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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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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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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상시보존처리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해인종합상사

• 사 업 명 : 고문헌 상시보존처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8월 9일 ~ 2011년 12월 10일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헌의 역사와 가치

규장각은 원래 임금의 글씨를 모아두는 기구이다. 

규장각은 이미 세조 때에 양성지(梁誠之)에 의해 ‘어제존각지소(御製尊閣之所)’로 그 설치가 제창되

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숙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종정시(宗正時)에 작은 건물을 별도로 지어 ‘규장

각(奎章閣)’이라 쓴 숙종의 친필 편액을 받아 걸고 열성조(列聖祖)의 어제(御製)・어서(御書)를 봉안하는 

장소로 삼았다. 이후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규장각은 정조에 이르러 ‘계지술사(繼志述事 : 선왕의 뜻을 

계승하여 정사를 편다)’는 명분 아래 그의 세력 기반 내지 문화정책의 추진기관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정

조는 즉위한 다음날(1776년) 규장각제도의 창설을 명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 후 어제 편찬 및 보관을 목

적으로 하는 왕실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1923년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자 총독부 소관 도서가 모두 이관되었다가 해방 후 국립 서울대학교

가 개교하면서 부속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1992년 3월 6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

으로 되었으며, 현재 도서 15만 점, 고문서 7만 점, 목판 1만 7,000여 점 등 도합 약 26만 점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의궤 2,800여 책과 상당수의 고지도류가 소장되어 있다. 의궤나 지도 

등 시각자료 외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의 대다수는 문집 등 방대한 문헌자료이다. 200년 이상의 시

간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장력, 먹의 윤기, 인쇄된 글자의 선명함 등은 그 세월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다. 

정유자, 생생자, 정리자 등 활자의 아름다움까지 더하여 조선의 중화주의를 부르짖으며 조선 문화가 

당시 세계문화의 제일이라던 선조들의 자부심이 결코 사대주의에 물든 허장성세(虛張聲勢)가 아니었음

을 확인하게 하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결코 오래된 책과 고문헌의 무덤이 아니라 명실상부 한국학의 

중심임을 만천하에 천명(天命)하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헌 중 7종 7,125책이 국보로, 26종 166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에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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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우리 선조의 찬란한 기록유산의 가치를 세계가 먼저 인정하였다. 따라서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

가 오래도록 유지 보전되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쌓여 있는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잠자는 우리의 혼을 깨워 그 우월한 기록유산의 가치

가 후세에도 영원히 보존되도록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 포쇄(曝曬)란?

책을 바람에 쐬는 것. 폭서(曝書)라고도 한다. 

포쇄는 고도서에 한한 문제인데 책을 거풍(擧風：바람을 쐬는 것)시켜서 습기를 제거하여 부식 및 충

해를 방지시킴으로써 서적을 항구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공사(公私) 서적의 포쇄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공민왕 11년

(1362) 8월의 기록이다.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켜 왕이 복주・청주 등지로 피난 가 있을 때 유도감찰사

(留都監察司)가 사고에 수장되었던 실록사고(實錄史藁)를 포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실록의 포쇄를 매우 엄격히 하였으며, 포쇄하면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

다. 그 기록이 <실록포쇄형지안(實錄曝曬形止案)>이며, 해당 사고(史庫)와 춘추관(春秋館)에 각각 보관되

었는데 임진왜란 전후부터 조선말까지 포쇄를 위하여 사관이 파견된 경우는 외사고(外史庫)를 포함하

여 모두 234회나 된다.

조선시대의 포쇄식년은 과거식년(科擧式年)과 같이 격 2년으로 진술축미년(辰戌丑未年)에 시행하도

록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쇄하러 가는 연로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많아졌고, 헌종 이후에는 

국내외 사정으로 3년마다 하는 정식(定式)마저 지키지 못하여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포쇄하는 일도 

있었다.

포쇄식년에는 다른 정무의 중복을 피하여 봄・가을에 청명한 길일(吉日)을 택하여 포쇄하였는데, 장

마철을 지난 8, 9월이 가장 많았고 3・4・10월에도 많이 시행하였다. 실록포쇄는 춘추관에서 담당하였으

므로 춘추관사고의 실록은 춘추관당상이, 외사고에는 기사관(정6품・정9품)이 파견되었다.

이 기사관은 예문관원인 겸춘추(兼春秋)와 예문관원이 아니면서 사관을 겸임한 별겸춘추(別兼春

秋)가 맡았다. 한편, 지방의 도사와 수령으로서 춘추를 겸하여 제수받은 자는 외춘추(外春秋)인데, 이 

외춘추는 외사고를 개고(開庫)할 수 없었다.

포쇄절차는 사관이 사고에 당도하여 관복의 하나인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사배(四拜)한 다음 개고

하였고, 사고 내를 살펴본 뒤 책궤를 열었다.

서적을 꺼내어 포쇄청(曝曬廳)에서 포쇄하고 끝나면 먼지를 털고 책과 책 사이에 초주지(草注紙)를 

2장씩 넣어 유둔(油芚：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종이)으로 싼 다음 다시 홍보(紅褓)로 싸서 궤 속에 넣고 

봉안하는데, 이때 천궁(川芎：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 풀)・창포(菖蒲)를 함께 넣는다.

이는 충해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궤 속에 넣고 인봉(印封)한 다음 사고의 외문도 인봉하고 

‘모일인봉(某日印封)’이라고 기록한다. 한편, 민간에서는 7월 장마 뒤에 옷・책・곡식들의 습기를 말리고 거

풍하는 습관들이 있었다.

3. 고문헌 상시보존처리 대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1 탁지정례를 시작으로 약 27,000여 책이 대상이며 대표적인 고문헌

으로는 국조보감, 이충무공전서, 홍재전서, 규장총목을 비롯하여 동의보감, 무예도보통지 악학궤범 등이 

있다.

4. 참여인력 현황

구분 상호 직위 성명 주요경력

시행처 해인종합상사 대표 임태균

・2007. 9 ~ 2007. 12 : M/F보존처리(서울대 중앙도서관) 

・2007. 10 ~ 2007. 12 : 고문헌 이전 정배열 작업 용역(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5 ~ 2008. 10 : 학과 및 연구소 자료 DB 구축(서울대학교) 

・2010. 4 ~ 2010. 12 : M/F보존처리(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담당자 작업내용

이원근 상시보존처리 작업(먼지・이물질 제거, 오염・낙서종류 표시, 펼침 작업, 포쇄, 기타 훼손 및 상태 표시 등)

장호창 상동

한규만 상동

박두진 상동

김갑생 상동

김보연 상동

이정주 상동

김영고 상동

진미선 상동

장은주 상동

 Ⅱ. 처리 전 조사

1. 상태조사

2011년 사업 대상 책 중(27,000책) 표본(탁지정례, 국조보감, 홍재전서, 동문선, 약파만록 등 5종 245

책 전체의 약 1% 참관 : 학예연구관 양진석)을 채집하여 상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책에서 미세

먼지가 발견되었고, 일부에서는 이물질(다음사진 참조) 및 낙서가 나타났다. 

충해로 인한 훼손도 발견되었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혀있거나 혹은 말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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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자연 부식되는 사례도 발견되었기에(참고로, 현재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축 후 최초의 포쇄 작업

이다.) 고문헌의 훼손을 방지하고 최적의 보존상태 유지를 위하여 책에 부착된 미세먼지의 제거 등 상시보

존처리를 통하여 우리 문화재를 항구 보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2.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 : 2011년 8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상시보존처리실

• 참석자 : 

- 자문위원 :  봉성기(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장), 김원기(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실 팀장)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박숙희, 이혜윤, 권재철, 나혜란, 김진호

표지 훼손 내부 종이 훼손표지 훼손

부착지 곰팡이, 오염이물질

낙서 제본 이상충해 

1)  안건

• 작업자 사전교육

• 상시보존처리 방법의 적정성 문제

• 고문헌 취급요령 교육

2)  회의내용

• 고문헌 상시보존처리 작업의 필요성 설명

• 고문헌 취급요령 교육

• 상시보존처리 방법 교육 및 실습

- 표지 먼지 제거 방법

- 붓과 면천의 사용 방법

- 연필낙서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

- 크리닝파우더 사용 방법

- 이물질 제거 및 펼침작업 방법

- 헤라 사용 방법

- 포쇄 방법

• 작업일지 작성 및 작업실 관리

3) 회의 결과

(1) 고문헌 관리 및 취급 요령

• 작업 전 손소독 및 가운, 장갑, 토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상시보존처리실을 동시에 비우지 않는다.

• 오전 작업 후 고문헌 서고 입고, 점심 후 출고한다.

• 고문헌 취급 시 훼손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2) 상시보존처리 방법

•  표지 먼지 제거는 붓으로 부드럽게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털어주고, 크리닝 면 패드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준다.

•  붓 사용 방법은 45°이내로 눕혀 사용하여야 하며, 45°각도 이상으로 눕혀 사용하면 붓 본체의 나무

나 철사가 원본을 훼손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  내지 안의 활자부분은 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먼지제거(붓질)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활자보호), 포쇄작업 시 먼지나 이물질이 발견되면 개별 실시한다.

•  크리닝파우더 사용 시 종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고 낙서나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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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도 종이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된다.

•  연필낙서의 경우 단순한 페이지 등을 제거하고, 글씨나 기호, 기타 정보의 경우 반드시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신문지, 포스트잇, 머리카락 등은 제거하되, 최근에 원본에 부착된 화학지(전시 설명자료 등)는 제

거하지 말고, 해당 자료를 작업일지에 표시한다.

•  머리카락의 경우 종이 제작 당시부터 부착되어 한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  내용 전체를 한 장씩 넘겨주되 꺾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하고, 특히 헤라 사용할 시 책장이 찢어지

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내용이 접히거나 모서리 부분이 말린 것은 헤라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편 다음 책을 덮어준다.(작

업의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작업할 것)

•  상시보존처리 후 매 책마다 작업자 일지를 작성한다.(청구기호, 책 수, 작업내용 등 표시)

• 작업 종료 후 고문헌 인계 및 청소,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한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담당자와 작업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4) 작업자 사전교육 실시

3. 상시보존처리 작업 지침

•  작업 전 소독제(액상타입)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가운 및 마스크, 두건, 보안경 

등을 착용한다.

작업자들 영인본으로 실습

역사교육 1

붓손질 요령

역사교육 2

작업 지침 안내

포쇄방법

• 고문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

- 핸드로션이나 화장품, 향수 사용을 일절 금한다.

- 작업실 안으로 식음료를 일체 반입하지 않는다.

- 작업실 안에 풀이나 가위, 칼 등을 비치하지 않는다.   

• 고문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작업장 청소는 고문헌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 기침, 재채기로 인해 침이나 이물질이 고문헌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문헌을 작업장 밖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 외부 이물질 차단을 위해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작업화를 신는다. 

- 붓이나 면 패드는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작업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직원과 함께 확인한다.)

• 표지의 먼지 제거는 붓과 면천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털어준다.

•  오염물질과 연필낙서는 클리닝파우더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고,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  연필낙서의 경우 단순한 페이지 부여 등을 제외하고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담당자의 허락을 받은 

후 작업한다.(연필낙서의 경우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지우면 안 된다.)

• 머리카락, 신문지, 포스트잇 등은 제거한다.

•  모서리가 말려 있거나, 내용이 접혀 있는 부분은 헤라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펴준다.(무리하게 완

전히 펼려고 하지 않는다.)

• 포쇄작업은 내용 전체를 조심스럽게 한 장씩 넘긴다.

• 기타 특이사항은 반드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담당자와 상의한다.

• 작업 종료 후 청소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Ⅲ. 보존처리 작업 과정

1. 작업환경 및 작업 도구

1) 작업환경

(1)  포쇄기 설치 

고서를 보존처리 함에 있어 많은 미세 먼지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작업자의 건강과 환경

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포쇄기를 설치해 1차적인 미세먼지와 이

물질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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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쇄기의 재질

•  목재 : 고서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는 재질을 사용

•  강화유리 : 측면은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을 사용했을 시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했고, 혹시 유리가 깨질 시 유리 파편이 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중하게 재료 선택

② 포쇄기의 구조

•   전면 윗부분 : 작업자의 머리가 들어가는 전면부분은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해 머리가 부딪히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

•  환기구멍 : 후면 1/3 높이에 설치하여 먼지 흡입력의 최대 효과를 고려하였고, 추후 작업자들의 

요구로 코브라형 신축주름의 길이조절을 가능하게 입구를 재설치 하였음.(설치 후, 바닥에 떨어

지는 이물질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포쇄기 재질

포쇄기 전면 윗부분

포쇄기 환기 구멍 포쇄기 환기 구멍의 주름 길이 조절

•   먼지구멍 : 바닥부분 3면의 가장자리 부분에 먼지구멍을 설치해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손쉽

게 제거할 수 있도록 먼지 받침대를 설치하여, 고서작업 시 재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2)  천장형 환기팬 설치

포쇄기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뿐만 아니라 밖으로 새어나오는 2차 먼지까지 제거하기 위해 천장형 환기

팬 시설을 추가 설치해, 상시보존처리실뿐만 아니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열람실 내로 유출될 수 있는 먼지

를 최대한 제거하도록 시설 확충(단, 환기시설의 소음이 심해 모터용량을 적당한 세기로 설정했지만, 작업

장 내의 소음은 불가피함) 

(3)  칸막이벽 설치 

칸막이벽을 천장까지 연결하여 상시보존처리실 내의 미세먼지와 환기팬에서 나는 소음 등의 열람실 내

로의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시설 확충

천장형 환기팬

칸막이벽

포쇄기 먼지 구멍 양쪽 받침대 포쇄기 먼지 구멍 뒤쪽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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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도구

①   붓 : 붓 사용 방법은 45°이내로 눕혀 사용하여야 하며, 45°각도 이상으로 눕혀 사용하면 붓 본체의 

나무나 철사가 원본을 훼손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  1호 붓 : 가장 작은 붓으로 책 틈새나 제본끈 부분 먼지 제거

•  2호 붓 : 책장 사이(속지 틈) 먼지 제거

•  3,4호 붓 : 책표지 및 넓은 면, 전체 먼지 제거

※  단, 붓을 장시간 사용 시 오염상태가 심해지거나 이물질 제거 힘이 약해지고 재오염의 우려가 있

으므로 주기적인 교체가 요구됨

②   플라스틱 헤라 : 책 포쇄, 펼침 작업

③   대나무 헤라 : 큰 책 포쇄, 속지 부착 시 접착부분을 떼는 데 사용

④    크리닝 면 패드 : 책 표면 먼지 및 이물질 제거(단, 비단표지나 삼베표지, 면표지 도서는 면 패드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만 먼지 제거)

⑤   지우개 : 표지 연필 낙서 제거 

⑥   크리닝패드 : 속지(한지)의 연필 낙서 제거

⑦   크리닝파우더 : 크리닝패드로 문지를 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얇은 한지의 연필 낙서 제거

※  단, 위 지우개, 크리닝패드, 크리닝파우더 사용 시, 원본 훼손의 문제점 제기로 작업 중반기쯤부터는 

지우는 작업은 중단하고, 추후 서고 담당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표시작업만 하는 것으로 변경 됨

⑧   연필 : 작업일지 기입 시 필요한 도구로 혹시 실수로 고서에 낙서될 경우를 우려해 낙서 시 제거 

가능한 도구로 선정

⑨   작업일지 : 작업 도서의 청구기호, 책수, 작업내용, 기타사항 등을 기입

⑩   간지 : 서고 담당자가 추후 처리할 수 있도록 책을 간지로 별도 표시

포쇄 작업 도구 준비 작업 일지

2. 작업 전 준비과정

 손 소독 및 가운, 두건, 토시,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①  가운 착용

②   두건 착용

③   보호안경 착용

④   마스크 착용

⑤   토시 착용

⑥   장갑 착용 : 좀 작은 듯하여 손에 딱 맞는 장갑 착용 시 얇은 한지도 효과적으로 포쇄 가능

⑦   크리닝 면 패드 깔기 : 고서의 표면 손상을 최대한 적게 하고, 이물질이 바닥에 떨어질 시 일일이 솔

로  쓸지 않고 면 패드를 환기구멍에 털어냄으로써 작업시간 단축시키는 데 효율적

⑧ 처리 도구 준비 : 붓, 플라스틱 헤라, 대나무 헤라, 크리닝 면 패드, 작업일지, 연필 등

크리닝 면 패드 깔기 작업 전 처리 도구 준비 

작업 전 준비 복장작업 전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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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일지에 청구기호, 책수 기록

작업 도서의 기록 누락 우려가 있으므로, 도서를 받자마자 청구기호를 기록한다.

4. 포쇄를 할 수 있는 상태의 도서 여부 파악

포쇄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도서는 포쇄작업을 생략하고, 서고 담당자가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  산화가 시작된 도서(내부 종이의 위・아래・끝부분의 종이 색깔이 누렇거나 붉게 변색된 도서)

•  훼손이 심한 도서, 기존 수리작업 미숙으로 접착된 상태의 도서

포쇄 불가한 도서 간지 표시

훼손이 심한 도서

산화된 도서

접착된 도서

청구기호 기록

5. 표지 먼지 제거

1)   붓으로 먼지 털기

붓으로 부드럽게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털어주고, 크리닝 면 패드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부드럽게 

닦아준다.

※  단, 비단 표지나 삼베 표지 책자의 경우는 결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붓질이나 면 패드로 

닦을 시, 2차 오염이 우려되므로 크리닝 면 패드 작업은 생략하고 붓으로 모서리 부분만 살짝 털

어주는 정도로 작업한다.

•  제본 끈 부분은 1호 붓으로 세밀히 먼지를 제거

•  제목 부분은 글씨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손목 강도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먼지 제거

•  청구기호 라벨지 부착 부분은 부착물 가장자리 위주로 1호 붓으로 세밀히 먼지 제거

표지 제본끈부분 먼지 털기 표지 라벨지 부착부분 먼지 털기

표지 전면 먼지 털기 모서리 먼지 털기

비단 표지 삼베 표지(하)와 일반 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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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리닝 면 패드로 먼지 닦기

크리닝 면 패드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부드럽게 작업자의 가까운 곳에서 먼 쪽으로 닦아준다. 단, 강하

게 문지르거나 털지 않는다.   

6. 포쇄작업   

1)   책장 먼지 제거 및 말리기

내지 전체를 한 장씩 넘겨주되 꺾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하고, 특히 대나무 헤라를 사용할 시 책장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내지 안의 활자부분은 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먼지제거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포쇄작업 시 먼지나 이물질이 발견되면 개별 실시한다.

(1)  채색된 책자의 포쇄법 

채색된 부분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붓질을 삼가고 이물질이 있을 시는 책을 살짝 들어 터는 정

도로만 이물질을 제거하며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포쇄한다.

채색된 책자의 포쇄

표지 전면 먼지 닦기 표지 후면 먼지 닦기

(2) 책의 길이에 따른 포쇄법 

책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짧은 플라스틱 헤라로 포쇄가 가능하지만, 책의 길이가 긴 경우는 길이가 

긴 대나무 헤라를 사용해 책장 속 끝까지 충분히 포쇄한다.

(3)  책의 두께에 따른 포쇄법

책이 두꺼운 경우는 포쇄 시 책장이 고정되지 않고 넘어가서 원활한 포쇄가 불가하므로, 책받침대를 

사용하여 한쪽부분을 받친 후 포쇄한다.

(4) 한지 재질의 종류에 따른 포쇄법

한지 질감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지에 오염돼 있던 먼지나 이물질 등을 원본 손상 없

이 제거한다.

•  초주지(어람용) : 초기(草記)에 쓰던 고급한지로 약간 두껍고 무거운 편이라 포쇄 시에도 헤라와 

붓질을 약간 강하게 하여 이물질 및 먼지 제거 

•  고려지 : 보통 두께의 한지로 적당한 힘을 가하여 책장 속 포쇄

책의 길이 비교 긴 책의 포쇄법

책의 두께 비교 두꺼운 책의 포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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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 비교적 얇은 한지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살짝 벌려 조심스럽게 포쇄

•  근대화학지 : 결이 없는 종이로 산화가 진행된 경우는 책장 속 포쇄는 가급적 지양하고 먼지 및 이

물질만 제거

2) 이물질 제거

신문지, 포스트잇, 머리카락 등은 제거하되, 최근에 원본에 부착된 화학지(전시 설명자료 등)는 제거

하지 말고, 해당 자료를 작업일지에 표시할 것. 단, 종이 제작 당시부터 부착되어 한지 속에 포함되어 있

는 것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1) 제거해야 할 이물질 종류

•  책장 속지에 넣어 둔 백지

•  신문지

•  기타 화학지 : 본문의 첨삭 등을 위한 것은 제거하지 않고 문의한다.

•  머리카락, 모래, 낙엽 부스러기, 돌, 바늘, 벌레, 칼, 실, 이쑤시개 등 : 붓으로 이물질 제거 시 속으로 

끼어들어갈 우려가 있을 경우 환풍기 바람을 이용하거나 가볍게 턴 후 붓질

초주지 고려지

저지 근대화학지

화학지 2 화학지 3화학지 1

돌·모래

지푸라기

바늘

나방

낙엽 부스러기

벌레

고형 딱지

기타 벌레

머리카락

담뱃잎

이쑤시개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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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거하지 말아야 할 부착지 및 이물질 

서고 담당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  경성제국대학 인식표

•  경성제국대학 도서대출표

•  경성제국대학 도서제본표

•  복사본 유무 인식지

•  기타 기념출품도서 인식표

•  해제

•  내부면(첨지) : 이미 떨어져 있는 내부면(첨지)은 포쇄 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끼워주며, 직원에게 보고

복사본 유무 인식지 기념출품도서 인식표경성제국대학 도서제본표

신문지 포스트잇백지

경성제국대학 도서대출표 1 경성제국대학 도서대출표 2경성제국대학 인식표

끈 칼실

3) 오염의 종류(곰팡이, 얼룩)와 정도 표시

서고 담당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  배접 작업 후 곰팡이 및 얼룩이 남아 있는 도서

•  책이 눅눅한 것

해제 2 해제 3해제 1

떨어져 있는 첨지 내부면 첨지 1해제 4

내부면 첨지 3 내부면 첨지 4내부면 첨지 2

얼룩 1 얼룩 2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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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해로 인한 훼손 표시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극히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낙서의 종류 및 제거 유무 표시

서고 담당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  표지 청구기호 레이블에 있는 연필자국(청구기호 오류표시 및 “마”)

•  기타 표지 낙서

•  내지 활자 부분에 있는 남색, 흑색, 적색 등으로 점, 혹은 원같은 곤점을 표시한 자국

•  내지 부분에 있는 기타 낙서

기타 표지 낙서 내지 부분의 곤점 1표지 레이블 낙서

오염 1 오염 2얼룩 3

충해 2 충해 3충해 1

충해 5 충해 6충해 4

6) 책 제본 상태 이상 표시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  제본 끈 풀림 : 오침의 경우 3개 이상 풀어졌을 경우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

•  제본 이상으로 책장이 빠져나왔을 경우 :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

•  책장 속지가 붙어있을 경우 : 쉽게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

7)   도삭 및 절삭 표시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내지 부분의 곤점 3 내지 부분의 기타 낙서내지 부분의 곤점 2

제본 이상 1 제본 이상 2제본 끈 풀림

속지 부착 1 속지 부착 2제본 이상 3

도삭 2 절삭도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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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이 훼손 정도 표시

책에 간지로 별도 표시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7. 펼침 작업 

내용이 접히거나 모서리 부분이 말린 것은 헤라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편 다음 책을 덮어준다.(작업

의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작업할 것) 

•  무리하게 완전히 펼려고 하지 않는다.

•  책장 모서리가 접힌 부분 : 펼쳐서 크게 나온 것은 다시 접고, 조금  삐져나오는 것은 펴준다.

내부첨지 접힘 펼침 시 조금 삐져나온 경우펼침작업

표지 훼손 2

내부 종이 훼손 1

표지 훼손 3

내부 종이 훼손 2

표지 훼손 1

모서리 훼손

8. 작업일지 작성 

상시보존처리 후 매 책마다 도서 상태 및 작업 내용 등을 작업 일지에 상세히 작성한다.

• 작업 일지 통계로 본 보존처리작업량에 대한 해석

- 작업 책 수가 많은 경우 : 얇은 책, 포쇄가 쉬운 책 

- 작업 책 수가 적은 경우 : 두꺼운 책, 포쇄가 어려운 책 

-  포쇄가 어려운 책 : 내부 종이가 얇은 책, 이물질이 많은 책, 구김과 접힘이 심해서 펼침작업이 많

이 필요한 책, 속지 부착량이 많아서 포쇄가 어려운 책 등

9. 작업 종료 후 고문헌 인계 및 청소, 정리정돈 철저

고문헌 인계 청소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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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존처리 작업 시 문제점 및 개선책 제안(작업 후기)

구분 내용 문제점 및 개선책 비고

포쇄를 할 수 없는 도서

・   재질(종이) 가볍다. 

