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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 제 22대 국왕인 정조에 의해 설립된 왕실도서

관 겸 학술연구기관으로 많은 국내·외 기록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

장 문화재 중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의궤』 등

과 같이 많이 알려진 자료도 있지만 아직 일반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귀중

한 문화재가 훨씬 많습니다. 이들 자료들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초판본, 규장

각에만 현존하는 유일본 등 대부분이 귀중본 자료들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

구원은 이처럼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막중

한 책임감을 느끼며,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보, 보물, 세계기록유산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존수리사업은 기록문화재의 손상방

지와 수명연장, 예방보존 환경구축,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

습니다.

2014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보존환경 제

어, 대체본 제작, 보존처리 연구, 자체보존관리 등 5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규장각 소장 책판 중 현재 판본으로 존재

하지 않거나 1부만 남아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책판을 새로 인출하여 장서로 

등록하고, 누락부분의 책판은 다시 제작하여 완질 책판으로 보완하는 ‘책판 

인출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재 정본화 및 책판활용을 통

한 장서 확충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머 리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 인 걸

보존수리사업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본을 직접 처리하는 수리복원 뿐만 아니라 모사·복제 등 대체본 제

작, 책갑 및 굵게말이축 제작 등에도 분야별 장인이 참여하여 보존과학을 기

반으로 한 전통재료와 전통기술의 복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존처리사, 한지장, 수직 장인. 전통먹장, 염색장, 매듭장, 모사공, 서각장, 소목

장, 두석장, 칠장 등 전통분야 명장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처리 기술개

발에 여러 학문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존과학, 서지학, 역사학, 동양화, 미

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등의 학제간 연구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

는 전통산업의 활성화와 전통기술 전승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세부 기술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모두 포함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의 배포로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규장각 사업을 검증 받고, 아울러 국내 보존과학계 발전에 도움이 되

길 바랍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

연구부,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관

련부처 담당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 사업개요 023

 1. 사업목적 023

 2. 대상유물 목록 024

 3. 사업 참여인력 현황 031

 

Ⅱ. 수리복원 개요 033

 1. 기본방침 033

 2. 보존처리 개요 033

 3. 사용재료 037

Ⅲ. 내각일력류의 보존처리 042

 1. 해제 042

 2. 보존처리 과정 043

 3. 내각일력 奎13030 vol.180 054

 4. 내각일력 奎13030 vol.204 062

 5. 내각일력 奎13030 vol.229 070

 6. 내각일력 奎13030 vol.373 078

 7. 내각일력 奎13030 vol.376 085

 8. 내각일력 奎13030 vol.379 093

 9. 내각일력 奎13030 vol.382 100

 10. 내각일력 奎13030 vol.388 107

 11. 내각일력 奎13030 vol.390 116

 12. 내각일력 奎13030 vol.406 123

 13. 내각일력 奎13030 vol.458 131

 14. 내각일력 奎13030 vol.682 139

 15. 내각일력 奎13030 vol.801 147

 16. 내각일력 奎13030 vol.805 154

 17. 내각일력 奎13030 vol.1067 162

목    차

1 장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8. 내각일력 奎13030 vol.1115 171

 19. 내각일력 奎13030 vol.1118 179

 20. 내각일력 奎13030 vol.1121 188

 21. 내각일력 奎13030 vol.1126 196

 22. 내각일력 奎13030 vol.1192 204

 

Ⅳ. 선원록류의 보존처리 213

 1. 해제 213

 2. 보존처리 과정 215

 3. 정묘식년선원가현록 奎8807 vol.4  225

 4. 기유식년선원가현록 奎8827 vol.1  233

 5.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ol.1 240

 6. 을유무자양식년선원가현록 奎8989 vol.1  247

 7. 기묘식년종친가현록 奎8995 254

 8. 기묘식년류부가현록 奎9118 261

 9. 세종대왕 종친록 圭9127 267

 

Ⅴ. 타량성책류의 보존처리 276

 1. 해제  276

 2. 보존처리 과정  277

 3. 보성군용동궁절수삼양부무주전답타량성책 奎18303   286

 4. 평안도타량성책 奎18303  294

 5. 경상도 타량성책 奎18802  302

 6. 신생안주목 타량성책 奎18303   310

 

Ⅵ. 기타 전적류 318

 1. 해제 318

 2. 보존처리 과정 319

 3. 협길통의 奎2827 vol.3 329

 4. 태각지 奎15172 vol.1 337

 5. 태각지 奎15172 vol.2 345

 6. 실록고출시형지안 奎9205 353

Ⅶ. 정본당현판탁본의 보존처리 361

 1. 해제 361

 2. 보존처리 과정 361

 3. 정본당묘당현판탁본 奎16043 368

 

Ⅷ. 자문회의 376

 1. 일반사항 376

 2. 1차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377



 3. 2차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381

 4. 3차 자문회의 결과 382

Ⅸ. 사업자 제언 383

Ⅰ. 사업개요 387

 1. 사업목적 387

 2. 참여인력 387

 3. 자문위원  387

Ⅱ. 보존처리 388

 1. 해제 388

 2. 처리 전 상태조사 389

 3. 보존처리 과정 391

 4. 분석 401

Ⅲ. 보존처리 전·후 403

 1. 처리 전 403

 2. 처리 후 404

 3. 전·후 세부사진 405

Ⅳ. 자문회의 408

 1. 자문위원 및 자문일정 408

 2. 1차 자문회의 안건 처리 사항 409

 3. 2차 자문회의 410

Ⅴ. 사업자 제언 411

Ⅰ. 사업개요 415

 1. 사업개요 415 

 2. 참여인력 현황 416

 3. 책판 수리복원의 역사적 고찰 417

Ⅱ. 사전작업 420

 1. 사전조사 420

 2.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결과 425

 

2장    
조선팔도지도
수리복원 사업

3 장    
책판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Ⅲ. 책판문화재 수리복원 428

 1. 수리복원 방법 428

 2. 목재수급 428

 3. 제재 및 건조 428

 4. 작업원칙 및 기법 429

 5. 제작 과정 430

 6. 후송 수리 대상 책판문화재 436

Ⅳ. 사업자 제언 446

Ⅴ. 첨부자료 447

 1. 산지증명서 447

 2. 책판 손잡이 수리복원 목록 448

Ⅰ. 개요 471

 1. 사업개요 471

 2. 사업목적 471

 3. 사업내용 472

 4. 조선시대 포쇄에서 바라본 상시보존처리 의미 472

 5. 대상자료 474

 6. 참여인력 476

Ⅱ. 사전조사 477

 1. 사전조사 477

 2. 작업원칙 480

Ⅲ. 상시보존처리 487

 1. 상시보존처리 기대효과 487

 2. 자문회의 487

 3. 작업절차 488

 4. 작업진행 490

Ⅳ. 보존처리 495

 1. 항목별 보존처리 495

 2. 기타 보존처리 512

 3. 기자재 517

 4. 첨부자료 518

Ⅴ. 사업자 제언 521

4장    
고문헌 상시보존처리



Ⅵ. 고문헌 목록화 사업 522

 1. 사업명 522

 2. 사업기간 522

 3. 사업목적 522

 4. 참여인력 현황 522

 5. 작업내용 523

 6. 제언 :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530

Ⅰ. 사업개요 023

 1. 사업개요 023

 2. 참여인력 현황 024

 3. 왕실족보의 봉안과 책갑 025

Ⅱ. 사전조사 027

 1. 조사대상 027

 2. 도면제작 028

 3. 자문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029

Ⅲ. 책갑제작 031

 1. 목재수급 031

 2. 제재 031

 3. 세척 및 건조 032

 4. 제작 033

 5. 청소 및 운송 039

 6. 서명필사 부착 039

 7. 입함 작업 및 서가배열 040

Ⅳ. 제작내역 및 관리 041

 1. 제작내역 041

 2. 관리 041

Ⅴ. 사업자 제언 043

Ⅵ. 첨부자료 044

1장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 

보존환경제어



 1. 훈증실시결과보고서(1차) 044

 2. 훈증실시결과보고서(2차) 051

 3. 산지증명서(1차) 058

 4. 산지증명서(2차) 060

Ⅰ. 사업개요 065

 1. 사업 목적 및 제작 시방서 065

 2. 사업기간 및 참여인력 현황 067

Ⅱ. 사전조사 069

 1. 규격조사 069

 2. 도면제작 070

Ⅲ. 자문회의 073

 1. 자문회의 개최 073

 2. 회의 결과 073

Ⅳ. 제작 075

 1. 목재수급 075

 2. 제재 075

 3. 세척과 건조 076

 4. 제작 077

 5. 훈증소독 084

 6. 청소 및 운송 084

 7. 서명필사 및 부착 085

 8. 입함작업 및 서가배열 086

Ⅴ. 제작내역 및 관리 087

 1. 제작내역 087

 2. 관리 088

Ⅵ. 사업자 제언 089

Ⅶ. 붙임자료 090

 1. 훈증실시결과보고서 090

 2. 산지증명서 098

2장    
굵게말이축 
제작 사업



4장    
규장각 서고 
특별청소

Ⅰ. 사업개요 103

 1. 개요 103

Ⅱ. 사업상세내용 105

 1. RFID 시스템 구축 105

 2. 종합관리시스템 구성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139

Ⅲ. 사업자 제언 154

Ⅳ. 첨부문서 155

Ⅰ. 사업개요 165

 1. 서고 특별청소의 필요성 및 특징 165

 2. 청소 범위 166

 3. 수행업체 경력 및 참여인력 166

Ⅱ. 사전 교육 및 상태점검, 작업도구 167

 1. 작업 지침 사전 교육 167

 2. 작업 구역 상태 점검 168

 3. 구역별 바닥 재질, 작업 도구, 사용 약품 172

Ⅲ. 파트별 작업 과정 175

 1. 습방통로 175

 2. 공조기 176

 3. 서가 및 장 177

 4. 서고 벽면 및 서가 하단 178

 5. 전시실 179

 6. 기타 기물 180

 7. 바닥 182

 8. 계단 및 창고 184

 9. 계단 물막이 시설 페인트 도색작업 185

Ⅳ. 작업 효과 186

 1. 습방통로 186

 2. 공조기 186

 3. 서가 및 장 187

 4. 서고 벽면 및 서가 하단 188

 5. 전시실 189

3장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6. 기타 기물 189

 7. 바닥 190

  8. 계단 및 창고 191

 9. 계단 물막이 시설 페인트 도색 작업 192

Ⅴ. 작업성과 및 건의사항 193

 1. 작업 성과 193

 2. 건의사항 등 193

Ⅵ. 사업자 제언 195

Ⅰ. 사업개요 199

 1. 사업 개요 199

 2. 참여인력 현황 201

 

Ⅱ.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시스템 범위 203

 1. 규장각 서비스 팀 203

 

Ⅲ.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시스템 제공 206

 1. 일반방제 서비스(외곽) 206

 2. 일반방제 서비스(내부) 210

 3. 해충 및 위생 안전관리 교육 실시 212

 

Ⅳ. 방제 서비스 결과 및 모니터링 213

 1. 전체 해충 모니터링 내역 213

Ⅴ. 결론 219

 1. 전년 대비 결과 219

 2. 2014년 방제서비스 결과 및 제언 219

Ⅵ. 첨부자료 221

 1. 규장각 교육자료 221

 2. 현재 포획되는 해충 내역 228

 3. 서고모니터링 230

5장    
규장각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Ⅰ. 사업개요 023      

 1. 사업개요 023

 2. 참여인력 현황 024

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026

 1. 유물 실측 및 조사 026

 2. 물성 분석 031

Ⅲ. 자문위원회 056

 1. 제1차 자문회의 056

 2. 제2차 자문회의 060

 3. 제3차 자문회의 062

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064

 1. 유물 촬영 064

 2. 이미지 제작 071

 3. 주요재료 확보 076

 4. 인쇄 087

 5. 인쇄물 검수 090

 6. 장황 092

 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094

Ⅴ. 결론 및 사업자 제언 097

Ⅰ. 사업개요 101

 1. 사업개요 101

 2. 참여인력 현황  108

 Ⅱ. 사전조사 및 물성분석 109

 1. 사전조사 109

 2. 물성분석 110

 3. 표지 능화문양 분석 159

 4. 내지 인쇄 먹 분석 166

 5. 꼰끈 분석 167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대체본



 6. 장황 168

 7. 유사판본조사 169

Ⅲ. 자문위원회 179

 1. 1차 자문회의  179

 2. 2차 자문회의 182

 3. 3차 자문회의 188

 

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93

 1. 재료 제작 193

 2. 이미지 편집 및 보정 206

 3. 인쇄 215

 4. 한지 인쇄물 검수 216

 5. 장황 218

 6. 필사 220

Ⅴ. 사업자 제언 224

Ⅵ. 기타 225

Ⅰ. 사업개요 229

 1. 사업명 229

 2.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230

 3. 제작 환경 232

 4. 모사본 제작기간 및 작업공정 235

 5. 모사도 제작 원칙 236

Ⅱ. 모사본 제작의 내용 237

 1. 대상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회화적 분석 237

 2. 모사본 제작의 방법 및 특성 255

 3. 모사본 제작 과정 265

Ⅲ. 자문회의 363

 1. 1차 자문회의 363

 2. 2차 자문회의 367

Ⅳ. 모사본 제작 의의 371

Ⅴ. 사업자 제언 373

3장    
회화자료 및 고지도
모사본 제작



Ⅰ. 사업개요 379

 1. 사업개요 379

 2. 인력현황 381

 3. 책판 인출의 역사적 고찰 382

Ⅱ.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384

 1. 유물 실측 및 조사 384

 2. 물성 분석 386

Ⅲ. 자문위원회 393

 1. 자문회의 안건 393

 2. 자문회의 내용 393

Ⅳ. 사업수행 과정 395

 1. 재료 수급 및 확보방법 395

 2. 책판 제작과정 403

 3. 책판클리닝 과정 및 방법 411

 4. 책판의 인출과정 및 방법 415

 5. 검수 421

 6. 장황 및 표지서명필사 424

 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443

Ⅴ. 사업자 제언 445

참고문헌 447

연구 과제 요약 023

Ⅰ. 탈랍에 적절한 (공)용매 탐색 025

 1. 연구의 필요성  025

 2. 연구 목표 025

 3. 실험 재료 및 시약 025

 4. 실험 방법 및 장치 026

보존처리연구

1장    
초임계 기술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기술 개발

4장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2장    
보존성 향상을 위한 
규장각 소장 
지류 자료의 보강 
기술 개발

 5. 분석 방법 027

 6. 결과 및 토의 028

 7. 결론 035

Ⅱ. 밀랍 추출 연구 036

 1. 연구 필요성 036

 2. 연구 목표 및 방법 036

 3. 실험 재료 및 시약 036

 4. 실험 방법 및 장치 037

 5. 분석 방법 040

 6. 결과 및 토의 041

 7. 결론 051

Ⅲ. 결론 및 고찰 052

참고문헌 054

연구 과제 요약 059

Ⅰ. 서론 060

 1. 연구의 필요성 060

 2. 물리적 보강 기술 061

Ⅱ.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형태 조사 065

 1. 연구 목적 065

 2. 중국서의 물리적 손상 형태 066

 3. 요약 068

Ⅲ. 리프캐스팅에 의한 물리적 보강 069

 1. 연구 목적 069

 2. 리프캐스팅용 손상모델 제작 069

 3. 리프캐스팅의 보강 성능 평가 077

 4. 리프캐스팅 보강 종이의 노화 거동 평가 087

 5. 요약 094

Ⅳ. 라이닝에 의한 물리적 보강 095

 1. 연구목적 095

 2. 라이닝에 의한 종이 보강  095

 3. 라이닝 보강 종이의 보강 성능 및 노화 거동 평가 099



 4. 요약 108

Ⅴ. 보강처리 기술의 가역성 분석 109

 1. 연구 목적 109

 2. 국내외 연구 동향 109

 3. 화학적 보강처리 방법의 가역성 평가 110

 4. 물리적 보강처리 방법 제거 및 평가 112

 5. 요약 117

Ⅵ. 결론 118

참고문헌 120

부록. 중국서별 물리적 손상 상태 124

연구과제 요약 139

Ⅰ. 기공개 주요작의 해제와 연구에 대한 재검토 & 

 미공개 서화 및 서적 내 판화도의 실견 및 조사 140

 1. 조사의 목적과 방향 140

 2. 조사의 방법 140

 3. 해제목차 150

Ⅰ. 사업개요 205

 1. 사업목적 205

 2. 사업 기간 및 참여 인력 현황 206

Ⅱ. 작업내용 207

 1. 작업대상 및 작업방법 207

 2. 결과 및 특징 231

Ⅲ. 개선책 제안 242

Ⅳ. 첨부자료 244

3장    
규장각 소장 
보존수리를 위한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4장    
규장각 고문헌 
보존관리
기초자료 수립연구



Ⅰ. 자체수리복원실의 운영과 방안 023

Ⅱ. 수리복원 027

 1. 고지도 및 회화자료 수리복원 027

 2. 응급수리 077

Ⅲ. 족자·첩 형태의 지도자료 보존처리 단기연수 079

 1. 개요 079

 2. 보존처리 연수 과정 079

Ⅳ. 맺음말 091

Ⅰ. 사업개요 095

 

Ⅱ. 모사대상작품 098

 1. <인평대군방전도>(麟坪大君坊全圖, 古4655-6) 098

 2. <인평대군방전도>에 나타난 지명과 건물명 111

 3. 기초 상태 조사 122

Ⅲ. 모사본 제작의 방법 137

 1. 박락된 화면의 복원 137

 2. 유실된 지명, 건물명의 복원 139

Ⅳ. 모사본 제작 과정 141

 1. 모사본 제작 141

Ⅴ. 자문회의 166

 1. 1차 자문회의 166

 2. 2차 자문회의 169

 3. 3차 자문회의 172

Ⅵ. 맺음말 175

Ⅶ. 첨부자료 176

1장    
2014 자체수리복원실
보존처리

2장    
2014 
 <인평대군방전도>
모사본 제작사업

자체보존관리



Ⅰ.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구성 목적 185

Ⅱ.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운영 186

 1. 인력구성 및 담당업무 186

 2. 자체 디지털매체화팀의 특징 및 효과   187

 3. 자료 관리 수칙  187

 4. 촬영 수칙   188

 5. 디지털문화재의 가치재고   188

 6. 활용도 및 연구지원   188

 7. 촬영실 기자재현황  189

Ⅲ. 자체 디지털매체화 192

 1. 2014 디지털매체화 목록 192

 2. 디지털매체화 과정 193

Ⅳ.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제언 229

 1. 촬영 229

 2. 데이터 관리 및 백업 229

3장    
2014 자체 디지털 
매체화 제작사업







Ⅰ.	 사업개요

Ⅱ.	사전조사

Ⅲ.	책갑제작

Ⅳ.	제작내역	및	관리

Ⅴ.	 사업자	제언

Ⅵ.	첨부자료

제1장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

대권공예02

Housing of rare books





제 1장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 제  1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고문헌	책갑	제작	사업

•							주관사업자	:	대권공예

•							사	업	기	간	:	1차)	2014년	5월	14일	~	2014년	11월	14일

	 2차)	2014년	9월	23일	~	2014년	12월	22일

1) 사업목적

•							고문헌을	미세먼지와	공기,	조명으로부터	보호

•							고문헌	자료의	출납에	따른	훼손	방지와	관리편의	도모

•							고문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한	보존환경	개선

2) 대상 자료

•							조선왕조의궤,	양안류,	선원록	등	대형자료의	책갑	제작

    023



2권  보존환경제어

•							1차

대상자료 수량 규격(평균) 비고 

조선왕조의궤 240개 가로40×세로50×높이12(cm) 대 대상 자료의 규격은 책갑마다 상이하여
784개의 책갑 모두를 각각 조사양안류 544개 가로60×세로50×높이8(cm) 소

