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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0년 10월에 일본의 게이오 학 사도문고(斯道文庫)에서 존하는 �논어�

최고본( 古本) 필사 자료를 공개하 다. 이 자료는 일본 서지학자들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문자 형태나 종이의 재질로 단할 때 6세기 후반 국 수(隋)나라

의 남북조 통일 시기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자료는 작년 우리나라에

서 ‘비 면’으로 개최된 국제학술 회에서 발표되면서 외국 학계에 처음 공개되

었다.1) 당시 학회에는 한 일 삼국의 서지학 문가들이 거 참석하 기에 모

*  울산 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1) 2020년도 11월 14-15일 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개최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문헌

학의 신지평-자료와 환류, 서목과 수장>에서 일본 게이오  스미요시 도모히코(住吉朋彦) 

교수의 ｢게이오 기주쿠 학 도서  소장 ‘남북조말수(南北朝末隋)’ 필사본 �논어소(論語

疏)� 권6의 문헌 가치｣ 발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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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 하는 가장 오래된 유교 경  문헌의 발굴에 흥분하 다. 만약 이 자료

가 일본 연구진의 주장 로 6세기 말에 필사된 것이라면 세계 문헌의 역사를 바

꿀 수 있는 일이기에 자료의 진  여부를 단하는데 모두들 신 을 기하 다. 

문제는 이 자료가 ‘유일본’인 만큼 다른 자료와의 비교 연구가 불가능하 고, 

결국 연구자의 고문헌에 한 직 과 감각에 상당히 의존해서 별할 수밖에 없

다는 이었다. 이 자료의 문헌  가치 단을 해 가장 요한 요소들로 종이

의 질과 먹의 색깔, 서체 등이 제시되었다. 평소 같으면 삼국의 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료를 ‘직 ’ 열람하면서 각자의 고문헌에 한 축 된 경험을 교

환하며 그 가치를 단하 을 것이지만, 한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공개된 자료라 이러한 직  교류가 원천 으로 쇄되었고, 외국의 문가들이 

실물 자료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에서는 최고해상도의 자료 사

진을 제공하여 외국 학자들의 의견을 구하 으나, 결국 아무리 고해상도라 하더

라도 실물을 직  보지 않고 섣불리 단할 수 없다는 것이 국과 한국 학자들

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필자는 “문헌의 ‘물질  요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인문학에서 디지털 아카이빙의 주재료

는 ‘책’이다. 이제까지 책의 디지털화는 주로 그 ‘내용’을 장하는 일에 집 되

었다. 그러나 책의 형태와 소재에 집 하여 책이 만들어진 시공간의 흔 을 찾

는 ‘형태서지학’의 경우 책의 ‘물질  성격’이 요한 재료가 된다. 책을 이루는 

종이ㆍ먹(잉크)ㆍ장황ㆍ인쇄 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책의 디지털

화 작업에서 ‘텍스트 데이터’ 방식으로 장될 경우 디지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원본의 형태를 ‘이미지(화상) 데이터’로 장할 경우에서야 그 형태

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2)

그러나 이때의 이미지 데이터 역시 원본이 아닌 ‘복사본(copy)’ 자료일 뿐이

2) 본고에서 다루는 디지털 데이터는 문헌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긴 데이터들과 문헌의 형태

를 ‘이미지’로 옮긴 데이터가 심이다. 이들 데이터에 해 본고에서는 우선 각각 ‘텍스트 

데이터 / 이미지 데이터’로 명명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물론 이 용어가 ‘과학 문

용어’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고의 주요 논지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

다고 단된다. 디지털인문학에 사용되는 과학 용어의 문제는 향후 연구자들 간의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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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원에 존재하는 물건을 2차원의 평면에 옮긴 것이기에 원래 자료가 지니

고 있는 ‘물질’로서의 성질을 제 로 느낄 수가 없다. 표지의 색깔ㆍ종이의 질감ㆍ

먹의 농도ㆍ장황과 인쇄의 상태 등 책의 실물을 직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다.3) 

본 논문은 고  연구, 특히 고문헌의 ‘형태서지학’ 연구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

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한 탐색이다. 이때의 고문헌에는 서책 이외로 죽간ㆍ

비석ㆍ서화 등의 자료들도 포함된다. 구체  방법으로 기존의 형태서지학 연구

에서 문헌의 물질  요소를 심으로 다룬 사례를 살피고, 이어 그 ‘물질  성

격’을 어떻게 데이터화 할 수 있는지, 그와 련된 디지털 기술들의 가능성과 한

계 을 고민하려 한다. 여기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물질성’의 개념에 해 간단

히 정리하면, 기본 으로는 문헌의 형태를 구축하는 재료들, 즉 표면 재료(종이/

돌/ 속/나무/ 토 등)ㆍ먹(안료)ㆍ필기구ㆍ인쇄도구 등 물리  요소들을 의미

한다. 거기에 필요한 경우 ‘필사 형태ㆍ인쇄 기술ㆍ보존 상황’ 등 문헌의 ‘형태’

를 구성하는 ‘기술’의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다.4) 

문헌의 물질성을 재 하는 수많은 기술이 있으나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

간 ‘실물(원본)’ 자료를 ‘직  찰’할 때만 얻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역들 

에서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육안(肉眼)’에 근사(近似)한, 심지어 육안

으로 찰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보여주는 결과물들이다. 한 그간 오랜 훈련을 

통한 귀납  경험으로만 체득하여 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에 해, 

정확히 계량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과학 ’이라 일컬어지는 설명을 가능  하

는 부분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1)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 2) (종이ㆍ먹ㆍ안료 등) 문헌 재료의 성분을 분

3) 물질성을 제 로 드러내지 못하는 디지털 데이터들이 연구에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에 

해서는 노경희의 ｢동아시아 고  연구의 자료와 연구방법론에 한 새로운 이해-원본과 

디지털 자료의 교섭｣(2019 �진단학보� 132, 351-352면) 참조. 

4) ‘물질(물질성)’이라는 용어가 포 하는 개념이 넓은 범 에 걸쳐 있기에 그 내용을 ‘형태’

와 ‘소재  기술’ 차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모호한 용어 사용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가 시론(試論)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서 용어의 정치한 개념에 해서는 여러 가

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향후 련 연구자들과 함께 지속 으로 고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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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기술이 그것이다.

이 게 본고는 이제까지 디지털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분야에서 활용 가

능한 기술에 집 하 다. 이는 그간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

된 연구들을 한 자리에 모으려는 시도로 억지와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학계에서 아직 낯선 ‘형태서지학의 물질성 연구와 디지털인문학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연구를 고민하는 작업의 시작이라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 한다. 

