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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자료는 조선시대 국왕과 정부 각 기관의 행정 기록을 비롯하여 왕실 도서관이 소

장하고 있던 고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

사적 경험을 오늘날에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한지)로 되어 있어서 열람, 이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가능하면 손상을 예방하거나 손상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손상 자료의 수리 복원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 정보 재생산

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세부 사업 각각에 보존처리사・한지장・수직장・전통먹장・염색장・

매듭장・모사공・서각장・소목장・두석장・칠장 등 분야별 장인들을 참여시켜 전통 재료와 기

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기술 분야 이외에도 보존과학・서지학・역사학

・동양화・미술사학・화학・제지공학・섬유공학 등 여러 관련 학문 분야의 전공자를 참여하도

록 하여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규장각 문화재보존수리사업보고서는 수리복원・보존처리, 대체본, 모사본, 보존

환경 제어, 보존 연구 등 5개 분야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에 1권씩 

총 5권의 결과 보고서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세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기술과 재료를 포함한 작업의 내용, 참여 인력 등이 낱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통 기술을 매뉴얼 화하여 종이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존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 정보 재생산을 통한 자료의 보존관리가 최선의 한국

학 연구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자랑스러운 우리 종이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신 사업자 측 참여 인력, 실무를 담

당해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연구부 구성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모든 관계자 여러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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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발주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계약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명 : 2016년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사업기간 : 2016년 4월 30일 ~ 2017년 1월 31일

1. 사업 목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

대의 연구기관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과학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지속적인 해충관리대책을 진행하고 

있어 대상유물은 최상의 보존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열악한 환경에서 보

관되어 충해로 인한 결손, 습해濕害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으로 재질이 약화되었다. 일부 유물은 과거

에 보수되었으나 유물과 재질이나 색상이 상이한 재료가 사용되거나 방법이 적절치 않아 오히려 손

상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유물의 장정형태를 변형하거나 유물 일부가 유실되는 등 유

물의 원형이 훼손된 경우도 있다. 

2016년 고문헌 수리복원사업은 선조의 의주 파천을 수행한 공신에게 발급한 ‘호성공신교서’와 집

경전 옛 터와 비각을 측량하여 그림과 함께 수록한 ‘집경전구기도첩’, 조선시대 중앙 관청의 전임 관

원의 정보를 기록한 ‘선생안’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유물은 두루마리, 

첩, 책의 형태로 대부분 종이와 직물과 같은 유기질로 이루어져 있어 미생물이나 곤충의 영양원으로

써 직접적인 가해를 받는다. 또한 온도나 습도와 같은 보관환경에 민감하다.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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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열람, 이용에 따라 손상된 규장각 자료를 수리 복원하여 한국학 기초자료로 안전하게 

활용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육안관찰 및 과학적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물 상태와 

특성에 맞는 보존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재료와 방법으로 수리 복원을 실시한다.  

2. 사업 방침

•유물의 고유한 학술·역사·예술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 보존처리는 유물의 손상을 완화하고 원형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필과 같은 과도한 보

존처리를 하지 않는다. 

•보존처리에는 유물과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해당 문화재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지도 및 자문을 받는다. 자문

회의 결과는 소장처와 다시 협의하여 반영한다. 

•보존처리의 모든 작업 과정과 사용재료는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한다. 

3. 대상 유물

연번 서명 청구기호 권수 매수

1 호성공신교서 고귀축 951.052-H792j 　 1

2 집경전구기도첩 奎10697 　 8

3 용비어천가 奎1921 v.3 113

4 뇌연집 奎3603 v.10 89

5 노사영언 奎3604 v.6 69

6 이원조례 奎5962 　 62

7 소학제가집주 奎7542 v.1 64

8 협길통의 奎2827 v.5 109

9 어제책문 奎6454 v.1 20

10 동사회강 奎5581 v.8 94

11 태학은배시집 奎4686 v.1 95

12 태학은배시집 奎4686 v.2 74

13 우계선생집 奎3552 　 52

14 순조사년갑자울산호적대장 奎14977 　 147

15 검상선생안 奎16009 v.2 38

16 전랑선생안 奎16011 v.1 57

17 사록선생안 奎16015 v.1 49

18 경상도남해현금산장사복사전답이속용동궁개타량성책 奎18331 　 62

19 저경궁이래내수사속광주부소재전답급시장타량성책 奎18507 　 6

20 백련초해 일사고 811.03-G42b 　 27

21 소학집설 일사고 181.1-J466s 　 74

22 춘향전 일사고 813.5-C472j 　 44

23 판하유유사절목 고4256-34 　 19

24 경상도선산부내수사둔전답개타량성책 奎18497 　 4

25 개성부속구풍덕군북면연동리대교평소재선희궁절수제언면세전답개타량성책 奎18743 　 7

26 전라도용안현북면대명선공주방매득답타량어람성책 奎18753 　 5

27 전라북도옥구현회남평기식도소재 귀인방매득영빈방방매전답타량성책 奎18791 　 38

28 통진부유숙원방매득전답고원타량성책 奎18843 　 6

29 경상도김해부소재용동궁속가락칠산우부덕도장노전자호복수양안 奎18316 　 8

30 경상도기장현소재영면부출세둔전답개양안 奎19351 　 6

총 1축 1첩 28책 1,44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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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유물 개관

연번 유 물 사 진 내 용

총 28책 1축 1첩(2,082매)

1

유 물 명 호성공신교서(고귀축 951.052-H792j)

제작연대 선조37년(1604)

크    기 47.2×256.6㎝

2

유 물 명 집경전구기도첩(규10697)

제작연대 간년미상

크    기 42.3×27.9×0.5㎝

매    수 8

3

유 물 명 용비어천가(규1921 v.3)

제작연대 광해군4년(1612)

크    기 36.0×23.4×2.3㎝

매    수 113

4

유 물 명 뇌연집(규3603 v.10)

제작연대 정조6년(1782)

크    기 32.8×20.6×2.3㎝

매    수 89

5

유 물 명 노사영언(규3604 v.6)

제작연대 현종14년(1673)

크    기 32.0×20.3×1.3㎝

매    수 69

6

유 물 명 이원조례(규5962)

제작연대 고종28년(1891)

크    기 31.9×19.9×1.3㎝

매    수 62

연번 유 물 사 진 내 용

7

유 물 명 소학제가집주(규7542 v.1)

제작연대 광해군4년(1612)

크    기 35.0×21.8×1.4㎝

매    수 64

8

유 물 명 협길통의(규2827 v.5)

제작연대 정조19년(1795)

크    기 31.7×20.5×1.8㎝

매    수 109

9

유 물 명 어제책문(규6454 v.1)

제작연대 정조19년(1795)

크    기 31.1×18.8×0.5㎝

매    수 20

10

유 물 명 동사회강(규5581 v.8)

제작연대 17세기말-18세기초 숙종연간(1674-1720)

크    기 30.0×19.1×1.6㎝

매    수 94

11

유 물 명 태학은배시집(규4686 v.1)

제작연대 정조23년(1799)

크    기 32.3×19.5×1.5㎝

매    수 95

12

유 물 명 태학은배시집(규4686 v.2)

제작연대 정조23년(1799)

크    기 32.4×19.8×1.1㎝

매    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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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 물 사 진 내 용

13

유 물 명 우계선생집(규3552 v.3)

제작연대 간년미상

크    기 35.7×21.8×1.4㎝

매    수 52

14

유 물 명 순조사년갑자울산호적대장(규14977)

제작연대 순조4년(1804)

크    기 54.0×35.0×5.8㎝

매    수 147

15

유 물 명 검상선생안(규16009) 

제작연대
19세기중반-20세기초

고종연간(1863-1907)

크    기 55.5×39.5×1.2㎝

매    수 38

16

유 물 명 전랑선생안(규16011 v.1)

제작연대 간년미상

크    기 42.0×32.2×2.5㎝

매    수 57

17

유 물 명 사록선생안(규16015)

제작연대 간년미상

크    기 55.2×39.5×1.8㎝

매    수 49

18

유 물 명
경상도남해현금산장사복사전답이속용동궁

개타량성책(규18331)

제작연대 숙종7년(1681)

크    기 55.8×39.6×1.9㎝

매    수 62

연번 유 물 사 진 내 용

19

유 물 명
저경궁이래내수사속광주부소재전답급

시장타량성책(규18507)

제작연대 영조32년(1756)

크    기 53.4×32.1×0.2㎝

매    수 6

20

유 물 명 백련초해(일사고 811.03 G42b)

제작연대 20세기

크    기 24.2×17.0×0.6㎝

매    수 27

21

유 물 명 소학집설(일사고 181.1 J466s)

제작연대 인조7년(1629)

크    기 28.3×18.2×2.0㎝

매    수 74

22

유 물 명 춘향전(일사고 813.5 C472j)

제작연대 간년미상

크    기 28.9×17.1×1.5㎝

매    수 44

23

유 물 명 판하유유사절목(고4256-34)

제작연대 고종28년(1891)

크    기 34.0×23.0×1.0㎝

매    수 10

24

유 물 명
경상도선산부내수사둔전답개타량성책

(규18497)

제작연대 숙종1년(1675)

크    기 48.4×30.5×0.3㎝

매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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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 물 사 진 내 용

25

유 물 명
개성부속구풍덕군북면연동리대교평소재선희궁절

수제언면제전답개타량성책(규18743)

제작연대 헌종9년(1843)

크    기 36.0×30.4×0.2㎝

매    수 7

26

유 물 명
전라도용안현북면대명선공주방매득답타량

어람성책(규18753)

제작연대 영조20년(1744)

크    기 44.5×26.9×0.3㎝

매    수 5

27

유 물 명
전라북도옥구현회남평기식도소재귀인방매득

영빈방방매전답타량성책(규18791)

제작연대 영조5년(1729)

크    기 53.8×38.0×1.5㎝

매    수 38

28

유 물 명
통진부유숙원방매득전답고원타량성책

(규18843)

제작연대 숙종25년(1699)

크    기 52.5×34.7×0.3㎝

매    수 6

29

유 물 명
경상도김해부소재용동궁속가락칠산우부덕도장

노전자호복수양안(규18316)

제작연대 헌종12년(1846)

크    기 56.2×35.7×0.6㎝

매    수 8

30

유 물 명
경상도기장현소재영면부출세둔전답개양안

(규19351)

제작연대 정조20년(1796)

크    기 58.0×40.0×0.4㎝

매    수 6

5. 참여인력

1) 보존처리 참여인력

상호 직위 성명 주요 경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상현 동경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 박사

선임연구원 나지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선임연구원 송형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연구원 이혜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디자인 학사 

연구원 전다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학사

연구원 전세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연구원 강대훈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학사

연구원 김민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석사과정 수료

연구원 김슬기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연구원 신지영 동국대학교 한국화 학사 

연구원 오선혜 부산대학교 한국화 학사 

보조연구원 김지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보조연구원 이지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보조연구원 이하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2)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서지학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사 고연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자료 오용섭 인천대학교 문헌정보과

보존처리 이진희 한글박물관 자료관리팀

문화재 흥선스님 직지사



031030

제1장 I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3) 전문 인력

참여분야 성  명 소  속

능화판 판각 김연희 공예가, 선인수보

변철 제작 이동규 금속공예가, 길드공방

다회실 염색 김경열 전통홍화염색 명장, 색탄자홍화연구소

오동나무상자 제작 조화신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조교

교서 마기 및 횡목 김문권 소목장, 내곡목공소

6. 공정별 작업 일정

공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처리 전 조사

해체

처리 전 사진촬영

넘버링

해체 후 조사

박락방지

섬유안착

양생

건식 클리닝

습식 클리닝

배접지 제거

결손부 보강

배접

프레스

정리

처리 후 조사

처리 후 사진촬영

가장정

검수

장정

재료준비

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П. 보존처리 

1. 고문헌 보존처리 과정

1) 처리 전 조사

유물의 형태 및 구조, 크기, 손상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처리기록카드에 기입하

였다. 처리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하여 장정된 상태에서 표지 및 내지를 촬영하였다.1

첩장의 유물은 내지의 연결 구조를 알 수 있도록 도면과 샘플을 작성하였다. 

처리 전 촬영 연결 구조 도면 작성 

2) 해체 및 넘버링

클리닝, 결손부 보강과 같은 보존처리 과정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유물의 장정을 해체하고 

표지 및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이때 각 유물의 내지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레이온지에 각 

장의 번호를 기입하여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MC) 수용액으로 편철부 하단에 접착하였

다. MC수용액으로 부착한 레이온지는 적은 수분으로도 쉽게 제거된다. 따라서 처리가 완료된 후 넘

버링 제거 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장본 해체 철장본 해체 

1 디지털카메라 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 f/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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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촬영

낱장의 내지를 펼쳐서 촬영하고 특이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를 기록하였다.

4) 해체 후 조사

대상유물에 적합한 보존처리 방법 및 사용재료를 선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유물에서 분석 페이지를 설정하고 두께, 무게, 발수, 촉사 간격을 측정하였다.

• 재질분석: 현미경 관찰을 통해 장정끈과 표지 직물의 표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2 종이의 섬

유 분석은 C-stain법을 활용하였다.3

• pH·색도 측정: 유물의 산화 상태와 보존처리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지의 pH 및 

색도를 각각 pH측정기, 색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4 

• 형광XRF 분석: 표지에 도포된 안료 및 철장유물의 변철 재질 분석을 위하여 휴대용형광

XRF기(Innov-X System)를 사용하여 구성 원소를 동정하였다.5 

두께 측정 발촉수 측정

색도 측정 형광XRF 분석

2_표면 관찰 현미경 : Scalar DG-3x, 섬유 관찰 현미경 : Hi-Scope(HS-300U)

3_미세 시료를 채취해 C염색액으로 섬유를 염색한 후, 정색반응과 섬유 표면 특징을 관찰하였다. 

4_pH 측정기 : HORIBA LAQUA pH/ION METER F-72, 색도 측정기 : KONICA MINOLTA DP-400

5_ <집경전구기도첩>의 채색안료 분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이 2015년도에 시행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집경전구기도

첩>의 채색은 연백, 진사 등의 무기안료와 유기안료가 혼합사용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별도 안료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5) 안정화 처리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정화 처리를 하였다.

• 먹은 아교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료 입자는 아교로 접착하여 종이나 직물에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나 습해와 같은 손상은 아교의 접착력을 약화시킨다. 일부 

유물에는 수성 잉크를 사용해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습식 클리닝으로 인한 안료 박락, 잉크 

번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먹과 안료, 잉크 부위에 붓으로 토끼아교 3%수용액을 침투시켰다. 처리 

전에 스팟 테스트(spot test)를 실시하여 적합성을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사용량이 지나칠 경우 

번짐,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처리하였다. 

•마찰 등으로 인해 내지 섬유가 흐트러져 있을 경우 소맥전분풀6로 본래의 위치에 부착하였다.  

• 지력이 약하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보존처리 중 파편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는 레이온지

를 MC수용액으로 부착하여 임시로 고정하였다. 

스팟 테스트 안정화처리– 수용성 잉크 번짐 방지

안정화처리- 섬유 부착 안정화처리– 임시 고정

6 _ 내지의 보강처리에 사용되는 소맥전분풀은 유물의 약화된 부분에 도포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숙성하여 접착력과 점도를 떨어뜨리고 유연성

을 높인 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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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리닝

유물의 오염 및 산화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실시하였다.

(1) 건식 클리닝

부드러운 양모 붓으로 유물 표면의 오염물을 털어주고, 표면에 발생한 곰팡이, 토양오염물 등은 

점성이 있는 지우개와 메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2) 습식 클리닝

• 수조에 유물보다 큰 아크릴판을 완만한 경사를 주어 배치하고 그 위에 낱장의 유물을 두장의 폴

리에스테르지(Polyester paper) 사이에 겹쳐 올린다.

• 유물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여과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질이 흘러 내려가도록 한다. 그 후 

탄력이 있는 붓으로 경사면의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잔존한 수분과 오염을 제거한다. 이러

한 처리를 유물의 상태와 오염정도에 따라 2~4회 반복한다. 마지막 처리가 끝나면 폴리에스

테르지 위에서 면 수건과 흡습지로 남은 수분을 흡수한다.  

• 클리닝이 완료된 유물은 폴리에스테르지 사이에 겹친 채로 모포 위에서 건조한다. 이후 내지

의 섬유가 폴리에스테르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한다.

지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흡습지 위

에 얹어 수분을 분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수성잉크로 스탬프가 낙인되어있는 내지는 잉크 번짐을 예방하기 위해 석션테이블(suction table)

을 사용하여 수분을 흡입하면서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건식 클리닝 건식 클리닝

습식클리닝 – 지력이 약화된 유물 습식 클리닝 – 수용성 잉크가 날인된 내지

7) 구배접지 제거

(1) 내지 

이전의 보수에서 결손부 및 균열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지 전체 혹은 손상 부위를 배접한 경우가 

있다. 유물의 두께와 강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배접은 2차 손상을 유발하며 변형된 상태

로 배접하면 유물의 원형이 왜곡된다. 따라서 손상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배접되거나 접착력이 

약해져 배접지가 들뜬 경우, 지나치게 두꺼운 종이가 사용된 경우 구배접지를 제거하였다. 단, 유물

의 지력이 약화되어 구배접지 제거 시 파편의 이동이나 글자의 손실 등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 그대로 

유지하거나 얇게 남겨두고 제거하였다.

(2) 표지

오염되고 지질이 약화된 표지 배접지는 여과수를 분무하여 표지와 배접지의 접착력을 약화시킨 

후 분리하였다. 또한 과거 처리 시 결손부를 유물과 다른 재질로 메우거나 크기가 결손부에 비해 지

나치게 커서 2차 손상이 우려되는 구 보강재도 제거하였다.

직물로 된 표지 중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배접지 제거 과정에서 파편이 유실되거나 결이 비뚤어질 

수 있으므로 우뭇가사리풀로 표접한 후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능화지로 된 표지는 배접지를 제거할 경우 요철이 약해져서 문양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지력이 심하게 약화되어 기능을 상실한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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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배접지 제거 - 내지 구배접지 제거 - 표지

8) 보강처리

(1) 내지 

• 결손부 : 유물과 재질이 동일하며 주변부의 두께와 유사한 보수용 종이를 결손부에 맞추어 커터

로 형태를 따라 긁어내고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결손부에 부착하였다. 

• 갈라짐 : 얇은 보수용 종이를 띠 형태로 만들어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접

착하였다.

   습해와 마찰 등으로 인해 두께가 얇고 지력이 약해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배접하였다.

• 얇은 닥지를 강도가 약한 내지의 뒷면에 올려놓는다. 보강할 부분의 외곽선을 따라 물펜으로 그

린 후 뜯어내어 섬유를 정돈한다. 

• 재단한 보수용 종이의 아래에 폴리에스테르지를 받친 후 묽은 풀을 도포한다. 부분 배접에 사용

되는 종이는 매우 얇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풀 도포 후 들어 올리거나 붙일 때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지로 임시 고정한다. 

• 붓으로 문질러 부착 후 보수용 종이가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 폴리에스테르지를 제거한다. 

금속이온으로 인해 산화된 경우 수분으로 인한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HPC용액으로 접착

하였다. 7 

보강처리 - 내지 결손부 메움 보강처리 - 내지 부분배접

7_ HPC를 사용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5.2.2. 2차 자문회의>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2) 표지

① 능화지 표지 

능화지로 제작된 표지의 보강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유물과 비슷한 재질의 종이를 선정하여 유사한 색상으로 염색한다. 이를 배접한 후 표지와 같은 

종류의 능화판으로 문양을 재현한다. 능화문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작한 능화지를 

사용하면 이질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염색지를 사용한다.

• 내지 결손부 보강 처리법과 동일하게 결손부를 보강한다. 결손부 보강이 된 표지는 미량의 수분

을 가한 후 요철이 약해지지 않도록 모포 사이에 넣어 프레스한다.

• 배접지를 제거한 표지는 처리 전 조사에서 측정한 표지의 두께를 참고하여 배접지를 결정한 후 

2~3회 배접한다. 

능화지 제작 결손부 메움 – 염색지 사용

② 직물 표지 

직물로 제작된 표지의 보강처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가. 결손이 크지 않고 결손 형태가 단순한 경우 : 배접 후 앞면에서 메움

• 1차 배접은 천연염색으로 고색처리한 닥종이를 소맥전분풀을 사용하여 배접하고 모포 위에서 

자연 건조한다. 닥종이로 2차 배접한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건조한다.

• 유물과 유사한 직물을 선정한 후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염색한다. 보수용 직물을 임시로 배접한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건조한다.  

• 표지의 뒷면에서 결손부 보강을 한다. 보강할 결손부의 씨실과 날실의 방향에 주의하며 보수용 

직물을 결손부 외곽에 맞게 디자인커터로 잘라낸다.

• 잘라낸 보수용 직물의 앞면에 소맥전분풀을 도포한 후 결손부에 접착하고 보수용 직물의 임시 

배접지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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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부 보강 후 닥종이와 묽은 소맥전분풀로 3차 배접하여 표지 앞면이 보이도록 건조판에 부착

하여 건조한다.

•보강한 결손부에 반수처리하고 색맞춤한다.

나. 결손의 크기가 크고 형태가 복잡한 유물의 경우 : 가배접 후 뒷면에서 메움  

•표지 배접지를 제거한 후 우뭇가사리풀로 표접하여 건조한다.

•보수용 직물의 올을 맞춘 다음 우뭇가사리풀을 도포하여 건조판에 부착 후 건조한다. 

• 표지의 뒷면이 위로 오도록 라이트박스 위에 놓는다. 보수용 직물을 올려놓고 씨실과 날실의 방

향이 주변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우뭇가사리풀로 부착한다.

•우뭇가사리풀이 건조되면 결손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어 제거한다.

•결손부 메움이 완료되면 뒷면을 임시 고정한 후 우뭇가사리풀을 용해시켜 제거한다. 

•임시고정한 표접지를 제거한 후 배접을 진행한다.

표지가 유실되거나 다른 재질로 교체된 경우는 유물의 남아 있는 부분 혹은 유사 유물을 참고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앞면에서의 결손부 보강 뒷면에서의 결손부 보강 - 가배접

뒷면에서의 결손부 보강-가배접 색맞춤

9) 프레스

내지의 평활도가 감소한 상태이므로 평평하게 펴 주는 작업을 거쳤다. 목판 위에 흡습지, 폴리에

스테르지, 여과수를 분무한 내지, 폴리에스테르지 순으로 10회 정도 반복하여 쌓아올린 후 목판을 

올려놓았다. 이러한 형태로 쌓아 올린 유물을 프레스기의 압착판 사이에 놓고 균일한 힘으로 눌러 건

조하였다.

프레스 프레스

10) 정리

(1) 외곽선 정리

보강처리에 사용된 보수용 종이가 내지의 윤곽선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 이를 커터로 잘라내었다.

(2) 넘버링 제거

핀셋으로 넘버링을 제거하였다. 이때 용이하게 제거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최소한의 수분으로 접

착력을 약화시켜 제거한 후 흡습지로 여분의 수분을 흡수하였다.   

11) 처리 후 조사

처리 전 사진 촬영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내지의 크기, 두께, 중량, pH, 색도 등을 처리 

전과 동일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같은 부위를 측정하였다. 

12) 가장정

내지를 접어 순서대로 가지런히 중첩한 후 닥지를 꼬아서 만든 끈을 기존의 지념紙念구멍에 넣어 

매듭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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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수

외부 검수자가 보존처리 전의 유물사진과 처리 후의 유물을 대조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

였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존처리 후 재검수하였다. 

14) 장정

가장정된 표지를 내지보다 사방 1㎜ 정도 크게 접어 소맥전분풀로 부착한 후 프레스하였다. 장정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정하였다.

(1) 선장

장정끈 원사의 재질, 색상 및 끈의 굵기, 유물의 크기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장정끈을 선정하여 

장정하였다. 

(2) 철장

남아있는 변철과 박을못, 국화동은 수리하여 재사용하였다. 변철이 유실되거나 손상이 심한 경우

에는 참고유물이나 남아있는 변철을 기준으로 새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 첩장

내지를 연결한 후 책등 장식지를 부착하였다. 표지의 가장자리에 풀칠한 후 내지의 앞, 뒤에 부착

하여 장정하였다. 

가장정 준비 선장

철장 첩장

2. 호성공신교서 보존 처리 과정

1) 처리 전 조사

유물의 형태 및 구조, 크기, 손상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록카드에 기입하고 손상지

도를 작성하였다. 

장황의 형식과 과거의 수리 흔적 등 처리 이전의 상태를 기록 후 촬영하였다.

처리전 사진촬영 처리기록카드 작성 

2) 해체 

작품과 회장 비단을 분리하였다.

3) 해체 후 조사

대상유물에 적합한 보존처리 방법 및 사용재료를 선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 바탕재 조사 : 현미경 확대관찰을 통해 유물의 섬유 조직 및 밀도 등을 조사하였다. 유사한 조직

의 열화견과 밀도 등을 비교하여 메움견을 선정하였다. 

• pH·색도 측정 : 유물의 산화 상태와 보존처리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지의 pH 및 색

도를 각각 pH측정기, 색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체 메움견 선정(좌-서본, 우-열화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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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식클리닝 

부드러운 양모 붓으로 유물 표면의 오염물을 털어주고, 표면에 고착된 이물질은 점성이 있는 지우

개와 메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이때 유물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5) 안정화 처리

묵서 및 인장 부분에 2% 토끼아교 수용액을 1~2회 침투시켜 안정화하였다. 

6) 습식클리닝

유물을 흡습지 위에 얹고 폴리에스테르지로 덮어 습식클리닝 중 유물 표면이 직접 마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여과수를 분무하여 오염물과 수분이 흡습지로 스며들도록 하였다. 이전 보수 시 색맞춤한 

주변에 안료로 인한 오염이 심하여 국소적으로 미온수를 도포한 후 면봉으로 오염물을 닦아내었다.

안정화 처리 습식 클리닝 – 오염 부위  

7) 양생

유물 일부분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고 결손이 심하여 배접지 제거, 올맞춤 과정 등에서 편이 유

실되거나 흐트러질 위험이 있었다. 안전한 보존처리를 위해 유물 앞면에 우뭇가사리풀을 사용하여 

레이온지 및 한지로 양생하였다. 

사용 재료 양생 

8) 구배접지 제거

양생 후 유물이 습윤한 상태에서 구배접지를 제거하였다. 

9) 올맞춤

• 이전의 수리에서 바탕 직물의 올이 흐트러지고 접힌 채 배접하여 유물의 형태가 왜곡된 상태였

다. 교서 상하에 있는 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글자가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 올을 맞추었다. 

• 이전의 수리에서 권말 직물 일부를 권두에 부착하여 보강한 것이 확인되었다. 분리하여 본래의 

위치에 부착하였다. 

구배접지 제거 위치 수정 

10) 결손부 보강

•결손부를 보수할 메움견을 오리나무 염액으로 천연염색하여 유물과 위화감이 없도록 한다. 

• 결손부 위에 투명필름, 메움견을 얹고 결손부의 외곽을 따라 형태를 표시한 후 디자인커터로 잘

라낸다. 이때 씨실과 날실의 방향이 주변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한다.

•우뭇가사리풀을 도포하여 결손부에 부착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여분의 직물을 제거한다.

결손부 보강 보강 직물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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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접 및 꺾임 보강 

1차 배접에서는 유물과의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색으로 염색한 닥종이를 사용하였다. 권두

와 중앙, 권말의 오염의 상태가 달라 염색지를 3가지 색상으로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소맥전분풀을 

사용하여 배접하고 모포위에서 자연건조하였다. 

건조 후 유물 앞면에 수분을 주고 양생에 사용된 우뭇가사리풀을 흡습지로 제거하였다. 2차 배접

은 유물의 유연성을 위해 숙성풀을 사용하여 호분지로 배접하고 나무판에 부착하여 건조하였다. 

결손을 보강한 주변과 기존의 꺾임이 있는 부위에 얇은 닥종이로 만든 띠를 부착하여 새롭게 꺾임

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였다.  

1차 배접 우뭇가사리풀 제거

꺾임 보강 2차 배접

12) 검수

외부 검수자가 보존처리 전의 유물사진과 처리 후의 유물을 대조하였다. 검수 결과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색맞춤

유물이 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결손부 보강 부분에 교반수를 도포한 후 유물과 위화감이 없도록 색

상을 조절하여 채색하였다.8 

14) 처리 후 조사

본지의 크기, 두께, pH, 색도 등을 처리 전 조사와 동일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15) 보존처리용 재료 복원

(1) 조사 

처리 전 조사를 통해 근대식 표구로 개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황 복원을 위해 <김응남 호성

공신교서>를 열람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였다.9 

•회장비단 및 다회의 색상, 크기, 재질 및 직조형태 

•마기 및 첨자의 크기 및 형태 

•장황 구조 

상횡목 및 하횡목, 마기, 첨자의 재질을 알기 위해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淸難功臣都監儀軌)

의 교서 제작 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2) 회장 비단 복원

회장 비단은 다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한 참고유물과 유사하게 염색하였다. 

•중앙 회장 : 황련으로 염색한 후 오리목으로 채도를 조절하였다. 

•상·하 회장 : 쪽으로 염색한 후 오리목으로 채도를 조절하였다. 

•상·하 변아 회장 : 쪽과 소목으로 복합염하여 자주색으로 염색한 후 오리목으로 채도를 조절하였다. 

•축초의 : 꼭두서니로 염색한 후 오리목으로 채도를 조절하였다. 

8_Schmincke watercolor

9_ <호성공신교서>는 총 86권이 발급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19권이다. 현존 유물의 대부분이 근대식 표구 등으로 개장되었으며, 원형을 유지하

고 있어도 다회, 녹각은 유실된 사례가 많다. <김응남 호성공신교서>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기, 녹각, 다회가 모두 남아 있어 이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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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 복원

상횡목, 하횡목, 마기, 첨자, 다회를 제작하였다. 목재는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으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잘 건조시킨 후 성형하였다.10

참고유물 조사 참고유물과 염색한 직물 비교  - 변아

16) 장황 

•회장 직물은 유물의 강도와 두께에 맞추어 배접하였다. 

•서본과 장황 직물을 재단하였다.

• 유물 뒷면에서 변아를 부착하고 앞면에서 변아의 뒷면에 묽은 풀을 도포한 후 유물 가장자리와 

맞닿는 위치에서 귀접기를 하였다. 

•유물에 상, 하회장을 연결한 후 변아와 같은 위치에서 귀접기를 한 후 건조하였다.

•유물 뒷면에서 상, 하횡목을 감쌀 축주머니를 부착하고 사방에 띠지를 연결하였다.

• 백토가 혼합된 닥종이로 전체 배접하였다. 상회장 부분은 축초의 직물로 배접한 후 제첨을 부착

하였다. 

•전체배접 후 띠지에 CMC 수용액을 도포한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건조하였다.

• 건조가 완료된 후 유물 크기에 맞추어 띠지를 제거하였다. 하횡목을 깎아 마기를 끼운 후 상, 하

횡목을 진한 소맥전분풀을 사용하여 축주머니에 부착하였다.

10_부속 제작의 상세는 본 보고서 <Ⅲ.-4. 유물별 사용 재료>에 기재하였다. 

17) 처리 후 사진촬영

처리 전 사진 촬영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18) 보관

하횡목의 직경이 약 2.4cm로 굵기가 얇기 때문에 말아서 보관 시 꺾임이 발생할 수 있다. 꺾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굵게말이 축을 제작하였다. 또한 외부의 온·습도 환경의 직접적 영향을 줄이기 위

하여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하였다. 

서본 재단 회장비단 연결 

다회 연결 처리 후 보관

  



049048

제1장 I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3. 유물별 상태조사 및 보존처리

1) 용비어천가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921 v.3 선장(5침) 인쇄본 36.0×23.4×2.3 113

용비어천가의 앞표지는 연화문 능화지로 가장자리 주변이 마모되어 있었다. 표지와 내지의 습해 

및 손상 상태가 달라 표지는 이전 수리 시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뒤표지 문양이 달라 2번 이상 

수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내지에 습해가 있었고 이 부분에 곰팡이 및 산화, 균열, 결손이 발생하였다. 

묵서가 번지거나 흐려진 부분이 있었고, 파편이 맞닿은 장으로 옮겨 부착된 부분도 있었다. 이전 수리 

시 파편을 부적절한 위치에 놓거나 접힌 내지를 펴지 않고 배접하여 묵서가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배접지 제거→

결손부 메움→부분배접→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 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습식클리닝 후 습윤한 상태에서 구배접지를 제거하였다.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

로 결손부를 메우고, 지력이 약해진 부위는 숙성된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얇은 닥종이로 부분배접

하여 보강하였다. 표지는 꺾임이 있는 부분에 띠지를 부착하여 보강하였다. 뒤표지는 천연염색한 닥

종이를 앞표지와 유사한 문양의 능화지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장정끈은 유물의 크기와 두께를 고

려하여 굵기를 변경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묵서 편위치 교정>

<묵서 편위치 교정>

<묵서 편위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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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연집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3603 v.10 선장(5침) 인쇄본 32.8×20.6×2.3 89

뒤표지 상단에 습해로 인한 지력약화 및 결손이 있었다. 결손은 이전 수리 시 卍 자문 능화지로 배

접하여 보강되었고 표지의 먹이 일부 박리되었다. 뒤표지에 인접한 내지의 상단이 산화되어 지력이 

약화되고 일부는 배접하여 보강된 상태였다. 서수 주변에 습해로 인해 얼룩이 발생하고 산화되었다. 

이 부분에 터널형의 충해가 발생하여 결손이 확대되었다. 내지 표면에 섬유보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글자 획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배접지 제거→

보강→프레스→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산화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습식클리닝 후 습윤한 상태에서 구배접지를 제거하였다. 묵서부분의 들뜬 섬유는 숙성된 소맥전분풀

로 부착하였다.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결손부를 메운 후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얇

은 닥종이를 숙성된 소맥전분풀로 부분 배접하여 보강하였다. 표지의 결손부는 천연염색한 닥종이로 

보강하였다. 장정끈은 유물의 크기와 두께를 고려하여 이전과 유사한 재질의 끈으로 변경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

<묵서 섬유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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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영언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3604 v.6 선장(5침) 인쇄본 32.0×20.3×1.3 69

앞표지와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고 표지의 묵서가 흐려져 있었다. 뒤표

지는 앞표지와 문양이 상이하며, 손상양상이 달라 이전의 수리에서 뒤표지가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

었다. 도서기록 카드 주변에 접착제로 인한 오염이 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배접지 제거→

보강→프레스→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습식클리닝 후 습윤한 상태에서 구배접지를 제거하였다.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

로 결손부를 메운 후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얇은 닥종이를 숙성된 소맥전분풀로 부분 배접하여 보강

하였다. 표지의 결손부는 천연염색한 닥종이로 보강하였다. 뒤표지는 앞표지와 같은 문양의 능화지

를 제작하여 교체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흰색 이물질 제거>

<묵서 섬유 교정>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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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원조례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5962 선장(5침) 인쇄본 31.9×19.9×1.3 62

앞표지 표면에 다른 책에 눌려졌던 자국이 있으며 그 주변에 종이섬유가 부착되어 있었다. 제첨의 

우측 하단은 박리되어 접혀있었다. 뒤표지는 격자 형태로 눌린 자국이 있었고 일부 산화되었는데, 편

철부 주변의 산화 및 손상이 심하여 지력이 약화되고 크랙이 발생하였다. 뒤표지는 장식지 일부가 결

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난 상태였다. 장정끈 주변과 서수부분이 오염되었고 표지 및 내지 일부에 충해

로 인한 결손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보강→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산화된 부분은 이온이디케이터에 정색 반응을 보여 금속에 의한 산화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분을 포함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속 이온과 오염물이 확산되어 2차 손상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양모붓으로 오염물을 털어내는 건식클리닝만을 실시하고 결손부 메움 및 부분배접은 비수성非水性의 

HPC를 접착제로 사용하였다. 섬유가 접혀진 부분은 펴주어 묵서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뒤표지는 배접지를 제거하고 장식지의 산화가 심한 부분을 인도印刀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표지 

결손부를 주변과 유사한 색으로 염색한 닥종이로 보강한 뒤 앞표지의 두께에 맞춰 배접하고 색맞춤

하였다. 유실된 뒤격지는 새로 제작하여 장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 및 색맞춤, 오염물 제거>

<묵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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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학제가집주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7542 v.1 선장(5침) 인쇄본 35.0×21.8×1.4 64

뒤표지는 마찰로 인해 능화문 요철이 약화되었고 장정끈 주변은 염색지가 마모되어 배접지가 드

러난 상태였다. 내지 후반부는 습해로 인해 묵서가 약화되거나 번져있었고 곰팡이 및 지력 약화, 균

열, 결손이 발생하였다. 내지에서 분리된 파편 일부가 맞닿은 장으로 옮겨 부착되었고 내지가 접혀서 

글자가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 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습식클리닝 후 묵서부분의 들뜬 섬유는 숙성된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부착해 주었다. 결손부는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우고 내지에서 분리된 파편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주었

다. 표지는 꺾임이 있는 부분에 띠지를 부착하여 보강하였다. 장정끈은 면끈으로 되어있었으나 같은 

질의 유물 奎7542 v.2를 참조하여 견끈으로 교체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묵서 편맞춤, 결손부 보강>

<묵서 편맞춤, 결손부 보강>

<묵서 편맞춤, 결손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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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길통의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2827 v.5 선장 인쇄본 31.7×20.5×1.8 109

습해로 인해 앞표지의 지력이 약화되고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표제의 묵서는 박락되어 일부만 남

아있다. 앞표지는 이전의 수리에서 능화지를 배접하여 보강하였고 뒤표지는 개장되었다. 내지 후반

부에 습해로 인한 얼룩,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묵서가 흐려지거나 번져있었다. 또한 지력이 약화되어 

균열 및 결손이 발생하였고 내지 파편의 일부는 맞닿은 장으로 옮겨 부착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배접지 제거→

보강→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 하였다. 내

지의 곰팡이는 점성이 있는 지우개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구배접지는 습윤한 상태에서 제거하였

다.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결손부를 메운 후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얇은 닥종이를 

숙성된 소맥전분풀로 부분 배접하여 보강하였다. 앞표지의 결손부는 천연염색한 닥종이로 표지와 같

은 문양의 능화지를 만든 후 보강하였다. 뒤표지는 앞표지와 유사한 문양의 능화지를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편맞춤>

<결손부 편맞춤>

<곰팡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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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제책문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6454 v.1 가장정 인쇄본 31.1×18.8×0.5 20

표지는 시권지가 재사용되어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지념으로 장정되었다. 앞표지 상단에 부

착물이 있었던 흔적과 도서기록 카드 주변으로 접작체 흔적이 있었다. 표지와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

룩과 곰팡이가 있었으며 내지는 습해부분의 지력이 약화되고 균열, 결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충해로 

인해 결손된 부분이 있었다. 내지에서 분리된 파편 일부가 맞닿는 면에 부착되어 있거나 맞닿는 장과 

장의 섬유가 결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표지 처

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 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결손부는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워주었고 파편은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주었

다. 표지는 꺾임이 있는 부분에 띠지를 부착하여 보강하였다. 장정은 유물 원형을 참조하여 지념으로 

장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박리된 묵서 교정>

<결손부 편맞춤>

<묵서 편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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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사회강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5581 v.8 선장(5침) 인쇄본 30.0×19.1×1.6 94

표지 및 내지 전반에 걸쳐 습해로 인한 얼룩, 묵서의 번짐, 전사,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유물 

상단부분은 산화되어 지력이 약화되고 균열이 가거나 바스러져 일부가 결손된 상태였다. 앞표지 및 

내지 결손부 일부는 이전 수리 시 부분 배접하여 보강하였는데 앞표지는 색상이 상이한 능화지로 보

강하여 이질감이 있었다. 내지에 간헐적으로 황변 및 작은 얼룩이 확인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보강→프레스→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산화된 부분은 이온인디케이터에 정색 반응을 보여 금속에 의한 산화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분을 포함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속 이온과 오염물이 확산되어 2차 손상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양모붓으로 오염물을 털어내는 건식클리닝만을 실시하고, 결손부 메움 및 부분배접은 비수성非水性의

HPC를 접착제로 사용하였다. 프레스는 고어텍스를 사용하여 수분이 직접 유물에 닿지 않도록 가습

한 후 실시하였다. 