・   위・아래 끝부분의 종이색깔이 붉게 변색됨. 

・   창호지보다는 산화된 화학지에 가까움. 

・   훼손이 심한 도서 

・   속지 접착된 도서

・   포쇄 시 책장 훼손 우려됨.  

・   책장 1매를 넘김.  

・   펼침 작업 시 모서리 100% 파손됨. 

・   산화된 근대화학지 종류의 재질로 만든 책 포

쇄는 충분한 시간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포쇄하면 파손방지 가능함.

표지(앞・뒷면) 

걸레질 시 유의점

・   표지 끝부분(아래・위쪽), 제본끈 사이 부분

을 중점적으로 닦을 것. 

・   천 재질로 된 표지는 면 패드질을 삼가고 

붓질로 먼지만 털어냄. 

・   중앙부분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보존 유의함. 

・   보푸라기가 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닦을 것.

 포쇄작업 시 빠르고 정

확한 판단요구

・   한장 한장 넘길 시 이물질, 오염, 낙서, 충해 

등 신속 판단 요구됨.

・   부실 작업 우려됨. 

・   숙련된 작업 기술 요함.

 물에 젖어 건조된 

도서 포쇄작업

・   도서 윗부분이 젖어 속지가 붙어 있는 도서

는 책을 돌려 끝 페이지부터 작업함.

・   포쇄작업시 강하게 힘을 주면 끝부분 파손(보

푸레기)발생 우려됨.

・   정상적인 작업 시 젖은 부분은 포쇄가 되지 않

고 속지가 떨어지지 않음. 

・   1단계 작업 후 별도  집중관리 조치 필요함.

두꺼운 도서 포쇄작업
・   책장 포쇄 시 고정 불가로 원활한 작업을 저

해함.
・   받침대용 도구나 책자 필요함.

 붙은 속지 펼칠 때
・   100% 펼쳐야 됨. 

・일부 펼침이 불가능함.
・   간지로 별도 표시함. 

본문 이물질 제거

・   인쇄된 본문 바탕위에 닥종이 껍질이 있는 

경우 함부로 제거하면 글자 파손 우려됨. 

・    이물질(풀잎, 낙엽 등) 제거 시 붓질로 제거

가 어려움.

・   본문 바탕 작업 시 주의 필요함. 

・   환풍기 바람을 이용할 시 쉽게 제거됨.

표지 모서리 펼침
・   표지 모서리가 접혀있는 부분은 펼쳐 두드

리면 쉽게 펴짐.
・   두드리면 종이 파손 우려됨.

대나무 헤라 사용법

・    대나무 헤라를 속지 2/3 부분까지 깊게 넣

을 것. 

・    오른쪽(안쪽)에서 왼쪽(바깥쪽)으로 밀면서 

넘길 것.

・    대나무 헤라의 끝부분, 책의 왼쪽부분만 넣고 

넘길 시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꼭 깊이 넣

어야 함.

헤라

・   보통 크기의 책자는 짧은 플라스틱 헤라 사

용, 큰 책자의 경우는 긴 대나무 헤라로 포

쇄함.

・   대나무 헤라는 나무결이 거칠고 쪼개져 고서 표

면 손상 우려됨. 

・   플라스틱 헤라를 길게 만들어 사용 시에 보다 

효과적 작업 예상됨.

붓

・   붓털이 부드럽지 않고 처음 사용 시 털이 빠

짐. 

・    한번 세척 후 재사용 시 털에 힘이 없어 이

물질 제거 시 비효과적임.

・   붓은 좀 더 부드럽고, 힘이 있는 것으로 선택 요

함. 

・   붓 뒤쪽에 헤라 겸용 기능이 있으면 작업시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작업 예상됨.

 크리닝 면 패드

・   패드 끝의 올이 풀려 실오라기가 고서에 달

라붙어서 2차 오염 발생함. 

・   패드 오염 시 고서에 2차 오염 발생 우려

・   좀 더 부드럽고, 가장자리 올풀림 처리가 된 제

품 사용 시 효과적 작업 예상됨. 

・   패드 청결 상태 수시로 점검하여 교체 사용함.

구분 내용 문제점 및 개선책 비고

포쇄기

・   바닥의 먼지 구멍이 작아서 큰 이물질은 제

거 불리함. 

・   뒷쪽 먼지 구멍 받침대가 환기배관에 걸려 

분리청소 불가함. 

・   환기 구멍의 코브라 신축 주름의 힘이 약해 

길이 고정 불리함.

・   바닥의 먼지 구멍의 크기를 키워서 큰 이물질을 

걸러내면 더 효율적인 작업 예상됨. 

・    환기 구멍의 코브라 신축 주름의 길이와 방향 

조절 기능이 추가되면 이물질 제거 시 용이함.

장갑

・   세탁장갑 기준 2일 사용 가능함. 

・   오랜 사용 및 오염된 세탁 장갑이나 손에 맞

지 않는 일괄적인 장갑 사용 시 작업능률 

저하됨.(책장이 넘어가지 않음)

・   오랜 사용 시 원장 내 먹물 재오염 우려됨. 

・   장갑크기를 대・중・소로 크기조정 필요함.

적정량 작업

・   2시간에 10~12부 작업량 적당함. 

・   많은 량 및 작업이 어려운 도서 작업 시 문

제점 초래함.

・    섬세하고 부드럽게 다루어줘야 할 도서가 부실

작업 초래 예상됨. 

・   작업자의 피로감 증가(눈피로 및 조급함 발생) 

・   일정량 배분 요함.(30권 정도/1일) 

적절한 휴식 공간 

・   소음과 많은 미세먼지 속에서의 많은 량 및 

작업이 어려운 도서작업 시 작업자의 피로

감 증가로 작업 능률 저하됨.

・   작업 복장 착용, 개인 용무 및 차를 마실 수 있

는 휴게시설 공간 확충 시 작업 능률 효과 기대

함.

 정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이 필요한 작업
・   오염, 낙서, 충해, 곤점, 훼손됨.

・   위치, 크기, 빈도 등의 정도에 따른 단계별 기준 

설정 필요함. 

・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도서 상태에 대한 기준과 

표시방법 설정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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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자 제언

귀원에서 중점사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요문서 상시보존처리사업에 따른 1차 

시행작업을 맡게 되어 중차대한 소임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하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문서처리작업의 관계로 생소한 작업환경이나 작업도구의 미비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원만

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다.

착안점으로 책들 속에 있는 먼지, 이물질 제거와 오염, 낙서, 펼침과 포쇄작업을 통해 보존처리작업

에 만전을 기한 바 작업과정에서 충해가 진행되고 있는 책, 이물질 오염으로 책장이 붙어있거나 젖어있

는 책, 기존에 1차로 보수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책장이 붙어 있고 일부만 처리된 책, 너무 낡아서 상당히 

구겨지거나 떨어져나간 책, 산화되어 포쇄가 불가능한 책 등 작업과정에서 무척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조

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책들에 대하여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향후 보존처리작업 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보존책자의 상태와 오염, 충해 등 강도 여부를 구분하고 

작업내용에 대한 명확한 작업처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의 제안표에서 언급했듯이 헤라, 붓, 

면 패드 등 작업도구 또한 책자와 재질에 맞는 장구로 전환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간 보존사업이 진

행될 경우 작업환경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처음 실시한 작업이라 다소 미비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차후 작업을 계속할 시

는 구체적 수치와 상태의 정도에 대한 단계별 예시나 기준지침이 없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 

없이, 포쇄를 할 수 있는 상태의 도서 여부 파악, 한지 종류와 각기 다른 도서 상태에 따른 포쇄법 등 그

동안 얻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귀중한 자료를 보존하는 데 한 점의 오차도 없다는 각오로 작업

에 임할 것이다.

끝으로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측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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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주)아이네크

• 사 업 명 :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7월 21일 ~ 2011년 12월 10일

1. 사업목적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고도서의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RFID시스템 구축

• 자료상태 조사시스템 개발을 통한 고도서 보존관리시스템 체계화

• 도서 출납과 상태조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보존⋅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2. 사업범위

• RFID시스템 구축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및 환경에 맞는 태그 제작

- 태깅작업(정보 입력 및 부착)

- 자료출납 기능

- 도난방지 기능

- 장서점검 기능

•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 목록(CMS)시스템

- 대출/반납시스템

- 장서관리시스템

- 통계 및 출력시스템

- 보안 및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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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도• 자료상태 조사 시스템 개발 : 자료상태 조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

• 대상자료 : 한국본 및 중국본 고도서(태그 120,000개 및 태깅작업 25,000책)

II. 사업 상세내용

1. 종합관리시스템 구성

1) 전체시스템 구성 개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RFID시스템, 자료상태조사시스템) 업무 담당자

Internet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B(MS SQL)

이용자

검색 등 이용자서비스
http://kyu.snu.ac.kr

※현재 서비스 유지

※  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스템 변경

※DBMS 신규 도입

Repository

Database

관리DB

유니코드 기반

메타데이터CMS열람DB

검색 등 이용자서비스
http://kyu.snu.ac.kr/

※현재 서비스 유지

RFID 시스템

자료조사 RFID 태깅 미들웨어

도서관리시스템

목록(CMS) 열람(대출/반납)

이용자관리 장서관리

통계 및 출력

자료상태조사시스템

  검색(조회)      
      상태관리(등록/
            수정/삭제)

  코드관리          통계 및 출력

메타구축

메타연동

메
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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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 구성도

4) H/W 구성도

웹 이용자 PC

Web Browser

Windows
XP/Vista/7

관리자 PC

Application

MS XML

SOAP

Windows
XP/Vista/7

Application 서버

.NET Platform 서버 P/G

응용프로그램

Windows 2008

MS-SQL STD 2008

Internet

신규서버

해당없음

2. 시스템 구축내역

1) S/W 구축내역

항목 제품 주요내용

자료상태

조사

자료 검색

자료상태

조사시스템

메타데이터 조회

자료상태 관리 메타데이터 및 자료상태 관리(등록/수정/삭제)

코드 관리 데이터항목 코드관리(코드조회/등록/수정/삭제)

통계 및 출력 데이터 구축 및 상태에 따른 통계 출력

RFID 연계 RFID 태그 및 시스템 연계

메타데이터 연계 도서관리시스템 목록(CMS) 데이터 연계

도서관리

목록 관리

SOLARS 

DLiⅡ

컨텐츠 관리, 메타데이터(MARC/XML) Editor 및 관리, 내보내기, 가져오기

열람(대출/반납) 자료 대출/반납, 소속코드 관리, 신분코드 관리, 대출규정 관리, 각종 조회

이용자 관리 이용자 관리(조회/등록/수정/삭제), 제재 관리, 이용자 일괄 갱신

장서 관리 자료 상태 변경, 수리/제본 처리, 제적, 장서점검

통계 및 출력 모듈별 통계 및 출력

2) 시스템 구축내역

항목 제품 주요내용

종합관리

시스템

RFID시스템
RFID 태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용 900MHz RFID 태그(120,000개)

태깅 용역 태그 부착 용역(25,000건)

도서관리시스템 SOLARS 1식

자료상태조사시스템 자료상태조사시스템 1식

3. RFID 시스템 구축

1) 구축개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도서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종합적으로 자료의 출납, 도난방지, 

장서점검, 자료위치 파악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2) 기본요건

• 태그 및 접착제의 보존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의 특징 및 서고의 환경을 고려하여 태그의 크기 및 성능, 부착방법 등

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APP서버

자료상태조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DATA BASE 탑재

Switch 관리자

e-Kyujanggak 시스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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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시 자료의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바코드시스템이 없는 현 도서출납상황을 고려한 RFID시스템 구축방안을 고려한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e-Kyujanggak시스템의 서지데이터를 기반으로 목록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RFID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경우 서지데이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3) 시스템 구성도(H/W 및 S/W)

Middleware System

소켓 통신 모듈

SIP2 표준프로토콜

상태 모니터링 모듈

Log 기록 모듈

이용자, 대출/반납 인증 모듈

RFID Interface

MSCS

MS. Net Framework

장서점검/자료연계 모듈

OS(Windows Server)

TCP/IP WLAN

사서용 RFID 리더

COC갱신모듈

데이터 입력 모듈

소켓 통신 모듈

RFID Interface

센서 모듈

OS(MS Windows)

TCP/IP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방지 S/W

관리자 통보 모듈

소켓 통신 모듈

RFID Interface

경보/LED 모듈

OS(MS Windows)

TCP/IP

장서점검 시스템

장서점검 S/W

오배열 & 자료검색

리더기 Agent

RFID Interface

DB Interface

OS(MS Windows)

WLAN

도서관리시스템 자료상태조사시스템

4) RFID 태그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환경에 맞게 별도의 특수태그 제작

• 원본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접착식 태그 설계

• PAT를 통과한 중성보존지로 인레이태그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

• 태그의 성능을 높이고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900MHz RFID시스템 채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서용 태그

•  중성보존지 : ISO 18916 기준에 따라 PAT를 통과한 제품(첨부 1 참조)이며 고서와 비

슷한 색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서 외지의 L*a*b값을 채택하여 견본을 만들었으나 너

무 어두운 색채가 나와 내지의 L*a*b값을 채용한다. 

•  라벨용점착제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KS A 1107 : 2004의 시험방법에 따라 

점착제를 시험했으며 시험성적서는 V. 첨부에 별첨(첨부2)한다.

①  인레이태그

가속노화 시험(국민대 제지공정환경분석실험실)을 통하여 원본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극미함을 입증

② 라벨용점착제

PH 7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국가기록원 태그에 적용)

③ 중성보정지

PAT(Photo Activity Test : ISO18916의 기준에 따른 기록물 보존 안정
성 검사 : 미국 로체스터 인스티튜트)를 통과한 제품

-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보존용품 규격에도 사용
- L*a*b값 : L* - 85.78 / a* - 1.55 / b* - 15.91

①

②

③
SOAP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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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FID 태그 부착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환경에 맞는 RFID 태그 부착

• 원본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접착식 태그 부착방법 사용

•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명확한 작업규정 협의

• 작업자의 정신교육 및 보안대책 수립

• 대부분의 국내 고서가 오침안정법에 따른 제본방식으로 제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방법을 채택

[태그 부착 방법 : 삽입부착(일반적 부착방법)]

태그 상태로 직접 삽입, 태그를 고서의 책등에 삽입

특수 제작된 삽입도구

태그 삽입

도구에 태그 부착

부착 완료

핀셋을 이용하여 태그를 삽입

※  도구(핀셋, 본폴더, 대나무폴더 등)를 사용하

는 경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가공하고,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하여 고서가 훼

손되지 않도록 주의

•  태그 부착 과정에서 2침으로 제본된 고서 150여 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으로 태그를 부착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태그를 중성 한지로 싸서 면실을 이용해 고서 내외부에 고정하는 방법 등 고서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6) 태그 등록

(1) 태그코드 체계

RFID는 표준화와 범용성으로 악의적 데이터 이용 및 변경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어 태그에는 무의미

한 등록번호만을 기록하며 고서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게 한다.

태그 삽입

본폴더를 이용하여 태그를 삽입 본폴더를 이용하여 책장을 벌리고,

태그가 보이지 않도록 핀셋으로 책등 안쪽으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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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태그 포맷(offset 3byte)방법으로 2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형태는 Format 

0과 1로 구분한다.

- Tag Format 0 : 5bytes BCD+3bytes Ascii

- Tag Format 1 : 3bytes Ascii+5bytes BCD

• 샘플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① 등록번호 : 005125

- Tag value : 911003060000005125000000

- 도서관 코드 : 911003(BCD 3bytes)

- Tag Format : 0(5Bytes BCD+3Bytes Ascii)

- Tag Length : 6

- BCD Data : 0000005125

- Ascii Data : 000000

기관코드 

3.5Byte(BCD)

242009

분관코드

0.5Byte(BCD)

0

예비 

0.5Byte(BCD)

0

구분기호

3Byte(ASCⅱ)

EM0

등록번호

5Byte(BCD)

0000000001

++++

한국도서관부호표 : 도서관 부호 3Byte + 분관코드
Level 1

도서관부호 3Byte
+

분관코드 0.5Byte

Level 2

예비 0.5Byte
Level 3

등록번호 8Byte

기관코드

예비

등록번호

Business Function 독립적 도서관코드

예비 0.5Byte

등록번호 구분기호 3

DD DD DD DD XX XX XX XX XX XX XX XX

도서관 코드 태그 포맷 등록번호 길이 데이터 부

② 등록번호 : 012AB

- Tag value : 911003050000000012414200

- 도서관 코드 : 911003

- Tag Format : 0

- Tag Length : 5

- BCD Data : 0000000012

- Ascii Data : 414200(‘AB’+0x00)

③ 등록번호 : 1

- Tag value : 911003010000000001000000

- 도서관코드 : 911003

- Tag Format : 0

- Tag Length : 1

- BCD Data : 0000000001

- Ascii Data : 000000

④ 등록번호 : EM09

- Tag value : 9110031400454D0000000009

- 도서관코드 : 911003

- Tag Format : 1(3Bytes Ascii+5Bytes BCD)

- Tag Length : 4

- Ascii Data : 00454D

- BCD Data : 0000000009

• 결론적으로 현재 태그 포맷 규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는 아래와 같다.

①  숫자만 구성하였을 경우 15자리(Tag길이를 표현하는 Tag Length의 값이 최대 0xF(1510)이기 

때문)

② 문자 + 숫자로 구성하였을 경우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등록번호 자릿수는 아래와 같다.

- 문자 1자리 + 숫자 14자리 혹은 숫자 14자리 + 문자 1자리 총 15자리

- 문자 2자리 + 숫자 12자리 혹은 숫자 12자리 + 문자 2자리 총 14자리

- 문자 3자리 + 숫자 10자리 혹은 숫자 10자리 + 문자3자리 총 13자리

- 문자 4자리 + 숫자 8자리 혹은 숫자 8자리 문자 4자리 총 12자리

- 문자 5자리 + 숫자 6자리 혹은 숫자 6자리 문자 5자리 총 11자리

- 문자 6자리 + 숫자 4자리 혹은 숫자 4자리 문자 6자리 총 10자리

- 문자 7자리 + 숫자 2자리 혹은 숫자 2자리 문자 7자리 총 9자리

③ 문자만 구성하였을 경우 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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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그 등록 프로세스

•  RFID 태그 등록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작업자는 청구기호를 이용하여 고서의 정보

를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신규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태그에 해당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고서에 부

착한다.

• 태그 부착 작업지도서(첨부3)와 태그 부착 검수보고서(첨부4)는 별첨

(3) 태깅작업 순서도

•  고서 태깅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서적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상태를 파악, 작업 전 주의점을 주

지시키고 훼손 및 도난이 없도록 유의한다.

• 일일 작업완료 후 샘플링 검사를 통하여 정보입력 및 부착오류를 최소화한다.

No

Yes

RFID태그 Writing

고서 태그 삽입

시작

OK

청구 기호 조회

사서용 RFID 리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의

실물확인

작업 할당

작업량 확인 및 점검

자료 별도 처리

고서관리시스템 담당자 통보

Tag 교체

문제 보완작업 서가 확인

시작

자료 검색

자료 원위치

샘플링 검사

서지 사항 일치 확인

Write DB

실물 확인

Tag Write

태그 부착 준비상태 점검

일일 작업량 확인

부착 대상 및 작업환경 확인

태그 부착 교육

고서 이동 도우미

태그 삽입 작업대로 고서 이동

태그 삽입 작업자

고서 측면에 태그 삽입

고서 이동 도우미

고서 원위치

태그 삽입

태그 라이팅

Yes

No

No

No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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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깅작업 순서 예시

① 태그의 삽입 작업 순서

• 고서이동 도우미가 삽입대상 고서를 이동한다.

• 태그 삽입 작업자가 고서에 태그를 삽입한다.

• 고서이동 도우미가 삽입이 완료된 고서를 원위치 시킨다.

② 고서의 라이팅

• 고서이동 도우미가 태깅 대상 고서를 작업자에게 이동한다.

• 고서라이팅 작업자 : 정보 확인 및 태그 Write

- 청구기호를 이용하여 고서관리시스템 검색

- 등록번호 확인, 태그에 등록번호 정보를 Write

- 앞표지 청구기호 기재된 곳에 ‛RF’를 연필로 표시

• 고서이동 도우미는 자료를 원위치 한다

③ 태깅 현황

• 고서 : 25,603권, 태깅리스트는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한다.

7) RFID S/W 연동 및 개발

수립된 개발전략에 따라 고서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 유기적인 

H/W 연동, 구축과정과 운영과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8) RFID S/W 연동 및 개발구성도

고서관리시스템과 대출반납시스템 간 SIP2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연동하

고 시스템 간 통신 Log를 통하여 상호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관리자

SIP2 표준 

프로토콜 지원

이용자RFID 미들웨어

SIP2 지원 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자료상태조사시스템

시스템 응답시스템 요청

운용시스템

RFID 시스템

종
합
관
리
시
스
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업무의 자동화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기능

자동 대출/반납, 효율적 장서점검 등의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운용 현황 정보를 활용한 현실적인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이용 통계 및 장비 이용 통계 제공

분실방지 업무 개선 장서관리 업무 개선

분실 경보시 자료의 등록번호를 통보하여 해당 자료

만 처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장서점검, 자료검색, 오배열 점검 등의 기능을 통한 

장서관리 업무 개선

유
기
적
인
연
동

표준화된 연동방법 사용 시스템 Log를 통한 검증

연동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구축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변환 없이 연계

연계되는 각 시스템과의 통신Log를 기록하여 

시스템 검증 데이터 제공

표준 프로토콜 사용

SIP2, LLR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개발

안
정
성
확
보

무정지 서비스 구현 최적의 RFID 장비 납품

S/W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한 안정화된 무정지 

서비스 제공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자 도출

현장적합성 Test수행을 통한 검증

Easy Application 구현

높은 편의성의 사용자중심 UI구현

개발효율/유지보수성 확보

체
계
적
인 
개
발
방
법
론 
및 
개
발
관
리
시
스
템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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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FID 미들웨어 및 장비시스템 구성

•  RFID시스템은 미들웨어를 중심으로 SIP2 모듈을 이용하여 Solas7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RFID장비

와는 Tcp/IP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RFID시스템 구성도]

[표준 RFID시스템 구성도]

연동모듈

RFID 미들웨어

도서관리시스템

사서용 PC 900MHz RFID Tag 도난방지 게이트

장서점검기

SIP2 표준 프로토콜

RFID 미들웨어

도서관리시스템

자가대출/반납기사서용 리더기 장서점검기 분실 방지기 무인 반납기

900MHz RFID Tag

• RFID 미들웨어 업무 흐름도 

-  RFID 미들웨어는 도서관리시스템 연동부분과 RFID시스템 연결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도서관리

시스템 연계는 SIP2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처리된 정보 중 대출/반납이 이루어지는 경

우 미들웨어의 COC(Check Out Cache) 데이터를 갱신하게 된다. 

[업무 흐름도(사서용 RFID 리더)]

Yes

Yes

No

도서관리시스템

(환경정보)

도서관리시스템

처리

반납인 경우 COC 삭제

대출인 경우 COC 추가

시작

이상 통보
도서관리시스템

연결 or 확인

시스템 요청

대출/반납 처리

사서용 RFID 리더

이용자/자료 인증

대출/반납 인증

사서용 RFID 리더

이용자/자료 인증

대출/반납 인증

Log 기록

COC 데이터

Log 기록

Log 기록

SIP2 프로토콜 요청 SIP2 프로토콜 응답

No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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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미들웨어는 각각의 RFID시스템과 연결되어 해당업무 처리를 지원하며, 문제발생 시 Log를 

기록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업무 흐름도(BDS게이트, 장서점검기)]

Yes

Yes

NoNo

RFID 시스템

(환경정보)

시작

이상 통보RFID 시스템

연결 or 확인

해당

시스템 요청

BDS 시스템

자료 확인 요청

BDS시스템 등록번호

COC 데이터 검색

알람신호 송신

Log 기록

•  RFID 미들웨어 기능 1

-  RFID 미들웨어는 BDS시스템의 업무처리를 지원(기관코드 필터링 및 등록번호 검색)하며, 알람 

발생 시 등록번호, 자료명, 발생위치, 시간 등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료만 처리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기관코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관코드 : (예시)123456

• 타기관 코드 필터링

• Event Drivent 방식의 처리

등록번호

correct

Filter

123456EM00000010000

123456EM00000020000

654321EM00000030000

Tag 정보 인식

기관코드 확인

자료 등록번호

대출여부 판단

미대출시 알람 및 

관리자에게 통보

COC DBCOC 데이터 검색

• 등록번호, 도서명, 발생시간, 위치통보

BDS 시스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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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미들웨어 기능 2

-  RFID 미들웨어는 사서용 RFID 리더에 인식된 데이터를 도서관리시스템에 질의하여 대출여부를 

판단하고 COC 데이터를 갱신을 통하여 도서관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서관리시스템과 독립적으

로 운영한다.