2. 형태서지학의 물질성 연구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서지학(書誌學 / Bibliography)’은 곧 ‘문자를 수단으로 표 한 본문과 그 본

문이 나타내 주는 지  소산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  형태를 

상으로 조사 분석 비평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5) 이 서지학은 다시 1) 

원문의 교감을 시한 ‘원문서지학’과 2) 지  소산의 내용 기술을 심한 ‘체계

서지학’, 3) 책의 형태 기술을 심한 ‘형태서지학’으로 분류된다. 이  본고의 

논의 상인 형태서지학은 ‘책의 물리  형태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실증  방

법으로 연구하여 책의 간사(刊寫) 성격과 시기를 고증하고 그 우열을 식별하며 

책에 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이 분야의 연구 범 는 책의 명

칭, 장정과 책의 종류  변천, 필사본에 있어서의 고본(稿本)ㆍ 사본ㆍ사경(寫

經)의 종류, 간인본에 있어서의 목 본ㆍ활자본 등의 종류, 목 본의 조 인쇄ㆍ

기원ㆍ발달  각술의 시  특징, 각수, 활자본의 활자 종류와 특징, 책의 

식, 자체, 피휘법(避諱法), 장서인, 서 의 반사( 賜)  래, 종이의 종류, 

먹의 종류, 먹색의 간인본별  시  특징, 책의 수집법, 표장법(表裝法), 보존

리법 등이 상이다. 

의 범   상당 부분은 실물을 직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항이

5) 이하 ‘서지학’과 ‘형태서지학’의 개념에 해서는 천혜 , 1997 �한국 서지학�, 민음사, 

13-72면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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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련 기록이나 유물들을 통해 증빙할 수도 있고, 재 유통되는 고해상도 이

미지 일로도 본 종류나 장서인, 장정 형태 등은 충분히 확인된다. 그러나 문

헌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오래된 자료 는 유일본일 경우 남아 있는 책의 형

태만으로 별해야 하는데, 그때는 연구자의 오랜 경험과 직 을 바탕으로 미세

한 차이들을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실물 확인이 필수 이다.

이러한 작업의 한 로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宋元本)의 황을 악하고 개

별 서 의 가치를 밝힌 서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6) 여기서 제시된 송원본 감

별의 기 들은 식ㆍ장정ㆍ지질(紙質)ㆍ먹(墨)ㆍ자체(字體)ㆍ도법( 法)ㆍ피휘

(避諱)ㆍ각공(刻工)ㆍ간기 등이다. 이상의 요소들 에 지질ㆍ먹ㆍ자체ㆍ도법 

등의 경우 문헌의 내용만으로 규명되기 어려우며 문가의 감각을 신뢰해야 하

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들에 한 설명 부분이다.( 은 필자) 

지질의 경우에는 송ㆍ원본의 요한 특징으로 손꼽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백색, 견

인( 靭) 즉 백색을 띄고 견고하고 질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행지역에 따라 사용된 종이는 히 달라졌는데 이는 浙本이나 蜀本의 경우 皮紙

가, 建本의 경우에는 일명 麻沙紙라고 불리던 竹紙가 사용된 것을 통해 확인된다. 종

이는 색깔, 두께, 발문, 치 도에 따라 간행시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발문을 

살펴보면 송 의 竹紙가 손가락 두 마디의 비나 그 이상이었던 반면 명 의 죽지

는 한 마디에 그쳤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밖에 송간본에 사용된 종이의 

요한 특징으로는 폐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인출한 것을 들고 있다. 

사용된 먹의 경우에는 택이 나고 묵향이 나지만 그 색에 있어서는 매우 검은 먹

이라고 하는 경우와 농도가 연한 먹이라고 하는 경우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구자마

다 실사한 송본이 달랐던 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254면)

의 설명들은 재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송원본의 형태서지를 설명하는데 가

장 상세하고 명확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형태서지학 논문에서 이보다 더 자

세한 설명을 기 하기 어렵다. 그러나  친 부분의 ‘백색을 띄고 견고하고 질

긴 성질’, ‘종이의 색깔ㆍ두께ㆍ발문ㆍ치 도’, ‘먹의 택과 묵향ㆍ색ㆍ농도’ 부

분은 연구자마다 그에 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읽는 이들 한 의 로 

6) 옥 정, 2012 ｢국내 존 송원본의 조사와 서지  분석｣ �서지학연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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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된 것에 해 각각 다른 ‘정도’로 인식할 것이다. 의 서술만으로는 모든 

이가 균일한 색상ㆍ두께ㆍ향기ㆍ농도 등을 인지할 수 없다. 정확한 수치가 제공

되지 않는 한 연구자의 감각에 따라 각자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

련하여 재 형태서지 연구에서 연구자의 경험과 감각, 직 으로 단되고 

서술되는 사례들을 좀 더 살피기로 한다. 국내의 고서 소장 기 들에서는 ‘고서

해제집’을 편찬하고 있으며 형태 서지 분석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서지  특성’을 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해제를 작성한 �(이화여자 학

교 앙도서  소장) 고서해제 1�(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2008, 평

민사)의 사례를 참조한다. 

* �진연의궤(進宴 軌)�(220면): 실제 원본을 확인한 결과 목록인 1책의 경우 본

문을 구성한 종이의 색깔이 2~4책에 비해 바래고 종이의 질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의 지질 면에서도 다른 책임이 구분이 된다. 

* �정 편(井觀編)�(275면): 그런데 이 책을 이청이 직  필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는 �정 편�이 이청의 필(絶筆)인데도 여러 사람의 필체가 

섞여 있다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완정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는 

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오사카부립도서 에 소장되

어 있는 � 재시 (泠齋詩鈔)�의 표지색과 장정 형태는 물론 서체(書體)까지도 

아주 흡사하다.

* �개자원화 (芥子園畵傳)�(323면): 지질과 묵색, 다색인쇄 상태 등도 강희와 건

륭 연간 본의 각질과 근엄한 세부 필획, 확하고 선명한 색조에 비해 거친 

편이다. 서지학 인 견해로는 이화여  도서 본 �개자원화 �의 연 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로 올려 잡아 추정하기도 한다.

* �동한류편(東翰類編)�(360면): 본편의 배 지는 깨끗한 종이로 덧  경우는 문

제되지 않으나, 간찰, 소지 등을 잘라 배 지로 사용한 곳은 배 지의 씨가 

면에 비쳐 매우 지 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지 않다. 이는 다른 간찰첩에서

도 자주 보이는데 간찰의 미감을 하시키는 표 인 상이다. 보유편은 양질

의 종이로 매우 정갈하게 배 되어 있어 남다른 애착과 공력을 기울 음을 느

낄 수 있다.

