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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무공전서』정고본의 지질분석과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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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은 1795년 간행된 이충무공전서 1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기(手記)한 것으로 인쇄하기 전 초

고(草稿)를 마지막으로 수정해 내용을 완전하게 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책의 형태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본 형

식으로 되어 있으며, 책 하단부분의 습해로 인한 얼룩, 결실, 산화 등 손상으로 보존처리가 시급하였다. 또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질과 섬유의 특성을 밝히고, 보존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g), 평량(g/㎡), 밀도(g/㎤), 발 끈 간격 및 초 수(3×3 ㎝) 측정 등 지질 조사를 실시하였

다. 지질 조사 결과 조선시대 후기 왕실 발행 도서에 이용된 종이 특징을 추정할 수 있었다. 표지, 책지 등의 종이 섬유를 C 

염색법으로 분석한 결과 닥 인피섬유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정된 끈은 면(棉) 재질로 확인되었다. 종이에 포함된 첨가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SEM-ED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성분인 탄소(C)와 산소(O) 외에 결정화 된 칼슘(Ca) 성분이 검출

되었다.   

본 유물은 『이충무공전서』의 정고본으로 전해지는 유일한 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정확한 시대와 발행 기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고전적의 인쇄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전적류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을 위

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논문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유기질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 일환으로 

수행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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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은 이충무공전서의 1책에 해

당하는 부분을 수기(手記)한 것으로 정고본(定稿本)이란 

필사본(筆寫本)이라고도 불리며 인쇄하기 전 초고(草稿)

를 마지막으로 수정해 내용을 완전하게 한 판본을 가리킨

다. 인쇄본인 『이충무공전서』는 1598년 이순신이 전사한지 

197년 후인 1795년(정조 19년)에 정조의 왕명에 의해 윤행

임을 주도로 편집・간행되었다. 이충무공전서의 의미는 왕

명을 받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완성한 만큼 조선시대 출

판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표본이 되는 전적으로 평가된다 

(김강식 2013).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경우 현존하는 1795년 정유

자(丁酉字)본으로 간행된 이충무공전서와 행자수 및 배치

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유물은 인쇄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

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권에 해당하는 정고본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으로 전

해지는 책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으

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에서 발간되는 서적의 인쇄 과

정을 일부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보존처리 대상 유물인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은 현

재 현충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과거 오랜 시간 덕

수이씨 종가에서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 소장된 경우 

별도의 보존 시설 없이 쌓아서 보관되거나 책장이나 벽장 

등에 밀폐 보관되어 습기와 곰팡이, 곤충에 의한 피해, 구겨

짐 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옥영정 2009). 이충무공전서 

정고본 역시 오랜 기간 온습도 변화, 습해, 미생물 피해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적인 고서·고문서의 피해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습해 및 산화로 인해 하단부 

지질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로 보관되었으며, 책지 일부는 

글씨편이 탈락되거나 결손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시급하

였다. 보존처리는 재질 조사를 비롯한 상태조사, 해체, 건·

습식 세척, 결손부 보강, 건조, 색맞춤, 재 장정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조선시대 서책 및 고문서에 사용된 종이에 대한 연구

는 서지학, 제지공학, 문화재 보존분야 등에서 연구되고 있

다(정선영 1986; 손계영 2005a; 천주현 2014; 안지윤 외. 

2015; 최태호 2015 등). 이러한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문

헌에 기록된 조선시대 종이의 명칭, 규격, 재료 등을 실제 

유물과 비교연구 할 수 있다.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는 주로 

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보강 및 보존 재료 선정을 위해 재질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이에 대한 과학적 분

석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시료 채취가 어려운 유물의 보존처

리에 있어서도 재료 선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질조사 및 섬유 분석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보존처리에 앞서 유물에 대한 

기초 조사로써 지질조사와 섬유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서적의 시대, 발행 기관, 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

처리 과정에서 재료의 선택 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특히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경우 비교적 정확한 시대와 발행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한지 제조술과 

전적류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2.1. 지질조사

지류 유물의 지질 조사는 크기(㎝), 두께(㎜), 무게(g), 

평량(g/㎡), 밀도(g/㎤), 발 끈 간격 및 초 수(3×3 ㎝)를 조

사하여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사진 1, 2, 3, 4, 5).  

