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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재 관리 및 보존 수리 

사업의 성과들을 한데 모아 ‘2019년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이자 국가의 대표적인 학술연구기관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왕실 자료와 주요 행정 문서, 지도 등 중요한 국가 기록과 문헌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규장각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계승한 국내 최고의 

기록문화유산 관리 기관으로 7,172점의 국보와 2,262점의 보물을 포함하여 25만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한국학 연구 

지원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문화재의 자연 손상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료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수리 복원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서는 수리복원·보존처리, 대체본, 모사본, 보존환경제어, 보존연구의 5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는 한지, 전통먹, 염색, 

매듭, 모사, 서각, 칠 등 각 분야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전통 재료와 기술을 복원하는 한편, 

보존과학, 서지학, 역사 및 미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이 협력하여 최선의 보존처리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각 세부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과정과 각종 연구 

및 분석 내용, 사업의 최종 결과물 등을 모두 담았으며, 본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국내의 보존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기록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는 한편, 이를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본 연구원 

관계자들과 도움을 주신 사업별 자문위원님들,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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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002 003

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주관사업자

(주)다해미디어

사업기간

2019년 4월 10일 ~ 

2020년 1월 31일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현존하는 유일본 실록의 복제본 제작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보존 및 전승

•	원형 복제를 통해 연구의 기초자료 및 유사 시 대비

•	낙장 및 훼손 부분이 포함된 실록의 원형 복원

2. 사업대상 자료

•	세종실록(奎12722, 정족산사고본 15책)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
장수 낙장(대체)

비고
내지 표지 부분 합계

133 142 종이 ○ 54.5×30.2 30 2 필사 원본, 적색 글씨

134 143 비단 ○ 54.5×29.8 30 2 필사 원본, 적색 글씨

136 145 종이 ○ 54.8×30.3 40 2 필사 원본, 적색 글씨

137 146 종이 ○ 54.8×30.3 30 2 29~30 2
필사 원본, 적색 글씨

奎26691의1 제29장 1매 있음

138 147 종이 ○ 54.8×30 13 2

139 148 비단 ○ 54.8×30 23 2

141 150 종이 ○ 55×30 36 2

142 151 비단 ○ 54.8×30 29 2

143 152 종이 ○ 54.8×30.2 13 2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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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
장수 낙장(대체)

비고
내지 표지 부분 합계

144 153 종이 ○ 54.8×30.2 14 2

145 154 비단 ○ 54.7×30 22 2

148 157 종이 ○ 54.8×30 31 2 1 1

151 160 비단 ○ 54.7×30 30 2 제9장은 필사 원본(적색 글씨 있음)

152 161 비단 ○ 54.7×30 84 2

153 162 종이 ○ 55×30.2 83 2 24,37,39 3

계 ○ 508 30 6
복제대상 15책 538매

(낙장복원 6매 포함)

3.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자료/낙장복원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직물 및 염색 박윤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한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장황 이상현 전통문화대학교

2) 낙장 복원위원

성명 소속 비고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정진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송웅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3) 제작 참여자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사업 총괄 최현사 (주)다해미디어 대표이사

물성 분석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표지 직물 김아람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촬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매체화팀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이사

신경수 (주)다해미디어 실장 편집 작업 총괄

신혜정

(주)다해미디어 편집 디자이너
기본 편집, 편집 검수, 

훼손된 글자 복원
정영신

신은지

- 포토샵 프리랜서 신혜원 외 4명 밀랍 제거

신경수 (주)다해미디어 실장 낙장복원 작업 총괄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이사 글자 배열

한지제조 안동한지 대표: 이병섭

표장직물 직조 두산손명주연구회(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보유단체)

염색 정관채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비단: 쪽염, 장황끈: 홍염

꼰끈 제작 김시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인쇄
김병노 (조주)다해미디어 인쇄부 실장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이사

복제본 인쇄물 및 

낙장복원본 검수

김은주 서울대학교 인문대 석·박사

김명재 서울대학교 인문대 석·박사

박유정 서울대학교 인문대 석·박사

장황 이덕용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2412호

사업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조진리 (주)다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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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측 및 상태 조사 결과

책 권 표지
크기(㎝)

장수(본문) 비고 내지 상태
가로 세로

133 142 종이 30.3 54.2 30 악보(2도)

134 143 비단 29.9 54.8 30 악보(2도) 낙엽같은 부스러기 많음

136 145 종이 30.2 55 40 악보(2도) 한 책이 상·하로 나눠져 있음

137 146 종이 30 55 30 악보(2도)

1~7장 밀납이 진하고 백화로 내용 확인이 

불가함

29~30장 판형이 작음(낙장 복원 대상)

138 147 종이 30 54.8 13 악보(1도)

139 148 비단 29.8 54.8 23 지리지

6~8장, 11~13장 상단 부분 밀납이 진해 

앞뒷장이 붙어 있음 

한지 얇음

141 150 종이 30 55 36 지리지 한지 두꺼움

142 151 비단 30 54.8 29 지리지 중간 부분 밀납이 진함

143 152 종이 29.9 54.8 13 지리지 한지 두께가 고르지 못함

144 153 종이 30.2 54.9 14 지리지 한지 얇음

145 154 비단 30 54.9 22 지리지 4~5장 한지 두꺼움

148 157 종이 30.1 54.9 31 칠정산

1장 필사, 백화 심함(낙장 복원 대상)

2~5장 밀납이 진하고 백화 심함

전체적으로 한지가 두꺼움

151 160 비단 30 54.8 30 칠정산 9장 필사(적색 글씨 있음)

152 161 비단 30.1 54.8 84 칠정산
앞부분 한지 두꺼움

71~84장 한지 얇음, 한지 편차 있음

153 162 종이 30.2 55 83 칠정산

24장, 37장, 39장 필사(낙장 복원 대상)

21~22장, 33~36장 백화 심함

18장, 16장, 25~32장, 38장, 40~44장  

한지 두꺼움

전체적으로 백화 심하고 밀납이 진함

계 508  

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1. 유물 실측 및 조사

복제 대상 유물의 크기, 장수, 표지 및 내지의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사표를 기초로 1차 자문회의에서 제작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고 자료로 정리하였다.

이번 복제 대상 실록은 세종실록 정족산사고본 15책이며 본문 총 508장이며 낙장 6장이 포함되었다. 

사업대상 실록 중 비단 표지는 6책이었고, 능화문 표지는 9책이었다. 비단 표지는 짙은 쪽빛으로 대부분 

탈색, 오염, 훼손되어 있었으며 한지 능화문 표지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내지의 상태는 백화 현상이 심하고 열화된 것 같은 부분 얼룩이 있었다. 백화로 글자의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밀납이 진해 앞뒷장이 서로 붙어 글자의 식별이 어려운 장이 있었다. 

한지의 두께는 15책 중 7책이 고르지 못하고 중간중간 얇거나 두꺼웠다. 장황용 끈은 2012년도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시 조사 분석한 결과 현재의 끈은 개장된 것으로써 원형은 남아있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유물 실측 및 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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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의 상태 

(1) 표지  

복제 대상 15책 중 비단 표지는 총 6책으로 원래는 짙은 쪽빛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심한 탈색과 

표지 테두리가 닳고 낡아서 심하게 해져 있었다.

v.134 표지 v.139 표지 v.142 표지

v.145 표지 v.151 표지 v.152 표지

(2) 본문

백화로 글자의 형태와 계선이 사라진 상태로 부분 얼룩과 먹 번짐과 같은 오염이 있었다. 

 

v.137-2 v137-5

(3) 원형 복원 대상 세종실록

보사하여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세종실록 6장 중 v.137의 29장은 奎26692(기타산엽본)에 있는 

29장으로 대체하여 원형 복원하였다.

v.137-29 v.137-30

v.148-1 v.153-24

v.153-37 v.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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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의 상태 

(1) 표지  

복제 대상 15책 중 비단 표지는 총 6책으로 원래는 짙은 쪽빛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심한 탈색과 

표지 테두리가 닳고 낡아서 심하게 해져 있었다.

v.134 표지 v.139 표지 v.142 표지

v.145 표지 v.151 표지 v.152 표지

(2) 본문

백화로 글자의 형태와 계선이 사라진 상태로 부분 얼룩과 먹 번짐과 같은 오염이 있었다. 

 

v.137-2 v137-5

(3) 원형 복원 대상 세종실록

보사하여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세종실록 6장 중 v.137의 29장은 奎26692(기타산엽본)에 있는 

29장으로 대체하여 원형 복원하였다.

v.137-29 v.137-30

v.148-1 v.153-24

v.153-37 v.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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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 분석

원형 복제 방침에 따라 최대한 원본과 동일한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제 대상 

자료의 한지와 표장직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임의로 3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한지 

(1) 분석 담당: 김형진(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2) 분석일: 2019년  8월  16일 (금) 

(3) 분석 자료:  세종실록 143권, 151권, 161권. 3책. 

(4) 분석 방법   

•	지질 분석 

 - 분석 대상 책 표지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표지를  상단부,  중앙부,  하단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책의 내지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책 전체 쪽수의 전반부 쪽에서 한 장, 중반부 쪽의 

한 장, 후반부 쪽의 한 장을 임의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책의 표지와 내지의 두께는 약 5~10회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 

평균값, 표준편차와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 종이두께 측정기: L&W Micrometer, Swede 

 - 백색도 측정기: Elrepho(L&W, Sweden)

•	비파괴 이미지 분석

 - 표지는 바탕면, 표제지, 계선, 표제 글자, 실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책 내지 전반부 중 1쪽, 중반부 중 1쪽, 후반부 중 1쪽을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 함  

 - 내지는 여백 부분, 글자 부분, 계선 부분, 기타 부분 등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광원은 D65(태양광)로 설정하고, 반사와 투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투과의 경우  

×100과 ×300배율에서 각각 여백 부분 위주로 측정하였음

 - 이미지 분석 장비: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

(5) 복제용 한지의 제조 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광학적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백색도가 높지 않은 미표백 한지의 선택이 타당함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두께 및 평량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전통한지의 생지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	현미경 등을 이용한 세종실록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복제본 제작용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수초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섬유배합비: 국산닥 사용을 제안함

•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 개선을 권장함

•	건조 방법: 철판(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발촉수 측정 이미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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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 분석

원형 복제 방침에 따라 최대한 원본과 동일한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제 대상 

자료의 한지와 표장직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임의로 3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한지 

(1) 분석 담당: 김형진(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2) 분석일: 2019년  8월  16일 (금) 

(3) 분석 자료:  세종실록 143권, 151권, 161권. 3책. 

(4) 분석 방법   

•	지질 분석 

 - 분석 대상 책 표지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표지를  상단부,  중앙부,  하단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책의 내지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책 전체 쪽수의 전반부 쪽에서 한 장, 중반부 쪽의 

한 장, 후반부 쪽의 한 장을 임의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책의 표지와 내지의 두께는 약 5~10회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 

평균값, 표준편차와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 종이두께 측정기: L&W Micrometer, Swede 

 - 백색도 측정기: Elrepho(L&W, Sweden)

•	비파괴 이미지 분석

 - 표지는 바탕면, 표제지, 계선, 표제 글자, 실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책 내지 전반부 중 1쪽, 중반부 중 1쪽, 후반부 중 1쪽을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 함  

 - 내지는 여백 부분, 글자 부분, 계선 부분, 기타 부분 등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광원은 D65(태양광)로 설정하고, 반사와 투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투과의 경우  

×100과 ×300배율에서 각각 여백 부분 위주로 측정하였음

 - 이미지 분석 장비: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

(5) 복제용 한지의 제조 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광학적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백색도가 높지 않은 미표백 한지의 선택이 타당함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두께 및 평량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전통한지의 생지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	현미경 등을 이용한 세종실록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복제본 제작용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수초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섬유배합비: 국산닥 사용을 제안함

•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 개선을 권장함

•	건조 방법: 철판(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발촉수 측정 이미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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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장 직물 

(1) 분석 담당 : 김아람(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2) 분석일 : 2019년 8월 16일 (금) 

(3) 분석 자료 : 복제대상 실록 중 권 163, 148, 151, 154, 160, 161. 6책. 

(4)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의 표지 및 표제 직물은 먼저 육안으로 대략적인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손상과 오염 

정도 등을 살핀 다음 밀도경으로 표지와 표제 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 촬영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밀도를 측정한다.

실체현미경 관찰도 올이 고르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하여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의 배율로 

확대하여 촬영한다.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표지와 표제직물에 사용된 실의 경사와 위사 굵기를 측정하되 

가장 가는 실과 가장 굵은 실의 굵기를 기록한다. 표지와 표제 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직물의 식서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 

방향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측색은 색차계를 이용하여 직물에 남아있는 색을 측정하는데 국제조명위원회(CIE)의 L*a*b* 

표색계(表色系)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측색위치는 표지의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색이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측정하였고 표제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은 부분에서 측색하였다.

일부 표지 직물은 손상이 심해 배접지와 분리된 경우가 있어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에서 후도계를 

이용하여 직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밀도경 실체현미경
(Nikon Shuttle Pix)

색차계
(KONICA MINOLTA CR-10)

후도계
(Mitutoyo 547-301)

(5) 복제용 직물의 제언 

본고에서 분석한 표지 직물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한 종류의 직물을 제직해야 한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 의 총 6권에는 앞과 뒤에 직물로 표지가 

되어 있으며, 표제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지와 표제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직조된 명주이며 직물의 포폭을 35㎝로 감안하였을 때에 10~12새 

정도로 측정되었다.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약 30㎝, 세로 약 55㎝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접어서 넣는 부분을 감안하여 최소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제대상의 표지와 표제 

직물은 10~12새(직물 폭 35㎝ 기준)의 명주 1/2필이 필요하다.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필요량의 2~3배로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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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장 직물 

(1) 분석 담당 : 김아람(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2) 분석일 : 2019년 8월 16일 (금) 

(3) 분석 자료 : 복제대상 실록 중 권 163, 148, 151, 154, 160, 161. 6책. 

(4)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의 표지 및 표제 직물은 먼저 육안으로 대략적인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손상과 오염 

정도 등을 살핀 다음 밀도경으로 표지와 표제 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 촬영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밀도를 측정한다.

실체현미경 관찰도 올이 고르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하여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의 배율로 

확대하여 촬영한다.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표지와 표제직물에 사용된 실의 경사와 위사 굵기를 측정하되 

가장 가는 실과 가장 굵은 실의 굵기를 기록한다. 표지와 표제 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직물의 식서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 

방향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측색은 색차계를 이용하여 직물에 남아있는 색을 측정하는데 국제조명위원회(CIE)의 L*a*b* 

표색계(表色系)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측색위치는 표지의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색이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측정하였고 표제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은 부분에서 측색하였다.

일부 표지 직물은 손상이 심해 배접지와 분리된 경우가 있어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에서 후도계를 

이용하여 직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밀도경 실체현미경
(Nikon Shuttle Pix)

색차계
(KONICA MINOLTA CR-10)

후도계
(Mitutoyo 547-301)

(5) 복제용 직물의 제언 

본고에서 분석한 표지 직물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한 종류의 직물을 제직해야 한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 의 총 6권에는 앞과 뒤에 직물로 표지가 

되어 있으며, 표제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지와 표제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직조된 명주이며 직물의 포폭을 35㎝로 감안하였을 때에 10~12새 

정도로 측정되었다.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약 30㎝, 세로 약 55㎝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접어서 넣는 부분을 감안하여 최소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제대상의 표지와 표제 

직물은 10~12새(직물 폭 35㎝ 기준)의 명주 1/2필이 필요하다.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필요량의 2~3배로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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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1) 본문

본문 편집은 따로 촬영된 좌우면을 가운데 판심을 정확히 맞춰 한장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후 

바탕색(밀랍), 오염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편집을 완료하였다. 바탕색과 오염 등을 제거할 때에는 원본 

글자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v.139-1 좌면 v.139-1 우면 v.139-1 통합 v.139-1 편집 완료

좌우면이 달라 붙어 반대면의 글자가 배어나와 겹쳐 보이는 글자 중 식별 가능한 글자는 원본의 

형태를 최대한 살렸고, 글자 획이 겹쳐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태백산사고본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글자를 찾아 집자하였다. 

v.139-7 원본 (좌우면이 붙음) v.139-7 바탕색(밀랍) 제거 v.139-7 완성

v.139-7 붙은 부분 원본 v.139-7 붙은 부분 그레이 v.139-7 붙은 부분 완성

Ⅲ.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유물 촬영

복제대상 유물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매체화팀에서 디지털백을 이용하여 고해상도로 

촬영하였다. 

번호 청구기호 한글서명 책번호(순서) 총 컷수 면수 첨지 컷 범위

1 규12722 - v.133 세종실록 133 64 64 0 부분전책

2 규12722 - v.134 세종실록 134 64 64 0 부분전책

3 규12722- v.136 세종실록 136 85 84 1 부분전책

4 규12722- v.137 세종실록 137 68 68 0 부분전책

5 규12722- v.138 세종실록 138 30 30 0 부분전책

6 규12722- v.139 세종실록 139 66 54 12 부분전책

7 규12722- v.141 세종실록 141 78 78 0 부분전책

8 규12722- v.142 세종실록 142 66 66 0 부분전책

9 규12722- v.143 세종실록 143 34 34 0 부분전책

10 규12722- v.144 세종실록 144 37 36 1 부분전책

11 규12722- v.145 세종실록 145 52 52 0 부분전책

12 규12722- v.148 세종실록 148 66 66 0 부분전책

13 규12722- v.151 세종실록 151 70 68 2 부분전책

14 규12722- v.152 세종실록 152 187 176 11 부분전책

15 규12722- v.153 세종실록 153 172 170 2 부분전책

16 규26691의1 세종실록 1 26 26 0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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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최대한 살렸고, 글자 획이 겹쳐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태백산사고본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글자를 찾아 집자하였다. 

v.139-7 원본 (좌우면이 붙음) v.139-7 바탕색(밀랍) 제거 v.139-7 완성

v.139-7 붙은 부분 원본 v.139-7 붙은 부분 그레이 v.139-7 붙은 부분 완성

Ⅲ.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유물 촬영

복제대상 유물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매체화팀에서 디지털백을 이용하여 고해상도로 

촬영하였다. 

번호 청구기호 한글서명 책번호(순서) 총 컷수 면수 첨지 컷 범위

1 규12722 - v.133 세종실록 133 64 64 0 부분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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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현상으로 글자가 훼손되어 있는 장은 글자 획의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대체하였다. 글자를 대체할 때는 되도록 원본 글자의 위치나 각도 등을 고려하여 글자 형태를 일치 

시키고자 하였다.

v.137-1 원본 (백화) v.137-1 태백산사고본 내용 확인

v.137-1 바탕색(밀랍) 제거 v.137-1 완성

v.139-7 백화 부분 원본 v.139-7 백화 부분 그레이 v.139-7 백화 부분 완성

악보 5책 중 奎12722 v.133(권142), v.134(권143), v.136(권145), v.137(권146) 4책이 적색 글자가 

있는 필사본 이었다. 적색 글자에 대한 안료 분석은 작년 사업 수행 시 의뢰하여 얻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사 안료를 구입하여 대한잉크 연구 1팀에서 인쇄용 천연정착제와 혼합하여 입자 

분산 과정을 거쳐 인쇄 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쇄는 편집 과정에서 먹색판과 적색판을 따로 

분리해서 분판한 후 인쇄하였다.

v.137-3 (권146) 원본 v.137-3 (권146)  완성

v.137-3 (권146)  적색 글씨 판 v.137-3 (권146) 먹색 판

       

적색 글씨 인쇄용 안료(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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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제 

표제는 비단 표지에 부착된 표제가 원형이므로 비단 표지의 표제를 기본으로 하고, 한지 표지의 

표제에서 권지 번호만 따서 붙이는 방법으로 편집해서 완성하였다.  

비단 표지의 표제

표제 편집

3. 낙장 복원

올해 낙장 복원은 6장이다. 6장 중에서 奎26691의1 기타산엽본에 원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奎12722 v.137의 제29장을 제외한 나머지 낙장(필사본) 5장은 국사편찬위원회 태백산사고본을 비교 

참조하여 집자해서 원형 복원하였다.

奎12722 v.137 의 제29장 낙장(필사본) 奎26691 의 1 기타산엽본  제29장 

1) 원형 복원 대상 낙장 목록

구분 책 권 낙장수 낙장번호 비고

낙장

v.137 146 2 29, 30 규26691의1 제29장으로 대체

v.148 157 1 1

v.153 162 3 24, 37, 39

합계 6장

2) 낙장복원 작업 과정   

올해 낙장은 총 6장으로 장수가 많지 않고 악보와 칠정산은 세종실록 다른 권의 행수나 글자 수와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다. 낙장복원위원회는 2015년도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시 복원을 위해 마련한 

「낙장복원 작업지침」과 2016년도 세종실록 등사본 7책을 복원했던 방법과 원칙을 따르기로 하였다.

 2016년도에 구축한 을해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낙장복원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고, 

낙장복원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에 대한 자문과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낙장의 원문은 춘추관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춘추관본과 태백산사고본의 

판본이 같고 태백산사고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원문 이미지와 한문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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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제 

표제는 비단 표지에 부착된 표제가 원형이므로 비단 표지의 표제를 기본으로 하고, 한지 표지의 

표제에서 권지 번호만 따서 붙이는 방법으로 편집해서 완성하였다.  

비단 표지의 표제

표제 편집

3. 낙장 복원

올해 낙장 복원은 6장이다. 6장 중에서 奎26691의1 기타산엽본에 원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奎12722 v.137의 제29장을 제외한 나머지 낙장(필사본) 5장은 국사편찬위원회 태백산사고본을 비교 

참조하여 집자해서 원형 복원하였다.

奎12722 v.137 의 제29장 낙장(필사본) 奎26691 의 1 기타산엽본  제29장 

1) 원형 복원 대상 낙장 목록

구분 책 권 낙장수 낙장번호 비고

낙장

v.137 146 2 29, 30 규26691의1 제29장으로 대체

v.148 157 1 1

v.153 162 3 24, 37, 39

합계 6장

2) 낙장복원 작업 과정   

올해 낙장은 총 6장으로 장수가 많지 않고 악보와 칠정산은 세종실록 다른 권의 행수나 글자 수와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다. 낙장복원위원회는 2015년도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시 복원을 위해 마련한 

「낙장복원 작업지침」과 2016년도 세종실록 등사본 7책을 복원했던 방법과 원칙을 따르기로 하였다.

 2016년도에 구축한 을해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낙장복원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고, 

낙장복원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에 대한 자문과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낙장의 원문은 춘추관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춘추관본과 태백산사고본의 

판본이 같고 태백산사고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원문 이미지와 한문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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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때문에 낙장 부분의 원문 텍스트 확인을 위해 태백산사고본의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3) 책판형 제작

낙장 복원에 쓰인 판형은 낙장이 있는 동일 권에서 깨끗한 장을 골라 계선, 광곽선, 판심의 글자를 

지운 후 만들었다. 

4) 변환 및 배열

기본적으로 집자에 활용되는 글자 이미지 변환은 확보된 원문 텍스트를 이미지 DB 연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을해자본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 후 미리 준비한 기본 판형에 한 글자씩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 수에 맞게 배열하였다.

奎12722 v.137의 제29장은 奎26691의1 기타산엽본 제29장 원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장을 

대체하여 완성하였다. 

v.137-29 낙장 奎26691의1 기타산엽본  
 제29장으로 대체

奎26691의1 기타산엽본 제29장 완성

악보에 있는 낙장은 필사본으로 되어있어 이미지 변환을 시도할 수 없었고, 태백산사고본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동일 권내에서 글자를 찾아 위치에 맞게 집자하였다. 

v.137 -30 낙장 v.137 -30 완성 태백산사고본 이미지

칠정산과 지리지의 낙장 경우는 반복되는 숫자의 나열이 많아 텍스트를 이미지 변환하여 1차적으로 

배열한 후 똑같은 형태의 숫자로 인한 획일화된 모습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를 갖춘 숫자들을 

동일 권내에서 찾아 2차 배열하여 완성하였다. 

낙장 원본 완성 태백산사고본 이미지

v.148-1 

v.153-24

v.154-37 

v.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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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재료 확보

1) 한지 제조(안동한지)

한지는 실록 원본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 한지 물성분석 결과에 따라 

한지 공정인자와 제조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한지의 원료는 1년생 국산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부원료로는 천연 잿물과 종이 제작에 

꼭 필요한 황촉규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작년과 유사하게 평활도와 광택을 낼 수 있도록 도침하였다. 

<복제용 한지의 크기와 두께>

실록명 한지 크기(mm, 가로×세로) 두께(mm, 도침 후) 소요 수량

세종실록 660×650 0.12 내외 600장

<복제용 한지의 제조 요건>

고려인자 제조 조건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전통 증해방법의 잿물을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표백제 사용은 금함)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성 개선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	1차 도침

•	1차 도침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	2차 도침

증해 표백

헹굼 고해

한지뜨기 압착 탈수

일광 건조 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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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도침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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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장직물(비단) 

복제대상 실록 중 분석한 표지 직물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한 종류의 직물로 제직하였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의 총 6권에는 앞과 뒤에 직물로 표지가 되어 

있으며, 표제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지와 표제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직조된 명주이며 직물의 포폭을 35㎝로 감안하였을 때에 10~12새 

정도로 측정되었다.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약 30㎝, 세로 약 55㎝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접어서 넣는 부분을 감안하여 최소 35㎝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복제대상의 표지와 표제 직물은 

10~12새(직물 폭 35㎝ 기준)의 명주 1/2필이 필요하므로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필요량의 2~3배로 여유있게 준비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명주짜기’ 보유단체인 두산 손명주 

연구회에서 직조한 명주를 구입하였다. 두산 손명주는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메기 등의 작업을 거치고 전통 베틀에서 제직하였다.

풀바르기

누에치기 베매기 비단짜기

3) 비단 염색

비단의 색상은 제2차 자문회의에서 2018년도에 제작한 세종실록과 동일한 색상으로 염색하기로 

결정하였고, 정관채 염색장이 2018년도 염색 샘플을 기준으로 염색하였다.

전통방식의 수직기에 의해 직조한 견직물에는 염색성을 방해하는 세리신(20-30%)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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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세종실록 복제본 표지 색상

비단 정련 색소추출

염색하기 염색 후 건조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024 025

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2) 표장직물(비단) 

복제대상 실록 중 분석한 표지 직물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한 종류의 직물로 제직하였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의 총 6권에는 앞과 뒤에 직물로 표지가 되어 

있으며, 표제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지와 표제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직조된 명주이며 직물의 포폭을 35㎝로 감안하였을 때에 10~12새 

정도로 측정되었다.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약 30㎝, 세로 약 55㎝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접어서 넣는 부분을 감안하여 최소 35㎝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복제대상의 표지와 표제 직물은 

10~12새(직물 폭 35㎝ 기준)의 명주 1/2필이 필요하므로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필요량의 2~3배로 여유있게 준비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명주짜기’ 보유단체인 두산 손명주 

연구회에서 직조한 명주를 구입하였다. 두산 손명주는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메기 등의 작업을 거치고 전통 베틀에서 제직하였다.

풀바르기

누에치기 베매기 비단짜기

3) 비단 염색

비단의 색상은 제2차 자문회의에서 2018년도에 제작한 세종실록과 동일한 색상으로 염색하기로 

결정하였고, 정관채 염색장이 2018년도 염색 샘플을 기준으로 염색하였다.

전통방식의 수직기에 의해 직조한 견직물에는 염색성을 방해하는 세리신(20-30%)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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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세종실록 복제본 표지 색상

비단 정련 색소추출

염색하기 염색 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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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황용 꼰끈

염색한 명주실을 합사하고 3겹으로 꼬아 제작하며, 꼬임의 방향은 S(우)현으로 제작하였다. 복제 

대상 세종실록은 본문 한지가 얇은 편이고 책이 두껍지 않아 10합으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1) 제작 과정

•	명주실을 적당한 굵기가 되도록 합사한다. 이때 3가닥을 합사하며, 각 가닥을 왼편으로 꼬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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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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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꼰 실을 실패에 옮겨 스팀을 쬐어 고정시킨다. 

합수별 꼰끈 10합 꼰끈

제작 모습

5. 인쇄

복제본 제작 시 목판 인쇄 방법과 유사한 판(CPT판)에 출력된 데이터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인쇄 

하였다. 인쇄 안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인쇄 잉크가 아닌 먹장인에 의해 전통적인 재료 

배합으로 제조된 유연먹을 사용하였으며, 글자의 번짐이나 먹의 농담이 유물 원본과 유사하도록 한 장 

한 장 정성을 기울여 인쇄하였다. 

인쇄판(CTP) 세팅 한지세팅

인쇄기 롤러에 반죽한 먹을 바름 먹이 롤러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롤러 회전

한지에 인쇄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026 027

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4) 장황용 꼰끈

염색한 명주실을 합사하고 3겹으로 꼬아 제작하며, 꼬임의 방향은 S(우)현으로 제작하였다. 복제 

대상 세종실록은 본문 한지가 얇은 편이고 책이 두껍지 않아 10합으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1) 제작 과정

•	명주실을 적당한 굵기가 되도록 합사한다. 이때 3가닥을 합사하며, 각 가닥을 왼편으로 꼬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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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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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꼰 실을 실패에 옮겨 스팀을 쬐어 고정시킨다. 

합수별 꼰끈 10합 꼰끈

제작 모습

5. 인쇄

복제본 제작 시 목판 인쇄 방법과 유사한 판(CPT판)에 출력된 데이터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인쇄 

하였다. 인쇄 안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인쇄 잉크가 아닌 먹장인에 의해 전통적인 재료 

배합으로 제조된 유연먹을 사용하였으며, 글자의 번짐이나 먹의 농담이 유물 원본과 유사하도록 한 장 

한 장 정성을 기울여 인쇄하였다. 

인쇄판(CTP) 세팅 한지세팅

인쇄기 롤러에 반죽한 먹을 바름 먹이 롤러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롤러 회전

한지에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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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제본과 낙장 복원본 인쇄물 검수

원형 복원 복제본 15책은 원본과 대조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규장각 검수팀의 검수를 받았다. 

•	실록원본과 대조하여 글자의 뭉개짐이나 획의 탈락 등이 없는가

•	판심 접기가 정확한가

•	인쇄 농담이 고른가

•	원본의 이물질이 글자와 겹쳐 획처럼 인쇄된 것이 없는가

•	규격과 순서가 일치하는가

•	검수 기간 : 2020년 1월 8일(수) ~ 2020년 1월 9일(목),  2020년 1월 13일(월)

•	검수자 : 김은주, 김명재, 박유정

검수 과정에서 불합격된 인쇄물은 조치 후 재인쇄를 하여 최종 승인 후 장황하였다.

인쇄물 검수

7. 장황 

조선왕조실록 복제본의 장황은 이덕용(태경표구사 대표) 문화재 수리 기능자가 담당하였다. 장황시 

전통풀을 사용하였고 오침과 지심 구멍의 위치, 표제의 위치 등을 원본과 동일하게 하였다. 특히 표지안쪽 

배접지와 표지 비단이 들뜨지 않도록 염주알로 문질러 접착이 잘 되도록 하였다.

제작 과정

내지 재단 1 내지 재단 2 구멍 뚫기

한지심 만들기 한지심 박기 정리하기

압축하기 구멍위치 확인 구멍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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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작 과정

비단 펼쳐 무늬잡기 배접하기 염주알로 문지르기

표제 부착 건조하기

건조된 비단 표지를 책 크기에 맞춰 재단한 후 준비된 꼰끈으로 장정하여 완성하였다.

주실 묶기

주실 묶기 끈 정리하기

8. 완성품 검수 및 납품

완성품을 납품하기 전에 표지의 배접 상태와 장황 상태를 확인하고, 내지와 표지가 일치하는지, 내지가 

누락되거나 뒤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자체 검수한 후 규장각 수리복원팀의 최종 검수를 거쳐 납품하였다. 

완성품 검수 및 납품

자체 검수 규장각 수리복원팀 검수

     

복제 완성품

복제기를 뒤표지 배접지에 인쇄하여 복제품임을 명시하였다. 

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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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사업자 제언

2019년도 복제 대상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세종실록은 총 15책으로 악보, 지리지, 칠정산이다. 

악보의 경우 먹과 주사로 색을 구분지어 필사되어 있었고 백화로 인한 훼손으로 글자의 식별이 불가능해 

내용 확인이 어려웠다. 열화된 것 같은 부분 얼록과 오염이 심했고 종이가 찢겨져 원본의 내용이 유실된 

부분도 있었다. 2도(먹색, 적색)로 되어있는 악보는 먹판과 적판을 분판하는 작업을 하였고, 백화로 

탈락된 글자와 계선 복원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대한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복원 복제 시 백화로 탈락된 글자나 종이가 찢겨져 원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의 내용 확인을 위해 

태백산사고본을 참고하였다. 복제 대상 508장과 낙장 복원 대상 6장을 2016년도부터 구축해 놓은 

을해자 이미지 DB를 활용한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실된 부분의 글자를 집자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낙장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 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받았다.

복제 사업에 사용된 한지와 비단, 장황용 꼰끈 등은 물성 분석한 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원본 

유물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해 내고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인쇄용 먹은 먹장인이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인쇄에 가장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원형복원 복제 사업은 다른 왕대 실록보다 훼손도가 높고 밀랍이 진해 

촬영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밀랍을 제거하고 글자만 살려내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그간 조선왕조실록 정족사본의 원형 복원 복제 사업에 참여해 온 고정 인력과 그들이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업에 협조해 주신 여러 협력 업체와 장인, 자문위원 및 

낙장복원위원 그리고 규장각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붙임 1 _ 회의 결과 보고서

1) 1차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8.(월) 13:30~14:30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자  

  -자문위원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낙장 복원)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직물)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주)다해미디어 

최현사(대표), 서사일, 신경수

○ 안 건

   1.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계획 설명 및 자문  

   2. 낙장복원 작업 계획 설명 및 자문

   

□ 회의 결과 

1.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계획 설명 및 자문  

     : 복제 대상 실록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편집 계획과 주요 재료 제작 계획에 대해 설명하

고 자문을 구함. → 특이한 사항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2. 낙장복원 작업 계획 설명 및 자문 

     : 2019년도 세종실록 낙권·낙장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권·낙장 복원 작업 계획을 설명하

고 자문을 구함. → 특이한 사항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2019년도 세종실록 낙권·낙장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권·낙장 복원 작업 계획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함. → 특이한 사항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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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사업자 제언

2019년도 복제 대상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세종실록은 총 15책으로 악보, 지리지, 칠정산이다. 

악보의 경우 먹과 주사로 색을 구분지어 필사되어 있었고 백화로 인한 훼손으로 글자의 식별이 불가능해 

내용 확인이 어려웠다. 열화된 것 같은 부분 얼록과 오염이 심했고 종이가 찢겨져 원본의 내용이 유실된 

부분도 있었다. 2도(먹색, 적색)로 되어있는 악보는 먹판과 적판을 분판하는 작업을 하였고, 백화로 

탈락된 글자와 계선 복원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대한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복원 복제 시 백화로 탈락된 글자나 종이가 찢겨져 원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의 내용 확인을 위해 

태백산사고본을 참고하였다. 복제 대상 508장과 낙장 복원 대상 6장을 2016년도부터 구축해 놓은 

을해자 이미지 DB를 활용한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실된 부분의 글자를 집자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낙장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 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받았다.

복제 사업에 사용된 한지와 비단, 장황용 꼰끈 등은 물성 분석한 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원본 

유물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해 내고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인쇄용 먹은 먹장인이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인쇄에 가장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원형복원 복제 사업은 다른 왕대 실록보다 훼손도가 높고 밀랍이 진해 

촬영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밀랍을 제거하고 글자만 살려내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그간 조선왕조실록 정족사본의 원형 복원 복제 사업에 참여해 온 고정 인력과 그들이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업에 협조해 주신 여러 협력 업체와 장인, 자문위원 및 

낙장복원위원 그리고 규장각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붙임 1 _ 회의 결과 보고서

1) 1차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8.(월) 13:30~14:30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자  

  -자문위원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낙장 복원)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직물)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주)다해미디어 

최현사(대표), 서사일, 신경수

○ 안 건

   1.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계획 설명 및 자문  

   2. 낙장복원 작업 계획 설명 및 자문

   

□ 회의 결과 

1.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계획 설명 및 자문  

     : 복제 대상 실록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편집 계획과 주요 재료 제작 계획에 대해 설명하

고 자문을 구함. → 특이한 사항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2. 낙장복원 작업 계획 설명 및 자문 

     : 2019년도 세종실록 낙권·낙장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권·낙장 복원 작업 계획을 설명하

고 자문을 구함. → 특이한 사항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2019년도 세종실록 낙권·낙장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권·낙장 복원 작업 계획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함. → 특이한 사항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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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단 염색 색상은 전년도 복제본과 동일하게 제작하는 것으로 함.

 ③ 장정용 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함.

  

<제2차 자문위원회의 모습>

2) 2차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4. (목) 10:30~11:3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자  

  - 자문위원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낙장 복원)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표지 직물)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 (주)다해미디어 

최현사(대표이사), 신경수

○ 안 건  

   1. 낙장·낙권의 원형 복원 작업 경과보고 및 검토   

   2. 복제본 제작 진행상황 보고

   3. 주요 재료 검토 

□ 회의 결과 

1. 복제본 제작 진행상황 보고 

     :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남은 작업들에 대해 보고함. → 특이한 사항 없었음.

2. 주요 재료 검토 

     : 한지, 비단(염색), 장정용 끈, 인쇄 견본 등을 제출하여 검토함.

        ① 전년도 복제한지에 비해 도침이 고루 맞춰진 것이 눈에 띔. 적정선의 도침을 맞췄으니 

더 이상의 도침 관련 요구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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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단 염색 색상은 전년도 복제본과 동일하게 제작하는 것으로 함.

 ③ 장정용 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함.

  

<제2차 자문위원회의 모습>

2) 2차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4. (목) 10:30~11:3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자  

  - 자문위원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낙장 복원)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표지 직물)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 (주)다해미디어 

최현사(대표이사), 신경수

○ 안 건  

   1. 낙장·낙권의 원형 복원 작업 경과보고 및 검토   

   2. 복제본 제작 진행상황 보고

   3. 주요 재료 검토 

□ 회의 결과 

1. 복제본 제작 진행상황 보고 

     :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남은 작업들에 대해 보고함. → 특이한 사항 없었음.

2. 주요 재료 검토 

     : 한지, 비단(염색), 장정용 끈, 인쇄 견본 등을 제출하여 검토함.

        ① 전년도 복제한지에 비해 도침이 고루 맞춰진 것이 눈에 띔. 적정선의 도침을 맞췄으니 

더 이상의 도침 관련 요구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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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 22(수) 오후 3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자문위원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정본화)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직물) - 불참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장황) 

   

□ 회의 결과 

1. 인쇄 견본 검토 

2. 비단 염색 완성품(배접) 검토

3. 표제지 검토

3) 3차 회의 붙임 2 _ 한지 분석 보고서

규장각 귀중문서 분석 의견서

김형진(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1.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獻大王實錄) 개요

•	세종실록은 조선시대 제4대 왕인 세종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서 1454년(단종 2년)에 

편찬 완료되었음

•	세종은 1418년에서 1450년까지 재위 하였으며, 세종실록은 163권 154책으로 구성 됨

•	세종실록은 활자본으로 구성되었음

•	세종실록의 명칭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으로서 현재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을 

포함하여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문화재임

•	제1~127권은 편년체의 본문이며, 제128~163권은 오례 8권, 악보 12권, 지리지 8권, 칠정산 8권 

으로 구성된 지(志) 부분임

•	분석 대상은 세종장헌대왕실록 중 임의로 3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한 실록은 다음과 같음

| 표 1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크 기 세로 29.9 cm × 가로 54.8 cm 

재 질
표지 : 비단표지, 청색

본문 : 한지 위 밀랍처리

판 본 활자본

장 정 실끈(오침안정법)

표기문자 한자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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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 22(수) 오후 3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자문위원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정본화)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직물) - 불참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장황) 

   

□ 회의 결과 

1. 인쇄 견본 검토 

2. 비단 염색 완성품(배접) 검토

3. 표제지 검토

3) 3차 회의 붙임 2 _ 한지 분석 보고서

규장각 귀중문서 분석 의견서

김형진(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1.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獻大王實錄) 개요

•	세종실록은 조선시대 제4대 왕인 세종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서 1454년(단종 2년)에 

편찬 완료되었음

•	세종은 1418년에서 1450년까지 재위 하였으며, 세종실록은 163권 154책으로 구성 됨

•	세종실록은 활자본으로 구성되었음

•	세종실록의 명칭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으로서 현재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을 

포함하여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문화재임

•	제1~127권은 편년체의 본문이며, 제128~163권은 오례 8권, 악보 12권, 지리지 8권, 칠정산 8권 

으로 구성된 지(志) 부분임

•	분석 대상은 세종장헌대왕실록 중 임의로 3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한 실록은 다음과 같음

| 표 1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크 기 세로 29.9 cm × 가로 54.8 cm 

재 질
표지 : 비단표지, 청색

본문 : 한지 위 밀랍처리

판 본 활자본

장 정 실끈(오침안정법)

표기문자 한자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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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크 기 세로 30 cm × 가로 54.8 cm 

재 질
표지 : 비단표지, 청색

본문 : 한지 위 밀랍처리

판 본 활자본

장 정 실끈(오침안정법)

표기문자 한자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표 3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크 기 세로 30.1 cm × 가로 54.8 cm 

재 질
표지 : 비단표지, 청색

본문 : 한지 위 밀랍처리

판 본 활자본

장 정 실끈(오침안정법)

표기문자 한자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분석 대상의 세종장헌대왕실록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2.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實錄)의 표지 및 지질 분석 방법

1) 분석 원칙

•	분석 대상 문화재는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음

•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리적 분석인자 만을 측정하여 그 상태를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지류분석 표준방법 및 전용장비를 사용하였음

2) 분석 방법

(1) 두께 측정 

•	KS M ISO 534에 따라 분석하였음

•	종이 두께 측정기는 두께 측정용 전용 Micrometer(L&W, Sweden)를 사용하였음

•	 분석 대상 쪽에 대한 지질의 두께 등 기본적인 분석인자는 각 쪽 당 약 5~10회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등을 제시하였음

| 그림 1 |  두께 측정에 사용한 장비

(2) 광학적 특성 

•	KS M ISO 2470-2에 따라 분석하였음

•	백색도 측정기는 Elrepho(L&W, Sweden)를 사용하였음

•	서책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 태양광 표준을 사용하였으며, 

SCI(정반사광 포함) 결과를 제시하였음

•	표지 또는 내지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지 중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의 임의의 3쪽을 선정하여 5~10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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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크 기 세로 30 cm × 가로 54.8 cm 

재 질
표지 : 비단표지, 청색

본문 : 한지 위 밀랍처리

판 본 활자본

장 정 실끈(오침안정법)

표기문자 한자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표 3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크 기 세로 30.1 cm × 가로 54.8 cm 

재 질
표지 : 비단표지, 청색

본문 : 한지 위 밀랍처리

판 본 활자본

장 정 실끈(오침안정법)

표기문자 한자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분석 대상의 세종장헌대왕실록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2.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實錄)의 표지 및 지질 분석 방법

1) 분석 원칙

•	분석 대상 문화재는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음

•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리적 분석인자 만을 측정하여 그 상태를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지류분석 표준방법 및 전용장비를 사용하였음

2) 분석 방법

(1) 두께 측정 

•	KS M ISO 534에 따라 분석하였음

•	종이 두께 측정기는 두께 측정용 전용 Micrometer(L&W, Sweden)를 사용하였음

•	 분석 대상 쪽에 대한 지질의 두께 등 기본적인 분석인자는 각 쪽 당 약 5~10회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등을 제시하였음

| 그림 1 |  두께 측정에 사용한 장비

(2) 광학적 특성 

•	KS M ISO 2470-2에 따라 분석하였음

•	백색도 측정기는 Elrepho(L&W, Sweden)를 사용하였음

•	서책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 태양광 표준을 사용하였으며, 

SCI(정반사광 포함) 결과를 제시하였음

•	표지 또는 내지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지 중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의 임의의 3쪽을 선정하여 5~10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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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value는 명도로서 black~white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black 이면 0이고, white 이면 100을 

나타냄

•	a* value는 red~green을 뜻하는 것으로 +∞에서 -∞로 나타내며, +값이 크면 red의 정도가 크며, 

-값이 크면 green 계열을 나타냄

•	b* value는 yellow~blue를 뜻하는 것으로, +값이 크면 yellow의 정도가 크며 -값이 크면 blue 

계열의 정도가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함 

| 그림 2 |  L*, a*, b* 색차 space

(3) 광학적 특성 

•	표준시험방법은 KS M ISO 2470-2에 따라 분석하였음

•	광학적 특성의 측정은 Spectrophotometer(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하였음

•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 태양광 표준을 사용하였으며, SCI 

(정반사광 포함) 결과를 제시함

•	본 귀중본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 Brightness, Yellowness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지의 

상단부, 중반부, 하단부 위치에서 총 5~10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나타냄

| 그림 3 |  광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장비

(4)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지질의 상태 평가

•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에는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그림 4 |  광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장비

(5) 귀중본의 무게 및 크기 측정을 통한 평량 산출

•	귀중본의 총 무게를 측정한 후, 대상 전체의 크기를 환산하여 평량을 추정하였음

| 그림 5 |  광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장비

(6) 발 촉수 및 편사의 분석

•	각 귀중본의 한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 촉수 및 편사 간격을 분석하였음

•	분석 시 휴대용 LED 조명을 투영하여 육안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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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value는 명도로서 black~white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black 이면 0이고, white 이면 100을 

나타냄

•	a* value는 red~green을 뜻하는 것으로 +∞에서 -∞로 나타내며, +값이 크면 red의 정도가 크며, 

-값이 크면 green 계열을 나타냄

•	b* value는 yellow~blue를 뜻하는 것으로, +값이 크면 yellow의 정도가 크며 -값이 크면 blue 

계열의 정도가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함 

| 그림 2 |  L*, a*, b* 색차 space

(3) 광학적 특성 

•	표준시험방법은 KS M ISO 2470-2에 따라 분석하였음

•	광학적 특성의 측정은 Spectrophotometer(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하였음

•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 태양광 표준을 사용하였으며, SCI 

(정반사광 포함) 결과를 제시함

•	본 귀중본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 Brightness, Yellowness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지의 

상단부, 중반부, 하단부 위치에서 총 5~10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나타냄

| 그림 3 |  광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장비

(4)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지질의 상태 평가

•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에는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그림 4 |  광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장비

(5) 귀중본의 무게 및 크기 측정을 통한 평량 산출

•	귀중본의 총 무게를 측정한 후, 대상 전체의 크기를 환산하여 평량을 추정하였음

| 그림 5 |  광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장비

(6) 발 촉수 및 편사의 분석

•	각 귀중본의 한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 촉수 및 편사 간격을 분석하였음

•	분석 시 휴대용 LED 조명을 투영하여 육안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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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實錄)의 표지 및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1) 분석을 위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선정

•	분석 대상은 2019년 사업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 중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등 3책을 분석하였음

•	세종장헌대왕실록 3책의 크기 및 특징을 표 3에 정리하였음

 - 분석 대상 권별 크기는 거의 유사하였으며, 평균 30.0 cm×54.8 cm를 나타냄

 - 분석 대상 세종실록 3책의 표지는 모두 비단 표지로 구성되어 있음

 - 분석 대상 세종실록 3책의 내지는 공통적으로 밀납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4 |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크기 및 특징

권수 가로, cm 세로, cm 매수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29.9 54.8 30매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30.0 54.8 29매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30.1 54.8 84매

2) 세종장헌대왕실록의 표지 및 내지의 육안관찰 상태 분석

•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등 3책의 표지상태를 

분석하였음

 - 분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1권, 161권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의 마모에 

의해 손상상태가 높았음

 - 3책 모두 책 모서리 부분의 마모가 심각했으며 표지의 비단 부분 전반에서 마모 상태가 

나타났음

 - 특히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경우 마모에 의한 손상상태가 심하게 진행되었음

 - 분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1권, 161권의 내지는 모두 밀납처리 되어 있으며, 시간 

경과로 인한 노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3책은 모두 밀납처리에 의한 경화, 종이 꺽임에 의한 손상, 이물질 혼입, 붉은 반점의 협작물, 

갈색 변화, 흑색 변화, 밀납의 백화 현상 등이 내지 전면에 걸쳐 관찰됨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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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實錄)의 표지 및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1) 분석을 위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선정

•	분석 대상은 2019년 사업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 중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등 3책을 분석하였음

•	세종장헌대왕실록 3책의 크기 및 특징을 표 3에 정리하였음

 - 분석 대상 권별 크기는 거의 유사하였으며, 평균 30.0 cm×54.8 cm를 나타냄

 - 분석 대상 세종실록 3책의 표지는 모두 비단 표지로 구성되어 있음

 - 분석 대상 세종실록 3책의 내지는 공통적으로 밀납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4 |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크기 및 특징

권수 가로, cm 세로, cm 매수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29.9 54.8 30매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30.0 54.8 29매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30.1 54.8 84매

2) 세종장헌대왕실록의 표지 및 내지의 육안관찰 상태 분석

•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등 3책의 표지상태를 

분석하였음

 - 분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1권, 161권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의 마모에 

의해 손상상태가 높았음

 - 3책 모두 책 모서리 부분의 마모가 심각했으며 표지의 비단 부분 전반에서 마모 상태가 

나타났음

 - 특히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경우 마모에 의한 손상상태가 심하게 진행되었음

 - 분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1권, 161권의 내지는 모두 밀납처리 되어 있으며, 시간 

경과로 인한 노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3책은 모두 밀납처리에 의한 경화, 종이 꺽임에 의한 손상, 이물질 혼입, 붉은 반점의 협작물, 

갈색 변화, 흑색 변화, 밀납의 백화 현상 등이 내지 전면에 걸쳐 관찰됨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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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1권, 161권의 내지의 이미지

3) 세종장헌대왕실록의 현미경 관찰에 의한 상태 분석

•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등 3책의현미경 

관찰에 의한 표지 및 내지의 이미지 상태를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국내산 미표백 닥섬유로 초지한 한지의 백색도는 약 40~60% ISO 정도로 나타남 

 - 현미경 반사 이미지를 관찰했을 때 밀납처리로 인해 종이 꺽임에 의한 손상 등이 관찰됨

 - 내지 이미지의 세부 부분에 있어 덧붙임 흔적, 수정 흔적 등이 관찰됨

 - 3책 전반에 걸쳐 밀납처리에 의한 경화, 이물질 혼입, 붉은 반점의 협잡물, 갈색 변화, 흑색 

변화, 밀납의 백화 현상 등이 관찰됨

 - 또한 과량 도포된 밀납처리 부분, 밀납의 경화 부분, 부분적인 찢김에 의한 섬유 박락 부분 

등도 관찰됨

 - 광학현미경 반사 이미지로 나타나는 전반적인 지합 특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  글자 인쇄부는 미세한 번짐 흔적이 관찰되었지만 인쇄부 경계면의 상태는 매우 선명하였으며, 

따라서 밀납처리 전 한지의 도침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판단됨

 - 지층 박락 부위의 섬유 구조로 볼 때 닥 섬유로 추정됨

 - 표지 부분의 현미경 이미지 상태로 보아 비단 표지의 상태는 마모에 의한 열화가 진행된 상태로 

판단됨

 -  표지에 부착된 표제부는 비잔으로 판단되며 표지의 비잔 상태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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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51권, 161권의 내지의 이미지

3) 세종장헌대왕실록의 현미경 관찰에 의한 상태 분석

•	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등 3책의현미경 

관찰에 의한 표지 및 내지의 이미지 상태를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국내산 미표백 닥섬유로 초지한 한지의 백색도는 약 40~60% ISO 정도로 나타남 

 - 현미경 반사 이미지를 관찰했을 때 밀납처리로 인해 종이 꺽임에 의한 손상 등이 관찰됨

 - 내지 이미지의 세부 부분에 있어 덧붙임 흔적, 수정 흔적 등이 관찰됨

 - 3책 전반에 걸쳐 밀납처리에 의한 경화, 이물질 혼입, 붉은 반점의 협잡물, 갈색 변화, 흑색 

변화, 밀납의 백화 현상 등이 관찰됨

 - 또한 과량 도포된 밀납처리 부분, 밀납의 경화 부분, 부분적인 찢김에 의한 섬유 박락 부분 

등도 관찰됨

 - 광학현미경 반사 이미지로 나타나는 전반적인 지합 특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  글자 인쇄부는 미세한 번짐 흔적이 관찰되었지만 인쇄부 경계면의 상태는 매우 선명하였으며, 

따라서 밀납처리 전 한지의 도침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판단됨

 - 지층 박락 부위의 섬유 구조로 볼 때 닥 섬유로 추정됨

 - 표지 부분의 현미경 이미지 상태로 보아 비단 표지의 상태는 마모에 의한 열화가 진행된 상태로 

판단됨

 -  표지에 부착된 표제부는 비잔으로 판단되며 표지의 비잔 상태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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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4-125(세종장헌대왕실록 134권) 내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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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4-125(세종장헌대왕실록 134권) 내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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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내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048 049

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2)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내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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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내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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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내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투과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내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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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표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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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표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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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표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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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표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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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표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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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표지부 이미지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1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광학현미경 반사광에 의한 후면 표지 이미지(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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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 지질의 물리적 특성

1)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무게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5 |  세종실록 3책의 무게

No. 권수 무게, g

1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197.3

2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1136.3

3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2390.4

2)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지질 두께 (㎛)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 두께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6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두께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15장) 후반부(28장)

1 348 229 348

2 304 266 314

3 352 272 306

4 324 293 345

5 323 282 294

6 296 252 324

7 297 293 276

8 309 283 276

9 288 268 257

10 283 255 282

Min 283 229 257

Max 352 293 348

Mean 312.4 269.3 302.2

Stdev 23.9 20.1 30.6

Total Mean 294.6

Total stdev 24.9

| 표 7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두께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15장) 후반부(28장)

1 220 430 286

2 182 365 272

3 204 391 300

4 194 404 356

5 193 445 343

6 172 455 349

7 188 317 440

8 207 333 423

9 169 340 422

10 181 347 305

Min 169 317 272

Max 220 455 440

Mean 191 382.7 349.6

Stdev 16.0 49.5 60.9

Total Mean 307.8

Total stdev 42.2

| 표 8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두께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15장) 후반부(28장)

1 270 196 154

2 249 194 171

3 279 199 152

4 266 205 179

5 260 193 165

6 223 193 170

7 261 221 164

8 235 212 166

9 254 210 163

10 335 202 159

11 268 230 266

12 276 225 193

Min 223 193 152

Max 335 230 266

Mean 264.7 206.7 175.2

Stdev 27.5 13.0 30.7

Total Mean 215.5

Total stdev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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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 지질의 물리적 특성

1)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무게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5 |  세종실록 3책의 무게

No. 권수 무게, g

1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 1197.3

2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 1136.3

3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 2390.4

2)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지질 두께 (㎛)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 두께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6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두께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15장) 후반부(28장)

1 348 229 348

2 304 266 314

3 352 272 306

4 324 293 345

5 323 282 294

6 296 252 324

7 297 293 276

8 309 283 276

9 288 268 257

10 283 255 282

Min 283 229 257

Max 352 293 348

Mean 312.4 269.3 302.2

Stdev 23.9 20.1 30.6

Total Mean 294.6

Total stdev 24.9

| 표 7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두께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15장) 후반부(28장)

1 220 430 286

2 182 365 272

3 204 391 300

4 194 404 356

5 193 445 343

6 172 455 349

7 188 317 440

8 207 333 423

9 169 340 422

10 181 347 305

Min 169 317 272

Max 220 455 440

Mean 191 382.7 349.6

Stdev 16.0 49.5 60.9

Total Mean 307.8

Total stdev 42.2

| 표 8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두께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15장) 후반부(28장)

1 270 196 154

2 249 194 171

3 279 199 152

4 266 205 179

5 260 193 165

6 223 193 170

7 261 221 164

8 235 212 166

9 254 210 163

10 335 202 159

11 268 230 266

12 276 225 193

Min 223 193 152

Max 335 230 266

Mean 264.7 206.7 175.2

Stdev 27.5 13.0 30.7

Total Mean 215.5

Total stdev 9.4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060 061

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3) 분석 대상 귀중본의 백색도 (ISO %)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 백색도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9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백색도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7.5 9.34 4.46

2 7.91 13.87 8.6

3 10.03 15.58 8.56

4 9.39 8.48 7.28

5 8.67 8.61 10.3

Min 7.5 8.48 4.46

Max 10.03 15.58 10.3

Mean 8.7 11.18 7.84

Stdev 1.04 3.31 2.17

Total Mean 9.24

Total stdev 2.17

| 표 10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백색도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1.53 2.71 2.94

2 12.21 3.96 3.33

3 17.02 2.38 3.56

4 9.66 3.03 3.36

5 12.28 1.97 5.27

Min 9.66 1.97 2.94

Max 17.02 3.96 5.27

Mean 12.54 2.81 3.69

Stdev 2.72 0.75 0.91

Total Mean 6.35

Total stdev 1.46

| 표 11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백색도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2.21 9.01 13.84

2 13.45 10 12.59

3 12.42 9.79 12.43

4 15.01 15.3 11.75

5 10.76 9.94 11.52

Min 10.76 9.01 11.52

Max 15.01 15.3 13.84

Mean 12.77 10.81 12.43

Stdev 1.58 2.54 0.91

Total Mean 12.00

Total stdev 1.68

4)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Yellowness (DIN %)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에 대한 Yellowness (DIN %)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12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Yellowness (DIN %)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99.25 94.42 115.95

2 93.42 80.92 95.98

3 91.23 78.59 96.51

4 92.25 94.04 102.37

5 95.59 94.07 92.17

Min 91.23 78.59 92.17

Max 99.25 94.42 115.95

Mean 94.35 88.41 100.6

Stdev 3.18 7.94 9.33

Total Mean 94.45

Total stdev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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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귀중본의 백색도 (ISO %)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 백색도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9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백색도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7.5 9.34 4.46

2 7.91 13.87 8.6

3 10.03 15.58 8.56

4 9.39 8.48 7.28

5 8.67 8.61 10.3

Min 7.5 8.48 4.46

Max 10.03 15.58 10.3

Mean 8.7 11.18 7.84

Stdev 1.04 3.31 2.17

Total Mean 9.24

Total stdev 2.17

| 표 10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백색도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1.53 2.71 2.94

2 12.21 3.96 3.33

3 17.02 2.38 3.56

4 9.66 3.03 3.36

5 12.28 1.97 5.27

Min 9.66 1.97 2.94

Max 17.02 3.96 5.27

Mean 12.54 2.81 3.69

Stdev 2.72 0.75 0.91

Total Mean 6.35

Total stdev 1.46

| 표 11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백색도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2.21 9.01 13.84

2 13.45 10 12.59

3 12.42 9.79 12.43

4 15.01 15.3 11.75

5 10.76 9.94 11.52

Min 10.76 9.01 11.52

Max 15.01 15.3 13.84

Mean 12.77 10.81 12.43

Stdev 1.58 2.54 0.91

Total Mean 12.00

Total stdev 1.68

4)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Yellowness (DIN %)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에 대한 Yellowness (DIN %)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12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Yellowness (DIN %)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99.25 94.42 115.95

2 93.42 80.92 95.98

3 91.23 78.59 96.51

4 92.25 94.04 102.37

5 95.59 94.07 92.17

Min 91.23 78.59 92.17

Max 99.25 94.42 115.95

Mean 94.35 88.41 100.6

Stdev 3.18 7.94 9.33

Total Mean 94.45

Total stdev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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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Yellowness (DIN %)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85.22 125.37 124.57

2 83.26 114.65 120.9

3 69.52 127.47 116.38

4 88.48 123.27 118.88

5 80.68 131.01 105.74

Min 69.52 114.65 105.74

Max 88.48 131.01 124.57

Mean 81.43 124.35 117.29

Stdev 7.24 6.13 7.12

Total Mean 107.69

Total stdev 6.83

| 표 14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Yellowness (DIN %)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87.72 87.37 80.24

2 83.86 87.72 79.99

3 84.95 90.67 83.18

4 78.25 78.11 84.05

5 89.86 90.52 82.89

Min 78.25 78.11 79.99

Max 89.86 90.67 84.05

Mean 84.93 86.88 82.07

Stdev 4.41 5.13 1.84

Total Mean 84.63

Total stdev 3.79

5)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L*, a*, b* value (D65)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에 대한 L*, a*, b* value (D65)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15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L* value (D65)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53.75 56.87 48.79

2 52.78 61.89 55.57

3 57.5 64.36 56.16

4 56.65 54.66 54.52

5 55.92 54.92 58.8

Min 52.78 54.66 48.79

Max 57.5 64.36 58.8

Mean 55.32 58.54 54.77

Stdev 1.99 4.36 3.7

Total Mean 56.21

Total stdev 3.35

| 표 16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L* value (D65)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58.48 42.55 43.04

2 59.39 44.74 44.25

3 63.43 40.79 43.64

4 55.48 43.59 43.63

5 58.72 39.04 46.95

Min 55.48 39.04 43.04

Max 63.43 44.74 46.95

Mean 59.1 42.14 44.3

Stdev 2.85 2.26 1.54

Total Mean 48.51

Total stdev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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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Yellowness (DIN %)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85.22 125.37 124.57

2 83.26 114.65 120.9

3 69.52 127.47 116.38

4 88.48 123.27 118.88

5 80.68 131.01 105.74

Min 69.52 114.65 105.74

Max 88.48 131.01 124.57

Mean 81.43 124.35 117.29

Stdev 7.24 6.13 7.12

Total Mean 107.69

Total stdev 6.83

| 표 14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Yellowness (DIN %)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87.72 87.37 80.24

2 83.86 87.72 79.99

3 84.95 90.67 83.18

4 78.25 78.11 84.05

5 89.86 90.52 82.89

Min 78.25 78.11 79.99

Max 89.86 90.67 84.05

Mean 84.93 86.88 82.07

Stdev 4.41 5.13 1.84

Total Mean 84.63

Total stdev 3.79

5) 분석 대상 세종장헌대왕실록의 L*, a*, b* value (D65)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에 대한 L*, a*, b* value (D65)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15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L* value (D65)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53.75 56.87 48.79

2 52.78 61.89 55.57

3 57.5 64.36 56.16

4 56.65 54.66 54.52

5 55.92 54.92 58.8

Min 52.78 54.66 48.79

Max 57.5 64.36 58.8

Mean 55.32 58.54 54.77

Stdev 1.99 4.36 3.7

Total Mean 56.21

Total stdev 3.35

| 표 16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L* value (D65)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58.48 42.55 43.04

2 59.39 44.74 44.25

3 63.43 40.79 43.64

4 55.48 43.59 43.63

5 58.72 39.04 46.95

Min 55.48 39.04 43.04

Max 63.43 44.74 46.95

Mean 59.1 42.14 44.3

Stdev 2.85 2.26 1.54

Total Mean 48.51

Total stdev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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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L* value (D65)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61.24 53.74 61.74

