4

Injection of Korean

paper and leave at
room temperature : Korean paper

: Ac2O + H2SO4

Injection of Ac2O

and Korean paper

Injection of CO2 Insertion of reactor

in oil bath

Supercritical phase

: Korean paper

: Ac2O

: CO2

:   Superticial CO2 + 

Ac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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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b : 아세틸화 반응 전 한지의 백색도

L*,a*,b*:아세틸화 반응 후 한지의 백색도

하게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밸브를 열어 원하는 양에 도달할 때까지 배출시킨다. 준비된 반응기는 원하는 

온도로 예열된 유조에 투입하여 한지의 가교 결합 반응을 진행하였다.

5. 분석 방법

1) 한지 무게 변화 측정

한지 표면 작용기들의 아세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치환되기 전인 수산화

기가 아세틸기에 비해 무게가 작기 때문에 아세틸화 반응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무게가 증가하며 어느 

정도의 아세틸화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식으로 WPG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WPG : Weight percent gain(%), W : 반응 후 한지무게, W0 : 반응 전 한지무게

그림 1-7 색도 측정기

그림 1-8 인장 강도 측정기

WPG(%)=
(W-W0)

W0

×100

2) FT-IR 분광 광도계

FT-IR 분광광도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는 Thermo Scientific사(USA)의 Nicolet 

6700 모델을 사용하였다. 감쇠전반사(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방식으로 전처리 없이 고상의 시

료를 측정할 수 있다.

 

3) 전계 방출 주사 전자현미경 (FE-SEM)

전자현미경은 Carl Zeiss사(Germany)에서 제작된 SUPRA 55VP 모델을 사용하였다. 측정하기 전에 한

지를 가로세로 5mm로 잘라 탄소테이프를 붙인 Stub에 붙인다. 그 후 백금으로 시료 표면에 20nm 정도

의 두께로 코팅을 진행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4) 백색도 측정

반응이 끝난 후 한지의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Lorentze n-Wetre사(Switzerland)의 Elropho 

type 분광광도기를 사용하였다. L, a, b 값과 밝기, 황색도, 불투명도를 TAPPI 기준 검사법에 의거하여 측

정하였다. 색차 비교를 위해 L, a, b 값에 기반한 다음과 같은 색차식을 이용하였다.

(L-L*)2+(a-a*)2+(b-b*)2
△E=

5) 인장 지수

한지의 물리적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Lorentzen-Wetre사(Switzerland)의 인장 강도 측정기를 사용

하였다. 한지의 강도는 종이 평량에 영향을 받아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인

장 강도(N/m)를 평량(g/m2)으로 나눈 인장 지수(Nm/g)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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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때부터 혼합물이 초임계상이 아닌 액체상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용해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초임계 아세틸화의 실험조건을 결정하였다. 변수는 온도, 시간, 무수아세

트산의 몰분율로 정하였는데 압력의 경우 변화에 따라 몰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수아세트산

의 양 또한 변하게 되어서 몰분율과 함께 무수아세트산에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압력은 200bar로 고정하였다.

온도범위의 경우 기존 아세틸화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로 100~140℃에서 반응을 진행하고 

100℃에서는 매우 반응속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7. 실제로 80℃, 100℃에서 8시간동안 아세틸화 실험을 

한 결과 거의 무게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온도조건은 120℃, 140℃, 160℃로 설정하였고 반응 

시간은 2, 4, 6, 8 시간으로 정하였다.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은 기존의 목적인 초임계 상태에서의 아세틸

화를 달성하기 위해 0.10, 0.20으로 설정하였고 비교를 위해 0.30에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1>에 실

험조건을 정리하였다.

6) 접촉각

아세틸화 반응 이후의 한지 표면의 소수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SEO사

(Korean)의 Pheonix-10 모델을 사용하여서 측정하였다. 용액으로는 물을 사용했으며 물방울의 접촉 후 

5초가 지난 뒤에 접촉각을 측정했다. 한지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 인식을 잘 못한 경우에는 사진에서 직

접 측정하였다.

그림 1-9 접촉각 측정기

그림 1-10 초임계 이산화탄소/무수아세트산 용해도

그림 1-11 무수 아세트산의 몰분율에 따른 셀 내부의 모습

7) 물의 흡수시간 측정

한지가 물을 흡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아세틸화가 진행된 한지에 0.01ml의 

물을 떨어트려서 물방울이 모두 흡수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물방울이 전혀 흡수되지 않

고 증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6. 결과 및 토의

1) 한지의 초임계 아세틸화 반응

(1) 무수 아세트산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

고압 용해도 장치를 사용하여 온도와 몰분율을 변화시키면서 무수 아세트산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운점을 관찰하고 압력을 기록하였다. 온도 조건은 80℃, 100℃, 120℃, 이산

화탄소에 대한 무수 아세트산의 몰분율은 0.10, 0.15, 0.20, 0.25, 0.30으로 설정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그

림 1-10>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무수 아세트산의 몰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은 증

가하였다. 실험 조건 중 최고 압력은 171bar였는데 120℃, 0.25의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일 때였다. <그림 

1-11>에서 볼 수 있듯이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25이상부터 운점이 아닌 끓는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80℃, 100℃, 120℃의 모든 실험 온도 범위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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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초임계 상에서 아세틸화 반응을 진행하였을 때 액체상에서 진행

하는 것보다는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고 특히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20일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보

였다. 황산을 촉매로 사용한 경우 매우 높은 WPG를 보였으며 이는 아주 큰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는 본 

아세틸화 반응을 황산이라는 촉매가 효과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 되지 않았지만 초임계 상에서 황산 촉매를 사용하여 아세틸화 반응을 진행할 때 가장 높은 반응속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1 실험 조건

공정 변수 조건

온도 120 ℃, 140 ℃, 160 ℃ 

압력 200bar

무수 아세트산 몰분율 0.10, 0.20, 0.30

반응 시간 2 h, 4 h, 6 h, 8 h

(2) 혼합물의 밀도 측정

한지의 아세틸화 반응은 고압에서 진행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유체의 밀도는 실험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 측정하였다. 우선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와 몰분율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서 200bar를 유지하기 위한 밀도를 가정한 뒤 그 조건에서의 압력

을 측정하였다. 초기 밀도는 무수아세트산이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하고 200bar를 유지하기 위한 이산화

탄소의 밀도로 설정하였다. 200bar보다 작은 값을 압력계가 나타낼 경우 밀도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이를 

반복하면서 200bar를 나타날 때의 밀도를 기록하고 다른 조건에서의 밀도를 또 찾는다. 이것을 반복하여 

측정한 밀도 값은 <표 1-2>에 정리하였다.

표 1-2 실험 조건에 따른 혼합물 밀도

무수 아세트산의 몰분율 120 ℃ 140 ℃ 160 ℃

0.10 0.5724 0.4804 0.4065

0.20 0.6718 0.5734 0.5101

0.30 0.7642 0.6748 0.6155

(3) 액체 아세틸화와 초임계 아세틸화 반응의 비교

초임계 아세틸화와 기존 아세틸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액체 아세틸화를 촉매 유무를 나누어 실시

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실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한지의 액체 아세틸화를 실시하였다. 초임계 아세틸화의 

경우 온도 변화를 할 수 있지만 초임계상의 영향을 보기 위해 액체 아세틸화의 반응온도인 120℃를 반응

온도로 설정하고 몰분율만 변화시켜서 실험을 진행하고 방법에 따른 한지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관찰, 

비교하였다. 화학적 변화는 WPG, FT-IR, 접촉각 측정, 물 흡수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고, 물리적 변화는 

FE-SEM, 인장강도, 백색도를 통해서 평가하였다.

① 무게 변화 비교

무게 변화 비교 결과인 <그림 1-12>를 보면 WPG은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응 공학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당연한 결과이며 그 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지의 아

세틸화 반응은 매우 느린 반응임을 알 수 있다. 8시간의 긴 반응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무게 증가

그림 1-12 아세틸화 방법에 따른 무게 변화

② 한지의 작용기 변화

FT-IR 분석 결과를 통해 한지 표면의 작용기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실제로 표면의 수산화기가 아세틸

기로 치환되는지 여부와 잔존 용매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그림 1-13>에 나타내었다. 아세

틸기를 나타내는 1200cm-1, 1740cm-1에서의 피크의 강도가 처리되지 않은 한지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산화기를 나타내는 3350cm-1에서의 피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수산화기가 제거되

고 그 자리를 아세틸기로 치환되었다고 판단된다. 

잔존 용매와 잔존 반응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르복실산이 나타내는 1720cm-1과 3100cm-1에서의 피크

를 관찰하였는데 이 부분의 피크 강도가 매우 낮아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수 아세트산이 반응을 거

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산이 한지에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R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 분석은 아주 정

밀하지 않아 잘 사용되지 않지만 이 데이터의 경우 황산 촉매를 사용한 경우가 다른 것에 비해 아세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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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반면에 초임계 아세틸화를 실시했을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에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30의 경우만 액체 아세틸화에 비해 작은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④ 물의 흡수 시간 측정

실제 아세틸화 반응한 한지의 물에 대한 저항도를 확인하기 위해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실제 흡수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와 <표 1-3>과 같이 시간이 측정되었고 실제 물

방울 사진은 <그림 1-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흡수시간을 기준으로 아세틸화의 정도를 평가했을 때 무수 

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10일 때의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초임계 아세틸화 반

응을 실시했을 경우가 액체 아세틸화 반응의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황산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의 경우가 가장 빠른 흡수시간을 보였다는 것인데 촉매를 사용하여 아세틸화의 정

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접촉각과 흡수시간은 가장 작고 짧게 나왔다. 이는 아세틸화 반응의 메커니즘에 

미루어보았을 때 액체 아세틸화 반응의 경우 액체가 한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서만 아세틸화

가 진행된 반면에 초임계 아세틸화의 경우 비록 아세틸화의 정도가 보다 낮았음에도 깊숙한 곳에서도 균

일하게 아세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한지에 젖으려는 성질에 보다 다 더 저항성이 강해 접촉각과 

흡수시간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아세틸화된 한지의 물 흡수 시간(min)

2 h 4 h 6 h 8 h

Ac2O 1.15 ± 0.63 6.38 ± 2.01 14.13 ± 5.81 28.17 ± 1.84

Ac2O+H2SO4 0.42 ± 0.30 0.26 ± 0.08 3.69 ± 2.24 10.65 ± 5.03

120 ℃, 0.10 17.1 ± 12.9 ∞ ∞ ∞

120 ℃, 0.20 2.98 ± 2.2 18.05 ± 4 29.53 ± 0.08 ∞

120 ℃, 0.30 5.03 ± 2.24 8.85 ± 0.88 29.26 ± 0.74 21.62 ± 1.30

피크가 2배가량 큰 것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가장 아세틸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③ 접촉각 측정

접촉각은 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개질된 한지 표면의 소수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여러 방

법으로 8시간 처리된 한지의 접촉각을 <그림 1-14>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접촉각의 크기가 90。보다 

크면 소수성이고 그보다 작으면 친수성이라고 여겨진다.8 아세틸화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원래 한지의 경

우 물방울을 바로 흡수를 해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0。로 고려하였다.

접촉각을 비교해보면 WPG와 IR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던 촉매를 사용한 경우의 한지의 접촉각

그림 1-13 아세틸화 반응 후 한지의 FT-IR 피크

그림 1-14 아세틸화 반응 후 한지의 접촉각

그림 1-15 아세틸화된 한지의 물 흡수 

⑤ 인장 지수 측정

아세틸화 반응 전 후와 아세틸화의 방법에 따른 한지의 물리적 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장 강도를 

측정해서 인장 지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16>에 반응 시간과 방법에 따른 인장지수를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차이에 비해 비교적 값의 변화가 큰 것은 수 제작으로 만드는 한지의 특성상 피할 

Ac2O

120℃, 0.10, 8h

H2SO4, 8h

120℃, 0.20, 8h

120℃, 0.30, 8h

Untreated Ac2O Ac2O+H2SO4 120℃, 0.30120℃, 0.2012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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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반응 시간과 아세틸화 방법에 따른 한지의 인장 지수

그림 1-17 아세틸화 방법에 따른 한지의 SEM 이미지

수 없는 변화이며 정확한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초임계 아세틸화를 했을 때 한지의 

인장 지수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액체 아세틸화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인장지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액체 

무수 아세트산이 한지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혼합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고 생각된다. 특히 촉매를 사용한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황산이 매우 강한 산으로 한지의 분해에도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본 연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황산과 같은 촉매는 피해

야 할 것이다. 초임계 아세틸화 반응을 진행한 3가지 경우에는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10일 때 비교

적 인장지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SEM 분석

바이오매스 전처리 방법에 있어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바이오매

스에 200bar이상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감압을 통해 바이오매스의 형태를 변형시켜 당화 효율

을 높인다9-12. 바이오매스의 경우 셀룰로오스, 헤미 셀룰로오스, 리그닌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셀룰로오

스로 이루어져 있는 한지에도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전처리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EM 사진

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황산 촉매를 사용했을 때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EM 사진을 촬영하였다.

아세틸화 방법에 따라 8시간 처리된 한지의 표면사진을 <그림 1-17>에 나타내었다. 우선 촉매를 사용

한 경우 많은 부스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였을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장 지수의 지속적인 감소의 이유로 생각된다. 초임계 아세틸화의 경우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10일 때를 제외하고 벗겨짐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분율이 0.10일 때 인장 

지수가 조금 높은 이유라고 생각 된다. 그림 1-18 아세틸화 반응 후 한지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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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셀룰로오스에 아세틸화를 진행할 때 셀룰로오스를 미리 팽창시키면 반응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고되었다15. 한편,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셀룰로오스를 팽창시킨다고 보고되었고16 이로 인해 초임계 아

세틸화에서의 반응속도가 다른 방법에 비해 빠른 이유로 제시되었다17.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생각

해 볼 때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의 증가로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초임계 이산화

탄소의 셀룰로오스 팽창효과를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내수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

⑦ 색도 분석

아세틸화 반응이 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L, a, b 값을 측정하여서 색차를 계산하여 비교하

였다. 그 색차와 실제 한지의 모습을 <그림 1-18>에 나타내었다. 인지 가능한 색차는 그 값이 3.3이상일 

때라고 알려져 있다13. 초임계 아세틸화에 의해 색도 변화의 경우만 조금 넘을 뿐 모두 그 이하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한지를 육안으로 봤을 때 색 변화의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어 아세틸화 반응이 

한지의 색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초임계 아세틸화 반응 최적 조건 탐색

초임계 아세틸화의 최적조건을 선정하고자 온도조건은 120, 140, 160℃에서 실험하고 2, 4, 6, 8시간에

서,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은 0.10, 0.20, 0.30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임계 아세틸화의 경우 압력 변화

에 따른 영향이 200bar이후로 작고5 용해도 실험을 한 결과 임계압력이 170bar 수준인 것을 바탕으로 압

력은 200bar로 고정하고 실험하였다.

처리된 한지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관찰, 비교하여 공정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적조건을 

결정하였다. 화학적 변화는 WPG, FT-IR, 접촉각 측정, 물 흡수 시험 분석하였고, 물리적 변화는 FE-SEM, 

인장강도, 백색도를 분석하였다. 실험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실험시간을 8시간으로 고정하고 온도와 몰분

율의 변화에 따른 물성을 비교하여 온도와 물분율을 결정하였다. 8시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건에 따른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찰하기 위함이다. 

① 반응 온도와 무수 아세트산의 몰분율에 의한 영향

한지의 아세틸화 반응의 온도와 무수 아세트산 몰분율에 따른 화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WPG, 

FT-IR, 접촉각 측정, 물 흡수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19>를 보면 온도에 따라 WPG값의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아세틸화 반응이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몰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적은 양의 무수아세트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있

어서 몰분율이 0.10일 때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FT-IR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 1-20>를 보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세틸기를 나타

내는 1200cm-1,1740cm-1에서의 피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WPG와는 다르게 몰분율이 0.20일 

때 조금씩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21>은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라 비교해봤을 때 종전에 값들

과는 다르게 140 ℃에서 비교적 균일하고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몰분율에서도 예상과는 다르게 

0.20일 때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그림 1-22>에서의 물 흡수 시험의 결과와 함께 

비교하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2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

세틸화 반응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에서의 셀룰로오스 간의 특성 때문이라는 점과 두 번째로 무수아세

트산의 몰분율이 0.30일 때 반응상이 액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세틸화 반응의 메커니즘은 셀룰로오스 표면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4 확산속도에 영향

그림 1-19 반응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한지의 WPG 변화

그림 1-20 반응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한지의 작용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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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무수아세트산이 몰분율이 0.10일 때 인장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방법 별로 비교할 때의 경우에서 SEM사진에서 확인했던 표면 벗겨짐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되며 확인을 

위해 SEM을 촬영하여 <그림 1-24>에 나타내었다. SEM 사진을 보면 몰분율이 0.10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

응 온도에 상관없이 모든 표면에서 벗겨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벗겨짐이 한지의 인장지수를 낮아진 

원인이라 추정되고 그 이유로 리그닌의 제거와 무수아세트산의 농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바이오매스를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아세트산의 혼합으로 전처리를 하면 바이오매스 당화의 주요 방

해요인인 리그닌이 제거되고 결론적으로 당화효율을 높이는 것이 알려져 있다.18, 19 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15일 때 22%의 리그닌을 제거하며 아세트산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효과는 증가하였다. 한지가 약 3%

정도 리그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무수아세트산과 아세틸화 후에 생성된 아세트산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몰분율이 0.30일 때 WPG와 FT-IR의 아세틸기의 피크가 가장 큰 것으로 보

아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팽창 효과와 무수아세트산의 양과의 경쟁 효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

의 경우 몰분율이 0.30이 됨으로써 반응상이 액상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물질전달속도가 초임계상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균일한 아세틸화를 이루지 못해서 충분한 내수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아세틸화된 한지의 물 흡수 시간(min)

120 ℃ 140 ℃ 160 ℃

0.10 ∞ ∞ 25.99 ± 4.01

0.20 ∞ ∞ 24.91 ± 5.38

0.30 21.62 ± 1.30 ∞ 23.36 ± 6.64

온도와 몰분율의 변화에 따른 물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인장 강도와 백색도를 측정하여 인장 지

수와 색차를 계산하여 비교하고 SEM사진을 촬영하여 표면 변화를 관찰, 비교하였다.

