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奎 閣 소식

2005년 1월~12월

1. 주요 업무일지

1월 17일 炅(사무원) 전출

(사무원) 전입

(방호원) 전입

2월 28일 吉 조교 퇴직

연구조교 퇴직

3월 1일 � ∙ ∙ 연구원 의원 면직

선임연구원 신규 임용

� 학사조교 신규임용

3월 10일 조교 신규임용

4월 1일 ∙ ∙� 那∙ 根 ∙ ∙ 肯 교수 규장각 운 위원

위촉

4월 11일 京 사료편찬소 외 538책 기증

4월 21일 � 교수 규장각 운 위원 위촉

4월 22일 규장각 증축기념 국제학술 회 개최

규장각 증축기념 전시실 개관

4월 25일 외국어판 요람( 어, 중국어, 일본어) 3,000부 발간

4월 30일 基 관장 임기만료

5월 1일 珪 신임 관장 취임

5월 20일 책임연구원 의원면직

6월 1일 � 선임연구원 의원면직

� 책임연구원 신규 임용

6월 20일 基 ∙ 교수 규장각 운 위원 위촉

6월 30일 坤(방호원) 정년퇴직

� 선임연구원 의원면직

『조선왕조실록』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사업완료

<『조선왕조실록』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2)>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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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8월 15일 훈증소독

7월 31일 한국진흥재단 지원 규장각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 완료

9월 1일 � 학예연구사 의원면직

起 객원 연구원 해촉

한국진흥재단 지원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연구사업 개시

�南基∙� ∙�南 ∙� ∙ ∙ �∙ 南 ∙� ∙

基 ∙ ∙ 起 책임연구원 임용

∙ 吉 ∙ 口 ∙�景 선임연구원 임용

9월 5일 초서강좌 개설

9월 8일 동경 학 사료편찬소 출판물 교환에 관한 각서 체결

9월 30일 민족문화출판사에서『조선후기지방지도』(10책) 복간

『규장각 왕실자료∙해설집 1-4』간행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간행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간행

『奎 閣 11』(17세기 ㅇ~ㅈ) 1책 간행

『奎 閣 12』(17세기 ㅈ) 1책 간행

『규장각 소장 문집 해설(18세기) 5∙6』간행

奎 閣 3종 2책 간행

『 』1책, 『 ∙ 』1책

10월 20일 규장각 답사 ( 일 )

11월 18일 민족문화추진회∙국사편찬위원회와 자료정보공유협정 체결

(『 』∙『 記』∙『 』정보화사업에 한 합의)

11월 21일 민속원『 』복간 출판 계약서 체결

민창사『동여도』복간 출판 계약서 체결

11월 23일 ∙ 외 1,100책 기증

규장각 요람 발간

11월 28일 교수 규장각 운 위원 위촉

12월 1일 용인 학교 교수 객원연구원 위촉

12월 10일 민속원『 』복간

12월 12일 感

12월 13일 민족문화출판사 규장각 소장『조선전도』복간 출판 계약서 체결

12월 20일 『규장각 28』발간

奎 閣 軌 3종 3책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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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軌』1책, 『 � 監 軌』1책, 『 軌』

1책

奎 閣 官 1종 3책 간행

『 』3책

奎 閣 1종 3책 간행

『 멋�』3책

奎 閣 1종 3책 간행

『 』3책

奎 閣 錦 시리즈 2책 간행

『 12』1책, 『 13』1책

奎 閣 『 』7첩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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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방객 및 견학방문단

1월~4월 21일 규장각 증축공사로 전시실 개관하지 않음.

