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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들은 선현들의 숨결이 지금까

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역사의 발자국입니다. 옛 선인

들이 한발 한발 디뎌온 소중한 발자국들이 선명히 남아 현재의 우리들에게 계승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는 국보 7종 7,125책과 보물 26종 166책을 비롯하여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의궤 등을 

포함하여 소장자료 모두가 귀중한 우리의 기록유산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그동안 소장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끊

임없이 노력해 왔고 2011년부터는 보존과학기술에 기반한 ‘규장각고문헌보존수리・

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수리복원, 대체본 제작, 보

존관리의 세 영역에서 총 14개의 개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진행과정, 작업의 내용과 결과를 보존과학계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전통산업의 활

성화와 보존과학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문헌 보존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

여 소장 자료의 영구보존은 물론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의 재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

다. 본격적인 수리복원, 보존처리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 또한 많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 연구자들과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전통기술을 복

원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규장각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본 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를 비롯한 기반연구부 및 각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보

존관리사업위원회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추진에 수고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

다.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교내외 관계 부

처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역사기록을 영구보존하고자 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 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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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 수리복원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06월 07일 ~ 2011년 12월 10일

 Ⅱ. 대상유물 목록

구분 명칭 시대 수량 비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수리복원

1 십칠사찬고금통요 조선시대 1책 국보 제148호

2 승정원일기 조선시대 17책 국보 제303호

3 고려사절요 조선시대 7책 귀중본 도서

합계 : 25책

Ⅲ. 보존처리 방침

•  유물의 보존처리는 제작 당시의 형태를 기준으로 손상원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유물의 장

기적인 보존을 목표로 한다.

•  유물의 보존처리는 조사 - 해체 - 클리닝 - 결손부 보강 - 제책의 순으로 진행되며, 보존처리는 최

소한으로 실시하고, 전 과정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  유물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가역적이며 그 보존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  자문회의는 유물의 보존처리 기간 중 3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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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상유물의 보존처리 과정

1.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1) 해제1)

『사기(史記)』・『한서(漢書)』로부터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의 17정사(正史)에서 중요한 역

사적 사실들을 선별・요약하고 자신의 논평을 덧붙여 편찬한 책이다. 송나라 말~원나라 초에 활동했던 

학자 호일계(胡一桂, 1247~?)가 편찬하였으며, 원대(元代)의 학자 호창원(胡昌元, 생몰년 미상)이 교정(校

正)과 음주(音注)를 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쓴 서문(序文)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편찬하게 된 경위나 목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간행 사항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다만 호일계가 이 책을 지은 직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

는 대흥주씨(大興朱氏)의 원대 간본(刊本)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 판본이 청대(淸代) 건륭(乾隆) 연간

(1736~1795)에 간행된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사부(史部)-사평류(史評類)』에 수록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는 조선 태종(太宗) 연간인 1403년에 계미자(癸未字)로 간행되었는데, 전후 사정은 불분명하나 대흥

주씨(大興朱氏) 원간본(元刊本)을 저본으로 삼아서 간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17사(史)를 통사적(通史的)으로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의 역사적 지식을 토대

로 하여 거시적이고 분석적인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역사 흐름의 큰 줄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역

사 인식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고금(古今)의 흥망(興亡)과 치란(治亂)

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고 치밀한 논평(論評)을 가했다는 점에서 당대 사가(史家)의 모범으로 인정

받았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은 전체 17권 중에서 『당서(唐書)』 부분인 권16의 1책만 남아 있는 영본

(零本)으로, 1403년(태종 3)에 주조한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계미자로 간행된 극소수 판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다. 1973년 7월 10일에 국보 제148호로 지정되었다. 

1)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

2) 일반사항

처리 전 크기 18.9×25.7×1.5(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18.9×26×1.4(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35장 비고 표지 개장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원 표지 위에 덧붙어 있다.

・ 원 표지에는 묵서 된 책명이 보이는데 표면의 손상이 심하며 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 배접된 직물이 드러

난 상태이다.

・ 내지는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하며 판심 중앙이 마모되어 갈라져 있으며 하단부의 글씨도 표면 마모로 인

하여 희미해져 있다.

 

3)  손상상태

• 현재의 표지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안쪽에는 원 표지로 보이는 이전의 표지가 붙어 있다.

개장된 표지 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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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표지일 가능성이 있는 안쪽 표지의 표면은 먹으로 칠해져 있으며 그 위에 묵서로 된 책명이 보

인다.

•  표지의 표면은 마찰에 의한 손상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면직

물로 전체를 배접한 상태이다.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면직물이며, 분석 결과는 첨부문서에 기록

하였다.

•   종이표지가 결손된 부분과 면직물 위에 붙어 있는 부분의 강도 차이가 심하여 그 경계부분이 손

상될 확률이 높다.

•  원 표지의 뒷면은 묵서 된 종이를 재활용하여 배접되어 있으며, 그 위에 다시 종이가 덧대어져 있다.

앞표지의 뒷면 뒤표지의 뒷면

묵서 묵서 밑의 면직물

결손부위에 보이는 면직물 표지의 들뜸

• 책의 하단은 오랜 사용에 의하여 마모되고 접혀져 있으며 하단부의 종이가 매우 약해져 있다.

•  내지는 전체적으로 물얼룩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며, 판심 중앙이 마모되어 갈라져 있다. 갈라진 

내지 안쪽에 묵서가 있는 장도 있다.

하단의 손상 판심 하단의 마모

책장의 갈라짐

6번째 장의 안쪽 묵서 12번째 장의 안쪽 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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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2, 29, 30번째 장의 안쪽에서 묵서가 발견되었다. 자문회의 결과 책의 내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진 자료로만 남기고 본래의 형태대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12번째 장 뒷면의 묵서 29번째 장 뒷면의 묵서 30번째 장 뒷면의 묵서6번째 장 뒷면의 묵서

29번째 장의 안쪽 묵서 30번째 장의 안쪽 묵서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개장된 표지의 책 끈을 제거하자, 안쪽의 원 표지에도 책 끈으로 묶인 형태가 남아 있었다.

• 개장한 새 표지가 원 표지에 풀로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물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원 표지 표지의 들뜸

책장의 갈라짐 하단의 갈라짐

끈 해체  겉표지가 원 표지에 풀로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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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이 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으며, 10장 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내용 뒤에 첨부)

(4)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을 살짝 털면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5) 습식클리닝

•  유물을 석션 테이블(Suction Table)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서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건식클리닝

물을 사용하여 표지 분리 원 표지에 붙어있는 이물질 제거

(6) 보수용 종이 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 물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7) 짜깁기

•  유물과 같은 닥섬유로 제작한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결손부를 짜깁기하였다.

석션테이블을 이용한 습식클리닝

오리나무 열매 천연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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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조

•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수동프레스에 눌러 완전히 마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프레스의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게 하고 유물이 건조됨에 따라 그 강

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9) 표지 제작

•  원 표지는 개장된 표지 안쪽에 붙어 있었는데 종이 표지를 면직물로 배접한 상태였다. 이는 원 표지

의 손상이 심해 표지 뒷면에 전체적으로 면직물을 덧대어 보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 표

지 결손부는 면직물 1겹이고 표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종이표지와 면직물 2겹이므로, 그 경계부가 

다시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  2차 문화재 자문회의에서 원 종이 표지와 배접한 면직물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고, 종이 표지를 보

존처리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부 회의 결과 원형 

보존을 위해 표지는 보존처리 하지 않고 책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기로 하였다. 추후 명확한 보존

방침을 확립한 후에 보존처리 하는 것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흡수지를 교체하며 건조 수동식 프레스

결손부 짜깁기

•  현재 남아 있는 종이 표지는 손상이 심하고 면직물로 전체 배접되어 있어 원형을 추정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유물과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보물 제772-2호 『금

강경삼가해』(1482년)의 표지를 참고하였다. 이 표지의 문양은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1462년)와 흡사하였으므로 이미 제작된 능화판

을 이용하여 표지를 제작하였다.

•  종이는 전통식 외발 닥지를 도침하고 황벽, 치자, 오리나무열매, 도토리 등의 천연 염료로 염색한 후 

배접하였다.

•  염색하여 배접한 종이에 습기를 더하여 연화문의 능화판 위에 올려놓고 밀랍을 칠한 후 밀돌로 문질

러 표지를 제작하였다.

염색하기 염색지 건조

능화판 능화문

밀랍 칠하기 밀돌로 문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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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책끈 제작

• 유물의 책끈을 조사하였는데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새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  『고려사절요』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발견되어 분석한 결과, 견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참고하여 견실을 붉은 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작하였다.

(11)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 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책장을 정리하였다.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였는데 이때 책 구멍은 새로 뚫지 않고 기존의 자리에 종이 심을 박아 고정

하였다.

• 제작한 표지와 책끈을 이용하여 제책하였다.

(12) 마무리 및 보관

•  포갑(중성 매트지의 겉은 쪽염한 명주, 안쪽은 외발 닥지)을 제작하여 제책이 완료된 유물을 넣고, 

그 아래 중성 폴더에 이전 표지와 개장된 표지를 넣어 오동나무 상자 안에 함께 보관하였다.

수리 전 책끈 수리 후 책끈

종이심 박기 제책

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여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을 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Chain-line 간격이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로 표기하였다.

『십칠사찬고금통요』는 낱장 전체가 판심 부분이 마모되어 둘로 갈라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

여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발의 방향과 chain-line 간격은 일정한 편이고, 두께도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밀도는 0.3~0.5g/㎤ 정도로 나타났는데 훼손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

다.(책의 앞・뒤쪽이 가운데 부분에 비해 결손부위가 넓다.) 1寸(약 3.03cm)당 발수가 9~11개 정도인 굵은 

발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나무발이 아닌 억새발로 추정된다. 섬유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심하며, 

합지(合紙)가 아닌 홑지로 보인다. 훼손 부위가 적은 낱장의 밀도가 0.5g/㎤인 것으로 미루어 도침을 한 것

으로 짐작된다.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 25 37.4 0.09 2.56 × 정 9 27.38 0.30

11 25 37.4 0.07 3.26 2 정 11 34.87 0.50

21 25.4 37.4 0.09 3.13 2 정 10 32.95 0.37

31 25.4 37.4 0.1 3.13 2.4 정 11 32.86 0.33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

ㅁ자 포갑에 유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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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2)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으

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2)  L*값이 상승할수록 명도는 높아진다.

a*값이 (+)로 갈수록 적색, (-)로 갈수록 녹색에 가깝다.

b*값이 (+)로 갈수록 황색, (-)로 갈수록 청색에 가깝다.

십칠사찬고금통요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53.27

a* : 10.92

b* : 26.30

L* : 64.60

a* : 6.08

b* : 13.11

pH 6.40 7.55

2

색

도

L* : 56.46

a* : 10.15

b* : 29.30 

L* : 73.69

a* : 7.11

b* : 24.40

pH 6.56 7.12

➊

십칠사찬고금통요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52.86

a* : 10.61

b* : 26.58

L* : 79.75

a* :  4.76

b* : 22.05

pH 6.56 7.32

2

색

도

L* : 71.44

a* :  9.33

b* : 30.69

L* : 79.28

a* :  2.65

b* : 15.99

pH 6.17 6.95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2.56 25 × 37.4 0.30 27.3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3.26 25 × 37.4 0.50 34.87

십칠사찬고금통요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1.62

a* :  9.07

b* : 30.66

L* : 76.86

a* :  6.36

b* : 23.19

pH 6.54 7.18

2

색

도

L* : 64.96

a* :  8.93

b* : 27.23 

L* : 67.48

a* :  8.37

b* : 23.26

pH 6.33 6.65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3.13 25.4 × 37.4 0.37 32.95

십칠사찬고금통요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0.61

a* :  8.53

b* : 25.49

L* : 65.64 

a* :  7.99

b* : 21.96

pH 6.01 7.56

2

색

도

L* : 66.17

a* :  6.52

b* : 22.88

L* : 72.41

a* :  5.22

b* : 18.37

pH 6.23 7.22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3.13 25.4 × 37.5 0.33 32.86

*****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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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 해제3)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王命) 출납 내용, 왕에게 올려진 각종 보고 

내용, 승정원의 행정 사무, 왕실 의례(儀禮) 등에 관해 기록해 놓은 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초기 

세종대부터 편찬되었으나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는 16

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고종 31)까지 288년간의 일기 3,243책만 전해지고 있다. 인조대 이후에

도 이괄(李适)의 난과 여러 차례의 궁궐 화재 등으로 인해 『승정원일기』가 소실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춘방일기(春坊日記)』, 『일성록(日省錄)』, 『당후일기(堂後日記)』, 『조보(朝報)』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실

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을 보면 먼저 승정원의 주서(注書)들이 왕을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속기하여 초책(草冊)을 작성한 다음, 초책의 내용과 승정원을 거쳐간 각종 문서들의 내용들을 종합 정리

하여 일기를 작성하였다. 주서가 작성된 일기는 1개월 단위로 제책하여 승지(承旨)에게 보고하면, 승지가 

내용을 검토한 후 국왕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의례적인 내용으로, 날짜와 간

지(干支), 날씨, 해당 일에 근무한 승지와 주서의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는 승정원을 거쳐간 각종 

문서의 내용으로, 각 관청 및 개인이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 상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셋째는 국왕의 동

정 및 국왕이 신료들을 만나 국정을 논의한 내용으로, 주서의 초책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자료인 만큼 국왕의 동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자세하

며, 특히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내용,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보고서 등이 축약 없이 전문 그대로 수

록되어 있어 당시 국가 운영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에 실록을 편찬

할 때 기본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현재도 조선후기사 연구에 있어 1차적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 일반사항

보존처리 대상 『승정원일기』는 모두 17책으로, 표로 하면 다음과 같다.

vol. 세로(cm) 가로(cm) 연대 개장여부 장정

1 31 39 27.5 仁祖 8年(1630), 庚午, 崇禎 3 辛丑 改粧 5침

2 53 39 27.8 仁祖 14年(1636), 丙子, 崇禎 9 辛丑 改粧 5침

3 117 39.3 27.5 孝宗 1年(1650), 庚寅, 順治 7 辛丑 改粧 5침

4 212 38.7 27.5 顯宗 10年(1669), 己酉,  康熙 8 丁未 改粧 5침

5 215 38.8 27.3 顯宗 10年(1669), 己酉,  康熙 8 丁未 改粧 5침

6 216 38.7 27.3 顯宗 10年(1669), 己酉,  康熙 8 丁未 改粧 5침

3)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

vol. 세로(cm) 가로(cm) 연대 개장여부 장정

7 217 35.7 27.5 顯宗 10年(1669), 己酉,  康熙 8 丁未 改粧 5침

8 229 39.1 27.5 顯宗 13年(1672), 壬子, 康熙 11 기록 없음 5침

9 529 38.7 27.3 景宗 1年(1721), 辛丑, 康熙 60 기록 없음 5침

10 530 38.1 27.5 英祖 3年(1727), 丁未, 雍正 5 辛丑 改粧 5침

11 630 36.4 29.6 英祖 3年(1727), 丁未, 雍正 5 辛丑 改粧 4침

12 750 37.5 28.5 英祖 8年(1732), 壬子, 雍正 10 辛丑 改粧 4침

13 777 37.9 29.1 英祖 10年(1734), 甲寅, 雍正 12 辛丑 改粧 4침

14 1033 37.9 29.7 英祖 24年(1748), 戊辰, 乾隆 13 辛丑 改粧 4침

15 1326 37.9 27.5 英祖 48年(1772), 壬辰, 乾隆 37 辛丑 改粧 5침

16 1350 37.3 27.6 英祖 50年(1774), 甲午, 乾隆 39 辛丑 改粧 4침

17 1455 42 31.5 正祖 3年(1779), 己亥, 乾隆 44 辛丑 改粧 4침

 
책의 장정 형태는 4침 선장과 5침 선장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영조 3년(1727)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는 모두 5침 선장이며 이후에는 vol.1326 한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침 선장이다.

연대순에 따른 종이의 사용과 장정 형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① 승정원일기 vol.31

처리 전 크기 27.5×39×3(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3×39.1×3.6(cm) 연대 仁祖 8年(1630)

장수 142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 129, 143, 145, 146, 158, 159번째 장에 각각 붉은색 종이섬유가 붙어 있어 잉크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번질 우려가 있어 석션 테이블 위에서 습식클리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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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정원일기 vol.53 

③ 승정원일기 vol.117

처리 전 크기 27.8×39×4.6(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7×39.2×4.6(cm) 연대 仁祖 14年(1636)

장수 185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처리 전 크기 27.5×39.3×4(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6×39.2×4(cm) 연대 孝宗 1年(1650)

장수 146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뒷표지는 곰팡이에 의한 손상이 심하며 배접지와 직물이 분리되어 있다.

・뒷표지 직물 배접된 면에 글자가 쓰여 있다.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④ 승정원일기 vol.212

⑤ 승정원일기 vol.215

처리 전 크기 27.5×38.7×3.8(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2×38.9×3.2(cm) 연대 顯宗 10年(1669)

장수 140장 비고 丁未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앞표지 윗부분의 오염이 심하다.

・표지와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처리 전 크기 27.3×38.8×3.7(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4×38×3.3(cm) 연대 顯宗 10年(1669)

장수 131장 비고 丁未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앞표지 윗부분의 오염이 심하다.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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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승정원일기 vol.216 

⑦ 승정원일기 vol.217 

처리 전 크기 27.3×38.7×3.7(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3×38.9×3.9(cm) 연대 顯宗 10年(1669)

장수 144장 비고 丁未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내지에 곰팡이와 충해의 흔적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처리 전 크기 27.5×35.7×4(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5×35.6×3.7(cm) 연대 顯宗 10年(1669)

장수 160장 비고 丁未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내지에 곰팡이와 충해의 흔적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⑧ 승정원일기 vol.229

⑨ 승정원일기 vol.529

처리 전 크기 27.5×39.1×3.7(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5×38.8×3.7(cm) 연대 顯宗 13年(1672)

장수 148장 비고 개장 기록 없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 앞속지와 뒷속지가 감물을 칠한 종이다. 감물을 칠한 종이는 일본에서 주로 쓰던 것으로, 후대에 다시 붙

여진 것으로 보인다.

처리 전 크기 27.3×38.7×3.8(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3×39.5×3.4(cm) 연대 景宗 1年(1721)

장수 162장 비고 개장 기록 없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끈의 색이 다른 책들과는 달리 붉은 기운이 거의 없다.

・ 앞속지와 뒷속지가 감물을 칠한 종이로 되어 있다. 감물을 칠한 종이는 일본에서 주로 쓰던 것으로, 후대

에 다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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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승정원일기 vol.530

⑪ 승정원일기 vol.630

처리 전 크기 27.5×38.1×4.5(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4×38.6×4.2(cm) 연대 英祖 3年(1727)

장수 176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끈의 색이 다른 책들과는 달리 붉은 기운이 거의 없다.

・ 뒷속지가 감물을 칠한 종이이다. 감물을 칠한 종이는 일본에서 주로 쓰던 것으로, 후대에 다시 붙여진 것

으로 보인다.

처리 전 크기 29.6×36.4×4(cm) 장정 4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9.5×36.4×2.9(cm) 연대 英祖 3年(1727)

장수 94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종이심이 뒤쪽으로 묶여 있었다.

・표지와 내지에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⑫ 승정원일기 vol.750

⑬ 승정원일기 vol.777

처리 전 크기 28.5×37.5×5.5(cm) 장정 4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8.2×37.5×5.3(cm) 연대 英祖 8年(1732)

장수 163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에 충해가 심하다.

・내지에 곰팡이와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처리 전 크기 29.1×37.9×4(cm) 장정 4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9.1×37.5×3.1(cm) 연대 英祖 10年(1734)

장수 112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내지에 곰팡이와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52, 53번째 장에 책구멍 바깥쪽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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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승정원일기 vol.1033

⑮ 승정원일기 vol.1326

처리 전 크기 29.7×37.9×4.6(cm) 장정 4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9.8×38.3×4.4(cm) 연대 英祖 24年(1748)

장수 127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의 손상부위는 비슷한 재질로 덧대어 있었다.

・내지에 곰팡이와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제책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옆면의 글자가 어긋나 보인다.

처리 전 크기 27.5×37.9×4.6(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7.3×37.6×4.9(cm) 연대 英祖 48年(1772)

장수 180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의 손상부위는 비슷한 재질로 덧대어 있었다.

・내지에 곰팡이와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⑮ 승정원일기 vol.1350

⑮ 승정원일기 vol.1455

처리 전 크기 27.6×37.3×5.4(cm) 장정 4침 선장

처리후 크기 27.7×37.5×4.2(cm) 연대 英祖 50年(1774)

장수 183장 비고 辛丑 改粧

0.75

・뒷표지의 직물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내지에 곰팡이와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다.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6, 7번째 장의 오른쪽 한 면이 잘려나간 흔적이 있다.

처리 전 크기 31.5×42×4.6(cm) 장정 4침 선장

처리후 크기 31.6×42.3×3.9(cm) 연대 正祖 3年(1779)

장수 89장 비고 辛丑 改粧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 앞뒤 상단부에 물에 의한 손상이 심하며, 배접이 되어 있는 장도 있다. 

・ 충해가 심하여 수작업으로 짜깁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한다.

・ 물로 인하여 종이 섬유가 산성화 되고 곰팡이가 번식되었다.

・ 충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16

17



42 43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3) 손상 상태

• 표지는 오랜 사용에 의한 손상으로 물에 의한 손상, 곰팡이 발생, 충해에 의한 결실이 심하다.

• 배접지와 표지 직물을 접착하고 있는 접착제의 약화로 직물 표지가 분리되어 있다.

• 표지에 사용된 직물이 설치류, 곤충 등에 의해 결손되었다.

• 결손부를 뒤에서 덧대 짜깁기한 흔적이 보인다.

• 표지 주위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  승정원일기 vol.229, 529의 앞・뒤, vol.530의 뒤에 표지와 내지 사이의 속지로 감물 가공지가 사용

되었다. 감물 가공지는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던 것으로, 이 종이 역시 일제강점기에 들어간 것으

로 추정된다.

물에 의한 손상 충해

표지 직물의 결손부 결손부의 덧댐

• 물에 의한 얼룩이 있으며 곰팡이가 생긴 부분도 있었다.

•  수분에 오래 노출되어 바탕의 내지가 분말화되는 부분과 섬유가 손상되어 그 위의 먹글씨가 흐릿

해진 부분이 있었다.

•  손상이 심한 내지는 책장 전체가 배접되어 있었다.

•  책의 앞부분에 결손부가 많은 경우 내지와 배접지 사이에 소장인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소장인을 남기도록 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방침에 따라 소장인이 찍혀 있는 배접지 부

분을 유물과 같이 취급하였다.

전체적으로 배접됨 유물과 배접지에 연결된 소장인

속지로 사용된 감물 가공지

보라색 곰팡이 검은색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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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유물을 낱장 형태로 분리하였다. 

사진촬영

실 해체 낱장으로 분리

(3) 종이 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 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

정하여 기록하였다.

•  크리닝 전・후 산성도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내용 뒤에 첨부)

(4)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대부분 앞뒤 부분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표면 건식클리닝

산성도 측정 색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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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습식클리닝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습식클리닝 

하였다.

(6) 보수용 종이 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리

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염색 하였다.

(7) 짜깁기

•  유물은 충해 및 물리적 파손 등으로 결손부분이 있었는데 보관상의 문제로 책의 앞, 뒷면의 손상

이 특히 심했다. 충해로 인한 작은 결손부가 많았으며, 책의 묶임부는 조금 더 큰 결손 부분이 두

드러졌다. 

•  결손부의 짜깁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손부가 적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짜깁기하였고 

책의 앞뒤의 결손부가 많은 부분은 leaf-cast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습식클리닝

충해에 의한 결손

① 수작업으로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에 맞는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  전 수리 시 배접되어 있는 종이는 제거하였다.

•  유물에 따라서 책장이 곰팡이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종이 자체가 약화되었을 경우에는 짜

깁기 후 얇은 닥지(두께 0.01㎜)와 묽은 소맥전분풀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배접하였다. 

전 수리 시 사용된 배접지 제거

형태에 맞춰 보수용 종이 올 풀기 결손부에 맞게 붙이기

책장이 약한 부분은 얇은 닥지로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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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eaf-casting4)

•  충해가 많은 경우에 한해 leaf-casting으로 짜깁기하였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의 허가를 받아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leaf-casting 기기를 사용

하여 수리복원하였다.

•   leaf-casting은 통기성이 높은 한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책장 전체에 섬유를 흘리

지 않고 결손부에만 섬유를 흘리는 방법을 취해, 책장의 뒷면에 불필요한 닥섬유가 덮이지 않

도록 하였다.

4)  leaf-casting 기계를 이용하는 보존처리 방법은 원래의 재질과 물성이 비슷한 섬유를 흘려 결손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원본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적으로 균일하게 유물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방법인데 섬유와 물이 혼합된 용액을 

아래로 빨아들이면서 종이섬유를 손상된 부분에 보강하여 유물의 본지와 짜깁기된 부분의 두께 및 강도의 균형을 맞춰준

다. 종이가 습기로 인해 눌러 붙어 결실부가 많이 존재하는 양서와 한서에 두루 이용된다.

처리 전 전 수리 시의 배접지 제거

leaf-casting 망에 얹기 풀칠하기

leaf-casting 작동

*****

(8) 건조

•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수동프레스에 눌러 완전히 마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프레스의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게 하고 유물이 건조됨에 따라 그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9) 표지의 보존처리

•  표지 직물을 습식클리닝 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하였다. 

•  결실부를 메우기 위하여 임시 배접을 하였다. 임시 배접에는 가역성이 좋은 풀가사리5)풀과 레이온지

를 사용하였다.

•  표지 직물 섬유를 분석한 결과 마로 확인되었다. 여러 지방의 삼베를 현미경 사진으로 비교한 결과 

강원도 베가 유물과 가장 흡사하였으므로 강원도 삼베를 세척 후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흡수지를 교체하며 건조 수동식 프레스

5)  풀가사리(학명 : Gloiopeltis tenax, 鹿角菜, ふのり) : 해초의 일종으로 2월에서 4월에 걸쳐가 채취기이다. 물에 끓여 잘 

익혀 녹이면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가 졸화해 점액 상태가 된다. 이것은, 회반죽의 재료의 하나로서 이용되어 강한 벽

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접착력이 강하지 않아 접착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직물의 마무리용으로 사용된다.

Vol.212 앞표지 현미경 사진(×80) 짜집기용 강원도 삼베 현미경 사진(×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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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는 대부분이 책의 세로방향을 삼베의 식서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외는 vol.117, 229, 529

의 앞표지, vol.216, 530의 뒤표지이다. 책의 표지는 대부분 비슷한 조직을 나타냈다.

•   짜깁기용 삼베를 천연 염색하여 유물의 색과 비슷하게 맞추었다. 

•  유물 위에 OHP FILM과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결손부를 따라 그린 후 잘라냈다. 

•  잘라낸 조각을 결손부에 맞도록 풀가사리 풀로 붙여서 고정시켰다.

•  짜깁기가 끝난 후 닥지(국내산 닥 100%)와 소맥전분 새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  짜깁기한 부분에 색맞춤을 하였다.

결손부 짜깁기 전 결손부 모양에 맞게 자르기

재단된 짜깁기용 베 풀가사리 풀 칠하기

결손부에 맞게 붙이기 완성

(10) 책끈 제작

•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끈을 분석하였고, 마섬유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참고하여 마실을 붉은 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작하였다.

배접하기 색맞춤

해체 시 발견된 끈 조각의 현미경 사진

해체 시 발견된 끈 조각의 확대 사진

해체 시 발견된 끈 조각 실 염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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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하였다.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  vol.1033은 처리 전부터 제책이 순서대로 되어있지 않아 옆면의 글자가 어긋나 보인다.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내부회의 결과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정원일기 사이트를 참고하여 순서를 바로잡았다.

•  원래의 책 구멍대로 종이 심을 박아 내지를 고정하였다.

•  표지와 함께 마실로 제작한 책끈으로 제책하였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손상이 심한 도서번호표를 제거하고, 새로 제작하여 붙였다.

원래의 책구멍대로 다시 구멍을 뚫음 구멍에 종이심 넣기

처리 전 vol.1033의 책등

순서 맞춘 후 vol.1033의 책등

처리 전 vol.1033의 아랫면

순서 맞춘 후 vol.1033의 아랫면

종이심 묶기

망치로 두드리기 종이심 정리하기

제책 제책 마무리

제책 완성

도서번호표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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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vol.31과 vol.53은 전체를, 나머지는 10장당 1장 꼴로 샘

플링 하였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하거나 배접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발수나 chain-line 간격은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로 표기하였다.

『승정원일기』는 한 권 내에서 낱장의 크기와 발의 방향, chain-line 간격이 일정하고 두께와 밀도도 

고른 편이다. 발수가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종이를 떠

서 여러 번 합친 합지를 사용하여 도침을 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내지의 밀도는 낮게는 0.42에서 높게는 0.95까지 있었는데 대부분이 0.5 이상으로, 도침이 많이 된 종

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책은 연대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vol.630’부터 내지의 평균 두께가 이전보다 확연히 두꺼워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승정원일기 vol.31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8 51.6 0.13 9.23 × 정 16 47.07 0.36 번짐

6 38.8 53.2 0.07 12.54 2.3 정 11 60.75 0.87

7 38.5 53.3 0.08 11.72 2 정 13 57.11 0.71 

8 38.5 53.3 0.1 13.7 2.5 정 12 66.76 0.67 

9 38.6 53.1 0.1 14.81 2.2 정 12 72.26 0.72 

10 38.6 53.4 0.1 11.43 2 정 13 55.45 0.55 

11 38.6 53.2 0.09 12.57 2.5 정 13 1.21 0.68 

vol.777의 101번째 장 vol.215의 81번째 장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2 38.5 53.3 0.08 11.42 2.5 정 14 55.65 0.70 

13 38.6 54 0.1 14.36 2.5 정 13 68.89 0.69 

14 38.6 53.3 0.08 11.17 2.5 정 15 54.29 0.68 

15 38.6 53.4 0.1 14.48 2.5 정 12 70.25 0.70 

16 38.5 53.4 0.1 15.44 2.3 정 14 75.10 0.75 

17 38.6 53.3 0.1 14.71 2.5 정 11 71.50 0.71 

18 38.5 53.3 0.09 12.23 2.5 정 15 59.60 0.66 

19 38.6 53.3 0.13 15.52 2.6 정 13 75.44 0.58 

20 38.5 54.2 0.08 11.6 2 정 14 55.59 0.69 

21 38.6 54.2 0.09 14.44 2 정 18 69.02 0.77 

22 38.5 54.3 0.11 13.83 2 정 15 6.15 0.60 

23 38.5 54.3 0.11 13.63 2 정 12 65.20 0.59 

24 38.5 54.4 0.09 12.4 2 정 13 9.21 0.66 

25 38.6 54.3 0.1 14.67 2.2 정 13 69.99 0.70 

26 38.6 54.3 0.1 14.52 1.9 정 15 69.28 0.69 

27 38.6 54.1 0.08 12.25 2 정 18 58.66 0.73 

28 38.6 54.4 0.09 12.83 2.5 정 12 61.10 0.68 

29 38.6 54.2 0.1 14.75 2.3 정 14 70.50 0.71 

30 38.6 54.4 0.12 16.7 2.3 정 12 79.53 0.66 

31 38.5 54.3 0.08 12.52 2.5 정 12 59.89 0.75 

32 38.6 54.3 0.08 12.16 2.5 정 13 58.02 0.73 

33 38.6 54.4 0.07 11.66 2 정 16 55.53 0.79 

34 38.5 54.3 0.11 15.09 1.7 정 17 72.18 0.66 

35 38.5 54.3 0.08 11.89 1.9 정 11 56.87 0.71 

36 38.6 54.1 0.08 13.1 2.1 정 12 62.73 0.78 

37 38.5 54.4 0.08 11.4 2 정 11 54.43 0.68 

38 38.5 54.2 0.07 12.45 1.8 정 12 59.66 0.85 

39 38.5 54.3 0.08 12.11 2 정 12 57.93 0.72 

40 38.4 54.2 0.08 12.6 2 정 12 60.54 0.76 

41 38.4 54.3 0.1 12.9 2 정 11 61.87 0.62 

42 38.5 54.3 0.08 11.61 2 정 11 55.54 0.69 

43 38.5 54.4 0.08 11.23 2 정 12 53.62 0.67 

44 38.5 54.2 0.1 11.82 1.8 정 15 56.64 0.57 

45 38.5 54.3 0.09 11.45 1.8 정 17 54.77 0.61 

46 38.5 54.3 0.08 11.72 2.3 정 13 56.06 0.70 

47 38.5 54.4 0.08 14.59 2.2 정 3 69.66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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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48 38.5 54.4 0.09 12.1 2.2 정 12 57.77 0.64 

49 38.5 54.3 0.09 12.59 2.2 정 12 60.22 0.67 

50 38.5 54.2 0.09 12.44 2.3 정 15 59.62 0.66 

51 38.6 54.3 0.11 14.49 2.3 정 13 69.13 0.63 

52 38.6 54.3 0.11 14.86 2.3 정 13 70.90 0.64 

53 38.5 54.3 0.1 13.2 2.3 정 14 63.14 0.63 

54 38.5 54.2 0.1 13.2 2.5 정 11 63.26 0.63 

55 38.6 54.2 0.11 12.9 2.4 정 13 61.66 0.56 

56 38.5 54.2 0.1 13.48 2.2 정 12 64.60 0.65 

57 38.5 54.2 0.09 14.39 2 정 14 68.96 0.77 

58 38.5 54.2 0.09 12.21 1.8 정 14 58.51 0.65 

59 38.6 54.2 0.1 13.62 2.5 정 13 65.10 0.65 

60 38.5 54.2 0.11 14.13 2.2 정 16 67.71 0.62 

61 38.5 54.2 0.11 13.83 2.3 정 13 66.28 0.60 

62 38.5 54.2 0.09 12.48 2.3 정 15 59.81 0.66 

63 38.5 54.2 0.09 12.75 2.2 정 15 61.10 0.68 

64 38.5 54.1 0.07 11.78 2.2 정 15 56.56 0.81 

65 38.5 54.1 0.09 14.1 2.4 정 17 67.70 0.75 

66 38.6 54.2 0.08 11.92 2.3 정 14 56.98 0.71 

67 38.4 54.1 0.09 12.54 2.3 정 12 60.36 0.67 

68 38.5 54.1 0.12 14.37 2.3 정 13 68.99 0.57 

69 38.5 54 0.11 13.49 1.8 정 15 64.89 0.59 

70 38.4 54.1 0.1 12.89 2.4 정 16 62.05 0.62 

71 38.5 54 0.11 14.04 2.5 정 14 67.53 0.61 

72 38.5 54.1 0.15 13.28 2 정 16 63.76 0.43 

73 38.5 54.1 0.09 11.91 2 정 16 57.18 0.64 

74 38.6 53.5 0.11 14.03 2.3 정 15 67.94 0.62 

75 38.5 54 0.07 11.46 2 정 17 55.12 0.79 

76 38.5 54.1 0.08 10.97 2.7 정 13 52.67 0.66 

77 38.5 54.1 0.09 12.62 2 정 16 60.590 0.67 

78 38.4 54.1 0.1 14.16 2.1 정 16 68.16 0.68 

79 38.5 54.1 0.09 13.58 2.6 정 14 65.20 0.72 

80 38.4 54 0.09 12.49 2 정 13 60.23 0.67 

81 38.5 53.9 0.11 15.21 2 정 14 73.30 0.67 

82 38.5 53.9 0.09 12.74 2.2 정 15 61.39 0.68 

83 38.5 54 0.08 13.87 2 정 15 66.71 0.83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84 38.5 53.5 1.11 14.58 2.2 정 13 70.79 0.06 

85 38.5 54 0.08 12.48 2.4 정 13 60.03 0.75 

86 38.4 54 0.09 13.35 2.6 정 × 64.38 0.72 

87 38.5 54 0.1 13.78 2.4 정 13 66.28 0.66 

88 38.5 54 0.09 13.86 1.8 정 16 66.67 0.74 

89 38.5 53.9 0.07 10.5 2.5 정 13 50.60 0.72 

90 38.5 54 0.1 14.03 2.8 정 12 67.48 0.67 

91 38.5 53.9 0.1 12.02 2.7 정 12 7.92 0.58 

92 38.5 53.8 0.1 13.82 2.5 정 11 66.72 0.67 

93 38.5 54 0.08 11.6 2.8 정 11 55.80 0.70 

94 38.4 53.9 0.08 10.81 2.6 정 13 52.23 0.65 

95 38.5 53.8 0.1 13.4 2.5 정 12 64.69 0.65 

96 38.5 53.8 0.09 11.3 2.7 정 13 54.56 0.61 

97 38.5 53.9 0.13 16.94 2.4 정 14 81.63 0.63 

98 38.5 53.8 1.12 14.26 2.2 정 16 68.85 0.06 

99 38.5 53.9 0.08 11.81 2 정 14 56.91 0.71 

100 38.5 53.9 0.09 12.5 2.7 정 14 60.24 0.67 

101 38.5 53.8 1.12 15.06 2 정 14 72.71 0.06 

102 38.5 53.8 0.11 15.44 2.7 정 14 74.54 0.68 

103 38.5 54 0.1 11.74 1.8 정 13 56.47 0.56 

104 38.5 53.9 0.1 13.14 2.8 정 12 63.32 0.63 

105 38.6 54 0.1 13.93 2.8 정 13 66.83 0.67 

106 38.4 53.8 0.1 11.76 2.3 정 15 56.92 0.57 

107 38.5 53.9 0.08 12.74 2.3 정 13 61.39 0.77 

108 38.4 54 0.1 13.18 2.8 정 13 63.56 0.64 

109 38.5 53.7 0.07 9.27 2.1 정 16 44.84 0.64 

110 38.5 53.9 0.1 14.93 2.5 정 13 71.95 0.72 

111 38.5 53.9 0.1 12.82 2.7 정 14 61.78 0.62 

112 38.5 53.8 0.07 11.66 2.8 정 14 56.29 0.80 

113 38.5 53.8 0.1 13.25 2.5 정 13 63.97 0.64 

114 38.5 53.9 0.1 12.95 2.8 정 13 62.41 0.62 

115 38.5 53.7 0.12 17.85 2.5 정 15 86.34 0.72 

116 38.4 53.8 0.07 12.09 2.5 정 9 58.52 0.84 

117 38.4 53.8 0.07 12.28 2.4 정 9 59.44 0.85 

118 38.5 53.8 0.07 12.66 2.5 정 9 61.12 0.87 

119 38.3 53.8 0.09 13.98 2.5 정 14 67.8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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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20 38.4 53.8 0.06 9.92 2.5 정 12 48.02 0.80 