인장지수는 <그림 1-23>에 8시간 처리된 액체 아세틸화의 경우 함께 비교해서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도 볼 수 있듯이 120℃에서 처리된 한지를 제외하고 한지의 인장지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120℃보다 높은 온도에서 처리되었을 때 한지의 물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난히 눈에 띄

그림 1-21 반응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접촉각

그림 1-22 반응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한지의 물 흡수 시간 측정

그림 1-23 반응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한지의 인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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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빨랐지만 색차가 점점 커졌고 몰분율이 작을수록 한지의 손상

이 적어 물성유지에 효율적이었다. 색차가 커져버리면 한지 표면 개질의 의미보다 본래 한지의 물성 손상에 따

른 단점이 커지기 때문에 120℃, 0.10을 최적조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② 반응 시간의 영향

고정된 반응온도, 몰분율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화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WPG, 접촉각 측정, 물 

흡수 시험을 실시하였다. FT-IR은 WPG와 경향이 일치하고 아세틸화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

서 한지의 물성과는 연관이 없으므로 측정하지 않았다.

반응시간에 따른 WPG는 <그림 1-26>에 나타내었다. 2시간일 때 변위가 컸고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반

응시간이 늘어날 때 비교적 빠르게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7>에 표면이 얼마나 소수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응 시간에 따른 접촉각과 물의 흡수시간, 

사진을 나타내었다. 2시간 반응했을 때 가장 낮은 접촉각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시간에서는 80。이상의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물의 흡수시간은 접촉각이 80。이상일 때 한지가 물에 젖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이 리그닌을 녹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무수아세트산의 분자 크기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무수아세트산의 농도가 

더 클수록 반응 후 감압할 때 한지의 셀룰로오스 내에서 분출되는 효과가 커져서 표면이 벗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무수아세트산과 아세트산은 분명히 다른 물성을 보이기 때문에 무수아세트산의 좀 더 큰 분자

크기로 인한 분출효과로 무게가 실리지만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25>에 온도와 몰분율의 따른 색차와 처리된 한지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사진만 보더라도 온도

가 증가할수록 몰분율이 감소할수록 색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온도가 120℃일 때를 제외하고 

인지 가능한 색차인 3.3이상13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실제 한지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세틸화의 반응 

정도보다는 한지의 물성과 같은 사용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WPG, FT-IR 피크, 접촉

각의 크기보다는 내수성, 강도, 색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최적조건 선정을 해야 한다. 그 중 색변화의 관점

에서 평가하였을 때 미미한 색차를 보였던 120℃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강도의 관점에서는 120 ℃

에서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10과 0.30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아세틸화로 부여하고자 했던 

내수성은 120℃, 0.10과 140℃의 모든 몰분율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1-24 반응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한지의 SEM 이미지 그림 1-25 반응 온도와 몰분율에 따른 한지의 색도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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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정된 반응온도, 몰분율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물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인장 강도와 백색도

를 측정하여 인장 지수와 색차를 계산하여 비교하고 SEM사진을 촬영하여 표면 변화를 관찰, 비교하였다

반응시간에 따른 인장지수를 나타낸 <그림 1-28>을 보면 반응 시간이 4시간일 때 가장 인장지수가 높

았다. 하지만 변위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이라기보다는 처리전의 한지보다 강도가 조금 증가했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인장지수가 감소하고 표면의 벗겨짐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반응온도와 몰분율을 고정하

고 촬영했던 SEM사진은 <그림 1-29>처럼 변화 없이 매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30>의 색차에 대해서 분석하면 인지 가능한 색차인 3.3이상13을 보이는 경우는 

8시간의 경우가 유일하고 그나마도 유사하여 사진 상으로도 볼 수 있듯이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따라

서 색차는 무시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온도와 몰분율의 최적조건을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응시간 또

한 내수성, 강도, 색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최적조건 선정을 해야 한다. 그 중 색변화의 관점에서 평가하였

을 때 모든 반응시간에서 색은 무시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강도의 관점에서는 4시간일 때 가장 좋은 결과

를 가졌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내수성은 4시간이상 처리된 경우 모두 물에 젖지 않는 것으로 확

그림 1-26 반응 시간에 따른 한지의 WPG

그림 1-28 반응 시간에 따른 한지의 인장강도

그림 1-30 반응 시간에 따른 한지의 색도와 사진그림 1-27 반응 시간에 따른 한지의 접촉각

그림 1-29 반응 시간에 따른 한지의 SEM 이미지

Δ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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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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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고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압력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조군은 선행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방법인 액

상에서 한지의 가교 결합 반응을 진행시킨 것이다. <그림 1-31>의 결과를 보면 대조군의 무게 변화가 가

장 두드러졌으며 압력이 150bar에서는 거의 비슷한 무게 변화 값을 보였고 압력이 170bar 이상에서는 약

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대조군은 액상에서 충분히 wetting이 진행되어 큰 무게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의 혼합물에 의한 wetting이 물에 비해 한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결과로 볼 때 압력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약간 감소한 것은 

이산화탄소의 밀도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32>는 압력을 200bar로 고정하고 반응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게 변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반

응이 15분 이상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 연구에서는 반응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는 

예열된 유조에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 추가

적인 실험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유조 내에서 반응기 내부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의 혼합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정확한 반응 시작 시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한지의 색도 변화

가교 결합 반응 후 한지의 색도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가교 결합 반응이 150℃에서 진행되는 고온 반응

이고 가교 결합을 위한 반응물로는 BTCA와 같은 유기산과 추가적인 촉매가 들어가므로 한지의 변색 위

험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보존 처리 

시 변색은 문화재 가치에 치명적이다. <그림 1-33>의 색도 측정 결과를 보면 세 조건 모두 보통 한지와의 

색도 차이가 2 이하로 의미 있는 색 변화는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1-34>의 결과

를 보면 반응 시간이 20분 정도로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한지의 색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적으로 한지의 가교 결합 반응은 한지의 색도 변화는 거의 야기하지 않는 반응으로 판단되며 색도 변

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고온에서 진행되는 반응이지만 반응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

인 되었다. 이러한 점들과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한지의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내

수성을 보이면서도 가장 짧은 반응 시간을 가졌던 4시간의 반응 시간이 최적의 반응시간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지의 초임계 아세틸화의 최적조건을 반응온도 120℃,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 0.10, 반응시

간 4시간으로 선정하였다. 

표 1-5 아세틸화된 한지의 물 흡수 시간(min)

2 h 4 h 6 h 8 h

120 ℃, 0.10
200bar 17.1 ± 12.9 ∞ ∞ ∞

2) 한지의 가교 결합 반응

기존의 셀룰로오스 가교 결합의 경우 BTCA를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표면의 수산화기와 카르복시

기 사이의 에스터(ester)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가교 결합을 도모하여 셀룰로오스의 DOP(degree of 

polymerization)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은 초임계 상에서 진행된 것

이 아니고 보통 액상에서 처리한 후 고온에서 재처리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따라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와 공용매를 도입하여 반응 속도를 높이고 침투력을 증가시켜 한지 섬유에 고르게 가교 결합 형성을 도

모하였다. 반응 온도는 150℃로 고정하였고 압력의 영향과 시간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150bar, 170bar, 

200bar에서 각각 진행하였고 시간은 5분, 15분, 20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 한지의 무게 변화

한지의 강도 보강을 위해 가교 결합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가장 기본적인 분석인 무게 변화를 살펴봄으

로써 실제 한지 사이의 가교 결합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온도는 150℃, 반응 시간은 15분으로 

그림 1-31 압력에 따른 한지의 무게 변화 그림 1-33 압력에 따른 한지의 색도 변화그림 1-32 시간에 따른 한지의 무게 변화 그림 1-34 반응 시간에 따른 한지의 색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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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투입하였던 BTCA가 한지와 결합하면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압력이 200bar의 조건에서 가

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는데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BTCA와 한지 표면의 수산화기가 반응하여 생

겨난 새로운 구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새로 생긴 구조는 물리적 손상에 더 강할 것으로 생각되

며 현 재 강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교 결합된 한지를 장기간 보존할 경우 표

면에 결합되어 있는 산이 가수 분해에 의해 다시 유기산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한지의 물

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가교 결합된 한지의 가속 열화를 통해 안정성 검증의 필요성

이 있으며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지의 작용기 변화 관찰

FT-IR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한지의 표면 작용기 변화를 살펴보고 실제로 가교 결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였다. 공통적으로 3000cm-1 대에서 측정되는 수산화기가 발견되었으며 가교 결합된 한지에서는 원

래 한지에서 보이는 수산화기의 피크 크기보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교 결합에 의해 수산

화기가 에스터기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또한 2700cm-1 대의 메틸렌 피크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1700cm-1 

대의 카보닐 피크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유기산인 BTCA가 한지의 수산화기와 반응하여 에스터기

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고 판단되며 두 번째 이유는 가교 결합 반응에서 사용되는 반응물들이 특유의 색을 띄지 않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특히 에탄올과 이산화탄소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한지의 색이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한지 강도 개선에 매우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한지의 표면 변화 관찰

한지의 표면이 가교 결합 반응 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SEM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원래 한지의 표면

과 비교하였다. <그림 1-35>의 결과를 보면 한지에서는 보이지 않던 입자들이 관찰되었는데 가교 결합을 

그림 1-35 실험 조건에 따른 한지의 SEM 이미지
그림 1-36 실험 조건에 따른 가교 결합된 한지의 FT-IR 결과

Hanji 150bar, 15min

200bar, 5min

200bar, 20min

170bar, 15min

200bar, 1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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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왕조실록에 밀랍을 도포하는 초임계CO2 함침 
기술 연구

1. 연구 목표 및 방법

조선왕조실록 복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모형 밀랍본 모형 제작, 손상된 밀랍 제거, 한지의 강도 개

선, 지방산 제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단계로 보강된 열화 한지에 산이 제거된 밀랍을 도포하는 

함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밀랍 성분 중 열화 가속화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방산을 제거하고 

이를 보강된 열화 한지에 도포함으로써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복원한다는 의

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포된 밀랍의 산 성분이 제거되어 밀랍본을 장기간 보존해도 미미한 손상만이 

존재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해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초임계유체 함침 기술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이산화탄소에 밀랍을 용해시켜 한지에 고르게 도포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의 주재료로 전통 방법으로 제작된 한지(장지방,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를 실험에 적당한 크기

로 잘라 20℃, 10% RH 조건의 데시케이터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으며 지리산에서 생산된 천연 밀랍(빈도

림, 전남 담양군)을 사용하였다. 

밀랍 함침을 위한 용매로는 이산화탄소 (99.9%, 협신 종합 가스상사, 대한민국)를 사용하였다. 

3. 실험 장치 및 방법

1) 고압 용해도 장치

용해도는 내부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셀이 장착된 고온, 고압장치에서 측정된다. 셀은 높은 니켈함

량의 오스테나이트계 강으로 제작하였으며 외경 5.7cm, 내경 1.59cm, 최대 25cm3의 부피를 가진다. 내

부 압력은 셀 후방에 설치된 피스톤(High Pressure Equipment Co., 50-6-15)을 가압기(High pressure 

generator, High-Pressure Equipment Co, model 62-2-10)를 통해 전진/후진시켜 변화시킨다. 셀의 앞

에는 강화유리로 이루어진 시창이 있어 실험 중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앞 쪽의 시창에는 보로스

코프 (Boroscope, Olympus Corp., model R100-038-000-50)가 연결된 카메라(Veltek International 

Inc., model CVC-5520)를 장착하여 셀 내부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내부 온도는 셀 주변에 설치된 공

기 순환기를 통해 조절하였으며 셀의 온도는 PRT 타입의 온도계(Hart Scientific Inc., model 5622-32SR, 

7. 결론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손상된 밀랍을 제거하고 물성이 약화된 한지의 강도 개선 및 표면 개질을 통해 

향후 보존성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지의 친수성기를 소수성기로 치환하는 화학적 개질 

방법인 아세틸화와 가교 결합을 통한 강도 개선을 고려하였다. 선행 연구에 존재하였던 아세틸화 방법과 가

교 결합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응 매개로하는 초임계 공정을 고안하였다.

초임계 아세틸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아세틸화에 사용되는 무수아세트산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와의 용

해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도, 시간,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을 변수로 설정하고 압력은 고정시

켰다. 특히 몰분율을 조절하여 초임계상과 액상으로 상을 나누어 실험함으로써 반응매개의 상태에 따른 

한지의 물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초임계 아세틸화는 미세하게 한지의 색도 변화를 일으켰지만 기존의 아

세틸화 방법에 비해 한지의 인장 지수를 향상 시켰고 적은 양의 무수아세트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

지에 보다 균일한 내수성을 부여하여 수분에 취약하지 않는 한지를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초임계 아

세틸화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해 온도와 몰분율을 먼저 변화시키면서 최적조건을 찾고 반응시간의 최적조

건을 찾았다. 반응온도에 따라 심한 색변화로 인해 온도는 120℃로 선정하였고 무수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20부터 인장지수가 감소하며 SEM사진에서 표면의 벗겨짐을 나타내어서 최적 몰분율로 0.10을 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120℃, 0.10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물성변화를 확인한 결과 반응시간이 4시간부터 완전

한 내수성을 보임으로써 최적조건을 4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최적조건은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하

지 않으면서 기존 아세틸화 방법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무수아세트산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아

세틸화을 이룬다는 점에서 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한지의 가교 결합 반응은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을 공용매로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한지 물성 

변화를 보기 위해서 무게 변화와 색도 측정을 하였다. 색도는 큰 변화가 없어 문화재에 적용하기에도 안정

한 기술임을 확인하였으며 SEM과 FT-IR을 통해서 한지 표면 작용기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교 결합이 생

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교 결합을 통해 보강 효과와 보존성 향상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향후 

가교 결합의 가수분해에 의해 유기산이 생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더욱 정밀하고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을 위한 한지 강도 개선 및 표면 개질 기술을 연구하였으며 한지의 아세틸화

와 가교 결합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강도 개선과 표면 개질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실제 조선왕조

실록 복원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록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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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1) 주사전자현미경 (FE-SEM)

주사전자현미경은 JEOL사(일본)에서 제작된 JSM 5410LV를 사용하였다. 측정 전에는 종이를 가로 세로 

5mm정도로 잘라낸 후 셀 표면에 붙이고, 겉에 백금 파우더로 코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적외선 분광계(FT-IR spectropho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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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감쇠 전반사(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방식으로 고상의 시료를 전처리 없이 사용한다. 

3) 물방울 테스트

한지 표면의 흡수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물방울 테스트를 하였다. 한지 표면에 증류수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흡수 여부를 기록하고 물방울이 완전히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5. 결과 및 고찰

1)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함침

(1) 실험 조건

고압 용해도 측정 장치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밀랍을 한지에 도포하는 함침 실험을 진행

하였다. 먼저 실험 온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 실험 조건을 살펴보았다. 2012년에 시행하였던 초임계 기

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 처리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온도를 70℃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밀랍의 녹

는점이 63~65℃인 점을 고려하여 밀랍이 이산화탄소에 쉽게 용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20]. 밀랍의 대표 

물질은 사슬이 긴 에스터 물질인 C15H31COOC30H61로 밀랍이 생산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밀랍의 

구성 성분 중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 기초 연구를 행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밀랍 모델 물질 중 에스터

인 palmityl palmitate의 용해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 압력을 선정하였고 이때 Palmityl palmitate

의 용해도 측정 결과 65℃에서 몰 비율이 0.000218일 때 162bar에서 cloud point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압력으로 실험 압력을 설정하였다. 또한 밀랍은 단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cloud point가 

큰 의미는 없지만 실제 실험에서 약 230bar 근처에서 형성된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보다 높은 압력

인 250bar에서는 밀랍이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충분히 용해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실험 압력으로 선정

하였다. 기초 실험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실험 시간인데 향후 장치의 규모가 커졌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실험 시간이다. 왜냐하면 장치가 커질수록 균일한 혼합과 물질 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더 장시간의 실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실험

accurate to±0.045K)로 측정하였다. 셀 내부의 압력은 전자 압력 변환기(Digital pressure transducer, 

Paro-scientific Inc., model 43KR-HHT-101, accurate to 0.01% of reading)와 압력계(Paro0scientific Inc., 

model 730)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림 2-1>에 고압 용해도 측정 장치의 개략 도를 나타내었다.