이상의 해제들은 모두 각 서책의 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다. 의 사례들에서 

나오는 지질(紙質)ㆍ서체(書體)ㆍ색조ㆍ배 (장황) 등의 경우 고서에 한 상당

한 경험이 축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언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서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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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오랜 훈련으로 습득된 직 과 감각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하고 감각 인 역을 단하기 해서는 원본 자료의 실물 확인이 

으로 시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면 연구자가 직  실물을 보러 가지 않아도 디지털 자료를 통해 실물을 직 하

는 것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서책 재료의 과학  분석을 통해 연

구자의 감각으로 체득한 정보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수치화할 수 있지 않을까.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한 답을 찾으면서 형태서지학과 디지털 기술과의 업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2000년  들어와 본격 으로 고문헌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디

지털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원본의 내용을 문자로 입

력하는 텍스트 데이터로, 다른 하나는 원본의 형태를 그 로 보여주는 이미지

(화상) 데이터로 제작된 것이 그것이다. 이들 두 자료는 각기 원본의 내용과 형

태의 디지털 재 이라는 역할을 지니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연구에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텍스트 데이터는 원문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코드)로 바꾼 것

으로 이것을 통해 ‘컴퓨터(기계)’와 업이 가능하다. 원  자료들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량의 데이터(빅데이터)가 축 이 되면서, 이 자료들을 활용한 디

지털인문학 연구가 본격 으로 발달하 다. 디지털인문학의 의미에 해 본고에

서는 ‘ 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재료로 삼아 컴퓨터 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

한 연구’라는 포  개념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인문학 연구의 가장 근간이 되

는 자료와 방법(기술)에서 ‘기계의 힘’을 빌리는 작업이다. 재 디지털인문학의 

연구 방법으로 주로 언 되는 것은 데이터/텍스트마이닝ㆍ코퍼스 분석ㆍ시각화 

서술ㆍ토픽 모델링, 맵핑(mapping)ㆍ의미망(Semantic Web)ㆍ네트워크 분석 등

이 있다. 

디지털인문학은 이미  세계 으로 정도와 수 의 차이는 있지만 큰 폭으로 

발 하고 있다.7) 국내의 경우 고 학 방면은 온톨로지 기반의 네트워크( 계망) 

 7) 디지털인문학 연구 논문들이 증하는  상황에서 2020-21 시 의 디지털인문학 분야 

연구 동향은 Vierthaler P., 2020 “Digital humanities and East Asian studi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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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나 자문화지도를 통한 문화연구에 집 되었으나,8) 최근 들어 한문고

자료를 상으로 코퍼스 언어학과 텍스트 마인닝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의 요

성 한 제기되었고,9) 고  자료들의 이본 조 작업, AI 번역 등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0) 고 문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은 언어분

석방법론,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공간 분석 방법론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1) 

이상에서 살핀 바, 우리나라 고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디지털인문학 연구 

방법은, 텍스트 데이터로 환된 빅데이터 자료에 컴퓨터 로그램을 가동하여 

연구자 개인의 힘으로는 분석 불가능한 범 의 거시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것이라 정리된다. 이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의 ‘기계가독성’이 시되면서 

텍스트 데이터가 필수 이다. 이에 서지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 자료

들은 그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책의 내용보다 그 외형과 물성을 더 시하는 

History Compass vol. 18; 정은경, 2021 ｢디지털인문학 연구 동향 분석: Digital 

Humanities 학술 회 논문을 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정유경, 2020 ｢디

지털 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 리학회지� 37(2) 등을 통해 강의 

기를 살필 수 있다.

 8) 특히 온톨로지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는 한국학 앙연구원의 김  교수와 그 연구

을 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외국의 문학연구나 한국의 근 문학 쪽

에서는 사회학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분석이나 언어통계에 근거한 텍스트 마이닝을 용

한 텍스트 분석에 더 집 한다고 한다(이재연, 2018 ｢디지털 시 의 인문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시 로: 한국문학에서 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역사학보� 240, 175-178면).

 9) 허철, 2016 ｢고  산화에서 말뭉치 언어학 용의 필요성과 방향에 한 일견｣ �민

족문화� 47.

10) 특히 고 문헌 자동 번역의 경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한국 고문헌 번역이 상당한 수

으로 올라와 있다. �한문학논집� 53(근역한문학회, 2019) 기획주제인 ‘한문 고  AI 번역

의 황과 과제’의 논문들과 선보민ㆍ이종웅의 ｢인공지능 기반 고 문헌 자동번역의 기

술  측면과 사업성과  가능성｣(�제1회 유니스트 디지털 인문학 워크  발표집�, 

2020.8.21.-8.22.) 참조. 그 외로도 ‘디지털 라키비움(Digital  Larchiveum)’이라 하여 서

체의 한자로 기록된 고서, 고문서 등 통기록물을 검색하고 AI를 이용하여 독ㆍ번역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있다.(이민호, ｢디지털 라키비움을 한 심화학습 기반 통

기록물 해독｣, �제1회 유니스트 디지털 인문학 워크  발표집�, 2020.8.21.-8.22.)

11) 자세한 내용은 김바로ㆍ강우규, 2019 ｢빅데이터와 고 문학연구방법론｣ �어문논집� 78, 

10-31면 참조. 이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개별 논문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에, 본고에서는 구체 인 논문들은 따로 언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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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서지학 분야에서는 그 물질  요소들을 보다 실물에 더 가깝게 데이터화 하

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간의 방법들이 자료의 내용을 심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료

의 ‘실물’을 보다 실제와 가깝게 재 하는 기술을 찾아 그를 통해 자료의 분석을 

시도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인문학 연구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과연 디지털인문학이라 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이 제기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 된 문헌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삼는다는 과 최

신 디지털 기술이 용된다는 에서 기존의 ‘내용’ 심 디지털인문학 연구에 

‘형태’ 심으로의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에는 자료의 데이터 해독과 가치 평가를 해 인

문학 연구자의 개입이 더욱 요구되면서 통 인 인문학 연구 방법의 활동 공간

이 더 넓게 마련된다. 디지털 기술로 복원되고 분석된 문헌 자료의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의미를 찾기 힘들다. 데이터 결과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

는데 인문학 연구자의 통찰과 경험이 매우 시된다. 물질을 데이터화 하는 것

은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술이 인문학 안에서도 가장 통

이고 경험 으로 인식되는 형태서지학 연구에 용된다는 것은, 인문학과 과

학기술의 만남이라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새로운 분기 을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다.

3. 고문헌 물질성의 디지털화 기술

재 고문헌 방면의 디지털인문학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에 집 되었으며, 본고에서 다루려는 ‘형태’ 그 자체에 집 한 연구

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한 첫 번째 

작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물질성’ 재 의 디지털 기술들을 탐색하고, 그 

기술을 고문헌 자료 연구에 용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해 새로운 디

지털 기술을 보고한 논문들에서 서지학 연구에 용 가능한 사례들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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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인문학자의 역할들을 살피기로 

한다. 