합 계 784개

•							2차

대상자료 수량 규격(평균) 비고

선원록 324개 가로40×세로60×높이5(cm) 대상 자료의 규격은 책갑마다 상이하여
477개의 책갑 모두를 각각 조사양안류 153개 가로60×세로50×높이8(cm)

합 계 477개

2.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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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상호/대표 자격 현황 및 주요경력

사업

시행사

대권공예

권우범

경기무형문화재

제14호 小木匠

- 1980년 대권공예 설립
- 목공예 명장(1990년)
- 석탑산업훈장 수여(2002년)
- 노동부장관 표창(1990년)
- 롯데백화점 인테리어 사업(2011년)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자격 담당업무

총괄 권우범 명장, 경기무형문화재 총괄 책임 및 제작

공장장 안규열 공장장, 소목장전수자 제작

소목장 안규홍 무형문화재 이수자 제작

소목장 김진석 무형문화재 이수자 제작

소목장 권순웅 무형문화재 이수자 제작

소목장 정찬권 무형문화재 이수자 제작

소목장 정현성 무형문화재 이수자 제작

조사, 정리 목영학 목공예장인 각자(刻字), 입함(入函), 서가배열

조사, 정리 심만섭 목공예장인 규격조사, 입함, 서가배열

조사, 정리 박재길 목공예장인 규격조사, 입함, 서가배열

서명필사 류오훈 한학, 서예가 대상자료의 고유명칭 서명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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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실족보의 봉안과 책갑

책갑	제작	사업의	목적은	고문헌을	미세먼지와	공기,	조명으로부터	보호하며,	고문헌을	출납할	때에	발

생할	수	있는	훼손을	예방하며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문헌을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고문헌의	표지를	‘책의冊衣’라고	부르는데	책의가	온전하게	남

아	있는	책은	그렇지	않은	책과는	보존	상태가	전혀	다르다.	나아가	책을	책갑冊匣에	넣어	보관하는	것은	

상당히	완전한	보존	방법이라	할	것이다.	향후	고문헌의	영구	보존을	위해	책갑	제작	사업은	더욱	확대시

킬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책은	책의를	두껍게	제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책갑에	보관한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영구	보

존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책들은	궤櫃와	함函을	제작하여	보관했다.	이번에	책갑	제작	대상	자료	중	하

나인	선원록璿源錄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선원록은	왕실의	다양한	형태의	족보를	통칭한다.	선원록에는	

『국조어첩國朝御牒』와	비롯해	『열성팔고조도列聖八高祖圖』·『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당대선원록當代璿源錄』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선원록을	편찬하고	봉안奉安하는	것은	종부시宗簿寺에서	담당했다.	종부시는	1679년에	『선

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을	처음으로	간인刊印하기	시작하여	선원각璿源閣에	받들어	안치했다.	선원각은	실

록과	함께	지방	네	곳에	있는	사고史庫에	봉안되었다.	조선후기	건립한	네	곳의	사고는	경상도	봉화현	태백

산·강원도	강릉부	오대산·전라도	무주부	적상산·경기도	강화부	정족산	사고이다.	사고는	실록을	봉안한	

사각史閣과	선원록을	봉안한	선원각으로	구성되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은	종부시에	있는	선원각과	사고	네	곳의	선원각에	봉안하였다.	1629년에	처음으로	

종부시	선원각을	비롯해	오대산과	태백산	선원각에	어첩과	선원록	정서正書	1건을	봉안했다.	이후	1641년

에	적상산	선원각에	어첩과	선원록을	봉안했고,	정족산	선원각은	1682년에	이르러서야	어첩과	선원록을	

봉안하게	되었다.

『탁지정례度支定例』에	의하면,	『열성팔고조도』와	『국조어첩』은	설화지雪花紙에	선사했고	『선원가현록』은	

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에	『당대선원록』은	하품도련지下品搗鍊紙에	선사했다.	위의	선원록은	붓으로	쓰는	것인

데	반해	『선원계보기략』은	책판으로	초주지草注紙에	인출한다.	선원록이	완성되면	선원각에	봉안하기	위해	

먼저	소궤小樻와	대궤大樻에	싸야	한다.	선원록을	사고	선원각에	봉안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인	형지안形止

案에는	선원록이	봉안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형지안에	따르면	어첩궤에	넣을	『국조어첩』은	먼저	다홍대단多紅大緞으로	만든	겹보자기로	싸고	다시	

홍주紅紬로	만든	홑	보자기에	쌌다.	백저포白苧布로	만든	겹	주머니	두	개에	궁포말(芎浦末:	충해를	방지하

는	가루)을	담아	하나는	궤의	바닥에	넣는다.	그리고	그	위에	『국조어첩』을	두	번	싼	보자기를	넣은	뒤	보

자기	위에	나머지	주머니를	올려놓았다.	어첩궤는	흑칠黑漆한	작은	궤인데	자물쇠와	열쇠로	봉한	후에	홍

주로	만든	겹보자기로	다시	궤를	쌌다.

이	외의	선원록은	홍주로	한	번만	싼	뒤에	대궤의	바닥에	궁포말	주머니를	먼저	넣고	그	위에	선원록	

보자기를	놓는다.	나머지	주머니는	소궤와	마찬가지로	보자기	위에	놓았다.	이로	볼	때	선원록	내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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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첩』의	위상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선원록	봉안은	보통	식년式年(子·卯·午·酉의	간지가	들어	있

는	해)에	『선원가현록』을	편찬한	후에	거행되었다.	고문헌	책갑	제작	사업은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의	기록

물	보존	방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글	:	조계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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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전조사

1. 조사대상

1) 조사대상

책갑제작	대상	1차	자료인	조선왕조의궤	240개,	양안류	544개	등	총	784개,	2차	자료	선원록	324개,	양

안류	153개	등	총	477개에	대한	사전	규격조사를	실시	하였다.

2) 규격조사 내용

•							조선왕조의궤와	선원록	양안류는	책의	크기와	무게,	두께를	고려하여	1책갑에	1~2책을	담을	수	있도

록	규격을	조사하고,	특히	변철의	원환	높이를	고려하여	실측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							각각의	목록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과	입함작업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3) 규격조사 작성 양식

일련번호 청구기호 자료명 책수

규격(cm)
특이사항

가로 세로 높이

4) 규격조사 방법

원본의	훼손이	없도록	실측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단하지	않은	오동나무를	이용해	자의	기능

을	갖춘	목재틀을	마련하여	실측	대상자료를	틀	안에	넣으면	가로,	세로,	높이의	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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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제작

조선왕조의궤,	양안류	등의	고문헌을	책갑에	보관함에	있어,	원본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

체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최상품	국산	오동나무를	짜맞춤	형식으로	제작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도면	제작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출납과정에서	원본이	책갑의	표면에	부딪쳐	훼손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문위원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속갑의	2면을	반원형으로	처리하

여	원본의	공기접촉을	최소화하여	제작하였다.	책갑	샘플을	우선	만들어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자문

위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들어갔다.

책갑도면	大	:	(보관대상	자료	:	양안류)

책갑도면	小	:	(보관대상	자료	:	조선왕조의궤,	선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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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1) 자문위원 명단

(1)	1차

•							강문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							봉성기	: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							이난희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목재

(2)	2차

•							서			준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							김남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

•							양진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2) 개최 일시 

•							1차	:	2014년	05월	30일

•							2차	:	2014년	09월	23일

3) 자문회의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원본열람실

4) 안건

•							책갑	세부	제작	과정	및	올사업	대상자료에	대한	점검

•							책갑	제작	절차	및	주요원칙에	대한	검증

5) 자문회의 주요내용

•							속갑과	겉갑의	간격	2mm	유지	여부

•							큰	규격(大)을	제외하고	중(中),	소(小)	규격의	책갑의	속갑	2면에만	반원형	가공

•							책갑의	면	끈의	구멍	제거,	또는	구멍의	크기	축소

•							책갑	제작	후	서명필사	견본	제시

•							목재	훈증	소독시	전문업체의	명기

•							목재구입	및	목재의	산지증명첨부	

•							완성품의	규겨과	목재의	상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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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 결과

(1)	제작	공정	설명

•							목재는	국산	오동나무로	세척	자연	건조하고,	주먹장	짜임과	대나무	못으로	고정하며,	일체의	접착제

는	사용하지	않는다.	(훈증업체,	원산지	증명,	서명필사	완제품	제시)

(2)	속갑과	겉갑의	간격

•							기존에	제작된	책갑의	속갑과	겉갑의	간격	2mm에	관하여	2년간	검토,	수정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기존의	간격치수에	따른다.

(3)	책갑의	면	끈의	구멍	제거,	또는	구멍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							기존에	제작된	책갑의	면	끈이	늘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형	면끈보다	일자형	면	끈으로	매

듭짓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면	끈	문제는	1차년도부터	검토하여	원형	면	끈으로	결정

된	사항이며,	일자형	면	끈은	시중에	도자기	박스에	많이	사용되는	끈으로	늘어나지	않고	질긴	장점

이	있으나	화학	성분의	끈이므로,	순면으로	만들어진	원형	면	끈을	계속	사용한다.

(4)	서명필사

•							의궤	책갑의	서명은	연말쯤	문화재	지정을	마치고	통일된	정식	명칭으로	필사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례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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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책갑제작

1. 목재수급

•									사업	시행사인	대권공예에서	책갑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오동나무는	전국을	수배하여	전라남도	담양에

서	100%	국산으로	지름	30cm이상	되는	최상품의	목재만을	사용하였다.

•							옹이	등	훼손된	부분은	제외하고,	일체의	흠집이	없는	것만을	사용하였다.

목재 수급을 위한 실사 및 수급된 판재

 상품의 오동나무 하품의 오동나무

2. 제재

•							잘	건조된	오동나무는	책갑의	규격에	따라	3종류의	두께로	제재하였다.

•							특히	양안류는	무겁고	두꺼운	책으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껍게	제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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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별 판재 두께

구분 종류별 판재두께

조선왕조의궤

속갑 틀(4면) 12mm

겉갑 틀(4면) 12mm

지판과 천판 10mm

양안류

속갑 틀(4면) 15mm

겉갑 틀(4면) 15mm

지판과 천판 12mm

선원록

속갑 틀(4면) 12~15mm

겉갑 틀(4면) 12~15mm

지판과 천판 12mm

제재 모습과 판재로 가공된 원목

3. 세척 및 건조

•							오물과	톱밥,	먼지를	제거하고	더불어	표면의	나무진이	제거되어	색상이	밝아지도록	물세척	과정을	

거친다.

•							세척	후	건조를	하는데	건조방식은	자연건조와	숙성건조를	병행한다.

•							자연건조는	삼각대를	설치하여	통풍이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서	나무의	배면부터	3일	간격으로	면을	

뒤집어가며	두께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약	2주	가량	건조한다.

•							숙성건조는	햇빛과	바람으로	건조가	70~80%	정도	된	상태에서	오동나무	판재를	통풍이	잘되도록	

1.5cm의	가는	막대형태의	산대라는	부재를	켜켜이	넣음으로써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쌓아올려	판재의	

휨과	뒤틀림을	방지한다.

•							세척과	건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함수율	12%	이하를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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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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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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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방지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속갑의	2면을	반원형으로	제작하고,	출납자의	손으로	속갑의	가장	밑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출납	시	대형자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속갑의	

바닥	4곳에	18mm×3mm의	작은	구멍을	내고	폭	1.5cm	정도의	면실을	열십(†)자로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목재는	최상품으로	충분히	건조가	된	것만을	사용하였으며,	검게	변색된	목재,	옹이나	흠집이	있는	목

재,	충해흔적이	있는	목재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1)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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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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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내부에	서식하며	지속적으로	목재를	섭식가해하여	고문헌과	서가	등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가스

(gas)체의	훈증제를	사용하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였다.

물세척과 자연건조

산대를 이용한 숙성건조 후 함수율 측정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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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증	시행사	:	(주)엔가드	(대표	한병일)

•							훈증	대상물	:	고문헌	책갑	제작사업용	오동나무	판재

•							훈증	목적	:	살충	및	살균

•							훈증	실시일	:	1차	:	2014년	5월	20일	~	2014년	5월	22일

	 2차	: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0월	3일

•							훈증	방법	:	혼합가스(M.B86%	+	E.O14%)에	의한	피복훈증

※	첨부문서	“훈증실시결과보고서”참조

2) 판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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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를	재단하였다.	속갑의	지판과	틀에	해당하는	전후좌우	4면과	겉갑의	천판과	틀에	해당하는	전후

좌우	4면을	각각	재단하였으며,	재단된	판재는	견출지로	일련번호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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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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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증대상물 피복 후 혼합가스 주입 훈증완료

횡절반 재단 켜는 재단 자르는 재단

3) 표면 연마

•							재단된	목재는	1면	수압대패로	수평을	잡아	대패질을	한	다음	자동대패를	이용하여	판재의	두께를	일

정하게	깎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손대패를	이용하여	자동대패로	가공한	면을	마감	대패질	연마하

고,	대형연마기(와일드벨트샌더)로	넓은	면을	날카로운	각	면과	모서리	부분은	손사포를	이용하여	부드

럽게	면을	접고,	목재의	표면은	곱게	사포질(사포220번)하여	보관할	고문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034



제 1장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

1면 수압 대패

벨트샌더를 이용한 절단면 연마 

자동대패

샌딩기를 이용한 표면 연마

손대패

 손사포 마감처리

4) 주먹장짜임 가공

•							주먹장짜임은	판재를	가장	튼튼하게	결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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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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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에	따라	여러	개의	주먹장을	만들어	다른	판재에	물리게	하였다.

•							결구방법은	판재가	수축하는	방향으로	연결되게	하여	해체될	염려를	없앴다.	일체의	화학제품과	접착

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	짜맞춤	방법으로	제작하여	장기간	사용시	수축변화로	인해	헐거워질	수	있

는	결구부분은	대나무	못으로	고정하였다.

주먹장짜임 가공 전 판재

주먹장짜임 가공 판재

자동대패

주먹장짜임

짜임의 사선면 루터 가공 

주먹장짜임 가공 완료 된 판재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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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혀촉 짜임 가공

•							제혀촉짜임은	2장의	판재에	요철을	만들어	끼우는	방법이다.(도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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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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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온습도	차이	등으로	목재의	심한	수축팽창	작용은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							이번	책갑	제작	대상	자료	중	판재가	수축하는	방향으로	최소	4mm의	여유를	두고	짜맞춤	하였기	때

문에	책갑의	최대	크기인	60cm	가량의	겉갑	천판	정도는	만약의	경우에도	수축작용으로	판재가	갈

라지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책갑의	천판과	지판을	측판에	조립하기	위하여	홈을	만들어	수축팽창에	견디도록	6~7mm	넓이와	

7~10mm	깊이로	루터를	사용하여	홈을	파서	연결하였다.

주먹장짜임 도면

대나무 못

넓은 판재의 제혀촉짜임 조립을 위한 제혀촉짜임 제혀촉짜임과 주먹장짜임을 이용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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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혀촉짜임 도면

천판

수축팽창을 위한 여분홈
(숨통)3mm

제혀촉짜임 딴혀촉짜임

지판

6) 반원형 가공과 면 끈구멍 가공

•							속갑을	이루는	2면의	반원형	가공은	재단할	부분을	표시하여	띠톱기계를	이용해서	파내고	벨트샌더

로	잘려진	마구리면의	곡면을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							속갑의	면	끈	구멍은	루터기계를	정밀하게	맞춰	모든	속갑에	일정한	규격의	구멍을	뚫어서	면	끈을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

반원형으로 1차 재단된 속갑

루터기를 이용한 밑홈파기 속갑의 재단할 부분 표시끈 구멍 뚫기 띠톱기계

벨트샌더로 재단면 다듬기 반원형 가공과 면 끈 구멍 
가공이 완료된 속갑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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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립 및 대나무못 고정

•							책갑제작	목록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틀에	해당하는	전우좌후	4면의	주먹장짜임으로,	속갑과	겉갑의	

천판,	지판은	제혀촉짜임으로	조립하였다.

•							주먹장	짜임은	대나무	못으로	고정하였다.

조립준비가 완료된 판재

책갑의 조립

조립 전 겉갑

가공된 대나무못

조립 전 속갑

주먹장짜임의 대나무못 고정

손대패 다듬기

속갑

벨트샌더 마무리

겉갑

손사포 마감

완성된 책갑

8) 표면 마무리

•							조립이	끝난	속갑과	겉갑은	외부를	손대패로	다듬은	다음	벨트샌더로	네	측면을	평탄하게	가공하였

다.	마무리	작업으로는	손사포를	이용하여	곡선면과	모서리면을	부드럽게	마감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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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 및 운송

•							조립과	마감처리까지	완료된	책갑은	에어청소기와	면포를	이용하여	속갑과	겉갑에	부착된	미세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청소가	완료된	책갑은	속갑에	겉갑을	닫은	후	습기와	먼지	및	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수성	및	밀폐성이	좋은	비닐포장을	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하였다.

•							일련번호순으로	비닐팩	포장된	책갑은	안전하게	공기를	충진하여	이송차량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까지	운송하였다.

면포 닦음 마무리를 위한청소를 마친 책갑 출고 전 포장된 책갑

6. 서명필사 부착

•							운송된	책갑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청소하여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었다.

•							고문헌별	서명을	한지에	필사하는	작업은	서예가	유오훈	선생에게	의뢰하였다.

•							한지의	부착에는	충해와	부패,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	삭힌풀을	사용하였다.

•							서명필사한	한지를	삭힌풀을	이용해	책갑의	상부와	전면에	부착하였다.

책갑 내&외부 먼지 흡입 입함 전 책갑 청소 서명필사 작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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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함 작업 및 서가배열

•							폭	1~2cm	정도의	면	끈을	책갑	하단	부분의	구멍을	통해	열십자(†)자로	연결하고,	책갑제작	목록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원본을	책갑에	담는	입함	작업을	실시하였다.	

•							3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면실	매듭작업	1인,	책갑목록과	원본확인	후	입함	작업은	2인이	작

업하였다.	입함	작업시	책과	책갑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규격조사	후	재제작	하였다.

서명필사 풀칠작업

전면부 및 고유번호 부착

상부서명필사 부착

전면부 및 고유번호 부착

면포를 이용하여 책갑에 서명
필사본 부착

서명필사 완료후 보관

고문헌 입함 면끈 묶음 서가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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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작내역 및 관리

1. 제작내역

1차

보관할 자료 책갑수량 규격(평균)

조선왕조의궤 240개 가로40×세로50×높이12cm

양안류 544개 가로60×세로50×높이8cm

합계 784개

2차

보관할 자료 책갑수량 규격(평균)

선원록 324개 가로40×세로60×높이5cm

양안류 153개 가로60×세로50×높이8cm

합계 477개

제작 완료된 책갑

2. 관리

•							오동나무	책갑의	특성상	외부	충격	등에	매우	약한	재질이므로	관리시	서가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특

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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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적	작은	책갑	위에	큰	책갑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책갑의	보관	또는	이동시	가급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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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해	등	흠집이	있는	목재	사용,	제작	불량	등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납품된	책갑에	하자가	발생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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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배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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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자 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고문헌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문헌	책갑	제작	사업을	

수주하게	되어,	문화재	보존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전력을	기울였다.

책갑제작의	가장	큰	목적은	책갑에	보관되는	고문헌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보존에	도움을	주어	보존

기한을	연장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전통방법에	의한	제작,	사용되는	목재	및	기타재료	등이	보존에	영향,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책갑	또한	유물이	된다는	마음으로	제작에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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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의를	개최하여	자문결과를	종합하여	도면을	준비하고,	고문헌	규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책갑견본을	

제작하여	보관을	시연하였다.