4월 22일 규장각 증축 개관 기념식 행사로 각계 내빈 920인 방문

4월 29일 태국 타마삿 학 교직원 방문

5월 2일 동경예술 학 교수 및 학생 방문

5월 6일 만교육부 직원 방문

국립제주 박물관 직원 방문

5월 7일 여명학교 학생 방문

5월 17일 경찰청 직원 방문

5월 19일 한국외국어 정부기록관리학과 교수 및 학생 방문

5월 21일 진성고등학교 학생 견학

5월 28일 서울 학교 캠퍼스 교내견학행사

6월 14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9인 방문

6월 18일 관악구청과 서울 학교 사범 학 공동주최행사 120인 방문

7월 6일 아시아 미래지도자 학생 방문

워싱턴 학 간호학과장 방문

광남중학교 학생 견학

7월 12일 육군종합행정학교 소속 소령 및 중사 38인 방문

7월 15일 만사범 학 교직원 40인 방문

7월 18일 진해 재교육원 80인 견학

7월 19일 杞溪 문중 정기증자 유봉근 방문

7월 22일 말레이시아 청소년 표 15인 견학

성동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견학

7월 25일~8월 15일 훈증소독으로 전시실 개관하지 않음

8월 17일 울산 YWCA 중고생 학탐방 40인 견학

9월 8일 일본 동경 사료편찬소 직원 방문

10월 5일 관악구청 주관 문화유적 탐방단 40명

10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 간부 20인 방문

10월 21일 OECD고등교육국 관리 5인 방문

이라크 외교관 30인 방문

10월 26일 국제 학원 인솔 호주 관료 20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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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연구실 방문 미국학자 6인 방문

오클라호마 학 외협력본부장 외 3인 방문

10월 28일 해외 한국학 사서 모임 30인 방문

11월 1일 중국 호북성 인사청장 일행 23인 방문

11월 3일 한국외 국제 학원 한국학과 10인 방문

11월 4일 이화여 문헌정보학회 차봉희 교수 외 학생 40인 방문

11월 9일 로벌 차세 지도자 초청연수단 40인 방문

관악구 자매도시 표단 전남 강진군 읍면 표단 40인 방문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현장연수 80인 방문

11월 17일 관악열린 학 관련 사범 전태원 부학장 외 40인 방문

11월 21일 The Second SNU-ICU GSE Forum 참가자 18인 방문

11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한일 역사자료 정보화기관 전문가 포럼 참가자(동경 사료

편찬소 등) 20인 방문

11월 28일 한국비교문학회 국제학술포럼 참가자 3인 방문

12월 6일 國 南 부총장 일행 7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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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장각 증축 준공 기념행사

1) 규장각 건물 증축

수장고 및 전시실, 강당, 연구실 등의 확충을 위하여 2002년부터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

면적 5,490m2 건물을 증축하여 2004년 12월 완공하 으며, 기존 건물의 Renovation을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5월 완공하 다. 이로써 규장각의 연면적은 9,567m2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사무실, 서고 등의 이전 작업을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4월까지 완료 하여 2005년 4월 22일 증축 건물 개막식을 개최하 다.

2) 시설 관리 운 세칙의 제정 및 자료관리 운 세칙의 개정

규장각 내의 전시실, 강당, 방문교수연구실의 관리 운 과 자료 관리 운 을 위하여 규장

각 시설 관리 운 세칙(2005년 5월 1일 제정)과 자료 관리 운 세칙(2005년 6월 24일 개

정)을 시행하고 있다.

3) 규장각 증축 준공 기념 학술 회: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규장각은 규장각 증축 준공을 기념하여 4월 22일(금)에‘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회를 개최하 다.

이번 학술 회는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151호 정족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구

보존과 훼손본 복원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를 보고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실록 보존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규장각에서는 실록의 보존 및 복원 책을 협

의하기 위해 2003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학교 한국학 장기기초연구비 지원을 받아

실록 보존을 위해 기초 조사 연구에 착수하 다. 이 연구 과제는 실록 보존을 위한 문헌 자

료의 분석과 구적 보존을 위한 과학적 처리 방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제발표는 신병주 학예연구사의「『조선왕조실록』의 제작과 �」, 박지선 교수의「『조

선왕조실록』보존에 관한 연구」, 이인성 교수의「 랍의 기원과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중

국 북경고궁박물원 연구원 ∙郭 의「납전지의 연구와 제작」, 전 일본문화청 연구

원 의「古 의 와 」순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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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주 학예연구사는 조선왕조실록의 구체적인 제작 과정과 외사고에 한 뒤 � 등

의 조치를 통해 실록을 통해 실록보관의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여 현재 실록의 복원과 실록

보존의 합리적 방안의 모색하 다. 박지선 교수는 2004년도의 문헌조사와 분석, 기술조사

를 거쳐 이미 열화가 진행된 조선왕조실록의 랍본을 보존하기 위해 실험군을 실물제작하

여 손상원인을 밝혀 가능한 한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제 랍본에

해 보존처리 방법과 보존환경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2005년도 연구진행 경과

