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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사경은 어느 시기보다도 정교하고 화려한 기록물로 우리나라 서지학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지(紺紙) 바탕에 제작된 사경은 장식성과 귀족들이 선호하였을 법한 품위와 격을 여지없

이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제작된 많은 양의 사경들은 감지에 권자본(卷子本)과 절첩본(折貼本)

의 장황 형태가 대표적인 것이다. 권자본은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취급에 있

어 불편함과 손상을 야기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첩 형태로 바꿔 제작함으로써 편의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꾀하

여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절첩 형태는 병풍의 형태와 유사하여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한 면의 크기에 맞

추어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리 작은 크기라 하더라도 얇은 한지로 제작하면 취급에 어려움이 따

르고, 형태를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절첩형의 사경은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첩의 구

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표지는 내지보다 더 두껍게 제작되어 내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절첩형’은 종이에 두께를 주어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에 맞게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한지를 진하게 염색 가공하는 것은 오롯이 장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단에 비해 흡수량이 몇 배 이상이고, 

수십 차례 염색을 하여야만 진한 감색을 얻을 수 있는 ‘감지 제작 기법’은 구체적으로 문헌에 남아 있지 않고, 기법도 

명맥이 끊긴 지 오래이다. 최근 한지장인과 천연염색가, 수리복원가에 의해 제각기 시도는 되고 있으나 유물에서 보이

는 질감과 깊은 색감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 말 사경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 실제 유물에 적합한 보강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염색장과  

한지장, 그리고 수리복원가의 협업으로 고려시대 감지를 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감지의 재현·제작 방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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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경지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발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공하는 입장에

서 보면 두꺼운 한지에 쪽으로 염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지는 물에 풀어지는 속성 때문에 비단에 

염색하는 것보다 어렵고, 단위 면적당 염료의 양도 비단

에 비해 3배 이상이 소요된다. 하물며 사경과 같은 매우 

두꺼운 한지에 염색을 하는 것은 몇 배에 해당되는 염료

가 소요됐을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 대상의 

사경은 수리 복원에 앞서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하여 기

존 사경이 갖는 장황 구조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경지의 두께·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이 통상의 감지

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의 사경지는 속지[=심지(心紙)]를 사이에 

두고 얇은 감지를 양쪽에서 덧대는 겉지(外紙)의 중층 구

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작 과정에서 염료의 절대량

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여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한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발원자의 경제적 상황과 제작자의 재

료 수급, 장인들의 감지 제작 시기의 제약 등 사경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러 상황과 환경적 조건에 의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묘법연화경은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

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 사상

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사상의 확

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紺紙銀泥妙法蓮華經 卷七)은 검푸른 색

의 종이에 은분(銀粉)을 사용하여 불경의 내용을 옮겨 쓴 

것으로, 묘법연화경 전 7권 가운데 마지막 권 제7이다. 병

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33.5㎝, 가로 11.5㎝이다. 고려 우왕 12년(1386)에 

죽산군부인(竹山郡夫人) 김씨 등이 시주하여 각보(覺普)

의 주선으로 각연(覺連)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책 끝부분

의 간행 기록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다른 경전에 비하여 

간행 기록이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작성된 것이 특징인데, 

시주자의 가족만을 위한 기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국왕

과 국가를 위한 기원이 앞서고 있다.1

2. 연구 방법

보존 처리 전 대상 유물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하였고, 한지 제작,2 쪽염색,3 수리 복원4 등 각 분야의 전

문가가 협업하여 유물의 결손부에 보강지로 사용할 감지

를 제작하고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유물에 적용하였다. 

과학적 조사·분석은 육안·현미경 관찰을 통해 유물의 현

상을 파악, 안료의 입자, 종이 섬유, 전료 첨가나 사이징 

처리 유무 등을 확인하였고, 적외선 촬영을 통해 육안으

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먹선이 관찰되는지 확인하였다. 

또, C염색액 분석을 통해 종이 섬유를 동정하고, 형광 X

선 분석을 통해 사경을 쓸 때 사용한 안료를 동정하였으

며, 색도 측정을 통해 처리 후 유물의 본지(本紙)와 보강

하기 위해 재현 제작된 감지의 색도를 비교하였다. 

감지의 재현 제작은 유물과 유사한 진한 감색을 얻

기 위해 종이를 뜨기 전의 닥죽 상태에서 쪽염료에 담가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물 제352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 문화재청, 접속일자 2020.09.09, http://www.heritage.go.kr/heri/cul/

culSelectDetail.do?VdkVgwKey=12,03520000,11&pageNo=1_1_1_0#.

2 장성우,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가평공방.