표지는 이전 배접지를 건식으로 분리하고 메움지를 표지와 위화감이 없도록 천연염색 한 후 내지 

산화부의 결손부 보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장정끈은 화학섬유로 되어있었으나 같은 질의 

유물 奎5581 v.1을 참조하여 홍색 견끈으로 교체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산화부 보강>

장정끈 교체

<오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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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태학은배시집 v.1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4686 v.1 선장(5침) 인쇄본 32.3×19.5×1.5 95

표지와 내지 상단부에 습해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지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앞표지 상단에 섬유가 저며져 보풀이 발생하였고 뒤표지는 책이 겹쳐졌던 흔적이 

있었다. 내지에 충해로 인한 터널형 결손이 산재해있었고 결손부 일부는 가장자리가 접혀있었다. 터

널형 결손 안에 고치가 잔존해 있었고 내지 표면에서 벌레의 사체가 확인되었다. 표지에는 충해로 인

한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이 후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내지의 결손부 주변을 레이온지로 임시 고정하여 클리닝 시 파편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수

성 스탬프가 있는 내지는 석션테이블 위에서 안정화처리 및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 

후 묵서부분의 들뜬 섬유는 숙성된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부착해 주었다. 표지와 내지의 결손부는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우고 곰팡이로 인해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얇은 닥종이로 부분배

접하여 보강하였다. 표지의 결손부는 메운 뒤 주변과 유사한 색상으로 색맞춤하였고 꺾인 부분은 닥

종이로 만든 띠지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격지 한쪽이 잘려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린 

부분을 연장해 장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묵서 섬유 교정>

<묵서 편맞춤 및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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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태학은배시집 v.2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4686 v.2 선장(5침) 인쇄본 32.4×19.8×1.1 74

표지와 내지 상단부에 습해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지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앞표지 상단에 섬유가 저며져 보풀이 발생하였고 뒤표지는 책이 겹쳐졌던 흔적이 

있었다. 내지에 충해로 인한 터널형 결손이 산재해있었고 결손부 주변이 접혀있었다. 터널형 결손 안

에 고치가 잔존해 있었고 내지 표면에서 벌레의 사체가 확인되었다. 표지에는 충해로 인한 결손이 확

인되지 않아 이 후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내지의 결손부 주변을 레이온지로 임시 고정하여 클리닝 시 파편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수

성 스탬프가 있는 내지는 석션테이블 위에서 안정화처리 및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 

후 묵서부분의 들뜬 섬유는 숙성된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부착해 주었다. 표지와 내지의 결손부는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우고 곰팡이로 인해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얇은 닥종이로 부분 

배접하여 보강하였다. 표지의 결손부는 메운 뒤 주변과 유사한 색상으로 색맞춤하였고 꺾인 부분은 

닥종이로 만든 띠지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격지 한쪽이 잘려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린 부분을 연장해 장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

<구김 완화 및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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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계선생집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3552 v.3 선장(5침) 인쇄본 35.7×21.8×1.4 52

전체적으로 습해로 인해 얼룩과 곰팡이, 결손이 발생하였고 지력이 약화되었다. 앞표지는 이전 수

리 시 문양이 다른 능화지로 보강되었고 뒤표지는 개장되었다. 표제가 접힌 채로 배접되었으며 일부 

획 안료가 박락되어 있었다. 책등 하단부는 산화되어 크랙 및 결손이 있으며 손상의 정도와 범위는 

앞표지에 가까운 내지일수록 컸다. 서수의 끝 부분은 지력이 약화되어 갈라졌거나 결손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내지의 서수는 닥종이로 보강하고 층으로 분리된 부분은 숙성된 소맥전분풀로 부착하였다. 내지 

결손부는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표지 결손부는 이전 수리 

시 사용된 염색지를 제거하고 결손부 주변과 유사하게 천연염색한 닥종이로 보강하였다. 뒤표지는 

앞표지를 참고하여 황염 능화지를 제작해 교체하였다. 장정끈은 기존의 끈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

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접착된 내지 분리 및 오염 완화>

<결손부 메움>

<층으로 분리된 내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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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조사년갑자울산호적대장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4977 가제본 필사본 54.0×35.0×5.8 147

표지는 배접 후 대자代赭안료를 도포한 마직물이 사용되었는데 습해로 인해 안료박락, 얼룩 및 변·

퇴색이 발생하였다. 표지 직물에 주름이 산재하고 주름 부분이 마모되어있었으며 표제의 묵서는 흐

려진 상태였다. 장정은 4침 중 두 개만 실로 엮어놓은 상태였으나 장정구멍 주변에 금속 부식물로 인

한 오염이 있고 편철부의 변·퇴색 정도가 주변과 달라 이전에 철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지

에 습해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가 확인되었고 뒤표지와 내지 후반부에 먹 오염이 있었다. 일부 내지에 

결손이 있었고 이전 수리 시 종이를 덧붙여 보강한 부분이 있었다. 내지의 섬유를 얇게 도려내고 글

자를 수정한 곳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칼로 잘린 부분이 있었다. 묵서를 수정하면서 잘린 편이 내지 

사이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습식클리닝 후 묵서부분의 들뜬 섬유는 숙성된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내지의 결손

부는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우고 크랙이나 칼로 잘린 부분은 얇은 띠지로 보강하였다. 

이전에 보수된 부분은 부착한 종이를 제거하고 새롭게 결손부의 형태에 맞게 메웠다. 표지는 구배접

지를 제거하고 배접을 한 후 유사한 직물로 결손부를 보강하고 색맞춤하였다. 표지 라벨지 사이에 부

착된 조선총독부 라벨을 분리하여 격지 안쪽에 부착하였다. 같은 질의 유물을 참조하여 변철을 제작

하여 4침 철장으로 장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접착된 내지 분리 및 오염 완화>

<구메움지 제거 및 결손부 보강>

<곰팡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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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상선생안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6009 철장(7침) 필사본 55.5×39.5×1.2 38

앞표지는 충해 및 인위적인 손상으로 인해 표지 직물 일부가 결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나 있었다. 

뒤표지의 직물은 일부만 잔존하는데 앞표지 및 편철부에 잔존하는 직물과 문양 및 직조가 상이하

여 이전의 수리에서 부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철부 중앙은 변철 없이 국화동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상·하는 서수와 서근을 감싸는 ‘ㄷ’자 형태이며 1,7번째는 장정구멍은 국화동 없이 박을못으로 고정

되어 있었다. 앞표지는 표제 안료가 박락되었다. 내지는 섬유보풀과 주름이 산재해 있었다. 일부 내

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과 오염이 확인되었고 판심이 갈라져 분리되거나 글자를 수정하기 위하여 섬

유를 얇게 도려낸 흔적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내지의 습해부분과 글자를 수정한 부위에는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

정화처리하였다. 내지의 판심 부위는 띠 형태의 얇은 닥종이로 보강하고 층으로 분리된 부분은 숙성된 

소맥전분풀로 부착하였다. 섬유보풀은 소맥전분풀로 부착하였다. 앞표지는 남아있는 원형을 참고하

여 유사한 운문단으로 보강하였다. 뒤표지는 앞표지 보강 직물과 동일한 것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주름 및 오염 완화>

<오염 완화>

<결손 및 균열 보강>



075074

제1장 I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14) 전랑선생안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6011 v.1 선장(5침) 필사본 42.0×32.2×2.5 57

앞표지는 직물이 유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나 있었고 뒤표지는 가장자리에 마찰로 인한 결손이 발

생하였으며 직물이 배접지에서 분리된 부분도 있었다. 뒤표지 우측 하단에 제첨이 부착되었던 흔적

이 있어 이전의 수리에서 위치를 바꾸어 장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뒤표지의 배접지로 청색 염

색지가 사용되었으며 표지의 길이가 내지의 길이보다 짧았다. 내지는 습해로 인한 얼룩과 먹 번짐이 

발생하였고 꺾임과 주름, 섬유보풀이 산재해있었다. 일부 내지는 판심이 분리되어 있거나, 제첨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내지의 판심 부위는 띠 형태의 닥종이로 보강하고 층으로 분리된 부분은 숙성된 소맥전분풀로 부

착하였다. 섬유보풀은 정리한 후 소맥전분풀로 부착하였다. 

표지는 자문회의 결과 및 소장처 의견을 참고하여 이전의 뒤표지를 앞표지로 하고 뒤표지는 유사 

직물을 천연염색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제첨 흔적 및 남아있는 배접지의 색상을 참고하여 홍방사

주를 두른 제첨을 복원하여 부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오염 완화>

<판심 보강>

<주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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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록선생안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412 철장(7침) 필사본 55.2×39.5×1.8 49

앞표지는 직물이 유실되었고 배접지 위에 표제를 기록하였다. 뒤표지는 결실되어 격지가 드러나 

있으며 편철부에 표지직물 일부가 남아있었다. 편철부 중앙에는 변철 없이 국화동으로 고정되어 있

었다. 상·하는 서수와 서근을 감싸는 ‘ㄷ’자 형태이며, 1,7번째는 장정구멍은 국화동 없이 박을못으

로 고정되어 있었다.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서구의 모서리 부분이 접혀 

있었다. 판심이 갈라져 분리되거나, 끝이 찢어져 있는 장이 다수 있었다. 첨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이 

있으며, 일부 첨지는 결실되었다. 첨지는 구겨지거나 부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더 많았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첨지분리→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

강→프레스→첨지 부착→표지 처리→변철 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내지의 판심 부위는 띠 형태의 얇은 닥종이로 보강하고 들뜨거나 층으로 분리된 부분은 숙성된 소

맥전분풀로 부착하였다. 글자를 가린 섬유보풀을 정리한 후 부착하였다. 

편철부에 남아있던 직물은 문양 능직으로 유사한 직물의 확보 및 복원이 불가능하여 자문회의 결

과에 따라 수자직 직물로 표지를 제작하였다. 변철과 국화동 및 박을못은 수리하여 재사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층으로 분리된 내지 부착>

<첨지 보강 및 위치 복원>

<오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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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상도남해현금산장사복사전답이속용동궁개타량성책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331 철장(8침) 필사본 55.8×39.6×1.9 62

표지 직물이 마찰로 인해 약화되어 균열 및 결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습해로 인해 변·퇴색 되었고 

얼룩과 주름이 발생하였다. 변철은 부식 및 변형된 상태였다. 내지는 습해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가 

산재해 있었고 인장의 안료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내지 곳곳에 섬유보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내지

는 판심이 분리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건식클리닝 시 인장이 분말화 되어 번진 부분을 점성이 있는 지우개를 이용하여 제거 하였다. 건

식클리닝 후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의 불안정한 안료를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

리하였다. 일부 내지의 분리된 판심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내지의 광곽과 외곽선을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본떠서 이를 기준삼아 연결해 주었다. 표지는 습식클리닝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직물을 천연염색하여 뒷면에서 결손부를 보강하였다.

변철은 수리 후 재사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판심 보강 및 결손부 메움>

<편철부 보강>

<판심보강, 판심 접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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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경궁이래내수사속광주부소재전답급시장타량성책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507 선장(5침) 필사본 53.4×32.1×0.2 6

앞표지 직물의 가장자리가 마모로 인해 손상되었고 배접지와 분리된 부분이 있었다. 뒤표지 직물

은 결손되어 배접지가 드러난 상태였다. 내지는 습해로 인해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묵서가 번

지거나 흐려진 부분이 있었다. 판심 주변에 섬유 보풀이 발생하였다.  표지 및 내지에 세로로 접힌 

흔적이 있으며, 일부 내지에 첨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 부분과 세로로 접힌 부분의 불안정한 묵서 섬유를 전분풀로 고정시키고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결손부는 내지와 유사한 종이로 메우고 약화된 

판심은 얇은 닥종이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표지는 습식클리닝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직물을 천연염색하여 뒷면에서 결손부를 보강하였다. 도서라벨은 묵서를 가리고 있어 분리 

후 새롭게 제작하여 묵서를 피해 부착하였고 조선총독부 라벨은 분리하여 격지 안쪽에 부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및 주름 완화>

<주름 완화>

<첨지 결손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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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경전구기도첩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0697 선풍엽 필사본 및 화본 42.3×27.9×0.5 8

표지는 변·퇴색되었으며 표지직물 가장자리가 마모되어 일부가 결손된 상태였다. 표제가 볼펜으

로 기입되어 있고 손상상태가 내지와 상이하였다. 또한 표지 및 책등 밑에서 각 2종류의 서로 다른 

색상과 조직의 직물 파편이 확인되어 2번 이상 표지가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내지 상단에 습해

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가 있었으며 광곽선이 번지거나 맞닿는 면에 전사되어 있었다. 내지에 충해로 

인한 결손이 산재해 있는데 이전 수리 시 부분배접하여 보강된 상태였다. 내지에 부착된 집경전 화본

은 2회 접혀있었는데 접히는 부분을 여러 겹 배접하여 두께가 두껍고 경화되었다. 이로 인해 내지가 

들떠있었으며 접힌 부분이 갈라져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배접지 제거→

보강→배접→프레스→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내지 습해 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화본에는 토끼 아교 

2%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결손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우고 지력이 약

한 부분은 얇은 닥종이로 부분배접하여 보강하였다. 표지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직물 파

편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편맞춤>

<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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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련초해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일사고 811.03 G42b 선장(5침) 인쇄본 24.2×17.0×0.6 27

표지는 마모로 인해 능화문 요철이 약화되었고 능화지가 결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난 부분이 있었

다. 종횡의 꺾임이 다수 발생하였고 앞·뒤표지와 격지에 묵서 기입이 있었다. 내지는 습해로 인해 얼

룩과 섬유보풀이 발생하였다. 일부 내지는 접히거나 판심이 마모되어 분리된 상태였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습식 클리닝→보강→프레스→표지 처리

→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일부 내지의 분리된 판심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내지의 광곽과 외곽선을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본떠서 이를 기준삼아 연결해 주었다. 결손부는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표지는 원형의 문양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능화판을 판각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이전

의 표지는 보관 상자에 유물과 함께 보관하였다. 장정끈은 유물의 크기와 두께를 고려하여 굵기를 변

경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묵서 교정>

<주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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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학집설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일사고 181.1 J466s 선장(5침) 인쇄본 24.2×17.0×0.6 74

표지 및 내지 일부가 유실된 상태로 종이끈으로 장정되어 있었다. 이전의 수리에서 표면에 드러난 

내지를 얇게 배접하여 표지로 돌려썼다. 뒷면에는 고문서 파지에 권명을 기입하여 함께 장정하였다. 

드러난 부분의 내지는 오염 및 마모, 결손 심한 상태였는데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결락된 것으로 추정

되던 마지막 장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장자리 부분이 마찰로 인해 마모되고 섬유보풀이 발생하였으며 판심부분의 지력이 

약화되어 갈라진 상태였다. 오염으로 인한 변·퇴색이 두드러지며, 부착물의 흔적이 있었다. 내지는 

습해로 인해 얼룩이 생기고 묵서가 흐려진 부분이 있었다. 이전 수리 시 결손부를 배접하여 보강하였

고, 이전의 수리에서 글자가 흐려지거나 결실된 부분을 가필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배접지 제거→

보강→프레스→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 후 구배접지는 습윤한 상태에서 분리하고 가필된 부분은 남겨놓았다. 일부 내지의 분

리된 판심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내지의 광곽과 외곽선을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본떠서 이를 기준

삼아 연결해 주었다. 결손부는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표지로 사용

되었던 내지는 원래의 위치에 되돌려 처리하였다. 표지는 유사유물을 참조하여 염색지로 새로 제작

하고 장정끈은 유물의 크기와 두께를 고려하여 미색 마끈으로 변경하여 장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판심이 분리된 내지연결 및 결손부 메움>

<묵서 교정>

<결손부 메움 및 약해진 지질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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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춘향전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일사고 813.5 C472j 선장(5침) 필사본 28.9×16.6×1.0 44

표지는 고문서 파지를 두껍게 배접하여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넓게 접어 제작되었는데 두께가 

불균일하여 이로 인해 꺾임과 마모가 발생하였다. 

표지 및 내지의 가장자리 부분이 마모되고 섬유보풀이 발생하였다. 내지의 판심 부분의 지력이 약

화되어 갈라진 상태였으며 충해로 인한 결손이 다수 확인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였고, 수성잉크로 된 인장은 석션테이블

을 이용하여 토끼 아교 5%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일부 내지의 분리된 판심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내지의 광곽과 외곽선을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본떠서 이를 기준삼아 연결해 주었다. 

결손부는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를 사용하여 보강하였고 섬유보풀은 정리한 후 소맥전분풀

로 부착하였다. 표지는 원형을 참고하여 문양이 없는 황염지로 제작하였고 장정끈은 유물의 크기와 

두께를 고려하여 홍색 끈으로 변경하여 장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 및 구김 완화>

<묵서 교정 및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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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하유유사절목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478 선장(5침) 필사본 49.6×39.8×0.5 10

흙을 포함한 수분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이 발생하고 표지의 염료가 내지로 이염되었다. 표지 직물

이 변·퇴색 되었고 배접지에서 분리된 곳이 있었다. 제첨은 유실되어 푸른색 윤선만 남아있었다. 뒤

표지에 능화지 파편이 부착되어 있었다. 편철부 모서리의 장식 직물角布 일부가 결손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건식클리닝 시 내지와 표지의 흙을 최대한 제거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일부 내지 에서 발견된 

잉크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내지 지력이 약화되거나 크랙이 생

긴 부분은 얇은 닥종이를 띠 형태로 잘라 부착하여 보강하였다. 표지는 습식클리닝 한 후 제첨을 분

리하고 원본과 유사한 직물을 사용하여 결손부 보강을 한 후 색맞춤하였다. 편철부 모서리의 장식 직

물은 유사직물로 복원하여 부착하였다. 제첨은 수자직 직물로 복원하고, 윤선 직물은 보강하여 재사

용하였다. 장정은 기존의 장정끈을 참고하여 동일 재질, 유사 색상으로 새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편철부 모서리 장식직물 복원>

<흙으로 인한 오염 완화>

<오염 및 주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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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호성공신교서

처리 전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고귀축 51.052-H792j 두루마리(횡피) 필사본 47.2×256.6 1

충해로 인한 결손과 습해로 인한 얼룩, 곰팡이가 산재해 있었다. 권축이 말린 방향으로 손상이 반

복되며 권두에 가까울수록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 이전 수리 시 손상이 심한 권두의 일부를 제거하고 

권말 직물 일부를 잘라 권두에 부착하였다. 바탕견이 끊긴 부분의 간격이 맞지 않거나 올이 틀어진 

상태에서 배접하여 글자, 계선의 형태가 변형되었다. 결손부위는 주변과 상이한 색상으로 결손의 범위

보다 넓게 칠해져 있어 유물의 원형이 훼손된 상태였다. 장황은 횡피 형식의 근대식 표구로 개장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양생→보강→

배접→장황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2%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습식클리

닝은 유물을 흡습지에 얹고 폴리에스테르지로 덮은 후 여과수를 분무하여 오염물과 수분이 흡습지로 

스며들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수리 시 색맞춤으로 인한 오염은 국소적으로 미온수를 도포한 후 면봉

으로 오염물을 닦아내었다. 습식 클리닝 후 우뭇가사리풀로 앞면을 표접하여 배접지 제거와 올맞춤 

시 파편이 유실되거나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장황은 <김응남 교서>와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

의궤>를 참조하여 복원하였다.

(처리과정 상세는 본 보고서 <Ⅱ.-2. 호성공신교서 보존 처리 과정>에 기술하였다.)

처리 후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직물 올맞춤>

<오염 완화, 결손부 메움 및 색맞춤 >

<묵서 간격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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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상도선산부내수사둔전답개타량성책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497 선장(5침) 필사본 48.4×30.5×0.3 4

습해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가 산재해 있었다. 표지는 변·퇴색되었고 세로로 접힌 흔적이 있었다. 

표지 가장자리가 마찰로 인해 지력이 약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부는 결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난 곳

이 있었다. 앞표지에 파란 색연필로 숫자가 기입되어 있었고 상단부에 검게 산화된 부분이 있었다. 

앞표지 서구 안쪽에 2장의 첨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내지 첫 장 하단에 양지로 된 첨지가 부착되어 있

었다. 내지 편철부 부근에 세로방향으로 칼자국이 있었으며 장정끈은 끊어진 상태였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물 얼룩 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 하

고 결손부는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보강하였다. 편철부 부근에 칼자국 부분은 얇은 닥종

이를 띠 형태로 잘라 보강하였다. 첨지는 분리 후 묵서에 안정화 처리를 하고 내지와 같은 방법으로 

보강한 뒤 원래 위치에 부착하였다. 표지는 습식클리닝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하고 천연염색한 종이

를 사용하여 결손부를 보강하였다. 묵서를 가리고 있던 라벨지는 분리하고 새롭게 제작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부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및 주름 완화>

<첨지 결손부 보강 및 오염 완화>

<오염 완화 및 결실된 내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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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성부속구풍덕군북면연동리대교평소재선희궁절수제언면제전답개타량성책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743 선장(5침) 필사본 36.0×30.4×0.2 7

표지와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서수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표지는 변·퇴색 되었고 꺾

임이 다수 발생하였다. 첨지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남아있고 하단부에 푸른 색연필로 숫자가 기입되

어 있었다. 격지와 표지가 분리되었으며 장정끈이 끊겨 일부 유실된 상태였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물얼룩 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

였다. 내지의 결손부는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보강하였다. 표지는 습식클리닝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한 후 결손부 주변과 유사하게 천연염색한 닥종이로 뒷면에서 결손부를 보강하였

다. 묵서를 가리고 있던 라벨지는 분리하고 새롭게 제작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부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결손부 메움>

<판심보강 및 오염완화>

<오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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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라도용안현북면대명선공주방매득답타량어람성책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753 선장(5침) 인쇄본 44.5×26.9×0.3 5

전체적으로 습해로 인해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주름 및 꺾임이 관찰되었다. 표지는 변·퇴색

되었다. 표지 가장자리 직물이 마모되고 그 주변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들뜬 상태였다. 앞표지 하단부

에 첨지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있었고 앞·뒤격지에 첨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앞표지에 푸른 색연필로 

숫자가 기입되어 있었고 장정끈은 끊어져 일부 유실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 글자가 수정되어 얇아진 부분의 묵서는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앞표지는 습식클리닝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하고 원본과 유

사한 직물을 천연염색하여 앞면에서 결손부를 보강하였다. 내지 결손부는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보강하였다. 도서라벨은 분리 후 새롭게 제작하여 묵서를 피해 부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주름 및 오염 완화>

<첨지복원 및 오염 완화>

<오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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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라북도옥구현회남평기식도소재귀인방매득영빈방방매전답타량성책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791 선장(5침) 필사본 53.8×38.0×1.5 38

전체적으로 습해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가 관찰되었고 이 부분에 결손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표지는 변·퇴색되었고 중앙에 세로 및 가로꺾임이 있었다. 앞표지 직물의 가장자리 부분은 마모로 

인한 결손이 있었고, 일부 직물은 배접지와 분리되어 들떠있거나 접혀있었다. 이전 수리 시 결손부

에 비단을 부착하여 보강한 부분이 있었다. 뒤표지는 표지직물이 유실되어 배접지만 남아있었다. 내

지에 습해로 인해 묵서가 흐려진 곳이 있었고 꺾임 및 섬유보풀이 산재하였다. 내지 하단에 마주보는 

장에 걸쳐 첨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결손

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우고 판심부분은 얇은 닥종이로 보강하였다. 일부 내지의 분

리된 판심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내지의 광곽과 외곽선을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본떠서 이를 기준

삼아 연결해 주었다. 첨지는 처리 후 원래의 위치에 부착하였다. 표지는 습식클리닝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직물을 천연염색하여 뒷면에서 결손부를 보강하였다. 뒤표지는 앞표지와 동

일 재질, 유사 직물을 천연염색하여 새로 제작하였다 .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오염 완화>

<결손부 메움 및 오염 완화>

<결손부 메움 및 접착된 내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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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통진부유숙원방매득전답고원타량성책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843 선장(5침) 필사본 52.5×34.7×0.3 6

전체적으로 습해로 인해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앞표지 직물의 가장자리 부분이 결실되어 

배접지가 드러나 있었고 뒤표지는 직물이 유실되어 배접지만 남아있었다. 내지는 습해로 인해 지력

이 약화되었고 이 부분에서 묵서가 흐려진 곳이 관찰되었다. 판심 상·하에 마모로 인한 결손 및 균열

이 발생하였다. 첨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첨지는 구김이 발생하였다. 편철부 주변에 세로방향으

로 칼자국이 있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결손

부는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보강하였다. 편철부 부근에 칼자국은 얇은 닥종이를 

띠 형태로 잘라 보강하였다. 내지에 부착된 첨지는 분리가 어려워 부착된 상태에서 수리하였다. 표지

는 습식클리닝한 후 구배접지를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직물을 천연염색하여 뒷면에서 결손부를 보

강하였다. 뒤표지는 앞표지의 문양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능화판을 판각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표

지 라벨지 사이에 부착된 조선총독부 라벨을 분리하여 격지 안쪽에 부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첨지 복원>

<조선총독부라벨 분리 및 재부착_좌:적외선 촬영>

<오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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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상도김해부소재용동궁속가락칠산우부덕도장노전자호복수양안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8316 선장(5침) 필사본 56.2×35.7×0.6 8

전체적으로 습해로 인해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질이 약화되었다. 표지는 변·퇴

색되었고 가장자리 주변에 결손이 있다. 표지 능화문 요철이 약화되어 표면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배접지에는 요철이 남아있었다. 파란 색연필로 숫자를 기입한 것이 관찰되었고 앞표지 상단에 첨지

가 부착되어 있었다. 내지는 습해가 발생한 부분의 묵서가 맞닿은 장에 전사되거나 흐려진 부분이 있

었다. 장정끈이 끊어져 일부 결실된 상태였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다. 표지 

배접지에 능화문이 선명하게 잔존하고 있어 배접 습식 클리닝한 표지는 천연염색한 닥종이를 사용하

여 결손부를 메우고 배접지의 꺾임 및 결손을 보강한 후 접합하였다. 이후 결손부를 색맞춤하였다. 

내지의 결손부는 내지와 동일 재질, 유사한 두께의 종이로 메우고 판심은 얇은 띠 형태의 닥종이로 

보강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주름 완화>

<오염 완화>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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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상도기장현소재영면부출세둔전답개양안

처리 전 앞표지 처리 전 뒤표지

청구기호 장정형태 판본형태 크기(H×W×T㎝) 매수

奎19351 선장(5침) 필사본 58.0×40.0×0.4 6

전체적으로 습해로 인해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질이 약화되었다. 표지는 변·퇴

색되었고 마찰 등으로 인한 결손이 두드러지며, 표제의 안료가 일부 박리되었다. 유물 본래의 장정끈

은 유실되고 합성 섬유로 제작된 끈이 사용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해체→건식클리닝→안정화처리→습식클리닝→보강→프레스

→표지 처리→장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습식클리닝에 앞서 습해부분의 묵서와 인장에 토끼 아교 3%수용액을 도포하여 안정화처리하였

다. 스탬프가 있는 부분은 스팟 테스트 후 안정화처리하였다. 습식클리닝 후 내지의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얇은 닥종이로 보강하였다. 표지는 천연염색한 닥종이로 결손부를 메우고, 표지 배접지의 꺾

임 및 결손을 보강처리 한 후 접합하였다. 이후 결손부를 색맞춤하였다. 표제 일부를 가리고 있던 도

서라벨은 분리 후 새롭게 제작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부착하였다.. 

처리 후 앞표지 처리 후 뒤표지

■ 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판심보강>

<편맞춤 및 결손부 보강>

<오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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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용재료

1.보강

1) 종이

처리 전 유물의 크기, 두께, 중량을 측정하고 C-stain법으로 재질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및 처리 

부분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보수용 종이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제작한 국산 한지를 사

용한다. 

섬유배합비 국산닥 100% 사용 증해조건 육재, 소다회

표백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방법 타고해

초지방법 외발뜨기, 쌍발뜨기 건조방법 목판건조

(1) 내지 

내지 보수용 종이는 표1과 같이 제작된 종이 중에서 유물과 재질이 동일한 것 중, 보수하는 부분

의 지력과 두께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2) 표지 

① 염색지

염색지는 표지의 보수용 및 표지 제작용, 표지의 배접지로 사용된다.

보수할 표지에 따라 오리목 열매, 치자, 황벽, 꼭두서니, 니람, 먹 등의 염액을 사용하여 유물과 유

사한 색상으로 천연염색한다. 매염제는 원하는 색상에 따라 잿물, 명반 등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배

접지로는 오리나무 열매 염액으로 염색한 종이를 주로 사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염료의 천연염색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가. 오리나무 열매 

• 오리나무 열매 100g에 물 1.5리터를 넣어 중불로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가열하여 

오리나무 열매 염액을 만든다.

• 염색할 종이 위, 아래를 폴리에스테르지를 얹어 표면을 보호한 후, 붓으로 오리나무 염액을 칠한다. 

잿물로 매염한 후 수차례 물로 헹구어 여분의 염액과 매염제를 씻어낸다. 

나. 니람泥藍

• 니람에 60℃의 물을 섞는다. 그 후 하이드로설파이트(Na2S2O4·2H2O)와 수산화나트륨(NaOH)

를 섞어 니람을 환원시킨다. 

• 위의 염액에 파란색 거품이 생기면 염색할 종이 위, 아래를 폴리에스테르지를 얹어 표면을 보호

한 후, 붓으로 니람을 칠한다.  

•수차례 물로 헹구어 여분의 염액을 씻어낸다.

 

다. 소목·꼭두서니(적색계), 치자·황련(황색계)

•종이를 매염액으로 선매염한다. 

•염료 100g에 각각 물 1.5리터를 넣어 중불로 끓여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서 가열한다. 

•염색할 종이 위, 아래를 폴리에스테르지를 얹어 표면을 보호한 후 붓으로 염액을 칠한다.

•수차례 물로 헹구어 여분의 염액과 매염제를 씻어낸다. 

보수용 종이 염액 제조

종이 염색 염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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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능화지

능화문이 있는 표지의 한쪽 면이 교체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부분과 같은 문양의 능

화지를 제작하여 보수에 사용한다. 

능화지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지에 남아있는 문양을 바탕으로 능화판을 제작한다. 보유하고 있는 능화판과 무늬가 유사한 

경우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다. 

• 유물 표지의 색상에 맞추어 염색지를 만든 후 유물 두께에 맞추어 배접한다.

•  배접한 종이에 밀랍을 칠하고 미량의 수분을 분사한 후 능화판 위에 얹어 밀돌로 밀어 문양을 

찍어낸다.

제작한 능화판 능화판 밀기

2) 직물

육안관찰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유물의 원사 종류, 직조 형태 등을 분석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유물과 유사한 직물을 사용한다. 

직물은 염색 전 정련하여 염액이 침투되기 쉽도록 하는데 재질에 따라 정련방법을 달리한다. 면이

나 마와 같은 식물성 섬유는 견이나 모와 같은 동물성 섬유에 비하여 염색성이 좋지 않으므로 염색 

전에 여과수에 넣고 한 시간 정도 끊여 표면 불순물을 제거한다. 견직물은 따뜻한 물에 20여분 정도 

담가 섬유 표면의 세리신을 제거한다. 

유물의 색상 및 손상상태를 고려하여 보수용 직물의 색상을 결정한다. 오리목 열매, 치자, 황벽, 꼭

두서니, 니람, 먹 등의 염액을 사용하여 유물과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염색한다. 매염제는 원하는 색

상에 따라 명반, 잿물 등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염료의 천연염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오리나무 열매 

• 오리나무 열매 100g에 물 1.5리터를 넣어 중불로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가열하여 

오리나무 열매 염액을 만든다.

•위의 염액에 직물을 담그고 염액이 고루 스며들도록 한다. 

•잿물에 담가 매염한 후 수차례 물로 헹구어 여분의 염액과 매염제를 씻어낸다. 

나. 니람泥藍

• 니람에 60℃의 물을 섞는다. 그 후 하이드로설파이트(Na2S2O4·2H2O)와 수산화나트륨(NaOH)

를 섞어 니람을 환원시킨다. 

•위의 염액에 파란색 거품이 생기면 직물을 넣고 염액이 고루 스며들도록 한다. 

•수차례 물로 헹구어 여분의 염액을 씻어낸다. 

다. 소목·꼭두서니(적색계), 치자·황련(황색계)

•염료 100g에 물 1.5리터를 넣어 중불로 끓여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서 20분간 가열한다.

•위의 염액에 직물을 담그고 염액이 고루 스며들도록 한다.

•매염제에 담가 매염한 후 수차례 물로 헹구어 여분의 염액과 매염제를 씻어낸다.

•원하는 색상에 따라 선매염하거나 매염제의 종류를 달리한다.

 

직물 정련 염액 제조

직물 염색 염색된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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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황

1) 장정끈

견, 마, 면 등 본래의 장정끈과 동일한 재질의 끈을 수집하거나 동일한 재질로 장정끈을 제작한다. 

유물에 남아있는 장정끈의 굵기는 물론 유물의 크기, 두께 등을 모두 참고하여 결정한다. 장정끈이 

유실되거나 후대에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질의 유물이나 유사유물을 참조한다. 장

정끈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을 선염하여 준비한다. 염색 방법은 직물과 같다.

•제작할 장정끈의 굵기를 고려하여 실을 합사한다. 

•합사한 실 2가닥을 함께 꼬아 하나의 끈으로 만든다.

•위의 방법으로 만든 끈 3줄을 함께 고정한 후, 잡아당겨 끈이 팽팽해지도록 한다.

•3줄의 끈을 함께 꼬아 하나의 끈으로 만든다. 

•끈에 묽은 소맥전분풀이나 물을 발라 건조시켜 꼬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한다.

천연염색한 견사 2가닥 합사

3줄 합사 제작된 장정끈

2) 변철

변철은 기존에 남아있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부식이 심하게 진행

되어 유물 손상에 원인이 되는 경우, 박을못이나 국화동 등이 일부 유실된 경우에는 기존의 변철과 

같은 재질,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선장본 형태로 입고되었으나 원형이 철장으로 추정되고, 같은 질의 유물이 있어 변철의 재질과 형

태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문회의와 소장처와 협의를 거쳐 새로 변철을 제작하여 철장으로 되

돌린다. 

국화동 제작 - 부조 국화동 가공 전(좌), 가공 후(우)

3. 접착제

1) 소맥전분풀

소맥전분풀은 예부터 서화의 장황과 보존처리에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접착제로, 수 백 여년을 걸

쳐 사용되어 오면서 안전성 및 가역성이 검증되어 왔다. 

밀가루의 주성분은 전분과 글루텐이다. 글루텐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생물 및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충해의 원인이 되기 쉽고 경화, 황변하는 성질이 있다. 과거에는 서

화의 보존성을 위하여 밀가루를 장기간 물에 담가 글루텐을 분리한 후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밀가

루에서 글루텐이 제거된 소맥전분을 사용하고 있다. 

소맥전분풀은 사용할 유물의 재질과 형태에 따라 농도를 달리하여 사용한다. 주로 직물 배접과 작

품의 1차 배접, 표지 배접 등에 사용한다.

제작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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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전분을 3~6개월 정도 물에 담가 밀기울, 이물질 등을 분리한다.

•소맥전분과 물을 1:3 비율로 섞어 비단 체에 거른다.

• 냄비에 소맥전분을 넣고 높은 온도에서 가열한다. 이 때, 풀이 타거나 덩어리지지 않도록 나무막

대로 계속 저어준다.

•소맥전분풀이 만들어지면 찬물에 넣어 식힌 후 고운체에 내려 사용한다.

2) 숙성풀

소맥전분풀은 접착력이 좋으나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권축으로 된 유물이나 유물의 약화된 부분

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 소맥전분풀을 숙성시켜 유연성이 높은 숙성풀로 만든 후 

사용한다. 숙성풀은 소맥전분풀에 비해 접착력이 낮기 때문에 사용 후 폴더로 눌러주거나 타격솔로 

두드려서 부착시키는 것이 좋다. 

소맥전분풀을 숙성시킬 때에는 일정한 온도에 2개월 이상 밀봉하여 보관한다. 유물의 종류나 상

태에 따라 숙성기간과 농도를 달리하여 사용한다.

소맥전분풀 끓이기 소맥전분풀 숙성

3)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풀은 접착력이 있으나 물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주로 임시고정에 사용한다. 우뭇가사

리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 후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 생성과 충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뭇가사리풀을 제거할 때는 사용한 부분에 미온수를 도포하여 용해시킨 다음, 흡습지

로 스며들게 하여 제거한다.

우뭇가사리풀을 추출하는 방법은 중탕추출과 침적추출이 있는데, 중탕추출에 비해 침적추출한 것

이 물에 더 빨리 용해되어 비교적 제거가 용이하다. 침적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조된 우뭇가사리를 물과 1:20 비율로 하여 침적시킨다. 

•침적시킨 우뭇가사리를 고운체에 걸러 섬유질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걸러진 우뭇가사리 풀을 적당량으로 나누어 냉동보관하고 필요한 만큼 해동하여 사용한다.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추출액

4. 유물별 사용 재료 

1) 호성공신교서

이전 수리 시 근대식 표구로 개장되었다. 자문회의에서 호성공신교서 중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호성공신교서 중 <김응남 호성공신교서>를 참조하여 장황 형태와 재료를 복

원하고 장황 재료의 재질은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를 참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응남 호성공신교서>를 열람하여 회장 비단 및 다회의 색상, 크기, 재질 및 직조형태와 마기 및 

첨자의 크기, 형태, 장황 구조 등을 조사하였다.