(1)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밀랍 함침 방법

초임계유체 내에서 한지에 밀랍을 함침하기 위해서 고압 용해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였다. 셀 안에 일정

량(약 10~60mg)의 밀랍과 한지를 넣고 밀폐한 후 밸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주입한다. 셀의 

온도는 공기 순환기의 온도를 설정함으로써 조절하며, 압력은 가압기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전진/후진 시

켜 조절한다. 세팅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밀랍을 용해하고 있는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한지에 

확산될 수 있도록 24시간을 기다린 후 급격히 압력을 제거하여 한지에 밀랍이 함침 되도록 한다.

2) 전통한지

실험에 사용된 한지는 고압용해도 측정 장치의 크기에 맞게 1.5×1.5cm2으로 재단하여 사용하였다. 한지

는 기본적으로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밀랍 함침 시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수분들이 방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지 재단 후 60℃의 오븐에서 6시간 이상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사용하였다.

1 : Camera  2 : Light supporter  3 : Light source  4 : Temperature indicator  5 : Pressure indicator

6 : Air bath  7 : Thermocouple  8 : View cell  9 : Stirringbar  10 : Piston  11 : Valve 12 : CO2 cylinder

13 : Magnetic stirrer  14 : Monitor  15 : Pressure generator  16 : Water cylinder

그림 2-1 고압용해도 측정 장치

1 : 카메라  2 : 광 지지대  3 : 광원  4 : 온도 표시기  5 : 압력 표시기  6 : 공기 순환기  7 : 열전대  8 : 시창  9 : 교반 막대  

10 : 피스톤  11 :  밸브  12 : 이산화탄소 실린더  13 : 교반기  14 : 모니터  15 : 가압기  16 : 물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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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에 밀랍이 많이 용해될수록 이것이 한지에 확산되어 더 많이 함침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밀랍 무게 변화에 비해 한지에 함침된 밀랍의 무게 변화가 작은 것을 보면 한지에 함침될 수 있는 밀

랍의 양에 한계가 있어 투입된 밀랍의 무게가 증가하더라도 함침된 한지의 무게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밀랍을 용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정 무게 이상은 용

해가 불가능하여 한지에 확산되는 밀랍의 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밀랍이 단일물질이 

아니어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를 알기는 어렵고 투입된 밀랍의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나눠준 

무게의 값이 0.19 이상, 함침된 밀랍의 무게를 한지의 무게로 나눠준 값이 0.7 이상이 되어야만 물방울 테

스트에서 뛰어난 방습성을 보여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두 번째 이유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향후 보충 연구를 통해 더 밝혀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2) 함침 후 한지의 물성 변화

(1) 형태적 변화

에서는 24시간을 실험 시간으로 선정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밀랍이 충분히 한지에 확산됨과 

동시에 큰 규모의 장치에서도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된 함침 실

험 조건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 함침 실험 조건

온도 압력 실험 시간 공정 순서

70℃ 250bar 24 시간 급격한 감압 후 온도 하강

(2) 밀랍의 양에 따른 한지 무게 변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밀랍 함침 실험에 사용된 밀랍의 무게에 따른 한지 무게 변화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변수를 무차원화 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입된 밀랍의 무게를 사용된 이산화탄소의 무

게로 나누어주고 이를 한지에 함침된 밀랍의 무게를 한지의 무게로 나누어준 값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표

현하였다. 이와 같이 무차원화를 하는 이유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본 연구 결과를 재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며 또한 쉽게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초기에 

투입된 밀랍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한지에 함침된 한지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초임계 

그림 2-2 밀랍 함침 결과 

한지 밀랍 용융 도포 한지 초임계 함침 한지

밀랍 함침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한지와 용융 도포된 한지, 초임계 함침을 

이용하여 밀랍을 도포한 한지의 형태적인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림 2-3>과 <그림 2-4>를 보면 밀랍 용융 

도포 한지는 밀랍이 셀룰로오스 섬유 사이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어 뒷면에 쓰인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SEM 사진에서는 셀룰로오스 섬유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랍이 완전히 표면을 덮

고 있는 형태이다. 반면에 초임계 함침된 한지는 <그림 2-5>와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셀룰로오스 

섬유를 관찰 할 수 있을 정도로 밀랍이 고르고 얇게 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안으로 관찰

하였을 때는 불투명하여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생지와 마찬가지로 뒷면의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밀랍이 셀룰로오스 섬유 사이를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형태와는 다른 것이며 표면에 아주 얇고 미세하게 

도포되어 한지 고유의 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한지 표면의 미세구조 변화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림 

2-4>의 용융 도포 한지의 표면을 보면 밀랍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도포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균일하지 

못하게 도포되어 있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그림 2-5>, <그림 2-6>에서 보이는 초임계 함

그림 2-3 밀랍 도포 방식에 따른 한지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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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 표면의 흡습성 변화

밀랍 도포된 한지의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흡수되는데 

가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흡수된 형태를 관찰하였다. <그림 2-7>에서 먼저 스테인리스 판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20분 정도 지나면 자연 증발하여 점점 물방울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 

한지에서 물방울 테스트를 할 때 물방울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증발에 의한 현

상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밀랍 용융 도포한 한지의 경우 물이 빠르게 흡수 되지는 않았고 20분이 지난 

상태에서도 물방울이 여전히 한지 표면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표면에 물방울을 제거한 후에 밀랍지에 물 

자국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지 표면에 불균일하게 도포된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며 물에 대한 저항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부 초임계 함침

한 한지는 물이 빠르게 흡수되어 버려 불과 1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방울이 모두 한지에 흡수되

어 버렸다. 이는 초기 투입된 밀랍의 양이 너무 적어 한지 표면에 도포된 밀랍이 충분치 못해서 생긴 결과

라고 생각되며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일정 무게 이상의 밀랍이 한지에 도포되어야만 완전한 방습성을 가

진다고 판단된다. 그림 2-8에서 함침된 한지 중 일정 무게 이상이면 물방울이 전혀 흡수되지 않았고 20분

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방울이 한지 표면에 존재하였으며 물방울을 제거한 후에도 물 자국이 남지 

않았다. 함침에 사용된 밀랍의 양이 증가하면서 한지 표면에 밀랍이 물방울이 전혀 흡수되지 않을 정도

로 충분히 도포되고 균일한 도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자국도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점

침된 한지는 셀룰로오스 섬유가 확연하게 관찰될 정도로 얇고 균일한 도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초임계 함침 한지의 특성상 표면에 아주 미세한 구조들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는 쉽게 관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섬유를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보통 한지

에 비해 표면에 미세한 밀랍 입자들이 관찰되어 방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4 밀랍 용융 도포 한지의 SEM 이미지

그림 2-5 초임계 함침 한지의 SEM 이미지 

그림 2-6 초임계 함침 한지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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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계 함침 한지 들은 향후 실제 조선왕조실록 복원 공정에서 최소한의 밀랍으로 방습성이 뛰어난 밀랍본 실록 제작을 가

능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 스테인리스 판

초임계 함침 한지밀랍 용융 도포 한지

그림 2-7 물방울 제거 후 한지의 모습

그림 2-8 물방울 테스트 결과

그림 2-9 함침 실험 FT-IR 결과

■ 밀랍 용융 도포 한지

■ 초임계 함침 한지 

(3) 화학적 구조 변화

<그림 2-9을 보면 밀랍이 도포된 한지의 FT-IR 분석 결과를 통해 밀랍이 한지 표면에 존재하는 지를 

측정하였다. 초임계 함침을 거친 한지는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보통 생지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

0초 5분 10분 20분

0초 5분 10분 20분

0초 5분 10분 20분

0초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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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고찰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을 보존 및 복원하기 위해서 손상된 밀랍 제거 후 탈랍지의 강도 보강 연구와 원

형 복원을 위한 초임계 함침 기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지의 강도 보강 및 표면 개질을 위해서 작용기를 

치환하는 아세틸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한지 섬유 사이의 가교 결합 형성을 통해 물성을 보강하고자 하

였다. 또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밀랍을 용해시키고 이를 한지에 함침 함으로서 최소한의 밀랍으로 고르

게 도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지의 표면을 소수성으로 개질하기 위해서 아세틸화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무수 아세트산

의 용해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압 용해도 장치를 사용하여 초임계 상과 액상의 경계를 탐색하였다. 실험 결과를 

향후 한지의 아세틸화 실험 조건 설정에 사용하였으며 각 온도와 압력에서 용매의 밀도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문헌을 바탕으로 기존의 액상 아세틸화 기법을 실시하고 이와 초임계 아세틸화 기법을 비교하기 위해 

무게 변화와 같은 물리적인 변화부터 화학적 변화까지 다양하게 비교하였다. 초임계 아세틸화는 비록 미

세하게 한지의 색도 변화를 일으켰지만 기존의 아세틸화 방법에 비해 한지의 물성을 개선하였고 적은 양

의 무수아세트산만을 사용해도 보다 균일한 내수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었다.

초임계 아세틸화 기술의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온도와 몰분율, 반응 시간을 공정 변수로 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한지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한지의 색도, 물성, 내수성에 따라 최적 조건을 탐색

하였다.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한지의 색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에 따라 온도는 120℃로 선정하였고 

무수 아세트산의 몰분율이 0.20 이상에서 인장 지수가 감소하며 SEM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의 벗

겨짐이 나타나 최적 몰분율을 0.1로 선정하였다. 반응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아세틸화된 한지가 완전

한 내수성을 보여 최적 시간으로 선정하였다. 

한지의 강도 개선을 위해 BTCA를 반응물, SHP를 촉매로 하여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가교 결합 반응은 실험 

조건에 관계없이 한지의 색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무게 증가 경향을 보았을 때 압력보다는 실험 시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FT-IR 결과 표면의 수산화기가 에스터기로 치환되어 유기산과의 에스터화 반

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SEM 이미지 측정을 통해 표면에 존재하는 가교 결합된 구조를 살펴 볼 수 있었다.  

한지에 밀랍을 재도포 하기 위해 초임계 함침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압 용해도 측정 장치를 이

용하여 밀랍을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키고 이를 한지에 확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실험 결과, 일

정 수준 무게 이상이 한지에 함침되면 한지 표면에 물방울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내수성을 가지게 되고 

물방울을 제거한 후에도 물 자국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지 표면에 존재하는 밀랍은 FT-IR 

분석과 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복원 과정 중 탈랍지의 강도 개선과 밀랍 재도포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기존 공정을 개선한 초임계유체를 활용한 신 공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지 물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안전한 문화재 복원 기술 개발

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향후 조선왕조실록 복원 과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칫 밀랍이 도포된 상태라고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FT-IR 피크를 보면 밀랍에서 관찰되는 2900cm-1대 

메틸렌기 피크가 관찰되고 1700cm-1대의 카보닐 피크도 관찰되어 밀랍이 한지 표면에 잘 도포되어 있다

고 판단된다. FT-IR 분석이 정량 평가를 하기에는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표면에 함침된 밀랍의 양이 증

가할수록 피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6. 결론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밀랍 재도포 연구를 위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

용하여 밀랍을 함침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실험 조건을 70℃, 250bar로 선정하

였으며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밀랍이 한지에 충분히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간을 24시간으로 하였다. 

한지의 무게 변화는 초기에 고압 용해도 측정 장치에 투입된 밀랍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특히 물방울 테스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밀랍이 함침 되면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그 

이유는 함침된 한지 표면에 밀랍이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지에 함침된 밀랍을 

확인하기 위해서 FT-IR과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초임계 함침된 한지의 표면에서 밀랍의 작용기가 

검출되어 밀랍이 함침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SEM을 통해 한지 표면을 관찰한 결과 밀랍이 한지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밀랍 용융 도포된 밀랍지는 물방울 테스트  결과, 물이 빠르

게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물방울이 제거된 후에 물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아 불균일하게 도포된 틈에 

물이 흡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초임계 함침에 의해 밀랍 도포된 한지는 일정량 이상이 도포될 

경우 물방울이 20분 이상 있어도 전혀 물이 흡수 되지 않았고 물방울이 제거된 후에도 물 자국이 남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향후 실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 시 최소한의 밀랍으로 향상된 방습

성을 지니는 밀랍본이 제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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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의궤 등의 자료 외에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

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긴 시간에 걸쳐 발행된 것으로, 자료의 방대한 양과 

내용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 및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하에 학술적 및 지류적인 연구가 널리 진행되어 왔

다. 특히 현 상태가 매우 불량한 밀랍본 처리가 이루어진 실록의 적절한 복원 및 보존에 대해서는 집중적

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 자료에는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다양한 귀중본이 존재한다. 한국학에 대한 집중적

인 연구가 진행될수록 각 자료가 갖는 역사적, 학술적 의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 학술 연구로

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자료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원 자료의 보

존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콘텐츠를 담고 있는 자료의 실물 즉, 주로 책이나 서류, 족자 등의 형태가 

같이 존재해야만 자료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것이 곧 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 연구 내용

   • 신규 보강 약품 탐색 및 보강 성능 평가 

   • 신규 보강 기술 탐색 및 보강 성능 평가 

   • 맞춤형 보강기술 제안

•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 공 및 학 위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이상찬 국사학과
책임

연구원
박사 1996 문학 서울대

현진호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책임

연구원
박사 1999 재료공학

노스캐롤라이

나주립대

심규정 산림과학부
석박사

통합과정
학사 2009 환경재료과학 서울대

이제곤 산림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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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서 (도침 처리한 한지)

그림 1-3 중국서

그림 1-2 국내서 (한지)

그림 1-4 중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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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보강약품과 보강기술에 대한 꾸준한 탐색 및 개발을 통해 다양한 손상 자료에 적합한 처리 기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지류 자료의 보강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 보강 기술을 확보하며 우수한 기

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소장 자료 뿐 아니라 고도서, 근

대 도서 등 다양한 중요 지류 문화재에 적용되어 훌륭한 역사의 모습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개발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의 최종 목표는 지류 소장 자료를 위한 적절한 보강 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장각 소

장 지류 자료를 분석하여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 보강 기술을 적용 및 평가하며, 새로운 보강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규장각 외서 자료의 분석 및 보강 관련 기초기술 확보, 이를 바탕으로 한 보강 기술 확립 

및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당해연도는 아래와 같은 목표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신규 보강약품 탐색 및 적용성 평가

- 신규 보강약품 탐색

- 노화 상태별 신규 보강약품 적용 성능 분석

- 신규 보강처리제 적용 종이의 재노화 특성 평가

• 신규 보강기술 탐색 및 적용성 평가

- 신규 보강기술 기초 연구

- 기술의 효율성 및 손상별 보강 평가

• 맞춤형 보강기술 제안

- 종이 종류 및 손상을 큰 범주로 나누어 고려

- 1~3차년도 보강기술을 토대로 각 상태별 맞춤형 보강기술 제안

아래 규장각 소장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존은 절실히 필요하다. 

규장각에는 한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국내 자료 뿐 아니라 중국서, 외교 문서 등 다양한 형태 및 종

류의 지류 자료가 존재한다. 또한 문서의 제책 형태도 다양하다. 족자 형태로 되어 있거나 양호하게 책으

로 제책되어 존재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낱장의 종이를 접거나 묶어 보관한 사례도 있다. 종이의 원료

도 제조 시기, 제조국 등에 따라 다르며 내용을 기록한 잉크의 종류도 다르고 보관되었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손상된 상태 및 정도도 매우 다양하다. 외관상 외서가 한지로 만들어진 국내 자료보

다 황변, 부서짐 등 보존상태가 훨씬 열악한 상태이다 (그림 1-1~4). 

지류 자료의 보존성 (preserv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기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손상된 부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성 초지된 자료의 경우 탈산 처리가 필수적이

며, 찢김 부분이나 노화가 있는 종이는 강도를 보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장 

자료의 보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종류 및 손상 타입에 따라 적절하며 과학적인 보강 기술

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강처리가 부족하여 보존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과도하

여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적절한 보강 처리로 인해 오히려 보존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보강 연구는 한지를 기본으로 한 종이에 대해 주로 이루

어졌으며,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강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보강법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연구

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한지 위주의 연구였기 때문에, 한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외국 자료 (외서)에 대

한 종이 평가 및 보강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앞서 외서의 열화가 심한 것은 보존 환경의 영향

도 있지만 무엇보다 종이의 특성에서 기인한 열화 현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외서의 특성을 이

해하고, 이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보강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보강 처리제를 탐색하는 것은 보강 기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될 경우 보강 기술 확보 및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의 보존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서 및 외교문서의 보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차년도에

서는 중국서 및 외교문서의 성상을 조사하고, 열악해진 자료를 보강할 목적으로 화학적 보강 처리 기술

에 대해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서 살펴 본 화학적 보강은 종이 전반적인 강도를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

지만 구멍이나 떨어져나간 부분까지 보강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년도에는 물리적 보강 방법인 리프캐스팅 방법과 라이닝 방법 처리 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리프캐스

팅 방법은 결손 부위가 클수록 균일한 보강처리가 어려워 작은 손상 부위 보강에 적합하였고 라이닝 방

법의 경우 대지의 종류보다 풀에 의해 보강능력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맞춤형 

보강 기술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불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보강 처리 기술을 

탐색하는 것이 보강 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대한 학술적 중요성과 함께 국민적 관심도 날로 증대하고 있다. 기존 문화재 복

원을 위해 일본 또는 유럽의 기술을 선진 기술로 삼으며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데 그쳤으나, 최근 들어 단

순한 기술의 사용이 아닌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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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또는 화학적 처리로 펄프 섬유를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펄핑 공정을 통해 얻은 펄프 섬

유는 다시 한 번 기계적 처리 또는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섬유의 직경이 나노 수준인 나노 섬유로 분화가 

가능하다. 화학적 처리인 산 가수분해를 통하여 셀룰로오스 체인의 결정 영역만으로 구성된 침상형 구조

의 셀룰로오스 나노 입자(셀룰로오스 나노결정, cellulose nanocrystal)를 얻을 수 있으며, 기계적 처리인 그

라인딩, 호모게나이징 등을 통하여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celluolose nanofibrils, CNF)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는 펄프 섬유에 비해 비표면적과 종횡비가 매우 큰 특성을 지니며, 직경이 

나노 수준으로 분화되기 때문이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셀룰

로오스 나노섬유는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투명한 필름으로 형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은 노화에 의

해 손상된 종이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노 수준의 매우 작은 CNF는 손상된 섬유 

또는 섬유와 섬유간 결합을 메워 궁극적으로 종이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

한 지류 문화재를 구성하는 섬유와 동일한 수종으로 CNF를 제조할 수 있어, 셀룰로오스 나노섬유가 보강

약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류 문화재의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보강약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인 CNF에 대해 신규 보강약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CNF의 적절한 처리 방법을 마련함과 더불어 노화 모델종이를 선정하여 각 노화 수준에서 CNF의 

강도 보강 성능 및 적용 후 재노화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NF 제조 과정에서 전처리를 통해 나노 섬

유의 형태학적 특성을 조절하여 이러한 형태학적 특성이 신규 보강약품으로 적용될 때 차별성을 나타내

는지에 대한 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보강약품을 실제 고문헌에 적용하여 강도 보강 성능과 

외관 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공시 재료

신규 보강약품을 적용하고자 모델 종이로 1, 2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시판용 죽지(천양제지 제조)를 

사용하였다(그림 2-2). 죽지는 섬유 분석 결과 묵재 섬유와 대나무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량은 32g/

m2, 두께는 93㎛이었다. 신규 보강약품을 실제 고문헌으로의 적용을 위해 인사동 통문관에서 구입한 대

동기년大東紀年을 사용하였다(그림 2-3). 구입한 대동기년은 1904년 청나라에서 죽지에 활자인쇄본으로 발

행되었으며, 원본이 아니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는 파괴 분석이 가능한 고문헌이다.