를 보고하 다. 이인성 교수는 조선왕조실록 보존에 사용된 랍의 기원을 밝히고 향후 실

록의 보존, 또는 복원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랍의 특성을 조사하 다. 이

를 위해 현재 20여종의 국내외산 랍 및 벌집에 한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scopy 분석을 실행하여 자료의 정리와 1차적 해석을 도출해내었다. 분석 결과 실록

훼손시 소량분리되어 나온 랍은 hydrocarbon 시리즈의 패턴을 보이는 그룹에 속해있으

며 Stable Isotope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탄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벌이 주로 꿀을

채집하는 C4 식물군에서 유래한 lipid의 탄소동위원소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

다. ∙郭 의 공동연구에서는 중국 납전지의 실험제작 과정을 보고함으로써 향후

조선왕조실록 복원에 있어 실제 모형제작에 선례를 제공하 고, 은 古 의 소재

와 서법 연구를 통해 사본 제작의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 다.

김문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경구 교수(한림 한림과학원), 조병묵 교수

(강원 제지공학과), 윤혜온 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문식 규장각 조교가 지

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연구에 한 조언과 쟁점 토론을 해주었고, 많은 방청객이 동참하여

조선왕조실록의 보존방법에 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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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간행∙해제 사업 및 주요 간행 도서 소개

규장각은 한국학 연구자와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고도서∙고문서∙고지

도∙근 정부기록류 등의 자료에 한 해제 및 자료 인 간행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05

년에 추진된 사업 내역과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규장각 연구 사업의 현황을 알리고자 한

다. 奎 閣 , 과 , 古 , 古 , 近 記 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1) 奎 閣 간행

규장각은 1997년부터 인 간행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奎 閣 간행 사업

에 착수하 다. 이 사업은 조선시 연구에 필수적인 문헌자료들을 인 보급함으로써

國 연구를 진작시킨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軌 , 官 , , 

, , 등 여섯 분야의 문헌 자료를 간행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軌 에서는『 軌』, 『 � 監 軌』, 『 軌』3종 3책

의 의궤를 간행하 다. 『 軌』는『 』을 편찬한 과정의 기록이다.

『정조실록』은 1801년 7월에 실록 편찬 작업의 첫단계인 산절작업이 시작되어 1805년 7월

에 완성되었다. 의궤에는 실록의 편찬 과정을 비롯하여, 참여 관원의 명단, 실록을 인출하

는데 소요된 물자의 구체적인 내역과 조달 과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

監 軌』는 현종의 國 이 끝나고 3년상을 마친 후인 1676년(숙종 2) 10월에 종묘에 부묘한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 軌』는 1900년 8월 17일 고종 황제가 경운궁 중화

전에 나아가 이강을‘ ’으로 책봉하고, 이은을‘ ’으로 책봉한 과정을 정리한 기록

이다. 

官 에서는 금년에는『 』(3책)를 간행하 다. 『 』는 조선시 口, 

, 經 등 국가 재정을 총괄하던 관서인 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책

으로, 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관서지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편찬되었다. 호조의 官

와 , 재정 수입을 담당한 , 회계 및 창고를 관리한 計 , 경비 지출을 담당한

經 등 소관 부서별로 관련 문건이 정리 수록되어 있다.

에서는『 멋�』(3책)을 간행하 다. 『 멋�』은 조선시 館閣에서 지은 各

의 문장을 모아 1787년(정조 11)에 간행한 으로, 홍문관이나 예문관 등 을 담

당한 관리가 왕명을 받들어 찬술한 館閣 가운데 모범이 될만한 을 뽑아 편찬한 책이다.

『 멋�』은 총 22책인데 이 중 10책까지를 인본 3책으로 간행하고 나머지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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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은 연차적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에서는『 』를 간행하 다. 『 』는 조선 중기의 학자 經

(1563�1633)가『 』의 내용 중에서 학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긴요한 들을 뽑아

서 편찬한 책으로 의『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 으며, 간혹 본문에 다른 학

자의 견해를 인용한 주석이나 편자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하 다.

에서는 작년에 이어『 』12�13권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들 읍지들은

부분 19세기 편찬본인데 이전 시 의 읍지에 비해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소 소략하지만

이 시기 지역의 변화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간행에서

는 기간의 지리지 인본과 달리 활자를 판독하기 쉽도록 으로 하 다. 채색지도는 사

진판으로 만들었고, 개별 읍지에 한 상세한 해설을 붙 다.