상·하횡목과 마기 등 나무로 된 재료는 김문권 소목장에게 의뢰하였다. 사용된 목재는 변형을 방

지하기 위해 잘 건조시킨 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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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하횡목

상축은 피나무, 하축은 가래나무로 제작하였다.11 하횡목은 양끝을 깎아 마기를 끼울 수 있는 형태

로 제작하였다.

하횡목(상)과 상횡목(하)

상횡목 측면 하횡목 측면

② 마기

마기는 산유자나무로 제작한 후 옻칠하였다. 하횡목에 끼울 수 있도록 한쪽에 홈을 만들었다.  

마기 옻칠 전(좌), 마기 옻칠 후(우) 마기 연결

11_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1605)>에 의하면 교서축화상(敎書軸畫像)으로 材木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재질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없다. 이번 수리에서는 <녹훈도감의궤(1646)> 및 <분무녹훈도감의궤(1729)>를 참조하여 상횡목을 椵木(피나무), 하횡목을 楸木(가래나무)로 

제작하였다. 

③ 첨자

첨자는 녹각12으로 제작하였다. 녹각은 자란지 오래되어 질이 단단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첨자 제작 과정 첨자 제작

④ 장황직물

장황에 사용될 상·하 회장, 중앙 회장, 상·하 변아 회장, 축초의는 참고유물과 동일한 직조 형태인 

직물을 수집하여 천연염색하였다. 사용한 염료는 다음과 같다.

장황직물 색상 사용 염료

상·하 회장 람 니람, 오리목

중앙 회장 황 황련, 치자, 오리목

상·하 변아 회장 자적 니람, 소목

축초의 주황 소목, 치자, 오리목

장황 직물 염색 과정 장황 직물

12_사슴의 골질화 된 뿔이다. 사슴뿔이 자라서 오래되면, 털이 빠지고 질이 굳어지며 피가 말라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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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색다회五色多繪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에 오색다회 제작을 위해 남진사藍眞絲, 백사白絲, 홍진사紅眞絲, 황진사黃眞

絲, 초록사草綠絲가 입고된 기록이 있다. <김응남 호성공신교서>의 대자 또한 의궤와 색상이 일치하였

으나 오염과 퇴색이 확인되었다. 

다회 제작을 위해 천연염색하였으며 유물과의 조화를 위해 고색처리하였다.13 위사에 남진사를 사

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하였다. 

참고유물-김응남 호성공신교서

호성공신교서 처리 후  (고귀축51.052H792j)

오색다회용 견사 (천연염색) 오색다회 제작 과정-실 걸기

오색다회 제작 - 직조 오색다회 직조 후

13_염색 : 김경열 염색장

참고유물 마기 호성공신교서 마기

참고유물 축초의 처리 후 축초의

호성공신교서 오색다회

참고유물 오색다회

참고유물 첨자 호성공신교서 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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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조사년갑자울산호적대장

선장본으로 입고되었으나 표지에 변철 흔적이 남아있었다. 참고 유물 조사(규14993, 규14975, 규

14989) 결과, 철장으로 장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문회의에서 논의

하여 장황 형태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장황 형태는 유사 유물을 참조하되, 변철의 크기는 해당 유물에 남아있는 변철 흔적 크기를 기준

으로 복원하였다. 변철의 제작과 연결은 금속공예가 이동규에게 의뢰하였다.

표지에 남아있는 변철 흔적  참고 유물 조사-奎14975 

참고 유물은 4침으로 변철은 철로 제작되었다. 변철(판)은 장정 구멍마다 하나씩 독립적으로 존재

했고 형태는 각각 달랐으며 원환이 상하에 부착된 형태였다. 박을못 앞면은 끝을 둥글게 말아서 마무

리했고 뒷면은 두드려서 마무리하였다. 박을못 앞면 중 유독 크고 뾰족하게 솟은 형태도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보이는 작고 둥근 형태로 복원하였다.

참고 유물_박을못(뒤) 참고 유물_원환 참고 유물_박을못(앞) 참고 유물_박을못(앞)

원환 복원 후 변철 및 박을 못 복원 후

처리 전 앞면 처리 전 뒷면

처리 후 앞면  처리 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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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진부타량성책

통진부타량성책은 앞표지는 능문직의 비단을 배접한 후 사격능화문을 시문하여 제작되었으며 뒤

표지는 유실되었다. 능화문은 육안으로 정확한 관찰이 어려우나 적외선 촬영을 통해 보다 선명한 화

상을 얻을 수 있었다. 적외선 화상으로 문양의 크기, 각도, 선의 두께 등을 확인하였다. 도식화된 문

양의 특성상 크기나 간격, 선의 두께가 거의 일정하므로 평균적인 크기와 선의 두께를 측정하여 디지

털 작업을 통해 패턴화하여 능화판을 제작하였다. 

적외선 사진 문양 디지털 복원

초안                                    1안                              2안 최종 안

복원 후 뒤표지 일부 통진부타량성책 능화문 디지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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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련초해

백련초해의 표지는 손상이 심하여 표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물 원형의 표지

의 문양 및 색상을 복원하여 새롭게 표지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마모와 오염으로 인해 표면에서는 문

양을 확인하기 어려워 표지 안쪽에서 측광 촬영하여 화상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도식화하였다. 문양

은 다중원형 사방연속 연화문으로 문양의 배열은 규칙적이나 원형과 연화문의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

다. 전반적인 인상을 고려해 연화와 원형의 형태는 평균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도식화하되, 해당 유물

에서 보이는 비교적 자유로운 정렬이나 크기를 고려하여 패턴화하였다. 

측광 촬영 (표지 안쪽) 복원 후 앞표지 일부 

 문양의 한 단위 패턴화  

문양의 도식화 과정 백련초해 능화문 디지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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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1. 재질 

1) 금속 및 안료 분석14

(1) 분석대상 

분석 대상은 [검안선생안], [사록선생안], [경상도남해현타량성책]의 금속부로 변철과 원환, 못 등

이다. 그리고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의 표지 안쪽의 안료를 분석하였다.

(2) 사용기기 

성분 분석에는 정성·정량이 가능한 P-XRF 분석기로 Innov-X System사의 Portable XRF 

Analyzer를 사용하며, 분석 조건은 10-40kV, 전류 10-50μA에서 측정구경은 13mm로 Soil mode

로 15초씩 두 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3) 측정범위

분석 대상에서 분석 위치를 설정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구성 원소에 대해서는 P-XRF로 원자

번호 15번 미만의 경원소 분석시 분석값이 교란되어 나타나므로 원자번호 15번 이상의 원소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① 검상선생안 

14_금속 및 안료 분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수철교수 연구팀에서 실시하였다. 

표1. [검상선생안] P-XRF 분석 결과 

측정 위치 스펙트럼 구성 원소 추정 금속

변철
Cu
Zn

황동

원환
Cu
Zn

황동

박을못
Cu
Zn

황동

국화동
Cu
Zn

황동

국화동(원형)
Cu
Zn

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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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록선생안 

표2. [사록선생안] P-XRF 분석 결과 

측정 위치  스펙트럼 구성 원소 추정 금속

변철
Cu
Zn

황동

원환
Cu
Zn

황동

국화동
Cu
Zn

황동

표3. [사록선생안] P-XRF 분석 결과 

측정 위치  스펙트럼 구성 원소 추정 금속

국화동(원형)
Cu
Zn

황동

③ 경상남도남해현타량성책 

표4. [경상남도남해현타량성책] P-XRF 분석 결과 

측정 위치  스펙트럼 구성 원소 추정 금속

변철
Cu
Zn

황동

박을못
Cu
Zn

황동



131130

제1장 I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④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

표5.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 P-XRF 분석 결과 

측정 위치  스펙트럼 구성 원소 추정 금속

전면

(부식산화물)
Fe 철녹

내면

(안료) Fe
산화

제2철

(5) 고찰 및 결론

[검상선생안], [경상도남해현타량성책], [사록선생안]의 금속에 대한  P-XRF 분석 결과, 주성분으

로 구리(Cu)와 아연(Zn)이 검출 되었다. 이를 통해 금속부들이 황동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조사년을산호적대장]의 붉은 부분은 철(Fe)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주성분이 산화제2철

(Fe2O3)인 적철광을 주성분으로 하는 대자代赭를 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종이 재질 분석

• 시료채취방법 : 종이 표면에 약간의 수분을 주고 핀셋을 이용하여 섬유를 미량 채취한다.

• 섬유분석방법 : C-stain 정색반응으로 섬유의 형태, 색깔, 특징 등을 관찰한다.

섬유 특징

닥종이

섬유 색깔이 적갈색, 연회색을 띄고 섬유를 감싸는 

투명막이 있다. 섬유 횡 방향으로 마디가 있고 섬유 

끝이 둥근 특징이 있다. 섬유 주변에 노란색 유세포 

잔존물이 존재한다.

죽지

(대나무)

섬유 색깔이 청색, 연회색을 띄고 섬유 주변에 둥글

거나 타원형의 유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섬유 

축 방향으로 결이 보이고 섬유 끝이 뾰족한 특징이 

있다.

화선지

섬유 색깔이 청색, 회청색을 띄고 섬유 주변에 톱니

모양의 섬유가 분포되어 있다. 섬유가 가늘고 끝이 

뾰족한 특징이 있다.

용어

피브릴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미세한 섬유

유세포 여러 가지 생리기능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세포를 말하며 크기, 형태, 구조가 다양함

도침지 다듬잇돌에서 두드려 평활하고 광택을 나게 한 종이

발촉수 1寸(3.03㎝) 안에 분포하는 종이 뜨는 발의 개수

발끈폭 종이 뜨는 발을 엮은 실의 간격

밀  도 무게 당 종이 섬유가 분포한 양

평  량 종이의 면적이 가로, 세로 1m일 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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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발촉수

(개/寸)

발끈폭

(㎝)

밀도

(g/㎝)

평량

(g/㎡)
조성 검사결과

이원조례

奎5962
27 1.6 0.24 26.69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소학제가집주

奎7542 v.1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협길통의

奎2827 v.1
16 2.3 0.26 26.92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판하유유사절목

고4256-34
18 2.0 0.34 55.01

닥섬유

(내지)

유물명
발촉수

(개/寸)

발끈폭

(㎝)

밀도

(g/㎝)

평량

(g/㎡)
조성 검사결과

용비어천가

奎1921 v.3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뇌연집

奎3603 v.10
14 2.0 0.55 81.81

닥섬유

(내지)

닥섬유

(뒤표지)

노사영언

奎3604 v.6
17 2.1 0.35 38.96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순조사년갑자

울산호적대장

奎14977
8~11 2.7~3.7 0.46 73.42

닥섬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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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발촉수

(개/寸)

발끈폭

(㎝)

밀도

(g/㎝)

평량

(g/㎡)
조성 검사결과

어제책문

奎6454 v.1
12~13 1.7~2.0 0.23 29.56

닥섬유

(내지)

닥섬유

(표지)

동사회강

奎5581 v.8
20~21 1.2~1.8 0.24 25.80

닥섬유

(내지)

혼섬유

(표지)

집경전구기도첩

奎10697
- - 0.61 100.78

닥섬유

(내지)

대나무

(2-3)

대나무

(p.3)

유물명
발촉수

(개/寸)

발끈폭

(㎝)

밀도

(g/㎝)

평량

(g/㎡)
조성 검사결과

우계선생집

奎3552
20 1.7~1.8 0.40 51.62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태학은배시집

奎4686 v.1
17 2.1 0.26 30.12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태학은배시집

奎4686 v.2
17 1.9 0.27 26.91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경상도남해현금산장사복사

전답이속용동궁개타량성책

奎18331
15 2.0~2.3 0.46 61.50

닥섬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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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발촉수

(개/寸)

발끈폭

(㎝)

밀도

(g/㎝)

평량

(g/㎡)
조성 검사결과

경상도선산부내수사둔

전답개타량성책

奎18497
12~13 2.0~2.2 0.36 53.04

닥섬유

(내지)

닥섬유

(표지)

개성부속구풍덕군북면연동

리대교평소재선희궁절수제

언면세전답개타량성책

奎18743

17 1.5 0.28 39.84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전라도용안현북면대명선공

주방매득답타량어람성책

奎18753
16 2.0~2.1 0.34 57.06

닥섬유

(내지)

전라북도옥구현회남평기식

도소재귀인방매득영빈방매

전답타량성책

奎18791

14 2.0~2.1 0.32 49.98
닥섬유

(내지)

통진부유숙원방매득전답고

원타량성책

奎18843
12~17 1.8~2.0 0.43 62.26

닥섬유

(내지)

유물명
발촉수

(개/寸)

발끈폭

(㎝)

밀도

(g/㎝)

평량

(g/㎡)
조성 검사결과

저경궁이래내수사속광주부

소재전답급시장타량성책

奎18507
13~14 2.3~2.5 0.56 72.05

닥섬유

(내지)

경상도김해부소재용동궁속

가락칠산우부덕도장노전자

호복수양안

奎18316

17 1.8~2.0 0.68 138.76

닥섬유

(내지)

닥섬유

(표지)

경상도기장현소재영면부출

세둔전답개양안

奎19351
14~15 1.8~2.0 0.53 75.02

닥섬유

(내지)

닥섬유

(뒤표지)

검상선생안

奎16009 v.2
- 1.8~2.0 0.55 103.66

닥섬유

(내지)

전랑선생안

奎16011 v.1
13~14 2.0~2.1 0.37 59.61

닥섬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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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발촉수

(개/寸)

발끈폭

(㎝)

밀도

(g/㎝)

평량

(g/㎡)
조성 검사결과

사록선생안

奎16015 v.1
13~15 - 0.65 117.01

닥섬유

(내지)

백련초해

일사고 811.03 G42b
21 1.5~2.1 0.32 33.82

닥섬유

(내지)

닥섬유

(뒤표지)

소학집설

일사고 181.1 J466s
19~22 2.5~2.7 0.24 32.72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춘향전

일사고 813.5 C472j
22 1.3~1.4 0.24 27.81

닥섬유

(내지)

닥섬유

(앞표지)

3) 직물 재질 분석

수리복원 대상 유물 30점 중 직물이 사용된 유물은 총 12점이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 표지에 사용

된 직물의 재질과 조직을 확인하였다.

1.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 (규14977)

표지 25배 표지 50배

구분 앞표지 뒤표지 

문양 - -

재질 마 마

원사 꼬임 경사 : 우연사 / 위사 : 우연사 경사 : 우연사 / 위사 : 우연사

직물조직 평직 평직

특이사항 표면에 안료 도포 

2. 검상선생안 (규16009)

앞표지 50배 뒤표지 50배

구분 앞표지 및 뒤표지 편철부 뒤표지 중앙

문양 구름 보배 문양 만자 문양 

재질 견 견

원사 꼬임 경사 : 무연사  / 위사 : 무연사 경사 : 좌연사  / 위사 : 무연사 

직물조직 바탕: 수자직 / 문양 : 능직 바탕: 능직 / 문양 : 능직

특이사항 뒤표지 직물 일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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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랑선생안 (규16011)

앞표지 50배 뒤표지 200배

구분 앞표지 뒤표지 

문양 - -

재질 _ 견

원사 꼬임 _ 무연사 

직물조직 _ 평직

특이사항 앞표지 직물 유실 

4. 사록선생안 (규16015)

편철부 잔존 직물 50배 편철부 잔존 직물 100배 

구분 앞표지 - 편철부 뒤표지 - 편철부

문양 만자 문양 (추정) 만자 문양 (추정)

재질 견 견

원사 꼬임 경사 : 좌연사 / 위사 : 좌연사 경사 : 좌연사 / 위사 : 좌연사

직물조직 바탕: 능직 / 문양 : 능직 바탕: 능직 / 문양 : 능직

특이사항 앞·뒤표지의 대부분이 유실되고 변철 분리 후 편철부에서 직물 확인 

5. 호성공신교서 (고귀축 51.052H792j) 

서본 50배 서본 200배 

구분 서본

문양 -

재질 견

원사 꼬임 무연사

직물조직 평직 

특이사항 한 바디 구멍에 경사 두올을 끼워 평직으로 제직한 변형 평직이다. 

6. 집경전구기도첩 (규10697)

표지 100배 책등 100배

구분 표지 책등

문양 - -

재질 견 견

원사 꼬임 무연사 무연사

직물조직 평직 평직 

특이사항 처리 중에 표지 안쪽에서 이전 표지의 직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Ⅴ. 자문회의>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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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상도남해현금산장사복사전답이속용동궁개타량성책 (규18331)

표지 50배 표지 100배 

구분 앞표지 뒤표지 

문양 - -

재질 견 견

원사 꼬임 무연사 무연사

직물조직 평직 평직

특이사항

8. 저경궁이래내수사속광주부소재전답급시장타량성책 (규18507)

표지 50배 표지 100배 

구분 앞표지 뒤표지 

문양 - -

재질 견 견

원사 꼬임 무연사 무연사

직물조직 평직 평직

특이사항

9. 판하유유사절목 (고4256-34)

표지 50배 제첨 테두리 50배

구분 표지 제첨 테두리

문양 작은 꽃 문양, 보화 문양 추정 확인 불가

재질 견 견

원사 꼬임 경사 : 좌연사 / 위사 : 우연사 경사 : 좌연사 / 위사 : 우연사

직물조직 바탕 : 수자직 / 문양 : 수자직 수자직 

특이사항 표면 마찰로 인해 표지 문양의 확인이 어려움 

10. 전라도용안현북면대명선공주방매득답타량어람성책 (규18753) 

표지 25배 표지 100배 

구분 앞표지 뒤표지 

문양 구름 문양 구름 문양

재질 견 견

원사 꼬임 무연사 무연사

직물조직 바탕: 평직 / 문양 : 능직 바탕: 평직 / 문양 : 능직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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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라북도옥구현회남평기식도소재귀인방매득영빈방방매전답타량성책 (규18791)

표지 50배 표지 100배 

구분 앞표지 뒤표지 

문양 - -

재질 견 -

원사 꼬임 무연사 -

직물조직 평직 -

특이사항 뒤표지 유실. 앞표지 배접지에서 능화문 흔적이 확인되어 배접 후 능화를 밀어 문양을 내었을 것으로 추정

12. 통진부유숙원방매득전답고원타량성책 (奎18843)

표지 50배 표지 100배 

구분 앞표지 뒤표지 

문양 만자 문양, 작은 꽃 문양 -

재질 견 -

원사 꼬임 무연사 -

직물조직 바탕 : 평직 / 문양 : 능직 -

특이사항 뒤표지 유실. 경사보다 위사의 두께가 넓다. 배접 후 능화를 밀어 문양을 내었다. 

2. 보존처리 전·후 상태 

클리닝 전·후의 산성도와 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L*a*b*색도와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클리닝 이후의 측정값을 이전값과 비교해본 결과 색도는 전체적으로 L*값이 증가하고 a*와 b*값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명도가 높아지고 붉은색과 황색 오염물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성도는 대체적으로 약산성에서 중성에 가깝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노사영언, 이원조례, 동사회강은 금속 이온으로 인한 산화로 지질이 약화되어 있어 습식클리닝을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리 후  색도 및 pH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pH를 측정하기 위해 

수분을 사용할 경우 물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리 후 상태는 측정하지 않았다.  

1) 용비어천가 (奎1921 v.3)

p. 1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1.70 3.61 24.18 84.31 1.90 18.51 136.96 6.51 6.68

2 75.41 3.01 20.99 80.73 1.49 16.40 162.74 6.48 6.63

3 87.56 0.97 20.46 89.32 0.38 13.54 104.28 6.54 6.74

p.2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9.02 5.03 23.42 81.76 3.82 19.66 112.98 5.88 6.03

2 83.36 2.49 22.97 85.91 1.67 19.81 84.32 5.88 6.46

3 78.77 4.30 21.40 80.40 3.65 18.85 69.87 4.92 6.14

p.6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8.89 0.58 19.76 90.75 0.11 14.40 81.70 6.21 6.69

2 84.07 3.00 23.40 88.24 1.15 16.61 152.25 6.41 6.89

3 90.95 0.18 16.32 91.89 0.04 12.32 45.92 5.82 6.23



147146

제1장 I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2) 뇌연집 (奎3603 v.10)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7.25 1.14 17.66 87.53 1.04 14.99 36.03 5.83 6.50

2 88.33 0.84 17.50 88.69 0.85 14.29 41.49 6.13 6.21

3 87.32 1.14 18.05 87.80 1.03 15.19 40.71 5.64 6.08

p. 4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5.84 3.06 19.45 85.82 2.63 17.64 28.22 4.60 5.32

2 88.76 1.17 19.17 88.94 0.90 16.51 39.20 5.73 6.21

3 88.96 0.59 17.69 89.29 0.48 15.62 28.89 6.12 6.27

p. 5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9.07 0.70 18.13 90.09 0.66 14.35 52.94 6.06 6.72

2 67.65 8.50 24.41 67.06 7.91 23.25 12.35 4.19 5.64

3 89.37 0.62 17.87 90.19 0.47 14.31 48.54 5.92 6.44

3) 노사영언 (奎3604 v.6)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0.09 8.55 22.63 - - - - 5.14 -

2 84.40 1.40 16.94 - - - - 6.29 -

3 82.22 4.08 22.21 - - - - 5.26 -

p. 3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4.07 1.56 16.90 - - - - 6.73 -

2 91.14 -0.25 17.62 - - - - 6.42 -

3 90.93 0.01 16.49 - - - - 6.46 -

p. 6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9.66 7.72 22.55 - - - - 5.89 -

2 88.09 1.38 16.58 - - - - 6.61 -

3 91.75 -0.29 16.03 - - -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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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조사년갑자울산호적대장 (奎14977)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0.79 3.66 21.50 72.00 3.28 19.45 64.41 5.68 7.21

2 78.71 4.52 24.08 81.62 3.26 19.09 137.87 6.07 6.21

3 82.94 1.82 20.29 84.06 1.42 16.55 68.78 5.82 6.38

p. 7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5.36 1.76 20.04 87.72 1.13 15.50 84.96 5.91 6.06

2 76.55 6.70 29.04 83.08 3.57 22.73 256.56 6.26 6.79

3 84.85 2.17 22.07 88.47 1.18 15.04 136.62 5.48 6.19

p. 14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0.95 2.70 22.02 83.78 1.14 15.23 140.89 5.94 6.21

2 88.08 1.04 16.83 89.21 0.59 12.91 51.57 6.02 6.18

3 85.22 1.28 18.33 87.24 0.77 14.05 71.86 6.00 6.17

5) 이원조례 (奎5962)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91.51 -0.13 12.97 - - - - 6.10 -

2 82.93 3.00 21.51 - - - - 4.79 -

3 91.64 -0.18 13.07 - - - - 6.48 -

p. 2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4.02 2.72 23.49 - - - - 5.55 -

2 56.27 11.15 23.66 - - - - 3.83 -

3 52.92 11.74 23.61 - - - - 3.60 -

p. 59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41.59 10.42 17.70 - - - - 3.42 -

2 76.49 8.25 33.64 - - - - 5.61 -

3 41.40 10.24 17.08 - - -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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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학제가집주 (奎7542 v.1)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70 2.25 22.52 84.19 1.74 19.74 66.89 5.85 6.95

2 85.24 1.48 19.26 87.18 1.08 15.44 69.81 6.55 7.67

3 85.79 1.24 18.16 87.78 0.86 14.07 67.61 6.47 7.16

p. 3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8.30 0.65 20.56 91.10 0.14 14.18 102.37 6.48 7.51

2 88.48 0.46 16.93 89.61 0.32 14.13 39.92 6.56 7.05

3 89.69 0.10 17.62 90.69 0.13 13.91 49.50 6.33 6.46

p. 5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4.89 2.13 20.42 87.27 1.23 15.80 89.70 6.48 6.48

2 71.96 3.98 17.57 73.49 4.03 16.83 43.67 5.94 6.19

3 86.91 0.90 18.00 88.41 0.58 14.96 50.18 6.51 6.84

7) 협길통의  (奎2827 v.5)

p. 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6.83 6.96 30.10 83.65 3.59 23.01 281.96 5.89 5.95

2 81.87 4.81 26.51 84.24 3.43 22.09 125.73 4.85 5.86

3 75.28 3.46 19.33 76.85 3.54 18.69 39.02 5.94 6.54

p. 5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0.98 4.05 26.52 83.52 2.87 22.39 122.72 5.68 6.31

2 86.47 1.72 23.25 87.99 1.05 19.11 85.43 5.22 6.39

3 89.41 0.48 19.64 91.21 0.23 14.14 81.13 6.52 6.56

p. 10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73 2.42 29.85 86.79 0.42 21.57 227.62 6.77 6.88

2 84.34 1.02 25.53 86.68 0.87 22.11 91.04 6.05 6.16

3 88.02 0.69 24.47 89.73 0.18 19.93 94.90 6.36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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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하유유사절목 (고4256-34)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5.57 9.26 20.62 77.01 7.55 18.21 80.16 5.18 5.99

2 74.01 23.97 20.65 79.46 15.73 18.17 306.74 5.64 6.02

3 68.38 3.94 20.01 72.63 3.96 20.00 103.67 5.48 5.53

p. 9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1.76 13.99 17.80 87.46 4.48 15.29 184.74 5.60 6.21

2 79.96 4.80 19.78 82.36 3.68 17.22 76.33 5.52 5.59

3 74.95 4.62 22.41 76.80 4.12 20.96 63.77 5.80 6.48

p. 17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0.25 6.88 18.92 72.86 6.35 18.81 66.39 5.88 6.02

2 71.65 34.20 19.25 78.71 21.69 16.65 533.78 5.79 6.29

3 73.79 2.36 19.42 76.38 3.42 19.73 42.60 5.00 5.71

9) 어제책문 (奎6454 v.1)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7.74 6.36 31.27 83.30 3.32 23.40 282.67 5.25 6.49

2 86.93 1.77 22.70 88.85 0.99 17.52 100.10 5.17 6.33

3 85.50 1.94 24.67 88.27 0.85 18.04 141.55 6.56 6.57

p. 9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7.81 6.72 32.61 81.69 4.40 27.95 197.04 5.36 6.36

2 90.17 0.11 17.88 90.82 0.14 14.50 45.11 5.46 6.27

3 90.04 0.13 17.16 90.82 0.16 13.93 41.77 5.89 6.21

p. 1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7.82 4.34 35.04 80.59 2.99 30.61 178.34 5.86 6.55

2 89.63 0.17 18.01 89.86 0.41 15.56 33.07 5.79 6.42

3 79.11 5.41 29.79 83.55 3.20 24.01 205.30 5.85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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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사회강 (奎5581 v.8)

p. 6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43.84 10.69 18.23 - - - - 3.86 -

2 87.07 0.72 21.14 - - - - 6.07 -

3 86.97 0.61 19.94 - - - - 5.48 -

p. 8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92 2.90 21.14 - - - - 4.84 -

2 64.98 8.96 25.10 - - - - 4.31 -

3 87.54 0.51 17.34 - - - - 5.78 -

p. 9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20 3.43 23.43 - - - - 5.13 -

2 89.03 0.34 17.68 - - - - 6.43 -

3 91.07 -0.38 13.79 - - - - 5.73 -

 

11) 우계선생집 (奎3552)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5.65 6.86 28.79 82.25 3.75 24.93 213.10 6.23 6.37

2 80.17 4.61 26.46 86.12 2.03 20.08 205.02 6.02 6.26

3 87.75 1.24 18.54 89.75 0.67 13.77 72.67 6.07 6.41

p. 2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5.47 5.96 24.48 78.86 4.82 21.22 129.42 6.58 6.58

2 79.89 5.08 24.48 85.13 2.79 19.17 171.65 6.57 6.75

3 72.50 7.85 25.97 78.90 5.48 21.97 221.22 5.68 6.20

p. 49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4.61 3.37 22.32 86.96 2.08 18.25 93.30 5.61 6.88

2 81.34 4.52 22.79 85.75 2.51 17.30 148.18 6.12 6.65

3 87.73 1.65 18.02 89.34 1.20 14.37 56.82 6.33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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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태학은배시집 (奎4686 v.1)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7.66 0.51 15.95 88.91 0.46 13.09 39.30 5.90 5.98

2 87.01 0.19 15.42 88.71 0.36 12.19 44.48 6.22 6.53

3 86.94 0.70 16.32 88.46 0.43 13.28 45.04 5.82 6.02

p. 50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91.26 -0.25 15.05 92.36 -0.05 11.49 37.42 6.07 6.60

2 91.63 -0.27 14.24 92.58 0.02 11.26 29.52 6.10 6.49

3 91.59 -0.09 15.59 92.13 0.04 12.20 36.18 5.05 5.98

p. 9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90.57 1.02 17.01 92.52 0.02 11.75 63.95 6.13 6.53

2 90.98 -0.07 15.06 92.34 0.11 10.99 42.29 6.13 6.34

3 90.84 -0.24 16.62 92.38 0.08 11.63 56.98 6.16 6.64

13) 태학은배시집 (奎4686 v.2)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6.33 1.98 20.11 86.35 1.01 13.41 89.88 5.89 6.43

2 92.04 -0.29 13.74 92.84 -0.12 10.77 27.35 6.12 6.19

3 90.57 -0.02 14.63 91.31 0.05 11.30 33.79 5.96 6.22

p. 37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91.77 -0.12 15.08 92.37 -0.06 12.08 31.35 5.62 6.55

2 88.60 0.72 15.09 89.62 0.67 12.29 33.98 5.30 6.31

3 91.80 -0.12 14.88 92.56 -0.10 11.95 30.56 5.41 6.12

p. 7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2.90 1.25 11.25 73.95 1.25 9.72 32.94 5.02 6.34

2 91.13 -0.15 15.07 91.75 0.00 11.90 33.13 6.14 6.86

3 91.51 0.02 14.96 92.30 0.00 11.91 32.12 6.18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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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상도남해현금산장사복사전답이속용동궁개타량성책 (奎18331)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3.77 6.16 23.31 67.12 5.43 20.61 152.66 5.15 6.15

2 78.69 3.54 22.65 82.21 2.25 17.60 138.40 5.94 6.05

3 58.65 4.27 19.42 61.17 3.89 17.56 117.46 5.88 6.28

p. 30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4.52 2.39 23.32 87.15 1.61 17.50 123.22 5.78 6.19

2 84.47 2.99 24.15 88.39 1.31 17.16 156.47 5.98 6.16

3 83.05 3.43 23.60 85.98 2.23 18.32 125.77 5.84 5.92

p. 6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2.87 6.15 26.15 75.24 4.52 21.61 150.80 5.84 6.14

2 79.06 4.42 23.84 84.32 2.24 17.70 182.97 5.78 6.77

3 79.29 4.87 24.87 81.00 3.81 21.12 102.91 5.62 6.11

15) 경상도선산부내수사둔전답개타량성책 (奎18497)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2.45 4.85 24.39 74.41 3.72 20.64 118.24 5.80 6.07

2 41.06 8.77 17.11 52.42 7.05 19.31 529.61 4.51 5.41

3 58.66 3.56 17.03 66.89 3.03 16.70 270.66 5.94 6.20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9.09 3.58 22.70 83.94 2.41 18.62 138.35 5.37 6.10

2 71.97 6.86 26.75 77.70 4.52 21.66 234.14 5.71 6.05

3 79.67 2.61 19.07 81.70 1.98 15.70 76.85 6.06 6.41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6.82 6.68 29.18 83.91 3.37 20.18 310.66 6.38 6.94

2 71.62 8.54 29.91 81.83 4.51 22.68 377.74 6.37 7.03

3 72.74 7.97 29.83 76.64 6.38 27.46 150.33 5.88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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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성부속구풍덕군북면연동리대교평소재선희궁절수제언면세전답개타량성책 (奎18743)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6.38 1.47 17.36 79.94 1.20 14.24 97.87 6.53 6.45

2 82.48 3.06 22.39 86.30 1.63 17.19 128.11 6.08 6.51

3 79.26 1.97 19.92 85.87 1.07 16.31 135.46 6.14 6.18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5.71 0.92 18.54 87.61 0.86 15.02 61.82 6.34 6.46

2 79.67 3.44 22.16 82.61 2.56 18.85 99.29 6.12 6.66

3 86.41 1.07 19.35 88.65 0.84 16.11 62.35 5.92 6.71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9.21 0.41 18.21 90.72 0.33 14.06 59.19 6.06 6.37

2 85.87 0.80 17.78 87.90 0.62 14.11 61.49 6.16 6.16

3 88.33 1.18 18.39 89.61 1.07 15.16 50.06 6.16 6.56

17) 전라도용안현북면대명선공주방매득답타량어람성책 (奎18753)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1.69 3.40 21.69 85.56 2.04 16.65 126.20 6.79 5.84

2 74.24 3.91 22.05 83.72 1.94 17.21 234.95 6.92 5.86

3 66.35 10.31 31.12 67.04 9.78 29.52 67.73 5.58 5.43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1.63 2.23 20.57 84.85 1.43 16.64 98.11 6.18 6.82

2 80.45 4.60 25.80 86.97 1.92 18.87 212.56 6.10 7.55

3 78.91 4.95 25.17 86.82 1.94 17.21 246.71 6.06 6.77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6.15 2.29 21.67 89.15 1.08 16.12 108.95 6.14 6.54

2 81.49 3.15 23.29 84.92 2.02 18.53 125.70 6.17 6.49

3 78.65 4.40 24.04 83.64 2.75 18.08 179.08 6.32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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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라북도옥구현회남평기식도소재귀인방매득영빈방방매전답타량성 (奎18791)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4.43 3.57 20.58 70.03 2.52 17.58 204.91 5.94 6.29

2 75.39 7.34 32.01 77.87 5.50 28.01 163.57 5.33 5.39

3 79.06 6.16 32.67 82.17 3.86 27.04 204.72 5.21 5.50

p. 1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5.25 2.56 22.83 87.00 1.67 18.69 88.48 5.63 6.07

2 72.27 5.42 23.93 75.33 5.42 23.52 72.72 6.19 6.34

3 83.24 3.68 22.39 85.28 2.55 19.10 82.05 5.87 6.21

p. 3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5.17 6.45 23.82 59.22 7.19 23.97 144.07 5.78 5.79

2 79.74 4.13 24.49 82.40 2.48 19.11 140.73 5.98 6.77

3 82.09 4.66 26.65 83.81 3.51 22.25 117.34 5.43 6.34

19) 통진부유숙원방매득전답고원타량성책 (奎18843)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4.57 3.81 17.62 62.45 2.93 15.76 314.32 5.54 6.11

2 70.07 4.44 20.81 73.22 4.86 21.92 51.34 5.80 5.89

3 61.57 3.76 18.64 63.78 3.56 17.14 93.35 5.33 5.49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7.40 3.10 20.88 78.45 2.45 16.70 83.18 4.92 5.41

2 84.82 1.56 18.86 86.90 1.75 16.04 57.16 5.61 6.51

3 71.33 2.68 18.99 75.79 2.04 15.87 139.91 5.53 5.63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71 2.82 22.93 85.77 1.84 19.32 98.45 5.92 6.76

2 68.91 8.88 24.82 75.43 6.57 22.73 209.39 5.98 6.11

3 86.98 1.48 19.85 89.04 0.79 15.96 70.71 5.88 6.21

p. 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5.02 2.38 20.64 86.81 1.56 17.21 70.48 5.97 6.29

2 77.62 5.64 25.16 79.10 5.20 24.88 33.09 5.82 6.08

3 85.98 1.81 19.04 86.96 1.11 15.97 52.15 6.12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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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경궁이래내수사속광주부소재전답급시장타량성책 (奎18507)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6.16 5.11 20.13 65.93 3.82 17.58 375.85 5.57 5.94

2 75.42 6.06 26.80 77.86 5.09 24.26 106.03 5.93 6.55

3 61.79 5.03 20.64 63.61 4.15 18.31 99.97 5.82 6.06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1.19 2.84 20.85 82.97 2.24 18.73 58.85 6.09 6.18

2 69.31 4.92 23.46 71.88 4.28 21.09 109.84 5.88 6.04

3 77.90 3.44 21.68 80.64 3.06 19.83 75.84 6.03 6.08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7.62 3.77 24.76 80.43 2.52 20.93 122.69 6.22 6.25

2 65.27 13.92 38.24 70.75 10.64 38.48 181.30 5.80 5.80

3 74.66 4.79 29.25 78.56 3.00 24.54 188.71 5.82 6.19

p. 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90 3.08 25.22 86.72 1.74 21.08 123.16 5.54 5.89

2 59.94 14.59 34.43 62.08 13.72 35.48 52.51 5.65 5.78

3 66.59 5.54 23.65 68.50 4.34 21.07 107.10 6.00 6.05

21) 경상도김해부소재용동궁속가락칠산우부덕도장노전자호복수양안 (奎18316)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4.64 -3.72 7.38 60.94 -3.54 6.90 -116.53 5.75 5.90

2 69.20 0.48 9.94 68.51 0.63 8.59 -10.60 5.83 6.01

3 72.57 -2.71 8.35 73.43 -2.45 6.64 25.84 5.92 6.50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1.62 3.31 22.25 83.28 2.70 19.37 72.19 6.12 6.13

2 81.78 2.13 19.87 84.23 1.87 18.45 51.76 5.79 5.85

3 80.64 4.47 25.18 82.36 3.60 22.48 81.49 6.01 6.47

p. 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2.96 5.90 21.74 74.01 5.68 20.48 45.84 5.82 6.45

2 76.90 6.05 26.65 82.45 3.38 22.02 194.32 5.98 6.50

3 81.72 1.83 19.00 82.18 1.70 16.94 35.70 5.65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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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상도기장현소재영면부출세둔전답개양안 (奎19351)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8.57 3.39 19.42 72.11 2.23 14.81 152.81 5.21 6.11

2 86.48 1.60 17.41 88.37 1.10 12.34 71.84 5.93 6.58

3 70.00 3.22 20.21 72.51 2.39 16.11 121.53 5.15 6.06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65 2.90 21.66 87.58 1.71 16.90 125.90 5.54 5.59

2 86.68 2.03 20.17 87.47 2.48 17.68 42.82 5.63 5.88

3 78.81 2.62 19.89 82.55 1.49 14.63 127.58 5.30 6.02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3.49 3.64 22.68 86.25 2.42 18.02 109.79 6.52 6.57

2 87.48 1.80 17.65 88.84 1.34 13.93 55.21 5.82 6.26

3 87.34 1.59 17.42 89.31 0.86 13.79 57.56 6.04 6.05

p. 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61 2.68 21.64 85.29 1.42 16.54 111.27 5.82 5.83

2 88.91 1.15 17.98 90.50 0.51 14.05 57.65 6.04 6.09

3 75.45 4.03 21.76 77.92 3.11 17.75 113.28 5.28 5.42

23) 검상선생안 (奎16009 v.2)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0.96 7.77 25.73 63.88 6.96 25.09 115.17 5.76 6.10

2 67.41 2.70 18.03 70.54 2.51 15.55 114.21 6.25 6.50

3 81.87 3.35 20.94 84.38 2.37 16.99 93.31 5.93 5.96

p. 1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4.56 2.54 19.03 85.20 1.97 15.59 54.94 5.74 6.06

