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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보 제76호 지정문화재는 난중일기(임진일기, 계사일기, 갑오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속정유일기, 무술일기)  

7책과 서간첩 및 임진장초 등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충사 소장 유물로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직접 

기록하였다는 역사성과 학술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UNESCO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2013년 6월)

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 중 임진장초는 충무공이 임진왜란 중 선조 25년(1592) 4월 1일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재임시로부터 동왕 27년(1594) 정월 10일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정황(情況)을 비롯하여 출전경과 

(出戰經過), 군사상의 건의사항, 진중의 경비 및 준비상황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장계(狀啓)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등초(謄草)한 책이다. 또한 조정의 임금님께 올린 보고서(장계, 狀啓)의 초본으로 1책(冊), 반엽(半葉), 오침안정법,  

선장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임진장초에 대한 손상유형과 보존상태 및 보존처리 내용에 대하여 기술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고문헌이며 국가지정 중요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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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보 제76호는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李

舜臣 亂中日記 및 書簡帖 壬辰狀草)로 난중일기 7책과 임진

창초 1책, 서간첩 1책 등 총 9책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1962

년 12월 20일에 지정되었으며 이 때 지정된 문화재명칭은 ‘이

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李忠武公亂中日記附書簡

牒壬辰狀草)’이다.01 이 중 난중일기는 선조 25년(1592) 5월 

1일부터 기록된 『임진일기』를 시작으로 『계사일기』, 『갑오

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속정유일기』, 『무술일기』

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장초는 임진왜란 당시의 출전경과, 

왜군의 정황, 군사상의 건의, 진중의 경비 등을 상세하게 장

계(狀啓)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등초(謄草)한 책이다.02 또

한 후손들이 대대로 보존하여 430여년 이상을 간직해 온 것

으로 내용 중에는 수군통제에 관한 군사비책과 전황을 보고

한 장계의 초안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당시 군사제도

에 대해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

한 난중일기는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UNESCO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본 연구 대상 유물인 임진장초는 장계 내용을 다른 사람

이 등초하여 제책한 전적(典籍)으로 다른 전적류와 달리 종

이의 두께, 밀도, 평량 등의 지질(紙質)이 상이(相異)하며, 여

러 번 제책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보존처리를 실시

하기 전에 임진장초 표지와 내지 전반에 대한 재질조사를 실

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본 유물의 

보존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처리유물 및 처리방법

1. 처리유물

국보 제76호 임진장초(壬辰狀草)는 충무공이 임진왜란 

중 선조 25년(1592) 4월 1일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재임 시로

부터 동왕 27년(1594) 정월 10일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정황(情況)을 비롯하여 출전경과(出戰經過), 왜군

의 정황, 군사상의 건의사항, 진중의 경비 및 준비상황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장계(狀啓)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등초

(謄草)한 책이다.03 <사진 1>은 보존처리 전 임진장초의 앞·

뒤표지와 내지의 모습이다. 이 임진장초는 해서(楷書)로 등

초되어 있으며 모두 61편 81장으로서 크기는 세로 46cm, 가

로 33.5cm이며 표지 좌측에 「壬辰狀草」라 쓰고 오른쪽 위쪽

에는 「萬曆二十年」04이라 써 두었다. 내용은 이충무공전서

에 수록한 것보다 상세한 곳이 많으며 이두(吏讀)로 토를 달

고, 장계를 올린 그 당시의 연월일 등을 명기하고 있다. 내지

의 필체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 글을 쓴 이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글로 써서 조정의 임금님께 올린 보고

서(장계, 狀啓)의 초본인 임진장초는 1책(冊), 반엽(半葉)의 

형태로서 이충무공 종가로부터 기탁받은 현충사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해 오고 있다. 임진장초와 같은 전적류 형태의 지

류문화재는 주로 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

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유물 제작에 사용된 원

료, 안료, 장황형태 등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

다. 임진장초와 같이 고서적에서 볼 수 있는 책은 접거나 묶

은 형식으로 앞과 뒷면은 종이를 여러번 배접하거나 비단을 

덧대어 표지를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이 책을 장정하는 방법

은 절첩장(折帖裝), 호접장(胡蝶裝), 포배장(包背裝), 선장(線

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05

01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지정문화재 관리 대장, http://www.e-heritage.go.kr.

