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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보존

환경을 파악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4~2015년도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미술문화재연구 

실이 공동조사한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지류문화재는 재질상 온·습도, 빛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물리적 힘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보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하여 오염, 찢어짐, 꺾임, 마찰, 결손 등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처리시기를 놓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처리 후 관리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기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안료, 재질, 구조분석 등 정밀조사 추진, 문화유산 보존관리 데이터 축적을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판단되었다.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상세한 데이터들은 향후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다 합리적인 

보존관리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정기조사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역시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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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류는 인간의 삶을 통해 문화(Culture)를 형성하였

다. 이러한 문화활동에 의해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인류

의 문화적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남겨진 사물(事物) 

또는 사상(事象)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라 

정의 내리고 있다.1 이와 같이 우리는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

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고찰 그리고 지적 활동의 자취를 

회고할 수 있는 각종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지류

문화재는 ‘쓰고’, ‘보유한다’는 용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는 

총 4,482건으로, 그 중 동산문화재가 1,589건이며 이 중 지

류문화재가 대부분인 전적류, 서적류, 회화류가 963건으로 

이는 전체 동산문화재의 약 60%에 해당된다(2016년 2월 

현재)(표 1).2

표 1. 우리나라 동산문화재 현황                                            (단위:●건)

구분 전적류 서적류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과학 

기기류
유물, 
유품

계

국보 64 1 25 38 101 4 0 233

보물 552 80 241 155 249 78 1 1,356

계 616 81 266 193 350 82 1 1,589

* 문화재 집계 기준: 

  1.   대표번호(국보/보물/등록문화재는 본번호와 가지번호, 그외는 본번호)를 기준

으로 현재 지정된 문화재 집계

  2.   대표번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없이 부속문화재만 있는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집계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

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에

서는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

승(傳乘)의 실태 그밖의 환경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정

기조사 등의 위탁)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

44조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

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시행

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에서는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문화재청과 그 외 소속

기관들은 전국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과 관리·

수리, 보존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유물 유형별 조사

건수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정기

1 문명대, 1989, 「미술사와 문화재」 『미술사학』 3, pp.1~7.

2 문화재청 행정포털 정책정보, http://portal.e-heritage.go.kr/site/page.jsp.

표 2. 동산문화재 유형별 조사건수(2008년~2015년)

연도별 2008 2009 2010 재조사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유형별 회화 전적
전적 

및 목판류
전적류

도자기 및 
기타

충청, 전라, 
제주

서울(주요사립
기관 등)

경상 서울

조사건수

(건)

국보 22 28 32 3 143 33 61 32 26 380

보물 187 185 293 19 398 214 206 308 390 2,200

계 209 203 325 22 541 247 267 340 416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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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한 동산문화재는 유물의 재질별 또는 지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회화, 전적류, 목판류, 도자기류 등 국

보 380점, 보물 2,200점의 총 2,580점에 대한 정기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문화재조사는 『문화재 보존가를 위한 윤리 지

침』3 중 실무지침 “문화재 관련 조사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보존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이

므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과정이 문화재에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

기 전에 타당성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함”에 

의거하여 조사하게 된다.

그동안 지류문화재의 보존상태에 대한 조사 논문은 

특정유물에 대한 조사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되어 왔다. 한

성희 등4은 기림사 기림유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 국가지

정, 비지정 지류문화재 총 64건 81점에 대한 보존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유물의 현 상태

를 조사, 기록하였으며, 지질의 함수율, 색도, 산성도를 측

정하여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소장처의 보존환경을 조사, 

점검하였다. 

아울러 지류문화재에 손상을 주는 주요 인자로 물리

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을 논하였다. 정소영 등5은 규장

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실록의 손상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보존대책을 강구

하여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자 보존

상태 및 보존환경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류문화재의 손상원인은 공기 중의 오염성분이나 습

기, 햇빛에 노출된 공기 중의 산소가 광선이나 습도, 온도

에 의하여 열화현상을 일으키며 미생물에 의한 손상과 여

러 화학작용에 의해서도 손상이 진행된다.6 그러므로 유물

이 보관되어 있는 환경은 유물의 보존수명을 연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온도, 습도, 빛 등을 조절하는 

공조시설 등이 구비된 보존환경을 갖춘 수장환경에 보관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7 이러한 문화재의 손상원인에 있어 

일찍이 이상수8는 문화재의 손상요인으로 인위적인 파괴와 

자연적 손상을 언급하며 자연적 손상으로 생물학적, 화학

적, 물리적 변화에 따른 손상요인 및 현상, 영향재질에 대

해 구분하였고, 문화재의 물질별 환경 분위기 조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지류문화재는 재질 상 외부환

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물리적 힘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과 공기조화(空氣調和)의 중

요성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찍이 1970년대 

연구자료 중에서도 문화재 보존환경 영향을 언급하며, 공

기 중의 산소, 온도, 습도, 광, 아황산가스 등의 대기오염 등

을 예로 들며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언급하였다.9 

지류문화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손상은 오염, 찢어

짐, 꺾임, 마찰, 결손 등을 들 수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

해 시행되는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하여 보존처리가 시

급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처리시기를 놓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처리 후 

관리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10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문화재 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 이워크, pp.63~64.

4 한성희·이규식·정용재, 1998, 「경주 기림사 소장 지류문화재의 보존실태 및 대책」 『보존과학연구』 제19집, pp.75~107.

5 정소영·이혜윤·정용재·홍정기·엄두성, 2004, 「조선왕조실록 밀납본 보존상태 조사」 『보존과학연구』 제25집, pp.119~132.

6 최광남, 1991,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대원사, pp.52~54.

7 박지선, 2004, 「한국의 지류 및 섬유문화재의 보존」 『2004년 한일공동학술 심포지움 섬유류 및 지류유물의 보존과학적 연구』, pp.30~33.

8 이상수, 1983,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의 실제」 『고문화』 22, pp.73~88.

