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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개요

1. 목 적

  ㅇ 훼손된 자료의 내용(글, 이미지 등)판독하기 위한 단층촬영 기술 조사

    - 심한 훼손으로 인하여 펼칠 수 없는 자료의 내용을 단층 방사선 촬영

으로 내용 판독 가능한 기술 조사

  ㅇ AI 접목한 고문헌 문자인식 및 번역 프로그램 현황 조사

    - 머신러닝을 접목한 고문헌(예; 초서체)의 문자인식 알고리즘 개발 참조

    - 인식된 문자를 문장으로 구성하고 한글 번역 프로그램 개발 참조

  ㅇ 한국·그리스도서관 간 한국자료 보급 및 교류 협력 방안 협의

    - 그리스도서관내 한국 도서·자료(멀티미디어 자료 포함) 보급,

     전시회, 세미나 개최 등 협의

  ㅇ 해외 도서관 및 기록관 등 유관 기관과 전통복원재료(한지 등) 보급

     및 복원기술 교류 방안 협의

    -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그리스 국립도서관, 비잔틴 박물관 등

     우리나라 고문헌 영인본, 한지, 풀 등의 보급 및 기술 교류 협의

2. 기 간

  ㅇ 2019. 10. 27.(일) ~ 11. 3.(일) (6박 8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국가(도시) 방문기관 및 주요 면담자

이탈리아

(베네치아)

- Edizioni Ca 'Foscari(카포스카리대학교) / Dorit Raines

- Archivio di stato(국립기록보존소) / Andrea Erboso

그리스

(아테네) 

- National Library of Greece(그리스국립도서관) / Filippos Tsimpoflou(관

장), Evi Stenfani(보좌관)

-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 임수석(대사), 윤다솔(3등서기관)

- Byzantine & Christian Museum(비잔틴박물관) / 관장 및 보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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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자 및 역할

출장자 소속 및 직급 역     할

김상욱
기획연수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부장)

 ㅇ 베네치아 기록보존소 보존·복원 기술 책임관 면담 

 ㅇ 그리스 국립도서관장 및 그리스 한국대사관 면담

이귀복
자료보존연구센터  / 

학예연구관(센터장)

 ㅇ 훼손된 자료의 단층촬영(3D) 방법 및 복원 기술 협의

 ㅇ 도서관, 기록원 및 대학들과 연계한 복원기술연구

    개발 현황 논의 

박소연
자료보존연구센터  / 

학예연구사

 ㅇ 훼손된 자료의 보존·복원 기술 조사 

 ㅇ 그리스 국립도서관 보존시설 및 보존·복원 기술 조사

이정효 고문헌과 / 학예연구사
 ㅇ 훼손 고문헌 보존·복원 기술 조사

 ㅇ 그리스 국립도서관 고문헌 디지털화 기술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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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출장내용

1. 단층촬영(3D) 복원기술 및 개발 현황 조사

1.1. 개발 담당자

 ㅇ 베네치아 Ca' Foscari 대학교 Dorit Raines 교수(https://www.unive.it/)

   

사진 연 락 처

 

+39 041 234 5653
e-mail : raines@unive.it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Malcanton Marcora Dorsoduro 3486/D - 30123(VE)

   - 베네치아 카 포스카리 대학 도서관 시스템 회장

  - É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도서관, 서적 및 기록 보관소가 주요 단체, 

특히 베네치아 가문의 사회 및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 도서관의 역사, 기록 보관 및 문서의 역사 및 보관 강의

  - Edizioni Ca 'Foscari의 “고고학, 문헌, 고서 학 연구컬렉션”의 공동 

편집자로 활동

1.2. 개발 배경(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

 ㅇ 2012년에 EPFL과 베네치아 카포스카리(Ca'Foscari)대학교에서 시

작, 베네치아 국립 기록 보존소, 마르시아나 도서관, 인스 티 투트 

베네토 및 시니 재단 등 참여

 ㅇ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현재 READ(archival 문서 인식 및 

보강) 유럽 einfrastructure 프로젝트, SNF 프로젝트 링크드북 및 

ANR-SNF 프로젝트 GAWS의 지원을 받고 수행

 ㅇ 국제 이사회에는 스탠포드, 콜롬비아, 프린스턴 및 옥스포드의 저

명한 학자들이 참여, Lombard Odier Foundation은 2014년 예산 

파트너로 Venice Time Machine 프로젝트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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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발 목적

