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송컬렉션의 보존
- 조선중기 《삼청첩》의 현상과 수리복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상현

   서 언

     간송미술관 소장 《삼청첩》은 조선중기 왕실출신 문인 화가인 탄은灘隱 이정(李霆,1554~ 1626)이 

매화, 대나무, 난을 그리고, 시를 지어 함께 엮은 시화첩詩畫帖이다. 《삼청첩》에는 이정의 작품과 

더불어 당대 최고 문사들이 짓고 쓴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제시題詩들이 함께 장첩되어 있고, 이 

첩과 관련한 문헌자료도 풍부하게 남아있다. 때문에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제작상황과 전래과정, 

수용양상 등의 역사성, 양식적 고찰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미 선행된 바 있다.

     유물의 변죽邊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장황裝潢1)이란 실은 당대의 역사성을 띄는 자료로서 가치

를 지닌다. 오랜 세월을 지내며 대부분의 유물들은 개,보수改,補修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한 원형

의 모습을 잃게 된다. 그러나 수리자가 개장改粧 시 구舊 장황재료를 재사용하거나 남겨놓은 수리

흔적 등이 이전의 현상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마지막 

개장 당시의 역사성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유물이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통시

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간의 행적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삼청첩》의 현상 그리고 처리 중 드러난 정보와 서, 발문, 제시 등의 기록을 마치 퍼

즐 맞추듯 대조하여 성첩成帖과 개장改粧 당시 상황과 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해체 

수리 중 구舊 배접지에서 묵서기록이 발견되어 성첩시기를 재고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

다. 이는 기록과 현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물의 존재를 더 공고히 하고, 명확히 해 가는 과정이었

다. 또, 육안관찰을 통해 화견 표면의 이물질이 곰팡이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현미경 분석에서 

예측을 뒤엎는 결과가 나와 새로운 손상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수리방법과 예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논고에서는 유물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적용하여 유물의 역

정歷程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열하고 그 안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사실들을 함께 논의 해 

보고자 한다.

1) 시·서·화 등에 배접을 하거나 비단을 붙여 장식성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 방법. ‘표구‘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본식 표현.



  《삼청첩》의 현상과 현황

    《삼청첩》의 현상과 현황, 내용을 일람一覽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는데, 첩은 공란空欄을 제외하

고, 총 49면으로 되어있다. 이중 31면은 이정의 그림과 시이며, 나머지 18면은 이정의 지인이 쓴 

서발문序跋文과 제시題詩로 구성되어 있다. 

    장정은 후면 사방四方 모서리에 풀을 사용하여 각장을 연결한 점엽장粘葉裝 (호접장蝴蝶裝)으로 되

어있다. 본래 호접장은 후면 판심부 가까운 모서리에 풀을 발라 연결하는 것인데 이후, 후면의 좌, 

우 모서리나 네 모서리에 풀을 바르는 장정 형태도 화첩에서 종종 확인된다.

면수 현상 현황 내용

앞표지

-일본식�장황

-결손부�메움� 흔적

-장황비단:사합여의운문단� � �

� � � � � � � � � 四合如意雲紋緞

-제첨비단:운지여의두화문단

�雲地如意頭花紋緞(17c�중후반)

-제첨:� ‘三淸帖�梅⽵蘭’

� � � � � � (해서체)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

의� � � 발문跋⽂에서�

제자題字는� � � 동춘東春�

송준길宋浚吉의� � �

글씨라고� 전언傳⾔.

1,2면

        2               1

-1면�화재로�유실(비단)

� 2면�원본추정(비단)

� � � � � 화재에�의한�결손부

-수리흔적

-간이簡易�최립崔岦
-《삼청첩》� 서序�

-萬曆⼆⼗三年⼄未孟冬通

訓崔� � � 岦⽴之識� (1595년�
10월)

3,4면

        4                3

-3면� 1면의� 유실부분� 재기록(종

이)

� 4면� 2면의� 유실부분� 재기록(종

이)