9 김효경, 1973, 「문화재 보존과 공기조화」 『설비저널』 2(2), pp.85~87

10 박지선, 1999, 「동양 회화 문화재의 보존」 『고문화』 54, 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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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의한 지류문화재

의 조사방법론에 대한 논문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국가

가 직접 수행하는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국가가 어떤 방법

으로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존현황을 파악하고, 보존관

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구체

적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인 조사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중 지류문

화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과 조사량도 방대

한 양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2014~2015년도에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와 미술문화재연구실이 공동조사한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정기조사서 양식의 조사항

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Ⅱ. 정기조사 대상 및 방법

1. 정기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2014년도 조사 완료된 경상도 지역 동산

문화재 국보 32건, 보물 308건 등 총 340건과 2015년 조사

완료 된 서울지역 동산문화재 국보 26건, 보물 390건 중 국

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과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공동으로 직접 조사한 지류문화재이다. 

2014년 조사대상 지류유물은 경북 군위, 안동, 영주 

등 경상북도 8개 지역 29개소에 보관 중인 33건 1,688점으

로 국보 제111호 안향 초상 고려시대 유물 1건, 보물 제262

호 『근사록(近思錄)』 등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기 유물 22

건, 보물 제160호 『유성룡종가문적』 등 조선시대 임진왜란 

후기 유물 9건, 조선시대 전체에 해당되는 일괄유물인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등이다. 구체적인 

목록을 적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2014년도 조사 지류문화재 목록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관장소
제작년도 비고

(유물사진)수량

1
국보 

제111호
안향초상 영주 소수박물관

 고려 충숙왕 5년(1318, 14C초) 

1폭

2
보물 

제160호
유성룡종가문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 선조 임진왜란~16C 말

19권

3
보물 

제262호
근사록 봉화 충재박물관 수장고

조선초중기(1436년)

4책

4
보물 

제484호
김용 호종일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 선조

3책

5
보물

제501호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

- 장계 :1305년

- 장말손 백패 :1453년

- 장말손 홍패:1459년

3매

6
보물

제548-1호

이황필적-퇴도선생필법 및 퇴도

선생유첩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 명종(1556년)

3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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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관장소
제작년도 비고

(유물사진)수량

7
보물

제549호
권주 종가 고문서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 중종 4년(1509)

2장

8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

조선 세조 13년(1467)

1축

9
보물

제879호
권문해 초간일기 예천 초간종택 보호각

-   1책(선조일록) : 조선 선조 13년

(1580)~선조 14년(1581)

-   2책(초간일기) : 조선 선조 13년

(1580)~선조 23년(1590)

-   3책(신묘일기) : 조선 선조 24년

(1581)~선조 28년(1595)

3책

10
보물

제881호
장말손 유품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

 회맹록: 조선 예종 원년(1469)

2종 2점

11
보물

제901호
권벌 종가 고문서 봉화 충재박물관

조선 중종

일괄(15종 274점)

12
보물

제905호
김성일 종가 전적

안동 학봉종택 운장각 및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 세종

일괄(56종 261책)

13
보물

제1002호
권주 종가 문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중기(성종~연산군)

(15C~16C 이전)

일괄(9종 14점)

14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초기~말기

1종 82건

15
보물

제1136-2호
입학도설 구미 개인소장

조선 세종 7년(1425)

1책

16
보물

제1712호
동인시화 구미시 개인소장

1477년

2권 1책

17
국보

제132호
징비록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류성룡 생몰년(1542~1607)

임진왜란 당시 상황기록

1책

18
보물

제261호
권벌 충재일기 봉화 충재박물관 수장고

조선 중종 3년~중종 4년(1508~1509)

6책

19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유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류성룡 생몰년(1542~1607)

지류(7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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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관장소
제작년도 비고

(유물사진)수량

20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

조선 중종 8년(1513)

1폭

21 보물 제494호 정탁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약포 정탁 생몰년으로 추정 

(1526~1605)

11건 14점

22 보물5 제48-2호 이황필적-선조유묵첩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이황 생몰년으로 추정(1501~1570)

18첩

23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 아미타여래설

법상 및 관계문서
문경 대승사 대웅전 및 선원

조선후기(고종)

4점

24
보물

제668-8호

권응수 장군 유물

 -가전보첩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권응수 생몰년으로 추정 조선중기

(1546~1608)

2첩

25
보물

제729호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예천 용문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세조 3년(1457)

1첩

26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고문서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성종~조선말기

12종 394점

27
보물

제880호
이탁영 정만록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1592~1598

2권 2책

28
보물

제896호
권벌 종가 전적 봉화 충재박물관

조선전기(1466, 1478, 1507년 등)

15종 184책

29
보물

제902호
권벌 종가 유묵 봉화 충재박물관

권벌 생몰년으로 추정(15C~16C)

1478~1548

8종 14점

30
보물

제906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 안동 학봉종택 운장각

김성일 생몰년으로 추정(1538~1593)

17종 242점

31
보물

제1005호
장말손 종가 고문서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

고려후기~조선전기(1385~1655)

5종 18점

32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조선초

13종 61점

33
보물

제1202호
이현보 종가 문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연산군 4년(1498)~

명종 15년(1560)

7책 2첩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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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의 국보 제111호 <안향초상>은 고려 중기 문

신인 회헌 안향(1243~1306) 선생의 초상화를 고려(高麗) 

충숙왕(忠肅王) 5년 왕명에 의하여 모사된 것으로, 현재 전

해지는 초상화 중 가장 오래된 초상화로 고려시대 초상화 

화풍을 알 수 있는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귀중한 유물이다. 