Ⅱ. 신규 보강약품 탐색 및 적용성 평가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1차년도에서는 주로 화학 보강약품 적용을 통한 종이의 강도 보강, 2차년도에서는 리프캐스팅과 라이

닝 기법을 이용한 물리적 손상 부위 보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화학 약품 적용이나 보강 기

법은 문화재 수리 복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기술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보강 기술

이 발전해오고 있지만 다양한 보강 처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보강 약품 및 처리 방법을 확보,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화학 보강약품의 경우 강도 보강 성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으나 종이의 구성 원

료인 섬유와 화학 구성 성분이 동일하지 않아 보존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현실이다. 

종이는 오래전부터 목재 자원으로부터 추출된 섬유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섬유는 그림 

2-1과 같이 주로 셀룰로오스(cellulose)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와 완전히 동일

한 화학 성분으로 구성된 강도 보강 약품을 적용할 수 있다면 열화된 종이의 강도 보강과 더불어 보존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1은 목질계 섬유의 구성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섬유의 최소 구성 단위인 셀룰로오

스 체인들이 여러 묶음이 되어 나노피브릴을 구성하며, 이 나노피브릴은 다시 여러 묶음이 되어 마이크로

피브릴을 구성한다. 목질계 섬유는 이러한 마이크로피브릴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펄핑 공정은 기계적 처

1　  Postek, M.T., Vladar, A., Dagata, J., Farkas, N., and Ming, B., Development of the metrology and imaging of cellulose nanocrystals, 

Meas. Sci. Technol. 22:024005 (2011)

그림 2-1 목재 자원으로부터 추출된 섬유의 구성 단위1

제 3장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자료의 보강 기술 개발120     121



5권  보존연구

(2) CM-CNF 제조 

카르복시메틸화 전처리를 통해 CNF 표면의 음이온성을 증가시키고 섬유의 직경을 더 작게 만들고자 

하였다. 전처리 없이 제조된 CNF와 달리 카르복시메틸화된 CNF를 본 연구에서는 CM-CNF로 칭하였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탈이온수에 2% 농도로 해리된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를 에탄올로 용매

치환을 한 후 감암탈수시켜 패드 형태를 만들었다. 비커에 아이소프로판올과 메탄올을 4 : 1의 부피비

로 섞은 후 투입하고자 하는 펄프의 전건 무게 대비 20%에 해당하는 양의 클로로아세트산을 혼합 용매

에 먼저 넣어 완전히 녹인 후 펄프를 넣고 교반시켰다. NaOH를 펄프의 전건 무게 대비 16% 투입 후 1분

간 추가로 교반시킨 뒤 혼합 현탁액의 온도를 65°C로 승온시킨 후 65°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을 종료한 후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현탁액이 중성 조건(pH 7)이 될 때까지 세척하였다. CNF 제조와 마찬

가지로 1.5% 농도의 카르복시메틸화  전처리된 펄프 현탁액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그라인딩 처리를 통

해 CM-CNF를 제조하였다. 제조 조건으로는 46번 그라인더 스톤을 사용하였으며 로터와 스테이터 사이

의 간격을 –80μm, 총 40회의 그라인딩 처리를 하였다.

3) 모델종이 노화 수준 선정

모델종이인 죽지를 가속열화에 의해 인공적으로 손상시켰으며, 열화 조건을 상이하게 하여 모델종이의 

노화 수준을 달리하였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SO 5630-1에 의거하여 105°C 조건에서 죽지를 

건식 노화시켰다. 열화시키지 않은 모델종이를 양호 조건으로, 6일간 열화시킨 모델종이는 불량 조건, 18

신규 보강약품인 CNF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를 사용하였다. 화학적 전

처리의 일환으로 펄프의 카르복시메탈화 처리를 위해서 클로로아세트산(99.0%, Sigma-aldrich), 아이

소프로판올(99.5%, Duksan Reagents), 에탄올(99.9%, Samchun Chemicals), 메탄올(99.8%, Duksan 

Reagents)을 사용하였다. 

2)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제조

(1) CNF 제조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를 탈이온수에 2% 농도로 해리한 후 기계적 전처리로 실험용 Valley 

beater를 이용하여 30분간 고해하였다. 고해 처리된 펄프 섬유 현탁액을 그림 2-4의 그라인더(Super 

Masscolloider, Masuko Sangyo Co., Ltd, Japan)로 그라인딩 처리하여 CNF 현탁액을 제조하였다. 그라인

딩 시 46번 그라인더 스톤을 사용하였으며 로터와 스테이터 사이의 간격을 –80μm로 하여 총 50회의 그

라인딩 처리를 하였다. 

그림 2-2 모델용 죽지(좌) 및 구성섬유(우)

그림 2-3 대동기년(大東紀年)

그림 2-4 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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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를 완전히 도포한 이후 <그림 2-6>과 같이 죽지 표면에 잔류하는 여분의 CNF 용액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건조하였다. 건조 조건은 <그림 2-7>과 같이 죽지를 원형 틀에 고정시

켜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억제 건조 (restrained drying), 압지 사이에 죽지를 끼워 무거운 추를 올려 놓은 

후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압착 건조(press drying), 또는 처리된 죽지를 널어서 건조시키는 자연 건조(free 

drying)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건조시켰으며, 세 조건 모두 항온항습 조건인 23±1°C 상대습도 50±2%에

서 건조를 진행하였다. 

일간 열화시킨 모델종이는 매우불량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표 2-1은 각 노화 모델의 기계적 물성 감소율

을 나타낸다. 불량 모델종이는 양호 조건 대비 인장지수가 8%, 내절도가 30%, 인열지수가 40% 감소한 조

건이며, 매우불량 모델종이는 양호 조건 대비 인장지수 11%, 내절도 37%, 인열지수가 70% 감소한 조건이

었다.

표 2-1 양호 시료 대비 각 노화 시료의 기계적 물성 감소율

양호 불량 매우불량

인장지수 감소율 - 8% 11%

내절도 감소율 - 30% 37%

인열지수 감소율 - 40% 70%

4) 신규 보강약품을 적용한 강도 보강 처리

CNF의 강도 보강 처리를 위해 1차년도 화학약품 보강 처리 방법 중 하나인 도포법으로 CNF를 죽지

에 적용하였다. 도포법을 이용한 CNF 처리 과정은 <그림 2-5>와 같다. 죽지를 평평한 판에 올려놓은 후, 

2-5 (b)와 같이 붓에 CNF 현탁액을 충분히 전이시켜 죽지의 양면에 CNF를 고르게 도포하였다(그림 2-5 

(c) 와 (d)). 

그림 2-5 죽지에 CNF 도포 과정: (a) 죽지 준비, (b) 붓에 CNF 전이, (c) 죽지에 CNF 도포, (d) 완전히 도포된 죽지

그림 2-6 압지를 이용한 죽지 표면에 여분의 CNF 제거 과정

그림 2-7 CNF 도포된 죽지의 건조 방식: (a) 억제 건조, (b) 압착 건조, (c) 자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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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탁액에 종이를 담근 후 빼는 과정에서 CNF 적용량을 제어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분사법

의 경우 점도가 높은 CNF 현탁액은 분사기의 분사 노즐을 막는다거나 불균일한 분사량을 야기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도포법(brushing)은 종이 표면에 잔류하는 약품의 양을 붓질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점도가 높은 CNF 현탁액을 적용하기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신규 보

강약품으로 CNF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포법이 적절한 적용 방안으로 판단된다.

CNF를 그라인딩으로 제조하기 전 펄프 섬유의 화학적 전처리 중 하나인 카르복시메틸레이션은 펄프 

섬유를 구성하는 셀룰로오스 체인에 카르복실 그룹을 도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셀룰로오스 체인에 

추가적인 음이온성 도입으로 셀룰로오스 체인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증가하여 CNF 제조과정에서 나노피

브릴의 분화를 더욱 쉽게 하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섬유의 직경이 더욱 얇은 나노 섬유 제조가 가능

하다. <그림 2-10>은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UPRA 55VP, 

Sweden)으로 측정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성상으로, 왼쪽 사진은 카르복시메틸레이션 전처리된 펄프 

섬유로 제조한 carboxymethylated CNF (CM-CNF)이며, 오른쪽 사진은 전처리를 하지 않은 펄프 섬유

5) CNF 도포량 평가 및 종이 물성 측정

CNF의 도포량은 CNF 도포 전후의 종이 무게 차를 종이의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도포량(g/

m2)으로 제시하였다. 종이의 기계적 물성으로 인장지수와 내절도를 평가하였다. 종이의 인장지수는 ISO 

1924-2에 의거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한 후 이를 평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절도는 ISO 5626에 의

거하여 0.5 kgf의 하중을 주어 측정하였다. CNF 도포가 종이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NF 도포 전후 종이의 활자 인쇄면의 인쇄 농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Densitometer (SpectroEye, 

Gretagmacbeth)를 이용하였으며, ISO/ANSI T density filter로 잉크 농도 (ink density)를 측정하였다.

6) 강도 보강 처리된 모델 종이의 재노화

CNF 도포 처리된 죽지의 재노화는 ISO 5630-3 습식 노화 방법에 의거하여 80℃, RH 65% 조건에서 6

일간 진행하였다. 재노화 이후 죽지를 항온항습 조건에서 1일 이상 조습시킨 후 종이의 물성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신규 보강약품 CNF 특성

그림 2-8은 그라인딩 처리를 통해 얻은 CNF 현탁액이다. CNF 현탁액은 농도가 낮은 경우 흰색의 반투

명한 특성을 지니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흰색의 불투명한 겔과 같은 형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CNF 현탁액

의 점도는 현탁액 농도에 지수함수적인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그림 2-9), CNF 현탁액은 1차년도 사

용되었던 화학 보강약품에 비해 동일한 농도에서 수백 배 이상 큰 점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점도

가 매우 높기 때문에 CNF를 신규 보강약품으로 활용함에 있어 어느 사용자가 적용하더라도 CNF를 균일

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다. 1차년도 연구 방법 중인 하나인 침지법의 경우 점도가 매우 높은 

그림 2-8 CNF 현탁액

그림 2-9 CNF 현탁액의 농도별 점도(좌)와 동일 농도인 1%에서 1차년도 평가 보강약품과의 점도 비교

그림 2-10 CM-CNF 성상(좌)과 무처리 CNF 성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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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 적용에 따른 강도 보강 성능은 종이가 신장 시 버틸 수 있는 최대 응력의 지표인 인장지수와 일

정한 하중 하에 종이를 접었다 펴는 것에 대한 저항성의 지표인 내절도로 제시하였다. <그림 2-14>와 <그

림 2-15>는 각각 CNF 도포량에 따른 인장지수와 원지 대비 인장지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그림 2-16>과 

<그림 2-17>은 각각 CNF 도포량에 따른 내절도와 원지 대비 내절도 증가율을 나타낸다. CNF를 적용한 

죽지는 CNF 도포량에 따라 인장지수와 내절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종이 강도 증가는 CNF 

도포 과정에서 여분의 CNF를 제거하는 과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CNF 도포량에 영향을 받았다. 적용하

는 CNF 현탁액 농도에 따라 CNF 도포량은 0.6~2.7g/m2이었는데, 이 도포량 범위에서 인장지수는 최대 

55%, 내절도는 최대 44%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CNF 도포량을 조절함에 따라 종이의 강도 보강 성능

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제조한 CNF다. 이미지 상에서 나노 섬유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CM-CNF의 평균 섬유 폭은 18.8±6.7 

nm이었으며 CNF의 평균 섬유 폭은 39.0±12.2 nm이었다. CM-CNF는 섬유의 직경이 더욱 작고 직경 분

포가 고른 특성으로 인해 <그림 2-11>과 같이 동일한 농도에서 더욱 투명한 형태의 현탁액 특성을 나타낸

다. 섬유의 직경이 더욱 작다는 것은 그만큼 비표면적이 더욱 증가하여 CM-CNF는 섬유간 결합을 메워줌

으로써 종이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강도 보강 성능에 더욱 효율적일 가능성을 지닌다.

2) 신규 보강약품의 강도 보강 성능

(1) CNF 도포량에 따른 강도 보강 성능

신규 보강약품으로서 CNF를 적용함에 있어 도포량을 제어하기 위해 CNF 농도를 달리하여 각각 양호 

상태의 모델 종이에 도포하였다. CNF 농도에 따른 CNF 도포량은 <그림 2-12>에 제시되어 있다. 적용하는 

CNF 현탁액 농도가 증가할수록 CNF 도포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CNF 도포량은 동일 농도 

대비 화학보강 약품에 비해 더욱 높았다(그림 2-13). 이는 <그림 2-13>에 제시되어 있듯이 동일 농도에서 

CNF 현탁액이 메틸셀룰로오스에 비해 점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CNF 현탁액 농도가 낮을 경우 CNF 

적용 후 죽지 표면에 잔류하는 여분의 CNF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CNF 도포량은 차이

가 없었다. 반면, CNF 농도가 높아질수록 CNF 도포 후 죽지 표면에 잔류하는 CNF의 양이 더욱 많아져 

여분의 CNF를 제거하는 과정을 생략한 처리 방법에서 CNF 도포량은 더욱 높았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험

을 통해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여분의 CNF를 제거하는 과정을 생략한 처리 방법보다는 CNF를 제거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실험의 재현성은 더욱 높았다. 그로부터 CNF 현탁액 농도를 조절하여 CNF 도

포량을 제어할 수 있었으며, CNF를 강도 보강약품으로 적용할 때 여분의 CNF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

는 것이 CNF 도포량을 제어하고 균일하게 도포하기에 적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1 CM-CNF 1% 현탁액(좌)과 무처리 CNF 1% 현탁액(우)

그림 2-12 CNF 농도에 따른 도포량 그림 2-13   신규 보강약품인 CNF와  화학 보강약품인 MC의 
도포량 비교.  MC 도포량은 1차년도 결과 인용

그림 2-14 CNF 도포량에 따른 인장지수 그림 2-15 CNF 도포량에 따른 인장지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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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CNF가 도포되지 않은 모델 종이 표면을 나타내며, <그림 

2-19~23>은 CNF가 도포된 모델 종이 표면을 나타낸다. <그림 2-18>의 CNF가 도포되지 않은 모델 종이 

표면은 섬유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림 2-19>의 0.2% CNF 현탁액을 도포하여 도포량이 0.6g/

m2인 조건인 모델 종이 표면은 <그림 2-18>의 CNF가 도포되지 않은 모델 종이 표면과 유사한 형태를 띠

며 CNF의 형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2-19>와 같이 도포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에서도 인장지수

와 내절도가 각각 8%, 15% 증가한 것으로 보아 도포된 CNF는 종이 내부로 침투되어 섬유간 결합을 더

욱 강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결합을 부여하여 종이의 강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0>의 도

포량 1.2g/m2인 조건과 <그림 2-21>의 도포량 1.7g/m2인 조건에서는 모델 종이 표면의 섬유 사이의 빈 공

간을 CNF가 메운 것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었다. 도포량 1.2g/m2인 <그림 2-20>은 섬유간 빈 공간이 아직 

존재하지만, <그림 2-20>의 도포량 1.7g/m2인 조건은 빈 공간이 전반적으로 CNF에 의해 채워졌다. <그림 

2-21>의 확대 사진인 <그림 2-22>와 <그림 2-23>을 보면 CNF의 형상을 관찰할 수 있어 CNF가 분포하며 

그림 2-16 CNF 도포량에 따른 내절도 그림 2-17 CNF 도포량에 따른 내절도 증가율

그림 2-18 무처리 모델 종이 표면

그림 2-22   1% CNF 적용 모델 종이 표면 5,000배율 확대 
(도포량 : 1.7 g/m2)