3 정관채,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나주공방.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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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염색하고 이것을 초지하여 건조 후 다시 염료 통에 담

가 염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염색된 종이를 

원본과 비교해보고 채도와 명도를 맞추기 위해 다시 붓으

로 염료를 도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유물에 

맞는 보강지를 제작하였다. 보존 처리 시 보강 방법은 사

경이 크게 심지와 겉지의 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께

가 상당하여 결손 부위에 단차가 존재하므로 단차를 완화

하기 위해 메움의 횟수를 나누어 여러 번 진행하였다. 또 

분리된 파편이나 접혀서 지력이 약화된 부분은 감지로 띠

지를 만들어 열화 부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Ⅲ. 과학적 조사 및 분석
 

1. 상태 조사

본 유물은 앞·뒤표지와 내지로 구성된 절첩장(절첩

본)으로 11장의 내지를 풀을 사용하여 연결하였고, 1장당 

9절이며 마지막 11장만 4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쪽으로 

염색한 감지 표면에 은니로 ‘묘법연화경’을 사경하고 금니

로 상·하 쌍선을 그린 형태이다. 절첩 형태가 전체적으로 

변형되었고, 앞·뒤표지에서 이전 수리 흔적, 변·퇴색, 결

손 및 지력 약화 등이 관찰되었다. 내지에서는 은니 부식

으로 인한 변·퇴색, 이전 수리 흔적, 결손부, 판심부 마모, 

지력 약화 등의 현상이 관찰되는데, 대체적으로 은니가 

분말화되거나 박락 등의 현상은 보이지 않아 안정적이며 

변·퇴색은 외부 공기에 노출이 심한 첫 장과 마지막 11장, 

그리고 접힌 부분의 은니 글씨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사진 1   유물의 조사·분석. A: 두께 측정, B: 형광 X선 분석, C: 현미경 분석,  

D: 색도 측정

A B

C D

사진 3   상태 세부 사진. A: 형태 변형, B: 표지 결손부·배접지 들뜸, C: 내지 11

장 은니 부식·변색, D: 내지 10장의 접힌 부분 갈라짐, E: 이전 수리 흔

적(덧댄 종이), F: 보강지 경화 및 요철과 이질감

A B

C D

E F

감지 결손

연결부

심지 결손

오염 

낙서

은니 산화

마모

이전 수리

사진 2   상태 사진과 손상 지도. A: 앞표지 손상 지도, B: 뒤표지 손상 지도,  

C: 내지 1장 및 손상 지도

33.4

11.4

B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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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태 실측표

가로×세로(cm) 연결부 겹친 부분(cm) 연결부 두께(mm) 두께(우, 중, 좌, mm)

앞·뒤표지
11.4×33.4 ×3.7~3.9

(전체 두께)
- -

앞표지
상 0.78

하 0.81

뒤표지
상 0.49

하 0.51

1장 102.1×33.4 - -
상 0.30/0.31/0.28

하 0.30/0.30/0.28

2장 102.6×33.4 1.2~1.3
상 0.50 상 0.23/0.26/0.28

하 0.54 하 0.22/0.32/0.31

3장 102.85×33.4 1.4~1.5
상 0.58 상 0.28/0.29/0.29

하 0.66 하 0.28/0.32/0.31

4장 102.65×33.4 1.4(재단면 부정형)
상 0.60 상 0.29/0.31/0.29

하 0.62 하 0.29/0.31/0.30

5장
102.65×33.4 1.5(재단면 부정형)

상 0.58 상 0.31/0.31/0.33

하 0.55 하 0.30/0.28/0.32

6장 102.6×33.4 1.6~1.7
상 0.52 상 0.22/0.26/0.24

하 0.62 하 0.24/0.22/0.27

7장 102.7×33.4 1.1(재단면 부정형)
상 0.70 상 0.30/0.27/0.30

하 0.65 하 0.30/0.26/0.27

8장 102.85×33.4 1.7(재단면 부정형)
상 0.56 상 0.32/0.30/0.28

하 0.56 하 0.29/0.31/0.24

9장 102.4×33.4 1.45(재단면 부정형)
상 0.46 상 0.22/0.24/0.28

하 0.50 하 0.25/0.27/0.26

10장 102.5×33.4 1.45
상 0.60 상 0.28/0.26/0.28

하 0.50 하 0.27/0.28/0.29

11장 45.5×33.4 1.8
상 0.50 상 0.28/0.29/0.28

하 0.54 하 0.30/0.30/0.33

그림 1 앞표지와 내지 연결 구조 도해

내 지

( 1 장 )

뒷 면

표 지

뒷 면

풀칠이 된 부분 표지 내지(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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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 표지와 내지 분리 시 표지와 내지의 연결부

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려시대 절첩형의 장황 방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절첩형은 원하는 면을 펴는 과정에서 전체의 무게

를 감당할 수 있는 두께와 강도가 전면에 반영되어 제작

되며, 항시 지참이 가능한 장황의 형태를 갖춘 것이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구조적 특성에서 접히는 부위