121 38.4 53.8 0.09 12.48 2.5 정 12 60.41 0.67 

122 38.5 53.9 0.09 13.98 2.5 정 14 67.37 0.75 

123 38.5 53.9 0.08 10.83 2.5 정 13 52.19 0.65 

124 38.4 53.9 0.08 11.98 2.7 정 13 57.88 0.72 

125 38.4 53.8 0.07 11.4 2.5 정 13 55.18 0.79 

126 38.6 53.9 0.06 9.77 2 정 17 46.96 0.78 

127 38.5 53.8 0.07 11.62 2.4 정 14 56.10 0.80 

128 38.5 53.9 0.09 13.32 2.3 정 15 64.19 0.71 

129 38.5 53.8 0.12 15.81 2.2 정 14 76.33 0.64 번짐

130 38.5 53.7 0.11 15.83 2.3 정 14 76.57 0.70 

131 38.5 53.8 0.09 14.28 2.3 정 15 68.94 0.77 

132 38.4 53.8 0.1 14.76 2.4 정 12 71.45 0.71 

133 38.4 53.8 1.11 14.27 2.4 정 14 69.07 0.06 

134 38.4 53.6 0.09 12.68 2.5 정 14 61.61 0.68 

135 38.4 53.7 0.09 12.88 2.6 정 13 62.46 0.69 

136 38.4 53.8 0.08 13.78 2.6 정 10 66.70 0.83 

137 38.4 53.4 0.11 17.55 2.2 정 × 85.59 0.78 

138 38.3 53.6 0.1 14.02 2.2 정 14 68.29 0.68 

139 38.4 53.6 0.08 12.66 2.4 정 15 61.51 0.77 

140 38.5 53.8 0.09 12.8 2.9 정 11 61.80 0.69 

141 38.4 53.7 0.11 13.83 2.3 정 13 67.07 0.61 

142 38.4 53.7 0.1 13.23 2.5 정 × 64.16 0.64 

143 38.4 53.7 0.08 12.3 × 정 12 59.65 0.75 번짐

144 38.5 53.6 0.08 11.93 1.8 정 15 57.81 0.72 

145 38.5 53.6 0.08 11.48 2.5 정 × 55.63 0.70 번짐

146 38.4 53.6 0.1 14.6 2.3 정 12 70.93 0.71 번짐

147 38.3 53.6 0.09 13 2.3 정 14 63.33 0.70 

148 38.4 53.6 0.08 12.81 2 정 17 62.24 0.78 

149 38.5 53.6 0.09 13.61 2.1 정 14 65.95 0.73 

150 38.4 53.6 0.1 13.53 2.2 정 16 65.74 0.66 

151 38.4 53.6 0.09 11.4 2 정 12 55.39 0.62 

152 38.5 53.5 0.08 9.23 2.2 정 12 44.81 0.56 

153 38.5 53.5 0.09 11.7 2.2 정 15 56.80 0.63 

154 38.4 53.6 0.07 11.12 2 정 14 54.03 0.77 

155 38.3 53.5 0.08 11.52 2.1 정 14 56.22 0.70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56 38.4 53.5 0.08 13.3 2 정 13 64.74 0.81 

157 38.5 53.5 0.09 13.01 2 정 13 63.16 0.70 

158 38.4 53.5 0.1 13.91 2 정 14 67.71 0.68 번짐

159 38.4 53.4 0.11 15.37 2.2 정 14 74.96 0.68 번짐

160 38.4 53.6 0.11 14.14 2.7 정 14 68.70 0.62 

161 38.4 53.6 0.1 13.85 2.1 정 16 67.29 0.67 

162 38.4 53.6 0.07 10.16 2.3 정 12 49.36 0.71 

163 38.4 53.5 0.1 17.27 2 정 13 84.06 0.84 

164 38.4 53.4 0.12 16.2 × 정 × 79.00 0.66 

165 38.3 53.4 0.12 14.67 2.3 정 12 71.73 0.60 

166 38.3 53.3 0.11 14.73 1.9 정 13 72.16 0.66 

167 38.3 53.2 0.1 13.48 × 정 66.16 0.66 

168 38.3 53.5 0.1 13.86 2.8 정 14 67.64 0.68 

169 38.3 53.5 0.1 13.53 2.5 정 13 66.03 0.66 

170 38.4 53.4 0.09 11.24 2.5 정 13 54.81 0.61 

171 38.4 53.5 0.1 13.76 2.5 정 12 66.98 0.67 

172 38.4 53.3 0.08 12.92 2.5 정 14 63.13 0.79 

173 38.4 53.4 0.1 13.57 2 정 13 66.18 0.66 

174 38.3 53.3 0.1 14.48 2.7 정 12 70.93 0.71 

뒷속지 38.1 52 0.11 8.61 1.5 정 17 43.46 0.40 

② 승정원일기 vol.53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8 51.6 0.13 9.23 2 정 16 47.07 0.36 번짐

1 38.5 54 0.14 16.16 2.5 정 × 77.73 0.56 배접

2 38.3 53.1 0.1 15.3 2.3 정 × 75.23 0.75 배접

3 38.5 53.1 0.11 15.2 1.9 정 13 74.35 0.68 덧댐

4 38.6 53.3 0.09 11.95 2.5 정 14 58.08 0.65 

5 38.4 53.4 0.08 11.3 2.3 정 14 55.11 0.69 덧댐

6 38.8 53.2 0.07 12.54 2 정 11 60.75 0.87 

7 38.5 53.3 0.08 11.72 2.5 정 13 57.11 0.71 

8 38.5 53.3 0.1 13.7 2.2 정 12 66.76 0.67 

9 38.6 53.1 0.1 14.81 2 정 12 72.26 0.72 

10 38.6 53.4 0.1 11.43 2.5 정 13 55.45 0.55 

11 38.6 53.2 0.09 12.57 2.5 정 13 61.21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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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2 38.5 53.3 0.08 11.42 2.5 정 14 55.65 0.70 

13 38.6 54 0.1 14.36 2.5 정 13 68.89 0.69 

14 38.6 53.3 0.08 11.17 2.5 정 15 54.29 0.68 

15 38.6 53.4 0.1 14.48 2 정 12 70.25 0.70

16 38.5 53.4 0.11 13.83 2 정 15 6.15 0.60 

17 38,5 53.3 0.1 14.71 2.5 정 11 71.50 0.71

18 38.6 53.3 0.09 12.23 2.5 정 15 59.60 0.66 

19 38.5 53.3 0.13 15.52 2.6 정 13 75.44 0.58 

20 38.6 54.2 0.08 11.6 2 정 14 55.59 0.69 

21 38.5 54.2 0.09 14.44 2 정 18 69.02 0.77 

22 38.6 54.3 0.11 13.83 2 정 15 66.15 0.60 

23 38.5 54.3 0.11 13.63 2 정 12 65.20 0.59 

24 38.5 54.4 0.09 12.4 2 정 13 59.21 0.66 

25 38.5 54.3 0.1 14.67 2.2 정 13 69.99 0.70 

26 38.6 54.3 0.1 14.52 1.9 정 15 69.28 0.69 

27 38.6 54.1 0.08 12.25 2 정 18 58.66 0.73 

28 38.6 54.4 0.09 12.83 2.5 정 12 61.10 0.68 

29 38.6 54.2 0.1 14.75 2.3 정 14 70.50 0.71 

30 38.6 54.4 0.12 16.7 2.3 정 12 79.53 0.66 

31 38.5 54.3 0.08 12.52 2.5 정 12 59.89 0.75 

32 38.6 54.3 0.08 12.16 2.5 정 13 58.02 0.73 

33 38.6 54.4 0.07 11.66 2 정 16 55.53 0.79 

34 38.5 54.3 0.11 15.09 1.7 정 17 72.18 0.66 

35 38.5 54.3 0.08 11.89 1.9 정 11 56.87 0.71 

36 38.6 54.1 0.08 13.1 2.1 정 12 62.73 0.78 

37 38.5 54.4 0.08 11.4 2 정 11 54.43 0.68 

38 38.5 54.2 0.07 12.45 1.8 정 12 59.66 0.85 

39 38.5 54.3 0.08 12.11 2 정 12 57.93 0.72 

40 38.4 54.2 0.08 12.6 2 정 12 60.54 0.76 

41 38.4 54.3 0.1 12.9 2 정 11 61.87 0.62 

42 38.5 54.3 0.08 11.61 2 정 11 55.54 0.69 

43 38.5 54.4 0.08 11.23 2 정 12 53.62 0.67 

44 38.5 54.2 0.1 11.82 1.8 정 15 56.64 0.57 

45 38.5 54.3 0.09 11.45 1.8 정 17 54.77 0.61 

46 38.5 54.3 0.08 11.72 2.3 정 13 56.06 0.70 

47 38.5 54.4 0.08 14.59 2.2 정 13 69.66 0.87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48 38.5 54.4 0.09 12.1 2.2 정 12 57.77 0.64 

49 38.5 54.3 0.09 12.59 2.2 정 12 60.22 0.67 

50 38.5 54.2 0.09 12.44 2.3 정 15 59.62 0.66 

51 38.6 54.3 0.11 14.49 2.3 정 13 69.13 0.63 

52 38.6 54.3 0.11 14.86 2.3 정 13 70.90 0.64 

53 38.5 54.3 0.1 13.2 2.3 정 14 63.14 0.63 

54 38.5 54.2 0.1 13.2 2.5 정 11 63.26 0.63 

55 38.6 54.2 0.11 12.9 2.4 정 13 61.66 0.56 

56 38.5 54.2 0.1 13.48 2.2 정 12 64.60 0.65 

57 38.5 54.2 0.09 14.39 2 정 14 68.96 0.77 

58 38.5 54.2 0.09 12.21 1.8 정 14 58.51 0.65 

59 38.6 54.2 0.1 13.62 2.5 정 13 65.10 0.65 

60 38.5 54.2 0.11 14.13 2.2 정 16 67.71 0.62 

61 38.5 54.2 0.11 13.83 2.3 정 13 66.28 0.60 

62 38.5 54.2 0.09 12.48 2.3 정 15 59.81 0.66 

63 38.5 54.2 0.09 12.75 2.2 정 15 61.10 0.68 

64 38.5 54.1 0.07 11.78 2.2 정 15 56.56 0.81 

65 38.5 54.1 0.09 14.1 2.4 정 17 67.70 0.75 

66 38.6 54.2 0.08 11.92 2.3 정 14 56.98 0.71 

67 38.4 54.1 0.09 12.54 2.3 정 12 60.36 0.67 

68 38.5 54.1 0.12 14.37 2.3 정 13 68.99 0.57 

69 38.5 54 0.11 13.49 1.8 정 15 64.89 0.59 

70 38.4 54.1 0.1 12.89 2.4 정 16 62.05 0.62 

71 38.5 54 0.11 14.04 2.5 정 14 67.53 0.61 

72 38.5 54.1 0.15 13.28 2 정 16 63.76 0.43 

73 38.5 54.1 0.09 11.91 2 정 16 57.18 0.64 

74 38.6 53.5 0.11 14.03 2.3 정 15 67.94 0.62 

75 38.5 54 0.07 11.46 2 정 17 55.12 0.79 

76 38.5 54.1 0.08 10.97 2.7 정 13 52.67 0.66 

77 38.5 54.1 0.09 12.62 2 정 16 60.59 0.67 

78 38.4 54.1 0.1 14.16 2.1 정 16 68.16 0.68 

79 38.5 54.1 0.09 13.58 2.6 정 14 65.20 0.72 

80 38.4 54 0.09 12.49 2 정 13 60.23 0.67 

81 38.5 53.9 0.11 15.21 2 정 14 73.30 0.67 

82 38.5 53.9 0.09 12.74 2.2 정 15 61.39 0.68 

83 38.5 54 0.08 13.87 2 정 15 66.71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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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84 38.5 53.5 1.11 14.58 2.2 정 13 70.79 0.06 

85 38.5 54 0.08 12.48 2.4 정 13 60.03 0.75 

86 38.4 54 0.09 13.35 2.6 정 × 64.38 0.72 

87 38.5 54 0.1 13.78 2.4 정 13 66.28 0.66 

88 38.5 54 0.09 13.86 1.8 정 16 66.67 0.74 

89 38.5 53.9 0.07 10.5 2.5 정 13 50.60 0.72 

90 38.5 54 0.1 14.03 2.8 정 12 67.48 0.67 

91 38.5 53.9 0.1 12.02 2.7 정 12 57.92 0.58

92 38.5 53.8 0.1 13.82 2.5 정 11 66.72 0.67 

93 38.5 54 0.08 11.6 2.8 정 11 55.80 0.70 

94 38.4 53.9 0.08 10.81 2.6 정 13 52.23 0.65 

95 38.5 53.8 0.1 13.4 2.5 정 12 64.69 0.65 

96 38.5 53.8 0.09 11.3 2.7 정 13 54.56 0.61 

97 38.5 53.9 0.13 16.94 2.4 정 14 81.63 0.63 

98 38.5 53.8 1.12 14.26 2.2 정 16 68.85 0.06 

99 38.5 53.9 0.08 11.81 2 정 14 56.91 0.71 

100 38.5 53.9 0.09 12.5 2.7 정 14 60.24 0.67 

101 38.5 53.8 1.12 15.06 2 정 14 72.71 0.70 

102 38.5 53.8 0.11 15.44 2.7 정 14 74.54 0.68 

103 38.5 54 0.1 11.74 1.8 정 13 56.47 0.56 

104 38.5 53.9 0.1 13.14 2.8 정 12 63.32 0.63 

105 38.6 54 0.1 13.93 2.8 정 13 66.83 0.67 

106 38.4 53.8 0.1 11.76 2.3 정 15 56.92 0.57 

107 38.5 53.9 0.08 12.74 2.3 정 13 61.39 0.77 

108 38.4 54 0.1 13.18 2.8 정 13 63.56 0.64 

109 38.5 53.7 0.07 9.27 2.1 정 16 44.84 0.64 

110 38.5 53.9 0.1 14.93 2.5 정 13 71.95 0.72 

111 38.5 53.9 0.1 12.82 2.7 정 14 61.78 0.62 

112 38.5 53.8 0.07 11.66 2.8 정 14 56.29 0.80 

113 38.5 53.8 0.1 13.25 2.5 정 13 63.97 0.64 

114 38.5 53.9 0.1 12.95 2.8 정 13 62.41 0.62 

115 38.5 53.7 0.12 17.85 2.5 정 15 86.34 0.72 

116 38.4 53.8 0.07 12.09 2.5 정 9 58.52 0.84 

117 38.4 53.8 0.07 12.28 2.4 정 9 59.44 0.85 

118 38.5 53.8 0.07 12.66 2.5 정 9 61.12 0.87 

119 38.3 53.8 0.09 13.98 2.5 정 14 67.85 0.75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20 38.4 53.8 0.06 9.92 2.5 정 12 48.02 0.80 

121 38.4 53.8 0.09 12.48 2.5 정 12 60.41 0.67 

122 38.5 53.9 0.09 13.98 2.5 정 14 67.37 0.75 

123 38.5 53.9 0.08 10.83 2.5 정 13 52.19 0.65 

124 38.4 53.9 0.08 11.98 2.7 정 13 57.88 0.72 

125 38.4 53.8 0.07 11.4 2.5 정 13 55.18 0.79 

126 38.6 53.9 0.06 9.77 2 정 17 46.96 0.78 

127 38.5 53.8 0.07 11.62 2.4 정 14 56.10 0.80 

128 38.5 53.9 0.09 13.32 2.3 정 15 57.81 0.71 

129 38.5 53.8 0.12 15.81 2.2 정 14 55.63 0.64 번짐

130 38.5 53.7 0.11 15.83 2.3 정 14 70.93 0.70 

131 38.5 53.8 0.09 14.28 2.3 정 15 63.33 0.77 

132 38.4 53.8 0.1 14.76 2.4 정 12 62.24 0.71 

133 38.4 53.8 1.11 14.27 2.4 정 14 65.95 0.06 

134 38.4 53.6 0.09 12.68 2.5 정 14 65.74 0.68 

135 38.4 53.7 0.09 12.88 2.6 정 13 55.39 0.69 

136 38.4 53.8 0.08 13.78 2.6 정 10 44.81 0.83 

137 38.4 53.4 0.11 17.55 2.2 정 × 56.80 0.78 

138 38.3 53.6 0.1 14.02 2.2 정 14 54.03 0.68 

139 38.4 53.6 0.08 12.66 2.4 정 15 56.22 0.77 

140 38.5 53.8 0.09 12.8 2.9 정 11 64.74 0.69 

141 38.4 53.7 0.11 13.83 2.3 정 13 63.16 0.61 

142 38.4 53.7 0.1 13.23 2.5 정 × 67.71 0.64 

143 38.4 53.7 0.08 12.3 × 정 12 74.96 0.75 번짐

144 38.5 53.6 0.08 11.93 1.8 정 15 68.70 0.72 

145 38.5 53.6 0.08 11.48 2.5 정 × 67.29 0.70 번짐

146 38.4 53.6 0.1 14.6 2.3 정 12 49.36 0.71 번짐

147 38.3 53.6 0.09 13 2.3 정 14 84.06 0.70 

148 38.4 53.6 0.08 12.81 2 정 17 79.00 0.78 

149 38.5 53.6 0.09 13.61 2.1 정 14 71.73 0.73 

150 38.4 53.6 0.1 13.53 2.2 정 16 65.74 0.66 

151 38.4 53.6 0.09 11.4 2 정 12 55.39 0.62 

152 38.5 53.5 0.08 9.23 2.2 정 12 44.81 0.56 

153 38.5 53.5 0.09 11.7 2.2 정 15 56.80 0.63 

154 38.4 53.6 0.07 11.12 2 정 14 54.03 0.77 

155 38.3 53.5 0.08 11.52 2.1 정 14 56.22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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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56 38.4 53.5 0.08 13.3 2 정 13 64.74 0.81 

157 38.5 53.5 0.09 13.01 2 정 13 63.16 0.70 

158 38.4 53.5 0.1 13.91 2 정 14 67.71 0.68 번짐

159 38.4 53.4 0.11 15.37 2.2 정 14 74.96 0.68 번짐

160 38.4 53.6 0.11 14.14 2.7 정 14 68.70 0.62 

161 38.4 53.6 0.1 13.85 2.1 정 16 67.29 0.67 

162 38.4 53.6 0.07 10.16 2.3 정 12 49.36 0.71 

163 38.4 53.5 0.1 17.27 2 정 13 84.06 0.84 

164 38.4 53.4 0.12 16.2 × 정 × 79.00 0.66 

165 38.3 53.4 0.12 14.67 2.3 정 12 71.73 0.60 

166 38.3 53.3 0.11 14.73 1.9 정 13 72.16 0.66 

167 38.3 53.2 0.1 13.48 × 정 66.16 0.66 

168 38.3 53.5 0.1 13.86 2.8 정 14 67.64 0.68 

169 38.3 53.5 0.1 13.53 2.5 정 13 66.03 0.66 

170 38.4 53.4 0.09 11.24 2.5 정 13 54.81 0.61 

171 38.4 53.5 0.1 13.76 2.5 정 12 66.98 0.67 

172 38.4 53.3 0.08 12.92 2.5 정 14 63.13 0.79 

173 38.4 53.4 0.1 13.57 2 정 13 66.18 0.66 

174 38.3 53.3 0.1 14.48 2.7 정 12 70.93 0.71 

175 38.3 53.2 0.09 12.8 2.1 정 15 62.82 0.70 덧댐

176 38.3 53.3 0.11 15.73 × 정 18 77.06 0.70 덧댐

177 38.5 53.2 0.11 15.08 2 정 17 73.63 0.67 덧댐

178 38.3 53.3 0.08 11.65 2.3 정 12 57.07 0.71 덧댐

179 38.3 53.2 0.11 14.87 2.8 정 × 72.98 0.66 

180 38.3 53.3 0.1 13.76 2 정 16 67.41 0.67 덧댐

181 38.3 54.2 0.1 13.25 2 정 16 63.83 0.64 덧댐

182 38.2 53.1 0.1 14.83 2 정 16 73.11 0.73 덧댐

183 38.3 53.2 0.15 17.53 1.8 정 15 86.03 0.57 배접

184 38.2 53.1 0.17 17.93 2.2 정 14 88.39 0.52 배접

185 38.2 53.1 0.18 16.59 2.3 정 × 81.79 0.45 배접

뒷속지 38.1 52 0.11 8.61 1.5 정 17 43.46 0.40 

③ 승정원일기 vol. 117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8 51.7 0.08 6.76 1.5 정 15 34.41 0.43 

1 38.4 54.2 0.16 17.83 2 정 × 85.67 0.54 덧댐

11 38.6 54.1 0.1 14.4 2.3 정 14 68.96 0.69 

21 38.6 54.2 0.09 11.3 2 정 14 54.01 0.60 

31 38.5 54.2 0.08 11.85 2 정 13 56.79 0.71 

41 38.5 54 0.1 12.33 2.2 정 13 59.31 0.59 

51  38.6 54 0.1 11.13 2.3 정 13 53.40 0.53 

61 38.6 54 0.08 12.32 2.3 정 12 59.11 0.74 

71 38.5 54.1 0.07 10.07 2.5 정 13 48.35 0.69 

81 38.5 54 0.07 10.4 2.3 정 13 50.02 0.71 

91 38.5 54 0.07 9.39 2.2 정 12 45.17 0.65 

101 38.5 54 0.08 13.2 2.3 정 12 63.49 0.79 

111 38.5 53.9 0.08 11.21 2.2 정 13 54.02 0.68 

121 38.4 54 0.06 9.2 2.3 정 13 44.37 0.74 

131 38.4 54 0.07 11.48 2.3 정 13 55.36 0.79 

141 38.4 53.9 0.13 17.75 2.3 정 15 85.76 0.66 

뒷속지 38.4 52.2 0.1 6.67 1.6 정 16 33.28 0.33 

 

④ 승정원일기 vol.212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8.2 52.7 0.09 7.52 1.3 정 15 37.35 0.42 

31 38.5 54.5 0.08 9.67 2.3 정 15 46.09 0.58 

41 38.5 54.5 0.09 12.85 1.7 정 15 61.24 0.68 

51 38.4 54.5 0.07 8.97 1.7 정 14 42.86 0.61 

61 38.5 54.4 0.07 8.57 1.7 정 15 40.92 0.58 

71 38.5 54.5 0.09 9.7 2 정 14 46.23 0.51 

81 38.5 54.6 0.07 8.59 2 정 16 40.86 0.58 

91 38.4 54.5 0.09 9.43 1.5 정 15 45.06 0.50 

101 38.4 54.5 0.1 11.14 2.4 정 16 53.23 0.53 

111 38.4 54.6 0.07 9.43 1.5 정 16 44.98 0.64 

121 38.4 54.6 0.09 10.29 2.2 정 15 49.08 0.55 

131 38.4 54.5 0.05 7.68 1.8 정 16 36.70 0.73 

뒷속지 37.3 52.6 0.11 7.88 1.3 정 16 40.16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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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승정원일기 vol.215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8.1 53.2 0.11 10.77 × 정 16 53.13 0.48 

1 38.4 54.4 0.07 8.31 2.3 정 12 39.78 0.57 

11 38.6 54.4 0.07 9.44 1.7 정 16 44.96 0.64 

21 38.5 54.6 0.08 9.61 2.3 정 12 45.72 0.57 

31 38.6 54.5 0.1 12.62 1.7 정 15 59.99 0.60 

41 38.6 54.6 0.07 9.74 2.3 정 12 46.21 0.66 

51 38.5 54.5 0.07 9.14 1.7 정 15 43.56 0.62 

61 38.6 54.6 0.09 11.85 2.2 정 12 56.23 0.62 

71 38.6 54.6 0.07 9.3 2.2 정 14 44.13 0.63 

81 38.5 54.5 0.08 10.64 2.2 정 14 50.71 0.63 

91 38.6 54.6 0.08 9.05 2.3 정 14 42.94 0.54 

101 38.6 54.5 0.09 11.15 2.1 정 12 53.00 0.59 

111 38.6 54.5 0.08 9.71 2.3 정 13 46.16 0.58 

121 38.4 54.4 0.15 16.22 2.2 정 12 77.65 0.52 배접

131 38.4 54.1 0.15 16.11 2.2 정 12 77.55 0.52 배접

 

⑥ 승정원일기 vol.216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8 53 0.09 7.05 1.2 정 16 35.00 0.39 

11 38.7 54.3 0.09 9.9 2.2 정 11 47.11 0.52 

21 38.7 54.3 0.08 11.4 2.5 정 12 54.25 0.68 

31 38.6 54.4 0.07 10.71 2 정 12 51.00 0.73 

41 38.6 54.4 0.09 12.31 2.3 정 16 58.62 0.65 

51 38.6 54.3 0.07 11.29 2.2 정 15 53.87 0.77 

61 38.6 54.4 0.07 8.58 2.3 정 14 40.86 0.58 

71 38.6 54.2 0.09 11.55 2.2 정 15 55.21 0.61 

81 38.6 54.3 0.06 10.31 2.5 정 13 49.19 0.82 

91 38.5 54.1 0.07 10.06 2.5 정 13 48.30 0.69 

101 38.6 54.3 0.06 10.68 2.3 정 13 50.95 0.85 

111 38.5 54.3 0.06 9.76 2.2 정 11 46.69 0.78 

121 38.5 54.3 0.08 10.48 2.2 정 14 50.13 0.63 

131 38.6 54.2 0.08 11.84 2.3 정 13 56.59 0.71 

 

⑦ 승정원일기 vol.217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4.4 53.1 0.11 7.68 1.5 정 14 42.04 0.38 

1 35.1 54.3 0.12 14.17 2.3 정 12 74.35 0.62 

11 35.3 54.7 0.08 9.86 2.2 정 14 51.06 0.64 

21 35.3 54.8 0.07 9.85 2.2 정 11 50.92 0.73 

31 35.3 43.7 0.08 8.78 2.2 정 13 56.92 0.71 

41 35.3 54.7 0.08 9.22 2.2 정 13 47.75 0.60 

51 35.3 54.9 0.08 11.55 2.2 정 12 59.60 0.74 

61 35.2 54.8 0.08 9.6 2.2 정 13 49.77 0.62 

71 35.2 54.8 0.08 11.82 2.2 정 13 61.28 0.77 

81 35.2 54.8 0.08 10.21 2 정 13 52.93 0.66 

91 35.2 54.7 0.07 10.5 2.2 정 14 54.53 0.78 

101 35.2 54.8 0.07 11.1 2.2 정 12 57.54 0.82 

111 35.2 54.6 0.08 10.45 2.2 정 15 54.37 0.68 

121 35.2 54.6 0.08 11.36 2.2 정 14 59.11 0.74 

131 35.1 54.6 0.08 7.44 2.2 정 13 38.82 0.49 

141 35.1 54.8 0.06 7.88 2.3 정 13 40.97 0.68 

151 35 54.7 0.08 10.12 2.3 정 14 52.86 0.66 

뒷속지 34.5 53.2 0.11 7.13 1.5 정 16 38.85 0.35 

⑧ 승정원일기 vol.229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21 38.5 53.8 0.09 14.12 1.7 정 13 68.17 0.76 

31 38.5 53.6 0.09 11.09 2.3 정 14 53.74 0.60 

41 38.5 53.6 0.06 9.59 1.5 정 14 46.47 0.77 

51 38.5 53.5 0.09 12.55 2 정 13 60.93 0.68 

71 38.5 53.3 0.08 12.16 2.5 정 12 59.26 0.74 

81 38.5 53.2 0.08 13.16 1.7 정 14 64.25 0.80 

91 38.5 53.3 0.06 7.92 2.3 정 17 38.60 0.64 

101 38.5 53.2 0.06 8.24 2 정 15 40.23 0.67 

111 38.5 53.3 0.08 9.74 2 정 14 47.46 0.59 

121 38.5 53.1 0.08 10.65 2 정 14 52.09 0.65 

131 38.5 52.9 0.07 10.8 2 정 13 53.03 0.76 

141 38.4 52.7 0.08 11.24 2.5 정 13 55.54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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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승정원일기 vol.529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21 38.6 54 0.07 12.07 2.3 정 13 57.91 0.83 

31 38.6 54 0.08 12.76 2.3 정 15 61.22 0.77 

41 38.6 54 0.06 10.68 2.3 정 13 51.24 0.85 

51 38.6 54 0.06 8.54 2.3 정 14 40.97 0.68 

61 38.6 54 0.05 9.94 2.3 정 15 47.69 0.95 

71 38.6 54 0.08 12.09 2.3 정 13 58.00 0.73 

81 38.7 54 0.08 11.26 2.2 정 12 53.88 0.67 

91 38.7 54.1 0.08 11.5 2.3 정 13 54.93 0.69 

101 38.7 54.1 0.09 14.08 2.2 정 13 67.25 0.75 

111 38.7 54.1 0.07 10.96 2.2 정 15 52.35 0.75 

121 38.7 54.2 0.07 9.34 2.1 정 13 44.53 0.64 

131 38.6 54.2 0.07 10.74 2.2 정 15 51.34 0.73 

141 38.7 54.2 0.07 11.77 2.1 정 11 56.11 0.80 

 

⑩ 승정원일기 vol.530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7.8 53.3 0.12 10.14 1.5 정 13 50.33 0.42 

11 38.2 54 0.11 12.64 2.2 정 13 61.28 0.56 덧댐

21 38.3 54.2 0.08 9.83 2.3 정 13 47.35 0.59 덧댐

31 38.3 54.3 0.11 13.97 2.7 정 13 67.17 0.61 

41 38.2 54 0.09 14.38 2.2 정 14 69.71 0.77 덧댐

51 38.2 54.3 0.1 14.03 2.2 정 13 67.64 0.68 

61 38.2 54.4 0.07 9.43 2.2 정 13 45.38 0.65 

71 38.2 54.5 0.08 10.95 2.2 정 14 52.60 0.66 

81 38.1 54.3 0.06 8.13 2.2 정 11 39.30 0.65 

91 38.2 54.3 0.11 14.03 2.2 정 13 67.64 0.61 

101 38.1 54.4 0.08 10.24 2 정 12 49.41 0.62 

111 38.2 54.4 0.07 9.46 2.3 정 12 45.52 0.65 

121 38.1 54.5 0.1 12.89 2.5 정 15 62.08 0.62 

131 38.2 54.6 0.08 10.46 2.3 정 13 50.15 0.63 

141 38.2 54.6 0.08 11.67 2.3 정 12 55.95 0.70 

151 38.2 54.5 0.1 10.86 2.3 정 14 52.16 0.52 

161 38.2 54.3 0.09 12.03 2.2 정 15 58.00 0.64 

 

⑪ 승정원일기 vol.630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5.5 54.8 0.1 6.17 1.5 정 15 31.72 0.32 

11 36.3 58.5 0.11 14.93 2.7 정 15 70.31 0.64 

21 36.4 58.4 0.11 16.72 2.4 정 15 78.65 0.72 

31 36.4 58.5 0.12 18.93 2 정 × 88.90 0.74 

41 36 58.5 0.13 17.58 3 정 14 83.48 0.64 

51 36 58.6 0.12 15.39 3 정 13 72.95 0.61 

61 36 58.5 0.12 16.16 2.5 정 × 76.73 0.64 

71 36 58.5 0.15 17.87 2.1 정 14 84.85 0.57 

81 36.1 58.5 0.11 16.12 2.1 정 13 76.33 0.69 

91 36.3 58.4 0.13 17.22 2.1 정 13 81.23 0.62 

 

⑫ 승정원일기 vol.750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1 37 55.3 0.11 15.19 2 정 16 74.24 0.67 

21 37.1 55.2 0.15 16.69 2.7 정 12 81.50 0.54 

31 37.1 55.3 0.13 17.8 2 정 15 86.76 0.67 

41 37.2 55.2 0.09 12.35 2.2 정 14 60.14 0.67 

51 37.2 55.2 0.12 15.13 2 정 13 73.68 0.61 

61 37.1 55.2 0.15 17.81 2.5 정 × 86.97 0.58 

71 37.2 55.1 0.11 17 2 정 15 82.94 0.75 

81 37.2 54.8 0.13 15.14 2.3 정 × 74.27 0.57 

91 37.3 55.1 0.12 17.16 2 정 13 83.49 0.70 

101 37.2 55.1 0.12 16.01 2 정 16 78.11 0.65 

111 37.3 55 0.11 17.52 1.5 정 15 85.40 0.78 

121 37.4 55.1 0.15 17.69 2.5 정 12 85.84 0.57 

131 37.3 55 0.12 13.57 2 정 14 66.15 0.55 덧댐

141 37.4 55.1 0.11 16.46 × 정 17 79.87 0.73 

151 37.3 55 0.17 18.38 2.5 15 89.59 0.53 

161 37.3 55 0.14 18.22 2.5 정 × 88.81 0.63 덧댐

뒷속지 37.3 34.3 0.13 9.05 1 정 15 70.74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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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승정원일기 vol.777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1 36.9 57.3 0.12 13.25 2 정 15 62.67 0.52 

21 36.9 57.2 0.09 10.72 2.1 정 × 50.79 0.56 

31 36.9 57.2 0.12 18.62 2.3 정 13 88.22 0.74 

41 36.9 57.1 0.11 13.77 2 정 16 65.35 0.59 

51 36.9 57 0.1 13.54 2.2 정 17 64.38 0.64 

61 36.9 57 0.1 13.43 2 정 14 63.85 0.64 

71 36.9 56.6 0.15 16.88 1.9 정 12 80.82 0.54 

81 37 56.5 0.09 13.67 2.2 정 11 65.39 0.73 

91 36.8 56.4 0.12 14.86 2 정 × 71.60 0.60 

101 36.8 56.3 0.13 15.07 2.7 정 × 72.74 0.56 

뒷속지 34.1 52 0.2 11.43 1.5 정 17 64.46 0.32 

 

⑭ 승정원일기 vol.1033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5.8 55.9 0.11 6.79 1.5 정 14 33.93 0.31 구멍

11 37.6 58.6 0.11 19.82 2 정 13 89.95 0.82 

21 37.7 58.6 0.11 14.5 1.5 정 16 65.63 0.60 

31 37.7 58.6 0.1 19.03 2.2 정 12 86.14 0.86 

41 37.6 58.6 0.13 18.36 2.3 정 14 83.33 0.64 

51 37.6 58.6 0.15 17.54 1.5 정 15 79.61 0.53 

61 37.6 58.6 0.18 18.89 2 정 15 85.73 0.48 

71 37.6 58.6 0.19 22.36 2 정 × 101.48 0.53 

81 37.8 58.7 0.11 18.57 2.2 정 14 83.69 0.76 

91 37.7 58.8 0.12 17.88 2.1 정 × 80.66 0.67 

101 37.7 58.7 0.2 20.89 2 정 × 94.40 0.47 

111 37.8 58.7 0.11 16.29 2.2 정 × 73.42 0.67 

121 37.7 58.7 0.13 16.55 1.5 정 16 74.79 0.58 

뒷속지 36 56 0.1 9 1.5 정 14 44.64 0.45 덧댐

 

⑮ 승정원일기 vol.1326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7.1 33.4 0.13 8.92 2 정 15 71.99 0.55 

11 37.2 54.1 0.1 9.34 2.3 정 14 46.41 0.46 

21 37.3 54.3 0.15 13.33 2.3 정 14 65.81 0.44 

31 37.3 54.3 0.1 9.56 2.3 정 15 47.20 0.47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41 37.3 54.4 0.14 12.61 2 정 14 62.15 0.44 

51 37.4 54.6 0.11 13.96 2 정 16 68.36 0.62 

61 37.4 54.5 0.11 13.04 1.9 정 14 63.97 0.58 

71 37.5 54.4 0.11 10.49 2 정 14 51.42 0.47 

81 37.5 54.7 0.11 11.35 2.2 정 13 55.33 0.50 

91 37.5 54.5 0.11 10.41 2.3 정 13 50.94 0.46 

101 37.6 54.5 0.12 13.68 2 정 14 66.76 0.56 

111 37.6 54.8 0.1 10.1 2 정 14 49.02 0.49 

121 37.5 54.6 0.08 10 2.3 정 13 48.84 0.61 

131 37.6 54.6 0.08 9.42 2 정 15 45.88 0.57 

141 37.7 54.7 0.1 11.2 2.5 정 15 54.31 0.54 

151 37.7 54.7 0.14 13.73 1.9 정 12 66.58 0.48 

161 37.7 54.7 0.1 11.5 2 정 14 55.77 0.56 

171 37.7 54.6 0.12 12.75 2 정 13 61.94 0.52 

뒷속지 37.5 34.6 0.13 9.94 2 정 15 76.61 0.59 

 

⑯ 승정원일기 vol.1350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1 36.7 54.5 0.11 10.77 2 정 13 53.85 0.49 

21 36.5 54.5 0.11 14.79 2 정 14 74.35 0.68 

31 36.8 54.4 0.12 12.85 2.5 정 13 64.19 0.53 

41 36.8 54.6 0.09 10.23 2 정 14 50.91 0.57 

51 36.8 54.7 0.1 11.78 2 정 15 58.52 0.59 

61 36.9 54.8 0.07 9.98 2.2 정 15 49.35 0.71 

71 36.8 54.8 0.12 12.56 2.3 정 12 62.28 0.52 

81 36.8 55 0.09 10.6 2 정 13 52.37 0.58 

91 36.8 55.1 0.14 10.93 2.7 정 13 53.90 0.39 

101 36.9 55.1 0.11 11.36 2 정 13 55.87 0.51 

111 37 55.1 0.09 10.77 2.3 정 14 52.83 0.59 

121 37 55.2 0.13 12.97 2 정 13 63.50 0.49 

131 37 55.3 0.13 11.21 2 정 13 54.79 0.42 

141 37 55.4 0.15 13.89 2 정 16 67.76 0.45 

151 37 55.4 0.09 10.93 2.3 정 12 53.32 0.59 

161 37.1 55.5 0.11 12.14 2.5 정 16 58.96 0.54 

171 37 55.4 0.11 12.22 2 정 15 59.62 0.54 

181 36.4 55.4 0.11 11.76 2 정 15 58.32 0.53 

뒷속지 36.4 55.6 0.1 6.86 1.5 반 15 33.90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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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승정원일기 vol.1455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1 41.7 62.9 0.21 30.32 2 정 × 115.60 0.55 

21 41.8 62.9 0.17 28.62 2 정 × 108.85 0.64 

31 41.8 63 0.19 29.95 2.1 정 × 113.73 0.60 

41 41.9 63.1 0.23 34.91 1.9 정 × 132.04 0.57 

51 41.9 63.1 0.26 40.8 2 정 × 154.32 0.59 

61 42 63.1 0.19 32.19 2.2 정 × 121.46 0.64 

71 42 63.2 0.19 30.95 2.3 정 × 116.60 0.61 

81 42 63 0.18 23.86 2 정 × 90.17 0.50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위

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으

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하였다.