 ㅇ 베네치아 기록보존관의 중세 필사본, 고문서 등은 스캐닝 기기로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고 있으며, 자료들의 여러 유형

(종이, 잉크, 두께, 특히 훼손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스캐닝 

기기와 속도에 영향을 줌

 ㅇ 일반 자료들은 EPFL은 산업계와 협력하여 시간당 약 1,000페이지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반자동 로봇 스캔 장치를 개발

 ㅇ 훼손이 심각하여 펼칠 수 없는 자료들은 디지털화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방법(기술)을 개발, 현재 EPFL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페이지를 전혀 넘기지 않고 책을 스캔(입자 가속기

에 의해 생성 된 싱크로트론 방사선을 사용)

1.4. 단층촬영에 사용된 Synchrotron 방사선

 ㅇ 단층촬영은 Synchrotron 방사선(X-ray)을 투과하여 종이 단면의 

잉크를 감지하고 이미지를 판독

  - Synchrotron 방사선은 일반 X-ray에 비교하여 투과성, 정확성, 확

장성, 적용성이 매우 뛰어나 의료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훼손된 문서를 펼치지 않고 투과하여 내용을 

판독하는데 적용

 ㅇ 베네치아 기록물(필사본)에 사용된 잉크는 1799~1820년 이전에는 

철(Fe)성분이 함유 : 철성분이 함유된 잉크는 Synchrotron 방사선

에 쉽게 감지되어 이미지 촬영 가능

  - 본 개발에서 사용된 Synchrotron 방사선은 한국의 기술로 시험하

였으며 그 결과 두께 5cm까지 투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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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hrotron 방사선(X-ray)

   전하를 가진 입자가 가속운동을 하면서 원운동 궤적의 접선 방향으로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이를 Synchrotron Radiation이라 한다.

   Synchrotron Radiation을 X-ray 광원으로 쓰는 경우 일반적인 Lab 용 

X-ray Tube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광원으로서의 X-ray 밝기가 작게는 수

만배에서 수백만 배 크다는 것이다. 광원이 강할수록 분석의 정확성, 확

장성, 적용성 등 많은 강점을 가진다. Free Electron Laser를 이용하여 

Laser와 같은 특성을 갖는 X-ray를 만들 수 있다.

     

         

   ㅇ 철 성분이 없는 1820년대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 개발이 필요

1.5. 현재 문제점 및 과제

   ㅇ 책의 두께가 5cm 이상은 투과하지 못함

   ㅇ 낱장상태, 평평한 경우 인식가능하나, 훼손으로 인해 책의 형태

가 휘어져 있거나, 종이의 접힘, 눌러 붙은 경우 등 페이지별 

인식률이 떨어짐

   ㅇ 책이 말려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 못함

   ㅇ 단층촬영→ 컴퓨터 인식→ 이미지를 텍스트화로 인식할 수 있

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음(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이미지화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도의 인식이 가능하지만 인식률이 높지 않

아 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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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의응답 내용

Q: 1~100페이지 각 페이지별로 인식가능한지?
A: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개발 중, 결과는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
재 컴퓨터공학으로 정보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개발 중이다.

Q: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투과율이 일정한지? 
A: 일정하다.

Q: 양면도 가능한지? 
A: 가능하다. 이때 문제점으로 손글씨로 된 책의 종이가 비칠(투명한 

상태)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의 모두 다 이미지를 판독할 수 없다.

Q: 잉크성분과 인식율의 관계는?
A: 서양에서 1600년대 말에 잉크성분이 뭔지 못 찾고 있다. Iron 
Gall Ink(철성분이 함유된 잉크) 성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잉크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잉크성분에 따라 인식 가능, 
불가능 할 수 있다. 동양잉크에는 철성분이 함유된 잉크가 없을 수 

있다. 식물성 성분으로 된 잉크는 분석이 어렵다.