다만, 변하는 과학 기술의 발달 속에서 ‘고문헌의 물질성 재 과 분석 기술’ 

련하여 문화재 복원이나 재료 공학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데, 이들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앞서 2장에서 

살핀 바, 형태서지학 연구에서 원본의 실물 확인이 으로 요구되며, 연구자

의 오랜 훈련을 통한 감각과 직 으로 별되는 분야인 지질(紙質)ㆍ서체ㆍ장황

ㆍ배 ㆍ먹(안료)의 성분 등을 확인하는데 직 으로 련된 기술들인 1) 시각 

자료의 디지털화 기술, 2) 문헌 재료의 성분과 인쇄 정보의 분석 기술에 집 하

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여타의 다양한 기술들과 서지학의 업 가능성

에 한 본격 인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 한다. 

1) 시각 자료의 디지털화 기술

문헌의 내용이 담긴 화면을 ‘이미지 데이터(PDF/JPG/JPEG/PGN 일 등)’로 

만드는 작업은 그동안 보편 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원본이 

소장된 곳으로 직  가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곧장 자료의 내용과 형태를 살

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3차원에 존재하는 물질을 2차원의 평면으

로 옮긴 것이기에 원래 자료가 지니고 있는 ‘물질’로서의 질감이 크게 축소되고 

삭제되었다. 심지어 형태나 크기ㆍ색채ㆍ명도 등에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불충분한 이미지 데이터 자료로 인해 잘못된 해석을 

야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었다.12) 

최근 들어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 데이터를 만

들어 내는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이 기술들은 원본의 색감과 질

감을 그 로 표 하는 것을 넘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던 표면의 오염이나 

변형 뒤에 숨겨진 원자료의 흔 까지 찾아내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의 발

달이 인간의 찰 한계를 넘어선 데이터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다.

12) 노경희, 앞의 논문, 350-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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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 제작 기술 

고문헌의 이미지 데이터 제작 기술의 궁극  목표는 원본과 ‘동일한’ 수 의 

것을 만드는, 다양한 조명과 각도에서 촬 하여 실물을 육안으로 볼 때의 감각

을 그 로 재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해상도를 넘어서는 고해상도 디지

털 사본 제작과 새로운 촬  기법으로 물질의 3차원  질감까지 시각화하는 이

미지 제작 기술을 살피기로 한다. 

① 고해상도 디지털 사본 제작

고해상도 디지털 사본 제작이 고  연구에 끼친 향에 해서는 돈황 사본의 

디지털화 작업으로 인한 연구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살필 수 있다. 

▣ 정 훈, 2020 ｢뉴노멀 시 , '디지털 사본학'의 의미와 연구방법론-돈황 디

지털 자료를 심으로｣ � 국연구� 84.

돈황 사본은 1900년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된 약 6만 건의 자료로 ‘돈황 유

서(遺書)’라고도 불린다. 이 논문에서 자는 방 한 돈황 자료들의 고해상도 디

지털화 작업 황과 그 고화질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돈황 디지털 사본

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사본학’은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 제

작이 필수 요건인데, 돈황 사본 련하여서는 < 국도서 과 국제둔황 로젝트

(IDP)>와 < 랑스국립도서  ‘갈리카’ 로젝트> 그리고 < 국국가도서 의 돈

황 디지털 사본 제작> 등의 고해상도 디지털 사본 제작 서비스가 있다. 

이들 디지털 사본으로는 종이의 색과 먹의 농도, 종이의 질감과 훼손 정도까

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각의 필사본 자료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정

의 흔 , 사본 앞뒷면의 계, 여백에 쓴 문자나 그림 등의 정보까지 악할 수 

있다. 자는 이 자료들을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의 교정 흔 을 근거로 삼아 매

체 변화  구술과 문자 문화의 시각에서 사본의 교정 방식을 해석하는 연구를 

시도하 다.13) 한 <IDP>(1998)와 <갈리카>(2015) 사이에도 이미 해상도에 상

13) 정 훈, 2018 ｢당  후기 통속서사 사본에 한 문화사  해석-‘伍子胥變文’의 교정 방

식을 심으로｣ � 국소설논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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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차이를 보이는 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 제작 기술의 발  속도가 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 하 다. 

이 게 발 하는 기술을 이용해 촬 한 고해상도 디지털 사본을 통해 ‘디지털 

사본학’이 뉴노멀 시  인문학의 주요 역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것이라 견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요한 것은 양질의 디지털 사본을 제작하는 일로 곧 촬

 기술의 개발이다.

▣ 고려 학교 도서 , 2020 �카이로스의 서고: 고려 학교 도서  귀 서 도

록�, 고려 학교출 문화원.

이 책은 고려  도서 에 소장된 귀 서들을 기존의 도록과 다른 방식으로 촬

한 사진집이다. 이제까지의 도록은 균일한 거리를 두고 본문의 내용이 가장 

잘 보이는 정면 방향에서만 촬 하 다. 그러나 이 책은 고해상도 촬  기법을 

통해 자를 알아보는 수 을 넘어서 종이의 질감과 먹의 농도까지 실제에 가깝

게 재 하 다. 본문의 내용만이 아닌 책의 얼룩이나 낙서, 찢어진 흔 , 힌 

자국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책에 쌓인 미세한 흔 들을 독자들이 최 한 느낄 수 

있도록 촬 되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흡사 도서 에서 책을 꺼내 앞에 두

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 자료는 재 종이책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여기

에 사용된 사진 기법과 구도들은 향후 서책 자료의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제

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② 물질의 3차원  질감 재

여기서는 3차원의 물질이 2차원 평면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축소된 물질의 

‘질감’을 최 한 재 하기 해 노력한 촬  기법을 소개한다. 

▣ 반사율변환 상 촬 (RTI) 기술

‘Cultural Heritage Imaging(CHI)’은14) 인류의 문화유산을 장하고 보 하기 

해 디지털 이미징과 보존 기술을 활용하는 비 리 단체이다. 여기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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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의 촬  기술  하나가 2차원 이미지들을 합성하여 문헌 자료의 3차원 

질감을 재 한 ‘반사율변환 상 촬 (RTI: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이다. 

‘반사율변환 상 촬 (RTI)’은 원의 방향과 치를 달리하여 촬 한 여러 

개의 사진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표면 형상을 가시화하는 방법이다. 찰 상의 

표면에는 미세한 조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각도의 조명을 비추면 

이미지의 음 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한 후 RTI 용뷰어에서 원 방향을 조 하

면 상 자료의 독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각도의 선으로 

생긴 음 을 합성하여 입체  찰이 가능하다. 주로 화석과 같이 두께가 얇은 

물질을 찰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RTI 촬  기술을 고문헌 자료에 사용하면 재료 표면의 질감을 최 한 

복원할 수 있다. 종이나 천, 죽간, 리석, 피루스, 양피지 등 문헌의 바탕을 

이루는 얇은 재료들의 미세한 질감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림 1> The Sennedjem Lintel from the Phoebe A. Hearst Museum of Anthrop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15)

14) http://culturalheritageimaging.org/(2022년 2월 24일 재).