승정원일기 vol.31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68

a* :  6.70

b* : 23.67

L* : 84.88

a* :  1.79

b* : 14.59

pH 5.21 6.83

2

색

도

L* : 83.09

a* :  4.22

b* : 20.88 

L* : 84.31

a* :  2.24

b* : 15.58

pH 6.05 6.83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0.15 38.4 × 54.3 0.44 48.68

승정원일기 vol.31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15

a* :  7.75

b* : 22.13

L* : 76.05

a* :  5.09

b* : 18.59

pH 6.82 6.87

2

색

도

L* : 76.03

a* :  7.90

b* : 24.22

L* : 77.80

a* :  5.25

b* : 20.27

pH 6.06 7.38

➊

➋

승정원일기 vol.31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7.94

a* :  8.39

b* : 22.45

L* : 72.42

a* :  5.85

b* : 20.56

pH 6.24 6.76

2

색

도

L* : 71.18

a* :  8.55

b* : 22.67

L* : 77.07

a* :  4.90

b* : 18.42

pH 5.31 6.76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8.54 38.4 × 54 0.59 41.1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3.1 38.4 × 54.1 0.57 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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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31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06

a* : 4.54

b* : 21.77

L* : 83.62

a* : 2.34

b* : 16.82

pH 5.52 6.96

2

색

도

L* : 78.25

a* : 7.06

b* : 25.35

L* : 83.01

a* : 2.37

b* : 16.94

pH 5.26 7.17

➊

➋

승정원일기 vol.31 - 1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00

a* : 7.36

b* : 27.13

L* : 79.97

a* : 3.85

b* : 20.91

pH 6.14 7.16

2

색

도

L* : 79.45

a* : 5.47

b* : 24.09 

L* : 82.75

a* : 2.07

b* : 17.29

pH 6.31 6.91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8.58 38.2 × 54.2 0.38 41.4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1.45 38.2 × 54.4 0.79 55.10

승정원일기 vol.31 - 1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12

a* :  5.55

b* : 26.21

L* : 81.46

a* : 2.51

b* : 18.50

pH 6.40 7.18

2

색

도

L* : 79.08

a* : 4.77

b* : 22.43

L* : 81.84

a* : 1.95

b* : 16.45

pH 6.69 6.87

➊

➋

승정원일기 vol.53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38

a* : 6.18

b* : 25.01

L* : 82.59

a* : 2.65

b* : 17.65

pH 6.93 7.12

2

색

도

L* : 78.14

a* : 5.72

b* : 23.72

L* : 82.01

a* : 3.17

b* : 18.38

pH 6.85 7.08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1.82 38.2 × 54.4 0.81 56.8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2.57 38.6 × 53.2 0.68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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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53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22

a* : 7.54

b* : 27.10

L* : 78.38

a* : 4.48

b* : 23.49

pH 6.86 7.05

2

색

도

L* : 72.15

a* : 8.10

b* : 24.34

L* : 81.04

a* : 3.53

b* : 18.98

pH 6.47 7.38

➊

승정원일기 vol.53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61

a* : 6.33

b* : 23.27

L* : 78.36

a* : 4.02

b* : 19.89

pH 6.37 7.27

2

색

도

L* : 71.06

a* : 8.92

b* : 25.86 

L* : 78.54

a* : 4.67

b* : 20.03

pH 5.76 7.17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2.9 38.4 × 54.3 0.62 61.8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4.04 38.5 × 54 0.61 67.53

승정원일기 vol.53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97

a* : 7.83

b* : 24.05

L* : 73.21

a* : 7.32

b* : 21.78

pH 6.87 7.41

2

색

도

L* : 70.23

a* : 8.49

b* : 23.15

L* : 73.13

a* : 7.65

b* : 20.87

pH 6.62 7.01

➊

➋

승정원일기 vol.53 - 1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4.45

a* : 5.89

b* : 30.51

L* : 75.99

a* : 4.33

b* : 25.40

pH 6.47 6.48

2

색

도

L* : 75.41

a* : 4.36

b* : 17.15

L* : 79.04

a* : 3.38

b* : 16.21

pH 6.48 6.71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1.12 15.06 38.5 × 53.8 0.06 72.7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4.28 38.5 × 53.8 0.77 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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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4.4 38.6 × 54.1 0.69 68.96

승정원일기 vol.53 - 1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81

a* : 8.28

b* : 28.49

L* : 79.01

a* : 4.40

b* : 21.45

pH 6.98 7.08

2

색

도

L* : 74.14

a* : 9.02

b* : 30.84

L* : 81.42

a* : 3.43

b* : 21.11

pH 6.43 6.69

➊

승정원일기 vol.117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46

a* : 3.73

b* : 18.73

L* : 80.67

a* : 4.11

b* : 20.12

pH 6.92 7.00

2

색

도

L* : 81.19

a* : 4.88

b* : 23.23 

L* : 81.42

a* : 3.48

b* : 19.47

pH 5.81 6.78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3.85 38.4 × 53.6 0.67 67.29

승정원일기 vol.117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84

a* : 4.87

b* : 19.21

L* : 72.72

a* : 3.27

b* : 13.70

pH 6.05 7.37

2

색

도

L* : 76.94

a* : 6.04

b* : 24.07

L* : 80.39

a* : 3.69

b* : 18.38

pH 5.70 7.34

승정원일기 vol.117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92

a* : 4.45

b* : 14.72

L* : 76.59

a* : 3.51

b* : 13.10

pH 6.70 6.96

2

색

도

L* : 78.76

a* : 4.95

b* : 24.38

L* : 80.49

a* : 4.77

b* : 22.95

pH 7.10 7.31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2.33 38.4 × 54 0.59 59.3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0.07 38.5 × 54.1 0.69 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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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212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75

a* : 8.43

b* : 39.12

L* : 79.43

a* : 4.03

b* : 23.08

pH 6.60 6.79

2

색

도

L* : 83.82

a* : 6.25

b* : 25.08

L* : 85.47

a* : 1.78

b* : 15.20

pH 6.46 7.09

승정원일기 vol.117 - 1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93

a* : 5.09

b* : 22.81

L* : 82.29

a* : 3.57

b* : 17.58

pH 6.86 7.52

2

색

도

L* : 80.48

a* : 4.93

b* : 22.96

L* : 82.34

a* : 4.04

b* : 18.81

pH 6.12 7.28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1.48 38.4 × 54 0.79 55.3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9.67 38.5 × 54.5 0.58 46.09

승정원일기 vol.212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35

a* : 7.08

b* : 28.33

L* : 78.05

a* : 4.31

b* : 24.94

pH 6.65 7.15

2

색

도

L* : 79.74

a* : 3.97

b* : 24.68

L* : 86.41

a* : 1.01

b* : 14.43

pH 7.46 7.61

승정원일기 vol.212 - 9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17

a* : 7.28

b* : 28.64

L* : 84.58

a* : 1.98

b* : 17.22

pH 7.66 7.69

2

색

도

L* : 62.05

a* : 9.83

b* : 28.92

L* : 73.15

a* : 5.73

b* : 23.77

pH 6.20 6.72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8.57 38.5 × 54.4 0.58 40.9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9.43 38.4 × 54.5 0.50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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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215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53.45

a* : 0.71

b* : 10.45

L* : 63.21

a* : 0.82

b* : 11.26

pH 6.26 7.48

2

색

도

L* : 78.42

a* : 2.90

b* : 20.26

L* : 79.77

a* : 2.46

b* : 17.23

pH 6.13 7.72

승정원일기 vol.212 - 1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35

a* : 6.24

b* : 34.39

L* : 73.81

a* : 3.00

b* : 31.72

pH 6.58 6.98

2

색

도

L* : 66.91

a* : 8.08

b* : 21.76

L* : 69.52

a* : 7.04

b* : 20.66

pH 4.99 6.61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9.43 38.4 × 54.6 0.64 44.9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8.31 38.4 × 54.4 0.57 39.78

승정원일기 vol.215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45

a* : 6.84

b* : 25.88

L* : 81.14

a* : 4.05

b* : 21.02

pH 6.27 7.40

2

색

도

L* : 79.99

a* : 3.37

b* : 19.75

L* : 77.71

a* : 2.78

b* : 15.43

pH 7.33 7.67

승정원일기 vol.215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33

a* : 8.72

b : 27.88

L* : 72.47

a* : 6.63

b* : 23.23

pH 6.72 7.53

2

색

도

L* : 71.21

a* : 5.45

b* : 19.18

L* : 75.46

a* : 4.14

b* : 15.50

pH 6.85 7.14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2.62 38.6 × 54.5 0.60 59.99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1.85 38.6 × 54.6 0.62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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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216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4.54

a* : 10.15

b* : 27.94

L* : 69.83

a* : 8.47

b* : 25.53

pH 6.21 6.98

2

색

도

L* : 66.66

a* : 7.26

b* : 24.65

L* : 71.67

a* : 6.90

b* : 23.89

pH 6.07 7.18

승정원일기 vol.215 - 9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06

a* : 8.66

b* : 27.37

L* : 74.39

a* : 7.43

b* : 25.61

pH 6.66 6.95

2

색

도

L* : 77.97

a* : 5.10

b* : 26.67

L* : 82.76

a* : 3.76

b* : 20.89

pH 7.47 7.77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9.05 38.6 × 54.6 0.54 42.9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9.9 38.7 × 54.3 0.52 47.11

승정원일기 vol.216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1.83

a* : 8.64

b* : 28.78

L* : 82.61

a* : 3.35

b* : 19.41

pH 6.74 7.50

2

색

도

L* : 65.35

a* : 4.74

b* : 20.19

L* : 67.37

a* : 3.93

b* : 19.02

pH 6.36 7.33

승정원일기 vol.216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3.25

a* : 12.05

b* : 33.16

L* : 82.81

a* : 3.04

b* : 19.44

pH 6.90 7.40

2

색

도

L* : 58.57

a* : 6.92

b* : 24.41

L* : 77.53

a* : 4.76

b* : 22.82

pH 5.93 7.18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2.31 38.6 × 54.4 0.65 58.6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1.55 38.6 × 54.2 0.61 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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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217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17

a* : 5.68

b* : 21.42

L* : 84.22

a* : 3.33

b* : 17.68

pH 6.88 7.26

2

색

도

L* : 72.63

a* : 5.24

b* : 23.52

L* : 80.86

a* : 3.05

b* : 17.35

pH 7.04 7.25

승정원일기 vol.216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75

a* : 4.95

b* : 22.14

L* : 77.93

a* : 5.04

b* : 20.88

pH 6.49 7.43

2

색

도

L* : 64.99

a* : 4.56

b* : 19.96

L* : 75.84

a* : 7.07

b* : 23.91

pH 6.06 7.05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10.68 38.6 × 54.3 0.85 50.95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9.86 35.3 × 54.7 0.64 51.06

승정원일기 vol.217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7.77

a* : 9.27

b* : 25.45

L* : 71.67

a* : 8.41

b* : 23.61

pH 6.33 7.01

2

색

도

L* : 76.47

a* : 5.39

b* : 23.35

L* : 81.58

a* : 3.94

b* : 19.54

pH 7.13 7.22

승정원일기 vol.217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78

a* : 6.84

b* : 41.47

L* : 79.79

a* : 2.19

b* : 23.99

pH 6.78 7.31

2

색

도

L* : 84.40

a* : 2.11

b* : 17.09

L* : 89.62

a* : 3.72

b* : 26.05

pH 7.13 7.26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8.78 35.3 × 43.7 0.71 56.9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9.6 35.2 × 54.8 0.62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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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217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47

a* : 2.16

b* : 16.56

L* : 80.81

a* : 1.83

b* : 14.20

pH 6.73 7.10

2

색

도

L* : 75.19

a* : 5.54 

b* : 38.95

L* : 78.42

a* : 3.71

b* : 27.50

pH 7.16 7.40

승정원일기 vol.217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6.54

a* : 6.03

b* : 28.05

L* : 87.20

a* : 1.68

b* : 15.95

pH 6.38 7.14

2

색

도

L* : 75.59

a* : 7.58

b* : 34.13

L* : 79.50

a* : 2.87

b* : 24.19

pH 7.03 7.46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10.21 35.2 × 54.8 0.66 52.9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0.5 35.2 × 54.7 0.78 54.53

승정원일기 vol.217 - 1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84

a* : 4.92

b* : 43.74

L* : 81.27

a* : 1.27

b* : 18.76

pH 6.88 7.48

2

색

도

L* : 86.56

a* : 5.80

b* : 24.49

L* : 87.55

a* : 1.51

b* : 14.25

pH 6.79 7.45

승정원일기 vol.229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4.71

a* :  7.71

b* : 23.24

L* : 77.81

a* :  6.93

b* : 21.11

pH 6.65 7.08

2

색

도

L* : 72.90

a* :  6.76

b* : 23.57

L* : 76.31

a* :  5.60

b* : 21.91

pH 6.62 6.89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7.44 35.1 × 54.6 0.49 38.8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4.12 38.5 × 53.8 0.76 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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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229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0.44

a* : 5.07

b* : 23.62

L* : 85.32

a* : 4.21

b* : 21.00

pH 6.60 7.01

2

색

도

L* : 79.16

a* : 4.26

b* : 23.71

L* : 83.37

a* : 3.22

b* : 21.10

pH 6.31 7.09

승정원일기 vol.229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19

a* : 8.92

b* : 23.49

L* : 73.56

a* : 8.73

b* : 22.84

pH 6.72 7.11

2

색

도

L* : 66.04

a* : 5.48

b* : 23.23

L* : 75.51

a* : 4.98

b* : 23.23

pH 6.19 6.90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2.55 38.5 × 53.5 0.68 60.9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13.16 38.5 × 53.2 0.80 64.25

승정원일기 vol.229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67

a* : 6.08

b* : 28.66

L* : 87.15

a* : 2.42

b* : 19.04

pH 6.52 6.95

2

색

도

L* : 74.88

a* : 6.98

b* : 28.03

L* : 77.30

a* : 7.06

b* : 27.51

pH 6.17 6.80

승정원일기 vol.529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29

a* : 8.28

b* : 28.33

L* : 85.33

a* : 3.48

b* : 20.15

pH 7.40 7.45

2

색

도

L* : 68.13

a* : 7.86

b* : 25.49

L* : 81.89

a* : 4.34

b* : 20.46

pH 6.02 7.12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8.24 38.5 × 53.2 0.67 40.2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2.07 38.6 × 54 0.83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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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529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1.83

a* : 6.78

b* : 25.29

L* : 79.44

a* : 4.66

b* : 22.59

pH 6.67 7.31

2

색

도

L* : 81.21

a* : 3.89

b* : 23.12

L* : 86.25

a* : 3.13

b* : 20.56

pH 6.74 7.01

승정원일기 vol.529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63

a* : 4.62

b* : 27.97

L* : 80.98

a* : 4.71

b* : 20.98

pH 6.46 7.10

2

색

도

L* : 74.79

a* : 6.85

b* : 23.75

L* : 86.69

a* : 2.60

b* : 18.19

pH 6.71 7.24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8.54 38.6 × 54 0.68 40.9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12.09 38.6 × 54 0.73 58.00

승정원일기 vol.529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40

a* : 6.47

b* : 24.85

L* : 77.48

a* : 7.28

b* : 23.51

pH 6.85 7.59

2

색

도

L* : 76.51

a* : 7.47

b* : 24.96

L* : 78.75

a* : 6.50

b* : 22.06

pH 6.58 6.76

승정원일기 vol.529 - 1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18

a* : 7.52

b* : 21.77

L* : 75.64

a* : 6.74

b* : 19.71

pH 6.60 6.63

2

색

도

L* : 68.42

a* : 10.72

b* : 30.47

L* : 71.90

a* : 8.21

b* : 25.25

pH 5.94 7.19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0.74 38.6 × 54.2 0.73 51.34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4.08 38.7 × 54.1 0.75 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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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530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06

a* : 3.76

b* : 19.03

L* : 79.08

a* : 3.72

b* : 18.07

pH 6.45 7.10

2

색

도

L* : 55.36

a* : 2.95

b* : 16.32

L* : 61.86

a* : 3.04

b* : 14.90

pH 6.24 7.10

승정원일기 vol.529 - 1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4.97

a* : 8.53

b* : 30.31

L* : 86.09

a* : 3.25

b* : 18.55

pH 7.12 7.23

2

색

도

L* : 70.13

a* : 9.22

b* : 29.19

L* : 77.15

a* : 5.13

b* : 21.37

pH 5.75 7.22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11.77 38.7 × 54.2 0.80 56.1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2.64 38.2 × 54 0.56 61.28

승정원일기 vol.530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2.38

a* :  8.41

b* : 23.98

L* : 74.56

a* :  4.81

b* : 17.36

pH 7.13 7.34

2

색

도

L* : 65.74

a* :  7.44

b* : 23.76

L* : 67.42

a* :  5.98

b* : 19.08

pH 6.60 7.19

승정원일기 vol.530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54.17

a* : 5.67

b* : 20.42

L* : 65.56

a* : 3.90

b* : 15.51

pH 6.55 6.93

2

색

도

L* : 68.05

a* : 6.11

b* : 23.06

L* : 71.13

a* : 4.38

b* : 16.63

pH 7.41 7.54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3.97 38.3 × 54.3 0.61 67.1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9.43 38.2 × 54.4 0.65 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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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530 - 1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17

a* : 5.45

b* : 25.30

L* : 90.71

a* : 3.52

b* : 17.70

pH 7.14 7.30

2

색

도

L* : 74.47

a* : 1.44

b* : 18.22

L* : 81.00

a* : 1.24

b* : 18.67

pH 6.74 7.16

승정원일기 vol.530 - 9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4.19

a* : 3.26

b* : 18.20

L* : 70.68

a* : 3.04

b* : 16.43

pH 6.76 7.29

2

색

도

L* : 68.56

a* : 1.37

b* : 13.69

L* : 78.25

a* : 1.36

b* : 12.70

pH 7.05 7.40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4.03 38.2 × 54.3 0.61 67.6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9.46 38.2 × 54.4 0.65 45.52

승정원일기 vol.530 - 1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57.96

a* : 3.09

b* : 14.81

L* : 64.70

a* : 2.61

b* : 11.94

pH 6.65 7.30

2

색

도

L* : 64.24

a* : 6.47

b* : 21.42

L* : 75.29

a* : 5.73

b* : 20.51

pH 6.87 7.09

승정원일기 vol.630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92

a* : 5.14

b* : 22.06

L* : 77.59

a* : 4.45

b* : 18.83

pH 6.21 7.46

2

색

도

L* : 83.25

a* : 2.60

b* : 18.06

L* : 86.89

a* : 1.14

b* : 11.90

pH 7.36 7.53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2.03 38.2 × 54.3 0.64 58.00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4.93 36.3 × 58.5 0.64 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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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630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01

a* : 2.85

b* : 14.34

L* : 76.85

a* : 3.13

b* : 9.72

pH 6.65 7.51

2

색

도

L* : 79.63

a* : 2.83

b* : 16.94

L* : 80.20

a* : 2.53

b* : 12.16

pH 7.27 7.41

승정원일기 vol.630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1.43

a* :  4.38

b* : 16.43

L* : 76.10

a* :  3.71

b* : 13.83

pH 6.44 7.19

2

색

도

L* : 78.20

a* :  3.08

b* : 17.37

L* : 79.10

a* :  3.25

b* : 14.63

pH 6.91 7.26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8.93 36.4 × 58.5 0.74 88.90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6.16 36 × 58.5 0.64 76.73

승정원일기 vol.630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1.25

a* : 2.68

b* : 11.72

L* : 73.34

a* : 2.86

b* : 8.26

pH 7.34 7.75

2

색

도

L* : 75.40

a* : 3.92

b* : 18.94

L* : 85.37

a* : 2.29

b* : 15.66

pH 7.34 7.38

승정원일기 vol.750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86

a* : 4.28

b* : 20.65

L* : 83.46

a* : 2.58

b* : 15.87

pH 6.36 7.01

2

색

도

L* : 71.16

a* : 4.94

b* : 21.57

L* : 77.28

a* : 3.89

b* : 18.14

pH 5.72 7.05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6.12 36.1 × 58.5 0.69 76.3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5.19 37 × 55.3 0.67 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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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750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41

a* : 5.05

b* : 23.87

L* : 79.93

a* : 4.29

b* : 21.67

pH 7.15 7.42

2

색

도

L* : 68.56

a* : 4.35

b* : 21.02

L* : 72.96

a* : 3.44

b* : 18.28

pH 6.61 7.41

승정원일기 vol.750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4.23

a* : 7.82

b* : 26.11

L* : 76.37

a* : 6.85

b* : 22.56

pH 6.31 7.30

2

색

도

L* : 50.92

a* : 5.59

b* : 12.84

L* : 67.52

a* : 4.55

b* : 12.76

pH 7.22 7.40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17.8 37.1 × 55.3 0.67 86.7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5.13 37.2 × 55.2 0.61 73.68

승정원일기 vol.750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77

a* : 4.27

b* : 20.01

L* : 83.29

a* : 3.50

b* : 14.54

pH 7.25 7.51

2

색

도

L* : 79.90

a* : 4.15

b* : 21.51

L* : 86.59

a* : 2.24

b* : 14.01

pH 7.56 7.53

승정원일기 vol.750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17

a* : 5.76

b* : 23.93

L* : 77.09

a* : 5.76

b* : 21.40

pH 6.45 7.42

2

색

도

L* : 76.53

a* : 5.38

b* : 22.41

L* : 81.59

a* : 4.65

b* : 21.22

pH 6.26 7.30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15.14 37.2 × 54.8 0.57 74.2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6.01 37.2 × 55.1 0.65 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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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750 - 1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49

a* :  6.55

b* : 24.21

L* : 80.89

a* :  4.42

b* : 18.40

pH 6.31 7.04

2

색

도

L* : 69.56

a* :  3.68

b* : 18.26

L* : 79.61

a* :  3.11

b* : 17.66

pH 7.10 7.32

승정원일기 vol.750 - 1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59

a* :  6.25

b* : 22.44

L* : 83.55

a* :  4.44

b* : 18.02

pH 6.54 7.24

2

색

도

L* : 69.80

a* : 7.70

b* : 25.55

L* : 85.90

a* : 3.50

b* : 17.65

pH 7.28 7.61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5 17.69 37.4 × 55.1 0.57 85.8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7 18.38 37.3 × 55 0.53 89.59

승정원일기 vol.750 - 1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39

a* : 7.67

b* : 23.06

L* : 76.02

a* : 7.53

b* : 21.24

pH 6.54 7.03

2

색

도

L* : 70.91

a* : 7.40

b* : 27.84

L* : 76.63

a* : 6.29

b* : 24.93

pH 6.65 7.41

승정원일기 vol.777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7.12

a* : 8.88

b* : 25.13

L* : 80.93

a* : 4.79

b* : 18.83

pH 5.86 7.51

2

색

도

L* : 67.36

a* : 3.66

b* : 15.98

L* : 69.82

a* : 3.18 

b* : 13.19

pH 7.17 7.31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4 18.22 37.3 × 55 0.63 88.8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3.25 36.9 × 57.3 0.52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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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777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56.88

a* : 9.53

b* : 24.99

L* : 70.74

a* : 6.22

b* : 18.36

pH 6.08 7.12

2

색

도

L* : 74.99

a* : 9.18

b* : 34.85

L* : 80.30

a* : 5.82

b* : 31.75

pH 6.60 7.37

승정원일기 vol.777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16

a* :  6.02

b* : 20.80

L* : 83.18

a* :  4.25

b* : 15.46

pH 6.48 7.92

2

색

도

L* : 62.93

a* :  4.82

b* : 17.47

L* : 69.70

a* :  2.58

b* :  8.10

pH 6.58 7.45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8.62 36.9 × 57.2 0.74 88.2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3.67 37 × 56.5 0.73 65.39

승정원일기 vol.777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7.95

a* : 6.98

b* : 23.36

L* : 71.27

a* : 5.24

b* : 17.00

pH 6.59 7.55

2

색

도

L* : 70.74

a* : 1.53

b* : 13.05

L* : 78.54

a* : 1.36

b* : 11.77

pH 6.89 7.31

승정원일기 vol.1033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2.95

a* : 7.63

b* : 20.89

L* : 63.52

a* : 9.69

b* : 20.20

pH 6.43 7.28

2

색

도

L* : 67.66

a* : 8.85

b* : 23.88

L* : 72.09

a* : 7.36

b* : 19.88

pH 6.81 7.1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15.07 36.8 × 56.3 0.56 72.7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9.82 37.6 × 58.6 0.82 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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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1033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1.50

a* : 4.46

b* : 17.12

L* : 74.32

a* : 5.28

b* : 12.91

pH 6.41 7.14

2

색

도

L* : 71.97

a* : 3.49

b* : 15.47

L* : 72.08

a* : 3.48

b* : 11.66

pH 6.27 7.03

승정원일기 vol.1033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46

a* : 5.23

b* : 33.24

L* : 73.85

a* : 3.41

b* : 20.08

pH 6.54 7.40

2

색

도

L* : 62.04

a* : 5.70

b* : 11.21

L* : 63.76

a* : 7.13

b* : 10.10

pH 6.15 7.13

➊ ➋

➊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9.03 37.7 × 58.6 0.86 86.1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8 18.89 37.6 × 58.6 0.48 85.73

➋

승정원일기 vol.1033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4.78

a* : 6.87

b* : 24.00

L* : 80.15

a* : 2.91

b* : 14.87

pH 6.60 7.71

2

색

도

L* : 82.38

a* : 1.61

b* : 32.37

L* : 83.63

a* : 0.86

b* : 25.00

pH 7.02 7.52

승정원일기 vol.1033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58

a* : 7.10

b* : 20.98

L* : 73.04

a* : 6.75

b* : 17.67

pH 698 7.38

2

색

도

L* : 74.91

a* : 3.91

b* : 20.97

L* : 76.25

a* : 3.40

b* : 16.93

pH 6.82 7.22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8.57 37.8 × 58.7 0.76 83.69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2 20.89 37.7 × 58.7 0.47 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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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1326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7.67

a* : 6.88

b* : 23.79

L* : 74.74

a* : 5.23

b* : 19.35

pH 7.00 7.10

2

색

도

L* : 67.65

a* : 7.44

b* : 24.52

L* : 68.80

a* : 5.57

b* : 19.05

pH 7.19 7.76

승정원일기 vol.1033 - 1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29

a* : 7.94

b* : 24.55

L* : 73.73

a* : 6.82

b* : 20.40

pH 6.66 7.16

2

색

도

L* : 68.29

a* : 5.30

b* : 19.32

L* : 69.36

a* : 4.49

b* : 17.12

pH 6.47 7.10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16.55 37.7 × 58.7 0.58 74.79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9.34 37.2 × 54.1 0.46 46.41

승정원일기 vol.1326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77

a* : 5.74

b* : 23.21

L* : 78.58

a* : 5.14

b* : 22.32

pH 7.10 7.49

2

색

도

L* : 70.98

a* : 4.76

b* : 21.51

L* : 72.41

a* : 3.81

b* : 17.17

pH 7.38 7.51

승정원일기 vol.1326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95

a* : 5.38

b* : 22.29

L* : 80.74

a* : 2.75

b* : 15.76

pH 7.49 7.59

2

색

도

L* : 65.57

a* : 9.08

b* : 25.56

L* : 79.35

a* : 4.35

b* : 18.05

pH 6.33 7.30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3.96 37.4 × 54.6 0.62 68.3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9.56 37.3 × 54.3 0.47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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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1326 - 9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8.88

a* : 6.51

b* : 16.94

L* : 81.85

a* : 3.62

b* : 18.21

pH 6.12 7.18

2

색

도

L* : 63.31

a* :  6.16

b* : 14.50

L* : 79.66

a* : 4.20

b* : 19.08

pH 6.52 7.38

승정원일기 vol.1033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3.39

a* : 9.76

b* : 26.53

L* : 74.73

a* : 6.04

b* : 20.24

pH 6.601 7.28

2

색

도

L* :  66.78

a* : 8.29

b* : 24.65

L* : 81.30

a* : 3.93

b* : 18.82

pH 6.21 7.̀18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0.49 37.5 × 54.4 0.47 51.4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0.41 37.5 × 54.5 0.46 50.94

승정원일기 vol.1326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95

a* : 6.48

b* : 22.00

L* : 79.71

a* : 4.66

b* : 18.25

pH 7.00 7.20

2

색

도

L* : 68.84

a* : 3.74

b* : 18.08

L* : 74.03

a* : 3.64

b* : 16.02

pH 6.83 7.42

승정원일기 vol.1326 - 1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79

a* : 6.89

b* : 19.21

L* : 82.63

a* : 3.49

b* : 17.49

pH 5.70 7.11

2

색

도

L* : 74.84

a* : 5.95

b* : 23.23

L* : 80.24

a* : 4.21

b* : 17.70

pH 5.67 7.22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3.68 37.6 × 54.5 0.56 66.7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10 37.5 × 54.6 0.61 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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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1350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6.38

a* : 7.11

b* : 20.39

L* : 76.69

a* : 5.23

b* : 16.86

pH 5.91 7.08

2

색

도

L* : 62.58

a* : 9.32

b* : 23.62

L* : 78.72

a* : 5.30

b* : 18.20

pH 5.95 7.20

승정원일기 vol.1326 - 1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4.05

a* : 6.44

b* : 24.24

L* : 79.77

a* : 3.48

b* : 16.26

pH 7.12 7.16

2

색

도

L* : 60.34

a* : 11.22

b* : 28.21

L* : 80.59

a* : 4.02

b* : 19.01

pH 5.63 7.11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1.5 37.7 × 54.7 0.56 55.7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0.77 36.7 × 54.5 0.49 53.85

승정원일기 vol.1350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78

a* : 4.65

b* : 20.40

L* : 81.16

a* : 3.29

b* : 15.16

pH 7.40 7.45

2

색

도

L* : 70.77

a* : 8.09

b* : 26.43

L* : 82.68

a* : 3.85

b* : 18.55

pH 7.43 7.56

승정원일기 vol.1350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7.13

a* : 9.38

b* : 27.57

L* : 80.49

a* : 4.86

b* : 19.66

pH 6.15 6.93

2

색

도

L* : 70.59

a* : 6.33

b* : 13.56

L* : 85.96

a* : 2.71

b* : 15.90

pH 5.74 6.99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2.85 36.8 × 54.4 0.53 64.19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11.78 36.8 × 54.7 0.59 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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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1350 - 9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19

a* : 5.67

b* : 20.06

L* : 86.62

a* : 2.13

b* : 12.88

pH 7.03 7.36

2

색

도

L* : 66.66

a* : 8.54

b* : 24.55

L* : 78.16

a* : 4.29

b* : 16.04

pH 6.41 7.05

승정원일기 vol.1350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08

a* : 4.99

b* : 19.89

L* : 76.61

a* : 3.76

b* : 14.42

pH 5.65 6.91

2

색

도

L* : 67.45

a* : 7.60

b* : 22.57

L* : 73.89

a* : 6.33

b* : 18.69

pH 6.56 6.69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12.56 36.8 × 54.8 0.52 62.2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4 10.93 36.8 × 55.1 0.39 53.90

승정원일기 vol.1350 - 1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5.36

a* : 8.81

b* : 22.86

L* : 67.54

a* : 8.77

b* : 20.53

pH 6.03 7.10

2

색

도

L* : 72.14

a* : 8.04

b* : 24.34

L* : 79.68

a* : 5.32

b* : 19.93

pH 6.71 7.14

승정원일기 vol.1350 - 1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44

a* : 4.17

b* : 17.41

L* : 76.97

a* : 3.57

b* : 13.59

pH 6.51 7.35

2

색

도

L* : 72.29

a* : 7.50

b* : 26.61

L* : 86.32

a* : 2.19

b* : 15.19

pH 6.76 7.42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10.77 37 × 55.1 0.59 52.8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5 13.89 37 × 55.4 0.45 67.76



116 117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승정원일기 vol.1455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2.19

a* : 7.26

b* : 23.54

L* : 80.48

a* : 4.89

b* : 18.19

pH 6.95 7.53

2

색

도

L* : 70.40

a* : 5.71

b* : 11.64

L* : 82.43

a* : 4.32

b* : 17.41

pH 7.04 7.53

승정원일기 vol.1350 - 1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1.59

a* : 10.44

b* : 23.21

L* : 79.53

a* : 5.32

b* : 21.21

pH 6.30 7.32

2

색

도

L* : 72.14

a* : 7.77

b* : 23.19

L* : 75.30

a* : 7.26 

b* : 21.09

pH 6.21 6.95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12.14 37.1 × 55.5 0.54 58.9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9 29.95 41.8 × 63 0.6 113.73

승정원일기 vol.1455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58

a* : 6.38

b* : 22.78

L* : 79.43

a* : 4.83

b* : 19.62

pH 7.04 7.18

2

색

도

L* : 64.83

a* : 9.59

b* : 24.50

L* : 83.05

a* : 4.01

b* : 17.36

pH 6.52 7.32

승정원일기 vol.1455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4.05

a* : 8.95

b* : 25.24

L* : 80.30

a* : 6.47

b* : 19.66

pH 7.49 7.55

2

색

도

L* : 72.89

a* : 5.29

b* : 15.99

L* : 74.27

a* : 4.40

b* : 13.82

pH 7.23 7.29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26 40.8 41.9 × 63.1 0.59 154.3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9 30.95 42 × 63.2 0.61 1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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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ol.1455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00

a* : 7.87

b* : 22.94

L* : 73.38

a* : 5.65

b* : 20.07

pH 7.25 7.27

2

색

도

L* : 62.12

a* : 4.77

b* : 12.97

L* : 62.81

a* : 4.61

b* : 11.76

pH 6.84 7.04

➊

➋

3.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 해제6)

1452년(문종 2)에 김종서(金宗瑞, 1390~1453) 등이 편찬한 고려시대의 역사서이다. 편년체(編年體)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전체(紀傳體)인 『고려사(高麗史)』와 함께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본 자료가 

되는 역사서이다. 1451년(문종 1) 8월에 김종서 등은 『고려사』 편찬이 완료되었음을 문종에게 보고하면

서, 다시 열람하기에 편리한 ‘편년체’의 고려사를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듬

해에 『고려사절요』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고려사절요』는 이름처럼 『고려사』를 바탕으로 정리・편찬한 것

이 아니라, 1424년(세종 6)에 윤회(尹淮) 등이 편찬한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

한 것이다.

