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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은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에 의해 설립된 왕실도서관 겸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들을 보존･관리하며 학문연구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이러한 규장각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료의 보존관리와 다방면의 한국학
연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내 최대 기록 문화유산 소장처
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국보 9종 7,092책, 보물 26종 2,328책,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등록된 『조선통신사기록물』 41점을 포함하여 5종 9,755책 등 귀중한
기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중한 기록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2011년부터 보존과학에
기초한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자연 손상 자료를 수리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2017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수리복원･보존처리, 대체본, 모사본, 보존환경
제어, 보존연구 5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전통재료와
기술 복원을 위하여 한지장, 수직장인, 전통먹장, 염색장, 매듭장, 모사공, 서각장, 소목장,
두석장, 칠장 등 여러 분야별 장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처리연구 사업에 보존과학,
서지학, 사학, 동양화, 미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전공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각 세부 사업의 기술과 구체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화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여 국내 보존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 정보 재생산을
통한 자료의 보존관리가 최선의 한국학 연구지원 방책 중 하나라는 기본 방침 아래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규장각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본 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연구부
직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보존관리사업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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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보존수리를 위한 기초조사인 본 조사, 자료조사 및 정리, 소장 고지도
의 모든 이미지를 목록으로 작성하는 목록화 작업은 지리･고지도를 포함
한 한국 지도사･역사･회화･문화 등 각 분야 연구자들에게 규장각 고지도
의 목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과 특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
는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리된 규장각 고지도의 수리 및 보
존, 보관 상태 이력, 고지도 연구성과를 반영해 각 지도의 서지사항과 해
제를 제공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고지도 서지사항의 틀과 해제의 기본 틀
을 제시한다. 이는 고지도를 소장한 유사기관들의 자료 목록화의 기틀은
물론, 고지도의 보존 수리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훼손된 고지도의 보존처리 및 고지도의 보존방식을 모색해,
규장각 소장 고지도를 보존,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고지도 연
구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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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
① 2016년 1차년도 조사사업 검토
② 고지도 2,000건 상태조사 실시 및 자료상태조사 시스템 입력
③ 고지도 상태조사시스템 지침서 및 고지도 보존수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④ 규장각 소장 고지도 중 보존수리 방안 모색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함)은 국내 최대
의 고지도 소장처이다. 또한 소장 지도의 대부분이 유일본으로 자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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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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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치와 뛰어난 회화성을 지닌 국가적 자료들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223종,
1,100여책(첩), 6,000장(면)에 달하는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제작 시
기는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있으며,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지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한 지도도 소장되어 있어, 고지도 자료의 표준을 제
공하는 수준 높은 지도들이 대부분이다.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목록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錄』(1981, 수정
판 1994),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1982)의 史部 地理類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수록된 고지도 목록은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고지도
의 제작 시기, 지도첩으로 구성된 지도들의 도엽명, 세부 내용을 파악하
기 어렵다. 또한 상당수의 자료가 누락되었고, 발행된지 20여년이 지나
이후 진행된 고지도 연구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지 못한 단점이 있다. 간
략한 해설을 포함한 규장각 소장 지도에 대한 DB 구축은 1993년 『奎章
閣 古地圖 解題』에서 시작되었다. 『奎章閣 古地圖 解題』에는 천하도 24종,
관방도 7종, 전도 52종, 도별도 31종, 분도 47종, 기타 31종이 포함되었
으나, 이 작업은 다년간의 작업을 전제로 한 제1차년도 작업이었으며, 이
후 작업이 계속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 양적, 질적으로 가장 훌륭한
지도들을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 소장 고지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고지도 목록집, 해설집, 도판 등이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간행된 ≪조선후기 지방지도≫, ≪동여도≫, ≪규
장각 소장 조선전도≫ 등을 비롯한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영인본 자료들
은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국내외의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규장각은 2000년대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 고지도 자료의 원문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장각 소장 고지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집은 부재한 상태이다.
2016년 1차년도 사업 결과 ≪지나조선지도(奎10332)≫의 경우 현재 서
지사항에서 중국본 해제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미 해제가 이루어졌으나 잘못 분류된 지도 확인 등도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조선지도(古4709-42)≫와 ≪조선지도(古4709-101)≫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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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문자료 검색 시스템상에서 같은 지도로 검색되었으나 실제 다른 지도로 분리 관리되어야 하는
상태였다.
특히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는 고지도의 시대적･역사적･지리적 인덱
싱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지도 활용에 필수적인 고지도의 인식성 및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분류 체계 마련, 가시화 방법, 지리적･시대적 인덱싱 및 연계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차적으로는 선진국의 고지도 및 지도 관리 체계를 조사하고 벤치마킹하여 고지도 관리의 선진화 방
안 수립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조사 연구에서는 기존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지도의 재질･장황･지도의 현황, 훼손 부분, 수리 이력 등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기존 DB의 취약점을 보완한 개선된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한다.

2. 사업 기간 및 참여 인력 현황
1) 사업 기간 : 2017년 5월 2일 ~ 2018년 2월 28일
2) 참여 인력
▣ 사업 책임자 :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참여 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오상학

제주대학교

양윤정

전 공 및 학 위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교수

박 사

2001

역사지리학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박 사

2010

문화역사지리학

성신여대

김주현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장재영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이수현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3.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1) 추진방향 : 4차년도의 계획으로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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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 간

목 표

내 용

1차년도

2016년 4월~
2017년 2월

① 목록화 2,000건 작성(세계지도, 전도 중심) ① 고지도 자료조사
② 집중해제 50건
② 집중해제

2차년도

2017년 4월~
2018년 2월

① 1차년도 해제 검토
① 목록화 2,000건 작성(도별도, 군현지도, 궁
② 고지도 자료조사
궐도와 관방도를 포함한 단독지도 중심)
③ 지도의 중요도와 지도의 훼손 정도에 따른
② 보존처리 지도 선정
보존처리 지도 선정

목 표

내 용

2018년 4월~
2019년 2월

① 목록화 2,000건 작성
① 2차년도 사업 검토
(근대정보기록류 지도, 중국, 일본을 포함한
② 고지도 보존 방안 모색 및 추후 보존처리가
외국지도, 기타 지도 중심)
필요한 지도의 선정
② 고지도 보존 방안 모색

4차년도
(예정)

2019년 4월~
2020년 2월

① 목록화 2,000건 작성
(지리지 및 책에 수록된 지도 중심)
② 고지도 보존 방안 모색

① 3차년도 해제 검토 및 전체 목록 작업 검토
② 고지도 보존 방안 모색

2) 사업 목표
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 목록 전반에 대해 조사･연구한다.
② 현재 원문자료 검색 시스템 및 기존 서지사항 및 해제를 검토한다.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3차년도
(예정)

●

기 간

保存硏究

연도

③ 1차년도에 마련한 고지도 DB 항목에 따라 규장각 소장 모든 고지도의 자료를 목록화하며, 고지
도 DB에는 지도 관리와 보존 항목까지 포함한다.
④ 규장각 소장 고지도 상태조사 후 DB 작성과 함께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을 작성한다.
⑤ 규장각 소장 고지도 중 보존처리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현재 상태에서의 보존방법 및
보존처리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제안한다.
표 1 규장각 소장 고지도 현황1)
유형

수량

주요 지도

연구 연도

688

곤여전도, 화동고지도,

1차년도

201

1,754

동국지도, 청구요람, 대동여지도, 동여도

1차년도

32

70

649

영남여지도, 팔도지도

2차년도

도별도 내 군현도

352

352

352

강화부지도, 안주목지도

2차년도

군현도합 도별도

5

5

245

경기도지도, 충청도지도

2차년도

분도, 군현도

53

53

159

경상좌수영지도, 울릉도도형

2차년도

궁궐도

3

3

3

동궐도형, 북궐도형

2차년도

관방도

11

16

37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서북계도

2차년도

산도

6

6

50

왕릉산도

2차년도

근대정부기록류 지도

164

414

동래항절영도 실측도
김해군하북면인현산록도형기

중국지도

8

35

1,355

황조중외일통여도, 황청지리도

3차년도

일본지도

23

23

33

거제도가배량계측도

3차년도

기타

37

43

772

사산금표도

3차년도

지리지 등 책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

4차년도

종(건) 수

책(첩) 수

도엽수

천하도(세계지도)

24

37

전도

51

도별도

수록지도
합계

6032)

844

6,097

1)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현황은 2003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오상학, 규장각 26, pp. 61-75.)”를
참조하여 작성함.
2) 전체 합계의 지도 종수가 앞서 제시한 223종보다 많은 603종으로 되어 있다. 이는 도별도내 군현도 유형에 속한 지도들이
종합목록에는 ≪강원도지도≫, ≪경기도지도≫, ≪전라도지도≫, ≪충청도지도≫, ≪평안도지도≫, ≪함경도지도≫, ≪황해도
지도≫ 첩에 수록되어 있으나 별도의 도서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각각을 독립적인 종(건)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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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사업 진행 과정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 정리는 1993년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의 사부 지리류에서 이루어졌
으며, 이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에 고지도 원문서비스를 위한 총 48종 지도의 별도 해제작업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① 현재 규장각 소장 지도자료 전체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② 보물
제1560호 도성도(古軸 4709-3)를 포함 규장각 소장 일부 지도들의 해제가 누락되어 있다. ③ 현재 규
장각 소장 고지도 서지사항은 문헌 중심의 기존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지도’의 특징과 중요성을 보여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유형 분류 또한 한국 고지도의 특징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
분이 있다. ④ 현재 고지도의 서지사항과 해제 부분을 포함한 조사에는 고지도의 보존과 수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 사항인 고지도의 훼손 부분 및 훼손 정도, 현상 파악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1) 작업 준비
(1) 사전교육
- 고지도 취급 요령 교육
- 고지도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 매뉴얼 교육
- 고지도 보존수리를 위한 자료조사 매뉴얼 교육
- 작업실 관리 교육

(2) 작업 도구 및 준비물
- 카메라 : 지도 이미지 촬영에 사용함.
- 줄자 : 지도 크기 확인에 사용함.
- 필기도구 : 고지도 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결과 메모를 위해 사용함.
- 장갑, 마스크 : 고지도 오염 방지와 작업자의 위생 및 건강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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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도 자료 조사 DB화
(1) 고지도 자료 조사 기본틀은 고지도, 서지학, 그리고 역사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2016
년 1차년도 사업에서 기본틀을 작성하였다.
(2) 1차년도 사업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임시회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3) 한 달에 한 번 작업 확인 회의를 통해 기본틀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수정이 필요한 항목
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작업원칙 및 매뉴얼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1) 고지도 자료 조사 기본톨
분류

형식분류, 내용분류

자료명

표지제목, 지도제목(내제)

도서번호
제작주체

인물, 기관

제작시기
크기

첩(책) 크기, 도엽별 크기(도엽･외도곽･내도곽)
축 형태 자료 : 축 지름, 축 크기(총 길이)
낱장으로 장정된 자료 : 현재 낱장 크기, 원 지도 크기

형태

판본, 책권수, 재질, 인장, 서명

내용

목차(지도 수록 순서), 주기 유무, 표기문자, 주요지역

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관리

문화재정보, 대여정보,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 부분, 보존처리-처리내용･기간･담당자

복제정보

사진･MF번호,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상세정보

간략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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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도 자료 조사 매뉴얼
- 고지도 자료 조사는 지도 1면을 기준으로 한다. 즉, 지도첩과 지도집의 경우 수록되어 있는 지도
1면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된다. 그리고 현재 표지와 지도가 분리되어 장정, 보관되어 있는 경우
표지 상태의 조사를 위해 1면으로 한다.

(1) 분류
- 형식분류 : 지도의 형식, 제작시기,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1) : 지도, 지리지, 고문서 등 자료의 형식 분류
분류(2) : 고지도, 근대지도, 현재지도의 분류
분류(3) : 낱장(Sheet)과 지도집(Atlas)의 분류
- 내용분류 : 지도의 지역범위에 따라 세계지도, 외국지도 전도, 도별도, 군현도로 구분하며, 지도
제작 목적에 따라 도성도, 군사지도 등으로 구분한다. 지도첩 또는 지도집의 경우 수록되어 있는
모든 지도를 각각 내용분류한다.

(2) 자료명 : 자료명은 한글과 한자 모두 명시해준다.
- 표지제목 : 지도의 표지제목
표지제목과 서지정보의 원서명이 다를 경우 체크하여 메모한다.
- 지도제목(내제) : 내제는 내지에 표기된 지도명, 또는 각 지도에 수록된 지도명. 단독으로 제작된
지도의 경우 표제와 내제가 일치하므로 내제를 따로 기입할 필요는 없다. 단, 지도첩이나 지도집에
수록된 지도의 경우 지도명이 표기되어 있으면 그대로 표기하고, 지도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도별도와 군현도 등 내제가 필요한 경우와 지도명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 ]’로 표기한다.
예) [조선전도], [경기도], [수원부]

(3) 청구기호 : 규장각에서 부여한 각 지도의 청구기호
(4) 제작주체
- 인물 : 지도 제작자. 한국 고지도의 경우 대부분 지도 제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규장각 서지정보 기준에 따라 작자미상으로 표기한다. 단,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같
이 지도 제작자가 확실한 경우 지도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김정호’로 한다.
- 기관 : 지도를 제작한 기관

(5) 제작시기 : 지도가 제작된 시기
한국 고지도의 경우 제작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도의 제작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제작시기를 추정한다.

(6) 크기
10

- 첩(책) 크기 : 고지도의 물리적 크기로, 세로×가로cm. 지도의 기본 형태에 따라 접혀서 보관되어

축형태의 지도인 경우에는 펼쳐진 상태에서 축까지의 길이를 포함한다.

- 도곽선 크기 : 지도 중 도곽선이 그려진 경우 도곽선의 크기를 세로×가로cm로 측정하며, 외도곽
선과 내도곽선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7) 형태
- 판본 : 지도의 판본 형태. 필사본, 채색필사본, 목판본, 목판채색본, 인쇄본으로 구분한다.
- 책권수 : 고지도의 물리적 수량으로, 단독지도는 1장으로, 지도첩의 경우 1첩 ○장, 지도집의 경
우 ○책으로 표기하며, 각 책 첫 조사표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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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경우 펼쳐진 상태에서 크기를 측정한다. 크기 측정은 세로×가로cm를 기본으로 한다.

●

- 도엽별 크기 : 도엽별 크기는 지도가 펼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첩(책)에 접혀서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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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는 접혀진 상태의 크기이며, 첩(책)에 수록된 경우에는 첩(책)의 크기를 의미한다. 단,

- 원형 정보 : 현재 원형에서 변형된 상태로 보관중인 지도의 경우 가능한 원형 상태를 추정하여
‘원형정보_형태’에 명시한다.
- 재질 : 지도의 재질
- 인장 : 지도, 지도의 표지, 또는 새로 장정한 이중표지에 찍힌 인기
- 서명

(8) 내용
- 목차 : 단독으로 제작된 지도를 제외하고, 지도가 수록된 목차
- 주기 유무 : 도의 여백, 또는 지도 이면에 기록된 주기 유무
- 표기문자 : 지도에 표기된 언어로, 한자, 한글,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명시한다.
- 주요지역 : 지도에 반영된 지역의 범위

(9) 소장처
- 원소장처 : 인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 명시한다.
- 현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 관리 : 관리 항목의 경우 본 사업에서는 ‘문화재정보’만 명시하며, 이 항목들은 앞으로 고
지도 관리를 위한 항목으로 기본틀에 설정된 것이다.
- 문화재정보 : 문화재 지정구분
- 대여정보
- 전시정보
- 연관자료

(11) 보존
- 훼손 부분 : 지도 각 1면을 기준으로 훼손 부분을 확인하고, 엑셀파일에 훼손 부분을 기술한다.
그리고 각 지도 이미지에 훼손 부위를 포토샵을 통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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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보존처리 기간 및 명시된 완료일자
- 담당자 : 보존처리 담당자

(12) 복제정보
- 사진･MF번호 : 사진･MF자료가 있을 경우 번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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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처리-처리내용 : 보존처리 내용

- 복제본 : 복제본이 있을 경우 유무 명시
- 영인본 : 영인본이 있을 경우 유무 명시
- 모사본 : 모사본이 있을 경우 유무 명시

(13) 정보기술 : 정보기술 항목의 경우 앞으로 고지도 관리 차원에서 고지도 기본틀 항목으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명시
- 디지털화 : 디지털화 내역과 링크정보
- 레코드정보 : 레코드 작성일자, 생성번, 작성자

(14) 상세정보
- 간략 해제 : 고지도의 내용 소개

3. 고지도 자료 조사 작업 및 결과
1) 고지도 자료 조사 작업
- 고지도의 자료 조사는 지도 1면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 자료 조사는 원본 열람을 통해 지도의 서지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지도의 크기, 현 상
태, 훼손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ㅣ고지도 크기 측정 모습ㅣ

12

ㅣ고지도 자료 조사 작업 모습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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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도 자료 조사 결과는 조사 기본틀 항목을 기준으로 엑셀파일에 입력하여 DB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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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1종 2,653건 (연구계획안 총 462종 2,000건)

연구계획안 연구결과

비고

도별도

32종

140종

- 현 사업의 기초자료인 ‘규장각 소장 고지도 현황(오상학, 2003)’에서 도별도
유형에 『1872년 지방지도』의 ‘전라도･경상도･강원도’ 지도가 각각 1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전라도와 강원도의 경우 각 군현지도별로 도서번호가 부여되
어 있어, 현 연구결과에서는 1종으로 처리함. 경상도 지도의 경우 1개의 도서
번호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경상도 전체 군현지도를 1종으로 처리함.
- 현재 원문자료 검색 시스템상에서 같은 지도로 검색되지만 실제 다른 지도이
거나 판본이 다른 경우 이를 분리하여 추가 조사함.
≪평안도전도≫ : 규 12159, 규 12165

도별도 내 군현도

352종

352종

- 도별도 내 군현도로 분류되어 있는 지도는 『1872년 지방지도』임.

군현도합 도별도

5종

245종

- 군현도합 도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지도는 『1872년 지방지도』의 ‘경기도･충
청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지도로, 현재 도서번호에 따라 각 1종으로 처리함.

분도, 군현도

53종

53종

- ≪삼천포진지도(규 10513의 1)≫와 ≪통영지도(규 10513의 2)≫의 경우
기존 유형에서는 관방도로 분류되어 있으나 『1872년 지방지도』로 분류, 관리
되어야 함.

궁궐도

3종

3종

관방도

11종

11종

산도

6종

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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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보존수리를 위한 고지도 정리 및 기조초사 연구결과

천문도

2종

- ≪신흥산성도(규 10514)≫의 경우 기존 유형에서는 관방도로 분류되어 있으나
『1872년 지방지도』로 분류, 관리되어야 함.

- 연구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천문도를 2017년 조사 지도로 포함함.

(1) 고지도의 경우 낱장으로 개장된 지도의 경우 표지와 지도 각 1면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계획안 2,000건에서 총 2,653건으로 증가했다.
(2) 연구계획안에서 고지도 유형 분류로 제시했던 ‘규장각 소장 고지도 현황(오상학, 2003)’의 경우
『1872년 지방지도』가 ‘도별도’･‘도별도 내 군현도’･‘군현도합 도별도’에 중복 분류되어 있음. 최
종 연구 결과에서는 도서번호 부여를 기준으로 경상도 지역은 1종으로, 그 외 지역의 경우 1개
군현지도가 1종으로 처리함. 그리고 『1872년 지방지도』의 경우 현재 낱장의 매트 형식으로
1990년대의 개장되었기 때문에 표지와 지도를 각각 1면으로 처리함.
(3) ≪신흥산성도(규 10514)≫, ≪삼천포진지도(규 10513의 1)≫, ≪통영지도(규 10513의 2)≫의
경우 현재 [1872년 지방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 결과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
상 [1872년 지방지도]의 경상도 지도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4) [1872년 지방지도] 목록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8도 가운데 경상도 지도 104장은 하나의 도서
번호로 관리되고 있음. 지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 군현지도별 관리번호가 필요하며, 이때 지
도명은 지도의 내제를 기준으로 작성함.
(5) 연구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천문도 2종을 2017년 조사목록에 포함함.
(6) 조사결과는 엑셀파일로 제출하며, 결과보고서에는 한글파일에 맞춰 도성도(고축 4709-3), 팔도
지도(고 4709-106), 운봉현지도(규 10474)에 대한 조사결과를 예로 수록하였다.

14

조사번호

411

분류

형식분류

분류(1) - 지도/분류(2) - 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 - 도성도

표지제목
자료명
지도제목

현상태

한글

도성도

한자

都城圖

원상태

한글

도성도

한자

都城圖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인물

제작주체

작자미상

기관

제작시기

18세기 후반
현상태

책

크기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154.6×103.2cm

원상태
현상태

도엽

67.3×91.5cm

원상태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고축 4709-3

●

도서번호

保存硏究

(가) 단독지도 유형의 ≪도성도(고축 4709-3)≫

현상태
원상태

비고

축길이 : 110cm, 축지름 : 4.5cm

판본(판종)

필사본

책권수

1장

재질

비단

인장

서울대학교도서

서명

x

비고

153058

목차

x

주기

o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도성

간략해제

≪도성도≫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의 도성 안쪽을 중심으로 그
렸으며, 현존하는 서울의 옛 지도 중 대표적인 걸작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화재정보

보물 제1560호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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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축 4709-3

훼손상태

1)
2)
3)
4)
5)
6)

좌측변 갈색 얼룩
좌측 하단 곰팡이 흔적
우측 하단 충해
우측 상단 황색 얼룩
접혀있었음으로 추정되는 부분
우측 중앙 종이 훼손 및 황색 얼룩

●

보존

보존처리내용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M/F79-20-B

복제본
영인본
복제정보

모사본

16

모사고축 4709-3
- 제작기간 : 2011년 8월 1일~12월 10일
- 사업수행기간 : ㈜세종문화재연구소
- 한지제조 : 장용훈(주요문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 모사 : 김민(세종문화재연구소)
- 장황 : 박지선(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원본

모사본

保存硏究
●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디지털화
정보기술

고축 4709-3
도서번호

레코드정보

17

- 팔도지도 조사표(1)
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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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첩 형태의 ≪팔도지도(고 4709-106)≫ _ 총 14개 조사표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분류(3)-주제도

표지제목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현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18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x

원상태

x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서울대학교도서,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조선

간략해제

전도와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으로, 동람도형 도별지도로부터 사실적이고 내용
이 풍부한 도별지도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로 의미가 있음.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문화재정보

保存硏究

도서번호

●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훼손상태

1) 우측 하단 연필 자국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관리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19

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1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분류(3)-주제도

표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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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지도 조사표(2)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x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x

간략해제

전도와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으로, 동람도형 도별지도로부터 사실적이고 내용
이 풍부한 도별지도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로 의미가 있음.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20

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훼손상태

保存硏究

도서번호

●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21

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2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분류(3)-주제도

표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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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지도 조사표(3)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왜관

한자

倭館

원상태

한글

왜관

한자

倭館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5.8×40.3cm

현상태

x

원상태

x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서명

x

비고

299424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왜관(부산)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으로, 조선시대 일본인이
조선에서 통상을 하던 용두산 주변의 왜관을 묘사한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관리

현상태

비고

목차

22

현상태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우측 상단 충해
좌측 상단 충해
가운데 얼룩, 먹 번짐 및 종이 일어남
하단 건물, 사람 안료 손상
좌측 하단 해충 및 종이 일어남
우측 상단 숫자 ‘1’

●

훼손상태

1)
2)
3)
4)
5)
6)
7)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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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3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분류(3)-주제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4)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해운대

한자

海雲臺

원상태

한글

해운대

한자

海雲臺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5.8×40.2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조선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의 해운대 지역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24

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우측 상단 충해
우측 하단 충해
좌측 상단 충해
좌측 하단 충해
우측 중앙, 좌측 중앙 얼룩 및 먹 번짐 등으로 지명,
지리 정보 파악 힘듦
7) 하단 회화적 표현 파악 어려움
8) 우측 상단 숫자 ‘2’

●

훼손상태

1)
2)
3)
4)
5)
6)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25

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5)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조선

한자

朝鮮

원상태

한글

조선

한자

朝鮮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2×40.1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조선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조선전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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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상단 충해
하단 충해
상단 충해
하단 충해
박리로 인한 지명 결손
상단 숫자 ‘3’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우측
우측
좌측
좌측
안료
우측

●

훼손상태

1)
2)
3)
4)
5)
6)
7)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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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5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6)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경기

한자

京畿

원상태

한글

경기

한자

京畿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1×40.1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x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경기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경기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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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충해
하단 충해
하단 충해
하단 0.8x0.5 종이 탈락
상단 숫자 ‘4’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상단
우측
좌측
송도
우측

●

훼손상태

1)
2)
3)
4)
5)
6)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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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7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7)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충청

한자

忠淸

원상태

한글

충청

한자

忠淸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1×40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x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충청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충청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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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충해
하단 충해
하단 충해
하단 0.8x0.5 종이 탈락
상단 숫자 ‘4’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상단
우측
좌측
송도
우측

●

훼손상태

1)
2)
3)
4)
5)
6)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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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7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8)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전라

한자

全羅

원상태

한글

전라

한자

全羅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1×40.1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서울대학교도서,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전라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전라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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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충해
하단 충해
중앙 얼룩
중앙 0.8x0.7 종이 탈락
상단 숫자 ‘6’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상단
우측
좌측
우측
우측

●

훼손상태

1)
2)
3)
4)
5)
6)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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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8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9)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경상

한자

慶尙

원상태

한글

경상

한자

慶尙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2×40.1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서울대학교도서,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경상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경상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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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상단 황색 얼룩
우측 하단 충해
좌측 하단 충해
중앙 상단 수리 복원시 내제 일부 가려짐
0.5x0.6(‘간’) 탈락 - 황간
우측 상단, 중앙 상단 숫자 ‘7’

●

훼손상태

1)
2)
3)
4)
5)
6)
7)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35

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9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10)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황해

한자

黃海

원상태

한글

황해

한자

黃海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40.2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x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황해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황해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36

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1/2 접히는 부분 충해 및 마모
전체적으로 황색 얼룩
하단 충해
하단 충해
하단 갈색 얼룩
중앙 종이 결손
중앙 종이 결손
일부 훼손
상단 숫자 ‘8’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상단
우측
좌측
우측
우측
좌측
내제
우측

●

훼손상태

1)
2)
3)
4)
5)
6)
7)
8)
9)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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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10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11)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평안

한자

平安

원상태

한글

평안

한자

平安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1×40.1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x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평안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평안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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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좌우 1/2 접히는 부분 충해, 안료 번짐 및 마모
상단 황색 얼룩
우측 하단 충해
좌측 하단 충해
가운데 안료 박리로 인한 지명 결손
내제 일부 결손
우측 상단 숫자 ‘9’

●

훼손상태

1)
2)
3)
4)
5)
6)
7)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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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11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12)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강원

한자

江原

원상태

한글

강원

한자

江原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2×40.1cm

현상태

x

원상태

x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x

서명

x

비고

299424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강원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관리

현상태

비고

목차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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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보존처리내용

●

훼손상태

1) 좌우 1/2 접히는 부분 충해, 얼룩 및 마모로 인한
손상
2) 우측 상단 충해
3) 우측 하단 충해
4) 좌측 상단 충해
5) 좌측 하단 충해
6) 우산도 부분 먹 얼룩
7) 좌측 중앙 종이 손상
8) 좌측 중앙 안료 박리로 인한 지명 결손
9) 우측 상단 숫자 ‘10’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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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12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13)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함경

한자

咸鏡

원상태

한글

함경

한자

咸鏡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39×45.1cm

원상태

31.2×40cm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x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함경도

간략해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첩에 수록된 함경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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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 4709-106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보존처리내용

●

훼손상태

1) 좌우 1/2 접히는 부분 충해, 얼룩 및 마모, 보풀 일어남
2) 우측 상단 충해
3) 우측 하단 충해
4) 좌측 상단 충해
5) 좌측 하단 충해
6) 좌측 상단 황색 얼룩
7) 좌측 중앙 황색 얼룩
8) 중앙 부분 흰색 안료 박리로 인한 지명 결손
9) 우측 상단 숫자 ‘11’
10) 우측 하단 연필로 ‘古 4709 106’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기간
담당자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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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고 4709-106

조사번호

1_13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표지제목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 팔도지도 조사표(14)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원상태

한글

팔도지도

한자

八道地圖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세기 중반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관리

현상태

39.4×23cm

원상태

x

현상태

x

원상태

x

현상태

x

원상태

x

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1책 14장 11면

재질

한지

인장

x

서명

x

비고

299424

목차

팔도지도(표지)-공란-왜관-해운대-조선-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강원-함경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조선

간략해제

전도와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는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지도첩의 뒷표지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44

현상태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保存硏究

훼손상태

●

보존처리내용

보존처리 이력 있으나 확인 불가

기간
담당자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보존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85-35-2-F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45

- 운봉현지도 조사표(1)
도서번호

규 10474

조사번호

108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분류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다) 낱장 형태의 ≪운봉현지도(규 10474)≫ _ 총 2개 조사표

현상태

한글

전라좌도
운봉현지도

한자

全羅左道
雲峯縣地圖

원상태

한글

전라좌도
운봉현지도

한자

全羅左道
雲峯縣地圖

현상태

한글

한자

원상태

한글

한자

표지제목
자료명
지도제목

인물

x

기관

x

제작주체

제작시기

1872년
현상태

131.5×82.1 cm

원상태

35.6×25.3cm

현상태

x

원상태

x

현상태

x

원상태

x

책

도엽
크기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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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x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현상태 –2장/원상태 –1첩 1면

재질

한지

인장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장, 서울대학교도서, 조선총독부
도서지인

서명

x

비고

x

목차

표지-운봉현

주기

x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전라도 운봉현

간략해제

조선 말기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
도인 [1872년 지방지도]의 전라도 운봉현 지도의 원표지

규 10474

保存硏究

도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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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원소장처
현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화재정보
관리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보존

훼손상태

1) 뒷표지 중앙 마모 및 얼룩

보존처리내용

표지와 지도를 분리 낱장 형태로 개장

기간

1996년 2월 2일

담당자

지류문화재보존연구원 김표영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77-103-194-B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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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규 10474

조사번호

108_1

분류

형식분류

분류(1)-지도/분류(2)-고지도

내용분류

분류(1)-전도/분류(2)-도별도
현상태

한글

전라좌도
운봉현지도

한자

全羅左道
雲峯縣地圖

원상태

한글

전라좌도
운봉현지도

한자

全羅左道
雲峯縣地圖

현상태

한글

운봉현지도

한자

雲峯縣地圖

원상태

한글

운봉현지도

한자

雲峯縣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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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봉현지도 조사표(2)

표지제목
자료명
지도제목

제작주체

인물

x

기관

x

제작시기

1872년
책

크기

도엽

도곽(외도곽, 내도곽)

형태

인기

내용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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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82.1 cm

원상태

35.6×25.3cm

현상태

131.5×82.1 cm

원상태

107×63.2cm

현상태

x

원상태

105.9×62 cm

비고

원형은 좌우 3절, 상하 4절로 접힌 첩형태로 추정함.