그림 2-20 0.6% CNF 적용 모델 종이 표면(도포량 : 1.2 g/m2)

그림 2-19 0.2% CNF 적용 모델 종이 표면(도포량 : 0.6 g/m2)

그림 2-23   1% CNF 적용 모델 종이 표면 20,000배율 확대
(도포량 : 1.7 g/m2)

그림 2-21 1% CNF 적용 모델 종이 표면(도포량 : 1.7 g/m2)

필름화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도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도포된 CNF가 일부는 내

부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종이의 표면에 잔류하여 섬유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CNF가 종이 표면에 잔류하더라도 CNF의 강도 보강 성능은 <그림 2-14>에서 <그림 2-17>에서 제시되었

듯이 CNF 도포량에 선형적인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만, 이러한 강도 보강 성능은 <그림 2-24>와 <그

림 2-25>에 나타났듯이 1차년도에 사용한 화학 보강약품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이는 점도가 낮은 화학 

보강약품 용액이 종이 내부로의 침투성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이 도포되더라도 CNF에 비해 

더욱 효율적인 강도 보강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CNF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단순한 도포

보다는 감압 또는 가압 조건에서의 적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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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되었다. 따라서 압착건조의 경우 섬유가 뜯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압지를 제거해야 한다. 자연

건조의 경우 억제건조와 유사한 도포량과 인장지수를 나타내었다. 종이의 물성적인 측면에서는 억제건조

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었지만, <그림 2-28>에 나타나듯이 건조 후 종이 끝 면에서 수축에 의한 주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름은 건조 후 무거운 추로 종이를 일정 시간동안 눌러주면 대부분 펴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규 보강약품을 적용함에 있어 종이의 외관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균일

한 약품 처리 및 강도 보강 성능을 나타내는데 자연건조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CNF 도포 후 건조 방식의 영향

CNF 현탁액을 모델 종이에 적용한 후 수분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종이의 수축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물이 건조되면서 모세관력에 의해 섬유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섬유 자체가 

수축이 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수축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종이를 고정시킨 채 건조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적용한 건조 방법인 억제건조는 원형틀에 종이를 얹혀 고정시킨 후 건조시키는 

방식이다. 억제건조의 장점은 원형틀에 의해 종이가 단단히 고정되기 때문에 원형틀 내부의 종이는 건조 

과정에서 수축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건조 후 균일한 종이 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억제건조의 단점은 

원형틀 외부의 종이는 고정되지 않아 건조 시 수축 가능성이 있으며 원형틀에 접촉되는 면은 자국이 남

아 종이의 외관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그림 2-26). 보통 전통적 보강처리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압착

건조는 종이를 압지에 끼워 무거운 추로 누르며 건조하는 방식으로 종이의 모든 면을 수축으로부터 억제

시킬 수 있고 평평함을 유지시킬 수 있다. 자연건조는 건조 과정 중 종이의 수축이 발생하지만 어떠한 외

부 접촉이 없이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종이의 외관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건조 방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건조 방식 중 CNF 적용에 가장 적절한 건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델 종이에 CNF 도포 후 각각 억제건조, 압착건조, 자연건조 방식으로 건조한 뒤 CNF 도포량과 CNF 

도포된 모델 종이의 인장지수를 <표 2-2>에 나타내었다. 세 건조 조건 모두 양호 모델종이에 1% CNF 현탁

액을 도포한 후 여분의 CNF를 제거한 뒤 종이를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압착건조의 경우 억제건조에 비해 

낮은 도포량과 인장지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그림 2-27>에 나타나듯이 건조 후 압지 제거과정 중 일부 섬

유가 뜯겨져 나가기 때문이다. 모델 종이에 도포된 CNF가 압지와 모델 종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압

지를 제거할 때 상대적으로 결합 면이 약한 모델 종이 표면에서 섬유가 뜯겨져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

한 경우 <그림 2-27>과 같이 모델 종이가 두께 방향으로 분리되기도 하였다. 즉, 종이의 일부가 손상되기 때

문에 종이의 인장지수가 억제건조 후 종이의 인장지수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또한 CNF 도포 전후의 종이 

무게차를 통해 계산된 결과인 도포량 역시 압지 제거 후 종이의 섬유가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다소 낮게 

그림 2-24   화학 보강약품과의 인장지수 향상 성능 비교(1차
년도 결과 인용)

그림 2-26 억제건조 후 모델종이 그림 2-27 압착건조 후 압지 제거 과정

그림 2-28 자연건조 후 종이 모습

그림 2-25   화학 보강약품과의 내절도 향상 성능 비교 (1차년
도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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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CM-CNF의 비표면적에 대한 장점이 상쇄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CM-CNF는 도포량이 낮을 

경우 강도 보강 성능에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도포된 CNF의 용출성 평가

신규 보강약품인 CNF가 도포된 모델종이에서 CNF를 다시 제거시킬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2차

년도에 수행하였던 가역성 평가법인 도포된 CNF의 용출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1% 농도의 CNF 현탁액을 

도포한 모델 종이를 탈이온수(23±1°C)에 2g죽지/L탈이온수의 조건으로 1시간동안 침지시킨 후 탈이온

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COD)을 측정하여 <표 2-3>에 나타내었다. CNF

는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 물질이므로 탈이온수 침지에 의해 CNF가 용출된다면 탈이온수의 

COD는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표 2-3>을 보면 CNF를 도포하지 않은 죽지와 CNF를 도포한 

죽지를 1시간 동안 침지한 탈이온수의 COD는 196 mg/L로 동일하였다. 탈이온수에는 유기물질이 없기 

때문에 탈이온수의 COD는 0 mg/L인데 무처리 죽지를 침지한 경우에도 탈이온수의 COD가 증가하였다

는 것은 죽지로부터 미세섬유나 기타 유기물질이 일부 용출되기 때문이다. 즉, CNF를 도포한 죽지를 침지

한 탈이온수의 COD 증가는 CNF가 용출된 것이 아니라 무처리 죽지와 마찬가지로 죽지로부터 용출되는 

유기물질 때문으로 판단된다. 2차년도 연구 결과에서 탈이온수로 용출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MC 25의 

경우 침지 후 COD는 1277mg/L이었다. 이와 같이 용출 특성, 즉 가역성의 특성을 지닌 화학 보강약품과

는 달리 CNF는 종이에 처리되면 물에 용출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물에 CNF가 용출되지 않

는 특성은 강도 보강용으로 적용한 CNF를 적용 후 다시 제거할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과 연결된다. 적용

한 강도 보강약품이 추후 잘못된 적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약품의 가역성은 

지류 문화재의 강도 보강제로서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잘못된 적용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강

도 보강약품이 종이의 구성원료인 섬유와 다른 화학적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이므로, 섬유

와 화학적 구성성분에서 일치하는 CNF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탈이온수 침지 후 다시 건조시킨 후 측정한 인장지수 결과는 그림 2-32에 제시되어 있다. CNF를 도포

표 2-2 건조 방식에 따른 도포량과 인장지수

억제건조 압착건조 자연건조

도포량, g/m2 1.72±0.06 1.59±0.37 1.66±0.07

인장지수, N·m/g 40.6±1.6 34.3±3.7 38.1±1.2

(3) CM-CNF 성능 평가

CM-CNF는 무처리 CNF(이하 CNF로 표기)에 비해 섬유 폭이 더욱 작고 균일한 성상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형태학적 차이는 비표면적 증가와 섬유 사이의 침투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CM-CNF의 적

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2-29>는 CNF 및 CM-CNF 현탁액의 농도별 도포량을 나타낸다. 현탁액의 

농도가 0.2%, 0.6%일 때는 CNF와 CM-CNF의 도포량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탁액 농도가 1%인 경우 

CM-CNF의 도포량이 CNF에 비해 더욱 높았으며 편차가 비교적 컸다. 또한 건조 방식에 따라서도 도포

량의 차이가 있었다. 1% 농도의 CM-CNF 현탁액은 점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끈적한 젤과 같은 형

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점도가 매우 높은 특성이 처리의 불균일성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9 CM-CNF 현탁액 농도에 따른 도포량

그림 2-30 CM-CNF 적용 모델종이의 인장지수 그림 2-31 CM-CNF 적용 모델종이의 내절도

CNF 및 CM-CNF의 도포량에 따른 인장지수와 내절도는 각각 <그림 2-30>과 <그림 2-31>에 나타내었

다. CNF와 CM-CNF 도포량에 따라 인장지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내절도는 초기에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도포량이 1.5g/m2보다 적은 경우 CM-CNF는 CNF에 비해 동일한 도포량에서 인장지수와 내

절도가 높았으며 특히 내절도에 있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두 CNF 성상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섬유 폭이 더욱 작고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는 CM-CNF는 CNF에 비해 비표

면적이 더욱 큰 장점을 지녀 적은 처리량으로도 섬유간 결합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강도 

보강 성능에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도포량이 증가할수록 점점 사라져 도

포량이 1.5g/m2 이상에서는 CM-CNF와 CNF의 강도 보강 성능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어느 

정도 이상의 도포량에서는 CNF나 CM-CNF 둘 다 종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고 종이 표면에 잔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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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보강 성능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세 노화 모델 모두 CNF 도포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절도는 증가하

였으나 그 증가폭은 양호 조건이 가장 컸으며 불량, 매우 불량 조건일수록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의 화학 보강약품 적용 결과와 유사하였다. 화학 보강약품 적용 역시 인장지수보다는 내

절도에서 종이의 노화 상태에 따른 강도 보강 성능의 차이가 더욱 확실히 나타났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

루어 보아 노화가 심하게 진행된 종이의 경우 강도 보강약품을 적용하더라도 종이를 접었다 펴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35>부터 <그림 2-40>은 노화 상태에 따른 모델 종이에 CNF 도포하고 재노화한 후의 인장지

수와 내절도를 나타낸다. <그림 2-35>와 <그림 2-36>은 각각 양호 모델종이의 재노화 후 인장지수와 내절

도를 나타내며, <그림 2-37>과 <그림2-38>은 각각 불량 모델종이의 재노화 후 인장지수와 내절도, <그림 

2-39>와 <그림 2-40>은 각각 매우불량 모델종이의 재노화 후 인장지수와 내절도를 나타낸다. 인장지수의 

경우 양호 모델종이는 재노화 후에도 강도의 하락은 없었다. 즉, 보존 상태가 양호한 종이의 경우 CNF 적

용이 종이의 보존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량 종이의 인장지수는 재노화 후에 소폭 감소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매우 불량 조건은 불량 조건에 비해 더욱 큰 감소폭을 나타내었다. 비록 재노화 

후에 종이의 인장지수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강도 보강 처리를 하지 않은 원지에 비해서는 높은 인장 지

수를 나타내었다. 이 역시 CNF 적용은 보존 안정성에 기여하여 보존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내절

도 결과는 인장지수 결과와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종이의 노화 상태에 상관없이 재노화한 종이의 내

절도는 모두 10회 내외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치는 강도 보강 처리를 하지 않은 원

지와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재노화 결과는 1차년도 화학 보강약품 적용 종이의 재

노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화학 보강약품 역시 인장지수의 경우 재노화 후에도 보존 효과를 나타

내었으나 내절도에 있어서는 양호 조건만 원지보다 높은 내절도를 나타내었고 불량, 매우 불량 조건은 원

지와 비슷하거나 감소된 내절도를 나타냈었다. 즉, 강도 보강 처리는 종이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재노화에 

따른 강도 하락을 지연시키는 장점을 지니나 재노화 후의 종이 유연성을 유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 않은 죽지와 CNF를 도포한 죽지 모두 탈이온수 침지 전 인장지수에 비해 탈이온수 침지 후 인장지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종이가 물에 적셔지며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 부위가 더욱 느슨해졌기 때문에 발생

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CNF를 도포한 죽지는 CNF를 도포하지 않은 죽지에 비해 탈이온수 침지 후

에도 여전히 높은 인장지수를 나타내었다. 즉, 도포된 CNF가 물에 용출되지 않고 우수한 강도 특성을 유

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죽지가 침지된 탈이온수(23±1°C)의 COD

COD, mg/L

무처리 죽지 196±98

CNF 적용 죽지* 196±4

MC 25 적용 죽지** 1277±40

*도포량 : 1.7g/m2, **도포량 : 2.0g/m2 (2차년도 결과 인용)

그림 2-32  탈이온수 침지 전후의 CNF 적용 종이의 인장지수

그림 2-33 노화 수준에 따른 모델종이의 CNF 적용 후 인장지수 그림 2-34 노화 수준에 따른 모델종이의 CNF 적용 후 내절도

3) 모델 종이의 노화 상태에 따른 강도 보강 성능 및 재노화 특성

모델 종이의 노화 상태에 따른 CNF의 강도 보강 성능을 <그림 2-33>의 인장지수, <그림 2-34>의 내절

도로 나타내었다. 인장지수의 경우 모델 종이의 노화 상태에 상관없이 양호, 불량, 매우불량 조건 종이의 

인장지수는 CNF 도포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내절도의 경우 모델종이의 노화 상태에 따라서 CN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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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문헌에 대한 신규 보강약품 적용

신규 보강 약품인 CNF와 CM-CNF를 실제 고문헌에 적용하여 강도 보강 성능을 살펴보았다. 고문헌은 

인사동 통문관에서 구입한 대동기년大東紀年으로, 1904년 청나라에서 죽지에 활자인쇄본으로 발행되었으며, 

원본이 아닌 인쇄본으로 기록물로의 가치는 없어 파괴 시험이 가능한 서책이다. 노화 수준은 육안 평가 시 

규장각 소장 중국서의 불량 상태의 기록물과 유사하였다. 대동기년 낱장에 CNF와 CM-CNF를 도포법으로 

적용하여 종이 표면에 여분의 약품을 제거한 뒤 자연건조 방법으로 항온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뒤 기계

적 물성인 인장지수와 겉보기 특성 중 가독성에 대한 지표인 잉크 농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2-41>은 CNF와 CM-CNF의 도포량에 따른 인장지수 결과이다. 모델 종이에 적용한 결과와 마찬

가지로 CNF 및 CM-CNF 도포량에 따라 인장지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CNF와 CM-CNF간 

강도 향상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도포량 1g/m2 기준 인장지수 증가율은 모델 종이의 경우 20% 수준이

었으며 대동기년大東紀年의 경우 15%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강약품인 CNF 및 CM-

CNF는 실제 고문헌에도 모델 종이와 유사한 강도 보강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5 CNF 도포된 양호 종이의 재노화 후 인장지수 그림 2-36 CNF 도포된 양호 종이의 재노화 후 내절도

그림 2-41   CNF와 CM-CNF가 적용된 대동기년(大東紀年)
의 인장지수

그림 2-38 CNF 도포된 불량 종이의 재노화 후 내절도

그림 2-39 CNF 도포된 매우불량 종이의 재노화 후 인장지수

그림 2-37 CNF 도포된 불량 종이의 재노화 후 인장지수

그림 2-40 CNF 도포된 매우불량 종이의 재노화 후 내절도

<그림 2-42>는 CNF 및 CM-CNF 도포 전후의 잉크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A 영역은 활자가 인쇄되지 

않은 영역이며, B 영역은 활자가 인쇄된 영역으로 잉크 농도의 수치가 높을수록 검정색이 진한 것으로 의

미한다.  CNF 또는 CM-CNF 도포 전후의 잉크 농도 차이가 적은 것이 종이 표면에 도포된 CNF 또는 

CM-CNF가 활자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CNF가 도포된 대동기년은 A 영역과 B 

영역 모두 처리 후의 잉크 농도가 처리 전 잉크 농도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즉 CNF 도포는 가독성

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CM-CNF의 경우 도포 후의 잉크 농도가 도포 전보다 낮아

졌다. 이러한 수치는 편차 내의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변화이다. <그림 2-43>과 <그림 2-44>의 CM-

CNF 및 CNF 도포된 대동기년의 모습을 보면 육안 평가 시 CNF 뿐만 아니라 CM-CNF가 도포된 인쇄면

의 가독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림 2-41에서 CM-CNF 적용에 따른 잉크 농도 감소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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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눈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매우 작은 수치의 변화로 여겨된다. 즉, CM-CNF와 CNF 모두 인쇄면의 가

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본 장에서는 목재 섬유로부터 제조한 CNF를 신규 보강약품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로 제조한 CNF를 노화 수준을 달리한 모델 종이에 적용하여 강도 보강 성능과 재노

화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실제 고문헌에도 적용하여 강도 보강 성능과 가독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CNF 도포량과 CNF 현탁액 농도는 지수함수적인 비례관계를 가져 CNF 현탁액 농도를 조절하여 CNF 

도포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NF를 도포한 뒤 건조 방안으로는 CNF 도포량과 인장지

수의 저하를 야기하는 압착건조보다는 CNF 도포량 및 인장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자연건조가 더욱 

적절한 방안이었다. CNF 적용은 양호 조건 모델 종이의 경우 CNF 도포량에 따라 인장지수와 내절도를 

각각 최대 55%, 44%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불량, 매우 불량 조건의 노화된 모델 종이 역시 CNF 

도포에 의해 기계적 강도가 향상되었다. CM-CNF의 강도 보강 성능은 CNF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내절

도의 있어 도포량이 비교적 작은 수준에서 CNF에 비해 우수한 보강 성능을 나타내었다. CNF가 도포된 

모델 종이의 재노화 후 기계적 물성은 인장지수의 경우 여전히 원지에 비해 높은 강도 특성을 나타내었이

만, 내절도는 원지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 고문헌인 대동기년大東紀年 또한 CNF와 CM-CNF 

모두 도포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인장지수가 증가하였다. CNF 및 CM-CNF 적용은 인쇄면의 가독성에 영

향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NF는 도포 후 모델 종이를 탈이온수에 침지시켜도 CNF가 

용출되지 않고 강도 보강 성능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와 같이 CNF는 강도 보강 성능을 나타내어 신규 보강약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1차년도 연구의 화학 보강약품에 비해 강도 보강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원료의 화

학성분이 섬유와 동일하다는 측면은 보존 안정성 부분에서 화학 보강약품에 비해 큰 장점으로 사료된다. 