이 책의 체재를 보면, 먼저 첫머리에는 김종서가 편찬이 완료된 『고려사절요』를 국왕에게 올리면서 

함께 올린 「진고려사절요전(進高麗史節要箋)」이 실려 있다. 이어 본서의 편찬 원칙을 제시한 「범례(凡

例)」, 김종서・정인지(鄭麟趾)・허후(許詡) 등 28명의 편찬자 명단, 『고려사절요』 본문의 목차인 「목록(目

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고려 태조(太祖)부터 공양왕(恭讓王)까지의 역사를 35권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진고려사절요전」에는 이 책을 편찬한 찬자(撰者)들의 고려시대에 대한 인식태도가 나타나 있는데, 

즉 그들은 고려전기에는 교사(郊社)・장정(章程)・학교(學校)・과거(科擧)・중서성(中書省)・염리(廉使)・부

위제(府衛制)・전시과(田柴科) 등 문무관관료제도(文武官僚制度)가 정비됨으로써 태평의 정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신하들의 치적(治績)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다. 이

6)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8 23.86 42 × 63 0.5 90.17

*****

어 고려 후기는 군주의 무능과 군권(君權)의 약화가 제도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가 위기에 처했던 시기라

고 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고려 전기를 긍정적으로, 고려 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조선 전

기 학자들의 일반적인 고려시대 인식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 원인을 신하의 치적, 군주의 무능 등에서 찾

은 것은 『고려사절요』의 찬자 등이 친신적(親臣的)인 입장에서 고려시대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고려사절요』의 편찬은 친왕적(親王的) 입장이 반영된 『고려사』와는 대비되는 사료적 가치와 

사학사적(史學史的)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일반사항

① 고려사절요 vol.2

처리 전 크기 21.5×34×1.5(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1.5×33.8×1.9(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66장 비고 -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내지 하단에 충해의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다.

・44번째 장부터 종이 두께, 발 방향이 달라져 있다. 

   1~43 : 두께 0.06mm / 44 : 두께 0.1mm / 45~66 : 두께 0.13~0.17mm

・45번째 장부터 세로 길이가 들쑥날쑥하다.

・책끈을 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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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려사절요 vol.5

처리 전 크기 21.5×33.7×1.5(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1.4×33.8×1.6(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77장 비고 -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상단부에 전체적으로 물얼룩이 있다.

・내지의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나 부분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책끈을 새로 하였다.

③ 고려사절요 vol.16

처리 전 크기 21.5×33.7×1.2(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1.3×33.9×1.2(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80장 비고 수리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다.

・앞뒤로 2장씩 책장이 전면 배접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약해져 있다.

・책끈을 새로 하였다.

④ 고려사절요 vol.18

처리 전 크기 21×33×0.9~1.5(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1.2×33.3×1.8(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40장 비고 수리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다.

・판심 윗부분 결실부가 부분 배접되어 있다.

・배접된 부분의 손상이 매우 심한 편이다.

・배접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의 두께 차이가 크다.

・책끈을 새로 하였다.

⑤ 고려사절요 vol.19

처리 전 크기 21.4×33.5×1.2(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1.9×33.7×1.2(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35장 비고 -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판심 부분을 중심으로 얼룩이 있다.

・전체적으로 심하게 약화되었고 결실부가 있다.

・책끈을 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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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려사절요 vol.22

처리 전 크기 21.1×33×1.7~1.8(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1.3×33.6×1.1(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67장 비고 수리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책등 부분 위쪽으로 탄 듯한 자국이 있다.

・손상 부위가 부분적으로 배접되어 있다.

・배접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의 두께 차이가 있다.

・책끈을 새로 하였다.

⑦ 고려사절요 vol.23

처리 전 크기 22.4×33.5×1.5(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0.8×33.1×1.9(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60장 비고 -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다.

・결실부가 있다.

・책끈을 새로 하였다.

3) 손상 상태

• 표지가 마찰, 얼룩에 의해 손상되었다.

• 손상이 심한 내지는 결손 부분에 배접되어 있다.

• 내지와 배접지 사이에 소장인이 찍혀 있다.

유물과 배접지에 연결된 소장인

표지의 표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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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유물을 낱장 형태로 분리하였다.

• 해체 도중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끈 조각이 발견되었다.

원유물로 보이는 끈

크기 측정 두께 측정

책끈 해체

(3) 종이 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당 1장을 샘플링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크리닝 전・후의 산성도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종이

조사 결과표 뒤에 첨부)

(4)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5) 습식클리닝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습식클리닝 

하였다.

색도 측정 산성도 측정

건식클리닝



126 127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6) 보수용 종이 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리

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7)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에 맞는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종이가 

약한 부분은 얇은 닥지(두께 0.01mm)로 배접하였다.

습식클리닝

전 수리 시의 배접지 제거

(8) 건조

•    짜깁기가 끝난 후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수동프레스에 눌러 완전히 마

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프레스의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게 하고 유물

이 건조됨에 따라 그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흡수지를 교체하며 건조 수동식 프레스

보수지의 올을 풀어 결실부에 맞게 붙이기

특히 약한 부분은 얇은 닥지로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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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지의 보존처리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앞표지와 뒤표지를 보존처리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  표지는 마찰, 얼룩에 의해 손상되어 있었으며 특히 모서리 부분의 결손이 두드러진 상태였다.

•   표지와 두께와 밀도가 최대한 비슷한 종이를 찾아 치자와 오리나무열매로 천연 염색한 후, 결손부

를 짜깁기 하였다.

•  뒷면에는 여러 크기의 종이가 겹쳐져 붙어 있었다. 풀을 넣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 겹씩 분리하여 풀 넣기

vol.19 앞표지의 뒷면 vol.19 뒤표지의 뒷면

결손부 짜깁기 완료

(10) 책끈 제작

•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끈을 분석하였고, 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를 참고하여 견실을 붉은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작하였다.

발견 당시의 끈 조각

해체 시 발견된 끈 조각 실 염색

『고려사절요』책끈 현미경 사진



130 131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11)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 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하였다.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여 책 구멍을 뚫고 종이 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보존처리한 표지와 제작한 책끈을 이용하여 제책하였다.

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vol.2는 전체를, 나머지는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 하였

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하거나 배접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발수나 chain-line 간격은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로 표기하였다.

『고려사절요』는 낱장의 크기와 발의 방향, chain-line 간격이 한권 내에서도 일정하지 않으며, 두께와 

밀도의 차이도 큰 편이다. 내지의 밀도는 낮게는 0.28부터 높게는 0.81까지 분포되어 있어, 도침하지 않

은 종이와 도침한 종이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제책 완료

① 고려사절요 vol.2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3.4 42.2 0.06 3.94 2 정 19 27.95 0.47 

1 33.5 42 0.06 3.74 2 반 16 26.58 0.44 

2 33.5 42.3 0.08 3.17 2 반 14 22.37 0.28 

3 33.5 42.5 0.07 3.73 2 반 17 26.20 0.37 

4 33.3 42 0.03 2.35 2 반 14 16.80 0.56 

5 33.5 42.3 0.05 2.66 2 반 13 18.77 0.38 

6 33.5 42.8 0.05 2.35 2 반 13 16.39 0.33 

7 33.5 42.5 0.06 3.53 2 반 13 24.79 0.41 

8 33.5 42.2 0.07 3.74 2 반 14 26.46 0.38 

9 33.6 42.3 0.06 3.38 2 반 16 23.78 0.40 

10 33.5 42.5 0.04 2.79 2.3 정 12 19.60 0.49 

11 33.5 42.4 0.06 3.55 2 정 15 24.99 0.42 

12 33.2 42.4 0.07 3.65 2 정 16 25.93 0.37 

13 33.5 42.5 0.06 3.11 2 정 12 21.84 0.36 

14 33.6 42.5 0.07 3.84 2 정 15 26.89 0.38 

15 33.5 42.4 0.05 2.93 1.5 정 14 20.63 0.41 

16 33.6 42 0.05 2.94 1.8 정 14 20.83 0.42 

17 33.6 42.4 0.04 2.31 1.5 정 14 16.21 0.41

18 33.6 42.6 0.04 2.46 1.5 정 16 17.19 0.43 

19 33.5 42.6 0.04 2.56 1.5 정 15 17.94 0.45 

20 33.5 42.5 0.04 2.2 1.5 반 14 15.45 0.39 

21 33.5 42.5 0.05 2.56 1.5 반 15 17.98 0.36 

22 33.5 42.3 0.05 2.39 1.5 반 12 16.87 0.34 

23 33.5 42.6 0.05 2.9 1.5 반 15 20.32 0.41 

24 33.5 42.4 0.05 2.71 1.5 정 15 19.08 0.38 

25 33.5 42.5 0.05 3.02 1.5 정 18 21.21 0.42 도장

26 33.5 42.5
0.07 

0.07
5.44 × 반

상 : 12

하 : 12
38.21 

2장 

이어짐

27 33.5 42.5 0.06 4.54
상 : ×

하 : 1.6

상 : 정

하 : 반

상 : 12

하 : ×
31.89 0.53 

2장

이어짐

28 32.5 42.2 0.05 3.62 1.8 반 15 26.39 0.53 

29 33.5 42.3 0.05 3.11 1.7 정 15 21.95 0.44 

30 33.5 42.5 0.05 3.39 2 정 14 23.81 0.48 

31 33.5 42.3 0.05 2.85 1.8 정 15 20.11 0.40 

32 33.5 42.3 0.05 2.76 2 정 15 19.48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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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33 33.6 42.3 0.05 2.75 2 정 15 19.35 0.39 

34 33.6 42.3 0.05 2.89 2 정 15 20.33 0.41 

35 33 42.3 0.06 3.55 2 정 15 25.43 0.42 

36 33.5 42.5 0.05 2.79 1.7 정 15 19.60 0.39 

37 33.6 42.5 0.05 2.71 1.8 정 15 18.98 0.38 

38 33.5 42.1 0.05 2.8 2 정 14 19.85 0.40 

39 33.5 42.5 0.09 4.08 1.8 정 18 28.66 0.32 

40 33.5 42.3 0.05 3.48 1.5 반 14 24.56 0.49 

41 33.5 42.4 0.06 3.18 2 반 12 22.39 0.37 

42 33.5 42.5 0.05 2.5 2 반 11 17.56 0.35 

43 33.5 42.6 0.06 3.33 1.6 정 16 23.33 0.39 

44 33.4 42.2 0.12 6.32 × 정 15 44.84 0.37 

45 33.6 42.2 0.06 11.36 × 반 × 80.12 1.34 

46 33.6 42.2 0.06 3.92 2.2 정 16 27.65 0.46 덧댐

47 33.3 42.4 0.11 6.94 1.5 반 10 49.15 0.45 덧댐

48 33.3 42.6 0.12 6.84 1.5 반 11 48.22 0.40 덧댐

49 33.7 42.5 0.08 9.06 × 반 9 63.26 0.79 덧댐

50 33.5 42.4 0.14 8.03 1.7 반 11 56.53 0.40 덧댐

51 33.4 42.5 0.18 9.47 × 반 11 66.71 0.37 

52 33 42.6 0.15 10 1.2 반 10 71.13 0.47 

53 33 42.5 0.13 8.48 × 반 10 60.46 0.47 

54 32.8 42.5 0.1 11.23 × 반 11 80.56 0.81 

55 32.5 42.5 0.09 5.43 1.7 정 11 39.31 0.44 

56 33.5 42.5 0.15 10.94 × 반 × 76.84 0.51 덧댐

57 33.3 42.2 0.08 4.97 2 정 11 35.37 0.44 

58 31.6 42.5 0.13 8.84 3.5 반 10 65.82 0.51 

59 32.6 42.6 0.11 10.05 3 반 11 72.37 0.66 

60 33.7 42.5 0.06 4.44 1.8 반 10 31.00 0.52 덧댐

61 32.1 42 0.13 10.49 × 반 11 77.81 0.60 

62 32.8 42 0.08 5.14 × 반 9 37.31 0.47 

63 32.8 45 0.09 5.6 1.7 반 10 37.94 0.42 

64 32.1 42.4 0.12 9.59 3.5 반 11 70.46 0.59 

65 32.3 42 0.1 8.5 2.8 반 6 62.66 0.63 

66 31.6 42.2 0.13 9.66 3.4 반 9 72.44 0.56 

뒷속지 33.2 45 0.07 3.78 1.4 정 21 25.30 0.36 

② 고려사절요 vol.5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3.5 42.5 0.07 6.47 2 정 14 45.44 0.65 

1 33.5 42.6 0.04 2.45 2 정 15 17.17 0.43 

11 33.5 42.7 0.07 3.31 1.5 반 12 23.14 0.33 

21 33.5 42.5 0.08 5.38 × 정 12 37.79 0.47 

31 33.5 42.6 0.07 4.11 1.3 정 13 28.80 0.41 

41 33.4 42.7 0.07 5.38 2.5 반 11 37.72 0.54 

51 33.5 42.7 0.04 2.38 1.3 정 × 16.64 0.42 

61 33.5 42.8 0.06 5.01 × × × 34.94 0.58 

71 33.5 42.8 0.04 2.58 × × × 17.99 0.45 

뒷속지 33.5 42.7 0.07 6.12 2 정 13 42.78 0.61 

③ 고려사절요 vol.16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3.2 42 0.08 4.24 1.4 정 17 30.41 0.38 

11 33.6 42.5 0.07 5.39 × 정 10 37.75 0.54 

21 33.7 42.6 0.09 6.75 3 반 10 47.02 0.52 

31 33.5 42.5 0.07 3.87 × 반 11 27.18 0.39 

41 33.6 42.6 0.1 6.52 × 반 12 45.55 0.46 

51 33.6 42.6 0.08 6.75 × 반 14 47.16 0.59 

61 33.6 42.7 0.06 2.94 2 반 16 20.49 0.34 

71 33.5 42.7 0.05 3.13 × 반 11 21.88 0.44 

뒷속지 33.5 42.5 0.08 4.11 1.5 정 20 28.87 0.36 

④ 고려사절요 vol.18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2.6 41.1 0.06 3.55 1.5 정 × 26.50 0.44 

1 33 41.1 0.05 4.87 × 반 × 35.91 0.72 부분배접

11 33 41.4 0.08 5.79 × 반 13 42.38 0.53 부분배접

21 32.9 41.5 0.06 5.03 1.7 반 12 36.84 0.61 부분배접

31 32.8 41.5 0.07 3.74 2 정 12 27.48 0.39 부분배접

뒷속지 32.7 41.6 0.07 3.6 1.5 정 × 26.4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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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려사절요 vol.19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3.1 42.2 0.06 3.61 1.4 정 16 25.84 0.43 

1 33.4 42.6 0.08 4.22 × 반 15 29.66 0.37 

11 33.4 42.6 0.07 4.82 × 반 × 33.88 0.48 

21 33.5 42.4 0.08 3.88 3 정 17 27.32 0.34 

31 33.2 42.5 0.08 5.63 3 반 14 39.90 0.50 

뒷속지 33.5 42.5 0.06 4.26 × × × 29.92 0.50 

⑥ 고려사절요 vol.22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앞속지 33 42 0.07 4.54 1.5 정 18 32.76 0.47

11 33 42.1 0.07 3.54 2.2 반 14 25.48 0.36

21 33 42.1 0.08 6.12 × 반 10 44.05 0.55 부분배접

31 33 42.2 0.11 6.76 × 반 13 48.54 0.44 부분배접

41 33 42.1 0.06 3.47 2 정 12 24.98 0.42 부분배접

61 33 42.2 0.08 5.56 × 반 15 39.93 0.50 부분배접

뒷속지 32.7 41 0.07 4.23 1.4 정 16 31.55 0.45

⑦ 고려사절요 vol.23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1 33.2 42.5 0.16 7.88 × 반 11 55.85 0.35 

11 33.5 42.7 0.08 5.67 × 반 13 39.64 0.50 

21 33.6 42.6 0.04 2.75 × × × 19.21 0.48 

31 33.5 42.5 0.1 6.23 × 정 14 43.76 0.44 

41 33.5 42.3 0.05 2.82 2.5 반 12 19.90 0.40 

51 33.5 42.4 0.09 4.45 × 반 13 31.33 0.35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절요 vol.2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94

a* : 4.81

b* : 26.96

L* : 83.86

a* : 3.33

b* : 21.31

pH 6.81 7.09

2

색

도

L* : 82.86

a* : 2.84

b* : 19.08

L* : 86.01

a* : 1.00

b* : 16.39

pH 7.07 7.24

고려사절요 vol.2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58

a* : 4.18

b* : 25.02

L* : 88.76

a* : 1.07

b* : 14.63

pH 7.28 7.45

2

색

도

L* : 86.41

a* : 2.22

b* : 18.23

L* : 87.36

a* : 1.49

b* : 14.09

pH 6.93 7.59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3.74 33.5 × 42 0.44 26.5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5 2.56 33.5 × 42.5 0.36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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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vol.2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4.60

a* : 3.97

b* : 24.38

L* : 86.25

a* : 1.97

b* : 15.95

pH 6.53 7.33

2

색

도

L* : 84.70

a* : 3.01

b* : 18.26

L* : 87.96

a* : 1.31

b* : 13.13

pH 7.47 7.79

고려사절요 vol.2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5.43

a* : 7.03 

b* : 24.78

L* : 80.82

a* : 4.98

b* : 18.46

pH 7.67 7.81

2

색

도

L* : 77.21

a* : 6.14

b* : 24.14

L* : 78.60

a* : 5.27

b* : 19.95

pH 6.89 7.43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3.18 33.5 × 42.4 0.37 22.39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10.49 32.1 × 42 0.60 77.81

고려사절요 vol.5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7.13

a* : 1.39

b* : 17.55

L* : 88.88

a* : 0.62

b* : 11.38

pH 7.01 7.57

2

색

도

L* : 76.59

a* : 3.95

b* : 24.10

L* : 82.28

a* : 2.25

b* : 18.43

pH 6.23 7.14

고려사절요 vol.5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07

a* : 3.70

b* : 23.49

L* : 84.13

a* : 2.86

b* : 19.96

pH 7.55 7.59

2

색

도

L* : 80.31

a* : 3.30

b* : 22.71

L* : 83.84

a* : 2.68

b* : 20.60

pH 7.61 7.67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4 2.45 33.5 × 42.6 0.43 17.1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5.38 33.5 × 42.5 0.47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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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vol.5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97

a* : 3.57

b* : 22.70

L* : 86.80

a* : 1.63

b* : 16.28

pH 7.29 7.94

2

색

도

L* : 82.58

a* : 3.48

b* : 21.08

L* : 83.75

a* : 2.47

b* : 17.78

pH 7.75 7.77

고려사절요 vol.5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4.62

a* : 2.37

b* : 18.81

L* : 86.82

a* : 1.30

b* : 13.57

pH 7.36 7.57

2

색

도

L* : 83.78

a* : 4.15

b* : 25.59

L* : 89.29

a* : 0.90

b* : 12.65

pH 7.28 7.63

➊

➋

➊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5.38 33.4 × 42.7 0.54 37.7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5.01 33.5 × 42.8 0.58 34.94

➋

고려사절요 vol.16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1.75

a* : 5.61

b* : 20.38

L* : 84.77

a* : 4.37

b* : 18.68

pH 7.18 7.12

2

색

도

L* : 80.63

a* : 3.13

b* : 19.51

L* : 82.54

a* : 1.68

b* : 14.37

pH 7.16 7.51

고려사절요 vol.16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01

a* : 3.82

b* : 14.50

L* : 89.23

a* : 1.60

b* : 14.84

pH 6.30 7.24

2

색

도

L* : 81.72

a* : 3.51

b* : 20.96

L* : 86.39

a* : 1.85

b* : 16.04

pH 6.25 7.09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5.39 33.6 × 42.5 0.54 37.75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3.87 33.5 × 42.5 0.39 27.18



140 141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고려사절요 vol.16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0.57

a* : 5.60

b* : 20.83

L* : 82.20

a* : 4.07

b* : 18.47

pH 7.18 7.24

2

색

도

L* : 80.55

a* : 4.71

b* : 22.24

L* : 83.30

a* : 1.79

b* : 15.32

pH 6.57 7.23

고려사절요 vol.16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1.40

a* : 4.39

b* : 19.46

L* : 82.47

a* : 3.83

b* : 18.20

pH 6.86 7.06

2

색

도

L* : 75.88

a* : 7.34

b* : 24.53

L* : 77.81

a* : 5.51

b* : 21.72

pH 6.72 7.04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6.75 33.6 × 42.6 0.59 47.1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5 3.13 33.5 × 42.7 0.44 21.88

고려사절요 vol.18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33

a* : 3.06

b* : 18.92

L* : 84.96

a* : 1.49

b* : 12.89

pH 7.33 7.11

2

색

도

L* : 76.33

a* : 7.83

b* : 31.17

L* : 81.11

a* : 4.35

b* : 26.94

pH 6.69 7.12

고려사절요 vol.18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2.64

a* : 4.76

b* : 23.86

L* : 83.91

a* : 3.32

b* : 19.70

pH 6.97 7.18

2

색

도

L* : 48.02

a* : 15.05

b* : 18.33

L* : 50.27

a* : 13.62

b* : 18.87

pH 6.82 6.83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5 4.87 33 × 41.1 0.72 35.9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3.74 32.8 × 41.5 0.39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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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vol.19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50

a* : 2.18 

b* : 13.37

L* : 85.77

a* : 3.26 

b* : 20.90

pH 6.93 7.48

2

색

도

L* : 63.95

a* : 2.74 

b* : 21.45

L* : 79.05

a* : 2.64

b* : 24.43

pH 6.99 7.37

고려사절요 vol.19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05

a* : 7.59 

b* : 27.27

L* : 79.84

a* : 6.07

b* : 25.78

pH 6.69 7.33

2

색

도

L* : 88.13

a* : 1.93 

b* : 17.92

L* : 89.97

a* : 1.01 

b* : 14.82

pH 7.09 7.40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5.63 33.2 × 42.5 0.50 39.90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4.22 33.4 × 42.6 0.37 29.66

고려사절요 vol.22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8.28

a* : 1.37 

b* : 13.56

L* : 91.16

a* : 0.15 

b* : 10.40

pH 7.17 7.32

2

색

도

L* : 78.47

a* : 4.14 

b* : 21.61

L* : 79.07

a* : 3.09 

b* : 20.29

pH 6.48 7.58

고려사절요 vol.22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2.39

a* : 4.25 

b* : 21.43

L* : 89.14

a* : 0.51

b* : 2.80

pH 7.21 7.23

2

색

도

L* : 78.89

a* : 5.19 

b* : 22.68

L* : 83.46

a* : 3.00 

b* : 20.71

pH 7.30 7.67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7 3.54 33 × 42.1 0.36 25.4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6.76 33 × 42.2 0.44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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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vol.23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21

a* : 7.51 

b* : 26.03

L* : 82.43

a* : 4.02 

b* : 20.49

pH 7.50 7.53

2

색

도

L* : 74.90

a* : 5.65 

b* : 22.30

L* : 77.22

a* : 4.15 

b* : 19.80

pH 7.06 7.20

고려사절요 vol.23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35

a* : 5.02

b* : 25.28

L* : 87.16

a* : 1.16

b* : 12.76

pH 7.41 7.64

2

색

도

L* : 83.78

a* : 3.44 

b* : 24.65

L* : 87.55

a* : 1.15 

b* : 15.83

pH 7.53 7.69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6 7.88 33.2 × 42.5 0.35 55.85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4 2.75 33.6 × 42.6 0.48 19.21

고려사절요 vol.23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6.11

a* : 7.55

b* : 28.47

L* : 82.95

a* : 3.18

b* : 21.84

pH 7.00 7.52

2

색

도

L* : 83.84

a* : 4.86 

b* : 24.40

L* : 89.30

a* : 1.39 

b* : 15.39

pH 7.66 7.96

고려사절요 vol.23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74

a* : 6.39

b* : 23.50

L* : 82.98

a* : 4.19

b* : 20.31

pH 7.33 7.57

2

색

도

L* : 76.30

a* : 6.98

b* : 29.40

L* : 83.47

a* : 2.65 

b* : 19.00

pH 7.51 7.77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6.23 33.5 × 42.5 0.44 43.7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4.45 33.5 × 42.4 0.35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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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존처리 전・후 비교
  

1.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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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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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 승정원일기 vol.31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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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정원일기 vol.53

처리 전 처리 후

3) 승정원일기 vol.117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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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정원일기 vol.212

처리 전 처리 후

5) 승정원일기 vol.215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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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정원일기 vol.216

처리 전 처리 후

7) 승정원일기 vol.217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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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정원일기 vol.229

처리 전 처리 후

9) 승정원일기 vol.529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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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정원일기 vol.530

처리 전 처리 후

11) 승정원일기 vol.630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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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정원일기 vol.750

처리 전 처리 후

13) 승정원일기 vol.777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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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정원일기 vol.1033

처리 전 처리 후

15) 승정원일기 vol.1326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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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승정원일기 vol.1350

처리 전 처리 후

17) 승정원일기 vol.1455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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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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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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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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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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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사절요

1) 고려사절요 vol.2

처리 전 처리 후

2) 고려사절요 vol.5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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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사절요 vol.16

처리 전 처리 후

4) 고려사절요 vol.18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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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사절요 vol.19

처리 전 처리 후

6) 고려사절요 vol.22

처리 전 처리 후



182 183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7) 고려사절요 vol.23

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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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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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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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문회의

1. 국가지정문화재 등 수리복원 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신승운(문화재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유혜선(국립공주박물관),  전경목(문화재

위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나다순, 존칭 생략)

•  자문위원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신승운, 오수창, 유혜선, 전경

목(가나다순, 존칭 생략)

유물명 안건 자문내용

1 십칠사찬고금통요

・ 표지의 보존처리 방법

  :  원 표지는 종이에 직물로 배접된 상태,  

뒷면에 묵서된 종이가 붙어있음

・갈라진 내지 안쪽 묵서의 처리

・원 표지 뒷면의 묵서된 종이는 그대로 둔다.

・ 마모되어 갈라진 내지 안쪽의 묵서는 사진 자료로 

남기고 본래의 형태대로 연결한다.

2 승정원일기

・표지의 재사용 여부

・표지의 보존처리

・내지의 배접지 제거 여부

・표지는 보수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 승정원일기의 표지 중 배접지에 먹이 배어나온  

경우 제거 여부를 다시 의논한다.

・ 내지에 배접된 종이는 제거하되, 인장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둔다.

3 고려사절요

・표지의 재사용 여부

・내지의 배접지 제거 여부

・책끈의 결정

・ 표지를 보수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 내지에 배접된 종이는 제거하되, 인장이 있는 부분

은 그대로 둔다.

・ 책을 묶는 끈은 해체 시 발견된 끈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 등 수리복원 2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1년 10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신승운(문화재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전경목

(문화재위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나다순, 존칭 생략)

•  자문위원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김형진, 신승운, 오수창, 유혜선(국립공주박물관), 전경목(가나

다순, 존칭 생략)

유물명 안건 자문내용

1 십칠사찬고금통요

・표지의 보존처리 방법

:  유물은 종이 표지에 직물로 배접한 형태

인데, 표면 손상이 심하고 들뜸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결실된 상태이다.

・ 직물은 표지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고 종이로 

된 원 표지는 짜깁기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2 승정원일기

・ 섬유 분석을 위한 직물 표지의 반출 여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유효선 교수 연구실

에 의뢰 예정)

・ 승정원일기의 표지 직물은 섬유 분석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므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의 합의하

에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시 필요한 분석방법에 대한 조언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법[표 1]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자문을 구

하고자 함

・ 김형진 자문위원은 종이 분석에서 추가적인 조사

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섬유

장과 섬유폭의 분석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의 샘플링이 필요하므로 그 필요

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본 연구소는 조선시대의 제지기법의 파악 즉, 섬

유를 짧게 절단하여 초지한 초기 제지기법이 조

선시대까지 이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

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

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

였다.

[표 1] 조사 계획

대상 조사방법 조사내용 기대효과 실시기관

종이

사진촬영

표면 현미경 표면 관찰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투과촬영 섬유의 조성, 발간격 및 실끈 간격조사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현미경 촬영
섬유형태 관찰 및 C염색액으로 섬유의 

종류 판별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실측조사

크기, 두께, 무게 연구 자료로 활용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평량, 밀도 도침의 유무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색도 클리닝 전후의 변화 파악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산성도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 변화 파악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발간격 및 실끈 간격조사 연구 자료로 활용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섬유장, 섬유폭 측정 섬유의 종류 판별
서울대 임산공학과 

윤혜정 교수 연구실

직물 사진촬영

표면 현미경 표면 관찰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현미경 촬영 섬유형태 관찰
서울대 의류학과

유효선 교수 연구실

금속

사진촬영 금속현미경 표면 및 단면촬영 가공기법 확인
용인대 문화재학과

김수기 교수 연구실

XRF 성분파악 복원자료로 활용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제작복원 원래의 가공기법 복원제작하여 유물에 사용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안료
사진촬영 현미경 촬영 입자의 형태 및 크기파악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XRF 성분파악 연구 자료로 활용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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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지정문화재 등 수리복원 3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1년 12월 08일 목요일 오후 4시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신승운(문화재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전경목

(문화재위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나다순, 존칭 생략)

•  자문위원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김형진, 신승운, 오수창, 유혜선(국립공주박물관), 전경목(가나

다순, 존칭 생략)

유물명 안건 자문내용

1 십칠사찬고금통요

・표지의 보존처리 방법

:  유물은 종이 표지에 직물로 배접한 형

태인데, 표면 손상이 심하고 들뜸이 있

으며 부분적으로 결실된 상태이다.

・ 2차 자문회의 결과 이후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측에서는 계속된 사용으로 표

지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처

리를 하지 않고 책에서 분리하여 보관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표지를 유물에서 분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

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표지 보존 및 복구계획

이 확립되지 않는 이상 표지와 유물은 분리하지 않

는 것이 타당하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부 회의 결과, 표지는 유물

과 비슷한 시기의 보물 제773호 『금강반야바라밀

경』의 표지를 참고하여 새로이 제작하기로 하였다.  

보존처리에 대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방침이 확

실해지면 추후에 표지의 수리복원만 따로 의뢰할 계

획이다.)

2 승정원일기

・책끈의 제작

:  해체 시 발견된 끈의 조각을 조사하여 

마섬유라는 결론을 얻었다. 마 실을 붉

은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작하

였다.

・제작한 대로 사용한다.

3 고려사

・책끈의 제작

: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끈의 조각을 분

석하였고 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를 참고하여 견실을 붉은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작하였다.

・ 제작한 대로 사용한다.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Ⅶ. 사업자 제언

  2011년 후반기에 실시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국가지정문화재 등 수리복원사업’은 

발주처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시행자인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도 모두 바쁘고 급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했던 사업이었다. 사업대상인 유물이 국보 2건 18책, 귀중본도서 1건 7책으로 그 내용도 중요하

고 양도 방대하였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했던 사항은 보존처리 장소와 보존처리 전문 인력확보

였다. 다른 사업과 달리 보존처리 대상 유물이 외부로 나갈 수 없어 보존처리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에서 실시되어야 했으므로 사무실 공간을 보존처리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관계자들은 열람공간으로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야 했고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류유물 보존처리의 경우 모든 작업에 물이 사용되므로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대

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에 의해 설치되었고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대, 건조판, 수동 프레스, 도구류 

등은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로부터 운반되어 설치되었다. 

작업은 준비 작업과 본 작업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본 유물을 작업할 수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

원의 보존처리 장소가 협소하므로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작업은 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보존

처리에 사용될 종이(흡수지, 화학지, 레이온지 등)를 유물 크기에 맞춰 미리 재단하는 것과 유물에 맞는 

닥지를 선별하고 유물의 색상에 맞춰 염색하는 등의 작업은 연구소에서 진행하였고 본 유물에 대한 보

존처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진행하였다. 

작업인력은 총괄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수석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총 26명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사진촬영과 조사, 건식 및 습식클리닝은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고 나

머지 작업은 전임연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되었고 작업 중의 모든 행동은 

사무실에서 항시 볼 수 있도록 세트되었다. 연구소의 작업장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비상시를 

위한 녹화용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이었으므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작업자로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작업과정 중 자문회의가 세 차례 실시되었다. 대상 유물이 국보였으므로 자문위원으로 문화재위원

들이 위촉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 소장자, 보존처리자가 함께 자리하여 보존처리 방법에 대해 논

의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관련 자문회의다. 그러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경우 자문회의에 담당자가 참

석은 하되 의견은 내지 않고, 자문회의가 끝난 후 사업자가 이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고하고, 규장

각한국학연구원이 의견을 다시 내는 특이한 절차였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작업의 진행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문화재위원들에 의한 자문회의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결국 국보 제148호 『십칠사찬고금통요』의 경우 표지의 보존처리에 대한 의견이 2차 자문회의 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의 의견이 상반되었고, 이는 3차 자문회의에서 조절은 되었

으나 작업자에게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작업이 

완료된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만약 자문회의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이 참석하여 소장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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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의논할 수 있었다면 훨씬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은 사업자가 십여 년간 경험해온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사업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보존처리 후 유물에 관한 검수절차였다. 이 검수절차는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사업에서도 있기는 하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의 검수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었다. 우선 2945매에 이르는 모든 유물을 한 장씩 처리 전 사

진과 대조하였는데, 이는 처리 후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일은 다수의 검수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검수 시스템을 처음 겪는 사업자로서는 굉장

히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1차 검수에서는 십여 명의 검수 인원이 보존처리 후의 유물을 해체하여 한 장

씩 라이트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처리 전의 화면과 대조하였는데, 이는 보존처리자에 있어서는 경악스럽

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보존처리 후 유물은 가능한 한 만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책의 보존처리

에서는 보존처리 한 곳은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보존처리라고 하나, 규장각한국학연구

원의 경우 보존처리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한 장씩 검수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매우 당혹스러웠다. 이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 측의 항의에 의해 시정되어 책을 해체하여 한 장씩 라이트 위에서 비추어보는 방

식에서, 묶인 채로 한 장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검수는 검수자가 시정할 부분을 기록해주고 작

업자는 이를 확인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시정대상이 아닌 것은 이유를 기록하여 재검수 받는 형

식으로 하였으며, 3차까지 이루어졌다. 

시정 대상으로 지적받은 것 중 사업자의 실책으로 인정되는 것은 보존처리 후 글씨부분의 먹이 약해

진 것들이다. 유물 중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분말화 되었을 경우 건식 및 습식클리닝 시 분말화 된 

표면이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유물의 종이가 마모되어 먹 부분이 살짝 얹혀있는 

경우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 보존처리 후 이렇게 많은 양의 책

을 일일이 자세히 확인하고 비교한 적이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이었다. 이미 흐릿하

게 손실된 먹글씨에 대한 시정은 불가능하였으므로 글씨가 뚜렷이 보이게 하기 위해 글씨의 뒷면에 얇

은 닥지에 같은 묵서를 기입하여 소맥전분풀로 닥지의 윗부분을 살짝 접착시켰다. 표면에 발생된 곰팡이

로 인한 분말화 문제는 『승정원일기』 17책 중 십여 장 정도에서 발생하였다. 『고려사절요』의 경우 vol.18

은 책장이 매우 얇았고, 전 수리 시 덧대어진 백색의 배접지가 있어 이를 제거하자 먹색이 흐려진 부분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보존처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존처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건식 및 습식클리닝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건식클리닝 시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더욱 주의

하여 관찰하고 습식클리닝 전 먹 부분을 접착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저농도의 아교를 사용하여 먹 글씨

부분을 접착시킨 후 습식클리닝을 하도록 한다. 