판본(판종)

채색필사본

책권수

현상태 –2장/원상태 –1첩 1면

재질

한지

인장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장

서명

x

비고

x

목차

표지-운봉현

주기

주기 상단에 있음-건치연혁, 고적 등

표기문자

한자

주요지역

전라도 운봉현

간략해제

조선 말기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
도인 [1872년 지방지도]의 전라도 운봉현 지도

원소장처
현소장처
문화재정보

관리

현상태

대여정도
전시정보
연관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 1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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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분 붉은색 얼룩
우측 중앙 황색 얼룩
좌측 상단 황색 얼룩
배접지 뒷면에 초록색 안료 배어남

●

훼손상태

1)
2)
3)
4)

保存硏究

도서번호

보존

보존처리내용

표지와 지도를 분리 낱장 형태로 개장

기간

1996년 2월 2일

담당자

지류문화재보존연구원 김표영

사진
MF번호
복제정보

M/F77-103-194-B

복제본
영인본
모사본

정보기술

디지털화
레코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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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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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밀상태조사
1) 작업 대상
- 2017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자료조사 대상 고지도의 손상 상태를 정밀
조사하였다.
- 자료조사 대상은 총 471종이며, 현재 ‘규장각 고지도 목록(1993)’에서 도별도･군현도합 도별도･
도별도내 군현도･분도, 군현도･관방도･궁궐도･산도･천문도에 해당하는 지도이다.
- 현재 ‘규장각 고지도 목록(1993)’의 지도 유형 분류에 따르면, [1872년 지방지도]가 ‘도별도･군현
도합 도별도･도별도내 군현도’에 중복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규장각 내 지도유형 분류에 따른
목록 관리가 필요하다.

2) 작업방법
(1) 자료 상태조사 및 상태조사표 작성
- 한국 고지도의 경우 여러 종의 지도가 하나의 지도첩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면의 지도
가 합쳐져 지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고지도의 특성상 지도 1면당 상태조사표 1부를
작업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예) 팔도지도(고 4709-106) : 1종의 지도첩 안에 전도, 주제도, 도별도 등 총 11장의 지도가 수록
되어 있음.
- Sheet 형태의 고지도인 경우 1종이 1면에 해당하며, 지도첩, 또는 지도집과 같은 Atlas의 경우에
는 수록되어 있는 지도 1면을 상태조사의 기본으로 하였다.
- [1872년 지방지도]와 같이 원형태에서 표지를 분리하여, 표지와 지도를 각각 새로 개장했을 경우
표지와 지도별 상태조사표 1부를 작업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 조사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지도를 직접 열람하고 엑셀을 이용하여 상태조
사표를 작성하였다.
- 상태조사표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 고지도 기초조사 및 DB화 작업과도 호환될 수 있도록 하
였다.
- 상태조사 기록을 위해, 훼손 여부는 상태조사표에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고지도 열람 시 촬영한
이미지에 포토샵을 활용하여 손상 부위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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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였다.

- 작업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연구원들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토의를 진행하여 각 개인별 판
정기준 차이를 줄여나갔다.
- 개인이 판별하기 어려운 손상 상태와 등급판정이 있을 경우 정기적 회의를 통해 작업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 자료상태조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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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으므로 상태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거쳐 작업원칙을 보완하였다.

●

-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구축된 ‘자료상태조사시스템’과 매뉴얼은 서책을 기준으로 항목이 설

保存硏究

- 상태조사표의 내용은 2011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개발･구축한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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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차 사업기간 동안 작성된 매뉴얼을 기본 바탕으로 작업하였다.
- 정밀상태조사표의 내용과 상태 조사 작업의 원칙 등은 고지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원칙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밀상태조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판단에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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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의 보완

생길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회의로 작업원칙을 수정, 공유하도록 하였다.

▣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 기본 원칙
-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의 원칙은 규장각 상태조사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나, 일부 항목의 경
우 고지도의 자료 형태를 고려하여 ‘고지도 자료 상태조사 매뉴얼 기본 원칙’을 정한다.
- 고지도의 경우 서지번호(종)의 기준이 아닌 지도 1면을 기준으로 한다. 표지가 있는 경우 표지의
상태조사 및 현상태 파악을 위해 ‘상태조사표’와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 구분하여 입력한다.
- 지도 1면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명은 현재 기준에 따라 표제로 한다. Atlas 형식의 지도인 경우
‘고대 4709 41, 고대 4709 41(1_0), 고대 4709 41(1_1), 고대 4709 41(1_2)…’식으로 일련번
호가 추가되며, 내제는 자료조사 작업에서 ‘1_1, 1_1_1…’의 일련번호 형태로 작성된 엑셀에 기
록하여 추가 연구물로 제출한다.
- 저자, 출판년도, 크기는 현재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료조사 작업을 진행한 엑셀파일에 기록하여 연구물로 제출한다. 축의 크기는 시스템의 ‘기록사
항’과 엑셀파일의 ‘비고’란에 기록한다.
- 장수는 1면당 1장 기준으로 하며 여러 면으로 구성된 지도의 경우 각 지도 일련번호 첫 번째 상태
조사(예 : 古大 4709 41)에 책 수를, 각 책의 첫 번째 일련번호 상태조사(예 : 古大 4709 41
(1_0))에 장수를 입력한다. 그리고 각 지도 면의 장수는 1면으로 정한다.
- 현재 고지도의 원형에서 변형된 형태로 보관중인 고지도의 경우 자료조사 작업을 진행한 엑셀파
일에 기록하고 가능한 원형 형태 추정을 기록하여 연구물로 제출한다.
- 형태
① 고지도의 형태의 따라 ‘낱장’, ‘족자’, ‘병풍’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지도첩의 경우 ‘첩장’으로 표시한다.
③ 새표지와 원상태 표지가 함께 장정된 경우 ‘이중표지’에 표시한다.
- 재질
① ‘이중표지’에 표시한 경우 바깥쪽 표지를 기준으로 표지의 재질을 표시한다.
② ‘이중표지’에 표시한 경우 원상태 표지 재질은 내지의 재질에 표시한다.
- 손상 상태
① 벌레로 인한 손상은 상태조사시스템 원칙에 맞춰 ‘충해’로 통일한다.
② 고지도의 손상 부위는 위치에 따라 ‘좌측, 우측’, ‘상단, 중앙, 하단’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③ 이미지는 손상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최대 2.0MB(2000KB)로 줄여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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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중표지’에 표시한 경우 원상태 표지와 현상태 표지를 각각 구별하여 ‘원상태’, ‘현상태’로 표

(3) 규장각 상태조사 시스템 기본 작업원칙
- 기본 원칙
① 열화 상태 세부 평가기준
- 보존처리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각」, 「중간」, 「약간」을 판정함. 특히, 책장을 넘
기거나 서고에서 자료 출납 시 더 심해질 수 있는 향후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판단 기
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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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지는 ‘앞표지’, ‘뒷표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기한다.

保存硏究

- 기록사항

- 「심각」의 경우는 향후 열화의 계속적인 진행가능성이 높은 상태
- 「중간」은 열화의 향후 진행가능성은 낮지만 열화면적(한 면의 1/2이상)이 넓거나 페이지수
가 많은 상태(책 전체 장수의 1/2이상)
- 「약간」은 열화의 향후 진행 가능성은 없으며, 열화면적 및 페이지수도 「중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상태
② 열화 위치 표시원칙
- 책 전체를 표지와 내지로 구분하여 기록함.
표지 : 앞표지/앞표지 속지/뒷표지/뒷표지 속지/책등
내지 : 초반/중반/후반
- 한 페이지 내 상세 위치(EX : 상, 하, 좌, 우 등)는 기록하지 않음.
③ 열화 상태 세부내역 비고란 기록 원칙
- 검색 편의를 위해 용어, 띄어쓰기, 기록사항 배열순서 통일에 유의해야 함.
- 위치 표시를 제일 앞에 기록함.
위치 순서 : 앞표지/앞표지 속지/뒷표지/뒷표지 속지/책등/초반/중반/후반
내지 순서 : 지면/판심/편철

- 위치 표시를 할 때, 동일한 열화 상태가 여러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열화상태 앞에 여러
위치를 띄어쓰기로 구분함.
- 쉼표(,)는 각 열화 항목 구분 시에만 사용함.
- 비고란과 기록사항란에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음.
표기 방법 : ‘위치+해당 열화 상태’
예시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초반 후반 판심 충해
앞표지 책등 충해, 중반 후반 편철 충해, 초반 전면 충해
초반 오염, 앞표지 뒷표지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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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원본에 해당하는 본문 부분의 열화는 ｢내지｣에 체크하고, 자료를 보존해 놓은 장황 부
분의 열화는 ｢표지｣에 체크함.
- 두루마리 자료의 열화 상태를 비고란에 기재 시 말미에 첨부된 두루마리 자료 명칭표에 따
라 각 부위 명칭을 기재함. 이때, 자료 원본 부분은 ‘본문’으로 표기함.
- 장황 후면에 마모 등 열화가 있을 경우는 위치를 ‘후면’으로 표기함.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④ 두루마리 자료의 경우

⑤ 낱장 자료의 경우
-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초반/중반/후반을 나눔.
- 낱장의 뒷면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 ‘앞표지’로 표기함.
⑥ 사진 등록
- 특이한 열화 상태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등록하고, 팀원들과 논의함.
- 사진 등록 방법은 자료상태 입력 페이지의 사진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업로드하며, 파일명
은 ‘청구기호_01_상태’의 형식으로 저장함.
⑦ 사진 자료 저장
- 보존처리등급 C/D과 응급수리 대상 자료는 열화 상태를 촬영하여 개인 저장 및 상태조사시
스템 해당 항목에 업로드 함.
- 특이 사항은 등급과 상관없이 촬영하여 개인 저장 및 공용 사진 폴더에 저장함.
- 보고서용 사진 자료는 담당 팀원이 별도로 저장함.
- 파일명 기록 방법
표기 방법 : 청구기호_열화 상태
청구기호_01_열화 상태
청구기호 v.1_01_열화 상태
예시 : 규4323_충해
규4322_01_산화
규4322_02_산화
규4025 v.2_01_곰팡이
규4025 v.2_02_곰팡이
규4730 v.4_곰팡이
규4730 v.4_종이 찢김

- 상태조사표 상단부 표기원칙
① 형태 표기원칙
◻ 중복 체크 허용
- 선장이면서 이중표지인 경우 ｢선장｣과 ｢이중표지｣에 중복 체크함.
- 선장이면서 합철본인 경우 ｢선장｣과 ｢합철본｣에 중복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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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형태가 병풍처럼 접혀 있을 경우나 자료 형태가 끈으로 묶이지 않고 접착제로 살짝

- 자료가 한 장인 경우 ｢형태｣-｢낱장｣에 체크함.
[철장]
- 변철이 국화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철장｣-｢기타｣에 체크하고 ‘국화동’이라고 기
입함. 변철이 민무늬 못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형태｣-｢철장｣-｢기타｣에 체크 하고 ‘못’이라
고 기록함.
[두루마리]
- 두루마리 자료일 경우 ｢형태｣-｢두루마리｣에 체크함 .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낱장]

●

붙어 있을 경우 ｢형태｣-｢첩장｣에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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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장]

- 고리나 끈이 달려 있을 경우 ｢기타｣에도 체크하고 ‘고리, 끈’이라고 기록함.
[이중표지]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한 번 더 덧대어 있을 경우 ｢형태｣-｢이중표지｣에 체크함.
- 표지가 기보존처리로 3중 표지일 경우 ｢형태｣-｢이중표지｣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체크
한 후 ‘삼중표지’이라고 기록함.
[합철본]
- 2개 이상의 자료를 합쳐서 제본한 경우 ｢형태｣-｢합철본｣에 체크함.
② 기록방법 표기원칙
◻ 기록 방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모두 체크함.
[인쇄]
- 인쇄판으로 찍어낸 경우 ｢기록방법｣-｢인쇄｣에 체크함.
[필사본]
- 손으로 직접 쓴 경우 ｢기록방법｣-｢필사본｣에 체크함.
[탁본]
- 나무와 금석에 새긴 문자와 부조를 종이에 모양을 뜬 경우 ｢기록방법｣-｢탁본｣에 체크함.
③ 기록재료 표기원칙
[잉크]
- 판심에 수용성 잉크(적색, 청색 등)로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기록재료｣-｢잉크｣에 체
크함.
- 책 내지에 페이지수가 잉크로 찍혀 있는 경우 ｢기록재료｣-｢잉크｣에 체크함.
[안료]
- 표지나 내지에 붉은 표시가 있는 경우 ｢기록재료｣-｢안료｣에 체크함.
[기타]
- 책 판심부에 쪽수가 싸인펜으로 적혀 있거나, 내용 부분에 싸인펜으로 수정 혹은 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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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납방법 표기원칙
[오동나무 상자]
- 오동나무 상자 안에 자료가 수납된 경우 ｢수납방법｣-｢오동나무 상자｣에 체크함.
[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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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부분이 있을 경우 ｢기록재료｣-｢기타｣에 체크하고 ‘싸인펜’을 기록함.

- 현대식 포갑 안에 기존의 포갑이 있는 경우 ｢수납방법｣-｢포갑｣에 체크하고, ｢기타｣에도
다시 체크한 후 ‘이중포갑’라고 기록함.
[기타]
- 자료가 종이로 둘러서 끈으로 한 번 더 묶여 있는 경우 ｢수납방법｣-｢기타｣에 체크하고,
‘끈’이라고 기록함.
비고란 표기 예시 : 이중포갑
끈

⑤ 재질 표기원칙
[표지-기타]
- 표지에 무늬가 있는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능화’라고 기록함.
- 표지가 분홍빛이 도는 책의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분홍’이라고 기록함. 능화와
함께 분홍빛이 돌 경우 같은 칸에 ‘능화, 분홍’이라고 함께 기록함.
- 표지가 푸른 빛 염색 한지일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쪽 염색’이라고 기입함. 해
당란에 ‘능화’, ‘분홍’ 등의 기타 기록 사항이 있는 경우 ‘,’로 구분하여 함께 기록함.
- 표지가 겉싸개로 한 번 더 싸여있는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외장지’라고 기록함.
- 표지가 양지인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양지’라고 기록함.
- 양지에 능화 무늬 있는 경우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능화, 양지’라고 기록함.
- 표지나 내지의 재질이 단섬유인 경우에는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단섬유’라고 기록함.
- 표지 재질이 천이지만 어떤 종류의 천인지 판단이 힘들 때 ｢표지｣-｢기타｣에 체크하고 ‘섬
유’라고 기록함.
[내지-기타]
- 한 책이 여러 재질의 종이로 이루어진 경우 ｢내지｣-｢한지｣-｢기타｣에 체크하고 ‘지질 상
이’라고 기록함.
- 상태조사표 하단부 표기원칙(열화 항목별 등급 체크 및 비고란)
① 미세먼지
- 표지와 내지에 묻어 있는 먼지 오염의 정도를 판정함.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향후 자료의 손상가능성과 상관이 없으므로 ｢약간｣에 체크함.
- 앞뒤에 놓여 있던 책의 크기가 다른 이유로 생긴 부분적 미세먼지의 경우 비고란에 ‘위치+
크기 차이’ 기록함. 경계가 뚜렷하고 면적이 넓은 경우 ｢중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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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좁은 경우는 ‘얼룩, 더러워짐’ 항목에 표기함.

-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경우 ｢약간｣에 체크만 하고 비고란에 표기하지 않음.

保存硏究

- 선반 상단에 보존된 책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의함.

●

② 벌레로 인한 손상
- 표지와 내지에 충해로 인한 손상 정도를 판정함.
- 책장을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상가능성 여부를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함.
- 표지의 손상이 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함.
- 본문 훼손을 더 높게 책정함.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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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크기 차이
예시 : 뒷표지 크기 차이

• 약간 : 천공 형태의 경우 글씨를 손상시켰지만 면적이 작고 양이 적은 경우 향후 손상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충해의 경우
• 중간 : 형태가 지그재그로 나타난 경우 손상 면적이 크고 양이 많은 충해의 경우 판심이
나 편철에 있기는 하나 찢어질 위험이 크지 않은 충해의 경우
• 심각 : 결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고란 표기 방법 : (표지) 앞표지/앞표지 속지/뒷표지/뒷표지 속지/책등+충해
(내지) 초반/중반/후반+지면/판심/편철+충해
(충해가 각각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 쉼표로 각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예시 : 앞표지 충해
앞표지 뒷표지 속지 책등 충해
초반 후반 편철 충해
후반 지면 충해
초반 중반 판심 충해
중반 후반 편철 충해
초반 후반 전면 충해
앞표지 속지 충해, 후반 지면 충해, 중반 편철 충해, 초반 전면 충해

※ 표지 충해 표기 방법 (충해있음O 충해없음X)
앞표지O 앞표지 속지X => 앞표지 충해
앞표지X 앞표지 속지O => 앞표지 속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 앞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뒷표지O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뒷표지O 뒷표지 속지X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O 뒷표지X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뒷표지 속지 충해
앞표지X 앞표지 속지O 뒷표지O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속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X 앞표지 속지O 뒷표지X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속지 뒷표지 속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X 뒷표지O 뒷표지 속지X => 앞표지 뒷표지 충해
앞표지O 앞표지 속지X 뒷표지X 뒷표지 속지O => 앞표지 뒷표지 속지 충해

③ 얼룩, 더러워짐(오염)
- 이물질(건식클리닝 대상) 또는 오염이 있는 부분을 의미함.
- 첨지자국과 지문, 아주 작은 단순 얼룩 등은 제외함.
- 내지에 있는 단순 첨지, 정보가 있는 첨지의 경우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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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지질에 변형이 없는 경우 자료 판독이 분명한 경우 제거 가능한 경우
• 중간 : 지질에 변형이 있지만 향후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자료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 심각 : 지질에 변형이 있고 향후 위험성이 높은 경우 자료 판독이 불가능하며 복구가 불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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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자료 경우 비고란에 ‘전면/후면 이물질’로 기록함.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오염 : 오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얼룩일 경우 ‘위치+오염’으로 기록함.
• 오염(종류) : 오염 종류가 확실하거나 뚜렷한 색깔로 판별이 가능할 경우
‘위치+오염(종류 : 먹, 물감, 잉크, 연필, 볼펜, 인주,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으로
기록함.
* 오염원을 기준으로 표기하며 그 순서는 위에 적어 놓은 순서대로 한다.
• 이물질 : 제거가 가능한 오염의 경우 외부 유입이 확실한 경우 ‘위치+이물질’로 기록함.
• 이물질(종류) : 이물질 종류가 확실한 경우 ‘위치+이물질(종류 : 밥풀,벌레,테이프, 식물,
총독부용지)’로 기록함.
• 산화 : 오염으로 인하여 산화한 경우 ‘위치+산화’로 기록함.
• 곰팡이 자국 : 묻어나지 않는 곰팡이의 경우 비고란에 ‘위치+곰팡이 자국’으로 기록하고,
‘곰팡이’ 항목에도 표지/내지 체크, 판정함.
• 그을림 자국 : 불에 그을렸지만 구멍은 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위치+그을림 자국’으로
기록함.
• 영인 표식 : 영인본 작업을 위한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위치+영인표식’으로 기
록함.
• 경성제대 첨지 : 경성제대 인장이 찍힌 첨지가 붙어 있을 경우 ｢약간｣ 판정, 비고란에 ‘위
치+경성제대 첨지’로 기록함.
• 총독부 라벨지 : 총독부 라벨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을 경우 ｢약간｣ 판정, 비고
란에 ‘위치+ 총독부 라벨지’로 기록함.
• 총독부 첨지 : 총독부 첨지가 도삭 결손 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 ｢약간｣ 판정, 비고란에
‘위치+총독부 첨지’로 기록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오염’
‘위치+오염(먹, 물감, 잉크, 연필, 볼펜, 인주,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위치+이물질’
‘위치+이물질(종이, 밥풀, 벌레, 테이프, 식물, 총독부 용지)’
‘위치+산화’
‘위치+곰팡이 자국’
‘위치+그을림 자국’
‘위치+영인 표식’
‘위치+경성제대 첨지’
‘위치+총동부 라벨지’
‘위치+총독부 첨지’
예시 : 앞표지 중반 후반 오염
후반 오염(먹), 뒷표지 초반 오염(연필, 빨간색), 앞표지 오염(흰색)
뒷표지 중반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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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젖은 흔적만 있고 지질에 손상이 없는 경우(일반적인 물흔적), 비고란에 위치만 기록함.
- 물에 의해 지질이 약화되어 손상이 있는 경우 ‘위치+지질 열화’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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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젖어서 물얼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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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에 젖은 흔적

保存硏究

뒷표지 초반 이물질(종이), 중반 이물질(벌레)
책등 후반 산화
후반 곰팡이 자국
초반 그을림 자국
초반 후반 영인 표식
뒷표지 속지 경성제대 첨지
초반 총독부 라벨지
후반 총독부 첨지

- ｢약간｣, ｢중간｣, ｢심각｣ 판정 기준
• 약간 : 얼룩만 있는 경우(일반적인 물흔적), 면적이 작거나 양이 적은 경우
• 중간 : 진행가능성이 없지만 열화면적(1/2)이 넓고, 페이지수가 많은 경우 (1/2)면적과 두
께 모두 넓거나 많을 경우에 해당될 경우만 ｢중간｣에 체크, 면적이 좁고 두께가 많을 경
우 ｢약간｣에 체크 - 물얼룩이 글자의 변색,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 심각 - 일반적인 물흔적의 경우 차후 손상 진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함에 표시하지 않
으나, ‘지질 열화’의 경우는 판정 후 ｢심각｣에 체크할 수 있음.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질 열화 : 거북이 등껍질 같은 물 얼룩, 이로 인해 구멍, 종이 찢김, 보풀 등이 난 경우
까지도 ‘위치+지질 열화’로 기록함. 등급은 상태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으
로 판정할 수 있음.
• 침수 변형 : 침수에 의해 종이가 울거나 전체적인 상태 변형이 있을 경우 ‘위치+침수 변
형’으로 기록함. 등급은 상태에 따라 ｢약간｣, ｢중간｣, ｢심각｣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 글씨 번짐 : 물얼룩이 글자의 변색,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위치+글씨 번짐’으로
기록함. 등급은 ｢중간｣으로 판정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지질 열화’
‘위치+침수 변형’
‘위치+글씨 번짐’
(일반적인 물얼룩) ‘앞표지/뒷표지/초반/중반/후반’
예시 : 중반 지질 열화
앞표지 초반 침수 변형
앞표지 중반 후반

⑤ 변색-글자
- 글자의 변색이 심한 경우 상태를 판정해서 ｢약간｣, ｢중간｣, ｢심각｣ 체크함.
⑥ 변색-종이
- 표지와 내지에 변색이 있을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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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내지의 전체적인 변색일 경우는 위치 정보 필요 없음.
- 표지･내지의 부분적인 변색일 경우 ‘위치+ 변색’으로 표기함.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끈이염 : 장정끈의 색깔이 자료에 옮겨 묻은 경우 ‘위치+끈이염’으로 기록함.
• 먹이염 : 먹가루가 묻어날 경우 ‘위치+먹이염’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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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의 색깔이 하얗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톤이 같으면 종이 자체의 색깔이며 변색이 아님.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끈이염’
‘위치+변색’
‘위치+먹이염’
예시 : 앞표지 뒷표지 끈이염
앞표지 후반 변색
뒷표지 중반 먹이염

⑦ 변색-안료, 도료 : 추후 논의
⑧ 곰팡이
-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곰팡이가 묻어나오는 모든 경우 향후 손상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두 ｢심각｣으로 판
정하고, ‘위치+곰팡이’로 기록함.
• 곰팡이 자국만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약간｣, ｢중간｣에 체크하고, 비고란에는 표기하지
않음. 단 이 경우에는 ｢얼룩, 더러워짐(오염)｣ 항목의 비고란에 ‘위치+곰팡이 자국’을 기
록함.
• 책 전체적으로 곰팡이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존처리 요구 사항｣의 ‘건식’클리닝란에
체크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곰팡이’
예시 : 앞표지 책등 후반 곰팡이

⑨ 비듬(팽창)
- 물에 젖어서 종이가 팽창되어 있거나 심각한 팽창이 아니라도 보풀이 일어났을 경우를 의
미함.
- 단, 책장 넘김으로 인한 종이보풀을 구분하여 단순한 종이보풀의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 약간 : 전체 중 10장 미만이거나 지면 비듬일 경우
• 중간 : 전체 중 10장 이상
• 심각 : 책 전체에 걸쳐 있을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단순히 종이가 물에 젖어서 팽창하거나 보풀이 일어난 비듬일 경우 비고란에는 따로 기록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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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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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가 물에 젖어서 보풀이 일면서 먹 부분도 같이 일어나 있는 부분은 ‘위치+ 지면 비

●

- 자료에 지면･ 판심･ 편철 종이 찢김이나 표면 분리, 속지 분리, 배접지 분리 등 각종 찢김과
분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종이 찢김의 상태를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 종이질의 얇고 두꺼운 정도, 찢어진 부위의 길이 정도를 보고 향후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종이 찢김 : 종이의 지면･판심･편철이 찢긴 경우 ‘위치+판심/지면/편철 +종이찢김’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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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찢김