2 81.55 2.98 19.40 84.93 2.07 15.57 95.10 6.12 6.27

3 72.41 7.41 29.45 74.48 6.43 27.28 105.35 5.65 5.81

p. 3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2.03 3.12 17.21 65.73 2.39 13.46 160.88 5.97 6.29

2 85.89 1.90 18.42 88.26 1.13 14.05 75.02 6.16 6.21

3 83.64 2.46 20.11 86.08 1.81 15.87 86.93 6.05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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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랑선생안 (奎16011 v.1)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8.04 3.29 18.88 70.86 2.46 15.75 117.31 6.18 6.80

2 81.19 2.31 20.65 83.99 1.43 15.37 112.28 6.44 6.51

3 73.32 3.03 20.02 76.16 2.48 16.78 106.76 6.00 6.25

p. 2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3.87 1.61 19.99 87.47 1.13 15.06 102.38 6.25 6.48

2 73.29 4.74 23.96 76.77 3.11 16.02 206.02 6.45 6.96

3 63.17 6.26 27.47 66.54 5.64 27.17 112.36 5.96 6.35

p. 5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5.94 1.89 17.21 77.93 1.67 13.79 76.67 6.02 6.46

2 82.47 1.72 18.05 87.54 0.86 14.52 96.22 6.34 6.45

3 69.67 8.22 29.78 73.87 7.22 28.50 138.01 5.95 6.22

25) 사록선생안 (奎16015 v.1)

p. 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8.29 2.50 16.69 61.53 2.14 12.93 156.22 5.89 6.28

2 59.72 4.23 19.20 61.14 2.71 14.55 116.52 5.87 6.32

3 58.80 3.51 17.93 64.78 2.61 16.10 225.61 5.81 6.32

p. 2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4.31 3.11 21.51 86.98 1.85 16.46 105.88 5.59 6.24

2 82.99 3.12 20.67 86.32 1.99 16.24 103.11 5.59 6.24

3 77.78 4.31 22.67 83.21 2.71 17.22 173.39 5.60 6.04

p. 37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6.02 4.95 21.94 69.99 4.16 19.29 155.68 5.44 5.72

2 73.29 6.16 26.23 76.62 4.68 22.49 152.66 5.59 5.84

3 59.45 10.71 29.55 60.55 9.75 28.62 72.43 4.97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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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백련초해 (일사고 811.03 G42b)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4.00 8.86 26.70 56.87 8.34 26.87 114.08 5.77 6.38

2 69.43 5.47 26.75 75.38 3.76 23.17 218.89 6.37 6.61

3 69.85 8.07 32.07 73.79 6.96 30.52 142.71 5.67 6.07

p. 1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7.66 11.09 35.69 73.26 9.00 33.99 212.06 5.82 6.19

2 73.98 4.25 26.72 78.01 2.87 21.69 185.14 6.31 6.92

3 58.98 5.50 24.95 60.58 5.05 24.31 72.23 6.20 6.60

p. 2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66.79 7.38 28.60 75.19 5.17 25.24 294.04 6.56 6.68

2 68.15 4.38 24.76 72.02 3.28 21.08 171.68 6.42 6.88

3 65.96 4.95 25.76 70.00 3.62 22.20 187.49 6.45 6.83

27) 소학집설 (일사고 181.1 J466s)

p. 3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6.29 10.66 30.53 61.13 9.65 29.11 223.08 6.09 6.25

2 58.40 6.49 24.22 64.68 5.28 21.23 274.22 6.36 6.39

3 68.46 5.77 26.20 73.46 4.33 22.70 200.49 6.34 6.95

p. 3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3.88 5.60 28.05 76.69 4.50 23.93 153.24 6.25 6.45

2 50.03 9.13 27.98 54.47 8.49 26.71 225.38 5.74 6.40

3 67.75 6.74 26.72 71.37 5.76 24.70 142.91 6.00 6.47

p. 7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2.16 5.59 21.50 63.83 4.99 22.40 417.56 6.73 6.78

2 61.57 8.88 29.78 67.77 6.69 27.08 272.58 6.38 6.74

3 60.61 9.49 29.72 67.98 6.53 25.53 351.35 6.32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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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춘향전 (일사고 813.5 C472j)

p. 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2.75 3.27 23.52 74.92 2.59 19.53 119.30 6.45 6.50

2 70.62 2.44 22.88 73.97 2.12 19.99 127.91 6.63 6.71

3 67.86 4.40 25.86 70.76 3.20 22.05 156.73 6.76 7.08

p. 21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3.23 1.08 21.15 85.25 0.82 16.69 89.88 6.54 6.90

2 70.31 3.10 24.60 75.21 2.25 20.83 182.97 6.41 6.74

3 73.57 3.06 26.74 77.52 2.03 22.01 177.54 6.56 7.40

p. 42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7.38 1.37 19.54 81.22 0.94 14.91 123.31 6.60 7.01

2 77.72 3.09 25.13 81.80 1.87 19.70 167.23 6.80 7.18

3 68.34 2.86 20.61 75.62 1.82 18.78 199.12 6.48 7.36

29) 호성공신교서 (고귀축 51.052-H792j)

권두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4.60 8.71 26.01 52.36 9.03 26.29 -102.07 5.50 6.39

2 51.06 9.28 26.37 49.44 9.20 25.24 -46.51 5.65 6.33

3 54.53 7.52 25.85 48.85 8.11 24.23 -215.70 5.61 6.31

중앙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9.10 8.92 30.82 57.01 7.87 28.07 3.38 5.55 6.55

2 64.30 6.45 28.52 58.80 7.00 27.59 -164.70 5.64 6.64

3 54.97 8.51 27.22 51.71 8.41 25.84 -102.98 5.28 6.40

권말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58.12 9.85 32.33 57.22 7.85 28.97 76.11 4.60 6.35

2 58.70 9.41 32.32 58.34 7.96 28.86 93.54 4.24 6.38

3 64.23 6.90 28.77 60.31 7.15 27.49 -98.45 4.34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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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집경전구기도첩 (奎10697)

p. 4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7.09 1.63 18.46 79.43 2.95 18.01 41.57 4.96 5.24

2 81.35 0.74 16.13 82.46 1.61 15.54 19.99 4.94 5.11

3 81.18 0.76 16.70 83.70 1.66 15.06 49.69 5.02 5.06

p. 5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79.46 0.91 16.35 82.89 1.71 15.25 58.78 5.04 5.16

2 84.35 0.15 14.81 89.28 1.12 15.66 28.70 4.95 5.74

3 79.23 0.85 15.90 83.76 1.84 15.57 62.65 4.87 5.34

p. 6

구분

색도 pH

전 후 색차

(△E*ab)
전 후

L* a* b* L* a* b*

1 82.70 0.21 15.88 88.09 1.61 16.58 40.17 5.28 6.03

2 83.66 0.04 15.50 88.57 1.55 15.72 38.24 5.07 5.72

3 83.96 0.17 15.81 88.97 1.53 15.94 38.55 5.16 6.01

⑴ 집경전구기도첩 (그림 2-3)

구분

색도

전 후 색차

(△E*ab)L* a* b* L* a* b*

1 76.30 2.34 18.98 80.02 2.96 17.88 76.38

2 70.31 -2.85 20.34 71.91 -1.72 20.44 38.22

3 67.38 -4.93 24.66 67.73 -3.55 25.99 -14.26

4 24.86 0.47 -4.29 25.08 0.53 -4.05 17.20

5 75.85 1.56 17.68 78.79 2.72 17.67 48.54

6 70.18 -4.24 22.94 72.47 -3.04 23.56 45.41

구분
pH

전 후

7 5.04 6.38

8 4.54 6.28

9 4.59 6.14

⑵ 집경전구기도첩 (그림 p.3)

구분

색도

전 후 색차

(△E*ab)L* a* b* L* a* b*

1 66.65 -11.14 14.16 66.48 -10.47 13.79 5.81

2 84.80 -0.10 9.57 84.51 0.78 9.72 -4.72

3 81.61 0.78 11.07 85.07 2.42 14.14 8.86

4 74.20 0.74 13.85 80.06 2.21 18.85 37.56

5 - - - - - - -

6 - - - - - - -

구분
pH

전 후

7 4.98 5.60

8 5.57 5.71

9 5.47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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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 지도

유물의 표지, 두루마리, 화첩의 화본에 대해여 손상 상태를 손상 원인 별로 구분지어 지도로 제작

하였다. 

대부분의 유물에서 물얼룩이 확인되며, 이 부분에 곰팡이 및 결손이 두드러졌다. 크기가 크고 내

지의 장수가 적은 서책의 경우, 세로 꺾임이 뚜렷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호성공신교서는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권말로 갈수록 오염 및 결손이 경미하여 말아진 상태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꺾임은 장황 부분에도 확인할 수 있어, 근대 표구로 개장한 이후에 손상이 발생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호성공신교서 (고귀축 51.052-H792j)

집경전구기도첩 (奎10697)

산화부 곰팡이 꺾임 물얼룩 결손부 이전수리 부착물 첨지

용비어천가 (奎1921 v.3) 뇌연집 (奎3603 v.10)

노사영언 (奎3604 v.6) 이원조례 (奎5962)

소학제가집주 (奎7542 v.1) 협길통의 (奎2827 v.5)

산화부 곰팡이 꺾임 물얼룩 결손부 이전수리 부착물 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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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책문 (奎6454 v.1) 동사회강 (奎5581 v.8)

태학은배시집 (奎4686 v.1) 태학은배시집 (奎4686 v.2)

우계선생집 (奎3552)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 (奎14977)

산화부 곰팡이 꺾임 물얼룩 결손부 이전수리 부착물 첨지

검상선생안 (奎16009 v.2) 전낭선생안 (奎16011 v.1)

사록선생안 (奎16015 v.1) 경상도남해현타량성책 (奎18331)

저경궁광주부타량성책 (奎18507) 백련초해 (일사고 811.03 G42b)

산화부 곰팡이 꺾임 물얼룩 결손부 이전수리 부착물 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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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집설 (일사고 181.1 J466s) 춘향전 (일사고 813.5 C472j)

판하유유사절목 (고4256-34) 경상도선산부타량성책 (奎18497)

개성부속구타량성책 (奎18743) 전라도용안현타량성책 (奎18753)

산화부 곰팡이 꺾임 물얼룩 결손부 이전수리 부착물 첨지

전라북도옥구현타량성책 (奎18791) 통진부타량성책 (奎18843)

경상도김해부양안 (奎18316) 경상도기장현양안 (奎19351)

산화부 곰팡이 꺾임 물얼룩 결손부 이전수리 부착물 첨지



183182

제1장 I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Ⅴ. 자문회의

1.일반사항

1) 자문위원

성  명 분  야 소  속

강문식 서지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연희 미술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오용섭 자료 인천대학교 문헌정보과

이진희 보존처리 한글박물관 자료관리팀

흥선스님 문화재 직지사

2) 자문회의 일정

일시 참석 자문위원 목적

1차 

자문회의
2016. 6. 27

고연희, 오용섭, 

이진희, 흥선 스님

 상태조사 및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리계획

 방향을 결정한다.

2차 

자문회의
2016. 11. 3

강문식, 고연희, 오용섭, 

이진희, 흥선 스님

수리복원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진행 방법 등을 결정한다.

3차
자문회의

2017. 1. 24
강문식, 고연희, 

이진희, 흥선 스님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검수와 평가를 진행한다.

2.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1) 1차 자문회의

(1) 내지 산화(금속 이온 영향)

•  해당유물 : 동사회강, 이원조례, 노사영언 

 산화된 부분을 이온 인디케이터(Ion indicator)로 분석한 결과 철에 의한 산화로, 철과 접하고 

있을 때 습해를 입으면서 금속이온이 유물로 유입, 산화가 촉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분을 포

함한 처리를 할 경우 철 이온과 오염물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2차 손상의 우려가 있다. 

•  결과: 산화로 인해 바스러지는 내지에 대해서는 습식클리닝을 하지 않는다. 

보강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수분을 사용하지 않는 HPC(Hydroxypropyl celluose, in isopropyl 

alchol)를 사용한다. 산화 샘플을  처리해 본 후 2차 자문회의에서 논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프레스는 고어텍스(gore tex)로 간접 가습 후 실시한다.  

보존처리 전 현재의 상태를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기고 동일 판본 유물을 조사하여 글자를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이원조례 내지 산화 부위 동사회강 내지 산화 부위

(2) 장황 형태 복원 방안

•  해당유물: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 전랑선생안, 사록선생안, 검상선생안 

현재의 장정 흔적 외에 다른 장정 흔적이 남아있다.

•  결과: 울산호적대장은 유사유물을 참고하여 철장으로 복원한다. 

전랑선생안은 내지 편철부에 5침 선장의 흔적이 있고 같은 질의 유물이 모두 5침 선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5침 선장으로 복원한다. 

사록선생안과 검상선생안은 유물에 남아있는 장정구멍이 7개이며 행정관서에서 제작된 크기가 

큰 유물은 7침 철장으로 장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7침 철장으로 복원한다.

유물명 장정 형태 참고 유물 조사 결과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 선장(4침)
철장(4침), 원환이 앞면 상하에 부착, 

변철이 편철 구멍에 작은 편으로 존재

 전랑선생안
선장(4침)

5침 흔적 존재
선장(5침 안정)

사록선생안 철장(7침) 참고 유물 없음

검상선생안 철장(7침) 참고 유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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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좌)과 참고유물(우) 전낭선생안(좌)과 참고유물(우)

사록선생안 검상선생안

검상선생안, 사록선생안 변철 측면도

(3) 표지 복원 방안

• 해당유물 : 전랑선생안, 검상선생안, 사록선생안, 통진부타량성책

    표지가 일부 결실되거나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결과 : 전랑선생안 원형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지 않고 유사유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뒤표

지는 재사용하고 앞표지는 뒤표지와 유사한 직물을 사용하여 복원한다. 

검상선생안은 뒤표지 직물이 편철부의 잔존 직물과 다르므로 앞표지 직물을 참고하여 같은 재질

에 유사 문양(구름무늬 및 보문)의 직물로 복원한다. 

통진부타량성책은 앞표지를 참조하여 능화문을 복원한다. 직물은 바탕조직과 동일한 평직의 비

단에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 염색하여 새롭게 제작한다. 

사록선생안은 평직의 비단에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 염색하여 새롭게 제작한다. 

통진부타량성책은 앞표지를 참조하여 능화문을 복원한다. 직물은 바탕조직과 동일한 평직의 비

단에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 염색하여 새롭게 제작한다. 

사록선생안은 평직의 비단에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 염색하여 새롭게 제작한다.

•  소장처 의견 : 검상선생안은 뒤표지 편철부 직물은 남아있는 양이 적고 장정 후에는 변철에 가

려지므로 남아있는 표지를 별도로 보관한다. 사록선생안은 이전 자문회의 사례를 정리하여 복원

기준을 2차 자문회의에서 제시한다. 

유물명 표지 형태

 전랑선생안 뒤표지 개장, 앞표지 결실
표지와 내지 장정 구멍 상태가 달라 뒤표지는 이전 수리에서 교체된  

것으로 추정 원형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지 않고 유사유물 없음

사록선생안
표지 결실

(편철부에 장황 직물 일부 잔존)
편철부에 남아있는 장확 직물은 문능직

검상선생안 앞표지 결손, 뒤표지 개장 앞표지, 뒤표지 편철부는 운보문단으로 뒤표지 직물과 상이함 

통진부타량성책 뒤표지 결실 문능직 직물에 능화문이 시문

전낭선생안 앞표지(좌), 뒤표지(우) 사록선생안 편철부 직물

검상선생안 편철부 직물(운문단)과 뒤표지 직물 통진부타량성책 능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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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지 처리 방안

• 해당유물 : 춘향전, 백련초해

춘향전은 표지가 지나치게 두껍고 꺾임이 발생하여 내지를 손상시키며 내지 보호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백련초해 표지는 능화문 요철이 둔화되어 있으나 배접지에는 선명이 남아있

는 상태이다.

• 결과 : 춘향전과 백련초해는 현재 표지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표지를 별도 보관하고 능화

문을 재현하여 새로 제작하는 방안을 소장처와 상의한다.

• 소장처 의견 :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여 현재 표지는 별도 보관하고 새로운 표지를 

제작한다. 새로운 표지는 백련초해는 유물 원형과 동일한 문양으로, 춘향전은 유사유물을 참조

하여 제작한다. 처리 후에는 유물과 표지가 함께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상자를 제작한다.

춘향전 처리 전 앞표지 백련초해 처리 전 앞표지 

(5) 집경전구기도첩 처리 방안

현재의 표지는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 안쪽에서 2종 이상의 직물 및 직물 흔적이 확인된다.

• 결과 : 남아있는 표지의 장황 형태와 동시대 유사유물의 장황 형태를 조사하여 2차 자문회의에

서 논의한다.

(6) 호성공신교서 처리 방안

이전의 수리에서 근대식 표구로 개장된 상태이고 권말 서본을 잘라 권두로 옮겨 부착하였다. 

• 결과 : 남아있는 호성공신교서 중 원형의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김응남 교서를 참조하여 복원

한다. 이전 수리에서 권말 서본을 잘라 권두로 옮겨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권말로 되돌

리고 권두는 유사유물을 참조하여 행간을 복원한다. 상하 계선을 바로잡되, 획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처리한다.

호성공신교서 권두에 부착된 권말 서본 호성공신교서 권말 서본 복원 예상도

1) 2차 자문회의

(1) 호성공신교서 장황

이전 수리 시 근대식 표구로 개장되었다. 1차 자문회의에서 호성공신교서 중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김응남 교서>를 참조하여 장황을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회장 비단, 첨자, 다회 제작

이 완료된 상태이다. 

• 결과 : <김응남 교서>를 참조하여 장황 형태를 복원하고, 재료는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

를 참조한다. 현재 제작된 다회, 장황직물, 첨자를 사용하여 장황한다.

해당 유물_정대길 호성공신교서

참고 유물_김응남 호성공신교서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의 교서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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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경전구기도첩 장황 복원

현재의 표지는 이전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표지 안쪽에서 4종의 직물 파편과 직물 흔적, 

염색지 파편이 확인되었다. 직물 파편 중 가장 아래에서 발견된 분홍색 평직(표지)과 옥색(책등)평

직 견직물이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 결과 : 분홍색 평직(표지)과 옥색(책등)평직을 사용하여 장황 복원한다.

집경전구기도첩 장황 복원 예상도 집경전구기도첩 표지층 단면도

1층 2층 3층

표지 및 책등 직물 표지 및 책등 직물 표지 및 책등 직물

표지(좌):평직, 책등(우):평직 표지(좌):능직,책등(우):평직 표지(좌):평직, 책등(우):평직

(3) 산화 부위 처리 방안

대상유물 산화 부위에 수분이 포함된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크랙 및 얼룩이 발생할 수 있다. 1차 

자문회의에서 비수성 처리를 위해 HPC(Hydroxypropyl celluose)를 isopropyl alchol 및 ethanol

에 다양한 농도로 용해하여 산화 샘플에 적용 테스트를 진행한 후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테스트 결과 5% HPC(in isopropyl alchol)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 : 5% HPC(Hydroxypropyl celluose, in isopropyl alchol)를 사용하여 산화부를 보강한다.

산화 샘플 적용 테스트 결과

농도 용해상태 접착력

HPC 3% 용해가 용이 접착력이 약해 보강 후 박리되기 쉬움

HPC 5% 용해가 용이 접착되면서 건조 후 유연성 있음

HPC 7% 용해가 잘 되지 않아 덩어리 생성
접착력은 높으나 건조 후 경화되어 유연성이 낮음, 

도포 후 표면에 막 형성

산화 부위 금속 이온 테스트 산화 부위 보강 테스트

(4) 산화된 표지 재사용 방안

표지가 산화되어 지력이 약화되어 있고 이전 수리 시 결손이 발생한 부분을 두께가 적합하지 않은 

종이로 보강한 상태이다. 이전 보강 부분을 제거 후 결손 부위를 새롭게 보강하면 지력이 약화된 부

분은 처리 시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결과 : 산화 부위 일부가 유실되더라도 구 배접지를 제거하고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결손 부위는 

유사한 능화지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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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회강 앞표지 뇌연집 뒤표지 이원조례 뒤표지

(5) 사록선생안 편철부 직물 및 표지 처리 방안

해체 시 편철부에서 능직의 직물 파편을 확인하였다. 편철부 직물을 재사용하면 장정 후 형태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태이다. 2015년 규장각 수리복원 사업 중 유사한 사례(사인선생안奎16008)가 있

었는데, 당시에는 편철부 직물 파편을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하지 않고 유물과 함께 

보관하였다. 

• 결과 : 편철부 직물은 재사용하지 않고 유물과 함께 보관한다. 표지 문양은 국내에서 재현이 어

려우므로 문양이 없는 비단을 사용한다. 평직은 중앙관서에서 제작된 선생안의 격과 맞지 않고 

현재 제작되는 능직은 제직 시 생기는 골이 너무 뚜렷하여 어색한 느낌을 주므로 수자직 비단을 

사용하여 천연염색으로 색을 재현 후 표지를 제작한다.

• 소장처 의견 : 편철부 직물은 열람이 편리하도록 중성 필름에 보관한다.

사록선생안 편철부 직물 사록선생안 편철부 직물(바탕, 문양: 능직) 

(6) 제첨 흔적 처리 방안

•  해당유물 : 판하유유사절목, 전랑선생안 

판하유유사절목은 제첨이 유실되고 윤선과 제첨 배접지가 남아있다.  

전랑선생안은 앞표지가 유실되어 닥종이로 교체되어 있고 뒤표지에 제첨 윤선의 배접지로 추정

되는 흔적이 남아있다. 

•  결과 : 판하유유사절목은 제첨을 새로 제작(표제는 쓰지 않음)하고 이전 제첨은 별도로 보관한

다. 전랑선생안은 남아있는 흔적을 제거한다.

•  소장처 의견 : 판하유유사절목은 남아있는 윤선을 수리하여 사용한다. 윤선의 유실된 부분은 동

일한 재질의 견직물을 유사한 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보강한다. 제첨은 배접지만 남아있으므로 

새로 제작하되 표제는 쓰지 않는다. 표지, 윤선에 사용된 직물이 모두 문양이 있는 수자직 견직

물이므로 제첨에 사용하는 직물도 수자직 견직물을 사용한다. 

전랑선생안은 현재의 뒤표지가 앞표지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3차 자문회의에서 표지 위치 선

정과 윤선 흔적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판하유유사절목 앞표지 전랑선생안 앞표지(좌), 뒤표지(우)

(7) 별지 처리 방안

•  해당유물 : 전라도용안현타량성책, 저경궁광주부타량성책, 통진부타량성책 

별지가 부착되지 있지 않고 내지사이에 끼워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별지를 별도로 보관하

게 되면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별지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면 저경궁광주부타량성책의 별지는 

내지보다 크기가 커서 반으로 접어야 하는 상태이다. 또한 통진부타량성책 별지는 내지 안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장황 후에는 별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결과 : 별지는 유물과 함께 보관한다. 해당유물의 보관상자를 소장처의 수납환경에 맞게 제작

하여 별지가 유실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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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의견 : 별지를 보관상자에 함께 보관하더라도 유물과 분리되어 있으면 관리가 어렵

고 유실 위험이 있다. 또한 타량성책은 두께가 얇아 선장의 경우 보관상자 하나에 여러 책

을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관상자를 제작하고 있다. 보관과 관리의 측면에서는 별지를 격

지에 부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내용도 유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

문에 격지에 부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별지가 격지보다 큰 저경궁광주부타량

성책은 부착 후 반으로 접어 보관). 다만 통진부타량성책의 별지는 내지에 부착되었던 것

으로 추정되므로 내지에 남아있는 접착제 흔적과 내용을 확인하여 본래의 위치로 되돌리

는 것이 좋을 듯하다(위치를 추정할 수 없다면 격지에 부착). 제첨을 부착할 경우 제작 당

시의 형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 부착 방식을 달리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경첩 구조 등).  

3차 자문회의에서 위의 의견을 전달한 후 처리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저경궁광주부타량성책 격지 저경궁광주부타량성책 별지

전라도용안현타량성책 격지 전라도용안현타량성책 별지

통진부타량성책 별지

(8) 소학집설 처리 방안

가장정 상태이며 현재 표지가 내지의 일부로 확인된다. 앞표지가 명륜제이明倫第二부분과 일치하며 

첫 장과 앞표지 사이에 반 장이 결실된 상태이다. 뒤표지 및 격지는 경신제삼敬身第三부분과 일치한

다. 장서각본과 비교한 결과, 2권 앞부분 일부가 해당유물에는 없는데 장서각본 2권이 대상유물 3

권과, 3권이 대상유물 4권과 내용이 같아 유실된 상태로 확신할 수 없다. 

•  결과 : 표지는 유사 유물이 없으므로 만자문 등 많이 사용되는 능화지로 제작한다. 이전 표지는 

보존처리하여 내지로 장정(앞표지-반장 낙장인 부분 복원, 뒤표지-격지와 연결)한다. 내지 낙

장은 따로 삽입하지 않는다. 낙장의 내용은 보고서에 기재한다.

소학집설 앞표지 장서각 소장 소학집설(明倫第二)

소학집설 뒤표지 소학집설 뒤격지

장서각 소장 소학집설(明倫第二) 장서각 소장소학집설(明倫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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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자문회의 

(1) 전랑선생안 표지 위치 선정 

전랑선생안은 앞표지가 유실되어 닥종이로 교체되어 있고 뒤표지에 제첨 윤선의 배접지로 추정되

는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2차 자문회의에서 남아있는 윤선 흔적을 제거하기로 했으나 소장처와 

논의 결과, 전랑선생안 뒤표지가 앞표지였을 가능성이 있어 3차 자문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  결과 : 뒤표지를 이전의 상태 그대로 장정하는 것과 뒤표지를 앞표지로 되돌리는 두 안이 나왔

다. 두 의견중 소장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뒤표지를 앞으로 되돌리게 되면 제첨을 제

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책의 정보도 알 수 있고 원형에 가까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  소장처 의견 : 뒤표지를 앞표지로 되돌리고 제첨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표지에 남아있는 제첨 흔

적으로 크기를 추정하고 제첨 및 윤선 직물은 표지 직물과 재질, 조직이 같은 평직 견직물을 사용

한다. 윤선은 남아있는 윤선 배접지가 붉은색이므로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염색하여 사용한다. 

(2) 전랑선생안 윤선 흔적 처리 방안 

남아있는 윤선 배접지는 현재 유물에서 분리한 상태이다. 

결과: 재부착하지 않고 별도 보관한다.

(3) 전랑선생안 윤선 흔적 처리 장정끈 선정

이전 수리 시 장정끈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샘플로 준비한 장정끈 중 유물에 사용할 장정끈

을 선정한다.

•  결과 : 홍사를 사용한다.

(4) 별지 처리 방안

별지가 부착되지 있지 않고 내지사이에 끼워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2차 자문회의에서 해당

유물의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유물과 별지를 함께 보관하기로 하였으나 소장처와 논의 결과, 별지 유

실의 위험과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어 3차 자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통진부타량성책은 내지에 부착돼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내지에 접착제 흔적을 조사해 보았으나 

확인할 수 없었고, 내지와 별지의 내용만으로는 위치를 추정할 수 없었다. 

•  결과 : 수리자가 유물과 별지가 분리되지 않는 별지 첨부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한다.

•  수리자 의견 : 별지를 유물 격지에 부착하는 것이 유실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 해당 유물의 성격

을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  소장처 의견 : 수리자 의견을 반영하여 유물을 격지에 부착한다. 제첨이 부착 시 제작 당시의 형

태로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지 상단에만 접착제를 발라 부착하고 보고서에 기록을 

남긴다.

Ⅵ. 사업자 제언

2016년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에 참여한 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 팀은 몇 해 동안의 사업

을 통하여 귀중한 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 초기에 비

해 인력양성과 기술축적 등 여러 부분에서 성장을 거두고 있음을 새삼 실감한다. 한 사업팀이 동일 

사업을 여러 해 동안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발주기관의 일관된 정책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장 유물에 대한 원형보존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가 확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사업은 규장각 내에 새롭게 조성된 통합 수리복원센터에서 시행하였다. 기존 수리복원 사

업은 업체별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당해 년부터 통합 수리복원센터가 생기면서 

모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관 수리복원사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규장각내 자체 수리

복원 팀을 비롯한 모사 팀과 그 외에 지정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업체를 포함해 4개의 팀이 해당된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수리복원센터의 운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확인되었다. 

우선은 활용 면이다. 통합된 공간은 넓은 면적과 방재 및 방충 시스템이 잘 되었으며 시설이 많은 부

분 개선되었다. 처음에는 개방된 공간에서 팀 내 대화나 작업 방법, 책임 유물의 관리 등으로 어려움

을 느꼈으나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다른 팀과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재료나 기술의 정보를 교

류하는 등의 장점도 부각되었다. 또한 소장처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소

통이 가능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반면, 실제 문

제로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팀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입·퇴실 관리, 외부자의 출입과 관련

한 보안 문제나 유물의 유출이 우려되었다. 향후 통합 공간 운용에 있어 좀 더 많은 고민과 보완이 필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금년 사업은 15년도와 비교해 규모가 축소되었다. 급격한 사업 축소는 참여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인력관리나 경력 단절의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규장각 고문헌 보존수리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

된 팀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규모의 변동은 인력 운용과 양성에 어려움을 가져 온다. 

마지막으로 사업 기간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관계 전문가들과 매번 장시간

의 자문회의에 심도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신 자문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전문 학술연구기관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어느 기관도 하지 못했던 기록문화유산의 영구적 보

존을 위한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가는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무자님들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197196

제1장 I 고문헌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Ⅶ . 대상유물 해제

1.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 (고귀축 951.052-H792j)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피난 갈 때 모시고 간 신하들에게 호성공신으로 녹훈하고 그 사실을 글로 작

성하여 내린 교서이다. 선조는 1604년(선조 37) 6월에 임진왜란 때 공헌이 있는 신하에게 호성공신扈

聖功臣·선무공신·청난공신 등 세 종류의 공신을 녹훈하고, 같은 해 10월에 이르러 공신으로 녹훈된 이

들에게 교서를 발급하였다. 이 중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 갈 때 임금과 세자를 호종

한 신하에게 내린 칭호이며, 이들에게 공훈에 따라 등급한 사실을 문건으로 내린 것이다.

호성공신은 1등에 이항복李恒福 등 2인, 2등에 유성룡柳成龍 등 31인, 3등에 허준許浚 등 53인이 녹훈

되었다.

<호성공신교서 고귀축 951.052-H792j>는 정대길鄭大吉이 호성공신 3등에 녹훈된 것을 알리는 교

서이다.

2. 집경전구기도첩集慶殿舊基圖帖 (규10697)

집경전集慶殿의 고기도첩故基圖帖이다. 대형지에 구기舊基와 비각碑閣이 있고 그 주위에는 고목의 그림

이 있는데 그것을 책속에 접어서 넣였다. 다음 장에는 집경전의 자세한 견적을 적었다. 비각의 일간

一間은 8척脊, 높이가 19척이라는 것을 비롯 석주石柱, 목주木柱, 신목申木의 길이와 넓이, 충혜목衝惠木, 부

연목婦椽木, 연목첨하椽木簷下의 길이, 외삼포外三抛, 내칠포內七抛, 내계이층석內階二層石의 높이 등을 기록하

였고, 비석碑石, 농대석礱臺石, 하전석下磚石, 가철석加簷石, 하마비下馬碑 등은 길이, 넓이, 높이가 상세히 

기록돼있다. 그리고 내외정로숙석內外正路熟石의 보수, 삼간일주문三間一柱門, 원장垣墻, 환축環築의 단장短墻

의 높이와 길이,홍전문紅箭門의 높이, 넓이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3.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규1921 v.3)

조선왕조의 건국 과정과 관련 설화 등을 담은 장편의 서사시. 총 125장 10권의 분량으로 태조의 

사대조四代祖인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에서 태조‚ 태종에 이르는 육대六代의 행적과 건국 과

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1447년(세종 29)에 최초로 간행된 이래 조선 왕조 내내 왕실에 의해 수차례 간

행되는 등 극히 중시되었다.

<규1921>본은 광해군대 내사본으로 10권 5책의 완본이다. 이중 v.3은 5,6권 부분에 해당한다. 표

지 서명, 권두 서명, 판심 서명 모두 용비어천가이다. 

4. 뇌연집雷淵集 (규3603 v.10)

남유용南有容(1693~1773)의 시문집이다. 남유용은 1754년(영조 30) 56세 때 원손(정조) 보양관輔養

官에 천배薦拜되어서부터 원손사부元孫師傅 등을 역임하여 정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였다. 정조는 즉

위 제3년(1778), 남유용에 대한 감반지은甘盤之恩과 구정舊情을 잊지 않고, 남유용의 아들을 소견召見하

여 남유용의 문집이 출간되지 않았음을 알고 운각芸閣에 하명하여 인쇄하게 한 것이다. 본서는 정조의 

어명이 있은 후 4년만인 1782년에 출간된 것이다. 서두書頭에 어제서뇌연자고御製敍雷淵子稿가 있고 각 

권마다 목록이 따로 있다.

5. 노사영언魯史零言 (규3604 v.6)

이항복李恒福(1556~1618)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연구하고 ≪국어國語≫ 등의 외전外傳을 참고

하여 노나라의 역사를 사류事類에 따라 분류한 책이다. 1673년(현종 14)에 간인되었다. 이항복은 춘

추春秋의 경문經文 및 좌전左傳을 깊이 연구하여 전문傳文의 번란煩亂한 것을 빼고 외전外傳에서 보완하여 

엮고서 아울러 노사魯史중의 영쇄零瑣한 말이라고 하여 ≪노사영언魯史零言≫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 책

은 이항복李恒福이 배소配所에서 죽은 후 필사본으로 몇 편이 전해지다가 그의 손자인 이시현李時顯이 성

산星山 목사牧使가 되었을 때에 발분하여 아들인 세구世龜에게 명하여 교정을 가해 간행케 한 것이다. 

기술은 편년체編年體로 좌전左傳 중에서 번문繁文 및 점설占說 등을 빼고 필요한 것은 외전外傳에서 보완

하였다. 주석注釋은 간명하게 달았으며 인명은 동일인의 이명異名일 경우 가능한 통일하였다. 이 책은 

좌전左傳에서 많이 간추리고 외전外傳에서 보편補篇을 덧붙인 데 특징이 있다.

<규3604>본은 30권 15책의 완본이다. 이중 v.6은 12~13권 부분에 해당하며 성공成公의 기사가 실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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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원조례 (규5962)

고종의 명에 의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고사故事와 규정·의례 등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1888년(고

종 25)의 ＜  4136, 4291, 5011, 11542＞본과 1891년(고종 28)의 ＜  5653-5655, 5996, 6079, 

11446＞본이 있는데, 1891년본은 1888년-1891년의 사실들이 증보되어 있다. 이원은 세자강시원의 

별칭이다. 이 책은 순종(1874-1926)이 1875년에 세자로 책봉된 뒤 성장하면서 관례·입학·가례 등

의 의식을 거치고 또 세자로서 정사에 간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는 1888년본과 1891년본이 겨우 3년의 시차가 있을 뿐이나 세자의 국정에 있어서의 비중의 차이가 

반영되어 ＜청정聽政＞ 등의 항목 내용이 크게 증보된 데에서도 확인된다. 세자시강원은 조선의 경우 

개국 초에 세자관속世子官屬을 두어 경사經史를 시강侍講하고 도의道義를 규풍規諷하도록 한 데서 비롯하였

다. 이후 세자시강원 관원世子侍講院 官員은 대체로 집현전·홍문관원集賢殿·弘文館員이 예겸例兼하였다. 이 

책의 수록순서는 서序·목록目錄·본문本文·발跋의 순이며, 표제식表題式은 ＜어정이원조례 신묘주인御定离

院條例 辛卯鑄印＞이다. 김성근金聲根이 쓴 ＜서序＞에는 조종祖宗의 전장  문물典章文物이 찬연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오직 춘방春坊의 장고掌故만은 본디 빠져있어 책을 이루지 못하여 일을 당하여 뽑아 모아 쓰는

데 보감寶鑑에 편년編年되어 있거나 은대銀臺에 일록日錄되어 있는 것은 호한浩汗하여 수시로 곧장 찾아보

는 데는 불편하여서, 왕명을 받아 구장신식舊章新式을 집성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강목綱目이 49

조로 모두 간요簡要하여 일목요연 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891년 본의 목차는 고사故事, 전교傳敎, 책

례冊禮, 입학入學, 관례冠禮, 가례嘉禮, 서연書筵, 회강會講, 상견례相見禮, 좌당수하座堂受賀, 작헌례酌獻禮, 동여

動輿, 신행幸行, 지영祗迎, 정청庭請, 발문箋文, 예소睿疏, 황단皇壇, 제향祭享, 전향傳香, 봉심奉審, 재계齋戒, 선온

宣醞, 상존호上尊號, 진연進宴, 청정聽政(1888년본 보다 크게 증보된 부분), 조참朝參, 상참常參, 차대次對, 관

직官職, 숙배肅拜, 정사呈辭, 이품頉稟(1888년본에는 시사탈품視事頉稟으로 되어 있음), 양방일차藥房日次, 문

안問安, 국휼國恤, 전최殿最, 방물方物, 절일첩節日帖, 봉력封歷, 일월식日月食, 상달狀達, 예빙禮聘, 판부규식判付

規式, 성기省記, 과거科擧, 제품提稟, 총례總例로 되어 있다. 맨끝에 겸보덕兼輔德 민영달閔泳達의 발跋이 있으

며 아울러 감인監印 정세원鄭世源이 밝혀져 있다. 

7.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 (규7542 v.1)

 주자가 지은 《소학》에 이이李珥가 제설諸說을 인용하여 주석한 책이다. 소학은 주자가 성인聖人 입교

立敎의 유의遺意를 경사經史에서 뽑아 초학자를 위해 만든 것인데 주자 이후에 이에 대한 주석이 구구하

여 배우는 자들에게 많은 혼란이 따르자 이이가 이것을 내용에 따라 제가諸家의 설說을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주설註說을 달아 편찬한 것이다. 목차는 입교立敎, 명륜明倫, 경신敬身, 계고稽古, 가언嘉言,  선행

善行으로 되어있다. 본서는 광해군 초반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숙종, 영조 연간에도 몇 차례 중간되

어, 1744년(영조20)에 가장 완성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판본과 내용, 차례 등이 각기 다른 

다수의 서적이 존재하여 당시 본서가 다양하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7542>본은 1612년에 훈련도감에서 이항복李恒福, 김수金睟 등이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소학편목

小學篇目, 소학집주총목小學集註緫目, 소학집주총론小學集註總論, 소학서제小學書題, 소학제사小學題辭가 있고, 다

음에 본문을 서술하였으며, 말미에 성혼과 이항복의 발跋을 싣고 간행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서술

하였다. 이항복의 발을 보면 소학에 대한 여러 학설이 명나라에 있음을 듣고 널리 수집하지 못함을 

한탄하던 중, 김장생金長生(1548~1631)에게서 이이가 편찬한 본서를 받고 펴내게 되었다는 경위를 서

술하여 간행된 시말을 알 수 있다. 현재 2책이 남아있으며 권1~4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권5 가언

嘉言의 앞 한 장이 결락되었다. <규7542> v.1은 권5에 해당한다.