-간이�최립� 《삼청첩》�서

-화재로�손상된�부분�

� 후대에�다시� 작성

5,6면

       6                5

� -먹염墨染비단에�금니⾦泥

-화재에�의한�결손�및�

탄화炭化� � � 백화⽩化현상

-탄은�이정

-5,6면� 죽화⽵畵

7,8면

        8              7

-먹염�비단에�금니

-화재에�의한�결손�및�충해에� �

� � 의한� 대칭형�결손,� 백화현상

-탄은�이정

-7면�죽화

� 8면� 난화蘭畵



9,10면

       10             9

-먹염�비단에�금니

-화재에�의한�결손�및�탄화,� � � �

� � � 백화현상

-탄은�이정

-9면� 매화梅畫
� 10면� 죽화

11,12면

       12            11

-먹염�비단에�금니

-백화현상

-탄은�이정

-11면� 난화

� 12면� 매화

13,14면

       14             13

-먹염�비단에�금니

-백화현상

-탄은�이정

-13면� 죽화

� 14면� 매화

15,16면

       16            15

-먹염�비단에�금니

-백화현상

-탄은�이정

-15면� 매화

� 16면� 죽화

17,18면

       18             17

-먹염�비단에�금니

-백화현상

-탄은�이정

-17면� 죽화

� 18면� 난화

19,20면

        20            19

-먹염�비단에�금니

-백화현상

-탄은�이정

-19,20면� 죽화

21,22면

        22            21

-먹염�비단에�금니

-화재에�의한� 탄화,

� 백화현상

-탄은�이정

-21면�난화

� 22면�죽화



23,24면

        24            23

-먹염�비단에�금니

-탄은�이정

-23,24면�죽화

-24면� 관서� ‘萬曆甲午⼗⼆

⽉⼗⼆⽇灘隱寫于公⼭萬舍

陰村寓’� (1594년� 12월)

25,26면

       26            25

27,28면

         28          27

29,30면

        30         29

-25~35면

� 먹염�비단에�금니

31,32면

        32         31

-화재에�의한�결손�및�탄화,

� 백화현상

-결손부�메움� 흔적�

-탄은�이정의�시詩

33,34면

        34         33

35,36면

        36         35

-36면� 공란空欄

37,38면

-37~42면

� 도침搗砧,염색가공加⼯한�

� 장식지에�묵서

-얼룩과�변색관찰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

�발문跋⽂



        38          37

39,40면

       40           39

-37~42면

� 도침搗砧,염색가공加⼯한�

� 장식지에�묵서

-얼룩과�변색관찰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

�발문跋⽂

41,42면

       42          41

43,44면

       44           43

-43면~45면

� 도침가공한�장식지에�묵서� � � �

� � 얼룩과�변색

-44면

� 우측하단�도삭⼑削하여�생긴� �

� � 결손부

-46면�공란空欄

-우암�송시열의�발문

-사선斜線의�부표否票

-45면�일본인�평정항삼� � �

� � � 坪井航三의�첨서添書

‘明治15年冬朝鮮京城□買

得之...’� (1882년)45,46면

       46          45

47,48면

       48          47

-47,48면� 공란

� � � � 도침가공한�장식지

49,50면

       50          49
-49면~52면

� 도침가공한�장식지에�묵서� � �

� 얼룩과�변색

-우암�송시열의�발문�

� 43~45면과�동일내용

�이기移記

51,52면

52         51

53,54면 -53,54면� -오산五⼭차천로⾞天輅의�



    

    장황형식은 일본식으로 그 중에서도 1900년대 일제강점기 이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표지

는 두께가 두껍고, 제첨이 가운데 오며, 사방 모서리를 1.2cm 폭으로 마름하였는데 마름선과 같

은 장식적인 요소들은 연대가 떨어지는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마름에 사용한 평직

물도 전형적인 일본식 마름용 비단으로 보인다. 표지에 사용한 비단은 사합여의운문단四合如意雲

紋緞으로 조선중기부터 나타나는 문직물이기는 하나 그 문양이 전형적인 사합여의운문단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제첨은 운지여의두화문단雲地如意頭花紋緞으로 개장 시 결손부 메움한 흔적이 관찰

된다. 내지 장황에 쓰인 종이는 연한쪽藍으로 염색한 뒤 금박을 뿌린 장식지로 일본에서 주로 사

용했던 종이이다. 쪽빛은 많이 바랬지만 일부 남아있는 양상을 보아서는 종이를 뜬 후 그 위에 염

색한 것으로 추측된다. 육안으로도 장섬유가 관찰되고, 표면이 매끄럽고 밀도가 높고, 탄탄한 것으

로 보아 양질의 도침지이며, 배접지도 양질의 닥지를 사용하였다.