보물 제160호 『유성룡종가문적』은 조선중기 문신인 

서애 유성룡(1542~1607)의 종손가에 소장되어온 문적과 

각종자료이다. 선조조(宣祖朝)의 임진왜란에 도체찰사(都

體察使)로 임금을 호위하며 군무를 총괄하여 전란에 큰 

공을 세운 유성룡이 자필로 기록한 임란(壬亂)에 관계되는 

문헌, 또는 수집한 각종자료로 그의 종손가(宗孫家)에 전

해 내려오는 것을 지정한 사례이며 모두 임진왜란의 역사연

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262호 『근사록』은 목판본류의 닥종이로 구성

되었으며 선장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려본이 희귀한 상황에

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조선시대 성리학을 연구하

는데 있어 매우 가치있는 문화재이다. 특히 정조가 친히 머

리글을 지어서 붙였다는 것만으로도 더욱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보물 제484호 『김용 호종일기』는 조선조 관료인 김용

(1557~1620)이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중 임금을 

호위하며 직접 쓴 일기로 사생활은 물론 국가의 정치, 군사, 

외교 등 각 방면에 걸친 귀중한 자료로서 필사본류의 닥종

이 재질로 선장형태이다. 

보물 제501호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 홍패〉에 

있어 홍백패는 인동 장씨 조상인 장계와 그의 후손인 장말

손에게 과거에 급제한 것을 알리는 합격증으로 인동 장씨 

가문 소장유물이다. 장계의 홍패는 조선시대와 서식이 다

르고 직함과 성명이 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물이다. 3점의 유물 모두 교지류

로 낱장의 닥종이로 구성되어 있다. 

보물 제548-1호 <이황필적-퇴도선생필법> 및 <퇴도선

생유첩>에 있어, 퇴도선생필법(退陶先生筆法)은 조선 명종 

11년(1556)에 퇴계 이황(1501~1570)선생이 그의 제자인 송

암 권호문(1532~1587)에게 글씨체본으로 써준 것이고, 퇴

도선생유첩(退陶先生遺帖)은 퇴계선생이 권호문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놓은 유물이다. 유물은 모두 서예형태의 닥종

이 재질의 첩장 형태이다. 

보물 제549호 <권주 종가 고문서>는 낱장 형태의 고문

서류로서 연산군 때의 학자인 권주(權柱)의 종손가에 대대

로 전해 오는 유물로서 중종 4년(1509)에 작성되었으며 조

선초기 경제 및 가족관계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는 장말손의 후

손이 소장하고 있으며, 조선 세조 13년(1467) 장말손이 이

시애의 난을 평정한데 대해 내린 고문서로 당시 45인의 적

개공신에게 내린 45본의 교서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유

물이다. 권자장 형태의 교서이다. 

보물 제879호 『권문해 초간일기』는 초간(草澗) 권문

해(權文海)의 자필일기로 그의 종가에 보존되어 있으며 닥

종이로 제작된 선장형식의 원고본으로 총 3책이다. 이 일기

는 저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비교적 상

세히 적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당시 사대부(士大夫)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조정(朝廷)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

론 대간 및 지방관아의 기능과 관리들의 생활이나 당쟁관

계인물 및 정치, 국방, 사회, 교육, 문화, 지리, 풍속 등 전반

에 걸쳐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또한 임란(壬亂)이전 관료

의 자필일기로서 병화로 소실된 임란 이전의 결핍된 사료를 

보완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881호 장말손 유품 중 <적개공신회맹록>은 세

조13년(1447)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에 임

명되어 예종 원년(1469) 3월에 내린 회맹록이다. 특히 이시

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참가한 인물들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형식은 권자장형태의 고문서류이다. 

보물 제901호 <권벌 종가 고문서>는 낱장 형태의 고문

서류로 영락갑오친시방(永樂甲午親試榜)(1414)은 현재 발

견된 방목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시권(試卷)과 함께 

과거제도(科擧制度) 연구에, 분재기(分財記), 명문(明文), 

소지(所志), 호적단자(戶籍單子) 등은 경제, 사회,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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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制度) 연구에, 교서(敎書), 유서(諭書), 유지(有旨), 교

지(敎旨) 등은 조선전기 정치, 인사행정제도 연구에 각각 

중요한 자료들로 평가된다. 

보물 제905호 『김성일 종가 전적』은 조선 명종~선조 

때 명신(名臣)이며 학자였던 학봉(鶴峰) 김성일선생의 종가

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 중 보물 905호로 일괄 지정된 것이

다. 이들 전적은 조선조 정치, 외교, 국방, 사회, 문화, 역사, 

지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002호 <권주 종가 문적>은 저지(楮紙)로 낱

장의 필사본 형태이다. 조선조 중기(성종~연산군) 권주

(1457~1505) 종가 문적(일괄)으로 각종 고문서, 전적으로 

한 집안 내력을 밝히는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과거

제도, 경제상황, 고문서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위인전기사

료서의 매우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는 닥종

이로 만든 낱장의 고문서로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서 21

대 600년간에 걸쳐 전래된 고문서 1,000여점 중 7종의 교

지(敎旨)로, 이들 지정 고문서들은 고려말기에서 조선말기

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들로 고문서연구 및 당시 정치, 사

회, 경제, 가족제도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매우 귀중

한 자료이다. 

보물 제1136-2호 『입학도설』은 저지(楮紙)로 구성된 

목판본 선장 형태로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익산(益山)에서 귀양살이 하던 시절인 1390년 유학의 경전

인 『사서오경(四書五經)』과 『태극도설(太極圖說)』 등에서 

주요개념어를 뽑아 도(圖)와 설(說)로 풀이한 성리학의 입

문서이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조선시대 여러 차례 간

행되었으나 초간본은 도설 중 일부만 수록되었고 중간본은 

세종조 전·후집을 합간한 완성본의 간본이라는 점에서 학

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물 제1712호 『동인시화』는 저지(楮紙)로 구성된 선

장형식의 목판본으로 조선초 문학사 특히 비평사연구, 그리

고 출판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저자가 생전

에 간행한 시화집으로 초간본인 동시에 완본으로 초간본

의 완본이 전래된 것이 희소하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국보 제132호 『징비록』은 저지(楮紙)로 구성된 선장형

식의 원고본으로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귀중

한 자료로 『난중일기』와 함께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261호 『권벌 충재일기』는 저지(楮紙)로 구성된 