조사 결과 앞·뒤표지 모두 가로 23.4 ㎝, 세로 33.6 ㎝, 두

께 0.2 ㎜로 나타났으며, 앞표지는 무게 10.59 g인 반면 뒤

표지의 무게는 8.31 g으로 나타났다. 앞·뒤표지의 무게 차

이는 각각 표지 뒷면에 부착된 배접지의 두께에 따른 차이

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책지의 크기는 평균 가로 

46.6 ㎝, 세로 33.4 ㎝, 두께 0.10 ㎜, 무게 5.72 g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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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책지의 평량은 28.85~46.83 g/㎡ 범위의 값을 나타냈

으며 평균 36.89 g/㎡이다. 밀도는 0.30~0.50 g/㎤ 범위의 

값을 나타냈으며, 평균 0.38 g/㎤이다(표 1). 

『탁지준절』을 참고하여 정조대에 주로 사용된 책지

인 ‘백지(白紙)’와 ‘백면지(白綿紙)’의 규격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백지는 77.5×47.0 ㎝(1尺6寸5分×1尺)이며, 백면지는 

105.7×79.9 ㎝(2尺2寸5分×1尺7寸)으로 백지 한 장을 2절

하거나, 백면지를 4절로 나눠서 책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진인성, 2017). 본 유물 역시 이러한 크기의 책지

로 추정되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지의 종류가 명

시된 다른 서적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류 유물에 대한 발 끈 간격 및 초 수(3×3 ㎝)에 대

한 조사는 낱장으로 분리된 책지에 투과광을 비춰 종이 제

작 시 사용된 발의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전통 종이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발은 물질을 할 때 섬유가 서로 얽

혀 틀에 얹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건조 후에는 사

용된 발이 종이에 문양처럼 남아 있는 경우 투과광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그림 1). 

앞·뒤표지 조사 결과 발 끈과 발 초가 투과광으로 확

인되지 않았다. 발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세 가지 정

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 여러 장이 겹쳐져 두껍고 밀도가 

높은 종이일 경우, 발 위에 망을 깔아 뜨는 경우, 발초가 물

에서 팽창된 경우가 있다(손계영 2005b). 종이 제작 과정

에서 앞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를 제외한 책지 111장에 대한 발 끈 간격을 조사

한 결과 1.2 ㎝인 것은 60장으로 가장 많고, 발 간격 1.3 ㎝

인 것이 40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발 간격이 1.25 ㎝ 

책지 2장, 1.4 ㎝인 책지가 5장으로 확인되었다. 

책지의 발 초수 측정은 가로와 세로 각각 3 ㎝ 이내에 

발의 초가 몇 개 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조사 결과 발 

촉의 수는 18개인 것이 68장으로 가장 많았고, 17개인 것

이 36장, 19개인 것이 5장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발 초수가 

19개인 경우 발 끈 간격이 비교적 넓은 1.4 ㎝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 2, 그림 2, 3). 

 이들의 크기, 두께, 평량 등의 조사 결과가 다른 책지

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이한 종이가 사용되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고, 앞의 연구 결과와 같이 발 초가 물에 팽

창되어 간격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문서지에서는 크기 10

개 내외의 경우와 17개 내외의 경우로 나뉘며, 이것들이 시

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조선 중기부터는 발 

초가 더 촘촘해지고 16세기에 비해 18·19세기에 발 초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1800년대부터 대부분 17개 내외

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손계영 2005b). 이충무공전서 

정고본 역시 1795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

한 보고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크기 측정.

사진 4.    발끈 폭 측정. 사진 5.    발 초수 측정.

사진 2.    두께 측정. 사진 3.    무게 측정.

그림 1.    한지 제작 용 발(簾)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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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충무공전서』 정고본 지질 특성

Page
With
(cm)

 Height
(cm)

thickness
(mm)

Weight
(g)

Basis
weight
(g/m²)

Density
(g/cm³)

Chain 
line
(cm)

Laid 
lines

(3×3 cm)