02  현충사관리소, 2007, 『충무공과 현충사』, 민음사, p.50.

03  현충사관리소, 2013, 『난중일기-전쟁의 기록에서 세계의 기록으로』, 예맥, pp.126~127.

04  萬曆二十年: 1592년(임진년)을 가리킨다.

05  박지선, 2008, 「유물과 기록을 통해 본 조선의 장정」, 제3회 동아시아 종이문화재 보존 심포지엄, pp.99~121.



108·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4

이 중 우리나라 고서 장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

장은 낱장들을 한 장씩 접어 포개어 지끈으로 고정시킨 후 실

로 꿰매는 방법으로 표지는 황색(黃紙), 끈은 붉은 색(紅絲)

으로 천연염색하여 장정하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조선시대 고서장정의 특징이며 임진장초

도 이에 해당된다. 이때 책의 표지는 능화판(菱花板)을 밀어

서 제작한 납전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밀납이 칠해져 있어 

습기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고 천연염색한 한지를 두껍게 

배접하여 다양한 문양의 능화판으로 밀어 장식적인 효과를 

냄으로써 아름다움과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좋은 예이다.06

2. 처리방법

지류문화재는 유기질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물리적, 화학

적, 생물학적 복합요인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며 그 결과 

오염, 천공, 결실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잃어버리

게 된다. 이러한 손상된 유물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보

존처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유물의 형태, 손상정도, 재질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게 된다.07 보존처리 방법

은 원형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보존처리를 실시하

고자 하였으며 보존처리를 실시하기 전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손상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처

리 후 유물의 상태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보존처리 과정으로는 처리전 사전조사, 해체, 세척, 구배

접지 제거, 결실부 보강, 배접, 색맞춤, 건조, 재장정 및 마무

리, 보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08, 09, 10 

보존처리

1. 처리 전 상태조사

유물은 보존처리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상태를 기록해 두

어야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방법과 보존처리에 

사용될 모든 재료가 결정되고 제작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처리 전 상태조사에는 유물 상태 기록, 과

학적 분석, 크기 측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처리 전 유물의 기

초조사를 위해 크기(cm), 두께(mm), 무게(g), 평량(g/㎡) 밀

도(g/㎤), 3cm당 책지의 발수 측정, chain line간격 측정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사진 2).

보존처리 전 유물 내지의 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표 1, 2>

에 나타내었다. <표 1>은 각 항목별로 임의의 여섯 장을 정

하여 측정하였는데, 특히 pH와 색도는 한 페이지마다 3point 

씩 측정하였다. 이러한 유물 내지의 특징은 실제적인 보존처

리 시 사용될 보강지 선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 사진 1 】 보존처리 전 유물상태

앞표지

본지

뒷표지

본지

0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지류직물 문화재보존』, 예맥, p.11.

0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 이워크, pp.17~18.

08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1, 『이충무공 지류유물 보존』, 가삼기획, pp.109~161.

09  박소현 외, 2012, 「이충무공 관련 고문헌에 관한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 33, pp.19~32.

10  정선화 외, 2012, 「조선후기 고문헌 보존처리」 『문화재과학기술』 12(1·2),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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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그림 1>은 임진장초 내지의 두께 및 발초수 조

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두께는 0.10~0.12mm가 전체 81장 

중 20장으로 24.7%, 0.13~0.15mm가 46.9%, 0.16~0.18 mm

가 16.1%, 0.19mm이상이 12.4%로 사용된 지질이 매우 다양

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0.13~0.15mm의 두께를 지닌 한지

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유물의 처리 전 상태 조사결과는 <사진 3>에 나타내었다.