의 종이층이 들뜨거나 표면이 닳아 속지가 드러나는 현상

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육안 관찰과 현미경 관찰에서 표

면의 겉지가 닳아 얇아진 곳과 배접이 들뜬 부분에서 가

공 안한 백지(白紙)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속에 넣은 심지(心紙)를 중심으로 쪽으로 염

색한 얇은 감지가 양면에 배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사진 4>의 좌측 사진을 보면 사경의 좌우 단면

이 많이 마모되어 심지가 드러나 있고, 심지의 색은 일반

적으로 한지가 자연 열화되었을 때 관찰되는 황변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4>의 우측 사진에서와 

같이 심지를 감싸고 있는 감지가 심하게 마모되어 심지층

과 분리되고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2. 현미경 관찰과 형광 X선 분석

표지 제작 기법과 사용한 안료를 동정하기 위해 현

미경 사진 촬영과 형광 X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상화문

에 사용한 금색 안료는 정성분석 결과 금니임을 알 수 있

었고, 덩굴문 부분에 부식으로 변·퇴색이 진행된 회색 안

료는 은니임을 알 수 있었다.

현미경 관찰 시 은니의 부식이 진행된 부분은 갈색 

계열의 원형 두흔이 은니 표면을 덮고 있다. 

표지 표면의 광택은 확대 관찰 시 흰색 물질이 표면

에 도포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바탕의 종이 섬유가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층을 이루고 있고 일부에서는 거북

이 등껍질 같은 균열이 관찰되었다.

사진 4   심지와 겉지로 이루어진 내지 세부 사진. A: 접힘부 마모로 백지(심지) 

노출, B: 염색지 층으로 보이는 종이 들뜸

A B

표 2  표지 XRF 분석 결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색상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비고

금색 Au(금) 금니
정성

분석

회색

회갈색
Ag(은) 은니

정성

분석

그림 2 표지 현미경 확대 사진

01 금니 - 덩굴문 ×100 03 금니 - 보상화문 ×200

07 감지 바탕 부분 ×200 08 감지 바탕 부분 ×200

02 금니 - 보상화문 ×25 04 금·은니 부식 경계 부분 ×200

05 은니 부식 - 덩굴문 부분 ×100 06 은니 부식 - 덩굴문 부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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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관찰 결과 내지 은니 부식 부분은 원형의 두

흔이 산재하고, 금니 쌍선에서 붉은색 반점이 일부 관찰

된다. 내지 글씨 부분에서 은(Ag)과 로듐(Rh)이 4:5의 비

율로 검출되었는데, 로듐은 쉽게 산화되지 않는 금속으로 

자연계에서 자연은과 혼동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의 종이 단면 분석과 비파괴 분석의 한계가 있

지만 많은 유물들에서 확인되는 도침지의 특징(사진 22)

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우선, 섬유 사이 공극이 적고 섬

유 폭이 넓어진 것과 표면 질감이 그 예이다. 섬유 사이에

서 흰색 입자도 관찰되고 섬유 표면에 얇은 막이 형성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이징이나 광택 처리의 부작용으로 

추정된다. 1장에서 구 보강지는 2종이 사용되었는데, 묵

서가 쓰여진 덧댄 종이5와 안료를 도포한 종이 위에 능화

문을 넣은 능화지이다.

3. 적외선 촬영

적외선 촬영을 통하여 사경의 뒷면 심지에서 필서의 

흔적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내지 6, 7, 8, 9장의 뒷면에

서 필서가 확인되는데, 특히 내지 6장의 중첩되어 보이는 

글씨들은 합지인 심지에 쓰여진 것으로 심지의 앞·뒷면에 

겉지를 붙이면 필서가 가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서가 

있는 종이를 심지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위의 조사 결과로 보아 일반적인 사경지와 다른 제

작 방법을 택한 의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리 복원 과정에서도 결손부에 심

지를 끼우고 겉지를 부착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 내지 1장과 11장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은

니 글씨는 적외선 촬영 시 일부 판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1장의 경우 특정 부분을 임의로 지웠는데 글씨 중 

일부가 판독이 가능하며 11장은 은니 부식으로 식별이 불

가능한 글씨와 임의로 지운 것으로 추정되는 시주자명

이 적외선 촬영 시 드러났다. 특히 ‘죽산군부인 김씨(竹山

郡夫人 金氏)’로 알려져 있는 시주자는 육안 관찰과 적외

선 촬영 시에도 ‘전씨(全氏)’로 판독되므로 차후 재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내지 5장 은니 부분 XRF 분석 결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색상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비고