둘째, 습식클리닝 방법의 개선이다. 이번 보존처리 시에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

므로 유물을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스프레이하여 오염을 흘려 내리는 방식을 사용하였으

나 이때 물의 압력으로 접착되지 못한 먹 부분이 결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유물을 물에 서서히 

담그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 방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과 건조할 넓은 장소

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습식클리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처리 전・후의 사진 촬영 방식이다. 이번 사업 시 처리 전 사진과 처리 후 사진은 제책된 상태에

서만 촬영하였다. 다만 종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10장 중 1장씩은 보존 처리 전 해체 후 낱장 상태로 촬

영하였다. 그러나 보존처리 후 한 장씩 전후를 비교 검수하기 위해서는 처리 전과 처리 후를 낱장 상태로 

촬영하여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자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수결과에서 지적된 내용 중 『승정원일기』에는 간행 당시 잘못된 글자를 고쳐 쓰기 위해 

종이를 얇게 하고 그 위에 글자를 써서 획의 일부가 반대편 종이의 뒷면에 쓰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검

수자는 얇아진 종이의 구멍을 손상부로 판단하여 메우도록 요구하였으나 보존처리자의 판단으로는 이러

한 구멍이 유물의 보존문제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흔적은 역사적 사실의 하나로 

남겨짐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외에도 검수 지적사항 중 유물 종이의 발자국과 끈 자국 부분이 얇으므로 보강하도록 하는 시정 

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존방법으로 리프캐스팅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처리 후 남아 있는 먹 흔적에 대

해 오염이라 판단하여 제거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검수자가 보존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었

다. 보존처리자는 일일이 이에 대응하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귀중한 작업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무례하게 표현된 검수 기록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작업의욕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사업자의 합의하에 검수 체계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시작 전에 검수의 목적, 검수 시스템과 일정이 사업자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검수자에 대해 검수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즉 검수의 목적이 

보존처리 후의 단점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존처리자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 제3

자의 눈으로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검수자는 보

존처리자의 전문성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또한 검수자가 보존처리 전문가

가 아닌 이상, 보존처리자에게 보존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일은 삼가기 바란다. 그리고 검수자가 확인하여 

주었으면 하는 사항은 책장 순서, 글자의 탈락 여부, 결손부가 보강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 세 사항 중 책

장 순서 확인은 비전문가도 가능하겠으나 글자의 탈락 여부는 비전문가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처리 전・후의 낱장사진이 준비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손부 보강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검수 전에 한지 조성에 대한 교육과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검수자의 유물 취급에 대한 교육과 검수 장소에 대한 준비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검수 

장소가 협소하였으므로 검수자들도 불편한 상태에서 검수를 진행해야 했다. 특히 다른 사업의 경우 많

은 책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원본과 복제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위해 원본 유물에 대한 취급이 소홀해

지는 상황이 수차례 인식되었는데, 이는 검수자가 유물 취급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유물 검수 시스템은 사업자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된다면 유익

한 시스템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검수시스템은 사업자로써 다시 한 번 보존처리 내용 전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전문가 입장에서의 보존처리에 대한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보존처리

자는 종이를 사랑하지만 검수자들은 글자를 사랑한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입장에 따른 시각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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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보존처리사업은 이제까지 사업자가 경험해 왔던 것과는 

또다른 경험이었다. 보고서에 사업자 제언이라는 부분을 요구한 것도 그 중 하나인데, 사업자는 위의 내

용들이 발주자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을 감수하고 기술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유는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이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복원작업의 진행을 위해 작업기간 내내 순서를 정해 주말과 늦은 시간까

지 개인의 시간을 희생해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후반기,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에서 귀중한 유물의 보존처리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존처리자 모두에게 있어 귀한 경험

이며 행복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보존처리에 참가했던 모두에게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며, 보존처

리 대상유물의 보존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이 앞으로 문화재 보존처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첨부 문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헌 제책에 사용된 직물 고찰1)

1. 서론

본고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헌의 표지 구성과 사용된 재료의 감별과 특성을 규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직물과 섬유의 형태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섬유와 기타 부산물의 분광분석 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유물의 상태와 특징에 대한 유물 정보를 기록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수리복원의 

처리 방법과 사용 재료의 선정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직물과 실의 구성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고직물 기술의 복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섬유의 퇴화 메커니즘에 대한 실

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1)  대상 유물 

본 연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헌 중 수리복원 중인 문헌의 표지에 사용된 직물과 끈

에서 탈락하거나 채집한 것으로 3건의 유물에서 모두 7점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참조) 

[표 1] 대상유물 개요

번호 유물명 부분 년대 비고

1 십칠사찬고금통요 앞표지 조선시대 국보 제148호

2

승정원일기

vol.53 앞표지 : 신축(辛丑)개장

조선시대 국보 제303호

3 vol.215 앞표지 : 정미(丁未)개장

4
vol.529

앞표지 : 개장기록 없음

5 끈

6 vol.1033 끈

7 고려사절요 끈 조선시대 -

1) 채정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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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대상 유물의 표지 직물과 섬유 시료의 특징과 감별을 위해 섬유의 형태학적인 조사와 분광분석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   형태학적 분석

 유물의 표지 직물의 직조 형태와 직조에 사용된 실의 특징 등을 조사하고 수집된 섬유의 감별

을 위해 시료의 단면과 측면에 대한 형태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JSM 5410LV, JEOL, Japan), Video microscope(ICS-P302B, 

SOMETEC, Korea)을 이용해 섬유관찰을 실시하였다. 

•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스펙트럼은 ATR Acc.(window ZnSe)을 장착한 FT-IR spectrophotometer인 Nicolet 

6700(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해 얻었다. No. of scan는 32, Resolution은 8, Wavenumber 

range(cm-1)는 4000-650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조성 섬유 감별

문헌의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 직물의  섬유를 조사한 결과 견과 면, 그리고 마섬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십칠사찬고금통요』의 앞뒤 표지에 사용된 직물은 면섬유로 조사되었다(그림 1). 유물의 표면에는 많

은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었고 섬유가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섬유 표면에 많

은 불규칙한 모양의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은 것은 이 직물이 책의 표지를 만들기 위해 종이에 풀 등의 

호제를 이용해 접착했던 것이므로 이때 사용된 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오랜 시간의 경과

로 인한 고형 오구와 염료도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섬유는 단세포로 되어 있으며 섬유의 폭이 12~20㎛ 정도로 균일하며 측면은 리본상의 꼬임

(convolution)이 있고 단면은 편평에 가까운 관상으로 가운데 중공(中空, lumen)이 있어 이것을 확인함

으로써 판별할 수 있는데 본 유물의 섬유에서도 이러한 형태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또한 섬유 길이 방향

으로 나타나는 피브릴의 반전(reversal)이 큰 특징이다.2)

그러나 유물에서 관찰되는 면섬유는 현재의 면섬유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면섬

유 측면은 피브릴이 섬유 길이를 따라 끊김 없이 이어지는 반면 유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면의 측면은 

많은 균열이 피브릴을 따라 발생한 경우가 많다.3) 이러한 열화가 더 진행되면 섬유를 이루는 각 조직이 

분해되어 피브릴화 되고 심각한 경우 섬유가 끊어지기도 하는데(그림 2) 본 유물의 섬유도 이러한 모습

2) 『Identification of Textile Materials』(7th Ed), The Textile Institute Manchester, 1975, p.137

3) Karl Mahall, 『Quality assessment of textiles』, Springer-Verlag, 1993, pp.80-82

*****

이 많이 관찰되어 많은 섬유 퇴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제53책, 제215책, 제529책의 앞표지에 사용된 직물을 이루는 섬유는 마(麻)섬유로 확인

되었다(그림 3~5). 이 마섬유가 대마(삼베)나 저마(모시)인지 또는 다른 인피섬유 종인지를 구별하는 것

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단면과 측면의 형태적 변형이 생겼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염색반응 실

험도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마와 저마의 섬유 조성이 매우 유사해 정성분석적인 조사도 감별에 어

려움이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 인피섬유는 대마와 저마이다. 이 섬유들의 형태적 특징으로

는 단면에 큰 중공을 가지고 있으며, 측면은 곳곳에 마디를 볼 수 있다. 세포벽이 얇고 납작한 측면을 가

지고 있으며 cross-marking과 섬유 다발로 인해 길이방향으로 줄무늬를 가진다. 저마의 섬유 세포는 모

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 불규칙하고 다양한 모양의 루멘 때문에 각각의 세포벽은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세포벽이 얇다.4)

유물에서 사용된 마섬유의 경우 섬유에 푸새처리로 인해 섬유 표면의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처리를 실시해 섬유 외 물질을 제거하고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시료의 양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유물의 섬유 표면도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

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직물을 손질하기 위한 푸새처리와 표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에서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십칠사찬고금통요』의 앞표지 섬유 단면(좌)과 뒤표지의 섬유 단면(우)

[그림 2] 면섬유(17세기 복식 유물)의 손상 모습

4) Dorothy Catling and john Grayson, 『dentification of Vegetable Fibres』, 2004, pp.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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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유물에서 관찰되는 마섬유는 열화되어 섬유 다발이 흩어지며 섬유가 가늘어지거나 피브릴화 

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되는데(그림 6) 본 유물에 사용된 마섬유는 이 같은 손상보다는 섬유의 중간이 

절단되거나 섬유 끝이 잘라지는 현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같은 고직물이라도 그 사용방법이나 생

존 방식에 따라 섬유의 손상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손상의 정도와 그 양상

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승정원일기』 제53책 앞표지 - 단면(좌), 측면(우)

[그림 4] 『승정원일기』 제215책 앞표지 - 단면(좌), 측면(우)

[그림 5] 『승정원일기』 제529책 앞표지 - 단면(좌), 측면(우)

2) 직물 특성

본 유물에 사용된 표지 직물은 모두 평직물이며, 면직물이 사용된 유물은 『십칠사찬고금통요』의 앞

뒤 표지이다(그림 8~9). 실에 주어지는 꼬임은 S와 Z꼬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의 꼬임이 많으면 강도

가 크고 딱딱하며 까슬까슬한 실이 되고 꼬임이 적으면 부드럽고 광택이 좋으나 너무 많으면 강도가 오

히려 떨어진다(그림 13)5) 면직물은 제직 특성상 방적사를 이용하므로 꼬임이 있는데 본 유물에서는 S꼬

임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십칠사찬고금통요』 앞표지 [그림 9] 『십칠사찬고금통요』 앞표지

[그림 6] 복식 유물(17C)에 사용된 마섬유의 손상

5) 김성련, 유효선, 조성교, 『새의류소재』, 교문사, 2005, pp.146-147

[그림 7] Hearle의 섬유 절단면에 따른 분류(출처 : ACS 212, 1986)

*****



200 201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표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헌 표지 직물의 특성

유물 섬유 직조 밀도※(경*위/inch) 직물폭(cm) 꼬임 실너비(㎛) 

십칠사찬고금통요
앞표지 면 평직 50*32 - S 550~650

뒤표지 면 평직 36*52 - S 400~500

승정원일기

제53책 앞표지 마 평직 18*25 43.5 S 550~650

제215책 앞표지 마 평직 15*23 43.5 S 100~150

제529책 앞표지 마 평직 26*19 33.5 S 380~600

※ 직물의 경위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표지의 세로에 사용된 실을 경사로, 가로에 사용된 실을 위사로 표기하였다.

문헌의 표지는 대부분 한 장의 직물을 사용해 제작되었으나 『십칠사찬고금통요』의 앞뒤 표지는 직물

을 이어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서리 등에서 이음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사용된 실은 표

지 직물과 같은 면사를 사용했다(그림 14). 

[그림 11] 『승정원일기』  제215책 표지 [그림 12] 『승정원일기』 제529책 표지

[그림 13] 섬유의 꼬임

오른 꼬임(S 꼬임) 왼 꼬임(Z 꼬임)

[그림 10] 『승정원일기』 제53책 표지

[그림 14] 『십칠사찬고금통요』 앞표지 이음부분(좌)과 이음실(우)

3) 끈에 사용된 섬유와 구성 특성

대상 유물에 사용된 책끈은 2개의 실(yarn)을 꼬아 합쳐 만든 이합사(2 ply yarn)로서 그 굵기와 섬

유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려사절요』의 책끈은 견사를 Z방향으로 꼬아 만든 연사 2가닥을 꼬아 만들었다(그림 15). 이때 끈

의 두께는 약간의 차이를 내며 색상은 갈색으로 남아있다. 

『승정원일기』 제1033책에 사용된 책끈은 마(麻)사를 엮어 만든 것으로 표면에 많은 소섬유를 관찰

할 수 있다(그림 16). 마사로 제작된 책끈은 견사로 제작된 끈들이 모두 Z꼬임인 것과는 달리 모두 S꼬임

으로 제작되었다. 

『승정원일기』 제529책은 면방적사를 여러 가닥 꼬아 만든 연사 2가닥을 S방향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7). 면사는 단섬유를 방적해 실을 만들기 때문에 장섬유인 견사나 마사와는 다른 외관

적 특징을 보이며 표면에 많은 소섬유를 관찰할 수 있다. 

이상에서 책끈에 사용된 섬유는 견, 면, 마섬유이다. 면과 마섬유 등 식물성 섬유로 제작된 끈은 S꼬

임으로 조사되었으며 견섬유로 만든 끈은 Z꼬임으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표 3). 

[그림 15] 『고려사절요』의 책끈(좌)과 섬유의 측면(우)

[그림 16]『승정원일기』제1033책 책끈에 사용된 섬유의 측면

[그림 17]『승정원일기』제529책 책끈(좌)과 섬유의 측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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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문헌에 사용된 책끈의 특징

번호 유물명 부분 섬유 yarn width(mm) 꼬임

1
승정원일기

제529책
조선시대

면 2.5 S

2 제1033책 마 / S

7 고려사절요 조선시대 견 1.8 Z

4. 결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헌의 표지 구성과 사용된 재료를 감별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수리복원에 기초적인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물과 섬유의 형태학적 관찰

을 실시하고 부산물의 분광분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헌의 표지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면섬유, 마섬유가 사용되었다. 의복 유물에 사

용된 섬유가 섬유 길이를 따라 crack이 나타나고 피브릴화되고 손상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본 

유물에 사용된 섬유는 섬유가 절단되는 등의 손실이 많이 관찰되었다. 

책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끈은 면사와 마사, 그리고 견사를 연사한 2가닥을 꼬아 제작되었다. 이때 

견사는 Z꼬임으로, 면사와 마사로 제작된 끈은 S꼬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섬유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물의 상태와 특징에 대한 정보 기록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유물의 수리복원 시 처

리 방법과 사용 재료의 선정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물과 실의 구성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고직물 기술의 복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섬유의 퇴화메커니즘에 대한 실

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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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계약기관 :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 사 업 명 :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07월 20일 ~ 2011년 12월 10일

Ⅱ. 대상유물 목록

명 칭 시대 수량 비고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 정조 7년(1783) 1책 세계기록유산

2 함흥지도 刊年未詳 1축

3
탁지정례

상방정례

영조 25년(1749)

영조 28년(1752)
2책 비단표지, 변철

4 성종대왕류부록 조선시대 1책

5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영조 5년(1729) 1책

6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광해군 1년(1609) 1책

7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조선시대 1책

8 소현분조일기 인조 5년(1627) 2책

9 금호유고 숙종 4년(1678) 1책

합계 : 1축 1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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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존처리 방침

•  유물의 보존처리는 제작 당시의 형태를 기준으로 손상원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유물의 

장기적인 보존을 목표로 한다.

•   유물의 보존처리는 조사 - 해체 - 클리닝 - 결손부 보강 - 제책의 순으로 진행되며 보존처리는 

최소한으로 처리를 실시하고, 전 과정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  유물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가역적이며 그 보존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  자문회의는 유물의 보존처리 기간 중 3회 실시한다.

Ⅳ. 대상유물의 보존처리 과정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英祖貞純后四尊號莊祖獻敬后再尊號都監儀軌)

2. 함흥지도(咸興地圖)

3. 탁지정례(度支定例)・상방정례(尙方定例)

4. 성종대왕류부록(成宗大王類附錄)

5.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

6.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

7.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8. 소현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9. 금호유고(錦湖遺稿)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英祖貞純后四尊號莊祖獻敬后再尊號都監儀軌)

1) 해제1)

1783년(정조 7) 3월에 영조(英祖)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에게 존호(尊號)를 가

상(加上)하고,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와 그의 빈(嬪)인 혜경궁(惠慶宮, 1735~1815)에게 존호(尊

號)를 올린 과정을 기록한 의궤로, 존호도감(尊號都監)에서 편찬하였다. 

정순왕후는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金漢耉, 1723~1769)의 딸로 본관은 경주이다. 1759년(영

1)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조 35)에 영조의 계비로 간택되어 왕비에 책봉되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생부로, 

2살 때 세자에 책봉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추존되었다가, 1899년(광무 3)에 다

시 장조(莊祖)로 추존되었다. 혜경궁은 홍봉한(洪鳳漢)의 딸로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1744년(영조 20)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은 뒤 혜빈(惠嬪)에 추서되었다가, 정조 즉위 후 ‘혜경(惠慶)’

이라는 궁호(宮號)를 받았다. 1815년(순조 15) 서거한 후 헌경왕후(獻敬王后)로 추존되었다.

본 의궤는 1책(263장)의 필사본이며, 23명의 채색 도설(圖說)과 10면의 채색 반차도(班次圖)가 수록

되어 있다. 의궤의 내용은 좌목(座目), 계사(啓辭), 이문(移文), 내관(來關), 예관(禮關), 의주(儀註), 감결

(甘結), 서계(書啓), 상전(賞典), 의궤(儀軌),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별공작(別工作)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본 의궤는 총 6건이 제작되었으며, 춘추관(春秋館), 예조(禮曹), 강화부(江華府), 태백산사

고(太白山史庫),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에 1건씩 분상되었다. 수리복원 대상자

료(奎 13312)는 예조에 분상되었던 책이다.

2) 일반사항

처리 전 크기 34.9×47.9×3.5(cm) 장정 3침 철장

처리 후 크기 34.8×47.6×3.7(cm) 연대 正祖 7年(1783)

장수 103장 비고 수리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높이 4(변철 부분), 1.1(고리)

・앞표지는 손상이 심하며 같은 질감의 직물로 수리된 흔적이 있다. 뒤표지는 종이로 되어 있다.

・물얼룩과 곰팡이가 심하고 부분적으로 약화되었다.

・뒤표지 안쪽에 변철 개장 기록이 있다.(2003年 5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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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상상태

• 한번 이상 수리된 흔적이 있다.

• 표지는 심하게 손상되어 이전 수리 시에 같은 질감의 직물 위에 덧대어져 있다.

• 표지 안쪽에 물에 의한 오염과 심각한 결손의 흔적이 있다.

• 변철이 원래의 것이 아니다.

선장의 흔적 표지 직물

배접지와 분리된 표지 직물

개장된 변철 뒤표지 안쪽의 변철 개장기록

• 뒤표지는 앞표지와 달리 종이로 되어 있다.

• 사용에 의해 종이 표면이 마모되어 있다.

• 물이 스며든 자국이 있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으며, 종이의 강도가 약해져 있다.

뒤표지 종이 뒤표지의 결손부

사용에 의한 마모

곰팡이의 흔적 물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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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여러 곳이 충해로 인해 결손되었다.

•  시간의 경과 및 물에 의한 손상으로 안료의 접착력이 저하되어 안료가 다른 장에까지 옮겨져 있다.

• 내지의 마지막 장이 표지와 연결되어 있다. 앞장과의 연결성에 의문이 있다.

마지막 장 '품목질(稟目秩)'

안료가 앞장에 묻어남

충해로 인한 결손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 그림의 채색기법 및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현미경2) 촬영을 실시하였다.

•  유물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마이크로 X-선 형광분석3)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뒤에 첨부)

(2) 해체

• 개장된 철장을 풀어 유물을 해체하였다.

• 표지 안쪽에서 개장 이전 책구멍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미경 촬영 X-선 형광 분석법

2) Industrial megascope system

3)  X-선 형광 분석법(X-ray fluorescence analysis, XRF)은 시료에 X-선을 조사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X-선(형광 X-선)

을 이용해서 원소의 정성ㆍ정량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철장 해체 개장 이전의 책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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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이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 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내용 뒤에 첨부)

(4) 안료의 접착력 강화

•  안료가 있는 부분에 1.5%의 토끼아교를 두 차례 도포하여 접착력을 강화시켰다.

아교 더하기

크기 측정 두께 측정

색도 측정 산성도 측정

(5) 건식클리닝

•  오염이 있는 부분에 곱게 분말화한 지우개가루를 도포한 후 붓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표면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였다.

(6) 습식클리닝

• 습식클리닝으로 인하여, 번짐이 예상되는 부분에 먼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작업

하였다.

(7) 보수용 종이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

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제작된 종이를 오리나무 열매 등을 이용하여 천연 염색하였다.

지우개 클리닝

습식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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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의 Chain-line, 발수, 두께를 고려한 보수용 종이와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처

리하였다. 

(9) 건조

•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수동프레스에 눌러 완전히 마를 때까지 흡수지

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프레스 건조 시의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게 하고 유물이 건조됨

에 따라 그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오리나무 열매 오리나무 염색

③ 붙이기 ④ 완성

① 손상부분 형태로 복원용 종이 올 풀기 ② 풀칠하기

(10) 표지의 보존처리

•  유물의 앞표지는 직물로, 뒤표지는 종이로 되어 있었다. 앞표지는 손상이 심하며 같은 질감의 직

물 위에 덧대어져 있었다.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앞표지에 덧댄 직물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고 결손부분을 같은 재질로 짜

깁기 하였다. 뒤표지는 직물이 아닌 종이로 제책되어 일반적이지 않았으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

장 다른 본을 확인한 결과 뒤표지가 유물과 같이 종이로 되어 있었으므로 본래 뒤표지를 보존처

리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  앞표지 직물의 섬유를 분석한 결과 삼베로 확인되었다. 이에 짜깁기에 사용될 여러 지방의 삼베를 

구입하여 현미경으로 확인 후, 유물과 섬유조직이 가장 흡사한 남해산 삼베를 사용하였다.

흡수지를 교체하며 수분 흡수 수동식 프레스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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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표지 보존처리의 경우, 덧댄 직물에서 분리하여 습식클리닝 한 후, 결실부를 메우기 위하여 앞면에 

임시 배접을 하였다. 화면 임시 배접에는 가역성이 좋은 풀가사리4)풀과 레이온지를 사용하였다.

•  짜깁기용 베를 천연 염색하여 유물의 색과 비슷하게 맞추었다. 

•  유물 위에 OHP 필름과 트레싱지를 올려놓고 결손부를 따라 그린 후 잘라냈다. 

유물 앞표지 현미경사진(×80) 짜깁기용 남해 베 현미경사진(×80)

4)  풀가사리(학명 : Gloiopeltis tenax, 鹿角菜, ふのり) : 해초의 일종으로 2월에서 4월이 채취기이다. 물에 끓여 잘 익혀 녹

이면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가 졸화해 점액 상태가 된다. 이것은 회반죽의 재료의 하나로서 강한 벽을 만드는 데 사용

한다. 접착력이 강하지 않아 접착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직물의 마무리용으로 사용된다.

분리하여 임시 배접한 앞표지의 뒷면

결실부 모양 따라 그리기 모양대로 잘라내기

•  잘라낸 조각을 결손부에 맞도록 풀가사리 풀로 붙여서 고정시켰다.

•  짜깁기 후 닥지(국내산 닥 100%)와 소맥전분 새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  건조판에 붙여 건조한 후 짜깁기한 부분에 색맞춤을 하였다.

(11) 변철 제작

•  자문회의 결과, 개장된 변철을 제거하고 비슷한 시기의 분상용 의궤를 참고하여 복원제작하기로 

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궤 중 비교적 시기가 가깝고 변철의 원형이 남아 있는 『금보

개조도감의궤』(1705年)를 조사하였다.

•  원래의 변철은 심하게 녹슬어 있었으며 무쇠를 두드려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변철은 

불에 달궈 두드린 형태 그대로 사방을 재단하지 않아 형태가 울퉁불퉁하였다.

•  두석장에 의뢰하여 기존의 변철과 유사한 샘플을 제작하였다. 철장은 각각 송진, 들기름, 흑옻칠, 

생옻칠을 하여 굽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  각각의 변철 샘플을 온도 80℃, 상대습도 80%로 맞춘 챔버에 넣고 변화를 살폈다. 송진을 칠한 샘

플이 가장 먼저 녹이 슬었고, 들기름을 칠한 샘플은 실험 전에 비해 색이 희미해졌으나, 흑옻칠과 

생옻칠을 한 샘플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실험결과에 따라 변철에 옻칠을 하기로 하였으며, 흑옻칠보다는 색이 더 자연스러운 생옻칠을 하

기로 하였다.

풀가사리 풀로 붙인 후 배접지 제거 완성

배접하기 건조판에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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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철의 두께와 크기는 기존의 의궤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변철의 길이는 책의 길이와 동일하게 

제작하였고 폭은 1寸1分(약3.33cm)으로 제작하였다. 두께는 유물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변철보다 조금 두꺼운 1mm로 하였다. 변철은 주위를 재단하고 무쇠를 두드린 후 생옻칠하여 불

로 굽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12)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하였다.

•  낱장을 순서에 맞게 정리한 후 기존에 있던 책 구멍에 종이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보존처리 한 표지와 제작한 변철을 사용하여 제책하였다.

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 하였는데,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하거나 배접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발수나 chain-line 간격은 육안으로

변철 고정 제책 완성

금보개조도감의궤(1705年) 변철 샘플(송진, 들기름, 흑옻칠, 생옻칠)

5)  L*값이 상승할수록 명도는 높아진다. a*값이 (+)로 갈수록 적색, (-)로 갈수록 녹색에, b*값이 (+)로 갈수록 황색, (-)로 갈

수록 청색에 가깝다.

는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로 표기하였다.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는 낱장의 크기와 발의 방향, chain-line 간격이 일정하고 

두께와 밀도도 고른 편이다. 발수는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합지를 

사용하여 도침을 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밀도는 평균 0.5 이상으로 도침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내지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11 47.2 69 0.17 24.3 2.3 정 × 74.61 0.44 

21 47.4 69.3 0.17 27.71 2.3 정 × 84.36 0.50 

31 47.4 69.3 0.14 23.35 2 정 × 71.08 0.51 

41 47.4 69.3 0.18 29.88 2.3 정 × 90.96 0.51 

51 47.4 69.4 0.18 29.88 2.3 정 × 90.83 0.50 

61 47.1 69.4 0.15 27.05 2.3 정 × 82.75 0.55 

71 47.3 69.6 0.17 26.73 2 정 × 81.19 0.48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5)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의궤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51

a* : 3.57

b* : 20.44

L* : 87.98

a* : 1.67

b* : 14.04

pH 6.21 7.02

2

색

도

L* : 75.24

a* : 4.57

b* : 18.32

L* : 79.60

a* : 3.93

b* : 15.91

pH 6.26 7.96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7 27.71 47.4×69.3 0.50 8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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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1.74

a* : 5.04

b* : 22.33

L* : 86.82

a* : 2.18

b* : 15.39

pH 6.79 7.27

2

색

도

L* : 70.18

a* : 12.11

b* : 15.19

L* : 88.13

a* : 1.77

b* : 12.85

pH 6.70 7.23

➊

➋

의궤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14

a* : 2.85

b* : 18.33

L* : 87.22

a* : 2.30

b* : 13.53

pH 6.27 7.35

2

색

도

L* : 81.13

a* : 3.15

b* : 18.43

L* : 86.30

a* : 2.07

b* : 12.94

pH 6.10 7.42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4 23.35 47.4 × 69.3 0.51 71.08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8 29.88 47.4 × 69.3 0.51 90.96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8 29.88 47.4 × 69.4 0.50 90.83

의궤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63

a* : 3.90

b* : 26.18

L* : 83.92

a* : 3.37

b* : 23.24

pH 6.14 7.06

2

색

도

L* : 75.70

a* : 4.97

b* : 19.00

L* : 77.33

a* : 5.19

b* : 16.08

pH 6.28 7.29

➊ ➋

의궤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81

a* : 3.06

b* : 18.09

L* : 88.32

a* : 2.24

b* : 16.39

pH 6.09 7.28

2

색

도

L* : 81.38

a* : 2.79

b* : 18.31

L* : 86.74

a* : 1.64

b* : 13.30

pH 6.09 6.81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5 27.05 47.1 × 69.4 0.55 82.75

의궤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89

a* : 3.83

b* : 21.35

L* : 87.70

a* : 2.12

b* : 14.85

pH 6.18 7.42

2

색

도

L* : 82.72

a* : 2.92

b* : 18.31

L* : 87.32

a* : 1.50

b* : 12.05

pH 6.39 7.37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7 26.73 47.3 × 69.6 0.48 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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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미경 촬영 및 안료 성분분석

도설 부분의 그림 채색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 분석 및 표면 현미경 촬영을 실시하였다. 측정에는 휴

대용 X-선 형광 분석기(Oxford사의 X-MET5100)가 사용되었으며, 전압 40㎸, 전류 10㎂, 측정시간 60초

의 조건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주요 검출 원소는 검출량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1000ppm 미만의 미량

일 경우는 괄호 내에 표기하였다.(현미경은 ‘Industrial megascope system’을 이용하여 300배 확대 촬영

하였다.)표 위의 숫자는 장수를 의미하고 a는 펼쳤을 때 오른쪽 페이지, b는 왼쪽 페이지를 의미한다. 

4b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Cl > Pb > Ca > Cu > 

(As > Sr > Ta)

연백+석록(입자가 고운 석록을 

사용하여 옥색을 표현)

➊

4a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Pb > Cu > Ca > 

(Br > Sr > Ta > Mn) 

연백+석록(입자가 고운 석록을 

사용하여 옥색을 표현)

2

Cl > Pb > Hg > Ca > 

(Br > Cu > Sr)

이 부분은 노란 부분을 목표로 

하였으나 빗금 친 붉은 부분의 안

료가 함께 분석되었다. 노란 부분

은 염료계로 추정된다.

3

Cl > Pb > Hg > Ca > 

(Cu > Br > Mn)
연백+진사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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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Ca > Pb > 

(Sr > Cu > Mn > Br > Zn) 연백+염료계

➊

6a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Pb > Ca > 

 (As > Sr > Br > Cu > Mn)
연백

2
Ca > Pb > 

(Sr > Cu > Br > Mn > Zn)
연백+염료계

3
Cl > Pb > Ca > Hg > Cu >

 (Br > Zr)
연백+진사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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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 Ca > Fe > Pb > Sr > Cu > Cd) 염료계

2
Ca > Pb > 

(Br > Sr > Cu > Zn)
연백+염료계

➊

➋

9a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Cl > Pb > Ca > Hg > 

(Br > Cu > Sr)
연백+진사

2
Pb > Ca > Hg > 

(As > Sr > Br > Cu)

연백+진사(물에 의한 손상

으로 안료가 탈락됨, 연백

이 변색되어 검은빛을 띰)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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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 Ca > Sr > Cd > Br > Pb > Mn > Cu > Zn ) 먹

2 ( Ca > Pb > As > Br > Cu > Sr > Mn > Zn ) 먹

➊

➋

14b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Pb > Ca > 

(Cu > Sr > Mn > Br > Se)
먹

2
Ca > Pb > 

(As > Cu > Sr > Mn > Zn)
먹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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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a

전면 현미경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1
Ca > Pb > 

(As > Br > Cu > Sr > Mn)
먹

2
Pb > Ca > 

( Cu > Sr > Mn > Br)
연백

3
Ca > Pb > 

(As > Cu > Sr > Mn)
먹 위에 연백

➊

➋ ➌

2. 함흥지도(咸興地圖)

1) 해제6)

함경북도 함흥(咸興)의 지도이다. 1축(軸)의 채색필사본(彩色筆寫本) 지도로서 세로 길이가 139cm, 

가로 길이가 105cm이다. 편찬자와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함흥 성곽을 지도의 중앙에 크게 배치하여 강조해서 그렸다. 성의 사문(四門)과 성벽에 설치된 각종 

군사 방어 시설 등 성곽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또 성 안쪽에는 관아(官衙), 객관(客館), 누정(樓

亭)안 등 주요 건물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반면, 성 안팎의 민가들은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그려져 

있다. 또, 성 밖의 남쪽에는 조선의 태조(太祖) 이성계(李成桂)가 거주했던 사저(私邸)인 함흥본궁(咸興

本宮)이 그려져 있다. 성곽 내부의 각 건물 모습과 건물 주변의 수목(樹木)들, 그리고 성 밖의 산세(山勢)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등 조선 후기 회화식 군현지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일반사항

크기(세로×가로)(단위:cm) 제작 지본채색

처리 전 크기 138×103.6 연대 미상

처리 후 크기 140×104.1 비고 개장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족자는 개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하다.

・가로꺾임이 많이 발생되어 있으며 꺾임부가 들떠 있다.

・그림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

・결손부분의 채색이 족자의 뒷면까지 배어났다.

6)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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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상태

•  족자는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니라 개장되어 있었다. 족자는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최근 

20~30년 전에 개장된 듯하였다.

•  전체적으로 가로꺾임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는데 이는 이 유물의 가장 큰 손상이라 할 수 있다. 바

탕재질로 쓰인 닥지는 조선 전통 방식으로 초지된 종이로, 그림의 폭에 맞추기 위해 종이의 발끈 

방향이 가로로 오도록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외발지의 경우 발끈 자국이 현저하게 얇아 족자를 

말았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가로꺾임을 발생시켰다. 가로꺾임이 심한 경우 꺾임부의 상부가 배접지

로부터 들뜨고, 또한 말았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마모되어 2차 손상을 발생시켰다.

•  그림의 상부에 부분적으로 오염이 있다. 

족자를 만 상태 족자가 균열로 들뜸

바탕 종이의 발끈 부분의 꺾임 꺾임부의 들뜸

오염

•  전 수리 시 결손부에 보채를 하였는데 결손부분을 짜깁기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배접지에 채색을 

한 것과 같다. 이때 좁은 결손부에 보채를 하면서 주위의 유물에까지 채색이 되었고 그 채색이 갈

변하여 유물을 오염시켰다.

•  그림이 겹치거나 어긋난 부분이 있다.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  그림의 채색기법 및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현미경 사진촬영을 하였다.

•  유물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마이크로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뒤에 첨부)

보채 부분의 갈변

겹친 부분 어긋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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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  유물의 조사, 사진촬영이 끝난 후 그림과 회장비단을 분리・해체하였다. 이때 그림의 일부분이 가

려져 있던 것을 확인하였다.

회장비단 해체

유물의 크기 측정 현미경 사진 촬영

X-선 형광분석(XRF)

(3) 구 배접지 제거

•  전 수리 시 배접된 종이와 짜깁기한 부분을 제거하였다.

•  유물의 앞부분의 손상이 심각하여 유물 앞면에 임시 보강지를 붙인 후 작업을 진행하였다.

(4) 습식클리닝

•  여러 겹의 흡수지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 오염물질을 흡수지에 

흡착시켰다.

전 수리 시 짜깁기한 부분 제거배접지 제거 시 드러난 보채 부분

습식클리닝

배접지 제거 전 뒷면화면 임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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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채 부분 클리닝

•  전 수리 시 처리된 배접지에 채색을 하면서 유물에까지 옮겨 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  부드러운 면봉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6) 안료의 접착력 강화

•  안료가 있는 부분에 1.5%의 토끼아교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강화시켰다.

(7) 종이조사

•  짜깁기할 종이를 제작하기 위해 1차 배접지를 제거한 유물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  유물은 외발지 2장을 연결한 후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chain-line 부분이 약해져 갈라지고 가로 

꺾임이 많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chain-line 간격 측정chain-line을 따라 갈라진 모습

전 수리 시 오염된 부분 닦아내기

 아교 더하기

(8) 보수용 종이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

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값)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두께 측정발수 측정

칠해서 염색하기 오리나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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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접

(9) 그림 맞추기 및 결실부 짜깁기

•  전 수리 시 그림을 배접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이 심하게 어긋나 있었다. 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

하여 화학지 위에 유물을 올린 후 겹치거나 어긋난 부분을 제자리로 맞추었다.

•    유물의 하반부가 심하게 겹쳐 있었으며 오른쪽 하단은 크게 결실되어 있었으므로 비슷한 두께의 

종이를 염색하여 그 부분을 메웠다.

•   종이의 두께, 밀도, 방향을 고려하여 닥지를 염색하여 결손부를 짜깁기하였다.

(10) 1차 배접

•   1차 배접지는 국내산 닥 100%인 닥지를 오리나무 열매로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   소맥전분7) 새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어긋난 부분겹친 부분

어긋난 부분

(11) 색맞춤

•    짜깁기한 부분에 본래의 그림과 비슷한 색으로 맞춰 채색하였다. 이때 없어진 부분을 다시 그려 넣거

나 채색하지 않고 그림의 감상에 지장을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염료계통의 재료로 색맞춤 하였다.

(12) 2차 배접 및 건조

•  호분을 넣은 닥종이와 소맥전분 삭힌 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소맥전분 삭힌 풀은 소맥전분 새

풀을 7~10년 삭힌 풀로써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기 때문에 족자형식 유물의 가로 꺾임을 줄일 수 

있다.

색맞춤

2차 배접

7)  소맥전분풀이란 밀가루에서 단백질 등을 제거하여 전분만을 남긴 것이다. 소맥전분풀은 조선시대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

는데 제조방법은 『산림경제』, 『이제난고』 등에 실려 있다. 밀가루에서 단백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벌레, 곰팡이의 영양분이 

되기 쉬운 단백질을 제거하여 충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렇듯 밀가루전분을 물에 넣고 끓인 것을 소맥전분 새풀이라 하

며, 이 소맥전분 새풀을 항아리에 담아 7~10년 삭힌 것을 소맥전분 삭힌풀이라 한다. 소맥전분 새풀은 접착력이 좋아 1차 

배접에 사용되며, 소맥전분 삭힌풀은 배접 후에도 딱딱하지 않아 족자, 두루마리 등 말아서 보관하는 축 형태의 유물의 2, 

3차 배접에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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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차 배접

•  2차 배접과 마찬가지로 호분을 넣은 닥종이(미스지, 일본 나라지방에서 제작)와 소맥전분 삭힌 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호분을 넣은 닥종이는 약 알칼리성으로 유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며, 소맥전분 

삭힌 풀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족자가 딱딱해지지 않으므로 가로꺾임을 방지할 수 있다. 

(16) 마지막 배접

•  마지막 배접은 염색한 닥지와 묽은 소맥전분 새풀로 배접하여 조선식 족자의 느낌을 더하였다. 

(13) 꺾임방지 띠 붙이기

•  짜깁기한 경계 부위와 꺾임이 발생되는 부분에 

유물의 아래쪽에서 빛을 비추어가며 닥지로 만

든 꺾임방지 띠를 붙였다. 특히 이 유물의 경우 

바탕 종이의 발끈 부분에서 가로꺾임이 발생하

였으므로 이 부분에도 닥지로 만든 띠를 넣었다.  