Q: 필사본이 아닌 출판(인쇄)된 자료의 잉크와 인식률은?
A: 출판물을 자외선, 적외선 분석 및 여러 가지로 촬영해서 봤는데 

출판물 자체에서는 단층촬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출판물은 잉크

량이 매우 적고, 종이와 잉크성분이 같은 경우 못 읽은 경우가 있다. 
출판물의 잉크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샘플을 구해서 분석해야 하는데 

샘플링 하기 어렵다.

Q: 한국 고서를 테스트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
A: 너무 좋다. 볼로냐 대학 연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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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층촬영이 가능한 장비는 어디에 있으며 촬영은 어디서 하는지?
A: 볼로냐 대학 교수님이 Istituto Nazionale di Fisica Nucleare 
(INFN; 국립원자력 물리학 연구소)가서 촬영했으며, 보호장비가 필요

하다. 장비를 소형화 시키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7. 베네치아 프로젝트의 단층촬영(3D) 문자인식 기술 현황 및 특징

 ㅇ 베네치아 프로젝트에서의 단층촬영(3D)을 통한 문자인식은 사람

의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

 ㅇ 자료의 훼손이 거의 없는 도서는 문자인식이 가능하나 훼손 정도

에 따라 인식이 불가능하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ㅇ 문자인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잉크의 성분(철)에 따라서 판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 단층촬영으로 가능한 방사선 투과

의 두께는 약 5cm로 그 이상의 두꺼운 기록물은 아직 불가능

 ㅇ 손으로 쓴 문서(필사본)의 그래픽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문자인식

은 어려운 문제, 이미지를 가능한 단어로 변환 할 수 있는 새로

운 알고리즘을 개발

   - 이미지는 잠재적으로 단어를 나타내는 하위 이미지로 자동 분류, 

그림 1. 베네치아 프로젝트 단층촬영(3D)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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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이미지는 다른 하위 이미지와 비교되며 특징이 있는 단

어의 모양에 따라 분류

   - 새로운 단어가 전사 될 때마다 수백만 개의 다른 단어가 데이터

베이스에서 인식

 ㅇ 이탈리아의 경우 고대 언어(문자)와 현재의 문자 체계에 변화가 

적어 번역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음

2.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보존·복원기술 협의

2.1. 일반현황 

 ㅇ 주요 면담자 

   

사  진 연 락 처

Gianni Penzo Doria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문화부)

Archivio di Stato – Venezia
San Polo, 3002 - 30125 VE

Tel. 0415222281 - Fax 0415229220

Govanni Caniato
기록문서 보존팀장

Andrea Erboso

프로젝트 담당자

  

 ㅇ 연혁

   -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는 1815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베네치아

를 지배하면서 Veneto General Archive라는 이름으로 설립

   - 중세부터 20세기까지 필사본 문서를 80km의 서가에 소장: 출생

등록 및 사망 증명서, 세금 명세서, 지도 및 도시 계획 설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넘는 행정 문서들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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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네치아 행정 문서의 다양성, 정확성은 서구 역사에서 매우 독

특하며, 중심적인 기록보존소 역할

   -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유는 1200년대부터 20

세기까지 시대별 기록 문서들이 가장 잘 보관 되어 있기 때문

2.2 보존·복원 현황

 ㅇ 서고현황

   - 총 4층 건물로 360개의 서고(방)가 있으며, 2005년~2008년 3년 

동안 서고시설을 열 강화 방화시설로 교체, 목재 서가에서 철재 

서가로 모두 교체하고 제소 페인트를 칠해 120분 동안 열에 견

딜 수 있게 설계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서고(성책문서)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서고(낱장문서)

   - 건물에는 별도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나 건물자체가 

온·습도 유지 가능

   - 외부기관에 전시 대출 할 경우 상대습도 RH 50~60%, 조도 

50Lux 이하상태로 유지시켜줌

 ㅇ 자료 재질 특성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종이와 양피지로 구분하여 책을 제작: 행