에서는『 』와『 ∙ 』를 간행하 다. 18세기 景

시 에 간행된『 』는 에서 官의 회화 학습을 위해 중국의 曲을 언해

한 책이며, 『 』는 중국어 단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단어마다 한 식 음과 뜻을

붙인 중국어 어휘집이다.

2) 및 간행

규장각은 1993년부터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 문집과 미해제도서의 해제를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그 성과로 17세기의 개인 문집을 상으로 한『奎 閣

11』(17세기 ㅇ~ㅈ), 『奎 閣 12』(17세기 ㅈ)를 간행하 다. 

『奎 閣 』은 규장각에 소장된 개인문집( - )에 한 전문해설집으

로, 조선시 의 문집을 시 순으로 해설하여 간행하고 있다. 기존의 해제집과는 달리 문집

과 저자에 한 소개는 물론 문집의 개별 저술 내용에 해서도 해설을 첨부하여 이용자들

이 각 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올해에는 17세기 문집 가운데 ㅇ~ㅈ 항

목( ~ ) 31종과 ㅈ 항목( 稿~ 稿) 43종을 간행하 다. 내년에도 계

속하여 17세기 문집에 한 해설집을 간행할 계획이다.

3) 古 사업

규장각은 1978년부터 고문서의 정리 및 카드 작성과 작업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고문서를 간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중 家 記와 奴 記, 記 등을 편

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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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古 사업

금년에는 1770년에 조의 명을 받은 신경준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7첩을 색인집과 함께 원색으로 인하게 되었다. 『 』는 전국의 군현마다

4.2cm의 방안(또는 경위선)을 그어 위치 정보의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기하여 제작된 군

현 지도집이다. 현재 전라도가 결본이며, 경기도의 ∙加 ∙ ∙ ∙ 등 5개

군현이 누락되어 있다. 『 』의 사본 계통은 현재 8개 종류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용을 위해 다양한 변형이 가해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와 그 사본 계통은 1834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김정호의

『 邱 』와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 』(1856-1859)를 거

쳐『 』(1861)로 집 성되는 조선전도 제작 과정의 첫 출발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5) 近 記 사업

규장각은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과 금호그룹의 출연 기금으로 근 정부기록류 조사 연구

및 인 간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2년간『奎 閣 』(4책),

2002년부터 2년간『奎 閣 交 』(4책), 2004년에『奎 閣

1』∙『奎 閣 2』(2책)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웹서비스했으며, 올해

에는『奎 閣 3』∙『奎 閣 4』(2책)를 작성하고 웹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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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장각 초서강좌 개설

규장각 초서강좌가 2005년 9월 5일부터 개설되었다. 지원자격은 한국학(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한 학부 이상인 자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한문에 한 기초적 소양을 갖춘 자

를 상으로 하 다. 강좌를 개설한 목적은 한국학관련 기록물을 읽고 스스로 해독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들 강좌는 매주 3시간씩 16주 단위로 편성하 으

며, 2개학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강좌는 초서기초학습반과 초서자료강독반으로 나누어 개설하 으며, 강사는 규장

각 학예연구사이다. 초서기초학습반은 초서의 원리와 기초적인 형태를 습득할 수 있게 하

며, 기본교재는『 訣 歌』와『 』, 『 過 』이다. 초서자료강독반은 기초적인

초서의 원리와 형태에 한 학습은 물론 구체적인 자료들을 직접 해독하게 하여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유도하며, 기본교재는 고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물을 직접 다

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강자들이 직접 붓으로 초서를 쓰게 하여 체득할 수 있게 하 다.

강좌개설로 규장각은 규장각소장 자료에 한 해독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확보함으로써

규장각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나아가 개인의 학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 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관련 연구를

폭넓게 진행할 수 있고, 학문후속세 를 양성하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수강생 모집과정에서 각 강좌의 모집정원을 10명으로 한정하 으나, 교내 학원생, 교

직원 외에도 교외의 지원자가 총 46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문의자가 20여 명을 넘었다. 예

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강좌개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호응하여, 수강인원을

각 반 20명으로 늘렸다.  

초서학습에 한 학원생 이상의 연구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비해, 그것

을 뒷받침해줄 만한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은 강좌에 한 호응이 높을 경우 점차적으로 강좌수를 늘리거나 혹은 고급과정의 강좌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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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학 고전원문 정보 디지털화

디지털화의 결과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로 보급되는 정보화 시 를 맞이하여 국내외

의 일반 국민과 한국학 연구자에게 한국학 원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규장각은 2000년 3월부터 2005년 11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사편찬위원회, 민족

문화추진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더불어‘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

고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2000년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정

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전산원이 전담 운 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을 비롯하여 독립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경상 학교 문천각, 국가보원

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균관 학교 존경각, 전쟁기념관등이 연계 서비스하고 있다.