(14) 족자 꾸미기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손비단을 천연 염색하여 회장비단을 준비하였다. 상하 회장은 쪽으로 염색하

였고 중회장은 백색이 시간이 경과하여 갈변된 느낌을 내기 위해 오리나무열매 등으로 염색하였다.

•  그림과 회장비단을 연결하여 족자형태로 꾸몄다.

•   족자의 형태는 조선식 전통족자로 바꾸었다. 조선식 족자는 일본식 족자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단

아한 느낌이 있는데 특히 지도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를 사용하므로 이에 맞추어 장황하였다. 3차 배접

회장비단 배접

회장비단을 그림과 연결하기

마지막 배접 

꺾임방지 띠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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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관

•  유물을 굵게말이 축에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였다.

(17) 건조

•  배접이 끝난 유물을 건조판에 붙여 건조하였다.

•  총 건조일 중 1/2은 그림의 앞면을 보이게 하고, 나머지 1/2은 뒤집어서 건조하였다.

(18) 족자 마무리

•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족자 양식에 따라 상・하축, 축수를 달아 마무리 하였다.

•  족자를 걸기위한 전통식 동다회를 묶고 사용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뒤에 와이어를 함께 설치

하였다.

완성

상축 달기 동다회와 와이어 설치
굵게말이 축에 말기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

건조판에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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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내용

채색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 분석 및 현미경 촬영을 실시하였다. 측정에는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

(Oxford사의 X-MET5100)를 사용하였으며, 전압 40㎸, 전류 10㎂, 측정시간 60초의 조건에서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현미경은 ‘Industrial megascope system’을 사용하여 300배 확대 촬영하였다.

① 얼룩   ② 배경   ③ 산 

④ 지붕   ⑤ 벽(분홍)   ⑥ 글자

❹

❺

❻

현미경 사진 주요 검출 원소 비고

1

얼룩
Zn 바탕종이

2

배경
Ca > Zn > Cu 바탕종이

3

산
Ca > Zn > Pb 연백

4

지붕
Pb > Hg > Cu > Zn 연백+진사

5

벽

(분홍)

Ca > Pb > Zn 연백+연지(염료계)

6

글자
Hg > Zn > Cu 진사

❶

❸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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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황

《함흥지도》는 보존처리 전 제작당시의 장황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 서화유물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장황기술 및 재료가 단절되고 일본의 표구기술이 들어와 

일본인 기술자들에게서 배운 새로운 표구형태가 생겨났다. 보존처리 대상인 《함흥지도》 또한 조선시대의 

장황도, 일본식 장황도 아닌 새로운 형식의 족자형태로 꾸며져 있었다. 

《함흥지도》의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18세기경이라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의 자문

에 따라 비슷한 시기의 족자를 참고하였다. 이를 《함흥지도》에 화면상으로 구성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채

택하도록 하였다. 

장황에 사용된 회장비단은 경주지방에서 수직으로 제작된 명주를 사용하였으며 염색은 조선시대의 

다른 족자에 사용된 천연 쪽염을 하였다. 축수와 환도 조선식으로 장인에게 주문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묵죽도

인종(1515~1545) 그림, 

김인후(1510~1560) 시

경기도박물관

이돈상(1815~?) 초상

19세기 중엽

경기도박물관

이재학(1745~1806) 초상

19세기 중엽

《함흥지도》의 장황 형태 예시

3. 탁지정례(度支定例)·상방정례(尙方定例)

1) 해제   8)

• 탁지정례(度支定例)

1749년(영조 25)에 박문수(朴文秀) 등이 편찬한 책으로, 국가의 주요 제사 기관이나 정부 관서에 공

급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총 1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자본[무신자

(戊申字)]이다. 본서의 기재 양식은 공급 항목에 따라 물종과 액수를 적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공급을 

담당하는 관청이나 공(貢)・계(契)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중앙의 각사(各司) 재정 및 공물(貢物) 마련관계

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각 책별로 공급 물종이 정리된 관서는 다음과 같다.

제1책 : 사직 종묘, 영령전, 영희전, 황단, 성균관, 문묘, 계성사, 숭절사, 소현묘, 효장묘, 둑소(纛所). 제

2책 : 봉상시(상). 제3책 : 봉상시(하), 동적전, 서적전, 종부시, 종학청, 선원록청. 제4책 : 종친부, 의정부, 

중추부, 충훈부, 의빈부, 돈령부. 제5책 : 비변사, 빈청, 기로소,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탁지성역정례(度

支城役定例), 호위청, 의금부. 제6책 : 승정원, 도총부, 중일청(中日廳), 홍문관, 예문관, 상서원, 시강원, 익

위사. 제7책 : 이조, 호조, 예조, 장령전, 만령전, 장생전, 숭의전, 문시소, 병조, 선전관청, 충장・충익위청, 

별군직청, 팔처수문장청(八處守門將廳), 무겸청(武兼廳), 숙위장사청, 사소위장청(四所衛將廳), 국출신

청(局出身廳), 좌우순청, 무시소(武試所), 좌우변시재소(左右邊試才所), 형조, 공조, 한성부, 사헌부, 사간

원. 제8책 : 승문원, 사옹원, 내의원, 내주방(內酒房), 향실, 사복시, 군기시, 장악원, 교서관, 내자시, 내섬

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사재감, 선공감, 외선공감, 시문감. 제10책 : 관상감, 금루, 전설사, 의영고, 장흥

고, 내빙고, 양현고, 장원서, 사포서, 전생서, 사축서, 조지서, 와서, 사학, 내농포, 전연사. 제11책 : 내반원, 

대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소원, 학청, 빈궁, 내수사, 내궁방, 액정서, 대전공사청, 사알방, 배설사약방, 서

방색사약방, 별감방, 무예별감방, 대왕대비전사약방, 별감방, 중궁전사약방, 별감방, 세자궁공사청, 사약방, 

별감방, 빈궁사약방, 별감방. 제12책 : 대전수라간, 등촉방, 수사간(水賜間), 대왕대비전수라간, 주다방(酒

茶房), 등촉방, 수사간, 중궁전수라간, 주다방, 등촉방, 수사간, 세자궁수라간, 주다방, 등촉방, 수사간, 빈

궁수라간, 주다방, 등촉방, 수사간.

• 상방정례(尙方定例)

1752년(영조 28)에 상의원(尙衣院)에서 왕명에 따라 편찬한 책으로, 상의원 소관 각종 업무에 사용되

는 비용에 관한 규례를 수록하고 있다. 총 3책이며 활자본[무신자(戊申字)]이다. 상의원은 국왕의 의복과 

궁궐 내의 각종 재화(財貨)를 관리・공급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이다. 본서는 『탁지정례(度支定例)』가 만

들어진 뒤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왕실의 비용 절감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범례(凡例)」에 따르면, 본서는 상의원에서 시행하던 예전 규례를 바탕으로 산정(刪正)한 후 

국왕의 재가를 거쳐 「恒例」 1권과 「別例」 2권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각 책별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8)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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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책 : 「총목(總目)」에는 대전(大殿), 세자궁(世子宮)의 법복(法服)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다. 「항례」

에는 대전(大殿),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 중궁전(中宮殿), 세자궁(世子宮), 빈궁(嬪宮), 현빈궁(賢嬪宮) 

등의 순으로 탄일진상(誕日進上), 절일진상(節日進上), 매삭진상(每朔進上), 간삭진상(間朔進上) 춘추양

등진상(春秋兩等進上), 연례진상(年例進上), 진헌(進獻), 진배(進排), 하절의대차내입(夏節衣襨次內入), 

연례염남차내입(年例染藍次內入), 연례연무품단자(年例燕貿稟單子), 점하단자(點下單子), 연례반사(年例

頒賜), 연례진배(年例進排) 등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소용되는 물종과 마련 방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 본원원공(本院元貢), 호조연례진배(戶曹年例進排), 준절식(准折式), 반사초피사모이엄(頒賜貂皮紗帽

耳掩), 입염식(入染式)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2책 : 「별례(상)」에서는 국왕의 전교(傳敎)에 따라 수시로 내입(內入)해야 하는 물종들을 나열하면

서 그에 소용되거나 관계되는 비용, 물종 등을 그 아래 기록하였다. 제3책 : 「별례(하)」에서는 각종 행행

(行幸)이나 거둥 시, 그리고 각종 가례(嘉禮) 의식 때에 전궁(殿宮)에 올리거나 의식 절차에서 사용되는 

물종들 및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정리・수록하였다. 

복식을 중심으로 당시 궁중 생활의 일면과 다양한 물종의 마련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2) 일반사항

(1) 탁지정례(度支定例)

크기(세로×가로)(단위:cm) 장정 5침 철장

처리 전 크기 39.1×26.1 연대 영조 25년(1749)

처리 후 크기 39.3×26.1 비고 변철, 표지 수리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 앞・뒤 변철의 문양이 다르다. 뒤의 것이 앞의 것을 따라 후대에 만든 것으로 짐작되며, 어자문이 생략되

는 등 문양이 간소화 되었다.

・뒤쪽의 변철은 앞의 것에 비해 강도가 약하며 아래쪽에 금이 가 있다.

・국화동은 앞쪽에 4개, 뒤쪽에 3개가 남아 있다.

・표지 비단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다.

(2) 상방정례(尙方定例)

 

3) 손상상태

• 오랜 사용으로 표지가 마모되었다.

• 표지 비단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다.

표지 모서리의 손상

배접지와 분리된 표지 비단

크기(세로×가로)(단위:cm) 장정 5침 철장

처리 전 크기 39.1×26.1 연대 영조 28년(1752)

처리후 크기 39.6×26.1 비고 변철, 표지 수리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변철이 앞쪽에만 남아 있으며 뒤쪽은 결실되었다. 

・국화동은 앞쪽에만 5개가 남아 있다. 

・표지 비단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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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철이 손상, 결실되었다.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유물의 조사, 사진촬영이 끝난 후 변철과 표지를 분리하였다.

휘어진 변철 변철과 국화동의 결실

표지 분리

(3) 표지조사

• 크리닝 전・후 유물의 색을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를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뒤에 첨부)

(4) 건식클리닝

•  오염물질이 있는 부분에 곱게 간 지우개가루를 도포한 후 붓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였다.

지우개 클리닝

색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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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접

•  닥지(국내산 닥 100%)와 소맥전분 새풀을 사

용하여 배접하였다.

•  건조한 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배접하였다.

(5) 보견용 비단 제작

• 섬유조사 결과 견으로 확인된 표지 직물과 최대한 비슷한 비단을 준비하였다.

• 조사된 표지의 색도(L*a*b)에 맞춰 쪽과 치자, 오리나무 열매로 천연염색을 하였다.

(6) 배접지 제거

• 물로 적셔 표지 비단을 바로잡아 정리한 후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7) 습식클리닝

•  여러 겹의 흡수지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오염물질을 흡수지에 흡착시

키는 방식으로 습식클리닝 하였다.

(8) 결손부 짜깁기

•  결실부를 메우기 위하여 전면을 임시로 배접하였다. 임시 배접에는 가역성이 좋은 풀가사리풀과 

레이온지를 이용하였다.

•  유물의 결손부 위에 풀가사리풀을 칠한 뒤 보견용 비단을 올려놓고 결을 맞추었다. 그 위에 다시 

한 번 풀가사리풀을 칠하여 마르면 이외의 부분을 잘라냈다.

표지 비단 정리 배접지 제거

습식클리닝

임시 배접 풀가사리풀 칠하기

배접

처리 전

비단 위에 풀칠하기 나머지 부분 잘라내기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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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채

• 짜깁기한 부분에 색맞춤을 하였다.

(11) 변철의 수리 및 제작

• 변철이 휘거나 금이 간 부분을 수리하였다.

•  푸른 녹이 슨 부분은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김수기 교수의 자문에 따라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의 오염을 닦아내었다.

•  결실된 변철과 국화동은 유물과 재질, 크기, 문양 등이 동일하도록 제작하였다.

색맞춤

원본 새로 제작한 변철과 국화동

수리 전 수리 후

(12) 자르기 및 제책 

•  표지를 책 크기에 맞게 잘라 정리하였다.

•  표지와 함께 제작한 변철과 국화동을 박아 제책하였다.

•  가장자리에 표지비단 올이 풀린 것을 풀로 붙여 정리하였다.

5) 조사내용

(1)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색상별로 

측정 부위를 네 군데씩 지정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자리의 올 정리하기

탁지정례 - 앞표지

습식크리닝 전 습식크리닝 후

색

도

1

L* : 43.26

a* : 12.31

b* : 18.53

L* : 50.73

a* : 6.05

b* : 16.33

2

L* : 33.27

a* : -3.71

b* : 11.16

L* : 39.87

a* : -6.98

b : 6.97

3

L* : 32.26

a* : 1.40

b* : 14.78

L* : 38.66

a* : -3.20

b* : 8.68

4

L* : 40.59

a* : -4.29

b* : 14.89

L* : 43.37

a* : -8.50

b* : 10.65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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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정례 - 뒤표지

습식크리닝 전 습식크리닝 후

색

도

1

L* : 38.24

a* : -4.38

b* : 13.63

L* : 42.55

a* : -8.45

b* : 10.46

2

L* : 37.22

a* : -3.28

b* : 12.10

L* : 41.79

a* : -7.85

b* :  8.24

3

L* : 36.17

a* : -1.92

b* : 16.29

L* : 40.86

a* : -5.46

b* : 10.40

4

L* : 41.18

a* : -3.76

b* : 18.03

L* : 44.97

a* : -8.44

b* : 11.08

상방정례 - 앞표지

습식크리닝 전 습식 크리닝 후

색

도

1

L* : 52.12

a* : 7.74

b* : 19.28

L* : 54.21

a* : 3.98

b* : 14.36

2

L* : 30.51

a* : 1.48

b* : 15.38

L* : 36.46

a* : -6.09

b* : 6.03

3

L* : 31.89

a* : 2.65

b* : 13.24

L* : 36.91

a* : -3.72

b* : 8.15

4

L* : 34.33

a* : -3.05

b* : 16.42

L* : 39.66

a* : -8.46

b* : 7.32

상방정례 - 뒤표지

습식 크리닝 전 습식 크리닝 후

색

도

1

L* : 33.68

a* : -1.73

b* : 15.48

L* : 39.61

a* : -5.96

b* : 9.29

2

L* : 43.28

a* : -0.27

b* : 12.05

L* : 37.98

a* : -5.55

b* : 8.66

3

L* : 34.82

a* : -2.68

b* : 18.45

L* : 40.48

a* : -7.15

b* : 10.01

4

L* : 48.83

a* : -2.97

b* : 18.28

L* : 42.31

a* : -8.49

b* : 11.61

4. 성종대왕류부록(成宗大王類附錄)

1) 해제 9)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成宗, 1457~1494, 재위 1469~1494)의 외파계보(外派系譜)이다. 2책의 필사

본이며 편자나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본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빈(嬪)에게서 출생한 11명의 옹주(翁主)들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다. 혜숙

옹주(惠淑翁主), 휘숙옹주(徽淑翁主), 경순옹주(慶順翁主), 경숙옹주(敬淑翁主), 숙혜옹주(淑惠翁主), 경

휘옹주(慶徽翁主), 정숙옹주(靜淑翁主) 등 7명의 자손은 성종으로부터 7대까지 기록되어 있고, 정순옹

주(靜順翁主), 휘정옹주(徽靜翁主) 등 2명의 자손은 5대까지 수록되어 있다. 공신옹주(恭愼翁主)와 정혜

옹주(靜惠翁主) 등 2명은 자손이 없다. 경숙옹주계(敬淑翁主系)의 5대 외손 중에는 선조(宣祖)의 빈(嬪)

이 되어 인성군(仁城君) 홍(珙)과 정인옹주(貞仁翁主), 정선옹주(貞善翁主) 등을 낳은 정빈(靜嬪) 민씨

(閔氏)도 있다. 

다음으로 연산군(燕山君)을 비롯한 15명의 왕자들의 외파(外派)가 기록되어 있다. 연산군, 계성군(桂

城君), 안양군(安陽君), 완원군(完原君), 회산군(檜山君), 봉안군(鳳安君), 견성군(甄城君), 익양군(益陽

君), 이성군(利城君), 경명군(景明君), 무산군(茂山君), 운천군(雲川君)의 외손들은 각기 7대까지 기록되

어 있고, 전성군(全城君), 영산군(寧山君), 양원군[楊原君, 숙의 홍씨(淑儀洪氏) 소생의 외손은 각기 6대

까지 수록되어 있다.

2) 일반사항

처리 전 크기 36.2×68×0.8(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36.3×68.2×0.9(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27장 비고 수리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 하단부에 곰팡이와 물얼룩이 심하다.

・책을 묶은 끈이 약화되어 끊어져 있다. 

・표지 비단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다.

・내부의 하단부가 심하게 갈변, 손상되었다.

・내부에는 충해로 인한 결손부와 곰팡이, 물 얼룩 등이 관찰되었다.

9)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❶

❷

❸
❹

❶

❷

❸

❶

❷

❸

❹

*****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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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상상태

• 하단부에 물에 의한 오염이 있다.

• 책을 묶은 끈이 약화되어 끊어져 있다. 

• 표지 비단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다.

• 내부의 하단부가 심하게 갈변, 손상되었다.

• 충해로 인한 결손부와 곰팡이, 물 얼룩 등이 관찰되었다.

가장자리의 손상 하단부의 오염

책끈의 손상 배접지와 비단이 분리됨

하단부의 갈변 하단부의 곰팡이, 충해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책끈을 풀어 낱장형태로 분리하였다.

(3) 종이조사

• 10장에 1장 꼴로 샘플링 하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 평량, 밀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크리닝 전・후 유물의 중성화와 색을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종이조사 결과 뒤에 첨부)

(4) 건식클리닝

•   해체 시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책끈 해체 종이심 해체

건식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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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습식클리닝

•   습식클리닝 전, 물과 접촉할 경우 번짐이 예상되는 부분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습식

클리닝하였다.

(6) 보수용 종이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 물리

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의 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7)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에 맞는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8) 건조

•   짜깁기가 끝난 후 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흡수지를 넣고 프레스에 눌러 완전히 마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9) 표지의 보존처리

•  물을 뿌려 표지 비단을 바로잡아 정리한 후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  배접지 제거 시 전 수리부분도 함께 제거하였다.

•  닥지(국내산 닥 100%)와 소맥전분 새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  섬유조사 결과 견으로 확인되어, 표지 직물과 최대한 비슷한 비단을 찾아 천연 염색으로 색을 맞

춘 후 짜깁기 하였다. 

습식클리닝

(10) 책끈 제작

•   유물의 책끈을 조사하였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   『소현분조일기』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끈을 분석하였고, 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참고하여 견실로 끈을 제작하였고 유물과 같이 보라색으로 염색하였다.

•   겉(견섬유)+심사(면섬유)

비단 바로잡기 전 수리부 제거

분리된 배접지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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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하였다.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여 책 구멍을 뚫고 종이 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보존처리한  표지와 새로 제작한 끈으로 제책하였다.

『소현분조일기』의 책끈 현미경 사진

제책

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 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종대왕류부록』은 샘플의 두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밀도는 거의 같았다. 평균 0.55 정도로 도침이 

많이 들어간 종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내지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1 67.6 72 0.12 31.28 2 정 16 64.27 0.54

11 67.8 72.2 0.1 27.57 2.4 정 13 56.32 0.56

21 67.8 72 0.08 21.93 1.5 정 14 44.92 0.56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성종대왕류부록 - 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도

L* : 84.39

a* : 2.80

b* : 12.86

L* : 90.81

a* : 1.35

b* : 10.20

pH 7.14 7.98

2
색도

L* : 81.89

a* : 4.22

b* : 19.90

L* : 86.22

a* : 3.45

b* : 15.76

pH 7.22 7.71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31.28 67.6 × 72 0.54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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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대왕류부록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도

L* : 66.18

a* : 9.99

b* : 26.45

L* : 70.25

a* : 8.02

b* : 20.10

pH 5.09 6.61

2
색도

L* : 74.12

a* : 6.72

b* : 26.51

L* : 89.90

a* : 1.59

b* : 10.81

pH 6.30 7.70
➊

➋

성종대왕류부록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도

L* : 67.59

a* :  9.59

b* : 25.88

L* : 73.89

a* : 7.89

b* : 21.97

pH 4.76 6.85

2
색도

L* : 80.08

a* : 3.83

b* : 21.96

L* : 86.12

a* : 2.39

b* : 14.17

pH 5.29 7.59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 27.57 67.8 × 72.2 0.56 56.3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21.93 67.8 × 72 0.56 44.92

5.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

1) 해제10)

1729년(영조 5)에 울산부(蔚山府)에서 작성한 양안(量案)으로, 울산부 부이동(府二洞)의 전답(田畓)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1책의 필사본이다. 자호(字號) 아래 각 필지(筆地)마다 지번(地番), 양전방향(量田

方向), 지형(地形), 지목(地目),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 진기구분(陳起區分), 전주성명

(田主姓名, 전주인과 현재주인 모두 기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일자오결(一字五結)의 원칙에 따라 각 자

호(字號)마다 전답별로 진전(陳田), 출부세(出賦稅), 병영둔전(兵營屯田), 기전(起田)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전(餘田)의 결부수(結負數)도 기록되어 있다.

전주(田主)의 성명 중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역(職役)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

비(奴婢), 유학(幼學), 학업(業武), 역리(驛吏), 정병(正兵), 양인(良人), 통덕(通德), 사노(寺奴), 승(僧) 등 

다양한 신분, 직역들이 수록되어 있다. 일부에는 염전(鹽田)도 포함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는 각 토지의 

등급별 전답 면적이 실려 있고, 또 세금과 관련하여 토지를 면부세(免賦稅), 면세출부(免稅出賦), 출부세

(出賦稅)의 3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해당 전답의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 ‘면부세질(免賦稅秩)’에는 

병영기전(兵營基田), 병영둔전(兵營屯田), 관둔전(官屯田) 등이, ‘면세출부질(免稅出賦秩)’에는 아록위(衙

錄位), 학위(學位), 원위전(院位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부세(出賦稅)’에는 밭[田]이 280결(結) 30부

(負) 1속(束), 논[畓]이 323결 42부 1속이며, 진잡(陳雜)을 제외한 기전(起田)은 132결 41부 1속, 기답(起

畓)은 302결 91부 4속이다.

2) 일반사항

처리 전 크기 74.1×66.4×6.9(cm) 장정 3침 철장

처리 후 크기 73.4×66.5×5.9(cm) 연대 영조 5년(1729)

장수 148장 비고 개장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한 번 이상 수리된 흔적이 있다. 전 수리 시 책의 크기를 늘리고 변철을 우측으로 옮겨 장정하였다.

・앞뒤 부분 책장의 결실이 심하며 전체가 배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물에 의해 약화되어 있다.

10)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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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상태

•  전체가 배접되어 있으며, 특히 앞뒤 부분 책장의 결실이 심하다.

•  하단부에 물에 의한 얼룩이 있다.

•  곰팡이 발생 흔적이 있다.

•  전 수리 시 책의 크기를 늘리고 변철을 우측으로 옮겨 장정하였다.

•  펼쳤을 때 원래의 책구멍이 보인다.

앞부분의 결실과 물얼룩

곰팡이와 물얼룩

개장 이전의 책구멍

•  변철과 고리가 원래의 것이 아니며 책보다 크게 장정되어 있다.

•  변철 안쪽에 종이를 넣고 장정하였다.

•  이전 수리 시 책장마다 연필로 번호를 매겨놓았다.

•  전 수리 시 책의 하단을 재단한 흔적이 남아 있다.

개장된 철장

연필로 번호를 매김

유물이 재단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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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개장된 철장을 풀어 유물을 해체하였다. 철장은 매우 단단한 변철로 장정되어 있어 제거하기에 어

려움이 있었다.

•  수리 전 유물은 3침 철장이었다. 해체 후 원 유물은 4침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  4침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변철이 놓인 위치와는 다르게 유물 안쪽에 가깝게 있었다.

(3) 종이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 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클리닝 전・후 유물의 중성화와 색을 비교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내용 뒤에 첨부)

철장 해체 개장 이전 철장의 흔적

색도 측정 산성도 측정

(4) 건식클리닝

•  이전 수리 시 작업의 편의를 위해 내지에 연필로 번호를 매긴 것을 지우개클리닝으로 제거하였다.

(5) 배접지 제거

•  전 수리 시 배접한 종이를 제거하였다.

(6) 습식클리닝

•  여러 겹의 흡수지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오염물질을 흡수지에 흡착시

키는 방식으로 습식클리닝 하였다.

지우개클리닝

전 수리 시의 배접지 제거

습식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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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용 종이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

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의 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8)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에 맞는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9) 건조

•  짜깁기가 끝난 후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샌드위치 방식으로 눌러 완전히 

마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10) 표지의 보존처리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앞표지와 뒷표지를 보존처리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   배접지를 제거한 후 닥지(국내산 닥 100%)로 두 번 배접하였다. 두 번째에는 종이를 첫 번째 배접

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였다.

결손부 모양대로 올 풀기

풀칠하기 완성

(11) 변철 제작

•  자문회의 결과, 개장된 변철을 제거하고 비슷한 시기의 호적대장을 참고하여 복원 제작하기로 하

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호적대장은 전부 개장되어 있어,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9호인 『단성현 호적장부』(1678~1789년)를 참고하여 변철을 제작하였다.

•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의 변철과 마찬가지로 생옻칠을 해서 굽는 방법으

로 가공하였다.

•  원래의 책구멍대로 4침으로 장정할 경우 환과 변철의 위치 결정 문제가 발생한다. 비슷한 예를 찾

기 힘들어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장된 형태이기는 하나 3침의 철장으로 장정하

기로 하였다.

(12)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하였다.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여 책 구멍을 뚫고 종이 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표지와 함께 제작한 변철과 환을 박아 제책하였다.

단성현 호적장부(1717년)

표지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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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 하였는데,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하거나 배접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은 전체가 배접되어 있고 낱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를 얻

는 데 제약이 있었다. 배접지를 제거한 후에 측정할 수 있었는데, 한 장 내에도 결손 정도에 따라 두께 

차이가 존재했다. 밀도는 0.30~0.40 내에 분포한다. 발의 방향은 일정하였는데 위・아래 끝선을 보면 크

게 뜬 외발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비고

5 65.8 148 0.11 39 3~3.5 정 13 40.05 0.36 번짐

11 66 148.1 0.1 37 3.2 정 12 37.85 0.38 

21 66.3 149 0.1 39.3 3.2 정 13 39.78 0.40 

31 65.9 148.6 0.12 38.7 3.4 정 11 39.52 0.33 

41 66 148.2 0.13 39 3.3 정 13 39.87 0.31 

51 65.8 148 0.13 38.8 3.3 정 12 39.84 0.31 

61 66.2 149 0.11 39.2 3.5 정 12 39.74 0.36 

71 66.3 149 0.12 39.3 3.2 정 11 39.78 0.33 

81 65.7 148.8 0.11 38.6 3.2 정 12 39.48 0.36 

91 65.8 148.8 0.11 38.7 3.4 정 13 39.53 0.36 

101 66.1 148.5 0.13 38.7 3.2 정 12 39.43 0.30 

111 66.1 148.7 0.12 39 3.1 정 11 39.68 0.33 

121 65.9 148.3 0.11 38.6 3.2 정 11 39.50 0.36 

131 65.9 148 0.11 38.2 3.2 정 13 39.17 0.36 

141 66 148.5 0.1 38.1 3.2 정 13 38.87 0.39 

변철 박기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24

a* : 8.37

b* : 23.30

L* : 75.45 

a* : 6.52

b* : 21.91

pH 6.97 7.42

2

색

도

L* : 62.57

a* : 6.71

b* : 20.14

L* : 71.39

a* : 8.35

b* : 18.69

pH 6.76 7.34

➊

➋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4.24

a* : 6.53

b* : 22.69

L* : 71.34 

a* : 6.31

b* : 21.86

pH 6.99 7.32

2

색

도

L* : 61.57

a* : 6.64

b* : 19.99

L* : 69.90

a* : 6.32

b* : 19.04

pH 6.62 7.25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0 37 148.1×66 0.38 37.85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0 39.3 149×66.3 0.40 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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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88

a* : 8.35

b* : 23.30

L* : 74.56 

a* : 6.52

b* : 22.91

pH 6.95 7.40

2

색

도

L* : 63.59

a* : 6.71

b* : 20.17

L* : 73.21

a* : 8.35

b* : 18.90

pH 6.58 7.33

➊

➋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21

a* : 8.33

b* : 23.29

L* : 75.44

a* : 6.68

b* : 21.90

pH 6.99 7.45

2

색

도

L* : 64.57

a* : 6.71

b* : 20.14

L* : 72.31

a* : 8.33

b* : 19.69

pH 6.76 7.34

➊

➋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11

a* : 8.37

b* : 23.50

L* : 76.65

a* : 6.48

b* : 21.22

pH 6.90 7.41

2

색

도

L* : 63.29

a* : 6.74

b* : 20.11

L* : 73.44

a* : 8.51

b* : 19.00

pH 6.77 7.40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38.7 148.6×65.9 0.33 39.5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38.8 148×65.8 0.31 39.8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39 148.2×66 0.31 39.87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33

a* : 9.37

b* : 21.30

L* : 76.45

a* : 6.51

b* : 19.91

pH 6.87 7.32

2

색

도

L* : 69.53

a* : 10.71

b* : 21.19

L* : 71.38

a* : 5.35

b* : 18.99

pH 6.79 7.4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39.2 149×66.2 0.36 39.74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34

a* : 10.39

b* : 22.34

L* : 75.40 

a* : 4.52

b* : 19.90

pH 6.88 7.42

2

색

도

L* : 67.98

a* : 13.71

b* : 20.13

L* : 71.38

a* : 5.35

b* : 18.69

pH 6.79 7.4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39.3 149×66.3 0.33 39.78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24

a* : 8.37

b* : 23.30

L* : 75.45

a* : 6.52

b* : 21.91

pH 6.97 7.42

2

색

도

L* : 62.57

a* : 6.71

b* : 20.14

L* : 71.39

a* : 8.35

b* : 18.69

pH 6.76 7.3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38.6 148.8×65.7 0.36 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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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9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22

a* : 11.13

b*: 23.56

L* : 75.49

a*: 5.66

b* : 19.96

pH 6.67 7.42

2

색

도

L* : 67.57

a* : 10.93

b* : 20.14

L* : 73.44

a* : 3.35

b* : 17.89

pH 6.76 7.34

➊

➋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10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19

a* : 10.45

b* : 22.30

L* : 75.20

a* : 4.52

b* : 19.84

pH 6.86 7.43

2

색

도

L* : 68.57

a* : 13.27

b* : 22.14

L* : 72.32

a* : 5.31

b* : 18.69

pH 6.76 7.34

➊

➋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1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99

a* : 11.21

b* : 23.65

L* : 74.96

a* : 4.51

b* : 19.94

pH 6.90 7.42

2

색

도

L* : 68.57

a* : 10.20

b* : 23.14

L* : 71.38

a* : 4.35

b* : 18.67

pH 6.76 7.3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38.7 148.8×65.8 0.36 39.5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38.7 148.5×66.1 0.30 39.4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39 148.7×66.1 0.36 39.68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1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75

a* : 11.06

b* : 21.30

L* : 74.97

a* : 3.09

b* : 19.08

pH 6.96 7.43

2

색

도

L* : 68.15

a* : 12.10

b* : 23.14

L* : 71.46

a* : 4.35

b* : 18.69

pH 6.81 7.3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38.6 148.3×65.9 0.36 39.50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1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24

a* : 10.37

b* : 22.30

L* : 75.40

a* : 4.51

b* : 18.91

pH 6.98 7.39

2

색

도

L* : 69.57

a* : 11.46

b* : 22.14

L* : 74.28

a* : 3.98

b* : 18.57

pH 6.76 7.34

➊

➋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1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31

a* : 11.29

b* : 22.30

L* : 75.41

a* : 3.99

b* : 19.64

pH 6.94 7.50

2

색

도

L* : 68.97

a* : 10.79

b* : 21.14

L* : 73.39

a* : 4.35

b* : 18.69

pH 6.72 7.39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1 38.2 148×65.9 0.36 39.1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0 38.1 148.5×66 0.39 38.87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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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

 1) 해제11)

1609년(광해군 1)에 부세(賦稅), 요역(徭役)의 징수를 위한 전국적인 호구(戶口) 파악의 일환으로 울

산부(蔚山府)에서 부내(府內)의 호구를 조사하여 만든 호적(戶籍)이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1609년부터 1904년(광무 8) 사이에 작성된 울산부의 호적대장이 총 65책 소장되어 있다. 울산호적은 가

장 오랜 시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시대에 따른 양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기록의 내용도 다른 호

적에 비해 충실하다. 

호적은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의 식년(式年)마다 작성되었다. 호적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의 각 

읍・면의 사대부 중에서 감관(監官)을 선발하여 이들의 관리 하에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 2부 작성)

를 이임(里任)・면임(面任)들이 모아서 주군(州郡)에 보냈다. 주군에서는 그 호구단자를 기존 호적과 비교

한 후 1부는 성급호적(成給戶籍)으로서 호주(戶主)에게 돌려주어 보관하게 하고, 나머지 1부는 호적 작

성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 주군에서는 호적을 3부 만들어서 1부는 주군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2부 중 

1부는 감영(監營)으로, 1부는 호조(戶曹)로 보냈다. 

호적은 대개 면(面) 단위로 기록되어, 면의 호구, 전식년(前式年)의 원호구(元戶口), 변동사유[물고(物

故), 도망(逃亡), 이거(移去) 신가입(新加入) 등]와 그 호구수, 호적작성에 참여한 인원, 풍헌(風憲), 약정

(約正), 별유사(別有司), 서원(書員), 감관(監官)]이 기록된다. 호적에 따라서는 물고질[物故秩(사망자와 

그 면)], 이래이거질[移來移去秩(이주・이거자의 성명)]이 수록되기도 하였다. 각호의 내용에는 호주(戶

主)의 직역(職役), 신분(身分), 성명, 나이, 생년(生年), 본관(本貫), 부(父)・조(祖)・증조(曾祖)의 직역, 외조

의 직역・성명・본관, 처의 성・신분・호칭・나이・생년, 처의 사조(四祖), 동거식구의 이름・직역・나이・생년, 

노비(奴婢)의 이름・나이・생년・거주지(외거노비의 경우)・변동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천인(賤人)이 호

주인 경우에도 동일한 형식에 준하여 기록하였으며, 사천(私賤)인 경우에는 주인을 함께 기재하였다.

11)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2) 일반사항

처리 전 크기 56.1×65.5×2.8(cm) 장정 3침 선장

처리 후 크기 55.3×65.7×2.6(cm) 연대 광해군 1년(1609)

장수 42장 비고 개장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 안쪽에 두 개의 표지가 더 있다.

・앞뒤 부분의 결손이 특히 심하다.

・책장은 전체가 배접되어 원 유물보다 두껍게 제책되었다.

・표지의 붉은 색이 내지 안쪽까지 스며들어 있다.

・이전 수리 시 내지에 연필로 번호를 매겨놓은 흔적이 있다.

3) 손상상태

• 붉은 실로 제책되어 있다.

• 전 수리 시 책의 크기를 우측으로 늘려 원래의 책구멍이 보인다.

• 표지 안쪽으로 이전의 표지가 2장 더 있다.

• 곰팡이 발생 흔적이 있다.

붉은색 책끈으로 제책된 모습 개장 이전의 책구멍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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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의해 표지의 붉은 색이 책 안에 스며들어 있다.   

• 책장 전체가 배접되어 있다.

• 이전 수리 시 책장마다 연필로 번호를 매겨놓은 흔적이 있다.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책끈을 풀어 낱장으로 해체하였다.

• 판심 부분이 반으로 나뉜 채로 배접하여 가운데를 붙인 상태였다.

• 수리 전 유물은 3침 선장이었으나 해체 후 원래의 유물이 5침 철장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표지 세 번째 표지

표지의 붉은색이 안까지 스며든 모습 연필로 번호를 매긴 모습

(3) 종이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 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클리닝 전・후 유물의 산성도와 색의 변화 비교를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내용 뒤에 첨부)

(4) 건식 클리닝

•  이전 수리 시 작업의 편의를 위해 내지에 연필로 번호를 매긴 것을 지우개클리닝으로 제거하였다.

책끈 해체

붙어 있는 부분 나누어 해체

판심 부분이 갈라져 붙인 상태

지우개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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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접지 제거

• 이전 수리 시 배접한 종이를 제거하였다.

(6) 습식클리닝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오염을 흘리는 방식으로 습식클리닝 하였다.

•  표지의 붉은 색이 책장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으나, 습식클리닝 후 거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배접지 제거

습식클리닝

습식클리닝 전 습식클리닝 후

(7) 보수용 종이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

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의 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8)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에 맞는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9) 건조

•  짜깁기가 끝난 후 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흡수지를 넣고 눌러 완전히 마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10) 표지의 보존처리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앞표지는 가장 안쪽의 것을, 뒷표지는 그대로 보존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나

머지 표지는 중성 폴더에 넣어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  배접지를 제거한 후 닥지(국내산 닥 100%)로 두 번 배접하였다. 두 번째에는 종이 방향을 반대로 

사용하였다.