※  선택된 장서에 대한 점검업무 처리 지원

• 도서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전송

• RFID 미들웨어로 인식 등록번호 전송

• 도서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는 자료 처리

•  RFID 미들웨어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대출 여부 확인

•  자료 대출인 경우 COC 데이터 추가

•  자료 반납인 경우 COC 데이터 삭제

등록번호 인식

학술정보시스템 

확인

COC 데이터 갱신

사서용 RFID 리더

자료 대출 여부

COC DB

Yes

•  사서용 RFID 리더 업무 흐름도

-  사서용 RFID 리더는 도서관리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업무PC와 연결되며, 도서관리시스템의 동작 

명령에 의하여 자료를 인식하고 인식된 데이터를 도서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에 Key Event 방식

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RFID 미들웨어는 COC 데이터를 갱신 처리한다.

Yes

Yes

Yes

No

No

No

사서용 RFID 리더

환경 정보

SOLARS7 작동명령

시작

종료

이상 통보
클라이언트

PC 연결

RFID

미들웨어 연결

자료 접근

SOLARS7 클라이언트

대출/반납 업무 처리

기타 업무 처리

스마트 카드 리더

이용자 카드 인식

스마트 카드 리더

바코드 리더

RFID 미들웨어

COC 데이터

자료 상태 확인

COC 데이터 갱신

Log 기록

COC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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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점검기 업무 흐름도

- 장서점검 업무는 관리자 PC와 USB 통신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장서점검기 업무선택

자료 검색

등록번호 다운로드

등록번호 인식

자료 추적

자료 입수

오배열 점검

대상 서가 접근

정배열 자료 다운로드

정배열 업무 수행

자료 정배열

장서점검

등록번호 인식

등록번호

미들웨어로 전송

시작

OK

• 장서점검기 자료검색 화면

- 장서점검기를 통해 장서점검 및 자료검색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 검색화면은 아래와 같다.

[장서점검기 업무 및 자료검색 화면]

① 장서점검을 하면 등록번호가 수집되며,

수집된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화면

②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수집된 등록번호 

리스트를 초기화하게 됨

③ 저장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점검된 Data를

미들웨어 서버로 무선 자동 전송함

① 찾고자하는 실물장서 등록번호 데이터를

파일로 입력함

② 찾은 자료의 청구기호 및 등록번호 Data 표시

③ 찾고자하는 등록번호 Data 리스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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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점검기를 통해 오배열 점검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며, 세부 화면은 

아래와 같다.

[오배열 점검시스템 화면]

① 정배열 Data를 장서점검기에 입력

② 정배열/오배열 Data의 전체 점검 자료 수

③ 동시 인식 정보자료 허용 범위 표시

① Data의 자료 상태 표시

    오배열 검색된 자료의 등록번호 표시

② 오배열된 자료의 정배열 위치 표시

③ 배가완료 후 업무 계속 수행 버튼

• BDS 게이트 업무 흐름도

-  BDS시스템은 이용자의 접근 여부에 따라 On/Off가 결정되며, 타기관 태그 filtering하고, 부정적

인 반출의도 자료에 대해서 알람 및 경광 기능을 제공한다.

미들웨어 연결

이용자 접근

RFID 리더 ON

자료 정보 인식

미들웨어로 전송

알람/경광등

시작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
연결 확인

기관 코드 확인

미들웨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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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BDS게이트 설치사진

- 설치 특이 사항 

・게이트폭 150cm : 각종 장비의 원활한 통과를 위하여 게이트 폭을 넓힌다.

・출력감도 : 출력은 최대로 하여 자료의 보호에 중점을 둔 셋팅을 한다.

• 사서용 리더기 설치사진

• 장서점검기 납품사진

4.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1) 도서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기존의 도서관리시스템이 LAS 및 DL 각각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며 개별 

업무모듈 환경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진 반면 본 사업의 도서 관리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각각의 모듈환경을 한 화면 Interface 내에 구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  연관성을 가지는 각 모듈별 처리현황은 처리되는 즉시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다른 업무환경에 적용

이 되며 각각의 업무모듈에서 빠른처리 및 바로가기 기능을 구현하여 새로운 창을 Display하여 업

무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한다.

2) 도서관리시스템 기능요약

주요기능 설명

목록(CMS)시스템

・새로만들기

・컨텐츠유형 선택

・관계정보 설정 기능

・MARC에디터

・XML에디터

・MARC 데이터 가져오기/내보내기

대출/반납시스템

・대출/반납관리

・각종 조회

・예약관리

・이용자관리

・제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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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설명

장서관리시스템

・정리대상

・분실/훼손관리

・장서점검

통계 및 출력시스템 ・컨텐츠관리, 대출/반납 등 다양한 통계리스트

보안 및 시스템관리

・모듈별 환경설정 기능

・보안그룹관리

・이용자 보안그룹 설정

3) 도서관리시스템 주요기능 상세

(1) 도서관리시스템 업무기능

주요기능 설명

목록(CMS)시스템

・컨텐츠별로 단위시스템을 자유롭게 생성, 수정, 추가, 삭제 기능

・ 각 단위 시스템별 상호 데이터 간 연계성 지원 및 신규 데이터와 기 구축 데이터의 유관성 체크 기능

・ 컨텐츠 생성 시 사용되는 관련정보 즉, 초록, 목차, 해제 등의 텍스트 내용입력에서부터 관련 컨텐츠 

정의 및 원문, URL정보 등의 디지털자원에 이르기까지 입력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

・ 제반 데이터의 표준 교환용 포맷(MARC, DC등) 일괄 반입/반출 기능 및 반입 기관별 소장처 관리

・컨텐츠별 IP 제한, 이용자 신분별 제한 등 이용범위 및 권한에 대한 설정

・ 관련된 여러 개의 컨텐츠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그 컨텐츠 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입력과 

동시에 데이터 간의 관계가 설정

・ 컨텐츠 하나씩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하던 관련 컨텐츠 연결을, 컨텐츠 그룹관리를 통해 서지데이터 생

성 시점부터 관련데이터 정보와 그룹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작업

・ 이용자는 실제 검색한 데이터와 관련된 상하관계 자료들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검색의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관련 자료들을 한 번에 확인, 이용가능

・ 메타데이터 유형을 신규 정의하거나, 기 정의된 메타데이터 포멧 복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통합 관리

・ 메타데이터 포멧으로 MARC(KORMARC, MARC21), DC기반의 XML이 있으며,  MARC의 경우 

MARCXML포멧(http://www.loc.gov/marcxml)을 지원

・ 저자기호별 선택, MARC, XML 편집양식, 목록 저장 시 체크기능, 부출 자동생성 태그별 지정, 고정-

가변 변환정보 입력, 목록기술규칙 환경, 색인, 기본 입력화면, 각종 사전, 서지 컨텐츠 유형별 편목 규

정 등 목록 작업의 각종 환경 설정 기능

대출/반납시스템

・ 당일 동일도서에 대한 중복 대출 불가 설정, 이용자 사진 이미지 지원, 메일 설정, 타관 대출반납 사용

여부, 딸림자료 대출반납 사용여부, 지정도서 일괄 해제일, 장기대출 기간 설정 등 대출/반납 업무에 

필요한 각종 환경설정

・ 소장자료 또는 임시정리 자료에 대한 대출과 반납업무, 제재조회 및 주기사항 입력, 특별대출, 대리대

출, 장기대출, 대출연장, 반납일 변경 등의 기능과 대출자에 대한 대출히스토리 내역열람과 예약자료 

열람 처리, 분실훼손처리 등 다양한 업무처리를 한 인터페이스에서 통합관리

・ 각 서고, 별치기호에 대한 정의, 신분 생성과 서고/신분별 대출규정 관리, 대출업무의 기본 환경설정 

및 발송메일 설정. 휴관일 등록, 제재사항 정의, 지정도서 등록, 소속코드 설정 및 관리, 연락사항 발

송기능 등 대출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규정 정의 기능 

장서관리시스템

・ 인수 처리된 정리대상 자료의 교열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처리일자, 등록번호 범위, 컨텐츠번호 범위의 

조건값을 둔 조건처리 또는 일괄파일처리

・ 대출도서에 대한 분실, 훼손 처리와 분실 파손도서에 대한 동일변상, 변상금 변상, 현물변상 등으로 변

상내역을 관리 

・분실/훼손처리한 이후, 재정리하여 서가로 배가완료 처리하는 기능

・ 점검일정 및 점검대상을 확인하고, 장서점검처리를 파일로 일괄처리하거나 핸디스캐너로 읽어서 점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확인대상도서, 부재도서, 중복도서, 미등록 도서 등으로 구분

주요기능 설명

출력물통합관리시스템

・ 통계 및 출력에 대하여 기본 화면 출력 및 출력내용에 대하여 Excel, PDF, Text 등으로 반출

・  전 모듈 내의 프로그램에 출력물 및 통계 기능과 질의 실행기를 두어서 다양한 출력물 생성을 제공

・ 조회 및 출력생성 시 엑셀형식의 툴을 제공

・모든 출력물 및 조회내용은 excel 및 PDF 저장 기능을 제공

보안 및 시스템관리

・  도서관리프로그램의 환경관리 기능으로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업무 모듈별 접근권한 기능

・ 통제에서부터 프로그램 사용 환경 설정에 대한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에 의한 보안 통제

・ System 환경관리 기능으로 단위시스템의 사용 및 사용환경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간단한 조

작으로 관리업무를 지원

(2) 시스템관리/옵션 부문

세부기능 설명

도구/옵션

일반설정
접속환경 설정 각종 접속 설정

이용자 선택창 시작모드 이용자 선택창 한/영 시작모드 설정

CMS

마크에디터편집기 마크에디터 화면 설정

편목 각종 편목 규칙 설정

기본 환경 컨텐츠바로가기, 한영모드, 마크처리 등의 기본환경 설정

XML에디터편집기 XML에디터 화면 설정

Z서버환경 설정 Z서버 접속 설정

전체옵션 딸림자료 등록, 소장정보처리 등 전체 이용자 반영 옵션 설정

대출

처리한도 설정 예약사용 등에 대한 설정

처리기준 설정 각종처리의 기준설정

업무처리 관련 설정 대출업무처리 시 처리환경 등 설정

기타 설정 카드발급, 이용자사진, 메일, 기타 설정

개인 설정 사용자PC의 개인설정

통계/보고서

대출 통계/보고서-대출에서 사용할 통계/보고서 양식, 환경 설정

컨텐츠 관리 통계/보고서-컨텐츠관리에서 사용할 통계/보고서 양식, 환경 설정

장서 관리 통계/보고서-장서관리에서 사용할 통계/보고서 양식,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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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보안 부문

세부기능 설명

보안그룹 관리

등록 새로운 보안그룹 등록

사용 가능 업무 등록 등록된 보안그룹에 사용가능 업무 등록

그룹소속이용자등록 보안그룹 권한 가지게 되는 이용자 등록

사용가능 기관 설정 보안그룹이 권한을 가지는 기관 설정

사용가능 컨텐츠, 멀티미디
어 설정

보안그룹이 처리할 권한 가지는 컨텐츠 설정

이용자보안그룹  설정

이용자 조회 권한부여할 이용자조회

보안그룹 추가 권한 추가할 보안그룹 추가

보안그룹 삭제 권한 삭제할 보안그룹 삭제

IP보안우선 설정

IP등록 권한부여할 IP 등록

보안그룹 추가 권한 추가할 보안그룹 추가

보안그룹 삭제 권한 삭제할 보안그룹 삭제

IP보안 설정 IP보안 설정 열람시스템의 접근 가능 IP 설정

•  도서관리시스템 간략메뉴얼 별도제출

5. 자료상태조사시스템 구축

1) 구축개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고문헌의 상태를 책별, 건별로 조사하여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2) 기본 요건

•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e-Kyujanggak시스템에 있는 서

지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e-Kyujanggak시스템 현황 참조)

•  자료의 표제어 단위가 아니라 고도서 1책 또는 고문서 1건 단위로 자료상태조사 카드를 기입할 수 

있도록 개발

•  자료상태조사카드에 기입된 내용은 항목별로 통계가 나와야 하며, 다수의 항목을 조합하여 통계

추출 가능

• 도서관리시스템과 상호 연동

3) 업무흐름도

4) 시스템 구축개요

(1) 유니코드 기반시스템

•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은 UTF-8 유니코드 문자셋을 지원하는 유니코드 기반 시스템

•  DBMS까지 유니코드 환경이므로 이에 기반한 전 메타데이터 및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의 데이터 변

환이 필수

- Unicode 형태로 저장하고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 유니코드로 스키마 생성 및 기존 데이터 변환

- 데이터 변환 시 대체문자로 입력된 메타데이터의 경우 유니코드 문자로 대체

코드관리

자료상태/보존처리 코드 등

통계 및 출력

검색 등록 관리

(수정/삭제)

자료상태조사시스템

RFID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열람시스템

열람/반납 이용자 관리

장서관리

장서상태 변경 제적 장서점검

출력물통합관리

업무별 통계출력물관리

RFID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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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상태 조사시스템 기능리스트

기능 내용

검색(조회) 메타데이터 조회

자료상태 관리

등록 메타데이터 및 자료상태 등록

수정 메타데이터 및 자료상태 수정

삭제 메타데이터 및 자료상태 삭제

코드관리 자료상태 등 각종 코드 관리 코드조회/등록/수정/삭제

통계 및 출력 데이터 구축 및 상태에 따른 통계 및 출력

메타데이터 연계 도서관리시스템의 목록(CMS)으로 데이터 동기화

5) 기능 설명

(1) 초기화면 구성

• 관리페이지 : 선택할 작업에 따라 자료상태 입력/자료상태 검색/권한관리의 기능 구현

• 로그인 정보 : 작업자의 로그인 정보 및 로그아웃

• 서지 정보 :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명 등 해당 자료의 개괄적인 정보

• 세부상태 정보 : 해당 자료의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 이력저장 : 작업한 내용 저장

• 출력 : 현재 정보 출력

• 보고서파일등록 : 작업한 보고서를 파일로 등록

(2) 자료상태 입력

• 해당 자료에 대한 입력을 마치면 “이력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정보를 등록한다.

• 신규로 이력 저장 시 보존처리관리 상태를 초기화 한다.

• 이력은 등록번호별로 저장한다.

• 저장 이력의 날짜를 통해 이전 이력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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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상태 출력

• 프린트 출력은 ActiveX를 이용해 기본설정을 잡는다.

(4) 보고서 파일등록

• 등록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hwp, pdf, xls, xlsx, doc, docx, ppt, pptx, zip으로 한정된다.

• 보고서 파일등록 버튼 클릭 시 업로드용 화면이 내부 팝업창으로 보임

(5) 보존처리 관리

• 보존처리 관리 클릭 시 해당 이력에 대한 보존처리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 한 등록번호에 대해 한 개의 보존처리내역이 존재함

• 각각의 보존처리 내용에 대해 작업일별로 처리사항이 기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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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상태 검색

• 자료상태 조사 대상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다.

•  청구기호, 자료명, 저자, 출판년도, 등록번호, RFID 태그, 종류, 형태, 기록방법, 수납방법, 수납장소 

등 각 항목별 검색 가능

- 자료상태 기입 후 검색 버튼 클릭 시 하단 리스트 화면으로 검색결과가 보여진다.

- 검색 가능한 목록은 Code_mst 테이블로부터 읽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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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상태 검색(자료명) ② 자료상태 검색(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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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료상태 검색(출판사) ④ 자료상태 검색(청구기호)

⑤ 자료상태 검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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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료상태 검색(조합)

- 각각의 조건별로 조합하여 검색 가능

⑦ 자료상태 검색(엑셀저장)

 - Excel저장 버튼은 조건 설정 후 검색 시에 보이게 됨. Excel은 리스트 내용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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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드관리

자료상태 등 대표코드에 대한 하위코드 목록을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다.

① 관리대상코드

• 종류 : 고도서, 고문서, 책(목)판, 고지도, 서화류 등

• 형태 : 선장, 낱장, 변철, 축, 두루마리, 병풍, 양장, 합철본, 이중장정, 절첩식 등

• 기록방법 : 인쇄, 필사본, 탁본, 타이프라이터, 잉크, 볼펜, 연필, 안료 등

• 수납방법 : 중성박스, 중성파일, 중성봉투, 오동나무상자, 봉투, 종이 등

• 자료열화상태 : 미세먼지, 벌레로 인한 손상, 얼룩/더러워짐, 물에 젖은 흔적 변색-글자, 

   변색-종이, 변색-도료/안료, 곰팡이, 비듬, 종이 찢김, 결손, 녹슴, 안료 벗겨짐 등

② 처리기능

• 신규코드 생성하기

- 대표코드 하단에서 원하는 모듈을 선택한다.

- 대표코드를 선택한다.

- 화면 상단에 코드, 코드명, 설명을 입력한다.

- ‘신규’버튼을 누른다.

• 코드 수정하기

- 대표코드 하단에서 원하는 모듈을 선택한다.

- 대표코드를 선택한다.

- 코드리스트 중 수정을 원하는 코드를 선택한다.

- 화면 상단에서 코드, 코드명, 설명 중 원하는 부분을 수정한다.

- ‘수정’버튼을 누른다.

• 코드 삭제하기

- 대표코드 하단에서 원하는 모듈을 선택한다.

- 대표코드를 선택한다.

- 코드리스트 중 삭제를 원하는 코드를 선택한다.

- ‘삭제’버튼을 누른다.

(8) 통계 및 출력

• 데이터 구축 및 상태에 따른 통계 양식 지원

• Excel 저장, Rexpert 출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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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연계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서 입력된 메타데이터는 자료열람 등 도서관리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도서

관리시스템의 DB로 1일1회 시스템적으로 동기화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리시스템에서는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반입하기 위한 XML 스키마를 

정의한다.

(10) 기존 데이터 반입 및 변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엑셀로 반출 받은 e-Kyujanggak시스템의 서지데이터를 자료상태조사시스

템에 유니코드로 변환하여 반입하였다.

메타데이터(XML) 및

자료상태 등록

메타데이터(XML) 및

열람/장서 데이터 등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관리자

자료상태 조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목록(메타데이터)/열람/장서

종합관리시스템 DB

메타데이터가 Scheduler에 의해 1일 1회 DB동기화
(별도의 연계 프로그램)

1.  도서관리시스템 DB에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매핑될 동일한 컨텐츠 정의(스키마)가 선행

도서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XML)

열람데이터 장서데이터

자료상태 데이터 메타데이터(XML)

2.  자료상태조사시스템 DB에 입력된 메타데이터는 별도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리시스템DB로 동기화

① 데이터 추출

현 Database의 서지데이터 

Excel 파일로 반출

② 데이터 검증

③ 데이터 구조 생성

데이터 표준화 작업

데이터 구조(스키마)생성

④ 데이터 업로드

일괄 데이터 업로드

⑤ 데이터 검증

데이터 단위 테스트

⑥ 검증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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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 데이터 내역

[소장 - 청구기호 데이터(key별 분류기호순으로 중복 구축)]

key 1 2 3 4 5 6 7 8

556_8#_a 별치 분류기호 도서기호 볼륨 별치 분류기호 도서기호 볼륨

GC00001_00BT 奎中 1 v.1-14 奎中 2 v.1-14

GC00010_00BT 奎中 10 v.1-14 奎中 16 v.1-14

GC00018_00BT 奎中 18 v.1-14 奎中 1503 v.1-14

GC00021_00BT 奎中 21 v.1-14 奎中 26 v.1-14

GC00023_00BT 奎中 23 v.1-14 　 　

• 소장 청구기호는 별치 + 분류기호 + 도서기호 + 볼륨을 조합하여 생성

• Key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한 항목으로 key단위로 서지번호를 생성

•  소장 등록번호 생성에 대한 규칙으로 Key에 대한 등록번호를 볼륨의 범위까지 생성(즉, 볼륨 v.1-

14인 경우는 등록번호가 총 14개 생성)

[서지데이터 예(GC00001_00BT)]

C556_8#_a 556_8#_a GC00001_00BT

C090_XX_a 090_##_a 1

C090_XX_b 090_##_b

C090_XX_c 090_##_c v.1-14

C095_XX_a 095_##_a 　

C100_0X_a 100_0#_a 　

C100_1X_a 100_1#_a 胡廣

C110_XX_a 110_##_a

C110_XX_c 110_##_c 明

C110_XX_d 110_##_d

C110_XX_e 110_##_e 等受命編

C700_1X_a 700_1#_a

C700_1X_a 700_1#_a

C700_1X_a 700_1#_a

C700_1X_a 700_1#_a

C710_XX_a 710_##_a

C710_XX_a 710_##_a

C710_XX_a 710_##_a

C245_10_a 245_10_a 周易傳義大全

C245_10_x 245_10_x

C245_10_d 245_10_d 胡廣(明) 等受命編

C245_10_e 245_10_e

C245_10_e 245_10_e

C245_10_e 245_10_e

C245_10_e 245_10_e 　

C246_13_i 246_13_i 　

C246_13_a 246_13_a

C246_14_a 246_14_a 周易

C246_16_a 246_16_a

C246_19_a 246_19_a 　

C250_XX_a 250_##_a 壬辰字

C260_XX_a 260_##_a [刊地未詳]

C260_XX_b 260_##_b [刊者未詳]

C260_XX_c 260_##_c [18世紀 後半 以後]

C300_XX_a 300_##_a 卷首, 24卷, 合14冊

C300_XX_b 300_##_b 四周單邊. 半葉匡郭:24.6×17.1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上下二葉花紋魚尾

C300_XX_c 300_##_c 34.3×21.8cm

C500_XX_a 500_##_a 　

C500_XX_a 500_##_a
卷首:凡例, 奉勅編輯緖臣職名…胡廣[等], 目錄, 易本義圖, 易說綱領, 易傳序:宋元符二

年己卯(1099)…程頤, 易序, 上下篇義, 五贊(原象, 述旨, 明筮, 稽類, 警學), 筮儀

C500_XX_a 500_##_a

C525_XX_a 525_##_a 　

C505_8X_a 505_8#_a

卷1:乾卦, 卷2:坤卦, 屯卦, 卷3:蒙卦, 需卦, 訟卦, 卷4:師卦, 比卦, 小畜卦, 卷5:履卦, 泰

卦, 否卦. 卷6:同人卦, 大有卦, 謙卦, 卷7:豫卦, 隨卦, 蠱卦, 卷8:臨卦, 觀卦, 噬嗑卦, 卷

9:賁卦, 剝卦, 復卦, 卷10:无妄卦, 大畜卦, 頤卦, 卷11:大過卦, 坎卦, 離卦. 卷12:咸卦, 恒

卦, 遯卦, 卷13:大壯卦, 晉卦, 明夷卦, 家人卦, 卷14:睽卦, 蹇卦, 解卦, 卷15:損卦, 益卦, 

夬卦, 卷16:姤卦, 萃卦, 升卦, 卷17:困卦, 井卦, 革卦, 卷18:鼎卦, 震卦, 艮卦, 卷19:漸卦, 

歸妹卦, 豐卦, 旅卦, 卷20:巽卦, 兌卦, 渙卦, 節卦, 卷21:中孚卦, 小過卦, 旣濟卦, 未濟

卦. 卷22:繫辭上傳. 卷23:繫辭下傳. 卷24:說卦傳, 序卦傳, 雜卦傳.

C520_XX_a 520_##_a 明나라 成祖의 勅命으로 胡廣 등 42人이, ≪周易≫에 대한 여러 註釋을 모아 펴낸 책.

C590_XX_a 590_##_a
 ＜奎中 1502＞의 第4, 7冊은 壬辰字本이고, 第13冊은 木版本임. ＜奎中 1510＞의 卷

首는 壬辰字本이고 卷1은 木版本임.

C590_XX_b 590_##_b
帝室圖書之章(奎中 8, 奎中 12, 奎中 22, 奎中 328, 奎中 329). 集玉齋(奎中 1502). 