정법이나 법령에 관한 책은 그 당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라 여겼기 때문에 양질의 양피지와 잉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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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에서 결정된 최종 사항은 양피지에 기록했고, 안건으로 올

라오는 자료는 종이에 기록, 문서가 모이면 한 장 한 장 꼬챙이

로 끼워 놓은 후 모여지면 제본

   - 1640년에 제작된 색인 자료로 책의 겉표지는 나무로, 본문지는 

양피지를 사용, 법령에 대한 색인 자료로서 문자와 그림 등이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쉽게 찾을 수 있음

 ㅇ 자료복원

   - 15년 전에 복원전문가 1명 근무, 현재 복원전문가는 없고 보조

인력 2명 근무, 외부기관에 전시대여시에 복원까지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복원작업을 대체하고 있음 

   - 낱장자료는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보관하는데 용이하며, 중성지

로 한번 싸서 보관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복원방법 설명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스캔작업 

   - 원래 있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원래 접혀있던 

양피지, 이미 굽어져 있던 모양이라 그 모양 그대로 보관   

   - 훼손이 심하거나 침수된 자료는 열람을 할 수 없으며, 열람할 

수 없도록 보존상자로 봉해 보존   

   - 종이 자료는 밀가루처럼 반죽을 써서 풀을 메겨 복원, 책 모서

리부분에 나무나 금속으로 보강해서 해지지 않게 처리

   -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서비스 용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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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이점

   - 외교문서 베네치아 대사들이 전 세계 나라에서 기록한 문서는 

전부 암호코드, 번역본이 밀봉, 번역본이 없다면 읽을 수 없음

(문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함)

 ㅇ 현재 문제점  

   - 현재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 자료 관리의 문제점은 기록의 종

류(주제)에 따라 연구자의 열람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화폐제조소 관련된 책은 열람이 거의 없는데, 바다, 항해, 무역 

관련된 책은 열람이 매우 많음, 열람 빈도에 따라 훼손 여부가 

달려 있고 환경의 문제보다 인위적 손상 더 큰 문제임(마이크로

필름으로 되지 않은 자료들은 원본 열람 가능)

2.3. 질의응답 내용

Q: 오래된 종이자료는 오래 보관하려면 디지털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지?

A: 50년 전부터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고 있고, 2002년부터 디지털

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는 중이고, 상당히 많은 양 약 80TB, 전체의 

0.04%진행하였다. 현재 디지털화 담당은 1명, 하루에 300~400장 작업

한다. 베니스 타임머신 같은 프로젝트 재정이 들어오면 외부기술자들

이  6개월 정도 많은 작업을 하게 된다.

베니스 타임머신 프로젝트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한 분야는 재정서류

들이다. 그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1514~1594년 사이 자료를 샘플로 시작하였다.

Q: 디지털화의 우선 위가 있는가?
A: 서류상 중요한 것, 시급성이 있는 자료를 먼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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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 전체 소장하고 있는 페이지는 어느 정도 인가?
A: 알 수 없다. 책 한권이 300~700페이지 가량 된다. 한 가지 예를 들

면 한권의 책에 들어있는 200,000개의 디자인이 있다. 디자인은 지적

도나 그림을 말한다. 이 책 한권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4,000페이지, 

디지털화로 하면 3,000페이지가 나온다.

Q: 여기 기록보존소에는 3D 스캔 기술은 없는가?

A: 몇 년 전에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에 자료를 보냈는데 아주 조금 

읽는 정도고 아직 실험단계이다.

Q: 원본자료와 디지털한 후의 디지털파일 관리방법에 대한 정책이 있나? 

A: 베네치아 국립기록보존소는 이탈리아에서도 거의 선두주자에 속하

고 있다. 디지털 보존과 원본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의무이다. 

디지털 파일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다. 여길 포함해서 3군데 저장 하는 곳이 있다. 오히려 파일과 원

본, 두 가지 보존해야 하니깐 더 할 일이 많아졌다.