규장각은 소장하고 있는 고전적을 상으로 한국학 원문 자료 정보의 보급을 위한 DB구

축과 보급 시스템을 확충하여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장각 내에서 자체개발, 보유하고 있는 규모의 자료연구 컨텐츠

를 연차적으로 보완하여 사용자 중심의 한국학 고전원문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할 계획

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규장각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도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이미지)를 포함하여 500종에 한 이미지 디지

털화, 원문 텍스트화를 완료하고 XML DB로 구축하 다.

(2) 고문서: 규장각에서 간행한『古 』25책 등 3,011여 건에 한 서지사항, 이미지,

텍스트화를 완료하고 XML DB로 구축하 다.

(3) 고지도: 『 』등 655종에 한 해제작성, 이미지 디지털화, 색인작성 등의 작

업을 완료하 다.

(4) 근 정부기록류: 142종에 한 이미지화(전체), 텍스트화(일부)를 완료하 다. 

(5) 읍지류: 읍지류 176종에 한 이미지 및 텍스트화를 완료하고, XML DB로 구축하

다. 

(6) 기타: 책판 17,891장에 한 이미지를 3D로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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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장각 자료 관리 및 전시 사업

1) 규장각 자료 복원 사업

규장각은 소장 고전적의 구 보존을 위하여 훼손 및 부식이 심한 자료에 하여 복원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까지 2,600여책,

71,500매에 달하는 표구 수리 작업을 실시하 으며, 고전적 보호용 포갑 제작도 같이 추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중요무형문화재 � 옹이 규장각에 상근하면서 진행하 으며, 앞

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마이크로 필름 제작

규장각 자료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사시에 비하고자 1972년부터 마이크로 필

름 제작사업을 시작하여 한국본 도서를 거의 완료하 고, 1994년부터 새로운 기자재를 구

비하여 중국본 도서와 한국본 중 미제작분을 상으로 마이크로 필름 촬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2005년 11월까지『승정원일기』등 21,600롤을 제작 완료하 다.

3) 전산화 사업

규장각은 1996년부터 효율적인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규장각 도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목록 정비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규

장각 소장 한국본 도서 101,734책, 중국본 도서 73,101책 전체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완료하여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규장각 도서 해제 12,705종을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의 원문 이미지화 작업은『 』등

88종 1,711책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책의 색인과 해제, 고

도서 원문의 입력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 서비스에 임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한

국학 고전원문정보 디지털화 사업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규장각 도서에 한 전반적

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한다.

4) 고전적 보존용 원목서가 제작

규장각 증축에 따른 서고 확충으로 고도서 보존에 적합한 원목서가 130 및 책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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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원목서가 15 를 천연수지로 도장하여 제작 배치하 다. 앞으로도 책판 보존용 원목서

가와 기존의 철제서가를 원목 서가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고전적 자료의 보존

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5) 기증 고전적 서지목록 작성 및 내용 요약

전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규장각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에서『 國 刊』321~340권, 세종 왕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하는『(국역)국조인물고』

를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 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학자료원 등의 전국

여러 기관에서 간행한 자료들, 여러 종친회에서 제작한 족보 등 2005년 3월에 146책, 6월에

170책, 9월에 116책, 11월에 246책이 각각 기증된 바 있다.

특히 일본 동경 사료편찬소에서『 』, 『 近 』, 『 古 』,

『 古記 』및 다양한 도서목록과 사료 539책을 기증하 고, 10월에 慶 님이 소장

하고 있던 고문서 198매, � 님이 문집, 사서, 잡기류 등 고도서 2419책, 11월에

사장이『 ∙ 』외 1,100책을 기증한 바 있다. 규장각에서는

기증 고전적에 한 서지목록 작성 및 내용 요약 작업을 2005년에 기증된 고도서 및 기증

자료 전체에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이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로 간행할 예정이며, 곧 DB로 구축되어 서비스하게 될 것이다.