회백색
Ag(은), Rh(로듐),

Au(금), Cu(구리)
은니

A B

C D

E F

G H

사진 5   내지 1장과 5장의 현미경 확대 사진. A: 내지 1장 - 은니 산화부 ×50, B: 내

지 1장 - 은니 산화부 ×200, C: 내지 1장 - 감지 바탕 부분 ×200, D: 내지 1

장 - 금니 쌍선 ×200, E: 내지 5장 - 은니 부분 ×200, F: 내지 5장 - 감지 바탕 

균열·박락 ×100, G: 구 보강지 - 능화지 ×200, H: 구 보강지 - 산성지 ×100

5 필기용으로 사용되는 괘선이 인쇄된 노트(공책)의 일부를 덧대어 보강한 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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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내지 6장 적외선 촬영. A: 내지 6장 - 뒷면(일반 촬영), B: 내지 6장 - 뒷면 중첩되어 보이는 묵서(적외선 촬영)

A

B

A B C D

사진 7   내지 1장, 11장 적외선 촬영. A: 내지 1장 - 임의 삭제 부분(일반 촬영) , B: 내지 1장 - 임의 삭제 부분(적외선 촬영), C: 내지 11장 - 세부(일반 촬영), D: 내지 11장 

- 세부(적외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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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유 분석

내지 지질 분석을 위하여 감지와 심지 부분의 섬유

를 미량 확보하였다. Graff ‘C’염색법을 이용하여 섬유의 

조성과 형태를 관찰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염색액은 

KS규격(KS M ISO 9184-4)에 따라 제조하였다. 

감지의 경우 효과적인 정색 반응을 위해 미리 잿물

(pH10~11, 콩대, 고춧대)에 담가 탈색하는 과정을 거쳤

으며, 준비된 시료는 각각 증류수에 해섬하여 C염색액을 

사용하여 정색 반응시킨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정색 반응 전의 감지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해섬 시 사용된 수분과 잿물로 인해 투명하게 탈색된 부

분이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염색액을 떨어트

린 후 적갈색으로 정색 반응을 보이고 섬유 표면의 마디

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닥섬유로 추정된다. 

평균적인 닥섬유의 길이는 약 7~10mm 이상, 폭

은 10~40µm 이상으로 측정되는데, 사경지의 섬유 장은 

7.46~8.38mm, 섬유 폭은 31.42~50.50µm로 관찰되어 

섬유 길이와 폭 역시 닥섬유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도 적갈색의 정색 반응과 섬유 표면의 마디흔으

로 보아 닥섬유로 추정된다. 섬유 장은 4.76~6.18mm, 섬

유 폭은 36.35~50.39µm로 관찰되었다.

Ⅳ. 감지의 재현 및 제작

1. 지료(紙料) 조성 및 쪽염료 제조

1) 지료(紙料) 조성6 및 조건

C-stain 섬유 분석을 통해 지종(紙種) 분석 및 보강지 

제작 기법을 추정하여 기법과 재질이 대상 유물에 적합한 

종이를 선정한다.

①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 (경기 가평, 경북 의성 생산)

② 증해(蒸解:삶기): 잿물(콩대, 고춧대), 소다회

③ 점진물: 황촉규근 점액

④ 고해(叩解:섬유 풀어주기): 수타 고해

⑤ 초지(超紙=浮紙:뜨기): 흘림 뜨기 

⑥ 건조(乾燥:말리기): 목판 건조

⑦ 도침(搗砧:다듬기): 도침

2) 쪽 염료 제조 방법 및 조건

① 발효 쪽물7을 제작한다.

① 석회가루 만들기: 굴껍질

A B

C D

사진 8   내지 감지 섬유 분석, A: 일부 탈색된 감지 섬유 ×300, B: 감지의 정색 반응

과 마디흔 ×300, C: 섬유 장 측정 ×36, D: 섬유 폭 측정 ×500

A B

C D

사진 9   내지 심지 섬유 분석, A: 적갈색의 정색 반응 ×300, B: 섬유에서 관찰되는 

마디흔 ×300, C: 섬유 장 측정 ×36, D: 섬유 폭 측정 ×400

6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pp.54~77. 

7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2017, 『한국의 전통 종이·색·문양』,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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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쪽대 항아리에 담그기: 7월 말 꽃피기 전 수확한 쪽대 사용.  

물에 담가 뒤집어가며 이틀 정도 두면 녹색물이 빠져나옴.

③   석회 넣고 당그래질: 고무래로 잘 저어 산소를 공급. 쪽 추출액이 

쑥색-노란색-적갈색-보라색-청록색-남색 순으로 변함.

④   니람(쪽 덩어리) 분리: 색소와 결합한 석회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윗물은 따라냄.

⑤ 잿물 만들기: 쪽대나 콩대를 태워 만든 재를 사용.

⑥   꽃물 만들기: 잿물 열 말에 니람 네 말의 비율로 혼합하여 당그래

질. 보름 후 꽃거품이 생길 때까지 저어줌.