유물 표지부의 마모와 꺾임 현상 등이 발견되었고 책 모

서리 부분의 마모도 진행되고 있었다. 내지 하단부에 과거 

보존처리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처리자 및 처리시기, 보강재료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과거 보존처리로 인한 2차 피해는 나타

지 않으나 결실부와 유물 내지와의 이질감으로 인하여 제거 

후 재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유물의 결실부

는 많지 않으나 얼룩이나 변색이 심하고 충해로 추정되는 피

해가 확인되었다. 

무게 측정 두께 측정 크기 측정

색도 측정 pH 측정 발초수 측정(3cm이내)

【 사진 2 】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 표 1 】 임진장초 내지의 특징 【 표 2 】 임진장초 내지의 두께 및 발초수 조사결과

【 그림 1 】   임진장초 내지의 두께 및 발초수 조사결과

         측정항목
유물명

평량
(g/㎡)

밀도
(g/㎤) pH

색도

L* a* b*

임진장초(내지) 85.54 0.55 5.67 7.23 5.82 17.96

발초수(개/3cm)

두께(mm)
10~11 12~13 14~15 16~17 확인

불가
합계
(장)

0.10~0.12 1 4 1 1 13 20

0.13~0.15 5 6 10 1 16 38

0.16~0.18 0 2 5 3 3 13

0.19 이상 0 0 5 0 5 10

합계(장) 총 81장



110·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4

2. 해체 및 세척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 및 기초조사를 완료 한 후 표지

와 책지를 분리·해체하면서 책지는 낱장으로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서 표시하였다. <사진 4>는 임진장초

의 장정된 부분을 분리하여 표지와 내지 전체를 해체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해체 후 여러 개의 장정구멍이 확인되

었는데 이를 통하여 장계한 내용들의 등초한 시기가 다르다

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사진 5>는 임진장초의 세척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건식

표지부 마모 꺾임 오염 모서리부분 마모 과거 보존처리 흔적

갈변 얼룩 충해 흔적

【 사진 3 】 보존처리 전 손상상태

� �

�

� �

【 사진 4 】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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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과 습식세척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우선 표면에 부착된 

먼지와 오염물을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건식세

척만으로 제거가 어려운 오염물은 습식세척 처리를 실시한

다. 습식세척은 처리 전 유물에 사용된 먹, 인장과 같은 안료

의 번짐여부를 테스트한 후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유물에 적

용하게 되며, 여과수를 사용하여 침적법으로 30분간 2회 습

식세척을 실시하였다.11 습식세척 전·후의 색도 및 pH변화

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지 6장을 선정하여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3> 및 <그림 2, 3>과 같다.

【 표 3 】 임진장초 내지의 처리전·후 색도 및 pH 변화

항목
유물

처리전 처리후

색도
pH

색도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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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진
장
초

1 46.78 5.69 17.89 5.88 73.08 5.39 16.18 6.37

2 75.20 4.60 18.59 5.71 77.26 3.38 15.51 5.88

3 70.02 5.17 19.25 5.74 72.41 3.90 16.01 6.09

4 73.77 4.38 17.81 5.37 77.08 3.33 15.80 5.63

5 68.72 5.69 18.38 5.36 69.42 5.16 16.45 5.84

6 64.05 7.01 17.05 5.36 66.94 6.55 17.38 6.20

평균 66.42 5.42 18.16 5.57 72.70 4.62 16.22 6.00

유물의 세척 전·후의 색차를 분석한 결과 유물의 밝

기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지수(L*값)는 전체적으로 66.42에

서 72.70으로 6.28point 상승했고,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는 

11  정선화 외, 2013, 「고문헌 보존처리의 클리닝 방법에 따른 인공열화지 물성 변화」 『문화재지』 46(1), pp.228~236.