선장형태의 필사본으로 권벌의 필체와 문장만으로도 귀한 

기록으로 당시 관료로서의 생활실태와 중앙정부의 일상행

사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유물>은 낱장의 고문서류

로 조선중기 문신인 서애 유성룡(1542~1607) 선생의 종손

가에 전해오는 유물로 유성룡 선생의 개인사 연구 및 당시

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는 지본(紙本), 

극채열좌도 형태로 조선중기의 작품이며 공자와 그의 72제

자에 대한 그림으로 문묘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494호 <정탁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는 저지

(楮紙)로 구성된 필사본 등 일괄 구성유물로 조선시대 공

문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로 당시의 사회상과 특히 

임진왜란 당시를 연구하는데 훌륭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548-2호 <이황필적-선조유묵첩>은 지본묵서

(紙本墨書)의 첩장(帖裝)형식으로 서예 관련 유물이다. 이 

서첩은 퇴계 이황(1501~1570)이 자손에게 보낸 서한을 비

롯하여 시문 원고, 타인의 저작을 베낀 것, 당송의 시를 쓴 

것 등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여러 필적을 모은 것으로 

표지에 ‘선조유묵(先祖遺墨)’으로 제목되어 있다.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지류유물인 문서류는 낱장 형태의 사찰문

서로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을 대승사로 옮겨 놓은 것으로 

대승사로 옮기기 전 부석사와의 분쟁관계를 적은 문서들이 

남아있다. 이는 조선후기 불교조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

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668호 <권응수 장군 유물-가첩보전>은 조선

중기 무신인 권응수 장군과 관련된 유물로 16세기 후반의 

역사와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특히 

『가전보첩』은 상·하 2첩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시의 서체와 시문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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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729호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는 저지(楮紙)

로 구성된 낱장 형태의 교지류이다. 이는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

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인데 한국 불교관계 고문서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고문서>는 종가 

소장문서로 낱장 형태의 지류유물이다. 이들 고문서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인 분재기, 호

구(戶口)사항을 적어놓은 호적단자, 명문, 일반 백성들이 관

에 제출하는 진정서인 소지, 한집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

람들끼리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문서인 통문, 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특정을 부여할 때 확인

하는 문서인 완문, 사령장 입안을 요청하는 소지, 상량문 

등이 소장되어 있다. 

보물 제880호 『이탁용 정만록』은 닥종이 재질, 선장형

태의 일기류 필사본으로 조선 선조 경상감사 막하 참모였

던 이탁영(1541~1610)의 일기(1592~1598)로 건(乾), 곤(坤)

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건권(乾卷)은 표지 뒷면에 임진왜란 

당시 참전한 영상 이하 여러 관리들의 좌목(座目:자리의 차

례를 적은 목록)이 있고, 다음에 ‘임진변생후일록’이라는 제

목 아래 그날그날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적고 있다. 곤권

(坤卷)은 임진왜란의 시작과 하루하루의 기록, 통문 등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적고, 이어 7년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교서, 통문, 격문 등을 싣고 있다. 

보물 제896호 『권벌 종가 전적』은 닥종이 재질의 첩

장 형태의 활자본으로 조선 중종 때 명신이며 학자였던 충

재 권벌(1478~1548) 선생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선전기 정치,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

료로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902호 <권벌 종가 유묵> 또한 조선 중종조(中

宗朝) 명신이며 학자였던 충재 권벌 선생의 종손가에 소장

되어 있는 낱장 형태의 유묵으로 조선 서예사 연구에 중요

한 자료들이며 당시 사대부들의 시문과 생활상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자료들로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906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는 낱장 형태의 

지류유물로 조선 선조 때의 명신이며 학자인 학봉 김성일

(0538~1593) 종손가에서 보관하여 온 고문서로 김성일 선

생 개인의 전기뿐만 아니라 의성김씨 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보물 제1005호 <장말손 종가 고문서>는 저지(楮紙)로 

만든 낱장의 고문서류로 고려 우왕 11년(1385)부터 조선 세

조 13년(1467) 사이에 장말손 종가에 발급된 소지( 所志)와 

분재기(分財記)로 이를 통해 고려말 조선초의 전답·노비·

소유·상속 및 분배·가사의 허급·외거노비의 도망과 추쇄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사회·경제·제도사 연구에 귀중

한 역사적 자료이다.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은 광산김

씨 예안파 종가에는 고문서 이외에 전적(典籍) 약 3,000책

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서첩(書帖)을 포함한 13종 61점

이 지정되었다. 이들 전적들은 조선초에 간행된 것으로 역

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보물 제1202호 『이현보 종가문적』은 저지(楮紙), 선장

(線裝)형태의 필사본(筆寫本)으로 조선 연산군 - 중종 - 

명종 년간 문신이며 학자로 유명한 시조 작가인 농암 이현

보(1467~1555)와 그의 종손가에 소장하고 있는 교지 고문

서와 전적류, 회화류 등이다. 이는 이현보 가계의 이력을 살

펴볼 수 있고, 조선중기 정치, 인사행정 및 문화예술 분야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위인전기 자료이다.

2015년 조사대상 지류유물은 서울지역 동국대 박물

관 등 9개소에 보관 중인 20건 34점으로 보물 제719호 원

각류해 권3 등 고려시대 유물 5건, 보물 제745-1호 월인석

보 권1~2 등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기 유물 12건, 보물 제

569-2호 안중근의사 유묵 등 조선시대 임진왜란 후기 유

물 3건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목록은 <표 4>와 같다.