6) 전시물 제작

규장각에서는 11월에 22책으로 이루어진 목판본『 』를 실제 크기와 같이 1:1

로 촬 한 전시물을 제작하 다. 김정호의『 동여지도』는 현존하는 전국지도 중 가장 큰

지도로 한반도를 북에서 남까지 동서로 나누어 22폭으로 담은 것이다. 곧 각 층을 순서 로

배열하면 22폭이 조선전도가 된다. 축적은 약 16만분의 1이고, 각 층을 척의 크기로 접은

판의 크기는 동서 80리, 남북 120리를 포괄한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으로

제작된『 동여지도』는 그간 전시공간 및 제작상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물크기로 제

작되지 못하 으나 규장각에서는 증축을 기념하여『 동여지도』의 실물크기를 재현함으로

써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 전시물 제작이 조선후기 제작된

『 동여지도』의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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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록 전시물 복제

규장각에는 정족산본『 』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동안 국보로 지정되어 안전

상 전시실에 배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료적 중요성과 가치를 감안하여 2005년 12월 전

시용 복제본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다. 복제본은 조선초기 필사본인『태조실록』표지, 

랍으로 처리된『세종실록』1책, 랍을 입히지 않고 활자본으로 간행된『숙종실록』이다.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전시용 복제본을 통해 조선시 관찬사서인『조선왕조실록』의 실제

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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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 사업

규장각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중 국학고전 정리

사업에 참여하여‘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이라는 과제로 2002년 8월부터 연구 지

원을 받아 3차년도에 걸친 연구사업을 수행하 다. 크게 왕실자료 정리, 의궤류 자료 해제,

문집 해설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하 다. 2003년 9월부터는‘奎 閣 記의

및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과제가 추가되어 향후 3년에 걸친 연구사업을

수행중이다. 본 사업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18명을 비롯하여 박

사과정과 석사과정 재학중인 보조연구원 41명이 참여하 다. 

왕실자료∙의궤∙문집을 상으로 한 국학자료 정리 3차년도 사업은 2005년 7월에 완료

되어, 그 결과물로『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목록 해제∙해설집』(4책), 『규장각 소장 의궤 해

제집 3』,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규장각 소장 문집해설(18세기 5∙6)』을 간행

하 다. 규장각소장 토지문기 정리 및 목록집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중 2차년도 사업

은 2005년 8월로 종료되어 35,000건의 과 를 포함한 을 만드는 작업을 완

료하 으며, 9월에 3차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 8월에는 총 25,000건의 토지문기의 목

록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작업을 모두 모아 을 간행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완결되면

古 관련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2005년 9월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기초학문육성지원(인문사회분야 토 연구)의 지원금

을 받아 3차년도에 걸친 역주사업을 시작하 다. 책임연구원 12명과 전통한학자를 중심으

로 한 공동연구원 5명으로 구성된 역주팀은 병자호란으로 심양에서 볼모생활을 해야했던

소현세자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왕세자 관련 관청 일기류 총 36종 552책을 상으로 선

정했다. 조선시 왕세자 관련 관청은 ∙ ∙講 ∙ 講 등인데, 당 최고

의 지식인 집단이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에 한 보양과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에는 왕세자의 성장과 교육은 물론 그 밖의 궁중 생활, 각

종 의례, 당시의 정치적 사건 등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

류는 조선후기 정치 사회의 구체적 실상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제

공해줄 것이다.

예산을 확보한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는『소현동궁일기』, 『소현분조일기』, 『심

양일기』, 『효종동궁일기』, 『현종강서원일기』, 『숙종강학청일기』, 『숙종춘방일기』, 『경종보

양청일기』, 『경종춘궁일기』, 『 조동궁일기』, 『진종동궁일기』등 14종 78책을 역주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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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 간행

『 軌』1책

『 � 監 軌』1책

『 軌』1책

『 』3책

『 멋�』3책

『 』3책

『 12』1책

『 13』1책

『 』1책

『 』∙『 』1책

『 』7첩

『奎 閣 11』(17세기 ㅇ~ㅈ) 1책

『奎 閣 12』(17세기 ㅈ) 1책

『규장각소장의궤해제집 3』1책

『규장각소장분류별의궤해설집』1책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제집』4책

『규장각 소장 문집해설 5』(18세기) 1책

『규장각 소장 문집해설 6』(18세기) 1책

『奎 閣 28』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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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2005년 12월 20일

서울 校奎 閣

珪

� 서울 校

� 서울 校奎 閣

151-742 서울 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880-5315~9, FAX: 883-7015 

인터넷 주소: http://kyujanggak.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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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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