Front 
cover 23.40 33.60 0.2 10.59 134.69 0.67 - -

Back 
cover 23.40 33.60 0.2 8.31 105.69 0.53 - -

Endpaper
(1) 46.40 33.30 0.11 5.33 34.50 0.31 1.3 18

Endpaper
(2) 46.80 33.30 0.11 4.63 29.71 0.27 1.3 18

1 46.40 33.30 0.08 5.69 36.83 0.46 1.2 17

2 46.40 33.30 0.10 5.13 33.20 0.33 1.3 18

3 46.50 33.40 0.09 6.98 44.94 0.50 1.3 17

4 46.60 33.40 0.10 5.95 38.23 0.38 1.2 18

5 46.60 33.40 0.09 5.99 38.49 0.43 1.3 18

6 46.60 33.40 0.10 5.76 37.01 0.37 1.2 18

7 46.50 33.30 0.10 6.03 38.94 0.39 1.2 18

8 46.60 33.40 0.09 5.78 37.14 0.41 1.3 17

9 46.60 33.40 0.09 5.06 32.51 0.36 1.2 18

10 46.60 33.40 0.10 6.26 40.22 0.40 1.3 17

11 46.60 33.40 0.09 5.65 36.30 0.40 1.2 17

12 46.60 33.40 0.09 5.65 36.30 0.40 1.25 17

13 46.60 33.40 0.11 6.53 41.95 0.38 1.2 17

14 46.60 33.30 0.10 6.10 39.31 0.39 1.3 18

15 46.60 33.40 0.10 6.17 39.64 0.40 1.2 17

16 46.70 33.40 0.10 6.16 39.49 0.39 1.2 18

17 46.80 33.40 0.08 5.09 32.56 0.41 1.2 18

18 46.80 33.40 0.10 6.34 40.56 0.41 1.2 18

19 46.80 33.40 0.10 5.79 37.04 0.37 1.2 17

20 46.80 33.40 0.09 5.84 37.36 0.42 1.2 18

21 46.80 33.40 0.09 5.19 33.20 0.37 1.2 18

22 46.80 33.40 0.10 5.66 36.21 0.36 1.2 18

23 46.80 33.40 0.09 5.61 35.89 0.40 1.3 18

24 46.70 33.40 0.09 5.77 36.99 0.41 1.2 17

25 46.80 33.40 0.09 6.38 40.82 0.45 1.3 17

26 46.70 33.40 0.10 6.06 38.85 0.39 1.2 17

27 46.80 33.40 0.10 6.13 39.22 0.39 1.3 17

28 46.80 33.40 0.10 5.97 38.19 0.38 1.2 18

29 46.90 33.40 0.10 6.12 39.07 0.39 1.3 18

30 46.80 33.40 0.10 5.74 36.72 0.37 1.2 18

31 46.80 33.40 0.11 5.63 36.02 0.33 1.2 18

32 46.80 33.40 0.10 6.01 38.45 0.38 1.2 18

33 46.80 33.40 0.10 5.39 34.48 0.34 1.2 18

34 46.90 33.40 0.10 5.76 36.77 0.37 1.2 18

35 46.90 33.40 0.09 5.68 36.26 0.40 1.2 18

36 46.40 33.40 0.10 5.81 37.49 0.37 1.2 18

37 47.00 33.40 0.10 5.03 32.04 0.32 1.4 19

38 47.00 33.40 0.09 5.36 34.14 0.38 1.4 19

39 47.00 33.40 0.09 5.34 34.02 0.38 1.4 19

40 46.90 33.40 0.09 4.52 28.85 0.32 1.4 19

41 47.00 33.40 0.11 5.81 37.01 0.34 1.4 19

42 46.80 33.40 0.10 5.76 36.85 0.37 1.2 17

43 46.80 33.80 0.10 5.82 36.79 0.37 1.2 17

44 46.90 33.40 0.11 6.00 38.30 0.35 1.2 17

45 46.90 33.40 0.09 5.84 37.28 0.41 1.2 17

46 46.90 33.40 0.10 5.75 36.71 0.37 1.2 17

47 46.80 33.40 0.11 6.15 39.34 0.36 1.2 17

48 46.70 33.40 0.08 5.55 35.58 0.44 1.2 18

49 46.80 33.40 0.09 5.63 36.02 0.40 1.3 18

Page
With
(cm)

 Height
(cm)

thickness
(mm)

Weight
(g)

Basis
weight
(g/m²)

Density
(g/cm³)

Chain 
line
(cm)

Laid 
lines

(3×3 cm)