지면과 편철은 1/5이하 찢김은 ｢약간｣, 약간과 심각의 중간 상태는 ｢중간｣,
1/2이상 찢김은 ｢심각｣으로 판정.
판심 종이 찢김은 판심이 일부라도 붙어 있는 경우 ｢약간｣, 다른 손상 없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 ｢중간｣, 다른 손상이 있어 2차 손상 가능성이 큰 경우
｢심각｣으로 판정.
• 종이 찢김(이면 활용) : 판심이 완전히 찢어진 안쪽을 이용하여 글씨를 써놓았을 경우 ‘위
치+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으로 기록함.
• 종이 찢김(칼자국) : 도삭 과정에서 도삭 지면이 아닌 다른 면에도 칼자국이 나있는 경우
‘위치+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칼자국)’으로 기록함.
• 도삭 종이 찢김 : 도삭 과정에서 도삭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 ‘위치
+도삭 종이 찢김’으로 기록하고, 분리 위험이 없는 경우 ｢약간｣, 분리 위험이 작은 경우
｢중간｣, 분리 위험이 큰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배접지 분리 : 기보존처리된 자료의 경우 배접지 분리 여부를 확인하여 ‘위치+배접지 분
리’로 기록함.
• 속지 분리 : 앞표지, 뒷표지의 속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
지+속지 분리’로 기록함. 일부만 떨어진 경우 ｢약간｣, 다른 손상이 없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 ｢중간｣, 다른 손상이 있어 2차 손상 가능성이 큰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단면 분리 : 내지 한 장의 양면 중 한 면이 분리되었거나 제본이 되지 않은 경우 ‘위치+단
면 분리’로 기록하고 ｢중간｣ ｢심각｣으로 판정함.
• 전장 분리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왔지만 분리된 지면이 해당부분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위치+전장 분리’로 기록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표면 분리 : 표지가 여러 겹으로 떨어져 나온 경우 ‘앞표지/뒷표지+표면 분리’로 기록함.
향후 손상가능성을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심각｣의 경우 기록사항에
‘응급수리요망’ 기록하고 응급 수리 요구서를 작성함.
• 표제 분리 : 표지에 표제 혹은 정보를 기입한 종이가 분리되어 너덜거리는 경우｢표지｣에
체크하고 ‘앞표지/뒷표지 표제 분리’로 기록함. 표제가 완전히 떨어져 지면에 남겨진 경우
나 탈락 위험이 큰 경우 기록사항에 ‘응급수리 요망’ 기록하고 응급 수리 요구서를 작성함.
• 본문 분리 : 본문 내용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위치+본문 분리’로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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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손상가능성을 판단하여 ｢약간｣, ｢중간｣, ｢심각｣을 판정함. 분리 위험이 큰 경우
기록사항에 ‘응급수리요망’ 기록하고 응급 수리 요구서를 작성함.
• 도삭 분리 : 지면 일부를 도삭했으나, 도삭된 부분이 해당 지면에 보존되어있는 경우 ‘위
치+도삭 분리’로 표기하고 ｢심각｣으로 판정, 기록사항에 ‘응급수리요망’ 기록함.
• 그림 분리 : 책 속에 그림이 붙어 있으나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 ‘위치+그림분리’로 기록
하고 ｢중간｣, ｢심각｣으로 판정함.
• 제본 분리 : 책이 몇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완전히 분리된 경우 ‘제본 분리’로 기록함.
• 라벨지 분리 : 청구기호가 기입된 라벨지가 너덜거릴 경우(라벨지1/3이상 분리되었을 때
부터 표기) ‘라벨지 분리’로 기록하고, 1/3정도 떨어진 경우 ｢약간｣, 1/2이상 떨어진 경
우 ｢중간｣으로 판정함.
• 첨지 분리 : 본문 중 첨지가 떨어졌을 경우 ‘위치+첨지 분리’로 기록하고, 지면에 붙어 있
는 경우 ｢약간｣, 분리 위험이 큰 경우 ｢중간｣, 완전히 분리되어 지면에 보존된 경우 ｢심
각｣으로 판정함. ｢중간｣ ｢심각｣은 기록사항에 ‘응급수리요망’ 기록함.
접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자료의 메모인 경우에도 ‘위치+첨지 분리’로 기록함.
• 족자 자료의 비고란 기입 예 : 상회장 찢김, 유소 분리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지면/판심/편철+종이 찢김’
‘위치+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위치+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칼자국)’
‘위치+도삭 종이 찢김’
‘위치+배접지 분리’
‘앞표지/뒷표지 속지 분리’
‘위치+단면 분리’
‘위치+전장 분리’
‘앞표지/뒷표지+표면 분리’
‘위치+표제 분리’
‘위치+본문 분리’
‘위치+도삭 분리’
‘위치+그림 분리’
‘위치+제본 분리’
‘위치+라벨지 분리’
‘위치+첨지 분리’
예시 : 초반 판심 종이 찢김
중반 판심 종이 찢김(이면 활용)
후반 판심 종이 찢김(칼자국)
초반 도삭 종이 찢김
초반 후반 배접지 분리
앞표지 뒷표지 속지 분리
중반 단면 분리
초반 전장 분리
앞표지 뒷표지 표면 분리
뒷표지 표제 분리
중반 도삭 분리
초반 후반 그림 분리
초반 제본 분리
앞표지 라벨지 분리
후반 첨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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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각종 결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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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결손

●

• 중간 : 2차 손상가능성이 있는 결손
• 심각 : 2차 손상가능성이 높은 결손이 있을 경우
⇒ 글씨부분 결손, 편철 결손, 테두리 결손, 너덜거리며 찢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상태임.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모서리 결손 : 표지와 내지에 모서리 해짐이 있는 경우 ‘위치+모서리 결손’으로 기록함.
(책 전체적으로 종이의 모서리 부분이 낡아서 닳아 있는 경우나 없어진 경우, ‘앞표지 뒷
표지 초반 중반 후반 모서리 결손’으로 기록하며 이러한 상태인 것을 표시한 것임. 이 경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 약간 : 향후 손상가능성이 낮은 결손

우 전체적으로 모서리 종이 접힘도 같이 나타나므로 모서리 종이 접힘 항목을 따로 다시
기입하지 않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닳은 경우가 아니라서 결손과 종이 접힘이 각각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 따로 따로 기입함.)
• 풀림 : 표지/외장지의 가장자리가 풀린 경우 ‘앞표지/뒷표지/외장지 풀림’으로 기록함.
• 끈손상 : 책의 끈이 해지거나 끊어진 경우 ‘앞표지/뒷표지+끈손상’으로 표기함. 해지거나
1~2군데 끊어진 경우 ｢약간｣, 책의 끝부분과 책등 첫 번째 부분이 함께 끊어진 경우 ｢중
간｣, 책의 끝부분과 책등 첫 번째 부분이 함께 끊어지고 연속적으로 추가 끊어짐이 있어
책의 형태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각｣으로 판정함.
• 충해 결손 : 충해로 인해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충해 결손’으로 기록함. 지름 2cm 정도
｢중간｣, 지름 2cm 이상이고 글자 판독이 불가하며 범위가 넓거나 장수가 많은 경우 ｢심
각｣으로 판정함.
• 종이 찢김 결손 : 종이가 찢겨 나간 경우 ‘위치+종이 찢김 결손’으로 기록함.
• 도삭 결손 : 일정 부분을 칼로 도려낸 경우는 ‘위치+도삭 결손’으로 표기함. 결손 면적을
고려하여 ｢중간｣, ｢심각｣으로 판정함.
• 그을림 결손 : 불에 그을려서 구멍이 생긴 경우 ‘위치+그을림 결손’으로 기록함.
• 기편철작업 결손 : 이전 편철작업에서 심각한 결손이 생긴 경우 ‘위치+기편철작업 결손’
으로 기록함.
• 지질 열화 결손 : 물로 인한 지질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2cm 이상의 구멍이 생긴 경
우 ‘위치+지질 열화 결손’으로 기록함.
• 단면 결손 : 내지 한 장의 양면 중 한 면 전체가 찢겨 나갔을 경우 ‘위치 +단면 결손’으로
기록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구멍 : 찢김으로 인한 결손이 아닌 단순 결손일 경우 ‘위치+구멍’으로 기록함.
• 책등 손상 : 책등을 감싼 비단이 손상된 경우 ‘책등 손상’으로 기록함.
• 본문 분리 결손 : 자료의 내용 부분이 분리되었거나 분리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책속에
본문을 붙여 놓은 자료에서 본문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 ‘위치+본문 분리 결손’으로 기록
하고, 등급 판정은 하지 않음.
• 원표지 부식 : 이중장정의 원표지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경우 ‘원표지 부식’으로 기록하고,
｢심각｣으로 판정함.
• 표지 탈락 : 표지가 없는 경우 ‘앞표지/뒷표지+표지 탈락’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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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 탈락 : 표지의 속지가 탈락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속지 탈락’으로 기록하고, ｢중
간｣으로 판정함.
• 표제 탈락 : 표지에 표제가 원래 없는 경우 ‘앞표지/뒷표지 표제 탈락’으로 기록하고, ｢표
지｣ 체크, 등급 판정은 하지 않음.
• 표제 결손 : 표제가 일부분 또는 전체가 없어진 경우 ‘앞표지/뒷표지+표제 결손’으로 기
록하고 ｢약간｣이나 ｢중간｣ 판정함.
• 전장 분리 결손 : 본문 한 페이지 전체가 떨어져 나와서 사라졌을 경우 ‘위치+전장 분리
결손’로 기록하고 ｢중간｣으로 판정함.
• 비단 표지 탈락 : 표지에 비단 재질의 천이 덧씌워져 있는 책에서 천이 떨어져 나간 경우
‘앞표지/뒷표지 비단 표지 탈락’으로 기록함.
• 마모 결손 : 마모로 인한 결손이 있는 경우 ‘위치+마모 결손’으로 기록함.
• 산화 결손 : 산화로 인해 구멍 생긴 경우 ‘위치+산화 결손’으로 기록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위치+모서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외장지+풀림’
‘앞표지/뒷표지+끈손상’
‘위치+충해 결손’
‘위치+종이 찢김 결손’
‘위치+도삭 결손’
‘위치+그을림 결손’
‘위치+기편철작업 결손’
‘위치+지질 열화 결손’
‘위치+단면 결손’
‘위치+구멍’
‘책등 손상’
‘위치+본문 분리 결손’
‘앞표지/뒷표지+원표지 부식’
‘앞표지/뒷표지+탈락’
‘앞표지/뒷표지+속지 탈락’
‘앞표지/뒷표지+표제 탈락’
‘위치+전장 분리 결손’
‘앞표지/뒷표지+비단 표지 탈락’
‘위치+마모 결손’
‘위치+산화 결손’
예시 : 앞표지 모서리 결손
뒷표지 외장지 풀림
앞표지 끈손상
앞표지 초반 후반 충해 결손
중반 종이 찢김 결손
초반 중반 도삭 결손
뒷표지 후반 그을림 결손
책등 기편철작업 결손
앞표지 초반 지질 열화 결손
초반 단면 결손
중반 후반 구멍
초반 중반 후반 테두리 부식
후반 본문 분리 결손
뒷표지 원표지 부식
뒷표지 탈락
앞표지 뒷표지 속지 탈락
앞표지 표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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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이 슨 정도에 따라 약간/중간/심각으로 구분함.
• 약간 : 녹은 슬었으나, 녹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
• 중간 : 물리적 힘을 강하게 가해 문지르면 가루가 묻어나오는 정도일 경우
• 심각 : 녹을 건드리면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는 경우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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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철 및 기타 부분에 녹이 슨 경우를 의미함.

●

⑫ 녹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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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전장 분리 결손
앞표지 뒷표지 비단 표지 탈락
중반 후반 마모 결손
초반 중반 산화 결손

• 변철 부분에 녹이 있을 경우 ‘앞표지/뒷표지 변철 녹슮’으로 기록함.
• 족자형태 자료의 고리가 녹슬어 있는 경우 ‘표지’에 체크한 후, ‘고리 녹슮’으로 기록함.
• 변철에 녹이 슨 경우에는 다른 책(특히 표지)에 2차적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이물질에 표시(예시 : 앞표지 이물질(녹))
⑬ 안료 박리 : 추후 해당 열화상태가 나오면 논의
⑭ 안료 벗겨짐 : 추후 해당 열화상태가 나오면 논의
⑮ 기록사항
- 접힘 : 표지 또는 내지가 접혀있거나 접힌 자국이 심하여 펴지지 않는 경우
(단, 일반적인 책 넘김으로 생긴 경미한 정도의 접힘은 기록하지 않음.)
표기 방법 : (여러 유형의 종이 접힘이 나올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기록)
‘위치+계단형 접힘’
‘위치+모서리 접힘’
‘위치+지면 접힘’
‘위치+판심 접힘’

- 지면 상접 : 본문의 지면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 ‘위치+지면 상접’

- 제본 오류 : 책장이 거꾸로 제본된 경우 순서가 바뀐 경우 끈에 묶이지 않거나 모서리 부분
이 접혀서 함께 제본된 경우 책이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제본된 경우
표기 방법 : ‘위치+제본 오류’

- 송곳자국 : 송곳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지면을 뚫은 경우
표기 방법 : ‘위치+송곳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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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방법 : ‘위치+칼자국’

- 전면 마모 : 내지 일부분의 종이 전면 혹은 한 면 중 일부가 마찰로 인해 얇아져 있는 경우
표기 방법 : ‘위치+전면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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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자국 : 칼로 자른 경우(도삭이 아닌 경우)

- 부분 마모 :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마찰되어 일부분이 닳아서 없어진 경우
표기 방법 : ‘위치+부분 마모’

- 마모 : 표지 또는 외장지가 헐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외장지+마모’

- 테두리 접힘 : 표지가 내지보다 커서 표지의 테두리가 접힌 경우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 테두리 접힘’

- 낙장 :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복사본으로 대체했을 경우, 혹은 책 중간에 낙장이 생겨 빈
한지로 대체했을 경우
표기 방법 : ‘위치+낙장(복사 대체 ｢복사된 장의 수｣)’
예 : 초반 낙장(복사 대체 3)
‘위치+낙장(한지 대체 ｢빈 한지로 보충된 장의 수｣)’
예 : 중반 낙장(한지 대체 2)

- 형태 변형 : 첩장 자료에서 접히는 부분이 흩어져서 손상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책의 물리
적 형태 변형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 ‘형태 변형’

- 포갑 손상 : 기존 포갑이 손상되었을 경우
표기 방법 : ‘포갑 손상’

- 낱장 돌출 : 책 중 일부분의 크기가 다르거나 편철이 잘못된 등의 이유로 종이가 삐져나와서
구겨질 위험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 ‘위치+낱장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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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방법 : ‘위치+타자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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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료 삽입 : 해당 책자와 상관없는 문서들이 낱장으로 삽입 경우

●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 들뜸’

- 테두리 마모 : 표지의 테두리 부분이 마모되었을 경우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 테두리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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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뜸 : 표지가 들떠있을 경우

- 내지 크기 차이 : 내지 부분이 여러 크기의 종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 ‘위치+내지 크기 차이’

- 눌린 자국 : 표지나 내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 ‘위치+눌린 자국’

- 피휘 용지 분리 : 피휘 용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표기 방법 : ‘위치+피휘 용지 분리’

- 내지 돌출 : 내지의 크기보다 표지의 크기가 작아서 내지가 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표기 방법 : ‘내지 돌출’

- 말림 : 표지 테두리가 말려들어가 있을 경우
표기 방법 : ‘앞표지/뒷표지+말림’

- 합지 분리 : 내지의 겹이 분리된 경우
표기 방법 : ‘위치+합지 분리’

- 첨지 부착 : 표지에 표제 외의 첨지가 부착된 경우
표기 방법 : ‘위치+첨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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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방법 : ‘위치+보풀’

- 찍힌 자국 : 날카로운 것에 찍혔을 경우
표기 방법 : ‘위치+찍힌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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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풀 : 마찰에 의해 종이가 일어난 경우

-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 기록 원칙(① - ④ 순서대로 기록)
① 청구기호 라벨지에 RF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RF를 기록함.
② 기존에 보존처리 된 적이 있는 경우 보존처리요구등급 기록사항에 ‘기보존처리’라고 기록함.
- 단, 古 자료군의 경우 현대의 포갑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 자체에 기보존처리 흔
적이 없다면 ‘기보존처리’ 기록하지 않음.
- 기보존처리한 자료 중에서 C/D등급으로 재판정된 자료는 ‘기보존처리(재검토 요망)’로 기
록함.
③ 최근 보존처리된 책은 ‘년도+기보존처리’로 기록함.
예시 : 2014기보존처리
- 상태조사시스템에 기작업자가 작성해 놓은 표는 보존하고, 수리 후 상태로 새카드 작성함.
④ C/D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친 열화 항목을 다시 한 번 언급함.
- 조사표의 열화 항목 순서대로 기록함.
- 찢김과 결손의 경우 C등급을 준 이유에 대한 세부 항목을 괄호 안에 기록함.
비고란 표기 방법 : 종이 찢김(지면/판심/편철 종이 찢김, 속지 분리, 전장 분리, 표면 분리,…)
결손(모서리 결손, 끈손상, 충해 결손, 종이 찢김 결손,…)
예시 : 기보존처리(재검토 요망), 충해(지면 종이 찢김), 결손(끈손상)

(5) ｢보존처리 요구사항｣ 체크 원칙
- 수리복원 작업 시 자료를 해체해야 하는 경우 ｢전체 복원｣에 체크함.
(예 : 결손, 충해가 편철부분일 경우 표지 끈손상의 경우 등)
- 보존처리 요구등급이 D일 경우 ｢전체 복원｣에 체크함.
- 전체적으로 건식 처리로 끝낼 수 있는 곰팡이, 얼룩, 이물질 등의 문제만 있을 경우 ｢클리닝 건
식｣에 체크함.
- 하나의 책이 ｢전체 복원｣(예 : 편철부분 손상)과 ｢클리닝 건식｣(예 : 이물질 부착) 모두에 해당
될 경우 ｢전체 복원｣에만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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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

(1) 2017년 2차년도 조사 대상 고지도 총 471종 가운데 452종(약 96%)이 개장된 상태임.
- ≪관서전도(규 15444)≫를 포함한 총 19종이 현재 원본 형태로 보관 중
- ≪팔도지도(고 4709-106)≫를 포함한 총 45종은 개장 시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 ≪관동승람(고4709-36≫를 포함한 총 407종은 개장 시기, 담당자가 표시되어 있음.
- 471종에는 [1872년 지방지도] 총 359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경상도를 제외한 각 도의
355종(장), 하나의 도서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경상도 지도 1종(104장),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1872년 지방지도]로 확인된 ≪신흥산성도(규 10514)≫, ≪삼천포진지도(규 10513의 1)≫,
≪통영지도(규 10513의 2)≫의 3종(장)이 포함되어 있음.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1) 규장각 소장 고지도 보존수리 검토

ㅣ규장각 소장 고지도(471종) 보존수리 현황ㅣ

(2) 개장된 452종 지도의 형태
① 첩 형태
- ≪팔도지도(고 4709-106)≫를 포함한 총 5종은 책의 형태로 개장되어 있으며, 개장 및 보
존수리와 관련된 정보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ㅣ≪팔도지도(고 4709-106)≫의 개장 형태ㅣ

≪팔도지도≫의 표지

≪팔도지도≫에 수록된 〈왜관〉지도

69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② 축 형태
- ≪팔도지도(고축 4709-48)≫를 포함하여 총 46종은 축의 형태로 개장되어 있음.
- 축 형태의 46종 가운데 ≪통영지도(규축 10513의 2)≫ 8종은 개장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
되어 있으며, 8종은 모두 1990년대 개장되었음.
- 8종을 제외한 38종은 개장된 형태로 볼 때, 대부분 1970년대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하나,
개장과 관련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음.
- ≪해서지도(규 12158)≫의 원본 형태는 3책으로 편찬되었던 것으로 추청하나, 1994년 월
25일에 낱장 매트 형식으로 개장되었고, 수록된 지도 가운데 〈해주지도〉는 형태로 개장해
현재 보관 중
- 축 형태의 46종 가운데 32종은 축 형태 보관으로 인한 가로 꺾임 현상을 줄이기 위해 굵은
두루마리 축을 추가 제작하여 보관 중
③ 낱장 형태
- [1872년 지방지도] 359장을 포함하여 총 401장의 지도가 현재 낱장 형태로 보관 중

ㅣ규장각 소장 개장된 고지도(452종) 현황ㅣ

(3) 2017년 2차년도 조사 대상 고지도 총 471종, 2,653건의 보존수리 등급
① 지도의 경우 고지도의 특성상 1면당 상태조사표 1부를 작업원칙으로 함.
② 총 471종, 2,653건에서 A 등급은 1,200건, B 등급은 1,257건, C 등급은 143건, D 등급은
53건으로 조사됨.
③ 조사대상 471종 가운데 452종이 이미 개장된 상태이며, 특히 낱장 형태로 개장된 401종은
1990년대 개장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보존등급은 A와 B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음.
④ 2017년 조사 대사인 2,653건 보존수리 등급 및 상태조사는 엑셀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자료
사태조사시스템에 입력

2) 규장각 소장 고지도 보존수리 방향
-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경우 1970년대와 1990년대 두 번에 걸쳐 훼손된 부분의 수리와 클리닝,
그리고 보존을 위한 고지도의 개장이 이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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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호서지도(규 12157)≫를 포함한 [비변사인방안지도]와 [1872년 지방지도] 등은 원본

-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보존수리 방향은 고지도의 특성을 물론, 이미 개장된 고지도의 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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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따라 모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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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에서 변형되어 현재 낱장 형태로 보관 중이며, 일부는 축 형태로 보관 중

① ≪울릉도내도(규 10334)≫와 같이 원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도가 접히는 부분의 종
이 마모, 안료 박리 상태에 대한 훼손 등 지도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구
축, 관리되어야 함.
② ≪관동지도(고 4709-35)≫와 같이 보존처리 후 원본 형태와 유사한 첩의 형태로 개장되었으
나, 원본의 형태와 달리 수록된 지도를 펼쳐 매트 형식 으로 개장한 경우에는 보존처리 이력,
정기적인 상태 조사 정보와 함께 원본 형태에 대한 정보가 함께 구축, 관리되어야 함.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1) 첩 형태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ㅣ≪관동지도(규 4709-35)≫의 개장 형태ㅣ

≪관동지도≫의 현재 표지

≪관동지도≫의 원 표지

≪관동지도≫에 수록된 조선전도

(2) 축 형태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① 축 형태의 고지도는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가로 꺾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규장각에서는 굵은 마리 축을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함. 본 연구에서
조사된 총 46총의 축 가운데 현재 굵은 마리 축을 사용해 보관 중인 고지도는 32종임.
② 1970년대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 형태 지도의 경우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보존과 수리복
원이 필요함.
- ≪영천군지도(고축 4709-64≫의 경우 앞면에 지도가, 뒷면에 영천군에 대한 주기가 배접되
어 있는 상태이며, 가로 꺾임이 심하게 진행되어 보존 처리 대상임.
③ 원본의 장황이 첩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고 4709-53)≫와 같이 원본에서 형태가 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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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되어 현재 보관중인 지도의 경우 원형 복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조선강역총도(고 4709-53)≫의 경우 원형에서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원형에 대한 정
보가 없기 때문에 원형을 추정하여 형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그러나 앞으로의
보존 방안으로 추후 배접지 교체가 필요함.
④ 현재 지도의 일부분이 가로 꺾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배접지에서 분리되는 ≪평안도전
도(규 12165)≫나 축과 배접지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일부분이 틀어지거나 우는 경우 보존수
리가 필요함.
⑤ 첩 형태의 원본에서 축 형태로 변형 개장할 경우 지도 목록 순서에 주의가 필요함.

(3) 낱장 형태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① 대부분 1990년대에 매트형식으로 개장된 고지도를 대상으로 함.
② 현재 낱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는 고지도의 보관상의 문제점
-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비변사인방안지도],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활용
하는 [1872년 지방지도]를 포함하여 규장각 소장 많은 지도 들이 현재 낱장 형태로 보관 중
- 낱장 형태의 지도는 보관 측면에서 용이하고 지도 전시 측면에서 편리하기는 하나 우리나라
고지도의 전통적인 장황, 보관 형식을 보여주기는 힘듦.
- 현재 낱장 형태로 개장된 지도인 경우 원본 형태에 대한 기록, 사진 등이 남아 있지 않음.
- 1990년대 개장된 낱장 매트 형식의 배접지의 경우 현재 보존수리에 사용되는 배접지와 비
교해 볼 때 너무 두꺼우며 질도 좋지 못함. 여러 장의 지도를 겹쳐 보관 할 때 서로 다른
높이와 하중으로 지도에 영향을 줌.
- 현재 낱장 형태의 지도 보관 방법은 지도 보관 케이스를 이용하여 적게는 2장, 많게는
25~30장의 지도를 겹쳐 보관 중임. 현재 보관 방법의 문제점은 첫째, 외부로부터 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도 보관 케이스가 너무 무겁게 제작되어 오히려 지도 보관 케이스 하
중이 지도에 영향을 줌. 둘째, 지도 보관 케이스의 형태가 상자 형식이 아닌 한쪽의 매듭으
로 고정하는 형태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보관하는 지도에 영향을 줌. 셋째, 하나의 지도
보관 케이스에 25~30장의 지도 보관은 적절하지 않음. 25~30장의 지도 보관은 지도 보관
케이스의 적정 수량을 초과한 것으로, 매듭을 묶기 위해 한쪽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도 보관 케이스의 무게에 지도 무게까지 더해 원본에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됨.
- 현재 규장각 서고에서의 지도 보관 케이스는 가로로 눕혀 여러 지도들이 층층이 쌓여 보관
중임.
③ 낱장 형태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 낱장 형태로 개장된 지도의 원본 형태에 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함. 이는 현재 낱장 형태의
지도를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한국 고지도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측면
에서 필요함.
- 이미 클리닝 작업 및 낱장으로 개장된 상태인 낱장 형태의 지도를 원형으로 복원할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복원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용된 배접지의 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겹겹이 보관할 경우 배접지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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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아래 지도 원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종이결이 일어난 배접지와 원본이 서로 닿으면

을 최소화해야 함.

- 지도 보관 케이스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 이는 가로로 눕혀 층층이 쌓아 보관하는 규장각
서고 상황에서 지도가 받는 하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

(4) [1872년 지방지도] 보존수리 방향
① 현재 [1872년 지방지도] 총 462장은 1990년대 낱장 형태로 개장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태 및
보관상의 문제점은 낱장 형태 지도의 보관상의 문제점과 유사함.
② [1872년 지방지도] 목록 관리 방향

제1장ㅣ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거나 현재 지도 보관 케이스 용량에 맞게 15~20장의 지도를 나눠 보관해야 함.