<표 4>의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

살만행수능엄경(언해)』는 선장형태의 목판본(木版本) <간경

도감판(刊經都監板)> 지류문화재로 줄여서 ‘대불정수능엄

경’또는 ‘능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머

릿속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체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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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5년도 조사 지류문화재 목록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관장소
제작년도

유물사진
수량

1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동국대 박물관

세조 8년(1642)

10권 10책

2 보물 제523-2호 석보상절 권23, 24 동국대 도서관

세종 28년(1446)

2책

3 보물 제569-2호 안중근의사유묵-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동국대 박물관

1910년

1점

4 보물 제569-9호
안중근의사유묵-오노봉위필청천

일장지삼상작연지사
홍익대 박물관

1910년

1점

5 보물 제719호 원각류해 권3 동국대 도서관

펴낸이 정공권의 생몰

년으로 추정, 고려후기

(1333~1382)

1권 1책

6 보물 제720-1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동국대 도서관

고려 우왕 4년(1378)

2권 1책

7 보물 제740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 동국대 도서관

고려 충렬왕 6년 (1280)

1권

8 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권1~2 서강대 도서관

세조 5년(1459)

2권 1책

9 보물 제745-2호 월인석보 권7, 8 동국대 도서관

세조 5년(1459)

2권 1책

10 보물 제76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7,8
동국대 도서관

1449~1461년

2권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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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관장소
제작년도

유물사진
수량

11 보물 제767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동국대 도서관

세조 13년(1467)

1책

12 보물 제774-1호 선종영가집(언해) 동국대 도서관

세조 10년(1464)

2권 2책

13 보물 제895호 제왕운기 동국대 도서관

고려 충렬왕 13년 (1287)

2권 1책

14 보물 제898호 조흡 고신왕지 동국대 도서관

태종 9년(1409)

1장

15 보물 제899호 조흡 사패왕지 동국대 도서관

태종 1년(1401)

1장

16 보물 제948-1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3
동국대 도서관

세종 31년~세조 7년

(1449~1461)

1권 1책

17 보물 제1009호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동국대 도서관

세조 3년(1457)

1장

18 보물 제1077-1호
근사록 

권1~3, 9~14
숙명여대 박물관

고려 공민왕 19년 (1370)

2책

19 보물 제1624호 양사언 초서 서강대 박물관

저자 양사언의 생몰년으로 

추정 (1517~1984)

1축

20 보물 제1755호 양산휘법 개인소장

세종 15년(1433)

7권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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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갖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님들이 수련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경전이다. 이는 간경도

감에서 최초로 간행한 한글 해석판으로 당시 찍어낸 판본

이 모두 남아 전해지는 유일한 예이다.

보물 제523-2호 『석보상절 권23, 24』는 초간본이며 갑

인자 활자체 지류유물로 세종 28년(1446)에 소헌왕후가 죽

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김수온 등의 도움을 받아 석가의 가족과 그의 일

대기를 기록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보물 제569-2호 <안중근의사 유묵 - 일일부독서구중

생형극>은 족자형태의 서예 지류유물로 안중근의 유묵 가

운데 가장 빼어난 유물로 한국인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일

깨우며 무지를 벗어나 문화국민이 되어야한다는 의지 표명

이 잠재되어 있는 유물이다.

보물 제569-9호 <안중근의사 유묵 - 오노봉위필청천

일장지삼상작연지사> 또한 족자 형태의 지류유물로 글씨와 

내용에 장부의 기상이 넘치는데 이백의 시를 써서 장부로

서의 큰 가슴을 다 펴고 다 이루지 못하는 처지를 역으로 

토로하는 듯한 내용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대부분은 여순

감옥 수감당시 검찰관, 간수 등 일본인에게 써준 것들이다.

보물 제719호 『원각류해 권3』은 5침 선장형태의 고려

시대 목판본 지류유물로 비록 전체의 내용이 전하지 않지

만 인쇄와 종이 상태가 뛰어난 유물이다.

보물 제720-1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5침선장형태

의 목판본 불교경전으로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의 근본경전으로 반야심경 다

음으로 널리 읽히는 책이다. 책 끝에 고려말 고승 환암(幻

菴)이 쓴 기록을 통해 이 책은 1339년에 원나라에서 간행

한 책을 원본으로 하여 고려 우왕 4년(1378)에 충주 청룡

사에서 다시 새겨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물 제740호 <감지은니보살 선계경 권8>은 감지로 만

든 고려시대 은자사경으로 사경 및 고려대장경 연구에 귀

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청원사 삼존

불을 금칠할 때 불상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 출처가 확실

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귀중한 책이다.

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권1~2』는 4침안정법에 의

한 선장형식 목판본류로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

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대장경으로 불교학 및 

국어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745-2호 『월인석보 권7~8』은 5침안정법에 의

한 선장형식 목판본류로 세조 당시에 최초로 간행된 본으

로 보물 제745-1호와 마찬가지로 『월일석보』는 완질이 현

재 전해지지 않아 전권의 수량은 확인할 수 없다. 

보물 제76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살만행수능

엄경(언해) 권7, 8』은 5침안정법에 의한 선장형태로 금속활

자본이며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부르

기도 하는데 스님들이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경

전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얻을 것을 주요사상으로 하

고 있다. 을해년에 만들었다고 하여 을해자본(乙亥字本)이

라고 한다. 

보물 제767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5침안정법

에 의한 선장형태의 목판본으로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

통되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불

교서적 중의 하나로서 불교사뿐만 아니라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보물 제771-1호 『선종영가집(언해)』는 5침안정법에 의

한 선장형태의 목판본으로 당나라 영가 현각대사가 선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을 적은 글에, 송나라 행정(行靖)

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수정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놓

은 책이다. 이 책은 인쇄가 정교하고 글자의 먹색에 윤이 나

며, 종이의 질이 좋아 책의 품위가 돋보인다.

보물 895호 『제왕운기』는 5침안정법에 의한 선장

형태로 목판본으로 고려 충렬왕 13년(1287)에 이승휴

(1224~1300)가 쓴 역사시(歷史詩)이다. 『제왕운기』는 이규

보를 비롯하여 당대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

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같은 시대 이규

보의 『동명왕편』, 『역대가』와 함께 장가체의 설화적 가사로 

국문학 상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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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898호 <조흡 고신왕지>는 장지(壯紙)로 만든 낱

장 형태의 교지류로 조선 태종 9년(1409)에 조흡(曺恰)에게 

가정대부(嘉靖大夫)(종2품)의 품계와 중군도총제부(中軍都

摠制府)의 총제(摠制) 및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직책을 

내려준 왕지(王旨)이다.