15) http://culturalheritageimaging.org/Technologies/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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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 은 RTI 기술을 사용해 촬 한 것이다. 동일 자료가 실재 공간에서 

빛의 효과에 따라 매순간 다양하게 보이는 상을 기존의 촬  기술로는 한 순

간의 이미지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 기술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표

면의 이미지를 입체 으로 보여  수 있다. 반사율을 조정하여 도 의 윗부분처

럼 자료의 표면 질감과 모양이 집 으로 나타나게도 할 수 있으며, 아래 부분

처럼 색깔 정보가 두드러지게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RTI 방식으로 촬

한 이미지 자료의 다양한 결과물들  일부일 뿐이다.

이 기술을 고문헌 이미지 데이터 제작에 용하면, 기존의 2차원  이미지 자

료에서 나타난 오류와 왜곡을 일 수 있으며, 실제 3차원 공간에서 원본 자료

를 열람할 때 다양한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자료의 모습들을 최 한 복원할 

수 있다. 한 원본 자료 표면의 미세한 질감을 육안으로 찰하는 것보다 더 

세 히 화면에서 재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 데이터 때문에 해석

의 오류가 일어나는 일을 일 수 있다. 

다만,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 제작은 고도의 기술 장비와 다각도의 

사진 촬 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방 한 고문헌 자료를 모두 이런 방식

으로 촬 하는 일에는 막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추후 보다 비용 감을 

한 기술이 나오기 까지는 귀 본 자료 심으로 촬 이 진행되거나, 표 

이본 자료에 집 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어느 자료를 먼  촬 할지 선

정하는 작업부터가 요한 일인데, 여기서 그 자료의 가치를 단할 수 있는 인

문학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2) 미확인 정보 촬  기술

다음으로는 고문서나 서화, 목간, 비석 등의 자료에서 육안으로 제 로 확인되

지 않는 기록 흔 을 촬 하는 기술에 한 연구 사례들을 살핀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확인 문자를 촬 하여 그간 독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료의 보존 상태를 촬 하여 변색과 손 정도를 

분석하여 자료의 보존에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이미지 데이터 제작 방법을 모

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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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간의 미확인 문자 촬

▣ 유우식, 2020 ｢사진 이미지분석을 통한 문자해독과 목간사진 촬 을 한 

제안｣ �목간과 문자� 24.16)

이 연구는 고문서ㆍ서화ㆍ목간 등 평면에 기입된 문자 에서 육안으로 구별

이 어려운 사료를 상으로, 문자의 추출과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촬  방

법을 고구한 것이다. 목간 자료의 경우 땅속이나 바다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

아, 발굴 과정에서 묻은 얼룩과 오염으로 인해 원래 힌 문자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 앞 에서 살핀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작할 경우, 오염 정보와 자 

정보가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 해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목간 자료는 육안으로 잘 찰되지 않는 ‘묵서(墨書)의 흔 (묵흔(墨痕))’을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 단순한 사진 촬 만으로는 이미 지워진 흔 들을 복원

할 수가 없으나, 묵흔의 경우 먹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시각화하

는 것이 가능하다. 가시 과 외선 이외의 원을 활용하여 묵흔의 가시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먹의 장별 흡수  반사율을 먹의 종류별로 측정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이와 목재에 해서도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문자도 맞춤형 사진촬 이 가능하다. 

한편, 이 게 보이지 않는 문자 정보를 가시화한 결과물이 의미를 갖기 해

서는 문자와 손상ㆍ오염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요하다. 이 작업은 목간에 

한 지식을 갖춘 인문학자가 개입해서 진행해야 한다. 

▣ Brent Landau, Adeline Harrington and James C. Henriques, 2019 “What 

no eye has seen-Using a digital microscope to edit papyrus fragments of 

early Christian apocryphal writings”, Ancient Manuscripts in Digital 

Culture:Visualisation, Data Mining, Digital Biblical Studies, Volume 3.

16) 이 연구에 최신 성과를 더한 유우식의 ｢고  문자자료 연구를 한 이미지 촬 과 분석

에 한 제안｣(2021 �동서인문� 16)도 참조할 수 있다. 



466ㆍ한국문화 97

이 연구는 피루스 조각들에 힌 기 기독교 자료들을 해독하기 해 최첨

단 디지털 미경과 조명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자를 읽어내는 기

술을 소개한 것이다.

동양의 목간처럼 서양의 피루스도 조각으로 분해된 경우 자 독이 어려

운 경우가 많다. 이들 자료를 해독하는데 사용된 기술과 방법 한 동양의 죽간 

독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게 디지털 기술

은 동서양 자료를 불문하고 서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의 교

환과 업이 요하다. 

② 고  비석의 미확인 문자 촬

▣ 조 훈 외, 2021 ｢충주고구려비 디지털 독의 성과와 고찰｣ �문화재�.17)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비석 독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

석 독을 해 아날로그 방식의 ‘탁본’ 기술을 주로 사용했으나 그 경우 독하

지 못하는 자들이 지 않았다. 최근 석문의 가독성과 독률을 높이기 

한 디지털 가시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비석과 같은 입체 문헌의 경우 미

독 자를 검토하기 해 3차원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상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3차원 스캐닝’은 표면에 투사한 원의 간섭이나 반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군(point clouds) 형태의 3차원 형상 정보 는 공간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다. 

외부 환경 변화에 향을 받지 않고 상 문헌의 형상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큰 장 이다. 그러나 3차원 스캐 로 얻은 수치 데이터는 정렬되

지 않은 원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에서 취득한 여러 컷의 원시 데이

터를 정리하고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하기 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17) 보다 학술 인 연구 결과는 조 훈 외, 2020 ｢충주 고구려비 독을 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의 용  고찰｣ �한국고 사연구� 98 참조. 그 외로도 장선필, 2017 ｢훼손된 석

문 독시스템 개발: 해서체를 심으로｣ �문화재� 50(2); 최원호ㆍ고선우, 2017 ｢각자

된 자의 형태  시각화를 이용한 석문 독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등 석문 독 련하여 다양한 최신 연구 성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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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석과 같은 문헌 자료는 외부 환경에 그 로 노출되어 풍화작용을 겪어 

표면의 손상이 지 않기에, 데이터 결과물에서 비석의 자와 풍화 흔 을 구

분하는 작업이 매우 요하다. 