⑦ 6일 후 염색 시작

2. 보수지 재현·제작

1) 원형 제작 기법 추정

(1) 감지 제작 방법 

내지는 평균 두께가 약 0.28mm로 두껍다. 육안 관

찰 결과 자연색의 종이를 여러 겹 배접한 합지를 심지로 

사용하여 양면에 쪽염한 얇은 닥지를 배접하여 두꺼운 감

지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지 곳곳에 색료층이 고여 박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배접 후 표면에 염액을 추가 도포하여 2차 

염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 B

C D

사진 10 지료 조성. A: 찌기, B: 증해, C: 타고해, D: 황촉규 점액질

A B

C D

사진 11   쪽 염료 제조. A: 쪽대 담그기 , B: 쪽대 물에 석회 넣기 , C: 당그래질 후,  

D: 꽃물 만들기

사진 12 감지의 지합 사이로 심지(=백지)색이 비침

사진 15 내지 감지 색료층 박락 및 균열 

사진 13 백지(심지) 노출 사진 14 감지부분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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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 광택 재현 방법

앞·뒤표지 표면의 광택은 오랜 시간 핸들링에 의한 

손때와 연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현미경 

촬영 시 표면의 흰색 물질과 표면의 균열들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제작 당시 표면에 마감 처리를 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표지 메움에 사용하는 보강지는 유물

의 현상에 맞추어 도침·가공하여 재현하였다.

2) 감지의 제작

일반적으로 염색지 제작 방법8은 크게 3가지가 있

다. 섬유를 먼저 염색하고 종이를 뜨는 선염법, 초지 후에 

염색하는 후염법, 선염법으로 초지된 종이에 염색하는 방

법으로 분류된다. 색료가 갖는 고유의 깊은 색을 재현하

기 위해서는 선염법에 추가 염색을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행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대분말(靑黛, 중국산)과 스쿠모(す

くも, 일본산)가 아닌 니람(泥藍)을 사용하여 초지된 한

지에 염색하는 후염법과, 선염법으로 초지된 종이에 염색

하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 닥섬유를 쪽염한 뒤 초지

닥섬유를 발효 쪽물에 담가 공기 중 발색시켜 염색

한다. 쪽염을 2회 정도 실시 한 뒤 초지를 하였는데 건조 

후 발색이 원본에 미치지 못해 더 진한 색을 얻기 위해 담

금 쪽염을 실시한 뒤 도침하였다.

(2) 초지 된 한지에 쪽염

초지 된 자연색의 한지를 담금과 도포 방식으로 쪽

염한다. 니람과 하이드로설파이트(Na2S2O4)를 이용한 쪽

염 방법을 채택하였다. 원본과 같은 짙은 남색을 내기 위

해서는 담금 쪽염으로 발색을 내는 것이 섬유 사이에 염

액이 골고루 깊이 스며들어 적합할 수 있으나, 담궜다 꺼

내는 과정에서 종이 섬유가 약화되어 주름 및 꺾임이 생

기기 쉬우므로 종이 섬유를 보호하기 위해 표면에 도포하

는 방식과 혼용하였다. 염색 후 공기 중 발색, 수세, 건조

하는 과정을 약 28회 반복하였다.

결과적으로 닥섬유를 초지 이전 단계에서 쪽염하는 

C D

A B

E F

사진 18   닥섬유에 쪽염 후 초지하는 과정. A: 닥섬유 1차 염색, B: 1차 건조,  

C: 2차 염색 후 건조, D: 초지, E: 초지 후 염색, F: 도침
사진 16 표지의 광택 사진 17   뒤표지 표면 현미경 사진 ×200

그림 3 사경지 제작기법 추정 도면

쪽염액 도포

감지

접착제(풀)

심지(합지)

접착제(풀)

감지

쪽염액 도포

8 鄭善英. 2010a, 「닭의장풀 염색 감지의 특성」, 『書誌學硏究 第47輯』, 서지학회,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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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초지 한 뒤 쪽염한 종이보다 섬유에 고르게 염색되

는 특징을 보였으며 2차 염색 시 더 진하게 염색되는 효

과를 보였고, 두께가 있는 합지에 염색하는 것보다 얇은 

종이에 염색하는 방법이 같은 횟수를 칠했을 때 더 고르

고 진하게 염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해 후 섬유 상태에서 1차 쪽

염을 한 뒤 초지 후 2차 쪽염을 진행하는 것으로 염색 횟

수를 가급적 줄여 종이 섬유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진한 

쪽색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3) 변·퇴색된 사경지 재현

특히 표지의 경우 오랜 시간 핸들링, 오염물, 산화 

등으로 인해 내지의 감색보다 더 짙고 탁하게 변색되었는

데 쪽염만으로 고색을 띠는 원본과 유사한 채도를 낮출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고색에 사용되는 먹을 미량 도포하

여 원본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명도를 

낮추어 후대의 메움부로서 원본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보강부 색상의 변색과 퇴색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

본의 채도와 명도를 다르게 처리하였다.