책갑을	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목재의	수급이었다.	사업시행사인	대권공예에	보유중인	잘	건조

된	국산	오동나무로	자문회의와	사전조사를	거쳐	바로	제작	작업에	착수하였고,	부족분은	지방의	여러	

목재사에서	수급하였으나,	판재너비	3~40cm	정도의	최상품	국산오동나무를	다량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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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확인하고	구입하였다.	구입한	판재는	남양주시,	광주시	소재의	제재소에서	제재하였고,	건조된	오동나

무	중에서	옹이부분과	충해흔적	등	흠집이	있는	부분은	재단과정에서	폐기처분하고	좋은	부분의	자재만

을	사용하였다.	목재는	언제든	사용할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구입하여	비축하였고,	보유	판재는	자연건조

상태로	수분함유율	12%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서	별도의	건조가	필요	없었으며,	새로	수급한	판재도	널고	

뒤집기를	반복하여	자연건조를	마친	후	작업하였다.

이번	책갑제작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통적	방

법의	책갑	제작은	고문헌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많은	양의	제작이

었기에	자재관리에만도	상당한	수고로움이	있었고,	장마철이	지나고	제작에	다시	착수해서도	습도	조절

을	위해	난로에	불을	펴가며	과습을	방지하느라	더위와	싸우기도	하였지만	역사가	담겨있는	중요한	고문

헌이	보관될	작품이라	생각하니	사명감과	자긍심이	그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게	하였다.

몇차례	동일	사업의	경험이	있지만	매년마다	새로운	사업에	임하는	각오로	임하여	완성도	높은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참여해준	협력업체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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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첨부자료

1. 훈증실시결과보고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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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 훈증대상물 작업내용 : 효과판정용 공시충 및 멸균지 설치

작업내용 : 대상물 피복 완료 작업내용 : 전기기화기를 이용한 혼합가스(MB+EO)투약

작업내용 : 전자 검지기를 이용한 누출가스 측정 작업내용 : Gastec-tube를 이용한 누출가스 농도 측정

작업내용 : 이연식 18형 검정기를 이용한 가스농도 측정 작업내용 : 훈증 완료 후 Gastec-tube를 이용한
잔류가스 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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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증실시결과보고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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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 훈증대상물 작업내용 : 효과판정용 공시충 및 멸균지 설치

작업내용 : 대상물 피복 완료 작업내용 : 기화기를 이용한 혼합가스 투약작업

작업내용 : Gasleak checker를 이용한 누출가스 확인 작업내용 : Gastec-tube를 이용한 누출가스 농도 측정

작업내용 : 이연식 18형을 이용한 내부 농도 측정 작업내용 : 훈증 완료 후 Gastec-tube를 
이용한 잔류가스 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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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증명서(1차)

058



제 1장  고문헌 책갑제작 사업     059



2권  보존환경제어

4. 산지증명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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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Ⅱ.	사전조사

Ⅲ.	자문회의

Ⅳ.	제작

Ⅴ.	 제작내역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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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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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axis for scroll paintings

내곡목공소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굵게말이축	및	보관상자	제작

•							주관사업자	:	내곡목공소

•							사	업	기	간	:	2014년	9월	15일	~	2014년	12월	19일

1. 사업 목적 및 제작 시방서

1) 사업목적

말린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족자자료는	이용	또는	관리과정에서	펴게	되었을	때	내용의	꺾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족자의	꺾임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계속	펴서	보관하면	되지만,	족자의	

원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과	공간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족자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말고	

펴는	과정에서	내용의	꺾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축을	굵게	말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규장각	소장	고서화,	고지도	등	족자자료는	족자	축이	그리	굵지	않아	내용꺾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족자를	굵게	말	수	있도록	별도의	굵게말이축을	제작하여	내용의	꺾임현상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하여	자료의	손상원인인	미세먼지와	공기,	조명으로부터	족자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

고자	하였다.	또한	굵게말이축과	보관	상자를	제작하여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출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

고	관리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보관	환경	개선에	따른	항구적	보존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굵게말이축	제작의	모든	과정은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보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굵게말이축 제작 사업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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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시방서

①	품명	:	굵게말이축	및	보관상자

②	대상자료	및	규격

자료명 청구기호 수량
규격(mm)

비고
내용(세로×가로) 축길이

王孫恩信君諡昭愍公神道碑 奎軸 12370 1 274×1,800 1,812 보관상자 포함

琴高炎鯉于滄波 奎中 6523 1 1720×410 460 〃

赤道北極星圖 奎中 6524 1 440×800 860 〃

赤道北極星圖 奎中 6527 1 440×800 818 〃

崔子玉座右銘(兪太史人言) 奎中 6529 v.1-4 4 1,120×312 438 〃

東門送別圖 古軸 2435-2 1 473×10,480 536 〃

朝鮮信使交歡詩書 古軸 3441-24 1 5,540×314 423 〃

敬德宮丕啓靈慶之碑 古軸 4271-1 1 2,990×1,070 1,115 〃

朝鮮國正宗大王健陵碑 古軸 4654-9 1 2,520×1,070 1,095 〃

仁祖大王別野遺墓碑拓本 古軸 4654-11 1 2,015×735 782 〃

䄙嬪密陽朴氏墓表拓本 軸軸 4655-88 v.1 1 2,045×730 792 〃

䄙嬪密陽朴氏墓表拓本 古軸 4655-88 v.2 1 2,045×730 798 〃

延齡君墓表 古軸 4655-89 1 2,060×730 775 〃

합계 16

③	주재료	:			굵게말이축	및	보관상자는	오동나무를	사용하되,	수분함량	8%이하의	충분히	건조된	것으

로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④	제작방법

•							짜맞춤	제작을	기본으로	하되,	구조강도	등	불가피한	부분은	대나무못	또는	100%	천연접착제를	사

용한다.

•							축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동나무	2-3판을	천연접착제로	부착하여	사용한다.

•							오동나무는	미려하게	연마하고	일체의	도장은	하지	않는다.

•							축의	연결부분은	천	또는	천연가죽을	사용하되	끊어지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							양쪽	축의	열고	닫히는	나무못은	단단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하되,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	있을	시	견

고하게	고정되도록	정밀하고,	튼튼하게	제작한다.

•							닫고	여는	양쪽	축의	끝부분은	접촉	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1-2mm정도	여유를	두되,	원본이	말

리는	부분의	축은	반대편	축보다	약간	높이를	낮춘다.

•							상자는	축을	보관하기	용이하게	제작하고,	축	보관	시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을	제작하되	한쪽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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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유동으로	제작한다.

•							상자의	상단은	평면으로	하고,	사용	중	짜맞춤	부분이	틀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한다.

•							충해의	흔적이	있는	목재는	일체	사용을	금하며,	사용	목재의	산지증명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납품	전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	전	단계에서	한국학,	목재	등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도,	자문을	받아	

실시하되,	위원	위촉과	자문결과	반영은	규장각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작	공정	일체는	사진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로	제출한다.(결과보고서	2부,	원본파일	포함)

⑤	기타	세부사항	또는	본	시방서에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제작 시방서 특수조건

①	일체의	하자가	없어야	납품이	가능하며	하자	발생	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수리	또는	교체에	따라	납품	기일이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품	후	2년	동안	사용	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상단과	측면에	각각	세로쓰기와	가로쓰기의	서명을	붓글씨로	필사하여	부착하되,	필사재료와	부착

위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명필사지	규격(축	길이	70cm	이상	:	40cm×6cm,	70cm	미만	:	30cm×5cm)

⑤			납품	전	축과	보관상자의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입함	작업	전에	면걸레를	이용하여	또다시	부

드럽게	청소한다.

⑥	청소	작업이	완료된	축과	보관상자는	입함작업을	실시한다.

2. 사업기간 및 참여인력 현황

1) 사업기간 : 2014년 9월 15일 ~ 2014년 12월 19일

2) 사업책임자 : 내곡목공소 대표 김문권

구분 상호/대표 자격 현황 및 주요경력

사업

시행사

내곡목공소

김문권
小木匠

1988년 내곡목공소 설립
국립중앙박물관(2003 ~ )
서울역사박물관(2004 ~ )
국립고궁박물관(2004 ~ )
국가기록원(2008)
경기도박물관(20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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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구분 성명 자격 담당업무

총괄 김문권 소목장 총괄책임 및 제작

제작 김규봉 소목장 제작

〃 이광래 소목장 제작

〃 김정우 소목장 제작

4) 자문위원

성명 소속 분야

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김경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서정훈 서울역사박물관 목재유물 수리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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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조사 

1. 규격조사

1) 조사대상

•							족자의	규격은	각각	상이하므로	16점	모두를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주의사항

•							규격조사는	족자자료	권축의	길이와	지름,	권축에	권지가	말렸을	때의	지름을	실측하여	목록을	작성

하였다.

•							규장각	담당자의	감독	하에	보관대상	문화재를	실측하였다.

•							자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용	도구를	사용하였다.

•							실측에	따른	자료	출납	시	특히	원본의	관리에	주의하였다.

3) 규격조사 작성 양식

실측조사표 예시

자료명
수량

(개)

규격(mm)
비고

권축길이 권축지름 권지지름

실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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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제작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는	원본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체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접착제와	최상품	국산	오동나무를	짜맞춤	형식으로	제작하도록	설계하였다.

•							제작	도면

뒷면

정면

오동나무 상자

오동나무 상자

굵게말이축

굵게말이축
(열린상태)

품  명 족자보관함(오동나무)
단  위 set

길이×폭×높이
0.00×130.0×142.0mm
(길이=족자 폭에 따름)

오차범위 5mm

•							보관상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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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측면(내부)

오동나무 상자

정면세부 정면세부(내부)

오동나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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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게말이 축

측면 (하축목의 굵기에 따라 사이즈 조절)

•							굵게말이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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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회의

1. 자문회의 개최

1)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14:00

2)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3) 참석자(자문위원)

•							강문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							김경미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

•							서정훈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4) 회의안건

•							축에	사용되는	오동나무	판재의	수(부착	판재	수)

•							축	연결부분에	사용되는	재료의	결정(천,	가죽	등)

•							상자의	도장(토분	사용	여부)

•							상자의	제작	방식(100%	짜맞춤	또는	기존	나무못과	접착제	사용	방식)

•							기타	축과	상자	제작에	관한	전반적	사항

2. 회의 결과

1) 경첩과 동자봉 부분

•							축을	연결하는	경첩은	오래	사용하여도	늘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천연소재	가죽보다는	견고성	유지

를	위하여	2013년	사업에	사용한	소재와	동일한	합성천을	사용한다.	단,	합성천은	유물에	직접	닫지	

않도록	여유를	두지	않고	정밀하게	양쪽	축을	연결한다.

•							연결부분의	목심은	단단한	단풍나무를	사용한다.

•							축의	길이가	181cm인	奎軸12370	족자의	축은	견고성	유지를	위하여	경첩은	4개,	동자봉은	3개를	사

용한다.

•							축의	길이가	110대인	古軸4271-1과	古軸4654-9	2축은	경첩은	3개,	동자봉은	2개를	사용한다.

•							축의	길이가	90cm	미만인	족자	13점은	경첩과	동자봉을	각	2개씩	사용한다.

•							경첩	고정용	목재는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결용	천이	가장	위쪽에	올	수	있도록	고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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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경사지게	깎아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또한	고정용	목재는	최대한	연결부분	끝까지	올	수	있도록	하여	연결되는	천의	노출	부분을	작게	함

으로써	관리	중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축 부분(입술부분과 전체지름)

•							축은	곧은결	목재를	사용하여	축이	맞닿는	양쪽	입술	끝부분이	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축이	들어가는	구멍과	축	전체의	단면	지름은	6:4를	기본으로	하고,	족자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							축에	사용되는	오동나무	판재는	견고성을	위하여	3쪽을	천연아교로	붙여서	사용한다.

3) 상자 부분

•							족자의	권축부분을	감안하여	배게	한쪽을	더	길게	하되,	한쪽은	유동,	한쪽은	고정으로	제작한다.

•							배게	부분의	올라오는	양쪽부분은	상자	높이의	60%정도로	한다.

•							상자는	토분을	사용하지	않고,	일체의	도장은	하지	않는다.

•							상자의	제작은	견고성을	위하여	천연아교와	대나무	못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동문송별도	1축은	길이가	10m가	넘기	때문에	감겼을	때의	두께를	감안하여	좀	더	크게	제작한다.

4) 기타

•							축과	상자의	마감	사포는	600번	이상을	사용하여	아주	곱게	마감한다.

•							완성품	상태에서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청소는	천연솔로	부드럽게	털어주되,	에어	세척을	병행하고,	면

으로	부드럽게	한	번	더	닦아준다.

자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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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작 

1. 목재수급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의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오동나무는	100%	국산	최상품으로,	영광제재소를	통해	

수급하였다.	목재의	산지는	전남	담양으로	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수급된	판재는	옹이	부분과	훼손된	부분은	제외하고,	일체의	흠집이	없는	곧은결	목재만을	사용하

였다.

수급된 판재 모습

2. 제재

잘	건조된	최상품의	국산	오동나무는	목재	가운데	부분의	곧은결을	최대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재

하였다.

•							제재	전	판재	두께

	-	굵게말이축	:	20mm

	-	보관상자	: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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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후	판재	두께

	-	굵게말이축	:	14mm

	-	보관상자	:	12mm

축 및 보관함용으로 제재된 판재 모습

함수율 측정 모습자연건조 모습

3. 세척과 건조

제재목에	부착된	각종	먼지	및	톱밥	제거와	함께	표면의	나무진이	제거되어	색상이	밝아지도록	물세

척	과정을	거쳤다.	물세척이	완료된	판재는	자연건조와	숙성건조를	병행하였다.

자연건조는	통풍이	잘	되는	조건으로	3일	간격으로	판재	면을	뒤집어가며	20일	정도를	건조하였다.	

숙성건조는	햇빛과	바람으로	70~80%정도	건조된	상태에서	통풍이	잘	되도록	오동나무	판재	사이에	

1.5cm의	가는	산대를	넣어	공간을	확보하고	쌓아올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조과정에서	판재가	휘어지

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척과	건조	과정을	모두	거친	목재는	수분함수율	8%이하를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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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사전에	조사한	규격을	바탕으로	굵게말이축과	보관	상자를	제작하였다.	굵게말이축을	보관상자의	축	

받침에	거치할	때	상자에	접촉되어	원본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상자의	규격은	적당히	여유가	있도록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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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목재,	충해	흔적이	있는	목재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1) 판재 재단

원본	규격조사	목록과	도면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규격에	맞게	균열,	옹이,	벌레구멍	등이	없는	부분을	

골라	판재를	재단하였다.	축부분의	목재는	뒤틀림을	방지하고	입술부분의	부스러짐을	막기	위해	곧은결

을	사용하여	재단하였다.

보관상자는	도면에	따라	천판과	지판,	틀에	해당하는	전,	후,	좌,	우	4면을	각각	재단하였으며,	재단된	

판재는	종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부착하였다.

판재 재단 모습

천연아교 접착 조임쇠 압착

2) 축의 접합

재단된	판재를	잘	건조하여	천연아교를	접합할	면에	균일하게	바르고	조임쇠를	이용하여	2일	동안	압

착한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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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굵게말이축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목재의	가공은	변형을	감안하여	1차	가공	후	3일정도	경과시키고	2차	가공을	하여	완성시켰다.	축의	

내경과	외경을	1차	가공하고,	변형이	온	다음	2차	가공을	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완성품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2차	가공에는	굵게말이축에	권지卷紙가	잘	말리도록	축의	양쪽	맞닿는	부분의	위쪽과	아래쪽이	빗겨

지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권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마무리하

였다.

축 제작 초기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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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첩과	동자(봉)

경첩의	소재로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보통	질긴	소재인	사슴가죽	또는	견고하게	제작된	천을	사용한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사슴가죽은	사용	중	조금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이에	이번	사업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2013년도	사업에서	이미	검증된	천을	사용하였다.

이번	사업에	사용한	천은	수축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여도	늘어나지	않아	원본의	안전

한	보존과	함께	항구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첩의	위치와	개수는	축의	길이에	따라	2~4곳에	축의	양쪽	대칭되는	위치에	3~5cm길이로,	2~3mm

깊이의	홈을	파서	천연아교를	이용하여	매입해	붙이고	그	위에	단단한	나무로	막아주었다.	또한	양쪽	축

을	완전히	밀착하기	위하여	축의	길이에	따라	2~3곳에	지름	7mm의	구멍을	10mm	깊이로	내고	아교를	

이용하여	동자(봉)를	접착시켰다.	반대쪽	면에도	같은	구멍을	뚫어	굵게말이축을	접었을	때	접착된	동자

가	구멍에	매입되는	방법으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동자는	굵게말이축의	주재료인	

오동나무보다	단단한	단풍나무를	사용하여	내구성도	좋고,	개폐에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모습

경첩 제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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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함 제작

①	함	제작

보관상자의	4면은	사개짜임하여	천연아교를	칠한	후	결구하고	해체되지	않도록	대나무	못을	박아	주었

다.	목재는	폭으로	수축과	팽창을	하므로	상자의	마구리면으로	짜임이	보이도록	하여	추가	팽창	하여도	

결구가	해체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헐거워지지	않도록	천연아교를	사용하여	부재

들을	접착시켜서	더욱	견고하게	조립하였다.

동자봉 제작 모습

보관함 제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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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제작 모습

사개짜임 모습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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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	받침

축	받침은	족자를	말았을	때	튀어나오는	족자	상단의	축이	한쪽으로	쏠리도록	반원을	만든	후	한쪽은	

고정식,	또	한쪽은	이동식으로	제작하였다.

축 받침 제작 모습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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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 마무리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의	표면	마무리는	손사포질로	사포입자	600번	이상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마감

처리	함으로써	매끄러운	질감을	표현하고	족자자료의	출납	시	손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축과 보관함 완성품

보관함 대패 연마 모습

축 대패연마 모습

보관함 기계연마 모습

축 사포연마 모습

보관함 사포연마 모습

6) 완성

제작이	완료된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는	각	접합부들의	밀착성과	견고성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고,	각

각의	기능	확인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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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증소독

제작이	완료된	완성품은	모두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밀폐	훈증소독을	실시하였다.	훈증소독은	목재	깊

숙이	침투하여	내부에	기생할	수	있는	각종	해충을	100%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훈증소독은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의	보존뿐만	아니라	서고	내부의	보존환경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훈증소독 모습

•							소독	시행사	: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문화재사업부	대표이사	이갑우

•							소독	실시일	:	2014.	12.	5.	~	12.	8.(72시간)

•							소	독	방	법	:	혼합가스(MB+EO)에	의한	살충	살균	피복훈증

※	붙임문서	“훈증실시	보고서”	참조

6. 청소 및 운송

완성된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는	에어청소기와	면걸레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하였다.	청소가	완료된	결과물은	먼지와	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닐로	밀폐하여	안전하게	규장각한국학

연구원까지	운송하였으며,	규장각	도착	후	다시	한	번	축과	보관함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였다.

포장된 모습 축과 보관함 청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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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필사 및 부착

각	자료의	서명을	서예가	신철우	선생에게	의뢰하여	한지에	필사	하였다.	필사지는	축	길이가	70cm이

상은	세로40cm×가로6cm,	70cm	미만은	세로30cm×가로5cm의	한지를	사용하였다.	서명필사는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관상자	상단에	세로쓰기를,	서가에	배열되었을	때	잘	보이도록	측면에	가로쓰

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각각	필사하였다.

서명지	부착	전	굵게말이축과	보관	상자를	다시	한	번	면포로	청소하여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	후	부

착하였다.	또한	규장각	담당자에게	받은	한지	청구기호표도	함께	부착하였다.	부착을	위한	풀은	충해와	

부패,	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삭힌	전분	풀을	사용하였다.

서명필사지 함 내부 청소

부착용 풀 서명지 부착 모습

청구기호표 부착모습 부착 완료 모습

    085제 2장  굵게말이축 제작 사업



8. 입함작업 및 서가배열

보관대상	자료는	축의	입구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앞으로	위치시키고,	족자자료의	앞면이	위

쪽을	향하도록	중앙에	배치하여	권축을	매입하고	굵게말이축	양쪽을	닫은	후	부드럽게	감았다.