이 촬  기술을 통해 자의 음각 깊이, 경계  필획이 드러났고, 비문 배열

의 특징 등 비석의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로써 기존에 독되지 못했

던 4개의 자가 새롭게 확정되고 28개의 자가 처음으로 제시되는 결과를 얻었

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학제 간의 융합 연구가 얻은 결실이다. 

이러한 연구를 해서는 문학ㆍ역사ㆍ서 ㆍ문자학ㆍ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

의 연구자들 간의 업이 필수 이다. ① 석문 독에 합한 디지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그룹, ② 문화유산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

고 비문 독에 합한 기술을 용하는 연구 그룹, ③ 객 인 과학  분석 

결과를 토 로 석문을 독하는 연구 그룹이 함께 업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 충주고구려 비석 발견 40주년을 맞아 2019년 이후로 진행된 

연구 성과를 집 성하여 �충주고구려비�(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라는 자료집

에서 갈무리되었다. 여기에는 충주고구려비의 고해상 디지털 사진, 정  탁본 그

리고 앞 의 RTI(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3차원 스캐닝 자료 

등을 최신 성과물들이 수록되었다. 

③ 자료의 보존과 공유를 한 이미지 촬

▣ 유우식 외, 2021 ｢출간 50년된 ‘유길 서’의 보존상태조사와 효과 인 자

료보존과 공유방법｣ �보존과학회지� 제37권 제2호.

이 논문은 1971년 출 된 �유길 서�(1질 5권)를 촬 하여 종이의 변색과 

경화ㆍ 손ㆍ열화 등 손상 정도를 이미지 분석 방법으로 정량화하고 손상 역

의 가시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 인 자료 보존과 자 문서화 

방법을 모색하 다. 

이 연구는 근  문헌을 상으로 하 기에 종이질이나 손 상황, 자료의 성

격 등이 고문헌과 다르지만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고문헌 자료에서도 요한 



468ㆍ한국문화 97

사안들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상 상태를 정량화하는 것은 향후 문

헌의 안 한 보존 방법을 찾는데 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이기에 고문헌 자

료에서 더욱 요한 기술일 수 있다.

2) 문헌 재료 성분과 인쇄 정보 분석 기술

고문헌 자료들은 문헌 내용뿐만이 아니라 문헌을 구성하는 ‘물질’을 통해 그 

문헌을 탄생시킨 시 와 지역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이를테면 문헌의 재료들

인 종이ㆍ먹ㆍ안료ㆍ활자ㆍ죽간ㆍ비석 등을 분석하여 문헌의 시 와 지역 추정

도 가능하다. 한 제작과 인쇄 기술들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로도 그 시  상황

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재료의 성분 분석 는 제작 정보를 수집하

여 문헌이 나온 당시 사회ㆍ문화ㆍ기술  여건을 살피는 연구들을 정리한다. 

(1) 문헌 재료의 성분 분석-먹과 안료의 사례

먹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하기 해서는 다양한 과학 기술이 요구된다. 고성능 

원소분석기와 자 미경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정  기계들이 사용되는데, 이 

기계들의 성능이 나날이 발 하고 있기에 사용 장비에 따라 연구 결과 한 매

번 달라질 수 있다.  

▣ 김강재ㆍ엄태진, 2008 ｢동양 통 먹(墨)의 이화학  성상 비교 분석｣, 

Journal of Korea TAPPI, Vol. 40. No. 4.

의 연구는 한 일의 먹 성분을 분석한 것이다.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 EA 1108, Italy)를 사용하여 그을음과 아교의 유기물 원소 조성을 분

석하 으며,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XRF PW 2400, PHILIPS, 

Netherland)로 회분의 원소 조성을 분석하 다. 한 FT-Infrared Spectrophotometer 

(Mattson Instruments, Galaxy 7020A)를 이용하여 그을음과 아교의 외선 스

펙트럼을 측정하 다. 그리고 FE-SEM(S-4300, Hitachi, Japan)로 촬 한 미

경 사진을 통해 먹의 단면과 발묵된 한지 표면상의 먹 씨 속 그을음 알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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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 상태를 찰하 다.

이와 같은 고정  기계로 측정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유연먹은 

탄소가 많고 질소가 은데 반해, 국의 유연먹은 탄소 함량이 낮고 산소를 많

이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유연먹과 아교는 비교  많은 양의 황을 함유하고 있

다. 송연먹은 그을음 알갱이 입자가 크고, 미세 공극이 크게 분포하고 있다. 

한 송연먹은 잉크 간 뭉침이 좋아서 높은 원형도를 보이는 반면 유연먹은 퍼짐

성이 우수하다.

▣ 송우용 외, 2017 ｢원소분석과 자 미경 이미지 분석에 의한 먹의 특성 

탐구｣ �펄 종이기술� 49(2).

이 연구 한 원소분석기와 자 미경을 사용하여 먹의 특성을 살피었다. 

Automatic Elemental Analyzer(Flash EA 1112 series,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사용하여 먹 분말의 원소들인 탄소ㆍ수소ㆍ질소ㆍ산소ㆍ황 등을 분석

하 는데, 특히 질소 함량의 분석을 통하여 먹의 아교 함량을 추정한 것이 특징

이다. 한 계방출형 주사 자 미경(LEO-1530, Carl zeiss, Germany)을 사용

하여 그을음의 입자를 5,000-80,000배까지 확 하여 찰함으로써 그 구조를 분

석하 다. 주사 자 미경으로 촬 한 이미지는 Nikon NISElements AR 3.1 이

미지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먹의 입자 크기와 성분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국내산 먹에 사용된 구형 탄소복합물 입자는 40-49nm의 크기를 가지며 구형 

탄소복합물 입자는 그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응집체의 크기는 194-225nm이

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 김강재ㆍ엄태진, 2021 ｢삼국유사 목 본 인출용 먹의 특성 분석 (I): 낮은 

고형분 함량의 먹물｣ �펄 종이기술� 53(3).

이 연구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삼국유사� 목 본 인출에 사용될 먹물

의 특성을 살핀 것이다. 먹물의 흡수성을 분석하기 해 먹물을 한지에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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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 각의 변화를 측정하고, 먹의 발묵성을 평가하기 해 원형도 분석을 

진행하 다. 한 FE-SEM 측정  이미지 분석기(Image Analyzer)를 통해 먹

물 내 탄소 입자들의 직경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이 먹물을 삼국유사 목 본 

인출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먹물의 농도가 묽기 때문에 좀 더 진한 농도로 사

용하는 것이 발묵 후 건조나 한지로부터 일부 섬유의 탈리 상 등의 문제를 

방할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이상에서 살핀 여러 가지 먹 성분 분석 연구들에서는 사용한 기계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재료의 분석과 과학  형질을 

악하는 작업까지는 과학 기술의 도움이 이다. 그러나 의 논문들은 단

순히 먹 구성 요소들의 성질을 분석하고, 그을음의 입자를 찰한 결과값만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이 먹을 사용해 만든 작품의 술  가치나 

문화사회  의미에 해  알 수 없다. 이 과학  분석의 결과치가 실제 작품

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 되는지를 고찰하는 데는 인문학  지식이 필수 이다. 