3) 도침 및 가공

도침은 종이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밀도를 높이는 

가공법이다. 감지는 기본적으로 사경을 위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번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면 사이징 처리가 중요

하다. 원본의 내지 현미경 촬영 시 섬유의 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섬유 사이사이 공간을 메워주는 입자들도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지의 보강지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감지 표면에 

황촉규근 점질물을 도포한 뒤 여러 장을 겹쳐 크라프트지 

사이에 넣은 뒤 망치로 도침하였다. 황촉규근 점액은 초

지 시에도 사용하는 재료로 도침에 사용하면 표면이 매끄

러움과 동시에 광택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황촉규근은 종

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이고 식물성이기 때문에 종

이 섬유와 이질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과를 누

릴 수 있는 재료이다. 앞·뒤표지의 광택은 표면을 연마하

여 생기는 광택과 흡사하여 보강지 표면에 수분, 황촉규

근 점질물, 밀랍, 백랍 4가지를 도포한 뒤 사기그릇으로 

연마하여 얻어지는 광택을 육안 관찰 및 현미경 촬영을 

통해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B-2 C

A B-1

D E

사진 19   초지 후 쪽염하는 과정. A: 니람이 환원된 상태, B-1: 담금 방식으로 쪽염, 

B-2: 도포 방식으로 쪽염, C: 공기 중 발색, D: 수중 발색 및 수세, E: 건조

사진 20 광택 및 짙게 변색된 표지 사진 21 연한 수먹으로 색맞춤

사진 22 감지 바탕 현미경 촬영 ×200 사진 23   보강지 황촉규근 점질물 도포 

후 도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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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리 복원 후 결과

1. 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에 사용할 메움지를 선정한다. 원본의 

표지는 심지와 표면의 감지로 이루어진 합지로 두께가 상

당하여 결손 부분에 단차가 존재한다. 단차가 있는 결손

은 두께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한 번에 메우는 

것이 아니고 메움 횟수를 나누어 진행하고 보강지가 중첩

됐을 때 발색을 고려하여 주변의 색과 색을 맞춘다. 메움

지와 본지의 미묘한 두께 차가 생기는 경우 여러 장이 겹

쳐지는 첩의 특성상 전체 두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유의해야한다.

2. 모서리 마모 부분 보강

접히는 부분의 마모와 지력 약화는 2차 손상을 야기

하므로 감지 띠지를 제작하여 보강해준다.

3. 감지 원본과 재현·제작 종이의 색차 비교

색도는 L*, a*, b*값으로 표기하여 L*은 색의 명도로 

측정 범위는 0~100이며 값이 높을수록 밝고 낮을수록 어

둡다. a*와 b*는 채도로 a*의 +값이 높을수록 적색에 가깝

고 –값이 높을수록 녹색에 가깝다. b*의 경우 +값이 높을

수록 황색에 가깝고 -값이 높을수록 청색에 가깝다. 

1) 표지

앞·뒤표지의 감지 원본은 L*이 25.15~26.94 범위, a*

는 0.05~0.31 범위, b*는 1.63~2.53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C D-1

A B

D-2 E

사진 24   황촉규근 점질물을 이용한 도침가공 과정. A: 황촉규근 으깨기, B: 황촉

규근 점질물 추출, C: 황촉규근 점질물 도포, D-1: 여러 장 겹쳐 망치로 

도침, D-2: 사기그릇으로 연마, E: 여러 조건의 도침 가공 보강지 견본

사진 27 배접들뜸 및 지력약화 처리 전 사진 28 띠지 보강 후

C D

A B

사진 25   단차가 있는 결손부 보강과정. A: 단차가 있는 결손부, B: 분리된 파편

들을 임시고정 후 얇은 감지띠로 보강, C: 심지에 해당하는 보강지를 

끼워 넣고 단차와 두께에 맞춰 순차적으로 보강, D: 보강지는 결손부 

경계에 맞춰 섬유 살려 재단하여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함

사진 26 모서리 마모 및 지력약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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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제작하여 결손부 메움에 사용한 보강지는 보

채 전 L* 29.11~29.93 범위, a*는 -1.01~-1.05 범위, b*는 

-3.23~-3.3 범위로 측정되었다. 

내지보다 오랜 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변·퇴색이 진

행된 표지는 내지보다 더 어둡고 채도가 낮음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손부 메움에 사용한 보강지는 감지 원

본보다 더 밝고, 청색과 녹색 계열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열화에 의해 명도와 채도가 떨어진 유물의 색상은 제작

된 색지로는 결손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물의 

현상에 맞게 먹으로 색맞춤하여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2) 내지

내지의 감지 원본은 L*이 28.53~29.62 범위, a*는 

0.71~1.25 범위, b*는 -7.04~-9.10 범위로 측정되었다. 재

현·제작하여 유물에 적용한 보강지는 L*이 32.14 ~36.63 

범위, a*는 -0.71~-2.42 범위, b*는 -12.42~-14.58 범위로 

측정되었다. 