侍講院(奎中 1510)

C590_XX_c 590_##_c

C650_X4_a 650_#4_a 經部

C650_X4_x 650_#4_x 易類

C650_X4_x 650_#4_x

C650_X4_x 650_#4_x

IDID IDID 2010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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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환 데이터 내역

[서지 - 소장 데이터(일부항목 발췌)]

등록번호 서지번호 청구기호 별치 분류 볼륨 자료명

20100355613 39180 1503 　 1503 　 景賢堂宣麻錄

20100355614 39180 1550 　 1550 　 景賢堂宣麻錄

20100355615 39180 3145 　 3145 　 景賢堂宣麻錄

20100355616 39180 4021 　 4021 　 景賢堂宣麻錄

20100355621 39181 5721 v.1 　 5721 v.1 國朝名臣錄

20100355630 39181 5721 v.10 　 5721 v.10 國朝名臣錄

20100355631 39181 5721 v.11 　 5721 v.11 國朝名臣錄

20100355632 39181 5721 v.12 　 5721 v.12 國朝名臣錄

20100355633 39181 5721 v.13 　 5721 v.13 國朝名臣錄

20100355634 39181 5721 v.14 　 5721 v.14 國朝名臣錄

20100355635 39181 5721 v.15 　 5721 v.15 國朝名臣錄

20100355636 39181 5721 v.16 　 5721 v.16 國朝名臣錄

20100355637 39181 5721 v.17 　 5721 v.17 國朝名臣錄

20100355638 39181 5721 v.18 　 5721 v.18 國朝名臣錄

20100355639 39181 5721 v.19 　 5721 v.19 國朝名臣錄

20100355622 39181 5721 v.2 　 5721 v.2 國朝名臣錄

20100355640 39181 5721 v.20 　 5721 v.20 國朝名臣錄

20100355641 39181 5721 v.21 　 5721 v.21 國朝名臣錄

-  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정보(등록번호) 내용으로서 소장-청구기호 데이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환

(13) 구축 현황

• 서지 : 28,443건

• 소장 : 151,931건

　 건수 시작번호 끝번호 작업시작 작업완료

서지 28443 10697 39139 2011년 09월 23일 

09시 56분 40초
2011년 09월 23일 
21시 13분 32초소장 151931 20100200001 20100351931

  Ⅲ . 사업수행내역

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용역 책임자

대표이사

기술 자문단

자문위원

프로젝트 Manager

이진우 부장

기술 연구소

요소기술 지원

구축/개발팀

・자료상태조사시스템 구축/개발

허성필 과장

김영철 과장

최승도 대리

・RFID 시스템 및 태깅

이태호 부장

장우재 과장

품질보증팀

・품질보증 

엄은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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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일정

1) 자료상태 조사시스템 구축

2) RFID시스템 구축/태깅

3. 투입인력  

지 위 성 명 직 책 기술등급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투입비율

총괄책임자 이진우 부장 고급 PM 12년 30%

사업수행원

허성필 과장 고급 시스템분석/설계 9년 4개월 30%

김영철 과장 중급 시스템분석/설계/구현 6년 11개월 50%

최승도 대리 중급 시스템구현 8년 3개월 50%

이태호 부장 고급 RFID시스템구축/태깅 9년 3개월 100%

장우재 과장 중급 RFID시스템구축 7년 3개월 10%

IV. 사업자 제언

본 사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중인 고문헌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보

존을 위하여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고문헌의 자료상태 파악 및 DB구축을 위

한 자료상태 조사시스템과 고문헌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RFID시스템 구축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자체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병행하여 자료의 목록관리와 장서관리, 대출/반납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였다.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은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조회) 기능과 해당 자료의 현재 상태를 등록, 수정, 삭제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각종 코드관리와 통계 및 출력 기능도 구현하였다. 또한 시스템 전반에 있어 

RFID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되었으며 도서관리시스템의 목록(CMS)과의 데이터 동기화를 통한 메타데

이터 연계도 구현되었다.

RFID시스템은 고문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고문서 전용 태그를 개발하여 사용하

였고 비접착식으로 부착하여 자료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부착하였다.

향후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은 운용과정에서 도서관리시스템 및 RFID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계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보완하여 명실공히 최고의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야 할 것이다.

특히 자료상태조사시스템에서 RFID 태그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웹콤포넌트를 개발하여야 할 것

이며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을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다.(다음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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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시스템 역시 낱장 고문서에 대한 RFID 태깅방안(전통 한지를 이용하는 방안, 오침안정법이 아닌 

방식으로 제본된 고서에 대한 태깅방안, 기타 고서의 상태에 따라 전면부착, 책등부착 등의 방법을 사용

하는 방안, 금속으로 장정된 특수서적의 경우 특수태그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더 연구하여 차기 사업

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고서나 낱장 고문서 등에도 RFID시스템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부 문서

Ⅰ. 중성보존지 PAT 통과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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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착제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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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태그부착 작업지침

1. 복장규정

작업 시 고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복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명찰 패용

• 호흡이 편한 마스크를 착용 

- 침, 콧물 등 타액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마스크

• 팔토시 착용

• 앞치마 착용

• 장갑 착용 

-  작업을 위하여 장갑의 엄지와 검지부분 절단 가능

- 필요 시 맨손으로 작업 가능

-  손이 직접 고서에 닿을 경우 땀 등의 체액이 묻지 않도록 

  수시로 체액 제거

2. 입퇴실 규칙

 작업자는 서고 출입 시 아래의 사항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 직원과 함께 입실

•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출입자 명단에 날짜, 소속, 이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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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서 태깅

고서에 태그를 삽입할 때 아래의 규칙에 따라 삽입한다.

※  도구(핀셋, 본폴더, 대나무폴더 등)를 사용하

는 경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가공하고,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하여 고서가 훼

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태그 상태로 직접 삽입

태그를 고서의 책등에 삽입

본폴더를 이용하여 태그를 삽입

핀셋을 이용하여 태그를 삽입

본폴더를 이용하여 책장을 벌리고, 

태그가 보이지 않도록 핀셋으로 책등 안쪽으로 삽입

4. 도서정보 검색 

도서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및 태그 Write할 등록번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엑셀데이터(이하 데이터) 사용

• 고서에 붙어 있는 청구기호로 데이터 검색

•  해당 도서가 정확한지 데이터의 자료명과 실물 비교(간혹 데이터의 자료명과 실물이 불일치하는 

경우 있음)

• 부여된 등록번호를 태그 Write

※ 등록번호 미부여 자료

• 하나의 서지에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권차 도서와 복본이 존재

- 데이터의 마지막 번호 +1부터 등록번호를 부여

- 필요시 새로 부여된 등록번호의 서지에 권차를 입력

5. 태그 Write

도서정보검색을 통하여 검색된 도서 등록번호를 태그 데이터 체계에 의하여 Write 한다.

태그 Write 장비 장비를 고서에 올려 태그 Write 도서검색, 태그 Writ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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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깅작업 인력투입

태깅작업자는 관리자 1명, 작업자 5명 총 6명이 투입되었다.

구분 성명 직위 비고

관리자 이태경 (주)포스비브테크

작업자

주영 임시직

홍승범 임시직

이해진 임시직

김성은 임시직

양필웅 임시직

Ⅳ. 태그부착 검수보고서

1. 검수 대상의 선택

 태깅 대상 자료 25,000권의 10%를 랜덤으로 선택한다.

2. 장서점검

장서점검기로 태깅된 자료를 인식하고, 태깅한 자료 리스트와 비교한다.

3. 리딩 검수 장비 및 리딩 프로그램

자료의 태그의 삽입 상태를 체크

4. 검수 시 체크 항목

검수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체크한다.

5. 리딩 검수 결과

• 1차 

- 기간 : 2011년 11월 17일 ~ 18일

- 투입인원 : 3명

- 대상권수 약 : 4,800권

- 이상 유무 : 없음

태그에 라이팅 된 정보와 부착되어있는 청구기호의 정확도 체크

니어필드 안테나를 이용한 리더기 사용

등록번호, 청구기호, 제목을 표시하여 주는 리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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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기간 : 2011년 11월 23일

- 투입인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검수인원(대학원생) 8명

- 대상권수 : 2,500권

- 이상유무 : 태깅오류 4책, 태그점검 2책

6. 리딩 후속 처리

태깅오류 Rewriting 실시 및 태그 점검 2책 실시

7. 장서점검 결과

• 1, 2차

- 기간 : 2011년 11월 18일

- 투입인력 : 2명

- 1차 장서점검 보고서, 첨부 1

- 2차 장서점검 보고서, 첨부 2

• 3차

- 기간 : 2011년 11월 21일

- 투입인력 : 2명

- 3차 장서점검 보고서, 첨부 3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태깅작업 일지

일자 태그라이팅 태그삽입 일일 이슈

2011-10-03 태그 삽입 인력 1명 충원

2011-10-04 　 태그 삽입 관련 업무 진행

2011-10-05 　 태그 삽입 관련 업무 진행

2011-10-06 　 태깅 프로그램 개발

2011-10-07 　 태깅 프로그램 개발

2011-10-08 　 휴무

2011-10-09 　 휴무

2011-10-10 1000 태그 라이팅 인력 1명 보충

일자 태그라이팅 태그삽입 일일 이슈

2011-10-11 88 400 태그 라이팅 보조 인력 1명 보충

2011-10-12 487 400 태그 라이팅 인력 및 작업 보조 인력 1명 보충

2011-10-13 583 태그 라이터기 1대 추가 판단

2011-10-14 717 1054 작업 실내화 이슈 발생 / 작업 속도 향상율 방법 고안

2011-10-15 　 휴무

2011-10-16 　 휴무

2011-10-17 704 1004
데이터 중에 서지가 없는 것과 권차 서지 추가 부분 많이 발생 함 /

서지 없는 부분은 라이팅 하지 않고 하기로 함(나혜란 선생과 협의)

2011-10-18 731 1101 　 

2011-10-19 742 1077 　 

2011-10-20 729 1021 　 

2011-10-21 710 1020 　 

2011-10-22 휴무　 

2011-10-23 휴무

2011-10-24 1015 1072 태그 라이터기 1대 추가 투입 실시

2011-10-25 1074 1041

2011-10-26 1037 1061

2011-10-27 1104 1095

2011-10-28 1034 1029

2011-10-29

2011-10-30

2011-10-31 1271 1215 작업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

2011-11-01 1274 1087

2011-11-02 1244 1228 태깅 프로그램 업데이트 / 볼륨 추가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 처리 문제 논의

2011-11-03 1459 1212

2011-11-04

2011-11-05

2011-11-06

2011-11-07 1439 1206 라이팅 프로그램 기능 추가 및 업데이트

2011-11-08 1437 1013

2011-11-09 1404 1218

2011-11-10 1474 1108

2011-11-11 1422 1056

2011-11-12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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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태그라이팅 태그삽입 일일 이슈

2011-11-14 2307 900

2011-11-15

2011-11-16

2011-11-17 장서 점검 및 리딩 프로그램 개발

2011-11-18 장서 점검 및 리딩 프로그램 개발 / 리딩 검수 및 장서점검 실시

2011-11-19

2011-11-20

2011-11-21 리딩 및 장서점검 실시 / 18일 장서점검 결과 처리

2011-11-22

2011-11-23

2011-11-24 서지 추가, 별치, 전시자료 라이팅 실시

[첨부 1] 1차 장서점검 비교 결과 처리

등록번호 장서점검 미인식 도서 규장각 확인 처리결과 

20100269084 奎 952 v.36 / 諫議謄錄 　 이상 없음 

20100354665 奎 863 v.3 / 列聖御製 　 태그교체후 다시 태깅 

20100268100 奎 781 / 弘文館志 　 이상 없음 

20100268453 奎 747 / 崇禎三乙卯式文武龍虎榜目 　 태그 교체후 다시태깅 

20100268439 奎 731 v.3 / 通文館志 　 이상 없음 

20100268438 奎 731 v.2 / 通文館志 　 이상 없음 

20100286432 奎 6750 v.7 / 谿谷先生集 　 이상 없음 

20100287555 奎 6481 / 御製策問 　 이상 없음 

20100287550 奎 6475 / 御製策問 　 이상 없음 

20100287549 奎 6470 / 御製策問 　 이상 없음 

20100287522 奎 6443 / 御製策問 　 이상 없음 

20100279202 奎 5900 v.2 / 奎華名選 　 이상 없음 

20100279201 奎 5900 v.1 / 奎華名選 　 이상 없음 

20100286632 奎 5803 / 錦溪集 　 이상 없음 

20100286574 奎 5793 v.9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3 奎 5793 v.8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2 奎 5793 v.7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1 奎 5793 v.6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0 奎 5793 v.5 / 東國通鑑 상시보존 　 

등록번호 장서점검 미인식 도서 규장각 확인 처리결과 

20100286569 奎 5793 v.4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68 奎 5793 v.3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67 奎 5793 v.2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4 奎 5793 v.19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3 奎 5793 v.18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2 奎 5793 v.17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1 奎 5793 v.16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0 奎 5793 v.15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9 奎 5793 v.14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8 奎 5793 v.13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7 奎 5793 v.12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6 奎 5793 v.11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5 奎 5793 v.10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66 奎 5793 v.1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56 奎 5792 v.9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5 奎 5792 v.8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4 奎 5792 v.7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3 奎 5792 v.6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2 奎 5792 v.5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1 奎 5792 v.4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0 奎 5792 v.3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49 奎 5792 v.2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5 奎 5792 v.18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4 奎 5792 v.17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3 奎 5792 v.16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2 奎 5792 v.15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1 奎 5792 v.14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0 奎 5792 v.13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9 奎 5792 v.12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8 奎 5792 v.11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7 奎 5792 v.10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48 奎 5792 v.1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47 奎 5791 / 三學士傳 상시보존 　 

20100286546 奎 5790 / 己亥春耆社日記 상시보존 　 

20100286539 奎 5789 v.3 / 北渚先生集 상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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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장서점검 미인식 도서 규장각 확인 처리결과 

20100286538 奎 5789 v.2 / 北渚先生集 상시보존 　 

20100286537 奎 5789 v.1 / 北渚先生集 상시보존 　 

20100276710 奎 5788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9 奎 5788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8 奎 5787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7 奎 5787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6 奎 5786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5 奎 5786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4 奎 5785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3 奎 5785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2 奎 5784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1 奎 5784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0 奎 5783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9 奎 5783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8 奎 5782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7 奎 5782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6 奎 5781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5 奎 5781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4 奎 5780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3 奎 5780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2 奎 5779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1 奎 5779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86503 奎 5778 v.9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2 奎 5778 v.8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1 奎 5778 v.7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0 奎 5778 v.6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9 奎 5778 v.5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8 奎 5778 v.4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7 奎 5778 v.3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5 奎 5778 v.21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4 奎 5778 v.20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6 奎 5778 v.2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3 奎 5778 v.19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2 奎 5778 v.18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1 奎 5778 v.17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등록번호 장서점검 미인식 도서 규장각 확인 처리결과 

20100286510 奎 5778 v.16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9 奎 5778 v.15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8 奎 5778 v.14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7 奎 5778 v.13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6 奎 5778 v.12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5 奎 5778 v.11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4 奎 5778 v.10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5 奎 5778 v.1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84 奎 5777 v.6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3 奎 5777 v.5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2 奎 5777 v.4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1 奎 5777 v.3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0 奎 5777 v.2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79 奎 5777 v.1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78388 奎 5776 v.7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7 奎 5776 v.6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6 奎 5776 v.5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5 奎 5776 v.4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4 奎 5776 v.3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3 奎 5776 v.2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2 奎 5776 v.1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85580 奎 5466의2 / 御製八旬書示後昆錄 　 이상 없음 

20100279434 奎 5353 / 乙卯式年司馬榜目 　 이상 없음 

20100279433 奎 5352 / 乙卯式年司馬榜目 　 이상 없음 

20100355093 奎 5131 v.3 / 錦南先生集 　 전시 도서 

20100268787 奎 3854 / 小學抄略外篇 　 이상 없음 

20100268784 奎 3851 / 小學抄略外篇 　 이상 없음 

20100268783 奎 3850 / 小學抄略外篇 　 이상 없음 

20100268782 奎 3849 / 小學抄略外篇 　 이상 없음 

20100270756 奎 3278 v.13 / 池氏鴻史 　 이상 없음 

20100268146 奎 3246 / 弘文館志 　 이상 없음 

20100269232 奎 3243 / 字恤典則 　 이상 없음 

20100267656 奎 3031 v.5 / 弘齋全書 　 이상 없음 

20100267654 奎 3031 v.3 / 弘齋全書 　 이상 없음 

20100276575 奎 2940 / 度支田賦考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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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76495 奎 2936 / 地方制度 　 태그 교체후 다시 태깅 

20100275884 奎 2859 v.4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883 奎 2859 v.3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882 奎 2859 v.2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881 奎 2859 v.1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107 奎 2800 v.4 / 節酌通編 　 이상 없음 

20100274965 奎 2559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62 奎 2556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5044
奎 2536 /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

咸鏡六道綸音 
　 이상 없음 

20100275042
奎 2534 /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

咸鏡六道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50 奎 2502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32 奎 2481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29 奎 2478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28 奎 2477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26 奎 2475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25 奎 2474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24 奎 2473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22 奎 2471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21 奎 2470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74917 奎 2466 / 諭大小臣僚綸音 　 이상 없음 

20100266912 奎 2241 v.2 / 朱子語類抄 　 이상 없음 

20100273700
奎 1962의5 /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

音 
　 이상 없음 

20100273699 奎 1962의4 / 諭湖西士夫民庶綸音 　 이상 없음 

20100273697 奎 1962의2 / 諭嶺南父老士民綸音 　 이상 없음 

20100273693
奎 1962의1 /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

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태그 교체후 다시 태깅 

20100270685 奎 1960 / 文臣講製節目 　 이상 없음 

20100272769 奎 1717 v.3 / 國朝寶鑑 　 관람 

20100272768 奎 1717 v.2 / 國朝寶鑑 　 관람 

20100272767 奎 1717 v.1 / 國朝寶鑑 　 관람 

20100264509 奎 161 / 太極問辨 　 이상 없음 

20100264493 奎 150 / 孝經諺解 　 이상 없음 

20100264492 奎 149 / 孝經諺解 　 이상 없음 

등록번호 장서점검 미인식 도서 규장각 확인 처리결과 

20100264491 奎 148 / 孝經諺解 　 이상 없음 

20100270763 奎 1257 v.2 / 旅軒先生文集 　 이상 없음 

20100268296 奎 1145 v.3 / 東國通鑑 　 이상 없음 

20100268295 奎 1145 v.2 / 東國通鑑 　 이상 없음 

[첨부 2] 2차 장서점검 비교 결과 처리

등록번호 장서점검 미인식 도서 규장각 확인 처리결과 

20100263646 奎 1114 v.2 / 五經百篇 전시중 　 

20100264491 奎 148 / 孝經諺解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4492 奎 149 / 孝經諺解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4493 奎 150 / 孝經諺解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4509 奎 161 / 太極問辨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6912 奎 2241 v.2 / 朱子語類抄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7654 奎 3031 v.3 / 弘齋全書 　 1차 장서점검 인식자료 

20100267656 奎 3031 v.5 / 弘齋全書 　 1차 장서점검 인식자료 

20100267690 奎 3031 v.39 / 弘齋全書 　 1차 장서점검 인식자료 

20100268100 奎 781 / 弘文館志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146 奎 3246 / 弘文館志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294 奎 1145 v.1 / 東國通鑑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68295 奎 1145 v.2 / 東國通鑑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296 奎 1145 v.3 / 東國通鑑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438 奎 731 v.2 / 通文館志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439 奎 731 v.3 / 通文館志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445 奎 3060 / 大學諺解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68453 奎 747 / 崇禎三乙卯式文武龍虎榜目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454 奎 748 / 禁紋事目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68748 奎 848 / 海州崔氏家藏 　 24일 태깅 완료 

20100268782 奎 3849 / 小學抄略外篇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783 奎 3850 / 小學抄略外篇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784 奎 3851 / 小學抄略外篇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787 奎 3854 / 小學抄略外篇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68860 奎 2208 v.3 / 唐宋八子百選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69084 奎 952 v.36 / 諫議謄錄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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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69232 奎 3243 / 字恤典則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0685 奎 1960 / 文臣講製節目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0700 奎 3273 v.1 / 東京雜記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0701 奎 3273 v.2 / 東京雜記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0702 奎 3273 v.3 / 東京雜記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0756 奎 3278 v.13 / 池氏鴻史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0763 奎 1257 v.2 / 旅軒先生文集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166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166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1825 奎 1528 v.1 / 老乞大諺解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1826 奎 1528 v.2 / 老乞大諺解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2767 奎 1717 v.1 / 國朝寶鑑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2768 奎 1717 v.2 / 國朝寶鑑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2769 奎 1717 v.3 / 國朝寶鑑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3100 奎 1762 / 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3517 奎 1846 v.1 / 龍飛御天歌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3518 奎 1846 v.2 / 龍飛御天歌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3693
奎 1962의1 /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

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3697 奎 1962의2 / 諭嶺南父老士民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3699 奎 1962의4 / 諭湖西士夫民庶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3700
奎 1962의5 / 諭華城城役董工諸臣

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3863 奎 2035 v.1 / 宮園儀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3864 奎 2035 v.2 / 宮園儀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4552 奎 2360 1 / 國朝譜牒(太祖-英祖)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4555 奎 2360의3 / 國朝譜牒(太祖-哲宗)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4556 奎 2360의2 / 國朝譜牒(太祖-英祖)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4917 奎 2466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21 奎 2470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22 奎 2471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24 奎 2473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25 奎 2474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26 奎 2475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28 奎 2477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29 奎 2478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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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74932 奎 2481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50 奎 2502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62 奎 2556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4965 奎 2559 / 諭大小臣僚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5042
奎 2534 /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

咸鏡六道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5044
奎 2536 /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

咸鏡六道綸音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5107 奎 2800 v.4 / 節酌通編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5277 奎 2827 v.2 / 協吉通義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5278 奎 2827 v.3 / 協吉通義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5279 奎 2827 v.4 / 協吉通義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5280 奎 2827 v.5 / 協吉通義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5281 奎 2827 v.6 / 協吉通義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575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576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5881 奎 2859 v.1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882 奎 2859 v.2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883 奎 2859 v.3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884 奎 2859 v.4 / 五倫行實圖 전시중 　 

20100275940 奎 5447 / 孟子諺解 　 24일 태깅 완료 

20100276495 奎 2936 / 地方制度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6575 奎 2940 / 度支田賦考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6674 奎 4335 v.2 / 增修無寃錄諺解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6691 奎 5779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2 奎 5779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3 奎 5780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4 奎 5780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5 奎 5781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6 奎 5781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7 奎 5782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8 奎 5782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699 奎 5783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0 奎 5783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1 奎 5784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2 奎 5784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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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76703 奎 5785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4 奎 5785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5 奎 5786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6 奎 5786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7 奎 5787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8 奎 5787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09 奎 5788 v.1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10 奎 5788 v.2 / 增修無寃錄諺解 상시보존 　 

20100276722 奎 2971 v.1 / 內訓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6790 奎 2976 / 綸音諺解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7146 奎 3794 v.31 / 栗谷先生全書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77485 奎 3062의1 / 論語諺解 　 24일 태깅 완료 

20100277486 奎 3062의2 / 論語諺解 　 24일 태깅 완료 

20100278382 奎 5776 v.1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3 奎 5776 v.2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4 奎 5776 v.3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5 奎 5776 v.4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6 奎 5776 v.5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7 奎 5776 v.6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388 奎 5776 v.7 / 尊周彙編 상시보존 　 

20100278536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8965 奎 3561 /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79193 奎 5766의1 v.2 / 奎華名選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9194 奎 5766의1 v.3 / 奎華名選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9195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196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197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198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19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20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201 奎 5900 v.1 / 奎華名選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9202 奎 5900 v.2 / 奎華名選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9217 奎 5766의2 v.1 / 奎華名選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9218 奎 5766의2 v.2 / 奎華名選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279219 奎 5766의2 v.3 / 奎華名選 　 21일 추가 태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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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7922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22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224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228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22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23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79433 奎 5352 / 乙卯式年司馬榜目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79434 奎 5353 / 乙卯式年司馬榜目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82411 奎 4461 v.1 / 奎章總目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82412 奎 4461 v.2 / 奎章總目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82413 奎 4461 v.3 / 奎章總目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83286 奎 4750 / 溫幸陪從錄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83406 奎 4779 v.1 / 儀器輯說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83407 奎 4779 v.2 / 儀器輯說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84384 奎 4939 v.7 / 澤堂先生別集 　 24일 태깅 완료 

20100284956 奎 6293 / 老乞大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285127 奎 5208 v.1 / 鹿谿自集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85128 奎 5208 v.2 / 鹿谿自集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85129 奎 5208 v.3 / 鹿谿自集 별치 24일 태깅 완료 

20100285580 奎 5466의2 / 御製八旬書示後昆錄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8568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8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84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85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91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9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9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94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5695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286432 奎 6750 v.7 / 谿谷先生集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86479 奎 5777 v.1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0 奎 5777 v.2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1 奎 5777 v.3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2 奎 5777 v.4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83 奎 5777 v.5 / 壽谷集 상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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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86484 奎 5777 v.6 / 壽谷集 상시보존 　 

20100286495 奎 5778 v.1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6 奎 5778 v.2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7 奎 5778 v.3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8 奎 5778 v.4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499 奎 5778 v.5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0 奎 5778 v.6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1 奎 5778 v.7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2 奎 5778 v.8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3 奎 5778 v.9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4 奎 5778 v.10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5 奎 5778 v.11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6 奎 5778 v.12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7 奎 5778 v.13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8 奎 5778 v.14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09 奎 5778 v.15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0 奎 5778 v.16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1 奎 5778 v.17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2 奎 5778 v.18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3 奎 5778 v.19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4 奎 5778 v.20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15 奎 5778 v.21 / 燃藜室記述 상시보존 　 