50 46.90 33.40 0.11 5.86 37.41 0.34 1.2 18

51 46.90 33.40 0.11 5.89 37.60 0.34 1.3 17

52 46.80 33.40 0.11 7.32 46.83 0.43 1.2 17

53 46.80 33.40 0.11 5.50 35.19 0.32 1.2 18

54 46.80 33.40 0.10 6.05 38.70 0.39 1.2 18

55 46.80 33.40 0.11 6.29 40.24 0.37 1.2 18

56 46.90 33.40 0.09 6.21 39.64 0.44 1.2 18

57 46.90 33.50 0.10 6.02 38.32 0.38 1.3 17

58 46.80 33.40 0.10 5.81 37.17 0.37 1.3 17

59 46.90 33.50 0.09 6.64 42.26 0.47 1.2 18

60 46.90 33.40 0.10 5.72 36.52 0.37 1.2 18

61 46.80 33.50 0.10 5.47 34.89 0.35 1.2 17

62 47.00 33.40 0.10 5.01 31.91 0.32 1.3 18

63 46.90 33.40 0.09 5.14 32.81 0.36 1.2 18

64 47.00 33.50 0.11 5.82 36.96 0.34 1.3 17

65 47.00 33.40 0.10 5.77 36.76 0.37 1.2 17

66 46.90 33.40 0.10 5.57 35.56 0.36 1.25 18

67 46.90 33.40 0.10 6.43 41.05 0.41 1.2 17

68 46.80 33.40 0.10 5.85 37.43 0.37 1.2 18

69 47.00 33.40 0.10 5.38 34.27 0.34 1.2 18

70 46.80 33.30 0.09 4.97 31.89 0.35 1.3 18

71 46.90 33.40 0.10 6.08 38.81 0.39 1.3 18

72 47.00 33.40 0.10 5.52 35.16 0.35 1.3 18

73 46.90 33.50 0.10 5.98 38.06 0.38 1.3 18

74 46.80 33.50 0.09 5.30 33.81 0.38 1.3 18

75 47.00 33.50 0.10 5.90 37.47 0.37 1.3 18

76 46.90 33.50 0.10 5.95 37.87 0.38 1.3 18

77 47.00 33.40 0.09 6.10 38.86 0.43 1.3 18

78 47.00 33.50 0.09 5.32 33.79 0.38 1.3 18

79 47.00 33.40 0.08 5.21 33.19 0.41 1.3 18

80 46.90 33.50 0.10 5.89 37.49 0.37 1.2 18

81 46.80 33.50 0.11 5.75 36.68 0.33 1.2 18

82 47.00 33.50 0.09 5.95 37.79 0.42 1.3 18

83 46.90 33.40 0.11 5.74 36.64 0.33 1.3 18

84 46.90 33.50 0.11 5.70 36.28 0.33 1.3 18

85 47.00 33.50 0.09 5.56 35.31 0.39 1.3 18

86 47.00 33.50 0.10 5.39 34.23 0.34 1.2 18

87 46.80 33.50 0.10 5.72 36.48 0.36 1.2 17

88 46.80 33.50 0.10 5.70 36.36 0.36 1.3 18

89 46.90 33.50 0.09 5.83 37.11 0.41 1.3 18

90 46.90 33.40 0.10 5.73 36.58 0.37 1.2 18

91 46.80 33.40 0.09 5.68 36.34 0.40 1.2 17

92 46.90 33.50 0.10 4.68 29.79 0.30 1.2 17

93 46.90 33.50 0.10 5.57 35.45 0.35 1.3 17

94 46.80 33.40 0.09 5.63 36.02 0.40 1.3 18

95 47.00 33.50 0.10 5.36 34.04 0.34 1.3 18

96 47.00 33.50 0.10 5.42 34.42 0.34 1.2 18

97 47.00 33.40 0.10 5.05 32.17 0.32 1.2 17

98 46.90 33.50 0.09 5.98 38.06 0.42 1.2 18

99 46.80 33.50 0.09 5.76 36.74 0.41 1.2 18

100 47.00 33.40 0.10 5.36 34.14 0.34 1.2 18

101 46.90 33.50 0.10 5.6 35.64 0.36 1.3 17

102 47.00 33.50 0.10 4.72 29.98 0.30 1.2 17

103 47.00 33.40 0.10 6.23 39.69 0.40 1.2 18

104 47.00 33.40 0.11 6.53 41.60 0.38 1.2 18

105 47.00 33.40 0.09 5.39 34.34 0.38 1.2 18

106 47.00 33.50 0.10 6.07 38.55 0.39 1.2 17

107 47.00 33.50 0.09 5.43 34.49 0.38 1.2 18

108 47.00 33.40 0.09 5.00 31.85 0.35 1.3 18

109 46.60 33.40 0.09 5.24 33.67 0.37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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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섬유분석

표지와 책지를 대상으로 하는 섬유 분석은 C염색액

을 이용하여 섬유식별을 실시하였다. 종이 섬유의 형태 관

찰은 섬유 끝단 모양, 섬유 폭, 섬유 길이, 세포벽 두께, 세

포벽 구성(1차막, 2차막), 섬유횡단면, 중공(中空), 왜곡

(dislocation), 횡문(Cross-marking), 투명막(Transparent 

membrance) 등을 통해 섬유의 특성을 관찰한다(최태호 

외. 2009). 또한 섬유는 종류에 따라 이화학적 성질이 다르

기 때문에 특수한 시약으로 처리하면 섬유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색으로 염색된다. 이러한 정색의 차이를 이용하여 

섬유를 식별할 수 있다(이상현 2006; 최태호 외. 2009).  