•  섬유조사 결과 면으로 확인되어, 앞표지와 최대한 비슷한 재료를 찾아 천연 염색으로 색을 맞춘 

후 짜깁기 하였다.

• 건조판에서 건조한 후 한 번 더 색맞춤 하였다.

처리 전 풀칠하기결손부 모양대로 올 풀기 

완성모양에 맞게 정리하기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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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변철 제작

•  자문회의 결과, 개장된 변철을 제거하고 비슷한 시기의 호적대장을 참고하여 복원 제작하기로 하

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호적대장은 전부 개장되어 있어,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9호인 『단성현 호적장부』(1678~1789년)를 참고하여 변철을 제작하였다.

•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의 변철과 마찬가지로 생

옻칠을 해서 굽는 방법으로 가공하였다.

처리 전 배접지 제거

1차 배접 2차 배접

짜깁기한 부분 색맞춤

(12) 자르기 및 제책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여 책 구멍을 뚫고 종이 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짜깁기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하였다.

•  표지와 함께 제작한 변철과 환을 박아 제책하였다.

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을 하였는데, 정확한 결과를 도

출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하거나 배접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은 전체가 배접되어 있고 낱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데 제약이 있었다. 배접지를 제거한 후에 측정할 수 있었는데, 한 장 내에도 결손 정도에 따라 두께 

차이가 존재했다. 발의 방향은 일정하며, chain-line 간격과 발수는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밀도

는 0.39~0.45 내에 분포했다.

자르기

변철 박기

모서리 부분 색맞춤

환 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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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2 64.5 111.6 0.13 38 × 정 × 52.79 0.41 

11 64.8 112 0.12 39 × 정 × 53.74 0.45 

21 64.9 112.1 0.15 43 × 정 × 59.10 0.39 

31 64.5 111.8 0.12 37 × 정 × 51.31 0.43 

41 65 111.7 0.13 41 × 정 × 56.47 0.43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유물은 앞표지에서 옮아온 붉은색 오염이 심하게 있었는데 습식클리닝으로 대부분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 3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3.69

a* : 13.44

b* : 17.58

L* : 79.79

a* : 2.45

b* : 11.82

pH 6.74 7.23

2

색

도

L* : 72.90

a* : 2.77

b* : 13.50

L* : 75.64

a* : 3.00

b* : 12.38

pH 6.87 7.21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38 64.5×111.6 0.41 52.79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9.45

a* : 12.37

b* : 13.43

L* : 76.45

a* : 2.51

b* : 11.80

pH 6.83 7.42

2

색

도

L* : 68.12

a* : 10.71

b* : 13.77

L* : 75.97

a* : 2.55

b* : 11.54

pH 6.64 7.25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68.45

a* : 13.17

b* : 12.53

L* : 75.96

a* : 2.36

b* : 11.69

pH 6.86 7.40

2

색

도

L* : 67.16

a* : 12.70

b* : 12.59

L* : 74.12

a* : 3.14

b* : 10.54

pH 6.76 7.32

➊

➋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38 64.8×112 0.45 53.7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5 43 64.9×112.1 0.39 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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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88

a* : 12.35

b* : 13.40

L* : 74.56

a* : 2.52

b* : 10.24

pH 6.92 7.37

2

색

도

L* : 69.29

a* : 13.71

b* : 13.15

L* : 73.20

a* : 3.35

b* : 10.93

pH 6.76 7.51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0.21

a* : 15.33

b* : 14.29

L* : 75.46

a* : 3.68

b* : 11.99

pH 6.80 7.43

2

색

도

L* : 69.57

a* : 13.71

b* : 13.14

L* : 73.22

a* : 3.33

b* : 10.68

pH 6.76 7.34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2 37 64.5×111.8 0.43 51.3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13 41 65×111.7 0.43 56.47

7.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1) 해제12)

조선 후기의 학자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시문집(詩文集)이다. 

박세채는 자(字)가 화숙(和叔), 호(號)가 현석(玄石) 또는 남계(南溪)이다. 1631년(인조 9)에 한성(漢

城)에서 출생하였다. 20세에 김상헌(金尙憲), 김집(金集)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송시열(宋時烈)과도 교

류하였다. 28세에 천거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다. 1659년 효종이 별세하면서 자의대비(慈

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가 일어나자 그는 송시열, 송준길(宋俊吉) 등과 함께 기년설(朞年說)을 채택

할 것을 주장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西人)들이 정권을 잡자 성균사업(成

均司業)에 기용되었고, 이어 사헌부 집의(執義), 이조참의(吏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1683년 서인이 다

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열되자 박세채는 소론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일찍이 만언소(萬言疏)

를 올려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를 극론하였고, 항상 붕당(朋黨)의 화가 망국(亡國)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황극탕평설(皇極蕩平說)을 주장하는 등 당쟁(黨爭)의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당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사람으로 예학(禮學)에 밝았으며, 『논어찬요(論語纂要)』・『맹자찬요(孟子纂

要)』, 『시요의(詩要義)』,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등의 저술을 남겼다.

박세채의 문집은 정집(正集)에 87권 39책, 별집(別集) 22권 9책, 외집(外集)에 16권 8책 등 총 125권 

56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서는 이 중에서 외집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집・별집・외집의 편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세 집(集) 모두 서발(序跋)과 간기(刊記)가 없어서 간행 경위와 간년

(刊年)은 미상이다. 본서는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며, 권차(卷次)는 16권으로 다른 <외집>들과 동일하나 책

차(冊次)가 9책으로 편집된 점이 특이하다. 각 권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 : 시 85수, 소(疏) 3편, 권2 : 서(書) 14편, 권3 : 서(書) 71편, 권4 : 서(書) 39편, 권5 : 서(書) 51편, 

권6: 서(書) 27편, 답문(答問) 8편, 권7 : 답문(答問) 27편, 권8 : 답문(答問) 29편, 권9 : 답문(答問) 21편, 

권10 : 잡저(雜著) 9편, 권11 : 잡저(雜著) 6편, 권12 : 사론(史論) 1편, 서(序) 5편, 기(記) 2편, 제발(題跋) 

15편, 축문(祝文) 4편, 제문(祭文) 8편, 권13 : 묘갈명(墓碣銘) 12편, 묘표(墓表) 11편, 권14 : 묘지명(墓誌

銘) 18편, 권15 : 행장(行狀) 4편, 권16 : 행장(行狀) 5편, 전(傳) 2편. 

12)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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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처리 전 크기 19×27.5×1.7(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19.2×27.6×1.7(cm) 연대 조선시대

장수 85장 비고 -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수리나 개장된 흔적이 없다.

・표지는 물에 의한 손상이 심하나 내지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내지 상단부에 물얼룩이 있다.

3) 손상상태

• 우측 상단으로부터 물에 의한 손상이 심하다.

• 표지의 윗부분이 약화되어 찢어져 있다.

우측 상단의 손상

• 책의 내부까지 물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어 있다.

• 책을 묶은 끈이 끊어져 있다.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유물의 조사, 사진촬영이 끝난 후 낱장형태로 분리하였다.

 

내부의 물얼룩

하단부 책끈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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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식클리닝

• 해체 시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였다.

(4) 종이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 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클리닝 전・후 유물의 중성화와 색의 비교를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내용 뒤에 첨부)

(5) 습식클리닝

•  습식클리닝 전, 물과 접촉할 경우 번짐이 예상되는 부분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습

식클리닝하였다.

낱장으로 해체

건식클리닝

(6) 건조

• 내지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결손부위가 없어 별도의 짜깁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  습식클리닝이 끝난 후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수동프레스에 눌러 완전

히 마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프레스 건조 시의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

게 하고 유물이 건조됨에 따라 그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7) 표지의 보존처리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앞표지와 뒷표지를 보존처리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께와 밀도가 비슷한 종이를 찾아 치자와 오리나무 열매로 천연 염색

하여 색을 맞춘 후 짜깁기 하였다.

(8) 책끈제작

•  책끈은 시간의 경과로 약해져 있었고 일부는 끊어진 상태였다.

•  묶여 있던 책끈의 섬유를 분석하였고, 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참고하여 견실을 붉은 색으

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작하였다.

책끈 현미경 사진

습식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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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리 및 제책 

•  건조된 내지를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여 책 구멍을 뚫고 종이 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보존처리한 표지와 제작하여 염색한 실로 제책하였다.  

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 하였는데,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하거나 배접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발수나 chain-line 간격은 육안으로

는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로 표기하였다.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은 낱장의 크기와 발의 방향, chain-line 간격이 일정하고 두께와 밀도도 

고른 편이다. 밀도는 81번을 제외한 모든 샘플이 평균 0.5 이상으로 도침이 많이 들어간 종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실 염색하기

제책 제책 완료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11 27.5 38.1 0.09 6.32 2.8 정 × 60.32 0.67

21 27.4 38 0.08 6.14 2.8 정 × 58.97 0.74

31 27.5 38 0.09 6.15 2.8 정 14 58.85 0.65

41 27.4 38 0.1 6.72 2.8 정 14 64.54 0.65

51 27.4 38 0.09 4.98 2.8 정 13 47.83 0.53

61 27.4 38 0.11 7.05 2.7 정 14 67.71 0.62

71 27.4 38 0.11 4.92 × 정 × 47.25 0.43

81 27.4 38 0.09 3.32 3 정 12 31.89 0.35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1.06

a* : 5.21

b* : 25.90

L* : 83.11

a* : 3.36

b* : 19.58

pH 6.80 7.29

2

색

도

L* : 81.68

a* : 5.59

b* : 24.14

L* : 84.35

a* : 2.51

b* : 21.01

pH 6.77 7.10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9 6.32 27.5 × 38.1 0.67 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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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2.58

a* : 4.68

b* : 23.65

L* : 84.70

a* : 2.42

b* : 16.07

pH 6.80 7.43

2

색

도

L* : 82.05

a* : 4.40

b* : 24.57

L* : 84.22

a* : 2.22

b* : 16.85

pH 6.78 7.24

➊

➋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1.06

a* : 5.21

b* : 25.90

L* : 85.14

a* : 2.15

b* : 17.38

pH 6.92 7.24

2

색

도

L* : 81.68

a* : 5.59

b* : 24.14

L* : 85.43

a* : 2.58

b* : 16.75

pH 7.07 7.59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8 6.14 27.4 × 38 0.74 58.9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9 6.15 27.5 × 38 0.65 58.85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96

a* : 4.09

b* : 24.92

L* : 84.28

a* : 2.53

b* : 19.39

pH 6.51 7.12

2

색

도

L* : 81.13

a* : 1.30

b* : 20.20

L* : 85.13

a* : 1.83

b* : 18.21

pH 6.79 7.25

➊ ➋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0.36

a* : 5.88

b* : 27.18

L* : 80.98

a* : 4.01

b* : 21.20

pH 6.92 7.51

2

색

도

L* : 83.21

a* : 4.49

b* : 25.06

L* : 85.13

a* : 1.83

b* : 18.21

pH 7.04 7.55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1 6.72 27.4 × 38 0.65 64.54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9 4.98 27.4 × 38 0.53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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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4.94

a* : 3.19

b* : 21.84

L* : 85.10

a* : 0.65

b* : 17.98

pH 6.66 7.57

2

색

도

L* : 88.23

a* : 1.50

b* : 19.35

L* : 88.69

a* : -1.14

b* : 9.64

pH 7.04 7.41

➊

➋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6.31

a* : 2.79

b* : 22.67

L* : 87.14

a* : -0.17

b* : 12.55

pH 6.95 7.37

2

색

도

L* : 79.19

a* : 6.18

b* : 25.36

L* : 84.35

a* : 1.73

b* : 17.74

pH 7.13 7.4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11 7.05 27.4 × 38 0.62 67.7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11 4.92 27.4 × 38 0.43 47.25

8. 소현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1) 해제13)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분조(分朝) 활동에 대해 기록한 책으로, 

시강원(侍講院)에서 1627년(인조 5)에 편찬했으며 필사본이다. 정묘호란(1627) 당시 조선 정부는 국왕 

인조를 강화로 피난가게 하면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광해군(光海君)의 예를 따라 분조(分朝)를 세워 

소현세자로 하여금 별도의 조정을 이끌며 왕권을 대리하게 하였는데, 이 책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일

기로, 정묘호란 당시 분조 활동의 실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모두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책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 : 1627년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의 기록이다. 인조가 분조를 결정한 일, 소현세자가 남하하

여 분조를 설치한 일, 분조에 호종(扈從)할 관리로 이원익(李元翼), 신흠(申欽), 한준겸(韓浚謙), 신익성

(申翊聖), 심열(沈悅) 등을 결정한 일, 소현세자 일행이 수원을 거쳐 충청도・전라도를 지나 전주까지 남

하한 과정, 경기감사(京畿監司)가 올린 장계(狀啓)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2책 : 동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의 기록이다. 전주에 분조를 설치하고 왕권을 대행한 내용들이 수

록되어 있다. 무군사(撫軍司)를 만들어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진행할 것을 건의한 헌납(獻納) 김세렴(金

世濂)의 상소를 비롯한 여러 보고문과 그에 대한 소현세자의 조치 내용이 실려 있고, 또 군량미(軍糧米) 

조달과 의병(義兵) 모집에 관련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다.

제3책 : 동년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의 기록이다. 강화에 있는 인조와의 연락관계, 한성에 주둔한 

후금(後金) 군사들의 동태, 군량 조달과 의병 모집에 관한 사항, 분조 관리들의 각종 보고서, 의병(義兵) 

모집에 관련된 전주 유학(幼學) 안국신(安國臣)의 상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4책 : 동년 3월 5일부터 26일까지의 기록이다. 각 읍의 화약 수발 관계, 분조 관리들의 동향, 무군사

의 무사(武士) 선발, 의병에 자원한 이들의 상소문, 그리고 전주부윤(全州府尹) 원두표(元斗杓)가 내외의 

사정을 조사하여 보고한 첩보(牒報) 등이 실려 있다. 또, 3월 12일 전주를 출발한 세자 일행에 대한 각 

고을에서의 공급(供給) 내역, 세자의 행차 사실을 알리는 장계, 3월 23일 세자 일행이 강화에 도착한 일, 

세자가 종묘(宗廟)와 대전(大殿)에 배알(拜謁)한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13)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2.35

a* : 4.19

b* : 25.55

L* : 88.00

a* : 1.06

b : 20.00

pH 7.04 7.28

2

색

도

L* : 87.42

a* : 1.96

b* : 24.23

L* : 88.99

a* : -1.24

b* : 9.13

pH 6.81 7.19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9 3.32 27.4 × 38 0.35 31.89

*****



302 303제2장 고문헌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3) 손상상태

• 책등의 단면에 이전의 종이심이 잘려 나간 흔적이 보인다.

• 책 윗부분의 부첨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 전체적으로 물에 의한 얼룩이 있다.

2) 일반사항

(1) 소현분조일기 vol.3

처리 전 크기 22.5×31.9×1.5(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2.5×32×1.7(cm) 연대 인조 5년(1627)

장수 96장 비고 개장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표지와 속지는 후대에 개장한 흔적이 있다.(책구멍 바깥쪽에 이전의 책구멍이 존재)

・부첨부분의 오염이 심하다.

・내부 전체가 물에 의한 손상이 심하며 붙어 있는 장도 있다. 

・내부 전체적으로 충해가 발생되어 있다. 

(2) 소현분조일기 vol.4

처리 전 크기 22.2×31×1.4(cm)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2.2×31.2×1.5(cm) 연대 인조 5년(1627)

장수 94장 비고 개장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 전 수리 시 묶었던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 제책한 것으로 보인다.(이전에 묶은 종이심이 반쯤 잘려 나간 흔

적 있음)

・ 표지와 끈을 개장한 흔적이 있다.(해체 도중 원래의 책끈이 발견되었음)

・ 부첨이 한 면에 여러 장 붙어 있으며 손상과 오염이 심하다.

・ 내부 전체적으로 물얼룩과 충해가 발생되어 있다.

이전에 묶은 종이심이 반쯤 잘려 나간 흔적

첨지부분의 오염

vol.3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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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내부에 충해가 있다.

• 뒷부분이 책장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책끈을 풀어 유물을 해체하였다.

• 개장 이전의 책구멍에서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끈이 발견되었다.

(3) 종이 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 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크리닝 전・후 유물의 중성화와 색의 비교를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내용 뒤에 첨부)

vol.3 후반부 하단의 심한 손상

표지 분리 종이심 풀기

개장 이전의 책구멍과 종이심 발견 당시의 끈 조각충해의 흔적

○ 개장 이전의 책구멍   ○ 개장된 책구멍   ○ 개장된 종이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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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식 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  오염이 심한 부첨 부분은 곱게 간 지우개가루를 도포한 후, 붓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표면의 오염물

질을 제거하였다.

(5) 습식클리닝

• 습식클리닝을 하기 전, 물과 접촉할 경우 번짐이 예상되는 부분에 번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습식

클리닝하였다.

(6) 보수용 종이제작

•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의 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7)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에 맞는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종이가 

약한 부분은 얇은 닥지(두께 0.01mm)로 배접하였다.

붓을 이용한 건식클리닝 부첨 부분 지우개클리닝

(8) 건조

•  짜깁기가 끝난 후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수동프레스에 눌러 완전히 마

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프레스 건조 시의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게 하

고 유물이 건조됨에 따라 그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9) 표지의 보존처리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앞표지와 뒷표지를 보존처리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  배접지를 제거한 후 국내산 닥 100%인 닥지로 두 번 배접하였다. 두 번째에는 종이를 첫 번째 배

접과 반대로 하여 배접하였다.

•  표지 직물 섬유조사 결과 마로 확인되어 최대한 비슷한 베를 찾아 표지 손실 부위를 짜깁기하였다.

•  건조판에서 건조한 후 색맞춤 하였다.

(10) 책끈제작

•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끈을 분석하였고, 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참고하여 견실을 제작하였다.

•   발견된 끈 조각의 색은 붉은빛을 띠는 갈색이었으나, 『소현분조일기』가 전체 4책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현재의 책끈과 같이 보라색으로 염색하였다.

습식클리닝

배접 건조판에 건조

『소현분조일기』의 해체 시 발견된 책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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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

하였다.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한 후, 책 구멍을 

뚫고 종이 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표지와 함께 제작한 책끈으로 제책

하였다.

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 하였는데,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발수나 chain-line 간격은 육안으로

는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로 표기하였다.

『소현분조일기』는 전체적으로 결손이 매우 심한 편으로, 샘플링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낱장의 크

기와 발의 방향, chain-line 간격이 고른 편이며 밀도는 0.33에서 0.5까지 분포되어 있다.

① 소현분조일기 vol.3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앞속지 31.4 44.3 0.09 5.79 1.7 정 15 41.62 0.46

11 31.6 44.6 0.05 2.81 1.7 정 16 19.94 0.40

21 31.6 44.5 0.05 2.58 2 정 17 18.35 0.37

31 31.5 44.4 0.05 2.52 × 정 16 18.16 0.36

41 31.6 44.2 0.04 2.82 1.7 정 17 20.19 0.50

51 31.6 44.3 0.06 4.12 1.8 정 19 29.43 0.49

② 소현분조일기 vol.4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11 30.7 43.4 0.05 2.84 2 정 17 21.32 0.43

21 30.7 43.3 0.06 3.01 2 정 18 22.64 0.38

31 30.7 43.5 0.06 2.64 2 정 17 19.77 0.33

41 30.6 43.4 0.05 2.23 2 정 16 16.69 0.34

51 30.6 43.2 0.06 3.17 2.1 정 18 23.98 0.40

61 30.6 43.3 0.07 3 2 정 18 22.64 0.32

71 30.6 43.3 0.06 3.45 2 정 16 26.04 0.43

81 30.5 43 0.06 2.89 2 정 17 22.04 0.37

91 30.5 43 0.06 2.6 2 정 18 19.82 0.33

『소현분조일기』책끈 섬유 현미경 사진

실 염색

제책된 vol.3 제책된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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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오염이 심한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에 가깝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소현분조일기 3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06

a* : 7.82

b* : 32.38

L* : 83.86

a* : 5.03

b* : 28.52

pH 5.22 6.48

2

색

도

L* : 87.98

a* : 1.58

b* : 18.14

L* : 91.94

a* : 0.45

b* : 11.14

pH 5.69 7.26
➊

➋

소현분조일기 3 - 앞속지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5.50

a* : 4.72

b* : 24.69

L* : 88.22

a* : 1.89

b* : 18.33

pH 5.70 7.03

2

색

도

L* : 85.84

a* : 3.16

b* : 24.05

L* : 87.99

a* : 1.34

b* : 17.79

pH 6.16 7.42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9 5.79 31.4 × 44.3 0.46 41.62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5 2.81 31.6 × 44.6 0.40 19.94

소현분조일기 3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7.90

a* : 8.64

b* : 33.17

L* : 86.43

a* : 2.61

b* : 23.19

pH 5.20 7.31

2

색

도

L* : 76.97

a* : 2.31

b* : 18.60

L* : 86.24

a* : 1.43

b* : 13.98

pH 6.59 7.35
➊ ➋

소현분조일기 3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8.35

a* : 1.00

b* : 14.74

L* : 86.91

a* : 1.31

b* : 15.31

pH 6.44 7.14

2

색

도

L* : 88.42

a* : 1.62

b* : 19.33

L* : 90.10

a* : 0.75

b* : 13.49

pH 6.83 7.11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5 2.58 31.6 × 44.5 0.37 18.35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5 2.54 31.5 × 44.4 0.36 18.16

소현분조일기 3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4.62

a* : 1.80

b* : 20.02

L* : 89.34

a* : 0.39

b* : 12.83

pH 7.32 7.44

2

색

도

L* : 82.32

a* : 5.60

b* : 30.33

L* : 84.46

a* : 4.07

b* : 25.14

pH 5.90 6.66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4 2.82 31.6 × 44.2 0.5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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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분조일기 3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6.89

a* : 2.53

b* : 20.91

L* : 88.62

a* : 1.30

b* : 14.37

pH 6.01 7.17

2

색

도

L* : 76.97

a* : 3.71

b* : 23.60

L* : 79.62

a* : 2.57

b* : 21.03

pH 6.35 6.93

소현분조일기 4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6.95

a* : 2.26

b* : 20.43

L* : 88.00

a* : 0.15

b* : 8.44

pH 7.30 7.32

2

색

도

L* : 86.34

a* : 2.03

b* : 17.26

L* : 87.02

a* : 0.82

b* : 12.52

pH 7.22 7.34

➊

➊

➋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6 4.12 31.6 × 44.3 0.49 29.43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5 2.84 30.7 × 43.4 0.43 21.32

소현분조일기 4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4.70

a* : 1.09

b* : 16.35

L* : 87.73

a* : 0.66

b* : 12.57

pH 7.51 8.19

2

색

도

L* : 77.00

a* : 4.02

b* : 21.89

L* : 83.09

a* : 2.18

b* : 16.15

pH 7.36 7.67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6 3.01 30.7 × 43.3 0.38 22.64

소현분조일기 4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4.84

a* : 0.86

b* : 15.27

L* : 85.24

a* : 0.42

b* : 10.91

pH 7.30 7.59

2

색

도

L* : 84.53

a* : 2.79

b* : 20.73

L* : 84.94

a* : 1.48

b* : 14.86

pH 6.62 7.50

➊

➋

소현분조일기 4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90.89

a* : 0.55

b* : 14.72

L* : 91.41

a* : 0.20

b* : 7.76

pH 6.76 7.92

2

색

도

L* : 88.40

a* : 0.92

b* : 14.80

L* : 90.54

a* : 0.20

b* : 8.63

pH 6.78 7.2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6 2.64 30.7 × 43.5 0.33 19.77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5 2.23 30.6 × 43.4 0.34 16.79

소현분조일기 4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6.62

a* : 2.15

b* : 20.62

L* : 87.85

a* : 0.50

b* : 12.44

pH 7.03 7.52

2

색

도

L* : 85.85

a* : 1.26

b* : 17.00

L* : 86.06

a* : 0.76

b* : 12.77

pH 6.82 7.3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6 3.17 30.6 × 43.2 0.40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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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분조일기 4 - 7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5.96

a* : 2.36

b* : 19.34

L* : 87.46

a* : 0.55

b* : 12.30

pH 6.73 7.21

2

색

도

L* : 83.84

a* : 4.21

b* : 26.38

L* : 87.73

a* : 0.77

b* : 14.92

pH 7.18 7.22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6 3.45 30.6 × 43.3 0.43 26.04

소현분조일기 4 - 8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7.46

a* : 1.87

b* : 21.21

L* : 87.71

a* : 0.67

b* : 14.19

pH 7.21 7.43

2

색

도

L* : 86.39

a* : 1.53

b* : 19.05

L* : 89.14

a* : 0.27

b* : 10.80

pH 7.36 7.50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6 2.89 30.5 × 43 0.37 22.04

소현분조일기 4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5.13

a* : 3.00

b* : 23.86

L* : 87.78

a* : 0.50

b* : 13.55

pH 7.27 7.66

2

색

도

L* : 81.50

a* : 5.32

b* : 24.45

L* : 83.44

a* : 2.65

b* : 17.56

pH 7.14 7.2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7 3 30.6 × 43.3 0.32 22.64

소현분조일기 4 - 9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5.33

a* : 3.05

b* : 22.82

L* : 87.03

a* : 0.65

b* : 13.94

pH 7.24 7.58

2

색

도

L* : 85.96

a* : 1.87

b* : 19.83

L* : 86.61

a* : 0.36

b* : 10.93

pH 7.23 7.49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³) 평량(g/m²)

0.06 2.6 30.5 × 43 0.33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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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처리 전 크기 21×29.4×2.1 장정 5침 선장

처리 후 크기 21.2×29.4×2.1 연대 숙종 4년(1678)

장수 115장 비고 개장 흔적 있음

상태조사 및 

특이사항

・한 번 이상 수리된 흔적이 있다.

・종이심이 없이 책끈으로만 묶인 상태였다.

・상단부가 수분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약해져 있다.

・물얼룩과 곰팡이의 흔적이 있다.

3) 손상상태

• 앞에서 8장, 뒤에서 4장이 결손 부분보다 크게 덧대어 있다.

• 내지와 배접지 사이에 소장인이 찍혀 있다.  

내지와 배접지에 찍힌 소장인 결손 부분에 종이를 덧댄 상태

9. 금호유고(錦湖遺稿)

1) 해제14)

조선 전기의 학자 임형수(林亨秀, 1504~1547)의 시문집(詩文集)이다. 

임형수(林亨秀)의 자(字)는 사수(士遂), 호(號)는 금호(錦湖), 본관은 평택(平澤)이다. 1531년(18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5년(22세) 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수찬(修撰), 병조좌랑, 이조좌랑, 홍문관 교

리, 군기시(軍器寺) 도감랑(都監郞) 등을 역임하였으며, 1545년(32세)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자 제

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파면되었다. 1547년(34세) 양재역(良才驛) 벽서사건이 일어나자 대윤파(大尹派)

로 몰려 절도안치(絶島安置)된 뒤 사사(賜死)되었다. 독서당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이황(李滉), 김인후(金

麟厚) 등과 친교를 맺고 학문을 쌓았다. 뒤에 신원되었고 1702년(숙종 28) 나주의 송재서원(松齋書院)에 

제향되었다. 

본 문집은 1677년(숙종 3년) 임형수의 외손 유평(柳坪)이 권필(權鞸)의 『동사록(東槎錄)』에 실린 시를 

수집・편차한 고본(稿本)을 바탕으로 외현손 유응수(柳應壽)가 유문(遺文)을 추가하고 김수항(金壽恒)

의 편집을 거쳐 광주목사(光州牧使) 이민서(李敏叙)의 협조로 간행한 목판 초간본이다. 1678년에 판각

된 조카 임회(林檜)의 『관해유고(觀海遺稿)』가 부집(附集)되어 있다. 

본서에 수록된 시문은 시 104수, 가(歌) 1수, 전(箋) 1편, 지(誌) 1편, 문(文) 1편 등이며, 이외에 임형

수의 약력과 양재역 벽서사건을 간략히 기술한 글, 임형수가 사사된 뒤 이에 대하여 김인후가 한글로 지

은 시(詩) 등이 첨부되어 있다. 본서에 실려 있는 『중종대왕시책(中宗大王諡冊)』과 『정릉지(靖陵誌)』는 모

두 『조선왕조실록』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정릉지』의 경우 실록에 작자가 홍춘경(洪春卿)으로 되

어 있어 실제 작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칠언고시(七言古詩)인 『오산가(鰲山歌)』는 유몽인의 『어우야

담(於于野譚)』에도 실려 있다. 부록의 『제현수창(諸賢酬唱)』은 시를 편집한 것이지만 중간에 이황의 편지

(「여임사수서(與林士遂書)」)가 한 편 수록되어 있다.

14)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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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부가 수분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약해져 있다.

• 물얼룩과 곰팡이의 흔적이 있다.

4) 보존처리 과정

(1) 조사 및 사진 촬영

• 크기, 손상상태 지질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보존처리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해체

• 책끈을 풀어 낱장형태로 분리하였다.

상단부의 손상

물얼룩 곰팡이 

낱장으로 해체

(3) 종이 조사

•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하였다. 10장당 1장을 샘플링 하였다.  

•  종이의 크기(세로×가로), 두께(㎜), 무게(g), 발수(1寸(약 3.03㎝)당 개수), 평량(g/㎡), 밀도(g/㎤)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  클리닝 전・후 유물의 산성도와 색의 변화 비교를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조

사내용 뒤에 첨부)

(4)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5) 습식클리닝

• 습식클리닝 전, 물과 접촉할 경우 번짐이 예상되는 부분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망 위에 유물을 올린 후 위에서 스프레이로 여과수를 뿌려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습식

클리닝하였다.

건식클리닝

습식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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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용 종이제작

•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 밀도 등의 물

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물의 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였다.

• 조사된 종이의 색도(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 등으로 천연 염색하였다.

(7) 짜깁기

• 책의 짜깁기는 각 장에 맞는 보수용 종이로 chain-line과 발수,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8) 건조

•  짜깁기가 끝난 후 평판과 유물 사이에 화학지와 중성흡수지를 넣고 수동프레스에 눌러 완전히 마

를 때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프레스 건조 시의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게 하

고 유물이 건조됨에 따라 그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9) 표지의 보존처리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종이로 된 앞표지와 뒷표지를 보존처리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께와 밀도가 비슷한 종이를 찾아 치자와 오리나무 열매로 천연 염색

하여 색을 맞춘 후 짜깁기하였다.

종이 띠 넣기

짜깁기 완료

(10) 책끈 제작

•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간행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끈을 분석하였다. ‘마’라는 결론을 얻었으나, 겨

울이라는 특성상 가는 마실을 구할 수 없어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과 같은 끈으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추후에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기로 하였다. 

•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의 책끈을 참고하여 견실을 붉은 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작하였다.

(11) 자르기 및 제책 

•  짜깁기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정리하

였다.

•  순서에 맞추어 정리한 후, 책 구멍을 

뚫고 종이 심을 박아 고정하였다.

•  표지와 함께 제작한 책끈으로 제책하

였다.

해체 시 발견된 책끈 조각과 현미경 사진

제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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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내용

(1) 내지의 물성조사

낱장으로 된 내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10장당 1장 꼴로 샘플링 하였는데,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하여 결손이 심하거나 배접된 낱장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종이의 크기, 두께, 무게, 발수를 측정하고 평량, 밀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용 종이를 준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침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금호유고』는 낱장의 크기와 발의 방향, chain-line 간격이 고른 편이며 밀도는 0.30에서 0.49까지 분

포되어 있다. 

책장

번호

세로

(cm)

가로

(cm)

두께

(mm)

무게

(g)

chain-line

(cm)

방향

(정·반)

발수

(개/寸)

평량

(g/m2)

밀도

(g/cm3)

11 29.4 42.1 0.06 2.79 1.5 정 16 22.54 0.38

21 29.3 42.1 0.06 2.62 1.5 정 16 21.24 0.35

31 29.3 42.1 0.05 2.86 1.5 정 17 23.19 0.46

41 29.4 42.1 0.06 2.26 1.5 정 14 18.17 0.30

51 29.3 42.3 0.08 3.17 1.5 정 15 25.58 0.32

61 29.4 42.3 0.06 2.91 1.5 정 16 23.34 0.39

71 29.3 42.4 0.06 2.92 1.5 정 16 23.56 0.39

81 29.3 42.3 0.04 1.92 1.5 정 14 15.49 0.39

91 29.3 42.3 0.07 3.74 1.5 정 16 30.18 0.43

101 29.2 42.4 0.06 3.67 1.5 정 14 29.64 0.49

111 29.3 42.4 0.06 3.62 1.5 정 14 29.14 0.49

(2) 처리 전·후의 산성도 및 색도변화

클리닝 전・후의 중성화와 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L*a*b 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부

위는 일반적인 오염과 비교적 심한 오염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L*a*b 색도는 L*값이 증가하고 a*값과 b*값이 감소한 것

으로 보아, 명도는 높아지고 노랗고 붉은 오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에 가깝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금호유고 - 1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6.84

a* : 2.21

b* : 19.39

L* : 87.67

a* : -0.04

b* : 12.34

pH 6.81 7.53

2

색

도

L* : 83.43

a* : 3.73

b* : 23.07

L* : 87.43

a* : 0.09

b* : 12.15

pH 6.41 7.3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2.79 29.4 × 42.1 0.38 22.54

금호유고 - 2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5.08

a* : 1.49

b* : 16.98

L* : 89.26

a* : -0.6

b* : 8.92

pH 7.06 7.24

2

색

도

L* : 87.03

a* : 1.91

b* : 18.88

L* : 89.77

a* : -0.65

b* : 8.82

pH 6.81 7.45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2.62 29.3 × 42.1 0.3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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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유고 - 4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1.81

a* : 3.96

b* : 23.85

L* : 87.17

a* : 0.1

b* : 9.34

pH 6.95 7.48

2

색

도

L* : 84.41

a* : 3.24

b* : 19.25

L* : 88.78

a* : -0.58

b* : 9.59

pH 7.10 7.55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2.26 29.4 × 42.3 0.30 18.17

금호유고 - 5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79.12

a* : 5.28

b* : 22.50

L* : 82.22

a* : 1.63

b* : 12.41

pH 6.85 7.33

2

색

도

L* : 82.53

a* : 1.83

b* : 17.34

L* : 85.80

a* : -0.43

b* : 10.27

pH 6.93 7.48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8 3.17 29.3 × 42.3 0.32 25.58

금호유고 - 6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3.92

a* : 4.15

b* : 23.43

L* : 85.94

a* : 0.44

b* : 13.87

pH 7.09 7.49

2

색

도

L* : 81.69

a* : 5.19

b* : 23.45

L* : 84.55

a* : 1.67

b* : 12.08

pH 7.04 7.51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6 2.91 29.4 × 42.4 0.39 23.34

➊
➋

금호유고 - 31

구분 크리닝 전 크리닝 후

1

색

도

L* : 86.49

a* : 2.39

b* : 17.63

L* : 87.40

a* : -0.34

b* : 13.24

pH 7.08 7.34

2

색

도

L* : 82.40

a* : 3.52

b* : 21.80

L* : 84.38

a* : 0.49

b* : 13.97

pH 6.50 7.34

➊

➋

두께(mm) 무게(g) 사이즈(세로×가로cm) 밀도(g/cm3) 평량(g/m2)

0.05 2.86 29.3 × 42.1 0.4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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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英祖貞純后四尊號莊祖獻敬后再尊號都監儀軌)

처리 전 처리 후

Ⅴ. 보존처리 전・후 비교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英祖貞純后四尊號莊祖獻敬后再尊號都監儀軌)

2. 함흥지도(咸興地圖)

3. 탁지정례(度支定例)・상방정례(尙方定例)

4. 성종대왕류부록(成宗大王類附錄)

5.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

6.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

7.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8. 소현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9. 금호유고(錦湖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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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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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흥지도(咸興地圖)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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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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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흥지도》 보존처리 전 상세 크기

10.7 29.2 34.8

(단위 : cm) (단위 : cm)

28.5

103.6

10.8

1.5

2

33 5.25.2

2

31.4

138

20

3.6

(2) 《함흥지도》 보존처리 후 상세 크기

18.2

104.1

2.1

3

3.63.6 7.57.5

3

27.3

9.1

140

19.5

7.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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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탁지정례(度支定例)

처리 전 처리 후

3. 상방정례(尙方定例)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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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종대왕류부록(成宗大王類附錄)

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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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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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5.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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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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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

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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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7.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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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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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현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vol.3

처리 전 처리 후

8. 소현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vol.4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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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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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호유고(錦湖遺稿)

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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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처리 후

 Ⅵ. 자문회의

1. 고문헌 수리복원 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신승운(문화재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유혜선(국립공주박물관), 

    전경목(문화재위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나다순 존칭 생략)

•  자문위원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신승운, 오수창, 유혜선, 

    전경목(가나다순 존칭 생략)

유물명 안건 자문내용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

경후재존호도감의궤

・개장한 변철의 제거 여부

・ 표지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장의 

행방

・겹쳐져 있는 직물의 보존처리

・ 선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재의 변철은 제거

하고, 표지는 비슷한 시대의 분상용 의궤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다른 의궤를 참고하여 잘못 붙어있는 내지의 마지막 

장을 2차 자문회의에서 다시 확인한다.

・ 표지 직물은 SEM 촬영하여 섬유의 종류를 확인한 후 

같은 섬유로 짜깁기 한다.