          

마름선에 사용된 평조직 장황비단-사합여의운문단

제첨 결손부 메움 흔적 금박 쪽염한 장식지

54          53

�종이에�묵서

� 이전�수리�흔적,접힌부분

� (원본� 추정)

� 시문時⽂

뒷 표

지

-일본식�장황

-결손부�메움� 흔적

-장황비단:사합여의운문단� � �

� � � � � � � � � 四合如意雲紋緞



     먹염한 비단에 금니를 베풀어 그린 그림과 시 표면에는 흰색 이물질이 산재하는데 이로 인해 흑

견과 금니 본래의 발색을 잃어버려 작품을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화본의 표면 뿐 아니라 비단의 올 사이사이도 흰색 이물질이 촘촘히 메워져 있다. 일부 그림과 시

에서는 화재에 의한 탄화와 결손부가 관찰되는데, 이전 수리 시 메움한 흔적이 관찰된다. 

     윤신지와 송시열의 발문은 염색, 도침가공한 장식지에 묵서 기입한 것으로 얼룩이나 변색 외에 상

태는 양호하였다. 차천로의 시문은 종이에 묵서로 기입한 것으로 접힌 흔적과 이전 개장 시 수리 

흔적으로 보아 원본으로 추정 된다. 

  7면/올 사이 흰색물질로 메워짐 35면/탄화, 결손부 메움, 백화현상

 《삼청첩》의 해체수리 

      《삼청첩》은 무엇보다도 백화현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제거하고, 본래의 발색을 되찾게 하는 일

이 급선무였다. 또, 1900년대 일본식 장정은 첩의 내용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최초

로 성첩이 이루어진 시기와 근접한 장황형식으로 개장하는 수리방침이 세워졌다. 해체수리 과정은 다

음과 같다.

  

상태조사 ▷ 해체 ▷ 건식크리닝 

▷ 박락방지 ▷ 표접 ▷ 구 배접지 제거 

▷ 표접 제거 ▷ 2차 건식크리닝 

▷배접지 염색 및 선정 ▷ 1차,2차 배접 

▷ 결손부 메움견 선정 및 염색 ▷

 결손부 메움과 색맞춤 ▷ 장황종이 염색 및 도침 ▷ 화본과 장식지 

재단 및 연결



 1. 상태조사
     삼청첩의 구조, 상태, 바탕재, 이전 수리 유무를 파악, 보관, 관리 취급상황 등을 조사한다. 현미

경 촬영, PH, 색도 등의 분석을 통해 전체 현상을 파악하고, 수리방침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실측 현미경촬영

  2. 해체
     화첩을 파첩하여 낱장으로 분리한 후, 화본을 장황종이에서 분리한다. 접착정도에 따라서는 습식

해체도 필요하지만 수분으로 인한 얼룩의 고착과 이동이 우려되므로 건식해체로 화본부와 장황부를 
분리하였다.

   
             묵서 해체             그림 해체

    3. 건식크리닝
      화본 표면에 산재해 있는 흰색 물질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섬유 올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

을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금니부분의 이물질은 면봉에 적당량의 수분을 적셔 닦아내면
서 제거한다.

   
          미세 입자 제거              곰팡이제거

   



4. 박락방지
     배접지 제거에 앞서 아교(1~2%)의 농도로 박락방지를 한다. 박락방지는 습식크리닝이나 수분이 

많이 가해지는 작업 전에 시행한다. 금니부분의 접착력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교액을 금니 표면에 도포하여 보강한다. 이 때, 아교액 속 수분에 의한 습식클리닝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아교수용액(1~3%) 도포 아교수용액(1~3%)  도포

� � � 5. 표접
     표접은 작품의 앞면에 레이온지, 닥지 등을 덮은 다음, 우뭇가사리 추출액을 위에 도포하여 고정

시키는 방법이다. 화견의 올이 성글어 배접지에 금니가 많이 배어있는 상태인데, 구 배접지 제거 

시 금니부분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표접한다.

 
우뭇가사리 용해(1~2%) 

 

표접 

   6. 구(舊)배접지 제거

     뒷면 배접지에 부분적으로 소량의 수분을 준 뒤 조금씩 제거해 나간다. 성근 화견 조직의 금니는 

배접지 속으로 배어든 상태이므로 금니부분의 배접지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얇게 저며 남겨둔다. 