20100286537 奎 5789 v.1 / 北渚先生集 상시보존 　 

20100286538 奎 5789 v.2 / 北渚先生集 상시보존 　 

20100286539 奎 5789 v.3 / 北渚先生集 상시보존 　 

20100286546 奎 5790 / 己亥春耆社日記 상시보존 　 

20100286547 奎 5791 / 三學士傳 상시보존 　 

20100286548 奎 5792 v.1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49 奎 5792 v.2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0 奎 5792 v.3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1 奎 5792 v.4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2 奎 5792 v.5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3 奎 5792 v.6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4 奎 5792 v.7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5 奎 5792 v.8 / 審理錄 상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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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86556 奎 5792 v.9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7 奎 5792 v.10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8 奎 5792 v.11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59 奎 5792 v.12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0 奎 5792 v.13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1 奎 5792 v.14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2 奎 5792 v.15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3 奎 5792 v.16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4 奎 5792 v.17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5 奎 5792 v.18 / 審理錄 상시보존 　 

20100286566 奎 5793 v.1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67 奎 5793 v.2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68 奎 5793 v.3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69 奎 5793 v.4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0 奎 5793 v.5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1 奎 5793 v.6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2 奎 5793 v.7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3 奎 5793 v.8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4 奎 5793 v.9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5 奎 5793 v.10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6 奎 5793 v.11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7 奎 5793 v.12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8 奎 5793 v.13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79 奎 5793 v.14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0 奎 5793 v.15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1 奎 5793 v.16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2 奎 5793 v.17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3 奎 5793 v.18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584 奎 5793 v.19 / 東國通鑑 상시보존 　 

20100286632 奎 5803 / 錦溪集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87522 奎 6443 / 御製策問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87549 奎 6470 / 御製策問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87550 奎 6475 / 御製策問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287555 奎 6481 / 御製策問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346569 奎 82 / 奎章閣志 　 21일 추가 태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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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54665 奎 863 v.3 / 列聖御製 　 1차 장서점검 후속조치/이상없음 

20100355093 奎 5131 v.3 / 錦南先生集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355094 奎 5131 v.4 / 錦南先生集 전시중 24일 태깅 완료 

20100355602 奎 3552 v.3 / 牛溪先生集 　 21일 추가 태깅 자료 

20100355607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08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0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1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4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5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6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8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1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1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4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5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6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7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8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2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1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4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5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6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7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38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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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5563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1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4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5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6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7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8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49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50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51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52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20100355653 일반도서 　 등록번호 태깅 자료 

[첨부 3] 3차 장서점검 비교 결과 처리

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63646 奎 1114 v.2 / 五經百篇 전시중 

20100267531 奎 5430 v.1 / 易學啓蒙集箋 인식 인식 

20100267532 奎 5430 v.2 / 易學啓蒙集箋 인식 인식 

20100267690 奎 3031 v.39 / 弘齋全書 　 　 태그이상의심 

20100268294 奎 1145 v.1 / 東國通鑑 전시중 

20100268454 奎 748 / 禁紋事目 전시중 

20100268747 奎 847 v.5 / 海州崔氏世譜 인식 인식 

20100270132 奎 5450 v.1 / 典錄通考 인식 인식 

20100270133 奎 5450 v.2 / 典錄通考 인식 인식 

20100270134 奎 5450 v.3 / 典錄通考 인식 인식 

20100270135 奎 5450 v.4 / 典錄通考 인식 인식 

20100270136 奎 5450 v.5 / 典錄通考 인식 인식 

20100270137 奎 5450 v.6 / 典錄通考 인식 인식 

20100270138 奎 5450 v.7 / 典錄通考 인식 인식 

20100270460 奎 5435 / 受敎輯錄 인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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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70706 奎 5458 v.1 / 東京雜記 인식 인식 

20100270707 奎 5458 v.2 / 東京雜記 인식 인식 

20100270708 奎 5458 v.3 / 東京雜記 인식 인식 

20100270763 奎 1257 v.2 / 旅軒先生文集 　 　 태그이상의심 

20100271318 奎 5431 / 金忠壯公遺事 인식 인식 

20100271319 奎 5432 / 金忠壯公遺事 인식 인식 

20100271323 奎 5434 v.1 / 嬪禮總覽 인식 인식 

20100271324 奎 5434 v.2 / 嬪禮總覽 인식 인식 

20100271325 奎 5434 v.3 / 嬪禮總覽 인식 인식 

20100271596 奎 5448 v.1 / 親臨?文院講義 인식 인식 

20100271597 奎 5448 v.2 / 親臨?文院講義 인식 인식 

20100271662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1663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1825 奎 1528 v.1 / 老乞大諺解 전시중 

20100271826 奎 1528 v.2 / 老乞大諺解 전시중 

20100273100 奎 1762 / 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 전시중 

20100273517 奎 1846 v.1 / 龍飛御天歌 전시중 

20100273518 奎 1846 v.2 / 龍飛御天歌 전시중 

20100273863 奎 2035 v.1 / 宮園儀 전시중 

20100273864 奎 2035 v.2 / 宮園儀 전시중 

20100275750 奎 5638 / ?載軸 인식 인식 

20100275759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5760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5838 奎 5462 / 瓊林聞喜錄 인식 인식 

20100275940 奎 5447 / 孟子諺解 24일 태깅 자료 

20100276722 奎 2971 v.1 / 內訓 전시중 

20100276790 奎 2976 / 綸音諺解 전시중 

20100277205 奎 5454 v.1 / 退溪先生言行錄 인식 인식 

20100277206 奎 5454 v.2 / 退溪先生言行錄 인식 인식 

20100277207 奎 5454 v.3 / 退溪先生言行錄 인식 인식 

20100277208 奎 5633 v.1 / 退溪先生言行錄 인식 인식 

20100277209 奎 5633 v.2 / 退溪先生言行錄 인식 인식 

20100277210 奎 5633 v.3 / 退溪先生言行錄 인식 인식 

20100278536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8965 奎 3561 /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인식 인식 

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79195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196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197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198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199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200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222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223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224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228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229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79230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1661 奎 5632 / 花山先生逸稿 인식 인식 

20100282117 奎 5440 v.1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18 奎 5440 v.2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19 奎 5440 v.3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20 奎 5440 v.4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21 奎 5440 v.5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22 奎 5440 v.6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23 奎 5440 v.7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24 奎 5440 v.8 / 保晩齋集 인식 인식 

20100282159 奎 5461 / 御製回甲編錄 인식 인식 

20100282411 奎 4461 v.1 / 奎章總目 전시중 

20100282412 奎 4461 v.2 / 奎章總目 전시중 

20100282413 奎 4461 v.3 / 奎章總目 전시중 

20100283286 奎 4750 / 溫幸陪從錄 전시중 

20100283378 奎 5442 v.1 / 松月齋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3379 奎 5442 v.2 / 松月齋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3380 奎 5442 v.3 / 松月齋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4678 奎 5460 / 荷棲趙忠定公年譜 인식 인식 

20100284956 奎 6293 / 老乞大 전시중 

20100285022 奎 5630 v.1 / 芝川集 인식 인식 

20100285023 奎 5630 v.2 / 芝川集 인식 인식 

20100285024 奎 5630 v.3 / 芝川集 인식 인식 

20100285038 奎 5631 v.1 / 月汀先生集 인식 인식 



132 133제2장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보존관리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4

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85039 奎 5631 v.2 / 月汀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040 奎 5631 v.3 / 月汀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041 奎 5631 v.4 / 月汀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058 奎 5634 v.1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59 奎 5634 v.2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0 奎 5634 v.3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1 奎 5634 v.4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2 奎 5634 v.5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3 奎 5634 v.6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4 奎 5634 v.7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5 奎 5634 v.8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6 奎 5634 v.9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7 奎 5634 v.10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8 奎 5634 v.11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69 奎 5634 v.12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070 奎 5634 v.13 / 程書分類 인식 인식 

20100285475 奎 5412 v.1 / 蘭史集 인식 인식 

20100285476 奎 5412 v.2 / 蘭史集 인식 인식 

20100285479 奎 5413 v.1 / 書巢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80 奎 5413 v.2 / 書巢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81 奎 5413 v.3 / 書巢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82 奎 5414 v.1 / ?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83 奎 5414 v.2 / ?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84 奎 5414 v.3 / ?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85 奎 5414 v.4 / ?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86 奎 5414 v.5 / ?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92 奎 5415 v.1 / 續精忠錄 인식 인식 

20100285493 奎 5415 v.2 / 續精忠錄 인식 인식 

20100285494 奎 5416 v.1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95 奎 5416 v.2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96 奎 5416 v.3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97 奎 5416 v.4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98 奎 5416 v.5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499 奎 5416 v.6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0 奎 5416 v.7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85501 奎 5416 v.8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2 奎 5416 v.9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3 奎 5416 v.10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4 奎 5416 v.11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5 奎 5416 v.12 / 凝窩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6 奎 5417 v.1 / 雲皐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7 奎 5417 v.2 / 雲皐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08 奎 5418 v.1 / 芙蓉堂先生逸稿 인식 인식 

20100285509 奎 5418 v.2 / 芙蓉堂先生逸稿 인식 인식 

20100285510 奎 5419 / 梅石遺稿 인식 인식 

20100285512 奎 5420 / 簡牘精要抄 인식 인식 

20100285513 奎 5421 / 咸山板題 인식 인식 

20100285514
奎 5422 / 宣川群賢洞遂安桂氏先祖

四代忠孝錄 
인식 인식 

20100285515 奎 5424 v.1 / 歸巖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16 奎 5424 v.2 / 歸巖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17 奎 5424 v.3 / 歸巖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18 奎 5424 v.4 / 歸巖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19 奎 5424 v.5 / 歸巖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20 奎 5425 v.1 / 靜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21 奎 5425 v.2 / 靜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22 奎 5425 v.3 / 靜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23 奎 5425 v.4 / 靜齋先生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24 奎 5426 v.1 / 易安堂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25 奎 5426 v.2 / 易安堂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26 奎 5427 / 選諺篇 인식 인식 

20100285527 奎 5428 / 紫閣?稿 인식 인식 

20100285528 奎 5429 / 敎書抄 인식 인식 

20100285529 奎 5437 v.1 / 쳔의쇼감언해 인식 인식 

20100285530 奎 5437 v.2 / 쳔의쇼감언해 인식 인식 

20100285531 奎 5437 v.3 / 쳔의쇼감언해 인식 인식 

20100285532 奎 5437 v.4 / 쳔의쇼감언해 인식 인식 

20100285533 奎 5438 v.1 / 同文考略續 인식 인식 

20100285534 奎 5438 v.2 / 同文考略續 인식 인식 

20100285535 奎 5438 v.3 / 同文考略續 인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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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85540 奎 5443 v.1 / 定齋後集 인식 인식 

20100285541 奎 5443 v.2 / 定齋後集 인식 인식 

20100285542 奎 5443 v.3 / 定齋後集 인식 인식 

20100285543 奎 5445 v.1 / 魯懷錄 인식 인식 

20100285544 奎 5445 v.2 / 魯懷錄 인식 인식 

20100285545 奎 5446 / 繼述受宴錄 인식 인식 

20100285546 奎 5449 v.1 / 近思錄釋疑 인식 인식 

20100285547 奎 5449 v.2 / 近思錄釋疑 인식 인식 

20100285548 奎 5449 v.3 / 近思錄釋疑 인식 인식 

20100285549 奎 5449 v.4 / 近思錄釋疑 인식 인식 

20100285550 奎 5452 / 御製自醒錄 인식 인식 

20100285551 奎 5453 / 淸凉志 인식 인식 

20100285552 奎 5455 v.1 / 尊華錄 인식 인식 

20100285553 奎 5455 v.2 / 尊華錄 인식 인식 

20100285554 奎 5455 v.3 / 尊華錄 인식 인식 

20100285555 奎 5456 v.1 / 朽淺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56 奎 5456 v.2 / 朽淺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57 奎 5456 v.3 / 朽淺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58 奎 5456 v.4 / 朽淺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59 奎 5457 / 江界府事例 인식 인식 

20100285560 奎 5459 v.1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1 奎 5459 v.2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2 奎 5459 v.3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3 奎 5459 v.4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4 奎 5459 v.5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5 奎 5459 v.6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6 奎 5459 v.7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7 奎 5459 v.8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8 奎 5459 v.9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69 奎 5459 v.10 / 文獻撮要 인식 인식 

20100285570 奎 5463 / 勸善懲惡歌 인식 인식 

20100285571 奎 5464 / 就巖文集 인식 인식 

20100285572 奎 5465 v.1 / 有懷堂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73 奎 5465 v.2 / 有懷堂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74 奎 5465 v.3 / 有懷堂先生集 인식 인식 

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85575 奎 5465 v.4 / 有懷堂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76 奎 5465 v.5 / 有懷堂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577 奎 5465 v.6 / 有懷堂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682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83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84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85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91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92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93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94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695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285911 奎 5627 v.39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2 奎 5627 v.40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3 奎 5627 v.41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4 奎 5627 v.42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5 奎 5627 v.43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6 奎 5627 v.44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7 奎 5627 v.45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8 奎 5627 v.46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19 奎 5627 v.47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0 奎 5627 v.48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1 奎 5627 v.49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2 奎 5627 v.50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3 奎 5627 v.51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4 奎 5627 v.52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5 奎 5627 v.53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6 奎 5627 v.54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7 奎 5627 v.55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8 奎 5627 v.56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29 奎 5627 v.57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30 奎 5627 v.58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31 奎 5627 v.59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32 奎 5627 v.60 /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식 인식 

20100285933 奎 5628 v.1 / 景齋集 인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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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85935 奎 5628 v.3 / 景齋集 인식 인식 

20100285936 奎 5628 v.4 / 景齋集 인식 인식 

20100285937 奎 5628 v.5 / 景齋集 인식 인식 

20100285938 奎 5629 v.1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39 奎 5629 v.2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0 奎 5629 v.3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1 奎 5629 v.4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2 奎 5629 v.5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3 奎 5629 v.6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4 奎 5629 v.7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5 奎 5629 v.8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6 奎 5629 v.9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7 奎 5629 v.10 / 聞見箚記 인식 인식 

20100285948 奎 5636 v.1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49 奎 5636 v.2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0 奎 5636 v.3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1 奎 5636 v.4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2 奎 5636 v.5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3 奎 5636 v.6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4 奎 5636 v.7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5 奎 5636 v.8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6 奎 5636 v.9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7 奎 5636 v.10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8 奎 5636 v.11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59 奎 5636 v.12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0 奎 5636 v.13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1 奎 5639 v.1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2 奎 5639 v.2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3 奎 5639 v.3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4 奎 5639 v.4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5 奎 5639 v.5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6 奎 5639 v.6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67 奎 5639 v.7 / 東岳先生集 인식 인식 

20100285990 奎 5637 v.1 / 宛丘遺集 인식 인식 

등록번호 서지사항 1차 2차 처리 

20100285991 奎 5637 v.2 / 宛丘遺集 인식 인식 

20100339363 奎 5423 v.1 / 陶溪先生遺稿 인식 인식 

20100339364 奎 5423 v.2 / 陶溪先生遺稿 인식 인식 

20100346569 奎 82 / 奎章閣志 21일 태깅 자료이나 확인 필요 

20100355093 奎 5131 v.3 / 錦南先生集 전시중 

20100355094 奎 5131 v.4 / 錦南先生集 전시중 

20100355184 奎 5435 v.2 / 受敎輯錄 인식 인식 

20100355185 奎 5447 v.2 / 孟子諺解 인식 인식 

20100355186 奎 5447 v.3 / 孟子諺解 인식 인식 

20100355187 奎 5447 v.4 / 孟子諺解 인식 인식 

20100355188 奎 5447 v.5 / 孟子諺解 인식 인식 

20100355189 奎 5447 v.6 / 孟子諺解 인식 인식 

20100355190 奎 5447 v.7 / 孟子諺解 인식 인식 

20100355607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08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09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10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11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12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51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52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20100355653 일반도서 24일 태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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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책갑 제작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대권공예

• 사 업 명 : 고문헌 책갑 제작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10월 11일 ~ 2011년 12월 10일

1. 책갑 제작의 필요성 및 대상 자료

1) 필요성

• 고문헌 자료를 빛과 공기,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한다.

• 출납 등 관리에 따른 자료 훼손을 방지한다.

• 고문헌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 보존환경을 개선한다.

2) 대상자료

대상자료 수량 규격(평균) 비고

조선왕조실록 150개 세로75×가로40×높이11cm
대상 자료의 규격은 책갑마다 상이하여 

570개의 책갑 모두를 각각 조사
조선왕조의궤 320개 세로50×가로40×높이12cm

호적대장 및 양안 100개 세로90×가로60×높이18cm

합계 570개



142 143제3장 고문헌 책갑 제작보존관리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4

2. 참여인력 현황

• 사업책임자 : 대권공예 대표 권우범(경기무형문화재 소목장, 명장)

구분 상호/대표 자격 현황 및 주요 경력

사업시행자
대권공예

권우범

경기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1980년 대권공예 설립

・목공예 명장(1990년)

・석탑산업훈장 수여(2002년)

・노동부장관 표창(1990년)

・공예대전 심사위원(2009년~)

・부여군청 백마강정자각 사업(2007년)

・봉은사 대법당 및 추모전 공사(2007~2008년)

・롯데백화점 인테리어 사업(2011년)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자격 담당 업무

총괄 권우범 명장, 경기무형문화재 총괄 책임 및 제작

지도위원 차기수 명장, 소목장 제작지도

지도위원 권오달 명장, 소목장 제작 및 지도

공장장 안규열 공장장, 소목장 제작

소목장 안규홍 무형문화재 이수 제작

소목장 김진석 무형문화재 이수 제작

소목장 서동원 무형문화재 이수 제작

조사, 정리 옥영학 목공예장인 각자(刻字), 입함(入函), 서가배열

조사, 정리 김선범 - 규격조사, 입함, 서가배열

조사, 정리 박재길 - 규격조사, 입함, 서가배열

3. 책갑제작 대상 자료의 역사와 중요성

1)  『조선왕조실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

본 1,187책, 오대산본 74책 등 총 1,276책이다. 정족산

본 중 태조대부터 명종대까지는 조선 초기 전주사고에 

보존되다가 임진왜란으로 강화도로 옮겨진 것이며, 선

조대부터 철종대까지의 실록은 간행 당시 봉안된 것이

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의 기록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조선왕조

실록』은 그 방대함과 500여 년의 긴 기간 동안 25번이나 통치자가 바뀌었어도 일관된 체제로 작성되었

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나라 실록보다도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료이다.

이번 책갑제작은 태조대부터 명종대까지의 자료로, 임진왜란 이전 전주사고에 보관되던 밀납본을 대

상으로 하였다. 책갑은 1개당 두꺼운 책은 2~3책, 얇은 책은 5책 정도를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 조선왕조의궤

의궤는 왕실이나 국가에서 행하는 큰 행사 시 후

세에 참고가 되도록 그 일의 전말, 행사절차, 소요경비, 

행사 후의 포상, 물품반납 등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의궤는 내용의 상세함과 함께 행사의 모습이나 소요된 

물건을 그림으로 설명하여 쉽게 그 행사의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의궤는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으나 행사 참

여자들에게 나누어줄 목적 등으로 많은 수의 의궤를 

제작할 때에는 활자로도 인쇄하였다. 필사본 의궤는 적

게는 5부에서 많게는 9부까지 간행하는데 왕에게 올리

는 어람용과 관청이나 사고에 보존하는 분상용의 용도로 제작하였다.

어람용 의궤는 비단표지에(어람용 표지는 녹색 비단을 사용하였으나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고 난 이

후에는 황색을 사용하였다)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황동 변철을 원환(圓環) 1개와 4개의 박을못으로 

책 전, 후면에 각각 국화동(菊花銅) 5개를 대고 장정하였다. 종이는 최고 품질의 초주지를 제작하여 사

용하였으며, 본문은 붉은 괘선에 해서체로 정성들여 기록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546종, 2,940

책 모두가 20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책갑제작은 도서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320개를 제작하였으며, 책갑 1개에 1책을 담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두께가 얇은 의궤는 이번 제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호적대장 및 양안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거나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작성한 호구조사 기록문서이다. 호적대장

의 작성은 3년마다 실시되었으며, 호적 대장에는 호주의 거주

지, 본관, 신분과 사조(四祖 : 부, 조, 증조, 외조)의 신분을 기

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가족 및 소유하고 있는 

노비와 고공을 그들의 거주 형태에 따라 솔거와 외거, 도망 등

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양안은 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

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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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

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전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

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실제로는 수십 년 내지 1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양안에

는 전답의 도형을 기입하고, 면적을 척수로 표시하였다. 또한 전답의 등급에 따라 결부를 산출하고 소유자

와 소작인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가호의 소유관계, 두락 수를 기록하였다.

호적대장과 양안류는 일반 고문헌에 비해 매우 크고 무거워서, 책갑 판재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책갑 1

개에 1책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사전 조사

1. 규격조사

책갑 제작대상 자료인 조선왕조실록 150개, 조선왕조의궤 320개, 호적대장 및 양안류 100개 등 총 

570개에 대한 사전 규격조사를 실시하였다.

• 규격조사 내용 

-  조선왕조실록은 두꺼운 책은 2~3책 정도, 얇은 책은 5책 정도가 1책갑에 담길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책의 무게도 고려하였다. 규격조사는 책의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  조선왕조의궤는 대부분 두꺼운 자료여서 책갑에 1책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로, 세로, 높이

를 실측하였으며, 특히 높이는 변철의 원환 높이를 고려하여 실측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  호적대장 및 양안류는 모두 특대형 자료로써,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 자료이다. 1책갑에 1책을 담

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가로, 세로, 높이를 재고, 변철의 원환 높이도 고려하여 실측하였다. 

각각의 목록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과 입함작업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규격조사 작성 양식]

일련번호 청구기호 자료명 책수
규격(cm)

특이사항
가로 세로 높이

2. 도면제작

조선왕조실록, 의궤, 호적대장 및 양안 등의 고문헌을 책갑에 보관함에 있어, 원본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체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최상품 국산 오동나무를 짜맞춤 형식으로 제작하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도면 제작의 중요 고려사항으로는 출납과정에서 원본이 책갑의 표면에 부딪쳐 훼

손되지 않도록 속갑의 4면을 반원형으로 처리하였으며, 책갑 샘플을 기초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자

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제작하였다.

[책갑 도면 大(보관대상 자료 : 호적대장, 양안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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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갑 도면 中(보관대상 자료 : 조선왕조실록)]

[책갑 도면 小(보관대상 자료 : 조선왕조의궤)]

3. 자문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 자문위원 명단

- 김삼대자 : 문화재위원

- 양진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 서  준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 남유미 : 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

• 자문회의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오후 4시 ~ 6시

• 안건

- 책갑 제작 방식

- 고문헌의 안전한 보존 방법

• 자문회의 주요내용

- 책갑의 결구방법

- 책갑의 안전성 및 기능성

- 고문헌에 미치는 영향

• 회의 결과

-  책갑의 속갑 및 겉갑의 천판과 지판은 가급적 1장의 오동나무 판재를 사용하고, 특대형 책갑의 

경우 2장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  견고성과 목재의 특성, 보관할 자료를 고려하여 주먹장짜임과 제혀촉짜임을 기본으로 아교 또는 

접착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못으로 고정한다.

- 목재 표면을 곱게 연마하여 책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면섬유 끈으로 하부 4면에 구멍을 내어 묶을 수 있도록 한다.

-  책갑 속통 측면 4면은 모두 주먹장짜임으로 결구하여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하므로 홍송을 쓸 

필요 없이 오동나무만을 써도 안전하다.

-   속갑 바닥부분은 5~10mm 정도 위로 올리고 아래에는 20mm 정도의 구멍을 낸다.

- 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책의 종류에 따라 판재 두께를 다양하게 한다.

-  책갑의 규격은 원본보다 내경치수 5mm 정도를 크게 제작하여 출납 시 책이 책갑에 부딪쳐 손

상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 납품 시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책갑을 2개 이상 포개어 쌓을 때 하중을 고려하여, 큰 책갑이 작은 책갑 위에 오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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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책갑 제작

1. 목재수급

사업 시행사인 대권공예에서 보유하고 있던 국산 오동나무는 책갑 제작 물량의 40% 정도로써, 100% 

자연상태에서 오랫동안 건조한 최상품으로 책갑제작에 최적의 목재이다. 옹이부분 등 훼손된 부분은 제

외하고, 일체의 흠집이 없는 것만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60% 물량의 오동나무는 사업발주 후 각 지역에서 

수급하여 기계건조와 자연건조를 병행하였다. 역시 일체의 충해 흔적이나 흠집이 없는 최상품 국산 오동

나무만을 사용하였다.