Q: 종이가 구겨진 경우 스캔 시 보정을 하나?

A: 스캔하면 종이 구겨지거나 굴곡 된 곳은 안보이고 평평하게 보인다.

Q: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으면 안에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A: 일부가 주석을 따로 옮겨 적는다. 자동변환은 안 된다. 원문이 필

기체로 경우(글씨체가 다를 경우) 컴퓨터에서 인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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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국립도서관 보존·복원기술 협의

3.1. 일반현황 

 ㅇ 위치 및 연락처

   - 주 소: Pisistratou, Athina 104 45 Greece(www.nlg.gr)      

   - 위 치: Stavros Niarchos Foundation Cultural Center 

   - 연락처: +30 21 6809 1000

 ㅇ 1832년 5월 15일 그리스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건립, 1834년 아테

네로 옮겨졌고, 수도에 위치한 교회와 성당 등의 건물을 빌려 사용

 ㅇ 1842년 아테네대학 도서관 장서 1만 5,000권을 소장

 ㅇ 1903년 독립 기관으로서 전용 건물을 완공, 아테네대학교, 아테네

학술원과 함께 19세기 말에 지어진 아테네 신고전주의 건축 3대 

걸작품으로 평가

 ㅇ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팔레론 만(Phaleron Bay)

에 경마장 부지를 활용하여 새 도서관을 건설 시작 2016년 완공

 ㅇ 이후 2018년에 팔레론 만 델타의 스타브로스 니아코스 재단 문화 

센터(Stavros Niarchos Foundation Cultural Center)로 국립도서관

을 이전, 오페라하우스와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국립도서관 탄생

 ㅇ 70만점의 자료를 이전하는 비용은 489,800유로였으며, 새로운 SNFCC 

주택에 NLG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 교육, 연구 및 종교부

가 발행한 5,414,000유로의 자본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

 ㅇ 내부 2층에서 5층으로 3층은 보존 장소로 사용, 지상에서 2층 일부

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로 구성, 일부자료 대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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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국립도서관 전경 그리스국립도서관 내부

3.2. 소장자료

 ㅇ 그리스의 문화적인 자료들을 수집, 개발, 정리, 서술 및 보존하는 

역할을 통해 그리스 문화와 국민의 지적 활동을 서비스

 ㅇ 도서와 신문, 지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된 필사본을 비롯해 

1400년 전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필사본과 채식 사본, 진귀한 초

판본 등 소장(귀중본은 4개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

 ㅇ 종이 및 양피지로 제작된 세계 최대의 필사본 컬렉션 5,500여 점 보유

(비잔틴 음악 필사본, 라틴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지역의 필사본 포함)

 ㅇ 황금문서(Chrysobulls)1)와 그리스 독립 전쟁에 관한 자료를 비롯

하여 15세기 이후의 진귀한 작품 1,500권을 소장

1) 신성 로마 황제에 의해 발행 된 법령으로, 원래 법령에 첨부 된 황금 인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체 법령에 적용

 그리스국립도서관 소장 고문헌(양피지 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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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지털 자료 서비스 및 디지털화 작업

 ㅇ 그리스 국립도서관은 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필사본 자료들을 

수집: 호메로스시대부터 비잔틴 제국, 그 이후 시대의 필사본까

지 다양한 자료소장 

 ㅇ 일부 필사본을 디지털화하여‘Digital Collections’에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중 약 610여 점, 논문 중 5점 및 공동 소

장 필사본 약 80여 점을 온라인으로 제공

 ㅇ 현 도서관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디지털화 수행

 ㅇ 디지털화를 위해 V스캐너, 평판스캐너, 카메라 등 다양한 장비 활용

 

 ㅇ 책의 재질 및 훼손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연간 디지

털화 작업량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ㅇ‘E-Fimeris’(신문 디지털 컬렉션) : 신문 디지털화 프로젝트 / 신

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OCR(광학 문자 판독 장치)이라는 기술

을 이용하여 진행(연대순으로 정리된 27만여 페이지의 디지털 신

문을 검색)