분석 결과 앞·뒤표지, 책지 모두 형태적으로 투명막, 횡

문, 왜곡의 특징이 관찰되었으며, 정색반응에서 갈색으로 나

타난 것으로 보아 닥 인피섬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섬유 표면의 형태를 관찰하고 종이에 포함된 첨가

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에서 탈락된 내지 파편을 

이용하여 주사전자현미경(JSM-IT300, Jeol/X-MAXN\, 

Oxford) 관찰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섬유가 열화되어 끊기거나 갈라진 것이 확

인되었으며, 섬유 사이와 표면에서 다각형의 결정물질이 관

찰되었다. 결정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C, O 외에 Ca

이 23.15~39.09% 함량으로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오래

된 지류 섬유 사이에서 관찰되는 Al, Si, K, Ca, Fe, Cl 등이 

포함된 결정성분은 토양, 물, 충진제(주로 석고, 백토, 활석 

등), 그 외 제지과정에서 발생되는 화합물에 의해 형성될 

표 2.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발끈 폭과 발초 수

17 18 19 Total

1.2 23 39 - 64

1.25 1 1 - 2

1.3 12 28 - 40

1.4 - - 5 5

합 계(page)  총 111 page

발초 수 
 (3×3 ㎝)

발끈 폭(㎝)

그림 2.    책지의 발끈 폭 분포. 그림 3.    책지의 발초 수 분포.

표 3.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C염색법을 이용한 섬유의 현미경 관찰(C : 

cross-marking, D : dislocation, T : transparent membrance)

×400 ×400

앞표지

뒤표지

24장 

80장

표 4.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내지 SEM-EDS 분석

SEM(×500) 성분 분석(wt%)

Spectrum
 Label

1 2 3

C 36.55 22.07 48.53

O 33.12 38.83 27.24

Na 0.16 - 0.20

Mg 0.51 - 0.70

Al 0.17 - -

Si 0.32 - 0.18

S 0.31 - -

Ca 28.86 39.09 23.15

Total 100.00 100.00 100.00

표 5.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장정 끈 현미경 관찰

×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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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Agnieszka Helman-Wazny 외, 2001, 2004). 본 

유물에서 관찰된 결정물질에서는 Ca 외의 성분은 상대적으

로 미량 포함되었거나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지과정에

서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충진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충진물이 아니더라도 제지 과정에 포함된 물이나 과거 

습해 등으로 인해 불순물이 함께 유입되면서 결정화 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책 끈의 섬유 분석을 위해 미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

면과 단면을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NI-E, Leica DE/

DM R)으로 관찰하였다. 측면 관찰 결과 편평한 리본 모양

의 꼬임형태가 나타나며, 일부 미성숙한 섬유는 세포벽이 

얇고 꼬임이 잘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단면은 불규칙한 타

원형의 콩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 중공이 관찰되어 면

(綿) 재질로 확인되었다(표 5)(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3. 보존처리

3.1. 처리 전 상태조사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은 옅은 갈색 표지에 별도의 표

제는 부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장본(線裝本)이며 쪽색 끈

으로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장정되어 있다(그림 4). 

유물의 손상상태는 전체적으로 하단부분에 습해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 흔적이 관찰되며 표지부터 책지까지 터널형

으로 관통된 결손부가 두드러졌다. 표지 표면과 모서리 부

분의 마모가 부분적으로 관찰되며, 책지 역시 하단부에 습

해와 곰팡이 흔적 및 충해로 인한 결실부 등이 관찰된다. 

또한 습해로 인해 지질이 약화되어 쉽게 바스라지고 변색되

어 있었다(사진 6, 7, 8, 9, 10). 