적용하고자 하는 종이와 동일한 수종을 원료로 선정하여 CNF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신규 보강약품인 

CNF는 각각의 종이에 적합한 맞춤형 보강약품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림 2-42     대동기년(大東紀年)에 CNF 및 CM-CNF 적용 후 잉크 농도  A zone : 활자가 
인쇄되지 않은 영역, B zone : 활자가 인쇄된 영역

그림 2-44     CNF 및 CM-CNF 도포 후 대동기년(大東紀年):(좌) 도포 전 모습, (중) CM-
CNF 1% 도포 후 모습, (우) CNF 1% 도포 후 모습

그림 2-43     CNF 및 CM-CNF 도포 후 대동기년(大東紀年):(좌) 도포 전 모습, (중) CM-
CNF 0.6% 도포 후 모습, (우) CNF 0.6% 도포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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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체 매개 접착을 이용한 지류자료 보강

지류자료의 잉크 및 안료가 용매에 추출되어 일반적인 화학적 보강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대면적 직접방사를 통한 지류자료의 보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스크린을 이용하여 국소적인 전기 방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액상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류에 사용된 잉크 및 안료에 영향이 없으며, 

접착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3) 방사체 배접을 통한 지류자료 보강

액상 접착제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지류자료를 보강하는 경우에, 물만을 매개로 하여 배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 매개 배접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보강 후 평가 및 소재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3. 재료 및 방법 

1) 직접 방사를 이용한 지류자료 보강

(1) 폴리비닐알콜(PVA)/폴리카프로락톤(PCL) 방사

① 폴리비닐알콜 방사 조건 확립 및 보강능력 평가

전기 방사를 위해 폴리비닐알콜 (Poly(vinyl alcohol), PVA) (>80% hydrolyzed, Mw=9,000-10,000, 

Sigma Aldrich Co., USA)과 폴리카프로락톤 (Polycaprolactone, PCL) (Mw=70,000-90,000, Sigma Aldrich 

Co., USA)을 고분자로 선택하였고 용매로는 증류수와 다이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DCM)을 사용

하였다. 모든 방사는 105℃, 습도 0%의 오븐에서 21일간 건식 노화시킨 모델죽지 위에 진행하였다.

폴리비닐알콜의 방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폴리비닐알콜 고분자를 각각 20, 30, 40wt%로 증류수

에 용해하여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에 10, 15, 20 kV의 전압을 인가하여 방사를 진행하였고, 이 때 노

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0cm, 용액 펌프 속도는 1.2ml/h로 고정하였다.2 

폴리비닐알콜 고분자의 방사 거리에 따른 방사반경 및 섬유 직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린지 노즐과 집

적판 사이의 거리를 1, 3, 5, 7, 10cm로 조절하여 방사를 진행하였다. 

폴리비닐알콜 방사섬유를 이용한  보강도의 평가는 노화시킨 죽지를 가로 7cm, 세로 5cm의 직사각형

으로 자른 후, 세로 2.5cm 위치를 가로로 자르고 잘린 부위를 기준으로 아래 1cm, 위 1cm를 제외한 부

분에 가림 마스크를 덧대어 폴리비닐알콜 방사를 진행하였다(그림 3-2). 보강도 평가는 40wt% 의 방사

용액으로 15kV의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 5, 10, 20, 40, 60분간 방사한 시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보강

2　  Li Yao et al., Electrospinning and stabilization of fully hydrolyzed poly(vinyl alcohol) fibers, Chemistry of Materials, 15:1860-1864 

(2003)

Ⅲ. 신규 보강기술 탐색 및 적용성 평가

1. 연구 목표

지류 자료의 보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류 손상 타입에 따라 적절하며 과학적인 보강 기술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강 기술들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을 

탐색하고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수한 지류 보존성

을 나타내기 위한 기초 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1)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을 이용한 지류 보강

니들 팁에서 고분자가 토출되면 일반적으로 표면 장력에 의해 반구형을 형성한다. 그러나 고전압을 니

들 팁에 인가하여 양전하 혹은 음전하가 고분자 용액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고분자의 표면 전하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과 외부 전기장에 적용된 쿨롱력에 의하여 노즐 팁에서 액상 고분자 방울이 원뿔 형태의 

깔때기 형상(Taylor cone 형상)의 제트로 방사되어 반대쪽 전하로 하전되거나 접지된 집전판 방향으로 섬

유들이 모아진다. 이러한 방사 공정에서 액상의 제트가 집진 스크린에 도달하기 전에 연신 및 용매의 휘

발이 수반되면 집전판에서 나노단위의 미세 섬유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전기방사법이라 한다.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지류자료의 보강은 다양한 소재를 보강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류에 대한 용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손상 범위와 손상의 종류에 따라 보강 기법의 유연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보강 기법으로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대면적으로 

나노 섬유를 방사하여 보강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며, 손상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손상된 부위에 국

소적으로 나노 섬유를 방사하고 배접을 진행하거나 나노 섬유 배접지를 제조하여 보강을 실시하였다. 

그림 3-1   직접방사를 이용한 지류자료의 보강(좌), 방사체 매개 접착을 이용한 지류자료의 보강(중) 및 방사체 배접을 이용한 지
류자료의 보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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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였다. 이때 우선적으로 폴리비닐알콜 40wt% 용액을 15kV의 전압을 인가하여 5분간 방사를 진

행하였고,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0cm, 용액 펌프 속도는 1.2ml/h로 고정하였다. 방사된 폴

리비닐알콜 섬유 위에 추가적으로 폴리카프로락톤 20wt% 용액을 10kV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 5, 10, 20, 

40, 60분 동안 방사를 진행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이때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5cm, 용액 

펌프 속도는 1.2ml/h로 고정하였다. 

방사 모델의 보강도 평가는 Gauge length 20mm, 폭 10mm, 10.00mm/min의 속도로 각 시료마다 여

섯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2) 폴리비닐알콜(PVA)/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TA) 방사

①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 조건 확립 및 보강능력 평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TA)(Acros Organics, USA)를 고분자로 선택하였고 용매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을 사용하였다. 모든 방사는 105℃, 습도 0%의 오븐에서 21일간 건식 노화시킨 모델죽지 위에 

진행하였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방사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고분자 용액을 5, 

10, 15wt%의 농도로 용해하여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를 10, 15, 20kV의 전압 조건에서 방사하였고 

이때의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5cm, 용액 펌프 속도는 10.0ml/h로 하였다.5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방사시간에 따른 방사체 매트의 두께 및 물성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5wt%의 고분자 용액을 전압 10kV로 고정하고, 방사시간을 5, 10, 20, 40, 60분으로 조절하여 방사체 매

트를 제조하였다. 방사체 매트의 두께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방사체의 인장강도는 방사

체 매트를 가로 7cm, 세로 5cm로 자른 후 Gauge length 20mm, 폭 10mm, 10.00mm/min의 속도로 각 

시료마다 여섯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6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를 이용한 노화된 죽지의 보강도 평가는 폴리비닐알콜을 이용한 보강

도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② 복합 섬유 방사체 제작 및 보강능력 평가

노화된 죽지위에 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복합 방사체를 제조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폴리비

닐알콜/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복합 방사체를 제작하여 보강도를 평가하였다. 죽지를 가로 1cm, 세

로 5cm의 직사각형으로 자른 후 세로 2.5cm 위치를 가로로 자른 뒤, 잘린 부위를 기준으로 아래 1cm, 

위 1cm를 제외한 부분에 가림 마스크를 덧대 방사를 진행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우선적으로 폴리비닐

알콜 40wt% 용액을 15kV의 전압을 인가하여 5분간 방사를 진행하였고,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

5　Seong Ok Han et al., Ultrafine porous fibers electrospun form cellulose triacetate, Material Letters, 59:2998-3001 (2005)

6　Margarent W. Frey, Electrospinning cellulose and cellulose derivatives, Polymer Reviews, 48(2):378-391 (2008)

도 평가는 Lloyd Instrument社의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을 이용하여 Gauge length 20mm, 

폭 10mm, 10.00mm/min의 속도로 각 시료마다 여섯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② 폴리카프로락톤 방사 조건 확립 및 보강능력 평가

폴리카프로락톤의 방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폴리카프로락톤 고분자를 DCM 용매에 5, 10, 15, 

20wt%로 용해하여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를 10kV의 전압조건에서 방사하였고 이때의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5cm, 용액 펌프 속도는 1.2ml/h로 고정하여 방사를 진행하였다.3 

폴리카프로락톤의 방사시간에 따른 방사체 매트의 두께 및 방사체 매트의 물성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0wt%의 고분자 용액을 전압 10kV, 노즐 직경 23gauge, 방사 거리 15cm, 용액 펌프 속도 1.2ml/h로 고

정하였고, 방사시간을 5, 10, 20, 40, 60분으로 조절하여 방사체 매트를 제조하였다. 방사체 매트의 두께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방사체의 인장강도는 방사체 매트를 가로 7cm, 세로 5cm로 자른 

후 Gauge length 20mm, 폭 10mm, 10.00mm/min의 속도로 각 시료마다 여섯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

값을 취하였다.4

폴리카프로락톤 방사를 이용한 죽지의 보강도 평가는 폴리비닐알콜을 이용한 보강도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③ 복합 섬유 방사체 제작 및 보강능력 평가

노화시킨 죽지를 가로 1cm, 세로 5cm의 직사각형으로 자른 후 세로 2.5cm 위치를 가로로 자른 뒤, 

잘린 부위를 기준으로 아래 1cm, 위 1cm를 제외한 부분에 가림 마스크를 덧대 방사를 진행하여 시료

3　  K. H. Lee et al., Characterization of nano-structured poly( -caprolactone) nonwoven mats via electrospinning, Polymer, 

44:1287-1294 (2003)

4　F. Croisier et al., Mechanical testing of electrospun PCL fibers, Acta Biomaterialia, 8:218-224 (2012)

그림 3-2 보강강도 평가를 위한 죽지 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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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리비닐알콜 캐스팅 필름 매개 접착한 지류자료의 접착력 평가

노화시킨 죽지 위에 준비한 40 wt%의 폴리비닐알콜 용액을 캐스팅 나이프를 이용하여 100, 200μm로 

캐스팅 하여 샘플을 준비한 뒤, 필름이 형성된 부분끼리 접합을 진행하였다.

(4) 방사체 매개 접착을 통한 보강된 지류자료의 가역성 평가

죽지 위에 폴리비닐알콜, 폴리에틸렌글라이콜 방사 접착층을 도입하여 배접을 진행하여 시편을 제작하

였고, 이를 물에 수 초간 담침하여 보강의 가역성 평가를 진행하였다.9 

9　  Changzhone Chen et al., Electrospinning of thermo-regulating ultrafine fibers based on polyethylene glycol/cellulose acetate 

composite, Polymer, 48:5202-5207 (2007)

는 10cm, 용액 펌프 속도는 1.2ml/h로 고정하였다. 방사된 폴리비닐알콜 섬유 위에 추가적으로 셀룰로오

스 트리아세테이트 15wt% 용액을 10kV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 5, 10, 20, 40, 60분 동안 방사를 진행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이때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5cm, 용액 펌프 속도는 10.00ml/h로 고정하

였다. 

방사 모델의 보강도 평가는 Gauge length 20mm, 폭 10mm, 10.00mm/min의 속도로 각 시료마다 여

섯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2) 방사체 매개 접착을 이용한 지류자료 보강

(1) 방사체 매개 접착 모델 제작

방사가 이루어지는 종이 및 배접지는 3.3.1.과 같은 방법으로 노화시킨 죽지를 사용하였으며, 폴리비닐

알콜 또한 3.3.1.과 같은 시료 및 방법으로 5분, 10분간 방사하였다. 폴리에틸렌옥사이드 (Poly(ethylene 

oxide), PEO) (Mw=900,000, Sigma Aldrich Co., USA)는 증류수에 5, 7, 10wt%로 용해하여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7 이를 10, 15, 20kV의 전압 조건에서 방사하였고 이때의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17.5cm, 용액 펌프 속도는 1.2ml/h로 하였다.8 폴리비닐알콜 또는 폴리에틸렌옥사이드를 지류자료의 손상 

부위에 국소적으로 방사하고, 지류자료와 같은 배접지에 방사한 뒤 방사된 배접지를 손상 부위에 접합시

켜 보강을 진행하였다(그림 3-3).

(2) 방사체 매개 접착한 지류자료의 접착력 평가

방사체를 매개로 한 지류자료의 접착력 평가는 가로 1cm, 세로 5cm로 노화된 죽지를 자르고 그 아랫

부분에 가로 1cm, 세로 1cm의 정사각형 크기로 방사를 한 후 노화된 죽지의 방사된 부분을 맞대어 접착

시켜 만든 시편으로 진행하였다(그림 3-4). 방사체 매개 접착 시편의 물성 평가는 Lloyd Instrument社의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을 이용하여 Gauge length 70mm, 폭 10mm, 10.00mm/min의 속도

로 각 시료마다 세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7　  Zheng-Ming Huang et al., A review on polymer nanofibers by electrospinning and their applications in nanocomposites,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63:2223-2253 (2003)

8　J. M. Deitzel et al., Controlled deposition of electrospun poly(ethylene oxide) fibers, Polymer, 42:8163-8170 (2001)

그림 3-3 방사체 매개 접착을 이용한 지류자료 보강 과정

그림 3-4 방사체 매개 접착한 지류자료의 접착력 평가 시편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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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아세틸화된 방사체와 배접한 지류자료의 가역성 평가

제작한 시편위에 증류수를 떨어뜨려 가역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1) 직접 방사를 이용한 지류자료 보강

(1) 폴리비닐알콜(PVA)/폴리카프로락톤(PCL) 방사

① 폴리비닐알콜 방사 조건 확립 및 보강능력 평가

폴리비닐알콜 20, 30 wt%의 방사 용액의 경우, 10, 15, 20kV의 전압조건에서 섬유상의 구조로 안정적

인 방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노 비드의 구조로 분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폴리비닐알콜 40wt%에서는 

10kV의 전압 조건에서 약간의 비드가 섬유 사이에 형성되었으나 15, 20kV에서 나노 섬유가 안정적으로 

방사되었다(그림 3-6). 따라서 이후의 실험은 안정적인 섬유상을 보였던 방사용액 40wt%, 전압조건 15kV

에서 시료제작을 진행하였다. 

3) 방사체 배접을 통한 지류자료 보강

(1)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 조건 확립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CA)(Mw=30,000, Sigma Aldrich Co., USA) 고분자를 아세톤

을 용매로 하여 10, 15, 20wt%의 용액을 제조하였다.10 이를 10, 15, 20kV의 전압 조건에서 방사하였고 이

때의 노즐 직경은 23gauge, 방사 거리는 7cm, 용액 펌프 속도는 2.0ml/min 으로 하였다.11

(2)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 제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은박지 위에 방사하여 방사체를 제조한 뒤, 이를 각각 0.05M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0.05M의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용액에 3, 10, 60분간 담침하여 탈아세틸화를 진행한 후 흐르는 

증류수에 24시간 동안 수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나노 섬유 표면이 탈아세틸

화된 방사체를 제조하였다.

(3) 탈아세틸화된 방사체와 배접한 지류자료의 보강성능 평가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배접한 지류자료의 보강성능 평가는 셀룰로오스 아세

테이트 나노 섬유 방사체를 가로 1cm, 세로 5cm로 자르고 탈아세틸화를 진행한 후에 같은 크기로 자른 

노화된 죽지 위에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를 얹어 증류수를 떨어뜨린 이후 시료를 건조시켜 접합

을 진행하였다(그림 3-5).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배접한 지류자료의 보강도 평가

는 Lloyd Instrument社의 Universal Testing Machine(UTM)을 이용하여 Gauge length 70mm, 폭 10mm, 

10.00mm/min의 속도로 각 시료마다 세 번 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10　  Haiqing Liu, Chunyi Tang, Electrospinning of cellulose acetate in solvent mixture N,N-dimethylacetamide (DMAc)/acetone, 

Polymer Journal, 39(1):65-72 (2007)

11　  Changzhong Chen et al., Crosslinking of the electrospun polyethylene glycol/cellulose acetate composite fibers as shape-

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s, Material Letters, 63:569-571 (2009)

그림 3-5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방사체의 접착 과정

그림 3-6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의 농도와 전압에 따른 구조 변화

방사 거리에 따른 방사 반경 및 섬유직경을 평가하기 위해서 폴리비닐알콜 40wt% 용액을 제조하여 방

사 거리를 1, 3, 5, 7, 10cm로 조절, 방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방사 거리가 1cm에서 10cm까지 증가함에 

따라 방사면적이 8.1cm2에서 36.9cm2까지 넓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지류자료의 보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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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폴리카프로락톤 방사 조건 확립 및 보강능력 평가

폴리카프로락톤 방사 섬유의 경우 방사 용액의 농도가 5, 10wt%에서 섬유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

하고 섬유 사이에 비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방사용액의 농도가 15, 20wt%까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인 섬유상의 형태로 방사가 이루어졌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섬유 직경이 급격하게 두꺼워졌다. 그 결과 

20wt%, 10 kV에서 약 10μm의 직경을 가지는 섬유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3-9). 전기방사를 이용한 보강 

시 짧은 방사 시간과 최대의 보강 효과를 위해 마이크로섬유의 경우 굵은 섬유직경을 가지는 방사체를 

얻는 것이 효율적이었다.12 따라서 이후 보강 실험은 20wt%, 10kV에서 방사하여 진행하였다. 