3.4. 보존현황

 ㅇ 보존실은 3개의 영역으로 구성(화재에 대처하기 위함), 종이 및 

책을 보존하는 전문가 1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9명이 담당

그리스국립도서관 고서 스캔 그리스국립도서관 V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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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필사본 및 훼손 자료를 복원하는 것에 주력, 책 이외의 사

진이나 회화자료도 복원하고 있으나 대출로 인한 훼손이 많이 

발생

 ㅇ 보존실의 구조는 건설 당시 엔지니어들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건물 전체에 책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구역별 센터를 통해 관리

 ㅇ 질소 생성기를 통해 곰팡이 제거 작업을 실시 : 상태에 따라 며

칠에서 몇 개월을 소요됨, 빛에 의한 변색을 막기 위해 빛을 차

단하는 덮개를 사용

 ㅇ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화학제품보다는 천연원료를 사용해 소독 

실시, 질소 처리 이후 곰팡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보존처리 후 

반복적으로 확인1차 보존 작업 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재 저장

 ㅇ 종이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펜(잉크)에 의한 부식도 발생

 ㅇ 최근 책 상자를 제작․사용하여 책의 보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리스국립도서관 고서 보존처리1 그리스국립도서관 고서 보존처리 2



- 17 -

그리스도서관 서고 모빌랙 서가 그리스도서관 서고 소화시스템

 ㅇ 서고 환경은 코카 시스템을 사용하고 화재방지를 위해 가스를 사

용하다가 물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변경(소화를 위한 공기를 특정 

질소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됨)

 ㅇ 소장 마이크로필름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 스캐

너를 이용한 디지털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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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리스국립도서관 면담 주요내용

 ㅇ 참석자

   - Filippos Tsimpoflou(관장), Evi Stenfani(보좌관), George Stavratis(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Tsarouha, Ginni(Preservation Department) 등 6명

 ㅇ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국립도서관으로 

많은 전적이 정확히 이전 될 수 있었으며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넓은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훌륭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

 ㅇ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을 구축하였고, 연구자를 위

한 공간마련과 적극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료의 디지

털화를 통해 자원 보존과 공유에 힘쓰고 있음

 ㅇ 훼손된 종이 자료 복원 재료로 우리나라 한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시험해 볼 용의가 있으며, 국내 한지제작 전문 업체를 연결을 

원함

   - 보존 및 복원에 도서관 담당자의 업무교류 및 기술교류가 활성

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함

내 용 담당자

열람실, Stavros Niarchos Foundation 

Cultural Center 
Mr. Chrisostomides

 Special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특별 수집 및 보존 부서)

Mr. Stavratis

(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Mrs. Tsarouha & Ginni

(Preservation Department) 등
디지털화 부서

관장 면담
Tsimpoglou(관장),

Evi Stenfani(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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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서관 보존·복원실 우리나라 복원용 한지 소개

4. 그리스대사관 업무 협의

4.1. 그리스대사관 현황

 ㅇ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Athens Tower A' building, 

19th Floor, 2-4 Messogion Avenue, 115 27, Athens, Greece 

   - 연락처 : +30-210-698-4080/2, 민원실: 내선 18번

   - 이메일 : gremb@mofa.go.kr

 ㅇ 주요업무

  

정무 경제 홍보 기타

• 그리스 정부와의

  외교.교섭 

• 지역사정 조사.연구 

• 외교정보 수집 

• 수출.통상 진흥

  활동 

• 경제협력 

• 투자유치 활동

• 경제정보 수집

• 문화 외교정책 홍보 

• 문화.학술 및 체육 협력 

• 언론인, 청소년, 문화계 

인사의 인적교류 업무 

• 문화관계 자료 수집 

• 영사 

• 재외한인단체 지원

• 재외국민의 국적.호적 

및 병역 관련 업무 

• 사증발급 

• 영사관계 각종문서의 

확인 등 공증업무 

• 여권발급 

• 여행증명서 발급 

mailto:gremb@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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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리스 대사관 면담 주요내용