2

성종대왕류부록

・책끈과 표지의 재사용 여부

・ 책끈은 섬유조사 후 제거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제

책할 끈은 2차 자문회의에서 결정한다.

・표지는 보존처리하여 다시 사용한다.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소현분조일기

금호유고

3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 전 수리 시 연필로 쓴 번호의 제거 

여부

・결손부 짜깁기 방법

・ 전 수리 시 크기를 키워 새로 구멍

을 뚫음

・ 전 수리 시 연필로 써 넣은 번호는 클리닝하여 제거한다.

・ 전 수리 시 배접한 종이를 제거하고, 유물과 같은 재질

과 색상의 종이를 제작하여 결손부를 짜깁기한다.

・조사 후 원래의 책구멍으로 제책한다.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4 소현분조일기 ・책의 보관방법

・  부첨 부분을 펼친 채로 마무리하고,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포갑을 제작하여 보관한다.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내부회의 결과, 포갑은 부첨의 보존

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부첨 부분을 안쪽으

로 접어 넣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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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헌 수리복원 2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1년 10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신승운(문화재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전경

목(문화재위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나다순, 존칭 생략)

•   자문위원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김형진, 신승운, 오수창, 유혜선(국립공주박물관), 

    전경목(가나다순, 존칭 생략)

유물명 안건 자문내용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

후재존호도감의궤

・표지의 보존처리

:  앞표지 직물은 뒷표지의 것을 떼어서 겹쳐 

사용하고 종이로 개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철의 가공 방법

:  『금보개조도감의궤』(1705년)[그림 1]을 참

고하여 샘플 제작[그림 2]

・원래의 상태로 앞뒤로 나누어 사용한다.

・ 복원 제작 변철의 보존성 여부를 위하여 샘

플의 열화 실험을 실시한 후, 3차 자문회의에

서 결정한다.

2 《함흥지도》

・  장황 형태 결정 

:  조선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장황 형태 3가

지를 제시[표 1]

・ 백색회장을 두르고 쪽으로 염색한 손비단

을 상하로 두는 3안으로 한다. 구체적인 색

상은 추후에 논의한다.

3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표지의 결정

・장정 형태

: 개장된 유물은 3침 철장이나, 원 유물은 4

침으로 추정된다.

・철장의 위치와 폭

:  4침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변철이 놓인 위치

와는 다르게 유물 안쪽에 가깝게 있다.

・현재의 표지를 재사용한다.

・원래 있던 4개의 구멍으로 제책한다.

・ 철장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9호인 

『단성현 호적장부』를 참고한 뒤 제작한다.

4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표지의 결정 

  :   개장된 표지 내부에 두 개의 앞표지가 더 

있음[표 2]

・장정 형태 

  :  수리 전 유물은 3침 선장이나, 원 유물은 5

침 철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세 번째 표지를 보존처리하여 재사용한다. 

다른 표지는 따로 보관한다.

・ 원래의 구멍대로 5침의 철장으로 장정한

다. 철장의 형태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39호인 『단성현 호적장부』를 참고한 뒤 

제작한다.

5
・ 섬유 분석을 위한 직물 표지의 반출 여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유효선 교수 연구실에 의뢰 예정)

・  표지 직물은 섬유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므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의 합의  

하에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6

・ 고문헌 수리복원 시 필요한 분석방법에 대한 조언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법[표 3]에 대하여 의

견을 묻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 김형진 자문위원은 종이 분석에서 추가적

인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또한 섬유장과 섬유폭의 분석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의 샘

플링이 필요하므로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

기하였다.

・ 본 연구소는 조선시대의 제지기법의 파악 

즉, 섬유를 짧게 절단하여 초지한 초기 제

지기법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측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림 1] 금보개조도감의궤(1705年)

[그림 2] 제작한 변철 샘플(송진, 들기름, 흑옻칠, 생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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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함흥지도》의 장황 형태 예시

묵죽도

인종(1515~1545) 그림,

김인후(1510~1560) 시

경기도박물관

이돈상(1815~?) 초상

19세기 중엽

경기도박물관

이재학(1745~1806) 초상

19세기 중엽

[표 2]『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내부의 표지

[표 3] 조사 방법

대상 조사방법 조사내용 기대효과 실시기관

종이

사진촬영

표면 현미경 표면 관찰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투과촬영 섬유의 조성, 발간격 및 실끈 간격조사

현미경 촬영 섬유형태 관찰 및 C염색액으로 섬유의 종류 판별

실측조사

크기, 두께, 무게 연구 자료로 활용

평량, 밀도 도침의 유무

색도 크리닝 전후의 변화 파악

산성도 크리닝 전후의 중성화 변화 파악

발간격 및 

실끈 간격 조사
연구 자료로 활용

섬유장, 섬유폭 측정 섬유의 종류 판별
서울대 임산공학과 

윤혜정 교수 연구실

직물 사진촬영

표면 현미경 표면 관찰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현미경 촬영 섬유형태 관찰
서울대 의류학과

유효선 교수 연구실

금속

사진촬영
금속현미경 표면 및 

단면촬영
가공기법 확인

용인대 문화재학과

김수기 교수 연구실

XRF 성분파악 복원자료로 활용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제작복원 원래의 가공기법 복원제작하여 유물에 사용

안료
사진촬영 현미경 촬영 입자의 형태 및 크기파악

XRF 성분파악 연구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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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헌 수리복원 3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1년 12월 08일 목요일 오후 5시

• 장  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석자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신승운(문화재위원),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전경목(문화재위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나다순, 존칭 생략)

•  자문위원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김형진, 신승운, 오수창, 유혜선(국립공주박물관), 

    전경목(가나다순, 존칭 생략)

유물명 안건 자문내용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

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

・표지의 보존처리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다른 사고의 의

궤를 참고하였는데 뒤표지가 유물과 같이 

종이로 되어 있었다.

・ 종이로 된 뒤표지를 수리하여 다시 사용한다.

2
탁지정례

상방정례

・ 변철의 떨어진 부분을 수리하고 없어진 부

분을 유물을 참고하여 새로이 제작하였다.
・수리하고 제작한 변철을 그대로 사용한다.

3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장정 형태

  :  4침으로 제책할 경우, 환의 위치 결정 문

제와 변철 바깥쪽의 종이가 많이 남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 아직은 이와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어 형태에 

대한 연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장된 형태이기는 하나 일단 3침의 철장으로 

장정하기로 한다. 추후에 정확한 연구가 진행

되면 그 형태대로 새롭게 장정한다.

4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책끈의 사용

  :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실을 분석하였고, 

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참고하여 견

실을 붉은 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끈을 제

작하였다.

・ 명주끈을 고색 처리하여 사용한다.(규장각한국

학연구원 내부 회의 결과, 별도의 처리 없이 그

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소현분조일기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Ⅶ. 사업자 제언

2011년 후반기에 실시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고문헌 수리복원사업’은 발주처인 규장

각한국학연구원에도, 시행자인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도 모두 바쁘고 급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했던 

사업이었다. 사업대상인 유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의궤 1책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도서 10책

과 《함흥지도》 1축으로 다양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했던 사항은 보존처리 장소와 보존처리 전문 인력 확보

였다. 다른 사업과 달리 보존처리 대상 유물이 외부로 나갈 수 없어 보존처리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에서 실시되어야 했으므로 사무실 공간을 보존처리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관계자들은 열람공간으로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야 했고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류유물 보존처리의 경우 모든 작업에 물이 사용되므로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대

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에 의해 설치되었고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대, 건조판, 수동 프레스, 도구류 

등은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로부터 운반되어 설치되었다. 

작업은 준비 작업과 본 작업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본 유물을 작업할 수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

원의 보존처리 장소가 협소하므로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작업은 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보존

처리에 사용될 종이(흡수지, 화학지, 레이온지 등)를 유물 크기에 맞춰 미리 재단하는 것과 유물에 맞는 

닥지를 선별하고 유물의 색상에 맞춰 염색하는 등의 작업은 연구소에서 진행하였고 본 유물에 대한 보

존처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진행하였다. 

작업인력은 총괄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수석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총 26명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사진촬영과 조사, 건식 및 습식클리닝은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고 나

머지 작업은 전임연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되었고 작업 중의 모든 행동은 

사무실에서 항시 볼 수 있도록 세트되었다. 연구소의 작업장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비상시를 

위한 녹화용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이었으므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작업자로서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작업과정 중 자문회의가 세 차례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 소장자, 보존처리자가 함께 자리

하여 보존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관련 자문회의다. 그러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경우 자문회의에 담당자가 참석은 하되 의견은 내지 않고, 자문회의가 끝난 후 사업자가 이를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에 보고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의견을 다시 내는 특이한 절차였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

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작업의 진행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문화재위원들에 의한 자

문회의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작업이 완료된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만약 자문회의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측이 참석하여 소장자의 의견을 함께 의논할 수 있었다면 훨씬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은 사업자가 십여년 간 경험해온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사업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보존처리 후 유물에 관한 검수절차였다. 이 검수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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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보존처리 사업에서도 있기는 하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의 검수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었다. 모든 유물을 한 장씩 처리 전 사진과 대조하여 처리 후

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일은 다수의 검수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시

스템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검수 시스템을 처음 겪는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1차 검

수에서는 십여 명의 검수 인원이 보존처리 후의 유물을 해체하여 한 장씩 라이트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처리 전의 화면과 대조하였는데, 이는 보존처리자에 있어서는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보

존처리 후 유물은 가능한 한 만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책의 보존처리에서는 보존처리 한 곳은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보존처리라고 하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경우 보존처리한 곳을 확인

하기 위해 한 장씩 검수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매우 당혹스러웠다. 이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 측의 항

의에 의해 시정되어 책을 해체하여 한 장씩 라이트 위에서 비추어보는 방식에서, 묶인 채로 한 장씩 확

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검수는 검수자가 시정할 부분을 기록해주고 작업자는 이를 확인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시정대상이 아닌 것은 이유를 기록하여 재검수 받는 형식으로 3차까지 이루어졌다.

시정 대상으로 지적받은 것 중 사업자의 실책으로 인정되는 것은 보존처리 후 글씨 부분의 먹이 약

해진 것들이다. 유물 중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분말화 되었을 경우 건식 및 습식클리닝 시 분말화 

된 표면이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유물의 종이가 마모되어 먹 부분이 살짝 얹혀있

는 경우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 보존처리 후 이렇게 많은 양의 

책을 일일이 자세히 확인하고 비교한 적이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이었다. 이미 흐릿

하게 손실된 먹글씨에 대한 시정은 불가능하였으므로 글씨가 뚜렷이 보이게 하기 위해 글씨의 뒷면에 얇

은 닥지에 같은 묵서를 기입하여 소맥전분풀로 닥지의 윗부분을 살짝 접착시켰다. 표면에 발생된 곰팡이

로 인한 분말화 문제는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 중 네 곳에서 발생하였다. 『소현분

조일기』의 경우 책장이 매우 얇았고, 유물의 손상이 심하여 먹색이 흐려진 부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

제는 보존처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존처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건식 및 습식클리닝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건식클리닝 시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더욱 주의

하여 관찰하고 습식클리닝 전 먹 부분을 접착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저농도의 아교를 사용하여 먹 글씨 

부분을 접착시킨 후 습식클리닝을 하도록 한다. 

둘째, 습식클리닝 방법의 개선이다. 이번 보존처리 시에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

므로 유물을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스프레이하여 오염을 흘려 내리는 방식을 사용하였으

나 이때 물의 압력으로 접착되지 못한 먹 부분이 결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유물을 물에 서서히 

담그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 방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과 건조할 넓은 장소

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습식클리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처리 전・후의 사진 촬영 방식이다. 이번 사업 시 처리 전 사진과 처리 후 사진은 제책된 상태에

서만 촬영하였다. 다만 종이조사의 대상이 되는 10장 중 1장씩은 보존처리 전 해체 후 낱장 상태로 촬영

하였다. 그러나 보존처리 후 한 장씩 전후를 비교 검수하기 위해서는 처리 전과 처리 후를 낱장 상태로 

촬영하여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자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의 경우 이전 수리 시 두꺼운 배접지로 이미 배접되어 있었는데 전 수리 

시 사용된 접착제가 소맥전분풀이 아닌 화학접착제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불에 탄 부분위

에 쓰인 먹선은 배접지 제거 시에 함께 제거된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손부 메움 부분 위에 획을 적

어 넣었으며 이후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검수 지적사항 중에는 유물 종이의 발자국과 끈 자국 부분이 얇으므로 보강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

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존방법으로 리프캐스팅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처리 후 남아 있는 먹 흔적에 대

해 오염이라 판단하여 제거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검수자가 보존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었

다. 보존처리자는 일일이 이에 대응하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귀중한 작업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무례하게 표현된 검수 기록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작업의욕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사업자의 합의하에 검수 체계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시작 전에 검수의 목적, 검수 시스템과 일정이 사업자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검수자에 대해 검수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즉 검수의 목적이 

보존처리 후의 단점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존처리자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 제3

자의 눈으로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검수자는 보

존처리자의 전문성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또한 검수자가 보존처리 전문가

가 아닌 이상, 보존처리자에게 보존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일은 삼가기 바란다. 그리고 검수자가 확인하여 

주었으면 하는 사항은 책장 순서, 글자의 탈락 여부, 결손부가 보강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 세 사항 중 책

장 순서 확인은 비전문가도 가능하겠으나 글자의 탈락 여부는 비전문가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처리 전・후의 낱장사진이 준비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손부 보강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검수 전에 한지 조성에 대한 교육과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검수자의 유물 취급에 대한 교육과 검수 장소에 대한 준비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검수 

장소가 협소하였으므로 검수자들도 불편한 상태에서 검수를 진행해야 했다. 특히 다른 사업의 경우 많

은 책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원본과 복제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원본 유물에 대한 취급이 소홀해지는 

상황이 수차례 인식되었는데, 이는 검수자가 유물 취급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유물 검수 시스템은 사업자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된다면 유익

한 시스템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검수시스템은 사업자로써 다시 한 번 보존처리 내용 전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전문가 입장에서의 보존처리에 대한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존처리

자는 종이를 사랑하지만 검수자들은 글자를 사랑한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입장에 따른 시각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보존처리사업은 이제까지 사업자가 경험해 왔던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보고서에 사업자 제언이라는 부분을 요구한 것도 그 중 하나인데,  사업자는 위의 

내용들이 발주자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을 감수하고 기술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유는 규장

각한국학연구원이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확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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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복원작업의 진행을 위해 작업기간 내내 순서를 정해 주말과 늦은 시간

까지 개인의 시간을 희생해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후반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귀중한 유물의 보존처리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존처리자 모두에게 있어 귀한 경

험이며 행복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보존처리에 참가했던 모두에게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며, 보존

처리 대상유물의 보존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이 앞으로 문화재 보존처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첨부 문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헌 제책에 사용된 직물 고찰1)

1. 서론 

본고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헌의 표지 구성과 사용된 재료의 감별과 특성을 규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직물과 섬유의 형태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섬유와 기타 부산물의 분광분석 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유물의 상태와 특징에 대한 유물 정보를 기록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수리복원의 

처리 방법과 사용 재료의 선정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직물과 실의 구성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고직물 기술의 복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섬유의 퇴화메커니즘에 대한 실

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1) 대상 유물 

본 연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헌 중 수리복원 중인 문헌의 표지에 사용된 직물과 끈

에서 탈락하거나 채집한 것으로 9건의 유물에서 모두 14점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채정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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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 유물 개요

번호 유물명 부분 년대 비고

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 앞표지 정조 7년(1783) 세계기록유산

2 탁지정례 앞표지 영조 25(1749) -

3 상방정례 앞표지 영조 28(1752) -

4
성종대왕류부록

앞표지
조선시대

-

5 끈 -

6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앞표지 영조 5년(1729) -

7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1

광해군 1년(1609)

(가장 안쪽에 있던 표지)

8 앞표지 2 (앞표지 1 위에 있던 표지)

9 앞표지 3
(앞표지 2 위에 있던 것으로 

가장 겉쪽 표지)

10 뒷표지 -

11
소현분조일기

뒷표지
인조 5년(1627)

-

12 끈 -

13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끈 조선시대 -

14 금호유고 끈 숙종 4년(1678) -

2) 조사 방법

대상 유물의 표지 직물과 섬유 시료의 특징과 감별을 위해 섬유의 형태학적인 조사와 분광분석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  형태학적 분석 : 유물의 표지 직물의 직조 형태와 직조에 사용된 실의 특징 등을 조사하고 수집

된 섬유의 감별을 위해 시료의 단면과 측면에 대한 형태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위해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JSM 5410LV, JEOL, Japan), Video microscope(ICS-

P302B, SOMETEC, Korea)을 이용해 섬유관찰을 실시하였다. 

•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 스펙트럼은 ATR Acc.(window ZnSe)을 장착한 FT-IR 

spectrophotometer인 Nicolet 6700(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해 얻었다. No. of scan는 32, 

Resolution은 8, Wavenumber range(cm-1)는 4000-650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조성 섬유 감별    

문헌의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 직물의  섬유를 조사한 결과 견과 면, 그리고 마섬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Zhengzhong Shao and Fritz Vollrath, 「Materials: Surprising strength of silkworm silk」, 『Nature 418』, 2002, p.741

견섬유로 된 주(紬)가 사용된 유물은 『탁지정례』, 『상방정례』, 『성종대왕류부록』이다(그림 1~3). 견섬

유는 천연섬유 중에서 유일한 필라멘트섬유(800～1200m)로 누에고치에서 얻는데 측면은 매끄럽고 단면

은 끝이 둥근 삼각형으로 두 개의 피브로인이 세리신에 감싸여 있다. 세리신은 견사를 뻣뻣하고 광택이 

좋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누나 알칼리 용액으로 처리해 세리신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을 정련이라 한다. 

세리신을 제거하지 않은 견섬유를 생사(生絲)2)라 하고 정련처리 한 견을 숙사(熟絲)라고 한다(그림 4, 5). 

본 유물에서 보이는 견사는 측면에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어 있는데 그 기원은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림6]과 같이 섬유 표면에 많은 불규칙한 모양의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은 것은 이 직물이 책의 표지

를 만들기 위해 종이에 풀 등의 호제를 이용해 접착했던 것이므로 이때 사용된 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고형 오구와 염료도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섬유의 길이

를 따라 나타나는 손상보다는 섬유 중간이 절단되는 손상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관찰되었다(그림7). 

[그림 1] 『탁지정례』 표지섬유

[그림 4] 미정련견의 측면

[그림 2] 『상방정례』 표지섬유

[그림 5] 정련견의 단면(좌)과 측면(우)

[그림 6] 『성종대왕류부록』  섬유표면 [그림 7] 『탁지정례』  표지의 섬유절단면

[그림 3] 『성종대왕류부록』 표지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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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의 앞표지 1과 앞표지 2에 사용된 직물은 면섬유로 조사되었다(그

림 8~10). 이것들은 다른 유물의 견섬유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많은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었고 섬유가 절

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면섬유는 단세포로 되어 있으며 섬유의 폭이 12~20㎛ 정도로 균일하며 측면은 리본상의 꼬임

(convolution)이 있고 단면은 편평에 가까운 관상으로 가운데 중공(中空, lumen)이 있어 이것을 확인함

으로써 판별할 수 있는데 본 유물의 섬유에서도 이러한 형태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또한 섬유 길이 방향

으로 나타나는 피브릴의 반전(reversal)이 큰 특징이다.3)

그러나 유물에서 관찰되는 면섬유는 현재의 면섬유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면섬

유 측면은 피브릴이 섬유 길이를 따라 끊김 없이 이어지는 반면, 유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면의 측면은 

많은 균열이 피브릴을 따라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열화가 더 진행되면 섬유를 이루는 각 조직이 분

해되어 피브릴화 되고 심각한 경우 섬유가 끊어지기도 하는데(그림 11) 본 유물의 섬유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관찰되어 많은 섬유 퇴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3)  The Textile Institute Manchester, 「Identification of Textile Materials」(7th Ed), The Textile Institute Manchester, 

1975, p.137

[그림 8]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의 앞표지1 - 단면(좌), 측면(우)

[그림 9]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의 앞표지2 - 단면(좌), 측면(우)

[그림 10]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표지 면섬유의 손상 모습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의 앞표지3과 뒤표지,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의 

앞표지,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의 앞표지, 『소현분조일기』 뒷표지 등에 사용된 직물을 이루는 섬유는 마

(麻)섬유로 확인되었다(그림 12~13). 이 마섬유가 대마(삼베)나 저마(모시)인지 또는 다른 인피섬유 종

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단면과 측면의 형태적 변형이 생겼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염색반응 실험도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마와 저마의 섬유 조성이 매우 유사해 정성분석적인 

조사도 감별에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 인피섬유는 대마와 저마이다. 이 섬유들의 형태적 특징으로

는 단면에 큰 중공을 가지고 있으며, 측면은 곳곳에 마디를 볼 수 있다. 세포벽이 얇고 납작한 측면을 가

지고 있으며 cross-marking과 섬유 다발로 인해 길이방향으로 줄무늬를 가진다. 저마의 섬유 세포는 모

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 불규칙하고 다양한 모양의 루멘 때문에 각각의 세포벽은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세포벽이 얇다.4)

유물에서 사용된 마섬유의 경우 섬유에 푸새처리로 인해 섬유 표면의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처리를 실시해 섬유 외 물질을 제거하고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시료의 양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유물의 섬유 표면도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

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직물을 손질하기 위한 푸새처리와 표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에서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 유물에서 관찰되는 마섬유는 열화되어 섬유 다발이 흩어지며 섬유가 가늘어지거나 피브릴화 

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되는데(그림 14) 본 유물에 사용된 마섬유는 이 같은 손상보다는 섬유의 중간이 

절단되거나 섬유 끝이 잘라지는 현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같은 고직물이라도 그 사용방법이나 생

존 방식에 따라 섬유의 손상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손상의 정도와 그 양상

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Dorothy Catling and john Grayson, 『Identification of Vegetable Fibres』, 2004, pp.30~34.

[그림 11] 면섬유(17세기 복식 유물)의 손상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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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 앞표지 - 단면(좌), 측면(우)

[그림 14] 복식 유물(17C)에 사용된 마섬유의 손상 모습

[그림 15] Hearle의 섬유 절단면에 따른 분류(출처 : ACS 212, 1986)

[그림 12]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의 뒤표지 - 단면(좌), 측면(우)

5)  국립민속박물관, 「이진숭 묘 출토복식 직물연구」, 『이진숭 묘 출토복식』, 심연옥, 2010, pp.154~156. :‘주’는 실의 굵기는 

일정하고 꼬임이 없으며 직물의 짜임이 반듯한 견평조직 직물로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비슷한 것으로 살펴지며 위사 방향

으로 골이 지는 경무조직의 직물은 보이지 않는다. 조직의 짜임이 치밀하게 제직된 것도 있지만 성글게 짠 직물도 있다. 

6)  조효숙,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연구」,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 직물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 2006, pp.86~91. : 

정견사로 제직하여 두께가 얇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균질하고 광택이 은은한 물성을 보이는 직물을 ‘견’이라 명명하고 ‘초’는 

견에 비해 일반적으로 밀도가 낮아 반투명해 보이는 직물이다. 

7) 김성련, 유효선, 조성교, 『새의류소재』, 교문사, 2005, pp.146~147.

2) 직물 특성

본 유물에 사용된 표지 직물은 모두 평직물이며 이중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2에 사용된 

직물은 변화평직으로 조사되었고, 이외에 『성종대왕류부록』의 제목을 쓴 직물에 문양이 있는 평직물로 

조사되었다. 

견직물은 경위사 모두 꼬임이 거의 없고 그 굵기가 유사한 평직물이다(그림 16-18). 또한 조직이 매우 

치밀한 것으로 이러한 직물을 학자에 따라 세주(細紬) 또는 견(絹)이라 한다.5), 6)

면직물이 사용된 유물은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1과 앞표지 2이다(그림 23-26). 실에 주

어지는 꼬임은 S와 Z꼬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의 꼬임이 많으면 강도가 크고 딱딱하며 까슬까슬한 실

이 되고 꼬임이 적으면 부드럽고 광택이 좋으나 너무 많으면 강도가 오히려 떨어진다(그림 26).7) 면직물

은 제직 특성상 방적사를 이용하므로 꼬임이 있는데 본 유물에서는 대부분 S꼬임인 반면 변화평직으로 

제직된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2에 사용된 실은 Z꼬임으로 강하게 연사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림20]은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2의 직물은 강하게 꼬여진 면방적사 2가닥을 하나의 

경사와 위사로 사용해 제직한 것으로 변화평직 또는 바스켓직이라 하며(그림 27) 보통의 평직에 비해 단

위면적 내의 조직점이 더 적으므로 부드럽고 구김이 생기는 특징을 가진다.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 표지, 『광해군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3과 뒤표

지,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의 표지, 『소현분조일기』 뒤 속지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마직물로 약한 S꼬임

의 실로 직조되었다. 이중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재존호도감의궤』표지에 사용된 직물 표면은 소

섬유와 이물질이 관찰되었다. 『소현분조일기』의 뒷표지에 사용된 직물은 짙은 녹청색으로 다른 마직물을 

이루는 실보다 가는 실로 성글게 직조되었다

[그림 16] 『탁지정례』 표지 [그림 17] 『상방정례』 표지 [그림 18] 『성종대왕류부록』 표지

*****



376 377제2장 고문헌수리복원 Ⅰ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1

본 조사대상 유물에 사용된 직물 중 유일한 문직물은 『성종대왕류부록』 표지 중 제목을 쓴 직물로 

평직 바탕에 능직으로 문양을 나타낸 문주(紋紬)이다. 이것은 경위사를 꼬임이 거의 없고 굵기가 같

은 것으로 직조하였다. 이와 같이 평조직 바닥에 능조직, 주자직, 부직 등으로 문양을 시문한 직물을 ‘기

(綺)’라고 한다. 우리나라 『동문선(東門選)』 등 고려시대의 문헌에 기를 제직한 기록이 있으며, 실제 고려

시대 불복장 직물에서도 나타나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는 온양박물관 소장 1302년 아미타불상

에서 발견된 옷감이 자색능문기(紫色菱文綺)가 있고 조선시대 이르러 ‘문주(紋紬)’로 명명되었다.8)

[그림 23]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표지 [그림 24]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3

[그림 25]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뒤표지

[표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고문헌 표지 직물의 특성

유 물 직물 섬유 직조
밀도*

(경*위/inch)
직물폭
(cm)

꼬임 실너비(㎛)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

경후재존호도감의궤
앞표지 마 평직 36*28 - S 500-600

탁지정례 앞표지 주 견 평직 93*82 - / -

상방정례
앞표지 주 견 평직 104*97 - / 120-200

제목 주 견 평직 98*102 - - -

성종대왕류부록

표지 주 견 평직 94*54 - / 400-500

제목 문주 견
평직(지)/
능직(문)

- - / -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 표지 마 평직 34*29 - - -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1 면 평직 33*31 - S

앞표지2 면 변화평직 40*40 - Z 200

앞표지3 마 (바스켓) 36*30 - / -

뒷표지 마 평직 34*29 - / -

표지이음실 이합사 견 평직 - - - 350

소현분조일기 표지 마 - 22*25 - S 190-230

* 직물의 경위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표지의 세로에 사용된 실을 경사로, 가로에 사용된 실을 위사로 표기하였다.

문헌의 표지는 대부분 한 장의 직물을 사용해 제작되었으나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3과 

뒤표지,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의 앞뒤 표지는 직물을 이어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해일년기유

울산호적대장』과 『울산부부이동전결대장』은 표지의 중앙부분에 가로로 있는 이음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 폭의 직물로는 표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사용된 실은 이합견사를 사용하

였다(그림 30). 이처럼 마직물의 바느질에는 견사가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표면이 매끄러

운 견사가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마직물의 봉제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8] 『성종대왕류부록』 
표지의 제목 직물

[그림 29] 『성종대왕류부록』 
표지의 제목 직물의 조직도

[그림 21] 『영조정순후사존호장조헌경후
재존호도감의궤』 표지

[그림 22] 『소현분조일기』 표지

[그림 19] 『광해일년기유물산호적대장』
앞표지1

[그림 20]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2

8) 심연옥, 『한국 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2.
*****

[그림 26[ 섬유의 꼬임 [그림 27] 바스켓 조직

오른 꼬임(S 꼬임) 왼 꼬임(Z 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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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민기, 『분광학적 분석입문』, 자유아카데미, 1984, pp.22~67.

10)  Shao, J., Zheng, J., Liu, J. and Carr, C. M., 「Fourier Transform Raman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Studies of Silk Fibroin」,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Vol.96』, 2005, pp.1999~2004.

11)  Jeanette M. Cardamone, J. Michael Gould and S.H. Gordon,「Characterizing Aged Textile Fibers by Fourier 

Transform Infrared Photoacoustic Spectroscopy : Part I: Comparison of Artificial and Natural Ageing in 

Cotton」, 『Textile Research Journal  57』, 1987, pp.235~239.

12)  Nelson Mary L., and Robert T. O’Conner, 「Relation of Certain Infrared Bands to Cellulose Crystallinity and 

Crystal Lattice Type. Part II. A New Infrared Ratio for Estimation of Crystallinity in Celluloses I and II」,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8(3)』, 1964, pp.1325~1341.

13)  Hyo-Seon Rhee-Ryu, 『Properties of Cotton Cellulose Containing Cellulose IV Crystal Structure』, Univ. of  

Cal., Davis, Dissertation, 1981. 

14)  Cao, Q., Zhu, S., Pan, N., Zhu, Y. and Tu, H., 「Characterization of Archaeological Cotton(G. herbaceum) 

Fibers from Yingpan」, 『Technical Briefs in Historical Archaeology 4』, 2009, pp.18~28.

15) 채정민, 유효선, 「해평윤씨(1660~1701) 묘 출토 퇴화직물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 28』, 2010, pp.120~121.

3) FT-IR 분석결과

고문헌의 표지 직물 중 일부 섬유에 대한 성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31>은 『상방정례』 표지의 IR 스펙트럼으로 전형적인 견섬유의 피크가 나타났다. 3500-3300cm-1

의 범위에서 나타난 피크는 N-H band에 의한 것이며, 1622cm-1와 1515cm-1 부근의 영역에서 나타난 피

크는 amide Ⅱ와 관련된 것으로9) 견섬유의 특징적인 피크이다. 그리고 1230cm-1에서 피크가 나타나고 

있는데 1230cm-1와 1263cm-1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amide Ⅲ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1230cm-1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random-coil conformation과 관련 있다.10) 1444cm-1에서 나타나는 피

크는 primary amide에서 C-N stretching vibration과 관련된 것이다.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1의 직물 표면은 다른 직물과 달리 조직과 섬유 사이에 침착

된 이물질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면특징은 주로 감물 염색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32).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1과 앞표지 2의 IR 결과는 면섬유의 특징적인 스펙트럼으로 조

사되었다(그림 33, 34). 3200-3500cm-1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OH stretching vibration에 기인한 것

으로 셀룰로스 섬유의 주요 특징적인 피크이다. 2900cm-1에서의 피크는 C–H stretching과 관련 있다. 

Cardamone, J. M. 등11)은 자연 노화된 면섬유인 유물 시료와 인공 노화시킨 현대의 면섬유 시료에 대한 

IR을 비교 조사했으며 그 결과 자연 노화된 유물의 면섬유 IR에서 C=O band에 의한 1600-1650cm-1 영

역에서의 피크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C=O band는 셀룰로스의 실질적인 산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

내며 이것은 면의 인장강도 손실과 관련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료의 IR에서도 1600cm-1 영역에서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 본 유물의 자연 퇴화와 같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유물이 감

즙 염색과 같은 표면특징을 보이나 IR 분석에서는 그와 관련된 피크를 관찰하기는 어려웠으며 시료의 제

한적인 양으로 더 이상의 분석 실험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림 30]『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뒤표지 이음부(좌)와 이음모습(중앙), 이음실(우)

면섬유의 IR결과는 섬유의 결정화도를 조사하는데 이용되기도 하는데 Nelson and O’Connor’s12)는 

IR crystallinity ratio K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K = a1372  / a2900

이때 a1372는 1372cm-1에서의 intensity of absorption이며 a2900는 2900cm-1에서의 값이다. 이들

의 연구에 따르면 a1372는 C-H 결합과 관련 있으며 이것은 결정화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반면 C–H 

stretching vibration과 관련된 a2900는 결정화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1에 대한 IR crystallinity ratio K를 조사한 결과 약 0.98로 나타

났으며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2의 값은 약 0.8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값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현재의 면섬유에 대한 값이 약 0.64인 것13)과 비교해 비교적 큰 값이다. 셀룰로스의 결정화도

의변화는 비결정영역이 먼저 제거되며 점차 섬유의 분해가 진행될수록 비결정 영역에 이어 결정영역이 

분해됨으로써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면섬유보다 섬유의 분해가 진행되어 퇴

화가 심해진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로 Cao 등14)은 신장에서 출토된 12세기 면

섬유의 IR crystallinity ratio K를 조사한 결과 그 값이 약 4.4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경기도 파주에서 

출토된 17세기 면섬유의 IR crystallinity ratio K는 약 2.4로 보고하였는데15) 그 이유가 셀룰로스의 분자 

내 강력한 수소결합과 분자의 packing arrangement이 간결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고문헌에 사용된 일부 면섬유의 큰 IR crystallinity ratio K값은 면섬유 퇴화의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냈다. 

[그림 31] 『상방정례』 표지의 IR 스펙트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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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1의 IR 스펙트럼

[그림 34]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2의 IR 스펙트럼

[그림 32]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1의 염료 침착 모습(좌)과 확대모습(우, ×100)

4) 끈에 사용된 섬유와 구성 특성

대상 유물에 사용된 책끈은 대부분 2개의 실(yarn)을 꼬아 합쳐 만든 이합사(2 ply yarn)로서 그 굵

기와 섬유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성종대왕류부록』에 사용된 책끈은 다른 책의 끈과는 특징적인 구성형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것은 여러 가닥의 면사 주위를 색견사로 감싸 만든 피복사 2가닥을 꼬아 만들었다(그림 35~37). 

이때 색견사는 노출 여부에 따라 변・퇴색이 일어나 갈색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 끈의 심사로 

사용된 면사는 여러 가닥의 원사를 Z 방향으로 꼬아 만들었으며 이러한 면사가 8가닥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현분조일기』와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의 책끈은 모두 견사를 Z 방향으로 꼬아 만든 연사 2가닥

을 꼬아 만들었다(그림 38~39). 이때 끈의 두께는 약간의 차이를 내며 색상은 모두 갈색으로 남아 있다. 

『금호유고』에 사용된 책끈은 마(麻)사를 엮어 만든 것으로 표면에 많은 소섬유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 

40). 마사로 제작된 책끈은 견사로 제작된 끈들이 모두 Z꼬임인 것과는 달리 모두 S꼬임으로 제작되었다.

이상에서 책끈에 사용된 섬유는 견, 마섬유이고 면과 견을 함께 사용한 유물도 있었다. 식물성 섬유인 마

섬유로 제작된 끈은 S꼬임으로 조사되었으며 견섬유로 만든 끈은 Z꼬임으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표 3). 

[그림 35] 『성종대왕류부록』 책끈(좌, 중앙)과 모식도(우) [그림 36] 심사와 표사

[그림37]『성종대왕류부록』책끈 섬유의 측면(심사(좌), 표사(중앙), 표사와 심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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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문헌에 사용된 책끈의 특징

번호 유물명 년대 섬유 yarn width(mm) 꼬임

1 성종대왕류부록 조선시대 견(표)/면(심) 1.1 S

2 소현분조일기 인조5년(1628) 견 1.2 Z

3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 조선시대 견 0.8 Z

4 금호유고 숙종4년(1678) 마 0.8 S

[그림 39]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의 책끈(좌)과 섬유 측면(우)

[그림 40]『금호유고』의 책끈(좌)과 섬유의 단면(중앙)과 측면(우)

[그림 38] 『소현분조일기』에 사용된 책끈(좌)과 섬유 측면(우)

4. 결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헌의 표지 구성과 사용된 재료를 감별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수리복원에 기초적인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물과 섬유의 형태학적 관

찰을 실시하고 부산물의 분광분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헌의 표지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조성 섬유는 견섬유와 면섬유, 마섬유가 사용

되었다. 이중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앞표지 2의 직물은 경위사를 2가닥으로 사용한 변화평직으로 

조사되었다. 의복 유물에 사용된 섬유가 섬유 길이를 따라 crack이 나타나고 피브릴화되고 손상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본 유물에 사용된 섬유는 섬유가 절단되는 등의 손실이 많이 관찰되었다. FT-IR 

분석결과 산화에 의한 피크로 추정되는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면섬유의 결정화도가 크게 나타나 섬유의 

퇴화에 의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책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끈은 마사, 견사를 연사한 2가닥을 꼬아 제작되었다. 이때 견사는 Z꼬임으

로, 마사로 제작된 끈은 S꼬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섬유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

다. 『성종대왕류부록』의 책끈은 면방사 8가닥을 심사로 두고 겉을 견사로 싼 2가닥의 피복사를 꼬아 만

들어 다회와 끈의 복합적인 제작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물의 상태와 특징에 대한 정보 기록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유물의 수리복원시 처리 

방법과 사용 재료의 선정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물과 실의 구성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고직

물 기술의 복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섬유의 퇴화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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