보물 899호 <조흡 사패왕지>는 조흡 고신왕지와 마찬

가지로 장지(壯紙)로 만든 낱장 형태의 교지류로 조선 정종

(定宗) 2년(1400)의 방간난(芳幹亂)에서 공로를 세운 당시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삼품(從三品)) 지안산군사(知安山郡

事)로 있던 조흡(曺恰)에게 태종(太宗) 1년(1401)에 공전(功

田)과 노비를 내려준 왕지(王旨)이다. 

보물 제948-1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

수능엄경(언해) 권3』은 세종 31년(1449)에 수양대군(뒤의 

세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번역을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못

하고 미루어오다, 세조 7년(1461)에 유명한 스님과 유학자

들이 번역과 교정에 참여하여 간행한 것이다. 닥종이에 을

해자(乙亥字)로 찍어낸 금속활자본이다.

보물 제1009호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는 닥종이로 

만든 낱장의 교지류로 조선초에 국왕이 직접 내린 문서(文

書)로서 조선초기 사패교지(賜牌敎旨)의 형식(形式)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文書)이며 또한 세조왕(世祖王)이 사

찰보호(寺刹保護) 및 불교귀의(佛敎歸依)에 관한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보물 제1077-1호 『근사록 권1~3, 9~14』는 닥종이로 

만든 선장(線裝) 형태의 목판본류로 중국의 원각이긴 하나 

고려의 유학서(儒學書)가 드물게 전해지고 있는 점에서 그 

전래가 매우 귀중한 책이다.

보물 제1624호 <양사언초서>는 축장(軸裝)형태의 서

예류로 양사언이 당나라 저광의(儲光羲)의 오언시 「낙양도

(洛陽道)」 5수 가운데 제1수를 쓴 것으로 원래 첩이었던 것

을 요즈음 축으로 개장한 사례다.

보물 제1755호 『양산휘법』은 닥종이로 만든 선장본

(線裝本) 형태의 목판본류로 조선시대 산학(算學)의 기본

서로 국내에 전하는 『양휘산법』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최고본(最古本)에 해당

하는 판본이다. 또한 조선시대 산학(算學) 전문인의 선발을 

위한 필수 과목이어서 조선시대 과학사, 특히 수학교육사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정기조사 방법 

조사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인 정보나 문헌

적 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며, 선행 조사결과

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이후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먼저 소유자 및 보

관장소 변경 신고여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지켜졌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문화재의 수량 등 현 상태가 문화재대장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문화재가 복제

품으로 확인될 경우 진품 소장처를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보관장소 환경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문화재 보

존상태를 조사할 때 조사자는 문화재의 향후 손상유발 정

도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실

시되는 조사는 서지학, 문헌사 및 미술사적, 보존과학적 관

점에서 미시적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존환경의 

부적정성이 확인될 때는 취급 및 보관방법, 보관장소의 변

경 등 장·단기적 시정 방안을 권고한다.

표 5.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양식

조사는 <표 5>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양식」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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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결과 역시 조사서에 기록된다. 일괄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 수량, 크기 혹은 보존상태에 대해 기

록할 내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세부목록이 

기록된 별도 용지를 준비하여 문화재별로 조사결과를 별도 

기록하기도 한다. 

위 정기조사서 항목 중 문화재명(지정번호), 지정년월

일, 보관장소,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수·관리실적은 지정

문화재관리대장 상의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또한, 조사결

과 항목에 따라 보관장소의 변동여부, 신고사항 이행여부

를 확인하고 수량을 확인한다. 수량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

시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여 지정문화재 관리대장의 크기와 

같은 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일괄유물의 경우 수량이 많

아 지정 당시 실측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지

정 당시 오측이 확인되면 이후 관리대장 상의 수치를 수정

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존상태와 보존시설을 조사해야 한다. 이 

항목들은 정기조사서의 세부 점검내용 기록지에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기록해야 하는데, 우선 문화재 보존상태는 문

화재를 실견 조사하여, 선행 정기조사서에 기록된 문화재의 

상태와 비교하며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대부분 낱장의 문서나 전적류로 구성되어 있는 지류

문화재의 경우, 전체 면 수를 관찰하면서 손상 유무 및 손

상 진행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한다. 배접 등 장황의 상태가 

잘못되어 문화재에 지속적인 손상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적의 철끈이 손상되어 해체의 위험이 있는지, 주

름과 꺾임의 정도에 따른 물리적 훼손이 추가 진행될 위험

이 있는지, 충해(蟲害)와 습기 등에 의한 손상 오염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향

후 보존처리 필요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직접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부적이고 구

체적으로 문화재의 손상여부를 기록한다. 이러한 모든 것

들은 전체 및 부분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현재의 보존상태

를 정확한 이미지로 저장하고 기록화작업을 실시한다. 아

울러 이러한 보존과학적인 측면 외에 전적이나 고문서의 명

칭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보관처에서 명

칭을 혼동하여 잘못된 분류체계로 관리하는 경우도 확인

되기 때문이다. 이외 족자나 두루마리, 병풍 등의 장황을 

후대 일본식으로 개장하거나 산성재질의 지류를 사용하는 

등 원형이 왜곡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역시 점검하

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적의 배접과정이나 후대 철

끈을 바꾸면서 낱장의 순서가 바뀌어 원형이 왜곡된 경우

도 있으므로 이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밀한 

점검을 위해서 반드시 전적의 내용 전체를 한 장 한 장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들은 5

년 전 기록된 정기조사 결과서와 비교하여 보존과학적 관

점에서 문화재의 기본적인 재질과 열화정도 및 손상상태 

등 물리적인 상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면서 실제 문화재의 

상태를 가능한 정확하게 진단한다.  