8. 협길통의協吉通義 (규2827 v.5)

일용행사日用行事에 피흉취길避凶就吉하는 통의通義를 집록輯錄한 책이다. 정조의 명편命編으로 관상감觀

象監 제조提調 서유방徐有防의 서序에 ‘상지 십구년上之十九年’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가 1795년(정조 

19)으로 짐작된다. 모두 22권 10책의 목판본이다. 찬집자纂輯者는 민종현閔鍾顯, 침이지沈頤之, 서유방徐

有防 3인이고 휘편자彙編者는 지일빈池日賓, 지경철池景喆, 지경필池景泌, 김종주金宗周, 이정복李廷馥 5인이며 

감인자監印者는 휘편자彙編者 5인 외에 최경렬崔景烈, 홍처중洪處中 2인으로 모두 7인이 참여하였다. 관록

감제조觀錄監提調 서유방徐有防의 서문序文에 의하면 향사享祀, 연하宴賀, 조회朝會, 봉책封冊, 고융誥戎, 행행行

幸 등 국가대사國家大事와 관혼이사冠婚移徙, 입학교우入學交友 등 백성의 대사大事에 관한 것을 한권의 통서

通書)로 만들되 위감魏鑑의 ≪중길통서衆吉通書≫와 매곡성梅穀成의 ≪협기변방協紀辨方≫을 요약하고 변정辨

正)하여 편찬하라는 정조의 명에 따라 택술擇術에 정통精通한 지일빈池日賓과 지경철池景喆에게 초사抄寫를 

전담하게 하여 2년 만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규7542 v.5>는 12·13권에 해당하며 매일每日의 ＜의기

宜忌＞와 ＜현성玄成＞이 실려있다.

9. 어제책문御製策問 (규6454)

정조가 환곡還穀과 군향軍餉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스로 책문策問을 내어 신하들을 시험하였는

데, 이 책문은 1795년(정조 19) 9월 8일에 시행하였다. 책문의 내용은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에서부터 

명明나라에 이르기까지 각 역조歷朝의 창고倉庫명칭, 상평常平에 대한 제도와 당시에 이것이 실행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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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또 송宋나라 주희朱熹의 사창법社倉法에 관한 것, 전국戰國 위魏나라 이리李悝의 평적법平糴法 등이다. 

그리고 당시 경향 각지의 창고 현황과 국민의 진휼賑恤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10. 동사회강東史會綱 (규5581 v.8)

임상덕林象德(1683~1719)이 저술한 우리나라 삼국의 건국부터 고려 공민왕대까지의 편년사서編年 

史書. 저작 및 간행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모두 숙종 년간으로 보인다. 6종의 규장각 소장본이 있는

데 <奎5581>은 표박剽剝되었다. 

임상덕은 호號가 노촌老村이고, 벼슬은 교리校理·능주현감綾州縣監 등 하급직에 그쳤으나 학문, 특히 

사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시문집으로 ≪노촌집老村集≫이 있다. 

목록은 제1에서 제12까지로 나누었는데 제1~3은 ＜삼국기＞, 제3(뒷부분)·4는 ＜신라기＞, 제

4(뒷부분)~12는 고려기이다. <5581 v.8>은 제9~10 부분 고려기에 해당한다.

11. 태학은배시집太學恩杯詩集  (규4686 v.1-2)

1798년(정조 22) 정조가 성균관에 나아가 친시親試를 보이고, 효종의 고사故事에 따라 시경詩經 녹명

장鹿鳴章의 ＜아유가빈我有嘉賓＞이란 구절을 새긴 은배銀杯를 내려 성균관에 하사하며 어제문御製文을 내

리자 태학생太學生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례謝禮한 글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한국도서해제≫(고려

대 출간)에는 “서명응徐命膺 등이 찬撰하여 1799년(정조 23)에 간인刊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응

(1716~1787)은 정조가 태학에 나아가 친시를 본 무오년戊午年(1798)에는 이미 죽은 후이므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권두卷頭에는 어제시御製詩에 대한 서序와 어제시와 그에 대한 해解가 실려있다. 수권首卷

에는 대사성大司成 이만수李晩秀가 총서總敍라 하여 역대歷代 임금이 성균관 태학생들이 지은 시를 고시考

試한 사실에 대하여 서술했다. 이어서 대제학大提學 성균관사成均館事 홍량호洪良浩의 서문, 이만수의 은배

명恩杯銘, 태학유생太學儒生 심응규沈應奎의 태학생전문太學生箋文이 실려있다. 시의 내용은 대개 임금이 친

히 학문을 장려하고 학자를 기르는데 앞장서서 문예를 일으키는데 대하여 찬양한 글이다. 권미卷尾에

는 이만수의 발문이 있다.

12. 우계선생집 (규3552)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의 시문집이다. 1809년(순조 9)에 7세손 긍주肯柱가 밀양密陽의 수령으

로 있을 때 중간重刊하여 책판冊板을 창녕昌寧의 운계서원勿溪書院에 보관하였다. 성혼의 자字는 호원浩原, 

호號는 우계, 묵암默庵, 본관은 창녕, 수침守琛의 아들이다. 1681(숙종 7)에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고 여산

礪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 창녕의 운계서원, 해주海州의 소현서원紹賢書院, 함흥咸興의 운전서원雲田書院, 파주

坡州의 파산서원坡山書院에 제향祭되었다. 시호謚號는 문간文簡이다. 

＜규3552＞는 권2에 해당하며 영본零本이다. 장소章疏 27편 걸방환유리소乞放還由里疏, 기묘봉사己卯 

封事, 신사봉사辛巳封事, 사사미숙소辭賜米菽疏, 논삼사핵율곡소論三司劾栗谷疏 중 4-5편이 실려 있다. 

13. 순조사년울산호적대장 

부세賦稅·요역徭役의 징수를 위한 전국적인 호구戶口 파악의 일환으로 울산부蔚山府에서 동부同府의 호

구를 조사하여 만든 호적戶籍이다. 1804년(순조 4)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3년마다 

3부의 호적을 작성하여 1부는 그 지방 관아에서, 1부는 감영에서, 1부는 전기에는 호조, 후기에는 한

성부에서 보관하였는데 그 중 한 질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전체 호구수, 변동 사항, 작성 담당자 등을 밝히고 호구별로 호주의 직역, 신분과 성명, 나이. 생

년, 본관, 부·조, 증조의 직역과 이름, 외조의 성명, 나이, 생년, 본관, 처의 성과 신분 표시, 나이, 생

년, 호주의 사조四祖에 대해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한 처의 사조에 대한 사항, 모母 동생·자녀·자

부·사위 등 동거 식구의 이름과 나이, 노비·고공의 이름 및 나이와 그 부모 이름, 거주지, 변동사항

(매입, 도망 등)을 기재해 놓았다. 

14. 검상선생안檢詳先生案  (규16009 v.2)

1412년(태종 12)부터 1891년(고종 28) 사이에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정5품)을 지낸 이들의 연명부連

名簿이다. 

2책 완본으로 <규16009 v.2>은 1627년(인조 5)·1891년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미경사인未經舍人의 

경우만을 실었으나 점차 그 기준이 혼란된듯하다. 기재사항은 성명·자字·호號·생년·정사일政事日·전후

관前後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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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랑선생안銓郎先生案  (규16011 v.1)

중종조부터 고종조까지의 이조吏曹 전랑銓郞의 연명부이다. 전랑은 이조의 정랑正郞(정5품) 좌랑佐郞 

(정6품)으로 내외 관원의 인사과정人事過程에 관여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직능을 지니고 있었다. 전낭은 

천대제薦代制·전랑법銓郞法이라 하여 그 후임을 자천自薦할 수 있었는데, 영조 초에 탕평책蕩平策과 더불어 

그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영조 말에 일시 부활되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3책 완본으로 이중 <규16011 v.1>은 중종·1776년(영조 52)에 기재하였다. 기재 양식을 보면, 

1663년(현종 4)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성명 졸관卒官과 호號, 그 이후에는 성명, 제수일除授日, 전관前

官, 졸관卒官을 각각 적었다.

16. 사록선생안司錄先生案  (16015 v.1)

선조 대에서 고종 년간 사이에 의정부 사록司錄(정8품)을 역임한 210명의 연명부로 정확한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서문은 없고, 기재양식은 성명·자字·과명科名·급제년及第年·최고관직最高官職을 실은 

것이다. 첨지籤紙로 누락된 내용이 보충되었거나, 본관 등이 쓰여 있기도 하다. 첨지의 부착 시기는

(1704년, 숙종 30) 경으로 보이므로 안책案冊은 임란 후에서 17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

다. 1713년(숙종 39) 이후는 자와 생년이 병서竝書되었다.

17. 경상도남해현금산장사복사전답이속용동궁개타량성책 

         道南海縣錦山場司僕寺田畓移屬龍洞宮改打量成冊 (규18331)

1681년(숙종 7)에 작성된 것으로, 경상도 남해현南海縣 금산장내錦山場內 두음포원豆音浦員, 갈포원乫浦

員, 적량원赤梁員, 마정포원馬丁浦員, 길천원吉川員 등 소재所在의 용동궁龍洞宮에 이속移屬된 사복사司僕寺 소속

所屬 전답田畓을 남해현에서 타량打量하여 양안量案이다. <규18332＞본과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

안(量案)이나 지역에 변동이 있고 지적地積도 증가되었으며, 시작인時作人도 다소 변동이 있다. 기재 형

식도 <규18331>본이 훨씬 자세하다.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地形, 지목地目, 야미수夜味數,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두락수斗落數, 사표四標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인란作人欄에 시모時某, 진陳으로 기재하여 진, 

기起와 작인성명作人姓名이 밝혀져 있다. 끝에 총總 결부수結負數와 전田·답별畓別로 진·기를 구분한 결부

수가 기재되어 있다. 

18. 저경궁이래내수사속광주부소재전답급시장타량성책 

       儲慶宮移來內需司屬廣州府所在田畓及柴 打量成冊 (규18507)

1756년(영조 32)에 경기도 광주부廣州府 북방면北方面·초부면草阜面의 저경궁儲慶宮 소속 전답田畓과 시

장柴場이 내수사內需司로 이속될 때 광주부廣州府에서 타량打量하여 만든 양안量案이다. 자호字號 아래 지번

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地形, 지목地目, 열좌수㽝座數,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

四標, 시작인時作人이 기재되어 있다. 총결수總結數 9결結 50부負 8속束 가운데 북방면北方面의 전답 38부 8

속은 ＜만석萬石＞ 1인이 시작인으로 되어 있으며, 초부면의 시장은 내수사외 11인이 시작인으로 되어 

있다. 말미末尾에는 시장처柴場處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삼봉산三峯山의 도형圖形이 첨부되어 있다.

19. 백련초해百聯抄解 (가람古 811.03-G42b)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인후金麟厚(1510-1560)가 초학자初學者에게 한시漢詩를 가르치기 위

하여 중국 역대歷代의 칠언율시七言律詩 중에서 연구聯句 100개를 뽑아서 언해諺解를 붙여 간행한 책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목판본과 필사본 등 6종의 ≪백련초해≫가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임진왜란 이

후에 나온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과는 달리 한시에 한자음만 달려 있고 새김을 

달지 않았다. 이중 <가람  811.03-G42b>는 우측에 한시(한자 아래에 한자음 부기), 좌측에 쌍행으

로 번역이 실려 있다. 

20. 소학집설小學集說 (一簑古 181.1-J466s)

1486년(성화 22) 명明의 정유程愈가 이회지李晦之, 이계종李繼宗 등과 소학을 토론하고 기타 여러 제가

諸家의 학설을 참고하여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다.

＜  181.1-J466s＞본은 권2 명륜明倫과 권3 경신敬身에 해당한다. 권2 명륜 편의 “...약사인

어군소若使人於君所 칙필조복則必朝服...” 이전의 약 25장이 결락되었고, 권3 경신 편의 마지막 1장이 결락 

되었다. 15

15_이번 고문헌수리복원사업에서 결락되었던 마지막 장이 표지로 활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어 보존처리 후 원래의 위치에 장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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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춘향전春香傳 (一簑古 813.5-C472j)

저자미상, 연대미상의 고전소설인 춘향전의 한글본이다. 

≪춘향전≫은 판소리에 연원을 두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로, 그 창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

만 판소리 춘향가를 듣고, 이를 한시로 옮긴 유진한柳振漢의 ＜만화본晩華本 춘향가＞가 1754년(영조 

30)에 지어졌기에, 적어도 18세기 초에는 춘향가가 향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춘향전≫은 완

판본, 경판본, 한글필사본, 한문필사본, 구활자본 등으로 많은 이본이 전하며, 작품의 제목도 <열녀

춘향수절가>, <별춘향전>, <광한루기廣寒樓記>, <남원고사南原古詞>, <옥중화獄中花> 등 이본에 따라 다양

하다.

22. 판하유유사절목判下鍮油社節目 (古4256-34)

유기 및 석유를 판매하는 유유사鍮油社가 새로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부속되어 

관검管檢을 받으면서 만든 절목節目. 서문에 따르면 유유상鍮油商들은 1885년(고종 22) 5월 그들의 소업

所業에 따라 북묘北廟의 등유燈油를 담당 거행할 것을 청원하여 그 성의를 출중·가상하게 여긴 왕의 교

지敎旨에 따라 혜상공국惠商公局에 권속權屬되었다. 그러나 혜상공국이 혁파되고 상리국商理局이 특설特設

되자, 유유상들은 오래 동안 귀속처가 없다가 1891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속되게 되었다. 절목은 모두 17개 조관條款으로 구성되어 유유사의 기구·조직·통섭체계, 임원들의 

권리 및 의무, 상인들에 대한 통제방식, 상인들 간의 상부상조 등이 규정되었다. 개항기 상업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23. 경상도선산부내수사둔전답개타량성책慶尙道善山府內需司屯田畓改打量成冊 (규18497)

1675년(숙종 원년) 9월에 경상도 선산부善山府 소재 내수사內需司 전답田畓을 선산부善山府에서 내수사

와 함께 타량打量,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위치는 소계원召溪員·외다방원外多方員 - 이상 동읍내면東邑內面, 

달외원達外員·무근토원無根土員 - 이상 서읍내면西邑內面. 누교원樓橋員 - 면명 미상面名未詳, 남수원南藪員·답

리원踏里員 - 이상 동읍내면東邑內面이다. 면명은 ≪경상도선산부내수사둔전답자호고원성책慶尙道善山府內

需司屯田畓字號庫員成冊≫< 18498>본을 참조하여 밝힌 것이다. 자호字號에 이어 각 필지筆地마다 지번地番·

토지등급土地等級·지형地形·지목地目·장광척長廣尺·결부수結負數·시작성명時作姓名 등이 기재되었다. 전답 총

결부수는 1결結 53부負 9속束이다.

24. 개성부속구풍덕군북면연동리대교평소재선희궁절수제언면세전답개타량성책  

       開城府屬舊豊德郡北面蓮洞里大橋坪所在宣禧宮折受提堰免稅田畓改打量成冊 (규18743)

1843년(헌종 9) 개성부開城府 북면北面 연동리蓮洞里 대교평大橋坪 소재 선희궁宣禧宮 절수折受 제언내堤堰內

의 면세전답免稅田畓을 개성부에서 개타량改打量하여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자호字號·지번地番을 기재한 후, 

지형과 주회척周回尺(사천삼백척)을 밝혀 놓고 육등六等으로 해복解卜하였다. 작성 형식을 보면 제언내堤

堰內의 전답을 양전量田 방향, 지형, 지목地目(야미수夜味數), 장광척長廣尺, 사표四標, 작인作人 성명 등을 차

례로 기록하였다. 전답 총 면적은 45부負 8속束이다.

25. 전라도용안현북면대명선공주방매득답타량어람성책  

       全羅道龍安縣北面垈明善公主房買得畓打量御覽成冊 (규18753)

1744년(영조 20) 2월에 작성된 전라도 용안현龍安縣(현 익산군 지역) 북면北面에 있는 명선공주방明

善公主房 매득답買得畓을 동현同縣에서 내수사內需司와 함께 타량打量,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각 필지마다 지

번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지형,지목地目,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두락수斗落數, 사표四標, 

기주起主가 기재되었다. 한 필지筆地에서 진기陳起가 구별되는 경우 그것을 결부수結負數 다음에 기록하

였다. 총 13필지의 기주起는 ‘노예인奴禮仁’ 1명뿐이다. 전체 답畓의 결부수結負數는 1결 1부負 8속束이고, 

두락수斗落數로는 21석石 12두斗 8승락升落이다.

26. 전라우도옥구현회남평기식도소재귀인방매득영빈방방매전답타량성책  

        全羅右道沃溝縣會南坪箕食島所在貴人房買得寧嬪房放賣田畓打量成冊 (규18791)

1729년(영조 5) 7월 영빈방寧嬪房에서 방매放賣하여 귀인방貴人房에서 사들인 전라도 옥구현沃溝縣의 회

남평會南坪과 기식도箕食島 소재 전답田畓을 옥구현에서 타량打量하여 작성한 것이다. 자호字號에 이어 각 

필지筆地마다 지번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 지목地目, 장광척長廣尺, 결수結數, 사표四

標, 진기구분陳起區分, 작인성명作人姓名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 자호마다 전답결총田畓結總이 기재되어 있

으며, 권말卷末에는 기전답起田畓, 금진전답今陳田畓, 구진전답舊陳田畓의 총결수總結數가 기재되어 있다. 전

답 총결수는 75결結 46부負 7속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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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통진부유숙원방매득전답고원타량성책通津府劉淑媛房買得田畓庫員打量成冊 (규18843)

1699년(숙종 25) 윤 7월 경기도 통진부通津府(현 경기도 김포군에 포함된 곳으로 강화도와 김포 사

이의 지역) 월여곶면月餘串面·봉성면奉城面·양릉면陽陵面·상곶면桑串面·반이촌면半伊村面 소재 유숙원방 

劉淑媛房 매득전답買得田畓을 동부同府에서 타량打量하여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필지筆地마다 지번地番, 양전방

향量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 지목地目,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와 구舊·시작인성명時作人姓

名이 기재되었다. 전체 전답 2결結 78부負 7속束에서 전이 1결 7부 8속, 답이 1결 70부 9속이다.

28. 경상도김해부소재용동궁속가락칠산우부덕도장노전자호복수양안 

       慶尙道金海府所在龍洞宮屬駕洛七山右部德島帳蘆田字號卜數量案 (규18316)

1846년(헌종 12) 4월에 작성된 경상도 김해부金海府 소재 용동궁속龍洞宮屬 노전蘆田에 관한 양안量案

이다. 김해군 하동면下東面 앞 덕도德島의 가낙면남벌원군포등駕洛面南伐員郡浦嶝, 건주언원件走堰員, 염치원 

簾致員, 이등원裏嶝員, 작위포원作渭浦員, 낙수포원洛水浦員, 대묘포원大卯浦員, 정채등원正采嶝員, 촌전등원村前 

嶝員, 칠산면곤지원七山面昆池員, 덕도면간자도원德島面干字島員, 수봉도원水蜂島員 등의 지명과 자호字號 아래 

지번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 지목地目,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 작인성

명作人姓名 등이 각 필지별筆地別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양안에는 용동궁외에 선희궁宣禧宮, 화령궁和

寧宮 소속의 노답蘆畓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 표지 안쪽에는 덕도德島의 위치를 표시가낙면駕洛面 죽도竹島

와 명지도鳴旨島 사이하는 지도가 있으며, 그 지도에는 이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별 각필지各筆地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 총 결부수는 76결結 72부負 2속束에서 선희궁속宣禧宮屬이 24결 45부 8속, 용동궁

속龍洞宮屬이 22결 6부, 화령궁속和寧宮屬이 40부 3속이고,29결 85부 5속이 이생로초고미성양泥生蘆草姑未成

樣으로 기록되었다. 총 51필지 중 34필지를 작인 장순단張順丹이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9. 경상도기장현소재영면부출세둔전답개양안慶尙道機張縣所在營免賦出稅屯田畓改量案 (규19351) 

1796년(정조 20) 5월에 작성된 경상도 기장현機張縣소재 상서면上西面 노현원蘆峴員, 북삼동면北三同面 

방고곡원方古谷員·달음산원達音山員의 영면부출세둔전답營免賦出稅屯田畓에 대한 개량안改量案이다. 자호字號

에 이어 각 필지마다 지번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 지목地目, 장광척長廣尺, 결부수 

結負數, 기주명起主名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주의 대부분은 노비奴婢이다. 전체 전답 15결結 99부負 5속束에

서 양진量陳, 양후진量後陳을 제외한 기전답起田畓은 13결 5부 7속이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Ⅰ. 사업개요   

Ⅱ. 승정원일기

Ⅲ. 존숭도감의궤 

Ⅳ. 표지처리 

Ⅴ. 장황

Ⅵ. 자문회의

Ⅶ. 보존처리 전·후 비교

Ⅷ. 사업자 제언

C
o
n
s
e
rv
a
tio
n

제Ⅰ권

수
리
복
원
•

보
존
처
리



211

제2장 I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명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발주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관사업자 : 장황문화재연구소

•대상유물 : 『승정원일기』 5책,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1책 (약어 : 존숭도감의궤)

•지정현황 : 승정원일기  -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

                 존숭도감의궤 - 2016년 5월 3일 [보물 제1901-1호(조선왕조의궤)], 

                                      2007년 6월 [세계기록유산]

•소재지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업기간 : 2016.06.16 ~ 2017.01.31

•처리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수리복원실

•추진목적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의 손상 양상에 따라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안정적

으로 보존하고자 함

   -  과학적 조사와 결과에 준거한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자료를 보존 관리하여 수

명을 연장시키고자 함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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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현황

•자문위원 : 김명규 (문화재위원, 직지사성보박물관장)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이상현 (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학과 교수)

•보존처리 : 정찬정 (장황문화재연구소 대표) 

                 장소영 (문화재수리기술자)

                 전인서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

                 안명철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

                 김경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존처리공)

                 김남혁 (장황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정무련 (장황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정민희 (장황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장황재료제작 : 한지제작 – 장성우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전수자)

                       장석제작 – 양현승 (전통기능전승자)

                       삼베제작 – 김보연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전공 석사)

                                    – 노진선 (중국 동화대학교 방직전공 박사)

•정밀분석조사 : 초지분석조사 – 한윤희(한아카이브연구소 소장)

                                          – 한진아(한아카이브연구소 연구원)

•보고서 작성 : 정무련 (장황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정민희 (장황문화재연구소 연구원)

3. 유물 개요

도서명 제작연대 지정번호 비고

승정원일기 v.37 1632년(인조 10)

국보 제303호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승정원일기 v.336 1689년(숙종 15)

승정원일기 v.547 1722년(경종 02)

승정원일기 v.810 1735년(영조 11)

승정원일기 v.1347 1774년(영조 50)

존숭도감의궤 v.1 1756년(영조 32) 보물 제1901-1호
2007년 6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1) 『승정원일기』1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의 출납, 각종 행정 사무와 의례儀禮 등에 관해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편년체로 기록하였으며, 1개월분의 일기를 1책으로 만들었는데 분

량이 많은 경우에는 2책으로 나누어 장정하기도 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초기 세종대부터 작성되

었으나 조선전기의 일기는 임진왜란, 이괄의 난 등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288년간의 일기만 전해지고 있다. 조선후기에도 궁궐 화재로 인해 

『승정원일기』가 소실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보朝報』·『춘방일기春坊日記』·『일성록』 등을 참고

하여 보완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작성은 승정원의 정7품 관원인 주서注書가 담당하였다. 주서는 원래 2명이었다가 

기록할 국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가주서假注書 1명이 추가되었고, 또 임진왜란 때에는 전쟁 관련 기록

을 전담하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이 더 추가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는 2명의 주서와 2명의 가

주서가 『승정원일기』의 작성을 담당했다.

일기 작성 과정은, 먼저 주서들은 국왕을 수행하면서 국정 운영 내용을 속기한 ‘초책草冊’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매일의 일기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일기는 승정원의 서리가 정서하였으며 1개

월분의 일기가 모이면 책으로 묶어 승지承旨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승지가 이를 다시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음으로써 일기가 최종 완성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총 3,243책 중 서명이 ‘승정원일기’인 것이 3,045책이고 나머지 198책은 ‘승선원일

기’, ‘궁내부일기’, ‘전비서감일기’, ‘비서원일기’, ‘후비서감일기’, ‘규장각일기’ 등으로 서명이 다르게 

1_문화재청 웹사이트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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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 승정원의 명칭이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자주 바

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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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특히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내용,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 내용 등이 축약 없이 그대로 수

록되어 있어서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조선후기사 연구에 있어 1차 사료로

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2

1755년(영조31) 11월에서 1756년 정월까지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에게 십존호를 올리면서 영조의 

생모인 숙빈, 영조, 영조의 비인 정성왕후에게 시호와 존호를 올린 기록으로 존호도감에서 편찬하였

다. 본 의궤의 내용은 의호議號, 좌목座目, 사목事目, 전교급계사傳敎及啓辭, 예관禮關, 의주儀註, 이문移文, 내

관來關, 품목稟目, 감결甘結, 서계書啓, 논상論賞, 부 의궤附 儀軌, 별공작別工作,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의 

순이다. 총 8건이 제작되어 어람용 외 각각 의정부, 춘추관, 예조, 강화부,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에 분상되었다.

권두의 의호에 의하면 1755년 11월 29일 대왕대비전(인원왕후) 가상존호는 ‘융화隆化’, 12월 4일 

숙빈의 가상시호는 ‘휘덕徽德’, 12월 8일 영조의 가상존호는 ‘체천건극성공신화體天建極聖功神化’, 정성왕

후의 가상존호는 ‘강선康宣’으로 정호定號하였다. 각양택일各樣擇日의 습의일자習儀日字는 생략하였고, 책보 

내입일冊寶 內入日은 12월 29일, 내출·상시호존호정일內出·上諡號尊號正日은 이듬해인 1756년 정월 초 1일

이다. 

전교급계사질傳敎及啓辭秩에는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계문을 날짜별로 기재하였다. 상존호때 소용되

는 옥책·죽책·옥보·금인 등의 제작과 관련한 옥석의 채취, 김조관 임명, 옥책문·악장문의 제술·서사

관 결정 등의 내용을 왕에게 아뢰고, 재가받은 내용을 모았다. 11월 29일 영조가 인원왕후를 모신지 

54년, 보산寶算 70세를 맞아 상존호할 것을 전교하고, 아울러 생모인 숙빈 최씨에게도 시호를 가상할 

것을 명하였다. 동월 30일 옥책문·악장문의 제술관·서사관 및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등을 임명

하고, 12월 5일에는 숙빈 최씨 죽책문의 제술관·서사관, 은인전문서사관銀印篆文書寫官을 임명하였다. 

이어 도감에서 거행할 의식의 절차와 각종 택일과 관련한 계문을 모은 예관질禮關秩이 있다. 예관질

에는 인원왕후 보식寶式과 숙빈의 시인식諡印式에 이어 상준일上尊日은 1756년 정월 초1일로 택정하였다

는 예조의 첩정牒呈이 있다. 

2_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전적자료센터 의궤종합정보 내용 발췌

이문질移文秩에는 도감에서 각 관청에 보낸 공문을 날짜순으로 기재하였는데, 주로 물품·용역의 

조달, 요포에 관한 사안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내관질은 각 관청에서 보낸 공문들을 모았고, 품목질

稟目秩에는 의식에 사용된 물종의 수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감결질에는 도감에서 필요한 물건을 하급관청에 요청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1756년 정월 초1일

과 2일에 작성된 서계질書啓秩과 논상질論賞秩에는 존숭의식을 준비한 제원諸員의 명단인 도감별단都監別單

이 있고, 이들에 대한 시상施賞 내역을 기재하였다. 의궤에는 의궤의 편찬 과정과 일의 진행사항을 기

록하였는데, 의궤제작의 지침사항을 기록한 의궤사목儀軌事目에 이어 이문질·래관질·감결질이 기재되

었다. 이어 의식에서 사용되는 각종 철물의 제작과 각방 소속인원各房 所屬人員이 작업할 수 있는 가가假

家를 만드는 일 등을 담당한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가 있다.

각방의궤各房儀軌는 각방소장各房所掌과 제원諸員의 명단에 이어, 품목질·이문질·감결질·잡물실입질·

잡물환하질·용후환하질·수본질·제색공장질稟目秩·移文秩·甘結秩·雜物實入秩·用餘還下秩·用後還下秩·手本秩·諸色工

匠秩 등이 있다. 일방一房에서는 옥책 등 각종 물품의 제조와 옥책문의 전문篆文을 새기는 일을 담당하

였다. 

일방의궤一房儀軌의 첫머리에는 존호의식과 관련된 간략한 시일을 기재하였다. 대왕대비전(인원왕

후) 가상존호는 인정전에서, 육상궁(숙빈)의 가상시호는 본궁本宮에서, 영조의 가상존호는 근정전, 중

궁전(정성왕후)의 가상존호는 단양문端陽門 밖에서 행례되었다. 본방소장本房所掌에는 옥책·함·외궤·배

안상·독책상·요여玉冊·函·外樻·排案床·讀册牀·腰輿 등의 물품목록을 기재하였고, 옥책·죽책 등의 채색도

설彩色圖說에 이어 책을 싸는 절차와 방식을 적은 봉과식封裹式이 있다. 

이어 옥책문·죽책문·악장문玉冊文·竹冊文·樂章文이 있다. 일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원諸員의 명단名單

에 이어 품목질이 있다. 각 관청에서 협조받을 일을 도감당상에게 아뢰어 허락받은 공문으로, 일반적

으로 품목질이 각방의궤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일방에서 행한 각종 업무의 진행과정이 날짜

별로 기록되었다. 

감결질과 소요물품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실입질에 이어 쓰고 남은 

물건이나 사용 후 되돌려준 물종의 내역을 기재한 용환질과 환하질이 있다. 공장질에는 옥장·각수玉

匠·刻手 등 장인의 명단이 열거되었다. 이하 각방의궤의 형식은 대체로 유사하다. 

이방二房은 옥보·보통·주통·보록·호갑·주홍배안상玉寶·寶筒·朱筒·寶盝·護匣·朱紅排案床 등의 제작과 관

한 일을, 삼방三房은 연輦과 각종 의장儀仗을 개비改備 혹은 수보修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의궤 마지막

장에는 의궤 편찬을 관장한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都提調, 提調, 都廳, 郎廳의 관직과 성, 수결手決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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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지침

1) 위탁 처리자의 조건

- 위탁처리자는 관련 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한다. 

2) 세부사항

- 모든 작업은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한다.

-  보존처리는 숙련된 보존처리 전문가(지류분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처리업체의 전

문가(기술자, 기능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요구할 시 관공서 대상의 계약서 사본 

및 보존처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모든 공정은 과학적 물성조사를 통해 지류를 선별·제작하고 보존처리한다.

-  유물의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무리한 수리를 하지 않으며 최선의 상태에서 현상유지

를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 지도·자문을 받아 보수한다. 자문회의는 보존처리 전, 중, 후 3회 실

시하도록 한다. 

- 수리 전 사진촬영 및 본지의 물성조사를 실시한다.

-  수리 시에 작업과정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수리 후에 사진이 첨부된 도록형식의 정식보고서

를 작성, 제출한다.

- 기타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 또는 합의된 결과에 따른다.

Ⅱ. 승정원일기

1. 상태조사

1) 육안관찰

(1) 장정 형태

승정원일기 v.37

오침 장정 형태 장정끈 부분

후면 후면 장정끈 부분 

지심 구멍 위치

- 육안으로 장정 형태와 손상 상태를 파악하였다.

- 삼베로 제작된 표지는 결손이 심하고 오염부분이 존재하며, 내지는 닥지로 구성되어 있다.

- v.37은 5침 안정법 선장 형식으로 장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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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336

오침 장정 형태 장정끈 부분

후면 후면 장정끈 부분

지심 구멍 위치

- 육안으로 장정 형태와 손상 상태를 파악하였다.

- 삼베로 제작된 표지는 결손이 심하고, 후면의 표지 상단 부분에 찢겨서 말려있는 상태이다.  

- 내지는 닥지로 구성되며, v.336은 5침 안정법 선장 형식으로 장정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v.547

오침 장정 형태 장정끈 부분

후면 후면 장정끈 부분

지심 구멍 위치

- 육안으로 장정 형태와 손상 상태를 파악하였다.

- 삼베로 제작된 표지는 결손 부위가 다수 있었다.

- 내지는 닥지로 구성되며, v.547은 4침 안정법 선장 형식으로 장정되어 있다.



221220

제2장 I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승정원일기 v.810

오침 장정 형태 장정끈 부분

후면 후면 장정끈 부분

지심 구멍 위치

- 육안으로 장정 형태와 손상 상태를 파악하였다.

-  삼베로 제작된 표지는 결손이 심하고 탈락부분이 다수 관찰되며, 올이 풀려있는 상태와 오염 및 

꺾임이 관찰되었다.

- 내지는 닥지로 구성되며, v.810은 5침 안정법 선장 형식으로 장정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v.1347

오침 장정 형태 장정끈 부분

후면 후면 장정끈 부분

지심 구멍 위치

- 육안으로 장정 형태와 손상 상태를 파악하였다.

- 삼베로 제작된 표지는 비교적 양호하나 오염부분이 넓고 결손부분이 존재했다.

- 내지는 닥지로 구성되며, v.1347은 4침 안정법 선장 형식으로 장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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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정끈

장정끈

v.37 장정끈 v.336 장정끈

v.547 장정끈 v.810 장정끈

v.1347 장정끈

- 자문회의를 통한 새로운 장정끈 선정에 있어 기존 유물의 장정끈을 살펴보았다.

- 원형의 색상을 추정하거나 변·퇴색 여부, 두께, 개장 흔적 등을 파악하였다.

2) 제원 조사

유물을 보존처리하기에 앞서 제원조사를 실시해 보존처리 전 상태에 관한 내용을 데이터화하였

다. 제원조사는 서책에 장정되어있는 모든 부속품을 포함하여, 부속품의 위치, 장정끈의 위치, 폭 등 

전체제원을 조사해 기록하여 장정 및 보존처리 전·후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처리 전 실측

끈 간격 측정 측면 높이 측정

끈 간격 측정 길이 측정

- 처리 전 서책의 정정끈 위치, 간격 및 폭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단위 : cm)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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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값 도면화

도면 (v.37)

도면 (v.336)

도면 (v.547)

데이터값 도면화

도면 (v.810)

도면 (v.1347)

- 제원조사를 통해 산출된 제원을 AI파일로 데이터화하여 도면을 제작하였다. 

3) 손상상태 조사

지류문화재는 종이의 상태, 제조법, 재료, 초지기술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원대상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유물의 재료와 손상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복원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수용지를 선택할 때는 본지의 지질, 밀도, 두께, 크기, 색 등을 기준으로 동질

의 종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물의 보존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손상상태에 관한 사진촬

영 및 데이터화를 실시하고 보존처리 전·후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손상상태는 자연적 손상부터 물리

적, 인위적인 손상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데이터화 하여 사진자료와 손상지도 파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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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37

주름 결손

갈라짐 습해로 인한 얼룩

결손 연필 가필 흔적

-  v.37은 큰 얼룩이 번져 뒷장으로 연속적인 영향을 주어 피해를 끼친 것을 볼 수 있었고, 표지에 

인접한 내지일수록 손상이 심했다.

- 생물학적 손상원인인 충해가 가장 심했으며, 손상 유형으로는 충해, 닳음, 황변 등이 확인되었다.

-  곰팡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페이지에 넘버링으로 보이는 연필 가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승정원일기 v.336

갈라짐 결손

습해로 인한 얼룩 충해로 인한 결손

연필 가필 흔적 접힘

- v.336은 충해, 습해, 얼룩, 황변, 닳음 등이 확인되었다.

- 충해로 인해 글자가 사라진 부분도 있었고, 책을 넘기는 부분에 변색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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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547

습해로 인한 얼룩 얼룩

결손 판심부 얼룩

접힘 결손 및 얼룩

- v.547은 충해, 변색, 얼룩, 닳음 등을 볼 수 있고, 책을 넘기는 부분에 변색이 심했다.

- 충해로 인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습해로 인한 얼룩도 전체에 걸쳐 볼 수 있었다.

- 일부 내지 상·하측에 구김이 있으며, 찢김 및 결손도 볼 수 있었다.

승정원일기 v.810

충해로 인한 결손 연필 가필 흔적

결손 찢김

내지 벌어짐 얼룩

- v.810은 접힘, 얼룩, 변색, 닳음, 충해가 대표적이다.

- 가장자리에 진한 얼룩이 눈에 띄며, 충해로 인한 손상이 가장 심했다. 

-  모든 페이지에 넘버링으로 보이는 연필 가필 흔적을 볼 수 있었고, 표지에 인접한 내지일수록 손

상이 심했다.

- 모서리 부분의 마모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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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v.1347

인장부분 결손 습해로 인한 얼룩

충해로 인한 결손 결손

접힘 결손

- v.1347은 접힘, 얼룩, 변색, 닳음, 충해가 대표적이었다.

-  그 중에서도 닳음과 충해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했고, 습해에 인한 얼룩이 좌우대칭으로 넓게 퍼

져있었다.

- 충해 및 습해로 인해 지력약화가 두드러지며, 다수의 내지에 결손이 있었다.

승정원일기 손상양상

찢김 및 말림 적색 염료 오염

습해에 인한 물얼룩 충해로 인한 결손

결실 

- 전체적인 오염 및 손상 상태는 다른 승정원일기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 충해로 인한 결손과 글자 부분의 손상, 그리고 습해로 의한 얼룩이 가장 심했다. 

- 부분적으로는 오염 및 변색과 더불어 닳음, 접힘, 말림, 찢김, 주름 등의 피해가 크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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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분석 조사

(1) 두께

종이 표면과 이면의 수직거리로 ㎜, ㎛등으로 표시하는 두께는 종이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로 고급의 종이일수록 균일한 두께를 유지한다. 보통 종이의 두께는 기계적으로 측정

하는데, 기계면이 종이 표면에 닿는 점은 그 종이의 볼록한 부분이고, 오목한 부분은 기계표면과 접

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이의 두께는 실제보다 두껍게 측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종이의 

두께의 경우 두께자체보다는 두께의 균일함이 더욱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지는 사람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한 종이 안에서도 기계적으로 조절되어 만들어진 양지보다 각 부분의 두께차이

가 큰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이의 5가지 부분을 임의로 선정하여, 두께(mm)를 각각 측정

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두께 측정은 Micrometer(Mitutoyo, JAPAN)로 측정하였다.