2 62.16 56.32 59.15

3 60.42 56.99 60.14

4 63.02 63.74 58.81

5 58.69 57.36 57.88

Min 58.69 53.74 57.88

Max 63.02 63.74 61.74

Mean 61.11 57.63 59.54

Stdev 1.67 3.7 1.47

Total Mean 59.43

Total stdev 2.28

| 표 18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a*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2.32 12.24 15.61

2 10.97 10.2 12.25

3 11.41 9.45 11.58

4 10.89 11.31 12.84

5 11.69 11.56 11.37

Min 10.89 9.45 11.37

Max 12.32 12.24 15.61

Mean 11.46 10.95 12.73

Stdev 0.58 1.12 1.71

Total Mean 11.71

Total stdev 1.14

| 표 19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a*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0.98 16.54 17.09

2 10.38 15.46 16.25

3 8.12 16.68 15.14

4 10.79 16.47 15.56

5 9.58 16.97 14.51

Min 8.12 15.46 14.51

Max 10.98 16.97 17.09

Mean 9.97 16.42 15.71

Stdev 1.17 0.57 1.00

Total Mean 14.03

Total stdev 0.91

| 표 20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a*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1.06 9.83 9.67

2 10.74 10.23 9.51

3 10.89 10.72 9.75

4 9.84 9.25 10.19

5 11.45 10.67 9.93

Min 9.84 9.25 9.51

Max 11.45 10.72 10.19

Mean 10.80 10.14 9.81

Stdev 0.60 0.62 0.26

Total Mean 10.25

Total stdev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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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L* value (D65)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61.24 53.74 61.74

2 62.16 56.32 59.15

3 60.42 56.99 60.14

4 63.02 63.74 58.81

5 58.69 57.36 57.88

Min 58.69 53.74 57.88

Max 63.02 63.74 61.74

Mean 61.11 57.63 59.54

Stdev 1.67 3.7 1.47

Total Mean 59.43

Total stdev 2.28

| 표 18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a*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2.32 12.24 15.61

2 10.97 10.2 12.25

3 11.41 9.45 11.58

4 10.89 11.31 12.84

5 11.69 11.56 11.37

Min 10.89 9.45 11.37

Max 12.32 12.24 15.61

Mean 11.46 10.95 12.73

Stdev 0.58 1.12 1.71

Total Mean 11.71

Total stdev 1.14

| 표 19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a*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0.98 16.54 17.09

2 10.38 15.46 16.25

3 8.12 16.68 15.14

4 10.79 16.47 15.56

5 9.58 16.97 14.51

Min 8.12 15.46 14.51

Max 10.98 16.97 17.09

Mean 9.97 16.42 15.71

Stdev 1.17 0.57 1.00

Total Mean 14.03

Total stdev 0.91

| 표 20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a*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11.06 9.83 9.67

2 10.74 10.23 9.51

3 10.89 10.72 9.75

4 9.84 9.25 10.19

5 11.45 10.67 9.93

Min 9.84 9.25 9.51

Max 11.45 10.72 10.19

Mean 10.80 10.14 9.81

Stdev 0.60 0.62 0.26

Total Mean 10.25

Total stdev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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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b*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37.7 36.58 42.54

2 34.38 32.3 36.77

3 35.54 32.6 38.13

4 36.13 35.7 39.98

5 37.23 35.67 37.01

Min 34.38 32.30 36.77

Max 37.70 36.58 42.54

Mean 36.20 34.57 38.89

Stdev 1.33 1.97 2.40

Total Mean 36.55

Total stdev 1.90

| 표 22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b*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32.6 42.56 41.73

2 32.32 38.01 41.2

3 27.57 42.08 38.57

4 33.07 42.09 39.89

5 30.99 42.51 34.92

Min 27.57 38.01 34.92

Max 33.07 42.56 41.73

Mean 31.31 41.45 39.26

Stdev 2.23 1.94 2.72

Total Mean 37.34

Total stdev 2.29

| 표 23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b*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35.71 32.15 32.18

2 33.92 33.53 30.84

3 33.56 35.43 33.15

4 31.45 32.13 32.64

5 35.32 35.6 31.63

Min 31.45 32.13 30.84

Max 35.71 35.60 33.15

Mean 33.99 33.77 32.09

Stdev 1.69 1.69 0.90

Total Mean 33.28

Total stdev 1.43

6) 세종실록의 발 촉수 및 실간격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에 대한 발 촉수 및 실 간격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24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발 촉수(개수) 실간격(cm)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11 × 1.5 2

| 표 25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발 촉수(개수) 실간격(cm)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14~15 12~13 2.5~2.6 2

| 표 26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발 촉수(개수) 실간격(cm)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14~15 12~13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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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b*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37.7 36.58 42.54

2 34.38 32.3 36.77

3 35.54 32.6 38.13

4 36.13 35.7 39.98

5 37.23 35.67 37.01

Min 34.38 32.30 36.77

Max 37.70 36.58 42.54

Mean 36.20 34.57 38.89

Stdev 1.33 1.97 2.40

Total Mean 36.55

Total stdev 1.90

| 표 22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b*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32.6 42.56 41.73

2 32.32 38.01 41.2

3 27.57 42.08 38.57

4 33.07 42.09 39.89

5 30.99 42.51 34.92

Min 27.57 38.01 34.92

Max 33.07 42.56 41.73

Mean 31.31 41.45 39.26

Stdev 2.23 1.94 2.72

Total Mean 37.34

Total stdev 2.29

| 표 23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b* value 측정 분포

No. 전반부(2장) 중반부(33장) 후반부(56장)

1 35.71 32.15 32.18

2 33.92 33.53 30.84

3 33.56 35.43 33.15

4 31.45 32.13 32.64

5 35.32 35.6 31.63

Min 31.45 32.13 30.84

Max 35.71 35.60 33.15

Mean 33.99 33.77 32.09

Stdev 1.69 1.69 0.90

Total Mean 33.28

Total stdev 1.43

6) 세종실록의 발 촉수 및 실간격

•	분석 대상 세종실록의 지질에 대한 발 촉수 및 실 간격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음

| 표 24 |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발 촉수(개수) 실간격(cm)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11 × 1.5 2

| 표 25 |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발 촉수(개수) 실간격(cm)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14~15 12~13 2.5~2.6 2

| 표 26 |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발 촉수(개수) 실간격(cm)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14~15 12~13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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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석 대상 귀중본의 원지에 대한 평량 및 밀도 계산 

•	KS M ISO 536에 따라 분석 대상 책의 무게 및 크기, 표지 및 내지의 두께를 측정한 후, 환산하여 

평량 및 밀도를 산출하였음

•	평량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하였음

•	 세종장헌대왕실록 3책의 평량은 다음과 같았음

문서명 무게, g 내지 내지두께, ㎛
크기, m

평량, g/㎡
가로 세로

세종실록 

vol. 134 1197.3 30 294.6 29.9 54.8 121.8

vol. 142 1136.3 29 307.8 30 54.8 119.2

vol. 152 2390.4 84 215.5 30.1 54.8 86.3

5. 분석 대상의 측정결과 종합정리

•	복제 대상 귀중본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문서명 매수

Color 크기, ㎝
Thickness, 

㎛
Weight, 

g

발 촉
수, 

개수

실 간
격, 
㎝

평량, 
g/㎡Brightness  

% ISO
Yellowness  

% DIN
L* a* b* 가로 세로

세종실록  

Vol. 134
30 9.24 94.45 56.21 11.71 36.55 29.9 54.8 294.6 1197.3 11 1.8 121.8

세종실록  

Vol. 142
29 6.35 107.69 48.51 14.03 37.34 30 54.8 307.8 1136.3 14 2.4 119.2

세종실록  

Vol. 152
84 12 84.63 59.43 10.25 33.28 30.1 54.8 215.5 2390.4 14 2.5 86.3

6. 세종장헌대왕실록 내지의 편차 조건 설정

1)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책 내지의 편차 조건 

•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실록의 조건 중 L* value의 평균값은 56.21로서 표준편차 ±3.35를 

적용할 경우 52.86~59.56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발 촉수는 11개로 측정되었으며 실록 내지의 편차를 고려할 경우 11±1개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두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294.6㎛이었으므로 편차를 고려한다면 실록의 두께 평균은 

269.7~319.5㎛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책 내지의 편차 조건 

•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실록의 조건 중 L* value의 평균값은 48.51로서 표준편차 ±2.22를 

적용할 경우 46.29~50.73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발 촉수는 13~14개로 측정되었으며 실록 내지의 편차를 고려할 경우 13~14±1개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두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307.8㎛이었으므로 편차를 고려한다면 실록의 두께 평균은 

265.6~350㎛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책 내지의 편차 조건 

•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실록의 조건 중 L* value의 평균값은 59.43로서 표준편차 ±2.28을 

적용할 경우 57.15~61.71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발 촉수는 11개로 측정되었으며 실록 내지의 편차를 고려할 경우 13~14±1 ±1개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두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215.5㎛이었으므로 편차를 고려한다면 실록의 두께 평균은 

206.1~224.9㎛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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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석 대상 귀중본의 원지에 대한 평량 및 밀도 계산 

•	KS M ISO 536에 따라 분석 대상 책의 무게 및 크기, 표지 및 내지의 두께를 측정한 후, 환산하여 

평량 및 밀도를 산출하였음

•	평량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하였음

•	 세종장헌대왕실록 3책의 평량은 다음과 같았음

문서명 무게, g 내지 내지두께, ㎛
크기, m

평량, g/㎡
가로 세로

세종실록 

vol. 134 1197.3 30 294.6 29.9 54.8 121.8

vol. 142 1136.3 29 307.8 30 54.8 119.2

vol. 152 2390.4 84 215.5 30.1 54.8 86.3

5. 분석 대상의 측정결과 종합정리

•	복제 대상 귀중본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문서명 매수

Color 크기, ㎝
Thickness, 

㎛
Weight, 

g

발 촉
수, 

개수

실 간
격, 
㎝

평량, 
g/㎡Brightness  

% ISO
Yellowness  

% DIN
L* a* b* 가로 세로

세종실록  

Vol. 134
30 9.24 94.45 56.21 11.71 36.55 29.9 54.8 294.6 1197.3 11 1.8 121.8

세종실록  

Vol. 142
29 6.35 107.69 48.51 14.03 37.34 30 54.8 307.8 1136.3 14 2.4 119.2

세종실록  

Vol. 152
84 12 84.63 59.43 10.25 33.28 30.1 54.8 215.5 2390.4 14 2.5 86.3

6. 세종장헌대왕실록 내지의 편차 조건 설정

1) 154-134(세종장헌대왕실록 143권)책 내지의 편차 조건 

•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실록의 조건 중 L* value의 평균값은 56.21로서 표준편차 ±3.35를 

적용할 경우 52.86~59.56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발 촉수는 11개로 측정되었으며 실록 내지의 편차를 고려할 경우 11±1개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두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294.6㎛이었으므로 편차를 고려한다면 실록의 두께 평균은 

269.7~319.5㎛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154-142(세종장헌대왕실록 151권)책 내지의 편차 조건 

•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실록의 조건 중 L* value의 평균값은 48.51로서 표준편차 ±2.22를 

적용할 경우 46.29~50.73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발 촉수는 13~14개로 측정되었으며 실록 내지의 편차를 고려할 경우 13~14±1개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두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307.8㎛이었으므로 편차를 고려한다면 실록의 두께 평균은 

265.6~350㎛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154-152(세종장헌대왕실록 161권)책 내지의 편차 조건 

•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실록의 조건 중 L* value의 평균값은 59.43로서 표준편차 ±2.28을 

적용할 경우 57.15~61.71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발 촉수는 11개로 측정되었으며 실록 내지의 편차를 고려할 경우 13~14±1 ±1개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록의 두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215.5㎛이었으므로 편차를 고려한다면 실록의 두께 평균은 

206.1~224.9㎛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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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종실록(世宗實錄) 복제본 제작에 따른 한지의 특성 제안

1)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선택 조건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광학적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 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백색도가 높지 않은 미표백 한지의 선택이 타당함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두께 및 평량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전통한지의 생지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2)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품질특성 제안

•	현미경 등을 이용한 세종실록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복제본 제작용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수초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섬유배합비: 국산닥 사용을 제안함

•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써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 개선을 권장함

•	건조 방법: 철판(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붙임 2 _ 한지 분석 보고서

조선왕조실록 표장직물 분석

김아람(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奎12722) 중 

표지와 표제를 직물로 표장(表裝)한 6건의 실록을 열람하고 표지와 표제, 끈목 등 섬유류의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유물

조사대상 유물은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로 총 6건이다. 이번 조사대상 

유물들의 조사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 표 1 |  조사 대상 유물 목록 

서 명 권 Vol
책 규격
(단위:㎝)

표장(앞) 표장(뒤) 표제 끈목

1

『세종장헌대왕실록』

143 134 54.5×29.8 ○ ○ ○ ○

2 148 139 54.5×29.8 ○ ○ ○ ○

3 151 142 54.8×30 ○ ○ ○ ○

4 154 145 54.7×30 ○ ○ ○ ○

5 160 151 54.7×30 ○ ○ ○ ○

6 161 152 54.7×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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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종실록(世宗實錄) 복제본 제작에 따른 한지의 특성 제안

1)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선택 조건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광학적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 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백색도가 높지 않은 미표백 한지의 선택이 타당함

•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두께 및 평량 특성: 세종실록은 밀납본이므로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는 밀납처리 되지 않은 전통한지의 생지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2) 세종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한지의 품질특성 제안

•	현미경 등을 이용한 세종실록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복제본 제작용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수초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섬유배합비: 국산닥 사용을 제안함

•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써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 개선을 권장함

•	건조 방법: 철판(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붙임 2 _ 한지 분석 보고서

조선왕조실록 표장직물 분석

김아람(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奎12722) 중 

표지와 표제를 직물로 표장(表裝)한 6건의 실록을 열람하고 표지와 표제, 끈목 등 섬유류의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유물

조사대상 유물은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로 총 6건이다. 이번 조사대상 

유물들의 조사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 표 1 |  조사 대상 유물 목록 

서 명 권 Vol
책 규격
(단위:㎝)

표장(앞) 표장(뒤) 표제 끈목

1

『세종장헌대왕실록』

143 134 54.5×29.8 ○ ○ ○ ○

2 148 139 54.5×29.8 ○ ○ ○ ○

3 151 142 54.8×30 ○ ○ ○ ○

4 154 145 54.7×30 ○ ○ ○ ○

5 160 151 54.7×30 ○ ○ ○ ○

6 161 152 54.7×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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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조사 대상 실록 앞면과 뒷면

2) 조사 방법

각 책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그림 2>와 같이 직물 부분인 표지의 앞과 뒤, 표제 그리고 끈목이다.

분석 대상의 표지 및 표제 직물은 먼저 육안으로 대략적인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손상과 오염 

정도 등을 살핀 다음 <그림 4>와 같은 밀도경으로 표지와 표제 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 

촬영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밀도를 측정한다.

실체현미경 관찰도 <그림 5>와 같이 올이 고르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하여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의 배율로 확대하여 촬영한다.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표지와 표제직물에 사용된 실의 경사와 

위사 굵기를 측정하되 가장 가는 실과 가장 굵은 실의 굵기를 기록한다. 표지와 표제 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직물의 식서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 방향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측색은 <그림 6>과 같이 색차계를 이용하여 직물에 남아있는 색을 측정하는데 국제조명위원회 

(CIE)의 L*a*b* 표색계(表色系)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측색위치는 표지의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색이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측정하였고 표제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은 부분에서 측색하였다.

일부 표지 직물은 손상이 심해 <그림 3>과 같이 배접지와 분리된 경우가 있어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에서 <그림 7>의 후도계를 이용하여 직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 그림 2 |  실록 부분 명칭 | 그림 3 |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 그림 4 |  밀도경

 

| 그림 5 |  실체현미경(Nikon Shuttle Pix)

| 그림 6 |  색차계(KONICA MINOLTA CR-10) | 그림 7 |  후도계(Mitutoyo 547-301)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072 073

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 그림 1 |  조사 대상 실록 앞면과 뒷면

2) 조사 방법

각 책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그림 2>와 같이 직물 부분인 표지의 앞과 뒤, 표제 그리고 끈목이다.

분석 대상의 표지 및 표제 직물은 먼저 육안으로 대략적인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손상과 오염 

정도 등을 살핀 다음 <그림 4>와 같은 밀도경으로 표지와 표제 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 

촬영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밀도를 측정한다.

실체현미경 관찰도 <그림 5>와 같이 올이 고르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하여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의 배율로 확대하여 촬영한다.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표지와 표제직물에 사용된 실의 경사와 

위사 굵기를 측정하되 가장 가는 실과 가장 굵은 실의 굵기를 기록한다. 표지와 표제 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직물의 식서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 방향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측색은 <그림 6>과 같이 색차계를 이용하여 직물에 남아있는 색을 측정하는데 국제조명위원회 

(CIE)의 L*a*b* 표색계(表色系)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측색위치는 표지의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색이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측정하였고 표제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은 부분에서 측색하였다.

일부 표지 직물은 손상이 심해 <그림 3>과 같이 배접지와 분리된 경우가 있어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에서 <그림 7>의 후도계를 이용하여 직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 그림 2 |  실록 부분 명칭 | 그림 3 |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

| 그림 4 |  밀도경

 

| 그림 5 |  실체현미경(Nikon Shuttle Pix)

| 그림 6 |  색차계(KONICA MINOLTA CR-10) | 그림 7 |  후도계(Mitutoyo 54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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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별 표장직물의 특성

조사한 복제 대상 실록 6건의 측색 값과 직물의 밀도, 실의 꼬임과 직경, 현미경 이미지 등 직물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3(Vol.134)

| 표 2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3

측색 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지

<앞>

① 50.5 -3.5 -2.2

② 50.6 -3.4 -1.2

③ 50.7 -3.7 -1.8

표지

<뒤>

① 54.8 0.3 2.6

② 53.0 -0.2 0.4

③ 55.3 0.5 1.9

표제

① 68.7 8.0 22.3

② 70.2 7.8 22.0

② 67.2 8.2 22.9<앞> <뒤>

| 표 3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3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2 없음 0.36~0.62

위사 22 없음 0.18~0.53

표장(뒤) 주(紬)

경사 25 없음 0.22~0.45

위사 15 없음 0.50~0.81

표제 주(紬)

경사 25 없음 0.14~0.33

위사 24 없음 0.36~0.70

2)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8(Vol.139)

| 표 4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8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2.4 1.1 5.9

② 46.7 0.9 6.5

③ 52.6 1.4 6.8

표장

<뒤>

① 55.6 2.4 4.1

② 54.2 1.7 3.0

③ 53.9 1.5 2.8

표제

① 65.0 7.7 19.7

② 56.4 8.4 21.4

<앞> <뒤> ③ 57.4 7.8 20.4

| 표 5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8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5 없음 0.11~0.32

위사 14 없음 0.68~0.71

표장(뒤) 주(紬)

경사 23 없음 0.28~0.42

위사 17 없음 0.50~0.59

표제 주(紬)

경사 25 없음 0.17~0.43

위사 21 없음 0.3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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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별 표장직물의 특성

조사한 복제 대상 실록 6건의 측색 값과 직물의 밀도, 실의 꼬임과 직경, 현미경 이미지 등 직물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3(Vol.134)

| 표 2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3

측색 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지

<앞>

① 50.5 -3.5 -2.2

② 50.6 -3.4 -1.2

③ 50.7 -3.7 -1.8

표지

<뒤>

① 54.8 0.3 2.6

② 53.0 -0.2 0.4

③ 55.3 0.5 1.9

표제

① 68.7 8.0 22.3

② 70.2 7.8 22.0

② 67.2 8.2 22.9<앞> <뒤>

| 표 3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3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2 없음 0.36~0.62

위사 22 없음 0.18~0.53

표장(뒤) 주(紬)

경사 25 없음 0.22~0.45

위사 15 없음 0.50~0.81

표제 주(紬)

경사 25 없음 0.14~0.33

위사 24 없음 0.36~0.70

2)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8(Vol.139)

| 표 4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8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2.4 1.1 5.9

② 46.7 0.9 6.5

③ 52.6 1.4 6.8

표장

<뒤>

① 55.6 2.4 4.1

② 54.2 1.7 3.0

③ 53.9 1.5 2.8

표제

① 65.0 7.7 19.7

② 56.4 8.4 21.4

<앞> <뒤> ③ 57.4 7.8 20.4

| 표 5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8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5 없음 0.11~0.32

위사 14 없음 0.68~0.71

표장(뒤) 주(紬)

경사 23 없음 0.28~0.42

위사 17 없음 0.50~0.59

표제 주(紬)

경사 25 없음 0.17~0.43

위사 21 없음 0.3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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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1(Vol.142)

| 표 6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1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2.3 -1.9 2.0

② 45.7 -3.1 -2.0

③ 52.0 -2.4 1.5

표장

<뒤>

① 49.0 -3.4 -4.1

② 48.4 -3.5 -2.7

③ 51.2 -3.5 -2.1

표제

① 64.4 8.1 23.2

② 61.1 8.2 22.4

<앞> <뒤> ③ 61.8 8.3 22.9

| 표 7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6 없음 0.24~0.73

위사 16 없음 0.35~0.48

표장(뒤) 주(紬)

경사 28 없음 0.23~0.50

위사 28 없음 0.46~0.52

표제 주(紬)

경사 33 없음 0.21~0.43

위사 30 없음 0.21~0.38

4)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4(Vol.145)

| 표 8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4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4.2 0.0 2.6

② 54.2 -0.5 2.0

③ 56.4 0.3 4.0

표장

<뒤>

① 53.7 1.1 2.4

② 54.4 1.0 1.9

③ 53.6 1.1 3.0

표제

① 68.7 7.9 21.7

② 65.8 7.7 20.8

<앞> <뒤> ③ 67.0 7.9 21.2

| 표 9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4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18 없음 0.48~0.64

위사 21 없음 0.37~0.51

표장(뒤) 주(紬)

경사 17 없음 0.52~0.60

위사 26 없음 0.35~0.50

표제 주(紬)

경사 27 없음 0.20~0.34

위사 27 없음 0.3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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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1(Vol.142)

| 표 6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1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2.3 -1.9 2.0

② 45.7 -3.1 -2.0

③ 52.0 -2.4 1.5

표장

<뒤>

① 49.0 -3.4 -4.1

② 48.4 -3.5 -2.7

③ 51.2 -3.5 -2.1

표제

① 64.4 8.1 23.2

② 61.1 8.2 22.4

<앞> <뒤> ③ 61.8 8.3 22.9

| 표 7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6 없음 0.24~0.73

위사 16 없음 0.35~0.48

표장(뒤) 주(紬)

경사 28 없음 0.23~0.50

위사 28 없음 0.46~0.52

표제 주(紬)

경사 33 없음 0.21~0.43

위사 30 없음 0.21~0.38

4)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4(Vol.145)

| 표 8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4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4.2 0.0 2.6

② 54.2 -0.5 2.0

③ 56.4 0.3 4.0

표장

<뒤>

① 53.7 1.1 2.4

② 54.4 1.0 1.9

③ 53.6 1.1 3.0

표제

① 68.7 7.9 21.7

② 65.8 7.7 20.8

<앞> <뒤> ③ 67.0 7.9 21.2

| 표 9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54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18 없음 0.48~0.64

위사 21 없음 0.37~0.51

표장(뒤) 주(紬)

경사 17 없음 0.52~0.60

위사 26 없음 0.35~0.50

표제 주(紬)

경사 27 없음 0.20~0.34

위사 27 없음 0.3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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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0(Vol.151)

| 표 10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0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8.2 -0.2 7.6

② 53.2 -1.3 6.0

③ 53.8 0.3 8.5

표장

<뒤>

① 54.1 1.6 3.3

② 57.9 1.2 11.0

③ 55.3 1.2 3.0

표제

① 68.8 7.2 19.4

② 68.0 8.1 21.8

<앞> <뒤> ③ 67.1 7.8 21.2

| 표 11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0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13 없음 0.84~1.03

위사 24 없음 0.11~0.43

표장(뒤) 주(紬)

경사 25 없음 0.14~0.32

위사 15 없음 0.54~0.76

표제 주(紬)

경사 26 없음 0.26~0.39

위사 21 없음 0.32~0.45

6)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1(Vol.152)

| 표 12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1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4.5 0.7 5.6

② 53.6 1.2 6.7

③ 56.1 1.2 6.7

표장

<뒤>

① 56.2 3 4.7

② 55.5 2.3 3.7

③ 56.9 2.7 5.7

표제

① 59.7 8.4 22.1

② 66.8 7.7 20.7

<앞> <뒤> ③ 65.4 7.9 20.7

| 표 13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4 없음 0.11~0.32

위사 14 없음 0.68~0.79

표장(뒤) 주(紬)

경사 21 없음 0.27~0.41

위사 15 없음 0.49~0.60

표제 주(紬)

경사 28 없음 0.18~0.31

위사 22 없음 0.1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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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0(Vol.151)

| 표 10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0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8.2 -0.2 7.6

② 53.2 -1.3 6.0

③ 53.8 0.3 8.5

표장

<뒤>

① 54.1 1.6 3.3

② 57.9 1.2 11.0

③ 55.3 1.2 3.0

표제

① 68.8 7.2 19.4

② 68.0 8.1 21.8

<앞> <뒤> ③ 67.1 7.8 21.2

| 표 11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0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13 없음 0.84~1.03

위사 24 없음 0.11~0.43

표장(뒤) 주(紬)

경사 25 없음 0.14~0.32

위사 15 없음 0.54~0.76

표제 주(紬)

경사 26 없음 0.26~0.39

위사 21 없음 0.32~0.45

6)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1(Vol.152)

| 표 12 |  측색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1

측색위치 구분
측색

L* a* b*

표장

<앞>

① 54.5 0.7 5.6

② 53.6 1.2 6.7

③ 56.1 1.2 6.7

표장

<뒤>

① 56.2 3 4.7

② 55.5 2.3 3.7

③ 56.9 2.7 5.7

표제

① 59.7 8.4 22.1

② 66.8 7.7 20.7

<앞> <뒤> ③ 65.4 7.9 20.7

| 표 13 |  직물 특성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6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

실 꼬임 실 직경(㎜)

표장(앞) 주(紬)

경사 24 없음 0.11~0.32

위사 14 없음 0.68~0.79

표장(뒤) 주(紬)

경사 21 없음 0.27~0.41

위사 15 없음 0.49~0.60

표제 주(紬)

경사 28 없음 0.18~0.31

위사 22 없음 0.19~0.28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080 081

제 1 장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원 복제본 제작 사업

7) 장황용 끈목

장황용 끈목은 붉은색을 띄는 갈색계통으로 남아있는데 갈색의 경우 원래는 홍색이었으나 

갈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0>은 6건의 책을 장황한 끈목에 대해 직경과 꼬임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 표 14 |  끈목 특성

서  명 끈목 직경(㎜) 끈목 종류 끈목 꼬임 저배율 고배율

1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43(Vol.134)
0.98 삼선 Z

2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48(Vol.139)
1.00 삼선 Z

3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51(Vol.142)
1.11 삼선 Z

4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54(Vol.145)
1.09 삼선 Z

5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60(Vol.151)
0.99 삼선 Z

6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61(Vol.152)
0.92 삼선 Z

3.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실록 6건은 모두 한지가 배접된 직물로 표제와 표지가 되어있었다. 표지 

직물의 상태는 대체로 심하게 훼손된 곳은 없지만 책의 가장자리와 표면이 많이 닳아 해져 있었으며, 

실체현미경 관찰에서도 실이 많이 닳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54, 160, 161은 표지 뒤의 하단부분 표지 직물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었으며, 권 160은 표지의 앞과 

뒤가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표제는 <그림 8>과 같이 대체적으로 온전한 상태였으나 표제의 글씨와 먹 선이 닳아 있고 모서리들 

일부분의 훼손이 보였다. 끈목은 모두 실록을 제작할 때 장황에 사용한 끈목으로 추정되는데 권 160의 

끈목은 일부분이 끊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60의 보수가 시급해 보였다.

| 그림 8 |  표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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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황용 끈목

장황용 끈목은 붉은색을 띄는 갈색계통으로 남아있는데 갈색의 경우 원래는 홍색이었으나 

갈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0>은 6건의 책을 장황한 끈목에 대해 직경과 꼬임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 표 14 |  끈목 특성

서  명 끈목 직경(㎜) 끈목 종류 끈목 꼬임 저배율 고배율

1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43(Vol.134)
0.98 삼선 Z

2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48(Vol.139)
1.00 삼선 Z

3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51(Vol.142)
1.11 삼선 Z

4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54(Vol.145)
1.09 삼선 Z

5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60(Vol.151)
0.99 삼선 Z

6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61(Vol.152)
0.92 삼선 Z

3.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실록 6건은 모두 한지가 배접된 직물로 표제와 표지가 되어있었다. 표지 

직물의 상태는 대체로 심하게 훼손된 곳은 없지만 책의 가장자리와 표면이 많이 닳아 해져 있었으며, 

실체현미경 관찰에서도 실이 많이 닳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54, 160, 161은 표지 뒤의 하단부분 표지 직물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었으며, 권 160은 표지의 앞과 

뒤가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표제는 <그림 8>과 같이 대체적으로 온전한 상태였으나 표제의 글씨와 먹 선이 닳아 있고 모서리들 

일부분의 훼손이 보였다. 끈목은 모두 실록을 제작할 때 장황에 사용한 끈목으로 추정되는데 권 160의 

끈목은 일부분이 끊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60의 보수가 시급해 보였다.

| 그림 8 |  표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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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표제에 사용된 직물은 견사(絹絲)를 평직으로 제직한 주(紬)이다. 평직(平織)이란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차되게 짜는 직물로 가장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주는 평직으로 제직된 견직물 가운데 

비교적 견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직물로 구분하고 있다.

표지와 표제 직물에 사용된 견사는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 모두 실에 거의 꼬임이 

없는 무연사(無撚絲)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지 직물의 실 직경은 가장 가는 것과 굵은 것의 

직경이 0.92㎜ 차이가 나는 등 일정하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실 직경은 0.18~0.76㎜ 사이가 가장 

많았다. 표지의 앞은 경사에 위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4건, 위사에 경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2건이었다. 표지의 뒤는 경사에 위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1건, 위사에 경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4건,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유사한 것이 1건이었다. 표지의 앞과 뒤에 서로 유사한 밀도의 

직물이 사용된 경우는 2건이었다.

표지 직물의 경사 밀도는 1㎝에 13올~28올 사이며 위사 밀도는 1㎝에 14올~28올 사이였다. 

밀도비는 경사를 1로 봤을 때 위사는 0.56~1.85로 밀도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지로 사용된 직물들은 모두 평직이지만 실의 굵기와 밀도비로 봤을 때 다양한 직물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앞과 뒤에 사용한 표지 직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처음 표장할 

때부터 앞과 뒤 표지의 직물을 서로 다른 직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권 143의 표지-뒤, 권 148의 표지-

앞, 권 160의 표지-뒤, 권 161의 표지-앞은 실의 굵기나 밀도가 유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네 곳의 

표지는 후에 같은 시기에 보수한 표지 직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표제 직물도 직조에 사용한 실의 직경이 0.14~0.70㎜ 사이로 일정하지 않은 편이었으며 2건은 

위사가 경사보다 굵었으며 4건은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유사하였다. 표제 직물의 경사 밀도는 1㎝에 

25~33올 사이였으며 위사 밀도는 1㎝에 21~30올 사이였다. 밀도비는 경사를 1로 봤을 때 위사는 

0.79~1.00로 표지 직물에 비해 밀도비 차이가 적었다.

경사와 위사의 방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지와 표제 직물의 식서 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방향으로 보고 조사하였는데, 

표지 직물은 <그림 9>와 같이 표지의 안쪽으로 접어 들어간 직물 위에 <그림 10>과 같이 종이로 다시 

배접을 하여 식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물의 끝부분이 종이에 덮여 있다. 직물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식서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9> ⓐ부분의 직물이 표지의 모서리가 닳으면서 

직물이 잘려 이미 탈락하고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식서 부분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특히 표제의 

경우 직물의 일부만 잘라 사용하였으므로 식서 방향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배접지가 분리된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54, 160, 161 의 표지-뒤 하단부분에서 

표지에 사용한 직물의 후도(厚度)를 측정하였는데 직물의 두께는 0.16~0.19㎜ 사이로 서로 비슷하게 

나왔다.

| 그림 9 |  표지 안 | 그림 10 |  표지 안 배접

표지와 표제 직물의 측색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L*a*b* 표색계(表色系)를 사용하여 L*(명도), 

a*(+a*:빨강, -a*:초록 방향), b*(+b*:노랑, -b*:파랑 방향)값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표지 직물은 육안으로 관찰할 때는 모두 청색이었으며 책마다 색의 농도가 조금씩 달라보였는데 

대체로 색이 많이 바래있었다. 또한 한 책에서 표지의 앞과 뒤 가운데 한쪽 면의 색이 더 바래있는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뒷면의 색이 더 바래있었다.

표지 직물에서 측정한 각각의 측색값은 L*값은 58.2~45.7 사이로 중간 명도이고 a*값은 3.0~-3.7 

사이, b*값은 11.0~-2.7 사이로 채도가 낮았다.

각 책의 표지 부분에서 세 곳씩 측색한 값의 평균을 구해 표로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또한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의 색상 피커를 이용하여 평균 L*a*b* 값을 입력해 평균 측색 값 옆에 

색상으로 나타내었다. 표지직물이 청색을 띄려면 a*와 b*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권 

148, 154, 156, 160, 161은 0에 가깝거나 플러스 값으로 측정 되어 채도가 낮은 붉은색과 노란색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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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표제에 사용된 직물은 견사(絹絲)를 평직으로 제직한 주(紬)이다. 평직(平織)이란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차되게 짜는 직물로 가장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주는 평직으로 제직된 견직물 가운데 

비교적 견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직물로 구분하고 있다.

표지와 표제 직물에 사용된 견사는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 모두 실에 거의 꼬임이 

없는 무연사(無撚絲)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지 직물의 실 직경은 가장 가는 것과 굵은 것의 

직경이 0.92㎜ 차이가 나는 등 일정하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실 직경은 0.18~0.76㎜ 사이가 가장 

많았다. 표지의 앞은 경사에 위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4건, 위사에 경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2건이었다. 표지의 뒤는 경사에 위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1건, 위사에 경사보다 굵은 실이 

사용된 것이 4건,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유사한 것이 1건이었다. 표지의 앞과 뒤에 서로 유사한 밀도의 

직물이 사용된 경우는 2건이었다.

표지 직물의 경사 밀도는 1㎝에 13올~28올 사이며 위사 밀도는 1㎝에 14올~28올 사이였다. 

밀도비는 경사를 1로 봤을 때 위사는 0.56~1.85로 밀도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지로 사용된 직물들은 모두 평직이지만 실의 굵기와 밀도비로 봤을 때 다양한 직물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앞과 뒤에 사용한 표지 직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처음 표장할 

때부터 앞과 뒤 표지의 직물을 서로 다른 직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권 143의 표지-뒤, 권 148의 표지-

앞, 권 160의 표지-뒤, 권 161의 표지-앞은 실의 굵기나 밀도가 유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네 곳의 

표지는 후에 같은 시기에 보수한 표지 직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표제 직물도 직조에 사용한 실의 직경이 0.14~0.70㎜ 사이로 일정하지 않은 편이었으며 2건은 

위사가 경사보다 굵었으며 4건은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유사하였다. 표제 직물의 경사 밀도는 1㎝에 

25~33올 사이였으며 위사 밀도는 1㎝에 21~30올 사이였다. 밀도비는 경사를 1로 봤을 때 위사는 

0.79~1.00로 표지 직물에 비해 밀도비 차이가 적었다.

경사와 위사의 방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지와 표제 직물의 식서 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방향으로 보고 조사하였는데, 

표지 직물은 <그림 9>와 같이 표지의 안쪽으로 접어 들어간 직물 위에 <그림 10>과 같이 종이로 다시 

배접을 하여 식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물의 끝부분이 종이에 덮여 있다. 직물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식서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9> ⓐ부분의 직물이 표지의 모서리가 닳으면서 

직물이 잘려 이미 탈락하고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식서 부분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특히 표제의 

경우 직물의 일부만 잘라 사용하였으므로 식서 방향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배접지가 분리된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54, 160, 161 의 표지-뒤 하단부분에서 

표지에 사용한 직물의 후도(厚度)를 측정하였는데 직물의 두께는 0.16~0.19㎜ 사이로 서로 비슷하게 

나왔다.

| 그림 9 |  표지 안 | 그림 10 |  표지 안 배접

표지와 표제 직물의 측색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L*a*b* 표색계(表色系)를 사용하여 L*(명도), 

a*(+a*:빨강, -a*:초록 방향), b*(+b*:노랑, -b*:파랑 방향)값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표지 직물은 육안으로 관찰할 때는 모두 청색이었으며 책마다 색의 농도가 조금씩 달라보였는데 

대체로 색이 많이 바래있었다. 또한 한 책에서 표지의 앞과 뒤 가운데 한쪽 면의 색이 더 바래있는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뒷면의 색이 더 바래있었다.

표지 직물에서 측정한 각각의 측색값은 L*값은 58.2~45.7 사이로 중간 명도이고 a*값은 3.0~-3.7 

사이, b*값은 11.0~-2.7 사이로 채도가 낮았다.

각 책의 표지 부분에서 세 곳씩 측색한 값의 평균을 구해 표로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또한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의 색상 피커를 이용하여 평균 L*a*b* 값을 입력해 평균 측색 값 옆에 

색상으로 나타내었다. 표지직물이 청색을 띄려면 a*와 b*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권 

148, 154, 156, 160, 161은 0에 가깝거나 플러스 값으로 측정 되어 채도가 낮은 붉은색과 노란색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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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표지의 평균 측색값

권
표지 앞 표지 뒤

L* a* b* 색상 L* a* b* 색상

143 50.50 -3.53 -1.73 54.37 0.20 1.63

148 50.57 1.13 6.40 54.57 1.87 3.30

151 50.00 -2.47 0.50 49.53 -3.47 -2.97

154 54.93 -0.07 2.87 53.90 1.07 2.43

160 55.07 -0.40 7.37 55.77 1.33 5.77

161 54.73 1.03 6.33 56.20 2.67 4.70

표제 직물은 모두 소색으로 L*값은 70.3~56.4 사이로 명도가 약간 높았고 a*값은 8.4~7.2 사이, 

b*값은 23.2~19.4 사이로 채도가 낮은 붉은색과 노란색 방향이었다.

끈목은 육안으로 관찰할 때 어두운 주황색을 띄었으며 끈목의 폭이 좁아 측색은 할 수 없었다. 

끈목은 모두 꼰사를 사용하였는데 꼬임 방향은 Z꼬임이었다. Z꼬임 끈목의 제작법은 <그림 11>과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꼬아준 S꼬임의 실 세가닥을 가지고 다시 합사하여 왼쪽 방향으로 꼬아주어 

Z꼬임으로 합사한 것이다. 실 세가닥을 합사와 연사하여 만든 끈목을 삼선(三線)이라고 하는데, 책의 

장황에도 사용되지만 주머니 끈과 같은 일반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던 끈목이다. 끈목의 직경은 

0.92~1.11㎜ 사이였다. 

| 그림 11 |   섬유의 꼬임 | 그림 12 |  끝부분의 실 세가닥

2) 복제용 직물의 제언

본고에서 분석한 표지 직물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한 종류의 직물을 제직해야한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의 총 6권에는 앞과 뒤에 직물로 표지가 되어 

있으며, 표제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지와 표제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직조된 명주이며 직물의 포폭을 35㎝로 감안하였을 때에 10~12새 

정도로 측정되었다.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약 30㎝, 세로 약 55㎝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접어서 넣는 부분을 감안하여 최소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제대상의 표지와 표제 

직물은 10~12새(직물 폭 35㎝ 기준)의 명주 1/2필이 필요하다.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필요량의 2~3배로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므로 소요량은 한필(40자, 약 2,00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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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표지 앞 표지 뒤

L* a* b* 색상 L* a* b* 색상

143 50.50 -3.53 -1.73 54.37 0.20 1.63

148 50.57 1.13 6.40 54.57 1.87 3.30

151 50.00 -2.47 0.50 49.53 -3.47 -2.97

154 54.93 -0.07 2.87 53.90 1.07 2.43

160 55.07 -0.40 7.37 55.77 1.33 5.77

161 54.73 1.03 6.33 56.20 2.67 4.70

표제 직물은 모두 소색으로 L*값은 70.3~56.4 사이로 명도가 약간 높았고 a*값은 8.4~7.2 사이, 

b*값은 23.2~19.4 사이로 채도가 낮은 붉은색과 노란색 방향이었다.

끈목은 육안으로 관찰할 때 어두운 주황색을 띄었으며 끈목의 폭이 좁아 측색은 할 수 없었다. 

끈목은 모두 꼰사를 사용하였는데 꼬임 방향은 Z꼬임이었다. Z꼬임 끈목의 제작법은 <그림 11>과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꼬아준 S꼬임의 실 세가닥을 가지고 다시 합사하여 왼쪽 방향으로 꼬아주어 

Z꼬임으로 합사한 것이다. 실 세가닥을 합사와 연사하여 만든 끈목을 삼선(三線)이라고 하는데, 책의 

장황에도 사용되지만 주머니 끈과 같은 일반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던 끈목이다. 끈목의 직경은 

0.92~1.11㎜ 사이였다. 

| 그림 11 |   섬유의 꼬임 | 그림 12 |  끝부분의 실 세가닥

2) 복제용 직물의 제언

본고에서 분석한 표지 직물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한 종류의 직물을 제직해야한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43, 148, 151, 154, 160, 161의 총 6권에는 앞과 뒤에 직물로 표지가 되어 

있으며, 표제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지와 표제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직조된 명주이며 직물의 포폭을 35㎝로 감안하였을 때에 10~12새 

정도로 측정되었다.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약 30㎝, 세로 약 55㎝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접어서 넣는 부분을 감안하여 최소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제대상의 표지와 표제 

직물은 10~12새(직물 폭 35㎝ 기준)의 명주 1/2필이 필요하다.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필요량의 2~3배로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므로 소요량은 한필(40자, 약 2,000㎝) 

정도이다. 



Ⅰ . 사업개요  089

Ⅱ . 유물분석  102

Ⅲ . 자문회의  211

Ⅳ .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215

Ⅴ . 사업자 제언  252

귀
중
도
서 

복
제
본 

제
작 

사
업

제 2 장



Ⅰ . 사업개요  089

Ⅱ . 유물분석  102

Ⅲ . 자문회의  211

Ⅳ .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215

Ⅴ . 사업자 제언  252

귀
중
도
서 

복
제
본 

제
작 

사
업

제 2 장



089

제 2 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을 통해 연구의 기초자료 및 유사시 대비 원본대용으로 활용 

•	복제 제작을 통해 인쇄 제작과 관련된 전통 기술의 재현·계승 

2. 복제대상 자료 및 현황 

번호 서 명
재질

(표지/내지)
규격

(세로x가로)cm
책 수 내용 및 특이사항

1
십칠사찬

고금통요 

능화

한지

25.6

18.7

1

(37)

•	국보 제148호

•	胡一桂(元)가 중국 태고부터 五代에 이르기까지의 17正史의 

주요 史實을 수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편찬한 책

•	第26張의 앞 半葉, 第27-28張 落張

2 온궁사실
능화

한지

38

24

3

(236)

•	王世子인 莊獻世子가 濕瘡으로 溫陽溫泉에 다녀온 사실을 

기록한 책 

3 부역실총 
능화

한지

35.2

23.8

1

(116)

•	人民에 부과된 각종 형태의 科納을 기록한 것  

(총11책 중 1책)

4 태상지 
능화

한지

35.1

22.8

2

(108)

•	祭祀와 議諡를 관장하던 기관인 奉常寺의 建置沿革과 구성, 

업무내용 등을 정리한 책

5 임인갱재축
능화

한지

27.5

18.3

1

(17)
•	成宗의 御製詩와 賡進詩를 모은 책 

6 태양통궤
능화

한지

37.4

24.7

1

(21)
•	大統曆法에 準하여 太陽의 行度를 推算하는 방법을 적은 책

7 태음통궤
능화

한지

37.6

25

1

(79)
•	大統曆法에 準하여 太陰의 行度를 추산하는 방법을  적은 것

주관사업자

주식회사 명진씨앤피

사업기간

2019년 05월 20일 ~ 

2020년 02월 17일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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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齊], [後周]에서는 南北朝 각 정권들의 교체와 盛衰를 정리하였다. 권 14 [隋], 권 15~16 [唐]에서는 

隋唐 통일제국의 興衰와 制度史, 社會經濟史 등을, 권 17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에서는 5代 

각 정권들의 교체 과정을 압축하여 기술하였다. 이로 인해 본서는 宋代 이래 史書 편찬이 급증하면서 

용렬한 史書들이 양산된 시점에서 古今 興亡과 治亂을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고 치밀한 論評을 가해 당대 

史家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규장각 소장본은 총 17권 중 권 16 [唐(下)]만이 소장된 零本이다. 비록 

零本이긴 하나 1403년(朝鮮 太宗 3)에 제작된 朝鮮 왕조 최초의 金屬活字인 癸未字로 간행된 극소수 

판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서지학상 대단한 가치를 지니며, 바로 그 때문에 國寶 제148호로 지정되었다. 

癸未字 판본 중 현존하는 것은 본서 외에 7종에 불과하며 그 중 2종이 國寶 149호, 150호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본 소장본은 책 내용 자체보다는 판본상의 가치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 온궁사실

유물명
한글 온궁사실

한문 溫宮事實 

편찬사항 시기 英祖36年(1760) 편저자 承政院(朝鮮) 編

형태사항

크기 38×24cm 책권수 3卷 3冊

판본
사항

藁本

王世子인 莊獻世子가 濕瘡으로 溫陽溫泉에 다녀온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一名 ＜溫幸故事＞라고도 

하며 1760년 편찬되었다. {권1}:大朝筵說·小朝筵說·傳敎·下令·啓辭·達辭 그리고 政院日記로 

諸臣私錄·儀註·節目·軍令·關牒. {권2}:擇日·道路·斥喉伏兵·陪從·軍兵·太僕諸務·船艙諸務·畿甸諸務·湖西

諸務. {권3}:排設·糧料·試射·賞典·靈塊臺事實·神井事蹟이 수록되어 있다. 1760년 7월 10일 藥房都提調 

李??의 건의에 의하여 제반 절차가 논의되고(大朝筵說), 7월 18일 출발하여 西氷庫·果川을 거쳐 溫陽離宮에 

도착하였다. 16일간 요양을 끝내고 8월 1일 출발 8월 4일에 入闕할 때까지, 出發儀式 沿路 경호와 

陪從, 그리고 太僕·船艙 및 각 지방의 업무, 온천의 치료효과에 따르는 診案, 인민을 안무한 전말을 적고 

있다. 특히 ＜諸臣私錄＞항에는 陪行했던 吏曹住郞 徐命瑞, 武兼 李樺, 禁軍 申達夏, 京畿監司 金文淳, 

溫陽郡守卞緯鎭 등의 경과에 관한 기록이 있고, ＜節目＞항에는 거느리고 갔던 軍兵과 將官 등과 각지의 

공급 물품에 관한 것, ＜道路＞항에는 경과한 각지의 지명, ＜斥喉伏兵＞ 항에는 각지 烽燧의 내용, 

번호 서 명
재질

(표지/내지)
규격

(세로x가로)cm
책 수 내용 및 특이사항

8 오성통궤
능화

한지

37.7

25

1

(29)

•	五星의 通軌를 계산한 책으로, 世宗 때에 觀象監에   있던 李

純之, 金錟 등이 편성함

9
선덕십년월

오성능범

능화

한지

37.3

24.8

1

(32)

•	1435年(世宗17) 한 해 동안에 五星이 凌犯한 回數를 기록

한 책

10 경오원력
능화

한지

37.9

25

1

(74)
•	元代의 耶律楚材에 의해 편찬된 月曆

합        계 749

1) 십칠사찬고금통요

유물명
한글 십칠사찬고금통요

한문 十七史纂古今通要

편찬사항 시기 太宗3年(1403) 간행자 刊地未詳

형태사항

크기 25.6×18.7㎝ 책권수 1冊(35張, 零本)

版心 上下黑魚尾

三皇五帝부터 五代까지의 史實들을 요약하고 論斷한 私撰의 抄史 겸 史評書이다. 宋末元初의 

저명한 學人 겸 저술가인 胡一桂(1247-?)가 편찬하였고 元代人 胡昌祖(생졸 연대 불명)가 校正 音注를 

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쓴 原序文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술 경위나 목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간행 사항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다만 저술 직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大興朱氏의 元代 刊本이 

전해지며, 이 판본이 淸代 乾隆 연간(1736-1795)에 [[四庫全書]]의 史部, 史評類로 수록되어 간행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朝鮮 太宗 연간에 癸未字로 인쇄한 판본이 간행되었는데, 전후 사정은 불분명하나 

大興朱氏 元刊本을 저본으로 삼지 않았나 추정된다. 본서의 내용을 보면, 권 1은 三皇五帝의 上古史를, 

권 3~4는 西周, 東周의 興亡盛衰와 政事 得失을, 권 5 [周諸侯]에서는 春秋戰國 列國史를, 권 6 [秦]에서는 

秦國 通史(春秋戰國~統一帝國)를, 권 7 [西漢], 권 8 [東漢]에서는 前漢, 後漢의 治亂興亡史를 요약하고 

논평하였다. 권 9 [蜀漢]에서는 蜀을 정통으로 두면서 3國 鼎立 상황을 분석하였고, 권 10~11에서는 

西晉, 東晉과 5胡16國 시대의 諸國 略史를, 권 12 [宋], [齊], [梁], [陳]과 권 13 [元魏], [東魏], [西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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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齊], [後周]에서는 南北朝 각 정권들의 교체와 盛衰를 정리하였다. 권 14 [隋], 권 15~16 [唐]에서는 

隋唐 통일제국의 興衰와 制度史, 社會經濟史 등을, 권 17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에서는 5代 

각 정권들의 교체 과정을 압축하여 기술하였다. 이로 인해 본서는 宋代 이래 史書 편찬이 급증하면서 

용렬한 史書들이 양산된 시점에서 古今 興亡과 治亂을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고 치밀한 論評을 가해 당대 

史家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규장각 소장본은 총 17권 중 권 16 [唐(下)]만이 소장된 零本이다. 비록 

零本이긴 하나 1403년(朝鮮 太宗 3)에 제작된 朝鮮 왕조 최초의 金屬活字인 癸未字로 간행된 극소수 

판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서지학상 대단한 가치를 지니며, 바로 그 때문에 國寶 제148호로 지정되었다. 

癸未字 판본 중 현존하는 것은 본서 외에 7종에 불과하며 그 중 2종이 國寶 149호, 150호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본 소장본은 책 내용 자체보다는 판본상의 가치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 온궁사실

유물명
한글 온궁사실

한문 溫宮事實 

편찬사항 시기 英祖36年(1760) 편저자 承政院(朝鮮) 編

형태사항

크기 38×24cm 책권수 3卷 3冊

판본
사항

藁本

王世子인 莊獻世子가 濕瘡으로 溫陽溫泉에 다녀온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一名 ＜溫幸故事＞라고도 

하며 1760년 편찬되었다. {권1}:大朝筵說·小朝筵說·傳敎·下令·啓辭·達辭 그리고 政院日記로 

諸臣私錄·儀註·節目·軍令·關牒. {권2}:擇日·道路·斥喉伏兵·陪從·軍兵·太僕諸務·船艙諸務·畿甸諸務·湖西

諸務. {권3}:排設·糧料·試射·賞典·靈塊臺事實·神井事蹟이 수록되어 있다. 1760년 7월 10일 藥房都提調 

李??의 건의에 의하여 제반 절차가 논의되고(大朝筵說), 7월 18일 출발하여 西氷庫·果川을 거쳐 溫陽離宮에 

도착하였다. 16일간 요양을 끝내고 8월 1일 출발 8월 4일에 入闕할 때까지, 出發儀式 沿路 경호와 

陪從, 그리고 太僕·船艙 및 각 지방의 업무, 온천의 치료효과에 따르는 診案, 인민을 안무한 전말을 적고 

있다. 특히 ＜諸臣私錄＞항에는 陪行했던 吏曹住郞 徐命瑞, 武兼 李樺, 禁軍 申達夏, 京畿監司 金文淳, 

溫陽郡守卞緯鎭 등의 경과에 관한 기록이 있고, ＜節目＞항에는 거느리고 갔던 軍兵과 將官 등과 각지의 

공급 물품에 관한 것, ＜道路＞항에는 경과한 각지의 지명, ＜斥喉伏兵＞ 항에는 각지 烽燧의 내용, 

번호 서 명
재질

(표지/내지)
규격

(세로x가로)cm
책 수 내용 및 특이사항

8 오성통궤
능화

한지

37.7

25

1

(29)

•	五星의 通軌를 계산한 책으로, 世宗 때에 觀象監에   있던 李

純之, 金錟 등이 편성함

9
선덕십년월

오성능범

능화

한지

37.3

24.8

1

(32)

•	1435年(世宗17) 한 해 동안에 五星이 凌犯한 回數를 기록

한 책

10 경오원력
능화

한지

37.9

25

1

(74)
•	元代의 耶律楚材에 의해 편찬된 月曆

합        계 749

1) 십칠사찬고금통요

유물명
한글 십칠사찬고금통요

한문 十七史纂古今通要

편찬사항 시기 太宗3年(1403) 간행자 刊地未詳

형태사항

크기 25.6×18.7㎝ 책권수 1冊(35張, 零本)

版心 上下黑魚尾

三皇五帝부터 五代까지의 史實들을 요약하고 論斷한 私撰의 抄史 겸 史評書이다. 宋末元初의 

저명한 學人 겸 저술가인 胡一桂(1247-?)가 편찬하였고 元代人 胡昌祖(생졸 연대 불명)가 校正 音注를 

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쓴 原序文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술 경위나 목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간행 사항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다만 저술 직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大興朱氏의 元代 刊本이 

전해지며, 이 판본이 淸代 乾隆 연간(1736-1795)에 [[四庫全書]]의 史部, 史評類로 수록되어 간행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朝鮮 太宗 연간에 癸未字로 인쇄한 판본이 간행되었는데, 전후 사정은 불분명하나 

大興朱氏 元刊本을 저본으로 삼지 않았나 추정된다. 본서의 내용을 보면, 권 1은 三皇五帝의 上古史를, 

권 3~4는 西周, 東周의 興亡盛衰와 政事 得失을, 권 5 [周諸侯]에서는 春秋戰國 列國史를, 권 6 [秦]에서는 

秦國 通史(春秋戰國~統一帝國)를, 권 7 [西漢], 권 8 [東漢]에서는 前漢, 後漢의 治亂興亡史를 요약하고 

논평하였다. 권 9 [蜀漢]에서는 蜀을 정통으로 두면서 3國 鼎立 상황을 분석하였고, 권 10~11에서는 

西晉, 東晉과 5胡16國 시대의 諸國 略史를, 권 12 [宋], [齊], [梁], [陳]과 권 13 [元魏], [東魏], [西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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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상지

유물명
한글 태상지 乾,坤

한문 太常誌 

편찬사항 시기 英祖42年(1766) 편저자
奉常寺(朝鮮) 

受命編

형태사항

크기 35.1×22.8cm 책권수 8卷 2冊, 圖

판본
사항

筆寫本

1766년(영조 42) 왕명에 의해 성대중(成大中)이 편술하였고, 1873년(고종 10) 6권 3책으로 

개편되었으며, 1974년 6권 2책으로 영인되었다. 권두에 이유원(李裕元)의 서와 권말에 이인설(李寅卨)의 

발이 있다. 서와 발에 따르면 “전래의 4책이 있었으나 내용이 소주하고 그 뒤에 변경된 것이 많아 

1763년 도제조 홍봉한(洪鳳漢)의 계(啓)에 의해 제전(祭典)의 변함에 따른 신지(新志)를 개찬(改撰)하게 하여 

홍계근(洪啓謹)·남옥(南玉) 등이 찬술한 것을 성대중이 완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권수에 태상관해전도(太常官廨全圖) 1편과 종묘대향진설도(宗廟大享陳設圖)·문묘절제진설도(文廟節祭陳設圖

)를 비롯해 27개소의 향사(享祀)에 관한 진설도와 변(籩)·두(豆)·조(俎) 등 70개의 제기도(祭器圖)가 있다. 또한, 

산자·약과·중포(中脯)·백병(白餠)·다식 등 23종의 제물(祭物) 등의 제조 방법에 관한 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건치’로, 처음에는 태상시(太常寺)라 했다가 봉상시로 개칭하고, 1409년(태종 9)에는 

전사시(典祀寺)로, 1421년(세종 3)에 봉상시로 복칭(復稱)했다는 내용이다. 권2∼4는 ‘사전(祀典)’으로 종묘·영

모전(永慕殿)·대보단(大報壇)·사직·능침(陵寢)·묘(廟)·궁(宮)·원(園)·묘(墓)·문묘(文廟)·온천각제(溫泉各祭) 등 23종의 제례에 

대한 유래와 제사 대상, 그 방법, 그리고 적전(籍田)과 공물(貢物)의 예가 끝에 수록되어 있다.

권5는 ‘찬품(饌品)’으로 유과(油果)·과실(果實)·양주(釀酒)·조포(造脯)·침장(沈醬)·조병(造餠)·즙유(汁油)·조촉(造燭) 등의 

방법, 권6은 ‘제기(祭器)’로 제기 일체와 제복(祭服)·피통(皮筒)·가자(架子)를 비롯해 천신(薦新)·기도제(祈禱祭)·국휼각

제(國恤各祭)·장빙(藏氷)·봉산(封山)·국시의정(國諡議定)·아경문형사시정식(亞卿文衡賜諡定式)의 예 등이 수록되어 있다.

＜陪從＞항에는 醫員·隨駕 등의 명단, ＜軍兵＞항에는 龍虎營의 155員, 訓練都監의 205員, 禁衛營의 

182員, 御營廳의 207員, 守禦廳의 51員의 전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에는 소요된 쌀·나무와 동원된 

배의 수자와 船主의 이름, 그리고 각 觀察使의 狀啓·移文 및 각 邑 校吏差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외에 離宮에서 소요된 물품과 공급처 그리고 離宮에서의 試射등의 행사, 還宮해서 각인에게 내린 賞賜, 

溫陽離宮의 사정 및 溫泉行宮圖, 靈槐臺圖, 神井에 대한 事蹟記가 첨부되어 있다. 溫陽離宮의 유래 및 

상태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각 지방의 봉수, 船隻관계, 差役事實, 宮中(世子宮)의 의식절차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방계 자료가 된다.

3) 부역실총

유물명
한글 부역실총

한문 賦役實總 

편찬사항 시기 1794년(정조 18) 편저자 刊者未詳

형태사항 크기 35.2×23.8cm 책권수 11冊

조정에서 각 도 관찰사로 하여금 도내 각 영(營)·읍(邑)의 백성이 부담하는 모든 물품과 수량을 조사, 

보고하게 한 것을 도별로 편집한 책. 11책. 필사본. 규장각에 유일하게 현전한다.

제1책은 경기도, 제2·3책은 충청도, 제4·5책은 전라도, 제6·7·8책은 경상도, 제9책은 황해도, 

제10·11책은 평안도로 되어 있어 강원도와 함경도가 빠져 있다. 각 영읍별로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감

병수영상납(監兵水營上納秩)」·「본부읍봉용질(本府邑捧用秩)」·「진역목장봉용질(鎭驛牧場捧用秩)」·「부진수송질(府鎭輸送秩)」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호조의 전세미(田稅米) 및 노비공전(奴婢貢錢), 선혜청의 대동미, 균역청의 결전, 양향청(粮餉廳)의 둔세전과 

같은 중앙 각 관서에 대한 각 군현의 상납내역은 물론, 각 군현에서 봉용(捧用)하는 관수미(官需米)·사객지공

미(使客支供米)·아록미(衙祿米)·장세전(場稅錢)·염선세전(鹽船稅錢) 등과 군관번미(軍官番米)·군수보미(軍需保米)·표하군미(標

下軍米)·궁인보미(弓人保米) 등의 내역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농민의 결역(結役)·호역별(戶役別) 부담상황과, 중앙 및 지방관서의 세입내용 등을 파악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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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상지

유물명
한글 태상지 乾,坤

한문 太常誌 

편찬사항 시기 英祖42年(1766) 편저자
奉常寺(朝鮮) 

受命編

형태사항

크기 35.1×22.8cm 책권수 8卷 2冊, 圖

판본
사항

筆寫本

1766년(영조 42) 왕명에 의해 성대중(成大中)이 편술하였고, 1873년(고종 10) 6권 3책으로 

개편되었으며, 1974년 6권 2책으로 영인되었다. 권두에 이유원(李裕元)의 서와 권말에 이인설(李寅卨)의 

발이 있다. 서와 발에 따르면 “전래의 4책이 있었으나 내용이 소주하고 그 뒤에 변경된 것이 많아 

1763년 도제조 홍봉한(洪鳳漢)의 계(啓)에 의해 제전(祭典)의 변함에 따른 신지(新志)를 개찬(改撰)하게 하여 

홍계근(洪啓謹)·남옥(南玉) 등이 찬술한 것을 성대중이 완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권수에 태상관해전도(太常官廨全圖) 1편과 종묘대향진설도(宗廟大享陳設圖)·문묘절제진설도(文廟節祭陳設圖

)를 비롯해 27개소의 향사(享祀)에 관한 진설도와 변(籩)·두(豆)·조(俎) 등 70개의 제기도(祭器圖)가 있다. 또한, 

산자·약과·중포(中脯)·백병(白餠)·다식 등 23종의 제물(祭物) 등의 제조 방법에 관한 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건치’로, 처음에는 태상시(太常寺)라 했다가 봉상시로 개칭하고, 1409년(태종 9)에는 

전사시(典祀寺)로, 1421년(세종 3)에 봉상시로 복칭(復稱)했다는 내용이다. 권2∼4는 ‘사전(祀典)’으로 종묘·영

모전(永慕殿)·대보단(大報壇)·사직·능침(陵寢)·묘(廟)·궁(宮)·원(園)·묘(墓)·문묘(文廟)·온천각제(溫泉各祭) 등 23종의 제례에 

대한 유래와 제사 대상, 그 방법, 그리고 적전(籍田)과 공물(貢物)의 예가 끝에 수록되어 있다.

권5는 ‘찬품(饌品)’으로 유과(油果)·과실(果實)·양주(釀酒)·조포(造脯)·침장(沈醬)·조병(造餠)·즙유(汁油)·조촉(造燭) 등의 

방법, 권6은 ‘제기(祭器)’로 제기 일체와 제복(祭服)·피통(皮筒)·가자(架子)를 비롯해 천신(薦新)·기도제(祈禱祭)·국휼각

제(國恤各祭)·장빙(藏氷)·봉산(封山)·국시의정(國諡議定)·아경문형사시정식(亞卿文衡賜諡定式)의 예 등이 수록되어 있다.