폴리카프로락톤 방사체의 시간에 따른 두께 변화와 인장강도를 평가한 결과 방사시간을 5, 10, 20, 40, 

60분으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방사체의 두께가 선형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께가 증가할수록 폴

12　 D. H. Reneker et al., Nanofiber garlands of polycaprolactone by electrospinning, Polymer, 43:6785-6794 (2002)

손상된 부위에 방사하고자 하는 면적만큼 국소적으로 방사를 진행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부위

에 대면적으로 방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사 거리가 변화함에도 방사체의 미세 구조가 변형

되지 않고 평균직경 1.8μm의 섬유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그림 3-7).  

폴리비닐알콜 40wt% 방사용액을 15kV의 전압을 인가하여 노화된 죽지 위에  5, 10, 20, 40, 60분 간 방

사한 결과 시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은 60분간 방사 시 약 0.25N으로 나타났다(그림 3-8, 좌). 이

러한 결과는 노화시킨 죽지의 평균 인장응력 값인 4.0N의 약 16분의 1 수준으로 그 값이 매우 미미해 우수

한 물성의 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폴리비닐알콜 방사체는 노화시킨 죽지와의 우수한 접착력

으로 인해 보강성능 측정 동안 죽지와 방사체가 강하게 결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3-8, 우).

그림 3-7 폴리비닐알콜 방사거리에 따른 방사 면적 및 섬유직경 변화

그림 3-9 폴리카프로락톤 농도에 따른 섬유 직경의 변화

그림 3-8 폴리비닐알콜 방사 시간에 따른 인장강도 (좌), 보강성능 평가 이후 시료의 파단 양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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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합 섬유 방사체 제작 및 보강능력 평가

폴리비닐알콜을 노화된 죽지 위에 10분간 먼저 방사를 진행하고 방사된 폴리비닐알콜 섬유 위에 폴리

카프로락톤을 5, 10, 20, 40, 60분간 방사한 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복합 방사체를 제조하여 시료

를 준비하였다. 그 결과 60분간 방사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인장응력은 1.9N으로 폴리비닐알콜을 60분

간 방사하여 보강을 진행했을 때 값인 0.25N의 약 8배 정도의 강도 향상효과를 보였다(그림 3-12, 좌). 뿐

만 아니라 폴리카프로락톤만을 방사하여 보강을 진행한 결과값인 0.15N에 비해 약 13배의 보강성능을 보

였다(그림 3-13).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폴리비닐알콜 섬유는 폴리카프로락톤 방사체와 노화된 죽지 사이

에 강한 결합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접착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11>의 우측에 나타낸 보강도 평가 시 시료의 파단 양상을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시험이 진행

되는 중 폴리비닐알콜 접착층으로 인해 폴리카프로락톤 섬유는 죽지와 탈착되지 않으며 오히려 죽지와 

죽지를 연결시켜주는 폴리카프로락톤이 변형되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리카프로락톤 방사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또한 증가하였다(그림 3-10). 

폴리카프로락톤을 20wt%로 녹인 방사용액을 노화된 죽지 시료위에 5, 10, 20, 40, 60분 간 방사한 결

과 시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은 약 0.15N으로, 폴리비닐알콜을 60분간 방사하여 보강을 진행한 

결과보다 낮았다(그림 3-11, 좌). 이는 또한 폴리카프로락톤을 노화죽지 방사 모델이 아닌 호일 위에 방사

하여 얻은 폴리카프로락톤 마이크로 섬유 매트만의 물성을 측정했을 때의 최대 하중인 2.3N와 비교하였

을 때, 6.5% 수준으로 매우 약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물성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폴리카프로락톤

과 노화 죽지 간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져 방사 후에 방사체가 곧바로 탈착되기 때문이다(그림 3-11, 우). 

또한 죽지와 방사체간에 어떠한 결합력도 작용하지 못해 보강성능 측정 시 폴리카프로락톤 방사체가 죽

지로부터 탈리가 쉽게 일어났다(그림 3-11, 우).

그림 3-10 폴리카프로락톤 방사체의 방사시간에 따른 두께 변화 (좌) 및 최대 인장응력 변화 (우)

그림 3-11    죽지에 방사한 폴리카프로락톤의 방사시간에 따른 보강도 평가 (좌), 방사 직후 노화 죽지와 폴리카프로락톤 방사체
가 쉽게 탈착되는 모습 및 보강도 시험 후 시료의 파단 양상 (우)

그림 3-12   죽지에 방사한 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복합방사체의 방사시간에 따른 인장강도 (좌), 보강도 시험 후 시료의 
파단 양상 (우)

그림 3-13 죽지에 방사한 폴리비닐알콜, 폴리카프로락톤, 복합 방사체의 60분간 방사 시 보강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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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직접 방사를 통한 지류자료의 보강법은 기존의 배접을 통한 지류자료의 

보강법과 마찬가지로 지류의 뒷면에 방사를 하여 손상된 부분을 메우고 적절한 강도를 부여하는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있는 부분에 방사를 하는 경우 방사체가 누적됨에 따라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기록이 지류자료의 뒷면에 방사를 하여 보강하는 경우 기록이 되어있는 앞면에는 어떠

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직접 방사를 통한 지류자료의 보강법이 뒷면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의 

가독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3-16).

④ 보강처리의 보존성, 가역성 및 가독성

노화된 죽지 위에 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복합방사를 진행하여 보강한 시료를 온도 20℃/상대

습도 10%, 온도 20℃/상대습도 60%, 온도 30℃/상대습도 80%의 데시케이터에 각각 1주일간 보관한 뒤 보

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상대습도 60%에서 보관한 시료와 10%에서 보관한 시료 사이에는 보강성능

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평균 습도인 50-60%에서 보관이 이루어지는데 본 처리방식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상대습도 80%인 환경에서 보관이 이루어진 시료의 경우 오히려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된 지류자료와 폴리카프로락톤 방사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수용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콜 접착층이 높은 습도환경에서 용해되어 고분자가 펄프섬유와 폴리카프로

락톤 방사섬유 사이로 침투하여 접착력을 더 높여준 결과로 판단되었다(그림 3-14). 

그림 3-14 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복합방사로 보강된 시료의 보존환경에 따른 보관 안정성 평가

그림 3-15 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복합방사로 보강된 시료의 가역성 평가 (좌) 보강의 가역성 모델 (우)

그림 3-16 폴리비닐알콜/폴리카프로락톤 복합방사로 보강된 시료의 가독성 평가

복합방사체를 도입한 뒤 물에 짧은 시간동안 담침해 주는 경우 쉽게 모델 종이에서 방사체가 탈리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접착층으로 존재하는 수용성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콜 방사체가 물에 용해되어 폴리카프

로락톤 방사체와 모델종이간의 접착력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이다. 복합방사체를 이용하여 지류자료를 보

강하는 경우 손쉽게 가역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3-15). 

(2) 폴리비닐알콜(PVA)/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TA) 방사

①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 조건 확립 및 보강능력 평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 섬유의 경우 방사 용액의 농도가 10, 15wt%에서 섬유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반면 5wt%의 낮은 농도에서는 마이크로비드 모양이 형성되었다. 또한 폴리카프로락톤과 마찬가

지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섬유 직경이 증가하는 것을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17). 

이후 보강 실험은 15 wt% 농도의 용액을 이용 10kV의 전압을 인가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3-17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나노 섬유의 농도와 전압에 따른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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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합 섬유 방사체 제작 및 보강 능력 평가

폴리비닐알콜을 5분간 노화된 죽지 위에 우선적으로 방사하여 접착층을 형성하고, 접착층 위에 셀룰

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를 5, 10, 20, 40, 60분 동안 방사하여 복합방사체를 이용한 보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폴리비닐알콜/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복합 방사체는 방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샘플이 견디

는 인장응력 값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20, 좌). 폴리비닐알콜/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

트 복합 방사체가 견디는 최대 인장응력 값은 60분간 방사가 이루어진 시료가 약 2.5N으로, 폴리비닐알

콜 단독 방사 시의 최대 인장응력 값인 0.25N의 약 10배,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단독 방사 시의 값

인 0.06N의 약 42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

테이트 방사체와 노화 죽지 사이에 강한 결합력을,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섬유는 높은 강

도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그림 3-19>의 우측에 나타낸 물성 테스트 시 방사 모델의 파단 

양상을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테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로 인해 셀룰

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마이크로 섬유가 죽지와 분리되지 않았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시간에 따른 방사체 매트의 두께 변화와 최대 인장응력을 평가하기 위

해서 방사시간을 5, 10, 20, 40, 60분으로 조절하여 매트의 두께와 인장응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폴리

카프로락톤의 경우와 유사하게 방사체의 두께가 선형으로 증가하였으며, 인장응력 또한 방사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증가하였다(그림 3-18).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단독 방사 시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를 다이

클로로메탄에 15wt%로 녹인 방사 용액을 준비된 죽지 시료위에 10kV의 전압조건에서 5, 10, 20, 40, 60분 

동안 방사한 결과, 죽지 샘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은 0.06N으로 나타났다. 이는 폴리카프로락톤

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섬유임에도 불구하고 나노 섬유인 폴리비닐알콜보다 훨씬 낮은 인장응력 값을 

보였다(그림 3-19, 좌). 이와 같이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폴리카프로락톤과 마찬가지로, 셀룰로

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노화 죽지간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져 방사 후에 방사체가 곧바로 탈착되기 때문이

다(그림 3-19, 우). 이로 인해 인장응력이 가해짐에 따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체의 탈착이 발

생하였고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체의 경우에도 접

착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18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시간에 따른 방사체의 두께변화 및 인장강도

그림 3-20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 시간에 따른 폴리비닐알콜/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복합 방사체의 
물성 (좌) , 물성 테스트가 끝난 후 방사 모델의 파단 양상 (우)

그림 3-21   폴리비닐알콜 단독방사,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단독방사, 폴리비닐알콜/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
트 복합 방사체의 물성 비교 그래프

그림 3-19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 시간에 따른 보강도 (좌),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 직후 노화 죽지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방사체가 쉽게 탈착되는 모습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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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N의 인장응력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방사체를 매개로 하여 방사를 진행하는 경우 모두 비교적 안정

적인 접착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시간이 5분에서 10분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향상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폴리비닐알콜 캐스팅 필름 매개 접착한 지류자료의 접착력 평가

폴리비닐알콜 필름으로 코팅된 부분끼리 배접을 진행한 결과 방사체를 매개하여 접착시킨 시료와는 

달리 접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3-24). 이를 통해 방사체의 형태로 접착층을 형성하는 것이 효

율적인 보강에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방사체 매개 접착을 이용한 지류자료 보강

(1) 방사체 매개 접착 모델 제작

폴리에틸렌옥사이드 5wt%의 방사 용액의 경우, 모든 전압조건에서 나노 섬유에 비드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로 분사되어 섬유상의 구조를 얻을 수 없었다. 반면, 폴리에틸렌옥사이드 7, 10wt%에서는 10, 15kV의 

전압 조건에서 나노 섬유가 안정적으로 방사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은 7wt%의 용액 농도, 15kV의 전

압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방사체 매개 접착 시료의 제작에서 방사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폴리

비닐알콜과 폴리에틸렌옥사이드를 방사한 결과,  지류자료와 배접지에 안정적으로 접착이 이루어졌다(그

림 3-22).

그림 3-22 폴리에틸렌옥사이드 섬유의 방사 조건 확립

그림 3-23    폴리비닐알콜 방사체 매개 접착 지류자료의 접착력(좌),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방사체 매개 접착 지류자료의 접착력(우)

그림 3-24 폴리비닐알콜 캐스팅 필름 매개 접착한 지류자료의 접착력 평가 (좌) 100μm, (우) 200μm

그림 3-25 방사체 매개 접착을 통해 보강된 지류자료의 가역성 평가

(2) 방사체 매개 접착한 지류자료의 접착력 평가

<그림 3-23>에서 좌측 그래프를 보면, 폴리비닐알콜을 죽지에 방사하여 시료를 준비한 뒤 접착하여 인

장강도를 평가한 결과, 5분간 방사한 시료의 경우 평균 인장응력이 0.78N로 나타났고, 10분간 방사한 결

과 2.13N이었다. 폴리에틸렌옥사이드의 경우 5분간 방사한 결과 평균 1.20N, 10분간 방사한 경우 평균 

(4) 방사체 매개 접착을 통한 보강된 지류자료의 가역성 평가

폴리비닐알콜과 폴리에틸렌글라이콜을 이용한 방사체 매개 접착을 통해 보강시킨 지류자료 시료를 물

에 담침하는 경우 방사 접착층을 이루고 있는 재료가 수용성 고분자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쉽

게 용해되므로 가역적인 보강을 이룰 수 있다(그림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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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수성이 높아지고 섬유간의 수소결합으로 인해 섬유 간극이 좁아져 탈아세틸화를 통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제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탈아세틸화된 방사체를 배접한 지류자료의 보강도 평가

탈아세틸화를 거치지 않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경우, 노화된 죽지와 접착이 일어나지 않

아 쉽게 탈착되는 반면, 3, 10, 60분 간 탈아세틸화를 진행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는 지류자료

와 안정적으로 접착되었다(그림 3-29).

3) 방사체 배접을 통한 지류자료 보강

(1)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 조건 확립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10wt% 방사 용액의 경우, 섬유 중간에 비드가 형성된 형상으로 방사가 진행되었

으며 섬유의 종횡비가 짧은 것으로 관찰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13 15, 20wt%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방사한 경우 섬유상으로 안정적인 방사가 이루어졌다(그림 3-26). 이후의 셀룰로오스 아세테

이트 방사체 배접 샘플을 준비하는 실험은 20wt%의 용액농도, 10 kV의 전압조건에서 진행하였다.

(2)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 제조

<그림 3-26>의 적외선 분광광도계 스펙트럼 상에서 모두 탈아세틸화 시간에 따라 3400cm-1 부근에서 

나타나는 수산기의 피크가 점점 높아지고, 1740cm-1에서 나타나는 카르보닐기의 피크가 점차적으로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탈아세틸화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3400cm-1 부근 수산기

의 피크의 파수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통해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섬유간의 수소결합이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0.05M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탈아세틸화를 진행하는 경우(그림 

3-27, 상), 60분이 지나서도 탈아세틸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반면, 0.05M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에탄

올 용액에서 탈아세틸화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0분의 처리시간에도 탈아세틸화가 완전히 일어났다(그림 

3-27, 하). 따라서 에탄올 환경에서 탈아세틸화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14

탈아세틸화를 60분 동안 진행하여 제조된 방사체를 매트 형태로 건조시킨 후 측정한 접촉각은 셀룰로

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경우 약 138°의 높은 접촉각을 나타낸 반면,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

이트 방사체의 접촉각은 방사체가 물을 모두 흡수하여 0°를 나타내었다(그림 3-28). 이를 통해 나노 섬유

13　 Santi Tungprapa et al., Electrospun cellulose acetate fibers: effect of solvent system on morphology and fiber diameter, 

Cellulose, 14:563-575 (2007)

14　 Zeeshan Khatri et al., Effect of deacetylation on wicking behavior of co-electrospun cellulose acetate/polyvinyl alcohol 

nanofibers blend, Carbohydrate Polymers, 87:2183-2188 (2012)

그림 3-27     0.05 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탈아세틸화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적외선 분광광도계 스펙트럼 (상),  
0.05 M 수산화나트륨 에탄올에서 탈아세틸화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적외선 분광광도계 스펙트럼 (하)

그림 3-28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접촉각 (좌),  
0.05M 수산화나트륨 에탄올에서 탈아세틸화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접촉각 (중),  
0.05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탈아세틸화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접촉각 (우)

그림 3-26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방사 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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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배접한 지류자료를 증류수에 담침시키면 수 초 이내에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지류자료가 탈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31). 이는 물이 탈

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나노 섬유와 펄프 섬유 사이에 형성된 수소 결합을 약화시

켜 접착력이 작아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

와 배접한 지류자료는 가역적인 보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상에서 탈아세틸화를 거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경우, 탈아세틸화 처

리 시간에 따라 접착력이 점차 증가하였고, 60분간 탈아세틸화 처리한 경우 약 1.38N의 접착력을 나타내

었다(그림 3-30, 좌).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용액 상에서 탈아세틸화를 거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

체의 경우, 마찬가지로 탈아세틸화 처리 시간에 따라 접착력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0분간 

탈아세틸화를 거친 셀룰로오스 방사체의 경우 약 3.2N에서 노화된 죽지가 인장응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

으로 판단되어 객관적인 접착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노화된 지류간의 접착부분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소한 3.2N 이상의 접착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

상할 수 있었다(그림 3-30, 우).