●

- 현재 지도 보관 케이스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성지 지도 보관 상자 제작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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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료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 지도 사이에는 중성지 씰 티슈를 사용해 훼손

- 현재 목록 상 [1872년 지방지도]는 359종 462장으로, 이는 경상도 군현지도 104장이 하나
의 도서번호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임.
- 앞으로의 지도 관리를 위해 목록은 각 지도마다 목록 DB를 구축해야 함.
- 현재 [1872년 지방지도]는 총 459장이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신흥산 성도(규
10514)≫, ≪삼천포진지도(규 10513의 1)≫, ≪통영지도(규 10513의 2)≫ 3종을 포함해
총 462장으로 관리되어야 함.
- [1872년 지방지도]의 경우 각 군현지도의 원표지 좌측 상단에 조선시대 당시 지도 목록 번
호로 추정되는 붉은색 첨지가 있으므로, 현재 도서번호와의 상관성 확인이 필요함.
③ [1872년 지방지도] 보존 수리 방향
- 보존 수리 방향은 낱장 형태의 고지도의 보존 수리 방향과 유사함. 특히, [1872년 지방지
도]의 경우 화려한 색채를 위해 사용된 안료 박리 현상을 막기 위한 중성지 씰 티슈 사용
등이 필요하며, 지도 보관 케이스에 적정한 지도 수량 보관이 중요함.
- 현재 사용된 배접지의 경우 종이결이 일어난 부분도 있으며, 배접지에 갈색 얼룩 반점이 생
긴 부분도 있음. 이는 배접지의 질과 사용된 풀에 의한 결과로, 추후 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접지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1990년대 보존 수리와 개장 이후 지도의 전체적인 상태와 훼손여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
지 않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지도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함.
④ [1872년 지방지도] 원형 복원 방향
- 총 462장의 군현지도가 현재 원형과는 다른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1872년 지방지도]의 원
형 복원에 대해 전문가 회의 결과 필요성을 인정함. 그러나 462장의 원형 복원에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 원형 복원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원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 [1872년 지방지도]의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원형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가 필요함.
- [1872년 지방지도] 원형 복원에 앞서, 원표지의 유형과 각 도별 군현을 고려해 sample 지
도 약 10장을 선정, 복제해 지도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원형 복원에 대한 방
법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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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규장각 소장 고지도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1차 전문가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참석자 : 자문위원, 연구진 등

2) 주요내용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 상태 및 목록 검토
∙ [1872년 지방지도]의 보존수리 및 복원방향 검토
∙ [1872년 지방지도]의 목록 관리 검토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모색

3)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열람지도 목록
(1) 좌해분도(고 4709-99)
(2) 1872년 지방지도 중
- 1872년 경기도 개성전도(규 10352)
- 1872년 경기도 여주목지도(규 10356)
- 1872년 전라도 장성부지도(규 10488)
- 1872년 전라도 구례현지도(규 10473)
- 1872년 전라도지도(규 10443~10486) - 묶음 전체 열람
- 1872년 전라도 운봉현지도(규 10474)
- 1872년 충청도 신창지도(규 10387)

(3) 함경도전도(규 12156) 5-4책
(4) 호서지도(규 12157) 6-2책
74

(5) 관북지도(고 4709-40)

(9) 관서지도(고축 4709-48)

4) 향후 계획
∙ 자문위원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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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서총도(고축 4709-28)

●

(7) 평안도전도(규 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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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동승람(고 4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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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등
1) 자문위원
구분

이 름

소 속

비고

1

김기혁

부산대학교 교수

2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3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4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학사업단 연구교수

5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6

정진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학예연구사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1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사업책임

2

양윤정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3

김주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4

장재영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5

이수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2) 연구진

첨부 2. 자문회의 자료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 상태 및 목록 검토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 상태
- 2017년 2차년도 조사 대상인 도별도와 군현도 총 28종 가운데 27종은 이미 개장된 상태
⇒ 관북지도(고 4709-19)를 포함 17종은 개장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영남지도(규 12154)를 포함 10종은 1990년대 개장
⇒ 관서지도(규 15444)는 원본 상태이며, 새로 만든 포갑을 사용하여 보관 중
⇒ 28종에서 제외한 1872년 지방지도는 모두 1990년대 개장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목록 검토
- 지도의 원서명 검토 필요
⇒ 관동지도(고4709-35)의 경우 2책으로 구성
- 관동지도 1책 : 관동지도
- 관동지도 2책 : 관서지도, 전국팔도지도, 성경여지전도
- 하나의 도서번호이나 다른 종류의 지도가 합쳐진 경우 도서번호 부여 여부
⇒ 좌해분도(고 4709-99)-정상기형 팔도지도(서로 흩어져있는 것을 합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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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72년 지방지도’의 보존수리 및 복원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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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의 도별 지도가 8도 지도로 구성되어 하나의 도서번호로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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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72년 지방지도 보존수리 및 복원 가능 여부
ㅣ경기도 개성전도ㅣ

표지

지도

ㅣ경기도 여주목지도ㅣ

표지

주기

지도

77

- 지도 배접지 뒷면에 색이 배어남(전라도 구례현, 운봉현지도 등).

ㅣ전라도 운봉현지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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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색(안료)과 관련하여

- 표지 배접지 뒷면에 지도에 채색된 안료가 묻어남(전라도 장성부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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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충청도 신창지도ㅣ

保存硏究

(3) 배접지 갈색 반점(얼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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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72년 지방지도’ 현재 보관 상태
- 20~40장(표지 포함) 지도가 한 묶음으로 보관되어, 지나진 하중으로 훼손 우려

3) ‘1872년 지방지도’ 목록 관리 검토
(1) ‘1872년 지방지도’ 명칭에 대한 검토
(2)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원문검색에서는 ‘1872년 지방지도’로 정리되어 있으나, 현
재 각각의 지도에 도서번호가 부여되어 있음.
(3)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검색 사이트에서 서명 검색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지도
가 있음.
- 강원도 철원구방지도(서명 검색 X, 해제 검색으로 통해 검색)
- 충청도 신창현지도(서명 검색 X, 해제 검색 X)
(4) ‘중국본해제’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 삼방진지도의 경우 홈페이지 검색 사이트에서 안 되고, 해제 검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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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색 얼룩과 관련하여
관북지도(고 4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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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모색

∙ 얼룩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음(원인 파악 필요).

(2) 원형에서 현재 낱장으로 변형된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관동승람(고 4709-36)

80

∙ ‘관동승람’은 1994년 10월 10일 개장 : 개장 시 지도 여백 없이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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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전도(규 12156) - 寶物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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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부> 지도
∙ ‘함경도전도’는 1994년 4월 29일 개장 : 원형에서 변형된 상태. 충해 부분 가채와 관련하여 방안모색

호서지도(규 12157) - 寶物 제1589호

<홍주> 지도
∙ ‘호서지도’는 1994년 4월 29일 개장 : 원형에서 변형된 상태. 충해 부분 차이에 대한 원인
지도, 주기, 인기(비변사)가 분리되어 있음. → 원형 복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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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전도(규 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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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축 형태인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 현재 지도 일부분이 배접지에서 분리됨.

관서총도(고축 4709-28)

82

∙ 새로 장황했으나 꺾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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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지도(고축 4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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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꺾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배접지 뒷면 얼룩(충해부분)
배접지의 보풀이 일부 떨어져 원본에 묻음.
상회장 부분이 판판하지 않고 변형됨(삼남지도(고축 4709-7)의 경우 상태가 더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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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목록 검토
가) 관동지도(고4709-35)
- 내용 구성이 다르지만 지도 자체는 세트. 큰 문제없음.
- 풀 붓질 자국이 최근에 생긴 것이라면 바꿔 줘야 함.

나) 좌해분도(고4709-99)
(1) 상태
- 현재 서로 흩어져있는 것을 묶어놓은 상태
- 한 종의 지도가 아니고 3종의 다른 지도를 묶어 정상기형 지도로 보관
- 어떤 지도의 표지였는지 충해, 크기 등에 따라 추정 가능
- 현재 도서번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
- 지도 열람을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 해제를 통해 현재 지도 상태를 밝혀줌.

(2) 목록 재검토에 대한 논의
- 2종 이상의 지도가 하나의 도서번호로 묶여있음.
- 현재 상태에서 분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필요하다면 분책을 해야 하나, 현재 도서번호의 이력 또한 의미가 있음.
- 2종 이상의 지도가 하나의 도서번호로 묶여있으며 지도의 제작시기와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현재 도서번호를 유지하고 해제를 통해 지도의 특징을 밝히는 것도 방법임.
- 현재 도서번호 안에 하위에 내제 번호로 지도의 차이를 보여줌.
- 내제 번호에 따라 해제 작성 및 지도별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해제 작성
- 해제를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차후에 규장각에서 전체적으로 최종 검토해 큰 틀을 잡는 방법
- 현재의 보관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음.

2) 1872년 지도
가) 지도 상태
- 주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 원상태 추정만 가능
- 수입 안료가 들어오면서 색과 기법 등이 달라짐.
- 수입 안료는 색이 유지가 잘 되는 반면 천연 안료는 색이 변한 것처럼 보임.
- 지역마다 종이의 질, 안료, 밀도,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 지역에 맞는 상황 파악 가능

나) 훼손
(1) 배접지에 생기는 얼룩
- 배접지 질이 좋지 않아 원본 지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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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료 성분에 구리가 들어가 배어남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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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색(안료)

●

- 지도 열람 시 지도와 지도 사이에 안료가 영향을 줄 수 있음.

(3) 풀
- 풀에 의한 훼손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 기
록 또한 중요함.

(4) 보관 방법
- 원형 복원 전까지 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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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안료의 경우 구리가 많이 들어가 배어남이 많음.

(가) 하중
- 현재 눌려있는 상태로 보관중이라 하중을 받아 영향을 줄 수 있음.
- 낱장 지도의 경우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우선적 방법
- 세워 보관할 경우 휘어짐 발생 우려
- 크기에 맞게 제작된 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보관 형태를 바꾸기는 어려움.

(나) 중성지
- 지도 사이에 얇은 중성지를 넣어 접촉을 막아줘야 함.
- 낱장 자체를 중성지로 포장해야 하지만 응급수단으로 지도 사이에 중성지를 넣어야 함.
- 얇은 중성지를 넣을 경우 두께가 변하지 않는다면 손상이 없지만 두께가 변할 경우 이차적
손상 우려를 고려해야 함.

(5) 수리복원 방향
- 원형 복원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
- 지역마다 종이의 재질, 밀도, 안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 지역에 맞는 상황 파악 필요
- 원형 추정 방법이 중요. 또 다른 원형 훼손 우려를 고려해야 함.
- 현재를 기준으로 20~30년 후에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지 고려
- 낱장 지도 같은 경우 세워 보관하는 것이 우선적 방법
- 이미 짜인 장에서 보관 중이라 세워 보관할 수 없음.
- 원형 복원에 관한 연구를 1년 동안 진행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는 방법
- 1990년대 배접지 보관 여부 확인 필요
- 절첩식으로 원형 복원을 했을 경우 원본보다는 종이가 얇아져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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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경도전도(규 12156)
(1) 훼손
- 지도 보관하는 포갑에 딱 맞아야 하는데 크기가 맞지 않아 틈이 생기는 것이 문제임.
- 높이 차이로 지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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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수리 방향 모색

나) 호서지도(규 12157)
(1) 훼손
- 가채 한 종이의 질 상태가 좋지 않음.
- 종이를 덧대면서 투과도가 달라짐.
- 비침과 배어남이 같이 발생

(2) 보관 방법
- 배접지 사이에 간지나 중성지를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음.
- 낱장 자체를 중성지로 포장해야 하지만 응급수단으로 중성지를 넣는 것을 권장함.
- 낱장별로 중성지를 넣어 지도 간의 접촉을 막아야 함.
- 크기가 다른 지도가 한 포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높이 차이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 크기가 동일한 지도들끼리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 이미 제작된 장이기 때문에 세워 보관할 공간이 없음.
- 세워 보관할 경우 휘어짐의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음.

4) 축 형태의 지도
가) 지도 상태
- 축 형태의 지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 새로운 꺾임이 생길 수밖에 없음.
- 현재 배접한 축 종이의 질이 좋지 않음.

나) 고려해야 할 부분
(1)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 자문을 받아 원형 추정
- 낱장, 평면으로 복원한다면 2차적 훼손 우려

(2) 훼손이 가장 적을 보관 방법은 무엇인가?
- 축으로 재개장하거나 가로꺾임을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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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 형태의 지도

●

(1) 평안도전도(규 12165)

- 전면 수리 필요

(2) 관서총도(고축 409-28)
- 수리가 필요한 상태
- 수리 우선순위 선정해야 함.

(3) 관서지도(고축 4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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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접한 상태에서 꺾였기 때문에 훼손 심함.

- 가채한 부분이 주변에 배어나는 상황
- 색이 퍼지는 원인은 밀도 차이에 의한 번짐임.
- 평안도전도보다는 보존수리 후순위로 지정

라) 수리보완 방법 고려
(1) 축 형태는 축으로 재개장 하는 방법
(2) 수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꺾임만 보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

ㅣ회의전경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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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장각 소장 고지도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2차 전문가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 2018년 2월 12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참석자 : 자문위원, 연구진 등

2) 주요내용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 상태 검토
∙ [1872년 지방지도]의 보존수리 및 복원방향 검토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모색

3)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열람지도 목록
(1) 1872년 지방지도 중
- 1872년 전라도
- 1872년 경상도지도(규 10512)

(2) 신흥산성지도(규 10514)
(3) 전라좌도 낙안군지도(상백도 912.514-N131)
(4) 곡산부지도(고축 4709-62)
(5) 영천군지도(고출 4709-64)
(6) 조선강역총도(고 4709-53)
(7) 영변지도(규축 12162)

4) 향후 계획
∙ 자문위원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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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등

●

구분

이 름

소 속

비고

1

김기혁

부산대학교 교수

2

김나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자료보존관리팀

3

김성희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4

양진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5

정진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학예연구사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1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사업책임

2

양윤정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3

김주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4

장재영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5

이수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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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위원

2) 연구진

첨부 2. 자문회의 자료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 상태 검토
- 2017년 2차년도 조사 대상인 고지도 102종 가운데 75종은 이미 개장된 상태
⇒ 관북지도(고 4709-19)를 포함 34종은 개장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영남지도(규 12154)를 포함 41종은 1990년대 개장
⇒ 관서지도(규 15444) 및 동궐도형(규 9980) 등 3종의 궁궐도는 원본 상태이며, 새로 만든 포갑
을 사용하여 보관 중
⇒ 102종에서 제외한 1872년 지방지도는 모두 1990년대 개장

2) ‘1872년 지방지도’의 보존수리 및 복원방향 검토
(1) 1872년 목록 상황
- 현재 경상도 지도를 제외하고 각 군현별 도서번호로 관리
- 경상도지도(규 10512)의 경우 1종 9첩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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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자문회의(2017년 10월 30일) 결과, 원형 복원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나, 원형 추정 방법
이 중요함.
- 보관 상태 검토 및 현 상태에서의 보관 방법 개선안 검토
- 구체적인 복원방향 검토(sample 지역 선정 및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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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72년 지방지도의 보존수리 및 복원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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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흥산성도(규 10514)≫ 지도 검토
- 현재 단독지도로 분류되어 있음.
- 앞표지 좌측 상단에 1872년 지방지도 표지와 같이 붉은 색 종이 흔적이 있으나 번호를 확인하
기 힘든 상황

ㅣ전라좌도 낙안군지도(상백고 912.514-N131)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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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1872년 낙안군지도ㅣ

●

-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 모두 낙안군 지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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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좌도 낙안군지도(상백고 912.514-N131)≫ 지도 검토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모색
(가) 현재 축 형태인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곡산부지도(고축 4709-62)

∙ 축 형태 보관으로 인한 가로 꺾임, 배접지 뒷면 황색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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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군지도(고축 4709-64)

∙ 앞면에 지도가, 뒷면에 주기가 배접되어 축으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

(2) 원형에서 변형된 형태로 추정되는 지도
조선강역총도(고 4709-53)

∙ 현재 축 형태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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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지도(규축 1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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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2월 27일 개장
∙ 현재 축 형태로 보관, 표지가 1-(4)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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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 상태 검토
가) 개장된 지도의 현재 보관 상태
(1) 현재 보관 상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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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가) 낱장 형태의 지도
- 현재 낱장으로 개장된 지도 20~30장이 하나의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지
도 보관 케이스가 가로로 쌓여서 보관 중
- 낱장 지도를 보관하고 있는 케이스의 무게로 인해 압력이 지도에 영향
- 현재 상태에서는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함.
- 매트 형식으로 배접되어 있는 상태로, 20~30장이 하나의 케이스에 보관될 경우 하중과 배
접지의 위치, 배접지의 두께 등에 의해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며 그 결과 지도 부분에 우는
현상 일어남.

(나) 축 형태의 지도
- 현재 규장각 서고의 경우 크기가 큰 지도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함.
- 크기가 큰 지도의 경우 보관의 편리성과 지도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990년대 축 형태
로 변형하여 현재 보관되고 있음.

(2) 현재 보관 상태의 보완 방법
- 유물 마다 손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가) 낱장 형태의 지도
- 한 개의 지도 보관 케이스에 보관하는 지도 숫자를 15~20장으로 줄여, 지도가 받는 하중을
줄여야 함. → 이 경우 현재보다 많은 지도 보관 케이스가 필요하며, 동시에 보다 넓은 공간
이 필요함.
- 현재 낱장으로 개장된 지도의 형태를 바꾸기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개장지를 교체하는 방법
도 고려해보아야 함.
- 현재 지도 보관 케이스의 경우 두께가 맞지 않을시 하중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지도 보관
케이스의 무게도 무거움. → 중성지로 지도 보관 상자를 제작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
- 지도 사이에 중성지(씰 티슈)를 추가하여, 배접지와 지도 사이의 마찰에서 오는 훼손을 최소
화해야 함.
- 현재 상태에서 원상태로 복원할 경우 첩지도의 경우 접히는 부분 안료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지도의 원형 복원은 우선 sample 지도를 선정하여 복제본을 만들고 원형을 추정해야 함.
- 현재 상태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원형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훼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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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함. → 지도 원형 복원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3D,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가능

- 현재의 축 형태를 바꾸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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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 형태의 지도

●

- 현재 배접지의 문제(배접지의 보풀이 일거나, 기존 배접 당시 현재 배접지와 비교해 질이
나쁜 경우)가 있는 경우 배접지 교체가 필요함.
- 더 좋은 보존수리 방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도의 2차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임.

2) [1872년 지방지도]의 보존수리 및 복원방향 검토
가) [1872년 지방지도] 목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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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형태의 지도의 경우 축과 배접지의 선택 및 제작방법이 중요함.

(1) 8도 가운데 경상도지도(규 10512)만 1종 9첩으로 관리, 보관 중
- 앞으로 지도의 경우 각 지도마다 개별 번호 부여하여 관리해야 함.
- [1872년 지방지도] 표지에 제첨되어 있는 원번호(붉은색 첨지) 순서와 현재 도서번호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함.
- 각 군현지도로 목록 관리 시, 지도의 제목은 ‘내제’가 기준임.
- ≪신흥산성도(규 10514)≫ 경우 지도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확인한 결과 [1872년 지방지
도]로 관리되어야 함.

(2) 1872년 지방지도의 보존수리 및 복원방향 검토
- 현재상태에서 원형을 복원할 경우 제2차 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ample 지역의 복제본
을 제작하여 원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
- 원상태의 표지 형태가 크기 3가지 형태로 나타나므로 10지역 지도를 sample로 선정해 복제
및 원형 복원을 시도함.
- 복제의 경우 최대한 원형과 가까우면 좋지만 첩의 형태로 복원할 경우 접히는 부분 안료 박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 한지 프린트 등 다양한 복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3) ≪신흥산성도(규 10514)≫ 지도 검토
- 현재 충해로 훼손된 부분과 그 주변 색이 변해있고, 얼룩이 있음. → 이는 낱장으로 개장할 당
시 풀 혹은 종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현재 훼손 부분에 색이 변하는 현상은 보관 시 적정한 온습도 등에 유의하면 앞으로의 훼손은
줄일 수 있음.

(4) ≪전라좌도 낙안군지도(상백고 912.514-N131)≫ 지도 검토
- [1872년 지방지도]의 전라도 낙안군지도와 매우 유사함.
- 1872년 낙안군지도와 유사하나 주기 부분 등 차이가 있어 복본은 아니지만 이 시기 낙안군에
서 제작한 지도로 보이며, 1872년 낙안군지도 제작을 위해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95

가) 현재 축 형태인 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1) ≪곡산부지도(고축 4709-62)≫
- 얇은 축 형태로 보관 중인 지도들은 대부분 1970년대 개장한 것으로 추정.
- 현재 축의 두께로 인한 지도의 가로 꺾임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상태에 굵은 말이 축을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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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지도의 보존수리 방향 모색

보관함.
- 보존처리 대상임.

(2) ≪영천군지도(고축 4709-64)≫
- 현재 지도가 족자 형태로 보관 중이며, 지도가 앞면에 주기가 뒷면에 배접되어있는 상태임.
- 배접지의 종이 질과 상태가 좋지 못함.
- 1970년대에 개장한 것으로 추정됨.
- 보존처리 대상임.

나) 원형에서 변형된 형태로 추정되는 지도
(1) ≪조선강역총도(고 4709-53)≫
- 1970년대 장황 형태로, 그 당시 개장한 것으로 추정됨.
- 원형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원형을 추정하여 형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함.
- 보존방안으로 추후 배접지 교체 필요함.

(2) ≪영변지도(규축 12162)≫
- 표지 : 앞표지 쪽의 손상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훼손이 먼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함.
- 내지 : 지도에 연필로 메모되어 있는 순서대로 현재 도서관리 번호 재부여
- 원형은 현재의 축 형태가 아니라 첩의 형태였으므로, 원형 복원을 한다면 원 상태인 책의 형태로
복원해야 함. 그러나 수록되어 있는 지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원형복원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함.
- 보존처리 대상(B-)임.
ㅣ2차 자문회의 사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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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업을 통해 규장각의 귀중한 고지도 자료를 직접 접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소중한 경험을 가
지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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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차 사업에 이어 2017년에도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

●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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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규장각 소장 고지도 목록집 발간 필요
고지도 기초조사의 자료는 1993년 『奎章閣 古地圖 解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3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에 대한 DB 구축은 1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추후 계속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차년도 연구에서는 계획했던 462종에 9종이 추가된 471종이 조사대상이였습니다. 추가된 지
도 대부분은 현재 원문자료 검색 시스템상에서 같은 지도로 검색되고 있는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
른 지도이거나 판본이 다른 경우, 이는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1993년 『奎章閣 古地圖 解
題』의 지도 유형 분류는 분류체계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일부 지도의 경우 유형 분류의 오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지도에 대한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규장각 전
체 목록집에 수록된 기준에 따라 고지도를 정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목
록, 해제, 이미지 등이 수록되어 규장각 소장 고지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지도 목록집의
제작, 간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규장각 소장 고지도 보관 방법에 대한 제언
2017년 조사 정리 과정에서는 보존처리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보존수리에 앞서, 현재 상황에서 보다 나은 고지도 보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규장각 서고의 공간적인 문제, 보존수리의 경제적인 부분 등을 감안할 때, 보
존수리와 병행해서 고지도 보관 및 보존 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낱장으로
개장된 지도의 경우 중성지 상자를 제작하고 많은 수량의 지도를 단일 지도함에 보관하는 것을 지양하
고 적정한 지도 수량으로 나누어 보관함으로써 지도 및 보관 케이스 하중에 의한 지도 훼손을 최소한
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 겹쳐 보관되고 있는 낱장 지도들의 경우 중성지 씰 티슈를 사용하여
배접지와 원본의 마찰로 인한 훼손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축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지도의 훼손을 줄
이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경이 큰 굵게말이 축으로의 보완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장
기적으로는 보존수리 및 원본 지도의 복원 및 복제본 제작과 함께 고지도 보관 장소 개선에 대한 논의
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지도의 형태가 문헌과 상이하므로 고지도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
간, 즉 고지도보관실이 독립 공간으로 설치되고 독립 공간에서 고지도에 적합한 서가 시스템을 구축해
보존하는 것이 원본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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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연구진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고지도 관리 및 보존수리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존 방식의 구현 방안입니다. 장기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고지도 보존과 관리, 수리 및 복원 방향의 설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모색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고지도 보존 및 복원의 미래 방향
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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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도 보존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건의

4) 고지도의 원형 복원에 대한 제언
원형에서 변형된 형태로 개장되어 현재 보관되고 있는 고지도의 원형 복원은 한국 고지도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태가 변형된 지도들을 모두 원형 복원하기
에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복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도의
2차 훼손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형에 대한 자료를 찾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지도 원형 복원은 우선 한국 고지도의 고유한 형태 및 특징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보존수리를 위해 이 사업에서 하고 있는 기초조사 즉,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DB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형 복원에 앞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를
복제, 또는 모사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3D를 활용한 방법 등을 통
해 지도 원형을 보여주는 방법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5) 고지도 보존수리 및 모사사업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고지도 보존수리 및 모사사업은 필사본 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
간이 소요되겠지만 목판본 지도의 복본 제작 등을 통해 목판, 동판지도 등 지도의 제작 방식을 찾아내
고 판각 기술을 계승할 수 있는 미래 인력 양성 등 우수한 한국의 고지도 문화의 계승을 이룰 수 있기
를 희망합니다.

6) 고지도 조사 공간의 공동 이용과 협소함
고지도의 경우 대형 자료이거나 다양한 형태 및 다양한 크기의 자료들(특히 병풍, 축 등)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본열람실에서 조사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원본열람실을 같이 이용하는 연구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송하고, 크기가 큰 지도의 경우 원본열람실 테이블에 펼쳐놓을 공간
이 마땅하지 않아 지도 조사 작업을 진행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점은 혹시라도 원
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지도 조사 및 지도 촬영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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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구의 필요성

발주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주관사업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 복원 및 보존기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복원 기술은 보존 처리자의 경험과 기술에 의존하는 전통적

사업명 :

방식을 고수하거나 일본, 프랑스와 같은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점을

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수리

사업기간 :

복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류 문화재의 손상 유형과 범위 및 소재

2017년 4월 24일 ~
2018년 2월 28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고도서 17만 5천여 책, 고문서 5만여 점, 책판
1만 8천여 점 등 총 30만여 점의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지류 자
료에 사용된 종이의 원료는 제조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용
된 잉크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또한 대부분 족자나 책의 형태로 존
재하지만 때로는 낱장의 종이를 접거나 묶어서 보관하는 등 보관 형태 및
환경이 유형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지류 자료의 손상 유형 또한 충해, 오
염, 결실, 접힘 및 구김 등으로 지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이에 대해 과학
적이며 적절한 맞춤형 보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지류문화재 자료의 수리복
원 효율을 증진시키고 문화재 복원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신 과학 기술인 3D 프린팅을 접목한 미래 융합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다. 동시에 수리복원 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원의 국
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3D 프린팅을 지류 문화
재 복원에 이용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 연구는 매우 선도적이며 진보적이라 할
것이다.
3D 프린팅은 컴퓨터로 설계된 3D 모델 데이터를 기계적 적층을 통하
여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물리적 형상으로 빠르게 제조하는 기술이
다. 설계된 데이터 도면을 적층하는 재료에 따라 액체 기반형, 분말 기반
형, 고체 기반형 등으로 분류하거나 현재 상용화된 20여 가지의 조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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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로 분류할 수 있다.3)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 (표 1-1)에 나타낸 것과 같으며
각 방식에 따라 프린팅 속도와 정밀도 등에 있어서 장단점이 존재한다4). 공통적으로는 적층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설계 및 형상의 제품이라도 도면만 있으면 한 번의 과정으로 간편
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떤 입체구조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즉, 기존 절삭 방식에서 어려웠던 복
잡한 형상의 맞춤형 제작이 용이하며 제작 시 공정의 간소화 및 조형에 있어 인건비와 조립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류 자료의 결손부 형상을 쉽고 빠르게 재현해내는 것
이 가능하다.
3차원 입체구조의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결손부위를 디지털 이미지화하고 구조물 제작이 가능한
3D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5) 현재 Maya, Rhino 등과 같은 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Computer Aided Design, CAD) 프로그램과 3D 스캐너의 고도화로 맞춤형 도면
제작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지류 자료의 보존 및 보강 작업은 주로 배접과
같은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각양각색의 결손부들을 메우기 위해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고 전문연구인력의 부족이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
하고 있는 지류문화재 자료의 수리복원 효율을 증진시키고 문화재 복원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학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 융합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리복원 기술의 선진
화를 추구함으로써 규장각의 국제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1 3D 프린팅 적층 방식에 따른 기술명 및 주요 특징
적층박식
Extrusion
(입출)

Jetting(분사)

기술명

정의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 가는 실(필라멘트) 형태의 열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녹여 얇은
필름형태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적층
∙ 노즐은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고열을 발산하며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강화

MJM
(Multi Jetting
Modeliing)

∙ 프린터 헤드에서 광경화성 수지와 WAX를 동시분사 후, UV Light
로 고형화하는 방식으로 적층
∙ 광경화성 수지는 모델의 재료이며, WAX는 지지대로 사용

Polyjet

∙ 광경화와 잉크젯 방식의 혼합
∙ 이스라엘의 Objet에서 개발(현재 Stratasys에 인수)

3DP
∙ 노즐에서 액체 상태의 컬러 잉크와 경화물질을 분말원료에 분사하는
(3 Dimensional Printing)
방식으로 적층

액체
Light
Polymerised

고체
Granular

SLA
(Stereo Lithography
Apparatus)

∙ 액체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 안에 저전력･고밀도의 UV 레이저
를 투사하여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층
∙ 조형판 위에 지지대(받침대)를 조성하고 조형하고자 하는 모델의 아
랫부분부터 경화･적층

DLP
(Digital Light
Processing)

∙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조형하고자 하는 모양의 빛을
DLP(Digital Light Projector)에 투사하여 적층
∙ 프로젝터에서 나온 이미지를 마스크 단위(2차원)로 투사

SLS
∙ 베드에 도포된 파우더(분말)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소결하고,
(Selective Laser Sintering)
파우더를 도포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적층

3) Choi, Sung-Kwon, 3D Printing technology and Architectural Application,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Vol.58(2):17-25, 2014.
4) 곽기호, 박성우, 글로벌 3D 프린터산업 기술 동향 분석, 기계저널, Vol.53(10):58-6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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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e, Yong Soo, Effective usage of CAD program(Maya, Sculptris, Meshmixer)for FDM 3D printing, The Korean
Society of Illustration Research, Vol.47:39-49. 2016.