＜陪從＞항에는 醫員·隨駕 등의 명단, ＜軍兵＞항에는 龍虎營의 155員, 訓練都監의 205員, 禁衛營의 

182員, 御營廳의 207員, 守禦廳의 51員의 전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에는 소요된 쌀·나무와 동원된 

배의 수자와 船主의 이름, 그리고 각 觀察使의 狀啓·移文 및 각 邑 校吏差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외에 離宮에서 소요된 물품과 공급처 그리고 離宮에서의 試射등의 행사, 還宮해서 각인에게 내린 賞賜, 

溫陽離宮의 사정 및 溫泉行宮圖, 靈槐臺圖, 神井에 대한 事蹟記가 첨부되어 있다. 溫陽離宮의 유래 및 

상태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각 지방의 봉수, 船隻관계, 差役事實, 宮中(世子宮)의 의식절차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방계 자료가 된다.

3) 부역실총

유물명
한글 부역실총

한문 賦役實總 

편찬사항 시기 1794년(정조 18) 편저자 刊者未詳

형태사항 크기 35.2×23.8cm 책권수 11冊

조정에서 각 도 관찰사로 하여금 도내 각 영(營)·읍(邑)의 백성이 부담하는 모든 물품과 수량을 조사, 

보고하게 한 것을 도별로 편집한 책. 11책. 필사본. 규장각에 유일하게 현전한다.

제1책은 경기도, 제2·3책은 충청도, 제4·5책은 전라도, 제6·7·8책은 경상도, 제9책은 황해도, 

제10·11책은 평안도로 되어 있어 강원도와 함경도가 빠져 있다. 각 영읍별로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감

병수영상납(監兵水營上納秩)」·「본부읍봉용질(本府邑捧用秩)」·「진역목장봉용질(鎭驛牧場捧用秩)」·「부진수송질(府鎭輸送秩)」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호조의 전세미(田稅米) 및 노비공전(奴婢貢錢), 선혜청의 대동미, 균역청의 결전, 양향청(粮餉廳)의 둔세전과 

같은 중앙 각 관서에 대한 각 군현의 상납내역은 물론, 각 군현에서 봉용(捧用)하는 관수미(官需米)·사객지공

미(使客支供米)·아록미(衙祿米)·장세전(場稅錢)·염선세전(鹽船稅錢) 등과 군관번미(軍官番米)·군수보미(軍需保米)·표하군미(標

下軍米)·궁인보미(弓人保米) 등의 내역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농민의 결역(結役)·호역별(戶役別) 부담상황과, 중앙 및 지방관서의 세입내용 등을 파악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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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양통궤

유물명
한글 태양통궤

한문 太陽通軌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4×24.7cm 책권수 1冊(19張)

판본
사항

甲寅字

大統曆法에 準하여 太陽의 行度를 推算하는 방법을 적은 책이다. 이것은 원래 明의 曆官의 原著를 

世宗이 李純之, 金錟 등에 명하여 校正編纂한 것이다. 大統曆의 경우와 같이 洪武 甲子년(1384)을 

曆元으로 하여 이것을 계산의 기점으로 한다. 日還의 計算에서 四正定氣, 相距日, 四正加時黃道積度法, 

夜半積度法, 黃道積度 등을 推求하는 방법은 大統曆法原에 있는 바와 비슷하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七政算內篇≫의 편찬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5) 임인갱재축

유물명
한글 임인갱재축

한문 太常誌 

편찬사항 시기 成宗13年(1482) 편저자
成宗(朝鮮)

御製;李婷(朝鮮) 等應製

형태사항

크기 27.5×18.3cm 책권수 1冊

판본
사항

甲寅字

成宗의 御製詩와 廣進詩를 모은 것으로 甲寅字本이다. 刊年은 미상이나 늦어도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壬寅年(1482) 正朝에 효성이 지극한 成宗이 三殿에 문안을 마친 후 闕庭에 宗親과 

宰輔를 모아 놓고 宴樂을 베풀면서 長句四韻의 詩 3수를 짓자 이에 宗親과 宰輔가 賡進하였다. 앞에 

영의정 鄭昌孫의 序가 있다. 賡進者는 月山大君 李婷과 德原君 李曙, 河城府院君 鄭顯祖, 儀賓 壬光載, 

永川君 李定, 右議政洪應, 宣城府院君 盧思愼, 領中樞府事 李克培, 領敦寧府事 尹壕, 都承旨 李吉甫, 右承旨 

李世佐, 左副承旨 成俊, 兵曹參知 李孟賢, 副提學 權健, 副修撰 金應箕, 注書 李粹彦, 注書 朴文幹, 待敎 

閔祥安, 檢閱 朴訒 등이다. 내용은 모두 孝를 主題로 하고 있으며 형식은 長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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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양통궤

유물명
한글 태양통궤

한문 太陽通軌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4×24.7cm 책권수 1冊(19張)

판본
사항

甲寅字

大統曆法에 準하여 太陽의 行度를 推算하는 방법을 적은 책이다. 이것은 원래 明의 曆官의 原著를 

世宗이 李純之, 金錟 등에 명하여 校正編纂한 것이다. 大統曆의 경우와 같이 洪武 甲子년(1384)을 

曆元으로 하여 이것을 계산의 기점으로 한다. 日還의 計算에서 四正定氣, 相距日, 四正加時黃道積度法, 

夜半積度法, 黃道積度 등을 推求하는 방법은 大統曆法原에 있는 바와 비슷하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七政算內篇≫의 편찬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5) 임인갱재축

유물명
한글 임인갱재축

한문 太常誌 

편찬사항 시기 成宗13年(1482) 편저자
成宗(朝鮮)

御製;李婷(朝鮮) 等應製

형태사항

크기 27.5×18.3cm 책권수 1冊

판본
사항

甲寅字

成宗의 御製詩와 廣進詩를 모은 것으로 甲寅字本이다. 刊年은 미상이나 늦어도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壬寅年(1482) 正朝에 효성이 지극한 成宗이 三殿에 문안을 마친 후 闕庭에 宗親과 

宰輔를 모아 놓고 宴樂을 베풀면서 長句四韻의 詩 3수를 짓자 이에 宗親과 宰輔가 賡進하였다. 앞에 

영의정 鄭昌孫의 序가 있다. 賡進者는 月山大君 李婷과 德原君 李曙, 河城府院君 鄭顯祖, 儀賓 壬光載, 

永川君 李定, 右議政洪應, 宣城府院君 盧思愼, 領中樞府事 李克培, 領敦寧府事 尹壕, 都承旨 李吉甫, 右承旨 

李世佐, 左副承旨 成俊, 兵曹參知 李孟賢, 副提學 權健, 副修撰 金應箕, 注書 李粹彦, 注書 朴文幹, 待敎 

閔祥安, 檢閱 朴訒 등이다. 내용은 모두 孝를 主題로 하고 있으며 형식은 長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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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성통궤 

유물명
한글 오성통궤

한문 五星通軌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7×25㎝ 책권수 1冊(26張)

판본
사항

甲寅字

五星의 通軌를 계산한 책이다. 서문 발문이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世宗朝 觀象監에서 

活字版으로 인행한 대형의 책으로 그때 觀象監에 있던 李純之 金錟 등이 편성하였다. 내용은 

五星段目(木星 16단, 火星 20단, 土星 14단, 金星 22단, 水星 35단)에 諸數所止가 있고, 求中積分法, 

求閏餘分法, 求冬至分法, 求冬至赤道度法, 赤道宿次積度, 求冬至黃道度法, 求前合後合分法, 求盈縮曆分法, 

求中積日法, 求中星度法, 求諸段下盈縮曆法, 求盈縮差法, 五星盈縮立成鈐, (中略). 求五星順逆交宮法, 

求五星伏見, 求五星捷法 등으로 되어 있다. 편자인 李純之는 世宗의 명을 받아 曆法을 연구하여 簡儀圭表, 

太平縣珠, 仰釜日晷, 自擊漏 등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를 만들고 ≪天文類抄≫, ≪交食推步假令≫, 

≪選擇要略≫ 등을 저술하였다. 謝恩使로 明나라에 갔다와 行上護軍으로서 卒하니 謚號는 淸平이다. 

金錟(1416~1464)의 字는 巨源, 號는 撫松軒, 本은 禮安이다. 급제 후 集賢殿 正字로 撰拔되어 왕명으로 

李純之와 함께 曆學을 연구하여 ≪七政算外編≫, ≪諸家曆象集≫을 編著하였다. 벼슬이 吏曹判書에 

이르렀는데 謚號는 文節이다.

7) 태음통궤

유물명
한글 태음통궤

한문 太陰通軌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6×25cm 책권수 1冊(77張)

판본
사항

甲寅字

大統曆法에 準하여 太陰의 行度를 推算하는 방법을 적은 것이다. 원래 明의 曆官의 原著를 世宗이 

李純之·金淡에게 命하여 校正編纂한 것이다. 간행연대는 미상이나 甲寅字를 썼다. 世宗時代에 이미 중국에서 

들여온 太陽通軌와 太 陰通軌 등을 참작하여 ≪七政算內篇≫을 편찬하였다. 이 ≪七政算內篇≫은 제1장 

曆日 , 제2장 太陽, 제3장 太陰, 제4장 中星, 제5장 交食, 제6장 五星, 제7장 四餘星의 순서로 推步하는 방법이 

실렸는데, 이들 각 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公式集이 大統 曆日通軌, 太陽通軌, 太陰通軌, 交食通軌, 

五星通軌, 月五星凌犯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들의 각각은 ≪七政算內篇≫을 장별로 分冊하여 약간 

자세히 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현방법과 추구 순서가 ≪七政算內篇≫과 

흡사하며, 中國의 授時曆 보다는 大統曆에 가깝다. 원래 달의 운행은 매우 복잡하므로 太陰 通軌에서는 

大統曆이나 ≪七政算內篇≫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수표와 표현공식이 실려 있다. 授時曆, 大統曆,  

≪七政算內篇≫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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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성통궤 

유물명
한글 오성통궤

한문 五星通軌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7×25㎝ 책권수 1冊(26張)

판본
사항

甲寅字

五星의 通軌를 계산한 책이다. 서문 발문이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世宗朝 觀象監에서 

活字版으로 인행한 대형의 책으로 그때 觀象監에 있던 李純之 金錟 등이 편성하였다. 내용은 

五星段目(木星 16단, 火星 20단, 土星 14단, 金星 22단, 水星 35단)에 諸數所止가 있고, 求中積分法, 

求閏餘分法, 求冬至分法, 求冬至赤道度法, 赤道宿次積度, 求冬至黃道度法, 求前合後合分法, 求盈縮曆分法, 

求中積日法, 求中星度法, 求諸段下盈縮曆法, 求盈縮差法, 五星盈縮立成鈐, (中略). 求五星順逆交宮法, 

求五星伏見, 求五星捷法 등으로 되어 있다. 편자인 李純之는 世宗의 명을 받아 曆法을 연구하여 簡儀圭表, 

太平縣珠, 仰釜日晷, 自擊漏 등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를 만들고 ≪天文類抄≫, ≪交食推步假令≫, 

≪選擇要略≫ 등을 저술하였다. 謝恩使로 明나라에 갔다와 行上護軍으로서 卒하니 謚號는 淸平이다. 

金錟(1416~1464)의 字는 巨源, 號는 撫松軒, 本은 禮安이다. 급제 후 集賢殿 正字로 撰拔되어 왕명으로 

李純之와 함께 曆學을 연구하여 ≪七政算外編≫, ≪諸家曆象集≫을 編著하였다. 벼슬이 吏曹判書에 

이르렀는데 謚號는 文節이다.

7) 태음통궤

유물명
한글 태음통궤

한문 太陰通軌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6×25cm 책권수 1冊(77張)

판본
사항

甲寅字

大統曆法에 準하여 太陰의 行度를 推算하는 방법을 적은 것이다. 원래 明의 曆官의 原著를 世宗이 

李純之·金淡에게 命하여 校正編纂한 것이다. 간행연대는 미상이나 甲寅字를 썼다. 世宗時代에 이미 중국에서 

들여온 太陽通軌와 太 陰通軌 등을 참작하여 ≪七政算內篇≫을 편찬하였다. 이 ≪七政算內篇≫은 제1장 

曆日 , 제2장 太陽, 제3장 太陰, 제4장 中星, 제5장 交食, 제6장 五星, 제7장 四餘星의 순서로 推步하는 방법이 

실렸는데, 이들 각 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公式集이 大統 曆日通軌, 太陽通軌, 太陰通軌, 交食通軌, 

五星通軌, 月五星凌犯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들의 각각은 ≪七政算內篇≫을 장별로 分冊하여 약간 

자세히 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현방법과 추구 순서가 ≪七政算內篇≫과 

흡사하며, 中國의 授時曆 보다는 大統曆에 가깝다. 원래 달의 운행은 매우 복잡하므로 太陰 通軌에서는 

大統曆이나 ≪七政算內篇≫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수표와 표현공식이 실려 있다. 授時曆, 大統曆,  

≪七政算內篇≫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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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오원력

유물명
한글 경오원력

한문 庚午元曆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耶律楚材(元) 編;李純之

(朝鮮)·金淡(朝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9×25cm 책권수 1冊(71張)

판본
사항

甲寅字

원대의 耶律楚材에 의해 편찬된 月曆으로 世宗 때 李純之와 金錟이 受命하여 校註하고 甲寅字로 

印刊되었다. 編者가 1220년(元 太祖 15) 西征에 참가하여 종래 金曆을 사용해오던 것에 대치하여 이를 

만들었으나 세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曆이 우리나라에 유입하여 소개 된것은, 이미 高麗 忠宣王이 

元朝에 入朝하여 ≪授時曆≫ 1부를 등사해서 우리나라에 전하매 元代의 曆法이 그 대강만 유입되었다는 

것이 기록에 분명하므로 (≪四餘通軌≫의 跋文 참조) 이것 이후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曆은 

朝鮮에서 1444년(世宗 26)에 甲寅字로 인행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다수의 天文曆書가 간행되었다. 전기한 

[四餘通軌跋文]에 의하면 忠宣王 이후 朝鮮 太宗년간에 元史를 중국으로부터 하사 받아 授時本經 및 

諸曆志을 얻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元史律曆志≫에는 ≪授時曆議≫ 및 ≪庚午元曆≫이 실려 

있으므로 역시 元史의 得見과 더불어 조선에서는 ≪授時曆法≫ 및 ≪庚午元曆≫이 소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庚午元曆≫은 元史 소재 庚午元曆을 그대로 간행한 것이다. 더우기 서문·발문이 

없고 上下篇 구분에 있어서도 元史와 동일한 점에서 元史의 覆刊임을 알려준다. 이 曆은 元初에 사용되던 

金曆과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金曆은 1127년(金 太宗 5) 揚級이 처음으로 大明曆을 만들어 同 

15年(1137)에 頒行하였으나 大定 20年(1180)에 日食이 일어나 맞지 않자 비난을 받게 되어 다시 

趙知微가 大明曆을 수정하여 知微曆을 만들고 동시에 耶律履가 또 乙未曆을 만들었으나 知微曆으로 

金代에는 사용하였다. 본래 大明曆은 劉宋의 孝武帝의 大明年號를 따서 463년에 祖沖之가 만든 것으로 

이미 東晋의 虞喜가 天周나 歲周의 差(歲差)를 발견하여 50년에 一度의 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래 歲差法이 그후 통용되었다. 大明曆도 역시 歲差法을 사용하였고 祖沖之의 大明曆을 遼代의 

聖宗이 994년(統和 12)에 받아들인 이후 계속 金代에까지 수정 적용되었던 것이다. 耶律楚材가 만든 

≪庚午元曆≫ 역시 大明曆의 수정본이며 趙知微·耶律履들이 수정한 소위 ≪重修大明曆≫과 거의 같은 

것이다. ≪庚午元曆≫과 ≪重修大明曆≫과를 비교해보면 曆元의 演紀를 庚午元曆온 曆元을 1210년(元 

9) 선덕십년월오성능범

유물명
한글 선덕십년월오성능범

한문 宣德十年月五星凌犯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3×24.8cm 책권수 1冊(31張)

판본
사항

甲寅字

이 작품은 1435년(세종 17년)에 걸쳐 일어난 5개 행성의 집적 총수를 기록한다. 그러나 소개나 

추신은 없다. 아마도, 이 30장짜리 이동식 활자 인쇄물은 세종대왕 때 자연현상관측소에 의해 

출판되었을 것이다.이 책은 사무실의 관리였고 5행성 종합지침을 포함한 수많은 달력학적 작품의 

작가였던 이순지와 김담에 의해 편집되고 교정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5개의 행성은 1435년에 걸쳐 

325번의 합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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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오원력

유물명
한글 경오원력

한문 庚午元曆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耶律楚材(元) 編;李純之

(朝鮮)·金淡(朝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9×25cm 책권수 1冊(71張)

판본
사항

甲寅字

원대의 耶律楚材에 의해 편찬된 月曆으로 世宗 때 李純之와 金錟이 受命하여 校註하고 甲寅字로 

印刊되었다. 編者가 1220년(元 太祖 15) 西征에 참가하여 종래 金曆을 사용해오던 것에 대치하여 이를 

만들었으나 세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曆이 우리나라에 유입하여 소개 된것은, 이미 高麗 忠宣王이 

元朝에 入朝하여 ≪授時曆≫ 1부를 등사해서 우리나라에 전하매 元代의 曆法이 그 대강만 유입되었다는 

것이 기록에 분명하므로 (≪四餘通軌≫의 跋文 참조) 이것 이후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曆은 

朝鮮에서 1444년(世宗 26)에 甲寅字로 인행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다수의 天文曆書가 간행되었다. 전기한 

[四餘通軌跋文]에 의하면 忠宣王 이후 朝鮮 太宗년간에 元史를 중국으로부터 하사 받아 授時本經 및 

諸曆志을 얻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元史律曆志≫에는 ≪授時曆議≫ 및 ≪庚午元曆≫이 실려 

있으므로 역시 元史의 得見과 더불어 조선에서는 ≪授時曆法≫ 및 ≪庚午元曆≫이 소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庚午元曆≫은 元史 소재 庚午元曆을 그대로 간행한 것이다. 더우기 서문·발문이 

없고 上下篇 구분에 있어서도 元史와 동일한 점에서 元史의 覆刊임을 알려준다. 이 曆은 元初에 사용되던 

金曆과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金曆은 1127년(金 太宗 5) 揚級이 처음으로 大明曆을 만들어 同 

15年(1137)에 頒行하였으나 大定 20年(1180)에 日食이 일어나 맞지 않자 비난을 받게 되어 다시 

趙知微가 大明曆을 수정하여 知微曆을 만들고 동시에 耶律履가 또 乙未曆을 만들었으나 知微曆으로 

金代에는 사용하였다. 본래 大明曆은 劉宋의 孝武帝의 大明年號를 따서 463년에 祖沖之가 만든 것으로 

이미 東晋의 虞喜가 天周나 歲周의 差(歲差)를 발견하여 50년에 一度의 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래 歲差法이 그후 통용되었다. 大明曆도 역시 歲差法을 사용하였고 祖沖之의 大明曆을 遼代의 

聖宗이 994년(統和 12)에 받아들인 이후 계속 金代에까지 수정 적용되었던 것이다. 耶律楚材가 만든 

≪庚午元曆≫ 역시 大明曆의 수정본이며 趙知微·耶律履들이 수정한 소위 ≪重修大明曆≫과 거의 같은 

것이다. ≪庚午元曆≫과 ≪重修大明曆≫과를 비교해보면 曆元의 演紀를 庚午元曆온 曆元을 1210년(元 

9) 선덕십년월오성능범

유물명
한글 선덕십년월오성능범

한문 宣德十年月五星凌犯  

편찬사항 시기
15世紀

(世宗年間:1418-1450)
편저자

李純之(朝鮮);金淡(朝

鮮) 受命校正

형태사항

크기 37.3×24.8cm 책권수 1冊(31張)

판본
사항

甲寅字

이 작품은 1435년(세종 17년)에 걸쳐 일어난 5개 행성의 집적 총수를 기록한다. 그러나 소개나 

추신은 없다. 아마도, 이 30장짜리 이동식 활자 인쇄물은 세종대왕 때 자연현상관측소에 의해 

출판되었을 것이다.이 책은 사무실의 관리였고 5행성 종합지침을 포함한 수많은 달력학적 작품의 

작가였던 이순지와 김담에 의해 편집되고 교정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5개의 행성은 1435년에 걸쳐 

325번의 합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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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한국학 강 문 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관

미술사 고 연 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 지 김 형 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 

장 황 천 주 현 국립박물관 보존처리과 학예사

2) 복제본 제작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사업 총괄 김 은 식 ㈜ 명진씨앤피

유물 조사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윤 태 주 

㈜ 명진씨앤피
김 준 혁 

강 지 연

장 효 은

 프린트 윤 태 주 ㈜ 명진씨앤피

인쇄 이 재 영 영일교정

고색처리 정 두 희 영남대학교

오동나무 상자 및

목축제작
김 문 권 내곡목공소

전통한지 신 현 세 신현세한지

장 황 / 염 색

장 황 / 염 색

차 병 갑 
호고장황문화재연구소

문화재기능자 표구공 제824호

김 권 영 
정일표구사

 문화재수리기증자 제822호

太祖 5)으로 잡고, 그간 庚辰年(1220)까지 10년간의 積年 20,275,270을 演紀로 셈하고 있다. 즉 歲實을 

154,445로, 日法을 5,230, 通閏을 56,884, 歲策을 365餘 1274로 잡아 紀法을 60으로 잡고 있는데 

비해≪重修大明曆≫은 演紀를 上元 甲子(皇統 4, 1144)에서 大定 庚子(1180)까지 886,639,656으로 

잡은 이외에 日法 5,230, 歲實 1,910,224, 通閏 56,884, 歲策 365 餘 1,274, 紀法 60으로 표준삼고 있다. 

즉 日法·紀法·歲策은 동일하지만 歲實의 계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庚午元曆≫에서는 歲實을 

154,445로 잡아 ≪重修大明曆≫의 1,910,224보다 歲實을 적게 잡고 있다. 그외에는 ≪庚午元曆≫은 

전대의 ≪大明曆≫을 그대로 仍襲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나누어 {1}步氣朔術, {2}步卦候發斂術, {3}步日躔術, 

{4}步晷漏術, {5}步月離術, {6}步交會術, {7}步五星術로 되어 있다. 第1, [步氣朔術]에서는 表準計數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天正冬至”, “次氣”, “天正經朔”, “弦望及次期”, “沒日”, “滅日” 등을 구하는 방법이 들어있고, 

第2, [步卦候發斂術]에는 “七十二候”, “六十四卦”, “土王用事”, “發斂”, “二十四氣卦候”를 구하는 방법이 

表準値와 함께 제시되었다. 第3, [步日躔術]에서는 역시 表準計數가 먼저 제시되고 “二十四氣日積度盈縮”, 

“二十四氣中積及眺朒”이 통계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每日盈縮眺朒”, “經朔弦望入氣”, 

“每日損益盈縮眺朒”, “經朔弦望入氣眺朒定數” 등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赤道宿度표가 

나와 있고 이에 따라 “冬至春分夏宿秋分의 赤度日度”, “正正赤道宿積度”, “赤度宿積度入初末限”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二十八宿黃道度”를 구하는 방법과“黃道宿道” 표가 제시되고 “天正冬至에 

黃道日度를 加時하는 方法”, “二十四氣加時黃道日度”, “二十四氣” 및 “每日晨前夜半黃道日度”, 

“每日午中黃道日道·黃度積度·入初末限·赤道日度”를 구하는 법과 “陽黃道十二次入宮宿度”표가 제시되고 

入宮時刻을 구하는 법이 나와 있다. 步晷漏術에서는 表準値가 역시 제시되고 “午中入氣中積”, 

“二至後午中入初末限”, “午中晷影定數”, “四方所在晷影”을 구하는 법과 “二十四氣陟降” 및 “日出分” 표와 

“二分前後陟降率”이 나와 있고, “每日日出入晨半晝分”, “日出入表刻”, “書夜刻”, “更點率”, “更點所在表刻”, 

“四方所在漏刻”을 구하는 법과 “黃度內外度”, “距中度及更差度”, “昏明五更中星”을 측량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步月離術에는 표준치가 제시되고 “經朔弦望入轉”, “轉定分” 및 “積度脁朒”을 구하는 

법, 또 “中朔弦望入轉眺數定數”, “朔弦望中日”, “朔弦望定日”, “定朔弦望中積”, “定朔弦望加時日度·月度”, 

“夜半午中入轉”, “加時 및 夜半月度”, “晨昏月度”, “朔弦望晨昏定程”, “每日轉定度”, “平交日表”, 

“平交入轉脁朒定數”, “正交日表”, “中朔加時中積”, “正交加時黃道月度”, “黃道宿積度”, “黃道宿積度入初末限”, 

“月行九道宿道”, “正交加時月離九道宿道”, “定朔弦望加時月所在度·九道月度”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步交會術에도 표준치가 제시되고 “朔望入交定朔” 및 “每日夜半入交”, “定朔望加時入交·積度 및 

陰陽曆”, “月去黃道度”, “ 朔望加時入交當日及定日”, “入交陰陽曆前後分”, “日月食甚定餘”, “日月食甚日行積度”, 

“氣差”, “刻差”, “日食去交前後定分”, “日食分”, “月食分”, “日食定用分”, “月食定用分”, “月食所入更點”, 

“日食所起”, “月食所起日月出入帶食所見分數”, “日月食甚宿次”를 구하는 계산법이 나와 있다. 步五星術에는 

木星·火星·土星·金星·水星의 운행일과 度數를 표로 제시하고 “五星天正冬至後平合 및 諸段中積中星”, 

“五星平合 및 諸段入曆”, “五星平合 및 諸段盈縮定差”, “五星平合 및 諸段定積·所在月日·加時定星”, 

“五星諸段初日晨前夜半定星”, “諸段日率度率 諸段平行分”, “諸段總差 및 日差”, “前後伏遲退段增滅差”, 

“每日晨前夜半星宿次”, “五星平合 및 見伏入氣”, “五星平合 및 見伏行差”, “五星定合 및 見伏汎積”, 

“五星定合定積定星”, “木火土三星定見伏定日”, “金水二星定見伏定日”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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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한국학 강 문 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관

미술사 고 연 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 지 김 형 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 

장 황 천 주 현 국립박물관 보존처리과 학예사

2) 복제본 제작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사업 총괄 김 은 식 ㈜ 명진씨앤피

유물 조사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윤 태 주 

㈜ 명진씨앤피
김 준 혁 

강 지 연

장 효 은

 프린트 윤 태 주 ㈜ 명진씨앤피

인쇄 이 재 영 영일교정

고색처리 정 두 희 영남대학교

오동나무 상자 및

목축제작
김 문 권 내곡목공소

전통한지 신 현 세 신현세한지

장 황 / 염 색

장 황 / 염 색

차 병 갑 
호고장황문화재연구소

문화재기능자 표구공 제824호

김 권 영 
정일표구사

 문화재수리기증자 제822호

太祖 5)으로 잡고, 그간 庚辰年(1220)까지 10년간의 積年 20,275,270을 演紀로 셈하고 있다. 즉 歲實을 

154,445로, 日法을 5,230, 通閏을 56,884, 歲策을 365餘 1274로 잡아 紀法을 60으로 잡고 있는데 

비해≪重修大明曆≫은 演紀를 上元 甲子(皇統 4, 1144)에서 大定 庚子(1180)까지 886,639,656으로 

잡은 이외에 日法 5,230, 歲實 1,910,224, 通閏 56,884, 歲策 365 餘 1,274, 紀法 60으로 표준삼고 있다. 

즉 日法·紀法·歲策은 동일하지만 歲實의 계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庚午元曆≫에서는 歲實을 

154,445로 잡아 ≪重修大明曆≫의 1,910,224보다 歲實을 적게 잡고 있다. 그외에는 ≪庚午元曆≫은 

전대의 ≪大明曆≫을 그대로 仍襲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나누어 {1}步氣朔術, {2}步卦候發斂術, {3}步日躔術, 

{4}步晷漏術, {5}步月離術, {6}步交會術, {7}步五星術로 되어 있다. 第1, [步氣朔術]에서는 表準計數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天正冬至”, “次氣”, “天正經朔”, “弦望及次期”, “沒日”, “滅日” 등을 구하는 방법이 들어있고, 

第2, [步卦候發斂術]에는 “七十二候”, “六十四卦”, “土王用事”, “發斂”, “二十四氣卦候”를 구하는 방법이 

表準値와 함께 제시되었다. 第3, [步日躔術]에서는 역시 表準計數가 먼저 제시되고 “二十四氣日積度盈縮”, 

“二十四氣中積及眺朒”이 통계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每日盈縮眺朒”, “經朔弦望入氣”, 

“每日損益盈縮眺朒”, “經朔弦望入氣眺朒定數” 등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赤道宿度표가 

나와 있고 이에 따라 “冬至春分夏宿秋分의 赤度日度”, “正正赤道宿積度”, “赤度宿積度入初末限”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二十八宿黃道度”를 구하는 방법과“黃道宿道” 표가 제시되고 “天正冬至에 

黃道日度를 加時하는 方法”, “二十四氣加時黃道日度”, “二十四氣” 및 “每日晨前夜半黃道日度”, 

“每日午中黃道日道·黃度積度·入初末限·赤道日度”를 구하는 법과 “陽黃道十二次入宮宿度”표가 제시되고 

入宮時刻을 구하는 법이 나와 있다. 步晷漏術에서는 表準値가 역시 제시되고 “午中入氣中積”, 

“二至後午中入初末限”, “午中晷影定數”, “四方所在晷影”을 구하는 법과 “二十四氣陟降” 및 “日出分” 표와 

“二分前後陟降率”이 나와 있고, “每日日出入晨半晝分”, “日出入表刻”, “書夜刻”, “更點率”, “更點所在表刻”, 

“四方所在漏刻”을 구하는 법과 “黃度內外度”, “距中度及更差度”, “昏明五更中星”을 측량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步月離術에는 표준치가 제시되고 “經朔弦望入轉”, “轉定分” 및 “積度脁朒”을 구하는 

법, 또 “中朔弦望入轉眺數定數”, “朔弦望中日”, “朔弦望定日”, “定朔弦望中積”, “定朔弦望加時日度·月度”, 

“夜半午中入轉”, “加時 및 夜半月度”, “晨昏月度”, “朔弦望晨昏定程”, “每日轉定度”, “平交日表”, 

“平交入轉脁朒定數”, “正交日表”, “中朔加時中積”, “正交加時黃道月度”, “黃道宿積度”, “黃道宿積度入初末限”, 

“月行九道宿道”, “正交加時月離九道宿道”, “定朔弦望加時月所在度·九道月度”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步交會術에도 표준치가 제시되고 “朔望入交定朔” 및 “每日夜半入交”, “定朔望加時入交·積度 및 

陰陽曆”, “月去黃道度”, “ 朔望加時入交當日及定日”, “入交陰陽曆前後分”, “日月食甚定餘”, “日月食甚日行積度”, 

“氣差”, “刻差”, “日食去交前後定分”, “日食分”, “月食分”, “日食定用分”, “月食定用分”, “月食所入更點”, 

“日食所起”, “月食所起日月出入帶食所見分數”, “日月食甚宿次”를 구하는 계산법이 나와 있다. 步五星術에는 

木星·火星·土星·金星·水星의 운행일과 度數를 표로 제시하고 “五星天正冬至後平合 및 諸段中積中星”, 

“五星平合 및 諸段入曆”, “五星平合 및 諸段盈縮定差”, “五星平合 및 諸段定積·所在月日·加時定星”, 

“五星諸段初日晨前夜半定星”, “諸段日率度率 諸段平行分”, “諸段總差 및 日差”, “前後伏遲退段增滅差”, 

“每日晨前夜半星宿次”, “五星平合 및 見伏入氣”, “五星平合 및 見伏行差”, “五星定合 및 見伏汎積”, 

“五星定合定積定星”, “木火土三星定見伏定日”, “金水二星定見伏定日”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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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 명 표 지 규격
(세로x가로)cm

책 수
(매수)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9
선덕십년월

오성능범

능화

한지
37.3 x 24.8

1

(32)

•	전체적으로 내지의 한지가 얇고, 발의 모양이        

선명하며. 장서인이 반대면에 번져있다.

10 경오원력
능화

한지
37.9 x 25

1

(74)

•	내지 일부의 훼손과 다양한 색상의 장서인을 확인할 

수 있다.

합        계 749

    

    

참 석 자 
국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김형진 교수팀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정두희 교수팀  

날 짜 2019년 08월 11일 

장 비 XRF,마이크로 후도계(Micrometer,L&M Micrometer,Sweden),전자현미경

방 법 비파괴 분석, 물리적· 광학적 분석인자 측정

대 상 귀중도서 13책 한지(내지,표지)

내 용

대상유물의 표지 및 내지 한지의 분석을 위해 페이지당 3~5회의 조사를 진행하여 유물당 15~20

회 이상의 조사자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림의 경우 XRF조사를 진행하여 안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Ⅱ. 유물분석

1. 실측 및 조사 

 복제 대상 유물의 크기,장수,재질,사이즈 등 복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실제 유물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복제 작업을 방향 및 자문회의를 통해 확인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한다. 발주처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정보와 비교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다.  

번호 서 명 표 지 규격
(세로x가로)cm

책 수
(매수)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1
십칠사찬

고금통요 

능화

한지
25.6 x 18.7

1

(37)

•	내지 훼손상태가 심함

•	개장된 표지이며, 원표지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고 삼

베가 배접된 표지 또한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2 온궁사실
능화

한지
38 x 24

3

(236)

•	王世子인 莊獻世子가 濕瘡으로 溫陽溫泉에 다녀온    

기록의 채색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3 부역실총 
능화

한지
35.2 x 23.8

1

(116)

•	크지는 않지만 다수의 위치에 충해로 인한 구멍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한 글자의 훼손이 다수   

확인된다.

4 태상지 
능화

한지
35.1 x 22.8

2

(108)

•	전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고, 첨지 및 상/하단에 장

서인이 찍혀있다.

5 임인갱재축
능화

한지
27.5 x 18.3

1

(17)

•	일부 글자의 훼손 부분과 하단의 장서인이 일부 확인

된다.

6
태양통궤 능화

한지
37.4 x 24.7

1

(21)
•	다양한 형태의 장서인이 확인된다.

7 태음통궤
능화

한지
37.6 x 25

1

(79)
•	다양한 형태의 장서인이 확인된다.

8 오성통궤
능화

한지
37.7 x 25

1

(29)

•	장서인 및 필사부분이 있고, 관곽의 일부가 먹의 번

짐 현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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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 명 표 지 규격
(세로x가로)cm

책 수
(매수)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9
선덕십년월

오성능범

능화

한지
37.3 x 24.8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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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749

    

    

참 석 자 
국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김형진 교수팀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정두희 교수팀  

날 짜 2019년 08월 11일 

장 비 XRF,마이크로 후도계(Micrometer,L&M Micrometer,Sweden),전자현미경

방 법 비파괴 분석, 물리적· 광학적 분석인자 측정

대 상 귀중도서 13책 한지(내지,표지)

내 용

대상유물의 표지 및 내지 한지의 분석을 위해 페이지당 3~5회의 조사를 진행하여 유물당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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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 명 표 지 규격
(세로x가로)cm

책 수
(매수)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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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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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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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6)

•	王世子인 莊獻世子가 濕瘡으로 溫陽溫泉에 다녀온    

기록의 채색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3 부역실총 
능화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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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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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8)

•	전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고, 첨지 및 상/하단에 장

서인이 찍혀있다.

5 임인갱재축
능화

한지
27.5 x 18.3

1

(17)

•	일부 글자의 훼손 부분과 하단의 장서인이 일부 확인

된다.

6
태양통궤 능화

한지
37.4 x 24.7

1

(21)
•	다양한 형태의 장서인이 확인된다.

7 태음통궤
능화

한지
37.6 x 25

1

(79)
•	다양한 형태의 장서인이 확인된다.

8 오성통궤
능화

한지
37.7 x 25

1

(29)

•	장서인 및 필사부분이 있고, 관곽의 일부가 먹의 번

짐 현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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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상지 (太常誌) vol.1~2

크 기 세로 : 35.1 cm   가로 : 22.8 cm 

무 게 vol.1: 569.1 g / vol.2: 485.9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2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영조 42년(1766년)

소장처 규장각

5) 임인갱재축(壬寅賡載軸)

크 기 세로 : 27.5 cm   가로 : 18.3 cm 

무 게 90.7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성종 13년(1482년) 추정

소장처 규장각

6) 태양통궤(太陽通軌)

크 기 세로 : 37.4 cm   가로 : 24.7 cm 

무 게 148.9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세종연간(1418~1450년) 추정

소장처 규장각

2. 물성 분석

사업대상 유물인 귀중도서 13책에 대해 한지 물성분석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1)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크 기 세로 : 25.6 cm   가로 : 18.7 cm 

무 게 134.3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태종 3년(1403년)

소장처 규장각

2) 온궁사실 (溫宮事實) vol.1~3 

크 기 세로 : 38.0 cm   가로 : 24.0 cm 

무 게 vol.1: 1139.8 g / vol.2: 1371.8 g / vol.3: 1151.7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3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영조 35년(1759년) 추정

소장처 규장각

3) 부역실총(賦役實總)

크 기 세로 : 35.2 cm   가로 : 23.8 cm 

무 게 1101.9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정조 18년(1794년)

소장처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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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오원력(庚午元曆)

크 기  세로 : 37.9 cm   가로 : 25.0 cm 

무 게  428.9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세종연간(1418~1450년) 추정

소장처  규장각

3. 지질(紙質) 분석방법

1) 분석 원칙

•	지류문화재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음

•	분석 대상 문화재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종이 분석용 표준방법 및 전용장비를 활용함

2) 분석 방법

(1) 두께 측정 

•	표준시험방법 : KS M ISO 534

•	본 귀중본을 구성하는 한지의 두께 측정은 표준규격에 제시된 종이 분석 전용의 Micrometer 

(L&W, Sweden)를 사용 함

•	한지의 두께 등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 인자는 분석 대상 전체 중에서 시료를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1장을 선정하여 약 5~10회 반복 측정 후,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등을 제시함

(2) 광학적 특성 

•	표준시험방법 : KS M ISO 2470-2

•	광학적 특성의 측정은 Spectrophotometer(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 함

7) 태음통궤(太陰通軌)

크 기 세로 : 37.6cm   가로 :  25.0 cm 

무 게 498.0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세종연간(1418~1450년) 추정

소장처 규장각

8) 오성통궤(五星通軌)

크 기 세로 : 37.7 cm   가로 : 25.0 cm 

무 게 186.2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세종연간(1418~1450년) 추정

소장처 규장각

9) 선덕십년월오성능범(宣德十年月五星凌犯)

크 기 세로 : 37.3 cm   가로 : 24.8 cm 

무 게 226.9 g

재 질 표지 : 능화 / 내지 : 한지

형 태 冊

수 량 1

표기문자 한자

연 대 세종연간(1418~1450년) 추정

소장처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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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

1) 십칠사찬고금통요

•	십칠사찬고금통요는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 태양광 표준을 사용하였으며, SCI 

(정반사광 포함) 결과를 제시함

•	본 귀중본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 Brightness, Yellowness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지의 

상단부, 중반부, 하단부 위치에서 총 5~10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나타냄

| 그림 1 |  L*, a*, b* 색차 space

L* value

(black∼white)

black을 나타낼수록 값은 0에 가깝고 white를 나타낼수록 

100에 가깝게 됨 

a* value

(red∼green)

+∞에서 -∞로 나타내며, + 값이 크면 red 계열을 나타내

며, - 값이 크면 green 계열을 나타냄 

b* value 

(yellow∼blue)

+ 값이 크면 yellow 계열을 나타내며, - 값이 크면 blue 

계열의 정도가 커지게 됨을 의미 함 

(3)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지질의 상태 평가

•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에는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을 이용 함

(4) 귀중본의 무게 및 크기 측정을 통한 평량 산출

•	귀중본의 총 무게를 측정한 후, 대상 전체의 크기를 환산하여 평량을 추정함    

(5) 발 촉수 및 편사의 분석

•	각 귀중본의 한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촉수 및 편사 간격을 분석함

•	분석 시 휴대용 LED 조명을 투영하여 육안으로 평가함

전자저울 두께 측정기 광학현미경 휴대용 분광측색계

| 그림 2 |  물리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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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

1) 십칠사찬고금통요

•	십칠사찬고금통요는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	한지의 L*, a*,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D65 태양광 표준을 사용하였으며, SCI 

(정반사광 포함) 결과를 제시함

•	본 귀중본에 사용된 한지의 L*, a*, b* value, Brightness, Yellowness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지의 

상단부, 중반부, 하단부 위치에서 총 5~10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나타냄

| 그림 1 |  L*, a*, b* 색차 space

L* value

(black∼white)

black을 나타낼수록 값은 0에 가깝고 white를 나타낼수록 

100에 가깝게 됨 

a* value

(red∼green)

+∞에서 -∞로 나타내며, + 값이 크면 red 계열을 나타내

며, - 값이 크면 green 계열을 나타냄 

b* value 

(yellow∼blue)

+ 값이 크면 yellow 계열을 나타내며, - 값이 크면 blue 

계열의 정도가 커지게 됨을 의미 함 

(3)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지질의 상태 평가

•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에는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Hi-Scope, 

HS/300U)을 이용 함

(4) 귀중본의 무게 및 크기 측정을 통한 평량 산출

•	귀중본의 총 무게를 측정한 후, 대상 전체의 크기를 환산하여 평량을 추정함    

(5) 발 촉수 및 편사의 분석

•	각 귀중본의 한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촉수 및 편사 간격을 분석함

•	분석 시 휴대용 LED 조명을 투영하여 육안으로 평가함

전자저울 두께 측정기 광학현미경 휴대용 분광측색계

| 그림 2 |  물리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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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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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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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궁사실

•	온궁사실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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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궁사실

•	온궁사실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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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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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116 117

제 2 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3) 부역실총

•	부역실총은 아래 표시된 번호 순서로 (큰 글의 획 끝, 도장, 도장 주변의 번짐, 손상, 먹선 획 끝, 

원지, 원지손상) 부분으로 구분하여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1번 큰 글의 획 끝 100배율 관찰

투과광 

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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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역실총

•	부역실총은 아래 표시된 번호 순서로 (큰 글의 획 끝, 도장, 도장 주변의 번짐, 손상, 먹선 획 끝, 

원지, 원지손상) 부분으로 구분하여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1번 큰 글의 획 끝 100배율 관찰

투과광 

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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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도장 주변의 번짐 100배율 관찰

투과광 

3번 도장 주변의 번짐 400배율 관찰

투과광 

4번 손상 100배율 관찰

투과광 

1번 큰 글의 획 끝 400배율 관찰

투과광 

2번 도장 100배율 관찰

투과광 

2번 도장 4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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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도장 주변의 번짐 100배율 관찰

투과광 

3번 도장 주변의 번짐 400배율 관찰

투과광 

4번 손상 100배율 관찰

투과광 

1번 큰 글의 획 끝 400배율 관찰

투과광 

2번 도장 100배율 관찰

투과광 

2번 도장 4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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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원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6,7번 원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8번 원지손상 100배율 관찰

투과광 

4번 손상 400배율 관찰

투과광 

5번 먹선 획 끝 100배율 관찰

투과광 

5번 먹선 획 끝 4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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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원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6,7번 원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8번 원지손상 100배율 관찰

투과광 

4번 손상 400배율 관찰

투과광 

5번 먹선 획 끝 100배율 관찰

투과광 

5번 먹선 획 끝 4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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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상지

•	태상지는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도장,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8번 원지손상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이미지 400배율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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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상지

•	태상지는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도장,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8번 원지손상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이미지 400배율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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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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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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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5) 임인갱재축

•	임인갱재축은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126 127

제 2 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5) 임인갱재축

•	임인갱재축은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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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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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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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6) 태양통궤

•	태양통궤는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	1번째 장에서 손상된 원지 부분에 반짝이는 물체가 육안으로 보였음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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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6) 태양통궤

•	태양통궤는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	1번째 장에서 손상된 원지 부분에 반짝이는 물체가 육안으로 보였음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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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1번째 장 특이부분

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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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1번째 장 특이부분

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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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부분 이미지 400배율 관찰

7) 태음통궤

•	태음통궤는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도장,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특이부분 이미지 100배율 관찰

특이부분 이미지 400배율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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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부분 이미지 400배율 관찰

7) 태음통궤

•	태음통궤는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도장,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특이부분 이미지 100배율 관찰

특이부분 이미지 400배율 관찰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136 137

제 2 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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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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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8) 오성통궤

•	오성통궤는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먹선, 도장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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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8) 오성통궤

•	오성통궤는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먹선, 도장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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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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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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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9) 선덕십년월오성능범

•	선덕십년월오성능범은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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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먹선,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9) 선덕십년월오성능범

•	선덕십년월오성능범은 전반부(1, 2번째 장), 중반부(15, 16번째 장)로 구분하여 원지와 먹선의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전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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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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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중반부 이미지 100배율 관찰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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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선,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10) 경오원력

•	경오원력은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도장,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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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선,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10) 경오원력

•	경오원력은 원지와 먹선, 도장을 중심으로 현미경분석을 실시 함

도장, 원지 이미지 400배율 관찰

투과광 

반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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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7 159 164 232 412 320

8 198 229 198 362 345

9 214 202 215 365 343

10 187 203 192 381 368

Min 159 164 168 338 319

Max 258 294 232 412 378

Mean 206 215 202 371 344

Stdev 31.3 36.8 17.4 24.9 21.2

Total Mean 207 357

Total stdev 28.5 23.1

온궁사실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06 287 190 621 611

2 210 282 186 633 617

3 227 281 207 621 598

4 218 328 214 654 586

5 240 290 190 657 600

6 329 301 440 614 575

7 215 380 196 631 560

8 283 282 241 679 537

9 237 287 216 613 561

10 287 281 196 664 571

Min 206 281 186 613 537

Max 329 380 440 679 617

Mean 245 300 228 639 582

Stdev 40.9 31.6 76.4 23.1 25.3

Total Mean 258 610

Total stdev 49.6 24.2

5. 지질의 물리적 특성

1) 중량 (g)

•	분석 대상 귀중본의 무게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No. 서 명 무 게, g

1 십칠사찬고금통요 134.3

2 온궁사실 vol.1 1139.8

3 온궁사실 vol.2 1371.6

4 온궁사실 vol.3 1151.7

5 부역실총 1101.9

6 태상지 vol.1 569.1

7 태상지 vol.2 485.9

8 임인갱재축 90.7

9 태양통궤 148.9

10 태음통궤 498.0

11 오성통궤 186.2

12 선덕십년월오성능범 226.9

13 경오원력 428.9

2) 지질 두께 (㎛)

•	귀중본의 지질 두께는 표지 및 내지를 측정하였다.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구분하여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결과는 각각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10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7 181 168 343 327

2 232 294 216 338 319

3 188 248 200 351 322

4 247 223 205 360 378

5 187 194 202 395 360

6 258 207 189 398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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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7 159 164 232 412 320

8 198 229 198 362 345

9 214 202 215 365 343

10 187 203 192 381 368

Min 159 164 168 338 319

Max 258 294 232 412 378

Mean 206 215 202 371 344

Stdev 31.3 36.8 17.4 24.9 21.2

Total Mean 207 357

Total stdev 28.5 23.1

온궁사실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06 287 190 621 611

2 210 282 186 633 617

3 227 281 207 621 598

4 218 328 214 654 586

5 240 290 190 657 600

6 329 301 440 614 575

7 215 380 196 631 560

8 283 282 241 679 537

9 237 287 216 613 561

10 287 281 196 664 571

Min 206 281 186 613 537

Max 329 380 440 679 617

Mean 245 300 228 639 582

Stdev 40.9 31.6 76.4 23.1 25.3

Total Mean 258 610

Total stdev 49.6 24.2

5. 지질의 물리적 특성

1) 중량 (g)

•	분석 대상 귀중본의 무게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No. 서 명 무 게, g

1 십칠사찬고금통요 134.3

2 온궁사실 vol.1 1139.8

3 온궁사실 vol.2 1371.6

4 온궁사실 vol.3 1151.7

5 부역실총 1101.9

6 태상지 vol.1 569.1

7 태상지 vol.2 485.9

8 임인갱재축 90.7

9 태양통궤 148.9

10 태음통궤 498.0

11 오성통궤 186.2

12 선덕십년월오성능범 226.9

13 경오원력 428.9

2) 지질 두께 (㎛)

•	귀중본의 지질 두께는 표지 및 내지를 측정하였다.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구분하여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결과는 각각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10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7 181 168 343 327

2 232 294 216 338 319

3 188 248 200 351 322

4 247 223 205 360 378

5 187 194 202 395 360

6 258 207 189 398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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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실총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57 272 351 533 558

2 293 277 393 491 536

3 290 269 297 537 531

4 285 226 230 535 567

5 307 227 253 509 597

6 295 237 238 485 525

7 274 222 267 489 566

8 272 221 382 470 517

9 293 257 223 524 545

10 309 241 266 507 573

Min 257 221 223 470 517

Max 309 277 393 537 597

Mean 288 245 290 508 552

Stdev 16.1 22.0 63.3 23.7 25.0

Total Mean 274 530

Total stdev 33.8 24.4

태상지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1 190 190 400 444

2 197 192 191 389 423

3 179 214 183 406 431

4 198 202 188 404 443

5 181 215 207 464 448

6 205 180 194 381 438

7 198 191 187 434 428

8 186 198 191 394 414

9 195 196 185 489 436

10 204 185 182 389 430

Min 179 180 182 381 414

Max 205 215 207 489 448

Mean 192 196 190 415 434

Stdev 9.8 11.4 7.1 35.9 10.4

Total Mean 193 424

Total stdev 9.5 23.2

온궁사실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13 277 215 634 629

2 229 291 217 649 670

3 202 284 216 636 635

4 212 285 232 633 624

5 245 293 251 623 623

6 193 253 233 618 683

7 196 243 211 623 614

8 186 216 219 591 610

9 198 236 198 573 642

10 202 245 200 602 622

Min 186 216 198 573 610

Max 245 293 251 649 683

Mean 208 262 219 618 635

Stdev 17.9 27.0 15.9 23.2 23.8

Total Mean 230 627

Total stdev 20.3 23.5

온궁사실 vol.3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61 223 237 504 470

2 267 223 319 498 455

3 285 224 205 471 474

4 259 243 217 466 454

5 251 230 228 475 432

6 256 221 214 465 427

7 241 247 237 472 415

8 249 229 229 460 424

9 244 226 236 464 467

10 299 209 220 474 450

Min 241 209 205 460 415

Max 299 247 319 504 474

Mean 261 228 234 475 447

Stdev 18.3 10.9 31.7 14.6 21.0

Total Mean 241 461

Total stdev 20.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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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실총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57 272 351 533 558

2 293 277 393 491 536

3 290 269 297 537 531

4 285 226 230 535 567

5 307 227 253 509 597

6 295 237 238 485 525

7 274 222 267 489 566

8 272 221 382 470 517

9 293 257 223 524 545

10 309 241 266 507 573

Min 257 221 223 470 517

Max 309 277 393 537 597

Mean 288 245 290 508 552

Stdev 16.1 22.0 63.3 23.7 25.0

Total Mean 274 530

Total stdev 33.8 24.4

태상지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1 190 190 400 444

2 197 192 191 389 423

3 179 214 183 406 431

4 198 202 188 404 443

5 181 215 207 464 448

6 205 180 194 381 438

7 198 191 187 434 428

8 186 198 191 394 414

9 195 196 185 489 436

10 204 185 182 389 430

Min 179 180 182 381 414

Max 205 215 207 489 448

Mean 192 196 190 415 434

Stdev 9.8 11.4 7.1 35.9 10.4

Total Mean 193 424

Total stdev 9.5 23.2

온궁사실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13 277 215 634 629

2 229 291 217 649 670

3 202 284 216 636 635

4 212 285 232 633 624

5 245 293 251 623 623

6 193 253 233 618 683

7 196 243 211 623 614

8 186 216 219 591 610

9 198 236 198 573 642

10 202 245 200 602 622

Min 186 216 198 573 610

Max 245 293 251 649 683

Mean 208 262 219 618 635

Stdev 17.9 27.0 15.9 23.2 23.8

Total Mean 230 627

Total stdev 20.3 23.5

온궁사실 vol.3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61 223 237 504 470

2 267 223 319 498 455

3 285 224 205 471 474

4 259 243 217 466 454

5 251 230 228 475 432

6 256 221 214 465 427

7 241 247 237 472 415

8 249 229 229 460 424

9 244 226 236 464 467

10 299 209 220 474 450

Min 241 209 205 460 415

Max 299 247 319 504 474

Mean 261 228 234 475 447

Stdev 18.3 10.9 31.7 14.6 21.0

Total Mean 241 461

Total stdev 20.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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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21 157 130 485 488

2 157 126 134 490 520

3 177 134 115 506 489

4 130 149 132 523 532

5 163 134 142 524 482

6 184 133 116 490 462

7 167 153 156 489 494

8 160 184 153 576 500

9 175 147 139 536 520

10 172 150 126 507 543

Min 121 126 115 485 462

Max 184 184 156 576 543

Mean 161 147 134 513 503

Stdev 20.3 16.6 13.8 28.3 25.1

Total Mean 147 508

Total stdev 16.9 26.7

태음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8 122 135 558 605

2 161 111 139 545 588

3 154 146 137 571 577

4 143 265 141 560 582

5 145 149 149 573 548

6 147 132 142 551 590

7 143 104 142 549 640

8 142 122 148 534 613

9 154 166 158 517 553

10 136 155 140 558 539

Min 136 104 135 517 539

Max 161 265 158 573 640

Mean 147 147 143 552 584

Stdev 7.3 45.9 6.8 16.8 31.3

Total Mean 146 568

Total stdev 20.0 24.0

태상지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26 193 216 382 411

2 221 213 185 415 438

3 204 211 184 381 423

4 208 205 183 390 462

5 209 207 181 445 424

6 204 183 184 410 427

7 219 197 281 417 402

8 218 197 189 471 404

9 204 204 190 432 442

10 208 214 187 391 411

Min 204 183 181 381 402

Max 226 214 281 471 462

Mean 212 202 198 413 424

Stdev 8.1 9.9 30.8 29.4 18.8

Total Mean 204 419

Total stdev 16.3 24.1

임인갱재축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94 230 297 643 545

2 199 205 250 588 564

3 221 185 252 754 551

4 209 192 186 667 557

5 209 181 187 588 532

6 173 220 155 593 626

7 205 172 161 589 537

8 234 204 162 650 550

9 192 194 182 707 543

10 172 227 152 648 560

Min 172 172 152 588 532

Max 234 230 297 754 626

Mean 201 201 198 643 557

Stdev 19.4 19.8 50.1 56.3 26.4

Total Mean 200 600

Total stdev 29.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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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21 157 130 485 488

2 157 126 134 490 520

3 177 134 115 506 489

4 130 149 132 523 532

5 163 134 142 524 482

6 184 133 116 490 462

7 167 153 156 489 494

8 160 184 153 576 500

9 175 147 139 536 520

10 172 150 126 507 543

Min 121 126 115 485 462

Max 184 184 156 576 543

Mean 161 147 134 513 503

Stdev 20.3 16.6 13.8 28.3 25.1

Total Mean 147 508

Total stdev 16.9 26.7

태음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8 122 135 558 605

2 161 111 139 545 588

3 154 146 137 571 577

4 143 265 141 560 582

5 145 149 149 573 548

6 147 132 142 551 590

7 143 104 142 549 640

8 142 122 148 534 613

9 154 166 158 517 553

10 136 155 140 558 539

Min 136 104 135 517 539

Max 161 265 158 573 640

Mean 147 147 143 552 584

Stdev 7.3 45.9 6.8 16.8 31.3

Total Mean 146 568

Total stdev 20.0 24.0

태상지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26 193 216 382 411

2 221 213 185 415 438

3 204 211 184 381 423

4 208 205 183 390 462

5 209 207 181 445 424

6 204 183 184 410 427

7 219 197 281 417 402

8 218 197 189 471 404

9 204 204 190 432 442

10 208 214 187 391 411

Min 204 183 181 381 402

Max 226 214 281 471 462

Mean 212 202 198 413 424

Stdev 8.1 9.9 30.8 29.4 18.8

Total Mean 204 419

Total stdev 16.3 24.1

임인갱재축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94 230 297 643 545

2 199 205 250 588 564

3 221 185 252 754 551

4 209 192 186 667 557

5 209 181 187 588 532

6 173 220 155 593 626

7 205 172 161 589 537

8 234 204 162 650 550

9 192 194 182 707 543

10 172 227 152 648 560

Min 172 172 152 588 532

Max 234 230 297 754 626

Mean 201 201 198 643 557

Stdev 19.4 19.8 50.1 56.3 26.4

Total Mean 200 600

Total stdev 29.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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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원력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0 210 137 512 484

2 181 184 133 490 450

3 161 222 118 520 482

4 192 292 140 509 478

5 189 230 141 481 536

6 161 228 135 497 502

7 176 245 136 478 490

8 182 192 133 515 483

9 165 213 125 528 486

10 183 227 146 557 503

Min 161 184 118 478 450

Max 192 292 146 557 536

Mean 177 224 134 509 489

Stdev 11.1 29.9 8.0 23.8 21.9

Total Mean 179 499

Total stdev 16.4 22.9

3) 백색도 (ISO %)

•	귀중본의 내지 및 표지에 대한 백색도(ISO %)를 측정하였으며,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5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43.92 43.47 38.07

2 42.95 41.5 39.62

3 42.52 19.9 26.43

4 27.76 20.6 35.40

5 25.01 21.13 37.50

Min 25.01 19.90 26.43

Max 43.92 43.47 39.62

Mean 36.43 29.32 35.40

Stdev 9.24 12.05 5.24

Total Mean 33.72

Total stdev 8.84

오성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67 143 176 596 520

2 167 167 185 543 534

3 181 137 196 558 504

4 169 172 178 569 518

5 176 183 160 574 527

6 195 169 142 518 535

7 164 184 164 567 508

8 159 155 160 548 557

9 186 190 173 616 523

10 164 146 219 589 520

Min 159 137 142 518 504

Max 195 190 219 616 557

Mean 173 165 175 568 525

Stdev 11.4 18.6 21.5 28.3 15.1

Total Mean 171 546

Total stdev 17.2 21.7

선덕십년월오성능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2 169 206 490 539

2 147 168 178 531 551

3 149 156 180 545 539

4 172 138 195 544 516

5 145 157 160 518 541

6 141 152 172 535 512

7 161 176 187 545 502

8 163 194 236 512 532

9 156 181 167 522 548

10 150 180 154 497 529

Min 141 138 154 490 502

Max 172 194 236 545 551

Mean 154 167 184 524 531

Stdev 9.4 16.6 24.2 19.8 16.2

Total Mean 168 527

Total stdev 16.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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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원력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0 210 137 512 484

2 181 184 133 490 450

3 161 222 118 520 482

4 192 292 140 509 478

5 189 230 141 481 536

6 161 228 135 497 502

7 176 245 136 478 490

8 182 192 133 515 483

9 165 213 125 528 486

10 183 227 146 557 503

Min 161 184 118 478 450

Max 192 292 146 557 536

Mean 177 224 134 509 489

Stdev 11.1 29.9 8.0 23.8 21.9

Total Mean 179 499

Total stdev 16.4 22.9

3) 백색도 (ISO %)

•	귀중본의 내지 및 표지에 대한 백색도(ISO %)를 측정하였으며,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5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43.92 43.47 38.07

2 42.95 41.5 39.62

3 42.52 19.9 26.43

4 27.76 20.6 35.40

5 25.01 21.13 37.50

Min 25.01 19.90 26.43

Max 43.92 43.47 39.62

Mean 36.43 29.32 35.40

Stdev 9.24 12.05 5.24

Total Mean 33.72

Total stdev 8.84

오성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67 143 176 596 520

2 167 167 185 543 534

3 181 137 196 558 504

4 169 172 178 569 518

5 176 183 160 574 527

6 195 169 142 518 535

7 164 184 164 567 508

8 159 155 160 548 557

9 186 190 173 616 523

10 164 146 219 589 520

Min 159 137 142 518 504

Max 195 190 219 616 557

Mean 173 165 175 568 525

Stdev 11.4 18.6 21.5 28.3 15.1

Total Mean 171 546

Total stdev 17.2 21.7

선덕십년월오성능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2 169 206 490 539

2 147 168 178 531 551

3 149 156 180 545 539

4 172 138 195 544 516

5 145 157 160 518 541

6 141 152 172 535 512

7 161 176 187 545 502

8 163 194 236 512 532

9 156 181 167 522 548

10 150 180 154 497 529

Min 141 138 154 490 502

Max 172 194 236 545 551

Mean 154 167 184 524 531

Stdev 9.4 16.6 24.2 19.8 16.2

Total Mean 168 527

Total stdev 16.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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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3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0.05 49.31 51.96 16.83 17.70

2 50.10 52.16 41.61 18.24 19.53

3 48.29 51.74 51.43 16.80 17.07

4 47.61 48.52 49.45 18.10 17.12

5 49.44 48.81 36.85 17.44 19.54

Min 47.61 48.52 36.85 16.80 17.07

Max 50.10 52.16 51.96 18.24 19.54

Mean 49.10 50.11 46.26 17.48 18.19

Stdev 1.11 1.71 6.70 0.68 1.25

Total Mean 48.49 17.84

Total stdev 3.17 0.97

부역실총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2.28 52.37 52.38 2.23 2.13

2 51.18 52.37 46.72 3.72 2.40

3 53.33 51.01 52.12 1.62 1.16

4 52.35 49.61 50.86 1.98 1.73

5 52.07 50.04 45.77 2.52 1.80

Min 51.18 49.61 45.77 1.62 1.16

Max 53.33 52.37 52.38 3.72 2.40

Mean 52.24 51.08 49.57 2.41 1.84

Stdev 0.77 1.28 3.11 0.80 0.47

Total Mean 50.96 2.13

Total stdev 1.72 0.63

온궁사실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21 51.92 46.21 3.70 2.92

2 50.28 50.45 50.11 3.40 3.17

3 48.72 50.70 47.35 3.91 2.51

4 49.68 49.32 49.76 3.50 3.08

5 50.1 49.83 50.75 4.08 2.89

Min 48.72 49.32 46.21 3.40 2.51

Max 51.21 51.92 50.75 4.08 3.17

Mean 50.00 50.44 48.84 3.72 2.91

Stdev 0.91 0.99 1.95 0.28 0.25

Total Mean 49.76 3.32

Total stdev 1.28 0.27

온궁사실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6.99 51.92 46.21 4.36 2.92

2 51.18 50.45 50.11 4.18 3.17

3 50.76 50.70 47.35 4.47 2.51

4 47.96 49.32 49.76 4.24 3.08

5 47.11 49.83 50.75 3.50 2.89

Min 46.99 49.32 46.21 3.50 2.51

Max 51.18 51.92 50.75 4.47 3.17

Mean 48.80 50.44 48.84 4.15 2.91

Stdev 2.02 0.99 1.95 0.38 0.25

Total Mean 49.36 3.53

Total stdev 1.65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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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3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0.05 49.31 51.96 16.83 17.70

2 50.10 52.16 41.61 18.24 19.53

3 48.29 51.74 51.43 16.80 17.07

4 47.61 48.52 49.45 18.10 17.12

5 49.44 48.81 36.85 17.44 19.54

Min 47.61 48.52 36.85 16.80 17.07

Max 50.10 52.16 51.96 18.24 19.54

Mean 49.10 50.11 46.26 17.48 18.19

Stdev 1.11 1.71 6.70 0.68 1.25

Total Mean 48.49 17.84

Total stdev 3.17 0.97

부역실총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2.28 52.37 52.38 2.23 2.13