를 들면, 소나무 옹이를 태워 만든 송연먹으로 쓴 씨와 식물의 기름으로 

만든 유연먹으로 쓴 씨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재료의 성질이 작품의 결과

물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뭉침이 좋은 송연먹과 잘 번지

는 유연먹의 쓰임이 서로 다를 것이며, 그로 인해 제작된 작품의 분 기가 다르

다. 이 게 과학  분석으로 얻은 먹의 성질은 그간 작품의 술  성격으로 규

정되었던 요소들에 실증 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그림의 안료 분석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용할 수 있다. 다음은 통시

 상화의 채색 재료를 비 괴 방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 최 욱 외, 2020 ｢비 괴 분석을 통한 최치원 진 (眞影)의 도상  채색

재료 연구｣ �박물  보존과학� 24, 국립 앙박물 .

이 연구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7호 ‘운암 당고운선생 정’(이하 최치원 

진 )의 도상(圖像)과 채색 재료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방법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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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분석과 X선 촬 , XRF 성분 분석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이 진 이 

경남 하동 계사에서 1793년에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어, 존하는 최치원 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명되었다. 한 덧칠된 부분에 동자승이 그려진 

것을 확인하 고, 진 에 사용된 채색 재료로 백색의 연백, 색의 진사와 연단, 

녹색의 석록, 청색의 석청, 의 무기 안료를 사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통시  회화사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존의 

문헌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과 연계하면 상화나 불교회화의 그림이나 

안료 사용과 련하여 새로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를 들어 이 시기에 사용

된 안료들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분석하여 이 진  제작의 물질  기반을 고구

할 수 있으며, 과학 으로 정확한 상화 제작 시기를 명함으로써 상화 기

법의 시  변화 등의 문제에도 보다 객 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 재료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와 련하여 최근에 벼룻돌의 석질을 

과학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해석하는데 인문학과 교류한 연구가 있어 

참조할 수 있다. 

▣ 이 주, 2020 ｢울산 반구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울산학연구�

15, 울산연구원.

이 연구는 울산 반구  일 의 벼룻돌과 국내 표  벼루 생산지의 벼룻돌 

암석을 채취하여 과학  조사를 통해 물 성분, 화학  특성, 물리  특성을 분

석한 것이다. 그 결과 반구  벼룻돌 암석은 호온펠스(회색세일) 계열로 다른 

지역 벼룻돌과 비교하여 변성도가 높은 퇴 암 계열로 확인되었고, 입자내 공극

이 많아 흡수율이 높은 편이며, 입자간 결합력이 커서 탄성 의 달이 용이하

고, 입자간 결합력이 간 정도의 강도를 띠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암석 성분의 과학  분석 결과만으로는 울산 반구  벼룻돌이 

‘문화 ’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해 반구  벼룻돌로 벼

루를 제작하는 울산시 무형문화재 유길훈 벼루 장인의 생애 구술 작업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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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그리고 장인이 경험 으로 습득한 벼룻돌에 한 묘사인 ‘부드러우면서

도 단단하고 질기면서도 강하다’라는 돌의 성격을 과학  분석 결과인 표면의 

강도와 마모율, 입자 내 공극의 정도와 련지어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며 객

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과학  분석 결과값과 인문학자들의 해석

을 통해 벼룻돌 성분의 과학  지식과 인문학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악할 수 

있다. 

(2) 종이 표면의 인쇄 정보 분석

다음은 종이 표면에 남겨진 인쇄 기술 정보들을 과학 기술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정확한 수치를 도출한 연구이다.

▣ 김혜경ㆍ오카다 요시히로, 2017 ｢3D 디지털 미경으로 측정한 당백가시 

인쇄본의 형상 특징｣ �보존과학회지� Vol. 33/No.1.

이 연구는 3D 디지털 미경을 사용하여 속활자로 인쇄된 종이 표면의 인

쇄 정보를 조사하여 고문서의 특성을 살핀 것이다. 상 자료는 일본의 류코쿠 

학(龍谷大学)에 소장된 �당백가시(唐百家詩)�이다. 이 자료는 조선 기 갑진

자로 인쇄된 속활자본으로 이 연구를 통해 당시 조선본 속활자 인쇄 기술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문서에 인쇄된 종이 지면을 3D 디지털 미경을 이용하여 

굴곡 표면의 형상을 찰하고 이를 굴곡ㆍ높이ㆍ깊이ㆍ거칠음 등으로 규격화ㆍ

정량화를 시도하 다. 지 까지 고문서에 한 종이의 특성 연구는 문연구자

의 감을 주로 악하는 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객  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3D 디지털 미경으로 인쇄된 종이 

표면에 남아 있는 활자 표면의 굴곡 상을 선으로 측정하고 활자의 미세한 표

면은 면으로 측정하여 인쇄된 종이 표면의 특성을 수량 으로 제시하 다. 그 

18) 노경희, 2019 �울산의 쟁이들: 장도ㆍ붓ㆍ벼루 무형문화재 구술생애사�, 울산발 연구원, 

154-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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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문서의 종이 표면에 남겨진 정보를 체계 인 수치로 제시하 다는 에

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된 계량  수치만으로는 그것이 지니는 인쇄기술사  

특징이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 수치들이 지니는 문화사회  의미를 찾아

내는 것은 인문학자의 역할이다. 를 들어 어떤 자료에서 평균 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인쇄 흔 이 깊게 남았다면, 이는 활자의 재질과 종이의 특성이 여타 인

쇄본과 다른 것이기에, 그 종이가 어떤 것인지, 그 활자가 어떤 것인지 당시 역

사  배경에서 특별히 다를 이유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  각 지방 종이의 재질이나 국 수입지 등의 차이와 각각

의 책에 사용된 종이의 역사  의미를 살피면 당시 문화사 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19) 단순한 수치 결과만으로는 의미를 지니지 못하

는 정보들이, 종이 제작 방법이나 속활자 제작 환경 등의 지식을 통해 문화사

 의미를 발견하는 단서가 된다. 이 부분은 인문학자의 통찰과 지식으로 근

할 수 있는 역이다. 

4. 물질성의 디지털화와 인문학  해석

이상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문헌 자료의 형태와 질감을 원본

에 가깝게 재 하거나, 물질의 성분과 제작 기술을 분석하여 문헌이 탄생한 시

와 공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사례들을 살피었다. 