특히 책지 86면부터 뒤표지까지 터널형으로 이어지는 

결실로 인해 주변부까지 물리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

다(그림 11). 결실부를 중심으로 주변부분까지 지질이 약화

되어 쉽게 바스라지고 이미 탈락된 파편들이 책지 사이에 

산재되어 있다(사진 12, 13). 일부는 습해로 인해 여러 장

이 겹쳐진 상태로 고착되어 있어 낱장으로 분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씨 판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3.2. 적외선 촬영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의 하단부는 습해로 인해 갈변

되고, 지질이 매우 약화되어 쉽게 바스라지고 일부는 이

미 결손된 상태이다. 특히 책지 98면부터 뒤표지까지 이러

한 습해에 의한 손상으로 여러 장이 중첩되어 접착된 상

태였다. 따라서 일부분은 글씨를 판독하기 어려웠기 때문

에 부분적으로 적외선사진반사장비(Hamamatsu, Jp/IRRS-

300)를 이용하여 적외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적외선 촬영 

결과 중첩된 부분의 글씨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내부의 글씨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하였다 

사진 8.    표지 하단부 접힘, 결실, 얼룩. 사진 9.   하단부 습해 얼룩, 곰팡이 흔적.

사진 10.    충해. 사진 11.    터널형 결손부.

그림 4.    처리 전 실측 도면. 사진 6.    앞표지. 사진 7.    뒤표지.

사진 13.    산재된 글씨편.사진 12.    산화, 갈변, 산재된 글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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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15, 16, 17). 

적외선사진반사기술은 근적외복사선의 긴 파장을 이

용한 것으로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으로 안료에 대한 산란

흡수가 적기 때문에 안료층 투과 후 베이스로부터의 반사

광에 의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밑그림이나 문자를 알아

낼 수 있어 유화, 벽화 등의 회화문화재와 단청문양 조사, 

목간 등의 묵서 조사에 활용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2014).

3.3. 해체 및 세척

보존처리를 위해 장정끈과 지끈을 풀고 표지와 책지

를 낱장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다(사진 18, 19, 20). 

세척과정은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종이 표면에 남아있는 오염물, 먼지, 곰팡이 흔적 등

을 핀셋, 부드러운 붓, 스펀지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사

진 21). 잔존해 있는 곰팡이는 정제수에 희석시킨 2% 알코

올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닦아냈다. 

습식세척 전 글씨 부분에 먹 번짐이 있는지 테스트하

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세척하였다(사진 22). 습식세척 방

법에는 침적법과 분무법이 있는데, 본 유물의 경우 지질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

무법으로 2~3회 반복하여 세척하였다(사진 23).

세척 전 ・ 후에 pH 측정기(Thermo fisher scientific, 

US/Termo Orion 3-Star p)와 색차계(Konica Minolts, CM-

700d)를 이용하여 유물 표면의 pH와 색도 변화를 측정하

였다. 측정 대상은 표지와 임의로 선정한 책지 14장에 대해 

각각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냈다(표 6). 

pH를 측정한 결과 습식 세척 전 pH는 평균 6.77이었

으나 세척 후에는 평균 7.2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

값이 상승하여 중성인 pH 7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

다(사진 24, 그림 5). 세척 후 1장과 같이 pH값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성에서 가까운 pH 7.11로 나타났기 때문

사진 14.    사진 촬영본(99장).

사진 16.    사진 촬영본(160장).

사진 15.    적외선 촬영본(99장).

사진 17.    적외선 촬영본(106장).

사진 18. 장정끈 분리. 사진 19. 지끈 분리. 사진 20. 해체 후 표지와 끈
이 분리된 모습.

사진 21. 건식 세척. 사진 22. 먹 번짐 테스트. 사진 23. 습식 세척.

표 6. 세척 전·후 pH와 색차 값

page pH
Before

pH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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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cover 6.40 48.58 5.82 15.33 6.65 49.77 4.97 14.20