2 51.18 52.37 46.72 3.72 2.40

3 53.33 51.01 52.12 1.62 1.16

4 52.35 49.61 50.86 1.98 1.73

5 52.07 50.04 45.77 2.52 1.80

Min 51.18 49.61 45.77 1.62 1.16

Max 53.33 52.37 52.38 3.72 2.40

Mean 52.24 51.08 49.57 2.41 1.84

Stdev 0.77 1.28 3.11 0.80 0.47

Total Mean 50.96 2.13

Total stdev 1.72 0.63

온궁사실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21 51.92 46.21 3.70 2.92

2 50.28 50.45 50.11 3.40 3.17

3 48.72 50.70 47.35 3.91 2.51

4 49.68 49.32 49.76 3.50 3.08

5 50.1 49.83 50.75 4.08 2.89

Min 48.72 49.32 46.21 3.40 2.51

Max 51.21 51.92 50.75 4.08 3.17

Mean 50.00 50.44 48.84 3.72 2.91

Stdev 0.91 0.99 1.95 0.28 0.25

Total Mean 49.76 3.32

Total stdev 1.28 0.27

온궁사실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6.99 51.92 46.21 4.36 2.92

2 51.18 50.45 50.11 4.18 3.17

3 50.76 50.70 47.35 4.47 2.51

4 47.96 49.32 49.76 4.24 3.08

5 47.11 49.83 50.75 3.50 2.89

Min 46.99 49.32 46.21 3.50 2.51

Max 51.18 51.92 50.75 4.47 3.17

Mean 48.80 50.44 48.84 4.15 2.91

Stdev 2.02 0.99 1.95 0.38 0.25

Total Mean 49.36 3.53

Total stdev 1.65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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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갱재축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12 26.74 29.41 13.71 3.80

2 30.82 35.17 35.97 11.37 5.21

3 28.45 37.29 33.9 13.16 4.95

4 35.88 36.88 32.64 13.33 5.18

5 32.54 35.49 32.49 12.83 4.86

Min 28.45 26.74 29.41 11.37 3.80

Max 35.88 37.29 35.97 13.71 5.21

Mean 31.56 34.31 32.88 12.88 4.80

Stdev 2.82 4.33 2.39 0.90 0.58

Total Mean 32.92 8.84

Total stdev 3.18 0.74

태양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66 32.78 33.30 3.34 2.52

2 27.27 31.14 31.63 3.36 2.15

3 20.49 31.71 30.53 3.45 1.79

4 26.44 32.79 33.61 2.92 2.40

5 29.99 32.64 32.24 4.45 2.80

Min 20.49 31.14 30.53 2.92 1.79

Max 30.66 32.79 33.61 4.45 2.80

Mean 26.97 32.21 32.26 3.50 2.33

Stdev 4.03 0.75 1.25 0.57 0.38

Total Mean 30.48 2.92

Total stdev 2.01 0.47

태상지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3.78 51.53 50.30 14.83 20.57

2 53.44 51.72 50.75 13.68 22.44

3 53.37 51.76 50.04 15.62 21.04

4 51.61 51.11 50.97 14.38 22.80

5 52.56 49.82 50.93 17.19 21.84

Min 51.61 49.82 50.04 13.68 20.57

Max 53.78 51.76 50.97 17.19 22.80

Mean 52.95 51.19 50.60 15.14 21.74

Stdev 0.87 0.81 0.41 1.35 0.93

Total Mean 51.58 18.44

Total stdev 0.70 1.14

태상지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27 50.60 47.52 23.35

-

2 49.85 52.63 47.87 21.96

3 52.19 52.06 48.19 22.99

4 52.69 50.45 47.35 20.25

5 50.81 50.72 46.39 22.01

Min 49.85 50.45 46.39 20.25

Max 52.69 52.63 48.19 23.35

Mean 51.36 51.29 47.46 22.11

Stdev 1.12 0.99 0.68 1.20

Total Mean 50.04 22.11

Total stdev 0.9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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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갱재축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12 26.74 29.41 13.71 3.80

2 30.82 35.17 35.97 11.37 5.21

3 28.45 37.29 33.9 13.16 4.95

4 35.88 36.88 32.64 13.33 5.18

5 32.54 35.49 32.49 12.83 4.86

Min 28.45 26.74 29.41 11.37 3.80

Max 35.88 37.29 35.97 13.71 5.21

Mean 31.56 34.31 32.88 12.88 4.80

Stdev 2.82 4.33 2.39 0.90 0.58

Total Mean 32.92 8.84

Total stdev 3.18 0.74

태양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66 32.78 33.30 3.34 2.52

2 27.27 31.14 31.63 3.36 2.15

3 20.49 31.71 30.53 3.45 1.79

4 26.44 32.79 33.61 2.92 2.40

5 29.99 32.64 32.24 4.45 2.80

Min 20.49 31.14 30.53 2.92 1.79

Max 30.66 32.79 33.61 4.45 2.80

Mean 26.97 32.21 32.26 3.50 2.33

Stdev 4.03 0.75 1.25 0.57 0.38

Total Mean 30.48 2.92

Total stdev 2.01 0.47

태상지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3.78 51.53 50.30 14.83 20.57

2 53.44 51.72 50.75 13.68 22.44

3 53.37 51.76 50.04 15.62 21.04

4 51.61 51.11 50.97 14.38 22.80

5 52.56 49.82 50.93 17.19 21.84

Min 51.61 49.82 50.04 13.68 20.57

Max 53.78 51.76 50.97 17.19 22.80

Mean 52.95 51.19 50.60 15.14 21.74

Stdev 0.87 0.81 0.41 1.35 0.93

Total Mean 51.58 18.44

Total stdev 0.70 1.14

태상지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27 50.60 47.52 23.35

-

2 49.85 52.63 47.87 21.96

3 52.19 52.06 48.19 22.99

4 52.69 50.45 47.35 20.25

5 50.81 50.72 46.39 22.01

Min 49.85 50.45 46.39 20.25

Max 52.69 52.63 48.19 23.35

Mean 51.36 51.29 47.46 22.11

Stdev 1.12 0.99 0.68 1.20

Total Mean 50.04 22.11

Total stdev 0.9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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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십년월오성능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3.12 30.85 39.29 2.91 1.81

2 35.12 29.04 38.66 2.10 1.47

3 32.99 28.37 36.59 2.34 2.65

4 31.51 24.42 36.68 2.37 2.17

5 33.19 29.79 37.44 2.31 2.29

Min 31.51 24.42 36.59 2.10 1.47

Max 35.12 30.85 39.29 2.91 2.65

Mean 33.19 28.49 37.73 2.41 2.08

Stdev 1.28 2.46 1.20 0.30 0.45

Total Mean 33.14 2.24

Total stdev 1.65 0.38

경오원력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4.95 40.26 34.22 2.06 3.21

2 35.68 39.32 34.58 1.31 3.14

3 34.86 38.54 35.08 2.40 2.06

4 33.49 36.79 32.84 2.17 2.70

5 34.25 38.96 33.47 1.92 2.83

Min 33.49 36.79 32.84 1.31 2.06

Max 35.68 40.26 35.08 2.40 3.21

Mean 34.65 38.77 34.04 1.97 2.79

Stdev 0.82 1.28 0.89 0.41 0.46

Total Mean 35.82 2.38

Total stdev 1.00 0.43

태음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1.29 30.22 31.15 3.22 1.93

2 31.15 29.98 31.03 3.09 1.26

3 31.70 30.02 33.84 3.46 2.12

4 30.02 31.09 32.74 3.41 1.57

5 30.44 25.48 32.65 2.83 2.59

Min 30.02 25.48 31.03 2.83 1.26

Max 31.70 31.09 33.84 3.46 2.59

Mean 30.92 29.36 32.28 3.20 1.89

Stdev 0.68 2.21 1.19 0.26 0.51

Total Mean 30.85 2.55

Total stdev 1.36 0.38

오성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7.09 35.41 36.24 3.04 2.39

2 36.12 35.90 35.35 1.68 1.69

3 35.92 34.52 35.61 2.15 1.69

4 34.03 33.66 34.52 2.06 2.92

5 33.21 34.91 34.33 3.58 0.93

Min 33.21 33.66 34.33 1.68 0.93

Max 37.09 35.90 36.24 3.58 2.92

Mean 35.27 34.88 35.21 2.50 1.92

Stdev 1.60 0.86 0.79 0.78 0.76

Total Mean 35.12 2.21

Total stdev 1.08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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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십년월오성능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3.12 30.85 39.29 2.91 1.81

2 35.12 29.04 38.66 2.10 1.47

3 32.99 28.37 36.59 2.34 2.65

4 31.51 24.42 36.68 2.37 2.17

5 33.19 29.79 37.44 2.31 2.29

Min 31.51 24.42 36.59 2.10 1.47

Max 35.12 30.85 39.29 2.91 2.65

Mean 33.19 28.49 37.73 2.41 2.08

Stdev 1.28 2.46 1.20 0.30 0.45

Total Mean 33.14 2.24

Total stdev 1.65 0.38

경오원력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4.95 40.26 34.22 2.06 3.21

2 35.68 39.32 34.58 1.31 3.14

3 34.86 38.54 35.08 2.40 2.06

4 33.49 36.79 32.84 2.17 2.70

5 34.25 38.96 33.47 1.92 2.83

Min 33.49 36.79 32.84 1.31 2.06

Max 35.68 40.26 35.08 2.40 3.21

Mean 34.65 38.77 34.04 1.97 2.79

Stdev 0.82 1.28 0.89 0.41 0.46

Total Mean 35.82 2.38

Total stdev 1.00 0.43

태음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1.29 30.22 31.15 3.22 1.93

2 31.15 29.98 31.03 3.09 1.26

3 31.70 30.02 33.84 3.46 2.12

4 30.02 31.09 32.74 3.41 1.57

5 30.44 25.48 32.65 2.83 2.59

Min 30.02 25.48 31.03 2.83 1.26

Max 31.70 31.09 33.84 3.46 2.59

Mean 30.92 29.36 32.28 3.20 1.89

Stdev 0.68 2.21 1.19 0.26 0.51

Total Mean 30.85 2.55

Total stdev 1.36 0.38

오성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7.09 35.41 36.24 3.04 2.39

2 36.12 35.90 35.35 1.68 1.69

3 35.92 34.52 35.61 2.15 1.69

4 34.03 33.66 34.52 2.06 2.92

5 33.21 34.91 34.33 3.58 0.93

Min 33.21 33.66 34.33 1.68 0.93

Max 37.09 35.90 36.24 3.58 2.92

Mean 35.27 34.88 35.21 2.50 1.92

Stdev 1.60 0.86 0.79 0.78 0.76

Total Mean 35.12 2.21

Total stdev 1.08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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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1.21 30.90 32.29 124.83 131.59

2 31.38 32.39 32.02 124.72 128.73

3 28.39 32.41 31.81 123.44 134.27

4 34.41 33.74 31.91 125.03 130.14

5 33.75 32.42 32.13 130.40 132.08

Min 28.39 30.90 31.81 123.44 128.73

Max 34.41 33.74 32.29 130.40 134.27

Mean 31.83 32.37 32.03 125.68 131.36

Stdev 2.39 1.01 0.19 2.71 2.09

Total Mean 32.08 128.52

Total stdev 1.19 2.40

온궁사실 vol.3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39 34.83 28.98 68.92 69.82

2 31.57 30.96 31.15 69.26 65.44

3 33.76 31.33 29.81 72.34 71.63

4 34.49 34.07 30.04 69.63 73.17

5 33.50 33.28 32.02 69.98 67.89

Min 30.39 30.96 28.98 68.92 65.44

Max 34.49 34.83 32.02 72.34 73.17

Mean 32.74 32.89 30.40 70.03 69.59

Stdev 1.70 1.69 1.19 1.35 3.05

Total Mean 32.01 69.81

Total stdev 1.53 2.20

4) Yellowness(%)

•	귀중본의 내지 및 표지에 대한 Yellowness(DIN %)를 측정하였으며,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5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33.22 28.48 33.89

2 31.72 34.01 32.86

3 30.82 38.81 40.18

4 42.04 37.46 34.39

5 52.89 39.39 32.69

Min 30.82 28.48 32.69

Max 52.89 39.39 40.18

Mean 38.14 35.63 34.80

Stdev 9.38 4.51 3.09

Total Mean 36.19

Total stdev 5.66

온궁사실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2.06 30.90 32.29 121.76 131.59

2 32.93 32.39 32.02 123.93 128.73

3 34.27 32.41 31.81 120.97 134.27

4 31.45 33.74 31.91 126.37 130.14

5 31.01 32.42 32.13 121.35 132.08

Min 31.01 30.90 31.81 120.97 128.73

Max 34.27 33.74 32.29 126.37 134.27

Mean 32.34 32.37 32.03 122.88 131.36

Stdev 1.30 1.01 0.19 2.27 2.09

Total Mean 32.25 127.12

Total stdev 0.83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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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1.21 30.90 32.29 124.83 131.59

2 31.38 32.39 32.02 124.72 128.73

3 28.39 32.41 31.81 123.44 134.27

4 34.41 33.74 31.91 125.03 130.14

5 33.75 32.42 32.13 130.40 132.08

Min 28.39 30.90 31.81 123.44 128.73

Max 34.41 33.74 32.29 130.40 134.27

Mean 31.83 32.37 32.03 125.68 131.36

Stdev 2.39 1.01 0.19 2.71 2.09

Total Mean 32.08 128.52

Total stdev 1.19 2.40

온궁사실 vol.3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39 34.83 28.98 68.92 69.82

2 31.57 30.96 31.15 69.26 65.44

3 33.76 31.33 29.81 72.34 71.63

4 34.49 34.07 30.04 69.63 73.17

5 33.50 33.28 32.02 69.98 67.89

Min 30.39 30.96 28.98 68.92 65.44

Max 34.49 34.83 32.02 72.34 73.17

Mean 32.74 32.89 30.40 70.03 69.59

Stdev 1.70 1.69 1.19 1.35 3.05

Total Mean 32.01 69.81

Total stdev 1.53 2.20

4) Yellowness(%)

•	귀중본의 내지 및 표지에 대한 Yellowness(DIN %)를 측정하였으며,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5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33.22 28.48 33.89

2 31.72 34.01 32.86

3 30.82 38.81 40.18

4 42.04 37.46 34.39

5 52.89 39.39 32.69

Min 30.82 28.48 32.69

Max 52.89 39.39 40.18

Mean 38.14 35.63 34.80

Stdev 9.38 4.51 3.09

Total Mean 36.19

Total stdev 5.66

온궁사실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2.06 30.90 32.29 121.76 131.59

2 32.93 32.39 32.02 123.93 128.73

3 34.27 32.41 31.81 120.97 134.27

4 31.45 33.74 31.91 126.37 130.14

5 31.01 32.42 32.13 121.35 132.08

Min 31.01 30.90 31.81 120.97 128.73

Max 34.27 33.74 32.29 126.37 134.27

Mean 32.34 32.37 32.03 122.88 131.36

Stdev 1.30 1.01 0.19 2.27 2.09

Total Mean 32.25 127.12

Total stdev 0.83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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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지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2.28 34.20 35.14 60.59

-

2 34.30 32.30 35.02 63.16

3 32.98 32.48 34.15 64.44

4 31.88 33.79 35.98 68.44

5 33.82 33.22 36.73 62.39

Min 31.88 32.30 34.15 60.59

Max 34.30 34.20 36.73 68.44

Mean 33.05 33.20 35.40 63.80

Stdev 1.02 0.82 0.98 2.94

Total Mean 33.88 63.80

Total stdev 0.94 2.94

임인갱재축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7.09 52.33 48.80 70.29 123.31

2 47.47 41.22 41.76 75.84 116.03

3 49.65 41.03 45.39 68.38 117.59

4 40.34 41.64 46.58 72.97 116.17

5 47.02 45.00 47.10 73.86 115.00

Min 40.34 41.03 41.76 68.38 115.00

Max 49.65 52.33 48.80 75.84 123.31

Mean 46.31 44.24 45.93 72.27 117.62

Stdev 3.51 4.80 2.63 2.95 3.31

Total Mean 45.49 94.94

Total stdev 3.65 3.13

부역실총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59 30.08 29.52 128.64 132.79

2 30.86 30.10 29.49 112.42 132.05

3 29.99 30.98 30.62 134.71 141.01

4 30.45 32.23 29.59 127.73 135.75

5 30.79 32.06 30.21 121.66 134.76

Min 29.99 30.08 29.49 112.42 132.05

Max 30.86 32.23 30.62 134.71 141.01

Mean 30.54 31.09 29.89 125.03 135.27

Stdev 0.35 1.03 0.51 8.43 3.53

Total Mean 30.50 130.15

Total stdev 0.63 5.98

태상지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39 33.37 34.98 66.20 64.44

2 31.01 33.23 34.26 64.10 62.05

3 28.96 31.72 34.38 65.96 64.55

4 31.62 32.88 33.18 66.43 64.19

5 31.25 34.16 29.91 65.72 62.84

Min 28.96 31.72 29.91 64.10 62.05

Max 31.62 34.16 34.98 66.43 64.55

Mean 30.65 33.07 33.34 65.68 63.61

Stdev 1.04 0.89 2.03 0.92 1.11

Total Mean 32.35 64.65

Total stdev 1.3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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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지 vol.2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2.28 34.20 35.14 60.59

-

2 34.30 32.30 35.02 63.16

3 32.98 32.48 34.15 64.44

4 31.88 33.79 35.98 68.44

5 33.82 33.22 36.73 62.39

Min 31.88 32.30 34.15 60.59

Max 34.30 34.20 36.73 68.44

Mean 33.05 33.20 35.40 63.80

Stdev 1.02 0.82 0.98 2.94

Total Mean 33.88 63.80

Total stdev 0.94 2.94

임인갱재축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7.09 52.33 48.80 70.29 123.31

2 47.47 41.22 41.76 75.84 116.03

3 49.65 41.03 45.39 68.38 117.59

4 40.34 41.64 46.58 72.97 116.17

5 47.02 45.00 47.10 73.86 115.00

Min 40.34 41.03 41.76 68.38 115.00

Max 49.65 52.33 48.80 75.84 123.31

Mean 46.31 44.24 45.93 72.27 117.62

Stdev 3.51 4.80 2.63 2.95 3.31

Total Mean 45.49 94.94

Total stdev 3.65 3.13

부역실총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59 30.08 29.52 128.64 132.79

2 30.86 30.10 29.49 112.42 132.05

3 29.99 30.98 30.62 134.71 141.01

4 30.45 32.23 29.59 127.73 135.75

5 30.79 32.06 30.21 121.66 134.76

Min 29.99 30.08 29.49 112.42 132.05

Max 30.86 32.23 30.62 134.71 141.01

Mean 30.54 31.09 29.89 125.03 135.27

Stdev 0.35 1.03 0.51 8.43 3.53

Total Mean 30.50 130.15

Total stdev 0.63 5.98

태상지 vol.1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0.39 33.37 34.98 66.20 64.44

2 31.01 33.23 34.26 64.10 62.05

3 28.96 31.72 34.38 65.96 64.55

4 31.62 32.88 33.18 66.43 64.19

5 31.25 34.16 29.91 65.72 62.84

Min 28.96 31.72 29.91 64.10 62.05

Max 31.62 34.16 34.98 66.43 64.55

Mean 30.65 33.07 33.34 65.68 63.61

Stdev 1.04 0.89 2.03 0.92 1.11

Total Mean 32.35 64.65

Total stdev 1.3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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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4.58 44.27 45.09 128.54 130.54

2 45.43 45.08 46.33 136.85 137.94

3 45.58 45.04 46.27 134.30 137.50

4 47.21 43.83 41.74 135.62 126.75

5 48.91 44.82 46.38 125.44 144.37

Min 44.58 43.83 41.74 125.44 126.75

Max 48.91 45.08 46.38 136.85 144.37

Mean 46.34 44.61 45.16 132.15 135.42

Stdev 1.72 0.54 1.99 4.92 6.89

Total Mean 45.37 133.79

Total stdev 1.42 5.90

선덕십년월오성능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8.27 52.20 42.65 128.77 136.47

2 45.26 53.75 43.68 134.44 138.63

3 49.08 55.34 44.10 133.71 127.89

4 48.65 60.40 45.65 132.71 133.56

5 47.86 52.14 44.86 133.04 131.28

Min 45.26 52.14 42.65 128.77 127.89

Max 49.08 60.40 45.65 134.44 138.63

Mean 47.82 54.77 44.19 132.53 133.57

Stdev 1.50 3.41 1.14 2.21 4.23

Total Mean 48.93 133.05

Total stdev 2.02 3.22

태양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18 44.83 48.07 128.12 131.44

2 54.13 49.12 49.28 127.40 134.28

3 56.18 49.22 50.84 127.43 137.89

4 56.12 48.37 47.28 131.07 132.63

5 51.16 48.54 44.93 117.45 131.34

Min 51.16 44.83 44.93 117.45 131.34

Max 56.18 49.22 50.84 131.07 137.89

Mean 53.75 48.02 48.08 126.29 133.52

Stdev 2.50 1.82 2.21 5.17 2.72

Total Mean 49.95 129.91

Total stdev 2.18 3.94

태음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0.44 51.90 52.10 127.08 135.70

2 50.23 51.93 52.87 128.03 141.02

3 50.07 50.54 49.09 126.61 134.76

4 42.64 51.04 49.19 126.79 138.09

5 51.98 42.24 48.59 129.79 130.26

Min 42.64 42.24 48.59 126.61 130.26

Max 51.98 51.93 52.87 129.79 141.02

Mean 49.07 49.53 50.37 127.66 135.97

Stdev 3.68 4.12 1.96 1.31 4.00

Total Mean 49.66 131.81

Total stdev 3.2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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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4.58 44.27 45.09 128.54 130.54

2 45.43 45.08 46.33 136.85 137.94

3 45.58 45.04 46.27 134.30 137.50

4 47.21 43.83 41.74 135.62 126.75

5 48.91 44.82 46.38 125.44 144.37

Min 44.58 43.83 41.74 125.44 126.75

Max 48.91 45.08 46.38 136.85 144.37

Mean 46.34 44.61 45.16 132.15 135.42

Stdev 1.72 0.54 1.99 4.92 6.89

Total Mean 45.37 133.79

Total stdev 1.42 5.90

선덕십년월오성능범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8.27 52.20 42.65 128.77 136.47

2 45.26 53.75 43.68 134.44 138.63

3 49.08 55.34 44.10 133.71 127.89

4 48.65 60.40 45.65 132.71 133.56

5 47.86 52.14 44.86 133.04 131.28

Min 45.26 52.14 42.65 128.77 127.89

Max 49.08 60.40 45.65 134.44 138.63

Mean 47.82 54.77 44.19 132.53 133.57

Stdev 1.50 3.41 1.14 2.21 4.23

Total Mean 48.93 133.05

Total stdev 2.02 3.22

태양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18 44.83 48.07 128.12 131.44

2 54.13 49.12 49.28 127.40 134.28

3 56.18 49.22 50.84 127.43 137.89

4 56.12 48.37 47.28 131.07 132.63

5 51.16 48.54 44.93 117.45 131.34

Min 51.16 44.83 44.93 117.45 131.34

Max 56.18 49.22 50.84 131.07 137.89

Mean 53.75 48.02 48.08 126.29 133.52

Stdev 2.50 1.82 2.21 5.17 2.72

Total Mean 49.95 129.91

Total stdev 2.18 3.94

태음통궤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0.44 51.90 52.10 127.08 135.70

2 50.23 51.93 52.87 128.03 141.02

3 50.07 50.54 49.09 126.61 134.76

4 42.64 51.04 49.19 126.79 138.09

5 51.98 42.24 48.59 129.79 130.26

Min 42.64 42.24 48.59 126.61 130.26

Max 51.98 51.93 52.87 129.79 141.02

Mean 49.07 49.53 50.37 127.66 135.97

Stdev 3.68 4.12 1.96 1.31 4.00

Total Mean 49.66 131.81

Total stdev 3.2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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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사찬고금통요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2.37 1.25 1.89

2 2.08 2.07 1.68

3 2.16 2.18 2.29

4 3.08 2.01 1.63

5 4.83 2.19 1.47

Min 2.08 1.25 1.47

Max 4.83 2.19 2.29

Mean 2.90 1.94 1.79

Stdev 1.15 0.39 0.32

Total Mean 2.21

Total stdev 0.62

십칠사찬고금통요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15.33 13.1 15.19

2 14.47 15.64 14.92

3 13.86 14.25 16.48

4 17.4 13.85 15.23

5 22.23 14.85 14.65

Min 13.86 13.10 14.65

Max 22.23 15.64 16.48

Mean 16.66 14.34 15.29

Stdev 3.39 0.97 0.70

Total Mean 15.43

Total stdev 1.69

경오원력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7.75 41.62 46.56 135.63 126.89

2 47.46 43.34 48.40 144.02 126.66

3 49.14 44.24 46.40 133.53 134.79

4 48.81 45.41 48.18 134.59 130.5

5 48.82 43.25 50.02 136.20 129.99

Min 47.46 41.62 46.40 133.53 130.34

Max 49.14 45.41 50.02 144.02 131.08

Mean 48.40 43.57 47.91 136.79 129.77

Stdev 0.74 1.40 1.49 4.17 3.31

Total Mean 46.63 133.28

Total stdev 1.21 3.74

5) L*, a*, b* value

•	귀중본의 내지 및 표지에 대한 L*, a*, b* value (D65)를 측정하였으며,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구분하여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5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80.47 78.91 76.23

2 79.33 78.98 77.20

3 78.72 59.44 67.33

4 69.13 59.99 74.23

5 69.25 61.12 75.50

Min 69.13 59.44 67.33

Max 80.47 78.98 77.20

Mean 75.38 67.69 74.10

Stdev 5.69 10.29 3.94

Total Mean 72.39

Total stdev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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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사찬고금통요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2.37 1.25 1.89

2 2.08 2.07 1.68

3 2.16 2.18 2.29

4 3.08 2.01 1.63

5 4.83 2.19 1.47

Min 2.08 1.25 1.47

Max 4.83 2.19 2.29

Mean 2.90 1.94 1.79

Stdev 1.15 0.39 0.32

Total Mean 2.21

Total stdev 0.62

십칠사찬고금통요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15.33 13.1 15.19

2 14.47 15.64 14.92

3 13.86 14.25 16.48

4 17.4 13.85 15.23

5 22.23 14.85 14.65

Min 13.86 13.10 14.65

Max 22.23 15.64 16.48

Mean 16.66 14.34 15.29

Stdev 3.39 0.97 0.70

Total Mean 15.43

Total stdev 1.69

경오원력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7.75 41.62 46.56 135.63 126.89

2 47.46 43.34 48.40 144.02 126.66

3 49.14 44.24 46.40 133.53 134.79

4 48.81 45.41 48.18 134.59 130.5

5 48.82 43.25 50.02 136.20 129.99

Min 47.46 41.62 46.40 133.53 130.34

Max 49.14 45.41 50.02 144.02 131.08

Mean 48.40 43.57 47.91 136.79 129.77

Stdev 0.74 1.40 1.49 4.17 3.31

Total Mean 46.63 133.28

Total stdev 1.21 3.74

5) L*, a*, b* value

•	귀중본의 내지 및 표지에 대한 L*, a*, b* value (D65)를 측정하였으며, 내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구분하여 각각 1장씩 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음 

(5회 반복 측정) 

십칠사찬고금통요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1 80.47 78.91 76.23

2 79.33 78.98 77.20

3 78.72 59.44 67.33

4 69.13 59.99 74.23

5 69.25 61.12 75.50

Min 69.13 59.44 67.33

Max 80.47 78.98 77.20

Mean 75.38 67.69 74.10

Stdev 5.69 10.29 3.94

Total Mean 72.39

Total stdev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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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1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72 15.16 15.37 53.46 65.08

2 16.08 15.86 15.64 55.42 62.86

3 16.63 15.91 15.21 52.95 69.04

4 15.33 16.51 15.54 55.98 66.82

5 15.13 15.84 15.72 53.48 67.58

Min 15.13 15.16 15.21 52.95 62.86

Max 16.63 16.51 15.72 55.98 69.04

Mean 15.78 15.86 15.50 54.26 66.28

Stdev 0.60 0.48 0.21 1.35 2.38

Total Mean 15.71 60.27

Total stdev 0.43 1.87

온궁사실 vol.2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2.16 85.40 81.95 60.23 57.41

2 85.09 84.89 84.54 58.70 57.06

3 84.00 85.07 82.59 59.93 57.93

4 83.81 84.55 84.28 58.88 59.08

5 83.00 84.50 84.99 59.45 58.72

Min 82.16 84.50 81.95 58.70 57.06

Max 85.09 85.40 84.99 60.23 59.08

Mean 83.61 84.88 83.67 59.44 58.04

Stdev 1.10 0.37 1.32 0.66 0.85

Total Mean 84.05 58.74

Total stdev 0.93 0.76

온궁사실 vol.1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5.27 85.40 81.95 53.36 57.41

2 84.91 84.89 84.54 53.43 57.06

3 84.26 85.07 82.59 53.79 57.93

4 84.11 84.55 84.28 54.22 59.08

5 84.25 84.50 84.99 54.55 58.72

Min 84.11 84.50 81.95 53.36 57.06

Max 85.27 85.40 84.99 54.55 59.08

Mean 84.56 84.88 83.67 53.87 58.04

Stdev 0.50 0.37 1.32 0.51 0.85

Total Mean 84.37 55.96

Total stdev 0.73 0.68

온궁사실 vol.1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9 1.72 1.75 14.81 18.08

2 2.05 1.86 1.76 15.13 16.85

3 2.26 1.84 1.75 14.91 18.53

4 1.6 1.99 1.75 17.16 17.21

5 1.55 1.81 1.89 15.40 18.1

Min 1.55 1.72 1.75 14.81 16.85

Max 2.26 1.99 1.89 17.16 18.53

Mean 1.87 1.84 1.78 15.48 17.75

Stdev 0.30 0.10 0.06 0.97 0.70

Total Mean 1.83 16.62

Total stdev 0.1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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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1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72 15.16 15.37 53.46 65.08

2 16.08 15.86 15.64 55.42 62.86

3 16.63 15.91 15.21 52.95 69.04

4 15.33 16.51 15.54 55.98 66.82

5 15.13 15.84 15.72 53.48 67.58

Min 15.13 15.16 15.21 52.95 62.86

Max 16.63 16.51 15.72 55.98 69.04

Mean 15.78 15.86 15.50 54.26 66.28

Stdev 0.60 0.48 0.21 1.35 2.38

Total Mean 15.71 60.27

Total stdev 0.43 1.87

온궁사실 vol.2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2.16 85.40 81.95 60.23 57.41

2 85.09 84.89 84.54 58.70 57.06

3 84.00 85.07 82.59 59.93 57.93

4 83.81 84.55 84.28 58.88 59.08

5 83.00 84.50 84.99 59.45 58.72

Min 82.16 84.50 81.95 58.70 57.06

Max 85.09 85.40 84.99 60.23 59.08

Mean 83.61 84.88 83.67 59.44 58.04

Stdev 1.10 0.37 1.32 0.66 0.85

Total Mean 84.05 58.74

Total stdev 0.93 0.76

온궁사실 vol.1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5.27 85.40 81.95 53.36 57.41

2 84.91 84.89 84.54 53.43 57.06

3 84.26 85.07 82.59 53.79 57.93

4 84.11 84.55 84.28 54.22 59.08

5 84.25 84.50 84.99 54.55 58.72

Min 84.11 84.50 81.95 53.36 57.06

Max 85.27 85.40 84.99 54.55 59.08

Mean 84.56 84.88 83.67 53.87 58.04

Stdev 0.50 0.37 1.32 0.51 0.85

Total Mean 84.37 55.96

Total stdev 0.73 0.68

온궁사실 vol.1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9 1.72 1.75 14.81 18.08

2 2.05 1.86 1.76 15.13 16.85

3 2.26 1.84 1.75 14.91 18.53

4 1.6 1.99 1.75 17.16 17.21

5 1.55 1.81 1.89 15.40 18.1

Min 1.55 1.72 1.75 14.81 16.85

Max 2.26 1.99 1.89 17.16 18.53

Mean 1.87 1.84 1.78 15.48 17.75

Stdev 0.30 0.10 0.06 0.97 0.70

Total Mean 1.83 16.62

Total stdev 0.1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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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3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4.03 84.93 84.77 63.42 65.24

2 84.46 85.60 78.18 65.74 66.38

3 83.87 85.44 84.67 64.53 64.92

4 83.61 84.08 83.45 65.75 65.49

5 84.57 84.07 74.69 64.77 67.31

Min 83.61 84.07 74.69 63.42 64.92

Max 84.57 85.60 84.77 65.75 67.31

Mean 84.11 84.82 81.15 64.84 65.87

Stdev 0.40 0.73 4.51 0.97 0.97

Total Mean 83.36 65.36

Total stdev 1.88 0.97

온궁사실 vol.3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6 1.99 1.86 6.41 6.26

2 1.48 1.57 2.03 6.57 5.88

3 1.88 1.65 2.00 7.10 6.52

4 2.08 2.15 1.91 6.34 6.93

5 1.97 1.96 1.95 6.60 6.04

Min 1.46 1.57 1.86 6.34 5.88

Max 2.08 2.15 2.03 7.10 6.93

Mean 1.77 1.86 1.95 6.60 6.33

Stdev 0.29 0.24 0.07 0.30 0.41

Total Mean 1.86 6.47

Total stdev 0.20 0.36

온궁사실 vol.2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8 1.72 1.75 16.94 18.08

2 1.54 1.86 1.76 16.71 16.85

3 0.75 1.84 1.75 16.35 18.53

4 2.09 1.99 1.75 17.21 17.21

5 2.03 1.81 1.89 18.71 18.1

Min 0.75 1.72 1.75 16.35 16.85

Max 2.09 1.99 1.89 18.71 18.53

Mean 1.60 1.84 1.78 17.18 17.75

Stdev 0.54 0.10 0.06 0.91 0.70

Total Mean 1.74 17.47

Total stdev 0.23 0.80

온궁사실 vol.2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89 15.16 15.37 61.46 65.08

2 15.48 15.86 15.64 59.93 62.86

3 14.01 15.91 15.21 60.32 69.04

4 16.71 16.51 15.54 59.74 66.82

5 16.23 15.84 15.72 64.94 67.58

Min 14.01 15.16 15.21 59.74 62.86

Max 16.71 16.51 15.72 64.94 69.04

Mean 15.46 15.86 15.50 61.28 66.28

Stdev 1.07 0.48 0.21 2.15 2.38

Total Mean 15.61 63.78

Total stdev 0.5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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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궁사실 vol.3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4.03 84.93 84.77 63.42 65.24

2 84.46 85.60 78.18 65.74 66.38

3 83.87 85.44 84.67 64.53 64.92

4 83.61 84.08 83.45 65.75 65.49

5 84.57 84.07 74.69 64.77 67.31

Min 83.61 84.07 74.69 63.42 64.92

Max 84.57 85.60 84.77 65.75 67.31

Mean 84.11 84.82 81.15 64.84 65.87

Stdev 0.40 0.73 4.51 0.97 0.97

Total Mean 83.36 65.36

Total stdev 1.88 0.97

온궁사실 vol.3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6 1.99 1.86 6.41 6.26

2 1.48 1.57 2.03 6.57 5.88

3 1.88 1.65 2.00 7.10 6.52

4 2.08 2.15 1.91 6.34 6.93

5 1.97 1.96 1.95 6.60 6.04

Min 1.46 1.57 1.86 6.34 5.88

Max 2.08 2.15 2.03 7.10 6.93

Mean 1.77 1.86 1.95 6.60 6.33

Stdev 0.29 0.24 0.07 0.30 0.41

Total Mean 1.86 6.47

Total stdev 0.20 0.36

온궁사실 vol.2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8 1.72 1.75 16.94 18.08

2 1.54 1.86 1.76 16.71 16.85

3 0.75 1.84 1.75 16.35 18.53

4 2.09 1.99 1.75 17.21 17.21

5 2.03 1.81 1.89 18.71 18.1

Min 0.75 1.72 1.75 16.35 16.85

Max 2.09 1.99 1.89 18.71 18.53

Mean 1.60 1.84 1.78 17.18 17.75

Stdev 0.54 0.10 0.06 0.91 0.70

Total Mean 1.74 17.47

Total stdev 0.23 0.80

온궁사실 vol.2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89 15.16 15.37 61.46 65.08

2 15.48 15.86 15.64 59.93 62.86

3 14.01 15.91 15.21 60.32 69.04

4 16.71 16.51 15.54 59.74 66.82

5 16.23 15.84 15.72 64.94 67.58

Min 14.01 15.16 15.21 59.74 62.86

Max 16.71 16.51 15.72 64.94 69.04

Mean 15.46 15.86 15.50 61.28 66.28

Stdev 1.07 0.48 0.21 2.15 2.38

Total Mean 15.61 63.78

Total stdev 0.5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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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실총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1 1.56 1.30 15.16 16.77

2 1.83 1.57 1.14 11.84 17.02

3 1.75 1.59 1.43 16.45 18.07

4 1.79 1.87 1.35 14.39 17.12

5 1.88 1.79 1.31 13.69 16.66

Min 1.75 1.56 1.14 11.84 16.66

Max 1.88 1.87 1.43 16.45 18.07

Mean 1.81 1.68 1.31 14.31 17.13

Stdev 0.05 0.14 0.11 1.72 0.56

Total Mean 1.60 15.72

Total stdev 0.10 1.14

부역실총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96 14.79 14.58 51.77 59.51

2 15.00 14.79 14.07 41.86 61.11

3 14.73 15.18 15.16 52.79 65.52

4 14.89 15.66 14.45 47.42 61.94

5 15.03 15.64 14.31 43.31 62.24

Min 14.91 14.79 14.07 41.86 59.51

Max 14.90 15.66 15.16 52.79 65.52

Mean 14.92 15.21 14.51 47.43 62.06

Stdev 0.12 0.43 0.41 4.89 2.20

Total Mean 14.88 54.75

Total stdev 0.32 3.55

온궁사실 vol.3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79 17.21 13.93 28.34 29.73

2 15.51 15.30 14.01 29.39 27.80

3 16.46 15.45 14.30 30.41 30.53

4 16.73 16.53 14.29 29.77 31.47

5 16.39 16.18 13.93 29.41 29.55

Min 14.79 15.30 13.93 28.34 27.80

Max 16.73 17.21 14.30 30.41 31.47

Mean 15.98 16.13 14.09 29.46 29.82

Stdev 0.81 0.79 0.19 0.75 1.36

Total Mean 15.40 29.64

Total stdev 0.59 1.06

부역실총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5.49 85.44 85.35 46.00 50.29

2 84.86 85.45 81.56 46.25 52.52

3 85.99 84.87 85.52 43.36 47.94

4 85.51 84.27 84.35 42.20 49.58

5 85.41 84.52 81.09 42.49 50.09

Min 84.86 84.27 81.09 42.20 47.94

Max 85.99 85.45 85.52 46.25 52.52

Mean 85.45 84.91 83.57 44.06 50.08

Stdev 0.40 0.53 2.11 1.93 1.65

Total Mean 84.65 47.07

Total stdev 1.0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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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실총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81 1.56 1.30 15.16 16.77

2 1.83 1.57 1.14 11.84 17.02

3 1.75 1.59 1.43 16.45 18.07

4 1.79 1.87 1.35 14.39 17.12

5 1.88 1.79 1.31 13.69 16.66

Min 1.75 1.56 1.14 11.84 16.66

Max 1.88 1.87 1.43 16.45 18.07

Mean 1.81 1.68 1.31 14.31 17.13

Stdev 0.05 0.14 0.11 1.72 0.56

Total Mean 1.60 15.72

Total stdev 0.10 1.14

부역실총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96 14.79 14.58 51.77 59.51

2 15.00 14.79 14.07 41.86 61.11

3 14.73 15.18 15.16 52.79 65.52

4 14.89 15.66 14.45 47.42 61.94

5 15.03 15.64 14.31 43.31 62.24

Min 14.91 14.79 14.07 41.86 59.51

Max 14.90 15.66 15.16 52.79 65.52

Mean 14.92 15.21 14.51 47.43 62.06

Stdev 0.12 0.43 0.41 4.89 2.20

Total Mean 14.88 54.75

Total stdev 0.32 3.55

온궁사실 vol.3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4.79 17.21 13.93 28.34 29.73

2 15.51 15.30 14.01 29.39 27.80

3 16.46 15.45 14.30 30.41 30.53

4 16.73 16.53 14.29 29.77 31.47

5 16.39 16.18 13.93 29.41 29.55

Min 14.79 15.30 13.93 28.34 27.80

Max 16.73 17.21 14.30 30.41 31.47

Mean 15.98 16.13 14.09 29.46 29.82

Stdev 0.81 0.79 0.19 0.75 1.36

Total Mean 15.40 29.64

Total stdev 0.59 1.06

부역실총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5.49 85.44 85.35 46.00 50.29

2 84.86 85.45 81.56 46.25 52.52

3 85.99 84.87 85.52 43.36 47.94

4 85.51 84.27 84.35 42.20 49.58

5 85.41 84.52 81.09 42.49 50.09

Min 84.86 84.27 81.09 42.20 47.94

Max 85.99 85.45 85.52 46.25 52.52

Mean 85.45 84.91 83.57 44.06 50.08

Stdev 0.40 0.53 2.11 1.93 1.65

Total Mean 84.65 47.07

Total stdev 1.0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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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지 vol.1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14 16.54 17.49 25.87 28.03

2 15.41 16.47 17.09 23.58 27.55

3 14.42 15.78 17.02 26.13 28.44

4 15.71 16.20 16.38 25.32 29.41

5 15.55 16.85 14.94 26.81 27.96

Min 14.42 15.78 14.94 23.58 27.55

Max 15.71 16.85 17.49 26.81 29.41

Mean 15.25 16.37 16.58 25.54 28.28

Stdev 0.51 0.40 1.00 1.22 0.71

Total Mean 16.07 26.91

Total stdev 0.64 0.96

태상지 vol.2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5.43 85.59 83.88 69.71

-

2 85.14 86.35 84.02 68.91

3 86.24 86.02 84.00 70.60

4 86.21 85.36 84.01 67.99

5 85.57 85.32 83.57 68.41

Min 85.14 85.32 83.57 67.99

Max 86.24 86.35 84.02 70.60

Mean 85.72 85.73 83.90 69.12

Stdev 0.49 0.45 0.19 1.04

Total Mean 85.11 69.12

Total stdev 0.37 1.04

태상지 vol.1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6.44 85.91 85.72 59.41 67.51

2 86.41 86.00 85.78 56.53 69.26

3 85.79 85.61 85.27 60.62 68.23

4 85.47 85.48 85.48 58.52 70.53

5 85.95 85.02 84.62 63.03 68.78

Min 85.47 85.02 84.62 56.53 67.51

Max 86.44 86.00 85.78 63.03 70.53

Mean 86.01 85.60 85.37 59.62 68.86

Stdev 0.41 0.39 0.47 2.42 1.14

Total Mean 85.66 64.24

Total stdev 0.42 1.78

태상지 vol.1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1 1.97 1.88 5.37 5.26

2 1.66 1.98 1.85 5.51 4.75

3 1.11 1.48 1.96 5.49 5.15

4 1.46 1.94 1.93 5.88 4.64

5 1.52 1.96 0.77 5.67 4.59

Min 1.11 1.48 0.77 5.37 4.59

Max 1.66 1.98 1.96 5.88 5.26

Mean 1.45 1.87 1.68 5.58 4.88

Stdev 0.21 0.22 0.51 0.20 0.31

Total Mean 1.67 5.23

Total stdev 0.3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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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지 vol.1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14 16.54 17.49 25.87 28.03

2 15.41 16.47 17.09 23.58 27.55

3 14.42 15.78 17.02 26.13 28.44

4 15.71 16.20 16.38 25.32 29.41

5 15.55 16.85 14.94 26.81 27.96

Min 14.42 15.78 14.94 23.58 27.55

Max 15.71 16.85 17.49 26.81 29.41

Mean 15.25 16.37 16.58 25.54 28.28

Stdev 0.51 0.40 1.00 1.22 0.71

Total Mean 16.07 26.91

Total stdev 0.64 0.96

태상지 vol.2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5.43 85.59 83.88 69.71

-

2 85.14 86.35 84.02 68.91

3 86.24 86.02 84.00 70.60

4 86.21 85.36 84.01 67.99

5 85.57 85.32 83.57 68.41

Min 85.14 85.32 83.57 67.99

Max 86.24 86.35 84.02 70.60

Mean 85.72 85.73 83.90 69.12

Stdev 0.49 0.45 0.19 1.04

Total Mean 85.11 69.12

Total stdev 0.37 1.04

태상지 vol.1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86.44 85.91 85.72 59.41 67.51

2 86.41 86.00 85.78 56.53 69.26

3 85.79 85.61 85.27 60.62 68.23

4 85.47 85.48 85.48 58.52 70.53

5 85.95 85.02 84.62 63.03 68.78

Min 85.47 85.02 84.62 56.53 67.51

Max 86.44 86.00 85.78 63.03 70.53

Mean 86.01 85.60 85.37 59.62 68.86

Stdev 0.41 0.39 0.47 2.42 1.14

Total Mean 85.66 64.24

Total stdev 0.42 1.78

태상지 vol.1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1 1.97 1.88 5.37 5.26

2 1.66 1.98 1.85 5.51 4.75

3 1.11 1.48 1.96 5.49 5.15

4 1.46 1.94 1.93 5.88 4.64

5 1.52 1.96 0.77 5.67 4.59

Min 1.11 1.48 0.77 5.37 4.59

Max 1.66 1.98 1.96 5.88 5.26

Mean 1.45 1.87 1.68 5.58 4.88

Stdev 0.21 0.22 0.51 0.20 0.31

Total Mean 1.67 5.23

Total stdev 0.3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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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갱재축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3.1 71.16 72.73 59.45 60.15

2 73.95 76.00 76.78 56.53 60.88

3 72.04 77.65 75.93 57.3 61.37

4 76.37 77.46 75.09 59.37 62.08

5 75.19 77.26 75.16 58.86 58.62

Min 72.04 71.16 72.73 56.53 58.62

Max 76.37 77.65 76.78 59.45 62.08

Mean 74.13 75.91 75.14 58.30 60.62

Stdev 1.70 2.73 1.51 1.31 1.32

Total Mean 75.06 59.46

Total stdev 1.98 1.32

임인갱재축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32 4.17 4.19 5.06 13.58

2 3.33 2.66 3.03 6.04 11.88

3 4.14 3.03 3.95 5.63 12.21

4 2.51 3.22 4.25 5.9 11.30

5 4.1 3.84 4.17 5.77 10.94

Min 2.51 2.66 3.03 5.06 10.94

Max 4.14 4.17 4.25 6.04 13.58

Mean 3.48 3.38 3.92 5.68 11.98

Stdev 0.67 0.61 0.51 0.38 1.02

Total Mean 3.59 8.83

Total stdev 0.60 0.70

태상지 vol.2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67 1.92 1.54 5.24

-

2 1.73 1.73 1.78 5.32

3 1.79 1.75 1.61 5.77

4 1.69 1.94 1.78 7.11

5 2.00 1.90 1.85 5.86

Min 1.67 1.73 1.54 5.24

Max 2.00 1.94 1.85 7.11

Mean 1.78 1.85 1.71 5.86

Stdev 0.13 0.10 0.13 0.75

Total Mean 1.78 5.86

Total stdev 0.12 0.75

태상지 vol.2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98 16.99 17.42 26.54

-

2 17.06 16.12 17.26 27.74

3 16.46 16.15 16.84 28.86

4 15.87 16.70 17.81 29.45

5 16.73 16.39 18.13 26.76

Min 15.87 16.12 16.84 26.54

Max 17.06 16.99 18.13 29.45

Mean 16.42 16.47 17.49 27.87

Stdev 0.50 0.37 0.50 1.27

Total Mean 16.79 27.87

Total stdev 0.4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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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갱재축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3.1 71.16 72.73 59.45 60.15

2 73.95 76.00 76.78 56.53 60.88

3 72.04 77.65 75.93 57.3 61.37

4 76.37 77.46 75.09 59.37 62.08

5 75.19 77.26 75.16 58.86 58.62

Min 72.04 71.16 72.73 56.53 58.62

Max 76.37 77.65 76.78 59.45 62.08

Mean 74.13 75.91 75.14 58.30 60.62

Stdev 1.70 2.73 1.51 1.31 1.32

Total Mean 75.06 59.46

Total stdev 1.98 1.32

임인갱재축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32 4.17 4.19 5.06 13.58

2 3.33 2.66 3.03 6.04 11.88

3 4.14 3.03 3.95 5.63 12.21

4 2.51 3.22 4.25 5.9 11.30

5 4.1 3.84 4.17 5.77 10.94

Min 2.51 2.66 3.03 5.06 10.94

Max 4.14 4.17 4.25 6.04 13.58

Mean 3.48 3.38 3.92 5.68 11.98

Stdev 0.67 0.61 0.51 0.38 1.02

Total Mean 3.59 8.83

Total stdev 0.60 0.70

태상지 vol.2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67 1.92 1.54 5.24

-

2 1.73 1.73 1.78 5.32

3 1.79 1.75 1.61 5.77

4 1.69 1.94 1.78 7.11

5 2.00 1.90 1.85 5.86

Min 1.67 1.73 1.54 5.24

Max 2.00 1.94 1.85 7.11

Mean 1.78 1.85 1.71 5.86

Stdev 0.13 0.10 0.13 0.75

Total Mean 1.78 5.86

Total stdev 0.12 0.75

태상지 vol.2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15.98 16.99 17.42 26.54

-

2 17.06 16.12 17.26 27.74

3 16.46 16.15 16.84 28.86

4 15.87 16.70 17.81 29.45

5 16.73 16.39 18.13 26.76

Min 15.87 16.12 16.84 26.54

Max 17.06 16.99 18.13 29.45

Mean 16.42 16.47 17.49 27.87

Stdev 0.50 0.37 0.50 1.27

Total Mean 16.79 27.87

Total stdev 0.4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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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통궤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28 4.22 4.88 16.42 16.60

2 5.56 5.12 5.07 16.43 17.19

3 5.36 5.09 5.37 16.27 18.67

4 5.96 4.81 4.57 17.33 16.93

5 5.37 4.75 4.18 13.12 17.34

Min 5.28 4.22 4.18 13.12 16.60

Max 5.96 5.12 5.37 17.33 18.67

Mean 5.51 4.80 4.81 15.91 17.35

Stdev 0.27 0.36 0.46 1.62 0.79

Total Mean 5.04 16.63

Total stdev 0.36 1.20

태양통궤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2.52 19.55 21.38 64.34 65.49

2 23.31 21.38 21.64 61.13 70.64

3 22.28 21.61 22.20 63.55 71.60

4 24.12 21.50 21.12 66.35 67.22

5 22.26 21.60 19.52 53.90 64.52

Min 22.26 19.55 19.52 53.90 64.52

Max 24.12 21.61 22.20 66.35 71.60

Mean 22.90 21.13 21.17 61.85 67.89

Stdev 0.81 0.89 1.01 4.82 3.12

Total Mean 21.73 64.87

Total stdev 0.90 3.97

임인갱재축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0.91 22.84 21.3 28.39 64.83

2 21.34 18.70 18.98 29.61 59.00

3 21.61 18.75 20.33 26.06 60.88

4 18.37 18.96 20.62 29.33 61.16

5 20.98 20.48 20.98 29.72 56.93

Min 18.37 18.70 18.98 26.06 56.93

Max 21.61 22.84 21.30 29.72 64.83

Mean 20.64 19.95 20.44 28.62 60.56

Stdev 1.30 1.78 0.90 1.52 2.93

Total Mean 20.34 44.59

Total stdev 1.32 2.23

태양통궤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4.52 74.63 76.08 58.28 55.77

2 71.96 74.30 74.84 56.49 56.99

3 64.55 74.89 74.23 58.20 55.70

4 71.64 75.70 76.16 57.86 56.16

5 73.80 75.63 74.15 55.88 56.22

Min 64.55 74.30 74.15 55.88 55.70

Max 74.52 75.70 76.16 58.28 56.99

Mean 71.29 75.03 75.09 57.34 56.17

Stdev 3.96 0.62 0.98 1.09 0.51

Total Mean 73.81 56.76

Total stdev 1.85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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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통궤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28 4.22 4.88 16.42 16.60

2 5.56 5.12 5.07 16.43 17.19

3 5.36 5.09 5.37 16.27 18.67

4 5.96 4.81 4.57 17.33 16.93

5 5.37 4.75 4.18 13.12 17.34

Min 5.28 4.22 4.18 13.12 16.60

Max 5.96 5.12 5.37 17.33 18.67

Mean 5.51 4.80 4.81 15.91 17.35

Stdev 0.27 0.36 0.46 1.62 0.79

Total Mean 5.04 16.63

Total stdev 0.36 1.20

태양통궤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2.52 19.55 21.38 64.34 65.49

2 23.31 21.38 21.64 61.13 70.64

3 22.28 21.61 22.20 63.55 71.60

4 24.12 21.50 21.12 66.35 67.22

5 22.26 21.60 19.52 53.90 64.52

Min 22.26 19.55 19.52 53.90 64.52

Max 24.12 21.61 22.20 66.35 71.60

Mean 22.90 21.13 21.17 61.85 67.89

Stdev 0.81 0.89 1.01 4.82 3.12

Total Mean 21.73 64.87

Total stdev 0.90 3.97

임인갱재축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0.91 22.84 21.3 28.39 64.83

2 21.34 18.70 18.98 29.61 59.00

3 21.61 18.75 20.33 26.06 60.88

4 18.37 18.96 20.62 29.33 61.16

5 20.98 20.48 20.98 29.72 56.93

Min 18.37 18.70 18.98 26.06 56.93

Max 21.61 22.84 21.30 29.72 64.83

Mean 20.64 19.95 20.44 28.62 60.56

Stdev 1.30 1.78 0.90 1.52 2.93

Total Mean 20.34 44.59

Total stdev 1.32 2.23

태양통궤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4.52 74.63 76.08 58.28 55.77

2 71.96 74.30 74.84 56.49 56.99

3 64.55 74.89 74.23 58.20 55.70

4 71.64 75.70 76.16 57.86 56.16

5 73.80 75.63 74.15 55.88 56.22

Min 64.55 74.30 74.15 55.88 55.70

Max 74.52 75.70 76.16 58.28 56.99

Mean 71.29 75.03 75.09 57.34 56.17

Stdev 3.96 0.62 0.98 1.09 0.51

Total Mean 73.81 56.76

Total stdev 1.85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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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음통궤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2.29 22.75 23.38 60.17 71.68

2 22.06 22.74 23.79 60.56 76.63

3 22.06 21.97 22.35 61.60 73.01

4 18.23 22.48 22.23 60.92 71.18

5 22.71 17.24 21.91 63.78 66.48

Min 18.23 17.24 21.91 60.17 66.48

Max 22.71 22.75 23.79 63.78 76.63

Mean 21.47 21.44 22.73 61.41 71.80

Stdev 1.83 2.37 0.81 1.43 3.66

Total Mean 21.88 66.60

Total stdev 1.67 2.54

오성통궤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8.56 76.88 77.81 57.06 55.16

2 78.01 77.57 77.41 52.47 55.90

3 77.75 76.32 77.62 55.53 55.46

4 76.62 75.20 75.52 57.14 54.58

5 76.39 76.62 76.57 58.12 54.87

Min 76.39 75.20 75.52 52.47 54.58

Max 78.56 77.57 77.81 58.12 55.90

Mean 77.47 76.52 76.99 56.06 55.19

Stdev 0.93 0.87 0.95 2.21 0.51

Total Mean 76.99 55.63

Total stdev 0.91 1.36

태음통궤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4.93 74.27 75.40 55.46 56.52

2 74.68 74.07 75.54 55.18 55.48

3 75.15 73.66 77.04 57.15 58.28

4 71.55 74.87 76.08 56.58 54.07

5 74.46 66.85 75.83 55.95 56.36

Min 71.55 66.85 75.40 55.18 54.07

Max 75.15 74.87 77.04 57.15 58.28

Mean 74.15 72.74 75.98 56.06 56.14

Stdev 1.48 3.32 0.65 0.81 1.54

Total Mean 74.29 56.10

Total stdev 1.82 1.17

태음통궤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4 5.49 5.15 16.01 17.53

2 5.20 5.43 5.31 16.29 19.06

3 5.27 5.20 4.65 16.02 17.39

4 3.12 5.39 4.51 16.15 17.92

5 5.73 2.60 4.34 16.37 15.62

Min 3.12 2.60 4.34 16.01 15.62

Max 5.73 5.49 5.31 16.37 19.06

Mean 4.89 4.82 4.79 16.17 17.50

Stdev 1.02 1.25 0.42 0.16 1.24

Total Mean 4.84 16.84

Total stdev 0.89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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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음통궤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2.29 22.75 23.38 60.17 71.68

2 22.06 22.74 23.79 60.56 76.63

3 22.06 21.97 22.35 61.60 73.01

4 18.23 22.48 22.23 60.92 71.18

5 22.71 17.24 21.91 63.78 66.48

Min 18.23 17.24 21.91 60.17 66.48

Max 22.71 22.75 23.79 63.78 76.63

Mean 21.47 21.44 22.73 61.41 71.80

Stdev 1.83 2.37 0.81 1.43 3.66

Total Mean 21.88 66.60

Total stdev 1.67 2.54

오성통궤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8.56 76.88 77.81 57.06 55.16

2 78.01 77.57 77.41 52.47 55.90

3 77.75 76.32 77.62 55.53 55.46

4 76.62 75.20 75.52 57.14 54.58

5 76.39 76.62 76.57 58.12 54.87

Min 76.39 75.20 75.52 52.47 54.58

Max 78.56 77.57 77.81 58.12 55.90

Mean 77.47 76.52 76.99 56.06 55.19

Stdev 0.93 0.87 0.95 2.21 0.51

Total Mean 76.99 55.63

Total stdev 0.91 1.36

태음통궤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4.93 74.27 75.40 55.46 56.52

2 74.68 74.07 75.54 55.18 55.48

3 75.15 73.66 77.04 57.15 58.28

4 71.55 74.87 76.08 56.58 54.07

5 74.46 66.85 75.83 55.95 56.36

Min 71.55 66.85 75.40 55.18 54.07

Max 75.15 74.87 77.04 57.15 58.28

Mean 74.15 72.74 75.98 56.06 56.14

Stdev 1.48 3.32 0.65 0.81 1.54

Total Mean 74.29 56.10

Total stdev 1.82 1.17

태음통궤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5.14 5.49 5.15 16.01 17.53

2 5.20 5.43 5.31 16.29 19.06

3 5.27 5.20 4.65 16.02 17.39

4 3.12 5.39 4.51 16.15 17.92

5 5.73 2.60 4.34 16.37 15.62

Min 3.12 2.60 4.34 16.01 15.62

Max 5.73 5.49 5.31 16.37 19.06

Mean 4.89 4.82 4.79 16.17 17.50

Stdev 1.02 1.25 0.42 0.16 1.24

Total Mean 4.84 16.84

Total stdev 0.89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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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십년월오성능범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5.97 74.93 79.68 56.34 54.99

2 76.93 73.61 79.48 53.32 54.20

3 76.16 73.35 77.84 55.34 53.80

4 74.63 70.43 78.50 54.65 55.04

5 75.87 73.90 78.86 53.77 54.00

Min 74.63 70.43 77.84 53.32 53.80

Max 76.93 74.93 79.68 56.34 55.04

Mean 75.91 73.24 78.87 54.68 54.41

Stdev 0.83 1.68 0.75 1.21 0.57

Total Mean 76.01 54.55

Total stdev 1.09 0.89

선덕십년월오성능범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83 5.76 3.87 15.89 17.74

2 4.15 5.85 4.00 17.46 18.11

3 4.80 6.32 4.14 17.63 14.92

4 4.62 7.38 4.02 17.06 17.09

5 4.90 5.52 4.10 17.26 15.90

Min 4.15 5.52 3.87 15.89 14.92

Max 4.90 7.38 4.14 17.63 18.11

Mean 4.66 6.17 4.03 17.06 16.75

Stdev 0.30 0.74 0.10 0.69 1.32

Total Mean 4.95 16.91

Total stdev 0.38 1.01

오성통궤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69 4.04 4.39 16.11 15.53

2 3.76 4.14 4.61 17.67 18.32

3 4.22 4.13 4.59 17.33 18.04

4 4.31 3.84 2.93 17.89 14.79

5 4.59 4.10 4.41 15.27 20.31

Min 3.69 3.84 2.93 15.27 14.79

Max 4.59 4.14 4.61 17.89 20.31

Mean 4.11 4.05 4.19 16.85 17.40

Stdev 0.38 0.12 0.71 1.12 2.24

Total Mean 4.12 17.13

Total stdev 0.41 1.68

오성통궤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0.63 19.87 20.38 63.92 65.47

2 20.96 20.45 20.87 66.92 72.91

3 20.73 20.13 20.89 68.17 72.06

4 21.34 19.34 18.74 71.63 60.76

5 22.11 20.09 20.79 62.48 79.50

Min 20.63 19.34 18.74 62.48 60.76

Max 22.11 20.45 20.89 71.63 79.50

Mean 21.15 19.98 20.33 66.62 70.14

Stdev 0.60 0.41 0.91 3.61 7.22

Total Mean 20.49 68.38

Total stdev 0.64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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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십년월오성능범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5.97 74.93 79.68 56.34 54.99

2 76.93 73.61 79.48 53.32 54.20

3 76.16 73.35 77.84 55.34 53.80

4 74.63 70.43 78.50 54.65 55.04

5 75.87 73.90 78.86 53.77 54.00

Min 74.63 70.43 77.84 53.32 53.80

Max 76.93 74.93 79.68 56.34 55.04

Mean 75.91 73.24 78.87 54.68 54.41

Stdev 0.83 1.68 0.75 1.21 0.57

Total Mean 76.01 54.55

Total stdev 1.09 0.89

선덕십년월오성능범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83 5.76 3.87 15.89 17.74

2 4.15 5.85 4.00 17.46 18.11

3 4.80 6.32 4.14 17.63 14.92

4 4.62 7.38 4.02 17.06 17.09

5 4.90 5.52 4.10 17.26 15.90

Min 4.15 5.52 3.87 15.89 14.92

Max 4.90 7.38 4.14 17.63 18.11

Mean 4.66 6.17 4.03 17.06 16.75

Stdev 0.30 0.74 0.10 0.69 1.32

Total Mean 4.95 16.91

Total stdev 0.38 1.01

오성통궤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3.69 4.04 4.39 16.11 15.53

2 3.76 4.14 4.61 17.67 18.32

3 4.22 4.13 4.59 17.33 18.04

4 4.31 3.84 2.93 17.89 14.79

5 4.59 4.10 4.41 15.27 20.31

Min 3.69 3.84 2.93 15.27 14.79

Max 4.59 4.14 4.61 17.89 20.31

Mean 4.11 4.05 4.19 16.85 17.40

Stdev 0.38 0.12 0.71 1.12 2.24

Total Mean 4.12 17.13

Total stdev 0.41 1.68

오성통궤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0.63 19.87 20.38 63.92 65.47