굵게말이축에	감긴	자료는	좌우	위치를	맞추어	보관상자의	축	받침에	거치시킨	후	청구기호에	맞게	정

배열	하였다.

입함 작업 모습

배열된 모습

086 2권  보존환경제어



 Ⅴ. 제작내역 및 관리

1. 제작내역

자료명 청구기호 수량
규격(mm)

입함 완료된 모습
축길이 권축지름 권지지름

王孫恩信君諡昭愍公神道碑 奎軸 12370 1 1,812 27 50

琴高炎鯉于滄波 奎中 6523 1 460 27 45

赤道北極星圖 奎中 6524 1 860 47 56

赤道北極星圖 奎中 6527 1 818 48 57

崔子玉座右銘(兪太史人言) 奎中 6529 v.1 1 438 38 52

崔子玉座右銘(兪太史人言) 奎中 6529 v.2 1 438 38 52

崔子玉座右銘(兪太史人言) 奎中 6529 v.3 1 438 38 52

崔子玉座右銘(兪太史人言) 奎中 6529 v.4 1 438 38 52

東門送別圖 古軸 2435-2 1 536 37 87

朝鮮信使交歡詩書 古軸 3441-24 1 423 37 70

敬德宮丕啓靈慶之碑 古軸 4271-1 1 1,115 2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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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청구기호 수량
규격(mm)

입함 완료된 모습
축길이 권축지름 권지지름

朝鮮國正宗大王健陵碑 古軸 4654-9 1 1,095 28 49

仁祖大王別野遺墓碑拓本 古軸 4654-11 1 782 27 50

䄙嬪密陽朴氏墓表拓本 軸軸 4655-88 v.1 1 792 27 53

䄙嬪密陽朴氏墓表拓本 古軸 4655-88 v.2 1 798 49 61

延齡君墓表 古軸 4655-89 1 775 27 50

합계 16

2. 관리

•							오동나무로	만든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는	재료의	특성	상	외부	충격	등에	약한	재질이므로	관리	시	

서가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보관상자에	굵게말이축이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동	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충해	등	흠집이	있는	목재	사용,	건조	또는	제작	불량	등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납품된	굵게말이축과	

보관	상자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요청하는	즉시	2년간	무상으로	재제작	

또는	수리하도록	한다.

서장 배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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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사업자 제언

2013년도에	이어	2년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굵게말이축제작사업을	담당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

은	문화재	보존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사전조사에서부터	문화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

는	모습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의견의	반영과정,	재료의	선정과	제작과정,	검수	등	엄격한	사업관리

를	보면서	더욱	철저히	작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굵게말이축제작은	고문헌	보존수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족자자료의	항구적	보존이	가

능하도록	보존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족자자료는	그	형태상	말고	펴는	과정에서	내용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굵게말이축을	제작하여	보관하면	귀중한	문화재의	훼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관	상자를	함께	제

작함으로	미세먼지와	공기,	조명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으며,	관리과정에서의	물리적인	훼손도	줄일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	자료	중에는	축의	길이가	180cm가	넘는	큰	자료와	권지의	지름이	87cm가	넘는	자

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축의	길이가	너무	길면	보통	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의	휘어진	정도를	감안

하여	굵게말이축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권지가	말렸을	때의	지름을	감안하여	보관상자의	규격을	정해

야	한다.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정밀하게	제작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도	최상품의	오동나무와	천연재료만을	사용하여	제

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결과를	종합하여	반영하였으며,	최상품의	

오동나무를	수급하여	세척과	자연건조,	숙성건조	과정을	거쳐	함수율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된	재료만

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굵게말이축	제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첩연결부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도면을	제작하고,	사전	조사된	규격을	바탕으로	오로지	수작업으로	제작하였으며,	완

성품의	훈증소독과	청소에도	철저를	기하였다.

10년	넘게	굵게말이축을	제작해오고	있지만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작업	과정은	여전히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하면서부터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되

었다.	목재	산지증명과	자문결과	반영,	제작	과정	관리	등이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은	

제품만	잘	만들면	되었는데,	본	사업에서는	제작과정	일체를	결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보고

서	작성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좋은	목재를	수급하기	위해	목재상을	여러	곳	찾아다

닌	일은	그나마	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년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철저하고도	엄격한	절차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굵게말이축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본	업체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중한	문화재가	보관될	작품을	만드는	사업에	참여하여	좋은	경험을	하게해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측

에	감사를	드린다.	정성을	다해	제작한	굵게말이축과	보관상자가	귀중한	문화재의	장기	보존에	도움에	되

길	바라며,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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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붙임자료

1. 훈증실시결과보고서

목 재 훈 증 보 고 서

공사명 : 굵게말이축 및 보관함 제작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문화재수리(보존과학)업  제04-16-005호-

T.054-7777-011 F.032-887-8113 인천.887-8111
E.hanp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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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증 사 진 대 장

공사명 : 굵게말이축 및 보관함 제작
(목재훈증)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문화재수리(보존과학)업  제04-16-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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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장

공 사 명 굵게말이축 및 보관함 제작 (목재훈증)

사진설명 훈증대상목재

사진설명 훈증확인용 공시충(Tribolium castaneum Herbst) 및 멸균반응지(Sterilizing indicator paper)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문화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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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장

공 사 명  굵게말이축 및 보관함 제작 (목재훈증)

사진설명  간열기화기를 이용한 혼합가스(MB+EO) 투약작업

사진설명 훈증 중 이연식18형검정기를 이용한 혼합가스농도 측정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문화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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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장

공 사 명 굵게말이축 및 보관함 제작 (목재훈증)

사진설명 훈증 중 Gastec, Gasleak-checker를 이용한 가스누출 점검

사진설명 훈증 중 Gastec, Gasleak-checker를 이용한 가스누출 점검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문화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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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증명서

098 2권  보존환경제어



    099제 2장  굵게말이축 제작 사업





포스비브테크02

Ⅰ.	 사업개요

Ⅱ.	사업상세내용

Ⅲ.	사업자	제언

Ⅳ.	첨부문서

제3장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Total Management System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제  3  장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주관사업자	:	포스비브테크

•							사	업	기	간	:	2014년	10월	~	2015년	1월	31일

1. 개요

1) 사업목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고문헌의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주요사업내용

(1)	RFID	시스템	구축

•							규장각	자료의	특성에	맞는	소형	RFID	태그	개발	및	제작

•							1,	2,	3서고	소장	고문헌	RFID	태그	입력	및	부착

(2)	종합관리시스템	구성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							고문헌	출납	인터페이스

•							자료상태조시스템

•							보안게이트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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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일정

(1)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항목 담당자 10月 11月 12月 1月 합 계 비고

기존 시스템 분석 이성호 0.25 0.25

자료상태조사시스템 윤재오 0.5 0.5

고문헌출납인터페이스 이성호 0.5 0.5

도난방지게이트 어플리케이션 이성호 0.5 0.5

테스트 이성호 0.25 0.25

합계 0.25 0.5 0.5 0.75 2.0

(2)	추진일정표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축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본	일정은	전체	사업	일정을	업무별로	나누어서	작성

                           일정
  업무구분

M M + 1 M + 2 M + 3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태그도입 및 태깅

교육 / 기술지원

테스트 및 
시험운영

협상 및 계약체결

요구분석 / 설계 시스템개발 1차

중간보고 안정화 지원 (계속)시스템개발 2차
(수정 / 보완 / 추가)

분석 및 세팅

설계 테스트

모듈별 개발

(수정 / 보완 / 추가)

테스트 및 시험운영 안정화 지원 (계속)

태그발주

1차태깅 2차태깅

감응 및 동작테스트

장서점검 및 태그동작
샘플 테스트

사용자 / 운영자 교육 (일정 협의)

인수 테스트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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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상세내용

1. RFID 시스템 구축

1) 규장각 자료의 특성에 맞는 소형 RFID 태그 개발

(1)	태그	개발	진행	순서

(2)	태그	개발

RFID	태그의	생산

RFID 태그 생산 순서

Dispenser Flip-chip Bonder Curer Tester

주사기 모양의 Dispenser Tool
에서 공기 압력과 시간을 조
절하여 ACP를 Dot 모양으로 
Bonding 부위에 도포

Silicon Wafer에서 Tag Chip
을 Flip-Chip 방식으로 Pick-
up한 다음 Bonding Tool이 
Bonding 부위에 Chip을 1차적
으로 Pre-Bon ding.

Top&Bottom Heating 
Plate(Thermode)의 온도와 압
력 조건을 조절하여 ACP가 완
전히 경화될 때까지 Bonding.

Near Field Reader를 장착하
여 Inlay 상의 개별 Tag마다 전
수 검사를 통해 양품 판정을 함. 
(Bad Mark를 포함)

샘플태그 현장
테스트

적합한 칩 선택 태그 패턴 도안
샘플태그 생산
및 테스트

최종 태크 스펙
도출 및 생산

Un-Winder Re-WinderDispenser Flip-chip
Boner Curer TesterBuffer Buffer BufferS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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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그	개발

RFID	태그의	라미네이팅

RFID 태그 라미네이팅 순서 및 제품 출하

자재 준비 제품 가공 Test 제품 출하

Roll 상태의 Inlay를 개별 Unit 
별로 잘라 주고, 불량 Inlay를 
제거한다. 그리고 원단은 전면
지와 후면지(실리콘 페이퍼)를 
분리하여 준다.

후면지에 Inlay 간격/크기만큼 
접착제를 도포하고 원하는 간
격으로 Inlay를 부착시켜 합지
한다. 이때 전면지는 원하는 모
양으로 타발하고 불필요한 전
면지는 제거한다. 

Near Field Reader를 장착
하여 Tag Roll상의 개별 Tag
마다 전수 검사를 통해 양품 판
정을 한다. (Bad Mark를 포함)

원하는 크기의 후면지 폭을 확
보하기 위해 여분의 후면지를 
Slitting하여 제거하고 감아주
면 완제품 Tag가 완성된다.

(4)	태그의	패턴	선정

①	실험	테스트	1차

•							RFID	공통	태그의	크기	20mm×16mm

자재 공급 원단 분리 접착제 도포 CuttingPre   Sorting Lami. Test Slitting &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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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샘플의	개수	:	4종	각8책

•							테스트	장비	:	규장각	보유	RFID	핸드리더기,	규장각	보유	RFID	Swing	안테나	리더기	

규장각 보유 RFID 핸드리더기 규장각 보유 RFID Swing 안테나 리더기

•							테스트	공통	:			고문헌	제본쪽	하단	부분에	태그	위치	테스트,	고문헌	제본쪽	상단	부분에	태그	위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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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	1차	테스트

	-	테스트	목적	:	규장각	서고	내	태그	인식성능	측정

	-	테스트	방법	:	고문헌	표지상	RFID	태그	사입	후	서고	내측방향/외측방향	각	2회	인식성능	측정

	-	테스트	시료

RFID 태그

Model IC 사진 Frequency 인식성능 비고

A
Impinj 
Monza 

5
915Mhz

책장 외곽 부착시 : 100%
책장 내부 부착시 : 50% 
인식속도 : 상대적으로 낮음

Monza5의 인식성능 
상대적으로 낮음

B
NXP

Ucode
7

915Mhz
책장 외곽 부착시 : 100% 
책장 내부 부착시 : 100% 
인식속도 : 상대적으로 높음

NXP Ucode 7 적용 코일 
두께 / 면적 

상대적으로 높음

C
NXP

Ucode
7

915Mhz
책장 외곽 부착시 : 100% 
책장 내부 부착시 : 70% 
인식속도 : 상대적으로 낮음 

NXP Ucode 7 적용 코일 
두께 / 면적 

상대적으로 낮음

D
NXP

Ucode
7

940Mhz
책장 외곽 부착시 : 100% 
책장 내부 부착시 : 100% 
인식속도 : 상대적으로 높음

부착매질에 대한 
주파수 고려 

작동주파수를 Shift함

•							테스트	결과

	-			NXP칩을	이용한	넓은	면적의	안테나	사양을	가지고	있는	D형이	적합하다고	판단.	이	태그의	특징

은	종이재질에	부착이	되었을	때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질에	따른	동작	성

능	편차가	적은	것이	특징임.

	-			발전	방향	:	최대	면적의	크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라벨	사이즈	가이드라인	필요.	최대	사이즈

를	산정하여,	mm단위로	4단계로	나누고,	샘플을	제작하여	2차	테스트를	함.	이에	따른	결과를	토

대로	최종	양산형	타입에	대한	결과	도출.

②	실험	테스트	2차

	-			2차	테스트	목적	:			2차	현장	테스트는	1차	테스트	후	결정되어진	안테나	패턴을	기반으로	태그의	

주파수	변경과	크기를	변화시켜	현장에	적용시켜	보고,	적합한	태그를	선정하기	

위한	테스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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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일자	:	2014년	10월	30일

•							공통	사항	1	:	측정	태그	사양

RFID 태그

임시 제품명 IC 태그패턴 동작 주파수 Size 비 고

M1

NXP
Ucode7

880Mhz

21×16mm

저항값 ↓

M2 940Mhz 저항값 ↓

M3 960Mhz 저항값 ↑

M4 970Mhz 저항값 ↓

M2-1 925Mhz
23×18mm

저항값 ↓

M3-1 940Mhz 저항값 ↑

※ 국내 Frequency 표준 : 917~923.5Mhz

•							테스트	장비	:	규장각	보유	RFID핸드리더기,	규장각	보유	RFID	Swing	안테나	리더기

규장각 보유 RFID 핸드리더기 규장각 보유 RFID Swing 안테나 리더기

•							테스트	공통	:			고문헌	제본쪽	하단	부분에	태그	위치	테스트,	고문헌	제본쪽	상단	부분에	태그	위치	

테스트

•							실제	사용	스윙	테스트	:			실제	사용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원거리	및	스윙	안테나를	이용한	근접거

리	스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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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비교	시트

RFID 태그

MODEL 인식 속도
정면(인식률) 후면(인식률)

비고

LSIS PDA 네톰 SWING LSIS PDA 네톰 SWING

M1 느림 10cm(100%) 1m(12.5%) 5cm(20%) 5cm(50%)

M2 빠름 20cm(100%) 1m(37.5%)
30cm(100%) 5cm(60%) 5cm(100%)

M3 보통 5cm(100%) 1m(12.5%) 5cm(30%) 5cm(37.5%)

M4 보통 5cm(100%) 1m(50%) 5cm(30%) 5cm(50%)

M2-1 빠름 15cm(100%) 1m(25%)
30cm(80%) 5cm(30%) 5cm(75%)

M3-1 빠름 20cm(100%) 1m(25%)
30cm(100%) 5cm(40%) 5cm(100%)

•							테스트	결과

	-			사이즈가	늘어난	모델이	기존모델보다	인식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종이	재질의	특성으

로	인해	940Mhz로	주파수가	변경된	M2모델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내고	있음.

	-	라벨	제작에	따른	사이즈	사양을	고려한다면	M2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5)	성능	검증을	위한	타사	태그	비교	테스트

①	개요	및	테스트	조건

규장각	고문헌	관리를	위해	개발한	초소형	태그의	타	태그	대비	인식	성능	비교

1m 이격시 테스트 근접거리 스윙 모션을 통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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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테스트	결과

테스트용 태그

RFID 태그

MODEL IC 사진 Frequency Size 적용 Application 비고

LID-L5 Impinj
Monza 3 915Mhz 27×10mm

국내 안경협회 
안경 진품관리 태그

LID-LA2 NXP
Ucode 7 915Mhz 29×16mm MK Trend 

의류물류 혁신 프로젝트

규장각

신규태그

NXP
Ucode 7 915Mhz 21×16mm 규장각 고문헌 관리(T1-M4)

규장각

신규태그

NXP
Ucode 7 940Mhz 21×16mm 규장각 고문헌 관리(T2-M2)

• RFID Handheld 설명 및 테스트 조건
   - 모델 : AT870 Handheld Reader
   - 출력 : 30dbm (1W)
   - Frequency range : 국내전파법 규정 준수 
   - Frequency step : 국내전파법 규정 준수

• RFID 인식 성능 테스트 방법 
   - Air 상태의 태그 5pcs 준비 후 최대 인식거리 측정
   - 고문헌 표지상 RFID 태그 삽입 후 서고 내측방향 각 2회 인식성능 측정

RFID 태그

MODEL Size
인식

속도

AIR 도서삽입
비고

단품최대인식거리 5장(인식률) 단품최대인식거리 5장(인식률)

LID-L5 27×10mm 빠름 100cm 80cm(100%) 35cm 20cm(75%)

LID-LA2 29×16mm 빠름 90cm 80cm(100%) 20cm 10cm(100%)

규장각 태그 21×16mm 빠름 70cm 60cm(100%) 40cm 25cm(75%)

규장각 태그 21×16mm 빠름 80cm 70cm(100%) 40cm 30cm(100%)

LID-L5 : 20cm LID-LA2 : 10cm 규장각 태그 :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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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태그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태그	인식거리	향상	

	-			LID-L5(안경적용태그),	LID-LA2(의류적용태그)	등은	도서	삽입시	인식거리가	현격히	감소됨	→	피

부착매질(Air/섬유)의	유전률이	책(종이)보다	크지	않기에	주파수	Shift	현상	발생,	문헌	삽입시	인식	

거리	감소됨으로	확인.	

	-			태그의	피부착매질에	따른	저항값	발생	감안,	주파수를	상향	shift한	태그의	인식거리가	향상됨을	

확인함.	

(6)	규장각	자료의	특성에	맞는	라미네이팅

①	인레이	태그	구성	물질

규장각	납품	태그는	알루미늄	박,	PET,	SL3S1204칩으로	구성됨

•							알루미늄	박

성분 및 구성 정보

제품명 알루미늄 박

화학식 AI

알루미늄 함유량 99.50%

CAS번호 7429-90-5

위험성에 관한 정보
(통상의 조건에서 안정적임)

NFPA 지수
건강 : 0
화재 : 0
반응성 : 0

잠재적인 영향 해당 사항 없음

물리 화학적 특성

외관 밝은 은백색의 금속

취기 무취

융해도(물) 불용성

비중 2.70g/cm2

pH 해당 사항 없음

끓는점 2327℃

녹는점 660℃

독성에 관한 정보 LD50/LC50 정보는 발견되지 않음

환경영향

환경영향 해당 사항 없음

환경독성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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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유해, 위험성
물리적 위험성 없음

인체 유해성 없음

위험 성분
성분은 적당하거나 위험하지 않음

인체 유해성 없음

물리 화학적 특성

외관 필름

취기 무취

색상 투명, 불투명, 백색, 노란색

융해도(물) 불용성

비중 1.40g/cm2

물리 화학적 특성

pH 해당 사항 없음

비열 1.34Mj/kg(25℃)

연소열 23.5Mj/kg

중기압(mmhg, 20℃) 해당 사항 없음

중기밀도(공기 ⇔ 1) 해당 사항 없음

끓는점 해당 사항 없음

녹는점 255~265℃

보건 위험 평가

일반사항 
보건 위험 평가는 화학적 조성 평가와

과학분업 및 상업자료 상의 정보를 근거로 함.

섭취 
다른 물질들과 비교하여 이 물질을

1회 섭취해도 비교적 해가 없음.

눈 접촉 인간의 눈에 접촉해도 자극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음.

피부 접촉 인간의 피부에 접촉해도 자극은 나타자니 않는 것 같음.

피부 흡수 이 물질은 인간의 피부에 흡수되지 않을 것임.

흡입 
이 물질에서 발생한 먼지 흡입관 관련되어

알려진 독성 효과는 없음.

노출과다시 기타 영향
물질의 물리적 형태 때문에 이 물질의 카본블랙 성분에
노출을 가능성은 없을 것임, 이와 같이 어떠한
잠재 보건 위험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음.

INSPECTION DATA 다음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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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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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3S1204	칩	사양

	-			RFID	칩의	선정	:			도서용	900MHz	RFID	태그에는	현재	생산되는	칩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의	제품

을	사용하며,	이는	RFID	시스템의	기능	구현	및	인식	성능에	큰	도움이	됨.	