기술명

정의

EBM
∙ 고진공 상태에서 전자 빔을 활용하여 금속 파우더를 용해하는 방식으
(Electron Beam Melting)
로 적층
Directed Energy
Deposition

DMD
(Direct Metal
Deposition)

∙ 지지대 역할 금속 포면에 고출력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일시적으로
용융풀을 생성하고, 여기에 금속 분말을 공급하여 클랜딩 층을 형성
(DMT로도 알려짐)

Wire(인발)

EBF3
(Electron Beam Free
Form Fabricarion)

∙ 와이어 형태의 금속 워료에 전자빔을 조사시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층
∙ NASA의 Langley Research Center에서 개발 주도

Sheet Lamination

LOM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 모델의 단면 형상대로 절단된 점착성 종이, 플라시틱, 금속 라미네이
트 층 등을 접착제로 접합하여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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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tering
(melting)

●

∙ 도포된 금속 파우더에 선택적으로 고출력 Ytterbium-Fibre 레이저
를 조사하여 용융시키는 방식으로 적층
∙ 금속 파우더가 응용되는 동안 산화 방지를 위해 불활성 가스(아르곤,
질소)가 챔버 내에 공급

SLM
(Selective Laser
Meliting)

保存硏究

적층박식

1.2. 문화재 자료 보강 연구 개발 사례
가. 지류 자료 보강 연구
지류의 노화는 셀룰로오스 분자가 산 촉매 및 산화에 의해 분해됨에 따라 황변 현상과 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여 진행된다.6),

7), 8).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칼리토금속을 이용한 탈산처리방법이

1930년대에 발표된 이후, 다양한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셀룰로오스의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9),

10).

현재 한국의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일본의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중국의 당안국(문서관리국), 북한의 국가문헌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공공 보존 기록관 및
민간 보존 기록관에서 지류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적용함과 동시에 더욱 발전된 보존 방
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화된 지류의 강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셀룰로오스를 에테르
혹은 에스테르화하여 제조한 셀룰로오스 유도체(Carboxymethyl cellulose, Hydroxypropyl
cellulose, Methyl cellulose, Ethyl cellulose, Cellulose nitrate, Cellulose acetate 등)를
이용하여 지류의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이 보고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에
서도 Methyl cellulose(MC)가 노화에 대한 저항성과 강도의 보강성이 우수해 범용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11),

12), 13)

2011년에는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이용하여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보존복

6) Hollinger, W. K. Jr., The Chemical Structure and Acid Deterioration of Paper, Library Hi Tech Vol.1(4):51-57
(1984).
7) Gurnagul, N., Howard, R. C., Zou, X., Uesaka, T. and Page, D. H., The Mechanical Permanence of Paper: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ulp and Paper Science Vol.19(4):160-166 (1993).
8) Daniels, V. D., The Chemistry of Paper Conservation, Chemical society reviews, Vol.25(3):179-186 (1996).
9) Carter, H. A., The chemistry of Paper Preservation. Part 1. The Aging of Paper and Conservation Techniques,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Vol.73(5):417-420 (1996).
10) Baty, J. W., Maitland, C. L., Minter, W., Hubbe, M. A. and Jordan-Mowery, S. K., Deacidific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Paper-based Works: A Review, Bioresources 5(3):1955-2023 (2010).
11) C.A. Baker, Methylcellulose and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Use in paper conservation.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Book and Paper Group, 10th Annual Meeting,
Postprints (1982).
12) J. Strnadova, M. Durovic, The cellulose ethers in paper conservation, Restaurator, 15:220-241 (1994).
13) M. Seki, N. Sonoda, T. Morita and T. Okayama, A new technique for strengthening book papers using cellulose
derivatives, Restaurator, 26:239-24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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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사용한 연구가 보고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유도체들 중에서도 특히 MC가 인공적인 열화
이후에도 강도의 유지효과가 우수하고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14),

15)

다

른 방법으로는 노화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원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특징을 지닌 섬유를 기계식
배접법을 이용하여 보강하는 리프캐스팅법이 있으며,16) 2011년과 2012년에 노화된 지류에 한지
를 이용하여 리프캐스팅법을 적용한 연구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다.17),

18)

현재 동양권에

서 지류 문화재를 복원 및 보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수작업을 통한 보강처
리로, 닥종이로 제조된 한지 혹은 화지를 강도가 저하되거나 손실된 부분에만 띠 형태로 보강하
는 라이닝법, 넓은 범위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덧대어 보강하는 배접 방법이 대표
적이다.19) 때문에 배접 방법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접 방법에 대한 연
구20),

21)

뿐 만 아니라 제작 방법에 따른 배접지의 특성22), 배접지의 안정성23), 배접지 제거 및

재처리24), 배접지의 보존 특성25), 인공 열화에 따른 배접지의 물성26), 국내･외 배접지의 물성 비
교27)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현대에 새로이 개발된 보강 방법으로는 1980년대 영국에서 개발한 그래프트-코폴리머라이제이션방
법28), 파라크실렌 중합으로 얻어진 파릴렌 플라스틱을 이용한 보강법29),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
사이에 지류를 놓고 열로 압착시키는 라미네이팅 방법30), 폴리에스테르 필름사이에 문서를 넣고 밀봉
하는 기술로, 문서사이에 알칼리성 완충지를 넣고 봉입하여 건조화, 산화를 억제하는 폴리에스테르 봉
입법31) 등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폴리비닐리딘 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고분자를 사용하여 짚 종이에 전기 방사하여 보강한 연구32)가 발표되어 전기 방사를 통
한 지류 자료의 보강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14) 강광호, 김형진, 셀룰로오스 유도체 용액을 이용한 열화 한지의 강도보강 처리에 관한 연구, 펄프종이기술, 43(2), 40-48 (2011).
15) 김강재, 이민형, 엄태진, 수용성 고분자를 이용한 열화한지의 보강처리, 펄프종이기술, 43(5), 1-10 (2011).
16) R. Futernick, Leaf casting on the suction table,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22(2):82-91
(1983).
17) 박소연, 이귀복, 리프캐스팅처리 원료로서 한지의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9).
18) 박소연, 이귀복, 기계식 배접처리를 위한 한지섬유와 화학펄프의 최적 배합비 탐색 및 평가,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12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 207-213 (2012).
19)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류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20) 김성준, 전통장황의 의의와 보존수복 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21) 이충현, 효율적인 복원･보존을 위한 배접 및 표장 연구, 인하대하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2) 최경화, 서진호, 강영석, 윤경동, 정소영, 육재/소다회 첨가에 따른 국내 배접지의 특성 비교 분석, 펄프･종이
기술 41(3):65-69 (2009).
23) 정선영, 정소영, 정선화, 서진호, 유기질 문화재 복원재료의 재질안정성에 대한 연구, 보존과학연구, 29:5-18 (2008).
24) 박지선, 絹本繪畵 보존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 배접지, 보존과학회지, 5(2):57-64 (1996).
25) 최경화, 박지희, 서진호, 기능성 배접지의 보존 특성 분석 : 호분지, 보존과학연구, 31:79-88 (2010).
26) 정선화, 최경화, 박지희, 강영석, 윤경동, 열처리 인공촉진열화가 배접지의 광학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연
구, 30:93-102 (2009).
27) 정소영, 최경화, 박지희, 강영석, 국내･외 배접지의 물성 비교 분석, 펄프･종이기술, 41(3), 60-64 (2009).
28) Spiros Zervos, Irene Alexopoulou, Paper conservation methods: a literature review, Cellulose, 22:2859-2897
(2015).
29) H.A. Carter, The chemistry of paper preservation. Part 3. The strengthening of paper,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73(12):1160-1162 (1996).
30) J.W. Baty, C.L. Maitland, W. Miner, M.A. Hubbe and S.K. Jordan-Mowery, Deacidific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paper-based works:A review, BioResources 5(3):1955-2023 (2010).
31) 김성수, 신종순, 윤만영, 신현창, 이성원, 박성규, 기록매체별 보존･복원 기술 현황 조사 용역, 국가기록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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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inglian Li, Sancai Xi, Xiwen Zhang, Conservation of paper relics by electrospun PVDF fiber membran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15:359-36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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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3D 디자인 및 프린팅 과정에 대한 모식도(좌)와 FDM 방식의 3D 프린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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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문화재 수리 복원 연구
최근 고고학과 유물 수리 및 복원 분야에서 <그림 1-1>과 같은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그림 1-2).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Smithsoniam X 3D project’를 통해 막대한
양의 소장품을 3D로 정밀하게 스캔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필요시 3D로 감상하는 것은
물론 3D 프린터로 출력까지 하게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분야의
최대 규모인 ‘마리퀴리 펠로우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디지털문화유산 양성 훈련 네트워크’가 주도하
여 2015년 2월 수니파 무장조직 IS가 훼손한 이라크의 모술 박물관 소장품을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
해 복구하는 ‘프로젝트 모술(Project Mosul)’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와 레스터 대학교는
2015년부터‘위기에 처한 고고학(Endangered Archaeology)’팀을 결성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3D로 스캐닝하고 있으며, 미국 비영리단체 사이아크(CyArk) 역시 500개의 문
화재 및 유적지에 대해 3D 스캐닝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은 9x14 cm 크기의
소뼈에 인쇄된 3000년 된 중국 갑골 문자를 3D 프린팅으로 복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뼈의 표면 전
체를 보여주기 위해 130만 여개의 측면 사진들을 결합하여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얻었고 이를 프린
팅 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헤리티지 랩은 3D 프린팅을 통해 15세기의 조각상 일부를 재현해 복구하였
으며 영국의 팩텀 아트는 투탕카멘의 무덤을 3D 프린팅을 이용, 무덤의 전체적 구조는 물론 내부 벽
화, 먼지 및 얼룩 상태 등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성공적으로 재현하여 관광객들이 실제 무덤에 들어가
지 않고도 무덤 내 구조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전통문화재의 3D 프린터 적용을 위한 문화콘텐츠 리빌드 및 저
작권 보호 기술 개발’이 연구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한국 최초로 국립중앙박물관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깨진 백자수주를 복원한 바가 있다. 백자수주의 전면에 구름과 용 무늬가 있었
지만 절반 정도가 결실된 상태였으며, 그 범위가 크고 정확한 문양 형태를 찾을 수 없어 기존의 수작업
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유물이었으나 3D 스캐닝과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빠르고 정밀하게 결실부를 복원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현대 재현
품인 청자칠보무늬향로와 차륜식토기를 인위적으로 파손시킨 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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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밝히고 있다.33)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류 문화재의 수리 복원에 3D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연구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성공적인 우리 연구는 3D 프린팅을 지류 수리복원에 응용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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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3D 프린팅하여 복원한 논문을 발표하여 수작업에 비해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한 형태의

그림 1-2 고고학과 유물 수리 및 복원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 도입 사례. (A) IS가 훼손한 이라크 모술 박물관
소장품을 3D프린팅 기술로 복구하는 ‘프로젝트 모술(Project Mosul), (B) 영국 옥스퍼드와 레스터 대학의
‘위기에 처한 고고학(Endagered Archaeology)’ 문화유적지 3D 스캐닝, (C) 국립중앙박물관 주도 하 3D
프린팅 기술로 복원한 중국 송나라 백자수주

1.3. 기술 적용의 장애요소 및 한계점
가. 현 지류 수리복원 기술의 취약성
우리나라에서 지류 자료의 보강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짜깁기와 배접 방법이다.
이들은 수작업을 통한 보강 방법으로 후에 쉽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며, 풀을 이용하여 다른 지류를 덧대는 방법이므로 원 지류 자료 자체의 강도
를 향상시키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보강 방법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배접에 사용되는
풀은 대부분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나, 추출 및 건조 방법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커 안정적인 수득물
을 얻기가 힘들며 아교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아교 및 전분풀의 경우에는 방부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리프캐스팅은 작업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
르지만 손상이 심하거나 파손된 지류 자료 및 수용성 잉크로 쓰여진 지류 자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나. 3D 프린팅 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현재까지 3D 프린팅 기술을 지류 수리복원에 이용한 사례가 없어 비교 가능한 대조군이 없고, 대부
분의 FDM 방식이 가열하여 녹인 고분자 소재를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류 자료상에
적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을 지류 수리 복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접근 방식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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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해순, 위광철, 3D 프린팅을 이용한 토기･자기 문화재 복원 연구, 보존과학회지, Vol.31(2):131-145, 2015.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자동차 및 항공 우주 분야와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과 보존 효과를 오랜 시간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3D 프린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선행 연구와 인력 양성
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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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문화재 수리 및 복원에는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문화재의 처리는 반영구적이므로

●

있고, 예술계 쪽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프린팅 재료와 3D 설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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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3D 프린팅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관련 연구

1.4. 앞으로의 전망
3D 프린팅을 문화재 수리 복원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문화재 수리 복원에 대한 독자적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늘어날 것이
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수리복원 기술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
라 전망된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
나, 관련분야 선행 연구 및 전문 연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기
술을 들여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한국 고유의 복원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재 복원에 있어 석조와 금속
문화재 관련 연구자는 많은 편이지만, 공공 및 민간 기록원에 보관된 수 천만권의 지류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한지를 기본으로 한 지류 보존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많다.
본 과제를 통해 보강 방법을 표준화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소장 자료 뿐 아니라 고도서, 근대 도
서 등 다양한 중요 지류 문화재에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FDM 방식의 3D 프린터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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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목표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지류자료의 보강법에 있어 새로운 기술인 3D 프린팅을 도입하여 규장각 소
장 지류의 효율적 보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 분석된 소장 자료의 디지털 이미지화 방안을 모색
하고 맞춤형 3D 프린팅 몰드의 디자인 및 프린팅을 통한 효율적인 보강기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과학 기술인 3D 프린팅과 지류 문화재 복원 분야를 융합하여 최초로 그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관련 분야 선행연구로서 향후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본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손상 지류를 디지털 이미지화함과 동시에 이를
3D 도면화하여 손상부 맞춤형 3D 몰드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3D 프린팅과 지류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프린팅 재료를 탐색하고 구조물의 두께, 높이, 스케일 등의 변화에 따른 지류에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생산된 3D 몰드에 다양한 펄프 섬유를 채우면 원지와 유사한 성분을 가짐
과 동시에 손상 지류 결실부의 모양과 일치하는 보강체를 제조할 수 있다. 이에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산제를 첨가하여 극도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펄프 섬유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보강체와 지류 간 접착
력을 평가하여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기초 마련 및 3D 프린팅을 도입한 맞춤형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
보급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그림 1-4 손상된 부분 디지털 이미지화 및 3D 프린팅 몰드 제작을 통한 복원 진행 과정

• 손상 원지의 디지털 이미지화 방안 모색
- 원지에 추가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미지화 방안 모색
- 손상 원지의 디지털 이미지화 및 이미지 수정 작업 진행
• 3D 프린팅 몰드의 디자인
- 초심자에게도 수월한 디자인 과정 제시
- 지류문화재 보강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 제시
• 3D 프린팅 소재 선정 및 프린팅 주요 요건 파악
- 3D 프린팅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는 소재 선정
- 펄프 소재와 3D 프린팅 소재 사이의 상호 작용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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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펄프 소재에 대한 섬유 분석 실시

- 첨가제를 통해 생성되는 종이 시트의 표면 특성 파악
- 펄프를 나노섬유와 혼합하였을 때 균일성에 기여하는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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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적 폐쇄 공간 내 균일성 확보를 위한 방안 탐색

●

- 실제 펄프 섬유의 분산성 측정 및 분산을 위한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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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프 섬유 특성에 따른 분산성 연구

• 3D 프린팅 몰드를 이용한 지류 보강 적용 및 특성 평가
- 최종적인 적용을 위한 보완점 제시
- 제시한 펄프 섬유의 추가적 특성 및 응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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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원지의 디지털 이미지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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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손상된 모양과 동일한 모양을 가진 몰드를 만들어 최종적으
로 손상된 고문서의 복원에 사용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상된 부분에 맞춘 몰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고문서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적은 인력이 투입되어 원지를 디지털 정보로 이미지화하는 방법 중 현재 보편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은 스캐너를 이용한 이미지화 방법이다. 스캐너는 실제 있는 문서나 물건을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주는 기계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방식을 통해 실물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고문서를 이미지화시키는 방법으로
스캐너를 이용하기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큰 제약은 고문서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캐너를 사용하여 문서를 이미지화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표
2-1>에 정리해 놓았다. <표 2-1>과 같은 유형으로 인해 고문서에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
려면 디지털 이미지화를 위해서 스캐닝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2-1 스캐닝에 의한 고문서의 손상 유형
-

스캐닝 되는 문서가 스캐너의 가장자리에 걸리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스캐너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문서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강렬한 빛은 스캐너의 유리판에 열을 유발하게 되고 열은 고문서의 열화에 영향을 미친다.
고문서는 스캐너의 유리판과 덮개에 눌려서 균열이 생기거나 찢어질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의 실제 모습과 동등한 이미지 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문서의 디지털 이미지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이미지화 과정을 진행할 때 고문서의
추가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택해야 한다. 고문서는 외부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가혹한 환경에 노출될수록,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칠수록 추가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서의 이미지화는 ‘단기간에, 문서가 보관되고 있는 장소에서, 강한 빛이나 열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
에서, 소수의 인원이 투입되어’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이미지화는 또한 원지와 얻은 이미지 간에 차이가 없이 동등하여야 한다. 얻은 이미지가 원
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되면 추가적으로 원지에 접촉해야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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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는 왜곡이 가해졌기 때문에 실제 사물과 달리 손상된 크기가 다르고 비율이 맞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왜곡이 있는 이미지는 지류 문화재 보강을 위한 본 실험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손상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몰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된 이미지의 왜곡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
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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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카메라를 이용한 문서의 촬영은 렌즈의 굴곡 정도에 따라 피사체에 왜곡을 준다. 촬영된 이미지

●

위의 두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촬영을 통해 고문서의 이미지를 얻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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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문서의 추가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류 자료의 보강을 위한 본 실험의 의미가 퇴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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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재료 및 연구 방법
2.1. 공시 재료
손상된 샘플의 정보를 그대로 디지털화 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손상
된 샘플의 촬영을 진행하였다. 손상된 샘플은 Double A에서 제작한 A4 용지를 통하여 폭 16.4cm,
높이 6.4cm의 크기로 제작 되었으며, ‘규장각’의 ‘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글자 모양 그대로 오려내어
천공이 있는 고문서의 디지털 이미지화 과정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는 미국 어도비 시스
템즈 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Photoshop) CS6’프로그램을 통하여 디지털 카메라 렌즈
로 인한 왜곡을 보정하였다.

2.2. 연구 방법
사진 데이터를 PC를 통해 수정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포토리터칭 (Photo-retouching) 이라고 한
다. 포토리터칭은 촬영만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담아낼 수 없는 이미지를 실제 대상의 정보와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현재는 포토리터칭을 위해 앞서 언급한 포토샵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포토샵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 해상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낮은 해상도
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깨지거나 손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대상의 이미지는 포토리터칭 방법에서 제시하는 권장 해상도인 300 픽셀 이상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픽셀 단위는 화소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의 개수를 알려
주는 단위이다. 따라서 픽셀 단위가 클수록 고화질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더 실제 대상에 가까운 이미
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픽셀 단위가 클수록 PC 저장 용량 및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큰
시간이 소요되어 수정에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막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8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첫 이미지를 촬영하였고 이미지 수정과정에서 권장 최소 해상도인
300 픽셀로 설정하여 포토리터칭 작업을 진행하였다.
포토리터칭 작업은 포토샵 프로그램의 다양한 툴을 사용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 이미
지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왜곡이 없어진 이미지의 완성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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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선택도구」를 이용한 대상 이미지 추출

●

그림 2-1 디지털 촬영을 진행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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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은 포토샵 프로그램의 「자동선택도구」툴을 이용하여 진행했다. 추출을 위해
서는 배경과 추출하려는 대상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였다. <그림 2-1>
과 같이 하얀 종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검은 바탕을 두는 식으로 촬영을 완료한 후 ‘[파일]-[열기]’를
통해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내었다. 그런 후 좌측에 있는 「자동선택도구」(

)를 통해 포토리터칭

방법을 통해 수정 하고자 하는 이미지 범위를 선택한다. 빠진 곳이 없이 샘플의 이미지를 선택하였으
면 복사하기를 이용하여 클립보드에 이미지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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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실제 크기에 맞추어 입력한 새로 만들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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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만들기]를 이용하여 실제 샘플의 크기와 동등한 크기로 샘플 크기 맞추기

복사한 이미지를 실제 크기와 같은 크기로 맞추어 주기 위해서 우선 <그림 2-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파일]-[새로만들기]’를 클릭하여 빈 문서의 크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을 연다. 빈 문서의
크기는 미리 측정해 놓은 샘플의 크기와 같게 입력해 준다. 이 때 해상도는 앞서 설정한 최소값인 300
을 입력한다. 해상도 300 Pixels/inch는 인쇄할 이미지에 사용되는 해상도로서 프린팅용 고화질 이미
지에 사용하는 값이다. 해상도 300 Pixels/inch 설정에 맞추어 이미지를 편집하면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 값인 75 Pixels/inch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몰드의 프린팅 면에서 차이점이 발생한
다. 해상도에 따른 프린팅 몰드의 차이는 <그림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프린팅 된 몰드를 비교해
보면 해상도 300일 때의 이미지로 만든 몰드가 75일 때 보다 모서리 및 모양 면에서 실제 손상된 이미
지와 더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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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해상도 설정에 따른 3D 프린팅 된 몰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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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복사한 선택 이미지를 새로 만들기 한 실제 크기 창에 붙여넣기 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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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로 복사해 놓은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다. 첫 이미지의 해상도에 따라 붙여넣기를 진행한 이미
지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림 2-4>의 모습처럼 이미지가 붙여넣기 된다.

다. 크기 변환 도구를 이용한 이미지 크기 및 왜곡 조절
붙여넣기 한 이미지를 실제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새로 만들어 준 실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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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를 300으로 설정하여 실제 이미지 크기와 같은 크기의 빈 문서를 불러내었으면 ‘가’에서 미리

기의 창에 맞추고 기울어짐과 같은 왜곡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 크기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크기를 조절할 부분의 선택이 필요하다. 선택을 위해서 ‘가’과정에서와 같이 「자동선택도구」툴을 이
용하여 붙여넣기 한 이미지를 선택한다. 빈 틈 없이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그림 2-5>와 같이 위의 툴
바에서 ‘[편집]-[자유변형]’을 클릭한다. [자유변형]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선택한 범위의 각 모서리에
드래그하여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 된다. 버튼이 활성화 되었으면 마우스를 통해 버튼을
눌러 새로 만들어 준 창에 맞추어 선택한 이미지의 크기를 늘려준다.

그림 2-5 자유변형 툴로 붙여 넣기 한 이미지를 실제 크기에 맞추어 준 모습

크기를 동등하게 맞추어 주어도 렌즈에 의한 왜곡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모양과 크기가 변형
된 이미지는 똑같지 않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실제 크기와 똑같이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편집 툴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사용하는 툴이 ‘뒤틀기’ 툴이다. 뒤틀기 툴은 <그림
2-6>에서와 같이 ‘[편집]-[변형]-[뒤틀기]’를 클릭해 줌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이 때 앞서 자유변형과
같이 뒤틀기를 통해 왜곡을 잡아줄 이미지의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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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뒤틀기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왜곡을 수정해 주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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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기 툴을 선택하게 되면 (그림 2-6) 우측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드래그를 통해 각 점 부근의 왜
곡을 늘려줄 수 있는 12개의 점이 생성 된다. 12개의 점을 각각 조절하여 늘려주게 되면 이미지를 실
제 크기와 같게 맞추어 줄 수 있다. 왜곡이 모두 수정되면 <그림 2-7>과 같이 폭과 높이가 실제의 이
미지와 동등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미지 샘플이 완성된다.

그림 2-7 포토리터칭이 완성된 이미지 샘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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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포토샵을 이용한 포토리터칭 방법은 왜곡이 있는 촬영 이미지를 실제의 대상과 동등하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림 2-8>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크기를 맞추고 왜곡이
맞추어진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해 크기를 비교해 보면 실제 대상의 크기와 동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8 포토리터칭 된 이미지의 ‘규’와 실제 ‘규’의 크기를 비교한 모습

촬영 및 포토리터칭 과정을 통해 수정된 이미지는 프린팅 몰드를 디자인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는 실제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진행할 수 있는 3D 디자인을 진행하기 적합하다. 뿐
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실제의 지류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화재가 손상되었을
때 디지털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 전의 상태를 파악하고 원하는 부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정보의 이용 중에서 가장 활용도 면에서 우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원하는 부분의 넓이 계
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추후 6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본 기술을 이용하여
넓이를 계산한다면 실제 문헌을 접촉하지 않고도 원하는 넓이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위한 기술 외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120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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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1. 연구 배경
본 연구 항에서는 앞서 얻어낸 이미지를 활용하여 3D 프린팅을 위한 몰드를 제작하고자 한다. 컴퓨
터 그래픽에서 3D 모델링은 가상의 3D 공간에 재현 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모델링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과정은
CAD (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된다. 2D 상에 존재하는 보통 객체는 점을
선으로, 선을 표면으로, 표면을 도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3차원 구조로 변환되어 진다.
이렇게 CAD 프로그램에서 그려진 3차원 구조는 3D 프린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G code로 번역된 파일만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한 3D 구조를 3D 프린팅하기 위해서 CAD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STL 파일을 G code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파일 언어의 변환은 기존 파일을 해석하고 번역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행된다. 3D 프린
터의 구동을 위한 G code 파일로 변환해주어야 한다. G code 파일은 모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
한 좌표 값이 기입되어 있는 파일을 말한다. 이렇게 3D 디자인 파일의 좌표를 해석하여 G code 파일
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슬라이스 프로그램 (혹은 CAM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G
code 파일의 변환에서는 3D 구조체를 층층이 나누어 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누어진 구조의
정보는 곧 3D 프린팅을 진행할 때 한 층을 구성하는 정보로서 활용된다. 보급형 3D 프린터들은 대체
적으로 이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3D 데이터를 G code화 시켜서 3D 프린터의 구동이 가능하게
번역해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몰드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진행하더라도 따라할 수 있는 정
형화되고 쉬운 디자인 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의 목표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3D
프린팅 몰드의 디자인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친숙한 프로그램은 검색을 통하여 조사 후 선정하고자 하
며 시간적･활용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서술이 이루어지면 디자인 방법에 대한 고안
과 디자인 한 몰드의 활용 면에서 있을 애로사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크게 디자인 과정 및 방법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에 애로사항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인
몰드 디자인의 설정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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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재료 및 연구 방법
2.1. 공시 재료
가. 디자인 과정 및 방법 연구
3D 프린팅 몰드를 만들기 위해 미국 Robert McNeel & Associates 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인
‘Rhinoceros 5.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Rhinoceros에서 제작한 디자인 파일인 STL 파일은 오픈
소스 기반의 3D 프린터 제작사인 얼티메이커사에서 개발한 ‘Cura 15.02.1’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물이 가해진 종이의 팽창 정도 확인
본 연구는 물에 부유한 상태인 펄프 소재를 종이에 직접 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복원하고자 하는 문서가
물에 젖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종이는 섬유들이 마르면서 시트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다공성 구조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어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물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몰드의 디자인을 진행할
경우 팽창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A4 용지, 한지
A4 용지, 한지 색종이, 노화 죽지의 네 가지의 종이에 대해서 팽창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팽창의 정도는 육
안을 통해서 관찰하였고 표면상에서 물과 종이의 상호작용은 Dark-field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2.2. 연구 방법
가. 디자인 과정 및 방법 연구
3D 프린팅 몰드의 디자인을 위해서 우선 위에서 제시한 Rhinocer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결하
면서 세세하게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항에서는 3D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과 더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 또한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 가지의 유물 복원 과정에서는 오직 한 가지의
복원 기술을 선택하여 복원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 때 <그림 3-1>과 같이 한 가지 기술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면 3D 프린팅 몰드를 이용해 문화재를 복원할 때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활용 방안의 제시는 곧 기술 적용에 있어서 장점이 될 것이다.
그림 3-1 부분적 몰드를 이용한 손상 용지의 복원 방법(좌) 및 전체적 몰드를 이용한 리프캐스팅 모방 손상 용지의
복원 방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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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oceros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크기와 같은 몰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이미지화를
진행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지는 <그림 3-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툴바의 ‘[서피스]-[평면]-[그림 프레임]’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다. 이미지 파일은 실제 크기에 맞춰
주기 위해서 좌표 설정 및 프레임 길이 설정이 필요하다.
❍ 부분적 몰드 디자인 방법
그림 3-3 Rhinoceros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 몰드를 디자인하는 과정

➀ 곡선 도구 (

) 를 이용하여 이미지로부터 선 그리기

평면 이미지에서 부분적 몰드의 돌출을 위한 선을 따내는 과정은 커브 도구의 곡선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된다. 선은 틀이 될 수 있도록 총 두 개를 그려준다. 선 두 개는 <그림 3-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따라서 일정 간격을 두고 그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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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곡선 도구를 이용하여 틀이 될 수 있도록 선 그리는 방법

➁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도구 (

) 를 이용하여 그린 선을 3D로 돌출하기

그려준 곡선은 솔리드 도구의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도구를 이용하여 3D 구조화 시켜준다. 돌출
도구 버튼을 누르고 곡선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3-5>와 같이 돌출 거리를 설정하라는 명령어가 뜨게
되고 돌출하고자 하는 거리의 숫자를 입력해 주면 그에 해당하는 높이의 3D 구조체가 형성된다. 각각
의 라인은 위의 도구를 통하여 원하는 높이의 구조체를 형성시켜 준다.