2 20.96 20.45 20.87 66.92 72.91

3 20.73 20.13 20.89 68.17 72.06

4 21.34 19.34 18.74 71.63 60.76

5 22.11 20.09 20.79 62.48 79.50

Min 20.63 19.34 18.74 62.48 60.76

Max 22.11 20.45 20.89 71.63 79.50

Mean 21.15 19.98 20.33 66.62 70.14

Stdev 0.60 0.41 0.91 3.61 7.22

Total Mean 20.49 68.38

Total stdev 0.64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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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원력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94 4.05 4.26 18.42 16.28

2 4.97 4.25 4.85 21.06 16.16

3 4.94 4.33 4.31 17.86 17.35

4 4.87 4.48 4.53 17.96 16.3

5 4.99 4.15 5.02 17.99 16.65

Min 4.87 4.05 4.26 17.86 16.16

Max 4.99 4.48 5.02 21.06 17.35

Mean 4.94 4.25 4.59 18.66 16.55

Stdev 0.05 0.17 0.33 1.36 0.48

Total Mean 4.60 17.60

Total stdev 0.18 0.92

경오원력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1.52 19.09 20.98 61.27 57.19

2 21.48 19.92 21.93 69.49 55.64

3 22.44 20.32 21.04 62.24 68.18

4 21.93 20.65 21.56 61.84 65.37

5 22.05 19.85 22.66 63.72 62.69

Min 21.48 19.09 20.98 61.27 55.64

Max 22.44 20.65 22.66 69.49 68.18

Mean 21.88 19.97 21.63 63.71 61.81

Stdev 0.40 0.59 0.69 3.35 5.33

Total Mean 21.16 62.76

Total stdev 0.56 4.34

선덕십년월오성능범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1.49 22.97 19.69 63.73 70.12

2 20.39 23.42 20.17 64.82 71.97

3 22.03 24.00 19.95 66.26 61.06

4 21.48 25.38 21.06 64.92 66.75

5 21.20 22.76 20.65 63.78 64.24

Min 20.39 22.76 19.69 63.73 61.06

Max 22.03 25.38 21.06 66.26 71.97

Mean 21.32 23.71 20.30 64.70 66.83

Stdev 0.60 1.05 0.55 1.03 4.39

Total Mean 21.78 65.77

Total stdev 0.73 2.71

경오원력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7.44 80.05 76.57 51.09 53.57

2 77.99 79.83 77.39 51.54 52.34

3 77.88 79.49 77.27 53.04 55.02

4 76.52 78.37 75.79 51.84 56.28

5 77.19 79.53 76.92 51.55 55.31

Min 76.52 78.37 75.79 51.09 52.34

Max 77.99 80.05 77.39 53.04 56.28

Mean 77.40 79.45 76.79 51.81 54.50

Stdev 0.59 0.65 0.64 0.74 1.55

Total Mean 77.88 53.16

Total stdev 0.6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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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원력 - a*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4.94 4.05 4.26 18.42 16.28

2 4.97 4.25 4.85 21.06 16.16

3 4.94 4.33 4.31 17.86 17.35

4 4.87 4.48 4.53 17.96 16.3

5 4.99 4.15 5.02 17.99 16.65

Min 4.87 4.05 4.26 17.86 16.16

Max 4.99 4.48 5.02 21.06 17.35

Mean 4.94 4.25 4.59 18.66 16.55

Stdev 0.05 0.17 0.33 1.36 0.48

Total Mean 4.60 17.60

Total stdev 0.18 0.92

경오원력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1.52 19.09 20.98 61.27 57.19

2 21.48 19.92 21.93 69.49 55.64

3 22.44 20.32 21.04 62.24 68.18

4 21.93 20.65 21.56 61.84 65.37

5 22.05 19.85 22.66 63.72 62.69

Min 21.48 19.09 20.98 61.27 55.64

Max 22.44 20.65 22.66 69.49 68.18

Mean 21.88 19.97 21.63 63.71 61.81

Stdev 0.40 0.59 0.69 3.35 5.33

Total Mean 21.16 62.76

Total stdev 0.56 4.34

선덕십년월오성능범 - b*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21.49 22.97 19.69 63.73 70.12

2 20.39 23.42 20.17 64.82 71.97

3 22.03 24.00 19.95 66.26 61.06

4 21.48 25.38 21.06 64.92 66.75

5 21.20 22.76 20.65 63.78 64.24

Min 20.39 22.76 19.69 63.73 61.06

Max 22.03 25.38 21.06 66.26 71.97

Mean 21.32 23.71 20.30 64.70 66.83

Stdev 0.60 1.05 0.55 1.03 4.39

Total Mean 21.78 65.77

Total stdev 0.73 2.71

경오원력 - L*

no.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앞표지 뒷표지

1 77.44 80.05 76.57 51.09 53.57

2 77.99 79.83 77.39 51.54 52.34

3 77.88 79.49 77.27 53.04 55.02

4 76.52 78.37 75.79 51.84 56.28

5 77.19 79.53 76.92 51.55 55.31

Min 76.52 78.37 75.79 51.09 52.34

Max 77.99 80.05 77.39 53.04 56.28

Mean 77.40 79.45 76.79 51.81 54.50

Stdev 0.59 0.65 0.64 0.74 1.55

Total Mean 77.88 53.16

Total stdev 0.6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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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지에 대한 평량 및 밀도 계산

문서명 무게, g 두께, ㎛
크기, m2

평량, g/m2
가로 세로

십칠사찬고금통요 134.3 207.3 18.7 25.6 37.91

온궁사실 vol.1 1139.8 257.6 24 38 84.44

온궁사실 vol.2 1371.8 229.7 24 38 101.63

온궁사실 vol.3 1151.7 241.0 24 38 71.75

부역실총 1101.9 274.1 23.8 35.2 56.69

태상지 vol.1 569.1 192.8 22.8 35.1 61.30

태상지 vol.2 485.9 204.2 22.8 35.1 60.72

임인갱재축 90.7 200.1 18.3 27.5 53.01

태양통궤 148.9 147.2 24.7 37.4 38.38

태음통궤 498 145.9 25 37.6 33.53

오성통궤 186.2 170.9 25 37.7 34.06

선덕십년월오성능범 226.9 168.1 24.8 37.3 38.33

경오원력 428.9 178.6 25 37.9 30.59

•	KS M ISO 536에 따라 복제대상 귀중본의 무게 및 크기, 두께를 측정한 후, 환산하여 

평량을 산출하였음

6) 발 촉수(개수) 및 실 간격(cm)

•	귀중본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측정(3회 반복-전반부/중반부/후반부)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발 촉수(개수)

no.
십칠사찬고

금통요
온궁사실 

vol.1
온궁사실 

vol.2
온궁사실 

vol.3
부역실총

태상지 
vol.1

태상지 
vol.2

임인갱재축 태양통궤 태음통궤 오성통궤
선덕십년월오

성능범
경오원력

1 8 15 17 16 10 11 14 11 11 13 17 13 15

2 9 17 18 15 12 14 14 12 12 12 15 12 12

3 8 17 18 17 12 14 13 10 10 9 11 12 12

Min 8 15 17 15 10 11 13 10 10 9 11 12 12

Max 9 17 18 17 12 14 14 12 12 13 17 13 15

Mean 8.3 16.3 17.7 16.0 11.3 13.0 13.7 11.0 11.0 11.3 14.3 12.3 13.0

Stdev 0.6 1.2 0.6 1.0 1.2 1.7 0.6 1.0 1.0 2.1 3.1 0.6 1.7

Total 

Mean
8.3 16.7 11.3 13.3 11.0 11.0 11.3 14.3 12.3 13.0

Total 

stdev
0.6 0.9 1.2 1.2 1.0 1.0 2.1 3.1 0.6 1.7

실 간격(cm)

no.
십칠사찬고

금통요
온궁사실 

vol.1
온궁사실 

vol.2
온궁사실 

vol.3
부역실총

태상지 
vol.1

태상지 
vol.2

임인갱재축 태양통궤 태음통궤 오성통궤
선덕십년월오

성능범
경오원력

1 1.0 2.0 2.0 2.0 2.0 1.9 2.0 1.5 2.5 3.0 2.5 4.1 2.7

2 1.0 2.5 2.0 2.5 2.3 2.2 2.0 4.2 2.5 2.5 3.0 3.9 3.0

3 1.0 2.0 2.1 2.5 2.2 1.6 1.9 1.7 3.5 2.3 4.1 2.5 3.3

Min 1.0 2.0 2.0 2.0 2.0 1.6 1.9 1.5 2.5 2.3 2.5 2.5 2.7

Max 1.0 2.5 2.1 2.5 2.3 2.2 2.0 4.2 3.5 3.0 4.1 4.1 3.3

Mean 1.0 2.2 2.0 2.3 2.2 1.9 2.0 2.5 2.8 2.6 3.2 3.5 3.0

Stdev 0.0 0.3 0.1 0.3 0.2 0.3 0.1 1.5 0.6 0.4 0.8 0.9 0.3

Total 

Mean
1.0 2.2 2.2 1.9 2.5 2.8 2.6 3.2 3.5 3.0

Total 

stdev
0.0 0.2 0.2 0.2 1.5 0.6 0.4 0.8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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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지에 대한 평량 및 밀도 계산

문서명 무게, g 두께, ㎛
크기, m2

평량, g/m2
가로 세로

십칠사찬고금통요 134.3 207.3 18.7 25.6 37.91

온궁사실 vol.1 1139.8 257.6 24 38 84.44

온궁사실 vol.2 1371.8 229.7 24 38 101.63

온궁사실 vol.3 1151.7 241.0 24 38 71.75

부역실총 1101.9 274.1 23.8 35.2 56.69

태상지 vol.1 569.1 192.8 22.8 35.1 61.30

태상지 vol.2 485.9 204.2 22.8 35.1 60.72

임인갱재축 90.7 200.1 18.3 27.5 53.01

태양통궤 148.9 147.2 24.7 37.4 38.38

태음통궤 498 145.9 25 37.6 33.53

오성통궤 186.2 170.9 25 37.7 34.06

선덕십년월오성능범 226.9 168.1 24.8 37.3 38.33

경오원력 428.9 178.6 25 37.9 30.59

•	KS M ISO 536에 따라 복제대상 귀중본의 무게 및 크기, 두께를 측정한 후, 환산하여 

평량을 산출하였음

6) 발 촉수(개수) 및 실 간격(cm)

•	귀중본의 발 촉수 및 실 간격 측정(3회 반복-전반부/중반부/후반부)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발 촉수(개수)

no.
십칠사찬고

금통요
온궁사실 

vol.1
온궁사실 

vol.2
온궁사실 

vol.3
부역실총

태상지 
vol.1

태상지 
vol.2

임인갱재축 태양통궤 태음통궤 오성통궤
선덕십년월오

성능범
경오원력

1 8 15 17 16 10 11 14 11 11 13 17 13 15

2 9 17 18 15 12 14 14 12 12 12 15 12 12

3 8 17 18 17 12 14 13 10 10 9 11 12 12

Min 8 15 17 15 10 11 13 10 10 9 11 12 12

Max 9 17 18 17 12 14 14 12 12 13 17 13 15

Mean 8.3 16.3 17.7 16.0 11.3 13.0 13.7 11.0 11.0 11.3 14.3 12.3 13.0

Stdev 0.6 1.2 0.6 1.0 1.2 1.7 0.6 1.0 1.0 2.1 3.1 0.6 1.7

Total 

Mean
8.3 16.7 11.3 13.3 11.0 11.0 11.3 14.3 12.3 13.0

Total 

stdev
0.6 0.9 1.2 1.2 1.0 1.0 2.1 3.1 0.6 1.7

실 간격(cm)

no.
십칠사찬고

금통요
온궁사실 

vol.1
온궁사실 

vol.2
온궁사실 

vol.3
부역실총

태상지 
vol.1

태상지 
vol.2

임인갱재축 태양통궤 태음통궤 오성통궤
선덕십년월오

성능범
경오원력

1 1.0 2.0 2.0 2.0 2.0 1.9 2.0 1.5 2.5 3.0 2.5 4.1 2.7

2 1.0 2.5 2.0 2.5 2.3 2.2 2.0 4.2 2.5 2.5 3.0 3.9 3.0

3 1.0 2.0 2.1 2.5 2.2 1.6 1.9 1.7 3.5 2.3 4.1 2.5 3.3

Min 1.0 2.0 2.0 2.0 2.0 1.6 1.9 1.5 2.5 2.3 2.5 2.5 2.7

Max 1.0 2.5 2.1 2.5 2.3 2.2 2.0 4.2 3.5 3.0 4.1 4.1 3.3

Mean 1.0 2.2 2.0 2.3 2.2 1.9 2.0 2.5 2.8 2.6 3.2 3.5 3.0

Stdev 0.0 0.3 0.1 0.3 0.2 0.3 0.1 1.5 0.6 0.4 0.8 0.9 0.3

Total 

Mean
1.0 2.2 2.2 1.9 2.5 2.8 2.6 3.2 3.5 3.0

Total 

stdev
0.0 0.2 0.2 0.2 1.5 0.6 0.4 0.8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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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십칠사찬고금통요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8 ~ 9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십칠사찬고금통요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07 ±28.5 ㎛

 - 평량 : 37.91 g/㎡

•	십칠사찬고금통요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3.72±8.84%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십칠사찬고금통요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8 ۫)개

6. 측정결과 종합정리

•	복제 대상 귀중본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함

서명 매수

Color 크기, cm
Thickness, 

㎛
Weight, g

발 촉수,  
개수

평량, g/m2Brightness
% ISO

Yellowness 
% DIN

L* a* b* 가로 세로

십칠사찬고금통요 37 33.72 36.19 72.39 2.21 15.43 18.7 25.6 207.3 134.3 8 37.91

온궁사실 vol.1 74 49.76 32.25 84.37 1.83 15.71 24.0 38 257.6 1139.8 16 84.44

온궁사실 vol.2 74 49.36 32.08 84.05 1.74 15.61 24.0 38 229.7 1371.8 18 101.63

온궁사실 vol.3 88 48.49 32.01 83.36 1.86 15.40 24.0 38 241.0 1151.7 16 71.75

부역실총 116 50.96 30.50 84.65 1.60 14.88 23.8 35.2 274.1 1101.9 11 56.69

태상지 vol.1 58 51.58 32.35 85.66 1.67 16.07 22.8 35.1 192.8 569.1 13 61.30

태상지 vol.2 50 50.04 33.88 85.11 1.78 16.79 22.8 35.1 204.2 485.9 14 60.72

임인갱재축 17 32.92 45.49 75.06 3.59 20.34 18.3 27.5 200.1 90.7 11 53.01

태양통궤 21 30.48 49.95 73.81 5.04 21.73 24.7 37.4 147.2 148.9 11 38.38

태음통궤 79 30.85 49.66 74.29 4.84 21.88 25.0 37.6 145.9 498.0 11 33.53

오성통궤 29 35.12 45.37 76.99 4.12 20.49 25.0 37.7 170.9 186.2 14 34.06

선덕십년월오성능

범
32 33.14 48.93 76.01 4.95 21.78 24.8 37.3 168.1 226.9 12 38.33

경오원력 74 35.82 46.63 77.88 4.60 21.16 25.0 37.9 178.6 428.9 13 30.59

7. 십칠사찬고금통요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2.39로서 표준편차 ±6.64를 적용하면 65.75 ~ 

79.03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65.75 ~ 

79.03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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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십칠사찬고금통요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8 ~ 9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십칠사찬고금통요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07 ±28.5 ㎛

 - 평량 : 37.91 g/㎡

•	십칠사찬고금통요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3.72±8.84%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십칠사찬고금통요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8 ۫)개

6. 측정결과 종합정리

•	복제 대상 귀중본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함

서명 매수

Color 크기, cm
Thickness, 

㎛
Weight, g

발 촉수,  
개수

평량, g/m2Brightness
% ISO

Yellowness 
% DIN

L* a* b* 가로 세로

십칠사찬고금통요 37 33.72 36.19 72.39 2.21 15.43 18.7 25.6 207.3 134.3 8 37.91

온궁사실 vol.1 74 49.76 32.25 84.37 1.83 15.71 24.0 38 257.6 1139.8 16 84.44

온궁사실 vol.2 74 49.36 32.08 84.05 1.74 15.61 24.0 38 229.7 1371.8 18 101.63

온궁사실 vol.3 88 48.49 32.01 83.36 1.86 15.40 24.0 38 241.0 1151.7 16 71.75

부역실총 116 50.96 30.50 84.65 1.60 14.88 23.8 35.2 274.1 1101.9 11 56.69

태상지 vol.1 58 51.58 32.35 85.66 1.67 16.07 22.8 35.1 192.8 569.1 13 61.30

태상지 vol.2 50 50.04 33.88 85.11 1.78 16.79 22.8 35.1 204.2 485.9 14 60.72

임인갱재축 17 32.92 45.49 75.06 3.59 20.34 18.3 27.5 200.1 90.7 11 53.01

태양통궤 21 30.48 49.95 73.81 5.04 21.73 24.7 37.4 147.2 148.9 11 38.38

태음통궤 79 30.85 49.66 74.29 4.84 21.88 25.0 37.6 145.9 498.0 11 33.53

오성통궤 29 35.12 45.37 76.99 4.12 20.49 25.0 37.7 170.9 186.2 14 34.06

선덕십년월오성능

범
32 33.14 48.93 76.01 4.95 21.78 24.8 37.3 168.1 226.9 12 38.33

경오원력 74 35.82 46.63 77.88 4.60 21.16 25.0 37.9 178.6 428.9 13 30.59

7. 십칠사찬고금통요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2.39로서 표준편차 ±6.64를 적용하면 65.75 ~ 

79.03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65.75 ~ 

79.03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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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온궁사실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43 ±30.1 ㎛

 - 평량 : 85.94 g/㎡

•	온궁사실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49.20۬.03%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온궁사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7 ۫)개

8. 온궁사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3.83로서 표준편차 .۫18를 적용하면 82.65 ~ 85.01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82.65 ~ 

85.01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7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온궁사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6~18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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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온궁사실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43 ±30.1 ㎛

 - 평량 : 85.94 g/㎡

•	온궁사실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49.20۬.03%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온궁사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7 ۫)개

8. 온궁사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3.83로서 표준편차 .۫18를 적용하면 82.65 ~ 85.01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82.65 ~ 

85.01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7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온궁사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6~18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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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부역실총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74 ±33.8 ㎛

 - 평량 : 56.69 g/㎡

•	부역실총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50.96±1.72%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부역실총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1)개

10. 태상지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5.39로서 표준편차 ±0.40를 적용하면 84.99 ~ 

85.78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84.99~85.78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9. 부역실총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4.65로서 표준편차 .۫01를 적용하면 83.63 ~ 85.66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83.63 ~ 

85.66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부역실총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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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부역실총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74 ±33.8 ㎛

 - 평량 : 56.69 g/㎡

•	부역실총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50.96±1.72%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부역실총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1)개

10. 태상지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5.39로서 표준편차 ±0.40를 적용하면 84.99 ~ 

85.78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84.99~85.78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9. 부역실총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84.65로서 표준편차 .۫01를 적용하면 83.63 ~ 85.66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83.63 ~ 

85.66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부역실총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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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태상지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98.5 ±12.9 ㎛

 - 평량 : 61.01 g/㎡

•	태상지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50.8±0.82%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태상지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3±1)개

11. 임인갱재축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5.06로서 표준편차 ±1.98를 적용하면 73.08 ~ 

77.04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3.08 ~ 

77.04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임인갱재축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3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태상지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3~14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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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태상지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98.5 ±12.9 ㎛

 - 평량 : 61.01 g/㎡

•	태상지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50.8±0.82%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태상지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3±1)개

11. 임인갱재축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5.06로서 표준편차 ±1.98를 적용하면 73.08 ~ 

77.04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3.08 ~ 

77.04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임인갱재축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3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태상지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3~14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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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태양통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태양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47 ± 16.9 ㎛

 - 평량 : 38.38 g/㎡

•	태양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0.48±2.01%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임인갱재축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00 ±29.8 ㎛

 - 평량 : 53.01 g/㎡

•	임인갱재축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2.92±3.18%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임인갱재축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1)개

12. 태양통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3.81로서 표준편차 ±1.85를 적용하면 71.95 ~ 

75.66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1.95 ~ 

75.66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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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태양통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태양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47 ± 16.9 ㎛

 - 평량 : 38.38 g/㎡

•	태양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0.48±2.01%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임인갱재축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200 ±29.8 ㎛

 - 평량 : 53.01 g/㎡

•	임인갱재축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2.92±3.18%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임인갱재축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1)개

12. 태양통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3.81로서 표준편차 ±1.85를 적용하면 71.95 ~ 

75.66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1.95 ~ 

75.66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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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태음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46 ± 20.0 ㎛

 - 평량 : 33.53 g/㎡

•	태음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0.85±1.36%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태음통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 ±1)개

14. 오성통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6.99로서 표준편차 ±0.91를 적용하면 76.08 ~ 

77.9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6.08 ~ 

77.90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	태양통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 ±1)개

13. 태음통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4.29로서 표준편차 ±1.36를 적용하면 72.47 ~ 

76.11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2.47 ~ 

76.11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태음통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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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태음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46 ± 20.0 ㎛

 - 평량 : 33.53 g/㎡

•	태음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0.85±1.36%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태음통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 ±1)개

14. 오성통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6.99로서 표준편차 ±0.91를 적용하면 76.08 ~ 

77.9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6.08 ~ 

77.90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	태양통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1 ±1)개

13. 태음통궤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4.29로서 표준편차 ±1.36를 적용하면 72.47 ~ 

76.11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2.47 ~ 

76.11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1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태음통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0~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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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통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4 ±2)개

15. 선덕십년월오성능범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6.01로서 표준편차 ±1.09를 적용하면 74.92 ~ 

77.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4.92 ~ 

77.10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2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선덕십년월오성능범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1 

~ 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4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오성통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2~16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오성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71± 17.2 ㎛

 - 평량 : 34.06 g/㎡

•	오성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5.12±1.08%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202 203

제 2 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	오성통궤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4 ±2)개

15. 선덕십년월오성능범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6.01로서 표준편차 ±1.09를 적용하면 74.92 ~ 

77.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4.92 ~ 

77.10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2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선덕십년월오성능범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1 

~ 12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4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오성통궤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2~16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오성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71± 17.2 ㎛

 - 평량 : 34.06 g/㎡

•	오성통궤를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5.12±1.08%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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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3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경오원력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2~14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경오원력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79± 16.4 ㎛

 - 평량 : 30.59 g/㎡

•	경오원력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5.82±1.00%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선덕십년월오성능범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68± 16.7 ㎛

 - 평량 : 38.33 g/㎡

•	선덕십년월오성능범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3.14±1.65%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	선덕십년월오성능범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2 ±1)개

16. 경오원력 복제용 한지의 선정

1) 광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색 기준 선정

•	L* value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77.88로서 표준편차 ±0.63를 적용하면 77.25 ~ 

78.51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복제본 제작 대상은 규장각의 귀중본이므로 한지 초지 시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되, 본 귀중본의 L* value는 약 77.25 ~ 

78.51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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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촉수 분석을 통한 복제본의 한지 기준 선정

•	발촉수에 대한 총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3개였음

•	따라서 발촉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경오원력 복제본에 사용될 한지는 12~14개 

범위의 발 촉수를 갖는 한지발로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복제용 한지 선정을 위한 초지 조건 제안

•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복제 대상 제작을 위한 한지의 기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하여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경오원력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두께 : 179± 16.4 ㎛

 - 평량 : 30.59 g/㎡

•	경오원력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의 백색도는 화학 표백제에 의한 표백은 실시하지 않고 일광유수 

표백 처리만 실시하여 제작하며 분석 결과 값 35.82±1.00%의 범위 내에서 초지할 것을 제안함

4)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초지 조건 공정 특성

섬유 배합비 국산 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증해 조건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방법의 잿물 또는 소다회 등을 사용하여 증해 할 것을 제안함

표백 방법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일광유수 표백을 권장함

고해 방법 타 고해에 의한 고해처리를 권장함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를 권장함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을 채택함으로서 한지의 제반 물리적 특성을 개선을 권장함

건조 방법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함

도침 한지의 밀도 및 인쇄성 개선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함

5) 복제용 한지 제작 시 고려조건

•	선덕십년월오성능범을 복제하기 위한 한지로서 두께 및 평량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권의 평균을 구한 아래의 결과 값에 의거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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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분석/염색능화지 

(1) 분석 목적 

•	표지 색상 분석

•	이 조사 작업에서는 초기 치자 등으로 염색된 한지표지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색된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원형의 표지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 원색 복원에 근거로 삼는다. 

(2) 분석 방법   

•	분석기기: NCS color Scan 2.0

•	분석조건: D65 + NCS Index - NCS 인덱스 오리지날(1950컬러) 

•	분석위치: 거의 대부분의 표지가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안정적이라 판단되는 위치를 측정

•	NCS(natural color system) : 1972년 스웨덴에서 발표, 노르웨이와 함께 국가 규격으로 채택 된 

자연색 바탕의 색체계로 주요 사용. 포인트의 색상을 평균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확보함

(3) 분석내용

•	표지의 현재 상태가 산화 및 기타 환경적/물리적인 영향으로 훼손이 된 상태이다.   

•	대상 유물 중 일부는 갈변과 상태변화가 심하여 상태조사가 어려운 유물도 있다. 

•	염색표지의 색상이 치자로만 염색된 색상으로 보기엔 다양한 색상의 특성을 나타낸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지의 샘플 염색을 진행하여 비교하였다.

표지 염색 색상 분석

    

•	경오원력의 발 촉수에 대한 총 평균값 결과를 사용하여 초지할 것을 제안함

 - 발 촉수 : (13 ±1)개

17. 표지 능화문양 분석 

•	이번사업에서는 지난 8차년도에 걸처 사업을 진행하며 제작된 능화판들이 다수, 다종의 판들이 

제작되어있는 것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대상의 표지가 만자문양을 

나타내고 있어, 문양의 사이즈를 조사하여 기존 사업에 제작되어 있는 만자문 능화판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기존 제작된 능화판 (만자문)  사업대상 유물의 표지 능화 사이즈 조사

사업대상유물 13책중 십칠사찬고금통요만을 제외하고 모두 만자문의 표지 능화문으로 되어있다.

이중 크게 두분류로 나눠서 기존의 제작된 능화판에서 규고목(奎古木) 6번과 4번을 결정하여 능화작업에 

사용하였다.

   대상 능화판  적 용 유 물 

규고목(奎古木) 6

문양사이즈 (1.8~2cm)

온궁사실 / 부역실총 / 태상지 乾,坤 / 태양통궤 / 태음통궤 / 오성통궤

선덕십년월오선능범 / 경오원력

규고목(奎古木) 4

문양사이즈 (2.5cm)
임인갱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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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상지 乾 뒤 / 온궁사실 2 |

표지 S202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84% 214 R 80% 204

G 71% 182 G 71% 180

B 54% 137 B 54% 138

L 74.30 a 6.93 b 26.11

| 부역실총 뒤 / 선덕십년월오성능범 |

표지 S306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74% 188 R 67% 171

G 49% 125 G 49% 124

B 12% 31 B 18% 45

L 55.13 a 20.48 b 52.97

| 임인갱채축 뒤 |

표지 S3040-Y1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74% 188 R 69% 176

G 58% 148 G 57% 146

B 29% 75 B 32% 81

L 61.7 a 10.52 b 41.36

| 태상지 乾 앞 |

표지 S4020-Y3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67% 170 R 63% 160

G 53% 135 G 53% 134

B 40% 101 B 40% 102

L 58.2 a 9.93 b 21.76

(4) 분석결과

표지의 색상조사에서는 모든 표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한권에서 앞뒤표지가 다를 경우도 따로 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 십칠사찬고금통요 / 임인갱재축 앞 |

표지 S402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66% 168 R 62% 158

G 53% 136 G 53% 135

B 38% 97 B 39% 99

L 57.94 a 7.80 b 23.90

|  태양통궤 / 태음통궤 /오성통궤 / 경오원력 |

표지 S305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75% 190 R 68% 174

G 52% 132 G 51% 131

B 21% 97 B 24% 62

L 57.98 a 17.56 b 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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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총 2차례에 걸쳐 작업공정별로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대상 유물이 1권을 제외하고 

모두 상태가 양호하며, 다른 형식의 유물이 포함되지 않아, 검토사항이 많지 않았다.1차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조사된 유물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논의하였고, 특히 온궁사실의 모사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물성분석 결과에 따른 한지,비단,능화판,꼰끈 등 

재료에 대한 검수 및 표지 염색의 색상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 제1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년 08월 13일(화요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의원 :   고 연 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모사관련) 

김 형 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교수, 한지)     

강 문 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관, 자료) 

천 주 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장황)      

•	회의 안건 : 조사 및 물성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작방안 결정.  

| 태상지 坤 앞/뒤 |

표지 S302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73% 186 R 69% 176

G 61% 155 G 60% 153

B 44% 113 B 45% 114

L 65.11 a 7.16 b 24.47

| 부역실총 앞 |

표지 S4040-Y3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65% 166 R 59% 151

G 44% 111 G 44% 111

B 23% 59 B 25% 64

L 50.49 a 17.74 b 35.07

| 온궁사실1 |

표지 S3040-Y3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75% 191 R 69% 175

G 51% 131 G 51% 130

B 29% 75 B 31% 79

L 58.35 a 17.87 b 37.12

| 온궁사실 3 |

표지 S205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85% 217 R 78% 200

G 61% 155 G 60% 154

B 27% 68 B 29% 75

L 66.97 a 17.83 b 49.55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210 211

제 2 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Ⅲ.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총 2차례에 걸쳐 작업공정별로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대상 유물이 1권을 제외하고 

모두 상태가 양호하며, 다른 형식의 유물이 포함되지 않아, 검토사항이 많지 않았다.1차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조사된 유물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논의하였고, 특히 온궁사실의 모사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물성분석 결과에 따른 한지,비단,능화판,꼰끈 등 

재료에 대한 검수 및 표지 염색의 색상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 제1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년 08월 13일(화요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의원 :   고 연 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모사관련) 

김 형 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교수, 한지)     

강 문 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관, 자료) 

천 주 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장황)      

•	회의 안건 : 조사 및 물성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작방안 결정.  

| 태상지 坤 앞/뒤 |

표지 S302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73% 186 R 69% 176

G 61% 155 G 60% 153

B 44% 113 B 45% 114

L 65.11 a 7.16 b 24.47

| 부역실총 앞 |

표지 S4040-Y3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65% 166 R 59% 151

G 44% 111 G 44% 111

B 23% 59 B 25% 64

L 50.49 a 17.74 b 35.07

| 온궁사실1 |

표지 S3040-Y3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R 75% 191 R 69% 175

G 51% 131 G 51% 130

B 29% 75 B 31% 79

L 58.35 a 17.87 b 37.12

| 온궁사실 3 |

표지 S2050-Y20R 

SRGB D65 2° Adobe RGB D6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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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7% 68 B 29% 75

L 66.97 a 17.83 b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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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꼰끈관련

현재 복제대상유물은 보수과정에서 교체된 것올 보이며, 사업에 적용할 끈의 형태는 전통방식으로 

3겹(가닥)으로 꼬아 제작한 후 소목과 홍화로 복합염을 진행하여, 대상유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작한다. 

2. 제2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년 01월 10일(금요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의원 :   김 형 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교수, 한지)     

천 주 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장황)      

•	회의 안건 : 표지 염색 및 온궁사실 모사그림의 검수. 

 대 상 유 물 내 용 결 정 사 항 

십칠사찬고금통요

훼손 및 사이즈 복원
•	현시점에서 유물의 원형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없어서 현재 유물의 사이

즈로 제작한다.

장서인 재현 •	본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일제 강점기이후 삭제.

표지의 재현

•	원표지는 삼베로 배접된 상태에서 훼손이 심하다. 이 형식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어서,한지로 제작하고 염색은 개장된 표지를 따른다

•	표지의 능화문은 문양이 없는 것으로 제작한다.

표지 염색 •	복합염을 사용하여 현재 표지와 유사하게 염색한다.

온궁사실 그림의 안료재현 

•	물성분석(XRF)을 통해 안료를 확인한다. 

•	흑화현상은 무조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보

관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으로 무조건적으로 연백이 흑화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	그림을 그리기 전 포수작업을 진행한다.

 대 상 유 물 내 용 결 정 사 항 

부역실총 충해에 의한 글자훼손 충해로 인해 글자의 손상된 부분은 집자하여 작업.

태상지 내지의 그림 선으로만 이뤄져 있어 글자와 동일한 제작방식으로 작업한다.

임인갱재축 훼손된 글자 내지의 한 부분 飛 (날비)는 동일한 글자를 찾아 집자한다.

오성통궤 먹의 번짐 원본과 동일하게 수정 없이 인쇄한다.

경오원력 내지 하단의 비인 원본과 동일하게 인쇄한다.

2) 회의안건

(1) 한지관련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한지는 크게 3가지의 두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사된 분석자료를 기초로 

한지를 제작하고, 동일한 서책에서 다양한 두께의 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복제본 제작 

시 원본의 책 두께를 확인하고, 한지의 두께를 고르게 배치하여 원본의 책의 두께를 맞춰 작업을 진행한다. 

한 지 두 께 대 상 유 물 

0.073 ~ 0.089 (mm) 태양통궤 / 태음통궤 / 오성통궤 / 경오원력 / 십년월오성능범

0.096 ~ 0.104 (mm) 십칠사고금통요 / 태상지 乾,坤 / 임인갱재축

0.115 ~ 0.137 (mm) 온궁사실 1,2,3 / 부역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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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사진 촬영  

이번 귀중본 복제사업에서는 규장각 측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전달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	촬 영 일 : 2019년 4월 12일 ~ 22일

•	촬영대상 : 2019년도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대상유물         

•	촬영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 촬영실

•	촬영장비 : Phase One P65+ ( Exposure: f/16  sec: 1/100    ISO: 100) 

2. 이미지 작업

1) 편집 및 보정원칙 

•	촬영된 데이터 상에서 글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베이스 부분은 모두 제거한다. 

•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후대에 찍힌 도장은 지운다.  

•	글자의 훼손이 있는 부분은 십칠사찬고금통요의 경우는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다른 복제      

대상 유물의 경우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집자를 통해 복원한다.

•	의도하지 않게 찍힌 부분들은 그대로 재현한다.

2) 회의방법

•	염색된 표지는 원본의 표지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온궁사실 그림도 원본과 실견하면서 비교 

확인하였다. 

3) 안건 및 결정사항 

논의 사항  논 의 결 과 

표지 염색 앞뒤 표지의 색상을 동일한 색상으로 일치시킨다. 

온궁사실 모사 검수 완료된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꼰끈 소목과 홍화로 염색된 끈을 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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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없고 후대에 부착된 첨지로 보여 제거하기로 하였다. 

    

글씨 없는 첨지 제거 - 태상지

•	일제 강점기 이후의 장서인은 모두 제거한다.

    

장서인 제거 – 일제강점기 이후

•	충해로 인해 훼손된 곳을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복원하였다. 

    

충해로 인한 글자 복원 – 부역실총

2) 본문편집 방법

 사이즈 변환 이미지 합침

연결부위 보정 바탕 제거 및 먹 추출

3) 상세편집 내용

사업 초반에 진행된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이미지편집 과정에서 그 회의결과를 기준으로 

각 유물별 작업이 진행되었다. 장서인의 삭제 및 충해로 인한 글자의 복원등이 포함되는 작업과정이다. 

•	일제 강점기 이후의 장서인은 모두 제거한다.

    

하단의 장서인 제거 - 온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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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피 벗기기 백피 유수표백   

•	잿물내리기 (육잿물) : 고춧대,메밀대,참나무대, 콩대를 태운 전통잿물을 사용하여 40 ~ 60℃ 

물로 잿물을 내린다. 닥나무의 섬유를 부드럽고 곱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잿물로 삶은 것은 티가 많으나 광택이 뛰어나고 섬유 분산이 좋은 반면 강도가 떨어지고 조롱이 

많이 생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섬유분해가 빨라진다.  

    

•	황촉규 : 뿌리에서 나온 점액이 한지의 섬유가 엉키지 않고 표면과 지합을 좋게하는 역할을 한다.

    

② 고해 

•	씻기와 햇볕쬐기 등의 과정을 마친 백피를 닥돌에 올려놓고 닥방망이로 40~60분 정도 두들겨서 

닥 섬유를 찧는다, 시간은 지종에 따라 다르나 두들긴 섬유 부피가 처음 백비보다 두배정도 

늘어나고 섬유가 튀어나갈 정도면 끝낸다. 섬유를 물에 풀어 보아 뿌옇게 분산되면 적당하다. 

두들기는 판은 돌판이나 나무판을 사용하는데 돌판은 평활한 판위에 원료를 늘어 놓고 닥방망이로 

좌우로 가지런하게 원료를 두드린다. 처음에는 수분없이 하다가 중간에 물을 주고 두드린다. 

3. 주요 재료 확보 

1) 한지제조 ( 신현세, 신현세한지 / 한지장 )

이번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에 사용되는 한지들은 사전에 물성분석을 통해 유물별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원본과 가장 유사한 한지를 선정하여 복제본 제작에 사용하였다. 2~3년 이상 묵은 한지 

중 이번 사업에 적합한 한지를 확보하여 작업에 일부 사용할 수 있었다. 유물별로 그 재질의 상황들이 

다르나, 자문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두께를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한지제작은 

전통방식을 따라 제작하였다. 

 고려항목 제작조건 

한지두께 (3종) 0.073~0.089mm / 0.096~0.104mm / 0.115mm~0.137mm

한지 재료 조건 1년생 국내산 닥 100%

표백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방법 열판건조

도침여부 도침함

크기

0.073~0.089mm  : 60cm x 93cm

0.096~0.104mm  : 60cm x 93cm

0.115~0.137mm  : 60cm x 93cm 

 한지 제작 과정 

① 원료

•	1년생 참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닥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채취하여 사용한다. 참닥나무는 표면이 녹색을 옅게 띈 갈색을 나타내며, 얼룩무늬가 보인다. 

외피 안쪽은 옅은 녹색을 띠고 표면은 대체적으로 매끈하나 일부 거친 느낌이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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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조 

•	한지를 뜬 후 충분한 시간동안 물빼기 과정을 거친 후 열판에 한 장씩 올려 붙이며 건조한다. 

⑤도침 

•	1차도침 : 말린 종이를 하루 전 물을 주어 눅눅하게 하여 다듬이질을 한다. 2장씩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반복 작업을 하였다. 완료된 종이는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	2차도침: 1차 도침된 종이를 다시 다듬질 한다. 이때는 다듬이질하고 5장을 뽑아서 다듬이질을 

반복한다.

•	이 작업을 10회 이상을 진행하였다.

③ 한지뜨기 (외발뜨기)

•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초지 방법이다. 외발은 전후 좌우로 물을 흘려보내 닥 섬유가 서로 

엇갈리게 결합함으로 인장력이 뛰어난 종이를 만들 수 있다. 외발은 외곽에 발틀 턱이 없는 평평한 

상태이므로 발 틈 사이로 무링 빠져나가는 것보다 외곽으로 흘려 보내는 양이 더 많아 섬유질이 

발에 안착되는 시간이 적게든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섬유 질 방향도 결정되므로 종이 

표면을 잘 살펴보면 섬유와 대살의 방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외발뜨기는 섬유가 우물 정(丼)자 

모양으로 얾혀 질기고 강한 종이를 만들 수 있다. 

흘림뜨기 (음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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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색진행 과정

한지에 염료를 반복적으로 바르면서 색상을 맞춰 나갔다. 건조 후 색상조사표와 비교하며,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 까지 지속적으로 작업을 반복하였다.

배접하며 염료 바르기 붓으로 염료 바르기 치자염색  후 오리염색

치 자 염 색 오리나무 1번 염색 오리나무 2번 염색

•	치자염색의 산성도 : 8~10ph /오리와 도토리염색의 산성도 : １１~1２ph 

•	염색을 완료한 한지는 배접을 한 후 건조 판에 건조시킨다.

    

2) 한지 염색(김권영, 정일표구사)

이번 사업대상 유물들은 표지의 색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사전 물성조사 자료를 기초로 염료를 

결정하고 유물별로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1) 유물별 염료 

염색을 위해 대상유물을 직접 조사하여 현재 바랜 정도를 확인한 후, 변색이전의 색상을 유추하여 

염색을 진행하였다. 전통방식의 염색법으로 한지를 염색하였다.  

색 상 염 료 적용 대상 유물 

노랑색, 황색 오리/도토리/치자 사업대상유물

    

유물별 표지의 색상이 달라서 현 상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색상 범위 안에서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추가, 반복 작업을 통해 한지 염색을 진행하였다. 치자만 사용할 경우 색상이 생견하여 복합염을 통해 

색상을 맞춰 나갔다.

치 자 오 리 도 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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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별 표지의 색상이 달라서 현 상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색상 범위 안에서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추가, 반복 작업을 통해 한지 염색을 진행하였다. 치자만 사용할 경우 색상이 생견하여 복합염을 통해 

색상을 맞춰 나갔다.

치 자 오 리 도 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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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꼰끈 제작

유물의 현재 적용된 꼰끈은 원본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따라 홍색 

3겹 꼰끈으로 제작한다. 

재료준비 실정련하기 소목 염액추출

염 액 건 조 완 성 

•	염색이 완료된 실을 합사하여 3가닥을 만들어, 각 가닥을 왼편으로 꼬아준다. 왼편으로 꼬은 

3가닥을 다시 하나로 모아 오른편으로 되게 꼬아준다. 꼰 실을 실패에 옮겨 증기를 쬐어서 꼬임을 

고정시킨다.  

    

3) 전통먹 제작 (한상묵,전통먹장인 )

•	글자의 인쇄방식에 따라 송연먹과 유연먹으로 나눠서 인쇄를 진행하기로 하여, 별도로 인쇄용 

먹을 제작하였다.  

•	소나무뿌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송연먹과, 유채꽃이나 콩,동백 등을 태워 제작하는 유연먹을 

제작함 송연 먹은 소나무뿌리를 전통가마에서 10일간 600℃정의 온도로 불완전 연소시켜 

나오는 그을음을 포집하여 만든다. 약 400kg의 소나무뿌리를 태워 10kg 정도의 그을음을 얻을 

수 있다. 

전통 가마를 이용하여 송연먹의 재료인 그을음을 확보함

•	채취한 송연먹 그을음을 이용하여 인쇄용 먹을 제작하기 위해서 피마자유와 물엿 등을 섞어 

적절한  점도가 될 때 까지 반죽을 반복하여 제작하였다. 

완성된 송연먹과 유연먹 

•	인쇄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먹을 구분하여 인쇄에 적용한다. 

 - 활자본: 유연먹 / 목판본: 송연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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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

1) 인쇄 작업 

•	이미지편집이 완료된 파일을 레이져 CTP출력기를 이용하여 인쇄용 플레이트를 제작한다. 

•	낱장으로 인쇄를 진행하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교정기를 이용하여 인쇄 작업을 진행했다. 

알루미늄 판 준비 플레이트판 현상 

플레이트판 준비 인쇄용 먹

한지인쇄 표지인쇄

5) 꼰끈 제작완료 

제작 완료된 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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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황 (차병갑: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 824호 / 김권영 :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22호) 

검수완료 된 내지는 칼선에 맞게 재단한 후 판심에 맞춰 접어준다. 접은 내지는 순서대로 모아 

지끈으로 고정 시킨 후 최종적으로 재단작업을 한 후 표지를 붙여 완성한다.  

내지 접기 한지심 박기

표지 접기 재 단

표지 재단 주실 묶기

2) 한지 인쇄물 검수 

(1) 내지 인쇄물 검수 

인쇄 농도 및 오타 또는 획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과 함께 비교하며 인쇄 결과물을 하나씩 

모두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 수 담 당  김명재,박유정 

검 수 기 간 2020년 01월 05일 ~06일  

(2) 검수내용

날 짜 검수 대상 
보완내용

편집수정 농도 오염제거 

01월 05일 대상유물 9책 8 0 0

01월 06일 대상유물 4책 0 0 0

합 계 8 0 0

① 인쇄된 내용은 원본을 비교하여 먹 농도와 글자의 선명도를 비교한다. 

②   귀중도서 13책의 내용과 대조하여 광각선의 크기,글자크기,훼손,뭉게짐,접힘 등을 비교 

확인한다.

③ 훼손이 많은 글자의 경우 도서 다른 페이지의 글자로 집자하였다. 

    

1차,2차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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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궁사실(溫宮事實)』의 회화 모사 

『온궁사실』의 회화 특징

정조 연간의 1796년에 제작한 『온궁사실(溫宮事實)』에는 온양 행궁을 보여주는 회화 두 점이 있는데, 

<온천행궁도(溫泉行宮圖)>, <영괴대도(靈槐臺圖)>이다. <온천행궁도>는 1796년 당시 온양 행궁의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궁전 담장인 궁장을 내외 이중으로 둘러 국왕과 아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내궁장 

중앙에 왕과 왕비의 숙소인 내정전과 국사를 논하는 외정전이 있고, 그 바로 옆의 온천에는 온천수가 

솟아 나오는 온정(溫井)을 가운데 둔 탕실이 있다. 탕실 좌우로 2개의 욕실을 두고 각 욕실에는 온천욕 

후에 휴식하며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돌과 서늘한 양방(凉房)을 두었다. <영괴대도>는 전도와 단으로 

쌓아 올린 영괴대 위에 울창한 회화나무 세 그루가 묘사되어 있다.1) 

『온궁사실』의 두 회화는 실제 온양 행궁과 영괴대의 구조 및 형태를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록화의 종류이다. 화원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이며 건물, 궁장은 자를 사용한 

계화(界畵), 산은 피마준(披麻皴), 나무는 개자점(个字点)을 사용했다. 채색의 재료는 전통 안료로 추정되며 

왕실에 소속된 화원들이 전통적으로 계승 및 사용한 안료 및 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온천행궁도 영괴대도

1)    정은주, “조선국왕의 건강 나들이 온행(溫幸)”, 세계일보, 2017. 04. 08.

6. 귀중도서 완성본

귀중도서 13책의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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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마준(披麻皴): 산에 실 같은 선의 주름을 그려 입체감을 나타내는 화법

[온천행궁도]의 피마준 [영괴대도]의 피마준

     

「정리의궤」의 피마준

(3) 개자점(个字点): 잎을‘개(个)’자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는 묘사법

[온천행궁도]의 개자점 [영괴대도]의 개자점

『온궁사실』 속 회화를 선과 안료, 채색 기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온궁사실』을 제작한 다음해인 정조대 1797년의 『정리의궤(整理儀軌)』2) 회화에서도 『온궁사실』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1) 선

『온궁사실』속 회화 선의 종류는 크게 건축물과 자연물의 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 궁장 등의 

건축물은 자를 사용해서 그은 계화 계통의 선, 산과 나무는 전통 회화의 준법과 수지법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리고 동시대 제작한 『정리의궤』의 회화에서 『온궁사실』과 공통되는 선 부분을 비교한다. 

(1) 계화(界畵): 자를 사용하여 곧게 그은 직선

[온천행궁도]의 계화 [영괴대도]의 계화

「정리의궤」의 계화

2)    한글본 「정리의궤」(원이름은 ‘뎡니의궤’)는 ‘현륭원 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등을 한글로 종합 정리한 의궤로 

국내에는 없는 판본(板本)이다. 현존 한글의궤 중 가장 이른 연대의 의궤로 추정된다. 총 48책 중 13책만 현존하고, 12책이 

국립동양어대학 언어문명도서관에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채색본 「정리의궤(성역도) 39」는 화성행궁도 등 수원

화성 주요 시설물과 행사 관련 채색 그림 43장, 한글로 적은 축성(築城) 주요일지 12장 등 총 55장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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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마준(披麻皴): 산에 실 같은 선의 주름을 그려 입체감을 나타내는 화법

[온천행궁도]의 피마준 [영괴대도]의 피마준

     

「정리의궤」의 피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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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주요 시설물과 행사 관련 채색 그림 43장, 한글로 적은 축성(築城) 주요일지 12장 등 총 55장으로 구성돼 있다.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234 235

제 2 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2) 안료

『온궁사실』의 회화에 사용한 색은 크게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적색 문은 진사(辰砂) 초가 지붕의 황색은 등황(藤黃), 산의 청색은 등황과 쪽, 건물의 푸른 지붕은 

쪽과 연백(鉛白), 영괴대 등의 백색은 연백이다. 

[온천행궁도] 부분 [영괴대도] 부분

[온천행궁도]의 산 [영괴대도]의 회화나무

한 가지 안료만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안료를 혼합하여 혼색을 제조했다. 예를 

들면 산과 회화나무 부분의 채색은 경우 유기안료인 등황과 쪽을 혼합하여 혼색을 사용했다.

     

「정리의궤」의 개자점

(4) 묵서 : 관서기록화의 공통적인 해서체

     

[온천행궁도]의 묵서

     

[영괴대도]의 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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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료

『온궁사실』의 회화에 사용한 색은 크게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적색 문은 진사(辰砂) 초가 지붕의 황색은 등황(藤黃), 산의 청색은 등황과 쪽, 건물의 푸른 지붕은 

쪽과 연백(鉛白), 영괴대 등의 백색은 연백이다. 

[온천행궁도] 부분 [영괴대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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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산과 회화나무 부분의 채색은 경우 유기안료인 등황과 쪽을 혼합하여 혼색을 사용했다.

     

「정리의궤」의 개자점

(4) 묵서 : 관서기록화의 공통적인 해서체

     

[온천행궁도]의 묵서

     

[영괴대도]의 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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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림법 : 물을 사용하여 붓자국 없이 채색하는 기법

[온천행궁도]의 바림법 [영괴대도]의 바림법

     

「정리의궤」의 바림법

8. 『온궁사실(溫宮事實)』의 회화 모사 과정

『온궁사실』의 회화 부분 외 묵서는 영인의 방법으로 복제한다. 그리나 회화 부분은 안료로 채색되어 

있어, 영인으로 복제한다면 안료 자체의 재질감, 색감을 살려내기 어렵다. 따라서 『온궁사실』의 회화는 

실제 먹으로 선을 긋고 원본의 안료로 채색하여, 화원이 실제 제작한 것처럼 재현해 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 아래와 같다.

| 그림 4 |  『온궁사실』의 회화 모사 과정

원본조사

•	실측조사

•	XRF 분석

•	현미경 촬영

시안 및 색표

•	바탕재 처리

•	시안 제작

•	색표 제작

선과 채색

•	선 긋기

•	부분 채색

•	세부 묘사

검수 과정

•	원본 비교

•	수정보강

•	모사본 완성

� � �

3) 채색 기법

『온궁사실』 회화의 채색 기법은 구륵법과 바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 궁장 등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구륵법으로, 산과 바탕 부분은 바림법으로 채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시대 제작한 

『정리의궤』의 회화에서도 『온궁사실』과 공통되는 채색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1) 구륵법 : 외곽선 안에 색을 채워 넣는 기법, 기록화의 기본 채색 기법

[온천행궁도]의 구륵법 [영괴대도]의 구륵법

     

「정리의궤」의 구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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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림법 : 물을 사용하여 붓자국 없이 채색하는 기법

[온천행궁도]의 바림법 [영괴대도]의 바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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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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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들은 구륵법으로, 산과 바탕 부분은 바림법으로 채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시대 제작한 

『정리의궤』의 회화에서도 『온궁사실』과 공통되는 채색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1) 구륵법 : 외곽선 안에 색을 채워 넣는 기법, 기록화의 기본 채색 기법

[온천행궁도]의 구륵법 [영괴대도]의 구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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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온궁사실』 <온천행궁도>의 XRF, 현미경 및 추정안료표

번호 색 XRF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1 바탕 · ·

2 묵서(흑색) · 먹

3 산(녹색) Fe 대자, 등황, 쪽

4 산(갈색) Fe 대자

5 건물(백색) Pb 연백

6 지붕(청색) Pb, Cu 연백, 석청

7 벽(훈색) Pb 연백, 연단

8 벽(흑색) Pb 연백, 연단

9 지붕(황색) · 등황

10 창(녹색) Pb 연백, 등황, 쪽

11 문(적색) Hg 진사

12 배경(녹색) · 등황, 쪽

13 담(황색) Pb, Fe 연백, 대자

『온궁사실』 회화의 모사본은 원본과 같은 원형 복원 모사 방향으로 제작한다. 최대한 원본과 같도록 

선을 연구하여 전통 한지에 초를 긋는다. 채색은 원본을 과학적인 방법인 XRF(X-ray fluorescence)로 

조사 및 분석하여, 원본과 같은 전통 안료를 선택한다. 그리고 원본의 채색 기법을 그대로 살려 모사본의 

채색을 한다. 원본과 모사본을 비교하여 보완 및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검수를 받아 완성한다. 

1) 원본조사 : XRF분석과 현미경 조사를 통해 원본의 안료를 추정한다.

XRF분석 현미경조사

『온궁사실』 <온천행궁도>의 XRF, 현미경 조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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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온궁사실』 <온천행궁도>의 XRF, 현미경 및 추정안료표

번호 색 XRF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1 바탕 · ·

2 묵서(흑색) · 먹

3 산(녹색) Fe 대자, 등황, 쪽

4 산(갈색) Fe 대자

5 건물(백색) Pb 연백

6 지붕(청색) Pb, Cu 연백, 석청

7 벽(훈색) Pb 연백, 연단

8 벽(흑색) Pb 연백, 연단

9 지붕(황색) · 등황

10 창(녹색) Pb 연백, 등황, 쪽

11 문(적색) Hg 진사

12 배경(녹색) · 등황, 쪽

13 담(황색) Pb, Fe 연백, 대자

『온궁사실』 회화의 모사본은 원본과 같은 원형 복원 모사 방향으로 제작한다. 최대한 원본과 같도록 

선을 연구하여 전통 한지에 초를 긋는다. 채색은 원본을 과학적인 방법인 XRF(X-ray fluorescence)로 

조사 및 분석하여, 원본과 같은 전통 안료를 선택한다. 그리고 원본의 채색 기법을 그대로 살려 모사본의 

채색을 한다. 원본과 모사본을 비교하여 보완 및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검수를 받아 완성한다. 

1) 원본조사 : XRF분석과 현미경 조사를 통해 원본의 안료를 추정한다.

XRF분석 현미경조사

『온궁사실』 <온천행궁도>의 XRF, 현미경 조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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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온궁사실』 <영괴대도>의 XRF, 현미경 및 추정안료표

번호 색 XRF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1 바탕(갈색) · ·

2 묵서(흑색) · 먹

3 나뭇잎(녹색) · 등황, 쪽 

4 나무기둥(갈색) Fe 대자, 쪽

5 영괴대(녹색) · 등황, 쪽

6 벽(백색) Pb 연백

7 지붕(청색) Pb, Cu 연백, 석청

8 문(적색) Hg 진사

9 담(황색) Pb, Fe 연백, 대자

10 표석(백색) Pb 연백

11 산(녹색) Fe 대자, 등황, 쪽

12 산(갈색) Fe 대자

번호 색 XRF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14 창(녹색) Pb 연백, 등황, 쪽

15 나무(녹색) · 등황, 쪽

16 표석(백색) Pb 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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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색표 비교

2) 시안 및 색표 제작

(1) 바탕재 처리 : 원본과 같은 바탕재 처리를 전통 한지에 적용한다.

(2) 시안 및 색표 제작 :   XRF분석과 현미경 조사를 바탕으로 시안과 색표를 제작 후 원본과 비교한다.

[온천행궁도] 시안

    

[영괴대도] 시안

색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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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

원본과 같은 바탕재 처리를 한 전통 한지에 선을 긋는다.

모사본 선 긋기 과정

(1) 계화(界畵): 자를 사용하여 곧게 그은 직선 

[온천행궁도]의 계화 모사

    

[영괴대도]의 계화 모사

(2) 피마준(披麻皴): 산에 실 같은 선의 주름을 그려 입체감을 나타내는 화법

[온천행궁도]의 피마준 모사

    

[영괴대도]의 피마준 모사

(3) 개자점(个字点): 잎을‘개(个)’자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는 묘사법

[온천행궁도]의 개자점 모사

    

[영괴대도]의 개자점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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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행궁도]의 청색 모사

    

[영괴대도]의 청색 모사

[온천행궁도]의 백색 모사

    

[영괴대도]의 백색 모사

(2) 바림법: 물을 사용하여 붓자국 없이 채색하는 기법 

[온천행궁도]의 바림법 모사

    

[영괴대도]의 바림법 모사

4) 채색

안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본과 같은 안료 및 채색 기법으로 채색한다.

(1) 구륵법: 외곽선 안에 색을 채워 넣는 기법, 기록화의 기본 채색 기법

[온천행궁도]의 적색 모사

    

[영괴대도]의 적색 모사

[온천행궁도]의 황색 모사

    

[영괴대도]의 황색 모사

[온천행궁도]의 녹색 모사

    

[영괴대도]의 녹색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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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옆에 놓고 모사본을 수정한다. 원본과 색이 다른 부분을 안료를 추가하여 채색한다. 원본에 

비해 색이 약한 부분은 같은 색을 더 칠해 원본과 맞춰 색맞춤 과정을 완료한다. 

모사본 수정 및 보완

5) 원본 비교 및 검수

원본과 모사본을 비교하는 검수 과정을 거쳐 수정한다.

(1) 1차 원본 비교

원본과 모사본을 비교하며 다른 부분을 대조한다. 건축물, 산, 나무 등 선과 채색의 정도를 원본과 

비교한다. 

1차 원본과 모사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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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성

수정한 부분에 대해 검수를 다시 진행 후, 완성한다.

모사본 수정 및 보완

(2) 2차 원본 비교

1차 원본 비교한 색맞춤본을 기준으로 모사본 정본을 다시 제작한다. 이 모사본 정본을 원본과 다시 

비교한다. 2차 원본 비교를 통해 원본과 같도록 모사본 정본을 수정 및 보완한다. 원본을 바로 옆에 놓고 

채색을 보완하므로 원본과 같은 모사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규장각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완성도 높은 모사본 제작이 가능한 환경이다.

2차 원본과 모사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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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은 한지제작에 전통방식 그대로 제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가지불과 적용할 수 있는 한지의 제작 사업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인 한지의 공급을 통해 

유물과 가까운 한지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제본 제작에 참여하는 장인분들,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재료들 또한 비용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합당한 단가를 제공하면 장인들도 그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우릴 것이고 그 결과로 

더 좋은 재료들을 공급받아 복제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발주처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자사와 같은 업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하며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민해야 본 사업과 같은 복제사업이 지속되고 그 중요성도 많이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도움을 주신 발주처 및 기타 장인분들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Ⅴ. 사업자 제언 

이번 사업은 9년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규장각의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이다. 올해의 

대상유물은 다른 년차의 사업에 비하여 1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서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형식의 유물이 포함되어 다양한 방법적인 고민이 필요했던 사업과는 다르게 좀 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한지의 재현부분이다. 원본과 동일한 한지를 제작하는 

과제가 항상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상반되는 고민이 발생한다. 원본의 한지가 너무 좋아서 

동일하게 제작하기 어렵고, 또 반대로 너무 좋지 않은 상태의 한지를 똑같이 재현하기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항상 복제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고민이며, 어려움이 한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현재 많은 

한지장인들이 한지를 제작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유물의 복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한지는 일부에 

불과하다. 

동일한 닥의 재료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지를 제작하여도, 결과물로 만들어진 한지는 만드는 

장인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는 않은거 같다. 오랜 기간 복제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지장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유대관계를 

쌓아가며서 조금씩 얻어내는 정보로 그 차이를 조금은 알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한지 장인들은 본인들만의 재료의 수급과 방법이 있어 외부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았고, 

본인들 만의 방법, 다시 말해 노하우들이 있었고 그게 재료 또는 초지방법의 차이가 있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발전되면서, 그리고 한지제작의 목적성에 따라 

오늘날의 한지는 예전의 한지에 비해 너무 깨끗하고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너무 한지를 깨끗하고 고르게 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재현을 하지 못하는 한지도 많고 도침에 

있어서는 그 기술또한 전수되지 않았기에 의궤나 기타 유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한지등은 아직도 

재현의 방법 또한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한지를 재현하여 사업에 적용하는 복제본 사업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초지법을 확인하고 정밀장비를 사용하여 물성분석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여 한지제작에 적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비파괴분석이라는 기준안에서는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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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목판의 결판 부분(총 8면 중 2면 결판)을 복각하여 완질판으로 보완

•	목판으로만 소장하고 있던 곤여전도의 온전한 인출본을 소장자료로 확보하여 전시·연구 등에 

활용 및 보존·관리

•	목판 제작 및 세척, 인출, 채색 등과 관련된 전통 기술의 재현·계승

2) 사업대상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곤여전도 목판

•	대상 문화재 : 보물 제882호 곤여전도 (목판 3점)

주관사업자

운봉서각원

사업기간

2019년 5월 23일 ~ 

2020년 1월 10일

곤여전도 목판 인출 사업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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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	곤여전도 결판 1점 2면의 목판 복원 제작(판하본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등 타기관 소장본 참고)

•	복원판을 포함하여 목판 4점 8면에 대한 인출(총 5부)

•	인출본 5부 중 1부에 채색작업

•	목판 인출에 관한 일체사항

 - 재료 수급(목재, 한지, 송연먹, 안료 등) 

 - 목판 제작(수종 분석, 목재 건조, 제재, 판각, 틀 제작 및 고정, 먹물 취색 등)

 - 목판 인출(목판 세척 작업 포함)

 - 채색

 - 사전 조사, 자문회의, 검수, 사진 촬영, 보고서 작성 등

•	정해진 하자보수 기간 내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참여인력

1)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정 제 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 전문위원 역사학,고문서

박    순 前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전문연구원 목판

양 윤 정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지리학

조 계 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지학

2) 인력현황

성  명 소속부서 직 책 담당업무 비   고

박영덕 운봉서각원 대표
목판 제작, 

인출 및 총괄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8호 보은각자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이수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6673호)

박해원 ˝ 전승자
목판 세척,

인출 보조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7028호)

박지원 ˝ 전승자
목판 세척,

인출 보조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9738호)

※ 상기 판면은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 부분으로, 규장각에 인출본 미소장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병풍

※ 제1폭·8폭(설명문 부분)의 목판이 현존하지 않아 복각 추진  

벨기에의 예수회 선교사 남회인(南懷仁: Ferdinand Verviest, 1623~1688)이 제작한  『곤여전도(坤輿全圖)』를 조선

에서 중간(重刊)하기 위해 1860년(철종 11)에 만든 지도 판목이다. 『곤여전도』는 모두 8면으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로, 

1674년(강희 13)에 중국 북경에서 초판이 제작되었고 1856년에 광동(廣東)에서 재판이 간행되었다. 