Back 
cover 6.39 72.15 4.59 21.88 6.65 77.51 3.73 20.43

1 7.31 72.15 4.59 21.88 7.11 77.51 3.73 20.43

8 6.72 73.22 3.93 20.10 6.96 78.96 2.59 18.11

16 6.69 75.81 2.23 20.75 7.56 84.20 0.80 16.09

24 6.60 76.38 2.25 20.50 7.51 83.13 1.05 17.82

32 7.23 75.99 2.44 21.33 7.37 81.70 1.68 19.88

40 6.97 75.00 1.90 17.45 7.45 81.59 1.58 17.25

48 6.93 77.10 1.54 17.98 7.52 83.18 1.26 17.07

56 7.00 72.11 2.19 17.95 7.36 81.09 1.73 18.45

64 7.26 76.35 2.51 7.52 7.58 82.24 2.06 19.47

72 6.26 74.76 2.27 21.19 6.83 80.41 2.00 19.78

80 6.17 70.13 3.95 21.72 6.79 75.18 4.15 22.03

88 6.78 73.18 4.20 21.33 7.31 80.31 2.71 19.41

96 7.05 69.36 5.31 20.28 7.55 76.30 4.30 19.93

104 6.32 72.23 4.50 21.07 7.17 73.36 4.18 19.64

Average 6.77 71.27 3.50 19.14 7.21 76.88 2.81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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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습식세척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

균 pH값이 상승한 것과 같이 세척을 통해 이물질 등이 제

거되면서 발생한 변화로 추정된다.  

색도 값은 명도지수인 L*과 지각 색도지수를 나타내

는 a*(적-녹), b*(황-청)로 나타낸다. 세척 전 L*값의 평균이 

71.27인 반면, 세척 후 76.88로 백색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a*와 b*값은 미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색 변화는 세척을 통해 유물 표면의 먼

지 및 오염물이 제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사진 

25, 그림. 6).

3.4. 결실부 보강 및 배접

지류 유물은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열화됨에 따라 물

리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결실부 보강 과정에서 보

수지에 의해 2차 손상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강지는 지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두께, 밀도 등을 고려

하여 유물과 유사하거나 유물보다 얇은 종이를 선택하였다. 

또한 자연적으로 노화된 지류유물의 고색(古色)을 표현하

기 위해 보강지를 오리나무 열매와 도토리 껍질에서 추출

한 염료로 천연염색 하였다(사진 26, 27). 오리나무 열매와 

도토리 껍질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천연 염색 재료

로써 기존 연구에 의하면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견뢰도와 향균성이 우수하다(이종남 2004; 최태호 2009).   

결실부 보강 시 유물과 보강지의 발 방향을 일치하도

록 하고 유물과 보강지의 접착 부분의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강지의 섬유를 풀어 접착하였다(사진 30). 앞표지

와 뒤표지는 보강처리 후 배접처리 하여 물리적 강도를 보

완하였다(사진 28, 29). 유물 하단부에 갈색으로 변색 ·산

화되어 지질이 약화된 부분과 마모가 심한 판심부의 경우 

얇은 닥섬유 종이로 보강하였다(사진 31).

여러 장이 겹쳐져 있어 글씨 판독이 어려운 부분은 

적외선 촬영 사진을 참고하여 내부의 글씨 부분이 손상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편을 레이온지로 

임시 배접(facing) 한 후 겹친 부분을 분리하여 본래 위치

를 찾아 주었다(사진 32). 보강지의 접착제는 소맥전분을 

그림 5.    세척 전·후 pH 변화.

사진 24.    책지의 pH 측정. 사진 25.    책지의 색도 측정.

그림 6.    세척 전·후 색도 변화.

사진 26.    오리나무 열매 염료 추출. 사진 27.    표지 보강지 염색.

사진 30.    책지의 결손부 

보강.

사진 31.    책지의 하단부 

보강.

사진 32.    중첩된 글씨편 

분리.

사진 28.    앞표지의 결손부 보강. 사진 29.    앞표지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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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섞어 가열하여 사용하였으며, 보강지의 두께에 따라 

풀의 농도를 달리하여 이용하였다. 풀에 포함된 전분과 단

백질은 접착력과 보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 단백질은 풀에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미생물의 영양

원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보존성이 감소

한다(전지연 외. 2003). 또한 충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유

물에 변색되어 잔류하는 경우도 있다(이상현 2014). 따라서 

유물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수개월 수침과정을 거쳐 단백

질 및 이물질 등이 충분히 제거된 소맥전분을 사용하였다.

3.5. 건조 및 색맞춤 

결손부 보강이 완료된 낱장의 유물을 건조판에 부착

하여 충분한 시간동안 자연 건조하였다(사진 33). 표지의 

보강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채색하여 색 맞춤 하

였다(사진 34). 

3.6. 재단 및 재 장정 

건조 후 보강지의 여분을 유물에 맞게 재단하고 정리

하였다(사진 35). 원래의 형태대로 낱장의 책지는 반으로 

접은 후 순서에 맞게 정리한 후 지끈으로 묶고, 앞·뒤 표지

를 겹쳐 장정하였다. 장정 끈은 분석 결과에 따라 면끈을 

이용하였으며, 현재 유물의 색을 고려하여 쪽 염 후 오리나

무 열매로 염색하였다. 오침안정법 형태의 선장본으로 재 

장정하여 마무리 하였다(사진 36, 37).  