그림 3-5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도구 선택 시 나타나는 돌출 거리 명령어의 모습

➂ 부울 차집합 (

)을 통하여 부분적 몰드 제작하기

틀 구조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솔리드 도구의 부울 차집합 도구가 필요하다. 부울 차집합 도구
는 처음 선택한 구조체에서 나중에 선택한 구조체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제거하는 도구이다. <그림
3-6>과 같이 부울 차집합을 클릭 한 후 [외부 구조체 선택 – Enter – 내부 구조체 선택 – Enter]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그림 3-7>과 같은 디자인이 형성된다.

124

保存硏究

그림 3-6 차집합을 계산할 서피스 선택(좌)과 차집합 계산에 사용할 서피스 선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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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부울 차집합을 실행하기 전(좌)과 후(우)

❍ 전체적 몰드 디자인 방법
그림 3-8 Rhinoceros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적 몰드를 디자인하는 과정

➀ 곡선 도구 (

) 와 상자 그리기 도구 (

) 를 이용하여 이미지로부터 선 그리기

평면 이미지에서 전체적 몰드의 돌출을 위한 선을 따내는 과정은 커브 도구의 곡선 도구와 상자 그
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된다. 이 때 곡선 그리기는 앞 선 부분적 몰드 디자인 방법과는 달리 하나의
선만을 그려준다. 그 후 상자 그리기 도구를 통하여 <그림 3-9>와 같이 그려준 곡선이 포함될 수 있도
록 네모 상자를 그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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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hinoceros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적 몰드를 디자인하는 과정

➁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도구 (

) 를 이용하여 그린 선을 3D로 돌출하기

그림 3-10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도구 선택 시 나타나는 돌출 거리 명령어의 모습

그러준 곡선 및 상자는 솔리드 도구의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도구를 이용하여 3D 구조화 시켜준다.
돌출 도구 버튼을 누르고 곡선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3-10>과 같이 돌출 거리를 설정하라는 명령어
가 뜨게 되고 돌출하고자 하는 mm의 숫자를 입력해 주면 그에 해당하는 높이의 3D 구조체가 형성된
다. 각각의 라인은 위의 도구를 통하여 원하는 높이의 구조체를 형성시켜 준다.

➂ 부울 차집합 (

) 을 통하여 전체적 몰드 제작하기

틀 구조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솔리드 도구의 부울 차집합 도구가 필요하다. 부울 차집합 도구
는 저음 선택한 구조체에서 나중에 선택한 구조체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제거하는 도구이다. <그림
3-11>과 같이 부울 차집합을 클릭 한 후 [외부 구조체 선택 – Enter – 내부 구조체 선택 – Enter]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그림 3-12>와 같은 디자인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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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차집합을 계산할 서피스 선택(좌)과 차집합 계산에 사용할 서피스 선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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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부울 차집합을 실행하기 전(좌)과 후(우)

위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해 준 3D 프린팅 몰드는 <그림 3-13>과 같이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
장]’을 통해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STL 파일로 저장해 준다. 이 때 3D 파일로 저장
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 형식을 STL로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3-13 디자인 한 이미지를 STL 파일로 저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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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 파일을 G code 파일로 변환 시켜주기 위해서 Cura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STL 파일
을 열어준다. 그 후 좌측에 Quality, Fill, Speed and Temperature, Support, Filament의 탭에서
3D 프린팅 조건을 설정한다.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설정에 맞추어 불러온 3D 구조
체를 프린팅 가능하도록 층층이 나누어 준다. 설정이 완료되면 [File-Save G code] 파일을 선택하여
<그림 3-14>와 같이 G code 파일로 저장해 준다. 저장 된 파일은 프린팅을 위해서 프린터에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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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ra 15.02.1 프로그램을 이용한 G code 변환 방법

는 SD 카드에 이동해 준다.

그림 3-14 Cura 파일에서 불러온 STL 파일(위)과 G code 파일로 저장하는 모습(아래)

나. 물이 가해진 종이의 팽창 정도 확인
종이는 셀룰로오스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셀룰로오스는 구조상에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는 물에 넣었을 때 물과 수산화기 사이에 수소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눈으로 보기에 ‘젖
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물체에 물과 상호작용하는 구간이 다량 존재하고 그 물체를 이루는 구조가
느슨하면 물이 구조 사이에 다량 함유되게 되고 느슨한 구조체를 이루는 구조의 사이를 벌려주어 물체
가 팽창하게 된다.
종이의 경우에는 그 가공법에 따라 다르지만 크기가 큰 마이크로 섬유가 쌓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은 섬유가 쌓여 만들어진 종이의 경우 팽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원을 진행
하는 종이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팽창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를 가늠하여 3D
프린팅 몰드를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그림 3-15>와 같이
1x1㎠로 이루어진 천공이 있는 네 가지 샘플을 제작하였다. 그 후 각각의 샘플을 물에 완전히 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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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자를 통해 육안으로 1차적 관찰을 진행하였고, 그 후 Dark-field 현미경을 통하여 물에 젖기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그림 3-15 물에 의한 종이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정한 샘플의 모습

●

전과 후의 섬유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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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처리해 준 후 수 시간 후에 물에서 건져내어 종이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종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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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디자인 과정 및 방법 연구
3D 프린팅 몰드는 Rhinoceros 와 Cur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할 수 있었다. 몰드의 디자인
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CAD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툴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앞서 얻어낸 이미지를 불러내고 그 이미지 위에 선 그리기 도구를 통하여 손상된 부분에 맞춰 선만
그리면 기본적인 몰드가 완성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원하는 모양으로 복
원을 위한 몰드를 디자인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디지털화 된 이미지와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몰드의 디자인 방법은 복원하고자 하는 지류의 조건
에 따라 다양한 높이와 면적을 가진 몰드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종이와 밀착해
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술 적용의 경우에는 몰드의 높이를 1mm까지 설정하여 몰드 자체에 유
연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두꺼운 부분에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술 적용의 경우에는 몰드의 높이
를 최대 7cm까지 몰드를 디자인 할 수 있다.
위의 방법을 이용하면 복잡한 모양의 손상에 대한 몰드를 제작하기 용이하다. 복잡한 모양에서 비율
변화를 통해 사진을 그대로 3D 이미지화 시켜주는 디자인 방법의 경우에는 <그림 3-16>의 좌측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손상된 부분을 정확히 커버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 방법의
경우에는 복원자의 조건에 맞춘 몰드 제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 과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
으로 몰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3D
프린팅을 위한 몰드를 디자인하면 지류를 복원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 3-16 사진의 비율 조절을 통해 디자인 한 몰드(좌)와 CAD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한 몰드(우)의 모습

3.2. 물이 가해진 종이의 팽창 정도 확인
물이 가해진 종이의 변화 정도는 우선 자를 통해 크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는 <그림 3-1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설정한 샘플 중에서 실제 고문서와 가장 가까운
특징을 가진 샘플은 노화 죽지였는데, 노화 죽지에서 조차 최초에 제작한 1x1㎠ 의 천공이 물에 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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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도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젖기 전 종이 샘플과 젖은 후 종이 샘플의 표면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됨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셀룰로오스 섬유의 표면에 있는 수산화기는 물과 수소 결합을 맺는 것뿐만 아니
라 섬유와 섬유 사이에도 수소 결합을 생성하게 된다. 섬유 간의 견고한 수소 결합은 물이 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다공성 구조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빈 구조만을 채워줄 뿐 섬유 사이의 간격을 늘려주지 않는다.
이는 현대의 종이뿐만 아니라 세 달간 인공 노화를 진행하여 실제 고문서와 동등한 조건을 형성시킨 종이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관찰 결과를 통해 고찰해 보았을 때 셀룰로오스 섬유는 종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고하게 연결

●

섬유의 굵기나 형태의 변화 없이 섬유 표면에 물이 맺혀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保存硏究

Dark-field 현미경을 통해 젖은 종이의 표면을 관찰해 보아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고문서에 본 연구를 적용하더라도 물에 의해서 큰 변화가 나
타나지 않을 것이며 종이에 물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몰드를 디자인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림 3-17 네 가지 종이 샘플에서 젖기 전과 젖은 후의 천공 길이 변화 관찰

그림 3-18 노화 죽지의 젖기 전/후의 표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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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소재 선정 및 프린팅 주요 요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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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원하는 디자인을 인쇄하기 위해서 전용 잉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3D 프린터는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FDM 방식의 3D 프린터이다. FDM은 Fused Deposition
Modeling의 약자로 <그림 4-1>에서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조체를 인쇄한다.

그림 4-1 FDM 방식 3D 프린터의 특징 및 작동 원리

고온 압출 후 경화를 통해서 구조체를 얻어내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이미지를 3차원 구조 디
자인을 통해서 쉽게 인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만들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또한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가 다양하며 인쇄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적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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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재의 비교를 위해서는 소재 사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소재 사이
의 특징 파악을 위해서는 필라멘트 소재를 선정 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
에서 프린팅이 잘 되는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후에 프린팅 된 구조체가 프린트가 잘 되었는지
복원 몰드로서 사용되는 것에 애로 사항이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소재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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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소재의 개별적인 특징을 파악한 후에는 필라멘트 소재와 펄프 소재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것이다.
펄프 소재와 필라멘트 소재의 상호작용은 생성된 몰드에 직접 펄프 소재를 적용하여 시트를 만드는 과
정을 통해 관찰하고자한다. 펄프 소재와 필라멘트 소재 사이의 친화 정도는 최종적인 종이 시트의 형
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어떠한 결점이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가장 적합
한 소재를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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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시재료
그림 4-2 순서대로 PC, PLA, ABS, PS 소재로 제작된 3D 프린팅 용 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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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재료 및 연구방법

3D 프린팅 필라멘트는 <그림 4-2>와 같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며 분자 구조상 특징이 판이
할 것 같은 polycarbonate(이하 PC), poly (lactic acid)(이하 PLA),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이하 ABS), polystyrene(이하 PS)의 네 가지 소재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네 가지 소재의 필
라멘트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서 다양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프린팅을 진행하였다. 압출된 소
재와 바로 닿는 프린터의 베드 부분은 polyimide 소재로 제작된 캡톤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필라멘트 소재와 펄프 소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각 소재별 종이 시트의 두께를 측정
하였다. 이 때 두께의 측정은 버니어 캘리퍼를 이용하였다.

2.2. 연구 방법
가. 필라멘트 소재의 주요 요건 파악
3D 프린팅 시 필라멘트 소재에 따른 프린팅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소재의 녹는 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린팅 가능 최대 온도까지 반복 실험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프린터의 노즐과 베드 온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레이저 온도계를 사용하여 프린터의 조건을 측정하였다. 각 소재의 가시적인 특징
은 온도 조절을 통해 프린팅 조건을 설정함과 동시에 관찰하였다.
각 소재의 프린팅 해상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체를 디자인하고 그 구조체를 프린트해
봄으로써 해상도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프린터 베드와 필라멘트 소재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몰드 디자인 방법을 고안하였다.

나. 필라멘트 소재와 펄프 소재 사이의 상호작용 관찰
본 연구에서는 필라멘트 소재와 펄프 소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1x1 ㎠ 면적을 가진
몰드를 제작하였다. 그 후 <그림 4-3>에서와 같이 일정한 양의 펄프 소재를 도입하여 직접 종이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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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보고 그 종이 시트의 두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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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섬유량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1x1 ㎠ 넓이에서 생성되는 시트의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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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필라멘트 소재의 주요 요건 파악
표 4-1 필라멘트 소재에 따른 노즐과 베드의 온도 조건
Filament material

Nozzle temp. (ﾟC)

Bed temp. (ﾟC)

Polycarbonate

245

70

Poly(Lactic Acid)

215

65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253

75

High-impact Polystyrene

2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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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각 필라멘트 소재를 프린팅 할 때 노즐과 베트의 적정 프린팅 온도 조건은 <표 4-1>과 같다. 이 때
프린팅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표 4-2>에 정리해 두었다.
표 4-2 필라멘트 소재의 특성
Filament material

Properties

Price

∙ Bending by heat
∙ Less interaction between layers
Polycarbonate

∙ Has elasticity

75 USD

∙ Has ductility
∙ Transparent
∙ Good printability
Poly(Lactic Acid)

∙ Robust

17 USD

∙ Tansparent
∙ Bending by heat
∙ High free volume variariton rate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 It smells like oil during printing

27 USD

∙ Brittle
∙ Opaque
∙ Bending by heat
∙ High interaction between layers
High-impact Polystyrene

∙ High free volume variation rate
∙ It smells like oil during printig

39 USD

∙ Brittle
∙ Opaque

PC 소재는 프린팅 전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양이 다른 소재들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필라멘트의 손
실이 발생한다.) 또한 압출이 되는 동시에 빠른 경화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베드의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빠르게 경화되어 층과 층 사이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쉽
게 떨어진다. 만들어진 구조체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등 연성이 존재한다. 필라멘트 자체는
투명하며 캡톤 테이프 베드와 부착성이 좋지 않아 프린팅 중간에 기반 구조가 떨어져 구조체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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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3D 프린트 기본 속도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다. 소재 자체는 투명하며 필라멘

교해 보았을 때 가장 프린팅 해상도가 좋았으며 값이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BS 소재는 프린팅 시 열에 휘는 현상을 보인다. 녹아내린 필라멘트는 층끼리의 상호작용이 크고
녹는 시간에 비해 경화 시간이 느리다. 따라서 프린팅을 진행하였을 때 디자인 한 이미지보다 조금 더
퍼져서 프린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소재의 색깔은 불투명한 하얀색이며 프린팅 시 석유가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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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부착력이 커서 휘고 피는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른 세 가지 소재와 비

●

트 상태 및 구조체 상태에서 잘 부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프린팅 시 층과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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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소재는 네 가지 소재 중 가장 낮은 온도에서 프린트를 진행할 수 있다. 녹는 속도와 경화 속도

냄새가 발생한다. 구조체에 휘고 펴는 과정을 반복하면 적은 횟수를 가하여도 쉽게 끊어진다. 끊어질
때는 내부가 촉촉하기 때문인지 바삭하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조각난다. 열에 의해 구부러지
는 현상 때문에 프린팅 해상도는 좋지 않다.
PS 소재는 전반적으로 ABS 소재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 ABS와 마찬가지로 녹는 속도보다 경화되는
속도가 느리며 압출 시 퍼져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보다 조금 더 크고 낮은 구조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조체가 휨 자극에 의해 쉽게 파괴되며 프린팅 시 석유 타는 냄새가 나고 소재
자체가 불투명하다. 역시 ABS처럼 경화되면서 소재의 온도차에 의해 기반 구조가 구부러져서 베드에
서의 프린팅 해상도는 좋지 않다.
각 소재별 복잡한 디자인을 프린팅하여 관찰한 프린팅 해상도는 <그림 4-4>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처럼 PLA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는 프린팅 해상도가 낮다.

그림 4-4 필라멘트 소재 별 프린팅 해상도 평가

베드와 필라멘트 소재 사이의 낮은 부착력으로 인한 프린팅 해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원은 <그림 4-5>와 같이 구조체의 아랫면에 넓고 얇은 층을 우선적으로 제조해 줌으로써
이후에 프린팅 되는 2층 구조체가 배드와 접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적절한
프린팅 해상도를 구현해낼 수 있었다.
그림 4-5 프린터 베드와 필라멘트 소재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고안 된 디자인과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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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층의 얇은 구조체 고안을 통한 프린팅 해상도의 증가는 추가적인 소재의 소모를 발생시킨
다. 기반 구조에 프린팅 되는 얇은 층은 불필요한 구조이고 기존의 프린팅 해상도가 높은 소재의 경우
에는 소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구조는 그대로 복원에 적용하였을 때 물이 덜 고정
된 몰드와 고문서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불필요한 부분까지 젖는 문제가 있다. 설령 이 구조를 잘라낸
다 하더라도 기존 방법과 달리 추가적인 노동력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소재의 특성 면에서 보았을 때 PLA를 제외한 다른 소재는 지류 보강을 위한 프린팅 소재로 적
합하지 않다.

3.2. 필라멘트 소재와 펄프 소재 사이의 상호작용 관찰
1x1 ㎠ 면적에 적용된 펄프 시트의 두께는 <그림 4-6>과 같다. 펄프 시트의 두께는 세 가지 소재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측정되었는데 PC의 경우에는 다른 소재와 달리 조금 낮은 두께 수치를 나타내었
다. 타 소재에 비하여 표준오차 또한 세 가지 측정 조건에서 모두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C는 또한 복원 과정이 종료된 몰드에서 다른 소재로 제작된 몰드보다 더 많은 펄프 소재가 묻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을 보면 육안으로 보아도 PC의 경우가 다른 소재에 비해 내벽
에 붙어있는 펄프 소재의 양이 가장 많다는 것이 관찰되어 진다.

그림 4-6 필라멘트 소재별 펄프 섬유량에 따른 종이 시트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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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필라멘트 소재별 몰드 내벽에 붙은 펄프 잔여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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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이 현상을 친수성과 소수성에 의한 현상이라고 고찰하였다. PC의 경우에는 <그림 4-8>
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접촉각이 가장 낮다. 반면에 내벽에 붙은 펄프 소재 잔여물이 적은 ABS와
PS의 경우에는 접촉각이 높은 편이다. 즉, PC는 네 가지 소재 중 비교적 친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ABS와 PS는 소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펄프 소재는 앞선 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셀룰로오스로
이루어져 있다. 셀룰로오스는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산화기는 물과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다. 한 번 수소 결합이 발생하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힘에 의해서는 결합
이 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물과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펄프 소재가 이 상태로 몰드 내부에 도입되
게 되면 몰드 벽에 물을 따라서 더 붙어 있으려 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수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PC의 내벽에 펄프 소재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PC 구조체의 층과 층 사이의 낮은 접착력이 펄프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고찰을 하였다.
낮은 접착력은 곧 구조체의 층과 층 사이에 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C의 경우에는 접
착이 이루어지기 전 상온에서 빠르게 경화되기 때문에 프린팅 과정에서 층과 층 사이에 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틈으로 인해 PC 구조체의 내벽은 울퉁불퉁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복원 과정에서
펄프 섬유는 이 틈 사이에 끼여서 펄프 시트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할 것이다. 즉, <그림 4-7>에서 관찰
되는 것과 같이 PC 내벽에 잔여물로써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림 4-8 접촉각 측정기로 관찰한 필라멘트 소재의 친수성 및 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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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험만을 고려하였을 때 PC 소재는 다른 소재와 비교하였을 때 펄프 소재의 소모를 유발한다
는 점에서 지류 문화재 보강을 위한 몰드로서 적합하지 않고, ABS > PS = PLA 순으로 펄프와의 상호
작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의 결과를 조합하였을 때 본 실험을 위한 3D
프린팅 필라멘트 소재는 PLA가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9 펄프 소재 선정 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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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펄프 섬유 특성에 따른 분산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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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1. 연구 배경
앞선 실험에서는 3D 프린팅 방법 및 요건을 중점적으로 설정하고 3D 프린팅을 위한 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부터 4장까지 걸친 3D 프린팅 방법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
인 지류 문화재 보강 기술 연구에서 몰드 부분에 대한 연구만을 위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및
다음 장에서는 지류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이용할 펄프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펄프는 그 종류에 따라 펄프를 구성하는 섬유의 길이, 너비, 미세분 함량 등의 특성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들은 섬유의 응집 양상이나 탈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종이 제조 시 지필의 균
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균일한 지필을 가지는 종이 제조를 위해서는 펄프
종류 및 섬유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펄프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섬유 특성이 지필의 균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펄프 종류에 따른 기초
적인 섬유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응집 양상 및 탈수성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각 펄프를 이용한 종이 제조 시 어떤 특성이 종이의 균일성에 영향하는지 파악하
고, 균일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펄프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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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재료 및 연구 방법
2.1. 공시 재료
펄프 섬유 특성에 따른 응집성과 탈수성을 평가하고 국부적 폐쇄 공간 내 지필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4종의 펄프 섬유를 선정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양지 종이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침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softwood bleached kaft pulp,
Sw-BKP), 활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hardwood bleached kraft pulp, Hw-BKP) 및 표백 화학열
기계펄프(bleached chemithermomechanical pulp, BCTMP, 이후부터는 기계펄프의 약자인 ‘MP’
로 표기함)와 우리나라 전통지 제조에 사용되는 닥섬유(mulberry fiber)를 선정하였다.

2.2. 연구 방법
가. 펄프 섬유 특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하는 4 종의 펄프 섬유를 1.5 wt% 정도가 되도록 증류수에 풀어넣은 뒤 실험용 해리
기(disintegrator)를 이용하여 약 20분간 해리하였다. 해리가 끝난 현탁액에 대해 오븐 건조법을 이용
하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각 펄프 섬유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현미경을 이용한 형태학적 관찰을 실시하였다. 각 펄프
현탁액을 희석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리고 C-염색액을 이용하여 펄프를 염색시키고 커버 글라스를
덮어 프레파라트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섬유의 형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Kajaani FiberLab Fiber Analyzer를 이용하여 각
펄프의 섬유장(fiber length)과 컬(curl), 조도(coarseness)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섬유가 뭉치지
않도록 각 펄프 현탁액을 0.05 % 이하로 희석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FiberLab 3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섬유장, 미세분 함량 및 섬유 컬 결과를 얻었다. 섬유의 조도는 단일 길이당 무게를 나타내는 것
으로,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섬유 현탁액을 일정량 넣어주고 총 길이를 측정한 후, Eq. [1]을 이용
하여 구하였다.
× 
    
∑ 

[1]

여기서, W는 섬유 현탁액의 무게, C는 현탁액의 농도, li는 개별 섬유의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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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중 하나로 침전농도 (sediment concentration)를 평가할 수 있다. 침전농도는 0.2 wt% 펄프
현탁액 1 L를 매스실린더에 넣은 후 24시간 동안 가라앉힌 후 그 높이로 평가한다. 매스실린더 안에
존재하는 섬유의 전건량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침전된 섬유의 부피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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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농도, 외부 전단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중 섬유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응집성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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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 섬유의 응집 거동은 섬유의 길이, 세포벽 두께, 종횡비 (aspect ratio) 등 형태학적 특성, 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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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프 섬유별 침전농도 측정

[2]

여기서 Csedi는 침전농도를 의미하며, Ci는 펄프 현탁액 농도, Vi는 매스실린더에 넣은 현탁액의 부
피, 그리고 Vsedi는 가라앉은 현탁액의 부피를 의미한다.

다. 펄프 섬유 특성에 따른 탈수성 평가
각 펄프별 탈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 wt%로 동일하게 희석한 펄프 현탁액 100 g을 감압탈수시킬
때 탈수되며 표면에 물에 의한 광택이 사라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Advantec사의 No.
2 여과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펄프당 5번씩 반복하여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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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펄프 섬유 특성에 따른 응집성 및 탈수성 평가
가. 펄프 섬유 특성 분석
펄프 섬유는 원료, 수종이나 처리 방법에 따라서 길이, 비중, 세포벽 두께, 미세분 함량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시트 형태로 제조하였을 때 지필의 균일성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트 제조에 앞서 펄프 종류에 따라 섬유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료, 펄프화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네 종의 펄프 즉,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
(Hw-BKP), 침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 (Sw-BKP), 표백 화학열기계펄프 (MP) 및 닥섬유를 선정하고
이들의 형태학적 특성과 응집성 및 탈수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펄프 섬유의 형태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펄프의 형상을 관찰하였
다(그림 5-1).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1mm 내외의 길이를 가지는 섬유가 관찰되었으며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2mm 이상 되는, 상대적으로 긴 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계
펄프의 경우 1mm 미만의 짧고 곧은 섬유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닥섬유의 경우 다른 펄
프 섬유들에 비해 더 긴 섬유들로 이루어졌으며, 섬유 주위에 상당히 많은 피브릴이 함께 존재하는 것
으로 보였다.

그림 5-1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펄프 섬유 형상. (x 100) (a) Hw-BKP, (b) Sw-BKP, (c) MP, (d) 닥섬유

펄프 섬유의 형태학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섬유분석기를 이용하여 섬유장, 미세분 함량, 컬
비율 및 섬유의 조도를 측정하였다(표 5-1). 섬유장은 길이평균 섬유장 (length weighte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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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로서 나타내었으며, 미세분 함량은 수평균 미세분함량 (fines (n))과 길이평균 미세분함량

이평균 2.68mm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침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가 2.25mm, 활엽수 표백 크

오히려 수평균미세분 함량이 45.1%로 가장 컸다. 길이평균 미세분함량로 보았을 때는 기계펄프가
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 컬은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 15.2%,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
13.5%, 닥섬유 12.3%, 기계펄프 6.9%로 나타났다. 기계펄프는 섬유장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컬
함량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닥섬유의 경우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침엽수 펄프보다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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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 가장 긴 섬유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섬유 주변 피브릴로 인하여 다른 펄프 섬유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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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트 펄프가 1.02mm로 측정되었으며, 기계펄프가 0.77mm로 가장 짧은 평균 섬유장을 가졌다.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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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s (l))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펄프 섬유의 길이는 닥섬유가 길

더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긴 섬유 주변의 피브릴로 인해 섬유분석기로 평가한 섬유장은 다소 낮고 미
세분 함량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닥섬유의 경우 어떤 종류의 원료를 이용했는지, 전통적인 방
법으로 펄프화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섬유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목재펄프보다 훨씬 긴
섬유장을 가지고 있다. Eq.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섬유 조도의 경우 닥섬유가 가장 낮고 기계펄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1 펄프 섬유별 길이, 미세분 함량, 컬 및 조도
Fiber length
(l, mm)

Fines
(n, %)

Fines
(l, %)

Curl (%)

Coarseness
(mg/m)

MP

0.77

22.9

4.9

6.9

0.17

Hw-BKP

1.02

25.8

3.8

13.5

0.13

Sw-BKP

2.25

19.0

1.1

15.2

0.14

닥섬유

2.68

45.1

4.2

12.3

0.12

나. 펄프 섬유 응집 농도 예측
펄프 섬유의 응집은 섬유의 길이, 조도, 종횡비와 같은 섬유 본연의 특성과 현탁액의 농도, 전단이나
난류 등의 외부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섬유의 응집은 종이 시트 내 섬유의 균일한 분포에 악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섬유 특성별 응집 거동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은 우수한 품질의 종이 생산 또는
균일한 시트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오래전부터 섬유의 응집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그 중에서 섬유의 특성에 따른 응집 거동을 실험적, 이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 섬유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최소 농도를 의미하는 침전농도를 측정하여 섬유의 영향
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플록(floc) 형성 지표인 crowding factor를 구할 수 있다.