(4) 탈아세틸화된 방사체를 배접한 지류자료의 가역성 평가

그림 3-29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노화된 죽지간의 접착력 (첫 번째), 각각 3분, 10분, 60분 
간 탈아세틸화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노화된 죽지간의 접착력 (두 번째-네 번째)

그림 3-30    0.05 M NaOH 수용액에서 탈아세틸화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접착력 (좌),  
0.05 M NaOH 에탄올에서 탈아세틸화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의 접착력 (우)

그림 3-31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배접한 지류자료의 접착 가역성 평가

5. 요약

본 장에서는 지류자료에 많은 부담을 주는 화학적 보강 방법을 대체 할 수 있는 신규 기술로, 전기 방

사를 이용한 지류자료의 보강법을 제시하였다. 전기 방사를 이용한 보강법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접착제

가 필요 없어 지류자료의 종류 및 손상 정도에 따라 선택적인 보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단독으로 방사하면 지류자료와 충분한 접착력은 가지지만 안정적인 물성을 

얻을 수 없었고, 폴리카프로락톤 혹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섬유의 단독 방사를 이용한 방법은 방사

체 자체의 강도는 좋으나 지류자료와의 접착력이 없어 지류자료의 보강에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폴리

비닐알콜 섬유를 먼저 방사하여 지류자료와 방사체 사이에 접착력을 부여하고 그 위에 폴리카프로락톤 혹

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섬유를 방사하게 되면 안정적인 접착력과 높은 인장응력을 견딜 수 있는 복

합 섬유 방사체를 제작할 수 있었다. 폴리카프로락톤 섬유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약 1.9N,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 섬유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약 2.5N의 인장응력을 견딜 수 있었으며, 접착력 평가가 끝난 후의 

파단 양상을 통해 지류자료와 방사체 사이에 강한 접착력이 부여되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였다.

방사체 매개 접착을 이용하여 물이나 용액상의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히 배접을 통한 지류자

료의 보강을 제공할 수 있었다. 폴리비닐알콜 나노 섬유를 이용한 방사체 매개 접착의 접착력은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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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맞춤형 보강 기술 제안

규장각 소장 지류 문화재는 매우 양호한 수준의 보존 상태를 지닌 자료도 존재하지만, 황변, 찢김, 부서

짐 등 열악한 보존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열악한 보존 상태를 지닌 자료들은 손상 

정도 및 손상 유형이 매우 다양한 상태로 손상 자료들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손상 특성에 적

합한 보강 처리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3년간 중국외서 중 손상 자료에 

대한 보강 처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1차년도에서는 주로 화학 보강약품 적용을 통한 노화 종이

의 강도 보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차년도에서는 물리적 손상을 입은 도서의 보강에 대한 연구

를 주로 수행하였다. 본 3차년도에서는 신규 보강약품 및 신규 보강기술에 대한 탐색 및 적용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보강 처리 기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3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류 문화재의 손상 정도 

및 상태를 큰 범주로 나누고 이에 따른 맞춤형 보강 기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지류 문화재의 손상 정도 및 상태 분류

1) 종이의 외관 손상

방사하였을 때에 약 1.92N으로 측정되었으며,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나노 섬유를 이용한 방사체 매개 접착

의 접착력은 10분간 방사하였을 때에 약 3.4N이었다. 방사체 매개 접착 지류자료 보강법은 단시간의 방사

로 높은 강도의 접착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했으며, 방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접착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아 방사 시간을 조절하여 원하는 강도의 접착력을 얻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용액에서 10분 내에 빠르게 탈아세틸화시킬 수 있었으

며, 적외선 분광광도계 분석과 접촉각 비교를 통해 용액에 짧은 시간 담침 시키는 것만으로도 탈아세틸화

가 안정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아세틸화 처리 시간에 따라 접착력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상에서 60분간 탈아세틸화 처리한 경우, 약 1.30N의 접착력을 나타내었다. 

반면,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용액 상에서 60분간 탈아세틸화한 경우, 탈아세틸화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노화된 죽지의 접착 부분이 떨어지기 전에 노화된 죽지가 약 3.2N에서 인장응력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객관적인 접착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 3.2N 이상의 접착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탈아세틸화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방사체와 지류자료의 배접은 물에 담

침 시키면 수 초 이내에 접착력을 잃는 것으로 보아 가역적인 보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제시한 직접 방사, 방사체 매개 접착, 방사체 배접을 통한 지류자료의 보강 방법은 모

두 우수한 접착력과 강도를 가질 뿐 아니라, 단시간에 효과적인 보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는 현재의 화학 약품을 이용한 지류자료의 보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보강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충해로 인한 손상 – 원형>

<찢김 손상 – 내부 손상>

<충해로 인한 손상 - 비정형>

<찢김 손상 – 가장자리 손상>

그림 4-1 중국서의 손상 상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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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강도 보강 기술

손상 유형별 적합한 보강 기술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먼저 지류 기록물의 역사적, 문화

적, 서지학적 중요성을 검토하여 보존 처리 또는 보강 처리 유무와 경중을 따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

합한 보강 보존 기술을 탐색, 적용하여야 한다.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적 전문가 그룹에서 심도 깊은 논의

를 거쳐 정해야 바람직한 보강 보존 처리가 이루이질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인문학적 검토 단계

를 제외한 기록물의 적합한 보강 기술을 오로지 기술적 관점에서만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를 분명

히 인식하고 다음 내용을 참고하길 기대한다.  

<그림 4-3>은 맞춤형 보강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순서도를 나타낸다. 손상 유형에 따라 순

차적인 보강 처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먼저 물리적 손상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손상 유형에 적합한 보강 

기술을 적용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화학적 강도 보강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각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항목에서 기술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 종이의 물리적 손상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대표적인 물리적 손상은 그림 4-1과 같

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인 충해로 인한 천공 손상, 충해에 의한 비정형 손상, 찢김 손상으로 구분하였다. 세 

가지 유형별 손상 비율을 살펴보면 충해로 인한 천공 손상 형태는 11.2%, 충해로 인한 비정형 손상 형태

는 43.6%, 찢김으로 인한 손상은 45.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손상 외에 종이가 작은 조각으

로 부서질 듯한 족자나 서책 등 심각한 물리적 손상을 입은 유형도 존재하였다.

2) 종이 노화에 따른 강도 손상

1차년도 연구 중 중국서의 노화 상태 조사에서 육안판단 하에 그림 4-2와 같이 양호, 불량, 매우불량

의 3 수준을 노화 상태를 분류하였다.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괴 검사는 불가능하였지만, 도

서의 표면 pH를 측정하여 각 노화 상태별 종이 강도의 손상 정도를 예측하였다. 중국서 양호 도서는 pH 

6.8을 나타냄으로써 안정한 상태였으며 불량, 매우불량 도서는 각각 pH 4.5, 4.3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pH가 감소한 만큼 산화가 진행되어 종이 내 셀룰로오스의 지속적 분해가 발생하고 종이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산성의 pH를 나타내는 지류 문화재는 노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종이의 전반적인 강도 손상 정도를 육안 평가

와 더불어 도서의 표면 pH 측정을 통해 같이 가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양호>

<매우 불량>

<불량>

<대조군>

그림 4-2 중국서의 노화 상태별 분류 그림 4-3 맞춤형 강도 보강 기술 적용을 위한 순서도

고서의 육안 평가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보강처리 완료

물리적 손상이
있는가?

전공 형태의 
손상인가?

찢김이나 가장자리 
손상인가?

라이닝(배접)
보강처리

리프캐스팅
보강처리

방사체 대개 접착
전기방사
보강처리

물리적 
보강처리
필요 없음

화학적 
보강처리
필요 없음

직접방사
보강처리 또는

Parylene필름 코팅

심각한 물리적
손상 유형

물에 노출이
가능한가?

종이의 표면pH가
산성인가?

장기보관이 꼭
필요한 자료인가?

화학적 강도
보강처리 필요

달산처리

종이의 형태를
유지한 채 일부만
손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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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형이다. 찢김 또는 가장자리 손상의 경우 손상 부위에 다른 종이를 덧붙이는 방식인 라이닝(배접) 

방법이 적절하다. 라이닝 방법 적용 시 본지와의 이질감이 없는 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

지를 덧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로는 고강도의 접착력이 요구될 경우 신풀이 적합하며, 접착력이 약해도 

되는 두루마리와 같은 형태나 2, 3차 배점의 경우 고풀이나 시판용 풀이 적절하다. 

2) 노화에 의해 전반적인 종이의 강도 손상 보강

종이의 물리적 손상이 없거나 종이의 물리적 손상을 강도보강 처리 후 종이의 화학적 강도 보강 처리 

유무를 판별해야 한다. 지류 문화재는 파괴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강도 손상 정도를 평

가하여야 한다. 종이 표면의 pH를 측정하는 것은 종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간편하게 종이의 산

화 정도를 통해 강도 손상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이 표면의 약산성에서 중성조건이지만 

노화에 의해 산화되었다면 pH가 산성조건이 된다. 따라서 종이의 표면 pH가 산성 조건일 경우 종이의 

화학적 강도보강 처리와 함께 중성화를 위한 탈산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화에 의해 종이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손상 도서의 경우 화학 보강약품을 활용하여 종이의 강

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적합하다.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종이와 완전히 동일한 화학구성 성분을 지닌 보

강 약품이 필요하다면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인 CNF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CNF는 화학 보강약품 만

큼의 강도 보강 성능을 나타내진 않지만 일정 수준의 강도 보강 성능을 나타내고 원재료인 섬유와 동일한 

수종으로 제조가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이로 인해 CNF 적용이 화학 보강약품 적용에 비해 더욱 큰 화학

적 안정성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와 같은 이러한 보존 안정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화학 구성 성분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가 없다면 1차년도 연구 결과인 화학 보

강 약품 적용이 적합하다. 이 중 강도 보강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던 메틸셀룰로오스(MC)나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CMC)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CNF 또는 화학 보강약품 처리에 있어 강도 보강 성능에는 

약품의 종류와 더불어 도포량이 가장 큰 영향인자이므로 원하는 수준의 강도 보강 성능을 위해 보강약품

의 도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도포법, 침지법, 분사법 등과 같은 처리 방법의 영향은 크진 않았으나 전

통적 수리 복원 방식과 유사한 도포법 또는 침지법을 처리 방법으로 추천한다. pH가 산성이 아니더라도 

장기보관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 지류 문화재의 경우라면 화학적 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의 

연구를 보면, 양호 시료의 경우 보강 약품의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어, 더욱 오랜 시간 보관을 위해서라

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지류 문화재라도 강도 보강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1) 종이의 외관 손상 보강

종이의 물리적 손상이 있는 경우 먼저 종이의 형태가 유지된 채 손상된 것인지 아니면 종이가 찢어져 

종이가 조각나거나 분리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종이의 형태가 유지되어 있다면 천공 손상 또는 비정형 손

상과 같은 국소 부위 손상인지 찢김 또는 가장자리 손상인지를 판별하여 각 손상 유형에 적합한 강도 보

강 처리 기술을 적용한다.

(1) 심각한 물리적 손상

순서도 흐름에서 물리적 손상이 있고 종이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손상 유형이다. 심각한 물리적 손

상을 입어 조각난 지류자료의 경우 직접방사기술을 이용하여 보강이 가능하다. 손상된 지류자료를 방사 

집적판위에 조합한 뒤 고분자를 대면적으로 방사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강을 진행할 수 있다. 심각한 

물리적 손상을 입은 지류자료를 아무런 처리 없이 보관하는 경우 보존에 있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나 이

를 전기방사기술을 이용하여 보강해주는 경우 지류자료에 손상을 최소화하여 보강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또는 Parylene 코팅 방법15을 적용하여 poly-para-xylylene 분자를 종이 표면에 코팅시키는 방법

을 들 수 있다. 이 코팅 방법은 종이 내부로 침투하여 균일하고 얇은 필름을 형성하여 조각난 손상 지류

를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처리 방법 선정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2) 천공 손상 및 비정형 손상과 같은 국소 부위 손상

순서도 흐름에서 물리적 손상이 있으며 종이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천공 또는 비정형 손상 형태의 국소 

부위 손상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천공 손상 및 비정형 손상과 같은 국소 부위 손상은 손상 부분을 섬유 현

탁액으로 메워 보강하는 방법인 리프캐스팅 방법을 통한 보강 처리가 적절하다. 리프캐스팅 시 보강 섬유

의 섬유장이 길수록 강도 보강 성능은 우수하며, 리프캐스팅 후 종이를 건조시킨 뒤 메틸셀룰로오스를 분

사하는 것이 강도 보강 성능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다. 리프캐스팅 방법은 손상 종이를 섬유 현탁액에 노출

시키기 때문에 물에 넣어도 피해가 없는 대상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물에 노출이 불가능한 지류 문화재

의 경우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국소 부위 손상을 보강하는 것이 적절하다. 방사체 매개 접착기술을 이용

하면 손상된 부위와 배접지에 짧은 시간 방사 후에도 매우 강한 접착력을 부여할 수 있어 높은 보강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인 보강이 가능하다.

(3) 찢김 또는 가장자리 손상

순서도 흐름에서 물리적 손상이 있으며 종이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찢김 또는 가장자리 손상에 해당하

15　   Carter, H.A., The chemistry of paper preservation part 3. the strengthening of paper,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73(1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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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손상 종이의 경우  셀룰로오스 유도체와 같은 화학적 보강약품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셀룰로오스 유도체 적용은 손상 종이의 강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CNF 적용은 종이 원료인 섬유와 동일한 화학성분을 지녀 적용 종이의 화학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닌다. 종이 외관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는 손상 유형에 따라 천공 및 비정형 손상과 같은 국

소부위 손상은 리프캐스팅 방법을 적용하여 보강하는 것이 적절하다. 리프캐스팅은 종이를 물에 노출시

키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이를 물에 노출시킬 수 없는 지류 자료의 경우 방사체 매개 접착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결손 부위와 배접지에 각각 폴리비닐알콜을 방사한 후 간단히 접합시키는 것만으로 

빠르게 보강을 진행할 수 있고, 용액상의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류 자료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찢김, 가장자리 뜯김과 같은 손상 자료는 대지를 덧대는 라이닝 방법이 적절하며 심각한 물리적 손

상은 복합 방사체를 이용한 직접 방사법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규 보강약품으로서의 CNF 적용과 신규 보강기술인 전기방사 기술은 다양한 지

류 자료 보강 기술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CNF의 강도 보

강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리 방안이나 전기방사 기술에 있어 보강 소재를 다양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더욱 더 다양하고 발전된 지류 자료 보강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Ⅴ. 최종 결론

본 연구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외서 지류 자료에 대한 특성 이해와 적절한 보강 기술을 개발하

고자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서는 중국 외서, 외교문서, 근대기록물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손상 도서의 

강도 보강을 위해 노화 모델 종이를 선정하여 화학 보강약품 적용을 통한 강도 보강 능력 및 보존성을 

평가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물리적 손상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 기술인 리프캐스팅과 라이닝 기술을 적

용하여 물리적 손상 자료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강 기술을 탐색하였다. 당해연도인 3차년도에서는 다

양한 보강 처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신규 보강약품 및 신규 보강기술에 대한 탐색과 적용 성능을 평가하

였으며, 3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류 자료의 손상 정도 및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보강 기술을 제안

하였다.

신규 보강약품으로 목재 섬유로부터 제조한 CNF를 선정하여 CNF의 강도 보강 성능 및 재노화 후 특

성, CNF 적용 후 활자인쇄면의 가독성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였다. CNF의 강도 보강 성능은 CNF 도포량

에 영향을 받았으며 강도 보강 처리된 모델 종이의 인장지수는 노화 수준에 상관없이 CNF 도포량에 따

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내절도 역시 CNF 도포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노화 상태가 불량

할수록 내절도 증가폭은 작아졌다. CNF를 적용한 모델 종이는 재노화 후에 강도가 감소하지만, 원지 대

비 인장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내절도는 원지와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CNF를 실

제 고문헌에 적용하여 CNF의 강도 보강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CNF 적용은 활자인쇄면의 가독성에 영향

을 끼치지 않았다. CNF는 도포 후 모델 종이를 탈이온수에 침지시켜도 CNF가 용출되지 않고 강도 보강 

성능을 유지하였다. CNF의 강도 보강 성능은 1차년도 연구의 화학 보강약품에 비해 다소 못 미치기는 하

지만 출는 원료의 화학성분이 섬유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보존 안정성에 대한 큰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적용하고자 하는 종이와 동일한 수종의 원료로 CNF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종이에 적

합한 맞춤형 보강약품으로 CNF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 외서에 대한 신규 보강방법으로서, 직접 방사법, 방사체 매개 접착법, 

방사체 배접 방법을 제안하였다. 직접 방사법은 손상 정도가 심해 조각난 지류자료에 한해 가능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 방사체를 이용하여 보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델 시료와 높은 접착력을 가

질 뿐 아니라 우수한 보강 효과를 나타내었다. 방사체 매개 접착 방식은 국소적인 결손 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데, 용액상의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방사체 배접 방식은 물만을 이용하

여 배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지류 자료에 적절하며, 빠르게 배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우 효율적이었다. 지류 자료의 손상 정도에 따라 상기 제시한 세 가지 방식을 적

절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지류 자료로부터 탈착시킬 수 있어 가역적인 보강이 가능하므로 신규 보강 방법

으로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종이의 손상 정도 및 유형을 나누어 각 손상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보강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각 손

상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보강 기술 적용 순서도를 제시하였다. 종이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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