 ㅇ 참석자

   - 임수석 주그리스대한민국 대사, 윤다솔 3등 서기관 

 ㅇ 그리스 대사관과의 협력 사항

   - 그리스의 한국학 자료실 설치 및 그리스 대학, 연구 기관의 한국학 

관련 자료 지원(한국 고서의 영인본 제공)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그리스 내의 도서관 및 박물관 등 고서를 소장한 기관의 훼손자

료 복원 재료로 한국의 전통 한지를 홍보, 공급하여 한지의 우수

성을 알리고 문화교류로 수단으로 활용

   - 복원 전문가 및 고문헌 관리 전문가의 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수행

   -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그리스 젊은 세대를 위한 한국관련 문

화 자료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 필요

5. 비잔틴박물관 보존·복원기술 협의

5.1. 일반현황 

 ㅇ 주소 및 연락처

   - Leof. Vasilissis Sofias 22, Athina 106 75 그리스( byzantinemuseum.gr)

   - +30 21 3213 9517

 ㅇ 그리스의 국립 박물관 중 하나로 초기 기독교, 비잔틴, 중세, 후

기 비잔틴 및 비잔틴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획득, 보존, 보존, 기록, 문서, 연구, 출판 및 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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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틴박물관 전경

 ㅇ 비잔틴 박물관은 Black Canadians(아프리카계 캐나다인)이 그리스

에 헌정해서 현재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자료보존팀은 9개 분야(회화, 천, 목재, 성화 , 마블, 대리석, 종이 

등)로 구분되고 , 28명 직원 근무, 소장품은 30,000점 있으며, 종이

보존실에서 5,640점 관리 중

5.2. 보존·복원 현황

[자료보존원칙]

 ㅇ 보존의 기본적인 원칙은 책 보존할 때 가능하면 분해하지 않고 

그 상태로 두고 고치는 방법을 사용

 ㅇ 복원에 일본종이를 사용, 책 표지 나무를 버그가 갉아 먹은 경우

나무를 갈아서 버그를 제거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그 위에 종

이를 입힘

[자료복원현황]

 ㅇ 종이보존전문가 3명이 근무

 ㅇ 주로 보존처리 대상은 책, 사본, 성화를 준비하는 드래프트(draft)

도 유물로 봄

 ㅇ 벽화 규모로 만든 드래프트*가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은 오스트리아 

트리시오 유물로 가로 12m, 세로 8m 규모, 종이판으로 붙여 놓고, 



- 22 -

돌돌 말아놓은 것 

  *드래프트 : 동남아 제국의 성화 제작 방법으로 성화 만들기 전에 구멍을 뜷어 그 

위에 탄을 스며들게 해서 드래프트 만드는 방법으로, 구멍의 밀도가 

높아서 거의 인쇄 수준

 ㅇ 보르피로 복음서 코드가 있는데 양피지로 만든 작품으로 대부분 책의 

표지는 남아있고 내용은 전 세계 흩어져 있으며 매우 귀중한 작품

 ㅇ 9세기에 만든 작품으로 책의 제작방법이 매우 특이함, 비잔틴 스

타일 제작방법이라 부르고 겉표지는 나무로 만들고, 묶어놓은 부

분이 발라린이란 부분인데 영구성을 위해 튼튼하게 제작, 후기로 

갈수록 점점 내구성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짐

 

 ㅇ 출판용에 사용하는 양피지는 사산된 새끼 양의 가죽을 사용, 성장이 

안 된 양의 경우 털도 없고 가죽이 얇아 고급 종이로 제작 가능, 반짝 

거리는 질감을 얻기 위해 접착제와 돌을 활용하여 제작

 - 양피지의 경우 손이 가장 안전, 장갑을 끼면 찢어질 수 있음

 - 양피지의 특성은 습기가 높아지면 반짝거림이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쭈글쭈글해져 양피지의 보존 문제 때문에 전시에 유의함

5.3. 질의응답 내용

Q: 초기 종이가 나오기 전에 양피지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나?