제거한 배접지는 버리지 않고 3차 배접지에서 초배지까지 잘 분류하여 건조시켜 보관한다. 이전 수

리 시 사용한 배접지의 동정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고, 오래되어 변색 된 배접지는 화본의 색을 재

현하거나 맞추고자 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금니 배접지 섬유는 남기고 제거 구 배접지 제거

15면 배접지 제거 전 15면 배접지 제거 후

� � � � 7.� 표접 제거

      배접지 제거 후 표접에 사용된 종이와 화본의 표면에 잔존하는 우뭇가사리 침적액을 제거한다. 수분

을 주고 흡습지를 사용하여 구획을 나누어 한 겹씩 신중히 제거하는데 금니가 박락되는지 확인 해 

가면서 실시한다.

� � �

    8.  2차 건식크리닝

     화견의 올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과 표면에 산재 한 흰색물질을 최종적으로 제거한다. 예리

한 도구와 면봉 등을 사용하여 화본의 앞, 뒷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9. 배접지 염색 및 선정

     금니 부분에 남겨진 구旧 배접지 색을 기준으로 초배지 색을 결정한다. 초배지는 구 배접지색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러운 색감의 종이를 선택한다. 대신, 색이 어두울수록 금니의 발색이 더 좋아

지는 것을 감안하여 2차 배접지를 진한 먹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여 깊이감과 금니의 선명한 발

색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배접지 견본 제작 배접지 선정

  10. 1차, 2차 배접

     초배 시 화본 형태가 틀어지지 않도록 격자 아크릴판에서 각을 맞추어 배접한다. 건조 후 각 화본의 발

색을 비교하여 색상이 맞춰지도록 2차 배접 시 반영하여 배접지를 제작한다.

초배 건조 후 발색비교

   11. 결손부 메움견 선정 및 염색



     원본 바탕조직을 육안관찰과 현미경촬영을 통해 동정하고, 원본 조직과 유사한 비단을 1차 선별

하여 염색 후 초배하여 견본을 제작한다. 최종적으로 초배 후와 풀이 들어간 후의 발색을 고려하

고, 원본의 바탕색과 비교하여 최종 선정한다.(현미경촬영: DG-3X, SCALAR)

             

현미경관찰 원본과 견본비단 조직비교 

원본과 메움견 견본 대조 메움견 및 발색 최종 선정

   12. 결손부 메움과 색맞춤

     메움견을 배접하여 결손부위 형태를 따라 재단한 뒤 앞면에서 메운 후 배접지는 벗겨낸다. 색맞춤

은 작품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정이므로 유물 바탕색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결손부 메움 메움 후 색맞춤

    13. 장황종이 염색 및 도침
     이전 장황종이는 연하게 쪽염 한 종이에 금박이 뿌려진 금박장식지로 일본식이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 중, 후기 화첩 양식을 참고하여 일본의 장황재료나 형식은 바로잡자는 처리방침을 

세워 약57g/㎡의 외발, 흘림뜨기로 제작한 한지를 염색하여 도침 후 사용하였다.



  변아 염색  장식지 도침

    14. 화본과 장식지 재단 및 연결
      이전 장정형태인 호접장으로 장황한다. 제첨은 수리하고, 표지는 새로 제작한 후 내지와 연결하

여 화첩을 완성한다.

        ⅰ 내지 재단 및 연결

바탕지에 화본 먼저 부착 화본 중심으로 변아 부착

         ⅱ 제첨 수리

제첨 분리 구 배접지 제거

결손부 메움 반수 후 색맞춤



     ⅲ 표지 제작

장황비단 쪽염색 제첨 부착

      ⅳ 내지와 표지연결

  

내지끼리 연결 최종 재단

내지와 표지연결 압착기로 눌러 건조

   15. 수리 후 현상

     백화현상은 건식크리닝과 초배지 교체를 통해 완화시켰고, 흑견과 금니의 발색 또한 흰색 이물질

이 걷히자 자연스럽게 제빛을 찾았다. 표지 장황직물은 조선시대 남자들의 관복이나 책 표장직물로 

사용되었던 사합여의운보문단四合如意雲寶紋緞을 쪽염한 것으로 하였고, 제첨은 좌측상단에 부착하

여 전형적인 서화첩의 형식을 갖췄다. 내지의 장황종이는 외발, 흘림뜨기한 두께감 있는 한지를 도

침, 염색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본래 조선시대 서화첩의 장황종이가 다채롭거나, 화려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였다. 전체 크기와 두께는 이전 장황과 거의 같고, 이전에 종이로만 포장하여 보관하였