2. 제재

잘 건조된 최상품의 국산 오동나무는 판재 지름 30cm 이상으로, 책갑의 규격에 따라 4종류의 두께로 

제재하였다. 특히 호적대장 및 양안류는 책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껍게 제재하였다.

사업 수주 후 수급한 오동나무 판재

대권공예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연 건조된 오동나무 판재

[자료별 판재 두께]

구분 종류별 판재 두께 비고

조선왕조실록

속갑 틀(4면) 14mm

-겉갑 틀(4면) 14mm

지판과 천판 10mm

조선왕조의궤

속갑 틀(4면) 12mm

-겉갑 틀(4면) 12mm

지판과 천판 10mm

호적대장 및 양안류

속갑 틀(4면) 16mm

-겉갑 틀(4면) 16mm

지판과 천판 12mm

판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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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 연마

재단된 목재는 1면수압 대패로 수평을 잡아 대패질한 다음 자동대패를 이용하여 판재의 두께를 일정하

게 깎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은 손대패를 이용하여 기계대패로 가공한 면을 마감 대패질하였으며, 날카로

운 각 면과 모서리부분은 손사포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면을 접고, 목재의 표면은 곱게 사포질(사포220번)

하여 보관할 고문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3. 건조

사업대상 자료의 40% 분량인 4,000재 정도의 오동나무는 이미 100% 자연건조된 상태로 수분함수율 

12% 이하를 확인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업 발주 후 수급한 목재의 건조는 기계 건조와 자연건조를 병행하

여 수분함수율 12% 이하를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4. 제작

고문헌의 규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갑의 속갑과 겉갑을 제작하였다. 각 고문헌의 규격마다 관리

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인 가로, 세로, 높이에 각각 5mm를 더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출납 시 원본의 훼손

방지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속갑의 4면을 반원형으로 제작하고, 출납자의 손으로 속갑의 가장 밑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출납 시 대형자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속갑의 바닥 4곳에 

20×3mm의 작은 구멍을 내고 폭 1.5cm 정도의 면실로 †자로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목재는 최상품으로 충분히 건조가 된 것만을 사용하였으며, 검게 변색된 목재, 옹이나 흠집이 있

는 목재, 충해 흔적이 있는 목재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1) 판재 재단

원본 규격조사 목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일련번호 순으로 규격에 맞게 판재

를 재단하였다. 속통의 지판과 틀에 해당하는 전후좌우 4면과 겉통의 천판과 틀에 해당하는 전후좌우 4

면을 각각 재단하였으며, 재단된 판재는 견출지로 일련번호를 부착하였다.

실측 규격을 바탕으로 도면에 따라 상판재, 지판재, 측면판재 순서로 재단기(횡절반)를 사용하여 판재의 

균열, 옹이, 벌레구멍 등을 피하여 큰 규격부터 재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판재 재단 책갑제작 목록 재단된 판재 확인작업

자연건조 모습

1면 대패 자동 대패 손대패한 판재

모서리 연마

절단면 연마

대패 연마

표면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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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혀촉짜임 가공

속갑의 지판과 겉갑의 천판은, 작은 규격은 30~40cm 정도의 1장의 오동나무 판재를 사용하였고, 

30~40cm 이상의 넓은 규격은 2장의 오동나무 판재를 접착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제혀촉짜임으로 연결

하였다. 제혀촉짜임은 판재 2장을 요철로 만들어 끼우는 방법이다.(도면 참조)

또한 천판과 지판의 수축팽창에 대비하여 사방 2~3mm씩 여유를 두었다. 따라서 홈의 좌우로 

4~6mm의 팽창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서고 보존환경은 온습도를 항시 적

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온습도 차이 등으로 목재의 심한 수축 작용은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책갑 제작 대상자료 중 판재가 수축하는 방향으로 최소 4mm의 여유를 두고 짜맞춤 하였기 때문에 

책갑의 최대 크기인 60cm 정도의 겉갑 천판 정도는 만약의 경우에도 수축작용으로 판재가 갈라지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측판 홈파기 : 책갑의 상판과 지판을 측판에 조립하기 위하여 홈을 만들어 수축팽창에 견디도록 

6~7mm 넓이와 7~10mm 깊이로 루터를 사용하여 홈을 파서 연결하였다.

3) 주먹장짜임 가공

속통은 지판과 틀에 해당하는 전후좌우 4면을 주먹장짜임으로 결구하였다. 제작에는 기계(루터)를 개

량하여 작업능률을 높였으며, 전동공구와 수공구, 톱, 끌, 칼 등을 사용하였다. 주먹장짜임은 책갑의 규격

에 따라 여러 개의 주먹장을 만들어 다른 판재에 물리게 하였다.

주먹장짜임은 판재를 가장 튼튼하게 결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구방법은 판재가 수축하는 방향으로 

연결되게 하여 해체될 염려를 없앴다. 일체의 화학제품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 짜맞춤 방법으로 

제작하여 장기간 사용 시 수축변화로 인해 헐거워질 수 있으므로, 대나무 못으로 결구부분을 고정하였다.

주먹장 가공 모습

주먹장 가공 가공 후 모습 주먹장짜임 모습(속갑)

제혀촉짜임 제혀촉짜임과 주먹장짜임 모습

제혀촉짜임 도면

수축팽창을 위한 여분홈(숨통) 3㎜

천판

지판

제혀촉짜임

딴혀촉짜임
주먹장짜임 도면대나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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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증소독

재단된 판재는 모두 모아서 훈증소독을 실시하였다. 훈증소독의 목적은 목재에 기생할 수 있는 나무좀

류, 빗살수염벌레, 권연벌레 및 흰개미 등의 목재해충에 의한 충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목재해충은 목재 

내부에 서식하며 지속적으로 목재를 섭식 가해하여 고문헌과 서가 등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Gas체의 훈증

제를 사용하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였다.

• 소독시행사 :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대표 이갑우

• 소독기간 : 1차 훈증 2011년 10월 13일 ~ 15일,  2차 훈증 2011년 11월 10일 ~ 12일

• 소독방법 : 혼합가스(MB+EO)에 의한 피복훈증

※ 첨부문서 “훈증소독 보고서” 참조

6) 조립

책갑제작 목록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틀에 해당하는 전우좌후 4면의 주먹장짜임과 속갑과 겉갑의 지

판 및 천판의 제혀촉짜임을 조립하고, 주먹장짜임은 대나무못으로 고정하였다.

조립이 끝나면 속갑과 겉갑의 외부를 손대패로 다듬은 다음 벨트샌더로 측면을 가공하였다. 마무리 작

업으로는 손사포를 이용하여 곡선면과 모서리면을 부드럽게 가공하였다.

속갑 조립 주먹장짜임 조립 겉갑 대나무못 고정

조립 준비 조립 전 마감 조립 모습 속갑 조립

5. 청소 및 운송

조립이 완료된 책갑은 에어청소기와 면포를 이용하여 속갑과 겉갑에 부착된 미세먼지 등 이물질을 깨

끗이 청소하였다. 청소가 완료된 책갑은 속갑에 뚜껑을 닫아서 먼지 및 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련번호 

순으로 비닐팩에 정리하였다.

일련번호순 책갑 비닐팩을 안전하게 충진하여 트럭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까지 운송하였다.

6. 입함 작업 및 서가배열

폭 1~2cm 정도의 면실을 책갑 하단 부분의 구멍을 통해 †자로 연결하고, 책갑제작 목록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원본을 책갑에 담는 입함 작업을 실시하였다. 3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면실 매듭작업 1

인, 책갑목록과 원본확인 후 입함 작업 2인으로 작업하였다. 입함 작업 시 책과 책갑의 규격이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규격조사 후 재제작하였다.

면실 연결 청소 입함

입함된 모습 면실 묶음 서가배열

속갑 겉갑 완료된 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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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자 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고문헌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갑제작 사업을 수주하

게 되어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책갑제작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임하였다.

책갑에 보관되는 자료가 고문헌 문화재인 관계로 책갑 제작의 가장 큰 목적은 고문헌 보존에 도움을 

주어 보존기한을 연장하는 데 있었으며, 관리의 편의성도 고려하여 제작에 임하였다. 또한 전통방법에 

의한 제작, 사용되는 목재 및 기타재료 등도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고려하였다.

하지만 사업 발주 시점이 10월 중순으로, 제작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다. 본 대권공예의 기술

력과 인력으로만 본다면 2달간의 제작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만은 아니었지만, 목재의 수급을 위한 기간

은 상당히 촉박한 것이 사실이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사전 준비 작업에 큰 비중을 두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원회의를 개최하여 자문결과를 종합하고, 책갑샘플을 제작하여 고문헌의 보관을 시연하였으며, 자료별 

도면을 제작하고 고문헌 규격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목재의 수급이었다. 사업시행사인 대권공예 보유의 잘 건조된 국산 오동나무 4,000

Ⅳ. 제작 내역 및 관리

1. 제작 내역

보관할 자료 책갑 수량 규격(평균) 비고

조선왕조실록 150개 세로75×가로40×높이11cm

재제작 분량 : 총 23개조선왕조의궤 320개 세로50×가로40×높이12cm

호적대장 및 양안 101개 세로90×가로60×높이18cm

합계 571개

2. 관리

•  오동나무 책갑의 특성 상 외부 충격 등에 매우 약한 재질이므로 관리 시 서가 등에 부딪치지 않도

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보관물의 하중을 책갑의 4면이 받치고 있는 구조여서 책갑 2개 이상을 한 서가에 보관할 시에는 

가급적 작은 책갑 위에 큰 책갑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책갑의 보관 또는 이동 시 가급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충해 등 흠집이 있는 목제 사용, 제작 불량 등,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납품된 책갑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요청하는 즉시 2년간 무상으로 재제작 또는 수리하도록 한다.

제작 완료된 책갑

서가배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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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

오동나무 판재 훈증소독 보고서(고문헌 책갑 제작용)1)

1. 훈증 처리 현황

훈증 횟수 훈증 일정 훈증 방법 훈증 용적(m3) 약량(kg) 훈증 처리기준

1차 훈증 2011.10.13 ~ 10.15 피복훈증 120.00 12.0 혼합가스(MB+EO) 100gr/m3

24-72hr's 훈증2차 훈증 2011.11.10 ~ 11.12 피복훈증 160.00 16.0

2. 훈증소독 기준

훈증 방법은 훈증용 PE씨트(T 0.2㎜)를 사용하여 훈증 대상목재를 완전하게 피복 밀폐한 후 훈

증제를 투약 훈증소독 처리하는 피복훈증법을 적용한다. 훈증제는 혼합가스(Methyl Bromide 86% + 

Ethylene Oxide 14%)를 사용하며, 투약량은 목재더미의 훈증 용적을 실측하여 100gr/m3을 기준투약량

으로 하여 투약한다. 훈증처리 시간 살충살균처리는 투약 시 내부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20～25℃에서 

48시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훈증소독 살충효과는 공시충(밤빛쌀도둑, Tribolium castaneum Herbst)을 사용하여 훈증완료 후 

공시충의 살충유무를 확인하여 살충효과를 판정하며, 살균효과 확인은 살균반응지(Sterilizing Indicator 

Paper)를 사용하여 훈증완료 후 반응지의 E.O반응시약의 색상변화 상태를 확인하여 살균효과를 판정한다.

3. 훈증소독 작업

훈증소독 작업은 목재더미에 훈증제 투약호스, 농도 측정호스 등과 훈증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공시

충(밤빛쌀도둑, Tribolium castaneum Herbst) 및 살균반응지(Sterilizing Indicator Paper)를 설치하였다.

피복재료는 훈증용 PE씨트(0.2㎜)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피복하였으며 지면에는 특수접착 테이프 접

착 또는 복토를 하여 완전하게 밀폐작업을 하였다.

재로 자문회의와 사전조사를 거쳐 바로 제작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부족분 약 8,000재는 지방의 목재사 

여러 곳에서 수급하였다. 사실 국산 오동나무 최상품으로 판재너비 3~40cm 정도의 고급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전국의 동종 업계에 오동나무 판재를 수배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

여 최상품 판재를 어렵게 수급할 수 있었다.

본사 소유 판재는 100% 자연건조 상태로 수분함수율 12%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서 별도의 건조가 

필요 없었으나, 새로 수급한 판재는 납품기일 관계로 규장각과 협의하여 기계건조와 자연건조를 병행 실

시하였다.

목재 수급을 위하여 주로 남쪽지방의 토장(목재를 벌목하여 쌓아놓은 집하장)을 다니면서 직접 확인

하고, 오동나무 상품 1자(30cm) 이상을 골라서 구입하였다. 구입한 판재는 남양주시, 광주시 제재소에

서 제재하여 인천의 전문 건조장에서 건조하였고, 소량으로 구입한 2,000재 정도는 작업장에서 거치대

를 만들어 자연건조 하였다. 건조된 오동나무 중에서 옹이부분과 충해흔적 등 흠집이 있는 부분은 재단

하여 땔감으로 처리하고 좋은 자재만을 사용하였다.

이번 책갑제작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문

화재의 보존을 위한 전통적 방법의 책갑의 제작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목재 수급과 건조 기간을 포

함한 제작기간이 촉박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번 사업의 발주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시기적으로 벌목하기에는 조금 이른 철일 뿐만 아니라 제작

기간 상 벌목하여 제재와 건조를 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벌목하는 최상의 목재인 추재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갑을 제작하고 싶었다. 제작기간이 충

분하다면 더 좋은 목재와 건조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결과물 또한 최상의 상태로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재를 보관하는 책갑제작 사업을 위하여 제작기간도 충분히 고려되었으

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목재는 벌목시기에 따라 봄에서 가을까지 물오른 시기에 벌목한 목재를 춘재라고 하고, 가을에서 봄까지 물내린 시기에 벌목한 

것을 추재라고 한다. 책갑제작에 추재는 수분함량이 적어 목질이 단단하고 변색이 덜 되어 추재를 선호한다.

*****

1) 훈증소독 처리 : 한국종합방역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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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제 투약은 기화기를 사용하여 훈증제를 기화시켜 투약하였으며 훈증 중에는 이연식 18형 검

정기를 이용하여 가스농도를 점검하여 적정한 가스농도를 확인하고 Gastec, Gasleak checker 등의 

가스검지기를 사용하여 밀폐 부위에 대한 가스 누출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밀폐보완작업을 실시

하였다. 훈증소독 종료 후 훈증용 PE씨트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기하였다.

훈증 살충효과는 훈증완료 후 공시충의 살충유무를 확인하여 살충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살균효과 

확인은 살균반응지의 E.O반응시약의 색상변화 상태를 확인하여 살균효과를 확인하였다.

4. 훈증제

혼합가스(MB+EO)의 성분 및 특성

성분 Methyl Bromide 86%+Ethylene Oxide 14%

분자식, 분자량 CH3Br+C2H4O / 분자량 81.71

비점, 비중 760mmHg 4.6℃ / 기체 2.82(공기=1)

성상/농도 무색무취 / 1ppm(미국산업위생학자위원회 기준)

특성 

①  살충력이 강한 Methyl Bromide와 살균력이 강한 Ethylene Oxide의 혼합 훈증제로 문화재 훈증

제로 사용되고 있다. 

②  Gas체로 작용하며 침투력과 확산력이 강하여 심부까지 완벽한 살충・살균 작용을 한다.  

③ 약해가 거의 없어 문화재의 원형과 색상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사용한 훈증제의 장점

•  대부분의 목재해충은 목재 내부에서 서식하며 가해하므로 목재내부에 침투하여 살충작용을 할 

수 있는 살충제 선택이 필요하다.

•  대표적인 문화재용 훈증제인 혼합가스(Methyl Bromide 86% + Ethylene Oxide 14%)는 Gas체로 

목재 내부에 완벽하게 침투하여 작용을 하므로 완전한 살충효과를 얻는다.

•  MB+EO 훈증제는 대부분의 훈증대상물에서 약해 및 나쁜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가재도구를 그대로 두고 소독처리가 가능하며, 고문헌과 목재류의 소독처리에 적합하다.

•  MB+EO 훈증제는 살충제와 달리 훈증처리 후 약제가 잔류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목재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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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스템 제작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기관 :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 사 업 명 : 소독시스템 제작 설치

• 사업기간 : 2011년 10월 26일 ~ 2011년 12월 15일

1. 참여인력 현황

이름 소속 담당업무 자격

이갑우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사업책임자 대표이사(문화재수리(보존과학)업 제04-04-5호))

김선만, 이영언, 최선규 훈증소독실 정비 직원

서우원
한국멸균

소독시스템 본체 제작

길관석, 김영주 본체, 제어판 제작

박종명 범진공조 공조설비

박성국 남신공업 전실설치

이웅기 문화재보존과학기술자 제295호

최준홍 문화재보존과학기능자 제4350호

2. 사업지침

• 목적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에 대한 생물학적 손상 방지 소독처리

• 내용 : 고감압, 저감압 겸용 소독시스템 제작 설치

• 세부사항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의 해충, 곰팡이 및 균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

독시스템을 제작・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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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시스템은 소독실 내에 5㎥내용량의 고감압, 저감압 겸용 훈증 및 소독약제의 변경에 상시 

전환 사용 가능한 소독장치로 제작・설치한다.

-  소독시스템 운영 시 소장자료 및 연구원에 대하여 안전을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

치한다.

3. 사업소독시스템 제작 설치 사업시방서

1)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설치되는 감압 소독시스템 제작·설치사업을 위한 전

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  계약자는 소독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기 및 부품의 규격을 상호 호환성 있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처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소독시스템 수량은 본체 및 관련 부속장치 1식으로 한다.

•  소독시스템 운영과 관련되는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및 가스배기 관련공사를 별도로 시공하도록 한다.

(3) 해석 및 보완

•  본 시방서 내용 중 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의 해석 및 의견

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소독시스템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충분

한 성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설치 후 하자관리와 유지관리의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상호 호환성 있는 제품 및 부품으로 제작·설치 

및 납품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의해 설계, 승인,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서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에는 완벽하게 보완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 자재 품질

•  소독시스템의 모든 기기, 자재는 본 시스템의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가져야 하며 사후 관리가 원

할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독시스템의 자재는 제작사 소속국가의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계승인

•  계약자는 계약 후 5일 내에 제작에 필요한 도면과 자료를 3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 및 설치 기초도

- 세부 제작사양 및 시방서

- 주요 장치와 기기 및 부속품, 소모품, 공구목록 등

- 운전 및 사용법

- 예정공정표

•  설계 승인 후 변경

-  계약자는 설계를 승인 받은 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설계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요한 사항의 변경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한다.

(7) 제작 및 설치기준

•  소독장치의 제작·설치는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의하되 본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소독시스템의 설치, 작동검사 등의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성의를 가지고 충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소독시스템 설치

•  소독실 내에 소독시스템을 설치할 때에는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배기설비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 설치를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에 설치한다.

•  소독시스템의 제작은 제작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기기의 연결·조립을 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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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운전

•   시운전은 관련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약제를 투입하여 시험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입회하에 운

전상태 등을 점검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 시 제출자료

•  계약자는 납품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 1부

- 장치의 제작 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1부

- 소독시스템의 기기, 장치목록 1부

- 예비품, 소모품 및 공구 목록 1부

-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1부

- 시운전 결과 보고서 1부

•  제출하는 자료의 규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1) 운영 설명

•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소독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인계인수하

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 및 보증

•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설치되는 장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 후 발주처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자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

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  계약자는 시공 및 감독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장치를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때 까지 보양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여야 하며 보양조치 미비로 

인한 하자는 도급자가 원상 복구시킨다.

2) 특기 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소독시스템 제작·설치 시방서는 장치의 성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재, 기기 및 장치에 대

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제출하는 설계서에 상세하게 명기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취득한 후 제작・설치하여

야 한다.

(2) 소독시스템 개요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에 대한 해충, 곰팡이 및 균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독

시스템을 제작 설치한다.

•  소독시스템은 소독실 내에 5㎥ 내용량의 고감압 및 저감압 겸용 장치로 제작하며, 약제의 투입·소독·

배기를 하는 일련의 장치를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  소독시스템은 소독약제의 변경에 상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로 제작・설치한다.

•  소독시스템 운영 시 소장자료 및 연구원에 대하여 안전을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소독시스템으로 제

작・설치한다.

•  본 소독시스템 기기 및 장치의 성능 및 규격은 별도의 규격서에 준한다.

(3) 소독시스템 규격 및 사양

구성 장치명 규격 및 사양

훈증장치 본체

・내용적 4.55m3 

・상용감압도 -10 kPa, -90 kPa

・외장 : SUS-304, 내장 : SUS-304

밀폐문

・수동개폐 스윙식 Austoria System

・내압도 1kgf/cm2 

・재질 열압연강판(SS41, 8t) 

・중앙핸들조임방식

・실리콘 가스켓 밀착

기화조

・본체 상용온도 25℃ 유지 온수파이프(SUS-304) 가온 구조

・약제 기화용 동파이프 구조

・전기히타 5kW

약제투약 장치 ・전자저울에 의한 수동투약시스템

가스배기장치

・배출가스 흡착장치(활성탄 30kg) 

・배기가스 희석, 기수분리장치

・본체 배기전용 PIPE라인 설치

・집수탱크

기기류

・수봉식 진공펌프(7.5KW 2.5m3/min, 740mmHg, 12ℓ/min) 

・온수순환펌프(0.5KW 5/55ℓ/min) 

・에어필터(Hepa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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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장치명 규격 및 사양

제어판

・개별제어방식

・공정별 제어스위치, 표시램프

・기화기온도계, 본체압력계, 본체온도계

안전기기

・가스누출경보기(가스트론사 SK-5000, 20~50ppm 알람) 

・가스검지기(日本 Gastec, Tube) 

・방독마스크(유기가스정화통) 

・기록계(코닉스사 KR-100N 압력, 온도 기록) 

・소독대상 유물 이동 수레 2set

저산소농도 처리 

부대 장치 등 

・산소센서 또는 이산화탄소센서 감지 연결 부착구 설치

・산소농도센서 1Set

・질소가스 실린더 1개

・훈증제 실린더 2개

(4) 소독시스템 본체

•  소독시스템 본체는 내용량 4.55㎥으로 고감압 및 저감압 겸용으로 소독 대상 소장품의 훈증장치 반입 

장치, 훈증고 온도조절 기능을 갖추고 일정 자동화훈증시스템 설비로 제작・설치한다.

•  소독시스템 본체는 열압연강판(SS-41, 8t)를 사용하며 외장과 내장은 SUS-304로 마감으로 제작한다.

•  소독시스템 본체는 소독 시 상용감압 -10kPa, -90kPa을 유지할 수 있는 내압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압도는 1.0kgf/㎠ 이상이어야 한다.

•  밀폐도어는 규격 1,500㎜(W)×1,600㎜(H)로 가스누출이 없도록 제작·부착하며 Astoria System의 중앙

잠금장치와 실리콘 패킹으로 최고압 1.9kgf/㎠까지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또한, 자동잠금시스템(인터락)

으로 안전스위치를 부착하여 안전이 확인된 후 자동 훈증처리로 연계되도록 설계 제작한다.

•  소독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품은 해당 국가 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  소독장치의 사용약제는 MB+EO가스 제제, EO+불활성가스 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제작하여야 

하며, 저산소농도처리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소독시스템 부속장치

•  본체의 내부 온도 조절설비는 내부온도를 20～30℃를 소독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화조를 설치하

여 파이프 온수순환방식으로 제작하며, 훈증가스 기화용 동파이프를 설치하여 훈증제 기화기능을 갖

춘다.

•  소독약제 투약장치는 약제를 정량 투입할 수 있는 전자저울(10g～30kg)을 갖추어야 한다.

•  훈증장치의 감압설비 진공펌프는 소독 시 상용감압 -10kPa, -90kPa을 충족시키는 수봉식 진공펌프를 

설치한다.

•  기화기는 약제를 본체로 투약 전에 완전하게 기화시키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배기가스를 대기배출 허용농도 이하로 배기되도록 활성탄 흡착기(활성탄 30kg) 및 배기가스 희석장치

와 기수분리기를 갖추도록 한다.

•  소독 시 훈증장치 내에 유입되는 공기는 피소독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균, 곰팡이 포자를 여과할 

수 있는 에어휠타(Hepa Filter)를 사용한다.

(6) 운전 제어판

•  제어판은 소독시스템의 운전 및 공정을 표시하는 조작반으로 운전, 정지, 작동버튼, 소독공정 표시램프, 

온도조절계, 훈증타이머, 배기타이머 및 기기 작동과 이상 발생 표시 등 경보기 일체를 갖추어야 한다.

•  제어방식은 개별 제어방식으로 하며, 조절버튼으로 전원입력, 가온, 가스투약, 가스배기, 훈증실 배기, 

경보정지버튼으로 구성되고, 온도조절계는 본체 내부온도, 기화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시램프는 전원 상태, 가온, 투약, 소독, 배기, 종료, 전동기 이상, 비상정지, 경보작동 등 진행 공정상태

를 표시하여야 한다.