문화재 보존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게 되면 보관장

소의 보존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보존시설은 우선 보관상자

의 상태, 보관장소의 온·습도 수치와 적정한 온·습도 유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문

화재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금속재질인 금고내부의 습

도가 지류문화재 보존에 적합한지 여부도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난방지시설과, 열감지기, 연감지기 및 소화시설 등 

소방관리 체계도 점검한다. 이 때 감지기와 소화전 및 소화

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와 소화시설 점검 대장이 구

비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밖에 보호책, 

관할시설, 안내판, 기타시설물 등 부대시설과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안내판의 경우 문화재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과거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문화재 설명내

용이 변경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교체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현지조사 내용들은 정기조사서양식(표 5)

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며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

초자료로서 또한 향후 정기조사 시에 유용한 비교 자료로

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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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기조사 결과11

1. 2014년 정기조사 결과  

2014년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와 보존처리여부를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2014년 조사대상 지류유물 총 33건 1,688점 중 보존

상태에 따른 보존처리 여부에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

물은 임진왜란 전기 13건, 임진왜란 후기 유물 2건, 그 외 1

건 등으로 이는 2014년 정기조사 유물 중 지류유물 33건 

중 16건으로 전체 48.5%에 해당된다(표 7, 그림 1).

11 http://www.e-heritage.go.kr/cpms/CpmscommList01.do?mnOrder=

 조사대상 문화재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정문화재 관리 종목정보의 기본정보에 의거 기술되었음.

표 6. 2014년 국가지정 지류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존처리여부 조사결과

1 국보 제111호 안향초상 불필요
●●● 보관장소 :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양호

2 국보 제132호 징비록 불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양호

3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문적 검토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일부 보존처리 필요

  - 추가지정 검토 필요(지정 시 누락)

  - 지정대장 수량 수정 필요

4 보물 제261호 권벌 충재일기 불필요
●●● 보관장소 : 봉화 충재박물관 수장고
●●● 보존상태 : 양호

5 보물 제262호 근사록 필요
●●● 보관장소 : 봉화 충재박물관 수장고
●●● 보존상태 : 일부 곰팜이 흔적 집적

6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유물 검토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기탁)

  - 안동 하회리 영모각
●●● 보존상태 : 양호

7 보물 제484호 김용 호종일기 불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일부 문서류 보존처리 검토필요

  - 문화재수량 및 명칭 오류 검토필요

8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불필요
●●● 보관장소 :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양호

9 보물 제494호
정탁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일부 문서류 보존처리 필요

10 보물 제501호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필요

●●● 보관장소 :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장말손 홍패 및 백패 배접지 뜯어지고 말림현상

11 보물 제548-1호
이황필적-퇴도선생필

법 및 퇴도선생유첩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첩 모서리 각면 찢겨져 분리

12 보물 제548-2호 이황필적-선조유묵첩 불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곰팡이 흔적, 첩 분리 위험

13 보물 제549호 권주 종가 고문서 필요
●●● 보관장소 : 안동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갈변현상과 미생물에 의한 피해우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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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존처리여부 조사결과

14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 아

미타여래설법상 및 관

계문서

불필요

●●● 보관장소 : 문경 대승사 대웅전 및 선원
●●● 보존상태 : 양호
●●● 추가지정 필요 : 2009년 정기조사 결과 기 지정 문서 4점과 함께 보관 

중인 동일 내용 문서 발견

15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 불필요
●●● 보관장소 :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양호

16 보물 제668-8호
권응수 장군 유물 - 

가전보첩
검토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곰팡이 흔적, 첩 분리 위험

17 보물 제729호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불필요
●●● 보관장소 : 용문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 보존상태 : 양호

18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문화재 수량 수정 및 추가지정 필요

19 보물 제879호 권문해 초간일기 불필요
●●● 보관장소 : 예천 초간종택 보호각
●●● 보존상태 : 양호

20 보물 제880호 이탁영 정만록 검토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책자 표지 물리적 손상 진행

21 보물 제881호 장말손 유품 필요
●●● 보관장소 :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회맹록(족자상태의 열화심함)  

22 보물 제896호 권벌 종가 전적 필요
●●● 보관장소 : 봉화 충재박물관
●●● 보존상태 : 문화재 추가지정 필요

23 보물 제901호 권벌 종가 고문서 불필요
●●● 보관장소 : 봉화 충재박물관
●●● 보존상태 : 문화재명칭, 크기 등 수정 필요

24 보물 제902호 권벌 종가 유묵 불필요
●●● 보관장소 : 봉화 충재박물관 
●●● 보존상태 : 양호

25 보물 제905호 김성일 종가 전적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학봉종택 운장각, 안국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운장각 보관 일부 보존처리필요

26 보물 제906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학봉종택 운장각. 
●●● 보존상태 : 일부 보존처리필요

27 보물 제1002호 권주 종가 문적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일부, 과거 잘못된 보존처리로 인한 2차 손상 우려

28 보물 제1005호 장말손 종가 고문서 필요
●●● 보관장소 : 영주 소수박물관 수장고(기탁)
●●● 보존상태 : 갈변, 표면마모, 결손, 찢김 등 훼손 심각

29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명칭, 연대, 수치 등 오류 다수, 전수 실측 및 판독하여 문화재

현황 수정 필요

30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수치 등 오류, 전수 실측 및 판독하여 문화재현황 수정 필요

31 보물 제1136-2호 입학도설 불필요
●●● 보관장소 : 개인소장처
●●● 보존상태 : 양호

32 보물 제1202호 이현보 종가 문적 필요
●●● 보관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기탁)   
●●● 보존상태 : 일부 보존처리 필요

33 보물 제1712호 동인시화 필요
●●● 보관장소 : 개인소장처
●●● 보존상태 : 마모와 결실이 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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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정기조사 결과  

2015년 정기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상태와 보존처리여

부는 <표 8>과 같다.

2015년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에 따른 보존처리 여

부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고려시대유물 3건, 조선시

대 임진왜란 전기 9건, 후기 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물은 2015년 정기

조사 유물 중 지류유물 20건 중 14건으로 전체 70%에 해

당된다. 그 외 보존처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유물은 고

려시대 유물 2건, 조선 임진왜란 전기 유물 2건, 임진왜란 

후기 유물 1건이며 검토가 필요한 유물은 조선 임진왜란 전

기 유물 1건이다(표 9, 그림 2).