3.7. 보관상자 제작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처리 후 사진 촬영과 기록

카드를 작성하였다. 보존처리 후유물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될 수 있도록 중성 종이를 

이용하여 보관용 폴더와 상자를 제작하였다(사진 38, 39). 

4. 결론 및 고찰

『이충무공전서』 정고본은 이충무공전서의 1책에 해

당하는 부분을 수기한 것으로 인쇄하기 전 초고를 마지막

으로 수정해 내용을 완전하게 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책의 

형태는 오침안정법의 선장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하

단부분의 습해로 인한 얼룩, 결실, 산화 등에 의해 손상이  

심하였다.  따라서 본 유물의 보존처리는 하단 결손 부의 

보강을 통해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손상을 

방지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

향이었다. 또한 보존처리 과정에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지

질과 섬유의 특성을 밝히고, 보존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지, 책지 등의 종이 섬유를 C염색법으로 분석한 결

과 정색반응에서 적갈색을 띠었으며, 형태적으로 투명막, 횡

문, 왜곡의 특징이 관찰되어 닥 인피섬유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장정된 끈의 측면 관찰 결과 편평한 리본 모양의 

꼬임형태가 나타나며, 단면은 불규칙한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 중공이 관찰되어 면 재질로 확인되었다. 보

존처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유물과 같은 

재질을 이용하여 보존처리 하였다.

사진 33.    건조판 건조. 사진 34.    표지 색맞춤.

사진 35.  여분의 보강지 
재단.

사진 36.  지끈으로 책지 
묶기.

사진 37. 재 장정.

사진 38.    보관용 중성 폴더. 사진 39.    보관용 중성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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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세척 전·후에 pH를 측정한 결과 세척 후 평균 

pH는 7.21이었으며, 세척 전 보다 pH가 0.44 상승하였으

며, 중성인 pH 7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습

식 세척 전·후 색도를 측정한 결과 L*값의 평균은 76.88로 

5.61 상승하였으며, a*와 b*값은 미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H와 색도의 변화는 세척을 통해 유

물 표면의 먼지 및 오염물이 제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존처리에 과정에 사용되는 보강지, 접착제, 염색 재

료 등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성과 가역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였으며,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안전한 보관

을 위해 중성지를 이용하여 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표 7).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서적들을 편간하고 수집

하였으며 이전과 비교하여 수준 높은 출판문화를 발전시

켰다. 본 유물은 이러한 정조대에 발행된 『이충무공전서』의 

정고본으로 전해지는 유일한 책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

으며 이를 통해 고전적의 인쇄방식과 과정을 보여주는 유

물이다. 또한 정확한 시대와 발행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전적류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7. 보존처리 전·후

Before After

앞표지

뒤표지

책 등

1장-2장

98장-9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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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and Conservation of  『Collection 
of  Yi Chungmugong』 in Manuscript

『The Col lect ion of Yi Chungmugong』manuscript is a hand-written manuscript of the volume 1 

consisting of the Collection, published in 1795 and it seems to have completed the contents of the book 

by correcting the first part of the book before print. The book adopted a form of Seonjangbon(線裝本) of 

Ochimanjeongbeop(五針眼訂法) and was urgently needed some measures to preserve because it has been 

much damaged by stains, loss and oxidation due to moisture on the bottom of it. In addition, a scientific 

investigation was applied to find out the features of the quality of paper and fiber used for the book, which 

w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the preserv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aper were measurmented for size(㎝), thickness(㎜), weight(g), basis weight(g/㎡), 

density(g/㎤), chain line and laid lines(3×3 cm). The measurement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aper 

used in royal books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r the paper-fiber of the book, C stain was used 

and the technique revealed that the book is made of bast fibre of paper mulberry and its binding strings are 

cotton. SEM-EDS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xistence of additives in pap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rystallized calcium was detected in addition to the main components carbon(C) and oxygen(O).  

This artifact is the unique final version of 『The collection of Yi Chungmugong』, which has considerable 

value in terms of academic research, besides it helps to understand how to print books of Joseon Dynasty. 

And it also has a very accurate information of when and where the book was made, which primarily could be 

resources to conserve and restore for other book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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