•  기록계는 본체 온도, 기화기 수온, 감압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부속 기기

•  가스누출검지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경보시스템을 갖추어 가스를 검지하고 경보작동과 동시에 

실내 배기용 팬과 연계 작동하여 가스를 배기하도록 한다.

•  소독 중 소독가스 누출 및 본체 내의 잔류가스농도를 점검할 수 있는 미량 가스검지기를 구비하여

야 한다.

•  소독 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갖추어야 한다.

•  소독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부속 공구를 갖추어야 한다.

(8) 유물 반입 카트

•  유물 반입 카트는 훈증고 내부에 2대가 설치되도록 1,000㎜(L)×800㎜(W)×1,000㎜(H)의 규격으

로 제작한다.

•  카트에는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하고 훈증고 반입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다.

(9) 소독시스템 주요 장치 및 기기

① 훈증소독시스템 주요 장치

•  기화기 : 기화기는 전기히터에 의한 온수가열방식으로 훈증제 기화는 코일형 동파이프를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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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기화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훈증고 내부 온도 가온은 PIPE순환방식에 의하여 되도록 하며 

스테인레스 수조로 제작

- SUS-304, 3T, 550㎜(W)×550㎜(H)×650㎜(L), 수조용량 16ℓ

- 전기히터 : 파이프히타, AC380V  5KW

- 동파이프(약제 기화) : Ø1/2″×15m

•   배기가스 흡착조 : 훈증처리 후 배출하는 훈증가스를 흡수하여 저농도 가스로 배출하기 위하

여 활성탄을 사용하여 가스를 흡착하는 가스 흡착조

- SS-400, Ø600㎜×1000㎜ 원통형

- 활성탄(야자2급) 30㎏, 2단 흡착조

•  가스희석탱크 : 가스흡착조를 경유하여 저농도로 변환된 가스를 배기배출 허용농도 이하가 되

도록 공기와 혼합 희석시키는 장치로 가스희석장치

- SS-400, Ø400㎜×400㎜(H)

•  저수탱크 : 가스희석 탱크를 거쳐 EO가스를 흡수한 물을 저장하는 탱크로 용량은 1Ton으로 

제작・설치한다.

② 소독시스템 주요 기기

•  진공 펌프 : 훈증제 침투력을 증가시키고, 가스배기 설비로 감압(진공)펌프

- 수봉식 삼상유도전동기 7.5KW 250Kg

- 배기량 : 2.50㎥/min

- 도달압력 : 740mmHg

- 급 수 량 : 12ℓ/min

•  순환펌프 : 파이프온수 순환장치의 순환모터

- 삼상유도전동기 0.5KW

- 순환량 : 5-55ℓ/min

•  훈증제 투약 전자저울 : 훈증제의 투약량을 10gr 단위로 계량하여 투약할 수 있도록 전자저울

- 50AC, 디지털 판형,  1눈값 10gr～최대 30kg

•  에어필터 : 훈증장치 흡입공기 에어필터로 Hepa Filter를 사용하여 세균, 곰팡이인자 제거 기능

- 형식 HCS-303015, 규격 305×305×150㎜

- 통기량  3.7㎥/min,  중량 3kg

•  훈증가스누출경보기 : 훈증장치 가스누출을 검지 경보하는 가스경보기

- 가스트론사 SK-5000(20～50ppm)

- 측정범위 알람 경보기능

•  산소농도측정기 : 저산소농도 처리 시 고내 산소농도 측정 장치

- 확산식 0～25.0 vol% 측정

(10) 소독시스템 운영 부대설비

•  소독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기설비로 380V 10KW의 전기를 전기실에서 연결 공급하도록 하며, 필요한 

배전반을 설치한다.

•  전기설비공사는 허가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   소독시스템 운전에 필요로 하는 물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급수설비를 시공한다.

•   소독시스템 운전 시 배출되는 가스의 안전한 배기를 위한 전용닥트와 가스배기 설비를 시공한다.

•   소독실 내의 누출가스 배기 및 실내 환기를 위한 전용닥트와 배기설비 공사를 시공한다.

4. 사업시행 일정표

일자 소독시스템 제작 설치·시행 내용

2011. 10. 13 ~ 10. 26
・소독시스템 제작설치 사업 제안서 심사

・계약 체결

2011. 10. 26 ~ 12. 02

・소독시스템 훈증장치 본체(Chamber) 설계 및 제작

・훈증장치 밀폐도어(Astorea system) 설계 및 제작

・훈증장치 부속기기 설계 및 구입

2011. 11. 11 ~ 12. 02

・소독시스템 제어판 훈증공정 설계

・소독시스템 제어판 저산소농도처리 설계

・제어판(Control panel) 제작

2011. 11. 28 ~ 12. 12

・소독실 훈증고용 전기가설공사

・소독실 공조배기, 환기시스템 설치

・소독실 급수배관 설치

・소독실 이중문 설치

2011. 12. 06 ~ 12. 15

・소독시스템 훈증장치 소독실 반입

・소독시스템 훈증장치 부속기기 조립

・제어판 연결 설치

・소독시스템 시운전 및 점검

2011. 11. 16 ~ 12. 15

・소독시스템 설계도, 회로도 정비

・소독시스템 운영, 관리지침 작성 

・사업시행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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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소독시스템 개관

1. 문화재 훈증소독

훈증(燻烝)소독은 필요로 하는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인 훈증제(燻烝劑, Fumigant)를 가스체로 유기

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투여하고 확산시켜서 살멸 목적의 살충(殺虫), 살미(撒微), 살균(殺菌)처리를 하

는 소독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액제, 입제, 분제상태의 미립자로 된 연무소독제(살충유제), 훈연소독제(DDVP), 증산제(DDVP) 및 합

성 제충국 등은 가스상태로 분리된 분자로서 확산되거나 훈증물 내부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훈증제

에서 제외하며 훈증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훈증제의 구비조건

•  상온에서 기체이거나 기화가 용이하여야 한다.

•  확산성이 크고 침투력이 강하며 훈증대상물에 수착(收着)이 적어야 한다.

•  금속에 대하여 비부식성이고 훈증 대상 문화재 재질에 변화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  인축에 대한 독성이 없거나 적으며 안전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  인화성, 폭발성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   훈증처리 후 약제가 훈증대상물에 장시간 잔류하지 않아야 한다.

•  가격이 저렴하며 구입 및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2) 훈증제 사용 현황 및 전망

훈증제                        구분 사용 현황 사용량 사용 국가

MB+EO 제제

살충・살균제

(혼합가스, 에키본)

・살충・살균효과 우수함

・사용성, 안정성이 양호

・2015년부터 MB 사용금지

100gr/㎥

24~48시간
한국

EO+HFC134a 제제

살충・살균제(에키흄S)

・살균・살충효과 우수함

・약해가 거의 없음

・프레온카본제제와 혼용 사용

200gr/㎥

24~48시간
일본

EO+HFC227ea 제제 

살충・살균제(오키시흄NF)

・살균・살충효과 우수함

・약해가 거의 없음

・프레온카본제제와 혼용 사용

300gr/㎥

48시간
일본, 미국

불화썰프릴

살충제(Vikane)

・살충제로 사용

・비점, 흡착성이 낮아 단시간처리

・안전장비 엄격 구비

40gr/㎥

24시간
미국, 일본

[산화에칠렌(Ethylene Oxide) 제제의 성상]

항목 에키본(일본) 에키흄S(일본) 오키시흄NF(일본)

유효성분
Ethylene Oxide 14%

Methyl Bromide 86%
E.O 15% E.O 10.4%

희석재 없음 HFC-134a HFC125, HFC227ea

비점 5℃ 전후 -20℃ 전후 -41℃

비중 2.8(공기=1) 3.0(공기=1) 4.0(공기=1)

폭발한계 7.5~17.5% 7.0~23.0% -

허용농도 1.0ppm (EO 1.0ppm) (EO 1.0ppm)

기준투약량 100g/㎥ 200g/㎥ 300g/㎥

[ 표준 훈증조건(살충·살미)]

사용목적 기온(℃) 훈증시간(hrs)
표준투약량(g/m3)

에키흄S 오키시흄NF

살충(殺虫, 卵) 20~30 24 60~100 100~150

살충(殺虫, 卵)

살곰팡이(殺黴)

20~25

25~30

48

24

200

200

300

300

※ 훈증물의 양과 재질에 따라 가스 흡착량이 많을 경우 투약량을 조정한다.

2. 소독시스템(燻蒸庫) 제작 설치 목적

문화재 및 유물이 해충 및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이 확인될 때 현존하는 가해 생물을 가장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살멸할 수 있는 방법이 훈증(燻蒸, Fumigation)처리법이다.

유물을 훈증 처리할 때에는 모든 사항을 유물의 안전과 보존을 최우선하여 검토・결정하여야 하며 

훈증조건과 방법은 유물의 재질 종류, 훈증목적, 훈증방법, 사용 훈증제의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훈증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유물의 훈증소독처리 방법은 정기적으로 서고 단위로 일괄적

으로 M.B+E.O 혼합가스와 M.B를 사용한 밀폐훈증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물피해 방제를 실시하

여 왔다. 단점으로 대량 훈증처리로 많은 훈증제 사용과 훈증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휴관으

로 인한 연구활동 및 소장자료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서고 이외의 시설에서 상시 소독이 가능하도록 소독시스템으로 감압 

훈증장치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부 훈증제 사용이 제한되는 2014년까지는 MB+EO 혼합가스

제제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EO가스제제(EO+HFC-134a 등) 등으로 훈증제를 대체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존담당자가 직접 소독처리하여 유해생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훈증장치의 활용도를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사용하던 훈증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저산소농도처리 또는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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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처리와 같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살충처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겸용 기능을 가지는 소독시스

템 훈증장치로 제작・설치하였다.

3. 소독시스템 개요

소독시스템은 내용적 5㎥ 규모의 고감압 및 저감압 겸용의 온수 PIPE순환방식에 의한 온도조절 기

능을 갖추는 훈증장치와 일정 자동화된 훈증공정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훈증장치 본체는 열압연강판으로 제작하고 외장과 내장은 스테인레스로 마감 설계하였다. 훈증고 밀

폐도어는 중앙핸들 조임방식과 실리콘 패킹으로 압착 밀폐하여 감압 및 양압에도 가스누출이 없도록 

하였다.

소독방법은 훈증제는 MB+EO제제, EO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저산소농도 살충처리를 위한 질소

(N₂)가스 사용 및 이산화탄소 살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겸용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기가스는 활성탄 흡착조 및 가스 희석장치와 기수분리기를 통과하여 대기배출 허용농도 이

하로 배기되도록 하여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훈증소독실 내부에는 가스누출경보시스템을 갖추어 

누출되는 가스를 검지하고 배기시스템과 연계 작동하여 가스를 자동으로 배기하도록 설계하여 안전한 

소독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 훈증공정을 제어판에서 일괄조작 자동 훈증공정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관리자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게 하였다.

1) 소독시스템 본체

•  소독시스템 훈증장치 본체는 내용량 4.55㎥로 고감압 및 저감압 겸용으로 소독 대상 소장품의 훈증장

치 반입 장치, 훈증고 온도조절 기능을 갖추고 일정 자동화 훈증시스템 기능을 갖춘 장치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   소독시스템 훈증장치 본체는 소독 시 상용감압은 -10kPa, -90kPa를 유지할 수 있는 내압구조로 제작

하여야 하며, 내압도는 1.0kgf/㎠ 이상으로 한다.

•  밀폐 도어는 Astoria System의 중앙잠금장치와 실리콘 패킹으로 최고압 1.9kgf/㎠까지 유지하도록 제

작하였다. 또한, 자동잠금시스템(인터락)으로 안전스위치를 부착하여 안전이 확인된 후 자동훈증처리로 

연계되도록 설계・제작하였다.

•  사용약제는 MB+EO가스 제제, EO+불활성가스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저산소농도처리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2) 소독시스템 부속장치

•  본체의 기화조는 내부온도를 20～30℃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온수 파이프 순환방식으로 제작하며, 훈증

가스 기화용 동파이프를 설치하여 훈증제 기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  약제 투약장치는 약제를 정량 투입할 수 있는 전자저울(10g～30kg)을 갖도록 하였다.

•  감압설비 진공펌프는 소독 시 상용감압 -10kPa, -90kPa를 충족시키는 수봉식 진공펌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배기가스를 대기배출 허용농도 이하로 배기하도록 활성탄 흡착기(활성탄 30kg) 및 배기가스 희석장치

와 기수분리기를 갖추도록 하였다.

•  훈증장치 내에 유입되는 공기는 피소독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균, 곰팡이 포자를 여과할 수 있는 

에어휠타(Hepa Filter)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운전 제어판

•  제어판은 소독시스템의 운전 및 공정을 표시하는 조작반으로 운전, 정지, 작동버튼, 소독 공정 표

시램프, 온도조절계, 소독타이머, 배기타이머 및 기기 작동과 이상 발생 표시 등, 경보기 일체를 갖

추도록 하였다.

•  제어방식은 개별 제어방식으로 하며 조절버튼으로 전원입력, 가온, 가스투약, 가스배기, 훈증실 배기, 경

보정지버튼으로 구성되고, 온도조절계는 본체 내부온도, 기화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시램프는 전원 상태, 가온, 투약, 소독, 배기, 종료, 전동기 이상, 비상정지, 경보작동 등 진행 공정상태

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기록계는 본체 온도, 기화기 수온, 감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4) 부속 기기

•  저산소 농도처리 및 이산화탄소 처리가 가능하도록 겸용 투약장치를 갖추고 산소, 이산화탄소 농

도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스누출 검지기를 설치하여 누출 가스를 검지하고 경보작동과 실내 배기용 브로와가 연계 작동

하여 가스를 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량 가스검지기를 갖추어 가스 누출 및 본체 내의 잔류 가스농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독 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갖추도록 하였다.

•  소독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부속 공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5) 유물 반입 수레

유물 반입 수레는 훈증장치 내부에 2대가 설치되도록 제작하며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하고 훈증고 

반입은 슬라이딩방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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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독시스템 개관도 7) 소독시스템 평면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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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살충처리법

고독성의 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 유해생물 방제 방법에는 저산소 농도상태 유지, 

이산화탄소 처리 및 저온처리법, 고온처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소독처리법은 비

교적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소독처리 공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방제효과를 얻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살충효과는 충분히 있고 살균효과가 없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유물 관리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와 실제 적용이 이루어

지고 있다.

1) 저산소농도 살충처리

산소농도를 0.3% 미만의 산소농도를 유지하여 해충을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탈산소제를 이용하여 산

소를 제거하거나 질소나 아르곤 등의 불활성 기체로 치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살충처리에는 해충에 따라 

7일～2개월이 소요된다.

2) 이산화탄소 살충처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약 60%로 유지하여 살충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살충처리에는 해충에 따라 7～

14일이 소요된다. 장점으로는 저산소농도처리법 만큼 고도의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아 훈증용 밀폐시트

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훈증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다. 다만 고습도 조건에서는 금속유물과 납 

계통의 안료성분 등에 변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저온처리법

영하 20～40℃의 저온에서 5～7일간 유지하여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 시 급격한 온

도 및 습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처리대상 유물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고온처리법

50～60℃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 수일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처리 

시 급격한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건축용 목재, 일부표본에 한정되어 적용하고 있다.

상기의 처리법들은 살충효과는 있지만 살균효과는 없으며 방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한정될 수 있고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독처리에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저산소환경이나 

이산화탄소의 중독은 처리자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시에는 실내의 산소농도, 이산화탄소

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약제 살충처리 방법 및 효과]

처리방법 저산소농도처리(질소, 아르곤, 불활성가스) 이산화탄소처리

적용 대상 ・문화재 전반 ・일부 민속품(의상, 목제품 등)

대상물 재질에 대한 영향
・대부분 영향이 없다.

・단, 습도, 풍압에는 주의할 것

・ 극한의 고습도에서 일부 금속, 일부 안료에서 

변색이 나타남

살충효과
・○~△

・목재 심부에 서식하는 해충에는 적용하기 곤란함

・○~△

・일부 목재해충(하늘소 등)에는 내성이 강함

살균효과 ・× ・×

인체 안전성
・○~△

・산소농도 18% 이하는 위험

・△

・이산화탄소 농도 1.5% 이상은 위험

처리시간

・처리기간 : 1~3주

・실온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

・[문화재 해충의 내성에 따른 처리기준] 참조

・처리기간 : 1~2주

・실온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

  ※ ○ : 높다   △ : 경우에 따라 낮다   × : 낮거나 없다.

  ※  일반적으로 처리시간이 길다. 인체나 재질에 대한 영향은 훈증제보다 비교적 적다. 안전성 면에

서는 매우 유리하다.

[문화재 해충의 내성에 따른 처리기준]

구분 해충 종류
저산소농도처리

O2 0.2%VOL 이하

이산화탄소처리

CO2 60%VOL 

그룹 1 권연벌레, 인삼벌레, 책좀벌레, 빗살수염벌레, 넓적나무좀
30℃ 3주간

20℃ 10주간
25℃ 2주간

그룹 2
애수시렁이, 애알락수시렁이, 이질바퀴, 

아메리카 건재흰개미

30℃ 1주간

25℃ 2주간

20℃ 4주간

25℃ 1주간

그룹 3
독일바퀴, 일본흰개미, Oriental silverfish, Firebrat, 

옷좀나방, 애옷좀나방

25℃ 1주간

20℃ 4주간
25℃ 1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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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독시스템(훈증장치) 규격 및 사양

1. 소독시스템 설명서

1) 소독시스템 사용 목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문화재 및 유물 살충 살균 소독

2) 소독시스템 사양

•  소독방법 : 고·저감압 훈증소독

                  고감압(高減壓) -90kPa / 저감압(低減壓) -10kPa

•  사용약제 : MB+EO 혼합가스(Methyl Bromide 86wt% + Ethylene Oxide 14wt%)

                  EO가스제제(Ethylene Oxide 15wt% + HFC-134a 85wt%)

                  질소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저산소농도 소독

•  운전방법 : 자동화시스템

•  훈증온도 : 25～30℃ 표준

•  훈증시간 

훈증 목적 MB+EO 혼합가스 EO가스제제

살충(殺虫, 卵)
4시간(-90kPa) 4시간(-90kPa)

24시간(-10kPa) 24시간(-10kPa)

살충(殺虫, 卵)・살미(殺黴) 24시간(-10kPa) 24시간(-10kPa)

•  배기시간 : 감압배기 20회

3) 훈증장치 주요 기능

•  Astoria system식 중앙핸들조임방식,  실리콘가스켓 압착 밀폐도어

•  상용 감압 -10kPa, -90kPa 유지 및 최고 유지 양압 1.0kgf/㎠ 유지

•  MB+EO, EO가스 및 저산소농도처리(질소, 이산화탄소) 겸용 소독시스템

•  온수 PIPE순환시스템에 의한 내부 온도조절 및 약제 기화 설비

•  활성탄 가스흡착조, 기수분리기를 이용한 안전한 가스배기

•  Hepa Filter 에어필터를 설치 정화된 외부공기 급기

4) 규격

•  형식 :  KCSC - F5형

•  내용적 : 4.55m³(3.25m²)

내부규격 : 2,500(L)×1,300(W)×1,400㎜(H)

외부규격 : 3,000(L)×1,600(W)×1,950㎜(H)

•  재질 : 열압연강판(SS-41)

외부 : SUS-404 마감

내부 : SUS-404 마감

•  상용압력 : -90Kpa ～ 0(대기압)

•  내부장치 : 온수 PIPE순환시스템

•  도어방식 : 수동 개폐형 밀폐도어(Astoria system)

•  밀폐방법 : 중앙 핸들조임 방식, 실리콘 가스켓 압착

•  내 면 적 : 3.25m²

                 내부규격 : 2,500(L)×1,300㎜(W)

•  가스경보 : 20～50ppm 알람방식(가스트론사 SK-5000)

   

5) 제어판(Control Panel)

•  제어판 형태 : 전면개폐식

•  제어방식 : 개별제어방식

•  표시램프 : 전원, 예열, 자동공정, 감압, 투약, 훈증완료, 배기, 완료, 도어열림, 닫힘, 온수순환,

                   투약, 감압펌프, 급기

•  표시계 : 전압(VOLT, AMP)

•  조절버튼 : 자동(AUTO), 수동(MANU)

                  전원, 순환펌프, 기화기, 감압펌프, 투약, 급기, 타이머

•  조절계 : 고내온도, 기화기 온도, 훈증시간, 습도, 훈증약량

•  제어판 기기 : 제어 네트워크 CC-Link, 트랜스, 접속기, 서키트 프로텍터

•  외부 기기 : 온도센서, 가스누출경보기, 산소농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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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시스템(훈증장치) 규격 및 사양

1) 훈증장치 규격

구성 장치명 규격/사양

훈증장치 본체

・내용적 : 4.55m3

・상용감압도 : -10kPa, -90kPa, 내압도 : 1kgf/㎠

・재질 : 열압연강판(SS41, 8t)

・외장 : SUS-304, 내장 : SUS-304

밀폐문
・수동개폐 스윙식 Austoria System 중앙핸들조임방식

・실리콘 가스켓 밀착

기화조

・본체 상용온도 25℃ 유지, 온수파이프(SUS-304) 가온 구조

・약제 기화기 동파이프 설치

・전기히타 5㎾

약제투약 장치 ・전자저울(10g~50kg)에 의한 수동투약시스템

가스배기 장치

・배출가스 흡착조(활성탄 30kg)

・배기가스 희석, 기수분리기

・본체 배기전용 PIPE라인 설치

・집수탱크

기기류

・수봉식 진공펌프(7.5KW 2.5㎥/min, 740mmHg, 12ℓ/min)

・온수순환펌프(0.5KW 5/55ℓ/min)

・에어필터(Hepa Filter)

제어판

・개별제어방식

・공정별 제어스위치, 표시램프

・기화기온도계, 본체압력계, 본체온도계

안전기기

・가스누출경보기(가스트론사 SK-5000, 20~50ppm알람)

・기록계(코닉스사 KR-100N 압력, 온도 기록)

・유물 이동 수레 2set

 약제 및 기타

・산소센서 연결 부착구 설치 및 산소농도센서 1Set

・질소가스 실린더 1개

・훈증제 실린더 2개

2) 소독시스템 본체

•  소독시스템 본체(이하 ‘훈증장치’라고 함)는 내용량 4.55㎥로 고감압 및 저감압 겸용으로 소독 대상 소

장품의 훈증고 반입 장치, 훈증고 온도조절 기능을 갖추고 일정 자동화 훈증시스템 설비로 제작하였다.

•  본체는 열압연강판(SS-41, 8t)을 사용하며 외장과 내장은 SUS-304로 제작하였다.

•  훈증장치 본체는 소독 시 상용감압은 -10kPa, -90kPa를 유지할 수 있는 내압구조로 최고 유지 양압은 

1.0kgf/㎠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훈증장치 밀폐도어는 규격 1,500㎜(W)×1,600㎜(H)로 Astoria System의 중앙잠금장치와 실리콘 패킹

으로 최고압 1.9kgf/㎠까지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잠금시스템(인터락)으로 안전스위치를 부착

하여 안전 확인 후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  모든 기기 및 장치는 국가 인증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규격품을 사용하였다.

•  훈증장치의 사용약제는 MB+EO제제, EO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저산소농도처리가 가능한 질소(N₂)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였다.

3) 소독시스템 부속장치

•  훈증장치의 내부 온도 조절설비는 내부온도 20～30℃를 소독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화조를 설치

하여 파이프온수순환방식으로 제작하며, 훈증가스 기화용 동파이프를 설치하여 훈증제 기화기능을 갖

추도록 하였다.

•  소독약제 투약장치에는 전자저울(10g～30kg)을 갖추어 약제를 투약하도록 하였다.

•  감압 진공펌프는 상용감압 -10kPa, -90kPa를 충족하는 수봉식 진공펌프를 설치하였다.

•  배기가스를 대기배출 허용농도 이하로 배기되도록 활성탄 흡착기(활성탄 30kg) 및 배기가스 희석장치

와 기수분리기를 갖추도록 한다.

•  소독 시 훈증장치 내에 유입되는 공기는 피소독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균, 곰팡이 포자를 여과할 

수 있는 에어필터(Hepa Filter)를 사용한다.

4) 운전 제어판

•  제어판은 소독시스템의 일정공정을 완전 자동화 훈증시스템으로 운전하도록 설계하며 운전 공정을 표

시램프, 기화기 온도조절계, 압력계, 훈증 및 배기타이머, 공정 전환스위치 및 기록계를 갖추도록 한다.

•  조작스위치는 전원입력, 가온, 감압, 가스배기, 자동공정, 공기송입으로 한다. 