【 그림 2 】   임진장초 내지의 처리전·후 색도 변화

【 그림 3 】   임진장초 내지의 처리전·후 pH 변화

【 사진 5 】 세척

건식세척

습식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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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a*, b*는 각각 5.42에서 4.62, 18.16에서 16.22로 0.80, 

1.94point 저하되어 오염물 및 불순물 제거로 인한 명도 발

현과 황변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유물의 pH를 측정한 결과 처리 전·후 5.57에서 6.00으로 

0.43point 상승하였는데 수치상 차이는 미약하였으나 중성

영역으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구배접지 및 구보강지 제거

<사진 6>은 표지 뒷면에 부착된 구배접지를 제거하는 과

정이며, <사진 7>은 유물 내지에 과거 보존처리 시에 사용된 

구보강지를 제거하는 모습이다. 

내지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표지는 배접을 여러 겹 붙

여 두껍게 처리하였다. 사용된 구배접지는 과거 문서지로 사

용된 종이를 재활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분리하여 새로

운 배접지로 교체하였다.

이전 보존처리 시 사용된 보강지는 결실부분보다 크게 보

강되어 있어, 접착제로 인한 경화가 발생되어 종이의 유연성

이 떨어져 결실부가 아닌 곳까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전 

보강지를 제거하였다. 

4. 보강 및 색맞춤

<사진 8>은 유물의 결실부를 보강처리하는 과정이다. 보

강처리는 유물의 손상부위 보호 및 결실부 찢김 등의 2차적

인 손상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데 이때 사용된 보강지는 이

【 사진 6 】 구배접지 제거

【 사진 7 】 구보강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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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지질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께, 평량, 밀도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보강지는 오리나무 열매와 소나

무껍질 등에서 추출한 염료로 염색하여 유물의 전체적인 색

과 유사하게 고색으로 천연염색 하였으며,12 이를 사용하여 

결실부분에 보강처리를 실시하였다. 결실부 보강은 손상되

어 없어진 부분을 원래 재질과 유사한 재료로 메워주는 과정

으로 유물의 열화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유물의 두께와 유사

하거나 얇은 보강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보강지에 의한 2차 

손상을 방지한다. 유물 결실부 확인 후 보강지의 섬유방향, 

편사(chain line) 무늬가 유사하도록 유의하여 보강을 실시하

였는데 이때 결실부에 옅은 농도의 풀을 칠하고 보강지를 붙

인 후 결실부 외의 보강지를 제거하여 유물과의 두께 차이를 

줄였다. 유물과 결실부에 사용한 접착제는 소맥전분풀로 밀

가루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야기시키는 단백질 성분을 제거

한 탄수화물인 전분만으로 제작한 풀을 사용하였다.

<사진 9>는 임진장초 앞표지에 대한 색맞춤(補彩)과정이

다. 이는 결실부 보강 부분과 표지와의 색균형을 맞추어 유

물 전체의 이질감 감소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 사진 9 】 색맞춤

12  최태호 외, 2009, 「오리나무 열매추출을 이용한 한지의 천연염색」 『목재공학』 37(4), pp.414~422.

【 사진 8 】 결실부 보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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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조 및 재장정

보강이 완료된 책지는 유물의 앞·뒷면에 물로 가배접하

여 건조하는데 건조대에 붙여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고온

다습하지 않은 상온에서 유물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자연 건

조시킨다(사진 10). 건조가 끝난 후 결실부 외 불필요한 부분

을 재단한 후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오침안정법 선장본으로 

재장정하였다(사진 11).

<사진 12>는 임진장초 앞·뒤 표지와 내지의 처리 전·

후 사진이다. 보존처리 전 유물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오염, 

변색, 마모, 꺾임, 이질감 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배접지 및 구보강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접지 및 보

강지로 교체해줌으로써 유물의 보존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기존의 장정끈은 과거 보수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

어 전통장정방식인 붉은색의 토홍끈으로 교체하였다. 