EPCglobal Gen2 칩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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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3S1204	칩	성능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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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레이	태그	생산	과정

①	합지	공정

•							Dry	Lamination	공정으로	PET와	AL을	접착제로	코팅하여	합지하는	공정

	접착성(레토르트	파우치용	접착제	사용)

•							Dry	Lamination	:			유기	용제형(수정	및	유성)	접착제를	기재(Base	Film,	Sheet)에	도포하여	열품에	건

조시킨	후	기재와	기재를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착제의	

선정,	도포량의	조절	등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방식.

•							접착층에	따라	제품층	간의	안정성(경화)을	확보하기	위한	숙성실	운영

	68℃에서	48시간	숙성

②	인쇄	공정

•							GRAVURE	공정으로	잉크와	실린더를	사용하여	합지된	AL면에	잉크를	전이하는	방식

•							GRAVURE	:			사진	제판한	요판을	사용하는	인쇄법,	사진	요판을	보통	그라비어라	부른다.	판면	화상

의	요점(잉크	셀)에	인쇄잉크를	채우고	비화상부분의	인쇄잉크를	닥터라고	부르는	연강

판의	칼로	깍아내면서	인쇄한다.	화상의	단계별	표현이	풍부하고	잉크가	용제성이므로	

셀로판,	플리에틸렌	등의	인쇄에도	적합.

2급지
Rewind

Doctor Knife

Dry 챔버

코팅헤드

러와인딩

원단A

원단B

드라이
라미네이션

드라이

압등

동판

Dry Lamination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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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도관리	잔컵3호(17.5~18.5초)	독타	나이프	접착면	관리	

	-	습도로	인해	수분이	실린더	면에	피막되어	전이불량의	원인이	됨(전이를	방해함)

	-	인쇄조건용	샘플을	1.5m	잘라서	전체열	검사(50배	루뻬)	→	번짐,	M/B	확인	

	-	OK시	본작업	진행	1,000m	마다	1.5m	재확인	(공정	진행중	농도	확인)

패턴 이상 / 방향관리

③	검사포장	공정

제품	외관	및	치수를	검사하고	진공포장하는	공정

④	에칭-박리	공정

•							포장하는	공정레지스트(잉크)로	보호된	곳	이외의	AL	부분을	염화제이철을	사용하여	부식시키는	공정

•							불필요해진	레지스트(잉크)를	벗겨내는	공정

	-	온도(50℃)와	속도(6~10m/min)	관리

	-	에칭조건용	샘플을	1.5m	잘라서	전체열	검사(50배	확대경)	→	치수	쇼트	확인

	-	OK시	본작업	진행,	초기	100m	모니터링(루뻬/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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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슬리팅	공정

•							절단	공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완제품화	하는	공정	

	-	슬리팅	마크	관리,	스크러치	관리(스트로보	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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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그의	생산

①	소재생산업체의	선택

②	합지	소재의	선택

•							Filmoplast	P	90

	-			특징	:			안정성과	강성,	연성이	조화된	백색의	50g/m2	특수	제지로	노화에	내성이	있으며,	황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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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짐	현상이	없고,	CaCO3(탄산칼슘)1가	함유된	영구적	신축	아크릴	점착제2로	코팅되어	문

서에	손상이	없도록	제작되었음.	(뮌헨의	Papiertechnische	Stiftung(PTS-제지	기술	전문기

관)으로부터	내노화성3	인증을	받았음.)	

•							Gudy	831

	-			특징	:			내노화성,	부서짐이나	번짐이	없는	영구적	신축	아크릴	점착제를	사용한	양면테이프이며	중

성입니다.

•							PTS	인증서

1　		CaCO3	:	탄산칼슘은	백색	무기의	화학물질로서	거의	calcite형으로	상온,	상압하에서	매우	안정된	물성을	보이며	일부	aragonite형으로	

440도에서	calcite로	전이를	하는	것도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결정학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결정형은	불굴절을	보이며	calcite

의	굴절률은	1.685와	1.486이고	비중은	2.71mohrs	pH	7~8이며	경도는	2.9~3.0의	화학물질이다.

2　		아크릴	점착제	:	Polyacrylates는	우선	분자내	이중결합이	없는	Saturated	polymer로서	그	고유한	성질면에서	산화에	대한	저항이	뛰어

나므로	내후성이	우수하다.	또한	요구되는	필요	물성에	따라	Polymer	조성의	변경이나	Functional	group의	도입	등으로	인해	개질이	

용이하다.	(부림	케미칼	2001년	기술자료	인용).

3　내노화성	: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이	오래	지속되는	성질(농업용어서전	:	농촌진흥청	제공).

    121제 3장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태그제작

•							인레이	태그	입수	및	생산설계확인

인레이 태그 생산 설계서

•							보존용지(Filmoplast	P90)	적용	설계

보존용지 적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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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테이프	적용	설계(Gudy	831)

양면테이프 적용 설계

•							가공과	포장

	-	인레이	입고	:	루셈

	-	보존용지	Filmplast	P90	입고	:	40mm

	-	인레이	표면에	보존용지와	양면테이프	합지

	-	합지된	인레이	타발(Full-Cut)

	-	검수	&	Bad	Marking(종이면)

	-	1000매	단위	Roll	제작

	-	1Roll	단위	압축	Film	Bag에	포장

	-	2Pack	단위	박스	포장

 태그 가공과 포장

    123제 3장  규장각 고문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생산시설

합지 생산 라인

칩 손상 방지를 위한 생산 라인

전체 생산 라인

도안 라벨 커팅 라인

최종 검수 및 포장 라인

RFID TAG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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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미네이팅	소재의	적용	검증

•							시험의뢰처	: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제지공학연구실	

•							시험	담당	교수	:	윤혜정	

•							시험	의뢰	일자	:	2014년	12월	29일

•							평가	결과

표면지의 열화 후 표면 pH(평균±표준편차) 

표면 pH Before aging After agin

Pink sheet 5.8±0.21 5.8±0.16

Blue sheet 5.6±0.11 5.7±0.06

RFID칩 접착용 중성지와 양면테이프의 열화 후 pH

Before aging After agin

표면 pH 6.9±0.09 5.5±0.18

냉수 추출법 7.0 6.5

RFID 태그 부착한 표면지의 열화 특성 평가

표면 pH
열화 후 표면 pH

RFID 태그 부착 표면지 미부착 표면지

Pink sheet 5.6±0.11 5.8±0.16

Blue sheet 5.3±0.15 5.7±0.06

* 상세 시험 내용과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시험결과서는 별첨으로 첨부

(10)	검증결과에	따른	규장각의	판단

이번	실험은	120도의	상황	하에서	7일간	진행되었고,	타	논문과	비교하였을	때	자연	상태에서	약	30년

에서	50년	정도	자연열화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함.

①			RFID	태그	작동에	있어서는	1~30년	사이에는	10년	주기로	전수검사를,	31~50년	사이에는	5년	주기

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②		 	태그에	의한	열화의	경우	보장	연도는	30년으로	봄.	그	이후로는	주기적인	표본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③	1,	2의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태그	교체	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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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 2, 3서고 소장 고문헌 RFID 태그 입력 및 부착

(1)	RFID	태그	코드체계

RFID는	표준화와	범용성으로	태그	Sniffing,	Tracking,	Spoofing,	Replay	attacks,	Denial	of	

Service(DoS)	등과	같은	악의적	데이터	이용	및	변경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어,	태그에는	무의미한	등록번

호만을	기록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	

RFID 태그 코드 체계

•   RFID는 리더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태그 정보에 접근 가능하여, 변경 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정보를 넣거나 훼손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Lock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변경 
및 훼손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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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	태그	등록(태깅)	방안

①	RFID	태그	부착	프로세스

RFID	입력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관리자(사서)는	자료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태그	정보를	입력할	때	기존	문헌의	정보를	조회하고	태그에	정보를	Write하고	문헌에	부착함.	

RFID 태그 부착 프로세스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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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FID	태깅	작업	순서

RFID	태깅	작업은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작업	진행함.

RFID 태깅 작업 순서

5번 작업자 작업(1) - 자료 이동
• 자료의 정렬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료 이동

1번 작업자 – 태그 확인 및 태그 Write
• 차폐함을 이용하여 태그의 상태를 확인
• 태그에 자료의 정보를 Write
• 바코드와 자료의 일치 여부 판단(바코드 중복 체크 포함)

2~4번 작업자 작업(1) – 인식 테스트를 통하여 부착 위치 선정
• 인식 확인 태그를 자료에 삽입하여 인식 유무를 판단
• 인식 테스트 조건
- 안테나로부터 3cm이내의 거리
- 1초당 10회 이상의 인식이 되는 위치 선정

5번 작업자 작업(2) – 자료 태그 부착 표시 및 자료 원위치
• 태그 부착된 자료 책등 상단에 부착 표시
• 부착 순서에 따른 자료 원위치

2~4번 작업자 작업(2) – 선정 위치에 태그 부착 및 인식 테스트
• 선정된 위치에 태그 부착
• 책등에 깊숙이 은닉하여 부착
• 부착 후 인식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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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헌	태그	삽입

①	장비의	반입	

장비	반입의	경우	클린	및	소독	작업을	거친	후	반입

알코올 소독 미세먼지 제거

③	RFID	구축	작업	복장

RFID	구축	작업자는	고문헌	자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아래와	같은	복장을	착용한	상

태에서	작업에	들어감.	

•							침,	콧물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							팔토시	착용

•							앞치마	착용

•							무정전	장갑	착용

•							실내화	착용

RFID 구축 작업자의 필수 작업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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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장의	환경	구성

•							작업장은	서고	내	빈	공간에	설치

•							작업장의	감독	및	보안	

	-			현장에서는	PM이	직접	감독하며,	외부에서는	IP카메라를	이용하여	작업	현황과	상황을	감독할	수	

있음.	작업동영상은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함.

④	태그의	삽입

태그의	삽입은	본폴더와	핀셋을	이용하며	문헌의	이동시나	사용시에도	태그가	빠지지	않도록	실과	실	

사이에	걸치도록	삽입하도록	함.	

태그 가공

②	태그의	준비	

기존	생산된	태그를	고문헌	삽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작업	필요

마스크 및 장갑, 앞치마, 토시 등의 개인 장비를 착용후 작업 작업장의 감독 및 보안을 위해 PM이 작업자를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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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삽입이	되지	않는	자료의	처리

태그를	삽입할	수	없는	고문헌	자료의	경우에는	먼저	문헌의	상태를	확인하여	제본	사이로	태그가	삐

져나오거나	흘러나오지	않을	경우	본	폴더(또는	대나무	소재	나무칼)를	활용하여	장의	면	사이에	태그를	

안착시킴.	

실의 상태가 양호한 곳에 태그를 삽입

종이와 종이 사이를 약간 벌리고 태그를 조심스럽게 삽입

대형 지도의 경우에도 장의 면 사이에 태그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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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삽입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한	처리	

자료의	상태가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규장각에서	지정한	한지에	라벨을	출력하고	그	뒤에	태그를	부착

한	뒤	중성풀을	도포한	다음	고문헌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	라벨	위에	부착함.

•							중성풀	도포

•							부착

태그를 가공하여 라벨 뒤에 부착시키고 중성풀을 도포

•							풀이	흘러나오는	경우와	풀에	함유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지와	보호지를	부착	라벨	위해	덧

대어	문헌을	보호.

새 라벨 및 태그를 기존 라벨 위에 부착

흘러나오는 풀과 수분을 흡수하고 문헌을 보호하기 위해 흡수지와 보호지를 덧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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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수성이기	때문에	마르는	과정에서	부착	라벨	및	부착	부위의	말림	현상을	막기	위해	특별	제작

한	아크릴	문진으로	부착	부위를	눌러줌.	

문진을 올려 말림 현상 방지

청구기호로 검색한 뒤 서지정보와 문헌을 비교하여 등록번호를 입력

⑦	태그의	정보	입력

•							청구기호로	서지정보를	검색한	뒤	서지정보와	실제	문헌을	비교하여	규장각에서	사용하는	등록번호

를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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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및	실물	장서와	오류	부분의	처리

	-			서지정보와	실제	고문헌이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기호가	다르게	적용된	경

우,	서지정보가	누락된	경우	향후	서지정보	업데이트가	수월할	수	있도록	기출력된	목록	리스트에	

해당사항을	표기하여	제출함.

•							서지정보와	실제	고문헌이	일치	하지	않아	서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고문헌에	부착된	라벨의	수

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별도로	보고함.	

작업 요일별로 촬영한 사진을 정리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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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은	있으나	서지정보가	없는	경우	RFID	태그에	[규장각]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임시로	

해당	등록번호를	출력한	바코드를	청구기호	라벨과	함께	촬영하여	보고함.	

미등록 문헌 자료의 경우 규장각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태그에 등록번호를 입력

향후 정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등록번호가 적힌 바코드를 
문헌과 함께 배가

낱권의 경우 등록번호가 적힌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별로 함께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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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라이팅	리스트	:	50259책(예시를	포함한	전체	리스트는	별도	첨부)

등록번호 서 명 청구기호

21200002403 (甲午式年)司馬榜目 奎古 624 2 1

21200002404 (甲午式年)司馬榜目 奎古 624 2 2

21200000849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1

21200000850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2

21200000851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3

21200000852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4

21200000853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5

 21200000854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6

21200000855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7

21200000856 (改良箋歌註)古集唐詩合解新讀本 奎古 183 8 8

21200001143 (官版)孫子十家註 奎古 227 4 1

21200001144 (官版)孫子十家註 奎古 227 4 2

21200001145 (官版)孫子十家註 奎古 227 4 3

21200001146 (官版)孫子十家註 奎古 227 4 4

21200001141 (官許)論語經綸 奎古 226 2 1

21200001142 (官許)論語經綸 奎古 226 2 2

20100325146 (內需司)禮房會計冊 奎 19100

21200000525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1

21200000534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10

21200000535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11

21200000536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12

21200000526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2

21200000527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3

21200000528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4

21200000529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5

21200000530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6

21200000531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7

21200000532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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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 명 청구기호

21200000533 (斷句校正)白香山詩集 奎古 140 12 9

20100310143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0 v.4

20100310146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0 v.7

20100310157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2 v.4

20100310158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2 v.5

20100310159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2 v.6

20100310160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2 v.7

20100354370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3 v.2

20100354371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3 v.3

20100354372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3 v.4

20100354373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3 v.5

20100354374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奎 13763 v.6

20100310172 (文祖)綏陵遷奉都監儀軌 奎 13769 v.1

20100310181 (文祖)綏陵遷奉都監儀軌 奎 13771 v.3

20100310186 (文祖)綏陵遷奉都監儀軌 奎 13772 v.1

20100310188 (文祖)綏陵遷奉都監儀軌 奎 13772 v.3

20100310203 (文祖)綏陵遷奉都監儀軌 奎 13774 v.4

20100310207 (文祖)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奎 13770 v.1

20100310208 (文祖)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奎 13770 v.2

21200002406 (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奎古 626 1

21200000885 (分類)古今楹聯彙選 奎古 198 8 1

3) 사업 투입 인원 현황

(1)	사업수행	조직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사의	추진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유

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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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투입	인력	목록

분 야 성 명 근무 경력 직 위 최종학력 주요업무 수행능력 기술등급

사업총괄 이지혁 12년 부장 학사 RFID 사업총괄 고급

사업관리 류성남 11년 과장 학사 사업관리 중급

개발

이성호 20년 이사 학사 상태조사시스템 개발 고급

윤재오 10년 차장 전문학사 상태조사시스템 개발 중급

장우재 6년 과장 학사 RFID 시스템 개발 중급

태그 부착

현상민 3년 대리 학사 RFID 태그 부착 지원 초급

임시직 - - - RFID 태그 부착 초급

임시직 - - - RFID 태그 부착 초급

임시직 - - - RFID 태그 부착 초급

임시직 - - - RFID 태그 부착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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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관리시스템 구성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1) 고문헌 출납 인터페이스 개선

(1)	RFID	리더기	연결	포트	수정	지정

블루투스	RFID	리더기	포트를	수동으로	지정하기	위해	출납시스템	설정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①	프로그램설치	폴더\config.ini	편집

②								[SETTING]섹션을	아래와	같이	추가

							 [SETTING]
RFID_PORT=COM10

③	저장	후	닫기

④	프로그램	재시작

리더기	포트	자동검색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	RFID_PORT	항목을	삭제	하면	됨.	

(2)	자료	출납	시스템	일부	수정	적용	

출납에	‘신청목적’	필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정에서	해당	필드를	추가설정	할	수	있도록	수

정	적용함.	

신청목적 필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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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찾기	기능을	오프라인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오프라인	모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함

•							DLD	DB인	MSSQL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출력되고	‘예’를	선택하면	오프

라인	모드로	실행

실행파일 속성 화면

•							출납시스템	실행파일인	KJG_INOUT.exe의	바로가기	생성	후	설정	화면에서	바로가기-대상에	‘OFFLINE’	

입력	후	‘적용’,	이후	바로가기를	실행하면	서버	접속	시도	없이	오프라인으로	동작함.

오프라인 모드 연결 문구

•							오프라인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PC가	서지정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상태여야	하며,	데

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상태로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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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태에서	서지정보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은	설정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실행하면	

자동으로	해당	로컬PC에	MDB로	서지	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됨.

오프라인 모드를 위한 데이터 다운로드 화면(설정화면)

신청목적 조회 화면

(4)	통계에서	‘신청목록’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추가

신청목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선택	가능한	신청목적은	설정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목적	목록이	아닌,	

전체	출납데이터	기준	1회	이상	사용된	전체	신청목적	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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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별 통계 화면

작업일시별 통계 및 Excel 저장 기능 화면

(5)	통계항목	추가	및	Excel	저장기능

‘작업일시별’,	‘서지별’,	‘신청자,	작업자,	신청목적별’로	통계항목이	출력	가능하며,	이를	Excel	파일로	따

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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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 저장은 앞의 이미지에서 보듯 ‘작업일시별’ 탭에서 ‘Excel 저장’ 버튼을 누르면 가능하며, 저장된 Excel 파일에 각 항목들은 시트
로 나뉘어 구분되어 각 목적별 통계자료로 저장됨. 

신청자별, 작업자별, 신청목적별 통계 화면

Excel 파일로 저장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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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자	및	신청자	부분을	입력	방식이	아닌	콤보박스로	표시

신청자는	DLI에	등록된	모든	이용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가능	여부에	따라	‘인증’,	‘미인증’으로	구

분되어	이용자가	확인됨.

신청자 선택 화면

작업자 설정 및 선택 화면

* 작업자는 ‘설정-작업자관리’ 메뉴에 등록된 작업자만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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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상태조사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은	기존의	자료상태조사시스템의	Pyxis구조에	기반을	두고	작성한	시스템과	DB에	

관련된	부분은	동일한	로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장	방식	또한	동일함.

(1)	주요개선	기능

•							기능	개선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pring과	myBatis를	사용하여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임.

	-	작업자의	편의성과	버그	및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함.

	-	관리자(사용자)정보를	기존	시스템과	관계없이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

	-	자료	검색	시	텍스트	박스에	테이터	입력	후	’Enter’키	대응

	-	각	화면의	전화을	편리하게	처리

	-	최대한	상/하	스크롤이	없도록	구성

	-	최신의	jQuery와	HTML5	대응(크로스브라우징	기능)

•							운영	환경

	-	JDK	1.6(64Bit)

	-	Tomact	7(64Bit)

	-	Spring	3.2

	-	myBatic	3

(2)	화면구성	및	기능

①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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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에	따라	권한이	달라짐.	

•							관리자	: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작업권한	:	‘자료상태’,	‘검색’,	‘자료상태	입력’만	사용할	수	있음.

•							실습용	:	‘자료상태’,	‘검색’,	‘자료상태	입력’만	사용	할	수	있음.

②	관리	사용자	설정

기존	시스템에서	최초	1회	모든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를	이관하며,	그	후부터는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

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	사용자의	등록/수정/삭제를	할	수	있음.	