규장각 소장 목판은 광동본을 수입하여 다시 제작한 것이다. 원래의 목판은 총 4점으로 구성되었고, 각 목판마다 앞·뒤 

양면에 지도가 새겨져 있었는데, 현재 규장각에 3점이 소장되어 있다. 목판 1점의 크기는 가로 68.7㎝, 세로 177.5㎝

이고, 지도부분은 가로 51㎝, 세로 144㎝이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조선후기 지도 판각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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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예수회 선교사 남회인(南懷仁: Ferdinand Verviest, 1623~1688)이 제작한  『곤여전도(坤輿全圖)』를 조선

에서 중간(重刊)하기 위해 1860년(철종 11)에 만든 지도 판목이다. 『곤여전도』는 모두 8면으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로, 

1674년(강희 13)에 중국 북경에서 초판이 제작되었고 1856년에 광동(廣東)에서 재판이 간행되었다. 

규장각 소장 목판은 광동본을 수입하여 다시 제작한 것이다. 원래의 목판은 총 4점으로 구성되었고, 각 목판마다 앞·뒤 

양면에 지도가 새겨져 있었는데, 현재 규장각에 3점이 소장되어 있다. 목판 1점의 크기는 가로 68.7㎝, 세로 177.5㎝

이고, 지도부분은 가로 51㎝, 세로 144㎝이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조선후기 지도 판각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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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해 요소를 더하였으며, 왕의 명령에 의해 영의정이 주관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가 모사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에서 서양지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2)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해준 서양의 종교, 윤리,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 조선에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해 

수용되었으며, 특히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새로운 이념과 학문으로서 실학과 함께 이를 받아들였다. 그 

중에서도 서구식 세계지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와 같은 관심은 18세기까지 이어졌다.

조선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서구식 세계지도는 《곤여전도(坤輿全圖)》이다. 《곤여전도》는 1674년에 

벨기에 출신 선교사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1623~1688)가 제작한 

지도이다. 《곤여전도》가 조선에 전래된 경위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곤여전도》 1폭과 8폭에 

수록된 『곤여도설(坤輿圖說)』은 1720년 10월 24일 蘇琳(Joseph Suarez,1656~1736)과 독일 선교사 

費隱(Xavier Ehrenbert Fridelli, 1673~1743)이 법화사를 방문하여 이기지 일행에게 전달한 전별선물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이기지, 『일암연기』 권 4, 1720년 10월 24일).3) 

『곤여도설』은 1672년 페르비스트가 저술한 지리서로, 상권에는 곤여(坤與)에서 인물에 이르기까지 

15조항으로 구성된 지리 통설이 기술되어 있고 하권에는 오대주(五大洲) 각국의 풍토·인정·명승 등에 

관한 인문지리 내용과 사해총설(四海總說), 해상(海狀)·해족(海族)·해산(海産)·해선(海船) 등 해양지리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익(李瀷)의 『성호사설(星湖塞說)』과 이규경(李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곤여도설』이 언급되어 있듯이, 『곤여도설』은 18세기 이후 조선사회가 중화사상에서 벗어난 세계관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1721년 책봉주청사(冊封奏請使)의 일원으로 사행(使行)의 일지를 기록하는 

서장관(書狀官)이었던 유척기(兪拓基, 1691~1767)의 『연행록』 제 2권에 의하면, 《곤여전도》는 1722년에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761년 이상봉의 『북원록』에 따르면, 그는 북경 천주당 서쪽 벽에 

붙은 《곤여전도》를 보았고, 『곤여도설』 2책을 얻어 도설에 대한 주기를 상세하게 『북원록』에 전재하였다.4) 

이를 통해 《곤여전도》가 18세기에 조선에 전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 북경 천주당과 

선교사들을 통해 접한 서학 관련 저서와 지도, 그리고 지리 지식은 조선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곤여전도》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의 《직방외기(職方外紀)》, 

롱고바르디(Nicolas Longobardi, 1559-1654)의 《지진해(地震解)》, 우르시스 (Sabatino de Ursis，1575-

1620)의 《표도설(標度說)》 등 명말 청초에 중국에서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제작된 지도 및 지리서와 함께 

1648년 네델란드인 지도제작자 요안 블라외(Joan Blaeu, 1596-1673)가 제작한 《신세계전도(Nova 

totius terrarum orbis tabula)》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17세기 유럽 선교사의 세계지리에 관한 

지식 축적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풍부한 천문, 지리학적 정보를 도설과 함께 설명한 세계지도이자 

동서교류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5) 《곤여전도》는 평사도법(平射圖法)을 사용하여 구대륙과 

2)    양보경·양윤정·이명희, 2016, 고지도와 천문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pp.46~47.

3)    정은주, 2014, 18세기 연행으로 접한 청조 문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Vol.0 No.85, p. 228.

4)    정은주, 앞의 논문, p.228.

5)    서윤정, 2019, 조선후기 채색필사본 병풍 〈곤여만국전도〉와 〈곤여전도〉의 동물 삽화: 지식과 도상의 전승과 변용, 

美術史學硏究 Vol.303 No.303, p. 147.

성  명 소속부서 직 책 담당업무 비   고

박성원 ˝ 전승자
목판 세척,

인출 보조

복종선 우정목공예 대표
곤여전도

판목 제작

•	문화재수리기능자 소목수(5969호)

* 2015년도 곤여전도 목판 수리복원사업 참여

임남수 영남대학교
교수

책임연구원
모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1405030861Ⅴ

정두희 영남대학교
조교수

공동연구원
모사 •	문화재수리기능자 모사공(007914)

장성우 장지방 대표 한지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기능 전수교육조교

한상묵 취묵향공방 대표 송연먹 •	전통먹 숙련기술전수자

안경구 성원제재소 대표
목판용

목재 공급

3) [논고] 조선후기 서구식 세계지도의 제작과 세계관의 다양화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조선에 처음 소개된 서구식 세계지도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로, 중국에서 제작된 다음해인 1603년 조선에 도입되었다.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소속 선교사이자, 천문·지리·수학·과학·미술·인문학·어학 등 다방면의 학식을 

갖추고 있는 학자로 명말(明末) 천주교 중국 선교의 개척자이며 동서문화 교류의 선구자였다. 1582년 중국에 

온 그는 1584년 자오칭[肇慶]에서 왕반(王泮)으로부터 지도제작을 의뢰받아 《산해여지전도(山海輿地全圖)》를 

제작한 이후 무려 십여 종의 세계지도를 간행하였으며, 1602년에는 6폭의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고, 

1603년에는 판목 8매를 1조로 한 대형의 세계지도인 《양의현람도(兩儀玄覽圖)》를 제작하였다.1) 1610년(선조 

39)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허균(許筠, 1567~1618)이 마테오리치의 지도를 가지고 왔으나(柳夢寅, 

於于野談, 卷2), 현재 국내에는 북경판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603년 《곤여만국전도》를 참조하여 

풍응경(馮應京)·이응시(李應韶)가 제작한 《양의현람도》가 현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회입 《곤여만국전도(보물 849호)》는 1708년(숙종 34)에 

숙종의 명으로 제작된 지도로, 영의정 최석정(崔錫鼎)과 이국화(李國華), 유우창(柳遇昌)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도는 목판본인 《곤여만국전도》를 필사본 채색지도로 모사한 것으로, 원본에 없는 그림을 

1)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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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해 요소를 더하였으며, 왕의 명령에 의해 영의정이 주관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가 모사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에서 서양지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2)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해준 서양의 종교, 윤리,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 조선에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해 

수용되었으며, 특히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새로운 이념과 학문으로서 실학과 함께 이를 받아들였다. 그 

중에서도 서구식 세계지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와 같은 관심은 18세기까지 이어졌다.

조선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서구식 세계지도는 《곤여전도(坤輿全圖)》이다. 《곤여전도》는 1674년에 

벨기에 출신 선교사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1623~1688)가 제작한 

지도이다. 《곤여전도》가 조선에 전래된 경위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곤여전도》 1폭과 8폭에 

수록된 『곤여도설(坤輿圖說)』은 1720년 10월 24일 蘇琳(Joseph Suarez,1656~1736)과 독일 선교사 

費隱(Xavier Ehrenbert Fridelli, 1673~1743)이 법화사를 방문하여 이기지 일행에게 전달한 전별선물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이기지, 『일암연기』 권 4, 1720년 10월 24일).3) 

『곤여도설』은 1672년 페르비스트가 저술한 지리서로, 상권에는 곤여(坤與)에서 인물에 이르기까지 

15조항으로 구성된 지리 통설이 기술되어 있고 하권에는 오대주(五大洲) 각국의 풍토·인정·명승 등에 

관한 인문지리 내용과 사해총설(四海總說), 해상(海狀)·해족(海族)·해산(海産)·해선(海船) 등 해양지리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익(李瀷)의 『성호사설(星湖塞說)』과 이규경(李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곤여도설』이 언급되어 있듯이, 『곤여도설』은 18세기 이후 조선사회가 중화사상에서 벗어난 세계관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1721년 책봉주청사(冊封奏請使)의 일원으로 사행(使行)의 일지를 기록하는 

서장관(書狀官)이었던 유척기(兪拓基, 1691~1767)의 『연행록』 제 2권에 의하면, 《곤여전도》는 1722년에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761년 이상봉의 『북원록』에 따르면, 그는 북경 천주당 서쪽 벽에 

붙은 《곤여전도》를 보았고, 『곤여도설』 2책을 얻어 도설에 대한 주기를 상세하게 『북원록』에 전재하였다.4) 

이를 통해 《곤여전도》가 18세기에 조선에 전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 북경 천주당과 

선교사들을 통해 접한 서학 관련 저서와 지도, 그리고 지리 지식은 조선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곤여전도》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의 《직방외기(職方外紀)》, 

롱고바르디(Nicolas Longobardi, 1559-1654)의 《지진해(地震解)》, 우르시스 (Sabatino de Ursis，1575-

1620)의 《표도설(標度說)》 등 명말 청초에 중국에서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제작된 지도 및 지리서와 함께 

1648년 네델란드인 지도제작자 요안 블라외(Joan Blaeu, 1596-1673)가 제작한 《신세계전도(Nova 

totius terrarum orbis tabula)》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17세기 유럽 선교사의 세계지리에 관한 

지식 축적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풍부한 천문, 지리학적 정보를 도설과 함께 설명한 세계지도이자 

동서교류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5) 《곤여전도》는 평사도법(平射圖法)을 사용하여 구대륙과 

2)    양보경·양윤정·이명희, 2016, 고지도와 천문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pp.46~47.

3)    정은주, 2014, 18세기 연행으로 접한 청조 문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Vol.0 No.85, p. 228.

4)    정은주, 앞의 논문, p.228.

5)    서윤정, 2019, 조선후기 채색필사본 병풍 〈곤여만국전도〉와 〈곤여전도〉의 동물 삽화: 지식과 도상의 전승과 변용, 

美術史學硏究 Vol.303 No.303,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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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고] 조선후기 서구식 세계지도의 제작과 세계관의 다양화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조선에 처음 소개된 서구식 세계지도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로, 중국에서 제작된 다음해인 1603년 조선에 도입되었다.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소속 선교사이자, 천문·지리·수학·과학·미술·인문학·어학 등 다방면의 학식을 

갖추고 있는 학자로 명말(明末) 천주교 중국 선교의 개척자이며 동서문화 교류의 선구자였다. 1582년 중국에 

온 그는 1584년 자오칭[肇慶]에서 왕반(王泮)으로부터 지도제작을 의뢰받아 《산해여지전도(山海輿地全圖)》를 

제작한 이후 무려 십여 종의 세계지도를 간행하였으며, 1602년에는 6폭의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고, 

1603년에는 판목 8매를 1조로 한 대형의 세계지도인 《양의현람도(兩儀玄覽圖)》를 제작하였다.1) 1610년(선조 

39)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허균(許筠, 1567~1618)이 마테오리치의 지도를 가지고 왔으나(柳夢寅, 

於于野談, 卷2), 현재 국내에는 북경판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603년 《곤여만국전도》를 참조하여 

풍응경(馮應京)·이응시(李應韶)가 제작한 《양의현람도》가 현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회입 《곤여만국전도(보물 849호)》는 1708년(숙종 34)에 

숙종의 명으로 제작된 지도로, 영의정 최석정(崔錫鼎)과 이국화(李國華), 유우창(柳遇昌)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도는 목판본인 《곤여만국전도》를 필사본 채색지도로 모사한 것으로, 원본에 없는 그림을 

1)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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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을 복각하여 완질판으로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는 판목의 보완과 더불어 조선 후기 뛰어난 수준의 

판각술을 포함하여 목판 제작의 전통 기술을 재현하고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규장각에는 《곤여전도》 목판과 함께 20세기 초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곤여전도》의 2폭~7폭 지도 

부분이 채색 없이 낱장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이번 ‘곤여전도 목판 인출사업’에서는 1860년에 제작된 

6면의 판목과 2019년에 보완된 2면의 판목으로, 100여년 만에 8면의 《곤여전도》를 인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책 크기가 아닌 대형으로 제작된 목판 지도의 인출은 목판 제작과 함께 전통 기술의 

재현과 계승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곤여전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양한 목판본 지도의 제작과 인출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대륙을 나눠 그린 동양 최초의 동서 양반구 세계지도로, 이전의 하나의 원 안에 그린 마테오 리치나 

알레니의 단원형(單圓形) 세계지도에 비해 17, 18세기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6) 지구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를 두 개의 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통적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었을 것이다.7)그러나 1860년(철종 11)에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되어 보급되었음을 통해 19세기 조선사회에서의 지리인식과 세계관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8폭 병풍으로 제작된 《곤여전도》의 1폭과 8폭, 그리고 2~7폭 상단과 하단 여백 부분에는 

천문과 기상, 지구의 구조, 지도, 지진, 인물, 강하(江河), 산악(山岳) 등 서양의 지구과학 및 지리학에 대한 

지식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7폭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이 그려진 동반구도가 왼쪽에, 

남북아메리카가 그려진 서반구도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같이 극동에 위치한 동아시아를 세계지도의 중앙에 배치해 세계지도의 구도를 바꿨다. 당시 서구에서 

제작한 세계지도의 중앙에는 유럽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곤여만국전도》부터 《곤여전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서구식 세계지도는 태평양과 동아시아가 지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유럽 선교사들이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지도에 자신의 국가나 민족, 종교 등을 중심에 놓는 지도의 

자기중심주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중국과 조선 사회에서의 서구식 세계지도와 세계관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지도 부분에는 17세기 서양 세계지도에서 유행했던 

지도양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각종 동물과 선박 등을 남극과 북극, 바다 등에 그려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지의 세계와 새로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도 위에 표현하였다. 

《곤여전도》는 현재 페르비스트가 1674년에 제작한 북경판, 1856년 광동(廣東)에서 재판된 광동판, 

그리고 1860년(철종 11) 조선에서 중간한 해동중간본인 3개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17, 18세기 

조선에서 《곤여전도》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1860년에 중간 된 지도 판목 

중 좌우 설명을 제외한 6폭의 판목 3장이 보물 제822호로 지정되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 1폭의 크기가 가로 68.7cm, 세로 177.5cm인 대형 판본을 개인적으로 판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필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판목 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의 《곤여전도》를 연구했던 타보하시 키요시에 의하면 조선에서 

대형의 《곤여전도》가 필사되었으며, 필사본 《곤여전도》는 목판본 《곤여전도》와 동일하게 8폭 병풍으로 

제작되었고, 지도의 형태와 그 내용 또한 동일하다.8) 현재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곤여전도》와 규장각, 서울역사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곤여전도》를 통해 당시 

조선에서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한 관심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곤여전도》의 목판은 조선후기 지도 판각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 만큼 2019년 규장각에서 수행한 ‘곤여전도 목판 인출사업’은 두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총 8면 4장으로 제작되었던 《곤여전도》에서 현재 결판인 1면과 

6)    배우성, 2000,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2권 제1호, p.58.

7)    오상학, 앞의 책, p. 188.

8)    오상학, 앞의 책,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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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을 복각하여 완질판으로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는 판목의 보완과 더불어 조선 후기 뛰어난 수준의 

판각술을 포함하여 목판 제작의 전통 기술을 재현하고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규장각에는 《곤여전도》 목판과 함께 20세기 초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곤여전도》의 2폭~7폭 지도 

부분이 채색 없이 낱장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이번 ‘곤여전도 목판 인출사업’에서는 1860년에 제작된 

6면의 판목과 2019년에 보완된 2면의 판목으로, 100여년 만에 8면의 《곤여전도》를 인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책 크기가 아닌 대형으로 제작된 목판 지도의 인출은 목판 제작과 함께 전통 기술의 

재현과 계승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곤여전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양한 목판본 지도의 제작과 인출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대륙을 나눠 그린 동양 최초의 동서 양반구 세계지도로, 이전의 하나의 원 안에 그린 마테오 리치나 

알레니의 단원형(單圓形) 세계지도에 비해 17, 18세기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6) 지구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를 두 개의 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통적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었을 것이다.7)그러나 1860년(철종 11)에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되어 보급되었음을 통해 19세기 조선사회에서의 지리인식과 세계관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8폭 병풍으로 제작된 《곤여전도》의 1폭과 8폭, 그리고 2~7폭 상단과 하단 여백 부분에는 

천문과 기상, 지구의 구조, 지도, 지진, 인물, 강하(江河), 산악(山岳) 등 서양의 지구과학 및 지리학에 대한 

지식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7폭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이 그려진 동반구도가 왼쪽에, 

남북아메리카가 그려진 서반구도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같이 극동에 위치한 동아시아를 세계지도의 중앙에 배치해 세계지도의 구도를 바꿨다. 당시 서구에서 

제작한 세계지도의 중앙에는 유럽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곤여만국전도》부터 《곤여전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서구식 세계지도는 태평양과 동아시아가 지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유럽 선교사들이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지도에 자신의 국가나 민족, 종교 등을 중심에 놓는 지도의 

자기중심주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중국과 조선 사회에서의 서구식 세계지도와 세계관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지도 부분에는 17세기 서양 세계지도에서 유행했던 

지도양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각종 동물과 선박 등을 남극과 북극, 바다 등에 그려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지의 세계와 새로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도 위에 표현하였다. 

《곤여전도》는 현재 페르비스트가 1674년에 제작한 북경판, 1856년 광동(廣東)에서 재판된 광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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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성, 2000,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2권 제1호, p.58.

7)    오상학, 앞의 책, p. 188.

8)    오상학, 앞의 책,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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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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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곤여전도 목판 수리복원 당시 자료를 참고하되, 확인차 재실측하였음)

| 실측(가로, 세로, 두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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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곤여전도 목판의 치수와 구조

곤여전도 목판은 전체 폭 795㎜, 길이 1896㎜, 두께 51㎜이며(3점 평균), 글과 그림이 새겨진 

판목과 이를 사방으로 감싸고 있는 마구리로 구성되어 있다.9) 

판면은 8개 또는 9개의 작은 판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판목은 좌우로 장축마구리의 홈에 끼워져 

있고, 장축마구리는 상하로 단축마구리와 장부촉 짜임 및 산지못으로 결구되어 있다.10) 

장부촉은 숨기지 않고 길게 내서 구멍을 뚫은 다음 산지못을 끼워 장축마구리와의 결구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

판목은 8~9개의 소형 판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형판목 사이는 별도로 제작된 장부촉으로 

연결되어 있다.11)

소형판목 양쪽(장축마구리 방향)에는 정사각형의 작은 구멍이 있다. 이는 소형판목을 조립할 때 

끼우기 쉽도록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멍으로 인해 판재는 “ㅜ” 또는 “ㅗ” 

모양이 된다. 

소형판목 중에는 이러한 형태 외에도 구멍 없이 단순히 직사각형태의 부재가 하나씩 있는데 이 

부재는 “ㅜ”자와 “ㅗ”자 부재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v.1의 경우 위에서부터 각 부재가 배열된 형태를 보면, ㅜ, ㅜ, ㅜ, ㅡ, ㅗ, ㅗ, ㅗ, ㅗ 로 

규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다른 판목에서도 확인된다. 

각각의 소형 판목은 두께 22±2㎜, 길이 626㎜이고 폭은 좁게는 37㎜(v.2), 넓게는 249㎜(v.1)로 

8~9개씩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판면의 총 길이는 평균 1,615㎜이다. 

판면을 자세히 보면, 지도의 반원 외곽에 위치하면서 테두리 안에 글자로만 이루어진 부분이나 

상단에 위치한 ‘坤與全圖’의 각각의 글자 가장자리에는 여러 개의 못이 확인된다.  이는 판목과는 별도로 

제작하여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4, 메움목).

또한, 모든 판목 하·상단에는 좁게는 170㎜, 넓게는 700㎜정도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제작 당시 이격이 생긴 것인지, 제작당시에는 있었으나 결실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v.3 판목 하단을 보면, 앞·뒷면에 각자나 그림도 없으며 장부촉으로도 이어있지 않은 

판목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이를 근거로 모든 판목에서 확인되는 빈공간은 결실부로 추정하였다. 

9)    ‘마구리’는 목재의 양쪽 끝머리의 면 또는 목재의 길이를 동강낸 자리를 말한다. 목판에서는 주로 판목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로 ‘마구리’라는 용어를 쓴다. 한편, 소목에서는 문짝이나 창문의 상하좌우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 등을 울거미라고 칭한다. 

곤여전도 목판 마구리는 책판에 비해 크기가 크고 그 역할이 뼈대를 이루는 목재로도 볼 수 있으므로 울거미로 볼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목판’에 의미를 두고 ‘마구리’라고 하였다.  

10)    장부촉 짜임은 결구하려는 목부재 한쪽에는 촉을 내고 다른 쪽에는 구멍을 뚫어 서로 맞추는 방법이다. 장부맞춤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촉에 쐐기나 산지못을 박기도 한다. 쐐기는 한쪽을 얇게 깎은 나무 조각이고 산지못은 촉에 구멍을 

뚫어 박는 나무못이다.(조화신, 2008, 우리 가구 손수 짜기, 현암사, p122)

11)    장부이음이라고 한다. 두 재목에 장부촉을 끼워 길게 잇는 방법이다.(박영규, 2005, 목칠공예, 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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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여전도 목판의 구조(v.1) 단위:㎜

(2) 곤여전도 목판의 치수 및 구성 

목판번호
구분

v.1 v.2 v.3 평 균

크기

(㎜)

전체
폭 798 797 789 795 

길이 1,854 1,900 1,932 1,896 

판면
폭 628 622 627 626 

길이 1,608 1,583 1,654 1,615 

판면 빈공간 폭 535±65 675±25 205±35

구성

소형판목 수량 8 9 9

메움목 수량 3 4 0

포함된 제목글자 全/與 圖/坤

목판 세부구조(v.2 앞면) 

     

각자 없는 소형판목(v.3 앞면) 

마구리 결구상태 및 산지못(v.1 위)

     

마구리 결구상태 및 산지못(v.3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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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종 분석

2015년 곤여전도 목판 수리복원 사업에서 실시한 수종 조사 결과, 본판은 피나무이며 마구리는 

소나무로 확인되었으며, 육안 분석 결과도 동일하였다.

(1) 분석 결과(2015년도 수리복원사업 당시 - 시행기관 : ㈜씨엔티/경담연구소)

•	수종조사를 통해 제작 당시 또는 품목별 목재 선호도를 유추할 수 있고 동일수종으로도 복원할 

수 있다. 

•	처리 중 목판과 마구리 충해부에서 박락되는 편을 수습할 수 있었다. 

•	시료는 연화하고 절편을 제작한 다음 염색·탈수과정을 거쳐 횡단면·방사단면·접선 단면의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	생물현미경을 이용하여 40~400배의 배율에서 3단면의 조직을 관찰하고 이미 보고 된 연구결과와 

대조하여 해당수종을 검색하였다. 

•	조사결과 곤여전도 목판의 판목은 피나무, 마구리는 소나무로 확인되었다. 

•	이를 근거로 건조된 국내산 피나무와 소나무 재목을 구하였고(한식목공 복종선 所藏), 이를 

대상으로 수종조사 하여 같은 수종임을 확인하였다.

•	곤여전도 목판과 복원 목재의 해부학적 구조는 아래 사진에 나타내었으며, 피나무와 소나무의 

조직 형태와 배열은 다음과 같다. 

판목 수종조사 대상(v.1)

     

마구리 수종조사 대상(v.2)

2) 곤여전도 인출본 규격 실측(2019. 5. 1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실측(가로, 세로, 두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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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 관련 현판 4점14)과 영조어필 목판본 3점이 이에 해당한다.

        

곤여전도 목판 판목 시료의 해부학적 특징(횡단면· 방사단면·접선단면)

    

곤여전도 목판 판목 시료의 단면 확대(횡단면·나선비후) 

14)     씨엔티, 2011,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목재문화재 분석보고서, 수원박물관 영조어필 목판본 복제 

유물명칭 크기(가로*세로㎝) 수량(점)

취규루 현판(聚奎樓 懸板) 124*58 1

선원보각 현판(璿源譜閣 懸板) 129*44 1

수교현판(受敎懸板) 201*24 2

영조어필(英祖御筆) 31*120(최대) 3

수종조사 시료

     

(2) 피나무(피나무과 - 피나무속 Tiliaceae - Tilia)

•	심재는 담황갈색을 띠며, 산공재이다.

•	관공은 다각형이고 고립관공이거나, 2~3개씩 복합한다.

•	단천공이고, 도관벽에는 나선비후가 현저하다.

•	축방향 유조직은 짧은 접선상이며, 방사 조직은 동성형이며 1~4세포나비이다.

•	목섬유는 층계상으로 배열하는 경향이 있다.

•	피나무라는 이름은 껍질(皮)을 쓰는 나무에서 유래되었고 영어로도 basswood라 한다.

•	피나무 껍질의 섬유는 질기고 길어 밧줄이나 각종 농용 용구 등 섬유자원으로도 귀중하게 

이용되었다.

•	피나무는 재면이 곱고 무르며 부드럽다.

•	나이테가 뚜렷하지 않아서 나뭇결도 흐리다.

•	심재와 변재는 뚜렷하지 않고 노란빛이 도는 흰색이다.12)

•	나이테가 연하고 희어 바둑판으로도 널리 쓰인다.

•	나무가 물러 다루기 쉽기 때문에 생활용품으로도 쓰임이 광범위하다.

•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정조원년(1776) ‘피나무를 판목으로 쓰기 위하여 몰래 베어내는 일이 

많았다’는 내용이 있다.

•	경상, 밥상, 교자상을 비롯하여 속을 파내어 독으로 쓰기도 하였다.13) 

•	나무가 연하고 가벼우면서도 잘 뒤틀리지 않고 물기가 잘 말라 부엌 살림살이를 만들어도 좋다.

•	피나무는 글자를 새기는 목판 재료로도 사용되었다.

•	책판으로도 드물게 나타나고, 책판보다 큰 현판(懸板)이나 어필(御筆)에 사용된 사례도 있다.

12)    조화신, 2008, 우리가구 손수짜기, 현암사, p215

13)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 편,『동아시아의 목판인쇄』, 2008, 한국국학진흥원,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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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여전도 목판 마구리 복원목재의 해부학적 특징

        

곤여전도 목판 판목 복원 목재의 해부학적 특징

(3) 소나무 (소나무과 - 소나무속 Pinaceae Pinus - 硬松類)

•	침엽수로서 연륜경계와 춘추재의 경계가 명확하여 재질이 균일하다. 

•	횡단면에서 수직수지구가 관찰되며 타일로소이드가 발달되어 있다. 

•	방사단면에서 주로 1열의 유연벽공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가도관과 방사유세포가 직교하는 곳의 

분야벽공은 창상벽공이다. 

•	방사가도관의 벽에서는 경송류와 연송류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인 거치상비후가 관찰된다. 

•	접선단면에서 단열방사조직 및 수평수지구가 포함된 방추형방사조직을 볼 수 있다.

•	소나무는 단단하면서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어 구조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	또 송진이 들어 있어 냄새가 좋고 벌레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 

•	집이나 절을 지을 때 기둥이나 안방 가구 제작에 쓰인다. 

        

곤여전도 목판 마구리 시료의 해부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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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내용

◎ 목판의 수종분석에 관한 사항

•	2015년 수리복원 당시 수종분석 결과 : 본판 - 피나무 / 마구리 – 소나무

    ※   X-ray 사진으로 볼 때 본판에 일부 다른 수종(소나무 추정)의 판목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수리복원당시 복원 제작한 채움목은 피나무 사용.

•	상·하 채움목과 목판내부 연결부위 장부촉의 수종에 관한 사항 

→ 같은 수종의 피나무로 본판과 동일한 목재와 방법으로 제작함

◎ 먹물 취색에 관한 사항

•	2015년 수리복원당시 신규 목재 부분의 취색을 위해 경주 유병조 장인의 송연먹 사용

    → 유병조 장인이 현재 먹 생산을 하지 않아, 한상묵 장인의 송연먹을 사용

◎ 제작기 표기(위치)에 관한 사항

    → 2019年 박영덕刻, 마지막 판의 좌·우측하단의 빈 공간에 제작기를 표기

◎ 인출 전·후 목판 세척방법 및 범위

    → 책판 인출 사업때와 동일하게 볏짚과 소금물로 세척한다.

◎ 인출에 관한 사항

•	인출용 한지 선택(견본 제시) - 장지방 제작한지, 안동한지

    → 연습지는 안동한지, 본지는 장지방 한지를 사용.

•	坤, 圖 (2번)판 – 메움목 부분이 들떠있으므로 인출시 처리방법 논의

    → 부드러운 오동나무나 피나무로 흔들리지 않게 밑에 끼워놓고 인출한다.

•	인출에 사용할 송연먹에 관한 사항

    → 목판 취색에 사용할 먹과 동일한 한상묵 장인의 송연먹을 사용

◎ 지도 양 끝 주기부분의 순서(좌우배치에 관한 사항)

•	서울역사박물관(해동판), 숭실대(광동판, 해동판), 서울대 중앙도서관(광동판), 부산박물관(북경판 

모사):

    좌(8폭) – 사원행지서병기형, 남북양극불리천지중심, 지원, 지체지원

    우(1폭) – 지진, 인물, 강하, 산악

•	서울대 중앙도서관(해동판), 숭실대(북경판), 고려대 도서관(해동판):

    좌(8폭) – 지진, 인물, 강하, 산악

    우(1폭) – 사원행지서병기형, 남북양극불리천지중심, 지원, 지체지원

•	원전인 “곤여도설” 책에 나오는 순서

-   지체지원, 지원, 남북양극불리천지중심, 지진, 산악, 강하, 사원행지서병기형, 인물 

→ 곤여도설 순서에 입각하여 지체지원, 지원 등 총설이 있는 폭이 1쪽(최우측)이 되도록 한다.

◎ 인출본 채색에 관한 사항

•	현존 채색본은 후대에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채색 시기 미상

- 원본으로서 그대로 모사해야할 기치가 있는 채색본의 존재 여부

- 채색방향: 특정본과 유사한 느낌으로 갈 것인지, 또는 완전한 창작?

   →   서울역사박물관 것을 유사하게 채색하는 것이 아닌 18~19세기의 서양고지도 2~3가지를 참고

하여 시대적인 채색기법을 반영하여 채색한다.

◎ 완성품 납품시 보관 형태에 관한 사항

•	종이상자 제작(말아서 보관) 또는 낱장상태로 매트지에 샌드위치식 보관? 

→ 낱장상채로 보관. 오동나무로 함 제작과 중성매트로 제작할 것인지는 추후에 협의

Ⅲ.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일시 2019.6.21. (금, 14:00~15:30)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자문위원

•	정제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 전문위원)

•	박  순 (前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전문연구원)

•	양윤정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	조계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회의절차
•	사업개요, 사업수행방법 및 재료, 일정 등 설명

•	유물 실사와 함께 안건 논의

사업대상 목판

벨기에의 예수회 선교사 남회인(南懷仁: Ferdinand Verviest, 1623~1688)이 제작한 『곤여전도(坤輿

全圖)』를 조선에서 중간(重刊)하기 위해 1860년(철종 11)에 만든 지도 판목이다. 『곤여전도』는 모두 

8면으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로, 1674년(강희 13)에 중국 북경에서 초판이 제작되었고 1856년에 광동

(廣東)에서 재판이 간행되었다. 

규장각 소장 목판은 광동본을 수입하여 다시 제작한 것이다. 원래의 목판은 총 4점으로 구성되었고, 각 

목판마다 앞·뒤 양면에 지도가 새겨져 있었는데, 현재 규장각에 3점이 소장되어 있다. 목판 1점의 크기는 

가로 68.7㎝, 세로 177.5㎝이고, 지도 부분은 가로 51㎝, 세로 144㎝이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조선후기 지도 판각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물 제 882호)

사업내용

•	결판 1점 2면의 목판 복원제작(판하본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 타기관 소장본 

참고)

•	복원판을 포함하여 목판 4점 8면에 대한 인출(총 5부)

•	인출본 중 1부에 채색작업

자문회의 내용

◎ 곤여전도 총 4판 8면 중 1판 2면 결판 부분의 복원에 관한 사항

•	신규제작 목판의 쪽 수에 관한 사항

- 기존 유물의 경우 9쪽 또는 10쪽을 연결하여 판면 제작.(채움목 포함)

- 복원 대상은 실픅 결과 7쪽으로 추정, 상·하 채움목을 더하면 9쪽으로 추정. 

- 채움목을 상·하에 전부 넣을 것인지 여부

→   복원대상 판목이 7쪽으로 분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규 판목제작에 있어 기존유물의 

인출본을 볼 때 글씨부분의 단절이 있으므로 최소의 분판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글씨부분이 

판의 경계부분에 닿지않도록 하고 채움목을 기존 유물에 준하여 상·하 모두 채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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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내용

◎ 목판의 수종분석에 관한 사항

•	2015년 수리복원 당시 수종분석 결과 : 본판 - 피나무 / 마구리 – 소나무

    ※   X-ray 사진으로 볼 때 본판에 일부 다른 수종(소나무 추정)의 판목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수리복원당시 복원 제작한 채움목은 피나무 사용.

•	상·하 채움목과 목판내부 연결부위 장부촉의 수종에 관한 사항 

→ 같은 수종의 피나무로 본판과 동일한 목재와 방법으로 제작함

◎ 먹물 취색에 관한 사항

•	2015년 수리복원당시 신규 목재 부분의 취색을 위해 경주 유병조 장인의 송연먹 사용

    → 유병조 장인이 현재 먹 생산을 하지 않아, 한상묵 장인의 송연먹을 사용

◎ 제작기 표기(위치)에 관한 사항

    → 2019年 박영덕刻, 마지막 판의 좌·우측하단의 빈 공간에 제작기를 표기

◎ 인출 전·후 목판 세척방법 및 범위

    → 책판 인출 사업때와 동일하게 볏짚과 소금물로 세척한다.

◎ 인출에 관한 사항

•	인출용 한지 선택(견본 제시) - 장지방 제작한지, 안동한지

    → 연습지는 안동한지, 본지는 장지방 한지를 사용.

•	坤, 圖 (2번)판 – 메움목 부분이 들떠있으므로 인출시 처리방법 논의

    → 부드러운 오동나무나 피나무로 흔들리지 않게 밑에 끼워놓고 인출한다.

•	인출에 사용할 송연먹에 관한 사항

    → 목판 취색에 사용할 먹과 동일한 한상묵 장인의 송연먹을 사용

◎ 지도 양 끝 주기부분의 순서(좌우배치에 관한 사항)

•	서울역사박물관(해동판), 숭실대(광동판, 해동판), 서울대 중앙도서관(광동판), 부산박물관(북경판 

모사):

    좌(8폭) – 사원행지서병기형, 남북양극불리천지중심, 지원, 지체지원

    우(1폭) – 지진, 인물, 강하, 산악

•	서울대 중앙도서관(해동판), 숭실대(북경판), 고려대 도서관(해동판):

    좌(8폭) – 지진, 인물, 강하, 산악

    우(1폭) – 사원행지서병기형, 남북양극불리천지중심, 지원, 지체지원

•	원전인 “곤여도설” 책에 나오는 순서

-   지체지원, 지원, 남북양극불리천지중심, 지진, 산악, 강하, 사원행지서병기형, 인물 

→ 곤여도설 순서에 입각하여 지체지원, 지원 등 총설이 있는 폭이 1쪽(최우측)이 되도록 한다.

◎ 인출본 채색에 관한 사항

•	현존 채색본은 후대에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채색 시기 미상

- 원본으로서 그대로 모사해야할 기치가 있는 채색본의 존재 여부

- 채색방향: 특정본과 유사한 느낌으로 갈 것인지, 또는 완전한 창작?

   →   서울역사박물관 것을 유사하게 채색하는 것이 아닌 18~19세기의 서양고지도 2~3가지를 참고

하여 시대적인 채색기법을 반영하여 채색한다.

◎ 완성품 납품시 보관 형태에 관한 사항

•	종이상자 제작(말아서 보관) 또는 낱장상태로 매트지에 샌드위치식 보관? 

→ 낱장상채로 보관. 오동나무로 함 제작과 중성매트로 제작할 것인지는 추후에 협의

Ⅲ.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일시 2019.6.21. (금, 14:00~15:30)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자문위원

•	정제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 전문위원)

•	박  순 (前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전문연구원)

•	양윤정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	조계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회의절차
•	사업개요, 사업수행방법 및 재료, 일정 등 설명

•	유물 실사와 함께 안건 논의

사업대상 목판

벨기에의 예수회 선교사 남회인(南懷仁: Ferdinand Verviest, 1623~1688)이 제작한 『곤여전도(坤輿

全圖)』를 조선에서 중간(重刊)하기 위해 1860년(철종 11)에 만든 지도 판목이다. 『곤여전도』는 모두 

8면으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로, 1674년(강희 13)에 중국 북경에서 초판이 제작되었고 1856년에 광동

(廣東)에서 재판이 간행되었다. 

규장각 소장 목판은 광동본을 수입하여 다시 제작한 것이다. 원래의 목판은 총 4점으로 구성되었고, 각 

목판마다 앞·뒤 양면에 지도가 새겨져 있었는데, 현재 규장각에 3점이 소장되어 있다. 목판 1점의 크기는 

가로 68.7㎝, 세로 177.5㎝이고, 지도 부분은 가로 51㎝, 세로 144㎝이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조선후기 지도 판각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물 제 882호)

사업내용

•	결판 1점 2면의 목판 복원제작(판하본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 타기관 소장본 

참고)

•	복원판을 포함하여 목판 4점 8면에 대한 인출(총 5부)

•	인출본 중 1부에 채색작업

자문회의 내용

◎ 곤여전도 총 4판 8면 중 1판 2면 결판 부분의 복원에 관한 사항

•	신규제작 목판의 쪽 수에 관한 사항

- 기존 유물의 경우 9쪽 또는 10쪽을 연결하여 판면 제작.(채움목 포함)

- 복원 대상은 실픅 결과 7쪽으로 추정, 상·하 채움목을 더하면 9쪽으로 추정. 

- 채움목을 상·하에 전부 넣을 것인지 여부

→   복원대상 판목이 7쪽으로 분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규 판목제작에 있어 기존유물의 

인출본을 볼 때 글씨부분의 단절이 있으므로 최소의 분판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글씨부분이 

판의 경계부분에 닿지않도록 하고 채움목을 기존 유물에 준하여 상·하 모두 채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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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일시 2019. 12. 3. (화, 13:00~15:00)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자문위원 양윤정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회의내용 채색 및 안료 분석(68쪽~70쪽 참조)

| 2차 자문회의(2019년 12월 3일(화) 13:00 ~ 15:00) |

    

    

    

자문위원
확인

상기 내용과 같이 자문하였음을 확인함  

자문위원 정 제 규 (인) 

자문위원 박     순 (인)

자문위원 양 윤 정 (인) 

자문위원 조 계 영 (인) 

| 1차 자문회의(2019. 6. 21.(금) 13:5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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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일시 2019. 12. 3. (화, 13:00~15:00)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자문위원 양윤정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회의내용 채색 및 안료 분석(68쪽~70쪽 참조)

| 2차 자문회의(2019년 12월 3일(화) 13:00 ~ 15:00) |

    

    

    

자문위원
확인

상기 내용과 같이 자문하였음을 확인함  

자문위원 정 제 규 (인) 

자문위원 박     순 (인)

자문위원 양 윤 정 (인) 

자문위원 조 계 영 (인) 

| 1차 자문회의(2019. 6. 21.(금) 13:5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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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와 건조

목판에 사용될 수종이 결정되면 판형에 부합되는 원목의 뿌리와 줄기를 자르고 옹이의 위치와 

파손된 부분 등을 파악하여 5-6척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또한 나무는 본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르거나 켜면 온도의 변화에 민감해져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건조시켜야 한다. 

건조는 나무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므로 바다의 짠물에 일정한 기간동안 담궜던 목재는 판각하기 

쉽게 노천에서 1년여 결을 삭히는 것이 좋다.

바닷물에 담글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금물에 쪄서 염팽목(鹽烹木)을 만들거나 그냥 말리기도 한다. 

소금물 침수(바닷물 농도에 1년여)

    

침수 후 자연건조(1년여) 

제재

    

제재목 재임

판목 삶기. 염팽목(鹽烹木) 만들기 
  (소금물 48~72시간)

    

건조(최소 1~2년 이상 음지에서 자연건조)

Ⅳ. 사업수행과정

1. 재료 수급

1) 곤여전도 목판 제작용 목재

(1) 목재 선정

목판을 만들기 위한 목재는 조직이 균일하고 조밀하며,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다. 

그것은 너무 단단한 목재는 새기기가 어렵고 너무 무른 목재는 자획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에는 대추나무(棗木)와 배나무(梨木) 

및 가래나무(楸木) 등을 들고 있으나, 고려대장경판(高麗大藏經板)에는 산벚나무류·돌배나무류·자작나무류·층

층나무류·단풍나무류·후박나무·버드나무류 등이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목재 선정(음지에서 자란 산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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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 50~60℃  

건조기간 : 6~7일 정도.

판목의 수분 측정(건조 전)

    

판목의 수분 측정(건조 후)

| 운봉서각원에서 확보중인 판목 |

▶ 소나무 박피 작업

•	소나무 건조 과정은 목판재료로 쓰이는 목재와 

달리 생목을 제재하여 껍질을 벗겨 곧바로 

건조해야 충해 또는 곰팡이류의 침범을 

예방하여 깨끗한 판재를 얻을 수 있다.

▶ 목재 보유량

•	소나무(춘양목) : 7,000사이

•	산벚나무(염팽목) : 20,000사이

•	자작나무(염팽목) : 1,500사이

•	피나무(염팽목) : 1,000사이

•	기타(염팽목) : 2,000사이

건조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습하지 않고 통풍이 좋은 음지에 2~3년 정도 위치를 바꾸어가며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나무를 켤 때는 3.5~4.5㎝ 정도의 두께로 켜는 것이 적당하나, 너비로 켤 때는 만들고자하는 목판의 

크기에 맞게 켜야 한다.

| 실험 |

① 선(先) 노천 숙성 1년 → 후(後) 소금물 침수 1년

② 선(先) 소금물 침수 1년 → 후(後) 노천 숙성 1년

①의 경우 1년 정도 노천 숙성과정에서 목재의 변재 부분이 빨리 부식이 되고 충해를 입으며, 

버섯이 발생하였다. ②의 경우 소금물 침수 후 노천 숙성 결과 부식이 적고 충해가 없으며, 목재의 

손실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자연에서 건조한 목재의 함수율은 공중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통 자연건조목은 15~25% 

내외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목을 제작하기 전 인위적인 건조방법으로 구들방을 따뜻하게 덥힌 다음 판목을 이불로 

뒤집어 싸서 7일 정도를 유지해주어 건조된 판목을 얻었다고 한다. 

현재 손쉽고 편리한 인위적인 건조방법으로 전기발열체를 이용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목재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직접 공기중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휘어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요 또는 보온덮개 등으로 싸주어 수분이 서서히 빠져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변형이    가장 적은 함수율은 실험결과 8% 이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건조 재임 목재

    

목재 인공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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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 제조(음양지)

(1) 제조업체

장지방(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2) 목판 인출용 한지 제조 요건

원본의 기본적인 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고려인자 제조 조건

한지의 두께 범위 곤여전도      0.08mm±0.01mm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여부

도침함

도침방법 : 1.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2. 1차 도침

                3. 1차 도침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4. 2차 도침

(3) 인출용 한지 제조과정

① 원료

1년생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부원료로는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잿물과 종이 제작에 

필요한 황촉규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	닥나무 : 봄부터 성장한 닥나무를 12월 초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매해 자르며, 자른 닥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기고 분리된 껍질에서 겉껍질인 흑피와 중간에 있는 청피를 닥칼로 벗겨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백피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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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유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특히 종이를 만들 때 닥나무 섬유를 부드럽고 곱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 자연 건조중인 산벚나무

▶ 자연 건조중인 피나무

▶ 자연 건조중인 자작나무

▶ 자연 건조중인 감나무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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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해 및 가공

닥나무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두드려 닥 

섬유를 만든다. 

일광(日光)으로 자연 표백하고 분해 후 세척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였다.

삼육지를 뜨는 틀로 한지를 뜬 후 초지한 한지를 압축해 탈 수 후 스테인레스 건조판에 30~40℃ 

온도로 건조한 후 물을 주고 도침기로 두들겨 다듬이질한 다음 자연건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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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럽게 하여 평활도를 높여야 한다.

•	황촉규(닥풀) : 황촉규는 1년생 풀로써 봄이 오는 4월말 내지는 5월초에 파종하여 서리 내리기 

직전에 거두어서 사용하는 작물이다. 

황촉규 뿌리 속에 있는 즙액을 빼내어 사용하는데 종이의 표면과 지합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백닥 물에 담궈 놓기

    

백닥 자르기(1m~1m20cm)

끓는 잿물에 백닥 익히기

    

백닥 건지기 

잿물을 만드는 재는 목화대, 고추대, 메밀대, 짚, 참나무대, 콩대, 수수대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번 

종이 제작에는 고추대와 짚을 태운 재로 잿물을 내렸다.

| 한지 재료 및 제조 과정 |

국내산 1년생 닥나무

    

부집(찌기)

껍질 벗기기

    

백닥(백피) 만들기

잿물 만들기

    

잿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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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침지 자연건조

    

(4) 장지방 한지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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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방 전통한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책판 인출용 한지를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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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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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한지 공급이 가능하다.

•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작한다.

 - 닥나무를 직접 재배하여 1년생 닥나무를 채취하여 사용

 - 물 : 깨끗한 지하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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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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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침 : 디딤방아를 이용해 도침하여 평활도가 높음

타고해

    

해리

황촉규즙 내기

    

닥풀 만들기

지통에 닥 풀기

    

한지 뜨기

한지 건조

    

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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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얼개미 작업

•	모아진 그을음은 얼개미로 쳐서 불순물을 

거르고 다시 고운 채로 쳐서 고운입자의 

송연을 얻는다.

④ 아교 녹이기

•	아교를 하루 정도 찬물에 불린 후 70℃ 

중탕으로 2시간 정도 저어 주면서 녹인다. 

⑤ 아교와 그을음의 교반

•	송연 2kg에 아교액 800g을 교반한다.

⑥ 치대기

•	교반된 반죽에 200g정도의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치대고 반죽과 평판의 마찰열로 

온도를 유지한다. 

•	손바닥의 감촉과 반죽의 표면 빛깔로 

탄소응집과 아교의 뭉침을 없도록 한다. 

•	평판에 바탕치기로 반죽 덩어리 속의 기포를 

뺀다.

⑦ 성형틀 넣기

•	먹틀에 들어갈 양만큼 떼어서 무게를 달고 

반죽을 쥐고 힘을 주면 손가락 사이로 반죽이 

빠져 나가야 한다. 

•	반죽을 양쪽으로 당겨서 길게 늘어나다가 

끊어지는지 확인하고 향료를 첨가하여 반죽이 

형틀 안에서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형틀에 

넣을 때 반죽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 정도가 

적당하다.

3) 송연먹 제조

(1) 재현방법

송연먹의 제조비법은 규격화된 절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의 선별과 혼합비율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장인의 경험과 체득한 기술로 이루어진다.

장인의 노하우는 아무에게나 전수하지 않는 

것이 한·중·일 삼국의 먹장이 지켜온 금기사항이고 

아직도 지켜진다. 

문헌상의 제조량과 혼합비를 기초로 취묵향 

공방에서 조묵.

(2) 송연의 채취

① 송연 가마

•	2002년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발굴된 

가마터를 기초로 재현.

•	채연실을 덮은 지붕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갈대, 볏짚, 떡갈나무잎) 등을 사용, 

이동이 편하게 제작.

② 채연

•	400kg 정도의 소나무를 태워서 10kg의 

그을음을 채취하는데 우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이루어진다.

•	10일간 태우고 하루 정도 두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입구를 

막아서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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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판 제작

목판을 제작하는 과정은 건조된 피나무 판목을 마름질, 판면가공 및 마구리 제작, 판하본 붙이기, 

새기기, 교정하기, 제작기 각자 및 먹물 취색 등이다.

제작자가 재현한 전통방법의 곤여전도 목판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곤여전도 목판

 - 전체 : 폭 795mm, 길이 1,896mm, 두께 51mm

 - 판면 : 폭 626mm, 길이 1,615mm, 두께 22mm

곤여전도 목판(폭 5)

1) 판하본의 제작

목판의 판하본(版下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선정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자본 선정

곤여전도 병풍(서울역사박물관 채색본)

⑧ 압축

•	적당한 압력으로 40분 정도 눌러 준다. 

⑨ 꺼내기

•	성형틀에서 빼낸 먹은 바깥의 공기와 햇볕,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를 위해 나무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빼낸 형틀은 수건으로 

닦는다.

•	나무상자에 먹을 하루 정도 묵혔다가          

모서리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

⑩ 건조 작업

•	건조실 온도는 15℃,  습도는 80%가 

적당하며, 전통방법으로 재 속에서 5일 

종이로 덮어서 10일 뒤짚어 주면서 휘어진 

것을 바로 잡아 준다. 

•	자연건조는 굴비 엮듯이 묶어 천장에          

매달아 건조한다.

⑪ 마무리 작업

•	솔로 먼지를 털고 글자에 금분 또는 원하는 

색으로 채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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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여전도 지진(폭 8-1) 판하본 

    

곤여전도 강하(폭 8-3) 판하본 

곤여전도 인물(폭 8-2) 판하본 

    

곤여전도 산악(폭 8-4) 판하본 

자본을 선정하고 나면 인출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에 따라 판각하고자 하는 크기의 광곽·판식 등을 

갖춘 판목을 만들고 이를 인출하거나 규격화된 용지에 선정된 자본에 맞게 판하본(板下本)을 제작한다. 

•	곤여전도

 - 피나무 목재(길이 1,615mm, 폭 626mm, 두께 22mm)

판목 준비

    

판목 재단

자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수서(手書)·모사(模寫)·판본(版本) 등이 있다.

•	2019년 곤여전도 인출사업대상 총 4판 8면 중 1면에 해당하는 사원행지, 지구남북양극, 지원, 

지체지원과 8면에 해당하는 지진, 인물, 강하, 산악 부분의 판하본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판본을 

모본으로 제작하였음

곤여전도 사원행지(폭 1-1)

(2) 판하본 제작

곤여전도 사원행지(폭 1-1) 판하본

    

곤여전도 지원(폭 1-3) 판하본 

곤여전도 지구남북양극 (폭 1-2) 판하본 

    

곤여전도 지체지원(폭 1-4) 판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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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따기

    

이음촉 장부

| 마구리 제작 - 소나무 |

•	장축 마구리: 길이 1,854mm, 폭 42mm, 두께 51mm 

•	단축 마구리: 길이 798mm, 폭 42mm, 두께 51mm(사각 井 형태)

곤여전도와 같은 대형목판의 경우 여러 쪽의 소형판목을 연결하여 제작하는 것을 기존 유물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소형판목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음장부를 파고 동일한 수종으로 촉을 만들어 판목을 연결하여 

결속하는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곤여전도 목판의 경우 2015년 시행한 곤여전도 목판 수리복원사업 

당시 시행한 X-ray 촬영 결과 좌, 우 2열의 이음촉이 확인된다.

곤여전도 신규 복원제작 목판의 경우 이음장부를 3열로 제작하여 견고함을 더하였다. 판면의 

가공은 판재의 면을 고르고 부드럽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과정으로 대팻날을 짧게 해서 여러 차례 

대패질을 하는 것이 좋다. 

대패질이 된 후에는 다시 사포로 마감 손질을 해서 판면을 부드럽게 처리해야 한다.

판재 이음

    

판면 가공 완료

2) 마름질 및 판면 가공

목판의 목재가 충분히 마르면 마름질을 하기 위하여 베고 켜는데 곤여전도 목판의 경우 1판 

양면으로 되어있는 대형 목판으로 소형 판목 8~9판이 결속되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목판은 규격이 통일되어 있으나, 용도나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감될 수도 있다. 

곤여전도 신규 복원제작 목판의 경우 기존 판본에서 확인한 8~9판의 소형 판목 이음새가 벌어져 

글자 중간부분이 끊어져 분리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형 판목을 35cm~37cm의 넓은 판목 4쪽과 

채움목 2개를 결속하여 제작하였다.   

마구리로 쓰일 목재는 목판과 같은 목재 또는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신축성이 좋은 소나무 등으로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판목 및 마구리 가공

목판은 아무리 잘 건조시키고 옻칠을 하더라도 열과 습기에 약하므로, 마구리는 목판의 뒤틀림을 

방지하게 된다.

곤여전도 목판마구리의 경우 장축마구리는 판목 두께만큼의 넓이(22mm)에 10mm내외의 깊이로 

홈을 파내고 단축마구리는 홈이 없는 일(一)자 형태로 장축마구리와 결속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마구리의 두께는 판재의 두께보다 앞뒷면으로 1㎝ 정도 더 돌출되도록 하고 판재의 너비보다도 

넓게 만들어 목판을 보호할 수 있고 인출할 때에 손잡이의 역할을 하며, 보관할 때에 목판의 마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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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자 새기기

목판 제작에서 글자 새기기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인각도(印刻刀), 

타각도(打刻刀), 망치, 평칼, 둥근칼, 조임쇠 등이 필요하다. 

글씨 또는 문양의 새김은 손목의 힘만으로 새기는 인각법과 망치를 이용해 칼등을 두드려서 새기는 

타각법으로 글씨 테두리에 칼을 넣고 판면의 처리는 끌칼과 둥근칼을 이용한다. 

글자 새기기

    

글자 새기기 완료

새김 작업에서 판과 칼의 각도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판재의 나뭇결을 

참작하여 30~60도의 각도로 글자의 윗부분은 칼을 누이고 아랫부분은 세우는 방법으로 칼의 기울임을 

조절하면서 깊이와 균형을 잘 맞추어 전문 각수가 새겨야 한다. 

목판의 새김 기법에는 주로 양각(陽刻)·음각(陰刻)이 쓰인다.  

초벌 새기기는 글자와 계선(界線)·변란(邊欄) 등을 전문 각수가 새기고, 전문 각수가 초벌로 새기고 난 

후에 바탕과 여백을 파내는 것은 제각수(除刻手)가 담당하였다.

   새기기가 끝나면 교정을 위한 초벌 인출을 하여 초교(初校)·재교(再校)·삼교(三校) 등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쳐 매장마다 내용, 글자의 굵기, 길이, 균형 등을 바로 잡아 수정 새기기를 한다.

1차 교정

    

초벌 인출

마구리 장부

마구리 제작 완료

    

판목 완성

3) 판하본 붙이기

판하본 붙이기

    

기름 먹이기

판면을 사포(砂布)로 곱게 다듬은 후에 찹쌀풀을 사용하여 판하본(板下本)을 뒤집어 붙이는데 판면과 

판하본 사이에 기포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문질러준다.

완전히 마르면 하얗게 되어 판하본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손에 수분을 묻혀 문질러서 종이를 

한 꺼풀 벗겨주고 새기기 직전에 식물성 기름을 헝겊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얇게 바르고 문지르면 글씨가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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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원 제작 목판 및 인출본 검수

목판 검수

    

인출본 검수

7) 목판의 완성

곤여전도 목판 앞면

    

곤여전도 목판 뒷면

자본과 인출본과의 정밀 대조 검수 및 최종 교정을 거쳐 목판을 완성하고 인출에 대비한다.

2~3차 교정

    

변란 정리

5) 제작기 표기 및 먹물 취색

수차례 교정과 마무리 새기기를 거친 다음 마구리 조립이 끝나면 광곽 외부 또는 마구리, 뒷면의 

공간에 제작기를 표기한다.

제작기에는 목판의 제작연도, 각수 등을 표기하고 부식과 충해 등을 대비하여 옻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후 인출을 하기 위하여 먹물 취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곤여전도 신규 제작 목판의 경우 좌측하단부에 제작기를 새기고(제작기 내용 : 西紀二千十九年 

朴泳德 刻) 기존 목판과 동일하게 목판 전체에 송연먹으로 취색하였다. 

먹물 취색은 완성된 책판 전체에 붓으로 송연먹을 고루 칠해주고 천으로 문질러 준다.

먹물 취색은 직·간접적으로 방부 및 방충의 효과가 있다.

제작기 표기

    

먹물 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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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목에 필요한 도구

박피도구, 도비

③ 마름질에 필요한 도구

각종 자

    

먹줄과 줄 그무게

각종 조임쇠

    

톱

| 책판 제작에 필요한 전통도구 |

① 전통 도구 제작 과정

(1) 탄소강

    

(2) 석두 재단

(3) 달금질

    

(4) 메질 성형 ①

(5) 메질 성형 ②   

    

(6) 완성된 각도(창칼)와 평도(끌칼)

 

각자의 도구들은 숙련된 야장이 열처리와 두드림을 반복하여 성형한 다음 담금질로 강도를 높여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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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판 세척

목판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인출 후 먹의 잔여물이 찌들어 원활한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목판과 

목판에 새겨진 글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먹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함

볏짚에서 우려낸 추출물을 세척에 활용

•	볏짚에서 우려낸 추출물의 경우, 선조들이 행했다고 전해지는 ‘물에 적신 가마니로 하루 정도 

덮어 두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물을 얻었다.

•	과년도 사업 수행시 세척에 사용한 결과, 딱딱했던 먹의 강도가 약해지며 쉽게 제거되었다.

 - 젖은 수건으로 1~2시간 덮어서 딱딱하게 찌든 

먹을 불려준다.

각종 대패

    

각종 끌과 나무망치

④ 각자에 필요한 도구

① 각도(창칼)   ② 망치

    

③ 인각도 - 글자를 새길 때 기본으로 쓰이는 칼

④ 평도(끌칼) - 바닥을 떼어낼 때 쓰이는 칼(양각)

    

⑤ 환도  ⑥ 인도  ⑦ 고무망치 - 기타 바닥처리나 음양각에 필요한 칼

①

④ ⑤ ⑥ ⑦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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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여전도 목판 먹 찌꺼기 제거

•	세척 작업 실시 1주일 후 확인 결과 세척전 딱딱하게 굳어있는 찌든 먹성분이 세척 후 

건조하였다가 수분 보충을 하였을 때 푸석거리며 부드럽게 부서지는 것을 발견하고 먹덩이가 

남아있는 부분을 대나무 송곳으로 밀었을 때 책판에 손상이 가지 않고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었음

•	볏짚에 함유된 효소의 활동으로 인한 먹 성분의 분해 작용으로 추측됨

   

 - 볏짚에서 추출한 물을 목판에 흠뻑 뿌리면서 

돈모솔로 문질러서 헝겊으로닦아준다.(2~3회 

반복)

 - 소금물을 뿌리면서 돈모솔로 문질러서 헝겊으로 

닦아낸다.(2~3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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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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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전 세척 후

곤여전도 4면 

곤여전도 5면 

| 세척 전·후 비교 |

세척 전 세척 후

곤여전도 2면 

곤여전도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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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판 인출

1) 인체(印髢) 제작

• 인체란

인체는 목판에 한지를 놓고 한지면을 밀어서 인쇄하는 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로써 중국, 일본, 

한국의 재료 및 제작과정은 물론 이름도 서로 다르게 불려진다.

일본의 경우 바렌(ばわん)이라고 하여 종이를 포개서 옻으로 굳힌 접시모양의 당피(当皮)에 대나무 

껍질을 잘게 잘라서 꼬아 만든 끈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은 다음 대나무 껍질로 싸서 쓰고 

중국의 경우는 나무틀에 종려나무 껍질의 섬유부분 또는 말총을 여러 겹 덧대어 사용하는 마렴(馬簾), 

마련(馬楝, 馬連)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 머리카락(人毛) 또는 말총을 뭉쳐서 만들고 그 위에 

밀랍을 발라 사용하며 인체(印髢)라고 한다.

종려나무 껍질 섬유

    

중국의 마련(馬楝, 馬連)

사람 머리카락(人毛)

    

우리나라 인체(印髢)

세척 전 세척 후

곤여전도 6면 

곤여전도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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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 하 ,  전 후 ,  좌 우 로  실 을  이 용 하 여 

얽어매준다.

⑥   밀랍에 열을 가하여 녹인 다음 붓으로 

밀랍을 인체면에 발라준다.

2) 목판의 인출과정

(1) 재료 및 도구 준비

목판 제작이 완료되어 인출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먹물 및 인쇄도구(印刷道具)가 마련 되어야 한다.

종이는 우리나라의 한지(韓紙)를 사용하고 묵은 색이 진하고 선명한 송연묵(松烟墨)을 주로 사용한다.

인쇄용 먹물은 벼루에 진하게 수마하여 먹물 그릇에 담아두고 인쇄할 때에 알코올성 물질과 

명반(明礬) 등을 섞어서 사용한다.

술 또는 알코올성 물질 및 명반 등을 섞는 것은 먹물이 고루 스며들게 하고 증발을 빠르게 하여 

번짐을 방지하고 아교(阿膠)의 응결을 촉진시켜 윤기가 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외에 목판인쇄 용구로는 먹솔·먹비·말총·인체(印髢) 등을 비롯하여 기름이나 밀랍(蜜蠟)·묵판(墨板)· 

먹물그릇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체는 인모(人毛)뭉치를 만들고 위에 밀랍을 발라 만든 것으로 책판의 종이 위를 문지르면 손쉽게 

된다.

①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인모를 3~4묶음 

정도를 준비(인체 1개 제작 분량)

② 一자가 되도록 정리(직모가 좋다)

③   미지근한 물속에 담그고 서로가 잘 엉키도록 

물속에서 성형

④ 물을 빼주고 2~3일 정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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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출 사전작업

곤여전도 목판의 경우 지구 반구(2, 4, 5, 7면)의 사귀에 새겨넣은 도설 부분을 타원형태의 

북경판, 광동판과는 다르게 해동판은 모양을 방형(方形)으로 변형하고 매목하여 새겨 넣고 산지못으로 

고정하였다. 

목판의 일부 매목 부분이 들떠 흔들림이 발생하기에 원활한 인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임시로 고정 후 인출을 진행하였다.

곤여전도 2면 매목 부분 들뜸

    

곤여전도 2면 매목 부분 고정

곤여전도 5면 매목 부분 들뜸

    

곤여전도 7면 매목 부분 들뜸

세척이 완료된 목판은 먹물을 바르기 전 원활한 인출을 위하여 목판에 물을 뿌리고 젖은 수건으로 

덮어주어 충분한 보습을 하여준다.