던 것은 오동보관상자를 제작하여 처리 중 나온 배접지 묵서와 함께 넣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수리과정 중 도출된 사실

   1. 백화현상의 원인

7면 확대 50×

8면 초배지에서 검출 된 Si성분8면 확대 200× 광물성 결정형

  

 화견 표면에 산재한 흰색 이물질은 육안관찰 시 흰색 곰팡이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미경 관찰결과 

광물성 결정이 주를 이루었고, SEM–EDS 분석결과 규소가 검출되어 규소가 주성분인 백토白土

(kaoline,고령토)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재고되었다.

     《삼청첩》의 화견은 대부분 올이 성글어서 그림을 그릴 때 초배한 상태에서 금니를 올린 것으로 추정

된다. 때문에 초배지 제거 시 종이섬유에 붙어있던 금니도 떨어져 나와 금니부분의 종이 섬유는 얇게 

저며 남겨야만 했다. 

           10면 화견표면금니 50× 8면 초배지 속 금니 100×

    또, 올이 성근 탓에 초배지가 작품 발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견과 초배지를 먹염하여 사

용하였다. 만약 초배하고 그린 그대로가 남아있는 것이라면 초배지는 화견과 같은 연대로 봐야한



다. 24면 관서에 갑오甲午(1594년)간지는 이정이 그림을 완성한 시기로 당시 먹염색지를 제작할 때 

백토를 체질안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추측 해볼 수 있다. 색료를 백토에 염색한 뒤 닥지楮紙에 도

포하는 것이 불투명도와 은폐력을 높이며, 작품 발색에 깊이감을 주는 등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었

을 것이다. 

     이전 개장 시 초배지를 교체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C염색액 섬유분석에서 초배지의 지종紙

種이 닥楮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닥에 전료塡料인 백토를 넣어 만드는 종이인 백토지를 사용한 것으

로 추측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백토지는 일본 요시노吉野지방이 대표적 산지로 宇陀紙(うだがみ), 国

栖紙(くずがみ)라고 한다. 지료紙料에 토분을 섞어 색이 하얗고,2) 부드럽고 유연한 특징이 있어 족자

나 권자 등의 장황에 사용되고, 특히 표면이 매끄럽고, 백색도와 강도가 강해 마감 배접에 주로 쓰인

다. 현재 백토지를 초배지로 사용하거나 염색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본에서는 무로마치시대 (室町, 

1336-1573) 이 후 작품 발색에 깊이감과 고풍스러움을 주고자 어두운색으로 배접지를 염색하는 방법이 유행하

기도 하였다. 또, 《삼청첩》의 최종 현상이 일본식 장황형태임을 감안했을 때, 일본종이인 백토지를 먹염

하여 초배지로 사용했다는 점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며 앞서 언급했듯이 체질안료로서 백토의 이점

을 누리고자 한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수리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습기와 그 외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백토성분이 화견 표면으로 올라와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기 어려웠을 것

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산 백토지가 조선에 유입된 시기이다. 이는 《삼청첩》의 개장시기

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백토지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일본은 15세기 『大

乘院寺社雜事記』(1486)부터 메이지초기(明治,1868-1912) 『諸国紙名錄』 의 ‘宇多紙’ 등 여러 문헌에서 

그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3)조선시대 백토지에 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璿源殿影幀修改謄錄』과 

1936년『璿源殿影幀模寫謄錄』에서 ‘宇田紙’라는 용어로 처음 등장한다.4) 1928년 『純宗孝皇帝祔廟主監儀

軌』의 부록에서부터 어진 모사에 소용된 채색명이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고, ‘미농지美濃紙’라는 일본종이가 

사용된 점, 장황은 일본인 ‘表具師 藤川小三郞’이 담당하였다는 기록5)으로 보아 1920년 중후반에는 일본재

료와 기법이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토지의 사용으로 《삼청첩》개장 시기의 상한이 