관리 사용자 설정 화면

•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음.

•							수정하고	싶은	사용자를	선택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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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자	수정/삭제

관리자에	대한	수정/삭제	화면임.

•							관리자의	권한을	바꿀	수	있음(관리자,	작업권한,	실습용).	

•							현재	선택된	관리자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목록은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가지

고	있음.	

④	관리자	등록

‘관리	사용자	설정’에서	‘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관리	사용자	등록	화면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음.	

•							관리자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음(관리자,	작업권한,	실습용).

관리자 수정/삭제 화면

관리자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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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료상태	검색

자료상태 검색 화면

자료상태 검사 결과 화면

•							자료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등록번호	등	검색어를	해당	항목	텍스트	박스에	입력하고	‘Enter’를	누

르면	바로	검색이	진행됨.

•							좀	더	세밀한	검색이	요구될	시	항목별	상세	내용에	체크한	후	‘검색’을	누르면	상세검색이	진행됨.

⑥	자료상태	검색	-	결과	리스트

자료상태를	검색하면	그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결과	화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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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의	총	건수가	표시되며,	한	화면에는	10건의	결과가	표시됨.	

•							서명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수정하는	새카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함.	

•							이전의	자료상태	검색	화면으로	이동함.	

⑦	자료상태	검색	-	검색영역	보기	

아래	그림에서	‘검색영역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이전	검색화면으로	이동하는데	검색	조건

이	초기화	되지	않으며,	이전	검색	조건이	그대로	입력	또는	표시되어	추가	또는	수정	검색이	가능함.	

자료상태 검색 및 결과 화면

•							‘검색	영역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면	앞선	검색	결과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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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료	수정

검색	결과	리스트	화면에서	서명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수정/삭제	또는	새카드	작성/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음.

•							‘X’	버튼을	누르면	⑥의	검색	결과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감.

자료 수정 및 새카드 작성/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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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료입력

신규로	자료의	상태를	입력할	수	있음.	

•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새카드	작성’,	‘출력’	버튼이	활성화됨.

•							‘보존처리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입력화면을	표시함.(다음	항목에서	상세	설명)

신규 자료 상태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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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보존처리	상세	입력

보존처리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해당	자료의	보존처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음.

보존처리 상세 입력 화면

일자별 보존처리 요구 등급별 통계 화면

⑪	일자별	통계

화면	좌측의	‘통계’	→	‘일자별	통계’를	클릭하면	지정일자에	따른	보존처리	요구	등급별	통계를	검색하

고	출력,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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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작업자별	통계

화면	좌측의	‘통계’	→	‘작업자별	통계’를	클릭하여	설정한	기간	동안	작업자별로	보존처리	요구	등급별	

통계를	검색하여	출력,	확인할	수	있음.

작업자별 보존처리 요구 등급별 통계 화면

도난분실방지게이트 알람동작시 청구기호 표시 화면

•						도난분실방지게이트	알람동작	중	청구기호	표시

	-	도난분실방지게이트	알람조회	시	알람이	일어난	문헌의	청구기호가	표시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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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자 제언

1. 서지데이터 베이스의 점검 필요

본	사업을	진행	하면서,	실물	고문헌과	데이터	베이스가	일치	하지	않는	문헌,	데이터가	없는	문헌이	많

아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진척도를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고문헌	서지에	대한	정비작업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사업은	물론이고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도	서지정보의	점검은	필요	하다고	생

각	됩니다.

2. 사업기간

2014년도	사업진행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업기간	이었습니다.	사업진행이	다소	여유	있게	진행

이	된다고	하면,	RFID태그를	적용함에	있어	좀	더	면밀하게	수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사업대상 고문헌의 이동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초반	고문헌	작업	중	자료의	이동이	잦아	소급작업하는	사례가	빈번	하였습니다.	

타	사업의	진척도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작업	대상	문헌의	이동이	최소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

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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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첨부문서

■ filmoplast P90 plus 상세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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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태그의 열화안정성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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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Ⅱ.	사전	교육	및	상태점검,	작업도구

Ⅲ.	파트별	작업	과정

Ⅳ.	작업	효과

Ⅴ.	 작업성과	및	건의사항

Ⅵ.	사업자	제언

제4장 규장각 서고 특별청소

(주)케이원시스템02

Storage cleaning





제 4장  규장각 서고 특별청소

규장각 서고 특별청소 제  4  장

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업수행	:	(주)케이원시스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대표	김연화)

•							사	업	명	:	규장각	서고	특별청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9일	~	2월	2일

1. 서고 특별청소의 필요성 및 특징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은	25만여점에	달하는	귀중한	고문헌	자료를	보존	· 관

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고문헌	소장기관임

•       고문헌은	1~5서고까지	5개	서고에	나뉘어져	보관되어	있으며,	마이크로필름	및	현대도서	등도	소장하

고	있음

•       고문헌은	거의	대부분이	종이이므로	보존에	있어서	습기,	해충,	화재,	먼지등에	취약함.	서고	특별청소

를	통해	서고	곳곳의	먼지들을	제거하면	먼지다듬이와	같은	해충	서식	예방,	전기장치	내	스파크로	

인한	화재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규장각	서고의	특성상	고문헌	보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이나	약품,	기계

사용이	불가함.	자주	수작업으로	청소하는	것이	유일하며,	또한	최상의	방법임

•       서고에는	고문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음.	서고	내	습방통로에는	시멘트	가루와	먼지가	

많으며,	서고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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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	서고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공조	시스템이	작동중이어서	공조기(환풍구)에	쌓인	먼지들을	청

소하여	서고	내부의	오염을	방지해야	함

•       고문헌	보존	및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특별청소가	필요함

2. 청소 범위

•       특수	서고	:	1,	2,	3,	4,	5서고	(고문헌)

•       일반	서고	:	라운지,	1층간행물보관실,	지하간행물보관실,	마이크로필름실

•       습방	통로	:	2~3서고,	1서고,	4서고①,	4서고②,	마이크로필름실~5서고~지하간행물보관실

•       그							외	:			서고관람실,	열람실,	촬영실,	서고사무실,	소독실,	집진실,	지하1~지상2층	복도,	로비,	계단	

밑	간이창고,	1층화장실,	원장실,	전시실,	회의실,	행정실

※	상기	청소구역의	공조기	전체,	서가·장	상단,	측면,	바닥,	벽면,	기물,	창문,	북트럭	등	포함.

3. 수행업체 경력 및 참여인력

1) 수행업체 경력

구분 상호 주요경력

사업수행 (주)케이원시스템
경남문화재연구원, 한국장애인공단 전남지사, 창원문성대학교, 일산구청,
경주원자력발전소, 제주지방법원, 창원경찰서, 경남도청, LH공사

2) 참여인력

구분 주요경력

신민식 부장 등 10인
공조기, 기계 연마, 코팅, 특수 서고, 형광등, 사다리 작업, 콤프레샤, 에어청소기, 습방통로, 페인트, 

서고, 전시실, 알코올 출입관리, 작업자 관리, 벽, 기물, 우마작업, 소독실, 북트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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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교육 및 상태점검, 작업도구

1. 작업 지침 사전 교육

1) 관리자 지침

•       작업	중	수시로	작업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문제점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

•       매일	아침	작업	전	작업자에게	규칙	숙지시킬	것

•       알코올	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알코올을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

2) 작업 준비 지침

•       원피스	방진복,	실내화	착용

•       걸레	세척용	장갑과	사용한	걸레는	한	쪽에	다른	상자를	마련하여	별도로	사용	할	것

•       서고	출입시	신발커버	착용

•       외부	반입	도구	일체는	알코올로	소독	후	반입할	것(사다리,	청소기계,	기타	청소도구)

•       서고에는	반드시	걸레만	반입하고	알코올은	일체	반입을	금함

•							알코올은	사용할	양만	꺼내놓도록	하며,	깨끗이	세척한	걸레를	알코올에	헹구어	탈수한	뒤	사용할	것

3) 작업자 기본 지침

•       의문이	드는	것은	감행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자와	논의할	것

•       작업	시	결로나	누수	발견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작업자는	비흡연자일	것

•       사진	촬영	금지

•       문단속	철저히	할	것.	출입	및	작업	시	반드시	문	닫기

•       약품	사용	금지(매직블럭	포함).	테잎	자국	제거	시에도	동일함

•       서가에	기대거나	알코올이나	먼지가	묻은	장갑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

•       고문헌이	놓여있는	서가	단은	건드리지	말	것

•       공조기,	서가상단,	장	상단,	벽,	기물,	바닥	순으로	작업할	것

•       습방통로는	벽면	작업	후,	한	시간	정도	후에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바닥	작업할	것

•       작업	후	바닥이	완벽히	건조된	후에	기물들을	다시	제	위치에	놓을	것

•       물은	열람실,	복도	등	일반	청소시에만	사용가능하며,	최소한의	양만	사용

4) 작업 착수시의 지침

•       장,	서가,	3서고와	5서고의	바닥과	벽	등	나무재질의	얼룩은	무리하여	제거하지	말	것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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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나	장갑은	반드시	통에	담아두고	사용하고	바닥이나	서가상단,	장	상단에	두지	말	것

•       걸레는	반드시	접어서	사용할	것.	편의를	위해	구겨	말아	사용할	시	걸레가	길게	늘어지거나	펼쳐져서	

서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서책에	닿게	되므로	매우	위험함	

•       계단과	사다리는	반드시	서가와	떨어뜨려서	작업할	것.	발	위치	확인	당부

•       고문헌에	장갑	팔목	부분이나	몸이	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발판	등	기물	이동시	고문헌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할	것

•       공조기는	해체하여	알코올	걸레로	닦아	재조립할	것

•       노란색	수동	화재경보기	커버가	열리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습방통로에	적재물이	있을	경우	비닐로	보양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비닐을	거둘	것

•       4서고	이동서가	작업	시,	반드시	레일을	고정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의

•       1~5서고는	알코올	이외의	일체의	화학약품의	사용을	금지

•       재질이	나무일	경우	수세미와	헤라를	사용하지	말	것

•       전시실	컨트롤박스	작업시	고압전류가	흐르므로	반드시	고무재질	장갑을	착용

서고 작업 전 작업지침 교육

2. 작업 구역 상태 점검

1) 1·5서고내 신규 제작 서가

1·5서고내	신규	제작	서가	하자보수	작업	등으로	인해	서가	각	단의	구석에	미세먼지가	쌓여있었으며	

바닥에	나무가루가	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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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조기, 냉온풍기

작년	청소작업으로	인해	서고	내	공조기와	냉온풍기의	묵은	먼지들은	거의	제거된	상태이지만,	복도	

등에서	일부	먼지가	많이	쌓인	곳도	발견되었다.

신규 제작 서가 및 서가 바닥의 나무 가루

청소 전 환풍구 및 에어컨 필터의 상태

1,2서고 바닥

3) 바닥

2서고	바닥은	타일	파손	부분이	여러	곳	있었고,	습방통로에는	먼지와	시멘트가루가	많았다.	지하1층

과	지상1층의	서고	앞	복도	및	계단의	오염이	심했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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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문

서고	출입구에는	창틀이나	금고문	틈새에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습방통로쪽	출입구에는	시멘트가루가	

발견되었다.

3,5서고 바닥 및 4서고 모빌랙의 레일홀

습방통로 바닥

계단 및 복도

서고 출입문 및 주변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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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실

전시장	컨트롤	박스	내외부,	진열대,	기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스파크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었다.

전시장 컨트롤박스 및 진열대 등의 먼지

북트럭, 발판 등 각종 기물 및 간이창고쪽의 오염 상태

6) 기물 및 기타

발판	등	각종	기물에	먼지가	많이	앉아있고,	북트럭	바퀴에	먼지가	솜처럼	뭉쳐있다.	계단	밑	간이창고	

상단부분에도	찌든	먼지가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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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별 바닥 재질, 작업 도구, 사용 약품

작업 장소 바닥 재질 작업 도구 약품 기계

1서고
데코타일

(집진실-시멘트)

헤라, 수세미, 걸레, 밀대, 쓰레받기,
지우개, 사다리, 의자, 우마

알코올

2서고 데코타일
헤라, 수세미, 걸레,
밀대, 사다리, 우마

알코올

3서고 코팅 안 된 나무 걸레, 밀대, 사다리, 우마 알코올

4서고 데코타일
헤라, 수세미, 걸레, 밀대,
쓰레받기, 사다리, 우마

알코올 청소기

5서고 코팅 안 된 나무 걸레, 밀대, 사다리, 우마 알코올

라운지 데코타일
수세미, 걸레, 마대, 우마,
스퀴지, 사다리

알코올

박리제

코팅제

청소기

연마 기계

1층 간행도서보관실 데코타일
헤라, 수세미, 걸레, 마대,
스퀴지, 사다리

알코올

열람실, 고문헌열람실 데코타일
머신기, 헤라, 수세미, 걸레, 마대,

스퀴지, 사다리, 우마

알코올

박리제

코팅제

청소기

연마 기계

촬영실 데코타일 헤라, 수세미, 걸레, 사다리
알코올

박리제

코팅제

청소기

연마 기계

소독실 데코타일
헤라, 수세미, 걸레,
밀대, 사다리

알코올

박리제

코팅제

연마 기계

지하1층, 1층 복도 및 로비
복도-인조석

로비-화강석

걸레, 밀대, 스퀴지, 
분무기, 사다리

알코올

박리제

코팅제

다목적세제

청소기

연마 기계

습방통로
시멘트

4서고②-데코타일
걸레, 밀대, 쓰레받기, 
빗자루, 비닐, 사다리

알코올

지하 간행도서보관실 데코타일
걸레, 마대, 스퀴지,
사다리, 우마

알코올

박리제

코팅제

연마 기계

마이크로필름실 데코타일
걸레, 마대, 스퀴지,
사다리, 우마

알코올

박리제

코팅제

연마 기계

계단 인조석
걸레, 마대, 스퀴지,
사다리, 우마

박리제

다목적세제
연마 기계

계단 밑 간이창고 인조석 걸레, 마대, 스퀴지, 사다리 다목적세제 동선기계

전시실 대리석
연마기계, 걸레, 마대, 스퀴지, 사다리, 

쓰레받기, 스퀴지, 우마
석 전용세제

연마기계, 
콤프레셔,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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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약품

약품명 성분 사용량 이미지

알코올 알코올 99% 10말

케이원 (박리제)
※서고 내 사용금지

비이온계면활성제

알카리
2말

쿠시왁스 (코팅제)
※서고 내 사용금지

합성수지

왁스
3말

캔-두 (다목적세제)
※서고 내 사용금지

비이온계면활성제 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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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도구

헤라

원피스 방진복

비닐

건습식기

연마 기계

우마

걸레

장갑

건 청소기

밀대

광택 패드

계단청소기

수세미

실내화

계단 연마기

스퀴지

연마 패드

사다리

갈고리

물통

에어콤프레셔

마포 걸레

콤프레셔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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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트별 작업 과정

습방통로의	먼지가	서고	안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습방통로를	먼저	작업하고	폐쇄한	후	서고를	작업

한다.	서고는	공조기,	서가	및	장,	벽,	기물,	바닥	순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업하도록	한다.

1. 습방통로

•       적재물이	있을	시	비닐로	보양	작업	→	벽면의	먼지를	걸레로	털어냄	→	형광등	기타	기물	먼지제거	

→	먼지가	가라앉으면	걸레와	쓰레받기로	바닥	먼지	제거	→	보양	비닐	제거

습방통로 내 기물 비닐보양 후 청소

습방통로 내 기물, 환풍구 청소

습방통로 내 거울, 바닥 등 청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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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조기

•       해체	가능한	것	:	공조기	주변	먼지	청소기	솔로	흡입	→	팬	해체	→	알코올	걸레로	먼지	제거	→	조립

•       해체	불가한	것	:	청소기로	먼지	흡입	→	갈고리를	알코올	걸레로	싸서	사이사이를	닦음	→	알코올	걸

레로	전체적으로	닦아	줌

서고, 라운지, 복도 등 전지역 공조기 청소

천정형 냉난방기 필터 해체 / 냉난방기 필터 및 공조기 팬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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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가 및 장

•       개방형	서가	:	2명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단을	알코올	걸레로	닦음(원피스	방진복	착용,	사다리를	타

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고문헌에	몸이	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작업)

•       서장	:	상단,	전면,	열쇠,	틈새를	알코올	걸레로	닦음

서고 내 서장 및 서가 상단, 비어 있는 단, 측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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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고 벽면 및 서가 하단

•       일반	벽면	:	얼룩이	있는	알코올	걸레로	얼룩	제거

•       3,	5서고의	나무	벽면	:	알코올	걸레로	닦은	후	알코올	패드	밀대로	소독	함

•       서가	하단	:	밀대에	면포를	연결하여	서가	하단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먼지	제거

서고 벽면 청소 / 서가 하단 밀대를 이용한 먼지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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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실

•       컨트롤	박스	:	에어	콤프레셔로	먼지제거.	불어내기	시행시	먼지가	주위로	비산되어	불어내기와	빨아

들이기를	번갈아	시행하며	작업

전시실 컨트롤 박스 청소

전시실 평면장, 벽면장 유리 청소

•       진열대	:	알코올	걸레로	먼지제거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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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기물

•       알코올	걸레로	미세먼지	제거

서고 발판 바퀴 소화기 비상구등

화이트보드 서고 입구 바닥화재경보기

해충유인등 소화전 지도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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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입구 처마 위 리플렛 진열대 전시실 안내판

안내판 사물함 상단 북트럭 바퀴

조명 스위치 안테나 서고 신발장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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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닥

•       나무	마루	:	3,	5서고	⇒	알코올	패드를	부착한	밀대로	닦아	줌

•       데코타일	:	1,	2	서고	⇒	수세미와	헤라로	긁어낸	후	알코올	걸레로	닦음

	 4서고	⇒			내부바닥	알코올	걸레로	닦음	→	수세미와	헤라로	긁어낸	후	알코올	걸레로	닦음	

→	입구현관	통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

•       열람실	등	⇒			박리제를	마대로	도포	후	기계로	연마하여	묵은	때	제거	→	수세미와	헤라로	얼룩	긁어

냄	→	스퀴지로	물기	제거	→	맑은	물에	세척한	마포걸레로	닦음	→	건조	후	수성	코팅

제	도포	→통제	차단하여	2시간	건조

•       인조석	:			박리제와	세제를	섞어	마대로	도포	후	기계로	연마하여	묵은	때	제거	→	스퀴지로	물기	제거	

→	깨끗한	마포걸레로	오염물	제거후	건조시킴	→	코팅제를	도포	한	후	마무리함

•       화강석,	대리석	:			다목적	세제를	도포함	→	전용패드	장착	후	강한회전력으로	찌든때	제거	→	습식기

로	오염물	흡입	→	깨끗한	마포걸레로	여러번	반복	작업하여	오염물제거	후	건조시킴

•       에폭시	:			박리제	전용세제를	도포	→	머신기에	전용패드	장착	후	강한	회전력으로	찌든때를	벗겨냄	

→	얼룩이	남은	것은	헤라와	수세미를	이용해	한번	더	찌든때를	제거	→	오염물을	고무밀대

로	제거	→	맑은	물로	세척한	마포걸레로	여러번	반복	물기를	제거한	후	건조시킴	→	코팅제

를	도포한	후	마무리함

서고 바닥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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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랙 레일홀 먼지제거 서고 바닥 청소

서가 하단 먼지제거 전시실 앞 로비 청소 전시실 바닥 연마

복도 세제 도포 열람실 왁스 도포 엘리베이터 앞 바닥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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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단 및 창고

•       계단	신주에	세제와	돌가루를	먼저	바닥에	도포	→	신주	전용	머신기에	브로셔를	장착,	강력한	회전

력으로	찌든때를	벗겨냄	→	머신기가	닿지	않는	부분은	핸드브러셔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찌든때를	