다. 침전농도 측정
펄프 특성에 따른 침전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네 종류의 펄프 섬유의 농도를 균일하게 맞춘 후, 일정
부피의 현탁액을 매스실린더에 담고 24시간 방치한 후 침전된 부피를 측정하여 침전농도를 구하였다.
<그림 5-2>는 24시간 방치 후 가라앉은 섬유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계펄프가 가장 낮은 높이
를 나타냈으며, 닥섬유가 가장 높은 부피를 보였다. 육안상으로도 닥섬유 펄프 현탁액의 경우 섬유끼
리 뭉친 듯한 양상을 보였주었다. 이를 농도로 계산한 결과 (그림 5-3), 기계펄프가 1.8%, 활엽수 크라
프트 펄프가 0.7%,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가 0.5%, 닥섬유가 0.3%로 섬유장이 길어질수록 침전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닥섬유의 경우 0.3% 농도만으로도 섬유 간 네트워크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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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펄프와 비교하여 약 6배 정도의 농도 차이가 발생한다. 기계 펄프의 경우 0.3% 현탁액에서는 교
반할 경우 섬유 각각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침전농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농도 조건에서 시트를 형성해야 균일한 섬유 분포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2 0.2 wt% 현탁액의 24시간 방치 후 침전양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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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상의 농도에서는 개별 섬유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3 펄프 종류에 따른 침전농도

라. Crowding factor
Crowing factor는 Kerekes와 Schell이 제시한 지표34)로서, 섬유의 길이와 조도, 펄프의 농도로
구해진다. 이론적으로 하나의 섬유가 회전하는 반경 내에서 다른 섬유와 접촉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부피 농도 대신 실험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질량농도를 이용하여 Eq. [3]과 같이 간단
한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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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erekes, R. J., & Schell, C. J. Characterization of fibre flocculation regimes by a crowding factor. Journal
of pulp and paper science, 18(1), J32-J38, 1992.

[3]

섬유와 부딪힘으로써 섬유 간 응집 즉, 플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Eq. [3]을 이용하여
섬유가 응집이 시작하는 농도를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Crowing factor, nf를 60이라고 가정하
고 앞서 구한 섬유길이와 조도를 위 식에 대입하여 각 펄프별로 섬유가 응집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되는 농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그림 5-4>에 나타내었다. Crowding factor 식에 따르면 플록이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Kerekes와 Schell에 따르면 crowding number가 60 정도일 때 하나의 섬유당 세 개 이상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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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 : crowding number, Cm : mass concentration, L : fiber length, ω : coars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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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성되기 시작하는 농도는 섬유의 길이가 길수록, 섬유의 조도가 낮을수록 낮아지며 특히 식에서 볼
수 있듯 섬유의 길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섬유의 길이가 가장 긴 닥섬유가 가장 낮
은 농도인 0.2 %에서 플록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섬유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침엽수 크라프
트 펄프 역시 0.3 %라는 낮은 농도에서 플록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활엽수 크라
프트 펄프의 경우 1.4 %에서 섬유가 응집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가장 짧은 섬유를 가지는
기계펄프의 경우 3.2 %라는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 플록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활엽
수 펄프와 닥섬유 펄프를 비교하면 섬유장은 2.6배 차이나지만 응집 발생 농도는 약 7.5배 차이난다.
응집 형성 농도가 낮다는 것은 낮은 농도에서 응집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긴 섬유장을
갖는 펄프로부터 균일한 시트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농도의 펄프 현탁액을 이용하여 시트를 형성
해야 한다. 손실된 지류 부분을 섬유 현탁액을 부어 메우고자 한다면 균일한 시트 형성을 위해 섬유장
에 따라 적절한 농도 조건에서 처리해야 한다. 즉, 각 펄프를 이용한 시트 제조 시 지필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rowding factor를 통하여 제시된 응집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시트 제작이 이
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네 가지 펄프 중 섬유 길이가 긴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나 닥섬유
의 경우 기계펄프나 활엽수 펄프에 비해 더 낮은 농도에서 작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낮은 농도에서
의 작업은 탈수나 지류 문화재의 치수변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농도 조건에서 균일한
시트를 형성할 수 있는 외부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Crowding factor를 이용하여 예측한 펄프 종류별 응집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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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펄프 섬유 종류에 따른 탈수성 평가
펄프 섬유의 길이 또는 미세분 함량 차이에 의해 펄프 종류에 따라 탈수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펄프
섬유에 따른 탈수 속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정 농도로 희석한 펄프 현탁액을 탈수시킬 때 섬유
시트 위에 물에 의한 광택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탈수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5-5>에 제시하였다.
측정 결과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가 가장 빠르게 탈수가 일어났으며,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 닥섬유,
기계펄프 순으로 탈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길이가 길수록 섬유 사이의
공극이 많아 탈수가 빠르며, 미세분 함량이 많으면 미세분이 필터 또는 와이어의 공극을 막기 때문에
탈수가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섬유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미세분 함량이 적은 침엽수 크라프트 펄
프가 가장 빠른 탈수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섬유 길이가 가장 길지만 미세분 함량이 높게
나타난 닥섬유의 경우 예상보다 느린 탈수 속도를 보였다. 기계 펄프의 경우 전체적인 섬유 길이가 짧
기 때문에 가장 느리게 탈수가 일어났다.

그림 5-5 펄프 종류에 따른 탈수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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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적 폐쇄 공간 내 균일성 확보를 위한
방안 탐색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3D 인쇄를 통해 제작한 손상부위 모형틀 속에 섬유 현탁액을 붓고 탈수시켜 손상부위를 균일하게
메울 수 있는 기술은 지류 문화재 수리복원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줄 수 있다. 손상부위만을 복원하기
위한 3D 모형틀 제작뿐 아니라 섬유의 균일한 분포 및 치수안정성 등은 수리복원 기술로 활용되기 위
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중 섬유의 균일한 분포는 섬유의 특성과 탈수성이나 전단 등 외부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펄프 섬유의 특성에 따른 섬유 분포의 균일성을 분석하고, 이 균일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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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재료 및 연구 방법
2.1. 공시 재료
펄프 섬유 특성에 따른 응집성과 탈수성을 평가하고 국부적 폐쇄 공간 내 지필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4종의 펄프 섬유를 선정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양지 종이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침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 (softwood bleached kaft pulp,
Sw-BKP), 활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 (hardwood bleached kraft pulp, Hw-BKP) 및 표백 화학열
기계펄프 (bleached chemithermomechanical pulp, BCTMP, 이후부터는 기계펄프의 약자인
‘MP’로 표기함)와 우리나라 전통지 제조에 사용되었던 닥섬유(mulberry fiber)를 선정하였다.

2.2. 연구 방법
가. 국부적 폐쇄공간을 가진 탈수 장치 제작
국부적 폐쇄공간 내 지필의 균일성 확보 방안 탐색을 위하여 지름 9cm의 원형 아크릴 탈수 장치를
제작하였다(그림 6-1). 탈수 장치는 지료를 투입하는 상부와 와이어를 올려놓는 중부, 탈수된 물을 받
는 하부 총 3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게 제작하여 탈수 후 와이어 위에 시트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탈수 시에는 원활한 감압을 위하여 각 부를 나사 및 오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6-1 국부적 폐쇄공간 내 지필 균일성 확보 방안 탐색을 위하여 제작한 탈수 장치 모식도(좌) 및 사진(우)

나. 펄프섬유 종류별 / 농도별 지필 형성 분석
펄프의 종류, 현탁액 농도 및 탈수 시 진동부여에 따른 지필의 균일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트를 제
조하였다. 먼저 해리한 펄프 섬유를 희석하여 0.5 wt%, 1.0 wt%, 1.5 wt%의 펄프 현탁액을 준비하였
다. 이를 제작한 아크릴 탈수장치를 이용하여 평량이 약 100 g/m2이 되도록 펄프 현탁액을 일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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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고 감압탈수시켰다. 이 때 진동 유무 및 세기에 따른 지필 균일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평

행하였다.

서 양면 각 한 번씩 드럼 건조하였다. 시트를 만드는 과정은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펄프 농도 및 진동에 따른 시트 제조 및 지합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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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에서 분리한 뒤 유압 프레스를 이용하여 약 20bar에서 5분 동안 압착한 뒤 90℃ 드럼 드라이어에

●

감압탈수 후 와이어에 시트가 놓인 상태에서 쿠치 롤을 이용하여 물을 탈수시키고, 이후 시트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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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쉐이커를 이용하여 각각 0rpm, 200rpm, 400rpm으로 30초간 진동을 부여한 뒤 감압탈수를 진

다. CM-CNF 첨가에 따른 지필 균일성 변화 탐색
지필 균일성 향상을 위하여 carboxymethylated cellulose nanofibrils (CM-CNF)를 분산제35)로
사용 가능한지 평가하였다. CM-CNF는 CNF의 수산화기가 카르복시메틸기로 치환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수산화기가 카르복시메틸기로 치환이 되면 <그림 6-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약 1600대
의 파장에서 FT-IR 그래프의 변화가 나타난다.36) 카르복실기는 포면에 COO-를 가지기 때문에 이온
반발력에 의한 분산성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CM-CNF와 펄프를 무게비를 1:9로 하여 1
wt% 현탁액을 제조한 뒤 30분 동안 교반하여 CM-CNF가 혼합된 펄프 현탁액을 제조하였으며, 위에
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를 제조하였다.

35) Rojas, Orlando J., and Martin A. Hubbe. "The dispersion science of papermaking." Journal of dispersion
science and technology 25.6 (2005): 713-732.
36) Aguir, Chadlia, and Med F. M'Henni. "Experimental study on carboxymethylation of cellulose extracted from
Posidonia oceanica."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99.4 (2006): 180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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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셀룰로오스와 carboxymethylation을 진행한 셀룰로오스의 FT-IR 값

라. 시트 지필 균일성 관찰
앞서 제조한 시트의 지필 균일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트를 6.5 cm 지름의 원형 커터로 재단한 뒤
TechPAP 사의 지합측정기를 통해 광학적 방법으로 플록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추가적으로 시트의 지
필 균일성 및 CM-CNF가 펄프 섬유에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통하여 표면 모습을 관찰하였다.

마. 펄프 현탁액과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의 여수도 실험
그림 6-4 소재에 따른 물의 여수도 실험 모식도

T 227 om-99 표준규격을 통하여 샘플의 여수도를 측정하였다. 여수도는 0.3%의 펄프 현탁액을
<그림 6-4>와 같은 측정기에 진공을 가한 상태에서 잘 혼합한 후 넣어주었다. 약 5초를 세어 준 후
아래 수문을 열고 진공을 제거해 주면 수문으로 현탁액의 물이 빠져 나오게 된다. 이 때 펄프가 수문
앞 다공성 구조에 쌓여 막히게 되면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 막히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배출된
물의 양을 여수도라고 한다. 여수도를 통하여 국부적 폐쇄 공간에서 균일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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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시간에 따라 펄프 섬유가 침전됨을 모식화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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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양한 조건의 펄프 현탁액 및 CM-CNF 혼합 펄프 현탁액에서의 분산성 관찰

활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 1% 용액과 활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와 CM-CNF를 9:1 비율로 섞어준
현탁액을 준비하였다. 그 후 각각 0.1/0.2/0.3/0.4/0.5%로 희석해 준 후에 24시간 동안 현탁액의 분
산성을 관찰하였다(그림6-5). 부유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네 가지 조건을 재선정하여 린온테크사에서
개발한 터비스캔 장비를 통하여 한 시간 간격으로 현탁액의 부유 정도를 측정하고 현탁액의 분산 안정
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분산 안정성 확인 후 점도와 pH 변화하여 관찰한 샘플과
연관 지어서 분산의 원인을 확정지어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 펄프 현탁액과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의 생성 시트 두께 측정
두 가지 종류로 설정한 희석 현탁액을 1x1㎠ 넓이의 몰드에 1~5mg을 각각 가해주어 종이 시트의
두께를 측정하고자 한다. 두께 측정은 펄프 섬유량에 따른 두께의 정량화를 목표로 한다. 기준 되는
넓이에서 정량화를 진행한다면 추후 적용하게 될 다양한 넓이의 적용에서도 비례식으로써 계산을 하여
원하는 두께의 시트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께의 측정은 또한 펄프 현탁액과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의 시트의 균일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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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시트 내 섬유 분포의 균일성을 보통 지합(formation)이라고 한다. 지합은 섬유의 길이 및 조
도, 펄프의 농도, 시트 제조 시 가해지는 전단력, 난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
서 각 펄프 특성 및 펄프 현탁액 농도에 따른 지필의 균일성을 평가하고, 지필의 균일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진동 부여와 분산제 사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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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펄프 섬유 특성과 농도에 따른 시트의 균일성
네 종류의 펄프는 각기 다른 섬유장, 미세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침전농도와 응집 형성
농도가 영향을 받았다. 실제 각 펄프별 응집 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 농도의 현탁액을 이용하여
시트를 제작하고 이의 균일성을 지합측정기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지합측정기의 경우 15 cm×16
cm 크기의 시편에 대해 빛을 이용하여 섬유 분포의 균일성을 이미지와 지합지수로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트의 경우 크기가 작아 정량적으로 제시되는 지합지수로 비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트 내 섬유 분포 균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그림 6-6).
<그림 6-6>에 붉은 점선과 함께 표시된 농도는 crowding factor로 구한 응집 농도이다. 기계펄프
의 경우 진동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도에 상관없이 상당히 고른 지필 균일성을 나타내었
으며 이는 기계펄프의 섬유장이 짧고 crowding factor를 이용하여 계산한 응집농도가 3.2 %로 실험
에 사용된 펄프 현탁액의 농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1.5 % 농도에서는 상당히 불균일한 지합을 보였으나 농도가 crowding factor를 이용하여 계산한 응
집농도인 1.4 %보다 낮을 경우에는 1.5 %에서 관찰되던 플록이 사라지고 지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나 닥섬유는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일부 플록이 사라졌으나 지합
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두 펄프의 응집농도가 0.5 %보다 낮아
실험이 응집농도보다 높은 농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길이가
길고 조도가 낮을수록, 펄프의 농도가 높을수록 지필 균일성이 감소하게 된다.37) 따라서 본 연구에 사
용한 펄프 중 섬유 길이가 가장 짧은 기계펄프가 상대적으로 가장 균일한 지합을 나타내었으며 섬유
길이가 길어질수록 지필 균일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펄프에서 농도가 감소함
에 따라 지필 균일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활엽수 펄프의 경우 침전농도보다 낮
은 농도의 현탁액을 이용하여 시트를 제조했을 경우 높은 농도의 현탁액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지필 균
일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균일한 시트를 얻기 위해서는 섬유장이 짧은 섬유를 사용하거나 낮은 농
도의 현탁액을 이용하여 시트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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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aulapuro, H., Papermaking Science and Technology: Part 1, Stock Preparation and Wet End Papermaking.
Book 8. Second Edition, p 220–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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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펄프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시트 지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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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필 균일성과 탈수성 간의 관계
탈수성이 지필의 균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0% 펄프 현탁액으로 제조한 시트의 지
합지수와 탈수성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6-7).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실험에 사용된
시트는 크기가 작아 정확한 지합지수라고 할 수 없으나 시편의 측정 범위 내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
으로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지합지수 LT의 값이 클수록 불량한 지합을 나타낸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계펄프와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 간에는 탈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필이
균일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탈수는 섬유를 움직이는 수력학적 힘 중 하나로서, 탈수 시
주변보다 섬유 양이 적은 부위로 물이 빠지면서 섬유를 이동시켜 균일성이 확보되게 된다. 이를
self-healing effect라고도 한다.38) 탈수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지료 조성 시 섬유 간 분산이 잘

38) Wrist, P., Dynamics of sheet formation on the fourdrinier machine. In: The fromation and structure of paper,
Transactions of the 2nd Fundamental Research Symposium held at Oxford, September 1961, Vol.2, p.
83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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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섬유 간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른 탈수가 일어나면 섬유가 균일하
게 분포된 기존 상태로 시트가 형성된다. 그러나 응집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외부
인자가 없을 때는 형성된 시트의 균일성은 악화된다. 따라서 진동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는 펄프일수록 더 불균일한 지필을 나타내었다. 반면 닥섬유의 경우에는 다른 펄프들의
경향성에 벗어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섬유장이 길면서도 미세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닥섬유
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닥섬유의 경우 평균 섬유길이가 가장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분 함
량이 높아 탈수성이 활엽수나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는데 보통 탈수성이 낮은 경
우 전단이나 난류와 같은 외부의 수력학적 힘을 이용하여 시트의 섬유 분포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
나 네 종의 펄프 중 가장 높은 지합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닥섬유의 섬유장이 상당
히 길어 플록 형성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우 불량한 지합을 갖는 시트로 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7 1.0% 현탁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트의 지합지수와 탈수성의 상관관계 그래프

3.3. 국부적 폐쇄 공간 내 지필의 균일성 확보를 위한 방안 탐색
가. 탈수 시 진동 부여를 통한 지필의 균일성 확보
탈수 시 진동부여에 따른 지필 균일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수평 진동 쉐이커를 이용하여 200
rpm, 400 rpm으로 진동을 부여하였으며, 이때 제조되는 각 시트의 지합 이미지를 비교하였다(그림
6-8 ~ 그림 6-11).
기계펄프를 이용하여 만든 시트의 경우(그림 6-8) 농도 및 진동부여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지
필 균일성을 띄었으나 1.5% 농도, 400 rpm 조건에서 제조한 시트의 경우 다른 조건들에 비해 섬유가
뭉치고 지합이 불균일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그림 6-9) 1.5 % 농도의 현탁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트에서는 200
rpm의 약한 진동만으로는 지합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400 rpm 정도의 강한 진동을 부여
했을 때 지합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농도 현탁액과 비교했을 때는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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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0%나 0.5% 현탁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트의 경우 진동을 부여

진동만으로도 지합을 확연히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되지 않았을 때보다 지합이 개선되었으나 오히려 400 rpm의 강한 진동이 부여되었을 때는 200
rpm 진동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플록이 생성되는 등 지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이용된 섬유 중 가장 길이가 긴 닥섬유의 경우 모든 농도 및 진동 조건에서 상당히 불규
칙적이고 불균일한 지합을 나타내었으며(그림 6-11) 이에 따라 진동의 유무 및 세기가 지합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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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균일성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0.5%와 1% 현탁액의 경우 200 rpm에서는 진동이 부

●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그림 6-10), 1.5% 현탁액에서 400 rpm의 강한 진동을 걸어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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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을 때는 불균일한 지필이 나타났으나 진동을 부여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200 rpm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 부여에 따른 지필 균일성 변화 관찰 결과 진동이 부여됨에 따라 섬유 간 형성한 플록을 제거하
고 지합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낮은 농도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섬유장
이 긴 펄프나 일부 농도가 높은 펄프의 경우 강한 진동 부여가 지필 균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필 균일성을 악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긴 섬유길이 또는 높은 현탁액 농도에서
는 강한 진동이 섬유 간의 접촉을 야기해 플록을 형성하고 지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39). 결과적으로 1.0 % 농도 이하의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와 기계 펄프가 지류 보강을 위한 시트 제
조 시 보다 균일한 지필을 가지는 시트 보강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류문화재는 닥섬유 기반인 한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닥섬유를 이용한 복원 시에는
닥섬유를 원래 길이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부 절단을 통해 섬유 길이를 줄여 사용하는 것이 균일한 시
트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9) Maloney, T. C. and Paulapuro, H., The formation of pores in the cell wall. Journal of pulp and paper science,
25(12), 430-43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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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농도 및 진동부여에 따른 기계 펄프 시트 플록 이미지

保存硏究

그림 6-9 농도 및 진동부여에 따른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 시트 플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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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농도 및 진동부여에 따른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 시트 플록 이미지

保存硏究

그림 6-11 농도 및 진동부여에 따른 닥섬유 시트 플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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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의 지필 균일성을 개선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분산제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CM-CNF
(carboxymethylated cellulose nanofiber)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수산기 일부가 카르복시메틸
기로 치환된 형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섬유의 음이온성이 증가하여 기존 셀룰로오스 섬유에 비해
섬유 간 반발력이 높기 때문에 섬유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특성이 있다40). 따라서 CM-CNF를 펄프 현
탁액에 투입할 경우 펄프 섬유의 응집을 억제함으로써 시트 제조 시 지필 균일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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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산제 사용을 통한 지필의 균일성 확보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만 CM-CNF를 투입할 경우 탈수 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종의 펄프 중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만을 이용하여 CM-CNF가 분산제로서 어느 정도 지필 균일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6-12).
지필 관찰 결과 1% 크라프트 펄프 현탁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트에서 관찰되던 미세한 플록들이
CM-CNF를 첨가하였을 시에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CM-CNF의 음이
온기가 섬유간 반발력을 증가시켜 플록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진동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진동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펄프 섬유가 더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진동 세기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펄프 현탁액에 CM-CNF 투입 시 적은 진동만으로 지필균일성이 향
상된 시트를 제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림 6-12 CM-CNF 첨가에 따른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 시트의 지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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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Horvath, A. E., and Lindström, T., The influence of colloidal interactions on fiber network strength, 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309(2), 511-517, 2007.

의 모습은 <그림 6-13>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림 6-13>에서 좌측 이미지를 보면 우측과 비교해 보
았을 때 상대적으로 큰 섬유들이 같은 방향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에
좌측 이미지는 우측 이미지와는 달리 섬유 표면에 배양성이 없으며 더 작은 섬유들이 표면을 뒤덮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배양성이 있는 큰 섬유는 기존 펄프 섬유의 마이크로 섬유를 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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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펄프 섬유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어 펄프 현탁액의 분산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CM-C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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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나’항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펄프 섬유상에 첨가된 CM-CNF는 COO=의 음이온성 반발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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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EM 이미지를 통한 지필 균일성의 이유 고찰

불규칙하게 큰 섬유의 표면을 덮고 있는 작은 섬유들은 CM-CNF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CM-CNF를 펄프만 있는 현탁액에 첨가하면 CM-CNF 나노섬유들이 기존 펄프의 표면을 감싼다는 것
을 의미한다. 기존 펄프 섬유의 표면을 CM-CNF가 감싸기 때문에 펄프 섬유들은 음이온을 갖게 되고
따라서 섬유와 섬유 간의 반발력이 생기게 되어 현탁액 상에서 그냥 펄프 현탁액보다 CM-CNF 혼합
펄프 현탁액의 분산성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이다.
혼합 현탁액의 탈수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저배율 SEM 관찰을 통해 생성된 시트의 표면을 관찰함으
로써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림 6-14>에서 좌측 이미지를 보면 섬유와 섬유 사이에 상당히 많은
구멍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미지는 오직 펄프만으로 구성된 현탁액을 사용하여 만든 종
이 시트의 표면 사진이다. 반면에 좌측, 펄프와 CM-CNF 혼합 현탁액으로 제작한 종이 시트의 경우에
는 좌측에서 관찰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다공성 구조가 CM-CNF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M-CNF에 의한 다공성 구조가 막혀 버리면 좌측의 표면과는 달리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탈수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림 6-13 펄프 섬유 시트의 마이크로 섬유 배열 모습(좌)과 나노섬유를 혼합해 준 시트의 마이크로 섬유 배열 모습이
사라진 모습

그림 6-14 펄프 섬유만을 사용하여 만든 시트의 표면 모습(좌)과 나노섬유를 첨가하여 만들어 준 시트의 표면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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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펄프 현탁액과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의 여수도 실험
펄프 현탁액과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의 여수도를 실험한 결과 펄프 현탁액의 여수도가 40%로
높게 측정되었고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은 20%로 첨가하지 않은 펄프 현탁액보다 낮게 측정되었
다. 여수도가 높다는 말은 곧 펄프가 물에 부유하고 있는 시간이 적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6-15>와 같이 국부적인 공간에 펄프 현탁액을 부어주었을 때 그냥 펄프의 경우에는 좌측에 보이는 것
처럼 물이 빠르게 배수되어서 펄프 섬유가 고르게 퍼질 수 있는 충분한 부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반면에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의 경우에는 20%의 낮은 배수율 덕분에 국부적인 공간에서도 펄프
섬유가 충분히 부유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부유 시간 동안 수차례 몰드와 현탁액
을 흔들어주게 되면 부유하고 있는 펄프는 그냥 펄프 현탁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종이 시트가
형성될 수 있다. CM-CNF의 첨가는 앞선 실험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펄프 섬유의 표면에 달라붙어
펄프 섬유 사이에 분산을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상태에서도 부드럽게 분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CM-CNF의 첨가는 섬유의 분산과 낮은 여수도를 동시에 유도하기 때문에 균일한 시트를 확보
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15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펄프와 CM-CNF를 첨가한 펄프의 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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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양한 조건의 펄프 현탁액 및 CM-CNF 혼합 펄프 현탁액에서의 분산성 관찰

●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그림 6-16 0.1/0.2/0.3/0.4/0.5% 펄프 현탁액의 분산 양상 (A) 펄프 1% 용액, (B) 펄프 0.9%/나노 셀룰로오스
0.1% 혼합 용액

각각의 1% 용액을 0.1~0.5%까지 희석시켜 준 후 24시간 동안의 분산성을 관찰해본 결과는 <그림
6-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실험 결과 혼합 현탁액의 경우에 0.4/0.5%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분
산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를 기기를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같은 1%의 샘플을
0.3/0.4/0.5/0.6%로 희석시켜 기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6-17>과 같다.
<그림 6-17>의 그래프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펄프만 함유된 현탁액이 상당히
단시간에 부유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샘플의 경우에 수십 분 내에 모두 임계치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에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펄프만 함유된 현탁액은 빠른 속도로
가라앉으나 일정 수준이 되면 섬유와 섬유 사이에 상호작용이 많아져 추가적인 침전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M-CNF 혼합 펄프 현탁액은 낮은 농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침전이
발생한다. 펄프만 함유된 현탁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광범위한 시간대에서 침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CM-CNF에 의해 펄프 섬유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마이크로 섬유 사이의 접점이 없어 지속적인 침
전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점도와도 연관 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6-18>의 그래프를 보면 펄프만 함유된 샘플보다
펄프와 CM-CNF가 혼합된 샘플이 점도가 낮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펄프만 있는 샘플의 경우
에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점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 반면에 CM-CNF를 넣어준 샘플은 상대적으로 점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낮은 점도는 앞서 설명
했던 것처럼 펄프 섬유의 표면에 CM-CNF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섬유의 표면이 음이온성을 갖게
되어 섬유 간의 분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섬유가 서로 만나 얽힐 일이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점도
가 낮게 측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터비스캔에서 측정한 투과광의 양상과 점도 측정을 통해 CM-CNF의 첨가가 펄프 섬유의 분
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적인 현탁액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 <그림
6-19>에서 나타나듯이 CM-CNF가 함유되면서 현탁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현탁액이 전체적으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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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M-CNF가 함유되지 않고 현탁액의 농도가 낮을수록 현탁액
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탁액의 혼탁도와 점도, 안정성을 비교해 본 결과 종이의 복원에 있어서 사용될 펄프 소재에
CM-CNF를 적정량 혼합하는 것이 국부적 폐쇄 공간 내 소재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탁액의 희석을 통해 다양한 농도의 샘플에 대해서 혼탁도를 측정해 보
았을 때 CM-CNF를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양을 넣어주었을 때 분산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 값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9:1로 혼합된 펄프+CM-CNF 1% 용액
을 0.5%로 희석해 주었을 때부터 분산성이 좋게 측정되었고 적어도 현탁액의 농도가 0.5%는 되어야
국부적 폐쇄 공간에 펄프 소재를 도입하였을 때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6-17 0.1/0.2/0.3/0.4/0.5% 펄프 및 CM-CNF 혼합 현탁액의 탁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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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펄프 섬유 슬러지와 펄프+CM-CNF 섬유 슬러지의 농도에 따른 점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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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도입해 줄 펄프 소재의 양을 정하기 위해 손상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3.6. 펄프 현탁액과 CM-CNF 첨가 펄프 현탁액의 생성 시트 두께 측정
1% 펄프 현탁액 및 1% 펄프+CM-CNF (9:1) 현탁액에서 가해 준 펄프 섬유량에 따른 종이 시트의
두께는 <그림 6-20>에 보이는 것과 같다. A4 용지의 크기는 대략 120㎛를 가지는데 그래프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섬유량 3mg일 때 1x1㎠의 범위에서 120㎛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기준
넓이에 따른 섬유량이 형성하는 시트의 두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넓이의 경우에는 비율 계산을 통
해 원하는 두께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의 면적을 복원하고자 할 때 120㎛의 두께를 가진
시트를 만들고 싶다면 3㎎ : 1㎠ = x㎎ : 10㎠ 의 비례방정식을 세워 계산한다면 30㎎을 넣어주었을
때 10㎠의 넓이에서 120㎛의 두께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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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투여한 펄프 현탁액의 종류 및 그 섬유량에 따른 종이 시트의 두께

그림 6-21 펄프 소재의 도입 양을 정하기 위해 손상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림 6-22 펄프 소재의 도입 양을 정하기 위해 손상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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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의 방법은 포토샵에서 손상부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준 되는 픽셀 값의 계산한 후 나눠

쪽 위의 창을 확인하면 선택 부분의 픽셀 값을 확인할 수 있다(위의 예에서는 95931). 이 방법을 통하
여 <그림 6-22>의 ‘규’의 넓이를 계산하면 약 6.9㎠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20>에서는 섬유량에 따른 시트의 두께 이외에 시트의 균일도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23>은 <그림 6-20>값의 표준 오차만을 옮겨 놓은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펄프만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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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실제 크기와 동등한 크기의 복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한다. 선택 후 오른

●

주는 방식을 통해 계산한다. 우선 해상도 300 픽셀에서 1x1㎠에서의 픽셀 값을 구한다(13924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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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 되지 않은 손상부의 경우에는 <그림 6-22>와 같은 방법으로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그림

현탁액의 경우 CM-CNF가 첨가된 현탁액에 비해 만들어 준 시트의 표준 오차율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CM-CNF가 첨가된 현탁액의 경우가 국부적 폐쇄 공간 내에서 잘 분산되어서 더 고
른 시트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림 6-23 펄프 소재만으로 제작한 종이 시트의 두께와 펄프+CM-CNF 혼합 소재로 제작한 종이 시트의 두께 표준
오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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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지류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보강 과정은 손상된 혹은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노화가 발생한 지류를
더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모든 보강 및 복원 절차는 따라서 기존
에 보관되고 있던 고문서가 보강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의 추가적 손상 없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강의 정의에 맞추어 실제 몰드와 펄프 현탁액을 사용하여 실제 지류에 적용해보고
최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앞서 실행한 기술들을 실제 지류 보강 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설정한 3D 프린팅 몰드, 펄프 소재를 통해 실제 지류의
복원을 진행하고 그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전하게 지류 보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 한다.
본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국부적인 공간에 펄프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때 제한된 공간에서의 분산을 위해 펄프 현탁액에 CM-CNF를 첨가하였고 CM-CNF로 인해 여수도가
감소하게 만들어 펄프 소재를 몰드 안에 물이 다량 함유된 상태로 유지한 후 섬유의 분산을 유도하였
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몰드 내부에는 물이 존재하게 되어 이를 따로 제거해주어야만 최종적으로 몰드
를 제거하고 종이 시트 형성을 위해 건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물을 제거하는 효과
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완성도 높은 기술을 만들고자 한다.
CM-CNF의 효과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진은 CM-CNF를 첨가한 현탁액을 통해 종이 시트
를 제작했을 때 시트 자체가 다른 종이에 달라붙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 접착력
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펄프 현탁액으로 만든 시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접착력이 증가하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펄프 염색 방법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고문서의 경우에는 종이의 산화 및 노화로 인
해 색이 누렇게 된 경우가 많다. 기존 펄프의 색은 하얗게 표백된 상태이므로 복원을 진행할 때 손상을
입은 종이의 색과 맞춰 염색한 펄프 섬유를 이용한다면 미관상으로 거부감이 없이 손상 지류를 보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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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인 염색 방법을 통해 염색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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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재료 및 연구 방법

●

배수펌프는 실리콘 관과 진공 펌프 장치를 사용하여 <그림 7-1>과 같이 제작하였다. 복원 과정에서
는 물의 배수를 돕고 생성된 종이 시트와 복원이 필요한 용지 간에 접착력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셀룰
로오스와 접착력이 낮은 레이온+폴리에스터로 이루어진 다공성 천을 사용하여 복원을 진행하였다. 건
조 시 물에 의한 종이의 수축현상을 막기 위해 젖은 종이의 위와 아래에 두꺼운 아크릴 판을 덧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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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시 재료

건조를 진행하였다.