인출용 한지

    

먹

먹

    

인출도구(인체, 먹, 솔, 붓, 분무기 등)

(2) 목판 준비

곤여전도 인출 대상 목판 (총 4판 8면)

목판 제작이 완료된 목판 중에서 찍고자 하는 내용의 목판의 글자가 위로 향하도록 평평하게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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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여전도 목판과 같이 대형목판의 경우 판면에 한지를 펴놓고 인출을 하면 시작 부분은 원활하게 

인출이 되지만 끝부분에서는 종이가 늘어나 주름이 생겨 이중으로 인쇄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지의 

손실률이 많았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통에 한지를 말아 인체로 밀어주는 속도에 맞추어 지통을 굴려 

한지를 펴 가면서 인출한 결과 한지 손실률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 인출한 본은 먹물의 농도, 인출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채색에 대비한다.

곤여전도 인출 완료 

5. 인출본 검수

1) 인출본 검수

•	2019. 11. 2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 열람실

•	검수자 :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자문위원) 

김진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서/사업담당자)

| 동일 인출면 비교 검수 |

    

목판 물 뿌리기

    

젖은 수건 덮어 보습

(4) 인출

붓을 이용하여 먹을 골고루 바르고 먹솔을 이용하여 골고루 펴 준 다음 마구리 끝을 기준점으로 

잡아 양쪽에서 한지를 잡고 가지런히 놓아준 다음 인체를 이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준다.

먹물 바르기

    

먹솔 이용 먹물 펴주기

한지 놓기

    

인체로 문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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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출본 채색

1) 사업개요

(1) 사업협력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채색)

(2) 사업기간: 2019. 5. 23. - 2020. 1. 10.

(3) 사업내용

•	곤여전도 목판 인출본의 채색

•	18, 19세기 곤여전도 채색본들을 참고하여 채색

•	18, 19세기 전통재료기법으로 채색

(4) 사업목적

•	목판 인출본에 채색하여 완질판 채색본 제작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유일한 채색본 제작 

•	채색본을 소장자료로 확보하여 전시·연구 등에 활용 및 보존·관리

•	채색과 관련된 전통 기술 및 재료기법 재현·계승

(5) 조직 및 참여인력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모사 분야

모사연구원 

정두희

연구보조원

김영원, 김혜빈, 

박시은, 이옥선, 

이혜미, 임지수

보존 분야

보존연구원 

황인숙

연구보조원

김영원, 김혜빈,

박시은, 이옥선,

이혜미, 임지수

촬영 분야

촬영연구원 

안동일

연구보조원

김영원, 김혜빈, 

박시은, 이옥선, 

이혜미, 임지수

분석기기 및 안료

분석기기

㈜시연

안료

가일전통안료

총 괄 책 임 자

책임연구원 임남수

    

    

 

2) 검수 결과

•	전반적으로 인출 상태(먹의 농도, 인출의 정밀도 등)가 양호함

•	동일 인출면 전체를 비교하여 선별된 5부 중 채색에 사용할 선본(善本) 1부를 선정함

•	한지 두께 및 색상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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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곤여전도 인출본의 채색 기준

곤여전도 인출본의 채색 기준은 자문을 받아 정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양윤정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채색 기준과 세부 채색 기준을 

정해 진행했다. 

곤여전도 채색본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대상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8, 19세기 곤여전도들과 

세계지도 채색본들을 참고하여 전통재료기법을 채색하는 것을 기본 채색 기준으로 한다. 

그에 맞추어 곤여전도 인출본의 채색 기준을 정해 채색한다. 

주요 참고 작품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이다.

곤여전도 인출본 채색 기준 자문

    

곤여전도(해동판), 19세기, 채색 목판본, 8폭 화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의 <곤여전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채색 

목판본이다. 

1674년 벨기에 예수회 선교사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1688)가 서양 과학의 

보급을 위해 중국에서 간행한 목판본 세계지도인 곤여전도이다. 

페르비스트는 『곤여도설』15)을 간행한 뒤 8폭 병풍에 담아 곤여전도를 제작하였다.

15)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1688)는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천문 역법뿐만 아니라 세계 지리와 지도, 

천주교 등 다양한 유럽 문화를 소개한 20여 종의 저술을 남겼다. 이러한 여러 저술들 가운데 『곤여도설(坤與圖說)』은 

그가 흠천감을 맡고 있을 때인 1672년에 북경(北京)에서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한 세계 지리서이다. 이 책은 2년 뒤인 

1674년에 제작된 그의 세계 지도인 「곤여전도(坤與全圖)」를 해설한 책이 아니라, 알레니(Giulio Alleni, 艾儒略)의 

『직방외기(職方外紀)』를 계승한 저술로, 『직방외기』와 함께 한문지리서의 2대 명저로 거론되고 있다. 이 책의 상권에는 

곤여(坤與)에서 인물에 이르기까지 15조항에 달하는 지리 통론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하권에는 오대주(五大洲) 

각국의 풍토·인정·명승 등에 관한 인문지리 내용과 사해총설(四海總說), 해상(海狀)·해족(海族)·해산(海産)·해선(海船) 등 

해양지리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참여인력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책  임

연구원
임남수

•	교수/문학박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격증(번호 11405030861V)

•	2019 문화재청 <조선왕조 오대산사고본 의궤> 복제 참여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	2005-2020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	2006-2020 대구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 

•	2013-2020 경북 예천군 향토문화재보호위원

•	2007-2011 부산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공  동

연구원
정두희

•	조교수/미술학박사/모사공 자격증(번호 007914)

•	2019 문화재청 <조선왕조 오대산사고본 의궤> 복제 참여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	2018 수원시 프랑스 소재 의궤 모사 참여

•	2016 규장각, 국립해양박물관 모사 참여

•	2015 국립중앙박물관 태조어진 모사 참여

•	2013-2015 국립고궁박물관 회화유물 모사 참여    

•	2012-2014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모사 참여

•	2007-2011 보물 제1491호 연잉군 초상 모사 외 다수 모사

보  조

연구원

김영원

•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석사과정 재학

•	2019 문화재청 <조선왕조 오대산사고본 의궤> 복제 참여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김혜빈

•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석사과정 재학,

•	GTQ포토샵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

•	2019 문화재청 <조선왕조 오대산사고본 의궤> 복제 참여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박시은
•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석사과정 재학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이옥선

•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석사과정 재학

•	2019 문화재청 <조선왕조 오대산사고본 의궤> 복제 참여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이혜미

•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석사과정 재학

•	2019 문화재청 <조선왕조 오대산사고본 의궤> 복제 참여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임지수

•	영남대학교 미술보존복원 연계전공 석사과정 재학,

•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증, 미술심리지도사 2급 자격증

•	2019 문화재청 <조선왕조 오대산사고본 의궤> 복제 참여

•	2019 규장각 소장  <각선도본> 모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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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곤여전도 목판 인출 사업

  근대식 지도 제작 기법을 사용한 지도이지만 남방의 대륙은 미지의 땅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을 비롯한 남방은 아직 탐험이 안 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서양 지도 및 서양 세계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16) 

천하도, 18세기 말, 60.5×102.8cm, 지본채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천하도는 18세기 말 전통재료기법을 사용하였고 두껍지 않은 채색층으로 맑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채색 지도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곤여전도 인출본과는 다르지만 산악, 강하, 바다 부분을 참고하여 인출본 

채색에 반영한다. 

(1) 기본 채색 기준

① 18, 19세기 곤여전도 채색본들을 참고하여 채색

② 18, 19세기 전통재료기법으로 채색

③ 판각선이 보이도록 투명하게 채색

(2) 세부 채색 기준 :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채색하지 않고 비워둠

1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곤여전도는 북경판(1674), 광동판(1856), 해동중간본(1860) 등 세 가지 판본이 전해진다.

이 병풍은 1860년 조선에서 중간(重刊)된 것이다. 신대륙과 구대륙, 남반구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각종 상상의 동물들과 선박을 곳곳에 배치하여 눈길을 끈다. 

목판 인출 후에 채색을 하였는데, 채색을 누가 언제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곤여전도> 인출본도 해동판이기 때문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과 매우 

유사하지만 동물의 형태나 세부 판각선들이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동물의 채색에 사용한 안료들의 채도가 높은 편이며 채색층이 두꺼워 판각선이 거의 비치지 않는 

불투명한 채색에 가깝다. 

곤여전도 8폭 병풍, 19세기 말~20세기 초, 채색목판본, 서울역사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는 18세기 말 정조대에 편찬된 서구식 한역세계지도이다. 

중국에 왔던 서양선교사 알레니가 쓴 『직방외기(職方外紀)』(1632년)에 수록된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이다. 

『직방외기』에 실린 지도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지도의 윤곽, 도법, 지명 등에서 대부분이 일치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데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와 

마찬가지로 본 지도의 모습도 지도의 중앙경선을 태평양 중앙에 둠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를 중앙 부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지도상에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그 모습은 오늘날과 비슷하나 그 위치가 현 위치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전통적인 중화사상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유럽 중심의 세계지도의 구도를 태평양 중심의 세계지도 

구도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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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폭 2의 지명과 회귀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의 산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의 강하, 호수, 바다

①   해설: 해설의 테두리만 채색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을 참고하고 

기존의 안료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안료 선정

②   지구테두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을 참고하여 안료를 선정하고, 가장 

자리부터 안으로 적, 청, 황색의 순서로 채색

③ 지명, 회귀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를 참고하고 적도, 위도, 경도는 채색하지 않음

④ 산악, 강하, 호수, 바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의 안료 및 채색기법 활용

⑤ 사막, 홍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를 참고하여 갈색으로 채색

⑥ 동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를 참고하나 판각선이 보이도록 투명하게 채색

⑦   선박: 선박의 돛은 황색으로 하고 깃발, 돛대, 그물은 다양한 예가 있고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찾기 어려워 이 본에서는 채색하지 않음

⑧ 판각선 멸실 부분: 판각선 멸실 부분의 먹선을 그리지 않고 채색도 하지 않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폭 1의 해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폭 2의 지구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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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판각선 멸실 부분: 판각선 멸실 부분의 먹선을 그리지 않고 채색도 하지 않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폭 1의 해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폭 2의 지구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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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폭 2의 선박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폭 3 부분

    

<곤여전도> 인출본 폭 3 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폭 5의 사막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폭 6의 홍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폭 2의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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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가. 열람일자: 2019.06.11.

    나. 열람장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다. 열람대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곤여전도 해동판 

    라. 참여명단

담 당 이 름 소 속

자문위원 양윤정 성신여자대학교

규장각사업담당 김진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업 총괄, 복각 및 인출 박영덕 운봉서각원

채색 및 안료분석

정두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혜빈

이옥선

이혜미

분석기기 이시봉 ㈜시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열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폭 1과 폭 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2015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문헌 보존관리 사업에서 

안료분석이 되어 있어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17) 

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곤여전도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고문헌 보존관리 종합 결과 보고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5, pp. 224-225.

| 곤여전도 인출본의 세부 채색 기준 |

번 호 부 분 세부 채색 기준

1 해설 해설의 테두리만 채색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참고

2 지구테두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을 참고하여 가장자리부터 안으로 적, 

청, 황색의 순서로 채색 

3 지명, 회귀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참고

4 산악, 강하, 호수, 바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 참고

5 사막, 홍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를 참고하여 갈색으로 채색

6 동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를 참고하나 판각선이 보이도록 투명하게 채색

7 선박 선박의 돛은 황색으로 하고 깃발, 돛대, 그물은 채색하지 않음

8 판각선 멸실 부분 판각선 멸실 부분의 먹선을 그리지 않고 채색도 하지 않음

3) 곤여전도 인출본의 채색 과정

곤여전도 인출본을 채색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곤여전도 채색본을 열람하고 안료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채색 기준에 맞춰 전통 안료를 준비한다. 

인출본을 전통재료기법으로 채색하고 검수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 곤여전도 인출본의 채색 과정 |

열람

•	육안조사

•	재료기법연구

안료분석

•	XRF 분석

•	현미경 촬영

채색

•	채색

•	세부묘사

검수 과정

•	수정 보완

•	채색 완성

� � �

(1) 곤여전도 열람 및 안료 분석

곤여전도 인출본을 채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을 

참고하였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2015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문헌 보존관리 사업에서 

안료분석이 되어 있어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실제 열람하여 조사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은 안료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업에서 열람하고 과학적 분석 및 육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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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에서 곤여전도 인출본의 폭 1과 폭 8의 해설의 테두리만 채색한다. 

참고 작품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곤여전도 해동판의 해설 테두리 안료분석을 활용한다. 

위 안료분석에서 해당 부분은 분석위치 1에서 7까지이다. 

안료분석을 살펴보면 적색은 진사와 연단을 혼합하여 채색하고 황색은 유기안료인 등황과 

무기안료 연백, 녹색은 석록, 청색은 유기안료인 쪽과 무기안료인 연백을 섞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출본의 채색에도 이 안료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안료를 선정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폭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의 XRF 분석 위치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곤여전도 해동판 안료분석 |

분석위치 색상 주요 검출원소 추정안료

1 적색 Hg, Pb 진사(HgS), 연단(Ph₃O₄)

2 적색 Hg, Pb 진사(HgS), 연단(Ph₃O₄)

3 황색 Pb 유기염료, 연백[2PbCO₃ ·Pb(OH)₂]

4 녹색 Cu, Pb 공작석[Cu3(CO3)₂(OH)₂]

5 청색 Pb 유기염료, 연백[2PbCO₃ ·Pb(OH)₂]

6 적색선 Hg, Pb 진사(HgS), 연단(Ph₃O₄)

7 적색 Hg, Pb 진사(HgS), 연단(Ph₃O₄)

8 적색 Hg, Pb 진사(HgS), 연단(Ph₃O₄)

9 적색선 Hg 진사(HgS)

10 청색 Pb 유기염료, 연백[2PbCO₃ ·Pb(OH)₂]

11 글자 검출원소 없음 흑색산화물(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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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 조사

디지털현미경을 이용하여 안료의 입자 및 채색 상태를 관찰한다. 

여러 종류의 색상별로 800배로 확대이미지를 촬영한다. 

XRF 분석

    

디지털현미경 조사

폭2 폭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안료분석 위치(폭 1, 2)

②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가. 열람 및 분석일자: 2019. 12. 3.

    나. 열람 침 분석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다. 열람 및 분석대상: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라. 참여명단

담 당 이 름 소 속

자문위원 양윤정 성신여자대학교

규장각사업담당 김진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업 총괄, 복각 및 인출 박영덕 운봉서각원

채색 및 안료분석

정두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원

이옥선

임지수

분석기기 이시봉 ㈜시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곤여전도 열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곤여전도 인출본과 비교

   마. 분석방법

•	엑스선형광분석

엑스선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XRF)를 이용하여 비파괴 방법으로 안료의 주요 성분을 

분석한다.

| XRF 분석조건 |

장비명 Potable XRF Spectrometer, Olympus Vanta

X-Ray 소스 4W, 40kV

디텍터 SDD 디텍터

측정시간 60-1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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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Potable XRF Spectrometer, Olympus Vanta

X-Ray 소스 4W, 4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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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6 폭5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안료분석 위치(폭 5, 6)

폭4 폭3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안료분석 위치(폭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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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6 폭5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안료분석 위치(폭 5, 6)

폭4 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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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번호 부분
XRF 

주요 검출원소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2

13 지명(적색) S, Hg 주

14 지명(황색) · 등황

15 배(적색) · 연지

16 배(회색) Pb 연백, 먹

17 파도(백색) Pb 연백

18 지명(적색) · 연지

19 산(녹색) As, Cu 양록

20 산(청색) Si, S, Al 양청

21 동물(황색) · 등황

22 동물(적색) S, Hg 주

23 동물(청색) Si, S, Al 양청

24 동물(흑색) · 먹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안료분석 |

폭 번호 부분
XRF 

주요 검출원소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1

1 바탕 · ·

2 테두리(적색) · 연지

3 테두리 안(황색) · 등황

4 테두리(회색) · 먹

2

5 테두리(청색) Si, S, Al 양청

6 원(갈색) · 연지

7 원(청색) Si, S, Al 양청

8 원(녹색) As, Cu 양록

9 원(적색) S, Hg 주

10 바다(청색) · 쪽

11 육지(미색) · ·

12 동물(회색) · 먹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336 337

제 3 장  곤여전도 목판 인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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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물(적색) S, Hg 주

23 동물(청색) Si, S, Al 양청

24 동물(흑색) · 먹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안료분석 |

폭 번호 부분
XRF 

주요 검출원소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1

1 바탕 · ·

2 테두리(적색) · 연지

3 테두리 안(황색) · 등황

4 테두리(회색) · 먹

2

5 테두리(청색) Si, S, Al 양청

6 원(갈색) · 연지

7 원(청색) Si, S, Al 양청

8 원(녹색) As, Cu 양록

9 원(적색) S, Hg 주

10 바다(청색) · 쪽

11 육지(미색) · ·

12 동물(회색) ·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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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의 안료분석 결과 19세기 말 이후 유입된 양청(洋靑)과 발암 물질 등 

유해한 이유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 양록(洋綠)이 나타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자문회의에서 정한 채색 기준인 18, 19세기 전통재료기법을 반영하여 

양록과 양청 대신 석록과 석청을 사용한다. 

그리고 동물의 채색은 서울역사박물관 본을 참고하되 판각선이 비칠 정도의 얇은 채색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폭 2 부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곤여전도 인출본 채색은 하나의 본을 참고로 하지 않고 여러 본의 각각 다른 

부분들의 안료와 채색기법을 참고로 한다. 

이번 채색에 사용한 안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9) 

적색은 유기안료인 연지와 무기안료인 진사, 연단의 조색, 진사와 연백을 조색을 사용한다. 

특히 진사와 연단을 혼합하여 채색한다. 

갈색은 주로 대자를 사용한다. 

황색은 유기안료인 등황과 무기안료 연백과 등황을 조색해서 하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녹색은 무기안료인 석록을 주로 사용하고 등황과 쪽을 혼합하여 채색하기도 한다. 

청색은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기안료 쪽으로 채색하거나 무기안료 석청을 이용하고, 

쪽과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백색은 납 성분의 무기안료인 연백을, 흑색은 주로 먹을 사용하여 채색한다.

폭 번호 부분
XRF 

주요 검출원소
현미경(800배) 추정안료

3

25 동물(청색) Pb 쪽,

26 동물(녹색) As, Cu 연백

27 동물(회색) · 양록

28 동물(청색) Si, S, Al 먹

4 29 동물(청색) Si, S, Al 양청

5 30 동물(적색) · 양청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안료분석 |

색상 추정안료 안료분석 비고

적색

연지 특정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유기안료인 연지로 추정

양록과 양청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곤여전도>는 

19세기 말 이후 

채색한 것으로 추정

진사
황화수은(HgS)의 진사로 추정 가능하나 채도가 높은 색상을 고려할 때 

인조화합물인 ‘주’ 안료일 가능성도 있음

황색 등황 특정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유기안료인 등황으로 추정

녹색 양록
비소(As), 구리(Cu) 성분으로 보아 초산아비신동 Cu(C₂H₃O₂)₂·3Cu(AsO₂)₂ 

결합물인 양록으로 추정

청색
쪽 특정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유기안료인 쪽으로 추정

양청 규소(Si), 황(S), 알루미늄(Al) 성분 검출에서 양청으로 추정

백색 연백 납(Pb) 성분이 검출되므로 연백으로 추정

흑색 먹 특정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먹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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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은 유기안료인 연지와 무기안료인 진사, 연단의 조색, 진사와 연백을 조색을 사용한다. 

특히 진사와 연단을 혼합하여 채색한다. 

갈색은 주로 대자를 사용한다. 

황색은 유기안료인 등황과 무기안료 연백과 등황을 조색해서 하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녹색은 무기안료인 석록을 주로 사용하고 등황과 쪽을 혼합하여 채색하기도 한다. 

청색은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기안료 쪽으로 채색하거나 무기안료 석청을 이용하고, 

쪽과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백색은 납 성분의 무기안료인 연백을, 흑색은 주로 먹을 사용하여 채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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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색

(1) 해설 

폭 1에는 사원행지서병기형(四元行之序並其形), 지구남북양극(地球南北兩極), 지원(地圜), 지체지원(地體地圓)이 

기록되어 있고, 폭 8에는 지진(地震), 인물(人物), 강하(江河), 산악(山岳)에 대한 해설이 있다. 

해설 글 부분은 채색하지 않고 해설의 테두리 부분만 채색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곤여전도 해동판의 안료분석을 바탕으로 안료를 선정하여 채색을 

진행한다. 

    

해설 테두리 채색

적색은 진사와 연단의 조색, 연백과 진사를 혼합한 분홍색을 사용한다. 

황색은 연백과 등황의 조색, 녹색은 석록, 청색은 석청, 연백과 쪽의 조색을 사용한다.  

| 곤여전도 인출본 채색에 사용한 안료 |

색상 안료  대표 성분 사용한 안료

적색

· 연지

수은(Hg) 진사

수은(Hg), 납(Pb) 진사, 연단

수은(Hg), 납(Pb) 진사, 연백

갈색 철(Fe) 대자

황색
· 등황

납(Pb) 등황, 연백

녹색
구리(Cu) 석록

· 둥황, 쪽

청색

· 쪽

구리(Cu) 석청

납(Pb) 쪽, 연백

백색 납(Pb) 연백

흑색 · 먹

채색기법은 크게 두 종류로 구륵법(鉤勒法)과 바림법이다. 

구륵법은 외곽선을 안을 채색하는 기법인데 <곤여전도> 인출본의 판각선 안쪽으로 채워 색칠한다. 

바림법은 붓자국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물붓을 사용하여 농담의 변화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해설 테두리의 부분, 동물의 몸, 동물 출수구의 물 표현, 동물들 아래쪽의 땅 채색, 산악의 채색 등에 

바림 기법을 사용한다.    

곤여전도 인출본 폭 8의 해설 테두리 바림법 부분

    

곤여전도 인출본 폭 3의 카멜레온과 땅 바림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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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부 분 부 분 내 용

8

지진(地震)

인물(人物)

강하(江河)

산악(山岳)

| 곤여전도 인출본 해설의 채색 |

폭 부 분 부 분 내 용

1

사원행지서병기형

(四元行之序並其形)

지구남북양극

(地球南北兩極))

지원(地圜)

지체지원(地體地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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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악 및 지형

산악의 채색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를 참고한다. 

석록으로 산을 채색하면서 바림법으로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산의 봉우리 또한 석청의 바림법으로 채색한다. 

사막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을 참고하여 갈색의 대자로 채색한다.  

    

산악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산악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사막 채색

(2) 지명 및 회귀선

지명과 회귀선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을 참고로 하여 지명은 적색과 황색으로 채색하고 지명 

사각형의 테두리는 진사로 채색한다. 

적색은 유기안료 연지, 황색도 유기안료 등황을 사용한다. 그리고 아시아(亞細亞), 아프리카(利未亞), 

유럽(歐羅巴), 남북아메리카(南北亞黑利加), 대양주(新阿蘭地亞), 남방대륙(墨瓦蠟泥加)의 한자명은 판각선 안에 

구륵법으로 진사를 사용한다. 

회귀선도 진사로 채색한다.

    

지명 채색

    

북회귀선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지명

    

곤여전도 인출본의 지명과 회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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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다

바다의 채색은 강하 부분과 같은 쪽 안료를 사용한다. 

곤여전도의 많은 부분이 바다이므로 일정한 색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쪽의 정도를 논의해 사용한다.

바다 채색 기준 확인 

    

바다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바다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서홍해 채색

판각선의 파도선, 즉 수파묘(水波描)가 잘 보이도록 투명하게 채색한다. 

육지와 섬 주변은 판각선의 두께가 굵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수파묘와 구분되는데 이 부분들은 

색을 더 진하게 칠해 구분되도록 한다. 

서홍해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의 홍해와 같이 갈색의 대자로 채색한다.

(4) 강하

강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를 참고하여 채색한다. 

쪽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명도와 채도를 유지하도록 유의한다. 

호수의 테두리는 판각선을 따라 더 어둡게 처리한다. 

    

강하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강하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호수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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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여전도 인출본의 동물 채색 |

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2

·

•	북극 해상에 그려진 이 동물의 명칭은 정확하지 

않음

•	연백과 먹을 조색하여 채색

타조, 뱀, 희작(喜鵲, 

까치)

•	화면의 왼쪽 타조는 조공품 혹은 상서로운 새로 

바다를 건너온 몸집이 큰 달리는 새라는 기록 

부기

•	타조는 연백, 뱀은 등황과 대자, 희작은 진사, 

연백, 쪽으로 채색

검어(황새치)

•	해양동물로 뾰족하고 긴 주둥이를 묘사한 새치

•	출수구는 쪽과 먹, 새치의 적색은 진사, 청색은 

쪽, 백색은 연백, 갈색은 대자로 채색

이후(狸猴)

•	아프리카산의 유대류의 동물

•	툭 불거진 둥근 눈을 표현하고 새끼는 생략적

으로 묘사

•	적색은 진사, 백색은 연백으로 채색

3

산양
•	연백으로 몸을 덮고 연지로 귀 채색

•	판각선이 비칠 정도로 채색층 형성

칠면조

•	적색의 머리와 청색의 몸이 대조적

•	적새은 진사, 녹색은 등황과 쪽, 청색은 석청과 

쪽으로 판각선의 깃털 표현이 비치도록 얇은 

채색층 형성

(6) 동물

동물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의 동물 채색을 참고로 하고 채색층의 두께는 판각선이 비칠 

정도로 조절한다. 

    

동물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동물에 대해서는 서윤정의 연구18)가 있다. 

곤여전도에는 육상 동물 20마리와 해양의 물고기와 인어 같은 가상의 존, 재 등 12마리, 총 

32마리의 생물이 그려져 있고 그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 행동 양상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부기되어 있다.19) 

해상 동물의 경우 백색 파도를 표현하여 바다 위로 헤엄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육상 동물에는 가로 먹선을 긋고 황색으로 채색해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곤여전도 인출본의 동물들을 채색 후 표로 정리하고 각 동물들에 대한 기록20)과 채색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기록상 찾을 수 없는 동물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앞으로 동물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8)    서윤정, 「조선후기 채색필사본 병풍 <곤여만국전도>와 <곤여전도>의 동물삽화: 지식과 도성의 전승과 변용」, 

『미술사학연구』, 제 30호, 2019.

19)    서윤정, 앞의 글, p. 150.

20)    서윤정, 앞의 글,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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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여전도 인출본의 동물 채색 |

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2

·

•	북극 해상에 그려진 이 동물의 명칭은 정확하지 

않음

•	연백과 먹을 조색하여 채색

타조, 뱀, 희작(喜鵲, 

까치)

•	화면의 왼쪽 타조는 조공품 혹은 상서로운 새로 

바다를 건너온 몸집이 큰 달리는 새라는 기록 

부기

•	타조는 연백, 뱀은 등황과 대자, 희작은 진사, 

연백, 쪽으로 채색

검어(황새치)

•	해양동물로 뾰족하고 긴 주둥이를 묘사한 새치

•	출수구는 쪽과 먹, 새치의 적색은 진사, 청색은 

쪽, 백색은 연백, 갈색은 대자로 채색

이후(狸猴)

•	아프리카산의 유대류의 동물

•	툭 불거진 둥근 눈을 표현하고 새끼는 생략적

으로 묘사

•	적색은 진사, 백색은 연백으로 채색

3

산양
•	연백으로 몸을 덮고 연지로 귀 채색

•	판각선이 비칠 정도로 채색층 형성

칠면조

•	적색의 머리와 청색의 몸이 대조적

•	적새은 진사, 녹색은 등황과 쪽, 청색은 석청과 

쪽으로 판각선의 깃털 표현이 비치도록 얇은 

채색층 형성

(6) 동물

동물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곤여전도의 동물 채색을 참고로 하고 채색층의 두께는 판각선이 비칠 

정도로 조절한다. 

    

동물 채색

곤여전도 인출본의 동물에 대해서는 서윤정의 연구18)가 있다. 

곤여전도에는 육상 동물 20마리와 해양의 물고기와 인어 같은 가상의 존, 재 등 12마리, 총 

32마리의 생물이 그려져 있고 그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 행동 양상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부기되어 있다.19) 

해상 동물의 경우 백색 파도를 표현하여 바다 위로 헤엄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육상 동물에는 가로 먹선을 긋고 황색으로 채색해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곤여전도 인출본의 동물들을 채색 후 표로 정리하고 각 동물들에 대한 기록20)과 채색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기록상 찾을 수 없는 동물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앞으로 동물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8)    서윤정, 「조선후기 채색필사본 병풍 <곤여만국전도>와 <곤여전도>의 동물삽화: 지식과 도성의 전승과 변용」, 

『미술사학연구』, 제 30호, 2019.

19)    서윤정, 앞의 글, p. 150.

20)    서윤정, 앞의 글,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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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5

날치
•	날치가 물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순간 표현

•	진사, 먹, 대자로 채색

소(蘇, 주머니쥐)

•	세 마리의 새끼를 등에 업고 몸을 덮을 정도로 

길고 풍성한 꼬리를 가진 동물

•	남아메리카의 소(蘇)라고 부기

•	입은 진사, 몸은 대자, 연백, 먹을 조색하여 채색

살랄(撒辣)

•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살랄만대랄도

(撒辣漫大辣圖)>의 살랄로 추정

•	연백과 먹 조색하고 등황과 쪽으로 채색

인어

•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인 인어는 

동서양에서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관습적인 방법이 지속된 결과 반영

•	상반신은 대자, 하반신 꼬리는 석청으로 채색

무대조(無對鳥)
•	무대조 깃털을 형형색색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

•	적색은 진사, 녹색은 석록, 청색은 석청으로 채색

기린

•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신성한 동물인 기린

과는 구별됨

•	전 심도(沈度, 1357-1434)의 <기린도>(16세기)

와 유사

•	기린은 대자, 인물은 대자와 석청으로 채색

6 ·

•	출수구에서 솟아나는 물줄기를 청색에서 백색

으로 변하도록 표현

•	물줄기는 쪽과 백색, 몸은 진사, 쪽,  먹으로 채색

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3

비버

•	눈에 띄게 넓적하고 편평한 비늘이 달린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뒷다리에 물갈퀴가 있음

•	연백으로 몸을 덮고 진사로 눈과 잎 채색

카멜레온

•	육지 위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는 카멜레온 묘사 

•	몸의 색 변화를 바림 기법으로 표현

•	눈은 진사, 몸은 쪽과 대자로 채색 

4

고래

•	출수구가 두 개인 고래

•	출수는 석청과 쪽으로 채색하고 연백으로 표현한 

백색의 파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바림 기법 

사용

•	입은 진사, 몸은 쪽과 대자 등으로 채색

·
•	머리 위 솟아나온 부분은 석청, 입은 진사로 채색

•	몸은 먹과 대자로 채색

·
•	입은 진사로 채색

•	몸은 먹과 대자로 채색

·

•	대부분의 동물을 측면으로 묘사한 반면 이 동물은 

정면에 가까운 각도로 표현

•	적색 부분은 진사, 나머지는 먹과 대자로 채색

5 ·

•	출수구로부터 나오는 물줄기는 석청과 쪽으로 

채색

•	동물은 진사, 먹, 대자로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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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5

날치
•	날치가 물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순간 표현

•	진사, 먹, 대자로 채색

소(蘇, 주머니쥐)

•	세 마리의 새끼를 등에 업고 몸을 덮을 정도로 

길고 풍성한 꼬리를 가진 동물

•	남아메리카의 소(蘇)라고 부기

•	입은 진사, 몸은 대자, 연백, 먹을 조색하여 채색

살랄(撒辣)

•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살랄만대랄도

(撒辣漫大辣圖)>의 살랄로 추정

•	연백과 먹 조색하고 등황과 쪽으로 채색

인어

•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인 인어는 

동서양에서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관습적인 방법이 지속된 결과 반영

•	상반신은 대자, 하반신 꼬리는 석청으로 채색

무대조(無對鳥)
•	무대조 깃털을 형형색색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

•	적색은 진사, 녹색은 석록, 청색은 석청으로 채색

기린

•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신성한 동물인 기린

과는 구별됨

•	전 심도(沈度, 1357-1434)의 <기린도>(16세기)

와 유사

•	기린은 대자, 인물은 대자와 석청으로 채색

6 ·

•	출수구에서 솟아나는 물줄기를 청색에서 백색

으로 변하도록 표현

•	물줄기는 쪽과 백색, 몸은 진사, 쪽,  먹으로 채색

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3

비버

•	눈에 띄게 넓적하고 편평한 비늘이 달린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뒷다리에 물갈퀴가 있음

•	연백으로 몸을 덮고 진사로 눈과 잎 채색

카멜레온

•	육지 위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는 카멜레온 묘사 

•	몸의 색 변화를 바림 기법으로 표현

•	눈은 진사, 몸은 쪽과 대자로 채색 

4

고래

•	출수구가 두 개인 고래

•	출수는 석청과 쪽으로 채색하고 연백으로 표현한 

백색의 파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바림 기법 

사용

•	입은 진사, 몸은 쪽과 대자 등으로 채색

·
•	머리 위 솟아나온 부분은 석청, 입은 진사로 채색

•	몸은 먹과 대자로 채색

·
•	입은 진사로 채색

•	몸은 먹과 대자로 채색

·

•	대부분의 동물을 측면으로 묘사한 반면 이 동물은 

정면에 가까운 각도로 표현

•	적색 부분은 진사, 나머지는 먹과 대자로 채색

5 ·

•	출수구로부터 나오는 물줄기는 석청과 쪽으로 

채색

•	동물은 진사, 먹, 대자로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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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7

·
•	입은 진사로 채색

•	몸의 많은 부분은 등황, 대자로 채색

·
•	해마와 유사한 형태

•	입과 등은 진사, 몸은 등황과 대자로 채색

유니콘

•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인 

독각수(獨角獸), 유니콘은 동서양에서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관습적인 방법이 

지속된 결과 반영

•	유니콘의 뿔은 진사, 몸은 연백으로 채색

획낙(獲落)

•	획낙은 두 그루 나무 기둥 사이에 위치하고 

하늘로 향한 꼬리, 콧수염, 거친 털의 표현이 

특징적

•	획낙은 쪽으로, 나무는 연백과 대자로 채색

위 표에서 폭 5의 살랄(撒辣)은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21)의 살랄만대랄도(撒辣漫大辣圖)의 살랄로 

추정할 수 있다. 

21)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정식 명칭은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이다. 강희제(康熙帝) 때의 

진몽뢰(陳夢雷)가 시작한 것을 옹정제(雍正帝) 때의 장정석(蔣廷錫)이 이어받아 1725년에 완성하였다. 1777년(정조 1) 

청나라에 사은사로 파견된 이은(李溵), 서호수(徐浩修) 등이 정조의 명령에 따라 은자 2,150냥을 주고 이를 1부 구입해온 바 

있다. 총 권수 1만 권, 5022책, 목록 40권이며, 천문(天文)을 기록한 역상휘편(曆象彙篇), 지리·풍속의 방여휘편(方輿彙篇), 

제왕·백관의 기록인 명륜휘편(明倫彙篇), 의학·종교 등의 박물휘편(博物彙篇), 문학 등의 이학휘편(理學彙篇), 

과거·음악·군사 등의 기록인 경제휘편 등의 6휘편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32전(典) 6,109부(部)로 세분하였다. 각 부는 

휘고(彙考)·총론·도표·열전(列傳)·예문(藝文)·선구(選句)·기사(紀事)·잡록(雜錄)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 최대의 백과사전으로, 

당시에는 이를 유서(類書)라 하였다. 원판은 구리활자판인데 매우 희귀하며, 현재 이용되는 유포본(流布本)은 1884년 

상하이 도서집성국[上海圖書集成局]에서 간행된 것으로 오류가 많다. 1890년 상하이 동문서국[上海同文書局]이 영인한 

것에는 고증이 첨부되어 있어 유포본보다는 비교적 정확하다. 두산백과 참고.

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6

거미
•	8개 다리의 거미를 표현

•	거미는 쪽, 연백, 먹으로 채색

사자

•	평면화되고 단순화된 형태를 띤 온순하고 친근한 

모습의 사자

•	사자의 적색은 진사, 녹색은 석록, 청색은 석청과 

쪽으로 채색

코뿔소

•	코뿔소의 코가 돋보이고 몸의 긴 면과 백색점의 

표현이 특징적

•	진사, 대자, 석청, 연백, 먹으로 채색

하이에나
•	먹잇감을 잡은 하이에나의 모습 표현

•	진사, 연백으로 채색

악어

•	스페인어인 “el lagarto”를 음차한 나가다(喇加

多)로 기록되어 있는데, 긴 발톱과 두껍고 단단한 

갑옷과 같은 피부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로 가축을 잡아먹는 맹수라는 설명 부기 

•	진사, 쪽, 연백, 먹으로 채색

·
•	구도상 악어가 사냥하는 먹잇감으로 추정

•	연백으로 채색

7 ·

•	이 동물은 파도를 표현하지 않아 바다 위를 

나는 새로 추정

•	동물의 머리 부분은 진사, 몸은 대자로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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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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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동 물 동 물 명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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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여전도 인출본 폭 7의 획낙

    

획낙도의 획낙

폭 5의 무대조(無對鳥)는 『고금도서집성』의 무대조도(無對鳥圖)와 매우 비슷하다. 

전체 형태와 구성이 흡사한데 곤여전도의 무대조 깃털을 형형색색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폭 5의 기린과 유사한 전 심도(沈度, 1357-1434)의 기린도(麒麟圖)(16세기, 필라델피아미술관)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기린과 인물의 크기 및 비율이 매우 유사하며 도상을 참고한 듯한 인상을 준다.

폭 7의 획낙(獲落)은『고금도서집성』의 획낙도(獲落圖)의 획낙과 유사하다. 

두 그루 나무 기둥 사이에 있는 획낙의 위치와 하늘로 향한 꼬리, 콧수염, 거친 털의 표현 등이 매우 

닮아 있다. 

살랄만대랄도의 살랄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봤을 때 맹수의 종류로 보인다. 

살랄만대랄도 속 살랄 등의 검은 털 부분, 몸의 점박이 표현들을 여전도의 판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곤여전도 인출본 폭 5의 살랄

    

살랄만대랄도의 살랄

곤여전도 인출본 폭 5의 살랄 

    

무대조도의 무대조

곤여전도 인출본 폭 5의 기린 

    

전 심도, <기린도> 부분, 16세
기, 비단에 채색, 80×40.6cm, 

필라델피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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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색 검수

(1) 채색 1차 검수

폭 1과 폭 2를 채색한 후 그 부분들에 대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검수를 진행한다. 

우선 바다의 색이 어두워 조금 더 높은 명도와 채도의 안료로 변경한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색표에서 12번 단계의 쪽 안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색표

채색 1차 검수

다음은 처음 채색한 폭 2의 바다와 검수 후 변경한 폭 2의 바다를 비교한 것이다. 

채색 1차 검수 후의 바다색의 명도와 채도가 더 높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확인을 거쳐 전체 채색을 진행한다. 

(7) 채색 1차 완성

| 곤여전도 인출본의 채색 1차 완성 |

폭 4

    

폭 3

    

폭 2

    

폭 8

폭 1

    

폭 7

    

폭 6

    

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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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자 

대륙명중 남극부분 “묵와랍니가”의 “랍”자의 판각선이 정확하지 않아 규장각과 논의하여 채색한다. 

“랍”은 명확한 글자이므로 먹 선의 멸실과 상관 없이 입 구(口)자 안에 시옷(ㅅ)형태로 적색으로 

채색한다. 

숭실대학교 소장 <곤여전도> 북경판의 “랍”자를 참고한다.

곤여전도 인출본의 폭 3 “랍”자 

    

숭실대학교 소장 곤여전도 북경판 “랍”자

“랍”자 채색 과정

    

곤여전도 인출본의 “랍”자 채색

② 선박

선박의 깃발, 돛대, 그물은 여러 본에서 모두 다르게 채색되어 있고 채색의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인출본에서는 모두 채색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비워둔다. 

돛은 유기안료 등황으로, 선체는 무기안료 대자로 채색하여 보완한다.

| 채색 1차 검수 후 바다 색 변경 |

채색 1차 검수 전 바다 색 변경한 바다

(2) 채색 2차 검수

규장각, 자문위원과 논의한 채색 기준 아래 곤여전도 인출본의 채색을 마무리한 후 규장각에서 2차 

검수를 한다.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은 글자, 선박, 파도, 바다 부분이다. 

채색 2차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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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바다

폭 5와 폭 6의 지명, 육지, 섬이 많아 번지지 않도록 안료의 양을 조절하다보니 다른 본에 비해 

바다의 색이 약해 바다 채색을 보완한다. 

바다 채색 보완

(3) 채색 3차 검수

2차 검수 후 수정하고 보완한 부분들을 다시 검수한다. 

3차 검수를 통해 확인하고 채색본을 완성한다. 

채색 3차 검수 보완

    

선박 채색 보완

    

곤여전도 인출본의 선박 채색

③ 파도

연백으로 채색한 파도는 바탕 종이색과 구별하고 동물을 강조하기 위해 채색층의 두께를 조절하였다. 

규장각에서는 파도의 채색층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느껴져 채색층 두께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백 채색층을 수정하여 시각적으로 더 투명하게 보이도록 보완한다. 

    

파도 채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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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여전도 인출본 (5부)

곤여전도 인출본 5부 중 채색본 (1부)

(4) 곤여전도 인출본 채색 완성

곤여전도 인출본 채색 완성

6) 최종 결과물

곤여전도 제1면 복원제작판

     

곤여전도 제8면 복원제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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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질판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타 기관의 채색본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기준을 세워 제작한 

유일한 채색본이라는 부분에서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채색본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취향, 미감, 기준에 맞추어 제작한 

유일한 채색본이다. 

셋째, 채색기준과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여 연구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곤여전도 채색본들의 경우 채색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에서는 채색의 목적과 기본 기준, 세부 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안료와 재료기법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넷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채색본을 소장자료로 확보하여 전시·연구 등에 활용 및 보존·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채색과 관련된 18, 19세기 전통 기술 및 재료기법을 재현 및 계승을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번 곤여전도의 채색 과정에서 흑백의 인출본, 단색조의 채색본, 다양한 채색본 등 여러 유형의 

본들을 확인했다. 

채색을 통해 지도의 지형, 지물, 기호, 동물 등의 각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구분되고 지도로서의 

역할과 목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채색본이 갖는 장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고지도 모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연구한 고지도의 제작 

기술과 전통 재료기법을 이번 곤여전도 채색에 활용했다는 부분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매번 사업을 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인 관련 사업에 그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장각 사업의 근본적 목적과 기대효과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소장 자료에 대한 복원 사업이 계속되길 바라며, 그 

사업들에서 나오는 기록과 결과물들이 전통 문화의 연구와 계승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하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각 분야의 장인과 

규장각 관계자,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

Ⅴ. 성과 및 사업자 제언

이 사업은 2019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곤여전도 목판(보물 882호)의 결판 부분을 복원하고 5부 

인출 후 그 중 1부를 채색을 하는 내용이다. 

운봉서각원(충청북도 무형문화재 각자장)이 총괄사업을 진행하고 우정목공예(소목수)에서 판목을 

제작하고 각자장이 목판 각자와 인출을 담당하였으며 인출에 필요한 한지는 장지방(한지장), 송연먹은 

취묵향공방(먹장)에서 담당하여 제작하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판각기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그 섬세함과 정교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약 2세기라는 세월을 넘어 그 동안의 단절되었던 역사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 당시의 제작 방법을 

생각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형 목판을 판각하는 작업대를 고안하여 제작하고 판의 크기에 맞추어 한지를 제작하여 인출하는 

것 또한 시행착오와 단점을 찾아 보완하는 일을 반복한 결과 만족스러운 목판과 인출본을 얻을 수가 

있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협력기관으로 채색을 담당하였다. 

인출본의 채색은 타 기관에 소장된 채색본과는 다른 규장각만의 채색본을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인출본의 채색은 채색 기준을 정하고, 참고 작품들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안료분석을 실시한 후 

채색기준에 맞춰 안료와 채색기법을 정해 진행했다. 

채색 기준은 18, 19세기 곤여전도 채색본들을 참고하여 전통재료기법으로 채색하며, 판각선이 

보이도록 투명하게 채색하는 것이었다. 

규장각, 자문위원과 논의하여 세부 채색 기준을 세워 채색을 진행하였다. 

채색 단계별로 규장각의 검수가 있었으며 수정 및 보완하여 채색을 완료하였다.

곤여전도 인출본 채색에서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인출본에 채색하여 완질판 채색본을 제작한 부분이다. 

유실된 판각을 복원하고, 인출을 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채색까지 하여 인출본, 채색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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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질판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타 기관의 채색본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기준을 세워 제작한 

유일한 채색본이라는 부분에서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채색본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취향, 미감, 기준에 맞추어 제작한 

유일한 채색본이다. 

셋째, 채색기준과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여 연구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곤여전도 채색본들의 경우 채색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에서는 채색의 목적과 기본 기준, 세부 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안료와 재료기법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넷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채색본을 소장자료로 확보하여 전시·연구 등에 활용 및 보존·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채색과 관련된 18, 19세기 전통 기술 및 재료기법을 재현 및 계승을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번 곤여전도의 채색 과정에서 흑백의 인출본, 단색조의 채색본, 다양한 채색본 등 여러 유형의 

본들을 확인했다. 

채색을 통해 지도의 지형, 지물, 기호, 동물 등의 각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구분되고 지도로서의 

역할과 목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채색본이 갖는 장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고지도 모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연구한 고지도의 제작 

기술과 전통 재료기법을 이번 곤여전도 채색에 활용했다는 부분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매번 사업을 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인 관련 사업에 그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장각 사업의 근본적 목적과 기대효과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소장 자료에 대한 복원 사업이 계속되길 바라며, 그 

사업들에서 나오는 기록과 결과물들이 전통 문화의 연구와 계승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하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각 분야의 장인과 

규장각 관계자,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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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후 그 중 1부를 채색을 하는 내용이다. 

운봉서각원(충청북도 무형문화재 각자장)이 총괄사업을 진행하고 우정목공예(소목수)에서 판목을 

제작하고 각자장이 목판 각자와 인출을 담당하였으며 인출에 필요한 한지는 장지방(한지장), 송연먹은 

취묵향공방(먹장)에서 담당하여 제작하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판각기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그 섬세함과 정교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약 2세기라는 세월을 넘어 그 동안의 단절되었던 역사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 당시의 제작 방법을 

생각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형 목판을 판각하는 작업대를 고안하여 제작하고 판의 크기에 맞추어 한지를 제작하여 인출하는 

것 또한 시행착오와 단점을 찾아 보완하는 일을 반복한 결과 만족스러운 목판과 인출본을 얻을 수가 

있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협력기관으로 채색을 담당하였다. 

인출본의 채색은 타 기관에 소장된 채색본과는 다른 규장각만의 채색본을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인출본의 채색은 채색 기준을 정하고, 참고 작품들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안료분석을 실시한 후 

채색기준에 맞춰 안료와 채색기법을 정해 진행했다. 

채색 기준은 18, 19세기 곤여전도 채색본들을 참고하여 전통재료기법으로 채색하며, 판각선이 

보이도록 투명하게 채색하는 것이었다. 

규장각, 자문위원과 논의하여 세부 채색 기준을 세워 채색을 진행하였다. 

채색 단계별로 규장각의 검수가 있었으며 수정 및 보완하여 채색을 완료하였다.

곤여전도 인출본 채색에서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인출본에 채색하여 완질판 채색본을 제작한 부분이다. 

유실된 판각을 복원하고, 인출을 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채색까지 하여 인출본, 채색본의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366 367

제 3 장  곤여전도 목판 인출 사업

| 목재 산지증명서 || 목재 산지증명서 |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366 367

제 3 장  곤여전도 목판 인출 사업

| 목재 산지증명서 || 목재 산지증명서 |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368 369

제 3 장  곤여전도 목판 인출 사업

| 참고문헌 |

•	朴文烈, 古印刷出版文化의 理解. 淸州 : 태일문화사, 2003.

•	朴文烈, 古典資料論. 서울 : 圖書出版 典廣, 1998.

•	朴文烈, 古典資料組織論. 淸州 : 피아이, 1999.

•	朴文烈, 金屬活字匠. 서울 : 화산문화, 2001.

•	朴文烈, 情報社會同化論. 서울 : 圖書出版 典廣, 1998.

•	박신홍 編, 出版學辭典. 서울 : 景仁文化社, 1991.

•	徐有榘, 鏤板考. 影印本. 서울 : 寶蓮閣, 1963.

•	徐有榘, 林園十六志. 影印本. 서울 : 서울大學校, 1980. 怡雲志3. 文房雜製.

•	孫寶基, 韓國의 古活字. 새판. 서울, 寶晉齋, 1982.

•	尹炳泰, 韓國古書整理法硏究. 서울 : 利久出版社, 1983.

•	尹炳泰, 韓國書誌學槪論. 改正稿. 서울 : 利久出版社, 1983.

•	尹炯斗, 出版學原論. 서울 : 汎友社, 1995.

•	李謙魯, 文房四友. 서울 : 대원사, 1997.

•	鄭亨愚·尹炳泰 共編, 韓國의 冊板目錄. 3冊. 서울 : 保景文化社, 1995.

•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0.

•	千惠鳳, 韓國書誌學. 改訂版. 서울 : 民音社, 1997.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1990.

•	韓國出版學會 編, 出版學硏究. 서울 : 汎友社, 1982 -     .

•	韓國文化財保護財團編輯部 編, 한국의 전통 공예기술.  

서울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	韓尙黙, 尙墨. 서울 : 月刊 書藝文人畵, 2005.

•	洪萬選,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	洪正實, 韓國의 鍊匠. 서울, 韓國冶金株式會社, 1996.

•	선비의 숨결을 새기다,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2.

•	동아시아 책판의 의미와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2.

•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 문화를 읽다, 한국국학진흥원, 2013.

•	목판의 보존과 가치 발굴,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유교 책판 나무에 수를 놓다, 한국국학진흥원, 2013.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368 369

제 3 장  곤여전도 목판 인출 사업

| 참고문헌 |

•	朴文烈, 古印刷出版文化의 理解. 淸州 : 태일문화사, 2003.

•	朴文烈, 古典資料論. 서울 : 圖書出版 典廣, 1998.

•	朴文烈, 古典資料組織論. 淸州 : 피아이, 1999.

•	朴文烈, 金屬活字匠. 서울 : 화산문화, 2001.

•	朴文烈, 情報社會同化論. 서울 : 圖書出版 典廣, 1998.

•	박신홍 編, 出版學辭典. 서울 : 景仁文化社, 1991.

•	徐有榘, 鏤板考. 影印本. 서울 : 寶蓮閣, 1963.

•	徐有榘, 林園十六志. 影印本. 서울 : 서울大學校, 1980. 怡雲志3. 文房雜製.

•	孫寶基, 韓國의 古活字. 새판. 서울, 寶晉齋, 1982.

•	尹炳泰, 韓國古書整理法硏究. 서울 : 利久出版社, 1983.

•	尹炳泰, 韓國書誌學槪論. 改正稿. 서울 : 利久出版社, 1983.

•	尹炯斗, 出版學原論. 서울 : 汎友社, 1995.

•	李謙魯, 文房四友. 서울 : 대원사, 1997.

•	鄭亨愚·尹炳泰 共編, 韓國의 冊板目錄. 3冊. 서울 : 保景文化社, 1995.

•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0.

•	千惠鳳, 韓國書誌學. 改訂版. 서울 : 民音社, 1997.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1990.

•	韓國出版學會 編, 出版學硏究. 서울 : 汎友社, 1982 -     .

•	韓國文化財保護財團編輯部 編, 한국의 전통 공예기술.  

서울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	韓尙黙, 尙墨. 서울 : 月刊 書藝文人畵, 2005.

•	洪萬選,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	洪正實, 韓國의 鍊匠. 서울, 韓國冶金株式會社, 1996.

•	선비의 숨결을 새기다,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2.

•	동아시아 책판의 의미와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2.

•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 문화를 읽다, 한국국학진흥원, 2013.

•	목판의 보존과 가치 발굴,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유교 책판 나무에 수를 놓다, 한국국학진흥원, 2013.



Ⅰ . 개요  373

Ⅱ . 디지털매체화  383

자
체 

디
지
털
매
체
화

제 4 장



Ⅰ . 개요  373

Ⅱ . 디지털매체화  383

자
체 

디
지
털
매
체
화

제 4 장



373

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Ⅰ. 개요

1. 목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매체화팀은 디지털 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원본 열람에 따른 훼손을 예방

하고 고해상도의 디지털 대체본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연구 및 디지털문화재의 다양한 활용에 앞장

서고 있다. 또한 규장각 자료 특성에 맞는 촬영도구들을 직접 제작하고 그에 맞는 촬영방법의 연구를 통

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이미지를 생산해 내고 있다. 2013년부터 지속된 작업으로 일사, 가

람, 상백, 경제문고본에 대한 촬영을 마무리 하였으며 일반고도서는 현재까지 56% 촬영을 완료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문집류, 사법자료, 고문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밖에도 

연구자 및 내외기관학술정보서비스 요청 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 활동과 

규장각 소장 문화재를 보다 널리 활용하고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2. 디지털매체화팀 촬영 원칙

촬영 수칙

•	촬영 및 편집용 모니터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한다.

•	카메라의 화이트밸런스는 그레이카드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	초점거리 50mm이상의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	컨버팅작업 시 반드시 컬러차트를 사용한다.

•	촬영 장비 및 테이블의 수평, 수직을 반드시 확인 후 촬영한다.

•	장비(카메라, 렌즈, 무반사 유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촬영에 들어간다.

•	촬영 시 셔터스피드, 노출광량 등의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촬영한다.

•	촬영 후 원본이미지를 철저히 검수한다.

•	촬영데이터 저장 시 규장각 문서분류코드(파일네이밍규칙)를 준수한다.

•	저장된 촬영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관리한다. 

자체 디지털매체화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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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
35mm

카메라-1

Canon 5D MARK III-11번

(예비)
3 2013년 5월

2015.07.23 센서청소

2018년 5월 

2016.07.20 센서청소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5.17 센서청소

2019.11.25. 핀교정,

센서청소,노출조정

2
35mm

카메라-2

Canon 5DsR-1번

8

2016년 4월

2017.07.21 센서청소

2021년 4월2018.08.09 센서청소

2019.05.17 센서청소

Canon 5DsR-2번

2017년 4월

2017.07.21 센서청소

2022년 4월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3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6.25 센서청소

2018.08.09 PCB ASSY, 

MAIN 교체,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4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플랜지백조정,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5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플랜지백조정, 센서청소

2019.08.20  

플랜지백조정, 센서청소

Canon 5DsR-6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3.27 센서청소

자료 관리 수칙

•	자료 대출 및 반납까지 정해진 절차(대출 및 반납기록 등)를 철저히 준수한다.

•	당일 대출된 자료는 반납까지 정해진 촬영실에서만 보관한다.

•	자료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절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자료관리 책임자 또는 수리복원실에 문의 후 조치한다. 

•	연필 외에 다른 필기구 사용은 엄금한다.

•	촬영실에서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	자료를 다룰 때는 장갑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손으로 만져야 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 후 작업한다.

•	책장을 넘길 때 구겨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료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촬영실에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 취식은 절대 금지한다.

•	촬영실 정리정돈에 유의한다.(촬영장비, 비품 이외 다른 물건들은 놓지 말것)

•	촬영실은 비우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비울 때는 시건확인을 철저히 한다.

•	촬영실 출입 인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	기록문화재 보존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온도, 습도, 공기청정 등)

3. 디지털매체화팀 촬영장비 현황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
35mm

카메라-1

Canon 5D MARK III-7번

3 2013년 5월

2015.07.23 센서청소

2018년 5월 

2016.07.20 센서청소

2017.07.13. 셔터박스,

미러박스교체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5.23 센서청소

Canon 5D MARK III-8번

2015.07.23 센서청소

2016.07.20 센서청소

2016.07.22. 셔터박스

교체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5.23 센서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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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
35mm

카메라-1

Canon 5D MARK III-11번

(예비)
3 2013년 5월

2015.07.23 센서청소

2018년 5월 

2016.07.20 센서청소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5.17 센서청소

2019.11.25. 핀교정,

센서청소,노출조정

2
35mm

카메라-2

Canon 5DsR-1번

8

2016년 4월

2017.07.21 센서청소

2021년 4월2018.08.09 센서청소

2019.05.17 센서청소

Canon 5DsR-2번

2017년 4월

2017.07.21 센서청소

2022년 4월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3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6.25 센서청소

2018.08.09 PCB ASSY, 

MAIN 교체,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4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플랜지백조정,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5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플랜지백조정, 센서청소

2019.08.20  

플랜지백조정, 센서청소

Canon 5DsR-6번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3.27 센서청소

자료 관리 수칙

•	자료 대출 및 반납까지 정해진 절차(대출 및 반납기록 등)를 철저히 준수한다.

•	당일 대출된 자료는 반납까지 정해진 촬영실에서만 보관한다.

•	자료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절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자료관리 책임자 또는 수리복원실에 문의 후 조치한다. 

•	연필 외에 다른 필기구 사용은 엄금한다.

•	촬영실에서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	자료를 다룰 때는 장갑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손으로 만져야 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 후 작업한다.

•	책장을 넘길 때 구겨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료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촬영실에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 취식은 절대 금지한다.

•	촬영실 정리정돈에 유의한다.(촬영장비, 비품 이외 다른 물건들은 놓지 말것)

•	촬영실은 비우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비울 때는 시건확인을 철저히 한다.