【 사진 11 】 마름질 및 재장정

【 사진 10 】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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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임진장초 보존처리 후 임진장초

앞표지

내지-1

내지-2

뒷표지

【 사진 12 】 보존처리 전·후 유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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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보 제76호 지정문화재는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등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으로

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UNESCO가 지정한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중 임진장초는 임

진왜란 당시의 출전경과, 왜군의 정황, 군사상의 건의 등을 

상세하게 장계한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다른 사

람이 등초한 책으로 본지 81장으로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33.5cm이며, 장정형태는 오침안정법에 의한 선장본이다.

임진장초의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결과 유물 표지부의 마

모와 꺾임, 책 모서리 부분의 마모 현상 등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보존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결실부와 유물 내지와의 이

질감이 발생하였고 유물 내지에 얼룩이나 심한 변색, 충해에 

의한 피해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    유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질조사 결과 

두께는 0.10~0.12mm가 24.7%, 0.13~0.15mm가 46.9%, 

0.16~0.18mm가 16.1%, 0.19mm 이상이  12.4%로 사용

된 지질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0.13~0.15 

mm의 두께를 지닌 한지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여

러 개의 장정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장계한 내용

들을 등초한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유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해체 후 

건식세척으로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고 습식세척을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 명도(L*값)는 평균 6.28point 상승하고, 

색도(a*)와 채도(b*)는 각각 4.62, 0.80point 저하되었고, 산

성도(pH)도 평균 5.57에서 6.00으로 0.43point 상승됨으로

써 세척방법에 의한 오염물 및 불순물 제거로 인해 명도 

발현과 황변이 어느 정도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배접지 및 구보강지를 제거하고 천연염료로 고색처

리한 보강지를 사용하여 결실부에 대한 보강처리를 실

시하였는데 이로써 표지부의 마모와 꺾임, 모서리 부분

의 마모 등이 개선되었으며, 과거 보존처리한 부분들을 

제거하여 재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결실부와 유물 내지와

의 이질감 또한 개선되었다.

●    보강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건조판을 이용하여 자연건

조과정을 거치고 순서에 맞게 정리한 후 재단하여 오침

안정법과 선장형태로 재장정하여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이 국보 제76호 지정문화재이자 UNESCO 지정 

세계기록유산 등재유물인 난중일기 임진장초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중요 

지류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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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and Conservation of Imjin Jangcho 
(Drafts of Imjin War Reports of Admiral Yi Sun-sin) 
of the 76th National Treasure of South Korea 

Jeong Seon-hwa · Shin Hyo-young · Hong Sun-cheon · Song Jeong-won
Conservation Scienc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76th National Treasure is consisted of seven volumes of Nanjung Ilgi (War Diary of Admiral Yi 

Sun-sin; each titled by the author based on the zodiac name of the year covered, i.e. Imjin Ilgi, Gyesa 

Ilgi, Gabo Ilgi, Byeongsin Ilgi, Jeongyu Ilgi, Sok Jeongyu Ilgi, Musul Ilgi), Seogancheob (Letters of 

Admiral Yi) and Imjin Jangcho (Drafts of Imjin War Reports of Admiral Yi). These are currently in the 

custody of Hyeonchungsa shrine, the state-managed memorial shrine of Admiral Yi, and has been 

added to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June 2013 in the appreciation of its historical and 

academic importance as a commander’s hand-written battlefield accounts during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mjin Jangcho, among these nine volumes, is a record of battles, i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nemy fleets, suggestions on naval matters, battle expenditure, and methods of battle preparation, 

transcribed by someone else according to Admiral Yi’s instructions. It is Admiral Yi’s honest detail-

observations on the war situation during Japanese invasions of Korea from 1592 as a Naval Commander 

of Left Jeolla Province, till 1594 (Year 27 of King Seonjo’s reign) as a Commander-in-Chief of the Naval 

Forces of the South. It is a draft of the war report to be submitted to the King in a single volume as a 

folio (each sheet folded once to produce one leaf) bound in a side-stitched binding with five holes and 

inner binding of twisted paper.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 and the treatment performed on Imjin Jangcho which could have 

an implic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assets on paper of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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