그림 7-1 부분적 몰드를 이용한 손상 용지의 복원 방법(좌) 및 전체적 몰드를 이용한 리프캐스팅 모방 손상 용지의
복원 방법(우)

펄프 시트와 펄프+CM-CNF 시트의 접착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영국 LLOYD사의 만능재료시험기
(UTM - 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여 Peeling test를 진행하였다. 샘플 제작은 한국표
준협회의 ‘접착포의 박리 강도 시험 방법 (KS K 0533 : 2008)’을 참고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표 7-1 염색에 사용된 치자 가루의 기본 정보
등급

원산지

순도

포장

식품첨가물용

한국

Content 100%

5g

펄프 섬유 염색 진행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치자(Gardenia yellow) 가루를 이용하였다. 치자가루
는 <표 7-1>에 표기되어 있는 조건의 염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치자 가루는 증류수에 녹여 히팅
멘틀을 통해 가열하여 염색을 진행하였으며 치자의 입자가 펄프 소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앞서 복원에
이용하였던 레이온+폴리에스터로 이루어진 다공성 천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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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수펌프 적용 및 복원 과정 진행
그림 7-2 배수펌프를 적용하여 진행 한 전반적인 복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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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전반적인 손상 지류의 복원 과정은 <그림 7-2>와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제작한 배수펌프 위에 다공
성 천을 깔고 그 위에 손상된 샘플을 올린다. 그 후 손상된 부분에 맞춰 제작된 몰드를 올려놓은 후
포토샵을 통해 계산된 손상부의 넓이에 맞춰 계산된 값에 해당하는 펄프 현탁액을 부어준다. 이 때 물
이 다 배수되지 않아 펄프 섬유가 몰드 안에 부유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잘 퍼질 수 있도록 살짝
흔들어 준다. 펄프 섬유가 골고루 퍼졌다면 진공 펌프 장치를 작동해 준다. 진공 펌프는 실리콘 관을
통하여 통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 당기고 그 힘에 의해 위쪽에 놓여있는 물이 아래의 플라스틱 통으
로 흡수되어 들어가고 몰드 내무에 있는 물은 제거된다. 물이 제거된 몰드 내부의 섬유는 젖은 상태로
손상부에 맞추어 고정된다. 고정된 섬유는 몰드를 제거해 주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건조를
위해 몰드를 제거해 준다. 몰드 제거가 완료 되었으면 섬유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하여
손상된 용지의 섬유 방향으로 도입된 섬유의 방향을 정리해 준다. 섬유장의 방향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그 위에 또 다른 다공성 천을 올려놓고 롤러를 이용하여 처리한 펄프 섬유가 기존 손상 용지에 잘 부착
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준다.
복원 절차가 완료된 종이 샘플은 물에 의해 젖어 위와 아래에 다공선 천이 덧대어 진 상태로 놓여있
다. 이 상태 그대로 건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이 증발 되면서 펄프 섬유의 뒤틀림을 유발하기 때문
에 종이가 수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축 현상을 막기 위해 위와 아래에 <그림 7-3>
과 같이 두꺼운 아크릴 판을 덧대어 준다. 건조는 이 상태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상온에서 진행한다.
건조가 완료되었으면 샘플에 덧대어진 다공성 천과 아크릴 판을 제거해 주고 최종적으로 도구를 이용
하여 건조 후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는 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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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에 대한 후처리를 해주는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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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건조 시 물에 의한 수축 현상을 막기 위해 샘플에 아크릴 판을 덧대어 준 모습(좌)과 건조 후 도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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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M-CNF의 접착능 평가
시트에 CM-CNF를 첨가해 주었을 때 접착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접착포의 박리 강도 시험 방법’과 UTM을 이용하여 박리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시편은 <그
림 7-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붙이고자 하는 종이와 도입하고자 하는 종이를 서로 붙여 제작하고
5.1cm 정도를 미리 떼어 준 후 모식도처럼 180°로 벌려 준 후 측정을 진행한다. 측정이 시작되면 기
기에 의해서 벌려진 종이에 위아래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때 이 두 종이가 떨어지는 데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통해 두 종이 사이의 접착 정도를 측정한다(그림 7-5).41)
샘플은 기준 용지와 펄프만으로 이루어진 종이시트가 접착된 것과 기준 용지와 펄프+CM-CNF로
이루어진 종이시트가 접착된 것 두 가지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7-4 박리강도 시험 모식도와 한국표준협회 KS K 0533 : 2008에 의거한 평가 시편 모식도

41) Kim, J., K. S. Kim, and Y. H. Kim. "Mechanical effects in peel adhesion test." Journal of adhesion science
and technology 3.1 (1989): 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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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UTM 기기를 사용하여서 Peeling test를 진행하는 모습

다. 펄프 섬유 염색
그림 7-6 Crocin

그림 7-7 Crocetin

치자 가루에서 염색에 이용되는 화학 물질은 <그림 7-6>과 <그림 7-7>에 제시되어 있는 crocin과
crocetin이다. 이 두 화학 염료는 열에 의해 특정 부위에 반응을 일으켜 염료가 부착이 되는 반응성
염료로써 수산화기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펄프 섬유를 이루고 있는 셀룰로오스 섬유는 표면에 수
산화기가 많기 때문에 염색을 위해 70℃ 상태에서 펄프와 치자 가루를 혼합하여 염착을 진행하였다.
치자 가루와 물의 비율은 1:100으로 정하여 용액을 제작하였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치자 가루가 펄프
섬유와 섞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펄프 섬유는 다공성 천에 감싼 후 반응을 진행하였다. 한 번
반응 진행 시 펄프 섬유는 용액 대비 1/50을 계산하여 넣어주었다. 반응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반
응이 완료된 후 증류수에서 염착이 진행된 펄프 섬유를 두 차례 세척 후 유리병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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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

CM-CNF로 인한 여수도의 증가는 제작한 배수펌프의 흡입과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기기의
적용은 또한 위의 경우가 아니어도 샘플에서 확실하게 물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한 샘플
의 손상을 최소화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해 주었다. 위의 방법으로 제작된 샘플은 <그림 7-8>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양에 맞추어 확실한 복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3.1. 배수펌프 적용 및 복원 과정 진행

그림 7-8 배수펌프를 적용한 복원 방법으로 복원한 샘플 용지

건조 과정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아크릴판 사이에서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확실한 종이의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8>에
서와 같이 건조 완료 후 샘플은 종이의 수축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크릴판보다 더 무거운 유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림 7-9). 하지만 종이 건조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최소한의 범위 또한 필요하며 너무 무거운
판을 사용하면 약해진 고문서에 추가적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7-9 유리판에 덧대어져 복원된 샘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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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박리강도 실험에 의해서 측정된 펄프 시트와 펄프+CM-CNF 시트의 박리강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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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M-CNF의 접착능 평가

박리강도 실험을 통해 측정된 샘플 별 박리강도는 <그림 7-10>과 같이 CM-CNF를 첨가하여 제작
한 종이시트의 경우가 더 높은 접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트의 접착력 증가
현상이 손상 용지와 제공된 시트 사이로 CM-CNF가 자리잡아 들어갔고 건조 과정을 통해 두 종이를
이어주게 되어 접착력이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펄프 섬유 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CM-CNF의 양상은
아직 건조되지 않은 펄프+CM-CNF 시트의 표면 사진을 Dark-field 현미경으로 촬영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7-11).

그림 7-11 Dark-field 현미경으로 촬영한 펄프+CM-CNF 시트의 표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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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SEM을 통해 촬영한 건조된 펄프+CM-CNF 종이시트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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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보면 펄프 섬유 표면에 CM-CNF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11>에서 펄프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 CM-CNF라는 것은 건조 된 시트의 SEM 사
진(그림 7-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11>에서 CM-CNF는 물처럼 유동적인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질을 통해 CM-CNF는 종이에 부착 시 종이와 도입된 시트 사이의 계면에
넓게 펴서 퍼지게 되고 이 때 종이와 시트의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다공성 구조에 들어간 CM-CNF는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또 그 상태로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종이는 연결이 되고 이 과정이 접착력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 CM-CNF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두 종이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CM-CNF에 의한 수축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2)
CM-CNF의 접착 증진 성질은 복원을 진행할 때 유용한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문서의 보강에서
풀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풀의 성분은 다양한 성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작될
수 있거나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원 시 점도 및 부착 성능을 조절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CM-CNF에 의한 접착력은 다르다. 일단 CM-CNF 자체가 펄프에서 파생되어
나온 물질이라는 점에서 보강에 사용되어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함유량의 조절을 통해 접착
능력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사용량(0.1%)에서의 접착력을
보았을 때 부착되어 있을 때는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 떨어짐이 없지만 외력을 가하게 되면 빠
르게 떼어낼 수 있다. 이는 곧 적용한 시트가 오염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손쉽게 떼어낼 수 있어 추가
적인 오염의 전염을 막을 수 있음을 뜻한다. CM-CNF의 첨가로 인한 접착능의 증가는 위와 같은 이유
에서 지류 보강 부분에서 기술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2) Manninen, Marjo, et al. "The effect of microfibrillated cellulose addition on drying shrinkage and dimensional
stability of wood-free paper." Nordic Pulp and Paper Research Journal 26.3 (2011):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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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치자 가루 용액과 펄프 섬유를 염색하는 과정, 염착이 완료된 섬유 및 염색된 섬유로 제작한 종이 시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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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펄프 섬유 염색

지류에 색상을 부여하기 위하여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펄프 섬유에 대한 염색을 진행하였다. <그림
7-13>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염색물질의 번짐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용해되지 않은 치자 가루로
인한 시트 표면 거칠기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었다. 또한 펄프와의 비율 조절을 통하여 색의 농도를 조
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연 염료를 사용할 경우 표준화되어 있는 상용 수채 물감과는 달리 색상을 정
의하기가 어렵고, 색상표가 없기 때문에 공정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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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꺼운 지류의 손상

●

맞춤형 복원 기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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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두꺼운 지류의 경우에는 손상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부에 다양한 모양의 굴곡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얇은 종이를 각 층에 맞게 잘라낸 후 내부에 자른
종이를 쌓아 올리는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제작된 몰드와 펄프를 적용하는 경우 단일
공정으로 복원 및 보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D 스캐닝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Thingiver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그림 8-1).
이 프로그램은 사진을 분석하여 세세한 차이점을 통해 내부의 굴곡과 높이를 재현하여 3D 프린팅 몰
드를 제작해 줄 수 있다. 이 때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주는 디자인 파일은 STL 파일이며 저장 후 수정
할 점이 있다면 Rhinoceros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디자인 수정이 가능하다. Rhinoceros 프로그램에
서 이 디자인 파일을 알맞게 수정하였다면 최종적으로 Cura 프로그램을 통해 G code 파일로 변환해
줄 수 있다(그림 8-2). 인쇄를 완료하면 <그림 8-3>과 같이 손상된 개체의 표면에서 관찰되었던 특징
을 가진 몰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8-1 사진을 3D 스캐닝으로 몰드를 디자인 하는 과정

그림 8-2 손상부에 맞추어 디자인 된 몰드 STL 파일(좌)과 G code 파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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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3D 스캐닝으로 손상부에 맞추어 제작된 몰드

본 연구에서는 검은색 두꺼운 책 표지에 대한 복원을 진행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그림 8-4). 사용된 두꺼운 책 표지는 내부가 하얀색이고 외부는 검은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에 맞추어 일정 높이는 하얀색 펄프를 사용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검은색 펄프를 통해서 복원
을 진행하였다.

그림 8-4 복원에 사용된 모델(좌)과 복원된 모습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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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잡한 모양의 지류 손상

●

손상 시에는 모양이 복잡하고 수 십장에 걸쳐 비슷한 형태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류의
복원은 한 장 한 장 똑같은 모양의 얇은 종이를 잘라내고 붙여줌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지만 모양이 복
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손상 모양에 맞춘 적용은 불가능하다.
몰드는 손상부에 맞추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손상 모양일 경우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그림 8-5). <그림 8-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몰드를 손상 부위에 밀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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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자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상 유형중의 하나는 벌레에 의한 손상이다. 벌레에 의한 지류의

새로 도입되는 펄프 섬유가 원지와 접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펄프 섬유의 적용을 손상된 부분으로 국
한할 수 있었다.
그림 8-5 벌레에 의해 손상된 지류의 모습을 재현한 샘플과 그 모양에 맞춰 제작한 몰드의 모습

그림 8-6 벌레에 의해 손상된 지류에 손상부에 맞춘 복원을 진행한 모습(좌)과 최종적으로 덧칠을 통해 손상전의 모습까지
복원한 샘플의 모습(우)

위에 제시된 방법 이외에도 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적 복원 수리 기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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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촬영을 통하여 지류 자료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왜곡된 피사
체 이미지는 포토리터칭 기법으로 보정할 수 있었다. 3D 프린팅 몰드는 CAD와 Cura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디자인할 수 있었으며, 픽셀 수준에서의 평가 및 제어를 통하여 실제 손상된 부분과의 오차 범
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디지털화 된 이미지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복원하고자 하는 지
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높이와 면적을 가지는 맞춤형 몰드의 제작이 가능하였다. 몰드 제작용 필라
멘트 소재의 선정을 위하여 PC, PLA, ABS, PS에 대한 물성 및 프린팅 패턴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PLA 소재는 용융 온도, 용융 속도, 경화 속도 및 해상도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꺼운 지
류의 경우에는 손상원인에 따라 내부에 다양한 모양의 굴곡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굴곡을 보강하기 위하여 얇은 종이를 각 층에 맞게 잘라낸 후 내부에 자른 종이를 쌓아 올리는 방법
으로 보강을 진행한다. 반면에 본 기술은 3D 스캐닝 기법과 3D 몰드를 이용하는 단일 공정으로 보강
하고자 하는 지류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손상부에 해당하는 조각을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지류 문화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벌레에 의한 지류 손상을 모델로 하여 복잡한 형태의 몰드를 제작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수십 장에 걸쳐 동일하게 발생된 손상을 효율적으로 복원 처리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펄프 4종의 섬유 관찰 및 특성 분석 결과 닥섬유,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 기
계 펄프 순으로 섬유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전 농도 및 crowding factor를 이용한 응집
농도 예측 결과 섬유 길이가 길수록 응집을 형성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닥섬유와 침엽수 펄
프는 낮은 응집형성 농도를 나타내어, 저농도 현탁액 조건에서도 쉽게 응집을 형성하였다. 탈수성 측
정 결과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 닥섬유, 기계펄프 순으로 탈수 속도가 빨랐으
며, 탈수속도가 느릴수록 지필이 더 균일하였다. 펄프 종류, 농도, 진동에 따른 시트 지필 균일성 관찰
결과 섬유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와 기계펄프는 비교적 높은 농도에서도 섬유
분포가 균일하였으며, 약한 진동 부여만으로도 상대적으로 개선된 지합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섬유
길이가 긴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와 닥섬유의 경우 낮은 농도 및 진동 부여 조건에서도 지합 개선 효과
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M-CNF를 투입하여 지합 개선 효과를 살펴본 결과
CM-CNF를 첨가할 때 같은 농도 및 진동 조건에서 더 균일한 지필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CM-CNF가 분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지류 자료의 복원을 위하여 섬유현탁액을 이용할 경우 섬유의
특성에 따라 복원된 시트의 섬유 분포 균일성이 영향을 받으며, 짧은 길이의 섬유, 낮은 농도의 현탁액
조건, 진동 부여, 그리고 분산제의 사용을 통하여 균일한 시트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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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 참여 연구원 회의 진행 내용
본 연구 과정에서 지류 자료의 보강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연
구원 간 과제 회의를 진행하였다. 총 3번에 걸쳐 고문헌 복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이상현 교수 및 연구진과 함께 연구의 가능성 및 진행 방향들을 논의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 사항 및 기초 내용을 발표하여 연구의 방향
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연구 방향을 반영한
실험 결과와 이 연구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3차 회의에
서는 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자문 내용을 반영한 실험 결과와 최종 연구 결과를 함께 고찰하였다.

회 차

일 시

참여 인원

주요 안건

1차
회의

2017년
7월 4일

현진호, 윤혜정,
이상현, 최윤경,
신종현, 이현지

-

2차
회의

2017년
9월 11일

현진호, 윤혜정,
이상현, 송형란,
신종현

-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제시
- 종이 팽창에 대한 연구
- 펄프 염색 방법

3차
회의

2017년
12월 27일

현진호, 윤혜정,
이상현, 최윤경,
신종현, 이현지

- CNF 첨가제의 접착성 평가
- 복원 지류의 건조 방법
- 펄프 염색 방법

유물의
펄프의
수분에
기계적

결손부 다양성에 따른 기술의 적용 가능성
불균일성 해결 제시
의한 문제
적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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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차 참여 연구원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규장각 소장 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연구사업 1차 회의
일 시

2017년 7월 4일 11시 ~ 2017년 7월 4일 13시

장 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5222호

대 상

참여연구원, 자문위원, 규장각 연구관리 담당자

자문위원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유물의 결손부의 다양성에 따른 기술의 적용 가능성
한 권의 지류 관련 유물의 복원 할 때에는 오직 한 가지의 기술이 쓰임. 즉, 처음에 배접을 이용한 복원을
시작했다면 그 지류의 복원 마지막까지 배접 용법을 사용해서 복원을 진행해야 함. 하지만 현재로서
위의 신기술은 천공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함이 제시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손상 부위에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그로부터 실제로
그 한권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펄프의
현재의
조금더
두께를
있어야
제시해

불균일성 해결 제시 필요
모습으로서는 국부적인 부분에 펄프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펄프의 균일성에 대한 측면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 즉, 펄프를 취했을 때 불균일하게 취해져 만들어낸 종이가 고른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서 펄프를 균일하게 퍼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제시가
함. (①전통재료-황촉규, ②이온성의 고분자-PAM, ③ 외력에 의한 분산-shaking, 소니케이션)
준 방법을 사용해서 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

수분에 의해 라인이 생기는 문제점
종이에 있어 물은 치명적인 요소. 현재의 연구결과를 보면 복원을 진행한 샘플에 물에 의한 타이드라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 유물에 사용했을 때 라인이 생긴다면 복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라고
생각함.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진행은 ① 물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유물을 적셔 복원하는 복원법에
적용을 고려하든지, ② 펄프 사용에 있어 탈수를 더 효율적이게 하여 라인이 생기는 단점을 극복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자문 내용

유물에 적용했을 때 번지는 문제
실제 유물의 경우에는 먹으로 작성한 유물이 많음. 먹은 물을 적용했을 때 번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시한 기술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물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 단순히
물에 의한 라인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본다면 우리
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임.
일본의 특허와 비교
일본의 경우에는 레이저를 통해 같은 모양을 만들어 내어 지류 복원 분야에서 일본 고유의 기술을 개발했다
는 선례가 있음. 이와 비교했을 때 3D 프린터를 이용한 복원 방법은 일본의 기술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복원 용지와 새로 적용된 용지가 맞닿는 부분에서의 두께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다만, 일본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술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려면 실효성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몰드의 크기 고려 필요
가장자리가 손상된 지류의 경우에는 끝부분이 날카로운 가는 가지 모양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손상이
있기도 함. 이런 경우에 몰드를 사용하면 그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몰드의 최소한의 크기를 정하여 그렇게 만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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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부분
수분의 탈수와 국부적인 부분에서의 분산을 고려하려면 기계 장치 고안도 중요. 분산을 해결할 수 있게끔
흔들면서 아래에 suction할 수 있게끔 기계를 설계하여 제작한다면 탈수와 분산의 문제를 크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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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 참여 연구원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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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9월 11일 11시~2017년 9월 11일 13시

장 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5222호

대 상

참여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하 연구원

자문위원

제2장ㅣ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규장각 소장 지류문화재 자료보강 신기술 개발 연구사업 2차 회의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수분에 대한 문제
지류 복원에 있어서 수분은 가장 치명적인 요소라고 생각. 수분을 직접 가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최선.
(손상 부분의 모양에 해당하는 종이 시트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 고려). 하지만 수분을 활용해야 한다면
최대한 수분이 접하지 않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정확한 목표 설정
연구의 구체성을 키워야 함. 현재 연구 진행은 특정한 목표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확실성과 정확성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현재는 단섬유를 통한 복원을 연구하고 있으니,
단섬유에 초점을 맞춰서 보강해야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가능하다면 도서관 문서,
화첩, 종이 구조 상자 등의 것을 복원하는 방법을 추천하며,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떤 한 가지 대상을
복원 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
두꺼운 지류 복원에의 적용
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얇은 시트를 제작했을 때 두께의 차이가 극명하게 관찰됨. 하지만
두꺼운 시트를 제작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임. ②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험에서는 단섬유를 사용한
방법이 진행 중임. 두꺼운 지류 같은 경우에는 단섬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자문 내용

보았을 때 책의 표지와 같은 두꺼운 종이에 적용하여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습식 복원 진행 시 종이의 팽창
디지털 이미지화 진행 시 종이는 건조한 상태임. 하지만 종이를 습식 복원 진행하게 되면 물의 영향으로
손상된 부위가 팽창할 수 있음. 따라서 만들어진 몰드가 손상된 부위와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될 수도
있음. 수분 팽창에 의한 범위를 고려하여 몰드 제작이 필요.
충해에 의한 지류의 손상 시 몰드 제작의 문제
충해에 의해 지류가 손상될 경우 갉아서 올라오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손상된 구멍의 크기는 가장 마지막에
손상을 입은 쪽일수록 천공의 크기가 작다. 현재 복원에서는 일일이 종이를 붙여 제작하고 있으나 3D
몰드를 제작하면 효율적 보강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염색 잉크를 이용한 펄프 염색 방법 제시
단순히 색을 맞추기 위해 펄프를 염색하고 손상된 지류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천연염료라 할지라도 입증되
지 않은 파우더 형태의 염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각종 승인을 받아 입증되고 입자의 걱정이 없는 액체형태의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승인 받지 않은 염료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파우더
형태의 염료는 입자가 녹지 않고 남아 종이의 촉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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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27일 11시~2017년 12월 27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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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참여연구원, 자문위원, 규장각 연구관리 담당자

자문위원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

2017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Ⅴ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1.3. 3차 참여 연구원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CNF의 접착성 부여 효과
CNF를 0.1%만 넣어도 접착성 부여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여겨짐. 건조 후 당김(dry
shrinkage)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소량만 사용하므로 괜찮을 듯. 기존의 리프캐스팅 방법 또한
접착이 중요한데, 분산성 개선을 위해 CNF를 넣어줌으로써 접촉면 부착 문제도 해결된다면 매우 좋을
듯.
목표 설정(두꺼운 것에의 적용) 및 3D스캐너 이용
현재 실험을 화첩 등의 두꺼운 것에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3차원으로
보강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 (층별로 모양이 다른 경우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보강재를 넣으면
맞지 않을 수 있음 → 경계 부분만 수분이 있게 해서 끼우면 됨) 수축 정도를 관찰하고 접착력을 높이는
법을 생각한다면 응용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전체를 덮는 몰드에 대한 내용
최소의 물을 사용해 종이 위에 바로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장에 여러 손상 부위를 한꺼번에
보강할 수 있다. 틀을 만들면 기존의 문화제에 직접 트레이싱 하는 방법에 비해 노출도 줄이고 정밀도가
높아져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음.
건조 방법
자문 내용

공기가 통하는 폴리에스테르 sheet를 올려두고 건조. 이 때, 건조 시 큰 압력을 가하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벼운 아크릴판 등을 덮어두면 경계부분이 공기에 다량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음. (공기가
통하되 다량 접촉하지 않도록해야 수축률을 줄일 수 있음.) 하지만 원래는 건조 속도가 느리고 상온에서
건조할수록 원지의 변형이 적음.
실제 적용에 대한 내용
현재 보강/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보강하는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보라는 조언. 펄프 양에 따른 정확한
두께를 알 수 있으면 활용적인 면에서 편리함. 너무 복잡하거나 양이 많은 경우 전통적인 방법의 준비
과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수지타산성을 따져 보아 유물을 보고 이 방법이 맞는 곳에만 사용하면 활용
가능성이 있음.
염색 방법
아직 문화재 쪽에서도 색맞춤 방법이 정형화되지 않음. 적용됐을 때 좀 더 신뢰가 되는 염료를 쓰면
됨. 유물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니어서 쓰면 안되는 염료는 없음. 다만 수분 때문에 빠져나올 가능성이나
말리면 다른 색이 되는 것(천연 염료의 경우 말리면 경계부분이 검게 변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계에서의 유물의 오염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니 그 점에 유의하여 염색을 진행할 것, 입자가
고운 유기 안료를 사용해서 염색을 진행해보면 좋을듯. 현대 안료를 원심분리 처리하여 쓰기도 함. 그
외에 염색 된 한지 등을 사용해도 되며 화방의 독일/일본 물감 사용을 권장. (일본-홀베인. 독일-슈민케
등을 칠해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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