(2) 무게 및 평량

무게(g)는 실험 대상이 되는 종이를 한 장씩 미세저울로 측정하였다. 종이의 평량은 지종에 따라 

다르고 각종 물리적 성질과 광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평량은 단위 면적당 중량으

로 가로, 세로1m인 종이의 중량(g)으로 나타낸 단위로(g/㎡)나타낸다.

평량(g/㎡)=질량(무게g)/면적(㎠)×10,000으로 계산하였으며, ISO 536:1995 Paper and board-

Determination of grammage’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두께 측정 무게 측정

두께 측정 무게 측정

(3) 발촉 수 및 발실 간격

한지 초지방법은 발틀 위에 발을 얹어서 물에 넣고 흔들어 만드는 방법이다. 한지를 만드는 도구

는 발과 발틀로 이루어지며, 발은 섬유를 얹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나무를 쪼개어 만드는 발촉

은 정밀한 종이일수록 가늘고 둥근 형태를 띠며, 발촉을 매는 실을 촉사라고 하며,3 발촉을 하나하나 

엮어서 만든 완성품이 발이다. 다음에서는 이 발 촉사의 간격을 발실 간격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발촉 수는 1寸=약 3.03cm당 개수를 의미한다.

한지의 기초적인 초지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발촉 수와 발실 간격을 투과판에 올려두고 측정하였

다. 발실 간격은 3군데를 임의로 연속적으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발 촉수 및 발실 간격

발 촉수 측정 발실 간격 측정

(4) 산성도(pH)측정

종이는 원료의 초지 기술에 의해 가수분해와 산화되어 셀룰로오스가 분해되면서 산성도가 저

하된다. pH는 수소이온 농도로서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종이에서는 섬유

의 노화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이는 노화될수록 pH값이 저하된다. pH 

meter(Horiba, Japan)의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TAPPI method T529에 따라 표면 pH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우선 buffer pH 4.01, 7.01, 10.01 용액으로 calibration한 후 종이 샘플에 증류수 1∼2 

방울을 떨어뜨린 후 2∼3분간 방치 후에 측정하였다. 

측정 부위는 활자 부위를 제외한 여백을 기준으로 하여, 종이를 상중하로 나누어 측정하고 종이에 

얼룩이 있는 부분은 한 장중에 전체적으로 가장 얼룩이 진한 곳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시에는 

탈이온수를 사용하였고 측정 후에는 흡습지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였다. 

3_이승철, 『우리의 한지』, 현암문화사, 2002,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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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도(pH) 측정

pH 측정 pH 측정 위치 예시

(5) 색도값 측정

종이의 색은 사용자가 노화를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보통 종이 색이 누렇게 변한 경

우 노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종이의 강도 저하는 적어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종이가 갈변된 경우 노화 상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만져보기 전에 시각적으

로 판단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색도는 실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종이의 색도를 휴대용 색차계(BYK Gardner DE683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종이의 색도는 종

이 표면의 L*,a*,b*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L*값은 명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과 +100 범위 내

에서 나타내며, 0은 흑색, 100은 흰색을 표현한다. 10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밝은 색을 나타낸다. 

a*의 경우 양(+)의 값은 적색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녹색을 나타낸다. 또한 b*의 경우 양(+) 값

은 황색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청색을 나타낸다. 측정 부위는 pH 측정과 마찬가지로 한 장의 종

이를 상중하로 나누어 측정하고 종이에 얼룩이 있는 부분은 한 장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얼룩이 진

한 곳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색도값(L*,a*,b*) 측정

색도값 측정1 색도값 측정2

(6) 밀도

밀도는 시트 상의 섬유간 결합의 정도와 종이의 균일성을 보는 구조량으로, 

        W
D =

 T ×1000
, D : 밀도(g/㎤), W : 평량(g/㎡), T : 종이 두께(mm)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7) 현미경 분석

내지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각각의 실험 대상에 대해 한 장당 임의로 10군데를 선정하여×160배 

배율로 측정하였다. 현미경은 (IMS-M_345, SOMETECH)로 측정하였다. 표면 분석을 통해 초지 기

술 및 첨가물 유무 및 도침처리 유무 등을 살펴보았다.

(8) 섬유의 해부학적 특성

섬유 식별 분석은 주로 결락된 시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제 표준 시험

법 ISO 9184와 TAPPI method T401 om-93의 방법으로 Graff C-stain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증류수 30ml를 채운 삼각 플라스크에 섬유를 넣어 몇 분간 해리한 뒤, 스포이드로 섬유를 뽑아 슬라

이드 글라스에 올리고 엉킨 섬유를 풀어준다. 다음 슬라이드글라스상의 섬유에 C-염색액을 2~3방

울 떨어뜨린 후, 커버글라스를 씌우고, 1∼2분간 방치한 후에, 여분의 염색약이 제거된 프레파라트

를 화상현미경(Digital microscope, HI-ROX사, 미국)으로 배율조건은 ×100, ×200, ×400을 사

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섬유의 형태학적 특성과 정색 반응 등을 통해 섬유식별을 실시하였다.

현미경 촬영

내지 현미경 촬영 섬유 식별 분석 기기

섬유 식별 분석 화상 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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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결과

유물명 쪽번호 무게(g) 평량(g/m²) 밀도(g/m³) 두께 평균(mm)
두께

표준편차

승정원일기

v.37

1 11.186 53.0137 0.56 0.0962 0.0082

30 13.696 58.7784 0.72 0.0914 0.0061

60 10.565 58.2269 0.89 0.057 0.0025

90 12.379 47.9301 0.67 0.0886 0.0037

120 13.52 60.1788 0.98 0.066 0.00420

150 11.568 52.1553 0.80 0.0696 0.0034

승정원일기

v.336

1 11.613 55.4061 0.91 0.0606 0.0062

30 10.584 50.4967 0.76 0.0662 0.0084

60 11.077 52.8488 0.77 0.0686 0.0026

90 13.07 62.3575 0.91 0.0682 0.0042

120 12.04 57.4433 0.85 0.0676 0.0062

150 10.513 50.1579 0.76 0.0662 0.0079

승정원일기

v.547

1 18.523 87.6173 0.95 0.092 0.0090

30 17.822 84.3015 0.75 0.1126 0.0059

60 19.769 93.5111 0.87 0.107 0.0067

90 16.733 79.1503 0.76 0.1044 0.0062

120 19.871 93.9936 0.84 0.112 0.0090

승정원일기

v.810

1 17.169 83.9117 0.73 0.1146 0.0088

30 14.112 68.9709 0.78 0.0888 0.0092

60 14.815 72.4068 0.90 0.0806 0.0130

90 14.853 72.5925 0.69 0.1046 0.0050

승정원일기

v.1347

1 11.054 55.6708 0.42 0.1312 0.0185

30 12.256 61.7244 0.72 0.0858 0.0112

60 12.141 61.1452 0.59 0.1034 0.0071

90 9.994 50.3324 0.68 0.074 0.0030

120 12.548 63.1950 0.81 0.078 0.0110

150 10.875 54.7693 0.73 0.0752 0.0043

-  무게 : v.37, v.336, v.1347은 11g~13g 범위에 서로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v.547의 경우 

17g~19g으로 가장 무거운 편이었다. v.810은 14g~17g, v.1347의 경우 10g~12g로 미약한 차

이를 보인다.

-  평량 : v.37은 48g/㎡~60g/㎡, v.336은 50g/㎡~62g/㎡이었다. v.547의 경우 조사 대상 중 가

장 높은 79g/㎡~93g/㎡이었다. v.810책은 68g/㎡~83g/㎡, v.1347은 50g/㎡~63g/㎡이었다. 

측정 값을 토대로 v.37책, v.336, v.1347은 유사한 지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두께 : v.37 두께 평균은 0.05mm~0.09mm로 편차가 다소 있었으며, v.336의 경우 두께

가 대부분 0.06mm로 일정했다. v.547의 경우도 0.01mm 일정했고, v.810의 경우 0.08mm 

~0.10mm였다. v.1347책의 두께는 0.07mm~0.13mm로 편차가 다소 보인다.

-  밀도 : 승정원일기와 의궤의 밀도를 측정해 본 결과 각장마다 밀도의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발촉 수 및 발실 간격 결과

유물명 쪽번호 발촉 수(개) 발실 간격(cm)

승정원일기

v.37

1 15 2 2 1 2

30 15 2 2 2 1

60 15 2 2 2 1

90 15 2 2 2 1

120 15 2 1 2 2

150 15 2 2 1 1

승정원일기

v.336

1 15 2 2 1.5 1.5

30 15 2 2 2 2

60 15 1 1 2.5 2.5

90 15 2 2 1 1

120 15 2 2 1 1

150 15 2 2 1 1

승정원일기

v.547

1 15 3 3 3 3

30 15 1.5 1.5 1.5 1.5

60 15 1.5 1.5 1.5 1.5

90 15 2 2 2 2

120 15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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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쪽번호 발촉 수(개) 발실 간격(cm)

승정원일기

v.810

1 15 2 2 2 2

30 15 2 2 2 2

60 15 2 2 2 2

90 15 2 2 2 2

승정원일기

v.1347

1 15 2 2 2 2

30 15 2 2 2 2

60 15 2 2 2 2

90 15 2 2 2 2

120 15 2 2 2 2

150 15 2 2 2 2

- v.37책의 발촉 수는 15촉로 모두 동일했고, 발실 간격은 2/2/1/2였다. 

-  v.336의 모든 쪽의 발촉 수는 15촉으로 동일했고, 발실 간격도 또한 2/2/2/2, 2/2/1.5/1.5, 

1/1/2.5/2.5로 다른 책에 비해 다양한 편이였다. 

-  v.547의 경우 발촉 수는 15촉으로 동일하였으나 발실 간격은 3/3/3/3, 1.5/1.5/1.5/1.5, 

2/2/2/2로 다양했다. 

- v.810책의 경우 발촉은 15촉, 발실 간격은 2/2/2/2로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 v.1347도 발촉 15촉, 발실 간격 2/2/2/2로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3) 승정원일기 pH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37
처리 전

1 6.614 6.546 6.266 6.303

30 7.123 6.661 6.533 6.874

60 6.481 6.244 6.215 6.517

90 6.336 6.416 6.476  

120 6.535 6.424 6.133 6.37

150 6.102 6.24 6.338 5.577

승정원일기

v.336
처리 전

1 6.643 6.747 7.23 6.972

30 6.334 6.547 6.733 6.206

60 6.458 6.581 6.412 6.288

90 6.457 6.46 6.18 5.969

120 6.61 6.698 6.298 6.044

150 7.22 7.167 6.981 6.093

승정원일기

v.547
처리 전

1 7.127 6.659 7.248 5.724

30 5.52 6.21 6.111 5.109

60 6.558 6,452 6.388 5.522

90 5.859 6.461 6.668 5.919

120 6.768 6.903 6.644 6.726

승정원일기

v.810
처리 전

1 5.602 5.81 5.838 5.86

30 5.038 5.408 5.113  

60 5.563 5.912 5.859  

90 6.486 6.245 6.415 6.388

승정원일기

v.1347
처리 전

1 6.996 6.458 6.696 6.63

30 7.302 6.841 6.492 5.129

60 6.914 6.643 6.28 5.447

90 6.346 6.242 5.899 4.948

120 7.035 6.536 6.74 5.567

150 6.041 6.279 6.684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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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정원일기 색도값 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37
처리 전

1

L* 81.7 80.6 81.99 72.25

a* 1.71 1.91 3.19 3.03

b* 15.91 15.0 19.04 13.17

30

L* 81.93 83.31 83.53 79.38

a* 2.26 2.19 2.6 4.45

b* 14.54 12.84 16.56 19.68

60

L* 83.05 84.68 82.48 80.62

a* 1.28 1.6 0.31 3.81

b* 14.77 16.48 13.71 21.68

90

L* 86.15 85.34 82.16

- a* 1.2 1.25 0.85

b* 13.81 15.53 14.52

120

L* 86.25 84.16 83.29 81.89

a* 1.12 0.41 0.71 3.33

b* 14.74 12.48 13.77 20.23

150

L* 86.21 85.27 84.49 67.24

a* 1.01 0.6 1.22 6.18

b* 14.54 15.51 15.59 20.47

승정원일기

v.336
처리 전

1

L* 83.6 83 80.49 71.04

a* 0.22 0.99 2.15 7.36

b* 12.4 13.13 16.09 24.64

30

L* 86.56 81.56 84.13 76.42

a* 0.24 0.23 0.77 3.89

b* 12.66 13.35 15.22 22.69

60

L* 83.85 84.02 82.61 78.08

a* 1.49 1.44 1.22 3.97

b* 15.47 15.55 14.54 21.37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336
처리 전

90

L* 81.45 84.34 81.22 76.33

a* 1.97 1.29 1.54 4.77

b* 16.74 16.2 17.27 22.33

120

L* 82.64 81.44 84.31 76.65

a* 1.64 1.35 1.08 5.62

b* 15.48 14.78 16.49 24.42

150

L* 82.88 84.64 83.32 74.49

a* 1.08 1.31 2.12 4.17

b* 13.31 15.29 17.29 18.26

승정원일기

v.547
처리 전 1

L* 83.32 81.03 81.44 62.49

a* 2.18 2.5 2.63 7.2

b* 14.19 14.16 14.94 21.78

승정원일기

v.547
처리 전

30

L* 82.49 82.64 81.7 59.04

a* 3.78 2.7 3.83 10.3

b* 18.56 15.32 18.51 25.98

60

L* 82.49 83.23 81.7 59.04

a* 3.78 3.17 3.83 10.3

b* 18.56 18.01 18.51 25.98

90

L* 85.96 86.16 85.17 60.68

a* 1.58 1.33 1.78 8.84

b* 14.98 15.12 15.76 23.94

120

L* 85.96 86.16 85.17 60.68

a* 1.58 1.33 1.78 8.84

b* 14.98 15.12 15.76 23.94

승정원일기

v.810
처리 전

1

L* 78 77.46 78.21 67.7

a* 1.75 0.93 1.6 2.53

b* 12.73 11.63 12.73 19.8

30

L* 77.64 74.86 77.24

-a* 0.93 0.14 1.09

b* 11.82 13.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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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810
처리 전

60

L* 78.89 75.05 75.94 71.59

a* 1.04 0.28 1.6 3.24

b* 10.31 12.37 12.51 15.99

90

L* 77.74 78.02 78.08 69.88

a* 1.07 1.29 1.52 3.33

b* 11.19 10.78 11.68 15.85

승정원일기

v.1347
처리 전

1

L* 83.69 83.53 82.29 71.04

a* 1.4 2.15 2.87 7.36

b* 13.41 15.13 16.78 24.64

30

L* 86.1 84.82 86.76 79.08

a* 0.78 0.78 0.51 2.84

b* 13.76 12.45 13.54 17.09

60

L* 85.6 83.79 80.84 76.91

a* 1.45 1.22 0.37 3.21

b* 15.74 13.08 11.96 17.86

90

L* 85.6 84.64 82.82 75.84

a* 1.36 1.47 1.03 3.39

b* 16.12 15.55 14.96 21.28

120

L* 84.8 85.1 85.41 74.38

a* 1.92 1.67 1.27 2.64

b* 14.85 14.32 15.2 17.6

150

L* 85.77 84.37 81.8 72.17

a* 1.17 1.5 2.53 5.57

b* 13.2 15.19 16.37 19.92

(5) 현미경 분석결과

① 승정원일기 v.37

승정원일기 v.37(×160)

1쪽 30쪽

60쪽 90쪽

120쪽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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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정원일기 v.336

승정원일기 v.336(×160)

1쪽 30쪽

60쪽 90쪽

120쪽 150쪽

③ 승정원일기 v.547

승정원일기 v.547(×160)

1쪽 30쪽

60쪽 90쪽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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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정원일기 v.810

승정원일기 v.810(×160)

1쪽 30쪽

60쪽 90쪽

⑤ 승정원일기 v.1347

승정원일기 v.1347(×160)

1쪽 30쪽

60쪽 90쪽

120쪽 150쪽

-  종이의 표면 현미경 분석 결과 승정원일기와 초지기술은 티끌이 거의 없이 매우 정성스레 만들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섬유가 다소 빛나고 투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약간의 도침처리

를 통해 종이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49248

제2장 I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6) 섬유식별 분석결과

승정원일기 섬유 식별 분석

승정원일기 v.37 (×100) 승정원일기 v.37 (×200) 

승정원일기 v.37 (×400) 승정원일기 v.336 (×100)

승정원일기 v.336 (×200) 승정원일기 v.336 (×400)

승정원일기 v.547 (×100) 승정원일기 v.547 (×200)

승정원일기 섬유 식별 분석

승정원일기 v.547 (×400) 승정원일기 v.810 (×100)

승정원일기 v.810 (×200) 승정원일기 v.810 (×400)

승정원일기 v.1347 (×100) 승정원일기 v.1347 (×200)

승정원일기 v.134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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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염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붉은색으로 염색되었고, 섬유장이 길고 섬유 줄기에 닥섬유의 형태

학적 특징인 마디흔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닥섬유로 보여진다. 

-  C-염색 분석 결과 v.37의 두께 평균은 26.7067㎛, v.336은 20.8867㎛, v.547은 20.5133㎛, 

v.810은 28.3733㎛, v.1347은 29.56㎛였다. 섬유 전체 길이의 평균은 v.37은 6241.433㎛, v.336

은 3682.6㎛, v.547은 4693.067㎛, v.810은 6685.967㎛, v.1347책은 7979.267㎛였다.

-  지심의 경우도 정색 반응이 모두 붉게 염색되었고 장섬유인 것으로 보아 닥섬유로 보이고, 

v.1347 지심의 경우 두께 평균은 24.88㎛이였고, 섬유 길이는 5263.6㎛였다.

2. 보존처리

1) 장정 해체 및 넘버링

상태조사 및 자문회의를 마친 유물의 구체적인 보존처리 진행을 위하여 해체를 실시한다. 유물의 

해체 시 장정 기법, 순서, 특이사항에 관한 모든 내용을 데이터화 하여 재 장정 시 자료로 활용한다. 

해체 시 전분풀의 고착 및 경화 정도가 심하여 건식 해체가 불가할 경우 국소적으로 가습하여 해체작

업을 진행하였다.

승정원일기 해체

소도구를 이용한 장정끈 해체 장정끈 해체

지심 구멍 내지 넘버링 

-  클리닝, 결손부 보강과 같은 보존처리 과정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유물의 장정을 풀고 표

지 및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  유물의 내지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레이온지에 각 장의 번호를 기입하였고, 제거 시 손상을 최

소화하기 위해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을 사용하여 우측 하단에 접착하였다.

- 장정 상태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특이사항 등이 발견될 시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2) 안정화처리

 습식클리닝을 진행하기 전, 유물에 고착되어있는 외부 오염물질, 인출에 사용된 안료, 염료 등 번

질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 조사하여 번짐도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박락 위험부위는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한 표면페이싱, 번짐 우려가 있는 부위는 아교액으로 박락방지를 실시하였다. 

박락방지 및 표면페이싱

박락방지 박락방지 

인장 박락방지 인장 표면페이싱

-  정도에 따라 다른 열화가 진행된 글씨와 인장부분은 번짐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그 정도에 따라 

아교액과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해 박락방지와 표면페이싱을 실시하였다.

-  많은 양을 침투시킬 경우 추가적인 번짐,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였고, 처리 전에 번짐

도 테스트를 실시하여 농도 조절 등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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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식 클리닝

자연적 손상으로 인한 변색과 고착 및 축적으로 인한 유물의 열화를 가속화시키는 다양한 외부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모든 습식클리닝은 정제수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

며, 분사식 습식클리닝, 추가 국소적 습식 클리닝으로 유물의 손상이 가지 않는 정도로 진행하였다.

승정원일기 내지 습식 클리닝

정제수 분무 습식 클리닝

붓을 이용한 오염물 세정 유물건조

-  유물보다 큰 아크릴판을 준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하기 위해 완만한 경사로 배치하였다.

-  유물 표면이 직접 마찰되지 않도록 산모아지 사이에 낱장의 유물을 놓고 유물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정제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하였다.

-  깨끗하게 세정된 붓을 이용해 오염물을 쓸어내리고 유물의 상태 및 오염정도에 따라 2~4회 반

복하였다.

-  이 과정이 완료된 유물에 덮은 산모아지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건조판 위에 모포를 놓아 유물

이 구겨지지 않도록 해준 뒤 자연 건조를 실시하였다.

4) 구 배접지 제거

구 배접지 제거

정제수 분무 구 배접지 제거1 

구 배접지 제거2 구 배접지 제거3 

구 배접지 제거4 구 배접지 제거5

- 이전의 보수에서 내지 전체 혹은 손상 부위를 배접한 경우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유물의 두께 및 강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접착력이 약화되어 들뜬 부분, 손상범위보다 넓게 

배접된 부분, 지력이 약화된 부분 등은 구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  유물에 전체적으로 정제수를 분무하여 유물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구 배접지를 조심스럽

게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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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형 복원

원형 복원

겹쳐서 접힌 부분1 원형 복원1

겹쳐서 접힌 부분2 원형 복원2 

- 대부분의 내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특히 손상이 심한 부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  제자리의 상태로 접혀서 다른 부분에 겹쳐 붙어있는 상태거나 다른 자리에 옮겨져 붙어있던 경

우 원래의 자리를 찾아 맞춰주었다.

- 원래의 유물 파편이 다음 장에 붙어 고착된 경우에도 제거하여 원래의 위치를 맞춰주었다.

6) 내지 제작

유물의 자연적 손상, 충해, 외부 충격 등과 같은 다양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 부위를 메움처

리하기 위해 내지를 제작하였다. 내지는 기초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평균 수치를 산출하고, 전문인력

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유물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천연염색도 진행하였다.

내지 제작

전문인력 지질 조사 내지 제작

오리나무 열매, 도토리 염색 오리나무 열매, 도토리 염색

-  내지를 제작하기 위해 한지 분야 전문가와 유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지분석결과를 함께 전달

하였다.

-  분석조사결과를 토대로 두께, 발실, 발촉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지를 여러 종으로 제작하였다.

-  유물의 내지와 판심부 및 변색 부분 등을 구분하여 유사한 색상의 한지를 여러 가지로 제작하기 

위해 오리나무열매와 도토리를 사용하여 농도 및 염색 시간을 다르게 해 천연염색을 실시하였다. 

-  천연염색은 오리나무열매 및 도토리를 정제수에 끓여서 추출한 염액을 사용하였으며, 정제수를 

단계별로 희석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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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손부 메움

(1) 내지 결손부 메움

자연적 손상, 충해,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내지의 천공, 결손부위를 메움처리하여 추가 손

상을 방지하고 약화된 부위를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메움처리에 사용된 메움지는 낱장별로 

산출된 발촉 및 발실 간격, 두께,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장 근접한 메움지를 선별해 처리하였다. 메

움처리는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빛을 투과하여 손상 위치를 체크하였으며, 결손부위 및 모서리가 닳

아서 둥글게 마모된 부위, 지심 및 장정끈이 장정되었던 천공 등의 손상부위를 처리하였다.

승정원일기 결손부 메움

메움 범위 그리기 섬유 살려 자르기

판심 상·하단 메움처리1  판심 상·하단 메움처리2

 판심 상·하단 메움처리3 장정끈, 지심 천공부분 메움1

승정원일기 결손부 메움

장정끈, 지심 천공부분 메움2 장정끈, 지심 천공부분 메움3

-  라이트박스에 낱장의 유물을 펼쳐 놓고 그 위에 투명필름을 위에 올린 후, 제작된 내지를 결손부

에 맞춰 디자인 커터로 긁어 올을 풀어내고 섬유를 정리하였다.

- 결손부와 잘라낸 내지의 크기가 최대한 비슷하도록 최소한의 크기로 잘라내었다.

-  소맥전분풀을 도포하여 장정끈 및 지심으로 인한 천공부위와 여러 손상으로 인해 결손된 부위 

등을 해당하는 유물에 맞게 염색한 내지를 이용해 메움하였다.

-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두드려 완전히 부착되도록 하였다.

- 흡습지를 이용해 눌러서 유물이 수분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방지하였다.

(2) 보강메움

승정원일기 보강메움

약화 부분 약화 부분 메움

- 글자 부위에 내지 두께가 얇거나 지력이 약해진 경우에 메움으로 처리하였다.

- 위의 과정은 다시 접었을 때, 글자에 지장 없는 페이지에 한해서 실시하였다.



259258

제2장 I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8) 압축건조

클리닝 및 메움처리가 완료된 낱장을 완전히 펴주기 위해 압축건조를 실시하였다. 부분 메움처리

로 인해 제원이 불규칙해진 유물의 낱장에 가습하여 완전히 펴준 뒤 흡습지 사이에 낱장을 삽입하고, 

압축기에 넣어 건조를 실시하였다. 건조 중 주기적으로 유물의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흡습지를 교체

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였다.

압축

건조 흡습지

압축건조 압축기

-  메움처리가 모두 완료된 유물은 원상태의 밀도 및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약간의 

수분을 분무하여 완전히 펴주었다.

-  목판, 흡습지, 산모아지를 차례로 놓고 그 위에 낱장유물을 놓은 뒤 다시 역순으로 쌓아 올려 균

일한 힘으로 눌러 압축건조를 실시하였다. 

- 압축건조 중에 중간점검을 통해 흡습지를 교체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9) 정리 

제원에 맞게 메움처리 된 유물을 원형으로 장정하기 위해 각 장별 낱장을 반으로 접어주었다. 대

나무칼을 사용하여 판심의 중봉에 접지 기준선을 그어준 뒤, 서배부위를 정확히 정렬하여 반으로 접

고, 기존에 장정되었던 지심, 장정끈이 통과되었던 천공도 함께 고려하여 접었다. 접은 상태인 각 유

물 사이에 흡습지와 산모아지를 올린 뒤, 압축기로 수일간 압축하였다.

외곽선 정리

정리1 정리2

- 결손부를 메우면서 유물의 윤곽선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 이를 원형에 맞게 잘라내었다.  

-  가장자리 제원이 맞추어진 유물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점으로 선을 그어주었다. 선은 판심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여 그어주었으며, 대체적으로 크게 벗어나는 부위는 없었다.

- 외곽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핀셋으로 넘버링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10)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

클리닝, 메움처리 등 유물의 보존처리를 모두 완료한 후, 보존처리 전의 산출 수치와 비교분석하

기 위해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는 보존처리 내용에 따라 유물의 

내부적 변화를 알 수 있는 산도(pH), 색차계(L*,a*,b*)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교분석자료로 데이

터화 하였다.



261260

제2장 I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1)보존처리 후 분석 및 사진촬영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

pH 측정 색차계 측정

- 보존처리 전·후 비교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처리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 처리 전 사진촬영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11) 검수

외부검수자가 보존처리 전의 유물사진과 처리 후의 유물을 대조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기록하

였다. 기록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존처리 후 재 검수하였다. 재검수에서는 검수사항이 개선되거나 원

본과 동일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검수일 : 2017.01.20 검수자 : 박정철

유물명 쪽수 검수내용 조치사항

승정원일기v.37  7,8 페이지 순서 오류 순서를 바로 잡음

승정원일기v.336 -

승정원일기v.547 -

승정원일기v.810 -

승정원일기v.1347 -

- 이상없는 부분은 ‘–’ 로 표시하였다.

Ⅲ. 존숭도감의궤

1. 상태조사

1) 육안관찰

(1) 장정 형태

존숭도감의궤 v.1

변철 장정 확대 

변철 부속품 

변철 위치

- 육안으로 장정 형태와 손상 상태와 정도를 파악하였다.

- 삼베로 제작된 표지는 결손이 심하고 오염부분이 존재하며, 내지는 닥지로 구성되어 있다.

- 존숭도감의궤는 장석으로 제작한 변철을 못과 고리와 함께 장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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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원 조사

유물을 보존처리하기에 앞서 제원조사를 실시해 보존처리 전 상태에 관한 내용을 데이터화하였

다. 제원조사는 서책에 장정되어있는 모든 부속품을 포함하여, 부속품의 위치, 장정끈의 위치, 폭 등 

전체제원을 조사해 기록하여 장정 및 보존처리 전·후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처리 전 실측

길이 측정1 길이 측정2

간격 측정1 간격 측정2 

간격 측정3 두께 측정

- 처리 전 서책의 장정끈 위치, 간격 및 폭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단위 : cm)하였다. 

데이터값 도면화

도면 (v.1)

- 제원조사를 통해 산출된 제원을 AI파일로 데이터화하여 도면을 제작하였다. 

3) 손상상태 조사

지류문화재는 종이의 상태, 제조법, 재료, 초지기술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원대상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유물의 재료와 손상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복원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수용지를 선택할 때는 본지의 지질, 밀도, 두께, 크기, 색 등을 기준으로 동질

의 종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물의 보존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손상상태에 관

한 사진촬영 및 데이터화를 실시하고 보존처리 전·후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손상상태는 자연적 손상

부터 물리적, 인위적인 손상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데이터화 하여 사진자료와 손상지도 파일로 기록

하였다.

존숭도감의궤 v.1

표지 손상상태1 표지 손상상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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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숭도감의궤 v.1

변철부분 훼손상태 변철에 의한 내지 산화1

변철에 의한 내지 산화2 습해로 인한 얼룩

-  존숭도감의궤는 변철의 녹물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양쪽 변철 부위를 중심으로 

녹이 종이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변철부위의 종이는 갈색으로 얼룩이 들었으며 종이의 변색, 건조화, 산성화, 노화가 모두 심하

게 진행되어 미세한 힘에도 부스러지는 상황이었다.

- 부분적으로 가운데 부분의 변색과 닳음이 보였다.

4) 지질분석 조사

(1) 두께

종이 표면과 이면의 수직거리로 ㎜, ㎛등으로 표시하는 두께는 종이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로 고급의 종이일수록 균일한 두께를 유지한다. 보통 종이의 두께는 기계적으로 측정

하는데, 기계면이 종이 표면에 닿는 점은 그 종이의 볼록한 부분이고, 오목한 부분은 기계표면과 접

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이의 두께는 실제보다 두껍게 측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종이의 

두께의 경우 두께자체보다는 두께의 균일함이 더욱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지는 사람이 

수제 종이기 때문에 한 종이 안에서도 기계적으로 컨트롤되어 만들어진 양지보다 각 부분의 두께차

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이의 5가지 부분을 임의로 선정하고 두께(mm)를 각각 측

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두께 측정은 Micrometer (Mitutoyo, JAPAN)로 측정하였다.

(2) 무게 및 평량

무게(g)는 실험 대상이 되는 종이를 한 장씩 미세저울로 측정하였다. 종이의 평량은 지종에 따라 

다르고 각종 물리적 성질과 광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평량은 단위 면적당 중량으

로 가로, 세로1m인 종이의 중량(g)으로 나타낸 단위로(g/㎡)나타낸다.

평량(g/㎡)=질량(무게g)/면적(㎠)×10,000으로 계산하였으며, ISO 536:1995 Paper and board-

Determination of grammage’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두께 측정 무게 측정

두께 측정 무게 측정

   

(3) 발촉 수 및 발실 간격

한지 초지방법은 발틀 위에 발을 얹어서 물에 넣고 흔들어 만드는 방법이다. 한지를 만드는 도구

는 발과 발틀로 이루어지며, 발은 섬유를 얹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나무를 쪼개어 만드는 발촉

은 정밀한 종이일수록 가늘고 둥근 형태를 띠며, 발촉을 매는 실을 촉사라고 하며,4 발촉을 하나하나 

엮어서 만든 완성품이 발이다. 다음에서는 이 발 촉사의 간격을 발실 간격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발촉 수는 1寸=약 3.03cm당 개수를 의미한다.

한지의 기초적인 초지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발촉 수와 발실 간격을 투과판에 올려두고 측정하였

다. 발실 간격은 3군데를 임의로 연속적으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4_이승철, 『우리의 한지』, 현암문화사, p.1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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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실 간격 측정발 촉수 측정

(4) 산성도(pH) 측정

종이는 원료의 초지 기술에 의해 가수분해와 산화되어 셀룰로오스가 분해되면서 산성도가 저

하된다. pH는 수소이온 농도로서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종이에서는 섬유

의 노화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이는 노화될수록 pH값이 저하된다. pH 

meter(Horiba, Japan)의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TAPPI method T529에 따라 표면 pH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우선 buffer pH 4.01, 7.01, 10.01 용액으로 calibration 한 후 종이 샘플에 증류수 1∼2 

방울을 떨어뜨린 후 2∼3 분간 방치 후에 측정하였다. 

측정 부위는 활자 부위를 제외한 여백을 기준으로 하여, 종이를 상중하로 나누어 측정하고 종이에 

얼룩이 있는 부분은 한 장중에 전체적으로 가장 얼룩이 진한 곳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시에는 

탈이온수를 사용하였고 측정 후에는 흡습지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였다. 

pH 측정 위치 예시pH 측정

(5) 색도값 측정

종이의 색은 사용자가 노화를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보통 종이 색이 누렇게 변한 경

우 노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종이의 강도 저하는 적어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종이가 갈변된 경우 노화 상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만져보기 전에 시각적으

로 판단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색도는 실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종이의 색도를 휴대용 색차계(BYK Gardner DE683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종이의 색도는 종

이 표면의 L*, a*, b*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L*값은 명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과 +100 범위 내

에서 나타내며, 0은 흑색, 100은 흰색을 표현한다. 10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밝은 색을 나타낸다. 

a*의 경우 양(+)의 값은 적색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녹색을 나타낸다. 또한 b*의 경우 양(+) 값

은 황색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청색을 나타낸다. 측정 부위는 pH 측정과 마찬가지로 한 장의 종

이를 상중하로 나누어 측정하고 종이에 얼룩이 있는 부분은 한 장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얼룩이 진

한 곳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색도값(L*, a*, b*) 측정

색도값 측정1 색도값 측정2

(6) 밀도

밀도는 시트 상의 섬유간 결합의 정도와 종이의 균일성을 보는 구조량으로, 

        W
D =

 T ×1000
, D : 밀도(g/㎤), W : 평량(g/㎡), T : 종이 두께(mm)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7) 현미경 분석

내지의 표면을 현미경(IMS-M_345, SOMETECH)으로 각각의 실험 대상에 대해 한 장당 임의로 

10군데를 선정하여 ×160배 배율로 측정하였다. 표면 분석을 통해 초지 기술 및 첨가물 유무 및 도

침처리 유무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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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섬유의 해부학적 특성

섬유 식별 분석은 주로 결락된 시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제 표준 시험

법 ISO 9184와 TAPPI method T401 om-93의 방법으로 Graff C-stain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증류수 30ml를 채운 삼각 플라스크에 섬유를 넣어 몇 분간 해리한 뒤, 스포이드로 섬유를 뽑아 슬라

이드 글라스에 올리고 엉킨 섬유를 풀어준다. 다음 슬라이드글라스상의 섬유에 C-염색액을 2~3방

울 떨어뜨린 후, 커버글라스를 씌우고, 1∼2분간 방치한 후에, 여분의 염색약이 제거된 프레파라트

를 화상현미경(Digital microscope, HI-ROX사, 미국)으로 배율조건은 ×100, ×200, ×400을 사

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섬유의 형태학적 특성과 정색 반응 등을 통해 섬유식별을 실시하였다.

현미경 촬영

내지 현미경 촬영 섬유 식별 분석 기기

섬유 식별 분석 화상 현미경 촬영

(9) 형광 X선 분석

형광 X선 분석은 약자로 XRF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며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올림푸스(알

파-6500, Portable XRF, U.S.A) 장비이다. 측정조건은 전압 35kV, 측정시간 60초, 분석범위는 

2cm로 정성분석을 하였다. 갈색으로 변색되어 부스러진 3점의 파편에 대해 샘플당 3곳씩 임의로 지

정하여 측정하였다.

5) 분석 결과

(1) 기초분석결과

유물명 쪽번호
무게

(g)

평량

(g/m²)

밀도

(g/cm³)

두께 평균

(mm)

두께

표준편차

존숭도감의궤

v.1

1 16.11 52.3925 0.52 0.0994 0.0016

30 20.09 65.3361 0.65 0.0994 0.0050

60 23.971 77.9578 0.77 0.1016 0.0008

90 18.337 59.6350 0.60 0.099 0.0017

- 무게 : 존숭도감의궤의 무게는 16g~23g으로 승정원일기에 비해 다소 무거운 편이었다.

- 평량 : 존숭도감의궤의 평량은 52g/㎡ ~ 77g/㎡ 이었다.

- 두께 : 존숭도감의궤의 경우 0.1mm 로 편차가 거의 없었다.

(2) 발촉 수 및 발실 간격 결과

유물명 쪽번호 발촉 수(개) 발실 간격(cm)

존숭도감의궤

v.1

1 13 2 2 2 2

30 13 3 2.5 2.5 3

60 13 2.5 2.5 2.5 2.5

90 13 3 2.5 3 2.5

앞장 17 2.5 2 2 2

뒷장 17 2 2 2 2

-  존숭도감의궤의 경우 발촉 수는 모두 13촉으로 동일하였으나, 발실 간격은 2/2/2/2, 

3/2.5/3/2.5이였다. 후반부는 모두 3/2.5/3/2.5 로 제작된 종이였다. 

-  존숭도감의궤 표지에 붙어있던 내지에 대해 따로 분석한 결과 다른 내지와 다르게 발촉 수가 17

촉으로 많았으며, 발 간격도 2/2/2/2로 내지보다 좁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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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 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상 중 하 얼룩부분

존숭도감의궤

v.1

처리 전

1 6.604 6.076 6.73 6.621

30 6.686 6.662 6.875 5.974

60 6.792 7.044 6.768 6.76

90 7.349 7.42 7.44 6.961

-
산화

파편

3.182(시료1) 3.427(시료2)
2.983(시료3)

(4) 색도값 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

부분

존숭도감의궤

v.1
처리 전

1

L* 85.29 96.45 85.72 51.9

a* 1.49 0.29 1.44 10.25

b* 13.32 2.43 12.87 23.18

30

L* 88.28 87.17 87.69 76.29

a* 0.51 1.01 0.76 2.64

b* 11.07 12 12.32 14.67

60

L* 89.06 87 88.32 80.98

a* 0.36 0.44 0.54 0.32

b* 10.55 11.28 10.1 17.59

90

L* 88.59 88.03 87.44 70.17

a* 0.38 0.49 1.01 8.42

b* 10.58 10.94 11.35 23.08

산화

파편

L* 30.62 33.94 31.06 81.89

a* 7.55 8.8 7.82 3.33

b* 11.34 15.41 11.62 20.23

(5) 현미경 분석결과

존숭도감의궤 v.1(×160)

1쪽 30쪽

60쪽 90쪽

 

(6) 섬유식별 분석결과

존숭도감의궤 섬유 식별 분석

존숭도감의궤 v.1 (×100) 존숭도감의궤 v.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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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숭도감의궤 섬유 식별 분석

존숭도감의궤 v.1 (×400)

 -  C-염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붉은색으로 염색되었고, 섬유장이 길고 섬유 줄기에 닥섬유의 형

태학적 특징인 마디 흔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닥섬유로 보인다. 