이 연구들은 최신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문헌들의 물질  정보를 디지털로 치

환한 것으로, 고도의 정 함과 정확성을 지닌 결과를 보여 다.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고해상도 촬  기술을 통해 단순히 ‘ 자의 독’을 넘어서, 먹의 

19) 이와 련하여 보존과학 분야에서 고문헌에 사용된 종이의 질을 과학 으로 분석한 연구

들도 활용할 수 있다. 안지윤ㆍ배수빈, 2018 ｢이충무공 종가 련 고문서의 지질 특성 조

사｣ �보존과학회지� 34(5); Agnieszka Helman-WaznyㆍWon-kyu Park, 2001 ｢능가사 

출토 종이와 섬유의 해부학  성질  미량원소 분석｣ �보존과학회지� 10(1) 등이 그러

한 연구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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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ㆍ종이의 오염ㆍ 힌 자국ㆍ종이 질감 등 책에 더해진 세월의 흔 과 인쇄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 에 이르 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 자료에서

는 느낄 수 없던 원본 자료의 미세한 특징들과 질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촬  기술은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보여  수 있다. 비

석이나 죽간 자료 등 서고에 안 히 보 된 종이책과 달리, 비바람이나 진흙, 물

과 같은 자연 환경에 그 로 노출되어 손상된 자료들까지도 원래 기록된 문자만 

따로 추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 으로 새겨진 자와 외부 요인

으로 인한 오염과 손을 구분하고, 손상되어 보이지 않던 자의 흔 을 시각

화할 수 있다. 

다만, 이상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그 자체로는 ‘가치 단’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이미지와 계량된 수치들로써, 이들 원자료에서 인공 

자와 자연 손상을 구분하여 자를 독ㆍ해석하고,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수치의 문화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는 인문학자의 역할이 필수 이다.

종이의 성분을 분석한다면, 그 종이의 재료가 ‘닥나무’인가 ‘ 나무’인가 등에 

따라 어느 지역, 어느 시 의 종이인지를 별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 먹

의 재료가 ‘소나무재(송연먹)’인가 ‘식물성 기름(유연먹)’인가, 식물의 기름이라

면 어떤 식물인가 등에 따라 그 먹이 태어난 환경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에 

그러한 재료의 먹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그 문헌에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도 

인문학자들의 지식을 통해 단할 수 있다. 자외선ㆍ가시 선ㆍ 외선 등을 이

용한 촬 을 통해 목간의 묵흔을 찾아내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의 일부인지 아

닌지를 별하고 그 의미를 해독하는 것은 결국 인문학자의 역할이다. 

이상의 디지털 기술과 업할 경우 통  인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큰 변화로

는 다음의 사실을 꼽을 수 있다.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 원본 자료를 찰하고 

스승에게 배워 얻은 자료에 한 경험과 감각들을, 이제는 과학  측정을 통해 

계량화된 정보들로 객 이고도 정 하게 표 할 수 있게 된다. 경험 차원에서 

설명한 것들에 해 정확한 수치와 분석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게 과

학 데이터가 인문학  논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은 문헌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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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데이터들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에 그것들이 방 한 분량

으로 집 될 때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새로운 의미를 찾을 가능성 한 모색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방 한 ‘텍스트 데이터’의 로그램 분석을 통해 그간 연

구자 개인 차원에서 분석되었던 문학 연구가 계량화되고 시각화되는 디지털인문

학의 일면을 살핀 바 있다. 본고에서 살핀 ‘문헌 물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는 물질에 한 정보들을 계량화하고 정 화하여 경험으로 습득되던 정보들의 

과학  분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상의 논의에 그친다면 결국 디지털 기술들은 인문학 연구를 보다 정

확하고 정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문제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 속도가 무 빠르고,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이 복합 으

로 사용됨에 따라 기계와 기술, 컴퓨터 로그램 훈련이 되지 않은 인문학자들

이 이 기술들을 배워서 연구에 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다. 고도로 문

화된 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기 해서는 과학기술자와의 업이 필수 이다. 

한 과학자들의 기술 발명 이유가 애 에 인문학자들의 연구를 한 것이 아

니었다는 도 고려해야 한다. 부분의 기술이 이공계 연구에 맞춰 만들어졌기

에 그것을 인문학 연구에 그 로 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용할 수 있는 자료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 한 과학자들에게 쓸모가 

없을 경우 인문학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

을 수도 있다. 향후 처음부터 인문학 연구를 목 으로 한 기술이나 로그램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인문학 연구가 시작된 이래 인문학자와 과학기술자 간의 업의 요성

은 차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로 이들의 업으로 유의미한 성과물을 얻는 일

은 쉽지 않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고방식

과 소통 언어의 불일치를 지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언어와 그 구조를 이해하

지 못하는 인문학자들의 아이디어는 과학자에게 뜬구름 잡는 무리한 요구 사항

에 불과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한 과학기술자

의 설명을 인문학자는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까지 가장 소통이 없던 두 집단 간의 소통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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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이 척 에 있는 두 집단이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 서로 다른 역으로 간주되어 소통 없이 이루어진 분야들 

간의 업 가능성을 살핀 것이다. 문헌의 물성을 주제로 삼는 형태서지학 연구

는 그동안 그 물성을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고문헌에 한 직  경험들

을 강조하면서 많은 자료를 조사한 문가의 단을 가장 요한 근거로 삼은 

학문이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물성들을 데이터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경험을 통해 얻은 모호한 결과를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하 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목하여 얻은 결과들은 아

무런 가치 단이 이루지지 않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던 만큼 그 숫자들이 지

니는 의미의 해석에는 인문학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며, 기존의 경험으로 발견

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문헌을 탄생시킨 시공간의 의미를 발

견하는 것 한 인문학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주제어 : 고문헌, 형태서지학, 디지털 기술, 물질성, 디지털화

투고일(2021. 11. 23),  심사시작일(2021. 12. 3),  심사완료일(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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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rgence of Bibliography and Digital Technology 

in Old Literatures

- Digitization and Literary Interpretation of Materiality -

20)

Kyung Hee RHO*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digitize the Materiality of the old 

literatures. So far, the documents digitization has mainly focused on storing their 

contents. However, in physical bibliography, which focuses on the form rather than the 

content of the book and finds traces of the era in which the book was mad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book become an important element. These are the paper, ink, 

bookbinding, and printing technologies that make up the book. These elements do not 

exist in the digital world if they are transformed as only text data. This paper is an 

exploration of how digital technology can be combined with the study of physical 

bibliography of ancient literature. I try to examine the digital technologies with that the 

material element can be converted into data, and consider it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I focused on finding studies that analyze materials in ancient literatures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ese studies. Here, recently examples 1) 

visual data digitization technology and 2) literature material composition and printed 

information analysis technology were reviewed, an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literary interpretation of the material data were discussed. This study will serve as a 

new research on the materials of bibliography and a combination of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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