1920년대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2. 구 배접지 묵서기록
      23면과 24면 초배지 제거 도중 이정의 필치로 추정되는 묵서가 발견되었다. 이를 분리하여 표면에 

부착 된 이물질과 섬유질을 제거하고, 습식클리닝 후 압착기에 넣어 건조하였다. 묵서기록은 편지글로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무술戊戌’이라는 간지干支가 보인다. 이정이 살던 당시 무술년은 1598년(선조

31년)으로 《삼청첩》 속 기록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성첩시기에 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이정이 그림 

속에 남긴 관서는 1594년, 최립의 서와 차천로의 시문은 1595년, 배접지로 사용한 종이에는 1598년의 간

지가 기록되어있다. 그렇다면 1594년에 이정이 그림을 완성하고, 그 다음해 지인에게 보여주고 서문과 시

2) 久米康生, 『和紙文化硏究事典』 (法政大學出版局, 2012), p.83.
3) 위의 책, 久米康生, 『和紙文化硏究事典』, 法政大學出版局, 2012, p.159.
4) 장연이, 『조선시대 초상화 제작에 사용된 종이연구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p.25.
5) 박정혜, 『藏書閣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美術史學硏究, 第259號, 2008, pp.117-150.



문을 받은 후 3년 뒤인 1598년에 장황을 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초배한 화견 위에서 그림을 완성했다면 

화견과 초배지 묵서의 간지는 전 후 관계가 맞지 않게 된다. 1595년에 성첩된 첩의 배접지에서 1598년의 

기록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이섬유, 이물질 제거 습식크리닝-오염물 흡착

      

23면 구 배접지 묵서-戊戌(1598년)

24면 구 배접지 묵서-戊戌(1598년)

24면-甲午(1594) 최립 序-

乙未(1595)

차천로詩-

乙未(1595)



  3. 발문 기록와 장황의 선후 관계
      37면에서 52면까지는 윤신지와 송시열의 발문을 후대에 다시 이기移記한 것으로 추정하는 묵서가 

있다. 특히 45면 송시열의 발문에는 일본인 츠보이 코우소(坪井航三,1843~1898)의 첨서添書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윤신지, 송시열 발문의 이기移記와 츠보이 코우소의 첨서 시점 그리고 장

황이 이루어 시점 간의 선,후 관계이다. 43면과 45면의 묵서 중 자획의 일부가 변아 밖으로 나가있는 한

자가 있다. 즉, 여기서 장황 후에 묵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3면 장황종이 밖 묵서 45면 장황종이 밖 묵서

    또,‘첨서’ 한다는 것은 이전 기록 위에 덧붙여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순서는 개장  윤신지, 송시열 발문의 이기移記 - 일본인의 

첨서 순이 된다.

     45면 츠보이 코우소의 묵서에도‘明治十五年’(1882년)이라는 연호가 나온다. 

이로써 개장시기 연한年限을 유추해보면 츠보이 코우소가 《삼청첩》을 입

수하고, 한참 후에 첨서한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의 생몰년을 적용하

여 1898년까지 개장시기의 하한선을 맞출 수 있게 된다.

       * 1594~1598년  성첩              -원본 소실
       * 1637~1672년  재합장            -표지, 제첨 현존가능성
       *     ~1898년   수리             -츠보이코우쇼[본인 기록가능성]
       * 1910~1930년대 수리             -전형적 일본식 표구의 기술 

   4 최초 제작당시의 배접지가 그대로 유지
   
       * 해체 후 배접지 제거시 초배지가 원본과 같이 불에 탄 형태로 남겨져 있음
       * 배접 후 그림 제작
       * 배접지의 영향을 고려해 진하게 먹으로 염색 후 배접[원형을 보기 힘듬]

明治15년(1882년) 묵서



《삼청첩》의 수리 전·후 비교

           

    

  수리 전 앞표지 

    

           수리 전 앞표지 

    

          수리 전 뒷표지

 

    

           수리 후 뒷표지

                     

7, 8면 처리 전·후

                 



                 

33, 34면 처리 전·후

           
수리 전 7면 수리 후 7면

                                 
            

           
수리 전 24면 수리 후 24면

                                           

            



           수리 전 20면
수리 후 20면

                                                   

            

                  수리 전 21면                수리 후 21면

                                           

                 수리 후 10면                 수리 후 10면                                          

수리 전 15면 수리 후 15면                                          



     수납 오동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