 -  C-염색 분석 결과 존숭도감의궤의 경우 파편이 열화로 인해 섬유가 잘려있어서 전체적인 길이

를 측정할 수 없었다. 두께 평균과 길이를 볼 때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었고 비슷한 지질로 만

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존숭도감의궤의 지심 섬유의 경우 고문서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으로, 열화가 된 부분이라 전체 

길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7) 형광 X선 성분 분석 결과

 존숭도감의궤의 표지와 초반부에 산화로 인해 변색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형

광 X선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색된 부분은 약화되어 모두 부스러져 이 파편의 일부에 대해 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든 파편에서 철(Fe) 성분이 100% 발견된 것으로 보아 존숭도감의궤를 장정하고 있

던 변철 판의 부식에 의해서 묻어난 녹물의 철 성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물이 묻지 않은 다

른 부분과 달리 녹물에 의해 변색된 부분은 철 성분에 의해서 변색, 섬유의 건조화, 산성화, 노화 등

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복원에 있어서 제거와 함께 많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제

거된 주변 부분에서는 Fe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pH나 색도의 이상도 없었다.

2. 보존처리

1) 장정 해체 및 넘버링

상태조사 및 자문회의를 마친 유물의 구체적인 보존처리 진행을 위하여 해체를 실시한다. 유물의 

해체 시 장정 기법, 순서, 특이사항에 관한 모든 내용을 데이터화하여 다시 장정을 할 때 참고한다. 

해체 시 전분풀의 고착 및 경화 정도가 심하여 건식 해체가 불가할 경우 국소적으로 가습하여 해체작

업을 진행하였다.

존숭도감의궤 해체

장정 해체1 장정 해체2

장정 해체3 넘버링

-  클리닝, 결손부 보강과 같은 보존처리 과정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유물의 장정을 풀고 표

지 및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  유물의 내지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레이온지에 각 장의 번호를 기입하였고, 제거 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을 사용하여 우측 하단에 접착하였다.

- 장정 상태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특이사항 등이 발견될 시,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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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화처리

 습식클리닝을 진행하기 전, 유물에 고착되어있는 외부 오염물질, 인출에 사용된 안료, 염료 등 번

질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 조사하여 번짐도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박락 위험부위는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한 표면페이싱, 번짐 우려가 있는 부위는 아교액으로 박락방지를 실시하였다. 

박락방지 및 표면페이싱

안정화처리 박락방지1

박락방지2 박락방지3

-  정도에 따라 다른 열화가 진행된 글씨와 인장부분은 번짐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그 정도에 따

라 아교액과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해 박락방지와 표면페이싱을 실시하였다.

-  많은 양을 침투시킬 경우 추가적인 번짐,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였고, 처리 전에 번짐

도 테스트를 실시하여 농도 조절 등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3) 클리닝

(1) 산화 부위 및 인장 이염 제거

존숭도감의궤 클리닝

인장 이염 제거 산화 부위 제거1

산화 부위 제거2 산화 부위 제거3

 

-  내지의 대칭으로 인해 인장이 반대 쪽에 이염되어 원래 인장의 상태를 어긋나게 하는 부분에 있

어, 유물의 표면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지우개를 갈아서 조심스럽게 문질러 주었다.   

-  존숭도감의궤는 철장의 형태일 때 습해로 인해 철이 부식되어 금속이온이 내지를 산화시켰다.

-  산화된 장정구멍 부위에 변색 및 지력약화로, 방치할 경우 유물에 지속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산화부위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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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클리닝

자연적 손상으로 인한 변색과, 고착 및 축적으로 인한 유물의 열화를 가속화시키는 다양한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모든 습식클리닝은 정제수를 사용하여 실시

하였으며, 분사식 습식클리닝, 추가 국소적 습식 클리닝으로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정도로 진행하

였다.

존숭도감의궤 습식클리닝

정제수 분무 습식 클리닝

붓을 이용한 오염물 세정 흡습

-  유물보다 큰 아크릴판을 준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하기 위해 완만한 경사로 배치한다.

-  유물 표면이 직접 마찰되지 않도록 산모아지 사이에 낱장의 유물을 놓고, 유물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정제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하였다.

-  깨끗하게 세정된 붓을 이용해 오염물을 쓸어내리고, 유물의 상태 및 오염정도에 따라 2~4회 반

복하였다.

-  습식을 가한 유물에 남아있는 수분을 흡습지로 흡수하였다.

-  이 과정이 완료된 유물은 산모아지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건조판 위에 모포를 놓아 유물이 구

겨지지 않도록 해준 뒤 자연 건조를 실시하였다.

4) 내지 제작

 유물의 자연적 손상, 충해, 외부 충격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결손 부위를 메움처리하

기 위해 내지를 제작하였다. 내지는 기초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평균 수치를 산출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유물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천연염색도 진행하였다.

내지 제작

전문 인력 지질 조사 내지 제작

오리나무 열매, 도토리 염색 오리나무 열매, 도토리 염색

-  내지를 제작하기 위해 한지 분야 전문가와 유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지분석결과를 함께 전

달하였다.

-  분석조사결과를 토대로 두께, 발실, 발촉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지를 여러 종으로 제작하였다.

-  유물의 내지와 판심부 및 변색 부분 등을 구분하여 유사한 색상의 한지를 여러 가지로 제작하기 

위해 오리나무열매와 도토리를 사용하여 농도 및 염색 시간을 다르게 해 천연염색을 실시하였다. 

-  천연염색은 오리나무열매 및 도토리를 정제수에 끓여서 추출한 염액을 사용하였으며, 정제수를 

단계별로 희석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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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손부 메움

(1) 내지 결손부 메움

자연적 손상, 충해,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내지의 천공, 결손부위를 메움처리하여 추가 손

상을 방지하고 약화된 부위를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메움처리에 사용된 메움지는 낱장별로 

산출된 발촉 및 발실간격, 두께,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장 근접한 메움지를 선별해 처리하였다. 메움

처리는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빛을 투과하여 손상 위치를 체크하였으며, 결손부위 및 모서리가 닳아

서 둥글게 마모된 부위, 지심 및 장정끈이 장정되었던 천공 등의 손상부위를 처리하였다.

승정원일기 결손부 메움

섬유살려 자르기 소맥전분풀 도포

결손부 메움1 결손부 메움2 

- 결손부와 잘라낸 내지의 크기가 최대한 비슷하도록 최소한의 크기로 잘라내었다.

-  소맥전분풀을 도포하여 장정끈 및 지심으로 인한 천공부위와 여러 손상으로 인해 결손된 부위 

등을 해당하는 유물에 맞게 염색한 내지를 이용해 메움하였다.

-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두드려 완전히 부착되도록 하였다.

- 흡습지를 이용해 유물이 수분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하였다.

(2) 보강메움

승정원일기 보강메움

약화된 부분 약화된 부분

메움1 메움2

- 글자 부위에 내지 두께가 얇거나 지력이 약해진 경우에 메움으로 처리하였다.

- 위의 과정은 다시 접었을 때 글자에 지장이 없는 페이지에 한해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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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축건조

클리닝 및 메움처리가 완료된 낱장을 완전히 펴주기 위해 압축건조를 실시하였다. 부분 메움처리

로 인해 제원이 불규칙해진 유물의 낱장에 가습하여 완전히 펴준 뒤 흡습지 사이에 낱장을 삽입하고, 

압축기에 넣어 건조를 실시하였다. 건조 중 주기적으로 유물의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흡습지를 교체

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였다.

압축

압축 건조

압축건조 압축기

-  메움처리가 모두 완료된 유물은 원상태의 밀도 및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약간의 

수분을 분무하여 완전히 펴주었다.

-  목판, 흡습지, 산모아지를 차례로 놓고 그 위에 낱장유물을 놓은 뒤 다시 역순으로 쌓아 올려 균

일한 힘으로 눌러 압축건조를 실시하였다. 

-  압축건조 중에 중간점검을 통해 흡습지를 교체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7) 정리 

제원에 맞게 메움처리 된 유물을 원형으로 장정하기 위해 각 장별 낱장을 반으로 접어주었다. 대

나무 칼을 사용하여 판심의 중봉에 접지 기준선을 그어준 뒤, 서배부위를 정확히 정렬하여 반으로 접

고, 기존에 장정되었던 지심, 장정끈이 통과되었던 천공도 함께 고려하여 접었다. 접은 상태인 각 장

의 유물 사이에 낱장별로 흡습지를 올린 뒤, 압축기로 수일간 압축하였다.

외곽선 정리

외곽선 정리 전 외곽선 정리

 

-  결손부를 메우면서 유물의 윤곽선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 이를 원형에 맞게 잘라내었다.  

-  가장자리 제원이 맞추어진 유물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점으로 선을 그어주었다. 선은 판심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여 그어주었으며, 대체적으로 크게 벗어나는 부위는 없었다.

-  외곽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핀셋으로 넘버링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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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

클리닝, 메움처리 등 유물의 보존처리를 모두 완료한 후, 보존처리 전의 산출 수치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는 보존처리 내용에 따라 유물

의 내부적 변화를 알 수 있는 산도(pH), 색차계(L*,a*,b*)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교분석자료로 데

이터화 하였다.

(1)보존처리 후 분석 및 사진촬영

보존처리 후 분석조사

pH 측정 색도값 측정

- 보존처리 전·후 비교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을 처리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 처리 전 사진촬영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9) 검수

외부검수자가 보존처리 전의 유물사진과 처리 후의 유물을 대조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기록하

였다. 검수에서는 수정할 부분 없이 원본과 동일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검수일 : 2017.01.20 검수자 : 박정철

유물명 쪽수 검수내용 조치사항

존숭도감의궤 v.1 -

- 이상없는 부분은 ‘–’ 로 표시하였다.

Ⅳ. 표지처리

1. 표지제작

1) 표지 성분 분석

표지 보존처리를 위한 마를 제작하기에 앞서 현지조사 및 제직을 실시하였다. 승정원일기와 존숭

도감의궤는 승정원일기 v.547권과 v.810권을 기준으로 두고 제직하였다.5 

해당 직물 조사

승정원일기 v.547  승정원일기 v.810 

규격 전면: 29(가로) × 36.7 전면: 28 × 37

시접
전면   좌 2      우 2

           상 3.5    하 4.7
전면   좌 1.5      우 2.1
        상 3.1      하 5.5

직물사진

측정 측정 

밀도특성
가로:15~16inch / 6cm
세로:18~19inch / 7cm

가로:13~18inch / 5~7cm
    세로:21~25inch / 10~11cm

실의꼬임

경위사 모두 약연사5의 S연

(예시 그림을 통해 왼쪽이 s연, 

오른쪽이 z연을 나타낸다.)

s연과 z연 

5_꼬임을 약하게 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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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직물 모두 생냉이6인 안동포와는 달리 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제직되는 익냉이의 특징을 지

니며, 씨실과 날실의 성질이 같은 약연사의 S연으로 일반적인 굵은 삼베의 특성을 지녔다. 

- 후처리 과정 중 다듬이를 하지 않은 삼베로 두드려져서 깨지지 않은 상태의 올이다. 

2) 구 배접지 분리 및 제거 

구 배접지 제거

구 배접지 제거1 구 배접지 제거2

구 배접지 제거3 구 배접지 제거4

-  오염되고 지질이 약화된 배접지는 정제수를 분무하여 표지와 배접지의 접착력을 약화시킨 후 

자연적으로 오염물이 흡습지에 스며나가도록 하면서 분리하였다.

-  비교적 성글게 짜인 직조로 인해 묵서가 배접지에 남아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조

금씩 찢어가며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6_삼베는 대마의 껍질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생냉이, 익냉이, 무삼으로 나뉜다. 생냉이의 대표적인 예로 안동포가 있다.

처리 후의 구 배접지

처리 후1 처리 후2

-  존숭도감의궤 표지의 구 배접지는 묵서가 쓰인 한지로, 묵서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궤를 작성하면서 반영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  3차 자문회의를 통해 구 배접지에 관한 보존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존숭도감의

궤에서 분리한 구 배접지를 처리하였다.

3) 배접 및 건조

배접1 배접2

건조1 건조2

- 직물로 제작된 표지의 배접은 전문 인력을 통하여 제작한 장지로 실시하였다.

-  구 배접지가 제거되면서 올 방향이나 파편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위치에 맞게 

맞춰주었다.

- 1차 배접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종이의 결을 엇갈려서 2차 배접을 실시해 단단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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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움용 표지 제작

(1) 현지조사 및 제직

조사를 토대로 경위사 S연을 사용하면서 5새7 삼베를 제직하는 지역 중 전통베틀로 제직하는 지역

을 선정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전라남도 보성군 살치부락에서 제직하였다.

제직

현지조사 제직 틀

제직1 제직2

-  승정원일기와 의궤의 표지직물로는 굵은 삼베가 사용되었으며 현재 국내에서 제직중인 5새 삼

베와 유사한 직물과, 경사밀도가 보다 성근 직물이 파악되었다.

-  경위사 S꼬임의 실로 제직하여 다듬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표장을 하였다.

-  유물과 마찬가지로 보수 작업 시 일반적인 가로세로방향이 아닌 경위사방향을 90도 틀어서 주

변 밀도에 맞게 작업하였다.

-  제직 완료 후 유물형태의 색상에 유사하게 천연염색 작업도 시행하였다.

7_새는 베틀의 날실을 걸고 있는 바디의 단위로, 5새 삼베는 세로 줄인 날실이 400올로 구성된 직물.

(2) 자외선 열화

유물의 열화정도와 유사한 내절 및 인장강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조된 직물에 자외선열화를 시

행해 강도를 낮추었다. 자외선 열화 램프는 SANKYO DENKI사의 ‘G40T10 40W’ UV-C 자외선 램

프를 사용하였으며, 발산 자외선 파장은 253.7mm이다. 직물의 자외선 열화 시간은 실험조건 열화

온도 50도에서 10시간씩 2회, 총 20시간씩 각 직물에 열화를 실시하였다. 

자외선 열화1 자외선 열화2 

(3) 천연염색 및 배접

메움용 표지 표지 염색 

가배접1 가배접2

-  열화과정을 완료한 직물을 유물과 유사한 색상으로 천연염색을 하기 위해 도토리와 오리나무열

매를 사용하였다.

-  염색한 직물은 제작된 장지를 이용해 가배접한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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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움

 유물과 유사한 색상과 직조형태, 굵기로 제직된 섬유로 표지의 결손부에 메움을 실시하였다. 

메움

메움1 메움2

메움3 메움4

-  표지의 앞면이 위로 오도록 라이트박스 위에 놓고 결손부의 외곽을 따라 표시한 후, 디자인 커

터로 잘라내었다. 이때 씨실과 날실의 방향이 주변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잘라낸 메움용 직물의 앞면에 소맥전분풀을 도포한 후 결손부에 접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메

움용 직물이 유물과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  접착시킨 후 흡습지로 눌러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고, 가배접지를 분리하여 메움을 실시하였다. 

Ⅴ. 장황

1. 내지 정렬 및 지심 장정

1) 내지 정렬 

각 장별로 접어서 압축된 낱장을 원형의 순서에 맞도록 정렬하여, 장정하기 전 내지의 전체를 고

정 및 지지할 수 있는 지심을 장정한다. 내지의 정렬은 원래 유물의 측면에 먹으로 쓰여 있던 글씨와 

판심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지심이 장정되어있던 기존위치에 다시 장정을 실시하였다.

승정원일기 지심 장정

내지 정렬1 내지 정렬2

내지 압축

- 내지 접기 및 압축이 완료된 내지를 정렬하여 측면에 쓰인 묵서를 흐트러지지 않게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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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심 장정

지심은 장섬유의 질긴 한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지심 장정 후 다시 압축하여 유물의 안정화

를 실시하였다.

승정원일기 지심 장정

지심 제작 내지 뚫기

내지 가제본 지심 묶기

지심 묶기 지심 장정

- 송곳을 이용하여 지심이 장정될 구멍과 장정끈이 장정될 구멍을 뚫어주었다. 

- 한지로 말아 제작한 지심을 박아 완전히 고정하고, 여분 지심을 재단하여 장정했다.

2. 승정원일기 장정끈 제작

장정끈 재질분석 결과에 따라서 마섬유로 장정끈을 제작하였으며, 소목 염액으로 염색하여 유물

과의 이질감이 없는 색으로 맞춘 뒤 장정을 실시하였다. 장정은 기존 제원에 맞도록 구멍을 뚫고 각 

유물에 맞게 오침 및 사침안정법으로 장정을 실시하였다.

장정끈 제작

장정끈 염색 장정끈 밀납 처리 

- 분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장정끈을 소목 염액으로 천연염색을 실시하였다.

- 자문회의를 통해 유물의 장정끈과 원사의 재질, 끈의 두께, 색상 등을 선정하여 장정하였다. 

- 기존에 장정되어 있던 위치를 알 수 있는 천공을 중심으로 장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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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숭도감의궤 변철 제작

1) 배못 제작

배못 제작

배못 철사 재단 달군 후 두드리기

가늘게 뽑아내기 U자로 구부리기

두드리기 배못

- 대못(배못) 8mm 철사로 재단하고, 쇠를 반달형으로 만들기 위해 불에 달구어 틀에 놓고 두드렸다.

- 불에 달군 것을 두들겨 한쪽을 가늘게 뽑아내고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뽑아냈다.

- 불에 달군 다음 양쪽을 집게로 잡고 U자 형태로 구부렸다.

- 손잡이 고리에 맞게 두들겨 배못을 만들었다.

2) 원형 손잡이 제작

원형손잡이 제작

철사 재단 달군 후 두드리기

반원 만들기 원형 맞추기

접착 배못 끼우기

- 원형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5.5~6mm 철사를 재단했다.

- 불에 달구어 안쪽을 먼저 두드렸다.

- 한쪽을 먼저 두들겨 반원이 되게 하고 남은 한쪽도 두들겨 둥글게 만들었다.

- 원형크기에 맞추어 놓은 후, 분사가루를 묻혀서 달군 후 녹기 직전에 두들겨서 접착시켰다. 

- 앞서 만들어 놓은 배못에 고리를 끼워 손잡이 고리를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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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철제작

제작

자국 내기1 자국 내기2

- 망치자국을 내기위해 두드려준 후, 못과 손잡이 고리가 들어가는 중심점을 그렸다.

4) 옻칠

승정원일기 지심 장정

표면 정리 옷칠 전 초벌

제작 완료

-  망치질로 인해 고르지 못한 표면을 최대한 균일하게 정리를 해주고, 초벌을 실시한 뒤 옻칠을 

해주었다.

4. 장정 및 마무리 

 가제본된 유물의 내지 위에 표지를 맞추고, 제작된 장정끈을 사용해 장정하였다. 장정은 초기에 

제작되어있던 원래의 형태와 이전 수리에 남아있던 장정 구멍을 토대로 하였다.

장정 및 마무리

내지 뚫기1 내지 뚫기2

장정1 장정2

측면의 묵서1 측면의 묵서2

- 장정끈으로 묶기 위해 내지를 뚫어주었다.

- 5침장정 : v.37, v.336, v.810 / 4침장정 : v.547, v.1347 / 철장 : 존숭도감의궤 v.1 

-  장정 후에 핀셋 및 소도구를 이용해 유물의 섬유질 보푸라기 등을 제거하고, 앞·뒷면의 사진촬

영을 처리 전의 촬영조건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 측면에 쓰인 묵서 또한 흐트러짐이 없도록 맞추어 정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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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문회의

1. 1차 자문회의 

보다 완성도 높은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해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존처리 방침, 범위. 

기법 등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논의하였다. 자문회의는 고문서 보존처리에 관한 각 분

야별 전문가 3명을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1) 개최

1차 자문회의 개최

자문회의1 자문회의2

자문회의3 자문회의4

-  자문회의는 보존처리 기법,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존 유물에 장정되어 있는 부

속품들의 수습 또는 재사용 여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2) 안건 및 처리 사항

1차 자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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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정원일기

① 라벨지 제거 여부

표제를 가리는 라벨지내지 상단의 라벨지

- 결과 : 승정원일기의 표제 글씨부분을 가리고 있는 유물 라벨지에 대한 제거여부를 논의하였다. 

-  처리 : 표지 및 내지에 부착된 라벨지는 보존처리 시 따로 수습하여 보관하고, 한지로 재 출력

하여 전분풀을 사용해 표제나 본문을 가리지 않는 부위에 재 부착하였다. (기존의 방법과 동일)

② 권두, 권말 부분의 배접 여부

배접처리된 내지배접처리된 내지

-  결과 : 손상이 심한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지는 전체 배접처리 된 것이 존재했고, 원형보존을 하

기 위한 메움처리만을 진행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얇은 한지를 이용해 배접처리하는 방식에 관해 

논의하였다.

-  처리 : 지력이 가장 약화되어 있던 앞부분과 뒷부분의 배접지는 유물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제거하며, 종이의 지력에 따라 최소한의 부분배접을 실시해 원형을 보존하였다. 보존 처리 전 세

부 사진촬영을 실시해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③ 지첨의 처리 여부

내지에 부착된 지첨

-  결과 : 내지에는 산발적으로 본문, 광곽 외부에 지첨이 부착되어있는데,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지첨과 본문내용 위의 지첨을 처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처리 : 내지에 부착된 지첨은 역사적 가치를 제거하지 않고 현상 유지한다. 이탈된 지점이 존재

하는 경우 중성지 봉투를 제작하여 따로 보관하였다.

④ 장식 내지부분의 재사용 여부

v.547 내지 v.336 내지 

-  결과 : 표지 이면에 부착된 내지 부분의 경우 후대에 개장 당시 사용되던 장식지로 추정되며 재

사용 여부에 관해 논의하였다.

- 처리 : 표지 이면에 부착된 장식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로 수습해 보관하였다.



301300

제2장 I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⑤ 연필표시 제거 여부

v.336 가필 부위 v.547 가필 부위

-  결과 : 후대에 가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필 부분의 제거 여부를 결정하였다.

-  처리 : 후대에 가필된 부분은 유물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제거를 실시하되, 훼손이 심할 경우 

현상을 유지하였다.

⑥  임시 보견된 부분 처리 여부

v.810 메움부분

-  결과 : 승정원일기 v.810의 표지 결손부에 먹으로 글씨가 쓰인 삼베조각을 사용해 메움처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해 수습방안을 논의하였다.

- 처리 : 승정원일기 v.810의 표지 손상부위에 메움처리 된 삼베조각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였다.

(2) 존숭도감의궤

① 분말화가 진행된 내지부분의 수습여부 

부식된 본문2부식된 본문1

-  결과 : 철장의 부식으로 인해 광곽의 바깥쪽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내지의 산화가 진행되어 분말

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산화가 심하게 진행된 부위는 안쪽으로 전이되어 글자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여부에 관해 논의하였다.

-  처리 : 철장의 부식으로 산화가 진행된 내지 부분 중 본문을 제외한 부위는 제거를 실

시하며, 본문 부분은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2차 자문회의에서 제시하였다.  

사진촬영을 실시해 현상을 정확히 기록하고 추후 보존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장처

는 수리복원 후 대상유물을 중점 관찰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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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문회의

클리닝을 포함한 유물의 보존처리 중, 유물의 중간점검 및 보존처리 방법, 수습 부속품의 처리방

안, 장정 부속품의 제작 요건, 구체적인 장정 기법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고문서 보존처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 3인을 초빙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 개최

2차 자문회의

자문회의실 자문회의1 

자문회의2 자문회의3 

-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존처리 및 복원 상황에 관한 보고와 추후 장정 기법, 보관방안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2) 안건 및 처리 사항

2차 자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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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정원일기

① 장정끈 제작

-  결과 : 승정원일기 장정에 사용될 장정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2년 고문헌 보존수리·관리

사업’ 당시 소방색으로 염색된 장정끈을 사용하였다.)

-  처리 : ‘2012년 고문헌 보존수리·관리사업’ 당시 승정원일기의 보존처리를 토대로 마섬유에 소

방염색한 장정끈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기존에 사용되었던 장정끈 등의 부속품은 수습하여 반납하였다.

(2) 존숭도감의궤

① 변철 제작 

2차 자문회의

금보개조도감의궤(1705) 변철 샘플 

변철 상태 

- 결과 : 2011년 고문헌 수리복원사업의 ‘존호도감의궤’를 예로 제시하였다.

-  처리 : 변철의 제작은 금보개조도감의궤의 형태를 기준으로 장인을 통해 전통방식으로 단조 제

작하고 생 옻칠하여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생 옻칠의 횟수를 단계별로 샘플 제작

하여 이질감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기로 한다.

② 산화된 부분 처리 방안 논의

- 결과 : 우뭇가사리 풀을 이용하여 표면페이싱 되어있는 상태이며,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하였다. 

-  처리 : 산화된 부분 중 글씨가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메움처리한다.

- 글씨의 획 부분은 보존하고 획을 경계로 하여 산화된 부분은 제거작업과 메움처리를 진행한다.

-  산화가 진행된 글씨 부분은 앞, 뒷면에 최대한 얇은 한지로 양생하고, 탈락 위험성에 대한 예방

작업을 시행한다.

-  후대에 산화된 부분이 탈락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산화된 글씨부분과 그 주변부의 글씨를 현상 

모사하여 보관한다.(추후 논의)

3. 3차 자문회의

 마지막 장정을 위한 장정끈의 선택 및 최종점검을 위한 3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장정끈은 본

래의 승정원일기 및 존숭도감의궤에 장정되어있던 장정끈의 재질 및 색상을 토대로 제작한 샘플을 

자문위원 및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재료를 선별하였다. 또한 보존처리 완료 후 장정상태 및 보존

처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1) 개최

3차 자문회의

자문회의실 자문회의1 

자문회의3 자문회의4

-  3차 자문회의는 장정 직전의 장정끈 선택, 변철, 변철에 장정되는 못과 고리, 고리의 두께 등의 

보존처리에 관해 최종점검을 실시하였다.

-  추가로 묵서가 쓰인 구 배접지에 관련한 보존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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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 및 처리 사항

3차 자문회의 회의록

(1) 승정원일기

-  결과 : 일부 장정이 완료된 승정원일기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처리 : 별도의 안건 없이 보존처리 된 유물에 대한 검수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2) 존숭도감의궤

① 변철 제작 

-  결과 : ‘인정전영건도감의궤(1805)’와 ‘존호도감의궤(1783)’의 변철을 참고하여 논의하였다.

-  처리 : 변철의 옻칠은 무광으로 단조 제작하여 자연스럽게 한다.

-  변철에 장정되는 못과 고리는 인정전영건도감의궤의 고리를 참고하여 현재 제작되어있는 샘플

보다 다소 두껍게 제작한다.

② 구 배접지 처리방안

-  결과 : 존숭도감의궤에 표지에 배접된 구 배접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처리 : 존숭도감의궤의 표지에서 발견된 2건의 묵서가 쓰인 구 배접지는 의궤 속 내용에 포함되

는 부분으로 의궤를 작성하면서 모두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  내지와 같이 산화 부위를 제거하고 클리닝 및 메움처리를 실시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고문서의 

형태로 함께 분류하여 보관하되 출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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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보존처리 전·후 비교

1. 승정원일기 v.37

v.37 표지

처리 전(뒤) 처리 전(앞) 

처리 후(뒤)처리 후(앞) 

v.37 1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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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2쪽

처리 전

처리 후

v.37 23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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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45쪽

처리 전

처리 후

v.37 66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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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75쪽

처리 전

처리 후

v.37 156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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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157쪽

처리 전

처리 후

v.37 158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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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정원일기 v.336

v.336 표지

처리 전(뒤) 처리 전(앞) 

처리 후(뒤)처리 후(앞) 

v.336 1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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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6 4쪽

처리 전

처리 후

v.336 15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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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6 48쪽

처리 전

처리 후

v.336 72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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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6 107쪽

처리 전

처리 후

v.336 131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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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6 148쪽

처리 전

처리 후

v.336 152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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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정원일기 v.547

v.547 표지

처리 전(뒤) 처리 전(앞) 

처리 후(뒤)처리 후(앞) 

v.547 1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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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7 4쪽

처리 전

처리 후

v.547 6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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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7 19쪽

처리 전

처리 후

v.547 48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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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7 66쪽

처리 전

처리 후

v.547 102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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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7 113쪽

처리 전

처리 후

v.547 140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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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정원일기 v.810

v.810 표지

처리 전(뒤) 처리 전(앞) 

처리 후(뒤)처리 후(앞) 

v.810 1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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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10 2쪽

처리 전

처리 후

v.810 47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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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10 67쪽

처리 전

처리 후

v.810 90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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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10 91쪽

처리 전

처리 후

5. 승정원일기 v.1347

 v.1347 표지

처리 전(뒤) 처리 전(앞) 

처리 후(뒤)처리 후(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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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47 1쪽

처리 전

처리 후

 v.1347 2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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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47 10쪽

처리 전

처리 후

v.1347 11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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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47 30쪽

처리 전

처리 후

v.1347 59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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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47 63쪽

처리 전

처리 후

v.1347 88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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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47 148쪽

처리 전

처리 후

v.1347 151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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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47 157쪽

처리 전

처리 후

6. 존숭도감의궤 v.1

v.1 표지

처리 전(뒤) 처리 전(앞) 

처리 후(뒤)처리 후(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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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1쪽

처리 전

처리 후

v.1 2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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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52쪽

처리 전

처리 후

v.1 78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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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104쪽

처리 전

처리 후

v.1 116쪽

처리 전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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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존처리 후 분석 결과

유물의 보존처리 완료 후 보존처리 전 분석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유물의 클

리닝 전·후, 변화되는 산성도(pH), 색도값의 추가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된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승정원일기 pH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37

처리 전

1 6.614 6.546 6.266 6.303

30 7.123 6.661 6.533 6.874

60 6.481 6.244 6.215 6.517

90 6.336 6.416 6.476  -

120 6.535 6.424 6.133 6.37

150 6.102 6.24 6.338 5.577

처리 후

1 6.768 7.054 6.555 6.443

30 7.512 7.273 7.025   -

60 7.315 7.355 7.185 6.764

90 7.447 7.561 7.152   -

120 6.918 7.381 7.09 6.765

150 6.776 6.742 6.797 6.706

승정원일기

v.336

처리 전

1 6.643 6.747 7.23 6.972

30 6.334 6.547 6.733 6.206

60 6.458 6.581 6.412 6.288

90 6.457 6.46 6.18 5.969

120 6.61 6.698 6.298 6.044

150 7.22 7.167 6.981 6.093

처리 후

1 7.072 6.539 6.63 6.602

30 7.229 7.06 6.774 6.501

60 6.933 6.754 6.817 6.622

90 6.964 7.253 7.011 6.961

120 7.447 7.22 7.263 7.148

150 7.182 6.963 6.839 6.613

유물명 구분 쪽번호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547

처리 전

1 7.127 6.659 7.248 5.724

30 5.52 6.21 6.111 5.109

60 6.558 6,452 6.388 5.522

90 5.859 6.461 6.668 5.919

120 6.768 6.903 6.644 6.726

처리 후

1 6.962 6.879 6.901 6.858

30 6.974 6.723 6.69 5.975

60 7.26 6.917 6.715 6.728

90 7.095 6.753 7.051 6.651

120 7.254 7.202 6.973 7.009

승정원일기

v.810

처리 전

1 5.602 5.81 5.838 5.86

30 5.038 5.408 5.113  - 

60 5.563 5.912 5.859   -

90 6.486 6.245 6.415 6.388

처리 후

1 6.344 6.482 6.38 6.112

30 6.338 6.948 6.156   -

60 6.338 6.346 6.628 -

90 6.421 6.348 6.47 6.442

승정원일기

v.1347

처리 전

1 6.996 6.458 6.696 6.63

30 7.302 6.841 6.492 5.129

60 6.914 6.643 6.28 5.447

90 6.346 6.242 5.899 4.948

120 7.035 6.536 6.74 5.567

150 6.041 6.279 6.684 5.75

처리 후

1 6.491 6.264 6.554 6.206

30 7.454 6.565 6.624 6.397

60 6.892 6.898 6.579 6.5

90 6.546 6.319 6.243 6.113

120 6.542 6.194 6.756 5.719

150 6.332 6.428 6.538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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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이 없는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v.37의 경우 pH 6에서 7로 다소 올랐고, 보존처리 후 얼룩

이 사라진 곳도 있었다. 

- v.336도 마찬가지로 pH 6에서 7로 다소 올랐고, 얼룩은 pH 6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갔다. 

- v.547의 경우 pH 5에서 7로 높아졌으며 얼룩도 pH 5에서 pH 6, pH 7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  v.810의 경우 pH 5에서 pH 6으로 증가했고, 얼룩부분에서도 pH가 처리 전보다 처리 후가 높아

졌다. 

-  v.1347의 경우 pH 6에서 pH 7로 높아졌으며, 얼룩부분의 경우 pH 4, 5에서 pH 6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 존숭도감의궤 pH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상 중 하 얼룩부분

존숭도감의궤

v.1

처리 전

1 6.604 6.076 6.73 6.621

30 6.686 6.662 6.875 5.974

60 6.792 7.044 6.768 6.76

90 7.349 7.42 7.44 6.961

처리 후

1 6.895 6.506 6.488 5.925

30 6.859 6.922 7.142 6.817

60 7.172 7.196 6.62 6.023

90 7.578 7.151 6.838 5.912

- 산화 파편
3.182 (시료1) 3.427 (시료2) 

2.983 (시료3)

-  존숭도감의궤의 경우 pH 6에서 pH 7로 높아졌으며 얼룩도 pH가 처리 전보다 다소 올라간 것

을 볼 수 있다. 

-  변철에 의한 산화 부위의 경우 다른 부위의 pH값에 비해 현저히 산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주로 pH 2∼3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산화에 의해 내지의 산성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3) 승정원일기 색도값 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37

처리 전

1

L* 81.7 80.6 81.99 72.25

a* 1.71 1.91 3.19 3.03

b* 15.91 15.0 19.04 13.17

처리 후

L* 84.17 84.13 81.19 75.51

a* 2.21 2.06 1.28 5.11

b* 16.59 17.48 14.34 23

처리 전

30

L* 81.93 83.31 83.53 79.38

a* 2.26 2.19 2.6 4.45

b* 14.54 12.84 16.56 19.68

처리 후

L* 83.83 84.54 84.1

 -a* 2.28 2.09 2.12

b* 13.65 15.15 13.1

처리 전

60

L* 83.05 84.68 82.48 80.62

a* 1.28 1.6 0.31 3.81

b* 14.77 16.48 13.71 21.68

처리 후

L* 85.25 85.32 84.55 81.83

a* 1.23 1.1 1.35 2.64

b* 13.91 14.94 16.18 17.26

처리 전

90

L* 86.15 85.34 82.16

  -a* 1.2 1.25 0.85

b* 13.81 15.53 14.52

처리 후

L* 85.61 85.42 85.08

  -a* 1.28 0.98 1.62

b* 13.6 14.32 15.55

처리 전

120

L* 86.25 84.16 83.29 81.89

a* 1.12 0.41 0.71 3.33

b* 14.74 12.48 13.77 20.23

처리 후

L* 85.73 85.78 85.16 81.76

a* 1.04 1.13 1.22 2.4

b* 14.48 15.49 15.7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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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37

처리 전

150

L* 86.21 85.27 84.49 67.24

a* 1.01 0.6 1.22 6.18

b* 14.54 15.51 15.59 20.47

처리 후

L* 85.58 86.03 85.07 72.84

a* 0.85 0.7 1.18 6.75

b* 13.44 13.29 14.69 23.43

승정원일기

v.336

처리 전

1

L* 83.6 83 80.49 71.04

a* 0.22 0.99 2.15 7.36

b* 12.4 13.13 16.09 24.64

처리 후

L* 83.71 86.15 82.29 81.42

a* 1 0.2 2.87 2.12

b* 12.52 12.43 16.78 19.24

처리 전

30

L* 86.56 81.56 84.13 76.42

a* 0.24 0.23 0.77 3.89

b* 12.66 13.35 15.22 22.69

처리 후

L* 84.85 83.59 86.35 82.7

a* 0.42 0.18 0.28 1.98

b* 13.08 13.33 14.43 17.06

처리 전

60

L* 83.85 84.02 82.61 78.08

a* 1.49 1.44 1.22 3.97

b* 15.47 15.55 14.54 21.37

처리 후

L* 84.4 84.49 83.08 79.36

a* 1.62 1.29 1.94 3.88

b* 14.59 14.41 17.17 18.39

처리 전

90

L* 81.45 84.34 81.22 76.33

a* 1.97 1.29 1.54 4.77

b* 16.74 16.2 17.27 22.33

처리 후

L* 82.36 85.69 84.1 76.46

a* 1.7 1.09 1.73 2.73

b* 14.78 13.8 15.45 16.95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336

처리 전

120

L* 82.64 81.44 84.31 76.65

a* 1.64 1.35 1.08 5.62

b* 15.48 14.78 16.49 24.42

처리 후

L* 84.77 84.63 85.34 82.43

a* 1.58 1.27 0.63 2.51

b* 14.53 14.13 13.68 17.19

처리 전

150

L* 82.88 84.64 83.32 74.49

a* 1.08 1.31 2.12 4.17

b* 13.31 15.29 17.29 18.26

처리 후

L* 85.4 83.66 83.15 77.15

a* 1.26 1.2 0.84 3.86

b* 15.12 14.84 13.92 20.17

승정원일기

v.547

처리 전

1

L* 83.32 81.03 81.44 62.49

a* 2.18 2.5 2.63 7.2

b* 14.19 14.16 14.94 21.78

처리 후

L* 85.27 84.7 83.39 76.9

a* 2.11 1.73 2.04 4.23

b* 15.16 15.28 16.68 15.39

처리 전

30

L* 82.49 82.64 81.7 59.04

a* 3.78 2.7 3.83 10.3

b* 18.56 15.32 18.51 25.98

처리 후

L* 82.88 83.23 82.62 77.57

a* 2.55 3.17 2.71 4.84

b* 14.87 18.01 15.64 17.86

처리 전

60

L* 82.49 83.23 81.7 59.04

a* 3.78 3.17 3.83 10.3

b* 18.56 18.01 18.51 25.98

처리 후

L* 83.82 85.06 84.37 77.93

a* 2.25 1.08 1.83 4.97

b* 15.28 13.44 14.7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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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547

처리 전

90

L* 85.96 86.16 85.17 60.68

a* 1.58 1.33 1.78 8.84

b* 14.98 15.12 15.76 23.94

처리 후

L* 85.99 85.55 86.03 75.51

a* 1.03 0.91 1.26 3.35

b* 13.37 12.51 13.6 19.06

처리 전

120

L* 85.96 86.16 85.17 60.68

a* 1.58 1.33 1.78 8.84

b* 14.98 15.12 15.76 23.94

처리 후

L* 85.51 85.82 85.38 77.65

a* 1.2 1.11 1.78 2.62

b* 12.94 12.76 13.3 16.36

승정원일기

v.810

처리 전

1

L* 78 77.46 78.21 67.7

a* 1.75 0.93 1.6 2.53

b* 12.73 11.63 12.73 19.8

처리 후

L* 83.39 80.63 82.92 70.06

a* 2.67 3.36 2.9 5.51

b* 17.32 18.35 17.68 19.78

처리 전

30

L* 77.64 74.86 77.24

-a* 0.93 0.14 1.09

b* 11.82 13.03 12.35

처리 후

L* 83.08 81.38 81.08

-a* 2.73 3.44 3.54

b* 16.7 17.42 18.38

처리 전

60

L* 78.89 75.05 75.94 71.59

a* 1.04 0.28 1.6 3.24

b* 10.31 12.37 12.51 15.99

처리 후

L* 84.03 82.31 81.98 77.06

a* 2.2 2.98 2.79 3.8

b* 15.98 17.18 17.24 19.2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810

처리 전

90

L* 77.74 78.02 78.08 69.88

a* 1.07 1.29 1.52 3.33

b* 11.19 10.78 11.68 15.85

처리 후

L* 86.88 85.08 84.21 76.89

a* 1.15 1.95 2.4 4.78

b* 13.68 15.59 16.24 20.31

승정원일기

v.1347

처리 전

1

L* 83.69 83.53 82.29 71.04

a* 1.4 2.15 2.87 7.36

b* 13.41 15.13 16.78 24.64

처리 후

L* 84.43 82.16 83.32 77.27

a* 1.43 1.98 1.77 2.56

b* 13.49 13.63 13.54 16.23

처리 전

30

L* 86.1 84.82 86.76 79.08

a* 0.78 0.78 0.51 2.84

b* 13.76 12.45 13.54 17.09

처리 후

L* 86.66 86.53 86.29 81.99

a* 0.63 0.78 0.86 3.29

b* 11.32 13.96 11.83 19.13

처리 전

60

L* 85.6 83.79 80.84 76.91

a* 1.45 1.22 0.37 3.21

b* 15.74 13.08 11.96 17.86

처리 후

L* 85.7 86.05 86.4 80.67

a* 0.67 0.37 0.71 2.55

b* 11.95 11.19 14.35 16.88

처리 전

90

L* 85.6 84.64 82.82 75.84

a* 1.36 1.47 1.03 3.39

b* 16.12 15.55 14.96 21.28

처리 후

L* 84.13 85.24 85.41 80.34

a* 1.59 1.08 1.6 3.1

b* 15.16 13.47 14.5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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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승정원일기

v.1347

처리 전

120

L* 84.8 85.1 85.41 74.38

a* 1.92 1.67 1.27 2.64

b* 14.85 14.32 15.2 17.6

처리 후

L* 82.97 86.01 85.62 82.81

a* 0.32 0.57 1.42 3.14

b* 13.73 11.11 13.29 18.81

처리 전

150

L* 85.77 84.37 81.8 72.17

a* 1.17 1.5 2.53 5.57

b* 13.2 15.19 16.37 19.92

처리 후

L* 84.47 82.62 83.49 81.63

a* 1.5 1.69 2.1 1.76

b* 13.31 13.3 16.56 14.85

- 얼룩이 없는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  모든 실험 대상은 상, 중, 하로 나누어 L*, a*, b*값을 측정하고, 추가로 얼룩 부분도 측정하였

다. 표 4는 승정원일기 보존처리 전·후에 대한 L*, a*, b*값 결과이다. 