•  표시램프는 전원 상태, 가온, 자동공정, 투약, 훈증, 가스배기, 공기송입, 종료를 표시하도록 한다.

5) 훈증약제

•  훈증제로 MB+EO 혼합가스 20kg(2 cyld)를 구비하였다.

•  저산소농도처리용으로 질소가스 5m3(1 cyld)를 구비하였다.

6) 훈증장치 부속 기기

•  가스누출검지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경보시스템을 갖추어 가스를 검지하고 경보작동과 동시에 실내 

배기용 브로와가 연계 작동하여 가스를 배기하도록 설계한다.

•  소독 후 훈증장치 내의 잔류가스농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미량가스검지기를 구비하고, 필요한 가스검지

관을 구비하였다.

•  소독 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구비하였다.

•  저산소농도처리 시에 사용하도록 산소농도측정기를 구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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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증장치 정비에 필요한 부속 공구를 구비하였다.

7) 유물 반입 카트

•  유물 반입카트는 훈증장치 내부에 2대를 설치하여 다량의 유물을 훈증 처리할 수 있도록 1,200(L)×

1,200(w)×1,400㎜(H)의 규격으로 제작・사용하도록 하였다.

•  카트는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하고 훈증장치 반입은 슬라이딩방식으로 하였다.

8) 소독시스템 부대 설비

•  훈증장치 운전에 필요한 380V 10KW의 전기를 전기실에서 연결하여 훈증고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배전반을 설치하였다.

•  훈증장치 운전에 필요한 급수설비를 하여 기화조와 저장탱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  훈증장치 소독 시 배출되는 가스의 안전한 배기를 위하여 훈증고 전용 PIPE 라인을 연결하고 소독실 

배기를 위하여 배기모터를 설치하고 천정, 벽체에 배기덕트를 설치하여 기계실을 경유 외부로 연결 가

스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독실 출입문 전면에 전실(前室)을 갖추고 이중 출입문을 설치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소독시스템 주요 장치·기기

1) 훈증장치 주요 장치

(1) 기화기

기화기는 전기히터에 의한 온수가열방식으로 훈증장치 내부 가온은 PIPE 순환방식으로 하며 훈증제 

기화용으로 코일형 동파이프를 설치 경유 간열기화방식

•  SUS-304, 3T, 수조용량 16ℓ Ø550×550㎜(H)

•  전기히터 : PIPE HEATER, AC 380V 5KW

•  동파이프(약제기화) : Ø1/2″×15m

(2) 가스 흡착조

훈증처리 후 배출하는 훈증가스를 흡수하여 저농도 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활성탄을 사용하여 가스

를 흡착하는 가스흡착조

•   SS-400, Ø600×1000㎜ 원통형

•  활성탄(야자2급) 40㎏, 2단 흡착조

(3) 가스 유수분리기

가스흡착조를 경유하여 저농도로 변환된 가스를 배기배출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물에  EO가스를 

흡수시키는 가스희석장치

•  SS-400, Ø300㎜×450㎜(H)

(4) 저수탱크

가스희석 유수분리기를 거쳐 EO가스를 흡수한 물을 저장하는 저수탱크

•  SS-400, 1000(L)×1000(W)×1000㎜(H)

(5) 에어필터

•  형식 : HCS-303015, 규격 : 305×305×150㎜

•  통기량 : 3.7㎥/min, Hepa Filter 장착

2) 훈증장치 주요 기기

(1) 진공 펌프(Vacuum Pump)

•  형식 : HYUNDAI, HDWP-10HP-IS

•  전동기 : 삼상유도전동기 7.5KW 10HP, 60Hz

•  최대 진공도 : 740mmHg

•  배기량 : 3,000ℓ/min

•  구경 : 50mm

•  회전수 : 1,740rpm

(2) 온수 순환펌프

•  형식 : HANIL PB-51-1

•  규격 : 단상 220V 1.0KW 60Hz

•  양수량 : 40ℓ/min

(3) 배기 팬

•   형식 : DAIRYUN DR-G 28 FSA

•  규격 : 단상 220V 0.58KW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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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풍량 : 3,180m³/hrs

(4) 전자저울

•  형식 : CAS, PB

•  규격 : 12V, LCD, 디지털 판형

•  측정범위 : 1눈값 10gr～최대 60kg

(5) 가스누출 경보기

•  형식 : 가스트론社 SK-5000

•  측정범위 : 0～2,000ppm, 경보표시, 알람기능

 

(6) 기록계

•  형식 : KONICS, KRN-50

•  입력사양 : RTD, TC, Analor

•  표시범위 : ±0.2%  F.S ±1 digit

•  기록방식 : 열전사 50mm PAPER, PC

(7) 산소농도측정기

•  형식 : GASTEC, SPD-100/O2

•  측정범위 : 0.2～25.0 VOL% ±3% 

4. 훈증장치 제어시스템

1) 제어판 구성

제어판은 훈증장치의 운전을 진행, 조작을 행하는 Control Panel으로 훈증공정 표시램프, 온도조절

계, 훈증타이머, 운전・정지 조작버튼, 제기록계 및 가스누출경보기를 일체적으로 갖추고 모든 공정을 제

어한다.

•  제어판 형태 : 전면개폐식

•  제어방식 : 개별제어방식

•   표시램프 : 전원, 예열, 자동공정, 감압, 투약, 훈증완료, 배기, 완료

                  도어열림, 닫힘, 온수순환, 투약, 감압펌프, 급기

•  표시계 : 전압(VOLT, AMP)

•  조절버튼 : 자동(AUTO), 수동(MANU)

                 전원, 순환펌프, 기화기, 감압펌프, 투약, 급기, 타이머

•  조절계 : 고내온도, 기화기 온도, 훈증시간, 습도, 훈증약량

•   제어판기기 : 제어 네트워크 CC-Link, 트랜스, 접속기, 서키트 프로텍터

•  외부기기 : 온도센서, 가스누출경보기, 산소농도측정기

  

2) 제어시스템

제어시스템은 훈증장치의 운전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훈증공정 진행이 램프로 

표시되고 고내온도 및 기화기 온도를 멀티입력방식으로 자동 조절하며 타이머에 의하여 요구하는 훈증

시간을 설정하여 자동 진행되도록 한다.

준비단계로 기화조, 고내온도 조절계의 온도를 설정하고, 진공도를 설정 감압하여 훈증제 투약 및 훈

증시간을 설정하여 훈증을 진행시킨다. 훈증처리 시간이 되면 진공펌프가 작동하여 가스를 배기하는 과

정을 진행한다.

5. 장치 및 기기 목록  

1) 훈증고 장치, 기기 목록 

주요 장치명 규격 및 사양 세부사항

훈증장치 본체

Fumigating square box

・형식 : KCSC - F5형

・내용적 : 4.55m³(규격 : 2,500(L)×1,300(W)×1,400㎜(H))

・재질 : SS-41, SUS-404 마감

・상용압력 : -90Kpa~0(대기압)

・도어방식 : Astoria system(수동개폐, 중앙 핸들조임)

제어판 

Control panel

・표시램프 :  전원, 예열, 감압, 투약, 훈증완료, 배기, 완료

                 도어열림, 닫힘, 온수순환, 투약, 감압펌프, 급기

・표시계 : 전압(VOLT, AMP)

・조절버튼 : 자동(AUTO), 수동(MANU)

                  순환펌프, 기화기, 감압펌프, 투약, 급기, 타이머

・조절계 : 고내온도, 기화기 온도, 훈증시간, 습도, 훈증약량

기화기 

Gas evaporator

・재질 : SUS-304, 3T

・수조용량 : 16ℓ Ø550×550㎜(H)

・전기히터 : PIPE HEATER, AC 380V 5KW

・동파이프 : Ø1/2″×15m

가스흡착조 

Exhaust gas suction system

・재질 : SS-400

・규격 : 원통형 : Ø600×1000㎜

・활성탄 : 야자2급 40㎏, 2단 흡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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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독시스템 운전방법

1) 훈증장치 운전공정

주요 장치명 규격 및 사양 세부사항

기수분리기

・재질 : SS-400

・분리기 : Ø300×450㎜(H)

・저수탱크 : SS-400, 1000(L)×1000(W)×1000㎜(H)

에어필터 

Air filter

・형식 : HCS-303015

・규격 : 305×305×150㎜

・통기량 : 3.7㎥/min, Hepa Filter 장착

진공펌프 

Vacuum Pump

・형식 : 수봉식, HDWP-10HP 전동기 7.5KW 10HP 60Hz

・최대진공도 : 740mmHg

・배기량 : 3,000ℓ/min

・회전수 : 1,740rpm

배기휀 

Exhaust blower

・형식 : DR-G 28 FSA

・규격 : 단상 220V 0.58 KW 60Hz

・최대풍량 : 3,180m³/hrs

2) 훈증 장치 기기, 비품 및 공구 

주요 기기명 규격 및 사양 세부사항

전자저울

Electronic scale

・형식 : CAS, PB

・규격 : 12V, LCD, 디지털 판형

・측정범위 : 1눈 값 10gr~최대 60kg

가스누출 경보기

Gas leak alarm

・형식 : 가스트론社 SK-5000

・측정범위 : 0~2,000ppm

・규격 : 경보표시, 알람기능

기록계

Hybrid recorder

・형식 : KONICS, KRN-50

・입력사양 : RTD, TC, Analor

・표시범위 : ±0.2% F.S ±1 digit

・기록방식 : 열전사 50mm PAPER, PC

산소농도 측정기

Oxygen guage

・형식 : GASTEC, SPD-100/O2

・측정범위 : 0.2~25.0 VOL% ± 3% 

・규격 : 경보표시, 알람기능

훈증 비품

Fumigation equipment

・가스검지기 Gastec, Tube Set 0~100ppm

・방독면 분리식 전면형, 정화통 2 set

・방독면 직결식 마스크형 3, 정화통 3 set

・방진마스크 1 box

・니트릴장갑 1 set

예비공구

Machine tool

・공구, 자재 보관 캐비넷 1 set

・파이프 랜치(대) 1 ea

・파이프 랜치(소) 1 ea

・몽키스패너(대) 1 ea

・몽키스패너(소) 1 ea

・햄머 1 ea

・드라이버(+) 1 ea

・드라이버(-) 1 ea

전원 ON

유물 수납

유물카트 반입

밀폐도어 잠금

자동공정 ON

문개방 불가

자동공정 진행

훈증 진행

설정시간 훈증 진행

훈증 준비

기록지 Set

급수밸브 열림

온도 확인

기화조 온도 65℃

훈증고내 온도 25℃

챔버 감압

진공펌프 작동

감압 진행

가스 배기

진공펌프 작동

가스 배기

유물 반출

유물카드 반출

흡착가스 탈착처리

농도 확인

잔류가스농도 확인

공기 송입, 추가배기

예열

기화조 온도 65℃

고내 온도 25℃

진공도 선택

고감압  -90kPa

저감압  -10kPa

훈증가스 투약

훈증제 실린더 연결

수동투약

가스배기 종료

완료램프 점등

문개방 가능

전원 OFF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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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시스템 운전공정

(1) 훈증 준비

•  주 전원 스위치 ON 하여 제어판의 S/W・VALVE ON 확인

•  급수밸브를 열어 기화조의 만수상태를 확인(물 부족 시 갈수램프가 켜지고 자동공정 진행이 되지 않음)

(2) 계기 제어, 타임 설정

•  기화조 온도계 : 통상설정온도 55℃ or 65℃ 

•  고내온도계 : 통상설정온도 25℃(훈증물에 따른 설정)

•  훈증타임 : 퉁상설정 24시간(훈증목적에 따른 설정) 

•  배기타임 : 통상설정 20회(훈증물에 따른 설정)

•  진공도 전환 : 고감압 -90kPa, 저감압 -10kPa

•  설정 기준 

훈증 목적 MB+EO 혼합가스 EO가스제제

살충(殺虫, 卵)
4시간(-90kPa) 4시간(-90kPa)

24시간(-10kPa) 24시간(-10kPa)

살충(殺虫, 卵)・살미(殺黴) 24시간(-10kPa) 24시간(-10kPa)

(3) 유물 반입, 도어 잠금

•  훈증대상 유물 운반카트 반입

•  비 훈증물 반입 여부 확인

•  중앙 잠금장치 이용 완전 잠금

•  안전스위치 확인(안전스위치 작동 시에만 자동훈증공정이 진행됨)

(4) 훈증 진행

①   전원 : 메인 전원을 ON 시켜 제어판에 전원이 켜지도록 한다.

•  훈증중 램프 점등된다.

②   전조절 및 예열

•  제어판(CONTROL PANEL) 내부의 NFB S/W를 모두 켠다.

-  MAIN, VACUUM, VAPOR, HUMIDITY, CIRCULATION

•  DSF88-LEVEL UNIT(FLOATLESS S/W-수위조절)의 ON상태를 확인한다.

•  기화조 가온을 위하여 【기화기온도계】의 온도를 65℃로 설정한다.

-  온수 순환펌프를 작동하면 온수순환에 의하여 설정온도까지 상승한다.

•  본체 가온을 위하여 【고내온도계】의 온도를 25℃로 설정한다.

・기화조 온수순환에 의하여 설정온도까지 상승한다.

•  AUTO, MANUAL 스위치를 MANUAL에 위치시킨다.

•  온수 순환펌프(CIR P/P) S/W를 ON시킨다.

•  기화조 히터 S/W를 ON시킨다.

-  이때, CIRP/P, VAPOR, HUMIDITY 외 S/W는 OFF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훈증시간 설정

•  훈증목적, 대상물에 따른 훈증시간을 【훈증시간계】에 설정한다.

•  훈증처리 기준 참조

훈증 목적 MB+EO 혼합가스 EO가스제제

살충(殺虫, 卵)
4시간(-90kPa) 4시간(-90kPa)

24시간(-10kPa) 24시간(-10kPa)

살충(殺虫, 卵)・살미(殺黴) 24시간(-10kPa) 24시간(-10kPa)

④   감압

•  감압펌프 S/W를 ON시킨다.

- COMPOUND 수치가 -91.0kPa에 도달하면 감압펌프 S/W를 OFF시킨다.

⑤   훈증제 투약

•  훈증가스 실린더에 가스PIPE 어댑터를 연결한다.

•  훈증가스 실린더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집합장치의 밸브를 열어 설정한 약량을 전자저울로 측

량하여 투약한다.

-  훈증가스가 설정치보다 과다 투약되면 실린더와 집합장치의 밸브를 연다.

⑥   훈증 진행 : 설정된 훈증시간 동안 훈증이 진행된다.

•  훈증처리 중에는 온수순환방식으로 고내온도가 유지된다.

•  자동공정 진행 중에 필요시 공정 단축, 완료를 자동공정 버튼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훈증가스 투약 후에는 반드시 가스배기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가스배기

•  훈증시간이 종료되면 진공펌프가 작동하여 외부공기가 고내로 들어오고 훈증가스 배기 공정이 

진행된다.

-  에어필터 여과 공기가 송입되고 가스밸브의 가스를 제거하고 반복적으로 감압 펌프가 작동하

여 가스배기가 진행된다.

-  배기가스는 활성탄 흡착조, 기수분리기, 희석탱크를 거쳐 외부로 배출된다.

•  가스배기는 진공펌프 20회 작동 시까지 배기된다.

•  훈증종료 후 방치시간동안 유물에 흡착된 가스가 탈착되어 훈증고 내부에 잔류가스가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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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에는 감압펌프 S/W를 ON시켜 진공도가 -90kPa에 도달하면 OFF시킨 후 급기 S/W를 

ON시켜 감압도 0에 이를 때까지의 공정을 2회 반복하여 고내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다.

⑧   도어 개방

•  순환펌프, 기화기 히터 S/W를 OFF시킨다.

•  밀폐도어의 핸들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도어를 개방한다.

⑨  유물 반출

•  유물반입 카트를 수레로 반출한다.

•  반출된 유물은 소독실에서 2～5시간 정도 대기하며 흡착가스를 완전히 배출한 후 외부로 반출 

및 서고에 반입한다.

7. 저산소농도처리 방법

본 훈증장치는 O₂, CO₂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저산소농도처리 및 이산화탄소처리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1) 저산소농도 살충처리

•  훈증장치 내부에 산소농도 측정기기(확산식 0～25.0 vol% 측정)를 부착하여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훈증제 투약장치에서 질소가스, 아르곤가스 실린더를 전환 연결한다.

•  진공펌프를 작동하여 -90kPa로 감압시킨 후 질소가스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투입

하여 산소농도를 0.2～0.3% 이하로 맞춘다.

•  질소가스 실린더의 레규레다를 양압으로 변환하여 처리기간 동안 유지한다.

•  처리기간이 종료되면 갑압과 급기를 2～3회 반복하여 가스를 배기한다.

2) 이산화탄소 살충처리

•  훈증장치 내부에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확산식 0～100 vol% 측정)를 부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

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훈증장치 내부에 가스교반이 가능한 Exel형 Fan을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투입 후 농도 균일화를 

유지하도록 한다.

•  훈증제 투약호스를 분리하고 이산화탄소 실린더로 바꾸어 아답타를 연결한다.

•  진공펌프를 작동하여 -90kPa로 감압시킨 후 이산화탄소를 투입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60%가 

되도록 투입한다.

•  급기밸브를 열어 상압으로 전환한 후 급기밸브를 잠근다.

•  처리기간이 종료되면 갑압과 급기를 2～3회 반복하여 가스를 배기한다.

Ⅳ. 사업자 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문화재 및 유물은 약 27만 여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류, 목재류, 

섬유류 등의 유기질 재질로 구성된 유물이다.

소장유물은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그 재질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생물학적 열화를 받아 손상을 받

기 쉬우며 손상 시 원형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생물방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문화재 훈증소독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고 유물에 대하

여 장기간 훈증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M.B+E.O 혼합가스의 주성분인 Methyl bromide가 몬트리올 협

약에 의거 2015년 이후부터 사용이 중지되게 된다. 따라서 Methyl bromide의 대체훈증제로 우리나라

에서 사용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용 훈증제는 훈증효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사용법, 안전성 등이 검

증된 Ethylene Oxide에 불활성가스를 혼합한 EO가스제제(EO+HFC-134a 등)로 대체될 것이 유력하

다. 일본에서는 Methyl bromide 사용이 제한된 2005년 이후부터 Methyl iodide, Propylene oxide제제, 

Ethylene Oxide제제, Sulfuryl fluoride 등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훈증약제

를 사용하지 않고 살충처리를 할 수 있는 저산소농도 살충처리(질소, 아르곤 등의 불활성가스 사용), 이

산화탄소 살충처리에 대한 연구실험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일부 박물관에서 유물 소독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생물방제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첫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서고의 온습도를 UNESCO 서고 권장기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

로 IPM(Intergrated Pest Management, 종합적 해충관리 또는 종합적 유해생물 관리)으로 서고의 해충 

및 곰팡이류 서식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소독처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외부로 부터의 유물의 반입 시 훈증장치를 이용해 소독처리를 실시한 후 서고 내로 반입하고 

유해생물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서고 소장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생물 방제법을 권고

한다.

셋째, 저산소 농도처리 또는 이산화탄소처리와 같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살충처리법을 적용하여 

생물방제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유물관리자가 직접 처리하기를 권장한다.

이에 소독시스템 제작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훈증장치의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

용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소독시스템(훈증장치)의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가 주어지

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끝으로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한 고저감압 겸용훈증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사업 기간 내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님, 정보자료관리부 부장

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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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소독시스템 관리 방법

1. 소독시스템(훈증장치) 운영 시 주의사항

•  훈증장치 기기의 조작은 반드시 운영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  전원을 켜고 제어판(CONTROL PANEL)의 모든 스위치, 램프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훈증 공정 중에는 각 타이머의 설정, 수치를 변경을 금지하여야 한다.

•  밀폐도어는 실리콘 패킹으로 압착되므로 문틈, 패킹에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  예열공정 전에 반드시 기록계의 기록지를 세팅하도록 한다. 작동 후에는 기록계의 기록지를 확인하여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며, 기록 내용으로 공정 중 이상 작동 및 고장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자

료로 사용된다.

•   훈증 중에는 메인 수도밸브를 열어 기화조, 진공펌프,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한다. 수량이 부족하

면 전기히터, 진공펌프의 고장 원인이 된다.

•  훈증공정 중에는 도어를 임의로 개방하여도 인터락장치가 부착되어 열리지 않으며, 강제로 개방할 경

우 도어에 손상을 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공정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마스크, 장갑)를 착용하여야 한다.

•  훈증가스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유기가스용 방독면을 착용하여야 한다,

•  훈증장치는 주기적으로 가스밸브, 이음새 부위를 가스검지기, 비눗물을 사용 점검하여 가스 누출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  훈증장치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1～2회 시운전을 하여 기기의 원활한 작동 성능을 유지

하도록 한다.

•   훈증장치 외부에는 상시 훈증가스의 누출을 검지하는 가스누출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경보시스템

은 가스가 누출되어 검지될 때 경보와 동시에 배기팬이 연계 작동하여 소독실 내의 누출된 가스를 배

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안전한 훈증처리를 할 수 있다.

•  소독실 내에 배기 팬이 가스배기, 실내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동 조작으로 소독실에 설

치된 배기덕트를 통하여 소독실 내부의 잔류 가스, 냄새 등을 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소독시스템(훈증장치) 점검 방법

1) 일상 점검

훈증장치는 다양한 기기들과 PLC의 연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감압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운전 전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  훈증장치 본체의 외관적인 손상유무를 관찰한다.

•  전원을 켜고 제어판(CONTROL PANEL)의 모든 스위치, 램프, 부져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밀폐도어의 개폐 상태, 잠금장치의 원활한 작동 및 가스켓의 상태를 확인한다.

•  챔버 내부의 물기, 이물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청소를 한다.

•  운전 시 진공펌프, 순환모터의 과도한 진동, 소음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  훈증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연결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기화기의 수량은 수시로 확인하여 적정 수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  가스배기 덕트의 손상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  가스검지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연간 정기 점검

훈증장치는 다양한 기기들과 PLC의 연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감압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연중 2회 일정을 정하여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  훈증장치 본체의 손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를 한다.

•  훈증장치 밀폐도어의 카스켓의 마모, 흠집 등을 점검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클리닝을 실시한

다.

•  훈증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의 손상, 변형 및 노즐의 조임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를 한다.

•  진공펌프의 작동상태, 진동, 소음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제조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비

를 한다.

•  가스기화기의 수조에 불순물이 있을 경우 물을 교체한다. 필요 시 히터의 오염을 세척하고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  에어필터는 상태를 조사하여 적정시기에 교체를 한다.

•  가스흡착조의 활성탄은 훈증장치 사용횟수를 정하여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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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독시스템(훈증장치) 유지보수

훈증장치는 다양한 기기의 연계 작동에 의하여 운전되므로 설치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훈증장치 설치 완료 후 기기 작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담당직원에게 훈증장치 설치 후 1년간 훈증고 소독처리에 참여하여 기기 운영방법을 숙련시킨다.

•  훈증장치 설치 후 유지보수기간은 2년으로 무상 A/S를 하며 훈증고를 6회 운영하여 교환이 필요한 활

성탄, 에어 헤파필터를 무상으로 교환하도록 한다.

•  유지보수기간 중 훈증장치 기기의 점검 항목은 연중 정기 점검항목으로 한다.

•  무상 A/S 기간 후의 소모품 교체 및 기기정비는 실비로 한다.

 Ⅵ. 소독시스템 사진대장 및 도면 

1. 소독시스템 배치도

[소독시스템 설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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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시스템 회로도][훈증장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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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스템 제어판 배치도] [훈증소독실 평면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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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소독실(1층) 평면도(배기덕트, 전기, 수도)] [지하1층 배기덕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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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시스템 사진대장

[소독시스템(훈증장치 - 전면 제어판, 밀폐도어)]

[ 소독시스템(훈증장치 - 감압챔버, 4.55m3, SS, SUS 재질)]

[소독시스템(훈증장치 제어판, Control panel)]

[소독시스템(감압펌프, 기수분리기, 저수탱크 장치)]



208 209제4장 소독시스템 제작보존관리2011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 4

[소독시스템(활성탄 흡착조 장치)]

[소독시스템(기화조 장치)]

[소독시스템(가스배기, 급기장치 - 에어필터, 배기라인)]

[ 소독시스템(훈증장치 전용 전기설비 - 380V, 12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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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스템(훈증소독실 - 배기라인 설치 - Duct, Fan)]

[ 소독시스템(훈증소독실 - 천정배기구, 벽체배기구, 환기구)]

3. 소독시스템 제작 설치 사진자료 

훈증장치 제작 공정

훈증장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반입

훈증장치 소독실 설치작업 훈증장치 설치 완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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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비트 내에 설치된 배기덕트

훈증장치 전용 전기설비공사

훈증장치 배기라인 설치공사

기계실 경유 외부 배기덕트라인

훈증장치 전용 전기(380V 10KW)

훈증장치 배기팬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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