재현 종이가 원본의 감색에 비해 명도가 높고 청색

과 녹색 계열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유물에 적용하

지 않았지만 염료에 담그거나 붓으로 도포하는 방법을 혼

용하여 약 28회 쪽염하여 재현한 종이의 색도는 평균 L*

값 약 33~40, a*는 약 -1.0~-2.6, b*는 -9~-14 값을 가진다. 

유물의 깊이감 있는 감색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명도와 채

도가 더 낮아져야 하지만 염색의 횟수를 늘릴수록 지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염색의 횟수는 줄이되 진한 발색을 내는 

것이 감지 재현·제작의 주안점이 될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 대상의 수리 복원용 감지는 한지장인과 염

색장인, 그리고 수리복원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이다. 보존 처리 진행 중에 감지를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

에 필요 시 유물을 항시 관찰할 수 있었고, 과학적 조사·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 감지 재현에 더할 나위 없이 좋

은 환경에서 제작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사·분석을 

통해 사경의 내지 구조가 속지(=심지)의 앞·뒤면을 겉지

로 감싸는 특이한 형식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적외선 촬영을 통해 심지의 재사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감지 재현은 다양한 쪽염료를 한지에 도포하

는 방법과, 청대분말(중국산)과 스쿠모(すくも, 일본산)

를 사용한 연구 등의 다양한 접근은 있었으나, 니람(泥

표 4 표지의 감지 원본과 재현 종이 색차 비교

수리 후 앞표지 수리 후 뒤표지

측정 위치 L* a* b*

감지

원본

앞표지 01 26.6 0.31 1.76

뒤표지 03 26.39 0.28 2.53

재현

종이

앞표지 02-보채 전

(두께 0.18mm, 

황촉규, 도침 1회, 수먹) 

29.93 -1.01 -3.23

앞표지 02-보채 후 30.73 -0.57 -1.92

표 5 내지 원본과 재현·제작 종이 색차 비교

내지 4장 색도 측정 위치

측정 위치 L* a* b*

감지

원본

내지 4장 01 29.04 0.91 -9.10

내지 4장 02 26.66 1.25 -5.20

재현

종이

보강 띠지

(두께 0.1mm, 물, 도침 1회)
36.63 -2.04 -9.98

메움지

(두께 0.15mm, 닥풀, 도침 1회)
36.02 -2.42 -14.58

보강 띠지

(두께 0.05mm, 물, 도침 1회, 수먹)
28.84 -1.4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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藍)을 사용하여 유물의 보강지 제작을 위한 재현 시도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고가의 쪽 염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한지를 뜨

기 전 섬유 단계에서 쪽염색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염

료 및 섬유의 이염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용 지통

에서 종이를 떠야 하는 조건의 종이공방이 있을지도 의문

이기 때문이다. 또, 근본적으로 쪽염은 계절적으로 늦여

름에서 가을까지가 최성기이고, 한지 제작은 닥 채취 시

기, 닥풀의 보존성을 고려하여 종이를 뜨는 시기가 늦가

을에서 초봄까지가 최성기이다. 이처럼 한지 제작과 염

색 가공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더라도 

수리자가 유물에 맞게 재가공해서 사용해야 하는 등 해결

해야 할 난제들이 많아 그동안 감지 제작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재현 연구에서는 1차로 백닥을 증해·고해한 종

이 섬유를 염색공방에서 쪽염한 뒤 다시 한지공방으로 가

져와 종이를 뜨고, 2차로 초지된 한지를 다시 쪽염료에 

담가 염색하였다. 실로 많은 시간과 장소를 이동하면서 

진행한 결과물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현 종이를 유

물에 적용하기 위해 3차로 쪽염료를 종이 표면에 수차례 

도포하여 미세한 색차를 맞춰 최종적으로 유물과 유사한 

감색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번거로운 염색 과정을 통

해 유물이 갖는 색상에 매우 근접한 색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물이 제작된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지

가 제작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당시에는 많

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동원되어 안정적이고 균질한 감

지를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전통이 단절된 상

황에서 유물과 유사한 감지를 재현·제작해보고자 각 분

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은 현재로서

는 최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여전히 당시의 제작 

방법을 고증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감지 제작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물의 보존 처리에 사

용할 보강지로서의 감지를 재현·제작한 점, 유물과 유사

한 색감의 재현이 가능한 점이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재현된 감지를 사용하여 보

존 처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강지로서의 적합성과 수

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현된 감지에 도침을 가

해 유물과 유사한 평활도와 색감 및 광택을 얻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여기에 쪽염료를 붓으로 도포하는 방법으로 

유물의 색감과 미세하게 다른 색차를 맞춰나갔다. 특히 

표지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지보다 명도

와 채도가 떨어지고, 광택이 있어 보호를 위한 사이징 처

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먹물을 묽

게 하여 감지에 도포하고, 도침 시 물이나 백랍, 닥풀 등을 

표면에 바르고 문지르는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유물 제작 

당시의 도침 기법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지만 현재 보

이는 광택과 유사한 광택을 재현해낼 수 있었다. 특히 닥

풀을 사용하여 도침·가공한 종이가 유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초지된 한지를 약 28