-  모두 비슷한 상태의 L*, a*, b*값이 측정되었으며, 이유는 동일한 환경에서 비슷한 지질 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승정원일기는 처음 초지 시에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고문서에 비해 색도

가 밝은 것을 볼 수 있다. 

-  전체적인 보존처리 전·후의 값을 살펴보면 처리 후의 L*, a*, b*값이 다소 높아졌다. 승정원

일기 v.37의 경우 클리닝 과정으로 얼룩이 제거되었다.

4) 존숭도감의궤 색도값 측정 결과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존숭도감의궤

v.1
처리 전 1

L* 85.29 96.45 85.72 51.9

a* 1.49 0.29 1.44 10.25

b* 13.32 2.43 12.87 23.18

유물명 구분 쪽번호 L*, a*, b* 상 중 하 얼룩부분

존숭도감의궤

v.1

처리 후 1

L* 91.24 91.5 88.18 84

a* 2.37 2.74 2.61 6.07

b* 15.38 15.34 15.37 23.49

처리 전

30

L* 88.28 87.17 87.69 76.29

a* 0.51 1.01 0.76 2.64

b* 11.07 12 12.32 14.67

처리 후

L* 90.65 90.91 90.51 87.35

a* 3.31 2.85 3.15 4.57

b* 16.66 14.92 15.97 21.23

처리 전

60

L* 89.06 87 88.32 80.98

a* 0.36 0.44 0.54 0.32

b* 10.55 11.28 10.1 17.59

처리 후

L* 91.59 89.25 91.39 88.93

a* 2.44 0.86 2.55 3.42

b* 16.01 10.96 15.93 20.54

처리 전

90

L* 88.59 88.03 87.44 70.17

a* 0.38 0.49 1.01 8.42

b* 10.58 10.94 11.35 23.08

처리 후

L* 91.39 89.77 90.63 86.16

a* 2.43 2.01 2.66 4.36

b* 14.93 14.29 15.68 20.77

처리 전
산화

파편

L* 30.62 33.94 31.06 81.89

a* 7.55 8.8 7.82 3.33

b* 11.34 15.41 11.62 20.23

-  얼룩이 없는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  모든 실험 대상은 상, 중, 하로 나누어 L*, a*, b*값을 측정하고, 추가로 얼룩 부분도 측정하였

다. 표 15는 승정원일기 보존처리 전·후에 대한 L*, a*, b*값 결과이다. 

-  녹물로 오염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승정원일기와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만든 한지로

서 L*, a*, b* 값이 높게 나왔다. 

-  존숭도감의궤의 파편은 복원작업인 클리닝 처리 중에 제거되었기 때문에 처리 후의 색차값은 없다.

-  전체적인 보존처리 전·후의 값을 살펴보면 처리 후의 L*, a*, b*값이 다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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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업자 제언

본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사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발주하고 장황문

화재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대상 자료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승정원일기』와 조선

왕조의궤 중 『숙종인원왕후십 존숭도감의궤』이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8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자 제언을 하려고 한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간 다양한 기관에서 유물처리를 해본 경험으로 규장각의 보존처리실 환

경은 다른 어느 기관 보다 좋은 설비와 보안을 갖추고 있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유물의 표지 배접 후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조판을 사용하는데 건조판

을 세워둘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할당된 공간에서의 건조판을 세워둘 곳이라곤 창문이 있는 벽면뿐

이었으며, 심지어 창문에 설치되어있는 블라인드에 걸려 건조판을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없었다.

유물을 다루는 수리자로서 모든 보존처리과정에 있어 유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유물 처리과정에서 이러한 불안정한 작업과정이 우려가 되어 다음사업에는 이러한 환경이 개

선되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유물이 보존이 되기를 바란다.

승정원일기와 존숭도감의궤를 수리복원함에 있어 본 사업자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

였으며, 큰 보람을 느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적극 협조해 준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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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사업개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자체수리복원실1에서는 소장자료를 지속적으로 수리복원하고

자 정밀상태조사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존처리 

요구 등급 D를 판정 받은 자료와 연구자 요청자료를 검토 후 대상자료를 선정하고 각각의 자료의 상

태와 특성에 맞게 전체 또는 부분 보존처리 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료의 연구, 열

람·전시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한다.

고문헌·회화자료 수리복원 열람·전시·대여 응급수리

고문헌 13책 693매
회화자료 부분수리 9건 9축

1,046건 5,645매

1_ 보존처리담당 김신미, 민여진

규장각 회화·고문헌자료 
보존처리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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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료명 청구기호 수량 비고

1

삼재도회

奎中 4148 v.1 1

고문헌

보존처리 요구 D등급(표지)

전체수리

2 v.2 1

3 v.4 1

4 v.5 1

5 v.6 1

6 v.7 1

7 v.8 1

8 v.9 1

9 v.10 1

10 v.11 1

11

이견지

奎古141 v.2 1
기증도서

보존처리 요구 D등급

전체수리

12 v.3 1

13 v.4 1

14
Johnstons illustrations of 
magnetism electricity -Ⅰ

奎中軸 6515 00 1

보존처리 요구 B등급

부분수리

15
Johnstons illustrations of 
magnetism electricity -Ⅱ

奎中軸 6515 00 1

16
Johnstons illustrations of 
magnetism electricity -Ⅲ

奎中軸 6515 00 1

17
京都新刊外國土産人民異獸七十二

度全圖
古軸 915 G998 1

18 江都地圖 古軸 912.51 G155 1

19 首善全圖 古軸 4709 10 1

20 江華地圖 古軸 4709 57 1

21 琴高炎鯉于滄波 奎中 6523 1

22 大韓與地圖 古軸 4709 47 1

Ⅱ. 보존처리

1. 고문헌 수리복원

1) 삼재도회三才圖會2

『삼재도회三才圖會』는 삼재三才 즉 천,지,인天,地,人의 삼라만물을 보여준다는 의도로 1609년 왕기王圻, 

왕사의王思義 부자父子에 의해 편찬된 판화보이다. 이 책은 유서類書에 속하며, 일종의 도설백과사전圖說

百科事典에 해당된다. 총 106권이며 내용은 천문天文 4권, 지리地理 16권, 인물人物 14권, 시령時令 4권, 궁

실宮室 4권, 기용器用 12권, 신체身体 7권, 의복衣服 3권, 인사人事 10권, 의제儀制 8권, 진보珍寶 2권, 문사文

史 4권, 조수鳥獸 6권, 초목草木 12권의 1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 4편의 서문이 있고 천문, 지

리, 그리고 인물의 각각 제 1권에 별도의 서문이 1편씩 있어, 총 7편의 서문이 실려있다. 

『삼재도회』는 17세기 초 당시 중국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시각이미지를 집성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도해가 잡다성雜多性은 중국 청대의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지 못하는 이유였으

나, 이는 곧 당시 동아시아의 지식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그 가치가 재확인되고 있다. 일본

에서는 에도江戸시대에 이 책을 기반으로 한 데라시마 료안寺島良安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가 제작

되었고,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도 『삼재도회』의 삽도가 수록되었다. 조선후

기 학계와 회화계에도 『삼재도회』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이수광李睟光(1563~1628)이 쓴 『지봉유설芝峯

類說』(1614)의 지리부와 경서부에서 속집의 전래를 볼 수 있고 『숙종실록』 및 이익李瀷(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서유구徐有榘(1764-1845)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등에 인용되었다. 회화면에서도 

조선후기 실경산수화, 화조화의 표현방법에서 두루 그 영향관계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도석인물

화 및 신선도에서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간취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3본의 『삼재도회』가 소장되어 있다. 모두 중국에서 출판된 것이다. 

‘奎中 4148-v.1-106’은 모두 106권이며, 책크기는 26.6×16.4cm이다. 담빈潭濱 황효봉黃曉峰 중교

重校，괴음초槐蔭草堂 소장판藏板이다. (第1-4冊:天文, 第5-20冊:地理, 第21-34冊:人物, 第35-38冊:

時令, 第39-42冊:宮室, 第43-54冊:器用, 第55-61冊:身體, 第62-64冊:衣服, 第65-74冊:人事, 第

75-82冊:儀制, 第83-84冊:珍寶, 第85-88冊:文史, 第89-94冊:鳥獸, 第95-106冊:草木) 黃曉峰는 

嘉慶년간 활동한 인물이라 출판은 18세기후반으로 판단된다. / ‘奎中 2888-v.1-107’은 모두 107권

이며, 책크기는 28.5×18cm이다. 출판지 시대 미상이다. (第1-4冊:天文, 第5-20冊:地理, 第21-35

冊:人物, 第36-39冊:時令, 第40-43冊:宮室, 第44-55冊:器用, 第56-62冊:身體, 第63-65冊:衣服, 

2_ 자체수리복실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삼재도회 奎中 4148-v.1-106 총 106책을 순차적으로 보존처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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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75冊:人事, 第76-83冊:儀制, 第84-85冊:珍寶, 第86-89冊:文史, 第90-95冊:鳥獸, 第96-

107冊:草木) / ‘奎中 3286’는 모두 76권이며, 책크기는 25.5×16.5cm이다. 출판지와 시대 미상이

다. (第1-4冊:天文, 第5-20冊:地理, 第29:人物, 第33-36冊:時令, 第37-40冊:宮室, 第41-49冊:器

用, 第51-52冊:器用, 第53-57冊:身體, 第58, 第60冊:衣服, 第67-69冊:人事, 第71-78冊:儀制, 第

79-82冊:珍寶, 第83-85冊:文史, 第90-94冊:鳥獸, 第95-100冊:草木). 

이들 세 본에 수록된 서문배열이 다르다. 집옥재 인장이 있는 4148본과 3286본의 책머리에 유사

하게 인물부문의 서문이 섞여 들어간 점은 국내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아니다. 이러한 편집차는 

앞으로 『삼재도회』의 서지, 출판 및 유통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奎中 4148-v.1’ ‘奎中 2888-v.1-107’ ‘奎中 3286’

서문배열

周孔敎, 「三才圖會序」 

陳繼儒, 「三才圖會序」

顧秉謙, 「三才圖會序」

何爾復, 「三才圖會序」

王圻, 「三才圖會引」

周孔敎, 「三才圖會序」

顧秉謙, 「三才圖會序」

陳繼儒, 「三才圖會序」

王圻, 「三才圖會序」

周孔敎, 「三才圖會序」

唐國士, 「地理圖序」 

何爾復, 「三才圖會序」

陳繼儒, 「三才圖會序」

王圻, 「三才圖會序」

비고

周孔敎, 顧秉謙, 王圻의 서문이온전

하다. 陳繼儒의 앞은 熊劍化글이며,

何爾復, 「三才圖會序」는 陳繼儒의 앞

부분에 何爾復, 「人物圖序」가 붙어있

다. 한편 인물 부분에 「人物圖序」이

실려 있지 않다. 

4편의 서문이 온전하게 실려있다.

아울러 「天文圖序」 ,「地理圖序」 ,「人物

圖序」가 각 권앞에 실려있다. 

唐國士, 「地理圖序」 가 책머리에 오고, 

何爾復, 「三才圖會序」는 顧秉謙의 글

로 시작하여 何爾復의 「人物圖序」로 

바뀌어 끝난다. 지리와 인물부문에 모

두 서문이 빠져있다. 

규장각 소장 『삼재도회』 3본은 모두 좀이 슬어 있는 정도이나 양호하다. 다만 ‘奎中 4148-v.1’본은 

표지의 파손은 수리할 필요가 있다. ‘奎中 2888-v.1-107’의 인물부분 한 권은 개장되어 있고 전반적

으로 양호하다.3

3_ 해제 고연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일반사항

자료명 청구기호 연대 크기(cm) 장정형태 비고

1

삼재도회

奎中4148 v.1

18세기후반 

추정

16.6x26.5

4침 선장
보존처리 요구 D등급

(표지)

2 v.2 16.6x26.7

3 v.4 16.6x26.7

4 v.5 16.6x26.7

5 v.6 16.6x26.7

6 v.7 16.6x26.6

7 v.8 16.6x26.7

8 v.9 16.6x26.7

9 v.10 16.6x26.7

10 v.11 16.6x26.7

(2) 보존처리 전 상태

대상자료 10책 모두 내지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표지의 손상 정도가 심하였다. 표지의 

재질 특성상 열화가 심하여 부서짐이 많고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일부 유실된 부분도 확인되

었다. 앞표지의 경우 편철부분이 갈라져 분리된 자료가 많았으며, 두껍게 부착된 청구기호표로 인하

여 갈라짐 및 찢김 현상이 나타났다. 뒤표지의 경우 하단부 결손이 많았다.

자료 사진 상태

v.1

•�앞표지 : 먼지와 얼룩이 많으며, 모서리 마모

가 심하다. 상단부와 하단부 각각 결손이 있

으나, 하단부의 경우 craft paper로 임시 

보강이 되어있다.

•�뒤표지 : 일부분 탈락되고 편철부만 남아있

다.

•책실 일부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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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상태

v.2

•�앞표지 : 탈락되어 손상된 상태로 탈락된 조

각은 따로 보관되어있었다.

•�뒤표지 : 왼쪽 하단 일부 결손되었다.

v.4

•�앞표지 :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나, 편철부

가 갈라져 탈락의 위험이 있다.

•�뒤표지 : 하단부에 결손이 있다.

v.5

• 앞표지 : 편철부분이 갈라져 탈락된 상태이

며, 왼쪽 하단 일부분 결손되었다.

•뒤표지 : 1/3가량 결손되었다.

자료 사진 상태

v.6

•�앞표지 : 편철부분이 갈라져 면지와 분리된 

상태이다. 하단부 청구기호표로 인하여 갈라

짐과 찢김이 관찰되었다.

•�뒤표지 : 편철부분이 갈라졌으며, 3조각으로 

나뉘었다.

v.7

•�앞표지 : 편철부분이 갈라졌으며 면지와 분

리되었다. 왼쪽 아래쪽부분에 일부가 결손되

었다.

•�뒤표지 : 하단부에 결손이 크게 있다.

•��책실이 부분적으로 끊어졌다.

v.8

•�앞표지 : 편철 하단부분이 분리되었으며, 과

거 부분적으로 탈락된 부분을 접착제로 면지

와 부착, 응급수리한 흔적이 관찰되었다. 

•�뒤표지 : 결손이 크며, 일부 편철부분의 가장

자리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책실이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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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상태

v.9

•�앞표지 : 편철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탈

락되고 결손되었으나, 과거 임의대로 접착제

를 사용해 잘못된 위치에 면지와 부착하였으

며, 접착제 얼룩이 관찰되었다.

•�뒤표지 : 앞표지에 비하여 상태가 양호하나, 

작은 부분 결손이 있었다. 

v.10

•�앞표지 : 탈락된 표지가 면지에 재 부착 되

었다. 

•�뒤표지 :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다.

v.11

•�앞표지 : 편철부가 갈라져 분리되었으며, 왼

쪽 하단부분 결손이 있었다.

•�뒤표지 : 상단부 가장자리에 마모되었으며, 

일부 결손되었다.  

(3) 보존처리 과정

자료는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을 한 후 상태가 양호한 내지의 경우 건식클리닝으로 작업을 완료하

였으며, 손상된 표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존처리 하였다. 

건식클리닝 → 청구기호표 제거 → 해체 → 표지 안정화 및 메움 → 표지 보강 → 정리 → 장정 → 

보고서 작성 

①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규장각 디지털매체팀에 의뢰하여 자료의 보존처리 전 상태를 고화질로 촬영하였다.

•자료의 형태, 크기 손상 상태를 관찰하고 상태조사카드에 기입하였다.

•보존처리에 사용될 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물성조사를 진행하였다.

② 건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건식클리닝 용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먼지 및 

얼룩을 간단히 제거하였다.

• 표지의 손상상태와 재질을 특성, 이염 문제를 고려하여 수분을 이용한 클리닝은 진행하지 않도

록 하였다.

③ 청구기호표 제거

•�표지 종이 보다 두꺼운 청구기호표가 여러 겹(총3겹) 부착되어 있어 청구기호표 주변이 갈라지

거나 찢겨지는 물리적 손상과 사용된 접착제 경화로 인하여 2차 손상이 야기되어 청구기호표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2겹의 규장각소장 중국본 청구기호표 제거 작업은 Methyl Cellulose 5%(w/v,물)를 청구 기호

표 표면에 얇게 도포한 후 Methyl Cellulose가 스며든 상태에서 제거하였다.

•�처음에 부착된 조선총독부 청구기호표 주변은 접착제로 인한 경화가 심하여 높은 점성의 

Methyl Cellulose를 사용하여 제거할 경우 조각난 종이가 움직일 위험이 있어 낮은 농도의 우

뭇가사리 풀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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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을 이용한 건식클리닝 smoke sponge를 이용한 클리닝

청구기호표 제거 청구기호표 제거 후 

④ 해체

• 손상된 표지 보강을 위하여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장정 끈을 제거한 후 표지를 분리하고 번호

가 섞이지 않도록 표시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장정끈 분리 면지에서 표지 분리

⑤ 내지 건식클리닝

• 표지와 분리된 내지는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클리닝 하였으며, 접힌 부분이 있는곳은 펼쳐 보

관 하였다.

⑥ 표지 안정화 및 메움

•craft paper 등 과거 메움되었던 종이와 경화된 접착제를 제거하였다. 

•�메움 작업을 위하여 원본과 비슷한 재질의 단섬유 종이와 갈라진 부분의 보강을 위한 5g/㎡

Tengujo를 염색하였다.

•�갈라진 부분의 안정화와 보강을 위한 종이는 준비된 Tengujo에 5%의 Methyl Cellulose와 소맥

전분풀을 섞은 접착제를 얇게 도포하여 Remoistenable tissue4로 제작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표지 재질과 손상상태를 살펴본 결과 습식 메움 작업은 수분에 의한 얼룩 또는 형태변형을 야기 

시킬 수 있어 수분 사용을 최소화 하여 메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잘못된 위치에 고정된 표지 재분리 및 접착제 제거 접착제, 면지 제거 후 

Methyl Cellulose와 소맥전분풀을 섞은 접착제를 

폴리에스테르필름 위에 얇게 도포

도포된 접착제 위에 Tengujo 올려 놓은 후 건조,

Remoistenable tissue로 사용

4_   Remoistenable tissue : 셀루로우즈 유도체 Methyl Cellulose 와 소맥전분풀을 1:1 비율로 섞어 보강지에 얇게 도포 하여 건조한 종이로 극

소량의 수분을 가하여 접착력을 활성화 시켜 사용하는 종이로 양지, 사진 보존처리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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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ue를 이용하여 부분 보강 메움

⑦ 표지 보강

• 『삼재도회』 표지는 부스러짐이 심하고 수분에 의한 얼룩 및 형태 변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강하기로 하였다. 

• 준비된 Remoistenable tissue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극 소량의 수분을 가한 후 메움 및 부분 

보강이 완료된 표지에 접착하였다. 

•보강이 완료된 표지는 보조용지와 흡습지에 넣어 압착, 건조 하였다.

준비된 Tissue에 수분 가하기 전체 보강

⑧ 정리 및 장정

• 메움용 종이가 표지 가장자리 밖으로 나와있을 경우 재단하고 재 장정 하였다.

가장자리 정리 장 정

(4) 보존처리 전·후 비교

처리 전 처리 후

v.6

v.7

v.8

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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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상태

v.6

v.7

v.8

v.9

처리 전 처리 후

v.10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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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견지5 

『이견지夷堅志』는 『용재수필容齋隨筆』로 유명한 남송 홍매洪邁(1123~1202)가 만년에 편찬한 필기체의 

지괴류志怪類 잡기이다. 소흥13(1143)년에 시작하여 순희1년(1174)까지 60년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사고전서 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의하면 이 책은 초집初集이 갑甲~계癸 10집集에 각 20권, 지지支志

가 10집에 각 10권, 3지志가 10집에 각 10권, 4지志가 갑·을 2집에 20권으로 총 420권에 달했으나 현

재는 206권만 남아 있다. 

이견夷堅이라는 말은 『열자列子』 『탕문湯問』의 “이견夷堅이 듣고 기록하였다.夷堅聞而志之”라는 대목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견은 오래 사는 나무, 멀리 날아가는 큰 붕새 등을 기록한 사람이다. 고서 중에 이

런 성격의 책으로는 『산해경山海經』을 들 수 있으며 북송대에 출판된 『태평광기太平廣記』와 비교할 만한 

거작이다. 책 이름처럼 이 책은 전해들은 고금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채집하여 엮은 것으로, 종교, 

풍속, 역사, 문학 등에 걸쳐 그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여 다방면의 연구 자료가 된다.

『이견지』는 출간 이후 널리 파급되었으나 420권 전체 한 질이 한꺼번에 출판된 것이 아니라 한 시

리즈가 완결될 때마다 단독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원명시기에 이미 완정한 판본은 산일되었다. 그

래서 사고전서 자부류子部類에 편집된 이견지』도 책명은 『이견지』이지만 실제로는 『이견지지夷堅支志』 

의 앞부분 절반에 해당하는 지갑支甲~ 지무支戊의 50권에 불과하다.

 규장각 소장 『이견지』는 전체 20책으로 갑집甲集 상하~계집癸集 상하로, 각 권에 대략 50여 항목

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 총 1,000여 항목으로 추정된다. 사고전서에 수록된 『이견지』와 비교하면 

처음은 동일하나 후반부에 상당한 차이가 나며, 고적고에 수록된 『夷堅支志』와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1981년 출간된 중화서국 『이견지』 교점본과 항목,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이 책은 홍매가 처

음에 출간한 『이견지』가 아니라 두 번째로 출간한 『이견지지夷堅支志』의 여러 이본 중 하나임이 분명

하다. 

이 책의 앞에 붙은 2편의 서문에 의하면 1778년에 출판된 판본으로 책의 크기가 수진본袖珍本 형태

로 작아 휴대하거나 누워서 읽기에 편리하다. 규장각본 이견지는 이견지의 이본 연구와 국내 영향 관

계를 연구하는 자료가 된다.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도서관, 고려대도서관에 소장된 『이견

지』 이본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홍매가 처음 발간한 『이견지』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책은 청나라 육심원陸心源, 

(1834~1894)이 편찬한 『십만권루총서十萬卷樓叢書』(  3163) 권33~48 『이견지』 갑집甲集~정집丁集에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에는 이 외에도 금나라 원호문元好問(1190~1257)이 지은 『원유산선생전집元遺山

先生全集』(  3735)에 부록으로 『속이견지續夷堅志』 4권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책은 홍매가 펴낸 『이견

지』 시리즈가 후대 중국과 우리나라에 끼친 문화적 영향을 보여준다.

5_ 자체수리복실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견지 奎古 141 총 10책을 순차적으로 보존처리 하고자 한다.

이견지는 『미암집眉巖集』 등에 중국에서 사온 기록, 『청장관전서』에 그 차기箚記 등이 산견되는데 대

략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조선 시대에는 박학한 학자를 중심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6

(1) 일반사항

자료명 청구기호 연대 크기(cm) 장정형태 비고

1

이견지

奎古141 v.2

1788년 이후 

10.8×16.6

4침 선장 보존처리 요구 D등급2 v.3 10.8×16.6

3 v.4 10.8×16.6

(2) 보존처리 전 상태 

대상자료 3책 모두 수분에 의해 손상된 자료로 주름, 울렁거림 등 형태 변형이 나타났으며, 얼룩·

곰팡이 흔적 등이 관찰되었다. 내지는 서로 고착되어 낱장 관찰이 어려운 상태이다.

6_ 해제 : 김종태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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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2

•표지 :   중국본으로 얇은 표지에 4침으로 장정된 형태이나, 책끈이 끊어져있다. 

수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평편하지 않고 주름과 울렁거림이 있다. 

앞,뒤표지 하단에 물 얼룩이 관찰되었다.

앞표지  뒤표지 

•내지 :  습해로 인한 손상이 심하다.  

서로 고착되어있어 낱장 관찰이 어려우며 결손부가 있다. 

하단부에 붉은색 곰팡이 흔적과 얼룩이 관찰되었다. 

내지 고착 물얼룩  

결손 내지 낱장 

② v.3

•표지 :  수분에 의한 손상으로 주름이 많다. 

하단부와 편철부분에 얼룩이 관찰되었다.

앞표지  뒤표지  

•내지 :  습해로 인해 내지 일부가 고착되었다. 

하단부 열화가 진행되어 지력이 약하고 분말화가 나타났다. 

일부 흰색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내지 고착 흰색 이물질 관찰

지질열화 및 얼룩 내지 찢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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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v.4

•표지 :  전체적으로 주름과 울렁거림으로 인한 형태 변형이 있다. 

하단부 물 얼룩이 발견되었다. 책실 일부가 손상되었다.

앞표지  뒤표지  

•내지 :  습해로 인하여 서로 고착되어있다. 

지력 약화로 인하여 내지 갈라짐과 찢김이 관찰되었다. 하단부 물얼룩으로 인한 변색이 

나타났다.

내지 고착 지력약화

얼룩 및 결손 내지 갈라짐

(3) 보존처리 과정

대상자료는 습해로 인하여 고착되어 분리 작업이 요구되었으며 지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

에 부분 보강이 요구되었다. 보존처리는 다음과 같은 수서로 진행되었다. 

상태조사 → 해체 → 물성조사 → 클리닝 → 메움 및 부분 보강 → 정리 및 장정 → 보고서 작성

①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자료의 보존처리 전 상태를 고화질로 촬영하였다. 

내지의 손상이 심하여 낱장 촬영이 불가하다고 판단, 자료의 전체 사진만 먼저 촬영하도록 하고 

해체 후 낱장 촬영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형태, 크기, 손상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② 해체

•장정끈을 풀고 표지와 내지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내지는 지끈을 제거 한 후 나무 헤라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낱장 분리하였다.

•서로 고착된 내지의 경우 미세수분분사기로 소량의 수분을 가하여 2차 분리하였다.

•�고착된 채 탈락된 파편은 원래의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맞춘 후 레이온지와 소량의 수분을 이용

하여 임시 고정하였다.

•�현재 스티커 형태의 청구기호표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존처리 후 한지로 제작된 청구기호표로 교

체하기 위하여 hot air gun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제거하였다.

지끈 제거 1차 내지 분리

2차 미세수분분사기를 이용한 내지분리 청구기호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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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성조사

•보존처리에 사용될 재료를 선택하기 위하여 물성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지와 내지의 두께,무게, 평량, 밀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산화 상태와 클리닝 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색차계(BYK Gardner DE6834)와 pH 

meter(HANNA HI4221)을 이용하여 백색도와 산도를 측정하였다.

•C-stain분석법을 이용하여 표지와 내지의 섬유를 분석하였다.

④ 클리닝

• 해체된 자료는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결손부분과 분말화가 진행된 부분에는 더 이상의 탈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 건식클리닝 후·천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용지 사이에 낱장의 자료를 넣어 습식클리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습식클리닝 후 자연 건조 하였다.

흰색 이물질 제거 고착된 부분 분리

파편 임시 고정 습식클리닝

⑤ 메움 및 부분 보강

•자료의 재질과 유사한 단섬유 종이를 선정하여 오리나무와 도토리 열매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부분 보강을 위한 종이는 3.5g/㎡의 Tengujo를 준비하였다.

•내지의 지력이 약화되어 있어 수분을 최소화 하여 메움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미세수분 분사기를 이용하여 소량의 수분을 가한 후 낱장을 펼치고, light sheet위에 

   올려 놓은 후 결손부 메움과 부분 보강을 하였다. 

•메움이 완료된 내지는 흡습지 사이에 놓은 후 압착판 사이에 놓고 균일한 힘으로 

   눌러 건조하였다.

•표지의 두께가 내지보다 얇은 종이로 제작되어 안전한 내지 보호를 위하여 5g/㎡의

   Tengujo로 배접하여 보강하였다.

메움지 염색 소량의 수분을 가하여 펼침

결손부 메움 메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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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리 및 장정

•산성도와 색차를 측정하여 처리 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움용 종이와 보강지가 내지 윤곽선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 재단하여 정리하였다.

•내지를 접어 순서대로 가지런히 한 후 내지 순서를 확인하였다.

•지끈을 이용하여 기존 책 구멍에 넣어 가장정 하였다.

•메움 완료된 표지를 내지 위에 올려 놓은 후 장정하였다.

외곽선 정리 장정

(4) 보존처리 전·후 비교

① 산성도 및 백색도 비교

보존처리 전·후의 산성도와 얼룩·오염 완화로 인한 색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산성도와 색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 부위는 오염부분과 여백부분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v.2

v.2 앞표지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54.94 6.95 21.51 55.55 7.37 21.86

2 53.12 7.33 21.26 56.64 7.56 21.9

pH

전 후

5.78 6.49

v.2 p.10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84.53 2.36 18.71 89.16 2.07 16.59

2 75.98 4.52 20.96 82.64 4.59 20.83

pH

전 후

7.69 7.19

v.2 p.30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77.12 5.3 22.74 79.22 6.04 22.31

2 84.82 2.75 19.47 89.29 2.4 16.69

pH

전 후

6.49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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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뒤표지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55.26 7.68 22.57 57.65 8.49 23.9

2 55.21 7.87 22.9 58.21 8.21 24.1

pH

전 후

6.95 7.05

v.3

v.3 앞표지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56.52 7.4 19.53 60.48 8.17 21.53

2 54.35 6.14 20.01 56.76 6.91 21.22

pH

전 후

5.98 7.15

v.3 p.10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75.03 4.41 20.95 81.28 5.36 21.94

2 85.66 2.46 19.31 90.3 2.03 18.98

pH

전 후

5.62 6.37

v.3 p.30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79.63 5.55 22.11 74.09 6.22 22.73

2 83.97 2.15 20.86 77.87 2.67 22.29

pH

전 후

6.83 7.24

v.3 뒤표지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55.94 8.37 23.56 58.66 8.48 23.87

2 56.21 7.87 22.9 58.38 8.03 23.49

pH

전 후

7.71 7.08

v.4

v.4 앞표지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55.36 8.33 22.93 59.21 8.71 24.6

2 54.99 8.04 22.96 57.9 8.53 24.53

pH

전 후

7.61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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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p.10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82.21 3.79 19.54 86.41 3.31 17.16

2 77.04 5.16 21.25 80.49 5.11 20.18

pH

전 후

6.51 6.72

v.4 p.30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78.84 4.9 22.33 81.9 4.78 21.34

2 53.43 1.57 17.12 88.89 1.42 14.63

pH

전 후

6.57 6.64

v.4 뒤표지 색도

구분
전 후

L* a* b* L* a* b*

1 57.38 8.03 23.66 60.24 7.06 23.1

2 60.09 6.34 21.73 62.1 21.43 21.43

pH

전 후

6.77 6.92

② 보포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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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화자료 부분보존처리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는 장황형식에 따라 족자, 첩, 책 등의 형태로 나뉘어 있다. 그 중 족자형태

의 자료들은 장황의 특성상 열람·전시 등 족자를 말았다 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로꺾임 등의 

손상이 계속 진행된다. 또한 굵게말이축 없이 얇은 하축에 말아져 보관되고 있는 족자의 경우는 꺾임

의 손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가로꺾임 및 결손, 들뜸 등의 현상을 부

분수리를 통하여 안정화함으로써 보존처리 등급을 올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자료의 손상을 예방하

는 작업을 진행한다. 

1) 일반사항

번호 서 명 제작연대 청구기호 비고

1
Johnstons illustrations of
magnetism electricity-1

20세기 奎中軸 6515 00 v.1

보존처리요구 B등급, 

부분수리

2
Johnstons illustrations of
magnetism electricity Ⅱ

20세기 奎中軸 6515 00 v.2

3
Johnstons illustrations of
magnetism electricity Ⅲ

20세기 奎中軸6515 00 v.3

4
京都新刊外國土産人民異獸

七十二度全圖
古軸 915 G998

5 江都地圖 18세기 古軸 912.51 G155

6 首善全圖 19세기중반 古軸 4709 10

7 江華地圖 1866년 古軸 4709 57

8 琴高炎鯉于滄波 奎中 6523

9 大韓與地圖 古軸 4709 47

2) 보존처리 전 상태 

(1) Johnstons illustrations of magnetism electricity-Ⅰ,Ⅱ,Ⅲ

• 펄프지에 인쇄된 자료로써 굵게말이축 없이 얇은 하축에 말아져 있어, 펼쳐지지 않을 정도로 말

림현상과 가로꺾임 손상이 심각하다.

•오염이 있어 건식클리닝이 필요하다.

•펄프지가 산화되어 갈라지고, 들뜸 현상과 결손 된 부분이 있다.

고착된 내지 분리 결손 메움

이물질 제거 얼룩완화 및 내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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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보존처리 후 임시 굵게말이축을 제작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2) 京都新刊外國土産人民異獸七十二度全圖

•목판본으로 종이에 인쇄되어 있고, 장황 또한 종이로 되어 있다.

•오염이 심하여 건식클리닝이 필요하며, 가로꺾임으로 인한 손상이 있다.

•장황종이가 찢어지고 들뜸 현상이 있다.

(3) 江都地圖

•종이에 그려진 그림으로 결손, 들뜸 현상이 있다.

•가록꺾임으로 인해 장황 부분과 그림 부분이 구겨져 있다.

•오염으로 인한 건식클리닝이 필요하다.

(4) 首善全圖

•오염으로 인한 건식 클리닝이 요구된다.

•목판본으로 종이에 인쇄되어 있어서 가록꺾임이 심각한 상태이다.

•부분적으로 종이의 들뜸, 찢어진 부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5) 江華地圖

•전체적으로 먼지와 오염이 관찰되어 건식 클리닝이 필요하다.

•족자의 특성상 말아서 보관되어 있으므로 가로꺽임 현상이 보인다.

•장황 비단의 들뜸으로 안정화가 필요하다.

(6) 琴高炎鯉于滄波

•전체적으로 먼지 제거를 위한 건식 클리닝이 필요한 상태이다.

•종이장황으로, 찢어지고 배접지와 떨어져 들뜸 현상이 있다.

•가로꺾임으로 인한 손상이 있다.

(7) 大韓與地圖

• 종이에 인쇄된 고지도 

굵게말이축이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가로꺾임이 심각한 상태이다.

•임시 굵게말이축 제작이 필요하다.

회화자료(족자)의 손상사진

가로꺾임 가로꺾임

찢어짐 찢어짐

들뜸 들뜸

들뜸 들뜸



413412

제3장 I 규장각 회화·고문헌자료 보존처리제Ⅰ권 I 수리복원·보존처리

3) 보존처리 과정

(1) 처리 전 사진 촬영

부분처리 전 대상자료의 사진을 찍어 자료의 처리 전 상태를 기록한다. 족자의 경우 사이즈가 커

서 전체컷을 찍기 힘들때는 디지털매체팀에 의뢰하거나 부분컷으로 촬영하여 기록한다.

(2) 건식클리닝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이물질 및 미세 먼지를 제거한다. 기보존처리 시 남아 있는 오염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인한 이물질은 핀셋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 안정화 작업

말았다 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족자의 경우 비단이나 종이 부분이 산화되거나 꺾임으로 인해 

결손 되거나 들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들뜬 부분과 결손된 부

분을 안정화 시킨다. 

(4) 곰팡이 제거

침수의 피해나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경우 부드러운 붓이나 smoke sponge를 이용하여 제

거해 준다.

(5) 펼침 작업

족자의 말았다 폈다의 반복과 보관하는 특성상 가로꺾임으로 인한 손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경우 

미세수분 분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준 후 흡습지 사이에 넣고 건조시키면서 꺾임이 완화 되는 것을 

지켜본 후 완벽하게 건조시켜 굵게말이 축에 말아서 보관한다. 굵게말이 축이 없을 경우 임시 굵게말

이 축을 제작 하여 보관한다.

부분 보존처리 작업 과정

건식클리닝 안정화 작업

곰팡이 제거 펼침 작업

임시 굵게말이축 제작 보관

규장각 소장 족자자료의 부분보존처리를 통해서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안

정화, 보강, 펼침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자료의 손상 등급을 올려주고,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 진행되

는 손상을 예방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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