•	촬영실 출입 인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	기록문화재 보존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온도, 습도, 공기청정 등)

3. 디지털매체화팀 촬영장비 현황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
35mm

카메라-1

Canon 5D MARK III-7번

3 2013년 5월

2015.07.23 센서청소

2018년 5월 

2016.07.20 센서청소

2017.07.13. 셔터박스,

미러박스교체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5.23 센서청소

Canon 5D MARK III-8번

2015.07.23 센서청소

2016.07.20 센서청소

2016.07.22. 셔터박스

교체

2017.07.21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5.23 센서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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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4
35mm

렌즈-1

Canon EF 24-70mm F2.8L 

II USM-3번

11

2017년 4월

2017.07.21 핀교정

2022년 4월

2018.06.25 해상력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4번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5번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20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6번

2017.07.21 핀교정

2018.08.09 해상력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9번
2018년 2월

2018.08.09 핀교정
2023년 2월

2019.08.12 핀교정

5
35mm

렌즈-2

Canon EF 50mm F1.2L 

USM-1번
2 2013년 5월

　

2018년 5월
Canon EF 50mm F1.2L 

USM-2번
　

6
35mm

렌즈-3

Canon EF 100mm f/2.8L 

MICRO IS USM 
2

2015년 3월 　 2020년 3월

Canon EF 100mm f/2.8L 

MICRO IS USM 
2017년 4월 　 2022년 4월

7
35mm

렌즈-4

Canon EF 24-105mm F4L 

IS II USM
2 2017년 4월

　

2022년 4월 
Canon EF 24-105mm F4L 

IS II USM
　

8 중형카메라 PHASEONE 645DF 1 2013년 9월
2018.05.25 펌웨어  

업데이트
2018년 9월 

9 중형디지털백 PHASEONE_P65+ 1 2013년 9월 　 2018년 9월 

10 중형렌즈-1 Phase One Digital 120mm 1 2013년 5월 　 2018년 5월 

11 중형렌즈-2
Phase One Schneider LS 

80mm F2.8 AF 
1 2015년 3월 　 2020년 3월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2
35mm

카메라-2

Canon 5DsR-10번

8

2017년 4월

2017.07.21 센서청소

2022년 4월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9번 2018년 2월

2018.08.09 센서청소

2023년 2월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3
35mm

카메라-3

Canon 1Ds MARK III (현재

사용-X)
1

2009년(열

람실구매)
2016.07.20 센서청소 2014년

4
35mm

렌즈-1

Canon EF 24-70mm F2.8L 

II USM-7번

11

2013년 5월

2014.10.06 핀교정

2018년 5월 

2015.07.23 핀교정

2016.07.20 핀교정

2017.07.21 핀교정

2018.08.09 해상력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8번

2014.11.11 핀교정

2015.07.23 핀교정

2016.07.20 핀교정

2017.07.21 핀교정

2018.08.09 해상력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11번

2015.07.23 핀교정

2016.07.20 핀교정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10번
2015년 3월

2016.07.20 핀교정

2020년 3월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1번
2016년 4월

2017.07.21 핀교정
2021년 4월

2018.08.09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2번
2017년 4월

2017.07.21 핀교정

2022년 4월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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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4
35mm

렌즈-1

Canon EF 24-70mm F2.8L 

II USM-3번

11

2017년 4월

2017.07.21 핀교정

2022년 4월

2018.06.25 해상력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4번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5번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20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6번

2017.07.21 핀교정

2018.08.09 해상력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9번
2018년 2월

2018.08.09 핀교정
2023년 2월

2019.08.12 핀교정

5
35mm

렌즈-2

Canon EF 50mm F1.2L 

USM-1번
2 2013년 5월

　

2018년 5월
Canon EF 50mm F1.2L 

USM-2번
　

6
35mm

렌즈-3

Canon EF 100mm f/2.8L 

MICRO IS USM 
2

2015년 3월 　 2020년 3월

Canon EF 100mm f/2.8L 

MICRO IS USM 
2017년 4월 　 2022년 4월

7
35mm

렌즈-4

Canon EF 24-105mm F4L 

IS II USM
2 2017년 4월

　

2022년 4월 
Canon EF 24-105mm F4L 

IS II USM
　

8 중형카메라 PHASEONE 645DF 1 2013년 9월
2018.05.25 펌웨어  

업데이트
2018년 9월 

9 중형디지털백 PHASEONE_P65+ 1 2013년 9월 　 2018년 9월 

10 중형렌즈-1 Phase One Digital 120mm 1 2013년 5월 　 2018년 5월 

11 중형렌즈-2
Phase One Schneider LS 

80mm F2.8 AF 
1 2015년 3월 　 2020년 3월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2
35mm

카메라-2

Canon 5DsR-10번

8

2017년 4월

2017.07.21 센서청소

2022년 4월

2018.03.09 센서청소

2018.08.09 센서청소

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Canon 5DsR-9번 2018년 2월

2018.08.09 센서청소

2023년 2월2019.08.12 핀교정 및 

센서청소

3
35mm

카메라-3

Canon 1Ds MARK III (현재

사용-X)
1

2009년(열

람실구매)
2016.07.20 센서청소 2014년

4
35mm

렌즈-1

Canon EF 24-70mm F2.8L 

II USM-7번

11

2013년 5월

2014.10.06 핀교정

2018년 5월 

2015.07.23 핀교정

2016.07.20 핀교정

2017.07.21 핀교정

2018.08.09 해상력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8번

2014.11.11 핀교정

2015.07.23 핀교정

2016.07.20 핀교정

2017.07.21 핀교정

2018.08.09 해상력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11번

2015.07.23 핀교정

2016.07.20 핀교정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10번
2015년 3월

2016.07.20 핀교정

2020년 3월

2017.07.21 핀교정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1번
2016년 4월

2017.07.21 핀교정
2021년 4월

2018.08.09 핀교정

Canon EF 24-70mm F2.8L 

II USM-2번
2017년 4월

2017.07.21 핀교정

2022년 4월
2018.03.09 핀교정

2018.08.09 핀교정

2019.08.12 핀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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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6 조명(헤드)-1

Fomex U3000 - 3 (예비)

6

2013년 5월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8년 5월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Fomex U3000 - 4 (예비)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Fomex U3000 - 5 (7번) 2009년(열

람실구매)

　
2014년

Fomex U3000 - 6 (7번) 　

17 조명(헤드)-2

Profoto_Acute/D4 

Head_500Ws - 1 (1번)

6

2013년 9월

　

2018년 9월 

Profoto_Acute/D4 

Head_500Ws - 2 (1번)
　

Profoto_Acute/D4 

Head_500Ws - 3 (예비)
　

Profoto_Acute/D4 

Head_500Ws - 4 (예비)
　

Profoto_Acute/D4 

Head_500Ws - 5 (3번)
2014년 6월

　

2019년 6월
Profoto_Acute/D4 

Head_500Ws - 6 (3번) 
　

18 조명(헤드)-3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 (4번)

12 2017년 4월

　

2022년 4월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2 (4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3 (5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4 (5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5 (6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6 (6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7 (9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8 (9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9 (10번)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2
조명 

(파워팩)-1

Fomex UltraFomex U3000 

- 1 (8번)

3

2013년 5월

2014.08.08 SCR  

블록교체

2018년 5월 

2018.01.18 메인보드

SCR모쥴수리

Fomex UltraFomex U3000 

- 2 (예비)

2014.08.08 SCR  

블록교체

2018.01.18 메인보드

SCR모쥴수리

Fomex UltraFomex U3000 

- 3 (7번)

2009년(열

람실구매)
　 2014년

13
조명 

(파워팩)-2

Profoto D4 2400Ws Air  

(1번)
1 2013년 9월

2017.09.08  

점검 및 수리
2018년 9월 

14
조명 

(파워팩)-3
Profoto Acute2 2400 (3번) 1 2014년 6월

2016.09.27 Capacitor 

Boost 교체
2019년 6월 

2019.04.19 Capacitor 

8개 교체

15
조명 

(파워팩)-4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1 (4번)

6

2017년 4월

　

2022년 4월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2 (5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3 (6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4 (9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5 (10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6 (2번)

2018년 2월 　 2023년 2월

16 조명(헤드)-1

Fomex U3000 - 1 (8번)

6 2013년 5월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8년 5월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Fomex U3000 - 2 (8번)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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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6 조명(헤드)-1

Fomex U3000 - 3 (예비)

6

2013년 5월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8년 5월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Fomex U3000 - 4 (예비)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Fomex U3000 - 5 (7번) 2009년(열

람실구매)

　
2014년

Fomex U3000 - 6 (7번) 　

17 조명(헤드)-2

Profoto_Acute/D4 

Head_500Ws - 1 (1번)

6

2013년 9월

　

2018년 9월 

Profoto_Acute/D4 

Head_500Ws - 2 (1번)
　

Profoto_Acute/D4 

Head_500Ws - 3 (예비)
　

Profoto_Acute/D4 

Head_500Ws - 4 (예비)
　

Profoto_Acute/D4 

Head_500Ws - 5 (3번)
2014년 6월

　

2019년 6월
Profoto_Acute/D4 

Head_500Ws - 6 (3번) 
　

18 조명(헤드)-3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 (4번)

12 2017년 4월

　

2022년 4월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2 (4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3 (5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4 (5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5 (6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6 (6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7 (9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8 (9번)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9 (10번)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2
조명 

(파워팩)-1

Fomex UltraFomex U3000 

- 1 (8번)

3

2013년 5월

2014.08.08 SCR  

블록교체

2018년 5월 

2018.01.18 메인보드

SCR모쥴수리

Fomex UltraFomex U3000 

- 2 (예비)

2014.08.08 SCR  

블록교체

2018.01.18 메인보드

SCR모쥴수리

Fomex UltraFomex U3000 

- 3 (7번)

2009년(열

람실구매)
　 2014년

13
조명 

(파워팩)-2

Profoto D4 2400Ws Air  

(1번)
1 2013년 9월

2017.09.08  

점검 및 수리
2018년 9월 

14
조명 

(파워팩)-3
Profoto Acute2 2400 (3번) 1 2014년 6월

2016.09.27 Capacitor 

Boost 교체
2019년 6월 

2019.04.19 Capacitor 

8개 교체

15
조명 

(파워팩)-4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1 (4번)

6

2017년 4월

　

2022년 4월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2 (5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3 (6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4 (9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5 (10번)

　

ELINCHROM 10258 Power 

Pack DIGITAL 2400 RX 

230V - 6 (2번)

2018년 2월 　 2023년 2월

16 조명(헤드)-1

Fomex U3000 - 1 (8번)

6 2013년 5월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8년 5월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Fomex U3000 - 2 (8번)

2014.08.08 DC FAN, 

아답터교체

2017.02.13 플래쉬튜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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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28 모니터-3
EIZO ColorEdge CG276 - 

1번
1

2013년  

10월
　

2018년  

10월

29 모니터-4

LG 27UD68P-데이터PC

5 2017년 4월

　

2022년 4월

LG 27UD68P-4번 　

LG 27UD68P-5번 　

LG 27UD68P-6번 　

LG 27UD68P-10번 　

30 모니터-5

LG 27UD58 - 2번

5 2019년 4월

　

2024년 4월

LG 27UD58 - 3번 　

LG 27UD58 - 7번 　

LG 27UD58 - 8번 　

LG 27UD58 - 9번 　

31

31

31

프리뷰 

모니터-1

LG IPS224V-1번

3 2013년 5월

　

2018년 5월LG IPS224V-2번 　

LG IPS224V-3번 　

32
프리뷰 

모니터-2
LG 22MP57HQ-8번 1 2016년 4월 　 2021년 4월

33
프리뷰 

모니터-3

LG 24M47VQ-4번

5 2017년 4월

　

2022년 4월

LG 24M47VQ-5번 　

LG 24M47VQ-6번 　

LG 24M47VQ-7번 　

LG 24M47VQ-10번 　

34
프리뷰모니

터-4
LG 24MP58VQ-9번 1 2017년 4월 　 2022년 4월

35 컴퓨터-2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 데이터PC

5 2017년 4월

　

2022년 4월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1번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4번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5번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6번
　

36 컴퓨터-3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2번
2 2018년 2월

　

2023년 2월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3번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8 조명(헤드)-3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0 (10번)

12

2017년 4월 　 2022년 4월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1 (2번)
2018년 2월

　

2018년 2월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2 (2번)
　

19 소형플래쉬
Canon SPEEDLITE 600EX_

RT
1 2015년 3월 　 2020년 3월

20 노출계-1

Sekonic L-758D-1번 1 2013년 9월 　 2018년 9월

Sekonic L-758D-2번 1 2014년 6월 　 2019년 6월

Sekonic L-758D-3번 1 2016년 4월 　 2021년 4월

21 노출계-2 Kenko KFM-1100 1
2009년(열

람실구매)
　 2014년

22 노출계-3 Sekonic L-308DC 1 2013년 5월 　 2018년 5월

23 노출계-4

Sekonic LiteMaster Pro 

L-478D-1번

5 2017년 4월

　

2022년 4월

Sekonic LiteMaster Pro 

L-478D-2번
　

Sekonic LiteMaster Pro 

L-478D-3번
　

Sekonic LiteMaster Pro 

L-478D-4번
　

Sekonic LiteMaster Pro 

L-478D-5번
　

24 컬러미터
Sekonic Spectrometer 

C-700
1 2017년 4월 　 2022년 4월

25
촬영용  

T스탠드-1

맨프로토 806 MINI SALON 

190 
1 2013년 9월 　 2018년 9월

26
촬영용  

T스탠드-2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1번

5 2017년 4월

　

2022년 4월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2번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3번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4번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5번
　

27 모니터-1
LG전자 27EA83R  - 이동형

PC
1 2013년 5월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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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28 모니터-3
EIZO ColorEdge CG276 - 

1번
1

2013년  

10월
　

2018년  

10월

29 모니터-4

LG 27UD68P-데이터PC

5 2017년 4월

　

2022년 4월

LG 27UD68P-4번 　

LG 27UD68P-5번 　

LG 27UD68P-6번 　

LG 27UD68P-10번 　

30 모니터-5

LG 27UD58 - 2번

5 2019년 4월

　

2024년 4월

LG 27UD58 - 3번 　

LG 27UD58 - 7번 　

LG 27UD58 - 8번 　

LG 27UD58 - 9번 　

31

31

31

프리뷰 

모니터-1

LG IPS224V-1번

3 2013년 5월

　

2018년 5월LG IPS224V-2번 　

LG IPS224V-3번 　

32
프리뷰 

모니터-2
LG 22MP57HQ-8번 1 2016년 4월 　 2021년 4월

33
프리뷰 

모니터-3

LG 24M47VQ-4번

5 2017년 4월

　

2022년 4월

LG 24M47VQ-5번 　

LG 24M47VQ-6번 　

LG 24M47VQ-7번 　

LG 24M47VQ-10번 　

34
프리뷰모니

터-4
LG 24MP58VQ-9번 1 2017년 4월 　 2022년 4월

35 컴퓨터-2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 데이터PC

5 2017년 4월

　

2022년 4월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1번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4번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5번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6번
　

36 컴퓨터-3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2번
2 2018년 2월

　

2023년 2월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3번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18 조명(헤드)-3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0 (10번)

12

2017년 4월 　 2022년 4월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1 (2번)
2018년 2월

　

2018년 2월
Elinchrom ZOOM PRO HD 

20192 - 12 (2번)
　

19 소형플래쉬
Canon SPEEDLITE 600EX_

RT
1 2015년 3월 　 2020년 3월

20 노출계-1

Sekonic L-758D-1번 1 2013년 9월 　 2018년 9월

Sekonic L-758D-2번 1 2014년 6월 　 2019년 6월

Sekonic L-758D-3번 1 2016년 4월 　 2021년 4월

21 노출계-2 Kenko KFM-1100 1
2009년(열

람실구매)
　 2014년

22 노출계-3 Sekonic L-308DC 1 2013년 5월 　 2018년 5월

23 노출계-4

Sekonic LiteMaster Pro 

L-478D-1번

5 2017년 4월

　

2022년 4월

Sekonic LiteMaster Pro 

L-478D-2번
　

Sekonic LiteMaster Pro 

L-478D-3번
　

Sekonic LiteMaster Pro 

L-478D-4번
　

Sekonic LiteMaster Pro 

L-478D-5번
　

24 컬러미터
Sekonic Spectrometer 

C-700
1 2017년 4월 　 2022년 4월

25
촬영용  

T스탠드-1

맨프로토 806 MINI SALON 

190 
1 2013년 9월 　 2018년 9월

26
촬영용  

T스탠드-2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1번

5 2017년 4월

　

2022년 4월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2번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3번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4번
　

금광정밀 커머셜 스튜디오 스

탠드(01-350)-5번
　

27 모니터-1
LG전자 27EA83R  - 이동형

PC
1 2013년 5월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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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매체화

1. 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

2. 촬영대상 목록

종 류 종  /  책  /  면

문화재청사업 - 근대정부기록류 354종 1,110책 242,117면

문화재청사업 - 문집류 321종 1,119책 170,942면

문화재청사업 - 사법자료 973종 1,180책 112,194면

문화재청사업 - 고문서 326종 326매 674면

총 1,974종 3,735책(매) 525,927면

3. 촬영 준비

1) 촬영대상 선정 

•	국보 및 보물, 유네스코지정문화재 중 디지털이미지화 되지 않거나 다른 대체본(영인본, 마이크

로필름 등)이 없는 자료 

•	홈페이지에서 저해상도, 또는 흑백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 서비스 요청 횟수가 많은 자료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37 컴퓨터-4

데스크탑컴퓨터(인

텔코어i-7,메모리 

32GB,SSD250GB)-7

5 2019년 4월

　

2024년 4월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SSD250GB)-8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SSD250GB)-9
　

데스크탑컴퓨터(인

텔코어i-7,메모리

32GB,SSD250GB)-10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SSD250GB)-

이동형PC

　

38 태블릿

WACOM INTUOS5 8X13 

PTH-850-1번
1

2013년  

10월

　

2018년  

10월

WACOM INTUOS5 8X13 

PTH-850-2번
1 　

WACOM INTUOS5 8X13 

PTH-850-3번
1 　

WACOM INTUOS5 8X13 

PTH-850-4번
1 　

39
프린터-1

프린터(삼성 CN/CLX-

4195FW)
1 2013년 5월 　 2018년 5월 

프린터-2 프린터기(삼성 ML-8800) 1 열람실구매 　 　

40
디스플레이 

교정장치
X-rite i1/DISPLAY PRO 1 2013년 5월 　 2018년 5월 

41

디스플레이 

및 프린터기 

교정장치

Datacolor SpyderSTUDIO- 

S4SSR100A
1 2015년 3월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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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매체화

1. 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

2. 촬영대상 목록

종 류 종  /  책  /  면

문화재청사업 - 근대정부기록류 354종 1,110책 242,117면

문화재청사업 - 문집류 321종 1,119책 170,942면

문화재청사업 - 사법자료 973종 1,180책 112,194면

문화재청사업 - 고문서 326종 326매 674면

총 1,974종 3,735책(매) 525,927면

3. 촬영 준비

1) 촬영대상 선정 

•	국보 및 보물, 유네스코지정문화재 중 디지털이미지화 되지 않거나 다른 대체본(영인본, 마이크

로필름 등)이 없는 자료 

•	홈페이지에서 저해상도, 또는 흑백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 서비스 요청 횟수가 많은 자료

번호 품명 제품명 수량
구입
연도

수리여부
예상  

교체시기

37 컴퓨터-4

데스크탑컴퓨터(인

텔코어i-7,메모리 

32GB,SSD250GB)-7

5 2019년 4월

　

2024년 4월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SSD250GB)-8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SSD250GB)-9
　

데스크탑컴퓨터(인

텔코어i-7,메모리

32GB,SSD250GB)-10

　

데스크탑컴퓨터(인텔코어i-7,

메모리32GB,SSD250GB)-

이동형PC

　

38 태블릿

WACOM INTUOS5 8X13 

PTH-850-1번
1

2013년  

10월

　

2018년  

10월

WACOM INTUOS5 8X13 

PTH-850-2번
1 　

WACOM INTUOS5 8X13 

PTH-850-3번
1 　

WACOM INTUOS5 8X13 

PTH-850-4번
1 　

39
프린터-1

프린터(삼성 CN/CLX-

4195FW)
1 2013년 5월 　 2018년 5월 

프린터-2 프린터기(삼성 ML-8800) 1 열람실구매 　 　

40
디스플레이 

교정장치
X-rite i1/DISPLAY PRO 1 2013년 5월 　 2018년 5월 

41

디스플레이 

및 프린터기 

교정장치

Datacolor SpyderSTUDIO- 

S4SSR100A
1 2015년 3월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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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 및 촬영테이블 설치

설치 전 카메라 렌즈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만약에 묻어있다면 렌즈전용 융이나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해 준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촬영테이블이 수평이 되도록 설

치하고 피사체가 올려 질 받침대위에 촬영 시 광원의 반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검은색 밸벳천을 씌운

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AC어댑터 키트 ACK-E6를 사용하고 <A/V OUT/DIGITAL>단자    

에 인터페이스 케이블(P65+에서는 IEEE1394포트)을 이용해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6) 조명세팅

무선동조기를 파워팩과 카메라에 연결한 후 파워팩에 연결된 두 개의 조명(순간광)을 피사체의 양

쪽에 같은 각도, 높이, 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직접광을 피하면서 광원의 확산을 위해 엄브랠러와 소프

트박스를 사용하고 노출계를 이용해 촬영 테이블의 모든 면이 같은 노출 값(F)이 되도록 조명을 조절한

다.

7) 촬영 전 자료상태 점검 및 파악

조명세팅까지 마무리 되면 북 트럭에서 촬영할 자료를 꺼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촬영 방법

을 구상한다. 자료의 접힌 부분 등 촬영 시 원본의 내용을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펼침 작업을 하고 

상태가 심각한 자료는 수리복원팀에 응급수리를 요청하고 상태가 좋은 자료부터 먼저 촬영에 들어간다.  

4. 촬영

1) 촬영순서

(1) 촬영대상에 따른 카메라 선택 

•	일반고도서- 35mm 카메라 / 대형자료 – 중형 디지털백

(2) 카메라 전용 프로그램 실행

•	35mm 카메라 – EOS Utility / 중형 디지털백 – Capture One Pro

(3) 출납 신청된 청구기호와 실물 청구기호 비교확인

(4) 폴더 및 파일이름 지정

•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이용자들의 원본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자료

•	연구사업 및 각종 도록용 이미지 자료

2) 목록서지조사 및 중복자료 리스트조사

촬영대상 목록과 文庫本古圖書日錄을 비교하여 실존여부와 기 촬영여부, 청구기호, 권·책 수 등을 확

인하여 정리한 후 촬영대상목록에 촬영예정과 촬영완료, 수리대상 여부 등을 표시

3) 출납신청 

(1) 열람신청 및 확인

정리된 촬영대상 목록을 기준으로 촬영일 하루 전 홈페이지에서 각 촬영실별 촬영인원에 맞게 자료

를 신청한다.(당일 촬영이 미완료된 자료는 재열람으로 표시) 이 때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 되거나, 권, 책 

수 등이 촬영대상목록과 다를 경우 서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실물을 기준으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한다. 

(2) 열람

서고담당자에게 열람 가능 통보가 오면 열람실 서고를 통해 자료를 인계받고 촬영 팀장은 각 촬영

실 별 출납담당자와 책 수를 한 번 더 확인해 각 촬영실 출납 기록부에 정확한 자료수를 기재한다. 이때 

실제 책이 열람하기에 부적합할 때(훼손이 심하거나, 펼쳐짐의 정도가 촬영에 부적합할 경우 등)는 수리

복원을 의뢰하거나 촬영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한다.

(3) 반납

촬영이 완료된 책과 미완료 된 책을 구분하여 북 트럭에 담고 출납기록부에 적힌 자료개수와 실물

개수가 맞는지 촬영팀장과 각 촬영실 출납담당자가 확인한다. 확인완료 후 잠금장치를 걸고 열람실 서

고로 이동하여 서고 담당자에게 특이사항(촬영 시 문제가 되었던 책의 상태나 다음 열람 신청될 책의 목

록상 오류 등) 전달 후 반납한다.

4) 촬영실 환경조성

같은 공간에서 2대 이상의 촬영시스템에서 동시에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광 동조 및 노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촬영실을 분리한다. 이때 각 촬영실을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촬영 

환경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동식 칸막이와 검은색 암막커튼을 설치하고 무 반사 유리와 검은

색 융, 흰색 천장으로 인한 조명의 난반사 방지를 위해 검은색의 무광 시트지로 촬영실 천장을 덮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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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 및 촬영테이블 설치

설치 전 카메라 렌즈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만약에 묻어있다면 렌즈전용 융이나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해 준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촬영테이블이 수평이 되도록 설

치하고 피사체가 올려 질 받침대위에 촬영 시 광원의 반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검은색 밸벳천을 씌운

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AC어댑터 키트 ACK-E6를 사용하고 <A/V OUT/DIGITAL>단자    

에 인터페이스 케이블(P65+에서는 IEEE1394포트)을 이용해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6) 조명세팅

무선동조기를 파워팩과 카메라에 연결한 후 파워팩에 연결된 두 개의 조명(순간광)을 피사체의 양

쪽에 같은 각도, 높이, 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직접광을 피하면서 광원의 확산을 위해 엄브랠러와 소프

트박스를 사용하고 노출계를 이용해 촬영 테이블의 모든 면이 같은 노출 값(F)이 되도록 조명을 조절한

다.

7) 촬영 전 자료상태 점검 및 파악

조명세팅까지 마무리 되면 북 트럭에서 촬영할 자료를 꺼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촬영 방법

을 구상한다. 자료의 접힌 부분 등 촬영 시 원본의 내용을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펼침 작업을 하고 

상태가 심각한 자료는 수리복원팀에 응급수리를 요청하고 상태가 좋은 자료부터 먼저 촬영에 들어간다.  

4. 촬영

1) 촬영순서

(1) 촬영대상에 따른 카메라 선택 

•	일반고도서- 35mm 카메라 / 대형자료 – 중형 디지털백

(2) 카메라 전용 프로그램 실행

•	35mm 카메라 – EOS Utility / 중형 디지털백 – Capture One Pro

(3) 출납 신청된 청구기호와 실물 청구기호 비교확인

(4) 폴더 및 파일이름 지정

•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이용자들의 원본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자료

•	연구사업 및 각종 도록용 이미지 자료

2) 목록서지조사 및 중복자료 리스트조사

촬영대상 목록과 文庫本古圖書日錄을 비교하여 실존여부와 기 촬영여부, 청구기호, 권·책 수 등을 확

인하여 정리한 후 촬영대상목록에 촬영예정과 촬영완료, 수리대상 여부 등을 표시

3) 출납신청 

(1) 열람신청 및 확인

정리된 촬영대상 목록을 기준으로 촬영일 하루 전 홈페이지에서 각 촬영실별 촬영인원에 맞게 자료

를 신청한다.(당일 촬영이 미완료된 자료는 재열람으로 표시) 이 때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 되거나, 권, 책 

수 등이 촬영대상목록과 다를 경우 서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실물을 기준으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한다. 

(2) 열람

서고담당자에게 열람 가능 통보가 오면 열람실 서고를 통해 자료를 인계받고 촬영 팀장은 각 촬영

실 별 출납담당자와 책 수를 한 번 더 확인해 각 촬영실 출납 기록부에 정확한 자료수를 기재한다. 이때 

실제 책이 열람하기에 부적합할 때(훼손이 심하거나, 펼쳐짐의 정도가 촬영에 부적합할 경우 등)는 수리

복원을 의뢰하거나 촬영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한다.

(3) 반납

촬영이 완료된 책과 미완료 된 책을 구분하여 북 트럭에 담고 출납기록부에 적힌 자료개수와 실물

개수가 맞는지 촬영팀장과 각 촬영실 출납담당자가 확인한다. 확인완료 후 잠금장치를 걸고 열람실 서

고로 이동하여 서고 담당자에게 특이사항(촬영 시 문제가 되었던 책의 상태나 다음 열람 신청될 책의 목

록상 오류 등) 전달 후 반납한다.

4) 촬영실 환경조성

같은 공간에서 2대 이상의 촬영시스템에서 동시에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광 동조 및 노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촬영실을 분리한다. 이때 각 촬영실을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촬영 

환경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동식 칸막이와 검은색 암막커튼을 설치하고 무 반사 유리와 검은

색 융, 흰색 천장으로 인한 조명의 난반사 방지를 위해 검은색의 무광 시트지로 촬영실 천장을 덮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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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17277의23-v.1_공문접수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7_23_IH_0001_070

GK17277_23_IH_0001_070_01a

GK17277_23_IH_0001_070_01b

GK17277_23_IH_0001_070_01c

(5) 초점거리 50mm로 렌즈 및 촬영스탠드 조절

(6) 라이브 뷰 실행 후 자료위치 조정

(7) 자료와 컬러차트, 자(사이즈측정)촬영

(8) 라이브 뷰를 보면서 자료촬영

(9) 이미지파일과 실물 1대1 비교검수 작업

(10) 컨버팅 작업(JPEG or TIFF)

(11) 파일 네이밍 작업

(12) 포커스 및 노출 검수 

(13) 데이터 외장하드 복사 및 DAS에 취합

(14) 2차 검수(팀장)

(15) 촬영목록 작성

(16) 서버백업

(17) 외부HDD백업

2) 촬영대상

(1) 문화재청사업 – 근대정부기록류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354종 1,110책 242,117면

•	첨지형태 다양

•	찢김

•	얼룩

•	접힘

•	테이프부착

•	꺽임

•	습해

전체적으로 첨지가 많아 첨지의 원래 형태를 

최대한 살려 촬영하였으며 재질이 얇은 첨지

는 비침을 막기 위해 간지를 대주었고 크기가 

큰 첨지는 분할로 촬영해 해상도를 확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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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387

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17277의23-v.1_공문접수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7_23_IH_0001_070

GK17277_23_IH_0001_070_01a

GK17277_23_IH_0001_070_01b

GK17277_23_IH_0001_070_01c

(5) 초점거리 50mm로 렌즈 및 촬영스탠드 조절

(6) 라이브 뷰 실행 후 자료위치 조정

(7) 자료와 컬러차트, 자(사이즈측정)촬영

(8) 라이브 뷰를 보면서 자료촬영

(9) 이미지파일과 실물 1대1 비교검수 작업

(10) 컨버팅 작업(JPEG or TIFF)

(11) 파일 네이밍 작업

(12) 포커스 및 노출 검수 

(13) 데이터 외장하드 복사 및 DAS에 취합

(14) 2차 검수(팀장)

(15) 촬영목록 작성

(16) 서버백업

(17) 외부HDD백업

2) 촬영대상

(1) 문화재청사업 – 근대정부기록류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354종 1,110책 242,117면

•	첨지형태 다양

•	찢김

•	얼룩

•	접힘

•	테이프부착

•	꺽임

•	습해

전체적으로 첨지가 많아 첨지의 원래 형태를 

최대한 살려 촬영하였으며 재질이 얇은 첨지

는 비침을 막기 위해 간지를 대주었고 크기가 

큰 첨지는 분할로 촬영해 해상도를 확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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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17279-v.51_사법품보(을)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9_00_IH_0051_236

GK17279_00_IH_0051_236_01

GK17279_00_IH_0051_236_02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7_23_IH_0001_070_01d

| 규17278-v.33_사법품보(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8_00_IH_0033_144

GK17278_00_IR_0033_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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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17279-v.51_사법품보(을)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9_00_IH_0051_236

GK17279_00_IH_0051_236_01

GK17279_00_IH_0051_236_02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7_23_IH_0001_070_01d

| 규17278-v.33_사법품보(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278_00_IH_0033_144

GK17278_00_IR_0033_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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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19150-v.8_충청남북도소장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9150_00_IH_0008_135

GK19150_00_IH_0008_135_01a

GK19150_00_IH_0008_135_01b

GK19150_00_IH_0008_135_02

| 규17757-v.38_궁내부내문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757_00_IH_0038_039

GK17757_00_IH_0038_039_01

GK17757_00_IH_0038_039_02

GK17757_00_IH_0038_039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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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19150-v.8_충청남북도소장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9150_00_IH_0008_135

GK19150_00_IH_0008_135_01a

GK19150_00_IH_0008_135_01b

GK19150_00_IH_0008_135_02

| 규17757-v.38_궁내부내문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7757_00_IH_0038_039

GK17757_00_IH_0038_039_01

GK17757_00_IH_0038_039_02

GK17757_00_IH_0038_039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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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20720_공문접수부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0720_00_IH_0001_177

GK20720_00_IH_0001_177_01

GK20720_00_IH_0001_177_02

| 규19164-v.2_각도각군소장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9164_00_IH_0002_129

GK19164_00_IH_0002_129_01

| 규21031-v.1_도장결정원안 제12호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9164_00_IH_0002_129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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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20720_공문접수부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0720_00_IH_0001_177

GK20720_00_IH_0001_177_01

GK20720_00_IH_0001_177_02

| 규19164-v.2_각도각군소장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9164_00_IH_0002_129

GK19164_00_IH_0002_129_01

| 규21031-v.1_도장결정원안 제12호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9164_00_IH_0002_129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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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고3424-6_번천문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0981_00_IH_0001_001

| 고3428-431_우둔당선생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437_00_IH_0001_002

GR31437_00_IH_0001_003

(2) 문화재청사업 – 문집류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321종 1,119책 170,942면

•	첨지형태 다양

•	찢김

•	도삭

•	얼룩

•	접힘

•	습해

전체적으로 내지 및 첨지가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이 많아 펼침 작업 후 촬영을 시작하였고 

재질이 얇을 경우 뒷면 글자가 비치지 않게 

뒤에 한지를 대주었다. 그리고 흐린 글자부분

은 콘트라스트를 조절해 컨버팅하였다.

| 고3428-512-v.2_우재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518_00_IH_0002_008

GR31518_00_IH_0002_008_01a

GR31518_00_IH_0002_008_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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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고3424-6_번천문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0981_00_IH_0001_001

| 고3428-431_우둔당선생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437_00_IH_0001_002

GR31437_00_IH_0001_003

(2) 문화재청사업 – 문집류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321종 1,119책 170,942면

•	첨지형태 다양

•	찢김

•	도삭

•	얼룩

•	접힘

•	습해

전체적으로 내지 및 첨지가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이 많아 펼침 작업 후 촬영을 시작하였고 

재질이 얇을 경우 뒷면 글자가 비치지 않게 

뒤에 한지를 대주었다. 그리고 흐린 글자부분

은 콘트라스트를 조절해 컨버팅하였다.

| 고3428-512-v.2_우재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518_00_IH_0002_008

GR31518_00_IH_0002_008_01a

GR31518_00_IH_0002_008_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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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고3428-883-v.1_회백당유고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881_00_IH_0001_084

GR31881_00_IH_0001_084_01

GR31881_00_IH_0001_084_02

GR31881_00_IH_0001_084_03

| 고3428-813-v.3_잡고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821_00_IH_0003_070

| 규5805_채진자유고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5805_00_IH_0001_020

GK05805_00_IH_0001_020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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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428-883-v.1_회백당유고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881_00_IH_0001_084

GR31881_00_IH_0001_084_01

GR31881_00_IH_0001_084_02

GR31881_00_IH_0001_084_03

| 고3428-813-v.3_잡고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1821_00_IH_0003_070

| 규5805_채진자유고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5805_00_IH_0001_020

GK05805_00_IH_0001_020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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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7817_무술초추사장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7817_00_IH_0001_000_01

GK07817_00_IH_0001_003

| 고4709-112_동국지도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536_00_IH_0001_004

GR33536_00_IH_0001_004_01a

GR33536_00_IH_0001_004_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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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7817_무술초추사장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7817_00_IH_0001_000_01

GK07817_00_IH_0001_003

| 고4709-112_동국지도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536_00_IH_0001_004

GR33536_00_IH_0001_004_01a

GR33536_00_IH_0001_004_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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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26623_유충옥시첩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6623_00_IH_0001_002

GK26623_00_IH_0001_002_01

GK26623_00_IH_0001_002_02

(3) 문화재청사업 – 사법자료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973종 1,180책 112,194면

•	접힘

•	습해

•	제본불량

•	얼룩

•	찢김

•	첨지형태다양

표지 및 내지가 전체적으로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이 많아 촬영 전 펼침 작업을 해주었고 

찢어지거나 떨어져나간 부분들은 최대한 제

자리에 맞추거나 한지를 뒤에 대고 촬영하였

다.

| 규7906-v.1_용재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7906_00_IH_0001_017

GK07906_00_IH_0001_017_01

| 규9770-v.8_주부자시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9770_00_IH_0008_047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40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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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26623_유충옥시첩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6623_00_IH_0001_002

GK26623_00_IH_0001_002_01

GK26623_00_IH_0001_002_02

(3) 문화재청사업 – 사법자료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973종 1,180책 112,194면

•	접힘

•	습해

•	제본불량

•	얼룩

•	찢김

•	첨지형태다양

표지 및 내지가 전체적으로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이 많아 촬영 전 펼침 작업을 해주었고 

찢어지거나 떨어져나간 부분들은 최대한 제

자리에 맞추거나 한지를 뒤에 대고 촬영하였

다.

| 규7906-v.1_용재집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7906_00_IH_0001_017

GK07906_00_IH_0001_017_01

| 규9770-v.8_주부자시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09770_00_IH_0008_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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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고5125-58-v.2_의송초개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921_00_IH_0002_022

GR33921_00_IH_0002_022_01

| 고5125-8-v.3_송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868_00_IH_0003_001

| 고5125-30-v.1_민장치부책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892_00_IH_0001_000

| 고5125-2-v.3_민소초개책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868_00_IH_0003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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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5125-58-v.2_의송초개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921_00_IH_0002_022

GR33921_00_IH_0002_022_01

| 고5125-8-v.3_송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868_00_IH_0003_001

| 고5125-30-v.1_민장치부책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892_00_IH_0001_000

| 고5125-2-v.3_민소초개책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868_00_IH_0003_001



2019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 

404 405

제 4 장  자체 디지털매체화

| 규15023-v.1_[검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5023_00_IH_0001_000_01

GK15023_00_IH_0001_000_02

| 규15023-v.2_[검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5023_00_IH_0002_000_01

GK15023_00_IH_0002_999

| 고5125-88-v.8_사송록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951_00_IH_0008_029

GR33951_00_IH_0008_029_01

GR33951_00_IH_0008_029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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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15023-v.1_[검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5023_00_IH_0001_000_01

GK15023_00_IH_0001_000_02

| 규15023-v.2_[검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15023_00_IH_0002_000_01

GK15023_00_IH_0002_999

| 고5125-88-v.8_사송록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R33951_00_IH_0008_029

GR33951_00_IH_0008_029_01

GR33951_00_IH_0008_029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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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21139_한성재판소월종형명부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1139_00_IH_0001_003

GK21139_00_IH_0001_003_01

| 규21173_김해군가락면시만리치사남인박인순삼검문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1173_00_IH_0001_001

| 규20077_사전성책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0077_00_IH_0001_205

GK20077_00_IH_0001_205_01

GK20077_00_IH_0001_205_02

GK20077_00_IH_0001_205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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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21139_한성재판소월종형명부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1139_00_IH_0001_003

GK21139_00_IH_0001_003_01

| 규21173_김해군가락면시만리치사남인박인순삼검문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1173_00_IH_0001_001

| 규20077_사전성책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0077_00_IH_0001_205

GK20077_00_IH_0001_205_01

GK20077_00_IH_0001_205_02

GK20077_00_IH_0001_205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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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청사업 – 고문서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326종 326매 674면

•	찢김

•	결손

•	얼룩

•	접힘

•	균열

•	이염

대부분의 문서가 접히거나 구겨진 상태여서 

펼침 작업을 먼저 해주었고 찢어져있거나 떨

어진 부분은 최대한 원위치에 맞춰 촬영하였

다. 또 크기가 큰 문서는 해상도 확보를 위해 

분할로 촬영하였다. 

| 고문서523143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143_00_IH_0001_000

GMS523143_00_IH_0001_999

| 규21338_강원도금성군서면별양동치사남인이익연옥사초검문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1338_00_IH_0001_023

GK21338_00_IH_0001_023_01a

GK21338_00_IH_0001_023_01b

GK21338_00_IH_0001_023_01c

GK21338_00_IH_0001_02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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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청사업 – 고문서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326종 326매 674면

•	찢김

•	결손

•	얼룩

•	접힘

•	균열

•	이염

대부분의 문서가 접히거나 구겨진 상태여서 

펼침 작업을 먼저 해주었고 찢어져있거나 떨

어진 부분은 최대한 원위치에 맞춰 촬영하였

다. 또 크기가 큰 문서는 해상도 확보를 위해 

분할로 촬영하였다. 

| 고문서523143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143_00_IH_0001_000

GMS523143_00_IH_0001_999

| 규21338_강원도금성군서면별양동치사남인이익연옥사초검문안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K21338_00_IH_0001_023

GK21338_00_IH_0001_023_01a

GK21338_00_IH_0001_023_01b

GK21338_00_IH_0001_023_01c

GK21338_00_IH_0001_02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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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523122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122_00_IH_0001_000

GMS523122_00_IH_0001_999

| 고문서523404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404_00_IH_0001_000

GMS523404_00_IH_0001_999

| 고문서523022_패지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022_00_IH_0001_000

GMS523022_00_IH_0001_000_01

GMS523022_00_IH_0001_000_02

GMS523022_00_IH_0001_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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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523122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122_00_IH_0001_000

GMS523122_00_IH_0001_999

| 고문서523404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404_00_IH_0001_000

GMS523404_00_IH_0001_999

| 고문서523022_패지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022_00_IH_0001_000

GMS523022_00_IH_0001_000_01

GMS523022_00_IH_0001_000_02

GMS523022_00_IH_0001_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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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관리 및 백업

각 촬영실에서 생산된 이미지파일은 촬영자의 1차 검수 후 외장하드로 옮겨진다. 

외장하드로 복사된 파일들은 다음날 데이터관리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외장형 스토리지(4TB x 

8)에 프로젝트별로 구분되어 저장된다. 취합된 파일들은 팀장에 의해 2차로 파일 네이밍 및 노출, 포커

스 등의 이상 유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통과된 파일들에 대한 촬영목록 작성 및 서버 백업이 이루어진

다. 외장형 스토리지의 용량이 차거나 완료된 사업의 파일은 외부HDD에 백업되어 하드케이스에 보관

된다.

| 외부 HDD 백업 내역 |

HDD번호 저장내용

1 일사문고 : 2013.05.03 ~ 2013.12.31  (RAW/JPEG)

2
일사문고 : 2014.01.02 ~ 2014.06.27  (RAW/JPEG)

중앙도서관(일사고,가람고,상백고) : 2013.06.03 ~ 2013.07.12. (RAW/JPEG)

3 문화재청사업(승정원일기,동궁일기) : 2014.03.27 ~ 2014.07.07  (RAW/TIFF)

4

고려사 : 2013.07.24 ~ 2014.03.20  (RAW/JPEG)

기타요청 : 2013.11.28 ~ 2014.09.03  (RAW/JPEG)

대구부호적대장 : 2014.07.22 ~ 2014.07.25  (RAW/JPEG)

문화재청사업(동궁일기) : 2014.07.08 ~ 2014.09.04  (RAW/TIFF)

서목류_한국본 : 2014.05.13 ~ 2014.08.21  (RAW/JPEG)

열람실요청 : 2013.04.22 ~ 2014.09.25  (RAW/JPEG)

원문서비스요청 : 2013.08.05 ~ 2014.06.11  (RAW/JPEG)

자료총서간행사업 : 2014.05.27  (RAW/TIFF)

5

일사문고 : 2014.07.01 ~ 2014.11.14.  (RAW/JPEG)

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 : 14.09.18-14.11.07 (RAW/JPEG)

2014_특별전도록 : 14.09.05-14.10.08 (RAW/TIFF)

교양총서 : 14.11.05-14.11.13 (RAW/TIFF)

동순태 : 14.11.10-14.11.13 (RAW/JPEG)

동순태_중앙도서관 : 14.12.01-14.12.09 (RAW/JPEG)

문화재청사업(방목류) : 2014.08.11 ~ 2014.09.18 (RAW/TIFF)

사람과숲_열람실보정의뢰건 (JPEG)

열람실요청 : 14.10.06-14.11.26 (RAW/JPEG)

제주발전연구원의뢰건 (JPEG)

| 고문서523166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166_00_IH_0001_000

GMS523166_00_IH_0001_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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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관리 및 백업

각 촬영실에서 생산된 이미지파일은 촬영자의 1차 검수 후 외장하드로 옮겨진다. 

외장하드로 복사된 파일들은 다음날 데이터관리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외장형 스토리지(4TB x 

8)에 프로젝트별로 구분되어 저장된다. 취합된 파일들은 팀장에 의해 2차로 파일 네이밍 및 노출, 포커

스 등의 이상 유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통과된 파일들에 대한 촬영목록 작성 및 서버 백업이 이루어진

다. 외장형 스토리지의 용량이 차거나 완료된 사업의 파일은 외부HDD에 백업되어 하드케이스에 보관

된다.

| 외부 HDD 백업 내역 |

HDD번호 저장내용

1 일사문고 : 2013.05.03 ~ 2013.12.31  (RAW/JPEG)

2
일사문고 : 2014.01.02 ~ 2014.06.27  (RAW/JPEG)

중앙도서관(일사고,가람고,상백고) : 2013.06.03 ~ 2013.07.12. (RAW/JPEG)

3 문화재청사업(승정원일기,동궁일기) : 2014.03.27 ~ 2014.07.07  (RAW/TIFF)

4

고려사 : 2013.07.24 ~ 2014.03.20  (RAW/JPEG)

기타요청 : 2013.11.28 ~ 2014.09.03  (RAW/JPEG)

대구부호적대장 : 2014.07.22 ~ 2014.07.25  (RAW/JPEG)

문화재청사업(동궁일기) : 2014.07.08 ~ 2014.09.04  (RAW/TIFF)

서목류_한국본 : 2014.05.13 ~ 2014.08.21  (RAW/JPEG)

열람실요청 : 2013.04.22 ~ 2014.09.25  (RAW/JPEG)

원문서비스요청 : 2013.08.05 ~ 2014.06.11  (RAW/JPEG)

자료총서간행사업 : 2014.05.27  (RAW/TIFF)

5

일사문고 : 2014.07.01 ~ 2014.11.14.  (RAW/JPEG)

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 : 14.09.18-14.11.07 (RAW/JPEG)

2014_특별전도록 : 14.09.05-14.10.08 (RAW/TIFF)

교양총서 : 14.11.05-14.11.13 (RAW/TIFF)

동순태 : 14.11.10-14.11.13 (RAW/JPEG)

동순태_중앙도서관 : 14.12.01-14.12.09 (RAW/JPEG)

문화재청사업(방목류) : 2014.08.11 ~ 2014.09.18 (RAW/TIFF)

사람과숲_열람실보정의뢰건 (JPEG)

열람실요청 : 14.10.06-14.11.26 (RAW/JPEG)

제주발전연구원의뢰건 (JPEG)

| 고문서523166_토지매매문기 |

촬영 전 상태 촬영완료

GMS523166_00_IH_0001_000

GMS523166_00_IH_0001_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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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번호 저장내용

13

2016_문화재청사업(기촬영분포함) : 16.03.28-16.06.10 (RAW/JPEG)

2016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6.04.12-16.04.27 (RAW/TIFF)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04.05-16.04.08 (RAW/JPEG)

열람실요청 : 16.04.07-16.06.10 (RAW/JPEG/TIFF)

14

2016_문화재청사업 : 16.06.13-16.08.17 (RAW/JPEG)

2016_조선왕조실록기타산엽본(밀납본)연구사업:16.08.09-16.08.19 (RAW/TIFF)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07.01-16.07.18 (RAW/JPEG)

열람실요청 : 16.06.17-16.08.18 (RAW/JPEG/TIFF)

15

2016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기촬영분포함):16.10.07-16.10.21(RAW/JPEG)

2016_문화재청사업 : 16.08.18-16.10.10 (RAW/JPEG)

2016_조선왕조실록_기타산엽본(밀납본)연구사업:16.09.27-16.10.04(RAW/TIFF)

2016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부분):16.10.05-16.12.20(RAW/TIFF)

경제문고(기촬영분포함) : 16.09.21-16.11.16 (RAW/JPEG)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09.20-16.10.28 (RAW/JPEG)

상백문고 : 16.09.13-16.09.27 (RAW/JPEG)

열람실요청 : 16.08.24-16.10.21 (RAW/JPEG/TIFF)

16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5.11.20-16.11.28 (RAW/JPEG)

17

경제문고_16.11.17-16.11.30 : 16.11.17-16.11.30 (RAW/JPEG)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11.01-16.11.28 (RAW/JPEG)

상백문고(기촬영분포함) : 15.05.04-16.09.27 (RAW/JPEG)

조선왕조실록(열람실촬영분) : (RAW/JPEG/TIFF)

18

2013_특별전도록 : (RAW/JPEG/TIFF)

2016_문화재청사업(의궤) : 16.03.28-16.10.10 (JPEG)

열람실요청 : 16.11.02-17.02.24 (RAW/JPEG/TIFF)

조선왕조실록(열람실촬영분)-2 : (RAW/JPEG/TIFF)

19 2017_문화재청사업(의궤)(기촬영분포함) : 16.12.01-17.02.07 (RAW/JPEG)

20 2017_문화재청사업(의궤) : 17.02.08-17.05.04 (RAW/JPEG)

21

2012-2013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다해미디어)

2017_문화재청사업(의궤) : 17.05.08-17.09.28 (RAW/JPEG)

2017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5.05.10-15.05.31 (RAW/TIFF)

경제문고 : 17.03.15-17.05.29 (RAW/JPG)

열람실요청 : 17.03.06-17.06.08 (RAW/JPEG/TIFF)

22 2017_문화재청사업(등록류)(기촬영분포함) : 17.05.25-17.06.23 (RAW/JPEG)

HDD번호 저장내용

6

가람문고(기촬영분포함) : 14.10.29-14.12.19 (RAW/JPG)

규장각대표도록 : 14.11.24-15.02.24 (RAW/TIFF)

병서류 : 14.12.11-14.12.30 (RAW/JPG)

조선왕조실록 : 14.10.02-14.11.07 (RAW/TIFF)

회화도록 : 14.08.12-14.12.31 (RAW/TIFF)

7

교양총서 : 14.11.05-14.11.13 (TIFF)

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추가촬영 : 15.03.19-15.03.30 (RAW/JPG)

규장각대표도록 : 14.11.24-15.02.24 (TIFF)

2014_특별전도록 : 14.09.05-14.10.08 (TIFF)

회화도록 : 14.08.12-14.12.31 (TIFF)

가람문고 : 14.12.22-15.04.02 (RAW/JPG)

규장각칼럼 : 14.12.15-15.02.11 (RAW/JPG/TIFF)

열람실요청 : 14.12.01-15.04.02 (RAW/JPEG)

8

2015_귀중본복제본촬영 : 15.04.09-15.04.23 (RAW/TIFF)

가람문고 : 15.04.03-15.04.28 (RAW/TIFF)

일사문고(중도포함) : 13.05.03-14.11.14 (JPEG)

9

2014_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보정본 : (JPEG)

병서류 보정본 : (JPEG)

서목류_중국본 : 15.06.10 (RAW/JPG)

상백문고(기촬영분포함) : 15.05.04-15.06.01 (RAW/JPG)

열람실요청 : 15.04.03-15.07.13 (RAW/JPEG/TIFF)

10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06.02-15.06.30 (RAW/JPEG)

2015_고려사 : 15.07.02-15.08.20 (RAW/JPEG)

가람문고(기촬영분포함) : 14.10.29-15.04.28 (JPEG)

11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07.01-15.10.08 (RAW/JPEG)

2015_특별전도록 : 15.08.24-15.10.01 (RAW/TIFF)

상백문고 : 15.08.21-15.10.30 (RAW/JPG)

서목류_중국본 : 15.08.11-15.10.29 (RAW/JPG)

열람실요청 : 15.07.16-15.09.25 (RAW/JPEG)

12

2015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 : 15.11.30-15.12.03 (RAW/JPEG)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12.07 (RAW/JPEG)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5.11.20-16.04.04 (RAW/JPEG)

상백문고 : 15.11.02-16.03.24 (RAW/JPG)

서목류_중국본 : 15.11.06-16.02.02 (RAW/JPG)

열람실요청 : 15.10.01-16.04.05 (RAW/JPEG)

해군사관학교기탁자료_특별전도록 : 15.12.07-16.01.13 (RAW/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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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6_문화재청사업(기촬영분포함) : 16.03.28-16.06.10 (RAW/JPEG)

2016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6.04.12-16.04.27 (RAW/TIFF)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04.05-16.04.08 (RAW/JPEG)

열람실요청 : 16.04.07-16.06.10 (RAW/JPEG/TIFF)

14

2016_문화재청사업 : 16.06.13-16.08.17 (RAW/JPEG)

2016_조선왕조실록기타산엽본(밀납본)연구사업:16.08.09-16.08.19 (RAW/TIFF)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07.01-16.07.18 (RAW/JPEG)

열람실요청 : 16.06.17-16.08.18 (RAW/JPEG/TIFF)

15

2016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기촬영분포함):16.10.07-16.10.21(RAW/JPEG)

2016_문화재청사업 : 16.08.18-16.10.10 (RAW/JPEG)

2016_조선왕조실록_기타산엽본(밀납본)연구사업:16.09.27-16.10.04(RAW/TIFF)

2016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부분):16.10.05-16.12.20(RAW/TIFF)

경제문고(기촬영분포함) : 16.09.21-16.11.16 (RAW/JPEG)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09.20-16.10.28 (RAW/JPEG)

상백문고 : 16.09.13-16.09.27 (RAW/JPEG)

열람실요청 : 16.08.24-16.10.21 (RAW/JPEG/TIFF)

16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5.11.20-16.11.28 (RAW/JPEG)

17

경제문고_16.11.17-16.11.30 : 16.11.17-16.11.30 (RAW/JPEG)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6.11.01-16.11.28 (RAW/JPEG)

상백문고(기촬영분포함) : 15.05.04-16.09.27 (RAW/JPEG)

조선왕조실록(열람실촬영분) : (RAW/JPEG/TIFF)

18

2013_특별전도록 : (RAW/JPEG/TIFF)

2016_문화재청사업(의궤) : 16.03.28-16.10.10 (JPEG)

열람실요청 : 16.11.02-17.02.24 (RAW/JPEG/TIFF)

조선왕조실록(열람실촬영분)-2 : (RAW/JPEG/TIFF)

19 2017_문화재청사업(의궤)(기촬영분포함) : 16.12.01-17.02.07 (RAW/JPEG)

20 2017_문화재청사업(의궤) : 17.02.08-17.05.04 (RAW/JPEG)

21

2012-2013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다해미디어)

2017_문화재청사업(의궤) : 17.05.08-17.09.28 (RAW/JPEG)

2017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5.05.10-15.05.31 (RAW/TIFF)

경제문고 : 17.03.15-17.05.29 (RAW/JPG)

열람실요청 : 17.03.06-17.06.08 (RAW/JPEG/TIFF)

22 2017_문화재청사업(등록류)(기촬영분포함) : 17.05.25-17.06.23 (RAW/JPEG)

HDD번호 저장내용

6

가람문고(기촬영분포함) : 14.10.29-14.12.19 (RAW/JPG)

규장각대표도록 : 14.11.24-15.02.24 (RAW/TIFF)

병서류 : 14.12.11-14.12.30 (RAW/JPG)

조선왕조실록 : 14.10.02-14.11.07 (RAW/TIFF)

회화도록 : 14.08.12-14.12.31 (RAW/TIFF)

7

교양총서 : 14.11.05-14.11.13 (TIFF)

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추가촬영 : 15.03.19-15.03.30 (RAW/JPG)

규장각대표도록 : 14.11.24-15.02.24 (TIFF)

2014_특별전도록 : 14.09.05-14.10.08 (TIFF)

회화도록 : 14.08.12-14.12.31 (TIFF)

가람문고 : 14.12.22-15.04.02 (RAW/JPG)

규장각칼럼 : 14.12.15-15.02.11 (RAW/JPG/TIFF)

열람실요청 : 14.12.01-15.04.02 (RAW/JPEG)

8

2015_귀중본복제본촬영 : 15.04.09-15.04.23 (RAW/TIFF)

가람문고 : 15.04.03-15.04.28 (RAW/TIFF)

일사문고(중도포함) : 13.05.03-14.11.14 (JPEG)

9

2014_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보정본 : (JPEG)

병서류 보정본 : (JPEG)

서목류_중국본 : 15.06.10 (RAW/JPG)

상백문고(기촬영분포함) : 15.05.04-15.06.01 (RAW/JPG)

열람실요청 : 15.04.03-15.07.13 (RAW/JPEG/TIFF)

10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06.02-15.06.30 (RAW/JPEG)

2015_고려사 : 15.07.02-15.08.20 (RAW/JPEG)

가람문고(기촬영분포함) : 14.10.29-15.04.28 (JPEG)

11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07.01-15.10.08 (RAW/JPEG)

2015_특별전도록 : 15.08.24-15.10.01 (RAW/TIFF)

상백문고 : 15.08.21-15.10.30 (RAW/JPG)

서목류_중국본 : 15.08.11-15.10.29 (RAW/JPG)

열람실요청 : 15.07.16-15.09.25 (RAW/JPEG)

12

2015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 : 15.11.30-15.12.03 (RAW/JPEG)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12.07 (RAW/JPEG)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 15.11.20-16.04.04 (RAW/JPEG)

상백문고 : 15.11.02-16.03.24 (RAW/JPG)

서목류_중국본 : 15.11.06-16.02.02 (RAW/JPG)

열람실요청 : 15.10.01-16.04.05 (RAW/JPEG)

해군사관학교기탁자료_특별전도록 : 15.12.07-16.01.13 (RAW/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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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06.18-18.07.13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등록류(기촬영분포함) : 18.06.14-18.07.13 (RAW/JPEG)

열람실요청 : 18.05.03-18.07.24 (RAW/JPEG/TIFF)

38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07.16-18.09.28 (RAW/JPEG)

열람실요청 : 18.08.16-18.10.02 (RAW/JPEG/TIFF)

39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10.01-18.10.30 (RAW/JPEG)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0.30-18.11.08 (RAW/JPEG)

열람실요청 : 18.10.04-18.11.23 (RAW/JPEG/TIFF)

40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1.12-18.11.27 (RAW/JPEG)

41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1.28-18.12.19 (RAW/JPEG)

42 일반고도서 : 18.12.31-19.01.16 (RAW/JPEG)

43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2.20-18.12.31 (RAW/JPEG)

열람실요청 : 18.11.30-19.02.14 (RAW/JPEG/TIFF)

일반고도서 : 19.01.17-19.01.22 (RAW/JPEG)

44 2019_문화재청사업-문집류 : 19.01.22-19.02.11 (RAW/JPEG)

45 2019_문화재청사업-문집류 : 19.02.12-19.02.27 (RAW/JPEG)

46
2019_문화재청사업-문집류(기촬영분포함) : 19.02.28-19.03.06 (RAW/JPEG)

2019_문화재청사업-사법자료 : 19.03.06-19.03.19 (RAW/JPEG)

47
2019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9.04.23-19.06.18 (RAW/TIFF)

일반고도서 : 19.03.27-19.04.12 (RAW/JPEG)

48 일반고도서 : 19.04.15-19.05.09 (RAW/JPEG)

49 일반고도서 : 19.05.10-19.05.31 (RAW/JPEG)

50 일반고도서 : 19.06.03-19.06.19 (RAW/JPEG)

51
2019_문화재청사업-사법자료 : 19.03.20-19.05.09 (RAW/JPEG)

열람실요청 : 19.02.20-19.06.26 (RAW/JPEG/TIFF)

52

52

2019_고문서 간행사업 : 19.07.08-19.08.13 (RAW/JPEG)

일반고도서 : 19.06.20-19.07.12 (RAW/JPEG)

53 일반고도서-기촬영-1차분 : 14.05.20-19.02.20 (RAW/JPEG/TIFF)

54 일반고도서 : 19.07.15-19.08.14 (RAW/JPEG)

55 일반고도서 : 19.08.16-19.08.30 (RAW/JPEG)

56 일반고도서 : 19.09.02-19.09.23 (RAW/JPEG)

57 일반고도서 : 19.09.24-19.10.31 (RAW/JPEG)

58 일반고도서-기촬영-2차분 : 15.02.24-19.02.19 (RAW/JPEG)

59 일반고도서 : 19.11.01-19.11.18 (RAW/JPEG)

HDD번호 저장내용

23

2017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7.06.26-17.06.30 (RAW/JPEG)

2017_문화재청사업(족보류)(기촬영분포함) : 17.07.03-17.07.07 (RAW/JPEG)

경제문고 : 17.06.08-17.08.10 (RAW/JPG)

열람실요청 : 17.06.14-17.08.16 (RAW/JPEG/TIFF)

한국은행기탁자료_특별전도록 : 17.05.12-17.07.21 (RAW/JPEG/TIFF)

24
2017_문화재청사업(족보류) : 17.07.10-17.08.14 (RAW/JPEG)

경제문고 : 17.08.11-17.08.21 (RAW/JPG)

25
2017_문화재청사업(추가텍스트구축분) : 17.08.14-17.09.27 (RAW/JPEG)

경제문고(기촬영분포함) : 16.09.21-17.08.21 (RAW/JPG)

26
2017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기촬영분포함):17.09.11-17.09.15 (RAW/JPEG)

2017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08.21-17.09.11 (RAW/JPEG)

27

2017_문화재청사업(외교자료)(기촬영분포함) : 17.09.15-17.10.11 (RAW/JPEG)

2017_책판기획전도록 : 17.08.24-17.09.27 (RAW/TIFF)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기촬영분포함):17.10.11-17.10.16 (RAW/JPEG)

열람실요청 : 17.08.18-17.10.25 (RAW/JPEG/TIFF)

28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0.17-17.11.13 (RAW/JPEG)

열람실요청 : 17.11.01-17.12.07 (RAW/JPEG/TIFF)

29
2017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1.02-17.11.09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1.14-17.12.08 (RAW/JPEG)

30
일반고도서 : 17.11.02-17.12.28 (RAW/JPEG)

열람실요청 : 17.12.08-17.12.28 (RAW/JPEG/TIFF)

31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2.11-18.01.09 (RAW/JPEG)

32 일반고도서 : 18.01.03-18.02.26 (RAW/JPEG)

33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01.10-18.02.27 (RAW/JPEG)

2018_조선왕조실록-기타산엽본 : 18.02.02-18.03.30 (RAW/TIFF)

열람실요청 : 18.01.04-18.02.28 (RAW/JPEG/TIFF)

34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03.22-18.04.03 (RAW/JPEG)

2018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8.03.13-18.03.29 (RAW/TIFF)

열람실요청 : 18.03.09-18.04.24 (RAW/JPEG/TIFF)

일반고도서 : 18.02.27-18.04.25 (RAW/JPEG)

35
2018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8.04.23-18.05.10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문집류(기촬영분포함) : 18.04.03-18.04.20 (RAW/JPEG)

36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04.20-18.06.15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8.05.11-18.06.12 (RAW/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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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06.18-18.07.13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등록류(기촬영분포함) : 18.06.14-18.07.13 (RAW/JPEG)

열람실요청 : 18.05.03-18.07.24 (RAW/JPEG/TIFF)

38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07.16-18.09.28 (RAW/JPEG)

열람실요청 : 18.08.16-18.10.02 (RAW/JPEG/TIFF)

39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10.01-18.10.30 (RAW/JPEG)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0.30-18.11.08 (RAW/JPEG)

열람실요청 : 18.10.04-18.11.23 (RAW/JPEG/TIFF)

40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1.12-18.11.27 (RAW/JPEG)

41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1.28-18.12.19 (RAW/JPEG)

42 일반고도서 : 18.12.31-19.01.16 (RAW/JPEG)

43

2019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12.20-18.12.31 (RAW/JPEG)

열람실요청 : 18.11.30-19.02.14 (RAW/JPEG/TIFF)

일반고도서 : 19.01.17-19.01.22 (RAW/JPEG)

44 2019_문화재청사업-문집류 : 19.01.22-19.02.11 (RAW/JPEG)

45 2019_문화재청사업-문집류 : 19.02.12-19.02.27 (RAW/JPEG)

46
2019_문화재청사업-문집류(기촬영분포함) : 19.02.28-19.03.06 (RAW/JPEG)

2019_문화재청사업-사법자료 : 19.03.06-19.03.19 (RAW/JPEG)

47
2019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9.04.23-19.06.18 (RAW/TIFF)

일반고도서 : 19.03.27-19.04.12 (RAW/JPEG)

48 일반고도서 : 19.04.15-19.05.09 (RAW/JPEG)

49 일반고도서 : 19.05.10-19.05.31 (RAW/JPEG)

50 일반고도서 : 19.06.03-19.06.19 (RAW/JPEG)

51
2019_문화재청사업-사법자료 : 19.03.20-19.05.09 (RAW/JPEG)

열람실요청 : 19.02.20-19.06.26 (RAW/JPEG/TIFF)

52

52

2019_고문서 간행사업 : 19.07.08-19.08.13 (RAW/JPEG)

일반고도서 : 19.06.20-19.07.12 (RAW/JPEG)

53 일반고도서-기촬영-1차분 : 14.05.20-19.02.20 (RAW/JPEG/TIFF)

54 일반고도서 : 19.07.15-19.08.14 (RAW/JPEG)

55 일반고도서 : 19.08.16-19.08.30 (RAW/JPEG)

56 일반고도서 : 19.09.02-19.09.23 (RAW/JPEG)

57 일반고도서 : 19.09.24-19.10.31 (RAW/JPEG)

58 일반고도서-기촬영-2차분 : 15.02.24-19.02.19 (RAW/JPEG)

59 일반고도서 : 19.11.01-19.11.18 (RAW/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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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7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7.06.26-17.06.30 (RAW/JPEG)

2017_문화재청사업(족보류)(기촬영분포함) : 17.07.03-17.07.07 (RAW/JPEG)

경제문고 : 17.06.08-17.08.10 (RAW/JPG)

열람실요청 : 17.06.14-17.08.16 (RAW/JPEG/TIFF)

한국은행기탁자료_특별전도록 : 17.05.12-17.07.21 (RAW/JPEG/TIFF)

24
2017_문화재청사업(족보류) : 17.07.10-17.08.14 (RAW/JPEG)

경제문고 : 17.08.11-17.08.21 (RAW/JPG)

25
2017_문화재청사업(추가텍스트구축분) : 17.08.14-17.09.27 (RAW/JPEG)

경제문고(기촬영분포함) : 16.09.21-17.08.21 (RAW/JPG)

26
2017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기촬영분포함):17.09.11-17.09.15 (RAW/JPEG)

2017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08.21-17.09.11 (RAW/JPEG)

27

2017_문화재청사업(외교자료)(기촬영분포함) : 17.09.15-17.10.11 (RAW/JPEG)

2017_책판기획전도록 : 17.08.24-17.09.27 (RAW/TIFF)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기촬영분포함):17.10.11-17.10.16 (RAW/JPEG)

열람실요청 : 17.08.18-17.10.25 (RAW/JPEG/TIFF)

28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0.17-17.11.13 (RAW/JPEG)

열람실요청 : 17.11.01-17.12.07 (RAW/JPEG/TIFF)

29
2017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1.02-17.11.09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1.14-17.12.08 (RAW/JPEG)

30
일반고도서 : 17.11.02-17.12.28 (RAW/JPEG)

열람실요청 : 17.12.08-17.12.28 (RAW/JPEG/TIFF)

31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7.12.11-18.01.09 (RAW/JPEG)

32 일반고도서 : 18.01.03-18.02.26 (RAW/JPEG)

33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01.10-18.02.27 (RAW/JPEG)

2018_조선왕조실록-기타산엽본 : 18.02.02-18.03.30 (RAW/TIFF)

열람실요청 : 18.01.04-18.02.28 (RAW/JPEG/TIFF)

34

2018_문화재청사업-근대정부기록류 : 18.03.22-18.04.03 (RAW/JPEG)

2018_조선왕조실록원형복원복제본제작사업 : 18.03.13-18.03.29 (RAW/TIFF)

열람실요청 : 18.03.09-18.04.24 (RAW/JPEG/TIFF)

일반고도서 : 18.02.27-18.04.25 (RAW/JPEG)

35
2018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8.04.23-18.05.10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문집류(기촬영분포함) : 18.04.03-18.04.20 (RAW/JPEG)

36
2018_문화재청사업-고문서 : 18.04.20-18.06.15 (RAW/JPEG)

2018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8.05.11-18.06.12 (RAW/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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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19_문화재청사업-사법자료(기촬영분포함) : 19.10.04-19.10.22 (RAW/JPEG)

2019_특별전도록(기촬영분포함) : 19.09.16-19.10.17 (RAW/JPEG/TIFF)

열람실요청 : 19.07.02-19.12.10 (RAW/JPEG/TIFF)

61 일반고도서 : 19.11.19-19.12.04 (RAW/JPEG)

62 일반고도서 : 19.12.05-20.01.02 (RAW/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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