벗김	→	신주작업이	지나간	후	계단바닥에	박리제를	분사함	→	머신기에	전용패드를	이용하여	강력

한	회전으로	바닥의	찌든때를	벗김	→	머신기가	닿지	않는	부분은	헤라와	핸드	브러셔를	이용하여	찌

든때를	벗겨냄	→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물기를	제거함	→	코팅제	도포

서고 바닥 찌든때 제거 라운지 물걸레질 복도 오염물 제거

계단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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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단 물막이 시설 페인트 도색작업

•       녹	제거	후,	녹	방지용	1차	도색

•       건조후	2차로	페인트	도색

계단 밑 간이창고 청소

녹 방지용 1차 도색 2차 도색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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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작업 효과

1. 습방통로

•       벽면	및	기물의	먼지와	바닥의	시멘트	가루,	먼지가	제거되어	공기의	질이	개선됨

각 서고의 습방통로

습방통로 내 비상유도등 청소후 습방통로 바닥에서 닦아낸 먼지들

2. 공조기

•       팬을	해체하여	작업함으로서	미세먼지를	보다	확실히	제거할	수	있었음

•       공조기와	그	주변의	먼지	및	얼룩	제거로	공조	향상	및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아짐

•       공조	기능	및	강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기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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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가 및 장

•       서가	및	장	상단,	장	틈새와	전면,	서가	전면의	미세먼지	제거	및	알코올	소독으로	보존환경	개선

신규 서가에 맺힌 송진 제거전 송진 제거후

서장 청소 5서고 청소 후

냉온풍기 필터공조기 팬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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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고 벽면 및 서가 하단

•       미세먼지	제거로	서고환경	개선

서가 상단 청소

서가 하단 먼지 제거

서가 하단에서 나온 먼지

2서고 청소 후

서고 관람실 유리 및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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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실

•       전시실내	미세먼지	제거로	서고환경	개선

•       컨트롤박스	내	먼지	제거로	전기	화재	위험	감소	및	관리	환경	개선

전시장 하단 컨트롤박스

전시실

6. 기타 기물

•       미세먼지	제거로	서고환경	개선

서고 금고문 고정대 소화기 조명 스위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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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닥

•       서고	:	바닥의	얼룩	및	먼지제거로	보존환경	개선

•       마이크로필름실,	열람실,	복도,	계단	:	얼룩	및	먼지제거로	보존환경	개선

	 코팅	마무리로	향후	얼룩	예방	및	관리가	쉬워짐.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아	원내	이미지	상승

비상조명등

서고 방풍문 창틀

3서고

북트럭 바퀴

계단

5서고

발판 받침대

화이트보드

4서고(모빌랙) 2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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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단 및 창고

•       계단,	신주,	난간,	창고	등의	묵은	때와	먼지가	제거되어	환경이	개선됨

열람실

계단 신주

마이크로필름실

계단 밑 간이창고 지붕 청소 전 / 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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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단 물막이 시설 페인트 도색 작업

•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으나	도색작업	후	미관이	개선됨

도색 작업 전 도색 작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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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작업 성과 및 건의사항

1. 작업 성과

•       서가와	바닥의	먼지제거	작업으로	먼지로	인한	서책	및	서가	손상	감소	

•       전시실	컨트롤	박스	내부에	먼지를	제거함으로	화재예방	도움됨

•       공조기,	냉온풍기의	먼지	제거로	공조	효과	증가,	공기	개선

•       알코올	소독으로	인해	외부에서	공조기를	타고	들어오는	벌레	등	문제점	감소

•       바닥의	얼룩	및	찌든	때	제거

•       습방통로	및	집진실	먼지제거로	충해	및	먼지	서고	유입	방지,	공기	질	개선

•       촬영실	내	집진실	및	선로실	먼지제거로	촬영	시	노출되는	유물의	환경	개선

•       세심히	청소하며	살펴봄으로써	서고환경을	세심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북트럭	바퀴	속	솜	같은	먼지와	바퀴표면	이물질을	제거함으로	서고내부로의	미세먼지	유입	예방

•       바닥	코팅으로	앞으로의	심한	얼룩	생성	예방

•       로비계단난간,	로비바닥과	주변	기물에	이물질	및	미세먼지를	제거함으로	관람객들에게	규장각의	깔

끔한	이미지	상승효과

•       계단	물막이	시설의	녹	제거	및	페인트	이중	도색으로	미관	개선	및	향후	녹	발생	방지	효과

2. 건의사항 등

•       습방통로는	시멘트가루와	미세먼지가	여전히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1서고,	2서고,	4서고	바닥	작업시	기계반입	불가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       북트럭	바퀴	윗부분에	기름먼지가	상당	수	많이	있음

•       1서고,	5서고	신규	책장	반입시	미세	나무가루가	상당수	나옴	

•       3,5서고	입구바닥및	신발장	뒷면	먼지가	많이	나옴

•       5서고	나무장에	송진이	흘러나와	제거함

•       계단과	간이창고	윗면	찌든	때	및	미세먼지가	많이	있었으므로	서고로	먼지가	유입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로비1층,	지하1층	복도	아이보리	패브릭	의자	얼룩이	심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며	추후	건습식	청소	필

요함

•       지하1층과	1층	로비	바닥청소를	하면서	언뜻	보면	깨끗해	보이나	화강석	벽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

었음.	이것	또한	서고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리라	보며	지속적인	주의관리가	필요함

    193



2권  보존환경제어

•       1층	로비와	지하1층	연결	계단	열	철	난간	또한	손이	닿기가	힘든	부분으로	먼지가	솜처럼	쌓여	있었

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서고	내부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작업으로	청소하는	것이	유일하며,	또한	최상의	방법임

•       서고	내부	및	서고	외부	시설물	주변도	최소	1년	1회	청소가	필요함

•       공조기	덕트	보이지	않는	곳에	상당수의	미세	먼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고	특성상	로봇	청

소기를	이용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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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사업자 제언

서고	특별	청소를	통해서,	규장각이	국내	그	어느	기관보다	고문헌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

관이기에	소장자료를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귀중한	문화재인	고문헌이	소장된	서고를	청소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고문헌	보존에	해가	되지	않도

록	신경쓰는	일이었다.	서고	출입시	방진복과	마스크,	장갑,	덧신을	착용하여	외부	먼지의	유입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으며,	작업자의	몸이나	걸레	등이	고문헌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공조기	청소시에

는	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해	서가를	비닐로	보양처리후	작업하였으며,	사용한	걸레	및	공조기	등은	전부	

외부에서	세척하여	서고로	반입시켰다.	그리고	서고를	둘러싼	습방통로는	공간이	좁고	시멘트	분진이	발

생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아	작업이	쉽지	않았다.	습방통로	등	일부	장소에는	약품이나	청소기	등을	사용

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작업이	될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청소	작업을	통해	규장각	내부에	의외로	구석구석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장각에서	서고	입구마다	설치한	클린	매트의	효과로,	서고	출입구	쪽에는	상대적으로	먼지가	적었다.	청

소	작업으로	인해	규장각내	환경이	개선되었고,	서고내	먼지다듬이와	같은	해충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실	내	벽면장	컨트롤박스	내부는	처음	청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미세먼지가	제

거되어	전기장치내	스파크로	인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고	내부의	청소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의	미세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서고	이외의	전체	공간도	정

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세먼지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청

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나	손이	가지	못한	부분까지의	청소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을	체계적

으로	만들어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규장각	내의	문화재에	대

한	중요도를	생각해보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이런	기회를	주고	작업

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규장각에	감사를	드린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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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규장각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시스템

•							주관사업자	:	㈜	세스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1) 사업목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도서관	겸	왕립학술기관으로	창설한	‘규장각’을	기원으

로	하며	기록문화와	지식의	보고로서	상징성이	높은	문화재	기관임.	소장자료	중에는	국보와	보물	등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등	의	귀중한	기록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

한	중요한	문화재들을	보존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방제	소독서비스가	필요하며	방제	소독서비스를	통

해	여러가지	해충들로부터	보다	안전한	문화재관리를	위한	방제소독서비스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CESCO는	2009년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최초	서비스	계약이	진행됨.	2012년	해충	모니

터링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며	쥐,	먼지다듬이,	나방	등의	규장각	내의	보존문서	및	자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해충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제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대하여	방제소독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매주	순환방제소독)	진행	

여러	해충으로부터	규장각	서고	내의	문화재에	대한	방제소독관리	진행

•							방제소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며,	문화재보존에	위해가	없도록	서비

스를	제공함.

규장각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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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존과	높은	수준의	청결	위생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시설진단을	진행하고	시설적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연	2회	교육	및	보고를	진행함.

•							서고	관람실	출입	시	해충	안전	위생	교육	실시

•							방제	서비스	목적

한국학연구의	중심기관인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문서,	서적들을	보관하며	한국학을	연구

하는	기관으로	해충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피해	(정전,	화재,	질병,	문서에	대한	피해	등)로	부터	안전을	최

우선하며	이후	한국학	연구에	대한	보다	위생적인	환경으로	보장하여	연구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국보,	보물	및	유네스코	지정자료들에	대한	해충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규장각은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특수한	기관으로	특별	방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작업에	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방제서비스	제공

•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위생안전상태	보장

방제소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근무효율의	향상,	청결한	위생	관

리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방제대상 및 서비스

방제서비스 대상해충 비고

모니터링서비스 보행해충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수립 및 결과 확인

일반방제서비스 보행해충 쥐,개미, 먼지다듬이 등

유인포충등서비스 비래해충 나방, 날벌레

화랑곡나방서비스 저곡해충 화랑곡나방

※ 모니터링은 모든 방제활동의 기본데이터로 방제계획수립에서 방제결과확인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							대상해충

규장각	내의	보존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들에	대해	방제	소독	진행

	-	구서	:	정전,	화재	등의	위협을	줄	수	있음

	-	보행해충	:	개미,	먼지다듬이	등

	-	비래해충	:	각종	나방	유충

	-	저곡해충	:	화랑곡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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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현황

서울대학교 규장각 방제서비스 팀

※ 해충문제시 비상연락망 : T. 02-853-8419

1) 인원관리 운영

•							통합	지원관리	:	기술연구소/기술팀장

•							일반	방제서비스	:	팀장	및	파트장	외	PRIOR	이상의	기술	라이센스를	부여	받은	2년	이상	경험의	방

제	기술자.

구분 성명 등급 근속년수

사업총괄 전현기 지사장 2년

교육 및 총괄 최종민 Master(본부기술팀장) 18년

사업감독,지도 서경민 Senior(팀장) 7년

방제소독

박정수 Senior(파트장) 7년

조동현 Prior(담당) 6년

박진우 Prior 5년

변동민 Prior 3년

강정모 First 2년

김재일 First 2년

사업관리 및 보고서 작성 오규택 사원 3년

지사장

전현기

조동현

박진우

변동민

강정모

김재일

서비스팀장

서경민(담당)

서비스파트장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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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 담당자 추가 운영

•							주	담당자	이외에	보조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평소	방제서비스	진행	및	담당자	미팅	시와	그	외의	

모든	서비스	진행에	참여하여	돌발상황	발생	시	서비스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주	담당자	및	보조	담당자	인원은	기술라이센스	교육을	수료한	인원으로	배치

3) 동행인원 고정 운영

•							담당자	부재	시	운영(교육,	휴가	등)

	-			담당자	이외에	보조담당자을	항시	동일한	인원으로	고정	구성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서비

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담당자	변경	시	운영	계획(퇴사,	전출	등)

	-	주	담당자	변경	시	최소	3개월	이전에	알리고	인수인계에	대한	재반사항을	협의	함.

	-			주	담당자	변경	시	기존	서비스	대체	담당자가	주	담당자로	변경	되며,	약	3개월	간의	인수인계시	

보조	담당자에	대한	재	지정	및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진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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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시스템 범위

1. 규장각 서비스 팀

1) 규장각 서비스 팀

•							규장각	서비스	팀은	6명의	서비스	인원으로	구성되어	서비스	진행

•							팀장의	기술지도하에	파트장과	담당운영자가	상의하여	서비스	진행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요청사항	처리시	6명의	서비스	인원이	상시대응	가능함.

2) 운영관리

•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해해충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정기방제서비스	주기적	진행

•							일반	방제서비스	진행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서비스	진행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특이사항	발

생	시	상황에	맞는	보완작업	실시	진행함.	또한	고객의	요구사항,	Claim	사항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즉

시	조치하고	해결한	후	작업결과	보고진행	함.

•							현재	매주	서비스	진행되고	있으며	구서방제,	외곽관리,	동력분무,	토양살충작업,	포충등	관리,	모니터

링	트랩	점검	등	의	서비스로	매주	순환식	서비스	제공	중

•							4월에서	10월(총	7회)의	경우	매월	1회씩	동력	분무를	통한	비래해충	제어	진행

•							7월과	8월	해충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하절기에	연무소독을	통한	10일	간의	특별방제

를	통해	내·외부에	대한	예방	조치	시행

서비스 진행 프로세스

* 정기 서비스 시 매주 순환식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니터링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 서비스 제공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

에 사전예방작업을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되어 고객사 요청 시 문제의 원인에 맞게 해결 후 사후 보고 진행함. 

•							2014년	지사	및	본부	서비스	관리

(1)	방제	관리자	정기적	방문	계획

•							지사팀장	및	본부기술팀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설진단	및	서비시	문제점	파악

•							지사	팀장	연간	4회/본부	기술	팀장	연간	2회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고객사 요청 문제대응 및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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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서비스	계획	수립

•							해충	모니터링	추이도	및	시설진단에	따른	방제서비스	계획	수립	및	방제서비스	미흡	내역	지도	

•							중대	해충	클레임	발생	시	현장	방문으로	통한	대책	수립

(3)	시설물	관리	교육

•							연간	2회	고객사	직원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교육	진행으로,	시설물로	인한	해충	피해을	최소

화	함.

3) 구획별 일반방제서비스 제공내역

구분 방제 소독 내역

장소 동력분무 토양살충 모니터링 잔류분무 기피제 구서작업

B-1 건물유지시설 ◎ ◎ ◎

B-1 전시실 ◎

F-1 기계실 ◎ ◎ ◎ ◎

F-1 서고 ◎

F-1 사무실 ◎

F-1 로비 ◎ ◎ ◎

F-1 외곽 ◎ ◎ ◎ ◎

F-2 행정실 ◎ ◎

F-2 연구실(구) ◎

F-2 테라스 ◎ ◎ ◎

F-3 연구실(구) ◎

F-4 연구실(구) ◎

4) 구획별 유인포충등서비스 설치 위치 

현재	규장각	내,	외부	설치된	포충등은	외곽포충등	8대	(기계실	1대),	내부포충등	12대가	설치	되어	있음.

구분 유인 포충등

장소 외곽포충등 내부포충등

B-1 전시실 ◎

F1 기계실 ◎ ◎

F1 사무실 ◎

F1 로비 ◎

F1 외곽 ◎

F2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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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인 포충등

장소 외곽포충등 내부포충등

F2 연구실(구) ◎

F2 테라스 ◎

F3 연구실(구) ◎

F4 연구실(구) ◎

F4 출입문(구) ◎

(1)	외곽포충등

•							설치위치	:	외곽포충등의	경우	출입구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설치하여	불빛을	통한	역	유인작용을	통

해	내부로	침입하는	해충을	최소화함.	

•							내부	:	기계실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해충	제어

(2)	실내포충등

•							설치위치	:	외곽에서	1차적으로	제어함으로도	불구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해충에	대해	제어하기	위하

여	출입문	내부에	설치

•							내부	: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해충에	대해	내부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이동경로에	설치함(ex.	계단,	엘리

베이터	앞).

외곽 포충등

출입문

테라스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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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시스템 제공

2014년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대하여	(주)세스코는	일반방제	서비스,	유인포충등운영서비스,	

화랑곡나방제어서비스	크게	세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	시	동력분무서비스,	연무서비스	등의	보완작

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구분	:	일반방제	서비스	(구서,	보행해충),	유인포충등운영서비스,	화랑곡나방서비스,	해충	및	

위생안전	관리	교육(연	2회)

1. 일반방제 서비스(외곽)

1) 동력분무

차량	동력분무기와	이동식동력분무기로	서비스	제공(4월~10월,	연7회)

차량동력분무의	경우	600L의	대용량	물탱크에	약제를	혼합하여	사람이	분무할	수	있는	영역을	초과

하여	분무	가능함.

외곽의	넓은	구역에	대하여	방충약제(확산제,	유탁제)를	건물외벽,	외부시설,	토양에	분무함으로	해충

의	서식처에	직접적으로	제어함.

동력분무기 서비스 구역

차량동력분무 외곽 정원, 건물 외벽, 건물외부 정화조, 수풀더미 등

이동식동력분무 2층 테라스 내 화단, 지붕기와 틈 등

•							대상해충	:	나방	및	날파리,	개미,	거미,	바퀴	등의	외곽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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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	발생시	문제점	:	나방과	날파리의	경우	변태과정을	거치며	저작형구기1(씹는형태의	입)를	가진	

에벌레의	성장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에벌레로	변태하기	전의	성장과정에서	약제를	통한	제어가	필요

함.	개미의	경우도	나뭇잎	등을	자를	수	있는	구기가	발달하여	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토양과	벽

면에	약제를	살포하여	직접적으로	제어가	필요함.

2) 토양살충작업 

토양소독살충제를	이용하여	외곽화단에	살포를	통해	각종의	보행해충을	제어함.	분말형태의	살충제를	

토양에	직접적	살포하여	약제에서	발생되는	기체상태의	살충유효성분을	이용하여	보행해충	제어

•							대상해충	:	일본바퀴,	개미,	그리마,	거미	등	외곽	보행해충

•							해충	발생시	문제점	:	외곽	보행해충의	경우	대부분	혐오해충으로	분류되며	상주인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일부	보행해충의	경우	서고	내의	보존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음.

3) 구서방제서비스

항혈액응고성	살서제(먹이약제)와	글루보드(끈끈이)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세빅스RG-100

세	스코	전용	페이스트	약제로	부서짐이나	흩날림	등의	오염없이	살서력이	지속되며	호식도,	유인력	및	

살서력이	높음.	기존약제에	내성이	있는	쥐류에	탁월한	효과를	보임.

1　저작형구기	:			잎이나	동물체를	물어	떼어서	먹는데	적합한	형태를	갖는	곤충	구기의	1형.큰턱의	발달이	현저하고,	잠자리목,	메뚜기목,	흰

개미목,	풀잠자리목의	유충,	성충,	벌목의	성충,	하루살이목,	강도래목,	날도래,	나비목의	유충,	딱정벌레의	성충,	유충(일부)	

등에서	볼수	있다.	구기의	각	성분은	독립하여	모두	다소라도	발달하여있고,	다른	형의	것과	비교하여	원시적인	형태를	갖

는다.	큰	턱의	내전,	외전	양	근육은	잘	발달해	있다.	이	형의	구기를	갖는육식곤충에는	길앞잡이(성충,	유충),	명주잠자리

(유충)와	같이큰	턱이	날카롭고	어금니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또한	큼직한큰	턱으로	먹이동물을	붙잡아	놓고는	그	체액을	

빠는	것,	꿀벌류와	같이	핥는형	구기의	구조를	갖춘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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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보드	:	물리적	구서방제의	종류로	구서의	이동경로	및	침입경로에	설치하여	내부확산에	대한	제

어를	실시함.

•							대상해충	:	구서(쥐)

•							해충	발생시	문제점	:	외곽	야산지대	및	화단에서	서식하는	쥐가	건물내부로	침입하는	경우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음.	쥐는	설치류2로서	자연에서	서식할	경우	주로	나뭇가지를	갉으며	이런	습성을	가진	쥐

가	내부로	침입하였을	시	나뭇가지와	가장	유사한	전선을	갉게	되고	전선을	갉게	되는	경우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해

충임.	