A: 양피지 산업이 페르가몬 지역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양피지

비잔틴박물관 복원사례(고서) 비잔틴박물관 복원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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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hment)를 페르가몬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많은 양들이 어미의 뱃속

에서 사산되는 경우가 많아 질 좋은 양피지 책자를 얻을 수 있었다.

Q: 동판, 도장 이 현재 남아있나? 

A: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것은 남아있다.

Q: 부분복원하면서 복원부위가 일부 가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저희가 잃었다고 보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원칙 설정

을 잘해야 된다. 그냥 두면 여기는 읽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못 

읽는다. 복원 전후의 사진을 찍는다. 세계적으로 이건 새로운 과학이

기 때문에 연구가 되고 있다. 보존 적용방법이 후대에도 가역성이 가

능한 보존처리 방법을 하고 있다.

Q: 종이에 붙여진 테이프 분리 가능한가?

A: 테이프를 추정하는 재질이라면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세척제를 

사용한다. 

Q: 이 때 사용한 잉크가 어떤 잉크인가요?

A: 인쇄용 잉크였다. 구텐베르크 인쇄 이후 같은 종이로 사용하고 있

다. 화학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다.

Q: 제본하는데 특이한 방법이 있나?

A: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데 단순하게 

만들거나 매우 튼튼하게 만든다. 비교를 하자면 1787년에 만들어졌는

데, 그 전에 자료 보다 훨씬 더 훼손됐다.

Q: 소장 자료 중 종이가 바스러지는 현상은 없나?

A: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은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쉽게 망가

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원료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바스러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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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중앙 부분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종이가 

깨지지 않는다.

Q: 보존처리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하나?

A: 보존처리 작업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

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작업한다.

Q: 디지털 작업은 하고 있는가?

A: 책 전체를 디지털화 하지 않는다. 요청이 있을 경우 디지털화 하

고 보존을 했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고 있다.

ⅢⅢ  시사점 및 향후계획

1. 시사점

 ㅇ 베네치아기록보존소, Ca' Foscari 대학교수, 스위스 로잔공과대학 

등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산학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

구를 통한 훼손된 고문헌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학협력 복원기술개

발과 해외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 필요

 ㅇ 우리나라의 고대 언어(한문 등)와 중세한글 등으로 제작된 기록

문서를 현대어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기반이 매우 

미흡함

 ㅇ 일본의 전통 종이(화지)에 비교하여 한국 한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에 대한 한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업체연결)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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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계획

2.1. 국내 관련기관(원자력연구소 등) 조사 및 기술 협력

 ㅇ 문화체육관광부, 과기부, 국내 연구소 공동연구 협의

   - 과기부, 원자력 연구소 등 훼손자료 단층기술 접목방안 협의

 ㅇ 국내 단층촬영관련 업체, 전문가 등 기술관련 협의

   - 국내 연구소 협의(비파괴 검사기관, 의료영상기관, 정보통신 등)

 ㅇ 국내 문자인식 AI 업체와 번역프로그램 개발

   - 한자(초서체 등) 인식, 문장 속에서 뜻과 의미를 번역할 수 있는

     지능형 프로그램 개발

2.2. 해외 방문기관 협력 추진

 ㅇ 그리스 대사관 업무협력 추진

    - 그리스 국립도서관내 한국자료 보급 및 전시 등을 추진방안 마련

    - 한국 고문헌 영인본, 복원용 재료로 사용되는 한지 시편 제공

 ㅇ 국내 전통한지(복원용지) 유럽 공급 가능한 업체와 협력

    - 국내 전통한지 제작·공급업체와 이탈리아, 그리스 방문기관 연결

2.3. 국내 보존관련 기관과 조사된 보존·복원기술 공유

 ㅇ 자료보존기관(국가기록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자료관, 개인

소장가 등)과의 단층촬영 기술개발 공동연구 추진

 ㅇ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원 등 고문헌 보존

기관과의 번역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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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논문

  ㅇ 단층촬영 관련 발표 논문(네이처* 게재)  

   * 네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하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과학학술지

  ㅇ 웹사이트 : https://www.nature.com/articles/546341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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