회 이상 쪽염료에 담그거나 도포하는 방법으로 염색을 진

행했는데 유물에서 보이는 색감을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염색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력이 약화되어 합지

가 분리되거나 꺾임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앞

으로 횟수를 줄이면서 진한 발색을 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헌 기록에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전해지지 않고, 

전통적인 제작 기법이 단절된 대상의 보존 처리와 새로이 

사경을 재현해내는 일은 이 시대에 커다란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흡하게나마 전통 감지 제작에 대

한 초석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문화재 현

장에서 적용하고 또 다른 사경 유물에 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1

•강소우, 2015, 「傳統 寫經 作法 硏究」,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립중앙박물관, 2007,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 pp.292~344.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pp.54~77. 

•權喜耕, 1986, 『高麗寫經의 硏究』, 미진사, pp.12~38.

•김경호, 2006, 『韓國의 寫經』, 도서출판 고륜, pp.170~181.

•김보형, 2002, 「위태천 도상 연구: 고려·조선시대 사경화와 목판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鍾珉, 2003, 「麗末鮮初 寫經書體에 대한 硏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남유미, 2012, 「755년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의 형태」, 『서지학보』 제39호.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2017, 『한국의 전통 종이·색·문양』, pp.20~25. 

•문선희, 2005, 「高麗時代『妙法蓮華經』寫經變相圖 硏究」,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국, 1990, 『사경』, 대원사, pp.25~75.

•박지선, 1998, 「지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지선, 1999, 「한국 고대의 종이유물」, 『동방학지』 vol.106, 동방학회.

•박지선, 2013, 「고대 사경지 제작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第56輯, 서지학회. 

•裵泳一, 1993, 「高麗時代 華嚴經 寫經變相圖의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상현, 2010, 『전통회화의 색 - 우리회화 전통안료 바로알기』, 결, pp.78~88.

•이상현, 2014, 『문화재 보존과 기법 – 회화·지류편』, 소와당, pp.9~20.

•全興子, 2016, 「청대(靑黛)분말을 利用한 한지염색에 關한 硏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鄭善英, 1998, 「종이와 製紙術의 傳來時期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第15輯, 서지학회.

•鄭善英, 2010a, 「닭의장풀 염색 감지의 특성」, 『書誌學硏究』 第47輯, 서지학회. 

•鄭善英, 2010b, 「청색계 색지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第46輯, 서지학회. 

참고문헌



67  고려말 사경의 감지(紺紙) 재현과 수리 -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Indigo 
Paper  in  the Late Goryeo Dynasty: Focusing  
on Transcription of Saddharma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 
Volume 7

Lee Sanghyun  Professor,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junha13@nuch.ac.kr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1, March 2021, pp.52~69.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1.52

The transcriptions of  Buddhist sutra in the Goryeo Dynasty are more elaborate and splendid than those of  any 

other period and occupy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Korean bibliography. Among them, the transcriptions made 

on indigo paper show decorative features that represent the dignity and quality that nobles would have preferred. 

Particularly, during the Goryeo Dynasty, a large number of  transcriptions were made on indigo paper, often in 

hand-scrolled and folded forms. If  flexibility was not guaranteed, the hand-scrolled form caused inconvenience and 

damage when handling the transcription because of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material that is rolled up and 

opened. It was possible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by changing from the hand-scrolled to the folded form to 

obtain convenience and structural stability.

The folded form of the transcription utilizes the same principle as the folding screen, so it is a structure that can 

be folded and unfolded, and it is made by connecting parts at regularly spaced intervals . No matter how small the 

transcription is, if  it is made of thin paper, it is difficult to handle it and to maintain its shape and structure. For this reason, 

the folded transcription was usually made of thick paper to support the structure, and the cover was made thicker than the 

inner part to protect the contents. In other words, the forded form was generally manufactur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maintaining strength by making the paper thick. Because a large amount of indigo paper was needed to make this type 

of transcription, it is assumed that there were craftsmen who were in charge only of dark dyeing the papers.

Usually, paper dyeing requires much more dye than silk dyeing, and dyeing dozens of  times would be required 

to obtain the deep indigo color of  the base of  the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 in the Goryeo Dynasty. 

Unfortunately, there is no record of  the Goryeo Dynasty's indigo blue paper manufacturing technique, and the 

craftsmen who made indigo paper no longer remain, so no one knows the exact method of  making indigo paper.

Recently, Hanji artisans, natural dyers, and conservators attempted to restore the Goryeo Dynasty’s indigo paper, 

but the texture and deep colors found in the relics could not be re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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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roduces the process of  restoring indigo paper in the Goryeo Dynasty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dyeing artisans, Hanji artisans, and conservators for conservation of  the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 in 

the late Goryeo dynasty, yielding a suggested method of  making indigo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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