4) 연무소독서비스 

건물내부	및	외부에	약제를	가열하여	연무형태로	분무서비스	진행

•							대상해충	:	나방	및	날파리,	보행해충,	먼지다듬이

•							해충	발생시	문제점	:	먼지다듬이의	경우	서적	내부에	서식을	하며	온도,	습도가	적당할	경우	건물	내

부	도처에서	서식이	가능함.	먼지다듬이의	경우	책이나	서류	등	오랫동안	보관된	고	문서	등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책벌레(Bookice)라고	불려짐.	 	 	 	 	 	 	

펄프를	원료로	만들어진	책,	나무재질의	서고장	등의	가구에서	많이	발견되며	이렇게	발생된	먼지다

듬이는	직접적으로	서적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들의	먹이감이	되어	다른	해충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함.

2　설치류	:			설치류는	쥐목	포유류의	총칭이다.	앞니는	위아래	모두	한	쌍뿐이며	일생	동안	자란다.	아래턱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물건을	갉는

다.	포유류	중	종수,	개체수가	가장	많다.	앞니는	앞면만	에나멜질로	덮여	있으며,	끝은	끌처럼	날카롭다.	앞니와	앞어금니	사이가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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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인포충등운영서비스(외곽)

외곽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비래해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곽에	설치

36w의	UV램프를	통하여	비래해충을	유인하여	전기를	통하여	해충제어

포획된	개체수에	대한	카운트	가능

•							대상해충	:	나방	및	날파리

•							해충	발생시	문제점	:	나방	및	날파리의	경우	성충일	경우	내부로	침입하여	번식과정을	거칠	경우	에

벌레의	경우	서적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부로의	침입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함.

6) 화랑곡나방서비스 

끈끈한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트랩에	저곡해충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를	설치하여,	구획	내	

발생	또는	서식을	제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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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해충	:	화랑곡나방

•							해충	발생시	문제점	:	화랑곡나방의	경우	저곡해충으로	식품제조공정에서	혼입되어	연간	4,700건	이상

의	이물	혼입사고가	발생되는	해충이며	대부분	유충의	경우가	문제의	원인이	됨.	성충일	경우	서울대학

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으나	유충의	경우	저작형구기(씹는	형태의	입)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	서적	및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

2. 일반방제 서비스(내부)

1) 모니터링 서비스

글루를	이용한	해충의	이동경로	및	침입경로에	트랩을	설치.	모니터링의	경우	방제서비스에서	가장	중

요한	서비스중의	하나이며	해충의	종류,	개체수	파악을	통하여	자체	경보	시스템3,	클레임	처리	시스템4,	

해충	예보	시스템5을	제공할	수	있음.

3　자체경보시스템	:	중대한	문제점	발생	시	고객이	요청	하기	전에	미리	파악하여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처리한	후	보고

4　클레임	처리	시스템	: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즉시	출동,	처리한	후	이	사항을	보고하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

5　해충	예보	시스템	:	과거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당년,	당월의	해충	발생	추이	예측해충	발생	이전에	집중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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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분무 서비스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각종	해충을	제어하기	위해	해충의	서식처	및	침입가능지역에	분무

3) 구충방제 서비스

베이트	약제(약	30여	가지)를	이용하여	서식처	및	발생위치에	설치	연쇄살충작용으로	해충의	밀도	제어

4) 구서방제 서비스

글루보드를	이용하여	구서의	침입경로	및	이동경로에	설치내부확산을	제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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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랑곡나방 서비스

끈끈한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트랩에	저곡해충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를	설치하여,	구획	내	

발생	또는	서식을	제어함.	외부에서	침입된	해충을	유인·포획

3. 해충 및 위생 안전관리 교육 실시(첨부자료 참고)

연	2회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충문제를	예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규장각의	국보	및	보물,	

유네스코	지정문화재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함.

•							직원	위생안전	교육	실시	

•							해충	예방관리	교육	실시

•							현장	답사를	통한	문제점	공유	

실내포충등 포획카트리지

5) 유인포충등 서비스 

외부에서	유입된	비래해충의	내부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내부	이동경로에	설치.	외곽포충등과	달리	접

착식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비래해충을	포획함.

해충의	종류	및	개체	수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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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방제 서비스 결과 및 모니터링

1. 전체 해충 모니터링 내역

해충모니터링 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6,105 2,435 3,988 39,158 237,475 542,387 297,576 56,732 31,770 235,405 20,559 3,897

2013년 81 1,059 1,756 47,884 139,294 131,505 3,844 571,130 60,081 4,557 429 197

2014년 52 126 29 94 225 976 873 671,963 517,736 7,378 276 213

1) 전체 해충모니터링 결과

2012년	해충모니터링	서비스가	진행된	후	지속적으로	해충의	포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3년간	

모니터링	내역	결과	가주성	해충은	먼지다듬이를	제외하고	거의	포획이	미미한	상태임.

포획되는	대부분의	해충의	경우	야외성	해충으로	썬더블루에	대부분	외곽지역에서포획되어	내부에	침

입이	방지	되고	있음.

1월 4월

2012년

100,000

30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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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400,000

700,000

800,000

0

2013년 2014년

7월 10월2월 5월 8월 11월3월 6월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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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래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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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래해충

2) 보행해충 모니터링 결과

정기서비스	결과	보행해충의	경우	외곽에서	쥐와	개미가	종종	포획되며	개체수는	지속적	서비스	결과로	

꾸준히	줄어듬.	또한	서고내의	먼지다듬이	포획을	제외하면	실내에서	발생되는	해충의	포획수는	미미함.

구역별 비례해충 포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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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보행해충 포획수

3) 구역별 모니터링 결과

•							비래해충	:	외곽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내부에서도	기계실	지역에서	비교적	다수

가	발생함.

	행정,	사무구역에서도	층마다	화장실에서	발생한	비래해충들이	이동하여	이동경로에서	포획됨.

•							보행해충	:	보행해충의	경우	외곽지역에서	발생한	해충들이	침입할	수	있는	이동경로인	복도지역에서	

가장	많이	포획되고	있으며	기계실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생함.

4) 서고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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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고	별	총	527개(1서고	140,	2서고	158,	3서고	51,	4서고	80,	5서고	98개)	의	트랩이	설치	되어	있

으며	2014년	하절기에는	플라이스틱(비래해충	포획)을	설치하여	비래해충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진행함.	

다른	서고보다	1서고에서의	먼지다듬이	포획량이	많은	상태임.

•							먼지다듬이	방제

	-	먼지다듬이는	특성상	경량의	상태로	대기의	이동에	따라	쉽게	내부로	침입	가능함.

	-	내부	온·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알코올	청소	및	훈증을	통해	방제관리	가능함.

•							1	서고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	수의	먼지다듬이가	모니터링	됨.

	-	서고위치상	사무실과	인접하여	출입이	빈번하며	개방된	출입문으로	온·습도	관리가	어려움.

	-	먼지다듬이의	경우	습도에	민감한	해충으로	습도관리가	중요함.

	-	서적의	입·반출이	가장	빈번한	서고로	먼지다듬이	유입이	용이함.

1서고 해충 포획위치

2권  보존환경제어216



3서고 해충 포획위치

2서고 해충 포획위치

제 5장  규장각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 217



4서고 해충 포획위치

5서고 해충 포획위치

※각 번호는 서고에 설치된 트랩 각각의 고유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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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정기방제서비스를	통해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제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

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기관으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보존하는	기관으로	실제	해충으로부

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관임.	여러종류의	해충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으며	크게는	구서

문제로	인한	화재	및	정전문제에서부터	보존중의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	피해,	또한	상주근무인원들에	대

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1. 전년 대비 결과

1) 전년 대비 포획량 증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경우	외곽지역	포충등에	잡힌	개체수가	약	24%	증가	되었으며	외곽에서의	해

충	발생수가	증가함을	확인	함.

2) 해충 특이사항 발생 감소

2013년의	경우	하절기	개미,	레드버그,	검정날개버섯파리와	같은	해충들이	급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

으나	2014년의	경우	전년의	경험을	근거로	정기적	방제활동을	진행하여	특이사항을	사전에	예방함.

2. 2014년 방제서비스 결과 및 제언

2014년의	경우	앞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해충의	발생	개체수는	외부적	환경으

로	인해	증가되었으나	내부	모티터링	결과	내부에서	포획된	해충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정기적으로	방

제서비스를	진행하며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서울대학

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도	시설보완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상호협력적으로	진행함을	통해	보다	효

과적인	방제	효과를	기대함.

•							규장각	내	박스	입고	시	박스	상태확인	및	점검	진행

•							내부	출입문	관리를	통한	해충	유입	방지

•							음식물	출입	금지

•							외곽	조명관리를	통한	해충	유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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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CO는	약38년	간	쌓아온	기술과	현장경험을	통해	규장각	방제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CIPM(해충방제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조사,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분석	및	보고를	통하여	서

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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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첨부자료

1. 규장각 교육자료

교  육  자  료

교  육  명 :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충위생안전교육

교육일자 : 2014. 07.04

-방제소독업 212-81-05946-
T.02-853-8419 / F.02-853-8420

㈜ C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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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규장각 위생안전 교육

 세스코 관악지사 규장각 문화재 서비스 팀

■ 규장각 문화재 방제 서비스 안내

•							토양살충작업	:	외곽지역	토양에	살충제	처리를	통해	외곽	보행해충	밀도	제어

•							동력분무	:	건물외벽,	기와틈새,	정화조	등	외곽	약제	살포를	통한	각종	비래해충	제어

•							모니터링	트랩	:	내부	침입	및	발생	현황파악,	모니터링	내역에	맞는	해충	제어	진행

•							유제분무	:	내부	자체적	발생가능한	화장실,	기계실	등	약제	분무	실시

2권  보존환경제어222



•							구서약제	설치	:	건물	외곽	먹이약제	설치를	통한	주변	밀도	제어

•							베이트	약제	설치	:	모니터링	내역에	따른	베이트	약제	설치(필요시	진행)

•							클레임	서비스	:	2013.	05~07	레드버그,	검정날개버섯파리,	개미	발생시	문제	처리

■ cesco 자사장비 설치 현황

•							썬더블루	:	전격	살충등,	건물	외곽지역	설치	→	외곽지역	비래해충	제어

	-	설치위치	:	건물	외곽,	2층	중앙출입문,	2층	테라스,	4층	출입문.	기계실

•							화랑곡	나방	트랩	:	서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랑곡나방	유충	확산	방지

	-	설치위치	:	건물	외곽,	지하1층,	1층	(구)수리복원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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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	비래해충	제어	및	모니터링	장비,	비래해충	2차	제어	수단

	-	설치위치	:	각층	출입문	및	화장실	입구

•							모니터링트랩	:	보행해충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내부	확산	방지	수단

	-	설치위치	:	로비,	서고,	전시실,	행정실,	연구실	등

•							P-카트리지	:	전시실	보행해충	모니터링	장비

	-	설치위치	:	전시실	전시대	하단부

•							R-Station	:	외곽	지역	구서약제	보호를	위한	장비

	-	설치위치	:	건물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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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발생해충 

구분 발생해충 해충사진 비고

건물외곽 나방류, 개미      
토양살충작업, 동력분무후

개체수 감소함

행정실 거미, 수시렁이류    
거미 : 익충으로 구분되나 혐오감을 주어 

혐오해충으로 분류됨.

서고 먼지다듬이

   
직접적 피해는 줄 수 없으나
다른해충의 먹이가 됨

전시실 먼지다듬이

기계실 나방파리, 모기    
기계실 장비설치를 통해
개체수 다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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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개선사항

1) 청사관리

•							건물외벽	넝쿨제거

•							건물외벽	보수(담장하단	틈새	및	에어컨	배관,	무너진	기와)

•							수목	가지치기	(포충등	주변	수목에	의한	화재위험)

•							출입문	교차관리	(전실에서	제어	없이	내부침입,	에어커튼	설치)

2) 행정실

•							모니터링	트랩	훼손(평균	약1000개중	10개	가량	분실	및	훼손)

•							화장실	출입문	관리

•							창문	개폐관리

3) 서고

•							서고	내부	발생중인	먼지다듬이류	관리를	위한	청소	필요

4) 전시실

•							출입구	쓰레기통	뚜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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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틈새	보완	

•							전시대	뒷편	청소	필요

5) 기계실

•							보일러	탱크	누수	확인

•							트렌치	내부	이물	제거

6) 5층 엘리베이터 제어실

•							천장텍스	파손	(수리요청)	

•							제어실	입구	청소	필요	(모기	및	나방파리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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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실

창문	개폐관리	및	라지에이터	주변	주기적인	청소	필요

2. 현재 포획되는 해충 내역

1) 구서 

현재	서울대학교	주변	구서문제가	심각하나	규장각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2) 보행해충

먼지다듬이,	거미,	그리마,	수시렁이류,	마디톡톡이	

모니터링	결과	해충밀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3) 비래해충

대부분	날파리류이며	서적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나방류의	경우	드물게	모니터링	됨.

규장각 전체 해충모니터링 현황

	-	2012년부터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큰	폭으로	해충의	개체량이	감소함.

	-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경우	해충포획량이	급감하였으며	8월의	경우	검정날개버섯파리의	영향으

로	다수가	포획됨.

	-			2014년의	경우	그	수가	전년에	비해	5월까지	대폭	감소한상황이며	특이사항	없을	시	전년에	비해	

더욱	감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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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① 사무실	내	라지에이터	주변	등	청소	:	해충의	서식	가능

②	출입시	커버매트	이용	권장	:	외부에서	신발을	통해	해충	유입	가능

③	박스사용	자제	:	택배수령시	사용되는	박스에	해충이	같이	유입될	수	있음.

	 가능한	빠른	시일내	외부로	반출

④	방충망	이용	:	환기시	항상	방충망을	이용	권장,	파손된	곳	수리	요망

⑤	건물내	흡연금지	:	문화재	보존기관으로	화재에	굉장이	취약함.

⑥	쓰레기통	뚜껑	관리	:	냄새로	인한	해충의	유인요소

⑦	현관	출입문	교차	사용	:	현재	고정문을	반대로	하여	교차하여	출입문	이용

	 출입문	전실	적극	활용을	통한	해충	침입	억제

출입문 직선 개방

박스 및 음식물

제 5장  규장각 문화재 해충방제 관리 229



3. 서고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역

용 역 명 :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방제소독서비스

용역기간 : 2014. 01. ~ 2014. 12.

-방제소독업 212-81-05946-
T.02-853-8419 / F.02-853-8420

A.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9

㈜ CESCO

2권  보존환경제어230



1) 1서고 해충모니터링현황

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1서고

먼지다듬이 MK-1001 2

먼지다듬이 MK-1003 1

먼지다듬이 MK-1003 8

먼지다듬이 MK-1004 9

먼지다듬이 MK-1004 1

먼지다듬이 MK-1006 2

먼지다듬이 MK-1006 2

먼지다듬이 MK-1006 1

먼지다듬이 MK-1008 1

먼지다듬이 MK-1008 1

먼지다듬이 MK-1008 22

먼지다듬이 MK-1008 1

먼지다듬이 MK-1009 3

먼지다듬이 MK-1010 47

먼지다듬이 MK-1010 21

먼지다듬이 MK-1010 6

먼지다듬이 MK-1010 2

먼지다듬이 MK-1010 4

먼지다듬이 MK-1011 1

먼지다듬이 MK-1011 22

먼지다듬이 MK-1012 7

먼지다듬이 MK-1012 6

먼지다듬이 MK-1012 2

먼지다듬이 MK-1013 2

먼지다듬이 MK-1013 22

먼지다듬이 MK-1013 3

먼지다듬이 MK-1013 1

먼지다듬이 MK-1013 7

먼지다듬이 MK-1014 2

먼지다듬이 MK-1014 1

먼지다듬이 MK-1014 1

먼지다듬이 MK-1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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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1서고

먼지다듬이 MK-1016 2

먼지다듬이 MK-1018 7

먼지다듬이 MK-1022 1

먼지다듬이 MK-1031 3

먼지다듬이 MK-1032 4

먼지다듬이 MK-1033 4

먼지다듬이 MK-1036 1

먼지다듬이 MK-1037 1

먼지다듬이 MK-1041 6

먼지다듬이 MK-1044 2

먼지다듬이 MK-1045 1

먼지다듬이 MK-1046 1

먼지다듬이 MK-1046 1

먼지다듬이 MK-1053 1

먼지다듬이 MK-1063 1

먼지다듬이 MK-1068 1

먼지다듬이 MK-1072 1

먼지다듬이 MK-1074 5

먼지다듬이 MK-1074 2

먼지다듬이 MK-1075 1

먼지다듬이 MK-1076 4

먼지다듬이 MK-1077 1

먼지다듬이 MK-1078 1

먼지다듬이 MK-1079 8

먼지다듬이 MK-1079 1

먼지다듬이 MK-1080 1

먼지다듬이 MK-1082 3

먼지다듬이 MK-1084 1

먼지다듬이 MK-1085 1

먼지다듬이 MK-1095 1

먼지다듬이 MK-1097 4

먼지다듬이 MK-1098 5

먼지다듬이 MK-10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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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1서고

먼지다듬이 MK-1098 1

먼지다듬이 MK-1098 1

먼지다듬이 MK-1099 1

먼지다듬이 MK-1099 2

먼지다듬이 MK-1099 1

먼지다듬이 MK-1099 1

먼지다듬이 MK-1100 2

먼지다듬이 MK-1100 1

먼지다듬이 MK-1100 1

먼지다듬이 MK-1105 3

먼지다듬이 MK-1106 4

먼지다듬이 MK-1107 4

먼지다듬이 MK-1123 1

먼지다듬이 MK-1136 1

나방파리 MK-1078 1

나방파리 MK-1093 1

나방파리 MK-1106 1

날파리 MK-1001 1

날파리 MK-1025 1

날파리 MK-1046 1

날파리 MK-1055 1

날파리 MK-1075 1

날파리 MK-1080 1

날파리 MK-1095 1

날파리 MK-1096 1

날파리 MK-1100 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02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3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33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34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36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37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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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1서고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80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082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101 2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1102 2

모기 MK-1016 1

2) 2서고 해충모니터링현황

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2서고

먼지다듬이 MK-2019 6

먼지다듬이 MK-2021 2

먼지다듬이 MK-2027 2

먼지다듬이 MK-2032 3

먼지다듬이 MK-2036 3

먼지다듬이 MK-2036 1

먼지다듬이 MK-2039 1

먼지다듬이 MK-2057 1

먼지다듬이 MK-2058 1

먼지다듬이 MK-2067 1

먼지다듬이 MK-2103 1

먼지다듬이 MK-2103 1

먼지다듬이 MK-2104 1

먼지다듬이 MK-2104 2

먼지다듬이 MK-2104 4

먼지다듬이 MK-2106 1

먼지다듬이 MK-2108 1

먼지다듬이 MK-2112 1

먼지다듬이 MK-21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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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2서고

나방파리 MK-2036 1

나방파리 MK-2043 1

날파리 MK-2038 1

날파리 MK-2039 1

날파리 MK-2041 1

날파리 MK-2104 1

날파리 MK-2136 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01 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03 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31 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32 2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33 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35 2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37 2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89 1

검정날개버섯파리과 MK-2094 1

3) 3서고 해충모니터링현황

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3서고

먼지다듬이 MK-3033 1

먼지다듬이 MK-3046 1

나방파리 MK-3014 1

날파리 MK-30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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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서고 해충모니터링현황

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4서고

먼지다듬이 MK-4001 1

먼지다듬이 MK-4017 1

먼지다듬이 MK-4018 1

먼지다듬이 MK-4018 3

먼지다듬이 MK-4018 1

먼지다듬이 MK-4024 3

먼지다듬이 MK-4024 3

먼지다듬이 MK-4027 1

먼지다듬이 MK-4029 1

먼지다듬이 MK-4056 1

먼지다듬이 MK-4060 1

날파리 MK-4016 1

날파리 MK-4069 1

5) 5서고 해충모니터링현황

2014년

세분류 발생해충 관리번호 모니터링수

5서고

먼지다듬이 MK-5009 1

먼지다듬이 MK-5048 2

먼지다듬이 MK-5091 2

날파리 MK-50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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