표 8. 2015년 국가지정 지류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존처리여부 조사결과

1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

능엄경(언해)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2 보물 제523-2호 석보상절 권23, 24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3 보물 제569-2호 안중근의사유묵-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불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박물관 수장고 내 금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개선 필요

4 보물 제569-9호
안중근의사유묵-오노봉위필청천일장

지삼상작연지사
필요

●●● 보관장소 : 홍익대 박물관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5 보물 제719호 원각류해 권3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그림 1.   2014년도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지류문화재의 시대별·보존처리 대상별 

유물 수량.

표 7.   2014년도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지류문화재의 시대별·보존처리 대상별 

유물 수량

대상수량

제작연대

2014년도 
조사대상 

지류유물(수량)

보존처리 
대상 

유물(수량)
비고

고려시대 1 0 국보 제111호 안향 초상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기)
22 13 보물 제262호 근사록 등

조선시대 

(임진왜란 후기)
9 2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문적 등

그 외

(조선시대)
1 1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합 계 33 16 

※   유물 수량은 2014년도 동산문화재 정기조사팀 중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미술

문화재연구실 조사대상 중 지류문화재에 한함.

표 9.   2015년도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지류문화재의 시대별·보존처리 대상별 

유물 수량

대상수량
유물
제작연대

2015년도 
조사대상 

지류유물(수량)

보존처리 
대상 

유물(수량)
비고

고려시대 5 3
보물 제719호 

원각류해 등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기)
12 9

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등

조선시대 

(임진왜란 후기)
3 2

보물 제 569-2호 

안중근의사 유물 등

합 계 20 14

※   유물 수량은 2015년도 동산문화재 정기조사팀 중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미술

문화재연구실 조사대상 중 지류문화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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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보존처리여부 조사결과

6 보물 제720-1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7 보물 제740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 불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박물관 수장고 내 금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 기타 : 보관장소 수정필요(도서관→박물관)

8 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권1~2 검토

●●● 보관장소 :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고서실 내 금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9 보물제745-2호 월인석보 권7, 8 불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10 보물 제76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

능엄경(언해) 권7, 8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11 보물 제767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12 보물 제774-1호 선종영가집(언해)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13 보물 제895호 제왕운기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14 보물 제898호 조흡 고신왕지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일치
●●● 규격 불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15 보물 제899호 조흡 사패왕지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16 보물 제948-1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

능엄경(언해) 권3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 기타 : 보관장소 수정필요(박물관→도서관)

17 보물 제1009호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필요

●●● 보관장소 :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 수장고
●●● 수량 일치
●●● 규격 불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18 보물 제1077-1호
근사록 

권1~3, 9~14
불필요

●●● 보관장소 : 숙명여대 박물관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양호
●●● 기타 : 보관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19 보물 제1624호 양사언 초서 불필요

●●● 보관장소 : 서강대 박물관 수장고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20 보물 제1755호 양산휘법 필요

●●● 보관장소 : 서울 서초구(개인소장)
●●● 수량 및 규격 일치
●●● 보존환경 :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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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2014~2015년도에 직접조사 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정

기조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014년도에 조사한 지류문화재 33건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의 보존상태 조사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

화재는 국보 제111호 안향초상 등 16건, 추가적으로 보존처

리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는 보물 제160호 유성룡종가문적 

등 4건,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처리가 필요 없는 문화재

는 보물 제262호 근사록 등 13건으로 파악되었다.

2. 지정 수량, 명칭, 크기, 서지정보가 불일치한 문화

재는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 등 총 8건으로 파악

되었다.

3. 일괄 지정문화재 중 세부 목록 추가지정이 필요하

거나 확인을 요하는 문화재는 보물 제160호 유성룡종가문

적 등 총 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정대장에 결본으

로 기재되었거나 혹은 존재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지정문화재의 일부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일괄 지정

문화재의 세부 목록 추가지정 및 수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었다.

2015년도에 조사한 20건의 지류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문화재의 보존상태 조사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수증요의제보살만행

수능엄경(언해) 등 14건, 추가적으로 보존처리 검토가 필

요한 문화재는 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권1~2 1건,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처리가 필요 없는 문화재는 보물 제

569-2호 안중근의사 유묵-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등 5건

으로 파악되었다.

5. 지정 수량, 명칭, 크기, 서지정보가 불일치한 문화재

는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언해) 등 총 5건으로 파악되었다.

6. 일괄 지정문화재 중 보관장소 변경 확인을 요하는 문

화재는 보물 제1077-1호 근사록 등 총 3건으로 확인되었다. 

7. 그 외에 현재의 유물을 설명하는 안내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문화재 보관장소 환경개선의 필요, 소유자나 관

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관리현황 등을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 보존환경에 대한 위험인자 노출 시

에는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기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장처(자)의 문화재 보

존관리 관련 민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신

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다량 소장처를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기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안료, 재질, 구조분석 등 정밀조사 추

진, 문화유산 보존관리 데이터 축적을 정기조사와 병행하

여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판단되었다. 아울러 국가지

정 문화재의 상세한 데이터들은 향후 국가지정 지류문화재

의 보다 합리적인 보존관리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정기조사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역시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림 2.   2015년도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지류문화재의 시대별·보존처리 대상별         

유물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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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paper heritages and to seek 

ways of conservation management, focusing on regular monitoring directly performed by the government on 

the national movable cultural heritages. 

 Subjects for the investigation were limited to investigations conducted by both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Center and the Artistic Heritage Division in 2014 and 2015. 

 Paper heritages are easily affected by temperature, humidity, lighting, etc. due to the nature of the material 

and can easily be damaged by physical strength; therefore stable conservation environment is essential and 

regular investigation on movable cultural heritages conducted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ecessary to protect from contamination, being torn, bending, friction, or loss. 

 Losing a chance for timely proper treatment will bring irrevocable result therefore strict management is 

necessary; continuous monitoring is also needed after treatment. 

 Analysis on the pigments, materials and structures, detai led investigation, data establ ishment for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s and regular investigation should be done. 

 Detailed data on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s will be a base of more reasonabl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paper heritages and will realize continuous improvement on regular investigation 

practice.

Research of Monitoring of Conservation Condition and 
Investigation Method of National Designated Heritage
-   Focusing on Regular Monitoring of National 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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